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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파괴모드를 고려한 사면안정해석

Slope Stability Analysis Considering Multi Failure Mode

김현기†·김수삼1

Hyun-ki Kim·Soo-sam Kim

1. 서 론

전통적으로 사면안정해석은 허용응력 설계법의 안전율 개

념을 사용하여 저항과 하중의 비로서 표현되며, 재료특성, 강

도, 하중 등의 지반정수가 갖고 있는 불확실성에도 불구하

고　대표 값을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로 실제 현장에

서는 설계시 고려한 파괴형상을 포함하여 다양한 파괴의 발

생 가능성이 있고, 해석결과가 안정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라도 사면붕괴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집중호우, 태풍, 국지성 호우 등과 같은 외부요인에

의해 사면은 붕괴에 도달할 수 있지만, 전수조사 및 안정해

석에 의하면 거의 모든 사면의 안전율은 1.0 이상으로 평가

되어 실제 사면의 안정성을 명확히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런 현상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는 강우 등의 외부조건 변

화에 대한 반영이 어렵다는 점과 지반물성 및 사면안정해석

모델의 불확실성 존재 등이 있다. 

다양한 안정해석모델과 그에 따른 파괴형상이 존재하는 사

면안정해석에서 안전율이 최소로 되거나, 파괴확률이 최대

로 되는 단일 파괴형상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예기치 못

한 불안정한 상태가 도래할 수 있음을 현장사례를 통하여 자

주 접할 수 있다. 정확한 파괴형상을 예측할 수 없다면 차

선책으로 여러 가지 파괴형상 즉 파괴모드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사면의 안정성을

서로 중복되지 않고, 누락이 없는(Mutually exclusive and

collectively exhaustive, MECE) 사건으로 구성하면, 안전과

파괴라는 2가지로 분류되고, 파괴영역은 다양한 사면안정해

석모델별로 산출되는 파괴확률로 이루어지며, 안전영역과 파

괴영역의 모든 확률의 합은 확률공리에 의해 ‘1’로 정의된

다. 파괴영역에 해당하는 파괴확률사이의 동시 파괴확률을

정의하면, 여러 안정해석모델에 의한 파괴형상을 동시에 고

려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다중 파괴모드에 대한 동시 파

괴확률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체계신뢰성해석의 도입이 필요

하다. 체계 신뢰성해석에는 단일구간해법, 이중구간해법, 선

형계획법에 의한 최적화 과정 등이 개발되어져 왔다. 

토사사면에 대하여 신뢰지수와 Ditlevsen의 상하한계를 이

용한 이중구간해법에 의하여 체계 신뢰성모델을 개발하고,

파괴면 사이의 상관성을 고려한 연구(Oka 등 [19], Chowdhury

등 [15], Chowdhury 등 [16])가 진행된 바 있으며, 암반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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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이 갖는 고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사면안정해석에서 다양한 안정해석모델과 그에 따른 파괴형상을 반영

할 수 있도록 다중 파괴모드에 대한 동시 파괴확률을 고려한 사면의 신뢰성해석기법을 제안하였다. 붕괴현장조

사를 통하여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파괴형식을 다파괴모드로 정의하였다. 동시 파괴확률의 산정에

는 체계 신뢰성해석분야에서 최근 도입된 선형계획법에 의한 최적화를 이용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여러 가지 해

석모델을 신뢰성 기반으로 동시에 고려하여 해석할 수 있다. 이 방법의 적용성 평가를 위하여 기존 문헌에서 나

타난 제방에 대한 신뢰성해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다중 파괴모드에 대한 동시 파괴확률을 고려한 사면의 신뢰성

해석을 적용한 결과, 전체 시스템에 대한 대한 안정성을 정량적으로 산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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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블록간의 상호작용 및 인장균열 유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혼합구조로 체계를 구성하고, 정해진 파괴 경로

(Failure path)를 따라 체계 신뢰성을 시행하여 보다 좁은 경

계를 갖는 상한계와 하한계를 산출한 연구(Rodriguez 등

[17])가 있다. Song 등 [13]은 구간해법의 산정을 위하여 선

형계획법에 의한 최적화기법을 이용하였다. 선형계획법

(Linear programming, LP)에 의한 상하한 경계는 파괴모드

숫자에 독립적이며, 주어진 정보에 대하여 가장 좁은 경계

를 제시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Zevgolis 등 [12],

Castillo 등 [9]의 연구자는 방파제를 대상으로 체계 신뢰성

해석기법을 적용한 바 있으며, 이 때 대상으로 한 안정해석

모델(파괴모드)은 3가지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저 안전율 또는 최대 파괴확률을 기반으

로 하는 기존의 사면안정해석에 대하여, 지반물성과 해석모

델이 갖는 고유 불확실성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사면안정해

석에서 다양한 안정해석모델과 그에 따른 파괴형상을 반영

할 수 있도록, 다중 파괴모드에 대한 동시 파괴확률을 고려

한 사면의 신뢰성해석기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동시 파괴

확률의 산정에는 체계 신뢰성해석분야에서 최근 도입된 선

형계획법(Linear Programming)에 의한 최적화를 이용하였

다. 

2. 이론적 배경

2.1 안전율과 파괴확률

전통적인 사면안정해석에서의 안정성은 지반정수의 대표

값을 적용한 안전율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지반내에 존재하

는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어렵지만, 신뢰성해석에서는 지반

정수의 확률분포를 반영한 해석이 가능하고, 이를 이용하여

지반정수, 해석모델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법으

로 최근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김 등 [1], 김 [2], 김 등

[4]).

신뢰성해석기반 사면안정해석은 사면의 임계활동면에 대

한 파괴확률을 산출하여 안정성을 평가하며, 안전율의 확률

밀도함수가 기준 안전율을 하회하는 한계상태함수 구간의 확

률밀도 면적을 통해 결정한다. 하지만, 신뢰성해석의 확률밀

도함수를 정확히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보통 사용되는 실

용적인 방법은 안전율의 기대값과 표준편차를 통한 것이다. 파

괴확률은 신뢰지수에 의해 간접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기

준안전율이 1.0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김 등 [3]).

(2)

여기서, β는 신뢰지수이며, E[FS]는 안전율의 기댓값, σFS는

안전율의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사면안정의 안전율이 정규확률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파괴확률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3)

여기서, Pr(f)는 파괴확률, Φ(-β)는 표준정규분포 상의 -∞에

서 -β까지의 확률면적, 그리고 g(z)는 사면안정에서 안전율

에 대한 한계상태함수로 정의된다. 

2.2 다중파괴모드에 대한 체계 신뢰성해석

파괴양식이 하나로 주어진 경우에 대한 신뢰성해석은 하

중저항설계법(Level I), 신뢰지수법(Level II) 및 모사법

(Level III)을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하지만, 대상 구조

물의 안전성을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

지 파괴양식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성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

다.

여러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체계의 신뢰성은 다중 파

괴모드의 형태를 갖게 된다. k개의 파괴모드로 구성되어 있

는 시스템이 있다고 가정하면, 각 파괴모드는 식(3)과 같이

서로 다른 k개의 한계상태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gj(X) = gj(X1, X2,..., Xi) (3)

gj(X) = ; i = 1, 2,..., n,  j = 1, 2,..., k

여기서, gi(X) = j 파괴모드에 대한 한계상태함수이며, Xi는 파

괴 구성요소를 나타낸다.

복수의 한계상태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는 경우에 m개의

직렬계 구조의 파괴모드에 대한 파괴 사건은 식(4)와 같으

므로(Ang 등 [8]), 각각의 한계상태에 대한 파괴확률(Pf)은

β
E FS[ ] 1.0–

σFS

---------------------------=

Pr f ( ) Φ β–( ) g z( ) zd
∞–

β–

∫= =

Fig. 1 Failure probability and reliability index Fig. 2 Application of multi failure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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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분을 사용해서 구할 수 있다.

(4)

2.3 선형계획법(Linear Programming, LP)

주어진 개개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목적을 최대로 달성할

수 있는 해를 최적해(Optimal solution)라 할 때, 선형계획법

은 주어진 문제의 최적해를 구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선형

계획법은 목적함수와 제약조건이 설계변수로 구성되어 선형

을 이루고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주어진 제

약조건에 대하여 식(5)의 목적함수의 최대화 또는 최소화를

통하여 최적해를 탐색할 수 있다.

maximize(minimize) cTp (5)

subject to a1p = b1 (6)

subject to a2p ≥ b2 (7)

subject to a3p ≤ b3 (8)

부등호 제약조건은 부가변수(Surplus variable)나 완화변수

(Slack variable)를 사용해서 등호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므

로 모든 제약 조건을 등호제약조건으로 만들어서 표준 선형

계획문제로 변화시킬 수 있다.

3. 선형계획법을 이용한 해석기법 개발

3.1 대상 사면안정해석모델 선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6]의 현장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대표적인 파괴형식은 초기 강우침

투 및 토석류에 의해 발생하는 표층파괴와 암반과 토사 경

계층에서 발생하는 평면파괴 그리고 통상적인 원호활동에 의

한 원호파괴로 나타났으며, 체계 신뢰성해석에 기초한 다중

파괴모드에 대한 파괴확률을 산정하기 위하여 다음 3가지의

사면안정해석모델을 한계상태함수로 정의하여 연구를 수행

하였다(Table 1).

3.2 선형계획법(Linear programming, LP)을 이용한

체계 신뢰성해석기법 개발

Hailperin [11]은 구성요소 사건의 표본공간을 구성요소 사

건 Ei와 그 여사건 Ei, i = 1, 2,..., n의 명백한 교집합으로 각

각 구성된 2n의 중복적이지 않고 상호배타적이며, 합이 전

체가 될 수 있는 요소(Mutually exclusive and collectively

exhaustive, MECE)의 사건으로 나누었다.

MECE 사건이 n개의 구성요소를 갖는 시스템으로 정의하

면, 본 논문에서는 3가지의 파괴모드, 즉 표층파괴평면파괴

원호파괴를 체계 신뢰성해석의 대상으로 하므로 n = 3인 구

성요소를 갖게 된다.

Esystem을 전체 체계의 상태를 표현한다고 하면,

Esystem = L(E1, E2, E3) (9)

와 같이 표현된다.

여기에서 E1 = Esurface failure

여기에서 E2 = Eplanar failure

여기에서 E3 = E
o ular failure

이며, L(·)은 구성요소 사건 또는 그들의 여사건의 합집합과

교집합을 포함하는 논리함수이며, 사건과 여사건의 두 가지

상태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Ei = (Ei, Ei) (10)

여기에서 Ei는 사건의 여사건을 나타낸다. 이 경우 식(10)은

다음과 같이 단순화 된다.

Esystem = L(E1, E1, E2, E2, E3, E3) (11)

따라서 체계의 파괴상태를 파괴모드 i와 Esystem의 파괴(안전)

의 상태로써 Ei(Ei)을 고려함이 유용하다. 

사면안정의 경우, 안정해석법으로 정의되는 한계상태함수

의 파괴모드는 어느 하나에서도 파괴가 발생하면 사면 전체

가 파괴되었다고 가정하게 되므로 직렬계 구조를 따른다고

가정할 수 있고, 수학적으로 직렬계 구조는 단지 합집합 기

호를 포함하는 L(·)로 정의된다. 

Eseries system = (12)

요소 파괴확률과 신뢰지수를 이용하면, 2개의 구성요소

MECE 사건(Fig. 3)에 근거하여 안정해석모델을 이용하면,

각각의 사면파괴모드에서 발생한 파괴확률은 직접 산출이 가

Pf … ∫
E
1

… E
m

∪ ∪( )
∫= fx

1
x
2
… x

n
, , , x

1
… xn, ,( )dx

1
…dxn

∪
i
Ei

Table 1 Limit state functions of failure mode

Failure 

mode
Limit state function

Surface 

failure where c': Effective cohesion, γsat: Saturated unit weight, 

γw: Unit weight of water, zw: Vertical depth of sliding 

surface,  α: Angle of a slope, φ': Effective friction angle

Planar 

failure where c: Cohesion, cm: Mobilized cohesion, γ: unit weight 

of soils, H: Height of a slope, α: Angle of a slope, 

θ : Angle of failure surface, φm: Mobilized friction angle

Circular 

failure where c': Effective cohesion, α: Angle of failure surface,  

∆l: Length of a slice, φ': Effective friction angle, 

F: Safety factor

adopted from Abramson et. al [14]

g x( )
c′ γsat γw–( )zwcos

2
αtanφ′+

γsatzwsinαcosα
----------------------------------------------------------------=

g x( )
c

cm
-----

2c

γH
------- 

sinα

sin α θ–( ) sinθ cosθ tanφm⋅–( )
----------------------------------------------------------------------= =

g x( )

c′∆lcosα W u∆lcosα–( )tanφ′+

cosα sinα tanφ′( )( ) F⁄+
--------------------------------------------------------------------------∑

W αs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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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P(E1) = P1 = p1 + p3 + p4 + p7

P(E2) = P2 = p1 + p2 + p4 + p6 (13)

P(E3) = P3 = p1 + p2 + p3 + p5

요소 파괴확률과 신뢰지수를 이용하면, 2개의 구성요소에

대한 파괴모드 사이의 결합확률을 정의할 수 있으며,

P(E1E2) = P12 = p1 + p4

P(E1E3) = P13 = p1 + p3 (14)

P(E2E3) = P23 = p1 + p2

다음 식(15)에 의해 산정된다.

(15)

한편, 3가지 구성요소에 대한 결합확률은 다음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P(E1E2E3) = P123 = p1 (16)

, ρij = 1(i = j)로 정의된 Dunnet 등 [10]에 의

한 계급 상관행렬을 도입하면, m개의 구성요소에 대한 결합

파괴확률은 일차원 적분에 의해 산출된다.

(17)

00 

여기에서, Φm(u1,u2,...,um;R)은 ui좌표에서 R = [ρij]의 상관행

렬을 갖는 개의 변수를 갖는 표준정규누적분포함수이며, φ(·)

는 일차원 표준 정규분포의 확률밀도함수이다.

이상과 같이 계산되는 확률은 선형계획법에서 제한조건

(Constraint condition)으로 적용되며, Table 2에 제시된 목적

함수를 Fig. 4의 제한조건에 의해 최대화 또는 최소화하는

해를 탐색하면, p1, p2,..., p8의 값이 각각 결정되어 이들의

합으로 사면 안정성에 대한 상한계와 하한계를 산출하게 된

다.

Maximize p1 + p2 + p3 + p4 + p5 + p6 + p7(상한계) (18)

Minimize p1 + p2 + p3 + p4 + p5 + p6 + p7(하한계) (19)

3.

Fig. 4 Constraint condition of linear programming in this study

3 해석 프로그램 개발

파괴모드에 대한 안정해석모델을 이용하여 신뢰성해석프

로그램 SRES(System Reliability Program of Earth Slopes)

를 개발하였다. Visual Basic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

였으며, 안전율의 확률특성(표준편차, 분산계수) 및 파괴확

률의 산출이 가능하다(Fig. 5). 단위 신뢰성해석 결과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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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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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g. 3 Basic mutually exclusive and collectively exhaustive

(MECE) events for 3-component sample space of slope

stability

Table 2 Coefficients ci  of the object function cTp for 3-component systems

Basic MECE Events

e1 = E1E2E3 e2 = E1E2E3 e3 = E1E2E3 e4 = E1E2E3 e5 = E1E2E3 e6 = E1E2E3 e7 = E1E2E3 e8 = E1E2E3

Design Variables

System event p1 p2 p3 p4 p5 p1 p7 p8

1 1 1 1 1 1 1 0

Objective Function ; Maximize(Minimize) p1 + p2 + p3 + p4 + p5 + p6 + p7

E
1

E
2

E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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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하여 선형계획법에 의한 최적화 과정은 상용 프로그램인

Matlab에서 제공하는 함수인 ‘linprog’를 이용하여 수행하였

다.

4. 적용성 분석

4.1 대상 사면

미국 Missouri주 Clarence Cannon dam의 확률론적 해석

은 기존의 연구로 Wolff 등 [18], Hassan 등 [7]에 의해 보

고된 바 있다. 사면에 대한 단면은 Fig. 6과 같으며, 지층구

조는 다짐 점토의 2개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모래와 석회암

의 기반층 위에 Phase I과 Phase II로 구분되어 시공되어있

다.

확률변수로는 2개의 점토층에 대한 지반의 강도정수를 선

정하였으며, 제방으로부터 채취한 시료의 비배수 전단강도

에 기초하여 적용되었다. 한계활동면은 Phase I의 저부를 통

과하는 비원호활동면과 Phase I과 II를 통과하는 원호활동으

로 구분하고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지반의 분산계수가 다

소 크게 산출되어 적용되었으며, 지반정수간의 상관성을 고

려한 사례이다. 한편, 지반 물성치를 Table 3에 보였다. 

4.2 체계 신뢰성해석 결과 

Cannon dam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신뢰성해석기

법을 이용한 동시 파괴확률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연구자

에 따라 원호파괴 또는 비원호파괴로 정의했던 기존 연구의

해석결과를 이용하여, 각 연구에서 제안한 원호파괴와 비원

호파괴가 동시에 발생할 파괴확률을 산정하였다.

Hassan 등 [7] 및 Wolff 등 [18]에 의한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각기 원호파괴 또는 비원호파괴가 지배 파괴모드로

되며, 이에 따른 신뢰지수를 산정한 바 있다. 신뢰지수를 파

괴확률로 변환할 경우, 지배 파괴모드에 대한 최대 파괴확

률은 Wolff 등 [18]에 의한 비원호파괴 해석 결과는 4.550%

이며, 최소 파괴확률은 Hassan 등 [7]에 의한 원호파괴 해

석결과인 0.0033%이다. 한편, 비원호파괴를 대상으로 한

Hassan 등 [7]에 의한 연구에서는 0.359%의 파괴확률이 산

정되기도 했다. 따라서, 독립 파괴모드를 고려한 경우에는 최

대 파괴확률이 산출되는 Wolff 등 [18]에 의한 비원호파괴

형상이 지배적인 파괴모드로 고려된다(Table 4). 

연구자별로 각기 다르게 산정된 파괴형상과 파괴확률 및

신뢰지수를 이용하여, 각 파괴모드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동시 파괴확률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선형계획법에 의한 체

계 신뢰성해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2가지 파괴모드에 대

한 제방의 동시 파괴확률은 상한계 4.870%, 하한계 4.550%

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상한계가 독

립 파괴모드에 대한 최대 파괴확률보다 크기 때문에 독립 파

괴모드만을 고려한 경우, 2가지 파괴모드를 대상으로 할 때,

제방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을 파악할 수 있다(Table 5, Fig. 7). 

또한, 해석모델에 따라 잠재 활동면의 형상과 사면안정해

석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된 동시 파

Fig. 5 Operating screen of SRES program

Fig. 6 Cross section and failure surface of Clarence Cannon dam

Table 3 Input parameters for Clarence Cannon dam 

Material
Para- 

meter

Mean

(kPa)

S.D

(kPa)
COV

Correlation 

coefficient

Unit weight 

(kN/m3)

Phase I 

fill

c1 117.79 58.89 0.50
+0.10 22

φ1 8.5 8.5 1.00

Phase II 

fill

c2 143.64 79 0.55
-0.55 22

φ2 15 9 0.60

S.D : Standard deviation

COV : Coefficient of variance

Table 4 Comparison of the results

Case Failure mode FOS
Reliability 

index

Probability of 

failure

Hassan et. Al Non-circular 2.16 2.69 3.59E-1%

Wolff et. Al Non-circular 2.36 1.69 4.55E+0%

Hassan et. Al Circular 2.35 3.99 3.30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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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확률을 이용하면 어떠한 해석모델이라도 결합하여 대상 사

면의 종합적인 체계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사면안정해석모델은 표층파괴와 평면파괴,

원호파괴의 3가지를 검토 대상으로 하고, 신뢰지수법과 모

사법을 이용하여 해석모델에 따른 독립 파괴확률과 파괴형

상을 결정하였으며, 선형계획법에 의한 최적화를 이용하여

다중파괴모드에 대한 사면 시스템의 동시 파괴확률을 산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기법을 이용하면, 대상으로 하

는 사면안정해석모델과 파괴형상 및 파괴확률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제안된 안전율 및 파괴확률

에 의한 해석결과와 비교할 때, 개선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선형계획법에 의한 최적화를 이용하여 다중파괴모드

에 대한 동시 파괴확률을 산출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였

다. 이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해석모델을 신뢰성 기반으로

동시에 고려하여 해석할 수 있다. 

(2) 개발된 기법에 대하여 기존 연구결과를 대상으로 적

용성을 분석하였다. 동일한 제방에 대하여 수행한 안정해석

이라 할지라도, 해석모델 차이에 따라서 결과와 파괴형상이

달라지게 된다. 기존 연구자에 의해 각기 다르게 산출된 신

뢰도 및 안정해석결과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다

중 파괴모드에 대한 동시 파괴확률을 고려한 사면의 신뢰성

해석을 적용한 결과, 제방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을 정량적

으로 산출할 수 있었다. 

(3) 안정해석모델을 동시 파괴확률로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작지만 ‘0’이 아닌 파괴확률을 안정해석에 반영함으로써,

개별 파괴모드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예상하지 못했던 불

안정성을 반영할 수 있다. 

(4) 사면안정해석모델 또는 잠재 활동면의 형상에 따라 사

면의 신뢰성해석결과는 상이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된 동

시 파괴확률을 이용하면 어떠한 해석모델이라도 결합하여 대

상 사면의 종합적인 체계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고, 최대 파

괴확률만을 고려했을 때와 비교하여 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

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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