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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 주민대피기준은 대부분 1990년대에 제안되어 최근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강우와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않

고 각 지자체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증가된 집중강우특성과 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한 급경사지-강우량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급경사지 붕괴-강우데

이터를 조사하여 강우량과 강우지속시간에 따른 붕괴시점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속히 주민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주민대피기준(안)을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급경사지, 산사태, 호우, 주민대피기준, 산사태 예경보

ABSTRACT The existing landslide warning guideline was mostly issued in 1990’s and did not consider recent weather

changes such as focused area heavy rainfall or regional geographic features. And every regional government applies the

guideline equally which results in continued disasters. Thus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research on landslide with regards

to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ncreased focused rainfall and regional geographic features. We propose a renewed emer-

gency escape guideline against steep slope landslides that can assess most likely avalanche time according to amounts of

rain and a continued raining time, for a swift escape of the residents of the affected area.

KEYWORDS steep slope, landslide, rainfall, resident escape guideline, landslide warning signal

1. 서 론

기상이변으로 인한 강우강도 증가와 예측이 어려운 국

지적 게릴라성 집중호우 증가 등 강우패턴이 변화하여 도

심지 침수, 홍수, 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으며 택지개발공사 등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비탈면 붕괴의 피해가 대형화되고 더욱 증가하는 재해양

상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 경기, 강원북부 지역에서 2011년 7월에 발생한 국

지성 집중호우는 과거에 경험하기 힘든 기록적인 폭우(4

일간 최소 500 mm)로 인한 비탈면 붕괴로 인하여 많은 재

산 피해와 인명피해(62명)가 발생하였다. 

기존 주민대피기준은 대부분 1990년대에 제안되어 최근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강우와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않았

으며 예보기준이 시우량, 일강우량, 연속강우량으로 포괄

적으로 정하여 현실과 잘 부합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이러

한 기준을 획일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적용하고 있어 신속

한 주민대피에 한계가 있으며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증가

된 집중강우특성과 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한 급경사지-강

우량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제안된 비탈면 예경보 기준 또는

주민대피기준을 분석하고 최근 4년간 급경사지 붕괴지역

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급경사지 붕괴 및

산사태 피해지역의 강우데이터를 조사하여 붕괴시점 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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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과 강우지속시간별 강우량 등의 변화추이를 이용하여

강우량과 강우지속시간에 따른 최적 붕괴시점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속히 주민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새

로운 주민대피기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최근 4년간 급경사지 붕괴 현장 조사 및 

원인분석

본 연구를 위하여 최근 4년간(2009~2012) 전국에서 발

생한 급경사지 붕괴지역중 67개 지역을 선정하여 현장 조

사를 수행하고 강우자료를 분석하였다.

2.1 산사태 발생 현황 및 특성

우리나라는 기후적, 지형적 및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산사태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연평균 강수량의 약

60%가 하절기(장마 및 태풍)에 집중되어 있으며 국토의

64%가 급경사지역이며 지질적으로 응집력이 낮은 마사토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30년간 연평균 약 431 ha의 산

사태가 발생했으며 집중강우 증가와 같은 기후변화에 따

라 산사태 규모는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00년

대 산사태 발생규모는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1980년대

에 비하여 약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유형별 인명피해 현황을 보면(소방

방재청, 2013a) 산사태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약 27.5%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2참조). 

그림 3은 1992년과 1996년 사이에 일본에서 발생한 토

석류의 발생원인을 각각 나타내고 있으며, 토석류 발생원

인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보다는 장마철 지속강우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면이나 비탈면 같은 곳에서 호우에 의

한 전단강도 저하가 주요 인자임을 추정할 수 있다.

2.2 최근 4년간 급경사지 붕괴현장 조사 및 분석

2009년 7월의 집중호우로 발생된 재해지역 중 인명사고

가 발생된 지역을 포함한 주요 급경사지 붕괴지역(부산광

역시: 4지구, 경상남도: 7지구, 전라남도: 4지구, 강원도: 3

지구, 충청북도: 5지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붕괴

원인을 분석하였다(그림 4 참조).

2009년 7월의 재해는 7월에 내린 장기강우 이후의 집중

호우에 기인되며, 본 과업의 대상인 급경사지 붕괴 및 산

사태는 2009년 7월 14, 16일의 최대시우량 발생 직후에 발

생된 것으로 미루어 7월 1~16일간의 장기강우(328.5~742.0

mm)와 급경사지 붕괴 직전에 내린 최대시우량(30.0~77.5

그림 1. 30년간 산사태 발생 규모(산림청, 2013)

그림 2. 최근 10년간 발생유형별 인명피해 현황

그림 3. 토석류의 발생원인

그림 4. 2009년 급경사지 붕괴현장 조사위치도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ocietal Security, Vol. 6, No. 1

지역별 강우량 기반 급경사지 붕괴 예경보기준 연구 57

mm/hr)가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최대시

우량은 30.0~77.5 mm/hr로 산림청 산사태경보기준(30 mm/hr)

의 1.00~2.58배이며, 일강우량은 98.5~247.0 mm/day로 산사

태경보기준(140 mm/day)의 0.70~1.76배로 산사태 경보기

준을 크게 초과하였으며, 비탈면붕괴(산사태)전 2주간의

누적강우량은 328.5~742 mm를 나타내었다.

2010년 8월의 집중호우로 발생된 재해지역 중 급경사지

붕괴지역(총 29지구)에 대한 현장조사 및 붕괴원인 분석을

위한 대상지역은 각 시군구의 재난담당자로부터 피해발생

규모, 지형, 토질 및 지질적 특성, 복구상황 등을 고려하여

경상남도 3지구(인공비탈면: 2지구, 산지: 1지구), 전라북

도 21지구(인공비탈면: 14지구, 자연비탈면: 4지구, 산지: 3

지구), 전라남도 9지구(인공비탈면: 7지구, 산지: 2지구)를

선정하였다(그림 5 참조).

2011년 7월의 집중호우로 발생된 재해지역 중 급경사지

붕괴지역(총 14지구)에 대한 현장조사 및 붕괴원인 분석을

위하여 인명피해 발생지역 등 주요 조사 대상지구로 경상

남도 2지구(산지: 1지구, 자연비탈면: 1지구), 전라남도 3지

그림 5. 2010년 급경사지 붕괴현장 조사위치도

그림 6. 2011년 급경사지 붕괴현장 조사위치도

그림 7. 2012년 7월~8월 급경사지 붕괴지역 현장조사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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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연비탈면: 2지구, 자연+석축: 1지구), 전라북도 1지구

(자연비탈면+보강토옹벽: 1지구), 충청남도 1지구(자연비

탈면: 1지구), 경기도(6지구), 강원도(1지구)를 선정하였다

(그림 6 참조). 

2012년 7월 및 8월의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된 재해지역

중 인명사고가 발생된 지역을 포함하여 주요 급경사지 붕

괴지역(공주시 : 1지구, 군산시 : 2지구, 거제시 2지구, 남

원시 1지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붕괴원인을 분

석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급

경사지(인공비탈면, 자연비탈면, 산지) 관리기준 등에 대

한 종합적인 조사 분석을 수행하였다(그림 7 참조).

3. 강우량 기반 급경사지 붕괴 예경보기준 분석

3.1 각 기관별 급경사지 붕괴 예경보 기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급경사지 붕괴는 집중강우가 내

릴 때 갑자기 붕괴가 발생하는 특성을 보이며 이로 인해

매년 많은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급경사지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 급경사지 붕괴시기와 그 피해범

위를 미리 예측하고 위험한 급경사지 주변에 거주하고 있

는 주민들을 미리 효과적으로 대피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급경사지 붕괴에 대한 주민대피기준을 개발하기 위

해서는 강우량 기준을 적용하는 국내외 급경사지 예경보

기준을 조사 분석하여 이를 통하여 급경사지 붕괴주민대

피 관리기준 개발이 필요하다.

표 1은 각 기관별 기존 급경사지 붕괴 대피기준을 제시

한 것이다. 대부분의 기준이 시우량, 일강우량 및 2일 연속

강우량을 기준으로 대피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

근 초단기 집중강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선행지속강

우가 크지 않아도 단기강우에 의하여 붕괴가 발생하는 경

우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2 전국 강우데이터를 이용한 급경사지 붕괴-강우량과의

상관관계 연구

2009년~2012년 급경사지 붕괴지역 강우량을 15분, 1시

간, 1일, 2일 누적강우량으로 구분하여 2009년~2012년 전

국 급경사지 붕괴-강우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급경사지

붕괴 대피기준은 산사태 주의보, 산사태 경보와 대피경보

로 구분하였다. 산사태 주의보는 급경사지 9개소중 1개소

붕괴될 확률인 붕괴율이 12%를 선정하였으며, 산사태경

보는 급경사지 3개소중 1개소 붕괴될 확률인 30%, 그리고

대피경보는 급경사지 2개소중 1개소 붕괴될 확률붕괴률

50%로 구분하여 강우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림 8은 2009년-2012년 급경사지 붕괴지역에서의 발생

한 15분간 누적강우량을 분석하여 도시한 것이다. 분석결

과, 15분 누적강우량이 10 mm이하인 경우 붕괴가 된 지역

은 전체의 약 11.9%, 10 mm 이상인 경우는 약 88.1%로 조

사되었다. 15분간 누적강우량이 14 mm이하인 경우에 붕

괴된 지역은 약 29.9%, 14 mm이상인 경우는 약 70.1%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15분간 누적강우량이 18 mm이하인

경우에 붕괴된 지역은 약 56.7%, 14 mm이상인 경우는 약

43.3%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 급경사지 붕괴 주민대피 기준(안) 및 기존 예경보 기준 비교(소방방재청, 2013b)

제안기관 구 분 산사태 주의보 산사태 경보 대피

산림청
(1993)

시우량 20~30 mm 30 mm 이상 -

일강우량 80~150 mm 150 mm 이상 -

연속강우량 100~200 mm 200 mm 이상 -

김상규
(1994)

시우량 15 mm 30 mm -

일강우량 80 mm 140 mm -

2일연속강우량 100 mm 200 mm -

건설부
(1988)*

I 지역 90 mm (당일우량) 105 mm 이상 (당일우량) -

II 지역 75 mm 90 mm 이상 -

III 지역 55 mm 75 mm 이상 -

홍원표 등
(1990)**

소규모 산사태 -
최대시간강도 > 10 mm

 & 2일 누적강우량 > 40 mm
-

중규모 산사태 -
최대시간강도 > 15 mm

 & 2일 누적강우량 > 80 mm
-

대규모 산사태 -
최대시간강도 > 35 mm

 & 2일 누적강우량 > 140 mm
-

이영남
(1991)

- -
24시간내 강우량 > 200 mm 또는 24시간이상 

내린 비가 시간당 평균 10 m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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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는 2009년-2012년 급경사지 붕괴지역에서의 발생

한 1시간 누적강우량을 분석하여 도시한 것이다. 분석결

과, 1시간 누적강우량이 26 mm이하인 경우 붕괴가 된 지

역은 전체의 약 13.4%, 26 mm 이상인 경우는 약 86.6%로

조사되었다. 1시간 누적강우량이 41 mm이하인 경우에 붕

괴된 지역은 약 29.9%, 41 mm이상인 경우는 약 70.1%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1시간 누적강우량이 50 mm이하인 경

우에 붕괴된 지역은 약 50.7%, 50 mm이상인 경우는 약

49.3%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0은 2009년-2012년 급경사지 붕괴지역에서의 발

생한 1일간 누적강우량을 분석하여 도시한 것이다. 분석

결과, 1일 누적강우량이 77 mm이하인 경우 붕괴가 된 지

역은 전체의 약 11.9%, 77 mm 이상인 경우는 약 88.1%로

조사되었다. 1일 누적강우량이 133 mm이하인 경우에 붕

괴된 지역은 약 31.3%, 133 mm이상인 경우는 약 68.7%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1일 누적강우량이 174 mm이하인 경

우에 붕괴된 지역은 약 50.7%, 174 mm이상인 경우는 약

49.3%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1는 2009년-2012년 급경사지 붕괴지역에서의 발

생한 2일간 누적강우량을 분석하여 도시한 것이다. 분석

결과, 2일 누적강우량이 107 mm이하인 경우 붕괴가 된 지

역은 전체의 약 10.4%, 107 mm 이상인 경우는 약 89.6%로

조사되었다. 2일 누적강우량이 150 mm이하인 경우에 붕

괴된 지역은 약 31.3%, 150 mm이상인 경우는 약 68.7%인

그림 8. 2009년~2012년 급경사지 붕괴지역 15분 누적 강우데이터 분석결과

그림 9. 2009 년 ~2012 년 급경사지 붕괴지역 1 시간 누적 강우데이터 분석결과

그림 10. 2009년~2012년 급경사지 붕괴지역 1일 누적 강우데이터 분석결과

그림 11. 2009년~2012년 급경사지 붕괴지역 2일 누적 강우데이터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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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분석되었다. 2일 누적강우량이 230 mm이하인 경

우에 붕괴된 지역은 약 50.7%, 230 mm이상인 경우는 약

49.3%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회 연구된 주민대피기준과 기존 예경보기준을 비교하

여 표 2에 나타내었다. 기존 예경보 기준과 비교 결과, 금

회 새로이 제시된 15분 강우을 제외하면 산사태 주의보는

기존과 금회 유사한 값을 보였으나 산사태 경보단계는 단

기강우인 1시간 강우량은 약 40% 크게 평가되었고 일강우

량과 2일 연속강우량은 다소 작게 평가되었다.

선정된 주민대피기준(안)을 적용하여 2009년~2012년 급

경사지 붕괴현장에 대하여 제안된 기준별 강우량 관계를

그림 12에 도시하였다. 15분 강우-1시간 강우 분석결과, 15

분강우가 10 mm이상에서 88.1%, 1시간강우 40 mm이상에

서 70.1% 급경사지 붕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5분 강우-1시간 강우를 이용하여 선정한 산사태주의보

구간에서 붕괴가 발생한 지역은 전체의 약 88% 정도인 것

으로 평가되었다.

15분강우-1일 강우량 관계 분석결과, 급경사지 붕괴시

강우량은 15분강우가 10 mm 이상에서 88.1%, 1일 강우 77 mm

이상에서 88.1%정도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5분 강우-1일 강우를 이용하여 선정한 산사태주의보 구

간에서 붕괴가 발생한 지역은 전체의 약 85% 정도인 것으

로 평가되었다.

15분강우-2일 강우량 관계 분석결과, 15분강우 10 mm이

상, 2일강우 100 mm이상에서 급경사지 붕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은 15분 강우가 5 mm이하로 작지

만 2일 강우가 100 mm 이상인 경우에도 붕괴가 발생하였

다. 15분 강우-2일 강우를 이용하여 선정한 산사태주의보

구간에서 붕괴가 발생한 지역은 전체의 약 91% 정도인 것

으로 평가되었다.

1시간 강우-1일 강우량과 1시간-2일 강우량 관계 분석결

과도 설정한 기준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12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15분강우, 1시간 강우, 1

일 강우 및 2일 강우중 1개의 기준을 가지고는 주민대피기

준을 정하기는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들어 짧은 시

간동안의 50~50 mm이상의 집중강우가 일부 지역에 집중

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1일이나 2일의 지속강우도

이전보다 커지고 있으므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주민

대피기준을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남지역과 전북지역에 대하여 선정된 주민대피기준(안)을

적용하여 그림 13에 도시하였다. 붕괴지역 강우데이터 분

석결과, 전남지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하여 집중강우가 커

서 선정된 산사태 주의보를 모두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산사태경보 이상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분-

1시간 강우량은 약 75%, 15분-1일 강우량은 66%, 15분-2

일 강우량은 50%, 1시간-1일 강우량은 약 75%, 1시간-2일

강우량은 42%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지역별로 우기시 집중강우의 크기의 차이가 크

므로 그림 12에 나타난 전국 급경사지 붕괴사례를 이용하

여 선정한 주민대피기준(안)은 모든 지자체에 적용하는 경

표 2. 급경사지 붕괴 주민대피 기준(안) 및 기존 예경보 기준 비교

구 분 산사태 주의보(mm) 산사태 경보(mm) 대피(mm)

15분 강우량

류지협(2013) 10 14 18

산림청(1993) - - -

김상규(1994) - - -

건설부(1988) - - -

시우량

류지협(2013) 25 40 50

산림청(1993) 20~30 30 -

김상규(1994) 15 30 -

건설부(1988) - - -

일강우량

류지협(2013) 75 130 170

산림청(1993) 80~150 150 -

김상규(1994) 80 140 -

건설부
(1988)

I 지역 90 105 -

II 지역 75 90 -

III 지역 55 75 -

연속강우량

류지협(2013) 100 150 230

산림청(1993) 100~200 200 -

김상규(1994) 100 200 -

건설부(198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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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각 지자체는 지자체의

주민대피기준을 설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는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대규모 피해지역을 중점적으로

조사되었으나 조사지역 이외의 인명피해 미발생지역이나

소규모 피해지역에 대하여 지역별 붕괴사례를 추가 조사

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각 지역별 주민대피기준(안)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우기철 단기간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1시간

강우량뿐만 아니라 15분 강우량 등으로 주민대피 관리기

준을 개선 표 3에 정리하였다. 

3.3 전남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급경사지 붕괴-강우량과의

상관관계 연구

전국 강우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정한 주민대피 기준은

각 지역별 강우특성 등이 고려되지 않은 평균적인 주민대

피기준이므로 이 기준을 획일적으로 각 지역에 적용시 피

해 저감을 위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울 수 있어 지역 특성

그림 12. 2009년~2012년 급경사지 붕괴지역 누적 강우데이터 분석결과

표 3. 전국 강우데이터를 이용한 급경사지 주민대피 운영기준 개선(안)

단계
기준 및 강우량 조치할 사항

15분 강우량(mm) 1시간 강우량(mm) 1일 강우량(mm) Action

대비
관 심 5 15 50 전화, 상황파악

주 의(주의보) 10 25 70 순찰 및 대피준비

대응
경 계(경 보) 14 40 130 대피검토 및 대피(필요시)

심 각(대 피) 18 50 170 비상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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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한 주민대피 기준을 각 지역별 강우데이터를 이용

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타 지역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강우량이 많은

전남지역에 대하여 전남지역 강우데이터를 이용하여 전남

지역 주민대피기준을 재평가하고자 한다. 전국 강우데이

터를 이용하여 제안된 주민대피기준을 전남 지역에 적용

하여 그림 13에 도시하였다. 붕괴지역 강우데이터 분석결

과, 전남지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하여 집중강우가 커서

선정된 산사태 주의보를 모두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산사태경보 이상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분-1

시간 강우량은 약 75%, 15분-1일 강우량은 66%, 15분-2일

강우량은 50%, 1시간-1일 강우량은 약 75%, 1시간-2일 강

우량은 42%로 평가되어 설정된 붕괴율 기준과 잘 맞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별로 우기시 집중강우의 크기의 차이가 크

므로 그림 12에 나타난 전국 급경사지 붕괴사례를 이용하

그림 13. 전국 강우자료 이용하여 산정한 대피기준 전남지역 적용결과

표 4. 전남 강우데이터를 이용한 급경사지 주민대피 운영기준 개선(안)

주민대피 운영기준 개선(안)

단계

기준 및 강우량 조치할 사항

15분 강우량(mm) 1시간 강우량(mm) 1일 강우량(mm)
Action

전국 전남 전국 전남 전국 전남

대비
관 심 5 7 15 24 50 80 전화, 상황파악

주 의(주의보) 10 14 25 38 70 131 순찰 및 대피준비

대응
경 계(경 보) 14 16 40 48 130 134 대피검토 및 대피(필요시)

심 각(대 피) 18 18 50 52 170 142 비상 대피

그림 14. 전남 강우자료 이용하여 산정한 대피기준 전남지역 적용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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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선정한 주민대피기준(안)은 모든 지자체에 적용하는 경

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즉, 각 지자체는 지자

체의 주민대피기준을 설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전남지역 강우자료만을 적용하여 전남지역 주민대피기

준을 재선정하였으며 그 분석결과를 표 4와 그림 14에 정

리하였다.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남지역 강우가 타

지역에 비하여 다소 커서 평가된 주민대피기준도 다소 크

게 평가되었다. 그림 13에서 볼 수 있듯이 전국 강우데이

터를 이용하여 선정된 대피기준을 전남지역 적용시 잘 부

합되지 않았으나, 전남지역 강우데이터를 이용하여 선정

된 대피기준 적용시에는 붕괴률에 따른 대피기준과 잘 부

합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그림 14 참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특성에 맞도록 주민대피 기준을 각각 재설정하여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하거

나 대규모 피해지역을 중점적으로 조사되었으나 조사지역

이외의 인명피해 미발생지역이나 소규모 피해지역에 대하

여 지역별 붕괴사례를 추가 조사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

한 각 지역별 주민대피기준(안)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

4. 결 론

호우로 인한 급경사지 재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

계적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도시화, 산업화가

가속화 될수록 피해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급경사지 재해

피해저감을 위하여 주민대피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하여 최근 4년간 붕괴지

역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급경사지 지속시간별 강우량

을 분석하여 최근 증가되고 있는 강우특성을 반영한 새로

운 주민대피기준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기존에 제시된 주민대피기준은 1시간, 24시간, 48

시간 강우량에 대하여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최근 증가된

집중강우는 단기간에 많은 양의 강우가 발생하므로 15분

강우도 급경사지 붕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전국 67개 붕괴피해지역에 대하여 지속시간별(15

분, 1시간, 24시간, 48시간) 강우량과의 상관관계를 붕괴율

12%(9개 급경사지중 1개가 붕괴될 확률), 30%(3개 급경사

지중 1개가 붕괴될 확률), 50%(2개 급경사지중 1개가 붕괴

될 확률)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새로이 제시된

15분 강우을 제외하면 산사태 주의보는 기존과 금회 유사

한 값을 보였으나 산사태 경보단계는 단기강우인 1시간

강우량은 약 40% 크게 평가되었고 일강우량과 2일 연속강

우량은 다소 작게 평가되었다.

셋째, 전국 급경사지 붕괴지역 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안

된 주민대피기준을 전남지역에 대하여 적용성을 평가하였

다. 평가결과, 전남지역은 타 지역에 비하여 최근 강우량이

많아 전국자료를 이용하여 제안된 대피기준 적용시에는

잘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넷째, 전남지역 급경사지 강우자료를 이용하여 주민대

피기준을 재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전국 자료를 이용한 주

민대피기준 보다 전남지역 주민대피기준이 다소 크게 평

가되었다. 따라서 전국 자료를 이용하여 제안된 주민대피

기준은 참조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각 지역별 특성을 반

영하여 재검토 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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