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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토양도와 GIS를 이용한 토석류 발생지역 예측 분석

김판구*ㆍ한건연**

Kim, Pan Gu*, Han, Kun Yeun**

Numerical Modeling for the Detection of Debris Flow Using 

Detailed Soil Map and GIS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the prediction methodology of debris flow occurrence areas using the SINMAP model. Former studies used a single 

calibration region applying some of the soil test results to predict debris flow occurrence in SINMAP model, which couldn’t subdivide 

the soil properties for the target areas. On the other hands, a multi-calibration region using a detailed soil map and soil strength 

parameters (c, ϕ) for each soil series to make up for limitation of former studies is proposed. In this process, soils with soil erodibility 

factor (K) a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1) gravel and gravelly soil. 2) sand and sandy soil, and 3) silt and clay. In addition, T/R 

estimation method using mean elevation of target area instead of T/R method using actual occurrence time is suggested in this study. 

The suggested method is applied to Seobyeok-1 ri area, Bonghwa-gun where debris flow occurred. As a result of comparison between 

two T/R estimation method, both T/R estimations are almost equal. Therefore, the suggested methodologies in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set up the national-wide mitigation plan against debris flow occurrence. 

Key words : SINMAP model, Debris flow, Detailed soil map, Soil strength parameter

초 록

본 연구에서는 SINMAP 모형을 이용한 토석류 발생지역에 대한 예측기법을 보여준다. 기존의 연구들은 토석류 발생을 예측하기 위해서 일부 

토질시험 결과를 적용한 단일보정영역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대상유역의 토질 특성을 세분화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기

존 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밀토양도와 토양통별 토질강도정수(c, ϕ)를 이용하여 다중보정영역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과정에서 토질은 토양침식성 인자(K)를 이용하여 1) 자갈 및 자갈질 흙, 2) 모래 및 모래질 흙, 그리고 3) 실트 및 점토질의 세가지로 분류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토석류 발생시점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T/R의 추정이 가능한 기존의 방법 대신 고도평균값을 이용하는 T/R 산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존방법과 제안방법을 실제 토석류가 발생한 봉화군 서벽 1리에 적용하여 산정된 T/R 값들은 거의 일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제안한 토석류 발생지역 예측을 위한 방법론은 전국적인 토석류 발생위험 대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검색어 : SINMAP 모형, 토석류, 정밀토양도, 토질정수

1.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우리나라 역시 과거 경험하지 못한 재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그 횟수 및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명, 재산, 국가시설 등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산사태 및 토석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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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Diagram of the Study

지형, 지질, 지질구조, 토층의 물리 및 공학적 특성, 산지의 개발 

정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련 하여 발생하며, 국토의 

약 70%가 산지인 지형특성과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그 발생 

횟수 및 피해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토석류 피해와 예방에 대한 연구가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연구는 초기단계로 지속적인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Park and Kim (1993)은 용인-안성지역의 토석류 연구에서 

1991년 7월 경기도 용인과 안성지역의 집중호우에 의하여 발생한 

토석류에 대한 자료 및 현장조사를 토대로 토석류 발생 2,600여 

개소, 토석류 면적은 466 ha 이상이며 당일 우량이 114 mm 이상이

고 최대시우량 40 mm 이상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최대시우량이 62 mm 이상인 지역은 모두 토석류가 발생하였기에 

강우인자가 주요 요인임을 밝혔으며, 활동깊이는 2.0 m 이하로 

분석하였다.

Koo and Koo (1995)은 산사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GIS 

이용이라는 연구에서 과거 토석류 발생지 조사를 기초로 하여 

발생 원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데이

터베이스 구축방법을 제시하였다.

Oh et al. (2006)은 GIS 기반 토석류 예측모형의 적용성 평가에

서 GIS 기반의 예측모형 SINMAP의 적용성을 검토하였고, Jun 

(2011)은 GIS를 이용한 토석류 발생 유역 위험성 분석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국내 여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형, 지질, 

수문관련 GIS를 이용한 기법과 SINMAP 모형의 분석기법에 의한 

재해 위험지도를 작성하였다. 

국외 산사태 및 토석류 연구는 미국, 일본, 홍콩이 가장 활발하며, 

미국의 경우 미지질조사국(USGS)과 미국기상청에서(NWS)에서

Keefer의 모델을 이용하여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지역

을 대상으로 강우 예·경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홍콩의 

경우 홍콩 GEO, 홍콩정부, 홍콩기상청이 공동으로 산사태 예·경보

시스템을 개발하여 1984년부터 경보를 발령하기 시작하였고 경보 

기준은 24시간 강우량 175 mm, 시강우량 70 mm/h이상을 기준으

로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Yagi and Yatabe (1987)의 연구결과와 같이 7일간 

선행강우량이 클 때에는 적은 강우일지라도 사면이 붕괴될 수 

있다고 보고 산사태 발생 전 3일 또는 7일의 선행강우량과 발생당일

의 강우강도가 산사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996년과 1997년 토석류에 대한 예측과 피난을 위한 경보 시스템

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와이어식 토석류 방지 시스템 및 광섬유 

센서를 이용한 토석류 감시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INMAP 모형을 이용하여 토석류 위험지구를 

예측하고 현지 세부조사와의 일치도를 비교하여 실제 발생한 토석

류와의 일치도를 검증하여 모형의 국내 적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

다. 이 모형은 얕은 토층에서 물골을 따라 형성되는 지하수 포화대에 

의한 슬라이딩 형태의 산사태인 토석류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프로

그램이다. 대부분의 토석류 예측은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

어진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모형의 매개변수를 초기 설정값 

또는 일부 토질시험 결과를 단일보정영역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지역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실제 토석류 

발생 위험이 있는 곳은 안정지역으로, 토석류로부터 안전한 지역은 

불안정 또는 방어지역으로 분류되는 오류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밀토양도를 이용하여 다중보

정영역에 대해 토양통별로 매개변수를 입력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전국적인 토양분포에는 개략토양도, 정밀토양도, 

세부정밀토양 및 한국개량토양도 등이 있으며,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정밀토양도(Detailed Soil Map)는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제작한 축척 1:25,000 이상인 수치화된 

토양도이다.

우리나라 전역에 산재해 있는 토양의 종류는 약 1,200여 가지로 

조사되고 있고 각각 토양부호가 부여되어 있으며, 개별 토양부호별

로 SCS의 4가지 수문학적 토양군 A, B, C, D 중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다(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SINMAP 모형을 이용한 토석류 예측에 대해

서 기존 단일보정영역에 초기 설정값 또는 일부 토질시험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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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ability Class Definitions

Condition Class Predicted State Parameter Range Possible Influence of Factors Not Modeled

SI > 1.5 1 Stable slope zone Range cannot model instability
Significant destabilizing factors are required for 

instability

1.5 > SI > 1.25 2 Moderately stable zone Range cannot model instability
Moderate destabilizing factors are required for 

instability

1.25 > SI > 1.0 3 Quasi-stable slope zone Range cannot model instability Minor destabilizing factors could lead to instability

1.0 > SI > 0.5 4 Lower threshold slope zone
Pessimistic half of range

required for instability
Destabilizing factors are not required for instability

0.5 > SI > 0.0 5 Upper threshold slope zone
Optimistic half of range required for 

stability
Stabilizing factors may be responsible for stability

0.0 > SI 6 Defended slope zone Range cannot model stability Stabilizing factors are required for stability

Source: Pack (2001)

이용하여 적용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무차원점착력(C), 흙의 내부마찰각(), 흙의 단위 중량(), 

투수량계수와 투수계수의 비(T/R)등의 매개변수를 정밀토양도를 

이용하여 다중보정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적용함으로서 토석류 발생 

지역을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예측하는데 있다. Fig. 1은 

본 연구의 흐름도를 나타내고 있다.

2. 토석류 위험지구 분석

2.1 SINMAP 모형

SINMAP 모형은 무한 사면 안정성 모델(e.g. Hammond et 

al., 1992; Montgomery and Dietrich, 1994)을 기반으로 한다.

SINMAP 모형은 모암위의 얕은 토층에서 계곡부를 따라 형성되

는 지하수 포화대의 슬라이딩 형태의 산사태에 적용되며, 심층부의 

불안정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이론은 수적으로 정확한 입력 

값을 요구하지 않으며, 불확실한 것을 나타내는 범위 값을 수용한다. 

결과의 정확성은 디지털 고도 모델(DEM) 입력 데이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또한 발생한 산사태의 시작 지역의 정확한 위치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확한 디지털고도모델과 산사태 목록 

데이터를 얻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흙 수분에 의한 간극수압은 유효응력을 감소시키고, 내부마찰각

은 전단강도와 관련되어 있다. 간극수압은 비집수면적까지 측면 

유출 비율을 유지하는 계산된 포화토의 깊이와 수리적 정상상태를 

추정하여 계산된다. SINMAP 모형의 토질 안정성은 지형 경사와 

특정 집수 지역의 입력 값과 재료의 속성(힘)의 양을 측정하는 

매개변수와 기후(주로 수리 습도 계수)에서 나온다. 이 모델링의 

주요 결과는 안정지수이며, 이는 대상지역내 각 그리드 위치의 

지형 안정성을 분류하는데 사용되는 수치 값이다. 지형 변수는 

자동으로 디지털고도모델 데이터로 부터 계산된다. 다른 입력 매개 

변수는 불확실한 것으로 인정되어 그것들이 취하는 범위에서 상한

값과 하한값으로 SINMAP 모형에 표시된다. 안정지수(SI)는 이러

한 불완전 범위의 변수의 획일적 분포를 가정하여 어떤 지역이 

안정적인가를 정의한다. 이 값은 0 (Most Unstable)과 1 (Least 

Unstable) 사이이다. FSmin이 안정하게 나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SI 값을 확률이 아닌 FSmin으로 하고 이 값은 1보다 큰 값을 가진다.

Province of British Columbia (1995)에서의 지형 안정성 매핑 

실행은 좀 더 구체적인 평가가 요구되는 지역을 재빨리 확인하기 

위해 비교적 개략적 정보에 기반을 둔, 광범위한 안정성 등급이 

확인되고 그려진다. Table 1은 얼마나 광범위한 안정성 등급이 

안정지수(SI)의 용어로 정의되는지를 예로 보여준다. 구획점(1.5, 

1.25, 1, 0.5, 0.0)의 선택은 주관적이고, 분류 정의의 용어로 판단하

고 해석해야 한다. 명시된 가장 불안정한 지역을 분류하기 위해 

안정(Stable), 보통 안정(Moderately Stable), 준안정(Quasi-Stable)

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모형의 매개변수의 불안정성 범위에 따라 

불안정의 가능성이 각각 50% 미만이거나 이상 되는 곳의 지역의 

특성을 표시하기 위해 ‘하한계(Lower Threshold), 상한계(Upper 

Threshold)’의 용어를 사용한다. 불안정성은 불확실성과 다양성이 

수치화되는 범위 내의 매개변수 값의 조합으로 발생한다. 명시된 

매개변수 범위 내 어떤 매개변수에 대해 사면이 불안정한 곳을 

설명하기 위해 방어(Defended)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1.1 무한사면안정성모델(The Infinite Slope Stability Model)

무한사면안정성모델의 안전율(활동력에 대한 저항력의 비) 식은 

Eq. (1)과 같다(Hammond et al.,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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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Infinite Slope Stability Model (SINMAP User Manual)

Fig. 3. Definition of Specific Catchment Area (SINMAP User 
Manual)

where, 


: root cohesion (N/m
2
)




: soil cohesion (N/m
2
)

θ : slope angle (°)




: wet soil density (kg/m
3
)




: density of water (kg/m
3
)

g : gravitational acceleration (9.81 m/s
2
)

D : vertical soil depth (m)




: vertical height of the water table within the soil 

layer (m)

 : internal friction angle of the soil (°)

2.1.2 지형 습윤 지수(Topographic Wetness Index)

Fig. 3은 TOPMODEL로 부터 포화에 의해 땅위로 흐르는 

물을 구현해내는 최근의 수리 모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토석류는 

지형이 수렴하는 지역 즉, 계곡부에서 가장 흔히 발생된다는 보고가 

있다(Montgomery and Dietrich, 1994).

2.1.2.1 SINMAP 모형의 가정

① 얕은 표면 흐름은 지형 경사도를 따른다. 이것은 어떤 지점에

서 흐름에 대한 기여지역은 Fig. 3에서 정의된 비집수면적에 

의해 부여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② 각 지점의 측면 유출은 정상 상태 충진량 R (m/hr)과 균형을 

이룬다. 

③ 각 지점 측면 유출량은 T sinɵ이고, T는 흙의 투수량계수(

/hr)로 수리 전도율(m/hr) × 토층 두께 h (m)이다.

가정 ①과 ②는 측면 유출량 q는 Eq. (2)와 같다.

  (2)

가정 ③은 깊이에 따라 줄어드는 투수계수를 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 TOPMODEL과 다르다. 대신 비교적 불 침투성 

기반암에 있는 표토의 일정한 전도율을 가정하고 tan 대신 sin을 

사용한다. 이것은 흐름의 길이가 비교적 경사를 따라 더 길기 때문에 

정확하다. tan과 sin의 차이는 작은 사면각이 중요치 않는 토석류를 

유발하는 급한 경사에 있어 중요하다. 

가정 ③에서의 상대습윤도(w)는 다음과 같다.

 
 sin 


 (3)

상대습윤도는 1의 위쪽 경계를 가진다. Fig. 3에서 상대습윤도는 

토층을 가진 주수위의 상대 깊이를 나타낸다. 의 단위를 가진 

Eq. (3)의 R/T의 비는 추정된 정상 상태 유출량 대 물의 측면 

배수 토의 용량으로 상대습윤도를 수치화 한다. 비록 ‘정상 상태’라

는 용어가 Eq. (2)에서 측면 유출량과 함께 사용되지만, R의 양은 

장기적인(연간) 평균 방출량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토석류를 

유발할 것 같은 특정 기후의 실질 방출량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매개변수로 취급하는 R/T의 비는 기후와 수리적 요인들을 결합한

다. T/R sin (m) 값은 특정 기후의 포화도를 생성하는데 요구되는 

사면 길이(평면)로 생각될 수 있다. 이 개념은 표면 포화도 한계값 

필드 확인을 통해 R/T값을 생성하는 데 유용하다.

2.1.3 포화(Saturation)의 정의

지형 습윤 지수의 Eq. (3)의 상대습윤도()는 세 가지 가능성을 

가진다.

① 모든 범위에 대하여   = 1

② 부분적 범위에 대하여   = 1

③ 모든 범위에 대하여   < 1

셀에서 구해진 의 값이 ①과 같으면 포화지역(Saturation 

Zone), ②와 같으면 한계포화지역(Threshold Saturation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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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tability Index Defined in Area-Slope Space (SINMAP User 
Manual)

③과 같으면 부분 습윤 지역과 낮은 습윤 지역(Partially Wet and 

Low Moisture Zone)으로 나타난다.

부분 습윤 지역(Partially Wet Zone)과 낮은 습윤 지역(Low 

Moisture Zone)은 상대습윤도의 초기 설정값보다 셀에서 구해진 

상대습윤도가 큰 경우 부분 습윤 지역, 작은 경우 낮은 습윤 지역으로 

구분한다.

2.1.4 안정지수(Stability Index Definition)의 정의

안정지수를 정의하기 위해, Eq. (3)의 상대습윤도는 무차원 안전

율에 반영되었다. 


sin

 cos min




sin


tan

 (4)

변수 와 는 C, tan,  그리고 R/T 계수를 가진 지형에서 

나온다. 

R/T=x, tan=t, 상한계, 하한계의 균등 분포는 다음과 같다.

C ~ U(C1, C2)

x ~ U(x1, x2)  (5)

t ~ U(t1, t2)

가장 작은 C와 t (즉 C1과 t1)와 가장 큰 x (즉 x2)가 함께 

합쳐지면 가장 불안정한 시나리오가 된다. 안전율 
min

이 1보다 

큰 지역은 이 모델의 경우 절대적으로 안정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min


sin



cosmin


sin




 (6)

최소 안전율이 1보다 더 적은 지역에서는 붕괴 가능성(확률)이 

있다. 이것은 C, tan, T 내의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하는 공간적 

확률이다. 이 가능성은 R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습윤도를 특징짓

는 다는 점에서 일시적 요소를 가진다. 그러므로 x 내의 불확실성은 

공간적 일시적 가능성과 결합된다.

SI = Prob (FS > 1)  (7)

C, x, t는 Eq. (6)에 분포에 따르게 되며, 최상의 시나리오 일 

때 C=C2, x=x1과 t=t2의 과정에 이르게 된다. 


max


sin 



 cosmin


sin






 (8)

 


max

 < 1 때 SI = Prob (FS > 1) = 0  (9)

SI > 1 (
min

 > 1), 0 < SI < 1 and SI = 0 (
max

< 

1)의 지역들이 Fig. 4에 도시되었다.

2.2 적용 매개변수

SINMAP 모형에 적용되는 매개변수는 투수량계수와 투수계수

의 비 T/R, 흙의 무차원점착력(C), 흙의 내부 마찰각()이다. 

SINMAP 모형에서는 위 세 가지 매개변수에 대해 초기 설정값

(Default Value)을 가지고 있다. Table 1은 모형 매개변수의 초기 

설정값이다.

2.2.1 무차원점착력(C), 흙의 내부마찰각() 산정

2.2.1.1 토질의 분류

국립농업과학원은 2007년 국내 거의 모든 토양에 대하여 1,350

개의 토양부호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390개의 토양통으로 분류하였

다. 정밀토양도는 여러 가지 용도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국립방

재연구소(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개발에 따른 토사유출량 산정

에 관한연구(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 1998)’에

서는 토양침식성인자 K를 연구하여 제시하였다. 토양침식성인자

(K)는 토양통별로 통가중량 백분율을 가지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토양통별 통가중량 백분율을 이용하여 토질의 강도정수인 c, 와 

흙의 단위중량()을 산정하였다. Table 2은 SINMAP 모형의 초기

입력 물성치이며, Table 3는 토양통별 토양침식인자(K)의 예이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3에서 제시되어진 통과중량 백분율을 이용

하여 Fig. 5와 같이 세 가지 토질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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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itial Value of Model Parameters of SINMAP Model

Classification Initial value Unit

Soil density 2,000 

Water density 1,000 

No. of points in a SA plot 2,000 -

T/R 
Lower bound 2,000

m
Upper bound 3,000

Dimensionless cohesion (C)
Lower bound 0.0

-
Upper bound 0.25

Internal friction angle () 
Lower bound 30

degree
Upper bound 45

Table 3. Soil Erodibility Factor (K) by Soil Series Name (Example)

No.
Soil Series 

Name

Particle size distribution (%) Organic 

material

(%)

K [tonnes/ha/R]

Gravel

>2 mm

Sand

0.1~2.0

Fine sand

0.05~0.1

Silt

0.002~0.05

Clay

<0.002

Erickson

method

Wischmeier

table

1 Gagok 0.0 7.4 4.6 58.5 29.5 2.24 0.55 0.39 

2 Gachun 0.5 47.6 14.7 29.1 8.6 2.31 0.39 0.34 

3 Gapa 0.0 82.5 2.1 13.0 2.4 2.59 0.20 0.11 

4 Gapo 0.0 38.0 4.0 37.9 20.1 3.91 0.32 0.23 

5 Gakhwa 10.4 31.9 3.7 36.9 27.5 4.00 0.29 0.18 

Fig. 5. Soil Classification by Seive Passing Percentages 

Table 4. Soil Properties for Various Soil Type 

Natural

soil type
Soil description

Unit

weight

(tf/m
3
)

Internal

friction 

angle

( °)

Cohesion

(tf/m
2
)

Unified 

classification 

system

Gravel
 dense / well graded 2.0 40 0

GW, GP
 loose / poorly graded 1.8 35 0

Gravely 

sand

 dense 2.1 40 0
GW, GP

 loose 1.9 35 0

Sand
 dense / well graded 2.0 35 0

SW, SP
 loose / poorly graded 1.8 30 0

Sand soil
 dense 1.9 30 below 3

SM, SC
 poor 1.7 25 0

Clay soil

 stiff 1.8 25 below 5

ML, CL medium stiff 1.7 20 below 3

 soft 1.7 20 below 1.5

Clay and

silt

 stiff 1.7 20 below 5
CH, MH, 

ML
 medium stiff 1.6 15 below 3

 soft 1.4 10 below 1.5

Source :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KEC)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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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oil Properties for Soil Series Type

Soil type Unit weight (tf/m
3
) Internal friction angle (°) Cohesion (tf/m

2
)

Gravel / gravelly soil 1.8 ∼ 2.0 35 ∼ 40 0

Sand / Sandy soil 1.7 ∼ 2.0 35 ∼ 40 0 ∼ 3

Silt / clay 1.4 ∼ 1.8 10 ∼ 25 0 ∼ 5

Table 6. Debris Flow Characteristics in Ansung Area (1991)

Description Sliding type Analysis results

･ Occurrence : 2600

･ Intensive rainfall in short duration

･ Daily rainfall : 114 mm

･ Planar sliding: 20%

･ Earth flow: 50%

･ Planar/Earth: 30%

･ Occurred in short time with intensive rain 

･ Sliding depth: below 2.0 m 

Source : Park and Kim (1993)

Table 7. Debris Flow Characteristics During Typhoon Rusa (2002) and Maemi (2003)

Description Sliding type Analysis results

･ Occurrence: 196

  ·Gangwon: 65

  ·Gyeongnam: 75

  ·Gyeongbuk: 56

･ Intensive Rainfall

･ Planar sliding: 68%

･ Earth flow: 12%

･ Debris flow: 12%

･ Others : 8%

･ Sliding depth: below 2.5 m 

･ Recommending installing surface protection and drainage 

instead of reducing grade

Source : Choi (2001)

Table 8. Dimensionless Cohesion 

Soil type Dimensionless cohesion (C)

Gravel / gravelly soil 0

Sand / Sandy soil 0 ∼ 0.65

Silt / clay 0 ∼ 1.25

2.2.1.2 토질강도정수 산정

Fig. 5와 같이 통과중량 백분율을 이용하여 자갈 및 자갈질 

흙, 모래 및 모래질 흙, 실트 및 점토 세 가지 토질로 분류 하였으며, 

Table 4에 제시되어진 재료의 개략적 토질정수를 이용하여 흙의 

단위 중량, 흙의 내부 마찰각, 흙의 점착력을 산정하였다.

2.2.1.3 무차원점착력(C) 산정

Tables 6 and 7은 국내 토석류 발생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으로 

1991년 용인–안성지역 토석류의 활동 깊이는 2.0 m 이하이며,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의 활동 깊이는 2.5 m 이하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토석류의 대부분이 활동 깊이 

2.5 m 이하에서 발생 되는 점을 고려하여 Eq. (10)을 이용하여 무차원

점착력을 산정하였다. 단 뿌리의 점착력(

)은 고려하지 않았다.

Table 8은 Eq. (10)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산정한 무차원 

점착력이다.

무차원점착력(Dimensionless Cohesion) : 














 (10) 

where,  Vertical thickness as specified in the soil slope (m)



Root cohesion (N/m

2
)



Soil cohesion (N/m

2
)



Wet soil density (kg/m

3
)

2.2.1.4 토양통별 적용매개변수

위 방법에 의해 산정된 흙의 단위중량, 내부마찰각, 무차원점착

력은 각 토양통별로 분류되며, Table 9은 자갈 및 자갈질 흙, Table 

10는 모래 및 모래질 흙, Table 11은 실트 및 점토의 토양통별 

적용 매개변수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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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Parameter Estimation by Applying Soil Series Name (Clay/Clayey Soil) 

Soil Series Name Soil Phase Symbol
Unit weight

(tf/m
3
)

Internal friction 

angle (°)

Cohesion

(tf/m
2
)

Dimensionless 

cohesion

Duksan
DbE2, DbE3, DbF2, DbF3, DpE2, DpE3, DpE4, 

DpF2, DpF3
1.8∼2.0 35∼40 0 0

Gwanak
GeE2, GeE3, GeF2, GeF3, GnE, GnE2, GnF,  

GnF2, GnF3

Table 10. Parameter Estimation by Applying Soil Series Name (Sand/Sandy Soil)

Soil Series Name Soil Phase Symbol
Unit weight

(tf/m
3
)

Internal friction 

angle (°)

Cohesion

(tf/m
2
)

Dimensionless 

cohesion

Gacheon Gq, GvB
1.7∼2.0 35∼40 0∼3 0∼0.65

Gosan GxD, GxD2, GxE, GxE2, GxE3, GxF2

Table 11. Parameter Estimation by Applying Soil Series Name (Sand/Sandy Soil)

Soil Series Name Soil Phase Symbol
Unit weight

(tf/m
3
)

Internal friction 

angle (°)

Cohesion

(tf/m
2
)

Dimensionless 

cohesion

Gagok Kk, KkB, KkC

1.4∼1.8 10∼25 0∼5 0∼1.25
Gakhwa

GaB2, GaC2, GaD2, GbB2, GbC, GbC2, GbD, 

GbD2, GbE, GbE2, GlB, GlB2, GlC, GlC2, GlD, 

GlD2, GuC2, GuD2

Fig. 6. Surveyed Area

2.3 투수량계수와 투수계수의 비(T/R) 산정

투수량계수와 투수계수의 비(T/R)의 산정은 SINMAP 모형의 

매개변수 중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T/R)sin  

[m] 값은 강우량이 많은 기간에 포화상태를 만들어내는데 요구되

는 사면시작부에서 토석류 발생지점까지의 거리의 길이로 생각

될 수 있다”라고 기술한 Pack et al. (2001)의 추정에 따라 

사면이 시작되는 지점으로부터 토석류 발생 시작점까지의 거리

를 SINMAP 모형에서 계산된 흐름 방향선을 따라 측정하여 

T/R을 산정하였다. 

T/R의 범위: 

(T/R)min (평균-표준편차)∼(T/R)max (평균+표준편차)  (11)

 

위 방법은 토석류의 시작지점을 알고 있어야 산정이 가능한 

방법이나, 본 연구에서는 토석류 발생 시점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도 토석류 발생 시점이 산지의 5∼7부 능선부인 것에 착안하여 

유역의 고도평균값을 T/R의 상한값으로 하고 표고의 최고점의 

10%를 T/R의 하한값으로 하는 개략적인 T/R 산정 방법을 제시하

였다.

T/R의 범위: 

(T/R)min (고도 최고점의 10%)∼(T/R)max (고도평균값)   (12)

3. 실제 유역에 대한 적용

3.1 대상유역 및 기본자료

대상유역의 산사태 세부 조사도는 2003년 9월 태풍 매미로 

인한 서벽 1지구의 산사태 발생지점이다. 산사태 발생은 총 43개소

에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43개소 중 41개소의 산사태가 

발생한 유역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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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EM of Study Area

Table 12. Topographic Analysis Results

Classification Area ( ) Area portion (%) 

254m ∼ 500m 1.096 3.91 

500m ∼ 600m 5.255 18.75 

600m ∼ 700m 4.953 17.67 

700m ∼ 800m 5.825 20.78 

800m ∼ 900m 5.345 19.07 

900m ∼ 1,000m 3.259 11.63 

1,000m ∼ 1,100m 1.469 5.24 

1,100m ∼ 1,200m 0.595 2.12 

1,200m ∼ 1,340m 0.235 0.84

Total 28.034 100 

Table 13. Slope Analysis Results

Classification Area () Area portion (%) 

 0° ∼ 10° 2.927 10.44 

10° ∼ 20° 4.499 16.05 

20° ∼ 30° 8.197 29.24 

30° ∼ 40° 9.761 34.82 

40° ∼ 50° 2.539 9.06 

50° ∼ 69° 0.109 0.40 

Total 28.034 100

3.2 토석류 위험지구 예측 및 분석

제시되어진 토양통별 매개변수를 SINMAP 모형에 적용하여 

적용매개변수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토석류 

위험지구 예측 시 초기 설정값 또는 일부지역에 대한 토질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단일보정영역 대해서만 분석하는 방법만이 있었

다. 그러나 단일보정영역에 대한 매개변수 입력은 전체 대상지역의 

토질특성을 모두 고려 할 수 없어 토석류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또는 낮은 지역이 안정 또는 불안정으로 분석될 수 있어 지역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지 못한 오류가 존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보정영역을 이용한 분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

서 토양통별 토질강도정수를 정밀토양도를 이용하여 다중보정영역

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다중보정영역을 이용한 

분석은 대상지역의 토질특성을 세분화하여 입력할 수 있어 토석류 

위험지구 예측 시 보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투수량계수와 투수계수의 비 T/R은 토석류 발생시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있는 지역에 대해서 SINMAP 모형에서 계산된 

흐름 방향선을 따라 측정하여 산정하는 방법만이 제시되어 있었다. 

토석류 위험지구 예측은 토석류가 발생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지역을 예측하여 토석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토석류 발생시점을 알지 

못할 경우 T/R의 적용은 초기 설정값 또는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입력되어 연구 유역의 특성을 고려한 객관적인 예측이 불가능하였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토석류 발생시점을 알지 못할 경우 개략적인 

적용 방법인 고도평균값을 이용한 T/R 산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토석류 발생시점을 알고 있는 경우 산정된 T/R과 토석류 발생시점

을 알지 못할 경우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고도평균값을 이용한 T/R을 

이용한 예측 대해 비교 검토하여 고도평균값을 이용한 T/R의 적용

성을 분석하였다. 제시된 매개변수의 적용성은 단일보정영역에 

대한 일반적인 예측방법과 토양통별로 산정되어 제시되어진 토질

강도정수를 이용한 다중보정영역에 대한 예측, 토석류 시작지점을 

알고 있을 경우에 산정된 T/R과 토석류 시작지점을 알지 못할 경우 

제시되어진 고도평균값을 이용한 T/R 산정을 분석하여 SINMAP 

모형의 적용성을 분석하였다. Case 1은 적용매개변수 모두를 

SINMAP 모형의 초기 설정값으로 분석한 케이스로 단일보정영역

에 대해 초기 설정값 입력하는 방식이다. 적용유역의 매개변수를 

알지 못한 경우 사용되었다. Case 2는 단위중량, 내부마찰각, 무차

원점착력은 적용유역의 면적평균값을 이용하였고, T/R은 산정한 

값을 이용하여 분석한 케이스로 단일보정영역에 대해 유역의 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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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Parameter Values Used in Each Case

Classification
Unit weight

(tf/m
3
)

Internal friction 

angle (°)

Dimensionless 

cohesion

T/R
Remarks

Estimated (m) Average Value (m)

Single calibrated region

Case 1 Initial default value Small catchment

Case 2 Area average Area average Area average Estimated value 　 Small catchment

Multiple calibrated region

Case 3 Area average Soil Series Name Soil Series Name Estimated value 　 Small catchment

Case 4 Area average Soil Series Name Soil Series Name 　 Average elevation Small catchment

Case 5 Area average Soil Series Name Soil Series Name Estimated value 　 Small catchment

Case 6 Area average Soil Series Name Soil Series Name 　 Average elevation Small catchment

Table 15. Estimation of T/R Value (Using Value Around Debris Flow Initiation Area)

Classification Observed No.
Average

(m)

Standard deviation

(m)

Min. value

(m)

Max. value

(m)

(T/R)min

(m)

(T/R)max

(m)

Watershed
16 380.56 263.64 126.16 906.48 116.92 644.20 

41 472.23 316.06  119.90  1,326.72  156.17 788.29 

Table 16. Estimation of T/R Value (Using Average Elevation Value)

Classification Average elevation (m) Max. elevation (m)  10% of max. elev. (m) (T/R)min (m) (T/R)max (m)

Watershed

average elevation

682.86 1,064 106.34 106.34 682.86 

754.42  1,340 134.00 134.00 754.42 

특성을 입력하는 방식이다. 적용유역의 매개변수 중 일부를 추정하

여 입력하였다. Case 3는 보정영역을 다중보정영역으로 하여 단위

중량은 면적평균값, 내부마찰각, 무차원점착력은 각 토양통별로 

산정하여 적용하였으며, T/R은 산정한 값을 이용하여 분석한 것으

로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이다. Case 4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

는 방식으로 Case 3에서 적용된 T/R이 토석류 발생시점을 알고 

있어야만 산정이 가능하고 토석류 발생시점을 알지 못하는 유역에 

대해서는 적절한 T/R을 적용하지 못하는 단점에 대한 적용방법으

로 유역에 고도평균값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Case 5, 6은 Case 

3, 4와 같은 방법으로 대상유역 전체에 적용한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넓은 유역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SINMAP 모형에서 계산된 흐름 방향선을 따라 측정하여 산정한 

값으로 대상유역의 산사태 발생지점 41개를 모두 고려하여 산정하

였다. SINMAP 모형에서 계산된 흐름 방향선을 따라 측정한 결과

에 대상유역의 평균 사면 경사 27°를 적용하면 T/R을 산정할 

수 있다. 산사태가 발생한 지점 별로 T/R을 산정할 수 있으나, 

대상유역에 산사태 발생지점이 41개로 특정 산사태 지점에서 산정

된 T/R이 유역을 대표 할 수 없어 산정된 T/R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유역(적용유역)의 분석 결과를 대상유역 전체 

적용하는 방식으로 소유역의 평균경사 25°를 적용하여 T/R을 산정 

하였고, 산사태 발생지점을 알지 못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한 고도평

균값을 적용한 T/R도 제시하였다. 

대상유역 전체 산사태 발생지점 41개소와 적용유역 16개소에 

대한 T/R 산정결과이며, 신뢰수준 95%에 대해 분석한 결과로 

Tables 15 and 16과 같다.

3.2.1 Case 1

단일보정영역에 대하여 초기 설정값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Case 

1의 포화지역 분포 분석 결과 낮은 습윤 지역(66.37%) > 부분 

습윤 지역(22.63%) > 포화지역(9.48%) > 한계 포화지역(1.52%)

으로 나타났고, 안정지수 분석결과는 하한계 불안정(41.09%) > 

안정(32.64%) > 준안정(13.27%) > 보통안정(7.30%) > 상한계 

불안정(5.58%) > 방어(0.13%)로 나타났다.

Fig. 8은 case 1의 Calibrated region, Saturation map, Stability 

index map을 나타낸다.

3.2.2 Case 2

단일보정영역에 대하여 단위중량, 내부마찰각, 무차원점착력 

면적평균값, T/R은 산정한 값을 적용하였다. Case 2의 포화지역 분포 

분석 결과 부분 습윤 지역(52.84%) > 한계 포화지역(2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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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ngle Calibrated Region (b) Saturation Map (C) Stability Index Map 

Fig. 8. Prediction of Unstable Area (Case 1)

Table 17. Analysis Results of Saturation and Soil Stability (Case 1)

Saturation analysis Stability analysis

Classification Area () Portion (%) Classification Area () Portion (%)

Saturation 0.381 9.48
Stable 1.312 32.64 

Moderately stable 0.293 7.30 

Thresholds saturation 0.061 1.52 Quasi-stable 0.533 13.27 

Lower Threshold 1.652 41.09 
Partially wet 0.910 22.63

Upper Threshold 0.224 5.58 

Low moisture 2.668 66.37 Defended 0.005 0.13 

Total 4.020 100 Total 4.020 100

(a) Single Calibrated Region (b) Saturation Map (c) Stability Index Map

Fig. 9. Prediction of Unstable Area (Case 2)

Table 18. Analysis Results of Saturation and Soil Stability (Case 2)  

Saturation analysis Stability analysis

Classification Area () Portion (%) Classification Area () Portion (%)

Saturation 0.719 17.90  
Stable 0.494 12.30 

Moderately stable 0.154 3.83 

Thresholds saturation 1.137  28.28 Quasi-stable 0.235 5.84 

Lower Threshold 2.855 71.03 
Partially wet 2.124  52.84 

Upper Threshold 0.282 7.01 

Low moisture 0.039  0.98 Defended 0.000 0.00 

Total 4.020  100 Total 4.02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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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ultiple Calibrated Region (b) Saturation Map (c) Stability Index Map

Fig. 10. Prediction of Unstable Area (Case 3)

Table 19. Analysis Results of Saturation and Soil Stability (Case 3)

Saturation analysis Stability analysis

Classification Area () Portion (%) Classification Area () Portion (%)

Saturation 0.720 17.91  
Stable 0.359 8.92 

Moderately stable 0.131 3.27 

Thresholds saturation 1.136  28.27 Quasi-stable 0.229 5.70 

Lower Threshold 2.814 70.00 
Partially wet 2.123  52.81 

Upper Threshold 0.305 7.58 

Low moisture 0.041  1.02 Defended 0.182 4.53 

Total 4.020  100 Total 4.020 100

포화지역(17.90%) > 낮은 습윤 지역(0.98%)으로 나타났고, 안정

지수 분석결과는 하한계 불안정(71.03%) > 안정(12.30%) > 상한

계 불안정(7.01%) > 준안정(5.84%) > 보통안정(3.83%) > 방어

(0.00%)로 나타났다.

Fig. 9는 case 2의 Calibrated region, Saturation map, Stability 

index map을 나타낸다.

3.2.3 Case 3

단위중량 면적평균값, 내부마찰각, 무차원점착력은 각 토양통별

로 산정하여 적용하였으며, T/R은 산정한 값을 적용하였다. 다중보

정영역에 대해 적용하였으며, 토양통은 19개로 각 토양통별 매개변

수를 적용하였다. Case 3의 포화지역 분포 분석 결과 부분 습윤 

지역(52.81%) > 한계 포화지역(28.27%) > 포화지역(17.91%) > 

낮은 습윤 지역(1.02%)으로 나타났고, 안정지수 분석결과는 하한

계 불안정(70.00%) > 안정(8.92%) > 상한계 불안정(7.58%) > 

준안정(5.70%) > 방어(4.53%) > 보통안정(3.27%)으로 나타났다.

Fig. 10은 case 3의 Calibrated region, Saturation map, Stability 

index map을 나타낸다.

3.2.4 Case 4

Case 4는 Case 3과 같은 매개변수 적용하였고 T/R은 고도평균

값을 적용하였다. 다중보정영역에 대해 적용하였으며, 토석류 발생

시점을 알지 못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이다. Case 4의 포화지역 분포 분석 결과 부분 습윤 

지역(50.27%) > 한계포화지역(31.62%) > 포화지역(17.40%) > 

낮은 습윤 지역(0.71%)으로 나타났고, 안정지수 분석결과는 하한

계 불안정(69.91%) > 안정(8.81%) > 상한계 불안정(8.11%) > 

준안정(5.52%) > 방어(4.47%) > 보통안정(3.18%)으로 나타났다.

Fig. 11은 case 4의 Calibrated region, Saturation map, Stability 

index map을 나타낸다.

3.2.5 Case 5

Case 5는 Case 3과 같은 매개변수 적용하였고, 41개소의 산사태

가 발생한 대상유역 전체에 다중보정영역을 적용 하였으며, 대상유

역의 토양통은 25개로 각 토양통별 매개변수를 적용하였다. Case 

5의 포화지역 분포 분석 결과 부분 습윤 지역(61.72%) > 한계 

포화지역(22.83%) > 포화지역(13.18%) > 낮은 습윤 지역(2.27%)

으로 나타났고, 안정지수 분석결과는 하한계 불안정(7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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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ultiple Calibrated Region (b) Saturation Map (c) Stability Index Map

Fig. 11. Prediction of Unstable Area (Case 4)

Table 20. Analysis Results of Saturation and Soil Stability (Case 4)

Saturation analysis Stability analysis

Classification Area () Portion (%) Classification Area() Portion (%)

Saturation 0.699 17.40 Stable 0.354 8.81 

Moderately stable 0.128 3.18 

Threshols saturation 1.271  31.62  Quasi-stable 0.222 5.52 

Lower Threshold 2.810 69.91 
Partially wet 2.021  50.27  

Upper Threshold 0.326 8.11 

Low moisture 0.029  0.71  Defended 0.180 4.47 

Total 4.020  100 Total 4.020 100

(a) Multiple Calibrated Region (b) Saturation Map (c) Stability Index Map

Fig. 12. Prediction of Unstable Area (Case 5)

Table 21. Analysis Results of Saturation and Soil Stability (Case 5)

Saturation analysis Stability analysis

Classification Area () Portion (%) Classification Area ( ) Portion (%)

Saturation 3.696 13.18 Stable 1.906 6.80 

Moderately stable 0.743 2.65 

Threshols saturation 6.401  22.83  Quasi-stable 1.514 5.40 

Lower Threshold 20.279 72.34 
Partially wet 17.302  61.72  

Upper Threshold 2.225 7.94 

Low moisture 0.635  2.27  Defended 1.360 4.85 

Total 28.034  100 Total 28.03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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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ultiple Calibrated Region (b) Saturation Map (c) Stability Index Map

Fig. 13. Prediction of Unstable Area (Case 6)

Table 22. Analysis Results of Saturation and Soil Stability (Case 6)

Saturation analysis Stability analysis

Classification Area () Portion (%) Classification Area ( ) Portion (%)

Saturation 3.785 13.50  Stable 1.857 6.62 

Moderately stable 0.697 2.49 

Threshols saturation 7.470  26.65 Quasi-stable 1.406 5.02 

Lower Threshold 20.246 72.22 
Partially wet 16.368  58.39 

Upper Threshold 2.434 8.68 

Low moisture 0.411  1.46 Defended 1.380 4.92 

Total 28.034  100 Total 28.034 100 

상한계 불안정(7.94%) > 안정(6.80%) > 준안정(5.40%) > 방어

(4.85%) > 보통안정(2.65%)으로 나타났다.

Fig. 12는 case 5의 Calibrated region, Saturation map, Stability 

index map을 나타낸다.

 

3.2.6 Case 6

Case6 는 Case 4와 같은 매개변수 적용하였고, 41개소의 산사태

가 발생한 대상유역 전체에 다중보정영역을 적용 하였으며, 대상유

역의 토양통은 25개로 각 토양통별 매개변수를 적용하였다. Case 

6의 포화지역 분포 분석 결과 부분 습윤 지역(58.39%) > 한계 

포화지역(26.65%) > 포화지역(13.50%) > 낮은 습윤 지역(1.46%)

으로 나타났고, 안정지수 분석결과는 하한계 불안정(72.22%) > 

상한계 불안정(8.68%) > 안정(6.62%) > 준안정(5.02%) > 방어

(4.92%) > 보통안정(2.46%)으로 나타났다.

Fig. 13은 case 6의 Calibrated region, Saturation map, Stability 

index map을 나타낸다.

4. 비교검토

4.1 포화지역 분포 분석 결과 비교 검토

적용매개변수를 이용하여 포화지역 분포를 분석한 결과 각 케이

스 별로 각기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는 SINMAP 모형을 

이용한 토석류 예측 시 적용매개변수가 포화지역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Case 1과 2는 단일보정영역을 이용한 

기존 적용방식으로 Case 1은 적용유역과는 맞지 않는 결과를 나타

내었다. 이는 T/R의 범위가 하한값 2,000 m, 상한값 3,000 m로 

산정된 T/R의 하한값 117 m, 상한값 644 m와 큰 차이를 보였고, 

내부마찰각, 무차원 점착력 또한 적용유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된다. Case 2는 Case 1과는 다른 포화지역 분포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Case 1과 달리 단위 중량과 토양통별 토질강도

정수에 대해 면적평균값을 적용하고 산정된 T/R을 적용하여 적용

유역의 특성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Case 3, 4는 다중보정

영역을 이용방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이다. Case 3은 

정밀토양도를 이용하여 토양통별 토질강도정수를 다중보정영역에 

각각 입력하고 산정된 T/R을 적용하여 적용유역의 특성 잘 반영하

였다 판단되며, 단일보정영역을 이용한 기존 연구보다 다중보정영

역을 이용하는 것이 적용유역의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리라 

판단된다. Case 4는 Case 3과 같은 적용매개변수를 이용하고 T/R

은 고도면적평균을 적용한 것으로 Case 3과 유사한 포화지역 분포

를 나타내었다. 이는 토석류 발생시점을 알지 못할 경우 적용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Case 5, 6은 대상유역 전체의 포화지역 분포 

분석 결과로 Case 4, 5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대상유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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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Comparisons of Saturation Area

Fig. 15. Comparisons of Stability Index

넓어졌으나 다중보정영역에 대해 토양통별 토질강도정수를 적용하

고, 산정된 T/R과 고도평균값을 적용한 T/R이 잘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4.2 안정지수 분석 결과 비교 검토

적용매개변수를 이용하여 안정지수를 분석한 결과 단일보정영

역 보다 다중보정영역에 적용한 결과가 보다 정확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Case 1은 단일보정영역에 대해 적용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초기 설정값 사용한 결과로 안정영역이 과대 산정되었다 

판단된다. Case 2는 단일보정영역에 대해 토양통별 토질강도정수

를 면적평균값을 적용하고 산정된 T/R을 적용하여 적용유역의 

특성이 반영되어 Case 1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단일보정영

역을 이용한 분석이라 하더라도 초기 설정값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보다 적용유역의 특성을 반영한 매개변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

하리라 판단된다. Case 3은 토석류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북, 동측 

능선부에 상한계 불안정, 방어영역이 나타나 대상유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였다고 판단된다. 다중보정영역에 대해 토양통별 토질강

도정수를 적용하는 것이 Case 2의 단일보정영역을 이용하는 것 

보다 정확한 예측이라 판단된다. Case 4는 Case 3과 같은 적용매개

변수를 이용하고 T/R은 고도평균값을 적용한 것으로 Case 3과 

유사한 안정지수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다중보정영역에 

대해 토양통별 토질강도정수를 적용하고 토석류 발생시점을 알지 

못하는 경우 고도평균값을 적용하여도 대상유역의 특성을 반영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Case 5, 6은 대상유역 전체의 

안정지수 분석 결과로 Case 4, 5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대상유역이 넓어졌으나 다중보정영역에 대해 토양통별 토질강도정

수를 적용하고, 산정된 T/R과 고도평균값을 적용한 T/R이 잘 반영

된 결과로 판단된다. 

4.3 일치도 검증

토석류 발생에 대한 세부조사도와 기존 연구의 적용방식인 단일

보정영역을 적용한 토석류 예측과 정밀토양도를 이용하여 다중보

정영역에 대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강도정수 및 T/R을 적용한 

토석류 예측의 일치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토석류 위험지구 예측 결과와 실제 발생 개소에 

대한 SI별 가중치를 부여한 일치도는 아래 식과 같다. 

일치도 
별 토석류 발생개소

별 토석류 발생 개소×별가중치
× 

(13)

일치도 별 면적비율

별 토석류 발생 개소×별가중치  (14)

일치도(1)은 SI별 토석류 발생 개소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식으로 발생면적에 대한 일치여부를 정확하게 나타내기에는 부족

하므로 SI별 면적비율에 대한 일치도(2)를 통하여 일치여부를 판단

하여야 한다. 

일치도(1)은 SI별 토석류 발생개소와의 일치도(%)이며, 일치도

(2)는 SI별 면적비율에 대한 일치도를 수로 나타낸 것으로 수가 

높을수록 일치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토석류 위험지구 예측 결과와 세부조사도의 일치도를 비교해 

본 결과 기존 연구의 적용방식인 단일보정영역을 이용한 Case 

1, 2의 일치도(1)은 56.25%, 68.75% 일치도(2)는 0.55, 0.87로 

타나났다. 단일보정영역을 이용한 두 케이스 모두 일치도(1), (2)에

서 비교적 낮은 일치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다중보정영역을 이용하고 토석류 발생시점

을 알고 있는 경우 산정된 T/R을 적용한 Case 3의 일치도(1)은 

76.25%, 일치도(2)는 1.43으로 가장 높은 일치도를 나타내었다. 

단일보정영역에 매개변수를 면적 평균하여 적용한 Case 2에 비해 

일치도(1)은 7.5% 증가하여 SI별 토석류 발생개소의 일치도의 

증가는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SI별 면적비울에 대한 일치도

(2)를 비교해 본 결과 0.61증가하여 다중보정영역을 이용한 Case 

3의 일치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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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Comparative Analysis of Goodness of Fit

Case Classification Debris flow occurrence 
Predicted ratio of debris 

flow area (%)
Weight

 Goodness of fit (%)

(1) (2)

Case 1

Stable - 32.64 0.0

56.25 0.55 

Moderately stable 1 7.30 0.2

Quasi-stable 3 13.27 0.4

Lower Threshold 10 41.09 0.6

Upper Threshold 2 5.58 0.8

Defended - 0.13 1.0

Case 2

Stable - 12.30 0.0

68.75 0.87 

Moderately stable - 3.83 0.2

Quasi-stable - 5.84 0.4

Lower Threshold 9 71.03 0.6

Upper Threshold 7 7.01 0.8

Defended - 0.00 1.0

Case 3

Stable - 8.92 0.0

76.25 1.43 

Moderately stable - 3.27 0.2

Quasi-stable - 5.70 0.4

Lower Threshold 5 70.00 0.6

Upper Threshold 9 7.58 0.8

Defended 2 4.53 1.0

Case 4

Stable - 8.81 0.0

73.75 1.16 

Moderately stable - 3.18 0.2

Quasi-stable - 5.52 0.4

Lower Threshold 6 69.91 0.6

Upper Threshold 9 8.11 0.8

Defended 1 4.47 1.0

Case 5

Stable - 6.80 0.0

75.61 3.35 

Moderately stable - 2.65 0.2

Quasi-stable - 5.40 0.4

Lower Threshold 13 72.34 0.6

Upper Threshold 24 7.94 0.8

Defended 4 4.85 1.0

Case 6

Stable - 6.62 0.0

74.63 2.97 

Moderately stable - 2.49 0.2

Quasi-stable - 5.02 0.4

Lower Threshold 15 72.22 0.6

Upper Threshold 22 8.68 0.8

Defended 4 4.92 1.0

다중보정영역을 이용하고 토석류 발생시점을 알지 못할 경우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고도평균값을 적용한 Case 4의 일치도(1)은 

73.75%, 일치도(2)는 1.16으로 Case 3에 비해 일치도(1)은 2.5%, 

일치도(2)는 0.27 감소하였으나 Case 3과 가장 유사한 일치도를 

나타내어 토석류 발생 시점을 알지 못할 경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Case 5, 6은 Case 3, 4를 넓은 유역에 적용한 

결과로 Case 5의 일치도(1)은 75.61%, 일치도(2)는 3.35를 나타내

었다. Case 6은 Case 5에 비해 일치도(1)은 0.98%, 일치도(2)는 

0.38 감소하였으나, 일치도의 감소가 크지 않아 넓은 유역에 토석류 

발생시점을 알지 못할 경우 적용가능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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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이상 기후 및 국지성 호우로 인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규모가 대형화 되어가는 토석류에 대하여 SINMAP 모형

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서벽 

1지구의 토석류 세부조사도를 이용하여 토석류 위험지구를 예측 

및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SINMAP 모형에 대한 국내 적용성을 보완하기 위해 정밀토양

도를 이용하여 다중보정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

으며, 토양침식성인자(K)의 토양통을 이용하여 자갈 및 자갈질 

흙, 모래 및 모래질 흙, 실트 및 점토의 세 가지 토질로 분류하고, 

각 토양통별 토질강도정수(c, )를 제시하였다. 

(2) 국내에서 발생하는 토석류의 대부분이 활동깊이 2.5 m 이내로 

초기 설정값의 적용은 토석류 위험지구 예측 시 위험도를 높이

는 결과를 나타낸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점착력을 

이용하여 활동깊이 2.5 m를 적용한 무차원점착력을 제시하였다.

(3) 기존 연구에서 투수량계수와 투수계수의 비 T/R은 토석류 

발생시점을 알고 있는 경우에 추정하는 방법만이 제시되어 

있는 단점이 있다. 산정한 T/R과 대상지역의 고도평균값을 

이용하여 산정한 T/R을 적용하여 토석류 위험지구를 분석한 

결과 안정지수와 일치도가 유사하게 나타나 토석류 발생시점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 하리라 판단되어, 고도평균값을 

이용하는 T/R산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4) 본 연구의 정밀토양도를 이용한 다중보정영역에 제시한 매개변

수를 적용한 결과가 단일보정영역에 초기 설정값 또는 일부 

토질시험 결과를 이용한 기존 연구 보다 높은 일치도를 나타내

었다. 본 연구의 적용방식이 기존 연구보다 대상지역의 특성을 

보다 정확히 반영한 결과이다. SINMAP 모형을 이용한 토석류 

예측 시 정밀토양도를 이용한 다중보정영역에 제시한 매개변수

를 적용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예측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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