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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공간해상도 27km 지역규모의 A1B 시나리오 기반의 RCM 

자료와 비집수면적 개념을 도입한 GIS기반의 무한사면안정모형을 이용하여 전라북도 수계를 대상

으로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사면안정 변동성을 평가하였다. 우선, 미래의 사면안정성 변동성 평가

를 위하여 RCM 자료는 공간적으로 유역단위에서 강우관측소 지점단위로, 시간적으로 월단위에서 

일단위 자료로 다운스케일링을 수행하였다. 또한, 무한사면안정모형의 중요 매개변수인 습윤지수 

산정을 위하여 비집수면적 개념을 도입하여 격자기반의 습윤지수 정보를 획득하였으며 범용수치지

형도, 정밀토양도, 임상도를 이용하여 지형·지질·임상학적 매개변수을 추출하여 GIS기반의 무한

사면안정모형을 구축하였다. 이상의 미래 강우입력자료와 무한사면안정모형을 이용하여 현재

(1971~2000)대비 미래(2010~2100)에 대한 사면안정 변동성을 평가하였다. 본 논문은 2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편에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사면안정 변동성 해석을 위한 RCM자료

의 가공 및 무한사면안정모형의 구축 등 방법론을 제시한다.

주요어 : 기후변화, A1B 시나리오, 전라북도, 무한사면안정모형, 비집수면적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slope stability variation of Jeollabuk-do drainage 

areas by RCM model outputs based on A1B climate change scenario and infinite slope 

stability model based on the specific catchment area concept. For this objective,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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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rends of landslide area and recovery 

costs(Korea Forest Service)

downscaled RCM data in time and space: from watershed scale to rain gauge scale in 

space and from monthly data to daily data in time and also developed the GIS-based 

infinite slope stability model based on the concept of specific catchment area to 

calculate spatially-distributed wetness index. For model parameterization, topographic, 

geologic, forestry digital map were used and model parameters were set up in format 

of grid cells(90m×90m). Finally, we applied the future daily rainfall data to the infinite 

slope stability model and then assess slope stability variation under the climate change 

scenario. This research consists of two papers: the first paper focuses on the 

methodologies of climate change scenario preparation and infinite slope stability model 

development.

KEYWORDS : Climate Change, A1B Scenario, Jeollabuk-do, Infinite Slope Stability Model, 

Specific Catchment Area

서  론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의 65%이상이 산지로 

구성되어 있는 지형학적 특성 및 화강암 및 편

마암이 풍화된 지질학적 특성으로 인해 토양침

식 및 산사태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매

년 전국 각지에서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989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

한 사망자는 총 472명(연평균 약 28명), 산사

태 발생면적은 1970년대 300ha에서 2000년

대 들어서 700ha로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

(Park et al., 2006). 산사태는 일반적으로 강

원도 등과 같은 산간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

하였으나, 최근에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인

구 및 자산이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 등 도심지

역에서도 산사태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Lee, 2012). 실제로 산림청의‘2011년 산사

태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0년

까지 서울·경기 지역의 산사태 평균 피해면적

이 6.1(ha)인 반면,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한 

2011년의 경우 152.7(ha)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산사태를 포함한 사면재해의 주요 원

인은 집중호우(강우)이며,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태풍 및 국지성 집중호우의 

발생빈도가 빈번해짐에 따라 산사태 발생위험

성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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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같이 50mm 호우일수는 1970년대 7.4일

에서 2000년대 14.4일로 약 2배 이상 증가하

였으며, 이러한 집중호우의 발생빈도가 증가함

에 따라 산사태 발생면적 역시 약 2배 이상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Forest Service, 2012).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 따르면, 지구평균기온은 

지난 1세기 동안 약 0.74℃ 상승하였으며, 이

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혁명 이전 280ppm과 비

교하여 2000년에는 370ppm으로 증가하였다고 

분석한 바 있다(IPCC, 2007). 한반도의 경우, 

평년(1971~2000) 대비 21세기말(2071~ 

2100) 우리나라의 기온은 4℃ 상승하고, 강수

량은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기상

청, 2009). 또한, 강수량은 증가하는 반면, 강

수일수가 감소하여 많은 양의 강우가 일시에 

내리는 집중호우의 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

우의 증가로 인해 산사태 등과 같은 토사재해 

발생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

영한 산사태 방지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재해예방 및 피해저감 대책 차원에서 기후변화

에 따른 산사태 위험성 변동성 평가가 요구된

다(Yeon, 2011; Lee et al., 2012). 

Ministry of Environment(2012)에서는 기

후변화에 따른 산림 부문별 취약성 평가를 위

하여 ①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 취약성, ② 산

사태에 의한 임도 및 등산로의 취약성을 평가

항목으로 선택하여 그 취약성을 평가한 바 있

다. 특히,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 취약성 평가

의 경우, 기후노출(일강우량이 80mm이상인 날

의 횟수 외 3개 지표), 민감도(산림 내 평균경

사도 외 3개 지표), 적응능력(산림 공무원수 외 

3개 지표)에 대한 대용변수를 선택하여 우리나

라 전역에 대해 행정구역별로 취약성을 평가하

였으며, 현재대비 미래에는 산사태 취약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

나 이 연구에서는 취약성 평가를 위한 대용변수 

및 가중치 선정에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으며, 

산사태의 물리적 발생 메카니즘을 반영하지 못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Lee(2013)는 IPCC 

제5차 보고서의 RCP 8.5(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8.5) 기후변화 시나

리오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산지토사재해 변화 

경향의 공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우리나라 전

국을 대상으로 연도별 산사태발생기준우량(산

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강우량 값의 기준)을 

넘어서는 지역 및 빈도를 분석하여 위험도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공간해상도

가 12.5km×12.5km인 RCP 8.5 자료를 그대

로 활용했으며 기후변화 자료의 편의(bias)보정

을 생략함에 따라 분석결과에 불확실성을 내포

하고 있고, Ministry of Environment(2012)

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산사태 발생 메커니

즘을 반영하지 않고 산사태발생기준우량대비 

미래 강우량자료의 증감에 따라 위험성을 평가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우리나라 전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를 활용하여 산사태 위

험성을 광역적으로 평가한 사례지만, 취약성 평

가를 위한 대용변수 선택의 주관성, 기후변화 

자료의 편의 미보정, 기상·지형·지질·임상학

적 산사태 발생 메카니즘이 반영되지 않아 분

석결과의 정확도에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내

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편의보정된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물리적 기반의 사면안정

해석모형을 이용하여 전라북도 수계지역에 대

해 산사태 발생 위험성 변동성 평가를 수행함

으로서 전술한 불확실성 요소를 제거하고, 분석

결과의 정확도를 제고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공간해상도 27km 지역규모의 A1B 시나리오 

기반의 RCM(Regional Climate Model)을 선

택하여 공간적으로 유역단위에서 강우관측소 

지점단위로, 시간적으로 월단위에서 일단위 자

료로 다운스케일링을 수행하였다. 또한, 산사태 

발생 위험성 평가를 위해 범용수치지형도, 정밀

토양도, 임상도를 이용하여 지형·지질·임상학

적 매개변수을 추출하여 GIS기반의 무한사면안

정모형을 구축하였다. 이상의 미래 강우입력자

료와 무한사면안정모형을 이용하여 현재(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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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GCM and RCM of 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Research

(Park et al., 2011)

~2000)대비 미래(2010~2100)에 대한 사면

안정 변동성을 평가하였다. 본 논문은 2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편에서는 기후변화 시나리

오에 따른 사면안정 변동성 해석을 위한 RCM

자료의 가공 및 무한사면안정모형의 구축 등 

방법론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제2편에서는 

구축된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된 전라북도 수계

지역의 사면안정 변동성 결과를 제시한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1. 대상 시나리오

일반적으로 전지구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시

나리오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GCM(General 

Circulation Model or Global Climate Model)

을 사용한다. GCM은 지구의 대기를 3차원의 

불연속 격자시스템으로 구성하고 각 격자점에

서의 대기 상태를 지배하는 방정식(운동량, 연

속, 정역학, 열역학, 상태 방정식 등)을 시간 적

분하여 지구의 대기상태를 재현 및 예측하는 

모형이다(Ahn et al., 2001). 이러한 GCM의 

결과물들은 시·공간적으로 해상도가 낮아 우

리나라 또는 더 세분화된 지역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통계적인 방법을 통한 상관

분석을 이용하여 작은 규모의 유역에 대한 수

문기상학적 분석을 실시하거나, GCM 결과를 

경계조건으로 한 후 RCM을 사용하여 국지규모

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는 방법 등이 주로 이용

된다(Park et al., 2011).

ECHO-G 모형은 독일의 MIUB 

(Meteorological Institute of the University 

of Bonn)와 한국의 기상청이 공동연구하여 개

발한 GCM으로써 대기모형인 ECHAM4와 해양

-해빙 모델인 HOPE-G로 구성되어 있다. 

ECHO-G의 대기모형과 해양모형의 해상도는 

각각 약 400km와 300km이며, 전술한 바와 같

이 GCM의 저해상도(low resolution)로 인해 

강수 및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형인자에 대한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GCM 해상도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해 통계학적 또는 역학적 상세화기법

(downscaling method)이 사용되며, 기상청에서

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개발한 

MM5(Mesoscale Model Version 5)를 이용한 

역학적 상세화기법을 통해 저해상도의 GCM 

(ECHO-G)자료를  27km의 고해상도로 상세화

하여 한반도 미래 기후 예측자료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 기후변화정보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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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A1B 시나리오를 사용하였다. A1B 

시나리오는 현재 이산탄소의 배출량이 점차 증

가하여 2050년경 정점에 도달한 다음 그 이후 

다소 감소하는 시나리오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의 농도는 2100년경 720 ppm까지 도달할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A1B 시나리오는 미래

에도 화석에너지 및 고효율 에너지원이 균형 

있게 사용된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현실에 가장 

잘 부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성 평가에 

많이 사용되는 시나리오로 알려져 있다(Kwon 

et al., 2007). 본 연구에서 사용된 A1B 시나

리오 생성절차는 그림 2와 같다.

2. RCM 편의보정

전라북도 지역에 대해 RCM 자료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과거 30년(1979~2008)에 대

한 기상청의 지상관측소와 RCM에서 생성된 전

라북도 지역에 대한 연평균 면적강우량을 비

교·분석하였다. 그림 3은 RCM 해상도(27km 

×27km)로 분할된 전라북도 지역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4는 연평균강우량의 비교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림 5는 비모수적 검정기

법중 하나인 Mann-Kendall Test를 이용하여 

전라북도 행정구역별로 지상관측소와 RCM 강

우량의 경향성(붉은색: 감소, 파란색: 증가)을 

평가한 결과이다.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 30년 동안 지

상관측소와 RCM의 강우량 자료를 비교해보면, 

RCM 자료가 전반적으로 과소산정되었으며, 공

간적으로도 지상관측소와 달리 RCM의 경우, 부

안군에서만 강우량의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강우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RCM 자료의 

편의보정없이 미래자료를 생성할 경우 시·공간

적으로 예측결과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산사태 등 재해영

향에 실질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기후변화 시나

리오가 가지는 편의문제, 불확실성문제, 시·공

간적 스케일의 상이성 등을 고려한 상세 기후변

화시나리오 기법의 적용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FIGURE 3. Spatial resolution of RCM in 

Jeollabuk-do

FIGURE 4. Comparison of annual rainfall 

between ground gauges and RCM for the 

past 30 years

RCM에서는 여러 입력 자료를 구축하는 과정

에서 일정 정도의 편의(bias)가 내재되어 계통

오차(systematic discrepancy)가 포함된 결과

를 얻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정하고자 

계통오차 제거방법인 Quantile Mapping 방법

을 사용하였다. Quantile Mapping은 RCM에 

의한 모의 자료가 동일한 비초과확률을 갖는 

관측자료의 크기로 대체되어 단순히 형태를 맞

추는 것이 아니라 과거 자료로부터 관측자료와 

모의 자료의 통계치를 일대일(one-to-one)로 

대응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서 편의를 보정하

게 된다.

그림 6은 본 연구에서 편의보정을 위해 선택

된 전라북도내 6개의 지상관측소(군산,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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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ound Gauge (b) RCM

FIGURE 5. Spatial comparison of annual rainfall trend between ground gauges and RCM 

for the Past 30 years (Red: downward, Blue: upward)

FIGURE 6. Selected ground gauges for Bias Correction using Quantile Mapping

부안, 임실, 정읍, 남원)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림 7은 전주지점의 강우자료를 사용하여 

Quantile Mapping을 실시한 그림으로 관측자

료에 대한 비초과확률을 도시 후 모의값과의 

일대일 대응 과정을 통하여 편의를 가지는 

RCM자료 보정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림 8은 

전라북도 내 6개 지점에 대해 편의보정된 RCM

의 월별 강우량을 도시한 결과로써 강우량의 

월별 변동성이 유지되면서 편의가 보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성

그림 4와 5와 같이 현재까지 개발된 GCM이

나 RCM 등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실제 관측

된 강수의 특성을 재현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oon et al., 
2010). 따라서 다양한 기후변화 영향성 평가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상세화기법을 통해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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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unsan (b) Jeonju (c) B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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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omparison between biased and unbiased RCM rain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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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Bias correction of RCM by quantile mapping(Jeo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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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영향을 유역단위에 상세수문시나리오로 

재생산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기상순환과 같은 외부

인자에 영향을 받는 일강수량의 특성을 고려하

여 비정상성 Markov Chain모형(Kwon and 

Kim, 2009)을 이용하여 미래 강우자료를 생성

하였다. 이 모형은 추계학적 모형인 Markov 

Chain과 통계학적 상세화기법을 결합한 방법으

로 비조건부 Markov Chain모형의 매개변수를 

외부 인자와 연결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이 이용

된다. 이 매개변수들은 무강수에서 강수로 진행

하는 천이확률, 강수에서 강수로 진행하는 천이

확률, 강우량을 모의하기 위한 Gamma 확률분

포의 축적매개변수와 형상매개변수로 구성되며 

이들은 물리적으로 일강수량모의 시 계절적 강

수량의 총량은 외부인자로부터 그리고 천이확률

과 강수일 등 일강수량 자체 특성은 강수지점의 

원자료로부터 유도된다(Park et al., 2011).

또한, 단지점(single-site) Markov Chain 

모형의 경우 강수지점마다 단일 모형이 적용되

기 때문에 강우관측소간 상관성을 효과적으로 

모의하기가 어려우므로 비정상성 Markov 

Chain모형을 다지점(multi-site)에 대해 적용

할 수 있도록 확장개발된 모형(Moon et al., 
2010)을 이용하여 미래 강우자료를 생성하였

다. 다지점 비정상성 Markov Chain 모형은 월

강수량과 일강수량을 모의하는데 필요한 천이

확률, 확률분포형의 매개변수들이 동적으로 관

계를 갖으면서 추정되며, 이를 활용하여 미래 

기후변화 영향이 반영된 일강수량 계열을 모의

하게 된다.

그림 9는 6개 지점을 대상으로 다지점 비정

상성 Markov Chain 모형을 이용하여 생성된 

2010년부터 2100년까지의 일강우량 자료를 

나타내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수계

에 대한 공간분포형 강우장 자료를 생성하기 

위하여 역거리법을 이용하여 6개 관측소 지점

을 기준으로 내삽(interpolation)을 수행하였다. 

역거리법(Inverse Distance Weight Method)

은 인접한 기지 관측소 좌표와 강우를 추정하

고자 하는 미지 관측소 좌표까지의 거리에 따

라 비선형적으로 변화하는 경중률을 계산하며, 

기본 가정은 서로 다른 기지 관측소 좌표가 하

나의 미지관측소 좌표에 미치는 영향은 미지 

관측소 좌표로부터 기지 관측소 좌표까지의 거

리에 따라 감소한다는 것으로 강우 추정 값은 

아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식 1).

 


  




 


  



 
 

    (1)

여기서, 는 미지 관측소 좌표에서의 강우

량, 는 미지 관측소 좌표에서 주변의 기지 관

측소 좌표 까지의 거리, 는 기지 관측소에

서의 강우량, 은 가중치, 은 추정을 위해 

사용된 자료의 총개수를 나타낸다. 식 (1)을 다

시 정리하면 식 (2)와 같으며,

 
  



     (2)

여기서, 경중률 


  




 


 

이며, 그림 

10은 역거리법을 이용하여 내삽된 공간분포형 

강우장 사례(2100년 시나리오의 최대일강우량 

강우장)를 나타내고 있다.

사면안정해석을 위한 모형의 구성

GIS와 RS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해 다양

한 형태의 공간분포형 인자들의 추출이 가능해

졌으며, 이를 활용한 무한사면안정해석기법은 

산사태위험지도 작성 등, 광역적 사면재해 영향

평가를 위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무한사면안정해석모형의 기본

이론 및 모형의 수문학적 매개변수인 분포형 

습윤지수의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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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unsan

(b)

Jeonju

(c)

Buan

(d)

Imsil

(e)

Jeongeup

(f)

Namwon

FIGURE 9. Projected daily rainfall data by multi-site non-stationary markov chai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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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Concept of the infinite slope stability model

FIGURE 10. Spatially-distributed rainfall field based on 

the 6 selected ground gauges

1. 무한사면안정해석모형

그림 11은 무한사면안정해석모형의 개념적 

모식도로써 깊이에 비해 사면의 길이가 상대적

으로 긴 경우 파괴면은 사면에 평행하게 형성

되며, 사면의 길이는 거의 무한대이므로 양끝의 

영향은 무시한다. 또한 침투수압이 사면에 평행

하게 작용한다고 가정할 때 무한사면안정해석

식은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단위길이당 전단응력 : 

 cos


 
 cossin    (3)

단위길이당 수직응력 : 

 cos


 
 cos                (4)

여기서, 는 사면의 전단력(N), 는 파괴면

의 수직방향력(N), 는 모암으로부터 지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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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Sensitivity plot for the infinite slope equation (Borga et al., 2002)

까지의 높이(m), 는 사면폭(m), 는 사면경

사(°), 는 흙의 자중(N), 는 흙의 단위중

량(kN/㎥), 는 전단응력(kPa), 는 수직응력

(kPa)이다.

Mohr-Coulomb의 법칙에 의해 전단강도

()는 식 (5)와 같으며,

        tan     (5)

여기서, 는 점착력(Pa), 는 간극수압(kPa), 

는 내부마찰각()을 의미한다.

또한, 안전율(safety factor, )의 개념으

로부터 전단응력은 식 (6)와 같이 표현된다.

 

  


    (6)

식 (3)~(6)로 부터 식 (7)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sincos  

  

 cos
 tan

  (7)

식 (7)를 에 대해 다시 정리하면 무한사

면안정해석을 위한 기본식, 식 (8)을 유도할 수 

있다.

  sincos
  cos tan

    (8)

식 (8)로부터 뿌리보강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점착력 를 흙의 점착력과 뿌리의 점착력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식 (9)와 같고,

  sincos
    cos tan

 (9)

여기서, 는 흙의 점착력(kN/㎡), 은 뿌

리점착력(kN/㎡)이다.

마지막으로, 식 (9)에서 간극수압()의 영향

에 의해 감쇄되는 흙의 단위중량과 사면에 작

용하는 상재하중()의 영향을 고려하면 무한

사면안정해석식은 식 (10)과 같이 정리된다

(Borga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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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Definition of specific catchment area

 sincos  sin
cos   cos  cos tan

  (10)

여기서, 는 모암으로부터 수면까지의 수

심(m), 는 물의 단위중량(kN/㎥),   는 흙

의 포화단위중량(kN/㎥), 는 상재하중(kN/

㎡)이다. Borga et al.(2002)은 식 (10)의 각

각의 매개변수의 변화에 따른 의 민감도 분

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에서 알 수 있듯이 는 사면경사()

와 내부마찰각()에 매우 민감하며, 경사가 급

해짐에 따라 불안정(  )해지고, 내부마찰

각이 커짐에 따라 안정(  )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습윤지수 

강우에 의한 침투량의 증가는 토양의 포화도

와 간극수압을 증가시키며, 이는 결과적으로 잠

재 파괴면에서의 전단강도의 감소를 발생시킨

다. 따라서 침투량 증가에 따른 토양 포화도의 

증가는 사면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게 된다. 이러

한 토양의 포화도를 추정하기 위해 

Montgomery and Dietrich(1994)와 Borga 

et al.(1998)은 사면의 지형학적 특성에 따른 

습윤지수(그림 11의   또는 ) 산정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림 13과 같이 집수면적

(catchment area)에서 총 강우의 침투량은 지

표하수와 같으며 이는 지형경사와 평행하게 흐

른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

로 토양 포화층에서의 흐름은 Darcy법칙에 의

해 식 (11)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sin    (11)

여기서, 는 단위폭당 유량(㎡/s), 는 흙의 

투수계수(m/s),  는 포화토층의 두께(m), 

sin  는 경사이다.

또한 그림 13에서 유출기여면적()에 일정

한 강우()가 내린다고 가정할 경우 식 (11)의 

단위폭당 유량()는 식 (10)과 같다.

               (12)

식 (11)과 (12)로부터 식 (13)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sin     (13)

여기서, 는 흐름방향의 단면 폭(m), 는 강

우강도(m/s), 는 유출기여면적(m)이다. 
식 (13)을 에 대해 정리하고 이를 (=

 cos)로 나누면 식 (14)의 습윤지수로 표현

할 수 있다(그림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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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여기서,   로 는 비 집수면적, 은 

습윤지수로써 그 범위는 0(건조)~1(포화)이며, 

1이상인 경우 지표흐름(overland flow)이 발생

한다.

식 (14)는 유출기여면적(contributing area)

의 모든 흐름이 하부지역 임의의 한 지점으로 

수렴한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때 

상부사면으로부터 하부로 진행시의 흐름의 지

체, 저류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Ray and De 

Smedt, 2009). 그림 1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토양이 포화되어 지표류가 발생하고, 습윤지수

가 커짐에 따라 안전율은 감소하게 되며, 습윤

지수가 작아짐에 따라 안전율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산사태 발생의 위치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강우로 인한 토양의 습윤지

수 변동성을 공간적으로 모의할 수 있어야 하

며, 격자기반의 DEM(digital elevation model)

으로부터 산출되는 흐름방향(flow direction) 

및 유출기여면적 정보는 습윤지수 산정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Tarboton, 1997).

3. DEM을 이용한 습윤지수 산정기법

유출기여면적은 사면경사를 이용하여 흐름방

향을 결정하게 되고, 이를 흐름방향으로 누적한 

흐름누적 값(flow accumulation value)에 의

해 산정된다. 만약 집수면적에 내린 강우가 식

생에 의한 차단, 대기 증발 등과 같은 손실이 

없다고 가정하면, 흐름누적값은 각 격자에 유입

되는 유입량(식 12)을 나타내며, 이러한 흐름

누적값을 등고선의 폭으로 나눈 것이 비집수면

적이 된다. 

일반적으로 흐름누적값은 해당 격자에 영향

을 미치는 상부격자(upslope cell)의 개수를 나

타내며, 격자의 개수와 흐름누적값은 같은 의미

로 혼용되어 사용된다. 유출기여면적은 해당 격

자에서의 상부격자에 의한 영향면적(상부격자

의 개수 × 격자의 크기)이 되며, 이 영향면적

을 등고선의 폭으로 나눈 값이 비집수면적이 

된다(그림 13 참조). 

유출기여면적 계산을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

으로 O'Callaghan and Mark(1984)가 소개한 

일방향 흐름해석기법(single flow direction 

method, 이하 SFD)이 있으며, 이 기법은 그림 

14(a)와 같은 표고를 갖는 DEM자료에서 어느 

한 격자에서 이웃 격자 8개 중 가장 경사가 급

한 경사에 흐름 전체를 배분해줌으로써 유출기

여면적을 계산하게 된다. 즉, 그림 14(b)와 같

이 경사가 가장 급한 격자(0.519)로 상류격자

에서의 모든 흐름이 집중된다. 기본적으로 SFD

는 인접한 격자에 축방향이나 대각선 방향으로

만 흐름을 생성하게 되므로 흐름이 발산하는 

지역과 수렴하는 지역 그리고 평행한 지역에 

따라 유출기여면적이 다르게 나타나는 제약사

항이 있다(Han, 2003).

SFD와 달리 Quinn et al.(1991)이 제안한 

다방향 흐름해석기법(multi flow direction 

method, 이하 MFD)은 그림 14(c)와 같이 어

느 한 격자 주위의 8방향에 대한 격자 각각의 

경사를 계산하고 해당 격자보다 고도가 낮은 모

든 방향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흐름을 

분산시킨다. 즉, 해당 격자보다 고도가 낮은 격

자(경사 값이 0.519, 0.233에 해당하는 두 격

자)에 대하여 흐름이 분산되며, 이때 경사에 따

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두 격자 중 급경사의 경

우 더 높은 비율의 흐름이 분배된다. 따라서 이

러한 다방향 흐름방법은 산의 봉우리와 같이 흐

름이 분산되는 지형에 적합하며, 계곡과 같이 

경사가 급한 수렴지형에서는 SFD보다 적용성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식 

(14)의 비집수면적() 산정을 위하여 SFD 기

법을 이용하였으며, 격자별 비집수면적 정보를 

활용하여 공간분포형 습윤지수를 산정하였다.

GIS기반의 사면안정해석 모형 

매개변수 추출

GIS기반의 사면안정해석을 위해서는 식 (10)

과 그림 1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다양한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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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14. Comparison of flow direction methods for contributing area calculation

지질, 임상학적 매개변수를 필요로 한다. 본 연

구에서는 범용수치지형도, 정밀토양도, 임상도를 

이용하여 무한사면안정해석모형(식 (10) 참조)

의 매개변수를 격자별로 추출하였다.

1. 지형학적 매개변수 선정

본 연구에서는 미국 NASA에서 제공하는 범

용수치지형도(SRTM 90m digital elevation 

map)를 바탕으로 전라북도 수계를 90m×90m 

격자로 분할하고, 각 격자에 해당하는 평균경사

를 계산하였으며, 평균경사는 인접 8개 격자의 

표고를 고려한 식 (15)로 정의된다.

   (15)

여기서,  : 고도변화,   : 평면직각좌

표에 의한 수평거리변화(격자간 간격)이다.

2. 지질학적 매개변수 선정

투수계수는 Rawls and Brakensiek(1985)

가 실제 미국전역의 약 5,000여개의 토양표본

에 적용하여 만들어진 경험식인 식 (16)~ 

(17)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이 식에서 사용되

는 변수인 점토의 함량비(%)와 모래의 함량비

(%)의 경우 한국토양정보시스템 토양통 검색서

비스에서 제공되는 입경분포 5개 분류군 중 조

사, 중사, 세사는 모래의 함량비(%), 점토는 점

토의 함량비(%)로 하여 투수계수를 산정하였다.

 ·

· log
         (16)

 EXP  ·

··

·


(17)

여기서, 는 점토의 함량(%), 는 모래

의 함량(%), 는 포화투수계수(cm/hr)이다. 

유효토심은 한국토양정보시스템 토양통 검색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토양통별 기층별 토심의 

합산 값을 유효토심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흙의 단위중량, 점착력 및 내부마찰각은 토양의 

자연적 조건에 따라 같은 토성함량을 가진 같은 

토양이라도 그 값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대표 

값을 결정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Rawls et 
al.(1983)이 제시한 토양의 유효공극률과 일반

적으로 제시된 흙의 진 비중값 2.65를 기준으로 

식 (18)을 통해 표토토성별 포화단위중량을 산

출하였다. 

  

 
                   (18)

여기서, 는 흙의 비중, 는 흙의 공극률, 

는 물의 단위중량(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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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의 점착력은 Kim(2005)가 제시한 식을 이

용하였으며, 일반적인 모래, 실트, 점토의 점착

력을 0, 1, 1.7(t/㎡)로 적용하여 점착력의 함량

비별 가중치를 주어 그 값을 산출하였다. 식 

(19)는 미사질 식양토(모래 10%, 실트 55%, 

점토 35%)에 대한 점착력 산출 예를 보여주고 

있다.

모래 ×실트 ×

점토 ×   
   (19)

흙의 내부마찰각은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2003)에서 제공된 표

토토성별 내부마찰각 분류표에 의거하여 이를 

토성별로 분류하였다. 

3. 임상학적 인자

흙의 전단강도를 상승시키는 요인인 뿌리점착

력은 임상 및 영급에 의해 그 값이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Wu et al.(1979)이 제시한 식생

별 뿌리의 평균인장강도를 기반으로 하여, 산림

청에서 제공하는 24개의 식생군을 기준으로 국

내 식생분류기준표에 맞게 학명별로 대체수목을 

결정하여 임상별 인장강도를 재분류하였다. 또

한 영급을 고려하기위해 엽면적지수(LAI, Leaf 

Area Index)와 뿌리의 건조량의 비율에 관한 

연구(Choi, 2010)에서 제시된 1군과 2군의 영

급의 변화를 고려하여 임상별, 영급별 인장강도

를 식 (20)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20)

여기서, 은 임의전단면에 존재하는 뿌리만

의 평균인장강도(t/m), 는 임의의 전단면의 

면적(m), 는 임의의 전단면속에 포함되어 

있는 뿌리의 전체면적(m)이다. 뿌리의 면적비
()는 Lee et al.(1991)이 연구를 통해 

제시한 뿌리의 일반적 면적비 평균값인 0.001

을 적용하였다.

결  론

본 연구는 기존의 기후변화에 따른 산사태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편의보정 및 산사태 발생 

메카니즘을 반영한 물리적 사면안정해석모형을 

구축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미래 사면안정 변

동성 해석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IPCC SRES를 기반으로 기상

청에서 제공하는 공간해상도 27km 지역규모의 

A1B 시나리오 기반의 RCM 자료와 비집수면적 

개념을 도입한 GIS기반의 무한사면안정모형을 

이용하여 전라북도 수계를 대상으로 미래 기후

변화에 따른 사면안정 변동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30년(1979~2008)에 대한 기상

청의 RCM 강우자료와 지상관측소 강우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RCM의 연평균강우량은 지

상관측소 실측치보다 과소산정되었으며, Mann 

-Kendall Test를 통한 연평균강우량의 공간적 

증감 경향성의 경우, RCM은 부안군을 제외한 

전라북도 전지역에서 강우량이 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내는 반면, 지상관측소는 진안군, 무주

군, 임실군, 장수군을 제외한 전라북도 서쪽 지

역에서 강우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RCM의 시·공간적 스케일의 상이성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편의보정없이 미래 기

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성하는 것은 기후변화 영

향성 평가 또는 예측결과의 정확도에 영향을 

주므로 Quantile Mapping기법을 통해 RCM 강

우자료의 편의를 보정하였다.

셋째, GIS 기반의 사면안정해석을 위해 공간

분포형 강우장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강우

관측소의 상관성을 고려한 다지점(6개 관측소) 

비정상성 Markov Chain 모형을 통해 미래 강

우량 시계열 자료를 생성하였으며, 역거리법을 

이용하여 동일 시간별 6개 지상관측소의 일강

우량 자료에 대한 내삽을 통해 공간분포형 강

우장을 구축하였다.

넷째, 사면안정해석의 경우, 비집수면적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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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도입한 GIS기반의 무한사면안정해석모형

을 구축하였으며, 모형에 필요한 매개변수의 경

우, 지질학적 매개변수 산정을 위해 농촌진흥청

에서 제작·배포하는 1:25,000 정밀토양도(표

토토성, 배수등급, 토양통) 자료를 이용하여 토

양형을 구별하고 투수계수, 유효토심, 흙의 단위

중량, 점착력 및 내부마찰각을 산정하였다. 또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림공간정보시스템의 정

보를 이용하여 24개의 식생군을 기준으로 국내 

식생분류기준표에 맞게 학명별로 대체수목을 결

정하고, 임상별 인장강도를 재분류하여 임상별 

영급을 고려한 뿌리점착력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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