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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환경배려”의 사회적 이슈화 배경
급증하는 사방시설 그리고 미래의 고민, 환경성
- 면적 16,000여 ㎢의 강원도는 경사면적이 18,600 ㎢에 이르고, 계곡 및 하천밀
도가 전국최고인 산악지역임
- 최근 10년간 도내에서 시행된 토사재해 예방 및 복구차원의 사업은 산사태 복
구 1,539ha(사업비 1,320억원), 계곡 안정화 사방댐 869개소(사업비 230억), 계
류환경 보전사업 121개소(연장 131km)이며
- 최근 집중강우 경향, 도시화 경향, 농산촌개발 경향 등을 고려하면 재해예방 및
복구 차원의 사방사업 대상지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76: 14,288ha/yr; ’80: 231ha/yr; ’90: 349ha/yr; ‘00: 667ha/yr로 급증)
- 이에 따라 녹음이 풍부하던 가시권내 산림지내에도 경관, 생태 측면에서 이질
적 사방시설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국가적 인명중시사회 그리고 세계적 생명
자본주의 시대로 진입하게 되면 도시형 사방시설의 증가가 불가피할 것임
- 현단계에서 사방시설의 증가에 의한 환경가치 저해 요인을 직시하고 이를 해소
하기 위해서는 사방, 환경, 도시, 방재 분야의 폭 넓은 의견 수렴이 요구됨

Ⅰ. “환경배려”의 사회적 이슈화 배경
우리나라의 높은 산림율, 인구 그리고 불가피한 도시팽창

< 각국의 인구밀도와 산림면적>
<도시의 확산(Sprawling) 현상 개념>
- 도시주변지역: 내측은 도시지향적 제기능, 도시용도의 토지이용이
뚜렷하게 전개되며, 외측은 경관상 농촌적 토지이용 양상, 도시지향
적 제요소의 침입충돌 현상 확인
- 도시음영지역: 도시기반 하부구조 시설 미비, 토지소유관계 복합,
비농가구 및 주민통행 패턴
- 촌락배후지역: 중심도시의 최대 통근지역. 주말 및 계절적 생활공간
(참조: Bryant. C.R. et al., 1982, The City's Countryside Longman,
London, P 12)

< 우리나라의 산사태 발생면적 변화 경향>

토석류 피해 전경

Ⅰ. 강원도의 사방사업 전개 유형- 2011년 춘천 천전리
평균 붕괴폭(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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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29525㎡ , 둘레: 737m, 길이: 255.15m

평균 붕괴폭(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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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6190 ㎡, 둘레: 371m , 길이: 156.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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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강원도의 사방사업 전개 유형 - 2012년 춘천 천전리

피해 후 가리산리 3반의 모습

Ⅰ. 강원도의 사방사업 전개 유형

(2006 수해 직후 촬영 항공사진)

- 2006년 인제 가리산리-

토석류 피해 직후 농경지내 확폭된 구거
(폭 2m 이상, 깊이 1.5m)

2002
26m

2006
104m

2008

103m

Ⅱ. 일본의 사방사업 태동과 근본 개념
1871

Ⅱ. 사방사업의 대상공간과 목표

Ⅱ. 토석류 대책공(토석류대책기술지침 2000.6)
① 토석류 포착공
④ 토석류 분산수림대

② 토석류 유도공
③ 토석류 퇴적공
⑤ 토석류 유향제어공 ⑥ 토석류 발생억제공

토석류의 현상과 공법의 기능
위치
발생부
유하부

퇴적부

현

상

구체적인 공법

산사태, 계상퇴적물 이동 등

산복공사, 바닥막이, 사방댐 등

산사태, 사면붕괴 등

산복공사, 바닥막이, 사방댐 등

토석류 선단부의 충돌

각종 투과형 사방댐

토석류 선단부의 범람

저사용량의 확보

토석량의 증가

저댐군공법, 바닥막이, 사방댐 등

후속류의 범람

사방댐(용량), 유도둑, 유로공 등

유목에 의한 재해

유목막이

정지, 퇴적에 의한 매몰

유사지(모래막이), 수림지대 등

선단부의 직격

사방댐(바닥스크린), 유사지 등

후속류의 범람

유도둑, 유로공

재침식

유로공, 바닥막이 등

Ⅱ. 일본의 사방사업의 현상과 대응
구조물대책

중점투자항목

정비율 약 20%

▪ 재해약자대책
▪ 2차 재해방지

일본의 사방사업 관련 예산(약 4천억엔/년)⇒매년 전국의 위험개소의 약 1％에 사방시설을
시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현재의 상태라면 8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비구조물대책

주민의 방재의식 계발・정보공개

어디가 위험한가?

▪ 지역방재계획에 게재
▪ 토사재해위험개소조사
▪ 해저드 맵의 작성・배포

언제 위험한가?

▪ 정보기반정비(우량정보 등)
▪ 토사재해예측시스템(토사재해경계피난기준
우량, 토사재해경계정보)
▪ 토사재해정보상호통신시스템

어떻게 해야 하나?

▪ 경계피난체제 확립(상황, 피난로, 피난장소)
▪ 토사재해방지법

Ⅱ. 일본의 사방사업 개념의 변화 -도시사방
과거의 도시사방 개념:
황폐계류: 토사생산, 토사유과, 토사퇴적
도시사방; 주거지의 확장, 이동으로 퇴사, 유과공
간의 별도 배려가 곤란
⇒ 산복공, 붕괴방지공, 침식방지공, 호안공, 바
닥공
⇒ 난류방지공과 신속한 토사배출공 위주로 사
업이 시행됨
1954년 히로시마현 呉市(くれし) “도시사방” 개념
산지 황폐계류

Ⅰ

도시 황폐계류

Ⅱ
Ⅲ
Ⅰ 토사생산
Ⅱ 토사유과
Ⅲ 토사퇴적

Ⅳ

Ⅰ

Ⅰ
Ⅱ
Ⅳ

Ⅲ

Ⅲ

Ⅱ

히로시마현 쿠레시의 경우, 도시지역의 확장으로 토사생
산구역에 촌락과 농경지가 형성되면서 토사유출에 의한 피
해보다는 붕괴 등에 의한 직접 피해를 받음
이러한 경우, 저사를 위한 공간이 없으므로 토사를 바다로
신속히 배출하는 것이 우선되므로, 토사유과와 관련된 개념
과 공종이 상당부분 축소됨

현대의 도시사방 개념
① 기능 배려
② 경관 배려
③ 생태계 배려
④ 지구환경 배려
⑤ 지역의 문화 배려
⑥ 공사기간 중의 배려
⑦ 비용의 배려
⑧ 지역 활성화에 기여

Ⅲ. 일본의 환경배려 사방사업 정의
『환경배려』 사방사업이란?
◇ 유역, 계류가 본래 지니고 있던”특성”을 훼손하지 않는 것
『환경배려』 사방사업의 사례
◇ 휘귀 생물종, 멸종위기종의 보존 노력 및 그것을 구조물에 반영하는 것
◇ 투과형 사방댐의 설치(상하류 연결성 보완)
◇ 사면붕괴에 대비한 사방사업 추진시 사면에 “立木”을 그대로 잔존시키는 것
◇ “魚道” 등 상하류 생태계 연결을 위한 구조물 도입
◇기설 사방댐의 slit화(폐쇄형=>투과형으로 개조)
- 토사정비율의 향상 vs 토사재해 방지기능 저하, 슬리트 폐색원인인 유목처리
- 하류로의 적절한 토사공급 vs 급격한 하상변동으로 인한 하류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
- 어류 등의 “遡上・降下” 저해하지 않는 것(계류환경의 향상)

階段式と斜路式を組み合わせた全面魚道を設置

Ⅲ. 일본의 환경을 배려한 사방사업
-環境保全砂防의 모델 事業 유형과 연혁

산림, 사방, 토목 전분야가 해당되는 개념으로서 과거에는 “튼튼한” 것이 최우선이었으나, 최근
에는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과 환경보전 욕구가 강화되면서, 각종 사업에서 환경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일본에서는 환경보전 사방모델사업으로서 1985년 시작된 사업이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음
사업명

사업방침

사업실시연도

사방환경정비사업
(砂防環境整備事業)

상류의 사방설비가 정비되고, 토석류 등의 토사재해 등을 받는 공포가 없는 도시주
변의 계류를 대상으로 자연과 조화되도록 산림과 수변 공간을 확보해서 주민에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

1975

유서 깊은 사방시설의 주변을 「砂防学習ゾーン」으로 지정하고 지역의 사람들이 사
(사방학습 지역 모델사업) 방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심화시키도록 함. 기존 사방시설을 보강보호하여 선배들
砂防学習ゾーンモデル事業 의 사방에 대한 노력 역사를 소개하고, 방문자에게 자연스럽게 사방학습이 가능하
도록 하며, 주민이 주변 환경과 조화된 기반정비를 실시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함

1989

(물과 녹음이 풍부한 사방) 사람들이 산, 천, 숲을 보면서 계류를 휴식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과 사
水と緑豊かな砂防事業
방시설이 일체화된 물과 녹음이 풍부한 계류를 만드는 것。
사방댐과 導流堤의 堆砂地、遊砂地, 특히 流路工周辺에 樹林帯를 설치해서 토사의
(녹음 사방지역 조성사업)
유출을 방지하는 동시에 평상시는 녹음이 풍부한 사방지로서, 양호한 자연환경을
緑の砂防ゾーン創出事業
지닌 레크레이션 공간서, 제공함
土砂危険渓流를 포함한 地区를 모델지구로 지정하고 사방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
(Safety, Community 모델사업) 하며, 공사시 발생하는 잔토를 이용해서 안전한 지대를 조성하여 유사시 재해 피난
セイフティ・コミュニティモデル事業 장소로서, 평시 공원과 마을회관, 문화회관 등으로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Safetey, Community 용지를 조성。
폭설지대의 토사유출방지 대책으로서 사방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폭설
(눈대책 계류 모델 사업) 극복의 일환으로서 流雪用水를 확보하기 위해 砂防ダム設置、流路工으로의 제설,
雪対策渓流モデル事業 排雪機能의 space을 조성. 겨울철 이외에는 지역주민에게 친근하고 귀중한 공간으
로서 이용
(고향사방 모델 사업)
지사가 작성한 사방계획에 기초해서 시정촌장이 공사하여 “수변공간을 살린 지역
ふるさと砂防モデル事業 만들기”의 관련 사업과 병행하여 실시
참조: http://www.gc-net.jp/snogu/sabo/kankyo/moderu.html

1987
1989

1988

1989

1990

Ⅲ. 砂防環境整備事業
- 도시내 기존 사방시설을 이용하여 녹
지공간 확보, 하천과 계류의 환경정비를
목적으로 1975년 국고보조로 시작, 도시
구역외는 1993년 현 단독사업으로 정비
함.
- 기존 사방시설과 급경사붕괴대책시설
을 이용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계류
등 주위의 경관을 고려한 환경정비함(사
업종료)
郡川 砂防公園의 全景（大村市 黒木町）

瀬川ＹＯＵ遊渓流づくり事業（対馬市 厳原町）

二反田川【諫早市 森山町(もりやま )】

自然石護岸에 의한環境空間整備
二反田川(にたんたがわ)은 나가사끼현
중앙에 있는 연장 5km, 유역면적 9.5㎢
의 2급하천. 1957년까지 사방댐 2기가
정비되어 유출토사억제기능을 했으나,
산업경제 발전, 인구집중, 토지고도이용 입목을 잔존시킨 공법木場田 地区
등에 의해 하천도 자연과의 만남의 장, 急傾斜地崩壊対策工事
물과의 휴식장소로 활용이 주장됨
이를 위해 현 에서는 당시 시공 사례가
드문, 자연석에 의한 친수성 호안 및 식
재 등을 실시하여 주민이 자연과 친숙하
도록 정비

황폐계류의 전석을 현장채취하여
환경에 조화되도록 한 공법 神の
川流路工（平戸市 生月町）

Ⅲ. 砂防学習ゾーンモデル事業
安倍川(あべかわ)及び中河打ち(なかかわうち)川ネットワーク
큰계곡 붕괴에 따른 대자연의 경이와 사방을 배우는 만남의 계류 만들기
Network구성
네트웍은 安倍川及び中河打ち川의 계류를 중심으로 자연, 역사, 문
화, 관광레크레이션 시설과, 사방시설, 지역산업 등의 다양한 지역자
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한것임.
이 네트웍에 의해 지역의 환경보전, 지역의 국토보전, 지역의 활성
화 등을 지역의 공동과제화하여 지역, 행정, 타 지역과의 연대에 의
해 현실화 시키는 것. 다음 세대의 사람을 포함시킴. 또 각 지구의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과 환경행정 기관등에 의해 조직 설치함.
네트워크명

＊）ａ～ｃ는 安倍川流域
内의「しずおか水を育む森
50 選」選定地区를 나타냄

네트워크 구성

네크워크 개요

아베천 사방 ●사방학습 네트
학습 네트워 ●재해학습 네트
크
●지질학습 네트

아베천 수계 환경관리기본계획에 의해 네
크워크 정비계획 중 “사방학습 코너”를 답
사함. 大谷崩의 현상과 지형, 지질, 기왕 재
해와 사방사업에 대해서 상하류의 학교가
학습하고 교류함

●역사문화 교류
네트
교류활성화
●지역생산품 만남
네트워크
네트
●계류 만남 네트

아베천, 나까가와우찌천의 자연, 역사, 문
화, 산업 등, 다양한 지역자원의 만남을 통
하여 지역간의 연대와 교류를 도모하고 지
역 활성화를 지원함

보전체험
네트워크

●유역보전 네트
●자연체험 네트
●계류탐방 네트

아베천, 나까가와우찌천 유역은 시즈오카
시의 수원지로서, 풍부한 자연환경, 경관을
지닌지역임. 이때문에 유역과 계류보전을
목적으로한 지역상호간의 연대 교류를 도
모하고 우수한 자연환경에 접한 자연을 체
험함

Ⅲ. ふるさと砂防モデル事業
지역의 미래를 육성하기 위한 사방사업; 고향사방사업
地域の明日を育む砂防事業 ふるさと砂防事業 後世（ごせ）川〔白山市〕

지역사회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자연, 사회특
성을 고려한 각 지역의 발전계획과 부합하도록 지역에 밀착된 사
방사업을 전개해 가는 한편 시정촌의 사방사업에 대한 이해를 목
적으로함
鶴来町의 산업공원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자연을 활용하는
한편, 공원의 특성에 조화되도록 사방시설을 정비함

윤택한 공간정비사업
うるおい空間整備事業（旧 緑のアメニティ空間整備事業）（単独事業）

시정촌이 적극적으로 경관, 환경정비를 행하는 구역으로서 주
변에 있는 사방시설 등이 주위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
는 경우, 그 시설의 녹화, 조경공사를 실시함. 현과 시정촌이
연대해서 지역 만들기를 지원하는 것
온천, 여관 옆을 흐르는 계류에는 현 단독사업에 의해 낙차를
해소하고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 물흐르는 소리를 연출함

Ⅲ. ふるさと砂防モデル事業 -明神川(みょう-じんかわ)通常砂防事業
琴南町(ごとなみちょう)은 1986년 부터 건설성으로부터 고향사방사업 실시지구로 선정되어 호안등 의
정비를 실시. 遊歩道의 정비에 의해 인접한 도로역까지 연결. 美霞洞温泉(みかどおんせん)周辺의 경관
과 하천의 친수성도 고려한 정비로 새로운 관광,레크레이션 거점을 조성
- 美霞洞八景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계곡을 즐기는
장소로 만듦

温泉ゾーン

- 돌쌓기, 식재공 실시 계
곡미를 손상시키지 않도
록 배려

渓谷・観賞ゾーン
- 주변경관, 생태계를 배
려. 거석에 의한 완경사
호안정비. 계단과 징검 - 산림으로 둘러싸여진 정숙한 분위기를 지닌 계류를 이
미지화함
다리 설치
- 돌쌓기, 식재공
- 목재교량설치 등 조경사업

水辺利用ゾーン

Ⅲ. ふるさと砂防モデル事業 -寺沢川(てらさわかわ)

寺沢川
1985년 다자연, 근자연형 하천공법, 비오톱 만들기 운동등과 함께 시작되었음
테라사와가와의 정비는 지역주민이 육성보존해온 수변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사방사업은 계획기관, 지역주민,, 계획관련 단체와 학식경험자 등이 현지시찰 후 토론을 통하여 추진하였음
예상되는 재해인식, 지역의 위치, 생활동선, 남아있는 자연환경, 건설기계의 사용등 고려
그 결과, 현지 발생목재활용, 부분적 호안시설 등, 보전형 사방정비를 기본으로 고향만들기 사방사업으로 추진되어 지역주민의 생활
에 밀접하게 관련되도록 하도를 정비함
자연환경을 배려한 사방은 그 지역고유의 자연이 자발적으로 발생,정착하는 5년 후, 10년후를 상정하여 정비한 것임.

Ⅲ. ふるさと砂防モデル事業 -山口県 石井(いしい)ダム（柳井(やない)市馬皿）
○ 목적
- 주변의 풍부한 자연과 시가지에 근접한 지리
조건을 활용하여 시민만남의 장 조성
- 댐 이 지닌 주변의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시
민에게 편안하고 윤택한 친수기능을 지닌 수
변공원화함
○ 시공내용
- 환경시설: 화장실, 전망대, 워터시트, 파고라,
식수, 방범등, 주차장
- 기반시설: 원내 도로, 광장정비, 호안블럭
○ 환경배려의 내용, 방법, 공법
- 댐 제체 부근 전체를 중심으로한 만남의 광
장 조성용 시설 배치
- 주변 관리도로를 싸이클, 하이킹 등의 주회
성을 지닌 코스로 이용하기 위해 전망이 양
호한 장소와 마을부근에 휴식 가능한 광장
을 정비, 시설설치
○ 환경배려의 유의점
- 각 시설의 종류, 형식의 결정에 있어서 예산
상의 제약이 있지만,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 반영

Ⅲ. 水と緑豊かな砂防事業
물과 녹음이 풍부한 사방사업
水と緑豊かな砂防事業永光寺（ようこうじ）川〔羽咋市] 石川県(いしかわ)

자연적, 사회적 조건을 감안하여, 각각의 계류 특색을 살린 사
방사업을 전개하여 물과 녹음이 풍부한 계류 만들기를 추진함

角間（かくま）川〔金沢市〕

유명한 절인 「洞谷山永光寺」 의 산문 앞을 흐르는永光寺川의
정비시, 푸른 물과 녹음이 풍부한 역사적 “시냇물소리” 공간을
재현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하여 지역의 주민조직, 상공인조
직, 시, 현의 의장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사방사업을 추진함

砂防環境整備事業（渓流再生砂防事業）
上出合（かみであい）川〔白山市〕
뛰어난 자연환경과 역사, 전통 등의 사회적 환경을 지닌 지역의
계류에서 경관과 친수성을 향상시키고, 생태계의 회복 등을 목적
으로 주변의 지역환경에 적합하고 양호한 계류환경으로 정비

水と緑豊かな渓流砂防 （牛滝川(たきかわ)流路工・岸和田市(きしわだ ）

Ⅲ. 砂防環境整備事業 -山口県
○ 목적:
- 치산시설 정비를 한 보전림내에 주민이 들어가면
심신의 건강증진 효과를 얻고
- 동시에 토사의 유출방지, 수원함양 등의 공익적 효
용을 높임
○ 시공내용
- 방화, 관수 시설(콘크리트 댐공)
- 관리차도
- 주변의 삼림정비
○ 환경배려의 내용, 방법, 공법
- 콘크리트 댐은 경관을 배려해서 경관 콘크리트
판 붙이기
- 댐 주변 하류 호안공 등의 시공은 현장의 전석을
사용하여 자연미를 강조함

http://eco.pref.yamaguchi.lg.jp/policy/assessment/pdfs/kankyojirei.pdf

○ 목적:
- 공사장소가 인가, 도로등의 상부에 위치해 있어 도
로로 부터의 조망경관 배려
○ 시공내용
- 시공성, 현재발생토의 처리 등을 고려한 산복공(토
류공, 녹 화공)을 이용한 산복법면의 안정 도모
○ 환경배려의 내용, 방법, 공법
- 토류공은 벽면이 녹화가능한 간이철강토류(super
green wall)을 채용하여 자연환경 보강
- 녹화공은 종자, 비료등을 혼합한 식생토 사용
- 식재공은 재래종 식재
- 발생토 등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잔토량 경감

Ⅲ. 砂防環境整備事業
兵庫県神戸市北区山田町下谷上 地内
北勝川(きたかつかわ)通常砂防事業
ダ ム 工 1569.0ｍ3

-

側壁護岸工 49.0ｍ3

護 岸

工 109.0ｍ3

고베지진 직후인 1995.04 착공、잔토처리, 콘크리트 반입 등, 교통이 혼란한 시간과 교
차되고, 또 민가에 근접한 현장이기 때문에 시간외 작업실시하면서 공정이 지연되어
어려움을 겪음.
1기; 공사(6001-0-1호)는 굴착, 잔토처리가 주 공정이었고, 2개의 삭도를 잘 활용하여
임시 토처리장을 확보할 수 있어 흙처리가 가능해져 무사고 공기내 준공실현.
2기공사(7001-0-1호)는 댐 본체 공사가 주 공정임.
이 지역에서는 최초로 이 근처에서는 최초로 경관블럭을 이용하여 반수면을 처리함.
이로 인해 주위의 자연과 조화된 아름다운 댐이 건설됨

외관 디자인 : 조각 등 (에히메현 - 시라이다니댐)

`(기후현 이치노쿠라카와 – 中峰谷 제 1 사방댐)

(가고시마현 하나가와)

(효고현 미즈와케다니)

(후쿠시마현 히가시카라스가와 – 제 2 사방댐, 골막이)

Ⅲ. 사방댐 재료의 배려 -목재 댐
-

목재 댐의 대부분은 “λ” 형상에 볼트로 연결, 조립된 목재 틀 내부에 충진재(中詰材)로서
쇄석과 자갈을 넣은 구조로서 전체의 중량을 높여 외력에 대한 안전율을 함
아키타 현에는 이러한 충진형으로서 반수면에 실린 중량을 이용해서, 목재만으로 제체
를 구성하는 사다리꼴 형태의 목재댐을 시공함
λ型（中詰めタイプ）

台形型（ all wood type ）

λ型（中詰めタイプ）施工例

台形型（all wood type）施工例

Ⅲ. 계류 주변 동물의 배려-사방댐에 인공 새집 설치 사례(나가노현)
할미새(キセキレイ)

正面図

断面図

박새(シジュウカラ)

큰유리새(オオルリ)

天敵

正面図

断面図

崖, テラス

正面図

断面図

물까마귀(カワガラス)

狭,奥, 天敵

正面図

断面図

할미새 집 시공상황

하류쪽에서 본 입구

큰유리새 집 시공상황

하류쪽에서 본 입구

直径30㎝, 段差

Ⅳ. 지역과 주민의 배려
- 생활관련 사회자본의 정비: 低未利用地를 이용한 도시내 Bio-top 공간 등의 확보 대책
도시내의 저이용 미이용 토지를 활용해서 치수계획상의 調節池 등을 Bio-top 공간으로 정비하
여 치수안전도를 향상시키고, 시가지에 인접한 산록사면에 수림대(도시산록 그린벨트)을 정비하
여 귀중한 환경공간의 창출, 토사재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함
’00년 기준: 사업비 255억엔, 국비 135억엔 투자;
綾瀬川（埼玉県）、六甲山系（兵庫県）等 約70箇所整備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水와 水辺의 역할
아름다운 경관
마음의 안정
귀중한 자연환경
휴식, 레포츠 장소
교류의 장소
방재 장소
지역의 상징
문화육성 장소
수상교통로
기대하지 않음
잘모르 겠음

참조: http://www.sabo.or.jp/topics/12gaisan/page10htm.htm

Ⅳ. 지역과 주민의 배려 – 도시인의 윤택한 삶을 위한 사방사업
도시계획 차원에서 녹지
보전지구로 결정

지활지 대책사업에 의해 녹음이
풍부하고 안전한 사면으로 정비

사방지정지의 관리강화에
의한 수림보전

녹지협정에 의한 녹화
수와 녹음이 풍부한 계류사방
사업에 의한 사방수립대의 정
비(산복공, 유사지)

급경사지붕괴대책사업에
의한 녹음이 풍부하고 윤택
한 사면으로 정비

공원사업에 의한
수목 식수

Ⅳ. 지역과 주민의 배려

- 경제재생을 위한 기반정비 : 생태계 보전등 수환경 개선 대책

생태계보전을 위해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양호한 수변환경을 정비, 보전하며, 사방사업과 해안사
업등이 연계되도록 하여 해안침식 대책을 위한 양빈 등에 의해 자연적인 토사의 흐름이 활성화
되도록 정비함
’00년 기준: 사업비 530억엔, 국비 340억엔 투자
綾瀬川（埼玉県）、胆振海岸（北海道）等 約 140箇所実施
富士川、黒部川等８流砂系を中心とする総合土砂管理対策の実施
생태계를 고려한 하천개수 실시 효과
종합적인 토사관리 개념도

생태계를 고려한 정비

후지산

선상지에 퇴적된 토사를 침식 해변의 양
빈 재료로 활용
대붕괴
(후지산)

후지해변

방파제

생태계를 고려한 정비 결과
선상지

양빈
완경사 제방

Ⅴ. 사방사업과 토사재해 그리고 지역발전- 행정, 지역, 주민, 연구자의 역할
● 행정
・사방시설의 정비촉진(산림입지기반의 안정화)，비구조물대책의 촉진
・토사이동 현 상 의 발 생 과 산 림 과 의 관 계 , 각 종 사 방시설의 효과와 한계,
토사재해 저감방법에 대한 설명과 과학적인 데이터의 수집・해석・
평가・공표・재검토
● 지역
・주민조직・주민리더의 육성，주민 상호간의 지원 촉진, 커뮤니티 유지，
행정과의 연결 조정
● 주민
・생활 및 생산권의 「지사(地史)」에 대한 이해와 산지, 토사이동현상,
산림 등의 자연에 대한 「동적(動的)」인식
・구체적인 경계피난의 테크닉 습득
・산림, 계류 등의 일상적인 점검과 보고
・자위대책 마련
● 연구자
・토사이동현 상 의 발 생 과 산 림 과 의 관 계 , 사 방 시 설 의 효과와 한계, 토사
재해 저감방법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수집・해석・평가・공표・재검토

Thank You!
한국적 환경사방의 정의:
“자연과 인간의 안정적 공생으로 사방공간이 지역활성화의 수단이 될 수 있도
록 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