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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actors influencing landslide occurrence were analyzed for six points on the upper slope and the 

24 points on the lower slope along a forest road around Sangsan village in Chungju, Korea, where 

landslides have occurred due to heavy rainfall. In terms of physico-mechanical properties of the soil 

layer, the lower slope seemed to loosen owing to the higher porosity, lower unit weight, and lower 

friction angle compared with the upper slope. With respect to topographic characteristics, the lower 

slope had thicker regolith, more concave profile and plan curvatures, lower slope angles, and higher 

topographic wetness index values than the upper slope. Therefore, all the properties (except for the 

slope angle) appear to make the lower slope of the forest road more vulnerable to landslides than the 

upper slope. Apart from the physico-mechanical and topographic characteristics, inadequate mainte-

nance and management of drainage facilities are also considered as further major factors influencing 

landslide occurrence.

Keywords: landslide, forest road, physico-mechanical property, topographic characteristic, drainage 

facility

초 록

충주시 상산마을 주변 임도에서 집중호우 기간 중 산사태가 발생한 임도 상부사면 6개소, 하부사면 24개

소를 대상으로 붕괴 원인을 분석하였다. 토층의 물리 ‧ 역학적 특성은 임도 하부사면이 상부사면에 비해 

공극이 많아 건조단위중량이 낮고, 토층의 입자 배열이 느슨하여 마찰각이 작다. 지형학적 특성은 임도 

하부사면이 상부사면에 비해토층이 두껍고, 경사방향의 수직 및 수평 방향으로 오목하며, 경사는 상대

적으로 완만하고, 특정집수면적이 넓어 지형습윤지수가 높은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임도 하부사면은 

상부사면보다 물리 ‧ 역학적 특성 및 지형학적 특성이 전반적으로 산사태 발생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

다. 상기 두 원인 외에도 임도 배수시설의 시공 및 유지관리가 적절하게 수행되지 못한 점도 사면붕괴의 

발생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주요어: 산사태, 임도, 물리 ‧ 역학적 특성, 지형학적 특성, 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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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2조에 의하면, 임도는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로 정의된다. 

임도는 지역도로망의 한 부분으로 산림이라는 공간에 도로를 매개체로 시장 또는 생산 ‧ 생활공간을 연결해주는 기반시설

이다(KFS, 2000). 국내의 경우 급경사인 산지가 많으므로 임도 개설 시 절 ‧ 성토면이 생성된다. 일반적으로 임도 상부사

면은 절토되어 경사가 급해지며, 임도 하부사면은 성토로 인해 토층이 두꺼워지고 상부에 비해 토층이 느슨하여 산사태에 

취약한 상태가 된다. 2011년 경상남도 밀양시 양지마을의 산사태, 2013년 강원도 춘천시와 밀양시 일대의 산사태, 2014

년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의 산사태 모두 임도로부터 유발된 산사태이다(Park and Park, 2015).

Oh and Lee(1998)는 임도 개설에 따른 사면붕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사도, 사면면적, 강우자료, 사면의 침식과 퇴

적량을 분석하여 사면의 적정 경사도 및 사면의 길이를 제안하였다. Ji et al.(2000)은 집중호우로 붕괴된 임도를 대상으로 

성토사면의 토질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사면형태 별로 안정해석을 수행하여 임도 성토사면의 취약성을 밝히고 보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Lee et al.(2004)은 Montgomery and Dietrich(1994)의 수문모델을 적용하여 일정한 강우 시 사면 

위치에 따른 토양의 수분 포화도를 분석하여 임도 성토사면의 산사태 붕괴에 따른 안정대책을 제안하였다. Park(2015)은 

임도에서 발생하는 산사태와 관련이 있는 11가지 산림환경영향인자(절토 및 성토 사면의 경사, 사면의 길이, 사면의 방위, 

임상, 임령, 표고, 토성, 연간누적 강우량, 평균강우량, 월 최대강우량)를 선정하여 각 인자와 산사태 발생과의 상관성을 분

석하였고, 인자 5가지(경사, 강우, 임령, 임상, 토성)를 선정하여 임도재해위험지도를 작성하였다. 

임도 상부사면과 하부사면은 시공과정의 차이로 토층의 물리역학적 특성과 지형학적인 요인에서 차이가 있지만(Oh 

and Chun, 1990),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임도의 상부사면(절토사면, 자연사면)과 하부사면(성토사면)을 직접적으로 비교

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강우, 식생이 동일하고, 유사한 토질조건을 갖는 지역(화강암과 편마암이 분포)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임도 상부사면과 하부사면을 대상으로 토층의 물리 ‧ 역학적 특성과 사면의 지형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임도 주변에서 산사태가 많이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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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역은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상산마을 주변 임도로, 동북측에는 오청산(656.8 m), 동측에는 천등산(807.1 m), 

서측에는 장백산(405 m)이 위치하며, 서남부 지역은 비교적 평탄한 지형으로 논과 밭이 조성되어 있다. 수계를 살펴보면 

오청산 자락에서 발원한 송강천이 흐르며 송강천의 상류에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송강저수지가 축조되어 있다(Fig. 1a).

1:50,000 지질도의 목계도폭 북동-동측에 위치하며, 지질도 상에서는 함자철석 미립질 편마암, 흑운모 화강암, 우백질 

화강암이 관찰된다(Fig. 1b). 광역지질을 살펴보면 선캠브리아기의 편마암류(흑운모편마암, 화강암질편마암)가 최고기

암이며, 이를 중생대의 화강암류(흑운모 화강암, 우백질 화강암)가 관입하고 있다. 이 화강암체는 도폭 내의 각처에 대소

규모의 변성암류(함자철석미립질편마암)를 포획하고 있다. 함자철석미립질편마암은 천등산층에 포함되며, 화강암 관입 

이전에 생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시대는 특정할 수 없다(Park and Yeo,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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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역에서 2020년 8월 2일에 다수의 산사태가 발생하였다. 산사태 발생일을 포함한 일주일(‘20년 7월 27일~‘20년 

8월 2일) 동안의 강우량은 기상청 기상자료 개방포털의 공공기관 기상관측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강우자료

는 일기도 작성을 목적으로 측정된 종관기상관측 자료를 사용하지만, 관측소의 수가 적어 연구지역과 16.5 km 이상 떨어

져 있다. 공공기관 기상관측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림청, 서울시, 부산시,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기상청

의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라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총 27개 공공기관의 기상관측자료를 서비스하는 기능이다.

공공기관 기상관측자료 중 연구지역과 4 km 떨어진 최단 거리의 관측소(송강(3201))에서 측정된 강우 자료를 확인한 

결과, 7월 27일 0 mm, 28일 3 mm, 29일 139 mm, 30일 75 mm, 31일 0 mm, 8월 1일 20 mm, 2일 343 mm로 일주일 동안

의 누적 강우량은 580 mm이다. 산사태 발생일인 8월 2일 1시부터 12시까지 12시간 동안에 직전 일주일 누적 강우량의 

58%인 335 mm의 비가 내렸으며, 강우가 산사태 발생의 유발요인 중 하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2). Fig. 2에서 회색

영역은 다수의 산사태가 발생한 2020년 8월 2일을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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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지질조사 결과, 산사태는 임도 8.5 km 구간에서 상부사면 9개소, 하부사면 27개소, 자연사면 3개소, 총 39개소에서 

발생하였다(Fig. 3a). 임도 상부사면과 하부사면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Figs. 3c~3e와 같이 두부 급사면(head scarp)에서 

대부분 원호파괴 형태로 발생하였으며, 임도 상부사면 중 일부 토층이 얇은 곳에서는 흙과 암 경계부에서 붕괴가 발생하

여 얕은 깊이의 전이형 산사태(translational landslide)와 같은 형태를 보인다.

자연사면의 경우 산사태가 발생한 지점은 서로 인접하여 나타난다(Fig. 3b). 항공사진 분석결과에 의하면 해당지역은 

2017~2018년 사이에 벌채가 진행되었고, 그 이후에 묘목으로 조림되었다. 나무의 뿌리는 사면의 전단강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Endo and Tsuruta, 1969; Wu, 1976; Waldron and Dakessian, 1981; Gray and Ohashi, 1983), 이러한 뿌리

보강(Root reinforcement) 효과는 조림 후 약 20년 동안 빠르게 증가하고 그 후에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Abe and Ziemer, 1991). 산사태가 발생한 자연사면은 임령이 어리기 때문에 타 지점보다 뿌리보강효과가 적었던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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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가 발생한 39개소 중 임도와 관련 없는 자연사면 산사태 3개소(벌채지역)와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지점 6개소를 

제외한 30개소(임도 상부사면 6개소, 임도 하부사면 24개소)를 대상으로 토층의 물리 ‧ 역학적 특성과 사면의 지형학적 특

성을 분석하였다. 물리 ‧ 역학적 특성에는 건조 및 포화 단위중량, 비중, 공극률, 점착력, 마찰각이 분석되었으며, 사면의 지

형학적 특성에는 토층 두께, 경사, 사면곡률(profile and plan curvature), 지형습윤지수(topographic wetness index, T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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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집수영역(specific catchment area, SCA)이 분석되었다. 

토층의 물리 ‧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된 실내시험과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장에서 링 샘플러(지

름 100 mm, 높이 50 mm; Fig. 4a)를 이용하여 불교란시료를 채취하였다. 불교란시료를 이용한 실내시험은 미국표준시험

법인 ASTM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함수비시험(ASTM D2216-10, 2010), 비중시험(ASTM D854-10, 2010), 직접전

단시험(ASTM D3080-98, 1998)을 수행하였다(Figs. 4b~4c).

지형학적 특성 중 토층 두께는 콘관입시험기(Solsolution社 Panda 2)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측정된 범위는 0.3~4 

m이다(Fig. 4d). 경사, 곡률, 지형습윤지수, 특정집수유역에 대한 데이터는 국토지리정보원의 1:5,000 수치지도와 오픈소

스 GIS 프로그램(SAGA GIS)으로부터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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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층의 물리 ‧ 역학적 특성 및 사면의 지형학적 특성을 검토하기 위해 상자 수염 그림(box - whisker plot)을 도시하여 분

석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인 그래프에서는 평균값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비교하지만, 상자 수염 그림은 서로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각 집단의 중앙값(median), 사분위수 범위(interquartile range, IQR), 수염 범위(whisker range) 등 다양한 지표

를 가시적으로 쉽게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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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수염 그림에서 다섯가지 숫자요약(five number summary)은 최솟값(minimun), 최댓값(maximum), 제1사분위수

(Q1), 제2사분위수(Q2, median), 제3사분위수(Q3)를 의미한다. 상자 수염 그림에서 제1사분위와 제3사분위까지의 범위

를 사분위수범위(IQR)인 상자로 표현하고, 상자 안에 중앙값(제2사분위수)이 분포한다. 수염 범위(whisker)는 사분위수

범위의 1.5배 떨어진 점의 범위이며 상 ‧ 하 기준선 내에 분포하는 데이터 중 최댓값과 최솟값을 의미하며, 상부 기준선을 

초과하거나 하부 기준선에 미달하는 데이터는 이상치(outlier)로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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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은 임도 상부 6개소 및 하부 사면 24개소의 물리 ‧ 역학적 특성을 상자 수염 그림으로 도시한 결과이다. 연구지역

에는 미립질편마암, 흑운모 화강암, 우백질 화강암이 분포하지만, 상기 암종들의 토층은 통일분류법의 SW(세립질이 거

의 없는 입도분포가 양호한 모래 또는 자갈 섞인 모래) 또는 SP(세립질이 거의 없는 입도분포가 불량한 자갈 또는 자갈 섞

인 모래)로 분류되어 유사한 토질조건을 보인다.

건조단위중량의 IQR은 상부사면 1.42~1.64 g/cm³, 하부사면 1.33~1.79 g/cm³이며, 중앙값은 상부사면 1.45 g/cm³, 

하부사면 1.41 g/cm³로 하부사면이 상부사면보다 작다. 포화단위중량의 IQR은 상부사면 1.85~2.00 g/cm³, 하부사면 

1.82~1.99 g/cm³로 데이터의 분포 범위가 비슷하며, 중앙값은 상부사면과 하부사면 모두 1.88 g/cm³로 동일하다. 비중의 

IQR은 상부사면 2.51~2.70, 하부사면 2.62~2.67이며, 중앙값은 상부사면 2.66, 하부사면 2.65로 상부사면과 하부사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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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공극률의 IQR은 상부사면 39.54~46.49%, 하부사면 40.58~50.11%이며, 중앙값은 상부사면

이 41.12%, 하부사면이 46.46%로 하부사면이 더 크다. 점착력의 IQR은 상부사면 3.62~15.56 kPa, 하부사면 6.69~16.66 

kPa으로 높은 값과 높은 범위를 보이지만, 중앙값은 상부사면 9.73 kPa, 하부사면 9.66 kPa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마

찰각의 IQR은 상부사면 27.01~31.65°, 하부사면 24.49~30.03°이며, 중앙값은 상부사면 28.81°, 하부사면 28.51°로 하부

사면이 낮은 값과 낮은 분포범위를 보인다. 

근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흙의 물리 ‧ 역학적 특성에서 나타나는 상기 경향은 임도 상부사면이 자연사면으로 유지되는 

반면에 임도 하부사면이 성토로 생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하부사면에서는 공극이 많고 건조

단위중량이 낮으며 토층의 입자 배열이 느슨하여 마찰각이 작게 나타날 수 있다.

�������

Fig. 7은 임도 상부 및 하부 사면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시점부의 지형학적 특성을 상자 수염 그림으로 도시한 결과이다. 

토층 두께의 IQR은 상부사면 0.46~3.20 m, 하부사면 1.33~4.00 m 이상이며, 중앙값은 상부사면 0.65 m, 하부사면 2.68 m

로 하부사면의 경우 42% (26개소 중 10개)가 4 m 이상에 해당한다. SAGA GIS에서는 사면 경사를 계산하는 알고리즘 10

개를 제공하나, 본 연구에서는 3 × 3 윈도우 기본 계산 픽셀단위에서 가장 적합한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Zevenbergen 

and Thorne(1987)이 제안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사면 경사의 IQR은 상부사면23.43~41.02°, 하부사면 17.34~35.26°

이며, 중앙값은 상부사면 32.18°, 하부사면 25.65°이다. 이러한 결과는 임도 상부사면의 경우 주로 절토, 하부사면은 성토

사면이므로 하부 사면이 더 두껍고 경사가 완만한 일반적인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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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의 곡률은 측면곡률(profile curvature)과 평면곡률(plan curvature)로 구분된다. 측면곡률은 경사 방향에 대한 수

평 방향의 곡률이며, 평면곡률은 경사 방향에 대한 수직 방향의 곡률이다. 사면의 곡률은 양수일 경우에는 볼록한 지형을, 

음수일 경우에는 오목한 지형을 의미한다. 측면곡률의 IQR은 상부사면 -0.007~0.007, 하부사면 -0.012~0.009이며, 중앙

값은 상부사면 0.000, 하부사면 -0.006이다. 평면곡률의 IQR은 상부사면 -0.011~0.010, 하부사면 -0.014~0.003이며, 중

앙값은 상부사면 0.002, 하부사면 -0.003이다. Fig. 8은 측면곡률과 평면곡률에 따른 사면의 형상을 분류하는 그림(Dikau, 

1989)으로서, 먼저 측면곡률로 1차 분류를 하고, 평면곡률로 2차 분류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측면곡률과 등고선 곡률구배

가 모두 0일 경우에는 Profile-Straight / Plan-Straight와 같이 표기한다. 중앙값을 기준으로 상부사면은 Profile-Straight / 

Convex, 하부사면은 Concave / Concave로 분류된다. Wieczorek et al.(1997)에 따르면 산사태 발생지점의 곡률은 대체

로 음수에 분포하는 경우가 많으며, 본 연구의 분석결과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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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습윤지수(TWI)는 토양의 습윤함량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식 (1)과 같이 계산된다(Beven and Kirkby, 1979).

  ln
tan 


 (1)

여기서, SCA는 특정집수유역, β는 사면의 경사를 의미한다. 특정집수유역은 배수지점의 단위 등고선 길이 당 산비탈 면

적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사면 방향과 경사에 따라 다중방향에서 흐를 수 있는 Multiple flow direction(MDF) 방법을 이

용하여 계산하였다. 지형습윤지수의 IQR은 상부사면 3.37~3.74, 하부사면 4.10~5.17이며, 중앙값은 상부사면 3.68, 하부

사면 4.62이다. 특정집수면적의 IQR은 상부사면 22.20~28.95, 하부사면 32.19~84.79이며, 중앙값은 상부사면 25.77, 하

부사면 42.33이다. 지형습윤지수와 특정집수면적 모두 하부사면이 상부사면보다 높은 값과 높은 범위를 보인다. 지형습

윤지수는 대부분 -3~30 범위에 분포한다. 지형습윤지수가 낮은 영역은 경사가 급하거나 산등성이 같은 지형이 주를 이루

며, 지형습윤지수가 높은 영역은 물이 집수 될 수 있는 평평한 지형일 확률이 높다(Ballerine, 2017). 본 연구에서는 임도 

상부사면보다 하부사면의 경사가 완만하고 특정집수면적이 넓어서, 하부사면의 지형습윤지수가 상부사면보다 높은 수치

를 보이고 있다.



�������	��
���������������� ∙ 81

 �!"

임도 하부사면이 상부사면보다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임도의 부적절한 배수시설이다. 임도는 대부분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일반도로에 비하여 물이 쉽게 토층으로 침투하므로 임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배수시설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Choi et al., 2011; Kim et al., 2018). 배수가 불량한 경우에는 표면유출수가 임도를 

통해 임도 하부사면으로 침투하여 사면 내부의 간극수압이 증가하고 토층의 하중이 증가하여 임도 하부사면의 붕괴를 유

발하게 된다(Anderson and Zhu, 1996). 

연구지역의 임도에는 옆도랑(side ditch), 콘크리트 개거(concrete ditch), 배수구조물(drainage culvert) 등의 배수시설

이 존재하지만, Fig. 9와 같이 시공 및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옆도랑은 콘크리트 구조물 없이 굴착기로 

굴착되어 있는 형태로서 줄떼공이 미시공이 되어 있고, 폭 0.7~1 m, 깊이 0.2~0.5 m의 범위에서 복구 및 보수가 이루어져

야 하지만(KFS, 2015) 대부분 토사로 덮여 배수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다(Fig. 9a). KFS(2015)에 따르면, 콘크리트 개

거는 임도 포장구간에 시공되어야 하며, 토사구간에 독립적으로 시공되는 경우 개거 주변에 서로 맞물리는 공작물이 없어 

훼손될 위험이 높다. 연구지역의 횡단개거는 토사구간에 시공되어 있으며, 덮개가 모두 분실되어 낙엽 등의 부유물이 유

입될 가능성이 높다(Fig. 9b). 횡단으로 배수구조물이 매립된 임도 일부 구간에서는 산사태에 의하여 구조물이 노출되어 

있으며(Fig. 9c), 구조물의 배수 용량을 초과하는 유수의 유입으로 임도로 물이 범람함에 따라 하부사면의 산사태를 촉발

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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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강우, 식생 조건이 동일한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임도 상부사면과 하부사면을 대상으로 토층의 물리 ‧ 

역학적 특성과 사면의 지형학적인 특성 차이를 분석하고, 임도 주변에서 산사태가 많이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산사태는 임도 8.5 km 구간에서 상부사면 9건, 하부사면 27건, 자연사면 3건, 총 39건이 발생하였다. 이 중 산사태가 발생

한 임도 상부사면 6개소, 하부사면 24개소를 대상으로 토층의 물리 ‧ 역학적 특성 및 지형학적인 특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토층의 물리 ‧ 역학적 특성인 건조단위중량의 IQR은 상부사면 1.42~1.64 g/cm³, 하부사면 1.33~1.79 g/cm³이며, 중앙

값은 상부사면 1.45 g/cm³, 하부사면 1.41 g/cm³로 하부사면이 상부사면보다 작다. 포화단위중량과 비중의 IQR과 중앙값

은 상하부사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공극률의 IQR은 상부사면 39.54~46.49%, 하부사면 40.58~50.11%이며, 중

앙값은 상부사면이 41.12%, 하부사면이 46.46%로 하부사면이 더 크다. 점착력의 IQR은 상부사면 3.62~15.56 kPa, 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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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6.69~16.66 kPa으로 높은 값과 높은 범위를 보이지만, 중앙값은 상부사면 9.73 kPa, 하부사면 9.66 kPa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마찰각의 IQR은 상부사면 27.01~31.65°, 하부사면 24.49~30.03°이며, 중앙값은 상부사면 28.81°, 하부사

면 28.51°로 하부사면이 낮은 값과 낮은 분포범위를 보인다. 

사면의 지형학적 특성인 토층 두께의 IQR은 상부사면 0.46~3.20 m, 하부사면 1.33~4.00 m이며, 중앙값은 상부사면 

0.65 m, 하부사면 2.68 m으로 하부사면의 토층이 두껍다. 사면 경사의 IQR은 상부사면 23.43~41.02°, 하부사면 17.34~ 

35.26°이며, 중앙값은 상부사면 32.18°, 하부사면 25.65°으로 하부사면이 상대적으로 완만하다. 측면곡률의 IQR은 상부

사면 -0.007~0.007, 하부사면 -0.012~0.009이며, 중앙값은 상부사면 0.000, 하부사면 -0.006이다. 평면곡률의 IQR은 상

부사면 -0.011~0.010, 하부사면 -0.014~0.003이며, 중앙값은 상부사면 0.002, 하부사면 -0.003이다. 중앙값을 기준으로 

사면의 형상을 분류할 경우, 상부사면은 Profile-Straight / Convex, 하부사면은 Concave / Concave로 분류된다. 지형습윤

지수의 IQR은 상부사면 3.37~3.74, 하부사면 4.10~5.17이며, 중앙값은 상부사면 3.68, 하부사면 4.62이다. 특정집수면적

의 IQR은 상부사면 22.20~28.95, 하부사면 32.19~84.79이며, 중앙값은 상부사면 25.77, 하부사면 42.33이다. 지형습윤

지수와 특정집수면적 모두 하부사면이 상부사면보다 높은 값과 높은 범위를 보인다. 

임도에 시공되어 있는 배수시설을 살펴보면, 옆도랑은 줄떼공이 미시공 및 토사로 덮여 배수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

며, 콘크리트 개거는 덮개가 모두 분실되어 낙엽 등의 부유물이 유입되기 용이하고, 배수구조물은 강우량에 비해 설계 배

수용량이 작다.

따라서 상부사면(자연 또는 절취사면) 보다 하부사면에서 집중적으로 산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하부사면이 성토로 조성

된다는 점, 이로 인해 토층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산사태 발생에 불리한 물리 ‧ 역학적 특성을 갖게 되는 점, 임도 배수시설

이 부적절하게 시공되었거나 유지관리가 미흡한 점 등으로 판단된다. 향후에는 동일 연구지역의 산사태 미발생 지점 데이

터와의 비교를 통해 산사태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자를 규명하는 등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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