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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피해증가에도 불구하고 사면조사 전문인력 부족 및 조사부분의 기술이 정량화하지 못해 효율적인 유지관리

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험 급경사지에 대한 과학적인 현장조사 및 평가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기존 야

장기입에 의한 조사방식에서 탈피하여 현장조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증대시킬 수 있는 급경사지 유지관리 및 피해조

사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급경사지 현장조사 및 실내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소

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선정 하였으며, 급경사지 조사 자료를 기입할 수 있는 ‘현장정보 입력시스템’과 확보된 자료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 ‘분석시스템’으로 구성된 ‘모바일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모바일 시스템을 이용하여

급경사지 붕괴가 발생한 현장에 적용하여 활용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현장조사 소

요시간과 인력을 절감하고 급경사지 관리, 분석, 피해예방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급경사지, 급경사지 유지관리, 현장조사, 모바일 시스템

The efficient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steep slopes often require excessive professional resources and

quantitative investigation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develop technology for objective scientific site investiga-

tions and quantitative evaluations of steep slopes. This study proposes a ‘Mobile System’ for steep slopes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site investigations compared with conventional methods using anevaluati on table.

By analyzing site investigations and desktop studies, the required software and hardware are identified to develop

the ‘Mobile System’, consisting of a ‘Field Information Input System’ and an ‘Analysis System’. The applicabil-

ity of the system is verified by its application to an area with steep slopes affected by debris flows. The use of this

system is expect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maintaining steep slope sand to reduce the time and resources

required.

Key words : Steep slopes, Slope maintenance, Site investigation, Mobile System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의 발생횟

수와 재해로 인한 피해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에서도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

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대표

적인 자연재해인 급경사지 붕괴는 매년 평균 18명의 인

명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국립방재연구원, 2011). 이러

한 급경사지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험 급경사지

에 대해 과학적인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위험성을 정량

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붕괴가 발생한 급경사지

에 대해서는 피해양상 및 규모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효

과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일상적인 급경사지

점검 혹은 붕괴가 발생한 급경사지의 현황 및 원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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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지질, 지형, 수리, 식생 등 여

러 분야에 대한 자료수집이 요구된다. 현장조사자는 붕

괴현장의 악천후, 추가붕괴의 위험 등의 악조건 속에서

도 현장자료 수집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때로는 수집된 자료의 관리 및 정리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이처럼 현장조사의 애로점과 급경사지

피해증가에도 사면조사 전문인력 부족 및 조사부분의 기

술이 과학화되지 못해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급경사지 복구를 위한 피해조사에 많

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보다 신속하고 객

관적으로 피해규모를 산정해야 한다. 특히, 2008년도 하

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급경사지에 대한 조사수요 및 이에 따른 업

무가중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 야장기입에 의한 조사방식에서 탈피하여 현장조사

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급경

사지 조사 및 분석시스템 개발이 요구된다. 

급경사지의 조사 및 관리 분야에서 IT기술을 접목한

조사방법 및 장비개발 연구는 구호본 등(2007), 황상기

와 유병옥(2005), 이승호(2005), 백용과 권오일(2008),

장수익 등(2010), 박성욱과 박혁진(2011)에 의해 수행되

었으며, 심재현 등(2006)은 디지털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상용 PDA와 소형 GPS 수신기를 이용하여 홍수로 인해

하천분야 피해조사 조사장비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지금

까지의 조사시스템 연구는 주로 인공사면의 현황조사에

중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자연사면의 위험성

평가, 산사태로 인한 토석류 확산 및 피해범위 산정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인공사면 뿐만 아니라 자연사면에 대해서도 현

장 관리자가 붕괴 및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급

경사지 재해로 인한 피해규모 산정, 급경사지 현장조사

데이터 취득 및 저장관리, 데이터 활용 및 분석 등의

작업을 효율적으로 구현함으로써 기존 점검 및 조사방

법에 비해 작업소요 시간과 인력을 절감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현장조사 및 실내업무 프로세스 분석을 

통한 HW/SW 선정

급경사지 재해가 발생되면 붕괴 원인분석 및 피해정

도를 산정하기 위해 선행 실내조사, 현장조사, 실내분석

을 실시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실내조사는 산사태 현장

의 위치를 조사하고, 산사태 원인과 피해정보 분석을 위

해 지형/지질조건 및 과거 붕괴이력, 보수·보강이력 등

을 검토해야 한다. 현장조사는 피해지역으로 직접 이동

하여 사고현장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사고현장의 지형

학적 정보획득을 위한 급경사지 제원조사, 재해 발생시

간, 위치, 붕괴유형 및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한 붕괴

현장조사 및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피해현황 조사를 실

시해야 한다. 현장조사가 끝나면 조사과정에서 수집한

현장정보, 사진정보, 위치정보, 리스트 정보를 분류하여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하게 된다. 이후 DB에 저장된

각각의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등급 평가표를 통해 위험

등급을 판정하고 붕괴원인 및 피해정도를 수집하여 분

석하고 보고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된다(Fig. 1).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조사과정마다 다양

한 종류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활용된다. 우선 실

내분석 작업을 위해 DB 서버와 GIS 프로그램과 같은

분석시스템이 필요하고 각각의 하드웨어를 호환 운용하

기 위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요구된다. 현장에서는

사고 현장으로의 이동을 위해 GPS 및 내비게이션이 필

요하고 위치적 정보 파악을 위해 일반현황조사를 위한

GPS와 노트북이 필요하다. 급경사지 현황조사를 위해

붕괴규모 파악과 원인분석을 위한 거리측정기 및 콤파

스가 조사장비로 사용되고 붕괴현황조사 및 피해현황조

사를 위하여 현장상황의 기록을 위한 카메라와 GPS를

이용하게 된다. 급경사지 현장조사 Mobile System의 개

발목적은 기존의 급경사지 현장조사 및 실내분석 업무

프로세스에서 소요되는 과다한 인력과 시간의 투입을 절

감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현장조사 시 이용되는 하드

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분석하여 이들을 조사업무와 유

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

요하다. 이에 급경사지 현장조사 및 실내업무를 분석하

여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장비의 요구기능을 도출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유도함으

로써, 시스템 개발에 사용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를 선정하였다. 지형학적 위치정보, 지형정보 획득 장치

인 GPS는 정밀도가 높은 소끼아(SOKKIA)의 DGPS를

선정하였다. 길이, 방향, 경사와 같은 지형정보 측정 장

비인 거리측정기는 라이카(LEICA)의 DISTO A6로 선

정하였으며, 현장조사 운용 및 조사정보 저장장치인 휴

대용 컴퓨터는 파나소닉(PANASONIC)의 CF-19 장비를

선택하였다. 현장 이미지자료 입력 HW 장치로는 리코

(RICOH)의 Caplio 500G SE B/W 모델을, SW 장비

로서는 지리정보 시스템인 ESRI사의 GIS Engine,

ArcGIS Extension을 Mobile System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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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System의 현장점검 효율성, 해석시스템 설계

를 위한 기본도(Base map)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발행한 TM(Vessel)좌표-중부원점 127o 기준의 축척

1:250,000 수치지질도를 선정하여 개발하였다. 하지만,

급경사지 개개 현장의 정밀한 지질적 특성 분석을 위해

서는 축척 1:50,000 이상의 대축척 수치지질도가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GIS 지형자료는 지형도, 식생도, 토양도

를 활용하였다. 지형도에는 건물, 도로, 철도, 수계, 경

계, 기타경계, 지형, 기타지형, 교통도로, 행정경계 등 총

83개의 세부 레이어정보가 있다. 그중 지형, 건물, 도로

등과 같이 급경사지 소재, 행정구역, 지형, 피해 추정 등

에 필요한 필수 항목을 시스템 개발에 반영하였다.

현장조사 Mobile System 개발

현장정보 입력시스템 

현장조사 Mobile System은 크게 급경사지 붕괴현장

에서 조사 자료를 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현장정

보 입력시스템(Site Information Input System)’과 확보

된 자료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 ‘분석시스템(Analysis

System)’으로 구성하였다. Mobile System 개발에 앞서

본 시스템이 활용될 기존 조사 및 분석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기능을 도출

하였다. 급경사지 Mobile System은 현행 육안 및 인력

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존 현장조사 방식에서 탈피하

여 조사에 걸리는 시간을 절감하고 편의성을 증대시키

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조사자가 붕괴현장 여건에 대

한 충분한 판단을 위해서는 많은 자료의 조사 및 입력

이 요구된다. 이중 기존방식의 현장조사에 시간소요와

위험성이 큰 작업종류로는 급경사지의 기하조건에 관련

된 연장(폭), 길이(상하), 높이, 경사, 경사방향, 면적 등

을 측정하는 과정이 있다. 이를 Mobile System에서 제

공하는 GPS에 의한 위치좌표나 수치지형도에서의 기하

조건 분석기능을 이용할 경우 이동궤적 (Tracking) 및

원격으로 임의 점의 좌표를 입력하여 현장정보 입력이

가능하다. 또한 해당 급경사지의 구성 암종이나 수리조

건, 식생분포, 가옥분포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입할 경우,

각종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기초정보 기입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수치지형도는 산사태 취약성 및 피해범위

산정연구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Fig. 2는 업무프로세스

및 요구기능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사용자 위주의 편의

성을 고려한 입력시스템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주(Main) 화면은 크게 조사현장을 검색하고 관리하는

색인창, 관리현장을 지도상에 표시하는 지도 표시창, 각

종 레이어에 대한 속성 표시창, 정보입력 및 분석창으로

구성하였다. 정보입력 분석창은 현장조사 자료의 입력

및 급경사지 위험도 평가, 안정성평가 등의 각종 분석탭

으로 구성되며, 급경사지 붕괴사면 현황정보 입력창은

Fig. 1. Work flow of desktop studies and site investigations of steep slope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 20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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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기하조건, 지형/수리 조건, 지질/지반조건 및

현장사진 정보 등 급경사지의 기본정보를 입력할 수 있

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길이, 방향 등의 기하조건의 경

우 GPS 좌표나 수치지형도의 정보를 이용하여 조사자

가 현장에서 원격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 수치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급경사지 붕괴현황 자료로는 붕괴유형 및 면적, 심도,

길이, 높이 등이 있으며, 이중 붕괴면적의 경우 실제 추

Fig. 2. Full extent and input screens of the Mobile System.

Fig. 3. Geologic information and the input window using base m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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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붕괴 가능성이 상존하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붕괴부

주변을 측량하여 면적을 산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GPS 좌표정보 및 수치지형도 상에서 다각형 객체를 생

성한 후 객체의 면적정보를 얻음으로써 산출하는 자동

계산방식을 구현하였다. 또한 붕괴피해에 의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주변구조물 분

포현황과 실제 발생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 정보를 입

력하기 위한 피해구조물 분포현황 기입이 가능하도록 구

성하였다. 붕괴 급경사지의 현장위치, 관심 위치사이의

거리, 이동궤적(Tracking), 급경사지 분포 범위 등의 자

료는 실시간 GPS 위치좌표를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도

록 하여 현장조사 시간을 절감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본도로 확보된 지질도, 토양

도, 지형도 등의 레이어를 현장 조사시 각 조사항목에

맞추어 화면에 도시하고 이를 GPS를 이용한 현재 좌표

와 중첩하여 붕괴지역의 암상, 식생종류 등의 정보를 활

용하여 현장에서 붕괴원인 등을 보다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Fig. 3). 

 

현장정보 분석시스템 

현장정보 분석시스템에서는 현장에서 취득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 정보를 검색하

고, 위험등급을 판정하고, 안정해석을 수행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였

다. 또한 Mobile System에 사용되는 각종 자료의 전송

및 연계방안과 그 자료가 분석시스템 내의 위험도 및

안정성 평가에서 자동 기입되어 입력 자료로 활용되는

방안 등을 분석하여 시스템 개발에 반영하였다(Fig. 4).

또한, 현장정보 해석시스템은 현장에서 측정된 GPS 좌

표, 거리산정에 의한 수치, 공간속성 정보(암종, 식생, 토

심) 등을 기본도 표시창의 수치지형도에 도시하여, 현장

조사자의 목적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급경사지 점검,

붕괴발생 시 원인 및 피해현황 분석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조사된 급경사지의 위험등급 판정은 Mobile System

입력시스템을 이용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얻어진 자료

를 활용하여 손쉽게 위험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급경사

지 위험등급 판정은 국립방재연구원의 위험등급 평가표

(국립방재연구소, 2009b)를 적용하여 토사지반과 암반지

반으로 구분된 평가체계를 시스템에 반영하였다(Fig. 5).

위험도 평가항목 중 앞서 획득된 조사 자료에 대해서는

각 배점구간과 기 입력된 수치를 상호 비교하여 신속한

Fig. 4. Overview of the analysis system based on fiel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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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선택 및 배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암반사면의 경우, 현장에서 조사된 사면방향과

불연속면 방향성 자료 등 관련정보를 이용하여 평사투

영해석, 한계평형해석을 통합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안

정해석 모듈을 시스템 내부에 구현하였다(Fig. 6). 이중

평사투영해석은 쐐기파괴 안정해석, 평면/전도파괴 안정

해석으로 구성하였고, 입력된 경사, 불연속면, 마찰각, 평

면파괴각, 전도파괴각 정보를 이용하여 불안정 영역을

화면에 도시하여 사용자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한계평형해석은 쐐기파괴, 평면파괴로 구성

하였고, 입력된 경사, 불연속면, 마찰각, 평면파괴각, 전

도파괴각, 점착력, 상부사면, 사면높이, 단위중량, 지하수

위, 설계안전율 정보를 이용하여 안정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Mobile System은 입력시스템을 통해 얻어진 입력 자

료와 위험등급 평가 분석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종

합하여 표준양식에 따라 결과로 출력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대장형태로 보관하던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

Fig. 5. Stability evaluation table used in developing the system.

Fig. 6. Slope stability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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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관리함에 따라, 효율성과 활용성의 증대를 도모

할 수 있다. 또한 담당자의 보직변경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자료관리 상의 허점을 보완하고 필요자료를 손쉽

게 검색하고 출력, 열람함으로써 자료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Mobile System을 이용한 현장조사

개발된 Mobile System을 이용하여 급경사지 붕괴가

발생한 현장에 적용하여 급경사지 현황과 붕괴 원인, 피

해범위 및 급경사지 위험등급을 판정하였다. 조사대상

급경사지는 자연사면으로 2011년 7월 28일 발생한 집중

호우(일강우량 398.0 mm/일, 최대시우량 44.0 mm/hr)로

인해 토석류가 발생하여, 급경사지 직하부에 위치한 암

자 및 가옥이 붕괴되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장이

다(Fig. 7).

Mobile System을 이용한 현장조사는 다음과 같은 단

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재해현장으로 이동하여 Mobile

System의 base map을 활성화 시킨 후 GPS를 연결한다.

연결된 GPS를 통해 획득된 실시간 위치좌표는 조사자

위치에 자동적으로 도시되므로 손쉽게 재해현장의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둘째, GPS 위치정보를 이용하

여 Mobile System 지도 표시창에 급경사지 객체를 생

성한다. 자연사면의 경우 급경사지 현황 및 붕괴 현황,

피해범위 산정은 앞서 언급한 GPS 이동궤적(Tracking)

을 이용하여 분석객체를 생성한 후 해당정보를 손쉽게

계산할 수 있다. 즉, 현장 조사자가 이동궤적(Tracking)

으로부터 급경사지의 분포 범위를 다각형으로 구성함으

로써 DEM을 작성하고, 삼각망을 형성하여 지표

(Surface) 모델을 완성한 후 조사현장에 대한 방향과 경

사, 면적을 산출하는 것이다. 현장조사 시 도보로 이동

가능한 지역은 실시간 GPS 위치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

으나, 본 현장의 경우 일부구간은 추가붕괴가 우려되고,

발생된 토석류로 인해 이동이 제한되어, GPS 좌표정보

및 원격으로 여러 점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급경사지 객

체를 생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급경사지 위치

(GPS 좌표), 연장(219 m), 길이(143.3 m), 높이(54.8 m),

경사(35o), 경사방향(135o) 등을 자동으로 계산 하였으며,

수리조건, 현장사진 등은 직접 입력하였다. 위에 언급된

기하조건 중 급경사지 높이와 경사는 생성된 급경사지

의 상하부를 기준으로 평균치를 자동 계산하여 산정되

며, 연장 및 길이 등은 지도 표시창의 임의의 두 점을

측정하거나, 준비한 거리측정기로 거리를 산정하여 입력

하였다. 

세 번째로는, Mobile System상의 기본도(지질도, 지형

도, 건물, 도로 레이어 등)를 활용하여 급경사지의 지형

및 지질특성 정보, 피해범위를 입력하게 된다. Mobile

System의 지형도를 통해 붕괴발생 시점 및 피해지점이

계곡부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도 표시창 붕

괴발생 위치에 현장정보 입력기능을 사용하여 붕괴지역

이 충적층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붕괴발생 지역은 하천

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 충적층 지대임을 감안할 때

Mobile System의 지질특성 정보가 정확함을 알 수 있

었다(Fig. 8).

네번째로, 수치지형도 상에 도보 및 원격으로 생성한

GPS 위치좌표를 이용하여 피해범위(토석류 확산범위)를

산출하였다(Fig. 9(a)). 피해범위는 수치지형도에 객체를

생성한 후 객체의 면적정보를 얻음으로써 계산할 수 있

Fig. 7. Overview of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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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해범위 산출결과, 급경사지 재해발생 시점부에서

토석류 확산부까지의 거리는 351 m, 붕괴부 최대폭은

219 m으로, 총 피해면적은 22,770 m2로 분석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현장조사 후 실내분석(ArcGIS)으로 분석한

결과와 동일하게 산출되었다(Fig. 9(b)). 또한, 레이어상

에 주택 및 가옥, 도로 레이어 등을 활성화 시켜 피해

구조물 분포현황 기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

해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들은 자동 기입되어 피해가옥

(2채) 및 건물(6채)의 수를 자동으로 파악하였다. 

현장조사의 마지막 단계로 Mobile System을 이용하

여 현장조사 보고서를 생성한다(Fig. 10). 현장조사 보고

서는 앞서 입력한 급경사지 및 붕괴 현황, 피해범위, 위

험등급 평가 등의 정보가 분석시스템으로 자동 연동되

어 ‘급경사지 일반현황’ 및 ‘위험등급 판정’ 보고서가 생

성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표준양식에 따라 도출된 결

과보고서는 기존 대장형태로 보관하던 관련 자료를 전

Fig. 8. Analysis of geologic characteristics using the Mobile System.

Fig. 9. Comparison of damaged area arising from slope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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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서 형태로 관리할 수 있다. 급경사지 재해현장은 붕

괴 토사, 지자체 및 관리기관의 긴급대응 등으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로, 정확한 조사정보를 얻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Mobile System을 이용한 현장조

사는 관련정보 입력시 합리적인 판단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육안조사 자료와 함께

종합 판단함으로써 획득 자료의 신뢰성과 조사 효율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또한 Mobile System을 이용하여

급경사지 현황 및 원인, 복구를 위한 피해범위 산정, 급

경사지 위험도 판단 등을 정량적으로 신속하게 수행하

여, 피해정도를 평가하고 대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근

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현장조사 시간을 절감하고 안

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결 론

기상이변에 따른 급경사지 피해증가에도 불구하고 사

면조사 전문인력 부족 및 조사부분의 기술 비정량화로

인해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위험 급경사지에 대한 과학적인 현장조사 및

평가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

존 야장기입에 의한 조사방식에서 탈피하여 현장조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증대시킬 수 있는 급경사지

Mobile System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급경사지 유지관리 및 피해조사를 위한 Mobile

System 개발을 위한 첫 단계로 급경사지 현장조사 및

실내업무를 분석하여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장비의 요구

기능을 도출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평가

항목을 유도함으로써, 시스템 개발에 사용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합리적으로 선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

로는 급경사지 현장조사 자료를 기입할 수 있는 현장정

보 입력시스템과 현장에서 취득된 자료를 바탕으로 급

경사지 위험등급을 판정하고, 안정해석을 수행하여 결과

를 도출하는 분석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Mobile System을 이용하여 붕괴가 발생한 급경사지 현

장에 적용하여 급경사지 현황 및 원인조사, 피해범위를

산정하고, 급경사지 위험등급을 판정하여 효율성을 검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Mobile System을 이용하여 급경

사지 현장조사 시 발생되는 여러 자료를 효율적으로 수

집·분석하고, 위험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함으로서 기존

점검방법에 비해 시간과 인력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이

라 판단된다. 또한, 급경사지 관리, 분석, 피해예방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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