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류 충격력에 대한 평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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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토석류 충격력의 패턴을 분석하기 위하여, 개별요소법(DEM, discrete element method)에 기초
를 둔 프로그램인 PFC(Particle Flow Code)를 이용하여 사면모형을 수치해석적으로 모델링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입자의 총 중량, 사면경사, 입자의 월류가 발생하는 경우의 충격력 특성을 분석
하였다.
본 수치해석을 통해 1. 입자 총 중량 3kg의 경우 사면경사가 증가할수록 토석류의 충격력은
증가한다. 2. 입자 총 중량 7kg의 경우 사면경사가 증가할수록 토석류의 충격력이 증가한다. 사면
경사 45  의 경우에는 입자의 월류가 발생하여 최종충격력이 적게 산정되었다. 하지만 월류가 발
생하는 시점의 충격력은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다. 3. 개별요소법을 적용한 PFC 2D를 이용하여
토석류 충격력을 분석하여 보았다. 모든 수치해석 결과에서 초반 충격력이 크게 튀는 현상을 보였
는데, 이는 마찰이 없는 비현실적인 가정으로 인하여 해석 초기에 수개의 입자가 흘러내리면서 발
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입자의 물성에 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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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매년 여름 호우가 집중되어 하천의 범람, 산사태로 인한 도로 손실 및 폐쇄, 주거
시설의 피해 등이 발생한다. 이 중 산사태로 인한 피해는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야기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수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사태는
주로 토석류에 기인한 피해임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2006년 태풍 에위니아와 그에 따른 호우에 의해 토석류 피해가 발생하였고,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로 인해 60여가구가 고립되고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토석류에 대한 정밀한 피해 현황 분석, 토석류의 발생 메커니즘 이해 및 그에
따른 예측 시뮬레이션 없이 단순히 시설적인 측면에서 사방시설 설치, 저류시설 개선 등에 국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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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경험적이고, 주관적인 방재대책만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조홍동 등, 2007).
본 연구는 토석류의 충격력에 대한 분체역학 이론을 적용한 수치해석방법으로 충격력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보다 현실에 가까운 거동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토석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초연구에 목적이 있다.
2. 수치해석 모델링
개별요소법(Distinct element method, DEM)은 Cundall(1971)이 개발한 불연속체의 시간영역
해석법이다. PFC 2D는 개별요소법을 적용하여 미국 Itasca Consulting Group사의 Cundall과
Strack(1979)에 의해 개발되었다. PFC 2D는 입자의 운동방정식과 접촉점에서 힘-변위 관계식을
적용한다. 기본연산과정은 입자 요소와 벽 요소의 위치좌표로부터 접촉상태 점검하고, 힘-변위관
계식으로부터 각 접촉점의 접촉력을 계산 후 운동방정식을 적용하여 각 입자에 대한 외력, 모멘
트, 속도, 위치를 그림 1과 같이 계산한다. 정적 및 동적 거동 문제를 해석할 수 있으며, 적용분야
는 슈트ㆍ파이프ㆍ사일로 등을 통한 유동물질의 Bulk Flow, 터널링 및 광산에서 암석의 블록파괴
ㆍ붕락ㆍ유동현상, 물체의 충격거동, Damage accumulation, Fracture 등의 역학적 현상을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 Calculation cycle in PFC 2D

본 연구는 개별요소법(DEM)을 적용한 PFC 2D(ver. 3.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토석류 충격력
을 산정하였다. 사면의 형상은 길이 5m, 높이는 0.2m로 모델링하였다. 입자의 직경은 7mm(Large
ball)와 3mm(Small ball) 두 가지를 생성하였고, 입자의 중량 및 조성은 표 1과 같이 구성하였다.
입자의 중량에 따라 개수만 달리하고 모두 동일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표 1. 해석에 사용된 입자의 중량 및 조성

Weight

3kg
7kg

Sample
Large Ball 70%
Small Ball 30%
Large Ball : 2.1kg
Small Ball : 0.9kg
Large Ball : 4.9kg
Small Ball : 2.1kg

3. 토석류 충격력 분석
3.1 입자 총 중량 3kg
PFC 2D 프로그램에서 산출되는 충격력(impact force) 단위는 N이다. 입자 총 중량 3kg의 수
치해석 결과 산정된 충격력은 다음 그림 2(b),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충격력이 사면경사가 증가함
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a)

(b)
그림 2. 사면경사별 충격력 비교(3kg)

표 2. 경사별 충격력(3kg)

Angle(  )
30
35
40
45

Impact Force(N)
6.687
7.670
8.597
9.372

그림 3. 충격력 작용 패턴(Yamamoto A 외, 1998)

Yamamoto A 외(1998)는 토석류 모형실험에 의한 충격력 작용 패턴을 그림 3과 같이 분류하

였다. 패턴 1의 경우, 충격력이 시간에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경우로 토석류의 이동속도가
비교적 느린 경우에 해당하며, 패턴 2(시료 월류 미발생), 패턴 3(시료 월류 발생)의 경우에는 토
석류가 하부에 단시간에 도달한 경우에 나타난다.
사면경사 45  의 충격력 패턴을 살펴보면 그림 3의 패턴 2와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물을 고려하지 않고, 입자와 사면 바닥의 마찰이 없다고 가정하여 비교적 빠른 속도로
입자가 이동하여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초반 충격력이 크게 나타난 것은 마찰이 없는 비현실
적인 가정으로 인하여 해석 초기에 수개의 입자가 흘러내리면서 값이 크게 튀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면경사 30  의 경우 그림 3의 패턴 1과 유사한 형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면경사
가 상대적으로 낮아 비교적 천천히 입자가 흘러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3.2 입자 총 중량 7kg
입자 총 중량 7kg의 수치 해석 결과 산정된 충격력은 다음 그림 4, 표 4와 같이 나타났으며,
사면경사가 증가할수록 충격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면경사 45  의 경우 최종충격력이
사면경사 30  의 최종충격력보다 작게 산정되었는데, 이는 입자의 월류가 발생하여 사면에 남아있
는 입자의 절대적인 개수가 줄어들어 그러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면경사 45  의 최종충격력이 가
장 작게 산정되었지만 월류 발생시점인 A점에서는 충격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초반 충격력이
크게 나타난 것은 마찰이 없는 비현실적인 가정으로 인하여 해석 초기에 수 개의 입자가 흘러내
리면서 값이 크게 튀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면경사 30  의 경우 그림 3의 패턴 1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면경사가 상대적으
로 낮아 비교적 천천히 입자가 흘러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A

그림 4. 사면경사별 충격력 비교(7kg)

표 3. 경사별 충격력(7kg)

Angle(  )
30
35
40
45

Impact Force(N)
15.864
17.849
19.401
13.775

4. 결 론
본 수치해석을 통해 자연에서 일어나는 토석류 발생현상을 단순화시켜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하
여 토석류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특히 큰 입자와 작은 입자를 중량비에 따라 생성하여 토석류 충
격력을 산정하였다. 토석류 충격력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파악되었다.
1. 입자 총 중량 3kg의 경우 사면경사가 증가할수록 토석류의 충격력은 증가한다. 사면경사 45 
의 충격력 작용패턴은 그림 3의 패턴 2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2. 입자 총 중량 7kg의 경우 사면경사가 증가할수록 토석류의 충격력이 증가한다. 사면경사 45 
의 경우에는 입자의 월류가 발생하여 최종충격력이 적게 산정되었다. 하지만 월류가 발생하는 시
점의 충격력은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다.
3. 개별요소법을 적용한 PFC 2D를 이용하여 토석류 충격력을 분석하여 보았다. 모든 수치해석 결
과에서 초반 충격력이 크게 튀는 현상을 보였는데, 이는 마찰이 없는 비현실적인 가정으로 인하여
해석 초기에 수개의 입자가 흘러내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입자의 물성에 관한 연구
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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