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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seudo-static slope stability analysis method is widely used in engineering practice to calculate the seismic factor 

of safety of slope subjected to earthquake ground motions. Although the dynamic analysis method is well recognized 

to have the primary advantage of simulating the stress-strain response of soils, it is not often used in practice because 

of the difficult in estimating the factor of safety. In this study, a procedure which utilizes the dynamic analysis method 

to extract the transient dynamic factor of safety is devleoped. This method overcomes the major limitation of the 

pseudo-static method, which uses an empirically determined seismic coefficient to derive the factor of safety. The 

proposed method is applied to a slope model and the result is compared with that of the pseudo-static method. It is 

shown that minimum dynamic factor of safety calculated by the dynamic analysis is slightly larger than that determined 

from the pseudo-static method. It is also demonstrated that the dynamic factor of safety becomes minimum when the 

horizontal seismic coefficient and horizontal average acceleration are maximum.

 

요   지

유사정적해석법은 실무에서 지진 시 사면의 안전계수를 구하기 위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 반면에 동적해석은 

지진 시 지반의 응력-변형관계를 가장 잘 모사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설계기준에서 요구되는 안전계수를 

산정하기 어려워 실무적으로 그 활용이 많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응답이력해석으로 사면의 동적 안전계수

를 산정하는 기법을 구축하였다. 이 방법은 최대가속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해서 지진계수를 산정하는 유사정적해석법

의 문제점을 극복하며 사면 고유의 증폭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제안된 방법은 단일 사면에 대해서 적용하였으며 

해석 결과를 유사정적해석법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면 사례에서는 동적해석결과로부터 계산된 사면의 

최소 안전계수는 유사정적해석결과와 유사하게 평가되었으며, 수평방향 지진계수와 활동 토체의 평균 가속도가 최대

가 되는 시점에서 동적 안전계수는 최소가 됨을 확인하였다.

Keywords : Dynamic slope stability, Factor of safety, Nonlinear response history analysis, Pseudo-static analysis, 

Seismic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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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진 시 사면에는 정적하중에 추가적인 하중이 가중

된다. 사면에서는 이러한 지진하중을 고려하는 방법과 

해석방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유사정적해석법과 뉴마크 

방법(강성블록해석법) 그리고 동적해석방법으로 구분

한다(MOLIT, 2020). 유사정적해석법은 1906년 샌프란

시스코 대지진 이후 1916년 일본의 Sano 교수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Towata, 2008), 한계평형

해석법(Limit Equilibrium Analysis Method)에 근거하여 

사면에 대한 지진하중의 영향을 개략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Pushpa et al., 2017). 유사정적해석법은 해석

에 활용되는 지진계수의 선정의 불확실성과 등가정적

하중 치환의 적절성에 대한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지진 

시 사면안정에 대한 판단기준이 안전계수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과 과거에 축적된 풍부한 경험자료 그리고 동

적해석방법에 비해 쉽게 안전계수의 산출이 가능하다

는 점 때문에 현재까지 실무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Jibson, 2011; Melo and Sharma, 2004; California 

Geological Survey, 2008).

Newmark(1965)는 지진시 사면의 영구변위를 평가하

기 위하여 진동하는 경사면 위에 놓인 강체블록의 움직

임을 분석하였다. 이때 강체블록의 움직임은 지진으로 

인한 사면의 활동면의 변위와 유사하다는 결론을 바탕

으로 사면의 활동면을 강체블럭으로 가정한 간편한 변

위 경험식을 제안하였다.

일반적으로 Newmark(1965)의 영구변위식 뿐만 아니

라 사면을 강체 또는 연성 블록으로 모사하며 항복 가속

도를 초과하는 가속도 펄스를 이중적분하여 영구 변위

를 계산하는 모든 기법을 Newmark 활동블록방법 또는 

줄여서 Newmark 방법으로도 부른다. 국내 비탈면 내진

설계기준 KDS 11 90 00: 2016에서 허용되는 연구변위

는 비탈면높이의 1%이다. Newmark 방법은 건조 사질

토 지반의 변위를 예측하는데 적합하지만, 토체에서의 

지진동 감쇠효과와 지반의 강도변화를 고려하지 못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o et al., 2003). 

지진 시 사면의 동적거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지반

의 비선형성을 고려하는 응답이력해석은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소요 연산시간이 길기에 국내에서 일반

적으로 수행되고 있지 않다(Lee et al., 2015; Lee et al., 

2020). 또한 비탈면 내진설계기준 KDS 11 90 00: 2016

에는 응답이력해석법으로 사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참고로 응답이력해석법으로 

계산된 사면에서의 영구변위는 Newmark의 영구변위와

는 개념적으로 다르므로 사용될 수 없다. 응답이력해석

으로부터 동적 안전계수를 산출할 수 있다면 유사정적

해석법의 단점을 극복하는 동시에 내진설계기준에 기

초한 평가까지 가능해지므로 활용도 높아진다.

본 연구에서는 유사정적해석의 가장 큰 문제점인 단

일 지진계수을 적용하지 않으며, 지진동 시간이력에 따

라 변화되는 동적 안전계수 시간이력 산출이 가능한  

응답이력해석 절차를 개발하였다. 이 절차에서는 비선

형 지반거동을 고려할 수 있으며 사전에 정의된 복수의 

활동면에 작용하는 응력의 적분으로부터 시간단계별 

사면의 최소 안전계수 시간이력을 계산한다. 이 방법은 

단일 사면 사례에 적용하여 동적 안전계수와 유사정적

해석으로 계산된 안전계수를 비교하였다. 

 

2. 수치해석 방법

비선형 응답이력해석으로부터 사면의 동적 안전계수

를 계산하는 절차는 Fig. 1에 정리하였다. 사면의 동적 

안전계수 계산은 먼저 초기응력상태를 재현한 후, 정적 

상태에서 발생한 가능한 활동면을 산정한다. 활동면은 

임의로 정해진 정적 안전율의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면

을 선정한다. 활동면 중에서 안전계수가 가장 작게 계산

되는 면을 임계면으로 결정하며 이에 대한 안전계수도 

산정한다.   

이후 응답이력해석을 수행하면서 매 시간단계에서 

계산된 활동면에 대한 동적 안전계수를 계산한다. 미

리 정의된 활동면에 대한 전단응력과 전단강도의 비를 

활용하여 사면의 안전계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여기서,  : 사면의 안전계수

 : 전단강도

 : 전단응력

 : 활동면 길이

즉, 미리 정의된 가상의 활동면에 대하여 Mohr-Coul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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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ynamic factor of safety calculation procedure in slope

Fig. 2. Potential slip surface

Fig. 3. Normal and shear stress at ith element

파괴규준에 따른 전단강도의 합과 수치해석 계산결과

로 얻어지는 전단응력의 합의 비로 정의된다. Fig. 2와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활동면이 포함된 번째 요소

에서의 전단응력과 전단강도는 식 (2)∼(4)로부터 계산

할 수 있고, 각 요소에서의 응력을 계산한 다음 가상의 

활동면 전체에 대한 전단응력과 전단강도의 합으로부

터 사면의 안전계수를 계산한다. 

     tan  (2)





 



 
cos sin  (3)

 



 sin   cos  (4)

여기서,  : 점착력

 : 내부마찰각

 : 수평면과 활동면이 이루는 각도

 :  , ,로부터 산정된 가상의 활동면에 

수직방향으로 작용하는 법선응력(normal 

stress)

 :  , ,로부터 산정된 가상의 활동면

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전단응력(shear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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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riginal mesh generation result (Griffith and Lane, 1999)

(b) Mesh generated in this study

Fig. 4. Numerical slope model

응답이력해석법으로부터 시간에 따라 변이하는 안전

계수를 산정할 수도 있으며, 발생 가능한 포괄적인 활동

면에 대하여 계수를 산정하므로 지진파와 사면의 동적 

응답 특성을 고려한 가장 취약한 활동면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유사정적해석법과 응답이력해석법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두 가지 기법이 

융합된 기법은 범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DIANA 

FEA(2021)에 구축하였다. 나아가 DIANA FEA에는 비

선형 지반 거동을 모사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

여 탑재하였다. 

3. 수치해석

본 연구에서는 Griffith and Lane(1999)이 사용한 사

면 모델을 대상으로 적용하였다(Fig. 4). 동적해석에 적

용된 하부 경계조건은 반사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성댐퍼(viscous damper)를 적용하였으며, 측면 경계

조건은 점성댐퍼가 연결된 측면경계에 자유장 조건을 

적용하였다. 동적해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지진파의 주

파수 성분의 필터링이 발생하지 않도록 Kuhlemeyer 

and Lysmer(1973)가 제안한 요소의 최대 크기보다 작게 

요소를 재구성하였으며 이는 식 (5)와 같다.

∆ ≤



 (5)

여기서, ∆ : 요소 길이

 : 매질의 전단파 속도

 : 전달가능한 주파수

적용된 요소의 최대높이는 0.5m이다. 해석에 이용된 

입력물성치는 Table 1에 정리하였다. 정적해석에서 사

용한 단위중량과 점착력 및 내부마찰각을 동일하게 사

용하였으며, 동적해석을 위한 전단탄성계수 감소곡선은 

사면 중앙부에서의 구속압 조건을 고려한 Darendeli 

(2001)의 모래 곡선을 사용하였다(Fig. 5). 

Fig. 5의 전단탄성계수 감소곡선으로부터 초기 재하

곡선(backbone curve)을 직접 계산하며 재하 및 제하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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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otechnical index properties used in this study

Parameter Value

Density 20 kN/m3

Young’s modulus 119,266 kN/m2

Poisson’s ratio 0.3

Cohesion 10 kN/m2

Friction angle 20°

Shear wave velocity 150 m/s

Rayleigh damping 
coefficient

 2.4095 S-1

 0.0004569 S

Fig. 5. Shear modulus reduction curve used in this study

(a) Acceleration time history

(b) 5% damped spectral acceleration

Fig. 6. Characteristics of input ground motion

Fig. 7. Predefined potential slip surfaces

선은 확장된 Masing 법칙에 의거하여 계산하였다. 사용

된 비선형 모델은 소성 모델이 아니며 흐름규칙에 의거

하여 소성 변형을 계산하지 않는다. 기존 연구에서 비선

형 곡선과 Mohr-Coulomb 모델을 결합하여 응력이 전단

강도에 도달하는 경우에 적용된 팽창각에 따라 non- 

associated 또는 associated 흐름규칙을 이용하여 소성 

변형을 계산한 사례가 있다(Lee et al., 2015). 하지만 국

내 지진환경 수준에서는 소성상태에 도달해서 발생하

는 변형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전단강

도에 도달한 이후에 발생하는 소성변형이 연구변위에

는 일정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안전율에 미치는 영향

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동적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입력지진동으로 인공시간

이력을 활용하였으며(Fig. 6), 최대지반가속도(peak ground 

acceleration, PGA)는 0.2g이다. 예상 활동면은 Fig.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한계평형해석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

하는 기법인 다수의 원호 중심과 지반 내 접선(tangential 

line)을 이용하여 생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대상 

사면에서는 123개의 활동면들을 미리 정의하였으며 이

는 Fig. 7에 도시하였다. 

4. 수치해석 결과분석

4.1 정적 사면안정해석 결과

사면의 정적 안전계수를 계산하기 위해 미리 정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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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in. factor of safety of slope for the static condition in this study

(a) Factor of safety time history for all slip surfaces

(b) Slip surface No.80 and minimum factor of safety of all slip 
surfaces

(c) Static and minimum dynamic factor of safety

Fig. 9. Factor of safety of slope

123 개의 활동면을 대상으로 계산한 결과 최소 안전계

수는 Fig.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1.4였다. 이 결과는 동

일한 사면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Griffith and Lane, 

1999) 및 한계평형해석결과로부터 계산된 최소 안전계

수와 일치한다. 위의 비교로부터 본 연구에서 구축한 수

치해석 툴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4.2 동적 사면안정해석결과

본 연구에서 유사정적 해석법을 이용한 사면의 수평

방향 지진계수 계산은 Hynes-Griffin and Franklin(1984)

의 제안식에 단주기 증폭계수를 곱하여 적용하였으며, 

계산된 대상사면의 최소 동적 사면 안전계수는 1.01로 

평가되었다. Fig. 9(a)는 비선형 응답이력해석과 미리 정

의된 123개의 활동면 전체에 대한 안전계수 시간이력 

계산결과를 나타낸 그림으로 입력지진동이 지반하부에 

가력됨에 따라 사면의 안전계수는 계속 변화하며, 활동 

토체의 관성력 작용방향에 따라 안전계수가 정적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커지거나 작아진다. 이에 반해 유사정

적 해석법의 경우 지진하중을 지진계수를 통해 등가의 

수평하중으로 치환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지진 시간이

력에 대한 사면의 안전계수는 시간에 대한 안전계수가 

단일한 값으로 표현된다. 또한 입력지진동의 최대 지반

가속도 발생시점과 사면의 동적 최소 안전계수 발현 시

점은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는 일반적으로 최대 지반가속도 발현시점에서의 지진

파 성분과 지반의 고유진동수는 서로 무관하기 때문인 

것이라고 추정된다.  

응답이력해석으로 123개 활동면 전체에 대하여 계산

된 최소 동적 사면 안전계수는 1.06으로 평가되었으며, 

유사정적 해석결과와의 1.01과 비교하여 약간 더 크게 

나타났다(Fig. 9(b)). 

또한 123개 전체 활동면들에 대하여 각각의 지진 시

각에서 계산된 안전계수 값들 중 최소값만 선택하여 안

전계수 시간이력으로 도시한 결과와 정적 사면안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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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orizontal seismic coefficient

(b) Vertical seismic coefficient

(c) Average horizontal acceleration of the slip body

Fig. 10. Seismic coefficients and average horizontal acceleration 
of the slip body

석에서 안전계수가 가장 낮게 평가된 80번 활동면에 대

한 안전계수 시간이력을 비교하였을 때 일부 구간에서 

80번 활동면의 안전계수가 약간 더 크지만, 전체적으로

는 매우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 이는 정적상태에서 안

전계수가 낮은 활동면이 동적해석에서도 낮은 안전계

수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Fig.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체 활동면들에 대

한 정적 안전계수와 최소 동적 안전계수의 관계는 정적

상태에서 안전계수가 낮은 활동면들은 한 점으로 수렴

되는 경향성을 보이며, 반대로 정적 안전계수가 높은 활

동면들은 최소 동적 안전계수의 변동성이 크게 증가함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계로부터 해석의 효율성을 증

대시키기 위하여 정적 사면안정해석을 수행한 다음, 안

전계수가 낮은 활동면들을 대상으로 동적해석을 실시

하고 안전계수 시간이력을 구하는 경우 해석의 효율성

이 크게 높아질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유사정적해석에 적용된 수평방향 지진

계수는 0.15이다. Fig. 10(a)에 도시한 바와 같이 활동면 

전체에 대한 수평방향 지진계수 값의 범위는 -0.206∼ 

0.204이며, 동적해석으로부터 계산한 수평방향 지진계

수 최대값이 유사정적해석법에서 가정한 값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활동면 전체에 대한 수평방향 지진계수 

평균값을 파란색 굵은 실선으로 표시하였고, 지진계수

의 작용방향과 관성력의 작용방향은 동일하기 때문에 

지진계수가 사면 외측으로 향하는 경우 사면의 안전계

수는 감소하며, 반대인 경우 사면의 안전계수는 증가하

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특히 수평방향 지진계수가 최대

가 되는 시점인 7.015초에서 사면의 안전계수는 최소값

을 나타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수평방향 지진동만을 

입력하였으나, Fig. 10(b)와 같이 연직방향 지반 운동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사면의 기하학적 형상과 비대칭성

으로 인한 지진파의 반사와 굴절 등의 영향으로 내부 

응력상태의 변화와 연직방향 작용력의 변화에 기인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평방향 입력지진동에 의해 발생

되는 연직방향 지진계수는 본 대상사면에서는 수평방

향 지진계수에 비해 최대 및 최소값을 기준으로 최대 

17% 이내였다. 그러나 그림에 도시한 바와 같이 연직방

향 지진계수와 사면의 최소 동적 안전계수 발현시점과

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3개

의 활동면 토체 내부의 평균 가속도를 계산하여 Fig. 

10(c)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평균 가속도는 활동면 상부 

요소들의 가속도 평균을 나타낸다. 평균 계산 시 요소 

크기에 대한 보정을 적용하였다. 전체 활동면 대상 각 

활동면 토체 내에서 발생하는 평균 가속도 최대값은 약 

0.212 g 이며, 80번 활동면 내부에 작용하는 최대 가속

도 값은 0.124 g로 나타났다. 특히 80번 활동면 내부 토

체의 평균 가속도 최대값 발생 시점과 최대 수평방향 

지진계수 발생 시점 그리고 사면의 안전계수는 최소값 

발생시점이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유사정적해석법은 실무적 관점에서 널리 이용되는 

방법이다. 그러나 유사정적해석 시 이용되는 지진계수

가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한계평형해석기법의 

한계로 인해 지진 시 사면 동적거동을 설명하기에는 부

적합하다. 반면에 비선형 응답이력해석을 포함한 동적

해석은 지진 시 지반의 응력-변형관계를 가장 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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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각종 설계요건상의 기

준이 되는 안전계수를 구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유사정적해석과 동적해석의 장점

을 모두 가지는 동적해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비선형 응답이력해석으로부터 지진 시 사면의 안전

계수 시간이력을 계산하였으며, 지진동에 의해 유발

되는 관성력에 의해 사면의 안전계수는 시간에 따라 

변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대지반가속도가 0.2g

인 인공지진시간이력을 사용한 사례연구 결과에서 

동적해석 결과로부터 계산된 사면의 동적 최소 안전

계수는 유사정적 해석결과에 비해 약간 더 크게 평

가되었다. 단, 이는 단일 사례연구의 결과이며 추후 

다양한 사면과 지반운동에 대한 응답을 평가하여 동

적 및 유사정적 안전계수와의 차이를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정적 상태에서 안전계수가 낮은 활동면들이 동적 상

태에서도 낮은 안전율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대로 정적 상태에서 안전계수가 높은 활동면들은 

동적 상태에서의 안전계수 변동성이 크게 증가하였

다. 따라서 동적해석의 단점인 해석 소요시간의 단

축을 위하여 정적 상태에서의 안전계수를 구한 다음 

안전계수가 낮은 몇몇 활동면 대상으로 해석을 수행

하는 경우 해석 효율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3) 사면의 동적 안전계수 시간이력과 마찬가지로 사면

의 수평방향 지진계수와 활동 토체 내 평균 가속도

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각각의 최대값 발현 시점

에서 사면의 최소 동적 안전계수가 최소가 된다.  

(4) 입력지진동으로 수평방향의 지진동만 입력하더라

도 연직방향의 지반 운동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사

면의 기하학적 형상과 비대칭성으로 인한 지진파

의 반사와 굴절 등의 영향으로 내부 응력상태의 변

화와 연직방향 작용력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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