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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급경사지 재해 발생 현황 분석

김성욱․정수정*․최은경․김상현1)․이길하2)․박덕근3)

주식회사 지아이 부설 지반정보연구소, 1)부산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2)대구대학교 토목공학과,
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Disasters Occurring on the 
Steep Slopes in Korea

Sung-Wook Kim, Soo-Jung Jung*, Eun-Kyeong Choi, Sang-Hyun Kim1), Khil-Ha Lee2),

Dug-Guen Park3)

Gi Co. Ltd., Geo-Information Institute, Busan 611-839, Korea
1)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609-735, Korea 
2)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Daegu University, Gyeongbuk 712-714, Korea
3)Disaster Prevention Research Department,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 Seoul 121-719, Korea

Abstract
Disasters like mountain landslides and collapse in cutting areas claim many a life and cause economic losses, involving 

much effort and expenses for their recovery. This study has surveyed and analyzed incident of disasters that had occurred on 
the  sloping sides in Korea for the past 13 years in an effort to relieve damage caused by disasters on the sloping sides. The 
analysis confirms  that while the major cause of disasters on the sloping side was storms in the past, frequency of disasters on 
sloping sides caused by local downpour is steadily on the rise. In addition, while disasters were concentrated in Gangwon 
Province, a mountainous region of the country, frequency of disasters occurring on the sloping sides is steadily increasing 
recently on the sloping sides in downtown areas in Seoul, Gyeonggi-do and so forth, attributing  a large percentage of disasters 
to sloping sides. Data surveyed and analyzed in this study are thought to be applicable as basic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disasters occurring on the sloping sides in the days to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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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최근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비탈면 증가와 하천 및 

산지에 근접한 국내 주거형태로 비탈면 재해에 대한 

위험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상기온 및 지구

온난화에 따라 국소적으로 집중호우가 빈발함에 따라 

산사태 발생(김 등, 2006; 김 등, 2011; 박 등, 2010; 산
림청, 2006)과 더불어 토석류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

고 있다(김과 이, 2011). 이와 같은 비탈면 재해에 의

한 피해는 발생 후 다시 복구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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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death toll between natural disasters and slope disasters (2002～2011).

용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비용으로도 대신

할 수 없는 인명 손실도 크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Fig. 1은 지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보고된 10

년간 국내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및 경사지 재해

로 인해 발생된 인명피해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02년
부터 ’11년까지의 전체 자연재해 사망자는 총 674명
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경사지 재해로 인한 인명피

해는 총 228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약 33.8%를 차지하

고 있다(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1). 이는 산사태 등 

급경사지와 관련 재난으로 매년 약 23명이 희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최근(’99년∼’11년) 13년간 국내에서 발

생한 비탈면 재해현황을 조사하여 국내 비탈면 재해

의 경향과 특성을 제시하고, 재해경감을 위한 예경보

시스템의 신뢰성 검증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재해 

발생 시점에 대한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신뢰성 

있는 재해 인벤토리에 대한 자료는 향후 급경사지 재

해 위험지역의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 될 것이다.

2. 조사방법

2.1. 자료수집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급경사지 재해의 특성 및 경

향을 분석하기 위해 1999년부터 2011년까지 13년간 

전국의 비탈면 재해 자료를 조사하였다. 자료 수집은 

과거 미디어자료(신문자료, 각 시군구에서 제작된 재

해관련 보고서)로부터 수집된 비탈면 재해이력을 붕

괴 당시의 재해 현황 기록의 신뢰성이 높은 재해연보/
재난연감/오늘의 재난종합상황일지의 자료를 통해 2
차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교차검증을 하였

다. 미디어자료의 경우, 비탈면 붕괴 장소 및 시간을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초기에 잘못 기재된 자료

를 선택적으로 선별해 내기가 어려워 자칫 오류를 범

할 위험이 크다. 이와 같은 취득자료의 오류를 방지하

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재해연보/재난연감/오늘의 

재난종합상황일지 자료와의 교차 비교를 통해 자료를 

축적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

로 현장지점들을 방문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별 재해이력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다(Fig. 2).

Gathering high-resolution landsat imagery

Collecting landsat imagery of field area

Giving coordinate attribute using global map

Compilation disaster histories of field area

Extracting optimum route map connecting network of roads

Decision of target site according to detailed landsat imagery

Fig. 2. Flow chart to make route map for field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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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ield investigation course by route map.

2.2. 루트맵을 이용한 현장조사

현장조사 시 전 지역에 대한 상세한 조사는 불가능

하므로 재해발생지점과 위성영상을 통한 재해발생 예

상지점을 연결하는 루트맵을 설정하여 조사를 실시하

였다. 루트맵은 문헌조사와 미디어 자료 분석으로 수

집된 재해이력과 고해상의 영상자료를 통해 판독한 

재해 발생 지점들을 통과하도록 작성하였다.
위성영상의 경우 수치지형과 달리 정사보정이 되

어 있지 않은 비트맵 형식의 그림 자료로써 직접적인 

위치 비교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이용한 영상자료를 수치화하여 각 붕괴지

점별로 좌표속성을 부여하여 수치지형과 부합하는 영

상자료로 재구성하였다. 고해상도의 위성영상을 수집

하여 글로벌 맵퍼(Global Map) 프로그램의 지도 정치 

기능을 이용하여 기존 발간된 수치지형도에 위성영상

을 정치시켜 정사보정을 실시하였다. Fig. 3은 상기의 

방법으로 보정된 도면과 도로망을 검토하여 붕괴지점

을 통과하는 최적의 루트맵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수집된 지난 13년간의 비탈

면 재해이력 중 재해발생지점과 발생일시가 확인된 

426개소의 재해이력자료를 바탕으로 재해발생시기, 
재해발생원인, 재해발생유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

다. 연구에서 집계된 비탈면 재해는 주거지 인근 옹벽 

및 축대붕괴, 자연사면에서의 산사태, 그리고 국도 및 

고속도로 상의 절개지 붕괴 등과 같은 다양한 자연 및 

인공 비탈면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모두 종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발생시기에 따른 비탈면 재해 발생현황

3.1.1. 연도별 발생현황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지난 13년간 전국에서 발

생한 비탈면 재해발생 건수를 발생연도별로 분류하여 

Fig. 4에 제시하였다. 연도별 비탈면 발생건수는 2006
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02년, 2010년, 그리고 

2011년에도 비탈면 재해발생빈도가 다른 해보다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Fig. 4).

Fig. 4. National slope disasters by year.

2002년의 경우, 8월 30일 우리나라에 상륙한 태풍 

‘루사’가 우리나라 강우관측사상 일일 최대강우량

(870.5 mm)을 기록하며 사상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하였는데, 전국적 피해규모는 재산피해 5
조 1,479억원, 인명피해 321명(사망 209명, 실종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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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부상 75명)에 달한다(황, 2007). 
연도별 비탈면 발생건수가 가장 높게 집계된 2006

년의 경우, 제3호 태풍 에위니아(7월 9일∼10일)와 2
차례의 집중호우(7월 14일∼20일, 7월 25일∼29일)
로 인해 수많은 비탈면 붕괴사고가 발생하였다. 태풍 

에위니아는 전남 진도부근으로 상륙하여 경남과 부산

지역에 많은 비를 내렸으며, 7월 14일∼20일 집중호

우는 제4호 태풍 빌리스의 영향으로 강원도 지방을 중

심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하였다. 7월 25일∼29일 

집중호우의 경우 제5호 태풍 개미의 영향으로 활성화

된 장마전선이 경기남부, 충북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국지성 집중호우를 일으키며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박 등, 2006). 
2010년에는 9월 태풍 곤파스와 집중호우로 인해 

우면산 지역의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산림지역 뿐만

이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도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발

생하였다(산림청, 2010). 또한 2011년의 경우, 7월 26
일∼28일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 우면산 지역과 

춘천에서 대형 산사태가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가 있었다. 이와 같이, 비탈면 재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저감되지 않는 재해유

형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경각심 및 대책이 필요하다.
한편, 2004년과 2009년은 비탈면 재해로 인한 사망

자가 다른 해보다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4
년에는 평년과 비슷한 수의 태풍이 발생하였으나, 직
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의 수는 소수

에 불과하였다(박 등, 2008). 비탈면 재해 발생건수가 

가장 적었던 2009년의 경우, 기상청(2009)에 따르면 

1988년 이후 21년 만에 직접적인 태풍 영향을 받지 않

은 해로서 7월 초 집중호우에 의해서만 부산 및 경남

일대와 전남일대에 산사태가 발생하였다.

3.1.2. 우기/건기에 따른 재해현황

우리나라는 기후적으로 온대몬순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6～8월 3개월 사이에 전체의 2/3에 해당하는 양

이 장마와 태풍에 의해 집중되고 있다(황, 2007). 우리

나라의 이러한 기후특성으로 인해, 태풍 및 집중호우

가 발생하는 시기인 산사태 및 절개지 재해가 매년 

6～9월에 집중적으로 유발되어, 절취사면 붕괴 및 자

연사면에서의 산사태로 인해 연평균 30명의 사망자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국립재난안전연구

원, 2005).
이 연구에서는 강우에 의한 비탈면 붕괴 빈도 현황 

분석을 위해, 우리나라의 집중 강우기간인 6～9월 사

이의 재해발생건수와 그 외의 기간인 10～5월 사이의 

재해발생건수를 구분하여 비교하였다(Fig. 5). 분석결

과, Fig.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10～5월 사이 발생된 

비탈면 재해는 매년 1건 이내로 거의 대부분의 재해가 

우리나라 강우기간인 6～9월 사이 집중적으로 발생하

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산사태 및 절개지 붕괴와 

같은 비탈면 재해의 직접적인 주된 요인이 강우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Fig. 5. National slope disasters by dry/rainy season.

3.2. 유발원인별 비탈면 재해현황

재해를 유발시킨 원인에 따른 비탈면 재해발생건

수를 태풍과 호우 그리고 그 밖의 기타 원인에 의한 비

탈면 재해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Fig. 6). 태풍 및 호

우에 의한 비탈면 재해 외 다른 유발요인으로는 붕괴 

Fig. 6. The number of disasters depending on causes b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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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복구 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내림으로써 발생된 

2차 붕괴 등에 의한 비탈면 재해 사례가 기타사례로 

집계되었다.
태풍에 의한 비탈면 재해의 경우, 1999년, 2002년, 

2003년 그리고 2006년에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각각 1999년에는 태풍 “올가(Olga)”, 
2002년 태풍 “루사(Rusa)”, 2003년 태풍 “매미(Maemi)” 
그리고 2006년에는 태풍 “에위니아(Ewiniar)”와 같은 

대형 태풍에 의해 많은 비탈면 붕괴를 유발하였던 것

으로 판단된다. 태풍에 의해 가장 많은 비탈면 재해를 

유발시킨 1999년의 경우, 제7호 태풍 “올가(olga)"의 

내습으로 전국적으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하였다. 
7월 29일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7호 태풍 올

가가 북서진하여 8월 3일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

다. 특히 이 태풍은 우리나라의 서쪽 해상을 통과하였

기 때문에 전국이 태풍 위험반원에 포함되어 전국적

으로 피해가 컸다.
호우에 의한 비탈면 재해는 2006년, 2010년 그리고 

2011년에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태풍에 의해 가

장 많은 비탈면 재해를 유발시킨 1999년의 경우 태풍

에 의한 피해에 반해 호우에 의한 비탈면 재해발생건

수는 전국적으로 적었던 해이다. 이러한 피해양상은 

이 해의 호우빈도는 다른 해와 비교하여 큰 차이는 없

었으나 연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피해가 적었던 것

으로 판단된다(국토지리정보원, 2007). 
Fig.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2000년대 초반의 경우 

주로 태풍에 의한 비탈면 재해가 주로 높은 빈도를 보

이지만, 200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는 태풍에 의한 요

인보다는 집중호우로 인한 비탈면 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강우량은 지

난 100년간 약 17% 상승하였으나 이에 반해 강우일

수는 18% 감소하여 강우강도가 대체로 증가되고 있

어 일 80 mm 이상의 집중호우 발생 일수는 1970년대 

대비 약 2배 증가하였다. 특히 2011년 서울지역을 강

타한 집중호우의 경우, 연평균강우량 1,451 mm의 약 

40%에 해당하는 588 mm의 강우가 7월26일∼28일까

지 3일 동안 집중되었다(김, 2012). 우리나라의 이러

한 기후특성으로 인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기상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지적으로 단시간

에 내리는 집중호우는 많은 피해를 발생시킨다(김 등, 

2012). 
과거 비탈면 재해는 여름철 태풍이 주된 요인으로 

빈번히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태풍에 의한 비탈면 

재해발생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집중호우에 의한 비탈

면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

탈면 붕괴의 예방을 위해, 집중호우 시 사전에 충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하다.

3.3. 위치별 비탈면 재해현황

3.3.1. 지역별 비탈면 재해

Fig. 7은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지난 13년간 발

생한 비탈면 재해의 지역별 발생현황 및 비중을 나타

낸 것으로, 강원도에서의 비탈면 재해발생건수가 총 

125건으로 전체 재해건수 427건의 약 29.3%를 차지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산악지형이 발달한 지

형적 여건에 의한 국지성 호우 및 이에 기인한 산사태 

발생이 피해를 가중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광주의 경우 유일하게 최근 13년간 비탈면 재해 발생

건수는 집계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7. Distribution of national slope disasters by year.

각 지역에 따른 연도별 비탈면 재해발생건수는 Fig. 
8과 같다. 최근 13년간 비탈면 재해건수가 가장 높았

던 강원도의 경우, 2006년에 태풍 및 집중호우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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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angwon-do (b) Chungcheongbuk-do

(c) Chungcheongnam-do (d) Gyeongsangbuk-do

(e) Daegu (f) Gyeongsangnam-do

(g) Jeollanam-do (h) Jeollabuk-do

Fig. 8. Regional slope disasters b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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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Ulsan (j) Busan

(k) Seoul (l) Gyeonggi-do

(m) Incheon (n) Daejeon

Fig. 8. Continue.

36건의 가장 높은 비탈면 재해 빈도를 기록했다. 이 

기록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연도별 비탈면 재해건수

를 나타낸다. 강원도를 제외한 지역 중 가장 높은 연도

별 재해발생건수를 기록한 지역은 전라북도로 2005
년에 16건, 그 다음으로는 경기도 지역에서 2011년에 

15건의 재해발생빈도를 나타냈다. 
산악지형이 발달한 강원도의 경우 가장 높은 발생

건수를 기록한 2006년 이후로 비탈면 재해 발생빈도

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양상은 

부산지역과 전라북도 지역에서도 관찰되어 점차 재해

발생빈도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충청남도, 경
상북도, 전라남도,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해가 거듭될

수록 비탈면 재해발생빈도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이중에서도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2010
년과 2011년에 재해발생빈도가 급격히 상승하였다. 

2010년에는 9월 태풍 곤파스와 집중호우로 인해 

우면산 지역의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산림지역 뿐만

이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도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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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 2002 (b) in 2011

Fig. 10. Rate change of slope disasters in the inner city and outer city.

생하였다(산림청, 2010). 2011년도의 경우, 7월 26일
부터 28일까지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

가 발생했다. 서울의 경우, 3일간 누적 강수량은 587.5 
mm 였고, 이는 평균 연 강수량(1,450,5 mm)의 약 41% 
이상이다. 일 강수량은 서울 301.5 mm, 그 이외의 지

역은 이천 206.0 mm, 인천 192.0 mm로 27일 가장 많

은 강수를 나타냈다(김 등, 2012). 이와 같이 2010년
과 2011년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도심지 산사태가 빈

번히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3.2. 도심지 및 비도심지 비탈면 재해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도심지 비탈면 붕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3년간 특별시, 광역시 및 경기도

와 같은 도심지에서의 재해발생과 그 외 지역에서 발

생한 재해를 분류하였다(Fig. 9). 과거에는 강원도 및 

도시 외곽에서 대부분의 비탈면 재해가 빈번하게 발

생하였으나 해가 거듭될수록 점차 그 빈도가 감소하

Fig. 9. Slope disasters in the inner city and outer city.

였다. 이에 반해 서울, 경기도, 특별시와 광역시 등의 

도심지에서는 과거에 비해 최근 이러한 재해가 빈번

하게 발생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특히 2002년의 경우, 
주로 산악지형 등의 도심지 외곽에서의 비탈면 재해

가 전체 비탈면 재해 발생건수 중 90%를 차지하였고 

도심지내 재해건수는 겨우 10%에 불과하였다. 그러

나 2011년에는 도심지 재해발생빈도가 국내 비탈면 

재해발생건수 전체의 40%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10).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도심지 비탈면의 재해발생빈

도를 세분하여 광역시와 서울/경기 지역으로 구분하

였고 2010년-2011년에 도심지 중에서도 인구 밀집도

가 높은 서울/경기 지역의 재해발생빈도가 급증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Fig. 11). 이는 2010년도와 2011년
도의 집중호우에 의한 도심지 산사태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11. Slope disasters in the metropolitan cities and Seoul/ 
Gyeong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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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역은 인구가 밀집하여 있으므로 산사태 및 

절개지 붕괴와 같은 비탈면 재해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서울지역 뿐만 아니라 6대 광역시와 중대도시들

도 인구집중에 따라 산기슭까지 택지 및 아파트 시설 

등이 개발되어 산사태 및 비탈면 붕괴와 같은 비탈면 

재해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산림

청을 중심으로 산사태 위험지역을 지정 ․ 관리하고 

있으나 산사태 위험지역의 기준이 산지의 경사도나 

임상조건 등 인명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일부항목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도심지 비

탈면의 위험구역 지정 및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유림 보호가 중심인 기존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인명피해에 대한 위험도를 중심으

로 산사태 및 급경사지의 정의와 관리기준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

3.3.3. 붕괴유형별 비탈면 재해현황

비탈면 붕괴유형에 따른 연도별 재해 현황은 Fig. 
12와 같다. 분류기준은 토석류, 표층토사유실, 활동 

및 전도 등과 같은 사면붕괴 유형을 일반적인 ‘산사

태’ 붕괴유형으로 분류하고 비탈면의 암괴, 석력 등이 

표면에서 분리되어 사면을 굴러 떨어지거나 낙하하여 

유발되는 붕괴유형을 ‘낙석’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옹

벽, 축대 등의 붕괴로 인한 피해를 ‘구조물의 붕괴’로 

인한 붕괴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붕괴유형에서 산사태

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이러한 경향은 분석에 토

사유출, 토석류, 활동 등이 모두 산사태 유형으로 종합

하여 집계되어 분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산사태 유형분류는 다소 포괄적이긴 하지만 조사된 

Fig. 12. slope disasters depending on collapse type.

과거 붕괴이력자료의 대부분이 미디어자료에 의존하

고 있기 때문에 산사태와 토사유출, 산사태와 낙석, 산
사태와 토석류 등이 상호의존적으로 나타나 명확한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분류하였다.
낙석 붕괴유형의 경우 최근 5년간 그 발생빈도가 

두드러지게 감소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06년 에위니아와 동반된 호우로 인해 많은 사상자

와 재산상의 손실을 겪은 이후 절개지 등에 대한 대대

적인 보수로 인한 효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산사태

의 경우에는 최근 2010년과 2011년에 다시 두드러지

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심지 산사태 재해발생이 빈발한데 기인

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탈면 재해저감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는 과거 비탈면 붕괴이력의 유형별 발생실태의 파악 

및 분석이 필요하지만 현재 이러한 기준이 미비한 실

정이다. 따라서 명확한 비탈면 재해유형의 분류기준 

및 이에 따른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지난 10년(‘02년~’11년)간 급경사지 관련 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약 33.8%를 차지하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지

난 13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비탈면 재해이력 현황을 

제시하고 조사하고 향후 비탈면 재해 위험지역의 효

과적인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구축을 위

해 수행되었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비탈면 재해는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저감되지 

않는 피해유형이며 국내 강수량의 약 2/3가 집중되어 

내리는 6월∼9월 사이 우기에 집중되어 발생되고 있

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경각심 및 사전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2) 과거 비탈면 재해는 여름철 태풍이 주된 요인으

로 빈번히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태풍에 의한 비탈

면 재해발생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집중호우에 의한 

비탈면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집중호우 

시 사전에 충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하다.
3) 과거 산악지형이 발달한 강원권 지역에서 비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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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재해가 집중된 반면 근래에는 인명피해를 크게 유

발할 수 있는 도심지에서의 비탈면 재해빈도가 증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유림 보호가 중심인 기

존의 개념에서 탈피, 인명피해에 대한 위험도를 중심

으로 산사태 및 급경사지의 정의와 관리기준을 재정

립할 필요가 있다.
4) 비탈면 재해저감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서는 과거 비탈면 붕괴이력의 유형별 발생실태의 파

악 및 분석이 필요하지만 현재 이러한 기준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명확한 비탈면 재해유형의 분류기

준 및 이에 따른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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