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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public of Korea is a mountainous country; the mountains occupy about three 

quarters of her land area, an increasing urban development being taken place along the 

mountainsides. For the reason, planners as well as developers and others must realize 

that some of the urban areas may be threaten by geologic hazards such as landslides 

and accelerated soil and rock creeps. 

For the purpose of environmenta1 land-use planning, a mapping project on relative 

slope-stability was established in 1996, compnsmg 2-year-investigation for each of the 

several areas between 4，000때 and 6,OOOkm' throughout the Republic of Korea. The 

selected area for the first project encompasses about 5,900km' including the topographic 

maps of Pusan, Kimhae, Miryang, Yangsan, Pangõjin, Tonggok, Õnyang, Ulsan, 

Yöngch ’ön, Kyöngju, Pulguksa, and Kamp'o, all at a scale of 1:50,000. Investigat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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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앉)6 was the area covering the first seven of the topographic maps mentioned above, 

while the area of the rest was done in 1997. 

Many disturbed and undisturbed soil samples, which were collected from the ares of 

the landslides and unstable slφes， were tested for their physical properties and shear 

strength. They were c1assified as GC, SP, SC, SM, SP-SM, SC-SM, CL, ML, and MH 

according to the Unified Soil Classification System, their liQuid limit and plasticity index 

ranging from 25.3% to as high as 81.3% and from 4.1% to 41.5%, respectively. The 

intemal friction angle of the undisturbed soils varied from 30 to 42.50 , while their 

cohesion ranged from 2 to 40 kPa. X - ray analysis revealed that many of the soils 

contained a certain amount of montmorillonite. 

Based on the available information as well as both field and laboratory investigation, 

it was found out that the most common types of slope failures in the study area were 

both debris and mud flows induced by the heavy rainfalls during the period of rainy 

season; the flows mostly occurred in the c에uvial deposits at the middle and foot of 

mountains. Thus the deposits generally appear to be the most unstable slope forming 

materials in the study area. 

Produced for the study area were six different maps consisting of slope 

classification map, soil classification map, lineament density map, landslide distribution 

map, zonal map of rainfall, and geology map, most of them being stored as data base. 

Using the first four maps and GIS , two sheets of relative slope-stability maps were 

constructed, each at a scale of 1:100,000; the maps can be utilized for regional land-use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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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본 연구는 당소의 통상산업부 출연연구사업의 일환으로 1996년 1월에 착수하여 1997년 

12월에 완료하였다. 

연구대상 지역은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 50,000 지형도 12매(부산， 김해， 밀 

양， 양산， 방어진， 울산， 언양， 동곡， 영천， 경주， 불국사 및 감포)를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총 면적은 약 5，901k며에 이르며， 지리좌표상으로는 동경 1280 45’ 00"-129 0 45’ OO”, 북위 

35 0 00’ 00"-360 00’ 00"에 해당한다. 

1996년도 조사대상 지역은 상기한 지형도 중 7개 지형도(부산， 김해， 밀양， 양산， 방어 

진， 언양 및 동곡)로 구성된 지역으로서 면적은 약 3，423k미에 이른다. 1997년도 대상지역은 

나머지 지형도(울산， 영천， 경주， 불국사 및 감포)로 구성된 지역으로서 면적은 2，478k마에 

이른다. 

연구의 주 개발목표로 상기 지역에 대해 1 : 100,000 축척 지질재해도(사면안정성 분류 

도)를 작성하였으며， 2년간에 걸쳐 수행한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산， 김해， 밀양， 양산， 방어진， 울산， 언양， 동곡， 영천， 경주， 불국사 및 감포지역 

의 경사분류도， 토양분류도， 선구조밀도도 작성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2) 기존 산사태 발생지 자료수집， 현장조사 및 분포도 작성 

3) 도로 절개사면의 안정성 및 불안정성 조사 

4) 강우량 자료분석 

5) 토양의 물성과 전단강도 규명 및 공학적 분류 

6)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와 GIS 기법을 이용하여 사면안정성 분류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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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 형 

본 조사대상 지역은 행정적으로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태백산맥 

남단에서 남북방향으로 연결되는 구미산(594m) ， 고헌산(1 ，038m) ， 가지산0，430m)， 천황산 

(1,l89m) , 신불산O，209m) ， 토곡산(855m) , 신어산(630m) 둥 주된 산들로 형성된 산맥의 발달 

범위에 따라 포항-경주-울산-부산을 잇는 산맥 동편의 동해안 사면일대， 영천-경산-밀양

김해를 잇는 서편 고지 및 평야지대， 그리고 용원-낙동강하구둑-부산을 연결하는 남해안 해 

안지역 등 3개의 주요 지역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동해안 사면지역중 포항과 울산 사이에는 토함산(745m)과 삼대봉(629m) 둥으로 인해 고 

산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다시 부산까지는 원효산(922m) ， 대운산(742m)과 장산(634m)으로 

연결되는데， 특히 부산의 동편에 자리한 장산은 북동향의 능선을 축으로 하여 남쪽 및 북쪽 

사면의 경사가 매우 심한 편이다. 또한 부산의 북측으로 부터 중심부에까지 자리한 금정산 

(802m) , 상계봉(638m) 및 백양산(641.5m) 동도 비교적 고산들로 급사면을 이루고 있다. 이 

에 반해 김해를 중심으로 한 서면지대는 비교적 넓은 평야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들 두 

지역사이에 밀양강， 동창천， 단양천， 화포천， 양산천 둥 여러 소지류들이 발달한 낙동강이 위 

치하고 있다. 

주요 수계로 상기한 낙동강 유역권과 포항-경주부근의 兄山江 울산부근의 三政川과 回

夜江들로 구성되는 소 유역권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해안지역은 낙동강 하류의 소수계들로 

구성되는 분지들의 남쪽사면으로 부터 남해안 해안경계부에 이르는 지역으로 구성된다. 포 

항 이남의 동해안 사면의 평균고도는 lOO-200m 정도이며 ， 남해안 사면지역의 남쪽사면은 

경사는 급한 편이고， 해안지역으로 갈수록 굴곡이 심한 리아시스식 해안을 이루고 있다. 해 

안과 하천을 따라서 물에 의해 운반， 퇴적된 사력층은 거의 발달하지 않은 편이며， 다만 산 

록하부에서 사력질 선상지퇴적층이 간혹 발달하고 있을 뿐이다. 

남해안 사면의 평균고도는 50m 정도로서 창원-김해-부산 사이에서 대체적으로 낮은 지 

형을 이루고 이중 일부 지역은 저지대로 평야지를 이루고 있다. 현재 해안선을 중심으로 고 

q 
u 



도 약 6-8m 하부에는 부분적으로 고기의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하여 형성되었던 실트질 점 

토로 구성되어 있는 조간대 퇴적층이 발달하여 있기도 하다. 낙동강의 유로는 안동부근의 

기점으로 부터 서류를 시작하다 남강과의 합류부 지점인 형산과 함안일대에서 다시 동류하 

여 조사지역에 해당하는 삼랑진 부근에서 밀양강과 합류하면서 남쪽으로 회전하여 낙동강 

하구를 통해 남해로 유입되고 있다. 

Figure 2는 연구지역의 음영기복도로서 본 역의 지형양상올 잘 보여준다. 

- 4 -



/ 쏟상 10 20 Kilomelers 

Figure 2. Hi lJshaded map of the s tudy area. 

I 

니
 



3. 지 ÃI 
E프 

3-1. 개 설 

본 연구지역은 한반도 남동부 즉 경상남북도의 동쪽 부분으로서 소위 경상분지의 남동부 

와 연일분지를 차지한다. 지리좌표는 북위 35도 00분에서 36도 00분， 동경 128도 45분에서 

129도 35분에 해당된다. 본 연구지역은 1973년에 1:250,000 부산 지질도가 발간되었고， 

1:50,000 지질도는 과거 왜정시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는 최근까지 18매가 발간 완료되었으 

며， 경상분지를 대상으로 한 층서학적， 고생물학적， 구조지질학적， 지화학적 연구 및 기타 석 

유 및 천연가스자원의 부존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특수 목적의 연구가 수행되어 분지의 생 

성 및 발달과 퇴적환경과 층서 등에 관한 풍부한 자료의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질재해 

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연구는 수행된 바가 없고 소수의 단펀적인 조사자 

료만이 있을 뿐이다. 

경상분지에 대한 연구는 Koto(903)와 Kawas삶i(928)에 의해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Tateiwa(929)는 연대층서를 설정하였다. 장기홍(975)은 암층서를 제안하였으며 그 외에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층서학적 퇴적학적 및 고생물학적 연구가 이루어 졌다. 경상분지의 

우측에는 연일분지가 위치하고 있는데 연일분지는 비록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분지의 생성시 

기와 암상이 경상분지와는 뚜렷하게 구분된다. 연일분지는 통해안의 영해， 포항， 장기， 감 

포， 방어진에 이르는 지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제37l(마이오세 - 플라이오세)의 해성 

및 육성퇴적층이 경상지층들을 부정합으로 덮고 있다. Fig. 3은 본 조사연구지역의 기발간 

1:50，어O 지 질도의 index와 지 질분포 및 지 질구조를 요약한 것 이 며 Fig. 4는 1973년 발간된 

1:250,000 부산도폭 지질도를 GIS기법으로 작성한 본 조사연구지역의 지질도이다.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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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질개요 

본 역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일분지를 포함하는 경상분지의 남동부를 구성하는 

지역으로서 본 역의 지질은 제371 의 육성 및 해성의 퇴적층과 화산암류， 경상지층 및 백악 

기말에 경상지층들을 관입한 화강암질암류들의 대소 암체들과 산성 및 반심성암류들로 구성 

되어 있다. 

퇴적분지의 기반은 주로 선캠브리아기의 편마암류 및 편상화강암과 쥬라기 화강암으로 

구성된 복합체이다. 본 복합체내에는 북북동 남남서를 나타내는 소위 지나방향의 단층들이 

발달되었으며 단층의 시기는 종전까지는 불국사통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났으며 이 시기 

에 생성된 대부분의 단층들은 정단층으로서 일종의 지괴단층으로 보아 왔으나 최근에는 활 

단층이라는 주장과 함께 이에 대한 연구가 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본 역에 분포하는 암체들도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방향성에 의하여 지배되어 있다. 

Tateiwa(1929)는 경상지층올 왜관과 경주 사이에서 2개통으로 분류하고 이 지층들을 백악기 

말에 관입한 화강암류와 반심성암류를 불국사통으로 명명하였다. 그후 장기홍(1975)은 암상 

에 근거한 암층서를 설정하고 퇴적암층들을 하부로 부터 신동층군(新洞層群) , 하양층군(河陽 

層群)， 및 유천층군(輸川層群)으로 나누었다. 

신동층군은 비화산쇄설성 퇴적물로 하양층군은 비화산쇄설성 및 화산쇄설성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천층군은 주로 응회암층과 산성 및 중성화산암의 교호이다. 

경상지층은 두께가 9，000미터에 달하며 이들 경상지층들은 Figure 5와 같이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르게 세분된다. 본 조사연구지역에서는 경상지층의 최하부층군인 신동층군은 분포되 

어 있지 않다. 

한반도의 남동쪽 가장자리에 위치하는 연일분지는 주로 비해성의 중기 마이오세의 퇴적 

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기의 해성퇴적물과 계곡을 메운 물질들로 덮여 있다. 퇴적암류들은 

국지적으로 화강암에 의하여 관입되어 있으며 현무암질 암맥이나 용암류에 의하여 끊겨져 

있거나 피복되어 있다. 

연일분지는 대부분 양산단층 및 울산단층으로 인하여 경상분지와 경계가 이루어 지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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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의 주향은 양산단층이 대체로 북북동， 울산단층은 북북서 방향이며 제3기 퇴적작용 이후 

에 단층작용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단층생성시기에 대한 학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3-3. 층 서 

본 역에 분포하는 지층들의 층서는 Fig. 3-2에 나타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백악기에서 

제4기에 이르는 퇴적암류， 화산암류， 관업심성암류 및 충적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한의 백 악기 지 층들의 층서 는 Koto(903) , Kawas삶ù(929) ， Tateiwa(1929)를 거 쳐 장 

기홍(975) 외에 여러 국내 학자들에 의하여 제안 또는 수정되어졌다. 장기홍은 분지 전체에 

대한 연대층서 분류를 적용하기 위하여 화산활동 및 심성화성활동과 관련하여 경상분지의 

발달과정을 1) 선화산활동퇴적기(先火山活動堆積期)， 2) 화산활동동시성퇴적기(火山活動同時 

性堆積期)， 3) 화산활동절정기(火山活動總頂期) 및 4) 화강암관입기(花關岩實入期)로 나누었 

다. 그리고 각각에 해당하는 층서 단위들을 신동층군， 하양층군， 유천층군， 및 불국사관업암 

류로 명명하였다. 

본 역의 백악기 지층은 최하부에 해당되는 신동층군은 분포되어 있지 않고 화산활동 동 

시퇴적암류언 하양층군을 기저로 하여 그 위에 화산암류인 유천층군과 불국사관입암류로 이 

루어져 있다. 이들 백악기 지층들은 연일분지 지역에서는 제3기층이 부정합으로 피복되어 

있다. 계곡부와 평야부에는 제4기의 충적층이 기존의 지층들을 부정합으로 덮고 있다. 

하양층군은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르게 세분된다 즉 팔공산 이남의 신라 역암과 팔공산 

이북의 구미동 역암은 거의 동일한 층준에 놓이나 퇴적물의 조직， 퇴적구조， 층의 모양， 층 

의 두께 둥에서 상당한 차이를 갖는다. 이러한 층서상의 차이는 퇴적환경과 그에 따른 퇴적 

상 변화에 기인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양층군의 하한은 진주층 바로 위의 저색층으로 하고 

상한은 유천층군의 화산암과 응회암의 교호대 바로 아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양산단층 이동， 즉 울산지역의 경상지층들은 하위로 부터 구영리층， 사연리층， 및 조일리 

층으로 구분된다. 구연리층은 층후가 750미터 이상이며 주로 흑색 내지 암회색 셰일과 이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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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며 조일리층도 유사한 암석구성을 보인다. 조일리층의 두께도 750미터 이상에 

이른다. 이에 반해 사연리층은 층후가 약 2，500미터에 달하며 주로 저색 이암으로 구성되고 

드물게 사암을 협재한다. 

유천층군은 화산활동 절정기에 형성된 지층으로서 두께는 약 2，아m미터이며 안산암， 유문 

암질석영안산암， 유문암 및 석영안산암의 용암， 응회암 및 용결웅회암， 그리고 이에 협재된 

퇴적암(주로 화산기원)으로 구성되는데 흔히 하양층군의 침식면 위에 경사부정합으로 놓인 

다. 유천층군은 그 층서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일반화 하기가 극히 어렵다. 그러나 현재 

까지의 대체적인 경향은 본 층군의 하부는 안산암임이 보통이고 상부로 갈수록 산성화산암 

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밀양-유천지역에서 본 층군의 하부인 안산암층(약 1 ，000미터)과 상부인 산성화산암층(약 

900미터) 사이에 부정합이 있다. 하부의 중간에는 석회암을 포함하는 두께 약 200미터의 퇴 

적암층이 협재되어 있다. 본 층군은 하양층군 침식면 위에 혹은 경상누층군 이전의 고기 기 

반암 위에 놓인다. 

제3기층은 연일분지에 분포되어 있는데 연일분지는 3개의 소분지로 나쉰다.3개의 소분 

지는 포항분지， 어일분지， 및 울산분지이다. 포항분지에서는 제3기 퇴적분지로서 규모가 가 

장 크다. 구룡반도 남쪽에 분포되어 있는 제3기층은 갈탄층을 포함하는 육성층으로서 장기 

층군으로 불리워 진다. 본 분지는 경북 월성군 양북면 어일리를 중심으로 하여 북으로는 양 

북연 용동리， 남으로는 월성군 양남면 하서리， 동으로는 감포읍， 서쪽으로는 양북면 벌콕리 

에 걸쳐 있으며 하부로 부터 하서리층군， 장기층군 및 천북역암으로 구분된다. 

울산분지는 경남 울산시 농서면 호제리에서 울산시 양정리에 이르는 사이에 길게 분포되 

어 있으며 본 분지에 퇴적된 제3기층은 장기통과 연일통으로 구분되는데 장기통은 당사리안 

산암， 당사리안산암질응회암 및 화산역암으로 세분되며 연일통은 정자리역암으로 명명되어 

있다. 정자리역암은 천북역암에 대비되는데 하부는 주로 사암， 사질실트암 및 이암으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 앓은 역암층이 협재되어 있다. 

제4기층은 충적층과 현무암으로서 본 역에서 충적층은 낙동강의 본류 및 지류 연변과 동 

해안을 따라 해안가에도 분포되어 있다. 현무암은 동해안의 구룡포 부근에 소규모로 분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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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충적층의 심도는 것에 따라 다르나 낙동강 하구의 충적층은 모래， 자갈， 실트， 점토 

퉁이 수십미터의 두께로 퇴적되어 있다. 

3-4. 지질각론 

본 조사연구지역의 지질을 Fig. 3-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오래된 지층순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3-4-1. 신 라층군 하부(新羅層群 下部 Lower Silla Group) 

본 층군은 본 조사연구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퇴적암층으로서 신라역암과 함안층을 포함 

한 것으로서 하부에 있는 낙동층군과는 부정합 관계이다. 신라역암과 함안층하부에는 안산 

암질현무암이 끼어 있거나 응회암들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는 경상분지의 발달과정 중 신라 

역암 퇴적기에 들어 와서는 화산활동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신라역암의 역 중 

에는 화산암펀들이 많이 들어 있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신라층군 하부는 이러한 

화산활동의 시작과 적색층이 현저하게 발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라역암은 낙동층군을 부정합으로 덮는 기저역암을 비롯하여 알코오즈사암 또는 역질사 

암을 협재하는 두꺼운 역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 적색실트암과 안산암질현무암을 협 

재하기도 한다. 본 층의 기저부에서는 역의 크기는 사람 머리 크기 이상에 달하는 것도 있 

고 역의 발달이 현저하나 상부로 올라감에 따라 크기가 작아 짐과 동시에 역의 양도 적어지 

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세립으로 점이되다가 이질암을 주로 하는 함안층으로 이화된다. 신 

라역암의 역은 주로 화강암류， 편마암류， 편암류， 규암 및 안산암질현무암의 암편으로 이루 

어져 있다. 역의 크기는 보통 잔자갈 크기이다. 역의 둥글기는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으나 

곳에 따라서는 아각력을 보여 주는 곳도 있다. 역암의 기질은 장석질로서 붉은 색을 띤다. 

역암과 함께 호층을 이루는 사암도 장석질로서 붉은 색을 띤다. 

신라역암에 협재하는 실트암 또는 세립질사암에서는 건열， 물결자국， 위층， 벌레구명의 

” 
ω
 



혼적과 벌레가 기어간 자리둥이 관찰되어 신라역암이 퇴적될 당시의 퇴적환경은 매우 얄은 

곳이었거나 가끔 수면위로 노출되어 있었음올 유추할 수 있다. 

함안층은 주로 적색 셰일과 실트암의 호층으로 되어 있으나 상부로 감에 따라 녹회색 셰 

일과 호층을 이룬다. 함안층은 하부에 있는 신라역암에서 부터 세립질로 점이되어 마침내 

이질암으로 이화된 것이다. 대체로 함안층은 적색과 녹회색층이 호층을 이루고 있다. 함안층 

도 신라역암과 마찬가지로 곳곳에서 물결자국이 발견될 뿐만 아니라 각종 흔적화석이 발견 

되어 이들의 퇴적환경 역시 얄은 호수였음을 말 해 준다. 함안층 상부에 있는 녹회색 셰일 

내에는 1미터 내외의 수많은 담수성 석회암이 호층을 이루기도 한다. 

3-4-2. 신 라층군 상부(新羅層群 上部， Upper Silla Group) 

신라층군 상부는 진동층， 팔룡산 웅회암， 자양산층등을 포함하며 전술한 신라층군 하부와 

는 정합적인 관계에 있다. 본 층은 경상분지내에서 최상부층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신라층군 

하부보다 세립인 이질암으로 되어 있으며 격렬한 화산활동을 뜻하는 화산암과 응회암이 넓 

게 발달되어 있음이 특정이다. 그리고 신라층군 하부와는 달리 적색층이 나타나지 않는 것 

도 특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층군의 최상부인 자양산층에서는 적색층과 역암 

들이 발견된다. 

신라층군 상부는 하부의 흑색 셰일대 즉 진동층과 상부에서 매우 조립질이고 화산암을 

개재하는 응회암대 즉 자양산층으로 구분된다. 

진동층은 주로 암회색 내지 흑색 셰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많은 박층(2미터 이하)의 담 

수성석회암이 호층을 이룬다. 곳에 따라 석회암이 엽층을 이루어 뚜렷한 층리를 나타내기도 

한다. 진동층에는 사질 또는 실트질암이 없고 적색층을 개재하지 않는 것이 특정이라 할 수 

있다. 

진동층의 암회색 내지 흑색 셰일은 화강암체의 관업에 의하여 넓은 접촉변성대를 형성하 

여 매우 치밀하고 견고한 호온펠스로 변성되기도 한다. 이들 호온펠스는 후린트나 안산암류 

로 오인하기 쉽다. 변성도가 높은 호온펠스는 장석반정도 생겨 치밀한 바탕에 꽃무늬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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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다. 진동층 하부에는 화산암층이 발달되어 있어 진동층퇴적기초에 화산활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자양산층은 중성 내지 염기성 화산암류와 응회질 적색역암， 사암， 실트스톤， 셰일 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층인 진동층에 비하여 조립질이고 화산물질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자양산층이 진동층을 부정합으로 덮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자양 

산층의 퇴적암은 매우 빈약한 두께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도 소규모로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어 경상분지의 대부분이 자양산층 퇴적기에 들어와 넓은 퇴적분지는 소멸 

되고 작은 분지에 국부적으로 퇴적물이 쌓인 것으로 생각된다. 자양산의 웅회질 역암과 사 

암은 적갈색 내지 갈색을 띠고 응회질셰일과 실트스톤은 적색을 띤다. 이들 응회질암들은 

열변성작용을 받아 호온펠스로 변성되어 안산암질암류와 유사한 외양을 갖는다. 

3-4-3. 중성 화산암류(中性 火山岩類， Intermediate V olcanic Rocks) 

중성 화산암류는 본 조사연구지역내에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분포형태는 불규칙적이고 

일정한 방향성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본 암류중에는 백악기의 경상누층군에 속하는 적 

색， 암회색 또는 흑색의 셰일 및 사암 등이 포획암과 루프 펜단트로써 나타나는 경우를 도 

처에서 관찰할 수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이 심한 호온펠스화작용을 받아 치밀하고 견고한 호 

온펠스로 화해 있다. 본 암류는 부산， 동래 기장 등지에서 백악기의 불국사화강암에 의해 관 

입당해 있는 것으로 보아 본 암류의 지질시대는 백악기의 중기 내지 말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본 암류의 구성 암석은 대부분이 안산암과 석영안산암으로 되어 있다. 안산암은 경 

상분지내의 여러 곳에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장석의 반정이 뚜렷하게 보이는 반상안산암과 

그렇지 않은 괴상안산암으로 나누어 진다. 암석의 색은 암록색 또는 회록색이며 세립질이고 

치밀하다. 구성광물은 주로 사장석， 각섬석， 흑운모， 자철 석， 세니딘， 녹니석 등이다. 사장석 

은 장방형의 반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반정의 장축방향이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배열되어 있어 유상구조를 보여 조고 있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각섬석은 

특히 이 암석중에 반정 또는 석기를 이루는 광물로서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으며 이 암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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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을 띄는 것은 이 각섬석의 영향 때문이다. 

석영안산암은 회록색 또는 암록색을 띠며 세립질이고 치밀하다. 구서광물은 사장석， 각섬 

석， 세니딘， 석영 흑운모 등이며 사장석， 각섬석둥은 반정을 이룬다. 안산암과는 석영이 함유 

되어 있는 점으로 구별이 되며 암석의 산출상태나 구조 등은 안산암과 별 차이가 없다. 

3-4-5. 산성 화산암류(醒性 火山岩類， Acidic Volcanic Rocks) 

본 역에서 산성 화산암류는 중성 화산암류와 밀접히 수반되어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동일한 마그마에서 분화되어 생성된 결과로 해석된다. 산성 화산암류는 부분적으로 광물성 

분과 구조를 조금씩 달리 하여 반상， 유상， 안산암질구조 등으로 나타난다. 구성암석의 종류 

로는 유문암， 반상유문암， 유문안산암 등이 있다. 유문암은 담홍색， 백색 또는 회백색을 띠며 

세립질이고 치밀하다. 유상구조를 보여 주고 구성광물은 석영， 정장석， 사장석， 흑운모 등이 

다. 반상유문암과는 점이적인 접촉관계를 갖는다. 

반상유문암은 장석 또는 석영의 반정이 발달해 있는 점으로 유문암과 구별되며 이들 반 

정은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어 유상구조를 잘 나타내고 있다. 

유문안산암은 유문암과 안산암의 중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두 암석의 점이대의 암석이라 

고 할 수 있다. 산성 화산암류는 중성 화산암류와 같이 그들 구성 암석의 성질상 풍화작용 

에 어느 정도 강하여 높은 산과 가파른 능선올 이루는 곳이 많다. 

3-4-6. 중성 및 염기성 심성암류(中性 및 醒基性 深成岩類， Intermediate and Basic 

Plutonic Rocks) 

본 역의 중성 및 염기성 심성암류는 작은 암주상의 상태로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다. 본 

암류는 선 캠브리아기의 모든 변성암류와 쥬라기의 화강암류 및 백악기의 경상누층군들을 

곳곳에서 관입하고 있으며 그리고 본 암류의 분포지역이 주로 백악기의 퇴적암류 및 화성암 

류의 분포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본 암류의 생성시기는 백악기말의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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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과 깊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암류는 섬장암， 몬조니암， 반려암， 섬록암 둥 

인데 섬록암이 가장 우세하다. 섬록암은 담록색 또는 회록색을 띠고 세립질 내지 중립질이 

며 괴상으로 균질한 것이 보통이지만 부분적으로 장석 또는 각섬석의 반정이 발달되어 있기 

도 하다. 조암광물은 사장석， 정장석， 각섬석， 흑운모 둥이며 석영， 자철석， 인회석， 저어콘 

둥이 부수적으로 나타난다. 

3-4-7. 불국사 화강암(佛國좁 花關岩， Bulgugsa Granite) 

본 암은 주로 경상분지내에 저반 또는 암주상으로 분포하고 있다. 본 암은 퇴적분지의 

발달 및 지질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 지역의 화강암체는 이중환상타원분포로서 

외측부 화강암류와 내측부 화강암류로 구분된다. 내측부 화강암체의 동측은 북북동 방향을 

갖는 단층들에 의하여 구획되며 북북동 방향으로 신장된 분지의 중심부에는 화산암류와 화 

강암류가 밀집되어 분포하고 있다. 이들 외측부 화강암류와 내측부 화강암류의 상호관계는 

불명하나 K-Ar 연대측정 결과는 외측 화강암류가 내측 화강암류보다 먼저 활동을 시작하 

였을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외측 화강암류는 경상분지내에서 신동층군과 하양층군의 퇴 

적암류， 학봉화산암류 및 안산암질암류를 곳에 따라 관입하고 있으며 동해안에서는 산접적 

으로 제3기 화강암류에 의하여 관업을 받았다. 불국사 화강암은 일반적으로 화강섬록암에서 

화강암에 이르는 암상을 보이나 외측부를 벗어난 분지의 서남부에 분포하는 암체에서는 대 

부분이 화강섬록암 내지 토날라이트의 암상을 보인다. 외측 화강암류의 동부와 양산단층 동 

남부에서 김해 부근에 분포하는 불국사 화강암은 제3기 화강암류에 의하여 관입을 받은 부 

분이 많으며 내측 화강암류와는 양산단층을 경계로 하여 접하고 있다. 기존암과의 관입접촉 

부에서는 흔히 세립이 되며 반상조직을 보여 주는 부분도 적지 않다. 내측부 화강암류는 소 

위 언양화강암체와 이에 대응하는 화강암체들이다. 본 암류는 남부 경상분지의 중앙부에서 

하양층군과 유천층군을 관입한 상태로 분포한다. 

본 암체의 남동부에서는 양산단층을 경계로하여 하양층군， 유천층군 및 외측부 화강암류 

와 접한다. 또 양산단층， 밀양단층 등 N20E 방향의 단층선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n 



그 방향으로 신장된 환상타원체를 이루고 있다. 양산단층올 그 연변부는 소규모의 제3기 화 

강암체의 관업을 받았다. 본 화강암류는 주산안산암질암류를 관입하며 그 접촉부에서는 주 

산안산암질암류에 열변성작용올 주고 따라서 주산안산암질암류를 포획암으로 포유하기도 한 

다. 본 암류는 유백색 내지 담홍색 또는 담회색의 중립 내지 조립의 흑운모 화강암을 주로 

하나 부분적으로 반암， 미문상 화강암 화강반암 동으로 되는 암상의 변화가 현저하며 기존 

암과의 접촉 연변부에서는 세립의 암상으로 나타난다. 본 암류에는 정동이 잘 발달되며 정 

동내에는 석영과 장석의 결정이 밀집되어 있다. 

불국사 화강암은 장소에 따라 그 광물조성과 구조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러 종 

류의 화강암들이 이에 포함된다. 즉 흑운모 화강암， 각섬석 화강암， 복운모 화강암， 아다멜 

라이트， 화강섬록암， 반상화강암 둥이 그것인데 이들은 보통 둘 혹은 그 이상이 서로 밀접히 

수반되어 나타나며 그 접촉관계도 또한 점이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불국사 화강암을 이루는 

여러 종류의 화강암들이 통일한 마그마에서 분화되어 생성된 것임을 암시해 준다. 

3-4-7. 반암류(짧岩類， Porphyries) 

반암류는 본 역의 여러 곳에서 맥상 또는 암주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다. 본 암류는 백 

악기 또는 그 이전의 모든 암류를 관입하고 있어 그 지질시대는 대개 백악기 말에 해당된 

다. 맥암류의 크기는 폭이 수 cm, 연장이 수 미터 정도에 불과한 작은 것에서부터 폭이 수 

백 미터， 연장이 수 십 km에 달하는 큰 것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본 암류는 본 암류 

에 의하여 관입당한 인접한 암석과 풍화작용에 대한 저항력이 다르므로 해서 야외에서 그 

존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반암류는 일반적으로 풍화작용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므로 높 

은 고지나 산능선을 이루어 지형적으로도 매우 특징이 있다. 

본 암류에 속하는 암석의 종류로는 황반암， 각섬암， 규장암， 화강반암， 석영반암， 반화강 

암 둥이 있으며 이 중 석영반암이 가장 많고 황반암과 각섬암은 매우 희귀하다. 화강반암 

은 광물성분이 화강암과 비슷하지만 반상구조를 가지고 석기가 세립질인 것이 특정이다. 반 

정으로는 석영과 정장석 등이 나타난다 석영반암은 역시 화강암과 비슷한 광물성분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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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만 반상석리를 갖고 전체적으로 세립질 내지 미립질인 점이 특정이다. 유백색， 회백 

색， 회색 동의 색깔을 띠고 있다. 반화강암은 광물성분과 조직이 화강암과 동일하지만 결정 

의 크기가 1mm 이하인 광물립으로 구성되어 있고 백색， 회백색을 띤다. 

3-4-8. 마산암류(馬山岩類， Masanites) 

본 암류는 본 역의 동남부 즉 동래 부근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마산암류는 광물성분과 

조직이 곳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세립질이고 담홍색을 띠며 특유한 미문상조직을 

가진 점에서는 공통된다. 구성광물은 석영과 정장석으로 주로 되어 있고 유색광물로는 혹운 

모가 소량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암색은 전체적으로 보아 우백질이다. 본 암류는 인접하고 

있는 불국사 화강암을 관입하고 있다. 

3-4-9. 양북층군(陽北層群， Yangbug Group) 

제371 누층군의 하나인 양북층군은 본 역의 북동부인 포항， 구룡포， 울산 일대에 분포되 

어 있다. 양북층군의 모식분포지는 경북 월성군 양북면 어일리와 범곡리， 오천면 세계동 및 

금광동， 구룡포읍 눌대리 둥지이다. 이들 지역에서의 본 층군의 두께는 최대 1 ，500미터에 이 

른다. 양북층군은 하부로부터 장기역암， 눌대리 웅회암， 금광동층， 세계동층， 범곡리층으로 

세분된다. 장기역암에서 부터 금광동층 사이는 서로 정합적이나 금광동층과 세계동층， 세계 

동층과 범독리층 사이는 부정합 관계이다. 장기역암은 주로 역암과 사암의 호층으로 되어 

있으며 이 밖에 셰일과 백색응회암 및 수매의 앓은 갈탄층을 협재한다. 이들 암석은 고결의 

정도가 매우 약하다. 사암은 보통 황갈색 내지 담황색을 띤다. 그리고 큰 규모의 위층이 발 

견된다. 역암의 역은 주로 백악기의 화성암류와 퇴적암류로 이루어져 있다. 역의 퉁굴기는 

매우 발달되어 있으며 그의 직경은 보통 lOcm 내외의 것들이다. 본 암은 포항분지에서 기 

저역암으로서 경상누층군의 지층들을 피복하고 있다. 

눌대리 응회암은 조면암질 응회암을 비롯하여 조면암과 안산암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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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면암질 웅회암내에는 연속성이 없는 사암， 셰일， 역암과 박층의 갈탄층을 협재한다. 웅회 

암은 백색 내지 담황갈색을 띠며 항상 장석과 흑운모의 작은 결정을 함유한다. 층리가 불 

명하고 사질 또는 부석질로 산출되는 경우도 있다. 드물게 규화목을 비롯하여 탄화된 나무 

줄기 또는 나뭇잎 화석을 함유하기도 한다. 본 층내에서 산출되는 식물화석은 10종 내외이 

다. 

금광동층은 주로 담갈색 셰일과 실트스톤으로 되어 있으며 상부에는 30cm 이상의 갈탄 

층 2매를 협재하고 있다. 그리고 층의 최상부에는 사질웅회암에 의하여 상위에 있는 세계동 

층과 구분된다. 2매의 갈탄층은 포항분지내에 개재하는 탄층중 가장 잘 발달하는 탄층이나 

이들도 고결 및 탄화의 정도가 낮고 열량도 낮다. 본 층의 셰일중에서는 30종에 가까운 식 

물화석과 동물화석이 산출되어 본 층이 제3기 마이오세에 속함올 알 수 있다. 

세계동층은 최하부의 현무암질응회암으로 부터 시작하여 사암， 셰일， 백색 또는 회백색웅 

회암과 역암을 주로 하는 함탄대와 상부에 있는 안산암질웅회암과 현무암질웅회암으로 되어 

있다. 최하부의 현무암질웅회암은 하위에 있는 금광동층과 백악기의 화산암류를 부정합으로 

직접 덮는다. 현무암질웅회암은 암회색을 띠며 박층의 갈탄층을 협재하는 암회색 응회질 사 

질셰일을 개재한다. 웅회암은 흔히 괴상이나 드물게 불명료한 층리를 보여 주기도 한다. 함 

탄대를 이루는 사암과 셰일은 금광동층의 것과 유사하며 7-8종의 식물화석이 산출된다. 

세계동층의 안산암질웅회암은 다량의 안산암괴를 함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흔히 각력상을 

나타낸다. 본 층의 최상부에 있는 현무암질웅회암은 하부의 것과 유사하나 다량의 현무암괴 

를 함유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 이 현무암질응회암 내에도 암회색 내지 암갈색 사암 또는 

셰일이 개재되어 있으며 셰일 가운데서는 5-6종의 식물화석이 산출된다. 

세계동층을 작은 부정합으로 덮고 있는 범콕리층은 기저각력암을 비롯하여 안산암과 안 

산암질 웅회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저각력암의 두께는 130미터에까지 달하는 곳도 있다. 

이들의 각력은 주로 백악기의 화성암류와 퇴적암류이다. 기저각력암의 바로 상부에는 회색 

내지 암흑색을 띠는 휘석안산암질 진주암이 발달한다. 그 두께는 20미터 내외이다. 안산암과 

안산암질웅회암에 협재하는 사암과 셰일에서는 수종의 식물화석이 산출된다. 안산암질응회 

암은 세계동층의 것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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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0. 영일층군(迎日層群， Yeongil Group) 

본 층군은 본 조사연구지역의 북동부인 경상북도 영일과 포항 부근에 분포되어 있다. 본 

층군의 두께는 상부 지층들이 침식되어 없어져 버렸으므로 확실한 두께를 알 수 없으나 600 

미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층군은 양북층군과 백악기 암층을 부정합으로 덮 

으며 암상에 의하여 서암역암， 송학동층， 대곡층， 이동층과 두호층으로 구분된다. 

본 층군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서암역암은 주로 역암으로 되어 있으며 드물게 렌즈상으 

로 사암과 이암을 협재한다. 이 사암은 장석질로서 흔히 위층을 발견할 수 있다. 역암의 역 

은 백악기 화성암류와 퇴적암류이다. 역의 크기는 보통 10 내지 20cm이고 곳에 따라 1미터 

이상에 달하는 것도 있다 역의 원마도는 매우 발달되어 있다. 역암중에 개재하는 암회색 셰 

일에는 보존이 좋지 않은 수종의 해서패류 화석이 산출된다. 서암역암의 두께는 보통 200미 

터 내외이나 350미터에 달하는 곳도 있다. 

송학동층은 사암， 사질셰일 ， 세일의 호층으로 되어 있으며 5미터 내외의 역암을 협재한 

다 본 층의 두께는 약 150미터이다. 본 층에 협재하는 역암은 서암역암과 유사하나 규암의 

역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이 특정이다. 본 층의 하한은 방산충을 함유하는 두께 약 30미 

터의 담갈색 셰일이다 그의 상한은 두께 약 20미터의 담회색 세립 내지 중립질사암이다. 이 

들에서는 흔히 위층이 발견된다. 송학동층 중에서는 서암역암에서와 같이 유공충은 발견되 

지 않으나 많은 패류와 산호화석이 산출된다. 

대곡층은 하위에 있는 송학통층 및 상위에 있는 이동층과 정합적인 관계를 갖는다. 본 

층은 주로 담갈색 사질 셰일과 이암의 호층으로 되어 있으며 두께 30미터의 렌즈상의 사암 

을 협재한다. 본 층의 상한은 두께 15미터 내외의 담회색 세립질사암이다. 본 층의 하부와 

중부에서는 10여종의 저서형 및 뷰유형 유공충 포유류의 척추골과 식물화석이 산출된다. 

두호층은 영일층군의 최상부 지층으로서 하부의 이동층과는 정합적이다. 본 층은 부스러 

지기 쉬운 담갈색 이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곳에 따라서 이질암질단괴를 함유한다. 본 층 

의 중부와 하부에 있는 이암 중에서는 나뭇잎 화석이 발견되며 본 층에 협재하는 사암에서 

는 산호 화석이 발견된다. 그리고 본 층 전반에 걸쳐 저서형 유공충 화석이 산출되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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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호층의 중부는 저서형 유공충 화석대를 이루고 있다. 두호층의 두게는 280미터 내외이다. 

3-4-11. 제3기 화산암류(第三紀 火山岩類， Tertiary VoJcanic Rocks) 

제3기 화산암류는 포항에서부터 동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방어진 부근에 이르는 지역 일 

대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본 화산암류들은 제3기 이전의 모든 암층들을 용암류의 형태로 

덮고 있다. 이 화산암류의 분포지역은 대체로 낮고 편편하여 대지를 이루고 있으며 해안가 

에는 해식작용과 융기작용이 반복한 결과로 생긴 해안단구들이 발달해 있는 곳이 많다. 제3 

기 화산암류를 이루는 암석의 종류로는 현무암， 조면암， 안산암 둥이 있고 이 중에서 현무암 

이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다. 현무암은 흑색 또는 암회색을 띠며 다공질이다. 장석 또는 반 

정올 보여주는 반상구조가 발달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구성광물은 사 

장석， 휘석， 감람석， 자철석 둥으로 되어 있다. 

3-4-12. 현무암(玄武岩， Basalt) 

현무암은 본 조사연구지역의 북동부인 구룡포 부근에 소규모로 나타난다. 본 역의 현무 

암은 제471 초에 분출된 것으로 보여 진다. 현무암을 광물성분과 조직에 의해 분류하면 휘석 

현무암， 침상장석 감람석현무암， 비현정질현무암， 반상장석현무암， 반상휘석현무암， 장석현 

무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현무암은 염기성 화산암이기 때문에 그 용암은 점착성이 적고 

유동성이 크므로 멀리 까지 흘러 내려가 넓고 평탄한 현무암대지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현 

무암은 흑색 또는 암회색을 띠며 다공질 구조가 잘 발달되어 있다. 

3-4-13. 충적 층(때積層， Alluvium) 

본 역의 충적층은 본 역의 주요 하천인 낙동강의 본류 및 지류에 넓게 분포되어 있다. 

특히 낙동강 하구의 충적층은 그 두께가 수 십 미터에 이르는 곳도 있다. 충적층의 구성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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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은 모래， 자갈， 실트， 점토， 유기질물질 퉁이다. 동해안과 남해안 동 해안에는 해빈사가 분 

포하고 있다. 해빈사는 주로 모래 자갈 패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3-5. 지질구조 

경상분지의 지질구조는 몇 개의 주요 단층들과 심성암체들의 분포에 의하여 지배되며 습 

곡고조는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다. 본 역의 남동부에는 북북동-남남서 방향으로 평행하게 

배열된 밀양단층， 동래단층， 양산단층과 북북서-남남동 방향의 울산단층이 있다. 양산단층 

서 

족으로는 중생대 화산암류와 화강암류로 구성된 반면， 그 동쪽으로는 하위층인 중생대의 

퇴적암으로 구성되므로 양산단층을 경계로 지질분포를 전혀 달리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 

층의 분포가 급변하는 것도 단층을 인지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되며 단층 북동부를 북쪽 

으로 약 25km 이동시킴으로서 단층의 존재가 보다 확실해 진다. 이러한 사실들은 단층이 

남쪽으로 이통한 right-lateral 단층임을 입증한다. 각 지층 및 화강암의 수평이동은 약 

25km이다. 단층선을 따라서는 슬리큰사이드가 발달되고 지층이 300SW 내외로 급경사한다. 

동래단층과 밀양단층도 right-lateral 단층들로 해석되나 양산단층에 비해 수평 및 수직 

변화는 적다. 울산단층은 양산단층에 의해 절단되므로 기계단층을 포함하는 서북서-동남동 

방향의 단층들과 생성시기를 같이 하고 거리상으로 보아 기계단층 연장부가 양산단층의 

right-lateral 변위에 의해 분리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들 단층 생성시기는 제3기 퇴적 

후에 생성된 것은 확실하나 현재까지의 조사자료는 최종결론을 내리기에는 미흡하다. 

울산지역의 심성암체들 중 대표적인 것은 울산시 범서면과 농소면 일대에 분포하는 직경 

6 내지 9km의 타원형의 화강암체이다. 이 화강암체 주위의 사연리층은 열변성작용으로 1 

내지 2km 폭의 호온펠스대를 형성하였다. 울산시 서남부에서는 이 화강암체 주위에 최하위 

층인 호성기원의 구영리층이 노출되었으나 동암체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사연리층이 분포된 

다. 동암체를 중심으로 지역에 따라 주향은 맥상으로 분포하며 경사는 방사상으로 점변하므 

로 지층은 동심원상으로 분포된다.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심성암체들의 분포는 경상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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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부에 집중되었다. 퇴적환경면에서 경상지층들은 모두 육성퇴적층이다. 따라서 경상분지 

의 기원과 발달도 내륙분지 범주 내에서 검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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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면활동(Slope movements) 

4-1. 분 E프 
ìT 

Q. Zaruba(976) , D. Vames(978), T. H. Nilsen(979) , G. Paologiani(992) 

하여 사면활동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늘
 

E 
r 
u 참고 

4-1- l. Creep(포행) 

사면지역에서 토양， 풍화암 및 암편이 중력에 의해 1년에 수mm 내지 수cm의 율로 서서 

히 흘러내리는 현상을 Creep라고 하는데， Landslides(산사태)와 다른 점은 일정한 파괴면 

이 없고 발생속도가 아주 느리다는 점이다. 겨울철 토양이나 암석이 얼면 사변에 직각으 

Settlement under ---Z-• ’he effects of gravity 

Soil par’icle 

Dis’ance AB = Expansion distonce x sln 야 

Figure 6. Mechanism for the downhill movement of material on a slope caused 
by soil creep(after E. Bηrant，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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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융기했다가 해벙기에 녹으면 수직으로 떨어져 원위치보다 아래로 움직이게 된다 

(Figure 6). 이 현상도 Creep의 일종이다. 

Sharpe and Desch(942), H따tshorn(958) 및 Lattman 0 960)에 의 하면 Creep로 생 긴 

층을 Colluvium(붕적층)이라고 부른다. 지구표면의 많은 부분은 이 붕적층으로 덮혀져 있 

으며 산사태의 대상이 되고 있다. 

Creep도 여러 가지의 피해를 주는데， 이 피해는 Figure 7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Figure 8은 본 연구지역내 부산광역시 문현2동의 황령산 산록에서 발생하고 있는 Creep의 

한 예 (Figure 7의 (B))를 보여 준다. 

Figure 7. Diagram showing creep and its effects(after Sharpe, 1983). 
(A) Moved joint blocks; (B) trees with curved trunks concave 
upslope(a criterion to be used with caution); (C) downslope bending 
and drag of bedded rock or weathered veins, also present beneath 
soil elswhere on the slope; (D) displaced posts, poles, and 
monuments; (E) broken or displaced retaining walls and foundations; 
(F) roads and railroads moved out of alinement; (G) turf rolled 
downslope from creeping boulders; (H) stone-line at approximate 
base of creeping soil. A and C represent rock-creep; all other 
features shown are due to soil-creep. (from T . H. Nilsen,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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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Trunks of trees curved by creeping colluvium, 2nd 
Moonhyondong , Pusan. Photo taken September, 1996. 

4-1-2. Falls 

Falls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암석이나 토양의 절벽에서 발생하는 것 (Figure 9)으로서 

사면활동의 형태중 가장 빠르게 일어난다. 암석 또는 토양 덩어리가 경사정도에 따라 자 

유롭게 떨어지거나 절벽에 부딪히면서 낙하한다. 

Figure 10과 Figure 11 은 연구지역에서 발생한 Soil fall의 예(김해시 임해산 산록) 및 

Rock fall(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대)이다. 

긴
 



Figure 9. Masses of rock moved downslope primarily by falling or 
bouncing through the air( after T. H. Nilsen, 1979). 

Figure 10. Example of soil fall a soil block{see the arrow mark) failed 
from the colluvium c1iff artificially cut at the foot of the lmho 
mountain, Kimhae. Photo taken April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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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Example of rock fall huge rock masses failed from the volcanic 
rock cliff, Taejongdae, Pusan. Photo taken september, 1996. 

4-1-3. Topples 

암석과 토양의 Toppling 파괴체계는 Figure 12에서 보는 바와 같다 

Goodman and Bray(976)는 암석 의 Toppling을 3개 종류， Flexural toppling , Block 

toppling 및 Block-flexure toppling으로 구분하여 보고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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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Toppling failures (a) Single; (b) Multiful; (c) Debris topple; 1) 
Weak sub-stratum; 2) Stream erosion; 3) Beach; 4) Sand; 5) Tension 
crack; 6) Clayey gravel; 7) Intact til J(after G. P. Giani , 1992). 

Flexural toppling의 한 예는 Figure 13에서 보는 바와 같은데， 거의 수직이고 사면방향 

으로 약간 기울어진 불연속선으로 말미암아 암체는 원주형 구조를 갖게 된다. 본 원주형 

때 암체는 앞으로 휘어지면서 부러지고 아래로 떨어진다. 

암체는 그 윗부분이 앞 방향으로 힘 을 받을 때나 자중의 힘이 밑부분 암체 밖에 작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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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Flexural toppling(after Goodman and Bray, 1976). 

Figure 14는 Block toppling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파괴는 개개의 원주상 암체가 간격 

이 넓은 cross joint에 의해 나누어 질 때 발생한다. 

Block-flexure toppling은 Figure 15에서 보는 바와 같은데， 파괴가 수 많은 cross joint 

에 의해 나누어진 원주형 암체를 따라서 계속적으로 휘어짐으로서 발생하는 것이 특정이 

다. 

Figure 14. Block toppling (after Goodman and Bay,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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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Block flexural toppling (after Goodman and Bray, 1976). 

4-1-4. Slides 

Slides는 1개 이상의 면을 따라서 전단파괴가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Rotational slides 

(Figure 16)와 Translational slides(Figure 17)로 구분한다. 

3 

，~--;

뭔꺼샅 
「‘ J (b) 

Figure 16. Main types of rotational slides (after D. Varnes, 1978): (a) Single; 
(b) Multiple; (c) Successive; 1) Slope instability; 2) Base in 
stability; 3) Rocky surcharge; 4) Clay; 5) Bed-rock. 

” 
ι
 



Rotational slides는 비교적 균질한 점토와 Shale 층으로 구성된 사면에서 주로 일어나 

지만 사력질 토양이나 절리간격이 좁게 발달한 암석의 사면에서도 발생한다. 그러나 후자 

의 경 우， 공극수압이 Rotational slide를 일으킬 만큼 충분히 높아야만 한다. 본 slides는 많 

이 변질된 풍화암 사변에서도 또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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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Principal types of translational slides: 1) Sheet slides; 2) Slab 
slides; 3) Rcok slides (a-d: 2-D phenomena; e-h: 3-D pheno
mena; 4) Debris slides; 5) Sudden spreading failures (after 
Hutchinson, 1988; Kovari and Fritz,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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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hesive landslide(점착성 사태)는 slump라고 하는데， Figure 18은 본 연구지역에서 

발생한 slump의 한 예이며 Figure 16의 slide 중 Single slide에 해당하기도 한다. 1978년 

6월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에서 발생한 사태 (Figure 19)는 Figure 16의 Successive slide의 

일종이다. 

Translational slides는 주로 암석의 각종 구조면이 사면의 하향으로 발달되어 있을 때 

그 면올 따라 전단파괴되거나 다른 물질로 구성된 2개의 지층연을 따라 전단파괴되는 현 

상이다. Figure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Hutchinson(1988)는 이 현상을 여섯 종류， 즉 1) 

Sheet slides, 2) Slab slides, 3) Peat slides, 4) Rock slides, 5) Debris slides 및 6) 

Sudden spreading failures로 구분하였다. 

Rock slides는 활동형태， 파괴면의 모양이나 미끄러지는 암석 덩어리의 수에 근거하여 

세분된다. 스라이딩 (sliding)은 단면을 따라 일어날 수 있으며 2개 면이 교차하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 파괴면은 평면， 계단식 혹은 다각형일 수 있다. 본 연구지역에서 발생한 

Rock slide의 한 예를 소개하면 Figure 20과 같은데 ， 두 개의 절리면이 만나는 곳에서 일 

어 난 Wedge failure이 다. 

Debris slides는 기 반암 또는 Debris층 중 더 압밀 된 하부의 Debris층 면을 따라 발생 

한다. Figure 19는 Debris slide의 일종으로 짧게 덮은 붕적토가 기반암올 따라 흘러 내렸 

는데， 이 사태는 1979년 호우로 밀양군 산외면 회곡리 산 74에서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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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Soil slump at Dukamri, Juchonmyon , Kimhae. Photo taken 
April , 1996. 

Figure 19. Successive slumps at Dusanri, Taedongmyon , Kimhae, 
1978. (Courtesy of the Forest Dept. of Kyongsangmando) 

X 

ω
 



Figure 20. Wedge failure in the granite cut slope near the Pusan toll 
gate. Photo taken November, 1996. 

Figure 2l. Debris slide along the underlying bedrock, Heekokri , 
Sanwaemyon, Miryang , 1979. (Courtesy of the Forest 
Dept. of Kyongsangna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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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Flows 

Flows는 점착성 액체가 흘러내리는 것과 유사하며 미끄러지는 면은 일반적으로 볼 수 

없다. Flows의 발생에 물이 펼수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Flows는 집중호우시 혹 

은 후에 일어나는데， 이 때 토양은 점착성이 낮아지고 토양층내 공극수압이 높아져 완만 

한 경사에서도 흘러내리게 된다. 이러한 사태는 대단히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인명과 재산피해가 막심하다. 

일반적으로 Flows는 Debris Flows와 Mud Flows로 분류되는데 D. Vames(1 978)는 흘 

러내린 물질의 입자 크기로 상기한 2개의 Flows를 구분하였다 입도분포에 의하여 2개의 

Flows를 구분한 예(Hutchinson ， 1988)는 Figure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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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Grain-size distribution of mud flowand debri s flow materials 
(after hutchinson, 1988): 1-2) Mud Flows; 3-5) Debris Flows; 
6) Wet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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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지역에서 과거 발생한 사태에 대한 기록에 의하면 사태의 대부분은 집중호우나 

태풍에 의한 폭우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어져 있다. 

Figure 23은 1993년 8월 21 일 집중호우시 울산광역시 울주구 송대리의 화장산 구교동 

송대리에서 발생한 Debris flows의 한 예이며， Figure 24는 1979년 8월 25일 태풍 쥬디에 

의한 폭우로 울주구 상북면 명촌리에서 발생한 Mud flows의 한 예인데， 전자의 경우， 울 

산광역시 강우량이 1993년 8월 20일 20:00시부터 8월 21 일 07:00시까지 136mm 에 달했고 산 

사태는 8월 21 일 04:40시에 발생하였다. 

Figure 23. Debris flow due to the heavy rainfall on Aug. 21 , 1993, 
Sangdaeri, Uhunyangmyon, Ulsan. (Courtesy of the Forest 

Dept. of Kyongsangna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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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Mud flow due to the heavy rain by the typhoon Judy 
in 1979, Myongchonri, Sangbukmyon, Ulsan. Note the 
damage of paddy fields and houses. (Courtesy of the 
Forest Dept. of Kyongsangnamdo). 

4-2. 속 도 

Finlayson and Statham (1980)은 사면활동의 종류를 속도에 근거하여 구별하였다 

(Figure 23). Creep는 속도가 약 1mm/year에서 lcm/year로서 가장 느리며 Rockfalls는 1 m/s 

- 100'o/s로서 가장 빠르다. Mud and debris flows는 약 1 cm/ hr - 1 km/hr 및 Landslides 

and slumps는 약 lcm/ day - lcm/min로서 Creep와 Rockfalls의 중간에 해 당하지 만 전자가 

후자보다 일반적으로 훨씬 빠르다. 

D. Vames(978)은 Table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속도정도에 따라 사면활동을 7개 용어 

로 정의하였다. 

m 

갱
 



Velocity (cm s.1) 

A 
/ m 。1 m 4 m ‘ . 

샤
 

• m 3 
‘ m 10 -4 

J m 10-2 
J m n 

U m m 
J 

2o 
l 
m 

-
，
이
 

「m 

I 

-m 
m 
L 

l 

10 4 

lOOm s 1 1 mm yr - 1 cm yr - 1 mm day - 1 cm day -
Jn 

뼈
 

n 

n“ 

1 

m 
·m 

」
l 

야
 

-J 

d 

「
F 

& 

i 

떠
 빼
 

-
」

「

」m
rockfalls 

J creep ‘ 、 ~ soli f1uction 
i 、‘ .‘ ~ 

」t 、~

、 r 

debris av외anches 
i ‘ 

i"expansive soils‘ 
、 ~ “ 

landslides & slumps 
~ 3ir supported f10wξ 

Figure 25. Classification of land instability based on rate of movement 
(after Finlayson and Statham, 1980). 

Table 1. Slope movement scale(after D. 、Tame， 1978). 

Rate Definition term 

> 3m/s Extremely rapid 

> 3m/min Very rapid 

> 1.5m/day Rapid 

> 1.5 m/month Moderate 

> 1.5 m/year Slow 

> .006 m/year Very s low 

< .006 m/year Extremely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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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발요소 

사면활동의 원인이 되는 많은 요소중 가장 중요한 4개의 요소는 1) 기반암 또는 미고 

결층의 성질 ， 2) 사면의 경사， 3) 강우량 및 4) 구 산사태 퇴적물의 존재라고 하겠다. 이들 

중 강우는 사면활동을 일으키는 주요 계절적 요소인데 ， 그 이유는 강우로 표층이 포화됨 

으로서 무게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전단저항이 저하하며 공극수압이 상숭하기 때문이다. 

기록에 의하면 본 연구지역에서 발생한 사면활동은 거의 대부분 집중호우로 영향을 받 

았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Table 2는 기상청으로부터 수집한 연구지역과 주변지역의 강우 

자료인데， 년중 일별 강우량이 가장 많은 것올 수록하였다. 한 예로 부산지역에서 1976년 

부터 1995년까지의 기간중 일별강우량이 가장 많았던 때는 1991년 8월 23일로서 이 때 내 

린 총 강우량은 무려 439.0mm에 달했다. 그 때 울산지역， 포항지역 및 마산지역에서도 많 

은 비가 내렸는데， 그 양은 각각 417.8mm, 315.6mm 및 264.5mm에 달했다. 이상의 강우량은 

태풍 글래디스의 영향이었으며， 그 때 부산의 여러 곳(동래구 명장 2동 산 94-1, 동래구 

철산동 산 73-5, 동래구 복천동 28-1, 동래구 온천동 산 89-1, 동래구 온천 2동 산 184-2, 

남구 광안1동 둥)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였다. 또한 1993년 8월 10일 태풍 로빈호가 몰고온 

강우량은 양산지 역 이 154.5mm, 울산지 역 이 208.3mm에 달했는데， 이 때 그 지 역 의 여 러 곳(양 

산시 정관면 월평리 산 15-1, 울산시 울주구 상북면 덕현리 산 98-1 , 울산시 울주구 두서 

면 내와리 산 29-1 동)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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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ainfall in the study area and its vicinity. 

Station Date when the heaviest Rainfall , mrn/day rainfall occurred 

Pusan ’76. 8. 2 43 .1 
’77. 9. 8 72.6 
’78. 6. 18 224.6 
’79. 8. 25 183.3 
’80. 9. 11 101.8 
’81. 9. 24 169.0 
’82. 8. 14 107.9 
’83. 7. 22 188.6 
’84. 9. 3 246.5 
'85. 9. 2 152.3 
’86. 6. 16 152.2 
’87. 8. 31 135.7 
’88. 7. 26 75.6 
’89. 7. 16 140.5 
’90. 7. 14 79.4 
'91. 8. 23 439.0 
'92. 8. 12 82.3 
’93. 8. 10 113.8 
’94. 7. 26 93 .1 
’95. 6. 3 126.4 

Ulsan '76. 8. 2 53.2 
'77. 9. 8 48.8 
’78. 6. 18 121.7 
'79. 8. 25 88.1 
'80. 9. 11 123.2 
’81. 9. 24 163.4 
’82. 8. 14 216.9 
’83. 7. 22 72.4 
’84. 9. 3 233.2 
’85. 9. 2 149.4 
'86. 6. 16 97.0 
’87. 8. 31 197.7 
’88. 7. 26 74.6 
’89. 7. 16 47.7 
’90. 7. 14 103.2 
’91. 8. 23 417.8 
’92. 8. 12 72.0 
’93. 8. 10 208.3 
’94. 7. 26 97.2 
’95. 6. 3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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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ainfall in the study area and its vicinity-Continued. 

Station Date when the heaviest Rainfall, mm/day rainfall occurred 

Miryang ’76. 6. 8 162.4 
’77. 6. 10 53.1 
’78. 6. 18 227.9 
’79. 8. 25 271.4 
’80. 9. 11 138.8 
’81. 9. 3 93.0 
’82. 8. 14 191.5 
’83. 8. 17 103.0 
’84. 7. 7 163.0 
'85. 6. 24 97.0 
’86. 6. 25 109.0 
'87. 6. 7 123.5 
’88. 6. 29 59.0 
’89. 7. 29 138.5 
'90. 6. 20 93.0 
’91. 8. 23 152.5 
’91. 9. 24 97.5 
’93. 8. 21 133.5 
’94. 8. 1 76.5 
’95. 6. 3 67.5 

Yongch'on ’76. 8. 30 52.0 
’77. 8. 8 82.5 
’78. 6. 18 136.5 
’79. 7. 29 76.7 
’80. 9. 11 147.9 
’81. 8. 30 190.1 
’82. 8. 14 153.7 
’83. 6. 20 87.0 
’84. 9. 3 122.0 
’85. 8. 17 92.5 
’86. 6. 25 85.0 
’87. 7. 15 80.0 
’88. 8. 16 109.3 
'89. 8. 22 125.8 
’90. 8. 16 62.2 
’91. 8. 23 135.2 
’92. 8. 25 109.5 
'93. 8. 21 76.5 
’94. 7. 26 38.5 
’95 8. 3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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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ainfall in the study area and its vicinity-Continued. 

Station Date when the heaviest Rainfall, mm/ day rainfall occurred 

Pohang ’76. 8. 3 64.0 
’77. 9. 8 73.8 
’78. 6. 18 114.9 
’79. 8. 16 72.2 
’80. 9. 11 156.9 
’81. 9. 3 112.7 
’82. 8. 14 80.4 
’83. 6. 20 118.1 
’84. 9. 3 99.0 
’85. 9. 19 83.6 
’86. 8.28 56.2 
'87. 8. 31 165.8 
’88. 9. 25 63.7 
’89. 8. 22 101.3 
’90. 9. 12 45.6 
’91. 8.23 315.6 
’91. 7. 17 56.5 
'93. 8. 10 175.2 
'94. 10. 21 30.3 
'95. 8.30 101.7 

Masan ’85. 8. 16 140.6 
’86. 6. 16 117.1 
’87. 8. 31 108.8 
’88. 7. 26 63.5 
’89. 7.25 116.6 
’90. 7. 14 117.5 
’91. 8.23 264.5 
’92. 9. 24 140.7 
’93. 8. 21 179.2 
'94. 8. 97.2 
’95. 6. 3 115.5 

Kimhae ’93. 7. 29 137.0 
’94. 7. 26 64.0 
’95. 7. 7 141.5 

Ilkwang '93. 8. 10 126.0 
’94. 7. 27 35.5 
’95. 7. 7 133.0 

Yangsan ’93. 8. 10 154.5 
’94. 10. 29 68.5 
’95. 7. 23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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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ainfall in the study area and its vicinity-Continued. 

Station Date when the heaviest Rainfall, mm/ day rainfall occurred 

’93. 8. 10 126.0 
’94. 7. 27 35.5 
'95. 7. 7 133.0 
’93. 7. 29 103.5 
'94. 7. 26 53.0 
'95. 6. 3 52.5 

’95. 6. 3 62.0 

’93. 8. 21 80.5 
’94. 7. 26 51.5 
’95. 7. 23 50.0 
’93. 8. 10 241.5 
’94. 7. 26 322.5 
’95. 6. 3 65.0 

Chinhae 

Kyongju 

m 

-
뻐
 

뼈
 -
때
 

h 
-m 

Waedong 

- 45 -



5. 사례연구 

경상남도 도청 산림과，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부산광역시 산림토목계 및 환경관리 

과， 부산일보 자료서비스센터， 경상북도 도청 산렴과， 울산광역시 산림토목계 등에서 수집 

한 자료에 의하면 본 조사지역에서는 1973년 이후 약 200여개의 크고 작은 산사태가 발생 

하였다. 

산사태는 주로 6월에서 9월중 집중호우나 태풍에 의한 폭우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 

사되었으며， 대부분 Mud flow Y- Debris flow에 해당하는 산사태로 분류되었다. 규모가 비 

교적 큰 인명 및 재산피해는 모두 flow에 의한 것이었으며 ， 본 역중 가장 피해가 컸던 것 

으로 알려진 것은 1979년 8월 집중호우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 2동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태는 5-4절에서 상세히 언급하고자 한다. 

Figure 26은 기존 산사태 및 현재 불안정한 사면의 분포도로서 본 역에서 발생한 산사 

태 중 위치확인이 가능한 것과 현재사면이 불안정하다고 판단되는 지점을 포함하는데， 총 

1627R 지점이다. 이들 중 대표적인 곳에서 교란 또는 불교란시료를 채취하였는데 ， 교란시 

료에 대해서는 함수비， 비중， 업도분포， Atterberg 한계 등 물리적 특성시험을 실시하였다. 

불교란시료는 내경이 38mm 되는 Thin wall tube와 특별히 제작한 Stainless steel tube 

(내경 99mm, 높이가 45mm, 두께가 12mm 이고 Tube의 한 끝을 날카롭게 한 것)를 사용 

하여 채취하였는데， 전자는 주로 세립질 입자로 구성된 토양층에， 후자는 조립질과 세립질 

업자로 구성된 토양층에 사용하였다. Thin wall tube로 채취한 시료에 대해서는 삼축압축 

시험을， Stainless steel tube로 채취한 시료에 대해서는 직접전단강도사험을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는 5-5절에서 개별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이들 산사태 및 불안정사면 지점은 주로 부산광역시 (32개) , 김해시(12개) , 울산광역시 

(22개) 및 경주시 (557R)에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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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토양의 물리적 특성 

기존 산사태 지역 및 사면이 불안정한 곳에서 채취한 30개 불교란 시료에 대해서는 

KS F 규정에 따라 자연함수비， 입도분포， 비중 및 애터버그한계 시험을 실시하여 물리적 

특성을 규명하였다. 

Figure 27은 액성한계 (LL : Liquid limit)와 소성지수(PL : Plasticity index)의 상호관계 

를 나타내는 도표이며， Table 3은 모든 물성을 총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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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Relationship between liquid limit and plasticity index for the 
soils from the sites of old landslides and unstable slo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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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soils collected from the areas of landslides and unstable slφes. 

Natural Gradation, % Atterberg limits, % 
‘ Sample Location 

moisture Specific "USCS Description 
No. content, gravity 

% Gravel Sand Fines LL PL PI 

2 
Ahmnamdong , 19.5 2.66 15.2 47.2 37.6 26.7 19.3 7.4 CL Reddish brown silty 
Suku, Pusan clay, colluvium 

2nd Brown and light gray 
6 Moonhyondong, 42.7 2.70 2.7 10.4 86.9 37.6 26.4 11.2 ML 

Namku, Pusan 
si1ty clay, colluvium 

1st Reddish brown clayey 
7 K wangandong, 26.3 2.65 12.6 53.2 34.2 36.5 23.6 12.9 SC 

Namku, Pusan 
medium sand, colluvium 

~‘ 1st Udong, Dark brown clayey sand, 
8 Haewundaeku, 18.0 2.65 14.8 48.8 36.4 31.8 21 .1 10.7 SC completely wea-

Pusan thered vo1canic rock 

2nd Udong, Yellowish brown silty 
10 Haewundaeku, 12.0 2.67 3.7 71.2 25.1 25.4 18.1 7.3 SM sand, completely 

Pusan weathered vo1canic rock 

11 
4th Kujaedong , 29.6 2.83 3.5 26.5 70.0 29.6 22.0 7.6 CL Brown and red si1ty clay, 
Tongraeku, Pusan colluvium 

14 ” 33.4 2.65 0.1 1.2 98.7 47.0 31.6 15.4 ML Brownish red clayey silt, 
residum 

2nd Banyeodong, Yellowish brown sandy 
16 Haewundaeku, 25.1 2.66 7.5 35.4 57.1 31.3 23.1 8.2 ML 

Pusan 
silt, colluvium 

‘ See Figure 26 for sample location 

•• Unified Soil Classification System 



Table 3 continued. 

'Sample 
Natural Gradation, % Atterberg lirnits, % 
m01sture Specific 

No. Location content, gravíty "USCS Description 

% Gravel Sand Fines LL PL PI 

1st Banyeodong, 
19 Haewundaeku, 27.5 2.65 0.6 43.5 55.9 38.5 27.8 10.7 SM Yellowish brown sandy 

Pusan silt, colluvium 

21 Bokchondong, 38.7 2.65 0.4 2.2 97.4 43.5 
Brownish pi파( clayey 

Tongraeku, Pusan 28.1 15.4 ML silt, completely 
weathered rock 

24 1st Dukchondong, 10.9 2.68 1.9 65.6 32.5 26.7 17.0 9.7 SC Brown clayey sand, 
Bukku, Pusan colluvium 

3rd Seodong, 
잉 27 Kumjongku, 35.8 2.70 0 1.4 98.6 51.6 29.4 22.2 MH Brownish red fat silt, 

Pusan residum 

31 Yeonhwari, 24.0 2.65 1.5 50.6 47.9 29.8 18.1 
Yellowish brown clayey 

Kijang 11.7 SC sand, saprolite 

32 2nd ]anglimdong, 32.0 2.71 7.8 29.7 62.5 31.8 23.2 8.6 
Brownish yellow sandy 

Pusan ML silt, colluvium 

Mangd따m， 
36 ]uchonmyon, 15.4 2.61 26.2 47.7 26.1 38.3 20.4 17.9 SC 

Brown clayey sand, 

Kimhae 
colluvium 

40 Waedong, 35.9 2.71 0 13.1 86.9 42.4 29.5 12.9 Yellowish brown sandy 
Kimhae 

ML silt, saprolite 

• See Figure 26 for sample location 

“ Unified Soil Classification System 



Table 3 continued. 

Natural Gradation, % Atterberg limits, % 
'Sample Location moisture Specific "USCS Description 

No. content, gravlty 
% Gravel Sand Fines LL PL PI 

41 
Tongsangdong , 16.4 2.64 1.4 54.2 44.4 37.1 26.4 10.7 ML Yellowish dark brown 
Kimhae clayey sand, colluvium 

Chinaedong ’ 
Brown sand, saprolite 

42 Kimhae 
2.5 2.66 7.8 88.3 3.9 Nonplastic SP (completely weathered 

granite) 

Nesamri, Reddish brown mixture 
43 Juchonmyon, 27.1 2.66 35.0 24.5 30.5 31.8 21.2 10.6 GC of cobble, gravel, sand 

Kimhae and clay, colluvium 

Sinchonri, Brown clayey sand 
다>-‘1 45 Hanlimmyon, 19.3 2.75 21.6 49.4 29.0 29.9 22.3 7.6 SC with gravel, colluvium 

Kimhae 

Ahnbupri, Brownish yellow sandy 
54 Tanjangmyon, 18.4 2.67 9.7 40.3 50.0 26.5 22.4 4.1 ML 

Mirang 
silt, colluvium 

Brownish red and 

56 
Near Pusan toll 53.5 2.75 0.2 1.8 93.0 81.3 39.8 41.5 MH yellowish brown fat silt, 
gate completely weathered 

dvke 

57 
Near Namyangsan 24.5 2.77 0.1 24.5 75.4 35.8 26.2 9.6 ML Greenish brown silt, 
IC saprolite 

W olphongri, Yellowish brown silty 
61 Chongkwhanmyon, 25.2 2.75 1.1 51 .4 47.5 Noαnψp미las얀tic SM sand, saprolite 

Yangsan 

• See Figure 26 for sample location 

•• Unified Soil Classification System 



Table 3 continued. 

Natural Gradation, % Atterberg limits, % 
‘ Sample 

Location moisture Specific "USCS Description No. content, gravlty 
% Gravel Sand Fines LL PL PI 

Samkwangri, 
Reddish brown clayey 66 Onyangmyon, 26.7 2.73 0 10.2 89.8 38.4 27.4 11.0 CL 

Uljuku, Ulsan silt, residum 

Chisanri Pink and light gray 73 Habukmyon, 21 .1 2.66 0.2 72.6 27.2 Nonp미l퍼as양tic SM 
Yangsan silty sand, saprolite 

Whasanri, Very dark brown 80 Seosangmyon, 21.4 2.64 2.4 44.1 53.5 38.3 28.2 10.1 ML 
Uljuku, Ulsan sandy silt, colluvium 

82 Ilsandong, 15.0 2.67 1.3 73.3 25.4 28.6 18.0 9.6 SC 
Reddish brown clayey 

CF기J Tongku, Ulsan sand, residum 

83 Kyodong , Mirang 23.9 2.71 11.9 35.5 52.6 39.1 26.0 13.1 ML Reddish brown sandy 
silt, saprolite 

Myongchonri, 
Brown sandy clay, 93 Sangbukmyon, 12.3 2.68 0 40.0 60.0 30.4 21.9 8.5 CL 

Uljuku, Ulsan colluvium 

Songdaeri, Dark brown mixture 
96 Uhnyangmyon, 14.5 2.68 32 .1 19.3 48.6 28.8 20.2 8.6 GC of gravel, sand and 

Uljuku, Ulsan fines , colluvium 

Dukhyonri, Light gray silty sand, 
99 Uhnyangmyon, 5.6 2.60 0.8 86.1 12.3 Nonp미las안tic SM saprolite( completely 

Uljuku, Ulsan weathered granite) 

• See Figure 26 for sample location 

•• Unified Soil Classification System 



Table 3 continued. 

Natural Gradation, % Atterberg limits, % 
'Sample moisture Specific 

No. Location content, gravlty "USCS Description 

% Gravel Sand Fines LL PL PI 

Uhmulri, 
103 Kangdongmyon, 21.3 2.66 3.0 33.4 63.6 30.7 19.7 11.0 CL Yellowish brown 

Uljuku, Ulsan 
sandy clay, colluvium 

Yellowish brown 
112 Ipsilri, Kyongju 10.0 2.67 35.1 51.5 13.4 25.3 18.3 7.0 SC-SM clayey and silty sand, 

colluvium 

Hyodongri, 
126 Yangnammyon, 14.4 2.65 28.0 57.5 14.5 27.3 19.9 7.4 SC 

Dark brown, clayey 

Kyongju sand, colluvium 

83 Pakdalri, 
135 Naenammyon, 2.71 20.4 79.2 58.8 46.6 33.8 12.8 ML 

Reddish brown sandy 

Kyongju clay, colluvium 

Naetaeri, 
139 Hyonkokmyon, 39.3 2.82 0.1 49 .4 50.5 39.5 27.3 12.2 ML 

Reddish brown silt 

Kyongju and sand, colluvium 

Kyaerungri, Yellowish brown sand, 
140 Waedongup, 3.9 2.65 0.4 93.5 6.1 Nonplastic SP-SM saprolite(completely 

Kyongju weathered granite) 

Hoamri, Grayish brown clayey 
156 Yangbukmyon, 15.5 2.67 51.2 32.6 16.2 46.7 24.3 22.4 GC 

Kyongju 
gravel, colluvium 

• See Figure 26 for sample location 

•• Unified Soil Classification System 



5-2. 사면안정성 chart 

화강풍화토(saprolite)로 이루어진 도로 절개사면에 대해서는 안정사면 (18개 지점)， 

파괴사면 (4개 지점) 및 콘크리트 구조물로 안정화된 사면 (7개 지점)으로 나누어 그들의 사 

면각과 사면높이를조사하여 Figure 28과 같은 chart를 얻었다. 본 char를 분석해 보면， 사 

면고가 6m 이상이고 사면각이 35。 이상인 사면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치여부에 따라 안 

정성이 좌우되었다. 높이 6m 이내이고 사면각이 35。 이하인 사면은 풀과 나무를 심어 침 

식을 막아 주면 안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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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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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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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Estimation chart of slope stability for the saprolite of gra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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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광물학적 특성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에서 채취한 시료의 대부분에서는 팽창과 수축에 민감한 광물인 

Montmorillonite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X-ray 회절분석에 의해 규명되었다. Figure 29 

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 2동 산사태 발생지와 남구 문현 2동의 불안정 사면의 토양에 

대한 X-ray 회절분석의 결과이다. 

Q : quartz 
F : teldspar Q F 

Mo Mo: montmorillonite 

K: kaolinite 

'l.，、

3 

1: i 11 ite 
Am : amphibole 

XR-1 

Q 

Mo 

피싸1 짧훨 
XR-2 

10 15 20 25 30 35 
29 

Figure 29. X -ray powder diffraction pattems for the soil sample from the 
old landslide area of 2nd Janglimdong(XR- l) and the unstable 
slope of 2nd Moonhyondong(XR-2) , Namku, P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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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Flow형 산사태 

기준 연구에서는 Flow 분류에 다음의 분류가 가능한데， 본 입도분석으로 Flow 종류의 

이하)으 No. 200체 을 적용하고자 한다. 즉 산사태 퇴적물이 50%이상의 세립질 토양(입경 

이 No. 200체 토양(입경 조립질 50%이상의 때는 Mud flow인 반면에 있을 구성되어 로 

속한다. 상)을 함유할 경우에는 Debris flow에 

Figure 30은 Flow형 산사태 퇴적물에 대한 대표적 예로서， 상기한 기준에 의하여 분류 

위치번호 6과 141은 Mud flow에， 위치번호 128과 158은 산사태 Figure 26에서 

속한다. Debris flow에 

보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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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0. Grain-size distribution curves of mud and debris flow materials; (1) 
and (2) Mud flows at Naetaeri, Hyonkokmyon, Kyongju and 2nd 
Moonhyondong , Namku , Pusan, respectively; (3) and (4) Debris flows 
at Hoahmri, Yangbukmyon, Kyongju and Hyodongri, Yangnammyon, 
Kyongju,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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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산사태 및 불안정사면 

기폰 산사태와 피해 및 불안정사면 중 대표적인 것을 골라 고찰하고자 한다. 

5-5-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 2동 

Figur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붕적층에서 Creep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지점은 Figure 

26의 위치번호 6에 해당하는 곳이다. 이 곳에서 채취한 불교란시료에 대해서는 삼축압축 

시험올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Figure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단강도가 내부마찰각: 

3。， 점착력: 40kPa로 대단히 낮게 측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토양중 Montmorillonite도 소량 

함유하고 있어서 그 일대는 사면이 불안정하다. 

~O() 

Sp~cimen Rulk Wat~r Dry void Cell ^t failure Shear strength 
No. density , content , density , ratio pressure , Compressive Strain , Cohesion , Tnter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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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Mohr' s circles diagram with the results of triaxial compression 
test for the sample from 2nd Moonhyondong, Namku, P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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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ep가 발생하고 있는 지점에서 북쪽으로 약 50m 떨어진 곳에서는 Figure 32에서 보 

는 바와 같이 1985년 7월 5일 집중호우에 의해 큰 산사태가 발생하여 34명이 사망하고 36 

가옥이 파손되었다. 

Figure 32. Site of the landslide occurred on August, 1985, 2nd 
Moonhyondong , Namku, Pusan. (Courtesy of the Pusan 
Daily News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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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은 산사태가 발생했던 곳의 현재 모습으로 콘크리트 옹벽 등으로 복구되어 

산사태가 난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하절기엔 나무와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 

다. 

산사태 지역에 발달한 붕적층의 입도분포로 보아 본 산사태는 Mud f10w에 해당한다. 

Figure 33. Appearance after the remedial works at the landslide site 
shown in Figure 32. Photo taken April , 1997. 

5-5-2. 부산광역시 남구 광안 1동 

남구 광안 l동에 소재하는 상아아트빌라 아파트(Figure 26의 위치번호 7)는 1991년 8 

월 태풍 글래디스(Gladys)가 몰고 온 폭우로 유발된 Debris f10w에 의하여 Figure 34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해를 입었다.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91년 8월 23일의 일별 강우량은 무 

려 439.0mm (Table 2) 에 달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띠
 
갱
 



Figure 34. Debris flow damage to the Sangah apartment, 1st Kwangandong , 
Namku , Pusan, 1991. (Courtesy of the Enviromental Management 
Dept. of Pusan) 

Figure 35는 산사태가 발생한 곳을 복구한 후의 모습이다. 

Figure 35. Appearance after the remedial works at the landslide site, 1st 
Kwangadong , Namku, Pusan. Photo taken Apri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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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태지역은 원래 붕적층으로 피복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거의 없고 적갈색 화강암의 

saprolite가 노출되어 있다. 통일분류법상 SC(Sample No. 7 in Table 3)에 속하는 본 토양 

시료(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함수비가 26.1 -26.4% , 건조밀도가 1.414- 1.450g/c며， 공극 

비가 0.828-0.854)에 대해서는 직접전단시험을 수행하였는데， Figure 36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점착력은 아주 낮아 12kPa에 불과하나 내부마찰각은 390로 높은 편이다. 본 지역에서는 

붕적토 뿐만 아니라 붕적층 하부에 있는 이 Saprolite의 일부도 국부적으로 함께 흘러내린 

것으로 보인다. 1996년 4월에 채취한 본 Saprolite의 포화도는 80.0-83.5%로 측정되었으며 

우기에는 이 보다 높아지고 공극수압도 높아진다. 

Table 4. Results of direct shear test oh the sample from the location No. 7 described in 
Table 3. 

Test specimen A B C 

Gravel 0 0 0 

Gradation , % Sand 65.8 64.5 66.3 

Fines 34.2 35.5 33.7 

Norrnal stress , kN/ m' 36 62 88 

Water content, % 26.3 26.4 26 .1 

Start of shear Dry density, g/cm' 1.429 1.414 l.450 

Voids ratio 0.854 0.874 0.828 

Maximum shear stress, 42.0 64.2 88.5 
kN/ m’ 

Failure Displacement, mm l.8 3.0 3.5 

Settlement, mm +0.04 -0.09 -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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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Coulomb envelope using the results shown in Table 4. 

5-5-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 1동 산 139-1 

본 우 1동 산 139-1은 한독유치원 뒤 급경사지로서 1993년 8월 21 일 집중호우로 산사 

태가 발생한 곳이r:} (Figure 26의 위치번호 8).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유치원 건물 뒷부분이 

3m정도의 산사태 퇴적물로 쌓였으며， 1996년 6월 현장 답사시까지 그 일부분이 남아 있었 

다. Figure 37은 산사태가 난 곳을 보여주는데， 사태 퇴적물은 Table 3의 Sample No. 8에 

서 보는 바와 같이 통일분류법상 SC로 분류되어 본 사태는 Debris f10w에 해당한다. 

사태가 난 사면에 배수로를 설치하고 옹벽을 더 높게 설치하는 공법으로 복구를 하였 

으나 유치원 옆에 새로 설치한 옹벽에 표토층의 Tension crack으로 인한 금이 생긴 것 

(Figure 38)을 볼 수 있다. 이는 사면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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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Photo showing the area(middle p따t) of the landslide 
occurred on August 21 , 1993, 1st Udong, Haeundaeku, 
Pusan. Photo taken June, 1996. 

했앓 ..... γF‘κ \ 
Figure 38. Crack in the rock-block-retaining wall at the 

right side of the Handock l(.indergarden, Udong , 
Haeundaeku, Pusan indicating slope instability. 
Photo taken June, 1않)6. 



5-5-4. 부산광역시 동래구 거제 4동 

동래구 거제 4동에 소재하는 거성중학교 뒷산(Figure 26의 위치번호 15)에서 1991 

년 8월 태풍 글래디스(Gladys)에 의한 폭우로 산사태 (Mud flow)가 발생하였다. 

Figure 39는 산사태 후 복구된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으로 옹벽의 위쪽인 산중턱에서 

산사태가 시작하였다. 인근 지점에서 교란 및 불교란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을 수행하 

였는데， 물리적 특성은 Table 3의 Sample No. 15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본 토양은 

통일분류법상 ML로 분류되었다. 

Table 5와 Figure 40은 불교란 시료0996년 9월에 채취)에 대한 전단강도 시험결 

과이다. 점착력이 22kPa, 내부마찰각이 50로 전단강도가 낮은 편이며， 공극비가 1.197 

-1.218로 높고， 포화도가 78.2-79.6%로 낮아 토양층에 물이 스며들어갈 공극이 많다. 

따라서 본 주변지역은 사면이 불안정한 등급에 속한다. 

Figure 39. Appearance after the remedial works at the landslide site, 4th 
Kujaedong , Tongraeku , Pusan. Photo taken September,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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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ults of direct shear test on the sample from the location No. 15 described 
in Table. 

Test specimen A B C 

Gravel 0.1 0.1 0.2 

Gradation, % Sand 1.2 1.4 1.3 

Fines 98.7 98.5 98.5 

Normal stress, kN/ m' 36 62 88 

Water content, % 36.6 35.9 35.6 

St따t of shear Dry density, g/cm' 1.195 1.204 1.206 

Voids ratio 1.218 1.201 1.197 

Maximum shear stress, 24.7 27.5 31.0 
암~/m' 

Failure Displacement, mm 8.0 6.5 6.3 

Sett1ement, mm -1.65 -1.36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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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0. Coulomb envelope using the results shown in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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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동 

본 지역은 28-1 번지， 산 1-1 및 산 1-2를 포함하는 지역 (Figure 26의 위치번호 21 , 22 

및 23)이다. 이 지역은 1991년 태풍 글래디스(Gladys)로 피해를 받아 일부 지역에서는 석 

축쌓기를 하였으나， 1993년 8월 21 일 집중호우로 다시 4곳이 붕괴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붕괴 후 Figure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록암 앞 절벽에는 석축쌓기를 하였으나 

Figures 42 and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곡형 Tension crack이 발생한 것이 목격되었다. 

이는 사면파괴의 한 징조이기 때문에 재해예방 측면에서 대책수립이 요망된다 

1996년 9월 미륙암 좌측에서 교란 및 불교란 시료(풍화토)를 채취하여 물리적 특성과 

삼축압축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결과(Table 3의 Sample No. 22)에 의하면， 본 토양은 

액성한계가 비교적 높은 ML 토양이며 ， 불교란 시료에 대한 삼축압축 시험결과(Figure 44) 

에 의하면 점착력은 다른 불안정사면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155kPa로， 내부마찰각은 낮 

은 8。인 것으로 규명되었다. 공극비는 비교적 높은 1.111 - 1.253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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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Rock-block-retaining wall constructed after the slope failure due 
to the heavy rain on Aug. , 1993, Bokchondong, Tongraeku, 
Pusan. Photo taken September, 1996. 

Figure 42. Curved tension crack in the foreground of Mirukam, 
Bockchondong, Tongraeku , Pusan, indicating a sign of slope 
failure. Photo taken September,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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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Closeup of a part of the crack shown in Figure 38. Note the 
height difference between two s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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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Mohr' s circles diagram with the results of triaxial compression 
test for the sample from Bockchondong , Tongraeku , P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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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1동 

Figure 45에서 보는 지점 (Figure 26의 위치번호 25)은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1동에 위치 

하고 있는데， 제2낙동대교에서 35번 국도를 따라 약 20αn 북쪽으로 올라가연 오른편 야산 

에서 목격되는 불안정사면이다. 그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목의 줄기가 사변경사의 방향으 

로 기울어져 있으며 윗부분은 거의 수직방향으로 자라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는 

사면은 Q. Z와uba(976)에 의하면 활성사면으로 분류된다. 이 곳에서 채취한 토양(마산암 

류의 암석을 모암으로 함)은 통일분류법상 SC(Table 3의 Sample No. 25)에 속하며 직접전 

단강도 시험결과(Table 6 및 Figure 46)에 의하면 점착력이 3kPa이며 내부마찰각이 42.5。인 

것으로 규명되었는데， 내부마찰각이 높은 편이다. 

본 지점의 토양은 X-ray 분석에 의해 주로 Quartz, Feldspar, Kaolinite로 구성되어 있지 

만 팽창과 수축이 심한 점토광물인 Montmorillonite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 

서 본 지점에서는 사면의 상부 토층이 사면 하부로 일단 활동하였으며 현재는 활동이 ul 르느 
"D "-

상태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계절의 변화에 따른 강우시 토양의 함수비가 상승하여 

수압이 높아지면 활동이 재개되며 결국 내부마찰각에 상관없이 붕괴하게 된다. 

극
 

공
 

Figure 45. Curved trees indicating active slope movement, 1st Duckchon 
dong , Bukku, Pusan. Photo taken October,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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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of direct shear test on the sample from the location No. 25 described 
in Table. 

Table 6. 

Test specimen A B C 

Gravel 1.9 65.6 32.5 

Gradation, % Sand 2.0 65.3 32.7 

Fines 1.8 65.4 32.8 

Normal stress, kN/ m' 36 62 88 

Water content, % 11.5 11.6 11.9 

Start of shear Dry density, g/cm' 1.655 1.654 1.652 

Voids ratio 0.619 0.620 0.622 

Maximum shear stress, 32.7 58.4 88.3 
낭~/m' 

Failure Displacement, mm 6.0 5.0 5.0 

Settlement, mm -0.51 -0.18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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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Coulomb envelope using the results shown in 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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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 3동 

본 금정구 서 3동에 소재하는 지점은 서 3동 9번지 청송암 좌측 뒷산(Figure 26의 위 

치번호 28)이다. 이 지점에서 1991년 태풍 글래디스(Gladys)에 의해 산사태가 발생하였는 

데， 가옥 몇 채가 파괴되고 피해면적이 3.5ha에 이른 것으로 보고되었다. Figure 47은 산 

사태가 발생한 후 옹벽 설치로 복구되어 6년이 경과한 후의 모습이다. 

산사태지점 주변의 토양은 통일분류법상 액성한계와 소성지수가 높은 MH로 분류 

(Table 3의 Sample No. 28)되어 본 산사태는 Mud flow로 분류된다. 삼축압축 시험결과 

(Figure 48)에 의하면 내부마찰각 1.50로 거의 없어 전단강도는 점착력 (961뼈)에 의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Figure 47. Photo showing the remedial works at the landslide occurred at 
3rd Seodong , Kumjungku , Pusan, on August , 1991. Photo taken 
]une,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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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8. Mohr' s circles diagram with the results of triaxial compression 
test for the sample from 3rd Seodong , Kumjungku, Pusan. 

5-5-8.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 2동 

본 사하구 장림 2동 지 점은 Figure 26에서 No. 3에 해당하는데， Figure 49는 1987년 

태풍 셀마(Thelma)로 인한 폭우로 Mud flows에 해당하는 산사태가 발생한 현장을 보여 

준다. 이 사태로 6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보는 바와 같이 몇 가옥이 묻히고 파괴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Figure 50에서 사태지역의 복구된 모습과 새로운 가옥이 들어선 광경 

을 볼 수 있다 

본 Flow는 사태지역의 지형과 주변지역의 토양으로 보아 붕적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믿어지며， 복구는 되었지만 현재도 그 주변은 안정사면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사 

태지역의 토양은 사질실트로서 통일분류법상 ML에 속하며 (Table 3의 Sample No.33) , 전 

단강도는 내부마찰각이 6.50 , 점착력이 70kPa로 측정되었다(Figure 51). 

η
 



Figure 49. Flow type landslide demage to private houses due to the heavy 
rain by the typhoon Thelma, 2nd Janglimdong , Sahaku, Pusan , 
1985. (Courtesy of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Dept. of Pusan) 

Figure 50. Photo showing rebuilted houses(]eft) and remedied landslide site, 
2nd Janglimdong , Sahaku, Pusan. Photo taken September,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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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토양은 montmorillonite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X-ray 분석에 의해 규명되었는데 ， 

아마도 이 점토광물이 사태를 더욱 촉진시켰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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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 Mohr ’ s circles diagram with the results of triaxial compression 
test for the sample from 2nd Janglimdong , Sahaku, Pusan. 

5-5-9. Pusan Toll Gate 부근 

본 도로 절개사변의 불안정 지점 (Figure 52)은 Figure 26에서 위치번호 57에 해당하며， 

경부고속도로 하행선과 울산-부산간 7번 국도가 만나는 곳으로서 Pusan toll gate에서 서 

북쪽으로 약 2km 떨어져 있다. Figure 53은 Figure 52의 원부분에 대한 Close-up 사진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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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2. Cut-slope instability due to the differential weathering between 
dyke and granite near Pusan toll gate. Photo taken October, 1996. 

Figure 53. Close-up of the circle part in Figure 49. Arrow marks indicate 
the edges of the weathered dyke. Photo taken October,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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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2와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dyke 부분은 인접한 granite보다 풍화가 많이 진 

행되어 토양으로 변해 있으며， 본 토양은 통일분류법상 MH로 분류되며 액성한계 (81.3%) 

와 소정지수(41.5%)가 연구지역의 다른 토양에 비해 아주 높다. 

본 토양은 분산성이 높기 때문에 빗물에 의한 침식율이 인접한 화강암보다 높아 쉽게 

침식됨으로서 dyke 풍화토에 골이 깊게 생기고 있다. 이로 인해 심하게 파쇄되어 있는 화 

강암의 풍화대도 불안정사면이 되고 있다. 1.556- 1.624인 공극비와 92.5-94.0의 포화도를 

갖고 있는 dyke의 풍화토에 대해 삼축압축 시험을 실시하였는데， 내부마찰각은 없고 접착 

력 만 90빼로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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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4. Mohr’ s circles diagram with the results of triaxial compression 
test for the sample from near Pusan toll 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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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0. 남양산 IC 부근 

본 지 점 은 Figure 26의 위 치 번호 58에 해 당하는 곳으로 남양산 IC 남쪽 경 부고속도로 

하행선 도로절개사면의 파괴지점이다. 

본 사면은 흥화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 모암의 절리면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곳에 따 

라서는 쐐기파괴가 발생한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X-ray 분석에 의하면 본 토양은 타지 

역 토양에 비해 Montmorillonite를 더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규명되었는데， 본 함유 

가 사면파괴의 한 원인인 것으로 여겨진다. 

채취한 교란시료는 물리적 특성시험의 대상으로 하였는데， 그 결과는 Table 3의 

Sample No. 58에서 보는 바와 같다. 본 토양은 통일분류법상 ML토양으로 분류되었다. 

0.984- 1.041의 공극비와 77.9-82 .2%의 포화도를 갖는 불교란시료에 대해서는 직접전단강도 

시험을 수행하였는데 ， 그 결과는 Table 7과 같으며 그 결과를 이용하여 작성한 Coulomb 

envelope(Figure 55)에서 전단강도 중 점착력은 14빼이고 내부마찰각은 28。인 것을 알 수 

있다. 

Table 7. Results of direct shear test on the sample from the location No. 58 described 
in Table 

Test specimen A B C 

Gravel 0 25.8 74.2 

Gradation, % Sand 0 35.6 64.4 

Fines 0 35.9 64.1 

Normal stress, kN/ m' 36 62 88 

Water content, % 29.4 28.4 29.2 

St따t of shear Dry density, g/cm' 1.357 1.378 1.396 

Voids ratio 1.041 1.010 0.984 

Maximum shear stress, 33.5 48.5 63.5 
따~/m' 

Failure Displacement, mm 3.5 5.5 6.0 

Settlement, mm - 0.72 -0.79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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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5. Coulomb envelope using the results shown in Table 7. 

5-4-11 . 양산시 정 관면 월 평 리 

양산시 정관면 월평리 산 15-1 외 2필지 CFigures 56 and 57)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태 

풍 로빈(Robin)에 의한 집중호우가 원인인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피해면적은 0.6ha 이었다， 

1993년 8월 9일 23:00시부터 1993년 8월 10일 18:00시까지 262rnrn 의 비가 내렸는데， 산사태 

는 8월 10일 10:00시에 일어났다. 산사태 지점은 Figure 26에서 위치번호 62이다. 이 산사 

태도 역시 집중호우시 발생하는 종류인 Flow이며 본 사태로 3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 

하였다. 가옥 몇 채도 파괴되었는데 ， 아직도 그 흔적 CFigure 58) 이 남아 있다. 

주변 토양의 물리적 특성 (Table 3의 Sample No. 62)과 현지답사에 의하면 본 Flow는 

Debris flow 와 Mud flow의 중간형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59는 불교란시료(화강풍화 

토)에 대한 삼축압축시험의 결과로서 그 결과에서 내부마찰각이 18。이고 점착력이 130kPa 

。lSL o}. ζ 
tJ "'- 2. ’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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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6. Photo showing the area of the landslide occurred on August 10, 
1993 at Wolphongri , Chongkwanmyon, Yangsan. (Courtesy of the 
Forest Dept. of Kyonsangnamdo). 

Figure 57. Landslide site located about 200m northeast of the landslide 
site shown in Figure 56. Photo taken June,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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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8. Landslide damage to a house induced by the typhoon Robin on 
Aug. 10, 1993, Wolpyongri , Chongkwanmyon , Yangsan. Photo 
taken June,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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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9. Mohr ’ s circles diagram with the results of triaxial compression 
test for the sample from W olpyongri, Chongkwanmyon, Yang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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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2.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본 지점은 Figure 26의 위치번호 83에 해당하는 곳으로 산사태 위험지구이다. Figure 

6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옥 뒤편의 사면을 임시조치로 비닐 Sheet로 덮어 놓고 있다. 

본 사면의 토양층은 갈색의 잔적토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토양은 통일분류법상 SC에 

해당한다. 채취한 불교란시료(공극비: 0.476-0.522, 포화도: 75.7-80.6%)에 대해서는 삼축압 

축 시험을 수행하였는데， Figure 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착력은 140kPa로， 내부마찰각은 

190로 측정되었다. 

본 토양은 점토 함유에 의한 분산특성으로 말미암아 침식성이 높아 가옥피해가 예상되 

므로 영구적 예방시설이 요망된다. 

? -

\ 

Figure 60. Photo showing slope instability at Ilsandong , Tongku, Ulsan. 
Photo taken Apri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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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1. Mohr ’ s circles diagram with the results of triaxial compression 
test for the sample from Ilsandong, Tongku, Ulsan 

5-5-13. 울산광역시 울주구 상북면 명촌리 

본 지점은 Figure 26의 위치번호 94-96에 해당하는 곳으로 Figure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군데에서 1979년 8월 25일 태풍 쥬디(Judy)에 의한 폭우로 인하여 산사태가 발생하 

였다. 본 산사태로 6명이 사망하고 가옥 3채가 파괴되었다. 

산사태 지점 붕적층에서 채취한 교란 토양시료에 대해서는 물성특성 시험을 실시하였 

는데， Table 3의 Sample No. 9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토양은 통일분류법상 CL로 분류 

되어 본 산사태는 Mud f10w에 속한다. 불교란시료에 대해서는 삼축압축 시험을 실시하였 

는데， Figure 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부마찰각은 100로 낮게， 점착력은 153kPa로 높게 측 

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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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 Mohr’s circles diagram with the results of triaxial compression 
test for the sample from Myongchonri, Sangbukmyon, Uljuku, 
Ulsan. 

5-5-14. 울산광역시 울주구 언양면 송대리 

본 지역에서 발생한 Debris flow는 이미 간단히 소개되었는데， 본 산사태는 기록에 의 

하면 1993년 8월 20일 20:00부터 21일 07:00까지 내련 집중호우(136mm)로 8월 21일 04:40분 

에 발생하였다. 사태면적은 1.5ha 정도였고 직접적 피해는 화장산 산록에 위치한 정수장이 

파괴되었다. 

화장산은 화강암과 화산암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상부분은 Figure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암석이 노출되어 있고 그 아래로부터는 노두에서 떨어져 나온 암편을 함유한 붕적층 

이 발달되어 있다. 이 붕적층은 점토， 실트， 모래 및 자갈의 혼합층으로 호우시 물의 침투 

가 용이하였으며 일단 침투된 물은 점토 및 실트의 성분으로 말미암아 배수가 잘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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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궁극적으로 공극수압의 상숭과 이로 인한 자중으로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Figure 63은 산사태 복구 후 약 3년이 경과한 모습이다. 

산사태 발생지에서 채취한 불교란시료에 대해 삼축압축 시험을 실시한 결과 Table 8과 

Figure 6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극비 0.287- 1.389)가 높고 내부마찰각과 점착력 이 각각 

24。 및 14빼로 나타나 전단강도가 낮았으며， X-ray 회절분석에 의해서 그 곳에 분포하는 

토양은 Montmorrilonite를 약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규명 되 었다. 

Figure 63. Present appearance of the landslide site shown in Figure 23. 
Photo taken October,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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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Results of direct shear test on the sample from the location No. 97 described 
in Table. 

Test specimen A B C 

Gravel 5.4 4.1 0 

Gradation, % Sand 26.7 25.5 26.3 

Fines 67.9 70.4 73.7 

Normal stress, kN/ m' 36 62 88 

Water content, % 14.5 18.6 18.3 

Staπ of shear Dry density , g/crn' 1.172 1.122 1.125 

Voids ratio 1.287 1.389 1.382 

Maximum shear stress, 30.8 41.8 54.6 kN/ m' 

Failure Displacement, mm 7.5 9.5 9.5 

Settlement, mm -1.14 -1.60 -1.72 

ω 
μ 

;:l 
「에 
·서 

m 
샤세 

+J 
m 
m 
m 
@ 
μ 
μ 

ul 20 
μ 

m 
@ 
ζ 
u) 

닉--+ 
"뉘 

N 
g\ 
Z 
X 

20 40 60 80 
Normal stress , kN/m2 

•• 

100 

Figure 64 , Coulomb envelope using the results shown in 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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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5. 울산광역시 울주구 상북면 덕현리 

Figure 65에서 보는 도로변 사면은 24번 국도(언양-밀양)와 985번 지방도(덕현리-청도) 

가 만나는 덕현교에서 청도쪽으로 약 25km 지점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다(Figure 26의 위치 

번호 10ü). 본 사면을 이루는 토양은 화강암 풍화토로서 0.8% 자갈 크기의 입자， 86.1% 모 

래 크기의 입자 및 13 .1 % 실트 및 점토 크기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소성이다. 본 화 

강풍화토는 모암의 절리구조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전단강도시험을 위한 불교란시료는 

절리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서 채취하여 직접전단강도 시험을 실시하였는데， Table 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극비는 0.699-0.723으로 측정되었으며， 전단강도 특성은 Figure 66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점착력이 4kPa에 불과하며 내부마찰각이 모래의 안식각보다 조금 낮은 

41。로 측정되었다. 본 풍화토에 보유된 절리는 2개면이 우세한데， 그 하나는 Orientation(dip 

direction/dip)이 101 0/87001 며 다른 하나는 248γ8ro1 다. 사면의 경사는 안식각과 거의 같은 

45。로 측정되었는데， 이상에 설명한 절리가 없었다면 침식에 의하여 사면이 불안정했겠으나 

절리의 발달로 말미암아 절리면을 따라 사면이 붕괴하였다. 

Figure 65. Cut-slope failure along the joints in granite saprolite, Duckchonri, 
Sangbukmyon , Uljuku, UIsan. Photo taken October,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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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Results of direct shear test on the sample from the location No. 100 described 
in Table. 

Test specimen A B C 

Gravel 0.8 0.8 0.9 

Gradation, % Sand 86.9 87.0 87.0 

Fines 12.3 12.2 12.1 

Normal stress , kN/ m' 36 62 88 

Water content, % 8.8 8.4 8.0 

Start of shear Dry density , g/crn' 1.509 1.516 1.530 

Voids ratio 0.723 0.715 0.699 

Maximum shear stress, 36.3 61.5 86.0 kN/ m' 

Failure Displacement, mm 8.3 10.5 6.5 

Settlement, mm - 0.10 -0.20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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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6. Coulomb envelope using the results shown in 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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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6.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본 양남면 효동리 일대(산 482번지 외 4)에서는 1993년 8월 10일 태풍 로빈<Robin)에 

의한 집중호우(8월 7일 19시부터 8월 10일 16시까지 185.4 mm)로 3군데 (Figure 26의 위치번 

호 127, 128 및 129)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였다. 총 피해면적은 3.0ha이며 피해액은 

65，500 ，000원으로 보고되어 있다 . Figure 67은 그들 중의 하나인 위치번호 127의 현재모습 

을 보여주는 사진인데， 그 지역은 붕적토로 이루어져 있다 그 곳에서 교란 및 불교란시료 

를 채취하여 각각 물리적 특성시험 및 직접전단강도 시험을 실시하였다. 전자의 시험결과 

(Table 3의 Sample No. 127)에 의하면 본 토양은 통일분류법상 SC로 분류되어 본 산사태 

는 Debris flow에 속한다， 후자의 시험결과는 Table 10 및 Figure 68과 같은데， 그 결과에 

서 본 붕적토의 내부마찰각과 점착력이 각각 26.5。 및 22.2kPa임을 알 수 있다. 전단강도가 

높은 편이 아니다. 

Figure 67. Present appearance of the area of the landslide occurred on August 10, 
1993, Hyodongri , Yangnammyon, Kyongju. Photo taken Apri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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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Results of direct shear test on the sample from the location No. 127 described 
in Table. 

Test specimen A 

Gravel 22.0 

Gradation. % Sand 67.6 

Fines 10.4 

Normal stress , kNI m'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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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8. Coulomb envelope using the results shown in Tab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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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7. 경주시 현곡면 내태리 

Figures 69 and 70에서 보는 산사태 지점은 내태리 산 162로서 위치는 Figure 26의 위 

치변호 140인 곳이다. 태풍 로빈(Robin)에 의한 집중호우(8월 7일 19시부터 8월 10일 16시 

까지 

Figure 69. Mud flow , Naetaeri, Hyonkokmyon , Kyongju , 1993. (Courtesy 
of the Forest Dept. of Kyongsangbukdo). 

Figure 70. Appearance after the remedial works at the landslide site 
shown in Figure 69. Photo taken Apria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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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mm)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하였는데， 피해면적은 0.3ha이며 피해액은 6，900，000원으로 보 

고되었다. 

교란시료에 대한 실내시험 결과(Table 3의 Sample No. 140)에 의하면 산사태 지역에 

분포하는 토양은 통일분류법상 ML에 속하는 붕적토이다. 본 산사태는 Mud flow로 분류 

된다. 불교란시료에 대해서는 삼축압축 시험을 실시하였는데， Figure 7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본 토양은 대단히 낮은 전단강도(점착력: 25빼， 내부마찰각: 40)를 갖고 있는 것으로 측 

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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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1. Mohr' s circles diagram with the results of triaxial compression 
test for the sample from Naetaeri , Hyonkokmyon , Kyongju. 

5-5-18 경주시 외동읍 패릉리 및 양북면 호암리 

600 

외동읍 패릉리 산사태 지점은 Figure 26의 위치번호 141로서 패릉리 산 10외 2에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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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Figure 72는 1993년 8월 10일 태 풍 로빈에 의한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곳의 

현재 모습인데， 그 당시 강우량은 8월 7일 19시부터 8월 10일 16시까지 221mm 에 달했다. 

피해면적은 0.9ha이며 피해액은 22，000，어0원으로 집계되었다. 

양북면 호암리 산사태 지 점 은 Figure 26의 157로서 호암리 산 191번지 외 4에 소재한 

다. Figure 73 및 Figure 74는 역시 1993년 태풍 로빈에 의한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 

한 곳의 그 당시 모습 및 현재의 모습이다. 그 당시 강우량은 239mm(8월 7일 19시부터 8월 

10일 16시까지)에 달했는데， 피해면적은 6.7ha이며 피해액은 153，000 ，000원으로 보고되었다 

상기한 2개소에서의 산사태는 그 지역의 토양의 입도분포에 따라 모두 Debris flow에 

속하는 산사태로 분류된다 

Table 11과 Figure 75 및 Table 12와 Figure 76은 직접전단강도 시험의 결과인데，후 

자의 토양이 전자에 비해 점착력이 높은 것은 후자가 점토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점토는 X-ray 분석에 의해 momtmorillonite를 소량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 - ' 、
""" . _~ ，i" ... 、 - ‘ ~ ‘ 

)’‘’ ; ‘ ;ν~. ‘ ι f 、-

、0~~‘r뉘，10(ε]ζ}션、)’!;.. .~~능: ‘ 

Figure 72. Present appearance of the area of the landslide occurred on August 10, 
1993, Kyaerungri, Waedongup, Kyongju. Photo taken May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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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3. Debris f1ow , Hoamri , Hyonkokmyon, Yangbukmyon , Kyongju, 
1993. (Courtesy of the Forest Dept.‘ of Kyongsangbukdo) . 

Figure 74. Appearance after the remedial works at the landslide site 
shown in Figure 73. Photo taken Apria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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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Results of direct shear test on the sarnple from the location No. 141 described 
in Table. 

Test specimen A B C 

Gravel 0.2 0.4 0.3 

Gradation, % Sand 92.9 88.5 77.7 

Fines 6.9 11.1 12.0 

Normal stress, kN/ m' 36 62 88 

Water content, % 6.3 3.7 3.8 

Start of shear Dry density, g/ cm' 1.798 1.696 1.695 

Voids ratio 0.474 0.563 0.563 

Maximum shear stress, 38.7 51.4 83.0 kN/ m' 
Failure Displacement, mm 3.5 5.5 5.0 

Settlement, mm -0.85 -0.57 -0.29 

o 20 

Figure 75. Coulomb envelope using the results shown in Tabl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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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Results of direct shear test on the sample from the location No. 157 described 
in Table. 

Test s야cimen A B C 

Gravel 8.2 14.9 14.4 

Gradation, % Sand 63.3 63.0 62.2 

Fines 28.5 22.1 23.4 

Norma1 stress, kN/ m’ 36 62 88 

Water content, % 14.3 12.7 13.4 

St와t of shear Dry density, g/ cnf 1.459 1.479 1.466 

Voids ratio 0.816 0.792 0.808 

Maximum shear stress, 38.2 63.3 117.8 kN/m' 

Failure Displacement, mm 10.0 11.5 11.0 

Settlement, mm -0.88 -0.63 -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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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6. Coulomb envelope using the results shown in Tabl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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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0. 도로 암석사면 

。 울산시 울주구 두서면 활천리 35번 국도 동측 도로사면 

이 곳의 도로사면은 적색 실트스톤으로 이루어진 암반사면으로서 사면의 주향과 경사는 

N40 0 E!700 NW이며， 여기에는 N35 0 E/ 640 SE, N40 0 W/ 800 NE 방향 등의 절리들이 발달하여 

있다. 절리 중에서 전자는 전도파괴 (Toppling failure)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며 (Figure 77 a) , 

후자는 전자와 교차하는 절리로서 육면체의 암괴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전도파괴를 더욱 

용이하게 할 것이다. 이곳에서는 소규모의 전도파괴가 예상되며， 낙석방지용 철망으로서도 

방지효과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곳의 지층의 층리는 N50o E/340 NW로서 도로 

사면의 방향과 일치하고 있으나， 도로사면의 하단부 및 좌우측의 암반이 계속 연결되어 있 

는 상태이기 때문에 평면파괴 (Plane failure)의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울산시 울주구 두서면 활천리 가정마을 35번 국도 남측 도로사면 

도로사면은 조립사암 및 역질사암을 협재하는 녹회색 세립사암으로 이루어진 암반사면이 

며， 사면의 주향과 경사는 N80 0 E/ 40-600 NW이다. 이 곳에서의 층리의 주향과 경사는 

EW/180 N이며， 절리는 N28 0 E/ 72 0 SE, N58 0 W/ 83 0 NE, N6 0 E/88 0 NW 방향 둥으로 관찰되고 

있다. 그리고 이 사면에는 N52 0 W / 80 0 NE 방향의 주향이동단층이 발달하고 있는데， 이는 

N58 0 W!74-830 NE 방향의 절리 형성과 관련이 있다. 이곳에서는 층리면을 따라서 평면파괴 

를 일으킬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Figure 77 b). 

그런데 층리면， 절리， 단층 등으로 인하여 파쇄가 심한 편이어서 부분적으로는 원형파괴 

(Circular failure)의 가능성도 예상되나，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층리변을 따라서 일어나는 평 

면파괴가 우세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평면파괴가 발생할 경우에는 낙석방 

지용 철망으로는 방지효과가 불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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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울주구 두서면 미호리 35번 국도 동측 도로사면 

이 곳은 두서면 활천리와 미호리의 경계에 해당하는 고개에 위치하며， 양산단층의 단충 

선상에 있다. 도로사면은 적색 및 녹회색 실트스톤으로 이루어진 암반사면이나， 단층의 영향 

으로서 사면의 대부분이 파쇄가 매우 심하며 사면의 하단부에는 도로와 평행하게 발달하고 

있는 단층의 중심부에 단층점토CFault cIay) , 단층비지 CFault gouge) 및 단층각력 CFault 

breccia) 둥이 노출되어 있다. 이 사변에서는 원형파괴의 가능성이 예상되며， 사면의 일부에 

서는 이미 소규모의 원형파괴가 일어난 곳도 있다. 사연의 주향과 경사는 N550 E/450 NW이 

며， 층리는 대체로 N800 W/250 NE 방향이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원형파괴가 발생할 경우에 

는 낙석방지용 철망으로는 방지효과가 불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 울산시 울주구 상북면 덕현리 남서측 골짜기 서측 도로사면 

이 곳의 도로사면은 회색 내지 암회색의 실트스톤이 화강암 관업의 영향으로 인하여 열 

변성되어 흔펠스화되어 있는 암반사면이며， 사면의 주향과 경사는 EW/700 S이다. 여기에는 

N500 W/ 500 SW의 주향이동단층이 발달하고 있으며， 우세하게 발달되는 절리는 N64 0 E/350 

SE 및 EW/880 S 방향이 관찰되고 있다. 이들 중에서 단층면과 N64 0 E/ 350 SE 방향의 절리면 

은 쐐기파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EW/ 880 S 방향의 절리는 전도파괴의 가능성과 함께 

단층면과 절리면이 일으키는 쐐기파괴 (Wedge failure)를 더욱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Figure 77 c) 그리고 이 사면의 우측으로 연장되어 있는 사면에서는 사면의 상단부에 

서 원호파괴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쐐기파괴 및 원형파괴가 발생할 경우에는 

낙석방지용 철망으로는 방지효과가 불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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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주제도 

본 장에서는 사면안정성 분류도 작성을 위한 선행작업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정과 작성 

된 주제도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6-1. 데이터베이스 구축 

데이터베이스 구축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집된 자료들올 입력하여 디지타이징 

(digitizing) 혹은 스캐닝 (scanning)을 실시하였다. 디지타이징은 디지타이저를 이용하여 벡 

터방식으로 직접 자료를 입력하는 것이고 스캐닝은 스캐너를 통해 자료를 수치화 한 후 벡 

터라이징올 실시하는 것이다. 벡터라이징이란 스캐너로 취득된 수치화 된 영상(래스터방 

식)을 벡터방식으로 바꾸어 주는 작업으로서 프로그램에 의해 영상을 추적하면서 바꾸어 

주는 것올 말한다. 

다음에 이 벡터방식의 파일을 ARC/lNFO 커버리지로 변환한 후 면 ， 선， 혹은 점에 대 

한 위상관계를 형성시켰다. 그리고 선 혹은 면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가， 빠진 요소가 없는 

가에 대한 검사를 하며 수정을 하였다. 이러한 수정 및 검증이 끝난 자료들에 대해 지리 

좌표계로 일치시키는 투영 (pr여ect)과 변환( transformation) 작엽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마 

지 막으로 각 자료층에 대 한 속성 값(attribute value)들을 입 력 하고 검 증을 실 시 하여 최 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상기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정을 도시하면 Figure 7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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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t DXF to ARC/lNFO Coverage 

Project and Transformation 

Figure 78. Process of data base consσu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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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주제도 

6-2-1. 선구조밀도도 

본 연구지역내에 분포하고 있는 단층， 절리 둥의 불연속면들의 발달상태를 파악하기 위 

하여 항공사진을 판독하여 선구조선Oineament)올 추출하였으며， 이 선구조선은 야외조사， 

사면안정성분석 둥에 사용되었다. 선구조선 판독에 사용된 항공사진은 축척 1:40，αm 휴백사 

진으로서 대부분 1954년 2월 -3월에 걸쳐 촬영된 것이며， 전역에 걸쳐 부분적으로는 1947년 

도 3월， 10월 또는 12월에， 그리고 부산 동부지역의 사진들은 1967년도에 촬영되었다. 

선구조선들 중에서 연장길이 및 빈도수에서 가장 우세한 것은 N200 -30"E 방향으로서， 이 

에는 양산단층을 비릇하여 동래단층， 모량단층，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로부터 밀양시 단장면 

감물리까지 연장되는 단층 둥의 대규모 단층들 및 이들과 평행한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 

이외에 NE-SW, NW-SE, WNW- ESE, ENE-WSW 방향 둥의 선구조선들이 우세하게 나타 

나고 있다. 

Figure 79는 본 연구지역 Landsat TM image로서 앞서 설명한 항공사진 외에 본 

image도 참고하였다. 

사면안정성 분류도 작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된 선구조도로부터 선구조밀도도를 작성 

하였는데， Figure 80은 연구지역의 선구조밀도도이다. 선구조밀도도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 

다. 선구조밀도 분석올 위해 한 격자가 500m X 500m인 격자망으로 구성하고， 이 격자망을 

선구조도와 중첩시켜 각 격자망내의 선구조 발생빈도와 총 길이의 값을 다음 식에 적용하 

여 분포밀도로서 정량화 하였다. 

격자당 선구조 개수 격자당 선구조의 총 길이 (m) 
분포밀도 값 ------------------+ 

평균 격자당 선구조 개수 평균 격자당 선구조의 총 길이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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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9 Landsat TM image of the study area(soli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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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c 80. Lineamcnt density map of the study area 



6-2-2. 경사분류도 

연구지역의 사변경사를 토지이용 계획에서 주로 사용하는 4종의 slope class, 즉 0-5% 

(0-30 ) , 15-30%(9-170 ) 및 30%이상(17001 상)으로 분류하여 도변화 하였다. 각 경사별 일반적 

특성과 토지이용의 범위는 Table 13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Figure 81은 연구지역의 경사분 

류도로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었다. 

Table 13. Characteristics and suitability for land development according to slope category. 

사면경사 

0-5% 

5-15% 

15-30% 

30%이상 

6-2-3. 토양분류도 

일반적 특정과 이용범위 

평탄지로서 홍수와 배수문제가 있음. 도시개발이나 농업적 개발사 

업과 같은 대규모의 개발에 적합. 

완경사지 . 배수가 잘 됨으로 밭과 주택지로서 적격이나 지역적으로 

논농사에는 제한이 있음. 중공업 개발지로서는 정지작업을 하지 않 

으면 너무 가파르나 경공업 개발지로서는 별 지장이 없다. 

침식의 문제성 또는 사면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사지. 일반적으로 

경작지로 이용하기에는 가파르다. 조건에 따라 경공업지나 주거지 

로 활용이 가능하다. 

급경사지 . 일반적으로 너무 험준하여 토지이용개발에 부적합. 

연구지역의 토양분류도는 농촌진흥청 식물환경연구소에서 발행된 1971년 개략토양도를 

토대로 하였으며 현장조사와 실내시혐의 결과를 참고하여 분류도를 보완하였는데， 7개의 

Unit로 분류하였다. Units에 대한 기술은 Table 14와 같으며 Figure 82는 연구지역의 토양 

분류도로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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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1. Slope classification map of the study area 



Table 14. Description of the units shown in Figure 82. 

Unit Topography General geologic USCS. Permeability character 

Coasta1 and Coastal alluvia1 SC, SC-SM, 
Al inland flat area and flood plain ML, CL, Low to very low 

deposits CL-ML 

A2 Inland flat area Alluvial and flood SP, SM, ML Medium to low plain deposits 

A3 Area near va11ey Alluvial and flood ML, CL-ML, Medium to very 
plain deposits SC, GC low 

A4 Area near va11ey Colluvial deposits SM,GM High to low 

Area at the foot SC, GC, Low to A5 and middle of Colluvial deposits 
mountain SC- SM, MH impermeable 

Area at the foot SC, SM, GM, A6 and middle of Colluvial deposits High to low 
mountain GC- GM 

Area generally Residual soil: 

A7 near the top and Rock exposure and SC, SM, Low to very low middle of residual soil SM- SC, CL, 
mountam ML 

• Unified Soil Classification System. 

6-2-4. 강우량분포도 

Figure 83에서 보는 강우량분포도는 Table 2에서 보는 각 station 중 강우량이 가장 많 

은 2개를 평균한 자료에 근거하였는데 ， 20년간 자료가 있는 station을 위주로 하였으며 그런 

기간의 자료가 없는 station은 인근 station의 자료와 비교하여 분포도 작성에 참고하였다. 

한국의 산사태의 대부분은 집중호우 또는 태풍에 의한 폭우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 

문에 강우량분포도는 사면안정성 분석에 필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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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주제도간의 상호관계 

연구지역의 강우량구역도(Figure 83)와 지질도(Figure 4)는 제 7장에서 기술하는 사면안 

정성 분류도 작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 부절에서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산사태는 우기시 집중호우에 의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지역도 예외 

가 아니어서 해벙기의 소규모 사면파괴를 제외하고는 규모가 큰 산사태는 모두 우기에 발생 

하였다. 산사태-불안정사면 분포도(Figure 26)와 강우량구역도(Figure 83)를 중첩해 보면， 

산사태의 대부분040개 지점)은 강우량구역도의 Zone illCRainfa11: 3oo-4oomm/day)에서 발생 

하였으며， 나머지 22개 산사태는 Zone II CRainfa11: 200-3。이lm/day)에서 발생하였다. Zone 1 

CRainf.머1: loo-2oomm/day)에서는 한 곳에서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산사태(특히 

Flow형)의 발생이 강우량과 무관하지 않음올 말해준다. 

집중호우시 주로 발생하는 Flow형의 산사태는 암석층에서 보다는 주로 토양층에서 발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질도(Figure 4)는 사면안정성 분류도 작성에서 제외되었다. 참 

고로 산사태-불안정사면 분포도와 지질도와의 상호관계를 분석해 보면， 78%에 해당하는 산 

사태가 화산암류 암석， 불국사화강암 및 마산암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반암류 

가 분포하는 지역에서는 11%에 해당하는 산사태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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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면안정성 분류도 

본 분류도 작성에 활용된 주제도는 경사분류도(Figure 81). 토양분류도(Figure 82). 선구 

조밀도도(Figure 80) 및 산사태 및 불안정사연 분포도(Figure 26) 이 었다. 

본 분류도 작성을 위해 먼저 산사태 및 불안정사면 분포062개 지점)를 경사분류도， 토양 

분류도 및 선구조밀도도의 각각과 중첩하여 각 도의 U띠t에 대해 산사태빈도(Landslide 

frequency)를 얻었는데， 그 결과는 Table 17과 같다. 

Table 15. Landslide frequency for the units of slope classification map. soil classification 
map. and lineament density map. 

Kind of map Unit Landslide frequency Total 

0-5% 2 

5-15% 3 
Slope classification map 162 

15-30% 89 

Over 30% 68 

A1 0 

A2 0 

A3 4 

Soil classification map A4 5 162 

A5 24 

A6 129 

A7 0 

Density value 0 35 
Lineament density map 162 

Density value >0.1 127 

Table 15의 결과를 참고하여 각 주제도의 Unit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대적 접수를 부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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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ope c1assification map 

Unit 0-5% 5-15% 15-30% Over 30% 

Rate 0 3 2 

。 Soil c1assification map 

Unit A1 , A2, A7 A3, A4 A5 A6 

Rate 0 2 3 

。 선구조밀도도 

Rate 

nu 

-nU 

m 
-2 

Density value 

이상의 조건하에서 모든 도면을 중첩하여 나온 점수에 근거하여 상대적 사면의 안정성을 

4등급으로 분류하였는데， 점수가 0-3일 때 Stable, 4-5일 때 General1y stable, 6일 때 

moderately unstable 및 7일 때와 산사태발생지 및 불안정사면으로 조사된 지점 주변은 

Unstable area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4등급으로 구분하여 연구지역을 2개의 도면(축척 

1 :100，(00)으로 완성하였는데， 본 사면안정성 분류도는 본 보고서의 Pocket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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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 료르 
1-

1. 1973년 이후 현재까지 연구지역 자연사면에서 발생한 150여개 산사태는 대부 

분 집중호우에 의하여 일어난 Debris 또는 Mud flows에 속하는 산사태인 것으 

로 밝혀졌으며， 주로 붕적층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반면 도로 절개사면에서는 암석 

의 풍화도에 상관없이 절리면올 따라 사면파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 대표적 산사태 발생지에서 채취한 토양의 No. 40체 통과 입자는 통일분류법상 

대부분 CL과 ML에 속하며， 액성한계는 25.3-47.0%이고 소성지수는 7.3-22.4%인 

것으로 규명되었다. 

3. 연구지역의 주 산사태 종류인 Mud flow와 Debris flow 발생지 토양은 사면의 안정 

성에 영향올 주는 전단강도가 일반적으로 낮은데 그 범위가 전자는 내부마찰각이 

1.50-10001 고 점착력이 22kPa-153kPa이며 후자는 내부마찰각이 180-39001 고 점착력 

이 12kPa-130kPa이다. 전자가 후자에 비해 일반적으로 내부마찰각이 낮은 대신 점 

착력이 높은 것은 실트 및 점토 업자에 해당하는 토양올 더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 

문이다. 공극비도 전자가 0.82- 1.41로서 후자의 0.71- 1.39보다 높은데， 이는 전자가 

함수비가 높거나 공기가 차지하는 공극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4. 산사태 지역의 토양에는 보편적으로 팽창과 수축성이 큰 점토광물인 Mont-

morillonite가 함유되어 있음이 밝혀져 본 광물이 산사태 발생과 무관하지 않음올 

알 수 있다. 

5. 화강암의 풍화토(Saprolite)로 구성된 도로 절개사면에 대한 사면안정성 chart는 도 

로건설시 시추자료가 없거나 조사비가 많아 시추를 할 수 없는 경우， 경험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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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설계에 활용이 가능하다. 즉 사면고를 6m 이내로 하고 사면각을 35。 이내로 설 

계하면 화강풍화토충이 보유할 수도 있는 모암의 절리면 발달상태가 사면불안정의 

절대적 요인이 아닐 때 사면은 안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 풀이나 나 

무를 심어 침식을 막아주어야 하겠다. 

6. 127R 의 지역 (1:50，000 지형도 기준으로 부산， 김해， 밀양， 양산， 방어진， 울산， 언양， 

동곡， 영천， 불국사， 경주 및 감포)을 대상으로 GIS 기법을 이용하여 5매의 도면， 즉 

1) Geological map, 2) Slope c1assification map, 3) Soil c1assification map, 4) 

Landslide location map 및 5) Lineament density map을 작성하였다. 이 중 2)와 

3)의 지도가 사면안정성과 연관이 많은데， 분석결과에 의하면 15-30% slope와 붕적 

층이 발달한 산록지와 산중턱에서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였다. 

7. 상기한 지도들을 중첩하여 1:100,000 축척의 사면안정성 분류도(Relative slope

stability map)를 작성하였는데， 4개의 unit에 대한 면적비는 다음과 같다. 

1 

-2 

-3 

-4 

Stability 

Stable 

Generally stable 

Moderately unstable 

Area, % Unit 

unstable 

26.8 

24.8 

24.8 

23.6 

본 지도는 토지이용계획에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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