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9

~

사면 안정해석에 적용되는 지반강도정수(C, φ 와 사면경사 민감도 분석)

Sensitivity Analysis of Shear Strength Parameters(C, φ)and

Slope Angel in Slope Stabil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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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PSIS : Shear strength parameters obtained from filed survey are important factors in

the analysis of slope stability. In this study, sensitivity analysis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effect of input parameters on the analysis of slope stability. The input parameters selected for

sensitivity analysis were slope angle, cohesion, and friction angle. Monte-Carlo Simulation

method was used for calculating input parameters and the factor of safety was computed by

means of limit equilibrium method. A rock slope, which has failed in the field, was used for

the sensitivity analysis in the analysis of slope stability. The result of analysis shows that the

factor of safety of the rock slope was a little low. From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PPC) of

input parameters determined from the sensitivity analysis, slope stability was dependant on

cohesion and slope angle. The effect of friction angle was lower than that of cohesion and

slope angle on slope stability.

Key words : Shear Strength Parameters, Monte-Carlo Simulation, Limit Equilibrium Method,

Factor of Safety, Sensitivity Analysis

서 론1.

사면 안정해석은 현장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지반강도정수를 도출하고 안정해석의 입력자료로 활용하

여 수치해석을 실시한다 현장 조사에서부터 설계에 이르기까지 지반강도정수의 영향은 사면 안정해석.

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면의 안정성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선별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민감도 분석의 기초자료인 입력변수로는 일반국도변에서 수집한 개 현. 1934



180

장의 자료를 통하여 지반강도정수와 사면경사의 분포현황을 이용하였다 입력변수들은. Monte-Carlo

기법을 이용하여 변수를 산출하고 한계평형식을 사용 안전율을 도출하였다 대상 사면 모델Simulation .

은 기붕괴가 발생한 사면을 대상으로 민감성을 분석하였다 민감성 분석 인자로는 사면 경사 점착력. , ,

내부마찰각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출력인자로는 안전율을 선정하였다 민감도 분석시 민감도지수는.

를 적용하였다PCC(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 .

현장 조사 자료수집2.

본 연구에 활용한 현장 조사 자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년부터 실시한 전국 일반국도변에1998

위치한 절토사면 개소의 현장을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은 본 연구에1934 . 1

활용한 지방청별 자료 현장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 에서 보듯이 전국에 골고루 현장이 분포되어 있는. 1

것을 알 수 있다 입력변수로써 사용될 지반강도 정수값은 현장조사시 측정한 사면의 경사값과 분. RMR

류법을 이용하여 도출한 점착력과 내부마찰각을 산출하였다.

표 본 연구에 활용한 지방청별 일반국도변 절토사면 현장수1.

총계 서울청 원주청 대전청 익산청 부산청

현장수 1,934 85 549 258 306 736

지반강도정수산정 방법2.1

분류 및 분류2.1.1 RMR SMR

국내에서 터널 및 암반역학에 주로 암반 분류법으로 분류법이 활용된다 년 에RMR . 1973 Bieniawski

의하여 처음 제안된 분류법은 최근에 등에 의하여 사면의 안정에도 활용되게 되었RMR Romana(1993)

다 표 는 지반강도정수 산출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된 현장조사 결과의 실례를 나타낸 것이다. 2 .

표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한 암반분류 실례2. 지반강도정수 산출2.1.2

지반강도정수의 산정에 대한 경험식은 많

은 학자들에 의하여 제시되었다 대표적으로.

등 의하Bieniawski(1989), Trueman(1988)

여 제시된 방법이 주로 적용되고 있다.본 방

법은 회귀분석식으로부터 제안된 식으로

일반적으로 점착력은 과대한 값을 나타

내고 있으며 마찰각은 과소평가되는 단

점이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취한. RMR

값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을 최

대한 이용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 채택

하였다 식 과 는 본 연구에 활용. (1) (2)

된 지반강도정수 산출식이다.

(1)

Φ (2)

구분 항 목 상 태 점 수

RMR

일축압축강도 (MPa) 150.1 11.7

RQD (%) 82.0 16.4

절리면 간격 (m) 0.2 8.2

절리면

상태

연장길이 (m) 5.0 1.2

분리폭 (mm) 0.0 6.0

거 칠 기 rough 5.0

충 진 물 soft 2.0

풍 화 도 심한풍화 1.0

지하수 상태 dripping 4.0

합 (Fair)Ⅲ 56

SMR

F1 26 0.4

F2 45 1

F3 1 -6

F4 기계굴착 0.0

RMR+(F1×F2×F3)+F4 (Fair)Ⅲ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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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강도정수 분포특성2.2

절토사면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분포특성을 분석하였다 분포특성 분석은. Monte-Carto

에 활용하기 위한 확률변수를 구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분포형태를 분석한 결과 가지의 경simulation . 3

우 모두 정규분포 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력변수의 평균 및 분산은 전체 값(normal distribution) .

들과 분류법에 의하여 총 단계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과 같으며 현장의 자료를 이용하여SMR 4 . 3

도출한 확률변수 결과이다 확률변수 중 식 과 를 이용하여 확률변수. (3) (4) 에 대한 개의 측정치에 대X N

한 평균값을 구하였으며 표준편차는 분산에 대한 제곱근으로 구하였다 윤길림 표 에서( , 2004). 3 SMR Ⅰ

과 의 수는 개이며 은 개 는 개 는 개소이다 그림 은 현장에서 수집한 전체175 , 942 , 549 , 268 . 1Ⅱ Ⅲ Ⅳ Ⅴ

입력변수의 분포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는 등급중 에 해당되는 자료를 분석한 입력 변수. 2 SMR Ⅲ

분포형태이다 다음으로 을 이용하여 개의 난수를 발생시켰으며 이들 난수. Monte-Carlo Simulation 1000

를 이용하여 모델 사면의 안전율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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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조사된 입력 변수전체의 확률분포1.

그림 조사된 입력 변수중 등급의 확률분포2. SMR Ⅲ

표 현장 자료를 이용한 확률변수3.

구 분

사면 경사 점착력 내부마찰각

전체
SMR

전체
SMR

전체
SMR

&Ⅰ Ⅱ Ⅲ Ⅳ Ⅴ &Ⅰ Ⅱ Ⅲ Ⅳ Ⅴ &Ⅰ Ⅱ Ⅲ Ⅳ Ⅴ

평균값 63.68 63.44 64.17 63.95 61.59 26.94 34.47 28.17 24.53 22.62 31.86 38.74 32.80 28.76 30.44

분산 10.48 10.87 10.35 10.02 11.39 7.14 4.68 5.84 5.3 10.19 5.09 3.73 3.69 4.93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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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안정해석과 입력 인자 민감도 분석3.

사면 안정 해석3.1

암반 사면의 안정성 해석은 동역학적으로 한계평형해석을 통하여 안전율을 산출할 수 있다 그림 은. 3

평면파괴의 일반적인 모식도이다 암반사면의 평면 파괴율은 다음의 식 를 통하여 구할 수 있다. (5) .

민감도 분석 기법3.2

정의3.2.1

입력변수는 측정오차 정보의 부(measurement error),

재 그리고 모델의 메커니즘에 대한 부족한 이해등과 같은

다양한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다 이로 인해 모델의 결.

과에 대한 확신에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민감도분석은.

입력변수들과 모델 변수들의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다 또한 민감도분석은 모델의 출력이 입력변수들의 변화.

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평가하여 모델의 신뢰성과 예측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민감도분석은 모델 입력변수의 불확실성의 결과로서 얻어

지는 전체 불확실성을 정량하는 데 목적을 둔 불확실성

해석 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Uncertainty Analysis)

수 있다.

민감도 분석 종류3.2.2

민감도 분석 기법은 크게 선별기법 국소적 민감도 분석 그리(screening), (local sensitivity analysis)

고 대역적 민감도 분석 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배규진 선별기법은 한(global sensitivity analysis) ( , 2003).

번에 하나의 변수에 대한 값을 변화시켜가며 표본을 추출하고 결과들에 대한 잔차를 비교하여 분석한

다 국소적 민감도 분석에서는 입력변수들로 출력함수를 편미분하여 분석을 하며 해석하는 방법이다 대. .

역적 민감도 분석은 각 입력변수의 불확실성이 출력변수의 불확실성에 미치는 영향이 평가되며 각 입력

변수에 대한 분포가 해석을 위한 입력으로 사용된다 모든 변수들을 동시에 변화시키고 각 입력변수의. ,

전체 범위에 대해 민감도를 측정할 경우 대역적 민감도 분석으로 고려할 수 있다 등(Saltelli , 2000).

본 연구에서는 지반강도정수와 설계인자에 대한 표본을 추출하고 출력변수 즉 안전율에 대한 민감도

를 분석하기위하여 대역적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민감도 분석 순서3.2.3

일반적인 민감도 분석은 다음과 같은 순으로 결정된다 먼저 실험 계획을 설계하고 어떠한 입력변수.

들을 고려할지 결정한다 각 입력변수에 대한 확률밀도함수 또는 편차 범위를 결정한다 다음 적절한 설. .

계에 의해 입력 벡터 및 행렬을 발생시키고 출력결과의 분포를 조사하여 모델을 평가한다 끝으로 출력.

변수에 미치는 각 입력변수의 영향 또는 상대적인 중요도를 평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의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입력변수에 대한 확률밀도함수를 설정한다 다음으로 출.

력결과의 값인 안전율과 입력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도출하여 민감도를 분석하게 된다 입력변수로는 지.

반강도정수와 설계변수를 적용하였으며 안전율을 출력변수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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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을 활용한 민감도 분석3.2.4 Monte Carlo Simulation

은 대역적 민감도 분석의 한 기법으로서 무작위로 추출된 모델 입력변수들Monte Carlo Simulation ,

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입력변수들이 모델 예측결과의 불확실성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

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반강도정수의 입력변수들의 분포에 따른 결과들의 중요도와 불확실성을 분석.

하는데 유용한 에 근거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Monte Carlo Simulation .

본 연구에서는 입력변수의 범위를 동일한 확률을 가진 개의 간격으로 나누고 각 간격에서 입력변수N

의 값을 추출하는 표본추출 기법인 표본추출기법을 적용하였다 이 기법은 출력결과Latin hypercube .

가 입력변수들 가운데 단지 몇가지 요소들에 의해 지배 될 때 매우 우수하며 출력결과의 평균과 분포함

수를 추정하는데 있어 무작위 표본추출기법보다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등(Hoek , 1995).

민감도분석에는 많은 민감도 지수가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PEAR(Pearson product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SPEA(Spearman coefficient), SRC(Standard Regression Coefficient),

그리고PCC(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 SRRC(standardized rank regression coefficient),

등의 지수가 널리 이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상관PRCC(partial rank correlation coefficient) .

과 부분상관 의 개념에 근거한 지수를 사용하였다 출력결과(correlation) (partial correlation) PCC . ˆ와

입력변수 ˆ 사이의 부분상관계수는 일련의 회귀모델들로부터 얻어진다 우선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모.

델을 구성한다. 는 입력변수이며 와 는 회귀분석에서 얻어지는 계수들이다 식( 6).

ˆ , ˆ (6)

그런 다음 새로운 변수 ˆ와 ˆ 를 정의하기 위해 위의 두 회귀식들의 결과들을 사용한다. Y

와 Xj 사이의 부분상관계수는 ˆ와 ˆ 간의 상관계수로서 정의된다 따라서(Helton, 1993). PCC

는 위의 두 변수들 사이의 선형관계에 대한 척도를 제시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는. PCC Xj와 Xi 들 사이(i j)≠

의 상관관계로 인한 영향을 보정한 뒤 와 주어진 입력변수Y Xj 사이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반영한다.

분석 결과4.

해석 대상 사면4.1

사면 안정 해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그림 와 같은 모델을 선정하여 해석을 실시하였다 본 사면4 .

은 경사를 가지는 연약대층을 따라 평면파괴가 발생하였으며 전체 사면높이는 이며 인장균열20° 48.2m ,

의 깊이가 에 해당된다 사면 경사는 이며 에 의한 암반 등급은 등급에 해당되는 것으19.8m . 58° , SMR Ⅲ

로 가정하였다.

해석 결과4.2

대상모델 사면을 대상으로 안정성 해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

음 그림 와 같다 출력변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정규분포를5 .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전율 이. Fs(Factor of Safety)

이하인 경우는 에 해당이되며 이하는 에 해1.0 72.9% 1.2 92%

당되어 본 사면은 불안정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민감. PCC

도 지수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과 같다 민감도 분석 결과6 .

사면의 점착력과 사면 경사가 매우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부마찰각은 다소 민감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

입력변수 및 출력변수의 요소수가 적은 점을 감안할 때 민감도 지수의 정량적인 의미는 없을 것이다.

그림 해석 모델 사면 모식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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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안전율에 관한 출력변수 분포도 그림 민감도 분석을 통한 지수 분포5. 6. PCC

결론5.

사면 안정해석시 사용되는 지반설계정수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 붕괴된 모델 사면을.

대상으로 안정성 해석을 실시하고 입력변수에 대한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 안전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민감도 분석에서 민감도 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점착력 경사 내부마찰각. PCC , ,

순으로 민감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입력변수 및 출력변수의 요소수가 적은 점을 감안할. ,

때 민감도 지수의 정량적인 의미는 없을 것이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경제성을 고려한 보강공법의 적정성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으.

나 사면의 붕괴는 다양한 인자의 복합적인 활동으로 발생되기에 많은 인자의 선택을 통하여 출력변수와

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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