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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땅밀림지의 지형특성을 분석하여 땅밀림지에 대한 지형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

시하였다. Aspect ratio가 1.00 미만인 땅밀림지는 전체 37개소 중 17개소(약 46.0 %)로 0.37 ～ 0.92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또한 Aspect ratio가 2.00 미만인 경우는 전체 37개소 중 36개소(약 97.0 %)이었다. 종단형상비가 1.00 미만인 땅밀림 지역

은 총 37개소 중 15개소(약 41.0 %)이었으며, 1.00 이상인 땅밀림지는 22개소(약 59.0 %)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

체 37개소의 땅밀림지 중 평면형지형은 말발굽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세지형은 凸상대지상 지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땅밀림지역의 미세지형의 등고선 간격을 평균한 결과 29.4(9.5 ～ 83.2)m이었으며, 땅밀림지 내에

서 미세지형을 제외한 땅밀림지 내의 평균등고선 간격은 24.3(14.4 ～ 59.4)m로 미세지형이 5.1(4.9 ～ 23.8)m 더 넓게 나

타났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땅밀림지 내에서 미세지형의 평균 등고선 간격과 미세지형을 제외한 평균 등고선 간격의 

T-test 분석 결과 5 %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analysis the landform characteristics of land creep areas in south Korea. 
Aspect ratio in 17 areas (approximately 46.0 %) among total land creep areas (37 areas) was ranged from 0.37 to 
0.92. Also, aspect ratio in 36 areas (approximately 97.0 %) was less than 2. Longitudinal section form ratio of 15 
areas (approximately 41.0 %) was less than 1.0, whereas 22 areas (approximately 59.0 %) were more than 1.0. 
Horseshoe hoof form in land creep areas were mostly appeared to flat land types, whereas convex terrain ground form 
was prevailed to micro-topography. Mean contour intervals were higher in micro-topography (mean 29.4 m, range 9.5 
m ～ 83.2 m) than in except micro-topography (mean 24.3 m, range: 14.4 m ～ 59.4 m) in land creep areas. The 
contour intervals were slightly wider in micro-topography (mean 5.1 m, range: 4.9 m ～ 23.8 m) than in except 
micro-topography in land creep areas. The results indicate that contour interval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between micro-topography and except micro-topography in land creep areas.

Key words: land creep, aspect ratio, longitudinal section form ratio, micro-topography

서  론
1)

우리나라는 충청북도 단양시 휴석동 지역에서 땅밀림

이 발생된 이후 땅밀림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고,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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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림은 산사태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토석류와는 상이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Park et al., 2003). 땅밀림은 토층

이 변하지 않고 중력방향으로 천천히 미끄러져 이동하는 

현상으로(Woo et al., 1996). 지질, 지형의 특성에 따라 발

생하거나(Davis, 1899), 토양 중에 포함되어 있는 모래, 

미사와는 다르게 점토입자의 변형이 영향하며(Culling, 

1963; Jau et al., 2000), 토질적 측면에서의 불연속면과 

단층파쇄대의 붕괴(Tomio et al., 1990; Park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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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Kim, 2004), 겨울이 지나고 봄에 나타나는 융설이

나 토양온도의 영향(Shuji, 1978; Auzet and Ambroise, 

1996), 지하수위의 증가 및 간극수압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토양의 전단력 감소(Matukura et al., 1983; Anderson 

and Richards, 1987; Montgomery et al., 1998), 각종 개발

행로 인한 원인(Park et al., 2003; Park, 2016) 등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보다는 땅밀림 현상이 적게 나타

나고 있으나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그 분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Park(2015)은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땅밀

림지는 총 29개소였다고 하였으나, 그 수는 점차 증가하

고 있다. 특히 땅밀림 지역은 오랜 세월동안 땅이 밀려 

내려오면서 지형이 변화하고 미세지형이 변형되는 등 지

형도를 가지고 땅밀림지를 찾아내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

다. 아울러 이러한 지형변화는 특히 凹형 지형에서 강수

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여 그 하부의 땅밀림을 촉발시키

는 경우가 많은데(Woo et al., 1996), 이러한 땅밀림은 장

기적으로 지형변화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또한 Park(2018)은 땅밀림지에서는 미세지형이 중요

한 역할을 하며, 이로 인해 땅밀림 지형을 사전에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Takaya(2017)는 일본에서는 

이러한 미세지형을 지형도에서 확인하여 땅밀림지를 예

측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즉, 땅밀림이 발생되는 메커니

즘을 보면, 지층과 토층의 파괴가 발생하여 땅밀림이 생

기는데, 이와 같은 원인은 산체를 구성하는 지층과 토층

에 내재하는 연약부가 상부 압력에 의해 파괴되기 때문

이다. 연약부에는 단층과 절리 등 암체에 균열부가 있고, 

대체로 이 지역에는 이암이 존재한다. 즉, 연약부를 파괴

하는 원인이 되는 힘은 강우가 침투하여 산체 중량이 증

가하기 때문으로 고체 토층의 점성체 상태에 변화가 생

기기 때문이다. 또한 토층 내부의 파괴, 산지의 구조 파

괴로 인하여 토층 내에 균열과 공극이 발생한다. 이러한 

지층과 토층의 원래의 구조가 교란되어 체적이 증가하

고, 파괴되어 점성화한 토층이 아래쪽으로 이동하기 시

작한다. 이러한 토층의 이동에 의하여 표층부에 미지형

이 형성된다. 이러한 미지형은 토층의 파괴로부터 생겨

나는 것으로 지표면에 형성된 지형을 변화시킨다. 따라

서 땅밀림 현상은 토층의 파괴로 인한 이동이라고 할 수 

있다(Takaya, 2017).

우리나라에서의 땅밀림 연구는 충청북도 단양군 휴석

동에서 발생한 땅밀림에 관한 연구(Woo et al., 1996)가 

최초이었으며, 이를 통해 이 지역은 복구가 이루어졌다. 

이후 경상남도 김해시 내삼리(Park et al., 2003)와 매리

(Park et al., 2005) 등에서 여러 차례 발생한 땅밀림에 대

하여 발생특성, 안정성 검토 및 복구방법 등에 관하여 발

생사례를 위주로 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Park et al., 2003; 

Kim et al., 2015), 땅밀림지의 지형특성에 대한 세밀하고도 

광범위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

나라에서 발생된 땅밀림지의 지형특성을 분석하여 땅밀

림지에 대한 지형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

하였다.

Figure 1. Location map of the study site. (KIGAM, 2018)
1. san262, Unbuk-dong, Jung-gu, Incheon-si, 2. san11-1, Seoksu-don
g, Manan-gu, Anyang-si, Gyeonggi-do, 3. san12-1, Baegan-ri, Yangp
yeong-eup, Yangpyeong-gun, Gyeonggi-do, 4. Nogok 2ri, Nogok 
1ri, Wondeok-eup, Samcheok-si, Gangwon-do, 5. san74, Sangmaeng
bang-ri, Geundeok-myeon, Samcheok-si, Gangwon-do, 6. 176, Chog
ok-gil, Geundeok-myeon, Samcheok-si, Gangwon-do, 7. san1, Gujeo
l-ri, Yeoryang-myeon, Jeongseon-gun, Gangwon-do, 8. san148, Yac
hon-ri, Nam-myeon, Yanggu-gun, Gangwon-do, 9. san12, Sindae-ri,
Munui-myeon, Sangdang-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10.
san46-7, Sang-ri, Yeongchun-myeon, Danyang-gun, Chungcheongb
uk-do, 11. 143-10, Bugok-ri, Songak-eup, Dangjin-si, Chungcheong
nam-do, 12. 44-7, Sinjindaegyo-gil, Geunheung-myeon, Taean-gun,
Chungcheongnam-do, 13. san54-5, Jangsu-ri, Bongdong-eup, Wanju
-gun, Jeollabuk-do, 14. san29, Honggye-ri, Daesong-myeon, Nam-g
u, Pohang-si, Gyeongsangbuk-do, 15. san110-1, Yongheung-dong,
Buk-gu, Pohang-si, Gyeongsangbuk-do, 16. san18, Chilseong-ri, Ch
uksan-myeon, Yeongdeok-gun, Gyeongsangbuk-do, 17. san8-2, Geu
mho-ri, Jicheon-myeon, Chilgok-gun, Gyeongsangbuk-do, 18. 72, 
Hyangyang-ro 217beon-gil, Jiphyeon-myeon, Jinju-si, Gyeongsangn
am-do, 19. san12, Chucheon-ri, Gonmyeong-myeon, Sacheon-si, Gy
eongsangnam-do, 20. san33, Samjung-ri, Gonmyeong-myeon, Sache
on-si, Gyeongsangnam-do, 21. san58, Jakpal-ri, Gonmyeong-myeon,
Sacheon-si, Gyeongsangnam-do, 22. san49, Jodo-ri, Seopo-myeon,
Sacheon-si, Gyeongsangnam-do, 23. 1082-1, Naesam-ri, Juchon-my
eon, Gimhae-si, Gyeongsangnam-do, 24. san131-29, Mae-ri, Sangdo
ng-myeon, Gimhae-si, Gyeongsangnam-do, 25. san333-5, Eogok-do
ng, Yangsan-si, Gyeongsangnam-do, 26. 1024-1, Halim2-gil, Gunbu
g-myeon, Haman-gun, Gyeongsangnam-do, 27. san80-1, Pyeonsa-ri,
Agyang-myeon, Hadong-gun, Gyeongsangnam-do, 28. san217, Che
ongnyong-ri, Okjong-myeon, Hadong-gun, Gyeongsangnam-do, 29.
san36, Sangsin-ri, Ssangchaeg-myeon, Hapcheon-gun, Gyeongsangn
am-do, 30. san213, Wolgye-ri, Gahoe-myeon, Hapcheon-gun, Gyeon
gsangnam-do, 31. 88, Hwangnyeong-daero 319beon-gil, Nam-gu, 
Busan, 32. san96-9, Janglim-dong, Saha-gu, Busan 33. 929, Dadae-d
ong, Saha-gu, Busan, 34. 154, Jodong 1-gil, Sindong-eup, Jeongseon-
gun, Gangwon-do, 35. san90, Geummae-ri, Maehwa-myeon, Uljin-g
un, Gyeongsangbuk-do, 36. san39, Unam-ri, Miwon-myeon, Sangda
ng-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37. san108, Hwanghwaje
ong-ri, Yeonmu-eup, Nonsan-si, Chungcheongna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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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1. 조사지 개황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조사지로 선정된 땅밀림지는 전국에서 발생

된 37개소의 땅밀림지로 현재도 땅밀림이 재발되어 진행

하는 지역도 있다(Figure 1). 이들 지역에서는 선행연구 

(Park, 2016)와 같이 대규모 함몰과 인장균열 등이 나타

난 지역도 있고, 붕괴된 토석이 중력방향으로 밀려 내려

와 대규모 산사태와 같은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 연구를 위해 2015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이들 

지역에 대하여 현장 조사시 지형도에 인장균열 및 함몰

지를 표시하고, GPS로 위치를 확인하였다. 땅밀림에 영

향하는 미세지형, 평면형, 종단면형, 사면의위치 등 지형

인자들에 대해서는 Park et al.(2005), Park(2015)에서 나

타난 주요 인자를 포함하여 땅밀림에 영향하는 인자라고 

판단되는 사면경사, 방위, 주향, 암석, 지질, 암석풍화도 

등의 땅밀림 조사시 기초적인 요인들에 대해 조사하였

다. 또한 조사지 규모, 인장균열지의 위치 등에 대하여 

조사지의 주 인장균열과 국부적 인장균열을 현지에서 조

사하였다. 아울러 Figure 2와 같이 땅밀림 발생지에 대하

여 가로와 세로의 비(Aspect비)와 종단형상비(등가마찰

계수, H/L)를 Takaya(2017)의 방법으로 구하였다.

땅밀림의 일반적인 특성(Varnes, 1978; Jau et al., 2000)

과 땅밀림지의 지형인자를 분석하기 위해 1 : 25,000, 1 

: 50,000 지형도,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땅밀림지의 평면

형을 땅밀림지의 폭(W)과 길이(L)의 비(L/W)에 따라 

Figure 2. Aspect ratio (L / M), longitudinal section form ratio
(equivalence friction factor, H / L). (Takaya, 2017)

 

 

 

Horseshoe hoof form L/W ≒ 1.5 ~ 0.8 Square shape form L/W ≒ ＜ 1.0

Pond form L/W ≒ ＜ 1.5 ~ 5 Bottleneck form

Figure 3. Flat form classification. (Park, 2018)

a b c d e

Figure 4. Convex terrain and longitudinal section(a), convex terrain ground form(b), terrace concave ground(c), polygon concave
ground(d), concave gentle slope form(e). (Park,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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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발굽형(馬蹄形), 각형(角形), 택형(택形), 병목형 등으로 

구분(Figure 3)하였다. 또한 미세지형은 凸상미근형, 철상

대지상, 단구형 凹상 대지상 지형, 다구형 凹상 대지상 

지형, 요(凹)상 완사면 지형으로 구분(Figure 4)하여 분석

하였다. 지형도에서 등고선을 수치지형도에 입혀서 땅밀

림지 내에서 미세지형지와 비미세지형지의 등고선 간격

을 분석하였다. 이렇게 조사된 등고선 간격에 대하여 

spss/pc+(IBM, VER. 25)를 이용해 T-test 검정을 실시하였

다. 한편, 각 땅밀림지에서 채취한 토양을 임업진흥원에 

의뢰하여 모래, 미사, 점토 함량 등 토성 등을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조사지역의 Aspect비 분석

조사지역에서 Aspect 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

다. 즉, 붕괴지의 지형적 특징을 표현하는 것으로 평면적

인 형태와 단면적인 형태가 있는데, 평면형을 표현한 것

이 가로와 세로의 비(Aspect비)이다. Aspect비는 비행기

의 날개가 유선형의 정도를 표현하는 수치로 날개의 길

이 L에 대하여 중점의 폭 M의 비를 말하는 것으로 종횡

비를 말한다. 즉, 붕괴지의 사면에 대해서 실거리에 대

 

No. Land creep Location
Aspect 
ratio

Component
Location

movement
1 san262, Unbuk-dong, Jung-gu, Incheon-si 1.75 Many rocks Not move
2 san11-1, Seoksu-dong, Manan-gu, Anyang-si, Gyeonggi-do 0.91 Too many rocks Be unlikely to move
3 san12-1, Baegan-ri, Yangpyeong-eup, Yangpyeong-gun, Gyeonggi-do 0.80 Too many rocks Be unlikely to move

4
Nogok 1ri, Wondeok-eup, Samcheok-si, Gangwon-do 1.56 Many rocks Not move
Nogok 2ri, Wondeok-eup, Samcheok-si, Gangwon-do 1.26 Many rocks Not move

5 san74, Sangmaengbang-ri, Geundeok-myeon, Samcheok-si, Gangwon-do 1.72 Many rocks Not move
6 176, Chogok-gil, Geundeok-myeon, Samcheok-si, Gangwon-do 1.44 Many rocks Not move
7 san1, Gujeol-ri, Yeoryang-myeon, Jeongseon-gun, Gangwon-do 1.45 Many rocks Not move
8 san148, Yachon-ri, Nam-myeon, Yanggu-gun, Gangwon-do 1.11 Many rocks Not move

9
san12, Sindae-ri, Munui-myeon, Sangdang-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0.67 Too many rocks Be unlikely to move

10 san46-7, Sang-ri, Yeongchun-myeon, Danyang-gun, Chungcheongbuk-do 1.52 Many rocks Not move
11 143-10, Bugok-ri, Songak-eup, Dangjin-si, Chungcheongnam-do 0.61 Too many rocks Be unlikely to move
12 44-7, Sinjindaegyo-gil, Geunheung-myeon, Taean-gun, Chungcheongnam-do 1.33 Many rocks Not move
13 san54-5, Jangsu-ri, Bongdong-eup, Wanju-gun, Jeollabuk-do 0.66 Too many rocks Be unlikely to move
14 san29, Honggye-ri, Daesong-myeon, Nam-gu, Pohang-si, Gyeongsangbuk-do 0.70 Too many rocks Be unlikely to move
15 san110-1, Yongheung-dong, Buk-gu, Pohang-si, Gyeongsangbuk-do 0.66 Too many rocks Be unlikely to move
16 san18, Chilseong-ri, Chuksan-myeon, Yeongdeok-gun, Gyeongsangbuk-do 1.77 Many rocks Not move
17 san8-2, Geumho-ri, Jicheon-myeon, Chilgok-gun, Gyeongsangbuk-do 1.33 Many rocks Not move
18 72, Hyangyang-ro 217beon-gil, Jiphyeon-myeon, Jinju-si, Gyeongsangnam-do 1.46 Many rocks Not move
19 san12, Chucheon-ri, Gonmyeong-myeon, Sacheon-si, Gyeongsangnam-do 0.94 Too many rocks Be unlikely to move
20 san33, Samjung-ri, Gonmyeong-myeon, Sacheon-si, Gyeongsangnam-do 0.37 Too many rocks Be unlikely to move
21 san58, Jakpal-ri, Gonmyeong-myeon, Sacheon-si, Gyeongsangnam-do 0.55 Too many rocks Be unlikely to move
22 san49, Jodo-ri, Seopo-myeon, Sacheon-si, Gyeongsangnam-do 1.16 Many rocks Not move
23 1082-1, Naesam-ri, Juchon-myeon, Gimhae-si, Gyeongsangnam-do 1.22 Many rocks Not move
24 san131-29, Mae-ri, Sangdong-myeon, Gimhae-si, Gyeongsangnam-do 0.78 Too many rocks Be unlikely to move
25 san333-5, Eogok-dong, Yangsan-si, Gyeongsangnam-do 0.65 Too many rocks Be unlikely to move
26 1024-1, Halim2-gil, Gunbug-myeon, Haman-gun, Gyeongsangnam-do 0.69 Too many rocks Be unlikely to move

27 san80-1, Pyeonsa-ri, Agyang-myeon, Hadong-gun, Gyeongsangnam-do 2.14
Mixture of rock 

and clay
Have the potential to 

move
28 san217, Cheongnyong-ri, Okjong-myeon, Hadong-gun, Gyeongsangnam-do 1.44 Many rocks Not move
29 san36, Sangsin-ri, Ssangchaeg-myeon, Hapcheon-gun, Gyeongsangnam-do 1.40 Many rocks Not move
30 san213, Wolgye-ri, Gahoe-myeon, Hapcheon-gun, Gyeongsangnam-do 0.84 Too many rocks Be unlikely to move
31 88, Hwangnyeong-daero 319beon-gil, Nam-gu, Busan 0.65 Too many rocks Be unlikely to move
32 san96-9, Janglim-dong, Saha-gu, Busan 33. 929, Dadae-dong, Saha-gu, Busan 0.88 Too many rocks Be unlikely to move
33 929, Dadae-dong, Saha-gu, Busan 1.45 Many rocks Not move
34 154, Jodong 1-gil, Sindong-eup, Jeongseon-gun, Gangwon-do 1.76 Many rocks Not move
35 san90, Geummae-ri, Maehwa-myeon, Uljin-gun, Gyeongsangbuk-do 0.92 Too many rocks Be unlikely to move

36
san39, Unam-ri, Miwon-myeon, Sangdang-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1.49 Many rocks Not move

37 san108, Hwanghwajeong-ri, Yeonmu-eup, Nonsan-si, Chungcheongnam-do 1.10 Many rocks Not move

Table 1. Results of ratio aspect (L / M) and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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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and creep location
Longitudinal 
section ratio

(L/H)

High clay 
and 

moisture.

Many lump 
of rock

1 san262, Unbuk-dong, Jung-gu, Incheon-si 2.01 ■

2 san11-1, Seoksu-dong, Manan-gu, Anyang-si, Gyeonggi-do 3.72 ■

3 san12-1, Baegan-ri, Yangpyeong-eup, Yangpyeong-gun, Gyeonggi-do 1.25 ■

4
Nogok 1ri, Wondeok-eup, Samcheok-si, Gangwon-do 2.31 ■

Nogok 2ri, Wondeok-eup, Samcheok-si, Gangwon-do 2.80 ■

5 san74, Sangmaengbang-ri, Geundeok-myeon, Samcheok-si, Gangwon-do 1.91 ■

6 176, Chogok-gil, Geundeok-myeon, Samcheok-si, Gangwon-do 2.67 ■

7 san1, Gujeol-ri, Yeoryang-myeon, Jeongseon-gun, Gangwon-do 0.64 ■

8 san148, Yachon-ri, Nam-myeon, Yanggu-gun, Gangwon-do 0.72 ■

9 san12, Sindae-ri, Munui-myeon, Sangdang-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1.43 ■

10 san46-7, Sang-ri, Yeongchun-myeon, Danyang-gun, Chungcheongbuk-do 0.88 ■

11 143-10, Bugok-ri, Songak-eup, Dangjin-si, Chungcheongnam-do 3.51 ■

12 44-7, Sinjindaegyo-gil, Geunheung-myeon, Taean-gun, Chungcheongnam-do 2.71 ■

13 san54-5, Jangsu-ri, Bongdong-eup, Wanju-gun, Jeollabuk-do 1.86 ■

14 san29, Honggye-ri, Daesong-myeon, Nam-gu, Pohang-si, Gyeongsangbuk-do 0.82 ■

15 san110-1, Yongheung-dong, Buk-gu, Pohang-si, Gyeongsangbuk-do 2.86 ■

16 san18, Chilseong-ri, Chuksan-myeon, Yeongdeok-gun, Gyeongsangbuk-do 0.78 ■

17 san8-2, Geumho-ri, Jicheon-myeon, Chilgok-gun, Gyeongsangbuk-do 1.07 ■

18 72, Hyangyang-ro 217beon-gil, Jiphyeon-myeon, Jinju-si, Gyeongsangnam-do 1.76 ■

19 san12, Chucheon-ri, Gonmyeong-myeon, Sacheon-si, Gyeongsangnam-do 1.99 ■

20 san33, Samjung-ri, Gonmyeong-myeon, Sacheon-si, Gyeongsangnam-do 0.94 ■

21 san58, Jakpal-ri, Gonmyeong-myeon, Sacheon-si, Gyeongsangnam-do 1.11 ■

22 san49, Jodo-ri, Seopo-myeon, Sacheon-si, Gyeongsangnam-do 2.00 ■

23 1082-1, Naesam-ri, Juchon-myeon, Gimhae-si, Gyeongsangnam-do 1.49 ■

24 san131-29, Mae-ri, Sangdong-myeon, Gimhae-si, Gyeongsangnam-do 1.40 ■

25 san333-5, Eogok-dong, Yangsan-si, Gyeongsangnam-do 0.60 ■

26 1024-1, Halim2-gil, Gunbug-myeon, Haman-gun, Gyeongsangnam-do 0.55 ■

27 san80-1, Pyeonsa-ri, Agyang-myeon, Hadong-gun, Gyeongsangnam-do 1.04 ■

28 san217, Cheongnyong-ri, Okjong-myeon, Hadong-gun, Gyeongsangnam-do 1.28 ■

29 san36, Sangsin-ri, Ssangchaeg-myeon, Hapcheon-gun, Gyeongsangnam-do 0.77 ■

30 san213, Wolgye-ri, Gahoe-myeon, Hapcheon-gun, Gyeongsangnam-do 0.28 ■

31 88, Hwangnyeong-daero 319beon-gil, Nam-gu, Busan 1.83 ■

32 san96-9, Janglim-dong, Saha-gu, Busan 33. 929, Dadae-dong, Saha-gu, Busan 0.98 ■

33 929, Dadae-dong, Saha-gu, Busan 0.90 ■

34 154, Jodong 1-gil, Sindong-eup, Jeongseon-gun, Gangwon-do 0.46 ■

35 san90, Geummae-ri, Maehwa-myeon, Uljin-gun, Gyeongsangbuk-do 3.58 ■

36 san39, Unam-ri, Miwon-myeon, Sangdang-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0.52 ■

37 san108, Hwanghwajeong-ri, Yeonmu-eup, Nonsan-si, Chungcheongnam-do 0.92 ■

Table 2. Results of ratio aspect (H / L) and characteristics.

한 비로써 Aspect비가 큰 땅밀림지는 길이가 길고 수분

과 점토분이 많은 토괴가 장거리를 이동하는 특징이 있

음을 말한다. 또한 암석이 많으면 점토분은 적으며, 이동

거리도 짧다. 즉, Aspect비는 땅밀림지의 토질과 이동과

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땅밀림의 지속적인 움직

임과 Aspect비와의 관계를 보면, Aspect비가 1 ～ 2일 때 

땅밀림지의 구성물질은 암석이 많고, 땅밀림은 지속적으

로 움직이지 않는다. Aspect비가 3 ～ 5일 때 땅밀림지의 

구성물질은 암석과 점토가 혼합되어 있고, 땅밀림이 움

직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Aspect비가 5 이상일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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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밀림지의 구성물질은 점토가 많고, 땅밀림은 지속적으

로 움직인다(Takaya S., 2017).

즉,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땅밀림지의 평면형상비를 기

준으로 분류한 결과, 평면형상비(Aspect비)가 1.00 미만인 

경우는 총 37개소의 땅밀림지 중 17개소(약 46.0 %)로 

0.37 ～ 0.92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또한 평면형상비가 

2.00 미만인 경우는 전체 37개소 중 36개소(약 97.0 %)이

었다. 즉, 이 지역은 암석이 매우 많거나 암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땅밀림 동태는 지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낮거나 지속적으로 움직이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평

사리 산80-1 땅밀림지의 경우에는 평면형상비가 2.14로 

암석과 점토가 혼재하여 땅밀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현재에도 복구지 최하단부의 돌망태 공사

지에는 지하수가 유출되면서 점토가 같이 흘러나와 배수

로 바닥에 쌓이고 있는 것을 볼 때 땅밀림 가능성이 있

고, 복구가 완료된 현재에도 하단부 사면에 배가 불러온 

현상으로 파악할 때 집중호우시 등 특별한 대책 및 관리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땅밀림이 빈발하고 

화산지역에 해당하여 점질토가 다량 분포하는 일본의 지

질특성 등을 고려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점토성분이 많

지 않고, 암괴가 많은 지질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평면

형상비는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도록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평면형상비(Aspect비, M/L)와 

종단형상비(등가마찰계수, H/L)의 적정 범위와 땅밀림지 

구성물, 과거 발생한 땅밀림지의 반복수, 점토와 수분상

태, 암석의 분포상태 등에 관한 분석을 통한 범위를 갖추

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조사지역의 종단형상비(등가마찰계수, H / L) 분석

땅밀림지에서 토괴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등

가마찰계수(Equivalence Friction)가 사용되는데, 등가마

찰계수는 토괴의 이동거리가 길거나 작아지는 경우, 점

토와 수분이 많은 땅밀림지는 유동성이 크고, 이로 인해 

등가마찰계수는 작다. 반대로 암괴가 많은 산붕과 같은 

지역에서는 암괴의 이동거리는 작은데 반해 등가마찰계

수는 크다. 땅밀림지와 같은 토괴가 움직이는 것을 표현

하는 방법으로 등가마찰계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산악

지역에서 발생하는 암층류의 규모를 표현하는 것으로

(Takaya, 2017), 우리나라 땅밀림 발생지에 대하여 종단

형상비(등가마찰계수, H/L)를 구한 결과, 종단형상비가 

1.00 미만인 지역은 총 37개소 중 15개소(약 41.0 %)로 

이 지역의 땅밀림은 점토와 수분이 많아 유동성이 있고, 

따라서 등가마찰계수는 작게 나타났다. 반면에 암괴가 

많은 산붕과 같이 밀리는 땅밀림지는 암괴의 이동거리가 

짧아 등가마찰계수는 크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땅밀림

지 중 22개소(약 59.0 %)가 여기에 해당하여 Takaya(2017)

의 이론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땅밀림지는 점토

와 수분보다는 암괴가 많은 것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

은 결과는 지괴가 무너져 경사가 급하게 되고 밀리는 운

동에너지가 크게 되어, 이로 인해 땅밀림의 속도가 빠르

게 나타난데 따른 결과라 판단된다. 따라서 그만큼 땅밀

림의 피해를 억지 또는 대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Park et al., 2005; Park, 

2015) 일본에서 발생하는 점토가 많은 땅밀림지(Takaya, 

2017)와는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땅밀림지의 지형 특성

땅밀림지의 지형은 등고선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땅밀림에 병행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지표면이 이동함

으로써 생기는 신축으로 등고선이 넓어지며, 활락에 의

한 낭떠러지가 생기는 경우에는 등고선이 좁아진다. 즉, 

땅밀림지의 조사는 지형도 및 공중사진, 위성사진 등을 

이용하고, 지형도를 활용하여 땅밀림지를 파악할 수 있는 

미세지형을 찾을 수 있다(Park, 2015; Takaya S., 2017).

즉, 땅밀림이 발생하기 전에 비탈면의 지형에 따라 땅

밀림 지형도 여러 가지로 변화한다. 이러한 미세지형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땅밀림지 37개소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凹상 완사면은 1개소(약 3.0 %)로 나타났는데, 이

러한 미세지형의 특징은 능선 아래로 사면이 밀리면서 

등고선이 촘촘해지는 형태로 능선부가 완만한 지역의 등

고선을 나타낸다. 凸상 대지상 지형은 전체 37개소 중 19

개소(약 51.0 %)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지형은 등고선 하

단부가 밀리면서 아래로 넓게 쳐지는 형상으로 양쪽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계곡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곡부

처럼 등고선이 형성되는 지역이다. 또한 凸상 미근형 지

형은 등고선이 능선부가 밀리는 것처럼 좁게 형성되는 

지역으로 양쪽에 계곡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서 발생

하는 미세지형으로 전체 37개소의 땅밀림지 중 4개소(약 

11.0 %)가 여기에 해당한다. 단구형 凹상 대지상 지형은 

땅밀림 발생이 등고선 상에서 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

역으로 기반암을 중심으로 활동면에 따라 활락애가 형성

되면서 하부에 2차적인 땅밀림이 발생한 지역이다. 이러

한 미세지형은 전체 37개소의 땅밀림지 중 4개소(약 11.0 %)

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강원도 정선군 신동면 조동리 산 

90의 땅밀림지는 凸상 대지상 지형 + 단구형 凹상 대지상 

지형(함몰형)으로, 凸상 대지상 지형과 단구형 凹상 대지

상 지형이 1개소씩 있는 지역으로 땅밀림으로 인해 산사

태가 발생한 지형으로 복합적인 지형을 나타내는 지역이

다. 다구형 凹상 대지상지형은 등고선이 완만하게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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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and creep location Flat form Fine form 

1 san262, Unbuk-dong, Jung-gu, Incheon-si Pond form Terrace concave ground

2 san11-1, Seoksu-dong, Manan-gu, Anyang-si, Gyeonggi-do square shape form Concave gentle slope form

3 san12-1, Baegan-ri, Yangpyeong-eup, Yangpyeong-gun, Gyeonggi-do Horseshoe hoof form Polygon concave ground

4
Nogok 1ri, Wondeok-eup, Samcheok-si, Gangwon-do Horseshoe hoof form Convex terrain tail head

Nogok 2ri, Wondeok-eup, Samcheok-si, Gangwon-do Horseshoe hoof form Convex terrain tail head

5
san74, Sangmaengbang-ri, Geundeok-myeon, Samcheok-si, 
Gangwon-do

Pond form Terrace concave ground

6 176, Chogok-gil, Geundeok-myeon, Samcheok-si, Gangwon-do Pond form Convex terrain ground

7 san1, Gujeol-ri, Yeoryang-myeon, Jeongseon-gun, Gangwon-do Pond form Polygon concave ground

8 san148, Yachon-ri, Nam-myeon, Yanggu-gun, Gangwon-do Horseshoe hoof form Polygon concave ground

9
san12, Sindae-ri, Munui-myeon, Sangdang-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Pond form Polygon concave ground

10
san46-7, Sang-ri, Yeongchun-myeon, Danyang-gun, 
Chungcheongbuk-do

Pond form Polygon concave ground

11 143-10, Bugok-ri, Songak-eup, Dangjin-si, Chungcheongnam-do Horseshoe hoof form Convex terrain ground

12
44-7, Sinjindaegyo-gil, Geunheung-myeon, Taean-gun, 
Chungcheongnam-do

Pond form Convex terrain ground

13 san54-5, Jangsu-ri, Bongdong-eup, Wanju-gun, Jeollabuk-do Horseshoe hoof form Convex terrain ground

14
san29, Honggye-ri, Daesong-myeon, Nam-gu, Pohang-si, 
Gyeongsangbuk-do

Pond form Convex terrain ground

15 san110-1, Yongheung-dong, Buk-gu, Pohang-si, Gyeongsangbuk-do Horseshoe hoof form Convex terrain ground

16
san18, Chilseong-ri, Chuksan-myeon, Yeongdeok-gun, 
Gyeongsangbuk-do

Horseshoe hoof form Convex terrain ground

17 san8-2, Geumho-ri, Jicheon-myeon, Chilgok-gun, Gyeongsangbuk-do Pond form Polygon concave ground

18
72, Hyangyang-ro 217beon-gil, Jiphyeon-myeon, Jinju-si, 
Gyeongsangnam-do

Pond form Terrace concave ground

19
san12, Chucheon-ri, Gonmyeong-myeon, Sacheon-si, 
Gyeongsangnam-do

Horseshoe hoof form Convex terrain ground

20
san33, Samjung-ri, Gonmyeong-myeon, Sacheon-si, 
Gyeongsangnam-do

Horseshoe hoof form Convex terrain ground

21 san58, Jakpal-ri, Gonmyeong-myeon, Sacheon-si, Gyeongsangnam-do square shape form Convex terrain ground

22 san49, Jodo-ri, Seopo-myeon, Sacheon-si, Gyeongsangnam-do Pond form Convex terrain ground

23 1082-1, Naesam-ri, Juchon-myeon, Gimhae-si, Gyeongsangnam-do Horseshoe hoof form Convex terrain ground

24 san131-29, Mae-ri, Sangdong-myeon, Gimhae-si, Gyeongsangnam-do Horseshoe hoof form Convex terrain ground

25 san333-5, Eogok-dong, Yangsan-si, Gyeongsangnam-do Horseshoe hoof form Convex terrain ground

26 1024-1, Halim2-gil, Gunbug-myeon, Haman-gun, Gyeongsangnam-do Horseshoe hoof form Convex terrain ground

27 san80-1, Pyeonsa-ri, Agyang-myeon, Hadong-gun, Gyeongsangnam-do Pond form Convex terrain ground

28
san217, Cheongnyong-ri, Okjong-myeon, Hadong-gun, 
Gyeongsangnam-do

Horseshoe hoof form Polygon concave ground

29
san36, Sangsin-ri, Ssangchaeg-myeon, Hapcheon-gun, 
Gyeongsangnam-do

square shape form Convex terrain ground

30 san213, Wolgye-ri, Gahoe-myeon, Hapcheon-gun, Gyeongsangnam-do square shape form Convex terrain ground

31 88, Hwangnyeong-daero 319beon-gil, Nam-gu, Busan Horseshoe hoof form Convex terrain ground

32
san96-9, Janglim-dong, Saha-gu, Busan 33. 929, Dadae-dong, Saha-gu, 
Busan

Pond form Convex terrain ground

33 929, Dadae-dong, Saha-gu, Busan Horseshoe hoof form Terrace concave ground

34 154, Jodong 1-gil, Sindong-eup, Jeongseon-gun, Gangwon-do Bottleneck form Convex terrain ground(sinkhole)

35 san90, Geummae-ri, Maehwa-myeon, Uljin-gun, Gyeongsangbuk-do Bottleneck form Convex terrain tail head(sinkhole)

36
san39, Unam-ri, Miwon-myeon, Sangdang-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Horseshoe hoof form Convex terrain ground

37
san108, Hwanghwajeong-ri, Yeonmu-eup, Nonsan-si, 
Chungcheongnam-do

Horseshoe hoof form Polygon concave ground

Table 3. Types of land creep in korea(flat form / fine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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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능선부 아래로 능선처럼 올라간 등고선 지형이 곳

곳에서 다발적으로 발생된 등고선 미세지형으로 전체 37

개소의 땅밀림지 중 9개소(약 24.0 %)가 여기에 해당한

다. 즉, Woo(1992)는, 땅밀림은 5 ～ 20◦의 완경사면에

서, 특히 상부에 대지상의 지형을 갖는 경우에 많이 발생

한다고 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37개소의 땅밀림

지 중 대지상지형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역은 단구형 凹

상 대지상 지형, 다구형 凹상 대지상지형, 凸상 대지상 

지형 + 단구형 凹상 대지상 지형(함몰형), 凸상 대지상 

지형 등을 합하여 총 32개소(약 86 %)를 나타내 가장 많

았으며, 대부분이 대지상의 지형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땅밀림지를 지형의 변화를 가지

고 분류한 결과, 평면형으로 분류하면 각형은 우리나라 

전체 땅밀림지 37개소 가운데 4개소(약 11.0 %)이었고, 

말발굽형은 18개소(약 49.0 %)이었다. 택형은 13개소(약 

35.0 %)이었고, 병목형은 2개소(약 5.0 %)로 이러한 병목

형은 함몰형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

체 37개소의 땅밀림지 중 평면형지형은 말발굽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땅밀림지 내의 미세지형의 등고선 간격

땅밀림지 내에서 미세지형을 나타내는 지역의 등고선 

간격(조곡선 10 m기준)과 미세지형을 제외한 땅밀림지의 

등고선 간격을 분석한 결과, 전체 37개소 땅밀림지역의 미

세지형의 등고선 간격을 평균한 결과 29.4(9.5 ～ 83.2) m

로 나타났다. 그러나 땅밀림지 내에서 미세지형을 제외한 

땅밀림지 내의 평균등고선 간격은 24.3(14.4 ～ 59.4) m로 

미세지형이 5.1(4.9 ～ 23.8) m 더 넓게 나타났다. 이는 미

세지형에서 땅밀림으로 인해 평탄화 되면서 등고선 간격

이 더 벌어져 늘어난 것으로 사료된다. 즉, 땅밀림지 내에

서도 미세지형에서 등고선 사이가 더 평탄하게 밀려 등고

선 간격이 더 벌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즉, 이러한 결과는 

Park(2015),  Takaya(2017)가 발표한 땅밀림으로 지형변

화가 발생하고, 등고선 간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땅밀림지 내에서 미세지형

의 평균 등고선 간격과 미세지형을 제외한 평균 등고선 

간격의 T-test 분석 결과 5 %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땅밀림지 내에서는 미세지형과 

비미세지형의 등고선 간격의 변화가 유의하게 변화한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땅밀림은 지형적 요

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Park et al.(2005), Kim et 

al.(2015), Park(2015), Choi and Kwak(2017)의 연구결과

와 유사하였다.

Average contour interval in 
korea land creep(m)

Average contour interval 
excluding find form(m)

29.4(9.5 – 83.2) 24.3(14.4 – 59.4)

Table 4. Average contour interval in korea landcreeps and average
contour interval excluding find form.

 

 

 

 

Mean 29.5 24.7

Standard deviation 13.62 10.32

n (participants) 55 55

Variance 185.66 106.51

T-test independent means 0.038

p 0.013

Table 5. Average contour interval in korea land creep and average
contour Interval excluding find form (T-test analysis results).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땅밀림지의 지형특성

을 분석하여 땅밀림지에 대한 지형적인 기초자료를 제공

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1. 평면형상비(Aspect비)가 1.00 미만인 땅밀림지는 전

체 37개소 중 17개소(약 46.0 %)로 0.37 ～ 0.92의 범위

를 나타내었다. 또한 평면형상비가 2.00 미만인 경우는 

전체 37개소 중 36개소(약 97.0 %)로 나타났다.

2. 종단형상비가 1.00 미만인 땅밀림 지역은 총 37개소 

중 15개소(약 41.0 %)이었으며, 1.00 이상인 땅밀림지는 

22개소(약 59.0 %)이었다.

3.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37개소의 땅밀림지 중 평

면형지형은 말발굽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미세지형은 凸상 대지상 지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4. 땅밀림지역의 미세지형의 등고선 간격을 평균한 결

과 29.4(9.5 ～ 83.2) m로 땅밀림지 내에서 미세지형을 

제외한 땅밀림지 내의 평균등고선 간격은 24.3(14.4 ～ 

59.4) m로 미세지형의 등고선 간격이 5.1(4.9 ～ 23.8) m 

더 넓게 나타났다. 

5.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땅밀림지 내 미세지형의 평균 

등고선 간격과 미세지형을 제외한 평균 등고선 간격의 

T-test 분석 결과 5 %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형분석을 통하여 땅밀림 발생가능지역을 추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양한 연구를 통해 땅밀

림으로 인한 산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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