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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 stochastic analysis procedure based on numerical analysis was proposed to evaluate a kind of 

intensity-duration rainfall threshold for the initiation of slope failure due to rainfall infiltration. Fragility curves were 

generated as a function of rainfall intensity-duration from the results of probabilistic slope stability analysis by MCS 

considering the uncertainty of the soil shear strength, reflecting the results of infiltration analysis of rainfall over time. 

In the probabilistic analysis, slope stability analyses combined with the infiltration analysis of rainfall were performed 

to calculate the limit state function. Using the derived fragility curves, a chart sho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ainfall 

intensity and slope failure-time was developed. It is based on a probabilistic analysis considering the uncertainty of 

the soil properties. The proposed probabilistic failure distribution analysis could be beneficial for analyzing the 

time-dependent failure process of soil slopes due to rainfall infiltration, and for predicting when the slope failure should 

occur.

 

요   지

본 연구에서는 강우의 침투에 따른 토사사면의 파괴에 대한 강우강도-지속시간의 강우기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치

해석에 의한 파괴시간의 확률론적 해석 절차를 제안하였다. 취약도 곡선은 시간에 따른 강우의 침투해석 결과를 반영

하며 지반의 역학적 특성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MCS에 의한 확률론적 사면 안정해석의 결과로부터 강우강도-지속기

간의 함수로 생성하였다. 확률론적 해석에서 한계상태함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강우의 침투해석과 연동된 사면 안정해

석을 수행하였다. 생성된 사면의 취약도 곡선들을 기반으로 확률론적 사면 파괴분포 분석을 수행하여 지반의 불확실

성을 고려한 사면 파괴 유발 강우기준을 평가하였다. 제안된 사면 파괴분포 분석법은 강우의 침투로 인한 사면 파괴의 

과정을 분석하고 사면 파괴가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을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Keywords : Failure-time, Fragility curve, Monte carlo simulation, Rainfall infiltration, Soil slope

1. 서 론

세계적으로 강우로 인한 사면 붕괴가 빈발하고 있으

며, 이로 인해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강우의 침투에 의하여 지하수위가 상승하거나 임시 지

하수위가 발생하며, 사면표면에 침식이 발생하고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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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는 증가하여 흙의 단위중량이 증가하게 된다. 함수비 

증가로 인한 지반의 전단력 증가와 전단강도의 감소는 

강우에 의한 사면파괴를 유발한다(Cho, 2014).

사면 파괴를 일으키는 강우 조건인 사면 파괴 유발 강

우기준(rainfall thresholds)은 사면 파괴를 유발한 강우 

기록에 기반을 둔 경험적 방법, 또는 물리적 기반의 방

법으로 결정된다(Zhang et al., 2016). 다양한 경험적 사

면 파괴 유발 강우기준이 강우강도-지속시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 형태로 제시되었다(Guzzetti et al., 2007). 

이들 경험적 강우기준은 장기간에 걸친 기후변동과 사

면 파괴의 기록을 반영하지만 지반의 지반공학 및 수리

학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사면을 통한 강우의 침투

과정을 고려하지 못한다(Rahardjo et al., 2007). 

물리적 강우기준은 사면파괴를 유발하는 강우강도와 

지속시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보통 침투해석과 사면 안

정해석을 결합한다. 이들 물리적 강우기준(e.g., Pradel 

and Raad, 1993; Fourie et al., 1999; Cho and Lee, 2002; 

Cho, 2009)은 경험적 강우기준에 비해, 강우의 침투로 

인한 이론적인 사면파괴 과정을 반영하는 장점이 있지

만 사면 파괴 발생과 관련한 다양한 불확실성을 고려하

지는 못한다.  

강우의 침투를 고려한 사면 안정해석은 일반적으로 

지반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일정한 값으로 취급하

는 결정론적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된다. 그러나 지반

의 거동을 지배하는 지반 변수는 필연적으로 불확실성

을 포함하게 되므로 강우의 침투로 인한 사면 파괴 발

생 과정 또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강우의 침투를 고려한 사면 안정해석을 위해 지반 변

수들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확률론적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Santoso et al., 2011; Ali et al., 2014; Cho, 2014; 

Zhang et al., 2014; Dou et al., 2014; Cai et al., 2017). 

확률론적 사면 안정해석은 사면파괴와 관련된 불확실

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강우 조건

에서 사면의 성능을 효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지반 구조물의 성능은 일정 범위의 하중 조건들에 대

한 조건부 확률을 나타내는 취약도 곡선에 의해 특징지

어 질 수 있다(Kennedy et al., 1980; Tsompanakis et al., 

2010). 취약도 곡선은 전통적으로 지진공학 분야에서 최

대지반 가속도의 함수로 구조물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어져 왔다. 취약도 곡선은 구조물이 노출될 수 있

는 하중 범위에 걸쳐 구조물의 신뢰도를 점이 아닌 함수

의 형태로 나타내므로, 점으로 표현되는 신뢰도 정보에 

비해 구조물에 대한 폭 넓은 신뢰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사면, 댐, 제방 등과 같은 지반구

조물의 다양한 손상상태에 대한 위험도 평가 영역에서도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e.g., USACE, 1996; Vorogushyn et 

al., 2009; Tsompanakis et al., 2010; Wu, 2015; Martinović 

et al., 2018).

Wu(2015)는 지진과 강우에 대하여 사면의 취약도 곡

선을 작성하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사면 안정해석에는 사

면파괴가 지반과 불투수성 기반암의 경계면으로부터 상

승하는 지하수위로부터 유발된다는 가정으로부터 간단

한 무한사면 해석이 적용되었다. Martinović et al.(2018)

은 대규모 교통망에 대하여 사면 파괴의 위험도를 정확

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강우에 의한 얕은 사면 파괴에 

대한 취약도 곡선을 작성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취약

도 곡선은 MCS(Monte Carlo Simulation)를 사용하여 

강우의 지속에 따른 사면의 신뢰도 변화를 결정함으로

써 작성되었다. 사면을 통한 시간에 따른 강우의 침투를 

모델링하기 위해 상업용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을 이

용하였으며, 침투해석의 결과인 시간에 따른 침윤선의 

깊이는 무한사면해석에 의한 사면의 신뢰도 해석에 입

력으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강우의 침투에 따른 토사사면의 파괴

에 대한 강우기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파괴시간의 확률

론적 해석 절차를 제안하였다. 사면 파괴 유발 강우기준

은 사면의 취약도 곡선을 기반으로 한 확률론적 사면 

파괴분포 분석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취약도 곡선은 시

간에 따른 강우의 침투해석 결과를 반영하며 지반의 역

학적 특성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MCS에 의한 확률론적 

사면 안정해석의 결과로부터 강우강도-지속기간의 함

수로 생성된다. 확률론적 해석에서 한계상태함수를 계

산하기 위하여 강우의 침투해석과 연동된 확률론적 사

면 안정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유한요소법에 의

한 침투해석과 한계평형법을 기반으로 지반의 전단강

도 정수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확률론적 사면 안정해석

이 가능한 상업용 지반해석 프로그램인 Geostudio(2012)

를 사용하였다. 

제안된 사면의 파괴시간 분석법은 강우의 침투로 인

한 사면파괴의 과정을 분석하고 사면 파괴가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을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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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약도 곡선의 작성

2.1 취약도 곡선 

Kennedy et al.(1980)은 지진 공학에서 취약도 곡선을 

원자력 발전소 구성 요소의 파괴 빈도와 지진 시 최대 

지반 가속도 사이의 확률적 관계로 정의했다. 보다 일반

적으로, 취약도 곡선은 시설물 또는 구성 요소가 환경적

인 자극을 나타내는 지표의 함수로 정의되는 한계상태

에 도달하거나 초과할 확률을 표현하는 관계로 정의될 

수 있다(Porter, 2018). 현재 취약도 곡선은 다양한 형태

의 기반시설물에 적용되고 있다. 이 곡선은 잠재적 손상

에 대한 예측을 제공하며 기반시설물의 총 위험도를 평

가하는데 사용된다. 따라서 취약도 곡선은 재해 경감을 

위한 비상사태 대비에 필수적인 재난 시 의사 결정 도구

로 사용될 수 있다.

취약도 곡선은 발생한 피해의 관찰, 해석 또는 전문

가의 판단과 같은 다양한 접근법을 사용하여 도출할 수 

있다(Kennedy and Ravindra, 1984). 기후 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극한 강우에 대하여 사면파괴 가능성을 평가

하는 일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해석적인 방법은 경험

적인 방법에 비해, 사면이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던 강한 

강우조건에 대해서도 취약도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해석적 접근법에 의하여 작성한 취약도 곡

선을 파괴시간 분석에 활용하였다.

2.2 MCS에 의한 확률론적 해석 

취약도 곡선은 지반 구조물이 노출될 수 있는 전체 

하중 범위에 걸쳐 지반 구조물의 성능에 대한 정량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주어진 한계상태를 초과

할 확률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확률론적 사면 안정해석의 문제는 흙의 특성을 나타

내는 랜덤 변수들의 벡터 로 정식화되며, 설계변수의 

공간에서 안전과 파괴의 경계를 정의하는 한계상태함수 

는 이들 랜덤 변수들에 의해 정의된다(Cho, 2014). 

이때 사면의 파괴확률은 파괴영역에 대하여 수행되는 

다차원의 적분식으로 표현된다.

    ≦ 
≦ 



  (1)

여기서, 

는 랜덤벡터 의 결합확률밀도함수(joint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다. 

MCS는 확률 분포 및 상관 구조와 일치하는 일련의 

랜덤벡터를 생성하고, 생성된 각 표본에 대해 한계상태

함수를 계산함으로써 식 (1)의 정확한 해를 구하는 유일

한 보편적 방법이다. 파괴확률은 이 과정을 충분한 횟수 

반복함으로써 추정된다.

강우의 침투를 고려한 사면 안정은 시간 의존적인 문

제이다. 따라서 파괴확률 는 시간 의 함수로 표현

되는 다음과 같은 한계상태함수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2)

여기서, 는 시간에 따른 사면의 안전율이다.

시간에 따른 파괴확률은 각 시간 단계에서 MCS의 실

행 횟수에 대한 음의 한계상태함수가 계산되는 횟수의 

비율로 정의된다.

≈  ≤     (3)

MCS의 결과는 주어진 하중강도 에서 사면파

괴에 대한 취약도(fragility) 

이다.



  ≤    (4)

식 (4)의 함수는 일정 범위에 걸쳐 주어진 하중 조건

에 대한 조건부 누적확률이다. 취약도 곡선은 하중에 따

른 구조물의 저항을 나타내지만 특정 하중 발생의 확률

이 고려되지는 않는다.

3. 사면의 확률론적 파괴분포 분석 

본 연구에서는 취약도 곡선에 기초한 확률론적 사면 

파괴시간 분석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산업공학에

서 다양한 기계의 유효한 수명을 설명하는데 사용된 기

법에서 파생되었다.

취약도 곡선  는 주어진 강우강도에 대하여 시간

에 따른 사면의 파괴확률을 제공한다. 사면의 파괴분포 

해석에서 시간 는 강우의 지속 시간을 나타내며, 사면

의 전체 수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모델은 강

수 침투로 인한 사면의 파괴만을 고려하며 노후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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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사면의 열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만약 흙의 특성 값들이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랜덤 변

수로 고려된다면, 사면 파괴 발생 시간도 역시 불확실성

을 포함하는 랜덤 변수가 된다. 사면파괴까지의 시간을 

연속인 랜덤 변수 (≥)라 하면, 사면파괴의 누적확

률분포(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Pr  (5)

여기서, lim
→

이다.

주어진 시간 에 대하여, 는 시간  이전에 사면

의 파괴가 발생할 확률을 의미한다. 가 정상상태의 흐

름이 발생하는 시간 에 접근함에 따라 는 최대

값인 에 도달한다. MCS를 수행할 때 샘플링된 모

든 램덤 변수들의 표본에 대하여 사면의 파괴가 예측된

다면 는 1이 된다.

파괴분포의 모양을 나타내는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는 식 (6)과 같이 정의된다(Zhang 

et al., 2014; Dou et al., 2014):

 



 (6)

여기서,  ≥ 이고 


∞

 이다.

확률밀도함수 가 주어지면, 파괴확률은 곡선 하

부의 면적으로 계산된다.

 




  (7)

사면 파괴분포의 해석을 위해서, 곡선 하부의 전체 면

적이 1이 되도록 를 로 정규화하여 확률밀도함

수 ′ 를 도입하였다. 이때 는 MCS를 수행한 모든 

표본에 대한 사면파괴의 확률밀도를 나타내나 ′ 는 

파괴가 발생한 표본만을 대상으로 한 사면파괴의 확률

밀도를 나타낸다. 사면파괴 발생 시간의 분포는 실제로 

파괴가 발생한 표본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여야 하므로 

확률밀도함수 ′ 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









∞

′    이고 lim
→



 lim

→

′   이다.

평균(mean), 중앙값(median) 및 최빈값(mode)은 신뢰

성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세 가지 측정 척도이다. 평균

은 전체 모집단을 대표하는 중심 경향(central tendency) 

척도로 가장 널리 사용되며, 강우에 의한 사면 파괴가 

발생하기까지의 평균 시간은 다음과 같이 확률밀도함

수 ′ 에 의해 정의되는 확률분포의 기댓값으로 정의

된다.

  


∞

′  (8)

사면 파괴분포의 또 다른 중심 경향 척도인 사면파괴 

발생 시간의 중앙값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9)

중앙값은 확률분포를 동등한 두 부분으로 나누므로 

파괴의 50%는 중앙값 시간 이전에 발생하고 50%는 중

앙값 시간 이후에 발생한다.

가장 빈번하게 관찰되는 파괴발생 시간인 최빈값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mod  
max

≤  ∞
′   (10)

시간 의존적인 사면의 파괴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는 식 (5)와 같이 사면의 파괴확률이 시간에 대하여 연속

적인 형태로 표현되어야 한다. MCS에 의한 사면의 파괴

확률은 임의의 시간 단계에 대해서만 구해지므로 시간

에 대하여 연속적인 형태로 표현하기 위하여 와이블분

포(Weibull distribution),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 및 

대수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 등의 확률분포 함

수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Cho(2019)는 대수정규분포를 사용하여 사면의 얕은 

파괴에 대한 파괴분포 해석을 수행하였다. 랜덤 변수인 

(사면파괴 발생까지의 시간)가 대수정규분포를 따른

다면, 의 대수값은 정규분포를 따를 것이다. 대수정규

분포의 확률밀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  
  


exp








 ln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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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형상변수(shape parameter)이며 는 사

면파괴 발생까지의 중앙값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대수정규분포는 의 양의 값에 대해서만 정의되므로 

정규분포에 비해 파괴분포로 더 적합하다(Ebeling, 1997).

대응하는 누적확률분포 는 다음과 같다.

 ′ 

ln


   (12)

여기서, 는 표준정규분포의 CDF이다.

본 연구에서는 강우의 침투로 인한 사면의 시간 의존

적 파괴확률을 나타내기 위하여 대수정규분포를 사용하

여 사면의 파괴시간을 확률적으로 해석하였다. 더불어 

시간 의존적인 사면의 파괴확률이 특정 확률분포를 따

르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smoothing spline 

모델을 사용하여 연속적인 함수 형태로 표현하는 기법

을 제안하였다.

4. 한계상태함수의 계산

한계상태함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강우의 침투로 인

한 불포화 토사 사면의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강우의 침

투를 고려하기 위하여 포화-불포화 침투해석을 수행하

였고 침투해석의 결과를 불포화 전단강도를 고려하는 

한계평형법에 의한 사면 안정해석에 적용하여 시간에 

따른 안전율의 변화를 계산하였다.

4.1 강우의 침투해석

강우의 침투로 인한 사면의 안정을 해석하기 위해서

는 침투로 인한 지반에서의 간극수압의 변화를 파악해

야 한다. 토사사면의 경우 포화 및 불포화된 지반 구조

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강우의 침투거동을 해석하기 위

해서는 포화 및 불포화 영역에서의 흐름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포화토에서의 물의 흐름도 연속된 물의 흐름 

통로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Darcy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포화토에서의 흐름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불포화 상태에 따른 투수계수를 사용해야 한

다. 본 연구에서는 2차원 유한요소 해석을 통하여 강우

의 침투거동을 해석하여 그 결과를 사면 안정해석에 적

용하였다.  

4.2 사면 안정해석

강우의 침투에 의한 간극수압 분포를 반영하여 한계

평형법(Spencer 방법)으로 사면의 안정해석을 수행하였으

며 최소안전율을 주는 비원호 임계 파괴면(critical failure 

surface)을 탐색하였다. 이때 강우의 침투에 따른 불포

화 전단강도의 변화를 고려하였다. 

흙에서 양의 간극수압은 유효응력을 감소시켜 전단

강도의 감소를 유발하지만 흙의 모관흡수력 혹은 음의 

간극수압은 흙의 유효응력을 증가시켜 지반의 전단강

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사면의 파괴면의 바닥에

서 모관흡수력에 의한 전단강도의 증가를 계산하기 위

해 를 사용하며 의 상한값은 내부마찰각 ′이다. 

는 지반의 포화도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므로 흙의 함수

특성곡선으로부터 모관흡수력에 의한 강도증가 효과를 

정량화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Vanapalli et. 

al.(1996)은 식 (13)과 같이 불포화 전단강도 를 계산

하기 위한 식을 제안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식을 

적용하여 불포화 전단강도를 고려하였다.

  ′tan′





 tan′



 (13)

여기서, 는 지반의 체적함수비, 는 포화체적함수

비, 은 잔류체적함수비, 은 총 수직응력, 는 공기

압, 는 간극수압, ′은 점착력이다.

5. 사면 파괴시간의 확률론적 분석 

본 연구에서는 실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업

용 지반해석 프로그램인 Geostudio(2012)를 사용하여 강

우에 의한 사면의 안정해석을 수행하였다. 불포화 상태

에서 지반의 수리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의 불확실

성은 사면의 거동과 연관되는 간극수압과 유효응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그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연

구가 수행되어 왔다(e.g., Santoso et al., 2011; Ali et al., 

2014; Cho, 2014). 그러나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업

용 지반해석 프로그램들 중에는 지반의 수리학적 특성

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확률론적 

사면 안정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해석 프로그램이 없으

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반의 역학적 거동특성을 나타내

는 강도정수들의 불확실성만을 고려하여 확률론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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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lope cross-section and finite element discretization

(a) Soil-water characteristic curve (b) Hydraulic conductivity function

Fig. 2. Hydraulic properties for infiltration analysis

면 안정해석을 수행하였다. 물론, 본 연구에서 제안된 

파괴분포 해석법은 확률론적 해석법의 종류와 난이도

와는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방법이다. 

5.1 지반물성과 해석조건

Fig. 1과 같이 기울기가 40°인 높이 20m의 균일한 토

사사면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강우의 침투에 의

하여 지표면 부근의 간극수압은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변하므로 이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지표면으로부

터 5m 깊이는 surface layer로 모델링하여 매우 작은 요

소로 이산화 하였다.

Fig. 2의 수리학적 물성은 기존의 문헌에서 모래질 

흙으로 분류되는 전형적인 화강풍화토의 값을 선정하

여 사용하였다(Kim, 2003). Fig. 2(a)는 압력판추출시험

(pressure plate test)에 의해 구한 함수특성곡선을 나타

내며 Fig. 2(b)의 투수계수함수는 Fredlund et al.(1994)

의 방법으로 예측하였다. 지하수위는 Fig. 1과 같이 해

석영역의 바닥에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시간 의

존적인 강우의 침투를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수리학적 

초기조건이 지정되어야 한다. 침투해석 시 초기 모관흡

수력을 정의하기 위하여 지하수위를 입력하거나, 지반

의 모관흡수력을 측정한 값을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초기 모관흡수력이 지하수위로부터 거리에 따

라 직선적으로 증가하되 기존의 현장계측 연구를 근거

로 지반의 특성과 우기 중임을 고려하여 최대 20kPa의 

값을 갖도록 적용하였다(Kim et al., 2013).

강우를 모사하기 위하여 시간에 따라 일정한 강우강

도를 사면표면에 작용시켰다. 의 일정한 강우강도가 

연직방향으로 작용하면 기울기 인 사면 표면에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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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fter 10.5 hours (
) (b) After 15.5 hours (

)

(c) After 20.6 hours (
) (d) After 30 hours (

)

Fig. 3. Advancement of wetting front during infiltration (  )

Table 1. Input parameters used for slope stability analysis

 
    Correlation coefficient

Mean 20 2 32
≤≤

COV (%) - 20 10

Distribution - Lognormal Lognormal -

하게 작용하는 강우강도는 cos이다. 사면의 표면에서 

강우강도가 흙의 침투능을 넘어서는 폰딩이 발생하면 

여분의 강우는 경사진 사면의 표면을 따라 유출된다는 

가정에 따라 표면에서의 간극수압이 0보다 크지 않도록 

경계조건을 적용하였다. 

Table 1은 사면 안정해석에 사용된 지반의 역학적 물

성치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Phoon and Kulhawy 

(1999)가 제시한 지반정수의 변동 범위를 고려하여 변

동계수를 결정하였다. 단위중량, 점착력 및 내부마찰각

의 변동계수에 따른 파괴확률의 민감도 분석이 이루어

진 기존 연구(Kim and Cho, 2006)에 의하면 확률론적 

해석에 있어서 흙의 단위중량의 변동성은 다른 변수들

에 비해 작아 해석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해석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결정론적으로 고려하였다. 점

착력과 내부마찰각은 확률적으로 대수정규분포를 따른

다고 가정하였다. 랜덤 변수들의 샘플링을 위해서는 변

수들 간의 상관성을 고려해야 한다. 전단강도 정수들 사

이의 상관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교차상관계수(cross 

correlation coefficient) 가 필요하다. Wolf(1985)

는 점착력 와 내부마찰각 의 상관계수에 대하여 압밀

-비배수 시험으로부터  , 압밀-배수 시험으로부터 

을 제시하였다. Yucemen et al.(1973)은 

≤ ≤의 값을 보고하였고 Lumb(1970)은 ≤ 

≤을 제시하였다. 음의 상관관계는 낮은 점착력 

값이 높은 내부마찰각과 연관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점착력과 내부마찰각 사이의 음의 상관관계는 계산된 

전단강도의 불확실성이 전단강도를 모델링하는데 사용

된 두 가지 매개 변수 값의 결합된 불확실성(비상관의 

경우)보다 더 작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를 기본값으로 사용하였으며 상관계수의 영향을 고려

하기 위하여 ≤ ≤ 의 범위를 고려하였다.

5.2 결정론적 해석

확률론적 해석을 수행하기 전에 강우의 침투에 의한 

사면의 거동을 살펴보기 위해 결정론적 해석을 수행하

였다. 해석은 Table 1에 제시된 변수들의 평균값을 이용

하였다. 해석은 사면의 표면에 작용하는 강우강도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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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fter 10.5 hours (
) (b) After 15.5 hours (

)

(c) After 20.6 hours (
) (d) After 30 hours (

)

Fig. 4. Identified failure modes during infiltration (  )

Fig. 5. Results of deterministic analysis: safety factor versus time

Fig. 6. Intensity-duration threshold for the initiation of slope 

failures (deterministic analysis)

변화시키며 지속시간 30시간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Fig. 

3은 여러 해석결과 중   (는 지반의 포화투수계

수)일 때 시간에 따른 침윤선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며 

Fig. 4는 대응하는 사면 안정해석의 결과인 임계 파괴면

과 안전율을 나타낸다. 

Fig. 5는 30시간 동안에 안전율의 변화가 크게 발생한 

강우강도에 대하여 시간에 따른 안전율의 변화를 나타

낸 것이다. 이때 강우강도 가 증가할수록 안전율이 빨

리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우의 초기에는 시간

에 따른 안전율의 감소율이 작지만 어느 시점을 넘어서

면 안전율의 감소율이 커져 안전율이 크게 감소하고 파

괴상태에 도달하며 점차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는 결과

를 나타내고 있다. 안전율 곡선의 감소율이 강우 초기에

는 작다가 일정 시간 경과 후 커지는 이유는 시간에 따

라 임계 파괴면이 변하기 때문이다. 즉, 강우의 초기에

는 사면의 깊은 위치에 임계 파괴면이 형성되어 강우에 

의한 영향이 작게 반영되다가 침투로 인하여 사면표면

부에 임계 파괴면이 형성된 이후에는 강우의 영향이 크

게 반영되어 안전율이 크게 감소한다.

Fig. 6은 Fig. 5의 결과로부터 안전율이 1.0 이하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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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ailure probability versus time, 
 (solid lines are the curve 

fitting results and dots are the MCS results)

(b) PDF of time to failure, ′

Fig. 7. Results of the failure distribution analysis: effect of rainfall intensity on slope stability

Table 2. Results of curve fitting and calculated summary measures of reliability

    
 

mod 

 18.3600 0.1883 0.8938 0.9981 17.7204 18.6884 

 14.0300 0.1983 0.9252 0.9985 13.4890 14.3086 

 11.7700 0.2073 0.9365 0.9988 11.2749 12.0256 

 10.2400 0.2104 0.9461 0.9987 9.7966 10.4692 

 9.1380 0.2382 0.9467 0.9988 8.6340 9.4010 

ponding B.C. 8.2690 0.2632 0.9474 0.9988 7.7156 8.5604 

소하여 사면파괴가 발생하는 시간을 에 따라 나타

낸 것이다. 즉, Fig. 6은 강우강도에 따른 사면 파괴시간

의 관계를 결정론적 해석으로부터 구한 것이다. 강우강

도가 커질수록 파괴에 소요되는 시간이 감소하지만 어

느 수준 이상의 강우강도에서는 그 영향이 점차 감소함

을 알 수 있다. 

5.3 확률론적 해석

지반의 전단강도 정수를 랜덤 변수로 고려하여 강우

의 침투에 대한 확률론적 사면 안정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Table 1에 제시된 전단강도 정수의 통계학적 

자료를 사용하였다. MCS로부터 확률론적 거동을 구하

기 위해 임의의 시간 단계에 대해 50,000회의 사면 안정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강우의 지속 시간에 따른 파괴확

률을 구하였다. 강우의 침투에 의한 간극수압의 분포를 

확률론적 사면 안정 해석의 입력값으로 사용하였다. 시

간에 따른 사면의 파괴확률을 나타내는 취약도 곡선은 

Fig. 7(a)와 같이 식 (12)의 대수정규분포의 CDF로 곡선

맞춤 되었다. 이를 위해 임의의 시간 단계에서 MCS 수

행 중 한계상태를 초과하는 빈도로부터 계산된 파괴확

률(Fig. 7(a)의 점으로 표시)을 기반으로 Matlab의 최적

화기법을 이용하여 관측값과 이론값의 평균 제곱 오차

(mean square error)가 최소가 되도록 곡선맞춤을 수행

하였다. 곡선맞춤에 의해 구해진 대수정규분포 CDF의 

변수와 파괴시간의 측정 척도들은 Table 2와 같다.

강우의 초기에는 침투 깊이가 얕아 깊은 곳에 형성되

는 임계 파괴면에서 계산되는 안전율에 강우의 침투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초기의 파괴확률은 매

우 작은 값을 보이나 침투가 진행함에 따라 파괴확률은 

증가하고 충분한 시간 동안 강우가 지속되면 일정한 파

괴확률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 강우 강도가 증가할

수록 침투가 빨리 진행하므로 파괴확률이 증가하는 시

간이 짧아지고 시간에 따른 파괴확률 곡선의 경사가 급

해지나 강우강도가 커질수록 그 효과는 점점 줄어든다

(Fig. 7(a)). USACE(1997)에서 제시한 지반구조물의 기

대 성능수준에 따른 파괴확률의 관계(Table 3)를 활용하

여 Fig. 7(a)로부터 시간에 따른 비탈면의 성능수준을 평

가할 수 있다. 식 (6)으로부터 시간에 대한 취약도 곡선

의 기울기는 MCS에서 수행된 모든 해석의 수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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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USACE (1997) guidelines for probability of failure in 

geotechnical and infrastructure projects

Expected 

performance level

Probability of unsatisfactory 

performance

High

Good

Above average

Below average

Poor

Unsatisfactory

Hazardous

0.0000003

0.00003

0.001

0.006

0.023

0.07

0.16

(a) Intensity-duration threshold for the initiation of slope failures 

for various levels of failure probability

(b) Relationship between   and time to slope failure

Fig. 8. Intensity-duration threshold for the initiation of slope failures (probabilistic analysis)

로 한 파괴 시간의 확률밀도를 나타낸다. 확률밀도함수 

는 강우의 침투에 의한 파괴가 발생하지 않은 해석

의 경우도 포함하므로 파괴분포 분석을 위해서는 파괴

된 경우만을 고려한 시간에 따른 확률밀도함수 ′ 를 

구해야 한다. ′ 는 시간에 따른 파괴의 분포를 나타

냄으로써 강우지속 시간에 따라 파괴가 발생할 가능성

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다.  

시간에 따른 사면파괴의 분포는 Fig. 7(b)와 같이 대

수정규분포의 PDF에 의해 나타낼 수 있다. Fig. 7(b)의 

각 곡선의 정점은 MCS에서 가장 많은 파괴가 관찰된 

시점, 즉 가장 파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점인 mod

(파괴시간의 최빈값)에 대응하는 점이다. 강우강도가 

증가할수록 PDF곡선은 점점 좁고 높아지면서 좌측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강우강도가 커

질수록 사면파괴가 짧은 강우의 지속시간 후에 대부분 

발생하게 됨을 의미한다. 반대로 강우강도가 작을수록 

사면파괴가 발생하기에 필요한 지속시간이 길어지고, 

더 긴 기간에 걸쳐 발생하게 됨을 의미한다.

Fig. 7(a)의 취약도 곡선으로부터 주어진 강우강도에

서 다양한 파괴확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강

우 지속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 Fig. 8(a)는 다양한 수준

의 파괴확률에 도달하기 위해 요구되는 강우강도-지속

시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강우의 침투에 의해 사면이 파괴에 도달하기 위한 시

간도 역시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랜덤 변수이므로 Fig. 

8(b)와 같이 파괴시간을 대표하기 위한 척도로 평균, 중

앙값 및 최빈값을 사용하였다. 주어진 강우강도에 대하

여 사면 파괴가 발생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평균인 

에 의해 가장 길게 평가되고 최빈값인 mod가 가장 짧게 

평가되었다. 즉, mod가 이나 에 비하여 보수적

인 지속시간을 예측한다. Fig. 8(b)는 지반의 전단강도

의 불확실성을 고려했을 때 강우에 의한 사면 파괴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도록 확률론적 해석에 의한 취약도 

곡선으로부터 유도된 임계 강우강도-지속시간의 관계

를 나타낸다.

램덤 변수로 고려되는 점착력과 내부마찰각의 교차 

상관계수가 확률론적 해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해 다른 조건은 그대로 유지한 채, 상관계수를 

≤ ≤ 의 범위에서 변화시키며 강우강도 조건

이  인 경우에 대하여 해석을 실시하여 취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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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ailure probability versus time, 


(b) PDF ′ and CDF ′
 of time to failure

Fig. 9. Results of the failure distribution analysis: effect of the cross-correlation coefficient on slope failure distribution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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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Influence of the cross-correlation coefficient on the 

estimated time to failure ( , 
, 

)

Failure distribution analysis

Simulate Nsim real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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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Procedures for fragility curve development and failure distribution analysis

곡선을 작성하였다. Fig. 9(a)는 상관계수를 변화시켰을 

때 시간에 따른 사면의 파괴확률을 나타낸 것이다. 초기

의 작은 파괴확률은 깊은 파괴면과 관련되며 이에 해당

하는 파괴확률은 상관계수가 0인 경우에 매우 크게 나타

났으나 30시간 경과 후의 파괴확률은 가장 작게 예측되

었다. 큰 음의 상관계수를 가질수록 초기 파괴확률이 작

았으나 30시간 후에는 가장 큰 파괴확률을 나타내었다.

취약도 곡선을 특정 확률분포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

에 대하여 파괴분포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Fig. 9(a)의 

취약도 곡선을 Matlab Curve Fitting Toolbox의 smoothing 

spline model을 이용하여 곡선맞춤을 수행하였다. 곡선맞

춤으로 얻어진 시간에 따른 취약도 곡선을 ‘differentiate’

함수를 사용하여 시간에 대하여 미분함으로써 사면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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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PDF를 구하였다. Fig. 9(b)는 상관계수에 따른 

취약도 곡선의 곡선맞춤으로부터 구한 사면파괴 시간의 

CDF ′ 와 PDF ′ 의 결과를 나타낸다. 사면파괴

까지의 시간의 평균, 중앙값 및 최빈값은 ′ 로부터 평

가할 수 있다. 

Fig. 10은 평가된 사면파괴 시간의 평균, 중앙값 및 

최빈값을 상관계수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사면파괴의 

평균값은 상관계수에 따라 큰 변동이 없으나 최빈값은 

음의 상관계수 영역에서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Fig. 11은 불확실성에 따른 사면의 취약도 곡선 작성 

및 파괴분포 분석 절차를 단계별로 보여주는 모식도이다.

6. 결 론

강우강도와 지속 시간에 의한 강수량 정보는 다양한 

기반 시설물의 설계, 운영 및 유지 관리에 중요한 요소

로 여겨져 왔다. 따라서 효율적인 사면재난 관리를 위해

서는 강우 강도와 지속 시간의 함수로 표현되는 사면의 

취약도 곡선으로부터 사면파괴를 예측하고 사면의 파

괴시간을 확률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강우의 침투에 따른 토사사면의 파괴

에 대한 강우강도-지속시간의 강우기준을 평가하기 위

하여 수치해석에 의한 파괴시간의 확률론적 해석 절차

를 제안하였다. 이 절차는 지반의 강도정수의 불확실성

을 고려하는 MCS에 의한 확률론적 사면 안정해석의 결

과에 기초하여 사면 파괴 발생 시간을 확률적으로 분석

한다. 연구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시간 의존적인 사면의 파괴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서는 사면의 파괴확률이 시간에 대하여 연속적인 형

태로 표현되어야 한다. MCS에 의한 사면의 파괴확

률은 임의의 시간 단계에 대해서만 구해지므로 시

간에 대하여 연속적인 형태로 표현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대수정규 확률분포와 smoothing 

spline 모델은 다소의 오차를 포함하나 대체로 사면

의 파괴분포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 방법들을 사용하면 확률론적 해석을 수행

하는 데 필요한 시간 단계 수를 줄일 수 있으므로 

확률론적 해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사면 

파괴과정을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2) 그 동안 사면의 파괴시간은 결정론적으로 평가되어

져 왔다. 그러나 강우 시 사면이 파괴되기까지의 시

간은 불확실성을 포함한 무작위 변수이다. 따라서 

평균 파괴 시간, 파괴 시간의 중앙값 및 최빈값과 

같이 신뢰성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척도를 결정

할 수 있다. 제안된 파괴분포 분석 절차를 사용하여 

강우 강도와 사면파괴 시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는 도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관계는 지반강도 특성

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사면 파괴가 발생하기 위

한 일종의 강우강도-지속시간의 임계값이다.

(3) 사면 파괴 발생 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사면 파

괴의 발생 예측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연관되어 있

다. 따라서 제안된 방법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

지만 제안된 방법은 사면 파괴 발생 가능성 평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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