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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국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행정안전부 지정)의 기

반암 특성 조사를 위하여 D등급 이상의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를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연차별 약 95개소

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2018년도 대

전·충청권역을 대상으로 구축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20개소 지반DB에 대한 결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16∼’17년 수행한

기반암별 지반 DB 구축자료를 포함하여 5차년도까지 전

국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반 DB구축을 하고자 실시

하고자 한다..

2. 급경사지 붕괴모의 실험을 위한 연차별

현장조사 계획

1차년도 2016년 울산권역 5개소, 경북권역 10개소를

시작으로 2차년도(’17년)에는 서울·경기 10개소, 강원권

역 10개소를 수행하였으며, 3차년도(’18년)에는 대전·충

청권역 20개소의 지반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채취한

시료를 대상으로 기반암 특성에 따른 지반의 물성 및 공

학적 특성 파악을 위하여 실내시험을 수행하고 데이터

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아래의 그림은 1차년도를 시작으

로 5차년도까지의 연차별 전국단위 지반DB구축 계획을

나타낸다.

[그림 1] 연차별 현장조사 계획

3. 급경사지 붕괴모의 실험을 위한 지역별

지반 DB구축
3.1 조사대상지역(행정안전부 지정 D, E등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반 DB 구축(대전·충청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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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국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행정안전부 지정)의 기반암 특성 조사를 위하여 D등급 이상의 급경사지 붕괴위

험지구를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연차별 약 9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2018년도 대
전·충청권역을 대상으로 구축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반DB에 대한 결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에따라본
연구에서는 3차년도에대전·충청권에대한분석결과를바탕으로하였다. 따라서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 3차년도를대
상으로총 55개소지역에서채취한교란시료를바탕으로화강암풍화토에대한물리·역학적특성을분석하였고, 그결과
각각의 특성 값이 상이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적 차이 및 지질학적 특성에 따른 풍화정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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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경기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D등급(공주시, 충주시)

위 그림2는 조사대상지역의 3차년도(’18년도) 충청권

역 2개소 지역의 현장조사 및 교란시료채취, 들밀도시험

을 수행하는 전경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대전·충청

권 20개소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의 현장을 조사하였

다.

3.2 지반특성 파악을 위한 물성 및 역학특성시험

수행

1차년도 15개소, 2차년도 20개소에 대해서는 지반특성

파악을 위한 실내시험을 완료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3

차년도의 채취시료에 대한 지반물성 및 역학특성을 파

악하기 위한 실내시험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조사 및 시

험 수행 자료를 가지고 아래의 그림3에서는 지반특성 파

악을 위한 실내수행 전경을 보여준다.

[그림 3] 지반특성 파악을 위한 실내시험 수행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 3차년도를 대상으로 총 55개소

지역에서 채취한 교란시료를 바탕으로 화강암 풍화토에 대

한 물리·역학적 특성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각각의 특성 값

이 상이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적

차이 및 지질학적 특성에 따른 풍화정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4~5차년도까지 실시한 자료를 대상으로 실내시

험을 수행한 결과는 전국 대상 기반암 특성의 지반종류

별 DB 구축을 통해 급경사지 붕괴모의 실험을 위한 모

형사면의 합리적 조성 및 급경사지 재해 예·경보 시스템

구축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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