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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개요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2011.7.27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 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

산피해가 발생하였음. 이후 서울시에서는 2011.7~11월까지 1차 원인조사를 실시하

였으나 이에 대해 피해주민, 학계․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이의제기가 있어 추가 및 보완 

조사를 실시한 것임. 1차 조사에서는 우면산 산사태 발생지역중 4개소(래미안/임광

아파트, 신동아아파트, 형촌마을, 전원마을)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추가 및 

보완조사는 12개지역 전역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여 발생원인 분석 및 위험도 평가

등을 시행하고, 자문 및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그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조사개요

■ 과업명 : 우면산 산사태 원인 추가․보완 조사

■ 과업기간 : 2012. 5. 31. ~ 2014. 2. 21.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학계․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대한토목학회(공학적 조사 

및 분석)

■ 조사대상 :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발생지 전역(총 12개소, 69만㎡)

3. 주요 추진경과

■ '11. 07. 27 : 우면산 산사태 발생(총 12개 지역, 사망 16명)

■ '11. 07. 29 : 1차 원인조사(한국지반공학회, '11. 07. 29 ~ 11. 25) 

           ※ 학계․전문가(이수곤, 박창근 교수 등), 유가족 재조사 요구

■ '12. 05. 31 : 2차 원인조사 착수(서울연구원, 대한토목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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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06. 07 : 2차 원인조사 학계․전문가 토론회

■ '12. 09. 21 : 2차 원인조사 피해주민 설명회

■ '12. 10. 12 : 2차 원인조사 외국전문가 자문회

           ※ 일본, 홍콩 등 산사태 관련 외국전문가 4명 방한

■ '12. 11. 23 : 대한토목학회 조사결과 공청회

           ※ 공청회 이후 학계․전문가(이수곤, 박창근 교수 등), 유가족 등 이의제기

■ '12. 12. 03 : 대한토목학회에서 서울연구원에 조사결과 제출

           ※ 이 보고서의 「Ⅱ. 대한토목학회 조사결과」에 수록

■ '13. 02. 01 : 이의제기에 대하여 대한토목학회에서 답변서 제출

■ '13. 03~05 : 대한토목학회 조사결과 및 답변서에 대한 의견수렴 및 종합적인 

쟁점사항 정리

           ※ 주요 쟁점사항 : 산사태 발생시간, 강우빈도, 공군부대 영향, 인공시설물 

영향, 생태저수지 영향 등

■ '13. 5~7월 : 산사태 원인 학계․전문가 토론(5.8, 7.12)

           ※ 이 보고서의 「Ⅲ. 학계․전문가 검토결과」에 수록

■ '13. 8~'14. 2월 : 2차 원인조사 최종보고서 작성

4. 보고서 구성

■ 본 보고서는 공학적인 조사결과와 학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검토결과를 함께 

수록함으로서 우면산 산사태 원인과 관련하여 밝혀진 다양한 사실을 규명하고 

의견을 제시하고자 ‘대한토목학회 조사결과’, ‘학계․전문가 검토결과’, ‘토목학회 

조사결과와 학계․전문가 검토결과 종합’의 세 부분으로 구성함.



 

 Ⅱ. 대한토목학회 
조사결과

1. 조 사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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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면산 산사태 및 토석류 위험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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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한토목학회 조사결과

1. 조사 개요

2011.7.27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 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가 발생하였고, 기 실시한 산사태 원인조사 결과에 대한 피해주민, 일부 전문가 및 시민사

회의 이의제기가 있어 이에 따른 추가 및 보완 조사 중에서 발생원인 분석 및 위험도 평

가 등을 실시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2011 우면산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상황

2011년 태풍 메아리(6월22일~6월27일) 및 계절적 강우의 영향으로 사면붕괴 150개소 

및 토석류 33개소가 발생하였다. 현장조사 데이터에 기초한 발생부와 토석류 이동경로는 

그림 1에 나타냈다. 그림 1에서 파란색 점은 발생부, 노란색 선은 토석류 이동경로, 주황

색 점은 공군기지 경계선에서의 발생부, 녹색 점은 공군기지 내부의 발생부를 표시한 것

이다. 우면산 토석류에 의한 파손 세대수를 그림 2에, 토석류에 의한 지구별 사망자 수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발생부 및 토석류 이동경로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남쪽과 북쪽 지역에서 대부분의 사면붕

괴 및 토석류가 발생하였다. 남쪽 사면의 토석류는 대부분 계곡부를 따라 흐르는 수로형 

토석류의 형태를 보였으며, 북쪽 사면의 토석류는 수로를 벗어나 사면을 따라 빠른 속도

로 흐르는 사면형 토석류의 특성을 보였다.  

<그림 1> 2011년 우면산 사면붕괴 및 토석류 발생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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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1년 우면산 토석류에 의한 파손 세대수

<그림 3> 2011년 우면산 토석류에 의한 사망자 수

3. 기본현황 조사

1) 지형 특성

본 조사에서는 서울시 우면산 산사태 및 토석류 피해 발생 전후 나타난 지형적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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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변화가 발생한 지역에서의 지형학적 특성 등의 정량적 변화분석 등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피해 발생 전후의 정량적 변화를 관측할 수 있는 수치지도, 항공사진, LiDAR 

DEM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조사에 활용하였다. 

우면산 산사태 및 토석류 피해 전후의 LiDAR DEM, 항공사진, 수치지도 등을 종합적으

로 분석하여 종․횡단 profile을 추출한 후 피해 전후의 지형적 변화량을 관측하였다. 유하

부의 종단은 발생부로부터 유역출구까지 유하부를 따라 20m 간격으로 관측하였으며, 횡

단은 각각의 종단점에서 유하부에 수직인 단면을 구한 후 유역폭 내에서 1m 간격으로 관

측하였다.  관측 결과를 유역별로 정리하여 지형적 변화량을 산정하였으며, 대표적으로 래

미안 아파트 유역에서의 피해전후 종단 단면을 도시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래미안·임광APT 지구 유하부1 피해전후 종단 profile 분석

2) 강우특성

우면산 산사태 현장의 강우분석을 위하여 주변 우량관측소 현황을 분석하였다. 서울 관

측소(108) 지점은 우면산의 강우를 분석하기에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근접한 기상청 산

하 AWS(Automatic Weather System) 자료를 활용하였다. 우면산에 근접한 AWS 관측소

는 그림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초, 남현, 관악, 과천 관측소로 나타났으며, 강우의 공간 

분포를 위하여 Thiessen 방법을 적용한 결과 우면산지역은 서초(401)관측소와 남현(425)

관측소의 영향 범위 안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형촌마을, 래미안아파트, 신동아아파트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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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관측소를, 전원마을은 남현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그림 5> Thiessen 방법 적용 결과

서초관측소와 남현관측소의 지속시간 별 최대강우량의 발생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강

우빈도해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두 관측소 모두 관측년수가 빈도해석을 실시하기엔 부

족하여 서울관측소의 강우자료에 대한 빈도해석 실시 결과를 집중호우 기간 두 지점의 최

대강우량과 비교하였다.  서초 및 남현관측소의 강우 자료는 산사태 발생시각인 27일 09

시 이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빈도해석 시 사용된 자료는 서울관측소 시강우 자료

(1961~2011년)로써 PWM 매개변수 산정방법 및 Gumbel 확률분포형을 적용하여 분석하

였다.  표 1은 강우 빈도해석 결과로 서초관측소의 경우 강우 지속시간별 5~20년 빈도의 

강우량이 발생한 반면 남현관측소의 경우 7~120년 빈도의 강우량이 발생하였다.  

지속시간 서초(401) 최대강우량 남현(425) 최대강우량

10분
21.5mm (5년빈도)

7월 27일 08:25∼08:35
24.5mm (7년빈도)

7월 27일 08:18∼08:28

1시간
87mm (20년빈도)

7월 27일 07:44∼08:44
114mm (120년빈도)

7월 27일 07:41∼08:41

6시간
212mm (20년빈도)

7월 27일 02:59∼08:59
279.5mm (120년빈도)
7월 27일 02:43∼08:43

12시간
257mm (20년빈도)

7월 26일 20:59∼27일 08:59
333mm (100년빈도)

7월 26일 20:58∼27일 08:58

24시간
325mm (15년빈도)

7월 26일 08:59∼27일 08:59
387mm (40년빈도)

7월 26일 09:00∼27일 09:00

48시간
326mm (10년빈도)

7월 25일 08:59∼27일 08:59
387.5mm (15년빈도)

7월 25일 09:00∼27일 09:00

72시간
329mm (5년빈도)

7월 24일 08:59∼27일 08:59
389mm (10년빈도)

7월 24일 09:00∼27일 09:00

<표 5> 지속시간 별 최대강우량 및 발생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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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 관측소는 2010년부터 강우관측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과거 강우자료 분석을 위하여 

서초 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이전의 장기적인 강우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1일, 2일, 3일, 7일, 10일, 30일, 60일, 90일까지의 최대 누적강우자료를 

다음 표 2에 정리하였다. 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2011년 강우는 1일 누적뿐만 아

니라 2일, 30일, 60일, 90일 누적 강우가 모두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이 많은 단기 및 장기 강우가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에 중요한 원인이었을 것

으로 판단된다. 

  

년도 1일 누적
(mm)

2일 누적
(mm)

3일 누적
(mm)

7일 누적
(mm)

10일 누적
(mm)

30일 누적
(mm)

60일 누적
(mm)

90일 누적
(mm)

2000 143 245 278 363.5 412.5 660 855 950.5

2001 311 311 311 341 419.5 740 1031 1059.5

2002 251.5 316.5 371.5 463.5 475.5 728.5 1001 1065.5

2003 164 203.5 223 340 447.5 691 1071.5 1271.5

2004 111 136.5 163.5 239 283 522.5 642 844

2005 124 124 133.5 228 228.5 368.5 668 890

2006 244 287 316.5 463.5 484 844.5 982 1118

2007 96 119.5 156 205.5 211 308 477 653

2008 116.5 188.5 189.5 343.5 365.5 507.5 718.5 828.5

2009 207.5 207.5 351.5 540 652 777.5 1006 1133

2010 262 290 307 307 331 802.5 1099.5 1325

2011 364.5 364.5 369 437.5 462.5 862.5 1281.5 1317.5

<표 2> 서초관측소의 장기강우분석

3) 지질 특성

우면산 일원은 한반도 지체구조상 경기육괴에 속하며 경기도 일원에 분포하는 대규모의 

단층대의 말단부 및 인접하여 위치함으로 인하여 2차 단열의 발달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위성영상 분석에서 나타난 선형구조들은 대부분 지질구조작용과 관련된 것들로 조사되었

다.  

우면산일원은 지질은 선캄브리아기 흑운모호상편마암과 화성기원의 화강암질편마암, 쥐

라기의 대보 화강암, 제4기 붕적층 및 충적층으로 구성된다.(그림 6) 흑운모호상편마암은 

석영-장석으로 구성된 우백질부와 흑운모 및 각섬석으로 구성된 우흑질부의 성분 차이로 

인한 엽리구조가 강하게 발달하며 화강암질편마암은 괴상의 형태로 엽리의 발달은 미약한 

편이다. 쥐라기 화강암은 암주상으로 분포하며 중립질의 등립상 조직을 보인다. 제4기 붕

적층은 우면산 전역에 걸쳐 2~13m의 층후를 보이며 불규칙하게 분포하며 대부분 흑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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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상편마암의 쇄설성 암편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우면산일원에 발달한 지질구조는 연성변형 구조인 습곡과 엽리, 취성변형 구조인 단층과 

절리이다. 이들 지질구조들 중, 얇은 두께의 엽리 발달과 함께 엽리면을 따라 생성된 절리 

그리고 단층작용은 우면산일원에 불규칙하게 두꺼운 층후의 붕적층을 생성시킨 주된 원인

으로 판단된다. 본 조사에서 밝혀진 붕적층은 최소 3번의 퇴적이력을 나타내며 붕적층과 

기반암 사이에 협재하는 점토층은 붕적층을 통과한 물과 미립의 점토광물들이 집적된 것

이다.  

지질학적 및 지형적 요소를 종합하여 분석된 지질재해도로부터 우면산일원의 지질위험도

는 흑운모호상편마암이 분포하며 급사면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서 자연사면 지질위험도 

60~80점으로 심한 불안정(Strongly instability)한 II등급을 나타낸다. 

 

<그림 6> 우면산 일원의 지질 및 지질구조도

4) 임상 특성

우면산 임상특성을 현존하는 DB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고, 또 현장 임상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래미안 및 덕우암 유역 상단 능선 부근을 중심으로 조사를 수행하

였으며, 직경 11.3m, 면적 0.04ha 크기의 원형 방형구 내 흉고직경 6cm 이상의 임목에 

대해서 전수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총 12종, 149본의 개체목이 조사되었으며, 출현 수

종 개체수를 그림 8에, 출현 수종 비율을 그림 9에 정리하였다. 입목밀도는 375~825 그

루/ha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숲 가꾸기 사업은 부분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몇몇 임분에서 산림 산물 수집 혹은 간벌과 같은 산림작업의 흔적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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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출현 수종 개체수                   <그림 9> 출현 수종 비율

사면 붕괴의 시작점은 주로 우면산 정상 부근이며, 이 지역은 주로 뿌리가 깊고 넓게 발

달하는 참나무류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더욱이 우면산의 깊은 토심 조건하에서 정상부근

에 분포하는 참나무는 토심이 얕은 다른 지역에 비해 뿌리가 잘 발달되어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상대적으로 뿌리가 얕게 발달하는 아까시나무, 사시나무, 낙엽송 등의 조림 수종

은 주로 산 기슭 부근에 식재되어 있어 사면 붕괴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

단된다.

산사태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상 조건 중 수문학적인 측면에서 수관(canopy), 

수간(stem) 및 낙엽층(forest floor)에 의한 강우차단 효과와 잎에 의한 증산 효과를 생각

할 수 있다. 두 수문기작 모두 토양 내 침투하는 혹은 이미 침투된 수분량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한다. 하지만, 2011년 우면산 산사태를 발생시킨 것과 같은, 지속시간이 짧고 강우

강도가 매우 큰 극한 강우조건하에서는 식생의 수문학적인 영향력이 미미해진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본 과업에서는 역학적인 측면에서의 수목이 산사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분석은 미국 USGS에서 개발한 산사태 예측 모형인 TRIGRS(Baum 

et al., 2002) 모형을 이용하여 수목이 산사태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으며, 그림 

10은 수목의 영향을 평가한 3개 지구(래미안, 형촌마을, 덕우암)중 래미안의 결과를 나타

내고 있다.  3개 지구 모두 수목의 영향을 고려한 모의 해석에서 좀 더 큰 안전율(산사태 

발생 가능성 낮음)을 보였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다. 세 유역에 대한 모의 결과를 분석

한 결과, 전체적으로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발생에 미친 수목의 영향력을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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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목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b) 수목 영향을 고려한 경우
<그림 10> 래미안 유역 모의 결과

산림 개발에 대한 요인으로 등산로와 약수터의 영향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우면산

의 경우에는 대규모의 임도보다는 소규모의 등산로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임도는 임도시설규정에 따라 최소 폭이 4m 이상이며, 산 경사방향을 횡단하도록 배치되어 

토공 작업으로 인하여 절ㆍ성토면이 형성되어있다. 반면에 등산로는 일반적으로 폭이 1~ 

2m로 임도에 비해 좁은 편이며, 절ㆍ성토면이 형성되지 않았다. 산의 경사방향을 따라 형

성되는 경우도 많으며, 등산객들의 잦은 통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설치 작업 없이 형성되

기도 한다.  

등산로의 경우, 등산객의 잦은 통행에 의한 답압으로 난투수층(혹은 불투수층)이 형성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강우 시 표면 유출을 많이 발생하여 침식 작용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소규모의 등산로가 산사태 발생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정량적으로 연구한 결과는 거의 없다.

약수터의 정식명칭은 ‘먹는물공동시설’로서 흔히 약수라고 하면 바위틈이나 땅속으로 스

며든 빗물에 각종 광물질이 용해되어 있는 암반대수층의 지하수 또는 모세관 작용으로 지

표로 다시 솟아나는 물을 일컫는다(김현실 등, 2002). 일반적으로 약수터는 물이 자연발

생적으로 솟아나는 곳으로 취수 및 저장을 위하여 저류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기는 하지

만, 그 시설 자체가 산사태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하기 힘들다.  특히, 우면산

에 산재하는 약수터의 경우는 배수로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어서 강우시 지표유출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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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게 하류로 배제하여, 지하침투를 감소시켰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약수터가 오히

려 산사태 발생 위험도를 낮추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우면산 산사태 및 토석류 위험도 분석

우면산의 산사태 및 토석류 위험도 평가를 위해 크고 작은 31개의 유역으로 분류하여 위

험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2011년 호우에 대하여 우면산 전역에 대한 위험도 분석결과를 

150개의 발생부와 함께 도시해보면 그림 11과 같이 우면산 전체 유역이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위험지역이 발생부와도 잘 일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산림청 산사태 위험지 관리 시스템을 우면산에 적용하였을 때 서울시에서 발표한 

우면산 산사태 및 토석류 피해복구계획에 따른 31개 유역 중 신동아APT, 임광APT, 래미

안APT, 송동마을 및 서울시인재개발원 지역 등의 6개 유역이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분류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산사태 경보 및 주의보 발령이 적기에 인근 주민들에게 신속히 전

파되었다면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는 감소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1> 우면산 전체 유역 및 산사태 위험지도

2011년 강우에 대한 우면산의 산사태 및 토석류 위험도 분석결과 표 3에서 볼 수 있듯

이 우면산 전체 유역에 대하여 토석류 위험도가 높게 나왔으며(표 4), 우면산이 인근 지

역(청계산, 구룡산, 관악산)에 비해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원인은 표토의 

모암(호상 편마암)이 산사태 및 토석류에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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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바위 유역의 경우 표토의 모암이 다른 유역의 호상편마암과는 달리 화강암이기 때문에 

토석류의 위험도가 상당히 낮게 나왔으며 이 분석결과는 선바위 유역에 산사태 및 토석류

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과 일치한다.

유역 소유역
토석류 

위험도
유역 소유역

토석류 

위험도

래미안 APT

래미안 APT 84%

EBS

EBS-1 77%

임광 APT-1 72% EBS-2 70%

임광 APT-2 76% EBS-3 71%

신동아 APT
신동아 APT-1 87%

관문사

관문사-1 96%

신동아 APT-2 87% 관문사-2 97%

형촌마을
형촌마을-1 100% 암산마을 73%

형촌마을-2 92%

강남교회

강남교회-1 71%

전원마을

전원마을-1 94% 강남교회-2 79%

전원마을-2 80% 양재자동차학원 84%

전원마을-3 75%

예술의 전당

대성사 79%

보덕사

보덕사 99% 예술의 전당 96%

앞윗마을 69% 국립국악원 87%

한국외교협회 73%
뒷골

뒷골 100%

송동마을 송동마을 100% 안골 90%

우면산 터널 우면산 터널 83% 선바위 선바위 17%

덕우암 덕우암 85%

<표 3> 우면산 전체 유역의 토석류 위험도

위험도 비고

90~100% 매우위험

70~90% 위험

50~70% 다소위험

50~0% 안전

<표 4> 토석류 위험도에 따른 분류표

5. 쟁점사항 조사 결과

5) 2010년 산사태 발생후 복구대책의 적절성

2010년 산사태에 대한 덕우암 지역 복구 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YS-S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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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사용하여 산사태 발생 위험 지역을 결정하고, 침투 및 사면안정 해석을 통하여 산

사태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해석 결과 2011년 강우에 대한 산사태는 그림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해 복구공사와

는 관계없이 정상부(공군부대 경계)로부터 유역 중·하류 지역까지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장조사 결과 산사태 발생은 모두 이 지점들에서 발생하였다. 또한 

산사태나 토석류 영향을 직접 확인할 수 없었던 그림 13의 단면 ③과 같은 덕우암 유역의 

중간 지점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덕우암 지구의 산사태는 공군부대 경계부를 포함해서 모두 해석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지점에서 발생한 점과, 산사태가 유역 전체에서 전방위적으로 발생한 점을 감안하

면, 2010년 산사태에 대해 피해 지역에 치중된 복구 대책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2010년 산사태 발생 후 덕우암 유역 전체와 나아가서 이와 비슷한 조건의 우면산 

전역에 대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고,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였다

면, 2011년의 극한강우 조건에서도 산사태에 의한 피해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을 것으

로 판단된다. 

: 산사태 발생 위치

: 약수터

<그림 12> 덕우암 산사태 발생 가능성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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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덕우암 유역의 사면안정 해석 결과 (단면 ③)

6) 공군부대 영향

2011년 우면산에서 발생한 산사태 및 토석류 중 일부 지역(래미안, 신동아, 임광아파트, 

덕우암, 형촌마을 등)의 이동경로가 공군부대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이들 지역의 토석류 발생에 대한 공군부대 영내(또는 경계부)에서 발생한 산

사태와 영외배출수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공군부대 영내침투수와 영외유출수의 총량은 공군부대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이다. 

공군부대가 있으므로 해서 영내 침투수가 감소하는 대신 영외유출수가 다소 증가할 것이

지만 침투수와 유출수 모두 산사태와 토석류 발생에 각각 영향을 미치므로 공군부대 영내 

배출수로 인한 하류부 산사태/토석류 악화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공군부대 영내 경계부 지형에 대한 산사태 안정성 해석 결과 2011년 산사태 발생 시 강

우 조건하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14) 즉 2011년 공군부대 영

내 경계부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예측가능 한 것이었으며, 특히 2010년 태풍 곤파스 이후 

공군부대 영내를 비롯하여 우면산 일대 곳곳에서 발생한 산사태 경험을 교훈삼아 공군부

대 주위를 관리하였으면 인명 피해는 물론 재산 피해도 많이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

된다.

결과적으로 그림 15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공군부대 영내 또는 경계부에서 발생한 산사

태는 우면산 일대에서 발생한 산사태중 발생빈도로 보아서 약 10% 정도이고, 산사태 및 

토석류의 이동경로가 공군부대와 연결되어 있는 구역에서의 사망자수는 총 사망자 16명 

중 7명이다. 그러나 하류부에 재난을 가져온 토석류는 계곡 정상부(공군부대 영내 경계

부)에서의 산사태 뿐 아니라 확인이 불가능한 중류부에서의 산사태와 세굴에 의해 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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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간 토석 모두가 가세하여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공군부대 주위 산사태의 영향을 정량

적으로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림 24> 래미안 유역의 사면안정해석 결과
  

<그림 15>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상황

7) 생태공원 저수지 영향

생태공원 저수지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우면산 토석류의 유동을 

모의하였다. 우면산 래미안 유역에서 발생한 토석류의 실제 발생 현상을 시뮬레이션 결과

와 비교하여 주요 유동 매개변수인 토석류의 항복 및 점성응력을 역산하였다. 이 역산 매

개변수를 이용하여 형촌마을 유역에 위치한 생태공원의 저수지가 토석류로 인한 마을 피

해에 미친 영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생태공원 저수지 둑의 유무가 형촌마을에 미친 토석류 피해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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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상의 저수지 둑이 붕괴되지 않았을 때와 부분적으로 여수로 부분이 붕괴되었을 때로 

나누어 모의하였다. 시간간격별로 나타낸 형촌마을의 FLO-2D 모의 결과인 그림 16 및 

그림 17에 나타낸 봐와 같이 유역에서 발생한 토석이 저수지 둑을 월류하여 하류로 전파

되지 않음을 모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저수지 유입부와 수로 내에 퇴적된 모의 

결과는 현장 사진을 분석한 것과 일치하였으며, 이로부터 생태저수지는 토석류를 그 내부

와 유입부에 퇴적시키는 사방댐의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6> 저수지 둑이 붕괴되기 전과 후의 모의결과 (좌: 둑 붕괴 전, 우: 둑 붕괴 후)

<그림 17> 시간별로 나타낸 형촌마을의 모의결과 (저수지 둑 붕괴전)

또한 여수로 막힘, 저수지 제체 상부 퇴적 토사의 입도분포(그림 18), 주변 초목의 유실 

정도, 제체 붕괴 위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저수지는 토석류의 충격 및 월류에 의해서 붕

괴된 것이 아니라, 여수로 유입부가 유송잡물에 의해서 막힘으로써 홍수류가 여수로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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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월류하여 제체를 침식시킴으로 인해 붕괴된 것으로 파악된다(그림 19).  그림 18에 

나타난 저수지내 퇴적규모는 퇴적심도 약 1~3m 이고, 퇴사량은 약 2,400㎥ 으로 파악된다.

<그림 18> 형촌마을 생태저수지 기존 및 신규 퇴적물

<그림 19> 토석류 발생 후 생태저수지 현장

8) 터널발파 영향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할 당시, 우면산 주변에서 행해지고 있던 주요 건설현장 중에서 서

초터널은 전원마을로부터 송동마을까지 우면산 남측에 걸쳐있는 연장 2.6km의 터널현장

이다. 터널의 굴진을 위한 발파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반진동으로 인한 산사태에 대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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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검토하였다. 

발파영향 검토의 1차 목표는 터널 발파로 인한 터널 주변지역의 인적, 물적 피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검토 결과는 터널발파로 인한 지반진동의 수준이 설계허용치를 만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목표로 터널발파로 인한 터널주변 사면의 안정성 변화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터널 직상부 및 인접한 사면에서 잔류변위가 표토에서 최대 3.6mm

로 나타났으며, 토층-암반 경계면에서는 최대 0.1mm로 나타났다.  발파 진동의 주변영향 

및 사면안정 검토 결과를 다음 표 5와 같이 요약하였다.

검토결과, 발파로 인한 사면의 잔류변위는 무시할 만큼 미소한 수준이며, 사면활동에 대

한 안전율의 변화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자문단회의에서 대만의 Liu교

수가 언급한 바와 같이 터널 종단을 따라 산사태발생이 편향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을 보더라도(그림 20) 터널발파는 산사태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해석단면
지반 최대변위 

(mm)

지반 최대속도 

(cm/sec)

사면 잔류변위 

(mm)

사면 안전율 변화

발파전 발파후

전원마을 0.011 0.087 1.6 1.75 1.75

보덕사
0.032(기초)

0.037(옥상)

0.147(기초)

0.270(옥상)
3.6 1.31 1.31

정상부 0.013 0.022 0.2 1.52 1.51

송동마을 0.017 0.147 0.2 1.71 1.71

전원마을 계곡부 0.013 0.124 0.1 1.52 1.52

<표 5> 해석결과 (지반진동으로 인한 영향)

<그림 20> 서초터널 경로와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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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과업에서는 2011년 실시한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 누락지에 대한 추가조사와 미흡

지에 대한 보완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원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직전의 강우강도는 아래 표에 보인 것과 

같이 우면산에 가장 인접한 서초와 남현 관측소에서 최대 20년에서 120년 빈도

로 관측되었다. 2011년 우면산 일대에서 발생한 산사태 및 토석류는 이와 같은 

집중강우와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이유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1시간 6시간 12시간 24시간

서초 관측소
87.0mm

(20년 빈도)

212.0mm

(20년 빈도)

257.0mm

(20년 빈도)

325.0mm

(15년 빈도)

남현 관측소
114.0mm

(120년 빈도)

279.5mm

(120년 빈도)

333.0mm

(100년 빈도)

387.0mm

(40년 빈도)

(2) 2011년 덕우암 지구의 산사태는, 공군부대 경계부에서 발생한 것을 포함하여 모

두 해석적으로 예측 가능하였으며, 산사태가 유역 전체에 전방위적으로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2010년 산사태 이후 발생한 산사태에 대한 붕괴 복구 대책은 일

부 붕괴 발생지역에 국한된 대책으로서 항구적인 산사태 안전 대책으로는 절대 

미흡했다고 판단된다. 

(3) 우면산 일대 13개 지구 31개 유역에 대한 산사태 및 토석류 위험도 평가 결과, 

2011년 산사태 발생 직전의 강우량 적용시, 31개 유역 모두 위험 또는 매우 위험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2010년 산사태 피해 이후 덕우암 지구와 공군부대

를 포함한 우면산 전 지역에 대한 산사태 및 토석류 안전대책이 즉시 강구되었다

면, 비록 2011년 산사태 이전에 사방공사를 끝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인명 손

실 예방과 함께 재산 피해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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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군부대 영내 및 외곽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하류부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가중

시켰다고 판단된다. 공군부대에서 발생한 산사태 발생빈도는 우면산 전체의 약 

10%정도이며, 산사태 및 토석류의 이동경로가 공군부대와 연결되어 있는 구역에

서의 사망자 수는 총 16인 중 7인이다. 그러나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중류부 발

생 산사태와 세굴에 의한 토석의 발생을 고려할 때, 하류부에서의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공군부대 산사태의 영향을 정량화 하기는 매우 어렵다. 공군부대 영

외 배출수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5) 형촌마을의 생태 저수지는 둑의 붕괴로 하류부의 많은 가구를 침수시켰으나 상류

에서 발생한 토석류를 가둠으로써 더 큰 피해 발생을 억지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6)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에 대한 임상, 인공시설물, 터널발파 등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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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대한토목학회 공문(201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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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계․전문가 검토결과

1. 학계․전문가 의견

1) 학계․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구분 학계․전문가 의견

산사태

발생

시간 및

강우

분석

■ 강우량은 불과 약 10 - 15년 재현빈도로 보임. 대표시간 09시를 적용하여 120년 만의 폭우라고

과장하였으며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사태 발생시간을 중심으로 강우량 분석했어야 함.

■ 서울에서 2010년 이전에는 더 큰 강우가 있었는데 우면산 미붕괴 이유 분석 요망

■ 남현관측소가 2010년부터 관측을 시작했으므로 참고자료일 뿐임.

■ 유출분석에 사용된 강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위험도 평가 모델 인자인 3일 선행 누적강수량의 근거 제시 필요.

■ 산사태 발생시점에 대한 수리수문학적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야 함

■ 포화함수량 0.5와 잔여함수량 0.18은 공학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 수치라 판단됨

■ 약 250mm 이상 연속강우 발생시의 지표면 유출에 관한 검토결과는 적절하지 않음

■ 어느 정도 선행강우에 의해 붕적토가 완전 포화상태로 되는지를 수치적으로 밝혀야 함

■ 우면산 산사태의 시간대별․지역별 강우빈도를 표시해야 함.

■ 강우빈도 해석에 우면산과 거리가 먼 서울관측소 자료를 사용하여 강우의 크기를 부풀림.

공군

부대

영향

■ 현재 공군부대가 있는 지형을 해석하였으므로 공군부대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함.

■ 산사태 원인 분석시 강우에 의한 침구해석 이외에 토석류, 유목에 의한 배수로 막힘 효과, 점

토층의 용출수 및 피압수 특성, 계곡 및 능선의 배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음.

■ 공군부대 영내 2군데 산사태의 래미안 산사태를 촉진시킨 영향의 공학적 검토가 없음.

■ 공군부대 주변도로의 배수시설 불충분이 산사태 원인이라는 공군 보고서의 언급이 없음

■ 외국전문가(Malone)가 발생빈도 외에 피해규모도 중요하다함. 이를 결론에서 무시하고 있음

■ 공군부대는 설치된 이후로 줄 곳 산사태 취약지점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공군부대의 절개면이 시발점이 되어 산사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은 적절한 지적임.

■ 공군부대 유무에 따른 유출수와 침출수의 수리수문학적 검토가 필요함.

터널발

파 영향

■ Malone교수 의견대로 발파로 인한 상부 토사 전단강도의 장기적 약화가 고려되어야 함.

■ 엄격한 관리로 진행되어 터널공사가 산사태에 영향이 없다는 결론은 합리적 의문이 듬.

■ 실제 발파에너지 미반영 자료를 사용했다면 발파하중 계산의 신뢰도의 재점검이 필요함.

■ 실제 장약 기준으로 한 발파 에너지를 터널 단면에 적용 시 해석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 실제 화약량을 확인해야 하며, 발파 패턴 적용시 발파 에너지에 관하여 문헌 확인 필요

■ 적용한 발파 에너지와 사용된 화약에 따른 발파 에너지와의 차이의 비교가 필요함.

■ 계측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론 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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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계․전문가 의견

인공시

설물

(생태저

수지,

등산로)

■ 우면산에 철탑과 산책로에 의한 산사태 영향은 중요하나 검토가 빠졌음.

■ 절개지 형태의 등산로 역시 산사태 발생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판단됨.

■ 생태저수지가 토석류를 가둠으로서 피해를 억지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저수지가 터지면 하류부에 있는 많은 토사를 끌고 가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보행길 조성을 위해 등산로를 확장하고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아 산사태에 취약해졌음.

■ 소규모 저수지가 사방댐 역할을 한 것은 아님.

기타

■ 외국자문단 자문이 형식적이고, 자문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검토 필요

■ 산사태 인명피해 18명에 대하여 개별적인 산사태 발생원인과 인명사고의 연관성을 분석하였어

야 하는데, 전체적인 산사태의 일반적인 발생 특성을 분석

■ 공군부대 입지 후의 개발 실태와 산사태 예방대책 현황에 대한 분석이 없어서, 서울시가 그 동

안 우면산 개발을 하면서 산사태 예방대책이 충실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움.

■ 1차 보고서와 2차 보고서의 연관성에 대한 언급이 미흡함

■ 2차 보고서가 지니는 현장증거의 한계를 설명하는 내용이 없음.

■ 2차 연구보고서 연구자들의 역할에 따른 연구결과가 보고서에 충분히 수록되어야 함.

■ 전문가토론회(6.7), 공청회(11.23) 패널 지적 내용이 보고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

■ 2차 원인조사 보고서가 객관 공정성 측면에서 우려됨.

■ 우면산 산사태 이후의 서울시 산사태 예방대책에 대한 설명 등이 필요함.

■ "공군부대펜스인근" 또는 "공군부대 영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통일적 표현 필요

■ 56쪽 셋째 줄의 2001년은 2011년의 오기로 보임

■ 78쪽의 5째 줄의 "현재"라는 말이 보강 공사 후를 말한다면, 공사 후에도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됨.

■ 조기경보가 필요했던 산사태 위험지역이 숫자와 지역에 있어 일관성이 없음.

■ 외국전문가들의 터널발파의 산사태 영향 가능 주장에 대해, 영향이 없다는 결론은 설득력 미약

■ 176쪽과 178쪽의 "북쪽사면"은 "남쪽사면"의 오타로 보임

2) 공청회 의견수렴 결과

■  공청회 의견수렴 결과는 상기한 학계․전문가 의견수렴에 종합적으로 포함되었으므로 

1)항에 종합적으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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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담회 등 의견수렴 결과1)

■ 발생시간 및 강우분석 의혹

 - 대한토목학회에서는 지역별 산사태 발생시간에 대한 구분 없이 우면산 전역을 대표

하는 기준시간으로 2011.7.27. 09시를 적용한 결과 120년 빈도의 기록적인 강우량 

때문에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119 신고접수시간, CCTV 영상, 유가족 증언 등에 따르면 우면산 산사태는 09시가 

아니라 07:40~08:40 사이에 발생하였고, 이 경우에 강우빈도는 120년 빈도에서 20년 

내외 빈도로 대폭 축소될 것임

■ 공군부대, 터널발파 등 인공시설물의 영향

 - 우면산 정상부에 위치한 공군부대, 등산로, 터널발파, 생태저수지 등 인공시설물이 

산사태의 주요원인으로 추정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토목학회에서는 “영향이 

미미하다”, “정량적 분석이 곤란하다” 고 조사하였는데 공군부대, 터널, 생태저수지, 

등산로 등 인공시설물의 영향 등 여러 가지 요인에 포커스를 맞추고 조사했었어야 함. 

 - 공군부대에서 배수로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산사태 발생의 원인일 것임

 - 우면산을 관통하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터널(서초터널) 발파공사와 관련하여 서초

구청 보도자료(2011. 9. 1)에서는 우면산 인근 주민들이 터널발파 폭발음과 진동으로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였고, 시공회사에서 보덕사에 3,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터널공사가 산사태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임.

 - 2011년보다 2001년에 비가 더 많이 왔는데 2001년에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  

2011년에 산사태가 발생한 것은 그동안 설치된 인위적인 인공시설물 때문으로 추정됨

■ 행정기관의 대처 미흡

 -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하기 직전과 직후에 산림청, 서초구청, 경찰서, 서울시에서 신속

하게 주민에게 관련정보를 알리고 대처했다면 인명피해가 감소할 수 있었는데 행정

기관의 대처가 미흡했음

 - 우면산 산사태 사전예방을 위해 전원마을 상수리나무 제거 등의 지역주민․구의원 등이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서초구에서 조치하지 않아서 사망사고 발생 등 피해를 

가중시킴. 

 - 벌목한 통나무를 치우지 않고 계속 쌓아놓은 것도 산사태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임

1) ‘12.11월 공청회 이후 의견수렴과정(서울시․우면산 TF․유가족간 간담회 등)에서 유가족이 제기한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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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토목학회 답변

1) 대한토목학회 답변 (2013.02.01)

■ 토목학회 답변서(2013.02.01)

구분 학계․전문가 의견 검토 결과

산사태

발생

시간

및

강우

분석

■ 강우량은 불과 약 10-15년 재현빈도로 보임.

120년 만의 폭우라고 과장하였으며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사태 발생시간을 중심으로 강우량을

분석했어야 함.

■ 우면산 산사태는 광범위하고 다양하여 산사

태 발생시간을 명확히 밝히기 매우 어려움.

■ 현장촬영영상, 119접수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산사태는 07:40분경부터 11시경까지

150개소의 사면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서울에서 2010년 이전에는 더 큰 강우가 있었

는데 우면산 미붕괴 이유 분석 요망

■ 과업 수행 주체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

음.

■ 남현관측소가 2010년부터 관측을 시작했으므로

참고자료일 뿐임.

■ 서울관측소의 빈도해석과 남현관측소의 강우

량을 비교 산출

■ 유출분석에 사용된 강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HEC-HMS 모형 기반 서초, 남현 관측소 1분

단위 강우를 사용

■ 위험도 평가 모델 인자인 3일 선행 누적강수량

의 근거 제시 필요.

■ 대응위험도평가 결과 3일 선행강우가 중요했

음. 연속강우량도 고려한 누적 강우량 사용

■ 산사태 발생시점에 대한 수리수문학적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야 함

■ 우면산 산사태는 광범위하고 다양하여 산사

태 발생시간을 명확히 밝히기 매우 어려움.

■ 포화함수량 0.5와 잔여함수량 0.18은 공학적 의

미를 가지지 않는 수치라 판단됨

■ 모형에서 사용한 것은 체적함수비이며 우면

산 채취 시료 8개에 근거함.

■ 약 250mm 이상 연속강우 발생시의 지표면 유

출에 관한 검토결과는 적절하지 않음

■ 특정 연속강우에서 침투와 유출이 평형을 이

룰 수 있다는 의미임.

■ 어느 정도 선행강우에 의해 붕적토가 완전 포

화상태로 되는지를 수치적으로 밝혀야 함

■ 포화 뿐만 아니라 침투에 의해서도 발생함.

본 연구에서는 둘 다 고려해서 분석함.

■ 우면산 산사태의 시간대별․지역별 강우빈도를

표시해야 함.

■ 우면산 산사태는 광범위하고 다양하여 산사

태 발생시간을 명확히 밝히기 매우 어려움.

■ 강우빈도 해석에 우면산과 거리가 먼 서울관측

소 자료를 사용하여 강우의 크기를 부풀림

■ 서초, 남현 관측소의 관측기간이 부족하여

강우빈도 분석은 서울관측소 자료를 사용함.

공군

부대

영향

■ 현재 공군부대가 있는 지형을 해석하였으므로

공군부대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함.

■ 공군부대가 존재하여 변화하는 유출특성을

분석함.

■ 산사태 원인 분석시 강우에 의한 침구해석 이

외에 토석류, 유목에 의한 배수로 막힘 효과,

점토층의 용출수 및 피압수 특성, 계곡 및 능

선의 배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음.

■ 본 조사단에서는 공학적으로 의미있고 고려

가능한 사항을 선택적으로 판단하여 분석함.

■ 공군부대 영내 2군데 산사태의 래미안 산사태

를 촉진시킨 영향의 공학적 검토가 없음.

■ 거시적 관점에서 영내 산사태 영향이 검토되

었으며, 결론에 반영되었음.

■ 공군부대 주변도로의 배수시설 불충분이 산사

태 원인이라는 공군 보고서의 언급이 없음

■ 산사태의 원인은 다양할 것이나 공군부대 주

변 산사태가 공군부대 책임임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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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계․전문가 의견 검토 의견

공군

부대

영향

■ 외국전문가(Malone)가 발생빈도 외에 피해규모

도 중요하다함. 이를 결론에서 무시하고 있음
■ 영향이 있다고 결론 내림.

■ 공군부대는 설치된 이후로 줄 곳 산사태 취약

지점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본 과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임.

■ 공군부대의 절개면이 시발점이 되어 산사태 원

인을 제공하였다는 것은 적절한 지적임.

■ 산사태는 대체로 상부절개지에서 발생하나

중간계곡부 무한사면파괴를 염두에 둔 결론

임.

■ 공군부대 유무에 따른 유출수와 침출수의 수리

수문학적 검토가 필요함.

■ 침출수와 유출수 정확히 분류하기 어려우며

정량화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는 타당함.

터널

발파

영향

■ Malone교수 의견대로 발파로 인한 상부 토사

전단강도의 장기적 약화가 고려되어야 함.

■ 장기 영향 검토는 과업범위 밖임. 현실적 정

밀 검토를 수행함.

■ 엄격한 관리로 진행되어 터널공사가 산사태에

영향이 없다는 결론은 합리적 의문이 듬.

■ 다양한 자료 검토와 수치적 검증을 통하여

내린 결론임.

■ 실제 발파에너지 미반영 자료를 사용했다면 발

파하중 계산의 신뢰도의 재점검이 필요함.

■ 본 터널현장 발파일지에 있는 화약량과 지반

진동계측치는 일반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실제 장약 기준으로 한 발파 에너지를 터널 단

면에 적용 시 해석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 발파일지를 참고하였으며 진동계측치를 기준

으로 발파에너지를 산출함.

■ 실제 화약량을 확인해야 하며, 발파 패턴 적용

시 발파 에너지에 관하여 문헌 확인 필요

■ 지반전달운동에너지를 진동계측치와 일치하

도록 산출함. 문헌검토 결과 이상 없음.

■ 적용한 발파 에너지와 사용된 화약에 따른 발

파 에너지와의 차이의 비교가 필요함.
■ 큰 차이 없음.

■ 계측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양

한 방법론 적용 필요

■ 계측자료와 실제 구조물의 피해간의 차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검토함.

인공

시설물

(생태

저수지,

등산로)

■ 우면산에 철탑과 산책로에 의한 산사태 영향은

중요하나 검토가 빠졌음.
■ 검토하였으나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함.

■ 절개지 형태의 등산로 역시 산사태 발생 위험

을 증가시켰다고 판단됨.
■ 검토하였으나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함.

■ 생태저수지가 토석류를 가둠으로서 피해를 억

지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생태저수지는 유속이 감소하는 구간이며 여

러 현장조사 및 수치해석의 신중한 결론임.

■ 저수지가 터지면 하류부에 있는 많은 토사를

끌고 가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저수지 일부 붕괴로 인하여 토사 일부가 하

류로 배사될 수 있음을 언급함.

■ 보행길 조성을 위해 등산로를 확장하고 배수로

를 설치하지 않아 산사태에 취약해졌음.
■ 검토하였으나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함.

■ 소규모 저수지가 사방댐 역할을 한 것은 아님.
■ 생태저수지는 유속이 감소하는 구간이며 여

러 현장조사 및 수치해석의 신중한 결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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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계․전문가 의견 검토 의견

기타

■ 외국자문단 자문이 형식적이고, 자문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검토 필요

■ 1주일 전에 자료 제공. Liu교수와 Fukuoka교

수는 2011년에 우면산을 기 방문한 바 있음.

■ 산사태 인명피해 18명에 대하여 개별적인 산

사태 발생원인과 인명사고의 연관성을 분석

하였어야 하는데, 전체적인 산사태의 일반적

인 발생 특성을 분석

■ 조사 수행 주체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

음.

■ 공군부대 입지 후의 개발 실태와 산사태 예

방대책 현황에 대한 분석이 없어서, 서울시

가 그 동안 우면산 개발을 하면서 산사태

예방대책이 충실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어려

움.

■ 조사단에서 판단하여 과업보고서에 필요한

사항만 기술함.

■ 1차 보고서와 2차 보고서의 연관성에 대한

언급이 미흡함.
■ 조사단에서 판단할 사항임.

■ 2차 보고서가 지니는 현장증거의 한계를 설

명하는 내용이 없음.

■ 2차 조사단에는 2011년 산사태 발생 직후 현

장을 조사한 연구진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2차 연구보고서 연구자들의 역할에 따른 연

구결과가 보고서에 충분히 수록되어야 함.
■ 조사단 판단에 따라 필요한 만큼 수록함.

■ 전문가토론회(6.7), 공청회(11.23) 패널 지적

내용이 보고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

■ 대체로 지엽적이거나 과업범위 밖의 내용이

며 과업보고서 결론에 영향이 없는 사안임.

■ 2차 원인조사 보고서가 객관 공정성 측면에

서 우려됨.

■ 본 보고서에서 책임의 근거가 나왔음에도 추

가적인 문책 거론은 신중하자는 의도임.

■ 우면산 산사태 이후의 서울시 산사태 예방대

책에 대한 설명 등이 필요함.
■ 2차 원인조사 과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공군부대펜스인근" 또는 "공군부대 영내"라

는 표현을 쓰고 있어, 통일적 표현 필요
■ 펜스 내부는 영내로 본 것임.

■ 56쪽 셋째 줄의 2001년은 2011년의 오기로

보임
■ 2011년의 오기임.

■ 78쪽의 5째 줄의 "현재"라는 말이 보강 공사

후를 말한다면, 공사 후에도 안정성을 확보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됨.

■ 우면산 붕적층 지표지질조사 결과이며 보강

공사와는 무관한 내용임.

■ 조기경보가 필요했던 산사태 위험지역이 숫

자와 지역에 있어 일관성이 없음.

■ 단순 오기임. 30개 유역은 위험한 유역이 맞

음. 선바위 지역은 위험 유역이 아님.

■ 외국전문가들의 터널발파의 산사태 영향 가

능 주장에 대해, 영향이 없다는 결론은 설득

력 미약

■ 지반약화 가능성 분석의 현실적인 방법이 없

음. 외국전문가들도 단기적으로는 터널발파

와 산사태 직접 연관은 없다는 의견임.

■ 176쪽과 178쪽의 "북쪽사면"은 "남쪽사면"의

오타로 보임
■ 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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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영일 교수 의견서(2013.08.26)

 - 2012년 12월 서울연구원에 제출한 대한토목학회의 우면산 산사태 2차 보고서의 제3

장 기초조사결과의 제2절 강우특성 및 분석을 담당한 참여 연구자로서 강우분석 관련 

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함.

 - 본 보고서와 관련하여 ’11. 7. 27 우면산의 산사태 발생지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

하여(150개소) 산사태 발생시간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보고

서 “제3장 제2절 강우특성 및 분석”의 강우 빈도해석은 우면산에서 발생된 모든 산사

태를 고려하고 연속강우사상의 평가를 위해 첨두값을 포함하는 강우사상에 대한 분석

을 위하여 하나의 대표 기준시간으로 09시를 적용하였고 우면산 전역의 1시간 최대

강우량을 20-120년 빈도라고 산출한 것이며, 이는 우면산 모든 지역의 산사태 발생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각 지역의 산사태 발생시간이 산사태 현장 촬영 영상, CCTV, 목격자 진술, 119 신고

시간, 언론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사태 발생시간 추정이 가능하

면, 그에 따른 기준시간에 의해 아래와 같이 강우빈도해석 결과를 적용하는 것이 적

절하다고 이미 여러 차례 의견을 개진한 바 있음.

 - 즉, 보고서 상의 20년(서초관측소)-120년(남현관측소) 빈도의 강우사상은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역에 따라 발생한 산사태 발생시간을 고려한 강우 

기준시간에 따른 빈도해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

▶ 강우 기준시간에 따른 1시간 최대강우량(㎜) 및 강우빈도(년)

시간 남현관측소(mm) 서초관측소(mm)

8시40분 112.5 (107년) 85.5 (20년)

8시30분 112.0 (102년) 78.5 (12년)

8시20분 103.0 (60년) 74.5 (10년)

8시10분 92.5  (30년) 70.0 (10년이하)

8시00분 86.5  (20년) 62.5 (5년이하)

7시50분 70.0  (10년이하) 53.5 (5년이하)

7시40분 53.5  (5년이하) 42.0 (5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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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계․전문가 토론결과

(1) 토론개요

1) 1차 토론회 

■ 일   시 : '13.05.08(수) 15:00~18:00

■ 참   석 : 총 8명 (좌장 : 중앙대학교 홍원표 교수)

 - 전 문 가 : 박창근 교수(관동대), 이수곤 교수(서울시립대), 염형철 사무총장(환경연

합), 문영일 교수(서울시립대), 오경두 교수(육사), 박인준 교수(한서대) 

 - 서울연구원 : 원종석 박사(책임연구원)

■ 목적 및 안건 : 대한토목학회 조사결과 보고서에 관한 쟁점사항 토론

 - 쟁점사항 : 산사태 발생시간 및 강우분석, 공군부대의 영향, 인공시설물의 영향, 생태

저수지의 영향, 터널발파의 영향 등

2) 2차 토론회 

■ 일    시 : '13.07.12(금) 16:00~18:30

■ 참   석 : 총 6명 (좌장 :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총장) 

 - 전 문 가 : 박창근 교수(관동대), 유철상 교수(고려대), 오경두 교수(육사)

 - 시민대표 : 임방춘 대표(유가족)

 - 서울연구원 : 원종석 박사(책임연구원)

■ 목적 및 안건 : 대한토목학회 조사결과 쟁점사항 중 산사태 발생시간 및 강우분석에 

관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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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 토론자료 및 결과

(1) 1차 토론 발표자료

구분 쟁점 사항 발표 의견

강우

분석

■ 우면산과 거리가 먼 서울관측소 자료를 사용
하여 강우량을 부풀렸음.

■ 강우빈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30년 이상의 
통계자료가 필요하나 우면산 인근의 관측소
는 관측기간이 짧아(1～18년), 50년 이상의 
장기 강우자료를 보유한 서울관측소의 자료
를 사용함. 강우량 자체는 서초, 남현 관측소 
자료를 사용함.

■ 산사태 발생시간을 대표시간 09시로 적용하여 
강우량을 부풀렸음.

■ 우면산 산사태의 발생지역이 매우 광범위하
고 다양하며, 150개소의 산사태 발생시간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은 어려움.

■ 동영상 촬영시간, 119시간, 목격자 진술, 언
론보도, 강우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우면산 산사태는 07:40～11:00까지 총
150개 사면의 산발적 붕괴로 추정됨.

■ 과거에 、11년보다 더 많은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면산에 산사태 발생하지 않았음

 - 천재로 결론짓기 위해 의도적으로 1일 강우량
을 생략하고 시간당 강우량을 강조하였음.

■ 「40년간 서울지역 강우량」자료는 、11년만 
서초관측소 강우자료를 사용(나머지 연도는 
서울관측소 자료)한 것으로, 연도별 강우량 
비교에 사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 또한 ′11년 일강우량(230㎜)은 、11.7.27 
07:40까지의 강우량으로서, 실제 강우가 
7.26 16:29부터 내린 점을 고려할 때 230㎜
는 일강우량이 아닌 15시간 강우량임.

■ 、11년은 과거에 비해 초단기 집중강우(10분
당 10㎜ 이상)가 07:21～08:40까지 80분 동안 
지속적으로 내려, 계류부 사면의 급격한 세
굴 및 산사태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됨.

■ 1일 강우량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시간당 
강우량만을 강조하지 않았음. 토목학회 보고
서에는 10분, 1시간, 12시간, 1일, 2일, 3일, 
7일, 10일, 30일, 60일, 90일 등 다양한 단위
의 분석결과가 수록되어 있음.

■ 종합방재센터 공문(、13.02.22)에 따라 119신고
시간은 산사태 발생시간으로 사용할 수 없음.

■ 119 신고시간은 산사태 발생시간이 아니라 
현장 촬영 영상, 언론보도 등과 함께 산사태 
발생시간 추정자료 중 하나임.

■ 소방방재청 공문(、13.03.21)에 、11.07.27 우면
산의 강우량은 20년 빈도에 해당함.

■ 소방방재청 확인 결과 ‘20년 빈도’는 2차 
원인조사 공청회에서 발표한 강우자료 중 서
초지역 빈도값을 발췌한 것이라고 함. 별도
의 근거나 분석 결과는 아니라고 함.

공군

부대

영향

■ 공군부대가 산사태 발생에 미친 영향을 고려
하지 않았음.

 - 공군부대 설계보고서(、11.12)에서 책임 자인

 - 외국전문가의 자문의견 무시

 - 공군부대 영향을 정량화하기 어렵다고 명시하
여 책임희석 

■ 토목학회 보고서에도 공군부대 책임 명시

■ Malone교수 의견을 결론에 명시

 - 공군부대 연결 구역 사망자수 16명

 - 공군부대 인근 산사태가 하류 인명피해 가중.

■ 정량화 어려운 것은 공군부대 산사태와 중류
부 산사태 간 책임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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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쟁점 사항 발표 의견

공군

부대

영향

■ 공군부대가 존재하기 이전의 지형으로 해석을

하였다면 공군부대 영향이 크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을 것임.

■ 국토지리정보원에는 공군부대 주둔 이전 항

공사진은 존재하지 않음.

■ 일제시대 지형도는 정확도 낮은 축척 때문에 

해석의 신뢰도가 낮아서 활용이 어려움.

■ 1975년 항공사진에 모자이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군부대에서 대규모 공사를 시행한 것

으로 추정됨.

■ 국방부와 항공사진 판독부서에 확인한 결과 

해당년도 전후(1974년, 1976년)의 항공사진에

는 모자이크가 없고 특별한 지형변화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대규모 공사는 없었던 것으

로 보임.

터널

발파

영향

■ 우면산/서초터널 발파 영향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음.

■ 서초터널 발파는 산사태 발생 4개월 이전(、

11.04.02)에 완료되었으며, 우면산터널 발파는 

、01.09월 완료되어 10년 정도 경과되었음.

■ 토목학회는 발파로 인한 지반의 진동값과 잔

류변위가 설계허용치를 만족하거나 무시할만

한 수준으로, 사면안정 해석결과 발파 전후 

안전율 변화가 없으며 터널 내부 붕괴가 없

는 점, 서울 도심지 지하철 공사시 주택가와 

매우 인접한 곳에서 발파하나 문제 사례는 

없는 점, 터널 발파와 관련된 국내외 자연사

면 붕괴사례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터널

발파가 산사태 발생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

고 판단됨.

■ 발파진동 계측이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신뢰할 

수 없음.

■ 계측기는 매립형이 아니라 스탠드형으로 지

상에 독립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측정자의 

전문성에 따른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적음. 

계측기는 자동으로 기록 및 출력되어 조작이 

불가능함.

■ 터널발파 영향 관련 외국전문가의 자문의견을 

보고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음.

 - 장기사면 안정 영향. 지반 강도저하 가능성 등

■ 토목학회에서는 장기적 영향검토는 과업범위

에 속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밀

검토를 수행하였다고 함.

인공

시설

영향

■ 인공시설물(송전탑, 등산로 등)이 산사태 발생

에 미친 영향이 고려되지 않았음.

■ 토목학회에서는 우면산 산사태는 인공시설물

의 상류에서 시작하여 하류로 연결되는 형태

를 보이므로, 산사태가 인공시설물에서 시작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임.

■ 서초구에서 우면산 자연배수로를 횡단하는 방

향으로 둘레길을 조성하여 산사태 원인을 제

고하였음.

■「우면산공원 등산로 정비사업(서초구)」은 새

로운 등산로를 신규조성한 것이 아니라 노약

자 및 유모차 이용객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기존 등산로 일부(1.2㎞)를 정비한 것임.

■ 형촌마을 생태저수지의 규모를 축소한 것은 

저수지가 산사태 원인이라는 증거임.

■、11년 산사태 당시의 사진을 보면, 저수지는 

상부의 토석(2,400㎥)을 가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13년 복구공사에서 생태저수지 규모를 줄인 

것은 저수지 상부에 사방댐(2개소)를 신설하

면서 수로를 설치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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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 토론 결과

구분 학계․전문가 의견

산사태

발생시간

및

강우분석

■ 위험도 분석에서는 3일 연속강우량이 중요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강우량을 기준으로 
120년 빈도라고 한 것은 의미 없음.

■ 산사태 발생시간이 명확하다고 하면 그에 따라 빈도해석을 하면 됨.

■ 지역별로 7시 40분, 8시 10분 등 산사태 발생시간이 상이함. 이에 따르면 10년 빈도 정도임.

■ 9시라는 대표시간 보다는 발생시간을 기준으로 빈도 해석을 해야 함.

■ 2011년 보다 더 큰 과거 강우에도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나지 않은 이유는?

   2011년에는 과거와는 다르게 10분 당 10밀리 이상 강우가 80분 연속으로 왔다는 특성이 있음.

■ 시간 보다는 ‘강우에 의해서 변화된 함수비에 의한 지반 전단강도 약화’를 분석해야 함.

■ 강우빈도 분석에 사용된 관측소는 일반적으로 평지에 있어 매년 산정상부의 더 많은 강우를 
반영하지 못함.

■ 수문학적으로 실무적으로 토목학회에서 한 방법(티센분할, 강우빈도 분석)은 맞음.

■ 강우빈도는 해당 강우가 평균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정도를 알려주는 것뿐임.

■ 강우빈도 120년이라는 말이 천재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만든 요인이 됨.

■ 침투해석 등 토목학회 보고서에서 할 건 다 했음. 발생현장 데이터가 없어 해석중심 보고서임.

■ 향후 산사태 발생 시 현장을 보존하고 전문가에게 조사 및 토론의 장을 제공하길 바람.

공군부대

영향

■ 공개된 공군부대 하단부에 기반암이 노출될 정도로 세굴이 일어났음.

■ 산지쪽 집수정을 막혔지만 래미안쪽 집수정은 제대로 기능하여 배수가 되었음.

■ 과거 지형도를 가지고 분석했을 때 공군부대 입지 전후의 산사태 위험도 변화가 없음.

■ 공군부대 내부 사면에서 붕괴가 일어났음. 배수로도 막혔음. 

■ 토사흔적으로 보면 래미안쪽 흙둑도 영내에는 살아있음. 바깥에 세굴되어 원호형 파괴가 발생

■ 공군부대 실시설계보고서에 강우가 침투하여 간급수압이 높아져 석축이 부분파괴되었다고 함.

■ 실시설계보고서에는 배수로가 없어서 강우가 침투하여 안전율이 낮게 나와 배수로 공사했음.

■ 공군부대 영내의 집수정은 모두 막혀있었으며 배수될 곳이 없었음.

■ 교과서와 국내 사례를 봐도 산사태에는 세굴 보다는 절개지가 더 중요한 원인임.

■ 고인 물의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배수로, 집수정 및 흙둑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함.

인공시설

영향

■ 철탑에서 산사태가 시작되고 산책로도 배수로가 없어서 (배수)통로 역할을 함.

■ 도로는 개연성이 있으나 철탑은 스팟이기 때문에 산사태 촉발 원인이기는 어려움.

■ 국내사례를 보면 도로, 텃밭, 과수원 등에 의해 산사태가 발생함.

■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움.

■ 도로는 배수체계 변경으로 통한 세굴의 영향을 철탑은 침투영향을 고려해야 함.

■ 등산로와 군부대 진입로에서 20, 30 미터씩 흘러내린 빗물흔적을 볼 수 있었음.

■ 등산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시뮬레이션을 해야 함.

■ 강우강도가 투수계수의 5배 정도까지 침투되고 그 이후에는 유출되어 세굴을 일으킴. 시간당 

80밀 리가 넘으면 5배 이상이므로 세굴이 많이 일어났을 것임. 이의 반영이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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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계․전문가 의견

생태

저수지

■ 생태저수지 축소가 산사태 원인이라는 증거는 아님. 긍정적인 면도 부정적인 면도 있음.

■ 의견이 양분됨. 오히려 생태저수지가 토사를 막아 더 큰 재앙을 막았다는 말도 있음.

터널발파

영향

■ 터널발파에 의한 지반의 영향은 없음. 누적전단변형율 등 전단계수 값을 구했어야 했음.

■ 지진이나 발파나 마찬가지임. 지진이 발생하면 산사태가 자주 발생한다고 함.

■ 지진은 산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고 터널 발파는 포인트 로드라서 서로 다름.

■ 토질이 SM2)이면 하중이 가해지면 조밀해지고 단단해지나 보덕사같이 CL3)이면 위험해짐.

■ 흙이 2,3미터이고 CL이라고 하고 기반암이 연암이라고 하면 발파하면 전단강도가 낮아짐.

■ 암반과 흙의 경계부 점토가 협재되어 있으면 강우가 침투하면 위험해짐.

■ 이 상황이 터널발파로 인한 산사태 촉발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음.

■ 계측자료는 이상이 없는지?

■ 계측자료는 속일 수 없는 것임.

종합정리

■ 우면산 민관합동 TF에서는 대한토목학회에 권한과 책임을 전적으로 부여하고 일체 간섭하지 
않음. 대한토목학회 조사단의 보고서에 대한 책임은 무한한 것임.

■ 산사태 발생시간은 대표시간 보다는 각 케이스에 대한 해석이 좋다는 아쉬움 표명

■ 강우빈도 분석의 통계자료로 서울관측소의 것을 쓴 것은 현재 기술로 어쩔 수 없었음.

■ 공군부대는 배수냐, 침투냐, 월류냐 의견이 대립. 현재로는 밝히기 어렵지만 분석이 아쉬움.

■ 인공구조물은 자연사면 배수에 관하여 논의함. 등산로 등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아쉬움.

■ 발파영향이 없다는 결론은 같지만 그 과정은 불친절했음. 

■ 발파 관련 검증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영향여부의 진위성을 얘기할 수 없음.

■ 강우분석에 관한 내용은 동의하나 연구방법이나 연구내용에 대한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음.

2) 표준적인 토질분류체계인 USCS(Unified Soil Classification System)로 분류된 토질유형으로 실트질 모래를 의미함.

3) USCS로 분류된 토질유형으로 무기질 점토, 자갈, 자갈섞인 점토, 모래섞인 점토, 실트섞인 점토, 점성이 낮은 점토

등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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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 토론자료 및 결과

(1) 2차 토론 발표자료

구분 발표 의견

우면산

산사태

발생시간

■ 산사태 발생지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산사태의 발생특성 상 지역별 발생 시간을 정
확히 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강우특성, 현장 증거자료, 목격자 진술, 언론 보도자료, 119 
신고시간 등을 활용하여 추정함.

 가) 강우특성

- 강우특성 분석결과 초단기 집중강우(10분 10㎜ 이상)가 내려 누적강우량이 급증한 07:40～

08:40 사이에 산사태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

 나) 현장 증거자료

- 휴대폰 영상, 차량 블랙박스 기록에 따르면 래미안 아파트는 08:31, 신동아 아파트는 08:20

에 피해 발생

 다) 목격자, 관계자 진술

- 남부순환로(서초경찰서 경사 박제영) : 06:50경 물과 토사 쏟아짐. 07:45부터 교통 통제

- 전원마을(유가족 임방춘, 유가족 이혜경, 교수 조원철) : 07:40～07:58에 산사태 발생

- 양재자동차학원(유가족 김일영) : 고인과 통화중 07:50에 갑자기 끊김.

 라) 언론보도

- 07:40～09:37로 보도되고 있으나 언론사별로 상이하고 동일 언론사 기사에서도 상이함.

■ 관련자료를 종합한 결과 우면산 지역별 주요 산사태는 07:40 – 08:40까지 발생한 것으로 추정

강우분석

결과

■ 시간대별 강우량 및 강우빈도

기준시간
남  현 서초(교대) 서초구청 서초(이수초교)

강우량
(mm) 강우빈도 강우량

(mm) 강우빈도 강우량
(mm) 강우빈도 강우량

(mm) 강우빈도

8시40분 112.5 107년 85.5 20년 99.0 45년 97.0 40년

8시30분 112.0 102년 78.5 12년 97.5 40년 88.0 21년

8시20분 103.0 60년 74.5 10년 97.5 40년 80.5 13년

8시10분 92.5 30년 70.0 10년이하 92.5 30년 73.5 10년이하

8시00분 86.5 20년 62.5 5년이하 82.5 15년 65.0 5년

7시50분 70.0 10년이하 53.5 5년이하 66.5 5년 56.0 5년이하

7시40분 53.0 5년이하 42.0 5년이하 57.0 5년이하 41.0 5년이하

■ 발생시간 및 강우빈도

지 역 산사태 발생 추정시간 강우빈도 기준 관측소

임광/신동아 아파트 08:15경 10년 서초(이수초교)

래미안 아파트 08:30경 12년 서초(교대)

전원마을 07:40~07:58경 5년이하~20년 남    현

양재자동차학원 07:50경 5년 서초구청

형촌마을

07:40~08:40경

5년이하~45년 서초구청

송동마을

5년이하~107년 남    현보덕사

윗성지마을

강우의

영향

■ 2011년 강우는 초단기 집중강우 지속시간(80분), 24시간 선행강우량(206.5㎜)이 가장 큼.

■ 2011년 7월 27일 07:40 – 08:40 동안 매우 좁고 긴 호우 핵이 우면산 유역에서 지속되고 있음. 

- 레이더 분석 결과 우면산 정상부 강우량은 서초관측소의 1.5 ～ 2.4 배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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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토론 결과

구분 학계․전문가 의견

강우빈도

분석

■ 사면안정해석시 선행강우를 포함하여 주어진 조건에서 무너지는지의 여부가 결정적임. 우면산
은 인공적인 영향이 없어도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연구결과에 따르면 강우가 24시간 기준으로 80㎜ 이상 오면 사면파괴 발생 시작됨. 
유출이 시작되고 세굴도 발생하기 시작함. 토목학회 보고서에서 조사했으나 정리 미흡

■ 산사태의 쟁점은 시점임. 이는 산정상부임. 세굴은 하천주변에서 주로 문제가 됨.

■ 시간별 강우를 산사태 원인으로 단정하면 천재라는 결론에 이르게 됨.

■ 강우가 1차원인임.

■ 경사, 지질, 임상 등과 함께 강우량도 하나의 요인이며 토목학회 보고서에서는 과다 강조

■ 산사태의 발생시점은 절개지, 계곡부, 7,8부 능선, 등산로 등과 연관됨.

■ 세굴후 20, 30분 후에 약한 사면은 터져 나가기 시작함.

■ 전원마을에 주말농장이 있음. 이도 산사태에 영향을 주었을 것임.

■ 강우빈도만으로 산사태 원인을 논하는 것은 위험하며 산사태 발생조건이 더 문제임.

■ 연구자별로 선행강우의 중요도도 다르며 24시간이나 3일도 얘기함. 그것은 Maximum이지 굳이 
시간별로 재현빈도 분석하는 것이 결정적이지 않음.

■ 산사태가 날 만큼 비가 충분히 왔다는게 10년 빈도 정도이나 특별한 설명도 없이 보고서에서 
120년 빈도로 강조한 것은 타당하지 않음.

■ 피해지역별로 발생시간대를 추정하고 시간대별 강우빈도를 명시해야 함. 

■ 대표시간만으로 미흡하며 구체적인 발생시간으로 분석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확인

강우특성

■ 2011년 강우가 독특했던 것도 사실임.

■ 강우가 공간적으로 불균형성이 굉장히 큼. 산지 강우는 매년 저평가 될 가능성이 높음.

■ 레이더 분석 결과는 Calibration4)한 것인지?

■ Calibration 했음. 

■ 레이더 분석 결과는 학술적인 한계로 인해 강우의 경향성만을 보는 것으로서, 강우가 산악지
역에서는 매년 더 많을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

인공

시설물

■ 시의원 보도자료(、13.04.05)에 따르면 2001년 강우량이 2011년 보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인공시설물이 산사태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임.

종합정리

■ 산사태 발생시간과 강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여러 의견을 취합해서 그 결과를 보고서에 
반영하는 것이 오늘 토론의 목적임. 토목학회에서 보고서 수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로 그런 의견들을 다시 정리해서 포함시켜야 할 듯 함.

■ 토목학회 보고서에서 강우량과 강우빈도는 하나의 대표기준시간 09시를 적용하여 산출된 자료
이므로 빼주길 바람.

■ 토목학회 보고서도 모든 부분에서 잘못된 것은 아니고 의미 있기 때문에 토목학회 보고서를 
앞에 싣고 뒤에 이견이 있는 부분을 전문가 의견으로 첨부하고자 함.

■ 토목학회에서 수정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우면산 TF에서 결론이 보고서 결정을 늦추는 것은 유
족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서 토목학회 보고서는 두되 그것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학계․전문
가의 의견을 더 강하게 정교하게 작성하여 별첨에 싣자는 것임.

■ 오늘 토론 결과 대부분의 의견이 1차 전문가 토론회 결과 내에 있음.

■ 오늘 산사태 발생시간 및 강우빈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산악지역 레이더 영상 분석 실시

■ 이러한 의견수렴은 우리나라 처음임. 유가족분들을 위해 보고서를 빨리 종결해야함.

4) 입력계수 보정을 통하여 모델 분석한 결과와 실측 데이터와 차이를 허용오차의 한계 이내로 줄이는 과정. 이 과정

을 거치면 해당 모델이 실제 현상을 잘 분석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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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계․전문가 수렴의견 요약

서울연구원은 학계․전문가 및 시민 의견 수렴(주민설명회 2012.9.21, 공청회 2012.11.23, 

전문가 자문 및 유가족 의견수렴 등), 대한토목학회 답변서(2013.2.1) 검토, 학계․전문가 

토론회(1차 5.8, 2차 7.12) 등의 절차를 통해 대한토목학회 조사보고서에 대해 종합적으

로 분석하였음. 그 결과 보고서는 산사태 발생 전후의 지반 계측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시행한 공학적 연구로서 의미가 있으나, 일부 항목에 대해 규명이 미흡하거나 논점을 해

소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함. 이에 학계․전문가 토론회 등의 의견을 주요하게 반영하여 다음 

사항들을 보완하고자 함. 

(1) 2차례('13.5.8, 7.12)에 걸친 학계․전문가 토론결과 산사태 발생시간 및 강우빈도의 

지역별 편차를 고려할 때 우면산의 산사태 발생시간 및 강우빈도는 지역별로 세분화되며, 

여러 자료를 통해 추정이 가능한 지역별 산사태 발생시간과 강우빈도는 다음과 같음.

지역 산사태 발생 추정시간 강우빈도

임광/신동아 아파트 08:15경 10년

래미안 아파트 08:30경 12년

전원마을 07:40-07:58경 5년이하-20년

양재자동차학원 07:50경 5년

형촌마을

07:40-8:40경

5년이하-45년

송동마을

5년이하-107년보덕사

위성뒤마을5)

      토목학회 2차 원인조사에 참여한 서울시립대학교 문영일 교수의 의견('13.8.26)에 

따르면, 대한토목학회는 우면산 전역의 산사태 발생(150개소)을 고려한 강우분석을 

위해 대표시간을 적용한 것이므로, 동 시간 09시가 우면산 모든 지역의 산사태 

발생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2) 학계․전문가 토론('13.7.12)에서 우면산 산사태 당시 강우는 국지적이고 단기에 집

중된 특성이 있었으며, 레이더 영상자료 등에 따르면 강우빈도가 산 정상부에서는 

저평가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에 대해 레이더 영상을 활용한 강우분석기법은 

수증기 밀도 추정 등에 기술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상대적인 경향성 판단은 가능

하되 정량적 분석에는 활용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음. 

5) 유가족(함창수) 증언에 따라 윗성뒤마을에 산사태가 07:50에 발생했다면 강우빈도는 5년 이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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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계․전문가 토론('13.5.8) 결과, 공군부대 내부 산사태로 인해 저류된 물이 흙둑을 

넘어 부대 밖으로 월류(overflow)하였는지, 흙둑을 침투하여 사면파괴를 유발했는지, 

아니면 부대 내부 집수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배수되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있었어야 

함. 토목학회 조사에서는 저류된 물이 월류 또는 침투 등의 과정으로 사면파괴를 

유발했는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배수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４）관련 문헌/사례 조사결과, 수치 해석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터널 발파의 영향은 

없다고 보이나, 토목학회 조사에서는 해석조건, 입력물성치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고,  장기적인 발파로 인한 토양특성 저하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아울러 토목학회에서 장기적인 토양

특성 저하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았고, 검증에 필요한 표준 데이터가 없으므로 

터널발파의 영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었음.

(5）산사태 발생 직후 현장을 조사한 전문가에 따르면, 등산로를 따라 물길이 형성되는 

등 등산로가 산사태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이 있었음. 다만, 

산사태 후 신속한 복구 등으로 현장이 보전되지 못하고 훼손되어 정확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량적 분석은 곤란함.

(6) 우면산 산사태 당시의 생태저수지는 토석류 저장의 긍정적인 영향 및 하류 배수의 

부정적인 영향을 함께 미쳤음.

(7) 대한토목학회 조사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하여 파악된 사항 중에서, 향후 

산사태 원인 조사 연구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현재의 산사태 원인조사 관련 방법론은 정밀한 적용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레이더 

영상 분석기법, 수목 및 배수구 단위 사면안정 해석을 위한 정밀분석기법, 등산로 

등 미소한 인공시설물의 영향에 대한 분석기법, 지반의 터널발파 영향 기준 등의 

주제들이 현실적으로 적용성 높은 방법론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임.

  둘째 대한토목학회 조사결과에 대해 정량적으로 개선사항을 제시하기 어려운 이유는 

산사태발생 직전과 직후의 계측자료가 없다는 것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험

사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기술과 산사태 발생 직후 응급복구와 병행될 수 있는 

현장조사 기법의 개발이 필요함. 그리고 이를 제도화하여 현실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Ⅳ. 대한토목학회 조사결과 및 
학계․전문가 검토결과 종합

     (서울연구원)

1. 산사태 발생 및 피해현황

2. 산사태 발생시간 및 강우분석

3. 인공시설물 등 기타 쟁점사항





요약보고서 

- 39 -

Ⅳ. 대한토목학회 조사결과 및 학계․전문가 

검토결과 종합(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에서는 전문가 및 시민 의견, 대한토목학회 답변, 1차 및 2차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하여 대한토목학회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였음. 전문가들은 

대한토목학회 조사결과가 산사태 발생 직전과 직후의 지반 계측 데이터가 없는 현실을 감안

하여 시행된 공학적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도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세밀한 

분석을 시행하지 않아 명확한 원인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견을 제기한 바 있음. 

금번 조사에서는 다양한 요인에 대하여 실행 가능한 공학적인 조사를 시행하였으나 산사태 

발생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정확한 현장조사가 어려운 점, 관련 자료가 제대로 정리되어 

보전되어 있지 않은 점, 기술 및 분석기법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전문가들 사이에 합치된 의견이 

나오지 않은 측면이 있음. 

 아울러, 조사과정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산사태 원인조사 연구에 있어서의 개선사항 등 

아래와 같은 의견도 함께 제시함.

■ 현재의 산사태 원인조사 관련 방법론은 정밀한 적용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레이더 영상 

분석기법, 수목 및 배수구 단위 사면안정 해석을 위한 정밀 분석기법, 등산로 등 미소

한 인공시설물의 영향에 대한 분석기법, 지반의 터널발파 영향기준 등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법론이 정립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대한토목학회 조사결과에 대해 정량적으로 개선사항을 제시하기 어려운 이유는 산사태 

발생 직전과 직후의 계측자료가 없었다는 것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험사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기술과 산사태 발생 직후 응급복구와 병행될 수 있는 현장조사

기법의 개발이 필요함. 그리고 이를 제도화하여 현실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여

건 조성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조사결과 및 의견은 본 보고서에 

수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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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사태 발생 및 피해현황

■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현황

  2011. 7. 27 12개지역(69만㎡)에서 사면붕괴 150개소, 토석류 33개소가 발생하였음.

현장조사 데이터에 기초한 발생부와 토석류 이동경로는 아래와 같으며, 그림에서 파란색 

점은 발생부, 노란색 선은 토석류 이동경로, 주황색 점은 공군기지 경계선, 녹색 점은 

공군기지 내부를 표시한 것임.

  발생부 및 토석류 이동경로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남쪽과 북쪽 지역에서 대부분의 사면

붕괴 및 토석류가 발생하였음. 남쪽 사면의 토석류는 대부분 계곡부를 따라 흐르는 수로형 

토석류의 형태를 보였으며, 북쪽 사면의 토석류는 수로를 벗어나 사면을 따라 빠른 속도로 

흐르는 사면형 토석류의 특성을 보였음.

 

<2011년 우면산 사면붕괴 및 토석류 발생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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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사태 및 토석류에 의한 피해현황

  우면산 산사태로 인해 인명피해 67명(사망 16, 부상 51), 주택피해 11세대(전파 1, 

반파 10), 자동차 76대, 침수피해(주택 2,103세대, 공장․상가 1,583개소)가 발생하였음.

 

<2011년 우면산 토석류에 의한 사망자 수>

  

<2011년 우면산 토석류에 의한 파손 세대수>



우면산 산사태 원인 추가․보완 조사

- 42 -

2. 산사태 발생시간 및 강우분석

■ 대한토목학회에서는 당초 우면산 전역의 산사태를 모두 고려하기 위해 대표시간 09시를 

적용하고 우면산 전역의 강우강도는 최대 20년에서 120년 빈도에 해당한다고 분석

(´12.12.3)하였으나,

   ‘전문가 의견에 대한 대한토목학회 답변서(´13.2.1)’와 ‘우면산 산사태 원인 추가 및 

보완조사 관련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공문(´14.3.4)에서 산사태 현장 촬영 영상, 119 

접수시간, 언론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면산 산사태는 07:40경 최초 발생

하여 11:00경까지 총 150개소의 사면붕괴가 우면산 전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때의 강우량은 기준시간에 따라 남현관측소는 5년이하~120년 

빈도, 서초관측소는 5년이하~20년 빈도로 다양하게 산출될 수 있다고 하였음. 

< 강우 기준시간에 따른 최대강우(mm) 및 빈도(년) >

시  간 남현관측소(mm) 서초관측소(mm)

9시00분 114.0 (120년) 86.0 (20년)

8시40분 112.5 (107년) 85.5 (20년)

8시30분 112.0 (102년) 78.5 (12년)

8시20분 103.0 (60년) 74.5 (10년)

8시10분 92.5  (30년) 70.0 (10년이하)

8시00분 86.5  (20년) 62.5 (5년이하)

7시50분 70.0  (10년이하) 53.5 (5년이하)

7시40분 53.5  (5년이하) 42.0 (5년이하)

<우면산 산사태 발생현장 촬영영상(201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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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학계·전문가 토론('13.5.8, 7.12) 결과, 산사태 발생지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

하며 산사태의 발생특성상 지역별 발생시간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산사태 당시의 강우특성, 현장 증거자료, 목격자 진술, 언론 보도자료, 119 신고시간 

등을 고려할 때 2011년 우면산 주요 지역의 산사태 발생시간은 07:40~08:40으로 추정

되며, 이때의 지역별 강우빈도는 다음과 같이 위치에 따라 세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우면산 주요 지역 산사태 발생 추정시간대 및 강우분석 결과 >

  

지 역
동영상

촬영시간
언론보도

목격자
진술

119 신고내역 산사태 발생
시간대 추정결과접수시간 신고내역(녹취)

임광/신동아
아파트

08:20 08:30 08:16
산에 군부대에서 뚝방이 
터진 것 같음

08:15경

래미안
아파트

08:31 08:30 08:34
산에서 토사가 밀려 내려와 
차를 밀어내 통행이 불가능함

08:30경

전원마을
07:40~
09:00

07:40~
07:58

07:37 방으로도 물이 막 들어옴
07:40~
07:58경

08:41
산쪽에서 흘러나온 급류에 
2명이 휩쓸려 떠내려 감

양재
자동차학원

07:50 09:04
양재자동차학원 옆에 
산사태가 났음

07:50경

형촌마을
08:50~
09:37

08:58
어머니가 실종됐고 집쪽으로 
산사태가 덮쳤음

07:40~
08:40경

※산사태 발생 
당일 강우특성
고려

송동마을 11:11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는 걸 
봤는데, 산사태가 났고 
지금은 안 보임

보덕사 10:17
절이 무너져서 사람이 
갇혀있음

윗성뒤마을 10:31
어머니가 매몰됐다고 들었는데 
연락이 안 됨

< 우면산 주요지역 산사태 발생 추정시간 및 강우분석 결과 >

  

지  역 산사태 발생 추정시간 강우빈도

임광/신동아APT 08:15경 10년

래미안APT 08:30경 12년

전원마을 07:40~07:58경 5년이하~20년

양재자동차학원 07:50경 5년

형촌마을

07:40~8:40경

5년이하~45년

송동마을

5년이하~107년보덕사

윗성뒤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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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토목학회 강우량 분석 연구진(서울시립대 문영일 교수)의 의견서(2013.8.26)에서도 

대한토목학회 보고서(´12.12.3)의 강우빈도 해석은 우면산에서 발생된 모든 산사태를 

고려하고 연속강우사상의 평가를 위해 하나의 대표 기준시간으로 09시를 적용한 것

이므로 이는 우면산 모든 지역의 산사태 발생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각 지역의 

산사태 발생시간이 산사태 현장 촬영 영상, CCTV, 목격자 진술, 119 신고시간, 언론

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사태 발생시간 추정이 가능하면, 대한토목

학회 보고서 상의 20년(서초관측소)~120년(남현관측소) 빈도의 강우사상은 다음과 

같이 지역별 산사태 발생시간을 고려한 강우 기준시간에 따른 빈도해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였음.

  < 강우 기준시간에 따른 1시간 최대강우량(㎜) 및 강우빈도(년) >

  

시간 남현관측소(mm) 서초관측소(mm)

8시40분 112.5 (107년) 85.5 (20년)

8시30분 112.0 (102년) 78.5 (12년)

8시20분 103.0 (60년) 74.5 (10년)

8시10분 92.5  (30년) 70.0 (10년이하)

8시00분 86.5  (20년) 62.5 (5년이하)

7시50분 70.0  (10년이하) 53.5 (5년이하)

7시40분 53.5  (5년이하) 42.0 (5년이하)

     아울러, 상기 의견서의 강우 기준시간에 따른 1시간 최대강우량 및 강우빈도에 

대해 대한토목학회에서도 ‘우면산 산사태 원인 추가 및 보완조사 관련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14.3.4)을 통해 동의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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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공시설물 등 기타 쟁점사항

대한토목학회 조사결과 학계․전문가 검토결과

<공군부대의 영향>

■ 공군부대 영내 및 외곽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하류부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가중시켰다고 판단되나, 중류부의 

산사태와 세굴의 영향도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정량화하기는 어려움.

■ 공군부대 영외 배출수의 영향은 미미함.

■ 전문가 토론('13.5.8) 결과,

   부대 내부 산사태로 인해 저류된 물이 

흙둑을 넘어 부대 밖으로 월류(overflow) 

하였는지, 흙둑을 침투하여 사면파괴를 

유발했는지, 아니면 부대 내부 집수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배수되었는지 등에 대

한 검토가 있었어야 함.

   토목학회 조사에서는 저류된 물이 월류 

또는 침투 등의 과정으로 사면파괴를 유발 

했는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배수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터널발파의 영향>

■ 발파로 인한 사면의 잔류변위가 무시할 

만큼 미소한 수준이고, 사면활동에 대한 

안전율의 변화도 거의 없으며, 터널 종단을 

따라 산사태 발생지점이 편향되어 있지 

않으므로 터널발파의 영향은 미미함. 

■ 관련 문헌/사례 조사결과, 수치 해석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터널 발파의 

영향은 없다고 보이나, 토목학회 

조사에서는 해석조건, 입력물성치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고,  발파로 

인한 장기적인 토양특성 저하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아울러 토목학회에서 장기적인 토양특성 

저하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았고, 

검증에 필요한 표준 데이터가 없으므로 

터널발파의 영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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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토목학회 조사결과 학계․전문가 검토결과

<등산로의 영향>

■ 우면산에는 대규모의 임도보다는 

소규모의 등산로가 많이 설치되어 있음.

■ 임도와 달리 등산로는 폭이 1~ 2m로 

임도에 비해 좁은 편이며, 절ㆍ성토면이 

형성되지 않지 않으므로, 등산로가 산사태 

발생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됨.

■ 산사태 발생 직후 현장을 조사한 

전문가에 따르면, 등산로를 따라 물길이 

형성되는 등 등산로가 산사태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이 있었음.

  ※산사태 후 신속한 복구 등으로 현장이 

보전되지 못하고 훼손되어 정확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량적 분석은 곤란함.

<생태저수지의 영향>

■ 생태저수지는 둑의 붕괴로 하류부의 침수를 

유발하였으나 상류에서 발생한 토석류를 

가두어 피해 발생을 억지하기도 했음.

■ 우면산 산사태 당시의 생태저수지는 

토석류 저장의 긍정적인 영향 및 하류 

배수의 부정적인 영향을 함께 미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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