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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과 2012년의 사면재해 유발강우 및 지질특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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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has been many slope hazards due to heavy rainfall and typhoon in Korea. Recently, typhoon ‘Meari’, ‘Muifa’ and heavy
rainfall events in 2011, and typhoon ‘Sanba’ in 2012 caused many slope disasters throught Korea, respectively. In this study, field
investigation was conducted for the sites where the exact time and location of slope disaster were confirmed in 2011 and 2012
throughout Korea. Rainfall and geologic data for a total of 134 sites were collected as database and analyzed in various aspects.
Analysis result showed that debris flow was the majority in numbers compared to the other types of slope hazard such as natural
slope failure and artificial slope failure. Many slope hazards were occurred below the warning criteria of hourly rainfall. In addition the rainfall characteristics both in short term and long term period were critical for occurring the slope hazard. Result also
confirm that metamorphic rocks were vulnerable to slope hazard.
Key words : slope hazard, debris flow, natural slope failure, artificial slope failure, rainfall, geology

요

지

우리나라는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많은 사면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1년에는 태풍 ‘메아리’, ‘무이파’와 7월에 집중적
으로 내린 호우로 많은 사면재해가 발생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한반도를 지나간 5개의 태풍 중 ‘산바’로 인하여 많은 사면재
해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과 2012년에 발생한 사면재해에 대하여 발생시간과 장소가 확인된 지역에 대한 현장조
사를 실시하였다. 총 134개소의 전국 재해발생 현장에 대하여 강우자료와 지질자료 등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다
양한 측면에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토석류, 자연사면붕괴, 인공사면붕괴 중 토석류 재해가 가장 많았으며, 시간강우의
경우에는 산사태 예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강우에서도 재해 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면재해 발생에 대하여 단기
강우뿐만 아니라 장기강우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변성암 계열의 지질이 사면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사면재해, 토석류, 자연사면붕괴, 인공사면붕괴, 강우, 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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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보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2008년~2011년까지 발생한
자연재해와 사면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현황을 비교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호우, 풍랑, 대

해 본 결과, 자연재해 복구금액은 해마다 증가하여 2008년

설, 강풍,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

대비 2011년도의 복구금액은 약 12.5배로 크게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사면재해로 인한 복구금액도 전체 자연재해

히 우리나라의 경우 6월~9월 사이 여름철에 태풍 및 집중호
우에 의해 많은 사면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많
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의 재해연

복구금액 대비 연평균 약 21.3%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자연재해 사상자 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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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amage Cases Comparison between Slope Hazard and Natural Hazard(N.E.M.A, 2008~2011)
자연재해

사면재해

2008

11

피해금액
(단위: 백만원)
63,703

2009

13

298,828

사상자(명)

비율(%)

0

피해금액
(단위: 백만원)
19,342

6

69,594

사상자(명)

사상자

피해금액

0

30.4

45.2

23.3

2010

14

426,782

1

49,585

7.1

11.6

2011

78

794,200

53

157,961

68.0

19.9

있으며 특히 2011년에는 2008년 대비 약 7배(총 78명)의 많
은 사상자 수를 기록하였다. 반면 사면재해로 인한 사상자
수는 자연재해 사상자 수와 큰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
만 2009년과 2011년에는 전체 자연재해 사망자의 46.2%와
67.9%를 차지할 정도로 사면재해가 자연재해 사망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Table 1). 이
와 같이 사면재해로 인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면재해 발생 요인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 사면재해 발생 요인으로는 지질, 지형, 토질
임상 등의 내적요인과 강우, 하천, 지진, 벌목, 산불 등 외적
요인이 있다(Hong et al., 1990). 특히 사면재해 발생 요인
중 강우는 사면재해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강
우는 발생당시의 강우도 중요하지만 일누적강우량 및 연속강
우량과 같은 발생 이전 선행강우도 중요하다. 또한, 지질은

Fig. 1. Slope Hazard Locations and Typhoon Path, 2011

각 지역에 따라 지질의 종류와 특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강우에서도 사면재해의 발생 거동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사면재해의 발생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강우자
료 수집 등을 통한 데이터 분석도 필요하지만 현장조사를 통
한 현황파악과 그와 관련된 다양한 영향인자의 복합적인 고
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1년과 2012년에
국내에서 발생한 사면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현장조사와 더불
어 강우자료 및 지질자료 수집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사면재해 유발강우와 지질
특성을 분석하였다.

2. 국내 사면재해 발생현황
2.1 2011년 사면재해 현황
2011년도에는 3개의 태풍(‘메아리’(6월26~27일), ‘망온’(7월
18~20일), ‘무이파’(8월7~8일))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평년에

Fig. 2. Number and Type of Slope Hazard by Region, 2011

비해 많은 강우가 전국에 걸쳐 발생하였다. 특히, 태풍이 지

면붕괴 19개소(23.5%)로 집계되었다. 또한, 지역별 재해유형
에 따라서는 중부지방에서 발생한 53개소 중 토석류 30개소

나간 기간보다 중부지방과 경남 남해안 지방에 집중호우가

(56.6%), 자연사면붕괴 10개소(18.9%), 인공사면붕괴 16개소

발생했던 기간(7월 26~28일)에 더 많은 사면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5%)로 나타났다. 남부지방에서 발생한 25개소에서는 토석

이러한 사면재해 발생 지역 중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정확

류 11개소(44.0%), 자연사면붕괴 9개소(36.0%), 인공사면붕괴
5개소(20.0%)로 분석되었다. 또한 Fig. 2와 같이 시·도별로

한 발생 시간과 장소가 확인된 지역의 정보를 수집하여 현장

구분해 본 결과, 서울경기 지역이 31개소(38.3%)로 가장 많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조사된 지역을 도시하면 Fig. 1과 같이

은 발생을 보였으며 그 중 대부분이 토석류로 나타났다(28개

전국적인 사면재해 발생 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사면
재해가 발생한 장소는 각 시·도를 포함한 10개 지역, 총 81

소, 90.3%).

개소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를 사면재해유형별로 분류하면
토석류 44개소(54.3%), 자연사면붕괴 18개소(22.2%), 인공사
180

2.2 2012년 사면재해 현황
2012년에는 6월~9월 사이 중부와 남부를 오르내리는 장마,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13권 6호 2013년 12월

집중호우와 5개의 태풍(카눈, 담레이, 볼라벤, 덴빈, 산바)이
한반도를 지나가면서 많은 양의 강우가 발생하여 사면재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면재해 유형별로는 토석류(22개소, 41.5%), 자연사면붕괴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한 해 동안 태풍이 5개가 지나간

(17개소, 32.1%), 인공사면붕괴(14개소, 26.4%)순으로 발생된

경우는 1962년 이후 50년만이다(Korea Meteorological Admi-

것으로 나타나 2011년도와 동일하게 토석류가 가장 많은 발

nistration, 2012). 2011년의 조사 방법과 동일하게 사면재해

생빈도를 보였다.

발생 지역 중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정확한 발생 시간과 장
소가 확인된 지역의 정보를 수집하여 현장조사를 수행하였으
며, 태풍 경로와 함께 사면재해 발생 현황을 도시하면 Fig.

3. 2011년과 2012년 국내 사면재해의
유발강우 및 지질특성분석

3과 같다. Fig. 4는 지역별 사면재해 종류 및 발생 횟수를
나타낸 것이다. 시도별로 16개의 지역에서 총 53개소의 사면
은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사면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

3.1 유발강우 분석
강우는 사면재해를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연평균 강우량이 약 1200~1400 mm 정도로 발

다. 이러한 사실은 Fig. 3에서 태풍 ‘산바’의 경로와 발생위

생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인 6월과 9월 사이 태풍과 장마,

치를 비교하여도 확인할 수 있다.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많은 강우가 발생하고 있다. 보통

재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 2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사면재해 발생 일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태풍 ‘산바’가 지나

사면재해 경우 강우가 발생하게 되면 사면을 형성하고 있는

갔던 9월17일에 대부분의 사면재해가 발생하였다(42개소,

토층에 강우가 침투하여 지표면 근처에 습윤대(water front)
를 형성하고, 사면의 모관흡수력 감소, 간극수압 증가, 지하

79.2%). 또한, 태풍의 경로였던 남부지방에서 대부분의 사면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51개소, 96.2%), 이를 Fig.

수위 상승 등이 발생하여 지반의 전단강도가 약해지면서 사

4와 같이 지역별로 구분해본 결과 남부지방에서도 경상남도

면의 취약한 부분에서 부터 얕은파괴(shallow failure)가 발생

(35개소, 66%)와 경상북도(13개소, 24.5%)에서 집중적으로

하게 된다(Lee et al., 2009).
이러한 사면재해를 유발하는 강우는 각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각 지역별 유발강우의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1절에서 조사된 2011년과 2012년의 사면재해
총 131개소(강우가 확인되지 않은 3개소 제외)에 대하여 사
면재해가 발생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여 발생지역과
근접한 관측소의 강우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지역별로 구
분하여 분석하였다. 강우자료의 수집은 기상청의 자동기상관
측시스템(AWS)의 강우자료를 60분 간격으로 수집하여 분석
에 활용하였다. Hong et al. (1990)은 1977년~1987년 동안
산사태와 강우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강우량과 시간강우량이
산사태 발생과 관련이 있고 강우특성에 따라 발생규모도 달
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Shim (1997)은 기상청의 기상연보
자료와 재해연보 자료를 이용하여 연강우량, 월강우량, 누적
강우량, 일최대강우량이 산사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Yune et al. (2010)은 사면재해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Fig. 3. Slope Hazard Locations and Typhoon Path, 2012

시간강우량, 일강우량, 연속강우량 등을 정리하여 데이터베이
스로 구축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강우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
림청 산사태 주의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적은 강우에서도
많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수집된 강우자료를 활용하여 년도별,
지역별, 사면재해 유형별로 구분하여 시간강우량, 일누적강우
량, 연속강우량, 24시간누적강우량, 90일누적강우량에 대해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지역별 사면재해 유형(토석류, 자연
사면붕괴, 인공사면붕괴)에 따른 시간강우량, 일누적강우량,
Table 2. Landslide Warning Criteria by Korea Forest Service
(2012)

Fig. 4. Number and Type of Slope Hazard by Region, 2012

2011년과 2012년의 사면재해 유발강우 및 지질특성분석

산사태 주의보

시강우량
<20~30

일강우량
<80~150

연속강우량
<100~200

산사태 경보

>30

>15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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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강우량을 Table 2의 산림청 산사태 주의보·경보 기준과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5~7에 도시하였다.

자연사면붕괴는 시간강우량, 일누적강우량, 연속강우량이 주
의보기준 이하인 경우에 사면재해가 발생된 곳이 각각 21개

Fig. 5에서 토석류의 경우에는 시간강우량, 일누적강우량,

소(56.8%), 8개소(21.6%), 4개소(10.8%)로 나타났으며, 인공

연속강우량이 주의보 기준 이하인 경우에 재해가 발생한 곳

사면붕괴는 각각 30개소(81.1%), 18개소(48.6%), 6개소

이 각각 15개소(23.4%), 1개소(1.6%), 4개소(6.2%)로 대부분

(16.2%)로 나타나 자연사면붕괴와 인공사면붕괴는 토석류와

주의보기준을 넘는 강우에서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간
강우량의 경우 다른 강우기준 보다 기준이하에서 발생한 빈

비교하여 주의보기준 이하의 강우에서도 재해가 발생하는 경
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강우량 기준에 대해서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는 토석류와 마찬가지로 다른 강우기준 보다 기준이하에서

Fig. 5. Rainfall Characteristics for Debris Flow Sites by
Region

Fig. 6. Rainfall Characteristics for Natural Slope Failure Sites
by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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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lope Hazard Characteristics below Warning Criteria
for 2011
토석류

시강우량
9(22.0%)

일강우량
0(0%)

자연사면붕괴

15(83.3%)

7(38.9%)

인공사면붕괴

21(95.5%) 14(63.6%)

연속강우량 총 개소
4(9.8%)
41
4(22.2%)

18

4(18.2%)

22

Table 4. Slope Hazard Characteristics below Warning Criteria
for 2012
토석류

시강우량
6(27.3%)

일강우량
1(4.5%)

연속강우량 총 개소
0(0%)
22

자연사면붕괴

3(17.6%)

0(0%)

0(0%)

17

인공사면붕괴

11(78.6%)

4(28.6%)

2(14.3%)

14

은 강우에도 사면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Lumb (1975)도 사면파괴 당시의 일강우량 뿐만 아니라 선행
강우량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Jun et al.
(2013)은 토석류 발생 당일의 강우도 중요하지만 발생이전의
장기강우가 토석류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반면 Kim et al. (2009)는 뉴질랜드의 산사태 유발
최저 일강우량과 비교하여 산사태 발생에 있어 일강우량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으며, Choi (2009)는 24시간 내에 200 mm
이상의 강우가 지속되거나, 강우가 하루이상 지속되면서 시간
당 평균강우량이 10 mm 이상일 경우에 산사태가 발생할 위
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liver et al. (1994)은 24
시간 동안의 강우량이 연평균 강우량의 20%를 초과 할 경우,
대규모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Brand et
al. (1984)은 짧은 시간에 내리는 집중강우는 지질조건에 상
관없이 대형 산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사면재해 발생지역의 지형, 지질, 기상 등이 상이하므로 사
면재해를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모두 일치하는 것
은 아니지만 대체로 24시간 이내의 단기강우 혹은 4일~7일
이상의 장기강우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면재해를 유발하는 강우특성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하여 재해 발생 24시간 이내의 단기강
우(Fig. 8)와 재해발생 이전 90일까지의 장기강우(Fig. 9,
10)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8에서 24시간 이내의
단기강우를 재해발생 전 1시간, 1~6시간, 6~12시간, 12~24
시간으로 각각 나누어 막대그래프로 표시하였으며 재해종류
Fig. 7. Rainfall Characteristics for Artificial Slope Failure Sites
by Region

별, 지역별로 도시하였다.
비교 분석 결과, 2011년과 2012년 토석류와 자연사면붕괴
가 발생한 지역의 경우 재해발생 이전 6시간 전까지의 강우

발생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비율도 각각

가 다른 시간대의 강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

56.8%, 81.1%로 나타나 재해를 정확히 예보하지 못할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예보기준 이내의 강

서도 재해 발생 전 1~6시간의 강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

우 조건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연도별, 재해별로 분류하

시간의 강우량이 많았지만 시간당 강우량으로 비교하면 발생

여 Table 3과 4에 정리하였다.

직전 1시간의 짧은 시간동안 가장 강우강도가 강했던 것으로

났다. 특히 토석류의 경우 절대적 강우량은 재해발생 전 1~6

이와 같은 사면재해 유발 강우 특성에 대한 선행 연구를

나타나 다른 재해에 비하여 단기강우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Yagi and Yatabe
(1987)는 7일간의 선행누적강우가 많은 경우에는 그 이후 적

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인공사면붕괴는 토석류나

2011년과 2012년의 사면재해 유발강우 및 지질특성분석

자연사면붕괴와는 달리 재해발생 전 6시간의 강우보다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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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24 Hours Cumulative Rainfall Characteristics by Region and Slope Hazard Type

발생 전 6~24시간 전의 강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발생 전 24시간 이내의 단기 강우를 분석한 결과 재해 주

사면재해에 대하여 장기 선행 강우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

의보기준 이내의 적은 강우에서도 재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

여 재해발생 이전 90일까지의 장기 강우를 분석하였다. 실제

었으며, 특히 1시간 강우량 기준으로는 정확한 재해 예보가

로 기존 연구에서도 아직까지 논란은 있으나 선행강우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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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주장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Jun et al. (2013)
은 토석류 발생 이전 4일~28일의 선행누적강우량이 토석류

연구에서도 사면의 안정해석 및 강우 한계선 설정 시 선행강
우가 중요한 것으로 언급 되었다(Saito et al., 2010; Dahal

발생 당시의 시간강우량과 함께 토석류를 유발하는 중요한

et al., 2008). 또한 Lamb (1975)는 홍콩에서 발생한 산사태

인자라고 하였고, Lee et al. (2012a)은 강우 특성 및 선행

는 대부분 선행강우량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Rahardjo

강우는 사면의 안정성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등 (2008)은 산사태 발생 전 5일 누적강우량이 산사태 발생

Lee et al. (2012b)은 국내 139개 지역에 대한 산사태 유발
강우특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3일 누적강우량이 산사태에 대

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언급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
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재해 발생 이전의 선행강우를 90일

한 대응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외국의

까지 시간 단위로 수집하여 사면재해 유형에 따라 누적강우
량으로 Fig. 9와 10에 도시하고 평균누적강우량을 함께 도시

Fig. 9. 90 Days Cumulative Rainfall Characteristics for Slope
Hazard, 2011

2011년과 2012년의 사면재해 유발강우 및 지질특성분석

Fig. 10. 90 Days Cumulative Rainfall Characteristics for Slope
Hazard, 2012

185

하였다.
분석 결과, 2011년에서 발생한 토석류, 자연사면붕괴, 인공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3.4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재해 발생 30일 이전까지의 누적강우량이 재해 발생에 가장

사면붕괴의 90일 누적강우량 각각 1132.6 mm, 732.4 mm,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더욱 심도있는 강우

719.1 mm로 토석류에서의 강우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분석을 위해서는 기존 일부 연구에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

났으며, 2012년에는 토석류, 자연사면붕괴, 인공사면붕괴 각

던 3~7일 정도의 중장기 강우에 대한 분석에 더하여 강우빈

각 847.0 mm, 973.0 mm, 761.0 mm로 자연사면붕괴에서 가
장 많은 강우량을 보였다.

도 분석 등이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발생이전 30일, 30일-60일, 60일-90일 누적강우량을
각각 비교해 본 결과, 2011년의 경우 토석류는 732.4 mm,

3.2 지질 분석
한반도 지질을 형성하고 있는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

254.1 mm, 146.1 mm로 나타났고, 자연사면붕괴에서는

들은 각각 특징적인 지질학적 특성을 가진 암체로 구성되어

470.1 mm, 119.7 mm, 142.6 mm로 나타났으며, 인공사면붕괴
에서는 439.8 mm, 164.2 mm, 115.8 mm로 나타났다. 2012

있다. 국내의 경우 경기육괴, 경상분지, 연일분지, 영남육괴,
옥천습곡대로 5가지로 나뉘어져 있다(Park, 2004).

년의 경우에도 토석류 539.2 mm, 90.4 mm, 209.3 mm, 자연

2011년과 2012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총 134개소의

사면붕괴 543.4 mm, 195.2 mm, 234.0 mm, 인공사면붕괴

사면재해 발생지역의 경·위도 좌표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408.7 mm, 122.2 mm, 222.3 mm로 나타났다.

지질도 자료를 이용하여 발생지역의 지질을 확인한 결과 Table

모든 경우에 재해발생 전 30일까지의 강우가 30일-60일,
60일-90일의 누적강우와 비교하여, 1.8배에서 6.0배까지 큰

5와 같이 여러 종류의 지질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지질
별 대분류로 나누어 그래프로 도시하면 Fig. 11, 12와 같다.

Table 5. Classification of Rock for Slope Hazard Areas Occured in 2011 and 2012
분류 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광역변성암

편마암

기타변성암

규암, 편암

조립질

화강암

세립질

안산암

변성암

화성암

화산계

화산 각력암
응회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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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명
녹색 천매암
미그마타이트질 편마암
반상 변정 편마암
반상 변성 화강암질 편마암
전기석 석류석 우백질 편마암
편마암상 섬록암질암
하부 호상 편마암
호상 편마암
호상 흑운모 편마암
흑운모 편마암,
흑운모 편마암류
화강 편마암
화강암질 편마암
규암 및 편암류
대강렵리상 화강암
마산암
반상 화강암
성주동 편암
우백질 화강암
편암류
서울 화강암
세립 및 중립 흑운모 화강암
온양 화강암
조립 및 중립 흑운모 화강암
함석류석 흑운모 화강암
홍성 조립질 흑운모 화강암
흑운모 화강암
안산암, 안산암류
웅방산암, 안산암
내장사 화산암류
안산암질 화산각력암
유문석 영안산 암질 용결 응회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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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ntinued
분류 기준
대분류

중분류

지질명

소분류

수성쇄설암

셰일

화학적퇴적암

탄산연암

퇴적암

그 외.

대구층(혈암 및 사암)
두호층(이암)
상부 함탄층(셰일 및 사암)
연일 현암(역암, 이암)
자색세일
녹색 알코스질 사암, 적색 사질 셰일, 회록색 사암
고성 석회암층
석회암
창리층
함역 고회질 석회 규산염 암층
화절층(석회암 및 셰일)
변질대
암맥
충적층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면재해 발생 개소수는
2011년과 2012년 각각 80개소(지질이 확인되지 않은 1개소
제외)와 51개소(확인되지 않은 2개소 제외)로 나타났으며,
2011년 재해의 경우에는 변성암 51개소(63.8%), 화성암 21개
소(26.2%), 퇴적암 8개소(10.0%)로 분석되었다. 또한 사면재
해 유형별 지질을 분석한 결과 토석류와 인공사면붕괴가 발
생한 지역에서 변성암 지역이 각각 34개소(82.9%), 10개소
(47.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연사면붕괴의 경
우 18개소 중 변성암, 화성암 각각 7개소(38.9%)로 나타났다
(Fig 11). 2012년도의 경우에도 전체 51개소 중 변성암 34
개소(66.7%), 화성암 7개소(13.7%), 퇴적암 10개소로 분석되
Fig. 11. Number of Slope Hazard by Geology and Slope
Hazard Type, 2011

었고, 사면재해유형별 지질을 분석한 결과 토석류와 자연사면
붕괴 지역에서 변성암이 각각 16개소(76.2%), 15개소(71.4%)
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인공사면의 경우에는 퇴
적암이 7개소(53.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국내 지질분포 면적을 확인해보면 Table 6
와 같이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이 각각 44.2, 34.9, 20.9%
의 면적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Oh, 2006).
그러나 실제 재해가 발생한 비율은 Table 6에 정리한 것과
같이 변성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2011년과 2012년
재해에 대한 분석에서는 변성암 계열이 상대적으로 사면재해
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결
Fig. 12. Number of Slope Hazard by Geology and Slope
Hazard Type, 2012

론

본 연구에서는 사면재해발생에 영향을 주는 유발인자를 분
석하기 위하여 2011년과 2012년에 발생한 사면재해에 대하

Table 6. Areal Distribution by Geology and the Associated Slope Hazard in Korea
변성암

면적 (km2)
32,422

분포비 (%)
34.9

2011년 지질 분포비 (%)
63.7

2011년 지질 분포비 (%)
70.6

화성암

41,343

44.2

26.3

9.8

퇴적암

19,580

20.9

10.0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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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발생시간과 장소가 확인된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하였다. 발생지역에 대한 강우자료와 지질자료 등을 수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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