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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에 수반된 불연속면과 습윤지수에 근거한 가지산
도립공원 내 도로비탈면 위험성 고찰
Study on Hazard of Roadside Slopes based on Discontinuities by Faulting and
Wetness Index in Ga-Ji Mountain Provincia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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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argeted at national road #24 located in Ga-Ji Mt. provincial park, Gyeongsangnam-do. Study area is divided into
two domains of A and B to study exposure characteristics and hazard of roadside slopes for each location. The east of Seoknam
Tunnel is domain A and the west of that is Domain B. In domain A, N25~39oE and N78~80oW trending vertical joints develop
systematically. These are considered as fractures by Riedel Shear(R-Shear) and conjugate Riedel Shear(R'-Shear) respectively
caused by movement of Moryang Fault adjacent to domain A. Domain B contains relatively more massive rocks than domain A
and has road-direction sheeting joints, which are capable of causing plan failure. The result of wetness index analysis shows
higher index in domain B, indicating more effect of water in this domain. Domain A shows high frequency of rockfall by rectangular released rock, which is caused by vertical joints accompanied by Moryang Fault. Slopes located in domain B show high
hazard and consequence because of poor joint pattern and much water flo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t up long-term countermeasures for stability of slopes, considering features of each domain.
Key words : Ga-Ji Mt., slope, vertical joint, Moryang Fault, R-Shear, sheeting joint, wetness index

요

지

본 연구는 경상남도 가지산 도립공원 내 국도 24호선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도로비탈면의 위치별 노출 특성과 위험성을 고찰
하기 위하여 석남터널을 중심으로 동쪽은 A영역, 서쪽은 B영역으로 나누었다. A영역에서는 N25~39oE와 N78~80oW의 주향을
보이는 수직절리가 체계적으로 발달한다. 이들은 각각 A영역에 인접한 모량단층의 운동에서 비롯된 리이델전단(R-Shear)과 공
액상 리이델전단(R'-Shear)에 의한 단열들로 판단된다. B영역은 A영역에 비해 괴상암반 형태이며 층상절리가 우세하여 평면파괴
위험성이 높은 비탈면이 집중된다. 습윤지수 분석 결과 B영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지표수의 흐름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으로 확인된다. A영역은 모량단층에 수반된 수직절리의 발달로 방상형 이완암에 의한 낙석 빈도가 높으며, B영역은 유수와 절
리 발달 패턴의 불리함으로 인하여 위험성 및 예상 피해도가 크므로 영역별 특성을 고려한 비탈면 안정화 대책을 수립할 필요
가 있다.
핵심용어 : 가지산, 비탈면, 수직절리, 모량단층, 리이델전단, 층상절리, 습윤지수

··································································································································································································································

1. 서

론

광폭 터널 및 장대 터널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과거에
는 산지의 깎기를 통한 도로 건설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따

우리나라는 산악 내지 준산악 지형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

라 우리나라에는 도로변 깎기비탈면(이후 “비탈면”이라 기술

도로 및 철도 등의 사회 기반 시설 건설시 지반 굴착이 불

함)이 다수 조성되어 있으며, 전국의 국도변에서 확인된 비탈

가피한 경우가 많다. 최근 들어서는 토목 기술의 급성장으로

면은 현재까지 약 30,000개에 달한다(KICT, 2012).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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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되고 있는 국도 및 지방도의 우회도로는 대부분 4차선으
로 도로 폭이 넓으며, 도로 건설에 따라 조성되는 신규 비탈

선형의 신설도로가 준공되어 24호선으로 편입되었으나, 본 지
역은 자연 경관이 수려하고 다수의 관광명소가 위치하고 있

면들은 설계 당시부터 보호 및 보강 시설이 효율적으로 고려

어 기존 도로의 이용자 수가 여전히 많은 편에 속한다.

되고 있어 도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조

연구대상 도로는 총 연장 15.2 km이며, 총 74개소의 비탈

성된 대부분의 도로는 현재까지 비탈면 붕괴나 낙석에 대한

면이 분포하고 있다(KICT, 2006; KICT, 2007). 도로비탈면

도로 안전성 확보가 미흡한 편이다. 특히, 1990년대 이전에
건설된 도로들은 도로의 안전성 보다는 통행 자체에 중점을

의 구간별 특성 분석을 위하여 석남터널을 중심으로 동쪽을
A영역, 서쪽을 B영역으로 나누었으며(Fig. 1), 각 영역에 대

둔 설계로 인하여 도로 폭이 매우 협소하고, 선형이 복잡한

한 비탈면의 경사 및 경사방향, 주요 불연속면 발달 경향을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낙석에 의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지역을 북북동 방향으로 지나가는 단

항상 우려되고 있으며, 위험도와 피해도를 줄이기 위해 매년

층에 수반될 수 있는 불연속면의 방향을 분석하여 비탈면에

많은 재해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국지
적인 집중 호우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비교적 비탈면 정비

서 측정되는 주요 불연속면의 그것과 비교하였다. 그리고 연
구지역 일대의 지형 요소들을 이용한 습윤지수(Wetness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되었던 고속도로에서도 수차례 붕괴

Index)를 도출하여 본 도로에서 수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구

사고가 발생하여 도로변 낙석 및 산사태(토석류)에 대한 사회

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

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려하여 각 영역에 속한 비탈면의 붕괴 특성 및 예상 붕괴

비탈면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반 자체의 내적 요인과
환경적인 외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외적 요인으로는 강우에

유형을 알아보고, 본 도로에서의 낙석 위험성 및 방재 대책
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의한 물의 작용이 대표적이며, 그 밖에 토목공사로 인한 지

2. 지질학적 배경

반 진동 및 지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내적 요인으로는 비탈
면을 구성하는 암석의 종류, 불연속면의 발달 특성, 풍화도,
지하수 이동 상태 등의 지반상태를 들 수 있다(Hoek and
Bray, 1981). 이 중 불연속면은 지각 변형에 의한 암석의 지

연구지역 일대는 시기적으로 중생대 백악기 암석들이 폭넓
게 분포하고 있다. 본 지역은 광역적으로 경상분지 내에 위

질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파쇄대를 동반하는 단

치하며, 경상분지 퇴적층들 중 화산활동을 기반으로 형성된

층이나 단층 활동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2차 구조인 절리 및

유천층군에 속한다. 연구지역 내 유천층군에서 관찰되는 암석

전단단열 등은 비탈면 붕괴를 촉진시키는 요소들 중 하나이

은 크게 주사산안산암질암류와 운문사유문암질암류로 구분되

다.
본 연구는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며, 유문암 및 유문암질응회암, 석영안산암(데사이트), 안산암
및 안산암질응회암이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상북면에 걸쳐 위치하는 가지산 도립공원 내 주요 도로변에

이들 암석은 분출 및 퇴적 작용 이후 백악기 말에 이르러

조성되어 있는 비탈면을 대상으로 하였다(Fig. 1). 본도로는

불국사화강암류에 의해 관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구

본래 가지산도립공원을 통과하는 국도 24호선이었으며, 왕복
2차선으로 도로 선형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비탈면이 집중적

지역인 가지산 일대를 구성하는 암석은 백악기 후기 관입암

으로 분포하고 있다. 2007년에 본 도로를 우회하는 양호한

류 중에서도 “언양화강암”으로 명명되어진 흑운모화강암이 우
세하게 나타난다(Hong and Choi, 1988).

Fig. 1.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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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산 도립공원 내에는 모량단층이 북북동 방향으로 지나
가고 있으며, 모량단층의 우측으로는 양산단층, 좌측으로는 밀
양단층이 역시 북북동의 주향을 보이며 위치하고 있다(Fig.

단층 주변 암반에 대한 불연속면 분포 특성 및 프락탈 해석
등의 지질공학적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Choi and Chang,
1999; Bang and Woo, 2000).

2). 양산단층은 한반도 동남부의 대표적인 구조선으로서 연장

3. 비탈면 경사 및 방향 분석

이 수백 km에 달하며 주변에 소규모 단층 및 분절 단층들
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단층대를 이루고 있다. 양산단층대의
운동 특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왔으나, Hwang
et al. (2004)에 의하면, 양산단층 주변의 화강암질암의 분포

연구대상 비탈면 총 74개소 중, A영역에는 26개의 비탈면
이, B영역에는 48개의 비탈면이 분포하고 있다. 각 영역에

특성과 지화학적 연구 결과로부터 이 단층대의 운동 특성은

분포하는 비탈면을 대상으로 비탈면 경사 및 경사 방향에 대

최종적으로 우수향주향이동 운동이었음이 확인된 바 있다.

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연구지역을 관통하는 모량단층에 대한 운동학적 특성

비탈면의 경사는 비탈면 안정성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요

및 지사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미흡한 상태이나, Hwang
et al. (2004)에서 인용된 Fig. 1과 3에서 확인되는 화강암류

소로 취급되는 인자 중 하나라서, 비탈면 초기 건설시에는
대상 지반의 강도에 따라 표준 경사도가 결정된 바 있다

분포 상태를 볼 때, 모량단층 역시 양산단층대와 동일하게

(MLTM, 2011). 비탈면 경사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

화강암류 관입이후 우수향 주향이동운동을 했던 것으로 확인

으로 55~64o의 경사를 보이는 비탈면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된다. 연구지역의 비탈면에서 관찰되는 불연속면의 특성은 모
량단층의 운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모량

있다(Fig. 3). 각 영역별로 비탈면의 경사 분포를 비교하면,
B영역이 A영역보다 55o 이상의 고각 비탈면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Fig. 3). 이로 보아 비
탈면 최초 형성 당시에는 B영역의 비탈면이 A영역의 비탈면
에 비하여 공학적인 암반 강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것으
로 추정된다.
비탈면의 경사 방향은 지반 내 불연속면의 발달 방향과 조
합되어 비탈면 안정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A
영역의 도로는 전체적인 도로방향은 동서방향이지만, 각각의

Fig. 2. Satellite Image Map Showing Main Faults in the
Southeast Part of Korea(Modified from Hwang et al.,
2004). A: Miryang Fault, B: Moryang Fault, C:
Yangsan Fault, D: Dongrae Fault, E: Ilgwang Fault, F:
Ulsan Fault.

Fig. 3. Graph Showing Distribution of Slope Inclination in
Each Domain

Fig. 4. Diagram Showing Direction of Slopes in Domain A. (A)
Rose Diagram Indicating Strike of Slopes (B) Low
Hemisphere Stereo-projection Showing Main Dip
Direction of slopes

단층에 수반된 불연속면과 습윤지수에 근거한 가지산 도립공원 내 도로비탈면 위험성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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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iagram Showing Direction of Slopes in Domain B. (A)
Rose Diagram Indicating Strike of Slopes (B) Low
Hemisphere Stereo-projection Showing Main Dip
Direction of Slopes

Fig. 6. Distribution of Discontinuities Observed from Slopes in
Study Area. (A) Two Directional Discontinuities
Measured in Domain A. (B) Direction of Main
Discontinuities Observed from Domain B.

비탈면이 통과하는 대부분의 도로 방향은 남북 내지 북북동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다. A영역에서의 비탈면 주향은 대체로
N25~30oE 방향이 우세하게 나타나며, 비탈면 경사 방향은
111o 방향(360o법 기준)과 123o 방향으로 대부분 동쪽을 바
라보는 형태이다(Fig. 4). B영역의 도로는 대체로 북동방향으
로 놓여 있어 도로변에 위치하는 비탈면의 주향은 N75oE와
N45oE 방향이 우세하게 나타나며, 경사 방향은 135o 방향과
161o 방향으로 남동쪽을 바라보는 비탈면이 많다(Fig. 5).

4. 불연속면 발달 특성
Fig. 7. Vertical Joints Observed in Domain A

연구지역 내 분포하는 비탈면의 상세 정밀조사를 통해 주
요 불연속면의 방향성을 분석해 보았다. 각각의 비탈면에 관

것으로 사료된다.

찰되는 주요한 불연속면의 발달방향은 A영역과 B영역에서 차
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A영역에서 관찰된 불연속면은 수직

다 우세하며 전체적인 층상절리 발달 방향은 N70oE로 나타

절리가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절리의 발달 방향은 크게

난다(Figs. 6(B) and 8). 이 영역에서 확인된 층상절리의 경

o

o

N78~80 W와 N25~39 E로 구분된다(Fig. 6(A)). A영역은 사
교하는 수직절리의 발달이 뚜렷하고 비탈면 내에서 방상형의

한편, B영역은 A영역과는 달리 저각의 층상절리 발달이 보

사는 9o에서 75o까지 다양한 범위로 나타났으며, 이 중 30o
이하의 경사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Fig. 9). 또한 평면파괴

암괴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완이 뚜렷한 지점을 중심으로 “낙
석” 형태의 비탈면 붕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Fig. 7). 실제

발생 가능성을 예상해보기 위한 방법으로 “비탈면 방향-층상

A영역에서 위험비탈면 17개소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13개소
에서 낙석이 발생하였으며,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활동 하

만의 값을 보이는 경우가 가장 우세하였고, 10o~20o사이의
값이 그 뒤를 이었다(Fig. 10). Hoek and Bray (1981)에

중 경감 및 위험 암블록 제거를 위한 절취 공법이 효과적인

의하면, 관심대상인 하나의 불연속면이 비탈면 경사방향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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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리 경사방향”의 분포 양상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10o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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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heeting Joints Observed in Domain B

Fig. 11. N18oE-trending Moryang Fault Passing along NNE
Road of Domain A in the Study Area. A: Miryang
Fault, B: Moryang Fault, C: Yangsan Fault, D:
Dongrae Fault, E: Ilgwang Fault, F: Ulsan Fault
Fig. 9. Graph Showing Distribution of Dip of Sheeting Joints
in Domain B

역에 해당된다. 단층의 발달 방향은 북북동 방향으로 석남터
널 동쪽의 일부 구간 도로(서남서 방향)를 제외하고 A영역
내 도로 방향과 대체로 일치한다(Fig. 11). 일반적으로 단층
이 발달한 암반은 주변의 파쇄 정도가 심하고 단층에 수반되
는 특정한 불연속면이 발달하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단층
은 토목 공사 시 가장 심도 있게 고려해야하는 불연속면들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특히 비탈면에서의 단층 발달은 암
블록 단절에 의한 암반 거동, 체계적 절리 형성에 의한 암탈
락, 파쇄대를 통한 지하수 유입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

Fig. 10. Graph Showing Difference Value of Slope Direction
and Dip Direction of Sheeting Joints in domain B

의가 필요하다.
모량단층과 같은 주향이동단층에는 여러 종류의 단열들이
수반된다(Davis and Reynolds, 1996). Fig. 12는 전단응력

교하여 ±20o 이내의 범위에 해당될 경우 평면파괴가 취약한

(Shear Stress) 하에서 형성되는 단열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B영역은 39.6%의 비탈면이 평면파괴

다. A영역에 발달하는 수직절리의 단열 특성을 파악하기 위

에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B영역에 조성된 비

하여 모량단층의 주 발달 방향인 N18oE의 방향을 고려하고,
모량단층의 운동방향(sense)은 우수향주향이동으로 설정하였

탈면 48개 중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행선에 위치하고 있
다. B영역의 도로가 북동 방향으로 놓여 있는 것을 감안할
때, B영역에서 관찰되는 주요 층상절리들은 비탈면 방향과

다. Fig. 12의 변형 타원(Strain Ellipse)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사하게 형성된 상태이므로 평면파괴의 발생 가능성이 A영

으로의 압축력이 발생하게 되고 1차적으로 리이델전단(Riedel

역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B영역에서 37개의

Shear, R-Shear)에 의한 단열이 발생하게 된다. 이 단열은
일반적으로 주단층선과 약 15o의 각도를 형성한다. 리이델전

위험비탈면을 대상으로 주요 불연속면을 이용한 평사투영 안
정해석을 수행한 결과, 평면파괴에 불안정한 것으로 도출된
비탈면은 전체의 약 48.6%(18개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7
개소 모든 비탈면에서 낙석이 관찰되었다. B영역은 A영역과

전단응력이 주어지게 되면 σ3 방향으로의 인장력과 σ1 방향

단에 의한 단열 발생 이후 주단층선의 방향과 약 75o의 각
을 이루는 공액상의 리이델전단(Conjugate Riedel Shear, R'-

는 달리 암반 슬라이딩을 억제할 수 있는 보강 공법 적용이

Shear)에 의한 단열이 발생하고 이 두 단열의 방향은 일반적
으로 약 60o 각도를 형성한다. 이후 전단응력이 점진적으로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지속될 시에는 주단층선의 방향과 약 -10o의 각을 이루는 P

5. A영역 불연속면과 모량단층과의 관계

전단(P-Shear)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avis and
Reynolds, 1996).
A영역 내에서 모량단층에 수반될 수 있는 단열들의 방향과

A영역은 광역적인 단층대로 알려진 “모량단층”의 통과 지

실제 비탈면에서 측정된 주요 불연속면들의 방향은 연관성이

단층에 수반된 불연속면과 습윤지수에 근거한 가지산 도립공원 내 도로비탈면 위험성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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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쉽게 구축할 수 있는 반면, 토양층의 깊이와 특성에
관계되는 정보의 획득은 용이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유역의
지형에 따라 상관관계가 큰 자료들을 기초로 지형을 표현하
는 여러 인자들을 연결하는 시도가 진행되어 왔다(Kalma
and Sivaplan, 1995). 유역에서 물의 흐름은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역의 지형이 흐름을 표현하는데 적절한 것으
로 고려되고 있다(Wolock and Price, 1994).
습윤지수는 단위 강우가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서 상부사면
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흐름의 양을 나타나며, 흐름 정
도를 산정함으로써 강우시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수계의 공간
적 흐름을 표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습윤지수를 산정하
기 위해 DEMON(Digital Elevation MOdel Networks, CostaCabral and Burges, 1994)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이 방법
은 해당격자의 흐름 방향선(aspect line)을 따라 하부 격자로
흐름을 분배시켜주는 방법으로, 격자에서 형성된 흐름은 흐름

Fig. 12. Strain Ellipse that May Appear Dextral(Right-handed)
Shear Zone(Modified from Davis and Reynolds,
1996)

튜브와 유사하게 이차원 흐름관을 통하여 하경사로 형성되며,
등고선에 기초한 모델과 직사각형 격자에 기초한 모델 모두
에 유리하다.
Beven and Kirkby (1979)가 제안한 습윤지수는 다음과
같은 식 (1)로 계산된다.

o

있어 보인다. A영역에서 우세하게 관찰되는 N78~80 W,
N25~39oE 방향의 불연속면들은 수직절리로서 서로 사교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는데 이는 북북동 방향의 모량단층이 우수
향의 전단응력 하에 놓일 때 발생할 수 있는 단열들과 유사
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Fig. 6(A)의 평사투영망에서 확인되
는 대표 불연속면의 방향과 Fig. 12의 변형 타원에 도시된

ln(a/tanβ)

(1)

a: 상부사면 기여면적을 격자 크기로 나눈 값, tanβ: 지형
의 경사도

단열들을 비교해 볼 때, N25~39oE 방향의 수직절리는 리이

식 (1)에서 상부사면기여면적은 흐름을 분배하는 방법에 의
해 결정되며, DEMON알고리즘에 의한 흐름의 분배 방법은

델전단에 해당하고 N78~80oW 방향의 수직절리는 공액상의

식 (2)로 계산된다(Fig. 13).

리이델전단과 유사한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장 정밀조사 결과 두 방향의 단열은 이완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며 낙석(Rockfall) 형태로 이탈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A영역 내 비탈면은 모량단층에 수반되는 주요 불연속면의

A∆
1 ∆y 1
fE = ------ = –--- ------ -----------, fS = 1 – fE
A
2 ∆x tanα

(2)

A∆: Fig. 13에서 삼각형의 넓이,

발달 외에도 단층대 인근에서 관찰할 수 있는 암반 형태가

A: 격자넓이(∆x∆y),

잘 나타난다. B영역의 비탈면 내에서 관찰되는 암반은 대체

α: 흐름의 방위각,

로 층상절리가 발달하는 괴상암반(Massive Rock)인데 비해
A영역의 비탈면 내에서 관찰되는 암반은 절리 간격이 상대적

fE = 동쪽방향으로 흐르는 흐름의 분배율,
fS = 남쪽방향으로 흐르는 흐름의 분배율

으로 조밀(0.1~0.3 m)한 상태이며, 일부 파쇄대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성으로 보아 A영역의 발달 절리는 모
량단층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대적으로
B영역은 모량단층의 활동과는 무관하게 화강암의 물리적 풍
화의 영향이 보다 컸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6. 지형요소를 이용한 습윤지수 분석
6.1 습윤지수 산정
비탈면 붕괴는 강우시에 대부분 발생하며, 동일한 강우의
경우라도 붕괴를 수반하는 지반의 강도저하는 지표수의 수렴
과 발산 정도 그리고 침투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지표수의
침투 경향은 지반강도와 함수 및 불포화투수 특성 등이 고려
되어야 한다. 지형고도모형은 지형의 고도 자료를 이용하여
138

Fig. 13. Distribution Method of Upslope Contributing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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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면의 경사도(Slope)는 유한차분 방법을 사용하여 식
(3)과 같이 계산하였다.
SFD =

2
2
z x + zy

위를 보이며, 평균값은 약 9.7로서 A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인다(Fig. 14).
계곡부의 연장성과 습윤지수의 값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였

(3)

zx, zy: 격자 모서리 고도값의 미분계수
습윤지수는 토양의 수분부족정도를 표현해 주는 인자로써
TOPMODEL(Beven and Kirkby, 1979), THALES(Grayson

을 때, B영역이 A영역에 비하여 수계의 발달이 뚜렷하고 지
표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우기시 B
영역 내 비탈면은 상부자연비탈면으로부터 다량의 지표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지표수의 집중 유입은 절
리면의 풍화 및 이완을 가속시킬 가능성이 높다.

et al., 1992), TOPOG(O'Callaghan and Mark, 1984) 등의

7. 요약 및 결론

분포형 수문 모형의 입력변수와 유출모의에도 사용되고 있다.
강우강도가 증가하여 연속적인 흐름이 형성되는 경우 습윤지
수는 국소지역에서 흐름과 수렴에 대한 지표가 되며, 수치

본 연구에서는 가지산 도립공원 내 주요 도로인 구국도 24

지형도에 나타나지 않는 한시적으로 형성되는 집수 유역과

호선 내 조성되어 있는 비탈면의 경사 및 경사방향, 불연속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지점을 예측하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

면의 방향 특성, 습윤지수 등을 분석하였다. 본 지역의 지질

다.

학적 배경과 상기 분석 내용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

6.2 습윤지수 분석

약 및 결론지을 수 있다.
1) 연구지역은 광역적으로 경상분지 내 위치하고 있으며 비

본 연구 지역은 산악지형으로서 다수의 계곡부가 형성되어

탈면을 구성하는 암석은 백악기 관입암류 중에 하나인

있다. 각 영역에서 계곡부의 분포 및 계곡수의 집수 정도를

“언양화강암”으로 알려져 있다. A, B영역 모두에서 화강

파악하기 위해 습윤지수를 산출해 보았다. 연구 지역의 습윤

암이 노출되고 있으며, 특히 A영역에는 모량단층이 인

지수 분석 결과, A영역에 비해 B영역에서 다수의 계곡부가
형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습윤지수의 범례는 2~18 사이

접하여 지나가고 있다. 모량단층은 이 지역의 주요 단층
인 양상단층과 동일한 운동방향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된

로 색깔에 따라 차등을 두어 설정하였으며, 숫자가 높아질수

다.

록 집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영역에서

2) 연구지역의 비탈면 경사는 대부분 55~64o의 분포를 보

산출된 습윤지수는 대체로 8이 우세하게 나타나며 최대 10의

이며, B영역이 A영역보다 65o 이상의 고각 비탈면이

값까지 산출된다. 이 영역에서의 습윤지수 평균은 약 8.5의
값을 보이며 계곡부의 연장이 B영역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비탈면 경사 방향은

타난다. 반면, B영역의 습윤지수는 8에서 최대 14까지의 범

135o와 161o 방향이 우세하게 나타나 대체로 남동 방향

A영역에서 111o와 123o 방향이 우세하며, B영역에서는

Fig. 14. Wetness Index in the Study Area. Average Index in Domain B is about 9.7, which is Higher Value than one(about 8.5) in
Doma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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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울어져 있는 형태를 보인다.
3) A영역에서의 주요 불연속면은 수직절리가 우세하며 발
달 방향은 크게 N25~39oE와 N78~80oW로 구분된다.
이 방향은 모량단층의 우수향 주향이동 운동과정에서 생
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전자가 리이델전단, 후자가 공액
상의 리이델전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B영역에서의 주요 불연속면은 저각의 층상절리가 우세
하게 나타나며, 절리면의 주향은 대체로 N70oE로 나타
나 도로 방향과 유사하다. 비탈면의 경사 방향과 층상절
리의 경사 방향 차이는 20o미만의 값을 보이는 경우가
우세하게 나타나 평면파괴 발생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5) 연구지역의 수치지형도를 이용한 습윤지수 분석 결과, B
영역에서 보다 많은 수의 계곡부가 형성되어 있음이 확
인되었다. 또한, A영역과 B영역의 지수 값의 평균은 각
각 8.5와 9.7로 나타나 B영역의 지형이 지표수의 영향
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B영역은 비탈면 초기 형성시에는 A영역에 비하여 암반
강도가 강하여 상대적으로 급경사 비탈면이 다수 분포하
였으나, 물리적 풍화에 의한 층상절리의 이완, 높은 습
윤지수를 가진 수계의 형성 등에 의하여 장기적으로 위
험도와 예상 피해도가 높은 영역에 해당된다.
7) A영역은 모량단층의 영향에 의한 여러 단열구조가 발달
하지만 대부분의 불연속면이 수직절리 형태로 노출되고
있어 평면파괴나 쐐기파괴와 같은 중·대규모 암반슬라
이딩의 발달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며 “낙석” 위주의 파괴
가 우세한 구간에 해당된다.
8) 연구지역의 장기적인 비탈면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A영
역에는 활동하중 경감 및 방상형의 위험 암블록 제거를
위한 절취 공법이 주요 대책으로 고려되었으며, 2차적으
로 낙석방지울타리 및 낙석방지망 등의 보호시설이 적용
되었다.
9) B영역은 평면파괴를 억제하기 위한 보강 공법이 효과적
인 것으로 사료되며, 계단식옹벽 및 앵커 공법 등이 주
로 적용되어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향후 습윤지수가 높
은 지점을 중심으로 사방시설, 산마루배수구 및 종배수
구 등의 수리제어 시설을 함께 구축한다면 보다 효과적
인 비탈면 및 도로 방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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