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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Korea, there are many regulations and cases for horizontal seismic coefficient to pseudo-static 

analysis of slope, but there are insufficient regulations and cases for vertical seismic coefficient. 

Therefore, geological investigation and laboratory tests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vertical seismic coefficient on slope stability, and pseudo-static analyses based on infinite slope 

stability analysis were performed by using those results. As a result, if the earthquake magnitude is 

less than M 5.0, the effect of the vertical seismic coefficient is not significant, and if the earthquake 

magnitude is more than M 6.0, the vertical seismic coefficient largely increases the unstable areas of 

Fs ≤ 1.1. These tendency is more distinct in rainfall condition than without rainfall condition.

Keywords: infinite slope stability analysis, pseudo-static analysis, vertical seismic coefficient, 

horizontal seismic coefficient, earthquake magnitude

초 록

국내에서는 비탈면을 대상으로 유사정적해석 시 수평 지진계수에 대한 적용 규정과 적용 사례들이 많이 

있지만 연직 지진계수에 대한 규정이나 사례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직 지진계수의 영향

도를 검토하고자 단양군 단양읍 ○○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실내시험을 수행하고, 이를 반영하여 

무한사면 안정해석 기반의 유사정적 사면안정해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지진규모가 5 이하인 경우

에는 연직 지진계수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며, 지진규모가 6 이상인 경우에는 연직 지진계수

가 안전율 1.1 이하의 불안정 영역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강우가 없는 조건

보다 강우가 있는 조건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주요어: 무한사면 안정해석, 유사정적해석, 연직 지진계수, 수평 지진계수, 지진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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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정적 해석법은 비탈면에서 지진력을 고려할 수 있는 해석방법 중 하나로서, 지진력을 토체에 관성력으로 작용시켜 

정적으로 해석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지진력을 고려할 수 있는 Newmark법이나 동적해석법에 비해 계산이 간편하고, 여

러 지역에서 이용된 사례가 많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진동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벤트(지진)에서 최대 가

속도만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결과를 나타낸다는 단점도 있다(Matasovic et al., 1991; Krishnamoorthy, 2007; 

Ahn, 2008; Pushpa et al., 2017).

국내에서는 1985년 멕시코시티 대지진 이후 처음으로 내진설계 관련 의무규정이 도입되었으며, 1995년 일본의 한신 ‧ 

아와지 대지진 이후로 본격적으로 연구되어 현재의 내진설계 기준들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건축물이 주 대상이기 

때문에 지면과 평행한 방향(수평 방향)의 지진력이 중요시 되었으며, 지면과 수직한 방향(연직 방향)의 지진력은 크게 고

려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탈면에 대한 국내의 내진설계 기준은 도로설계편람(MLTMA, 2012)과 국토교통부

(MOLIT, 2016)에 의해 제시되어 있고, 수평 지진계수는 지진가속도를 2 g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제안된 반면 연직 지진계

수에 대한 언급은 없다. 또한, 행정안전부(MOIS, 2017)에서는 경주 및 포항지진 이후에 재현주기별 지진구역 계수와 위

험도 계수를 보완하여, 지반가속도 계수의 결정방법을 수정 ‧ 배포하였으나 여기에서도 비탈면의 유사정적해석 시 연직 

지진계수적용방법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해외 연구사례에서는 비탈면의 유사정적해석 시 지진에 의

한 영향을 수평방향 뿐만 아니라 연직방향의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결과들이 보고된 바 있으며(Chopra, 1966; Ling et 

al., 1997; Melo and Sharma, 2004; Pushpa et al., 2017), 유럽의 내진설계 기준인 유로코드 8(Eurocode 8, 2011)에서도 

연직 지진계수를 반영할 것을 권장하고 이를 수평 지진계수의 ½ 정도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유사정적해석 시 지진규모별로 연직 지진계수가 비탈면 안전율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

되었다. 이를 위해 단양군 단양읍 ○○리 일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실내시험을 수행하여 비탈면 해석에 필요한 토층

두께, 흙의 물리 ‧ 역학적 특성 등을 획득하였으며, 지진 규모에 따른 수평 및 연직 지진계수를 산정하여 유사정적해석에 반

영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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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지역은 선캠브리아기의 편마암 및 변성퇴적암류와 이들을 부정합으로 덮고 있는 고생대의 석회암류 및 중생대의 

쇄설성 퇴적암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상기 암층들을 관입하고 있는 중생대 화강암류가 일부 분포하는 것이 특징이다

(Won and Lee, 1967). 그 중에서도 연구지역인 ○○리는 대부분이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Fig. 1), 석회암 기원의 

토층인 테라로사(terra rossa)는 입도가 양호하고, 투수성이 양호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쇄설성 퇴적암의 경우 연구지역 

내 산 정상부에서 극히 일부만 나타나며, 토층의 깊이가 30 cm 미만으로 얕기 때문에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본 

연구에서는 석회암 기원의 토층 물성만 고려하여 유사정적해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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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지질조사 시 토층의 두께를 파악하기 위해 계곡부에 노출되어 있는 전토층(regolith)의 두께를 측정하거나 동적콘

관입 시험기를 이용하였으며, 총 31개 지점에서 토층의 두께를 측정하였다(Fig. 2). 동적 콘관입시험기(Solsolution社 

Panda 2)는 7 m 깊이까지 측정 가능한 장비를 이용하였으며, 조사 결과 연구지역에서 토층의 두께가 가장 두꺼운 곳이 3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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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3a). 유사정적해석 시 전체 구역의 토층 두께는 야외지질조사 결과로부터 크리깅(kriging)

을 수행하여 결정하였다. 또한, 토층의 물리 ‧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야외지질조사 시 8개소에서 링샘플러를 이용

하여 불교란 시료(Undisturbed sample)를 채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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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시험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미국표준시험법인 ASTM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함수비시험(ASTM D2216-

10, 2010), 비중시험(ASTM D854-10, 2010), 입도분포 분석시험(ASTM D422-63, 2007), 직접전단시험(ASTM D3080-

98, 1998)을 수행하여 각 시험결과로부터 사면안정해석에 필요한 물리 ‧ 역학적 특성인 습윤 및 포화단위중량, 공극률, 입

도특성, 내부마찰각 및 점착력을 획득하였다(Figs. 3b, 3c). 입도분포분석 결과 본 연구지역의 토층은 입도가 불량한 모래

(SP)로 분류되었으며, 이 결과에 따라 조립질 토사에 적용 가능한 Hazen의 경험식 (1)을 적용하여 투수계수를 산정하였다

(Hazen, 1892).

  ×
   (1)

여기서, k는 투수계수, C는 형상계수, D10은 유효입경을 나타낸다. 토층의 형상계수는 0.4~1.2의 범위로 제시되어 있으며

(Onur, 2014), 중위값인 0.8을 채택하여 계산하였다. 추정된 토층의 투수계수는 평균값이 0.094 cm/sec로 계산되며, 일반

적인 토층에 비해 다소 높은 값을 보인다. 그러나 테라로사는 전반적으로 높은 투수계수 값을 보이며, Power(1992)에 의

하면 입도가 불량한 모래(SP)의 투수계수에 대한 레퍼런스 값의 평균도 0.1 cm/sec로 나타나기 때문에 투수계수는 적절

하게 추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실내시험으로부터 결정된 토층의 물리 ‧ 역학적 특성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으며, 무한사

면안정해석 시에는 평균값을 입력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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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No.
Unit weight (tf/m3) Porosity

(%)

Coefficient of permeability

(cm/sec)

Cohesion

(kPa)

Friction angle 

(°)Saturated Wet

LS-1 1.88 1.84 30.62 0.242   9.67 30.42

LS-2 1.75 1.55 38.22 0.003   1.09 25.14

LS-3 1.81 1.61 40.81 0.082 15.78 29.95

LS-4 2.06 2.04 25.60 - 4.4 22.81

LS-5 2.13 2.02 29.10 0.004 11.6 34.67

LS-6 1.72 1.50 42.41 - - 27.76

LS-7 2.09 2.00 29.25 0.162   4.65 24.01

LS-8 1.91 1.71 43.40 0.072   1.56 20.36

Average 1.92 1.79 34.93 0.077   6.24 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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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강우변화와 지진가속도를 고려한 사면안정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Seo and Moon(2019)이 개발한 무한사면 

안정해석 모델을 이용하였으며, 이 모델은 시간에 따른 강우변화를 지하수위 변화로 전환하여 반영할 수 있는 집수모델과 

지진가속도를 관성력으로 작용시키는 사면안정해석 모델이 결합된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에 적용된 집수모델은 지표류 유출해석 모델의 개념을 지하수 흐름에 적용한 방법으로서, Darcy의 법칙(식 (2))

과 이의 연속방정식(식 (3))을 연립하여 도출된 식 (4)로 나타낼 수 있으며, 자연사면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Kawatani, 1981; Okimura and Ichikawa, 1985). 이 집수모델에서는 투수계수를 침투능으로 가정하고 각 셀에 

내리는 강우량과 투수계수를 비교하여 지하수로 유입되는 양을 결정하며, 각 셀의 경사와 투수계수로부터 인접한 셀의 유

입량 및 유출량을 가감하여 시간대별 지하수위를 산정하게 된다.













  (2)

   ,    (3)

   


       ∆



∆
 (4)

여기서, 는 유효간극률, h는 지하수위(m), q는 단위시간당 단위폭 유량(m²/hr), r은 유효강우강도(mm/hr), k는 투수계수

(cm/sec), I(i)는 각 방향의 동수경사(i = 1~4), x와 y는 각각의 방향성분, q(i)는 인접한 셀의 단위시간당 단위폭 유량(i = 1~4), 

h(0)는 초기 지하수위(m), h(1)은 ∆가 경과한 후의 지하수위(m), d는 메쉬 간격을 의미한다. 메쉬 간격은 해석의 정확도와 

관련 있는 항목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안전율 1.1 이하(지진력 고려)로 나타나는 위험영역의 개수를 분석하기 때문에 정확

도를 높이기 위해 5 m × 5 m로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지진가속도를 고려한 무한사면 안정해석 모델은 Simons et al. (1978)이 처음 제안한 안정해석 모델(식 (5))을 기반으로 

집수모델에서 계산된 지하수위가 시간대별로 적용되며, 수평 및 연직 지진가속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수정된 식 (6)을 이

용하였다.

 
sincos




cos
tan

 (5)

 
  sin  cos 

  cos  sin costan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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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s는 안전율, CS는 흙의 점착력(tf/m²), CR는 식생 뿌리에 의한 점착력(tf/m²), Φ는 흙의 내부마찰각(°), 는 흙의 

포화단위중량(tf/m³), 는 흙의 습윤단위중량(tf/m³), 는 물의 단위중량(tf/m³), H는 기반암면에서부터의 토층 두께(m), 

h는 기반암면으로 부터의 지하수위(m), θ는 사면경사(°), kh는 수평 지진계수, kv는 연직 지진계수, i와 j는 각각 i열, j행의 

셀을 의미한다. Simons et al. (1978)이 제안한 식에서는 식생에 의한 하중과 식생뿌리에 의한 점착력이 해석에 반영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강우와 연직 지진력의 영향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식생에 의한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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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조건은 강우 조건, 수평 및 연직 지진계수 적용 조건, 지진규모별 지진계수 조건으로 나뉜다. 먼저 강우조건은 단양

지역에서 계측된 최대 일일강수량을 적용한 케이스와 어떤 강우도 없을 때(건조상태의 토층 조건)로 구분하였으며, 적용

된 지진계수(지진규모)에 상관없이 최대 일일강수량 중 가장 비가 많이 온 3시간째의 해석결과에서 불안정한 영역이 가장 

많이 나타나므로 3시간째의 결과를 비교 ‧ 분석에 이용하였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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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 및 연직 지진계수 적용 조건은 수평 지진계수만 적용한 경우와 수평 지진계수 및 연직 지진계수를 동시에 적용한 

경우로 구분하여 해석을 실시하여, 연직 지진계수가 안전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지진규모별 지진계수 

조건은 Gutenberg and Richter(1942, 1956)의 식 (7)과 식 (8)에 따라 지진의 리히터 규모 4.0부터 7.0까지에 해당되는 지

진계수를 적용하였다. 해석 모델은 총 16개(Table 2)이며, 해석결과로 부터 지진 시 적용 안전율인 1.1을 기준으로 위험영

역(unstable area)의 셀 개수를 계산하고 비교 ‧ 분석하였다.

  log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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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No. Rainfall Vertical seismic coefficient (kv) Horizontal seismic coefficient (kh) Magnitude (M)

1

Non-applied

Non-applied

0.005 4.0

2 0.016 5.0

3 0.050 6.0

4 0.158 7.0

5 0.003 0.005 4.0

6 0.008 0.016 5.0

7 0.025 0.050 6.0

8 0.079 0.158 7.0

9

Applied

Non-applied

0.005 4.0

10 0.016 5.0

11 0.050 6.0

12 0.158 7.0

13 0.003 0.005 4.0

14 0.008 0.016 5.0

15 0.025 0.050 6.0

16 0.079 0.158 7.0

������������� ����

Fig. 5는 강우 그리고 연직 지진계수의 고려여부에 따른 불안정영역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강우의 영향을 배제

하고 연직 지진계수의 영향도를 검토하면, 수평 지진계수만 적용한 경우보다 연직 지진계수도 동시에 적용한 경우에서 불

�
��1���
��
�� �%��-
��
��

�	��2� ����2��3�2�

��������4�
�������������������
%���
��
�%���
���.�
����
��������#��������
��
���
��5���"����	
��������	����
������ 



182 ∙ 문성우ㆍ김형신ㆍ윤현석ㆍ서용석

안정영역의 면적이 더 넓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며, 지진규모가 커질수록 불안정영역의 증가폭이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s. 5a, 5b). 지진규모 5(M 5.0) 이하에서는 연직 지진계수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와 고려한 경우 불안정영역이 

0.02~0.1% 이하의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반면, 지진규모 6 이상에서는 0.44~2.56%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지

진규모 6 이상에서는 지진력의 연직성분이 사면안정 해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강우에 의한 영향을 살펴보면 동일한 지진계수가 적용되었을 때 지진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0.64~4.77%까지 불

안정영역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Figs. 5c, 5d), 상기의 결과들은 연직 지진계수가 강우와 중복될 경우 그 영향

도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6은 해석결과를 도시화한 것으로서, 지진규모 4에서는 수평 지진계수만 적용한 케

이스(Fig. 6a)와 연직 지진계수도 같이 적용한 케이스(Fig. 6b)의 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으나 지진규모 7에서는 위

험영역의 면적이 뚜렷하게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s. 6c, 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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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강우가 고려된 유사정적해석 시 연직 지진계수의 영향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실질적인 지반물성이 반영된 산사태 안정해석 결과를 획득하기 위해 단양군 단양읍 ○○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실

내시험을 통해 토층두께, 흙의 물리 ‧ 역학적 특성 등을 파악하고, 연구지역의 최대 일일 강수량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지

진계수의 영향을 검토하기 앞서 시간대별 강우량의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지진규모별로 불안정 영역의 절대값 차

이는 있으나 강우 시간대 별로 불안정 영역의 증가 및 감소 경향은 모든 지진규모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지진규모가 5 이하일 때는 수평 지진계수만 적용한 해석 케이스와 수평 및 연직 지진계수를 모두 적용한 해석 케이

스에서 분석결과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진규모가 5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수평 및 연직 지진계

수의 값이 매우 작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진규모 6 이상인 경우에는 연직 지진계수가 안전율 1.1 이하의 불안정 영

역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며, 연직 지진계수는 적용 강우조건에 따라 불안정 영역을 최대 2.56%까지 증가시키

는 것으로 분석되어 산사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강우와 연직 지진계수가 중복될 경우 이

들의 영향도가 확대될 수 있다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로코드기준에 따라 연직 지진계수를 수평 지진계수의 절반으로 설정하였으나 추후 지진유발 산사태

가 발생한 사면을 대상으로 상기와 같은 분석이 수행될 경우 연직 지진계수의 타당한 설정값, 연직 지진계수의 영향도 등

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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