
Received: 24 August, 2020

Accepted: 5 September, 2020

Ⓒ 2020 The Korean Society of Engineering 
Ge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

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
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OPEN ACCESS

*Corresponding author: Ji-Soo Kim

E-mail: geop22@cbnu.ac.kr

복합 지구물리탐사와 사면 안정해석 자료를 이용한 

땅밀림 지역의 활동연약대 파악

이선중1,2ㆍ김지수3*ㆍ김관수2,4ㆍ권일룡2,5

1산림조합중앙회 산림종합기술본부 연구원, 2충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박사과정, 
3충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4극지연구소 연구원, 5주식회사 포도 대표이사

Delineation of the Slip Weak Zone of Land 

Creeping with Integrated Geophysical Methods 

and Slope Stability Analysis

Sun-Joong Lee1,2ㆍJi-Soo Kim3*ㆍKwan-Soo Kim2,4ㆍIl-Ryong Kwon2,5

1Researcher, Forest Technology Division, National Forestry Cooperative Federation
2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Earth & Environmental Science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3Professor, Department of Earth & Environmental Science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4Researcher, Korea Polar Researcher Institute
5CEO, Podo Inc.

Abstract

To determine the shallow subsurface structure and sliding surface of land creeping in 2016 at 

Hadong-gun, Gyeongsangnam-do, geophysical surveys (electric resistivity, and refraction seismic 

methods, borehole televiewer) and slope stability analysis were conducted. The subsurface structure 

delineated with borehole lithologies and seismic velocity structures provided the information that the 

sediment layer on the top of the slope was rather as thick as 20 m and the underlying weathered rock 

(anorthosite) was thinner than 1 m. Based on the tension cracks observed during the geological 

mapping, televiewer scanning was performed at the borehole BH-2 and detected the intensive fracture 

zones at the ground-water level, associated with the slip weak zones mapped in dipole-dipole 

electrical resistivity section. Downslope sliding and slightly upward pushing at the apex of high 

resistive bedrock explains the curved slip plane of the land creeping. Such a convex structure might 

play a role of natural toe abutment for preventing the downward development of slip weak zones. In 

slope stability analysis, the safety factors of the slip weak zone are calculated with varying the 

groundwater levels for dry and rainy seasons and the downslope is founded to be unstable with safety 

factor of 0.89 due to fully saturated material in rainy season.

Keywords: land creeping, integrated geophysical survey, tension crack, slope stability analysis, slip 

weak zone

초 록

2016년 경상남도 하동군 땅밀림 지역의 지하구조와 미끄럼사면을 파악하기 위해 지구물리탐사(전기비

저항, 탄성파 굴절법, 시추공 영상촬영)와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였다. 시추조사와 탄성파속도로 해석

된 사면의 지층 및 지하구조는 20여 m의 두터운 퇴적층 밑에 구간에 따라 1 m보다 얇은 풍화암 및 연암

이 각각 분포한다. 지표지질조사를 통하여 관찰된 인장균열의 지표흔적을 기준으로 시추공 BH-2에서 

The Journal of Engineering Geology

pISSN : 1226-5268 eISSN : 2287-7169

Vol. 30, No. 3, September, 2020, pp. 289-302

https://doi.org/10.9720/kseg.2020.3.289

RESEARCH ARTICLE



290 ∙ 이선중ㆍ김지수ㆍ김관수ㆍ권일룡

영상촬영을 수행하여 확인된 집중 파쇄대의 분포는 지하수면과 쌍극자배열 전기비저항 단면에서 해석된 활동연약대의 깊이와 잘 부합한다. 

기반암 표면의 고비저항 돌출부는 연약대의 하부 진행을 막는 일종의 자연적인 받침대 역할을 하여 이것을 경계점으로 활동면이 미끄러지고 

약간 위로 올라가는 휘어진 파괴면을 수반하는 땅밀림의 특성을 설명해준다. 활동연약대에 대한 사면안정해석에서 지하수면의 변동시켜가

며 건기와 우기의 안전율을 계산한 결과 우기에 해당되는 0.89의 낮은 값은 지하수로 완전포화된 물질에 기인하는 바 조사지역의 사면은 호우 

시 불안정한 사면으로 해석된다.

�����땅밀림, 복합지구물리탐사, 인장균열, 사면안정해석, 활동연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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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형의 기복이 심한 산지와 지질학적으로 취약한 지반이 전국적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는 상황에 연평균 강

우량의 2/3 이상이 하절기에 태풍 및 집중호우 등의 형태로 집중되기 때문에 산지를 중심으로 군집형 산사태 및 토석류 발

생이 필연적이다(NFCF, 2018). 2020년 8월에도 장기적인 집중호우로 인하여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사태로 큰 피해

가 발생하였다. 특히 노년기 산이 많아 기반암 상부의 표토층이 두텁지 않으므로 강우 시 물은 표토층을 쉽게 투과하여 대

부분 풍화암 경계면에 머물게 되고 강우가 계속되면 물은 더욱 집중되어 점차 간극수압이 높아지고 동시에 전단력을 잃게 

되어 미끌어지기 쉽다.

사면(slope)은 지구상에서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지형의 한 형태이다. 외형적으로 안정화되어 정지해 있는 것으로 보

이는 사면도 실제로는 하부 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 포행(creep)

으로부터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눈사태(snow avalanche)까지 여러 가지의 이동 형태를 가지고 역동적으로 진화하는 체계

이다. 이를 포괄적으로 산사태(landslide)라고 하는데 이동의 형태에 따라서 절벽 등과 같이 노출된 사면에서 자유낙하 하

는 낙석(falling), 지반물질이 전반적으로 하부로 이동하는 활동(sliding), 고결되지 못한 지반재료들이 액상으로 흘러내리

는 흐름(flow) 등 3가지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산사태는 흐름과 활동의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난다(Kim et al., 2017b). 대

중적으로 알려진 산사태는 비교적 짧은 시간의 국지성호우로 발생하여 잦은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관심이 높은 편이지만 

아주 느린 형태의 활동인 땅밀림 산사태(land creeping)는 오랜 시간에 걸쳐 발생하므로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편이다. 

그러나 땅밀림 산사태는 규모가 상당히 크며 발생한 후에는 큰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

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땅밀림 산사태는 활동면 위의 토사층 일부 및 상당량이 활동면을 경계로 하부로 미끄러지는 산사태의 한 형태이다. 이

는 토사층 내 점토층이 위치하거나 암반층 피압지하수의 영향으로 인하여 토사층 전체가 천천히 이동하는 현상이기도 하

다. 이동하는 토사층의 두께는 일반적으로 10~20 m, 폭은 두께의 5~10배, 길이는 폭의 1.2~1.5배로 규모가 크고, 이동속

도는 0.01~10 mm/day로 매우 느린 특징을 가지고 있다(Varnes, 1984; Woo, 1997; Shin et al., 2018). 사면붕괴와 산사태

는 하절기 집중호우 및 태풍 등 강우 시에 집중적이고 급격히 발생하는 특징을 보이지만 땅밀림 산사태의 경우는 활동면

이 깊고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지질 암종의 풍화, 구성광물의 성질 및 지형적 특성에 더욱 밀접한 영향을 받는다(Stead 

and Wolter, 2015; Shin et al., 2018).

이 연구에서는 2016년 땅밀림 산사태가 일어난 경남 하동군에 대한 지하매질의 물성 정보 및 연약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추자료(borehole data)와 시추공영상촬영(borehole televiewer) 자료, 굴절법 탄성파 속도(seismic refraction velocity) 

및 지표 전기비저항(electric resistivity) 자료를 복합해석하였고 해석한 단면과 지하정보를 바탕으로 사면의 안정성 해석

(slope stability analysis)을 통하여 활동연약대(slip weak zone)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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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역의 지질은 시대미상 또는 전기 원생대로 알려진 회장암(anorthosite)이 기반암을 이루고 있으며, 이 암석은 하

동과 산청 일대에 걸쳐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ang and Lee, 2015)(Fig. 1a). 회장암은 풍화에 매우 취약한 사

장석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Jung and Lee, 2003), 따라서 이 지역은 사장석의 풍화로 인하여 점토성분이 다

량 함유된 붕적층과 토사층이 넓고 깊게 분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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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연장 약 180 m의 거리에서 60 m의 고도차를 보이는 20° 내외의 경사를 가지는 조사지역은 동쪽에 청룡저수지가 위

치하고 있어 집중호우 시 산사태의 발생으로 저수지가 범람하면 하류에 위치한 인가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다. 또한 

다섯 지점에서 북동-남서 방향으로 뚜렷하게 관찰된 총길이 약 170 m, 높이 0.5 m의 인장균열(tension crack)은 사면방향

과 거의 직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선의 중앙 부근에서 뚜렷이 관찰된 인장균열은 동쪽 청룡저수지와의 경계 근처에도 

일부 보이고 있다.

깊이에 따른 암반의 역학적 특성, 지질의 구조 상태, 지하수 분포상태, 지하매질의 물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붕괴 구간

을 기준으로 상부로부터 하부까지 각각 굴착한 시추공(BH-1, BH-2, BH-3)에서 시추조사 및 시추공 영상촬영(borehole 

televiewer)을 실시하였다. 또한 총길이 240 m의 측선에서 굴절법 탄성파탐사와 쌍극자배열 전기비저항 탐사를 수행하여 

각각 시추공 지점들을 잇는 지층구조 및 활동연약대(slip weak zone)를 2차원 단면으로 해석하였다(Fig. 1b).

땅밀림 지역의 활동연약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체계(Fig. 2)는 시추조사와 굴절법 탄성파탐사로 지하의 층서구조를 

파악하고 지표 상에 나타난 인장균열(tension cracks)을 기반으로 전기비저항 탐사와 시추공 영상촬영을 추가로 수행하여 

인장균열의 지표 흔적에서 이어지는 활동연약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파악된 층서구조와 이에 해당하는 각종 지반정수

들을 기반으로 사면의 안정성 해석을 실시하여 땅밀림 산사태의 활동연약대를 확인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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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지질조사를 통하여 관찰된 인장균열은 경사면을 이루는 지반이 중력 방향 및 응력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밀리는 현

상에 따라 발생되는 것으로 사면의 붕괴 위험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인자로서의 역할을 한다(Leighton, 1966). 또한 인장

균열에 의해 지반이 벌어지거나 단차가 발생되는 경우 지표수의 집중적인 침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지형측량과 육안정밀조사를 통해 관찰된 지역의 땅밀림 산사태의 흔적으로서는 대체로 북동-남서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는 총 연장 170 m의 인장균열을 들 수 있다. 인장균열은 대체로 2시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땅밀림은 4~5시 방향으

로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Fig. 3). 주요 인장균열은 총 5개로 시추공 BH-1과 BH-2 사이에서 가장 긴 인장균열이 

나타나고 있다(Fig. 1b). 균열의 폭은 35~40 cm, 높이는 30~45 cm의 범위로 사면 하부의 저수지 부근에서 석축에서의 배

부름 현상과 약 20° 정도로 기울어져 있는 석축은 땅밀림 산사태의 현상을 잘 설명해준다. 또한 사면의 상부 부근은 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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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talus) 지형을 형성하여 유사한 크기의 암괴들이 군집되어 분포하기 때문에 사면 안정성 측면에서 볼 때 위험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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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지질의 구성 물질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붕괴 구간의 3개 위치에서 시추공(BH-1, BH-2, BH-3)을 착정하여 시

추조사를 실시하였다(Fig. 4). 추가적으로 각 시추공들을 잇는 측선을 설정하여 굴절법 탄성파탐사(refraction seismic 

survey)를 수행하여 탄성파 속도자료를 얻고 이를 시추자료와 연계시켜 각 지층의 연장성을 확인하였다.

시추자료에서 시추공 하부의 지층은 약 0.6~6 m의 두께의 붕적층(자갈이 섞인 실트질 점토)이 존재하고 그 밑으로 약 

11~19.4 m 두께의 회장암(anorthosite)이 완전풍화된 풍화토(실트질 점토 및 모래)가 있다. 풍화토 하부로 약 0.3~0.9 m 

두께의 풍화암(회장암이 심하게 풍화되어 토사화로 진행 중인 상태로 암편이 섞인 실트질모래 분포)이 있고 그 이하에서

는 연암이 나타났다.

조사기간 중 측정된 지하수위는 지형의 고도와 거의 평행으로 형성되며 대체로 풍화암의 기저면과 일치되게 나타난다

(Fig. 4). 이곳의 지하수위는 인접한 저수지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하여 저수지 수위변화에 따른 지하수위 변동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저수지의 수위를 5일에 걸쳐 3 m 하강시켜 각 시추공에서의 수위변화를 확인하였다. 

시추공 BH-1과 BH-3에서의 수위변화는 작았지만 시추공 BH-2에서의 수위변화는 1.13 m로 가장 크게 하강된 것으로 나

타났다(Kim et al., 2017a). 수위변화가 큰 현상은 그 주변에 다수 존재하는 인장균열(Fig. 1b)과 시추공 영상촬영에서 확

인된 집중파쇄대 등으로 설명된다. 즉 시추공 BH-2 부근은 다른 구간의 지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극 및 집중파쇄대가 상

대적으로 많이 분포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빠져나가는 지하수량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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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절법 탄성파탐사는 직접파와 임계굴절파를 이용하여 지하의 속도구조를 파악하는 토목지질조사에서 가장 많이 쓰

이는 지구물리탐사 방법이다. 지오폰 간격 7.5 m, 총연장 240 m로 설정하여 탐사를 수행하여 수집된 자료에 대한 토모그

래피 역산으로 해석된 지층의 구조는 700 m/s 이하의 토사층, 700~1,200 m/s의 풍화암층, 1,200 m/s 이상의 기반암으로

서(Fig. 5) 구분의 기준은 자연사면에서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속도분포(Park, 2009)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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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에서 탄성파 속도는 깊이에 따라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1,200 m/s 이상의 속도를 보이는 연암층은 지표로부

터 13.07~25.22 m의 깊이에 분포한다. 풍화토의 두께는 사면의 하부로 갈수록 두꺼워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기반암 

표면의 깊이는 약 1,900 m/s의 속도값을 기준으로 그었는데 이는 시추공 자료에서 보이는 기반암 표면의 깊이(BH-1 : 

20.3 m, BH-2 : 17.0 m, BH-3 : 20.9 m)와 잘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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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매질의 수평적 ‧ 수직적인 전기비저항의 분포를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쌍극자배열 

전기비저항 탐사(electrical dipole-dipole resistivity survey)를 실시하여 처리 해석된 단면도에서 활동연약대를 파악하였

다. 쌍극자배열법은 측선 전 구간에 대한 2차원 전기비저항 단면을 제공하여 자연훼손 없이 비파괴적으로 용이하게 탐사

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전극간격 조절을 통해 수십 m에 달하는 지하 매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Kim et al., 2014).

특히 점토의 경우에는 입자상 또는 입자들 사이에 매우 높은 전기전도도를 나타내는 분산이중층(diffuse double layer)

이 폭넓게 형성되기 때문에 전기비저항 값이 더욱 복잡한 양상을 갖고 있다(Jackson et al., 1978). 또한 점토의 전기비저항

은 함수비에 따라 크게 달라져 예를 들어 수분이 30~40% 포함된 점토는 1~100 Ω ‧ m로서 250~1,700 Ω ‧ m의 표토, 

100~200 Ω ‧ m의 마른점토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Reynolds, 1997). Table 1은 나이지리아 칸토 지방의 풍

화토, 풍화암과 기반암에 대하여 해석된 전기비저항 값이다. 연구 지역은 특히 모암이 회장암(anorthosite)으로서 풍화침

식에 취약한 사장석 광물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풍화토, 풍화암은 물론 연암 및 기반암도 파쇄 및 공극의 발달로 화강암

에 비하여 훨씬 낮은 비저항 값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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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Resistivity range (Ω ‧ m)

Sandy soil with clay   60~100

Clayey sand soil 30~60

Clay 10~50

Weathered biotite granite   50~100

Weathered granite   50~140

Fresh granite    750~8,000

연구지역에 대한 쌍극자배열 전기비저항 탐사는 사태의 원인이 되는 주된 토사층의 미끄럼 활동이 점토의 전단강도 감

소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는 점토융기 해석(Kim et al., 2001)을 참조하여 이와 관련된 지질의 연약대를 파악하는데 초점

을 두고 실시하였다. 탐사는 붕괴된 사면을 대상으로 측정거리 240 m인 3개의 측선을 운용하였고, 이로부터 수집한 전기

비저항 자료를 소프트웨어 Dipro(1996)를 이용하여 처리 ‧ 해석하고 이를 다른 자료들과 연관시켜 지질 연약대를 파악하

였다(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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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선 L-1과 L-2에서 사면 상부의 거리 60 m 지점 부근까지의 고비저항 이상대는 테일러스(talus) 지형의 영향으로 판단

된다. 이후부터는 상부 심도에서 저비저항대가 우세하게 분포하는데 이는 풍화대의 분포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하부 심

도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비저항이 기반암의 영향으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측선 L-2 인장균열 부근의 고비

저항 양상은 지표에 노출된 암편에 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표에서 관찰된 인장균열을 시점으로 150 Ω ‧ m의 등고선을 따

라가며, 특히 측선 L-2에서는 시추공 BH-2의 약 8 m 깊이의 집중파쇄대를 지나가는 휘어진 형태로 파괴면을 추정하였다.

각 측선의 190 m 부근에 보이는 비저항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반암 표면의 돌출부분(★로 표시됨)은 땅밀림 사면활동의 

심부 진행을 가로막고 상부로 회전시키는 자연적인 바닥 받침대(natural toe abutment)(Yilmaz, 2015)의 역할을 한 것으

로 해석된다. 특히, 측선 L-2에서의 휘어진 파괴면의 추정은 청룡저수지의 경계면에서 관찰된 인장균열의 흔적(Fig. 1b)

으로 뒷받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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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 코어자료, 시추공탐사자료 및 물리검층 자료를 분석하여 분해능이 낮은 지표탐사 자료 외에 지하 현지(in-situ) 물

성을 강조하는 지층구분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Song et al.(2002)은 시추공 영상촬영과 시추코어 자료, 완전파

형 음파검층 자료를 분석하고 지층 구분과의 상관성을 밝히는 연구를 하였고 Lee et al.(2011)은 시추코어 자료와 완전파

형 음파검층, 밀도검층 자료를 이용하여 청주 화강암의 물성을 분석하고 절리분포를 파악하는 연구로 지층을 세분하였다.

시추공 영상촬영은 광원과 CMOS 영상 센서를 이용하여 시추공벽을 이미지로 구현하는 물리검층 기술로 지하의 불연

속면에 대한 여러 가지 원위치 정보를 고분해능으로 제공한다. 특히 시추공벽의 색깔을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불연속면뿐

만 아니라 암층의 구분, 집중파쇄대 확인 등 여러 가지 정보 수집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Kim, 2015). 이 연구에서는 시추공

영상화검층 중에서 광학 영상촬영(optical televiewer, OTV)을 이용하여 각층의 지질에 대한 이상대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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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절리는 진폭이미지에서 정현곡선(sine curve)으로 뚜렷이 보이는 불연속면과 관련이 있다. 파쇄가 집중적으로 일

어날 경우 불연속면이 영상에서 선의 형태로 표시되지 않고 구간으로 표시된다. 지표지질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인장균열 

인근의 시추공 BH-2에서 8.3~8.8 m 지점의 약 50 cm 구간의 집중파쇄대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Fig. 7) 이는 지표지질조

사를 통하여 발견한 인근 인장균열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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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지질조사의 인장균열과 시추조사와 굴절법 탄성파탐사에서 구분한 지하경계면, 그리고 전기비저항 탐사에서 파

악한 지질 연약대를 기반으로 활동연약대를 설정하였다(Fig. 8). 땅밀림 현상의 주요 지시자인 인장균열이 발생한 지점부

터 활동연약대의 시작 위치를 선정했으며 시추공 BH-2의 시추공 영상촬영에서 확인한 집중파쇄대 약 8 m 부근을 지나는 

휘어진 형태의 활동연약대를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이 활동연약대를 기반으로 사면에 대한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

율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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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안정해석은 한계평형방법(limit equilibrium method)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직선, 원호, 대수나 선으

로 가정된 표면이나 불규칙적인 표면을 따라 Coulomb의 파괴표준이 만족된다는 기본가정으로 활동면을 따라 파괴가 일

어나려는 순간에 있는 토사체의 안정성을 해석하는 것이다. 절성토 사면의 안정해석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한계평형법의 

적용성과 신뢰성은 현재까지 축적된 경험을 통하여 잘 알려져 있다. 한계평형이론에 의한 사면안정 해석방법은 여러 가지

가 있으나 그 정확성은 강도정수와 사면의 기하학적 조건의 정확도 및 각 해석방법 고유의 정밀도에 따라 좌우되는데 대

부분의 경우에는 각 해석방법의 차이보다는 강도 정수와 기하학적 조건이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Paik,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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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방법으로는 ∅= 0 해석법, Fellenius 방법, Bishop방법, Janbu의 방법, Spencer의 방법, Morgenstern and Price 방

법, 일반한계평형(GLE) 방법, 대수나 선형해석방법, 무한사면해석법, 흙쐐기 해석법 등이 있으며(Paik, 2007) 이 연구에 

활용한 프로그램은 SoilWorks를 안정성 검토의 해석은 Bishop의 간편법을 사용하였다.

Bishop의 방법은 정역학적으로 해를 얻기 위하여 설정한 가정 때문에 정해가 될 수 없으나 여기서 구해진 안전율(factor 

of safety, FS)은 실제 현장자료에 비교적 정확히 근접하기 때문에 사면 안정해석에 많이 이용하고 있다. Bishop의 간편법

에 의한 안전율은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Bishop, 1955).



 sin 

 ′  tan ′


 (1)



 cos 

tan tan ′  (2)

위 식에서 W는 절편 흙의 전체중량(kN/m3), α는 경사도(°), c는 흙의 점착력(kPa), u는 간극수압(kN/m2), b는 절편 폭

(m), Φ는 흙의 내부마찰각(°)이다.

연구 지역은 붕적층 및 풍화토층이 두껍게 분포하고 있음에 따라 토사비탈면의 한계평형해석을 통해 안정성을 검토하

였다. 안정해석 대상 지층은 시추 및 물리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붕적층/풍화토, 풍화암, 기반암(연암, 경암)으로 구분

하였으며, 각 지층에 대한 지반정수(ground constants)는 현장시험, 실내시험, 문헌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

였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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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 type
Wet unit weight 

(kN/m3)

Saturated unit weight 

(kN/m3)

Cohesion

(kPa)

Internal friction angle 

(deg.)

Colluvial soil/Weathering soil 18 19   15 22

Weathering rock 20 21   50 28.5

Soft rock/Hard rock 22 23 150 40

지금까지 해석한 지하구조와 활동연약대를 기반으로 모델을 설정하여 사면에 건기(풍화암 이하일 때의 보통 지하수위)

와 우기(물로 완전포화된 사면)에 대한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일반적인 비탈면 기준안전율에 따르면 건기일 때의 안

전율은 1.5보다 높고, 우기일 때는 1.2보다 높아야 사면이 안정하다고 말할 수 있다(Paik, 2007).

프로그램 해석을 통한 연구지역의 사면 안전율은 건기일 때는 1.69로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우기일 때는 

0.89로 1.2보다 현저히 떨어져 허용안전율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프로그램에서 출력된 휘어진 파괴면(Fig. 9)

과 Fig. 8에 표시한 활동연약대는 거의 같은 형태로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점은 전기비저항 단면, 시

추공 영상촬영, 인장균열 흔적으로 설정된 활동연약대가 적합하다는 점을 뒷받침해주며, 조사지역의 지질환경이 특히 집

중호우에 허용안전율에 못 미치는 불안정한 사면이라는 점을 시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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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남 하동군에서 발생한 땅밀림 산사태와 관련된 활동연약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추 ‧ 검층 및 지구물리탐사 

자료들을 복합적으로 해석하였다. 시추조사와 굴절법 탄성파탐사로 지하의 층서구조를 파악하고 지표 상에 나타난 인장



�������	
��
�������������������������� �!" ∙ 301

균열을 기반으로 전기비저항 탐사와 시추공 영상촬영을 수행하여 인장균열 지점으로부터 이어지는 활동연약대를 매핑하

였다. 또한 파악된 층서구조와 이에 해당하는 각종 지반정수들을 기반으로 사면의 안정성 해석을 실시하여 활동연약대를 

확인하였다.

시추 및 탐사 결과 붕적층과 풍화토를 포함한 토사층이 땅밀림이 일어난 남동방향을 따라 점진적으로 두꺼워지고, 곳에 

따라 1 m까지 얇아지는 풍화암의 표면은 지하수로 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분을 많이 함유한 풍화암은 전단력

을 감소시켜 단단한 기반암 상부 토층의 슬라이딩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지질환경이 땅밀림을 발생시킨 활

동연약대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시추공 영상촬영을 통해 지표면 아래 8.3 m 깊이에서 탐지된 집중파쇄대는 전기비저항 자료에서 해석된 활동연약대의 

한 부분으로서 전기비저항 단면도의 인장균열을 시점으로 약 150 Ω ‧ m의 비저항 등고선을 따라 휘어진 형태의 파괴면을 

설정하였다. 또한 기반암 표면의 고비저항 돌출부는 하부로 진행하는 파괴면을 억제하여 위로 회전시키는 자연적인 바닥 

받침대(natural toe abutment)의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시추조사와 복합 지구물리탐사로 파악된 층서구조와 활동연약대를 기반으로 사면의 안정성 해석을 실시한 결과, 사면

이 물로 포화됐을 때 즉, 강우나 국지성호우가 온다고 가정할 경우 해당 허용안전율에 못 미치는 0.89의 안전율이 산출되

어 불안정한 사면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프로그램에서 산출된 파괴면이 지표지질조사의 인장균열로부터 시추공 BH-2까

지 휘어진 형태에 근접되는 점을 고려할 때 탄성파 굴절법과 전기비저항, 시추공 영상촬영 방법으로 땅밀림 산사태의 휘

어진 파괴면이 충분히 파악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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