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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location conditions for erosion control dams to be constructed in Chungcheongnam-do, Daejeon 

Metropolitan City, Chungcheongbuk-do and Gyeongsangbuk-do in order to establish proper conditions for erosion control dams 
in the future. 199 sites where erosion control dams are expected to be built in 2010 were chosen and investigated in terms of 
12 factors including basin area, basin slope, and landslide risk. The results showed that erosion control dams for 
Chungcheongnam-do and Daejeon Metropolitan City are mostly impermeable gravity dams mainly composed of concrete. In 
contrast, Chungcheongbuk-do and Gyeongsangbuk-do are increasing the number of permeable or compound erosion control 
dams. Basin analysis at planned erosion control dam sites showed that at least 44.5% of the total area has high landslide risk. 
Gyeongsangbuk-do had the largest basin area for erosion control dam sites at 157.3ha, followed by Chungcheongbuk-do at 
64.4ha and Chungcheongnam-do at 54.8ha. Analysis of sand deposits in the Chungcheongnam-do erosion control dam built in 
2010 confirmed an average deposit of 971.8m3. The sand deposit capacity and amount of sediment control  for erosion control 
dams have a very low correlation with basin area or flow path slope, and this needs to be addressed in future sand deposit 
capacity designs. 
Key words: basin, landslide, sand deposit capacity

Ⅰ. 서 론1)

우리나라 전국토의 약 65%를 차지하는 산지는 백두대

간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물론, 생물다

양성을 대표하는 자연환경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산

림은 국토의 근간이자, 삶의 터전이며, 자연생태계의 보고

라 할 수 있다(한국산지보전협회, 2005). 따라서 산림의 보

호는 자연생태계의 보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발생하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산

지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전까지 확인되지 

않았던 토석류의 발생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의 집중강우 현상은 각종 개발로 인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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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지의 2차적인 피해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

로 안정된 산림까지 피해를 줄 정도로 강도가 매우 큰 편

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피해는 인명피해와 재산피

해로 이어지기 쉬운데, 1997년도부터 2006년까지 자연재

해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가 1,189명이고 이중 321명이 토

석류나 산사태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강원

발전연구원, 2008). 
따라서 피해예방을 위해 피해의 원인을 제거하고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라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발생의 원인이 자연적인 기상

현상에 기인하기 때문에 원인을 제거하는 방식은 매우 어

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재해예방대책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 규모를 최소

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산림분야에서도 사방댐을 비롯한 사방사업을 통하

여 자연재해의 피해를 억제하고 있으며, 태풍 ‘루사’와 태

풍 ‘매미’ 때와 같이 집중호우마다 많은 재산과 인명을 직

접적으로 보호한 바 있다. 특히 여타 사방사업의 경우 재

해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방식인데 반하여 사방댐의 경우 

재해발생을 억제하고 동시에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

이 주요 목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방댐은 재해발생 위

험이 높은 지역이거나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

는 지역에 시설하고 있다. 하지만 사방댐에 대한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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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ocation of erosion control dam investigated.

Division No. Division No.

Gyeongsangbuk-do

Gyeongsan-si 2

Chungcheongbuk-do

Cheongwon-gun 4
Gyeongju-si 4 Chungju-si 5
Goryeong-gun 5 Jecheon-si 6
Gumi-si 6 Boeun-gun 9
Gunwi-gun 5 Okcheon-gun 4
Gimcheon-si 4 Yeongdong-gun 3
Mungyeong-si 4 Jincheon-gun 5
Bonghwa-gun 7 Goesan-gun 2
Sangju-si 5 Eumseong-gun 6

Seongju-gun 5 Danyang-gun 3
Andong-si 7 계 47
Yeongdeok-gun 3

Chungcheongnam-do

Gongju-si 3
Yeongyang-gun 4 Boryeong-si 6
Yeongju-si 5 Asan-si 6
Yeongcheon-si 3 Seosan-si 3
Yecheon-gun 3 Nonsan-si 5
Ulleung-gun 3 Geumsan-gun 7
Uljin-gun 4 Yesan-gun 2
Uiseong-gun 6 Yeongi-gun 1
Cheongdo-gun 1 Hongseong-gun 2
Cheongsong-gun 5 Buyeo-gun 6

Chilgok-gun 5 Seocheon-gun 3
Pohang-si 5 Daejeon Metropolitan city 7

계 101 계 51

주로 설치효과와 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사방
댐의 적지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적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마호섭과 정원옥(2007)은 퇴사량에 의한 시공

적지를 예측하는 방식을 통하여 모암과 임상 등 13가지 인

자와 각 인자별 점수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김종연(2009)
은 강원도 지역을 대상으로 사방댐의 형식과 입지조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각 연구는 각 지역에 

한정되어 조사가 이루어져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지역과 충

청북도, 경상북도 지역의 사방댐 시설예정지에 대한 입지

조건을 분석하여 향후 사방댐의 적지를 예측하는 기법개

발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조사대상지

본 연구의 조사대상지는 2010년도에 시설을 계획한 사

방댐 예정지로서 대전광역시 지역을 포함한 충청남도와 충

청북도, 경상북도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방댐 예정지

는 각 지자체와 지방산림청이 시설하고자 한 지역으로서, 
충청남도 지역의 경우 사방댐 예정지 51개소(대전광역시 

7개소)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충청북도 지역은 47개소, 경

상북도 지역은 101개소로 총 199개소의 사방댐 설치 예정

지이다. 특히 조사대상지는 (사)사방협회에서 실시한 타당

성 평가 대상지이다. 한편 대전․충남지역에 대해서는 타당

성평가 대상지 중 2010년에 설치된 21개소의 사방댐에 대

한 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다(Table 1).

2. 연구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2009년도에 사방댐 설치 타당성검토

를 실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방댐의 입지조건

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특히 주요 조사항목은 지황인자로

서 유역형상을 비롯하여 유역면적, 유역경사도, 유역경사

향, 유역의 표고분포, 산사태위험지역의 분포 등을 조사하

였다. 또한 임황인자로서 임상분포와 경급분포 및 영급분

포 등 3가지 항목을 조사하였으며, 수문인자로서 강수량

과 유로연장 및 하천밀도 등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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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classification of erosion control dam.

 

Concrete erosion control dam Buttress dam 

 

Masonry erosion control dam Steel crib dam

Fig. 2. Type of Erosion control dam.

Ⅲ. 결과 및 분석

1. 사방댐 시설종류

사방댐의 시설종류는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사방댐의 기능에 따라 투과형과 

불투과형 그리고 복합형으로 나뉘는데, 과거에는 불투과

형이 주로 시설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투과형과 복합형이 

시설빈도도 증가하고 있다(박배생, 2007).
조사대상지 중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지역에서의 사방

댐종류는 조사대상지 51개소 모두 중력식 사방댐 설치를 

계획하였으며, 주재료는 콘크리트와 전석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반면 충청북도 지역의 경우 47개소의 설치 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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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31개소에 대해 중력식 사방댐을 계획하였으며, 이중 29
개소는 콘크리트 사방댐을 설치하되 22개소는 콘크리트 사

방댐에 전석붙임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투과형 버트

리스 사방댐이 4개소이었으며, 복합사방댐이 8개소로 나타

났다. 한편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101개소 중 69개소에 대

해 중력식 사방댐을 시설하도록 하였으나 이중 콘크리트 

사방댐은 26개소, 전석 사방댐이 42개소, 사력 사방댐이 1
개소로 나타나 콘크리트 사방댐보다 전석 사방댐 설치를 

주로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과형 사방댐인 버

트리스 사방댐과 슬릿트 사방댐 설치계획지도 15개소로 

나타나 충남지역과 충북지역에 비해 투과형 사방댐 설치

계획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지역별로 사방댐의 시공계획에 차이가 발생

하는 것은 사방댐의 역할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즉, 투과형 사방댐의 경우 입자의 크기가 큰 암석이나 유

목들의 저지책으로는 매우 유용하고 계류가 단절되지 않는

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력의 저사능력은 떨어지기 때문

에 사방댐에 인접한 지역에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소

지가 있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다. 따
라서 충남지역의 경우 충북지역과 경북지역에 비해 사방

댐의 유역면적이 좁고 대부분 하류지역에 설치되기 때문에 

토석류와 유목을 동시에 방지할 수 있는 불투과형 중력식 

사방댐의 설치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평균 유

역면적의 크기가 가장 큰 경북지역의 경우 투과형 사방댐

의 설치비율이 비교적 높고 사방댐의 시설위치도 충남지역

이나 충북지역에 비해 상류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2). 
향후 토석류와 유목에 대한 종합적인 대비를 위해서는 

투과형 사방댐과 불투과형 사방댐의 계통적인 설치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소유역에서 다량의 토석

과 유목의 발생이 예상되고, 하류에 암거 및 복개천 등의 

시설이 있을 경우에 활용성이 높은 복합형 사방댐의 설치

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장상기 등, 2009).

2. 사방댐의 입지현황

가. 산사태위험지 현황

사방댐을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거나 재해가 발

생할 경우 재산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방댐 시설지역의 재해위험정도를 

산림청(2002)에서 제시한 산사태위험지 판정기준(이천용 

등, 2002)에 의한 산사태위험정도를 파악하였으며, 그 결

과는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개소에 대한 산사태 위험

지를 분석한 결과 산사태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의 경

우 충북지역이 4.5%인 132.2ha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Chungcheongnam-do & Daejeon metropolitan city

Chungcheongbuk-do

Kyeongsangbuk-do

Fig. 3. Landslide hazard ratio of construction reserve site 

watershed. 

대전 ․충남지역이 3.68%인 99.3ha, 경북지역이 경우 3.5%
인 551.8ha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산사태 위험성이 

높은 지역 역시 충북지역이 48.9%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

며, 다음으로는 경북지역이 47.4%이었고, 대전 ․충남지역

이 40.8%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조

사대상지의 44.5～53.4% 정도가 산사태 위험성이 높은 지

역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산림청에서 실시한 산사태위험

지의 지역별 평균값과 비교해볼 때는 오히려 낮은 수치이

다. 하지만 산림청의 산사태위험지의 특성을 파악하면 위

험성이 높은 지역의 대부분은 산의 정상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재 사방댐 설치위치를 고려할 때 산사태 위험지 

비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향후 사방댐 

시설지를 계획함에 있어 산사태 위험지에 대한 고려가 있

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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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assification of erosion control dam for watershed area. (Number; ea, Ratio; %).

Division
Chungcheongnam-do & Daejeon 

Metropolitan city Chungcheongbuk-do Kyeongsangbuk-do

Number Ratio Number Ratio Number Ratio

below 50ha 32 62.7 20 42.6 25 24.8
50∼100ha 14 27.5 23 48.9 29 28.7

100∼150ha  2  3.9  2  4.3 18 17.8
150∼200ha  2  3.9  0  0.0  9  8.9
over 200ha  1  2.0  2  4.3 20 19.8

     

          Chungcheongnam-do & Daejeon Metropolitan city Chungcheongbuk-do 

     

Kyeongsangbuk-do Total

Fig. 4. Slope analysis of investigated site.

나. 사방댐 설치예정지의 유역면적

사방댐 설치예정지의 유역면적 크기는 사방댐의 규모와 

설치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사방댐의 설치는 가

급적 계류의 상류지역에서부터 시설하여 하류로 설치개소

수를 늘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재 예산의 부족과 사방

댐 설치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하류에 집중적으로 설치되

고 있다. 따라서 사방댐의 유역면적이 커지는 경향이 있으

나 이는 지자체별로 그 편차가 큰 편이다. 즉, 강원도의 경

우 산의 규모가 크고 유역면적이 방대하기 때문에 사방댐

의 유역면적이 상대적으로 큰 편으로써, 김종연(2009)의 연

구에 따르면 사방댐 1개소당 평균 유역면적이 170ha 정도

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경상북도 지역의 경우 

1,000ha가 넘는 지역이 3개소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본 연구의 조사대상지별 평균 유역면적을 분석한 결

과 경상북도가 157.3ha로서 가장 넓은 것으로 조사되었으

며, 충청북도 지역과 충청남도 지역은 각각 64.4ha, 54.8ha
로 비교적 유역면적이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특히 충청남도 지역의 유역면적이 적게 나타난 것은 산

세가 매우 작은 편이기 때문으로, 충남발전연구원(2006)의 

연구에 따르면 산림패치 규모가 8,000ha 이상인 곳이 6개

소, 1,000ha 이상인 곳이 29개소, 100～1,000ha 미만인 

지역이 195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다. 사방댐 설치지역의 지형분석

사방댐의 설치지역의 지형분석을 실시한 결과 충남지역

의 경우 평균 경사도는 27.5도이었으며, 충북지역은 29.6
도, 경북지역은 25.3도로 나타났다. 각 경사도별 분포현황

은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 이하인 지역이 전체 

대상지 중 23.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30° 
지역이 37.5%에 달하고, 30° 이상인 지역이 전체 대상지

의 39.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매우 급경사 지역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이는 우리나라 산지의 75.2%가 

15～35°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15° 이하가 13.1%, 35
도 이상이 11.7%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방댐 시설예정지가 



사방댐 입지조건에 관한 연구 -충청지역과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농업과학연구 제37권 제2호, 2010. 9228

Table 3. Forest vegetation map analysis of investigated site. (Area: ha, Ratio: %).

Division
Chungcheongnam-do & 

Daejeon Metropolitan city
Chungcheong

buk-do
Kyeongsang

buk-do Total

Area Ratio Area Ratio Area Ratio Area Ratio
Mixed forest 627.8 23.4 689.2 23.8 6,028.7 41.5 7,345.7 36.5
Deciduous forest 1,192.9 44.4 1,409.2 48.6 4,498.7 30.9 7,100.8 35.3
Pine forest 321.7 12.0 209.1 7.2 2,266.8 15.6 2,797.6 13.9
Larch forest 153.0 5.7 312.3 10.8 1,254.5 8.6 1,719.8 8.5
Korean pine forest 19.8 0.7 46.5 1.6 339.6 2.3 405.9 2.0
Pitch pine forest 182.1 6.8 21.8 0.8 122.8 0.8 326.7 1.6

Deciduous plantation 166.3 6.2 46.2 1.6 6.7 0.0 219.2 1.1
Chestnut forest 24.2 0.9 3.6 0.1 0.0 27.8 0.1
The others 0.4 0.0 161.9 5.6 24.1 0.2 186.3 0.9

매우 급경사 지역임을 알 수 있다(국립산림과학원, 2004).
또한 사방댐 유역의 해발고도 분석은 충남지역만 실시하

였는데, 분석결과 200m 이하인 지역이 전체 대상지의 17.8%
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0～400m 지역이 56.7%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400～600m 지역이 23.5%, 600m 
이상인 지역이 2.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충청남도 

지역의 산림이 비교적 낮은 구릉성 산지이며, 사방댐의 위

치 역시 하류에 집중되어 설치되기 때문이다. 한편, 경사

향 분석결과는 모든 경사향이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3. 사방댐 설치예정지의 임황

사방댐 설치예정지에 대한 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침활혼효림이 36.5%로 가장 많았

으며, 다음으로는 활엽수림이 35.3%, 소나무림이 13.9%, 
낙엽송림이 8.5%의 순이었다. 한편 지역별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임상의 경우 충남지역과 충북지역은 활

엽수림이 각각 44.4%와 48.6%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

하고 있었으며, 경북지역의 경우 침활혼효림이 전체 면적 

중 41.5%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또한 영급분석 결과는 1영급이 4.1%로 나타났으며, Ⅱ
영급이 8.7%, Ⅲ영급이 39%로 조사되었다. 또한 Ⅳ영급

이 36.2, Ⅴ영급이 10.1%, Ⅵ영급이 1.9%로 조사되었다.

4. 사방댐의 저사용량

사방댐의 효과는 산각을 고정하고 상류로부터 발생하는 

토석류 등을 억제하여 재산과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방댐의 설치 효과가 높은 지역에 시설할 필요가 있으며, 
주요 인자로는 산사태위험지의 포함여부와 사방댐의 저사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계류의 경사도나 모암의 

종류 등 다양한 인자가 있으나 이는 정량적으로 표현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사방댐의 효과를 사전에 판별

하기 위해서는 사방댐 유역의 위험성과 사방댐의 저사능

력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중 2010년도에 충청남도

에 설치된 사방댐 중 21개소에 대한 저사능력을 조사한 

결과 사방댐 1개소당 평균 971.8m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김종연(2009)이 조사한 강원도 지역의 평균 저사용량

인 2,673m3에 비해서는 낮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강원도 지역의 경우 사방댐의 규모가 상장의 경우 평

균 33.25m, 하장이 25.30m, 높이 6.15m인 것에 반해 충

청남도 지역의 경우 사방댐 상장은 평균 24.71m, 하장 평

균 16.83m, 높이는 3.26m로 규모가 작게 설치되기 때문

에 저사용량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근상 등(2007)의 연구에 따르면 사방댐의 규모가 큰 것보

다는 현지 유역의 토사유출량 등을 고려해 적절한 규모로 

시설하는 것이 토사유출 저감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는 점과 소양강댐 지역의 사방댐들이 규모가 

다소 과도하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으므로, 지역별로 적절

한 사방댐의 규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 결과 사방댐의 저사능력은 사방댐 설치예

정지의 유역면적과 유로경사 등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김종연(2009)이 수행한 강원도 지역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일반적

으로 유역면적이 클 경우 저사용량도 충분한 양을 확보해

야 하는 만큼 향후 사방댐의 입지 선정시 유역면적과 토

사침식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사방댐 시설예정지의 수문조건

사방댐 시설예정지에 대한 유출량 및 방수로의 계산을 위

해 사용된 수문조건을 분석한 결과 유출량과 직접적인 관

련이 있는 강수량은 모두 1시간당 최대강수량을 적용하였

는데, 경상북도의 경우 강우데이터의 빈도분석을 통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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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강도를 계산하였으며, 충남지역과 충북지역은 기상관측

소의 과거 30년 강수데이터 중 1시간 최대강수량 자료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강우강도가 가장 높게 측정된 지역은 

충청남도 공주시로 116mm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경상

북도 울진군의 53.5mm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의 기상현

상을 고려한 강우데이터를 구하고자 한다면 경상북도와 

같이 강우데이터의 빈도분석을 통해 강우강도를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유출량을 구하

기 위해서는 각 유역별 도달시간을 고려한 강우강도를 구

해야 하므로 타당성 평가에서 이를 적용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경상북도의 현재 평균 적

용 강수량은 66.9mm로 충청북도의 85.5mm, 충청남도의 

89.3mm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다. 따라서 현재 경상북

도에서 적용한 강우강도 계산식을 이용할 경우에는 도달

시간을 적용하도록 하며,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

는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지역에서 적용한 기상관측소 데이

터 중 1시간 최대 강수량 기록을 적용하는 것이 더욱 타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하천길이에 대한 유역면적의 비인 수계밀도에 대

한 조사결과 경상북도의 경우 3.03으로 조사되었으며, 충

청북도는 2.86, 충청남도는 2.68로 나타나 경상북도의 유

출응답이 가장 빠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Ⅳ. 결론 및 제언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지역에 설치되는 사방댐의 입지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사방댐의 적지 기준을 수립하는 데

에 기여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충청남도와 대

전광역시 지역에 주로 설치되는 사방댐은 불투과형 중력

식 사방댐으로 주재료는 콘크리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충청북도와 경상북도는 투과형 또는 복합형 사방댐

의 시설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방댐 

시설예정지의 유역분석 결과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지역

이 전체 면적 중 44.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사방

댐 시설예정지의 선정이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시설예정지의 유역면적은 경상북도가 157.3ha로서 가장 

넓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충북지역과 충청남도 지역은 

각각 64.4ha, 54.8ha로 조사되었다. 유역면적이 사방댐 시

설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도한 설계에 대한 문

제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편 충남지역의 사방댐 저사효과를 분석한 결과 평균 971.8 
㎥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강원도에 비해 상대적으

로 적은 규모로서 사방댐의 규모가 작고 유역의 면적이 작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 

지역에 설치를 추진 중인 사방댐의 입지조건 분석을 통하

여 제시된 결과는 향후 사방댐의 적지분석 기법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은 산림청의 ‘사방사업의 표준품셈 개발’(과제

번호; S110910L040110)연구의 지원에 의해서 연구되

었음.

참고문헌

 1. 강원발전연구원. 2008. 강원도 산지재해 발생특성 및 방

호대책. 71p.
 2. 국립산림과학원. 2004. 임도밀도 목표량 산정 연구. 114p.
 3. 김종연. 2009. 우리나라 사방댐 정책과 현황에 대한 연구

-강원도를 사례로. 한국지형학회지 16(4): 131-144.
 4. 마호섭, 정원옥. 2007. 산지사면에 있어서 퇴사량에 의한 

사방댐의 시공적지 예측. 한국임학회지 96(3): 300-306.
 5. 박배생. 2007. 슬릿트 사방댐의 현황과 개선방향. 강원대

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2p.
 6. 이근상, 이명진, 홍현정, 황의호. 2007. GIS를 이용한 사

방댐의 토사유실 저감효과 분석.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0(1): 
158-168.

 7. 이천용, 최경, 이종학, 이창우. 2002. GIS를 이용한 산사

태 위험지도 작성기법 개발. 산림과학논문집 65: 1-10.
 8. 장상기, 김영식, 유용현, 전근우, 김민식. 2009. 강원도에 

있어서 유목 및 토석류 제어를 위한 슬릿트 사방댐의 현

황과 과제. 산림공학기술 7(1): 1-11.
 9. 충남발전연구원. 2006. 위성영상을 활용한 충남지역 산림 

실태 및 관리방안. 71p.
10. 한국산지보전협회. 2005. 대규모 산지훼손지 실태조사 원

인분석 및 지속가능한 산지보전을 위한 모니터링 방안. 
311p.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50072006d0065007400740061006e0074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61006d00e9006c0069006f007200e90065002e00200049006c002000650073007400200070006f0073007300690062006c0065002000640027006f0075007600720069007200200063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improved printing quality.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60065007200620065007300730065007200740065002000420069006c0064007100750061006c0069007400e40074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100740020006600e5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50065006e0020006200650074006500720065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75006d0065006e0074006100720020006c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1006c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90072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6400e40072006d006500640020006600e50020006200e40074007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