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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숲가꾸기를 하여 산림건강성을 증진시키면 산사태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식이다.

이를 객관화시키기 위해 GIS를 이용하여 숲가꾸기와 숲가꾸기 하지 않은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 발생개소수를 비

교 분석하였다. 대상지는 2006년 7월 15일 인제군에서 태풍 ‘빌리스’의 영향으로 발생한 산사태 집중지역이며, 인

제 국유림관리소에서 획득한 숲가꾸기 자료를 이용하였다. 숲가꾸기 직후에는 산사태 발생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숲가꾸기를 실시하지 않은 지역은 영급에 따른 산사태 발생변화가 작지만 숲가꾸

기를 실시한 지역은 영급이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In general, forest tending work contributes to preventing landslides by enhancing forest health. In

order to quantify beneficial effects of forest tending, landslide occurrences in forest tending area and those in

non-forest tending area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e landslide had been hit hard in Inje and Pyeongchang

county, Gangwon province, following Typhoon ‘Bilis’ on July 15, 2006. Data on forest tending of Pinus koraiensis

and Larix kaempferi stands were acquired from the Inje National Forest Station, North regional forest service.

The rate of landslide occurrence was increased sharply just after forest tending work and was decreased as time

goes by. The analysis also found that the change in landslide frequency was slight by age class in the non-forest

tending area, while it decreased as age class increased in the forest tendi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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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9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대대적인 사방녹화사업으로

우리나라의 산림은 크게 성장을 하였고, 현재 훼손지를 제

외하면 전국 대부분 산지가 안정된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

다. 일반적으로 산림이 안정되고 나무가 생장할수록 산사

태 발생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까지 나타

난 경향을 살펴보면 산사태 발생면적이 계속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윤호중 등, 2009). 즉, 1990년대에는 연평균

349 ha의 산사태가 발생하였으나 2000년대는 연평균

712 ha의 산사태가 발생하여 2배 정도 늘었다. 물론 2000

년대에는 태풍 루사(2002년), 매미(2003년), 에위니아(2006

년) 등 강한 태풍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컸다고 할 수

있겠으나 1990년대에도 태풍 페이, 재니스(1995년), 위니

(1997년), 올가(1999년) 등 강한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

을 주었다(산림청, 2006). 이렇듯 산사태 발생이 계속 증

가하고 있는 이유는 주로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의 양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여름철 집중호우 일수가 증가

하고, 한 지역에 집중되는 게릴라성 호우가 많아지는 현

상을 보이고 있다(정참상, 2009). 또한 같은 강우량에도 산

사태가 발생하는 위치가 일정하지 않은데 이것은 산사태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지형이나 지질, 임상 등의 인자가

미치는 영향도가 다르기 때문이다(최경, 1986). 이 중 지

형과 지질은 인위적인 조절이 불가능하지만 임상은 가능

하다. 임상은 혼효림보다 단순림에서, 활엽수림보다 침엽

수림에서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최경, 1998). 특히

우리나라의 침엽수림은 전체 산림면적의 42.9%(225백만)

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1970년대 이후 식재

한 인공림(전체 산림면적의 29%)이므로 수령이 거의 일

정하다(산림청, 2009). 보통 나무를 식재할 때는 ha당

3,000본을 식재하여 곧게 자라게 한 후 나무의 나이가 20

년생이 되면 1차 솎아베기, 35년생이 되면 2차 솎아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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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여 직경생장을 유도하게 된다. 숲가꾸기를 하지 않

은 경우 임분의 밀도가 매우 높게 되어 햇빛이 차단되므

로 관목층이 형성되지 않고 토양발달도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는다. 지상부와 마찬가지로 뿌리의 상태도 좋지 않

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2005).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숲에서 얻는 여러 가

지 혜택이 충분하게 공급되었기 때문에 즉, 수요보다 공

급이 많았기 때문에 숲을 가꾼다는 개념을 갖출 필요가

없었다. 숲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산불조심을 포함하여

홍수범람, 가뭄해소 등을 위하여 땔감, 목재용으로 마구

베는 행위, 각종 개발로 인한 훼손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해방이후 목재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인공조림과

숲가꾸기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나무가 자원이라는 관

점 하에 관리체계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이상민 등, 2008).

우리나라의 풀베기,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숲가꾸기는

IMF 이후 2001~2002년 공공근로사업 취지로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2003~2007년에는 일반 산림사업으로 연간

334천ha를 수행하였다(산림청, 2009). 숲가꾸기는 하층식

생의 생육조건을 개선하여 종 다양성을 유지하고 산림 수

자원 양과 질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물환경연구팀이 탐진댐 유역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숲가꾸기를 하는 경우 수질정화 2배, 부유물질 농도 4배

의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김

경하 등, 2007). 또한 제 때에 숲을 가꾸지 않으면 산사태,

산불, 병해충 등 자연재해에 취약해지고 경제적으로 쓸모

없이 방치되게 된다. 

산사태 발생은 주로 나무의 뿌리와 연관이 많으며 뿌리

의 형태와 분포에 따라 좌우되는데 뿌리가 토양층을 지나

모암까지 뻗치는 심근성 수종인 경우 토양을 암반에 고정

시키는 파일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또한 주변의 나무뿌리

가 서로 연결하여 망을 형성하면 그물효과를 발휘하여 붕

괴를 방지하게 된다(김동엽, 2009). 그러나 침엽수 인공림

은 숲가꾸기를 하지 않은 경우 뿌리도 일정 깊이까지만

발달하게 되고 제대로 망을 형성하지 않아 토양을 고정시

킬 만큼 형태와 분포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또 하나의

산사태 증가원인이 된다(오정수 등, 2005). 즉, 침엽수 인

공림은 관리를 하지 않아 과밀하게 되면 지상부의 취약성

과 함께 지하부의 뿌리도 제대로 발달되지 못하여 토양을

붙잡는 힘이 약해져 산사태가 쉽게 발생된다. 

본 연구는 실제 산사태가 발생한 숲가꾸기 지역을 대상

으로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의 공간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숲가꾸기 시기별 산사태 발

생영향을 분석하였고 영급에 따른 간벌강도를 분석하여

숲가꾸기가 산사태 발생에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

았다.

조사 및 방법

1. 조사대상지

조사대상지는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및 덕적리

지역 3,173 ha로 2006년 7월 초순 태풍 ‘에위니아’ 후 7월

15일 이미 중국에서 소멸된 태풍 ‘빌리스’로부터 많은 수

Figure 1. The study area was composed of two villages in Inje, Gangwon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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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가 유입되면서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가 집중적으

로 발생하였다(Figure 1). 이 시기의 강우는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총강우량 569.6 mm, 7월 15일 일우량 192

mm, 최대시우량 65.5 mm 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인제 덕

적리, 덕산리, 가리산리 지역 등 283 ha의 산사태가 발생

하였다(북부지방산림청, 2007). 

조사대상지의 임지는 덕산리 및 덕적리 전체면적의 91%

인 2,900 ha로 임상은 소나무와 활엽수림이 63%로 대부

분을 차지하였고, 잣나무와 낙엽송림이 30%를 차지하고

있다. 영급은 설악산국립공원에 인접하여 6영급 이상의

소나무와 활엽수가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

다. 또한 숲가꾸기가 이루어진 잣나무와 낙엽송 임령은

3~5영급이 분포하였다. 소나무림과 활엽수림, 혼효림은 천

연림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임분이 다양한 영급으로 구성

되어 있지만 소나무인공림과 잣나무림, 낙엽송 등의 인공

림은 조림으로 생성된 임분이기 때문에 천연림에 비해 다

양한 영급분포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Table 1). 

지질은 쥐라기 화성암으로 인제화강암이며, 인제화강

암은 기반암인 흑운모편마암이 화강암과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섞여있는 부분이 있어 마치 기반암이 부분 용융

을 받은 조직이 부분적으로 나타난다(한국지질자원연구

원, 2009). 지형은 설악산 남서쪽에 위치하여 지세가 험

하고 산지와 평지의 고도차가 커 대부분의 산지가 경사

가 급하다.

Table 1. The distribution of age classes by forest types in
study area.

Forest type Age class Sub total Area(ha) Rate(%)

Total 2,900(100%)

Pinus densiflora 

4

1,126.9(39%)

8.2 0.3%

5 154.2 5.3%

6 355.9 12.3%

7 577.3 19.9%

8 31.3 1.1%

Broadleaf

4

725.1(25%)

10.6 0.4%

6 146.8 5.1%

7 427 14.7%

8 140.7 4.9%

Mixed

4

131.2(5%)

12.2 0.4%

5 1.0 0.0%

6 14.2 0.5%

7 103.1 3.6%

8 0.7 0.0%

Pinus densiflora
(Artificial)

4
44.1(2%)

38.6 1.3%

5 5.5 0.2%

Pinus koraiensis 
3

368.3(13%)
314.9 10.9%

5 53.4 1.8%

Larix kaempferi 
4

500(17%)
186.5 6.4%

5 313.5 10.8%

Artificial broadleaf 5 4.4(0.2%) 4.4 0.2%

Figure 2. Flowchart to make forest tending map and landslid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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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자료 및 방법

숲가꾸기와 산사태 발생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는 숲가꾸기 지역과 숲가꾸기 하지 않은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 발생개소수를 비교하면 그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Figure 2는 산사태 발생위치와 숲가꾸기 문헌자료를 GIS

공간자료화 하기위한 방법을 나타낸 것으로 먼저 산사태

발생위치를 추출하기 위해 산사태 발생 직후인 2006년 9

월 (주)한진정보통신에서 촬영한 칼라항공사진을 이용하

였다. 촬영된 낱장의 항공사진을 외부표정요소와 지형자

료를 이용하여 정사보정을 실시한 뒤 한 장의 영상으로

모자이크한 정사모자이크영상을 제작하였다. 이후 육안판

독에 의해 GIS 소프트웨어인 ArcGIS 9.3을 이용하여 산

사태 경계를 추출하였다. 육안판독에 의해 산사태 경계를

추출한 이유는 항공사진에 나타난 산사태 경계가 수관(樹

冠)에 의한 차폐효과로 인해 정확한 경계를 획득하기 어

려우므로 자동화 방식보다는 경험에 의한 육안판독방법

으로 수행하였다. 정사모자이크영상에서 판독이 어려울

경우, ERDAS LPS 9.2의 PRO600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낱장항공사진을 표정한 에피폴라영상으로 판독정확도를

높였다. 산사태 발생지는 연구지역 3,173 ha를 대상으로

569개소를 추출하였다(우충식 등, 2008). 

Figure 2는 숲가꾸기가 산사태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한 분석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숲가

꾸기 자료는 산사태 발생시점인 2006년 이전을 기준으로

2001~2005년까지 5년간 수행한 자료를 인제 국유림관리

소에서 획득하였다. 숲가꾸기 자료는 일반적으로 임소반

단위로 위치를 나타내고 사업대상 임분에 대한 수종, 영

급, 경급, 밀도 등을 기록했기 때문에 세밀한 위치를 나타

내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숲가꾸기 자료를 GIS

자료화하기 위해 산림청 FGIS의 임소반도와 1990년대 중

반에 제작된 산림청 4차 임상도를 이용하여 기간별 숲가

꾸기 도면을 제작하였다. 여기서 임상도상의 영급을 현재

상태로 적용하기 위하여 1영급씩 가산하여 분석하였다.

2006년 산사태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2001~2005년까지의

자료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숲가꾸기 직후부터 2

년까지 하층식생이 급격히 왕성해지는 기간인 2004~2005

년과 그 이후의 기간인 2001~2003년으로 나누어 숲가꾸

기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4차 임상도와 숲가꾸기 자료를 이용하여 숲가꾸기 도면

을 제작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ure 3과 같다. 

숲가꾸기와 숲가꾸기를 실시하지 않은 지역에서의 산

사태 발생개소수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에서 단위면적당 산사태 발생개소수를 비교하면 숲가꾸

기를 실시한 지역이 숲가꾸기를 실시하지 않은 지역보다

산사태 발생이 약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을 시

기적으로 분석해 보기 위하여 2001~2003년과 2004~2005

년에서의 산사태 발생개소수를 비교하였다. 

Table 2에서 산사태 발생개소수가 숲가꾸기를 실시한

2004~2005년 지역에서는 22.7개소/100 ha로 나타났으며,

숲가꾸기를 실시한 2001~2003년 지역의 산사태 발생개소

수가 15.6개소/100 ha보다 많게 나타났다. 또한 숲가꾸기

를 실시한 2004~2005년 지역이 숲가꾸기를 하지 않은 지

역보다 산사태 발생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사태 발생개소수와 각 대상지의 면적의 우도비

(Likelihood ratio)를 이용하여 좀 더 정량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 우도비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점과 발생하지 않

은 지점에서 지형공간정보의 빈도수 차이를 조건부 확률

의 비이다(이사로 등, 2001). 즉, 각 대상지의 산사태 발생

개소비율과 면적비율의 비를 나타낸 것이다. 본 조사지에

서 우도비를 분석한 결과, 단위면적당 산사태 발생개소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는데 숲가꾸기를 실시한

2004~2005년 지역이 1.4로 숲가꾸기를 실시하지 않은 지

역의 우도비 1.0과 숲가꾸기를 실시한 2001~2003년 지역

의 우도비 0.87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숲가꾸기시 임분

밀도가 낮아지고 강우의 수관차폐율이 줄어들어 숲가꾸

기 이전보다 임지내 투과되는 강우강도가 높아진 것으로

Figure 3. Overlaying landslide spots layer and forest tending
layers on aerial photograph of study area.

Table 2. Likelihood ratio of landslide occurrence in forest
tending and Non-forest tending.

Item
Forest tending Non-forest 

tending2001~2003 2004~2005

Site area(ha) 231 154 2,515

Landslide occurrence spots 36 35 498

Landslide occurrence spots
per 100 ha (spots/100 ha)

15.6 22.7 17.9

Likelihood ratio 0.9 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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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숲가꾸기를 실시한 후 일정 시간

이 지나면 임지내 하층식생이 발달하고 수관울폐도가 높

아지므로 산에서 직접 떨어지는 강우의 양이 적어져 산사

태 발생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임상별 영급별 산사태 발생 우도비를 Figure 4에 나타

냈다. 5영급까지의 숲가꾸기를 실시한 지역과 숲가꾸기를

실시하지 않은 지역에서의 산사태 발생개소수를 비교하

면 숲가꾸기를 실시한 지역에서의 산사태 발생은 영급이

클수록 대체로 적어지는 반면 숲가꾸기를 실시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영급과 산사태 발생은 크게 관계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2004~2005년 숲가꾸기를 실시한 지역의 영급분포가 3,

4영급으로 구성되어 5영급까지 비교할 수 없었으며 3영급

의 임분에서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였고 4영급의 임분에서

는 3영급에 비해 적게 발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2001~2003년 숲가꾸기를 실시한 지역은 3, 4영급의 임분

에서는 우도비가 변화가 거의 없지만 5영급의 임분에서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결국 숲가꾸기 직후는 영

급이 큰 임분이 작은 임분에 비해 산사태 발생이 적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층식생이 발달하고 수관울폐도가

높아져 숲이 안정화되는 시점에서는 3영급 이상의 대부분

임분에서 산사태 발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숲

가꾸기 직후보다는 숲가꾸기 이후 적어도 3년 이상의 시

간이 지나야 산사태 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는 숲가꾸기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5영급의 임분

을 제외한 3, 4영급의 임분은 숲가꾸기 시기와 관계없이

숲가꾸기를 실시하지 않은 지역보다 산사태 발생률이 높

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임분밀도가 낮

아져 숲가꾸기 이전보다 임지내 투과되는 강우의 양이 많

아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단목인

경우 최소 10년이 지나야 뿌리저항력이 회복되는 것(竹下

敬司 등, 1992; 長野縣 林務部, 2008)으로 나타나 초기에

는 숲가꾸기 작업시 임지가 불안정해졌다가 시기가 지나

면서 숲가꾸기 하지 않은 지역보다 더욱 빨리 안정화되면

서 재해에 강한 산림으로 변화해 갈 수 있다고 하였다. 

Figure 5는 숲가꾸기시 간벌의 강도를 나타낸 것으로 3,

4영급이 포함되는 40년생 이하의 임분 약 50%가 강도간

벌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나타난 숲가꾸기시 3,

4영급과 같은 유령림의 급격한 임분밀도변화가 오히려 산

사태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간격을 두고

약도간벌을 여러 번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결 론

최근 집중호우, 태풍 등 강우 및 바람에 의해 여름철 산

사태 피해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산사태는 강우, 지

형, 지질, 임상 등의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

는 것으로 임상을 제외한 나머지 인자들은 인위적으로 변

화시키기 어렵다. 임상은 숲가꾸기로 변화를 줄 수 있지

만 산사태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시키기 어려웠다.

따라서 2006년에 산사태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인제지역

을 대상으로 GIS기법을 이용하여 숲가꾸기가 산사태 발

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숲가꾸기를 실시한 후 3~5년 지난 임분과 1~2년 지

난 임분을 비교하면 숲가꾸기를 실시한 후 3~5년 경과한

지역에서 산사태 발생률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 영급별로 산사태 발생률을 비교했을 때 숲가꾸기를

실시하지 않은 지역은 영급별로 산사태 발생률이 크게 변

화가 없는 반면 숲가꾸기를 실시한 지역은 시간이 지날수

록 산사태 발생률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숲가꾸기시 강도간벌에 의해 급격히 임분밀도가 변화

할 경우 오히려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4. Likelihood rate of landslide occurrence by
age classes in forest tending and non-forest tending. 

Figure 5. Thinning intensity by stand age in the study area.
(Light thinning:20~30%, Moderate thinning:30~40%, Heavy
thinning:>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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