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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밀림 산사태 발생지의 산림환경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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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전국에 위치한 땅밀림 산사태지 총 22개소를 대상으로 땅밀림 산사태 발생에 영향을 미
치는 산림환경인자에 대한 인자별 발생분포율을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땅밀림 산사태
의 입지환경인자 중 토심은 중(31~60㎝), 표고는 101~200m, 토성은 사양토, 모암은 퇴적암, 지형습
윤지수는 -20~20, 풍화정도는 심한 곳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강우환경인자 중에서 선행강우량은
301~400mm/15day, 발생당일 강우량은 100mm 이하, 강우강도는 6~10mm/hr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사면환경인자 중에서 사면경사는 21~30°, 사면곡률은 -2~0, 사면길이는 100m 이하, 사면방위는 동사
면, 산사태위험등급은 2등급, 산사태 기발생횟수는 0회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임상환경인자 중에서 영
급은 3영급, 임상은 침엽수림지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땅밀림 산사태 발생면적과 각
산림환경인자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암(퇴적암), 방위(남동사면, 남서사면), 경사도(41°이상),
사면곡률(1~3%)은 1% 수준에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산사태 위험등급 Ⅴ등급이 1% 수준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시간당 강우강도 ＜ 5mm가 5% 수준에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연속강우량
＜ 100mm는 5% 수준에서 부의 상관관계를, 사면길이 ＜ 100m는 5% 수준에서 부의 상관관계를,
201-400m는 1% 수준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검색어 - 땅밀림 산사태, 발생면적, 발생분포율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forest environmental factors and their ranges that
affect landslide occurrence and to analyze correlation between these factors and
landslide(creeping type) occurrence areas at 22 locations in Korea. All forest environmental
factors were categorized into 4 groups and each group and the range of these factors that
influence landslide occurrence were summarized as below. The topographic group was soil depth
(31~60cm), elevation (101~200m), soil type (sandy loam), bed rock (sedimentary rock),
topographic wetness index (-20~20), weathering (high). The rainfall group was antecedent
precipitation intensity (301~400 mm/15 days), the amount of rainfall on the day of the landslide
occurrence (≤ 100mm), rainfall intensity (6~10mm/hr), The slope group was slope angle
(21~30°), slope curvature (-2~0), slope length (≤ 100m), slope aspect (East), landslide risk
grade (2), the number of previous landslides occurrence (0). Forest vegetation group was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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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III), forest type (coniferous forest). The corelation results were as follows. Bed rock
(sedimentary rock), slope angle (≥41°) and slope curvature (1~3 %) were negative correlation
with a significant level of 1 %. Landslide hazard grade V and slope length (201~400m) were
positive correlation with a significant level of 1 %. Rainfall intensity (< 5mm/hr), the amount
of continuous rainfall (< 100mm) and slope length (< 100m) were negative correlation with a
significant level of 5 %.
Key words - Landslide(Creeping), Occurrence Area, Occurrence Distribution Rate

따라 토층의 일부가 어느 정도 원형을 유지한 상태

서론

로 서서히 낮은 곳을 향해 지속적으로 미끄러져 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산지 비탈면에서

동하는 현상으로 이동속도가 매우 느려 이동을 인

주로 집중호우로 인하여 흙이 포화되면 응집력을

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잃고 일정 깊이의 흙층이 비교적 작은 규모로 급속

대처방안 및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땅밀림 산사태

히 무너져 내리는 중력침식 현상을 총칭한다(Woo

발생과 관련이 있는 산림환경인자의 특성을 파악할

a

et al., 1996 ). 특히 이러한 산사태에 의한 피해가

필요가 있다.

증가일로에 있어 인공사면뿐 아니라 암반절취사면

일본은 땅밀림 산사태의 발생빈도가 높고 피해가

에 대한 산사태 방지를 위한 예지시스템을 개발하

심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공법기술의 역사가 오래되

여(Korea Forest Service, 2003), 산사태 발생원

고 매우 발전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발생사

인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산사태에 대한 문제점

례가 적고, 이에 대한 연구 및 기술 축적이 부족한

및 개선방향을 강구하고 있다(The Institute of

실정이다(Woo et al., 1996 ; 1996 ). 현재까지 진

Forest Scienc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행된 땅밀림 산사태에 관련한 연구는 Woo et

2003).

al.(1996 ; 1996 )의 휴석동 땅밀림 산사태의 발생

a

a

최근 우리나라는 산지토사재해로 인해 2005년
이후 연평균 피해면적 480㏊, 인명피해 10명, 복

b

b

특성 연구, Jau et al.(2000)의 지질과 지형이 산
사태

및

땅밀림에

a

b

미치는

영향

및

Park

et

c

구비용 87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특히, 태풍 및

al.(2003 ; 2003 ; 2003 )의 내삼리 땅밀림 산사태

집중호우로 인해 2005년 496㏊, 2006년 1,597㏊,

의 발생특성 분석, Park et al.(2005 ; 2005 ;

2011년 824㏊, 2012년 491㏊, 2013년 312㏊로 산

2005 ; 2005 )의 매리 땅밀림 산사태의 발생특성

지토사재해가

분석 이외에 땅밀림 산사태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대규모로

발생하는

추세에

있다

(Statistics Korea, 2014). 또한 2011년 서울 우면
산 산사태와 같은 도시·생활권 산사태의 발생으
로

대규모의

인명피해까지

발생되었다(Korea

Forest Service, 2013).

a

c

b

d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땅밀림 산사태가 발생
한 지역을 중심으로 땅밀림 산사태의 발생특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로 땅밀림 산사태에 미치는 산림

땅밀림 산사태는 주로 토양층 또는 암석층으로

환경인자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추후 땅밀림 산사

구성된 산비탈이나 비탈면에서 지하수 등으로 말미

태 발생 예측 등 산사태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암아 땅속의 전단저항이나 점착력이 약한 부분을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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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1 조사대상지의 위치 및 범위
조사대상지는 우리나라에서 땅밀림 산사태가 발
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땅밀림

산사태의

a

일반적인

특성(Woo

et

al.,

b

1996 ; 1996 ; Jau et al., 2000)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땅밀림 산사태지
총 22개소를 선정하여 붕괴지 및 퇴적지와 피해지
역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의 산림환경인자를
조사하였으며, 조사대상지는 Fig. 1과 같다.
2 조사방법
땅밀림 산사태지의 지형적 특성 및 발생징후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형도(1:25,000, 1:50,000)를
바탕으로 현지조사를 통해 땅밀림 산사태 발생에
관련이 많다고 판단되는 토심(㎝), 토성, 모암, 표
고(m), 영급, 임상, 풍화정도 등을 조사하였고
a

(Woo et al., 1996; Park et al., 2003 ), 산사태
위험지도(Korea Forest Service, 2015)를 이용한
해당조사지의

지형습윤지수(TWI),

사면길이(m),

사면곡률(%), 사면경사(°), 사면방위, 산사태위험
등급 등을 추출, 조사대상지가 위치한 각 시·군에
요청하여 땅밀림 산사태 기발생횟수를 조사하였다.
산지토사재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인
선행강우량(15일 기준), 땅밀림 산사태 발생당일
강우량(㎜), 강우강도(㎜/hr)를 조사대상지와 가장
인접한 기상대의 강우 이력을 조사하였다.
이와 같이 조사된 산림환경인자 총 17개 인자
에 대하여 입지환경인자(토심, 표고, 토성, 모암,
지형습윤지수, 풍화정도), 강우환경인자(선행강우
량, 땅밀림 산사태 발생당일 강우량, 강우강도),
사면환경인자(사면경사, 사면곡률, 사면길이, 사
면방위, 산사태위험등급, 산사태 기발생횟수), 임
상환경인자(영급, 임상)로 구분하여 발생분포율을
분석하였으며, 땅밀림 산사태 발생면적과 이들 인
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Fig. 1. Site of Land Creeping
1. Sindae-ri, Munui-myeon, Cheongwon-gun, Chungcheogbuk-do, 2. Sang-ri, Yeongchun-myeon, Danyanggun, Chungcheongbuk-do, 3. Eogok-dong, Yangsan-si,
Gyeonsnagnam-do, 4. Jodo-ri, Seopo-myeon, Sacheonsi, Gyeongsangnam-do, 5. Pyeongsa-ri, Agyang-myeon,
Hadong-gun, Gyeongsangnam-do, 6. Wolgye-ri, Gahoemyeon, Hapcheon-gun, Gyeongsangnam-do, 7. Sangsin-ri,
Ssangchaek-myeon, Hapcheon-gun, Gyeongsangnam-do,
8. Naesam-ri, Juchon-myeon, Gimhae-si, Gyeongsangnamdo, 9. Mae-ri, Sangdong-myeon, Gimhae-si, Gyeongsangnam-do, 10. Chilseong-ri, Chuksan-myeon, Yeongdeokgun, Gyeongsangbuk-do, 11. Honggye-ri, Daesongmyeon, Nam-gu, Pohang-si, Gyeongsangbuk-do, 12.
Yongheung-dong, Buk-gu, Pohang-si, Gyeongsangbuk-do, 13. Baegan-ri, Yangpyeong-eup, Yangpyeonggun, Gyeonggi-do, 14. Gujeol-ri, Buk-myeon, JeongsonGun, Gangwon-do, 15. Nogok-ri, Wondeok-eup, Samcheok-si, Gangwon-do, 16. Sangmyong Kaieda, Geundeok-myeon, Samcheok-si, Gangwon-do, 17. Chogokri, Geundeok-myeon, Samcheok-si, Gangwon- do, 18.
Bugok-ri, Songak-eup, Dangjin-gun, Chung- cheongnam-do, 19. Yeonmu-eup, Nonsan-si, Chung cheongnam-do, 20. Unam-ri, Miwon-myeon, Cheongwon-gun,
Chungcheongbuk-do, 21. Geumho-ri, Jicheon- myeon,
Chilgok-gun, Gyeongsangbuk-do, 22. Daeyeon 3-dong,
Nam-gu, Busan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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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개소(5%)

순으로

발생하였다.

즉,

Jang

et

al.(2009)과 Park et al.(2010)은 땅밀림 산사태는
1 땅밀림 산사태 발생현황

201~300m에서

발생한다고

하였으나,

Kim

et

조사대상지에서 발생한 땅밀림 산사태의 발생시

al.(1998)은 대부분의 산사태가 100m 보다 크게 높

기는 9월에 8개소(36%)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7월

지 않은 곳에서 발생된다는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에 5개소(23%), 8월에 4개소(18%), 1월, 4월, 5월,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서서히 낮은 곳

6월, 12월에 각각 1개소(5%) 순으로 나타났다. 발

을 향해 지속적으로 미끄러져 이동하는 특징을 가

생면적은 5ha 이하인 곳에서 20개소(91%)로 가장

지는 땅밀림 산사태는 특정표고에서 많이 발생하였

많이 발생하였고, 6~10ha, 16ha 이상에서 각각 1

으나 비교적 낮은 표고 및 안식각을 이루는 곳에서

개소(5%) 순으로 나타났다. 붕괴토사량은 200,000

체류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조사대상지의 대부분이

㎥ 이하가 16개소(73%)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가옥이나 공단시설에 인접한 곳으로 인위적인 지질

210,000~400,000㎥와 410,000㎥ 이상이 각각 3

및 지형의 변이가 일어난 곳에서 땅밀림 산사태의

개소(14%) 순으로 나타났다. 붕괴유형은 붕적토 땅

발생빈도가 높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개발이 진행

밀림 산사태 15개소(68%)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되는 낮은 표고에서의 땅밀림 산사태로 인명 및 재

점질토 땅밀림 산사태 4개소(18%), 풍화암 땅밀림

산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유의할 수 있는 결과로

산사태 2개소(9%), 암반 땅밀림 산사태 1개소(5%)

판단된다.

순으로 나타났다.

토성은 사양토가 11개소(50%)로 가장 많이 발생
하였고, 미사질양토가 8개소(36%), 점질토가 2개소

2 입지환경인자

(9%), 미사질점토가 1개소(5%) 순이었다. 이는 Ko

입지환경인자는 6개 인자(토심, 표고, 토성, 모암,

et al.(2013)이 보고한 토석류 유출이 사양토에서

지형습윤지수, 풍화정도)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발생빈도가 높았다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

나타났다(Fig. 2).

다. 즉, 입자간의 응집력이 약한 모래성분이 많고

토심은 깊이에 따라 상(61cm 이상), 중(31~60cm),

점토의 함량이 적은 사양토가 분포하는 지역은 땅

하(30cm 이하)로 구분하였다. 전국 22개소의 땅밀

밀림 산사태 위험이 높으므로 이러한 토성을 가진

림 산사태지 중 토심이 중(31~60cm)인 곳에서 13개

지역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소(59%)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하(30cm 이하)에

사료된다.

서 5개소(23%), 상(61cm 이상)에서 4개소(18%) 순

모암은 퇴적암이 10개소(45%)로 가장 많이 발생

이었다. 이는 Kim & Lee(2012)가 보고한 토석류

하였고, 변성암이 9개소(41%), 화성암이 3개소(14%)

산사태의 경우 깊음(100cm 이상)으로 분류된 지역

순이었다. 이는 Kim & Chae(2009)가 연구한 화성

에서 거의 발생되지 않고 토심이 낮을수록 발생빈도

암에서의 산사태 발생빈도가 높다는 결과와는 상반

가 높아진다는 것과 Jau et al.(2000)의 땅밀림 산

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Jau et al.(2000)의 땅밀림

사태가 40cm 이하의 깊이에서 대부분 발생한다는

이 셰일 등이 포함된 퇴적암지대에서 주로 발생한다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땅밀림 산사태는

는 연구결과와는 유사하였다. 이는 화성암의 경우

기존 산사태 및 토석류와 같은 산지토사재해와 유사

일정한 풍화심도를 가져 평행이동을 하나 퇴적암의

한 토심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우 풍화정도가 깊을수록 고화정도가 커서 단일적

표고는 101~200m인 곳이 11개소(50%)로 가장

인 이동보다 어느 정도의 원형을 가지고 움직이는

많이 발생하였고, 100m 이하에서 8개소(36%),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Woo et al., 1996 ; Park

201~300m와 301~400m, 401m 이상에서 각각 1

et al., 2003 ) 산사태와 땅밀림 산사태 발생지역의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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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Occurrence frequency of Land creeping by site environment factors
모암 차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75%), 극심(76~100%)으로 구분하였는데, 구분 기

사료된다.

준에 대하여 약은 손으로 긁었을 때 모암의 표면에

지형습윤지수는 사면방위, 해발고, 경사에 의해

모암가루가 묻어지는 정도, 중은 손으로 긁었을 때

결정되는 토양수분의 공간적 분포로, 100이상~

모암의 표면에 모암가루가 묻어나거나 일부 부서지

-60까지 총 20단위의 분포로 나누어 5항목으로 구

는 정도, 심은 손으로 긁었을 때 표면이 부서지는

분하였으나,

모두

정도, 극심은 손으로 긁었을 때 모암이 부서지는

-20~20인 아건조지역에서 땅밀림 산사태가 발생

정도를 나타낸다. 조사대상지 총 22개소(100%) 모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판단할 때 건기와 우기가

두 심인 곳에서 땅밀림 산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뚜렷한 우리나라의 기후특성상 지하수의 영향이 커

Kim & Lee(2012)가 연구한 산사태발생지의 침식

지게 되어 땅밀림 산사태 발생에 기인한 결과로 사

등급을 있음, 없음, 심함, 매우 심함으로 구분한

료된다.

결과 침식등급이 있음에서 63%, 없음에서 37%로

조사대상지

22개소(100%)

풍화정도는 약(25% 이하), 중(26~50%), 심(50~

다소 유의한 결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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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ccurrence frequency of Land creeping by rain environment factors
3 강우환경인자

가장 많았고, 101~200mm 8개소(36%), 201~300mm

3개 강우환경인자(선행강우량, 땅밀림 산사태 발

4개소(18%), 301mm 이상 1개소(5%) 순이었다. 이

생당일 강우량, 강우강도)를 분석한 결과는 Fig. 3

는 Choi(2001)의 연구결과인 일강우량이 150mm 이

과 같다.

상일 때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

선행강우량은 땅밀림 산사태 발생 전 총 15일 동

로 판단되며, The National

Weather

Service

안의 강우량으로 301~400mm 일 때 땅밀림 산사태

(2013)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최대시우량 50~

가 발생한 곳이 9개소(41%)로 가장 많았고, 100mm

100mm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이하 5개소(23%), 401mm 이상 4개소(18%), 201~

강우가 땅밀림 산사태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300mm 3개소(14%), 101~200mm 1개소(5%) 순으

보이나 100mm 이하의 적은 강우에서 발생되는 것

로 나타났다. 이는 Choi(2001)가 보고한 연속강우량

은 강우의 직접적 영향에 더해 지하수 등 다른 요인

이 200mm 이상 일 때 산사태가 많이 발생한다는

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Park et
a

강우강도는 땅밀림 산사태 발생당일 강우량을 시

al.(2005 )의 땅밀림 산사태 발생 전 3일 동안 내린

우량으로 환산한 것으로 6~10mm/hr 일 때 땅밀림

선행강우량이 땅밀림 산사태에 영향하였다는 결과와

산사태가 발생한 곳이 12개소(55%)로 가장 많았고,

유사한 결과로 이와 같이 선행강우량은 강우 시 빗

5mm/hr 이하 9개소(41%), 11mm 이상 1개소(5%)

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어가 토양공극에 저류하며 수

순이었다. 즉, 선행강우량의 결과로 볼 때 15일 동

압을 증대시켜 땅밀림 산사태 발생을 유도하는 작용

안 내린 강우가 땅밀림 산사태 발생에 기여한다는

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땅밀림 산사태 발생당일

땅밀림 산사태 발생당일 강우량은 100mm 이하

강우량과 강우강도는 Choi(2001)가 연구한 일강우량

일 때 땅밀림 산사태가 발생한 곳이 9개소(41%)로

150mm 이상, 최대시우량 30mm 이상일 때 산사태

Park et al: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Forest Environmental Factors on Land Creeping Occurrence …

139

경보가 발령되는 것에 비해 다소 적은 양이며, 이는

4개소(18%), 401m 이상에서는 1개소(5%) 순이었다.

Lee et al.(2010)이 보고한 다양한 강우강도가 사면

이는 Kim & Lee(2012)의 연구결과 산사태가 발생

내의 함수비 변화 차이를 유발하여 땅밀림 산사태에

한 지역의 사면길이는 10m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며, Cha(2006)가 보고한 우리나라 산사태의 길이는
20m 정도가 50%에 달하고, 100m 이상인 경우가

4 사면환경인자

14%라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사면환경인자(사면경사, 사면곡률, 사면길

땅밀림 산사태와 사면방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

이, 사면방위, 산사태위험등급, 산사태 기발생횟

과, 동사면인 곳이 5개소(23%)로 가장 많이 발생하

수)의 분석 결과는 Fig. 4와 같다.

였고, 서사면과 남동사면에서 각각 4개소(18%), 남

땅밀림 산사태가 발생한 사면경사 21~30°는 9개

사면과 남동사면에서 각각 3개소(14%), 북사면과 북

소(41%)로 가장 많았으며, 11~20°는 7개소(32%),

동사면, 북서사면에서 각각 1개소(5%) 순으로 나타

31~40°는

2개소(9%),

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Park et al.(2010)의 산사

10°미만은 1개소(5%) 순으로 나타났다. Cha(2006)

태의 대부분이 북사면 계열과 관계가 높다는 연구결

는, 산사태는 10~40° 미만에서 대부분 발생하였고

과와

특히 20~30°사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연구

al.(2013)이 보고한 남사면 계열의 사면방위에서 토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Jau et al.

석류 유출빈도가 높은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

(2000)의 땅밀림은 31~35°의 경사에서 가장 많이

다. 또한 Jau et al.(2000)은 땅밀림 발생과 사면방

발생하였다는 연구결과와는 약간의 차이가 나는데,

위와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였는데, 땅밀림 산사태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특정 사면경사가 땅밀림 산

와 사면방위와의 관계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

사태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고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개소(14%),

41°이상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Ko

et

경사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다른 인자들과의

산사태위험등급은 2등급인 곳이 8개소(36%)로

복합적인 영향에 의해 땅밀림 산사태가 발생하는 것

땅밀림 산사태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3등급에서

으로 판단된다.

5개소(23%), 1등급에서 4개소(18%), 5등급에서 3개

사면곡률은 -5~5%까지 3%의 계층씩 총 4항목으

소(14%), 4등급에서 2개소(9%) 순으로 나타났다.

로 구분하였다. -2~0%인 곳이 15개소(68%)로 땅밀

Korea Forest Service(2015)의 산사태위험등급 전

림 산사태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1~3%에서는 4

국통계에

개소(18%), -5~-3%과 -2~0%에서는 각각 2개소

36.1%로 가장 많았으며, 2등급이 24.0%, 4등급이

(9%), 3~5%에서는 1개소(5%) 순으로 나타났다. 즉,

21.4%, 1등급이 11.2%, 5등급이 7.3% 순으로 1등급

사면의 형상을 -5~-1%을 오목사면, 0%을 평행사

과 2등급이 3등급에 비해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

면, 1~5%를 볼록사면이라 할 때 볼록사면 보다 오

고 있었으며, 땅밀림 산사태 발생지가 대부분 산사

목사면에서 땅밀림 산사태의 발생빈도가 높은 것은

태위험등급 2등급지에서 많이 발생한 것은 산사태와

Park et al.(2010)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었

땅밀림 산사태의 차이 등 땅밀림 산사태와 산사태

다. 그러나 Kim & Lee(2012)와 Cha(2006)는, 산사

위험등급과의 관계를 다양한 인자를 고려해 연구할

태는 볼록사면에서 발생빈도가 높다고 하였는데, 이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는 산사태와 땅밀림 산사태의 발생기작의 차이에 의
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의하면

산사태위험도

3등급의

비율이

땅밀림 산사태 기발생횟수는 발생하지 않은 곳이
16개소(73%)에서 땅밀림 산사태가 가장 많이 발생하

땅밀림 산사태가 발생한 사면길이는 100m 이하인

였고, 1회에서 5개소(23%), 4회 이상에서는 1개소

곳이 17개소(77%)로 가장 많았고, 101~200m에서는

(5%)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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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Occurrence frequency of Land creeping by slope environment factors
때 일반적으로 땅밀림 산사태는 재발생 소지가 크므

(36%), 1영급에서 2개소(9%), 2영급에서 1개소(5%)

로 땅밀림 산사태가 처음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순으로 나타났다. Lee et al.(2008)이 보고한 결과

보다 면밀한 관찰과 항구 복구대책의 강구로 땅밀림

와 같이 30~50년생의 비교적 오래된 나무들이 자

산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라고 있는 산림에서 집중호우 시 빗물의 침투가 용

a

b

(Park et al., 2003 ; 2003 ).

이하나 바람의 흔들림에 약해 뿌리부분으로 전단력
이 작용하여 산사태에 취약하다는 연구결과와 유사

5 임상환경인자
땅밀림 산사태와 2개 임상환경인자와의 관계를 분
석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Youn et al.(2011)의 연
구에서 숲가꾸기를 실시한 지역의 영급분포 중 4영
급보다 3영급에서 산사태가 많이 발생한다는 결과

땅밀림 산사태는 영급이 3영급인 곳이 11개소

와 동일한 결과로 영급이 낮을수록 임목의 활착이

(50%)로 많이 발생하였고, 4영급 이상에서 8개소

미흡하여 토석류의 발생빈도가 많을 것으로 추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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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Occurrence frequency of Land creeping by forest environment factors
지만 Korea Forest Service(2014)에 따른 최근 10

준에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

년간 영급별 산림면적에 의하면 3영급의 임목이 우

볼 때 모암(퇴적암)의 경우 땅밀림 산사태 발생분포

리나라의 산림분포에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땅밀

율에서는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땅밀림 산사태 발

림 산사태도 이러한 지역에서 다수 나타난 것으로

생면적과의 상관관계에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사료된다.

것은 Jau et al.(2000)이 연구한 땅밀림이 셰일 등

임상은 침엽수림이 13개소(59%)로 땅밀림 산사태

이 포함된 퇴적암지대에서 대부분 발생한다는 연구

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혼효림에서 5개소(23%),

결과와는 유사하였다. 경사도(41°이상)가 부의 상

활엽수에서 4개소(18%) 순으로 Park et al.(2010)의

관관계를 나타낸 것은 Cha(2006)의 연구결과인 산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혼효림과

사태는 20~30°사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Ma

활엽수림은 낙엽이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 시에 지표

&

면으로 흐르는 유출수의 속도를 늦추어 토양의 유실

41~50°가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와 유사한

을 방지하지만 침엽수림에서의 집중호우는 지표면에

결과로 볼 때 산사태와 토석류를 비롯한 땅밀림 산

직접적인 영향을 줄뿐 아니라 이의 영향으로 깊은

사태 또한 산지 비탈면의 경사도가 높아짐에 따라

토층에도 영향한 데 기인한 결과로 사료된다.

발생빈도 및 피해가 증대되는 것이 아니라 사료되

Jeong(2010)의

토석류

발생

면적과

경사도

며, 특정각도에 도달했을 때 복합적인 영향에 의해
6 땅밀림 산사태 발생면적과 산림환경인자와의 관계

땅밀림 산사태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면곡

땅밀림 산사태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산림환경인

률(1~3%)이 땅밀림 산사태 발생면적과 부의 상관관

자 중 땅밀림 산사태의 발생면적에 기여도가 높다고

계를 나타낸 것은 Ma et al.(2014)이 연구한 산지토

판단되는 총 17개 인자를 대상으로 SPSS pc+를 이

사재해의 발생면적과 볼록사면이 정의 상관관계를

용한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나타내는 것과 차이가 있었으나, 사면곡률(-2~0%)
a

땅밀림 산사태 발생면적과 각 산림환경인자간의

의 경우 Park et al.(2005 )과 Jung et al.(2008)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암(퇴적암), 방위(남동사

보고한 산지토사재해의 발생 이전의 사면형이 평행

면, 남서사면), 경사도(41°이상), 사면곡률(1~3%)

과 凹형인 것과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사면길이

이 1% 수준 내에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그

의 경우 Kim et al.(1998)의 연구결과인 대부분의

외 사면곡률(-2~0%)가 5% 수준 내에서 정의 상관

산사태 발생지역의 사면길이가 200m 이하인 것과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토성(미사질양토), 표고(301~

유사한 결과로 이는 땅밀림 산사태가 활동기간에 비

400m), 사면길이(100m 이하, 101~200m), 강우강

해 이동길이가 다소 짧은 결과 때문이라 사료된다.

도(5㎜/hr 이하), 선행강우량(100㎜/15day)이 5% 수

특히, Choi(2001)는 연속강우량이 200㎜ 이상이

142 … Journal of Agriculture & Life Science 49(5)

Table 1. Correlation analysis among Land creeping area and factors
Factors
Correlation
Factors
Correlation
Factors
Correlation
Factors
Correlation
Factors
Correlation
Factors
Correlation
Factors
Correlation
Factors
Correlation
Factors
Correlation
Factors
Correlation
Factors
Correlation
Factors
Correlation
Factors
Correlation

Soil depth(cm)
<30
31~60
61<
-0.074
0.177
-0.146

Bed rock
Metamorphic
0.071

Igneous
Sedimentry
**
-0.98
-0.003
Soil texture
Sandy Loam
Silt Clay
Silt Loam
Clay Soil
*
0.150
-0.123
-0.017
-0.145
Aspect
E
W
S
N
NE
NW
SE
SW
**
-0.051
0.292
-0.51
-0.45
-0.132
-0.148
-0.010
-0.006**
Altitude(m)
<100
101~200
201~300
301~400
401<
*
-0.121
0.094
-0.051
-0.032
0.137
Length(m)
<100
101~200
201~300
301~400
401<
*
*
**
**
-0.037
-0.037
0.000
0.000
0.142
Slope(°)
<10
11~20
21~30
31~40
41<
**
-0.051
-0.067
0.208
-0.170
-0.008
Curvature(%)
-5~-3
-2~-0
1~3
3~5
*
**
-0.168
0.049
-0.009
0.137
Stand age class
(1~10)
(11~20)
(21~30)
(31~40)
<(41~50<)
**
0.066
-0.132
-0.283
0.312
0.000
Forest type
Rainfall intensity(mm/hr)
Conifer
Broad leaved
Mixed
<5
6~10
11<
*
-0.309
0.307
0.081
-0.014
0.065
-0.123
Preceding rainfall(mm/15day)
<100
101~200
201~300
301~400
401<
*
-0.032
-0.116
0.568
-0.221
-0.126
Land creeping occurrence in amount of rainfall(mm/day)
<100
101~200
201~300
301~400
-0.014
0.193
-0.156
-0.123
Class of mountain landslide

Ⅰ

Ⅱ

Ⅲ

Ⅳ

Ⅴ

Ⅰ

Ⅱ

Ⅲ

Ⅳ

0.066

-0.132

0.312

0
-0.383

1
0.388

-0.283
Number of land creeping
2
**
0.000

**mean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1% level.
*mean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5% level.

3
**
0.000

Ⅴ

**

0.000

4<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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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평균 시우량이 최소 3.6㎜로 다소 적은 강우량

GIS-based analysis of debris-flow characteristics in

일지라도 3일 이상 계속 될 경우 산사태가 발생된다

Gangwon-do.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고 하였으나, 강우강도(5㎜/hr 이하)와 선행강우량

Surveying,

(100㎜/15day) 등과 같은 강우환경인자의 대부분이

Cartography 31(1): 57-67.

Geodesy,

Photogrammetry

and

부의 상관관계로 나타난 것은 땅밀림 산사태는 산사

Korea Forest Service. 2003. Development of prevetion

태와 토석류에 비해 강우량 등 강우의 직접적 영향

system of disasters and characteristics of landslides

에 더해 지하수 등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by land us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pp.306.
Korea

Forest

Prevention

감사의 글

Service.
Measure.

2013.

Nation

Landslide

http://www.forest.go.kr(2015.

01. 14)
Korea Forest Service. 2015. Landslides hazard map.

이 연구는 산림청 훼손지 사업단 및 경남과학기술
대학교 기성회(2014)의 지원을 받았음.

http://sansatai.forest.go.kr/forecast/GISMapView.ls(20
15. 01. 14)
Korea Forest Service. 2014. Statistical Yaerbook of
Forestry. pp.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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