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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 재해위험지도는 주로 격자단위 및 재해 유형별 단일 재해지도로 제작 및 연구되고 있어 도로관리 중심으로 접근할 경우 그 활용

도가 떨어진다. 특히 주로 시설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업무활용을 위해서는 보다 해당시설 (지방도로)에 맞는 재해위험지

도의 평가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산사태위험지도 및 토석류위험지도를 활용하여 지방

도를 중심으로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강원도에 위치한 지방도를 대상으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검증하

였다. 평가결과 총연장 234.59 km의 평가구간에서 1,513개의 평가구간에 대한 1~5등급의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었다.

핵심용어: 산사태위험지도, 지방도, 복합재난, 위험도평가

ABSTRACT

Domestic disaster risk maps are mainly produced and studied as a single disaster map by grid unit and disaster typ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present an evaluation method of the disaster risk map that is more suitable for the relevant facility (local road) in order to 

utilize the work of practitioners who are mainly in charge of facility maintenance. In this study, an evaluation method was presented to 

evaluate the risk with a focus on local roads by using the landslide risk map and debris flow risk map provided by the Korea Forest 

Service. In addition, the risk was evaluated and verified for the provinces located in Gangwon-do. As a result of the evaluation, it was 

possible to evaluate the risk of grades 1 to 5 for 1,513 evaluation sections in the evaluation section with a total length of 234.59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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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지형의 특성상 도심지와 산지에 접한 도로는 국토개발에 따른 인공비탈면과 같은 급경사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어 산

사태 및 토석류를 동반한 산지재해의 위험성이 크다. 한편 국내의 도로시설은 2017년 기준으로 지난 30년간 전체 도로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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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약 2배 증가하여 110,091 km이며 이 중 도로법상 고속국도가 4,717 km, 일반국도가 13,983 km로 약 17%이며 이 외 지

방도, 특별･광역시도, 시군구도가 나머지 8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도로의 사용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도로유지관리시스템은 현재 12종이 운영되고 있으며, 도로시설물

관리시스템 분야에는 도로포장 관리시스템(PMS), 도로비탈면 관리시스템(CSMS), 도로교량 관리시스템(BMS), 도로터널 

관리시스템(TiMS), 도로표지 관리센터(RSMC) 등이 포함되고, 도로업무관리시스템에는 도로관리통합 시스템(HMS), 교

통량조사 시스템(TMS), 도로점용 시스템(ROAS), 도로제설 관리(RSMS), 도로보수현황 시스템(RMIS), 척척해결서비스

(RPRS) 및 도로대장정보 시스템(KRRIS)이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도로 유지관리 시스템은 주로 교통량이 많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구축되어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방도를 포함한 그 외 대부분의 도로를 관리하

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현황은 미흡한 실정이다.

도로, 통행차량 및 도로주변 시설들에 피해를 야기하는 재난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재난의 형태는 

낙석 및 산사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낙석 및 산사태에 대한 분석은 정확도 향상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 도로를 대상으로 하

는 위험성 또는 피해규모를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효과적으로 산사태 위험등급도 등의 위험정보를 

활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Park et al., 2008).

또한 기존에 제작된 재해지도는 위험도를 격자단위로 구분하여 분석 및 제시하고 있어 도로와 같은 선형 시설에 대한 위험

도를 분석하거나 산악지형을 고려한 소규모 유역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내지 못해 재해위험지도를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국내 지방도를 대상으로 도로관리자가 도로의 취약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로를 대상으로 하는재

해위험지도의 제작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호우에 의해 발생하는 산사태 및 토석류 위험지역을 토석류의 이동경로 및 피해예상 범위를 평가할 수 있는 

정량평가방법을 고안하여 GIS 시스템 상에서 도로중심의 복합재난위험지도를 제작하였다. 복합재난에는 산사태와 토석류

를 포함하였으며 산사태위험지도와 토석류위험지도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연구대상지역에서 선정된 지방도를 대상으로 5

등급으로 구분된 도로재해위험등급을 평가하여 나타내었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지역 선정

연구 대상지역은 산지와 접한 도로가 다수 존재하여 해빙기 및 여름철 재해발생이 잦고 도로의 선형이 비교적 복잡하지 않

은 강원도의 지방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2017년 기준 전국 도로 현황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7). 지방도의 총 연장은 18,055 km로 전체 도로 중 약 78.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강원도의 지방도는 총 1,646 km로 전체 지방도의 9.1%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별자치시도 및 광역시도를 제외한 전국 지

방도에 대한 현황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7).

도로의 유지관리는 포장, 구조물, 안전시설, 위험도로개선, 병목지점개선, 재해 및 응급복구, 접도지역관리, 자전거도로 및 

기타 9개 항목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난과 관련된 재해 및 응급복구는 재해대비, 재해복구, 응급복구 및 도로손괴 원

상복구 4가지 구분으로 구성된다. 지방도의 관리주체는 도지사(시구역:시장)로 지방비를 재원으로 건설 및 관리되고 있으며 

일부 구간(국가지원지방도, 국도대체우회도로, 혼잡도로)의 경우 공사비에 대해 국고가 지원되어 건설되고 용지에 대해 지

방비가 재원으로 활용된다. 

강원도로관리사업소는 원주 본소 외 3개의 지소(강릉, 태백, 북부)가 운영중에 있으며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총 연장 

2,108.8 km로 지방도 1,349.1 km(64%), 국가지원지방도 271 km(12.8%) 및 위임국도 448.7 km(23.2%)로 구성된다. 본 연



Complex Disaster Risk Assessment of Local Road using a Landslide Hazard Map ∙ 33

구에서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강원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에서 담당하는 총 234.59 km의 지방도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

행하였으며 도로번호는 410, 415(1~5), 418(1,2), 446(1,2) 및 456번이다. 

Table 1. Total Road Statu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7) (Unit:Km)

Subtotal Rate (%) Opennig
Road pavement

Not Openning
Pavement Not pavement

National highway 4,717 4.3% 4,717 4,717 - -

National 13,983 12.7% 13,848 13,811 37 135

Metropolitan 4,886 4.4% 4,886 4,886 - -

Local road 18,055 16.4% 16,809 15,410 1,399 1,246

City road 29,441 26.7% 24,347 23,513 834 5,094

Gun-road 22,989 20.9% 21,243 16,249 4,994 1,746

Gu-road 16,020 14.6% 16,019 16,249 56 1

Total 110,091 100% 101,869 94,549 7,320 8,222

Table 2. Local Road Statu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7) (Unit:Km)

Total
Road pavement Not 

pavement

Not 

OpenningSub Total 1 lane 2 lane 4 lane 5 lane Over 10 lane

Total 18,055,325 15,410,097 13,230,372 1,824,116 291,634 54,459 9,516 1,399,341 1,245,887

Gyeonggi 2,776,949 2,366,980 1,693,757 500,620 139,440 32,503 660 36,230 373,739

Gangwon 1,646,719 1,468,715 1,399,229 66,496 2,990 - -　 111,637 66,367

Chungbuk 1,413,783 1,349,553 1,154,582 171,811 23,160 - - 31,010 33,220

Chungnam 1,678,908 1,457,644 1,288,611 162,349 4,984 1,700 -　 160,650 60,614

Jeonbuk 1,894,678 1,566,793 1,414,285 149,285 3,223 -　 -　 213,280 114,605

Jeonnam 2,299,892 1,780,192 1,671,962 103,530 4,700 -　 -　 291,420 228,280

Gyeonbuk 3,011,378 2,566,646 2,361,825 179,051 23,640 2,130 -　 372,152 72,580

Gyeongnam 2,423,618 1,990,102 1,800,150 168,277 15,125 6,550 -　 182,962 250,554

2.2 지방도의 구간분리 및 영향 소유역 정의

도로중심의 복합재해지도의 제작을 위해 먼저 도로의 표준구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지방도를 일정거리 등의 방법으로 

구간을 구분하고 해당 구간에 대한 복합재해위험도를 평가하였다. 고속국도의 경우 매 200 m 마다 기점 표지판을 설치하여 

관리중이나 지방도의 경우 고속국도와 같이 일정 간격을 기준으로 관리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관리담당자 및 전문

가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50 m, 100 m, 200 m, 500 m의 거리구분 중 가장 많은 의견이 수렴된 200 m를 지방

도 구간 표준간격으로 선정하고 연구대상 지방도에 대한 도로구간 분리작업을 GIS 기법을 통해 수행하였다.

지방도의 구간분리 작업 수행 중 시점, 종점, 교차, 지선 및 도로시설물(교량, 터널 등) 의 존재 여부에 따라 지방도의 선형

개량 및 구간분리 작업 규칙이 필요하였으며 연구수행 중 ArcGIS Pro를 활용하여 수작업으로 도로를 분할하고 추후 유역 및 

재해위험지도와의 매핑에 대비히여 분할된 도로에 ID를 부여하였다. Fig. 1의 붉은색 원 부분은 지방도 구간분리를 위한 전

처리 작업 중 지방도 교차로 부분의 편집 전(a), 후(b)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Fig. 2에는 100 m 단위로 구간분리된 지방도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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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efore editing (b) after editing

Fig. 1. Editing Segment of Intersection 

Fig. 2. Segmented Local road

지방도의 구간 분리 후 10 m x 10 m 격자의 Raster형태로 제작되어 배포되는 산사태위험지도(산림청, 2019)를 기준으로 

재해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PolyLine 형태의 도로를 Raster 형태로 변화하였으며 1:5,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한 소유역 생성

자료를 활용하여 도로 구간별 대상 유역을 지정하였다. Fig. 3에 도로 구간별로 생성된 영향 소유역을 나타내었다. 지방도의 

재해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역은 지방도 상류 유역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상류지역 소유역을 지정하기 위해 도로 

Raster 격자자료에서 8-방향 흐름자료를 활용하였다.

Fig. 3. Result of Road-based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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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도로중심 복합재해지도 제작

본 연구에서는 도로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재난 대상 재난을 산사태와 토석류로 정의하고 산사태위험지도와 토석류 위험

지도를 기준으로 도로중심 복합재난 위험도를 도로 200 m 구간별로 구분하여 제작하였다. 산사태 위험지도는 5등급으로 구

분되어 제작되었으며 1등급 매우위험에서부터 5등급 안정등급까지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유역별 산사태위험등급을 

평가하기 위해 산사태위험지도의 1등급과 2등급을 ‘위험; class 1’, 3등급~5등급을 ‘안정; class 0’으로 재분류하여 각 소유

역별 면적을 산정하였다. 

도로중심의 산사태위험등급 계산은 면적비로 평가하였으며 소유역의 면적대비 ‘위험’면적을 Table 3에 나타낸 5단계 면

적비 조건으로 구분하였다.

Table 3. Criteria of Landslide Hazard Revaluation

Class 1 2 3 4 5 0

Area Ratio (%) 70~100 60~70 50~60 40~50 0~40 No data

도로구간별 소유역에 대한 면적비를 기준으로 산사태위험지도를 재평가한 도로중심 산사태위험등급에 토석류위험지도

를 가중인자로 반영하여 도로중심 복합재난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도로구간에 하천이 횡단하거나 영향 소유역의 면적

이 상대적으로 크거나 작은 경우 위험등급이 과소 또는 과대하게 평가되는 경향을 조정하기 위해 유역의 물골인 stream 길이

를 반영하였다. 복합재난 위험도 평가시 조정 기준은 해당 도로구간의 영향소유역 내 토석류 위험지도 Red Zone이 포함되는 

구간, 또한 유역의 stream 길이가 10,000~50,000 구간인 경우 1등급 상향하였다. Fig. 4(a)는 415번 지방도의 영향 소유역에 

해당하는 산사태위험등급을 나타내었으며 Fig. 4(b)는 산사태 위험등급 1등급과 2등급 지역을 class 1으로 나타낸 재평가 후 

재해위험지도이다.

(a) Before (b) After 

Fig. 4. Revaluation of Landslide Hazard (road number 415)

2.4 도로중심 복합재난 위험지도 현장검증

제작된 도로중심의 복합재난 위험지도의 검증을 위해 2020년 8월 태풍발생 직 후 사면붕괴, 토사유출 및 낙석 등이 발생

한 구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총 17개소의 현장에 대한 현자조사 결과 14개소가 1등급(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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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2등급(8개소)에 해당하여 82.4%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Fig. 5는 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등급과 위치를 나타낸 것으로 붉

은색 삼각형이 위험등급이 1등급과 2등급이며 노란색 삼각형이 안전등급을 나타낸다. 

Fig. 5. Result of survey site (After the typhoon in August 2020)

3.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지역인 강원도지역의 강원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담당 도로인 410번 415번(1~5), 418번(1~2), 

446번(1~2) 및 456번 지방도의 총 연장 234.69 km, 총 구간 1,513개로 구분된 복합재난 위험도 평가결과 1등급(위험)에서부

터 5등급(안전)까지 다음의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각 지방도에서 가장 긴 410번 도로의 경우 안전등급인 5등급이 157개 

구간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험등급에 속하는 1등급과 2등급이 총 71개 구간(19.1%)으로 분류되었다. 위험등급 구간이 가장 

많은 도로는 415-1번 지방도로 1등급과 2등급이 총 83개 구간 중 41개 구간 약 49.4%를 나타내어 상대적으로 위험한 도로로 

평가되었다. 반면 415-3번 지방도의 경우 총 40개 구간 중 1개 구간(2.5%)이 위험등급인 2등급으로 분석되어 비교적 안전한 

지방도로 평가되었다. 

Table 4. Classification of local road disaster risk

Road
Distance

(km)

Grade
Total

1 2 3 4 5

410 58.73 40 31 45 98 157 371

415

1 14.25 30 11 11 19 12 83

2 15.14 8 10 8 41 33 100

3 6.17 0 1 3 15 21 40

4 5.80 5 2 3 17 11 38

5 15.53 7 21 26 23 24 101

418
1 26.87 18 25 37 48 50 178

2 14.77 16 15 15 32 19 97

446
1 23.48 44 25 18 37 32 156

2 24.86 18 21 23 54 46 162

456 28.99 4 8 22 57 100 191

Total 234.59 187 164 192 388 4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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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지방도에서 1 등급은 총 190개 구간, 2등급은 총 170개 구간으로 위험등급인 1등급과 2등급은 총 360개 구간으

로 23.8%를 나타내었으며, 3등급에서 5등급은 총 1,153개로 5등급이 505개 구간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대상 지방도 전체의 

등급별 구간 수에 대한 그래프를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6. Total number of Section for each Grade 

도로중심의 지방도 복합재난 위험도 평가결과 5등급으로 구분된 지방도의 재해 위험지도를 아래 Fig. 7~Fig. 11에 각 지

방도(410~456)의 예시로 나타내었다. 1등급~5등급의 위험등급이 구간별 색깔별로 구분되어 나타나게 된다. 도로는 10 m x 

10 m 격자로 표현되며 각 구간의 길이는 200 m가 표준이지만 200 m보다 짧은 구간이 다수 존재한다. 지방도의 총 연장이 

234.69 km인 반면 200 m 간격으로 구간분리 된 구간수가 1,513개로 상이한 원인은 교차로, 200 m 미만의 지방도 구간 등 분

리된 구간의 거리가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며, 지방도의 구간분리의 시점은 동쪽과 북쪽방향을 시점으로 200 m 간격으

로 구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 Local road disaster risk map (road number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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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Local road disaster risk map (road number 415-1)

Fig. 9. Local road disaster risk map (road number 418-1)

Fig. 10. Local road disaster risk map (road number 446-1)



Complex Disaster Risk Assessment of Local Road using a Landslide Hazard Map ∙ 39

Fig. 11. Local road disaster risk map (road number 456)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산사태위험지도와 토석류 위험지도를 활용하여 도로중심의 복합재난 위험도 지도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

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는 도로중심의 복합재난 위험도 평가를 위해 지방도를 일정한 거리로 구간을 분리하여 해당 구간에 영향

을 미치는 상류부 소유역에서의 산사태 및 토석류의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도로의 구간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시점 및 

종점의 선정방법 및 지선의 결합 및 제거, 교차로 및 진출입로 등 도로구간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

며, 추후 타 지방도 등으로 확대적용이 되기 위해 도로의 구간을 분리작업의 자동화를 통한 효율화가 필요할 것이다. 

(2) 복합재난 위험도 평가 시 산사태위험지도의 1등급과 2등급이 포함된 면적비를 평가기준으로 하고, 소유역의 stream 

거리 및 토석류 위험지도의 red zone의 유무를 가중인자로 하여 복합재난 위험성을 평가하였다. 다만 면적비의 등급

구분 기준범위와 소유역의 stream 거리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상지역에 대해 적용하고 검증하여야 적용의 타당성

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강원도지역의 지방도 410번 415번(1~5), 418번(1~2), 446번(1~2) 및 456번 총 연장 234.69 km, 총 구간 1,513개에 

대한 복합재난 위험도 평가 결과 415-1번 지방도가 가장 위험한 도로로 평가되었으며, 410번 지방도가 가장 안전한 

지방도로 평가되어 지방도별 전반적인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었으며, 2020년 8월 태풍 상륙 후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

으로 평가등급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82.4%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해당 현장조사 지점이 지

방도에서 일부 재난발생이 확인되는 지점에 대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지방도로 중심의 복합재난에 대한 위험성 평가결과를 10 m단위 격자로 구성된 도로재해위험지도로 제작하여 GIS 상

에서 표현하였다. 1등급~5등급의 위험도 평가 결과가 도상에서 잘 표현되었으며, 도로관리 담당자의 관점에서 기존 

격자단위 산사태위험지도와 비교하여 보다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방도로의 복합재난을 고려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된다면 지방도의 경우 상류 산지로 부터의 재해영향과 더불

어 인접한 하천 유수의 영향을 크게 받아 재해에 취약점이 발생하는 부분이 상당함을 고려할 때, 복합재해로서 수충부 및 하

천범람 등을 포함 할 수 있는 도로재해 위험등급의 평가방법이 제시된다면 보다 활용도 높은 재해지도가 생산될 것으로 판단

한다. 또한 최근 재난관리에 대한 접근방식은 재난 예방 및 대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재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레질리언

스를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자연재해와 관련된 레질리언스에 대한 단일정의는 명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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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실정이다(Kim and Jun, 2020). 따라서 도로재난에 대한 1차적인 재해위험성 평가 외 레질리언스를 고려한 2차 평가를 

통한 위험등급 재조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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