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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 발달 습곡지반 상 구조물 안정성을 위한 설계정수

도출 사례 연구

Case Study of Derivation of Input-Parameters for Ground-Structure 
Stability on Foliation-Parallel Faults in Folded Metamorphic Rocks

임명혁*

Ihm, Myeong Hyeok*

요 약 일반적인 보통 등급의 지반(ground) 상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설계입력정수(input-parameters) 도출

방법들은 보편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연구지역과 같은 습곡된(folded) 변성암(metamorphic rocks) 지반은 엽리가

(foliation) 촘촘히 발달해 있고, 엽리에 평행한 소규모 단층들(faults)이 분포하고 있어 설계입력정수 도출을 위한 특

별한 조사방법 및 시험, 등이 요구된다. 수 mm 간격의 엽리가 발달한 변성암 지반은 엽리면 직접전단강도시험(direct

shear test), 엽리의 배향(strike/dip)과 맵핑(mapping), 엽리의 지하 연속성 파악을 위한 시추조사, 변성암반의 암반

분류(rock mass rating), 등이 필요하다. 특정 엽리면을 따라 발달한 소규모의 엽리평행단층(foliation-parallel faults)

이 다수 발달한 지반은 선구조선 분석, 단층 추적을 위한 지표지질맵핑, 단층면 직접전단강도시험, 등이 필수적이다.

습곡지반은 지질구조구(structural domain) 분석, 불연속면의 평사투영(stereonet)해석, 습곡축을 따른 전기비저항탐

사, 등의 추가조사로 설계입력정수 도출이 합리적이다.

주요어 : 엽리평행단층, 습곡지반, 구조물, 안정성, 설계정수

Abstract Methods for deriving design input-parameters to ensure the stability of a structure on a common  
ground are generally well known. Folded metamorphic rocks, such as the study area, are highly foliated and 
have small faults parallel to the foliation, resulting in special research methods and tests to derive design input 
parameters, Etc. are required. The metamorphic rock ground with foliation development of several mm intervals 
has a direct shear test on the foliation surface, the strike/dip mapping of the foliation, the boring investigation 
to determine the continuity of the foliation, and the rock mass rating of the metamorphic rock. etc. are required. 
In the case of a large number of small foliation-parallel faults developed along a specific foliation plane, it is 
essential to analyze the lineament, surface geologic mapping for fault tracing, and direct shear test. Folded 
ground requires additional geological-structural-domain analysis, discontinuity analysis of stereonet, electrical 
resistivity exploration along the fold axis,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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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일반적으로 토사 및 암반 지반 상의 구조물 안정성

을 위한 설계정수 도출은 지반의 종류와 공학적 특성

및 현장의 조건에 따라 많은 연구사례 및 결과가 제시

되어 있다. 국내 토사지반 조건에 표준관입시험 N값으

로 지반 설계정수를 산출할 수 있는 경험식을 제시 [1],

비탈면 설계기준의 경사 결정 과정에서 설계 실무 측면

에서 지침으로 활용 [2], 사면의 안정성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지반강도정수의 일부를 민감도 분석 결과 점착

력, 사면경사, 내부마찰각 순서로 설계정수에 중요한 역

할 [3], 국내 원전의 내진설계를 위한 원전부지의 등재

해도 스펙트럼이 필요 [4], 터널설계와 시공에서 안전성

과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터널설계정수 평가를 위

한 역해석 프로그램을 개발 [5], 국내 터널 설계를 위한

지반정수 산정 현황 및 문제점 제시 [6], 단층을 통과하

는 토목 구조물의 설계 및 시공 시 미칠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한 현장시험, 실내시험 사례를 분석 [7], 단층암의

전단강도 추정 방법 [8], 습곡지반 내 터널에 발생한 변

상을 조사 및 분석하여 구조해석 [9], 지반 붕괴 및 함

몰의 영향인자를 추출하여 설계정수로 활용 및 예측한

연구 [10], 등 많은 사례가 있으나, 변성암의 엽리면이

단층면으로 활동하는 엽리평행단층(foliation parallel

faults)이 다수 발달한 습곡지반(folded ground) 상의 구

조물 안정성을 위한 설계정수 도출과 그에 필요한 최소

한의 실내 및 현장조사 방법 및 종류를 제시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엽리평행단층이 발달한 습곡지반

상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설계정수 도출

에 반드시 필요한 실내외 시험 종류 및 방법을 사례연

구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조건에 적합한 전라북도 진안군 동향면 신송

리 일원의 지역은 상부 토사지반과 하부 변성암반 지반

으로 구성된 복합지반이며, 엽리가 수 mm 간격으로 발

달한 습곡된 지층으로서 각 엽리면은 대부분 단층면으

로 재활동한 엽리평행단층이 발달한 지반이다(그림 1).

이러한 복잡한 조건의 지반 상 구조물의 안정성을

위한 설계정수를 얻기 위해서 엽리 및 단층의 직접전단

강도시험, 변성암반의 암반분류, 연구지역의 선구조선

(lineament) 분석(그림 2), 습곡지반 파악을 위한 지질

구조구(structural domains) 분석(그림 3), 단층과 엽리

추적을 위한 지표지질맵핑, 엽리의 지하 연속성 및 습

곡구조의 지반 하부 상황 파악을 위한 시추조사(그림

5) 및 전기비저항탐사(그림 6), 불연속면의 평사투영 해

석(그림 4), 등이 수행 되었다.

그림 1. 연구 지역 위치 및 지질도.

Figure 1. The location map and geological map of the

study area.

Ⅱ. 지 질

1. 지표 지질분포 및 지질구조

1) 선구조선과 지표지질맵핑

연구지역의 선구조선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로×세로

10km×10km 구역의 선구조선을 산계, 수계, 음영기복

도, 항공사진, 등을 이용해 선구조선을 추출한 결과 그

림 2와 같이 일부 N20E 방향을 포함하여 대부분 남북

방향이 우세하게 분석 되었다.

그림 2. 연구 지역의 선구조선도.

Figure 2. The lineaments map of the study area.

지표지질맵핑 결과, 전술한 선구조선의 우세 방향은

대부분 변성암 지반의 엽리에 해당된다.

연구지역의 지질은 선캠브리아기 퇴적변성암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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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호상편마암, 흑운모편마암 및 화강편마암으로 구

성되며, 일부 흑운모편암 및 녹색편암, 등이 협재 한다

(그림 1).

2) 지질구조와 불연속면 분석

연구지역의 지질구조는 크게 배사습곡(antiform) 지

반으로서 연구지역 서측은 배사 습곡의 좌익부(left

limb)에 해당하며 동측은 배사습곡의 우익부(right

limb)에 해당한다. 즉, 좌익부의 엽리는 서경하나, 우익

부의 엽리는 동경하여 습곡축이 북북동의 거의 수평 침

강각을 나타낸다(그림 3).

그림 3. 습곡구조의 좌익부와 우익부의 엽리 투영도

Figure 3. Great circles and their poles of foliations at

left-limb and right-limb in the folded ground.

연구지역에 나타나는 모든 불연속면(엽리, 단층, 절

리, 등)을 등면적하반구 투영하여 등고선도로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불연속면의 평사투영 등고선도.

Figure 4. Contoured diagram of

diccontinuities in the study area.

그림 4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부분의 불연속면은 경사

가 60도 이상의 고각을 나타내나, 일부 20도 이하의 저

각을 나타내는 것은 배사습곡 지반의 축부(fold axis) 주

변에서 측정된 엽리와 일부 절리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엽리에 평행한 소단층들도 엽리와 유사한 고각

의 경사를 보인다(그림 4).

그림 3에서 보는바와 같이 배사습곡 지반의 좌측부

에서 관찰되는 엽리평행단층은 60도로 서경하나, 그 우

측부에서 관찰되는 엽리평행단층은 60도 이상의 고각

으로 동경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배사습곡 지반은 습곡의 좌익부와 우

익부의 엽리 배향에 따라 지반의 변형이나 파괴가 좌우

되기 때문에 수평적 지반의 위치와 수직적 지반의 위치

(심도)에 따라 지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입력

정수가 상이하게 산출될 수 밖에 없다.

Ⅲ. 시험 및 조사

1. 실내 시험 및 암반분류

1) 암석 물성 및 불연속면직접전단시험

시추조사 시 심도별 채취한 암석 코아를 대상으로

단위중량, 비중, 흡수율, 탄성계수, 포아송비, 일축압축

강도, 등의 시험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지역 암석의 물성시험 결과

Table 1. The result of test for rock properties in the study area.

No.

심도

(GL

-m)

단위

중량

(KN/

m3)

비중

흡수

율

(%)

탄성

계수

(MPa)

포아

송비

일축

압축

강도

(MPa)

비고

1 11.5 25.979 2.66 0.20
1.104×

104
0.27 73.5

2 18.8 26.224 2.68 0.08
9.841×

104
0.26 71.5

3 30.9 26.227 2.69 0.11
6.086×

104
0.28 42.8

또한, 시추조사 및 지표면 노두 조사 시 채취된 암석

시료에대해불연속면(엽리면, 단층면, 절리면) 직접전단

시험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2) 암반분류

시추조사 시 회수한 코아와 지표지질맵핑 시 노두에

서 측정한 자료를 근거로 암반분류(RMR)를 수행하였

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정리한 바와 같이 우량한 암반

에서 매우 불량한 암반까지 분류되었으나 평균적으로

보통 암반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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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지역 암반의 불연속면 직접전단시험 결과

Table 2. The result of direct shear test for discontinuities in

the study area.

No.
심도

(GL -m)

점착력

(KPa)

내부마찰

각
비고

1 0 22.4 28.4 절리(노두)

2 2.0 13.7 28.3 엽리(코아)

3 0 11.3 29.6 엽리(노두)

4 1.7 20.2 22.8 단층(코아)

5 0 19.8 26.4 단층(노두)

6 0 18.7 25.9 단층(노두)

표 3. RMR 암반분류 등급과전기비저항탐사 전기비저항치

Table 3. The result of rock mass rating and value for

electric resistivity in the study area.

No.
심도

(GL -m)

RMR

점수

RMR

등급

전기비저항치

(ohm-m)
비고

1 6.5 46 III 8,000

2 15.5 18 V 2,100

3 0 35 IV 800 노두

4 24.5 42 III 15,000

5 33.5 41 III 4,700

6 0 49 III 18,300 노두

7 12.0 69 II 45,600

2. 현장 조사 및 탐사

1) 시추조사

연구지역은배사습곡지반으로서많은엽리평행단층을

발달시키고 있어 지반 하부의 지질구조 및 공학적 특성

이매우불균질(heterogeneous)하며이방성(anisotropy)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습곡지반 상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설계입력정수의 도출을 위해 시추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지반등급을 구분해야 한다(그림 5).

그림 5. 시추조사에 의한 지반 등급도.

Figure 5. Ground rating map by boring survey in the study

area.

2) 전기비저항탐사

습곡지반의 공학적 특성과 물성은 지질구조에 규제

되고, 특히 습곡축을 경계로 좌우 지반의 공학적 정수

들이 상이하게 산출된다.

따라서 지반의 물성시험과 더불어 전기비저항탐사

(그림 6) 결과로 지반 설계입력정수를 추정 및 보완 하

여야 한다(그림 7).

그림 6. 전기비저항탐사 측선 위치도.

Figure 6. The location and survey lines of electric

registivity in the study area.

그림 7. 3차원 전기비저항탐사 펜스 다이아그램.

Figure 7. 3-dimensional fense diagram of electric registivity

survey in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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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연구지역 지반의 3차원 배사습곡 지질구조도 및 지질

단면도 .

Figure 8. 3-dimensional antiform diagram and geologcal

cross section(A-A') in the study area.

Ⅳ. 토 의

일반적으로 보통 등급의 지반이나 화성암과 같은 결

정질 암반 상의 구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설계입력정

수의 도출은 보편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잘 알려져 있

으나, 연구지역과 같은 엽리평행단층이 특징인 습곡지

반은 특별한 조사 및 시험 방법이 요구된다.

-. 수 mm 간격으로 엽리가 발달한 변성암반 상의

구조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적인 방법의 설계

입력정수 도출 방법 외에 추가로 엽리면 직접전단강도

시험, 엽리의 배향 맵핑, 엽리의 지하 연속성 파악을 위

한 시추조사, 변성암반의 암반분류, 등이 필요하다.

-. 큰 규모의 비교적 뚜렷한 단층이 발달한 지역의

지반은 그에 맞는 설계입력정수 도출 방법이 필요하나,

수 mm 간격으로 발달한 엽리 중 특정 엽리면을 따라

수 mm ∼ 수 cm 변위를 보이는 엽리평행단층이 다수

발달한 지반은 통상적 방법 외에 선구조선 분석, 단층

추적을 위한 지표지질맵핑, 단층면 직접전단강도시험,

등이 필수적이다.

-. 퇴적암반의 층리면 배향이 지역에 따라 특정 구역

별로 바뀌던지 변성암반의 엽리면이 특정 구역별로 주

향은 유사하게 유지되나 경사 방향이 반대로 변화하는

습곡지역 지반 상의 구조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

계입력정수의 도출 방법은 지표지질맵핑, 선구조선 분

석, 지질구조구 분석, 습곡구조의 지반 하부 상황 파악

을 위한 시추조사, 습곡축을 따른 전기비저항탐사, 암반

분류, 불연속면의 평사투영 해석, 등이 요구된다.

Ⅴ. 결 론

연구지역과 같이 수 mm 간격으로 엽리가 발달하고,

특정 엽리면을 따라 수 mm ∼ 수 cm 변위를 보이는

엽리평행단층이 다수 발달함과 더불어 지층의 엽리면

이 특정 구역별로 주향은 유사하게 유지되나 경사 방향

이 반대로 변화하는 습곡지역 지반 상의 구조물 안정성

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입력정수의 도출은 엽리면 직접

전단강도시험, 엽리의 배향 맵핑, 변성암반의 암반분류,

선구조선 분석, 단층 추적을 위한 지표지질맵핑, 단층면

직접전단강도시험, 지질구조구 분석, 엽리의 지하 연속

성 및 습곡구조의 지반 하부 상황 파악을 위한 시추조

사, 습곡축을 따른 전기비저항탐사, 불연속면의 평사투

영 해석, 등이 필수적인 조사, 시험 및 분석방법이며,

그에 따른 설계정수 도출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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