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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last decade, heavy rainfall induced debris flow events have been remarkably occurred in Korea. Consequently, debris

flow is becoming one of the most dangerous natural phenomena in mountainous area. Understanding and correct predicting of

the runout distance of debris flow is an essential prerequisite for developing debris flow hazard map and prevention tech-

nology. Based on the simple and widely used sled model, in this study, we analyse the net efficiency of debris flows which is a

dimensionless constant (=1/R) and defined by the ratio of the horizontal runout distance L from the debris flow source to

deposit and the vertical elevation H of the source above the deposit. The analysis of field data observed in total 238 debris flow

events occurred from 2002 to 2011 reveals that the representative value of the net efficiency of debris flows in Korea is 4.3.

The data observed in Gangwon province where is the most debris flow-prone area in Korea shows that debris flows in Inje area

have the runout distance longer than those in Pyongchang and Gangneung. Overall features of the net efficiency of debris flows

observed in the central Korea are similar to those in the southern Korea. The estimation based on aerial photographs and avail-

able depositional conditions appears to overestimate the net efficiency compared to estimation based on the field observations,

which indicates that appropriate depositional conditions need to be developed for debris flow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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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지난 10년이래 집중강우에 의해서 유발된 토석류가 우리나라에서 현저히 발생하고 있다. 그로 인해 산지유역에서 토석류는

가장 위험한 자연재해 중 하나가 되고 있다. 토석류 위험지도와 방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먼저 이해해야 하고 정확히

예측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발생한 토석류의 이동거리이다. 단순하고 적용범위가 넓은 sled 모형에 근거해서, 이 연구에서

는 현장조사를 통해 구한 토석류 자료를 이용하여 토석류의 수평이동거리(L)에 대한 토석류 시작점과 퇴적점의 표고차(H)

비로 정의되어 이동성을 나타내는 토석류의 순효율을 산정하였다. 2002년 이후 현재까지 확보된 국내 238개의 토석류 현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 토석류의 순효율 대푯값은 4.3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토석류가 발생하는 강원지역의 경우

강릉과 평창지역보다는 인제지역의 토석류가 상대적으로 표고차에 비해 이동거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토석류를 중부

지역과 남부지역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두 지역 모두 토석류의 전반적인 순효율 분포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용한 토

석류 퇴적조건 적용과 항공사진 분석을 통해 산정하는 방법은 토석류의 순효율을 과대 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방법

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토석류에 적합한 퇴적조건을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토석류, 현장자료, 이동거리, 순효율, 퇴적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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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집중호우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피해와 함께 인명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자연재

해에서도 토석류는 산지에서 발생한 후 사면을 따라 이동하

여 하류부에 있는 인가, 구조물, 농지 등에 피해를 입힌다.

그러나 토석류의 발생, 유동, 퇴적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정

의 내리지 못함으로써 대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 일본, 이

탈리아, 스위스 등 넓은 산지를 갖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토

석류를 일찍부터 주목하고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2002년 태

풍 매미와 2003년 태풍 루사 그리고 2006년 7월 집중호우

에 의한 피해로 토석류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토석류에 대한 연구는 주로 경험적 모형, 물리적 실험, 수치

적 실험을 통해 수행된다. 그 이유는 토석류는 관찰이 어렵

고 매우 위험하므로 실제의 토석류를 직접 연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토석류의 발생은 시공간적으로

예측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토석류의 유동에 따른 피해를

감소시키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토석류의 발생을 예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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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예방하는 것이 피해를 감소시키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토석류의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토석류의 이동거리를 예측하고 이동거리를 감소시키거나 이

동경로를 변경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외에서는 토석류 이동거리 예측을 위해 현장조사 및 모

니터링, 수리실험, 수치모의 등 다양한 연구를 오래 전부터

현재까지 수행해왔다. 이동거리 예측을 위해 수로의 지형적

특성, 토석류의 구성 재료에 따른 다양한 변수와 토석류 이

동거리의 관계를 통해 경험적, 수학적 모형을 개발되었다

(Pierson 1995; Lancaster et al.., 2003; Rematre et al., 2005;

Prochaska et al., 2008; Pirulli and Sorbino, 2008). 미지질조

사국(USGS, U.S Geological Survey)에서는 대규모 토석류

실험 수로를 제작하여 다양한 조건에 따른 토석류 이동거리

변화에 대한 실험을 1994년부터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다

(Denlinger and Iverson, 2001; Iverson, 1997; Iverson et

al., 1997, 2000, 2011; Major, 1997, 2000). 토석류 실험

결과는 유동 및 선상지에서의 퇴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동거

리 예측에 대한 연구에 사용된다.

국내에서 토석류 유동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지만 일반적으로 기초적인 연구가 수행됐다. 황학과

고갑수(1996)가 운동학적 모형을 적용하여 토석류 유동 특성

을 연구하였으며, 김상규와 서흥석(1997)은 Bingham 플라스

틱 레올로지 모델을 이용하여 토석류 이동해석 연구를 수행

하였다. 서용석 등(2005)은 강릉시 사천지역, 거창군 가북지

역, 함양군 마천지역 등 3개 지역의 26개 유역에서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로지스틱 모형을 개발했다. 김경

석 등(2007)은 고속도로 주변에서 발생한 토석류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USGS에서 대규모 토석류 실험이 진행된 것에

반해 국내에서는 다수의 소규모 실험이 수행됐다. 실험은 주

로 토석류 체적농도에 따른 토석류의 이동거리에 대해 수행

됐다(김기환 등, 2008; 신승봉 등, 2010; 김영일과 백중철,

2011). 아울러 국내에서도 토석류 수치해석 모형의 개발연구

도 일부 이뤄지고 있다(Paik et al. 2010; Paik and Park,

2011). 그러나, 국내의 토석류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토석

류에 대한 정의 또한 명확하지 않고 현장자료의 확보 또한

대단히 미미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

는 예측모형은 굉장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토석류의 이동거리를 예측하는 수학적 모형으로는 먼저 퇴

적지형과 함께 토석용량에 근거한 모형이 있다(Hungr et

al., 1987; VanDine, 1996; Rickenmann, 1999, 2005). 아

울러 보다 복잡한 모형으로는 토석류의 유속, 유로경사, 마

찰경사, 토석류 수심 등을 고려한 동력학적 모형이 있다

(Takahashi, 1991; Cannon and Savage, 1988; Lo, 2000;

Rickenmann, 2005). 하지만 이들 모형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는 토석류의 발생량이나 이동속도가 주어져야 한다. 국내에

서는 이런 자료들이 극히 소수에 불과함으로 이들 모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토석류의 이동거리 특성을 분석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 다양한 이동거리 예측모형 가운데에서도

Heim(1932)이 제시한 Sled 모형은 지형적 특성만을 이용하

고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없으므로 적용이 쉽고 간단

한 모형이다.

이 연구에서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토석류의 현장조사 자료 그리고 2011년에 취득한 현장자료

에 대해서 Sled 모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토석류의 이동거

리 특성을 분석한다. 모형을 적용하면 각 지역별 토석류의

발생지점과 퇴적지점의 좌표를 통해 순효율(net efficiency),

즉, 토석류의 수평이동거리(L)에 대한 토석류 시작점과 퇴적

정의 표고차(H) 비를 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순

효율을 취합하여 국내 토석류의 이동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순효율의 값을 산정하고 국외 토석류의 순효율과 비교하여

국내 토석류의 특성을 제시한다.

2. 토석류 이동거리 예측모형

2.1 Sled 모형

Sled 모형은 Heim(1932)가 제안했으며, 이 모형은 토석류

가 유동하는 동안 발생하는 모든 에너지 손실은 마찰에 의

해서만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토석류가 흐르는 동안

발생하는 마찰의 성질은 분명하게 나타내기 어려움으로, 일

부 연구자들은 이런 흐름을 겉보기 마찰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 예를 들면 Shreve(1968)은 등가

(equivalent)마찰계수를 사용하였고 Scheidegger(1973)은 평균

(average)마찰계수의 사용을 제안하였다. 토석류의 이동거리

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찰이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야 한다.

토사입자의 열은 기체의 운동 이론에서의 분자의 열과 같

은 역할을 한다(Chapman and Cowling, 1970). 기체 분자

의 열과 같이 토석류에서 토사입자의 열은 밀도를 줄이고

토석의 유동성을 높인다. 그러나 상승한 토사입자의 열로 인

해 더 높은 비율의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다. 그것은 유속의

변화가 토사입자들의 충돌 또는 흐름 내에서 토사입자들의

이탈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석류는 토석입자들

의 일정한 혼합의 유지와 외부요인에 의한 흐름 저항으로

기체와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토석 입자는 열에 의해 체적

변형이 발생한다. 그리고 흐름은 외력을 전달하는 경계면과

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토사입자의 열과 경계

면에서의 힘은 독립적으로 언급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정밀한 수학적 모형으로 표현될 수 있다(Hui and Haff,

1986). 토사입자의 열이 증가할 때, 토석류의 에너지 손실은

응력과 흐름 저항이 증가하는 비율에 좌우된다. 상승한 토사

입자의 열은 토석류의 움직임을 마찰력을 받는 고체보다 유

체와 더 유사하게 만든다. 토사입자의 열은 운동학적 이론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충돌하는 토사입자의 상호

작용을 표현한다. 다수의 건조상태 토사입자 흐름은 단기적

인 입자들의 충돌과 마찬가지로 토사입자들 사이의 마찰을

포함한다(Drake, 1990). 토사 입자들 사이의 마찰은 토석류

가 진행되는 동안 최소구간에서도 필수적으로 존재하며, 흐

름이 정지하거나 퇴적이 진행될 때까지 입자들 사이의 마찰

은 지속된다(Zhang and Campbell, 1992).

토석류의 대부분이 집중강우 또는 지진에 의해 발생되며,

토석류가 현장에서 직접 관측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실험적

연구는 토석류의 물리적 현상을 연구하는데 논리적이고 신

뢰할 수 있는 방법이며, 이 관찰 결과들은 경험적 모형과

수학적 모형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Mizuyama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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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hara, 1983; Iverson, 1997; Major, 1997). 실험 연구들

은 토석류의 저면에서 발생하는 마찰력과 토사입자의 열에

너지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자료를 제공해준다(Iverson et

al., 2011). 토사입자의 불규칙한 흐름에 의해 발생하는 응력

의 변화는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마찰력의 효과가 상당함을

나타내며, 응력의 변화는 간극수압의 변화를 동반하게 된다

(Iverson and Lahusen, 1989). 간극압력이 높게 유지되면

토사입자들의 열에너지에 대한 마찰과 충돌의 영향이 줄어

들게 된다(Iverson et al., 2011).

정상류 상태의 토석류의 유동은 사실상 현장에서 관찰될

수 없으며, 실험을 통해 발생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Phillips and Davies, 1991; Major

and Pierson, 1992). 비정상류 상태의 토석류는 퇴적에서 특

별한 형태를 보인다. 퇴적은 토석류가 모든 운동에너지를 되

돌릴 수 없는 상태로 소산했을 때 발생한다. 모든 에너지의

소산은 토석류의 머리(head)부분과 측면 가장자리에 모인 굵

은 입자의 열에너지가 0으로 떨어질 때 발생한다(Major,

1997). 따라서 토석류가 위치에너지를 갖고 있을 때, 퇴적지

점까지의 에너지 변환은 그림 1과 같이 구분되며, 여기서

에너지 선은 총 에너지를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합과

손실에너지 수두로 나타낸다. 운동에너지 수두는 에너지선과

이동하는 토석의 무게중심 사이의 표고차로 표현된다. 토석

이 그림 1과 같이 위치에너지 수두를 갖고 수로를 따라 수

평이동거리 x를 이동할 때, 마찰로 손실된 에너지는 다음 식

과 같다.

(1)

여기에서, 는 겉보기 마찰각, m은 토석의 질량이고, g는

중력 가속도, θ는 수로의 경사다.

그림 1에서 발생지점으로부터 퇴적지점까지 이동한 토석류

무게중심의 수평거리를 L(그림 1에서 T1과 T2의 수평거리

x)이라 하고, 두 지점의 표고차를 H라 한다. 그리고 식 (1)

에서 토석이 유동하는 동안 변환되는 위치에너지 mgH와 토

석류가 정지할 때까지 마찰에 의해 열에너지로 변환되어 손

실된 에너지의 총합 Ef의 값이 같다고 가정하고 단순화하여

정리하면 다음 식과 같다(Iverson, 1997).

(2)

여기서, R은 무차원 순 저항계수(dimensionless net resistance

coefficient)이다. 그리고 식 (1)을 통해 로 정의된다.

토석류의 운동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변환되는 것은 식 (2)

에서 계산된 R에 의해 정해진다. R에 의해 지배되는 토석

류의 유동은 이 모형을 사용하여 예측될 수 있다. 따라서

토석류의 유동결과에 대한 순 효율의 값을 구하는 것이 토

석류의 이동거리를 예측하는데 더 간단하게 적용된다. 식

(2)에서 토석류의 질량 m과 중력 가속도 g를 소거하고 R의

역수인 순효율(net efficiency)에 대해 식을 정리하면 식 (3)

과 같이 된다.

(3)

여기에서 은 순효율로서 토석류의 수평이동거리 L과는

비례, 발생지점과 퇴적지점의 표고차 H와는 반비례한다

(Scheidegger, 1973; Campbell, 1989; Iverson, 1997). 순

효율 계수는 현장에서 관측된 토석류 자료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2.2 토석류의 퇴적지점 선정

현장토석류에 대한 수평이동거리와 표고차의 관계를 도출

하는데 있어서, 토석류의 퇴적지점은 사건발생 직후 현장조

사 또는 추후 흔적조사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다. 이 연구

에서 이용한 퇴적지점 자료는 대부분 현장 관측에 의해서

확보된 것이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후 일정시간이 지나

거나 복구가 이미 이뤄진 경우 퇴적지점을 명확하게 파악하

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러한 경우, 해당 유역 및 토석 특성

을 고려하여 토석류의 퇴적지점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 연

구는 현장관측자료에 근거 해서 우리나라 토석류의 순효율

을 분석하는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확보된 현장관측자료 수

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가용한

토석류 퇴적지점 추정기법을 적용하여 확보된 자료의 적용

성을 평가한다. 

퇴적지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토석류의 퇴적이 발생하는

조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Sled모형은 수학적 모형으로

매우 단순한 수로에 대해서 하나의 덩어리으로 되어있는 흐

름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현장 토석류에 Sled 모형을 적

용하기 위해서는 마찰각 이외에 다른 퇴적조건을 고려하여

퇴적지점을 선정해야 한다. 현장토석류의 퇴적은 수로의 경

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경사에 따른 토석류의 발달

과정을 보면 초기발생은 일반적으로 25o(47%)이상의 수로

경사를 필요로 한다. 이동 및 침식은 일반적으로 15°(27%)

이상의 수로 경사를 필요로 한다. 제방의 형태로 부분적 퇴

적은 일반적으로 15°(27%)이하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토석

의 퇴적은 10°(18%)이하의 경사에서 시작되며 대부분 여기

에서 선상지가 생성된다 (VanDine, 1996). 

토석류의 퇴적은 수로경사의 감소, 수로 폭의 증가, 흐름

의 장애물 가운데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했을 때 발생한

다. 이 조건들은 모두 토석류로부터 토석 및 유송잡물과 물

의 분리를 발생시킨다. 이것은 토석류의 유동학적 특성을 변

화시킴으로써 유속이 감소하고 결국에는 퇴적이 진행된다.

처음 수로경사의 감소에 따른 퇴적조건은 Takahashi

(1991)에 따르면, 폭의 변화 없이 갑작스러운 수로 경사의

변화로 인한 토석류의 퇴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여기에서, 는 퇴적지점 하류부 수로 경사, 는 상류 수

Ef mg cosθ( )tanφa
dx

cosθ
-----------⎝ ⎠

⎛ ⎞

0

x

∫ max tanφa= =

φa

mgH mgRL=

R tanφa=

1 R⁄ L H⁄=

1 R⁄

tanθd

tanθu

-------------
tanα

tanφ′
------------<

θd θu

그림 1. 토석류의 유동에 따른 에너지 변환의 모식도(Sassa,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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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경사, 그리고 α는 토사의 내부 유동 마찰각, 는 토사

의 내부 정지 마찰각이다.

Ikeya(1976)은 선상지의 경사가 10°(=18%)이하라면

의 비가 2이상일 때 퇴적이 발생할 것이라 주장했다.

Ikeya(1981)에서 의 비를 일반적으로 4로 제시했다.

그리고 Johnson and Rodine(1984)는 수로의 확장이 없는

경우 토석류의 퇴적이 토석이 임계 두께에 도달할 때 발생

한다고 보고, 수로경사와 다른 요인들 사이의 함수로 임계

두께를 나타냈다.

(5)

여기에서, Tc는 임계 두께, c는 토석의 점착강도, γ는 토석

의 단위질량, 그리고 θ는 수로의 경사, φ는 토석의 내부

마찰각이다.

수로의 폭의 변화에 따른 퇴적조건에서 Mizuyama and

Uehara(1983)는 수로의 경사가 변화하지 않는 경우 수로의

폭이 증가할 때 퇴적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6)

여기에서, Bd는 하류 수로에서 퇴적이 발생하는 수로의 폭,

Q는 유량 그리고 k는 무차원 변수(3.5~7)이다.

Ikeya(1981)는 일반적으로 수로 폭이 5~6배로 증가했을

때 퇴적이 발생한다고 제안했다. Hungr et al.(1987)는 수로

경사가 18°(32%)이하일 때 수로 폭이 경사보다 더 결정적

인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흐름의 장애물은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으로 생성될 수 있다.

자연적인 장애물의 예에는 나무, 큰 암석 그리고 이전에 퇴

적된 자연 퇴적 댐이 있다. 인위적인 장애물은 일반적으로

토석류에 대해 설계되지 않은 선상지에 설치되었거나 도로

에 포함되거나 수로를 가로지르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다.

토석류에 대해 설계된 장애물은 유동을 경감시키는 형태이다.

실제 현장 적용성 측면에서 본다면, 유역별 토석류의 대표

유량, 대표 내부마찰각, 점착강도 등을 선정하고 이 자료와

함께 유역의 기학학적 특성에 근거해서 토석류 퇴적지점을

추정하는 것은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항공사진 분석과 DEM(digital elevation model)

만을 이용하여 퇴적지점을 추정할 수 있는 Ikeya(1976,

1981)가 제안한 조건, 즉 경사가 10o이하이면서 의 비

가 4이상이거나, 수로의 폭이 5배 증가하는 경우를 퇴적조건

으로 적용하기로 한다. 이 기법을 이용하여 퇴적지점을 추정

함으로써, 토석류 순효율을 분석하며 그 결과를 현장관측자

료에 근거한 분석자료와 비교 분석하여 토석류 퇴적지점 추

정기법의 적용성을 분석한다. 한편, 사방댐과 같은 인위적 장

애물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토석류의 토적자료는 고

려하지 않기로 한다.

3. 토석류 순효율 산정

3.1 현장자료

국내에서 일반적인 토석류의 피해는 집중호우가 선행되어

발생한다. 2002년부터 관측되어 온 국내 토석류는 주로 강

원도 산지에 집주되어 있다. 하지만 2011년에는 중부지역뿐

만 아니라 남부지역에서도 집중적인 강우가 발생하여 사면

붕괴와 토석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따라서 토석류

발생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가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토석류

발생 유역의 현장조사는 2009~2011년 토석류가 주로 발생한

강원 180개 유역, 서울 24개 유역 등의 중부지방 229개 유

역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2011년에는 충남, 전북 등 남부

지역 9개 유역을 추가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Sled 모형을 적용했다.

현장조사 결과 취득한 자료에서 Sled 모형의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발생지점과 퇴적지점의 좌표가 필요하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국내 토석류의 현장조사 자료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며, 자료의 유지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더욱이 토석류 발생 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에서 현장이 복구되어 퇴적지점의 좌표를 얻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수집된 자료 가운데 신뢰할 수 있고, Sled 모

형에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만을 사용했다. 이 연구에서 사

용된 국내 토석류 자료의 수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3.2 순효율 산정

토석류의 이동거리 예측을 위해 Sled 모형을 적용하여 주

요 지역의 순효율의 분포를 산정하였다. 이때 순효율의 분포

는 각 지역별로 차이를 보인다. 지역적 특성이 유사하더라도

토석류가 발생한 각 유역의 순효율은 다른 값을 갖는다. 강

원도 영동지역은 대부분의 유역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특

φ′

θu θd⁄

θu θd⁄

Tc c γ cosθ tanθ tanφ–( )[ ]⁄=

Bd kQ
1 2⁄

=

θu θd⁄

표 1. 토석류 현장조사 지역별 유역의 수

지역 분류

중부 지역
남부
 지역

합계영동 지역
춘천 우면산

강릉 인제 평창

데이터 개수 14 31 135 25 24 9 238

그림 2. 강원도 영동지역의 순효율 분포 비교(좌: 비율에 따른 비교, 우: 수량에 따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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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한계령, 대관령 등 높은 산맥이 위치하여 높은 고도에서

발생되고, 규모가 큰 토석류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지닌 강릉, 인제, 평창의 현장자료를 바탕으

로 산정한 토석류 순효율을 비교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서 비율에 따른 분포를 보면 3개 지역 모두 영

동지역에 속하지만 이들 지역의 토석류 순효율의 분포가 모

두 차이를 보인다. 평창의 순효율 분포는 2~5사이에 주로

집중되어있다. 그리고 강릉의 순효율 분포는 2~4사이에 집중

되어있다. 이 2개 지역이 특별한 좁은 범위에 집중된 것과

달리 인제의 순효율 분포는 4~9사이에 넓게 분포된 형태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5%

하에서 유의확률이 0~0.02로서 3개 지역의 순효율 분포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3개

지역의 자료수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2011년에는 강원도를 포함한 서울과 경기도 북부 등의 중

부지역에 연속적인 집중강우가 발생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토석류가 중부지역에 집중되어 발생했다. 그에 따라 그림 2

의 3개 지역의 현장자료를 포함한 영동지역과 우면산, 춘천

의 순효율 분포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선정된 중부지

역의 순효율 분포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서 비율에 따른 비교를 보면 영동지역에서 발생

한 토석류 순효율은 2~7사이에서 넓게 분포하며, 서울 우면

산에서 발생한 토석류의 순효율 분포는 3~6사이에 집중적으

로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춘천에서 발생한 토석류에

대해 산정한 순효율의 분포는 1~4사이의 상대적으로 작은

값에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중부지역의 지역별

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 영동지역의 순효율 분포와 우면산

의 순효율 분포가 유의확률 5%에 대해 서로 유사하고 춘천

은 다른 2개 지역의 분포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부지역의 분포 비교에서도 영동지역의 분포 비교와 같이

현장자료의 수량에서 크게 차이가 있다. 중부지역의 순효율

분포와 남부지역의 순효율의 분포를 비교하면 그림 4와 같

으며, 중부지역 순효율과 남부지역 순효율의 분포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사용한 토석류 자료수의 유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남부지

역의 현장자료를 포함한 국내 현장자료 총 236개 표본에 대

한 순효율의 누적평균 변화를 도시하면 그림 4와 같으며,

그 결과를 보면 현장자료가 계속 추가됨에 따라 특정 값에

그림 3. 중부지역의 순효율 분포 비교(좌: 비율에 따른 비교, 우: 수량에 따른 비교)

그림 4. 국내의 순효율 분포 비교(좌:비율에 따른 비교, 우:수량에 따른 비교)

그림 5. 토석류 순효율의 누적 평균 특성(좌: 국내, 우: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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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5의 국내 토석류 순효율 누적평균(Cumulative mean)

의 변동범위가 4~6사이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10이상의 큰 값이 포함됐음에도 누적평균이 일정한 범위에 머

물며, 자료의 누적에 따라 순효율이 특정 값에 근접함을 나타

낸다. 이 연구에서는 이탈리아에서 20여년간 관측된 127개

토석류 관측자료(Marchi & D'agostino, 2004)와 국내에서 관

측된 자료와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자료는 이탈리아

북서부 산악지역에 위치한 Dolometies 지역에서 관측된 것으

로서 이 지역의 중앙부와 남쪽부분은 퇴적암과 화산암 분포

가 특징이다. 이 지역의 중심부에는 변성암의 노출부가 널리

분포해 있다. 분석결과 이탈리아의 경우도 누적평균이 2~3의

범위에서 수렴하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잘 나타난다. 이들 결

과는 순효율 대푯값의 제시가 타당함을 보여준다.

토석류가 빈번히 발생하는 이탈리아의 토석류 순효율 자료

와 우리나라 자료를 비교하면 그림 6과 같다. 그림에서 이

탈리아의 순효율은 2~4사이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였으며, 국

내 토석류의 순효율 분포보다 더 좁은 범위에 분포하며 종

형(bell shape) 분포를 보인다. 국내 토석류의 순효율 분포는

2~6사이에 분포하며 상대적으로 다소 넓게 분포되어 있다.

이것은 국내 토석류가 이탈리아 토석류에 비해서 다양한 지

형 및 토석 재질 특성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7은 이탈리아와 춘천 및 인제의 순효율 분포를 비교

한 것이다. 여기서 춘천과 이탈리아의 분포가 상당히 유사함

을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국내 토석류 순효율 분포와 가장

유사한 인제의 경우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국내 토

석류의 순효율이 지역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를 갖고 있음

을 보여준다.

토석류의 수평이동거리에 대한 국내외 순효율의 분포를 도

시하면 그림 8과 같다. 여기에서 국내 토석류 순효율의 특

징을 알 수 있다. 국내 토석류 순효율은 수평이동거리에 비

해 상대적으로 큰 값을 갖는다. 이탈리아 자료의 경우 수평

이동거리가 국내에서 발생한 토석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먼

거리를 이동하지만, 순효율은 국내 토석류에 비교하면 상대

적으로 작은 값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따라서 국내 토석류

의 순효율이 더 먼 거리를 이동한 이탈리아의 토석류 보다

큰 값을 갖는 것은 순효율과 반비례관계를 갖는 발생지점과

퇴적지점간의 표고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지형적으로 토석류가 발생하는 우리나라 산지의 유

로경사가 이탈리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의미한

다. 물론 지형적 요인 외에 지질(이탈리아의 경우 화산암)특

성 및 토석류의 유사체적농도 등의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

이 있지만 이러한 사실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국내 토석류의 수평이동거리와 발생지점과 퇴적지점의 표

고차의 관계를 도시하면 그림 9와 같다. 대부분의 국내 토

그림 6. 국내외의 순효율 분포 비교(좌:비율에 따른 비교, 우:수량에 따른 비교)

그림 7. 지역단위 국내외 순효율 분포 비교(좌:비율에 따른 비교, 우: 수량에 따른 비교)

그림 8. 이동거리에 따른 국내외 토석류 순효율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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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류 현장자료들이 선형적 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9에서 토석류의 표고차와 수평이동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선의 기울기가 순효율의 대표값을 나타내며, 그 값

은 약 4.3이다. 여기에서 2011년 7월 서울시에 큰 피해를

입힌 우면산 토석류 자료의 경우도 이 관계가 잘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국내 토석류의 수평이동거리는 일반

적으로 900 m이하이며, 고도 200 m이하에서 대부분의 토

석류가 발생했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의 점

선 박스 안에는 선형분포를 현저히 벗어나는 3개의 자료가

있다. 이 자료는 모두 강원도 인제군 가리산리에서 조사된

것으로 이 지역은 토석류가 잘 발달된 계곡을 따라서 하류

로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순효율이 크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 산정한 우리나라 토석류의 대표 순효율 값은

4.3이며, 대부분의 현장자료 값이 2와 6사이에 존재한다.

Iverson(199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미국 캘리포이나 일대와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용량이 약 103~105 m3이고 이동거리가

약 200~3,500 m 그리고 발생지점과 퇴적지점의 표고차가 약

100~700 m 범위의 사면붕괴 유발 토석류의 순효율 값이 약

2~6범위에 있다. 결과적으로 그림 8과 9에서 보인 바와 같

이, 국내 토석류의 순효율은 이와 같이 일부 외국지역에서

발생한 유사한 소규모의 산사태 유발 토석류의 순효율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항공사진 분석자료의 적용성 평가

토석류는 사건 발생 직후 현장방문을 통해 조사해야만 신

뢰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상당수의 국내 토석

류의 현장자료는 2.2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토석류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조사되어 정확한 퇴적지점의

좌표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퇴

적지점이 확실한 자료만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자료수에 어

느 정도 한계가 있다. 현장조사 이외에 손쉽게 토석류 시작

지점 및 퇴적지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항공사진을

분석하는 것이 있다. 

Arc Map을 이용하여 항공사진에서 선택한 점에 대하여 3

차원 좌표를 확보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토석류가 다수

발생한 평창, 인제 등 632개 유역에서 대해서 Arc Map을

적용하여 토석류 순효율을 산정함으로써 항공사진 분석기법

의 적용성을 분석하였다. 순효율 산정을 위해 먼저 2006년

12월에 촬영한 항공사진을 통해 같은 해에 7월에 발생한 토

석류의 흔적으로 각 유역의 토석류 발생지점을 결정했다. 일

정 시간이 지난 후 촬영되었다 하더라도 항공사진으로부터

토석류의 발생지점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퇴

적된 토석은 시간이 지나면 물 흐름에 의해서 유실되어나

인위적으로 제거됨으로 퇴적지점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

이다. 이 연구에서는 퇴적지점의 결정을 위해 2.2절에서 언

급한 Ikeya(1976, 1981)가 제시한 퇴적조건, 즉 경사가 10o

이하이면서 의 비가 4이상이거나 수로의 폭이 5배 증

가하는 경우를 퇴적조건으로 적용했다. 결과적으로 항공사진

을 통해 산정한 순효율과 현장자료를 통해 산정한 순효율을

비교하면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을 보면 현장조사 자료에 근거한 분포와 항공사진

분석에 근거한 분포가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장조사자료에 근거한 순효율의 분포는 2~6사이에 집중적

으로 분포하며 10보다 큰 순효율 값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

로 적다. 그러나 항공사진 분석에 근거한 순효율의 분포는

5~10사이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으며, 10이상의 값도 상당

히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Ikeya(1976,

1981)가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토석류의 이동거리

는 과대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Ikeya

(1976, 1981)가 분석에 사용한 자료의 토석류 유동 특성 및

유역의 지형학적 특성이 우리나라의 것과 다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항공사진 분석기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Ikeya가

제시한 퇴적조건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조절하거나 추가

적인 퇴적조건을 제시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θu θd⁄

그림 9. 국내 토석류에 대한 표고차와 수평이동거리의 관계도

그림 10. 조사방법에 따른 순효율 분포 비교(좌:비율에 따른 비교, 우: 수량에 따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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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토석류 방재 기술 개발 및 적용에 있어서 필수자료인 우

리나라 토석류의 이동거리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는 토석류의 정지조건이 마찰에 의한 에너지손실과만 관련

있다고 가정하여 이용이 쉽고 발생지점과 퇴적지점의 좌표

만 있다면 적용이 가능한 Sled 모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

를 통해서 도출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02~2010년에 조사된 180개의 강원지역 토석류 현장자료

와 2011년에 조사한 58개의 현장자료를 분석하여 한국 토석

류의 이동거리 예측을 위해 필요한 순효율의 대푯값을 제시

하였다. 국내 토석류의 순효율은 대부분 2와 6사이의 범위에

포함되며, 대표값은 4.3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지역을 강릉, 인제 그리고 평창지역으로 나누어 분석

한 결과 평창과 강릉일대에서 발생한 토석류의 이동거리 특

성은 유사하지만 인제지역의 토석류는 상대적으로 표고차에

비해 이동거리가 큰 것, 즉 순효율값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자료를 중부지역과 남부지역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두

지역 모두 토석류의 순효율 분포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석류가 빈번히 발생하는 이탈리아의 127개 자료에 근거

한 토석류 순효율과 비교해 보면, 한국 토석류의 순효율은

대부분 2~6사이에 상대적으로 다소 넓게 분포하는 반면에,

이탈리아의 순효율은 2~4사이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 토석류가 이탈리아 토석류에 비해

서 다양한 지형 및 토석 재질 특성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가용한 토석류 퇴적조건 적용과 항공사진 분석을 통해 산

정한 순효율은 우리나라 토석류의 이동거리를 과대 산정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항공사진을 분석하는 방법은 한

국실정에 맞는 퇴적조건을 도출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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