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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개요

제1절   조사 배경 및 목적
 2011.7.27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 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

해가 발생하였음. 이후 서울시에서는 2011.7~11월까지 1차 원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

에 대해 피해주민,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이의제기가 있어 추가 및 보완 조사를 실시한 

것임. 1차조사에서는 우면산 산사태 발생지역중 4개소(래미안/임광아파트, 신동아아파트, 

형촌마을, 전원마을)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추가 및 보완조사는 12개지역 전역

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여 발생원인 분석 및 위험도 평가등을 시행하고, 자문 및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그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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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내용 : 공군부대, 터널발파, 인공시설물 영향, 과거 재해지역 관리 등

제3절   주요 추진경과
■ '11. 07. 27 : 우면산 산사태 발생(총 12개 지역, 사망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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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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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5. 31 : 2차 원인조사 착수(서울연구원, 대한토목학회)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 추가 및 보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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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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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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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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 생태저수지 영향 등

■ '13. 05. 08 : 쟁점사항에 대한 1차 학계·전문가 토론회

■ '13. 07. 12 : 쟁점사항에 대한 2차 학계·전문가 토론회

■ '13. 08. 29 : 학계·전문가․유가족 의견수렴 종합 및 토론 결과 작성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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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8~ '14. 02 : 2차 원인조사 최종보고서 작성

제4절   보고서 구성

■ 본 보고서는 공학적인 조사결과와 학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검토결과를 함께 수록함

으로써 우면산 산사태 원인과 관련하여 밝혀진 다양한 사실을 규명하고 의견을 제시

하고자 ‘대한토목학회 조사결과’, ‘학계·전문가 검토결과’, ‘토목학회 조사결과와 학계·

전문가 검토결과 종합’의 3부분으로 구성함.



Ⅱ  대한토목학회 조사결과

   우면산 산사태 발생원인 분석 및 위험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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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조사개요

제1절 조사의 목적

 2011.7.27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 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

해가 발생하였고, 기 실시한 산사태 원인조사 결과에 대한 피해주민, 일부 전문가 및 시

민사회의 이의제기가 있어 이에 따른 추가 및 보완 조사 중에서 발생원인 분석 및 위험

도 평가 등을 실시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조사단 구성

성 명 김 명 모 조사단 직책 단 장

소 속 서울대학교, 교수

역 할 ⋅ 조사단 총괄

성 명 정 상 섬 조사단 직책 부 단 장

소 속 연세대학교, 교수

역 할
⋅ 곤파스 피해지역 복구대책 분석

⋅ 공군부대 영외 유출수 및 기타 인위적요인 분석

성 명 윤 찬 영 조사단 직책 총 괄 간 사

소 속 강릉원주대학교, 부교수

역 할
⋅ 우면산 산사태 및 토석류 현장 조사

⋅ 산사태 전⋅후 지형학적 특성 분석 및 DB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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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김 민 식 소 속 사방협회, 실장

역 할
⋅ 2010년 곤파스 당시 재해상황 정리

⋅ 우면산 사방대책 연혁/산사태(토석류) 현황 정리

성 명 문 영 일 소 속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역 할
⋅ AWS 강우자료를 이용한 우면산 강우분석 및 유출분석

⋅ 공군부대 강우유출 및 배수특성 분석

성 명 박 상 덕 소 속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역 할
⋅ 생태공원 저수지 영향 분석

⋅ 우면산 토석류이동 특성 시뮬레이션

성 명 박 연 준 소 속 수원대학교, 부교수

역 할
⋅ 암반사면 안정성 분석

⋅ 공군부대 영내 2010/2011 산사태 피해 상황 분석

성 명 옥 치 남 소 속 사면재해경감협회, 회장

역 할
⋅ 선행과제에 대한 자료 분석

⋅ 산사태 관련 법규 및 자료조사

성 명 이 승 우 소 속 강릉원주대학교, 부교수

역 할
⋅ 산사태 및 토석류에 대한 재해위험도 평가

⋅ 토석류 유발 영향인자 도출 및 상관성 분석

성 명 이 진 한 소 속 고려대학교, 교수

역 할
⋅ 영상정보를 활용한 선형구조 분석

⋅ 광역/정밀 지표지질조사

성 명 임 상 준 소 속 서울대학교, 부교수

역 할
⋅ 임상요인 조사 및 분석

⋅ 산사태 모의 : TRIGRS 모형

성 명 홍 태 식 소 속 청산기술사사무소, 대표이사

역 할 ⋅ 우면산 산사태 발생지의 주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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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연구자

성 명 김 기 홍 소 속 강릉원주대학교, 부교수

역 할
⋅ 현황측량 및 항공 LiDAR 분석

⋅ 산사태 전⋅후의 지형학적 특성 분석

성 명 백 중 철 소 속 강릉원주대학교, 부교수

역 할
⋅ 지하수위 특성 및 분석

⋅ 토석류 흐름 해석

성 명 강 희 철 소 속 부경대학교, 책임연구원

역 할
⋅ 광역/정밀 지표지질조사

⋅ 자연사면 지질위험도 분석

성 명 변 광 욱 소 속 이지소프트 대표

역 할 ⋅ 터널 발파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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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2010/2011 우면산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현황

제1절 2010년

1. 발생현황

■ 개요

• 2010년 태풍 곤파스(9월1일~9월3일)의 영향으로 덕우암과 신동아아파트 두 지역에

서 산사태 및 토석류가 발생하였다. 유역과 초기 사면붕괴 위치는 그림 2-1에 나타

냈다. 토석류 발생지역에 대한 보수작업이 시행되었으나 완료되지 않았고, 2011년 

발생한 토석류로 인해 이 지역에서 다시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림 2-1> 2010년 우면산 사면붕괴 및 토석류 발생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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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2011년

1. 발생현황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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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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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경로는 그림 2-2에 나타냈다. 그림에서 파란색 점은 발생부, 노란색 선은 토석

류 이동경로, 주황색 점은 공군기지 경계선, 녹색 점은 공군기지 내부를 표시한 것

이다.

■ 피해현황

• 발생부 및 토석류 이동경로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남쪽과 북쪽 지역에서 대부분의 

사면붕괴 및 토석류가 발생하였다. 남쪽 사면의 토석류는 대부분 계곡부를 따라 흐

르는 수로형 토석류의 형태를 보였으며, 북쪽 사면의 토석류는 수로를 벗어나 사면

을 따라 빠른 속도로 흐르는 사면형 토석류의 특성을 보였다.

    

<그림 2-2> 2011년 우면산 사면붕괴 및 토석류 발생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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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지 구 명 칭 유 역 (현장조사명) 발 생 부

1 래미안, 임광아파트

래미안 4

임광 1 1

임광 2 1

2 신동아아파트
신동아 1 1

신동아 2 (유점사) 2

3 형촌마을
형촌마을 1 22

형촌마을 2 8

4 전원마을

전원마을 1 10

전원마을 2 7

전원마을 3 5

5
보덕사, 앞윗마을(윗성지마을),

한국외교협회

보덕사 12

앞윗마을 1

한국외교협회 1

6 송동마을 송동마을 18

7 우면산터널 우면산터널 2

8 EBS 방송국

EBS 1 1

EBS 2 1

EBS 3 1

9 관문사 및 암산마을

관문사 1 1

관문사 2 3

암산마을 1

10 강남교회 및 양재자동차학원

강남교회 1 1

강남교회 2 5

양재자동차학원 5

11 대성사 및 예술의전당

대성사 2

예술의전당 8

국립국악원 5

12 덕우암 덕우암 5

13 기타

뒷골 15

안골 1

선바위 0

합 계 13 31 150

<표 2-1> 우면산 사면붕괴 현장조사 유역 및 발생부 개소

연 번 동 명
침수건수

연 번 동 명
침수건수

주 택 상 가 주 택 상 가

1 서초1동 87 51 10 반포4동 14 6

2 서초2동 58 209 11 방배본동 23 29

3 서초3동 103 210 12 방배1동 136 147

4 서초4동 - 139 13 방배2동 601 312

5 잠원동 2 3 14 방배3동 173 123

6 반포본동 - 1 15 방배4동 205 220

7 반포1동 18 15 16 양재1동 398 77

8 반포2동 - - 17 양재2동 220 34

9 반포3동 - - 18 내곡동 65 8

총 계 주택침수 : 2,103건 / 상가침수 : 1,584건

<표 2-2> 우면산 지역별 침수피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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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사면붕괴 토 석 류

동 쪽 11 4

서 쪽 22 3

남 쪽 74 13

북 쪽 43 13

합 계 150 33

<표 2-3> 지역별 사면붕괴/토석류 발생 횟수

 

지역별
파 손 피 해

사망자
전 파 반 파

동 쪽 - - 1

서 쪽 - - 6

남 쪽 - - 2

북 쪽 1 10 7

합 계 1 세대 10 세대 16 명

<표 2-4> 우면산 지역별 피해현황 

<그림 2-3> 2011년 우면산 토석류에 의한 파손 세대수

<그림 2-4> 2011년 우면산 토석류에 의한 사망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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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면붕괴 지역별 피해현황

1) 북측사면

<그림 2-5> 2011년 우면산 토석류 북측사면

(1) 래미안 아파트 유역

■ 유역 및 발생부 특성

• 래미안아파트 유역의 면적은 75,600㎡이며, 발생부는 4개소로 나타났다. 발생부 평

균부피는 1,827.0㎥이고, 발생부 평균경사는 44°로 전체 31개 유역중 가장 큰 발

생부 부피 및 경사를 보였다. 유하부의 평균경사는 19.0°이며 유하부 길이는 

606.7m로 나타났다. 래미안아파트 유역에서는 반파 6세대의 파손피해와 사망 3명

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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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래미안아파트 유역

<그림 2-7> 래미안아파트 유역 현장사진(발생부)

<그림 2-8> 래미안아파트 유역 현장사진(유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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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광아파트 유역

■ 유역 및 발생부 특성

• 임광아파트(임광 1, 임광 2) 유역의 면적은 54,100㎡이며, 발생부는 2개소로 나타났

다. 발생부 평균부피는 45.7㎥, 발생부 평균경사는 29°, 유하부 평균경사는 

16.2°, 유하부 길이는 267.3m로 나타났다. 임광아파트 유역에서는 반파 2세대의 

파손피해와 사망 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림 2-9> 임광아파트 유역

<그림 2-10> 임광아파트 유역 현장사진(발생부)

<그림 2-11> 임광아파트 유역 현장사진(유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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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동아아파트 유역

■ 유역 및 발생부 특성

• 신동아아파트(신동아 1, 신동아 2(유점사)) 유역의 면적은 214,400㎡이며, 발생부는 

3개소로 나타났다. 발생부 평균부피는 105.0㎥, 발생부 평균경사는 26°, 유하부 

평균경사는 17.5°, 유하부 길이는 663.6m로 나타났다. 신동아아파트 유역에서는 

반파 2세대의 파손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림 2-12> 신동아아파트 유역 

<그림 2-13> 신동아아파트 유역 현장사진(발생부)

<그림 2-14> 신동아아파트 유역 현장사진(유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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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덕사 유역

■ 유역 및 발생부 특성

• 보덕사 유역의 면적은 421,400㎡이며, 발생부는 12개소로 나타났다. 북측사면 유역

중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발생부가 많았다. 발생부 평균부피는 153.6㎥, 발생부 평

균경사는 36°, 유하부 평균경사는 17.8°, 유하부 길이는 900.0m로 나타났다. 보

덕사 유역에서는 사망 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림 2-15> 보덕사 유역

<그림 2-16> 보덕사 유역 현장사진(발생부)

<그림 2-17> 보덕사 유역 현장사진(유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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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앞윗마을(윗성지마을), 한국외교협회 유역

■ 유역 및 발생부 특성

• 앞윗마을 및 한국외교협회 유역의 면적은 233,400㎡이며, 발생부는 각각 1개소로 

나타났다. 발생부 평균부피는 19.8㎥, 발생부 평균경사는 16°, 유하부 평균경사는 

12.0°, 유하부 길이는 307.1m로 나타났다. 앞윗마을 유역에서는 사망 1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고, 한국외교협회 유역에서는 전파 1세대의 파손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림 2-18> 앞윗마을, 한국외교협회 유역

<그림 2-19> 앞윗마을, 한국외교협회 유역 현장사진(발생부)

<그림 2-20> 앞윗마을, 한국외교협회 유역 현장사진(유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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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성사 유역

■ 유역 및 발생부 특성

• 대성사 유역의 면적은 57,000㎡이며, 발생부는 2개소로 나타났다. 발생부 평균부피

는 8.1㎥으로 전체 31개 유역중 가장 작았다. 발생부 평균경사는 37°, 유하부 평

균경사는 15.9°, 유하부 길이는 130.6m로 나타났다.

<그림 2-21> 대성사 유역

<그림 2-22> 대성사 유역 현장사진(발생부)

<그림 2-23> 대성사 유역 현장사진(유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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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술의전당 유역

■ 유역 및 발생부 특성

• 예술의전당 유역의 면적은 183,600㎡이며, 발생부는 8개소로 나타났다. 발생부 평

균부피는 112.3㎥, 발생부 평균경사는 40°, 유하부 평균경사는 19.4°, 유하부 길

이는 562.9m로 나타났다.

<그림 2-24> 예술의전당 유역

<그림 2-25> 예술의전당 유역 현장사진(발생부)

<그림 2-26> 예술의전당 유역 현장사진(유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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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립국악원 유역

■ 유역 및 발생부 특성

• 국립국악원 유역의 면적은 76,200㎡이며, 발생부는 5개소로 나타났다. 발생부 평균

부피는 86.9㎥로 비교적 작은 규모였고, 발생부 평균경사는 35°, 유하부 평균경사

는 20.9°, 유하부 길이는 495.2m로 나타났다. 또한 유로의 평균경사가 32.5°로 

전체 31개 유역중 가장 큰 유로평균경사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7> 국립국악원 유역

<그림 2-28> 국립국악원 유역 현장사진(발생부)

<그림 2-29> 국립국악원 유역 현장사진(유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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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덕우암 유역

■ 유역 및 발생부 특성

• 덕우암 유역은 2010년에 사면재해가 발생한 지역이며, 유역의 면적은 90,800㎡이

고 발생부는 5개소로 나타났다. 발생부 평균부피는 98.7㎥, 발생부 평균경사는 

35°, 유하부 평균경사는 20.1°, 유하부 길이는 625.3m로 나타났다.

<그림 2-30> 덕우암 유역

<그림 2-31> 덕우암 유역 현장사진(발생부)

<그림 2-32> 덕유암 유역 현장사진(유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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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측사면

<그림 2-33> 2011년 우면산 토석류 남측사면

(1) 형촌마을 유역

■ 유역 및 발생부 특성

• 형촌마을(형촌마을 1, 형촌마을 2) 유역은 침수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발생

부의 수가 가장 많은 유역으로 나타났다. 유역의 면적은 444,800㎡이고, 발생부는 

30개소로 전체 발생부의 20.0%를 차지하였다. 발생부 평균부피는 75.4㎥, 발생부 

평균경사는 34°, 유하부 평균경사는 21.7°, 유하부 길이는 823.3m로 나타났다. 

형촌마을 유역에서는 사망 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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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 형촌마을 유역

<그림 2-35> 형촌마을 유역 현장사진(발생부)

<그림 2-36> 형촌마을 유역 현장사진(유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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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동마을 유역

■ 유역 및 발생부 특성

• 송동마을 유역의 면적이 678,900㎡으로 전체 유역중 두 번째로 크며, 발생부는 18

개소로 나타났다. 발생부 평균부피는 182.0㎥, 발생부 평균경사는 36°, 유하부 평

균경사는 19.7°, 유하부 길이는 941.3m로 비교적 길게 나타났다. 송동마을 유역

에서는 사망 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림 2-37> 송동마을 유역

<그림 2-38> 송동마을 유역 현장사진(발생부)

<그림 2-39> 송동마을 유역 현장사진(유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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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면산터널 유역

■ 유역 및 발생부 특성

• 우면산터널 유역의 면적이 64,200㎡이며, 발생부는 2개소로 나타났다. 발생부 평균

부피는 129.3㎥, 발생부 평균경사는 29°, 유하부 평균경사는 17.6°, 유하부 길이

는 229.7m로 나타났다.

<그림 2-40> 우면산터널 유역

<그림 2-41> 우면산터널 유역 현장사진(발생부)

<그림 2-42> 우면산터널 유역 현장사진(유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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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뒷골 유역

■ 유역 및 발생부 특성

• 뒷골 유역의 면적은 786,400㎡으로 전체 유역중 가장 넓고, 발생부는 15개소로 나

타났다. 발생부 평균부피는 34.2㎥로 매우 작았고, 발생부 평균경사는 35°, 유하부 

평균경사는 15.8°, 유하부 길이는 1,365.1m로 전체 유역중 가장 길게 나타났다. 

유로의 평균경사는 9.07°로 전체 유역중 가장 작은 유로평균경사를 나타냈다.

<그림 2-43> 뒷골 유역

<그림 2-44> 뒷골 유역 현장사진(발생부)

<그림 2-45> 뒷골 유역 현장사진(유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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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골 유역

■ 유역 및 발생부 특성

• 뒷골 유역의 면적은 178,200㎡이고, 발생부는 1개소로 나타났다. 발생부 평균부피

는 125.2㎥, 발생부 평균경사는 26°, 유하부 평균경사는 15.0°, 유하부 길이는 

632.0m로 나타났다. 

<그림 2-46> 안골 유역

<그림 2-47> 안골 유역 현장사진(발생부)

<그림 2-48> 안골 유역 현장사진(유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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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BS 방송국 유역

■ 유역 및 발생부 특성

• EBS 방송국(EBS 1, 2, 3) 유역의 면적은 41,400㎡이고, 발생부는 각각 1개소로 나

타났다. 발생부 평균부피는 70.2㎥로 작은 규모이고, 발생부 평균경사는 29°, 유하

부 평균경사는 16.9°, 유하부 길이는 201.5m로 나타났다. 

<그림 2-49> EBS 방송국 유역

<그림 2-50> EBS 방송국 유역 현장사진(발생부)

<그림 2-51> EBS 방송국 유역 현장사진(유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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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문사 유역

■ 유역 및 발생부 특성

• 관문사(관문사 1, 2) 유역의 면적은 324,000㎡이고, 발생부는 각각 1개소와 3개소

로 나타났다. 발생부 평균부피는 73.2㎥로 작은 규모이고, 발생부 평균경사는 30°, 

유하부 평균경사는 17.6°, 유하부 길이는 385.4m로 나타났다.

<그림 2-52> 관문사 유역

<그림 2-53> 관문사 유역 현장사진(발생부)

<그림 2-54> 관문사 유역 현장사진(유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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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암산마을 유역

■ 유역 및 발생부 특성

• 암산마을 유역의 면적은 17,700㎡으로 가장 작은 유역이며, 발생부는 1개소로 나타

났다. 발생부 부피는 108.6㎥, 발생부 경사는 33°, 유하부 평균경사는 15.0°, 유

하부 길이는 176.3m로 나타났다.

<그림 2-55> 암산마을 유역

<그림 2-56> 암산마을 유역 현장사진(발생부 및 유하부)

<그림 2-57> 암산마을 유역 현장사진(유하부)



우면산 산사태 발생원인 분석 및 위험도 평가

30

3) 서측사면

<그림 2-58> 2011년 우면산 토석류 서측사면

(1) 전원마을 유역

■ 유역 및 발생부 특성

• 전원마을(전원마을 1, 2, 3) 유역은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유역의 면적은 

271,800㎡이며, 발생부는 22개소로 나타났다. 발생부 평균부피는 62.9㎥로 비교적 

작은 규모이고, 발생부 평균경사는 27°, 유하부 평균경사는 15.6°, 유하부 길이는 

454.4m로 나타났다. 전원마을 유역에서는 사망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

<그림 2-59> 전원마을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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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마을 1 유역의 면적은 148,900㎡, 발생부는 10개소, 발생부의 경사는 

7°~31°로 구성되었으며 평균경사는 35°로 나타났다. 유역의 퇴적부에 상당량의 

토사량이 퇴적되었고, 다수의 산사태 발생으로 전원마을 유역중 발생규모가 가장 

컸다.

<그림 2-60> 전원마을 1 유역

• 전원마을 2 유역의 면적은 43,800㎡, 발생부는 7개소, 발생부의 경사는 11°~45°

로 구성되었으며 평균경사는 35.7°로 나타났다. 1개의 주요한 유하부가 존재하고, 

토석류의 흐름이 전원마을 바로전까지 나타났다.

<그림 2-61> 전원마을 2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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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마을 3 유역의 면적은 79,100㎡, 발생부는 5개소, 발생부의 경사는 6°~27°로 

구성되었으며 평균경사는 34.0°로 나타났다. 1개의 주요한 유하부가 존재하고, 유

하부 주변의 경작지 사면 유실로 피해범위가 컸다.

<그림 2-62> 전원마을 3 유역

<그림 2-63> 전원마을 유역 현장사진(발생부)

<그림 2-64> 전원마을 유역 현장사진(유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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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측사면

<그림 2-65> 2011년 우면산 토석류 동측사면

(1) 강남교회 유역

■ 유역 및 발생부 특성

• 강남교회(강남교회 1, 2) 유역의 면적은 48,900㎡이고, 발생부는 각각 1개소와 5개

소로 나타났다. 발생부 평균부피는 55.4㎥로 비교적 작은 규모이고, 발생부 평균경

사는 34°, 유하부 평균경사는 15.6°, 유하부 길이는 246.8m로 나타났다.

<그림 2-66> 강남교회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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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7> 강남교회 유역 현장사진(발생부)

<그림 2-68> 강남교회 유역 현장사진(유하부)

(2) 양재자동차학원 유역

■ 유역 및 발생부 특성

• 양재자동차학원 유역의 면적은 90,900㎡이고, 발생부는 5개소로 나타났다. 발생부 

평균부피는 134.3㎥, 발생부 평균경사는 40°, 유하부 평균경사는 13.3°, 유하부 

길이는 435.7m로 나타났다. 양재자동차학원 유역에서는 사망 1명의 인명피해가 발

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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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9> 양재자동차학원 유역

<그림 2-70> 양재자동차학원 유역 현장사진(발생부)

<그림 2-71> 양재자동차학원 유역 현장사진(유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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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본조사결과

제1절 현황측량 및 LiDAR 분석
제1장 현황측량 및 분석

 본 조사에서는 서울시 우면산 산사태 및 토석류 피해 발생 전후에 나타난 지형적인 변

화 및 변화가 발생한 지역에서의 지형학적 특성 등의 정량적 변화분석 등을 수행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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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DAR DEM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조사에 활용하였다. 

1. 자료 목록 

피해 전후의 LiDAR 데이터와 1/5,000 수치지도, 피해 전후의 항공사진 등을 활용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조사단의 원활한 조사 수행을 위해 1/25,000 축척의 임상도, 

1/25,000 축척의 정밀토양도, 1/50,000 축척의 지질도 등의 각종 주제도를 활용하였다. 

수치지도의 경우 산악지형의 묘사에 있어 작업자의 주관이 일정부분 포함되어 자료의 정

밀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 지역에 걸쳐 균질한 데이터인 LiDAR 자료를 적

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모든 데이터는 현행 국내 측지계 기준인 GRS80타원체를 사용하

는 세계측지계에 맞추어 좌표변환을 수행하였으며, 투영원점은 위도 38°, 경도 127° 

기준의 중부원점(투영원점의 기준값 Easting 200,000, Northing 600,000)을 사용하였

다.

1) 항공사진

2011년 서울시 우면산 산사태 및 토석류 피해가 발생하기 전후의 지형변화를 관측하기 

위하여 피해 전후에 촬영된 항공사진을 활용하였으며, 피해 전 항공사진은 2009년 촬영

된 영상이며, 피해 후 항공사진은 우면산 산사태 및 토석류 피해 발생 직후인 2011년 8

월초 촬영된 영상이다. 항공사진은 피해 전후 모두 25㎝ 해상도의 영상이며, 우면산 공군

부대는 산악지로 위장처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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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피해 전 항공사진(2009년 촬영영상)

(b) 피해 후 항공사진(2011년 촬영영상)
<그림 3-1> 우면산 피해 전후 항공사진



기본조사결과 제3장

39

2) 수치지도

우면산 일대 수치지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하는 1/5,000 수치지

도의 경우 2010년 촬영하여 2011년 제작한 수치지도 6도엽이 활용가능 하였다. 서울시

에서 제작하는 1/1,000 수치지도의 경우 해당 축척 수치지도의 활용목적 상 우면산 산지

는 제작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 많았다. 본 조사에서는 1/5,000 수치지도를 활

용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a) 1/1,000 수치지도

(b) 1/5,000 수치지도
<그림 3-2> 우면산 일대 수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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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iDAR DEM

우면산 산사태 및 토석류 피해 발생 전후에 측량한 고해상도 항공 LiDAR DEM을 활용

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항공 LiDAR 자료는 항공사진과 마찬가지로 2009년 자료와 

2011년 피해 발생 직후 자료가 존재하였으며, 항공 LiDAR 자료 raw 데이터의 관측해

상도는 약 56㎝였으며, 이 자료를 1m 해상도로 보간하여 DEM을 생성한 후 분석에 활

용하였다.

  

         (a) 피해 전 LiDAR point cloud(2009년)         (b) 피해 전 1m 보간 LiDAR DEM(2009년)

         (c) 피해 후 LiDAR point cloud(2011년)         (d) 피해 후 1m 보간 LiDAR DEM(2011년)
<그림 3-3> 우면산 피해 전후 항공 LiDAR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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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공 LiDAR 데이터의 검증 

항공 LiDAR 데이터의 활용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우면산 일대에 대한 GPS 측량을 

수행하여 LiDAR　데이터의 정확도를 관측하였다. GPS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의 VRS시

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정밀 GNSS 측량(Network-RTK)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국가수준

점을 이용하여 GPS 장비의 site-calibration을 수행한 후 측량을 수행하였다.

<그림 3-4> 국가수준점을 이용한 GPS장비의 site-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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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우면산 일대 GPS 측량

2009년과 2011년 LiDAR 데이터는 데이터 상호간에 ±10㎝의 상대적 위치정확도를 갖

는 것으로 관측되었으며, 우면산 일대 15점에 대한 GPS측량 결과 각각의 자료의 절대 

위치정확도 또한 11㎝의 RMSE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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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우면산 일대 GPS 측량 위치 분포
     <표 3-1> 우면산 일대 GPS 측량 결과     (단위: m)

측점명 Easting Northing GPS Height LiDAR Height Diffrence

수준점

08-04-21-08
200182.399 539215.872 31.989 - -

송동-1 201012.509 540413.002 59.012 58.820 0.192

송동-2 200742.278 540613.781 90.540 90.540 0.000

송동-3 201025.000 540515.000 68.600 68.530 0.070

형촌-1 201571.946 541109.682 93.129 93.160 -0.031

형촌-2 201464.939 541165.136 97.566 97.460 0.106

형촌-3 201473.059 541162.704 97.075 96.980 0.095

형촌-4 201580.908 541020.545 81.185 81.070 0.115

전원-1 199279.898 540976.690 65.017 64.760 0.257

전원-2 199381.757 540881.875 85.306 85.320 -0.014

남부순환-1 200145.456 541733.076 70.425 70.440 -0.015

남부순환-2 200114.969 541714.698 70.539 70.600 -0.061

남부순환-3 200086.043 541697.361 70.803 70.830 -0.027

남부순환-4 200053.340 541678.010 71.308 71.350 -0.042

신동아-1 200206.559 541698.441 79.914 79.770 0.144

신동아-2 200234.539 541659.998 87.385 87.38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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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별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분석

본 조사에서는 우면산 산사태 및 토석류 피해 전후의 LiDAR DEM, 항공사진, 수치지

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종․횡단 profile을 추출한 후 피해 전후의 지형적 변화

량을 관측하였다. 유하부의 종단은 발생부로부터 유역출구까지 유하부를 따라 20m 간

격으로 관측하였으며, 횡단은 각각의 종단점에서 유하부에 수직인 단면을 구한 후 유

역폭 내에서 1m 간격으로 관측하였다.

1) 래미안·임광APT 지구

서울시 서초구 방배3동에 위치하고 있는 래미안APT 및 임광APT 방향으로 발생한 토

석류 피해 지구로 남부순환로와 인접하고 있으며 유역면적과 비교하여 비교적 큰 규모

의 토석류가 발생한 지구이다. 대규모의 토사가 다량의 물과 유목과 함께 남부순환로

를 가로질러 래미안APT 3층높이까지 피해를 주었으며,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래미안·임광APT 지구는 래미안, 임광1, 임광2의 총 3개의 유역으로 구분하였고, 크

게 5개의 유하부가 존재하였으며, 유역출구는 3개로 관측되었다.

<그림 3-7> 래미안APT 유역 토석류 피해 발생 현장(자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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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피해 전 유하부 3차원 모식도(2009년)

(b) 피해 후 유하부 3차원 모식도(2011년)
<그림 3-8> 래미안·임광APT 지구 피해 전후 유하부 3차원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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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09년 종횡단 모식도

(b) 2011년 종횡단 모식도
<그림 3-9> 래미안·임광APT 지구 유하부 종횡단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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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하부1

래미안·임광APT 지구의 유하부1은 공군부대 펜스인근에서 발생한 두 개의 산사태가 

합류하며 발생된 토사가 래미안APT 방향으로 흘러내린 유하부이다.

<그림 3-10> 래미안·임광APT 지구 유하부1 피해전후 종단profile 분석

발생부 인근의 표고는 260m 전후였으며, 유역출구의 표고는 약 75~80m로 발생부와 

유역출구의 높이차이는 약 180m 전후로 관측되었고, 유하부의 길이는 대략 620m 전

후로 관측되었음. 발생부의 경사는 대략 35~40°정도이고 유역출구 부근에서의 경사

는 5~10°임. 발생부로부터 유역출구까지 일정하게 경사가 감소해가는 특징이 관측되

었다.

피해 전후의 유하부1에 대한 종횡단 profile을 추출하여 관측한 결과 유하부1에서는 

유역출구까지 퇴적없이 지형의 침식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의 

토석류가 형성되어 한꺼번에 래미안APT 방향으로 피해를 준 것으로 관측되었다. 발

생부로부터 약 320m 지점에서 4m의 가장 큰 침식이 발생한 것으로 관측되었으며, 유

하부1 전체에서 평균적으로 1.6m의 침식이 발생하였다. 유하부1의 유하부 폭은 발생

부로부터 유하부3으로 분류되기 전까지 30m 전후로 일정하게 진행된 것이 관측되었

으며, 분류 이후 40m전후로 폭이 확장되었다. 나머지 유하부에 대한 분석은 부록에 

수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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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덕우암 지구

래미안·임광APT 지구 동측의 군부대펜스 인근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한 토석류가 

덕우암 약수터 지역을 지나 남부순환로로 유출된 지역이다. 덕우암 지구는 1개의 유역

으로 구분하였고, 1개의 유역출구가 존재한다.

(a) 피해 전 유하부 3차원 모식도(2009년)

(b) 피해 후 유하부 3차원 모식도(2011년)
 <그림 3-11> 덕우암 지구 피해 전후 유하부 3차원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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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09년 종횡단 모식도

(b) 2011년 종횡단 모식도
<그림 3-12> 덕우암 지구 유하부 종횡단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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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하부1

덕우암 지구의 유하부1은 산사태로 인한 토사가 덕우암 약수터 지역을 지나 남부순환

로로 유출된 유하부이다.

<그림 3-13> 덕우암 지구 유하부1 피해전후 종단profile 분석

덕우암 지구 유하부1의 발생부 표고는 240m, 발생부 경사는 25~30°이며, 유역출구의 

표고는 80m, 경사는 5°이내임. 발생부로부터 유역출구까지의 유하부 길이는 580m 

정도였으며, 발생부와 유역출구의 높이 차이는 160m이다. 유하부의 폭은 발생부에서

부터 퇴적이 시작된 460m지점까지는 10m 내외로 비교적 좁게 유지되었다. 토석류의 

진행과정 중 일부의 토석류가 좌안·우안으로부터 유입되었으며, 유역출구지점으로 갈

수록 퇴적과 침식이 반복적으로 진행되었다. 유하부는 전체적으로 평균 1.2m 정도의 

침식이 이루어졌으며, 발생부로부터 260m 지점에서 좌안의 소규모 토석 유입으로 인

해 3.5m 전후의 가장 큰 침식이 발생하였다. 유역 출구 부근에서는 최대 1.8m 높이

로 일부 퇴적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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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촌마을 지구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하고 있는 형촌마을 방향으로 발생한 토석류 피해 지구로 

토석류 피해 뿐 아니라 자연생태공원 내의 저수지 제방 붕괴 등으로 60가구가 침수되

고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형촌마을 지구는 형촌마을1, 형촌마을2 지역으로 구분

하였고, 크게 형촌마을1 유역에는 10개, 형촌마을2 유역에는 2개의 유하부가 존재하였

다. 본 조사에서는 비교적 피해가 컸던 형촌마을1 유역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a). 피해 전 유하부 3차원 모식도(2009년)

(b) 피해 후 유하부 3차원 모식도(2011년)
          <그림 3-14> 형촌마을1유역 피해 전후 유하부 3차원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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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09년 종횡단 모식도

(b). 2011년 종횡단 모식도
  <그림 3-15> 형촌마을1유역 유하부 종횡단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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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하부1

형촌마을1유역의 유하부1은 우면산 공군부대 펜스인근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한 토

사가 자연생태공원의 저수지를 넘어 형촌마을 방향으로 유출된 유하부임.

<그림 3-16> 형촌마을1유역 유하부1 피해전후 종단profile 분석

형촌마을1유역 유하부1의 발생부 표고는 250m, 발생부 경사는 35~40°이며, 유역출

구의 표고는 50m, 경사는 5°이내임. 발생부로부터 유역출구까지의 유하부 길이는 

980m 정도였으며, 발생부와 유역출구의 높이차이는 200m이다. 유하부의 폭은 발생부

에서부터 퇴적이 시작된 460m지점까지는 10~15m로 비교적 좁게 유지되었고 퇴적 이

후 20m 전후로 확장되었다. 토석류의 진행과정 중 다수의 토석류가 좌안·우안으로부

터 유입되었다. 유하부는 퇴적이 시작된 460m 지점까지 전체적으로 평균 1.5m 정도

의 침식이 이루어졌으며, 발생부로부터 180m 지점에서 3.5m 전후의 가장 큰 침식이 

발생하였다. 발생부로부터 460m 지점이후 토사의 퇴적이 진행되었으며, 전체적으로 

평균 1.4m의 퇴적이 이루어졌고 640m 지점에서 3.2m 전후로 퇴적량이 가장 크게 나

타났다. 나머지 유하부에 대한 분석은 부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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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강우특성 및 분석
제2장

1. 기상 상황

기상청에 의하면 2011년 7월 집중호우는 북태평양 고기압을 따라서 강한 남서풍을 타

고 들어온 고온 다습한 공기가 중국 대륙의 건조하고 찬공기와 정체되면서 대기가 불

안정해지면서 발생하였다. 2011년 7월 24일 09시를 기준으로 우면산 산사태 발생시각

인 27일 09시까지 서울 관측소(108) 지점의 72시간 강우량은 341.0mm가 내렸고, 이 

중 26일 09시부터 27일 09시까지 306.0mm가 집중되었다.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72시간 동안 587.5mm의 호우를 기록하였고, 그림 3-17과 같이 중부지방의 국지성 

호우라는 강우양상을 나타내었다. 

    

     (a) 2011.07.27. 06:30                              (b)  2011.07.27. 09:30
<그림 3-17> 한반도 레이더영상 자료-출처: 기상청(www.kma.go.kr)

2. 강우 분석

1) 분석 방법

우면산 산사태 현장의 강우분석을 위하여 주변 우량관측소 현황을 분석하였다. 서울 

관측소(108) 지점은 우면산의 강우를 분석하기에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근접한 기상

청 산하 AWS(Automatic Weather System) 자료를 활용하였다. 우면산에 근접한 

AWS 관측소는 서초, 남현, 관악, 과천 관측소로 나타났으며, 강우의 공간 분포를 위하

여 Thiessen 방법을 적용한 결과 우면산지역은 서초(401)관측소와 남현(425)관측소의 

영향 범위 안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형촌마을, 래미안아파트, 신동아아파트는 서초관측

소를, 전원마을은 남현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그림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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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Thiessen 방법 적용 결과

2) 빈도해석

서초관측소와 남현관측소의 지속시간 별 최대강우량의 발생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강우빈도해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두 관측소 모두 관측년수가 빈도해석을 실시하기

엔 부족하여 서울관측소의 강우자료에 대한 빈도해석을 실시한 값과 집중호우 기간 두 

지점의 최대강우량을 비교하였다. 서초 및 남현관측소의 강우 자료는 산사태 발생시각

인 27일 09시 이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빈도해석 시 사용된 자료는 서울관측

소 시강우 자료(1961~2011년)로써 PWM 매개변수 산정방법 및 Gumbel 확률분포형

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부록. 확률강우량 산정결과(FARD2006) 참고). <표 3-2>는 

강우 빈도해석 결과로 서초관측소의 경우 강우 지속시간별 5~20년 빈도의 강우량이 

발생한 반면 남현관측소의 경우 7~120년 빈도의 강우량이 발생하였다. 그림 3-19는 

각 관측소의 고도 및 우면산 정상에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며, 세 관측소 모두 우면산 

정상과 고도차이가 발생하여 우면산 지역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강우량이 내렸을 것을 

추정할 수 있으며, 빈도해석을 실시한 서울지점과 우면산 정상과는 11.7km가 떨어져 

있다. 관측소의 고도 및 거리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가용 강우자료가 부족

하여 대상유역과 가장 인접하고 50년 이상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서울지점의 자료

를 활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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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강우관측소의 고도 및 우면산 정상에서부터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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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지속시간 별 최대강우량 및 발생 시각

3) IDF곡선

서초관측소와 남현관측소의 지속시간 별 강우강도를 산정하여 서울관측소의 IDF곡선

과 비교하였다 <그림 3-20>. 분석 결과, 남현관측소의 지속시간 별 강우강도가 서초관

측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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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두 지점의 강우강도 비교

재현기간
(년)

지속기간

10분
(mm)

1시간
(mm)

1일
(mm)

3일
(mm)

7일
(mm)

10일
(mm)

30일
(mm)

60일
(mm)

90일
(mm)

3 19.9 56.6 204.0 273.7 362.8 411.9 650.5 910.8 1083.8

5 23.0 65.5 244.7 331.7 434.0 491.6 764.2 1055.1 1238.8

10 26.8 76.8 295.9 404.6 523.3 591.8 906.9 1236.4 1433.5

20 30.6 87.5 344.9 474.5 609.1 688.0 1043.9 1410.3 1620.2

30 32.7 93.7 373.2 514.8 658.4 743.3 1122.6 1510.3 1727.7

50 35.4 101.4 408.4 565.0 720.1 812.4 1221.1 1635.4 1862.0

70 37.1 106.5 431.5 598.1 760.5 857.7 1285.7 1717.4 1950.0

100 39.0 111.8 456.1 632.9 803.3 905.6 1353.9 1804.1 2043.1

200 42.6 122.2 503.4 700.5 886.1 998.5 1486.3 1972.1 2223.6

남현

지속기간

10분

(mm)

1시간

(mm)

1일

(mm)

3일

(mm)

7일

(mm)

10일

(mm)

30일

(mm)

60일

(mm)

90일

(mm)

누적최대

강우량

24.5 114.0 387.0 389.0 391.5 482.5 1111.0 1284.0 1396.5

24.5* 114.0* 425.0* 519.5* 596.5* 623.0* 1238.5* 1694.0* 1725.0*

* : 2011년 전체 강우자료 이용

<표 3-3> 서울관측소의 빈도해석 결과와 남현관측소의 지속기간 별 최대강우량 비교

서울관측소의 빈도해석 결과와 남현관측소의 지속기간 별 최대강우량을 비교하였다 

<표 3-3>. 산사태 발생 시각 이전까지의 강우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값의 범위는 빨

간 음영으로, 발생 이후까지 모두 포함하여 분석한 것은 파란 음영으로, 겹치는 구간

은 회색 음영으로 표현하였다. 분석 결과, 산사태 이후까지의 강우자료를 포함하여 분

석한 것의 빈도가 대체로 더 높아 산사태 이후에도 높은 빈도의 호우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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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석류 주의보 및 경보 발령 기준

서초 및 남현관측소의 강우 발생 시 현행 토석류 주의보 및 경보 발령 기준 해당 여부

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표 3-4는 산림청에서 1993년 제정한 토석류 주의보 및 경보 

발령 기준으로(산사태 위험지구 지정 대상), 이 기준에 비춰보았을 때 서초 및 남현관

측소 모두 ‘산사태 경보’ 발령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구분 산사태 주의보(mm) 산사태 경보(mm)

산림청

(1993)

(행자부, 국토부)

일(연속) 강우량 100∼200 200 이상

일(고정) 강우량 80∼150 150 이상

시 강우량 20∼30 30 이상

<표 3-4> 토석류 주의보 및 경보 발령 기준(산사태 위험지구 지정 대상)

5) 과거 강우자료 분석

남현 관측소는 2010년부터 강우관측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과거 강우자료 분석을 위

하여 서초 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이전의 장기적인 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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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적강우자료를 다음 표 3-5에 정리하였다. 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2011년 강

우는 1일 누적뿐만 아니라 2일, 30일, 60일, 90일 누적 강우가 모두 2000년 이후 가

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많은 단기 및 장기 강우가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에 중요한 원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5> 서초관측소의 장기강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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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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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출 분석

1) HEC-HMS 모형을 통한 유출 분석

산사태 피해지역의 유출분석을 위하여 대상 유역을 구분하고 홍수량 산정을 위하여 

HEC-HMS 모형의 입력자료를 구축하였다(부록. HEC-HMS 유출분석 결과 참고). 첨

두홍수량의 변화는 10분 단위 강우자료를 사용하였을 때보다 1분 단위 강우자료를 사

용하였을 때 7~2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우 자료 서초, 남현관측소로부터의 공간분포시킨 1분 단위 강우

단위도 Clark 합성단위도

유효우량 NRCS 방법

도달시간 Rziha, Kirpich, Kraven 방법

저류상수 Sabol 방법

<표 3-6> HEC-HMS 입력자료 산정 방법

구분
유역면적

(km2)

유로연장

(km)
CN(lll)

도달시간

(hr)

저류상수

(hr)

첨두

홍수량

(m3/s)

(증감율)

유출체적

(m3)

덕우암 0.095 0.509 73 0.067 0.055
3.34

(20%)
25,820

래미안APT 0.077 0.559 75 0.069 0.062
2.68

(14%)
21,520

신동아APT1 0.103 0.580 65 0.073 0.062
3.12

(15%)
24,700

신동아APT2 0.090 0.553 75 0.071 0.061
2.68

(16%)
25,150

형촌마을1

(전체)
0.291 0.746 61 0.087 0.067

8.95

(16%)
63,630

형촌마을1

(18구간)
0.033 0.271 76 0.034 0.027

1.36

(11%)
9,347

형촌마을1

(19구간)
0.018 0.179 73 0.025 0.019

0.76

(20%)
4,893

전원마을1

(B-L3구간)
0.043 0.378 64 0.051 0.044

1.5

(7.1%)
12,510

전원마을1

(B-L4구간)
0.051 0.417 56 0.057 0.049

1.92

(3.3%)
12,910

전원마을3

(A구간)
0.060 0.336 74 0.044 0.034

2.71

(15%)
20,010

<표 3-7> 대상 유역의 유출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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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리식을 통한 유출 분석

우면포대 우수관거의 유출량분석(국방부 기술자문의견서, 2011)은 합리식을 사용하였

고 분석내용은 표 3-8에 나타내었다. 대부분 유역의 도달시간이 10분 이내인 것을 감

안하여 10분 단위의 강우강도로 산정하였다. 유출량은 래미안방향(DA1) 6.5%, 태풍 

곤파스 피해지역 방향(DA2) 7.5%, 덕우암 약수터 인근방향(DA3) 5.64%, 과천방향

(DA4 및 DA5) 27.17%, 과천방향과 송동중간 사이방향(DA6), 송동방향(DA7 및 

DA8)은 23.54%, 형촌방향(DA9) 및 덕우암 약수터와 형촌중간 사이방향(DA10)은 

17.58%로 조사되었다. 

구분
전체면적

(m2)

포장면적

(m2)

포장

유출계수

산지면적

(m2)

산지

유출계수
유출계수

강우강도

(mm/

10min)

유량

(m3/sec)

DA1 6,165 1,144 0.85 5,021 0.50 0.56 24.5 0.141

DA2 6,293 1,362 0.85 4,931 0.50 0.58 24.5 0.149

DA3 5,330 1,327 0.85 4,003 0.50 0.59 24.5 0.128

DA4 13,383 3,086 0.85 10,297 0.50 0.58 24.5 0.316

DA5 12,281 1,510 0.85 10,771 0.50 0.54 24.5 0.270

DA6 5,717 2,315 0.85 3,402 0.50 0.64 24.5 0.149

DA7 16,514 5,694 0.85 10,820 0.50 0.62 24.5 0.417

DA8 12,318 2,302 0.85 9,837 0.50 0.57 24.5 0.286

DA9 12,646 1,395 0.85 11,251 0.50 0.54 24.5 0.278

DA10 3,960 2,739 0.85 1,221 0.50 0.74 24.5 0.119

<표 3-8> 우면포대 우수관거 유량 분석

4. 수공구조물 설계 빈도

우리나라 수공구조물 중에서 우수배수관거의 설계기준 빈도 기존의 지선관거 5년, 간선

관거 10년이었으나, 최근 지선관거 10년, 간선관거 30년으로 설계기준 빈도를 상향조정한 

실정이다(하수도시설기준, 2011). 따라서, 2001년 우면산에 내린 강우량은 강우지속기간에 

따라 우수배수관거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강우사상이라 할 수 있다. 

구조물의 종류 재현기간(미국) 한국(*하수도시설기준, 2011)

우수배수관거
2∼25년

25∼50년

지선 5년(10년*)

간선 10년(30년*)

<표 3-9> 중,소규모 수공구조물의 설계빈도(하수도시설기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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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질학적 특성 및 분석
제3장 지질학적 특성 및 분석

본 절에서는 우면산일원의 지질학적 및 구조지질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자료의 

내용과 함께 위성영상 및 음영기복도를 활용한 선형구조 분석자료, 지형, 암종 그리고 지

질구조 요소에 대한 광역 지표지질조사 분석자료,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지역의 정밀지질 

및 지질구조요소 분석자료, 붕적층 및 점토층 발달에 대한 분석자료, 최종적으로 상기 자

료를 기초로 하여 제작된 우면산일원의 지질재해 위험도의 분석자료 등을 활용하여 평가

하였다.  

1. 광역 지체구조

• 한반도의 지체구조구는 주로 백악기 이전 현생이언의 조산운동과 지체운동에 근거

하여 구분된 것으로 암상의 형성 연대와 환경, 그리고 지체운동진화사를 주로 반영

하고 있다. 

• 조사지역인 우면산을 포함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일원은 2001년 한국지질자원연

구원에서 발간된 1/100만 한국지체구조도(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구분에 따르면 경

기육괴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경기변성암복합체를 비롯하여 소위 춘천누층군과 연천

계라 불리는 변성퇴적암과 쥐라기 화강암이 주로 분포한다<그림 3-21>. 

• 이들 암체에는 대체로 남북 내지 북동 방향의 엽리구조가 발달되어 있으며 단층들

의 방향성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 특히 지반안정성과 관련하여 조사지역인 우면산일원에는 추가령단층대의 한 부분으

로 알려진 남북 내지 북북동 방향의 동두천 및 포천 단층대를 비롯한 북동 방향의 

단층대가 비교적 연장성 있게 인접하여 있으며<그림 3-21> 단층운동으로 인한 2차 

단열들 역시 발달한다(이병주 외, 1999). 

• 이들 단층들의 대부분은 주향이동성(strike-slip) 단층이며 일부는 트러스트(thrust)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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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한반도 지체구조 구분(왼쪽) 및 경기육괴 일원에 발달한 대규모 단층대의 분포(오른쪽)

2. 영상정보를 활용한 선형구조 분석

선형구조는 지각구조를 반영하는 직선 혹은 완곡의 지형요소로 정의(Hobbs, 1904, 

1912; Hobbs, et al., 1976; O’Leary et al., 1976)되는 용어로 단층, 절리, 암맥, 

지층경계, 습곡 등과 같은 구조적 불연속면과 연관되어 있다. 특히 선형구조 분석은 

결정질 암석으로 구성된 지역에서 지하수의 유동과 관련된 단열분포의 양상과 대규모 

구조선 발달 시 단층작용에 따른 파쇄 및 풍화정도의 심화로 인한 지질구조요소의 직

접적인 관찰이 어려울 경우, 전반적인 단열계 분포양상과 주요 단층대의 존재 가능성

의 파악에 유용하며 정밀 지표지질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는 물론 암반구조물의 설계 및 

안정성 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활용된다. 우면산일원에 발달된 선형구조의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그림 3-22> 정밀 지표조사 및 물리탐사의 구

간설정 등 지반조사 방향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1) 위성영상 분석

우면산일원의 광역적인 선형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면산을 중심으로 30km x 

24km 범위에 대하여 15m급(Landsat-7 ETM+ 칼라 위성영상) 중해상도 위성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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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였다. 선형공간필터링을 통해 추출된 결과를 육안으로 판독하여 최종 선형구조

를 분석하였다. 광역 선형구조에서 의미를 가지며 1km 이상의 연장을 보이는 선형구

조를 판독한 결과, 총 180개의 대⋅소선형구조가 파악되었으며<그림 3-23> 주요 선형

구조의 방향은 N40°~50°E, N50°~60°W, N20°~30°E로 나타났다<그림 3-24>.

자 료 수 집

위성영상 분석 음영기복도분석 고해상 영상분석

광역 선구조 분석

(15m 해상도 위성영상)

선구조 상세 분석

(1:5,000 수치지형도 활용)

선구조 정밀 분석

(1m 해상도 위성영상/

항공사진)

최종 선구조 도출

<그림 3-22> 선형구조의 분석방법과 절차

          

<그림 3-23> 15m급 해상도를 보이는 Landsat-7 ETM+ 칼라 위성영상을 
이용한 우면산일원의 광역 선형구조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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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requency Rose Diagram(방향성 빈도수) (b) Length Rose Diagram(연장성 빈도수)
<그림 3-24> 우면산일원의 위성영상 분석에 의한 광역 선형구조의 방향성과 빈도수

위성영상을 통한 선형구조 분석 결과, 도심지의 발달로 지형 및 지질에 의한 선형구조 

파악이 다소 힘드나, 광역지체구조에 의한 대규모 단층대와 2차 단열, 암상 차이에 의

한 인접한 지역과 뚜렷한 경계를 보이며 선형구조가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형

구조 방향성은 전반적으로 북동방향이 우세하나 지질 분포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며 

우면산일원은 대체로 북동 및 북서방향의 연장성이 좋은 선형구조가 분포한다. 

2) 음영기복도 분석

• 위성영상 분석 자료의 보완을 위해 10km x 8km 범위로 영역을 좁혀서 축척 

1:5,000 수치지도로 부터 작성된 5 m 해상도의 DEM (Digital Elevation Model) 

음영기복도를 이용하여 선형구조 분석을 수행하였다.

•  그 결과 선형구조 분석에 의미를 가지는 연장 300m 이상의 선형구조 124개를 추

출하였으며<그림 3-25> 이들은 1개의 주선형구조군과 2개의 부선형구조군으로 구

분된다. 

• 주선형구조군의 방향은 N40°~50°E, 부선형구조군은 N30°~N50°W, 

N60°~N70°E이다<그림 3-26>.

• 음영기복도 상에 나타나는 선형구조의 특성은 북동 및 북서방향의 우세한 선형구조

로 위성영상 분석에 의한 것보다 북서방향의 선구조가 보다 뚜렷하며 빈도수 및 연

장에 있어서도 확연하게 증가함을 보여준다.

• 특히 지형 기복의 발달과 암반이 노출된 우면산 및 관악산 일원의 선형구조는 단층 

및 습곡과 같은 지질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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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5m급 해상도를 나타내는 DEM 및 음영기복도를 이용한 우면산일원의 광역 선형구조의 
분포

 

(a) Frequency Rose Diagram(방향성 빈도수) (b) Length Rose Diagram(연장성 빈도수)
  <그림 3-26> 우면산일원의 음영기복도 분석에 의한 광역 선형구조의 방향성과 빈도수

3) 고해상도 위성영상 분석

• 앞서 분석한 선형구조 자료를 토대로 미세한 선형구조까지 파악하기 위하여 1m급 

고해상도를 가지는 IKONOS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연장 100m 이상의 선형구조를 

추출하였다. 

• 선형구조 추출 이전에 정확한 위치 보정을 위하여 지형기복에 의한 기하학적 왜곡

을 보정하는 정사보정(Orthorectification)을 실시하였다. 

• 정사보정은 1/5,000 수치지도의 등고선을 이용하여 5m 격자의 DEM을 작성하고, 

1/5,000 수치지도 도로 레이어로부터 지상기준점(GCP)을 추출함으로써 수행하였다.

• 또한 조사지역에 대한 IKONOS 위성영상이 여러 개의 Scene으로 나누어져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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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인하여 정확한 칼라매칭에 의한 정밀한 모자이크 작업을 수행하였다.

• 정사보정 이후 4.8km x 4km 범위에서 우면산일원에 발달한 주요 선형구조 135개

를 확인하였으며<그림 3-27> 이들 선형구조는 2개의 주선형구조군과 2개의 부선형

구조군으로 구분된다<그림 3-28>. 

• 주선형구조군의 방향은 N60°~70°E, N40°~50°E이고 부선형구조군은 

N40°~50°W, N20°~30°W이다. 

• 고해상도 위성영상에서 추출된 선형구조의 특성은 음영기복도에서 분석된 북동 및 

북서 방향의 우세한 선형구조와 거의 동일한 방향성을 나타내며 지형기복 및 지질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 

• 이들 선형구조에 대해서는 정밀 지표지질조사가 수반되어 확인하고자 하였음. 

• 한편 우면산일원에서 추출된 선형구조의 길이는 평균 0.5 km 및 최대 3.1 km로 

1 km 이상의 선형구조는 약 10%로 나타낸다<표 3-10, 그림 3-29>. 

• 이러한 선형구조의 분포 및 발달은 일반적으로 지형기복 현상과 대규모 단층대에 

의한 2차 단열대로 추정되는 것들로 이들을 우면산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유역별

로 선형구조의 분포 및 방향성을 구분하여 도시하면 그림 3-27(오른쪽) 및 그림 

3-30과 같다. 

• 대부분의 유역별 선형구조는 북동 방향이 우세하며 부수적으로 북북서 내지 북서 

방향의 선형구조가 발달한다.

• 고해상도 위성영상으로부터 획득된 선형구조의 자료로부터 우면산일원의 정량적인 

분포특성 파악을 위하여 ArcGIS Spatial Analyst를 사용하여 단위면적에 대한 선

형구조 분포 밀도도를 작성하였다<그림 3-31>. 

• 그 결과 형촌마을, 전원마을, 뒷골, 관문사, 송동마을, 양재자동차학원, 신동아 유역

의 일부지역들에서 선구조밀도가 다른 지구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상의 영상정보로부터 도출된 선형구조 자료들은 지반조사의 방향 설정 및 기초 

자료로서의 반영은 물론, 지질경계 및 지질구조(단층 및 파쇄대, 습곡축, 엽리구조 

등)의 분포 특성과 산계 및 수계의 발달 방향과 지질구조와의 상관성 등을 규명하

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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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1 m급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한 우면산일원의 정밀 선형구조의 
분포(위) 및 유역별 선형구조 분포(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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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Rose Diagram(방향성 빈도수) Length Rose Diagram(연장성 빈도수)
<그림 3-28> 우면산일원의 고해상도 위성영상 분석에 의한 정밀 선형구조의 방향성과 빈도수

<표 3-10>  고해상도 위성영상 판독에 의한 우면산일원의 선형구조 분석

방 향
개수 및 평균연장(개, km)

개수
평균
(km)

최대
(km)

합계
(km)<1 1-2 2-3 3<

선형구조 1군
(N60o~70oE)

11 2 1 -
14 0.5 2.1 7.1

0.3 1.0 2.1 -

선형구조 1군
(N40o~50oE)

11 - - 1
12 0.6 3.1 6.9

0.3 - - 3.1

선형구조 2군
(N40o~50oW)

9 1 - -
10 0.6 1.1 5.9

0.5 1.1 - -

선형구조 2군
(N20o~30oW)

10 - - -
10 0.4 0.7 4.2

0.4 - - -

기타 선형구조군
86 3 - -

89 0.3 1.7 27.7
0.3 1.4 - -

계 127 6 1 1 135 - -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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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형구조 방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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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선형구조 길이 분포
<그림 3-29> 우면산일원의 고해상도 위성영상 분석에 의한 정밀 선형구조의 방향 및 길이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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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문사 국악원 대성사 덕우암

래미안 보덕사 뒷골/안골 송동마을

신동아 우면산터널 전원마을 양재자동차/강남교회

형촌마을 EBS방송국 선바위 한국외교회협회/앞윗마을
<그림 3-30> 우면산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유역별 선형구조의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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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우면산일원의 선형구조 발달의 밀도 분포도 

3. 광역 지표지질조사

본 절에서는 우면산일원의 지형특성과 함께 기존자료를 기초로 광역적인 지질을 분석

하고 우면산 산사태 복구와 관련된 기존 시추코어에 대한 검토 내용을 기술하였다. 

1) 지형특성 분석

• 우면산은 행정구역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방배동, 우면동 등의 도심지에 위

치며, 북측에 남부순환로가 동북동-서남서 방향으로 지나가고 북쪽 기슭에 1987년

에 개관한 예술의 전당과 대성사가 있다<그림 3-32>. 

• 우면산 완경사 전 지역에는 2000년대 도시 개발로 인한 건축물과 주택이 산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 주요 산계 그림 3-33은 동북동-서남서 방향의 우면산(293 m)이 주산계를 형성하

며 남서부의 관악산(636m) 및 삼성산(555m)으로 이어지는 북동-남서 방향의 산계

가 발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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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으로는 남측에는 청계산(615.4m)과 청계산에서 북동측으로 뻗은 구룡산

(283.0m), 대모산(290m), 범바위산(275m), 인능산(327m)이 조사지역 동측에 위치

하고 조사지역 서측에는 까치산, 매봉재산 등의 100m내외의 구릉성 산지가 발달하

고 있다. 

• 우면산 북부와 남부에는 한강 및 양재천 등 하천 발달로 형성된 충적층이 분포하고 

있다. 이들 산계는 지형학적으로 장년기~노년기 지형에 속한다.

• 우면산일원에 발달한 주요 수계 그림 3-33은 남부에 위치한 양재천으로 주변의 우

면산, 관악산, 청계산에서 형성된 1~3차수 소하천들이 하류로 흘러 형성된다.

• 이들 1~3차수 수계는 하도의 형태에 따라 직류 및 곡류하천으로 구분되나 하계망

의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직선상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된다.

•  1~3차수 소하천들의 주방향은 북북서~북서 및 남북 방향으로 평행하게 발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하계망은 지질구조의 방향(단층, 파쇄대, 암종 경계)에 의하여 심화

된 차별침식을 반영한 현상으로 추정된다.

<그림 3-32> 우면산일원의 지형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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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면산일원의 고도분포 그림 3-34는 한강 이남의 구릉지와 도심의 발달로 넓은 분

지 형태로 해발 50m 이하 지역이 50%를 차지하며 산악지형은 50~310m의 다양한 

고도를 나타낸다. 

• 우면산 지역은 45~290m 고도범위를 보이며 구릉지의 발달로 경사도 10° 이하 지

역이 51%를 차지하나 우면산을 포함한 산악지역은 10~50° 범위의 경사도를 나타

냄<그림 3-35>. 특히 우면산 정상부 일원은 30° 이상의 급경사를 보인다. 

• 경사도와 더불어 일반적으로 일조 및 식생 조건 등으로 동, 남동, 남, 남서쪽 사면

에서 산사태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이사로, 2000) 경사도와 함께 

경사방향<그림 3-36>에 의한 사면안정성 검토가 유역별로 이루어져 지질재해도 작

성에 반영되었다.

(a) 산계 분석 (b) 수계 분석

<그림 3-33> 우면산일원의 산계 및 수계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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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우면산일원의 고도분포



기본조사결과 제3장

73

0

10

20

30

40

50

60

< 
10

10
-2

0

20
-3

0

30
-4

0

40
-5

0

50
-6

0

60
-7

0

70
-8

0

> 
80

경사도 (도)

면
적

비
 (

%
)

<그림 3-35> 우면산일원의 경사도 분석 및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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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우면산일원의 경사방향 분석 및 분포도

2) 광역 지질

■ 우면산일원은 선캄브리아기의 경기편마암복합체에 속하는 지역으로 대부분 편마암류

와 쥬라기의 관입암류, 백악기의 암맥류, 이를 부정합으로 덮고 있는 충적층으로 구

성된 지질을 나타낸다<그림 3-37>.

• 가장 하위 지층인 선캄브리아기의 흑운모호상편마암은 우면산과 북부의 구릉지, 동

남부의 청계산 자락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 그 외 선캄브리아기의 세립질 편마암은 북서부에서 흑운모호상편암에 접하여 분포

하고, 화강암질편마암은 우면산 정상부근에 소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 선캄브리아기의 규암은 중북부에서 흑운모호상편마암 내에 소규모로 협재되어 있으

며 쥐라기의 대보화강암은 우면산 남서부의 관악산 지역에 넓게 분포한다. 

• 백악기 암맥류는 북서부의 흑운모호상편마암 내에 소규모로 관입하고 있으며 제4

기의 충적층은 북서부와 남동부의 양재천 주변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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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우면산일원의 1: 50,000 기존 지질도(김남장, 홍승호, 1979; 홍승호, 이병주, 1982)

• 조사지역인 우면산은 흑운모호상편마암이 우세한 지역으로 정상부근에 화강암질편

마암과 남서부에 쥐라기 화강암이 소규모로 분포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흑운모호상편마암은 유색광물과 무색광물에 의해 교호하는 호상구조를 

띠며 세립질에서 조립질의 다양한 입자형태로 석영, 장석류, 흑운모, 녹니석 등으로 

구성된 암석이다. 

• 특히 흑운모호상편마암은 풍화형태에 따라 쪼개짐 현상이 심하게 발달하기도 한다. 

• 화강암질편마암은 화성기원의 변성암으로 대체로 조립질의 괴상 형태를 보이며 부

분적으로 엽리구조를 나타낸다. 

• 화강암질편마암은 남서부지역에서 흑운모호상편마암을 관입하며 분포하는 화강암

은 중립 내지 조립질의 입상조직과 괴상의 형태로 성분상으로 보면 화강섬록암에 

가까운 부분도 있는 암석이다. 

3) 시추코어 검토

■ 우면산 산사태 복구와 관련하여 유역별로 수행된 시추코어 자료로부터 검토된 지반 

상태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충적층 및 붕적층의 심도는 유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

반적인 지역보다 두꺼운 2~13m의 심도를 나타내며 하부의 풍화토 및 풍화암 역시 

깊은 심도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야외에서 관찰되는 2-8m 두께보다 시추코어에서 보다 깊은 심도를 보이는 붕적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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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할 때, 우면산일원의 붕적층 형성은 상당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것으

로 추정된다. 

• 이러한 붕적층의 형성은 앞서 언급된 지체구조 및 선형구조 분석, 광역지질 등의 

자료를 고려할 때, 우면산일원에 분포하는 흑운모호상편마암의 암질특성과 인접한 

지역에서의 대규모의 단층운동 작용 및 2차 단열대의 발달이 주원인으로 파악된다. 

4. 정밀 지표지질조사

본 절에서는 앞서 기술된 우면산일원의 지체구조, 선형구조, 지형, 광역지질을 기초로 

하여 수행된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지역에서의 정밀 지표지질 및 지질구조 조사의 결

과와 함께 토석류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붕적층 및 점토층의 생성요인에 대하여 기술

하고 우면산일원의 지반상태에 대한 지질공학적 조사결과도 함께 나타내었다. 

1) 지질특성

• 우면산의 지질<그림 3-38>은 경기육괴를 구성하는 최하부 기반암인 경기변성암복

합체에서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는 흑운모호상편마암과 소규모의 암주상으로 송동

마을, 형촌마을, 관문사 유역의 사면에 분포하는 화강암질 편마암 그리고 우면산 

서쪽 선바위 일원의 중생대 쥐라기에 생성된 흑운모호상편마암을 관입한 화강암으

로 크게 분류된다.

• 이들 기반암을 이루는 우면산일원의 암석은 대부분 약한 풍화(slightly 

weathered) 또는 중간 풍화(moderately weathered) 상태를 보이며, 산 정상부

로 접근할수록 풍화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관찰된다. 

• 우면산일원의 암석들은 전체적으로 2차적인 산화물의 생성으로 붉은색을 띄고 있

고 엽리를 따라 절리 및 쪼개짐이 발달하여 이로 인해 쉽게 풍화되는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 이외 우면산 정상부를 제외한 이들 지층의 상위에는 비교적 두꺼운 층후로 다양한 

크기의 쇄설성 암편으로 구성된 제4기 붕적층이 덮고 있으며 상위에 분포하는 충

적층의 발달은 얇고 미약한 상태이다. 이들 지층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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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우면산 일원의 지질 및 지질구조도

■ 흑운모호상편마암: 

• 본 암석은 우면산 전 지역에 걸쳐 분포하며 석영-장석으로 구성된 우백질대와 흑

운모 혹은 소량의 각섬석을 포함한 우흑질대가 서로 교호하며 나타나나는 호상구조

가 특징이다<그림 3-39>. 

• 호상구조를 이루는 우백질 및 우흑질의 두께는 mm 단위에서부터 m 단위로 다양

하나 대체로 수 mm에서 수 cm가 보통이다.

• 이들 성분상의 차이를 보이는 호상구조의 면을 따라 엽리가 발달하며 유역별로 차

별풍화의 정도에 따라 쪼개짐 발달 역시 차이를 보인다.

• 이들 쪼개짐의 정도는 우면산 남쪽사면과 서쪽사면에 분포하는 화강암질편마암 및 

쥐라기 화강암 분포지역에 비교해 그 이외의 지역이 훨씬 심하다.

• 본 암석에는 화강암질 암편과 같은 화성기원들의 블록들이 변형작용동안 압쇄 및 

신장되어있으며 몇 차례의 중복변형작용에 의한 습곡구조가 발달되어 있다.

• 흑운모호상편마암을 구성하는 광물은 석영, 사장석, 흑운모, 각섬석, 알칼리장석, 기

타 불투명광물로 현미경하에서 이들 광물은 신장 변형되어 있거나 일정한 배열을 

나타내는 엽리구조를 보인다<그림 3-40>. 

• 본 암석의 기원은 구성광물 및 조직을 고려할 때, 이질 내지 이질 사암의 퇴적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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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으로 규장질성분의 관입암체가 심한 변성 및 변형작용을 받아 형성된 편마암

으로 추정된다. 

<그림 3-39> 흑운모호상편마암의 산상을 나타내는 노두. (A) 얇은 우백대와 우흑대가 교호하
는 호상구조. (B) 쪼개짐이 심하게 발달한 흑운모 호상편마암. (C) 화강암질 암편이 반정으로 함
유된 후 압쇄되어 나타나는 흑운모호상편마암의 노두. (D) 우백대와 우흑대가 호상구조를 이루는 
흑운모호상편마암내의 습곡구조

<그림 3-40> 흑운모호상편마암의 현미경사진(x40). (A) 직교니콜(Crossed Nicol). (B)개방니
콜(Open Nicol). 현미경 모달분석에 의한 광물함량은 석영 9.4%, 사장석 35.7%, 알칼리장석 
3.2%, 흑운모 32.4, 각섬석 14.8%, 백운모 0.1%, 기타 불투명광물 4.4%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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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강암질편마암: 

• 우면산 남쪽 사면의 송동마을, 형촌마을, 관문사 유역에 걸쳐 암주(stock)상으로 분

포하는 본 암석 그림 3-38은 군부대와 경계를 이루는 급사면과 계곡부에 주로 노

출되어 있다.

• 주변의 흑운모호상편마암과의 경계부에서는 점이적으로 변화하며 흑운모호상편마

암보다 거의 괴상 또는 입상의 변정질 조직으로 이루어져 구별이 용이하다. 

• 본 암석의 엽리구조 발달은 미약한 편이나 부분적으로 압쇄 엽리구조들이 발달하며 

사장석은 반상변정으로 생성된 후 변형작용에 의한 신장 엽리구조를 보인다. 

• 흑운모호상편마암의 암편들이 분포지역에 걸쳐 포획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본 암은 

흑운모호상편마암 생성 이후에 관입하며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그림 3-41>. 

• 현미경 관찰에 의한 구성광물은 석영, 사장석, 알칼리장석, 흑운모, 기타 불투명광물로 

흑운모호상편마암과 유사하며 흑운모의 배열에 의한 엽리구조가 관찰된다<그림 3-42>. 

<그림 3-41> 화강암질편마암의 산상을 나타내는 노두. (A) 괴상구조의 화강암질 편마암. 
(B) 미약한 엽리발달을 보이는 괴상의 화강암질편마암. (C) 규암 및 흑운모호상편마암의 암편
을 포획한 화강암질편마암. (D) 사장석의 반상변정이 변형작용에 의하여 압쇄되어 나타나는 신
장 엽리 및 선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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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화강암질편마암의 현미경사진(x40). (A) 직교니콜(Crossed Nicol). (B)개방니콜
(Open Nicol). 현미경 모달분석에 의한 광물함량은 석영 26.7%, 사장석 22.9%, 알칼리장석 
22.9%, 흑운모 16.2%, 각섬석 0.5%, 백운모 0.3%, 기타 불투명광물 2.3%로 구성됨 

■ 화강암: 

• 우면산 서쪽 한국외교협회 및 선바위 유역에 암주(stock)상으로 분포하는 본 암석

그림 3-38은 관악산과 연속되어 노출된 쥐라기 대보 화강암으로 알려져 있음. 

• 이들 화강암은 흑운모호상편마암을 관입하며 야외에서 유색광물의 함량이 아주 작

은 중립질로 등립질의 입상조직을 보인다.

• 괴상조직으로 노두의 상부에는 판상의 절리가 발달되어 있으며 산성의 암맥과 석영

맥들이 일정한 방향을 따라 관입되어 발달하고 있다<그림 3-43>. 

• 화강암의 상부는 풍화작용에 의하여 잔류토양을 형성하며 분포지역은 지형적으로 

저경사의 계곡부와 구릉지를 이루고 있다.

• 화강암을 구성하는 광물은 석영, 알칼리장석, 사장석, 흑운모, 백운모, 녹니석, 기타 

불투명 광물이다<그림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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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 화강암의 산상을 나타내는 노두. (A) 괴상구조 및 판상의 절 리가 발달한 화강
암. (B) 중립질의 등립질 조직을 보이는 괴상의 화강암. (C) 석영맥이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며 
관입한 노두. (D) 화강암 상부 지표에 발달한 화강암의 잔류토양과 저경사의 구릉지와 계곡부 
전경

<그림 3-44> 화강암의 현미경사진(x40). (A) 직교니콜(Crossed Nicol). (B)개방니콜(Open 
Nicol). 현미경 모달분석에 의한 광물함량은 석영 42.3%, 사장석 8.9%, 알칼리장석 38.1%, 흑
운모 6.7%, 녹니석 1.8%, 기타 불투명광물 2.2%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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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적층: 

• 본 지층은 산사면에서 물과 중력의 작용으로 지표물질이 붕락, 활주, 유동 등의 여

러 운반작용에 의해 집적된 미고결 퇴적층으로 모난 암편과 다양한 크기의 쇄설성 

퇴적물으로 구성되고 빠른 속도로 퇴적되기 때문에 충적층에 비하여 분급이 불량한 

것이 특징이다<그림 3-45>. 

<그림 3-45> 붕적층 및 충적층의 산상을 나타내는 노두. (A) 선바위 유역에 분포하는 기반암
인 화강암 상부에 발달한 잔류토양층과 충적층의 노두. (B) 래미안아파트 유역에 퇴적된 붕적층
의 산상. (C) 신동아아파트 유역에 퇴적된 붕적층의 산상. (D) 래미안 유역에 퇴적된 붕적층의 
산상과 점토층

• 이들 붕적층은 앞에서 언급한 모든 지층을 기반으로 하여 부정합으로 피복하고 있다. 

• 우면산의 유역별로 분포하는 붕적층의 두께는 야외조사 및 시추코어를 기초로 할 

때 0.5~13m로 나타나며 최소 3번의 퇴적이력을 나타낸다. 

• 야외조사시 이들 붕적층의 하부 또는 기반암과의 경계부에는 0.1~0.5cm 두께의 점

토층이 노출사면에서 관찰되나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복구공사 지반조사 보고서에 따

르면 이들 점토층이 연장 1.5~20m, 두께  0.2~2.0m로 분포됨을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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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붕적층이 유역별로 차이를 보이며 형성되는 것은 암질특성, 단층운동과 같

은 지질구조작용의 유무, 기후 등의 자연적 요인과 구조물 건설 후 급사면 형성 및 

토석의 방치 등과 같은 인위적 요인의 영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한편 우면산일원에서 붕적층과 유사하며 사면에 형성되어 있는 테일러스(talus)의 

경우는 오랜 시간동안에 걸쳐 지반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으나 사면에 형성된 붕적

층의 경우는 현재도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확인된다.

2) 지질구조 특성

• 우면산의 지질구조<그림 3-38>는 크게 연성변형(ductile deformation)의 산물인 

엽리와 습곡, 취성변형(brittle deformation)의 산물인 단층과 절리로 구별된다.

• 엽리는 우면산일원에서 가장 잘 발달하는 지질구조의 하나로 광역 변성작용에 의한 

차별응력으로 암석내 광물들의 재배열 혹은 재결정작용에 의해 광물들이 신장 배열

되면서 생성된 불연속면이다. 

• 습곡구조는 소규모에서부터 노두규모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특히 송동마을 북

쪽 사면에는 노두규모로 배사구조가 잘 발달하고 있다. 

• 취성변형의 하나인 단층은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그 흔적들이 비록 많이 제거

되었으나 래미안, 형촌마을, 선바위, 뒷골, 송동마을 유역에서는 북동 혹은 북서 방

향의 단층들이 발달하고 있음이 관찰된다. 

• 절리는 엽리와 함께 우면산일원에서 잘 발달하고 있는 지질구조로 다양한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가장 우세한 절리방향은 북동 방향이다. 

• 특히 우면산 북쪽 사면에서의 절리들은 사면방향과 반대방향으로 경사져있어 사면

경사가 급한 곳에서는 암반 붕락과 지반내부로 강우침투가 용이한 구조로 판단됨. 

• 상기한 지질구조들에 대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엽리구조: 

• 우면산일원에 발달한 주된 연성구조로 기반을 이루고 있는 선캄브리아기의 편마암

류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이들은 중첩된 연성변형작용(ductile deformation)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 기반암인 편마암류에는 신장된 석영의 선택배열(preferred orientation), 장석, 흑

운모, 각섬석 등의 선택배열과 성분층리(compositional layering)에 의한 엽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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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하며 엽리면에는 신장된 석영, 신장된 장석집합체 혹은 래스형태의 운모와 각

섬석에 의한 신장선구조(stretching lineation)가 잘 나타난다<그림 3-39, 40>. 

• 따라서 이들 엽리와 신장선구조의 주향과 경사방향은 우면산일원의 구조선 발달 및 

습곡계의 상호관계를 추적하는 자료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엽리의 주향은 암종에 관계없이 유역별로 일부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우면산

의 주능선의 방향과 일치함<그림 3-46, 47>. 

• 이들 엽리는 주로 북동~동북동 방향이 가장 우세하며 일부 남북 및 북서 주향의 것

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북동방향에 가장 집중되며 습곡축의 방향과 대체로 유사함. 

• 그러나 엽리의 경사는 흑운모호상편마암의 경우는 중-저각으로, 화강암질 편마암은 

중-고각으로 발달하여 차이를 보인다<그림 3-47>. 

<그림 3-46> 우면산일원에 분포하는 흑운모호상편마암 및 화강암질 
편마암의 엽리의 방향 분포. (A) 엽리 방향의 극점을 표시한 등면적 
투영도. (B) 엽리의 주향을 표시한 장미도

<그림 3-47> 우면산일원에 분포하는 화강암질 편마암의 엽리의 방향 
분포. (A) 엽리 방향의 극점을 표시한 등면적 투영도. (B) 엽리의 주
향을 표시한 장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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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되는 엽리의 주향/경사 방향 중에서 가장 우세한 것의 평균은 N56°E/41°SE

와  N49°E/81°NW이며 일부는 N44°W/68°NW와 N01°E/48°SW로 나타남. 

• 신장선구조는 대체로 북서 또는 남동, 북동 또는 남서, 서북서 또는 동남동 트렌드

에 저각의 침강각을 가진다<그림 3-41D>. 

• 한편 화강암질편마암 경계부 일원에 분포하는 흑운모호상편마암에서 엽리의 주향과 

경사 방향의 변화가 다소 심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중첩된 습곡 및 단층운동과 

관련된 기하학적 형태로 해석된다.

■ 습곡구조: 

• 엽리의 발달과 더불어 선캄브리아기의 변성암류들은 최소 2회의 변형작용을 통하

여 습곡작용을 받았으며, 습곡축면의 방향은 앞서 언급한 광역적인 엽리구조와 대

체로 평행하게 발달한다. 

• 야외 노두상에 관찰되는 습곡구조의 자료는 첫 번째 변형작용(D1)에 의해 지질도 규

모의 밀착습곡(tight fold) 내지 등사습곡(isoclinal fold) 구조가 형성된 후, 후기의 

F2 습곡구조에 의해 지질도 및 노두규모로 재습곡 되었음을 지시한다<그림 3-48>. 

• 비록 F1 습곡구조의 핵(core)부분이 노출되어 있지 않으나 흑운모호상편마암에 발

달한 중-저각의 엽리 경사와 저경사의 습곡축을 가지는 층간등사습곡의 발달을 고

려할 때, 첫 번째 변형작용이 가장 강했던 변형작용이며 이로 인하여 생성된 F1 

습곡구조가 조사지역 편마암류의 엽리구조를 지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D1에 의한 엽리는 암상에 따라 그 발달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F1 등사습곡구조의 

축면엽리로 간주된다. 

• 이로 인하여 흑운모호상편마암에는 이 축면엽리의 형성 이후, 후기의 변형작용으로 

F2 습곡에 의해 부분적으로 파랑습곡 구조가 발달되기한다. 

• 우면산일원의 F1 습곡구조는 한반도 경기육괴 및 옥천대에 전반적으로 작용한 북

서-남동 방향의 압축응력에 의한 등사 횡와습곡구조와 연관되어 형성된 엽리구조

와 일치한다.

• 두 번째 변형작용(D2)은 앞선 D1 시기의 변형작용에 비해 미약하며 최대압축변형 

방향이 대체로 동서 내지 서북서-동남동 방향으로 바뀌어 남북 내지 북북동 방향

의 축을 갖는 노두 혹은 지질도 규모의 F2 습곡구조 및 이와 관련된 엽리구조를 

형성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3-28, 48C, 4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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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습곡은 남북 내지 북북동 방향의 습곡축을 갖는 F2 개방습곡(open fold)에 의

해 재습곡되어져 기존의 엽리구조와 선구조의 방향이 다소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 상기 변형작용(D1, D2)에 의하여 우면산일원은 북북동 및 북동 트렌드의 광역 습곡

구조를 보이며 편마암류에 발달된 엽리는 대체로 북동~동북동, 북서, 남북 주향에 

남동 및 북서경사를 반복하면서 등사습곡 및 개방습곡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3-48> 우면산일원에 발달하는 습곡구조. (A), (B) 흑운모호상편마암에 발달한 노두 규
모의 F1 층간등사습곡. (C) 화강암질 편마암에 발달한 지질도 규모의 F2 개방습곡. (D) 흑운모
호상편마암에 발달한 노두 규모의 F2 층간개방습곡

■ 단층구조: 

• 2011년 산사태 및 토석류의 발생으로 단층 및 파쇄대의 증거들이 상당히 지워졌으

나 일부 남아 있는 단층대들의 증거와 선형구조 분석에서 제시된 자료를 고려할 

때, 우면산일원에 발달하는 단층대는 동북동 및 북북서-북서 방향으로 구별되며 이

들 단층은 정단층 및 주향이동성 단층으로 인지된다<그림 3-38>. 

• 래미안 유역의 동북동 방향의 단층들은 N62°E/58°NW의 주향과 경사를 보이며 

단층각력들과 단층손상대가 발달한 단층대 폭은 2~2.5m로 나타났다<그림 3-5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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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단층은 상반이 아래로 약 1.2m 이동한 정단층의 특성을 보여준다. 

• 형촌마을 및 송동마을에서 인지되는 단층들의 주향과 경사는 

N55°-35°W/75°SW이며 운동감각은 우수향 주향이동성 단층운동을 지시하는 

변위를 보이고 있다<그림 3-49B>. 

• 화강암질편마암내에 발달한 30cm 폭의 석영맥이 단층운동으로 인하여 변위되어져 

있으며 단층대를 따라 발달한 계곡부의 사면이 단층애(fault scarp)를 형성하고 있

다. 

• 본 단층대의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계곡부의 폭으로 보아 10m 이상인 것으로 추

정된다.

• 선바위 유역에 나타나는 단층은 쥐라기 화강암을 절단하는 주향이동성 단층으로 계

곡부를 따라 연장되어지며 주향과 경사는 N27°W/82°SW로 고각의 단층이다<그

림 3-49C>.

• 단층활면에 발달한 섬유상 단층계단구조는 본 단층이 좌수향의 주향이동성 단층운

동을 지시하며 단층조선은 거의 수평으로 발달함. 본 단층의 규모는 단층점토 및 

각력의 소실로 인하여 추정이 불가능하다. 

• 한편 본 단층은 선바위 상류 계곡부에서 동북동 방향의 정감각의 경사이동 단층에 

의하여 절단되어져 있음이 관찰되고<그림 3-49D> 약 3cm의 단층점토와 2m 폭의 

단층각력암이 발달되어져 있음. 본 단층의 주향과 경사는 N60°E/78°SE이다. 

• 한편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 및 복구대책수립 용역 최종보고서(한국지반공학회, 

2011)에 따르면 우면산 북쪽사면에 속하는 래미안 및 신동아 유역에서 

N80°E/35°SE 단층, N30°W/72°NE 단층, N20°W, 64°SW 단층들이 보고

되어져 있다.

• 이들 단층들과 본 조사에서 관찰된 단층들의 위치는 비록 동일하지 않지만 단층의 

방향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아 단층운동의 특성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과 같이 우면산일원에는 상당수의 단층들이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들 단층들의 생성은 앞서 지체구조에서 언급한 경기육괴 내에 발달한 대규모의 단

층대의 말단부 및 인접부에서 생성된 2차 단열(인장 및 전단단열)들로 보인다.

■ 절리구조: 

• 우면산일원에 발달한 취성변형구조인 절리와 관련해서는 4)절의 사면안정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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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산일원의 불연속면 조사에서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그림 3-49> 우면산일원에 발달하는 단층구조. (A) 래미안 유역에 발달한 정단층. (B). 형촌
마을 하류 계곡바닥 및 사면에 발달한 우수향의 주향이동단층으로 석영맥을 절단하고 있음. (C) 
선바위 하류 계곡사면에 발달한 좌수향의 주향이동단층으로 단층활면에는 단층홈구조와 단층조
선이 나타남. (D) 선바위 상류 계곡 사면에 발달한 정감각의 경사이동단층으로 단층각력과 함께 
단층활면에는 단층홈구조와 단층조선이 발달하며 (C)의 단층을 절단함

 

3) 우면산 일원의 붕적층 및 점토층 발달 특성 

■ 본 조사지역은 자연사면 지역으로 잔류토양인 풍화토 등의 상부에 이동토양에 해당하

는 붕적층이 토층 상부에 다양한 심도로 분포하며, 다른 퇴적층에 비해 입도분포가 

불량하며 느슨한 교결상태를 보임으로 산사태발생의 주요인자인 것으로 판단되어 붕

적층의 특성 및 그 심도를 조사하였다.

■ 붕적층의 야외조사 결과: 

• 우면산일원에서 붕적층의 발달이 가장 현저한 곳은 래미안 유역으로 야외조사로부

터 해석된 붕적층의 산상을 그림 3-50을 기초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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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0> 조사지역 내의 붕적층의 야외사진

• (A) 계곡부 측면을 따라서는 잔류토양 및 유기물이 포함된 O 및 A층인 상층토양

과 그 하부의 기반암으로 구성되는 산상이다. 

• (B) 계곡중앙부를 따라서는 붕적층인 이동토양이 황갈색이며 입자의 크기가 커고 

분급도가 불량한 상부 붕적층, 암회색으로 상부 붕적층보다 상대적 입자의 크기가 

작고 분급도가 양호한 하부 붕적층, 그리고 그 하부에 암회색의 점토층으로 구성되

는 산상이다.

• (C) 하부 붕적층과 그 하부에 암회색의 점토층으로 구성된 (B)의 확대 사진.

• (D) 산중턱 부근의 좁은 계곡부에 주로 유기물이 많은 상층토양, 상부 붕적층, 하부 

붕적층, 그리고 그 하부에 기반암으로 구성되는 산상이다.

• (E) 산중턱 부근의 넓은 계곡부에 상부로부터 상부 붕적층, 하부 붕적층 그리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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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측면부에 기반암이 노출되는 산상이다.

• 상기와 같은 붕적층의 산상으로부터 계곡 측면부에서는 기반암과 바로 접하는 상층

토양과 상․하부 붕적층이 위치하며 계곡 중앙부에서 기반암 상부 및 하부 붕적층 

하부에 점토층이 약 20~30cm 두께로 협재됨이 확인되었다. 

• 이로부터 상․하부 붕적층 및 최근 발생한 붕적층을 포함하여 우면산일원에는 최소 

3번의 붕적층 퇴적이력이 있음이 파악되었다. 

• 점토층은 상층토양에 해당하는 유기물층과 상․하부 붕적층을 포함한 A층을 통과한 

물과 미립의 점토광물이 집적된 하층토인 B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붕적층의 X선 회절분석: 

• 붕적층 기질물질의 팽창성 점토광물, 주요 암석에 대한 광물조성 및 그 함유량 분

석을 위해 X선 회절분석을 수행하였다. 

• 분석방법은 채취된 시료를 상온에서 자연건조 시켜 아게이트 몰탈을 이용 분말화시

키고, X-선 회절계에 의한 회절기록은 2θ를 횡축, 회절강도를 종축으로 표시하였

다<그림 3-51>.

<그림 3-51> 붕적층 토양분말의 X선 회절분석 결과
Q; Quartz, F; Feldspar, K; Kaolin mineral, M; Mica, Ill; Il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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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51의 실험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면, U-012 시료는 호상편마암의 잔류토양

을 대상으로 채취한 토양 시료이고, U-032 시료는 붕적층인 이동토양을 대상으로 

채취한 토양 시료이다. 주 구성광물은 석영, 장석류, 운모류가 동정된다. 점토광물

로는 카올린, 녹니석, 일라이트 등을 함유한다. U-012 시료는 주로 운모류를 다수 

함유한 반면 U-032 시료는 운모류의 함유량과 장석류의 함유량이 적어지면서 카

올린 광물의 함유량이 증가한다.

• 그림 3-52의 실험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면, 점토시료에 대한 주 구성광물은 장석류

와 점토광물인 카올린 광물, 일라이트 등을 함유한다<그림 3-52>. U-012 시료는 

장석류를 다수 함유하고 점토광물인 일라이트와 카올린광물의 함유량은 적은 반면 

U-032 시료는 장석류를 거의 함유하지 않으며 점토광물인 일라이트와 카올린광물

의 함유량이 증가한다.

<그림 3-52> 붕적층 점토시료 분말의 X선 회절분석 결과
F; Feldspar, K; Kaolin mineral, Ill; Illite

■ 붕적층 분석 결과: 

• 호상편마암의 잔류토양인 U-012 시료는 운모류와 장석류를 많이 함유한 반면 붕

적층인 이동토양 U-032 시료는 장석류의 함유량은 적어지고 점토류의 함유량은 

증가한다. 

• 호상편마암 및 화강암질편마암의 장석류와 운모류는 풍화에 의해 이차광물인 카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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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광물 및 일라이트가 형성된다

• 이상의 결과로부터 붕적층 내의 시료는 조사지역 내 호상편마암 및 화강암질편마암

의 잔류토양 및 암편이 이동하여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붕적층 최하부의 점토시

료는 주로 점토광물인 일라이트와 카올린광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점토층은 붕

적층을 통과한 물과 미립의 광물물질이 집적된 토양층 내 하층토인 B층인 것이다.

■ 붕적층+토층 심도 밀도분포도

• 조사지역 내 붕적층+토층 심도를 야외조사 및 시추코어의 자료로부터 크리깅 기법

(kriging method)을 이용하여 밀도분포도를 도시하여 보았다<그림 3-53>. 

• 그 결과 전원마을, 선바위 그리고 송동마을 등에서 2m 내외의 얕은 붕적토 및 토

층 심도를 보이며 뒷골, 신동아 북측과 남측, 래미안 남측, 덕우암 일대 그리고 형

촌마을 북서측에는 2~4m의 붕적토 및 토층 심도를 보인다. 

• 반면 신동아 중앙부분과 형촌마을 중앙 일부, 래미안 북측에서 4~6m의 비교적 두

꺼운 붕적토 및 토층 심도를 나타낸다. 

• 특히 신동아 중앙부분과 형촌마을 중앙 일부에서는 붕적토 및 토층의 심도가 6m 

이상으로 매우 깊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3-53> 조사지역 내 붕적층+토층 심도의 밀도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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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면산 일원의 불연속면 발달 특성 

(1) 개요

앞서 지질특성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조사지역 내에 있는 호상편마암에는 절리가 잘 

발달하고 있는 반면 화강암질편마암은 절리의 발달이 빈약하였다. 이러한 절리의 특성

과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총 52개소의 지점에서 선조사법(Scanline method)을 수

행하였으며<그림 3-54>, 절리의 방향 분포, 선밀도, 간격, 연장에 대하여 프렉솔버

(Fracsolver)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량화하였다. 각각의 정량화 한 자료를 바

탕으로 각 조사지점별 3차원적 절리망을 생성하였다. 3차원 절리망의 크기는 5×5×

5m로 하였으며, 프렉뷰어(Fracviewer)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우선 조

사지역 내의 모든 절리의 배열방향은 주로 고각의 동북동 방향 및 북북서 방향이 우세

하게 나타나며, 특히 저각의 동북동 배열방향의 엽리가 가장 우세한 분포를 보인다<그

림 3-55>.

<그림 3-54> 조사지역의 선조사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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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 선조사법(scanline)으로 획득한 절리의 방향 분포 (Terzaghi Weighting)
 

(2) 암상별 절리 특성

• 암상에 따른 절리의 배열방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암상별로 나누어 장미도에 도시하

였다<그림 3-56>. 

• 우면산 일대 전역에 넓게 분포하는 흑운모호상편마암에 나타나는 절리의 배열방향

은 동북동, 북북서 방향이 우세한 분포를 보이며, 우면산 산정부와 그 동측에 암주

상으로 분포하는 화강암질편마암에 나타나는 절리는 북동, 북북서, 동북동 방향으

로 우세한 분포를 나타낸다. 

• 우면산 서측에 관입상으로 분포하는 화강암에 나타나는 절리는 남북, 북동, 북북서 

방향으로 우세한 분포를 보이다.

<그림 3-56> 조사지역 내 암상별 절리의 등밀도도 및 장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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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운모호상편마암 지역의 선조사 

• 흑운모호상편마암이 분포하는 27개 선조사 지점의 절리분포를 조사한 결과, 절리군

1: N53°E/39°SE, 절리군2: N33°W/88°NE, 절리군3: N72°E/53°NW, 절리군

4: N10°E/87°SE의 평균 주향/경사의 값을 갖는 4개조의 절리군을 보인다<그림 

3-57>.

• 엽리에 해당하는 절리군1이 상대적으로 다른 절리군보다 매우 우세한 분포를 보인다.  

• 총 1,136개의 불연속면이 측정되었으며 각 절리군의 선밀도를 보면 절리군 1은 

1.235(개/cm), 절리군 2는 0.150(개/cm), 절리군 3는 0.054(개/cm), 절리군 4는 

0.052(개/m)을 나타낸다<표 3-11>.

(a) Terzaghi Unweighting

(b) Terzaghi Weighting
<그림 3-57> 선조사법(scanline)으로 획득한 호상편마암 내 절리의 방향 분포

구분 절리군1 절리군2 절리군3 절리군4

방향 N53°E/39°SE N33°W/88°NE N72°E/53°NW N10°E/87°SE

Fisher상수값 31.47 71.72 82.22 72.83

선밀도 1.235(개/cm) 0.150(개/cm) 0.054(개/cm) 0.052(개/cm)

평균간격

(채택함수)

4.86±1.24cm

(정규)

38.15±1.01cm

(대수정규)

21.55±1.18cm

(대수정규)

36.72±0.96cm

(대수정규)

평균연장

(채택함수)

444.72±231.63cm

(정규)

217.82±0.005cm

(음지수)

258.57±0.004cm

(음지수)

168.79±0.73cm

(대수정규)

평균JRC

(채택함수)

8.88±2.99

(정규)

7.74±1.48

(정규)

9.07±2.10

(정규)

7.78±1.34

(정규)

평균JCS (kgf/cm2)

(채택함수)

346.85±309.39

(정규)

512.10±0.65

(대수정규)

723.54±0.001

(음지수)

396.75±0.68

(대수정규)

<표 3-11> 선조사법으로 획득한 흑운모호상편마암 내 절리의 역학적 정량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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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강암질편마암 지역의 선조사: 

• 화강암질편마암이 분포하는 18개 선조사 지점의 절리분포를 조사한 결과, 절리군1:

N49°E/78°SE, 절리군2:N27°W/86°SW, 절리군3:N63°W/90°, 절리군4:

N37°E/53°NW의 평균 주향/경사의 값을 갖는 4개조의 절리군으로 구분된다<그림 

3-58>. 

• 절리군1과 절리군2가 상대적으로 다른 절리군보다 우세한 분포를 보이며, 조사선 

방향을 고려한 이후 특히 절리군 4의 변화가 뚜렷하다. 

• 총 230개의 불연속면이 측정되어, 절리군 1의 선밀도는 0.053(개/cm)이고, 절리군2

의 선밀도는 0.065(개/cm)임. 절리군 3의 선밀도는 0.037(개/cm)이고, 절리군4의 

선밀도는 0.015(개/cm)이다<표 3-12>.

     

(a) Terzaghi Unweighting

(b) Terzaghi Weighting
<그림 3-58> 선조사법(scanline)으로 획득한 화강암질편마암 내 절리의 방향 분포

구분 절리군1 절리군2 절리군3 절리군4

방향 N49°E/78°SE N27°W/86°SW N63°W/90° N37°E/53°NW

Fisher상수값 78.37 41.65 60.79 173.74

선밀도 0.053(개/cm) 0.065(개/cm) 0.037(개/cm) 0.015(개/cm)

평균간격

(채택함수)

48.62±1.43cm

(대수정규)

59.38±1.42cm

(대수정규)

30.01±1.18cm

(대수정규)

28.24±0.04cm

(음지수)

평균연장

(채택함수)

215.94±46.31cm

(음지수)

227.18±44.02cm

(음지수)

108.90±86.74cm

(대수정규)

173.33±57.69cm

(음지수)

평균JRC

(채택함수)

8.88±1.11

(정규)

8.36±1.56

(정규)

6.82±1.97

(정규)

8.22±1.47

(정규)

평균JCS (kgf/cm2)

(채택함수)

813.71±0.66

(음지수)

773.38±426.32

(정규)

939.91±0.001

(음지수)

633.78±280.56

(정규)

<표 3-12> 선조사법으로 획득한 화강암질편마암 내 절리의 역학적 정량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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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강암 지역의 선조사: 

• 화강암이 분포하는 2개 선조사 지점의 절리분포를 조사한 결과, 절리군1:

N31°W/74°NE, 절리군2: N45°E/80°NW, 절리군3: N5°E/22°SE의 평균 주

향/경사의 값을 갖는 3개조의 절리군을 보인다<그림 3-59>. 

• 절리군1이 상대적으로 다른 절리군보다 우세한 분포를 보이며, 조사선 방향을 고려

한 이후 특히 절리군2와 절리군3의 변화가 뚜렷하다. 

• 총 38개의 불연속면이 측정되어, 절리군 1의 선밀도는 0.014(개/cm), 절리군2의 선

밀도는 0.014(개/cm), 절리군 3의 선밀도는 0.006(개/cm)이다<표 3-13>. 

(a) Terzaghi Unweighting

(b) Terzaghi Weighting
<그림 3-59> 조사법(scanline)으로 획득한 화강암 내 절리의 방향 분포

구분 절리군1 절리군2 절리군3

방향 N31°W/74°NE N45°E/80°NW N5°E/22°SE

Fisher상수값 84.00 50.36 81.54

선밀도 0.014(개/cm) 0.014(개/cm) 0.006(개/cm)

평균간격

(채택함수)

75.73± 0.01cm

음지수분포

42.63±0.02cm

음지수분포

30.93±22.27cm

정규분포

평균연장

(채택함수)

143.10±74.82cm

(대수정규)

80.00±33.42cm

(정규)

268.00±37.31cm

(음지수)

평균JRC

(채택함수)

6.83±0.99

(정규)

7.83±0.99

(정규)

6.40±0.80

(정규)

평균JCS (kgf/cm2)

(채택함수)

1203.69±0.5272

(대수정규)

1368.00±537.20

(정규)

1322.76±0.48

(대수정규)

<표 3-13> 선조사법으로 획득한 화강암 내 절리의 역학적 정량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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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역별 절리 특성

• 토석류가 발생한 7개의 서로 다른 구역과 토석류가 발생하지 않은 1개(선바위)의 

구역으로부터 측정한 절리들에 대한 장미도(rose diagram)를 각 구역별로 지형도

에 도시하였다<그림 3-60>. 

• 우면산 북측 사면에 위치한 신동아, 래미안, 덕우암 지역과 남측 사면에 위치한 형

촌마을 지역에서 나타나는 절리의 배열방향은 동북동 방향이 우세한 분포를 보이는 

반면에, 우면산 남측 사면 남서부에 위치하는 송동마을, 뒷골 지역 그리고 선바위 

지역과 서측 사면에 위치한 전원마을 지역에 나타나는 절리는 북동 방향으로 우세

한 배열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60> 조사지역 내 구역별 절리의 장미도

■ 신동아 지역의 선조사: 

• 우면산 북측 사면 서부에 위치하는 신동아 지역에서 실시한 3개 선조사 지점

(U016, U017, U018)의 절리분포를 조사한 결과, 절리군1 : N54°E/30°SE, 절리

군2 : N76°E/54°NW, 절리군3 : N33°W/77°SW의 평균 주향/경사의 값을 갖는 

3개조의 절리군을 보인다<그림 3-61>. 

• 엽리에 해당하는 절리군1이 상대적으로 다른 절리군보다 매우 우세한 분포를 보임.  

• 총 174개의 불연속면이 측정되어, 절리군 1의 선밀도는 0.393(개/cm), 절리군2의 

선밀도는 0.039(개/cm),. 절리군 3의 선밀도는 0.022(개/cm)이다<표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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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rzaghi Unweighting

(b) Terzaghi Weighting
<그림 3-61> 선조사법(scanline)으로 획득한 신동아 지역 내 절리의 방향 분포

구분 절리군1 절리군2 절리군3

방향 N54°E/30°SE N76°E/54°NW N33°W/77°SW

Fisher상수값 93.01 144.59 60.35

선밀도 0.393(개/cm) 0.039(개/cm) 0.022(개/cm)

평균간격

(채택함수)

4.82±0.21cm

(음지수)

17.77±1.25cm

(대수정규)

34.55±0.84cm

(대수정규)

평균연장

(채택함수)

401.50±174.60cm

(정규)

214.29±46.67cm

(음지수)

182.50±54.76cm

(음지수)

평균JRC

(채택함수)

9.27±1.73

(정규)

8.43±2.03cm

(정규)

6.25±0.66cm

(정규)

평균JCS (kgf/cm2)

(채택함수)

209.97±0.69

(대수정규)

945.50±0.001

(음지수)

234.20±0.84

(대수정규)

<표 3-14> 선조사법으로 획득한 신동아 지역 내 절리의 역학적 정량화 종합

■ 래미안 지역의 선조사: 

• 우면산 북측 사면 중부에 위치하는 래미안 지역에서 실시한 7개 선조사 지점(U019, 

U020, U026, U027, U028, U029, U030)의 절리분포를 조사한 결과, 절리군1:

N63°E/38°SE, 절리군2:N36°W/86°NE, 절리군3:N13°E/85°SE, 절리군4:

N80°W/89°SW의 평균 주향/경사의 값을 갖는 4개조의 절리군을 보인다<그림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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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리에 해당하는 절리군1이 상대적으로 다른 절리군보다 매우 우세한 분포를 보인다. 

• 총 289개의 불연속면이 측정되어, 절리군 1의 선밀도는 0.395(개/cm), 절리군2의 

선밀도는 0.084(개/cm), 절리군 3의 선밀도는 0.025(개/cm), 절리군4의 선밀도는 

0.043(개/cm)이다<표 3-15>.

(a) Terzaghi Unweighting

(b) Terzaghi Weighting
<그림 3-62> 선조사법(scanline)으로 획득한 래미안 지역 내 절리의 방향 분포

구분 절리군1 절리군2 절리군3 절리군4

방향 N63°E/38°SE N36°W/86°NE N13°E/85°SE N80°W/89°SW

Fisher상수값 191.02 71.52 64.87 33.81

선밀도 0.395(개/cm) 0.084(개/cm) 0.025(개/cm) 0.043(개/cm)

평균간격

(채택함수)

4.75±1.15cm

(대수정규)

30.91±0.91cm

(대수정규)

22.53±0.91cm

(대수정규)

48.73±0.80cm

(대수정규)

평균연장

(채택함수)

471.84±278.26cm

(정규)

224.05±0.005cm

(음지수)

166.71±0.78cm

(대수정규)

114.19±0.61cm

(대수정규)

평균JRC

(채택함수)

9.12±4.89

(정규)

8.38±1.73

(정규)

7.64±1.67

(정규)

7.37±1.60

(정규)

평균JCS (kgf/cm2)

(채택함수)

284.17±0.67

(대수정규)

345.16±0.62

(대수정규)

380.45±0.003

(음지수)

324.14±0.68

(대수정규)

<표 3-15> 선조사법으로 획득한 래미안 지역 내 절리의 역학적 정량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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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우암 지역의 선조사: 

우면산 북측 사면 중부에 위치하는 덕우암 지역에서 실시한 6개 선조사 지점(U020, 

U021, U022, U023, U024, U025)의 절리분포를 조사한 결과, 절리군1 :

N61°E/44°SE, 절리군2 : N25°W/85°NE, 절리군3 : N72°W/78°NE, 절리군4 :

N47°E/42°NW의 평균 주향/경사의 값을 갖는 4개조의 절리군을 보인다<그림 3-63>. 

엽리에 해당하는 절리군1이 상대적으로 다른 절리군보다 매우 우세한 분포를 보인다. 

총 170개의 불연속면이 측정되어, 절리군 1의 선밀도는 0.229(개/cm), 절리군2의 선밀

도는 0.058(개/cm), 절리군 3의 선밀도는 0.072(개/m), 절리군4의 선밀도는 0.035(개

/cm)이다<표 3-16>.

(a) Terzaghi Unweighting

(b) Terzaghi Weighting
<그림 3-63> 선조사법(scanline)으로 획득한 덕우암 지역 내 절리의 방향 분포

구분 절리군1 절리군2 절리군3 절리군4

방향 N61°E/44°SE N25°W/85°NE N72°W/78°NE N47°E/42°NW

Fisher상수값 133.69 48.35 23.00 21.99

선밀도 0.229(개/cm) 0.058(개/cm) 0.072(개/cm) 0.035(개/cm)

평균간격

(채택함수)

16.00±1.16cm

(대수정규)

46.14±31.50cm

(정규)

40.68±0.98cm

(대수정규)

64.08±1.05cm

(대수정규)

평균연장

(채택함수)

217.34±254.31cm

(정규)

119.69±179.64cm

(정규)

139.38±200.63cm

(정규)

150.66±0.007cm

(음지수)

평균JRC

(채택함수)

9.27±1.72

(정규)

8.00±1.41

(정규)

8.48±1.42

(정규)

10.50±1.44

(정규)

평균JCS (kgf/cm2)

(채택함수)

361.64±0.60

(대수정규)

518.20±0.002

(음지수)

345.37±0.58

(대수정규)

461.17±193.58

(정규)

<표 3-16> 선조사법으로 획득한 덕우암 지역 내 절리의 역학적 정량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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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촌마을 지역의 선조사: 

우면산 남측 사면 동부에 위치하는 형촌마을 지역에서 실시한 15개 선조사 지점

(U001~U015)의 절리분포를 조사한 결과, 절리군1 : N62°E/67°SE, 절리군2 :

N28°W/89°SW, 절리군3 : N59°W/89°SW, 절리군4 : N8°E/75°SE의 평균 주향/

경사의 값을 갖는 4개조의 절리군을 보인다<그림 3-64>. 절리군1이 상대적으로 다른 

절리군보다 매우 우세한 분포를 보이며, 조사선 방향을 고려한 이후 특히 절리군 2와 

절리군3의 변화가 뚜렷하다. 총 346개의 불연속면이 측정되어, 절리군 1의 선밀도는 

0.350(개/cm), 절리군2의 선밀도는 0.058(개/cm), 절리군 3의 선밀도는 0.065(개/cm), 

절리군4의 선밀도는 0.048(개/cm)이다<표 3-17>.

(a) Terzaghi Unweighting

(b) Terzaghi Weighting
<그림 3-64> 선조사법(scanline)으로 획득한 형촌마을 지역 내 절리의 방향 분포

구분 절리군1 절리군2 절리군3 절리군4

방향 N62°E/67°SE N28°W/89°SW N59°W/89°SW N8°E/75°SE

Fisher상수값 42.69 55.23 35.21 39.67

선밀도 0.350(개/cm) 0.058(개/cm) 0.065(개/cm) 0.048(개/cm)

평균간격

(채택함수)

23.17±58.63cm

(정규)

92.75±0.01cm

(음지수)

34.55±1.23cm

(대수정규)

61.72±0.02cm

(음지수)

평균연장

(채택함수)

459.01±250.04cm

(정규)

191.36±83.22cm

(대수정규)

116.73±80.08cm

(대수정규)

115.60±82.27cm

(정규)

평균JRC

(채택함수)

8.33±1.43

(정규)

8.27±1.53

(정규)

7.12±2.01

(정규)

8.16±1.49

(정규)

평균JCS (kgf/cm2)

(채택함수)

375.12±447.32

(정규)

637.21±0.61 kgf/cm2

(대수정규)

631.11±0.71 kgf/cm2

(대수정규)

761.40±0.001

(음지수)

<표 3-17> 선조사법으로 획득한 형촌마을 지역 내 절리의 역학적 정량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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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동마을 지역의 선조사: 

우면산 남측 사면 중부에 위치하는 송동마을 지역에서 실시한 2개 선조사 지점(U031, 

U032)의 절리분포를 조사한 결과, 절리군1 : N37°E/53°NW, 절리군2 :

N42°E/86°SE, 절리군3 : N20°W/77°SW의 평균 주향/경사의 값을 갖는 3개조의 

절리군을 보인다<그림 3-65>. 절리군1이 상대적으로 다른 절리군보다 우세한 분포를 

보이며, 조사선 방향을 고려한 이후 절리군 2와 절리군3의 변화가 뚜렷하다. 총 36개

의 불연속면이 측정되어, 절리군 1의 선밀도는 0.008(개/cm), 절리군2의 선밀도는 

0.011(개/cm), 절리군 3의 선밀도는 0.007(개/cm)이다<표 3-18>. 

(a) Terzaghi Unweighting

(b) Terzaghi Weighting
<그림 3-65> 선조사법(scanline)으로 획득한 송동마을 지역 내 절리의 방향 분포

구분 절리군1 절리군2 절리군3

방향 N37°E/53°NW N42°E/86°SE N20°W/77°SW

Fisher상수값 206.77 43.03 32.32

선밀도 0.008(개/cm) 0.011(개/cm) 0.007(개/cm)

평균간격

(채택함수)

28.24±0.04cm

(음지수)

39.51±47.65cm

(정규)

104.83±30.65cm

(정규)

평균연장

(채택함수)

170.00±58.82cm

(음지수)

154.86±60.09cm

(대수정규)

127.24±49.37cm

(대수정규)

평균JRC

(채택함수)

8.39±0.16

(대수정규)

8.28±0.14

(대수정규)

8.29±1.28

(정규)

평균JCS (kgf/cm2)

(채택함수)

659.63±287.29

(정규)

788.00±0.001

(음지수)

584.86±0.002

(음지수)

<표 3-18> 선조사법으로 획득한 송동마을 지역 내 절리의 역학적 정량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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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골 지역의 선조사:

• 우면산 남측 사면 중부에 위치하는 뒷골 지역에서 실시한 7개 선조사 지점

(U033~U039)의 절리분포를 조사한 결과, 절리군1 : N44°E/54°SE, 절리군2 :

N39°W/83°NE, 절리군3 : N75°E/86°NW의 평균 주향/경사의 값을 갖는 3개

조의 절리군을 보인다<그림 3-66>. 

• 엽리에 해당하는 절리군1이 상대적으로 다른 절리군보다 매우 우세한 분포를 보이

며, 조사선 방향을 고려한 이후 특히 절리군 2와 절리군3의 변화가 뚜렷하다.

• 총 247개의 불연속면이 측정되어, 절리군 1의 선밀도는 0.853(개/cm), 절리군2의 

선밀도는 0.498(개/cm), 절리군 3의 선밀도는 0.169(개/cm)이다<표 3-19>. 

(a) Terzaghi Unweighting

(b) Terzaghi Weighting
<그림 3-66> 선조사법(scanline)으로 획득한 뒷골 지역 내 절리의 방향 분포

구분 절리군1 절리군2 절리군3

방향 N44°E/54°SE N39°W/83°NE N75°E/86°NW

Fisher상수값 59.40 37.15 32.03

선밀도 0.853(개/cm) 0.498(개/cm) 0.169(개/cm)

평균간격

(채택함수)

10.06±1.25cm

(대수정규)

28.57±0.79cm

(대수정규)

32.14±0.65cm

(대수정규)

평균연장

(채택함수)

232.25±286.67cm

(정규)

106.50±149.05cm

(정규)

72.03±103.87cm

(정규)

평균JRC

(채택함수)

8.77±1.99

(정규)

7.54±1.69cm

(정규)

8.42±1.04cm

(정규)

평균JCS (kgf/cm2)

(채택함수)

494.42±346.59

(정규)

748.02±328.01

(정규)

657.32±300.64

(정규)

<표 3-19> 선조사법으로 획득한 뒷골 지역 내 절리의 역학적 정량화 종합



우면산 산사태 발생원인 분석 및 위험도 평가

104

■ 선바위 지역의 선조사: 

• 우면산 동측 사면 남부에 위치하는 선바위 지역에서 실시한 3개 선조사 지점

(U040, U041, U042)의 절리분포를 조사한 결과, 절리군1 : N48°E/53°SE, 절리

군2 : N37°W/74°NE, 절리군3 : N45°E/80°NW, 절리군4 : N18°W/68°SW의 

평균 주향/경사의 값을 갖는 4개조의 절리군을 보인다<그림 3-67>. 

• 절리군1이 상대적으로 다른 절리군보다 우세한 분포를 보이며, 조사선 방향을 고려

한 이후 특히 절리군 2와 절리군4의 변화가 뚜렷하다.

• 총 69개의 불연속면이 측정되어, 절리군 1의 선밀도는 0.037(개/cm)이고, 절리군2

의 선밀도는 0.024(개/cm)이다. 절리군 3의 선밀도는 0.022(개/cm)이고, 절리군4의 

선밀도는 0.013(개/cm)이다<표 3-20>.

(a) Terzaghi Unweighting

(b) Terzaghi Weighting
<그림 3-67> 선조사법(scanline)으로 획득한 선바위 지역 내 절리의 방향 분포

구분 절리군1 절리군2 절리군3 절리군4

방향 N48°E/53°SE N37°W/74°NE N45°E/80°NW N18°W/68°SW

Fisher상수값 204.39 41.10 50.36 62.26

선밀도 0.037(개/cm) 0.024(개/cm) 0.022(개/cm) 0.013(개/cm)

평균간격

(채택함수)

22.30±0.04cm

(음지수)

75.73±0.01cm

(음지수)

42.63±0.02cm

(음지수)

15.49±0.56cm

(대수정규)

평균연장

(채택함수)

263.38±71.72cm

(대수정규)

189.23±52.85cm

(음지수)

80.00±33.42cm

(정규)

121.43±82.35cm

(음지수)

평균JRC

(채택함수)

7.80±1.54

(정규)

6.77±0.97

(정규)

7.83±0.99

(정규)

6.86±0.99

(정규)

평균JCS (kgf/cm2)

(채택함수)

248.30±560.33

(정규)

1276.54±737.20

(정규)

1368.00±537.20

(정규)

254.00±111.35

(정규)

<표 3-20> 선조사법으로 획득한 선바위 지역 내 절리의 역학적 정량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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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마을 지역의 선조사: 

• 우면산 남측 사면 동부에 위치하는 전원마을 지역에서 실시한 2개 선조사 지점

(U043, U044)의 절리분포를 조사한 결과, 절리군1 : N46°E/42°SE, 절리군2 :

N19°E/54°NW, 절리군3 : N4°W/85°SW, 절리군4 : N62°W/78°SW의 평균 

주향/경사의 값을 갖는 4개조의 절리군을 보인다<그림 3-68>. 

• 엽리에 해당하는 절리군1이 상대적으로 다른 절리군보다 매우 우세한 분포를 보임.

• 총 97개의 불연속면이 측정되어, 절리군 1의 선밀도는 0.113(개/cm), 절리군2의 선

밀도는 0.015(개/cm), 절리군 3의 선밀도는 0.017(개/cm), 절리군4의 선밀도는 

0.015(개/cm)이다<표 3-21>.

(a) Terzaghi Unweighting

(b) Terzaghi Weighting
<그림 3-68> 선조사법(scanline)으로 획득한 전원마을 지역 내 절리의 방향 분포

구분 절리군1 절리군2 절리군3 절리군4

방향 N46°E/42°SE N19°E/54°NW N4°W/85°SW N62°W/78°SW

Fisher상수값 260.01 106.93 72.97 45.70

선밀도 0.113(개/cm) 0.015(개/cm) 0.017(개/cm) 0.015(개/cm)

평균간격

(채택함수)

9.33±0.11cm

(음지수)

35.30±27.80cm

(정규)

36.07±0.69cm

(대수정규)

35.64±0.03cm

(음지수)

평균연장

(채택함수)

360.34±184.24cm

(정규)

197.50±50.63cm

(음지수)

193.33±115.76cm

(정규)

82.50±51.42cm

(정규)

평균JRC

(채택함수)

7.90±1.58

(정규)

8.75±1.39

(정규)

6.89±0.99

(정규)

7.50±1.66

(정규)

평균JCS (kgf/cm2)

(채택함수)

328.53±349.13

(정규)

176.52±0.66

(대수정규)

407.30±0.48

(대수정규)

327.49±0.54

(대수정규)

<표 3-21> 선조사법으로 획득한 전원마을 지역 내 절리의 역학적 정량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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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연속면 간격

• 불연속면의 간격은 체적절리계수(개/m3)의 함수와 프렉솔버(Fracsolver)라는 컴퓨

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량화한 선밀도를 이용하였으며, 두 지수의 평균을 체적

절리계수로 지칭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 체적절리계수란 암반(rock mass)의 단위체적(unit volume, 1㎥)당 교차하는 절리

의 개수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Palmström(1995)에 의해서 소개되었음. 체적절리계

수(volumetric joint count, Jv)는 아래 식과 같이 주절리군들의 간격으로 표현된

다.                           


 


 


 



■ 암종별 불연속면 간격: 호상편마암의 체적절리계수는 86개/m3, 화강암질편마암의 체

적절리계수는 11개/m3, 화강암의 체적절리계수는 5개/m3로 호상편마암에서 가장 많

은 불연속면이 발달하며, 화강암질편마암과 화강암은 상대적으로 적은 불연속면이 발

달 하였다<그림3-69>.

<그림 3-69> 조사지역 내 암종별 체적절리계수의 막대그래프

■ 구역별 불연속면 간격: 뒷골의 체적절리계수가 84개/m3로 가장 많은 불연속면이, 신

동아와 래미안은 37개/m3와 40개/m3로 뒷골 다음으로 많은 불연속면이, 덕우암과 형

촌마을은 23개/m3와 28개/m3의 불연속면이, 전원마을은 15개/m3의 불연속면이, 선바

위와 송동마을은 8개/m3와 5개/m3로 적은 불연속면이 발달한다<그림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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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0> 조사지역 내 구역별 체적절리계수의 막대그래프

■ 체적절리계수 밀도분포: 

• 조사지역 내 체적절리계수를 크리깅 기법(kriging method)을 이용하여 밀도분포

도를 도시하였음. 크리깅 기법은 미관측 지점의 값을 이미 알고 있는 주위의 값들

을 가중선형조합으로 예측하는 기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사도 1의 등방성 선형변

이도(isotropic linear variogram) 모델을 적용하였으며 계산은 Golden 

software사의 Surfer(ver.8.0)를 사용하였다.

• 우면산 북쪽 지역인 신동아 지역 남측과 래미안 북서측이 가장 높은 체적절리계수 

값을 나타내며 이는 가장 불연속면 간격이 좁은 것을 의미한다. 

• 대체로 우면산 북서쪽 사면이 10~20의 체적절리계수 값으로 남동쪽에 비해 높은 

체적밀도계수 값을 갖는다. 반면 남동쪽은 10이하의 값으로 낮다<그림 3-71>. 

<그림 3-71> 조사지역 내 체적절리계수의 밀도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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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연속면 압축강도 

불연속면 압축강도는 국제암반역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Rock Mechanics, 

1981)에서 제안한 schmidt hammer의 반발치(r)와 암석밀도를 이용한 압축강도를 적

용하였다.

■ 암종별 불연속면 압축강도: 호상편마암의 압축강도는 494.8kgf/cm2, 화강암질편마암

의 압축강도는 790.2kgf/cm2, 화강암의 압축강도는 1298.2kgf/cm2으로 화강암이 물

리적으로 가장 강하며, 호상편마암이 가장 약한 것으로 파악된다<그림 3-72>.

<그림 3-72> 조사지역 내 암종별 불연속면 압축강도의 막대그래프

■ 구역별 불연속면 압축강도: 선바위의 압축강도가 786.7kgf/cm2로 물리적으로 가장 

강하며, 전원마을의 압축강도는 310.0kgf/cm2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됨. 전체적

으로 선바위를 비롯한 형촌마을, 송동마을 그리고 뒷골 등의 압축강도는 600kgf/cm2

이상의 높은 강도를 가지며, 그 외에 신동아, 래미안, 덕우암 그리고 전원마을 등은 

물리적으로 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 3-73>.

<그림 3-73> 조사지역 내 구역별 불연속면 압축강도의 막대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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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연속면 압축강도 밀도분포: 조사지역 내 압축강도를 크리깅 기법(kriging method)

을 이용하여 밀도분포도를 도시하여 보았다. 

• 신동아 지역 남측, 래미안 일대, 덕우암 일대, 전원마을 일대, 선바위 일대, 송동마

을 동측 그리고 형촌마을 남측과 북측 등에서 50Mpa이하의 낮은 압축강도를 나타

내며 이는 물리적으로 약한 것을 의미한다. 

• 신동아, 뒷골 그리고 송동마을 등에서는 50Mpa이상의 중간 압축강도를 나타내며 

신동아, 형촌 그리고 송동마을 일부 부분에서 75Mpa이상의 높은 압축강도로 물리

적으로 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 3-74>. 

<그림 3-74> 조사지역 내 불연속면 압축강도의 밀도분포도

5. 자연사면 지질위험도(Grade of Geohazard) 분석

1) 목적

본 분석의 목적은 암반의 고유 물성치, 암상의 영향 그리고 절리의 밀집도를 비롯한 

지질 조건의 변화에 따른 우면산일원 지반의 지질학적 위험지역의 범위와 구간별 암반 

손상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조사지역의 지표지질조사를 통한 고유의 

지질과 지질구조 특성자료, 시추 및 시험자료 분석을 통한 암반의 손상도 그리고 지형 

자료들을 점수화하여 자연사면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지질위험지수 및 암반손상등급을 

결정하였다<그림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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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

지질 및 지질구조자료 분석 시추 지형자료

암종,  불연속면 특성 토층 및 붕적층 두께
높이, 경사도, 경사방향, 

접선곡률도

계산 및 단면도 작성

<그림 3-75> 자연사면 지질위험도 분석 흐름도

2) 방법

• 절리빈도 지수인 체적절리지수 그리고 암석 고유 물성치인 일축압축강도는 암반 손

상정도와 각각 정과 부의 함수관계를 가진다. 

• 따라서 암반의 고유 물성치(일축압축강도), 단열특성(체적절리지수), 토층 및 붕적층 

두께, 그리고 지질요인(암상특성)에 의한 각 요인별 위험도를 먼저 구하여 지질요소

에 해당하는 위험도를 산출한다. 

• 높이, 경사, 경사방향, 그리고 곡률도에 의한 각 요인별 위험도를 구하여 지형요소

에 해당하는 위험도를 산출한 후, 각각 50점으로 배점한 지질 및 지형에 해당하는 

위험도를 합하여 최종 지질위험도 산출하는 순서이다.

* 최종 암반의 지질위험점수 (Gh) = G+S (총 100점)
G = l + c + b + s (총 50점)
S = e + a + d + t (총 50점)  

G) 지질요소, l) 암상지수,  c) 붕적층 지수,  b) 체적절리지수, s) 강도지수, 
S) 지형요소,  e) 높이지수, a) 경사지수, d) 경사방향지수, t) 곡률지수

• 지수마다 배점은 등분배를 원칙으로 하였으며(손문 외, 2007) 지질요소 중 토석류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붕적층 두께와 지형요소 중 토석류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경사도를 다른 지수보다 2배 더 높은 20점을 배점하였다<표 3-22>.

• 다음의 사항은 각 지수마다 분배된 배점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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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상지수: 암상지수의 배점은 손문 외(2007)의 방법을 적용하여 엽리를 따라 쪼개짐

이 매우 발달하고 절리의 연장성이 좋은 호상편마암을 15점, 야외조사에서 부분적으

로 엽리가 발달하는 화강암질편마을 10점, 암괴상의 신선한 암석이나 부분적으로 마

사토화된 특징이 나타나는 화강암을 5점으로 배점한다.

■ 붕적층 지수: 토층+붕적층 두께의 배점은 일본국철의 표층토 두께를 대상으로 한 배점을 

참조하였으며(강승태, 2006), 0.5m 이하를 0점, 0.5~2.0m 사이는 5점,  2.0~4.0m 사이는 

10점,  4.0~8.0m 사이는 15점, 8.0m 이상을 20점으로 배점한다

■ 체적절리계수: Palmström(1995)에서 제안한 값을 수정 적용한다.

■ 불연속면 강도: 국제암반역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Rock Mechanics, 

1981)에서 제안한 값을 적용한다

■ 높이(고도) 지수: Chau et al. (2004)을 수정 적용하여, 200m 이하를 2.5점, 

200~400m 사이는 5점,  400~600m 사이는 7.5점,  600m 이상을 10점으로 배점한

다.

■ 경사도 지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1989)의 자연사면 경사도를 적용하였으며, 21° 이

하를 0점, 21~26° 사이는 5점,  26~31° 사이는 10점,  31~36° 사이는 15점, 36° 

이상을 20점으로 배점한다

■ 경사방향 지수: 일반적으로 사면 방위로 인한 일조시간 차이에 의한 토층내의 지하수

의 위치, 기반암의 풍화정도, 식생의 생육차이, 동결-융해로 인한 노출된 암반의 풍화 

특징 차이로 인해 사면 방위가 남향인 것의 붕괴가 북향의 것보다 많다. 따라서 방향

의 배점은 Budetta  et al.(2008)을 적용하였으며, 0~45°와 315~360° 사이 방향 

사면을 10점, 45~135°와 225~315° 사이 방향 사면는 7.5점,  135~225° 사이는 5

점으로 배점한다.

■ 곡률 지수: 곡률의 경우, 집중 강우시 경사면이 오목할수록 물을 더 많이 그리고 오

랫동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음의 값보다 양의 값인 오목한 지점에서 산사태 

발생 확률이 높게 나타나며, 특히 양의 값에서 값이 커질수록 산사태 발생 확률이 뚜

렷하게 증가한다. 곡률의 배점은 일본도로공사(1986)의 자연사면상황 항목을 적용하

였으며, 오목(+)은 10점, 평면(0)은 5점,  볼록(-)은 2.5점으로 배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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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및 지수 값의 범위

지질
요소

암상

(Lithology)
- 호상편마암 화강편마암 화강암 -

지수 - 7.5 5 2.5 -

토층+붕적층 두께

(Soil+Colluvium, m)
8.0이상 4.0 - 8.0 2.0 - 4.0 0.5 - 2.0 0.5이하

지수 20 15 10 5 0

체적절리계수

(Block Size, 개/m3)
50.0 이상 15.0 - 50.0 5.0 - 15.0 1.5 - 5.0 1.5이하

지수 10 7.5 5 2.5 0

불연속면 강도

(Strength, Mpa)
25이하 25 - 50 50 - 100 100 - 250 250이상

지수 10 7.5 5 2.5 0

지형
요소

높이

(Elevation, m)
600이상 400 - 600 200 - 400 0 - 200 -

지수 10 7.5 5.0 2.5 -

경사도

(Angle of slope)
36°이상 31° - 36° 26° - 31° 21° - 26° 21°이하

지수 20 15 10 5 0

경사 방향

(dip direction)
SW, S, SE EW NW, N, NE - -

지수 10 7.5 5.0 - -

접선곡률

(tangential curvature)
오목(+) - 평탄(0) 볼록(-) -

지수 10 - 5 2.5 -

<표 3-22> 지질위험지수

등급 지질위험점수(Gh) 사면안정(Stability of slope)

I 80 - 100
매우 심한 불안정

(Very strongly instability)

II 60 - 80
심한 불안정

(Strongly instability)

III 40 - 60
보통 불안정

(Moderately instability)

IV 20 - 40
약간 불안정

(Slightly instability)

V 0 - 20
안정

(stability)

<표 3-23> 지질위험점수와 사면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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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형요소를 이용한 위험도

• 조사지역은 높이 293m의 우면산의 정상을 정점으로 남서-북동 방향의 산계가 발

달하며, 50~200m 사이 고도의 지형이 가장 넓게 분포한다<그림 3-76>. 

• 지형의 경사도는 5~20°이 대부분이며, 20~30°의 경사도를 가진 곳도 많은 지역

을 점유한다. 형촌마을, 송동마을 그리고 선바위 지역에서 30° 이상의 고경사를 

가진 지형이 다수 발달하며, 그 외 지역들은 소규모로 산재되어 분포한다. 

• 남쪽 사면은 대부분 남동쪽 내지는 북동쪽 그리고 북서 내지는 서쪽방향으로 경사

져 있으며 북쪽 사면은 대부분 남서쪽 내지는 서쪽 그리고 남쪽 내지는 남동쪽방향

으로 경사져 있다.

• 대체로 분수계를 기준으로 분수계에 해당하는 능선은 볼록하며 유역 내는 오목하

며, 대체로 조사지역 내의 사면부는 오목한 계곡부가 볼록한 능선부위보다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a) 높이(고도) 지수 (b) 경사도 지수

(c) 경사방향 지수 (d) 곡률 지수
<그림 3-76> 지형요소의 지수를 이용한 밀도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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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지역의 지형요소만을 고려한 위험도를 도시한 결과, 대부분의 지역이 30점 이

하의 배점으로 도시되며, 전 지역에 걸쳐 20~30점 사이의 배점을 보이는 지점이 

광범위하게 발달함<그림 3-77>. 30점 이상의 높은 위험도의 배점을 보이는 곳은 

송동마을과 형촌마을의 고지에서 발달한다.

<그림 3-77> 지형요소를 이용한 위험도

4) 지질요소를 이용한 위험도

• 조사지역의 지질요소만을 고려한 위험도를 도시한 결과, 선바위 남측과 송동마을 

북동측에서 20점 이하로 낮은 위험도를 보인다<그림 3-78>. 

• 뒷골 북측, 신동아 남측과 북측 일부, 래미안 남서측 일부, 덕우암 남측과 북측 그

리고 형촌마을 북서측 및 남동측 일부 지역은 30~35점의 배점으로 도시된다. 

• 신동아 중앙 일대, 래미안 남측 그리고 형촌마을 북서측 및 남동측 지역은 35점 이

상의 높은 위험도의 배점을 보인다. 

• 신동아와 래미안을 제외한 지역에 걸쳐 20~30점 사이의 배점을 보이는 지점이 광

범위하게 발달하며, 주로 남쪽 및 남서쪽에 분포한다. 

• 30점 이상의 높은 위험도의 배점을 보이는 곳은 송동마을과 형촌마을의 고지에서 

발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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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8> 지질요소를 이용한 위험도

5) 자연사면 지질위험도 분석

■ 조사지역의 지질요소 및 지형요소를 고려한 최종 자연사면 지질위험도를 그림 3-79

에서 도시하였다.  

■ 선바위 남측, 전원마을 서측 일부, 뒷골 서측 다수, 송동마을 중앙부분 일부, 형촌마

을 중앙 일부 그리고 덕우암 중앙 일부 지역의 자연사면 지질위험도는 20~40점의 약

간 불안정(Slightly instability)한 IV등급이다.

■ 전원마을 대부분, 선바위 북측, 뒷골 서측 일부와 동측, 송동마을, 형촌마을 대부분, 

덕우암 대부분, 신동아 대부분 그리고 래미안 대부분 지역의 자연사면 지질위험도는 

40~60점의 보통 불안정(Moderately instability)한 III등급이다.

■ 뒷골 북측 한 지점, 신동아 남동측 두 지점, 래미안 서측 한 지점, 형촌마을 북측 다

수와 보덕사 남동측 다수 지점의 자연사면 지질위험도는 60~80점의 심한 불안정

(Strongly instability)한 II등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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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로 남쪽 및 남서쪽에 위치하는 전원마을, 선바위, 뒷골 그리고 송동마을은 지질

위험도가 낮으며, 북쪽에 위치하는 신동아, 래미안, 덕우암 그리고 북동쪽의 형촌마을

은 보통 이상의 지질위험도를 보인다.

■ 화강암이 분포하는 선바위 남측은 낮은 지질위험도인 20~40점의 약간 불안정

(Slightly instability)한 IV등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림 3-79> 우면산일원에서 분석된 지질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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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 약

(1) 우면산일원은 한반도 지체구조상 경기육괴에 속하며 경기도 일원에 분포하는 

대규모의 단층대의 말단부 및 인접하여 위치함으로 인하여 2차 단열의 발

달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2) 위성영상 분석에서 나타난 선형구조들은 대부분 지질구조작용과 관련된 것들

로 조사되었다.

(3) 우면산일원은 지질은 선캄브리아기 흑운모호상편마암과 화성기원의 화강암질

편마암, 쥐라기의 대보 화강암, 제4기 붕적층 및 충적층으로 구성된다. 흑

운모호상편마암은 석영-장석으로 구성된 우백질부와 흑운모 및 각섬석으

로 구성된 우흑질부의 성분 차이로 인한 엽리구조가 강하게 발달하며 화

강암질편마암은 괴상의 형태로 엽리의 발달은 미약한 편이다. 쥐라기 화강

암은 암주상으로 분포하며 중립질의 등립상 조직을 보인다. 제4기 붕적층

은 우면산 전역에 걸쳐 2~13m의 층후를 보이며 불규칙하게 분포하며 대

부분 흑운모호상편마암의 쇄설성 암편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4) 우면산일원에 발달한 지질구조는 연성변형 구조인 습곡과 엽리, 취성변형 구

조인 단층과 절리이다. 이들 지질구조들 중, 얇은 두께의 엽리 발달과 함

께 엽리면을 따라 생성된 절리 그리고 단층작용은 우면산일원에 불규칙하

게 두꺼운 층후의 붕적층을 생성시킨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5) 본 조사에서 밝혀진 붕적층은 최소 3번의 퇴적이력을 나타내며 붕적층과 기반

암 사이에 협재하는 점토층은 붕적층을 통과한 물과 미립의 점토광물들이 

집적된 것이다.

(6) 지질학적 및 지형적 요소를 종합하여 분석된 지질재해도로부터 우면산일원의 

지질위험도는 흑운모호상편마암이 분포하며 급사면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

서 자연사면 지질위험도 60~80점으로 심한 불안정(Strongly instability)

한 II등급을 나타낸다. 이들 등급을 나타내는 지역은 뒷골 북측 한 지역, 

신동아 남동측 두 지역, 래미안 서측 한 지역, 형촌마을 북측의 다수 지역 

그리고 보덕사 남동측 다수 지역이다. 

(7) 지질학적 특성 분석으로부터 우면산일원의 지반상태는 50%이상의 유역이 보

통 불안정(Moderately instability) 이상의 등급으로 분류되므로 지속적

인 향후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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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임상특성 및 분석
제4장 임상 특성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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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산사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면산의 임상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1. 기구축된 DB 및 연구 분석

1) 수치임상도

■ 수치임상도에 나타난 우면산 부근 임상 특성

• 국립산림과학원에서 2005년 제작한 제 4차 수치임상도 기준으로 하였다.  

• 대부분 활엽수림(자연림과 인공림)이며 일부 침엽수림 및 혼효림이 존재한다. 면적

비로 활엽수림(84%), 침활혼효림(4%), 잣나무림(4%), 리기다소나무림(2%), 활엽수 

인공림(2%)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80>.

• 영급은 1~4영급, 경급은 1~3로 분포

<그림 3-80> 수치임상도에 나타난 우면산 부근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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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생태현황도

■ 도시생태현황도에 나타난 우면산 부근 식생현황

• 2010년 서울시에서 제작한 도시생태현황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 서울지역의 현황만 나타난 관계로 우면산 일부 지역이 누락되었다. 

• 대부분의 지역이 참나무림으로 조사됨. 이외에 아까시나무림, 밤나무림, 물박달나무

림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81>.

<그림 3-81> 도시생태현황도에 나타난 우면산 부근 식생형

3) 우면산 자연생태공원 지역 식생 현황

■ 자연생태공원 내 식생 특성 (이경재 등, 2005)

• 교목류: 신갈나무(34%), 상수리나무(28%), 상수리나무-참나무류(8%), 아까시나무림

(4%), 갈참나무(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관목류: 진달래, 조팝나무, 국수나무, 병꽃나무, 산철쭉 등 출현하였다. 

• 초본류: 계곡부에는 꽃향유, 장구채, 사초, 노루오줌, 솔나물, 황새냉이, 오이풀, 쑥, 

참취, 뀡의다리, 갈대, 대사초 등이 출현하였다. 경사지에는 큰기름새, 맑은대쑥, 큰

까치수영, 고사리, 김의털, 억새, 둥글레, 기름새, 개솔새류, 양지꽃 등이 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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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 임상조사

1) 임상조사 개요

■ 조사대상지

• 래미안 및 덕우암 유역 상단 능선 부근을 중심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 조사방법

• 반경 11.3m, 면적 0.04ha 크기의 원형 방형구 내 흉고직경 6cm 이상의 임목에 

대해서 전수 조사하였다<그림 3-82>. 총 6개의 방형구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그림 3-82> 임상조사 표본점 구조 개념도
출처: 제 6차 국가산림자원조사 및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2010)

2) 임상조사 결과

■  출현 수종 및 구성

• 총 12종, 149본의 개체목이 조사되었다. 출현수종의 빈도로 보면 신갈나무(64본), 

팥배나무(20본), 아까시나무(15본), 잣나무(15본), 리기다소나무(14본) 등의 순으로 

우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83>. 총 개체수에 대한 백분율로 보면 그

림 3-84와 같이 신갈나무 43%, 팥배나무 14%, 아까시나무와 잣나무 10%, 리기다

소나무 9%, 산벚나무 6% 그리고 기타 수종이 8%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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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83> 출현 수종 개체수                   <그림 3-84> 출현 수종 비율

■ 수목 생장 특성

• 수종별 평균 흉고직경(사람의 가슴높이, 약 1.2~1.3m에서 측정한 나무 줄기의 지

름)과 수고는 표 3-24와 같다. 평균 흉고직경의 경우, 아까시나무의 흉고직경이 

28.5cm로 가장 컸고, 신갈나무 23.1cm, 칠엽수 22.0cm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팥배나무의 흉고직경은 9.5cm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평균 수고의 경우, 낙엽송이 

13.0m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12.1m인 아까시나무, 12.0m인 리기다소

나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벚나무와 잣나무의 수고가 6.3m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장 임상조사에서 측정된 평균 흉고직경과 수고는 수형, 수령 등의 수목 특성에 

따라 수종 간 혹은 수종 내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사된 측정

값을 수종 간에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수치임상도에서 얻을 수 

있는 영급 및 경급 정보와 비교해볼 때 각 수종별로 평균적인 생장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4> 현장 임상조사 결과 - 수종별 평균 흉고직경과 수고

 

　수종
평균 흉고직경

(cm)

평균 수고

(m)

리기다소나무 15.7 12.0

신갈나무 23.1 10.7

낙엽송 20.5 13.0

아까시나무 28.5 12.1

팥배나무 9.5 6.9

칠엽수 22.0 9.0

　수종 평균 흉고직경

(cm)

평균 수고

(m)

떡갈나무 15.0 8.7

밤나무 21.5 10.5

잣나무 10.8 6.3

오리나무 21.0 10.5

물박달나무 21.0 10.0

산벚나무 11.7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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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인 임황

• 전체적으로 상층부는 수관으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으나, 중층 및 하층부의 소밀도 

혹은 피복도는 우점하고 있는 상층 교목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입목밀도는 

375~825 그루/ha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숲 가꾸기 사업은 부분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몇몇 임분에서 산림 산물 수집 혹은 간벌과 같은 산림작업의 흔

적이 남아있다. 

3. 산사태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상 조건

 산사태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상 조건은 크게 수문학적인 측면과 역학적인 측

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수문학적인 측면에서는 수관(canopy), 수간(stem) 및 

낙엽층(forest floor)에 의한 강우차단 효과와 잎에 의한 증산 효과를 생각할 수 있다. 

두 수문기작 모두 토양 내 침투하는 혹은 이미 침투된 수분량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한

다. 하지만, 2011년 우면산 산사태를 발생시킨 것과 같은, 지속시간이 짧고 강우강도가 

매우 큰 극한 강우조건하에서는 식생의 수문학적인 영향력이 미미해진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본 과업에서는 역학적인 측면에서의 수목이 산사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1) 수목 하중

■ 수목 하중 산정방법

• 우면산의 임상특성을 고려한 수목의 자중을 산정하기 위하여 그림 3-85와 같은 방

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임상도와 현장 임상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임상조건을 일반화

하여, 입목밀도, 주요 수종 및 수종 구성비를 결정하였다. 그 후, 수종별로 건중량 

추정식을 이용하여 한 개체목에 대한 건중량을 추정하고, 이것을 토대로 입목밀도

와 수종 구성비를 고려하여 단위면적당 수목 건중량을 계산하였다. 최종적으로 함

수율을 고려하여 단위면적당 수목 생중량, 즉 수목의 하중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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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5> 단위면적 당 수목 생중량 산정 개념도

• 이 방법은 수목이 전 지역에 대해서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수목

이 사면안정에 미치는 영향력도 특정 위치가 아닌 모든 지역에 균일하게 작용한다

는 가정을 바탕에 두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방법으로 고려한 수목의 자중은 

사면안정 해석에서 산사태 발생 시점의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산사태 발생 이전의 수목의 위치와 생장량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본 방법과 같은 평균화 방법을 이용하였다.

■ 수목 하중 산정결과

• 임상도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준 입목본수는 700 그루/ha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주요수종으로 활엽수인 신갈나무와 침엽수인 리기다소나무, 잣나무를 선정하

였으며 각 수종별 구성 비율을 7:1.5:1.5로 설정하였다.

• 수종별 개체목 건중량(biomass) 산정은 2010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간한 ‘산림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위한 주요 수종별 탄소배출계수’ 보고서의 건중량 추정식을 

이용하였다<그림 3-86>. 일반적으로 건중량 추정식은 지수함수식을 이용한 형태를 

많이 이용한다. 독립변수로서는 흉고직경과 수고를 많이 이용하는데, 본 과업에서

는 보다 측정오차가 적은 흉고직경을 이용한 건중량 추정식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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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갈나무 (b) 리기다소나무

(c) 잣나무
<그림 3-86> 주요 수종별 건중량 추정식 그래프

출처: 산림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위한 주요 수종별 탄소배출계수 보고서(국립산림과학원, 2010)

• 주요 수종별로 추정된 건중량 결과는 표 3-25와 같다. 수종별 흉고직경은 현장 임

상조사에서 측정된 값을 이용하였으며 함수율은 일괄적으로 40%를 적용하였다. 이

에 따라 각 수종별로 신갈나무는 341.5kgf, 리기다소나무는 122.4kgf, 잣나무는 

37.4kgf로 각각 추정되었다.

     <표 3-25> 건중량 추정식을 이용하여 추정한 주요 수종별 건중량
　수종 매개변수 a 매개변수 b 흉고직경(cm) 추정된 건중량 (kgf)

신갈나무 834.069 1.91565 23.1 341.5

리기다소나무 298.996 2.18435 15.7 122.4

잣나무 107.308 2.46030 10.8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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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목 뿌리 보강력

수목 뿌리 보강력은 뿌리로 인하여 토양의 안정성(전단강도)이 증진되는 효과를 설명

하는 것이다. 개념적으로 토양의 잠재적인 파괴전단면 사이에 수목의 뿌리가 존재함으

로 인하여 토양의 전단강도가 증가하는 것이다. 사면안정해석 시 토양 점착력과 비교

하여 뿌리 점착력이라고도 한다. 수목 뿌리 보강력의 크기는 수목 뿌리의 특성(수종, 

수령, 분포, 생장상태) 및 토양환경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난다<표 3-26>. 또한, 추정하

는 방법(전단실험법, 모델링법, 역해석법 등)에 따라 상이하게 산정될 수 있다. 일반적

으로 그 값은 1~25kPa로 알려져 있다(Norris et al., 2008). 우면산에 서식하고 있는 

주요 수종에 대한 뿌리 조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수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2011년 우면산 산사태에 대한 사면안정해석에서는 수목 뿌리 보강력의 값으로 1kPa

를 적용하였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값으로, 대부분 우면산 산사태의 붕괴지점이 

뿌리가 뻗는 토양의 깊이보다 아래일 것으로 추측되어, 뿌리 보강력으로 인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추후 수종별 뿌리 분포 및 보강력에 대한 정밀

한 조사가 실시된다면 보다 정확한 수목 뿌리 보강력 값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표 3-26> 주요 수종의 뿌리 보강력 값
출처 수목형 수종 토양조건 뿌리보강력

Schmidt et al. (2001) 활엽수 인공 활엽수림 평균 사질양토 6.8 ~ 23.2

Danjon et al. (2007) 활엽수 백참나무 점토 0.01 ~ 63.0

Wu et al. (1979) 침엽수
미국솔송나무,

미국가문비
양토 5.9

Gray and Megahan

(1981)
침엽수 폰데로사 소나무, 미송 사질양토 10.3

Kim et al. (2010) 침엽수 잣나무, 낙엽송 점토 3.9 ~ 35.4

3) 수목이 산사태 발생에 미치는 영향 평가

미국 USGS에서 개발한 산사태 예측 모형인 TRIGRS(Baum et al., 2002) 모형을 이

용하여 수목이 산사태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TRIGRS 모형은 시간별 강

우강도에 따라 변화하는 지하수위 및 공극수압을 모의하여 최종적으로 사면 안정도를 

안전율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공간적으로 소규모의 동질적인 토양 특성을 가진 지역의 

얕은 파괴를 모의하는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수목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은 모의 결

과와 수목이 있는 경우의 모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대상지역으로는 래미안, 덕우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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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마을 유역을 선정하였고, 수목의 영향력은 역학적 영향력만을 고려하여 앞서 제안한 

수목 하중 및 뿌리 보강력 값을 이용하였다. 사면붕괴 시점에서의 수목 영향력만을 평

가하여, 붕괴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 수목이 대상지역에 균일하게 분포한다

(수목 하중 영향). 수목 뿌리는 수직적으로 동일한 밀도를 가지고 분포한다(뿌리 보강

력 영향).

■ 수목의 영향 평가 결과

• 래미안 유역

(a) 수목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b) 수목 영향을 고려한 경우
<그림 3-87> 래미안 유역 모의 결과

          
          <표 3-27> 래미안 유역 모의에 이용한 지반정수 및 수목 영향력 정수

단위중량

(kN/m3)

점착력

(kPa)

내부마찰각

(°)

투수계수

(cm/sec)

수목 하중

(kPa)

뿌리 보강력

(kPa)

18.5 12.8 22.4 8.00×10-4 0.25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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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우암 유역

(a) 수목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b) 수목 영향을 고려한 경우
<그림 3-88> 덕우암 유역 모의 결과

          <표 3-28> 덕우암 유역 모의에 이용한 지반정수 및 수목 영향력 정수
단위중량

(kN/m3)

점착력

(kPa)

내부마찰각

(°)

투수계수

(cm/sec)

수목 하중

(kPa)

뿌리 보강력

(kPa)

18.0 11.1 26.5 8.00×10-4 0.253 1.0

• 형촌마을 유역

(a) 수목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b) 수목 영향을 고려한 경우
<그림 3-89> 형촌마을 유역 모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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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9> 형촌마을 유역 모의에 이용한 지반정수 및 수목 영향력 정수
단위중량

(kN/m3)

점착력

(kPa)

내부마찰각

(°)

투수계수

(cm/sec)

수목 하중

(kPa)

뿌리 보강력

(kPa)

17.8 10.2 26.6 8.00×10-4 0.253 1.0

TRIGRS 모형을 적용하여 산사태 발생을 모의하기 위하여 안전율의 공간적 분포를 해

석하였다. 전체적으로 TRIGRS 모형은 2011년 강우에 의해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를 

잘 모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목의 영향을 고려한 모의 해석에서 좀 더 큰 안

전율 (산사태 발생 가능성 낮음)을 보였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다. 세 유역에 대한 모

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발생에 미친 수목의 영향

력을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 수목이 산사태 발생에 미치는 영향 평가

• 사면 붕괴의 시작점은 주로 우면산 정상 부근이며, 이 지역은 주로 뿌리가 깊고 넓

게 발달하는 참나무류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더욱이 우면산의 깊은 토심 조건하에

서 정상부근에 분포하는 참나무는 토심이 얕은 다른 지역에 비해 뿌리가 잘 발달되

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상대적으로 뿌리가 얕게 발달하는 아까시나무, 사시나무, 낙엽송 등의 조림 수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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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된다.

• TRIGRS를 이용하여 수목(뿌리)에 의한 산사태 발생 위험도를 모의한 결과, 사면 

안전율이 1보다 낮게 나온 지역의 면적을 전체 면적과 비교하여 표 3-30에 나타내

었다. 대상 지역인 래미안, 덕우암, 형촌마을 유역 등 모든 유역에서 수목의 영향력

을 고려함으로써 산사태 발생 위험지로 모의된 지역의 비율이 수목이 없는 경우가 

비교하여 감소하였다.

대상 유역
전체 분석 면적에 대한 안전율 1 이하 면적 비율 (%) 수목 영향 고려한 경우

면적 감소 비율 (%p)수목 영향 고려하지 않은 경우 수목 영향 고려한 경우

래미안 45.2 35.5 9.7

덕우암 35.7 25.5 10.2

형촌마을 39.7 25.5 14.2

<표 3-30> 우면산 유역에 대한 TRIGRS 모의에 의해 계산된 사면 안전율 1 이하 면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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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에 대한 요인

산림 개발에 대한 요인 검토는 크게 등산로와 약수터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단, 각각의 요

인에 대하여 현실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성적인 검토를 토대로 최종 의견을 제시하였다.

1) 등산로

• 우면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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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산로는 일반적으로 폭이 1~ 2m로 임도에 비해 좁은 편이며, 절ㆍ성토면이 형성되

지 않았다. 산의 경사방향을 따라 형성되는 경우도 많으며, 등산객들의 잦은 통행

으로 인하여 별다른 설치 작업없이 형성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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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강우 시 표면 유출을 많이 발생하여 침식 작용이 활발

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소규모의 등산로가 산사

태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량적으로 연구한 결과는 거의 없다.

(a) 일반적인 임도 전경 (b) 우면산 유점사 약수터 부근 등산로 전경
<그림 3-90> 임도 및 등산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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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수터

• 약수터의 정식명칭은 ‘먹는물공동시설’으로서 흔히 약수라고 하면 바위틈이나 땅

속으로 스며든 빗물에 각종 광물질이 용해되어 있는 암반대수층의 지하수 또는 모

세관 작용으로 지표로 다시 솟아나는 물을 일컫는다 (김현실 등, 2002).

• 일반적으로 약수터는 물이 자연발생적으로 솟아나는 곳으로 취수 및 저장을 위하여 

저류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기는 하지만, 그 시설 자체가 산사태 발생에 큰 영향

을 미친다고는 생각하기 힘들다.

• 특히, 우면산에 산재하는 약수터의 경우, 위의 그림과 같이 배수로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어서 강우시 지표유출수를 신속하게 하류로 배제하여, 지하침투를 감소

시켰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약수터가 오히려 산사태 발생 위험도를 낮추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3-91> 유점사 약수터 (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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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지반공학적 특성 및 분석
제5장 지반공학적 특성 및 분석

본 조사는 우면산 산사태 발생 원인 규명에 필요한 지층의 분포 상태 및 토성 등 지

반공학적 기초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발생 

이후 원인 조사 및 복구 설계를 위해 발생지 전역에 걸쳐 1차 지반조사가 수행(한국지반

공학회(2011), 국방부(2011))되었다. 금회 조사에서는 상세 분석을 위하여 4개 지역(래미

안APT, 덕우암, 형촌마을, 선바위)을 선장하여 이에 대한 지반조사를 수행하였다.

1. 지반조사 계획

1) 고지형 분석

■ 분석 자료

• 조사부지 일대의 과거 지형변화에 따른 토지피복현황을 분석하여 산사태 발생가능

성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영상을 활용 고지형학적 특성변화를 분

석하였다. 1975년부터 2000년까지 위성영상을 기초하여 위성 영상 분석 기법을 이

용하여 토지피복변화를 축출하였으며, 분석에 이용한 위성영상 자료 및 특성은 다

음과 같다.

밴드 파 장(μm) 공간해상도(m) 영 역 주요 응용분야

1 0.45～0.52 30
가시

광선

Blue
∙물을 투과하도록 디자인, 해안선 관찰, 토양

및 식생구분, 산림도 구분, 지표면 관측

2 0.52～0.60 30 Green ∙식생 반사의 녹색지수를 통한 식생 구분

3 0.63～0.69 30 Red ∙클로로필 흡수 영역 관측으로 식생 구분

4 0.76～0.90 30 근적외선 Near IR ∙식생, Biomass 양, 물 및 토양의 수분 구별

5 1.55～1.75 30 중적외선 Mid IR
∙식생과 토양의 수분 구별, 구름과 눈의 구

별

6 10.4～12.5 120 열적외선 Thermal IR ∙지열 및 온도의 mapping

7 2.08～2.35 30 중적외선 Mid IR ∙식생의 수분 정도 구별, 광물자원 탐사

<표 3-31> Landsat TM의 관측 밴드별 특성 

■ 위성 영상 분석 결과

• 연도별 토지피복도를 분석한 결과, 1975년에는  우면산 주변으로 산림 및 농경지 

발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990년, 2000년에는 우면산 주변의 산림, 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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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및 초지의 분포면적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시가지의 분포면적이 급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1975년 이후 자연상태의 산림과 농경지가 각각 약 10%와 60% 감소

하고, 시가지의 경우 3배가량 증가 하였으며, 이로 인해 여름철 집중 강우가 지중

으로 침투하는 양이 과거에 비해 감소하고, 강우유출(rainfall-runoff)이 증가되었

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92> 연도별 토지피복현황 분포 변화

구 분
1970년 토지피복현황 1990년 토지피복현황 2000년 토지피복현황

면적(km2) 비율(%) 면적(km2) 비율(%) 면적(km2) 비율(%)

나지 0.243 0.99 2.2341 9.12 0.5892 2.41

산림 11.593 47.22 11.3008 46.13 10.7326 43.81

농

경

지

논 7.8531 31.98 0.9426 3.85 1.9509 7.96

밭 - - 1.0416 4.25 1.1739 4.79

시가화 3.3915 13.81 8.6535 35.33 9.63 39.31

초지 1.3284 5.41 0.3183 1.30 0.4179 1.71

습지 0.1194 0.49 0.0054 0.02 0.0009 0.004

수역 0.0252 0.10 - - 0.0009 0.004

<표 3-32> 위성영상으로부터 추출된 연도별 토지피복현황

(a) 1975년 토지 피복도 (b) 1990년 토지피복도

(c) 2000년 토지피복도 (d) 연도별 토지피복 분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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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반 조사 계획

고지형 분석 자료, 기존 지반조사 자료(한국지반공학회, 국방부), 2009년 및 2011년 

LiDAR(서울특별시) 자료 등을 검토하고, 현장 답사를 통하여 우면산 산사태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정밀 지반조사 계획을 수립하였다.  주요 원인 분석이 수행되는 4개 

지역에 대한 중점 검토 내용은 다음 표 3-34와 같으며, 지반 조사 계획은 표 3-35와 그림 

3-93과 같다.

단계별 조사 계획 합리적인 조사계획 및 적정수량 계획

∙기존자료 검토, LiDAR 위성영상 자료, 고지형 분석,

현장답사를 통한 조사계획 수립

∙지역별 상부구간 시추자료를 토대로 하부구간에 대

한 시추위치 재설정하여 상호적 보완 조사를 시행

∙시추조사 : 산사태 발생 지역별로 상·하부구간

에 시행

∙탄성파 탐사 : 미시추구간 지층발달 특성

∙현장 및 실내시험 : 토사 공학 및 수리적 특성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DB화 산사태 발생 원인 해석을 위한 지반자료

∙산사태 발생 전·후 LiDAR 위성영상 지형자료 분석

∙기존 및 금회 조사, 탄성파 탐사자료들을 GIS로 DB

구축하여 산사태 발생 전 토사층 토심도 작성

∙래미안, 덕우암, 형촌마을 지역 산사태 발생원

인 해석을 위한 지층발달특성, 지층별 지반공학

적 설계정수 자료를 제공

<표 3-33> 기본방향 및 수행흐름

구 분 중점검토 내용

고지형 분석 ∙우면산 유역 일대의 과거 토지피복현황 변화에 의한 산사태 발생과의 상관성 검토

지층발달 특성

∙산사태 발생 전·후 LiDAR 지형변화에 의한 지형학적 변화 분석

∙기존 및 금회 지반조사 자료, 금회 탄성파 탐사자료들을 GIS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

여 산사태 발생 전 토사층 발달 두께를 분석

지층별

지반공학적 특성

∙산사태 발생 지역인 래미안, 덕우암, 형촌마을 지역의 지층발달에 따른 세부적 지반

조사 시험으로 신뢰성 높은 지반공학적 설계 정수 추정

<표 3-34> 지반조사 계획 시 중점 검토 내용 

지반의 공학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추조사, 현장시험, 실내시험 등을 시행하였으

며, 각각의 조사항목별 목적은 다음과 같다.

조사 항목 시험 항목 수량 조사 항목 시험 항목 수량

지층 분포

시추조사 8개소 지층의

역학적 특성

직접전단시험 9회

탄성파탐사 3km 공내전단시험 15회

표준관입시험 40회

지층의 수리

특성

공내투수시험 15회

지층의

물리적 특성

실내 물성 시험 9회 지표투수시험 4회

현장 들밀도시험 8회 불포화토 함수특성 시험 8회

<표 3-35> 지반조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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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3> 지반조사위치도
2. 지반 특성 분석

1) 지층 분포

지층의 분포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추 조사와 표준관입시험을 수행하였으며, 탄성

파탐사를 통해 3차원적인 지층 분포를 확인하였다. 

(1) 시추 조사

 조사지역의 지층은 상부로부터 매립층, 붕적층, 풍화토, 풍화암, 기반암(연암)의 순으로 

나타나며, 시추조사 결과 나타난 지층 구성 상태를 요약․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구 분 공 번 매립층 붕적층 풍화토 풍화암 연암층 시추심도
 (m)

래미안
NB-1 0.0～3.0 (3.0) - - - 3.0～10.0 (7.0) 10.0

NB-2 0.0～2.7 (2.7) 2.7～4.5 (1.8) 4.5～5.6 (1.1) 5.6～14.5 (8.9) 14.5～18.0(3.5) 18.0

덕우암

NB-3 0.0～1.6 (1.6) - 1.6～5.5 (3.9) - 5.5～10.5 (5.0) 10.5

NB-4 - 0.0～6.9 (6.9) -
7.9～9.5(1.6)
10.4～12.5(2.1)

6.9～7.9(1.6)
9.5～10.4(0.9)
12.5～15.5(3.0)

15.5

형촌마을

NB-5 0.0～2.7 (2.7) - 2.7～5.5 (2.8) 5.5～8.0 (2.5) 8.0～13.0 (5.0) 13.0

NB-6 0.0～2.8 (2.8) - - 2.8～4.5 (1.7) 4.5～8.0 (3.5) 8.0

NB-7 0.0～1.5 (1.5) - - 1.5～2.0 (0.5) 2.0～6.5 (4.5) 6.5

선바위 NB-8 - - 0.0～4.0 (4.0) 4.0～7.0 (3.0) 7.0～10.0 (3.0) 10.0

<표 3-36> 지층현황                                                            (괄호는 층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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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립층

• 상부 식생대 및 인위적으로 매립된 지층으로 시추공 NB-1, 2, 3, 5, 6, 7 시추공에

서 확인되었으며, 1.5~3.0m의 층후로 분포하고, 공군부대 개발(NB-1, 3, 5)과 산사

태 복구 공사시(NB-2, 6, 7) 형성된 지층으로 추정된다.  구성 성분은 자갈섞인 실

트질 모래 또는 실트질 모래로 구성되며, 표준관입시험에 의한 N값은 4/30~24/30

으로 느슨~조밀한 상대밀도로 분포한다. 색조는 암갈색을 띄고 함수상태는 습윤한 

상태이다.

■ 붕적층

• 원지반이 붕락되어 형성된 지층으로 NB-2, 4 시추공에서 1.8~6.9m의 층후로 나타

남. 구성성분은 실트질 모래로 구성되며, 일부에서 100cm 내외의 호박돌, 자갈섞

인 실트질 모래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준관입시험에 의한 N치는 4/30~5/30로 

느슨한 상대밀도를 보이고 있으며, 색조는 암갈색을 띄고 함수상태는 습윤한 상태

를 보이고 있다.

■ 풍화토층

• 기반암이 완전풍화(compeletely weathered)된 상태로서 NB-2, 3, 5 시추공에서 

확인되었으며, 1.1~3.9m의 층후로 분포한다. 구성 성분은 실트질 모래이며, 표준관

입시험에 의한 N치는 12/30~50/20으로 매우 조밀한 상대밀도로 분포하고, 색조는 

암갈색으로 습윤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 풍화암층

• 완전풍화~심한풍화된 상태로서 NB-2, 4, 5, 6, 7 시추공에서 GL-1.5~ 10.4m에서 

출현하여 0.5~8.9m의 층후로 매우 두껍게 분포한다. 굴진 시 암편, 또는 실트질 모

래로 분해되며, 일부구간 차별풍화에 의해서 암편상 및 단주상 코어를 부분적으로 

회수되고, 표준관입시험에 의한 N값은 50/10이하로 매우 조밀한 상대밀도를 보이

고 있다.

■ 기반암층

• 기반암인 호상흑운모편마암(래미안, 덕우암, 형촌마을 지역에 분포)과 화강암질편마

암(선바위 지역에 분포)이 보통풍화 상태로서 담갈색~암회색또는 암갈색의 색조를 

띠며 GL-3.0~14.5m에서 출현한다. 코아회수율(TCR) 35~100%이고 암질지수

(RQD)는 0~71%로 불량~양호한 암질의 상태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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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관입시험

■ 래미안 지역

•  매립층은 4/30~7/30, 붕적층은 4/30~5/30, 풍화토 50/27로 각각 측정되었으며, 매

립층 및 붕적층의 N값은 거의 유사하며 느슨한 상대밀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 덕우암 지역

• 매립층은 8/30, 붕적층은 12/30~19/30, 풍화토 40/30~50/20, 풍화암 50/7~50/5으

로 각각 측정되었으며, 붕적층 내에 함유된 소량의 자갈의 영향으로 붕적층 N치가 

매립층에 비해 약간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형촌마을 지역

• 매립층은 4/30~24/30, 풍화토 12/30~25/30, 풍화암 50/4~50/3으로 각각 측정되었

으며, 풍화토의 N값은 심도에 따라 증가하는 상관성을 보였다.

■ 선바위 지역

• 풍화토는 10/30~50/22, 풍화암 50/19로 각각 측정되었으며, 풍화토의 N값은 심도

에 따라 증가하는 상관성을 보였다.

(3) 탄성파 탐사

■ 래미안 지역 

• 래미안 상부구간 풍화암층(700∼1200m/sec)의 출현심도는 대략 0.50∼3.80m 내

외의 분포를 보이며, 연암이상의 기반암의 출현 심도는 대락 2.24∼8.80m 내외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래미안 중부구간 풍화암층(700∼1200m/sec)의 

출현심도는 대략 0.04∼2.07m 내외의 분포를 보이며, 연암이상의 기반암의 출현 

심도는 대락 0.05∼5.48m 내외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래미안 중부

구간은 산사태 발생으로 인해 일부 토사층이 유실되어 풍화암 또는 연암이 빨리 출

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래미안 하부구간 풍화암층(700∼1200m/sec)의 출현심도

는 대략 0.50∼8.10m 내외의 분포를 보이며, 연암이상의 기반암의 출현 심도는 대

락 1.20∼14.9m 내외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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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우암 지역 

• 덕우암 상부구간 풍화암층(700∼1200m/sec)의 출현심도는 대략 0.20∼6.00m 내

외의 분포를 보이며, 연암이상의 기반암의 출현 심도는 대락 2.24∼8.80m 내외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덕우암 중부구간 풍화암층(700∼1200m/sec)의 

출현심도는 대략 0.10∼4.1m 내외의 분포를 보이며, 연암이상의 기반암의 출현 심

도는 대락 0.20∼7.20m 내외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덕우암 중부구

간은 산사태 발생으로 인해 일부 토사층이 유실되어 풍화암 또는 연암이 부부적으

로 빨리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덕우암 하부구간 풍화암층(700∼1200m/sec)의 

출현심도는 대략 0.40∼6.80m 내외의 분포를 보이며, 연암이상의 기반암의 출현 

심도는 대락 2.40∼15.0m 내외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형촌마을 지역

• 형촌마을 상부구간 풍화암층(700∼1200m/sec)의 출현심도는 대략 0.02∼2.66m 

내외의 분포를 보이며, 연암이상의 기반암의 출현 심도는 대락 0.08∼4.94m 내외

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형촌마을 중부구간 풍화암층(700∼

1200m/sec)의 출현심도는 대략 0.04∼2.62m 내외의 분포를 보이며, 연암이상의 

기반암의 출현 심도는 대략 0.39∼14.60m 내외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형촌마을 중부구간은 산사태 발생으로 인해 일부 토사층이 부분적으로 퇴적되

어 풍화암 또는 연암의 출현심도가 두껍게 나타났다. 형촌마을 하부지역 풍화암층

(700∼1200m/sec)의 출현심도는 대략 0.22∼2.38m 내외의 분포를 보이며, 연암이

상의 기반암의 출현 심도는 대락 1.50∼5.61m 내외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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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층의 물리적 특성 

지층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내에서 기본물성시험을 수행하고, 현장에서 들밀

도 시험을 수행하였다.

(1) 기본물성시험

실내에서 기본물성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표 3-37과 같다.

심도

(m)
지층

함수비

(%)
비중

애터버그 한계. 체분석 (%)

USCS

LL(%) Pl #4 #10 #40 #200

래

미

안

TP-1 0.50 붕적층 18.2 2.73 36.6 15.4 100 99.3 85.5 51.9 CL

TP-2 0.50 붕적층 14.1 2.71 31.6 9.3 75.0 72.2 57.5 28.9 SC

TP-3 0.50 붕적층 32.1 2.64 40.6 16.9 98.3 96.2 81.9 55.7 CL

TP-4 0.50 붕적층 15.8 2.74 35.9 15.0 98.7 95.8 76.6 44.4 SC

덕우암-상부 0.15 붕적층 21.2 2.64 41.6 18.6 87.6 85.9 74.2 55.1 CL

덕우암-하부 0.15 붕적층 28.2 2.64 37.7 14.2 98.7 95.3 77.0 55.8 CL

형촌마을-상부 0.15 매립층 28.1 2.65 30.2 6.4 84.4 81.3 62.1 28.8 SM

형촌마을-하부 0.15 붕적층 30.6 2.66 42.1 19.1 100 96.8 71.7 54.2 CL

선바위 0.15 풍화토 12.2 2.66 NP - 98.6 91.6 43.3 19.1 SM

<표 3-37> 기본물성시험 결과

(2) 현장들밀도 시험

래미안 지구에서 시험굴조사 및 현장들밀도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구분 지층
습윤단위중량 (kN/m3) 건조단위중량 (kN/m3)

자연상태 흐트러진상태 자연상태 흐트러진상태

TP-1 붕적층 17.58 15.62 14.87 13.21

TP-2 붕적층 17.45 15.63 15.29 13.69

TP-3 붕적층 17.25 15.25 13.06 11.54

TP-4 붕적층 17.81 15.60 15.38 13.47

<표 3-38> 현장들밀도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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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층의 역학적 특성

흙의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내에서 직접전단시험을 수행하였고, 시추 조사공을 

활용하여 공내전단시험을 수행하여 현장조건의 전단강도를 확인하였다.

(1) 직접전단시험

현장에서 블록으로 채취한 시료를 이용하여 실내에서 직접전단시험을 수행하였고, 그 결

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3-39와 같다.

구분 지층
습윤단위중량
(kN/m3)

점착력
(kPa)

내부마찰각
(deg)

USCS

래

미

안

TP-1 붕적층 13.55～13.99 9.2 21.7 CL

TP-2 붕적층 13.20～13.86 10.9 23.7 SC

TP-3 붕적층 11.32～11.49 11.3 23.1 CL

TP-4 붕적층 11.84～12.97 11.8 22.7 SC

덕우암-상부 붕적층 15.93～16.41 8.0 26.1 CL

덕우암-하부 붕적층 15.99～16.62 10.6 27.2 CL

형촌마을-상부 매립층 14.51～17.25 6.6 32.1 SM

형촌마을-하부 붕적층 13.57～15.07 5.1 25.4 CL

선바위 풍화토 17.57～17.76 7.7 37.6 SM

<표 3-39> 직접전단시험 결과

(2) 공내전단시험

시추공에서 공내재하시험을 총 8회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3-40과 같다.

구 분 시추공 시험심도(m) 지층 점착력(kPa) 내부마찰각(deg)

래 미안

NB-1 2.0 매립층 7.45 22.34

NB-2
2.0 매립층 6.86 25.11

5.0 풍화토 18.10 27.27

덕우암

NB-3
1.0 매립층 8.36 24.78

4.0 풍화토 18.55 28.22

NB-4
2.0 붕적층 11.89 27.01

6.0 붕적층 14.96 32.13

형촌마을

NB-5

2.0 매립층 9.73 25.75

4.0 풍화토 15.35 27.60

7.0 풍화암 32.67 31.32

NB-6
1.5 매립층 7.51 24.70

3.0 풍화암 33.81 32.61

NB-7 1.0 매립층 11.24 27.14

선바위 NB-8
3.0 풍화토 20.06 29.42

5.0 풍화암 32.41 33.22

<표 3-40> 공내전단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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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층의 수리 특성 조사

우면산 산사태가 토사층에서 발생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토사층의 수리 특성에 대한 

정밀 조사를 계획하였다.  토사층의 수리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시추공 지하수위 측정, 현

장투수시험, 지표투수시험 및 불포화 함수 특성시험을 수행하였다.

(1) 지하수위 측정

공내 지하수위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3-41과 같다.  시추공 지하

수위 측정결과 지하수위는 GL-1.3~7.7m 또는 심도이하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하수위 분포 지층은 매립층~연암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형적 발달 및 지층 

분포 특성에 따라 지하수위 분포 위치가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 분 공 번 지하수위(GL,-m) 비 고 구 분 공 번 지하수위(GL,-m) 비 고

래 미안
NB-1 심도이하 공군부대

형촌마을

NB-5 심도이하 공군부대

NB-2 6.1 NB-6 2.0

덕우암
NB-3 심도이하 공군부대 NB-7 1.3

NB-4 6.9 선바위 NB-8 7.7

<표 3-41> 지반조사 계획 시 중점 검토 내용 

(2) 현장투수시험

시추공에서 현장투수시험을 시험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3-42와 같다.

구    분 시추공 심도(m)
시험구간

(m)
지층 구성성분

투수계수

(cm/sec)

래미안

NB-1 1.0～2.0 1.0 매립층 실트질 모래 4.67×10-4

NB-2
3.0～4.0 1.0 붕적층 실트질 모래 8.08×10-4

5.0～6.0 1.0 풍화토 실트질 모래 1.99×10-4

덕우암

NB-3
1.0～2.0 1.0 매립층 실트질 모래 8.08×10-4

3.0～4.0 1.0 풍화토 실트질 모래 1.02×10-4

NB-4
2.0～3.0 1.0 붕적층 자갈섞인 실트질 모래 7.92×10-4

8.0～9.0 1.0 풍화암 풍화암 9.55×10-5

형촌마을

NB-5

1.0～2.0 1.0 매립층 실트질 모래 3.54×10-4

4.0～5.0 1.0 풍화토 실트질 모래 2.24×10-4

6.0～7.0 1.0 풍화암 풍화암 8.86×10-5

NB-6
1.0～2.0 1.0 매립층 자갈섞인 실트질 모래 4.45×10-4

3.0～4.0 1.0 풍화암 풍화암 8.23×10-5

NB-7

1.0～2.0 1.0 매립층 자갈섞인 실트질 모래 2.08×10-4

2.0～3.0 1.0 풍화토 실트질 모래 1.80×10-4

5.0～6.0 1.0 풍화암 풍화암 8.30×10-5

선바위 NB-8
2.0～3.0 1.0 풍화토 실트질 모래 1.80×10-4

5.0～6.0 1.0 풍화암 풍화암 8.30×10-5

<표 3-42> 현장투수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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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표투수시험

래미안 지구와 형촌마을 지구에서 현장 지표투수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

면 다음 표 3-43과 같다.

구 분
장력

(㎝)

수위하강율

(㎝/sec)

침투량

(㎤/hr)

지수함수로 최적화한
침투량(㎤/hr)

λc

(㎝)

포화수리전도도

(㎝/hr)

래

미

안

TP-1

-3 0.0314 1758.09 1725.08

5.086 6.013-6 0.0166 929.44 956.45

-12 0.0041 229.56 294.01

TB-3

-3 0.0185 1035.82 1063.06

2.483 8.609-6 0.0059 330.34 317.61

-12 0.0005 28.00 28.35

TB-4

-3 0.0171 957.43 861.55

5.227 2.924-6 0.0074 414.33 485.33

-12 0.0029 162.37 154.01

형촌

마을
TB-5

-3 0.0231 1293.37 1217.52

3.953 5.509-6 0.0093 520.71 569.96

-12 0.0023 128.78 124.91

<표 3-43> 지표 투수시험 측정결과

(4) 불포화토 함수특성 시험

• 지반의 불포화 함수특성 실험은 모관흡수력을 직접 조절할 수 있는 pressure 

plate method(GCTS)와 간접적으로 함수특성곡선을 얻을 수 있는 Filter paper 

method(Whatman No.42)를 이용하였다.

• 지반의 air entry value(AVE)는 4.00~16.8 kPa로 분석되었으며 수치해석에 적용

하기 위하여 van Genuchten(1980) 모델의 fitting parameter를 산정하였다. 

구 분 AEV (kPa) a n m θs θr

래

미

안

TP-1 4.08kPa 10.0 3.0 0.66 50% 18%

TB-2 11.10kPa 14.7 3 0.13 50% 16%

TB-3 9.88kPa 13 3 0.14 51% 22%

TB-4 16.80kPa 23.3 3 0.19 50% 22%

형촌

마을

TB-5 18.12kPa 42.5 3 1.82 52% 22%

TB-6 14.81kPa 26.3 3 0.56 51% 18%

TB-7 11.04kPa 24.5 2.23 0.73 52% 18%

TB-8 10.81kPa 21.3 2.39 0.54 48% 18%

<표 3-44> 함수 특성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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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4>  래미안 지역 함수특성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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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5>  래미안 지역 함수특성 곡선

5) 지반정수 산정 결과

과업 구간내 기존 지반조사(한국지반공학회(2011), 국방부(2011)) 및 금회 시추조사 결과

를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각 지층별로 설계지반정수를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3-45~4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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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미안 지역

구 분
단위중량

(kN/m
3
)

점 착 력

(kPa)

내부마찰각

(deg)

변형계수

(MPa)
포아송비

투수계수

(cm/sec)
USCS

매립층 17.0 7.2 23.8 - - 4.47×10-4 SM

붕적층 18.5 12.8 22.4 - - 8.00×10-4 SC, CL

풍화토 19.0 18.1 27.3 - - 1.76×10-4

풍화암 21.0 30.0 30.0 - - 8.74×10-5

연암 24.0 300 35.0 1,000 0.28 5.00×10-5

<표 3-45> 래미안 지역 지반정수 산정 결과

구 분
단위중량

(kN/m
3
)

점 착 력
(kPa)

내부마찰각
(deg)

변형계수
(MPa)

포아송비
투수계수
(cm/sec)

USCS

매립층 17.0 8.4 24.8 - - 4.47×10-4 SM

붕적층 18.0 11.1 26.5 - - 8.00×10-4 SC,CL

풍화토 19.0 18.6 28.2 - - 1.76×10-4

풍화암 21.0 30.0 30.0 - - 8.74×10-5

연암 24.0 300 35.0 1,000 0.28 5.00×10-5

■ 덕우암 지역

<표 3-46> 덕우암 지역 지반정수 산정 결과

■ 형촌마을 지역

구 분
단위중량

(kN/m
3
)

점 착 력
(kPa)

내부마찰각
(deg)

변형계수
(MPa)

포아송비
투수계수
(cm/sec)

USCS

매립층 16.7 6.3 26.0 - - 4.47×10-4 SM

붕적층 17.8 10.2 26.6 - - 8.00×10-4 SC,CL

풍화토 18.7 15.4 27.7 - - 1.76×10-4

풍화암 21.0 32.2 32.0 - - 8.74×10-5

연암 24.0 350 36.0 1,200 0.27 5.00×10-5

<표 3-47> 형촌마을 지역 지반정수 산정 결과

■ 선바위 지역

구 분
단위중량

(kN/m
3
)

점 착 력
(kPa)

내부마찰각
(deg)

변형계수
(MPa)

포아송비
투수계수
(cm/sec)

USCS

매립층 16.5 7.5 25.0 - - 4.47×10-4 SM

붕적층 17.0 12.0 26.4 - - 8.00×10-4 SC,CL

풍화토 17.7 14.9 29.4 - - 1.76×10-4

풍화암 21.0 32.4 33.3 - - 8.74×10-5

연암 24.0 300 35.0 1,000 0.28 5.00×10-5

<표 3-48> 선바위 지역 지반정수 산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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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층의 분포 특성

1) GIS를 이용한 지층 분포 특성 분석

조사지역 내 산사태 발생 유역별 토사층의 분포 특성(토심)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시추조

사 자료(우면산 산사태 복구공사 지반조사)와 금회 시행한 시추 및 탄성파 탐사 자료로부

터 분석된 자료로 산사태 발생 전 유역별 토사층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우면산 산사태 발생지역 현장 조사 시 산사태 발생면 주변으로 부분적으

로 풍화암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나 풍화토와 풍화암 경계부 상부 지층이 토석류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근거로 하여 토석류가 발생한 토사층의 토심을 풍화토까지 포함

시켜 토사층 토심을 분석하였다.

• 유역별 산사태 발생 전 토사층 분포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Lidar 인공위성 영상

으로부터 축출된 지형자료를 활용하였다. 

• 금회 조사된 시추 및 탄성파 탐사 자료는 산사태 발생 후의 지형적 특성을 반영하

므로 산사태 발생 전 토사층의 토심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산사태 발생 전 2009년 

Lidar 자료 지형자료와 탄성파 탐사 자료를 비교‧평가하여 토사층 토심 두께를 지

형기복특성에 따라 보정하여 유역별 산사태 발생 전 토사층 분포 특성을 유추하였

다.

• 상기 분석된 내용으로부터 작성된 자료들을 GIS 데이터베이스 파일 형식으로 변환

하여 자료를 구축하였다. Arcgis 10.0 내 Geostatistical Analysis Tool 활용하여 

우면산 산사태 발생 지역 내의 산사태 발생 전‧후의 토사층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

다.

2) 토심 분석 결과

1차 지반조사의 시추 결과(한국지반공학회(2011) 49공, 국방부(2011) 8공)와 금회 조사에

서 수행된 시추 결과(8공) 및 탄성파탐사(3km)결과를 통계기법(크리깅 기법)을 이용하여 

우면산 전역에 대한 토심을 그림 3-94과 같이 분석하였다.  본 과업 구간에 대한 토사층 

심도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그림 3-94에서는 토사층 심도는 북동~남서방향으로 발달한 우면산 산능선을 중심

으로 북서방향(래미안 및 덕우암 지역), 남동방향(형촌마을 지역) 및 남남서(선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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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향의 지역으로 토사층 토심 분포가 상이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래미안 및 덕우암 지역의 토심은 2.1~10.1m 범위, 형촌마을 지역의 토심은 

2.7~2.9m 범위, 선바위 지역의 토심은 2.06~2.30m 범위로 각각 분포하며, 래미안 

및 덕우암지역의 토심이 가장 두껍고 선바위 지역의 토심이 가장 얕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 래미안 지역은 우면산 산정상부(공군부대)로부터 지형기복이 낮아지는 북서방향의 

시가지지역으로 인접해 갈수록 토심 두께가 증가하는 반면, 형촌마을 및 선바위 지

역은 지형적 변화에 따른 경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래미안 및 덕우암 지역이 토사층의 토심두께가 상대적으로 두꺼우며 지형경사의 

방향에 따른 토심분포가 산사태에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해석되었다. 

• 우면산 유역 전체의 토심별 분포 면적을 분석한 결과 토심 2.96~3.32m가 17.84%, 

토심 5.80~7.54m가 14.68%로 가장 면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적인 토

심의 분포 비율의 군집성이 높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우면산은 지형고도가 

그리 높지 않은 중년기~노년기 지형의 산악지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상기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래미안, 덕우암 및 형촌마을 유역 경계별 토사층 

토심 분포를 상세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산사태 발생 원인 해석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였다.

<그림 3-96> Arcgis를 활용한 우면산 유역 전역의 토심(soil depth) 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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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4으로부터 우면산의 토심 분포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3-49 및 그림 3-96과 같다.

토심(m) 면적(km2) 분포 비율(%) 토심(m) 면적(km2) 분포 비율(%)

0.4～1.18 0.000 0.00 2.96～3.32 741, 066.000 17.84

1.18～1.71 3,469.590 0.08 3.32～3.84 574,116.000 13.82

1.71～2.06 54,909.801 1.32 3.84～4.63 538,539.000 12.96

2.06～2.30 97,110.797 2.34 4.63～5.80 353,316.000 8.50

2.30～2.46 213,129.000 5.13 5.80～7.54 609,931.000 14.68

2.46～2.57 161,825.000 3.90 7.54～10.13 250,659.000 6.03

2.57～2.72 203,143.000 4.89 10.13～14.00 95.792 0.002

2.72～2.96 353,139.000 8.50

<표 3-49> 산사태 발생 전 우면산 전체의 토사층 분포 특성 

<그림 3-97> 산사태 발생 전 우면산 유역 전체의 토사층 분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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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지하수위 특성 및 분석
제6장 지하수위 특성 및 분석

 우면산에서의 2012년 우기의 강우 특성에 따른 우면산 주요 유역에서의 지하수위의 변

동을 관측하기 위하여 지하수위센서를 설치하였으며 각 유역의 강우-간극수압 변동 특성

을 분석하였다. 

1. 설치유역

■ 북측사면(래미안)

• 우면산 남측 유역에 사면을 따라 4대의 지하수위센서와 1대의 강우량계를 설치하였

다. 지하수위센서는 상류부로부터 하류방향으로 설치 위치에 따라 RM1, RM2, 

RM3, RM4으로 명명하고 강우량계는 RM1과 RM2사이에 설치하였따. 여기서 RM1

과 RM3은 사면붕괴 가능 지역인 능선부에 설치하였으며, RM2와 RM4는 유역의 계

곡부, 즉 물이 모이는 곳이며 지하수위 상승이 용이한 지점에 해당된다<그림3-98>.

■ 남측사면(형촌마을)

• 우면산 북측 유역에 사면을 따라 총 3대의 지하수위센서를 설치하였다. 지하수위센

서는 상류부로부터 하류부 방향으로 HC1, HC2, HC3으로 명명하였다. HC1과 

HC3은 능선부에 위치하며, HC2는 능선부 아래 두 계곡이 합류하는 지점 상부에 

위치한다<그림3-99>.

<그림 3-98> 남측사면 지하수위센서와 
강우량계설치 위치 

<그림 3-99> 북측사면 지하수위센서 설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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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측 장치의 제원

■ 지하수위센서

• 지하수위센서(Level Troll 300, In-situ)는 직경 2.08cm 길이 22.9cm이며 측정범

위는 30psi(약 10.9m)로 센서 내에 자체적으로 1MB의 저장 공간을 갖고 있다.

■ 강우량계

• 강우량계는 티핑버킷(tipping bucket) 형으로 버킷의 용량은 0.5mm이며 최대 용

량은 1600mm이다.

<그림 3-100> 지하수위센서(Level Troll 300, 
In-situ)

 

<그림 3-101> 강우량계
3. 설치방법

■ 지하수위센서

• 지하수위센서는 핸드오거를 이용하여 약 1.3m～3m의 깊이로 굴착한 사면에 직경 

5cm의 PVC파이프를 매설 한 후에 설치하였다. 하부에는 점토 등의 이물질이 투

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름망을 설치하였고, 외부에서 강우가 관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윗부분에 마개를 설치하였다. 또한, 유출수의 침투

를 방지하기 위해 지표에서 약 30cm 깊이에 걸쳐 벤토나이트로 봉인하였다. 지하

수위센서는 PVC관의 바닥부분에 위치하게 하여 최대한 굴착 깊이에 근접하게 설

치하였으며, 관측시간 간격을 5분으로 설정하였다. 각 센서의 설치 깊이는 표 3-50

과 같다.

설치 위치 매설 깊이 (단위：cm) 설치 위치 매설 깊이 (단위：cm)

RM1 131 HC1 182

RM2 215 HC2 185

RM3 186 HC3 172

RM4 302

<표 3-50> 지하수위센서 설치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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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우량계

• 강우량계는 설치 바닥면을 평평하게 고른 후 그 위에 강우량계의 수평을 잡을 수 

있게 박스를 설치 한 후 말뚝으로 고정하여 설치하였다.

HC2HC1 HC3

<그림 3-102> 남측사면 형촌마을 상류 유역의 센서 별 설치 모습 

RM1 RM2

RM3 RM4

<그림 3-103> 북측사면 래미안 유역의 센서 별 설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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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우사상에 따른 지하수위의 변화 특성

■ 06/29～07/02 지하수위 변화

• 센서 설치 후 한동안 선행강우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총 누적강우는 144mm이었다. 

유역의 중간에 위치한 RM2는 강우가 발생한지 약 17시간 후부터 지하수위가 상승

하기 시작 하여 약 45시간여 동안 상승하였으며 후에는 서서히 감소하였다. 유역의 

가장 아래에 위치한 RM4는 24시간 후부터 9시간 30분 동안 207cm의 지하수위가 

상승하였으며, 두 유역 모두 지하수위의 감소는 천천히 이루어졌다.

■ 07/03～07/06 지하수위 변화

• 2일 동안 총 누적 강우량은 누적강우는 259mm 이며 RM1유역이 처음으로 강우에 

반응하여 강우 발생 25시간 후 부터 약 8시간 동안 100cm정도의 지하수위 상승을 

관찰 할 수 있었다. 7월 4일엔 형촌마을에 센서를 설치하였으며 HC1은 강우 발생 

후 25시간 40분 후부터 약 1시간 동안 58.7mm의 강우가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RM1과 HC1은 선행강우가 미약한 상태에서는 누적강우량이 200mm이상 일 때 반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 07/12～07/15 지하수위 변화

• 3일간 총 누적 강우는 107mm이지만 강우강도가 약하고 총 누적 강우량이 많지 

않아서 대부분의 사면이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RM4는 25cm HC2는 70cm 가량

의 지하수위 상승이 발생하였으며 RM1,2,3과 HC1,3은 지하수위에 큰 변화가 없었

다. 

■ 07/17～07/19 지하수위 변화

• 7월 19일은 다른 강우와 달리 5시간 동안 94.5mm의 강우가 발생하였으며 

200mm이상의 강우에만 반응하였던 RM1유역이 110cm가량 상승하였다.

• RM2 유역은 13.3cm가 상승하였으며 이에 따라 단기간의 강우보다는 지속적인 강

우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HC2 유역은 8시간여 동안 105cm의 지하

수위가 상승하였다.

■ 08/13 ～ 08/17 지하수위 변화

• 2일간 총 누적강우는 224mm로 12일 강우까지 포함 한다면 303mm의 강우 발생 

하였으며, RM1유역이 18시간 후부터 4시간 20분 동안 126.7cm의 지하수위 상승

을 보였다. 센서 설치 기간 중 지하수위가 지표면에 가장 가깝게 위치하였으며 또

한 센서를 설치하고 처음 발생한 강우를 제외하고 지하수위가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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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4> 남측 사면 유역의 센서별 지하수위 변동

<그림 3-105> 북측사면 유역의 센서별 지하수위 변동

5. 요 약

계곡부에 설치한 RM2와 RM4는 대부분의 강우사상에 반응함. RM4에 비해 RM2는 

상대적으로 반응속도가 빠르고 반응기간이 매우 긴 것으로 관측되었다. 능선부(사면붕

괴 발생 가능부)에 설치한 RM1과 RM3은 대부분 많은 양의 선행 강우가 존재하지 않

는 한, 강우사상에 반응하지 않았다. 우면산 상류부에 위치한 RM1과 HC2는 충분한 

선행강우 후 단시간 동안 발생한 집중강우로 인하여 지하수위반응이 관측 되었으며 이

는 발생부의 경우 지하수위 변동에 선행강우가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약 250mm 이상의 연속강우가 발생한 경우 지하수위가 지표면에 도달함과 함

께 지표면 유출이 발생함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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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우면산 산사태 및 토석류 위험도 분석

제1절 산사태 및 토석류 위험도 예측기법의 고찰

1. 산사태 위험도 예측 연구의 현황

산사태 피해를 저감을 위한 산사태 발생 예측 및 방재와 관련된 연구가 국내에서 이루어

진 사례들이 있다. 이종학(2005)의 연구에 따르면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일정 수준을 넘

는 연속강우량 하에서 산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2004년 전국을 대상으로 

등급화된 GIS 기반 산사태 위험지도를 제작하여 공개하고 있다. 

조사항목
Category별 가중치

1 2 3 4 5

경사길이 

(m)

50 이하 51~100 101~200 201이상

0 19 36 74

모암

퇴적암

(이암, 석회암,

혈암, 사암)

화성암

(화강암류, 

기타)

변성암

(첨내암, 

점판암, 기타

변성암

(편마암류,

편암류)

화성암

(반암류,

안산암류)

0 5 12 19 56

경사위치
0~4/10 5~6/10 7~10/10

0 9 26

나무의 

종류

활엽수림,

혼효림

(소, 중,

대경목)

침엽수림

(치수림,

소경목)

무림목지

침엽수림

(중,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

(치수림)

0 18 26

사면형태
상승사면 평형사면 하강사면 복합사면

0 5 12 23

토심 (cm)
20 이하 20~100 101 이상

0 7 21

경사도 (o)
41 이상 25 이하 26~40

0 9 16

<표 4-1> 산림청 산사태 위험지 판정기준 및 각 인자별 점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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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의 산사태 위험지의 판정기준은 표 4-1과 같으며, 경사길이, 모암의 종류, 경사위

치, 나무의 종류, 사면형상, 토심, 경사 등 7가지의 인자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사태 

위험정도를 4개의 등급으로 나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소와 부산대학교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산사태 발생확률 예

측방법을 제안하였다. 한국지질자원 연구소는 사면경사, 건조단위중량, 암질, 투수계수, 

공극률 등의 인자를 이용하였으며, 부산대학교는 사면길이, 사면경사, 사면방향, 지하수, 

상부사면 경사, 풍화도, 불연속면 종류 등의 인자를 이용하여 표 4-3과 같은 Logit(p) 식

을 제안 하였다.

요인
강릉원주

대학교
산림청 부산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변성암/

화강암

퇴적암/

화산암

지형적 

요인

사면경사 사면경사 사면경사
고도

사면경사
사면방향

사면길이 사면길이

사면형상 사면방향
사면경사

계곡-능선비 상부사면경사

지질학적 

요인
표토의 특성

모암 풍화도

암질 건조밀도

간극율 포화밀도

건조밀도 모래구성비

토층 두께
불연속면의 

종류

입도분포
마찰각

투수계수

수문학적 

요인
강우량 지하수위

재해

이력
산불발생

임학적 

요인
영급 임상

<표 4-2> 국내 산사태 예측 모델의 비교 

연구

기관
유발인자 산사태 예측식

한국
지질
자원

연구소

사면경사, 
건조단위중량,
암질, 투수계수, 

공극률

Logit(p) =9.3670+0.2129*(경사)+0.7690*(건조단위중량)
+0.4248*(암질)+0.1777*(투수계수)+0.0555*(공극률)

부산
대학교

사면길이,경사, 
방향,지하수, 상부사면 

경사, 풍화도, 
불연속면종류

Logit(p) =-3.9291+0.0166*(사면길이)+0.0511*(사면경사)
+0.00005*(사면방향)+0.2452*(지하수)+0.0985*(풍화도)
+0.0146*(상부사면경사)+0.0445*(불연속면종류)

<표 4-3> 산사태 발생 예측 모델에 대한 국내 연구사례
          (한국지질 자원 연구원, 2009; 부산대학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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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산에 대한 산림청 산사태 위험지 모델의 경우 그림 4-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북쪽

사면의 신동아APT, 래미안APT와 동쪽사면의 서울 인재 개발원 부근, 남쪽사면의 송동

마을 지역이 산사태 위험지로 평가되어있다. 산림청 산사태 주의보 및 경보기준은 표 

4-4와 같다. 

산사태 주의보 산사태 경보

발생 시우량 20mm 30mm

일 누적강우량 75mm 150mm

<표 4-4> 산림청 산사태 관리기준 

2011년 호우 때 산림청 산사태 기준을 적용하여 산사태 주의보 및 경보가 인근주민들에

게 적기에 전파되었다면 북쪽사면의 신동아APT, 래미안APT와 동쪽사면의 서울인재개발

원 부근, 남쪽사면의 송동마을 지역의 경우는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저감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림 4-1> 산림청 산사태 위험지 관리 시스템의 우면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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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석류 위험도 예측 연구의 현황

토석류는 초기 발생지점과 피해지역과의 거리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위험도 분석을 수

행하기 매우 어려움이 있다. 김홍택 등(2002)는 GIS 기법을 이용한 토석류 발생위험도 

분석을 실시하고자 SINMAP 모델과 DEM(Digital Elevation Model)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김병식 등(2009)는 USGS(U. S. Geological Survey)에서 개발한 식 (1)을 이용

하여 위험도평가를 수행하였고 식(2)은 토석류 발생 확률을 예측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식으로 Ab는 대상유역의 산불면적(%), R은 조도계수, C는 토양의 점토 함량(%), O는 유

기물의 함량(%), It는 일정시간 t 동안의 강우량임. X는 로직 형태로 계산되어진 산사태 

발생 확률로 식 (2)에 대입하여 토석류 발생 확률을 구할 수 있다.

             (1)

재해발생확률EXP  

EXP 
                   (2)

Jakob(2004)는 형태, 기하학, 이동, 종류, 구성 재료, 활동을 기초로 하여 토석류의 특성

을 연구하였으며, 토석류 발생 규모를 통하여 토석류의 피해 범위, 피해정도를 10등급으

로 제안하여 토석류 위험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4-2> 토석류의 크기에 따른 1~10등급의 피해 개념(Jakob,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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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V,

range

(m3)

Qb,

range

(m3/s)

Qv,

range

(m3/s)

Bb

(m2)

Bv

(m2)
잠재적 결과

1 < <5 <1 <4☓ <4☓ 소규모 구조물 피해

2 - 5-30 1-3 4☓-2☓ 4☓-2☓
자동차 및 목조 

구조물파괴

3 - 30-200 3-30 2☓-9☓ 2☓-9☓ 콘크리트 구조물 파괴

4 -
200

-1500
30-300 9☓-4☓ 9☓-4☓ 마을 일부 파괴

5 -
1500

-12,000
300-3☓ 4☓-2☓ 4☓-2☓ 소도시 일부 파괴

6 - N/A 3☓-3☓ >2☓ 2☓-3☓ 소도시 전체 파괴

7 - N/A 3☓-3☓ N/A 3☓-3☓ 도시 일부 파괴

8 - N/A 3☓-3☓ N/A 3☓-3☓ 도시 전체 파괴

9 - N/A 3☓-3☓ N/A 3☓-3☓ 수백 ㎢에 이르는 파괴

10 > N/A 3☓-3☓ N/A >3☓
수백 ㎢에 이르는 

광범위하고 완전한 파괴

<표 4-5> 토석류의 규모 등급 분류표(Jakob,2004)

토석류는 일반적으로 강우량에 의해 발생하며, 지형적요인, 지질학적요인, 수문학적요인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영철 등(2008)는 문헌조사를 통하여 토석류 

발생 특성에 대해 토석류 발생 유형, 지형적 특성, 유역의 크기, 시작 지점특성, 토석류 

이동특성, 토석류 구성 재료, 퇴적토사량, 도로피해구간으로 정의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

은 표 4-6와 같다. 

토석류 발샐 원인 특성

토석류 발생 유형 계곡형 토석류, 사면형 토석류

지형적 특성 급경사 비탈면을 따라 도로 인접 계곡부

유역의 크기 약 0.01km2~0.65km2

시작 지점 특성 지형경사 29~55°, 1m 미만 표면파괴

토석류 이동특성 시작-이동-퇴적특징, 10~15° 퇴적 시작

토석류 구성 재료 최대 2m 거석, 모래, 자갈, 세립분, 유목

퇴적 토사량 약 800~4800m3(유역내 지형, 계곡상태에 따라 변함)

도로피해구간 성토부 사이 계곡 및 횡단배구로 설치 계곡부

<표 4-6> 토석류 발생 특성(황영철등,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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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형 등(2009)은 토석류의 발생 원인으로 흐름이 발생하기 유리한 급경사지 계곡부, 토

석류 유동이 가능한 토사량, 수분의 공급으로 정의하였다. Jakob(2004)는 문헌조사 및 

경험적 실험에 의해 강우량, 토석류의 규모, 계곡 내 경사에 따라 토석류 발생 특성이 변

한다고 정의하였으며, Stephen T(2001)는 식생 특성, 지표 구성 물질, 지형적 특성에 따

른 경사, 경사방향, 강우량 등에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토석류에 대한 문헌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토석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정의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표 

4-7과 같다.

요인 주요 영향 인자 조사 내용 조사 방법

토석류 

규모

산사태 발생 

가능 면적(m2)

산사태 발생 확률기준 80%

산사태 발생 확률기준 50%

산사태 예측 지도

30mx30m 셀

유효토심(m) 산사태 발생 가능면적의 유효토심 토양도

퇴적 가능 면적 퇴적부내 (경사도 10°이하면적)
현장조사

DEM

유로평균경사(°) Main Flow의 평균 경사
현장조사

DEM

유역면적(m2) 전체 유역의 면적 폴리곤 면적 계산

수문학적 

요인
강우량

최대 일강우량

최대 연속강우량

최대 3일 누적강우량

자동기상관측소 (AWS)

지질학적

요인
암종 암석의 종류

현장 조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정보시스템 지질도

토석류

도달여부

토석류 평균 

이동거리

산사태 발생 확률기준 80% 

지점과의 거리

산사태 발생 확률기준 50% 

지점과의 거리

산사태 예측 지도

30m x 30m 셀

<표 4-7> 토석류 피해 발생 영향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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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강릉원주대 산사태 및 토석류 위험도 예측모델

1. 산사태 위험도 예측모델 

1) 산사태 위험도 예측 모델 개발을 위한 Database 구축

산사태 위험도 예측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해발생과의 

상관성을 분석이 필요하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도로 재해 대장에 수록된 산사태 피

해 위치를 기반으로 현장조사, 보도자료수집,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산사태 발생 당시 조

건과 위치정보를 조사하였다. GIS기반의 수치지형도(DEM, Digital Elevation Map)를 

기반으로 사면의 경사, 형상, 방향 등을 산출하였으며, 산사태 발생 지역에서 가장 가까

운 기상청의 자동기상관측소(AWS, automatic weather station)의 강우기록을 수집하

였다.

산사태 발생 지역 139개 지점, 산사태 미발생지역 284개 지점으로 총 423개 지점에 대

한 산사태 영향인자 정보를 구축하였다.

2) 산사태 위험도 예측 모델 개발을 위한 영향인자 선정

(1)  사면경사

현장조사를 통하여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사면경사의 경우 그림 4-3과 같

이 주로 15°~40°사이에서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데이타 분석결과 29°에서 산

사태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3> 사면경사와 산사태 발생확
률 분석

  <그림 4-4 > 강우량에 따른 산사태 발
생 대응위험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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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우량

산사태 발생 시점으로부터 3일 동안의 누적강우량, 7일누적강우량, 14일누적강우량, 21일

누적강우량, 28일누적강우량에 대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림 4-4의 결과 3일누적강우

량의 경우 대응위험도가 가장 높아 산사태 발생과 가장 밀접한 인과관계를 보이는 것으

로 판단된다.

(3)  표토토성

그림 4-5는 표토토성과 산사태 발생빈도에 대해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며, 사양토의 경우 64%로 산사태 발생 확률이 높다. 양토와 미사질양토는 각각 

25%, 11%로 사양토에 비하여 산사태 발생확률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5> 산사태 예측 DB의 토성분포
  <그림 4-6> 산사태 예측DB의 경사방향분

포

(4)  경사방향

산사태 위험도 예측모델 개발을 위하여 서, 남서, 남, 남동 지역은 산사태 발생에 영향을 

많이 주는 그룹으로 1의 값으로 분류하고 북, 북서, 동, 북동의 경우 산사태 발생에 유의

한 확률을 미치지 않는 그룹으로 0의 값으로 분류하여 Database에 입력한다.

(5)  식생의 영급

식생의 경우 뿌리인장강도에 의한 산사태 방지효과가 있고 뿌리인장강도는 식생의 성장

정도에 관련있음으로 성장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인 영급을 조사하였다. 그림 4-7은 

영급에 따른 산사태발생률의 관계를 나타내며 주로 6급(51년생 이상)에서는 산사태 발생

확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영급은 1급 5년, 2급 15년, 3급 25년, 4

급 35년, 5급 45년, 6급 60년과 같이 각 등급별 평균값으로 변경후 Database에 입력하

였다.



우면산 산사태 및 토석류 위험도 분석 제4장

161

<그림 4-7> 산사태 예측DB의 영급분
포

3) 산사태 위험도 예측 모델의 개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사면인자, 경사방향, 3일누적강우량, 표토토성(건조단위

중량), 산불발생이력, 영급분포가 선택되었으며, 선택된 6개의 영향인자를 통계학적 분석

을 수행해 산사태 위험도 예측식을 개발하였다. 최종적으로, 산사태 위험예측을 위해 제

안한 예측모델은 다음 식 (3), (4)와 같으며 위험도 예측 단계 및 위험도 예측 지도 작성

단계는 그림 4-8과 같다.

))((log1
))((log)(
pitEXP
pitEXPp

+
=산사태발생확률

                   (3)

)(3*0.023  )(*2.517  )(*44.125 
 )(*2.220   )  (*0.110 )(*0.1 - 84.480 -  Logit(p) 

일누적강우량산불발생여부건조단위중량

경사방향지수영급나무의사면인자

+++

++=
(4)

<그림 4-8> 산사태 예측 지도 작성의 흐름도.

강릉원주대 산사태 위험도 예측모델은 소방방재청의 재해 상황 분석 판단시스템(2012)의 

산사태 위험지구 판단 모델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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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석류 위험도 평가모델 

1) 토석류 위험도 평가모델 개발을 위한 Database 구축

(1) 사면경사

토석류는 일반적으로 강우에 의해 발생하며, 지형적 요인, 지질학적 요인, 수문학적 요인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운형 외(2009)에 의하면 토석류는 흐름이 발

생하기 유리한 급경사지 계곡부, 토석류 유동이 가능한 토사량, 수분의 공급등 일정 조건

이 충족될 때 토석류가 발생될 수 있다고 정의하였으며 Jakob(2004)는 문헌조사 및 경

험적인 자료에 의해 강우량, 토석류의 규모, 계곡 내 경사에 따라 토석류 발생 특성이 변

할 수 있다고 정의하였고, Stephen T(2003)는 식생, 지표 구성물질, 사면경사, 경사방향, 

강우량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Takahashi(2007)은 지역별로 집중강

우, 화산폭발, 급격한 융설, 지진 등에 의해 발생한다고 정의하였다.

위의 문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석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정의하였으며, 상세 내

용은 표 4-8과 같다.

요인 주요 영향 인자 조사 방법

토석류 규모

산사태 발생 가능 면적(m2)  산사태 예측 지도, 30m×30m 셀

유효토심(m)  토양도

퇴적 가능면적(m2)  현장조사, DEM

유로평균경사( °)  현장조사, DEM

유역면적(m2)  폴리곤 면적계산

수문학적 요인 강우량  자동기상관측소(AWS)

지질학적요인 표토의 모암
 현장 조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정

보시스템 지질도

토석류 도달여부 토석류 평균 이동거리  산사태 예측 지도(30m×30m 셀)

<표 4-8> 토석류 피해 발생 영향인자

(2) Database 구축을 위한 유역 설정

 토석류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06년 까지 토석류 피해가 기록된 도로재

해대장 및 보도 자료를 통하여 토석류 피해 이력이 있는 4개 국도의 시험 유역을 설정한

다. 시범 유역은 총 48개로 지정하였으며, 실제 토석류 피해 발생 지점 25개 유역, 계곡

을 포함한 토석류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23개 유역을 항공사진 및 GIS를 이용하여 지정

한다. 대상 유역들을 발생부, 유하부로 구분하여 폭, 넓이, 깊이, 길이, 경사, 경사방향 등

을 조사하였으며, 퇴적부의 경우 시간경과로 인하여 흔적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탐문

조사 및 보도 자료를 통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여 야장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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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사태 발생량

GIS를 이용하여 유역 내 산사태 발생 가능면적, 붕괴지역의 평균 토심 데이터를 추출하

였고 붕괴지역의 평균 토심은 유역내의 산사태 발생확률 50%이상인 면적(셀)중 유하거리

를 고려하여 토석류 퇴적부까지 도달하는 면적(셀)에 대한 토심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산사태발생량  산사태발생가능면적
×붕괴지평균토심

                   (5)

산사태 발생 가능 면적은 이승우 외(2011)가 제안한 산사태 위험도 예측 모델을 기반으

로 하여 제작된 산사태 위험 예측지도를 이용하여 추출한다.

<그림 4-9> 산사태 발생량과 토석류 발생 
확률 관계 

(4) 토석류 침식량 산출

토석류 침식량은 Lorenzo Marchi(2004)의 식 (6)와 식 (7)의 토석류 침식량 산정식을 

사용하기로 결정한다.

                                      (6)

       여기서, A는 유역면적이며 S는 유로평균경사

                                           (7)

        여기서, Vr은 유거수의 부피이며 α는 1.6~2.9사이 값이고 β는 2값을 사용.

토석류 피해발생 확률과 침식에 의한 토석류 발생 여부는 유로평균경사와 유역면적과의 

함수에 의해 결정되며, 토석류 피해 발생과의 관계는 그림 4-10과 같으며 토석류 피해 

미발생 지역의 경우 평균적으로 9,414m3의 침식량을 보였으며, 토석류 피해 발생지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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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토석류에 의한 침식량이 13,427m3로 토석류 피해 지역이 더 많은 침식량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10> 침식량 인자를 통해 
계산된 토석류 침식량과 토석류 피해 

발생여부와의 관계
    

<그림 4-11> 퇴적가능면적 산출 

(5) 토석류 퇴적 가능 면적 산출

토석류 피해지역에 대한 현장조사의 경우 대부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된 후 수행되기 

때문에 토석류의 퇴적에 대한 조사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그림 4-11와 같이 

GIS를 이용하여 유로 내 경사도가 10°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을 토석류 퇴적가능 면적으

로 산출한다.

(6) 강우량

강우량은 자동강우관측소의 강우정보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유역별 토석류 위험도 

평가를 위해 선정한 유역들은 자동강우관측소와 거리가 있어 정확한 강우량 산정을 위해 

그림 4-12과 같이 유역에 대한 강우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Thiessen의 강우망도를 이

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그림 4-12> Thiessen 망을 이용한 
강우량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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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과 14는 연속강우량과 3일 누적 강우량을 대상으로 토석류 피해발생확률과의 

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3일 누적강우량의 경우 토석류 피해 발생지역의 평균값이 341mm

이며 미발생 지역의 평균값이 323mm로 거의 차이가 없으며, 연속강우량의 토석류 피해 

발생지역 평균값은 486mm이며 3일 누적강우량에 비해 상관성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

음. 따라서 연속강우량이 증가할 경우 토석류에 의한 피해발생확률 또한 증가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그림 4-13> 연속강우량과 토석류 
피해발생확률과의 관계 

<그림 4-14> 3일 누적강우량과 토석류 
피해발생확률과의 관계 

(7) 표토의 모암

사면의 구성하고 있는 표토는 암반에 의해 그 성질이 결정되며, 구성암에 따라 마찰력 

등의 강도정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림 4-15은 2011년 서울시 관악구, 서초구일대의 

지질도이며 편마암 계통의 우면산의 경우 대규모의 토석류 피해가 발생하였고 화강암계

통의 관악산에서는 우면산에 비하여 토석류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그림 4-15> 토석류 발생지점 표토의 
모암 분류

   <그림 4-16> 표토의 모암에 따른 
토석류 발생 분포 비교 



우면산 산사태 발생원인 분석 및 위험도 평가

166

그림 4-16는 한국지질자원연구소에서 제공되는 지질도를 이용하여 조사된 표토의 모암과 

토석류 발생 여부와의 관계를 분석한 내용으로서 토석류 피해발생 유역의 구성 표토의 

모암은 주로 표토의 모암이 편암, 편마암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토석류 위험도 평가모델의 개발

토석류 위험도 평가모델의 최종 목표는 각 유역에서 발생된 토석류가 피해예상지점까지 

도달 가능 여부 및 토석류 규모를 통하여 토석류 발생 여부 및 피해 규모를 예측하여 실

제로 피해가 발생할 확률을 도출하는 것이다. 토석류 도달여부와 토석류 규모, 토석류 발

생 확률에 대한 피해 확률 모델을 제안하기 위하여 식 (8)과 같은 유역별 토석류 위험도 

평가모델을 제안하였다.

      ×   ×
 ×   ×

                (8)

A는 유역 내 피해 예상지점까지 도달 가능한 산사태 발생확률이 50%이상인 지역의 면

적 × 토피(m3), B는 연속강우량(mm), C는 표토의 모암(편마암 계통 :1); (화성암, 퇴적

암등 기타:0), D는 토석류 침식인자(유역면적 m2× 유로평균경사°/ 90000)에 해당된다. 

그림 4-17은 토석류 위험도 평가 대상 유역의 위험도 분석과정을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4-17> 토석류 위험도 평가 대상유역의 위험도 분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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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래미안 APT
1. 래미안 APT 

1) 래미안 APT유역의 특성

서울시 서초구 우면산의 북쪽 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역면적은 75,600㎡이고 최소 경

사 7.4˚에서 최대경사 44˚까지 다양한 경사를 띄고 있고, 1개의 주요한 유하부를 가지

며 표토는 사양토이고 표토의 모암은 호상편마암이다. 산림정보로서 임상은 활엽수림, 밀

도는 고(교목의 수관점유 면적이 71% 이상인 임분), 영급은 4영급(31~40년생), 경급은 3

(대경목)이다<그림 4-18>.

2) 산사태 위험도 분석 

래미안APT 유역은 2개소의 산사태가 발생하였고 산사태 발생 총량은 3653.9㎥이다. 

산사태 위험도 분석을 위한 고려인자로는 산사태 지점의 평균경사 44 ,̊ 건조단위 중량 

1.7t/㎥, 3일 누적강우량 329mm, 산불 등에 의한 지반 교란 유무 0(미발생), 경사방향지

수 0(북서쪽), 나무의 수령 4영급(31~40년생)이 있다<그림 4-19>.

3) 토석류 위험도 분석 

래미안APT 유역은 우면산 정상으로부터 발생된 토석류가 흘러 남부 순환로 전차로를 덮

었으며 래미안 APT의 3층까지 피해를 주었다<그림 4-20>. 

<그림 4-18> 래미안APT 유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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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래미안APT 유역의 산사태 위험도

<그림 4-20> 래미안APT 유역의 토석류 흐름 

토석류 발생 확률 예측을 위한 고려인자로는 산사태 발생 확률 50%이상인 유역의 면적 

43,100㎡, 표토의 모암 호상편마암, 연속강우량 329mm, 유역면적 75,600㎥, 유로평균경

사 17.63˚가 있다. 유역별 토석류 위험도 평가결과<표 4-9>와 같이 래미안APT 유역의 

토석류 위험도는 84%이다.

유역명 최종 토석류 위험도

래미안APT 84%(위험)

<표 4-9> 래미안APT 유역의 토석류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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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임광APT
1. 임광APT 1

1) 임광APT 1유역의 특성

서울시 서초구 우면산의 북쪽 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역면적은 15,300㎡이고 최소 경

사 17.7˚에서 34.7˚까지 다양한 경사를 띄고 있다. 1개의 주요한 유하부를 가지며 표

토는 사양토이고 표토의 모암은 호상 편마암이다. 산림정보로는 임상은 활엽수림, 밀도는 

고(수관점유 면적이 71% 이상인 임분), 영급은 4영급(31~40년생), 경급은 3(대경목)이다

<그림 4-21>.

2) 산사태 위험도 분석 

임광 APT 1유역은 1개의 산사태 발생부를 가지며 산사태 발생 총량은 54.7㎥이다. 산사

태 위험도 분석을 위한 고려인자로는 산사태 지점의 평균경사 30.6 ,̊ 건조단위 중량 

1.7t/㎥, 3일 누적강우량 329mm, 산불 등에 의한 지반 교란 유무 0(미발생), 경사방향지

수 0(북서쪽), 나무의 수령 4영급(31~40년생)등이 있다<그림 4-22>.

3) 토석류 위험도 분석 

임광APT 1유역의 퇴적부에서 래미안 APT유역과 합류해 남부순환로 전차로에 상당량의 

토사가 유출되었다<그림 4-23>. 

<그림 4-21> 임광 APT1 유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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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임광APT 1유역의 산사태 위험도

<그림 4-23> 임광APT 1유역의 토석류 흐름 

토석류 발생 확률 예측을 위한 고려인자로는 산사태 발생 확률 50%이상인 유역의 면적 

8,000㎡, 표토의 모암 호상편마암, 연속강우량 329mm, 유역면적 15,300㎥, 유로평균경

사 26.7˚가 있다. 유역별 토석류 위험도 평가결과<표 4-10>와 같이 임광APT 1 유역의 

토석류 위험도는 72%이다.

유역명 최종 토석류 위험도

임광APT 1 72%(위험)

<표 4-10> 임광APT 1유역의 토석류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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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광APT 2

1) 임광APT 2유역의 특성

서울시 서초구 우면산의 북쪽 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역면적은 38,800㎡이고 최소 경

사 8.5˚에서 26˚까지 다양한 경사를 띄고 있다. 2개의 주요한 유하부를 가지며 표토는 

사양토이고 표토의 모암은 호상편마암이다. 산림정보로는 임상은 활엽수림, 밀도는 고(수

관점유 면적이 71%이상인 임분), 영급은 4영급(31~40년생), 경급은 3(대경목)이다<그림 

4-24>.

2) 산사태 위험도 분석 

임광APT 2유역은 1개의 산사태 발생부를 가지며 산사태 발생량은 36.6㎥이다. 산사태 

위험도 분석을 위한 고려인자로는 산사태 지점의 평균경사 26 ,̊ 건조단위 중량 1.7t/㎥, 

3일 누적강우량 329mm, 산불 등에 의한 지반 교란 유무 0(미발생), 경사방향지수 0(북

서쪽), 나무의 수령 4영급(31~40년생)등이 있다<그림 4-25>.

3) 토석류 위험도 분석 

토석류 발생 확률 예측을 위한 고려인자로는 산사태 발생 확률 50%이상인 유역의 면적 

18,100㎡, 표토의 모암 호상편마암, 연속강우량 329mm, 유역면적 38,800㎥, 유로평균경

사 26.7˚가 있다<그림 4-26>.

<그림 4-24> 임광APT 2유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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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임광APT 2유역의 산사태 위험도 

<그림 4-26> 임광APT2 유역의 토석류 흐름 

유역별 토석류 위험도 평가결과<표 4-11>와 같이 임광APT 2 유역의 토석류 위험도는 

76%이다.

유역명 최종 토석류 위험도

임광APT 2 76%(위험)

<표 4-11> 임광APT 2유역의 토석류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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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신동아APT
1. 신동아APT 1

1) 신동아APT 1유역의 특성

서울시 서초구 우면산의 북쪽 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역면적은 95,000㎡이고 최소 경사 

3˚에서 37˚까지 다양한 경사를 띄고 있음. 2개의 주요한 유하부를 가지며 표토는 사양토

이고 표토의 모암은 호상 편마암이다. 산림정보로는 임상은 활엽수림, 밀도는 고(수관점유 

면적이 71% 이상인 임분), 영급은 4영급(31~40년생), 경급은 3(대경목)이다<그림 4-27>.

2) 산사태 위험도 분석 

신동아APT 1유역은 1개의 발생부를 가지며 산사태 발생 총량은 179.3㎥이다. 산사태 위

험도 분석을 위한 고려인자로는 산사태 지점의 평균경사 37 ,̊ 건조단위 중량 1.7t/㎥, 3

일 누적강우량 329mm, 산불 등에 의한 지반 교란 유무 0(미발생), 경사방향지수 0(북서

쪽), 나무의 수령 4영급(31~40년생)등이 있다<그림 4-28>.

3) 토석류 위험도 분석 

신동아APT 1유역의 산 정상에서부터 시작된 토석류가 계곡부 흐름을 타고 신동아APT4

층에까지 피해를 입혔다. 토석류 발생 확률 예측을 위한 고려인자로는 산사태 발생 확률 

50%이상인 유역의 면적 55,500㎡, 표토의 모암 호상편마암, 연속강우량 329mm, 유역면

적 95,000㎥, 유로평균경사 12.87˚가 있다<그림 4-29>.

<그림 4-27> 신동아APT l 유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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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신동아APT 1유역의 산사태 위험도 

<그림 4-29> 신동아APT 1유역의 토석류 흐름

유역별 토석류 위험도 평가결과<표 4-12>와 같이 신동아APT 1 유역의 토석류 위험도는 

84%이다.

유역명 최종 토석류 위험도

신동아APT 1 87%(위험)

<표 4-12> 신동아APT 1유역의 토석류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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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동아APT 2

1) 신동아APT 2유역의 특성

서울시 서초구 우면산의 북쪽 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역면적은 119,400㎡이고 최소 

경사 5.5˚에서 33˚까지 다양한 경사를 띄고 있음. 2개의 주요한 유하부를 가지며 표토

는 사양토이고 표토의 모암은 호상편마암이다. 산림정보로는 임상은 활엽수림, 밀도는 고

(수관점유 면적이 71% 이상인 임분), 영급은 4영급(31~40년생), 경급은 3(대경목)이다<그

림 4-30>.

2) 산사태 위험도 분석 

신동아APT 2유역은 2개의 발생부를 가지며 산사태 발생총량은 140.6㎥이다. 산사태 위

험도 분석을 위한 고려인자로는 산사태 지점의 평균경사 33 ,̊ 건조단위 중량 1.7t/㎥, 3

일 누적강우량 329mm, 산불 등에 의한 지반 교란 유무 0(미발생), 경사방향지수 1(서

쪽), 나무의 수령 4영급(31~40년생)등이 있다<그림 4-31>.

3) 토석류 위험도 분석 

신동아APT 2유역의 퇴적부에서 래미안 APT유역과 합류해 도로에 상당량의 토사가 유

출되었다. 토석류 발생 확률 예측을 위한 고려인자로는 산사태 발생 확률 50%이상인 유

역의 면적 54,900㎡, 표토의 모암 호상편마암, 연속강우량 329mm, 유역면적 119,400㎥, 

유로평균경사 12.87˚가 있다<그림 4-32>.

<그림 4-30> 신동아APT 2 유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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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신동아APT 2유역의 산사태 위험도 

<그림 4-32> 신동아APT 2유역의 토석류 흐름 

유역별 토석류 위험도 평가결과<표 4-13>와 같이 신동아APT 2 유역의 토석류 위험도는 

87%이다. 

유역명 최종 토석류 위험도

신동아APT 2 87%(위험)

<표 4-13> 신동아APT 2유역의 토석류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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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형촌마을
1. 형촌마을1

1) 형촌마을1 유역의 특성

서울시 서초구 우면산의 북쪽 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역면적은 148,900㎡이고 최소 경

사 8˚에서 32.8˚까지 다양한 경사를 띄고 있다. 2개의 주요한 유하부를 가지며 표토는 사

양토이고 표토의 모암은 호상 편마암이다. 산림정보로는 임상은 활엽수림, 밀도는 고(수관점

유 면적이 71% 이상인 임분), 영급은 4영급(31~40년생), 경급은 3(대경목)이다<그림 4-33>.

2) 산사태 위험도 분석 

형촌마을1 유역은 23개의 발생부를 가지며 산사태 발생 총량은 2,131.5㎥이다. 산사태 

위험도 분석을 위한 고려인자로는 산사태 지점의 평균경사 32.8 ,̊ 건조단위 중량 1.7t/

㎥, 3일 누적강우량 329mm, 산불 등에 의한 지반 교란 유무 0(미발생), 경사방향지수 1

(남서쪽), 나무의 수령 4영급(31~40년생)등이 있다<그림 4-34>.

3) 토석류 위험도 분석 

형촌마을1 유역은 산사태량과 토석류의 규모가 크나 퇴적부의 생태 습지의 완충 작용으

로 인하여 마을의 직접적인 피해가 감소되었다. 토석류 발생 확률 예측을 위한 고려인자

로는 산사태 발생 확률 50%이상인 유역의 면적 258,500㎡, 표토의 모암 호상편마암, 연

속강우량 329mm, 유역면적 316,900㎥, 유로평균경사 13.5˚가 있다<그림 4-35>.

<그림 4-33> 형촌마을1 유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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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 형촌마을1 유역의 산사태 위험도 

<그림 4-35> 형촌마을1 유역의 토석류 흐름 

유역별 토석류 위험도 평가결과<표 4-14>와 같이 형촌마을1 유역의 토석류 위험도는 

100%이다.

유역명 최종 토석류 위험도

형촌마을1 100%(매우위험)

<표 4-14> 형촌마을1 유역의 토석류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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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촌마을2

1) 형촌마을 2유역의 특성

서울시 서초구 우면산의 북쪽 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역면적은 127,900㎡이고 최소 

경사 9˚에서 33˚까지 다양한 경사를 띄고 있다. 2개의 주요한 유하부를 가지며 표토는 

사양토이고 표토의 모암은 호상 편마암이다. 산림정보로는 임상은 활엽수림, 밀도는 중

(수관점유 면적 이 51~71%인 임분), 영급은 4영급(31~40년생), 경급은 3(대경목)이다<그

림 4-36>.

2) 산사태 위험도 분석 

형촌마을 2유역은 8개의 발생부를 가지며 산사태 발생 총량은 55.2㎥이다. 산사태 위험

도 분석을 위한 고려인자로는 산사태 지점의 평균경사 33 ,̊ 건조단위 중량 1.7t/㎥, 3일 

누적강우량 329mm, 산불 등에 의한 지반 교란 유무 0(미발생), 경사방향지수 1(남동쪽), 

나무의 수령 4영급(31~40년생)등이 있다<그림 4-37>.

3) 토석류 위험도 분석

토석류 발생 확률 예측을 위한 고려인자로는 산사태 발생 확률 50%이상인 유역의 면적 

95,800㎡, 표토의 모암 호상편마암, 연속강우량 329mm, 유역면적 148,900㎥, 유로평균

경사 12˚가 있다<그림 4-38>.

<그림 4-36> 형촌마을2 유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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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7> 형촌마을2 유역의 산사태 위험도 

<그림 4-38> 형촌마을2 유역의 토석류 흐름 

유역별 토석류 위험도 평가결과<표 4-15>와 같이 형촌마을2 유역의 토석류 위험도는 

92%이다.

유역명 최종 토석류 위험도

형촌마을2 92%(매우위험)

<표 4-15> 형촌마을2 유역의 토석류 위험도 



우면산 산사태 및 토석류 위험도 분석 제4장

181

제7절 덕우암
1. 덕우암 유역

1) 덕우암 유역의 특성

서울시 서초구 우면산의 북쪽 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역면적은 908,00㎡이고 최소 경사 

8˚에서 40˚까지 다양한 경사를 띄고 있다. 1개의 주요한 유하부를 가지며 표토는 사양토

이고 표토의 모암은 호상 편마암이다. 산림정보로는 임상은 활엽수림, 밀도는 고(수관점유 

면적이 71% 이상인 임분), 영급은 4영급(31~40년생), 경급은 3(대경목)이다<그림 4-39>.

2) 산사태 위험도 분석 

덕우암 유역은 2010년 태풍 곤파스의 피해로 복구 공사가 완료된 유역이였으나 단시간

에 집중된 폭우로 인해 사방시설들이 제역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산사태 발생 

총량은 493.4㎥이다. 산사태 위험도 분석을 위한 고려인자로는 산사태 지점의 평균경사 

35.4 ,̊ 건조단위 중량 1.7t/㎥, 3일 누적강우량 329mm, 산불 등에 의한 지반 교란 유무 

0(미발생), 경사방향지수 0(북서쪽), 나무의 수령 4영급(31~40년생)등이 있다<그림 4-40>.

3) 토석류 위험도 분석 

덕우암 유역은 퇴적부에서 래미안APT 유역과 합류해 도로는 물론 래미안APT에 큰 피

해를 입혔다. 토석류 발생 확률 예측을 위한 고려인자로는 산사태 발생 확률 50%이상인 

유역의 면적 46,500㎡, 표토의 모암 호상편마암, 연속강우량 329mm, 유역면적 90,800

㎥, 유로평균경사 17.6˚가 있다<그림 4-41>.

<그림 4-39> 덕우암 유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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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0> 덕우암 유역의 산사태 위험도 

<그림 4-41> 덕우암 유역의 토석류 흐름 

유역별 토석류 위험도 평가결과 <표 4-16>와같이 덕우암 유역의 토석류 위험도는 85%이다.

유역명 최종 토석류 위험도

덕우암 85%(위험)

<표 4-16> 덕우암 유역의 토석류 위험도 



우면산 산사태 및 토석류 위험도 분석 제4장

183

제8절 우면산 전체유역 분석결과

1. 우면산 전체유역 분석결과

1) 우면산 유역 분류

우면산의 산사태 및 토석류 위험도 평가를 위해 크고 작은 31개의 유역으로 분류 하여 

위험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31개 유역에 발생부 149개소가 존재하고 그림 4-42와 같이 

우면산 전체 유역이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42> 우면산 전체 유역 및 산사태 위험지도

2) 우면산 유역별 분석 실시결과 종합

2011년 강우에 대한 우면산의 산사태 및 토석류 위험도 분석결과 표 4-17에서 볼 수 있

듯이 우면산 전체 유역에 대하여 토석류 위험도가 높게 나왔으며, 우면산이 인근 지역(청

계산, 구룡산, 관악산)에 비해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원인은 표토의 모암

(호상 편마암)이 산사태 및 토석류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선바위 유역의 경우 표토의 모암이 다른 유역의 호상편마암과는 달리 화강암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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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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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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7> 우면산 전체 유역의 토석류 위험도

위험도 비고

90~100% 매우위험

70~90% 위험

50~70% 다소위험

50~0% 안전

<표 4-18> 토석류 위험도에 따른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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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요 약
■ 2011년 호우에 대해서 강릉원주대 모델을 적용하여 우면산을 31개 유역으로 분류 후  

산사태 및 토석류 위험도를 분석실시 결과 31개 유역 중 선바위 유역을 제외한 30개 

유역이 산사태 및 토석류에 위험한 것으로 판단된다.

■ 우면산이 인근 지역(청계산, 구룡산, 관악산)에 비해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원인은 모암이 호상 편마암인 표토가 산사태 및 토석류에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 산림청 산사태 위험지 관리 시스템을 우면산에 적용하였을 때 서울시에서 발표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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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미안APT, 송동마을 및 서울인재개발원 지역 등의  6개 유역이 산사태에 위험지역

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산사태 경보 및 주의보 발령이 적기에 인근 주민들

에게 신속히 전파되었다면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는 감소했을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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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쟁점사항 조사결과

제1절 2010년 산사태 발생 후 복구대책의 적절성

1. 검토 개요 

덕우암 지역은 2010년 9월 강우와 2011년 6~7월 극한강우에 의하여 산사태 및 토석류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2010년 산사태 발생으로 서울시에서는 피해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복구공사를 수행하였고,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1년 7월 이 지역에서 다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에 발생한 산사태 이후 복구 대책의 적절성에 대한 의

문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2010년 덕우암 지역 산사태 발생 후 복구대책의 적

절성 평가를 위하여, 2010년 산사태 이후 복구공사 계획 완료단면(“우면산 복구설계 기

본 및 실시설계”, 서초구청(2011.4))을 대상으로 정밀 산사태 해석을 수행하였다. 

2. 2010년 산사태 발생 후 복구 대책 현황

2010년 산사태에 대한 복구설계가 2011년 4월 완료되었고, 2011년 4월 29일부터 2011

년 산사태 발생일 까지 복구공사가 진행되었다. 2011년 산사태 발생일 까지 복구공사 공

정률은 약 70%(“우면산 산사태 복구사업 추진현황”, 서초구청(2011))로 진행되고 있었

으며, 돌기슭막이 150m, 돌수로 75m, 등산로 개설 100m, 약수터 정비 1개소, 바닥막이 

6개소, 델타록옹벽 49m, 돌흙막이 90m, 비탈 기슭막이 38m 등의 공사 중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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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피해 현황 2011년 산사태 당시 복구 현황

델타록 옹벽 및 식생

돌기슭막이

<표 5-1> 2010년 복구 공사 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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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피해 현황 2011년 산사태 당시 복구 현황

돌기슭막이, 야면석 바닥 막이

돌수로

<표 5-1> 2010년 복구 공사 진행 현황(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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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사태 해석 절차 및 방법

1) 해석 개요

본 연구에서는 실제 지반의 파괴메커니즘을 물리, 역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검증받은 공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산사태 해석을 수행하였다. 산사태 해석을 위

해 첫째, YS-SLOPE (2012)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3차원적 데이터 모델링으로 산사태 발

생 유역 전체의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산사태 발생 가능성 평가 결과, 위험 

지역과 정밀 분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2차원 상세해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상세해석은 GEO-SLOPE (2012) 프로그램의 침투해석 모듈인 SEEP/W와 사면안정해석 

모듈인 SLOPE/W를 연계하여 수행하였다. 산사태 및 상세해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계측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해석에 반영하였다.

 
2) 현장 계측

사면의 불안정성은 강우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강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반으로 침투

되면 보다 큰 전단강도를 가지고 있던 불포화 지반은 함수비 증가로 인한 전단강도 감소

에 의하여 사면의 불안정성이 증가한다. 불포화 사면에 대한 강우 침투는 지반의 초기 모

관흡수력 분포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지반의 모관흡수력은 지반 및 지형 특성과 날씨, 기

후, 식생, 강우 지속시간 등에 의하여 변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과업에서는 2012년 7월부터 8월까지 우면산 래미안 지구의 사면을 대상으로 모관흡수

력을 계측하였다. 

(1) 현장 조건 및 시료의 기본물성

본 계측은 래미안 지역의 산 정상부 부터 하부 퇴적부 까지 지반 내 모관흡수력을 위치/

심도별로 측정하여 강우패턴에 따른 모관흡수력 변화를 관측하였다. 원지반 상태에서의 

계측을 위해 자연 상태의 식생피복이 존재하는 비탈면을 선정하였다. 계측은 그림 5-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래미안 지역의 사면 6개 구역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각 구역별로 3가지 

심도로 장력계(tensiometer)를 설치하였다. 장력계는 수동계측 3개 구역, 자동계측 3개 

구역에 총 18개를 사용하였으며 데이터로거 및 다이얼게이지를 통하여 계측을 수행하였

다.  그림 5-2는 장력계가 설치된 모식도를 나타내고 있다. 각 위치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체가름 실험 및 기본 물성실험을 수행하였으며(TP-1, TP-2, TP-3, TP-4) 결과는 그림 

5-3과 표 5-2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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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모관흡수력 계측 위치 (래미안 유역)

(a) 자동 계측기 (b) 수동 계측기
<그림 5-2> 장력계 설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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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현장시료의 입도분포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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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TP-1 TP-2 TP-3 TP-4

깊이(m) 0.50 0.50 0.50 0.50

함수율(%) 18.2 14.1 32.1 15.8

비중 2.73 2.71 2.64  2.74

액성한계 (%) 36.6 31.6 40.6  35.9

소성한계 (%) 15.4 9.3 16.9 15.0

소성지수 (%) 21.2 22.3 23.7 20.9

통일분류법 SM SC SM SC

<표 5-2> 산지 사면의 위치별 교란시료의 기본 물성치

(2) 현장계측 결과

본 계측은 우기철인 2012년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수행하였으며, 산지 사면의 상류에서

부터 하류에 이르기까지 전 지역에 걸쳐 계측을 수행하였다. 본 절에서는 상류지역(TP-1), 

다른 지류에 속하는 중류지역(TP-5), 그리고 하류지역(TP-6)에 대한 모관흡수력 변화 결

과를 도시하였고<그림 5-4~6>, 지반의 초기 모관흡수력은 약 –80kPa로 나타났다. 이는 

강우가 시작되기 전인 2012년 6월 29일에 계측한 결과로써 건조 상태의 모관흡수력이다. 

2012년 6월 30일부터 시작된 강우로 인하여 지표 침투에 따라 지표면 근처에 설치된 장

력계의 모관흡수력은 약 -6kPa까지 감소하였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표보다 깊은 심

도에 설치된 장력계의 모관흡수력도 점자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그림 5-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표면으로부터 90cm와 140cm 심도에 위치한 장력계는 2012년 6월 

30일에 발생된 강우로는 모관흡수력이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 7월 6일 

추가적인 강우 발생으로 인해 모관흡수력이 약 -20kPa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표로부터 침투된 물이 지하수위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강우에 의한 

비탈면의 모관흡수력 변화는 지하수위 상승에 의한 영향보다는 지표침투에 의한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쟁점사항 조사결과 제5장

193

<그림 5-4> TP-1 위치의 모관흡수력

<그림 5-5> TP-5 위치의 모관흡수력

<그림 5-6> TP-6 위치의 모관흡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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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YS-SLOPE 모형

본 조사에서는 산사태 해석을 위해 Yonsei-SLOPE (YS-SLOPE) 모형을 사용하였다. 

YS-SLOPE 모형은 상용 프로그램인 SINMAP과 같이 역학적 기법을 사용한 산사태 해석 

모형으로, SINMAP 프로그램의 수문 모형과 파괴 모형을 개선한 모형이다. 이와 같이 역

학적 기법을 이용한 모형들은 산사태의 위험성을 발생한 이력에 의존하지 않고, 사면안정

해석모형과 수문모형을 지리정보시스템에 결합하여 산사태의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다. 

YS-SLOPE 모형은 국내의 전형적인 사면파괴 유형인 강우에 의한 불포화 토사사면의 파

괴를 해석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YS-SLOPE 모형에서는 지반의 강도 특성과 수리특

성, 식생 영향 및 토심 등의 기하학적 특성을 공간적 데이터로 구성하고, 지형데이터와 결

합하여 GIS기반의 산사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 수문 모형

본 해석에 적용한 YS-SLOPE 모형은 개선된 Green-Ampt 모델을 이용하여 기존의 산

사태 해석 모형들이 흙의 불포화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였다. 

YS-SLOPE 모형에서는 그림 5-7에 나타낸 바와 같이 불포화토의 침투에 대하여 일차원 

연직 흐름, 침윤전선에서 모관 흡수력과 침윤전선 윗부분에서의 함수량 결손 및 투수계수

는 일정하다는 Green-Ampt(1991)의 기본 가정은 그대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본 모형에

서는 Green-Ampt 모델이 투수계수와 강우강도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은 단

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림 5-8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강우강도와 투수계수의 크기를 비교하

여 강우에 의한 누적침투량을 달리 산정하였다. 또한 Mein과 Larson(1973)의 폰딩

(ponding) 시간을 반영하여 강우의 침투-유출 관계를 고려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식

(1)과 같으며, 다음과 같이 습윤대 두께(Zw)를 산정하여 사면안정해석에 활용 하였다.

 

⋅ 



 

⋅


(1)

여기서, I 는 강우강도, tp 는 폰딩이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 tw 는 강우지속시간, Ks 는 

포화투수계수 ψf 는 모관흡수고, △θi 는 체적함수량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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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Green-Ampt 모델의 깊이에 따른 함수비 분포

본 모형에서는 그림 5-8과 같이 강우의 침투-유출은 흙의 투수계수(Ks)와 강우강도(I)의 

크기를 비교하여 두 가지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강우강도(I)가 흙의 투수계수(Ks)보다 큰 

경우에는, 폰딩 시간(tp) 이전의 강우는 모두 침투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폰딩 시간(tp) 이

후의 강우는 흙의 침투능 곡선(F) 이하의 값만이 침투되고 나머지는 유출되는 것으로 가

정하였다. 강우강도(I)가 흙의 투수계수(Ks)보다 작은 경우에는 모든 강우는 모두 지중으로 

침투된다고 가정하였다.

  

<그림 5-8> YS-SLOPE 모형의 강우 침투-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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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면안정해석 모형

본 모형에서는 사면안정해석을 위해 무한사면 파괴모델을 이용하였다. Fredlund(1978)

의 간극공기압과 간극수압을 고려한 식 (2)를 사용하였고, 작은 범위의 모관흡수력 변화에 

대해서는 φ'와 φb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φ'=φb로 적용하였다. 또한 식생의 하중과 점

착력으로 환산한 뿌리의 지반보강 효과를 고려하는 Hammond(1992)의 모델을 고려하였

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불포화 토사 사면의 안정 해석을 위한 모델을 정리하였고, 

그림 5-9와 같이 경사가 β인 반무한 사면에서 가상 파괴면이 사면과 평행하다는 가정으

로 습윤대 깊이 Zw에서의 안전율을 식(3)과 같이 계산하였다.

  ′    tan′    tan (2)

여기서, (ua-uw)는 모관흡수력,  Φ'는 흙의 내부마찰각, Φb는 불포화 상태의 흙의 내부마

찰각을 나타낸다.

 ⋅   sin⋅cos
′′ ⋅    ⋅cos⋅tan′

(3)

여기서, Cs는 흙의 점착력, Cr은 뿌리에 의한 전단강도 증가를 고려하기 위한 상수, q0는 

식생 하중, Zw는 습윤대 두께, β는 사면의 경사각을 나타낸다.

<그림 5-9> 무한사면 해석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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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델링과 입력변수

본 모형은 산사태 예측을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치지형도 

및 측량 결과에 의한 수치표고모델을 매트릭스 형태의 격자 데이터로 변화하여 모델링하

도록 하였다. 격자별로 각각의 경사와 흐름 방향을 분석하고, 산사태 해석을 위해 지반의 

강도 특성과 수리특성, 식생 영향 및 토심 등의 기하학적 특성을 공간적 데이터로 구성하

여 지형데이터와 결합하여 GIS기반의 산사태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모든 데이터는 

공간 좌표를 가지고, 매트릭스의 각 지점에 서로 다른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매개변수들이 공간적 분포를 고려하기 위해, 그림 5-10에서와 같이 위치별 서로 

다른 흙의 불포화 특성, 강우강도 및 지속시간, 식생의 효과, 토심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5-10> YS-SLOPE 모형의 모델링과 입력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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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우에 의한 침투 해석 및 사면안정 해석

본 과업에서는 우면산 전역에서 발생한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파괴 메

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하여 2단계에 걸쳐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첫째로, 실제 강우데이터

를 이용한 2차원 침투해석을 수행하였다. 불포화 사면지반에서 발생하는 강우 침투로 인

한 사면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반의 초기 모관흡수력 측정 등 현장실험 및 실내

실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앞서 산사태 해석 절차 및 방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래미안 지역에서 계측한 초기 모관흡수력, 현장투수실험을 통한 불포화 투수계수, 그리고 

실내실험을 통한 함수특성곡선을 SEEP/W 적용하여 침투해석을 수행하였다. 

둘째로, 침투해석으로부터 얻은 지반 내 모관흡수력 분포를 초기조건으로 설정하여 사면 

안정해석을 수행하였다. SLOPE/W에 내장되어 있는 원호 파괴면 및 직선 열거 파괴면을 

이용하여 얕은 파괴 및 깊은 파괴에 대한 사면 안전율을 산정하였다. 침투 해석 및 사면

안정 해석에 관한 전체적인 흐름도는 그림 5-11에 나타내었다.  

<그림 5-11> 불포화 사면의 강우 침투 및 사면 안정 해석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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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산사태 해석 모델링>

4. 2010년 덕우암 지역에 대한 산사태 해석 결과

1) YS-SLOPE 산사태 해석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YS-SLOPE 모형을 사용하였다. 본 절에서는 2009

년도 LiDAR 측량 결과를 사용하여(2010년 산사태 피해 복구공사에 대한 지형도를 입수

할 수 없었으므로 여기서는 산사태 발생이전 지형을 이용하여 산사태 위험단면을 선정하

고, 2)항에서 침투 및 사면해석 방법으로 2010년도 서울시 복구공사 단면을 사용하여 정

밀 분석을 수행하였음) 이 지역의 산사태에 대한 취약성을 평가하였다. 1m급 LiDAR 측

량 데이터로부터 표고를 5m×5m의 매트릭스 형식의 데이터 변환하여 모델링하였고, 그

림 5-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반특성, 식생 특성 및 강우특성 등의 매개변수를 공간 데

이터의 형식으로 입력하였다. 이때 해석에 적용한 강우는 산사태가 발생전 2일간(7월 25

일 09시~7월 27일 09시)의 서초 관측소 1시간 강우 데이터(AWS)를 사용하였으며, 적용한 

강우와 YS-SLOPE 모형의 습윤대 깊이 산정결과는 그림 5-13과 같다. 모델링 및 해석에 

사용된 매개변수를 요약하면 다음 표 5-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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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YS-SLOPE 모형의 습윤대 깊이 산정 결과>
 

구분 자료형식 입력 간격 적용 비고

표고(DEM) 공간데이터 5m×5m 2~14m LiDAR(2009)

지

반

토사심도 공간데이터 5m×5m 2.1~7.5m 시추, 탄성파탐사

투수계수 공간데이터 5m×5m 8×10-4cm/sec 현장투수시험

체적함수비변화량 공간데이터 5m×5m 0.12
SWCC 시험(포화체적함수비)
현장계측(초기체적함수비)

모관흡입고 공간데이터 5m×5m 83cm SWCC 시험

흙의 단위중량 공간데이터 5m×5m 18kN/m3 실내물성시험

흙의 점착력 공간데이터 5m×5m 11kPa 직접전단, 공내전단

흙의 내부마찰각 공간데이터 5m×5m 26.5° 직접전단, 공내전단

식

생

수목단위중량 공간데이터 5m×5m 0.252kPa 수목조사/문헌조사

식생 점착력 공간데이터 5m×5m 1.0kPa 문헌조사

강

우

강우강도 공간데이터 5m×5m 7/25 09:00
~7/27 09:00
강우데이터

KMA/AWS

강우기간 공간데이터 5m×5m KMA/AWS

<표 5-3> 해석에 적용한 입력 정수

YS-SLOPE 검토 결과 그림 5-14와 같이 중·하부의 좌측과 우측에서 안전율 1.0이하인 

산사태 위험지역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실제 산사태 발생도 해석결과에서 위험지

역으로 분석된 덕우암 지역에서는 공군부대 영내 1개소, 중·하부 우측 3개소(덕우암 약수

터 부근 포함), 좌측 1개소에서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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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사태 발생 위치

: 약수터

<그림 5-14> 덕우암 산사태 발생 가능성 평가 결과

2) 침투 해석 및 사면안정 해석

(1) 지반 및 해석 조건

덕우암 지구의 단면(2010년 산사태 피해 복구단면, 서울시(2011))은 그림 5-15와 같이 

붕적층 아래로 풍화토, 풍화암, 연암이 존재하지만, 산사태 및 토석류는 대부분 붕적층에

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붕적토 심도가 2.1m~7.5m인 단일층으로 덕우암 지역

을 모델링 하였다. 붕적토 하부에는 불투수층인 기반암(풍화암, 연암)이 있으므로, 붕적층

과의 경계면에 지하수를 설정하였다<그림 5-15>. 강우강도는 KMA/AWS에 계측된 실시

간 강우데이터<그림 5-16>를 사용하여 사면 상부에 flux(q) 경계조건으로 적용하였다. 지

하수위를 기준으로 상부지반의 좌우측은 nodal flux(Q) 경계조건을 적용하여 흐름이 없는 

(no flow zone, Q=0) 상태로 설정하였다. 지반의 초기 모관흡수력은 5.1.3절 현장계측 

결과를 토대로 최대 -80kPa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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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덕우암 지역의 지층조건 및 침투해석에 사용한 경계조건

<그림 5-16> 계측된 실시간 강우데이터

우면산 지역은 그림 5-16과 같이 2011년 6월 1일부터 21일까지 총 강수량이 25.5mm로 

기록되어 건조한 상태로 존재하다가 6월 22일부터 산사태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974.5mm

의 강우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침투해석에서는 6월 22일부터 7월 25일 까지(총 강수량: 

649.5mm) 시간 증분을 24시간으로 설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7월 26일부터 27일 

오전 9시까지(총 강수량: 325mm)는 시간증분을 1시간으로 설정하여 해석의 정확성을 높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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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포화 지반 특성

덕우암 지역의 불포지반 특성인 함수특성곡선(soil-water characteristic curve)은 

GTCS pressure plate extractor(Fredlund와 Rahardjo, 1993)와 filter paper를 이용

하여 산정하였다<그림 5-17>. 덕우암 지역 지반의 불포화 특성 및 함수특성곡선의 맞춤 

변수는 표 5-4에 정리하였으며, 지표침투 실험 결과와 van Genuchten(1980) 불포화 투

수계수 예측 모델을 통하여 그림 5-18과 같이 모관흡수력 변화에 따른 불포화 투수계수를 

산정하였다. 

침투해석의 정확성을 검증하고자 2012년 6월 30일에 계측한 현장 모관흡수력과 실내실

험을 통해 산정한 함수특성곡선을 SEEP/W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림 5-19

에 나타낸바와 같이 실제 강우를 이용한 침투해석이 현장에서 계측한 모관흡수력을 잘 예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7> 덕우암 유역 지반의 함수특성곡선 

구 분 덕우암 유역 지반

 0.1 /kPa

n 3.0

m 0.66

공기함입치(AEV) 4.08 kPa

포화체적함수비( ) 0.5

잔류체적함수비( ) 0.18

통일분류법(USCS) CL

<표 5-4> 덕우암 지역 불포화 특성 및 지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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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모관흡수력에 따른 불포화 투수계수

<그림 5-19> SEEP/W 해석 결과와 현장 계측 결과 비교

(3) 사면 안정해석

침투해석이 완료된 이후, 사면의 안전율을 산정하기 위해 강우 침투에 의한 모관흡수력 

분포와 해석 메쉬(mesh), 지형 등을 SLOPE/W에 그대로 적용하여 연동해석을 수행하였

다. 사면의 안정성 검토는 그림 5-20과 같이 습윤대 내에서 발생하는 얕은 파괴와 습윤대 

보다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깊은 파괴로 나누어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사용한 지반물성은 

표 5-5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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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0> 사면 파괴 유형 및 습윤대 발생 모식도

구 분 단위중량(kN/m3) 점착력(kPa) 내부마찰각(Deg) 투수계수(cm/sec)

붕적층 18.0 11.1 26.5 8.00×10-4

<표 5-5> 덕우암 유역의 지반정수

(4) 침투 및 사면안정해석 결과

2011년 산사태 발생 시 덕우암 지역의 복구 사업은 약 70%정도 수행되었으나, 산사태 

발생 시점에서의 복구 진행 현황이 반영된 단면을 입수할 수 없어서, 본 해석에서는 2010

년 산사태 피해 이후 서울시에서 계획한 복구 완료 예정 단면을 대상으로 침투해석 및 사

면안정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결과, 그림 5-2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단면 ①, ② 구간의 정상부에서 깊은 파괴 및 

얕은 파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덕우암 지역에서 실제로 발생한 산사태 지

점들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2011년 산사태 발생 이후의 현장 조사에서는 

토석류의 시작점과 가장자리지점에 한해서만 산사태 발생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그림 

5-22에 나타낸 바와 같이 토석류 영향을 직접 확인할 수 없었던 단면 ③과 같은 덕우암 

유역의 중간 지점에서도 산사태 발생이 있었음을 해석적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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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덕우암 유역의 사면안정 해석 결과 (단면 ①, ②)

<그림 5-22> 덕우암 유역의 사면안정 해석 결과 (단면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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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구 대책의 적절성 평가 

2010년 덕우암 지역의 산사태 복구 대책에 대한 적절성 평가를 위하여 YS-SLOPE 모형

을 사용하여 산사태 발생 위험 지역을 결정하고, 침투 및 사면안정 해석을 통하여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해석 결과 2011년 강우에 대한 산사태는 피해 복구공사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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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면 ③과 같은 덕우암 유역의 중간 지점에서도 산사태 발생하는 것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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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사태 피해 지역에 치중된 복구 대책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2010년 

산사태 발생 후 덕우암 유역 전체와 나아가서 이와 비슷한 조건의 우면산 전역에 대한 산

사태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고,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였다면, 2011년의 극

한강우 조건에서도 산사태에 의한 피해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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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군부대 영향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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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외유출수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1. 공군부대 영내 산사태 발생 현황

그림 5-2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우면산 전역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총 150개소이며 그 중 

공군부대 영내 경계부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14개소(주황색 점), 공군부대 영내 안쪽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2개소이다(녹색 점). 산사태가 발생한 지점을 단순 비교해보면 총 150개

소 중 공군부대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16개소로서 공군부대의 산사태 발생 빈도는 약 10%

이다. 그리고 우면산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자는 총 16명(보덕사 1명, 양

재자동차학원 1명, 전원마을 7명, 래미안 3명, 임광 1명, 신동아 3명)이며 그 중 공군부대

에서 시작된 산사태와 유관한 사망자수는 7명(래미안 3명, 임광 1명, 신동아 3명)이다.

<그림 5-23>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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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군부대 영외 유출량

본 절에서는 표 5-6의 공군부대 우수관거 유량 분석(국방부 기술자문의견서, 2011)자료

를 활용하여 각 대상 지구로 흘러간 공군부대 영외 유출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래미안 지

구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래미안 지구의 경우 공군부대 영내 배수 계통에서 DA1 <표 

5-6>이 래미안 지구에 해당된다. 따라서 래미안 지구로 유출된 강우량은 0.141m3/sec이

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 사용한 사면안정해석 프로그램은 1시간 단위의 실시간 강우데이

터를 반영하게 되어있으므로, 식(4)와 같이 시간별 강우량을 입력하여 시간별 강우 유출량

을 별도로 산정하였다.

구분
전체면적

(Awc, m2)

포장면적

(m2)

포장

유출계수

산지면적

(m2)

산지

유출계수

유출계수

(C)

강우강도

(mm/

10min)

유량

(m3/sec)

DA1 6,165 1,144 0.85 5,021 0.50 0.56 24.5 0.141

DA2 6,293 1,362 0.85 4,931 0.50 0.58 24.5 0.149

DA3 5,330 1,327 0.85 4,003 0.50 0.59 24.5 0.128

DA4 13,383 3,086 0.85 10,297 0.50 0.58 24.5 0.316

DA5 12,281 1,510 0.85 10,771 0.50 0.54 24.5 0.270

DA6 5,717 2,315 0.85 3,402 0.50 0.64 24.5 0.149

DA7 16,514 5,694 0.85 10,820 0.50 0.62 24.5 0.417

DA8 12,318 2,302 0.85 9,837 0.50 0.57 24.5 0.286

DA9 12,646 1,395 0.85 11,251 0.50 0.54 24.5 0.278

DA10 3,960 2,739 0.85 1,221 0.50 0.74 24.5 0.119

<표 5-6> 우면포대 우수관거 유량 분석

유출량 

 ××× 
 (4)

여기서, 는 유역면적, 는 유출계수, 는 강우강도, 유출지역 면적이다. 위 식의 

 ××× 은 지반의 포화투수계수보다 강우강도가 클 때 발생되는 유출량을 의미한다

(USDA, 1980). 유역면적(Awc)과 유출계수(C)는 래미안 방향의 DA1에서 제시된 값을 사

용하였으며, 강우강도(I)와 시간(t)는 기상청 관측 1시간 데이터(서초관측소)를 사용하였다. 

유출지역의 면적은 복구 설계 측량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정하였다. 산정된 유출수는 사면 

상부에 작용하는 강우강도에 더하여 침투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5-24>. 래미안 구역의 

시간별 영외 유출량 계산에 적용된 값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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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5m
2, C=0.58, 

I=서초관측소 AWS 시간별 강우량,t=1시간

=5,000m
2

<그림 5-24> 공군부대 영외 유출수를 고려한 강우강도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덕우암과 형촌마을 구역의 공군부대 영외 유출수를 산정하였으며, 

유출계수는 <표 5-6>으로부터 덕우암 구역의 경우 0.59(DA3), 형촌마을 구역의 경우 

0.54(DA9)를 적용하였다.

또한 비교를 위하여, 공군부대가 없는 경우(구조물 및 포장 등 인위적인 변화가 가해지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여 그림 5-24의 영외 유출량을 적용하지 않았다. 군부대가 없는 원지

반 상태의 산지 상부 강우 유출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침투해석을 수행하였다. 총 강우량

과 지중 침투량의 차로부터 유출계수를 산정(0.33)하고, 식(4)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

으로 공군부대가 없는 경우 상부 산지의 강우 유출량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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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군부대 산사태 분석

1) 검토 개요 

본 절에서는 2011년 산사태/토석류 발생 전의 지형(2009년 LiDAR 자료) 이용하여 공군

부대 영내 경계부에서의 산사태발생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앞 절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공군부대 영외배출수를 산정하였다. 

2) 침투 해석 및 사면안정 해석

래미안, 덕우암, 형촌마을 지역의 지층조건은 붕적층이 2.8m~6.9m정도 존재하며, 풍화

토, 풍화암, 연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5-25는 각 지역의 대표적인 시추 주상도를 나

타내고 있다. 침투 및 사면안정해석은 5.1.4절에 언급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였

다. 본 해석에 사용된 각 지역의 붕적토층의 지반정수를 표 5-7에 나타내었다. 

  

<그림 5-25> 래미안, 덕우암, 형촌마을 지구의 대표 시추주상도

지 구 단위중량(kN/m3) 점착력(kPa) 내부마찰각(Deg) 투수계수(cm/sec) 통일분류법

래미안 지구 18.5 12.8 22.4 8.00×10-4 SM

덕우암 지구 18.0 11.1 26.5 8.00×10-4 SM

형촌마을 지구 17.8 10.2 26.6 8.00×10-4 SM

<표 5-7> 덕우암 유역의 지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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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결과 그림 5-26에서 보인바와 같이 래미안 지구에서는 공군부대 경계부에서 약 

67m와, 중류부 일부에서 사면붕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덕우암 지구<그림 5-27>

는 공군부대 경계지역에서 약 28m 가량 사면붕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형촌마

을<그림 5-28>은 공군부대 경계부에서부터 75m 길이에 걸쳐 사면붕괴가 발생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사면안정성 해석결과는 실제 2011년 발생한 공군부대 산사태 

발생 현황과 잘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2011년 공군부대 영내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예측

가능 하였으며, 특히 2010년 산사태 발생 이후 공군부대 영내를 비롯하여 우면산 곳곳에

서 발생한 산사태 경험을 교훈삼아 공군부대 주위를 안전하게 관리하였으면 인명피해와 

더불어 재산피해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림 5-26> 래미안 유역의 사면안정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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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7> 덕우암 유역의 사면안정해석 결과

<그림 5-28> 형촌마을 유역의 사면안정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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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군부대 영외 유출수 영향분석

공군부대의 영외 유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래미안 지구의 단면을 사용하였으며 지층 

분포는 그림 5-29와 같다. 토심은 4.0~10.0m로 하부로 내려가면서 점차 깊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실내 및 현장 실험을 통해 산정한 지반 물성은 위 표 5-7과 같다. 공군부

대가 없는 원지반 상태의 지형도를 입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림 5-30과 같이 우면산 

원래의 지형 변화는 고려하지 않고 공군부대가 위치한 전체 면적 내의 지표 침투조건만을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결과, 공군부대가 없는 경우 그림 5-30과 같이 단면 ①구간에서는 공군부대 경계지

역에서 54m길이의 사면붕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군부대가 있는 경우

<그림 5-26> 약 67m의 붕괴가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감소한 값이다. 그러나 공군부

대 위치의 침투수와 영외유출수의 합은 공군부대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점과 계곡

부 유출량 산정방법의 정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영외 유출수에 의한 산사태/토석류 

발생규모의 증가는 무시할 만하다. 

<그림 5-29> 래미안 유역의 지층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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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0> 공군부대가 없는 경우 사면안정 해석 결과

 

5. 공군부대 영향 종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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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2011년 공군부대 영내 경계부에

서 발생한 산사태는 예측가능 한 것이었으며, 특히 2010년 산사태 발생 이후 공군부대 영

내를 비롯하여 우면산 일대 곳곳에서 발생한 산사태 경험을 교훈삼아 공군부대 주위를 관

리하였으면 인명 피해는 물론 재산 피해도 많이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공군부대 영내 또는 경계부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우면산 일대에서 발생한 산

사태중 발생빈도로 보아서 약 10% 정도이고, 산사태 및 토석류의 이동경로가 공군부대와 

연결되어 있는 구역에서의 사망자수는 총 사망자 16명 중 7명이다. 그러나 하류부에 재난

을 가져온 토석류는 계곡 정상부(공군부대 영내 경계부)에서의 산사태 뿐 아니라 확인이 

불가능한 중류부에서의 산사태와 세굴에 의해 쓸려 내려간 토석 모두가 가세하여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공군부대 주위 산사태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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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생태공원 저수지 영향
제3장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우면산 토석류의 유동을 모의하였다. 우면산 래미안 유역에서 발

생한 토석류의 실제 발생 형상을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하여 주요 유동 매개변수인 토

석류의 항복 및 점성응력을 역산하였다. 이 역산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형촌마을 유역에 

위치한 생태공원의 저수지가 토석류로 인한 마을 피해에 미친 영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1. FLO-2D

■ 모델 소개

• 우면산 토석류의 유동을 모의하기위해 FLO-2D 모델을 사용하였다. FLO-2D는 2

차원 수리 동역학 모델로서 홍수범람, 이류 및 토석류를 모의하는 2차원 유한차분

모델이다. 수치지도와 현장조사를 통한 강우량 및 지질특성 자료를 토대로 토석류

의 흐름특성을 관측할 수 있다. 본 모델은 모의가 비교적 간단하며 모의결과를 다

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침식에 의한 토석연행 효과를 모의할 

수 없으며 빠르게 이동하는 토석류는 모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 FLO-2D는 지배방정식으로서 1개의 연속방정식과 2개의 운동량방정식을 

사용하였다.

연속방정식 : 








 

운동량 방정식 :    





 


 


   





 


 


: 흐름속도, , : , 방향의 속도항, : 강우강도, : 시간, : 중력가속도

, : x방향과 y방향의 마찰경사, , : x방향과 y방향의 바닥경사

마찰경사 :       













  항복 경사,   점성 경사,  난류-분산 경사 ,   모래 비중, 

 층류 흐름 저항 변수,   점성,   항복응력,   깊이평균 속도

• 항복응력과 점성계수는 유사 농도에 따라 다양한 값을 가지며, 아래와 같은 경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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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낼 수 있다. 

•   
        

 

     경험 계수,  유사농도

source
  

  (dynes/cm2)   
  (poises)

   

Aspen Pit 1 0.181 25.7 0.0360 22.1

Aspen Pit 2 2.72 10.4 0.0538 14.5

Aspen Natural Soil 0.152 18.7 0.00136 28.4

Aspen Mine Fill 0.0473 21.1 0.128 12.0

Aspen Watershed 0.0383 19.6 0.000495 27.1

Aspen Mine Source Area 0.291 14.3 0.000201 33.1

Glenwood 1 0.0345 20.1 0.00283 23.0

Glenwood 2 0.0765 16.9 0.0648 6.20

Glenwood 3 0.000707 29.8 0.00632 19.9

Glenwood 4 0.00172 29.5 0.000602 33.1

기타 문헌의 관계계수

Iida (1938) - - 0.0000373 36.6

Dai et al. (1980) 2.60 17.48 0.00750 14.39

Kang and Zhang (1980) 1.75 7.82 0.0405 8.29

Qian et al. (1890)
0.00136 21.2 - -

0.050 15.48 - -

Chein and Ma (1958) 0.0588 19.1-32.7 - -

Fei (1981)
0.166 25.6 - -

0.00470 22.2 - -

<표 5-8> FLO-2D 모형이 제시하는 대표 항복 및 점성응력의 경험계수 

2. 관측된 토석류 유동 영상분석

■ 토석류 유속산정

• 토석류 발생당시 지역 주민에 의해 촬영된 영상으로 토석류의 유속을 산정하였다. 

촬영된 영상은 총 3개로 래미안아파트 102동과 103동, 그리고 신동아아파트 앞을 

운행 중이던 차량에서 블랙박스 카메라로 촬영된 것이다. 영상이 촬영된 지점을 찾

아 현장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토석류의 유속을 산정하였다. 

• 유속측정은 동영상 내에서 토석류의 이동거리를 설정하고, 이 지역의 현장조사를 통해 

지형특성을 조사한 후 유속을 산정하였다. 영상자료와 현장조사로 산정한 유속은 각각 

래미안아파트는 28m/s, 28.6m/s 이며 신동아아파트는 18.6m/s으로 추정된다. 래미안아

파트의 경우 서로 다른 지점에서 촬영되었지만 비슷한 유속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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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 토석류가 촬영된 지점과 관측 유속(좌: 래미안아파트, 우: 신동아아파트)

• 촬영된 영상을 바탕으로 하류부에서 관측된 유속이 외국자료에 비해 매우 큼을 확

인할 수 있으며 이것은 토석류의 유사체적농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사면에 물이 많

아 결과적으로 유속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바닥물질의 연행(Entrainment)증대로 

인한 많은 토사량과 빠른 유하속도로 인해 하류부의 피해가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32> 토석류 유하거리-유속관계 (• : 외국관측자료 Prochaska et al. 2008)

3. 프로그램 적용

■ 모의조건 

• 우면산의 토석류를 모의하는데 적용한 강우특성은 제3장 2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

으며, 그 외의 모의조건은 아래 표와 같다 <표 5-9>. 우면산 토석류를 모의한 유역

은 래미안아파트, 신동아아파트, 형촌마을로 총 3유역이며, 형촌마을은 생태공원 저

수지 영향 분석에 중점을 두어 모의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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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격자크기 3m × 3m

토석농도 0.52

비중량 2.0

K(층류 저항계수) 0

조도계수 0.06

<표 5-9> 모의조건

• 격자 당 유입량은 현장조사를 통해 산정한 총 퇴적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래미안과 신동아 유역의 경우 총 퇴적 발생량을 예측할 수 있었으나, 형촌마을의 

경우 토석류 발생당시의 영상이나 관측 자료가 미비하여 관측 퇴적량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에 형촌마을의 경우 지반공학회 용역 최종보고서를 참고하여 토석량을 

산정하였고, 현장조사를 통해 산정한 총 퇴적발생량은 표 5-10과 같다.

항목 총 퇴적 발생량 (m3)
래미안아파트 42,500

신동아 아파트 44,500

형촌마을 38,000

<표 5-10> 유역별 유입량

• 이 프로그램에서는 DEM 및 수치지도가 사용되는데 주변 건물 및 도로에 대한 수

치지도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면산의 산악지형만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래미안아파트나 신동아아파트 등과 같은 건물의 높이 등의 기반시설은 모의에 적용

되지 않았다. 

4. 모의결과 

■ 래미안아파트

• 그림 5-33은 래미안 유역의 모의결과를 정리한 것이며, 모의결과가 건물 및 도로의 

고도 값이 없는 상태임을 감안하면, 토석류의 실제 발생 영역과 유사함을 확인 할 

수 있다. 붉은색 선은 계산영역이며 푸른색이 모의결과, 녹색이 실제 발생 영역이

다. 모의결과로 부터 역산한 래미안 유역의 유사농도는 0.52이며 항복응력은 

1022Pa, 점성응력은 652Pa·s이다. 이것은 물의 함량이 많고 유동성이 크다는 것

을 의미하며, 영상분석 자료와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 위의 역산결과를 신동아유역과 형촌마을 모의조건으로 적용하였다.



우면산 산사태 발생원인 분석 및 위험도 평가

220

<그림 5-33> 래미안유역의 모의결과 및 실제발생영역 비교

<그림 5-34> 시간별로 나타낸 래미안 유역의 모의 결과

■ 신동아아파트

• 래미안유역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역산된 매개변수를 적용하여 신동아 아파트 유역

에서의 토석류를 모의하였다. 실제 발생영역과 계산된 퇴적 영역을 비교한 그림

5-3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실제 발생영역보다 계산영역에 도로 하류부에서 크게 산

정되었다. 실제 상황은 도로를 횡단한 토석류가 맞은 편 건물과 충동한 후 대부분 

도로위에 퇴적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물 표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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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이 실제 같이 구현되지 않음 점을 고려하면 계산결과가 실제 보다 하류로 더 

이동한 결과는 합리적인 결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비교해보면 계산결과가 실제

상황을 합리적으로 재현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35> 신동아 유역의 모의결과와 실제 발생영역의 비교

■ 형촌마을

• 생태공원 저수지 둑의 유무가 형촌마을에 미친 토석류 피해의 정도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모의조건은 다른 유역과 동일하며, 지형상의 저수지 둑이 붕괴되지 않

았을 때와 부분적으로 여수로 부분이 붕괴되었을 때로 나누어 모의하였다. 시간간

격별로 나타낸 형촌마을의 FLO-2D 모의 결과인 그림 5-36 및 그림 5-37에 나타

낸 바와 같이 유역에서 발생한 토석이 저수지 둑을 월류하여 하류로 전파되지 않음

을 모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저수지 유입부와 수로 내에 퇴적된 모의 결

과는 현장 사진을 분석한 것과 일치하였으며, 이로부터 생태저수지는 토석류를 그 

내부와 유입부에 퇴적시키는 사방댐의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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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6> 저수지 둑이 붕괴되기 전과 후의 모의결과 (좌: 둑 붕괴 전, 우: 둑 붕괴 후)

<그림 5-37> 시간별로 나타낸 형촌마을의 모의결과 (저수지 둑 붕괴전)

• 또한 여수로 막힘, 저수지 제체 상부 퇴적 토사의 입도분포<그림 5-38>, 주변 초목

의 유실 정도, 제체 붕괴 위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저수지는 토석류의 충격 및 월

류에 의해서 붕괴된 것이 아니라, 여수로 유입부가 유송잡물에 의해서 막힘으로써 

홍수류가 여수로 부근에서 월류하여 제체를 침식시킴으로 인해 붕괴된 것으로 파악

된다<그림 5-39 참조>. 

• 그림 5-38에 나타난 저수지내 퇴적규모는 퇴적심도 약 1~3m 이고, 퇴사량은 약 

2,400m3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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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8> 형촌마을 생태저수지 기존 및 신규 퇴적물

<그림 5-39> 토석류 발생 후 생태저수지 현장



우면산 산사태 발생원인 분석 및 위험도 평가

224

• 생태저수지 하류부 피해 현황을 보면 그림 5-40에서 알 수 있듯이 저수지 하류 약 

150m지점에 직경 1,000mm인 배수암거로 하천이 복개되어 있으며 그 접근수로는 

폭이 약 4m, 깊이는 약 3m 이다. 배수암거는 댐 붕괴 및 댐 직하류부 우측 산지의 

산사태에 의해 발생한 과도한 토사유출과 유목에 의해서 폐쇄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도 내 퇴적에 따른 하상상승, 하천범람, 유로변경 그리고 댐 붕괴에 따른 홍수파

와 유목 및 토사유출에 의한 홍수피해가 하류부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5-40> 생태저수지 150m 하류부에 위치한 배수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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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터널발파 영향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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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터널은 전원마을로 부터 송동마을까지 우면산 남측에 걸쳐있는 연장 2.6km의 터널

현장이다. 터널의 굴진을 위한 발파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반진동으로 인한 산사태에 대

한 영향을 검토하였다. 

1. 서초터널 현황 

1) 위치 

■ 서초터널 위치도

<그림 5-41> 서초터널 위치도
■  해설

• 전원마을은 서초터널에서 남쪽으로 150m 내지 200m 정도 이격되어 있다.

• 보덕사는 서초터널에서 북쪽으로 100m 내지 150 정도 이격되어 있다.

• 송동마을는 서초터널에서 남서쪽으로 150m 내지 200m에 걸쳐 이격되어 있다.

• 우면산 정상부는 서초터널로부터 북동쪽으로 400m 내지 500m 정도 이격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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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파 현황

■ 발파 공법 및 진동계측. 

• 서초터널의 시공방법은 국내 터널시공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NATM공법이다. 

• 서초터널의 시공회사는 발파가 진행되는 동안, 인근 거주지에서 진동 및 소음을 계

측하였다.

■ 발파기간 

• 7-2공구(시공사: 대림산업)의 터널 발파일지에 제시된 최종 발파일자는 4월 2일이다.

• 산사태 발생일자는 7월 27일이다.

■ 발파 계측치 

• 터널의 발파는 터널단면을 상하로 구분하여 상반발파와 하반발파로 나누어 수행되

었다. 

•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위험도 분석에 사용하는 계측치는 최대입자속도(PPV: peak 

particle velocity)이며, 본 보고서에서는 최대입자속도와 최대진동속도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 보덕사에서 측정한 최대진동속도는 0.147cm/sec 이다.

• 송동마을에서 측정한 최대진동속도는 0.0658cm/sec 이다.

• 발파계측치를 이용하여 발파하중을 계산하였다. 본 검토에서의 ‘발파하중’이란 

화약이 연소하여 발생하는 총 에너지 중에서 터널외부로 전달되는 지반진동을 일으

키는 운동에너지(kinetic energy)를 의미한다. 발파하중 계산과정은 현장계측치가 

나타날 때까지 반복계산을 통해 구하는 시행오차 방식((trial and error method) 

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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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파자료 분석 

1) 발파일지 분석 

■ 개요

• 계측은 성뒤마을, 보덕사 및 송동마을 등에서 시행되었다.

• 최대발파진동은 터널 상반발파 시 보덕사에서 발생하며, 하반발파시 송동마을에서 

발생하였다.

• 2010년 12월 3일 보덕사 최대진동속도 PPV = 0.147cm/sec (상반발파시 발생)

• 2011년 3월 30일 송동마을 최대진동속도 PPV = 0.0658cm/sec (하반발파시 발생)

■ 계측일지 분석

• 발파진동 전파방향은 터널 굴착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퍼져나가므로, 하반보다 먼저 

굴착되는 상반 굴착시 진동전파 방향은 사방으로 퍼지지만, 하반 굴착 전파방향은 

주로 아래로 전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초터널 발파 화약량은 먼저 굴착되는 상반발파시 화약량이 상대적으로 크며, 뒤

따라가는 하반굴착은 자유면이 위에 존재하므로 발파가 용이하며 화약량이 적다. 

• 서초터널 상반발파시 천공방법은 천공난이도가 높은 V-Cut으로 화약량을 최소하

하고 지반진동을 줄이기 위한 발파설계를 하였다. 하반발파는 천공이 쉬운 수평천

공을 하여, 효율적으로 발파량을 증가시키지만, 화약량은 상반발파보다 적으며 송

동마을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발파진동도 작게 나타났다.  

• 서초터널 발파진동은 일반적으로 상반발파시 크게 나타나지만, 송동마을에서는 하

반발파시 나타난 이유는, 송동마을 인근 터널의 계획고가 계곡측의 마을 지표고 보

다도 높게 위치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지역에서는 터널이 마을보다 깊

은 심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상반발파시 지반진동이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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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파영향 해석 과정

■ 개요

• 해석의 목적은 발파로 인한 지반 진동속도, 피해지 인근 사면의 안정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 해석의 1차 목표는 발파진동이 주거지까지 전파되어 인적, 물적피해를 일으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 해석의 2차 목표는 터널상부 사면이 진동을 받아, 산사태에 기여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해석을 진행하는 동안, 2차 목표가 1차 목표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해석기법

• 발파해석은 2차원 해석 및 3차원 해석으로 수행하였다.

• 해석기법은 재료비선형 동적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 with 

nonlinear material theory and dynamics)의 이론을 적용하였다. 

• 2차원 해석프로그램은 상용프로그램인 Plaxis, 3차원 해석프로그램은 상용프로그램

인 Pentagon-3D을 사용하였다. 

■ 해석위치

• 해석위치는 서초터널의 시점부로부터 순서에 따라 전원마을, 보덕사, 우면산 정상

부, 송동마을 등 네곳을 선정하였다. 전원마을, 보덕사와 송동마을은 터널로부터 

100m내지 200m 정도 이격되어 상대적으로 근거리에 위치하여 선정하였다. 우면

산 정상부는 400m~500m 정도 이격되어 있으나, 래미안 아파트가 위치한 정상부 

반대편 사면에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하였으므로 해석위치로 선정하였다.

• 해석의 중요도에 따라 추가 해석위치를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전원마을 계곡부를 

추가로 선정하여 계곡부 사면의 안정성을 검토하였다. 터널발파시 진동으로 인하

여, 좌우측 사면이 파괴되어 토석류가 계곡부 아래로 흘러갈 가능성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 따라서, 총 해석위치는 모두 다섯 곳으로 선정하였다.

• 다음 그림들은 각 해석 위치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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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마을 해석단면은 터널 입구 뒷산 너머에 위치하고 터널에 인접한 사면의 경사

가 30 내지 35도 정도이다<그림 5-42>.

• 보덕사 해석단면은 사진의 보덕사를 관통하는 방향에 위치하고 터널에 인접한 사면

의 경사가 35도 정도이다<그림 5-43>.

<그림 5-42> 전원마을 해석단면

<그림 5-43> 보덕사 해석단면



우면산 산사태 발생원인 분석 및 위험도 평가

230

• 우면산 정상부 해석단면은 사진의 정면을 절단하는 방향에 위치하고 래미안측 사면

의 경사가 35도 정도이다<그림 5-44>.

• 송동마을 해석단면은 항공사진의 단면 방향에 위치하고 터널인근 사면의 경사가 30 

내지 35도 정도이다. 해석단면은 시초터널 시점부에서 종점부를 바라보는 방향이다

<그림 5-45>.

<그림 5-44> 우면산 정상부 해석단면

<그림 5-45> 송동마을 해석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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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마을 계곡부 해석단면은 수치지도 단면 방향에 위치하고 계곡부 사면의 경사가 

35도 정도이다<그림 5-46>. 계곡부 산사태가 토석류의 시발점이 되므로 계곡부 좌

우측의 사면안정을 검토하였다.

• 위의 그림에서 등고선 상에 등간격의 눈금을 표시한 것은 2차원 수치해석을 위한 

좌표를 얻기 위해 캐드도면에 10m 간격으로 거리를 표현한 것이다. 3개의 눈금표

시 중에서 왼쪽의 첫 번째 눈금이 해석단면1인 전원마을 해석단면이며, 오른쪽의 

눈금표시는 해석단면2인 보덕사 해석단면이다.

• 그림 5-47은 3차원 해석 모델을 나타내고 있다. 3차원 수치모형은 3차원 동해석을 

통해 누적변위를 구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림 5-46> 전원마을 계곡부 해석단면

<그림 5-47> 3차원 수치모형 (해석위치: 보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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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파영향 해석결과 및 분석

■ 해석결과

• 해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해석단면
지반 최대변위 

(mm)

지반 최대속도 

(cm/sec)

사면 잔류변위 

(mm)

사면 안전율 변화

발파전 발파후

1 전원마을 0.011 0.087 1.6 1.75 1.75

2 보덕사
0.032(기초)

0.037(옥상)

0.147(기초)

0.270(옥상)
3.6 1.31 1.31

3 정상부 0.013 0.022 0.2 1.52 1.51

4 송동마을 0.017 0.147 0.2 1.71 1.71

5 전원마을 계곡부 0.013 0.124 0.1 1.52 1.52

<표 5-11> 해석결과 (지반진동으로 인한 영향)

• 지반 최대변위는 주거지에서 발생한 지반 최대변위를 의미한다.

• 지반 최대속도는 주거지에서 발생한 지반 최대속도(입자속도)를 의미한다. 본 해석

결과에 나타난 지반최대속도는 보덕사 옥상에서 0.27로 나타났으며, 아래 표에 있

는 자료와 비교해 보면 진동속도 0.2 내지 0.5cm/sec에 해당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판단하였다.  

진동속도(cm/sec) 상 태

50.0 건물에 큰 피해가 일어난다.

10.0 건물에 균열이 생긴다.

5.0 건물에 가벼운 피해가 일어난다.

1.0 건물에 극히 가벼운 피해가 생긴다.

0.5 사람은 건물이 무너질 듯한 느낌을 받는다.

0.2 인체는 심하게 느끼나 건물에는 피해가 없다.

0.05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진동을 느낀다.

0.01 매우 민감한 사람이 진동을 느낀다.

0.005 인체로 느낄 수 없다

<표 5-12> 국내문헌: 진동속도와 피해정도 (한국지질자원연구소)

• 보덕사 옥상에서의 최대속도 0.27cm/sec 및 최대변위 0.037mm는 해외문헌

(Richter, 1962)과 비교할 때  Easily Noticeable to Persons 내지는 

Troublesome to Persons 상태로 인식할 수 있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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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8> 해외문헌: 진동속도와 피해정도 (Richter, 1962)

• 사면 잔류변위는 터널이 통과하는 동안 발생한 누적 잔류변위를 의미한다.

• 사면 안전율 변화는 유한요소해석에서 강도감소법(c-φ reduction method)을 적

용하여 산정하였다. 강도감소법은 전단강도인 c와 tan(φ)를 순차적으로 감소시키면

서 파괴에 도달하는 상태, 즉 안전율이 1.0인 상태를 추적하여 현재 c와 tan(φ)와 

비교하여 안전율을 구하는 기법으로서 유한요소해석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선진기법

이다.

• 다음 그림은 각 해석단면별 해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 그림은 발파로 인한 

지반의 변위분포와 응력의 영향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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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9> 전원마을 해석단면 변위분포

<그림 5-50> 보덕사 해석단면 변위분포

<그림 5-51> 정상부 해석단면 변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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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2> 송동마을 해석단면 변위분포

<그림 5-53> 전원마을 계곡부 해석단면 변위분포

<그림 5-54> 3차원 보덕사 위치 최대전단응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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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시적 평가

터널 발파 작업에 의한 지반진동으로 지반이 교란되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앞절의 발파 영향 해석결과에서 보면 터널의 발파 위치와 가장 근접한 100m지점의 표토

에서 최대 약 3.6mm의 변위가 발생하였는데, 이 변위는 100m에 걸쳐 누적된 변위이므

로 지반내에 발생한 전단변형량은 거의 0에 가깝다. 이렇게 미소한 교란효과를 정량적으

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우면산 일대의 산사태 발생위치를 보여주는 항공사진

에 터널 종단을 중첩하여 그림 5-55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보면 해외 자문단회의에

서 대만의 Liu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터널 종단을 따라 산사태발생이 편향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로써 터널발파가 산사태 또는 토석류발생에 미친 영향이 없음을 다

시 한번 확인하였다.    

참고로, Liu 교수의 터널발파 영향에 대한 자문 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 

  “만약 발파로 인해 암반에 영향이 있다면, 터널 직상부 영역이 최적의 증거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터널 직상부에 산사태와 토석류의 증거가 없으므로, 산사태 또는 토

석류의 촉발에 대하여 터널 발파에 의한 영향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는 증거이다.”

<그림 5-55>2011년 우면산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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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 약 

본 발파영향 검토의 1차 목표는 터널 발파로 인한 터널 주변지역의 인적 물적 피해여부

를 판단하는 것이며, 검토 결과는 터널발파로 인한 지반진동의 수준이 설계허용치를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터널발파로 인한 터널주변 사면의 안정성 변화에 대한 검토가 2

차 목표로 추가되었다. 터널 직상부 및 인접한 사면에서 잔류변위가 표토에서 최대 

3.6mm로 나타났으며, 토층-암반 경계면에서는 최대 0.1mm로 나타났다. 

따라서, 발파로 인한 사면의 잔류변위는 무시할 만큼 미소한 수준이며, 사면활동에 대한 

안전율의 변화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해외 자문단회의에서 대만의 Liu교수가 

언급한 바와 같이 터널발파는 산사태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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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외국인 자문회의 결과

제1절 외국인 자문단 인적 사항
Andrew W. Malone: Professor, Department of Earth Science, Hong Kong University

Ko-Fei Liu: Professor,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National Taiwan University

Akihiko Fukuoka: Professor, Research Center on Landslides, Kyoto University

Hiroshi Ikeda: Chief, SABO&Landslide Technical Center, Tokyo 

제2절 외국인 자문단 쟁점사안 코멘트 요약
1. 2010년 산사태복구 대책의 적절성 여부와 2011년 산사태 피해예방 

또는 피해감소가 가능했는지 여부

Fukuoka:  Check dam and other large-scale structured countermeasure 

construction needs more than a year. Complete coverage needs gigantic 

costs(unrealistic). Damage to the properties in 2011 could NOT be avoided, but 

early warning could have helped more lives.

Liu: Not considering ground water issue, and not enough protection for rainfall, it 

is indeed not adequate. I do agree with the report.

Malone/Ikeda(Oral): Recognizing that physical countermeasures works to all of the 

valleys at Umyeon Mountain could not practically have been completed by 26 July 

2011, if only started in response to the 2011 landslides, it seems relevant to attempt 

in the report to answer the question: di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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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 taking any action to address the wider problem of landslide risk at 

Umyeon Mountain or elsewhere in Seoul following the landslide/debris flows in 2010 

at Umyeon Mountain?

2. 공군부대 영향

Malone: In the social context it is the consequences of the landslides which 

matter, rather than the number of landslides. I understand that landslides 

originating within the Air Force base were responsible for 7 deaths out of a 

total of 16/17 deaths at the Umyeon Mountain area on 27 July 2011. The 

contribution of the landslides/debris flows related to the Air Force base to 

the total damage was therefore not small.

3. 터널발파 영향

Fukuoka: Ground motion due to underground blasts never cause slides, 

however, may have contributed to more underground cracks. Groundwater 

veins, pipings may have been affected, and long-term slope stability could be 

affected, too.

Liu: Logically, places near the blast should be influenced more severely. So 

if blast indeed has its effect on soil and bedrocks, then the portion just 

above the tunnel can be a best proof. Since there is no evidence of 

landslides or debris flows just above the tunnel or in the surrounding area, 

this is a proof that blasts had little or no effect of initiation of land slides or 

debris flows

Malone: The assessment to be presented in the report should include 

consideration of the possibility of degradation of soil properties due to the 

vibrations caused by the blasting that was carried out in 2011. Degradation of 

soil properties at the sourses of the debris flows should be considered and, if 

entrainment occurred, along the tracks of the debris f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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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외국인 자문에 대한 대응
제2장

1. In response to item No.1 in the Summary, Section 6 

Concluding remarks(No. 4) will be changed as: : 

"If an adequate master plan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landslides or 

debris flows had been established for the Umyeonsan valleys (including for the 

slopes in the Air Force base) right after the 2010 landslides, the sacrifice of 

lives could have been prevented and the damages to personal properties 

dramatically reduced, even if the countermeasure works on the Umyeonsan 

valleys could not have been completed by the date of the 2011 landslides and 

debris flows.

   Note: Countermeasures works were completed(Seoul city announced so) early 

in June this year which started after the 2011 disaster."

2. In response to item No.2 in the Summary, Section 5.2.1 

Effect of Landslides from Air Force base will be changed 

as: 

"Merely comparing the number of landslides, the landslides related to the Air 

Force base aggravated the total damages by about 10%. Comparing 

consequences, the casualties in the lower reaches were 7 out of a total of 16 

deaths which are related to the debris flows originating from the landslides 

occurred on the Air Force base. However, considering the unidentified mid-slope 

failures and the volume of the geomaterials moved downward by scouring action, 

the quantitative estimation of the actual rate of contribution in the total 

casualties and property damages  would be difficult.

3. In response to item No.3 in the Summary, 

in "Section 5.4 Effect of Blasting," a Umyeonsa air photo which shows the 

location of the underground tunnel will be included, superimposed with a photo 

of landslide areas identical to the photo shown below. As indicated by Professor 



우면산 산사태 발생원인 분석 및 위험도 평가

242

Liu, no remarkable features can be found along the line of the tunnel in this 

photo.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the blasting had little influence on the 

landslides. I also believe that if the degradation of soil properties due to blasting 

could be assessed, it would help in estimating its effect on the landslides, but it 

was practically impossible for many reasons. 

<그림 6-1> Location of landslides and tunnel excavation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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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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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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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해석

적으로 예측 가능하였으며, 산사태가 유역 전체에 전방위적으로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2010년 산사태 이후 발생한 산사태에 대한 붕괴 복구 대책은 일부 붕괴 발생지역에 국

한된 대책으로서 항구적인 산사태 안전 대책으로는 절대 미흡했다고 판단된다. 

3. 우면산 일대 13개 지구 31개 유역에 대한 산사태 및 토석류 위험도 평가 결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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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2010년 곤파스 피해 이후 덕우암 지구와 공군부대를 포함한 

우면산 전 지역에 대한 산사태 및 토석류 안전대책이 즉시 강구되었다면, 비록 2011

년 산사태 이전에 사방공사를 끝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인명 손실 예방과 함께 재

산 피해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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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군부대 영내 및 외곽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하류부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가중시켰

다고 판단된다. 공군부대에서 발생한 산사태 발생빈도는 우면산 전체의 약 10%정도

이며, 산사태 및 토석류의 이동경로가 공군부대와 연결되어 있는 구역에서의 사망자 

수는 총 16인 중 7인이다. 그러나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중류부 발생 산사태와 세굴

에 의한 토석의 발생을 고려할 때, 하류부에서의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공군부대 

산사태의 영향을 정량화 하기는 매우 어렵다. 공군부대 영외 배출수의 영향은 미미하

다고 판단된다. 

5. 형촌마을의 생태 저수지는 둑의 붕괴로 하류부의 많은 가구를 침수시켰으나 상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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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6.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에 대한 임상, 인공시설물, 터널발파 등의 영향

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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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전문가 의견

1

<이수곤 교수>

신문과 서울시 공식자료, 산사태 비디오 촬영시간, 주민증언 등에 따르면, 주요 산사태를 발

생시킨 강우량은 불과 약 10~15년 만에 비교적 자주 내리는 일상적인 비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1차 보고서와 2차 보고서는 120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천재라는 식으로 주

장)라고 과장되게 주장하고 있음

산사태가 발생할 때까지의 강우량이 실제로 산사태 원인분석에 사용하여야지 산사태가 발생한 

후의 강우량은 고려할 필요가 없음(별첨자료 참고)

※ 별첨 : 발생시간에 따른 관측소별 강우분석

또한 크고 작은 산사태를 모두 고려한 산사태 발생시간이 아니라, 18명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사태 발생시간을 위주로 해서, 각 피해지역의 발생시간과 그때까지의 강우량과 아울러서 산

사태 발생특성, 그리고 산사태 인명피해와의 연관성을 분석했어야 한다고 생각함

2

<이수곤 교수>

서울에서 2010년 이전에는 더 큰 강우가 있었는데 안 무너지다가 왜 2011.7.27 우면산 산사

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가를 밝혀줘야 함

3

<박창근 교수>

남현관측소가 2010년부터 관측을 시작했는데, 다양한 지속시간별 강우량을 평가한 결과가 수

문학적으로 의미가 없고 단지 참고자료일 뿐이라 판단됨

4
<박창근 교수>

유출분석에 사용된 강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5

<박창근 교수>

강원원주대 모형에서 주요인자로 3일 선행 누적강수량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학적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 함

만약 그렇다면 산사태 발생 전 3일 누적강우량을 대상으로 하여 강우분석을 하는 것이 타당함

6

<박창근 교수>

유출분석 관련사항

산사태 발생시점에 대한 평가가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리수문학적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야 함

7

<박창근 교수>

지하수 분석 관련사항

지하수분석 관련 포화함수량이 50%가 된다는 것은 흙속의 공극이 50%라는 뜻인데, 이는 타

당하지 않음

YS-SLOPE 모형에서 포화함수량을 0.5로 설정하고, 잔여함수량을 0.18을 선정하였는데 이

는 공학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 수치라 판단됨

1) 학계·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1) 산사태 발생시간 및 강우분석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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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박창근 교수>

지하수 분석 관련사항

지하수위 변동에 선행강우가 중요한 영향을 줌. 약 250mm 이상의 연속강우가 발생할 경우, 

지하수위가 지표면에 도달함과 동시에 지표면에 유출이 발생함. 이러한 검토결과는 적절하지 

않음

9

<박창근 교수>

지하수 분석 관련사항

일반적으로 암반(연암)위의 붕적토(또는 퇴적토)가 모두 포화상태로 되었을 때, 산사태가 발

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만약 그러하다면 지난 여름철에 지하수위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강우

가 발생하면 붕적토가 완전 포화상태로 되는지를 수치적으로 밝혀야 함

즉 지하수흐름을 해석해야 보다 정확한 산사태 원인분석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됨

이를 바탕으로 산사태에 영향을 주는 선행강우 지속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

10

<조원철 교수>

우면산 전역의 산사태 대표시간을 정하는 것은 오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보고서에도 

07:40~11:00까지 우면산에 산사태가 발생하였다는 것과 시간대별․지역별 강우빈도를 표시해

야 함

11
<김연선 서울시의원>

강우빈도 해석에 우면산과 거리가 먼 서울관측소 자료를 사용하여 강우의 크기를 부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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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수곤 교수>

1960년 이전의 공군부대가 없을 때와 그 이후의 공군부대가 있을 때의 산사태 발생가능성을 

비교 검토하면서, 공군부대가 없을 때는 원래 옛날 지형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현

재 공군부대가 있는 지형을 사용해서 해석하였으므로 실제로 공군부대가 산사태에 미친 영

향을 고려하지 못한 체, 공군부대 영향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음

2

<이수곤 교수>

산사태 원인을 단순히 강우량에 의한 침투와 유출만으로 해석하였는데, 산지에서 산사태로 

인한 토석류와 뽑혀진 나무가 배수로를 막는 효과, 점토층이 많아서 용출수와 피압수 특성, 

배수가 계곡이냐 산능성이냐에 따라 다른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

3

<이수곤 교수>

공군부대 영내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2군데는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래미안 산사태를 
촉진시킨 영향을 공학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음

2011.7.27일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하루가 지난 후인 2011.7.28일 오전 10~12시

경에 래미안 산사태가 발생한 정상부를 신문과 방송 취재단 10여명이 함께 올라갔더니 공군
부대 내의 도로 상부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산사태가 발생하여서 공군부대 내의 도로 100m
가 토석류와 뽑힌 나무로 덮여 있는 걸 발견하였고, TF팀 회의에서도 여러 전문가들이 영향

이 있을 수 있다고 논의한 내용이며, 1차 원인조사단장 조차도 2012.7.4 KBS 추적 60분과
의 인터뷰에서 상부 산사태가 하부 산사태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내
용임

4

<이수곤 교수>

공군부대 주변도로에서 배수시설 불충분이 산사태 원인이라는 공군부대 자체 보고서

(2011.12)에서는 언급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는 언급이 없음

5

<이수곤 교수>

공군부대 주변의 산사태가 우면산 전체 산사태에서 발생한 산사태 발생빈도로 볼 때 10% 

밖에 안 된다고 하면서 마치 공군부대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외국전문가

(Malone)도 발생빈도만을 보지 말고 피해규모가 커진 내용도 중요하다고 설명하는데 이 내

용을 결론에서는 무시하고 있음

6

<이수곤 교수>

공군부대가 산사태 취약지점인 것은 태풍 곤파스 때 이후로 처음 분석된 것처럼 2차 보고서

에서는 설명하고 있으나, 사실은 1960년 공군부대가 만든 이후로 줄 곳 산사태 취약지점이

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7

<박창근 교수>

산사태 시발점이었다는 점에서 공군부대의 절개면이 산사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은 적절

한 지적임

16명 중 7명이 공군부대 시발점 산사태로 사망했지만 산사태 기여 정도에 대한 정량적인 평

가는 어렵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공군부대 아래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

 (2) 공군부대 영향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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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는 것임

그러나 절개지가 있을 경우 절개지에서 물이 많이 스며들기 때문에 산사태가 절개지에서 시

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 사료됨

8

<박창근 교수>

공군부대가 있을 경우 없는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유출수와 침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

한 수리수문학적 검토가 있어야 공군부대의 영향을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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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수곤 교수>

산사태에 미친 발파의 영향에 관하여 자문한 외국전문가인 Malone교수님은 산의 지표면 상

부에 존재하는 토사의 전단강도가 장기적으로 약해질 수도 있으므로 장기적인 산사태 영향

도 고려해보라는 내용으로 자문하였는데, 대한토목학회 에서는 적극적으로 정량적인 조사 검

토는 하지 않고, 2차 원인조사단은 구체적인 조사와 검토 없이 발파가 산사태에 미치는 영향

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음

외국에서는 지진이 발생한 후에 산사태가 자주 발생한다고 알려진 사례가 많음. 그래서 

2014년 9월에 Italy 의 Torino에서 열리는 제12차 국제 토목지질공학회 (IAEG: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ngineering Geology)에서 ‘지진으로 촉진된 산사태 특성연

구’에 관하여 [특별 토론 세션]을 마련하기로 최근 2012년 12월에 JTC-1 (국제학회 공동 

산사태 기술위원회) 이메일 미팅에서 확정될 정도로 국제 산사태 학회의 전문 기술자들 간에

는 널리 알려진 사실임

이번에도 정밀한 검토 없이 그냥 발파영향이 없다고 묻어버리면 앞으로 발파에 의한 산사태 

영향요인은 고려하지 못하고, 계속 발파 공사를 해서 산사태 피해를 촉진시킬 우려가 큼

2

<박창근 교수>

터널공사는 엄격한 관리하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산사태 발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는 결론은 그 타당성을 확보하기에는 합리적 의문이 있다고 판단됨

3

<박창근 교수>

발파하중 계산과정은 현장 계측치(상기 보덕사 0.147cm/sec, 송동마을 0.0658cm/sec)가 

나타날 때까지 반복계산을 통해 구하는 시행오차 방식(trial and error method)을 적용함

주변 계측자료가 정확하다면, 해석의 과정과 결과는 타당함

그러나 만약 계측자료가 실제 적용된 발파에너지를 반영하지 못한 자료였다면, 해석의 신뢰

도를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음

4

<박창근 교수>

터널에 실제 장약한 화약을 기준으로 한 발파 에너지를 터널 단면에 작용할 경우 해석 결과

는 달라질 수 있음

5

<박창근 교수>

터널 발파시 실 사용한 화약량을 확인해야 하며, 발파 패턴(V컷 발파 등) 적용시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발생 발파에너지와 해석에서 적용된 발파 에너지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함

6

<박창근 교수>

만일, 수치해석 시 보덕사와 송동마을에서 측정된 진동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터널 내에 적

용한 발파에너지가 사용된 화약 장약량에 따른 발파 에너지와 큰 차이가 있다면 제공된 계

측자료의 신빙성을 따져 봐야 함.

7

<박창근 교수>

실제 계측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론을 사용해 볼 수 있음

 (3) 터널발파 영향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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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속도 및 가속도 측정 계측기의 적절한 설치 유무

-발파시 계측 자료와 실제 구조물의 피해간 차이(계측기 설치 구조물의 균열 발생여부 등)

-터널 발파시 주민들이 느꼈던 진동의 크기와 주변 상황에 대한 의견

-진동 속도계 이외의 가속도계 혹은 Crack Gage 등의 부가 자료 역시 일치하는지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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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수곤 교수>

우면산 안쪽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철탑과 산책로에 의한 산사태 영향은 붕괴 당시에 현장

에서 분명히 관찰되었던 중요한 산사태 영향 요소일 수 있는 부분이고, TF팀 내에서도 충분

히 지적된 사항인데 검토가 빠졌음

2

<박창근 교수>

우면산에는 수많은 등산로가 있는데 보고서에서는 대부분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등산로라는 

이유로 등산로가 산사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으나, 현장에서 절개지 형태로 

등산로가 조성된 사례를 많이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동안 서초구에서 등산로 조성사업을 지

속적으로 해왔다는 사실을 서초구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사료됨

절개지 형태의 등산로 역시 산사태 발생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판단됨

3

<박창근 교수>

생태저수지가 오히려 토석류를 가둠으로서 더 큰 피해 발생을 억지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결

론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4

<박창근 교수>

저수지가 터지면 물이 하류로 급속히 유하하면서 저수지 하류부에 있는 많은 토사를 끌고 

가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또한 저수지 둑이 터진 지역은 저수지 상류지역에서 유입하는 토

사들이 원활하게 하류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됨

5

<조원철 교수>

보행길 조성을 위해 등산로를 확장하고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아 산사태에 취약해졌음

6

<조원철 교수>

소규모 저수지가 사방댐 역할을 한 것은 아님

 (4) 인공시설물(생태저수지, 등산로)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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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수곤 교수>

외국자문단 자문이 형식적이고, 자문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검토 필요

외국교수 자문을 4명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내용도 10월12일 하루 중에서도 오전에 우면산 

산사태 12구역 중에서 불과 4군데를 둘러보고(약3~4시간 답사), 오후에 미팅을 가진 것으

로 자문의견서에 나타나 있음(Prof. A. Malone 자문의견서 참조)

이렇게 반나절 현장답사하고 자문하였다고 하는데 과연 충분한 사실관계 자료들과 검토 분

석할 시간이 외국교수 자문단에게 제공되었는지 의심스럽고, 주요 자문내용도 2차 보완 및 

추가조사단에서는 자기들 유리한대로 해석하고 있음 (앞서 공군부대와 발파영향 부분에서 

이미 설명하였음) 

2

<이수곤 교수>

산사태 인명피해 18명에 대하여 개별적인 산사태 발생원인과 인명사고의 연관성을 분석하

였어야 하는데, 전체적인 산사태의 일반적인 발생 특성을 분석

3

<이수곤 교수>

1960년 공군부대가 만들어진 후의 개발 실태와 산사태 예방대책 현황에 대한 분석이 없어서, 

서울시가 그 동안 우면산 개발을 하면서 산사태 예방대책이 충실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움

2011.7.27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해서 18명의 대규모 인명피해가 왜 발생하였고, 그 동안 

서울시의 대처가 충분했는지를 밝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임

우면산 정상에 공군부대가 생긴 1960년 이후로 논문, 신문, 방송에서 수차례 서울과 우면

산에 대하여 산사태 경고를 하였는데 이런 자료들은 언급이 전혀 없음

그러면서, 2012.11.23 2차 원인조사에 대한 공청회에서 2차 원인조사단장이 (공청회 녹취

록 p.177) “사람이 대처할 수 있는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키운 또는 불러낸 재난, 이

것도 인재라고 한다면 이 우면산 산사태는 인재라고 판단합니다.” 라고 애매한 표현을 사

용하면서, 정작 중요한 구체적인 서울시 대처 내용설명 (1960년이후로 우면산 인근에서 어

떤 개발을 했고, 거기 따라서 산사태 예방대처를 어떻게 하였는가를 년도별, 위치별, 내용

별로 설명한 내용)이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없음

더군다나 2012.11.23 공청회 녹취록 p.174에서 조사단장이 외국자문단의 의견을 설명하면

서 “사실 그때 제가 영어로 표현하기를 2010년에 그것을 잘 했더라면 2011년 재해를 피했

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내용은 이렇게 했는데 이것 보면 후쿠오카 씨는 이것에 대해서

고 Liu라는 사람은 지금 저희가 제가 하는 것 하고 동의를 했는데 제가 한 코멘트에 결론에 동

의를 했는데 Malone 교수나 이케다 씨도 이분들이 1년 동안에 끝을 못 내니까 그것보다는 그 

사태가 난 다음에 정부가 곧바로 마스터플랜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획에 착수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라

고 설명하고 있음

이와 똑같은 제안을 제가 이미 2010.9.21 태풍 곤파스 발생 후 2개월만인 2010.11.26 서

울시장 비서실에 직접 제출한 49페이지의 정책제안서가 있었다는 사실은 언급조차도 없음

4

<이수곤 교수>

1차 보고서와 2차 보고서의 연관성에 대한 언급이 미흡함

 (5) 기타사항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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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원인조사가 문제가 많아서 추가로 수행한 것이 2차 보고서이므로, 1차 보고서와의 연관

성 및 차이점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음

5

<이수곤 교수>

2차 보고서가 지니는 한계를 설명하는 내용이 없음

2차 보고서는 산사태가 발생한 1년 후에, 더군다나 이미 복구가 다 끝난 후에 증거가 거의 

사라진 상태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현장증거가 없이 기존 사진자료 등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그러므로 2012.1월에 서울시에서 저에게 2차 원인조사를 맡아달라고 요구할 때 거절한 이유임

그러므로 2차 보고서가 지니는 조건과 한계(신뢰성의 한계)를 보고서의 내용과 결론에 명확

하게 하여서 제3자가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함

6

<이수곤 교수>

2차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연구자들의 역할에 따른 연구결과가 보고서에 충분히 수록되어야 함

2차 연구를 위하여 12명의 연구자들의 역할이 2012.12.6일 2차 원인조사보고서 p.3~5에 

수록되어 있음

그런데 일부 연구자들의 역할에 따른 중요 연구내용의 많은 부분이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가 삽입되어야 함

7

<이수곤 교수>

2차 원인조사 보고서 부록에 실린 전문가토론회(6.7), 공청회(11.23) 패널들이 지적한 좋은 

내용이 보고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

- 우리의 기술로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지적

- 복구가 끝나서 제대로 조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

- 산사태 피해 원인을 기술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여러 다른 측면도 고려하라는 지적

- 복구공사의 적합여부를 평가해달라는 지적

- 지질조사자료가 산사태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밝히는 쪽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

- 서울에서 10년이전에는 더 큰 강우가 있었는데 안 무너지다가 왜 2011.7.27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밝혀달라는 지적

- 시설물들이 산사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을 공정한 입장에서 조사하

는 것 목적이라는 지적

- 1차 보고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

- 외국전문가 초청하여 제대로 조언을 받자는 지적

- 시민설명회를 과업시작 전에 수행하자는 의견

- 붕괴 이후는 강우량을 산정하지 말고 붕괴할 때까지 강우량을 산정해야 한다는 지적

- 공군부대에 원인이 있는데 서울시가 대책을 안 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

-‘급경사지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시 조치를 검토해달라는 지적

- 산사태 위험지도에서 산사태 100% 가능성이 있다는 표현의 한계성을 보고서에 구체적으

로 설명해달라는 지적

- SNS를 제대로 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2차 조사단 견해에 대하여 산림청지도

의 한계를 고려하라는 지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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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수곤 교수>

2차 원인조사 보고서가 객관 공정성 측면에서 우려됨

2012.11.23 공청회에서 조사단장이 (공청회 녹취록 p.216) “죽은 놈 또 죽인다고 그것을 

잘못한 것을 2중, 3중으로 자꾸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를 낸다고 봅니다. 저는 실

제로 거기서 유가족이나 피해주민도 피해자지만 잘못하면 서울시 공무원은, 또 공군부대에 

있는 분들 그분들도 다 피해자가 될까 봐 저희가 일은 곤란하게 일어났지만 그러나 하여튼 

저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라고 공정성이 우려되는 말을 하였음

또한 1차와 2차 조사단장이 한국지반공학회의 같은 고문이고,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과 일부 

연구자들이 같은 대학 같은 과 선후배이고 또한 현재 대학원 지도교수와 학생관계인 것도 혹시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우려됨

9

<이수곤 교수>

서울시 산사태 예방대책에 대한 설명 등

금번 2차 원인조사 결과에 따라서 판단한 산사태 원인에 비추어볼 때, 2011.7.27의 우면산 산

사태 후에 진행된 현재 복구공사, 600억원 예방공사와 72억원 전수조사 등, 1200억원 소

요예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설명이 없음

2008년부터 시행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시 대응책도 설명 필요

TF팀에서 지적한 내용들의 반영여부도 설명 필요

10

<이종훈 교수>

47쪽, 200쪽, 212쪽, 53쪽에 보면, 어디에서는   "공군부대펜스인근" 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어디에서

는 "공군부대 영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정확한 위치를 통일적으로 표현해야 할 것임

11

<이종훈 교수>

60쪽 셋째 줄의 2001년은 2011년의 오기로 보임

12

<이종훈 교수>

82쪽의 5째 줄의 "현재"라는 말이 보강 공사 후를 말한다면, 보강공사 후에도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

고 있다는 말이 되어 보강공사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결과를 초래

13

<이종훈 교수>

155쪽과 185쪽을 비교해 보면, 150쪽에서는 임광아파트가 누락되어 있는데, 185쪽에서는 포함되어 

있어, 조기경보가 필요했던 산사태 위험지역이 숫자와 지역에 있어 일관성이 없음

또한 243쪽에 보면, 31개 지역 모두가 위험지역이라고 해놓고, 185쪽에서는 선바위유역은 산사태 및 

토석류 위험지역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어, 모순됨

14

<이종훈 교수>

터널발파작업이 산사태에 끼친 영향여부와 관련하여, 240쪽, 242쪽, 237쪽, 244쪽을 종합해 볼 때, 

후쿠오카교수와 말론교수의 터널발파 작업이 산사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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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전문가 의견

건 보고서가 내린 영향이 없다는 결론은, 그 논리적인 전개에 있어 설득력이 부족함

이런 부실한 논리전개를 할 바에야, 차라리 영향여부를 알 수 없다고 결론내리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고 판단됨

(표현이 모순되는 한 예로 237쪽에서는 관련이 없다고 기술했으나, 244쪽에서는 미미하다고 다른 표

현을 쓰고 있음)

15

<이종훈 교수>

177쪽과 179쪽의 "북쪽사면"은 "남쪽사면"의 오타로 보임





Ⅲ-1-2 공청회 의견수렴 결과 (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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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청회 의견수렴 결과(2013.11.23)

 (1) 공청회 개요
• 일시 : 2012년 11월23일 금요일 15:00~20:00

• 장소 :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주관 : 서울연구원

• 참석 : 약 130명  조사단(17명),  관련 전문가(6명)   유가족, 피해주민 및 일

반시민 (50여명), 언론(50여명)

• 진행일정

구 분 진 행 내 용 비 고

15:00～15:05 ( 5´) (1) 원인조사 추진경위 설명 서울연구원

15:05～16:25 (80´) (2) 원인조사 결과 발표 2차조사단

16:25～16:30 ( 5´) 토론 준비 및 장내 정리

16:30～19:00 (90´) (3) 전문가 토론

19:30～20:00 (60´)
(4)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 온라인/포스트잇 의견 소개 및 답변 병행

2차조사단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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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계·전문가 의견 요약
전문가 의견 반영

이수곤

교수

(서울

시립

대학교)

-곤파스 발생시 서울시 78개소 붕괴 그 중 우면산에 2개소

붕괴. 그 당시 오세훈 시장께 정책건의 했음. 그 내용은

서울시에서 전담조직을 만들고 대책을 세우라는 것.

-복구 완료 시점에 2차 조사(추가 및 보완 조사)를 시작하

여 조사에 한계

-원인을 모르고 복구 공사 실시

-정식계약도 안 한 상태에서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복구 실

시

-기존 1차 조사 결과에 대한 공청회 실시 요청에도 불구하

고 개최 되지 않음.

-1차 조사단장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함.

-본인에게 2차 조사 책임을 맡으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거

절함. 그 이유는 1차 조사의 문제점을 짚어 주고 정리한

상태에서 맡겠다고 했음.

-외국인 전문가로 구성된 산사태 정책자문단의 설치를 요

청했으나 만들어지지 않음.

-외국인 전문가가 조사하도록 해야 함. 국내 연구진은 인간

관계라는 한계 때문임.

-강우 재현빈도 산정시 20년빈도는 예상 가능하고 120년

빈도는 천재임. 서초관측소와 남현관측소 강우 재현빈도가

다른데 우면산 동측과 서측에서는 골고루 산사태가 발생.

붕괴할때까지 강우량을 산정해야 함. 붕괴 이후에는 강우

량에 포함하면 안 됨.

-공군부대 만들어진 이후 50여년간 개발행위에 관한 분석

이 필요. 산책로 래미안 아파트 등 인공시설물에 관한 영

향 분석 필요. 공사를 하면서 자꾸 산을 건드리니까 빗물

이 스며들어서 무너진 것임.

-2007년도 270㎜에 10명 사망, 1998년 352㎜에 14명 사망,

1987년 290㎜, 1972년 270㎜에 140명 사망 등 2011년 이전

에도 비가 많이 왔는데 왜 안 무너졌는지?

-공군부대에 원인이 있는데 서울시가 대책을 안 한 것이

문제임.

-작년에 무너졌는데 (복구 사업자에게) 돈을 또 줬음.

-2차 산사태 피해가 커진 원인에 대한 장기점검이 필요. 50

년 동안 연차별 항공사진 보면 있음. 건설된 시설물에 대

한 서울시의 예방대책이 있었는지?

-본문에는 다양한 기간에 대

한 강우강도가 자세히 나와

있 있는데 결론에도 1시간,

10시간, 1일 강우강도가 나타

나도록 수정 하겠음.

-서울시의 대책이 필요했다는

것이 일관된 조사단의 결론

임.

-분석에 사용된 강우량은 붕

괴이후의 강우가 아닌 붕괴

시점까지의 강우를 사용했음.

-수문학적 분석을 수행하면

래미안은 서초 강우량 자료

를 쓰는 것이 맞음.

-상기 의견 이외의 의견은 서

울시에 대한 요청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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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반영

이수곤

교수

(서울

시립

대학교)

.-우면산 산사태 위험에 대한 경고를 했음. 1997년에 본인

의견임. 1998년도 신문에도 지적했음. 1999년도에도 했음.

2009년도 부산 산사태 발생시 서울에도 지적함. 1991년

본인 작성 칼럼에서 우면산 개발할 때 밑에 래미안 같은

것 허가 내지 말라고 하고 산사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

음. 1990년도 (우면산이 위험하다고 한) 본인 논문이 문제

가 되어 국정감사를 실시 서울시 공무원이 다음달까지 산

사태 대상에 문제 없다고 답변. 2009년 부산 산사태 때,

2010년 곤파스 피해 때 본인이 15분 정도 인터뷰한 방송

내용도 있음. 무너진 것 보여드리면 서울시에서는 1년 동

안 무엇을 했나? 책임을 물어야 함

-공군부대 무너진 것은 규모가 큼. 100미터 폭으로 무너짐.

발생개소수 기준 10%로 적다는 것은 비논리적임. 공군부

대 영향 검토시 공군부대가 없는 경우에는 지형도 올라가

는 것이어야 했음.

-공군부대 현장을 보야 했음. 바깥쪽에 배수로가 없다는 것

이 문제임. 있는 배수구도 막힘.

-철탑 등 인공구조물에 의한 영향은?

-공군부대, 녹지과, 주택과 따로 본 것임.

-래미안에서 3,000개 정도 나무가 빠지고 내려왔음. 이들이

배수로 다 막아 버림. 이 이야기는 없음.

-연구 결과가 분야별로 통합이 안 되고 있음. 지질조사, 지

질공학, 위험도 평가 모델링, 산림청 경보 등에 관한 통합

결론이 있어야 함.

-입력 데이터의 축척이 1:25,000 지질도이면 1:2,500 정도

보다 100배 정확도가 낮은 것임.

-어느 계곡은 안전하고 어느 계곡은 위험한지 세밀하게 나

와야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음.

-파라미터의 문제 : 물 안 먹을 때하고 물 먹으면 강도가

약해지는 것.

-점토층의 연장성을 고려해야 함.

-서울시에서 제출한 300개 하고 실제로 무너진 78개 하고

다름.

-경계면의 전단강도는 흙의 전단강도 보다 훨씬 적음.

-본인의 과제 보고서가 7월 8일임. 우면산 산사태가 7월 27

일이므로 본인은 관련 없음.

-세계적인 최고의 전문가들하고 코웤을 해서 서울을 단시

간 내에 올려야 함.

-10분당 한시간당 서초, 남현 중 래미안은 남현 강우량 자

료를 써야됨.

- 나머지는 서울시에 대한 요

청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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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반영

김경하

과장

(국립

산림

과학원)

-1차 보고서는 과학적인 검증이라기 보다는 상당히 극단적

인 부분이 많았음. 금번 보고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신의 노하우를 가지고 결과를 낸 듯 함.

-산림청에서는 2006년부터 산사태 위험지도를 만들어서 인

터넷으로 공개하고 있음. 지자체에서 관심이 없음.

-산사태 대응은 통합적으로 해야 함.

-제도를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님.

-정부와 지자체 간에 제도적인 부분이 활성화 되어야 함.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최대의 복지인데 정부, 시

민 모두 준비가 안되어 있으며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같이 노력하며 통합적으로 나아가야함.

- 서울시에 대한 요청사항임.

박창근

교수

(관동

대학교)

-정부기관에서는 재해가 일어나면 천재로 규정하고 용역을

하여 발주처 입김에 맞춘 결과를 받음. 그 결과가 재판에

서 결정적인 역할을 함.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 주민들이 소송한 경우 패소하고 관

련 비용도 부담해야하므로 피해를 많이 봄.

-재난은 천재요소도 있지만 인재요소도 있음. 인재요소를

필요없다고 생각하면 후진사회임.

-20년이니 120년이니 하는 강우 재현빈도는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 지금 한 시간에 대해서만 계산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적어도 3일에서 일주일의 강우에 의해서 산

사태가 발생하므로 검토를 해줄 필요가 있음.

-지하수위 해석에 잘못이 있지 않았는지?

-산사태위험도를 퍼센트로 표시하여 100%에 가깝게 나타

나면 천재로 인정해야 함. 강우, 토양 등의 조건들을 정량

화하기 어려우므로 분명한 수치로 적시하는 것보다 범위

로 주는 것이 타당할 듯함. 만일 수치로 적시하려면 공학

적 판단이 명확하지 않지만 그렇게 했다는 한계점을 명확

히 해주어야 함.

-공군부대가 산사태 위험을 줄였다는 오경두 교수 주장에

반대함. 절개지가 생기면 그 밑으로 물이 침투하게 되고

차면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 공군부대가 콘크리트로

100% 차수를 했을 가능성은 희박함.

-현재 관련 재판 중인데 1차와 2차 보고서가 둘 다 증거자

료가 될 수 있음. 1차 보고서는 회수하고 2차 보고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해주길 바람.

-보고서에 언급한 강우 강도

는 사실을 적시한 것 뿐이고

강우 강도와 관계없이 사전

대비가 필요하였다는 결론이

므로 이는 천재가 아니라는

결론과 동일함.

-공공기관인 산림청에서 우면

산 일부 지역이지만 주의보

경보가 발령됐는데 주민들한

테 전파가 잘 안되어서 피해

를 키웠다고 판단하였음. 잘

되었으면 피해를 대폭 감소

할 수 있었음.

-위험도 분석에서 일정 범위

를 갖는 위험등급으로 구분

하였음. 또한 100%라 하더라

도 그 것이 천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큼 사전

대비의 절대적 필요성을 강

조하는 의미를 가짐.

-보고서에 모델의 한계나 신

뢰도를 언급하였음.

-나머지는 서울시에 대한 요

청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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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반영

오경두

교수

(육군

사관

학교)

-토석류 시뮬레이션시 유속이 래미안 아파트 방면에서는

초당 약 3.8미터, 신동아 아파트 방면에서는 초당 1.8미터

로 계산되었음. 이는 해외에서는 초당 20미터, 25미터 정

도도 재연해서 시뮬레이션 하고 있음. 보완할 필요가 있

음.

-공군부대가 토석류 피해를 가중시킨 것은 전혀 아님. 공

군부대 배수체계는 1미터짜리 흙둑을 쌓는데 이는 무너지

기 전에는 물이 유출될 수 없음. 공군부대 내의 사면 2개

가 붕괴하여 집수정을 막았음. 그러나 그래서 차오른 물

깊이는 발목 정도였음.

-공군부대 사면관리의 문제는 없었음. 소방방재청에서 올

4월부터 서울지역 지반재해위험정밀지도를 만들었음. 토

석률 발생 위험물골을 계산함. 래미안 아파트 방면, 신동

아 아파트 방면 등 4개 붕괴지점은 모두 1등급으로 산출

됨. 2011년 7월에 한달 가까이 비가 왔음. 더 들어갈 공간

이 없을 정도로 물을 머금고 있다가 10분 강우 기준 17.5

미리 정도의 폭우에 산사태가 나서 토석류로 변함. 군부

대 주변의 사면은 잘 관리된다고 붕괴를 피할 수 있는 것

이 아니었음. 게다가 산사태 당시 가지고 있었던 자료는

산림청 산사태 위험등급 지도 밖에 없었음. 산사태 발생

지역은 2, 3등급 지역으로 덜 위험한 것으로 나와 있었음.

게다가 산림청 산사태 위험등급 지도는 위험지역이

98.5%이므로 덜 위험한 지역 위험한 지역 나누어서 대책

을 세우기에는 부족했음.

-사전 주민대피조치 미흡했음. 그러나 이는 공무원이 알기

가 어려웠으므로 그랬음. 당시에는 피해지역 범위까지 나

오는 토석류 시뮬레이션에 의한 재해위험지도도 없었고

개략적인 위험 산지만 나와 있는 위험지도 밖에는 없었

음. 게다가 폭이 40미터나 되는 남부순환도로를 토석류가

가로질러서 순식간에 아파트 3층까지 치고 올라갈 거라고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웠음.

-공무원분들이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이해해야할

부분도 있음. 그 다음에 앞으로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함.

예산, 조직, 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임.

앞으로 산사태 희생자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2011년 우면산 산사태 희생자분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해야 할 것임.

-공군부대 영외 배출수와 관

련하여 기본 생각은 공군부

대가 없으면 침투수가 증가

하는 대신 영외배출수가 감

소하고 공군부대가 있으므로

해서(도로 포장 영향) 침투수

는 다소 감소하고 배출수는

증가하지만 그로 인한 하류

부 피해의 차이는 미미함. 따

라서 영외 배출수에 의한 토

석류 피해 증가는 무시할만

하다는 결론임.

-펜스하고 부대사이의 공간에

사람이 왕래할 수 없어서 사

람이 사면을 훼손시킬 수 없

고 자연적으로 무너졌다고

하는 견해에 동감하지만 강

우에 의한 사면의 자연적 붕

괴를 예방했어야 한다는 것

임. 따라서 결론에는 영향이

없음.

-나머지는 서울시에 대한 요

청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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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반영

장기태

교수

(금오

공과

대학교)

-공군부대 근처 사면 붕괴의 문제는 강우량만의 문제는 아

님. 시설물에 의한 세부 침식이 있을 수 있음.

-최근 연구 결과에서 산사태에 나무의 수령이 중요한 인자

로 작용한다는 내용이 있음.

-보덕사 쪽에 본인의 키보다 3배 정도 큰 나무에 흙탕물이

붙어 있었음. 잡목 등 유목댐이 형성된 것으로 보임. 지하

수위 측정결과 상부사면에 조금만 비가 와도 물이 빠지지

않는다는 조사결과와 일맥상통함.

-관련 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안전점검하는데 붕괴

흔적이 있는 곳은 더욱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음.

-재난기금을 활용하여 상시감시시스템 같은 대책을 제도적

으로 마련해야 함.

-서울시에 대한 요청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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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민 및 피해주민 의견 요약
시민 의견 반영

박지우

보좌관

-15년 전부터 제기된 위험성을 무시한 인재의 여지가 크다

고 판단함.

-현재 인터넷 기사에 천재라고 기사가 뜨고 있음.

-국회에서는 인재라고 밝혀질 경우 관련자, 책임자 모두

징계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미비할 시에는 감사원

감사나 정식고발조치를 추진하겠음.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3천억 가까이 수주하고 있

는데 수의계약을 잘 못했다고 보고 있음.

-행안부, 소방청, 산림청, 교수님들 등과 함께 법개정 작업

에 들어가도록 하겠음.

-서울시에 대한 요청사항임

김연선

시의원

-배수로 변경에 의해서 상수리 나무가 45도 기울어졌다면

인재가 아닐지?

-복구가 되었다고 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서울시

공사인지?

-곤파스 때 사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이를

간과하고 간 것이 문제라면 인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

닌지?

-인간관계로 인하여 말할 수 없다면 뒤로 가르쳐 주시길

바람.

-한국 연구진에 한계가 있다면 외국 전문가 사업을 주도록

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에 대한 요청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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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 반영

주민 대표

-이수곤 교수께 발표할 기회를 드릴 것.

-2010년 9월 21일 곤파스 폭우 때 전원마을 많은 가옥이

침수되었음. 통반장 포함한 동네 주민들이 배수구 확장을

구청에 요구함. 당시 50센티 짜리 하나 있었음.

-주민 대표 집 앞의 큰 상수리 나무가 곤파스 때 45도 정

도로 기울어져 있었음. 구청에서는 안 만나줌.

-2011년 2월 8일 주민센터에서 구청장 방문시 전원마을 배

수로와 상수리 나무 문제를 설명함. 구청장은 ‘신경쓰겠습

니다’라고 답변함. 그 이후로도 어떤 대응이 없었음.

-이후 우면산 산사태 직전까지 서초구청에 전화로 민원제

기(근거자료 보유). 서초구청 답변은 민원은 접수된 것이

없다는 것임.

-서울시에 대한 요청사항임

주민들

-이런 자리를 서울시에 1년 내내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음.

-서울시가 어떤 부분을 못 했는지가 보완조사에서는 나와

야 했음.

-인재적인 부분에 대한 발표가 필요함.

-사고당일 아침 6시에 사태 물, 토사가 내려온다고 경찰서

에 보고 들어갔음. 한 쪽은 막아서 통제가 되었으나 다른

쪽은 통과가 되었음. 이 쪽에서 인명 피해가 났음. 경찰서

나 교통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조처가 있었으면 피해가 나

지 않을 수 있을 것임. 이런 일은 인재가 아닌지?

-산사태 토사 내려온 것 봤으면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됐

음. 반성해야 함.

-원인 규명 제대로 하고 보상 제대로 해주어야 시스템이

발전함.

-서울시에 대한 요청사항임



Ⅲ-1-3  간담회 등 의견 수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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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담회 등 의견 수렴 결과1)

 (1) 유가족 의견 요약
■ 발생시간 및 강우분석 의혹

 - 대한토목학회에서는 지역별 산사태 발생시간에 대한 구분 없이 우면산 전역을 대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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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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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토목학회 조사결과의 강우량과 강우빈도 분석은 왜곡되었으며 수정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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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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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을 받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였고, 시공회사에서 보덕사에 3,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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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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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주민에게 관련정보를 알리고 대처했다면 인명피해가 감소할 수 있었는데 행정기

관의 대처가 미흡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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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년 11월 공청회 이후 의견수렴 과정(서울시, 우면산 TF, 유가족간담회 등)에서 유가족이 제기한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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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서울특별시 도시안전실장 

제목 : 서울시 도시안전실장 유가족과의 만남     

 우면산 산사태로 인하여 남편이나 아내 부모자식 형제를 가슴에 묻고 지내는 유가족들

이 서울시를 찾았습니다.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온 각종의혹을 살펴보고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을 진솔하게 전달함

으로서 진실이 규명되고 제2의 산사태예방에 기여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1. 유가족들이 제기하는 각종 의혹들

 그간 서울시가 주도한 주민설명회, 공청회, 각서 공개,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서

울시와 특정학회와의 아주 특별한 관계가 하나하나 의혹의 대상으로 감지되었습니다.

 서울연구원이나 119 종합방재센터조차 서울시의 의도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산사태의 교훈은 안중에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유가족들의 의혹을 불러온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예시하겠습니다.

 1) 강우량 조작의혹입니다.

   대한토목학회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점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8개 지점을 무시한 

채, 인명피해와 무관한 우면산 150개 전지역을 거론하면서 타당성이 없는 09:00를 대

표시간으로 설정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토목학회 보고서 위험도 분석에서는 3일 연속 강우량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나,  1시간 

강우량 기준 120년 빈도라는 상반된 주장을 시민들이나 기자들에게 어필시켜 천재였을

을 의도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이러한 주장도 신동아, 레미안, 임광 아파트의 경우 10년 빈도 12년 빈도였다는 사실

을 블랙박스에서 확인되었으니 산사태 발생을 강우량 때문이라고 더는 주장할 수 없게 

되었으며, 2011년 7월 산사태 당시보다 더 많은 강우량을 기록했던 지난 날에는 왜 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우량 데이터는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자의적으로 인용하면서 산사태 

 (2)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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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간을 늦게 잡기 위하여 119 최초신고 접수시간까지도 임의로 설정하고 있습니

다. 

   남태령 전원마을의 경우 119 최초신고 접수시간이 07:37 였음이 119자료 (종합상황

실-848 /-1464) 에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목학회의 우면산 2차 원인조

사 쟁점사항 검토결과 (2013.2.1대한토목학회 p.1/p.6)에서 08:41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면산 산사태는 천재”라는 대 전제에 충실한 의도적인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강

우량을 무리하게 인용하였다고 밖에 달리 설명이 되지 않으며, 산사태 원인중의 하나

로서 강우분석을 하였으나 마치 결론처럼 인정한 셈입니다.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강우량 관련 의혹이 문제 제기되었으며, 조사에 참여한 문영일 

교수가 강우량 부분을 동의한다(전문가 토론회 결과-회의록 p.40 /2013.5.8)고 하였으

니 강우량 의혹 부분은 조속히 토목학회 보고서에 수정보완 되어야 합니다.

   이 강우량 수정보완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인공조성물 설치등 인위적인 팩터를 간과하였습니다.

  우면산에는 1964년에 공군부대가 설치되었으며, 우면산 터널 (2003년), 생태공원

(2004년), 강남순환고속도로 터널 (2008년), 우면산 둘레길 / 산책로 (2009년)등의 

인공 시설물이 설치되어 이미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우면산은 이렇듯 지반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취약한 기본적인 문제를 가

지고 있었고 여기에 비가 유입되어서 트리거 되었는데 토목학회 조사단은 이점을 간

과하면서 산사태 발생시간과 강우량을 조작하여 폭우가 산사태를 유발하였다는 엉뚱

한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토목학회에서는 2011년 7월 27일보다 더 많은 강우량에도 무사했던 우면산이 그날 

새벽에 무너지고 말았다는 사실을 인공조성물 설치 등 인위적인 팩터와 관련시켜 주

목하였어야 했습니다. 

  전문가 토론회 회의록에도 토목학회가 간과한 부실한 내용들이 아래와 같이 지적되

었는데, 이는 토목학회 조사가 의혹 투성이로 남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대변하고 

합니다.

- 보고서에 지반이야기가 없다 



- 276 -

- 인공조성물의 영향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 사면 안정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파괴변 간극 수압 등의 데이터가 없다)

  - 등산로등에 대해서는 그 영향에 대해 보고서에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공군부대 내부의 산사태 영향에 관해서 해석이 없다

- 공군부대 배수로 집수정 흙둑에대한 시물레이션이 아무것도 없다

- 철탑 등산로 등에 관한 시물레이선은 보고서 내용상에 없다 

- 생태 저수지 사방댐의 영향을 보고서에 안해 놨다 

- 스트레스 데그리데이션을 체크하지 않았다

   이상에서 언급한 부분을 수정보완 후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

시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3) 사망사고와 관련된 인위적 개별 팩트에 대한 조사 미실시

  대한토목학회가 2012.12월에 제출한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 추가 및 보안조사” 제1

장 조사개요  제2절 조사단 구성에서는 조사단의 역할 중 “우면산 산사태 발생지역의 

주민의견 수렴”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조사단은 이 중요한 부분을 불성실하게 다루었습니다.

  제 1조에서 명시한 “발생원인 분석 및 위험도 평가 등을 실시하여 객관성을 확보하

고~”라는 조사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산증인인 유가족들을 만

나서 지역별로 상이한 사망사고와 관련된 인위적 개별 팩트를 반듯이 확인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 하였어야 했으나, 확인결과 유가족 중에서 이 임무를 수행한 홍태식 조사

원을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유가족 민원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면피성 수준으로

서 아래와 같이 빈약 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조사단에서는 2차원인 조사는 산사태 발생의 공학적인 원인을 규명하기위한 조사로서 

서초구청의 민원묵살로 인한 산사태 희생자의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사법부 등의 

판단대상이지 공학적인 학술 연구 대상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아울러 조사단에서는 

주민설명회 (9.21) 피해지역 주민면담 (송동마을 부녀회장 및 형촌마을 통장) 및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령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시안전과 -2096 / 

2013.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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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요한 부분을 걷치례 통과의례 수준으로 다루었으며 부녀회장이나 통장을 만나서 

무슨 의견을 수렴했는지는 모르나, 그 결과 보고서에서는 사망사고의 개별 케이스와 관

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토목학회에서는 16명의 고귀한 희생을 치르고도 사망에 따른 교훈을 살리겠다는 의지

를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산사태 희생자를 단순 교통사고보다도 소홀하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졸작을 제출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사보고서의 본문에 사망사고와 관련된 인위적 개별 팩트에 대한 내용을 이제라도 포

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시와 서초구의 책임에 대한 성찰 미흡 

  전문가들이 지난 10여년간 우면산 산사태 위험을 지속적으로 경고하였으며, 특히 곤파

스 이후 불안을 느낀 주민들이 여러경로를 통하여 많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후속조치

는 거의 전무 하였습니다.

  보고서에서는 태풍 곤파스의 교훈을 제대로 이행하였더라면 인명 손실예방과 함께 재

산피해도 대폭 감소 시킬 수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곤파스 이후 서울시와 서초구가 

어떠한 수해저감대책을 세웠는지에 대한 성찰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우면산 산사태는 민원묵살이 야기한 인재였음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책에만 

급급하는 일부 공무원과 이에 동조하는 학자들이 잘 짜여진 각본되로 무리하게 자연재

해 시리즈를 엮어 내고 있습니다.  

  서울을 안전하게 가꾸고 산사태 재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를 감수하

더라도 진실 규명 차원에서 읍참마속(泣斬馬謖)의 결단으로 서울시와 서초구의 책임을 

언급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에 실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5) 갑과 을이 뒤바뀐 기이한 현상

   오직 면책에만 눈이 먼 공무원 집단은 그렇다 치더라도 엉터리 보고서를 내밀고도 당

당하게 나오는 학회의 태도는 무엇을 믿고 저리도 대단한지 참으로 의아스러운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는 시민대토론회도 남아있었고 쟁점 현안이 정리되지도 않은 시점에 

무슨 이유로 서울시의 승인도 없이 서둘러 보고서를 준공처리해 주었는지 그 배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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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또한 용역을 수행한 조사위원들은 전문가 토론회에 나와서 패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자신의 주장을 당당하게 밝혔어야 했으나 어찌된 사연인지 전문가 토론회를 

사실상 보이콧 했습니다. 

   이 학자들은 시민대토론회 까지도 불참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유가족 시민이나 패

널들은 누구를 상대로 보고서의 문제점내지 쟁점현안을 질의해야 하는지, 또한 첨예하

게 부각되는 내용을 어떻게 수정보완 후 최종보고서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인지 이 부분

에 대한 답변도 시장님께서 해 주셔야 합니다.

   책임과 권한을 전적으로 부여받은 학자들이 강우량 조작의혹 속에서 119 소방방제센

터의 정정보도가 나온 시점에도 “보고서의 내용은 한 자 한 획도 못 고친다”는 황당한 

주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데, 이렇듯 무책임하고 오만방자한 태도의 배경

이 무엇인지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갑과 을이 뒤바뀐 이 기이한 현상은 Something 이 있지 않고서는 저렇게 당당 할 수

가 없다는 게 저희들 상식수준의 시각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의혹을 해소해 주셔야 합니다.

 

  2. 유가족들의 요구사항

   시장님의 성역없는 조사 천명은 우면산 산사태의 교훈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

의 다름 아니라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족 요구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적절한 

조치와 결단을 내려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대한토목학회의 조사보고서를 시급히 수정 보완하도록 조처해 주십시오.

   강우량 조작의혹과 관련하여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한 조사단 문영일 교수는 “본인은 

강우 때문에 참석함, 오늘 강우분석에 관하여 언급된 내용은 동의함” (전문가 토론회 

결과-회의록 p.40 /2013.5.8)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문영일 교수가 언급한 강우분석과 관련된 내용은 조속히 토목학회 보고서에 수정보완 

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토목학회가 “우면산 2차 원인조사 쟁점사항 검토결과” (대한토목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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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1)에서 바로 잡거나 인정한 내용도 조속히 수정보완 후 토목학회 보고서에 빠짐

없이 수록하여야 합니다.  

  토목학회로부터의 정정 답변이 나왔으니 이제라도 보고서에 누락되거나 수정되지 않은 

내용을 보고서의 본문에 수정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후속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전문가 토론회 회의록, 김연선 시의원 보도자료, 시민대토론회의 결과물, 

외국인 전문가 의견서 등을 추가 연구보고서로 채택하여 조사보고서에 동일한 비중으로 

병행 수록 하여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천명한 “성역없는 조사”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상기 언급한 내용을 보고서에 수정보완 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대한토목학회가 “한 자 한 획도 못고친다”고 계속 주장한다면, 계약을 파기 하고 재

조 사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검토해 주십시오 

  

 ① 대한토목학회와의 계약을 파기하십시오

   전문가 토론회와 시민대토론회도 기피하는 무책임하고 오만방자한 사람들의 작품을 

서울시가 보고서로 채택할 이유나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고 봅니다.

   을(용역을 수행한 토목학회)이 갑에게 큰 소리 치고(토론회 불참 / “한 자 한 획도 못

고친다”고 호언), 갑(서울시나 서울연구원)은 을에게 끌려 다니는(서둘러 준공처리하고 

용역비지급) 이상한 행태를 보이고 있으나, 서울시가 서울연구원이나 학회를 장악하지

도 않고 그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의 다름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적 정서에서 누가 갑이고 을인지가 혼돈스러운 이 배경을 반듯이 규명하여야 합

니다.

   시장님 께서는 대한토목학회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학회의 무책임과 오만 방자한 배경

을 들여다 보시고, 문책할 부분이 확인 된다면 공무원이든 학자든 반듯이 그 책임을 

물어야 이 이상한 행태를 종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② 재조사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검토 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는 한 점 의혹없는 조사를 수차례 천명하시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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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서울시 집행부는 시장님의 선의와 배치되는 조치를 진행하거나 방관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토목학회 조사보고서 제출 관련입니다. 

  조사보고서의 쟁점사항은 객관화 되어야 정상적인 보고서로 인정 할 수 있으며 그런 

이유로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토론회는 서울시 주도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생산된 녹취록을 보면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대한토목학회보고서 전반

에 대하여 많은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토목학회에서는 전문가 토론회에 불참하였을 뿐만 아

니라 한 자 한 획도 고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토목학회는 시민 대토론회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토목학회가 이러한 고집을 꺽지 않을 경우에 서울시에서는 통제력을 상실한 체 

이 엉터리 조사 보고서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지난 5월 27일 신

상철과장 팀과의 면담시 도시안전과에서 언급한 바 와같이 추가 연구보고서를 내는 방

안이 옳은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토목학회가 “한 자 한 획도 못고친다”고 계속 주장한다면,  재조사 차원의 특단의 조

치를 검토하여 주시기를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2013. 6. 4

유가족 민원인 : 기순호 김희 김일영 김혜숙 송복순 송영비 이혜경 양혜경 우정석 

임방춘 정현호 조미경 지석진 최성화 함민정 허윤정

(대표민원인 임방춘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754-11 / 010-3368-9581)



Ⅲ-2  대한토목학회 답변

  1. 토목학회 답변서 (2013.2.1)

  2. 문영일 교수 의견서 (2013.8.26)





Ⅲ-2-1  토목학회 답변서 (2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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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수곤 교수>

신문과 서울시 공식자료, 산사태 비디오 촬영

시간, 주민증언 등에 따르면, 주요 산사태를 

발생시킨 강우량은 불과 약 10~15년 만에 비

교적 자주 내리는 일상적인 비로 발생한 것으

로 판단되는데, 1차 보고서와 2차 보고서는 

120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천재라는 식

으로 주장)라고 과장되게 주장하고 있음

산사태가 발생할 때까지의 강우량이 실제로 

산사태 원인분석에 사용하여야지 산사태가 발

생한 후의 강우량은 고려할 필요가 없음(별첨

자료 참고)

※ 별첨 : 발생시간에 따른 관측소별 강우분석

‣ '11.7.27 우면산의 산사태 발생지역이 매우 광

범위하고 다양하여(150개소의 산사태 발생) 

산사태 발생시간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은 매

우 어려움.

‣ 산사태 현장 촬영 영상, 119 최초신고 접수시

간, 언론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면

산 산사태는 07:40경 관문사에서 최초 발생하

여 11:00경까지 총 150개소의 사면붕괴가 우

면산 전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

정됨.

- 08시 이전에 산사태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지
역은 관문사 1개소이며, 방배동 아파트 지역
은 08:20~08:30경 산사태가 발생하였음.

래미안 아파트
(오전 08:31)

신동아 아파트
(오전 08:20)

- 논란이 되고 있는 전원마을은 유가족․피해주민 
주장(08시 이전), 119 최초신고 접수시간
(08:41), 언론보도(07:40~09:00)가 상이하여 
정확한 산사태 발생시간 규명이 어려움.

< 우면산 산사태 지역별 발생시간(추정) >

연번 발생지역 119 접수시간 추정시간 비 고

1 관문사 07:58 07:40경

2 임광아파트 08:36 08:30경 현장촬영 자료

3 래미안아파트 08:34 08:30경 현장촬영 자료

4 신동아 아파트 08:38 08:20경 현장촬영 자료

5 전원마을 08:41 07:40~08:40경

6 형촌마을 08:58 08:50경

7 보덕사 10:17 10:00경

8 송동마을 11:11 11:00경

9 윗성지마을 10:31 10:10경

10 EBS 방송국 08:00~09:00경

1) 토목학회 답변서(2013.2.1)
 

 (1) 산사태 발생시간 및 강우분석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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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우 기준시간에 따른 최대강우(mm) 및 빈도(년)

시간 남현관측소(mm) 서초관측소(mm)

9시00분 113.0 (1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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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단에서는 모든 산사태를 고려하고 래미안

아파트 등 피해규모가 큰 대형 산사태를 포함

하는 대표시간으로 09시를 적용하여 우면산 

전역의 강우량을 20~120년 빈도라고 산출한 

것임.

‣ 서초관측소의 경우 지속시간별 5~20년 빈도의 

강우량이 발생한 반면 남현관측소 경우 

7~120년 빈도의 강우량 발생. 두 관측소 모두 

우면산 정상과 고도차이가 발생하여 우면산 

지역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강우량이 내렸을 

것으로 추정.

‣ 10~15년 만에 비교적 자주 내리는 일상적인 

비라는 것은 빈도해석에 대한 이해부족.

  - 예를 들어 50년 관측자료의 50개 년 최대치 
강우량의 평균값(대략 크기순위 25번째)은 정
규분포에서 재현기간 2년을 의미함. 즉, 25개
년 최대치 자료는 재현기간 2년 이하.

  - 10년 빈도의 강우는 초과확률 0.1로 50년 자
료에서 상위 5번째 크기의 강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혀 일상적인 비가 될 수 없음.

  - 또한, 재현기간 20년의 의미는 비초과확률 
0.95로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 사용하는 95% 
신뢰도와 일맥상통하는 의미로 일상적인 사건
이 아님.

또한 크고 작은 산사태를 모두 고려한 산사태 

발생시간이 아니라, 18명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사태 발생시간을 위주로 해서, 각 피해지역

의 발생시간과 그때까지의 강우량과 아울러서 

산사태 발생특성, 그리고 산사태 인명피해와

의 연관성을 분석했어야 한다고 생각함

‣ 과업 수행 주체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음.

2

<이수곤 교수>

서울에서 2010년 이전에는 더 큰 강우가 있었

는데 안 무너지다가 왜 2011.7.27 우면산 산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가를 밝혀줘야 함

‣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본 과업 범위

가 아님. 본 과업은 2011년 산사태가 왜 어

떻게 발생했는가를 밝히는 것임.

3

<박창근 교수>

남현관측소가 2010년부터 관측을 시작했는

‣ 남현관측소의 강우량자료는 관측기간이 짧

기 때문에 빈도해석을 할 수 없음.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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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다양한 지속시간별 강우량을 평가한 결과

가 수문학적으로 의미가 없고 단지 참고자료

일 뿐이라 판단됨

서울관측소의 빈도해석 결과와 남현관측소

의 지속기간 별 최대강우량을 비교하여 강

우 재현기간을 추정하였음.

4

<박창근 교수>

유출분석에 사용된 강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강우 자료
서초, 남현관측소로부터의 공간분포시킨 

1분 단위 강우

단위도 Clark 합성단위도

유효우량 NRCS 방법

도달시간 Rziha, Kirpich, Kraven 방법

저류상수 Sabol 방법

‣ 보고서의 HEC-HMS 모형을 통한 유출 분석

에서 서초, 남현관측소로부터의 공간 분포시

킨 1분 단위 관측 강우자료 사용 언급함.

5

<박창근 교수>

강원원주대 모형에서 주요인자로 3일 선행 누

적강수량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학

적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 함

만약 그렇다면 산사태 발생 전 3일 누적강우량을 

대상으로 하여 강우분석을 하는 것이 타당함

‣ 강릉원주대 모형에서 산사태의 경우 3일 선

행 누적 강우량을 모형의 입력인자로 설정

한 이유는 보고서 P157-P158에 수록한바

와 같이 모델개발에서 기존 DB에 대한 강

우량에 따른 산사태발생 대응위험도 평가 

결과가 3일 누적강우량이 가장 높기 때문

임. 강릉원주대 토석류 모델에서는 산사태 

모형에서 고려된 인자 뿐 아니라 추가로 연

속강우량을 고려하고 있음. 그 이유는 토석

류 DB 분석결과 대한 연속강우량이 산사태

에서 토석류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임 (보고서 

P163 수록).

‣ 우면산 산사태 및 토석류 위험도에 사용된 

강우량은 산사태가 발생된 시점까지의 누적

강우량을 사용하였음.

6

<박창근 교수>

유출분석 관련사항

산사태 발생시점에 대한 평가가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리수문학적 근거를 명확

하게 밝혀야 함

‣ '11.7.27 우면산의 산사태 발생지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여(150개소의 산사태 발

생) 산사태 발생시간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

은 매우 어려움.

‣ 산사태 현장 촬영 영상, 119 최초신고 접수

시간, 언론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면산 산사태는 07:40경 관문사에서 최초 

발생하여 09:37경까지 총 150개소의 사면

붕괴가 우면산 전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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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박창근 교수>

지하수 분석 관련사항

지하수분석 관련 포화함수량이 50%가 된다는 

것은 흙속의 공극이 50%라는 뜻인데, 이는 

타당하지 않음

YS-SLOPE 모형에서 포화함수량을 0.5로 설

정하고, 잔여함수량을 0.18을 선정하였는데 

이는 공학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 수치라 판단

됨

‣ YS- SLOPE 모형에서 적용한 값은 함수량

이 아니라 체적함수비()이며, 실제 우면산 

지역에서 채취한 8개의 시료로부터 산정된 

실측값 임.

 


 


  


 

‣ 따라서 본 의견은 용어 혼동에서 비롯된 것

으로 판단되며, 실험을 통해 산정된 체적함

수비는 아래와 같으며, 이는 국내외 연구 문

헌과 비교해도 일반적인 값이기 때문에 결

과상 오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8

<박창근 교수>

지하수 분석 관련사항

지하수위 변동에 선행강우가 중요한 영향을 

줌. 약 250mm 이상의 연속강우가 발생할 경

우, 지하수위가 지표면에 도달함과 동시에 지

표면에 유출이 발생함. 이러한 검토결과는 적

절하지 않음

‣ 특정수치 250mm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

니라 연속강우가 어떤 값(여러 요인-선행강

우 포함-에 따라 달라질)에 도달하면 지하

수위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고 그 후로 지

하수위가 지표면까지 상승하면 지표수 침투

와 지하수 유출간에 평형상태가 된다는 의

미로 표현함. 이때 지표면이 경사진 경우 지

하수가 지표면과 평행하게 흐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하부 지표면으로 유출될 수도 있

다고 판단됨. 

9

<박창근 교수>

지하수 분석 관련사항

일반적으로 암반(연암)위의 붕적토(또는 퇴적

토)가 모두 포화상태로 되었을 때, 산사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만약 그러하다면 지난 여름철에 지하수위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강우가 발생하면 붕적토가 완전 포화상태로 

‣ 산사태는 지하수위 상승보다는 강우 침투에 

의한 사면파괴가 일반적인 현상임.

‣ 또한 본 검토에서는 강우침투에 의한 표층 

부분의 포화대 형성에 따른 얕은 파괴 해석

뿐만 아니라, 2011년 6월 이후의 실제 강우

를 사용한 강우-침투 해석을 통해 지하수위 

상승을 고려한 깊은 파괴 해석도 동시에 수

행하였음.

‣ 산사태는 지하수위뿐만 아니라, 지질, 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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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지를 수치적으로 밝혀야 함

즉 지하수흐름을 해석해야 보다 정확한 산사

태 원인분석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됨

이를 바탕으로 산사태에 영향을 주는 선행강

우 지속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

유역의 기하학적 특성 등 다양한 원인의 조

합에 의해서 발생함. 정확한 산사태 원인 분

석을 위해서는 지하수 흐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위해서는 다양

한 지점에서 관측된 지반 조사 자료와 지하

수위 자료에 근거해서 흐름을 해석해야 함. 

본 과업의 경우, 토석류가 유하한 사면 부분

은 복구공사로 인하여 부분적 성토 또는 절

토 그리고 인공 구조물이 설치되어 사건 발

생 당시의 지하수 흐름을 해석하기에는 큰 

한계가 있음. 아울러 복구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토석류 유하부가 대부분 침식과 

퇴적이 발생하였으므로 사건 후 관측된 현

장조사 자료에 근거해서 지하수 흐름을 해

석하는 것은 사건 당시 실제 현상을 왜곡할 

수도 있음.

10

<조원철 교수>

우면산 전역의 산사태 대표시간을 정하는 것

은 오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보고서에도 

07:40~11:00까지 우면산에 산사태가 발생하

였다는 것과 시간대별․지역별 강우빈도를 표

시해야 함

‣ 산사태 현장 촬영 영상, 119 최초신고 접수

시간, 언론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면산 산사태는 07:40경 관문사에서 최초 

발생하여 11:00경까지 총 150개소의 사면

붕괴가 우면산 전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08시 이전에 산사태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지역은 
관문사 1개소이며, 방배동 아파트 지역은 
08:20~08:30경 산사태가 발생하였음.

래미안 아파트
(오전 08:31)

신동아 아파트
(오전 08:20)

- 논란이 되고 있는 전원마을은 유가족․피해주민 
주장(08시 이전), 119 최초신고 접수시간
(08:41), 언론보도(07:40~09:00)가 상이하여 
정확한 산사태 발생시간 규명이 어려움.

< 우면산 산사태 지역별 발생시간(추정) >

연번 발생지역 119 접수시간 추정시간 비 고

1 관문사 07:58 07:40경

2 임광아파트 08:36 08:30경 현장촬영 자료

3 래미안아파트 08:34 08:30경 현장촬영 자료

4 신동아 아파트 08:38 08:20경 현장촬영 자료

5 전원마을 08:41 07:40~08:40경

6 형촌마을 08:58 08:50경

7 보덕사 10:17 10:00경

8 송동마을 11:11 11:00경

9 윗성지마을 10:31 10:10경

10 EBS 방송국 08:00~09:00경

‣ 강우 기준시간에 따른 최대강우(mm) 및 빈도(년)



- 286 -

연번 전문가 의견 검토결과

시간 남현관측소(mm) 서초관측소(mm)

9시00분 113.0 (1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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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단에서는 모든 산사태를 고려하고 래미안 

아파트 등 피해규모가 큰 대형 산사태를 포

함하는 대표시간으로 09시를 적용함.

‣ 시간별(1시간/6시간/12시간/24시간), 관측소별

(서초/남현) 강우빈도를 결론에 명시하였음.

11

<김연선 서울시의원>

강우빈도 해석에 우면산과 거리가 먼 서울관측소 

자료를 사용하여 강우의 크기를 부풀림

‣ 우면산 인근의 관측소(서초, 남현)는 강우빈

도 해석을 하기에는 관측기간이 부족하여,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장기강우자료를 보

유한 서울관측소의 자료를 사용하였음.

‣ 아울러, 과거 강우이력에 근거한 '강우빈도 

이론'은 기후변화로 강우량의 증가추세에 의

해 강우량의 크기는 '빈도'가 아니라 '강우량' 

자체로 얘기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

음.

연번 전문가 의견 검토결과

1

<이수곤 교수>

1960년 이전의 공군부대가 없을 때와 그 이

후의 공군부대가 있을 때의 산사태 발생가능

성을 비교 검토하면서, 공군부대가 없을 때는 

원래 옛날 지형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엉뚱하

게도 현재 공군부대가 있는 지형을 사용해서 

‣ 공군부대 존재 자체는 분석 대상이 아님. 

공군부대가 주둔하면서 변화하는 유출특성

이나 산사태와 토석류에 대한 대비를 어떻

게 했는지가 분석의 대상임.

‣ 공군부대의 영향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음.

 (2) 공군부대 영향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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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였으므로 실제로 공군부대가 산사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체, 공군부대 영

향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음

2

<이수곤 교수>

산사태 원인을 단순히 강우량에 의한 침투와 

유출만으로 해석하였는데, 산지에서 산사태로 

인한 토석류와 뽑혀진 나무가 배수로를 막는 

효과, 점토층이 많아서 용출수와 피압수 특

성, 배수가 계곡이냐 산능성이냐에 따라 다른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

‣ 본 조사단에서는 공학적으로 의미 있고 고

려 가능한 사항을 선택적으로 판단하여 분

석함.

3

<이수곤 교수>

공군부대 영내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2군데는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래미안 산사태를 
촉진시킨 영향을 공학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음

2011.7.27일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하루가 지난 후인 2011.7.28일 오전 10~12
시경에 래미안 산사태가 발생한 정상부를 신
문과 방송 취재단 10여명이 함께 올라갔더니 

공군부대 내의 도로 상부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산사태가 발생하여서 공군부대 내의 도로 
100m가 토석류와 뽑힌 나무로 덮여 있는 걸 

발견하였고, TF팀 회의에서도 여러 전문가들
이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논의한 내용이며, 
1차 원인조사단장 조차도 2012.7.4 KBS 추

적 60분과의 인터뷰에서 상부 산사태가 하부 
산사태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고 인정하
고 있는 내용임

‣ 거시적 관점에서 영내 산사태 영향이 검토

되었으며, 결론에 반영되었음.

4

<이수곤 교수>

공군부대 주변도로에서 배수시설 불충분이 산

사태 원인이라는 공군부대 자체 보고서

(2011.12)에서는 언급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

는 언급이 없음

<공군부대 실시설계보고서>

‣ 산사태 원인은 다양할 것이나 공군부대 주

변 산사태 발생이 공군부대의 책임임을 명

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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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수곤 교수>

공군부대 주변의 산사태가 우면산 전체 산사

태에서 발생한 산사태 발생빈도로 볼 때 10% 

밖에 안 된다고 하면서 마치 공군부대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외국전문가

(Malone)도 발생빈도만을 보지 말고 피해규

모가 커진 내용도 중요하다고 설명하는데 이 

내용을 결론에서는 무시하고 있음

‣ 영향이 있다고 결론 내림.

6

<이수곤 교수>

공군부대가 산사태 취약지점인 것은 태풍 곤

파스 때 이후로 처음 분석된 것처럼 2차 보고

서에서는 설명하고 있으나, 사실은 1960년 

공군부대가 만든 이후로 줄 곳 산사태 취약지

점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본 과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임.

7

<박창근 교수>

산사태 시발점이었다는 점에서 공군부대의 절

개면이 산사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은 적

절한 지적임

16명 중 7명이 공군부대 시발점 산사태로 사

망했지만 산사태 기여 정도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는 어렵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공군부대 아래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

성이 있다는 것임

그러나 절개지가 있을 경우 절개지에서 물이 

많이 스며들기 때문에 산사태가 절개지에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 사료됨

‣ 산사태 발생이 대체로 상부절개지에서 시작

되는 것은 사실이나 중간 계곡부에서 발생 

가능한 무한사면파괴를 염두에 둔 결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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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박창근 교수>

공군부대가 있을 경우 없는 경우와 비교하였

을 때 유출수와 침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수리수문학적 검토가 있어야 공군부대의 

영향을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유출수와 침출수의 정확한 분류 비교는 불

가능하므로 거시적 관점에서 몇 가지 케이

스로 나누어 분석함. 침출수와 유출수 모두 

산사태 및 토석류에 영향을 미치며, 그 영

향을 정확히 정량화할 수 없으므로 본 과업

에서 수행한 해석 방법은 방법론적으로 타

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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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수곤 교수>

산사태에 미친 발파의 영향에 관하여 자문한 

외국전문가인 Malone교수님은 산의 지표면 

상부에 존재하는 토사의 전단강도가 장기적으

로 약해질 수도 있으므로 장기적인 산사태 영

향도 고려해보라는 내용으로 자문하였는데, 대

한토목학회 에서는 적극적으로 정량적인 조사 

검토는 하지 않고, 2차 원인조사단은 구체적

인 조사와 검토 없이 발파가 산사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음

외국에서는 지진이 발생한 후에 산사태가 자

주 발생한다고 알려진 사례가 많음. 그래서 

2014년 9월에 Italy 의 Torino에서 열리는 제

12차 국제 토목지질공학회 (IAEG: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ngineering 

Geology)에서 ‘지진으로 촉진된 산사태 특

성연구’에 관하여 [특별 토론 세션]을 마련하

기로 최근 2012년 12월에 JTC-1 (국제학회 

공동 산사태 기술위원회) 이메일 미팅에서 확

정될 정도로 국제 산사태 학회의 전문 기술자

들 간에는 널리 알려진 사실임

이번에도 정밀한 검토 없이 그냥 발파영향이 

없다고 묻어버리면 앞으로 발파에 의한 산사

태 영향요인은 고려하지 못하고, 계속 발파 공

사를 해서 산사태 피해를 촉진시킬 우려가 큼

‣ 장기적 영향 검토는 과업 범위 밖의 사안이

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밀 검토를 수행하

였음. 지진과 발파가 유발하는 동하중은 하

중성분에 있어서 크게 다름.

2

<박창근 교수>

터널공사는 엄격한 관리하에 진행되었기 때문

에 산사태 발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는 결론은 그 타당성을 확보하기에는 합리적 

의문이 있다고 판단됨

‣ 다양한 자료검토와 수치적 검증을 통하여 

내린 결론임.

 (3) 터널발파 영향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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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창근 교수>

발파하중 계산과정은 현장 계측치(상기 보덕사 

0.147cm/sec, 송동마을 0.0658cm/sec)가 

나타날 때까지 반복계산을 통해 구하는 시행

오차 방식(trial and error method)을 적용함

주변 계측자료가 정확하다면, 해석의 과정과 

결과는 타당함

그러나 만약 계측자료가 실제 적용된 발파에

너지를 반영하지 못한 자료였다면, 해석의 신

뢰도를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음

‣ 화약의 점화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에는 

열에너지(A), 접촉암석을 가루로 만드는 에

너지(B), 암석에 균열을 일으키는 에너지

(C), 암석을 터널내부로 밀어내는 에너지

(D), 주변지반으로 전달되는 에너지(D) 등

이 있음. 일반적으로 이 중에서 D에너지를 

발파진동 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는데, D에너

지는 단순해(closed form solution)로 구할 

수 없어서 시행오차 방법으로 구하였음.

‣ 본 터널현장의 발파일지에 있는 화약량과 

지반진동 계측치는 일반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4

<박창근 교수>

터널에 실제 장약한 화약을 기준으로 한 발파 

에너지를 터널 단면에 작용할 경우 해석 결과

는 달라질 수 있음

‣ 3, 5번 답변 참고

5

<박창근 교수>

터널 발파시 실 사용한 화약량을 확인해야 하

며, 발파 패턴(V컷 발파 등) 적용시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발생 발파에너지와 해석에서 

적용된 발파 에너지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함

‣ 해석에 적용된 발파에너지는 총 에너지 중

에서 지반에 전달되는 운동에너지임. 지반

진동 계측치와 일치하는 에너지를 구할 때

까지 유한요소법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

수행하여 발파에너지를 구하였음.

‣ 발파관련 해외문헌 100편 이상을 검토하였

으며 큰 차이는 없음.

6

<박창근 교수>

만일, 수치해석 시 보덕사와 송동마을에서 측

정된 진동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터널 내에 적

용한 발파에너지가 사용된 화약 장약량에 따

른 발파 에너지와 큰 차이가 있다면 제공된 

계측자료의 신빙성을 따져 봐야 함.

‣ 큰 차이 없음.

7

<박창근 교수>

실제 계측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론을 사용해 볼 수 있음

-진동속도 및 가속도 측정 계측기의 적절한 

설치 유무

-발파시 계측 자료와 실제 구조물의 피해간 

차이(계측기 설치 구조물의 균열 발생여부 

등)

-터널 발파시 주민들이 느꼈던 진동의 크기와 

주변 상황에 대한 의견

-진동 속도계 이외의 가속도계 혹은 Crack 

Gage 등의 부가 자료 역시 일치하는지를 

검토

‣ 계측자료와 실제 구조물의 피해간의 차이는 

이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였음. 

‣ 그 외 제안된 방법은 결과를 분석하기에는 

너무나도 주관적이거나(주민들이 느낀 진동 

분석) 이미 터널공사가 다 끝난 현재 시점

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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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수곤 교수>

우면산 안쪽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철탑과 

산책로에 의한 산사태 영향은 붕괴 당시에 현

장에서 분명히 관찰되었던 중요한 산사태 영

향 요소일 수 있는 부분이고, TF팀 내에서도 

충분히 지적된 사항인데 검토가 빠졌음

‣ 검토하였으나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함.

  -우면산이 아닌 일부지역에서 송전탑이나 임도 

등에 의한 산사태 발생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이 경우에 산사태는 이들 인공시설물에서 기인

하기 때문에 산사태 형태는 시설물 직하부에서 

시작하며, 상류 피해는 거의 없음. 그러나 우면

산의 경우, 산사태는 이들 시설물의 상류에서 

시작하여 하류로 연결되는 형태를 보이므로, 산

사태가 이들 시설물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기 어

려움. 또한, 이들 산사태는 성토부에 강우가 침

투하여 원지반으로부터 이들 성토층을 분리하여 

발생하나 우면산의 경우에는 성토부는 거의 없

거나 매우 작으며, 절토사면이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시설물이 산사태 발생에 미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됨. 

2

<박창근 교수>

우면산에는 수많은 등산로가 있는데 보고서에

서는 대부분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등산로라는 

이유로 등산로가 산사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고 평가하였으나, 현장에서 절개지 형태

로 등산로가 조성된 사례를 많이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동안 서초구에서 등산로 조성사업

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사실을 서초구 자료

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사료됨

절개지 형태의 등산로 역시 산사태 발생 위험

을 증가시켰다고 판단됨

‣ 검토하였으나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함.

- 이제까지 임도가 아닌 소규모의 등산로에 의

한 산사태 피해사례는 거의 없음.

- 우면산의 경우 산사태 발생이전에 갖추어진 

등 산로는 대부분 자연적인 숲길이며, 일부는 

산의 횡방향 이동을 위해 조성하였음.

- 이들 등산로의 경우도, 상부 사면을 절토하여 

조성하였으며, 성토사면은 매우 작음. 그리고 

성토고 및 절토고도 대부분 1m 이하로 자연

적인 형태로 조성됨.

- 이러한 조건에서 이들 등산로가 산사태 발생

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

- 특히, 앞의 답변과 같은 일반적인 산사태 형

태를 고려할 때, 등산로가 산사태 위험을 증

가시켰다고 보기 어려움. 

3

<박창근 교수>

생태저수지가 오히려 토석류를 가둠으로서 더 

큰 피해 발생을 억지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결

론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 신중한 현장조사와 수치해석 등 여러 각도

로 분석하여 얻은 결론임.

‣ 생태저수지는 토석류의 퇴적부에 해당하는 

경사를 유지하고 있으며, 둑 상부는 저수지 

배수구역으로서 토석류의 유속을 감소시켜 

전파를 억지하는 역할을 함. 결과적으로 상

류에서 유하하는 토석류의 유속이 이 구간

에서 감소되어 토석이 퇴적됨으로서 사방댐 

역할을 했다고 언급함. 

 (4) 인공시설물(생태저수지, 등산로)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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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박창근 교수>

저수지가 터지면 물이 하류로 급속히 유하하

면서 저수지 하류부에 있는 많은 토사를 끌고 

가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또한 저수지 둑이 

터진 지역은 저수지 상류지역에서 유입하는 

토사들이 원활하게 하류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저수지 둑 붕괴는 하류지역 토사유출을 촉

진할 수 있고 이는 저수지 직하류 우안의 

산사태로 공급된 토석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였을 수 있음을 보고서에 언급하였음.

‣ 아울러, 저수지 일부 붕괴에 의한 유출수로 

인해서 저수지내 토사의 일부분이 배사되었

음을 보고서에 언급하였음. 그러나 저수지 

지역은 수로폭이 확대대고 경사가 완만한 

지형으로 상류에서 유입되는 토사는 저수지 

상부에 대부분 퇴적이 됨. 보고서에 언급되

었듯이 현장 사진자료도 이를 보여줌. 

5

<조원철 교수>

보행길 조성을 위해 등산로를 확장하고 배수

로를 설치하지 않아 산사태에 취약해졌음

‣ 검토하였으나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함.

6

<조원철 교수>

소규모 저수지가 사방댐 역할을 한 것은 아님

‣ 신중한 현장조사와 수치해석 등 여러 각도

로 분석하여 얻은 결론임.

‣ 생태저수지는 토석류의 퇴적부에 해당하는 

경사를 유지하고 있으며, 둑 상부는 저수지 

배수구역으로서 토석류의 유속을 감소시켜 

전파를 억지하는 역할을 함. 결과적으로 상

류에서 유하하는 토석류의 유속이 이 구간

에서 감소되어 토석이 퇴적됨으로서 사방댐 

역할을 했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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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수곤 교수>

외국자문단 자문이 형식적이고, 자문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검토 필요

외국교수 자문을 4명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내

용도 10월12일 하루 중에서도 오전에 우면산 

산사태 12구역 중에서 불과 4군데를 둘러보

고(약3~4시간 답사), 오후에 미팅을 가진 것

으로 자문의견서에 나타나 있음(Prof. A. 

Malone 자문의견서 참조)

이렇게 반나절 현장답사하고 자문하였다고 하

는데 과연 충분한 사실관계 자료들과 검토 분

석할 시간이 외국교수 자문단에게 제공되었는

지 의심스럽고, 주요 자문내용도 2차 보완 및 

추가조사단에서는 자기들 유리한대로 해석하

고 있음 (앞서 공군부대와 발파영향 부분에서 

이미 설명하였음) 

‣ 외국전문가 자문은 우면산 현장답사(오전), 

조사단 발표 및 토론(오후)의 순으로 진행되

었으며, 조사단에서는 자문 1주일 전에 사전 

검토 자료를 외국전문가에게 제공하였음.

‣ 현장조사는 주요 이슈지역․피해규모가 큰 4

개소(곤파스 복구 관련 덕우암, 공군부대 관

련 래미안, 터널발파 관련 보덕사, 생태공

원)에 대해 시행되었으며, 외국전문가의 의

견에 따라 전원마을을 추가하여 총 5개소를 

조사하였음.

‣ 우면산 산사태는 2011년 국제적 이슈로서 

외국전문가들이 내용을 비교적 소상히 인지

하고 있고, Liu교수와 Fukuoka교수는 2011

년 우면산을 기 방문한 바 있음. 외국전문가 

내한 자문은 전문가 개인일정 관계로 10.12

에만 진행되었음.

※ 외국전문가 명단

성  명 소  속 직 위

Akihiko 

IKEDA

땅밀림기술센타

사방기술연구소

사방시스템연구실

장

Hiroshi 

FUKUOKA

교토대학

산사태연구센터
Associate Professor

Ko-Fei LIU
대만국립대학교

토목공학과
Professor

Andrew W. 

MALONE

홍콩대학교

지구과학과
Professor

2

<이수곤 교수>

산사태 인명피해 18명에 대하여 개별적인 산

사태 발생원인과 인명사고의 연관성을 분석하

였어야 하는데, 전체적인 산사태의 일반적인 

발생 특성을 분석

‣ 조사를 수행하는 주체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음.

 (5) 기타사항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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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수곤 교수>

1960년 공군부대가 만들어진 후의 개발 실태와 

산사태 예방대책 현황에 대한 분석이 없어서, 

서울시가 그 동안 우면산 개발을 하면서 산사태 

예방대책이 충실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움

2011.7.27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해서 18명의 

대규모 인명피해가 왜 발생하였고, 그 동안 

서울시의 대처가 충분했는지를 밝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임

우면산 정상에 공군부대가 생긴 1960년 이후

로 논문, 신문, 방송에서 수차례 서울과 우면

산에 대하여 산사태 경고를 하였는데 이런 자

료들은 언급이 전혀 없음

그러면서, 2012.11.23 2차 원인조사에 대한 

공청회에서 2차 원인조사단장이 (공청회 녹취

록 p.177) “사람이 대처할 수 있는데 제대

로 대처하지 못해서 키운 또는 불러낸 재난, 

이것도 인재라고 한다면 이 우면산 산사태는 

인재라고 판단합니다.” 라고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정작 중요한 구체적인 서울시 대

처 내용설명 (1960년이후로 우면산 인근에서 

어떤 개발을 했고, 거기 따라서 산사태 예방

대처를 어떻게 하였는가를 년도별, 위치별, 

내용별로 설명한 내용)이 일부를 제외하고 거

의 없음

더군다나 2012.11.23 공청회 녹취록 p.174에

서 조사단장이 외국자문단의 의견을 설명하면

서 “사실 그때 제가 영어로 표현하기를 2010

년에 그것을 잘 했더라면 2011년 재해를 피했

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내용은 이렇게 했

는데 이것 보면 후쿠오카 씨는 이것에 대해서

고 Liu라는 사람은 지금 저희가 제가 하는 것 

하고 동의를 했는데 제가 한 코멘트에 결론에 

동의를 했는데 Malone 교수나 이케다 씨도 

이분들이 1년 동안에 끝을 못 내니까 그것보다는 

그 사태가 난 다음에 정부가 곧바로 마스터플

랜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대처할 수 있

는 계획에 착수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

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이와 똑같은 제안을 제가 이미 2010.9.21 태

풍 곤파스 발생 후 2개월만인 2010.11.26 서

울시장 비서실에 직접 제출한 49페이지의 정

책제안서가 있었다는 사실은 언급조차도 없음

‣ 조사단에서 판단하여 과업보고서에 필요한 

사항만 기술함.

‣ 인재 관련한 발언은 인재라는 용어의 뜻이 

공학적으로 불분명하여 부연 설명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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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수곤 교수>

1차 보고서와 2차 보고서의 연관성에 대한 

언급이 미흡함

1차 원인조사가 문제가 많아서 추가로 수행한 

것이 2차 보고서이므로, 1차 보고서와의 연관성 

및 차이점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음

‣ 조사단에서 판단할 사안임.

5

<이수곤 교수>

2차 보고서가 지니는 한계를 설명하는 내용이 

없음

2차 보고서는 산사태가 발생한 1년 후에, 더

군다나 이미 복구가 다 끝난 후에 증거가 거의 

사라진 상태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현장증거가 

없이 기존 사진자료 등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그러므로 2012.1월에 서울시에서 저에게 2차 

원인조사를 맡아달라고 요구할 때 거절한 이유임

그러므로 2차 보고서가 지니는 조건과 한계

(신뢰성의 한계)를 보고서의 내용과 결론에 

명확하게 하여서 제3자가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함

‣ 2차 조사단은 2011년 산사태 발생 직후 현

장 조사를 수행한 연구진들이 다수 포함되

어 있어 당시 현장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음.

6

<이수곤 교수>

2차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연구자들의 역할에 

따른 연구결과가 보고서에 충분히 수록되어야 함

2차 연구를 위하여 12명의 연구자들의 역할이 

2012.12.6일 2차 원인조사보고서 p.3~5에 

수록되어 있음

그런데 일부 연구자들의 역할에 따른 중요 연구

내용의 많은 부분이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가 삽입되어야 함

‣ 조사단 판단에 따라 필요한 만큼 수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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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수곤 교수>

2차 원인조사 보고서 부록에 실린 전문가토론

회(6.7), 공청회(11.23) 패널들이 지적한 좋

은 내용이 보고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

- 우리의 기술로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지적

- 복구가 끝나서 제대로 조사하기 어려울 것

이라는 지적

- 산사태 피해 원인을 기술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여러 다른 측면도 고려하라는 지적

- 복구공사의 적합여부를 평가해달라는 지적

- 지질조사자료가 산사태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밝히는 쪽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

- 서울에서 10년이전에는 더 큰 강우가 있었는데 

안 무너지다가 왜 2011.7.27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밝혀달라는 지적

- 시설물들이 산사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을 공정한 입장에서 조사

하는 것 목적이라는 지적

- 1차 보고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

- 외국전문가 초청하여 제대로 조언을 받자는 

지적

- 시민설명회를 과업시작 전에 수행하자는 의견

- 붕괴 이후는 강우량을 산정하지 말고 붕괴

할 때까지 강우량을 산정해야 한다는 지적

- 공군부대에 원인이 있는데 서울시가 대책을 

안 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

-‘급경사지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시 

조치를 검토해달라는 지적

- 산사태 위험지도에서 산사태 100% 가능성이 

있다는 표현의 한계성을 보고서에 구체적

으로 설명해달라는 지적

- SNS를 제대로 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

었다는 2차 조사단 견해에 대하여 산림청

지도의 한계를 고려하라는 지적 등

‣ 대체로 지엽적이거나 과업범위 밖의 내용이며 

과업보고서 결론에 영향이 없는 사안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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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수곤 교수>

2차 원인조사 보고서가 객관 공정성 측면에서 우려

됨

2012.11.23 공청회에서 조사단장이 (공청회 

녹취록 p.216) “죽은 놈 또 죽인다고 그것

을 잘못한 것을 2중, 3중으로 자꾸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를 낸다고 봅니다. 저는 

실제로 거기서 유가족이나 피해주민도 피해자

지만 잘못하면 서울시 공무원은, 또 공군부대

에 있는 분들 그분들도 다 피해자가 될까 봐 

저희가 일은 곤란하게 일어났지만 그러나 하

여튼 저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

각하고요”라고 공정성이 우려되는 말을 하였

음

또한 1차와 2차 조사단장이 한국지반공학회의 

같은 고문이고,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과 일부 

연구자들이 같은 대학 같은 과 선후배이고 또한 

현재 대학원 지도교수와 학생관계인 것도 혹시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우려됨

‣ 조사단장(김명모 교수)은 산사태 원인의 일부 

책임이 서울시에 있다는 결과발표에도 불구

하고 유가족들이 인명피해 책임을 명확히 해

달라는 반복적인 요구에 대해, 책임과 보상

의 근거가 나왔음에도 추가적으로 문책을 거

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며, 공무원을 보호하거나 책임을 피할 

의도를 갖고 조사에 임한 것은 아님.

‣ 조사단장의 발언은 이수곤 교수를 상대로 

한 것으로 유가족뿐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

도 모두 우리나라 시민으로서 필요 이상으

로 매도당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이며, 

조사의 객관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

9

<이수곤 교수>

서울시 산사태 예방대책에 대한 설명 등

금번 2차 원인조사 결과에 따라서 판단한 산사태 

원인에 비추어볼 때, 2011.7.27의 우면산 산

사태 후에 진행된 현재 복구공사, 600억원 

예방공사와 72억원 전수조사 등, 1200억원 

소요예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설명이 없음

2008년부터 시행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시 대응책도 설명 필요

TF팀에서 지적한 내용들의 반영여부도 설명 

필요

‣ 2차 원인조사 과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10

<이종훈 교수>

47쪽, 200쪽, 212쪽, 53쪽에 보면, 어디에서는   

"공군부대펜스인근" 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어디에

서는 "공군부대 영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정확

한 위치를 통일적으로 표현해야 할 것임

‣ 공군부대 펜스를 경계로 내부를 모두 공군

부대 영내로 본 것이므로, “공군부대펜스인

근”과 “공군부대 영내”를 필요에 따라 

혼용하여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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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종훈 교수>

60쪽 셋째 줄의 2001년은 2011년의 오기로 보임

‣ 2011년의 오기임.

12

<이종훈 교수>

82쪽의 5째 줄의 "현재"라는 말이 보강 공사 후를 

말한다면, 보강공사 후에도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

하고 있다는 말이 되어 보강공사가 제대로 되지 못

했다는 결과를 초래

‣ 78쪽은 본 조사에서 수행한 우면산 일원의 

붕적층에 대한 지표지질조사 결과이며, 보강

공사와는 무관한 내용임.

13

<이종훈 교수>

155쪽과 185쪽을 비교해 보면, 155쪽에서는 임광

아파트가 누락되어 있는데, 185쪽에서는 포함되어 

있어, 조기경보가 필요했던 산사태 위험지역이 숫

자와 지역에 있어 일관성이 없음

또한 243쪽에 보면, 31개 지역 모두가 위험지역이

라고 해놓고, 185쪽에서는 선바위유역은 산사태 및 

토석류 위험지역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어, 모순됨

‣ 선바위유역은 실제 산사태, 토석류 재해가 

없던 유역으로 다른 유역과의 비교를 위하

여 분석한 지역이며 위험유역이 아님. 2011

년 재해가 발생했던 30개 유역은 모두 위험

지역이 맞으며 단순 오기임.

14

<이종훈 교수>

터널발파작업이 산사태에 끼친 영향여부와 관련하

여, 240쪽, 242쪽, 237쪽, 244쪽을 종합해 볼 때, 

후쿠오카교수와 말론교수의 터널발파 작업이 산사

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건 보고서가 내린 영향이 없다는 결론은, 그 논

리적인 전개에 있어 설득력이 부족함

이런 부실한 논리전개를 할 바에야, 차라리 영향여

부를 알 수 없다고 결론내리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고 판단됨

(표현이 모순되는 한 예로 237쪽에서는 관련이 없

다고 기술했으나, 244쪽에서는 미미하다고 다른 표

현을 쓰고 있음)

‣ 터널 발파에 의한 지반 약화가능성을 말론교

수가 거론하였는데 보고서에서 밝힌대로 지

반약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

이 없기 때문에 조사단에서는 거시적 관점에

서 판단함. 다른 외국 자문위원들은 단기적

으로는 최소한 터널발파와 산사태 발생의 직

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의견을 피력함.

15

<이종훈 교수>

177쪽과 179쪽의 "북쪽사면"은 "남쪽사면"의 오타

로 보임

‣ 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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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영일 교수 의견서(2013.08.26)

■ 2012년 12월 서울연구원에 제출한 대한토목학회의 우면산 산사태 2차 보고서의 제3장 기초조사

결과의 제2절 강우특성 및 분석을 담당한 참여 연구자로서 강우분석 관련 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함.

■ 본 보고서와 관련하여 ’11. 7. 27 우면산의 산사태 발생지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여(150개

소) 산사태 발생시간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보고서 “제3장 제2절 강우

특성 및 분석”의 강우 빈도해석은 우면산에서 발생된 모든 산사태를 고려하고 연속강우사상의 

평가를 위해 첨두값을 포함하는 강우사상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하나의 대표 기준시간으로 09시

를 적용하였고 우면산 전역의 1시간 최대강우량을 20-120년 빈도라고 산출한 것이며, 이는 우

면산 모든 지역의 산사태 발생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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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사태 발생시간 추정이 가능하면, 그에 따른 기준시

간에 의해 아래와 같이 강우빈도해석 결과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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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도해

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

▶ 강우 기준시간에 따른 1시간 최대강우량(㎜) 및 강우빈도(년)

시간 남현관측소(mm) 서초관측소(mm)

9시00분 113.0 (1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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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3  학계·전문가 토론결과

  1. 토론개요

  2. 1차 토론 자료 및 결과 (2013.5.8)

  3. 2차 토론 자료 및 결과 (2013.7.12)





Ⅲ-3-1  토론개요





- 303 -

1) 토론개요

 (1) 1차 토론회

   ○ 일   시 : '13.05.08(수) 15:00~18:00

   ○ 장   소 : 토즈 교대점 K7호실

   ○ 참   석 : 총 8명 (좌장 : 중앙대학교 홍원표 교수)

◇ 전 문 가 : 박창근 교수(관동대), 이수곤 교수(서울시립대), 염형철 사무총장(환경연합), 문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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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저수지의 영

향, 터널발파의 영향 등

 (2) 2차 토론회
   ○ 일    시 : '13.07.12(금) 16:00~18:30 

   ○ 장   소 : 토즈 교대점 K7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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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3-2  1차 토론 자료 및 결과 (20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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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 학계·전문가토론회 결과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3. 5. 8.(수) 15:00 ～ 18:30

■ 장  소 : 토즈(교대점)

■ 참  석 : 총 8명

  - 좌장 : 홍원표 교수(중앙대학교)

  - 패널 : 이수곤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박창근 교수(관동대학교), 문영일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오경두 교수(육군사관학교), 박인준 교수(한서대학

교), 염형철 사무총장(환경운동연합), 원종석 연구위원(서울연구원)

□ 개회사 및 토목학회 쟁점사항 설명

좌 장

 - 대한토목학회 보고서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어 논의를 하고자 함.

 - 공문으로 참석을 요청했으나 대한토목학회에서는 참석하지 않았음. 대한토목학회 

보고서 내용과 쟁점 사항에 관해서는 서울연구원에서 설명하도록 함.

 - 우면산 산사태 민관합동 TF에서는 대한토목학회에 권한과 책임을 전적으로 부여

하고 일체 간섭하지 않음. 따라서 대한토목학회 조사단의 보고서에 대한 책임은 

무한한 것임.

 - 참석 전문가들께서는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해주시길 바람.

 - 우리나라의 토론문화를 저해하는 일들은 가능하면 하지 마시기 바람.

○○○ 위원

 - 우면산 2차원인 조사 쟁점 사항에 대해서 주로 발표를 할 것임. 토목학회 조사 

결과는 이미 보고서를 보내드렸음. 우면산 민관합동 TF 위원분들께서는 상당부

분의 경우에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음. 대한토목학회 보고서의 조사결과 

요약은 한 페이지에 걸쳐서 출력해서 자리에 놔 드렸음. 별도로 설명은 안 드릴 

것임. 쟁점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음. 

 - 크게 추진 경위와 쟁점사항으로 말씀드리겠음. 추진 경위는 이 과제에 대해서 대

부분이 아시겠지만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임. 예를 들어 ○○

○ 위원님 같은 경우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쟁점사항을 설명드리

겠음. 아시다시피 1차 원인분석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음. 그래서 추가 원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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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함. 그것에 대해서 산사태 발생원인 분석과 위험도 평가 

중심으로 실시를 함. 과업 범위는 우면산 산사태 전 지역 기 조사했던 4개 지역

을 포함한 미실시한 지역을 포함한 우면산 전역을 대상으로 함. 과업내용은 산사

태 유발 인자에 대한 원인분석 산사태 발생 및 이동특성에 대한 시뮬레이션 수치

영상분석, 산사태 재해위험도평가자료 분석을 토대로 한 공군부대, 터널발파, 과

거 재해지역, 등산로 등에 대한 영향분석 등임.

 - 다음에는 쟁점사항 설명과 그 검토 결과 열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음. 

 - 첫 번째 쟁점 사항임. 우면산과 거리가 먼 서울 관측소 자료를 사용하여 강우량

을 부풀렸다는 이의제기임. 

  ․ 여기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음. 강우빈도를 산출하기 위해서 30년 이상의 

통계자료가 필요하지만 우면산 주변에는 관측되는 관측기간이 짧기 때문에 50년 

이상의 관측자료를 보유한 서울 관측소 자료를 사용한 것임. 관측자료 자체는 서

울관측소 자료를 사용함. 서울 관측소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서울 관측소

는 1907년부터 관측을 시작해서 104년치 자료가 있음. 서초관측소가 16년 남현

관측소가 1년, 관악관측소가 18년, 과천관측소가 9년, 서초 이수 초등학교가 2년, 

서초구청관측소가 8년 등 자료가 있음. 서울관측소가 아니라 서초관측소를 기준

으로 강우 빈도분석을 해보니까 30년, 200년, 20년 등 더 희귀한 빈도로 나타났

음. 서울 관측소 같은 경우에는 19년, 102년, 13년 빈도 등으로 나타났음. 

 - 두 번째는 발생 시간에 대한 내용임. 

  ․ 우면산 산사태 발생 지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150개소에 산사태 

발생 시각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토목학회의 답

변임. 가장 정확한 자료는 방배동 아파트 동영상자료임. 구체적인 산사태로 판명

이 될 수 있는 신고는 상대적으로 적었음. 신고 중에서 우면산 지역이 아닌 것들

도 있었음. 발생 지역 추정 결과에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문사 7시 58

분부터 임광아파트 8시 20분, 래미안아파트 8시 31분 등 다양한 시간으로 추정

이 가능함. 

 - 과거에 2011년 보다 더 많은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하

지 않았고 천재로 결론을 짓기 위해 의도적으로 1일 강우량을 생략하고 시간당 

강우량만을 강조하였다는 이의 제기임. 

  ․ ○○○ 위원께서 제공한 40 여 년간 서울지역 강우량자료는 2011년만 서초관측

소로 사용하고 전체적으로는 서울 관측소 자료를 사용한 것임. 강우량 비교로 사

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2011년 일강우량 230밀리는 7월 27일 7시 40분까지의 

강우로서 실제 강우가 7월 26일 16시 29분부터 내린 것을 고려했을 때 일강우

량이 아닌 15시간 강우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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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1일 강우량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시간당 강우량만 강조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대한토목학회 보고서 52페이지에는 실제로 10분, 1시간, 12시간, 1

일, 2일, 3일, 7일, 10일, 30일, 60일, 90일 등 다양한 시간/일 단위 강우분석결

과가 수록되어 있음. 

 - 종합방재센터 공문에 따라 119신고시간은 산사태 발생시간으로 사용할 수 없다

는 이의제기임. 

  ․ 여기에 대한 내용이 119 신고시간은 산사태 발생시간이 아니라 현장 촬영영상, 

언론보도 등과 함께 산사태 발생 시간 추정 자료중의 하나라는 토목학회의 답변

임. 소방방재청 공문에 따르면 2011년 7월 27일 우면산 강우량은 20년 빈도에 

해당함이라는 이의제기가 있었음. 소방방재청의 내용에 관하여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토목학회 2차 원인조사 공청회 자료를 근거로 발표한 것으로 별도로 조사

나 분석에 따른 근거를 통해서 회신한 것은 아니라는 답변이었음. 

 - 공군부대가 산사태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의 제기가 있었

음. 공군 부대 설계 보고가 책임을 자인하였고 외국전문가의 자문의견을 무시하

였고 공군 부대의 영향을 정형화하기 어렵다고 명시하여 책임을 희석하였다는 등

의 이의제기임. 

  ․ 대한토목학회 보고서에도 공군부대 책임이 214쪽에 2011년 영내 경계부에서 발

생한 산사태는 예측 가능한 것이었으며 2010년 산사태 발생 이후 공군부대 영내

를 비롯하여 우면산 일대에 곳곳에서 발생한 산사태 경험을 교훈삼아 공군부대 

주위를 관리하였으면 인명 피해는 물론 재산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보고서 결론에서 공군부대 영내 및 외곽에서 발생한 산사

태는 하류부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가중시켰다고 판단된다라고 명시 되어있음. 

  ․ Malone 교수님 의견에 따라서 공군부대와 연결 되어 있는 지역의 사망자는 총 

16명 중에서 7명이라는 내용과 공군부대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하류부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가중 시켰다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음. 

  ․ 그 다음에 공군부대의 영향을 정량화시키기 어렵다는 말은 공군부대의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피해를 발생 시킨 세 가지 요소 즉, 공군부대 산사태, 중류

부 산사태 및 세굴 간 책임 비율을 정량화할 수 없다는 뜻으로 판단됨. 

 - 공군부대가 존재하기 이전에 지형으로 해석을 하였다면 공군부대 영향이 크다는 

것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는 이의제기임. 

  ․ 국토지리정보원 확인 결과 1960년도에 공군부대가 존재하기 이전에 항공사진이 

존재하지 않음. 그 다음에 일제시대 지형도의 경우에는 축척 문제로 정확도가 낮

아서 축척이 불가능한 자료로 판단이 됨. 일제시대 지형도의 축척은 1대 50,000

임. 대한토목학회에서 분석에 사용한 지형도의 축척은 1대 5,000이기 때문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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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됨.

 - 1975년 항공사진에 모자이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군부대에서 대규모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의제기임. 

  ․ 바로 이 사진임. 1975년 우면산 항공사진임. 국방부와 항공사진 판독부서에 확인 

해 본 결과 해당년도에는 공사에 관한 기록이 없음. 공사 허가에 관한 기록은 없

었음. 보안목표시설이 있어 하얗게 삭제된 점, 하얗게 삭제된 지역으로 판독이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았음. 아울러 과천방향의 공군부대 진입로는 1975년 이

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다는 답변임. 해당 년도 전후에 1974년, 1976년 항공사진

은 모자이크가 없고 특별한 지역변화가 없는 점을 감안했을 때 대규모 공사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됨. 

 - 우면산 터널, 서초터널 발파 영역이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았다는 이의 제기가 

있음. 

  ․ 서초 터널 발파는 산사태 발생 4개월 전에 완료가 되었고 우면산 터널 발파는 

2001년 9월에 완료 된 것으로 10년 정도 경과 된 상황임. 토목학회는 발파로 인

한 지반 최대허용 진동 값과 잔류변위가 설계 허용치를 만족하거나 무시하는 수

준으로 사면안정 해석 결과 발파 전후 안전율에 변화가 없으며 산사태 발생 위

치를 보여주는 항공사진과 터널 종단을 중첩한 결과 외국 전문가의 지적과 같이 

산사태 발생의 편향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답변이었음. 만약 발파로 인해 암

반의 영향이 있었다면 터널 직선 구역이 최적의 증거 자료로 나올 수 있을 것임. 

터널 직상부에 산사태와 토석류의 증거가 없으므로 산사태 및 토석류의 촉발에 

대하여 터널발파에 의한 영향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국립대만대학교의 리우 교수가 언급했음. 그 다음에 터널 내부 붕괴가 없다는 

점. 서울 도심지 지하철 공사 시 주택가와 매우 인접한 곳에서 발파 하더라도 문

제점이 없었다는 점, 터널 발파와 관련된 국내외 자연사면 붕괴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터널 발파가 산사태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 발파 진동 계측이 제대로 시행 되었는지 신뢰할 수 없다는 이의제기가 있었음. 

  ․ 계측기는 매립형이 아니라 스탠드 형이기 때문에 지상에 독립적으로 설치함. 이

에 따라 측정자의 설치에 대한 전문성에 따른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적고 매년 

검교정을 받아 정밀도를 유지하고 있음. 계측 결과는 자동으로 기록이 축적되고 

있어서 수치를 두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터널 발파 영향권에 대해 외부 전문가 자문 의견을 보고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왔음. Fukuoka교수와 원로 교수님인 Malone 교수님한테 받은 

의견임. 

  ․ 토목학회는 장기적 영향 검토는 과업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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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토를 수행하였다는 답변임. 

- 인공시설물 즉, 송전탑, 등산로 등이 산사태 발생에 미친 영향이 고려되지 않았다

는 이의제기임. 

  ․ 우면산이 아닌 지역에서 송전탑이나 임도 등에 인한 산사태 발생 사례가 있다고 

함. 이 경우에 산사태는 시설물 직하부에서 시작 되고 상류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음. 토목학회에서 답변한 것을 보면 우면산 산사태는 인공시설물의 상

류에서 시작되어 하류로 연결되는 형태를 보이므로 산사태가 인공시설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임. 또한 이게 산사태가 인공 시설물로부터 시

작되었다고 한다면 산사태 성토부에 강우가 침투하여 원 지반으로부터 이들 성

토층을 분리하여 발생하나 우면산 경우 성토부는 거의 없거나 매우 작으며 절토

사면이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시설물이 산사태 발생에 미친 영향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함. 

 - 서초구에서 우면산 자연배수로를 횡단하는 방향으로 둘레길을 조성하여 산사태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이의 제기임. 

  ․ 여기에는 우면산 공원 등산로 정비사업은 서초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새로운 

공사를 신규 조성한 것이 아니라 노약자 및 유모차 이용객의 안전과 보행 편의

를 위해서 보행 약자를 위한 1.2키로 연장 구간을 정비한 것이라는 답변임. 사진

을 시공 전후로 보게 되면 성토부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음. 

 - 마지막으로 형촌마을 생태 저수지 규모를 축소 한 것은 저수지가 산사태 원인이

라는 증거라는 이의제기임. 

  ․ 2011년 산사태 당시에 사진을 보면 저수지 상부의 토석을 가둔 것을 찾아낼 수

가 있음. 

  ․ 2011년 복구공사에서 생태저수지 규모를 축소한 것은 상부에 사방댐을 설치함으

로써 수로를 설치했기 때문임. 보고서 결론에서는 ‘생태저수지는 둑의 붕괴로 

하류부의 많은 가구를 침수시켰으나 토석류를 가둠으로써 더 큰 피해 발생을 억

지함’이라고 명시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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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사태 발생 시간 및 강우 분석

좌 장

 - 산사태 발생 시간과 강우 분석에 관하여 토론하도록 함.

 - 토론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너무 오래 질문 및 토론 하지 마시고 골고

루 하시기 바람.

 - 첫 번째 토론주제는 산사태 발생시간임. 이것에 대한 이의 제기는 두 가지 사항

임. 먼저 9시라고 하는 대표시간 하나로 제시하기에는 12개소에서 발생한 시간은 

서로 다르다는 것임. 다음에 9시 이전에 발생한 산사태에 대해서는 발생 이후 강

우량도 합친 효과도 생긴다는 것임.

○○○ 위원

 - ○○○ 위원께서 대한토목학회 연구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방어한

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 위원께서 총괄적으로 책

임을 지고 토론을 하길 바람. ○○○ 위원같이 개별 연구자가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안 됨.

 - 대한토목학회에서 안 나오셨으면, 저희끼리 검토하겠다는 것임. 왜냐하면 수해백

서에도 연루되어 있으시고 개인자격인 ○○○ 위원님께서 참여하시면 껄끄럽기 

때문임.

좌 장

 - ○○○ 위원에게는 대한토목학회에 용역을 발주한 책임자로서 토목학회 보고서 

내용과 쟁점 사항에 대해서만 전달해달라고 함. ○○○ 위원께서는 대한토목학회

를 대표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섭외로 참석함.

 - 논점에 대해서는 동조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음. 양쪽 의견을 다 

들어봐야 함.

○○○ 위원

 - 대한토목학회에서 다 나왔으면 좋은데 아예 안 나오시는 것 보다는 나음. ○○○ 

위원님께서 계시면 그 때의 연구분위기도 들을 수 있고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음.

 - 껄끄럽다고 토론 못할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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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 산사태 발생 시간이 합당하지 못함. 규명된 것 가지고 분석을 해야 함.

 - 대한토목학회 보고서는 위험도 분석에서는 3일연속강우량이 중요하다고 했음. 그

런데 1시간 강우량 기준으로 120년 빈도라고 한 것은 의미 없음. 

 - 이 보고서는 누구 하나가 총괄적으로 읽어 보지 않고 평가하지도 않았다고 판단

됨.

좌 장

 - 강우 분석에 대한 것은 조금 이따가 하고 시간에 대한 것을 먼저 논의하도록 함.

○○○ 위원

 - 일단 기준시간이 나오면 빈도해석이 나오는 것임. 

 - 9시로 기준시간을 정한 사유는 다음 4 가지임. 첫째 강릉원주대의 ○○○ 교수팀

이 낸 2011년 10월 논문에 8시 30분과 8시 50분, 둘째 지반공학회에서 작성한 

1차 원인조사보고서의 빈도해석 기준시간은 8시 40분, 셋째 강릉원주대 위험도 

평가 모델의 기준시간이 9시였음. 그리고 넷째 8시 41분까지나 9시까지나 강우

량은 0.5밀리밖에 차이나지 않음.

 - 수문학에서는 강우사상(강우 시작부터 강우 종료까지의 시간대별 강우량)을 나누

어서 분석하지 않음. 강우 중간을 끊어서 50년 빈도라고 하지는 않음.

 - 강우량이 산사태의 절대적인 원인이라고 하고 산사태 발생시간이 명확하다고 하

면 그에 따라 빈도해석하면 됨.

좌 장

 - 산사태 발생시간은 12개 사면별로 모두 다를 수 있는데 대표시간 9시로 하면 그 

이전에 발생한 산사태에 관해서는 강우량이 과다 산정된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

음.

○○○ 위원

 - 산사태 원인 중의 하나로서 강우분석을 한 것이나 마치 결론처럼 인정됨. 

 - ○○○ 위원님 지적처럼 3일 선행강우량을 중요시하면서 왜 한 시간을 강조했느

냐하면 3일 선행강우뿐만 아니라 시간 최대 강우량 (두 가지 척도로 X축과 Y축

으로 표시해보면 특정구간에) 우리나라 토석류 산사태의 77%가 포함됨. (대한토

목학회 보고서에) 3일 선행강우량도 언급했고 한시간 강우량도 언급했는데 한시

간이 재현빈도가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포커스를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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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 강우량 따로 놀고 지반도 따로 놀고 다 따로 놈.

 - ○○○ 교수께서 연구총괄책임자이신데 책임자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총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했음.

 - 강우량은 일강우량과 시간우량이 중요함. 

 - 우면산 산사태 때 보다 많은 강우량이 내린 해에는 왜 산사태가 나지 않았는가?

 - 강우량 자체에 관한 연구가 아니라 서울에서의 강우량하고 산사태하고의 문제를 

다루어야 함.

 - 강우량을 산사태 나고 나서의 뒤의 것까지 뻥튀기해가지고 120년 빈도라고 한 

것임.

 - ○○○ 위원께서 감수하신 수해백서에는 7시 40분, 8시 10분 등으로 지역별 산

사태 발생 시간이 다 나옴. 그리고 전원마을 산사태 발생시간은 119에서 7시 37

분이고, KBS에서는 7시 58분으로 보도됨.

 - 이러한 시간에 의하여 산출한 신동아, 래미안 방면 강우빈도는 10년 정도임.

 - 수문학에서는 최대 피크값을 쓰는 것이 맞으나 산사태에서는 다름. 2011년 보다 

강우량이 더 많은 해(예를 들어 90년도 등)에 왜 산사태가 나지 않았는가?

 - (본인이) 서울에 40 여 년 동안 시간당 강우량, 일 강우량과 산사태 사망자를 비

교해 본 그래프를 만들었음.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 위원

 - 119 사망 및 피해 신고와 실제 산사태 발생시간하고는 다를 가능성이 많음.

 - 대표시간이라는 용어 자체가 타당성이 없음. 산사태의 경우에는 발생시간 기준으

로 그때까지 내려왔던 기준에 가장 대표적인 최악의 비가 몇 년 빈도에 해당되느

냐 하는 것을 따져야 함.

 - 신동아, 래미안, 임광 아파트 방면은 티센분할에 따르면 서초관측소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동영상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임. 이 경우에 10년과 12년 

빈도 정도임.

 - 상기한 빈도를 보면 강우량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음. 예를 들면 

세굴문제 등이 그러함. 대한토목학회 보고서는 이러한 부분이 미흡함.

○○○ 위원

 - 본인은 외부 검토위원으로 강우 쪽만 검토함. 산사태 발생시간이 정리된 표는 처

음 봄.

 - 40년 강우 데이터와 사망자 그래프를 말씀드리면 ○○○ 위원께서 사용하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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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데이터는 서울관측소(종로구 소재) 것임. 우면산 근처가 아님.

 - 우면산 산사태가 난 2011년 보다 일강우량 기준으로 더 많은 비가 내린 과거에 

왜 산사태가 안 났는지 검토함. 2011년에는 강우패턴이 많이 다름. 10분 단위로 

분석해 보면 2011년에는 특이함. 10분당 10밀리 이상 온 것이 2011년에는 80분 

동안 연속해서 왔음. 그렇게 온 해가 없었음. 98년도에는 오다가 안 오다가, 

2001년, 2010년에도 오다가 안 오다가 했음. 2011년은 3일 선행강우가 가장 많

았고 10분당 10밀리 이상의 강우가 80분 동안 계속 왔음. 일본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1시간에 50밀리 이상 강우가 오면 우산이 필요 없고 80밀리 이상 오면 

숨이 막힐 정도로 압박감이 생긴다고 함.

 

좌 장

 - 10분 단위로 그렇게 큰 강우가 왔다면 10분 전후로 결과가 다를 수도 있을 것임. 

여기 모인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면 9시라는 대표시간의 무리성이 제기됨. 대표시

간 9시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 위원

 - 수문학적으로 빈도해석을 할 경우에는 보통 해당년도의 데이터를 모두 사용함. 

그러나 산사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산사태를 포함하는 가장 큰 값을 언급할 

수 밖에 없음. 

 - 대표시간 9시의 근거는 다음 4 가지임. 첫째 강릉원주대의 ○○○ 교수팀에 낸 

2011년 10월 논문에 8시 30분과 8시 50분, 둘째 지반공학회에서 작성한 1차 원

인조사보고서의 빈도해석 기준시간은 8시 40분, 셋째 강릉원주대 위험도 평가 모

델의 기준시간이 9시였음. 그리고 넷째 8시 41분까지나 9시까지나 강우량은 0.5

밀리밖에 차이나지 않음.

좌 장

 - 유가족분 등이 얘기하시는 것이 산사태는 8시 전에 일어났는데 분석을 9시 기준

으로 하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고 함. 강우분석에서는 8시 40분이나 9시나 별 차

이가 안 난다고 하시는데 강우분석에서 따로 다루도록 함.

○○○ 위원

 - 산사태 발생시간은 12개 지역별로 다 다르고, 발생원인도 다름. 원인도 하나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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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 본인도 산사태 원인 중의 하나로서 강우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임.

좌 장

 - 전체적으로 이야기 하면 대표시간 보다는 12개 지역별로 각기 다른 시간으로 분

석해야 한다는 것임.

○○○ 위원

 - 당연한 것임.

○○○ 위원

 - 강우량이 산사태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서 보면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님. 중요

한 것은 강우로 약해진 지반의 상태임. 변화된 함수비에 의해서 지반의 전단강도

가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분석해야 함. 

○○○ 위원

 - 임광, 래미안, 신동아 아파트 방면 10년 또는 12년 빈도라고 하셨는데 이게 시간

당입니까?

○○○ 위원

 - 대한토목학회 답변서에 보면 서초관측소 기준으로 8시 30분이면 12년, 8시 20분

이면 10년임.

○○○ 위원

 - 대한토목학회 보고서의 120년 빈도라는 것은 한시간 강우 기준 남현 관측소 기

준임. 임광, 래미안, 신동아 아파트 방면은 그렇다고 볼 수 없음.

좌 장

 - 대한토목학회 보고서는 남현, 서초, 서울 관측소 별로 강우 빈도를 산출한 것으로 

보임. 이에 관하여 ○○○ 위원께서 설명해주시길 바람.

○○○ 위원

 - 대한토목학회 조사단에서는 시민 편에 서서 연구함. 그리고 연구방법을 학문적, 

실무적, 보편적으로 쓰는 방법을 사용했음. 그래서 (관측소값을 사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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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영역을 표시하는) 티센망 방법을 쓴 것임.

 - 서초관측소는 평지에 있음. 그러나 우면산은 산지임. 2011년 10월에 강릉원주대 

팀에서 연구한 논문을 보면 남현관측소, 서초관측소, 우면산 공군부대 각각에서 

강우량 자료를 확보하여 그래프로 그려보았음. 그 결과 공군부대 강우량이 남현

이나 서초 보다 1.2배에서 1.8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남현이나 서초

만 가지고 티센망 방식으로 구획을 그려서 사용함.

 - 그런데 ‘가까운 서초관측소 관측치가 있는데 먼 종로구의 서울관측소의 자료를 

왜 사용했는가’라는 이의제기를 듣게 되었음. 그래서 서초관측소 기준으로 분석

을 해 보니까 서울관측소 기준으로 했을 경우 보다 두 배 가까이 강우빈도가 크

게 나옴. 그리고 실재 우면산에서는 평지 보다 더 비가 많이 왔을 것이라는 것도 

감안해야 함.

 - 서울관측소를 빈도해석 기준으로 사용한 이유는 30년 이상 강우 관측치가 있어

야 하므로 그러함. 서초는 10년, 남현은 1년 관측자료 밖에 없음. 서울관측소는 

1907년부터 관측자료가 있음. 본 분석에는 서울관측소 1961년부터의 자료를 사

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1961년부터 시간당 강우량을 측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임.

○○○ 위원

 -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편들어 달라는 것이 아님. 왜곡된 진실이 아닌 진실을 얘

기해달라는 것임. 

 - 다른 방법이 좋다면 그것을 써보는 등의 논리 개발을 해야 함.

좌 장

 - ○○○ 위원께서 서울관측소 자료를 쓰는 이유가 서초관측소에서 그 동안 계측한 

자료가 적기 때문인지?

○○○ 위원

 - 서울관측소는 50년의 자료를 사용하셨고 남현은 10년 정도 되는지?

 - 두 관측소의 강우가 균질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파악을 해야 함.

○○○ 위원

 - 남현에서는 비가 많이 와서 7시 40분이나 50분 쯤에 먼저 무너짐. 서초는 8시 

20분이나 30분 정도에 무너짐. 대충 10년 빈도임. 시간을 따로따로 하는 것이 맞

음.

 - 사실 지반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철탑이나 공군부대 등의 인위적인 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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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음. 사실은 인위적인 문제를 다뤄야 함.

좌 장

 - 그건 토론 2에서 다룰 것임.

○○○ 위원

 - 수문학적으로는 대한토목학회에서 한 방법이 맞음. 기상청 기준 전국 확률 강우

량을 구하고 우면산 등 가까운 관측소가 없는 지역에서는 가장 근접한 관측소를 

기준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 그러나 어느 시점의 강우를 가지고 분석하

느냐는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함. 산사태가 발생한 시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

음.

 - 산사태 발생 시간 기준으로 하면 10년이나 12년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산

사태의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생김. 허프4분위법으로 분석을 하면 강우의 

강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 이렇게 강우의 패턴을 나누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음. 총강우량만을 가지고 그것도 9시라는 대표시간을 가지고 분석을 해

서 전문가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김.

○○○ 위원

 - 지난 40, 50년 전 서울에서 강우량과 산사태의 관계는 없는지? 2011년에 비해 

시간당 강우가 더 많은 해에는 왜 산사태가 나지 않았는가?

 -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연구총괄책임자이신 ○○○ 교수께서 나오셔야 했음.

좌 장

 - 산사태의 원인은 강우만의 문제는 아님. 산의 지반 등의 취약성 등의 소인이 기

본적으로 있고 비가 와서 유인이 되어 트리거가 됨. 어느 한 쪽만을 다루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 같음. 

 - 서초관측소, 남현관측소와 서울관측소의 강우 패턴은 상당히 다름. 이에 대한 설명은?

○○○ 위원

 - 허프4분위법은 확률분포를 모를 때 확률강우량을 가지고 하는 방법임. 대한토목

학회에서 한 방법은 실강우이기 때문에 허프4분위법은 의미가 없음.

○○○ 위원

 -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함. 



- 333 -

○○○ 위원

 - 산사태 발생시간 자체가 문제 아닌지? 발생시간은 정확히 안다고 한다면 그것으

로 빈도해석을 하면 됨. 당연함. 

 - 우면산에는 2011년 7월 27일에 시간 당 113밀리, 64밀리가 왔음. 같은 시간에 

도봉산에는 5밀리 왔음.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그러나 강우 빈도해석은 하나의 

기준임. 그렇게 이해하면 됨. 

○○○ 위원

 - 허프분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 관측된 강우가 시간에 관계 없이 시작부

터 끝까지 피크치가 어디서 발생했느냐를 통계적으로 죽 관측한 것을 보고 

1,2,3,4분위로 나누어 수공구조물 설계 기준으로 사용하는 방식임. 총량은 같아도 

부분별로 강우가 다를 수가 있음. 

 - 서울관측소는 국지적인 우면산 산사태 발생 강우와는 상관이 없으나 장기 강우를 

가지고 이번 강우가 어느 정도의 강우였는가를 알게 해줄 수는 있는 기준이 됨. 

예를 들어 어떤 어린이의 키가 평균키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표준 스케일이라고 볼 수 있음.

좌 장

 - ○○○ 위원 말씀은 서울관측소의 자료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서

초나 남현의 경우 대입하는 것은 어떠한지?

○○○ 위원

 - 그것은 맞는 것임. 적용해서 하는 것은 맞는 방법인데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으니

까 맞는 방법임. 시간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임.

○○○ 위원

 - 남현에서 1년 관측을 했는데 수문학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검증이 안 된 

것은 아닌지?

○○○ 위원

 - 그것은 통계해석에는 쓸 수 없는 것이고 수문학적으로는 그 자료가 측정된 그 시

점에 한 시간 자료가 우리 서울관측소에 가서 딱 대보는 겁니다. 여기 자료가 없

기 때문에 서울관측소에서 몇 십년의 신뢰성 있는 자료를 봤을 때 한 시간에 얼

마 정도 되는 몇 년 빈도라는 척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 보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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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것은 검증할 필요는 없음. 당시 측정치이기 때문임. 수문학적으로 문제가 없음.

○○○ 위원

 - 우리나라 애기들을 몇 년 동안 통계를 봤더니 태어났을 때 몸무게가 3.5킬로다. 

그런데 새로 태어난 애기가 3킬로면 평균 보다 작구나라고 말하는 것과 같음.

○○○ 위원

 - 레이다를 가지고 시간대별로 관측소값과 비교해서 강우량을 산출할 수 있다는 얘

기를 들은 적이 있음.

○○○ 위원

 - 과거 서울에서 40, 50년 동안 강우량하고 산사태 피해가 얼마나 났느냐 보면, 거

의 10년마다 10명씩 죽음. 그러니까 2011년 강우가 과거 보다 적었는데 산사태 

피해가 많았다는 이야기는 인위적으로 공사하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임. 

 - 강우 빈도만하는 용역이 아니라 서울시가 과연 과거 40년 동안 지반에 관한 연

구를 쭉 해가지고 대책을 세웠느냐, 안 세웠냐, 산사태하고 강우량이 어떤 관계

가 있냐 그런 얘기를 해줘야 함. 

○○○ 위원

 - 레이더 다 저희도 했음. 레이더라는 것이 관측소에 데이터가 있다면 그것을 쓰면 

되지 레이다 자료를 보정해서 쓰지는 않음. 관측소 데이터가 있으면 레이더 데이

터는 쓰지 않음.

○○○ 위원

 - 태풍하고 우면산하고 강우 패턴이 다름. 큰 태풍하고 국지성 집중호우는 다름. 균

질성 문제를 감안해야 함.

○○○ 위원

 - 거기에서 균질성 얘기를 하면 안 됨. 지역빈도 해석할 때나 쓰는 것임. 강우빈도

는 하나의 기준임.

○○○ 위원

 - 113 밀리 해서 120년 빈도라고 해버리니까 문제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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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 120년은 통계학적으로나 의미가 있음. 

○○○ 위원

 - 10년 빈도를 100년 빈도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시간을 왜 안 따져요?

좌 장

 - ○○○ 위원 말씀은 빈도해석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임.

○○○ 위원

 -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님. ○○○ 위원 의견은 국지성 집중호우면 집중호우들만 

다 모아가지고 서울관측소에서 분석한 것하고 비교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임. 그

러나 수문학적인 현업의 수준은 지금까지 온 모든 자료를 가지고 강우강도식하고 

그것을 비교하는 정도라는 것임. 실무에서 틀린 것은 아님. 

○○○ 위원

 - 우면산은 지역별로 산사태 발생시간도 다른데 일률적으로 9시를 기준으로 정했다

는 문제가 있음. 

 - 대한토목학회 보고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이나 

재판관 등이 보는 것임. 120년 강우 빈도라는 말에만 눈이 감. 우면산에 120년 

만에 비가 왔는데 안 무너진 게 이상함. 이렇게 기자들이 기사를 쓸 것임. 

좌 장

 - ○○○ 위원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위원

 - ○○○ 위원과 ○○○ 위원께서 대강 말씀하심. 발생시점을 제대로 밝히고 이에 

따라 강우빈도해석을 하는 것임.

○○○ 위원

 - 발생시점은 다 나와 있음.

좌 장

 - 그러면 분석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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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 대한토목학회에서 (답변서로) 의견을 냈음. 산사태 지역적 발생시간을 추정해서 

그에 따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고 결과를 제시했음.

○○○ 위원

 - 변경된 내용을 결론에 포함시켜야 함. 

좌 장

 - 대한토목학회 답변서는 보고서에서 빠졌으니까 보고서에 들어가야한다는 의견.

○○○ 위원

 - 강우빈도 120년이라는 것이 천재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만든 요인이 됨. 이것 때

문에 인위적인 요인의 영향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의 일부 보완을 권할 수 있을 듯함. 산사태 발생 시점에 관하여 조

정을 하고 그 다음에 조사 결과의 한계나 미비점이 있다는 정도를 전문가들에게 

확인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듯 함.

좌 장

 - 1998년과 2001년 등 과거 2011년 보다도 더 강우가 내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우면산에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음. 그 이유가 뭐냐는 것하고 산사태 발생당시 

10년 내지 20년 빈도 정도의 시간당 강우가 내렸음에도 산사태가 발생안한 이유

는?

○○○ 위원

 - 근본적으로 강우량이 따로 놀았다는 것이 문제임. 지역별로 지반의 문제도 있고 

철탑, 산책로 등의 연구가 시행되고 연결이 되어 해석이 되어야 했음. 

좌 장

 - ○○○ 위원, 사면안정해석이나 침투 거동 해석 등이 대한토목학회 보고서에 포

함되어 있습니까?

○○○ 위원

 -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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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 대한토목학회 보고서는 친절하지 않음. 이 보고서는 해석 위주의 보고서임. 왜냐

하면 현장이 복구되어 좋은 무엇이 나올 수가 없음.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현장

을 보존하고 공개했어야 했음. 이 공개 공간에서 학자들이 들어가서 삼축압축시

험기를 가지고 측정을 했어야 했음.

 - 해석 보고서는 파라미터 스터디에 따른 설명이 필요함. 그러한 설명이 없다고 보

임.

 - 대한토목학회 보고서에서는 했긴 다 했음. 침투해석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갖추

고 있음. 본인 생각에 현재 상황에서 낼 수 있는 보고서로는 완벽함. 

○○○ 위원

 - 본인도 공감함. 사면안정해석에서는 파괴변의 과정이나 간극수압에 대한 과정이 

있어야했으나 그런게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사면안정해석에 (파괴변, 간극수압 등의) 데이터가 없음.

○○○ 위원

 - 우면산 산사태 민관합동 TF에서 저에게 2차 원인조사 책임을 맡으라고 했는데 

본인이 안 했음. 왜냐하면 할 수가 없는 상황임. 그래서 이것의 한계점은 이야기 

해줘야 함.

 - 지반 등의 조사 데이타가 없음. 현장에서는 사이즈만 쟀음. 무너졌을 때 누출특성

(Seepage) 같은 데이터가 없음. 보고서 결론에 실어야 함.

 -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공사비하고 관련된 문제임. 1차 보고서가 원인 및 

복구 대책이었음. 2차에서는 복구가 빠져 있음. 복구대책이 따로 놈. 

○○○ 위원

 - 본인은 좀 다르게 봄. 강릉원주대 팀이 그 전에 산사태 나자 들어가서 조사했음. 

그리고 1차 지반공학회 조사　때도 나름 기본조사는 했음. 사진자료도 있고 물성

자료가 필요하면 가서 조사하면 되는 것이었음. 

○○○ 위원

 - 현장조사 했던 강릉원주대 팀을 저희 조사단으로 데리고 왔음.

○○○ 위원

 - 본인이 물어봤는데 디테일하게 조사하지 않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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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 바로 복구공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 위원

 - (조사)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음.

좌 장

 - 해석이 좀 불충분했다는 의견, 강우분석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의견, 강우분석은 

지역별로 발생시간별로 하는 것이 의미있다는 의견 등이 있었음.

○○○ 위원

 - 향후에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것 같음. 산사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을 보전

하고 전문가에게 오픈된 토론장을 만들어 주었으면 함. 그래야지 교육적 가치도 

높아지고 학문적인 발전도 있을 것임.

○○○ 위원

 - 그것을 결론에 써야 함. 재판관이 보는데 우리는 있는 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는 것을 알려야 함.

○○○ 위원

 - 그러다가 또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 위원

 - 아니 이야기해야 함. (대한토목학회 보고서를) 한 자도 고칠 수 없다는 것은 어불

성설임.

○○○ 위원

 - ○○○ 위원 말씀이 맞기는 하지만 응급복구나 복구의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

임. 놔두었을 때 빨리 복구가 안 되어서 생기는 문제점도 사실 있음.

○○○ 위원

 - 좋은 교훈을 얻어야 함. 보고서에 써야 함. 남들이 보면 다 신뢰성 있는 줄 알 수

도 있음.



- 339 -

□ 공군부대의 영향

좌 장

 - 공군부대의 영향에 관하여 ○○○ 위원께서 발언하실 내용이 있음.

○○○ 위원

 - 공군부대 산사태 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추적60분 자료를 포함하여 많은 자료들

이 있음. 

 - 전공별로 수리수문학 전공자와 지반 전공자하고 입장이 다를 수 있음. 

 - 1차보고서 사진을 보시면 공개된 하단부에 기반암이 노출될 정도로 세굴되었음. 

래미안 방향 흙둑이 있는데 흙둑 입구에 물이 모여서 흘러가면서 세굴을 시킨 것

임. 7시 20분부터 굉장히 강우가 강해졌음. 그래서 1시간에 1미터 정도씩 세굴이 

엄청나게 일어남. 대한토목학회 보고서에서는 세굴이 자세히 다루어지지 않았음. 

 - 우면산 공군부대 산지쪽 집수정은 막혔음. 그러나 래미안쪽 흙둑 앞의 집수정은 

제대로 기능했음. 거기로 배수되었음.

 - 1919년도 과거 지형도를 바탕으로 산사태 위험도를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향후 

공군부대가 들어설 주변 지역에 위험지역이 상당수 나타나고 있음. 현재 지형기

준으로 분석한 산사태 위험도와 비교해보면 위험지역 면적의 변화가 거의 없음. 

공군부대의 유무에 따른 영향이 별로 없다는 결론임.

 - 래미안 방향 흙둑 내부의 파괴는 없었으며 외부 쪽의 파괴만 발생함. 

○○○ 위원

 - 산사태가 났음. 그게 제일 중요함.

○○○ 위원

 - 공군부대 내부 사면에서 붕괴가 일어났음. 그래서 그 앞의 배수로가 막혔음. 그 

다음에 물이 빠진 것은 천막 같은 것으로 덮은 흙둑 근처 집수정으로 물이 빠짐. 

○○○ 위원

 - 다 빠진 것인지?

○○○ 위원

 - 거기로 쭉 빠져나갔음. 홍수흔적이 집수정까지 연결되어 있음. 흙둑도 생생하게 

살아 있었음. 주변 풀들도 살아 있음. 그러나 흙둑 바깥 부분이 세굴되어 원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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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파괴되어 내려간 것임. 

 - 공군부대 실시설계보고서의 흙둑사면에 강우가 침투해서 간극수압이 높아져서 파

괴가 생겼다는 말은 타당하지 않음. 흙둑에 강우가 침투하기도 어렵고 침투해도 

2일 이상 물이 들어가야 함.

○○○ 위원

 - 공군부대 실시설계 보고서를 부정하시면 안 됨. 그대로 공사했음. 현재는 포장되

어 있음.

○○○ 위원

 - 흙둑에 2미터 정도 되는 폭으로 물이 스며들어가려면 투수계수근거로 볼 때 2.8

일이 걸림.

○○○ 위원

 - 본인과 ○○○ 위원은 발생 직후 현장에 있었음. 

 - 대한토목학회 보고서에는 공군부대 내부의 산사태의 영향에 관해서는 해석이 없

음. 공군부대 건설 전후로 유출특성만 달리해서 사면안정해석을 했음. 

○○○ 위원

 - 그것은 분석이 잘못된 것임.

○○○ 위원

 - 산사태 발생원인 중에서 절개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교과서에도 명확하

게 나와 있는 사실임.

 - 흙둑 벽도 절개지이므로 물이 스며들어감. 

○○○ 위원

 - 스며들어가는데 2.8일이 걸림.

○○○ 위원

 - 공군부대 실시설계보고서에서는 사면이 있는데 배수로가 없어서 물이 스며들어가

서 안전율이 낮게 나와서 배수로 파는 공사를 했음. 

 - 토석류가 그냥 배수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흙과 나무들이 배수로를 막음. 산

사태 양이 미디엄 사이즈로 엄청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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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래미안 방향으로 도미노처럼 쳤다는 것임.

○○○ 위원

 - 토사가 쌓였던 흔적을 근거로 보면 그 흔적을 따라 물이 빠져 나간 것임. 그리고 

둔덕들이 다 살아 있었음. 래미안 쪽으로 연결되는 산은 무너지지 않고 바깥쪽으

로 무너짐. 풀들이 그대로 살아 있음.

○○○ 위원

 - 물이 빠져 나간게 아니라 공군부대 측에서 도로 주변에 쌓아 놓은 것임.

 - 토사가 엄청남. 나무도 봐야 함.

 - 나무가 여기까지 넘어감. 여기에서 섰다가 토사로 넘어졌음.

○○○ 위원

 - 풀들이 흙둑 위에 살아 있음.

○○○ 위원

 - 여기로 넘어감. 비가 또 왔음. 흙둑은 살아 있었음.

 - YTN 방송 자료임. 물이 넘어와서 사람들이 모두 그런 얘기를 함.

 - 레미안 아파트에서 피해가 컸던 이유는 양동이로 붇는 듯이 도미노처럼 큰 영향

을 주었기 때문임. 

 - 산사태 발생 이후에 오후 4시까지 비가 많이 왔음. 배수로가 다 막혔음. 공군부

대에서 급하게 공사를 해서 쌓아 놓은 것들을 보시기 바람. 

 - 토목학회에서는 위에서 치면 아래까지 가중되는 것을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줬어야 

했음. 

○○○ 위원

 - ○○○ 위원께서 올라가신 위치는 여기임. 터진곳은 여기임. 사면이 터지면 그곳

으로 내려갈 수는 없음. 

○○○ 위원

 - 건물은 산쪽에 있음.

○○○ 위원

 - 복구된 사면이 추적60분에서 보여준 것임. 이 복구된 사면이 무너지면 영향을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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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여기로 가야지 거기로 갈 수는 없음.

 - 마대들을 무너진 사면에 보강했음. 산 중턱 쯤에 걸려 있고 왕창 떨어져 나간 것

은 아님. 보강했던 것들이 멀리 안 가고 원형으로 쭉 쌓여 있었음. 더 멀리 퍼져

나가지 않도록 콘크리트로 막았음. 그 때 산 앞 배수로는 막혔던 것 같음. ○○

○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너져 내렸으면 풀들도 다 치고 흘러왔어야 했음. 

그러나 풀들이 다 살아 있음. 흙둑에서도 소나무라든가 풀들이 다 살아있음.

 - 여기 가로등이 있는데 사면이 유실되어 여기 나가면서 배수로를 통해 건물 앞에 

집수정으로 뽑아내게 되어 있음. 이 부분이 무너져서 쳤으면 가로등 앞으로 쳐 

가지고 사면이 다 날아갔어야 했음. 풀들도 다 살아 있음. 

○○○ 위원

 - 거기에서 청소를 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세요?

○○○ 위원

 - 청소를 해도 일부러 여기까지만 남겨놓고 위에는 할 수 없음. 물이 고일 때는 낮

은 부분부터 고이기 때문에 청소를 했으면 다 이렇게 할 수 없음.

 - 나무 쓰러진 것을 한쪽에 치워놨는데 이게 그 소나무임. 이 소나무 바로 뒤쪽이 

흙둑에 있는 풀들임. ○○○ 위원께서 말씀하신 토석류가 발생시켰으면 이 위로 

넘어가면서 이 풀들이 다 쓸려가지고 누워야 함. 그러나 누워있지 않았음.

○○○ 위원

 - 마대는 무엇인가?

○○○ 위원

 - 밖에 쓸려 나간 사면에 덮어 놓음. 바깥쪽 사면이 래미안 쪽으로 쓸려 나가고 풀

들이 살아 있음. 이 부분이 더 위태롭지 않도록 공군부대에서 덮어 놓은 것임. 

추적60분 사진 보면 ○○○ 위원께서 올라가셔서 서계신 흙둑이 그대로 살아 있

었음.

○○○ 위원

 - 현장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남아 있지 않다 보니까 정확하게 분석하기 어려움. 

 - ○○○ 위원께서는 월류했을 것이라고 하셨고 본인은 밑으로 침투했을 것이라고 

생각함. 이 두 가지 가정에 대해서 조사가 충분히 이뤄졌어야 했음. 

 - ○○○ 위원께서 흙둑이 별로 영향이 없다고 했으나 거의 절반이 무너져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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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께서 배출되었다고 한 집수정을 넘는 지점부터 공군부대가 천막같은 

것으로 덮어놓은 것임. 그 부분이 취약해서 덮었다면 상당한 영향이 있었음을 유

추할 수 있음.

 - 홍수흔적이 흙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훍둑 밑 부분 정도까지만 미쳤고 거기

에 집수정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풀 중간까지도 흙이 잠겼던 흔적이 있었

다고 봄. 산사태 이후에 오후 4시까지 비가 계속 온 것으로 보아 홍수 흔적도 어

느 정도 씻겼다고도 볼 수 있음. 

 - 물이 흙둑을 관통해서 반대측 사면을 허물어뜨리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지

는 장담할 수는 없으나 상당히 의심해 볼 수는 있음. 지하침투의 가능성이 있다

고 생각됨.

 - 포화투수계수 30밀리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 보다는 더 컸을 것임.

○○○ 위원

 - 우면산 산사태 민관합동 TF에서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임.

○○○ 위원

 - 공군부대 공사가 언제였는지?

 

○○○ 위원

 - 몇 년 되었을 것임.

○○○ 위원

 - 투수계수가 높을 수 있는 것이 침투한 것이기 때문임.

○○○ 위원

 - 저희가 현장에서 느낀 것은 공사한지 얼마 안 된 것 같다는 것이었음.

○○○ 위원

 - 2년 정도 되었음.

○○○ 위원

 - ○○○ 위원께서 산사태 난 곳이 한쪽이라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다 산사태 났

음. 

 - 산사태의 영향이 밑에까지 미쳤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쪽 배수구를 철저하게 막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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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번 집수정과 2번 집수정은 막혀있었음. 

 - 1번 집수정으로 배출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것마저도 사진에서 보면 막혀있음.

○○○ 위원

 - 막혀있지 않았음. 홍수흔적이 그것을 (증명함.)

○○○ 위원

 - 막혀있었음. 물이 나갈 데가 없음. 다 막혔음.

○○○ 위원

 - 200평정도 되는 운동장이 하나의 웅덩이처럼 작동함. 어느 곳으로도 배수될 곳이 

없었음. 

○○○ 위원

 -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많은 부분을 대한토목학회에서 명확하게 세밀하

게 조사해서 보고서에 넣었어야 했음.

○○○ 위원

 - 검토를 안 했음.

○○○ 위원 

 - 그래서 말이 많은 것임.

○○○ 위원 

 - 그래서 통째로 빠져버리는 것임. 

○○○ 위원

 - 산사태에 세굴이 중요하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음.

○○○ 위원

 - 밀양 산사태나 연천 산사태나 세굴이 일어나고 30분에서 1시간 내에 다 무너짐.

 - 사면에서 깔데기 형태로 집수가 되기 때문에 모이는 부분에서는 유속과 수심이 

세져서 기반암까지 세굴된 바로 그런 현상 때문에 사면이 파여 나가게 되면 경사

가 급해져서 밑에서 지지력이 상실되어 산사태가 발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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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 세굴하고 절개지하고 중에서는 절개지가 산사태 원인으로 더 중요함.

○○○ 위원

 - 몇 년 전에 절개지가 없었을 때도 우면산 지역에서 위험지역으로 나타났기 때문

에 이 부분을 대한토목학회에서 분석을 했어야 했음.

○○○ 위원

 - 춘천 산사태에서는 멀쩡한 곳에서 도로를 만들면서 거기에서 치고 내려온 것임.

○○○ 위원

 - 대한토목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공군부대 주변 흙둑에서부터 54미터 구간은 공군

부대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쓸려 내려갈 수 있는 위험지역이라는 것임.

○○○ 위원

 - 절개지가 가장 위험하고 문제는 절개지를 만들었다는 것임. 그것에 대해 공군부

대가 자유롭지 못할 것임. 

 - 홍수나면 어지간한 집수정은 다 막힘.

○○○ 위원

 - 나무하고 돌 때문에 (막힘.)

○○○ 위원

 - 그 당시 막힌 쪽 좌우로 들어가게 되어 있음. 그 다음에 집수정이 더 위에 또 있

음. 

 

○○○ 위원

 - 절개지가 위험하다는 것은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임. 그림을 보시면 도로를 까

면 지하수위가 달라지고 절개된 면은 취약부가 됨. 우리나라(산사태 발생 원인의) 

80% 정도는 이러함.

○○○ 위원

 - 절개지를 만들었을 때 지표수가 한곳으로 모여서 흐르게 되면 그쪽으로 터져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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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어 있음. 이것이 세굴을 시키면서 지표수에서 터져 나가는데 공군부대에서

는 흙둑으로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쪽으로 물이 흘러갈 수가 없었음. 흙둑 앞의 

집수정으로 빼도록 함.

○○○ 위원 

 - 집수정이 흙하고 나무로 막히는데 무슨 소용이 있는지?

○○○ 위원

 - ○○○ 위원께서 빠져나갔다고 하는 집수정 사진이 우측 아래쪽의 것인지?

○○○ 위원

 - 아님. ○○○ 위원께서 서계신 무너진 사면(근처임.)

○○○ 위원

 - 막혔다고 봄. (물이) 흙을 넘음. 

○○○ 위원

 - 우리가 당시 상황을 눈으로 직접 안 봤기 때문에 누구도 사면이 막혔는지 얼마나 

막혔는지 (알 수 없음). 수문학 전공자는 홍수흔적으로 얘기함.

○○○ 위원

 - 하루 지난 후에 고인 물이 없었음. 그 물이 어디로 다 간 것인지?

○○○ 위원

 - 공군부대에서는 일부를 물이 빠져나가도록 복구를 했음. 일부를 오픈해서 물을 

뺐음. 물이 찬 것은 맞음. 하지만 홍수흔적으로 봤을 때 발목정도로 찬 것임.

○○○ 위원

 - 저수지처럼 찬 물이 빠져 나갈 방법은 한쪽이 무너져서 넘어갔든지 아니면 지하

로 침투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봄. 

○○○ 위원

 - 차라리 시뮬레이션 해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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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 맞음.

좌 장

 - 대한토목학회 보고서에는 논의되는 것(배수로, 집수정 및 흙둑 등)에 대한 시뮬레

이션이 빠졌다고 확신하는지?

○○○ 위원

 - 아무것도 없음.

좌 장

 - 배수로 부재로 인해 산사태 발생 책임을 자인했는데 그 과정이 지금 누락되었다

는 것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위원

 - 없으니까 해야 함.

○○○ 위원

 - 말이 아니라 분석으로 해 달라는 얘기임.

○○○ 위원

 - 문서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서에 넣어달라는 것임.

좌 장

 - 마지막 남은 쟁점은 월류했는지 침투했는지 아니면 영향이 없었는지 규명이 안 

되었다는 것임.

○○○ 위원

 - 그러함.

좌 장

 - 공군부대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가지고 있다고 자인은 했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이것이 됐다는 프로세스는 빠져 있으므로 어떤 형태로든 보완을 할 필요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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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 보완을 해야 함.

○○○ 위원

 - 래미안 아파트에서 사람이 많이 죽었음. 제일 규모가 컸음. 그래서 입증을 해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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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구조물

○○○ 위원

 - 덕우암 쪽에 철탑이 있는데 (산사태가) 철탑 바로 밑에서 시작함. 헬기 타고 보니

까 시작점이라고 판단됨.

 - 산책로도 배수로가 없음. 이것이 통로역할을 함. 산책로를 만들었는데 밑으로 수

직으로 내려오니까 연결되고 통로 역할을 함.

○○○ 위원

  - 철탑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 위원

 - 도로도 이런 얘기임. 스트레스 릴리즈 된다고 봄. 까기 때문에 평지를 만들어야 

하고 비가 오면 침투가 50% 되고 50%가 유출된다고 보면 스트레스가 이완된다

고 봄. 

○○○ 위원

 - 그러니까 도로는 개연성이 있음. 그런데 철탑은 스팟이기 때문에 깍았다고 해서 

거기에서 산사태를 트리거 할 만한 스트레스 릴리즈가 생긴다는 것은 조금은 과

장된 표현이지 않나.

○○○ 위원

 -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에 보니까요.

○○○ 위원

 - 산책로는 개연성이 있음.

○○○ 위원

 - 시작을 했음. 거기에서 시작한 게 맞음. 철탑 바로 아래에서 아까 보고서에 나옴. 

다른데도 이게 있음.

좌 장

 - 다른데 있다는 게 뭐가 있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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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 또 여기에서도 철탑이 있고, 어디에서는 묘지가 있고. 2007년도 산사태로 7월 한

달 동안 산사태로 58명이 사망했음. 춘천인데 도로가 있고, 텃밭이 있고, 과수원

이 있고 이런 식임.

좌 장

 - 그만하세요. 그것은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그것은 지역마다 다르니까. 지

금은 우면산에 국한해서 얘기하시길 바람. 케이스가 다를 수 있음.

○○○ 위원

 - 아까 두 개 이것과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임.

○○○ 위원

 - 자연사면을 건드리면 배수체계가 바뀜. 한쪽으로 집수를 더 시키게 되면 예를 들

어 철탑을 만들면서 자연사면일 때는 계곡 둑 말고 방사형을 흘러야 함. 그런데 

도로라든가 연결하게 되면 그쪽으로 쏠림. 쏠리면 세굴이 발생하여 산사태를 트

리거할 수 있음.

 - 철탑의 경우에는 밑에 콘크리트라든가 기초지반을 하면서 침투 등의 영향이 달라

질 수 있음. 그 영향여부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보고서에 넣어야 했음. 

○○○ 위원

 - 흙 밑에 암반이 있는데 나무뿌리는 암반으로 들어가 지 못해 빗물이 세게 들어가

면 무너짐. 

 - 세굴되었다고 해서 산사태로 가는 것이 아니고 (물이 찬) 덩어리 자체가 누워서 

쭉 미끄러지는 것임.

○○○ 위원

 - ○○○ 위원 말씀대로 경사 30도 이상되는 사면에서는 세굴 안 되어도 무너지는 

경우가 있음. 그런데 호우가 집중적으로 와서 세굴까지 시키게 되면 사면이 견딜 

수 없음. 

○○○ 위원

 - 지면을 깍으면 지하수 침투가 일어남. 흙둑 사면을 침투해서 관통하는 시간이 

2.8일이라고 하셨는데 그 수치는 아닌 것 같음. 절개지 앞부분 속으로 물이 들어



- 351 -

가면 무거워 짐.

○○○ 위원

 - 밑으로 내려갈수록 지하수 포화도가 높아짐.

○○○ 위원

 - 자연사면은 물이 지표면을 통해서 유출되기도 하는데 절개를 하게 되면 물의 침

투가 훨씬 더 많음.

○○○ 위원

 - 공군부대 흙둑의 배수가 침투인지 월류인지 대한토목학회에서 보완하도록 함.

좌 장

 - 등산로는 산사태 발생에 어떤 역할?

○○○ 위원

 - ○○○ 위원과 현장 조사를 많이 했는데 많은 곳에서 등산로가 원인이 된 것이 

사실임.

 

좌 장

 - 우면산의 경우에 그런 것을 발견했는지?

○○○ 위원

 - 여러 군데에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등산로도 그렇고 위에 군부대도 있기 때문에 군부대 진입로에 최근에 공사한 상

태가 많았음. 그런 지점에서 20, 30 미터씩 흘러내린 빗물 같은 경우는 제법 많

았음.

 

좌 장

 - 원래 자연사면 그대로 두는 경우는 안전함. 사람이 손은 대면 어느 사면이나 위

험 포텐셜이 늘어남. 모든 우리나라 사면이 다 그런 포텐셜을 안고 있음.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른데 그렇다는 것을 여기에 적용하면 좀 어려울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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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 본인이 보기에는 ○○○ 위원과 ○○○ 위원께서 발견하셨으므로 등산로가 있고 

없고를 나누어 그 영향을 시뮬레이션 해야 함.

좌 장

 - 1차나 2차 조사할 때 등산로에 대한 조사 등 그런 것이 현장답사에는 없었는지?

○○○ 위원

 - (현장조사는 했으나 등산로 등에 관한 시뮬레이션은) 보고서 내용상에는 없음.

○○○ 위원

 - 이번 보고서에 어떤 경고를 줘야 함. 그래야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전형적인 것

이 나올 수 있음.

○○○ 위원

 - 물길이 등산로로 바뀌어졌음. 

○○○ 위원

 - (이번 일로) 앞으로 산지를 개발할 때의 법적인 규제 및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함.

좌 장

 - ○○○ 위원께 질문하도록 함. 비가 오면 강우강도가 낮을 때는 비가 오자마자 

모두 땅으로 침투함. 강우강도가 높아지면 흐를 것임. 지표면에서 어느 정도 강

우에 그렇게 된다고 보는지?

○○○ 위원

 - 그것을 얘기해줘야 함. 사실은 아까도 그것임. 강우빈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2개 지역에서 하나는 안 다치고 (다른 곳에서는) 어떤 이유로 사람이 죽었는가, 

산사태 피해가 많아진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이 보고서임. 

 -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 면책을 주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느낌이 있음.

○○○ 위원

 - 본인이 볼 때 서울시 면책을 위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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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 부처님을 놔두고 이쪽에서는 (이렇다 저쪽에서는 저렇다 하는 것 같음.) 본인은 

면책을 주는 것 같지는 않음.

좌 장

 - 면책은 아닌 것 같음.

○○○ 위원

 - 여기서 보고서에서 빠진 것이 과연 우면산에 산사태가 한 번도 위험하다고 경고

된 적이 없었는지? 

좌 장

 - 우린 지금 쟁점사항에 대한 것을 토론하니까 거기까지는 진전하지 마시고 지금 

강우강도를 감안하여 산사태나 저기처럼 지표면이 세굴이 되는 것에 대한 것임. 

강우강도가 어느 강도 이상이 되어 세굴이 되는가 하면 본인이 연구한 결과에 따

르면 투수계수하고 비교함.

○○○ 위원

 - 그러함.

좌 장

 - 강우강도가 투수계수의 5배 이내까지는 다 침투해 버리고 5배 이상이 되면 월류

해 버림. 나머지 부분이 지표면에서 흘러서 세굴을 시킴. 그 세굴이 사면안정성

을 상당히 떨어뜨림. 

 - 공군부대 흙둑을 넘어서는 사면에 그때 온 강우강도가 시간당 80밀리가 넘었다

고 하면 투수계수가 그것하고 비교했을 때 5배가 훨씬 넘었음. 그래서 무너지기 

전에 그렇게 많이 세굴이 되었을 것임. 그런 것하고 종합적인 분석을 했으면 (대

한토목학회 보고서가)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것임.

 - 어쨌든 그런 분석이 없는 현시점에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게 원인이 

된다고 결정을 하기가 힘든 어려운 현실임. 그래서 의문은 의문대로 남겨둘 필요

는 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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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저수지

좌 장

 - 다음에 생태저수지 규모 축소가 산사태 발생 원인이라는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시는지?

○○○ 위원

 - 원인은 아님. 원인은 저 위에서 치고 내려왔고 생태저수지는 저 밑에서 있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정인 부분을 모

두 가지고 있음.

좌 장

 - 그건 보고서에 어떻게 씌여 있는지?

○○○ 위원

 - 보고서에 (사방댐의 영향 같은) 그런 얘기는 안 해 놨음.

좌 장

 - 생태저수지를 다시 중계축하면서 그 부분이 좀 이제 줄어든 게 아닌가하는 생각

임. 사방댐은 별도의 사안이 아닌지?

○○○ 위원

 - 그러면 이렇게 축소한 것은 사방댐 건설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 위원

 - 무관한 것 아닌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 것임.

좌 장

 -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의견이 양분됨. 오히려 생태저수지가 있어서 토사를 

거기에 막아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막았다는 말도 있음.

○○○ 위원

 - 좋게 얘기하면 그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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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장

 - 본인의 생각은 누가 잘못했다고 지적하기 이전에 우리가 부족한 점, 더 알고 싶

은 점을 우리는 오늘 토론회에서 부각을 시키고 싶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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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발파

좌 장

 - 터널발파에 대한 이야기도 짚고 넘어가야 함. 발파의 영향이 있다 없다 여러 가

지 지적이 나오고 있음. 그런 내용은 보고서에 어떻게 다뤄졌는지?

○○○ 위원

 - 대한토목학회 보고서의 터널발파 영향분석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는 약간 

충실하지 못함. 

 - 터널 시공사에서 제공한 수치인 최대진동 0.247 카인에 대한 팩트를 가지고 거꾸

로 맞춰가면서 발파의 패턴을 잡아냄. 그런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음. 시공할 

때 폭약을 반입하면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음. 그날 얼마만큼 폭약이 들어왔

는지 다 알 수 있음. 

 - 결론적으로 터널발파에 의한 지반의 영향은 없음. 그러나 접근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음.

 - 대한토목학회 연구자는 PPV라는 것을 사용함. 이는 광산 발파시 근접시설물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는 기준임. 사면에 대한 영향에 관한 기준은 거의 없음. 홍콩

과 인도에서 나왔는데 다 기반암에 대한 것임. (사면붕괴의 주요장소인) 지반에 

대한 것은 없음.

 - PPVC라는 기준이 (타당함.) 이는 발파시 그 지반이 허용할 수 있는 최대 입자속

도임.  

 - 대만의 리우 교수께서 스트레스 데그리데이션을 왜 체크하지 않았는지 지적함. 

(정적) 수치해석한 것만으로 부족함. 누적전단변형율, 탄성임계전단변형율, 체적

임계전단변형율 등 동적 수치해석을 통한 전단계수 값들을 구해야 했음.

○○○ 위원

 - 그것이 사이클릭 로딩이 아니라 충격파일 경우에도 일어나는 것인지?

좌 장

 - 사이클릭 로딩은 충격파와는 상관이 없음. 

○○○ 위원

 - 지진파와 마찬가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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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 지진에도 상관없음. 누적 변형율(Accumulated Strain)이기 때문임. 

 - 본인이 분석한 결과 기준 내에 들어갔으므로 터널 발파에 의해서 산사태가 일어

날 수 있는 개연성은 거의 없음.

○○○ 위원

 - 반박을 하겠음. 외국에서는 지진이나 발파나 마찬가지임. 지진이 발생하면 산사태

가 자주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음. 내년 9월 이태리에서 국제 지진공학회에서 지

진으로 촉진된 산사태 특성에 대한 세션이 열릴 것임. 

 - Malone 교수 말도 맞음. 장기적인 영향도 중요함.

○○○ 위원

 - 이는 크립(Creep)이 아님.

○○○ 위원

 - 우면산 터널이 10년 전인가 완공되었고 그 다음에 서초터널이 만들어졌음. 주민

들이 건물에 막 금이 가고 그런다고 함. 영향이 있었는데 12개 지역별로 성격이 

다 다를 수 있음.

○○○ 위원

 - 지진하고 터널의 발파는 다름. 지진은 산 전체를 흔드는 것이고 터널 발파는 포

인트 로드이기 때문임. 터널을 발파하면서 그 영향이 지면까지 갔다는 증거는 터

널내의 붕괴사고나 낙반사고 또는 지면의 싱크홀 등이 있어야 함.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발견되지 않음.

○○○ 위원 

 - 일반적으로 돌이 있고 흙이 있음. 지금 이불이 덮여져 있는데 이불을 흔드는 것

임. 그러니까 마찰각(Friction)이 작아질 수 있음. 피크(탄성임계치)에서 레지두얼

(소성 잔류변형)까지 갈 수 있음. 

○○○ 위원

 - 대한토목학회 보고서 210페이지에 보면 흙이 SM임. 보덕사는 CL임. ○○○ 위

원 말씀대로 하려면 흙이 CL인 경우면 위험해짐. 잠재적 하중에 의해 누적이 되

고 소성변형이 점점 축적되어서 조금씩 슬라이딩할 수 있음. 만약에 SM이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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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쿵쿵 가해지면 간격이 조밀해지고 단단해짐.

좌 장

 - 두 가지 설명을 부탁함. 하나는 SM이 컴팩션이 된다고 하셨는데 SM이 이 지역

에서는 풍화되어 나오는 잔적토임. 잔적토는 덴스함. 전단력을 주면 컴팩션이 아

니고 (오히려) 루즈해짐. 

 - 두 번째는 말론 교수의 데그리데이션 지적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아닌지? 

데그리데이션이라는 것은 상당히 강도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결론은 영향이 없다는 것인지?

○○○ 위원

 - PI값에 대해 SM의 경우 여기에 있고 CL의 경우는 여기에 있음. CL의 경우가 

더 유리함.

 - ML일 때는 더 가까움. 사실은 ○○○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 컴팩

트하게 (심하게 진행되어 오히려 결합력을 잃게)되면 다이레이션(Dilation)될 확

률이 높음. 산사태가 날 때는 지표면이 깎여서 문제라는 얘기 중에 20미터 30미

터 얘기가 나옴. 그래서 훨씬 더 다이레이션이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음. CL인 

경우에는 더 유리해짐. ML인 경우에는 조금 불균형 하기는 하지만 여기를 넘어

야만 스트레스 데그리데이션이 나오는 것임. (사용한 화약량이) 6킬로그램 퍼 라

운드 정도면 본인이 해석해 보면 안 일어남.

○○○ 위원

 - 흙이 한 2, 3미터라고 CL이라고 하고 돌이 연암이라고 함. 발파를 하면 CL인지 

상관없고 (암반과 지반의) 경계에서는 전단강도가 낮아짐. 토사의 덴스 문제가 아

니라 

○○○ 위원

 - (경계부 얘기는) 동의함.

좌 장

 - ○○○ 위원과 ○○○ 위원 보완사항에 맞추어 안전하다고 했으면 설득력이 있었

을 것임.

○○○ 위원

 - 바로 그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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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장

 - 보고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 위원

 - 지반 얘기는 없음.

좌 장

 - 데그리데이션이라든가 그런 과정을 거치면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인지?

○○○ 위원

 - 영향이 없는 것에 대해 (동적해석과 같은) 과학적인 근거로 노력을 해줬으면 좋

았을 것임.

좌 장

 - ○○○ 위원 생각으로는 자신의 방법으로 분석해도 안전하게 나온다는 것인지?

○○○ 위원

 - 보덕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임.

○○○ 위원

 - 암반에 흙이 있는데 가장 취약한 것이 암반과 흙 간의 경계부임. 지하로 물이 들

어가면 이쪽 부분에 물이 그렇게 되면 취약해짐.

○○○ 위원

 - 1차 원인조사 보고서에는 중간에 클레이(점토)가 끼어 있다고 많이 나옴.

좌 장

 - 협재되어 있다고 

○○○ 위원

 - 좋은 지적임. 그게 바로 인터페이스 거동임. 본인이 요즘 관심이 많음.

○○○ 위원

 -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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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 폐기물 매립장 만들었을 때 인터페이스(암반과 지반의 경계)에 지진이 왔을 때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가 본인의 연구 주제임. 피크에서 레지두얼로 

넘어가는데 문제는 하중이 어떻게 연관되었느냐에 영향을 받음. 폐기물 매립장처

럼 딱 정해져 있으면 확실히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음.

○○○ 위원

 - 내년을 기약해서 업그레이드 되어야함. 다른 곳에서도 이런 것들 조심하고

○○○ 위원

 - 이 상황이 터널 발파로 인해 여기를 파괴시켜 트리거를 했다고 결론은 정말 못 

내림.

○○○ 위원

 - 그러니까 해볼 수는 있음.

좌 장

 - ○○○ 위원에게 질문하겠음. 지금 이것 해석하는데 발파의 계측 자료를 가지고 

했는데 그 데이터가 제대로 작성된 것인지?

○○○ 위원

 - 계측은 괜찮아요. 그 사람들이 준 그것은 속일 수가 없음. 그것은 사실임. 조금 

섭섭한 것은 시험발파도 해주었으면 (함.)

좌 장

 - 그건 시공사의 문제임. 받은 계측자료는 그렇다는 것인지?

○○○ 위원

 - (맞음)

○○○ 위원

 -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조금 부족함.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수

준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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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 본인은 강우 때문에 참석함. 오늘 강우분석에 관하여 언급된 내용은 동의함. 그 

외의 내용으로 연구방법과 내용이 부족하다 의견이 나왔음. 본인은 거기에 동의

할 수 없음. 제한된 시간, 예산, 인력으로 수행했음. 본인은 퇴장하겠음. 

○○○ 위원

 -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됨. 이게 지금 소송이 붙어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

셔야 했음.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봄.

좌 장

 - 우리가 주제별로 쭉 한 번씩 훑어 봤음. 결론이 나올 문제는 아니고 누가 됐든 

동의를 하고 동조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의견을 듣고 싶었던 것임.

○○○ 위원

 - 유출분석을 하나쯤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함.

○○○ 위원

 - 유출분석 되어 있음.

 - HEC-HMS을 써서 했음. 원래 과업지시서에는 유출분석이 없었음. 본인이 요구

해서 과업지시서를 바꾸었음. HEC-HMS는 도시의 산업지역에 사용함. 우리나라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때에도 보통 사용함.

좌 장

 - 적은 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부족하셨는지? 우리는 상당히 큰 금액으로 

프로젝트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 본인은 천 만 원도 안 되는 예산으로 강우분석을 함2). 

좌 장

 - 총액으로는 큰 금액임. 

2) 본 내용을 발언한 ○○○ 위원은 금액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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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 실제 현장에서 계측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므로 그러할 것임.

좌 장

 - 총금액이 5억이 넘지 않는지? 그것은 적은 돈이 아님. 

○○○ 위원

 - 용역이라는 것은 제한된 시간과 예산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아닌

지?

 - 본인은 시간이 더 있었으면 충분히 더 했을 것으로 생각함.

좌 장

 - 서울시나 서울연구원에서는 그게 적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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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정리

좌 장

 - 조산활동을 해서 산이 형성이 되면 산은 자기가 제일 편안하고 안전한 경사면을 

가질 때까지 끊임없이 무너지는 것이 특성임. 그렇게 전국 산의 경사면이 생성된 

것임. 

 - 인간이 도시가 팽창하면서 도로 등 산을 건드리게 되면 그 밸런스가 무너지는 것

임. 그래서 무너진 만큼 투자를 해야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음. 그 투자는 도시

가 팽창했을 때 도시의 내력을 키우는 것임. 

 - 이는 재해에 대한 (지역사회의)내력을 키우는 것임. 그 내력을 키우고 나면 안전

하냐? 그게 아님. 기후라는 것은 아주 예측 불허할 때가 많음. 자연력이 내력보

다 커졌다는 얘기임. 그래서 그것을 기회로 해서 또 다시 내력을 키워서 끊임없

이 내력과 자연력이 싸우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임. 

 - 우리가 우면산 산사태를 보면서 자연력을 극복하기 위해 조사를 했고 전문가토

론회도 연 것임. 여기 계신 분들은 2차 보고서를 다들 읽으셨고 느낀 점을 서로 

피력하셔서 이 프로젝트를 마무리 하면 분명히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됨.

 - 우선 강우의 발생시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생각들이 대표시간을 내놓는 것 보다 

각 케이스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것이 좋다는 아쉬움을 표시함.

 - 강우분석에 대한 것은 현재 강우 분석이 몇 년도 빈도라는 것뿐임.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빈도는 강우 분석 결과와는 괴리가 있는 것 같음. 어떤 방법으

로든 시민들한테 설득을 시킬 수 있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함. 가까운 서

초나 남현 데이터를 쓰지 못한 점 그래서 서울관측소 강우 기록을 써야 했던 한

계에 대해서는 그 이상 우리가 현재의 기술로는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느낄 수

가 있었음. 

 - 공군부대에 대한 것은 서로 의견이 대치돼 있었음. 부대 내부에서 산사태가 났고 

그래서 배수로가 막혔고 쌓인 물이 흙둑을 월류했는지 침투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 지금 현재로는 밝히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 대한

토목학회에서 좀 정확하게 집어서 분석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 인공구조물에 대한 것은 자연사면 배수체계에 대해 논의했고 등산로 등에 대해서

는 그 영향에 대해 (정량적으로) 보고서에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아쉬움

이 있었음. 

 - 발파에 대한 의견은 영향이 없다는 결론은 같지만 거기에 이르는 과정은 상당히 

불친절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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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 발파는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님. ○○○ 위원께서 그렇게 생각한 것임.

 - 해봐야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옳다 아니다를 얘기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은지?

좌 장

 - 본인이 결론을 내겠음. 결론은 내서 마감을 하겠음. 마감하고 나서 보충할 것이 

있으면 하시길 바람. 얘기를 그렇게 끊으면 맥이 끊김. 

 - 발파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한대로 그 과정에서 하는데 다행히 결론은 ○○○ 위

원과 같다는데 그것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얘기를 하시길 바람. 

 - 이렇게 된 것을 바탕으로 포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대한토목학회

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만약에 대한토목학회에서 전에 주장한 대로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다고 한다면 병

행해서 우리의 의견은 의견대로 같이 내 주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함.

○○○ 위원

 - 터널을 그렇게 쉽게 이야기 할 수 없음. 데그리데이션 문제도 그렇고

 - 누구나 쉽게 감정적으로 해 본다는 것이지 실제로 해 본 데이터는 아님. 

 - 실제로 해 봐서 검증을 해달라는 얘기였음. 표본 데이터가 없는 입장에서 그것은 

터널에 대한 영향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

 - (본인이) 서울시에 대해 우면산에 관해 경고를 수차례 했음. 우면산 딱 집어가지

고 50년 동안 도대체 산을 개발하고 주변에 아파트 개발한 것 등 대비책은 무엇

을 했던가도 사실 얘기 해줘야 함.

 - 산사태와 강우량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런 얘기가 없음. 그런 종합적인 얘기가 

쉽지 않은 입장에서 원인만 얘기 해준다는 것은 아니라고 봄. 서울시에서는 교훈

을 얻어야 함. 그렇지 않고 예산을 왜 사용하는지? 외국에서 하더라도 이것은 규

명을 해야 함.

○○○ 위원

 - 국내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음.

○○○ 위원

 - 아님. 이게 우리가 이미 검증이 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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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우면산의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 말씀이 맞고 사실 위험한 지역 개발 (영향이 있었을 것임.)

○○○ 위원

 - 개발은 하는 것은 좋으나 대비책이 충분해야 함. 그렇다면 16명이 사망했느냐 이

런 것까지 따져달라는 얘기임.

○○○ 위원

 - 따질 필요는 있음. 그것을 성급하게 우리가 서울시에 잘했다 못했다 (언급하는 

것을) 떠나서 

○○○ 위원

 -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무언인가를 과학적으로 내 달라는 얘기임.

좌 장

 - 곤파스 태풍 때 ○○○ 위원께서 (서울시 프로젝트에) 관여하지 않으셨는지?

○○○ 위원

 - 본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0원 한 장 관여한 것 없음.

 - 아 그것. 그게 사실 우면산이 7월 27일 무너졌음. 이 과제가 7월 9일까지 용역이

었음. 본인 과제는 우면산이 무너지기 전에 끝난 것임. 그런데 이 과제에 우면산 

보고서가 들어갔음. 본인이 사업책임자인데도 모르고. 

 - 그러니까 곤파스 때 본인이 오시장에게 가보니까 큰 일이 났음. 공무원들에게 얘

기하니까 그것 괜찮다고 함. 그래서 안되겠어서 오시장에게 99페이지 정책제안서

를 2010년도 11월 24일에 빨리 줬음. 이것 빨리 보강해라. 외국사람 빨리 자문 

한 번 받아 봐라. 얘기했음. 

 - 1997년도에 본인이 서울에 산사태 위험관련 논문을 썼음. 거기에 보면 산사태 시

뮬레이션 한 것 보면 우면동이 딱 나옴. 8% 위험한 지역, 한 20군데 중에서 그

런 것들도 신문에 나기도 하고 국회의원에게 비난 받기도 하고 도대체 서울시는 

무사안일 하려다가 당한 것임.

 - 개발하다가 사고 난 것 아닌지? 우리가 등한시 했지 않은가? 시장님이 그런 것들

을 빨리 얘기하고 시민들한테 하고 잘하겠다. 앞으로 우리 세계최고의 수준을 갖

추겠다. 내년 4월까지, 그러면 시장님이 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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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들이 가만히 있었냐? 과연 우면산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천재지변으로 

할 거냐.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음. 그러한 얘기를 써달라는 것임. 

 - 2차보고서에서 과거 산사태 지역 다 빠지고(정리자 주: 내용 있음.) 16명인데 3명은 

딱 빠짐. (착수보고자료 파워포인트에) 이름은 있는데 과업내용이 빠져 있음. 

좌 장

 - 시간도 너무 지났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 했으면 함.

○○○ 위원

 - 강릉원주대 산사태 위험도 모형에 지역별로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 위원

 - 오늘 토론을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짓는 것으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이후 이것

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야 함.)

○○○ 위원

 - 얘기가 되어야 할 것임.

 

좌 장

 - 그것은 별도로 서울시나 서울연구원하고 회의를 해서 (결정될 것임.)

○○○ 위원

 - 본인이 보기에는 이미 결정이 난 것임. 그것 좀 얘기 해주길 바람. 오늘 것하고 

15일 것(시민대토론회)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 본인이 보기에는 끝났다고 봄.

좌 장

 - 수고하셨음.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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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학계·전문가토론회 결과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3. 7. 12. (금) 16:00 ～ 18:30

■ 장  소 : 토즈(교대점)

■ 참  석 : 총 6명

  - 좌장 : 염형철 총장(환경운동연합)

  - 패널 : 박창근 교수(관동대학교), 유철상 교수(고려대학교), 오경두 교수(육

군사관학교), 임방춘 대표(유가족), 원종석 연구위원(서울연구원)

좌  장

- 우면산에서 산사태 발생이 2년이 다 되어 가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원인에 대해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음. 1차 조사보고서에 대해서 좀 부족함

이 있었다는 의견에 따라 2차 조사가 최대한 공평하게 추진되게 되었음. 

- (2차 조사 수행자인) 대한토목학회에 외부로부터 어떠한 요청이라든지 간섭 없

이 진행을 하도록 위탁이 되었어도 논란이 끊이지를 않았음. 따라서 논란이 됐

던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자 1차 전문가 토론회가 지난 5월 8일 날에 

있었음. 

- 그 전문가 토론회에서의 논점은 산사태의 발생시간 및 강우 분석, 공군부대의 

영향, 인공시설물들에 대한 영향, 생태저수지의 영향, 터널 발파의 영향 등임. 

이중에서 추가로 더 많은 논의를 유족들께서 요청한 것이 산사태 발생시간과 

강우 분석에 대한 부분임.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2

차 전문가 토론회를 오늘 진행하는 것임. 

- 산사태 발생시간과 강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여러 의견들을 취합해서 그 

결과를 보고서에 반영하는 것이 오늘 토론의 목적임. 대한토목학회에서 보고서 

수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별도로 그런 의견들을 다시 정리해서 포함

해야 할 듯 함. 

○○○

- 어제 작성한 시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을 정리해왔음. 그걸 낭독할 수 있

는 기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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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장

- 토론 과정에서는 대체로 전문가 분들끼리 말씀을 나누도록 좀 지켜봐 주시고.  

마지막쯤 총평을 하시는 쪽으로 하겠음.

○○○

- 유가족의 궁금한 사항, 해결 요망사항 등에 관해 이따 낭독을 하겠음.

좌  장

- 이 문제가 잘 마무리가 되는 데는 유족들의 이해나 공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

기 때문에 유족 대표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음. ○○○ 박사께

서 발표 시작하시죠. 

○○○ 박사

- 토론회 개요를 말씀 드리겠음. 개최 목적은 5월 8일 날 전문가 토론회에서 지

적했었던 우면산 지역별 산사태 발생시간 추정 및 강우 분석을 검토하는 것임. 

- 쟁점사항 검토는 크게 3가지임. 첫 번째가 산사태 발생시간. 두 번째, 산사태 

발생시간을 고려한 강우 분석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 세 번째는 강우를 

연도별로 좀 비교하고 지역별로 비교한 부분임.

- 산사태 발생시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함. 

  ․ 2011년 7월 27일 날 오전 우면산 전역에서 약 150개소에서 산사태가 발생했

음. 산사태 발생시간은 지역 자체도 광범위하고 다양하고 발생특성 상 지역별

로 발생시간은 정확하게 규명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음. 

  ․ 구할 수 있는 자료인 강우특성, 현장 증거자료, 목격자 진술, 그다음에 언론 

보도자료, 119 신고시간 등을 활용하여 추정을 하였음. 

  ․ 첫 번째가 강우특성을 통한 추정임. 강우 누적곡선을 그려 보면 급경사로 올

라가는 강우가 집중이 되는 기간인 7시 40분부터 8시 40분까지의 시간인데

요. 강우량이 급증한 이 시간대가 산사태의 발생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라

는 측면임. 

  ․ 두 번째는 영상 촬영된 현장 증거자료임. 휴대폰과 차량 블랙박스 기록으로 

촬영된 것에 따르면 레미안 아파트의 산사태를 촬영한 시간이 8시 31분이었

음. 신동아 아파트 근처에서는 8시 20분에 산사태 피해가 났음.

  ․ 목격자 및 관계자 진술임. 서초경찰서 박제영 경사의 진술이 있음. 남부순환

로에서 6시 50분경에 토사가 쏟아져 내리는 것을 목격하고 7시 45분부터 차

량통제를 시작했음. 전원마을에서는 임방춘 선생님과 이혜경 선생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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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음. 7시 40분부터 7시 58분까지 있음. 양재 자동

차 학원에서는 김일영 선생님께서 7시 50분으로 증언을 하고 계심. 

  ․ 언론보도는 7시 40분에서 9시 37분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동일 언론

사에서도 다양한 시간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신빙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 119 신고 시간도 비슷함. 유목이나 주택 침수 등 산사태에 관한 직접 언급이 

없는 신고도 포함이 되어 있음. 웟성지마을이나 송동마을 등은 10시 이후 라

서 발생시간 추정에 사용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임. 

  ․ 검토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함. 임광 아파트, 신동아 아파트 지역은 8시 10분 

정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동영상 촬영시간이 8시 20분, 언론보도는 8시 

30분. 군부대에서 뚝방이 터진 것 같다는 119 신고시간이 8시 16분임. 

  ․ 레미안 아파트 같은 경우에 8시 30분 경으로 추정하고 있음. 동영상 촬영시간

이 8시 31분, 언론보도 시간은 8시 30분, 다소 늦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119 

신고내역이 8시 34분임. 

  ․ 전원마을 같은 경우 언론보도가 7시 40분부터 9시까지, 목격자 진술은 7시 

40분부터 7시 58분까지, 119 신고는 8시 41분임. 7시 47분은 침수 신고임. 

산사태 발생 시간은 7시 40분부터 7시 58분로 목격자 진술을 채택을 하는 것

이 합리적임. 

  ․ 양재 자동차 학원은 7시 50분. 119 신고는 9시 4분임. 산사태 발생 시간대는 

7시 50분 목격자 진술로 추정함. 

  ․ 형촌마을 같은 경우에 8시 50분부터 9시 37분까지 언론보도, 119 신고내역에 

8시 58분임. 송동마을, 보덕사, 윗성지마을은 119 신고 자체가 10시 이후라서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강우 특성을 감안해서 7시 40분에서 8

시 40분로 추정함.

  ․ 우면산 산사태 언론보도는 여섯 번에 다양하게 나오고 있음. 전반적으로 앞에

서 추정한 시간대를 좀 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직접적으로 추정에 활용하

기에는 한계가 있음.

- 두 번째는 강우 분석임. 

  ․ 분석대상 자료는 2가지임. 강우자료와 통계자료가 있음. 강우자료는 우면산 

인근의 자료를, 통계자료는 서울관측소의 50년 통계자료를 활용함. 

  ․ 7시 40분부터 8시 40분까지 남현, 서초 교대, 서초구청, 서초 이수 초등학교 

4군데 우면산 인근 관측소의 강우빈도를 산출함. 최소 5년 이하에서 최대 

107년까지 다양하게 산출이 되고 있음. 

  ․ 데이터를 활용한 강우관측소도 기존의 서초 교대와 남현만 2가지에서 서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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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초등학교하고 서초구청도 포함시켜 더 다양한 관측소의 자료를 활용함. 

  ․ 서초 이수 초등학교 관측소 기준으로 임광, 신동아 아파트는 한 10년 정도로 

판단됨. 서초 교대 관측소 기준으로 레미안 아파트는 강우빈도 12년 정도로 

산출됨. 남현관측소기준으로 전원마을은 5년 이하에서 20년 정도까지 추정됨. 

서초구청 관측소 기준으로 양재 자동차 학원은 강우빈도 5년 정도 산출됨. 서

초구청 관측소를 기준으로 형촌마을은 5년 이하에서 45년 정도로 산출됨. 남

현관측소 기준으로 송동마을, 보덕사, 윗성지마을은 5년 이하부터 107년 정도

까지 다양하게 큰 폭의 강우빈도를 보임. 

  ․ 산출의 한계를 명시해야 함. 첫 번째, 강우빈도는 과거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에 최근 돌발성, 국지성, 단기집중성 강우라는 기후변화 특성을 반

영하지 못함. 두 번째는 우면산 인근 관측소는 관측기간이 1년에서부터 16년 

정도까지임. 따라서 강우관측 자료로는 활용이 되어도 통계 관측 자료는 쓸 

수가 없음. 통계 관측 자료는 50년 이상 관측자료를 보유한 서울관측소 자료

를 활용함. 50년 이상. 서초 관측소와 남현 관측소는 우면산 정상부와 고도 

차이가 있어 산사태가 시발된 우면산 최정상부의 정확한 강우량을 산출하기 

좀 어려움. 

- 시간적 지역적으로 좀 더 면밀하게 알아 보기 위해 연도별 강우량 비교 부분하

고, 레이더 영상분석 결과, 지역별 강우량 특성결과 등을 제시함.

  ․ 첫 번째는 선행강우에 대한 내용임. 1998년, 2001년, 2010년, 2011년 4개 연

도에 대해서 최고 일강우가 있었을 때와 그 6일 전까지의 선행강우를 일강우

량 기준으로 제시함. 1998년 같은 경우에 보면 최고강우일 당시와 6일 선행

강우량도 다른 년도에 비해 상당히 많음. 하지만 2011년도에는 전날 일강우

량 기준으로 다른 3개년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비가 많이 왔음. 

  ․ 두 번째 초단기 집중강우량을 살펴봄. 초단기 집중강우는 10분당 10㎜ 이상 

강우가 내리는 경우를 의미함. 98년에는 30분 연속, 2001년도에는 50분 정도 

연속, 2010년도에는 40분 정도 연속, 2011년도에는 80분 연속이 됨. 앞서 3

개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많은 연속시간을 보임. 집중강우 지속 시간이 

최대인 경우 이전 선행 24시간의 강우를 짚어보니까 역시 우면산 산사태가 

났던 2011년도에 206.5㎜가 와서 앞서 연도에 비해서 비가 가장 많이 옴. 

  ․ 연도별 4개년도를 비교한 결과, 최대 일강우량, 6일 선행강우량이 1998년이 

가장 많았음. 총 초단기 집중강우 지속시간과 24시간 선행강우량은 2011년이 

가장 많았음. 

- 레이더 영상자료 분석결과를 제시함. 

  ․ 강우분석을 했던 기준 관측소들은 우면산 정상에 있지 않고 평지에 있음.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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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 영상자료는 상공에서 관측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강우량 구름이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음. 

  ․ 분석을 보면 7시 40분부터 8시 40분까지 좁고 긴 두꺼운 구름이 우면산 산지 

지역에 거의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주변 강우 관측소 강우량에 비해 거

의 1.5배에서 2.4배 정도 많음. 

  ․ 7시 40분 정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서초 관측소 한 40㎜ 기준해서 우면산 

정상은 96.9㎜ 정도 된 것으로 해석이 됨. 

- 산지와 평지의 강우량 차이를 공군부대 관측장비가 고장나기 전까지의 강우량

을 확보해서 이렇게 비교해본 결과를 제시함. 

  ․ 공군부대에는 서초 교대 관측소에 비해서 한 80% 정도, 남현 관측소에 비해

서는 10% 정도가 비가 더 내린 것으로 보임. 

- 98년, 2001년, 2010년, 2011년에 대해서 서초구청 관측소의 확률 강우량 제시.

  ․ 최고 시간당 강우량 기준으로 해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24시간 전 자료

를 합산한 자료임. 

  ․ 98년에는 8월 8일날 가장 비가 많이 왔으며 24시간 강우량이 431㎜가 왔음. 

  ․ 2001년에는 7월 15일날 기준 24시간에 걸쳐 285㎜ 정도 왔음.

  ․ 2010년에는 9월 21일날 기준 24시간에 걸쳐 261㎜ 정도 왔음.

  ․ 2011년에는 7월 27일날 기준 24시간에 걸쳐 471.5㎜ 정도 왔음. 

  ․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당시 호우는 토양 포화와 지하수 층진에 영향을 미친 

24시간 강우량이 471.5㎜로 4개년도 호우사상 중에서 가장 많았다고 보여짐.

  ․ 세굴에 의해서 산사태를 유발하는 1시간에서 3시간 이내의 단기 호우의 강도

가 가장 컸다고 보여짐. 

- 2011년 7월 27일 연도별 강우량, 레이더 영상자료, 지역별 강우량을 종합한 결

과 과거에 비해 컸던 24시간 선행강우와 초단기 집중강우로 인해서 7시 30분

부터 사면 유출에 의한 세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짐. 서초교대 관

측소와 남현 관측소의 최대강우량 보다 10%에서 140% 정도 많은 우면산 정상

의 집중강우가 산사태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이 됨.

○○○

- 산사태 발생 원인을 지금 ○○○ 박사는 강우량에 한정해서 설명함. 우면산은 

64년도에 공군부대가, 2003년에 우면산 터널, 2004년에 생태공원, 2008년에 

강남순환고속터널, 2009년에 우면산 둘레길, 산책로 등의 인공시설물이 설치되

어서 만신창이가 됨. 이 상태에서 비가 유입되어서 트리거 되었다는 것이 저번

의 전문가 토론회라에서 확인할 수 있었음. 오늘 주제하고 조금 틀리지만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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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도 원인으로 다루어야 함. 우면산 지역의 산사태 발생시점을 봤을 때 15

년, 20년, 10년, 이런 빈도의 산사태가 발생한 걸로 일단은 지금 추정을 하고 

있으나 그 정도밖에 안되는데 산은 무너졌음. 

좌  장

- 1차 전문가 토론회 때 5개의 주제와 관련해서 논의를 했고 오늘 다루지 않은 

나머지 4가지가 말씀하신 인공시설물 등의 그런 부분들임. 토론 참석자들과 외

부에서도 수긍이 되어서 일단 강수량과 발생시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달라고 해서 오늘은 그것만 논의를 하기로 함. 

- 1차 전문가 토론회에서 토목학회 보고서의 산사태 발생시간과 강우 분석에 대

해서 참여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모아짐. 

  ․ 9시 정도에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것, 강우빈도가 20년에서 120년 정도 되어

서 굉장히 이례적인 강우였기 때문에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산사태가 난 것

이라고 결론을 낸 것은 무리가 있음.

  ․ 산사태 발생 대표시간을 정하여 강우빈도를 산출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므로 

피해 지역별로 발생시간대를 추정하고 시간대별 강우빈도를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음. 

- 오늘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또 ○○○ 박사님도 자료를 더 준비해 오셨

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받아주셔야 될 것임. ○○○님께서 우

선 발생시간과 강우 분석과 관련해서 의견을 좀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전문

가 분들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음.

○○○

- 토목학회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자 함. 남현 관측소의 

경우 대표 기준 시간을 적용했기 때문에 114㎜, 120년 빈도임. 그런데 ○○○ 

박사님 준비해 온 초안에서는 7시 40분에서 7시 58분경으로 추정해서 86. 5㎜ 

그렇다면 강우빈도 20년 이하로 됨. 이거는 뭐 fact임. 

- 토목학회 보고서 결론에다 이걸 딱 집어넣으니까 누가 봐도 판사들, 기자들 누

가 봐도 “120년 만에 쏟아진 폭우니까 천재겠네!”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

음. 

- 사망사고 발생한 8개 지역은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가장 근접한 추정시간을 내

는 것이 합당함. 

- ○○○ 시의원의 4월 5일자 보도 자료에 보면 2001년 일강우량이 2011년보다 

많았음에도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우면산에 설치된 인공시설물이 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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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함. 

  ․ 2011년 7월 27일 230㎜보다 많은 강우량을 기록한 해가 72년, 87년, 98년, 

2001년, 2006년, 2010년 이렇게 10년임. 이런 경우에도 멀쩡했음. 

  ․ 계속 건드리니까 산이 몸살을 앓다가 결국 2011년 7월 달에 결국은 이거 무

너지고 말았음. 

  ․ 서울연구원 자료에서도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고 산사태 발생 특성상 지역별 

발생시간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는 있음. 산사태 

원인분석을 함에 있어서 강우량과 강우빈도는 논란의 쟁점임. 10년, 15년 빈

도라면 산사태와 관련성도 적어 보임. 그렇다면 대한토목학회에서 강우량, 강

우빈도를 제출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서울연구원에서 분석하는 것이 온당할 

것임. 

  ․ 다음은 유가족 전체 의견임. 논란의 쟁점이 포함된 보고서를 올릴 것이 아니

라 차라리 토목학회 강우량, 강우빈도를 빼달라는 것임. 빼버리고 이걸 저 서

울연구원에서 분석해서 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맞음.

좌  장

- 제가 듣기로는 한 세 가지 부분을 제시하심.

  ․ 첫 번째 발생 시간과 강우량 아니 강우의 빈도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했어야 했음. 

  ․ 두 번째로는 인공 시설물의 영향에 대해서 검토를 했어야 했음.

  ․ 세 번째로는 토목학회 보고서보다는 연구원 자료가 더 신빙성 있음.

- 지난 전문가 회의에서는 산재 인공시설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토목학회

의 보고서가 이에 대해서 정밀한 조사를 못한 것이 아쉽다는 지적이 있었음. 

- 토목학회 보고서도 모든 부분에서 잘못된 것은 아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

금 현재 결론을 내려놓은 사항은 보고서를 앞에 싣고 그리고 보고서에 부족한 

점이라든지 또는 좀 의견이 다른 부분들을 다시 전문가 의견으로 결정하기로 

한 상태임. 

- 이미 여러 영향들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한 바가 있고 산사태 발생시

간이 강우분석에 대해서 1차 토론해서 됐던 내용들을 더 발전시키는 형태로 논

의가 되면 될 것 같음.

○○○ 교수

- 산사태의 발생 매커니즘은 비가 오면 그 지면이 포화가 되고 계속 비가 오면 

계속 땅 밑으로 내려가서 활동면에 도달하게 되는 순간 산사태가 발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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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강우량 자체가 산사태 발생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 않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산사태 발생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음. 

- 사면마다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산사태 발생 시점은 일시에 만들어질 수는 

없음. 단일 강우, 피크 10분짜리, 24시간 강우가 중요하다는 것은 현재 상황으

로 보면 별로 과학적이지 못함. 

- 산사태 발생 시간을 다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의 산사태 신고시간 등과 매

치가 되는지 모르겠음. 

○○○ 교수

- 결정적인 답을 얘기 좀 해주시길 바람.

○○○ 교수

- 사면안전 해석할 때 주어진 조건에서 무너지는 지의 여부가 결정적인 것임. 그

런데 우면산은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사람이 해 놓은 일들이 없

는 상황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 아니면 그 두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

로 해서 추가로 그게 원인으로 해서 산사태가 발생했느냐? 하는 게 사실 가장 

관건이겠죠. 

○○○ 교수

- 그거 말고요. 어떤 강우가 그럼 결정적인지. 

○○○ 교수

- 예를 들면 아까 24시간 사전강우를 얘기했는데 계속 그러면 산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어떤 그 사전강우가 얼마인가 매겨줘야 되고. 

○○○ 교수

- 얼마나 되요? 

○○○ 교수

- 그건 산마다 틀리죠. 

○○○ 교수

- 그렇게 얘기 해버리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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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예를 들어서 24시간이라는 시간에 지면에 미끄러지듯 비가 와서 산사태  활동

면까지 내려가는 시간정도가 돼줘야 됨. 

○○○ 교수

- 몇 시간이에요? 

○○○ 교수

- 예를 들어서 한 시간당으로 따지면 침투되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그 교수님 

쓰신 거 보면 한 30㎜? 그 정도 보셨던 것 같음. 

○○○ 교수

- 예, 제대로 읽어보셨군요. 

○○○ 교수

- 그 후에 간극비를 한 50% 정도로 잡아서 포화되지 않았다고 하면 실제로 1시

간에 기껏해야 한 30㎜. 토양층 두께가 2m, 3m 그 정도되는지? 

○○○ 박사

- 다양하게 나타남. 

○○○ 교수

- 그 산지 쪽은 0.5m에서 보통 1m. 우리나라 산지는 2m 이내임.

○○○ 교수

- 경사지기 때문에 실제로 침투된 물이 빠져버림. 사전강우의 효과는 3일, 4일, 5

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긴 기간 동안에 강우가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음. ○○

○ 교수님 말씀대로 상대적으로 경사도 급하고 그 다음에 토양층이 얕기 때문

에 뭐 24시간 정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1일 강우가 영향을 주었을 듯함.

○○○ 교수

- 작년 산림공학회 발표자료에 보면 최근 주요 100개의 산사태에서는 24시간 강

우량이 80㎜를 넘으면서 대부분 파괴가 일어나기 시작함. 80㎜ 정도의 강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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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면 산지의 정상부분에서는 물이 많지 않지만 계곡으로 물이 몰려와서 충분

히 포화가 되어 산사태가 발생여건이 된다는 것임. 지하수에 포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화층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임. 

- 10분에 10㎜ 강우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면산 2차원인조사 민관합동 TF에

서 보링해가지고 우면산 지반 조사결과, 포화지수계수가 10분당 5㎜임. 한시간

당 30㎜임. 홍원표 교수께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시간에 30㎜ 내리는 강우

까지는 포화된 상태에서도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다는 것임. 10분당 5㎜까지는 

땅속으로 들어가지만 그것을 넘으면 땅 위로 물이 흐름. 

- 우면산 산사태 당일 6시 50분경에 서초경찰서 박제영 경사께서 산지 계곡에서 

맑은 물들이 흘러내려오는 것을 목격함. 6시 40～50분에 비가 점차 강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10분 강우량이 5㎜를 넘어설 때임. 7시 40분 정도 되게 되

면 10㎜를 넘어서기 시작함. 그때 이분이 교통 통제에 들어감. 

- 10분 강우량이 10㎜를 넘은 시점부터는 흙과 토사가 여기서 세굴되어서 점점 

물이 많아지게 되면 10분당 15㎜가 오게 되면 유량은 2배 늘어나지만 세굴력

은 4배로 제곱에 비례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세굴을 발생시켜서 흙탕물이 

내려오는 것임. 한국지반공학회에서 조사를 했던 보고서에는 공군부대 아래쪽 

계곡이 기반암이 드러날 정도로 세굴되어 있었으며 지하수도 용출되었음. 

- 그런 매커니즘들은 사실 조사는 했으나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 내지는 어떤 그 

정리가 미흡한 면이 있음. 

○○○ 교수

- 산사태의 가장 쟁점은 시점임. 일반적 시점으로 정상부 부근을 봄. 산사태는 임

도 주변에서 많이 발생함. 이것이 시점 역할을 함. 산 중턱 부분들에 원래 산

사태가 많이 남. 지표면에 따라 흐르는 세굴들은 하천 주변에서는 맞는 말씀이

신데 특히 산지 같은 경우는 지표수에 의해서 세굴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음.

○○○ 교수

- 우면산 산사태 직후에 기자들이 현장에서 방송하는 장면을 보면 산지 중산부에 

엄청난 그 세굴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런 부분이 산사태와 토석류의 

기본적인 원인이라는 걸 사실 다 외국에서도 다 아심. 임도 등 인공적인 시설

의 영향을 토목학회 보고서에서 세부적으로 되지 않았음. 송전탑으로 자제운반

용 8,9부 능선에 진입로를 만들었는데 빗물이 도로를 만나서 물이 낮은 쪽으로 

집중되어 세굴을 발생을 시킴. 그래서 보강한다고 항공관제를 쌓아놨는데 그 

수십 개가 슬라이딩이 일어나가지고 거기 이제 토석류를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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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수님 지금 말씀한 부분에서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음.

○○○

- 예를 들어서 지금 7시 40분에서 

좌  장

- ○○○님. ○○○님, 제 생각에는 조금만 있다가 하시죠? 

- 두 분이 말씀 중 공통사항은 토목학회의 보고서가 구체적 상황들에 대해서 정

확한 조사들이 덜된 부분들은 있다는 것임. 시점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다른 지

점들이 있는 듯함.

○○○ 교수

- 저기 ○○○ 교수님께서 저기 24시간에 80㎜가 되면 뭐 산사태가 발생된다거

나  10분 강우가 10㎜이면 어떠하다는 것도 case by case임.

○○○ 교수

- 작년 산림공학회에서 발표한 최근 우리나라의 100개 주요 산사태에 대해서 분

석한 자료가 일 강우량 80㎜부터 대부분 다 발생하기 시작했는 것임.

○○○ 교수

- 80㎜든, 90㎜든 이 잣대로 하면 우리나라 산사태 원인은 모두 강우가 됨. 

○○○ 교수

- 강우가 1차 적인 원인은 맞죠.  

○○○ 교수

-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임. 산사태는 여러 요인이 겹쳐서 발생함. 

지반조건, 경사도, 3일 선행강우량이라든지. 조건이 다 다른데 그렇게 단정하면 

80㎜ 이상 비 온데는 전부다 천재라는 결론이 바로 나옴.

○○○ 교수

- 그렇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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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그렇게 해버리면 판사들이 들으면 끝나버려요. 학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강우

와 산사태 두개만 가지고 봤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 교수

- 선생님 너무 판사를 의식하지 마시고 우리 학술적으로 얘기 하시죠. 

○○○ 교수

- 경찰께서 말했다는 것은 산사태가 아니고 침식에 의한 토사 유출인 거죠. 그거

하고 산사태는 개념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 교수

- 사면 하구에 그 세굴이 발생하면 이 사면을 지탱해주는 게 전단력임. 마찰력이 

떨어지고 밑에서부터 깎여 나가면.

○○○ 교수

- 지금 산사태 시발점이 문제인데 침식되어 슬라이딩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은지? 주로 그 윗선에서 발생함.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절개지라든지. 춘천, 

영도라는 데서 시발점이 아주 많음.

   

○○○ 교수

- 물론 밀양이라든가 그런 경우를 말하는데 

○○○ 교수

- 네, 밀양도 그렇고 

○○○ 교수

- 발생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저기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것임. 토목학회에서

10분 강우를 가지고 그것도 대표시간 9시를 기준으로 해서 

○○○ 교수

- 토목학회는 10분 강우를 가지고 분석을 안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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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아니요. 결론에 대한 것임.

○○○ 교수

- 토목학회에서 10분 강우를 이야기했나요? 

○○○ 교수

- 했음.

좌  장

- 저는 잘 기억이 잘 모르겠음.

○○○ 박사

- 그러니까 기본 데이터 말씀하시는 거죠? 10분 기준 측정 강우량을 사용함.

○○○ 교수

- 그렇죠. 그것을 120년 빈도라고 평가, 분석을 했는데 

○○○ 교수

- 그 112년이라고 하는 게 112.5㎜ 나온 게 60분 강우예요. 

○○○ 교수

- 죄송합니다. 60분, 1시간 강우입니다. 

○○○ 교수

- 예, 예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 교수

- 제가 착각을 했는데 남현, 

○○○ 교수

- 1시간 강우라고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전문가들 60분 강우라고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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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60분 강우가 그러니까 대표 시점이 9시임.

○○○ 교수

- 그건 잘못 됐어요. 잘 모르고. 

○○○ 교수

- 토목학회에서 대표 시간을 9시를 기준으로 해서 빈도 해석을 해가지고 120년

으로 낸 게 결론임. 지난번에 1차 전문가토론회에서 그 분석 하셨던 분도 거기

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듣기로는 그건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던 것 같음. 

좌  장

- ○○○ 교수님이요? 

○○○ 교수

- 예, 그때. 

○○○ 교수

- 문제가 있다? 

○○○ 교수

-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한 걸로 알고 있음. 여기는 강우만 일단 논하는 

자리니까 토목학회에서 낸 강우 분석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게 중요함.

-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토목학

회가 보고서를 수정해서 서울연구원에 제출하는 방법, 두 번째는 강우분석을 

한 것을 빼고 최종보고서로 제출하는 방법, 세 번째는 서울연구원에서 토목학

회 보고서를 가지고 강우분석을 별도로 분석해가지고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 제가 볼 때는 이 3가지 말고는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을 듯함.

○○○ 교수

- 그런데 그 3가지도 기준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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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아니, 무슨 얘기인가 하면 토록학회에서 전에 줬던 자료를 보면 

○○○ 교수

- 거기는 그냥 9시를 기준으로 얘기를 

○○○ 교수

- 아님. 우리가 최종보고서에 대해 지적을 하니까 그 부분을 또 분석을 했음. 분

석 했는데 보면 비슷함. 지역별로 산사태 발생시점을 전부 다시 했음. 대표시간

을 기준으로 했다고 함. 그렇다면 토목학회에서 그런 답변을 줬거든요. 조금 전

에 ○○○ 박사님이 했던 그 내용임.

○○○ 박사

- 대표시간이 아니라 이제 지역별로 이제 추정된

○○○ 교수

- 아니,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어느 자료인가요? 토목학회에서 넘어온 것이 어느 

자료인가요? 

○○○ 박사

- 기존에 토목학회에서 

○○○ 교수

- 지속기간별로 재현기간 쫙 만들어놓은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 박사

- 강우량하고. 34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 교수

- 이거하고 발생시점도. 발생시점 안했던가요? 

○○○ 박사

- 발생시점이라고 안하고 발생시간 말씀하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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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발생시간?  

○○○ 박사

- 예. 발생시간.

○○○ 교수

- 지난번에 한번 보완해서 한번 내놓지 않았나요? 

○○○ 교수

- 예. 토목학회도 보고서 공식 답변에서 잘못된 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라는 그 의견을 모으면 될 것임. 

- 토목학회의 보고서를 보면 산사태 발생 매커니즘 모델은 산사태 발생 인자가 3

일 선행강우로 되어 있음. ○○○ 교수님 말씀대로 24시간 이러면 정답이 없

음.

○○○ 교수

- 그건 좀 다름. 거기에서는 평균적으로 적용할만한 인자들을 찾아내는 것임. 그

래서 그거를 이런 민감한 문제까지 보편타당하게 적용할 수는 없음.

○○○ 교수

- 거기에서 모델을 만들 때 3일 선행강우로 우면산에 적합한 패턴을 분석해야 된

다는 것은 없었음. 3일 선행강우를 중요한 요소로 넣어 놓고 실제 할 때는 24

시간 강우를 가지고 분석해 버리는 것임. 그래서 24시간, 60분 이러니까 앞뒤

가 안 맞는 것임.

좌  장

- 죄송해요. 지난번에 아까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까지는 공감이 됨. 하지만 당

신이 대표해서 참가했다고 할 수가 없다고 명백하게 얘기를 했음.

○○○ 교수

- 개인 자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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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장

-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 교수

- 어려운 걸 하셨음.

○○○ 교수

- 아니 그게. 그게 무슨 말이 

좌  장

- 토목학회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이미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의견

을 보내온 건데.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냥 앞에다 그거를 싣고 뒤에다가 전문

가 의견을 붙이는 걸로 하자고 했는데 다시 요구를 하자고 제안하시니까. 

○○○ 교수

- 아니, 아니.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죠. 

좌  장

- 그런데 그 방법은 이렇게 제 생각에는 이미 확인이 된 것임. 그쪽에서 여러 차

례 확인해줬기 때문에 그걸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가 지금 없다는 것임.

○○○ 교수

- 서울연구원에서 낼 최종보고서에서 어떤 것이 맞는지 판단하기 난감할 것임.

좌  장

- 저는 토목학회 것보다 연구원에서 와서 전문가 토론회에서 낸 것이 더 타당해 

보이는 건데 그 과정에서의 평가받는 것조차도 감수하겠다는 것임. 그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바꾸겠다는 것임.

○○○ 교수

-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서울연구원에서 다시 시행해야 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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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장

- 아니요. 기존 결론은 그냥 그대로 붙이고 뒤에다가 별첨하기로 했다는 것임.

○○○ 교수

- 그렇게 있나요? 

좌  장

- 그렇게 되어 있죠. 

○○○ 교수

- 재현기간을 가지고 강우 분석한 방법은 산사태가 아니라 홍수분석에 쓰는 방법

임. 전체적인 결론을 잘못 이끌 가능성이 많음.

○○○ 교수

-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임.

○○○ 교수

- 예. 재현기간이 100년이 되고 1000년이 된다고 그게 그 자체만으로 산사태와 

무슨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그래서 시점부터 나중에 쭉 진행되는 과정이 전

체적으로 고려되어서 사실 산사태가 발생을 하는 것임. 이만큼 쪼개서 보면 그

게 무엇인지?

○○○ 교수

- 맞는 생각인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잘못된 관행이 바로 그것임. 강우 분석을 

하고 3시간이 도니까 100년 빈도라면 100년 빈도로 때려버리는 것임.

○○○ 교수

- 설계를 안했으면서? 

○○○ 교수

- 바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관행이라는 것임. 산사태든 홍수가 생기면 

그런 식으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 관행임. 

- 토목학회 보고서도 그런 인식이 강하게 배어 있음. 여기 ○○○ 교수님 말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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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로 60분 강우가 의미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임. 그런데 그것

이 마치 전체를 지배해 버리는 것처럼 보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임.

○○○ 교수

- 최근 도심까지 산사태나 토석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초 단기간에 국지성 집

중호우가 많아지면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크게 반대들은 

안하실 것임. 

- 최근 오호츠크해 기단이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기능을 상실해서 나가버림. 지금

고온 건조한 대륙 고기압하고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하고 둘이 부딪치는 

것임. 그때 생기는 기압골을 따라서 양자강 쪽에서 형성된 고온 다습한 많은 

수분이 유입이 되면서, 수렴부에서 쏟아지는 것이 지금 국지성 집중호우임. 

- 우면산 산사태 당시 호우는 약 50㎞에 폭이 10㎞ 이내에서 내림. 우면산은 폭

이 한 2㎞에 길이가 약 5㎞ 정도 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유역임. 다른 어떤 

인자보다도 강우가 중요한 것은 사실임. 

- 임도와 같은 인위적인 요인들이 물이 한쪽으로 몰리게 한다든가 영향을 더 줬

느냐 하는 부분은 어떤 가중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과학적으로 분석이 좀 미흡했다 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충분히 얘기

가 되었던 건데 강우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은 호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임.

○○○ 교수

- 사실 그런 의미에서 발생시점이 중요하게 이슈로 제기되는 것 같음.

○○○ 교수

- 중요함.

○○○ 교수

- 예. 그래서 여러 정황 증거들을 가지고 이 발생시점들을 추정을 하실 텐데 이발

생시점 이후의 강우 자료는 사실 무의미하고 그 이전 강우 자료를 가지고 함.

- ○○○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구기관별로 선행강우의 중요도도 다르지 

않은지? 그래서 24시간도 얘기하고 3일도 얘기하는데. 그러면 결국 강우 분석 

부분에서는 그 정도 정보를 갖는 정보가 maximum이지 굳이 시간별로 재현기

간을 분석하는 것이 결정적인 것 같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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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지금 강우 분석 문제가 제일 뜨거운 문제임.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3가지가 있

음. 강우 분석이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발언도 했었고 그 대표시

간을 9시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좀 학술적 차원에서 논의한 거다, 이런 어떤 

식의 발언을 했으니까 토목학회에 요구할 수는 있겠어요? 

좌  장

- 거듭 말씀하시니까. ○○○ 박사님 어떻습니까? 토목학회에 그 부분에 대한 조

정을, 재작성을 요청했을 때. 

○○○ 박사

-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 얘기는 했었음. 상황을 봤을 때 용이하지는 않을 것 같

음. 그렇다고 결과가 어떻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임.

○○○ 교수

- 일단은 할 수 있는 일은 해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공문으로. 그러니까 토목

학회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는 강우 분석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줄 수 

없느냐. 두 번째는 만약에 보완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 그 부분을 삭제해가지

고 제출할 수 없느냐. 

좌  장

- 제가 기억하기로는 1차 전문가 토론회 때도 공문으로 참석요청 했음. 오늘도 

계획에는 들어가 있음. 지속적으로 참여나 협의를 요청은 하는데 지금 그런 부

분들이 다 중단된 상태였음. 저희가 우면산 TF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계

속 결론이 미루어지면 유족 분들과 시민들한테 더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어쨌

든 지금 찾은 방법이 결국은 그 보고서를 두되 그 보고서에 대한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전문가 의견들을 더 강력하고 정교하게 작성하자, 이게 결론이었던 

것 같음.

○○○ 교수

- 그래서 별첨으로 그렇게 넣기로 하지 않았나요? 



- 412 -

좌  장

- 예. 별첨으로 넣기로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들어간 거예요. 보고서의 뒤

의 부분으로. 

○○○ 교수

- 그 건에서 하면 되겠네요. 

○○○ 박사

 지금 오늘 토론된 내용도 아마 들어갈 예정이니까. 

○○○ 교수

- 우리 토론한 내용이나 ○○○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중요 부분이나 그런 것

을 연구원에 줘서 전문가 의견도 포함시켜 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좌  장

- 현재는 그 정도 상황에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음.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논

의가 사실은 전 별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강조점 부분에 있어서 약간씩 다른 

것 같음. 인공시설물 영향이 없다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또 두 

분께서도 강수량이 의미가 없다고 하시는 건 아니니까. 

○○○ 교수

- 보는 차이가 좀 있으니까. 

좌  장

- 예. 교수님께서는 어쨌든 일강우량 80㎜나 10분 강우량 5㎜ 같은 것들이 상당

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 같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눠서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 

○○○ 교수

- 글쎄, 이 부분은 어떨까요? 지금 제가 판단할 때 일단 강우량이 얼마 이상 되

면 산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론으로 내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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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그거는 말이 안 됨. 

○○○ 교수

- 얼마 이상 되면 확률적으로 많이 나온다 하는 점검이 되어 있다고 봐야함. 

○○○ 교수

- 그러니까. 그 정도야 어떨지 모르니까. 

○○○ 교수

- 거기에 인자로 들어가는 것이 사면경사, 토질, 임상, 강우 등 fact들이 들어있

음. 100대 주요 산사태 지역을 정량적 평가해서 강우나 사면경사 등의 특성을 

분석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낸 것임. 모두 다 적용될 그 기준은 아니지 않습니

까? 

○○○ 교수

-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토목학회 보고서를 그냥 거기에 대한 평가 내지 논의

로 국한시키는 것이 어떻겠나 싶음.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일단

은 토목학회에서 강우 분석한 것이 일반적인 타당성은

좌  장

- 그건 이미 지적을 했음.

○○○ 교수

- 그렇죠. 지난번에 

○○○ 교수

- ○○○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우가 산사태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선행강우

가 60분이면 얼마 이런 형태만 제시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것이 제 생각임.

좌  장

- 지금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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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전문가 토론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이 약간씩 연구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

을 같이 포함시켜주고 그다음에 같이 공동으로 내야 될 그런 것은 아니니까. 

○○○ 교수

- 그건 아니죠. 

○○○ 교수

- 그거를 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런 의견들이 나왔으니까 참고해라. 그래서 거기

에다가 전문가 의견에 같이 넣어주면 됨

○○○ 교수

- 아까 지반공학회에서 정리하셨다는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그 어디야? 저기 새

로 산사태 연구하시는 

○○○ 교수

- 강릉.

○○○ 교수

- 예. 그쪽에 그런 내용들을 보충

좌  장

- 1차 전문가토론회의 결과를 보면 산사태 발생기간을 정하여 강우빈도를 산출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므로 피해 지역별로 발생시간대를 추정하고 시간대별 강

우빈도를 명시해야 한다고 함.

-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교수님께서는 강우량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 교수님께서는 아까 경사도, 지질, 임상 등과 함께 강우량도 하나

의 요인이며 너무 기존 보고서에 과대하게 강조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

한 것 같음. 지금 우리가 굳이 지금 여기에서 다 합의를 할 필요는 없음.

○○○ 교수

- 산사태는 평지에서 절대 안 남. 그러나 언제 산사태가 나느냐. 강우가 쏟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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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난다는 것임. 지난번 시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단 보완해서 자료를 

갖고 오고 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뭐 잘못되었다거나 이런 부분

은 없는 것 같아 보임. 단지 이제 그 매커니즘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미흡했다는 그런 것이 제가 좀 의견이었음.

○○○ 교수

- 그건 저도 전적으로 동의함. 그러면 대략적으로 정리를 하시죠. 산사태 발생 시

작점은 절개지라든지 계곡부 7부․8부 능선, 둘레길, 등산로 이 부분과도 연결이 

될 수 있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문안을 좀 넣는 것이 어떻겠나 싶음.

좌  장

- 그건 이견이 있었던 건 아님. 인공시설물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서. 그것도 전례도 있었고 오늘도 지금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교수

- 있을 수 있다, 우리 지난번에 얘기를 했음.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

사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했다. 지난번에 우리 얘기를 했던 거고. 

좌  장

- 오늘도 그 부분은 좀 다 공감대를 이룸. 그래서 그런데 다만 일강우 80㎜나 10

분 강우 5㎜ 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씩 좀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은 

○○○ 교수

- 관점의 차이가 있으니까. 저는 산사태 토석류가 발생했던 춘천이나 동두천이나 

그 외 과거의 산사태를 쭉 분석해 봤을 때 토질 역학적으로 관계가 침투하고 

세굴과의 관계가 세굴이 발생해서 통상 한 20～30분 이상 발생하기 시작하면 

사면이 약한 것은 금방 터짐. 투수계수를 넘는 이 지표수 유출이 되는 이런 상

황들인데 그게 박 경사 분의 증언과도 정확하게 일치함.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소홀히 했던 것이 좀 보고서에 좀 아쉽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

씀드린 거고 그런 것은 이제 실제적인 fact이기 때문에 그걸 뭐, 부정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뭐, 제 의견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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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그러면 보고서 결론은 이렇게 가는 거네요. 결국은 지금 현재까지의 토목학회

의 입장은 말 그대로 더 이상 더 할 수도 가만히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에 대해서는 지금 인식을 전부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죠? 

○○○ 교수

- 그렇다고 봐야죠. 

○○○ 교수

- 예. 그렇다 그러면 이제 대안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족 대표님께서 3차 

조사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3차 조사까지 이게 

좌  장

- 제 생각에는 3차 조사에 대해서는 오늘 전문가 토론회 안건은 아닌 것 같음. 

우면산 TF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음. 

-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논의를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교수님께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은 80㎜, 5㎜를 강조하셨는데 이 36쪽 자료를 보면 100㎜가 이상 왔지

만 강우빈도로 따져서 10년, 5년, 이것 밖에 안 됨. 강우의 영향을 강조했는데 

강우빈도라는 것이 지금 기껏 10년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는 

○○○ 교수

- 사면마다 특성이 있음. 제가 우면산 산사태 시뮬레이션 한 것도 6시 한 40분경

부터 물이 나와요. 5㎜가 넘기 때문에. 이미 약간씩은 세굴이 발생함. 이제 한 

1시간 정도 계속 지나가면서 7시 40분 갈 때까지 계속 강우량이 점점 늘어남. 

늘어나서 피크는 8시 한 20분경이 피크임. 7시 40분 정도 되면 10분 강우가 

10㎜를 넘어섬. 우면산 산에서 흙과 토사가 쓸려 내리더라. 그러면 골짜기마다 

5분, 10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빨리 터지는 데도 있을 수 있고 빨리 안 터지

고 한 1시간 가까이 버티는 사면도 있을 수가 있음. 

- 전원마을 쪽이 7시 48분, 58분, 8시 가까이 되어서 ○○○ 교수님이 7시 58분

에 자기가 토석류에 휩쓸렸다고 함. 그때 7시 40분경부터 실제적으로 산에서 

이제 흙탕물이 나오고 한 10분 후인데 상당한 개연성은 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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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장

- 제가 그 부분은 전적으로 받아들임. 다만 2011년의 강우빈도가 기껏 10년 정도 

수준이라 한다면 그 정도 비에 왜 지난해만 유독 그렇게 발생을 했냐는 거죠. 

○○○ 교수

- 어느 관측소의 강우량을 가지고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차이가 남. 과거

에는 넓은 장마전선이 형성이 되고 우리나라 전역에 비가 거의 균등하게 내렸

는데 요즘 그게 딱 없어져 버리니까 대륙의 기단하고 이거하고 딱 만나는 그 

사이로 비구름이 지나는 것임. 

- 가장 극심했던 호우가 바로 2011년. 2001년과 제가 다른 해도 이렇게 쭉 봤는

데. 98년도. 이 호우 기단들이 폭이 좀 넓었어요. 그때는. 좀 넓었는데

좌  장

- 제가 자꾸 묻고 싶은 것은 원인 여부를 떠나서 강수 자체가 

○○○ 교수

- 제 얘기는 강수 자체의 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간적으로 불균형성이 굉장

히 큼. 아주 좁은 지역에 이렇게 수렴이 되어서 우면산 산 정상 쪽으로, 관악산 

산 정상 쪽으로 지나가는데 거기에 관측소가 거의 없음. 

- 관측소는 이제 다 서초 교대라든가 이수 초교라든가 다 이런 평지에 있음. 여

기에서 잰 강우하고 우면산 이 띠가 지나가는, 호우 띠가 지나가는 데 강우량

은 굉장한 차이가 발생함. 그래서 사실은 전원마을 위쪽의 산지에 어떤 비가 

내렸는지 관측소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것임.

좌  장

- 그럼 교수님께서는 36쪽에 있는 이 강우빈도가 과소평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 교수

-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임.

○○○

- 그 가까이가 남현 관측소의 지금 수방사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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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그 남현 관측소는 상당히 의미가 있음. 그 띠하고 상당히 가까워요. 이 구름 띠

가 이 관악산 우면산하고 관악산이 거의 45°로 이렇게 쭉 지나감. 이렇게 지

나가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남현 관측소나 이 수방사 쪽은 거기에 걸려있었

음. 거기서 한 1～2 km만 벗어나 이수초교나 교대 정도도 강우량이 팍 차이가 

남. 

좌  장

- 결과적으로는 이제 새로운 쟁점이 노출된 셈이고 그것을 검증하기에는 거의 지

금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음. 

○○○ 교수

- 관측소가 거기 산지에 그 공군 부대에 관측소가 있긴 있었는데 그 낙뢰 때문에 

그 기계가 다 꺼져있는 상태여서 

좌  장

- ○○○ 교수님께서는 강수량의 과소 추정 가능성이 있다는 측이시고 다른 측에

서는 인공구조물 영향 등 원인 때문에 그 정도 강수량에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 교수

- 근데 뭐 구조물이 없었던 부분에서도 산사태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비 자

체로만 보면 산사태가 발생한 것은

○○○

- 아니, 남현 관측소하고 뭐 넘어지면 코앞인데 바로 앞이에요. 도로 하나. 

○○○ 교수

- 남현 관측소는 해발 약 87m 정도 되고요. 우면산 정상은 253m. 

○○○

- 아니 전원마을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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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예, 전원마을하고 가까움. 바로 맞은 편, 마주보고 있는 도로 하나 놓고 네. 

○○○

- 바로 앞임.

좌  장

- 나중에 법적인 결론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상황임. 그래도 공감대가 된 것은 

산사태가 날만큼 비는 충분히 왔는데 현재 우리가 측정해서 제시할 수 있는 기

준은 10년 정도인데 특별한 분석을 덧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서에서 20년

에서 120년 이렇게 강조한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임.

○○○ 교수

- 올 수 있었다가 아니고 산지 쪽은 실제적으로 더 많은 비가 내렸다는 그런  

좌  장

- 그러니까요. 

○○○ 교수

- 레이더 자료, 사실 영상 보여주신 거에 의하면 관측소 위치보다는 산정상부에 

비가 더 많았을 것 같은 게

좌  장

- 그런데 그렇게 

○○○ 교수

- 남현 관측소로부터 우면산 정상 쪽을 걸쳐서 30°방향으로 이게 걸쳐있는 그쪽

으로 비가 많이 올 것 같다는 

좌  장

- 그럼 그렇게 추정해볼 수는 없습니까? 레이더 말고 그런 거는 없죠? 흘러나온 

물의 양, 유량으로 하천의 유량이나 이런 걸로 측정해볼 수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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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그거는 정확성이 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2차 가공 자료이기 때문에. 1차 가

공 자료보다 훨씬 더 정확도가 떨어짐.

좌  장

- 이걸 그러면 결국

○○○

- 이걸 수치화할 수 없는 걸 가지고 교수님이 주장하셨다고 해서 그걸 뭐 강우량 

자체를 손을 된다는 건 무리한 일임. 그걸 뭐로 입증할 겁니까? 

○○○ 교수

- 어떤 거요? 

○○○

- 아니 그 이쪽 부분이 실제로 여기 발표한 강우량보다 더 많은 강우량이 내렸을 

수도 있었다는 그 추측

○○○ 교수

- 추측이 아님. 지금 2시간 누적된 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남현 관측

소는 레이더에서 가까웠지만 서초 관측소만 하더라도 그 우면산 정상 부분에서

부터 떨어지다 보니까 이 띠에서 살짝 벗어나있다는 것임. 

- 진하게 나타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만

큼 더 왔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더 많이 온건 맞음. 

○○○ 교수

- 많이 왔을 개연성이 굉장히 큰 거죠. 저 그림으로 보면. 

좌  장

-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정리해

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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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글쎄요. 

좌  장

- 더 많이 온 것이 산사태의 원인이 될 정도의 또 영향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객관적인

○○○ 교수

- 그 양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여기에 나온 걸 보면 7시 40분경

에 이게 이제 7시 40분, 50분이 서초 관측소는 40㎜밖에 안 오는데 우면산 정

상은 이 띠구름에 이것을 해석한 걸보면 약 100㎜ 가까이 왔다는 것임. 그 시

간대에 정상부근에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덕사에서 7시 

40분에 물이 역류해가지고 지금 절이 떠내려간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7시 40

분에 실제적으로 이때는 서초 쪽은 그 당시 뭐 많이 안 왔을지 모르지만. 실제

적으로 이 정상부나 남현 쪽은 정상 쪽에 시커멓게 되어있는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왔다고 할 수 있음. 

좌  장

- 교수님 거기 지금 산 정상부에 비가 많이 온 것은 추정할 수 있다고 하고요. 

산사태가 나서 인명피해가 난 지역하고는 또 거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 교수

- 띠 호우가 지나가는 여기에 확대된 부분인데 보면 여기 우면산 정상이고 서초 

관측소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부분의 비가 와가지고 

서초관측소 가지고는 이 산지에 내린 강우량을 제대로 판단이 안 됨.

좌  장

- 판단이 안 되는 것은 맞는데 산사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사태 지역 같은 경우

는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영향을 이제 

○○○ 교수

- 여기에 나와 있음. 신동아 아파트가 벌써 서초 관측소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임광, 레미안 다 2배 가까이 됨. 7시 40분에 레이더 강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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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 교수

- 산사태가 어떤 식으로 발생했든 간에 그 발생한 이후에라도 강도가 크게 비가 

내리게 되면 가중 될 수밖에 없음. 토사가 흘러내리는 속도는 클 수밖에 없고 

좌  장

- 교수님, 말씀하시겠습니까? 

○○○ 교수

- 레이더 영상자료를 가지고 강우를 추정하는 기구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음. 추

정한 자료가 별로 설득력이 없지 않을까 싶음. 

○○○ 교수

- 저 자료만으로는 설득력이 전혀 없지는 않음. 

○○○ 교수

- 없지는 않는데, 설득력이 없는 쪽이 더 맞지 않느냐? 

좌  장

-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다 결론 낼 수는 없을 것 같음. 자료에 대한 신

뢰성. 그 부분은 여기서 논쟁한다고 될 일은 아닌 거 같음. 

○○○ 교수

- 예, 학술적으로 

○○○ 교수

- 저것은 학술적으로 검토 해야 할 상황임. 레이더가 과연 구름에 있는 수증기 

밀도를 제대로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느냐 따지고 그렇고 강우 발생하는 열속

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해수와 다 다를 건데. 

○○○ 교수

- 상대적인 거지요. 어찌됐든 간에 색깔이 진한데는 농도가 높은 거고 흐리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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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날 때

○○○ 교수

- 뭐 저쪽에 비가 많이 온 정도다. 라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우리가 판단자료는 

그런 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겠음.

- calibration된 자료도 없지 않은지?

○○○ 교수

- 이것은 calibration된 자료임.

○○○ 교수

- 아니, 아니

○○○ 교수

- calibration은 실측된 관측소의 실 강우량을 가지고 계산된 강우량과의 비를 

가지고 나머지 지점에 그것을 고정을 해서 계산함. 지금 가장 과학적인 방법임.

○○○ 교수

- 그래서 저기 나온 수치를 100%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여기가 더 

많다, 적다는 이야기할 수 있음. 

○○○ 교수

- 100% 확신을 예, 예. 

○○○ 교수

-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 aws 강우자료보다는 저것은 훨씬 더 설득력이 없는 자

료인데 보고서에 싣는다? 물론 실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는 단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단서라는 것은 그것은 트렌드를 보는. 어떤 아주 그러니까 

○○○ 교수

- 그렇죠. 상대적인 경향성만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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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트렌드는 어떤 과학적인 어떤 판단으로 트렌드를 보는 것이지 

좌  장

- 그쯤으로 해놓으면 될 것 같음. 오늘 제출 된 자료니까 일단 경향성과 관련해

서는 저희가 공감을 하되 88.6㎜인지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확인

할 수는 없음. 새롭게 좋은 자료가 제출됐고 뭐 사실을 추측하는데 더 근접할 

수 있는 뭔가 될 수 있을 것 같음.

○○○ 교수

- 새로운 자료를 내놨고 고생하신 것 같은데 내놓고 더 논란을 일으키는 것임.

○○○ 박사

- 강우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는 게 필요해서 다양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게 좋은 것 같음. 그런 질문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 교수

- 왜 다들 궁금해 하는 거예요. 전원마을이 말이야 왜 그렇게 커졌냐? 

○○○ 교수

- 서울시 2011년도 공식 자료를 보면 남현 관측소에 있는 강우자료가 마치 서울

시 전역에 온 것처럼 해가지고 보도자료를 냄. 60분당 112㎜ 그것이 서울시 전

역에 온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임.

○○○ 교수

- 그것은 설득할 수 있는 자료임.

○○○ 교수

- 그러니까 

○○○ 교수

- 지금 말씀하신대로 강북지역에는 그 당시 2㎜도 안 왔어요. 예. 강북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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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 자료는 안 그래요. 서울시 전역에 비가 그리 온 거예요. 

○○○ 교수

- 그건 곧 얘기가 잘못됐으니까. 

좌  장

- 어쨌든 여기서는 우면산에 대한 사례에 한정해서 논의를 하는 게 맞음. 그건 

잘못된 행정관행이라고 보고 그 정도쯤으로 하셔야 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왔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자료로서는 채택할 수는 있을 텐데 그 자

료에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신뢰성까지는 우리가 다 이 자리에서 확인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음. 시간이 벌써 다 됐음.

○○○ 교수

- 다 논의 했는데 

○○○ 교수

- 할 만한 얘기는 거의 다 나온 거 같음. 

좌  장

- 그럴까요? 

○○○

- 제가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좌  장

- 일단 저희가 꽤 진지하게 논의를 많이 했고 대체로는 지난 1차 전문가 토론의 

결과 안에서 있다고 생각함. 

- 좀 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왔고 영상 자료를 통한 분석이

라든지 새롭게 제출되어서 의미 있게 논의가 된 것 같음. 

- ○○○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참석하신 전문가 분들께서 

한마디 정도씩 결론을 정리하는 정도로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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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동안 유가족들하고 같이 이 문제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전문가 토론이라든

가 토목학회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을 스터디를 했을 때 상식선으로 와 닿는 게 

있고 이것 아니다. 하는 것도 짚임. 평소에 의문되는 것 몇 가지가 있음.

- 오늘은 여기 참석하면 오히려 무슨 뭐 서울시가 의도하는 그 스케줄대로 괜히 

호응하는 이런 결과만 낳기 때문에 가지 말자하는 의견이 많아 가지고 사실 고

심을 하다 왔음. 유가족들이 지금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십사하

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혼자 참석했음. 

- ○○○ 교수님 말씀한 것 중에서 남태령 전원마을 같은 경우에 07시 40분에서 

07시 58분경으로 추정한다고 봤을 때 이 경우에는 이 강우량이 86. 5㎜하고 

강우빈도 20년 이하가 나옴. 과거에 기상청 자료를 봤을 때 뭐 300㎜ 이상도 

많이 기록하는 게 한 두 개가 아님. 90㎜도 안 되는 강우량으로 300㎜가 넘는 

강우량으로 무사했던 이 지역이 왜 재작년 하필이면 무너졌느냐? ○○○ 교수

님은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경사로 지질 뭐 이거하고 결합시켜 말씀하시는데 

경사로와 지질은 변함이 없죠. 10년 전이나 뭐 오늘이나 

○○○ 교수

- 경사 지질은 우리 이 박사님께서

○○○

- 어쨌든 그때나 지금이나 변동 된 게 없고 오히려 인공 시설물이 아까 말씀하신 

산이 피를 흘리게 했다는 것임. 그래서 이게 강우량만이 아니다. 라는 어떤 결

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1차 정형식 교수님도 그렇고 2차 김명모 

교수님도 그렇고 그 팀들이요. 사실 강우량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음. 

-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음. 그런 부분 한 가지가 있

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저를 이해를 시켜주시겠습니까? 

○○○ 교수

- 전원마을 그 현장에 피해 사례라든가 볼 때 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경작하는 

것 그 산지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 지역에 그렇죠? 

○○○

- 서울 사람, 그것도 서울입니다. 서울 주말 농장 있더만.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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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주말 농장 예. 예. 맞음.

○○○

- 그게 다 원인 제공 하는 것임.

○○○ 교수

-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인공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산사태에 대해서 악영향적으

로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음.

○○○

- 등산로도 옛날에 만들어지고 이 산을 온통 그냥 몸살 나도록 만들어놓고 그 부

분은 전혀 들여다보지 않고 오직 강우량, 강우량 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임.

○○○ 교수

- 제가 임도, 도로 등 인공시설물이 산사태와 무관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음. 

- 강우량만인가 라고 했을 때 이제 한 가지 말씀 드릴만한 것은 이 2011년에 내

렸던 강우량이 좀 독특한 것은 사실임. 어떤 그 산사태 매커니즘으로 봤을 때 

충분히 산사태가 발생할 여건은 되지만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가

중시킬 만한 그런 요인들 피해가 더 가중될 만한 요인이 없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럴 가능성의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라는 생각임. 그래서 그게 얼

마만큼 더 가중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은 연구가 됐었으면 더 바람직하

지 않았겠느냐. 

○○○

- 그게 보고서에서 빠졌잖아요. 없잖아요. 

○○○ 교수

- 그 부분이 빠졌다고 저희도 예, 예. 

좌  장

- 예, 저희도 계속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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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수님께서 그 09시를 일률적으로 기준 적용해가지고 이것을 120년 빈

도다. 이렇게 지금 좀 황당한 이런 내용을 그것도 결론에다 넣었음. 

- 개선할 3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까지 했는데 여기는 그냥 듣고 마는 겁니

까?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을 들을 수 있나요? 

○○○ 박사

- 제가 이 과제의 보고서 받는 것을 제가 전적으로 권한이 있는게 아님. 여기서 

최대한 보고를 드리고 토의를 통해서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함. 

○○○

- 뭘 통해서 뭐요? 

○○○ 박사

- 우면산 민관합동 TF회의가 있음.

○○○

- 아, TF. 아, 예. 예. 

○○○ 박사

- 거기에 보고하고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음. 

○○○

- 우리 저 유가족 입장에서는 강우빈도가 한 20년 안팎인데 이게 120년 빈도를 

결론부터 딱 집어넣으니까 반드시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도 삭제가 되어야 된다

는 것임.

○○○ 교수

- 강우재현기간 문제는 120년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

면 20년밖에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것도 역시 문제가 있는 것임.

○○○

- 그럼 차라리 강우빈도를 빼지요. 이게 괜히 논쟁의 중심에 있고 이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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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것도 아닌데 이 애매모호한 것을 왜 거기에다가 집어넣습니까? 

○○○ 박사

- 아 그게 어쨌든 그 한정된 자료에서.. 

좌  장

- 저희가 지금 계속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것임. 사실상 거의 무력화 된 거 아닌

지? 대표시간 9시, 120년 빈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여러 차

례 지적을 했기 때문에. 

○○○

- 지금 총장님 말씀대로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이 보고서에 빠져야 되는데 

보고서는 그대로 살아있음. 솔직히 기자들이나 판사가 볼 때 어떻게 보면 결론

부만 보거든요. 결론부 보면 뭐 120년 빈도 딱 나오니까 이건 뭐 천재구나! 

좌  장

-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 5월 8일 날 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 이거 후속조치가 없으면 

이거 해서 뭐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이 전문가 토론회 결과물에 대

해서 뭐 보고서에 반영이 된다든가. 

좌  장

- 반영할 예정임.

○○○

- 반영이 됐다는 걸 들어 본 적이 없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반영 된다 라든가 더 논의할 부분이 있다 라든가 뭐 어떻게 좀 그런 후속조치 

안이 좀 나왔으면 함.

○○○ 박사

- 보고서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우면산 TF회의에서도 언급을 하셨음. 아마 안을 



- 430 -

내셔서 유가족분하고 협의도 시청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음. 그 외 진척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게 없음. 

○○○

- 그럼 이것을 그냥 인쇄물 돌리고 마는 겁니까?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기 후속조치가 당연히 따라야 될 걸로 저는. 

좌  장

- ○○○님 그 부분은 거듭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올리는 것 같은데요. 토목학

회가 발행하는 보고서 뒤에 부분에다가 첨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 왜 뒤에 부분에 넣습니까? 앞에 부분에 넣지. 

- 그다음에 토목학회가 보고서 수정도 안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도 안 한다고 하

는데 그렇다면 스스로 변론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건데 그렇다면 어떤 결정도 

수용하겠다는 것인지?

- 토목학회는 을인데 이렇게 갑을 가지고 휘어잡고 자기 멋대로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 이게 뭐 도대체 이런 부분이 전혀 이해가 안 됨. 

- 2차 제출사항 검토 결과 여기 보면 119 최초 신고 접수시간 남태령 전원마을 

08시 42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정을 제가 받았습니

다. 어디서 받았느냐? 119에서 받았어요. 여기 08시 42분이 잘못된 것이고 07

시 37분이 맞습니다. ○○○ 팀장, 내가 보냈는데 받았어요? 

○○○

- 예. 받았어요. 

○○○

- 그거 맞죠? 내 말이? 

○○○

- 아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그 연구원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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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잠깐 맞잖아. 119 최초시간 접수시간이 07시 30분 그럼 이게 바꿔져야 되

는데 토목학회는 한자도 못 고친다는 데 이게 안 바꿔집니다. 이게 문제에요. 

이 자료가 출처가 119인데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온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만들

었을 텐데 이것은 fact 아닙니까? 이것은 주장도 아니고 

○○○

- 여기 나와 있네요. 보고서에

○○○

- 119에서 정정보도가 났으면 정정을 해줘야 하는데 토목학회에는 손 못 댄다고 

하는 그 대전제가 깔려있어서 안 될 거라 이거죠.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

- ○○○ 선생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시간은 2가지임. 07시 37분이 있고요. 그리

고 08시 41분이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만 

○○○

- 2가지가 아니고 4가지임. 내가 이 중에 지금 2가지 물었는데. 

○○○

- 예. 그러니까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이 이제 2가지라는 것임. 방재청에서 보낸 공

문에도 07시 37분은 지하주택 침수에 관한 신고임. 그렇기 때문에 07시 37분

은 침수이기 때문에 산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해서 이제 배재했다고 

그렇게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

- 여기는 최초 신고접수시간. 최초 신고가 뭡니까? 최초 신고예요. 08시 41분이 

산사태 최초 신고 접수시간이라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그거는 

저희들도 자신이 없습니다.’오늘 돌아가서 확인해 봐요. 내말 틀리나.

- 07시 37분에 어떤 일 이 있었느냐? 우리 집사람이 그때만 해도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아침 7시 반에 나갔어요. 나가고 조금 이따 나가면서 한참 물이 내려오

고 난리가 났는데 당신 나와 봐요 해서 내가 나가가지고 나가자 순식간에 허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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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까지 차가지고 거기에서 물속에서 고함을 지르니까 우리 아이가 나왔어. 그

리고 순식간에 애가 죽은 거야.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그게 내가 볼 때 그래서 

40분을 주장하는 거야. 

- 침수된 그 집이 우리 집에서 100m도 안됨. 우리 집 옆에 옆의 집 105호 집으

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내가 07시 40분경에 상수리나무 무너졌다는 것을 내가 

자신 있게 주장함.

○○○

- ○○○ 교수님 말씀이 조금 이따 한 2분 지나가지고 알람이, 8시 알람이 울리

더라 라는 것을 저도 TV에서 봤음. 

- 7시 40분에 우리 집 앞에 상수리나무가 무너져가지고 우리 아이를 덮쳤고 그 

수로가 차단이 되어서 바로 105호 집 옆집 옆으로 물이 쓸어가서 그 집 지하

로 침수했는데도 이거 안 믿어준다 이거야.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119 최초 신고 접수시간을 하지 말고 그렇다면 최초 사

망자, 아니면 부상자 접수시간, 이렇게 고쳐야함.

○○○ 교수

- 예. 선생님. 같은 말씀이니까

○○○

- 토목학회 조사 결과.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summary

한 거야. 그렇죠? 맞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1번이 이 도표가 나오고 1번이 이

거야. 맞죠? 

○○○

- 예. 

○○○

- 맞잖아.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것이 내용이 뭐냐 하면 강우강도에 대해서 

나왔어. 서초 관측소와 남현 관측소 구별해서 1시간, 6시간, 12시간, 24시간 강

우강도에 대해서 나온 거야. 맞죠? 그래서 강우량이 나오고 강우빈도가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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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말씀하시지요. 말씀하시지요. 

○○○

- 맞죠? 그런데 왜 느닷없이 산사태 발생 원인이. 이 산사태 발생 원인은 이것뿐

만이 아니고 여기에서 나온 6가지가 다 산사태 포괄적으로 포함해야 될 부분이

고 또 이 부분은 분명히 말해서 1번 항은 산사태 발생 원인이라는 말이 없어! 

한 마디도 없어.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여기 왜 느닷없이 산사태 발생 

원인이라는 타이틀을 딱 넣어가지고. 

- 이거 제3자가 볼 때는 이거 산사태 발생 원인으로 보는 거야. 이 산사태 발생

원인은 강우량 2개를 딱 골라내가지고 그것도 강우강도를 표시한 부분을 가지

고 산사태 발생원인으로 잡았다. 이게 크게 잘못됐다는 거야. ○○○ 팀장 맞아

요? 인정해요? 

○○○

- 제가 답변을 

○○○

- 아, 답변 드리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산사태 발생원인이. 여기 

토목학회 결론서에서는 강우강도 내지 빈도, 강우 이것만 표시를 했는데 느닷

없이 이 결론 이걸 산사태 발생원인으로. 이건 있지도 않는 이 신조어를 만들

어 냈어. 이래가지고 다 배포를 했을 것 아니야? 

○○○

- 선생님. 그 fact에 대한 부분만 

좌  장

- 선생님. 

○○○

- 아니, 이거 대답만 좀 듣고 합시다. 이거 고쳐 줄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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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장

- 오늘 주제와는 다르기 때문에. 예. ○○○ 팀장님께서 잠깐만 말씀하시고 별도

로 그건 다시 의견을 들어도 될 것 같음.

○○○

- 아니, 그런데 이제 패널 분들이 이제 자료를 안 가지고 계셔가지고 

○○○

- 이 사람아? 여기 강우강도 언제. 어디 그런 발생원인이 어디 있어? 거기? 

○○○

-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2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강우빈도, 강우강도에 대한 부분이 있

고요. 분명히 이제 넷째 줄에 보시면 

○○○

- 그것밖에 없어. 그것밖에 없어. 

○○○

-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이유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

- 이유가. 그건 밑에도 다 나와 있어요. 2번, 3번, 4번 

○○○

- 그러니까요. 이것에 대한 부연설명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

- 아니, 그건 이제 하면 국어실력이 그런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여기에 그런 말이 없는데 이 사람이 신조어를 만들었다. 이건 강우강도고 강우

량하고 강우빈도밖에 언급한 것이 없는데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산사태 발생

원인이라는 타이틀을 붙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가 막힌 노릇이 어디에 있습

니까? 이거는 초등학생이 읽어도 이건 아닌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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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생님, 이제 표에는 강우량만 있는데요. 셋째, 넷째 줄을 읽어보시면 집중강우

와

○○○

- 이 사람이 진짜! 

좌  장

- 저기, 그렇게 하시지요. 어쨌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

- 아니,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이거는 더구나 결론부예요. 이거 

중간에 넣은 것도 아니고 결론부에다가 있지도 않는, 있지도 않은 이 신조어를. 

이거는 강우빈도. 강우강도가 맞아요. 이게 구분이. 왜냐하면 이 내용이 전부 

강우 이거 보시다시피 강우량하고 강우빈도를 표시를 했고. 도표에. 이 앞의 설

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느닷없이 산사태 발생원인으로 둔갑을 합니

까? 이건 초등학생이 읽어도 상식적으로 

좌  장

- ○○○님, 알겠습니다. 

○○○ 교수

- 전문가 토론에서 다룰 저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좀 줄여서 

○○○

- 아, 예. 그건 답변을 해야 돼요. 수정을 해야 돼요. 

좌  장

- 아니, 그 부분은 일단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까 별도로 또 더 하셔야 될 것 같

습니다. ○○○ 박사님. 어쨌든 오늘 발표를 하셨고 말씀도 여러 개 듣고 했기 

때문에 뭐, 소감 말씀하시고 혹시 좀 더 말씀하실 것 있으면 간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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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

- 추가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더 설명드릴 것은 없음. 제가 이제 이런 자료를 만

들고 발표한 이유가 강우가 결정적이고 거의 다의 원인이다, 이런 취지로 한 

것은 아님. 강우하고 발생시각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

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하기 위해 자리를 만들었다는 설명을 드림.

○○○ 교수

- 이해를 좀 넓히기 위해서다. 

좌  장

- 예. 

○○○ 교수

- 어쨌든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론의 자리에서 서로 의견을 나

누어 검토하고 정리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함. 연구원에서 TF하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음.

○○○ 교수

- 강우재현기간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음. 보고서 상에서 강우의 재현 기간을 가지고 

이게 굉장히 비가 많이 와서 문제가 생기고 비가 적게 와서 이런 식의 판단은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봄. 

- 오히려 그보다는 산사태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 시켰느냐, 못 시켰느냐 

이러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됨.

○○○ 교수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함. 지금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를 만드

는 것이 처음이라고 봄. 우면산 산사태 2차 조사를 하고 몇 번에 걸쳐서 전문

가 토론에 회의를 거쳐가지고 어떤 의견수렴과정 겪는 것은 이런 것은 우리나

라에서 처음 있는 일임.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저는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될 

것으로 기대함. 

- 여기 계시는 유가족분들 상당히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이 저희들이 이런 어떤 

자리를 만드는 데도 상당한 노력을 한 것은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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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얻고 싶은 것은 분명히 100이 있을 것이나 절

대 100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식을 저는 분명히 했으면 함. 우

리 사회 시스템상 그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람. 회의

를 숨긴다든지 뒤에서 뭐 꿍꿍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때까지 해

오지 않았음. 

- 서울시를 위해서나 유족분들을 위해서나 이 보고서에 대한 논란을 어떤 형태든

지 간에 빨리 종결시켜야 서로한테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개인적인 

생각임.

좌  장

- 어쨌든 오늘 토론회 목적은 강우시간과 빈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것이

었는데 그 목적을 비교적 달성한듯함. 대체로는 지난 회의 결과가 비교적 타당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 같음. 

- 토목학회에서 내세웠던 대표 시간과 강우빈도와 관련해서는 좀 미진한 게 있고 

좀 더 각 케이스별로 구체적이고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있었어야 된다

는 것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풍부하게 해서 확인함. 

- 오늘은 새롭게 제출된 자료 강우량이 산간 지역에 더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것들 

같은 경우는 의미 있는 자료와 관련됐다고 봄. 

- 강우재현기간 등만으로 산사태를 곧 바로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함. 

- 다시 한 번 토목학회에 검토된 것 확인한 여러 사례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학회에 요청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

음. 

- ○○○님을 사실 처음 뵙고 눈앞에서 가족을 잃는 그런 아픔을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오늘에서야 들었는데 이런 유족분 들의 심정을 우리가 충분히 다 가

려서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는지 돌아보아야 할 점들이 있음. 위로가 될 수 있

도록 보고서가 빨리 마무리되고 서울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해서 다 잘

됐으면 좋겠음.

○○○

- 유가족들이 꼭 전달하라고 하는 내용을 두 페이지만 제가 낭독을 드리면 안 되

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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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장

- 두 페이지씩이나 

○○○

- 이쪽에서 2개 꼭 전달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3분이면 됩니다. 

좌  장

- 그러시지요. 교수님들도 어려우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 제일 힘든 분들이시니

까 말씀을 듣고요. 

○○○

- 고맙습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좌  장

- 혹시 ○○○님 끝나기 전에 ○○○ 과장님 뭐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

- 토목학회 조사 보고서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해주십시오. 

  ․ 대한토목학회는 조사보고서(2013년 2월 1일 나온 겁니다.) 강우량 분석 등을 

제대로 수정 보완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토목학회가 우면산 2차 원인조사단 

쟁점 사항 검토결과에서 바로 잡거나 인정한 내용은 토목학회 보고서에 조속

히 수정 보완하여야 합니다. 

  ․ 2013년 2월 1일 이후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정정 통보한 119 최초신고 접수 

시간을 포함하여 우면산 산사태 지역별 발생시간 강우 기준 시간에 따른 최대 

강우 및 빈도는 물론이고 애매모호 하거나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는 내용도(이

런 내용입니다. 과업 수행조치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음.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공감의 범위가 아님. 뭐, 이런 내용을 말씀한 겁니다.) 검토 

후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 관측기관이 짧기 때문에 빈도해석을 할 수 없다면 빈도해석을 수록하지 않아

야 합니다. 타 관측소의 지속 시간 및 최대 강우량을 비교하여 강우재현기간

을 추정하였다는 내용도 신뢰할 수 없는 자료이므로 굳이 보고서에 수록할 이

유가 없으며 앞뒤가 맞지 않고 공학적 입장이 난해한 부분도 수록에 신중하여

야 한다고 봅니다. 

  ․ 토목학회가 산사태 원인을 분석함에 있어 우면산 산사태 발생시간, 빈도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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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강우량재현기간 빈도해석을 위한 대표 시간 09시 적용은 다름 아닌 

산사태를 천재로 규정하기 위해 끼워 맞추기 수술로 이미 설정하였다고 저희

들은 보고 있습니다. 시민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시민 대토론회, ○○○ 의원 

보도자료, 전문가 토론에 대해 녹취록, 119 정정보도 등의 내용과 토목학회 

보고서의 내용을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보고서를 수정 보완하여야 합니다. 

  ․ 쟁점현안은 쌍방의 수긍하는 수준으로 수정 보완 작업이 이루어져 최종 보고

서에 담아져야 시장님께서 천명한 성역 없는 조사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

입니다. 보고서의 황당한 내옹을 면밀히 비교 검토 후 보고서를 수정하는 일

은 취지를 살리는 일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후속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 전문가 토론회와 시민 대토론에도 기피하는 무책임하고 오만방자한 사람들의 

작품을 서울시가 보고서 그대로 채택할 이유나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고 봅니

다. 

- 두 번째 대한토목학회 조사보고서 제 7장 결론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 대한토목학회 조사보고서는 남현 관측소의 경우 산사태 발생 이후의 대표 기

준 시간을 적용하여 114㎜, 120년 빈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론회 초안에

서 정리한대로 산사태 발생시간대 검토결과 07시 40분에서 07시 58분 경우로 

추정할 경우 강우량 86.5㎜ 이하 강우빈도 20년 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

다. 

  ․ 산사태 원인 분석과는 무관한 120년 빈도라는 황당한 기록은 보고서에서 반

드시 삭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단에서는 애시 당초 산사태 발생 원인을 

공군 부대의 영향, 덕우암 복구 공사의 적정성, 산사태에 대비의 적정성, 생태 

저수지 영향, 기타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에 대한 임상, 인공

시설물, 터널 발파 등의 영향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포커스를 맞추고 조사, 

검토 하였어야 했다고 사료됩니다. 

  ․ ○○○ 의원은 2013년 4월 5일 보도 자료를 통하여 서초관악 관측소에 의하

면 2001년의 일강우량 및 시간대 강우량이 2011년보다 많았음에도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그 기간 동안 우면산에 설치된 인위적인 인공시설물이 산

사태의 주요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추정한 바 있습니다. 상기 보도 자료에 따르

면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한 2011년 7월 27일은 230㎜보다 많은 일강우량을 

기록한해가 72년, 87년, 98년, 2001년, 2006년, 2010년으로 10년 빈도가 되

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일강우량을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으로 추정된

다고 하였습니다. 대한토목학회 제 7장 결론 이런 내용상 산사태 발생 직전에 

강우량 강도를 설명하였는데 서울시 도시안전과에서는 이 부분을 토목학회 조

사결과라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느닷없이 산사태 발생 원인으로 구분하여 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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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의도적이 아니었나 오해소지가 있습니다. 토목학회 조사 결과 부분에서 산

사태 발생 원인을 강우 강도로 그 제목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대한토목학회 조사 보고서는 제7장 결론 1에서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직전

에 강우량과 강우빈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상이한 지역 즉 관측소의 

자료 부재, 대표기준시간 09시 ***(02:46:35)의혹, 산사태 발생시간 추정 난해 

등으로 정리되지 않는 논란의 핵심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이 보고서는 후대에까지 교훈을 주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조사단과 전문

가 간의 쌍방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수정 보완 후 제대로 된 보고서가 제출

될 때까지 근거 없는 강우량과 강우빈도 부분은 결론에서 삭제하여야 합니다. 

  ․ 서울연구원 자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사태 발생 지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산사태 발생 특성상 지역별 발생 시간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

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며 산사태 원인 분석을 함에 있어 강우량과 강우빈

도는 논란의 쟁점일 뿐이며 산사태 발생과의 관련성도 적어 보입니다. 그러므

로 대한토목학회에서는 강우량과 강우빈도를 제출하지 말고 서울연구원에서 

분석하는 방법이 온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두 번째 대한토목학회 보고서를 한자도 고치지 못한다면 최소한 자문의 특단의 

조치를 검토해주십시오. 조사 보고서의 쟁점사항은 객관화 되어야 정상적인 보

고서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런 이유로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 하지만 토목학회에서는 한자도 고칠 수 없다고 하니 그렇다면 TF팀을 재가동

시키고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단이라도 구성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가 1, 2차 

조사보고서의 쟁점 현안에 대하여 검토한 후 객관적인 내용이 최종 보고서에 

수록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검토해 주시기를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 필요하다면 제3의 학술 단체나 정부차원의 재조사 의뢰도 검토해 주십시오. 

희생은 저희들로서 족합니다. 시장님께서 성역 없는 조사를 천명하신만큼 이 

자리에서 언급한 사항, 요구사항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가시

적인 조치와 결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저희들은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진실 규

명이 전제되어야 제대로 된 대책수립이 가능할 것이고 이 길만이 유사한 재

앙으로부터 서울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저희 유가족들은 확신하고 있습

니다. 2013년 7월 12일 유가족 ○○○, ○○○, ○○○, ○○○, ○○○, ○○

○, ○○○, ○○○, ○○○, ○○○, ○○○, ○○○, ○○○, ○○○, ○○○ 

대표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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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장

- 고맙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거론된 기관들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제가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기도 하고 워낙 신중을 기

해야 하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긴장을 해가지고 제대로 못 진행했는데요. 양

해를 해주시고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

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끝)





Ⅲ-4  학계·전문가 수렴의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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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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문 및 유가족 의견수렴 등), 대한토목학회 답변서(2013.2.1) 검토, 전문가 토론회(1차 5.8, 2차 

7.12) 등의 절차를 통해 대한토목학회 조사보고서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음. 그 결과 보고서는 

산사태 발생 전후의 지반 계측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시행한 공학적 연구로서 의미가 있으나, 일부 

항목에 대해 규명이 미흡하거나 논점을 해소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함. 이에 전문가 토론회 등의 의견

을 주요하게 반영하여 다음 사항들을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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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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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성뒤마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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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된 특성

이 있었으며, 레이더 영상자료 등에 따르면 강우빈도가 산 정상부에서는 저평가되었다는 의견

이 있었음. 이에 대해 레이더 영상을 활용한 강우분석기법은 수증기 밀도 추정 등에 기술적

인 한계가 있으므로 상대적인 경향성 판단은 가능하되 정량적 분석에는 활용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음. 

(3)　학계·전문가 토론('13.5.8) 결과, 공군부대 내부 산사태로 인해 저류된 물이 흙둑을 넘어 

3) 유가족(함창수) 증언에 따라 윗성뒤마을에 산사태가 07:50에 발생했다면 강우빈도는 5년 이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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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밖으로 월류(overflow)하였는지, 흙둑을 침투하여 사면파괴를 유발했는지, 아니면 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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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이나, 토목학회 조사에서는 해석조건, 입력물성치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고,  장기

적인 발파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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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

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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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로가 산사태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이 있었음. 다만, 산사태 후 신

속한 복구 등으로 현장이 보전되지 못하고 훼손되어 정확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

에 정량적 분석은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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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영향을 함께 미쳤음.

(7)　대한토목학회 조사결과에 대한 학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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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석기법, 수목 및 배수구 단위 사면안정 해석을 위한 정밀분석기법, 등산로 등 미소한 인공시

설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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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사면에 대한 상시 모니

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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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임.



Ⅳ
대한토목학회 조사결과 및 

학계․전문가 검토결과 종합(서울연구원)

  1. 산사태 발생 및 피해현황

  2. 산사태 발생시간 및 강우분석

  3. 인공시설물 등 기타 쟁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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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한토목학회 조사결과 및 학계․전문가 검토결과
종합(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에서는 학계·전문가 및 시민 의견, 대한토목학회 답변, 1차 및 2차 전문가 토

론회 등을 통하여 대한토목학회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였음. 학계·전

문가들은 대한토목학회 조사결과가 산사태 발생 직전과 직후의 지반 계측 데이터가 없는 현

실을 감안하여 시행된 공학적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도 일부 항목에 대해서

는 세밀한 분석을 시행하지 않아 명확한 원인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견을 제기

한 바 있음. 금번 조사에서는 다양한 요인에 대하여 실행 가능한 공학적인 조사를 시행하였

으나 산사태 발생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정확한 현장조사가 어려운 점, 관련 자료가 제

대로 정리되어 보전되어 있지 않은 점, 기술 및 분석기법의 한계 등으로 인해 학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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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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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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조사 추가 및 보완조사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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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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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하여 11:00경까지 총 150개소의 사면붕괴가 우면산 전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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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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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