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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debris flow and topographical factors is essential for the reliable estimation of soil los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stimate stability index and soil loss for assessing landsliding risk caused by debris flow. SIMAP 
and RUSLE are used to estimate stability index and soil loss, respectively. The landsliding risk area estimated by using 
SIMAP is found to be different from the large land area estimated by RUSLE. It is found that the spatial distribution of soil 
cover significantly influences landsliding risk area. Results also indicate that stability index and soil loss, estimated by soil 
cover factor, improve the assessment of landsliding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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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최근의 풍수해에 의한 피해양상은 도시내 하수역

류에 의한 저지대 침수, 산사태, 토석류 등에 의한 피

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강우의 국지적인 양상과 

강우강도가 커짐으로써 발생빈도가 매년 증가하는 추

세이다. 여기에 도시화, 산지개발 등에 따른 토지피복

상태의 변화, 경사의 변화 등에 따른 지표토사의 상태

가 교란된 상태에서 강한 강도의 강우가 내림으로써 

피해발생이 시작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산사태와 같

은 토석류의 가장 직접적 원인은 강우가 가장 직접적

이며, 이론적으로는 임의의 시기까지의 누적강우량이 

그 시기까지의 연평균 강우량을 초과할 때,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산사태의 규모가 결정된다는 연구가 있

다.(Olivier 등, 1994; Kim 등 1998).
토석류에 의한 피해저감 및 대책수립을 위해서는 

자연사면의 토양층 붕괴, 토양침식 등에 의한 토석류

의 추정은 통수단면의 축소로 인한 범람피해를 방지

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Kim 등, 2007).
산지의 급경사 지역의 토사유출발생에 따른 토석

류의 연구에 관한 것으로는 최근까지 사면의 안정성

에 관한 연구와 토사유출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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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어 왔다. 사면의 안정성에 관한 연구로 GIS 기법

을 이용한 사면의 지형특성에 대한 가중치 부여를 통

하여 산사태 위험을 예측하였으며(Chae 등, 2004), 물
리기반의 모델에 의한 연구를 하였다(Oh 등, 2006).

GIS 기법 및 지형의 특성을 이용한 산사태 및 토석

류의 관한 연구로는 무한사면안정모델을 이용한 연구

가 수차례 이루어 졌으며(Jang 등, 2008; Oh 등, 2006; 
Jang, 2009), Virginia Madison County에 폭우로 인해 

발생한 토석류에 대해 GIS기법과 SINMAP을 이용하

여 발생위험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Morrissey 등, 
2001), Italy Agnnao 지역에 대해 SINMAP을 이요하

여 토석류 위험분석을 실시하였으며(D. Calcaterra 등, 
2004), 토석류의 위험성 분석에 관한 연구(Jun 등, 
2011,)에서 사면안정계수에 의한 위험성을 분류하였

다. 또한 소규모 개발지역에 대한 지형적인 특성을 분

석하여 토석류의 위험성을 분석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며(Park 등, 2012), 환경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형인자의 분석을 통해 산사태 위험인자의 분석을 

하여 재해예측을 실행한 연구도 있다(Bae 등, 2009).    
그러나 토석류의 발생에 있어 지형인자의 상관관

계와 강우의 영향이 크다는 것은 앞선 연구에서도 나

타나 있지만 토사유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토사

유출량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한사면안정 모

델을 이용한 토석류 발생의 위험성을 해석하고 

RUSLE 방법에 의한 토사유출량을 산정하여 지형특

성에 따른 토석류 발생에 대한 위험지수의 산정과 토

사유출량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여 토석류발생 위험성

에 대한 평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무한사면안정 모델

SINMAP(Stability Index Mapping)은 사면의 안정

성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사면의 안정성을 사면

의 안정지수(SI:Stability Index)로 등급화하여 나타낸

다. SINMAP의 이론적 결합은 수리적 모델을 무한사

면안정모델과 접합시킨 것으로서 Grid 기반의 DEM
을 사용하며, 토양과 식물뿌리의 점착력을 고려하여 

해석한다. 또한 SINMAP에 사용되는 변수들은 범위

로 입력이 되며, 상한값과 하한값 내에서 균등한 확률

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분포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Jang, 2009). 
무한평면사면안정해석(Infinite plane slope stability 

analysis) 모델의 사면안정계수는 식 (1)과 같이 쓸 수 

있다. Fig. 1은 식 (1)에서 가정한 사면과 토층 및 지하

수 대수층간의 기하학적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Pack 
등, 2001).

Fig. 1. Infinite slope stability model schematic. 

 

·· · sin · cos
  cos ·    ·  · tan

   

(1)

여기서 Cr은 식생뿌리의 점착력 [N/㎡], Cs는 흙의 

점착력 [N/㎡], θ는 사면경사, ρs는 습윤상태 흙의 밀

도 [㎏/㎥], ρw는 물의 밀도 [㎏/㎥], g는 중력가속도 

[9.81m/s2], D는 토층의 깊이[m], Dw는 토층내 지하수

의 깊이[m], h와 hw는 토층과 지하수 깊이의 방향여

현, φ는 흙의 내부마찰각[degrees]이다. 식 (1)은 습윤

상태의 흙과 건조상태 흙의 밀도가 같다는 간략화 가

정 하에 유도되었다(Pack 등, 2001)은 식 (1)을 단순화

시킨 식(2)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sin 
  costan (2)

여기서 h =Dcos , w=Dw/d=hw,/h, C=(Cr+Cs)/(hρ

sg), r=ρw/ρs이다. 흙의 상대적 점착력 C는 식생뿌리와 

흙의 점착력을 합한 전체 점착력과 흙무게와의 상대

적인 비로 나타내고 있으며, 무차원이다. 그리고 상대 

습윤도(relative wetness)를 사면의 배수특성과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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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서 w=Ra/Tsin로 가정하였다. 여기서 Ra[㎡/㏊]
는 정상상태 지하수 재충진율(a steady state lateral 
recharge rate)을 나타내며, a[㎡/m]은 비집수면적

(specific catchment area), R[m/㏊]은 투수계수 

(hydraulic conductivity)이다. 비집수면적 a는 다음 식

(3)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3)

여기서 A는 지하수 재충진에 기여하는 집수면적

[㎡], b는 지하수가 유입되는 사면의 등고선을 따라 측

정한 횡방향 길이(length of influx segment along a 
contour line)이다. 그리고 Tsin는 지하수 배수능

(capacity of lateral discharge)으로서 T는 흙의 투수량

계수(transmissivity)[㎡/㏊]이다. 위에서 가정한 상대 습

윤도를 이용하여 식 (2)는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in
cos


min


sin

tan

    (4)

식 (4)에서 min(Ra/Tsin ,1)은 상대 습윤도의 상한

계가 1.0임을 의미한다. 이 식이 SINMAP에서 사면안

정계수(Stability Index, SI)를 정의하기 위하여 사용

된 식이다. 위의 식 (4)에 포함된 매개변수 중에 비집

수면적 a와 사면경사 등은 지형자료로부터 산정이 

가능하며 물과 흙의 밀도비 r는 0.5로 가정하고 있다. 
식생뿌리와 흙의 점착력이 종합된 C, 흙의 마찰력 tan
Φ, 투수계수와 흙의 투수량계수의 비 R/T 등이 불확

실성을 내포한 매개변수로서 이를 적정하게 산정하는 

것이 위 식을 이용한 사면안정해석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SINMAP에서는 식 (5)와 같이 이들 3개의 매개변수

들이 각각 상한계와 하한계 범위를 가지며, 이범위 내

에서 발생확률이 균일한 확률분포(Uniform probability 
distribution)를 갖는 것으로 가정한다.

C～U(C1, C2) (5a) 
R/T ～U((R/T)1, (R/T)2)         (5b)

tanφ ～U((tanφ)1, (tanφ)2)  (5c)

이와 같은 확률분포 가정하에서 하한계 C와 tanΦ

(즉,C1과 (tanφ)1) 및 상한계 R/T (즉, (R/T)2)조합이 

식 (6)과 같은 가장 최악(안전측)의 시나리오를 구성

하게 된다.

  min 

sin
 cosmin


sin


tan

(6)

이와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FSmin이 1.0보
다 큰 지역은 안전(unconditionally stable)한 것으로 

분류된다. 반면에 FSmin이 1.0보다 작은 지역은 사면

파괴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사면파괴의 가능

성은 공간적인 변이성을 나타내는 C, T, tanΦ는 물론 

지하수 재충진율의 변이성을 나타내는 R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식 (6)의 R/T는 수문학적인 측면에서 사

면의 공간적 변이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FSmin이 

1.0보다 작은 지역(즉, FSmin<1)에서의 사면안정계수 

SI는 식 (7)과 같이 FS >1일 확률로 정의된다.

  Pr                               (7)

최상의 시나리오인 C=C2, R/T=(R/T)1, tanΦ=(tan
Φ)2인 조건에서 FSmax는 식 (8)과 같이 정의 된다. 

  maxsin
 cosmin


sin


tan

  

 (8)

만일 FSmax가 1.0보다 작을 경우 SI=Prob(FS>0)=0, 
즉 사면안정계수는 0이 된다.

Table 1은 사면안정계수 SI의 조건에 따라 예측되

는 사면의 상태에 대한 분류표의 예이다. SI의 분류기

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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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Class Predicted State Parameter Range
Possible Influence of Factors

Not Modeled

SI > 1.5 1 Stable slope zone Range cannot model
instability

Significant destabilizing factors are
required for instability

1.5 > SI > 1.25 2 Moderately stable zone Range cannot model
instability

Moderate destabilizing factors are
required for instability

1.25 > SI > 1.0 3 Quasi-stable slope
zone

Range cannot model
instability

Minor destabilizing factors could
lead to instability

1.0 > SI > 0.5 4 Lower threshold slope
zone

Pessimistic half of range
required for instability

Destabilizing factors are not
required for instability

0.5 > SI > 0.0 5 Upper threshold slope
zone

Optimistic half of range
required for stability

Stabilizing factors may be
responsible for stability

0.0 > SI 6 Defended slope zone Range cannot model
stability

Stabilizing factors are required for
stability

Table 1. Stability Class Definitions

2.2. RUSLE 방법

RUSLE 방법은 지형특성과 강우강도에 의해 토양

침식량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토양침식을 예측하는 모

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상이 요구되

는 방법이다.  
①토양침식도의 변화

②연중 침식강우라 볼 수 있는 강우강도 고려

③계절 또는 식생기간 등에 따른 침식률

④식생상태의 다양성 및 상호관계

RUSLE모형은(Wischmeier et al, 1978) 범용 토양

손실 경험식으로 실측 토사침식량과 토사 유출인자

(강우, 토양, 경사, 식생, 유역관리조건 등)와의 상관성

분석에 의해 토사침식량을 산정하는 것으로 토사침식

과 관련된 경사진 소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였다는 점

에서 비교적 객관성이 높은 합리적인 토사유출 예측

방법으로 공식은 다음과 같다.

A R ․ K ․ LS ․ C ․ P      (9)

여기서, A는 단위면적당 토사침식량 (tonnes/ha), R
은 강우침식인자 (107J/ha․mm/hr), K는 토양침식인

자 (tonnes/ha/R), LS는 지형(경사면길이, 경사도) 인
자 (무차원), C는 토양피복인자 (무차원), P는 토양보

존대책인자 (무차원)이다. 

3. 결과 및 고찰

3.1. 적용유역 및 분석개요

본 연구에서는 무한안정사면 모델인 SINMAP에 

의한 지형특성인자를 이용하여 토석류 발생의 위험분

석을 통해 SI(Stability index)를 분석하고 RUSLE 모
형을 통해 토양침식량을 계산하고 유달율에 의한 하

류의 토사유출량을 산정하였다. 
대상유역은 Fig. 2와 같이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신흥리 지역을 선정하였고 면적은 약 123.84 ㏊(1.24
㎢)이다. 연구지역에서 일어난 토석류 발생에 대한 정

확한 데이터가 없으므로 연구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토양구성비와 토양도 및 피복인자 등 토석류 발생에 

기여하는 인자에 대한 자료를 조사 수집하였다.  
대상유역의 토양피복과 토양도, 표고분석, 경사분

석을 Fig. 3∼Fig. 6과 같이 실시하였으며, 표고의 경

우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EL.m 100이상의 지역

이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역의 경사는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 ～ 30° 구간이 34.6%를 차지하

고 있으며, 10° ～ 30° 구간이 67.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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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udy Area.

Fig. 3. Landuse.
  

Fig. 4. Soil Map.

Fig. 5. Altitude analysis.
  

Fig. 6. Slop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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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Area (㏊) Ratio (%)
15 ～20m 0.32 0.3
20 ～40m 2.65 2.1
40 ～60m 6.86 5.5
60 ～80m 10.40 8.4

80 ～100m 16.82 13.6
100 ～120m 26.03 21.0
120 ～140m 31.27 25.3
140 ～160m 20.01 16.2
160 ～180m 8.59 6.9
180m   이상 0.89 0.7

합   계 123.84 100

Table 2. Results of Altitude analysis

Category Area (㏊) Ratio (%)
10°   below 19.64 15.9
10° ～20° 40.92 33.0
20° ～30° 42.86 34.6
30° ～40° 16.95 13.7
40° ～50° 3.09 2.5
50° ～60° 0.33 0.3
60° ～70° 0.04 0.0
70°   이상 0.01 0.0
합   계 123.84 100

Table 3. Results of Slope analysis

3.2. 분석결과 

연구대상유역의 수치지도를 ArcView를 이용하여 

표고를 “DEM Grid”화하여 SINMAP분석에 사용할 

DEM을 생성하고, 이 자료를 이용하여 SINMAP분석

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값은 SINMAP에서 제

공하는 Default값을 사용하였으며, 그 값은 다음 

Table 4∼Table 5와 같다.

Classifications Default Value Units

Gravity constant 9.81 ㎨

Soil density 2000 ㎏/㎥

Water density 1000 ㎏/㎥

Number of points in a SA Plot 2000 -

Table 4. SINMAP model parameters

Classifications Default Value Units

T/R
lower bound 2000 m
upper bound 3000 m

Cohesion
lower bound 0 t/m2

upper bound 0.25 t/m2

Phi
lower bound 30 °
upper bound 45

SA Plot lower wetness line 
percentage

10 %

Table 5. SINMAP modeling geotechnical parameters values

연구유역의 토석류 발생 위험도와 SINMAP에 의

한 Stability Index와 비교에서 산사태 모식도의 위험

등급 부분과 Stability Index의 위험범위 부분인 0.0∼
1.0이하인 부분이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SINMAP을 이용한 토석류 발생 위험분석이 기

존의 산사태 위험등급에 의한 분석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SINMAP을 이용한 토석류 발생 위험 분석

에서 위험범위를 살펴보면 주로 경사도가 급한 계곡

주변에서 위험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토석류 

발생 위험 분석에서는 경사인자 값에 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Fig. 7에는 대상유역의 토석류 발생 위

험도를 표시하였으며 붉은색을 나타내는 부분이 1등
급이며, Fig. 8의 경우는 SINMAP에 의한 SI지수가 O
에 가까운 곳으로 위험한 곳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Stability Index(SI)와 Saturation(포화도)
를 비교하였으며, 포화도는 Fig. 9∼Fig. 10에 비교한 

바와 같이 우측에 확대한 그림에서 가장 높은 고도에 

포화영역이 생성되고 지형적인 특성에 의해 유수의 

흐름이 집중되는 계곡선으로 포화지역이 형성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Stability Index는 포화도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사도에 따라서 토석류 발생 위험지역이 분

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포화도가 높은 지역

의 경사도가 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포화지역이 아닌 

계곡선의 포화도 주변으로 토석류 발생 위험도가 분

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토석류 발생의 위험도 분석에 의한 Fig. 11∼Fig. 

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SI지수 결과를 RUSLE(50년 

빈도)와 비교하였다. RUSLE분석 결과와 SINMAP의 

Stability Index를 중첩 분석한 결과 Fig. 14∼Fig. 1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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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Landslide Diagram.

    

Fig. 8. Stability Index.

    

Fig. 9. Comparison of Saturation index.

나타낸 바와 같이 토사유출량이 많은 곳과 SINMAP
에 의한 토석류 발생 위험성이 있는 곳이 일치하지 않

았다. 이는 토지피복도를 중첩할 경우 산림을 구성하

는 나무, 풀 등에 의해 토사유출이 억제됨으로서 지형

의 경사 등에 의해 토석류 발생의 위험도는 존재하지

만 나무 등에 의한 피복상태가 토사유출을 억제하는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SINMAP에 의한 지형인자 특성만으로 산

정된 SI지수에 따른 위험지역이 RUSLE에 의한 토사

유출량 산정에서 토지피복인자(C)를 고려함으로써 

실질적인 토석류의 위험성과 토석류의 양에 대한 평

가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13에 나타난 SA Plot 그래프에서 SI = 0.0 ～

1.0범위 안에 있는 지점이 토석류 발생 위험 지구 분

포이다. 이 분포를 수치화 하여 Table 6에 나타내었다. 
연구지역의 토석류 발생 위험 지구는 전체 면적 중 0.2
㎢(17.7%)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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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mparison of stability index.

Fig. 11. RUSLE(T=50 Soil Loss).

  

Fig. 12. Stability Index.

Stable Moderately
Stable

Quasi-
Stable

Lower
Thresh

Upper
Thresh

Defend Total

Area (km2) 0.6 0.2 0.2 0.2 0.0 0.0 1.2
% of Region 48.9 15.1 18.1 16.5 1.2 0.1 100.0
# of Slides - - - - - - -
% of Slides - - - - - - -

LS Density 
(#/km2)

- - - - - - -

Table 6. Results of sinmap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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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SINMAP SA Plot.

 

Fig. 14. Comparison of Stability Index and RUSLE 
(T=50 Soil Loss).

Fig. 15. Point of Soil loss.

    

Fig. 16. Point of Stability Index Value.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토석류에 의한 토석류 발생의 위험

성을 판단하기 위해 무한사면안정 모델인 SINMAP을 

이용하여 토석류 위험분석과 RUSLE방법을 이용하

여 토사유출량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지형인자를 이

용하여 분석한 결과 경사도가 높은 곳이 토석류 발생

의 위험지역으로 분석되었으며, 토사유출량을 산정한 

결과와 비교하면 식생, 토지피복 등에 따라 토사유출

량이 발생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실적인 토석류의 발생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지형인자를 이용한 SINMAP분석의 SI위험도 지수에 

토양피복인자 값이 추가된 RUSLE 방법에 의한 토사

유출량이 추가됨으로 인해 토석류 발생 위험지구에 

대해 정밀한 판단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SINMAP을 이용한 토석류 발생의 위험성을 평가

하는 SI 지수의 산정결과에서는 계곡주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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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화도가 높은 지역의 경사가 급한 지역이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RUSLE 방법으로 토

사유출량을 산정한 결과와 중첩하여 비교한 결과 경

사도가 높은 지역이 반드시 토석류의 발생위험이 높

은 것은 아니며, 토지피복의 영향에 따라 토사유출량

이 달라지며, SI지수와 토사유출량 발생이 높은 곳이 

중복되는 곳이 토석류의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

이라 판단할 수 있다. 
토석류의 발생에서 두 분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식

생피복의 유무라고 할 수 있다. 토사유출 산정에 쓰이

는 RUSLE식에서 토양피복인자 값에 해당하는 “C”
값(토양보존대책인자 “P”포함)을 제외하고 계산하여 

얻은 결과가 SINMAP의 위험지구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으로 보아 토석류발생은 토양의 식

생피복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SINMAP분석과 토사유출 산정분석을 통해 

세밀한 토석류 발생 위험지구를 유추해 내고 그에 대

한 저감대책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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