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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경상북도 23개 시·군 산사태 발생지 172개소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산사태 발생 특성을 다양한 요인별로

조사 분석하여 산사태 발생위험 예측을 위한 판정기준표를 작성하였다. 산사태 위험 판정기준표는 수량화 I류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산사태 발생량에 영향을 많이 주는 요인은 경사위치, 경사길이, 모암, 방위, 임분경급, 종단명

형, 경사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사태 발생 위험 예측을 위한 산사태 붕괴 위험도 판정기준표를 작성한 결과, 107

점 미만 :안정(IV 등급), 107~176점 :위험도 소(III 등급), 177~246점 : 위험도 중(II 등급), 247점 이상 :위험도 대

(I 등급)로 붕괴 위험도가 구분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develop the score table for prediction of landslide hazard in Gyeongsangbuk-

Do province. It was studied to 172 places landslided in 23 cities and counties of Gyeongsangbuk-Do province.

An analyze of the score table for landslide hazard was carried out through the multiple statistics of

quantification method (I) by the computer. Factors effected to landslide occurrence quantity were shown in order

of slope position, slope length, bedrock, aspect, forest age, slope form and slope. As results of the development

of score table for prediction of landslide hazard in Gyeongsangbuk-Do province, total score range was divided

that 107 under is stable area (IV class), 107~176 is area with little susceptibility to landslide (III class), 177~246

is area with moderate susceptibility to landslide (II class), above 247 area with severe susceptibility to landslide

(I class).

Key words : landslide hazard, score table, prediction, quantification method (I)

서 론

우리나라의 산림은 대부분 급경사의 산악지로 이루어

져 있고, 매년 6월~9월의 여름철에 내리는 집중호우와 태

풍으로 인하여 산사태의 발생이 집중되어 일어나고 그 피

해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산사태는 인구의 증가와 급

속한 도시화, 산지의 개발 및 이용 증가로 생활권이 산사

태 위험지대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피해가 더욱 대규

모화되고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향후 집중호우나

태풍 등에 의한 산사태의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로 인한 피해도 증가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예방과 대

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겠다.

최근 10년간 산사태로 인해 261명의 인명피해와 연평

균 6천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국립방재연구소,

2005), 경상북도지역에서만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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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와 1998년 태풍 “루사”와 2002년 태풍 “매미”, 2003

년 태풍 “매미”, 2005년 태풍 “나비” 등으로 1,025개소의

1,140ha 이상의 산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경상북도, 2008).

특히, 2002년 8월에는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강릉을 중

심으로 한 강원도지역에 약 900 mm에 달하는 집중강우

가 솟아졌으며, 전국적으로 무려 5조 7천억원에 달하는 재

산피해와 184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산사태로

인한 직접적 인명피해만도 56명으로 집계되었다(중앙재

해대책본부, 2002).

매년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주는 산사태는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순식간에 발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자연재해

에 비해 예방과 경보 및 대피가 어렵고 산지사면에서 발생

하는 산사태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절취사면과는 달리 예측

하기가 매우 어렵다. 산사태는 지형, 지질, 지질구조, 토층

의 물리 및 공학적 특성, 산지의 개발정도 등 여러가지 요

인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산사태를 사

전에 어느 정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다면 인명과 재산손

실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매년 반복되는 산

사태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방지대책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합리적 산사태 예측과 진단을 통해 위험지역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환경친화적 예방 및 복구공법을

적용함으로써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산사태의 피해와 예방의 심각성이 높이 인식되어

꾸준한 연구를 해오고 있으며, 산사태에 관한 연구는 산

사태 발생특성 분석(이수욱, 1979; 우보명 등, 1996a;

1996b, 김명국, 1997; 조재규 등, 2000; 김경수 등, 2000;

박재현 등, 2005a; 2005b; 송영석, 2005)과 산사태 예방대

책(우보명 등, 1978), 산사태 발생위험 판정기준(최 경,

1986; 2001), GIS 등을 이용한 산사태 위험도 분석 및 예

측 기술(강위평 등, 1986; 김윤종 등, 1991; 마호섭, 1994;

국립산림과학원, 1996; 신은선, 1996; 원종석, 1996; 이승

기, 2001; 김원영 등, 2002; 이천용 등, 2002; 김경태 등,

2005, 경상북도, 2006a; 2006b; 2008; 이용준 등, 2006)

등으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또한 외국

의 관련 연구로는 수량화법에 의한 절취법면의 안전도 해

석과 산사태와 지활지 위험지 예측을 위한 수량화 해석의

적용(久保村 등, 1971; 大久保 등, 1976)에 대한 연구와

Brand(1984)와 Chung 등(1998), Dai 등(2002), Chau 등

(2004)에 의한 산사태 발생위험 등에 관한 연구가 있다.

그러나 산사태의 예측과 예방 및 대피를 위한 산사태 예

측 등에 관한 논문은 많지 않다. 특히, 산사태 발생위험 예

측 및 예측도 작성을 위한 산사태 위험도 등급기준인 산

사태 판정기준표에 대한 연구는 최 경(1986; 2001)에 의

한 전국 규모의 연구결과가 유일한 실정이며, 좀 더 세부

적으로 작성된 지역적인 산사태 판정기준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경상북도지역의 산사태 발생 특성을 다양한

요인별로 분석하여 경상북도지역의 산사태 발생 위험성

을 평가하고, 다양한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GIS 자

료 등을 이용한 경상북도 산사태 발생 위험지 예측도를

작성할 목적으로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한 산사태 발생위

험 예측을 위한 판정기준표를 작성한 것이다.

조사 및 방법

1. 조사지

경상북도 지역의 산사태 위험지 예측도 작성을 위한 판

정기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23개 시·군(김천시,

상주시, 구미시, 문경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안동시,

영양군, 영주시, 봉화군,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경산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군위군)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산사태가 발생된 곳 총 172

개소를 조사지로 선정하였다.

2. 조사 및 분석 방법

1) 조사방법

조사방법은 조사지로 선정된 산사태 발생지를 중심으

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산사태 위험지 예측도 작성에

사용하기 위한 판정기준표 작성을 위해 산사태 발생 인자

를 기존의 연구(강위평 등, 1986; 최경, 2001; 이천용 등,

2002)를 참고로 해서 아래와 같은 총 10개의 붕괴 위험 요

인을 선정하였다. 산사태 발생지의 환경인자는 아래의 방

법을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또한 산사태 피해발생의 토

사량을 목적변량으로 평가하였다. 각 붕괴요인 및 목적변

량에 대한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모암 : 지질도 및 현지 조사 병행

② 방위 : NE, SE, SW, NW으로 구분 조사

③ 경사도 : Clinometer로 발생원의 경사도 조사

④ 경사위치 : 발생원의 경사길이 10분비에 의한 조사

⑤ 경사길이 : 산사태가 발생한 지점의 전체 경사 길이

조사

⑥ 횡단면형 : 발생원 지역을 중심으로 좌우측 사면의

형상으로 조사

⑦ 종단면형 : 발생원을 중심으로 조사

·상승사면 : 올라갈수록 경사가 완만해지는 볼록 사면

·평형사면 : 경사가 일정한 일자 사면

·하강사면 : 올라갈수록 경사가 급해지는 오목 사면

·복합사면 : 2개 유형이상의 사면이 존재하는 사면

⑧ 임상 : 무립목지,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으로 구

분 조사

⑨ 임분밀도 : 30% 이하, 40~70%, 70% 이상으로 구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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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임분경급 : 치수림, 소경목, 중경목, 대경목으로 구분

조사

또한, 산사태 발생지점의 토사량(면적 및 깊이)을 산출

하여 목적변량으로 이용하였다. 붕괴발생위험도는 조사된

토사붕괴량 값으로 표현하였으나, 그 값이 너무 커서 일

반적으로 적용하기에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수량화 계산

시에는 실측치 값의 1/10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산사태 위험도는 산사태 발생 규

모에 의하여 산사태 발생위험도를 나타내었다. 즉, 산사태

의 발생빈도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산사태에 의한 토사붕

괴 발생량으로 위험도를 평가하였으므로 엄밀히 말하면

산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규모 예측에 가깝다.

2) 판정기준표 분석방법

붕괴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목적변량, 붕괴위험

도)의 순위와 기여도를 알고, 목적변량(붕괴 위험도)과 총

10개 붕괴 인자와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수량화 I류

를 이용하여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량화 이론이란

질적인(정성적) 변수와 양적인(정량적) 변수 각각의 범주

에 수량을 부여하는 통계적 수법으로 사면의 안정성 평가

에 종종 사용되는 방법이다(강위평 등, 1986; 최 경,

2001; 林, 1982).. 특히, 수량화 I류는 종속변수에 질적 및

양적 변수가 혼용되어 있고 목적변수가 양적 변수일 경우

에 사용하며, 수량화 II류는 종속변수에 질적 및 양적 변

수가 혼용되어 있고 목적변수 또한 질적 변수인 경우에

사용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목적변수가 양적변수이

고 종속변수에 질적 변수가 혼용되어 있어서 수량화 I류

를 사용하였다. 

붕괴요인별 Category(범주)는 표 1에 표시한 것과 같이

요인의 특성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분류한

Category별 조사 자료는 가급적 균일하게 배치되도록 하

였으며, 결과 해석 자료의 객관적 근거를 고려하여 각 인

자의 Category간에 통폐합을 실시하여 반복 계산하였다.

또한 이와 같이 구분한 후 반복계산을 통해 붕괴도와 관

련이 높은 상위인자를 선별하고, 내부 상관관계가 높은 인

자는 배제하는 등의 작업으로 Category를 재구분하여 최

종적으로 결정계수가 높은 모델을 선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조사인자별 현황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산사태 발생 조사지에 대한 각

조사인자별 현황 분석결과를 표 2에 나타내었다. 산사태

발생지의 모암은 대부분 화강암류의 화성암이고, 방위는

대부분 북쪽사면이었다. 경사도는 21도~40도가 대부분이

었고, 경사위치는 대부분 5부능선 이하였다. 경사길이는

600 m 이하가 80%이었고, 횡단면형은 대부분 평형과 요

형(凹)이었다. 종단면형은 하강사면과 평행사면이 대부분

이었고, 임상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임상인 혼효림이었으

며, 임분밀도는 70% 이상이었다. 또한 임분경급은 대부분

표 1. 인자별 Category 구분.

 Category

 인 자
1 2 3 4 5

모 암 퇴적암
화성암
(화강암류 기타)

변성암
(천매암, 점판암 기타)

변성암
(편마암, 편암)

화성암
(반암, 안산암류)

방 위 NE SE SW NW

경 사 도 30° 이하 30°~35° 35°~40° 40°~45° 45° 이상

경사위치 1부 2부 3,4부 5,6부 7부 이상

경사길이 100 m 이하 100~300 m 300~600 m 600 m 이상

횡단면형 凹 凸

종단면형 하강 평형 상승 복합

임 상 무립목지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임분밀도 30% 이하 30~70% 70% 이상

임분경급 치수 소경목 중경목 대경목

표 2. 조사인자별 현황.

조사인자 현 황

모 암 화성암 64%, 퇴적암 15%, 변성암 15%

방 위 북동 38%, 북서 32%, 남동 15%, 남서 15%

경 사 도 21°~30° : 34%, 31°~40° : 42%

경사위치 5부능선 이하 : 70%

경사길이 600 m 이하 : 80%

횡단면형 형 : 51%, 凹형 : 35%

종단면형
하강사면 : 56%, 평형사면 : 21%, 상승사면
: 19%

임 상 혼효림 : 88%, 침엽수 : 28%, 활엽수 : 19%

임분밀도 40~60% : 40%, 70% 이상 : 53%

임분경급 중경목 : 67%, 소경목 : 20%

산사태 폭
11~20 m : 36%, 21~30 m : 16%, 51~150 m :
16%

산사태 길이 1~50 m : 47%, 51~100 m : 32%

산사태 면적 1~500 m2 : 38%, 501~1,000 m2 : 22%

산사태 평균깊이 0.6~1 m : 40%, 0.1~0.5 m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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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경목이었고, 산사태 폭은 30 m 이하였으며, 산사태 발

생 길이는 100 m 이하였다. 산사태 면적은 1,000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산사태 깊이는 1 m 이하로 나타났

다(경상북도, 2008).

2. 수량화 분석 결과

산사태 붕괴 위험도를 목적변량으로 한 산사태 붕괴 인

자 총 10개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수량화 I류를 이

용해 수량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별 Category를 상기

표 1과 같이하여 모든 붕괴요인을 대상으로 수량화를 분

석한 결과, 상관도가 가장 낮은 인자와 편상관도 고려하

여 인자를 하나씩 제외한 결과, 상관계수가 0.5487, 0.5393,

0.5267, 0.4922로 하위 3개 요인(횡단면형과 임상, 임분

밀도)을 제거한 시점에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표 4. 각 요인간의 단순상관 관계.

조사인자 모 암 방 위 경사도 경사위치 경사길이 종단명형 임분경급

모 암 1 -0.0360 -0.2460 -0.0191 -0.1612 -0.2518 -0.1895

방 위 1 -0.0809 0.1732 0.1374 -0.0226 -0.0548

경 사 도 1 -0.0568 -0.0533 -0.0880 0.0774

경사위치 1 0.3500 -0.0370 0.1909

경사길이 1 0.1439 0.0525

종단명형 1 -0.1601

임분경급 1

표 5. 각 요인별 점수표 및 편상관 계수.

조사인자 Category n 점 수 점수범위 편상관계수

모 암

퇴적암 26 277.3733

88.54 0.2736

화성암
(화강암류 기타)

73 8.4084

변성암
(천매암, 점판암 기타)

12 -608.0209

변성암
(편마암, 편암)

21 -25.2033

방 위

NE 51 45.3605

26.22 0.1320
SE 20 166.2698

SW 17 -83.3953

NW 44 -95.9332

경 사 도

30° 이하 34 -61.6500

15.18 0.0874
30°~35° 30 90.1216

35°~40° 34 39.5941

40° 이상 34 -57.4631

경사위치

1부 24 -265.2376

59.04 0.30412, 3, 4부 61 -146.1967

5부 이상 47 325.1852

경사길이

100 m 이하 34 -203.1608

40.00 0.2290
100~299 m 30 -162.6304

300~599 m 33 196.7941

600 m 이상 35 151.2049

종단면형
하강 78 69.6910

17.04 0.1117
평형, 상승, 복합 54 -100.6648

임분경급

치수 6 -513.1740

71.99 0.1772
소경목 31 -75.6648

중경목 83 35.4735

대경목 12 206.6963

표 3. 수량화 분석 정확도 결과.

구 분 분석 값

결정계수 0.2774

자유도 수정 0.2366

중상관계수 0.5267

자유도 수정 0.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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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7개 붕괴인자를 대상으로 수

량화 분석 정확도를 분석한 결과, 표 3과 같은 결과를 얻

었으며, 모델의 중상관계수는 0.5267로 나타났다. 본 분석

결과에서 붕괴 위험도와 각 요인간의 단순상관 관계는 표

4와 같으며, 경사위치, 경사길이, 방위, 모암, 임분경급, 종

단면형, 경사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머지 인자들로

수량화 분석을 반복 실시하여 조사 데이터의 편중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Category를 재분류하여 분

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는 위에서 언급한 분석방법으로 표 1에서의

Category를 재분류하여 표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종단면

형은 조사데이터의 편중성 등을 감안하여 두 가지로 분류

하였다. 또한 표 5는 각 인자의 외적요인과의 붕괴에 대한

기여도(점수범위)와 편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붕괴

위험도와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각 인자들의 편상관계수

는 경사위치, 경사길이, 모암, 방위, 임분경급, 종단명형,

경사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량화 분석 후 점수

표 작성 시에 사용되는 붕괴위험도의 기여도(점수범위)에

서는 다소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표 5에서 인자의 Category별 점수 값들 중 부(負)의 값

을 나타내는 범주는 모두 안정측에 작용하는 요인으로서

사면을 안정하게 하는 Category이며, 반대로 정(正)의 값

을 가지는 Category는 붕괴측에 작용하여 사면을 불안정

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인자별

점수표 및 편상관계수를 보면, 임분경급은 일반적으로 경

급이 높을수록 붕괴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와 반대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대경목의 경우 대체

로 수목근계가 발달하여 붕괴에 저항하는 전단저항력을

증가시켜 붕괴위험성이 적은 것이 일반적이나, 이는 숲가

꾸기가 원활히 이루어져 대경목의 근계가 깊고 넓게 분포

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강위평 등, 1986; 최 경,

2001; 박재현 등, 2005ab). 모암의 경우는 퇴적암과 변성

암 지역에서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종단면형은 하강

사면에서 높게 나타났다. 하강사면은 사면상부로 부터 물

이 집수되기에 용이한 지형이고, 또한 토심이 깊어서 지

하수위의 형성과 토체 중량의 증가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

하기 쉬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모델의 평가

실제 조사된 붕괴위험도와 수량화 분석을 통한 본 모델

에 의해 계산된 붕괴위험도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

림 1과 같이 모델의 중상관계수가 0.5267(결정계수 :

0.2774)로 나타났으며, 분산분석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a)은 각 데이터 별로 계

산치와 실측치를 비교한 것이며, 그림의 X축 좌측의 경우

정확도가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우측으로 이동할

수록 계산치와 실측치가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b)의 1:1 직선 위쪽에 위치한 데이터가 많

으면 실제 관측치 보다 계산치가 낮게 판단된 경우로서

실제 붕괴위험도 보다 모델에 의해 과소평가 되어 모델적

용에 위험이 따른다고 할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는 안정

적인 모델로 평가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 1(b)에서 본 모

델에 의한 결과는 1:1 직선의 아래쪽에 대체로 분포하고

있으므로 모델에 의한 추정치가 관측치보다 높게 평가되

는 경우이므로 본 모델을 붕괴 위험도 판정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산사태 붕괴 위험도 판정기준표 작성

상기 표 5를 기준으로 하여 산사태 발생위험 예측을 위

한 판정기준표를 작성하였다. 자연사면에서 붕괴와 관계

가 깊은 7개 인자에 의해 얻어진 각 인자의 범주별 점수

표(표 5)를 보면, 하한치가 모두 0이하의 음수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계산의 단순화를 위해 각 인자별로 점수

를 범주마다 그 점수만큼 더하여(양의 정수화) 모델회귀

식의 절편도 고려하여 표 6과 같이 산사태 판정기준 및 점

수표를 작성하였다.

표 5에서 표 6을 만드는 과정에서 추가된 107점(붕괴발

생 기준점)을 기준으로 표 6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점수

그림 1. 모델에 의한 계산치 및 실측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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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318점을 감안하여 70점 단위로 표 7과 같이 107점 미

만 : 안정, 107~176점 : 위험(소), 177~246점 : 위험(중),

247점 이상 : 위험(대)으로 붕괴 위험도를 구분하였다. 본

판정기준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붕괴발생위험도

는 조사된 토사붕괴량 값으로 표현하였으나, 그 값이 너

무 커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기에 계산상 어려운 점을 감안

하여 판정기준표에는 실측치 값의 1/10을 적용하였다. 따

라서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그

점수가 0에서 1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붕괴가 발생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추가된 107점을 붕괴기준점으

로 간주하여 구분하였다.

산사태 발생위험 예측을 위한 판정기준표 작성을 위해

산사태 발생 위험도 판정기준을 작성한 결과, 표 7에서와

같이 107점 미만 : 안정(IV 등급, 산사태 발생 확률 : 0%),

107~176점 :위험도 소(III 등급, 산사태 발생확률 : 1~34%),

177~246점 :위험도 중(II 등급, 산사태 발생확률 : 35~

68%), 247점 이상 : 위험도 대(I 등급, 산사태 발생확률 :

69%이상)로 붕괴 위험도를 구분하였다.

여기서 산사태 발생위험 판정기준표 작성에 대한 기존

의 연구(최 경, 2001) 결과와 본 연구결과를 비교해 보면,

먼저 산사태 판정기준 및 점수표에 사용된 인자가 동일하

게 7개의 인자가 사용되었으나 기존 연구에서는 임상과

토심이 사용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방위와 임분경급이 사

용되었으며, 모암 등의 인자에서 산사태 판정기준 및 점

수가 본 연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판

정기준표 점수는 331개소의 산사태 발생지를 조사지로 하

여 산사태 발생 토사량에 의한 발생위험도를 구분한 상기

기존 연구에서의 판정기준표 점수, 즉 산사태 발생 가능

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I 등급) : 181점 이상,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II 등급) : 121~180점, 산사태 발생 가

능이 있는 지역(III 등급) : 61~120점,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없는 지역(IV 등급) : 60점 이하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현

재 산림청에서 작성해 놓은 전국 산사태 발생 위험도보다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경상북도 산사태 발생위험

도를 작성할 경우 경상북도지역의 산사태 발생 위험도가

다소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결과가

경상북도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사태 발생 위험도 작성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결 론

경상북도지역의 산사태 발생 특성을 다양한 요인별로

분석하여 GIS 자료 등을 이용한 경상북도 산사태 발생 위

험지 예측도를 작성할 목적으로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한

산사태 발생위험 예측을 위한 판정기준표를 작성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경상북도지역의 산사태 발생지는 모암이 대부분 화

강암류의 화성암지역이고 방위는 대부분 북쪽사면이었으

 표 6. 산사태 판정기준 및 점수표.

조사인자
항목별 판정기준 및 점수

1 2 3 4

모 암
퇴적암

화성암
(화강암류 기타)

변성암
(천매암, 점판암 기타)

변성암
(편마암, 편암)

89 62 0 58

방 위
NE SE SW NW

14 26 1 0

경 사 도
30° 이하 30°~35° 35°~40° 40° 이상

0 15 10 0

경사위치
1부 2~4부 5부 이상

0 12 59

경사길이
100 m 미만 100~299 m 300~599 m 600 m이상

0 4 40 35

종단면형
하강 평형, 상승, 복합

17  0

임분경급
치수 소경목 중경목 대경목

0 44 55 72

표 7. 산사태 붕괴 위험도 판정기준표.

위 험 등 급 점 수(산사태 발생확률)

위험도 대(I 등급) 247 이상(69% 이상)

위험도 중(II 등급) 177~246(35~68%)

위험도 소(III 등급) 107~176(1~34%)

안 정(IV 등급) 107 미만(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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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경사도는 21°~40o가 대부분이었고 경사길이는 600 m

이하가 80%이었다. 임상은 대부분 혼효림이었고 임분밀

도는 70% 이상이었으며, 대부분 중경목지역이었다. 산사

태 폭과 길이는 30 m 이하와 100 m 이하였으며, 산사태

깊이는 1 m 이하로 나타났다.

2. 산사태 붕괴 위험도를 목적변량으로 한 산사태 붕괴

인자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수량화 I류를 분석한 결

과, 모델의 중상관계수는 0.53267로 나타났으며, 상관도

가 가장 낮은 인자와 편상관을 고려하여 요인의 인자를

하나씩 제외한 결과, 붕괴위험도와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각 인자들의 편상관계수는 경사위치, 경사길이, 모암, 방

위, 임분경급, 종단면형, 경사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를 통해 자연사면에서 산사태 붕괴와 관계가 깊은 7개 인

자를 얻을 수 있었다.

3. 자연사면에서 산사태 붕괴와 관계가 깊은 7개 인자

에 의해 얻어진 각 인자의 Category별 점수표를 중심으로

산사태 발생 토사량에 의한 산사태 발생위험도 판정기준

표를 작성한 결과, 107점 미만 : 안정(IV 등급), 107~176

점 : 위험도 소(III 등급), 177~246점 :위험도 중(II 등급),

247점 이상 : 위험도 대(I 등급)로 붕괴 위험도를 구분할

수 있었다.

4. 본 연구에서 개발한 산사태 발생위험 예측을 위한 판

정기준표는 경상북도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사태 발생위

험 예측도 작성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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