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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bris flow disasters primarily occur in mountainous terrains far from cities. As such, they have been underestimated to cause relatively
less damage compared with other natural disasters. However, owing to urbanization, several residential areas and major facilities have 

been built in mountainous regions, and the frequency of debris flow disasters is steadily increasing owing to the increase in rainfall with
environmental and climate changes. Thus, the risk of debris flow is on the rise. However, only a few studies have explored the characteristics 
of flooding and reduction measures for debris flow in areas designated as steep slopes.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on securing independent disaster prevention technology, suitable for the environment in South Korea and reflective of the topographical 
characteristics thereof, and update and improve disaster prevention information. Accordingly, this study aimed to calculate the amount 
of debris flow, depending on disaster prevention performance targets for regions designated as steep slopes in South Korea, and develop 

an independent model to not only evaluate the impact of debris flow but also identify debris barriers that are optimal for mitigating 
damage. To validate the reliability of the two-dimensional debris flow model developed for the evaluation of debris barriers, the model’s 
performance was compared with that of the hydraulic model. Furthermore, a 2-D debris model was constructed in consideration of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round the steep slopes to analyze the flow characteristics of the debris that directly reaches the damaged area. 
The flow characteristics of the debris delivered downstream were further analyzed, depending on the specifications (height) and 
installation locations of the debris barriers employed to reduce the damage.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reliability of the 

developed model is satisfactory; further, this study confirmed significant performance degradation of debris barriers in areas where the 
barriers were installed at a slope of 20° or more, which is the slope at which debris flows occ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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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과거의 토석류 재해는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산지지형에서 주로 발생하여 다른 자연재해 보다 비교적 피해가 적은 재해로 저평가 되었다. 하지만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도심속 산지지형에 많은 주거지 및 주요 시설물 등이 건설되면서 많은 환경적 변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량의 증가로 토

사재해의 발생 빈도가 꾸준히 증가 하고 있어 토석류에 대한 위험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급경사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토석류 범람 특성 및 저

감대책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독자적인 방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와 여러 방재 정보의 업데이트 및 개

량이 요구되며 우리나라 지형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급경사지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방재

성능목표에 따른 토사 유출량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독자적인 모델을 개발하여 토석류 영향평가와 피해저감에 탁월한 사방댐의 기능 평가를 목적으

로 한다. 사방댐 평가를 위해 개발한 2차원 토석류 모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수리모형실험과의 비교 검증 결과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로부터 모델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급경사지 주변의 지역적 특징을 고려하기 위해 평면 2차원 토석류 모델을 구축하여 직접 피해지역에 

도달하는 토석류의 흐름 특성을 분석하였고, 피해저감을 위해 설치한 사방댐의 제원(높이) 및 설치장소에 따라 토석류가 하류로 전달되는 흐름 특성

을 분석하였다. 특히 사방댐 설치장소가 토석류의 흐름이 발생하는 약 20° 이상의 지역에서는 사방댐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핵심용어: 토석류, 사방댐, 급경사지, 확산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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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에서의 토석류 피해는 주로 산지 지역에서 발생

하며 직·간접적인 피해가 다른 자연재해에 비해 피해가 적어 

비교적 재해의 위험 리스크가 과소평가 되는 경향이 있다. 하

지만 2011년 우면산 토석류 재해를 시점으로 토석류가 우리

나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재해로써 재평가되어 

다양한 연구와 피해 저감을 위한 여러 대책이 수립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2019년 10월 태풍 “미탁”이 한반도를 강타하여 

부산 사상구에서는 밤사이 내린 집중호우에 의해 지반이 약해

져 갑작스러운 토사 붕괴로 인해 토석류(Fig. 1)가 발생하였

고 인명피해(4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재해복구를 위

해서는 약 125억 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복구비

용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장기적

인 시각으로 비추어 볼 때 사전에 피해를 저감 시키는 방재 시

스템 개발, 예측 기술의 개발 및 사방시설의 도입 등의 기술을 

도입하면 실제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를 보다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피해 저감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7%가 산지로, 인구밀도가 높아 산

지의 개발에 따른 주택과 각종 사회기반시설이 산지부에 입지

하게 됨에 따라 산지 토사 재해에 취약하며 사방시설이 도입

됨에 따라 해안지역에서는 하천으로부터 공급되는 토사량의 

감소에 따라 연안 표시이동의 불균형으로 연안 침식이 가속화

되고 있다(Kim et al., 2019). 이처럼 사방시설은 산지 지역만

이 아닌 하천, 연안 지역을 포함한 유사계 전체의 토사량을 관

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09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

률을 제정하고 현재까지 지속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전국의 

산사태 취약지역 24,075개소(KFS, 2017)로, 산지의 타 용도 

전용과 불법 산림 훼손도 증가하고 있어 산사태 취약지역의 

증가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기후변화

의 영향으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국지성 집중호우의 출현 

빈도나 그 강도가 증가하고 있어 특히 도시 생활권 주변의 급

경사지에서 대규모 토석류의 발생 가능성이 커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방대책은 2011년 우면산 재해 이후 본격적

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2010년 이후 우리나라에 태풍이 동반

한 극심한 강우의 출현이 적어 토사 재해 또한 감소하는 추세

(Fig. 2)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재해 특성상 단 한 번의 최대급 강우가 발생한다면 매우 심각

한 토사 재해가 발생하여 복구 및 회복이 힘든 지역사회의 붕

괴를 초래하는 사례들이 보고(중국 광둥성 산사태 2015년)되

고 있다. 또한, 1976년 이후 우리나라의 연평균 산사태 발생면

적은 692 ha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국지성 호우, 태풍 등과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연간 산사태 발생면적이 

231 ha (1980년대) → 350 ha (1990년대) → 713 ha (2000년대)

로 매우 증가하였다. 인명피해는 연평균 58명으로 도심지역Fig. 1. Debris flow disaster caused by heavy rainfall (Busan)

Fig. 2. Number of sediment-related disaster (1976-2018) : Korea Fores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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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사태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토사 재해에 안전한 나라가 아닌 위험 위험이 큰 

나라로서 국민적 관심과 대책이 요구된다.

국·내외적으로 토석류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토석류 범람 특성에 관한 연구로는 Kim et al. (2013)은 

FLO-2D 모형을 이용하여 모델의 성능과 토석류의 유동 매개

변수를 분석하였지만 FLO-2D 모형이 침식물질과 우수의 연

행작용을 고려할 수 없는 고유의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Kim 

et al. (2015)는 연행작용이 고려 가능한 독자적인 토석류 모델

을 개발하였으며 최대급 강우 발생에 따른 토석류 영향평가를 

하였다. 사방댐과 관련된 연구로서 Honda and Egashira 

(1997) 및 Takahashi et al. (2001a)는 가장 일반적인 불 투과형 

사방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특히 Takahashi et al. 

(2001b)은 사방댐의 높이와 상류로부터 공급되는 토사의 높

이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불 투과형 사방댐의 효과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1차원 모델을 이용한 불 투과형 

사방댐에 대해 Nakagawa et al. (2001), Satofuka and Mizuyama 

(2005) 등의 연구에서 토석류 피해 감소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였다. Choi et al. (2015)의 연구에서는 slit 댐을 이용하

여 사방댐 배치에 따른 토석류의 흐름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

여 사방댐 사이의 간격과 배치 각도가 토석류를 포착시키는 

기능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처럼 토석류는 흐름의 특

성이 매우 복잡하여 메커니즘 분석에 있어 수리모형 실험에 

의한 의존도가 높다. 사방댐을 월류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

의 소산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3차원적인 평가가 요구되나 

아직 토석류의 3차원적인 평가는 연구 초기 단계며 주변의 지

형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독자적인 2차원 모델에 의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급경사지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

으로 방재성능목표에 따른 토사 유출량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토석류 영향평가와 피해 저감에 탁월한 사방댐의 기능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사방댐 평가를 위해 개발한 2차원 토석류 모델

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수리모형실험과의 비교 검증 결과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급경사지 주변의 지역적 특

징과 토석류가 유하하면서 발생하는 침식·퇴적 작용을 평가

하기 위해 평면 2차원 토석류 모델을 구축하여 직접 피해지역

에 도달하는 토석류의 흐름 특성을 분석하였다. 피해 저감을 

위해 설치한 사방댐의 제원(높이) 및 설치장소에 따라 토석류

가 하류로 전달되는 흐름 특성을 분석하였고 특히 사방댐 설

치장소가 토석류의 흐름이 발생하는 약 20° 이상의 지역에서

는 사방댐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수치모형 적용성 검토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지정한 산사태 위험

지구 70개소 중 인명피해 리스크가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외

력 산정으로 김해시에서 지정한 방재성능목표 강우(2017년)

에 의해 발생 가능한 토석류를 발달시켜 하류 지역에서의 범

람 영향평가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사방시설을 도입하여 그 시

설의 기능을 평가하였다.

2.1 대상 지역

산림청에서는 산사태 위험지도를 제작 및 산사태 정보시

스템과 연동하여 국민에게 방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지

도는 산사태가 발생하는 원인 중 비교적 기인력이 큰 인자인 

임상(숲모양), 경급(나무지름크기), 사면경사, 사면방위, 사

면길이, 사면곡률, 모암, 토심, 지형습윤지수 9개를 선정하여 

제작하였다. 산사태 예측정보의 제공과정은 기상청 강우자

료(동네예보)분석 → 권역별 산사태 토양함수지수(예측기준)

분석 → 읍·면·동 단위로 예측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경상남

도 김해시에 지정된 산사태 위험지구 약 70개소 중 본 연구에서

는 위험지구 인근에 주민이 밀집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

는 지역을 선정(Fig. 3)하여 토석류의 영향평가를 수행하였다.

2.2 외력산정

김해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하

여 Table 1과 같이 공고(2017)하였다. 금회 산정한 방재성능

목표와 강우자료를 분석하여 확률강우량(Kim, 2020)을 재산

정하였으며, 이 결과를 이용하여 외력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이 기존의 강우량보다 크게 산정되어

(약 30년 빈도) 본 연구에서 산정한 확률강우량을 채택하였

다. 검토대상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토사량을 산정하기 위해 

Fig. 3. Study area (Gimha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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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별 강우량을 산정하였다. 우선 대상 지역에서 가장 가까

운 부산 관측소의 58개년(1961년∼2018년) 강우 자료를 이

용하며 호우 상황을 조사한 결과, 하루 최대 강수량은 1991년 

8월 23일에 발생한 439.0 mm가 최대치이고, 1시간 최대우량

은 2008년 8월 13일에 발생한 106.0 mm, 10분 최대강수량은 

1981년 9월 24일에 발생한 40.0 mm로 조사되었다. 또한, 빈

도별 강우량을 산정하여 발생 가능 토사량을 산정하였다.

검토대상영역에서 발생 가능한 유출 토사량(Eq. 1)을 일본 

국토기술 정책 종합 연구소(NILIM, 2016)에서 제시한 아래

의 식에 의해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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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토석류 피크유량, 는 유출량, 는 유출토사량

(m), 

는 유효강우강도(mm/hr), A는 유역면적(km2), 는 

공극율, 는 유동중 토석류의 용적 토사농도(토석류 발생

지역에서의 토석류 농도로 산정), 는 유출 보정율, 

 는 토석류 최대 용적 토사농도 그리고 본 검토에서

는 김해시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은 30년 빈도와 유사하게 산

정되어 토석류 피크 유량을 산정을 위해 30년 빈도의 24시간 

누적강우량(335.7 mm)에 따른 토석류 영향평가를 실시하였

다. 그 결과 유출 가능 토사량은 약 55,949 m3으로 산정되었으

며 이를 이용하여 토석류 피크 유량을 산정하였다. 

2.3 수치모형

급경사지에서의 2차원적인 토석류 해석과 불투과성 사방

댐의 평가를 위해 Kim et al. (2015)의 모델을 이용하며 모델의 

검증을 위해 Shrestha (2009)의 수리모형실험의 결과와 비교

하여 모델의 신뢰성(Kim, 2020)을 평가하였다. 모델의 구성

은 다음과 같다.

2.3.1 수치모형의 개요

기초방정식으로서 토사와 물이 혼연일체가 된 흐름으로 

데카르트 좌표계에서의 토석류의 기초방정식은 , 방향의 

운동량 방정식(7), (8)와 전 체적에 대한 연속방정식(9), 조립

자(10) 및 세립자(11)에 관한 연속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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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 방향의 유량 플럭스, , 는 평균

유속, 는 수위, 는 운동량 보정계수  , 는 중력가속

Table 1. Disaster prevention performance target for rainfall

Rainfall
Duration of rainfall (mm)

1hr 2hr 3hr

Disaster prevention 

performance target

Gimhae 

(2017)
95.0 130.0 155.0

In this study 30yr 97.2 138.8 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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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는 입자와 물이 혼합된 밀도(≃토

석류의 겉보기 밀도), 는 입자의 밀도, 는 물의 밀도,  , 

는 , 방향의 저면전단응력, 는 퇴적  , 침식

 ≥속도, 

, 


는 토석류 속의 총 입자성분의 조립자 

및 세립자 성분의 체적 농도, , 는 각각 바닥면 퇴적층 

안의 조립자 및 세립자 농도, 은 입자가 흐름으로부터 분

리해서 퇴적하는 경우의 퇴적층 안의 농도이다. 는 침식 또

는 퇴적 깊이로서 Eq. (12)을 이용한다.

2.3.2 사방댐의 평가

사방댐의 상류에서의 토석류 농도(퇴적)는 사방댐의 설치

로 인해 평형 상태의 토석류 농도 보다 높아지며 항복 응력을 

초과한 후 토석류 흐름이 중단 즉 퇴적(증착)이 발생한다. 이

러한 토석류의 구조물에 의한 퇴적 메커니즘은 저면 전단 응

력에서의 항복 응력을 포함한 유동 혼합물의 운동량 방정식에

서 고려할 수 있다.

Takahashi et al. (1992) 및 Egashira et al. (2001) 이전의 연구

에서는 증착 속도 모델은 유속에 비례하고 사방댐의 상류 퇴적

은 계산될 수 없으며, 유속이 0이 되면 댐의 상류 퇴적도 너무 

작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사방댐의 상류에서 토

사의 유동 증착은 매우 빠르게 증착되는 현상이 발생하며 이것

은 증착 속도 방정식으로 계산될 수 없다. 따라서 사방댐의 상

류에 대한 새로운 퇴적속도 방정식이 필요하다. 본 모델에서

는 staggered gird을 이용하고 있으며 사방댐을 정의하는 위치

는 수심과 하상고를 계산하는 스칼라량 지점이 아닌 유량 및 

유속을 계산하는 벡터량의 평가점을 이용한다(Fig. 4). 사방댐

을 통과하는 유출량을 계산하기 위해 아래의 식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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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restitution of sediment particles,  : 0.0828, 

 : 0.16

Takahashi et al. (2001a)는 불투과형 사방댐의 영향을 고려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사방댐으로부터 유출되는 유량을 산출

할 때 댐의 천단수심(′) 의 위치는 Eq. 18에 의해 계산되며 

유출유량과 흐름의 표면 기울기는 아래의 식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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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수치모형의 개요

토석류 범람해석을 실시하기 위한 주요한 물성치를 Table 2

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인 토석류의 이동형태를 하상 경사에 

따른 분류(Osanai et al., 2010)를 Fig. 5와 같이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흐름이 발생하는 구간 특성에 따라 토석류의 

흐름이 발생 및 퇴적되는 10∼20° (D.S and F.S) 및 토석류가 

Fig. 4. Definition of the variables and flow surface gradient at closed 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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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하는 20° (G.S) 이상의 지역에 불투과성 사방댐을 설치하

여 설치장소에 따른 저감 특성을 파악하며 사방댐의 제원(높

이)에 따라 에너지 저감효과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각각

의 실험조건에 대해 Table 3에 나타내었으며 검토대상지의 

지형조건 및 토석류의 범람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선상지에 

도달하는 지점을 Fig. 5에 나타내었다.

3. 수치모의 결과 및 분석

급경사지에서의 토석류 범람 해석을 통해 직접 피해지역

에서의 범람 특성과 피해 저감 시설인 불투과성 사방댐을 이

용한 영향평가를 하였다. 또한, 사방댐의 설치장소 및 사방댐

의 제원에 따라 하류 지역으로 전파하는 토석류의 에너지 감

소 효과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주요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3.1 모델의 검증

개발한 모델의 검증을 위해 Kim et al. (2013)의 수리모형실

험 결과를 이용하여 모델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토석류의 총

유출토사량, 토사 유출량 및 토사농도와의 결과를 Fig. 6에 나

타내었으며 수리모형실험과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사방댐 설치에 따른 모델의 검증을 위해 Shrestha (2009)의 

Table 2. Parameters for numerical simulation

Parameter Unit Value

Rainfall (24 hour) mm/day 335.7

Runoff sediment volume m3 55949.3

Basin area km2 0.9

Δx, Δy m 5

Δt sec 0.001

Density of a sediment particle (σ) g/cm3 2.65

Density of a water (ρ) g/cm3 1

Tangent of internal friction angle of sediment 

(tanϕ)
- 0.7

The limitative sediment concentration (C3) - 0.48

Erosion coefficient (e) - 0.0018

Deposition coefficient (d) - 0.045

Table 3. Test condition for numerical simulation

No.
Sabo dam 

(install)
Type

Height

 (m)
Bed slope

Case A × × × ×

Case B 〇 Closed 4 14.6°

Case C 〇 Closed 8 14.6°

Case D 〇 Closed 4 23.0°

Case E 〇 Closed 8 23.0°

Fig. 5. Elevation of debris flow domain

Fig. 6. Numerical and experimental results of the deposit formation at the sabo 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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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모형실험의 결과를 이용하여 모델의 검증결과의 비료를 

Fig. 7에 나타내었으며 시간 경과에 따른 사방댐 전면부에서

의 퇴적 양상을 잘 재현하고 있다. 위의 결과로부터 토석류의 

흐름을 잘 재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급경사지에서의 토석류 범람

김해시 방재성능목표에 따른 발생 가능한 토사량에 의한 

영향평가(Case A)를 실시하였다. 직접 피해지역인 Measuring 

point (선상지)에서 토석류의 도달시간은 토석류가 발달해 약 

220s가 지나면 토석류가 유출되어 범람이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8). 이 결과로부터 토석류의 전파속도는 매우 

빠르며 대피경보가 발동되더라도 대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지 상류부에서 토석류가 발

Fig. 7. Numerical and experimental results of the deposit formation at the sabo dam

Fig. 9. Numerical results of the movement of debris flow (Case A)

Fig. 8. Numerical results of the deposit formation at final stage 

(without sabo 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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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여 범람지역에서 확산하는 시간적 경과에 따른 토석류의 

범람 형태를 Fig. 9에 나타내었다. 토석류의 흐름이 하류 지역

으로 전파되면서 주변의 지형적 특성에 따라 침식 및 퇴적이 

반복적으로 발달하여 토석류가 하류 지역으로 유하하는 흐름 

현상이 잘 재현되고 있다.

3.3 사방댐의 기능 평가

사방댐의 설치에 따른 토석류 에너지 저감효과를 평가하

기 위해 사방댐의 높이를 4 m, 8 m의 조건으로 하상 경사 14.6° 

(D.S and F.S)의 지역(Area I)에 사방댐을 설치하였다. 사방댐

의 설치는 하상 경사는 약 14.6°로 댐의 상류 지역에 유하하는 

토사를 저장할 수 있는 장소를 채택하였다. 각각의 실험조건

에 따른 직접 피해지역인 하류 지역에서의 영향평가를 도달시

간 및 하류 지역에서의 정의한  방향의 확산 정도로 사방댐 

설치에 대한 영향평가를 정량적으로 실시하였다.

사방댐의 제원에 따른 하류지역으로 유출되는 토석류의 

에너지 평가를 위해 선상지에서의 유출 토사의 도착시간을 

조사하였다. 토사 유출은 사방댐의 높이 4 m (Case B)의 경우, 

약 330 sec, 8 m (Case C)의 경우에는 400 sec에 발생하였고 

토사 유출 이후 토사가 완전히 정지된 상태를 Fig. 10에 나타

내었다. 이 결과로부터 사방댐의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약 

20%의 저감율을 나타내었다.

사방댐 설치에 따른 토석류가 하류 지역에서의 범람 형태

를 비교한 결과를 Fig. 11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에서와 같이 

사방댐(댐 높이 :  = 4.0 m)이 설치함에 따라 유하하는 토석류

의 에너지를 감소시켜 하류 지역에서 범람이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사방댐이 없는 경우 하류 지역에서 최대 13.96 m 

(Case A)의 퇴적이 발생하였고 사방댐의 설치에 따라 11.83 m 

(dam height = 4.0 m) 및 9.78 m (dam height = 8.0 m)의 퇴적 

Case B Case C

Fig. 10. Numerical results of the deposit formation at final stage

Fig. 11. Downstream flooding patterns after the installation of the Sabo dam

Table 4. Downstream flooding patterns after the installation of the Sabo dam

Case Dam height (m) Travel time (sec) Deposit depth (m) Max. Velocity (m/s) x (m) y (m)

A ✕ 220 14.0 16.0 752 825

B 4.0 330 11.8 (▼15.7%) 14.0 (▼12.5%) 720 (▼4.3%) 675 (▼18.2%)

C 8.0 400   9.8 (▼30.0%) 11.0 (▼31.3%)   650 (▼13.6%) 575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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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발생하였다. 또한, 유출하는 토석류의 유속은 사방댐

의 설치에 따라 각각 16% (Case B), 30% (Case C)의 저감되는 

것으로 유체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람 형태는 사

방댐의 설치와 댐이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하류 지역에서의 

범람이 축소되는 경향으로 사방댐 설치에 따른 에너지 저감률

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3.4 사방댐 설치 위치에 따른 영향평가

사방댐의 설치장소를 토석류가 발달하는 지역(G.S)인 

Area II(23.0°)에 설치하여 토석류의 저감효과를 검토하였

다. 각각의 실험조건인 Case D 및 Case E에 따른 주요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사방댐 설치에 따른 토석류가 하류 지역에 도달시간을 비

교한 결과를 Fig. 12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와 같이 사방댐(댐 

높이 :  = 4.0, 8.0 m)이 설치됨에 따라 유하하는 토석류의 지

체시간은 댐 높이 4 m에 대해서는 약 5 sec, 8 m의 경우에는 

약 10 sec 정도로 지체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상지에서의 

범람 형태도 사방댐의 없는 경우 Case A의 경우와 매우 유사

한 범람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로부터 사방댐의 설치

장소가 토석류가 발달하는 지역(G.S)인 약 20° 이상의 하상 

경사를 가진 지역에 사방댐을 설치할 경우는 토석류 에너지 

저감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검토한 사방댐의 형태에 따른 저감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실제 경상남도 김해시의 급경사지 지역으로 산정된 지역에 

사방댐 설치하여 그에 따른 영향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검토대상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토사량을 산정하기 위해 

부산 관측소의 58개년(1961년∼2018년) 강우 자료를 이용하

며 빈도별 강우량을 산정하여 발생 가능 토사량을 산정하였다.

사방댐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인 Case A를 기준으로 사방

댐의 설치장소(하상 경사) 및 사방댐의 제원(댐 높이)에 따른 

영향평가를 비교 분석하였다. 우선 사방댐이 없는 경우에는 

하류 지역 즉 직접 범람 피해지역까지 토석류가 도달하는 시

간은 약 220 sec가 소요되었으며 도달 속도는 16.0 m/sec로 

조사되었다.

사방댐의 설치조건이 하상 경사가 14.6°와 사방댐의 높이 

4 m (Case B), 8 m (Case C)의 경우에서는 사방댐이 설치됨에 

따라 유하하는 토석류의 에너지가 감소하였고 범람지역에서

의 확산 범위도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하지만 하상 경사

가 23.0°의 지역(G.S)에 사방댐이 설치된 경우인 Case D, E의 

경우에서는 사방댐의 높이가 증가하였지만 하류 지역에 도달

하는 토석류의 에너지 감소는 미비하며 범람 형태도 사방댐 

설치 전인 Case A와 유사한 범람 형태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

로부터 사방댐의 설치장소에 따라 유하하는 토석류의 에너지

를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으나 토석류가 발달하여 이동하는 

구간에서의 사방댐 설치는 보다 정확한 지형조건을 이용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급경사지에서의 토석류 에너지 저감을 위

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불투과성 사방댐에 대한 평가를 

2차원 토석류 해석을 실시하였다. 향후 본 모델을 이용하여 

더욱 다양한 사방구조물 형태의 저감 효과를 검토하고, 사방

구조물의 설계조건인 외력 산정을 위한 충격력 검토와 토사 

해저드맵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Case D (Dam height = 4.0) Case E (Dam height = 8.0)

Fig. 12. Reach time to the downstream after the installation of the Sabo dam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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