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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붕괴모의실험을 통하여 체적함수비센서와 텐시오미터의 반응성을 분석하고, 산사태 조기경보용으로의 

활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산림토양과 사질토의 배합비율을 조정한 3개의 토양조건에서 120 mm/h의 인공강우

를 적용하여 얕은 깊이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붕괴형태를 실험적으로 모의하고, 그 과정에서의 두 센서의 반응을 분석하

다. 그 결과, 모든 실험조건에서 체적함수비센서 및 텐시오미터의 계측값은 각각 30∼37%, -3∼-5 kPa으로 수렴된 이후에 

붕괴가 발생하 다. 실험결과를 토대로 토층 최하부에 설치된 체적함수비센서의 계측값을 활용하여 조기경보 발생시점의 

범위를 논의하 으나, 이를 일반화하여 명확한 시점으로 규정할 수는 없었다. 두 센서를 실용적인 차원에서 산사태 조기경

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에서의 추가적인 실험 및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activity of a volumetric water content sensor (soil moisture 
sensor) and tensiometer and to review their use in the early detection of a shallow landslide. We attempted to 
demonstrate shallow and rapid slope collapses using three different soil ratios under artificial rainfall at 120 mm/h. 
Our results showed that the measured value of the volumetric water–content sensor converged to 30∼37%, and that 
of the tensiometer reached −3∼−5 kPa immediately before the collapse of the soil under all three conditions. Based 
on these results, we discussed a temporal range for early warnings of landslides using measurements of the volumetric 
water content sensors installed at the bottom of the soil slope, but could not generalize and clarify the exact timing 
for these early warnings. Further experiments under various conditions are needed to determine how to use both 
sensors for the early detection of shallow landslides.

Key words: shallow landslide early warning, model slope collapse experiment, warning threshold, volumetric water 
content sensor, tensiometer

서  론1)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은 ‘인명, 재산피

해, 환경 등에 대한 위협요인의 향을 회피하거나 최소

화하는 감시 도구’로 정의되며(Medina-Cetina and Nadim, 

2008), 자연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구조물 대

책의 일환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다. 산사태 조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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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사방댐 등의 전통적인 구조물 대

책과 비교하여 경제적이고 환경에 대한 향을 최소화한

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Intrieri et al., 2013), 산사태

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대 후반부

터 실용적 측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산사태 조기경보시스템은 대상지의 공간적 범위, 산사

태 유형 및 특성, 활용 가능한 자원 및 예산 등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 그중에서도 공간적 범위

는 산사태 조기경보시스템의 형태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

한 요인 중 하나로서, 이탈리아(Rossi et al., 2012), 일본

(Osanai et al., 2010), 홍콩(KIGAM, 2016) 등 국가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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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터 지역적 규모(Segoni et al., 2018; Mirus et al., 

2018) 그리고 단일사면 규모(Arnhardt et al., 2007; Reid 

et al., 2008; Thiebes et al., 2014; Ju et al., 2015)까지 다

양한 공간 규모에서의 조기경보시스템이 현장 활용 되었

거나 연구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 및 센서 계측기술의 발전으로, 

주로 유역 혹은 단일사면 규모에서의 계측센서 네트워크 

활용 산사태 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

다. 해당 시스템의 핵심은 산사태 조기경보를 발령하는 시

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는 근본적으로 계측

센서의 반응성 분석에서 시작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외에

서는 표층붕괴 대상의 토양수분특성 계측센서를 활용한 

실험연구(Greco et al., 2010; Hakro and Harahap, 2015; 

Lora et al., 2016; Yuliza et al., 2016; Wu et al., 2017), 

땅밀림 변위특성 모니터링 관련 실험연구(Sasahara and 

Sakai, 2014; Lu et al., 2015; Ma et al., 2017), 그리고 현장에

서의 인공강우 실험연구(Askarinejad et al., 2012; Debieche 

et al., 2012; Akca, 2013; Lehmann et al., 2013) 등 다양한 

실험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실험연구는 강우, 토양 등 

환경조건을 비교적 손쉽게 제어하고 반복적인 수행이 가

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국내 산사태 조기경보시스템은 주된 산사태 유형인 표

층붕괴를 대상으로 국가적 규모에서는 예측강우량과 실

측강우량을 이용하여 계산된 토양함수지수 기반의 산사

태 예측정보 시스템(Lee et al., 2015)을 운 하고 있으며,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자체 규모에서도 산사태 예보 발령

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한 사례가 있

다. 다만 유역 혹은 단일사면 규모에서 표층붕괴 조기경

보시스템과 관련하여서는 계측센서의 임계치를 실험적

으로 구명하는 일부 연구(Chae and Kim, 2012; Kim et 

al., 2016)가 제한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그 중 Kim et 

al.(2016)은 인공강우 기반 산사태 모의실험을 통해 산사

태 조기경보용 계측센서(체적함수비센서, 텐시오미터)의 

반응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당 센서의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 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표준

사와 벤토나이트의 혼합토를 이용하여 현장의 토양조건

을 재현하지 못하 고, 얕은 깊이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표층붕괴 형태의 산사태를 모의하지 못하 다. 또한, 계

측센서를 토층에 평면적으로 배치하여 깊이에 따른 인공

강우의 침투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과거 선행연구(Kim et al., 2016)의 한계

점을 극복하여 표층붕괴를 재현하고, 토층에 수직적으로 

배치된 계측센서의 붕괴 전후 반응성을 분석하 다. 이

를 통하여 산사태, 즉 표층붕괴 조기경보를 위한 계측센

서의 활용성을 고찰하고자 하 다.

재료 및 방법

1. 붕괴모의실험 장치 및 계측센서 구성

1) 붕괴모의실험 장치

붕괴모의실험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유효한 

데이터를 얻을 가능성이 매우 낮고 여러 향인자들의 작

용으로 해석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산사태 

붕괴모의는 인공적으로 구성한 사면규모에 제약이 있으므

로 치수효과 등의 장치 설정이 어려워 자연사면과 동일한 

조건을 형성하는데 한계가 있다(Moriwaki et al., 2004). 하

지만 실제 산사태 형태를 모의할 수 있으며 향인자를 

응용하여 반복하여 실시함과 동시에 상황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장점에서(Seo et al., 2017) 실제 현장과 유사한 

환경을 구성하고 실험을 진행한다. 선행연구(Kim et al., 

2016)에서 사용된 붕괴 시뮬레이터는 토층부에 표준사 약 

1,500 kg가 소모되는 대규모로서 실험을 반복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이용한 붕괴실험 장

치는 반복실험에 용이한 소형 모형토조를 이용하 다. 토

조의 철골구조는 강화 PVC로 제작하 으며, 토층부의 크

기는 2.0(L) × 0.2(W) × 0.3(H) m 이다. 경사는 0∼45°의 

범위로 5°씩 수동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아울러 하부 말단

부에는 토조 하부판이 탈부착형으로 설치가능한데, 부착

되어 있을 경우 축조물의 기능으로 토층이 내려오는 것을 

저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고, 조밀한 철조망을 

설치하여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유도하 다. 인공강우 

장치는 선행연구(Kim et al., 2016)에서 이용된 인공강우장

치와 동일하며, 구조는 펌프, 저수조와 노즐(Nozzle) 분사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이 펌프의 회전수는 700 rpm인 장

비로서, 펌프 조절에 의해 50∼200 mm/h 범위의 강우강도

를 구현할 수 있다(Figure 1).

Figure 1. Conceptual diagram of the flume for slope collaps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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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측센서 구성

계측센서는 2종으로 체적함수비센서 반응은 토양침투 

상황을, 텐시오미터는 토층의 최종 붕괴여부를 알려주는 

역할로 붕괴시 두 센서의 역할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상호보완적으로 함께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Kim et al., 

2016).

붕괴모의실험에 활용된 체적함수비센서는 Decagon 

Devices사의 FDR 10HS이며[Figure 2(a)], 이 센서는 FDR 

(Frequency Domain Reflectometry)방식으로 접촉부가 넓

어 계측지점의 평균적인 체적함수비를 측정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측정 가능한 체적함수비 범위는 0∼57%, 센서

의 분해능은 0.08%, 정확도는 ±3%이다(Decagon Devices, 

2018). 텐시오미터의 경우에는 Soil Moisture사의 2100F 

소형 프루브와 ICT International사의 압력변환계를 연결하

여 활용하 다[Figure 2(b), (c)]. 이 센서의 측정 가능한 

토양내 수압의 범위는 –100 kPa(모관흡입력)∼+100 kPa

(정수압)이며, 센서의 분해능은 0.1 kPa, 정확도는 ±1%이

다(ICT International, 2018). 이때, 2100F 소형 프루브는 토

층에 매설되는 부위가 매우 작아서 인공사면을 구축 했을 

때 토층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강우 토양침투 상황을 파악하고자 수직

방향은 강우침투 시간에 따른 깊이별 체적함수비와 모관

흡수력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토조 바닥면으로부터 하

부(0 cm), 중부(10 cm), 상부(20 cm) 세 지점, 유출부로부

터 수평방향으로 하단(20 cm), 상단(100 cm) 두 지점, 수

직방향으로 즉 2 × 3의 배치로 체적함수비센서와 텐시오

미터 각각 6개를 설치하 다(Figure 3). 계측센서의 측정

값은 데이터로거를 통하여 10초 간격으로 저장하 다.

2. 실내 붕괴실험 조건

이 연구에서는 실험에 앞서 붕괴위험성을 최대치로 만

드는 조건을 우선순위로 하 으며, 산림토양 기반의 혼

합토를 활용하여 실험사면을 제작함으로써 얕은 깊이에

서 빠르게 발생하는 표층붕괴형 산사태를 재현하고자 하

다. 실험에 사용된 산림토양 기반 혼합토는 경기도 포

천시 내촌면 음현리 소재의 편마암 지역에서 채취한 산

림 토양시료 A와 동일시군의 인접지역에서 채취한 모래

질 토양시료 B를 사용하 다. 또한, 모래질 함량에 따라 

강우의 침투에 따른 계측센서의 반응이 달라질 것을 고

려하여 두 종류의 토양시료 A와 B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

하여 실험에 이용하 다. 기본 물성시험을 통한 시료의 

공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Characteristic Sample A Sample B
Specific weight (pt, gf/㎠) 1.49 1.59
Moisture content (w, %) 11.40 7.50
Specific gravity (Gs) 2.66 2.64
Void ratio (e) 0.989 0.787
Porosity (n, %) 49.74 44.04
D10 (mm) 0.013 0.226
D60 (mm) 0.655 1.205
Influence of the passing percent of No.200 21.50% 3.70%
Soil classification (USCS) SM SP
Cohesion (c, kPa) 3.80 2.10
Internal friction angle (φ, °) 31.70 37.40
Saturation permeability coefficient (Ksat, cm/sec) 8.76 × 10-4 1.32 × 10-2

Table 1. Characteristics of soil samples used in slope collapse experiments.

Figure 2. Sensors employed in slope collapse experiment. 
(a) soil volumetric water content sensor (10HS), 
(b) tensiometer (pressure transducer, GT3-15), 
(c) tensiometer contact (2100F probe).

Figure 3. Arrangement of both sensors on soil layer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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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시료 A, B를 무게비로 환산하여 3가지의 토질조건

을 구사하 다. 실험 1은 시료 A 100%, 실험 2는 시료 

A 50%와 시료 B 50%를 섞은 혼합토를 사용하 으며, 

실험 3의 경우 시료 B를 100% 활용하 다. 또한, 빠른 

속도로 발생하는 붕괴형태를 모의하기 위하여 토조의 경

사는 험준지에 해당하는 35°로 고정하 으며, 실험토층

은 매우 느슨한 상태로 다져가며 조성하 다. 토층을 조

성한 이후에는 물리적 안정화 및 수분상태의 평형을 위

하여 실험 실시 전까지 최소 12시간 이상의 안정화 기간

을 거쳤다. 아울러 인공강우는 2011년 서울지역의 지속

시간 60분, 재현기간 100년의 확률강우강도 110 mm/h를 

상회하는 120 mm/h의 강한 강우강도 조건을 적용하

다. Table 2는 이 연구의 실험별 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결과 및 고찰

1. 실험별 붕괴여부 및 형태

Table 3은 실험별 조건에 따른 붕괴시점을 정리한 것이

다. 세 실험 모두 빠른 속도로 일시에 발생하는 붕괴형태

로 나타내었고(Figure 4), 붕괴시점은 강우시작 후 실험 1

은 53분, 실험 2는 39분, 실험 3의 경우 34분 경과시점으

로 나타났다. 세 실험 모두 강우강도가 동일한 조건인 상

황에서, 토양시료 B의 함량이 많은 혼합토(실험 2, 3)에

서 붕괴가 먼저 발생하 다. 이는 토양시료 B가 A에 비

하여 조립질이고 입도분포가 좋지 않아 보다 큰 투수계

수를 가지게 되므로 토층이 더 빠르게 포화되어 직접적

인 붕괴요인이 된다는 선행연구결과(Kim, 2007)와 유사

하 다.

2. 경과시간에 따른 계측센서 반응

Figure 3은 각 실험의 계측센서 측정값의 변화를 인공

강우 적용 경과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림이다. 실험 결과, 

모든 실험에서 인공강우의 토층 침투과정에 따라 최하단

에 설치된 센서(#1, 4)가 가장 늦게 반응하 다. 계측센서

의 측정값을 살펴보면, 실험 1에서 붕괴시점의 체적함수

비는 약 37%, 모관흡수력은 -3∼-5 kPa로 수렴되었으며, 

모든 계측센서의 측정값이 붕괴시점에서 일시에 변화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4, No. 1). 실험 2의 경우에는 

체적함수비 33%, 모관흡수력 -3∼-5 kPa이었으며 실험 1

과 동일하게 붕괴시점에서 각 계측센서의 측정값이 일시

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4, No. 

2). 실험 3의 경우에는 체적함수비의 수렴 값은 약 30%, 

모관흡수력의 수렴 값은 –3∼-5 kPa으로 나타났으나, 실

험 초기 값으로부터 변화가 크지 않았다(Figure 4, No. 3). 

체적함수비는 3회 실험모두 30∼37% 범위로 선행연구인 

Kim et al.(2016)의 붕괴가 발생한 실험의 체적평균값인 

29∼36% 범위와 유사하며, KIGAM(2016)이 편마암 풍화

토를 이용한 붕괴실험의 체적함수비 30%와도 유사한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험 1과 3의 체적함수비 수렴 값은 토양수분특

성곡선(Soil Water Characteristic Curve)의 Van Genuchten 

모형의 포화함수비(saturated water content) θs(토양시료 

A: 0.28∼0.38, 토양시료 B: 0.27∼0.29)와 유사한 범위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붕괴시점에서 실험토층은 포화되

어 있었다고 판단되었다. 하지만, 붕괴 당시의 텐시오미

터 측정값이 정(+)의  값, 즉 간극수압의 발현을 나타내

지 않은 것에서 지하수위는 형성되지는 않은 것으로 생

각되며, 본 실험조건과 같은 얕은 토층 깊이와 급경사 조

건을 고려할 때 토양수분의 증가에 따른 모관흡수력의 

감소로 붕괴가 발생하 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었다.

3. 산사태 조기경보에서의 계측센서 활용성 고찰

계측센서를 산사태 조기경보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은 그 계측값을 직접 활용하는 방법(예: 계측센서별 임계

No.
Soil sample

(%)
Rainfall intensity

(mm/h)
Soil depth

(cm)
Slope angle

(°)
Drainage type

1 A(100) 120 25 35 Partial
2 A(50) + B(50) 120 25 35 Partial
3 B(100) 120 25 35 Partial

Table 2. Slope collapse experiment conditions.

No.
Soil sample

(%)
Soil classification

(USCS)
Saturation permeability coefficient

(m/s)
Collapse time

(min)
1 A(100) SM 8.76 × 10-6 53
2 A(50)+ B(50) - - 39
3 B(100) SP 1.32 × 10-4 34

Table 3. Slope collapse time under each experiment condition.



韓國山林科學會誌 제108권 제2호 (2019)212 

치 설정 등)과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예: 사면안정 

해석의 입력값으로 활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연

구에서는 계측센서 측정값을 직접 활용하는 방법, 즉 임

계치를 설정하고 측정값이 이를 상회할 때 조기경보를 

발령하는 방안을 고찰하 다. 다만 본 연구의 붕괴실험

에서는 두 종류의 계측센서 모두 특정값(혹은 범위)으로 

수렴된 이후에 붕괴가 발생한 관계로, 실험별 계측센서

가 수렴값에 도달한 후 토층 붕괴에 이르는 시간을 분석

하는 방식으로 산사태 조기경보 발령기준을 고찰하 다.

붕괴실험에서 계측센서의 측정값은 전기장비의 특성으

로 인하여 시간에 따라 조금씩 변동하게 된다. 그러므로 

수렴값을 단일값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붕괴시점 이전 10

분 동안의 계측값 평균을 수렴값으로 가정하 다. Table 

4는 10분 동안의 계측값 평균 및 표준편차를 실험별로 

Figure 4. Photo of before- and after-slope collapse in each experiment.

Figure 5. Temporal change of both sensors’ measurements with elapsed time (SW: soil volumetric water content sensor, T: tensi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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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것으로서, 체적함수비센서의 측정값 평균(=임계

치)은 실험 1이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실험 2와 

3이 각각 33.4%, 30.7%로 나타났다. 또한, 토층부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여 반응이 늦었던 센서 #1, #4를 제외하

면 평균값이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텐시오미

터의 경우에는 측정값의 평균이 -3∼-5 kPa의 범위에서 

수렴되었으며, 그 범위는 전체 센서를 고려한 경우와 센

서 #1, 4를 제외한 경우에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하지만, 

모관흡수력의 경우에는 수렴값의 크기가 매우 작아서 실

험 간의 차이를 분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수

렴값의 변화를 파악하기보다 용이한 체적함수비센서의 

측정값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찰하 다.

산사태 발생은 토층의 포화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토층의 최하부에 설치된 체적함수비센서가 수렴값에 도

달하는 시점이 전체 토층이 포화되어 산사태 발생위험이 

커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토층의 최하부에 설치

된 체적함수비센서 #1, 4가 수렴값에 도달한 시점(Table 

5의 b)과 붕괴가 발생한 시점(Table 5의 c)의 시간차이를 

계산하 다. 또한, 충분한 대피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측센서 측정값이 최초로 변화한 시점(Table 5의 a)과 

붕괴 발생 시점의 시간차이도 함께 계산하 다. 그 결과, 

수렴값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결과 실험 1은 10분, 실

험 2는 2∼8분, 실험 3은 12∼16분의 시간차이가 있었으

며, 계측센서의 최초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실험 1

은 21∼24분, 실험 2는 9∼12분, 실험 3은 15∼18분의 시

간차이가 발생하 다. 두 경우 모두 실험 2가 가장 짧은 

시간이 확보되었으며, 실험 1과 3은 기준에 따라 확보시

간의 차이가 발생하 다. 만약 수렴값 도달 시점을 조기

경보 발령기준으로 설정하게 되면 실험 1과 2에서는 10

분 이하의 시간이 확보되어 실제 대피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조기경보 발령시

점은 계측센서 측정값이 변화한 시점(a)부터 수렴값에 도

달하는 시점(b)의 사이에서 설정되는 것이 실효성이 크

며, 수렴값의 70∼100% 도달 시점을 조기경보 발령시점

으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인 대안이라고 생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체적함수비센서를 산사태 조기

경보에 활용하는 것에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으나, 본 실

험결과를 토대로 조기경보 발령시점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우선 분석 결과는 토층이 포화된 이후에 

붕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며 불포화상태에서 붕

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활용이 불가능하다. 불포화상태

에서는 토층 최하단에 설치된 계측센서만이 아닌 토층 

깊이별로 설치된 전체 계측센서에 대한 통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포화상태의 붕괴의 경우에도 실험결과처

럼 단일 강우조건에서도 토층의 조건·상태에 따라 계측

센서의 반응성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조기경보 

발령시점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토층 및 강우조건

에서의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Experiment 1 2 3

Sensor SWz Ty SW T SW T

Total
36.8
(0.4)

-4.6
(0.1)

33.4
(2.2)

-4.6
(0.5)

30.7
(0.6)

-3.7
(0.1)

Except for # 1, 4 Sensor
37.6
(0.4)

-3.9
(0.1)

35.9
(0.8)

-3.3
(0.2)

30.9
(0.3)

-3.7
(0.1)

At the moment of slope collapse 37.9 -2.3 37.5 -3.8 31.5 -3.2

SWz : Soil volumetric water content sensor
Ty : Tensiometer

Table 4.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measurements by both sensors for 10 minutes before slope collapse.

No.
Soil volumetric water content 

sensor

Elapsed time
(c)-(a) (c)-(b)Sensor Reacting 

(a)
Convergence

(b)
Collapse

(c)

1
#1 33 44 54 21 10

#4 30 - 54 24 -

2
#1 30 37 39 9 2

#4 27 31 39 12 8

3
#1 16 18 34 18 16

#4 19 22 34 15 12

Table 5. Time difference from the moment of sensor reacting and convergence to the moment of slope colla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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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이 연구는 산사태 조기경보용 계측센서로 활용되고 있

는 체적함수비센서와 텐시오미터의 반응성 분석을 통해 

그 활용성을 고찰하고자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기존 

선행연구(Kim et al., 2016)에서 발생한 한계점을 보완한 

붕괴모의실험을 통하여 빠르게 발생하는 붕괴형태를 모

의할 수 있었고, 계측센서의 반응성을 분석하여 토층 최

하단부에 설치된 체적함수비센서 계측값의 최초 반응 시

점과 수렴에 도달하는 시점 사이에서 조기경보를 발령하

는 것이 실효성이 클 것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이를 일

반화하여 명확한 산사태 조기경보 발령시점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산사태 조기경보용 계측센서의 활용성을 증진시

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강우 및 토층조건에서의 실험을 

통하여 계측센서별 경보발령 시점을 일반화하여 명확하

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현장에 활용되는 시

스템에서의 계측센서별 임계치 설정에는 대피시간을 고

려하여 계측지점과 피해 가능지역 간의 이격거리, 붕괴

토사 방지구조물 유무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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