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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landslide hazard susceptibility and produce the landslide hazard maps

for soil slope using checklists a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method. Tables, proposed by NDMI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 are applied for slope stability assessment, and are comprised of checklists on soil slopes.

Database including engineering properties of soil is constructed through the field survey and results from previous

studies for The Mt. Hwangryoeng area at center of Busan. All data related to creating the thematic maps was car-

ried out using ArcGIS 10.0. Results from using this method indicated that soil slope are evaluated from very stable

to stable. Moderate stability has been partially presented along the edge of mountain. Results from landslide hazard

maps can be used to prevent damage from landslides and facilitate appropriate land use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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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조사 방법으로서 점검표를 이용하여 토질사면에 대한 산사태 취약도를 평가하고, 산사태 재

해위험지도를 만드는 것이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제안한 표들이 사면 안정성 평가에 적용되었으며, 이 표들은 토

질사면에 대한 안정성 점검표로 구성되어 있다. 흙의 공학적 특성을 포함한 자료들은 부산 중심부의 황령산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와 기존 연구를 통하여 획득되었다. 주제도를 만드는데 관련된 모든 자료는 ArcGIS 10.0을 이용하여 변

환되었다. 이 방법을 사용한 결과 연구지역의 토질사면은 매우 안정-안정 영역에 분포되었으며, 중간 정도의 안정성

영역은 산의 말단부를 따라 부분적으로 분포한다. 산사태 위험도 지도의 결과는 산사태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 적

절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데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산사태 취약도, 점검표, 토질 사면, 주제도

1. 서 론

오늘날 급속한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나는 인

구밀집현상과 주택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난개발로

인해 많은 절개사면이 생겨났다. 대도시 내 사면의 경

우 충분한 안전성 확보와 관리가 되지 않으면 바로 인

적, 물적 피해로 직결되므로 철저하게 유지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산사태 발생 지역을 살펴보면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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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산악지형이 발달한 강원도 등에 집중되었으나 최

근 들어서는 산사태가 대도시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

는 경향을 보인다(NDMI, 2011). 특히 2011년 7월에

서울 우면산, 경기, 춘천 등에서 발생한 토석류로 인해

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생김으로써 도시 생활권에서

의 산사태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매년 도심지 사면재

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모든

사면에 대해 보강대책을 수립하기에 효율성과 경제적

인 제약으로 근본적 대책마련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

다. 그러므로 대도시 산지를 평가하여 산사태의 위험

이 있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두어 보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인구밀집지역 인근의 사면은 특별히 주의

깊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반복되는 사면재해의 피해

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질재해위험지도(Geological

Hazard Map)를 작성하여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정밀조사를 통해 보강 혹은 지속적 계측을 실시해야한

다. 그리고 제작된 재해취약도지도를 이용하여 토지이

용에 대한 규제나 건설공사 등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

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도시개발을 위한 부지평가 혹은 인구밀집

지역에 대한 산사태 위험성을 평가할 때 예비조사단계

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산사태 재해위험지도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는 부산의 중심에 있

어 인구가 밀집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과거에 크고 작

은 산사태가 수차례 발생한 황령산을 중심으로 진행되

었다. 황령산에는 주변부를 따라 주요시설물들과 인구

밀집지역이 위치하고 있고 등산로와 임도가 많이 개설

되어 있으며 수많은 암자, 스포츠 시설들이 들어서 있

다. 산 곳곳에 피해에 민감한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고,

언제든지 산사태가 재발할 수 있으므로 재해 취약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 결과를 활용함

으로써 대도시의 산사태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

으킬 수 있을 것이며, 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평가하여

방재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2.1. 개요

산사태 재해위험지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사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선정하고 이 요소들을

각각의 레이어로 제작 후 중첩시켜 위험도 분석을 해

야 한다. 이 연구의 궁극적 목적인 황령산 지역 산사

태 재해위험지도 작성을 위해 이용된 분석법은 경험적

방법이다. 연구지역이 소규모이고 연구지역 내에서 발

생한 산사태에 관한 자료가 상당히 부족하여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판단과

통계적 모델을 이용한 산사태 예측도는 이전 연구

(KIGAM, 2000)에서 제작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 방법의 적용을 위해 연구지역의 지형특성과 토질

및 지질공학적 특성자료를 획득하여 GIS 기반의 공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다. 우선 기본적으로 국토지리

정보원에서 발행한 1:5,000 수치지형도 6매에서 등고

선을 추출하고 TIN(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

제작 후 다시 5 m×5 m 크기의 DEM(Digital Elevation

Model)을 통해 기본적인 지형자료를 획득하였다. 그리고

지질자료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제작된 1:50,000

수치지질도, 토양자료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1:25,000 정밀토양도와 기존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였다.

2.2. 분석범위

산사태 위험지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석범위를 결

정해야한다. 이 작업을 위해 황령산 지역의 1:5000 수

치지형도를 분석하여 경계파일을 제작했다. 수치지형도

상 개발되지 않은 산지들만 추출하였는데 이미 개발된

곳일 경우는 자연 상태의 토질 혹은 지질공학적 영향

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위험지도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황령산 주변부를 따라 개발

된 지역 상한선을 연결하여 경계파일을 만들어 그 안

에서 위험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2.3. 산사태 이력지도 제작

산사태 이력지도는 과거 산사태가 발생한 지점의 공

간적 분포를 표현한 것으로 재해위험 평가 시 가장 기

본적인 토대가 된다. 황령산 일대는 크고 작은 산사태

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산림청 재해복구 자료와 기

존 보고서, 언론보도 등을 바탕으로 산사태 및 절개사

면파괴가 발생한 장소를 조사하였고 정확한 장소 확인

을 위해 직접 현장답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에서 사면

파괴의 흔적이나 보강흔적 등의 증거를 수집하고 GPS

좌표를 획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총 33개의 산사

태 발생위치를 파악하였고, 이를 GIS 기반의 포인트

데이터 형태로 구축하여 산사태 이력지도를 제작하였

다(Fig. 1). 산사태 발생위치를 지질별로 살펴보면 안산

암 지역에서 18건, 안산암질 화산각력암 지역에서 7건,

퇴적암지역 4건, 화강섬록암지역 3건, 반려암지역 1건

으로 각각 나타났다(Table 1). 

산사태 발생 위치를 연구지역 내 선구조 밀도분포도

와 중첩시켜 보면 상당 부분의 산사태가 높은 선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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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를 가진 지역에서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 이는 선구조의 발달양상이 산사태와 아주 밀

접한 관계가 있다는 기존의 연구(Akinson and

Massari, 1998; Nagarajan et al., 1998; Temesgen

and Mohammed, 2001)결과와 잘 일치함을 보여준다.

2.4. 현장토질특성 주제도 제작

우리나라의 자연사면에서 발생하는 산사태는 대부분

기반암 상부의 토층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토층의 특

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Kim et al., 2004).

황령산 자연사면에서 발생한 산사태들 또한 대부분 기

반암 상부의 토층이 유실로 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

로 산사태 재해위험도 제작을 위해서는 황령산 전체의

토질공학적 특성, 배수등급, 유효토심 등의 자료구축이

필요하다. Kim et al.(2004)은 황령산 지역에서 83개

의 시료를 채취하여 흙의 함수비, 비중, 입도분포, 균

등계수, 곡률계수, 애터버그 한계 등의 물리적 성질과

간극비, 간극률, 포화도, 단위중량, 투수계수, 점착력 및

내부마찰각 등의 공학적 성질을 시험을 통해 규명한

바 있다. 이 중 시료채취장소가 정확히 확인되는 74곳

Fig. 1. Landslides Inventory Map of Study Area.

Table 1. Distribution of Landslides Occurrence at Each Lithology

Lithology Area(km2) Landslides Occurrence 
 Landslides Density

(Landslide/km2)

Andesite 5.74 18 3.14

Andesitic Volcanic Breccia 2.66 7 2.63

Sedimentary Rock 2.65 4 1.51

Granodiorite 0.64 3 4.69

Gabbro 0.66 1 1.52

Fig. 2. Shaded Relief Map sho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andslides and Lineament Density.

Fig. 3. Location of Collected Soil Sample(Modified from

KIGAM,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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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정하여(Fig. 3), 내부마찰각, 점착력, 습윤단위중량,

소성지수, 유효토심과 배수등급 등의 토질공학적 자료

를 획득하였고, 이렇게 획득된 토질정보들은 보간법의

일종인 역거리 가중치 산정법(Inverse Distance

Weighted, IDW)을 이용하여 연구지역 전체의 토질특

성을 추정한 GIS 주제도로 제작하였다(Fig. 4). 이 중

토층의 유효토심과 배수등급도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행

한 1:25000 정밀토양도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데이터

들은 통계적 분석방법이나 결정론적 방법으로 산사태

위험지도를 제작할 때 필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사면

점검표에 의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므로 여기에 필요한

데이터만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2.5. 지형특성 주제도 제작

지형은 산사태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사면의 기

하학적 형태를 결정해 줄 뿐만 아니라 산사태자체가

지형발달의 한 과정이므로 지형은 산사태발생과 밀접

하게 연관되어 있다(Johnes, 1983; Griffiths, 1990).

산사태에 영향을 미치는 지형요소로는 크게 경사, 고

도, 곡률, 방향이 있다. 보통 경사가 커질수록 산사태

위험성이 크지만 평균적으로 45o 이상의 고각에서는 토

층발달이 미약하여 토질사면의 붕괴 가능성이 오히려

낮다. 그리고 해발고도가 높을수록 산사태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Kim et al., 2005), 경사방

향은 일조시간 차이에 의한 암반풍화정도, 식생발달 차

이 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북향보다는 남향의 붕괴가

빈번하다. 곡률의 경우는 집중강우 시 오목한 사면은

볼록 혹은 평탄한 사면보다 더 많은 물을 함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오목한 사면에서의 산사태 발생 확률이

증가한다(Oh, 2010). 이 연구에서 사용된 지형인자는

사면경사와 고도이며(Fig. 4), 곡률과 사면방향은 고려

되지 않았다.

3. 연구 방법

점검표를 이용한 산사태 재해취약지도의 제작은 일

종의 경험적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지수기법(Index

method)으로 불리 운다. 이는 붕괴위험요인과 안정성

을 평가하기 위한 사면점검표를 작성하여 점수화시키

는 방법이다. 하지만 점검표 항목이 기관별로 다르고,

평가배점 또한 다르며 조사자 주관적 의견이 반영되어

통일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Song

et al., 2012). 이에 따라 국립방재연구원(NDMI, 2009)

에서는 기존의 국내 급경사지 점검표가 가진 단점을

보완하고, 전문지식이 없는 담당자가 현장에서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표를 제안하였다. 이 표는 예

비평가단계에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가 위험한 것으로 나온 경우 전문가조사를 통한 상세

안정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Song et al., 2012).

이 연구에도 도심지 산사태 위험성분석을 위한 예비평

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국립방재연구원에서 제

안한 점검표를 이용하였는데 위험등급을 5단계로 구분

하였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불안정한 사면으로 분류된다(Table 2).

Fig. 4. Thematic Maps for Landslide Hazard Analysis. (a) Slope (b) Elevation (c) Friction Angle, (d) Cohesion, (e) Unit

Weight, (f) Plasticity Index, (g) Soil Depth, (h) Drainag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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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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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사면평가를 위한 점검표는 총 8개의 항목을 검

토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표를 그대로 사용할 때 평

가가 곤란한 항목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흙의 연경도

의 경우 ‘대단히 견고, 조밀 또는 견고, 중간, 느슨 또

는 연약, 매우 느슨’, 이렇게 5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어,

평가표를 그대로 따를 경우에 조사자의 주관성이 개입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Burmister(1949)가 제안한 소성

지수에 따른 분류법을 적용하였다(Table 3). 소성지수

가 높을수록 팽창성이 커 공학적으로 불안정한 흙이므

로 높은 점수를 주었다. 그리고 급경사지의 높이의 경

우는 원래 사면의 수직고를 의미하나, 황령산 전체에

Table 2. Guideline on the Stability Evaluation (Modified from NIDP, 2001)

Stability Very Stable Stable Partially Stable Unstable Very Unstable

Score 0 - 20 21 - 40 41 - 60 61 - 80 81 - 100

Table 3. Consistency Classification based on Plasticity

Index (Burmister, 1949)

Plasticity Index (PI) Description

0 Non-plastic

1 - 5 Slightly plasticity

5 - 10 Low plasticity

10 - 20 Medium plasticity

20 - 40 High plasticity

>40 Very high plasticity

Table 4. Stability Checklist for Soil Slopes(NDMI, 2012)

Factors Evaluation Criteria & Score

Consistency
Very dense Dense or stiff Medium Loose or soft Very loose

1 4 7 10 14

Slope Height
<10 m 11~20 m 21~30 >31 m

1 4 7 10

Gradient

1:2.0

(<26°)

1:1.5

(34°)

1:1.2

(40°)

1.1.0

(45°)

1:0.7

(55°)

1:0.5

(>63°)

1 2 4 8 12 16

Valley
None Presence

0 6

Seepage
None Wet Condition Flow Condition

0 6 12

Tension

Crack

None Presence

0 16

Failure History
None Presence

0 8

Damageable 

Facility Type

None City Street Major Road Public Building

Densely 

Populated Area

(hospital/school)

0 8 10 14 18

Total Score 100

이 항목을 적용시키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산의 고도

(Elevation)로 대체를 하였다. Chae et al.(2009)이 제

안한 급경사지 평가표에 따르면 산의 고도가 높을수록

위험성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황령산의 고도를

4가지로 나누어 배점을 하였다. 용수 상태는 계절마다

상이하고 조사자마다 사면의 습윤상태를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토양특성을 고려한 배점을 하였다. 토양

배수 등급도를 이용하여 배수가 양호한 지역은 용수가

많지 않은 곳, 배수가 불량한 지역은 용수가 존재하는

곳으로 구분하였고, 인장균열이 발생한 장소는 현장조

사와 기존연구(Choi and Paik, 2002; Choi et al.,

2011)결과를 참고하여 선정을 하였다. 그리고 붕괴이력

은 미리 제작한 산사태 이력지도를 이용하였고, 현재

황령산에 큰 계곡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다

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범위의 경계부분을 따라 계곡부

가 존재하는 것으로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예상피해

도 항목은 도심지 중앙에 있는 황령산의 특성 상 현재

개발이 되어 있는 산 주변부 모두를 인구밀집지역으로

적용하여 배점을 하였다. 연구지역에 맞게 수정한 최종

평가표는 Table 5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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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고찰

토질사면 위험성 분석결과 연구지역의 70.9%가 I등

급으로 매우 안정, 25.77%의 지역이 II등급으로 안정

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분적으로 안정한 III등급지역이

약 3.33%를 차지하며 불안정한 IV, V등급지역은 존재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5). 대부분이 안정한

지역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기존 산사태가 발생한 위치

와의 직접적인 상관성 분석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분석방법에 의한 추가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

다. 주로 연구지역의 가장자리를 따라 존재하는 사면

들이 주요시설물 인근에 위치하기 때문에 예상피해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III등급의 부분적인 안정성

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대표적인 지역은 산 북

서부 지역인 양정일대이다. 그리고 연구지역 남부 중

앙의 황령산 터널 주변 대연동 일대에도 III등급의 지

역이 존재하는데 이곳은 과거 대규모 붕괴이력이 있는

장소 주변으로서 주요도로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

다. 그 밖에도 북동쪽지역 각종 아파트 단지와 학교

Table 5. Stability Checklist for Soil Slopes(Modified from NDMI, 2012)

Factors Evaluation Criteria & Score

Consistency
1<PI<5 5<PI<10 10<PI<20 20<PI<40 40<PI

1 4 7 10 14

Elevation
0-106 m 107-212 m 213-318 m 319-425 m

1 4 7 10

Gradient

1:2.0

(<26°)

1:1.5

(34°)

1:1.2

(40°)

1.1.0

(45°)

1:0.7

(55°)

1:0.5

(>63°)

1 2 4 8 12 16

Valley
None Presence

0 6

Seepage

None

(Very Favorable or 

Favorable Drainage)

Wet Condition

(Slightly Favorable or 

Slightly Unfavorable Drainage)

Flow Condition

(Unfavorable or 

Very Unfavorable Drainage)

0 6 12

Tension

Crack

None Presence

0 16

Failure History
None Presence

0 8

Damageable 

Facility Type

None City Street Major Road Public Building
Densely Populated Area

(hospital/school)

0 8 10 14 18

Total Score 100

※ PI : Plasticity Index

Fig. 5. Landslide Hazard Map using the Check List.
Fig. 6. Area Percentage of Different Stability Classes for

Soil Slo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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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위치한 망미동 주변과 남서쪽 전포동 산비탈도로

인근 등이 III등급지역으로 나타났다(Fig. 6). 이러한

사면들은 주요 시설물 뒤에 위치한 인공사면으로서 대

부분 사면보강을 실시한 경우가 많으나 옹벽의 균열이

나 배수상태 등을 점검 및 계측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외 자연사면 또한 산

사태의 위험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집중호

우 기간에 II등급으로 평가된 계곡부 주변에서 산사태

가 발생하게 되면 토석류형태로 바뀔 위험성이 있으므

로 주의해야한다. 토석류로 나타날 경우 사태물질이 계

곡을 따라 매우 빠르게 이동하여 주택가나 도로에 매

우 큰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교통마비 등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면안정성에 대한 조사, 분석 및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5. 결 론

이 연구는 도시지역 산지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불

안정한 사면의 평가와 인구밀집지역에서의 산사태 재

해의 취약성을 평가할 때 예비조사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산사태 재해위험지도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는 부산 중심에 있어 인구가 밀집되

어 있을 뿐 아니라 주위에 각종 주요시설물이 위치하

고 있으며, 과거 수차례 산사태가 발생한 황령산을 중

심으로 진행되었다. 산사태 위험도 평가를 할 때 산사

태를 유발하는 여러 요소들을 점수화 시켜 간단하게

평가하는 경험적 방법인 지수기법(Index method)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여

러 기관에서 각 기관의 업무특성에 맞는 사면평가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왔지만 기관별

로 평가항목이 다르고 통일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NDMI)에서는 기존의 사면평가표가 가진 단점을 보완

하고 예비평가단계에서 비전문가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토질/암반사면에 대한 점검표(checklist)를 제안하

였다. 본 연구 또한 재해위험분석을 위한 예비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국립재난방재연구원에서 제안

한 사면평가표를 이용하여 황령산의 산사태 위험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연구지역의 지형과 지질 및

지질공학적 특성자료를 획득해 GIS 기반의 공간데이터

로 구축하였으며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산사태 발

생장소 조사 등을 실시해 그 결과들 또한 모두 GIS

주제도로 작성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주제도를 토질사

면평가표에 따라 각각 점수화 시킨 후 중첩을 통해 분

석을 실시하였다.

국립방재연구원에서 제안한 사면평가표를 이용한 정

성적인 분석결과는 연구지역 대부분의 토질사면이 안

정한 상태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비조사단계에서 사면

평가표를 이용해 지역 전체에 대해 개략적인 평가 후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II, III등급지역에 관

해서는 토양의 공학적 특성(점착력, 내부마찰각, 단위

중량, 간극비, 투수계수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할 경

우 무한사면해석과 같은 역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사면

불안정 지역을 구체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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