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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은 국토의 64%이상이 산지로 구성되어 있어 산지재해에 취약한 지형적 특성을 가진다. 연구대상지역인 태백산국립공원 당골유

역은 탐방로 대부분이 급경사지와 인접해 있어 집중호우 시 산사태와 토석류에 취약한 지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결정론적 분석방법인 

사면안정성 모델을 이용하여 사면재해 발생예측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모델의 매개변수는 정밀토양도의 토양분류에 따라 토질의 단

위중량, 유효점착력, 흙의 내부마찰각, 유효토심, 지표경사 등을 이용하였고 1 m격자의 DEM을 바탕으로 사면안정성 평가를 실시하

였다. 사면안정성평가 분석결과 지하수/ 유효토심과의 비가 1.0에 가까워질수록 위험지역이 높게 나타났으며, 국립공원 하류지역의 

민가와 상업시설 상당수가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태백산국립공원, 사면안정성, 정밀토양도

ABSTRACT

More than 64% of Korea's land is occupied by mountain regions, which have terrain characteristics that make it vulnerable to mountain 

disasters. The trails of Taebaeksan Mountain National Park—the region considered in this study—are located in the vicinity of steep 

slopes, and therefore, the region is vulnerable to landslides and debris flow during heavy storms. In this study, a slope stability model, 

which is a deterministic analysis method, was used to examine the potential occurrence of landslides. According to the soil 

classification of the detailed soil map, the specific weight of soil, effective cohesion, internal friction angle of soil, effective soil depth, 

and ground slope were used as the parameters of the model, and slope stability was evaluated based on the DEM of a 1 m grid. The 

results of the slope stability analysis showed that the more hazardous the area was, the closer the ratio of groundwater/effective soil 

depth is to 1.0. Further, many of the private houses and commercial facilities in the lower part of the national park were shown to be 

exposed to d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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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기상이변으로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자연재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국토의 64%가 산지로 구

성되어 있는 한국은 4월에서 9월 사이에 연평균 강수량의 85% 이상이 발생하여 산지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대표적

인 피해사례로는 2002년 태풍루사(사망·실종 1,232명)와 2003년 태풍매미(사망·실종 1,157명)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산지

재해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면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그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산사태 위험지도 작성을 통한 적절한 예방대책이 필

요하다. 하지만 산사태 위험지도 역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산사태 발생의 중요한 외적 요인인 강우를 직접 고려하

지 못하고 지형 ․ 지질학적 특성에 근거한 산사태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사태 발생 메카니즘은 불안

정한 내적 요인(점착력, 내부마찰각 등)이 외적 요인(강우 등)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써 강우와 이에 따른 토양 포화도의 변

화는 사면안정해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효율적으로 사면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우를 고려한 토양의 포

화상태를 모의할 수 있는 정량적인 해석기법이 필요하다.

강우와 토양의 포화도를 고려한 사면안정해석에 대한 연구는 1990년 이후 지리정보체계(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및 원격탐사(Remote Sensing, RS)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공간 분포형 지형, 지질, 임상 인자의 산정이 가능

해지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무한사면안정해석(infinite slope stability analysis)기법을 이용한 광역적 산사태 위험해석에 연구

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왔다. Mont-Geomery and Dietrich(1994)는 미국의 Tennessee와 Oregon지역에 대하여 O’loughlin 

(1986)이 제안한 토양 포화도 개념을 바탕으로 무한사면안정해석 기법을 적용하여 모의된 결과가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지

(landslide initiation site)와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Van Westen and Terlien(1996)은 콜롬비아의 Manizales지역에 대해 지

질 및 지형인자 등을 추출하고 강우와 지진에 따른 시나리오별 사면안정해석을 수행한 바 있으며,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사면의 상재압(식생, 건물 등의 분포하중)의 개념을 무한사면안정해석에 도입하였다. Borga et al.(2002)은 습윤지수, 상재

압, 뿌리 점착력을 고려하여 이탈리아 Cordon과 Vauz지역의 사면안정해석을 시도하였으며, 한계강우(critical rainfall)와 

한계습윤지수(critical wetness index) 개념을 도입하여 유역의 지형학적 특성에 의한 파괴확률을 결정하였다. Acharya et 

al.(2006)은 네팔의 Rasuwa지역에 대하여 토양이 건조상태(m=0), 준포화상태(m=0.5), 완전포화상태(m=1)로 구분하여 무

한사면안정해석기법을 적용하였으며, 강우의 동적특성을 고려한 안전율의 변동성을 분석하였다. Ray and De Smedt(2009)

는 네팔의 Dhaling지역에 대하여 Acharya et al.(2006)과 마찬가지로 토양을 건조상태(m=0), 준포화상태(m=0.5), 완전포화

상태(m=1)로 구분하고, 2년, 25년 빈도의 강우량과 초기포화도를 0.5로 가정하여 산정된 비 산출율(specific yield)을 통한 

산사태 위험지역의 변동성을 비교 ․ 분석하였다.

한편 국내에서 Oh et al.(2006)은 GIS 기반 토석류 예측모형의 적용성 평가에서 GIS기반의 산지재해 예측모형 SINMAP

의 적용성을 검토하였고, Jun(2011)은 GIS를 이용한 토석류 발생유역의 위험성 분석연구를 통해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형과 지질 및 수문학적인 방법과 SINMAP모형의 분석기법에 의한 재해 위험지도를 작성하였다. Jun(2012)은 

토석류 피해지역인 서울시 우면산지역을 대상으로 결정론적 분석방법인 안전율을 사용하는 사면안정성 모델을 이용하여 토

석류 발생예측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태백산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결과 산지재해 발생 위험성이 존재하는 

구간에 대해 간단하고 빠르게 사면안정성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Brunsden and Prior(1979)이 제안한 사면안정성 모델을 이

용해 사면안정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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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면안정성 모델의 이론

산사태는 발생유형에 따라 세부적인 분류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안전율(safety factor)개념을 이용하여 사면의 안정

성을 평가한다. 안전율은 붕괴하려는 힘과 지지하는 힘과의 비로써 표현되며 각각의 힘을 구성하는 인자는 여러 산사태 연구

를 통하여 많이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Brunsden과 Prior에 의하여 발표된 모델로 간단하면서도 활용도가 높다. 이 모델

은 Fig. 1과 같이 사면을 무한사면으로 가정하여 강우로 인한 지하수위와의 비를 이용한 방법으로 Eq. (1)과 같다. 무한사면

은 사면의 안정성을 평가하며 붕괴되는 사면도 무한하다고 본다.

Fig. 1. Infinite slope stability analysis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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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안전율,   는 유효점착력(ton/m2),  은 토질의 단위중량(ton/m3), 은 지하수위와 유효토심과의 비( ), 

는 물의 단위중량(ton/m3), 는 지표면으로부터의 흙의 깊이(m), 는 지하수위(m), 는 지표면의 경사(°), 는 흙의 내

부마찰각(°)이다.

Eq. (1)에서 안전율이 1보다 큰 경우는 안전한 상태이며, 1보다 작은 경우는 불안전한 경우로 해당사면이 무너지려는 시점

에 있는 경우이다.

3. 사면안정성 모델의 적용

3.1 연구대상지역

태백산국립공원은 2016년 이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그 중 연구대상지역인 당골유역의 탐방로는 태백산국립공원에

서도 가장 많은 탐방객(2017년 태백산 국립공원 탐방객: 596,676명)이 찾는 지역이다. 본 연구대상지역에는 Fig. 2와 같이 3

개의 탐방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하류부에는 민가와 다수의 상업시설 등이 위치해 있어 사면재해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하지만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아 재해이력과 같은 자료가 거의 없는 상태이며, 현장

조사결과 탐방로 중 일부 위험구간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68 ∙ J Korean Soc Disaster Secur Vol. 12, No. 2, June 2019

Fig. 2. Study area

3.2 자료구축

사면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Eq. (1)에서 제시하는 매개변수에 대한 래스터 데이터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

율을 산정하기 위해 ArcGIS 9.3.1을 이용하여 한국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1:5,000수치지형도로부터 DEM을 1 m해

상도로 추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경사도를 생성하였다. 또한 한국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1:25,000 정밀토양도의 토양분류

에 따라 유효점착력, 토질의 단위중량, 내부마찰각을 1 m격자의 레스터 자료로 구축하여 안전율을 산정하였다.

3.2.1 경사도

본 연구대상지역은 0~79°범위의 경사가 분포하고 경사 분포도는 대부분 12°~38°에 해당하며 평균경사는 23°에 해당한

다(Fig. 3). 1 m격자의 dem에서 구축된 경사도를 바탕으로 사면안전율을 산정하며, 이 때 매우 낮은 경사도는 안전율 계산 

시 지나치게 큰 값(안전한 값)을 유발하므로 5도 이하의 낮은 경사는 5도로서 계산에 적용하였다.

(a) Slope (b) Slope histogram

Fig. 3. Slope and histogram from 1 m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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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정밀토양도

토성은 토양의 알갱이 크기에 따라 점토와 실트, 모래로 나누고 이들의 함량비율에 따라 사양토, 식양토, 사토 등 9개의 토

성으로 구분된다. Table 1은 국립방재연구소(2004)에서 제공하는 토양별 흙의 단위중량, 점착력, 내부마찰각을 나타낸다.

Fig. 4는 한국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1:25,000 정밀토양도이며, 연구지역내의 토양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연구대상지

역인 당골유역에는 총 16개의 토양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그 중 많은 면적을 차지고하고 있는 토양으로서는 당골유역의 남쪽

을 차지하고 있는 OsF와 북쪽을 차지하고 있는 KIF2가 주로 분포해 있다. OsF와 KIF2는 미사질양토에 해당된다(Table 2).

Table 1. Total soil content by surface soil, specific weight, cohesion, and internal friction angle

Soil type Sand (%) Silt (%) Clay (%) Specific Weight (t/m3) Cohesion Internal Friction angle(°)

Siliceous clay soil   10 55 35 1.73 1.15 22

Silt loam   15 70 15 1.75 0.96 27

Sandy loam   70 15 15 1.91 0.41 28

Fine sandy loam   70 15 15 1.91 0.41 27

Clay loam   30 30 40 1.79 0.98 20

Loamy sand   80 10 10 1.94 0.27 30

Loamy fine sand 100   0   0 2 0 30

Loamy coarse sand 100   0   0 2 0 30

Loam   40   4 20 1.82 0.74 25

Fig. 4. Soil distribution in the study area

Table 2. Area of different soils in the study area

Soil type Area (km2)

Sandy loam (DEB, DEC, DbF2, DgF2, DpF2, MtE, SqE, StC, StD) 1.479

Silt loam (KdD2, KIF2, KzE2, OsF, RC) 6.883

Loam (OsE) 0.378

Total 8.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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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토양 매개변수

안정도 평가에 필요한 토질의 단위중량, 내부마찰각, 유효점착력은 정밀토양도에서 분류된 흙의 종류에 따라 결정하였으

며, 각각을 1 m격자의 레스터자료로 구축하여 사면안정성 평가에 사용하였다. Fig. 5는 연구대상지역의 토질 단위중량, 내부

마찰각, 유효점착력의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다.

(a) Specific weight of soil (b) Internal friction angle

(c) Effective cohesion

Fig. 5. Parameters extracted from detailed soil map

4. 사면안정성 평가

Fig. 6은 경사도와 정밀토양도 및 토양매개변수를 이용하여 계산된 사면안정성 평가 결과를 나타낸다. 안전율 F ≥ 1.0이면 

안전한 상태, F < 1.0이면 불안전안 경우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안전율 F가 1.0보다 큰 지역은 결과에 표출하지 않았다. 또한 지

하수위와 유효토심의 비(m)를 토양의 포화상태(m=1.0) 또는 습윤상태(m=0.5)로 각각 입력하여 위험지역을 나타내었다. 

Fig. 6(a)는 매개변수 m을 1.0으로 입력하고 계산한 결과이며, 안전율F는 0.63~1.00 범위로 나타났다. 또한 A~C 탐방로

의 대부분 지역에 위험지역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위험지역 중에서도 탐방로 하류부에 다수의 상업시설이 위

치한 지역과 A탐방로 초입부, 현재 위험지역으로 관리중인 def 구간이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태백산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A~C탐방로의 관리지역은 총 6곳으로 매우 한정적이며, 다수의 상업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하류부 

지역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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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b)는 매개변수 m을 0.5로 입력하고 계산한 결과이며, 0.72~1.0 범위의 안전율이 나타났다. 또한 지하수위/유효토심

의 비가 1.0(포화상태)에서 0.5(습윤상태)로 감소함에 따라 위험지역이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위험지역에 비해 관리

가 한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a)

(b)

Fig. 6. Slope stability result (a) m=1.0; (b) m=0.5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태백산국립공원에 사면안정성 모형을 적용하여 산사태 발생 예상지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의 

입력 매개변수는 정밀토양도에서 분류된 토양특성에 따라 산정되었다. 대상지역의 사면안정성 분석결과 토양이 포화상태

에 가까워질수록 재해발생 위험지역이 증가하였다. 특히 A~C탐방로 일부 구간과 하류부 상업시설이 위치한 지점이 안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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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은 위험지역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현재 태백산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산사태 위험지역은 연구지역내 단지 6곳으로 

매우 한정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추후 연구에서는 토양의 습윤 ․ 포화상태(m=0~1.0)

일때의 강우량에 대한 분석과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모델링 결과의 적용가능성을 추가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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