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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산지토사재해 발생시기 예측정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산지토사재해 기준우량 산정방법에 대해 수

문모형인 Tank 모델의 적용수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방법과 저류관수법에 의한 결과의 비교·검토로 향후 적용가

능성도 검토하였다. 산사태 발생시기 기록이 있는 36개의 산사태를 대상으로 저류관수법과 개발된 Tank 모델에 의

한 방법을 적용하여 재해발생시기와 최대저류량과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퇴적암 4기의 경우 Tank 모델에 의한 산

사태 발생 예측시기는 1.6시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저류관수법에서는 3.2시간 차이를 보였다. 또한, 최대저류량의 편

차가 Tank 모델의 경우 7%에 불과하나, 저류관수법의 경우 63%의 큰 편차를 보였다. 산사태 발생강우를 대상으로

최대저류량 값들 중 가장 작은 값을 위험기준우량으로 설정하여 대상지역의 5년간(1993~1997) 실제 강우량을 적용

한 결과, Tank 모델에 의한 피난대기시간이 저류관수법보다 약 2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

발된 Tank 모델에 의한 산지토사재해 위험기준우량 산정이 저류관수법보다 정도 및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우수하여

향후 충분히 활용 가능한 방법으로 판단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e calculation method of standard rainfall, which was used for

predicting the outbreaking time of disaster by using Tank model, on warning and evacuation for soil sediment

disaster. We investigate adeption possibility of developed method through comparing storage function method

with Tank model. We calculated storage amount rainfall by storage function method and Tank model with 36

hillslope failures which have record on outbreaking time of disaster. The result in case of Sedimentary

(quarternary period) showed that the difference of outbreaking time was 1.6 hour in case of tank model, but

3.2 hour in case of storage function method. In addition, the deviation of the peak storage were 7% in case of

tank model, but 63% in case of storage function method. Total evacuation period was analyzed by using

observed 5 years (1993-1997) rainfall data as well as each standard rainfalls which were determinated by two

methods. The result showed that evacuation time by storage function method was about twice as many as that

by tank model. Therefore, we concluded that calculation by tank model for predicting the outbreaking time of

disaster was more useful and accurate than storage func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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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의 증가로 산지토

사재해가 급증하고 있다. 산지토사재해는 여러 개의 산사

태로 발생한 토석이 계곡에서 계류수와 합류, 토석류로 발

전하는 등 대형화 추세로 산지계곡 하부의 인가 및 농경

지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산림청, 2006). 이러한 산

사태 및 토석류의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는 방법의 개발은

방재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과제이다. 

산지토사재해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위험한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방사업을 실시하는 구조물에 의한 방

법과 재해의 위험성이 높을 때 인근 주민에게 조속히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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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여 경계·피난시키는 방법이 있다(李昶雨, 1998). 일

반적으로 산지토사재해에 대한 경계피난 대책은 재해현상

을 재현·예측하는 모델부분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경계·

피난기준 설정부분으로 나누어진다(李昶雨 등, 2001). 따

라서 실효성이 높은 기준우량의 설정을 위해서는 이 두 부

분 모두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경

계·피난 기준설정의 정도를 높이는 연구에 치중하는 경

향이 강하다(建設省土木硏究所, 1978; 松本 등, 2007; 竹本

등, 2004; 中井 등, 2008). 실제 기준설정의 방법개선으로

피난시간 및 횟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본이

되는 모델의 개선도 중요하므로 기준설정 방법 개선만으

로는 실효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사태

위험지 관리시스템에서 산사태 예보제에 관한 정보를 제

공하고 있다. 본 예보제는 1983년 제시된 기준을 기초로

사용하고 있으며(최경과 박승걸, 1983), 이는 과거 산사태

자료를 통계 처리하여 강우강도, 일우량, 연속강우량으로

기준우량을 설정한 것으로 Table 1과 같다. 여러 개의 기

준을 설정한 이유는 재해가 일시적인 강한 강우강도로 집

중적으로 내린 강우에 의해서도, 장시간에 걸쳐 연속강우

량이 많은 강우에 의해서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편, 일

본에서는 재해에 대해 이러한 3가지 기준으로는 신속·정

확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주민들의 혼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저류관수법을 이용한 하나의 기준우량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렇게 계산된 우량을 실효우량이라고

한다(建設省土木硏究所, 1978; 鈴木 등, 1979). 하지만, 저

류관수법은 계산방법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감

기라는 하나의 파라미터를 사용하고 있어 발생지역의 특

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준우량계산 방법에 대해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 산사태 발생시기의 예측정도를 높일 수 있

는 Tank 모델의 적용수법을 개발하고, 본 모델과 저류관수

법과의 결과를 비교·검토하였으며, 개발된 계산방법의

적용가능성도 검토하였다.

재료 및 방법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효우량산정법은 수문모델인

저류관수법을 이용하여 연속강우량, 시우량, 일강우량 등

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고, 계산이 간단하다는 장점을 가

지고 있다(Figure 1). 즉, 산지사면을 강우의 배출을 고려

한 하나의 Tank로 간주하여 강우가 유입될 때 저류되는

Tank 내부수위를 기준으로 기준우량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강우가 Tank 안으로 들어와 일정수위를 형성하고 이 수

위가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의 시간인 반감기(Figure 1의

α; 배수구의 크기)를 파라미터로 사용·결정하는 계산방

법이다. 하지만, 저류관수법에 의한 실효우량은 파라미터

가 하나뿐이므로 다양한 토양조건 및 강우형태를 대변할

수 없어(수문학에서 홍수유출저감형태가 동일함) 모델의

유연성이 결여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저류관수법을 발전시킨 Tank 모델의 적용을 시도하

였다.

Tank 모델은 수문학에서 강우-유출해석을 위해 사용

되는 모델로 저류관수법을 응용하여 Tank의 수와 파라

미터의 수를 늘림으로써 다양한 토양조건 및 강우형태

에 대응하기 위한 모델이다(田中丸, 1991). 즉, 매 시간

마다 강우를 입력하고 각 탱크에서 유출하는 유량을 합

산하여 시간변화에 따른 유출량을 산정한다. Tank모델

은 Figure 2와 같이 모델적용에 있어 대상유역의 우량-

유량자료를 토대로 파라미터를 동정하는 대표적인 응답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측정된 우량-유량 자료를 적용하여 실측치를 가장

잘 대변하는 파라미터 세트를 결정하여 향후 강우에 대한

유출의 예측 및 토양내부의 유출패턴 등을 해석하는 모델

이다. Tank 모델은 여러 개의 tank를 목적에 따라 다양하

게 조합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tank 3개를 기본구조

로 사용하였다. Figure 2에서 α 유출구, β 침투구 의 크기

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이며, L은 유출구의 높이를 나타내

는 파라미터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Tank 모델은 다

양한 토양조건 및 강우형태에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

지만, 대상지역의 우량-유량 자료가 없으면 적용이 불가능

한 단점이 있다. 즉, 특정지역의 산사태가 발생한 시각자

료가 확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량-유량관측시스템에

의한 자료가 없으면 최적 파라미터를 동정할 수 없어 Tank

모델을 적용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계산기 성능의 향

상에도 불구하고 기준우량 설정에 Tank 모델의 적용이 불

Table 1. Warning and evacuation rainfall for hillslope failure

in Korea.

Item
Total rainfall

(mm)
Daily rainfall

(mm/day)
Rainfall intensity

(mm/hr)

Warning(mm) 200 150 30

Evacuation(mm) 100-200 80-150 20-30

Figure 1. Concept and calculation method on precipita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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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량-유량자료 없이도 최적 파

라미터를 동정하여 Tank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

안하였다. 단, 파라미터의 동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2가지

전제조건을 필요로 한다.

① 산사태가 발생한 시각의 Tank 저류량은 그 시각까지

의 최대량이 될 것.

② ①의 최대저류량의 값은 동일한 일정치를 나타낼 것.

본 모델은 기본적으로 유량예측에 사용되는 모델이지

만, 재해기준우량 계산에는 유량이 아닌 각 tank에 저류된

저류수량 예측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 강우로 각 tank에 저

류된 양을 합해 그 값이 일정량을 넘어설 때 산사태가 발

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준량을 정한다. 앞서 언급한 2

가지 조건을 전제로 파라미터를 동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Figure 3). 

① 대상지역의 산사태 발생 강우의 시우량 자료를 재해

발생시각 48시간 전 값부터 입력(산사태 발생 48시간

이전 강우는 무시) 

② Tank모델의 파라미터 초기치 부여

③ 각 산사태별로 초기치에 의한 각 시각의 저류량 계산

④ 각 산사태별로 저류량이 최대가 되는 시각을 출력

⑤ 최대저류량을 나타내는 시각의 평균과 편차 계산

⑥ 최대저류량의 평균과 편차 계산

⑦ ⑤의 시각 평균이 실제 산사태가 발생한 시각에 근접

하도록, 그 편차가 최소가 되도록, 최대저류량의 편

차가 최소가 되도록 새로운 파라미터 입력 후, ③으로

⑧ ③~⑦의 계산을 반복해, 최대저류량 발생시각의 평

균이 3시간 이내, 편차가 5시간 이내, 최대저류량의

편차는 평균을 기준으로 10%이내가 되도록 최적 파

라미터 결정

경계피난 기준우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대상으로 하는

산사태의 발생시각 자료와 당시의 강우량 자료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산사태 발생시간을 알 수

Figure 2. Concept and parameters on Tank model.

Figure 3. Flow chart on parameter calibration of Tank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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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강우자료가 부족하여 모델 적용에는 일본 규슈지역

15년간 36개의 산사태 발생강우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암

석성인별로 퇴적암 3기, 퇴적암 4기, 변성암 등 3구분하여

적용하였다. 대상지역의 암석성인별 산사태 발생강우자료

수는 Table 2와 같다.

계산방법의 검토는 산사태를 발생시킨 강우에 대해 상

기 2가지 전제조건의 만족도를 저류관수법과 본 계산방법

에 의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또한, 본 방법에 의해 결정된

기준우량을 가지고 대상지역의 실제 과거우량자료(1993년

~1997년)를 입력하여 그 기준우량을 적용하였을 때 총 경

계 및 피난시간을 모델별로 비교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Tank 모델의 적용 및 저류관수법에 의한 결과 비교

Tank 모델을 적용하여 앞서 언급한 순서로 반복·계산

하여 동정된 각 파라미터 값들을 암석성인별로 Table 3에

나타내었다. 계산결과의 한 예로 퇴적암(3기)지역을 대상

으로 동정한 파라미터를 적용하였을 때 각 산사태별 최대

저류량과 최대저류량을 보인 시각의 결과와, 저류관수법

의 최적 파라미터인 반감기 24hr를 적용한 결과를 Table 4

에 나타내었다. Table 4에서 각 산사태별 최대저류량의 편

차는 작을수록 좋으며, 최대저류량이 될 때의 시각은 48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두 모델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Tank 모델을 적용하였을 때 13개의 산사태 중

9개의 산사태에서 실제 산사태가 발생한 시각인 48시간에

서 최대치를 보이고 있으나, 저류관수법에 의한 결과를 보

면 7개에 그쳤으며, Tank 모델에 의한 시간차가 1.6hr 인

데 비해, 저류관수법은 3.2hr의 차이를 보였다. 최대저류량

의 편차는 Tank 모델에서 약 7%에 불과한 반면, 저류관수

법에서는 63%로 큰 편차를 보였다. 

암석성인별로 각 산사태 발생강우를 입력하여 Tank 모

델에 의한 매 시각마다의 저류량 변화를 각 시각의 저류

관수법에 의한 저류량과 병기하여 Figure 4에 나타내었다.

본 그림은 암석성인별 각 산사태 발생강우시의 기준우량

을 비교한 것으로 48시간 지점이 산사태가 발생한 시각이

다. 그림에서 모든 암석성인에서 산사태 발생시 Tank 모델

에 의한 저류량의 값이 저류관수법에 의한 값에 비해 일

정치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대저류량을 보인

시각을 보면 Tank모델의 경우 산사태 발생시각인 48시간

에서 대부분 최대값을 보이고 있으나, 저류관수법의 경우

48시간 이전에 종종 최대값을 보이고 있다. 즉, 저류관수

법을 사용할 경우 산사태 발생시기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저류관수법에 의한 위험기준우량을 설정할 때

안전한 기준을 설정해야 하므로 상당히 낮은 실효우량을

선정할 수밖에 없어(기존 산사태 발생강우를 모두 예측할

수 있는 기준우량 설정을 하기 위해) 주민들이 장시간 경

계 및 피난해야 하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상기결과는 우량-유량자료를 가지고 대상유역의

파라미터를 동정하여 산지토사재해 기준우량계산에 Tank

모델을 적용한 鈴木과 小橋(1981)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즉, 우량-유량자료 없이도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Table 2. Numbers of hillslope failure by each Rock type.

Rock type
Sedimentary 

(Tertiary period)

Sedimentary 
(Quarternary 

period)
Metamorphic

No. of failure 13 13 10

Table 3. Values of each parameters by Tank model.

 Rock type

 parameter

Sedimentary 
(Tertiary period)

Sedimentary 
(quarternary 

period)
Metamorphic

α1 0.87 0.50 0.35

α2 0.005 0.25 0.605

α3 0.08 0.05 0.205

α4 0.035 0.05 0.05

L1 0.72 0.60 0.73

L2 0.38 0.55 0.53

L3 0.15 0.51 0.28

L4 0.5 0.23 0.19

β1 0.02 0.035 0.05

β2 0.1 0.1 0.05

β3 0.045 0.1 0.05

Table 4. Peak tank storage and time in Sedimentary(Tertiary

period).

Sedimentary
(Tertiary 
period)

Tank model Storage function method

Hillslope 
No.

Time at peak 
storage(hr)

Peak storage 
(mm)

Time at peak 
storage(hr)

Peak storage 
(mm)

1 48 97.63 47 168.82

2 48 88.04 39 56.43

3 48 83.59 42 133.11

4 41 99.14 47 64.60

5 48 83.56 34 278.17

6 47 98.38 48 134.67

7 48 107.20 48 129.09

8 36 101.22 48 383.80

9 47 89.95 37 157.45

10 48 80.61 48 113.50

11 48 87.92 48 70.34

12 48 84.49 48 93.31

13 48 92.60 48 104.40

Ave.(dev.) 46.38(2.43) 90.19(0.07) 44.77(5.00) 145.2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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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k 모델을 적용하여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이 밝혀졌다고 할 수 있다. 

2. Tank 모델에 의한 기준우량 계산방법의 실효성 검토

Tank 모델의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해, Figure 4의 각 모

델에 의한 계산결과를 이용하여 산사태 발생자료 중 최소

값을 가지는 최대저류량을 위험기준우량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각 지역의 산사태 발생강우에 의해 계산된 저류

량이 위험기준우량을 넘어서는 시간을 계산하여, 그 시간

을 피난대기시간으로 정의하고, Tank 모델과 저류관수법

에 의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여기서는 ① 산사태 발생 전

총 대피시간, ② 1년에 걸쳐 산사태 발생 전후에 위험기준

우량을 넘어서는 시간, 2가지를 평가·검토했다. ①의 평

가는 실제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하여 산사태 발

생 몇 시간 전부터 피난대기 해야 했는가를 나타내는 지

표가 된다. 피난시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효율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다. 또한, ②의 평가는 실제 강우량을 입력하여

1년간에 걸쳐 위험기준우량을 넘어서는 시간을 나타낸 것

으로, 1993년부터 1997년까지 5년간의 실제 강우를 적용

하여 년 평균 몇 시간, 몇 회 피난해야 하는가를 평가하는

지표가 된다. 이 또한 시간 및 횟수가 적을수록 효율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다. 두 가지의 평가결과를 각각 Figure 5

Figure 4. Comparison of storage change by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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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6에 나타내었다.

실제 산사태를 발생시킨 강우를 적용하여 두 모델에 의

한 경계 및 피난시간 결과를 Figure 5에 나타내었다. 그림

에서 알 수 있듯이 Tank 모델에 의한 경계 및 피난시간이

모든 산사태에서 적게 나타났다. 평균 경계 및 피난시간의

두 방법간의 값(저류관수법/Tank모델)들을 비교해 보면,

경계시간이 퇴적암 4기의 경우 5.8/5.0, 퇴적암 3기의 경우

12.5/9.6, 변성암의 경우 17.7/13.6으로 모두 Tank 모델에

의한 계산결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난시간은

퇴적암 4기의 경우 41.2/20.8, 퇴적암 3기의 경우 57.6/

Figure 5. Comparison of warning and evacuation time by each model.

Figure 6. Comparison of evacuation time and frequency by each model (1993-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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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변성암의 경우 86.8/56.6으로 Tank 모델에 의한 계산

결과가 약 2배 적게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적중률을 가지

더라도 계산방법에 따라 경계 및 피난시간을 줄일 수 있

으며, 저류관수법보다 Tank 모델에 의한 계산방법이 우수

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대상지역의 5년간(1993-1997) 실제 강우자료를 직접 입

력한 경우, 총 경계 및 피난시간과 경계 및 피난회수를 비

교한 결과 Figure 6과 같이 저류관수법에 의한 년평균 총

대피시간이 278시간인데 비해 Tank 모델에 의한 총 대피

시간은 156시간으로 나타나 Tank 모델이 우수하였다. 연

평균 피난횟수는 변성암 지역에서 반대의 경향을 보인 예

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Tank 모델에 의한 피난횟수가 7.7

회/년으로 저류관수법에 의한 9.4회/년보다 적었다. 따라

서 본 Tank 모델에 의한 산지토사재해 위험기준우량 산정

이 저류관수법보다 정도면에서 우수하며 충분히 활용 가

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종래 산지토사재해 경계피난에 적용되고

있는 모델에 대한 효율적인 수법으로 Tank모델에 의한 방

법을 제안하였다. 

최근 방재 선진국인 일본의 토사재해 대책에 관한 연구

에 의하면, 기존의 기준우량 설정방법이 안전을 중시해 피

난횟수 및 피난 대기시간이 많은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해 경계피난의 발령에 대한 기준설정에 관

한 연구가 많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예측 모델의 개선에 의해 피난횟수와 대기시간을 충분히

줄일 수 있으며, 제시된 Tank 모델은 기존의 저류관수법에

비해 효율적인 모델로 앞으로 산사태, 토석류 등 산지토사

재해 경계피난기준설정에 효과적으로 활용가능하리라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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