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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최근의 재해 발생은 하천에 의한 범람, 제방의 붕괴 등에 의한 피해발생보다는 일정지역에 국

한적으로 내수배제 불량, 토사유출, 산사태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나 도

시지역과 신규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배수로 막힘, 산사태등
의 2차적인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1년의 서울의 우면산 산사태 등과 같은 도시중심

에서의 피해와 강원도 등의 신규개발지역에서의 토사로 인해 2차, 3차 피해는 국지적이고 예측이

불가능한 곳에서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토사유출, 산사태에 의한 예측기법은 최근의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보다 다양한 방법의 접근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기법들이 개

발되고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지지형의 소규모 개발지의 토사재해의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GIS 기술을
이용한 사면의 안정성과 산사태 위험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Pack et al. (1998)이 제안한

수리적 무한사면 안정모델과 결합하여 사면안정분석을 위해 개발된 SINMAP을 이용하여 소규모

개발지역의 토석류 해석과 사면의 안정성 검토 그리고 범용토양공식을 이용하여 토사유출량을 산

정하여 개발지역내 사면 및 토사재해의 위험성을 평가하였다. GIS를 이용한 지형적 특성에 따른

사면의 위험성과 토사유출량 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소규모 개발지역의 토사재해의 위험성을 정량

적이고 다각적으로 평가하여 재해발생에 따른 위험성을 노출하고 이에 대한 대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 소규모 개발지역, 토사재해, 산사태, SINMAP 

1. 서론

자연재해는 인간의 개발의 진행과 더불어 그 강도는 더욱 커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최근의 자연

재해의 추세를 보면 광역적 개념으로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주요원인이라 할 수 있으나 작게는

자연을 인간의 구조물로 변화시키면서 발생하는 재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역적인 개발의 진행과정에

서 발생하는 토사에 의한 재해는 강우강도의 증가와 개발에 따른 지반강도의 저하 등으로 인해 많은

토사의 침식과 이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추세이다. 토사와 물이 함께 발생하는 토석류의 경우 보다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예측의 어려움과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GIS를 이용하여 지형적 특성을 파악하고 수리적 모델과 무한사면안정 모델과 결합

된 SINMAP을 이용하여 토사재해에 대한 소규모 개발지역의 위험성을 평가하고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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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s Default value Units

Gravity Constant 9.81 m/

Water Density 1,000 kg/㎥

Ratio of Transmissivity
Lower bound 2,000

m
Upper bound 3,000

Soil Cohesion
Lower bound 0.0

t/㎡
Upper bound 0.25

Soil Friction Angle
Lower bound 30

°
Upper bound 45

Soil Density 2,000 kg/㎥

2. SINMAP 모형

SINMAP 모형은 Montgomery와 Dietrich(1994)에 의해 수학적 모형으로 개발된 것을 Pack et

al(1998)이 정상상태의 수문모형과 무한평면사면안정성 모델을 연계하여 토양층 붕괴연구를 위해 개

발된 모형이다. 무한평면사면안정해석(infinite plane slope stability analysis)모델의 안정계수는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

 
· ·· sin· cos

   cos  ·  ·  ·  tan
식1

여기서, 은 뿌리의 점착력, 는 흙의 점착력, 는 토양의 깊이, 토양층 내 지하수면의 수

직깊이, 는 토양의 밀도, 는 물의 밀도, 는 사면의 경사, 는 중력가속도, 는 토양의 내부 마찰

각이다.

식 1에서 토양의 깊이 를 토양의 두께 로 변환하여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in
 cos  tan

식2

여기서,      : 상대적 습윤지수(relative wetness),    :복합

점착력(combined cohesion),    (토양밀도에 대한 물밀도의 비)이다. 안전율 식에서 상대 습

윤도를 사면의 배수특성과 연관시켜 변형하면 다음 식 3과 같다. 식 3은 SINMAP에서 사면 안정계수

(Stability Index, SI)를 정의한다.

  sin
 cos


min



sin


tan
식3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개발지역에 대한 적용은 SINMAP에서 제공하는 표 1과 같은 Default 값을

사용하였다.

표 1 Initial setting of SINMAP modeling hydrological and geotechnical parameter value

3. 분석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개발지역의 토석류 위험성을 평가하였다. 대부분의 소규모 개발지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범용토양유출 공식에 따른 토사침식량을 산정하여 토사유출량을 산정한 결과를 이용하여

침사지의 용량 결정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토석류의 경우 일반적인 침사지의 설치로 인해

재해를 예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연구대상지는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며 신당리 일원으로 면적은

총 4.0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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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대상지역 그림 2 표고분석

그림 3 경사분석 그림 4 토양도분석

그림 5 표토의 토성 그림 6 표토의 자갈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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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배수등급 그림 8 연구대상지역 산사태 모식도

Stable
Moderately

Stable

Quasi-

Stable

Lower

Thresh

Upper

Thresh
Defend Total

Area (km2) 2.9 0.3 0.2 0.1 0.0 0.0 3.7

% of Region 79.6 9.4 6.7 4.0 0.3 0.1 100.0

# of Slides - - - - - - -

% of Slides - - - - - - -

LS Density

(#/km
2
)

- - - - - - -

표 2 연구대상지역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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