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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나에서는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 산불을 진화하던 소방관
19명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다. 7월 중순에

금년에는 유난히 많은 비가 내려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

는 중국 서부에 있는 쓰촨성에 불과 나흘간 1,100㎜가 넘

가 발생되어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다. 도시화와

는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솔릭’
의 영향으로 사망·실종

인구·산업의 집중화로 좁은 국토공간에서 산림과 가까

자 300여 명, 이재민 730만 명이 발생했다. 해마다 이맘

운 곳에 주택이나 건물을 지으면서 산줄기를 무분별하게

때쯤 큰 피해를 가져오는 산사태도 자연재해의 하나다. 우

잘라내고 방재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절개지가 무너

리나라도 여름철이면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

져 내려 발생된 인명피해지도 적지 않았다.

해가 매년 되풀이되는데, 최근 들어 그 피해가 점차 대형

지난 1990년대 말에는 생소하던 기후변화라는 말이 이

화되는 추세다. 산림청 통계를 보면 1980년대에는 산사태

제는 누구에게나 익숙한 단어가 되어버린 듯하다. 최근 기

피해가 연평균 231㏊ 정도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연평

후변화로 인해 지구촌이 폭염과 폭우, 태풍 등 각종 재해

균 713㏊로 3배 이상 늘었다. 특히 2002년 태풍 루사,

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6월에만 인도 북부지역에 기록

2003년 태풍 매미에 의해 인명피해 377명, 재산피해 약

적인 폭우로 5,700여 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마을 4천

9조 원 등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2011년에는 시간당

여 곳이 산사태로 매몰된 끔찍한 사고에 이어 미국 애리조

100㎜가 넘는 폭우로 서울 우면산에 산사태가 발생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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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다.

2003년 태풍‘매미’
, 2004년 태풍‘디엔무’
, 2005년

우리나라에서 산사태와 토석류(土石流)에 대한 경각심

태풍‘나비’
, 2006년 태풍‘에위니아’등 매년 대형 태풍

이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104년 만의 기록적인 폭

의 피해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대비 인명

우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우면산 자락에서 산사태가 발생,

피해는 28명에서 50명으로 오히려 22명 증가하였다.

18명이 숨지는 도심 산사태 참사가 발생한 2011년 7월부

즉, 산사태 발생면적이 위험경향 평가에 중요한 잣대가

터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산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되지만 피해의 집중도도 간과할 수 없는 잣대라 할 수 있

국지성 폭우 발생 빈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점도 산사

으며, 기후변화의 영향을 평가할 경우 이들 2가지를 동시

태 등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에 평가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금까지의 토사재해의 경향과 발생
원인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기후변화 대응 토사재해 예방

3. 토석류의 발생 메카니즘과 원인

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토석류(debris flow)는 토사와 물의 혼합물이 중력 작

2. 우리나라의 토사재해 변화경향

용을 받아서 일종의 연속유체처럼 유동하는 현상으로 입
자간극이 물 또는 슬러리(slurry)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

우리나라의 산사태 발생현황을 보면 지난 10년간(2003

문에 강한 유동성을 발휘한다. 구성물질은 모래, 실트 및

∼2012년) 연평균 산사태 발생면적이 558ha로, 1980년대

점토나 임경이 큰 바위에서 호박돌, 자갈 및 유목에 이르

231ha보다 2.4배 증가했다. 1976∼2012년 우리나라 산

기 까지 매우 다양하다. 오랫동안 풍화작용을 받은 흙과

사태 발생면적 추이를 보면,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 산사

암석은 폭우나 장마로 인해 물로 포화되어 중력에 의해 활

태 발생면적은 조금씩 증가하다 2000년대를 경계로 급격

동하려는 힘을 저항력이 지탱하지 못해 흘러내리게 되며

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2008∼2012년

이를 토석류라고 한다. 이 때 물을 포함하고 있은 함수율

5년간 산사태 발생면적은 1,873ha로, 2003∼2007년 5년

과 지형에 따라 산지 계곡을 매우 빠를 속도로 흘러 내려

간 산사태 발생면적 3,702ha에 비해서는 1,829ha 감소했

오게 되며 이 때 주변 하상과 계곡 측벽의 흙과 암편을 붕

다. 2003∼2007년 산사태 발생면적이 컸던 이유는

괴시키며 발달하기도 한다. 토석류 발생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종류의 원인에 의해 구분될 수 있다.
① 대규모 산사태 원인형(19%) : 주로 산허리, 계안에
발생된 대규모 산사태가 원인이 되는 것으로 규모가
크고 돌발성으로 피해도 큼.
② 소규모 산사태 원인형(32%) : 소규모로 발생한 산사
태가 원인이 되어 계류에 쌓인 토석을 휩쓸어서 양
과 세력을 증가시켜 흘러내리는 것.
③ 다수의 소규모 산사태 원인형(44%) : 유역 내 곳곳에
서 발생된 산사태에 의한 토석이 계류에서 서로
합쳐져 토석류로 발전하는 것.

<그림 1> 연도별 토사재해 변화
Vol.13 No.4
Magazine of KOSHAM

45

특집>>
Magazine of KOSHAM

④ 계류에 퇴적된 토석 원인형(5%) : 산사태가 아닌 다

중 등의 외부요인과 경사도, 모암, 토양특성, 산림 등의 내

량의 물로 거의 포화상태의 계류의 토석 자체가 흘

부요인도 작용한다. 표 1은 기관별로 제시된 강우량에 따

러내리거나 구곡침식(gully erosion)을 받아서 토석

른 산사태 예보 기준치를 나타낸 것으로 연속강우량

류로 발전하는 것.

200mm 이상이거나 10mm 이상의 평균 시강우량이
24시간 이상 연속해서 오면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일반적인 토석류의 발생조건은 ①가파른 경사, ②느슨
한 암반과 흙, ③점토광물, ④포화토 및 ⑤강우 또는 녹은
눈 등에 의한 초기 사면의 움직임을 유발시킬 수 있는 충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1〕기관별 산사태 예보 기준치
기관

분한 강도(Intensity)와 기간이다. 이창우(2010)등의 선행
연구에 의하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토석류는 위에서 기술

산림청(1993)

한 네 가지의 형태 중 ③에 해당되는 형태로 집중호우에
의한 얕은 소규모 산사태가 집중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가

국토교통부
(일강우량 기준)

장 많다고 언급하였다. 국내 산사태 토석류 발생의 주요

산사태 주의보

산사태 경보

연속강우량
일 강우량
시우량
I 지역
II 지역

100~200
80~150
20~30
90
75

200이상
150이상
30이상
105
90

III 지역

55

77

원인은 집중호우이며, 그 외에도 지하수위 변화, 하부침

그림 2는 산사태의 유형을 나타낸 것으로 그림에서 표

식, 지진 및 건물 건설에 의한 충격이나 진동, 사면위의 하

현한 것과 같이 슬럼프, 활동, 흐름, 낙하, 전도 및 급류 등

<그림 2> 산사태의 유형

<그림 3> 산사태·토석류 발생 메커니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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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분된다. 토사재해에서 산사태와 토석류는 그 형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기존연구에서는 토석류를 산사태의
한 분류로 구분하여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
근 토석류재해의 발생과 흐름 및 피해특성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산사태와 구별된 연구수행의 필요성이 높
아졌다. 그림 3은 산사태와 토석류의 발생 메커니즘 비교

<그림 5> 사면형 토석류

를 하여 나타낸 것으로 토석류와 산사태를 명확히 구분하
는 기준은 아직 불명확하지만 사태물질의 하류방향 이동
거리와 속도가 일반적인 구분특징이라 할 수 있다.
토석류의 발생은 경사 25°
이상에서 주로발생하며 10°
이하의 경사에서 퇴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동과 침
식은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데 이와 같은 토석류의 흐름은

<그림 6> 수로형 토석류

경사뿐만 아니라 하천의 특성, 수로의 구속력, 지질조건,
혼합재료 및 함수율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4. 최근 국내에서의 토석류재해 발생 사례
산지가 많은 국내여건에서는 산간지역의 주거 및 도로
개설의 확대와 보다 잦은 집중호우와 규모가 큰 태풍의 발
달로 토석류재해에 보다 취약한 상황이 놓여있다. 실제로
최근 들어 대규모 토석류 발생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
해가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
다(그림 1 참조). 그림 7은 2002년 태풍루사로 인한 강릉
사천지역의 토석류발생 전경이다. 산의 능선을 따라 다수
의 산사태 및 토석류가 발생하여 피복이 소실된 모습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4> 경사에 따른 토석류의 흐름특성

토석류는 토사이동현상에 따라 사면형 토석류(open
slope debris flow)와 수로형 토석류(channelized debris
flow)으로 크게 구분할 수도 있으며 사면형 토석류는 수
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면의 파괴로 인해 사면 내
에서 발생하며 이동거리가 짧다. 그림 5와 6은 사면형과
수로형 토석류에 대한 개념을 나타낸 것이다. 토석류는 발
생지점에서 수 십 내지 수 백 km까지 이동하며 물에 포화
된 다양한 입경의 입자들이 빠른 속도로 경사면과 수로 및
협곡 등을 따라 유동한다.

<그림 7> 태풍루사로 인한 강릉사천지역의 토석류 재해
(서흥석,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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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2006년 집중호우로 인한 영동고속도로 토석류 피해

2006년 강원도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한계령 능선

<그림 10> 서울시 우면산 토석류 피해 (2011. 7. 27)

에서 토석류가 다수 발생하였다. 그림 9는 한계령 정상부
에 수 미터의 거대암석이 쌓여 있는 모습은 토석류의 큰
파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장면이다. 일반적으로 토석류는
선단에는 큰 암석이 존재며 후미부로 갈수록 입경이 작아
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림 11>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펜션 토석류 피해 (2011. 7. 27)

5. 산사태(토석류)와 강우특성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산사태의 대부분은 7월∼9월사
이의 우기철에 집중되어 있고 자연적 요인인 강우와도 많
<그림 9> 2006년 집중호우로 인한 한계령 정상부근의 토석류 피해

은 관련이 있음은 알고 있는 바와 같다. 1904년 이후 80년

2011년 7월에는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연일 보도가 된

간의 주요 재해통계에 의하면 일강우량이 80 mm 이상

서울시 우면산 토석류와 천전리 펜션의 토석류 재해가 발

될 때 총 호우발생의 80% 이상이 6~9월에 발생하고 있으

생하였다. 서울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1년 7월 26일

며(김 승, 1996), 산사태를 강우와 관련지어 연구한 결과

부터 사흘간 서울에 평년 연 강수량의 41%인 595㎜의 비

(강위평, 1981; 홍원표 외, 1990; 김원영 외, 1998; 한중근,

가 내렸고 특히 산사태가 발생했던 27일 오전 7∼10시 서

2001)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산사태는 대부분 이 시

초구의 강우량은 161㎜로 집계됐다. 그림 10과 11은 토석

기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지형적이나 토질적

류 발생 후의 촬영한 전경사진이다.

인 특성이 지역에 따라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대부
분의 산사태가 발생되고 있어 강우가 산사태발생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된다는 추측이 가능한데,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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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mm 이상이 되는 호우빈도는 거의 90% 정도가 6~9월

보았다. 그림 12는 현재기후에서의 극한강수의 변화전망

에 발생하고, 특히 7~8월에 60% 정도가 발생(김영묵·장

을 위하여 GEV 확률분포를 이용한 빈도해석을 수행한 결

석완, 2000)하여 이 시기에 호우가 집중되고 있으며 산사

과로서 저 빈도에서 부터 고 빈도까지 전반적으로 미래로

태 발생 시기 또한 일치하고 있음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

갈수록 빈도별 강우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 있다. 이처럼 강우가 산사태를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으
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누적강우량,
강우강도, 강우지속시간 및 선행강우량 등 실제로 강우를
지배하는 여러 요소들이 산사태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는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못하다. Nilson and Tumor(1975)
는 캘리포니아 contra costa country 지방에서
1959~1971년까지 25 mm 이상의 집중호우시 강우량과
그 이전의 선행강우량과의 관계로부터 사면파괴 회수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홍콩의 경우, 강우와
산사태의 관계에 있어 과거에는 Lumb(1975)의 보고에서
와 같이 강우로 인한 직접적인 침투가 파괴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파괴당시의 일강우량 뿐만 아니라 선행강우량
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선행강우량 개념의 해석이
지배적이었으나, 그 후 Brand(1985)는 짧은 시간에 내리
는 집중호우는 지질이나 수문지질의 조건에 관계없이 대
규모 산사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산사태 발생당시의 강우
강도가 산사태를 유발하는 지배적인 조건임을 밝혔다. 일
본의 경우, Yagi and Yatabe(1987)는 7일간의 선행누적
강우량이 클 때에는 적은 강우일지라도 사면이 붕괴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Olivier et al.(1994)는 일강우
량이 연평균강우량의 20%를 초과할 경우 대규모 산사태
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홍원표 등(1990)에 의해 강우특성을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를 강우특성별로 크게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강우 특성과 산사태 발생의 관계를 제시한 바 있다.

7. 기후변화가 극한강우발생에 미치는 영향 전망

<그림 12> 행정구역별 빈도별 확률강우량

그림 13은 각 행정구역별 현재대비 미래 빈도강우량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미래로 갈수록 현재대비 증가비율

본 절에서는 RCP 8.5 기후변화시나리를 이용하여 토석
류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극한강우량을 전망해

이 커지고, 경기도는 1,000년 빈도의 경우에 약 5배 정도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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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후 2100년까지 이러
한 경향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양,
제천, 청주, 금산과 포항, 경주, 부산, 대구, 울산에는
2100년까지도 위험지역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그림 14에 따르면 에서 빈도의 변화 양상을 보면 중부
지역은 넓은 지역으로 분포하나 100회가 넘는 집중된 강
우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지만, 남부지역들에서는 일부 지
역들에 집중하여 붉게 표시되면 높은 위험도를 보였다.
그리고 2100년에는 남부지역의 상당한 범위에서 위험도
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전국에 걸쳐 골고루 산사태 위험지역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장기적으로는 남부지역에 집중적으로 산사
태 위험지역이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3> 현재대비 미래 빈도강우량의 비율

6. 기후변화에 따른 산지토사재해 전망2)
이창우 등(2013)의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시나리오 자
료를 활용하였을 경우 2013년의 중부지역에서 점차 외곽

<그림 14> 기후변화에 따른 산사태 위험도 변화

지역인 인천과 경기 일부를 포함하여 주로 충북, 경북, 경
남, 전남 등 남부지역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5년

7. 결언

에는 충청남·북도, 경북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골고루 위험지역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앞에서 계속하여 언급했듯이 토석류의 발생이 눈에 띄

이전까지의 결과를 보면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곳이 나타

게는 것은 2000년대 이후로서 토석류를 포함한 산사태의

나지 않았던 전주와 임실, 나주, 장성, 제주 등에 급격히

연평균 발생 면적이 1980년대엔 231㏊였으나, 2000년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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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의 내용은 산림정보지에 게재된‘기후변화와 산지토사재해 변화경향(June 2013)’
의 기사 내용을 발취하여 사용하였음을 미리 밝히는 바임.

기후변화와 토사재해

이후 713㏊로 급증했다. 이러한 주요원인 중의 하나는 최

변화를 실제 산사태 방지구조 물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기

근 강우지속시간이 짧아지고 강우강도가 강해지는 강우

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성의 변화이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0~70%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토석류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특히 산
악지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라면 훨씬 큰 위험요소를 갖고

1. 이창우 (2013)“ 기후변화와 산지토사재해 변화 경향”,산림정보지
2. 홍원표, 김윤일, 김상규, 한중근, 김마리아(1990),“강우로 기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강우량, 토사유형 등에 따라 그

인되는 우리나라사면활동의 예측”
, 대한토질공학회지, Vol.6(2),

위험도는 다를 수 있다. 앞 절에서 계속하여 언급했듯이

pp.159-167.

최근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기후변화 등으로 국지성 호우

3. 환경부(2012),“기후변화 부문별 취약성 지도

규모나 빈도 등이 증가하고, 이의 예측 또한 더욱 어려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생각하면, 정부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아직까지 다수의 정부 정책결정권자들이“기후변화 사
실에 대한 부정적 견해”및 시기상조, 결과에 대한 불확실
성을 내세워 아직까지도 계획이나 설계에 반영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제는 기후변화를 기정사
실로 인정하고 정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
기 위해 산사태로 인한 대규모 토석류에 대한 선제적 예방
장기대책, 연도별 대책, 대응행동매뉴얼 등을 제시해야
할 때이다. 본 저자는 본고에서 다음을 발언하고 싶다.
“기후변화 대응은 국가의 의무이며 정책이다.”만일, 단
한 번의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이 조금이
라도 있다면 정책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우리가 일상생활
에서 들고 있는 자동차 보험이나, 생명보험을 한 예로 들
어 강조하고 싶다. 우리 어느 누구도 자동차 사고나 생명
을 위협받는 사고가 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단 한번의 만약에 대비하여 이러한 보험을 드는 것이다.
조금 확대 해석일 수도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본다면 기
후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바로“보험”
과 같은 것이다.
만일,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를 경제적 최적화의 관
점에서 평가한다면 비효율적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산사태 및 토석류 대응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관련 투자확대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만이 우리나라도 선진국 같이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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