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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발생으로 급경사지 붕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

발생으로 급경사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방재청에서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를 지정하여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급경사지 예방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지반재해위험지도를 제작 중에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서울시 ·부산시의 최근 4년간(2009~2012) 급경사지 피해사례를 조사 ·정리하여 지반재해위험지도의 적용성을 평가하

였으며, 서울시 ·부산시 내 테스트베드 지역을 선정하여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적용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지반재해위험지도의 위험등급은 실제 현장평가를 통해 확인한 위험등급과 같거나 높게 분석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

서 지반재해위험지도를 활용하여 재해위험 예비지구를 선정하고 전문가의 현장검증 및 평가를 통해 위험지구를 최종 선정

하는 등 재해위험지구대상을 예비평가 할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급경사지, 산사태, 토석류, 지반재해위험지도, 재해예방

ABSTRACT In recent years, increasing damage due to landslides. So the government is to create a geotechnical hazard

map.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applicability of the geotechnical hazard map by using 4 years of landslide cases in

Seoul and Busan. And the in-situ aseessment has been carried out in test-bad area with specialists. Study has shown dan-

gerous grade in geotechnical hazard map is more dangerous than the actual. Thus we can utilize geotechnical hazrd map

in the purpose of the geotechnical hazard preliminary assessment. However, the in-site inspection and evaluation is

required for in order to select the hazard area. 

KEYWORDS steep slope, landslide, debris flow, geohazard map, disaster prevention

1. 서 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강우 양상이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으며, 2011년 7월 밀양산사태, 춘천산사태 및 우면

산산사태 등으로 5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 이

슈 및 시민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급경사지 예방정책 수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방재청은 2008년부터 급경사지 일제조사를 수행하여

현재 13,599개소의 급경사지 대상지를 지정 관리하고 있

으며, 이중 D, E 등급 등 위험성이 높은 위험지구를 붕괴

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의 산사태 피해지역은 산지상부 및 계곡하부 등 급경사지

대상지가 아닌 곳에서 발생하는 특성을 보여 이에 대한 근

본적인 보완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관한법률] 제20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 각종

설계, 시공 및 붕괴위험예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전국단

위의 지반재해위험지도를 제작 중에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제작 중에 있는 지반재해위험지도의 현

장검증 및 적용성 평가를 목표로 한다. 본 연구 결과를 바

탕으로 지반재해위험지도 시스템 및 예측모델의 신뢰성을

향상시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급경사지 피해예방 및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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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수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지반재해위험지도의 특징과 위험지역 선정

2.1 지반재해위험지도

지반재해위험지도는 GIS 기반 수문학적 해석기법과 무

한사면안정해석기법에 의하여 비탈면 붕괴를 해석하는

SINMAP과 강우-유출에 의한 지표면 유출로부터 2차원 동

수역학적인 홍수추적기법에 의하여 유속과 수심 등을 계

산하여 토석류와 돌발홍수 위험을 평가하는 Avalanche 모

형을 이용하여 위험지역을 예측하며, 이론적 배경은 다음

과 같다.

2.1.1 SINMAP

SINMAP(Stability INdex MAPping)은 ArcView GIS 프로

그램의 확장 프로그램 형태로 캐나다의 지원 하에 미국 유

타대학에서 개발되었으며, 집중호우에 따른 사면으로의 지

하수 유입을 고려한 무한사면안정해석(infinite plane slope

stability analysis)을 수행하여 사면안정계수를 결정하는 산

사태 시뮬레이션 모형이다. SINMAP 사면안정계수(Stability

Index)는 다음 식과 같이 구하게 된다(김홍택 등, 2002; 이

종학, 2005; 장현식 등, 2007).

(1)

위 식에서 사면 경사와 지하수 집수구역은 지형으로부터

신뢰도 높게 결정할 수 있는 변수들(variables)인 반면에

상대적 점착응력 C와 수리·수문학적 인자 R/T, 토양의 내

부마찰각 ϕ'은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매개변수들(parameters)

이다. 토괴의 압축응력에 대한 식생뿌리와 흙의 점착응력

의 비를 나타내는 C = (c
s
' +c

r
' )/hρ

s
g는 0~0.25 정도로 분석

대상 지역의 식생과 토양의 특성에 따라 변화하게 되며,

포화상태 흙의 밀도에 대한 물의 밀도 비 r=ρ
w
/ρ

s
는 토양에

따라 그 변화가 크지 않으므로 SINMAP에서 r= 0.5로 가정한

다. 토양의 내부마찰각 ϕ'은 분석 대상 지역의 토질정수이며,

사면의 경사각 θ는 지형적 인자이다(오경두 등, 2006).

2.1.2 AVALANCHE 모형

지반재해위험지도에서는 유실되어진 토사가 유하하면

서 토석류를 발생시킬 경우 토석류 피해 예상 범위를 Debris

Avalanche 모형을 이용하여 모의한다. Debris Avalanche 모

형은 기존 Avalanche 모형을 수정 개발한 것으로 기본 이

론은 1932년 스위스 지질학자 Albert Heim이 발표한 에너

지선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Heim에 의하면 화산 폭발 시

화산 폭발 쇄설물이 토석류 형태로 도달할 수 있는 범위는

그림 1과 같이 위치에너지를 나타내는 H와 질주거리를 나

타내는 L과의 비인 에너지선의 경사 H/L에 의해 결정된다.

에너지선 이론은 미국지질조사국의 화산쇄설물 피해 예측

모형은 물론 낙석, 눈사태, 토석류 등의 피해 범위 예측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산사태로부터 유발된 토석류

피해 범위 예측에 대한 적용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Debris Avalanche 모형은 정확한 토석류의 양을 평가

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토석류가 발생한 위치로부터 에너

지선 경사에 의해 피해 예상 범위를 신뢰성 높게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오경두 등, 2011).

2.2 지반재해위험지도의 특징과 위험지역 선정

기존 연구에 따르면 SI지수에 따른 산사태 위험등급을 6

SI FS

C cosθ 1 min
R

T
---

a

sinθ
---------- 1, r–⎝ ⎠

⎛ ⎞ tanϕ′+

sinθ
-----------------------------------------------------------------------------------= =

그림 1. 지반재해위험지도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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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으로 분류한 연구사례(Pack et al., 2001)가 보고된바

있다. 하지만 SI지수에 따른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절대적

인 것이 아니며,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

문에 지반재해위험지도에서는 표 1과 같이 SI지수에 따라

크게 3군, 세부적으로 7등급으로 산사태 위험등급을 분류

하고 있다. 

그림 2(a)의 산사태위험지도는 집중호우에 따른 사면으

로의 지하수 유입을 고려한 무한사면안정해석을 통하여

분석된 사면안정계수에 따라 산사태 위험등급의 분포를

나타내며, 호우시 지하수 충진과 배수능, 토양과 식생의

점착력 등 물리적 인자 기반으로 산사태 위험성을 분석

하므로 신뢰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그림 2(b)의 토석

류 위험지도는 강우로부터 물골로의 유출과정을 동수역

학적으로 추적하여 유속과 수심, 토석물질 농도로부터

위험지역을 분석하여 토석류 위험등급 분포를 나타내며,

강우로부터 물골이 형성되는 위치와 유량, 유속, 수심을

계산하여 물골과 하류부 주거 지역의 토석류와 돌발홍수

위험도를 신뢰성 높게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강우로부터

위험물골이 형성되는 위치와 토석류의 유하 경로 및 퇴

적지대, 돌발홍수 위험지역을 입체적으로 제공한다. 따

라서 지반재해위험지도는 강우로부터 지하수 포화도를 고

려한 무한사면 안정해석으로 붕괴위험지역을 분석한 후

사면안정계수 1.0 이하인 붕괴 1군 지점 붕괴시 유하 및

퇴적지역을 추정하여 토석류와 돌발홍수 위험지역을 결

정하고 있다. 

2.2 실제 피해사례에 대한 지반재해위험지도 모의

실제 피해사례에 대한 지반재해위험지도 모의 결과이다.

그림 3(a)는 서울시 우면산 레미안APT인근 피해사례에 대

한 모의 결과로 우면산 상부에서 발생한 비탈면 붕괴가 물

골을 따라 토석류로 진행되었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레미

안 APT인근에서 물골이 합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b)는 부산시 경동윈츠그린아파트 인근 피해사례에

대한 모의 결과로 산지에서 발생한 비탈면 붕괴가 물골을

따라 토석류로 진행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동윈츠그린

아파트 인근에서 물골이 합류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위 실제 피해 사례에 대한 지반재해위험지도 모의 결과 비

탈면 붕괴 가능성과 비탈면 토석류 발생시 토석류로 인한

피해지역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지점이 물골 합류지점의 하부지점

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1. 지반재해위험지도의 산사태 등급

SI Condition Predicted State Possible Influence of Factors Not Modeled

SI ≥ 2.0
3군

7등급
Stable slope zone Significant destabilizing factors are required for instability 

1.5 ≤ SI < 2.0 6등급

1.25 ≤ SI < 1.5
2군

5등급 Moderately stable zone Moderate destabilizing factors are required for instability

1.0 ≤ SI < 1.25 4등급 Quasi-stable zone Minor destabilizing factors are required for instability

0.5 ≤ SI < 1.0

1군

3등급 Lower threshold slope zone Destabilizing factors are not required for instability

0.001 ≤ SI < 0.5 2등급 Upper threshold slope zone Stabilizing factors may be responsible for stability

0.0 ≤ SI < 0.001 1등급 Defended slope zone Stabilizing factors are required for stability

그림 2. 지반재해 위험지도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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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경사지 붕괴사례에 대한 지반재해 위험지도 

적용성 평가

급경사지 붕괴사례는 최근 4년간(2009~2012) 서울시 및

부산시의 피해대장을 바탕으로 지반재해 위험지도의 적용

성을 평가하였으며, 서울시의 경우 2011년 우면산 붕괴 정

밀조사 자료를 추가로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3.1 급경사지 붕괴사례 자료 검토

서울시 및 부산시의 최근 4년간 피해대장 자료 취합결

과 지자체별로 작성된 피해대장은 작성자에 따라 기입방

법 및 완성도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피해현장

사진이나 피해위치가 표시된 지도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실제 피해위치를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지반재해위험지도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피해대장

을 바탕으로 취합한 급경사지 붕괴사례 자료에 대한 검토

를 수행하였다. 급경사지 붕괴사례 자료에 대한 검토를 수

행한 결과 피해대장에 표기된 피해위치는 번지로 기입되

어 있어 실제 피해위치와 다르거나, 다수 피해 지점을 하

나의 피해지구로 선정함에 따라 표기된 피해위치와 실제

피해위치가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4는 서울시 급경

사지 붕괴사례 080지구의 피해대장과 자료 검증을 통해

확인한 실제 붕괴지점이다. 따라서 급경사지 붕괴사례 자

료 검토를 통해 서울시의 경우 257개소의 붕괴사례 중 위

치확인이 가능한 243개소 자료만을 활용하였으며, 부산시

의 경우 163개소의 붕괴사례 중 위치확인이 가능한 111개

소의 자료만을 활용하여 지반재해 위험지도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그림 3. 실제 피해사례에 대한 지반재해위험지도 모의 결과

그림 4. 서울시 급경사지 붕괴사례 080지구에 대한 검토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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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서울시의 급경사지 붕괴사례에 대한 지반재해위험지도

적용성 평가

2012년 10월 현재 서울시에서 조사된 급경사지 현황은

290여 개소에 이르며, A등급은 47개소, B등급은 159개소,

C등급은 65개소, D등급은 13개소, E등급은 1개소로 분류

된다. 서울시의 급경사지 피해는 2001년에 50개소 피해액

35억원, 2010년 67개소 26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011년에 우면산 산사태(2011.7.27) 등 총 190개소(우면산

정밀조사 포함) 16명 사망, 50명 부상 등 서울시 전체적으

로 257개소(우면산 정밀조사 결과 포함)에서 산사태 및 급

경사지 붕괴로 피해가 발생하였다(현장 검증 후의 개소수

기준).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최근 4년(2009~2012)간의 급경사지

피해사례 159개소 외에 우면산 정밀조사로 확인된 우면산

붕괴자료 91개소 중 84개소를 활용, 총 250개소 자료를 바

탕으로 지반재해위험지도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그림 5(a)

는 서울시 급경사지관리대상지 분포현황이며, 그림 5(b)는

지반재해위험지도에 투영된 서울시의 최근 4년간 급경사

지 붕괴사례 분포현황이다.

서울시 급경사지 붕괴사례에 대한 지반재해위험지도

적용성 평가 결과 그림 6과 같이 실제 250개소1)의 피해

사례 중 지반재해위험지도에서 산사태 위험성이 있는

1~2군은 144개소(57.6%)로 분석되었으며, 산사태(1~2군)

및 토석류 위험성이 있는 지역은 205개소(82.0%)로 분석

되었다.

3.3 부산시의 급경사지 붕괴사례에 대한 지반재해위험지도

적용성 평가

2012년 10월 현재 부산시에서 조사한 급경사지 현황은

699여 개소에 이르며, A등급은 12개소, B등급은 375개소,

C등급은 307개소, D등급은 5개소로 분류 된다. 지난 4년

간(2009~2012년) 부산시에서 발생한 급경사지 피해 현황

은 2009년 87개소, 2010년 67개소, 2012년 9개소로 총163

개소이며,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 최근4년간의 급경사지

피해사례 163개소 중 111개소를 활용하여 지반재해위험지

도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그림 7(a)는 부산시 급경사지

관리대상지 분포 현황이며, 그림 7(b)는 지반재해위험지도

에 투영된 부산시의 최근4년간 급경사지 붕괴사례 분포현

황이다.

부산시 급경사지 붕괴사례에 대한 지반재해위험지도 적

용성 평가 결과 그림 8과 같이 실제 111개소의 피해사례

중 지반재해위험지도에서 산사태 위험성이 있는 1~2군은

83개소(83.8%)로 분석되었으며, 산사태(1~2군) 및 토석류

위험성이 있는 지역은 106개소(95.5%)로 분석되었다.

3.3 급경사지 붕괴사례에 대한 지반재해위험지도 적용성

평가 결과

급경사지 피해사례에 대한 지반재해위험지도 적용성 평

가 결과 서울시의 경우 산사태 위험성이 있는 1~2군으로

분석된 지구는 57.6%, 산사태 및 토석류 위험성이 있는 지

구는 82.0%로 분석되었으며, 부산시의 경우 산사태 위험

그림 5. 서울시 급경사지관리대상지 및 4년간(2009∼2012) 급경사지 붕괴사례 분포 현황

1)서울시 최근 4년간(2009∼2012)급경사지 붕괴사례 및 우면산 정밀조사자료 250개소 중 243개소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반재 해위험지도의 적용성을 분석하였으

나, 다수피해를 지구로 기입하여 발생한 미일치 지점을 수정한 결과인 250개소를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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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는 1~2군으로 분석된 지구는 83.8%, 산사태 및 토

석류 위험성이 있는 지구는 95.5% 분석되었다. 적용성 평

가 결과 부산시의 지반재해위험지도의 적용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부산시의 산지 비율이 높은 지

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 및 부산시

전체적으로 산사태 위험성이 있는 1~2군으로 분석된 지구

는 65.7%, 산사태 및 토석류 위험성이 있는 지구는 86.1%

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지반재해 위험지도는 실제 피해에

대한 적용성이 85%가 넘는 높은 적용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테스트베드 지역에 대한 지반재해 위험지도 

현장 적용성 평가

지반재해 위험지도 적용성의 객관적인 평가와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서울시 및 부

산시에 테스트베드지역을 선정하여, 테스트베드지역을 대

상으로 현장 적용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서울시 테스트 베

그림 6. 서울시 급경사지 붕괴사례에 대한 지반재해 위험지도 적용성 평가 결과

그림 7. 부산시 급경사지관리대상지 및 4년간(2009∼2012) 급경사지 붕괴사례 분포 현황

그림 8. 부산 급경사지 붕괴사례에 대한 지반재해 위험지도 적용성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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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지역은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발생 지역 중 2개 유역을

테스트베드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부산시 테스트 베드

지역은 2012년 급경사지 피해발생지를 테스트 베드 지역

으로 선정하였다. 

현장적용성 평가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경사지 일제조사서 및 재해위험평가표 기준에 따

라 현장 조사를 수행하여 현장 적용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4.1 서울시 테스트베드 지역에 대한 지반재해 위험지도

현장적용성 평가

서울시 테스트베드 지역은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발생

지역 중 2개 유역인 우면산 레미안 ATP 인근 붕괴 지역(10

개소)과 우면산 전원마을 인근(7개소)을 선정하여 수행하

였으며, 테스트 베드지역 현황 및 현장적용성 평가 지점은

그림 8과 같다. 서울시 테스트베드 지역에 대한 현장적용

성 평가 현황은 그림 11~12와 같다.

급경사지 평가표의 평가 등급은 주변환경, 피해예상, 인

접시설 거리등 사회적영향도가 고려되어 평가된 등급이므

로, 모델링 분석을 통해 분석되어 사회적 영향도가 고려되

지 않은 지반재해위험지도의 산사태위험등급과 직접적으

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지반재해위험

지도의 현장 적용성 평가는 표 2와 같이 급경사지 평가표

그림 9. 현장 적용성 평가 기준

그림 10. 서울시 테스트베드 지역 및 현장적용성 평가 지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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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붕괴 위험성만을 고려한 붕괴 위험성 환산등급과 지반

재해위험지도의 산사태 위험등급을 비교 분석 하였다. 단,

인공비탈면의 경우 비탈면종류(토사, 암반, 혼합비탈면)

배점(10점)을 붕괴 위험성에 포함시켜 계산한 결과이다. 

표 3은 급경사지 평가등급과 지반재해위험지도의 산사

태 등급을 비교한 것으로 비탈면 현 상태의 대책공법 필요,

제안제시 필요, 안정에 따라 3군으로 비교, 구분될 수 있다.

표 3의 기준에 따라 서울시는 표 4와 같이 적용성 평가 17

지점 중 대책공법필요 일치지점 6개소, 제안제시필요 일

치지점 4개소, 미일치 지점 7개소로 분류된다. 미일치 지

점 7개소는 지반재해위험지도가 높게 나타난 경우 3개소,

지반재해위험지도가 낮게 나타난 경우 4개소로 분류된다.

따라서 서울시 현장 적용성 평가 결과 급경사지평가표의

평가등급과 지반재해위험지도의 위험등급이 같은 지구는

그림 11. 서울시 테스트베드 레미안APT인근 2지점에 대한 현장적용성 평가

그림 12. 서울시 테스트베드 남태령전원마을 17지점에 대한 현장적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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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소 59.0%로 분석되었으며, 13개소인 76.0%는 지반재

해위험지도의 위험등급이 급경사지평가표의 위험등급과

같거나, 더 위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2 부산시 테스트베드 지역에 대한 지반재해 위험지도

현장적용성 평가

부산시 테스트베드 지역은 2012년 급경사지 피해발생지

역 9개소를 선정하여 수행하였으며, 부산시 테스트베드

지역에 대한 현장적용성 평가 현황은 그림 13과 같다.

현장적용성 평가 결과는 표 5와 같다. 급경사지 평가표의

평가 등급은 사회적영향성을 고려한 등급이므로, 급경사

지 평가표의 붕괴 위험성만을 고려한 붕괴 위험성 환산등

급과 지반재해위험지도의 산사태 위험등급을 비교 분석

하였다. 단, 인공비탈면의 경우 비탈면종류(토사, 암반, 혼

합비탈면) 배점(10점)을 붕괴 위험성에 포함시켜 계산한

결과이다. 

표 3의 기준에 따라 부산시 현장적용성 평가 결과를 정

리하면 표 6과 같이 적용성 평가 9지점 중 대책공법필요

일치지점 1개소, 제안제시필요 일치지점 2개소, 미일치 지

점 6개소로 분류된다. 미일치 지점 6개소는 지반재해위험

지도가 높게 나타난 경우 5개소, 지반재해위험지도가 낮게

나타난 경우 1개소로 분류된다. 따라서 현장 적용성 평가

결과 급경사지평가표의 평가등급과 지반재해위험지도의

위험등급이 같은 지구는 3개소 33.3%로 분석되었으며, 8개

소인 89%는 지반재해위험지도의 위험등급이 급경사지평가

표의 위험등급과 같거나, 더 위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3 테스트베드 지역에 대한 지반재해 위험지도 현장적

용성 평가 결과

서울시 및 부산시 테스트베드 지역에 대한 지반재해 위

표 2. 서울시 현장 적용성 평가 결과

서울시 현장적용성

평가결과

급경사지 평가표 평가 등급
*붕괴위험성

환산등급

지반재해 위험지도

산사태 위험등급
붕괴 위험성

(70)
사회적 영향성

(30)
계

(100)
등급

적용성평가 1지점 33 30 63 D C 2군

적용성평가 2지점 40 19 59 C C 1군

적용성평가 3지점 43 21 64 D D 1군

적용성평가 4지점 34 21 55 C C 2군 

적용성평가 5지점 36 14 50 C C 2군

적용성평가 6지점 45 5 50 C D 3군

적용성평가 7지점 43 16 59 C D 3군

적용성평가 8지점 31 5 36 B C 2군

적용성평가 9지점 47 5 52 C D 2군

적용성평가 10지점 37 30 67 D C 1군

적용성평가 11지점 53 19 72 D D 1군

적용성평가 12지점 54 19 73 D D 1군

적용성평가 13지점 42 30 72 D D 2군

적용성평가 14지점 31 30 61 D C 1군

적용성평가 15지점 54 21 75 D D 1군

적용성평가 16지점 53 27 80 D D 1군

적용성평가 17지점 46 19 65 D D 1군

*붕괴 위험성 환산등급 : 급경사지 평가표에서 붕괴위험성 점수만을 70점 만점 기준으로 A∼E등급으로 분류함

표 3. 급경사지 평가등급과 지반재해위험지도의 산사태 등급 비교

구  분 대책공법 필요 제안제시 필요 안정

급경사지 평가 등급의 분류 E~D등급 C등급 B~A등급

지반재해위험지도 산사태 등급 1군(1~3등급) 2군(4~5등급) 3군(6~7등급)

표 4. 서울시 현장적용성 평가 지점의 급경사지 평가등급 및 지반재해위험지도 산사태 등급 비교 결과

구 분
대책공법 필요

(일치)

제안제시 필요

(일치)

안정

(일치)

미일치 지점

지반재해위험지도 등급이 높음 지반재해위험지도 등급이 낮음

부산시 1개소 2개소 - 5개소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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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지도의 현장적용성 평가 결과 13개소인 50.0%가 지반재

해위험지의 위험등급이 급경사지평가표의 위험등급과 일

치하였으며, 21개소 인 80.8%가 지반재해위험지의 위험등

급이 급경사지평가표의 위험등급과 같거나 높게 분석되는

등 지반재해위험지도의 위험등급이 실제보다 다소 높게

분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현재 지반재해

위험지도의 신뢰성 및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시,

부산시 외의 지역에 대한 현장평가를 수행하여 입력정수

에 대한 피드백과 지반재해위험지도 모델링시 적용한 입

력정수 최적화에 관한 연구를 추가로 수행하여야 할 것으

그림 13. 서울시 테스트베드 남태령전원마을 17지점에 대한 현장적용성 평가

표 5. 부산시 현장 적용성 평가 결과

부산시 현장적용성

평가결과

급경사지 평가표 평가 등급
*붕괴위험성

환산등급

지반재해 위험지도

산사태 위험등급
붕괴 위험성

(70)
사회적 영향성

(30)
계

(100)
등급

적용성평가 1지점 32 30 62 D C 1군

적용성평가 2지점 39 30 69 D C 1군

적용성평가 3지점 23 30 53 C B 1군

적용성평가 4지점 30 30 60 D C 2군

적용성평가 5지점 30 25 55 C C 1군

적용성평가 6지점 35 30 35 D C 1군

적용성평가 7지점 47 30 77 D D 1군

적용성평가 8지점 31 16 47 C C 2군

적용성평가 9지점 37 19 56 C C 3군

*붕괴 위험성 환산등급 : 급경사지 평가표에서 붕괴위험성 점수만을 70점 만점 기준으로 A~E 등급으로 분류함

표 6. 부산시 현장적용성 평가 지점의 급경사지 평가등급 및 지반재해위험지도 산사태 등급 비교 결과

구 분
대책공법 필요

(일치)

제안제시 필요

(일치)

안정

(일치)

미일치 지점

지반재해위험지도 등급이 높음 지반재해위험지도 등급이 낮음

부산시 1개소 2개소 - 5개소 1개소

표 7. 현장적용성 평가 지점의 급경사지 평가등급 및 지반재해위험지도 산사태 등급 비교 결과

구 분
대책공법 필요

(일치)

제안제시 필요

(일치)

안정

(일치)

미일치 지점

지반재해위험지도 등급이 높음 지반재해위험지도 등급이 낮음

개소수 7개소(26.9%) 2개소(23.1%) - 5개소(30.8%) 1개소(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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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된다. 한편으로 지반재해위험지도는 재해위험도를

예비평가할 수 있는 자료로서 사전조사나 현장예비조사

자료로서 활용 될 수 있지만, 위험지구 선정 및 대책방안

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현장검증 및 평가가 수행

되어야 할 것이다.

5. 결 론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극한강우 양상이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으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 및 시민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방재청은 2008년부터

급경사지 일제조사를 수행하여 급경사지 대상지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붕괴위험지구를 지정하여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보완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급경사지 예방정책 수행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각종 설

계, 시공 및 붕괴위험예측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된 지반재해위험지도의 적

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중

급경사지 붕괴 피해사례 조사는 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을 예측하는 기법의 가중치 및 입력치를 조정하

여 위험지도의 정확성 및 적용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지반재해위험지도의 현장검증 평가는 예측된

위험지도의 신뢰성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위험지도를

수정보완 하는 절차로 신뢰성 있는 지반재해위험지도를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부산시의 주요 급경사지 피해사례 조사를

조사하였다. 우선 서울시·부산시의 급경사지 관리대상지를

조사 ·정리하였으며, 최근 4년간의 급경사지 피해사례를

조사 ·정리하였다. 

둘째, 서울시 ·부산시 지반재해위험지도의 현장평가를

수행하였다. 지반재해위험지도의 현장평가는 서울시 ·부

산시 내 테스트베드 지역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그 결

과 지반재해위험지도는 재해위험도를 예비평가 할 수 있

는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지만, 위험지구 선정 및 대책방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현장검증 및 평가가 수

행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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