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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강우 기간 동안에 불포화된 모형사면의 강우 침투로 흙 속에서의 다양한 조건인 간극 수압, 토압, 함수비의

변화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인공강우 장치에 의한 강우 재현으로 지반 내의 상태 변화에 따른 모형사면의 붕괴 예측에 대

해서 분석하였다. 

핵심용어 붕괴예측, 인공강우시스템, 간극수압, 강우기간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failure predict of model slope due to changes in ground condition followed by heavy rainfall

with a simulated rainfall system. the movement of a slope from the rainfall penetrating the unsaturated soil is investigated with

respect to various conditions of pore-water pressure, earth pressure and moisture content, considering rainfall duration and

permeability.

KEYWORDS Failure predict, Simulated rainfall system, Pore-water pressure, Rainfall duration

1. 서 론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

며, 이로 인한 피해는 산업의 발달과 인구의 증가 그리고 그

로인한 자연의 무분별한 훼손 등의 직·간접적인 요인에 따

라 더욱 더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리적인 영

향으로 연강수량의 대부분이 여름철에 장마, 게릴라성 집

중강우 또는 태풍과 동반되어 집중됨으로 인해 강우에 의

해 피해는 가장 큰 자연 재해중의 하나이다. 이처럼 게릴라성

집중강우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게릴라성 강우는 국지적으로 단시간에 많은 양을 발

생시켜 산사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간주된다.

강우가 산사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함수비, 간극수압,

토압 등에 따른 산사태 발생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아

직 확실히 규명되어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강우에 따른 산사태 발생 시 함수비, 간극

수압, 토압에 따른 사면붕괴를 분석하여 산사태 예측과 산

사태 붕괴특성을 알아보고자 소형인공강우 장치와 표준사

로 구성된 모형사면의 육안상의 붕괴 형태 및 함수비, 간극

수압, 토압 등의 계측결과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강우로

인한 사면 붕괴 시점 예측에 관한 실험으로 검증실험을 수

행하였다.

2. 실내 모형실험

실내 모형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내 모형사면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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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를 구성하고 모형사면 실험에 대한 기준 정립 및 산사

태 발생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 유일하게 표준이 되는

흙인 주문진 표준사를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 경사설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민안전처, 2014)

의 급경사지의 정의인 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비탈면을

급경사지에 대한 분류로 정의 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비

탈면 설계기준의 토사원지반 깍기비탈면 표준경사를 일반

적으로 1:1.0으로 제시하고 있다(표 1). 따라서 모형 실험에

적용한 모형사면 기울기는 45o로 설정하여 모형사면을 조

성하고 실험을 진행하였다(그림 1).

2.1 실험 방법

강우재현장치를 이용한 산사태 모형실험은 산사태 소형

모형사면의 경사 각도를 조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실험

설정조건에 따른 경사에 맞춰 모형사면경사를 조정하고 강

우재현을 위한 인공강우장치의 강우강도를 설정하며 강우

강도 역시 실험 설정조건에 따라 강우량을 조정한다. 실험

장비들의 셋팅이 완료되면 모형사면에 토압계, 간극수압계,

함수비센서를 설치함과 동시에 표준사를 다짐하여 모형사

면에 채우고 각종 센서들은 데이터로거에 연결하여 정확한

측정값을 얻도록 하였다. 강우재현 실험을 하기위한 설치

가 완료된 후 인공강우장치로 강우재현을 함과 동시에 간

극수압, 함수비, 토압의 변화 추이를 측정하며 강우 분사로

인한 산사태를 유발시키고 실험종료 후 모형사면 지반거동

및 사면 내 간극수압, 함수비, 토압에 대한 데이터자료분석

을 실시하였다(그림 1, 2).

2.2 모형사면의 지반정수

본 실험에 사용된 흙의 재료는 강릉에서 제작된 주문진

규사인 주문진 표준사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사용시료의 기본적인 공학적 특성 분석결과, 비중은 2.62

이며 지반의 강도정수는 직접전단시험(c = 0, Ø=30)을 통

하여 도출하였으며 투수계수는 정수위 투수시험을 통해

2.15×10-2cm/sec, 건조단위중량 1.35 g/cm3, 습윤단위중량

1.53 g/cm3, 체분석에 대한 입도분포 결과를 포함한 전반적

표 1. 토사원지반 깍기비탈면 표준경사(국토교통부, 2011)

토질조건 비탈면 높이(m) 경사 비고

사질토

밀실한 것
5이하 1:0.8~1:1.0

SM, SP
5~10 1:1.0~1:1.2

밀실하지않고 입

도분포가 나쁨

5이하 1:1.0~1:1.2

5~10 1:1.2~1:1.5

그림 1. 모형사면 경사각 설정

그림 2. 시험에 사용된 소형모형사면 

표 2. 대상시료 물리적 특성

체분석 표준사

10% Pass Particle Size(D
10

, mm) 0.43

30% Pass Particle Size(D
30

, mm) 0.51

60% Pass Particle Size(D
60

, mm) 0.56

Uniformity Coefficient(C
u
)) 1.30

Coefficient of Curvature(C
g
) 1.08

Specific Gravity(C
s
) 2.62

건조단위중량(g/cm3) 1.35

습윤단위중량(g/cm3) 1.53

Cohesion 0

Internal Friction Angle(o) 30

투수계수(cm/sec) 2.1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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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시험결과는 표 2와 같다.

2.3 실내 모형실험 장치 및 계측장치

2.3.1 실내 모형실험 장치 구조

본 연구에서 제작한 산사태 모형실험 장치는 크게 모형

사면, 인공강우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형사면은 내

부에 흙을 채우는 부분으로 총길이 약 1.6 m, 높이 80 cm,

폭 30 cm로 구성되어있다. 모형사면은 투명강화아크릴로

제작하였으며, 원하는 경사(10~70o)로 설정 할 수 있고 투

명강화아크릴판으로 제작되어 사면의 거동을 육안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인공강우장치는 살수장치부, 강우량 조절장치부, 그리고

물탱크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살부장치부는 1단 11열의 노

즐(Nozzle)로 구성되어 있다. 강우량 조절장치부는 펌프 장

치로 압력 밸브장치를 설치하여 50~370 mm/hr의 범위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집중 강우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고, 10ton 용량의 물탱크 3통을 설치하여 원

활한 물 공급이 되도록 하였으며 강우지속시간에 대한 영

향을 고려하여 제작하였다(그림 3,4).

2.3.2 강우강도

조사에 따르면 강우는 24시간 내에 200 mm 이상의 강우가

지속되거나, 강우가 하루 이상 지속되고 시간당 강우량이

35 mm 이상일 경우에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Ikeya.

1989). 우리나라의 지역적 강우특성을 살펴보면 중부지역은

기압골 형성에 의한 집중호우의 누적강우량에 영향을 받아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승호 등, 2004).

본 실험에서는 시간당강우량의 적용을 우리나라 최대시간

강우량을 고려하였으며 붕괴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강우량

값을 설정하여 150 mm/hr의 강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실시하였다.

2.3.3 계측장치

본 실험에서 사용된 계측장치는 강우에 따른 모형사면의

지반내 간극수압과 함수량을 측정하기 위한 간극수압계와

함수비 센서 그리고 강우에 의한 사면 내 포화에 따른 토압

을 알아 볼 수 있는 토압계를 설치하였고(그림 5 참조) 간극

수압계와 토압계는 Full Bridge 방식이고 함수비 센서는

Pulse 신호로 주파수변화에 따른 함수량을 측정하도록 되

어있다. 계측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데이터로거는 독일

그림 3. 인공강우재현장치 전체 모식도

그림 4. 인공강우재현 장치

그림 5. 모형사면 모식도

그림 6. 함수비 센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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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M사의 TG010D를 사용하여 계측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함수비 센서는 상부와 중부에 2개씩 바닥면으로부터 5 cm,

10 cm 토층에 각각 설치하였고(그림 6) 간극수압계와 토압

계는 모형사면 바닥면을 따라 상부, 중부, 하부에 각 각 한

개씩 총 3개를 설치하였다(그림 7, 8).

데이터로거는 1초당 1회의 데이터를 측정함으로써 정밀

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3.1 붕괴형태

150 mm/hr로 실험을 실시한 결과 실험시작 약 21~22분

(1300초) 후부터 그림 9, 10과 같이 시간에 따라 붕괴가 발

생하였으며, 붕괴형태는 표층수 흐름에 따른 하부 토사 유

실과 함께 경사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상부 방향 10 cm 지

점에서 일정시간 경과 후 균열이 발생하였고 이후 상부 쪽

으로 점진적인 붕괴가 일어나는 형태를 나타내었다.

3.2 소형모형사면 계측결과

인공강우 150 mm/hr로 실험을 시작하여 시간경과에 따라

함수비 및 간극수압은 증가하였고 하단부 부터 사면붕괴가

발생하였다. 파괴형태는 하단부까지 강우가 침투한 다음

역으로 사면 정상부로 차올라 사면의 붕괴가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1은 표준사 모형사면에 인공강우재현을 통한 함수

비의 측정 데이터로 강우량이 증가함에 따라 붕괴는 실험

시작 후 약 1300초(22분)후 함수비 최고점 도달 시 붕괴가

발생하였다. 붕괴 시점의 함수비는 상부 9~13%, 중부에서

34~38%의 평균 함수비를 나타냈고, 중부의 함수비 변화가

상부 보다 먼저 발생하는 것은 가파른 경사에 따른 강우의

침투보다 사면 표면을 따라 흐르면서 침투하는 양이 많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면의 붕괴가 일어남의 따라 간

극수 배수로 인한 함수비가 떨어지거나 일정 값에 수렴함

그림 7. 토압계 설치

그림 8. 간극수압계 설치

그림 9. 모형사면 붕괴시작 형상

그림 10. 모형사면 붕괴 진행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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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간극수압의 변화그래프는 그림 12와 같으며 상부 간극수

압의 특성은 강우의 침투와 함께 빠르게 사면 하부로 흘러

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하부 간극수압은 누적강우량

의 증가와 상부, 중부의 강우량이 침투로 인해 급격히 증가

하였다. 중부, 상부 순으로 간극수압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강우의 상부에서의 침투보다 경사에 따른 지표

수 흐름이 많이 발생하여 서서히 침투가 중부로 많이 발생

함을 알 수 있다. 실험시작 약 1300초(22분)후 간극수압의

최고점 도달과 동시에 사면붕괴가 시작됨을 알 수 있었다.

모형사면 하부(ch1)에 위치한 간극수압이 가장 먼저 상승

하기 시작하며 이후 중부 상부의 순서로 상승하기 시작한

다. 붕괴시 상부 2 kPa, 중부 1.3 kPa, 하부 0.2 kPa의 간극수

압을 보였다. 그림 13은 강우에 따른 토압의 변화량이다. 토

그림 11. 강우에 따른 함수비 변화 그래프

그림 12. 강우에 따른 간극수압 변화그래프

그림 13. 강우에 다른 토압의 변화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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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측정 결과 실험 시작 후 모든 지점에서 일정하게 증가하

는 경향이 나타났고 하부와 중부의 간극수로 인한 토압의

변화가 가장 먼저 발생한다. 붕괴시 상부 3.09 kPa, 중부 와

하부 평균 3.115 kPa의 토압이 나타났다. 모형사면의 경사

가 시작되는 부분의 붕괴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정지수 외

(2011)과 비교해볼 때 토압계는 붕괴지점으로 상부쪽 하부

쪽으로 30 cm씩 이격이 있어 모든 토압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붕괴시점에서 토압 그래프

의 증가는 경사시작지점에 토압계의 부재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붕괴 직 후 강우에 의한 다짐현상이 이루어

져 토압이 전반적으로 일정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4. 결 론

인공 강우장치를 활용하여 표준사 모형사면의 붕괴현상을

간극수압, 토압, 함수비의 변화를 통한 상호작용의 관련성을

파악한 결과 다음과 같다. 인공강우 150 mm/hr로 시작되어

실험시작 약 1300초(22분)후 강우에 따른 다짐현상이 진행

되었고 전반적인 모형사면 토압의 증가로 인하여 하부로의

흘러내림이 발생하였으며 중부하단에서부터 사면의 파괴

가 진행되었다.

강우가 지속됨에 따라 간극수압, 함수비는 전반적으로

실험시작 후 붕괴가 일어나기 전까지 부분별로 일정한 기

울기로 증가하나 사면 내 간극수의 배수로 인해 간극수압

이 떨어지고 함수비는 떨어지거나 일정 값에 수렴함을 알

수 있었다.

위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강우로 인한 산사태 붕괴

특성을 규명 할 수는 없으나 다양한 지반조건, 강우량, 비탈

면 경사, 강우 지속시간 등의 의한 인자를 적용하여 추가적

인 모형실험을 실시하여 데이터 축적이 이루어진다면 산사

태 붕괴예측을 위한 자료로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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