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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광역규모에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
여 물리기반 모델을 적용하고, 그 방법론적 객관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강우에 의한 표층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 TRIGRS 

모델을 이용하여 단계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수목이 산사태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
여 소규모의 산사태 발생지에 대하여 수목 영향의 고려 여부에 따른 
TRIGRS 모델의 모의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TRIGRS 모델
이 수목의 수문학적 영향 및 역학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
다. 분석 결과, 강우 발생 중에는 수목의 역학적 영향이 수문학적 영향에 
비해 산사태 발생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수정된 TRIGRS 모델의 매개변수를 광역규모에서 산정하는 방법
을 제안하고, 그 방법론적 객관성을 평가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규모를 
고려하여 국내의 기 구축된 DB를 토대로 수정 TRIGRS 모델 모의에 필
요한 매개변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검증 및 평가
를 위하여 산사태 발생지에 대한 토심 및 수목 뿌리 점착력 시나리오별 
수정 TRIGTS 모델 모의를 실시하였으며, 시나리오별 결과를 MSR 지수
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그 결과, 제안된 매개변수 산정방법을 이용한 
모의 결과가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판단되었
다.

  마지막으로 국내 산사태 유발 강우의 특성을 분석하여 수정 TRIGRS 

모델의 기준 강우자료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평창군과 인제군
의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국내의 산사태 유발 강우를 분석
한 결과, 기준 지속시간 24시간에서 재현빈도 5년의 확률강우량이 기준 
강우자료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강우자료를 이용한 평가 결과, 평창군 내 
진부면과 인제군 내 서화면의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군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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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물리기반 모델은 광역규모에서 산사
태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
었다. 특히, 물리기반 모델의 매개변수를 산정하는 과정을 통하여 산사태 
유발 인자의 특성 변화 및 입력 자료의 부재를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주요어 : TRIGRS, 산사태 발생 가능성, 수목 뿌리 점착력, 강우차단, 산
림토양형, 재현빈도

학  번 : 2009 - 3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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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 연구배경
  산사태는 중력에 의해 지층이 파괴면을 따라 한꺼번에 하강하는 현상
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용어로서, 지형학적으로는 지표 형성의 한 과정이
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는 인명 및 재산상의 큰 손해를 
일으키는 자연재해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산사태 피해면
적을 살펴보면 1980년대에는 연평균 231ha이었으나, 1990년대에는 349ha, 

2000년대에는 713ha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산림청, 

2013). 특히, 2000년대 이후를 살펴보면 2002년(2,705ha), 2003년(1,330ha), 

2006년(1,597ha)에 전국적으로 큰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통계청, 

2013) 특히, 2011년의 경우에는 서울 도심 내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발생
하여 일반 대중에게도 산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
다.

  산사태에 의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찾아내어 우선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예방적 활동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산림청에서도 사방사업의 정책기조를 ‘황폐지 복구 
및 녹화’에서 ‘재해예방 사방’으로 바꾸고, 산사태 발생 방지 및 적극적
인 대응에 큰 노력을 들이고 있다(산림청, 2011). 2013년 산림청의 사방
관련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산사태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집
중 관리하며 산사태 정보 및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고, 이와 함께 사
방댐 설치 및 계류보전사업과 같은 산지의 토사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야계사방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다(산림청, 2013). 이
러한 상황에서 재해예방 사방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광역규모에서의 산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1) 산사태 인벤토리 기반 
확률론적 접근법(Landslide inventory-based probabilistic approach), 2) 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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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틱 접근법(Heuristic approach), 3) 통계적 접근법(Statistical approach), 4) 

물리기반 접근법(Physically-based approach)으로 구분할 수 있다(van 

Westen et al., 2006). 이 중에서 국내의 경우에는 통계적 접근법과 물리
기반 접근법이 많이 이용되어왔다. 통계적 접근법은 산사태 유발 환경인
자와 산사태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국
내에서는 수량화 기법(최경, 1986; 마호섭 등, 2008; 배민기 등, 2009), 로
지스틱 회귀분석 기법(이용준 등, 2006; Lee, 2007; 이승우 등, 2012) 혹은 
베이지안 기법(장동호 등, 2004; 장동호와 Chung, 2007; Park et al., 2003) 

등을 적용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산림청의 산사태위험지관리도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산사태 예측도 등은 이러한 통계적 접근방법의 결
과물이다.

  반면, 물리기반 접근법은 물리역학법칙을 기반으로 산사태 발생 가능
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국내에서는 SINMAP(Pack et al., 1998)이나 
SHALSTAB(Montgomery and Dietrich, 1994) 등과 같은 기 개발된 국외의 
산사태 발생 가능성 평가모델을 적용하거나(김재수 등, 2000; 이상희, 

2005; 오경두 등, 2006; 김판구, 2012), 지하수모델과 사면해석모델을 결
합하여 해석하는 방법(김민구 등, 2005; 박병수, 2006; 유철상 등, 2010; 

정남수 등, 2011)이 이용되었다.

  산사태 발생 가능성 평가에 있어서 통계적 접근법은 결과의 정확도가 
높은 반면에,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수가 없고(van 

Westen et al., 2006), 모델의 매개변수 추정에 이용한 자료를 수집한 지
역 즉, 산사태가 발생했던 곳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반면, 물리기반 접근법의 경우에는 환경요인의 변화를 쉽게 고려할 수 
있고 산사태 발생 이력이 없는 곳에서도 적용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국내 산사태 발생의 주요 원인인 강우의 패턴 변화가 감지되
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물리기반 접근법의 활용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연구수준은 산사태 발생 가능성 평가에 있어서 위
에서 언급한 물리기반 접근법의 장점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산사태 발생 원인으로서 강우의 동적인 영향을 고려한 물리기반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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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산지관리차원에서 중요한 수목이 산사태 발생
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의 광역적 평가에 강우의 동적 특성과 수목 영향을 
고려한 물리기반 접근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2.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광역규모에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
여 물리기반 모델링 기법을 도입하고, 그 방법론적 객관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단계의 연구
목표를 수립하였다.

  1) 산사태 발생 가능성 평가 단계에서 산지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수목이 산사태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2) 광역규모에서 물리기반 산사태 발생 가능성 평가모델의 매개변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그 방법론적 객관성을 평가한다.

  3) 산사태 유발 강우의 특성을 분석하여 기준 지속시간 및 재현빈도를 
산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광역규모의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평가한
다.

3. 연구범위
  이 연구에서는 물리기반 모델을 이용하여 광역규모에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물리기반 산사태 발생 가능성 평가
모델은 대상으로 하는 산사태의 유형(표층 산사태, 심층 산사태, 낙석 
등)과 그 유발 원인(강우, 지진 등)이 한정되어 있다(Guzzetti, 2005). 이 
연구에서는 연구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이러한 물리기반 모델의 특성을 
고려하고,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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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사태 유형: 이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산사태는 표층 산사태
(shallow landslide)이다. 표층 산사태는 투수성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얕은 깊이의 표토층과 암반층으로 구성된 지질 특징을 가진 
지역에서 집중호우에 의해 표토층이 표토와 암반 간의 경계면을 따
라 빠른 속도로 쓸려 내려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표층 산사태는 
주로 암반층의 파괴로 발생하는 심층 산사태(deep-seated landslide)나 
낙석 산사태(rockfall)와는 발생 형태, 기작 및 원인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표층 산사태는 토석류의 발생원으로 여겨지거나
(Montgomery and Dietrich, 1994; Iverson et al., 1997), 또는 토석류 
자체를 표층 산사태로 분류하기도 한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
서 발생한 산사태의 85% 이상이 표층 산사태 혹은 표층 산사태에
서 토석류로 전이된 전이형 산사태라고 보고되고 있다(김원영과 채
병곤, 2009).

  2) 평가 대상: 이 연구의 평가 대상은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다. 이 연
구에서 발생 가능성이라는 용어는 영어로 ‘susceptibility’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간적인 개념의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일컫는다. 이것은 
산사태 발생 규모와 시공간적 발생 가능성을 모두 내포하는 개념인 
‘hazard’나 산사태 위험을 의미하는 ‘risk’와는 다른 개념이다. 국내
에서는 취약성이라는 용어로 주로 번역되지만, van Westen(2005)의 
정의에 의하면 취약성은 ‘vulnerability’와 개념적으로 보다 유사한 
용어로 판단된다.

  3) 시간적 범위: 이 연구는 산사태 유발의 외부요인으로서 단일 호우
사상만을 고려한다. 또한, 산사태 위험도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강
우시작 후부터 강우종료까지로 한정한다. 그러므로 산사태 발생에 
있어서 선행강우에 의한 영향이나 장기간의 수문 변동에 의한 영향
은 무시한다.

  4) 공간적 범위: 이 연구의 공간적인 범위는 단일 사면이나 소규모 유
역이 아닌 넓은 면적의 광역규모이다. 이에 따라 GIS 기반의 모델
링 기법을 도입하여 연구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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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구로서 연산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수치해석 소프트웨
어를 이용하는 접근법을 지양하고, 모델의 입력자료 및 매개변수를 
산정하는데 기구축된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한
다.

  5) 산사태 발생에 대한 수목의 영향: 이 연구에서는 산사태 발생에 영
향을 미치는 수목의 효과로서 강우차단, 수목 하중 및 뿌리 점착력
만을 고려하였다. 이는 연구의 목적 및 시공간적 규모에 따른 수목 
영향의 상대적 중요성과 현재 연구수준에서의 모델링 가능성을 충
분히 고려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장기 수문학적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증산효과나, 현 연구수준에서 적절하게 모델링하기 쉽
지 않은 뿌리의 암반 고정에 의한 파일(pile)효과 등은 분석에서 제
외되었다.

4. 연구단계 및 논문의 구성
  전체적인 연구수행과정은 세부 연구목표에 따라 아래의 3단계로 구분
할 수 있다.

  1) 제 1단계(수목 영향의 분석): 강우의 동적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물
리기반 산사태 발생 가능성 평가모델을 기반으로 수목의 산사태 발
생에 대한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실제 산사태가 발생된 소
규모의 지역에 대하여 실측자료를 이용한 역해석(back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차후 단계에서 실시할 광역규모에서의 산사태 발생 가
능성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수목 영향을 선정하였다.

  2) 제 2단계(물리기반 모델의 광역적 적용): 제 1단계에서 선정된 수목
영향을 고려하여 물리기반 산사태 발생 가능성 평가모델을 광역규
모의 실제 산사태 발생지에 적용한다. 그 과정에서 국내의 기구축
된 환경인자 DB를 이용하여 평가모델에 필요한 매개변수를 산정하
고, 토심 및 수목 영향 시나리오에 따른 모델의 적용성을 평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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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제 3단계(산사태 발생 가능성의 광역적 평가): 평가모델의 입력 강
우자료로서 확률강우량을 도입하여, 연구대상지의 산사태 발생 가
능성을 최종적으로 평가한다. 연구대상지의 확률강우량은 산사태 
유발 관측강우의 특성을 분석하여 기준 지속시간에 대한 기준 재현
빈도를 선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평가모델의 입력 강우자료를 구축
하였다.

  이 논문은 크게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제 1장은 서론, 제 2장부
터 제 4장까지는 본론, 제 5장은 결론으로서 작성되었다. 논문의 본론인 
제 2장, 제 3장, 제 4장은 각 세부 연구과정에 대하여 독립된 소논문의 
형식을 갖춰서 서술하였다. 구체적으로 제 2장에서는 수목 영향의 평가
(제 1단계), 제 3장에서는 물리기반 모델의 광역적 적용(제 2단계), 제 4

장에서는 산사태 발생 가능성의 광역적 평가(제 3단계)에 관하여 서술하
였다. 표 1-1은 단계별 세부 연구의 특성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표 1-1. 단계별 세부 연구 특성
단계 내용 연구

대상지
공간적
규모

모의
성격 자료구분 장 

구분
1 수목 영향의 평가 우면산

소유역 소규모 역해석 실측자료 제 2장

2
물리기반 모델의 

광역적 적용
우면산
전역

광역
규모 역해석 DB산정자료/

시나리오 가정 제 3장

3
산사태 발생 가능성의 

광역적 평가
평창군,
인제군

광역
규모

현 상태
평가

DB산정자료/
시나리오 가정 제 4장

인용문헌
김민구, 윤영진, 장훈. 2005. GIS 기반의 뿌리보강모델을 활용한 산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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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수목이 산사태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적 분석

1. 서론
  산사태는 목재수확이나 토지전용과 같은 인위적인 영향을 제외하면 내
부적 유발요인과 외부적 유발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게 된다(Carrara 

et al., 1999). 산사태 발생의 내부요인는 산사태 발생과 관계있는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일컫는 것으로 지형, 지질, 토양 및 임상 특성 등이 해당
되는 반면, 외부요인은 산사태를 직접적으로 촉발시키는 요인 즉, 강우, 

지진, 강설 등을 가리킨다.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에는 내부
요인과 외부요인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외부요인의 특
성이나 내부요인의 특성 변화를 고려하기 쉽지 않은 통계적 접근법에 비
하여, 물리기반 접근법은 비록 입력변수 혹은 매개변수 산정의 어려움과 
산사태 발생 기작의 단순화 등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산사태 발생 요인
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산사태의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대응방법 중 하나는 
산사태 유발인자의 산사태에 대한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사실상 산
사태 유발 외부요인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는 불가능하며, 또한 지형, 지
질 및 토양과 같은 대부분의 내부요인 역시 단기간에 그 특성을 변화시
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반면, 임상요인의 경우, 숲 가꾸기 등을 통하여 
그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윤호중 등, 2011). 그러므로 산지관리차원에
서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서 임상 특성이 산사태 발생에 미치는 영향
을 정확히 분석하여, 산사태 방지에 효과적인 적절한 관리대안을 적용하
는 것이 필요하다.

  임상 특성이 산사태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잘 
알려져 왔다. Swanston and Marion(1991)은 미국 알래스카 지역에서 수목
벌채작업을 실시한 20년 후에, 벌채지의 산사태 발생률이 비벌채지보다 
3.5배 크다고 분석하였으며, Jacob(2000)은 캐나다 밴쿠버 섬에서 벌목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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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실시된 곳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산사태 발생 빈도가 9배 이상 높
다고 보고하였다. 윤호중 등(2011)은 숲 가꾸기가 장기적으로 산사태 발
생 빈도를 줄인다고 분석하였다. 단목 단위에서 수목이 산사태 발생 혹
은 사면의 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Greenway(1987), 

Gray and Sotir(1996), Stokes et al.(2008) 등의 연구에서 폭넓게 다루어졌
다. 이들의 의견을 요약하면, 산사태 발생에 대한 수목의 영향은 수문학
적 영향과 역학적 영향으로 나눌 수 있다. 수문학적 영향은 증발산 및 
강우차단에 의한 토양 내 수분 감소와 토양 거칠기 및 공극발달로 인한 
침투율 상승 등이 포함되며, 역학적 영향은 수목 하중에 의한 사면 토괴
의 전단응력 및 전단강도 증가와 뿌리 점착력에 의한 토양 보강효과 등
을 일컫는다.

  물리기반 접근법을 이용한 산사태 발생 가능성 평가에 있어서 수목의 
영향을 고려한 연구(Wu and Sidle, 1995; Gorsevski et al., 2006; Barthurst 

et al., 2007; Kuriakose et al., 2009)는 주로 수목의 장기 수문학적 효과와 
뿌리 점착력의 영향에만 주목하였다. 국내의 경우에는 주로 이인모 등
(1991)이 수직 뿌리 보강모델(Wu et al., 1979)을 이용하여 산정한 뿌리 
점착력 값을 적용한 연구(유남재 등, 2001; 김민구 등, 2005; 유철상 등, 

2010)가 제한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세부연구의 목적은 물리기반의 산사태 발생 가능성 평가모델을 이
용하여 실제 산사태 발생지에 대한 역해석을 실시하여, 산사태 발생에 
대한 수목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모델링 결과를 
통하여 광역규모에서 물리기반 모델의 매개변수 산정 시 고려해야할 사
항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산사태 발생 가능성 평가모델 선정
  이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물리기반 모델을 선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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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석 대상 및 규모: 선정 모델은 강우에 의한 표층 산사태를 대상
으로 광역적인 평가가 가능한 모델이어야 한다.

  2) 수문모델 특성: 선정 모델은 동적인 수문 모델(dynamic hydrological 

model)을 기반으로 시간강우 자료의 처리가 가능한 모델이어야 한
다.

  3) 적용성 검증 여부: 선정 모델은 개발자 이외의 다른 연구자에 의해
서 다양한 지역에서 많이 이용되었던 모델이어야 한다.

  기준 1)은 사면단위나 소유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닌 광역적 
평가에 적합한 모델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이다. 기준 2)는 단일 강우사
상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강우강도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는 모델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이다. 기준 3)은 이미 모델에 대한 적용성이 충분히 
검토되어 추가적인 검토 단계가 필요하지 않은 모델을 선발하기 위한 기
준이다.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기존에 강우에 의한 표층 산사태 평가 물
리기반 모델인 SHALSTAB(Montgomery and Dietrich, 1994), dSLAM(Wu 

and Sidle, 1995), SINMAP(Pack et al., 1998), SHETRAN-landslide(Burton 

and Bathurst, 1998), TRIGRS(Baum et al., 2002), PROBSTAB(van Beek, 

2002), GEOtop-FS(Simoni et al., 2008) 등이 검토되었다. 그 결과, 강우강
도의 변화에 따른 토양 내 공극수압의 변화를 모의할 수 있는 TRIGRS 

모델이 기본 모델로 선정되었다. 다음 단락에서는 TRIGRS 모델의 개요 
및 특성을 간단하게 서술하였다.

 2.2. TRIGRS 모델
  2.2.1. 개요
  TRIGRS(A Fortran Program for Transient Rainfall Infiltration and 

Grid-Based Regional Slope-Stability Analysis) 모델은 미국지질연구소
(USGS) 연구원들이 개발한 모델로 강우에 의한 표층 산사태의 발생가능
성을 평가하는 모델이다. 2002년에 포화토 및 장력포화토에 적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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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ver.1을 공개하였고, 2008년에는 기존 모델에서 불포화토에 적용이 가
능한 침투모델을 추가한 ver.2를 공개하였다. 기존의 다른 표층 산사태 
발생 가능성 평가모델과 마찬가지로, TRIGRS는 토양 내의 압력수두 및 
지하수위의 상승/하강을 모의하는 수문모델과 사면안정 해석을 위한 사
면안정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TRIGRS는 Iverson(2000)이 제안
한 Richards 공식을 선형적으로 간소화시킨 침투공식을 이용하여 압력수
두를 모의하고, 이를 토대로 셀(cell) 단위로 사면의 안전율(factor of 

safety, 이하 FS)을 계산해낸다.

  TRIGRS 모델은 모의에 요구되는 매개변수의 개수가 적고, 수치해석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처리속도가 매우 빠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정확하
게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계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Baum et al., 

2010). 이러한 장점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산사태 발
생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TRIGRS 모델이 적용된 바 있다(Baum et 

al., 2005; Salciarini et al., 2006; Kim et al., 2010b; Sorbino et al., 2010; 

Vieira et al., 2010).

  2.2.2. TRIGRS 수문모델
  TRIGRS 수문모델은 유출(surface runoff) 및 침투(infiltration) 과정을 모
의하며, 그 과정에서 압력수두 및 지하수위 변화를 계산해낸다. 개념적으
로는 강우가 발생하여 토양 표면에 도달하게 되면 유출 혹은 침투가 일
어나며, 유출된 초과 강우(excess rainfall)는 인접한 지점으로 이동하여 다
시 유출 혹은 침투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단위 모의 시간 동
안에 전체 분석영역에서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최종적으로 강우는 
토양 속으로 침투되거나 분석영역의 경계로 유출되게 된다.

  TRIGRS 모델에서는 단일 셀에 대하여 지표에 도달한 강우의 침투와 
유출은 토양의 포화 수리전도도(soil saturated hydraulic conductivity)에 의
해 결정되며, 다음의 식 (2-1)과 같이 표현된다.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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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 = 침투, P = 지표면에 도달한 강우, Ru = 인접한 상위 셀로부
터 유입된 유출수, Ks = 토양 포화 수리전도도이다. 한편, 침투되지 못하
고 남은 부분은 인접한 하위 셀로 유출된다(식 (2-2)).

        

    
     (2-2)

여기서, Rd = 인접한 하위 셀로의 유출수이다.

  한편, 토양으로 침투된 강우는 토양 내부에서 중력방향으로 계속 이동
하게 된다. TRIGRS 모델 ver.2에서는 토양 내 강우 침투수의 이동 과정
을 토양의 수분 조건 즉, 포화 조건과 불포화 조건에 따라 다른 침투모
델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산지사면의 얕은 토심 상
황 및 추후 적용하게 될 광역적 범위에서의 적용성을 고려하여 포화 조
건의 침투모델을 이용하였다.

  TRIGRS 모델에서 포화 조건 침투모델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Iverson(2000)의 수정 Richards 공식은 토양 내 수분이 중력 방향으로만 
이동한다고 가정하고, 토양 내 침투수의 이동에 따른 압력수두를 계산해
낸다. Baum et al.(2002)은 Iverson의 수정 Richards 공식의 경계조건을 달
리하여 토심이 유한한 깊이인 경우와 무한 깊이인 경우에 대하여 각각의 
해를 구해내었다. 실제 산지사면을 대상으로 생각하면 유한 토심의 경계
조건은 중력 방향의 포화 수리전도도의 크기가 확연하게 변화되는 예를 
들어 기반암 위에 얇은 토사층이 얹혀 있는 경우와 같은 불연속 토양층
을 가정하는 것이고, 반면에 무한 토심의 경계조건은 중력 방향의 포화 
수리전도도의 차이가 거의 없는 단일한 균질 토양층을 가정한다. 이 연
구에서는 우리나라 산지사면의 토양층 조건과 유사한 유한 토심의 경계
조건을 적용하였다. 이 조건은 강우의 침투한계를 토심의 한계와 같다고 
가정한 것이다. 아래의 식 (2-3)은 포화 침투모델의 유한 토심 경계조건
에서의 해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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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여기서, ψ = 지하수의 압력 수두(m), Z = 토심(m), t =  계산 시각(s), d 

= 지하수위(m), β = cos2θ - (IZLT / Ks), θ = 경사각(°), IZLT = 정상 강우 
침투율, Ks = 중력 방향 포화 수리전도도(m/s), N = 계산 단위시간의 수, 

InZ = n번째 계산 단위시간의 지표 침투율, H(t-tn) = 단위 계단 함수(the 

Heaviside step function), tn = n번째 계산 단위시간, D1 = D0 / cos2θ,  D0 

= 포화 수리 확산계수(saturated hydraulic diffusivity, m2/s), dLZ = 토심 한
계(m)이다. 그리고 'ierfc'는 여오차함수(complementary error function)를 이
용한 아래의 식 (2-4)와 같이 표현되는 함수이다.

 


         (2-4)

여기서, erfc = 여오차함수이다. 식 (2-3)을 이용하여 지정한 깊이에 대한 
특정 시간의 지하수 압력수두를 계산할 수 있다. TRIGRS 수문 모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TRIGRS 모델의 매뉴얼(Baum et al., 2002)에 
기술되어 있다.

  2.2.3. TRIGRS 사면안정 해석모델
  TRIGRS 모델은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이자 최종결과로
서 FS를 산출한다. TRIGRS 모델은 전술한 1차원 수문모델에 맞게 한계
평형이론을 기반으로 한 1차원 무한 사면안정 해석모델을 이용한다. 

TRIGRS 모델이 이용하는 무한 사면안정 해석모델은 식 (2-5)와 같은 지
배방정식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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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여기서, FS = 안전율, Z = 토심(m), t = 계산 시각(s), c' = 토양 유효 점
착력(kPa), γs = 토양 습윤 단위중량(kN/m3), θ = 경사각(°), ψ = 수문모
델에서 계산된 지하수 압력 수두(m), γw = 물 단위중량(kN/m3), ϕ' = 토
양 유효 내부 마찰각(°)이다. 식 (2-5)는 가상의 파괴면에서 발생하는 토
양의 전단응력에 대한 전단강도의 비로 안전율을 계산해내는데, 지정한 
토심에서 TRIGRS 침투모델에 의해 계산된 지하수 압력수두를 고려한 
유효 수직응력 항을 포함하고 있다.

 2.3. 수목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TRIGRS 모델 수정
  이 세부연구에서는 산사태 발생의 영향 인자로서 임상조건을 고려하기 
위해서 기존 TRIGRS 모델을 수목 영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제 1장의 연구범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강우 중의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에 부합하도록, 강우차단효과(수문학적 영향)와 
수목 하중 및 뿌리 점착력에 의한 구조적 보강효과(역학적 영향)를 임상 
특성으로 선정하였다. TRIGRS 모델의 수정작업은 기존 모델의 변형 및 
수정을 최소화하면서 선정된 수목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
어졌다. 그림 2-1은 기존 TRIGRS 모델과 수정된 TRIGRS 모델의 연산 
과정을 개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기존 TRIGRS 모델은 강우자료, 토양 
및 지형 특성 자료를 입력자료로 받아 침투 모델에서 지하수 압력수두를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사면안정 해석 모델에서 FS를 산정한다. 반면에 
수정 TRIGRS 모델에서는 입력자료로서 임상 특성 자료가 추가되었으며, 

강우차단모델에 의해 산정된 유효강우량이 침투모델에 입력된다. 또한, 

기존의 TRIGRS 사면안정 해석 모델에 수목 하중 및 뿌리 점착력 항이 
각각 추가되어 산사태에 대한 수목의 역학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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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IGRS 모델 연산 개념도

(b) 수정 TRIGRS 모델 연산 개념도
그림 2-1. TRIGRS 모델 수정 전후 연산 개념도 비교(Kim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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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 강우차단모델
  수목에 의한 강우차단은 강우가 지표면에 도달하기 전에 수관(canopy)

과 수간(trunk)에 의해 차단되는 것을 일컫는다. 강우량의 성분 중에서 
수목에 의해 차단되어 지표면에 도달하지 못하고 증발되는 부분을 차단
손실량이라고 하며, 최종적으로 지표면에 도달하는 부분은 산사태 발생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유효강우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관점에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에는 총강우량이 아닌 최
종적으로 지표면에 도달하는 유효강우량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TRIGRS의 침투모델과 입력 강우자료의 특성을 고려하
여 강우차단모델로서 Rutter 모델(Rutter et al., 1971; 1975)을 선정하였다. 

Rutter 모델은 수관 및 수간을 각각의 저장고(tank)로 가정하고 차단과정
을 ‘투입(강우) → 저장(차단) → 배출(증발 혹은 재유출)’의 세 단계로 
개념적으로 단순화한 물리기반의 개념적 모델(physically-based conceptual 

model)이다. Rutter 모델에서 총강우량, 차단손실량 및 유효강우량은 아래
의 식 (2-6)과 같은 관계에 있다.

   

 

     (2-6)

여기서, I = 차단손실량, Rtotal = 총강우량, Reffective = 유효강우량, T = 수
관통과우량(throughfall), S = 수간유하우량(stemflow)이다. 수관통과우량은 
수관에 저장되지 않고 바로 지표면으로 떨어지는 직접통과우량(free 

throughfall)과 수관에 잠시 저장되었다가 증발되지 않고 지표면으로 다시 
떨어지는 수관적하우량(drip)을 합친 것을 의미한다. 또한, 수간유하우량
은 수관에 저장되었다가 수간을 타고 흘러내리는 양과 직접 수간에 의해 
차단되었다가 유출되는 두 강우 부분을 합한 것을 일컫는다.

  Rutter 모델의 연산과정은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최초 강
우가 발생하여 수목에 도달하게 되면, 총 강우량은 직접통과우량, 수관투
입량 그리고 수간투입량으로 나눠지게 된다. 직접통과우량은 차단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표면에 도달하게 되고, 수관과 수간으로 투입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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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중 일부는 증발되어 차단손실량이 되고 그 나머지는 수관적하우량이
나 수간유하우량이 된다. Rutter 모델에서는 수관 혹은 수간이 강우로 포
화되기 전까지는 유출이 발생하지 않으며, 증발량은 잠재증발량(potential 

evaporation)과 각 저장고의 포화 정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연구에서는 산사태 발생시점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적
인 가정을 통하여 Rutter 모델을 단순화시켰다.

  1) 단일 호우사상에서 수간유하우량의 상대적 비율을 고려하여 수간의 
영향은 무시하였다.

  2) 산사태 유발 강우의 높은 강우강도를 고려하여 강우 중의 증발량은 
잠재증발량과 항상 같다고 가정하였다.

  3) 적하방정식은 Rutter 모델의 지수함수 형태의 방정식을 대신하여 보
다 강우 중의 적하과정에 초점을 맞춘 식 (2-7)의 선형방정식으로 
가정하였다(김경하, 1993; Calder, 1977).

     

      (2-7)

     여기서, C = 수관저류량(mm), t = 시간(min), b = 적하계수(/min), Q 

= 강우의 수관유입률(mm/min)이다.

  2.3.2. 수정 무한 사면안정 해석모델
  기존 TRIGRS 모델의 무한 사면안정 해석모델을 수목 하중과 뿌리 점
착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수정하기 위해서 Hammond et al.(1992)이 제안
한 식 (2-8)을 도입하였다.

 
 

 ′   ′
     (2-8)

여기서, FS = 안전율, cr = 뿌리 점착력(kPa), c' = 토양 유효 점착력(kPa), 

mt = 수목 하중(kPa), γ = 토양 습윤 단위중량(kN/m3), Z = 토심(m), Zw = 

포화된 토양 깊이(m), γsat = 토양 포화 단위중량(kN/m3), γw = 물 단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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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kN/m3), θ = 경사각(°), ϕ' = 토양 유효 내부 마찰각(°)이다. 식 (2-8)을 
기반으로 기존 TRIGRS 사면안정 해석 모델인 식 (2-5)를 다음의 식 
(2-9)로 수정하였다.

  
 

 ′  ′
     (2-9)

여기서, Z = 토심(m), t = 계산 시각(s), γs = 토양 습윤 단위중량(kN/m3), 

ψ = 수문모델에서 계산된 지하수 압력수두(m), γw = 물 단위중량
(kN/m3), ϕ' = 토양 유효 내부 마찰각(°)이다. 식 (2-8)이 지하수위가 일정
한 정적상태를 가정하여 간극수압은 토양의 포화깊이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식 (2-9)는 ‘ψ(Z, t)’ 항에 의해 시간 
및 토심에 따른 간극수압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

 2.4. 연구대상지
  연구대상지는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우면산 내 3개의 소유역인 래미
안 유역, 덕우암 유역 그리고 형촌마을 유역이다(그림 2-2). 우면산 지역
은 2010년과 2011년에 연이어 산사태가 발생한 곳으로서 특히, 2011년 7

월 27일에 폭우에 의해 우면산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사태가 발생
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서울특별시와 서울연구원에서는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산사태 발생 원인규명을 위해서 우면산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연구대상지를 선정한 이유는 우면산 
지역에 발생한 산사태에 대한 현장조사 자료가 풍부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이용한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기반 
1m급 수치지형도, 유역경계도, 산사태 발생지점 및 유하부 지점, 토심분
포도 등은 2012년에 대한토목학회에서 수행한 ‘우면산 산사태 발생원인 
분석 및 위험도 평가’ 학술용역의 결과로서 획득한 자료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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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연구대상지 위치

 2.5. 수정 TRIGRS 모델 입력자료 구축
  수정 TRIGRS 모델의 입력자료로서 강우자료, 지형 특성 자료, 토양 
특성 자료 및 임상 특성 자료 등이 있다. 이 절에서는 수정 TRIGRS 모
델에 필요한 각각의 입력자료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2.5.1. 강우자료
  입력 강우자료로서 7월 26일~27일에 서초관측소(국가표준관측소 코드: 

10182401)에서 측정된 시간 강우자료를 이용하였다. 해당 관측강우의 총
강우량은 364.5mm이고, 강우 지속시간은 7월 26일 16시부터 7월 27일 
14시까지 총 23시간이며, 최대 강우강도는 67mm/h이었다. 그림 2-3은 
TRIGRS 모델의 모의에 이용한 강우자료의 시간별 강우주상도 및 누적
분포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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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입력 강우자료의 시간적 분포

  2.5.2. 지형 특성 자료
  TRIGRS 모델의 모의에 필요한 지형 특성 자료로는 연구대상지의 고
도, 경사도 및 유출수의 흐름 방향(flow direction) 등이 있다. 해당 지형
자료는 모두 대한토목학회가 2009년 산사태 발생 이전에 촬영된 LiDAR 

자료를 이용하여 생성한 1m급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구축하였다. 수치
지형도를 이용하여 TIN 자료를 생성한 후, 1m×1m 크기의 래스터(raster) 

형식의 DEM(Digital Elevation Model)을 생성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경
사도 및 유출수의 흐름 방향 자료를 생성하였다. 최종적으로 래스터 형
식의 지형 특성 자료는 TRIGRS 모델의 입력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아
스키(ascii) 형식으로 변환되었다. 지형자료의 생성 및 처리 작업은 모두 
ArcGIS 9.3(ESRI, Inc.)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표 2-1은 구
축된 지형 특성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유역별 분석 면적, 고도 및 경
사도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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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유역별 지형자료 특성
유역명 면적(ha) 셀 개수 고도(m)1) 경사도(°)2)

덕우암 9.3 92,568 180(77~277) 24.0(8.8)

래미안 7.6 75,884 165(70~270) 23.4(10.1)

형촌마을 31.5 314,800 165(54~277) 27.2(9.6)

1) 괄호 밖 숫자는 평균값, 괄호 안 숫자는 범위를 나타낸 것임
2) 괄호 밖 숫자는 평균값, 괄호 안 숫자는 표준편차임

  2.5.3. 토양 특성 자료
  TRIGRS 모델의 모의를 위해 필요한 토양 특성 자료는 크게 토양 강
도정수(단위중량, 점착력, 내부 마찰각), 토양 수리 특성 인자(포화 수리
전도도, 수리 확산계수) 및 토심분포자료 등이 있다. 토양의 강도정수 및 
수리 특성 인자의 값은 ‘우면산 산사태 발생원인 분석 및 위험도 평가 
최종보고서’(대한토목학회, 2012)에 수록된 유역별 설계지반정수 값을 이
용하였다. 해당 설계지반정수 값은 현장시추조사를 기반으로 각 유역의 
지층별로 제안된 값으로서, 이 연구에서는 각 유역의 붕적층에 산정된 
설계지반정수 값을 TRIGRS 모델의 모의에 이용하였다. 표 2-2는 모의에 
이용된 토양 특성값을 나타낸 것이다.

 표 2-2. 유역별 토양 특성값1)

유역명 단위중량
(kN/m3)

점착력
(kPa)

내부
마찰각(°)

포화 수리
전도도(m/s)

덕우암 18.0 11.1 26.5 8.00×10-6

래미안 18.5 12.8 22.4 8.00×10-6

형촌마을 17.8 10.2 26.6 8.00×10-6

 1) 출처: 대한토목학회(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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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역별 토심분포도는 대한토목학회(2012)가 시추조사자료 값을 토대로 
크리깅(kriging) 보간법을 이용하여 구축한 토사층의 두께 자료를 이용하
였다. 각 유역별 토심 분포 특성은 표 2-3에 나타내었다. 평균적으로 래
미안 유역의 토심이 5.4m로 가장 깊게 나타났으며, 형촌마을의 토심이 
2.5m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체 세 유역에서 측정된 토심의 최솟값은 
1.2m이었고, 최댓값은 10.1m이었다.

 표 2-3. 유역별 토심 분포 특성
유역명 평균(m) 표준편차(m) 최소(m) 최대(m)

덕우암 3.9 1.2 1.7 10.1

래미안 5.4 1.7 2.7 7.5

형촌마을 2.5 0.4 1.2 3.8

  2.5.4. 임상 특성 자료
   2.5.4.1. 강우차단모델 매개변수 산정
  강우차단모델의 매개변수는 임상 특성, 기상 특성 및 기후 특성에 의
해 결정된다. 임상 특성과 관련있는 매개변수 즉, 수관저류능, 직접통과
율, 적하계수 등의 경우에는 임내외 강우를 장기간에 걸쳐 관측하여 산
정될 수 있는데, 국내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연구수행이 부족한 관계로 
매개변수의 산정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Ⅱ~Ⅲ영급 신갈나
무(Quercus mongolica) 임분을 대상으로 약 2년간에 걸쳐 임내외 강우를 
관측한 김경하(1993)의 연구결과 값을 이용하였다(표 2-4). 한편, 강우차
단효과의 잠재적 최대치를 고려하기 위해서 증발률은 항상 최대증발률
(혹은 잠재증발률)과 같다고 가정하였으며, 최대증발률은 기상청 서울관
측소(국가표준관측소 코드: 10181108)에서 1981년부터 2010년까지 30년 
동안 측정한 평균 연 증발량 1093.7mm(기상청, 2013)를 시간 평균한 값
인 0.12mm/h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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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4. 강우차단모델 매개변수별 산정값
분류 매개변수 산정값 출처

임상 및
강우 특성

수관저류능 0.64mm

김경하(1993)직접통과율 0.356

적하계수 0.04/min

기상 특성 증발률 0.12mm/h 기상청(2013)

   2.5.4.2. 수목 하중 및 뿌리 점착력 특성값 산정
  수목 하중은 수치임상도의 수종, 경급 및 소밀도를 토대로 산정되었다.  

수치임상도의 소밀도 정보로부터 임분밀도를 산정하고, 주요 수종별 건
중량 추정식(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2011)을 이용하여 수종별 경급에 
따른 단목당 건중량을 계산하였다. 임분밀도는 소밀도 특성 중 소(A)는 
600그루/ha, 중(B)은 800그루/ha, 밀(C)은 1,000그루/ha로 각각 가정하였다. 

수치임상도 정보로부터 얻어진 임분밀도와 단목의 건중량을 토대로 일괄
적으로 40%의 함수율을 건중량에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수목 하중을 계
산하였다. 그림 2-4는 수목 하중을 산정하는 과정을 개념적으로 나타낸 
그림이고, 표 2-5는 유역별로 산정된 수목 하중 특성값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 2-4. 수목 하중 산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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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5. 유역별 수목 하중 특성값
유역명 소밀도 수종 경급 수목 하중(kPa)

덕우암 및
래미안

밀 활엽수림1) 중경목 0.465

밀 포플러림2) 중경목 0.291

중 잣나무림 소경목 0.043

형촌마을 밀 활엽수림1)

활엽수인공림1) 소경목 0.113

1) 신갈나무 건중량 추정식 이용
2) 현사시나무 건중량 추정식 이용

  한편, 수목 뿌리 점착력은 수치임상도에서 추출한 임상정보를 기반으
로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값을 토대로 산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뿌리 점착력 특성값이 범위로서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면산 지역의 
깊은 토심을 고려하여 최솟값을 뿌리 점착력 특성값으로 선정하였다. 또
한, 수종별 뿌리 점착력 값 중 Wu et al.(1979)의 뿌리 보강모델을 이용
하여 추정한 값은 해당 모델의 과다추정 경향을 고려하여 Kim et 

al.(2010a)이 보고한 0.57의 감소계수(reduction factor)를 적용하여 값을 보
정하였다(De Baets et al., 2008). 연구대상지인 우면산 내 3개 소유역의 
임상은 활엽수림, 포플러림, 잣나무림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각 임상별
로 산정한 뿌리 점착력 특성값은 표 2-6과 같다.

 표 2-6. 임상별 수목 뿌리 점착력 특성값
임상 선행연구

특성값(kPa)
출처 감소계수

적용 여부
최종 산정값

(kPa)

활엽수림 6.8~23.2
Schmidt et al. 

(2001)
○ 3.88

포플러림 21) Wu (1995) × 2.00

잣나무림 7.53~28.03
김동엽 등(2011);
오재헌 등(2011)

○ 4.29

 1) 버드나무(willow)의 값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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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모의 초기 조건 및 모의 시나리오
  2011년 산사태 발생 당시에 관측된 지하수위 자료가 없는 관계로 초기 
지하수위는 토심 한계와 동일한 위치, 즉 토사층과 암반층의 경계에 위
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초기 토양수분 조건으로서 수정 
TRIGRS 포화 침투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 지하수위 상부의 불포화토층
을 장력으로 포화된(tension-saturated) 것으로 가정하였다. 포화 수리 확산
계수와 정상 강우 침투율은 선행연구(Godt et al., 2008; Liu and Wu, 

2008)와 자체적인 민감도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각각 포화 수리전도도의 
100배와 0.01배의 값(토양 확산계수의 단위 불일치는 무시하였음)으로 설
정하였다.

  산사태 발생에 대한 수목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아래 표 
2-7과 같이 모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S1 시나리오는 수목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으며, S2~S4 시나리오는 수목의 영향을 고려한다.  S1과 S2 

시나리오에서는 침투모델의 입력 강우자료로서 총 강우량이 이용되었으
며, S3과 S4 시나리오에서는 강우차단모델에 의해 계산된 유효강우량이 
이용되었다.

 표 2-7. 수목 영향의 고려 여부에 따른 모의 시나리오
수목 영향 시나리오별 수목 영향의 고려 여부

S1 S2 S3 S4

수문학적 영향
(강우차단)

× × ○ ○
역학적 영향

(수목 하중 및 뿌리 점착력)
× ○ × ○

3. 연구결과
 3.1. 유효강우량 산정 결과
  그림 2-5는 입력자료인 관측강우량과 강우차단모델에 의해 계산된 유
효강우량의 시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유효강우량은 관측강우량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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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시간적으로 다른 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관측강우량이 유효강우량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우강도가 작아지는 경우에는 유효강우량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강우강도가 작아지는 경우에는 수관에 일시적으로 저류되어 있던 
강우가 수관적하우량으로 강하하는 것이 관측강우보다 우세해지기 때문
이다. 그림 2-6은 관측강우와 모의된 유효강우의 시간에 따른 누적 강우
량과 그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관측강우와 유효강우의 시간별 누적 강
우량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강우강도에 따라 최고 
20mm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2011년 7월 27일 8시 강우강도 
68.5mm/h일 때)도 있었다. 최종적으로 강우 종료 시점에서 관측강우와 
유효강우의 차이는 약 3.3mm로 나타났으며, 해당 시점에서 수관의 저류
양은 0.3mm로 계산되어 최종적으로 3.0mm가 차단증발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림 2-5. 관측강우와 유효강우의 시간별 강우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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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관측강우와 유효강우의 누적 시간 분포

 3.2. 지하수 압력수두 모의 결과
  표 2-8은 모의 경과시간에 따른 FS가 가장 낮은 토심에서 계산된 압력
수두의 유역별 평균값이다. 경과시간에 따른 모의 결과를 살펴보면 덕우
암 및 래미안 유역은 경과시간이 증가할수록 압력수두의 값이 계속하여 
증가하는 반면에, 형촌마을 유역은 경과시간 12시간 이후에는 압력수두
의 변화가 없었다. 세 유역 모두 경과시간 12시간 이후에도 큰 양의 강
우가 투입된 사실을 감안하면, 형촌마을 유역은 경과시간 12시간 이전에 
이미 토양이 포화되어 이후에 시간이 경과하여도 압력 수두의 값은 변하
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최종적으로 모의종료 시점에서 유역간의 압
력수두 평균값의 크기는 래미안, 덕우암, 형촌마을 유역의 순으로 나타났
다.

  한편, 강우차단의 고려 여부에 따른 압력수두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 

세 유역 모두 모의 초반에는 강우차단의 영향으로 인하여 압력수두에서 
차이가 나타나지만, 경과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향이 미미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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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8. 유역별 FS 최솟값 토심에서 계산된 압력수두 평균값

유역 경과시간(h)

압력수두 평균값(m)

강우차단 미고려
(S1, S2)

강우차단 고려
(S3, S4)

덕우암

0 -0.03 -0.03

6 1.87 1.57

12 2.56 2.52

18 2.92 2.90

23 3.00 3.00

래미안

0 -0.07 -0.07

6 1.34 1.47

12 2.18 2.12

18 3.15 3.11

23 3.51 3.54

형촌마을

0 -0.06 -0.06

6 1.83 1.85

12 1.87 1.87

18 1.87 1.87

23 1.87 1.87

  그림 2-7, 2-8, 2-9는 연구대상지 별로 강우차단 고려하지 않은 S1, S2 

시나리오 하에서 압력수두의 모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경과시간에 
따른 토양의 포화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결론적으로 다른 두 유역에 비
하여 형촌마을 유역에서 강우에 의한 토양의 포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세 유역의 지형적 특징 및 수리적 특성이 유사하기 때문
에 포화되는 영역 및 속도의 차이는 토심의 차이에 인한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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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 = 0h (0%) (b) t = 12h (69.6%) (c) t = 23h (93.4%)

그림 2-7. 덕우암 유역의 경과시간에 따른 포화도 변화

(a) t = 0h (0%) (b) t = 12h (36.6%) (c) t = 23h (68.4%)

그림 2-8. 래미안 유역의 경과시간에 따른 포화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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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 = 0h (0%) (b) t = 12h (98.1%)

(c) t = 23h (98.2%)

그림 2-9. 형촌마을 유역의 경과시간에 따른 포화도 변화

 3.3. FS 모의 결과
  표 2-9는 S1과 S4 시나리오에서 모의 경과시간에 따른 유역별 FS 평
균과 FS<1인 지역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세 유역 모두 전체적으로 경
과시간에 따라 FS 평균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형촌마을 유
역은 압력수두의 모의 결과와 유사하게 경과시간 12시간 이후로는 FS의 
변화가 없었다. 한편, 시간에 따른 FS 평균값의 감소 경향을 반영하여 
FS<1인 영역 즉, 붕괴가 예상된 영역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수목 영향 고려여부에 따른 비교에서는, 수목의 영향을 고려한 
S4 시나리오에서 FS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강우차
단에 의한 압력수두의 변화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수목에 
의한 FS의 증가는 수목 하중 및 뿌리 점착력 즉, 역학적 영향에 기인하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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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9. 모의 경과시간에 따른 FS 평균값 및 FS<1 영역 비율의 변화

유역 경과시간(h)

수목 영향 미고려 (S1) 수목 영향 고려 (S4)

FS
평균값

FS<1
영역 비율(%)

FS 
평균값

FS<1
영역 비율(%)

덕우암

0 1.89 7.7 2.04 2.9

6 1.44 33.8 1.57 23.8

12 1.28 43.8 1.45 29.4

18 1.21 48.8 1.38 33.9

23 1.20 49.8 1.36 34.9

래미안

0 1.74 20.6 1.85 13.5

6 1.54 39.7 1.64 32.9

12 1.43 47.0 1.55 37.5

18 1.30 54.2 1.43 44.1

23 1.25 56.6 1.36 46.6

형촌마을

0 2.00 3.8 2.21 0.6

6 1.39 50.2 1.60 22.1

12 1.38 50.6 1.60 22.2

18 1.38 50.6 1.60 22.2

23 1.38 50.6 1.60 22.2

  한편, 그림 2-10은 강우차단 효과만을 적용한 S3 시나리오와 수목 효
과를 고려하지 않은 S2 시나리오 간의 FS<1 영역의 면적 차이를 경과시
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유역별로 값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모
의 초기에는 두 시나리오 간 FS<1 영역이 최대 2%포인트까지 차이가 났
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시나리오 간 FS<1 영역의 차이가 줄어들었다. 반
면, 그림 2-11은 수목의 역학적 효과만을 적용한 S2 시나리오와 S1 시나
리오 간의 비교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경과시간에 따라 시나리
오 간의 FS<1 영역의 차이가 뚜렷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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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S3과 S1 시나리오 모의 결과 비교 - FS<1 영역 증감 추이

그림 2-11. S2와 S1 시나리오 모의 결과 비교 - FS<1 영역 증감 추이



  

(a) 경과시간 t = 0h (b) 경과시간 t = 12h (c) 경과시간 t = 23h

그림 2-12. 수목 영향 고려하지 않은 덕우암 유역의 FS 모의 결과(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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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과시간 t = 0h (b) 경과시간 t = 12h (c) 경과시간 t = 23h

그림 2-13. 수목 영향 고려한 덕우암 유역의 FS 모의 결과(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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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과시간 t = 0h (b) 경과시간 t = 12h (c) 경과시간 t = 23h

그림 2-14. 수목 영향 고려하지 않은 래미안 유역의 FS 모의 결과(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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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과시간 t = 0h (b) 경과시간 t = 12h (c) 경과시간 t = 23h

그림 2-15. 수목 영향 고려한 래미안 유역의 FS 모의 결과(S4)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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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과시간 t = 0h

(b) 경과시간 t = 12h

(c) 경과시간 t = 23h

그림 2-16. 수목 영향 고려하지 않은 형촌마을 유역의 FS 모의 결과(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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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과시간 t = 0h  

(b) 경과시간 t = 12h

(c) 경과시간 t = 23h

그림 2-17. 수목 영향 고려한 형촌마을 유역의 FS 모의 결과(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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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4.1. 수목의 수문학적 영향
  강우차단 효과에 따른 관측강우와 유효강우 간의 시간 분포와 시나리
오 간 압력수두 모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강우차단효과는 강우의 시간
적 분포에는 영향을 주지만 산사태 발생 여부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연구에서 강우차단모델에 의해 모의된 
유효강우는 관측강우와 비교하여 시간적인 분포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
러한 유효강우의 재분포 결과로 인하여 그림 2-10과 같이 FS<1인 면적
이 시간에 따라 최대 2%포인트까지 차이가 났다. 이 연구에서 강우차단
모델에서 이용한 매개변수의 대부분은 연구대상지의 실측값이 아닌 선행
연구의 값을 적용한 것으로서, 만약 연구대상지의 실측값을 이용할 경우 
유효강우의 분포패턴이 이 연구 결과와는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
다.

  반면, 이 연구에서는 모델의 간소화와 입력강우의 높은 강우강도를 고
려하여 강우 기간 중에 최대증발량을 0.12mm/h로 설정하였지만, 강우의 
지속시간이 짧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차단에 의한 손실량이 크지 않은 것
으로 생각된다. 연간 차단 손실량의 절반 이상이 강우가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다는 연구결과(Reid and Lewis, 2007)는 강우사상, 특히 산사태 유
발 가능성이 있는 호우사상에 대하여 차단손실의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
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연구결과 및 고찰은 분석의 짧은 
시간적 범위와 TRIGRS 포화 침투모델의 민감한 반응성을 기반으로 도
출된 것이다. 만약 계산의 시간적 범위를 확장하여 장기간의 수문변동을 
고려하게 된다면 수목의 강우차단으로 인한 증발 및 증산작용이 산사태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이 연구의 결과와 다르게 나타날지도 모른다. 하
지만, 장기간의 분석이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재현기간이 긴 호우사상의 
경우에는 강우차단량이 작아지게 되므로(Xiao et al., 1998), 단기간의 집
중강우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표층 산사태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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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수목의 역학적 영향
  이 연구에서는 수목의 역학적 영향의 특성값으로 공간적으로 평균화된 
특성값을 이용하였다. 수목 하중의 경우, 단목에 대한 하중을 임분밀도를 
이용하여 공간적으로 평균한 값이고, 뿌리 점착력의 경우에는 임분밀도 
뿐만 아니라 토양의 깊이에 대해서도 평균화된 값을 이용하였다. 사실상 
이러한 역학적 영향은 수목의 위치에 따라 특성값의 변화가 크다. 수고 
30m, 흉고직경 80cm인 단목의 생체량은 100kN~150kN의 값을 가지며, 단
일 사면에서 수목의 위치에 따라 사면의 FS가 ±10%까지 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Greenwood et al., 2004). 또한, 뿌리 점착력 값도 토심에 따
른 뿌리 생체량의 감소 경향을 감안하면 표토층에 비하여 심토층으로 갈
수록 뿌리 점착력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수목의 역학적 
영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단목의 위치와 뿌리의 공간적 분포
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분석의 공간적 규모가 커지면 해당 특성
값의 공간적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하여 단목의 위치를 고려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산사태 발생 가능성과 연계하여 단목의 
위치를 고려한 연구는 현재 소규모의 범위에서 사례연구(예: Schwarz et 

al., 2010) 수준에서 수행되고 있다.

  한편, 선행연구(Schmidt et al., 2001; Casadei et al., 2003; Schwarz et al., 

2010)에 의하면 뿌리 점착력은 작용 방향에 따라 기저뿌리보강(basal root 

reinforcement)과 측면뿌리보강(lateral root reinforcement)으로 나눌 수 있으
며 표층 산사태에서는 측면 방향으로 작용하는 뿌리 점착력이 사면의 안
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무한 사면안정 해석에서 기저뿌리보강은 
가상의 파괴면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개념적으로 수목의 뿌리가 가상의 
파괴면에 위치하여야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산지사면에서 토양
층 내 수목 뿌리의 밀도는 깊이에 따라 감소하게 되어, 일반적으로 파괴
가 일어날 수 있는 깊이에서는 뿌리의 밀도가 매우 작다. 그러므로 뿌리
에 의한 사면안정의 보강효과를 정확하게 고려하기 위해서는 측면 뿌리 
보강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론적으로 측면 뿌리 보강력을 안정해석에서 고려하기 위해서는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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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해석이 필요하지만(Godt et al., 2008; Schwarz et al., 2010), 광역적인 
규모에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자료의 이용성과 모
델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3차원 해석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연구에서 
이용한 TRIGRS 모델도 1차원의 무한 사면안정 해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측면 방향의 뿌리 점착력을 고려할 수 없고 수직한 방향의 뿌리 
점착력만을 고려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광역규모의 산사태 
발생 가능성 평가에서는 기저뿌리보강만을 고려하되 그 값의 산정에 있
어서 보다 주의를 요하게 된다. 대안적으로 기저 뿌리 보강력에 대한 측
면 뿌리 보강력의 비율을 고려한 뿌리 점착력 특성값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4.3. TRIGRS 모델 반응성
  유역별로 모의된 압력수두와 FS의 시간적 변화는 TRIGRS 모델에서 
토심과 초기 지하수위의 중요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세 
유역의 수리적 특성으로는 토심 분포와 초기 지하수위(토심한계와 같다
고 가정)만 다르기 때문에, 유역별 압력수두 결과의 차이는 토심에 기인
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과시간에 따른 유역별 포화지역 모의 결과도 이
러한 판단과 잘 일치된다. TRIGRS의 무한 사면안정 해석모델은 토심의 
값이 증가할수록 FS가 감소하게 되고(Hammond et al., 1992), 증가된 토
심으로 인하여 토층하부에 작용하는 간극수압 값이 더 증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TRIGRS 모델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토심 분포를 정확하게 산
정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토심에 대한 구체적인 정
보가 없는 지역에 대한 TRIGRS 모델을 적용할 경우에는 토심시나리오
에 따른 매개변수 분석 방법(parametric analysis)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
다.

  연구대상지의 포화도 모의 결과를 보면 초기 지하수위의 위치를 토심
한계와 같다고 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수위의 상승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TRIGRS 포화 침투모델은 지하수위 상부의 
토양층 전체가 장력으로 포화되었다고 가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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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내부 침투수의 이동 속도를 포화 수리전도도와 같다고 가정하여 지
하수위를 매우 빠르게 상승시키는 원인이 된다. 또한, TRIGRS 수문모델
은 강우의 침투 및 유출을 유효강우와 포화 수리전도도 값의 단순한 크
기 비교에 의해 결정하여, 시간에 따라 침투능이 감소하게 되는 실제의 
침투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침투량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지하
수위의 빠른 상승을 유발하게 된다.

  한편, TRIGRS 모델의 최종 결과값인 FS를 해석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실제 사면의 파괴가 일어날 때에는 토
양의 유효 점착력은 거의 없어지고, 유효 마찰각은 잔류 마찰각에 가깝
게 변화하게 되지만(한국지반공학회, 1997), TRIGRS 모델은 토양의 수분 
및 응력 조건의 변화에 따른 토질 강도정수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다. 

또한, TRIGRS 모델은 토양층의 동질성(homogeneity)에 대한 가정을 바탕
으로 하고 있어서 다양한 토질 및 수리 특성을 가진 토양층으로 구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TRIGRS 모델이 
계산한 FS는 산사태 발생 가능성의 상대적인 지표로서 이해하여야 한다.

5. 결론
  이 연구에서는 물리기반 접근법을 이용하여 실제 산사태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산사태 발생에 대한 수목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를 위하여 TRIGRS 모델을 수목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수정한 후, 

동일한 대상지에 대하여 시나리오 기반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산
사태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수목의 역학적인 영향이 수문학
적인 영향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났다. 또한, TRIGRS 모델은 토
심 및 지하수위에 매우 민감하여, 광역적인 공간 규모에서 TRIGRS 모델
을 적용할 경우에는 토심 및 지하수위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모의결
과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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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물리기반 산사태 발생 가능성 평가모델의 
광역적 적용

1. 서론
  국내에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물리기반 모델을 도입한 
연구는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김재수 등(2000)은 경기도 파주 내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SHALSTAB(Montgomery and Dietrich, 1994)을 
시험적으로 적용하였으며, 차경섭(2004)은 SHALSTAB을 기반으로 사면
단위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산사태 발생 가능성 평가모델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소규모 연구대상지에서 시행된 연구들로서 
모델 구동에 필요한 자료를 현장측정조사 및 시험을 통하여 구축하였다.

  광역규모의 산사태 발생 가능성 평가에 물리기반 모델을 이용한 연구
는 김민구 등(2005)과 이상희(2005)에 의해 시작되었다. 김민구 등(2005)

은 강원도 강릉지역을 대상으로 정밀토양도 및 임상도 등의 기 구축된 
환경 특성 DB를 바탕으로 토양 포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무한 사면안정 
해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상희(2005)는 충북 보은군을 대상으로 
SHALSTAB을 적용하고 한계강우량을 이용하여 시나리오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오경두 등(2006)은 경기도 용인 달봉산 지역을 대상으
로 토질 특성 시나리오에 따른 SINMAP(Pack et al., 1998)의 모델 적용성
을 평가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강우 및 지하수 등의 수문과정을 정적으
로 취급한 연구들이다. 이헌우(2011), 김판구(2012), 오성렬(2012), 김영
(2013) 등도 정밀토양도를 기반으로 하여 정적상태의 지하수 흐름을 가
정하여 유사한 연구들을 진행하였다. 한편, 박병수(2006) 및 정남수 등
(2011)은 자료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토질자료의 확률분포를 가정한 몬
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확률적인 접근을 실시하였다.

  동적인 수문모델을 적용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평가한 연구로는 유
남재 등(2001)이 강원도 횡성의 개발지구를 대상으로 Dyrness(1696)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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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모형과 무한 사면안정 해석을 적용한 연구가 있다. 이후, 채종길 등
(2010)은 일본 교토지방을 대상으로 2차원 연속방정식과 Darcy 공식을 
결합한 川谷(1981)의 집수모델과 무한 사면안정 해석을 이용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유철상 등(2010)은 Richards 공식과 Darcy 공식을 결합한 1

차원 침투해석과 무한 사면안정 해석을 결합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하지
만,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공간적으로 소규모의 연구지역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광역규모에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평가한 연구는 거의 
없다. 결론적으로 국내에서 강우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동적 수문모
델이 적용된 광역규모의 산사태 발생 가능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제 3장에서는 광역적인 규모에서 수정 TRIGRS 모델을 적용하는 방안
을 논하고자 한다. 제 2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수정 TRIGRS 모델은 강우
의 동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물리기반의 모델이며, 수정과정을 통하
여 임상 특성 역시 고려할 수 있게 된 모델이다. 제 3장의 세부 연구에
서는 수정 TRIGRS 모델의 매개변수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대
하여 논의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면산 산사태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수정 TRIGRS 모델을 적용하고, 실제 산사태 발생원과 모의결과를 비교
하였다. 제 3장의 구성은 수정 TRIGRS 모델의 모의에 필요한 매개변수
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서술한 후, 제안한 방법에 의해 산정된 
매개변수를 이용한 산사태 발생 가능성 평가에 대한 사례연구를 서술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2. 물리기반 모델의 광역적 적용을 위한 매개변수 산정
  산사태 발생 가능성 평가에서 물리기반 모델이 가지는 장점 중 하나는 
실측자료가 없는 곳에서도 선행연구를 참조하거나 다른 지역의 자료를 
변형하여 이용하는 등의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매개변수를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석의 공간적 규모가 커질수록 자료의 불확실성
이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모의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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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Barthurst et al., 2010). 그러므로 물리모델을 이용하여 광역규모의 산
사태 위험도 평가에 있어서 매개변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절대적으로 중
요하며, 합리적인 매개변수를 산정하는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인 모의 결
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획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광역규모에서 물리기반 모델의 매개변수를 산정하는 방법
은 대상지역의 기 구축된 자료의 질과 양에 의존하게 된다. 광역규모에
서는 지점별 현장조사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비용 차원에서 비효율적이
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내의 경우에는 수치임상도, 수치지질도, 

수치토양도 등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DB를 이용하여 매개변수를 산정하
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절에서는 수
정 TRIGRS 모델의 모의에 필요한 매개변수를 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
고자 한다.

 2.1. 수정 TRIGRS 모델 모의에 필요한 매개변수
  수정 TRIGRS 모델의 모의를 위해서 필요한 입력자료 및 매개변수는 
그 특성에 따라 크게 강우자료, 지형 특성 자료, 토양 특성 자료 및 임상 
특성 자료로 나눌 수 있다. 세부적으로 필요한 매개변수는 다음의 표 
3-1과 같다.

 2.2. 강우자료
  수정 TRIGRS 모델에서 강우자료로서 강우 지속시간과 강우강도가 이
용된다. 국내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친 연속강우로 인해서 지하수가 지
속적으로 상승하여 발생하는 심층 붕괴 산사태보다는 짧은 강우기간 동
안의 폭우로 인한 침윤전선의 하강에 의한 표층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므
로, 비교적 짧은 지속시간 동안의 강우강도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단위측정시간이 짧은 강우자료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
로 이용 가능한 강우자료는 10분 단위가 최소 단위이지만, 분석의 공간
적 규모와 수정 TRIGRS 수문모델의 특성을 고려하면 시간 단위의 강우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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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 수정 TRIGRS 모델 모의에 필요한 입력자료 및 매개변수
구분 입력자료 혹은 매개변수

강우자료   ㆍ강우지속시간
  ㆍ강우강도

지형 특성 자료
  ㆍ고도
  ㆍ경사도
  ㆍ유출 흐름방향

토양 특성 자료

  ㆍ토양 단위중량
  ㆍ토양 점착력
  ㆍ토양 내부 마찰각
  ㆍ토양 포화 수리전도도
  ㆍ토양 포화 수리 확산계수
  ㆍ토양 정상 강우 침투율
  ㆍ토심 및 초기 지하수위

임상 특성 자료   ㆍ수목 하중
  ㆍ수목 뿌리 점착력

  입력 강우자료의 종류로서 산사태 발생지를 대상으로 하는 역해석인 
경우에는 티센망(Thiessen network) 분석에 의해 연구대상지에서 가장 근
접한 관측소에서 측정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대상지역
이 산사태 발생지가 아니거나 미래의 산사태 발생 위험도를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관측강우가 아닌 산사태 유발 임계 강우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3. 지형 특성 자료
  수정 TRIGRS 모델의 모의를 위한 지형 특성 자료를 구축하는데 있어
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 중 하나는 자료의 해상도
(resolution) 즉, 수정 TRIGRS 모델과 같은 셀 기반 모델의 경우에는 단위 
셀의 크기이다. 일반적으로 지형자료의 해상도는 분석의 대상과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Claessens et al., 2005). 이 세부 연구에서는 30m×30m 크기
의 정방형 분석단위를 기준으로 자료를 구축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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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균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표층 산사태는 발생 길이 20m~200m, 

발생 폭 6m~29m의 크기로 조사되었다.

  2) 국내의 기 구축된 환경 특성 DB의 축척은 대부분 1:25,000 이상 이
다. 공간분석의 해상도는 가장 해상도가 낮은 자료를 기준으로 설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Glade and Crozier, 2004).

  3) 분석의 공간적인 규모를 고려하면 고해상도의 자료를 구축 및 분석
하는 데에는 과다한 비용이 요구된다.

  고도 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구축한 30m급 DEM을 이용하였다. 

경사도 및 유출수 흐름방향 자료는 DEM을 공간분석하여 생성한다. 수정 
TRIGRS 모델의 모의에 필요한 유출흐름을 산정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오류를 피하기 위해 경사도 및 흐름방향을 생성하기 전에 미세
지형의 sink를 보정하였다.

 2.4. 토양 특성 자료
  2.4.1. 강도 특성 인자
  수정 TRIGRS 모델의 입력자료로서 토양 특성 자료 중 토양 단위중량, 

토양 점착력 및 토양 내부 마찰각 등은 토양의 강도와 관련된 특성이다. 

일반적으로 토양의 강도 특성은 이용 목적에 맞는 시험 및 측정 방법을 
이용하여 실측한다. 하지만, 분석의 공간적인 규모가 큰 경우에는 모든 
지역에 대하여 실측값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적절한 
방법을 이용한 추정값을 이용하게 된다.

  국내에서 토양의 강도 특성은 주로 소유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는 실측자료를 이용하였지만(유남재 등, 2001; 차경섭, 2004; 박병수, 

2006; 김민석 등, 2007; 채종길 등, 2010; 정남수 등, 2011), 공간적 규모
가 큰 연구에서는 시나리오 기반의 일반적인 토질 특성 시나리오에 따라 
분석하거나(오경두 등, 2006; 박병수, 2006), 혹은 기 구축된 DB를 이용
하여 유추한 값을 이용하였다(김민구 등, 2005; 김기욱, 2009; 유철상 등, 

2010; 이헌우, 2011; 김판구, 2012; 오성렬; 2012; 김영, 2013). 이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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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분석의 공간적 규모를 고려하여 기 구축된 DB를 이용하여 특성값
을 유추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토질 강도 특성을 산정하기 
위해서 이용한 방법은 국립방재연구소(2004)가 제안한 정밀토양도의 토
양통별로 sand, silt, clay의 구성비를 이용한 추정법이다. 국립방재연구소
(2004)는 표 3-2와 같이 sand, silt, clay 입자별 단위중량 및 점착력을 제
시하였다.

    표 3-2. 입자별 표준 특성값(국립방재연구소, 2004)

특성 sand silt clay

단위중량(kN/m3) 19.60 16.66 16.66

점착력(kPa) 0 9.80 16.66

  이 연구에서는 전술한 방법을 이용하되 분류대상이 되는 자료는 국립
방재연구소가 이용한 정밀토양도가 아닌 산림입지토양도를 이용하였다. 

대부분의 표층 붕괴 산사태의 발생원이 산림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농업
용지로 이용 가능한 평지지역을 주 대상으로 작성된 정밀토양도보다 산
지토양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산림입지토양도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
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전국의 산림토양을 표 3-3과 같이 28개 산림토양
형으로 분류하고, 산림토양형별 이화학적 표준 특성을 제시하였다(국립
산림과학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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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 산림토양분류 체계
토양군 토양아군 토양형

갈색산림토양
갈색산림토양

ㆍ갈색건조산림토양
ㆍ갈색약건산림토양
ㆍ갈색적윤산림토양
ㆍ갈색약습산림토양

적색계갈색산림토양 ㆍ적색계갈색건조산림토양
ㆍ적색계갈색약건산림토양

적황색산림토양 적색산림토양 ㆍ적색건조산림토양
ㆍ적색약건산림토양

황색산림토양 ㆍ황색건조산림토양

암적색산림토양
암적색산림토양

ㆍ암적색건조산림토양
ㆍ암적색약건산림토양
ㆍ암적색적윤산림토양

암적갈색산림토양 ㆍ암적갈색건조산림토양
ㆍ암적갈색약건산림토양

회갈색산림토양 회갈색산림토양 ㆍ회갈색건조산림토양
ㆍ회갈색약건산림토양

화산회산림토양 화산회산림토양

ㆍ화산회건조산림토양
ㆍ화산회약건산림토양
ㆍ화산회적윤산림토양
ㆍ화산회습윤산림토양
ㆍ화산회자갈많은산림토양
ㆍ화산회성적색건조산림토양
ㆍ화산회성적색약건산림토양

침식토양 침식토양
ㆍ약침식토양
ㆍ강침식토양
ㆍ사방지토양

미숙토양 미숙토양 ㆍ미숙토양
암쇄토양 암쇄토양 ㆍ암쇄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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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술한 국립방재연구소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28개 산림토양형별로 단
위중량과 점착력을 산정하였다. 예를 들어, 갈색건조산림토양의 경우에는 
토양층 A층의 sand, silt, clay 구성비가 각각 47%, 37%, 16%로서 아래와 
같이 단위중량과 점착력이 추정되었다.

  1) 단위중량 = (19.60×47%)+(16.66×37%)+(16.66×16%) = 18.04kN/m3

  2) 점착력 = (0×47%)+(9.80×37%)+(16.66×16%) = 6.27kPa

  한편, 토양 내부 마찰각은 산림토양형별로 분류된 토성을 이용하여 추
정하였다. 국립방재연구소(2004)는 토성별 내부 마찰각을 아래 표 3-4와 
같이 제시하였다. 갈색건조산림토양의 경우를 예로 들면, 해당 토양의 토
성이 사양토 혹은 양토로 분류되므로 28°(사양토)와 25°(양토)의 산술평
균값인 26.5°를 부여하였다.

              표 3-4. 토성별 내부 마찰각(국립방재연구소, 2004)

토성 내부 마찰각(°)

미사질식양토 22

미사질양토 27

사양토 28

세사양토 27

식양토 20

양질사토 30

양질세사토 30

양질조사토 30

양토 25

  2.4.2. 수리 특성 인자
  토양의 포화 수리전도도는 추정에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수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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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다(Rawls et al., 1993). 토양 포화 수리전도도를 산정하기 위해서 
Pedo-Transfer Function(PTF)을 이용하였는데, PTF는 비교적 측정하기 쉬
운 입경분포, 유기물 함량 등과 같은 토양의 물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그 
수리적 특성을 추정하는데 이용되는 함수식을 말한다. 정강호 등(2007)은 
정밀토양도 및 토지이용현황 자료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밭토양, 논토양 
및 산림토양에 대한 PTF를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식 (3-1)과 같은 산림
토양에 대한 PTF를 적용하여, 산림토양형별 입경분포 및 유기물 함량 정
보를 이용하여 포화 수리전도도를 산정하였다.

 ×
  ×  ×    (3-1)

여기서, Ksat = 포화 수리전도도(cm/s), S = sand 함량(%), C = clay 함량
(%), OM = 유기물 함량(%)이다. 식 (3-1)을 갈색건조산림토양에 적용하
면, 토양층 A층의 경우에는 sand 47%, clay 16%, 유기물 4.6%이므로 포
화 수리전도도는 1.29×10-5m/s로 추정되었다.

  2.4.3. 산림토양형별 토양 특성 산정값과 실측자료와 비교
  전술한 방법으로 28개 산림토양형별로 토양 단위중량, 토양 점착력, 토
양 내부 마찰각 및 토양 포화 수리전도도를 산정하였다. 하지만, 동일한 
토양 아군으로 분류된 산림토양형들은 입경분포와 유기물 함량이 서로 
비슷하여 산정된 강도정수 및 포화 수리전도도의 값의 차이가 거의 없었
다. 이에 따라 광역규모에서 수정 TRIGRS 모델의 모의 효율성을 고려하
여, 토양 아군을 기준으로 산정된 토양 특성값이 유사한 산림토양형들을 
하나의 토양형으로 재분류하였다. 그 결과는 표 3-5와 같으며, 재분류된 
토양형의 특성값은 최초 산림토양형별로 산정된 값의 평균으로 지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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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5. 최종 분류된 산림토양형별 토질 강도정수 및 포화 수리전도도
No. 토양형 단위중량

(kN/m3)
점착력
(kPa)

내부
마찰각(°)

포화 수리
전도도(m/s)

1 갈색산림토양 17.82 6.80 26.9 3.52×10-5

2 적색계갈색산림토양 17.08 10.42 25.8 8.85×10-7

3 적색산림토양 18.05 6.29 21.3 4.11×10-6

4 황색산림토양 17.30 9.34 21.0 2.62×10-6

5 암적색산림토양 16.91 11.41 22.0 1.40×10-6

6 암적갈색산림토양 17.77 6.87 26.8 8.55×10-6

7 회갈색건조산림토양 17.12 10.17 22.0 1.40×10-6

8 회갈색약건산림토양 17.35 8.88 27.0 4.17×10-6

9 화산회산림토양 17.34 7.99 26.8 1.88×10-4

10 침식토양 18.95 2.44 29.0 2.26×10-5

11 미숙토양 18.07 6.67 26.5 2.92×10-6

12 암쇄토양 18.51 4.76 28 6.43×10-6

평균값 17.69 7.67 25.2 2.32×10-5

최소값 16.91 2.44 21.0 8.85×10-7

최대값 18.95 11.41 29.0 1.88×10-4

  산림토양형에 따른 특성 산정값이 현실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에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것을 산사태 발생지에서 실측한 값과 비교하였
다. 비교를 위해서 선정된 지역은 1991년 용인 및 안성 산사태 지역(김
경수 등, 2005), 1998년 장흥, 상주, 포항 산사태 지역(김경수, 2006), 

2006년 평창 산사태 지역(이문세 등, 2009)이다. 지역별 행정경계 내에서 
분류된 산림토양형의 면적평균값을 연구결과 값으로 이용하였으며, 실측
값은 그 평균값을 비교대상으로 이용하였다.

  표 3-6은 산림토양형을 이용하여 산정한 본 연구의 결과값과 실측값을 
지역별로 정리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연구결과와 실측값 간의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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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하지만, 습윤 단위중량, 내부 마찰각 및 포화 수리전도도의 경우 
연구결과와 실측값 간의 차이의 경향이 유사하게 나타나서, 추후 산림토
양형을 이용하여 토양 특성을 산정하는 방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표 3-6. 산사태 발생 지역의 실측값과 연구결과 비교

지역 항목
습윤

단위중량
(kN/m3)

점착력
(kPa)

내부
마찰각

(°)

포화 
수리전도도

(m/s)

용인, 안성 
(김경수 등,

2005)

연구결과 17.85 6.68 27.0 3.49×10-5

실측평균(n=40) 16.22 8.13 34.0 6.55×10-5

실측평균 대비 % +10.0 -17.8 -20.6 -46.7

장흥
(김경수, 

2006)

연구결과 17.90 6.51 27.0 3.40×10-5

실측평균(n=28) 14.72 8.62 33.0 5.43×10-5

실측평균 대비 % +21.6 -24.5 -18.2 -37.4

상주
(김경수, 

2006)

연구결과 17.90 6.59 27.0 3.37×10-5

실측평균(n=29) 14.81 5.19 34.0 6.00×10-5

실측평균 대비 % +20.9 +27.0 -20.6 -43.8

포항
(김경수, 

2006)

연구결과 17.85 6.86 26.7 2.73×10-5

실측평균(n=39) 14.49 4.41 34.0 4.78×10-5

실측평균 대비 % +23.2 +55.6 -21.5 -42.9

평창
(이문세 등,

2009)

연구결과 17.70 7.44 26.2 2.95×10-5

실측평균(n=30) 15.44 3.92 33.0 1.27×10-4

실측평균 대비 % +14.6 +89.8 -20.6 -76.8

  2.4.4. 산림토양형별 토양 특성값을 이용한 토심 및 뿌리 점착력에 대
한 FS 민감도 분석

  12개의 산림토양형별로 토양의 강도 특성과 포화 수리전도도가 결정됨
에 따라, 지하수위와 경사도의 환경에 따른 수정 TRIGRS 모델의 무한 
사면안정 해석모델을 이용한 토심 및 뿌리 점착력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62

실시하였다. 민감도 분석의 조건으로 경사도를 완경사(경사도=5°), 중경
사(경사도=25°), 급경사(경사도=45°) 등 세 단계로 나누었으며, 토양층과 
암반으로 구성된 사면을 가정하여 두 층의 경계에서의 FS를 계산하였다. 

지하수위의 경우에는 각 토심과 뿌리 점착력의 분석에서 다르게 가정하
였는데, 토심에 대한 민감도 분석에서는 건조토양에서의 가능한 최대 토
심을 파악하기 위하여 토양층의 포화도가 0%인 조건(지하수위가 토양층
과 암반층의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으로 가정하였고, 뿌리 점착력에 대
한 민감도 분석에는 극한 강우 조건에서 뿌리 점착력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포화도가 100%인 조건(지하수위가 지표면에 위치하는 경우)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분석 조건 하에서, 토심의 경우에는 수목 하중 및 뿌리 점착력
과 같은 수목의 역학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값을 0.5m, 

1.0m, 1.5m, 2.0m로 변화시켜 가며 FS를 계산하였다. 반면, 뿌리 점착력
에 대해서는 그 값이 1kPa, 2kPa, 3kPa, 4kPa, 5kPa인 경우에 대해서 앞
서 설정한 4개의 토심 단계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뿌리 점착력
에 의한 FS의 증가량에 관심을 두고 수목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
와의 FS 차이를 계산하였다.

  그림 3-1은 12개 산림토양형별 토심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를 나타
낸 것이다. 모든 경사도에서 토심이 증가함에 따라 FS가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급경사지에서 토심이 1m이상인 경우, 몇몇 토양형에
서 FS가 1이하로 나타나며, 2m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토양형에서 FS가 1

이하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분류된 산림토양형 특성값을 이용할 
경우, 급경사지 조건에서는 토심이 1m 이상이 되면 지하수 조건에 상관
없이 항상 불안정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관점에서는 
급경사지에서 토심이 2m 이상인 경우는 대부분의 산림토양형에서 존재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a) 완경사 (경사도 = 5°) (b) 중경사 (경사도 = 25°) (c) 급경사 (경사도 = 45°)

그림 3-1. 산림토양형을 이용한 토심 민감도 분석 결과. 범례는 산림토양형을 나타낸 것으로, 각 숫자는 표 3-5에 나타
난 각 산림토양형별로 부여된 번호(No.)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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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그림 3-2는 뿌리 점착력에 대한 민감도 분석의 결과이다. 그림 
3-2에 나타난 값은 뿌리 점착력을 고려하지 않은 조건에서 12개의 산림
토양형별로 계산된 FS를 기준으로 뿌리 점착력을 고려한 경우에 계산된 
FS 평균값의 차이 즉, 증가값이다. 모든 경사도 조건에 있어서 뿌리 점
착력의 값이 커질수록 FS 증가량은 커지는 반면 토심이 커질수록 FS 증
가량이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단순히 FS 증가량으로만 비교할 경
우, 얕은 토심에서 뿌리 점착력이 FS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뿌리 점착력의 값이 5kPa일 경우에 산림토양형별 FS는 평균적으로 완경
사지에서는 6정도까지, 급경사지에서도 1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산림토양형별로 산정된 토양 점착력과 뿌리 점착력에 의한 FS의 증
가를 고려할 때, 뿌리 점착력 특성값이 5kPa 이상이 될 경우 FS를 과대
평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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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완경사(경사도 = 5°)

(b) 중경사(경사도 = 25°)

(c) 급경사(경사도 = 45°)

그림 3-2. 산림토양형을 이용한 뿌리 점착력 민감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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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토심분포자료
  무한 사면안정 해석모델의 일반적인 특성과 제 2장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수정 TRIGRS 모델은 토심에 매우 민감하다. 그러므로 수정 
TRIGRS 모델의 모의를 통해서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신뢰
성 있는 토심분포자료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광역적인 
수문 순환 및 산사태 해석 분야에서 토심분포자료는 주로 1) 기 구축된 
DB 자료를 이용하거나, 2) 모델링을 이용하여 토심분포를 추정하거나 혹
은 3) 매개변수 분석 혹은 시나리오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국
내의 선행연구에서는 각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정밀토양도의 유효토심을 
이용(김민구 등, 2005; 이헌우, 2011; 정남수 등, 2011; 오성렬, 2012)하거
나, 경사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방법(차경섭, 2004) 혹은 전체 분석영역에
서 토심을 단일 값으로 가정하는 방법(박병수, 2006) 등을 이용하여 왔
다.

  국내의 경우, 기 구축된 DB에 광역적인 토심분포 정보가 포함되어 있
는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제작한 정밀토양도와 산림청에서 제작한 산림입
지토양도 등이다. 두 DB는 모두 작물이나 수목의 뿌리가 자랄 수 있는 
유효토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이용되는 토심 즉, 토양층의 두께(soil thickness)와는 개념적
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정밀토양도와 산림입지토양도는 그 축척이 
1:25,000으로 토심과 같은 연속적인 자료를 나타내기에는 적당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Boer et al., 1996). 이러한 측면에서 기 구축된 DB의 토심분
포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토심분포를 산정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서, 모델링을 이용하는 방법으
로는 다변량 통계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지역의 환경 특성 인자와 토심과
의 관계를 분석하여 토심을 추정하는 방법(Boer et al., 1996; Tsai et al., 

2001; Kuriakose et al., 2009; Tesfa et al., 2009)과 토양의 형성과정을 개
념적인 모델로 설명한 프로세스 기반(process-based)의 방법(Dietrich et al., 

1995; Casadei et al., 2003; Pelletier and Rasmussen, 2009), 혹은 경사 혹은 
고도와 같은 인자에 대한 간단한 함수로 표현하는 방법(De Rose,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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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uliner et al., 1997; Salciarini et al., 2006) 등이 있다. 하지만, 다변량 통
계분석방법은 적용할 수 있는 대상지가 한정되어 광역규모에서 적용하기
가 어렵고, 프로세스 기반 모델의 경우에는 매개변수 추정이 쉽지가 않
다. 또한, 단일 지형 인자에 따른 함수 추정법은 그 정확성이 매우 낮다
는 한계점이 있다. 이처럼 모델링을 이용한 토심산정방법 역시 본 연구
에서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토심을 전 분석영역에서 동일 값으로 가정하
여 시나리오 기반의 방법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토심 시나리오는 대상 
지역의 토층 시추자료나 과거 산사태 발생 이력 등을 기반으로 단계별로 
작성하였다. 이를 통하여 토심의 공간적 분포에 의한 영향을 통제함과 
동시에, 특정 지점의 토심 변화에 따른 산사태 발생 위험도 변화를 고려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2.5. 임상 특성 자료
  제 2장에서 산사태 발생에 대한 수목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수문학적 
영향에 비하여 역학적 영향의 중요성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수목의 수문
학적 영향 즉, 강우차단효과의 미미한 영향과 함께 강우차단모델은 매개
변수 산정의 어려움 때문에 광역규모에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하
여 본 연구에서는 임상 특성으로서 수목의 역학적인 영향 즉, 수목 하중
과 수목 뿌리 점착력만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각 매개변수의 특성값은 기본적으로 수치 임상도를 이용하여 산정하였
다. 광역규모에서의 모의 효율성을 위해 임상정보(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와 소밀도정보(소, 중, 밀)를 이용하여 표 3-7과 같이 10개의 그룹
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에 대한 특성값을 산정하였다.

  수목 하중은 제 2장과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분류된 10개의 그룹별
로 산정되었다. 바이오매스 추정식을 이용하여 단목의 하중을 산정하기 
위해서, 그룹별로 대표 수종과 대표 흉고직경을 가정하였다. 대표 수종으
로서 침엽수림은 강원지방소나무, 활엽수림은 신갈나무가 각각 선택되었
고, 대표 흉고직경으로는 전체 임분을 모두 중경목(흉고직경 18cm~2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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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정하여 평균값인 23cm를 이용하였다. 최종적으로 함수율은 40%

로 가정하여 침엽수림과 활엽수림의 단목 1개체의 생중량을 산정하였다. 

그룹별로 산정된 단목의 생중량을 기반으로, 임분 소밀도에 따라 임분밀
도를 600그루/ha(소), 800그루/ha(중), 1,000그루/ha(밀)로 각각 가정하여 최
종적으로 단위면적 수목 하중을 산출하였다. 한편, 혼효림에 대한 수목 
하중 특성값은 임분밀도에 따라 침엽수림과 활엽수림의 산술평균  값으
로 선정하였다.

  수목 뿌리 점착력은 임상에 관계없이 임분 소밀도에 따라 세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그 이유는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수목 뿌리 점착력 값이 침
엽수와 활엽수 간에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오히려 영급, 뿌리밀도, 

토양 특성 등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표 3-8 참
조).

  뿌리 점착력은 개념적으로 뿌리의 강도와 단위 면적 내의 분포 밀도에 
의해 결정되며, 그 범위는 1kPa~25kPa이라고 알려져 있다(Norris et al., 

2008). 하지만, 산사태 발생 시 파괴면에서 뿌리 점착력의 값은 토심에 
따른 뿌리 밀도의 감소 경향에 따라 일반적으로 알려진 평균값보다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 산림토양형별 토심 및 뿌리 점착력에 대한 FS 민감도 
분석의 결과로부터 뿌리 점착력이 5kPa 이상인 경우에는 FS가 과대하게 
추산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표층 산사태 모델링에 뿌리 점착력을 
고려한 연구를 수행한 Chiaradia et al.(2012)도 가상 파괴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뿌리 점착력의 크기는 최대 5kPa 이하의 값이라고 제안하였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뿌리 점착력의 값의 범위를 1kPa~5kPa로 가
정하고, 뿌리 점착력 시나리오별로 임분 소밀도에 따라 표 3-9와 같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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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7. 임상 및 소밀도에 따른 수목 하중 산정 결과
코드 임상 임상구분 소밀도 수목 하중(kPa)

C 침엽수림

침엽수림

A(소) 0.177PC 침엽수 인공림
D 소나무림

PD 소나무 인공림
B(중) 0.236

PK 잣나무림
PL 낙엽송림
PR 리기다소나무림

C(밀) 0.294
Cr 삼나무림
Co 편백나무림
Ab 전나무
H 활엽수림

활엽수림

A(소) 0.279
PH 활엽수 인공림
Q 참나무림

B(중) 0.372
PQ 참나무인공림
Po 포푸라림

C(밀) 0.465
Ca 밤나무림

M 침활혼효림 혼효림
A(소) 0.228

B(중) 0.304

C(밀) 0.380

B 죽림

비산림지 - 0

F 벌채적지
O 미립목지
E 황폐지

LP 목장
L 경작지
R 제지
W 수체
Dn 임간나지
99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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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8. 일부 임상에 대한 뿌리 점착력 값 범위
임상 뿌리 점착력

(kPa)
조건 방법 출처

낙엽송림 0.81~8.41;
10.19

양토,
40년생 임분 Wu 모형 김동엽 등(2011);

오재헌 등(2011)

소나무림 10.39 - Wu 모형 오재헌 등(2011)

잣나무림 7.53~28.03;
9.70

양토,
40년생 임분 Wu 모형 김동엽 등(2011);

오재헌 등(2011)

침엽수 
인공림

3.3;
25.6~94.3

역질양토
현장 

전단시험;
Wu 모형

O'loughlin et al.(1982);
 Schmidt et al.(2001)

활엽수 
인공림 6.8~23.2

사질양토,
붕적토 Wu 모형 Schmidt et al.(2001)

밤나무림 2.94~23.32 토성: SC
현장 

전단시험 이인모 등(1991)

참나무림 13.23 신갈나무 Wu 모형 오재헌 등(2011)

  표 3-9. 임분 소밀도와 시나리오에 따른 뿌리 점착력 추정 결과
시나리오 뿌리 점착력(kPa)

소 중 밀
뿌리 점착력 ‘약’ 1.00 1.33 1.66

뿌리 점착력 ‘중’ 2.00 2.67 3.33

뿌리 점착력 ‘강’ 3.00 4.00 5.00

3. 사례연구 - 물리기반 모델의 광역적 적용
  이 단락에서는 수정 TRIGRS 모델을 실제 산사태 발생지에 적용하여 
광역규모의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제안한 방법을 이
용하여 매개변수를 산정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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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연구대상지
  본 세부 연구의 대상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소재한 우면산 지역이 
선정되었다. 제 2장에서 기술한대로 우면산 지역은 2011년 7월 산사태 
및 토석류가 발생한 곳으로서, 산사태 발생 특성에 관한 자료가 잘 구축
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대상지를 선정함으로써 제안된 방법으로 산
정된 매개변수와 실측자료를 비교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본 
세부 연구에서는 제 2장과 달리 광역규모에서의 분석을 위하여 우면산 
전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3.2. 모델 매개변수 산정
  본 단락에서는 2절에서 서술한 매개변수 산정 방법을 우면산 연구대상
지에 적용하는 과정 및 결과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3.2.1. 강우자료
  우면산 지역 부근의 강우관측소로는 남현관측소(국가표준관측소 코드: 

10182425), 서초관측소(국가표준관측소 코드: 10182401) 및 우면산 정상
에 위치한 공군부대 관측소가 존재하지만, 실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남현관측소와 서초관측소이다. 티센망 분석을 실시하면 우면산 지
역은 남현관측소 자료 적용지역과 서초관측소 자료 적용지역으로 구분되
지만, 연구대상지 내의 주요 산사태 발생원의 대부분이 서초관측소 자료 
적용지역으로 나타나 최종적으로 서초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하였다(그림 
3-3). 모의에 이용된 강우사상은 총강우량이 364.5mm이고, 강우 지속시간
은 23시간이며, 최대 강우강도는 67mm/h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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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연구대상지 티센망 분석 결과(대한토목학회(2012)의 그림 3-18을 수정
하여 이용하였음)

  3.2.2. 지형 특성 자료
  지형 특성 자료로서 국토지리정보원의 30m급 DEM을 기반으로 경사도
와 유출수의 흐름방향에 대한 공간자료를 각각 구축하였다. 30m×30m 크
기의 셀로 구축된 지형자료에 의하면, 전체 분석영역의 셀 개수는 7,230

개이고 면적은 약 6.5km2이다. 분석영역의 고도는 해발 24m~268m의 범
위에 있고, 경사는 0°~33°의 범위에 분포하였다. 그림 3-4는 구축된 우면
산 지역의 지형 특성 주제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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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도

(b) 경사도



74

(c) 유출수 흐름방향
그림 3-4. 연구대상지 지형 특성 주제도

  3.2.3. 토양 특성 자료
  우면산 지역은 산림입지토양도에 따르면 모두 갈색산림토양으로 분류
되어, 전체 지역에 동일한 값의 토양 강도정수와 포화 수리전도도를 이
용하여 모의하였다. 구체적으로 토양 단위중량은 17.82kN/m3, 점착력은 
6.80kPa, 내부 마찰각은 26.9°, 그리고 포화 수리전도도는 3.52×10-5m/s로 
설정되었다. 표 3-10은 우면산 3개 유역의 설계지반정수 값과 본 연구의 
결과값을 비교한 것이다. 단위중량 및 내부 마찰각의 경우에는 본 연구
결과 값이 설계지반정수의 20%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점
착력과 포화 수리전도도는 설계지반정수와 큰 차이가 있었다. 특히, 포화 
수리전도도의 경우, 본 연구결과 값이 설계지반정수보다 약 4.5배 큰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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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설계지반정수와 연구결과 비교

토양 특성 설계지반정수 연구결과
설계지반정수 
대비 연구결과 

차이(%)

단위중량(kN/m3) 17.8~18.5 17.82 -3.7~+1.0

점착력(kPa) 10.2~12.8 6.80 -46.9~-33.3

내부 마찰각(°) 22.4~26.6 26.9 +1.1~+20.1

포화 수리전도도(m/s) 8.00×10-6 3.52×10-5 +340.0

  3.2.4. 임상 특성 자료
  4차 수치임상도에 의하면 우면산은 전체 분석 영역의 83%가 활엽수림
으로 분류되었으며, 소밀도는 전체 임분의 70%가 ‘밀(C)’한 것으로 나타
났다(그림 3-5, 그림 3-6). 이에 따라 우면산 지역에는 전반적으로 큰 값
의 수목 하중 및 뿌리 점착력이 산정되었다. 그림 3-7은 임상 및 임상 
소밀도에 따라 분류된 우면산의 수목 하중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5. 연구대상지 임상 대분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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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연구대상지 소밀도 현황

그림 3-7. 연구대상지 수목 하중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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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모의 초기 조건 및 결과 평가 방법
  모의에 필요한 토양 수리적 특성은 제 2장의 초기 조건과 동일하게 가
정되었다. 초기 지하수위는 토사층과 암반층의 경계에 위치하고, 불포화
토층의 초기 토양수분 조건을 장력으로 포화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포화 수리 확산계수와 정상 강우 침투율 역시 각각 포화 수리전도도의 
100배와 0.01배로 설정하였다.

  토심 분포는 우면산 소유역의 토심 분포 및 산사태 붕괴 심도를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전 지역에서 1m, 2m, 3m의 동일한 토심 분포를 가정한 
 3개의 시나리오로 설정하였다. 한편, 수목 뿌리 점착력에 대해서도 역시 
약, 중, 강의 3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최종적으로 토심 및 뿌리 점
착력 시나리오에 의한 총 9개의 매개변수 조합에 대한 수정 TRIGRS 모
델의 모의를 실시하였다.

  한편, 토심 및 뿌리 점착력 시나리오에 따른 수정 TRIGRS 모델의 모
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Huang and Kao(2006)가 제안한 MSR(Modified 

Success Rate)지수를 이용하였다. MSR지수는 실제로 발생한 산사태 중 
산사태 발생 가능성 평가모델에 의해 정확하게 예측된 비율을 의미하는 
SR(Success Rate)과 모델의 안정한 지역에 대한 예측률을 함께 고려한 것
으로 다음의 식 (3-2)와 같이 표현된다.



 × 실제 발생한 산사태 개수
정확하게 예측된 산사태 개수  ×  안정한 셀 개수

정확하게 예측된 안정한 셀 개수 
 

(3-2)

  MSR지수를 적용하기 위한 산사태 발생 기준, 즉 사면파괴의 기준은 
이론적으로 FS=1이지만, 방재적 측면을 고려하여 파괴기준이 FS=1, 1.1, 

1.2, 1.3, 1.4, 1.5인 경우에 대해서 각각 MSR지수를 산정하여 평가하였
다.

  MSR지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실제 산사태 발생원(산사태 발생원 위치 
자료는 대한토목학회에서 2012년 실시한 ‘우면산 산사태 발생원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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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위험도 평가’ 학술용역과제의 결과물임을 밝힘)을 분석 셀의 기준 크
기에 맞춰 30m×30m의 셀로 변환하였다. 총 153개의 산사태 발생원 중 
공군부대 지역 내에서 발생한 13개 지점을 제외한 140개 발생원 지점 각
각을 수정 TRIGRS 모델의 분석 영역에 맞추어 단일 셀로 변환시켰다. 

그 결과, 서로 인접한 발생원 간에 중복되어 생성된 셀을 제외한 134개 
셀을 최종적으로 MSR지수 산정을 위한 산사태 발생원으로 채택하였다. 

그림 3-8은 최종적으로 변환된 산사태 발생원 셀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
다.

그림 3-8. 셀로 변환된 산사태 발생원의 공간적 분포

 3.4. 모의 결과 및 MSR지수 평가 결과
  표 3-11은 토심 및 뿌리 점착력 시나리오에 따라 수정 TRIGRS 모델의 
모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종합적으로 토심이 깊어질수록 FS 평균, 표
준편차 및 최솟값 모두 감소한 반면, 뿌리 점착력이 커지는 경우에는 FS 

평균, 표준편차 및 최솟값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9, 

3-10, 3-11은 토심 시나리오와 수목 뿌리 점착력 시나리오에 따른 모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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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3-11. 토심 및 뿌리 점착력 시나리오에 따른 FS 모의 결과
토심 

시나리오
뿌리 점착력 

시나리오
FS 모의 결과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FS<1 영역
비율(%)

1m

약 3.27 1.84 1.38 0

중 3.61 1.90 1.47 0

강 3.94 1.95 1.47 0

2m

약 2.24 1.52 0.88 2.2

중 2.42 1.57 0.97 0.3

강 2.60 1.61 0.98 0.0

3m

약 1.88 1.38 0.70 13.5

중 2.00 1.42 0.77 7.9

강 2.12 1.46 0.8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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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뿌리 점착력 ‘약’ 시나리오

(b) 뿌리 점착력 ‘중’ 시나리오

(c) 뿌리 점착력 ‘강’ 시나리오
그림 3-9. 토심 1m 시나리오에서의 FS 모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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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뿌리 점착력 ‘약’ 시나리오

(b) 뿌리 점착력 ‘중’ 시나리오

(c) 뿌리 점착력 ‘강’ 시나리오
그림 3-10. 토심 2m 시나리오에서의 FS 모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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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뿌리 점착력 ‘약’ 시나리오

(b) 뿌리 점착력 ‘중’ 시나리오

(c) 뿌리 점착력 ‘강’ 시나리오
그림 3-11. 토심 3m 시나리오에서의 FS 모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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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2는 토심 및 뿌리 점착력 시나리오별 FS 모의결과와 실제 산사
태 발생원 지점 간의 비교를 통하여 MSR지수를 산정한 결과를 나타내
고 있다. 전체적으로 토심을 3m로 가정한 시나리오가 분석에 이용한 파
괴기준의 전체 영역에서 MSR지수가 가장 높게 계산되었다. 특히, 파괴
기준이 FS가 1.3 이하인 경우에는 토심 3m-뿌리 점착력 ‘약’ 시나리오에
서 MSR지수가 가장 높게 산정되어 해당 시나리오 조합에서 모델의 적
용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3-12. 토심 및 뿌리 점착력 시나리오에 따른 MSR지수 평가 결과
파괴기준

(FS)

뿌리 점착력 '약' 뿌리 점착력 '중' 뿌리 점착력 '강'

1m 2m 3m 1m 2m 3m 1m 2m 3m

1 0.500 0.531 0.583 0.500 0.502 0.555 0.500 0.500 0.541

1.1 0.500 0.547 0.622 0.500 0.535 0.596 0.500 0.506 0.555

1.2 0.500 0.579 0.654 0.500 0.546 0.624 0.500 0.531 0.597

1.3 0.500 0.612 0.671 0.500 0.574 0.663 0.500 0.544 0.626

1.4 0.503 0.636 0.656 0.500 0.610 0.669 0.500 0.570 0.664

1.5 0.513 0.662 0.642 0.500 0.629 0.655 0.500 0.598 0.668

 3.5. 산지 내 위치에 따른 모의결과 분석
  그림 3-12는 우면산 연구대상지를 산록부, 산복부 및 산정부로 구분하
여 나타낸 것이다. 산림청(2001)의 용어정의에 따라 연구대상지역을 고도
에 따라 삼등분하여 가장 낮은 지역을 산록부, 중간 지역을 산복부, 그리
고 가장 높은 지역은 산정부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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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연구대상지의 산록부, 산복부 및 산정부 구역 분류 결과

  표 3-13은 산록부, 산복부 및 산정부의 특성 및 수정 TRIGRS 모델의 
모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상대면적에서 산록부가 전체 연구대상지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산복부와 산정부가 뒤따르고 
있다. 산정의 비율이 10% 이하로 나타나고 있는데 분석에서 제외된 공
군부대지역의 면적까지 합산하면 산정의 비율이 조금 높아질 것으로 판
단된다. 한편, 산사태 발생원 개수의 경우, 산복부에서 전체 발생원 140

개 중 55%인 77개가 집중되어 나타난 것으로 알 수 있다. 하지만, 면적
당 산사태 발생원의 개수를 살펴보면 산정 지역에서 3.57개소/%면적으로 
산사태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가장 높
은 적중률을 나타낸 토심 3m-수목 점착력 ‘약’ 시나리오의 모의 결과에
서도 나타나는데, 산정부의 FS 평균값이 1.36으로 가장 낮아 평균적으로 
산사태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MSR지수에 의한 
모의결과의 평가 역시 산정부에서 가장 높은 적중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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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산록부, 산복부 및 산정부의 특성 및 모의 결과

구분 상대면적
(%)

산사태 
발생원 개소

상대면적 당 
산사태 개수
(개소/%면적)

토심 3m-수목 점착력 
‘약’ 시나리오 기준

FS 평균 MSR

산록부 54.7 33 0.60 2.24 0.501

산복부 36.9 77 2.09 1.46 0.542

산정부 8.4 30 3.57 1.36 0.586

 3.6. 설계지반정수를 이용한 모의 결과와 비교
  본 연구에서 산정한 토양 특성값에 대한 간접적인 검증 차원에서 제 2

장에서 활용하였던 우면산 내 소유역의 설계지반정수(대한토목학회, 

2012)을 이용한 수정 TRIGRS 모델의 모의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모
의에 이용한 설계지반정수는 세 곳의 유역에 대하여 각각 산정된 값의  
평균값으로서, 구체적으로 각각 토양 단위중량은 18.10kN/m3, 점착력은 
11.4kPa, 내부 마찰각은 25.2°, 포화 수리전도도는 8.00×10-6m/s의 값을 이
용하였다. 토심 및 뿌리 점착력 시나리오는 사례연구결과에서 가장 좋은 
모델 적용성을 나타내었던 토심 3m-뿌리 점착력 ‘약’ 시나리오를 이용하
였으며, 이외의 모의초건 등은 모두 사례연구의 경우와 동일하게 설정하
였다.

  설계지반정수를 이용한 모의결과는 표 3-14에 사례연구의 모의 결과와 
함께 제시하였다. 설계지반정수를 이용한 모의는 전반적으로 사례연구의 
모의에서보다 안정한 결과를 산출하였는데, FS<1 영역의 비율이 전체 분
석영역의 3% 정도로 모의되어 사례연구의 결과보다 10%포인트 작게 나
타났다. 하지만, 설계지반정수를 이용한 모의 결과의 MSR지수는 0.532로 
계산되어, 사례연구의 MSR지수 값인 0.58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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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4. 설계지반정수와 연구결과를 이용한 모의 결과 비교

토양 특성값
FS 모의 결과

MSR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FS<1
영역비율(%)

설계지반정수 2.21 1.52 0.86 2.7 0.532

연구결과 1.88 1.38 0.70 13.5 0.583

4. 고찰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산림토양형별 입자 구성비를 이용하여 토양 강도 특성 
및 포화 수리전도도를 추정하였다. 실제 토성이 같고 유사한 입경분포 
특성을 가진 토양 간에도 압밀도, 다짐정도 및 토양의 생성이력 등에 의
해 강도 특성과 포화 수리전도도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또한, 토양  
특성의 공간적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국내의 토양 특성을 몇 개의 그룹으
로 분류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소규모 지역의 토양 특성값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아닌 광역적인 규모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매개변수를 추정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선행연구에서 많이 이용되었던 국립방재연구소(2004)가 
제안한 방법론을 이용하여 산림입지토양도의 정보를 바탕으로 토양의 특
성을 산정하였다는데서 의의가 있다. 물리기반 모델의 토양 특성 매개변
수를 산정하는데 기존에 통용되어왔던 방법론을 토대로 산림토양형에 적
용함으로써 비교적 합리적으로 산림토양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설계지반정수의 평균값을 이용하는 것보다 본 연구결과 값을 
이용한 것이 높은 MSR지수 값으로 평가된 것에서 간접적으로 본 연구
결과의 적용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제안한 산림토양형을 이용한 토
양 특성 산정방법의 객관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측값을 기
초로 한 추가적인 검증 및 보완작업이 요구된다. 실제 이 방법을 적용하
는데 있어서는 기 산정된 산림토양형별 특성값을 대상지 토양의 실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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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토대로 보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편, 토심 분포 및 뿌리 점착력을 시나리오로 가정하여 분석한 이유
는 두 매개변수의 결과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큰 반면에, 기 구축된 신
뢰성있는 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토심과 뿌리 점착력을 
시나리오 기반으로 분석함으로서 다소 결과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지만은 자료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산
림토양형별 토양 특성을 이용함으로써 토심 및 뿌리 점착력에 대한 민감
도 분석을 실시하여 두 매개변수가 가질 수 있는 현실적인 값의 범위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다.

  수정 TRIGRS 모델의 모의 결과는 MSR지수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시나리오별 평가에서 토심 3m-뿌리 점착력 ‘약’ 시나리오에서 가장 높은 
MSR지수가 계산되었다. 우면산의 깊은 토심조건을 고려하면 토심 3m 

시나리오에서 MSR지수가 가장 큰 값으로 계산된 것은 현실을 잘 반영
한 모의결과라고 판단된다. 뿌리 점착력 ‘약’ 시나리오에서 MSR지수가 
가장 높게 계산된 것은 토심이 깊어져서 산사태에 대한 뿌리 점착력의 
영향이 작아진 것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토심 및 뿌리 점착력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물리기반 산사태 발생 가능성 평가모델을 광역규모에서 
적용하고, 그 과정에서 매개변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
는 모델의 매개변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국내에 기 구축된 DB를 바탕
으로 산지관리 목적에 맞도록 합리적인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산정된 물
리기반 모델의 매개변수가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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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물리기반 모델을 이용한 광역규모의 산사태 

발생 가능성 평가

1. 서론
  앞선 두 장의 연구내용이 실제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역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산사태에 대한 수목 영향과 매개변수 산정 방법의 적절
성 등을 평가하였다면, 제 4장에서는 대상지역의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주 내용을 이룬다. 산사태 발생 가능
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수정 TRIGRS 모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측자
료가 아닌 다른 종류의 입력 강우자료 즉, 개념적으로 산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강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기준강우는 일반적으로 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최소의 강우량이라는 
의미로 임계강우(threshold rainfall)로 이해될 수 있다. 국외에서는 임계강
우와 표층 산사태 모델링을 연계한 연구(内田太郎 등, 2009; Salciarini et 

al., 2012; Shuin et al., 2012; Bui et al., 2013)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의 강우량 자료를 빈도분석한 결과인 확률강우량을 기준 
강우자료로 이용하여 강우 재현빈도에 따른 산사태 발생 위험의 변화를 
평가한 연구(Iida, 2004; Frattini et al., 2009; Bovolo and Barthurst, 2012)도 
진행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에는 기준강우와 산사태 모델링을 연계
한 연구(이명진 등, 2012)가 극히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세부 연구에서는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준강우로서 확
률강우량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수정 TRIGRS 모델의 입력 강우자료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측된 산사태 유발 강우사상을 분석하
여 확률강우량의 기준 특성을 마련하였다. 최종적으로 제 3장에서 제안
한 매개변수 산정방법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지의 지형, 토양 및 임상 특
성을 대표하는 특성값을 산정하고, 토심 및 수목 뿌리 점착력 시나리오
를 이용하여 수정 TRIGRS 모의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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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률강우량 개념을 도입한 기준강우 선정
 2.1. 강우와 산사태 발생의 관계에 관한 연구
  강우와 산사태 발생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산사태 유발 강우사상의 특
성 즉, 총강우량, 강우강도, 지속시간을 분석하여 임계값(threshold value 

혹은 critical value)을 찾는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 Caine(1980)은 산사
태 유발 임계강우의 특성으로서 지속시간에 따른 강우강도를 임계점으로 
제시하였다. 그 이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지속시간과 
강우강도 관계에서 임계점을 분석하였는데, Guzzetti et al.(2008)는 전 세
계적 규모에서 기후대별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표준화된 산사태 유발 강
우자료를 이용하여 지속시간에 따른 강우강도 임계점을 분석하였다. 이 
밖에도 총강우량, 일강우량, 누적강우량, 선행강우량 등의 강우 특성을 
이용하여 산사태 유발 임계 특성을 찾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CNR IRPI, 2013).

  국내에서도 산사태 유발 강우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
다. 김경수 등(2006)은 1998년의 장흥, 상주 및 포항 지역의 산사태를 유
발한 강우의 특성을 분석하여 누적강우량이 산사태 발생과 밀접한 관계
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김원영과 채병곤(2009)은 1990년 이후의 전국 10

개 지역의 산사태를 유발한 강우의 특성을 분석하여 대상지역에서는 1일 
강우량이 150mm 이상일 때, 또는 2일 강우량이 200mm 이상일 때 산사
태가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전병희와 김남균(2010)은 산사태 유발 강
우와 비유발 강우의 시간당 최대강도와 누적강우량을 이용한 판별분석을 
실시하여 산사태 발생 조건을 분석하였다. 김기흥 등(2011)은 2000년 경
남지방에서 발생한 산사태 당시의 강우사상을 분석하여 산사태 유발 임
계 강우 특성으로서 시간당 최대강도 70mm/h와 누적강우량 230mm를 제
시하였다. 유남재 등(2012)은 2006년 강원도 영서지방의 산사태 유발 강
우의 특성을 분석하여, 3일 누적강우량이 산사태 발생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고하였다. 김석우 등(2012)은 2011년 여름에 발생한 산사태와 
강우의 특성을 분석하여 시간당 최대강도가 30mm/h 이상이거나, 누적강
우량이 200mm 이상인 경우에 산사태가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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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들은 산사태 발생과 관계있는 강우의 특성을 찾고, 해당 특성의 
임계치를 찾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주로 최대 강우강도와 
누적강우량의 임계치에 주목한 연구들이다.

 한편, 산사태 유발 강우에 대해서 확률강우량 개념을 도입하여 재현빈
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연구도 제한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김경석
(2008)은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 고속도로에 피해를 입힌 토석류 유
발 강우를 분석하여, 산사태 유발 임계치로서 누적강우량 100mm, 최대 
강우강도 30mm/h를 제시하였다. 또한, 산사태 유발 강우사상을 해당 지
역의 확률강우량과 비교하여 재현빈도 20년을 기준으로 토석류의 발생 
규모를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재현빈도 2년~5년에 해당하는 강우사상
도 토석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윤찬영 등(2010)은 강
원도 지방의 산사태 및 토석류 유발 강우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
간당 최대 강우강도와 산사태 발생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산사태 발생에 선행강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산불
발생지역과 미발생지역을 구분하여 산사태 유발 강우의 재현빈도를 분석
한 결과, 산불발생지역에서는 재현빈도 2년 이하의 강우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하는 반면, 미발생지역에서는 재현빈도 2년~50년의 강우에서 대부분
의 산사태가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2.2. 확률강우량
  산사태 발생 가능성 평가의 기준강우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산사태 유발 임계강우량이다. 산림청에서는 경계피난대피
용 산사태 경보 강우의 기준으로 최대시간강우량 30mm, 일강우량 
150mm, 그리고 연속강우량 200mm를 제시하고 있으며, 국내의 많은 연
구에서도 관측강우자료에 근거하여 임계강우량 값을 제시하고 있다. 하
지만, 임계강우량은 기준강우로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
째, 일반적으로 임계강우량은 전국을 대상으로 동일한 값으로 선정되어 
있어서, 지역별 강우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하지만, 특정 지역의 산사
태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산사태 유발인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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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으로서 산사태 유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강우에 대한 평가도 함
께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임계강우량은 국내의 강
우 관측 및 산사태 발생 모니터링의 실정을 감안하면 효용성이 낮을 수 
있다.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험준한 산지지역에는 강우관측소가 적
고, 산사태 발생 모니터링 시설의 부재로 인하여 산사태 발생시점을 정
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임계강우량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본강우로서 
확률강우량을 도입하였다. 확률강우량은 특정 크기의 강우량을 초과하는 
강우사상이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할 횟수를 나타낸 것(윤용남, 2008)으로 
지속시간, 재현빈도 그리고 강우량으로서 표현될 수 있다. 재현빈도와 강
우량의 관계는 다음의 식 (4-1)과 같다.

   


     (4-1)

여기서, T = 재현빈도, P(X > x) = 강우량 X가 특정 크기의 강우량 x를 
초과할 확률이다. 확률강우량은 지역의 극한 강우의 발생 빈도를 분석한 
결과로서, 지속시간과 재현빈도에 따라 강우량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지속시간 24시간-재현빈도 5년의 확률강우량은 지속시간 24시간일 경우 
5년에 1회 발생하는 강우사상의 총량을 일컫는다. 확률강우량은 산사태 
발생 가능성 평가를 위한 기준강우로서 산사태 유발 강우의 특성이 아닌 
강우의 발생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물이므로 지역의 강우 특성이 고려
될 수 있다. 또한, 평가 결과에 재현빈도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어서 방재
적 관점에서 산사태 재해 관리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2.3. 입력 강우자료로서 확률강우량 활용 방법
  2.3.1. 기준 지속시간 및 재현빈도 결정
  수정 TRIGRS 모델의 입력 강우자료로서 확률강우량을 활용하기 위해
서는 우선적으로 기준 지속시간과 재현빈도가 선정되어야 한다. 지속시
간의 경우, 현재 강우 예보 시스템과 산사태 발생 경계피난 시스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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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강우량이 가장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는 것을 감안하여 24시간을 기준 
지속시간으로 설정하였다. 반면, 기준 재현빈도는 기준 지속시간 24시간
에 대하여 관측된 산사태 유발 강우사상의 재현빈도를 분석하여 선정하
였다. 분석에 이용한 산사태 유발 강우 관측자료는 다음의 방법으로 수
집되었다. 먼저 선행연구 및 소방방재청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등
을 통하여 2000년대 이후 산사태 발생 지역 및 일시에 대한 정보를 획득
하였다. 그 후, 국토해양부(2011)에서 확률강우량을 기 산정한 전국 69개 
우량관측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 기록만을 추출하였
다. 최종적으로 기록된 산사태 발생 일시와 해당 지역의 우량관측소의 
자료를 비교하여 산사태 유발 강우자료를 선발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 산사태가 발생한 당시의 총 60개 강우사상
을 수집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강우사상은 평균적으로 지속시간 29시간, 

총 강우량 217.4mm, 시간당 최대 강우강도는 약 40mm/h의 특성을 가지
고 있었다(표 4-1).

  재현빈도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역별 확률강우량은 국토해양부(2011)

가 기상청에서 운영 중인 전국 69개 우량관측소에서 관측된 극치계열 자
료를 빈도분석하여 산정한 값을 이용하였다. 국토해양부(2011)는 각 우량
관측소의 연 최대치 계열 자료를 Gumbel 분포로 적합시킨 후, 빈도분석
을 실시하여 관측소별로 지속시간 5분에서 4320분까지, 재현빈도로서 2, 

3, 5, 10, 20, 30, 50, 70, 80, 100, 200, 300, 500년을 선정하여 확률강우량
과 확률강우강도를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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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 분석에 이용한 산사태 유발 강우자료 현황
No.

관측
지점 연도 날짜 시작

시각
지속

시간(h)
총강우량

(mm)
평균강도
(mm/h)

최대강도
(mm/h)

1 강릉 2002 8/30 5시 46 897.5 19.5 98.0
2 거창 2003 9/11 12시 41 165.0 4.0 20.0
3 장수 2005 7/1 6시 15 125.5 8.4 31.0
4 장수 2005 7/2 3시 9 95.5 10.6 31.5

3.1 25.05 장수 2005 7/3 5시 22 69.0
6 통영 2006 7/10 3시 12 151.0 12.6 33.5
7 거제 2006 7/10 4시 12 251.0 20.9 52.5
8 남해 2006 7/10 4시 15 264.5 17.6 36.5
9 산청 2006 7/10 4시 16 229.5 14.3 44.0

10 거창 2006 7/10 5시 16 167.5 10.5 52.5
11 밀양 2006 7/10 5시 13 109.5 8.4 37.5
12 부산 2006 7/10 5시 13 139.5 10.7 27.5
13 울산 2006 7/10 6시 12 98.5 8.2 19.0
14 합천 2006 7/10 8시 12 170.0 14.2 42.0
15 평창 2006 7/14 8시 61 349.5 5.7 35.5
16 강릉 2006 7/14 11시 59 296.0 5.0 37.5
17 홍천 2006 7/15 2시 59 437.0 7.4 88.0
18 춘천 2006 7/15 3시 39 277.0 7.1 41.5
19 인제 2006 7/15 4시 37 332.5 9.0 66.0
20 태백 2006 7/15 14시 83 337.0 4.1 48.5
21 원주 2006 7/15 15시 82 370.5 4.5 27.5
22 제천 2007 8/4 9시 26 256.0 9.8 68.0
23 인제 2007 8/9 10시 21 108.5 5.2 23.5
24 산청 2007 9/14 5시 39 105.5 2.7 11.0
25 포항 2007 9/14 5시 21 50.0 2.4 11.0
26 완도 2007 9/14 12시 26 154.0 5.9 22.0
27 고흥 2007 9/14 13시 31 203.5 6.6 65.5
28 포항 2007 9/15 11시 42 137.5 3.3 50.5
29 완도 2007 9/15 20시 25 114.5 4.6 31.5
30 산청 2007 9/16 6시 19 140.0 7.4 46.0
31 고흥 2007 9/16 7시 15 239.0 15.9 90.5
32 태백 2008 7/24 19시 32 152.0 4.8 27.0
33 봉화 2008 7/24 20시 21 229.0 10.9 38.0
34 울산 2008 8/12 22시 7 121.0 17.3 45.5
35 부산 2009 7/7 4시 19 310.0 16.3 68.0
36 대전 2009 7/8 24시 22 89.0 4.0 26.0
37 양평 2009 7/11 20시 22 244.5 11.1 36.0
38 강릉 2009 7/11 23시 21 132.5 6.3 18.0
39 이천 2009 7/13 21시 23 50.5 2.2 8.0
40 앙평 2009 7/13 22시 19 107.0 5.6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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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 (계속)

No.
관측
지점 연도 날짜 시작

시각
지속

기간(h)
총강우량

(mm)
평균강도
(mm/h)

최대강도
(mm/h)

41 인제 2009 7/14 1시 20 123.5 6.2 28.0
42 춘천 2009 7/14 1시 16 146.0 9.1 30.0
43 대전 2009 7/14 14시 15 59.4 4.0 19.0
44 제천 2009 7/14 14시 11 137.5 12.5 51.5
45 충주 2009 7/14 14시 14 58.0 4.1 22.0
46 금산 2009 7/14 16시 13 177.1 13.6 40.0
47 부산 2009 7/15 22시 16 267.0 16.7 78.0
48 창원 2009 7/15 22시 16 189.5 11.8 67.5
49 밀양 2009 7/15 23시 10 24.0 2.4 9.0
50 원주 2009 7/17 13시 12 66.5 5.5 27.5
51 밀양 2011 7/8 14시 45 290.0 6.4 40.0
52 진주 2011 7/8 19시 37 378.0 10.2 42.5
53 산청 2011 7/9 4시 45 348.0 7.7 27.5
54 금산 2011 7/9 24시 31 193.5 6.2 35.0
55 부여 2011 7/10 1시 71 304.5 4.3 26.5
56 보령 2011 7/10 2시 70 376.5 5.4 49.5
57 서울 2011 7/26 16시 66 595.0 9.0 57.5
58 춘천 2011 7/26 18시 62 555.5 9.0 42.5
59 부산 2011 7/27 3시 11 245.0 22.3 70.5
60 장수 2011 8/9 5시 38 230.0 6.1 34.0

평균 - - - - 29 217.4 8.7 40.1
최소 - - - - 7 24.0 2.2 8.0
최대 - - - - 83 897.5 22.3 98.0

  그림 4-1은 60개 강우사상 중 지속시간이 24시간 이상인 25개의 강우
사상을 대상으로 재현빈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24시간 지속시간에서는 
재현빈도가 5년인 강우사상이 5개로 가장 많았으며 재현빈도 3년(4개), 

재현빈도 10년(3개)의 강우사상이 그 뒤를 이었다. 전체적으로 재현빈도 
10년 이하의 강우사상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2년 이하의 재현빈도 
혹은 500년 이상의 재현빈도를 가진 강우도 존재하였다. 그림 4-2는 60

개 강우사상 전체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로서, 지속시간 24시간 미만의 
강우사상에 대해서는 관측된 지속시간을 기준으로 분석한 재현빈도를 분
석결과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지속시간 24시간 이상 강우사상만 분석한 
것과 유사하게 대부분의 강우사상이 10년 이하의 재현빈도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재현빈도 2년 미만의 강우사상의 개수가 20개로 전체
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두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분석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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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강우사상의 대부분은 지속시간 24시간에서 재현빈도가 10년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수정 TRIGRS 모델
의 입력 강우자료의 기준 재현빈도로서 5년을 선정하였다.

그림 4-1. 지속시간 24시간 이상의 강우사상에 대한 재현빈도 분석 결과

그림 4-2. 전체 강우사상에 대한 재현빈도 분석 결과

  2.3.2. 확률강우량의 시간분포 방법
  앞서 선정한 확률강우량의 기준 지속시간과 재현빈도를 통하여 입력 
강우자료로서 강우량을 결정할 수 있다. 선정된 기준 확률강우량은 지속
시간과 총 강우량으로 표현되지만, 시간분포에 대한 개념은 포함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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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하지만, 실제 강우는 지속시간동안 동일한 강우강도가 아닌 시
간별로 다른 강우강도로 내리며, 강우의 지속시간과 강우강도의 특성에 
따라 산사태의 발생 유형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산정된 확률강우량을 경과시간에 따라 적절하게 분포시
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확률강우량의 시간분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2011)에서 제안한 실측 
시간분포 적합법을 이용하였다. 실측 시간분포 적합법은 기상청 69개 지
점에서 관측된 호우사상 중 시간최대 강우량이 30mm 이상인 집중 강우
사상 73개를 선정하여 지속시간별로 분류 및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생성
한 실측 시간분포형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확률강우량의 
기준 지속시간인 24시간에 대한 실측 시간분포형을 이용하여 강우자료의 
시간분포를 실시하였다.

3. 기준강우를 이용한 광역규모의 산사태 발생 가능성 평가
 3.1. 연구대상지
  연구대상지는 강원도 평창군 지역과 인제군 지역이다. 평창군은 강원
도 중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군의 총면적은 1,464km2이다. 관내 면적의 
80% 이상이 임야로 구성된 산지지역이며, 평균고도가 높고 험준한 산세
를 이루고 있다. 지질 특성으로 모암은 대부분 화강암과 화강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다(평창군청, 2013). 평창군의 연평균기온 및 연강수량의 30

년 평년값(1981년~2010년 기준)이 각각 6.6°C, 1,898mm이며, 강수량은 여
름철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기상청, 2013).

  인제군은 강원도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면적이 1,646km2에 이른
다. 평창군과 마찬가지로 인제군도 관내 대부분의 면적이 임야(88%)로 
이루어져 있고, 경사가 급하고 매우 험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모암은 주
로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다(인제군청, 2013) 인제군의 연평균기온 및 
연강수량의 30년 평년값(1981년~2010년 기준)은 각각 10.1°C, 1,211mm으
로, 평창군에 비해 연강수량이 적은 편이다(기상청,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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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지역은 험준한 지형으로 인하여 매년 크고 작은 산사태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2006년 7월에 태풍 에위니아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평창군은 390ha, 인제군은 940ha에 달하
는 면적의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였다(산림조합중앙회, 2008). 이렇듯 평
창군과 인제군은 산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군내 지역에 
대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의 평가와 함께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이 시
급한 실정이다.

그림 4-3. 연구대상지 위치

 3.2. 모델 매개변수 산정
  3.2.1. 강우자료
  강우자료로서 국토해양부(2011)에서 산정한 지역별 확률강우량을 이용
하였다. 평창군의 확률강우량은 관내 소재한 기상청 소속의 대관령관측
소(국가표준관측소 코드: 10011100)에서 1972년부터 2010년까지 38년간
(2000년 제외) 관측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되었으며, 인제군의 확률강우
량은 기상청 소속 인제관측소(국가표준관측소 코드: 10121211)에서 1972

년부터 2010년까지 39년간 관측한 자료를 토대로 산정되었다. 표 4-2는 
각 연구대상지의 24시간 지속시간에서 재현빈도별 확률강우량을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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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24시간 지속시간-재현빈도 5년에서 평창군의 확률강우량은 
280.7mm이었으며, 인제군의 경우에는 205.6mm이었다. 각 연구대상지의 
재현빈도별 확률강수량은 국토해양부에서 제안한 실측 시간분포 적합법
에 의해 지속시간 24시간에 대하여 시간분포되었다. 그림 4-4는 이상의 
방법으로 구축한 연구대상지의 입력 강우자료의 시간분포를 나타낸다.

        표 4-2. 재현빈도별 지속시간 24시간의 확률강우량
재현빈도(년) 평창군(mm) 인제군(mm)

2 193.2 145.9

3 233.6 175.1

5 280.7 205.6

10 339.3 244.6

20 395.5 283.1

30 427.6 305.2

50 467.0 331.7

70 494.4 350.5

80 505.6 357.7

100 522.2 368.7

200 576.7 405.4

300 607.8 426.9

500 647.6 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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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평창군

(b) 인제군
그림 4-4. 연구대상지별 입력 강우자료의 시간분포

  3.2.2. 지형 특성 자료
  지형 특성 자료로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구축한 30m급 DEM과 행정구
역 경계도를 기반으로 연구대상지의 고도, 경사도 및 유출수 흐름방향 
특성 주제도를 생성하였다. 구축한 지형 특성 자료에 의하면 평창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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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분석영역의 셀의 개수는 1,677,003개로서 이를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1,510km2에 이른다. 해발고도의 범위는 215m~1,575m로 평균값은 
759m이며, 경사는 0°~76°의 범위에 있으며 평균값은 23°이다. 한편, 인제
군 분석영역의 전체 셀 개수는 1,798,664개이며 이는 약 1,619km2의 면적
에 해당하는 값이다. 해발고도는 180m~1,680m에 걸쳐있으며 그 평균값
은 642m이다. 인제군의 경사는 0°~71°의 범위에 있으며 평균은 25°이다. 

그림 4-5와 그림 4-6은 각각 평창군과 인제군의 지형 특성 주제도를 나
타내고 있다.

  3.2.3. 토양 특성 자료
  토양 특성 자료는 제 3장에서 제안한 산림토양형에 따른 분류법을 이
용하여 구축되었다. 표 4-3은 평창군과 인제군의 산림토양형 분류 결과 
및 그에 따른 토양 특성값을 보여준다. 평창군 내 지역의 66%가 갈색산
림토양으로 분류되었으며, 뒤이어 암적색산림토양으로 분류된 지역이 약 
12%이었다. 제지, 목장과 같은 비산림지역 역시 20%로 높은 비율을 차
지하고 있었다. 인제군의 경우에도 갈색산림토양이 전체 면적의 약 70% 

정도의 비율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비산림지역 역시 약 30%로 높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침식토양과 암쇄토양 등의 경우에는 낮은 
비율로 분포하고 있었다. 그림 4-7은 각 연구대상지별 산림토양형의 공
간적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a) 고도 (b) 경사도 (c) 유출 흐름방향
그림 4-5. 평창군 지형 특성 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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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도 (b) 경사도 (c) 유출 흐름방향
그림 4-6. 인제군 지형 특성 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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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산림토양형 분류 및 특성값 산정 결과

지역 기호 산림토양형
상대
면적
(%)

단위
중량

(kN/m3)

점착력
(kPa)

내부
마찰각

(°)

포화 
수리

전도도
(m/s)

평창군

B 갈색산림토양 66.1 17.82 6.80 26.9 3.52×10-5

DR 암적색산림토양 11.8 16.91 11.41 22.0 1.40×10-6

DRb 암적갈색산림토양 0.2 17.77 6.87 26.8 8.55×10-6

Er 침식토양 0.0 18.95 2.44 29.0 2.26×10-5

Li 암쇄토양 1.7 18.51 4.76 28.0 6.43×10-6

N/D 비산림지1) 20.3 18.51 4.76 28.0 6.43×10-6

인제군

B 갈색산림토양 68.5 17.82 6.80 26.9 3.52×10-5

rB 적색계갈색산림토양 0.3 17.08 10.42 25.8 8.85×10-7

Er 침식토양 1.8 18.95 2.44 29.0 2.26×10-5

Im 미숙토양 0.0 18.07 6.67 26.5 2.92×10-6

Li 암쇄토양 0.4 18.51 4.76 28.0 6.43×10-6

N/D 비산림지1) 29.0 18.51 4.76 28.0 6.43×10-6

1) 수치임상도 분류에서 제지, 목장과 같은 비산림지로 분류된 곳과 No Data 부분을 합한 것. 수정 
TRIGRS의 정상적인 모의를 위하여 ‘암쇄토양’의 특성값을 부여

(a) 평창군 (b) 인제군
그림 4-7. 연구대상지 산림토양형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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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 임상 특성 자료
  수목 하중 및 뿌리 점착력 특성값은 수치임상도의 정보를 이용하여 제 
3장에서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산정되었다. 연구대상지의 임상 특성으
로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의 비율은 평창군의 경우 각각 29.6%, 31.7%, 

18.5%였고, 인제군의 경우 각각 19.2%, 32.0%, 32.9%로 구성되어 있었다. 

최종적으로 분류된 연구대상지의 수목 하중 및 뿌리 점착력 분포 특성을 
표 4-4와 그림 4-8, 그림 4-9에 나타내었다.

 표 4-4. 임상 특성에 따른 수목 하중 및 뿌리 점착력 산정 결과

임상구분 소밀도 수목 하중
(kPa)

뿌리 점착력
시나리오 상대 비율(%)

약(kPa) 강(kPa) 평창군 인제군

침엽수림
A(소) 0.177 1.00 3.00 0.7 0.6

B(중) 0.236 1.33 4.00 11.0 9.5

C(밀) 0.294 1.67 5.00 17.9 9.1

활엽수림
A(소) 0.279 1.00 3.00 0.1 0.2

B(중) 0.372 1.33 4.00 8.8 7.1

C(밀) 0.465 1.67 5.00 22.8 24.7

혼효림
A(소) 0.228 1.00 3.00 0.1 0.5

B(중) 0.304 1.33 4.00 9.7 15.5

C(밀) 0.380 1.67 5.00 8.7 16.9

비산림지 - 0 0 0 20.2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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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목 하중 (b) 뿌리 점착력(‘약’ 시나리오)

그림 4-8. 평창군 임상 특성 주제도

(a) 수목 하중 (b) 뿌리 점착력(‘약’ 시나리오)

그림 4-9. 인제군 임상 특성 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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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모의 초기 조건 및 시나리오 조합
  모의 초기 조건은 선행된 세부 연구와 같은 조건으로 설정되었다. 초
기 지하수위는 토심 한계 즉, 토사층과 암반층의 경계에 위치하고, 지하
수위 상부의 불포화토층은 장력으로 포화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실제로 
입력 강우자료로 이용된 지속시간 24시간-재현빈도 5년의 확률강우량이 
상대적으로 크고 TRIGRS 포화 침투모델의 빠른 지하수위 상승 경향을 
고려하면, 토심과 동일한 위치의 지하수위 가정은 설득력을 얻을 수 있
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포화 수리 확산계수 및 정상 강우 침투율은 각각 
포화 수리전도도의 100배와 0.01배의 값으로 설정하였다.

  토심 분포는 전 분석 영역에서 동일하게 1.0m, 1.5m, 2.0m의 세 가지 
다른 시나리오로 가정되었다. 제 3장의 우면산 지역에 대한 모의와 비교
하여 토심의 값이 작게 산정된 이유는 2006년 평창군 및 인제군에서 발
생한 산사태의 발생 특성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산사태 붕괴심도가 매
우 얕았기 때문이다(평창: 송동근(2009), 윤호중 등(2009); 인제: 김재호
(2012), 유남재 등(2012)). 한편, 제 3장에서 가장 좋은 모델 적용성을 나
타내었던 뿌리 점착력 '약' 시나리오를 기본 시나리오로 삼고, 뿌리 점착
력을 고려하지 않은 시나리오와 뿌리 점착력 '강' 시나리오 등 총 3개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수정 TRIGRS 모델의 모의는 연구대
상지 별로 토심 및 뿌리 점착력 조건에 따른 총 9개 시나리오 조합에 대
해서 연속적으로 실시되었다. 강우종료 시점에서의 모의된 FS를 최종적
으로 결과로 인식하고 이를 연구대상지 간에 비교분석하였다.

 3.4. 산사태 발생 가능성 평가 결과
  3.4.1. FS 평균 및 FS<1 영역에 의한 비교
  표 4-5는 토심 및 뿌리 점착력 시나리오 조합에 따른 평창군과 인제군
의 FS 모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두 지역 모두 동일한 뿌리 점착력 시
나리오에서 토심의 값이 증가할수록 FS 평균값은 감소한 반면, 같은 토
심 깊이에서는 뿌리 점착력 값이 증가할수록 FS의 평균값이 증가하였다. 

FS<1 영역에 대한 결과를 보면, 토심 값이 커질수록 그리고 뿌리 점착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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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값이 작을수록 FS<1 영역의 면적 및 비율이 증가하였다. 연구대상지
별로 보면 시나리오 조합에 따라 평창군의 경우 FS<1 영역이 전체면적
의 0.2%~42.2% 범위에서 변화하였으며, 인제군의 경우에는 1.4%~59.7% 

범위에서 변화하였다. 그림 4-10과 그림 4-11은 각각 평창군과 인제군의 
뿌리 점착력 시나리오에 따른 FS<1 영역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종합적으로 평창군과 인제군의 모의 결과를 비교하면, 동일한 시나리
오 하에서 평창군이 인제군보다 FS 평균값이 높고, FS<1 영역의 면적 
및 상대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제군이 평창군에 비하여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표 4-5. 시나리오별 연구대상지 FS 모의 결과
뿌리점착력  
시나리오

토심
(m)

FS 평균 FS<1 면적(km2) FS<1 면적비율(%)

평창 인제 평창 인제 평창 인제

약
(기본 

시나리오)

1 2.09 1.87 4.7 14.0 0.4 1.2

1.5 1.60 1.44 124.1 226.0 10.3 19.7

2 1.35 1.23 410.3 558.1 34.1 48.6

미적용
1 1.87 1.65 17.2 22.9 1.4 2.0

1.5 1.45 1.30 308.4 466.2 25.6 40.6

2 1.23 1.11 577.9 704.2 48.0 61.3

강
1 2.55 2.30 0.3 6.4 0.0 0.6

1.5 1.91 1.74 12.1 33.0 1.0 2.9

2 1.59 1.45 113.8 202.8 9.5 17.7



(a) 뿌리 점착력 '약' (기본 시나리오) (b) 뿌리 점착력 미적용 (c) 뿌리 점착력 '강'

그림 4-10. 평창군 FS<1 영역 모의 결과. 범례의 '토심 1.0m', '토심 1.5m', '토심 2.0m'는 각각 토심이 1m, 1.5m, 2m일 경
우 FS<1인 영역을 뜻한다. 토심이 1.5m 일 경우, 1m인 경우의 영역을 포함하며, 2m인 경우에는 1m와 1.5m를 포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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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뿌리 점착력 '약' (기본 시나리오) (b) 뿌리 점착력 미적용 (c) 뿌리 점착력 '강'

그림 4-11. 인제군 FS<1 영역 모의 결과. 범례의 '토심 1.0m', '토심 1.5m', '토심 2.0m'는 각각 토심이 1m, 1.5m, 2m일 경
우 FS<1인 영역을 뜻한다. 토심이 1.5m 일 경우, 1m인 경우의 영역을 포함하며, 2m인 경우에는 1m와 1.5m를 포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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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1. 모의결과의 읍면별 분석
  각 연구대상지 내에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파악하기 위
하여 읍면별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본 시나리오인 뿌리 점착력 '

약' 시나리오의 모의 결과를 대상으로 읍면별로 FS<1 영역의 면적에 대
한 비교를 통하여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읍면을 추출하였다.

(a) 평창군 (b) 인제군
그림 4-12. 연구대상지별 세부 행정구역 구성

  표 4-6은 평창군 내 읍면별 FS<1 영역의 모의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평창군은 1읍(평창읍)과 7면(대화면, 도암면, 미탄면, 방림면, 봉평면, 용
평면, 진부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군내 소재 읍면 중 진부면, 대화면
의 순으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진부면의 경
우에는 토심이 1m인 시나리오에서도 3km2 정도의 FS<1 영역이 존재하
였으며, 토심 2m인 시나리오에서는 평창군 내 전체 FS<1 영역의 33%에 
달하는 136.1km2의 면적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
다.

  한편, 표 4-7은 인제군 내 읍면별 FS<1 영역을 모의한 결과를 정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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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인제군은 1읍(인제읍)과 5면(기린면, 남면, 북면, 삼남면, 서화면)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제읍의 경우에는 토심 1m 및 1.5m 시나리오에서
는 서화면의 FS<1 영역의 면적이 각각 13.1km2, 47.7km2로서 관내에서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되었고, 토심 2m 시나리오에서는 기린면이 110.8km2

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종합적으로 토
심 1m 및 1.5m 시나리오에서 FS<1 영역이 가장 크게 평가된 서화면의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4-6. 평창군 읍면별 FS<1 영역 면적 평가 결과(km2)

No. 읍면 토심(m) 토심 2m
기준 비율(%)1.0 1.5 2.0

1 평창읍 0.5 6.5 24.5 6.0

2 대화면 0.0 16.8 50.2 12.2

3 도암면 0.0 7.4 34.0 8.3

4 미탄면 1.3 13.9 37.5 9.1

5 방림면 0.0 7.4 30.6 7.5

6 봉평면 0.1 12.5 58.0 14.1

7 용평면 0.0 10.1 39.4 9.6

8 진부면 2.9 49.5 136.1 33.2

총합 4.7 124.1 410.2 100

    표 4-7. 인제군 읍면별 FS<1 영역 면적 평가 결과(km2)

No. 읍면 토심(m) 토심 2m
기준 비율(%)1.0 1.5 2.0

1 인제읍 0.1 34.8 99.9 17.9

2 기린면 0.2 43.0 110.8 19.8

3 남면 0.2 35.4 86.5 15.5

4 북면 0.4 37.9 95.4 17.1

5 상남면 0.0 27.1 76.1 13.6

6 서화면 13.1 47.7 89.4 16.0

총합 14.0 226.0 558.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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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24시간 기준의 5년 빈도의 확률강우량을 기준강우로 선
정하고, 수정 TRIGRS 모델의 입력 강우자료로서 이용하였다. 최종적으
로 선정된 기준 재현빈도는 5년 빈도로서 이에 따른 두 지역의 확률강우
량은 총 강우량이 200mm가 넘는 호우사상이었다. 이것은 지속시간이 24

시간으로 긴 시간인데다, 연구에서 활용한 확률강우량이 극치계열인 연 
최댓값을 이용하여 계산된 값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정된 기준 확률
강우량의 조건은 양적인 측면에서 산림청의 경계피난 임계강우량 기준을 
초과하는, 산사태를 발생시키기에 충분한 양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기준 재현빈도의 값이 증가하여 입력 강우량이 증가된다고 하
여도 수정 TRIGRS 모델에 의해서 예측되는 FS<1 영역이 급격하게 증가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Bovolo and Barthurst(2012)가 밝혔듯이 입
력강우의 재현빈도 값 혹은 지속시간이 증가될수록 산사태 모델링에 의
한 산사태 위험면적의 증가 경향이 둔감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산
지지역의 경우에는 토심이 그리 깊지 않아서 수정 TRIGRS 모델 모의 
중에 토사층이 빠르게 포화되는데, 모델의 특성상 포화 후의 초과 강우
가 토양의 간극수압이나 안전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 된다. 

이에 따라 입력 강우량이 특정 임계점을 넘게 되면 더 이상 강우량 증가
에 따라 모델의 모의 결과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제군의 확률강우량이 평창군보다 작은데도 불구하고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더 높게 평가된 이유 중의 하나로, 두 지역에서 산정된 
확률강우량이 모두 이미 어떠한 임계점을 넘어서 강우량 차이에 의한 영
향이 거의 없었다고 유추해 볼 수도 있다.

  모의결과로서 FS<1 영역의 면적을 살펴보면 시나리오 조합에 따라서 
연구대상지 내 전체 면적의 60%까지 모의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과
대평가된 결과는 토심을 2m, 뿌리 점착력은 없다고 가정한  시나리오에
서 나타났는데, 실제 산지사면에서는 이러한 환경이 매우 드문 경우이므
로 실제의 산사태 발생 가능성은 해당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 결과보다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비록 특정 시나리오가 다소 비현실적일지



118

라도 다른 시나리오에 의한 결과를 종합하여 지역의 산사태 발생 가능성
의 변화 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산사태 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뿌리 점착력 시나리오에 따른 
산사태 발생 가능성의 변화 양상은 추후 산림경영관리의 방향에서 큰 시
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읍면별 분석 결과, 평창군은 진부면, 인제군은 서화면의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토심이 1m인 시나리오에서 
FS<1로 분석된 지역은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특히, 

인제군 서화면의 경우 토심 1m 시나리오에서 FS<1 영역의 면적이 
13km2로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산사태 재해  저
감 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지 내의 산
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파악하는데 행정구역별 평가를 실시하
였다. 하지만, 산사태에 대한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저감하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산사태의 발생 및 유하 특성을 고려하여 유역별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고 피해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세부 연구에서는 산사태 유발 관측 강우자료를 분석하여 기준강우
로서 확률강우량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입력 강우자료로 이용하여 수정 
TRIGRS 모델을 이용한 광역규모의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인제군이 평창군보다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
타났다. 평가 결과는 연구대상지의 세부 행정구역별로도 분석되었는데, 

이는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파악하여 피해 저감 대책을 수
립하는데 적절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용문헌
국토해양부. 2011. 확률강우량도 개선 및 보완 연구. 발간등록번호 

11-1611000-001995-01. pp. 237.

기상청. 2013. 평년값자료(30년). 



119

http://www.kma.go.kr/weather/climate/average_30years.jsp?yy_st=2011&stn=

0&norm=Y&obs=0&mm=5&dd=16&x=23&y=3 (2013. 05. 15)

김경석. 2008. 토석류 발생 지형과 유발 강우 특성 분석. 대한토목학회논
문집 C 28(5): 263-271.

김경수, 송영석, 조용찬, 김원영, 정교철. 2006. 지질조건에 따른 강우와 
산사태의 특성분석. 지질공학 16(2): 201-214.

김기흥, 정혜련, 박재현, 마호섭. 2011. 경남지역 산사태 발생지의 강우 
및 지형특성분석.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14(2): 33-45.

김석우, 전근우, 김진학, 김민식, 김민석. 2012. 2011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특성 분석. 한국임학회지 101(1): 28-35.

김원영, 채병곤. 2009. 우리나라 자연사면 산사태지역의 강우, 지질 및 산
사태 기하형상 고찰. 지질공학 19(3): 331-344.

김재호. 2012. 집중호우로 인한 강원지역 산사태 특징 분석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토목공학과, 석사학위논문. pp. 88.

산림조합중앙회. 2008. 산림조합 수해복구 백서. pp. 583.

송동근. 2009. 2006년 집중호우시의 산사태 발생 특성에 관한 연구 -강원
도 평창군 진부면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임학과, 석사학위논문. 

pp. 40.

유남재, 윤대희, 엄재경, 김동건, 박병수. 2012. 강원 영서지역 산사태 및 
강우특성 분석.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논문집 13(9): 75-82.

윤용남. 2008. 수문학 -기초와 응용-. 청문각. 파주. pp. 1152.

윤찬영, 전경재, 김경석, 김기흥, 이승우. 2010. DB구축을 통한 강원지역 
사면재해 유발강우특성 분석.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26(10): 27-38.

윤호중, 이창우, 우충식, 정용호, 이천용. 2009. 토석류 발생특성과 피해규
모 예측기법 개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보고 제09-20호. pp. 213.

이명진, 이사로, 전성우. 2012. 미래 확률강우량 및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산사태 위험도 분석 기법 개발 및 검증.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5(2): 

57-70.

인제군청. 2013. 통계연보. 



120

http://www.inje.go.kr/home/main/intro/sub03_07.asp?mnpos=3 (2013. 05. 

16)

전병희, 김남균. 2010. 강우자료의 통계적 해석을 통한 산사태 발생 분류. 

한국위기관리논집 6(3): 103-112.

평창군청. 2013. 평창소개. http://www.happy700.or.kr/pcinfo/pcinfo0101.asp 

(2013. 05. 15)

内田太郎, 盛　伸行, 田村圭司, 寺田秀樹, 瀧口茂隆, 亀江幸二. 2009. 場の
条件の設定手法が表層崩壊発生箇所の予測に及ぼす影響. 砂防学会誌 
62(1): 23-31.

Bovolo, C.I. and Bathurst, J.C. 2012. Modelling catchment-scale shallow 

landslide occurrence and sediment yield as a function of rainfall return 

period. Hydrological Processes 26(4): 579-596.

Bui, D.T., Pradhan, B., Lofman, O., Revhaug, I. and Dick, Ø.B. 2013. 

Regional prediction of landslide hazard using probability analysis of 

intense rainfall in the Hoa Binh province, Vietnam. Natural Hazards 

66(2): 707-730.

Caine, N. 1980. The rainfall intensity-duration control of shallow landslides 

and debris flows. Geografiska Annaler, Series A, Physical Geography 

62: 23-27.

CNR IRPI. 2013. Threshold Type - Rainfall Thresholds for the Initiation of  

Landslides. http://rainfallthresholds.irpi.cnr.it/threshold_info.htm (2013. 05.  

03)

Frattini, P., Crosta, G. and Sosio, R. 2009. Approaches for defining 

thresholds and return periods for rainfall-triggered shallow landslides. 

Hydrological Processes 23(10): 1444-1460.

Guzzetti, F., Peruccacci, S., Rossi, M. and Stark, C.P. 2008. The rainfall 

intensity-duration control of shallow landslides and debris flows: An 

update. Landslides 5(1): 3-17.

Iida, T. 2004. Theoretical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turn period 



121

of rainfall and shallow landslides. Hydrological Processes 18(4): 

739-756.

Salciarini, D., Tamagnini, C., Conversini, P. and Rapinesi, S. 2012. Spatially 

distributed rainfall thresholds for the initiation of shallow landslides.  

Natural Hazards 61: 229-245.

Shuin, Y., Hotta, N., Matsue, K., Aruga, K. and Tasaka, T. 2012. 

Estimating the influence of rainstorms on shallow landslides: Comparison 

of the intensity-duration method and a distributed-landslide conceptual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Erosion Control Engineering 5(1): 37-45.



122

제 5장 종합결론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은 광역규모에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물리기반 모델을 도입하고, 그 절차 및 방법의 객관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단계의 연구 과정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연구 단계로서 산사태 발생에 대한 수목의 
영향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목의 역학적 영향을 산사태 
발생 가능성 평가에 고려하였다. 두 번째 연구 단계에서는 광역규모에서 
물리기반 모델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하여 모델의 매개변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실제 산사태 발생지에 대한 사례연구
를 통하여 객관성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 연구 단계에서는 산사태 
유발 관측 강우자료를 분석하여 기준 확률강우량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입력 강우자료로 이용하여 연구대상지에 대한 광역적 산사태 발생 가능
성을 평가하였다.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물리기반 모델을 적용한 이유는 모
델의 매개변수 산정 과정에서의 특징을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물리기반 
모델은 매개변수 산정 과정을 통해서 산사태 외부인자의 특성 변화를 고
려할 수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강우의 패턴변화가 감지되는 시
점에서 표층 산사태 평가에 물리기반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
하다. 이러한 강우의 패턴변화는 이전에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곳에서
도 충분히 산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물리
기반 모델은 충분히 합리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또한, 물리기반 모델은 특정 자료가 결핍되었거나 불확실성이 큰 경우
에도 합리적으로 모의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토심과 뿌리 점착력에 대한 시나리오 기반의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토심의 경우에는 수정 TRIGRS 모델 모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광역규모에서 산사태 모델링에 이용할 수 있
는 토심 자료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뿌리 점착력의 경우에는 선행연
구에서 보고된 값의 변이성이 크고, 무엇보다 파괴면에서의 뿌리 점착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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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3장
에서 확인하였듯이 토심과 뿌리 점착력의 시나리오 기반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물리기반 모델 모의 
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의에 이용되는 자
료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또한 매개변수 산정 과정의 합리성이 보
장되어야 한다.

  이 연구의 최종결과물은 뿌리 점착력 및 토심 시나리오에 따른 FS<1 

영역을 표시한 산사태 발생 가능성 평가 지도로서, 추후 해당 지역의 취
약성(vulnerability) 및 위험에 노출된 요소(element at risk) 등의 정보와 결
합하여 산사태 재해 리스크(risk)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데 필수정보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뿌리 점착력이 효과적으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는 산사태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산림경영의 방
향을 설정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우리나라 산지의 토심의 일
반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1m 이하의 토심이 분포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1m 깊이의 토심을 가정한 시나리오에서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평가된 곳
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다만 연구결과물에 대한 해석 및 적용은  
반드시 연구의 시공간적 규모에 대한 가정과 그 목적에 대한 충분한 이
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종합적으로 물리기반 모델은 광역규모에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평가
하는데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도입된 모델
링 기법을 이용하여 강우의 변화나 임상의 변화에 따른 산사태 위험도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용의 폭이 크다. 물리기반 
모델링 기법을 이용한 산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는 우리나라
가 보유한 수준 높은 사방기술력을 기반으로 산사태 피해를 저감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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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pply a physically-based model to assess 

the landslide susceptibility in a regional scale. A Fortran Program for 

Transient Rainfall Infiltration and Grid-Based Regional Slope-Stability 

Analysis (TRIGRS) of evaluating the susceptibility to rainfall-induced 

shallow landslide was introduced. This has yielded three salient findings.

  First, simulation results of TRIGRS with and without tree effects on 

landslide initiation were comparatively analyzed to quantify the effects. 

TRIGRS was revised to consider the hydrological effect and mechanical 

effect of tree on landslide occurrence. Results showed that the mechanical 

effect was more significant than the hydrological effect during a rainfall 

event.

  Second, it was suggested how to parameterize the revised TRIGRS. The 

suggested parameterization was based on existing database considering the 

spatial scale of this study. The revised TRIGRS with the parameterization 

and scenarios of soil thickness and tree root cohesion was applied on a 



landslide-damaged mountain area, and results were evaluated using Modified 

Success Rate (MSR). Results implied that the suggested parameterization was 

relevant for regional assessment of landslide susceptibility.

  Lastly, critical rainfall as input data for the revised TRIGRS was 

identified through characterization of rainfall events which had triggered 

landslide in South Korea, and landslide susceptibility was assessed for 

Pyeongchang-gun and Inje-gun. Probability rainfall with 24-hour's duration 

and 5-year's recurrence interval was selected as the critical rainfall. Results 

indicated that Jinbu-myeon in Pyeonchang-gun and Seohwa-myeon in 

Inje-gun were the most susceptible for shallow landslide in each gun, 

respectively.

  Overall, the physically-based model was found reliable for assessing 

landslide susceptibility in a regional scale. Model parameterization also 

considered changes in landslide-causing factors and absence of input data.

Keyword : TRIGRS, Landslide susceptibility, Tree root cohesion, Rainfall 

interception, Forest soil types, Recurr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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