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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landslide flume tests were performed to analyze characteristics of ground characteristics 

and landslide occurrence due to rainfall infiltration. As test materials, weathered granite soil and 

gneiss soil, the most frequent landslides in Korea, were used, and landslides were triggered by heavy 

rain (Intensity = 200 mm/hr). The measurement sensors were installed with 3 sets at toe, slope, top part 

and shallow (GL-0.2 m), middle (GL-0.4 m), and deep (GL-0.6 m) depth in the slope and measured at 

10 second intervals. After landslide flume tests, the slope stability analysis was performed by applying 

the unsaturated soil theory based on the change of ground characteristics and compared with actual 

landslide occurrence from flume tes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actor of safety reflected the landslide 

occurrence from flume test and factor of safety decreased as rainfall infiltration, leading to slope 

failure. Finally we compared to the factor of safety below 1 and actual landslide occurrence time, the 

average difference was 1,600 seconds for weathered granite soil and 5,400 seconds for weathered 

gneiss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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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강우침투에 따른 사면 내 지반특성변화 및 붕괴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산사태 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재료로는 국내에서 산사태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강암 풍화토와 편마암 풍화토

를 사용하였고, 시간당 200 mm의 극한강우를 살수함으로써 사면붕괴를 유발하였다. 계측기는 모형사

면의 선단부, 사면부, 정상부에 심도별로 천부(GL-0.2 m), 중부(GL-0.4 m), 심부(GL-0.6 m)의 위치에 3 

set씩 설치하였고, 데이터는 10초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실험이 종료된 후 실험조건별 지반특성변화를 

토대로 불포화이론을 적용하여 사면안정해석을 하였으며, 이를 실제 붕괴형태와 비교 ‧ 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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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사면안전율은 붕괴형태에 대한 현상을 반영하였고, 강우가 침투함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사면붕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사면안전율이 1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과 실제 붕괴시점을 비교해보았을 때 화강암 풍화토의 경우 평균 1,600초, 편마암 풍화토의 경

우 평균 5,400초 차이가 나타났다.

�����산사태, 모형토조, 극한강우, 모관흡수력, 사면안전율

���

우리나라에서는 연강수량의 2/3 이상이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최근 지구온난화와 그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 

과거에 찾아볼 수 없던 극한강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공사면 및 자연사면에서의 붕괴로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에서 발표한 그 피해 정도를 살펴보면 2009년에서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산사태로 인한 

평균 피해면적은 236 ha, 피해복구에 사용된 비용은 평균 465억 원에 달하며, 인명피해는 연평균 6명으로 나타났다

(Korea Forest Service, 2018). 이와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산사태 발생의 시간적 예측을 통해 인명을 미리 대

피시키고, 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산사태는 강우에 의해 지하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지반 내 간극수압이 증가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하지만 자연사면의 경우 지하수위 상승에 의한 영향보다는 강우침투에 따른 습윤전선의 하강에 의한 영향으로 주로 

얕은 파괴가 발생되고 있다(Kim et al., 2004; Song et al., 2012).강우가 침투함에 따라 지하수위 상부에 위치하는 불포화

지반의 포화도는 증가하고, 음의 간극수압은 감소하게 된다. 이로 인해 불포화지반 내 유효응력은 감소되어 사면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Ng and Shi, 1998; Lu and Godt, 2008). 이와 같은 문제로 Terzaghi의 포화토의 침투이론의 가정은 

많은 결함을 나타냈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은 불포화 지반 내 강우가 침투함에 따른 심도별 유효응력의 변화를 고려하

기 위해 많은 연구를 진행하였으며(Terzaghi, 1943; Bishop, 1959; Lu and Likos, 2006), 모관흡수력과 체적함수비의 관

계인 흙-함수특성곡선(Soil-Water Characteristic Curve, SWCC)을 토대로 산정된 흡입응력(suction stress)을 이용하여 

불포화 지반의 응력상태를 표현함으로써 산사태 발생특성에 대해 역학적인 규명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Kim et al., 

2004; Godt et al., 2006; Song et al., 2016).

또한 산사태 발생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은 모형실험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Iverson, 2000; Chae 

et al., 2007; Song et al., 2006; Moriwaki et al., 2004; Fang et al., 2012; Mayumi et al., 2015). 산사태 모형실험은 실제 사

면의 스케일을 똑같이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치수효과(Scale effect)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Moriwaki et al., 2004), 

산사태 유발 인자들을 한 가지씩 변경시켜 반복 실험을 할 수 있을 뿐 산사태 발생 특성을 직접 관찰할 수 있음이 큰 장점이

다. 하지만 아직까지 산사태를 유발하는 강우와 그에 관련한 지질요소들의 특성 값이 어느 정도에 도달하였을 때 산사태

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시간적 예측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며, 이로 인해 산사태 경보 발령을 위한 

과학적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KIGAM,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사태 조기탐지기준에 관한 연구의 기초가 되고자 산사태 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산사태 발생특성 

및 붕괴가 발생하기 전 지반특성변화를 계측하기 위해 강우침투에 따른 얕은 파괴를 유발하였으며, 모형실험이 진행되면서 

계측된 모관흡수력값과 흙-함수특성곡선(SWCC)을 이용하여 흡입응력을 산정하였다. 최종적으로는 Lu and Godt(2008)

에 의해 제안된 불포화 무한사면의 안정해석법을 활용하여 안정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실제붕괴특성과 비교 및 분석

하였다.



�������	
������������������������� ∙ 543

�����	���
�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천층파괴를 재현하고, 강우침투에 따른 지반특성 변화를 토대로 산사태 발생시

점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위하여 산사태 모형실험장치를 구축하였다(KIGAM, 2014). Fig. 1은 산사태 모형실험장치의 

모식도이며, 이는 모형사면을 축조할 수 있는 모형토조와 인공강우를 재현할 수 있는 강우재현장치 그리고 체적함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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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of soil Condition Total density (g/cm3) Rainfall intensity (mm/hr) Slope angle (°) No. of test

Weathered granite soil In-situ 1.55 200 35 3 (Case 1~3)

Weathered gneiss soil In-situ 1.54 200 35 3 (Case 1~3)

��������
����
������	���������



544 ∙ 송효성ㆍ채병곤ㆍ송영석ㆍ최정해ㆍ서원교ㆍ우 익

모관흡수력 및 간극수압을 계측할 수 있는 계측장치로 나뉜다(Seo et al., 2017). Table 1은 실험조건으로 각 풍화토별 현

장조건을 재현하기 위해 연직방향 0.05 m간격마다 현장단위중량에 맞게 다짐봉을 이용하여 모형사면을 조성하였고(Fig. 

2), 계측기는 모형사면을 조성함과 동시에 총 9세트의 계측센서를 주어진 위치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극한강우조건에서

의 산사태 발생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간당 200 mm의 강우를 적용하였으며 사면경사는 붕괴를 유발시키기 위해 내부마

찰각보다 큰 35도로 설정하여 각 풍화토별 3 case씩 실험을 수행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모형사면의 재료로 국내에서 산사태 발생빈도가 높은 화강암 풍화토와 편마암 풍화토 시료를 이용하여 

산사태 모형실험을 진행하였다. 화강암 풍화토의 경우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편마암 풍화토의 경우 세종시 장군면에서 시

료를 채취하여 두 가지의 실험재료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각 풍화토별 공학적 특성을 측정하고자 각종 토질시험

을 수행하였으며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또한 각 풍화토별 불포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동 흙-함수특성곡선 시험장

치를 활용하여 흙-함수특성곡선(SWCC)을 산정하였으며 결과는 Fig. 3과 Fig. 4 그리고 Table 3과 같다(KIGAM, 2016). 

Fig. 3과 Fig. 4는 van Genuchten(1980)의 식을 이용하여 산정한 흙-함수특성곡선으로 일반적인 흙에서 나타나는 S자 모

양의 비선형적인 관계를 나타냈으며, 건조과정의 모관흡수력이 습윤과정의 모관흡수력보다 상대적으로 큰 값이 나타나

는 것 또한 볼 수 있었다. 본 모형실험에 서는 강우침투에 따른 사면붕괴를 유발하였기 때문에 건조과정보다 습윤과정의 

불포화특성이 더 적합하기 때문에 습윤과정에서의 불포화 특성을 사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	
���������
��������������
��������	
���������	�������
��

Property Symbol
Measured value

Weathered granite soil Weathered gneiss soil

Specific gravity (-)    2.68   2.56

Natural water content (%)  15.90 15.98

Total unit weight (g/cm3)    1.55   1.54

Dry unit weight (g/cm3)    1.34   1.29

Effective particle size (mm)    0.11   0.097

Uniformity coefficient (-)  6.1   3.92

Coefficient of curvature (-)  1.5   0.78

USCS (-) - SW SP

Liquid limit (%) LL 31.79 31.47

Plastic limit (%) PL 26.74 27.38

Max. dry unit weight (g/cm3)    1.87   1.80

Optimum moisture content (%) OMC 13.50 15.64

Coef. of permeability (cm/sec)  1.89 × 10-3
8.03 × 10-4

Cohesion (kPa) ′   0.94   1.12

Internal frictional angle (°) ′ 27.74 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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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α(kPa-1) n m

Weathered granite soil
Drying 0.145 1.990 0.497

Wetting 0.245 1.712 0.416

Weathered gneiss soil
Drying 0.299 2.018 0.504

Wetting 0.846 1.601 0.375

����

����

Fig. 5와 Fig. 6은 강우침투에 따른 붕괴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며, Fig. 7과 Fig. 8은 풍화토별 붕괴특성을 대략적으로 나

타낸 모식도이다. 화강암, 편마암 풍화토 모두 실험 초기에는 지표면에서 포화가 진행되면서 세굴현상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7a, Fig. 8a). 그 후 발생된 세굴면을 따라 침식이 점차 확대되었고, 사면의 선단부, 사면부 그리고 정

상부에서 소규모 붕괴가 발생하여 붕괴면이 발생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붕괴면은 사면의 선단부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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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로 점차 확장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최종적으로는 모든 붕괴면들이 만나 전체적인 붕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모형사면의 선단부에서 발생된 파괴가 점차 정상부로 확장되어 가는 후퇴성 붕괴형태(retrogressive failure)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편마암 풍화토의 경우 후퇴성 붕괴형태를 보이긴 했지만, 화강암 풍화토에 비해 뚜렷한 

붕괴면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편마암 풍화토로 조성된 모형사면의 붕괴시간은 화강암 풍화토로 조성된 모형사면보다 

약 2~ 3배정도 붕괴가 더 느리게 발생하였다. 이는 Table 2에서와 같이 투수계수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마암 풍화토는 세

립질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붕괴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부분 모형사면의 심부에서

는 붕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모형사면 선단부 끝 쪽 수평으로 된 토조 내에 붕괴된 흙들이 쌓이면서 지지하는 역할을 

하여 붕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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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는 풍화토별 대표적으로 계측된 모관흡수력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여기에서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초록색 

선은 각각 모형사면의 천부, 중부 그리고 심부에서 계측된 데이터를 의미하며, 실선은 선단부, 파선 및 점선은 각각 사면부 

그리고 정상부에 설치된 센서에서 계측된 데이터를 나타낸다. 모형사면 내에서 계측된 모관흡수력은 지표면에서 먼저 포

화가 발생되어 지중으로 전이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포화로 인한 모관흡수력은 급격하게 감소하여 0 kPa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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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관흡수력은 흙 입자 사이의 물과 공기의 접촉면에 작용하기 때문에 불포화토의 응력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변수로 작

용할 수 없다(Lu and Griffiths,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계측된 모관흡수력을 토대로 불포화

토 내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을 고려하기 위하여 아래의 식 (1)을 이용하여 흡입응력을 산정하였다(Lu and Likos, 

2006).

 
 


 


 



 




 (1)

Fig. 10은 모형실험을 통해 계측된 모관흡수력과 습윤과정의 흙-함수특성곡선(SWCC)을 이용하여 산정한 각 풍화토

별 흡입응력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강우침투에 따른 흡입응력의 반응은 모관흡수력의 반응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

으며 화강암 풍화토의 경우 초기 값은 -7.7 kPa~-3.6 kPa이며, 편마암 풍화토에서의 경우 -13.8 kPa~-8.6 kPa의 값을 나타

내었다. 또한 흡입응력도 모관흡수력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포화가 시작되면서 급격하게 0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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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포화 무한사면의 안정성 평가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산사태는 발생 깊이가 2 m 이내의 천층파괴가 주로 발생한다(Kim and Song,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얕은 깊이의 무한사면 파괴를 해석하기 위하여 식 (2)와 같은 불포화 무한사면 안정해석법(Lu and 

Godt, 2008)을 적용하여 강우침투에 따른 사면안정해석을 수행하였다. 여기에서 는 내부마찰각, 는 사면경사, ′는 점

착력, 는 단위중량, 는 활동면 깊이 그리고 는 흡입응력을 나타낸다. 따라서 사면경사는 35°, 단위중량은 화강암 

풍화토의 경우 1.55 g/cm3, 편마암 풍화토의 경우 1.54  g/cm3로 설정하였으며, 가상 활동면 깊이는 모관흡수력센서 설치 

위치인 지표면으로부터 각각 0.2 m, 0.4 m 그리고 0.6 m로 하였다. 나머지 인자는 직접전단시험으로 구한 내부마찰각과 

점착력 값을 이용하여 사면안전율을 산정하였다. Fig. 11은 각 풍화토별 산정된 흡입응력을 이용하여 계산된 불포화 무한

사면 안전율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tan

tan

sin

′





tan cottan (2)

불포화 무한사면의 안전율을 살펴보았을 때 습윤전선의 하강 및 붕괴형태에 대한 현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면안전율은 초기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강우가 침투함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되면서 사면붕괴에 이르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각 풍화토별 최소 사면안전율은 화강암 풍화토의 경우 FS = 0.75, 편마암 풍화토의 경우 FS = 0.92로 나타났다. 

또한 각 계측기 설치위치에서의 실제 붕괴시간은 계측기가 노출되는 시점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와 불포화 무한사면의 안

전율이 1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을 분석했을 때 실제 붕괴가 발생하기 전 안전율이 1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Fig. 12는 각 풍화토별 불포화 무한사면의 안전율이 1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과 실제 붕괴시간의 차이를 나타낸 그림이

다. 화강암 풍화토에서의 경우 실제 붕괴가 발생하기 전 약 1,600초전 안전율이 1 이하로 떨어졌으며, 편마암 풍화토에서

의 경우 5,400초 전 안전율이 1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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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강우침투에 따른 불포화 무한사면의 안전율변화 특성과 실제 붕괴특성을 분석하여 산사태 탐지기준을 

제안하고자 산사태 모형토조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산사태 모형토조실험의 기초 연구로 국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2 m 이하의 얕은 천층파괴(shallow failure)를 재현하였으며,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극한강우를 재현하기 위해 시간당 200 

mm의 강우강도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붕괴특성을 살펴본 결과, 화강암 풍화토에서는 실험 초기부터 세굴현상이 발생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선단부(toe 

part), 사면부(slope part), 정상부(crest part)에서 소규모 붕괴가 발생되어 붕괴면이 발생되었으며, 붕괴면들은 점차 모형

사면의 천부에서 심부 그리고 선단부에서 정상부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붕괴형태는 국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천층파괴를 띔과 동시에 붕괴면들이 점차 선단부에서 정상부로 확장되는 후퇴성파괴(retrogressive failure)의 양상도 보

였다. 편마암 풍화토에서도 마찬가지로 천층파괴 및 후퇴성파괴의 양상을 똑같이 보였지만, 화강암 풍화토에 비해 붕괴시

간이 느릴 뿐만 아니라 뚜렷한 붕괴면을 찾기 어려웠다. 이는 편마암 풍화토에서 관찰되는 판상의 운모류 때문에 연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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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의 강우침투가 원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Seo et al., 2017), 화강암 풍화토에 비해 세립질 성분이 다소 많이 존재

하여 투수계수가 낮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실험이 진행되면서 계측된 모관흡수력의 변화특성을 살펴보면 강우침투특성과 같이 천부(shallow depth)에 설치된 센

서가 가장 먼저 반응을 하였고 중부(middle depth) 그리고 심부(deep depth)순으로 반응하였다. 반응한 모관흡수력의 값

은 급격하게 0 kPa으로 감소하였으며 이 값은 실험이 종료될 때 까지 유지되었다.

측정된 모관흡수력을 토대로 불포화토의 응력을 표현하기 위하여 Terzaghi(1943) 및 Bishop(1959)의 유효응력을 확

장한 흡입응력(Lu and Likos, 2006)을 각 풍화토별 흙-함수특성곡선으로 구한 불포화특성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Song 

et al., 2012; KIGAM, 2016). 산정된 흡입응력으로 강우가 침투함에 따른 불포화 무한사면의 안정성평가를 수행하기 위

하여 사면안전율의 변화와 실제 붕괴특성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먼저 사면안전율의 변화는 강우가 침투함에 따라 급격하

게 감소하여 화강암 풍화토의 경우 0.75, 편마암 풍화토의 경우 0.92으로 수렴하였다. 그리고 사면안전율이 1 이하로 떨어

지는 시점과 실제 붕괴시간을 비교했을 때 화강암 풍화토의 경우 약 1,600초, 편마암 풍화토의 경우 약 5,400초 차이가 나

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산사태 조기탐지 기준을 FS = 1인 시점으로 설정했을 때 붕괴 전 예측을 할 수 있었

다. 이는 산사태 모형실험의 기초연구단계로 산사태 발생 전 지반특성변화를 관찰하여 어느 시점에서 붕괴가 발생하는지 

예측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산사태 모형실험은 자연사면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형사면을 조성하기에는 매우 힘들기 때문에 

치수효과(scale effect)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Moriwaki et al., 2004).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연사면을 대상으

로 강우침투에 따른 지반특성변화를 직접 모니터링 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실제 자연사면 규모의 대규모 산사태 모형 실험

을 지질별, 강우강도별로 수차례 수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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