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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최근 대한민국에는 지진 발생이 증가하였으며 경주, 포항 등에서 상당히 큰

지진이 발생하였다. 지진은 발생 지역 인근에 큰 피해를 주었으며, 산사태

발생 징후도 나타났다. 그에 따라 지진에 의한 사면 재해, 산사태 발생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면 재해, 산사태 발생 위험을 지진이 발생했던

포항지역 산지를 대상으로 하여 실측 지진 자료를 활용한 유한 요소 해석을

통하여 사면 안전성을 분석하였다. 대상 사면의 지질 구조 및 토양 구조를

조사하고 이를 통하여 사면을 모델링하고 과거에 발생했던 지진의 측정

자료를 입력 하중으로 하여 사면을 분석하였다. 그를 위해 사면을 선형의

경로로 분할하여 사면의 안전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산사태 위험지도와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방법이 충분한 신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에

더하여 경로에 따라서 안전율이 변동하였던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사면

하부에 대한 산사태 위협을 고려하는 것에 대하여 정량적일 뿐 아니라,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거기에 지진을 고려함으로 지진

조건에 의한 사면 안전성의 변화를 추적하여 추가적인 산사태 위협을

예측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인 안전율 도출을 통하여 일반적인 상황뿐만이 아닌

지진발생 시의 안전율 변화에 대한 정량적 정보를 전달하여, 사면 및 사면

인근 지역의 설계에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주요어: 사면, 지진, 안전율, 유한요소, 산사태

학  번: 2018-2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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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최근 우리나라에는 큰 규모의 지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16

년 경주지진과 이듬해의 포항지진까지 규모 5.0 이 넘는 지진들이 잇달아

발생하였고, 그에 의한 피해(Figure 1)도 상당하였다. Figure 2 의 그래프에

서 볼 수 있듯 그 여진으로 인하여 2016 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관측된

지진의 수가 폭증하였다. 상기 지진으로 인한 피해에는 문화재도 상당히

포함되었다.(Figure 3) 문화재청의 조사 결과, 2016 년 경주 지진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는 총 97 건으로 작게는 일부 파손부터, 크게는 붕괴 및 지반

침하까지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문화재청, 2016) 2017 년 발생한 포항

지진 역시 총 23 건의 문화재 피해가 보고되었으며, 일부 파손부터 붕괴

까지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문화재청, 2017) 언급한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다.

(a)      (b)

Figure 1. 지진에 의한 피해 (a) 경주 지진 피해 (b) 포항 지진 피해

(홍준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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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대한민국의 지진 발생 추이 (기상청, 2018)

   

(a)        (b)

(c)

Figure 3. 지진 문화재 피해 (a) 첨성대 (문화재청, 2017) (b), (c) 포항 청

하향교 (문화재청,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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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국토의 65% 이상이 산지로 도시화에 의해 산지 경계부까

지 도시 개발이 흔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급경사지가 다수 존재하여 토

사재해의 위험성이 상존한다. 기후적으로는 7, 8, 9 월에 강수량이 집중되

며 이에 따라 산사태의 발생도 해당 월에 집중되어 있다. (국토연구원, 

2016) 상존하는 토사재해의 위협으로 산림청에서는 산사태위험지도를 구

축하여 토사재해 예측 및 대비를 하고 있으며, 현재 토사재해 예측에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한 위험예측이 사용되고 있다. (산림청, 2019) 국

립산림과학원에선 이전부터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예측식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유한중 등, 2012), 최종적인 발생위험 예측식은 식

(1), (2)와 같으며, 76% 정도의 적중률을 보였다. (우충식 등, 2014) 산사태

위험지도는 지역을 10 m×10 m 로 분할하여, 지형과 임상, 토양 그리고 암

석을 분석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 분석 요소 중 사면방위, 임상과 암석은

범주형 변수로 처리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변수는 해당 범주 내에 큰

범위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포항지진이 큰 피해를 준 요인 중 하나인 지반이 약하다는 점

과 결부할 수 있다. 포항 지역은 마이오세 전기의 화산암과 마이오세 전

기-중기의 해성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부로부터 단구리역암, 천고사

층, 이동층과 두호층으로 구분되며 이 중 이동층과 두호층은 미고결 이

암으로 구성된다. (김성욱 등, 2010) 미고결암은 고결상태인 암석과 공학

적 성질이 다르므로 그 점이 어떻게 산사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파

악하려 한다.

사태는 사면을 따라 물질이 흘러내려오는 현상을 지칭한다. 따라서 산

사태에 대한 위험은 해당 지점에서의 발생 가능성뿐 아니라, 상부에서

발생한 산사태에 의하여 사면을 타고 내려오는 물질에 따른 위협을 고려

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전성곤 등(2014)은 종로구 일대의 산지에 동적변

위분석법을 통해 지진에 의한 토괴(土塊)의 변위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산사태 위험지역을 파악하고, 위험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석류의 이동경로

를 예측하여 문화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산사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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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물질들에 의한 피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점 분석뿐 아니라 사면 전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지진이 산사태 위험성을 높이는 것은 2 가지 요인이 있다. 지진 자체

진동과 간극수압의 발생이다. 이 두 가지 요인은 별개인 듯 하지만 연관

되어 있다. 이런 산사태와 지진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은 다양한 측면에

서 연구되어 왔다. 실제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서 산사태 발생 지점들을

연구(Wang 등, 2015)하거나, 토사의 변동을 연구하는 것에서부터(Xie 등, 

2018), 실제 지진에 의해 발생한 산사태를 연구(Fikri, Yang, 2014)하는 것

까지 넓은 범위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Yang, Lan 등(2015)은 지진 발생 이후, 강우에 의해 발생하는 사면의

안전성 변화를 수치지도 기반의 수리학적 분포 모형과 강우, 암석 및 지

지학적 요소를 통해 구하였다. 이전 지진의 진도와 강우가 지진 후의 사

면 안정성의 중요한 요소로 결론내렸다. Fikri 와 Wang(2014)은 2009 년 인

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지진에 의해 발생한 지진을 분석하여, 강우침투

모델 및 사면의 유한요소 모델을 구축하고 실제 sliding zone 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포화된 사면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의 위험성이 높

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Yang 등(2015)은 Yangjiao 지방을 대상으로 강

우, 홍수 및 지진에 의한 사면 변형을 3 차원 탄성 유한요소 모델을 구축

하여, 사면 변위 및 파괴 위험이 사면 형상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며, 지진

파가 사태를 증폭시킨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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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의 목적

2.1 연구질문

본 연구의 연구질문은 산사태 위험지도의 분석에서 퇴적암 범주에 속

하나 미고결된 지반 조건이나 지진이 발생하는 특수한 조건에서 산사태

위험지도가 유한요소를 활용한 분석과 같은 결과를 보일 것인지다.

이에 대답하기 위해 보다 상세한 자료를 고려한 정적 및 동적 지반구

조상호작용 모델 구축 및 해석을 통해 이 의문점을 해결하려 한다.

2.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지진을 고려한 사면의 거동 특성을 파악하고, 파악

한 사면 거동특성 및 안전도를 통하여 예상되는 사면 및 그 인근 문화재, 

도시 인프라 피해를 정량화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진의 영

향을 고려한 사면 및 인근지역의 공간설계 시 안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

는 것이다.

2.3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의 차별성은 기존의 산사태 위험분석이 공간에 확률을 제시하

는 방식과 다르게 동적 지반구조상호작용을 고려한 유한요소해석을 통하

여 사면의 정량적 안전율로 나타내는 점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이 표

층붕괴 위주의 연구들이라면, 본 연구에서는 심층붕괴까지 다루는 연구

라는 점이 차별점이 된다. 또한 산사태위험지도는 10 m 의 정사각형 패

치를 기반으로 위험도를 추출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경로를 설정하여

사면을 해석하여 패치 기반 분석을 경로 기반으로 변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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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의 방법

복잡한 지반구조상호작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한요소법을 활용

하여 모델을 구축하고 결과를 구한다. 모델에는 지반 요소로서 Mohr-

Coulomb 모델을 활용하며, 사면 안전율을 구하기 위하여 강도감소법을

사용한다. 지진을 적용하는 모델은 시간이력해석을 활용할 것이다.

Figure 4. 연구 흐름도



7

3.1 유한요소법 (Finite Element Method)

유한요소법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결 과정을 단순화하여

무한개의 자유도를 갖는 문제를 유한개의 자유도를 갖는 문제로 변환하

는 방법이다. 연속체를 분할하여 요소라고 하는 영역들로 나누어 각 요

소의 해법을 구한 뒤 통합하여 전체 문제에 대한 해를 구한다. (Weaver, 

Johnston, 1984) 물리현상은 주어진 영역을 지배하는 지배방정식(governing 

equation)과 경계조건(boundary condition)으로 표현 가능하며, 이를 경계치

문제(boundary value problem)라고 한다. 복잡한 형상의 연속체 전체에 대

한 지배방정식을 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유한요소법을 통하여

수치해석으로 근사해를 구한다.

ℒ(�) + � = 0 (3)

ℬ(ψ) + � = 0 (4)

유한요소법을 통한 해석의 목적은 근사해를 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

로 편미분방정식으로 표현되는 지배방정식 (3), (4)를 선형대수방정식 (5)

으로 근사하여 해를 구한다.

{ }{ } { }K U F= (5)

방정식의 변수는 작용하중과 응답이며, 변수는 해석 영역의 내부와 그

경계에 설정된 절점(Node)에서의 값만 사용한다. 절점은 몇 개가 모여

요소를 구성하며, 인접한 요소들은 절점에서 연결되며, 절점을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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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유한요소해석 개념도 (Lyzenga et al., 1988)

각 요소의 지배방정식은 전체 영역의 지배방정식과 동일하고, 한 요소

에 대하여 근사를 통하여 지배방정식을 쉽게 선형대수방정식으로 근사할

수 있다. (Figure 5) 이 선형대수방정식을 요소방정식(element equation)이라

고 한다. 모든 요소에 대한 요소방정식을 구성하고, 요소 간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요소방정식을 통합하여, 전체 영역에 대한 선형대수방정식을

얻을 수 있으며 이 방정식을 전체방정식(global equation)이라고 한다. 이

전체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지배방정식의 전체영역에 대한 근사해를 얻

을 수 있다. (김두기, 2009)

3.2 Mohr-Coulomb 모델

Mohr-Coulomb 모델은 지반의 거동을 묘사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델이다. Mohr(1900)의 기준에 의하면 물질의 파괴는 최대 전단 응력에

의해 결정되며, 파괴 규준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묘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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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nct s f= - (6)

여기서, t : 전단 응력, ns : 수직 응력, c : 점착력, f : 마찰각이다.

Figure 6. Mohr-Coulomb failure criterion (Dassault Systèmes, 2014)

임의의 평면에서의 한계전단응력 t 는 동일평면 상의 수직응력에만 관

계된다. 상기 식은 재료의 파괴가 Figure 6 에서 보이듯 가장 큰 Mohr 원

이 Coulomb friction 의 항복면에 접하는 응력상태일 때,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간 주응력 ( )2 1 2 3s s s s³ ³ 가 파괴조건에 영향을 미치

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Mohr-Coulomb 항복면의 항복함수는 다음과

같다.

tan 0nf ct s f= -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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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파괴 규준을 Mohr-Coulomb 기준이라 하며, 간단하고 정확한 장점

때문에 현재까지 지반 재료에 대해 널리 사용된다. Mohr-Coulomb 식을

주응력 ( )1 2 3 ns s s s³ ³ 의 항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3 1 3 sin cos
2 2

c
s s s s

f f
- +

= + (8)

31

' '
1

t cf f

ss
- =     (9)

1 3

1 sin 1 sin
1

2 cos 2 cos

f f
s s

f f

+ -
- = (10)

'
2 cos

1 sin
c
f

f

f
=

-
(11)

' 2 cos

1 sin
tf

f

f
=

+
(12)

여기서 cf : 일축압축강도, tf : 일축인장강도이다.

3.3 강도감소법 (Strength Reduction Method)

강도감소법은 Zienkiewicz 등 3 명(1975) 에 의하여 사용된 사면의 안

전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강도감소법은 모어-쿨롱 및 유사한 모델을

사용하는 사면에 적용한다. 전단강도(접착력, 내부마찰각)을 서서히 감소

시키며 해석하며, 더 이상 계산이 수렴하지 않는 지점을 사면의 파괴로

간주하고, 그 지점의 최대강도저하율을 사면의 최소안전율로 본다. 

(Dawson et al., 1999) 이 방법은 비선형 해석을 여러 번 반복하므로 해석

비용이 많이 드나, 전산 속도의 향상으로 합리적인 시간 안에 보다 정확

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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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감소법은 사면의 파괴활동면을 미리 가정할 필요가 없이 사면 초

기부터 파괴까지의 변형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파괴 시점의 해석 결과

를 바탕으로 파괴활동면의 추정이 가능하다. (Figure 7)

Figure 7. 강도감소법 (Wu et al., 2018)

강도 감소법은 Mohr-Coulomb, Drucker Prager 와 Modified Mohr-Coulomb

모델에 적용할 수 있다. 이 모델들의 입력 변수 중, 전단파괴를 결정하는

점착력과 마찰각, 팽창각을 제외하고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가정한다. 안

전율 Fs는 다음과 같다.

   s

f

F
t

t
= (13)

여기서 t : 재료의 전단강도, ft : 활동면의 전단응력이다.

Mohr-Coulomb 기준에서 전단강도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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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nct s f= + (14)

활동면의 전단응력은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tan
f f n f
ct s f= +        (15)

여기서 점착력:
SRF

f

c
c = , 마찰각: 1 tan

tan
SRF

f

f
f - æ ö

= ç ÷
è ø

, SRF : 강도감수계수

이다.

3.4 시간이력해석 (Time-History Analysis)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 방법은 크게 시간영역방법과 주파수영역방

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간영역방법은 실제 지진의 진동 특성을 해석

에 그대로 적용하여 지진의 지속에 따른 전체 응답을 해석한다. 따라서

시간영역방법은 비선형 특성을 고려하기 쉽다. 이에 반하여 주파수영역

해석은 지반운동에 대한 구조물의 동적 특성에 따른 응답의 최대값을 고

려한다.

시간영역에서 지반-구조물 시스템의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0

( ) ( ) ( ) ( )
ss sb s ss sb s ss sb s

g g g
bs bb bb b bs bb bb b bs bb bb b b

M M u t C C u t K K u t

M M M u t C C C u t K K K u t f t

é ùì ü é ùì ü é ùì ü ì ü
+ + =í ý í ý í ý í ýê ú ê ú ê ú+ + +ë ûî þ ë ûî þ ë ûî þ î þ

&& &

&& &
   (16)

여기서 아래첨자 s와 b는 각각 구조물(structure)와 구조물-지반 경계면

(boundary)를 의미하며, 위 첨자 g는 지반을 의미한다. [M], [C], [K]는 각

각 질량행렬, 감쇠행렬, 강성행렬이며, {u(t)}와 {f(t)}는 변위벡터와 하중

벡터를 나타낸다. (김두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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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행렬이란 해석하는 물체의 질량을 유한요소해석의 요소망에 점하

중 형태로 이산화한 행렬로 물체의 질량과 동등하게 작용한다. 감쇠는

진동하는 계에서 그 진동이 감소하고 사라지는 현상으로 진동 에너지의

소실을 수반한다. 감쇠행렬은 해석하는 물체의 감쇠 특성을 표현한 행렬

이다. 강성행렬은 하중에 의하여 일어나는 물체의 변형특성을 표현한 행

렬로 물체의 형태와 재질을 통하여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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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 및 결과

4.1 대상지

대상지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인근 산으로 선정하였다. 미고결

퇴적암층을 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포항 인근 연일층군 지역을 선정하였

다. 그 중 해당지역은 포항분지 연일층군 지역 중, 산사태 위험지도에 의

한 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이 혼재되어 있어, 분석한 결과를 산사태 위

험지도 등급과 비교하기 용이하다. 또한, Figure 8(a)에 보이듯 해당 산을

둘러 도로 및 구조물이 존재하는 점도 분석의 다양성을 높여주어 해당

지역을 선정하였다.

               (a)                                  (b)

Figure 8. 흥해읍 대련리 인근 산 (a) 위성 사진 (https://map.naver.com/) 

(b) 지질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https://mgeo.kigam.re.kr)

해당 지역의 지층은 연일층군 이동층이 지배적이며, 흥해층이 일부 혼

재되어있다. (Figure 8 (b)) 이동층의 암상은 담갈색 셰일 및 이암과 역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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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재되어 있으며, 형성 시기는 제 3기이다. 인근 지역의 대심도 시추 조

사에 따르면 600 m 이상의 깊은 심도까지 퇴적암이 까지 분포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토양은 매산통(Maesan series)으로 산악지에 위치하는 미고

결 셰일의 잔적층이다. 매산통의 대표토양은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대

연리 포항예술고등학교 남동쪽 500m 지점 (129° 19' 52.0'', 36° 2' 59.6'')이다. 

깊이는 150-200 cm이며, 표토 2개층, 심토 4개층의 6개 토층으로 구성되

어있다. 또한 암반까지의 깊이는 3 m 이상이다. 0-22 cm까지는 미사질양

토이며, 22-146 cm까지는 식양토로 구성되어 있다. 146-200 cm는 Gley로서

지하수에 장기간 침수되어 특정한 성질을 갖게 된 토양이다.

대상지에서 몇 개 사면을 추출하고, 산사태위험지도를 통하여 고위험

군, 중위험군, 저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그 후 해당 사면들을 이 연구에

서 제안하는 방법론을 적용하여 위험도를 분석하였다. 그 후, 산사태 위

험지도를 통한 분류와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제안한 방법론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4.2 사전 해석

대상지 실제 해석에 앞서, 지진 하중에 의한 사면 및 주변 인프라의

기본적인 거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임의의 사면을 구성하여 해석하였다. 

임의의 사면은 지반이 좌우 400 m, 상하 100 m 로 하였으며, 사면은 높

이 80 m, 길이 240 m 이다. 지반의 구성은 표토가 0.3 m 깊이로 구성하였

고, 그 아래를 두께 1.2 m의 심토로 구성하였다. 세 번째 층은 두께 3.0 

m의 풍화암층으로 구성하였고 남은 부분은 연암으로 구성화였다. 모델

의 구조물은 단순 철근콘크리트로 높이 50 m, 지하로는 10 m 깊이이다. 

폭은 20 m로 하였다. 해석에 사용한 자료는 포항시 북구 일원의 값을 사

용하였으며, Table 1과 같다. 자료는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측정한 값을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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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지반과 구조물의 물성치 (국립농업과학원, 2018)

표토 심토 풍화암 연암 콘크리트

탄성계수
(tonf/m3)

2,530 3,480 15,000 30,000 20,395,000

포아송비 0.3 0.4 0.3 0.27 0.18

단위중량
(tonf/m3)

2.1 1.9 2.3 2.7 2.45

점착력
(tonf/m2)

3.3 5.6 3.37 11.24 -

마찰각(°) 30 20 33 35 -

시간이력해석에 사용한 지반가속도는 2003년에 발생한 모멘트 규모

8.3의 도카치-오키 지진의 관측값을 이용하였다. 총 길이는 120초이며, 

최대 가속도는 36.33 초 시점에서 6.19 m s-2 로 Table 2의 수정 메르칼리

진도 계급(Modified Mercalli intensity scale) 중 Ⅷ에 해당하는 상당히 강한

지진을 적용하였다. 이는 기상청(2018)의 조사 결과, 포항 지진에서 관측

된 가장 강한 진도와 같은 등급이다.

Figure 9. 적용한 지진의 지반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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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수정 메르칼리 진도 계급(Modified Mercalli Instesity Scale, MMI)

(기상청, 2019)

최대속도
(V=cm/sec)

진도값과 설명
최대가속도

(%g=9.81cm/sec²)

V＜0.03 .Ⅰ
대부분 사람들은 느낄 수 없으나, 지

진계에는 기록된다.
%g＜0.07

0.03≤V＜0.07 .Ⅱ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

수의 사람만 느낀다.
0.07≤%g＜0.23

0.07≤V＜0.19 .Ⅲ

실내,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며,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린다.

0.23≤%g＜0.76

0.19≤V＜0.54 .Ⅳ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밤에는

잠에서 깨기도 하며, 그릇과 창문 등

이 흔들린다.

0.76≤%g＜2.56

0.54≤V＜1.46 .Ⅴ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

릇,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

한 물체는 넘어진다.

2.56≤%g＜6.86

1.46≤V＜3.70 .Ⅵ

모든 사람이 느끼고, 일부 무거운 가

구가 움직이며, 벽의 석회가 떨어지기

도 한다.

6.86≤%g＜14.73

3.70≤V＜9.39 .Ⅶ

일반 건물에 약간의 피해가 발생하며, 

부실한 건물에는 상당한 피해가 발생

한다.

14.73≤%g＜31.66

9.39≤V＜23.85 .Ⅷ

일반 건물에 부분적 붕괴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며, 부실한 건물에는 심

각한 피해가 발생한다.

31.66≤%g＜68.01

23.85≤V＜60.61 .Ⅸ

잘 설계된 건물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며, 일반 건축물에는 붕괴 등

큰 피해가 발생한다.

68.01≤%g＜146.14

60.61≤V＜154 .Ⅹ
대부분의 석조 및 골조 건물이 파괴

되고, 기차선로가 휘어진다.
146.14≤%g＜314

154≤V

.Ⅺ

남아있는 구조물이 거의 없으며, 다리

가 무너지고, 기차선로가 심각하게 휘

어진다.
314≤%g

.Ⅺ

모든 것이 피해를 입고, 지표면이 심

각하게 뒤틀리며, 물체가 공중으로 튀

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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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거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몇 가지 변수를 지정하여 분석하였

다. 구조물의 유무와 구조물과 사면과의 거리, 두 가지를 지정하였다. 구

조물이 없는 모델을 하난 구성하고, 구조물이 있는 모델에서는 각각 거

리 0 m 와 55 m, 2가지 변수를 적용하였다. 그에 따라 Figure 10의 3개의

모델을 구성하였다.

(a)

(b)

(c)

Figure 10. 모델 형상 (a) 구조물 없는 모델 (b) 구조물과 사면이 붙어

있는 모델 (c) 구조물과 사면이 떨어진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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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이 발생하지 않은 사면의 안정해석 결과, 안전율 2.47을 얻었다. 

이를 지진하중을 준 모델의 안전율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감소하였는지

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구조물 없는 모델에서 최소 안전율은 19.8 초에서 1.00, 거리 0 m 인

모델은 19.8 초에서 1.00, 거리 55 m 인 모델은 23.2 초에서 1.01 로 모든

모델에서 안전율이 크게 감소하여, 최소 안전율이 1 에 가까운 값을 보였

다. 이는 아주 작은 힘만 작용하여도 사면의 붕괴한다는 의미로 매우 위

험한 상태를 의미한다.

Figure 11. 지진하중 적용 시 안전율 추이

구조물의 변위, 가속도에 대하여 분석할 때, 모델 전체가 함께 움직이

기 때문에 건물의 한 점을 기준으로 하여 상대적인 변위와 가속도를 분

석하였다. 변위 및 가속도 분석은 5m 간격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범위는

50 m부터 -10 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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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활동면 분석4.2.1

강도감소법을 이용하여 해석했을 때, 변형률을 분석하여 가장 가능성

높은 파괴활동면을 추정할 수 있다. 식 (17)은 변형률에 대한 식이다.

탄성계수와 면적이 일정하다고 할 때, 힘을 많이 받을수록 변형률이 커

지는 관계를 가지므로 높은 변형률을 보이는 부분이 힘을 많이 받아, 파

괴 확률이 높은 지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지점들을 연결하면

파괴활동면의 개략적 형상의 추정이 가능하다.

F

l AE

d
e = = (17)

여기서 e : 변형률, d : 변형, l : 길이, F : 외력, A : 면적, E : 탄성계

수이다.

(a) (b)

(c) (d)

Figure 12. 강도감소법을 적용한 정적 해석의 변형률 (a) 구조물 없는

모델 (b) 구조물과 사면이 붙어있는 모델 (c) 구조물과 사면이 떨어진 모

델 (d) 구조물과 사면이 붙은 모델 (확대)

Figure 12에서 구조물 없는 모델과 구조물이 사면과 먼 모델에서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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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면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구조물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구조물의

존재가 파괴활동면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구조물과

사면이 붙은 모델에선 구조물이 사면에 주는 영향력이 강하여, 가장 가

능성 높은 파괴활동면이 건물 옆쪽에 형성되었다.

(a) (b)

(c) (d)

(e) (f)

Figure 13. 동적해석에서 최소 안전률이 나타날 때의 변형률 (a) 구조물

없는 모델 (at 19.8 s) (b) 구조물 없는 모델(강도감소법 적용) (at 19.8 s) (c)

구조물과 사면이 붙어있는 모델 (at 19.8 s) (d) 구조물과 사면이 붙어있는

모델(강도강소법 적용) (at 19.8 s) (e) 구조물과 사면이 떨어진 모델 (at 23.2 

s) (f) 구조물과 사면이 떨어진 모델 (강도감소법 적용) (at 23.2 s)

지진 하중이 가해진 모델은 지진하중에 의한 변형이 있으므로, 강도감

소법을 적용한 모델과의 변형률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Figure 13 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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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 없는 모델의 경우 깊은 곳에서 파괴활동면이 나타난다. 구조물이

있는 모델의 정적 해석에서는 파괴활동면이 구조물 주위를 위주로 형성

되어 있다. 그러나 지진 하중을 주었을 경우, 사면에서 가까운 모델은 파

괴활동면이 구조물 측면에 형성되었고, 먼 모델에서는 지반 내부에 길게

형성되었다.

변위4.2.2

구조물이 사면에 붙어있을 경우, 구조물은 사면 방향으로 기우는 경향

을 보였다. 변위의 크기는 61.7초에서 최대 3.07 m 로 구조물 최 상단에

서 나타났다. 높이 별 변위를 분석해 보았을 때, 구조물 하단은 사면 반

대방향으로, 그 위쪽부터 사면 방향의 변위를 나타내면서, 전체적으로는

사면 방향의 변위가 나타났다. 시간에 따른 변위는 18초까지 최대 0.175

m 정도로 작은 값을 보였으나, 그 이후로 급격하게 커지며 60여 초 이

후는 2.5 m ~ 3.0 m 가량의 값을 유지하였다. (Figure 14)

Figure 14. 사면에서 0 m 떨어진 구조물의 높이 별 상대변위 (최하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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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적으로 사면과 먼 구조물은 양의 변위(사면 없는 방향)를 보였다. 

최대 변위는 44.6초에서 3.82 m 였으며, 구조물 최상단에서 나타났다. 또

한 높이 별 변위도 양의 값을 나타냈다. 시간에 따른 변위는 23 초 시점

까지 최대 0.23 m 정도로 나타났으며, 그 이후 급격하게 커졌으며 약 35 

초 이후에 변위가 2.5 m ~ 3.0 m 정도로 유지되었다. (Figure 15)

Figure 15. 사면에서 55 m 떨어진 구조물의 높이 별 상대변위 (최하단

기준)

구조물의 기울기는 사면과 붙어있을 경우, 최하단부만 사면 반대 방향

(양의 값)으로 기울어졌으며, 그 위쪽은 반시계방향으로 기울어져 전체적

으로 사면 방향으로 기운 형상을 하였다. 사면과 떨어진 경우, 기울기가

건물 전체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건물의 변형없이 전도되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 (Figures 16 and 17)

일본의 설계 기준에 의하면, 콘크리트 건물이 재현기간 100 년인 지진

에 의한 층간 변형각이 1/500(0.002)이며, 진도 Ⅸ에 해당하는 재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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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년인 지진(최대가속도 8 m s-2)에 의한 층간 변형각은 1/200(0.005)이나

(Smith 2011), 해석 결과 양 쪽 모두 최대 0.06 의 수치로 약 30(12)배로, 

설계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값이 나타났다.

Figure 16. 사면에서 0 m 떨어진 구조물의 높이 별 기울기

Figure 17. 사면에서 55 m 떨어진 구조물의 높이 별 기울기

-0.12

-0.08

-0.04

0

0.04

0.08

0 20 40 60 80 100

F
lo

or
 S

lo
pe

 (
m

/m
)

Time (s)

50 m~45 m 25 m~20 m 10 m~5 m

5 m~0 m 0 m~-5 m -5 m~-10 m

-0.12

-0.1
-0.08
-0.06
-0.04

-0.02
0

0.02
0.04

0.06
0.08

0 20 40 60 80 100

F
lo

or
 S

lo
pe

 (
m

/m
)

Time (s)

50 m~45 m 25 m~20 m 10 m~5 m

5 m~0 m 0 m~-5 m -5 m~-10 m



25

가속도4.2.3

입력한 지반가속도 6.19 m s-2와 구조물이 보이는 최대 가속도를 비교했

을 때, 사면에 가까운 구조물에서 6.24 m s-2, 사면과 떨어진 구조물에서

6.39 m s-2로 3.2%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10초 이전 및 50초 이후

의 구조물 가속도와 지반가속도를 비교해 보면, 지반가속도가 비교적 작

음에도 건물의 가속도는 크게 나타났다. 0 ~ 10초 구간에서 지반가속도는

최대 0.03 m s-2인에 비하여, 건물의 가속도는 사면에 가까운 모델에서

1.87 m s-2, 먼 모델에서 0.57 m s-2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지반가속도

의 62 배, 19 배 가량으로 입력된 지반가속도에 비하여 상당히 큰 값을

나타냈다. 또한, 지반가속도가 감소한 50여 초 이후에도 건물의 가속도는

지반가속도의 약 2배로 지반가속도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종합하면 최

대 가속도는 비교적 유사하게 나오나, 낮은 가속도 영역에서 진동이 크

게 증폭되는 모습을 보인다. (Figures 18 and 19)

Figure 18. 사면에서 0 m 떨어진 구조물의 최상단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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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사면에서 55 m 떨어진 구조물의 최상단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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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대상지 분석

정적 해석4.3.1

대상지에서 사면 경로를 정의하고, 그 단면에 대한 정적 해석을 통하

여 안전율을 분석하였다. 사면 경로는 사면의 방향을 따르는 경로와 능

선을 따르는 경로를 포함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는 두 경로 사이에서 보

간을 활용하여 중간 지역의 결과를 유추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의된 사

면 경로들은 Figure 20 (a)와 같다.

분석에 사용한 지형정보는 1:5,000 수치지도에서 추출하였다. 매산통의

표토는 0.35 m이고, 심토는 1.65 m 이다. 그리고 풍화암층이 그 아래 놓

여 있다. 또한 보고된 모암까지의 깊이가 3 m 이상이므로 3 m 가량의 풍

화암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각 사면은 적절한 크기의 요소로 분

할하였으며, 하중은 자중만 주어졌다. 모델의 경계조건은 아랫면은 움직

일 수 없도록 고정하고, 측면은 수직 방향으로만 움직이도록 설정하였다.

정적 사면 분석의 결과는 Table 3과 같으며, 이를 지도 상에 표현하면

Figure 20 (b)가 된다. 상호 수치로 비교하였을 때, 대략적인 등급 수치와

안전율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변형률을 분석하였을 때, 해석

상의 변형률이 높다면 해당 지점에서 파괴활동면이 형성될 확률이 높다

는 의미이다. 해석 상의 최대 변형 지점은 대부분이 풍화암층으로 2~5 m 

사이에 분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확률은 적지만 암반에 파괴활동

면이 발생할 확률이 존재하고 그 확률은 완만한 사면일수록 높았다. 변

형률은 방향이 존재하므로, 그 크기를 비교하기 위하여 등가변형률을 이

용하였다. 등가변형률 e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28

( ) ( ) ( ) ( )2 2 2 2 2 2
11 22 22 33 33 11 12 23 31

1
2 6

3
e e e e e e e e e eé ù= - + - + - + + +

ë û
  (18)

( ) ( ) ( )
2 2 2

1 2 2 3 3 1

1
2

3
e e e e e e eé ù= - + - + -

ë û
(19)

여기서 11 22 33, ,e e e 은 수직변형률(Normal Strain), 12 23 31, ,e e e 은

전단변형률(Shear Strain), 1 2 3, ,e e e 은 주변형률(Principal Strain)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반이 무결암으로 구성되어있다고 가정하였으므로, 도

출된 안전율을 정확한 수치로 볼 수는 없다. 지반 내의 균열 및 단층면

을 따라 더 작은 힘에 의하여 땅밀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안전

율은 연산된 값보다 작은 것으로 보인다.

(a)          (b)

Figure 20. 대상지에서 정의된 사면 (a) 사면 명칭 (b) 경로 기반 안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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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사면의 산사태 위험지도 등급 및 안전율

사면 평균 경사도
산사태위험지도 등급

(산림청, 2012)
안전율

S1-1 42.82% 1~2 3.91

S1-2 28.32% 1~2 5.75

S2-1 22.99% 1~2 4.55

S2-2 13.27% 2~3 8.81

S3-1 28.85% 1~3 4.00

S3-2 17.55% 1~3 6.60

S3-3 19.69% 1~3 6.90

S4-1 15.54% 4~5 6.79

S4-2 20.79% 4~5 7.52

S4-3 53.36% 1~5 3.34

S5 35.48% 1 4.39

S6 24.27% 3 5.40

사면 S1-1, S1-2는 대상지 서편의 사면으로 휴게소 뒤편의 사면이며, 

급격한 경사 직후에 수평에 가까운 지대가 나타난다. 산사태 위험지도

상에는 1~2등급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다. 최고점은 131.2 m 이며

사면 길이는 각각 127.04 m와 110.18 m이다. 두 사면은 동일 지점에서 시

작하나, S1-1은 대체적으로 등고선에 수직 방향을 이루고, S1-2는 능선 방

향으로 향하고 있다.

분석 결과 S1-1은 3.91의 안전율을, S1-2는 5.75의 안전율을 얻었다. 두

사면 모두 1~2등급 지역이나, 1-2 사면이 더 큰 안전율을 보였다. 이는

등급이 같지만, 1-1 사면은 높이 115-130 m 구간이 이 가장 위험했고, 파

괴활동면이 사면 전체에 걸친데 비하여, 1-2 사면에서는 100-120 m 높이

에서 파괴활동면이 형성되었다. (Figures 21 and 22)



30

Figure 21. 사면 정적 해석 결과 S1-1 (등가변형률)

Figure 22. 사면 정적 해석 결과 S1-2 (등가변형률)

사면 S2-1, 2-2는 대상지 동편 봉우리에서 시작하는 사면으로 산사태

위험지도에서 S2-1은 1~2등급, S2-2는 2~3등급인 지역이다. 최고점은

101.5 m이며, 길이는 각각 224.64 m와 454 m이다. 같은 시작점에서 시작

하는 사면이지만 2-1은 계곡 방향으로 이어져있고, 2-2는 능선을 따라 이

어지는 사면이다.

분석 결과 2-1 사면은 4.55의 안전율을 보였으며, 2-2 사면은 8.81의 안

전율을 보였다. 역시 더 완만한 2-2 사면의 안전율이 크게 나타났다. 2-2

사면은 산사태 위험지도에 의하면, 2~3등급으로 등급에 차이는 적으나

안전율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사면의 파괴활동면이 2-1 사면에서

전체적으로 고르게 나타난 것에 반하여, 2-2 사면은 사면 아래쪽에 집중

되었다. (Figures 23 and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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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사면 정적 해석 결과 S2-1 (등가변형률)

Figure 24. 사면 정적 해석 결과 S2-2 (등가변형률)

S3-1, S3-2, S3-3 사면은 동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S2-1, S2-2 사면 인근의

보다 약간 낮은 84.2 m 가 최고점이다. 산사태위험지도에서 1~3등급 지

역이며, 1~2 등급은 사면 상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낮은 지대는 3등급지

가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사면의 길이는 각각 118.53 m, 246.72 m, 252.24 

m이다. S3-1 사면은 계곡 방향으로 이어지며, S3-2와 S3-3은 능선을 따라

서 이어지는 사면이다.

S3-1 사면은 안전율이 4.00이며, 산사태 위험지도에서 1~2등급으로 높

은 지역에 파괴활동면이 나타나며 변형도도 가장 크게 나타났다. (Figure 

25) 낮은 지대에서 3등급지가 지배적임에도 안전율이 1-2등급 지역과 유

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산사태 위험지도가 패치 기반 분석과 경로를 통

한 분석의 차이로, 경로를 통한 분석은 상부 혹은 하부의 특성까지 복합

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능선을 따르는 경로인 S3-2 사면은 6.60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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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율을 보였으며 파괴활동면이 사면 전체에서 나타났다. (Figure 26)

S3-3 사면은 안전율을 6.90로 비슷하였으나, 변형이 급경사인 45-55 m 높

이에 집중되었다. (Figure 27)

Figure 25. 사면 정적 해석 결과 S3-1 (등가변형률)

Figure 26. 사면 정적 해석 결과 S3-2 (등가변형률)

Figure 27. 사면 정적 해석 결과 S3-3 (등가변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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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1, S4-2사면은 대상지 동편에 위치하고, S2, S3 사면의 맞은 편에 위

치하고 있으며, 계곡 방향으로 이어진다. 최고점은 88.1 m 이며 산사태

위험지도 상에는 4~5등급으로 이루어져 있다. 길이는 S4-1사면이 183.23 

m, S4-2 사면이 218.88 m이다. S4-3 사면은 같은 위치에서 시작하나, 높이

95 m와 91.3 m인 지점 2개를 지나며, 1~5등급지가 전부 포함되어 있다. 

전체 길이는 250.97 m 이며, 각 정상 간의 거리는 76.08 m 이다.

S4-1 사면의 안전율은 6.79이며 파괴활동면이 중간부터 아래쪽까지 나

타났다. (Figure 28) 4-2 사면의 안전율은 S4-1 사면과 크게 차이 없는 7.52 

정도였으나, 파괴활동면이 사면 전체에 걸쳐 나타났다. (Figure 29) 앞의

두 사면과 다르게 S4-3 사면의 안전율은 크게 감소하여 3.34로 나타났다. 

또한 파괴활동면이 두 번째 정상부를 지난 지점인 1~2등급 지역 상에

나타났다. (Figure 30)

Figure 28. 사면 정적 해석 결과 S4-1 (등가변형률)

Figure 29. 사면 정적 해석 결과 S4-2 (등가변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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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0. 사면 정적 해석 결과 S4-3 (등가변형률)

S5 사면은 대상지 동편의 다른 계곡으로 이어지는 사면이며, 계곡 방

향으로 이어지는 사면이다. 산사태 위험지도 상의 등급은 사면 전체에

걸쳐 거의 1등급이다. 사면 길이는 96.40 m이며, 최고점은 109.2 m이다.

해당 사면의 안전율은 4.39이며, 파괴활동면이 사면 전체에 이어져 있

다. 그 점은 전체가 거의 동일한 등급을 보인 산사태 위험지도의 분석과

도 일치한다. (Figure 31)

Figure 31. 사면 정적 해석 결과 S5 (등가변형률)

S6 사면은 대상지 서남쪽의 도로와 인접한 사면으로 최고점은 114.5 m

이며, 사면 길이는 142.18 m이다. 사면 전체가 3등급 지역이지만, 절단면

의 상부는 비교적 완만한 능선이고, 하부는 등고선과 절단 방향이 수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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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율은 5.40이며, 상부가 완만하고 하부가 더 가파른 형상을 하고 있

어, 전체 사면에서 3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파괴활동면은 약 높이

103 m 에서부터 80 m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이 점은 산사태 위험지도와

약간 다른 점으로 나타난다. 또한 파괴활동면이 풍화암-연암 경계면과

연암 상부에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 (Figure 32)

Figure 32. 사면 정적 해석 결과 S6 (등가변형률)

정적 해석의 안전율은 산사태 위험지도 등급이 높을수록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파괴활동면 분석에서도 경로 상에서 산사태 위험지도 등급

이 높은 지점에서 높은 변형률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차이점도 보였는데,

동일한 등급에서도 하부에서 변형률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경로에 따라서 안전율이 다른 점을 보여주며, 같은 기점이라도

경로에 따라서 산사태 위협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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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해석4.3.2

동적 해석에는 정적 해석과 동일한 경로를 사용하였다. 지층 및 물질

의 구성은 정적 해석에 사용한 모델과 같으며, 동적 해석에 적합한 경계

조건과 하중을 사용하였다. 

지반의 모델의 경계는 정해석과 동일하게 고정시킬 경우, 반사파가 발

생하여 해석 하중을 교란시키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진파의 반사

를 흡수하도록 스프링 요소를 사용하였다. 동적 하중은 예비 해석에 사

용한 것과 같은 2003년 도카치-오키 지진의 측정 가속도를 활용하였다. 

동적 해석에서 지진 가속도는 5초의 지연을 갖고 적용되었으면 지진가속

도 자료의 총 길이는 120초이다.

시간이력해석만으로 안전율을 구할 수 없으므로, 동적 해석 사이에 안

전율을 구하기 위한 강도감소법을 적용한 정적 해석을 5초 간격으로 실

행하였다.

우선, 정적 해석의 안전율이 높으며 및 산사태 위험지도 상에서 낮은

등급을 보인 S4-1 사면을 대상으로 지진 하중을 가하는 동적 해석 및 강

도감소법을 통한 안전율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면 S4-1에 대한 동적 해석에서 최소 안전율은 35초 시점에서 1.02을

기록하였다. 안전율은 15초 시점에서 1에 가깝게 떨어졌다. 이 시간은 지

진파가 본격적으로 강해지는 시점과 거의 일치하며, 안전율이 다시 회복

되는 60초 이후 역시 지진의 강도가 점차 감소하는 상황에 들어 맞는다.

정적 해석 결과와 비교하면, 6.79의 안전율로 안정적이던 사면이 1.02의

안전율을 보이며, 매우 불안정한 보습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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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사면의 산사태 위험지도 등급 및 안전율

사면
평균

경사도

산사태위험지도 등급

(산림청, 2012)

정적

안전율

동적 최소

안전율

S1-1 42.82% 1~2 3.91

S1-2 28.32% 1~2 5.75

S2-1 22.99% 1~2 4.55

S2-2 13.27% 2~3 8.81

S3-1 28.85% 1~3 4.00

S3-2 17.55% 1~3 6.60

S3-3 19.69% 1~3 6.90

S4-1 15.54% 4~5 6.79 1.02 (at 35 s)

S4-2 20.79% 4~5 7.52

S4-3 53.36% 1~5 3.34

S5 35.48% 1 4.39

S6 24.27% 3 5.40

Figure 33. 사면 S4-1 의 안전율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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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의 동적 해석의 변형률을 Figure 35 의 정적 해석 결과와 비교

하여 보면, 변형률의 최대값이 정적 해석에서 5.79 였던 것에 비하여, 

0.40 으로 매우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안전율 값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적 해석에서 하단에 변형률이 상당히 나타났다. 이는

정적 해석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특성으로 지진에 의한 지반의 손상을 보

여준다.

Figure 34. 동적 해석 중 사면 S4-1 해석 결과 (등가변형률)

Figure 35. 사면 S4-1 정적 해석 결과 (등가변형률)

S4-1 사면에서 안전율이 85 % 감소하였다. 산사태 위험지도 등급이

4~5 등급으로 비교적 낮았고, 안전율도 6.79 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안전률 미만의 사면은 사면붕괴가 일어났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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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지진을 고려한 사면의 거동 특성 파악 및 파악한 특

성을 토대로 사면, 인근 문화재 및 도시 인프라 피해를 정량화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하여 기본적인 사면 거동 파악을 위한 방법론을 확립하고, 대

상지의 상세한 지형 및 지반 구조와 토양과 암반의 특성을 파악한 후, 

그를 기초로 정적 및 동적 해석 모델을 구축하여 해석하였다. 해석에는

SRM 기법을 이용한 사면 안전율 도출 및 시간이력해석을 통하여 지진

에 의한 영향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해낸 정량화된 안전율과 산사태 위험지도를 비교하였

을 때, 경향성이 일치하였다. 1~2등급에 속하는 사면들은 약 3.34~4.54의

안전율을 보였으며, 4~5등급은 6.79 이상의 안전율을 보였다. 그리고 3등

급이 지배적인 사면의 안전율 값은 그 사이의 값을 나타냈다. 안전율 값

이 낮을수록 해당 사면이 위험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1~2등급에서 낮은

수치를 보이고, 4~5등급에서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결과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한 산사태 위험지도와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에

서 도출한 결과가 대략적으로 일치함을 보여준다. 이는 정량화된 안전율

의 타당성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정량화된 안전

율과 산사태 위험지도의 등급이 대응되는 값을 도출해 냈다.

본 연구와 산사태 위험지도의 비교를 통해 추가적으로 규명한 사실은

산사태 위험지도 상에서 같은 등급일지라도 경로에 따라 안전율이 크게

변동한다는 점이다. 이 점은 산사태 위험지도가 산사태 발생에 대한 방

향을 지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나

아가 사면 하부에 위치한 지역에 대한 위험도 평가의 부족을 의미한다. 

이에 나아가 산사태 위험지도에서 사면 상의 등급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결과들을 단순히 연결하는 것으로 사면의 위험도를 평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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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율은 작은 값이 나오고, 산사태 위험지도의 등급은 큰 값이 지배적

이었던 사면 S3-1의 결과와, 균일한 등급에서 편향된 파괴활동면을 보인

S6 사면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기존 패치 단위 분석과 다른 경로 기반

의 사면위험성을 제시하여 사면 하부 지역에 대한 위험도를 더욱 정확히

제시할 수 있다. 사면 하부의 위험도를 제시하여 사면 인근 지역에 대한

위험을 고려할 수 있다.

동적 해석 결과, 지진이 사면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 상태의 파괴활동

면 뿐 아니라, 지반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지반 내부의 균열이나

단층 등의 약한 부분이 존재할 시 그를 따라 파괴활동면이 형성되어 더

작은 안전율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를 사면 안전율이 1에 가깝게 나

타난 점과 결부하면, 사면이 큰 지진의 영향을 받을 경우 파괴가 추가

하중 없이 지진파만으로 사면 파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안전률 6.79 이상이며, 4~5등급을 받은 사면에서 안전율이 85% 가량 감

소하며 1에 가까운 수치가 된 점을 보면, 안전율 6 이하의 3등급지 이상

의 사면은 사면붕괴가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그러나 이 해석은 진도 Ⅷ에 해당하는 강력한 지진을 해석에 사용하

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해석을 통하여, 사면이 견딜 수 있는 지진파의 상

한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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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umber of earthquakes happened in Korea has been increased, for example, 

Kyeong-ju and Pohang has recently experienced it. The earthquake caused 

damages in both regions as well as the landslide in some areas around. Therefore, 

this study motivated to investigate the landslide phenomena, especially, with a 

focus on earthquake-triggered landslides. 

This study analyzed the landslide hazard adopting the slope factor of safety 

obtained using finite element (FE) analysis. The FE model was created by 

employing topographical and geological data of Pohang region together with actual 

earthquake observation data which were used to analyze slope behavior and slope 

safety. For the slope analysis the path was set considering landslide hazard of slope 

end.

Si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ll-agreed with the landslide hazard map, it could 

be concluded that the method of this study is valid and reliable compared with 

existing methods. Furthermore, having obtained different results for various paths 

indicated that the method of this study could provide quantitative and precise 

information for slope boundary. By considering the effects of earthquake, it would 

be predicted that the landslide hazard under earthquake condition increased. The 

identification of quantitative factor of safety could provide information used for 

design of slope and surrounding areas.

Keywords: Slope, Earthquake, Factor of Safety, Finite Element, Landsl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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