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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s sudden rainfall has happened, the debris flow has occurred in the mountain area. Recently sudden rainfall occurred so 
frequently caused by abnormal climate. Thus debris flow hazard had consecutively increased damage because of debris flow. Recently, 
Enormous damage due to debris flow have occurred in Korea. Var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prevent search debris flow hazard. 
This study was carried out for debris flow behavior according to the land slope on propagation. It is the important one among factors that 
are related to the propagation over the city with respect to debris flow discharge and depth. For the numerical simulations in this study, the 
land slope was varied of 5, 0, -5 ° to investigate the debris flow behavior with the FLO-2D, often recommended by FEMA to simulate 
debris flow.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FLO-2D, comparison with the USGS experiments (Iverson et al, 2010) was conducted. From 
numerical results the propagation length of the debris flow was found the most sensitive one. Maximum of debris flow thickness and 
velocity and structural vulnerabilities were investigated to the effect of land slope. They was became smaller according to land slope of 5, 
-5, 0 ° in the order. As a result, debris flow behavior analysis about the effect of the land slope could contribute to understand the 
vulnerability of city for debris flow hazards.
Key Words : debris flow, FLO-2D, structural vulnerability, land slope

†Corresponding Author : Seung Oh Lee, Tel : +82-2-325-2332, E-mail : seungoh.lee@hongik.ac.kr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Hongik University, 94, Wausan-ro, Mapo-gu, Seoul 121-791, Korea

The number of erosion control project in Korea

Total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6,893 980 855 814 807 827 442 703 237 247 296 281 155 143 106

Table. 1 The number of erosion control project in Korea since 20001)

1. 서 론

토석류의 발생은 주로 강우와 산지경사에 영향을 받

는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급격한 강우로 인하여 토

석류의 발생이 빈번해지고 그에 따라 토석류로 인한 도

심지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2014년 한해만 해도 우

리나라 경남, 강원 등지 곳곳에서 토석류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등의 각지에서도 토석류의 발

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토석류에 대한 방재대책이 필

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토석류 방재를 

위한 Table. 1의 사방사업 통계를 보면 해가 거듭될수록 

사방사업에 대한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
방사업은 주로 사방시설을 통해 직접 방재하는 방법으

로 진행되고 있지만 토석류를 미리 예측하여 예방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낮아 활용도가 떨어진다. 
현재 산림청에서 GIS시스템을 적용하여 토석류 발생 

위험지역을 보여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2). 
사태물질의 이동사면을 고려한 토석류 흐름현상을 

연구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이미지 등3)의 연구에서는 

FLO-2D를 활용하여 토석류 흐름특성에 의한 토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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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의 이동 및 퇴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토석류 흐름

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항복응력과 점성항 및 사면경

사를 변화시켜 토석류의 흐름특성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항복응력보다 점성항에 의해 토석류 흐름이 민감

하게 반응하였으며, 항복응력은 토석류의 흐름보다 퇴

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Tarolli4)는 흐

름사면과 배수지형의 관계와 사면 형상에 따른 토석류

의 흐름특성을 연구하였고, 또한 라이다(Lidar)를 이용

하여 고해상도의 지형자료를 입력하여 토석류의 흐름

을 모의하였으며 사면경사와 전파면의 관계를 분석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토석류가 실제로 피해를 유발하는 도

심지 지역의 지형경사에 따른 토석류 흐름양상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FLO-2D를 활용하여 전파면의 경

사를 변화시켜 토석류의 흐름을 모의하였고, 토석류에 

의한 구조물의 취약성 계산을 통해 토석류가 도심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수치모의

2.1 FLO-2D 이론

FLO-2D는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개발된 프로그

램으로써 주로 홍수, 유역강우 및 유출, 토석류 등을 

모의하는 프로그램이다. 미연방재난관리청에서 토석류 

모의에 권장하고 있다. FLO-2D는 2차원 모델로서 해

석시간이 빠르고 다른 프로그램과 연동이 쉽다는 장점

이 있지만, 하상침식을 고려할 수 없고 격자당 유량입

력 제한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FLO-2D에서 사용하는 

지배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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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토석류의 유동심, , : 유동심을 통해 산정

된 x 방향과 y 방향의 이동속도, : 강우강도,  , : 
x 방향과 y 방향의 마찰경사이다.

        
 

 


(4)

여기서, : 항복전단응력, : 점성전단응력, : 난류전

단응력, : 분산전단응력, : 동점성 계수, : 내부전

단계수이다.
총 전단응력을 수심 적분하여 경사형식(gradient form)

으로 표현하면 다음 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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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항복경사, : 점성경사, : 난류-분산경

사, : 유사혼합물의 비중량, : 저항매개변수, : 등
가 Manning 계수 값이다.

2.2 FLO-2D 검증

USGS 수로에서의 토석류 거동 분석을 수행한 실험6)

과 지형, 발생량, 물성치를 동일한 조건으로 FLO-2D를 

모의한 후 결과를 분석하였다. USGS 실험수로의 제원

은 폭 2 m, 길이 80 m, 바닥 경사 31 °이며, 발생량 10 
m3을 순간적으로 붕괴시켜 토석류 흐름조건을 재현하

여 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FLO-2D에서도 같은 조건

의 수로형상을 구성한 뒤 토석류 모의를 수행하였다. 

Fig. 1. Comparison of maximum flow velocity between USGS 
data and FLO-2D results.

Fig. 2. Comparison of maximum flow length between USGS 
data and FLO-2D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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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2D 프로그램의 한계로 인해 초 단위로 토석류 

거동 결과 값을 비교할 수 없어 비교 가능한 토석류의 

전파길이와 전파 최대속도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Fig. 1 및 Fig. 2와 같이 FLO-2D가 토석류 흐름을 실제

와 비슷하게 모의하는 결과 값을 확인할 수 있었고, 
토석류 흐름 조건에 알맞은 입력 값의 범위를 알 수 

있었다. 

2.3 지형경사 및 입력조건

토석류가 흐르는 사면의 형상은 폭 20 m인 사각형 

수로로 모의하였으며 흐름 경사는 30 °로 설정하였다. 
흐름 전파면은 –5, 0, 5 °로 변화시켜 흐름 전파면의 

각도에 따른 흐름양상을 분석해 보았다. 발생량의 주

입위치는 전파면에서 700 m 상류에 위치한 지점이고 

발생량은 1,000 ~ 10,000 m3 사이의 범위에서 1,000 m3

간격으로 증가시켜 모의하였다.

Fig. 3. Simulation topography.

토석류의 물성치는 FLO-2D 메뉴얼에서 제시하고 있

는 값(Table. 2) 중 우리나라에서 지반의 대부분을 구성

하는 화강암 성질을 대표하는 값과 비슷한 지형인 

Glenwood 1 지역의 값(점성은 8.87 poise, 항복응력은 

39.18 dynes/cm2)으로 입력하였다.

Table. 2 Yield Stress and Viscosity data at field 

source
  

   


   

Aspen Pit 1 0.181 25.7 0.0360 22.1

Aspen Pit 2 2.72 10.4 0.0538 14.5

Aspen Natural Soil 0.152 18.7 0.00136 28.4

Aspen Mine Fill 0.0473 21.1 0.128 12.0

Aspen Watershed 0.0383 19.6 0.000495 27.1

Aspen Mine Source Area 0.291 14.3 0.000201 33.1

Glenwood 1 0.0345 20.1 0.00283 23.0

Glenwood 2 0.0765 16.9 0.0648 6.20

Glenwood 3 0.000707 29.8 0.00632 19.9

Glenwood 4 0.00172 29.5 0.000602 33.1

3. 결과 분석 방법

3.1 FLO-2D 모의결과 분석 방법

FLO-2D를 이용하여 흐름 전파면의 각도에 따른 토

석류의 최대 두께와 속도를 비교분석하였다. 결과 분

석의 위치는 100 m 간격으로 전파면(Sliding side) 6 단
면, 경사면(Propagation side) 6 단면, 전파면과 경사면이 

만나는 단면(Reference point)이며 각 단면에서 계산된 

값의 토석류의 속도와 두께의 평균치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원하는 단면에 대한 결과 값의 평균치는 

FLO-2D에서 따로 분석 도구를 제공하지 않아 따로 분

석 방법을 고안하여 계산하였다. 그 방법은 계산된 결

과파일 중 속도와 두께가 계산된 Text file 형식의 값을 

불러와 원하는 단면에 해당하는 Node 값을 추출하여 

계산하였다. 또한 토석류에 의한 구조물의 취약성 분

석을 수행하여 토석류로 인한 위험성을 계산하였다. 
각 결과 값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전파면이 0 ° 일 

때를 기준으로 값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Fig. 4. Representation of numerical results.

3.2 토석류에 의한 구조물 취약성 분석

토석류로 인한 구조물의 취약성 분석은 Haugen et 
al7)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Haugen의 연구에서 수행한 

구조물 취약성 평가 방법은 미연방재난관리청(FEMA)
에서 개발한 HAZUS 위험도 분석을 이용하여 구조물

의 위험성을 계산하였다. 구조물의 취약성 평가는 구

조물의 최대변위를 산정하여 최대변위에 대한 위험성

을 확률로 분석하게 된다. 최대변위는 토석류의 두께, 
속도를 통해 토석류에 대한 영향을 계산하고 구조물의 

높이, 폭을 통해 구조물의 강성을 계산한다. 손상상태

는 5가지(None, Slight Damage, Moderate, Extensive, 
Complete)로 분류하였으며 각 분류별 구조물의 파괴정

도는 HAZUS 메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Fig. 5의 (a), (b)와 같은 콘크리트 모멘트 골조(수평 

보와 수직 기둥으로 만 구성된 구조)와 저층의 무보강 

조적벽을 가진 콘크리트 골조의 취약도 함수를 이용하

여 구조물의 취약성을 분석하였다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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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amage probability of concrete shear walls

(b) Damage probability of concrete frame buildings with 
unreinforced masonry infill walls

Fig. 5. Damage probability of structure.

4. 수치모의 결과

4.1 토석류 전파길이

전파길이는 Fig. 6과 같이 경사가 5, 0, -5 ° 일 때 최

대 750, 189, 42 m로 계산되었다. 순경사일 때 전파길

이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
파경사가 0° 때 보다 4배 정도 멀리 전파되었다. 토석

류의 전파길이를 통해 토석류의 피해 범위를 알 수 있

으며, 전파면이 순경사 일 때 넓은 범위로 전파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역경사 일 경우 토석류 전

파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다. 토석류 전파길

이는 경사가 없는 때부터 순경사로 갈수록 토석류 발

생량에 따른 전파길이 증가율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Fig. 6. Propagation distance.

4.2 토석류 최대 두께

토석류 최대 두께는 토석류 발생량 3,000, 6,000, 
9,000 m3에 대해서 비교하였다. 전파면이 순경사, 역경

사, 경사가 없는 경우 순으로 경사가 변하면서 토석류 

최대 두께는 얇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전파면 0 
°를 기준으로 결과 값의 차이를 보면, 순경사 5 °일 때 

다른 경우보다 두께가 두껍게 나왔고 토석류 발생량 

별로 2.2, 4.1, 4.8 m이고, 역경사 –5 °일 때보다 1 ~ 2 
m 정도 두꺼운 것을 확인하였다. Fig. 7에서는 토석류 

흐름면의 경사가 0 °일 때와 다른 경우의 토석류 최대 

두께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흐름 전파면에서 토석

류 최대 두께는 흐름 전파면의 경사와 상관없이 나타

나지만 흐름 전파면에 도달하는 순간부터 앞서 말한바

와 같이 순경사, 역경사, 경사가 없는 경우 순으로 토

석류 두께가 두껍게 나타났다. 역경사일 때 전파가 덜 

진행하여 최대 두께가 두꺼워야 하지만 토석류의 전파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 최대 두께는 얇게 나오는 것

으로 계산되었다. 토석류 양이 3,000 m3씩 증가할수록 

(a) Debris flow volume : 3,000 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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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ebris flow volume : 6,000 m3

(c) Debris flow volume : 9,000 m3

Fig. 7. Difference of debris flow depth based on the propagation 
slope 0 °.

Fig. 8. Difference of debris flow depth with increasing debris 
flow volume 3000 m3.

두께는 직전 두께의 약 1 ~ 5 m씩 증가하는 것을 Fig. 
8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4.3 토석류 최대 속도

토석류 최대 속도도 토석류 최대 두께와 마찬가지로 

토석류 발생량 3,000, 6,000, 9,000 m3에 대해서 비교하

였다. Fig. 9와 같이 전파면이 역경사에서 순경사로 바

(a) Debrisflow volume : 3,000 m3

(b) Debrisflow volume : 6,000 m3

(c) Debris flow volume : 9,000 m3

Fig. 9. Difference of debris flow velocity based on the propagation 
slope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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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Difference of debris flow velocity with increasing 
debris flow volume 3000 m3.

뀜에 따라 토석류 최대 속도는 경사에 비례하여 증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파면이 순경사인 5 °의 

경우 토석류 속도가 최대로 나왔으며 그 값은 토석류 

발생량 별로 7.3, 8.6, 9.5 m/s로 계산되었다. Fig. 9에서 

전파면 0 °를 기준으로 결과 값 차이를 보면, 경사별로 

최대 3.5 m/s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토석류 최대 두께와 마찬가지로 토석류 흐름 전파면에

서 토석류 최대 속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토석류 발생량 양이 3,000 m3씩 증가할수록 토석류의 

최대 속도는 약 0.4 ~ 4.6 m/s씩 증가하였으며(Fig. 10), 
최대 속도는 전파가 진행되기 100 m 지점부터 급격하

게 감소하였다.

4.4 토석류에 의한 구조물 취약성

토석류에 의한 구조물 취약성은 토석류 발생량 

6,000 m3에 대해 비교해 보았다. 토석류에 의한 구조물 

취약성은 전파면에 도달하기 200 m전에서 최대 파괴 

위험률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흐름

이 진행되면서 구조물 취약성이 점점 선형으로 증가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경사와 순경사의 구조물 

취약성은 흐름면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다가 전파면에 

도달하면서 역경사의 취약성이 더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1는 두 가지의 취약도 함수 별 

전파면이 0 °일 때를 기준으로 결과 값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구조물의 취약성은 전파면이 

순경사, 역경사, 경사가 없는 경우 순으로 크게 나타났

으며 Fig. 11(a)와 (b)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선
정된 취약도 함수에 따라 위험도가 다르게 산출되었다. 
따라서 토석류에 의한 구조물 취약성 분석을 통해 같

은 흐름이라도 함수별 취약성의 경향 차이가 나타나는

 

(a) Concrete shear walls

(b) Concrete frame buildings with unreinforced masonry infill walls

Fig. 11. Difference of debrisflow hazard probability based on 
the propagation slope 0 °.

것으로 보아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토석류에 의한 취

약성을 다르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결 론

토석류는 토석류 전파면 지형 경사에 따라 흐름의 

특성이 크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사가 급

할수록 토석류의 최대 두께와 최대 속도가 커지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토석류에 대한 구조물 취약성은 

흐름이 진행되면서 파괴확률이 90 % 이상까지 진행이 

되고 토석류가 전파면에 도달하기 100 m전부터 급격

하게 파괴확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파
괴확률이 감소하는 정도는 경사도와 상관없이 비슷하

게 계산되었다. 토석류 흐름 위치별 취약성을 살펴보

면 역경사와 순경사일 경우 파괴확률이 흐름면에서는 

비슷하게 보인다. 한편 전파면과 순경사가 만나는 지

점의 경우 파괴확률이 더 큰 경향을 보여주었다. 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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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전파면 경사의 변화에 따른 가장 큰 토석류 거동의 

차이는 토석류의 전파길이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토
석류 전파길이는 순경사일 때 토석류 흐름량의 변화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연구 결과에 따라 역경사 지형을 활용한다면 방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결과를 통해 

도심지가 순경사에 위치한 곳에는 토석류에 취약한 지

역으로 볼 수 있어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야 한다는 논의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도심지 경사도에 따른 토석류 흐름특성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도심지 바닥경사에 

따른 구조물의 취약성을 분석 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에 순경사와 역경사의 경사도에 따른 토석류 전파길이

의 민감도를 연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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