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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평형법에 의한 비탈면 안정성 해석은 활동면을 반복적인 해석 후 임계면을 설정하여 해석을 수행하고, 지반이 균질한 경

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안전율만 산정 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강도감소법을 적용한 해석에서는 수행자가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판단하고, 안전율을 산정 할 수 있는 장점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크기의 비탈면을 대상으로 한계평

형해석과 강도감소법을 활용하여 경사도 변화에 따른 두 해석법 간의 안전율 변화 양상과 점착력과 내부마찰각의 변화에 따른

안전율 변화 추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각각의 해석법에 따른 안정해석 분석 결과 지반내 응력, 변위와 변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강도감소법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강도감소법, 한계평형법, 안전율, 점착력, 내부마찰각

The slope stability analysis by the limit equilibrium method has the disadvantage that it can be applied only when the analysis

is performed by setting the critical plane after analyzing the active surface many times and the soil is uniform and only the safety

factor can be calculated. However, the analysis using the strength reduction analysis method has advantages that the engineer can

judge various aspects and calculate the safety factor. In this study, the safety factor according to the change of slope and shear

strength was compared and analyzed using limit equilibrium analysis and strength reduction method. It is suggested that it is

desirable to use the strength reduction method which can synthetically review the stress, displacement, and strain in the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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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계평형법으로 안전율을 산정하면서 최소안전율을 주

는 임계단면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많은 연

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Baker and Garber (1977), Castillo

and Revilla (1977) 등은 변분법을 사용하여 임계단면을

찾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비탈면형상

이 단순하고 지반구성이 균질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

다. 비탈면에 대한 안전율만을 산정하는 한계평형법과는

달리 유한요소법은 탄소성 지반재료에 대한 응력해석

및 거동해석에 널리 사용되는 수치해석법으로 지반재료

의 다양한 특성인 이방성(anisotropic), 소성경화(plastic

hardening)와 소성연화(plastic softening)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수치해석법은 해석결과로부터 많은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면서도 공학적으로 실용성이 큰 안전

율이란 개념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탈

면 안정 해석분야에 그 적용성이 크지 않았다. 따라서 수

치해석법의 장점을 살리면서 한계평형법이 갖는 안전율이

란 개념을 수치해석법에 도입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

되었다.

수치해석법을 이용한 사면안정해석기법에 대한 최근 연

구결과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 번째가

강도감소법으로 안전계수에 의해 강도를 감소시켜가면서

비탈면파괴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적인 수치해석을 수

행하여 안전율을 산정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수치해석

법의 응력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된 가상활동면에 대

하여 안전율을 산정하는 안정해석법이다. 강도감소법을 적

용한 사면안정해석에 대한 연구는 1975년에 Zienkiewicz

등에 의하여 사용된 바 있으며 Matsui and San (1992)에

의해 보강비탈면 등에 적용되었다. Lee and Chang

(1996), Park et al. (1999)은 강도감소법과 한계평형법의

안전율 산정결과를 여러 예제를 통하여 비교하였으며 Lee

and Yoo (2002), Lechman and Griffith (2000)는 흙의

거동을 묘사하는 구성모델과 유동법칙 및 요소망의 세분

화가 안전율에 미치는 효과 등을 연구하였다. 또한 Kim

(2004)은 지하수위 상승경우와 지하수 급강하 비탈면에 대

하여 연구하였고 Lee and Md (2014)는 강도정수의 변화

에 따른 비탈면안정 해석 시 안전율 변화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탈면 안정 해석 시 점착력과 내부마찰각

의 변화에 대한 안전율 변화 추이와 경사도에 따른 변화

추이를 한계평형법과 강도감소법의 비탈면 안전율변화가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건

기 시와 우기 시로 나누어 다양한 조건에 대해 안전율 변

화를 분석하였다.

비탈면안정해석 기법

한계평형법(Limit Equilibrium Method, LEM)

비탈면안정해석은 현재 한계평형방법(Limit Equilibrium

Method)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 해석방법의 기본가정은

직선, 원호, 대수나선으로 가정된 표면이나 불규칙적인 표면

을 따라 Coulomb의 파괴표준이 만족된다는 것으로 활동 면

을 따라 파괴가 일어나려는 순간에 있는 토체의 안전성을

해석하는 것이다. 또한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한 가정을 설

정하고 이 방법을 사용하면 간단한 정역학이론으로 해를 얻

을 수 있게 된다. 한계평형이론에 의한 비탈면안정 해석방

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정확성은 강도정수와 비탈면의

기하학적 조건의 정확도 및 각 해석방법 고유의 정밀도에

따라 좌우된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강도정수와 기하

학적 조건이 각 해석방법의 차이보다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해석방법으로는 φ = 0 해석법, Bishop 방법,

Fellenius 방법, Janbu 방법, Spencer 방법, Morgenstern and

Price 방법, 일반한계평형(GLE) 방법, 대수나선해석방법, 무

한비탈면해석법, 흙쐐기해석법 등이 있다(Duncan and

Wright, 1980).

강도감소법(Strength Reduction Method, SRM)

최초의 유한요소법에 의한 강도감소법 적용은(Zien-

kiewicz et. al, 1975)에 의해 제시되었다. Fig. 1과 같이 비

탈면의 안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임의의 지점인 한 요소

의 가우스 점 A의 응력상태를 Mohr-coulomb의 응력원으로

나타낼 수 있다. 비탈면의 파괴활동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가

상 활동면의 응력상태에 대한 Mohr-coulomb의 응력원이 파

괴포락선에 접하도록, 임의의 안전율 값으로 그 지점의 전

단강도를 나누어 Mohr-coulomb의 응력원에 접하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점 A의 응력상태를 파괴상태로 보정하게 된다.

비탈면의 요소에서 이러한 파괴점이 증가하게 되면 전반적

인 붕괴가 발생되고 유한요소해석 결과가 수렴되지 않으면

그 한계 안전율 값을 비탈면의 최소 안전율로 정의한다

Fig. 1. strength reduction Method (MIDAS I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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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AS IT, 2013).

강도감소법에 사용되는 지반 모델은 Mohr-Coulomb을 사

용한다. 이때 사용되는 지반물성은 탄성계수 E, 포아송 비

ν, 점착력 c 값과 마찰각φ, 팽창각 ψ이다. 비탈면의 탄성계

수와 포아송 비는 일정하게 간주하고, 식 (1)과 같이 점착력

과 내부마찰각을 점진적으로 감소시켜 재계산을 수행하며

수렴이 되지 않을 때의 안전율을 결정하게 된다. 전단파괴에

따라, 비탈면파괴에 대한 안전율은 식 (1)과 같이 산정된다.

 (1)

여기서, τ은 비탈면의 전단강도이며, τf는 파괴시 전단강도

를 나타낸다. 비탈면의 전단강도는 Mohr-Coulomb의 항복규

준에 의해 식 (2)와 같이 된다.

 (2)

그리고 는 활동 면에서의 전단응력이며, 식 (3)과 같다.

 (3)

여기서, 로 표현하며 파괴시의 점착력이며, φf =

tan−1 는 파괴시의 내부마찰각, SRF는 강도감소계수

(Strength Reduction Factor)이다.

비탈면 안정해석

본 논문에서 경사도와 강도정수 변화에 따른 두 해석법

의 비교를 위해 강도감소법은 Midas사의 GTS NX과 한계

평형해석으로는 Slope/W를 사용하였다. 모두 균일한 지반

으로 구성된 단순비탈면을 설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지

반은 국내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풍화토로 해석 단면을 모

델링하였으며 풍화토의 적용 지반정수는 문헌자료(한국 도

로공사 도로설계요령, 2009; 서울특별시 지반조사편람,

2006)의 일반적 범위의 값을 적용하였다. 포아송 비는 강도

감소법 해석 시 Min=0 ~ Max=0.5의 범위를 가질 수 있으

으나 Kim (1999)은 이 중 0.45 ~ 0.5사이 포아송 비을 가

질 경우에 안전율에 영향이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MIDAS IT (2005)는 탄성계수는 강도감소법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탄성계수와 포아송 비는 수

치해석프로그램인 Midas사의 GTS NX 기본 값(Default

Value)을 적용하였다. 또한 체적의 변화가 없도록 팽창각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실제 비탈면의 거동을 묘사하면 안전

율의 신뢰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Park, 2015).

본 연구에서는 팽창각을 0으로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

으며 체적변화에 대한 영향을 배제하였다. 강도감소법의 경

계조건은 비탈면 바닥부는 수평과 수직 고정, 양측면은 수

평에 대한 구속조건을 설정하였다. 우기시는 침투해석에 대

해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배제시키기 위해 지표를 따라

지하수위를 위치시켜 전체포화를 가정하여 해석을 수행하

였다.

비탈면 경사 변화에 따른 안정성 해석

깎기비탈면의 설계 시에는 지반조건을 충분히 파악하여

설계하여야 하나 토사, 풍화암과 발파암 등으로 구분하여 일

률적인 표준 깎기비탈면 기준에 따라 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설계방법은 기본적인 설계나 토공량 계산 등을 주목

적으로 한 설계이고 비탈면의 안정성은 부차적이므로, 공사

시공 시 비탈면의 붕괴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지반조건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을 때에는

안정해석만으로 경사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국

Fs

τ

τf
---=

τ c σn φtan+=

τf

τf cf σn φ ftan+=

cf

c

SRF
----------=

φtan

SRF
-----------
⎝ ⎠
⎛ ⎞

Fig. 2. Modeling of LEM.

Fig. 3. Modeling of SRM (dry period, rainy period).

Fig. 4. Boundary condition of S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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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으로 굴착에 의하여 지반의 상태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비탈면 경사를 결정하거나 변경하여야한다

(국토해양부, 2011). Table 1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깎기비

탈면 설계기준이다. 비탈면 경사의 범위는 깎기비탈면 표준

경사의 입도분포가 나쁜 사질토의 범위로 한정하여 1:1.0,

1:1.2, 1:1.3, 1:1.4, 1:1.5의 비탈면경사를 달리 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안전율의 차이를 경사도 변화에 따른 비교를 위

하여 단위중량, 탄성계수, 포아송비, 점착력과 내부마찰각은

Table 2와 같이 적용하였으며, 한계평형법(Limit Equilibrium

Method)과 강도감소법(Strength Reduction Method)에 동일

하게 적용하였다. 

강도정수 변화에 따른 안정성 해석

안전율의 차이를 강도정수 변화에 따른 비교를 위하여 단

위중량, 탄성계수, 포아송 비, 경사도, 점착력, 내부마찰각은

Table 3과 같으며 한계평형법과 강도감소법 해석 데이터로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비탈면 경사는 1:1.0으로 가정하였으

며 점착력, 내부마찰각을 단계적으로 증가시켜 해석을 수행

하였다. 점착력과 내부마찰각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토사의

범위로 점착력은 8~24 kN/m2까지 4 kN/m2 만큼 일정하게

증가시켰으며, 내부마찰각은 12~36°까지 6°만큼 일정하게

증가시켜 해석을 수행하였다(Moon, 2016).

강도감소 해석시 메쉬사이즈(Mesh Size)의 대한 안전율

영향 검토

유한요소를 활용하여 비탈면안정 해석을 수행하는 강도감

소법은 요소의 크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된다. 요소의 크

기가 작은 경우 해석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며,

요소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해석 결과를 세밀하게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강도감소법 해석 시 적정한 요소

의 크기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요소 크기

에 대한 안전율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Fig. 5와 같이 요

소크기와 안전율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으며 요소크기의 영

향이 미치지 않으며 시간의 최소화를 위해 적정 요소크기의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Table 1. Standard slope of cutting slope (construction slope design standard, 2011).

Soil condition Slope height Gradient of slope Reference

Sandy soil

Dense
5 and less 1:0.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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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dense, poor 
Particle-Size Distribution 

5 and less 1:1.0~1:1.2

5~10 1:1.2~1:1.5

Table 2. Soil Parameters by analysis application.

Classification
Unit weight

(kN/m3)
Modulus of 

elasticity (kN/m2)
Poisson’s 

ratio
Cohesion
(kN/m2)

Internal friction 
angle (°)

Gradient of slope
(°)

Weathered soil 18.0 4.5×104 0.3 16 24

1:1.2

1:1.3

1:1.4

1:1.5

Table 3. Soil Parameters by analysis application.

Classification
Unit weight

(kN/m3)
Modulus of 

elasticity (kN/m2)
Poisson’s 

ratio
Gradient of slope

(°)
Cohesion
(kN/m2)

Internal friction 
angle (°)

Weathered soil 18.0 4.5×104 0.3
1:1

(45°)

8 12

12 18

16 24

20 30

24 36

Fig. 5. The safety factor according to the mesh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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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분석 및 고찰 

경사도에 대한 LEM과 SRM 변화

경사도에 따른 한계평형법과 강도감소법의 안전율 산정

결과 Fig. 6~Fig. 7과 같이 건기시와 우기시 강도감소법의

안전율이 한계평형법에 의해 산정된 안전율 보다 높게 나타

나며 건기시 안전율은 평균 증가량 15.14%, 우기시 안전율

은 평균 증가량 22.18%로 우기시 안전율의 증가폭이 건기

시보다 크게 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Table 5는

각 해석법에 따른 산정된 안전율을 나타내었다. 강도감소법

이 전체적으로 한계평형법에 비해 크게 산출되었다. 두 해

석법에 따른 안전율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프 기울기가 평행

하게 나타났다. 이는 두 해석법의 안전율 산정 차이에 대한

영향인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경사도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강도정수(점착력, 내부마찰각)에 대한 LEM과 SRM 변화

점착력은 각각 8 kN/m2, 12 kN/m2, 16 kN/m2, 20 kN/m2,

24 kN/m2으로 단계적으로 증가시켰으며, 내부마찰각은 각각

12°, 18°, 24°, 30°, 36° 으로 단계적 증가시켜 해석을 실

Table 4. Safety factor according to slope during dry period.

Gradient of slope
Analysis method

1:1.0 1:1.2 1:1.3 1:1.4 1:1.5

SRM 1.15 1.256 1.320 1.375 1.426

LEM 0.982 1.094 1.147 1.200 1.251

Table 5. Safety factor according to slope during rainy period.

Gradient of slope
Analysis method

1:1 1:1.2 1:1.3 1:1.4 1:1.5

SRM 0.571 0.662 0.703 0.739 0.775

LEM 0.457 0.538 0.574 0.614 0.648

Fig. 6. Change in safety factor according to slope at dry period.

Fig. 7. Change in safety factor according to slope during rainy
period.

Table 6. The safety factor according to the soil parameter during dry period.

Classification
Cohesion
(kN/m2)

Internal friction angle

12° 18° 24° 30° 36°

Limit equilibrium 
method

8 0.476 0.628 0.779 0.945 1.127

12 0.566 0.725 0.891 1.058 1.246

16 0.647 0.815 0.982 1.164 1.352

20 0.722 0.898 1.073 1.254 1.460

24 0.797 0.925 1.158 1.347 1.556

Strength reduction 
method

8 0.540 0.727 0.900 1.087 1.328

12 0.662 0.825 1.026 1.225 1.475

16 0.740 0.962 1.150 1.363 1.600

20 0.837 1.051 1.234 1.475 1.712

24 0.925 1.118 1.375 1.57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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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건기시 안전율 산출결과는 Table 6과 같고 우기

시 안전율 산출결과는 Table 7와 같다.

건기 시 내부마찰각 변화에 따른 안전율 분석

점착력을 고정시키고 내부마찰각 증가에 따른 안전율로

c=8 kN/m2인 경우 평균 15.56%, c=12 kN/m2인 경우 평균

16.04%, c=16 kN/m2인 경우 평균 17%, c=20 kN/m2인 경

우 평균 16.6%, c=24 kN/m2인 경우 평균 16.78%로 강도

감소법의 안전율이 전체적으로 크게 산정되었다. 고정 값인

점착력이 커지는 경우 강도감소법의 안전율 증가 기울기는

작아져 한계평형법 안전율 증가 기울기와 평행에 가까워지

며 안전율의 차이는 점진적으로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Table 7. The safety factor according to the soil parameter during rainy.

Classification
Cohesion
(kN/m2)

Internal friction angle

12° 18° 24° 30° 36°

Limit equilibrium 
method

8 0.227 0.254 0.277 0.296 0.318

12 0.304 0.341 0.370 0.400 0.422

16 0.377 0.419 0.456 0.489 0.526

20 0.448 0.494 0.533 0.578 0.612

24 0.515 0.564 0.612 0.656 0.701

Strength reduction 
method

8 0.215 0.253 0.297 0.350 0.400

12 0.313 0.344 0.390 0.443 0.532

16 0.439 0.509 0.571 0.634 0.700

20 0.521 0.591 0.668 0.737 0.781

24 0.609 0.667 0.744 0.825 0.881

Fig. 8. Comparison of LEM and SRM safety factor according to internal friction angl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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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는 한계평형해석법에서 일반적으로 임계파괴면

을 원호 모양의 선형적인 형태로 전단활동면을 가정하지만

강도정수를 감소시켜 최대전단응력이 발생하는 절점을 따라

임계파괴면을 결정하는 강도감소법은 파괴면이 비선형적으

로 전단활동면을 산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절

편법의 계산 특성상 전단이 발생하는 전단파괴면의 곡선을

직선으로 가정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그로인한 오차의 영향

인 것으로 판단된다(Fig. 8a~Fig. 8e).

건기 시 점착력 변화에 따른 안전율 변화분석

내부마찰각을 고정시키고 점착력 증가에 따른 안전율로

φ =12°인 경우 평균 15.41%, φ =18°인 경우 평균 15.82%,

φ =24°인 경우 평균 16.32%, φ =30°인 경우 평균 16.5%,

φ =36°인 경우 평균 17.92%로 강도감소법의 안전율이 전체

적으로 크게 산정되었다. 고정 값인 내부마찰각이 커지는 경

우 강도감소법의 안전율 증가 기울기는 작아져 한계평형법

안전율 증가 기울기와 평행에 가까워지며 안전율의 차이는

점진적으로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

부마찰각 변화에 따른 분석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임계파괴

면이 원호 모양의 선형이 아닌 최대 전단응력이 발생하는

절점을 따라 비선형적으로 해석되는 영향인 것으로 판단되

며 절편법의 계산 특성상 전단이 발생하는 전단파괴면의 곡

선을 직선으로 가정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오차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Fig. 9a~Fig. 9e).

우기시 내부마찰각 변화에 따른 안전율 변화분석

내부마찰각을 고정시키고 점착력 증가에 따른 안전율로

c=8 kN/m2인 경우 평균 9.198%, c=12 kN/m2인 경우 평균

8.51%, c=16 kN/m2인 경우 평균 25.27%, c=20 kN/m2인

경우 평균 23.39%, c=24 kN/m2인 경우 평균 21.97% 안전

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감소법은 한계평형법

에 비해 안전율 증가 기울기가 급격히 커지다가 큰 점착력

의 값을 가질수록 기울기가 한계평형법 안전율 증가 기울기

와 비슷해지며, 각각의 해석법에 따른 기울기 사이에 증가

폭은 점점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건기시 보다 우기시

안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강도정

Fig. 9. Comparison of LEM and SRM safety factor according to cohesion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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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낮은 영역에서는 원호파괴(Fig. 10)가 아닌 인장파괴

(Fig. 11)로 인한 것으로 일정 이상의 강도정수에서는 건시

기와 같은 양상의 안전율 증가 기울기 차이를 보인다(Fig.

12a~Fig. 12e).

우기 시 점착력 변화에 따른 안전율 변화분석

내부마찰각을 고정시키고 점착력 증가에 따른 안전율로

φ =12°인 경우 평균 9.06%, φ =18°인 경우 평균 12.06%,

φ =24°인 경우 평균 17.09%, φ =30°인 경우 평균 22.46%,

φ =36°인 경우 평균 27.66% 안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

Fig. 10. Result of circular failure. Fig. 11. Result of tensile failure.

Fig. 12. Comparison of LEM and SRM safety factor according to internal friction angl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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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강도감소법은 한계평형법에 비해 기울기의 증가와

기울기 사이에 증가 폭은 내부마찰각 변화 시의 안전율과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내부마찰각 변화 시의 안전율보다

점착력 변화 시의 안전율 증가 폭이 다소 크게 나타나는 것

은 건기시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 

또한 안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 역시 원호파괴가 아

닌 인장파괴로 인한 것으로 내부마찰각 변화에 따른 안전율

에서 기술한 바와 동일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Fig.

13a~Fig. 13e).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강도정수와 비탈면 경사 크기 변화를 통

하여 기존의 한계평형해석법과 강도감소법의 안전율 차이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비탈면 경사에 따른 강도감소법에 의한 해석 값이 한

계평형법에 의한 해석 값 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석

에 의한 안전율은 건기시 15.14% 우기시 22.18% 안전율이

크게 나타났다.

(2) 점착력을 고정시키고 내부마찰각이 증가되는 경우, 한

계평형법 대비 강도감소법의 안전율 증가는 건기시

15~17%, 우기시 9~26% 증가하고 내부마찰각을 고정시키고

점착력이 증가되는 경우, 건기시 15~18%, 우기시 9~28%

안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한계평형해석과 달리 요소를 활용하는 강도감소법은

해석 시 요소망 크기에 따른 안전율 변화가 큰 것으로 나

타났으며, 비탈면 안정 해석 시 적정한 요소망 크기를 고려

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경사도 변화에 따른 두 해석법의 안전율 변화 차이가

일정한 것으로 보아 경사도에 대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

단된다.

(5) 강도정수 변화에 따른 안전율 산정 시 한계평형법과

강도감소법의 안전율이 상이한 것은 강도감소법이 파괴면을

선이 아닌 최대전단응력이 발생하는 절점을 따라 비선형적

Fig. 13. Comparison of LEM and SRM safety factor according to cohesion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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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며 또한 절편법 계산을 위해 각 절편

의 전단파괴면을 직선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것에서 두해석

법의 안전율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6) 간편 해석이 가능한 한계평형해석법은 단순한 비탈면

안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사료되며, 복잡한 지반 조건의 현장에서는 지반의 파

괴 거동 관찰, 파괴면의 응력, 변위 등 세부적인 안정성 판

별 및 경제적 설계를 위해서는 강도감소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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