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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기상현상과 기후재난에 대한 우려가 커

지고 있다 이러한 기후재난은 재난 발생의 전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주. 

민들의 불신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서 사회 갈등이나 혼란이 초래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후재난에 대한 대응은 전체 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종합. 

적인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일반인들의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인식 . 

부족과 전문가들과의 인식 격차는 기후재난 문제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데 이러한 기후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의 위험 , 

인식을 개선하고 전문가들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여 인식 격차를 좁히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구체적인 기후재난 사례연구를 통해 일반인

들이 기후변화와 자연재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전문가들과 , 

위험 인식방식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 

위해 위험 소통 이론 중 인간심리모형(risk communication) ‘ (Mental 

을 적용하여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사례는 년도 월 발생model)’ . 2011 7

한 서울시 우면산 산사태를 선정하고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래미안 ,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면산 산사태의 발생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인식은 

신문과 매체 조사 피해주민들의 위험 인식은 심층인터뷰를 통해 조TV , 

사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 두 집단 간에 산사태 발생 원인에 대해서 인. 

식 차이가 있는지 그러한 차이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질적 연, 

구 방법인 근거이론을 통한 분석 결과를 통해서 설명하였다. 

분석 결과 산사태 발생에 대한 전문가 집단과 피해 주민 집단 간에

는 산사태 발생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 인식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첫. 

째 전문가들은 극한 기상현상 항목과 취약성 항목들이 산사태 피해 , ‘ ’ ‘ ’ 

발생 항목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일반인들은 노출영향요소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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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둘째 전문가들은 산사태 발생 원인. , 

들을 과학적 사실에 입각하여 나열식으로 기술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결. ‘

합 방식 인과관계 도표로 작성되었다 반면 피해주민들은 그들의 주관적 ’ . 

경험을 바탕으로 산사태 발생 원인들을 연쇄적인 순서에 따라 발생하는 

시나리오 방식 의 인과관계 도표 형태로 나타났다 셋째 전문가들은 산‘ ’ . , 

사태를 초래한 기상현상이 기후변화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에 대한 입장

을 보류하였으나 일반인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기상현상, 이라는 데

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인식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근거이론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산사태 발생에 대한 전문가 집단과 일반. 

인들 간의 입장 차이와 갈등은 산사태 발생에 따른 원인조사와 보상문제

를 둘러싸고 서울시에 대한 불신과 재난에 대한 자체적인 대응능력 부족

에 따라 발생하였다 코딩과정을 통해 도출된 개념들을 바탕으로 핵심범. 

주를 도출하였는데 주민들의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 와 주민들의, “( ) ” “( ) 

재난대응 역량 두 가지 핵심범주를 도출하였고 이들을 수직 수평축으로 ” /

교차시켜 기후 재난에 대한 가지 유형을 도출하였다4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방적 소통 설득적 소통 대안적 소통 책‘ ’, ‘ ’, ‘ ’, ‘

임 보상 소통 총 가지 위험 소통 방식을 도출하였는데 우면산 산사태- ’ 4 , 

의 경우는 책임 보상 소통 방식에 해당하여 전문가들에 대한 피해 주‘ - ’ 

민들의 신뢰수준이 낮고 주민들의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도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내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 

전문가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향상시키고 재난에 대한 대응역량, 

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주요어 기후 재난 기후변화 적응정책 위험 소통 인간심리 모형  : , , , 

학  번 : 2010-23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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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연구 배경1.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재난에 대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년대까지 주로 저개발 국가들에서 피해가 컸던 풍수해 등의 . 1980

자연 재난은 이제 선진국 도시에서 더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년 . 2003

유럽에서 발생한 폭염 년과 년에 영국과 태국에서 각각 발생한 , 2007 2011

대홍수와 같은 사례들은 기후변화가 세계 모든 지역에 동일한 위험으로 

작용하며 그러한 위험이 실제 발생했을 때 현대사회가 얼마나 취약한가

를 보여주었다.1) 

이러한 자연 재난의 발생빈도는 지난 수십 년 간 꾸준히 증가하여 

왔고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커졌다 자연재해경감전략. UN (United 

에 따nations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UN-ISDR)

르면 강우에 따른 자연재해는 전 세계적으로 년간 회에서 1950 1959 232～

년 회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이로 인한 경제적 피2000 2005 2,135 . ～

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에 적절히 대비하지 않으면 년까지 약 년간 억 달러의 경제2017 10 2,500

적 피해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하고 세계경제공황이 올 수 있다고까, 

지 경고하고 있다(Stern, 2007).

1) 년 월 유럽에서 발생한 폭염은 월 중순까지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약  2003 6 8 20～
정도 상승했는데 영국에서는 월 의 최고 기록을 경신했으며 프랑스에서30%  , 8 38.1 , ℃

는 까지 기온이 상승했다 이 폭염으로 인해 프랑스에서 만 천명 유럽 전체로40 . 1 5 , ℃

는 약 만 천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물과 미래 년 월에 영국에서 3 5 ( , 2009). 2007 6
발생한 홍수의 경우 영국의 북부 아일랜드 지역을 강타했는데 평균 월 한 달 강우, 6

량의 두 배 가량의 비가 내렸다 어떤 지역은 한 달 강우량이 하루 동안 내린 지역도 . 

있었는데 년 관측 이래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태국에서는 1776 (www.wikipedia.org). 

년도 월 기록적인 강수로 인해 수도 방콕 남부 대부분이 물에 잠겼다 태국의 2011 9 . 
댐과 운하는 대부분 년대 지어진 것들로 연평균 강수량 을 감안해서 지어1980 , 1,000㎜

졌지만 이 때는 평년치를 초과했다 사망자 명 이재민 만 명이 발생했을 46% . 381 , 11

뿐만 아니라 약 조 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기상청 인터넷 포털18 3350 ( , 
http://blog.k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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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심각성을 반영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위원회‘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에서는 년 월IPCC)’ 2011 11

에 극한 기상현상과 재난 위험 관리에 대한 특별보고서‘ (Special report: 

를 발표하Managing the risk of extreme events and disasters, SREX)’ 

고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현상과 자연 재난‘ (extreme events and 

위험의 경감 필요성을 주장하였다disaster)’ . 

이러한 자연 재난의 발생 추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200

년까지 기상재해에 따른 우리나라 연평균 재산피해액은 약 조 1 2008 2 3～

천억 원에 이르렀는데 이는 년대 약 천억 원 에 비해 배 이상 증, 1990 ( 7 ) 3

가한 수치이며 연간 피해액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액이 가장 컸던 번 중 번이 년 이후에 발생하였다10 6 2001 .2) 

특히 최근 년 년에는 두 해에 걸쳐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2010 , 2011

호우로 인해 서울은 번의 도심지 침수와 산사태 피해를 입었다 연속된 2 . 

자연재난 발생은 기후변화와 재난에 대한 정책결정자들과 시민들의 관심

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년 월 우면산 산사태 발생 직후 오, 2011 7

세훈 서울시장은 성명을 통해 기존의 도시방재 패러다임을 이상기후 대“

비 체제로 전환해 나갈 것 이라고 발표하며 이상기후에 대한 안전망 구”

축을 방재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삼을 것을 선언하였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도시 방재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 계기는 마련하

였으나 실제 우면산 산사태 처리 과정의 대응을 보면 피해 주민들과 정

부 간 의사소통은 원활하지가 못하다 피해 보상 문제를 놓고 정부와 주. 

민들이 천재 냐 인재 냐 대립하면서 피해주민들이 서초구청‘ ( )’ , ‘ ( )’天災 人災

장에 대한 첫 주민소환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에서 사망 

유가족들은 법원에 서울시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하며 고소하는 일까

지 발생했다. 

이렇듯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해당사자

2) 년부터 년 기간 동안 국내에 기상재해로 인한 연간 재산 피해액 순위를 보면  1916 2008

총 상위 개 중 개 년 위 년 위 년 위 년 위 년 위10 6 (2002 (1 ), 2003 (2 ), 2006 (3 ), 2001 (6 ), 2004 (8 ), 
년 위 가 년도 이후 발생하였다 소방방재청2005 (9 )) 2000 (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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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간의 입장 차에 따른 사회 갈등 가능성도 마찬가지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기후변화에 효과적으

로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연구 필요성과 연구 목적2. 

기존까지의 자연 재난 은 기후변화로 인해 점차 기(Natural disaster)

후 재난 으로 성격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Climate disaster) .3) 이러한 기 

후 재난은 기존 사회와 구성원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했던 수준을 넘어서

서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재난 자. 

체로 인한 차적인 피해가 발생한 후에 미숙한 대응으로 인한 차적인 1 2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4) 

미국에서 년에 발생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는 그러한 2005 “ (Katrina)”

사례로 볼 수 있다 허리케인 발생 후 이재민 수용 공간 부족에 따른 불. 

만 지역 내 인종차별 문제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분노들이 이유가 되어 , , 

허리케인이 발생한 지역에서 약탈 살인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결, . 

국 연방정부와 주방위군이 투입되어 소요를 진정하였는데 일차적인 자, 

연재난 발생으로부터 파생되어 사회적 재난이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볼 

3) 앞으로 본문에서는 자연 재난 이라는 용어 대신 기후 재난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 ‘ ’ . 
기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자연 재난 은 회성 우연성 에 기반(natural disaster) ‘1 ’, ‘ ’

하고 있으며 자연활동의 결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인간의 영향이 제한적이다 그러나 , . 

기후 재난 이라는 용어는 인간의 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 (climate disaster)’
가스 증가로 인해 기후변화가 야기되고 이 때문에 재난이 발생했다고 본다 따라서 , . 

점차 일상화 된 형태로 재난이 보다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

4) 재난은 분류체계와 성격에 따라서 자연재해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인적 재해로 볼 것 , 

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 관계 법령의 귀책사유가 달라지기도 한다. 
은 재난을 자연적 요인에 따른 재난과 인위적 요인에 따른 재난의 가Waugh(2000) 2

지로 구분하였고 는 재난의 유형을 자연 재난 인적 재난 사회적 재, Alexander(2002) , , 

난으로 구분하였다 자연적 재난은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적인 이유에 따라서 발생한 . 

재난 지진 화산폭발 쓰나미 홍수 등 을 의미하며 인적 재난은 인간의 부주의나 기술( , , , )
적 한계 등에 의해서 발생하고 중금속이나 독성물질 사고 건축물 붕괴 송전선 등( , , ), 

마지막으로 사회적 재난은 시민들의 불복종이나 분노 등 사회적 혼란에 의해서 야기

되는 재난 폭탄테러 항공기 납치 폭동 군중 충돌 을 의미한다 국립방재교육연구원 ( , , , ) (
방재연구소, 2010, p14-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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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Einsenman et al., 2007). 

년 월 일 서울시 서초구 우면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의 2011 7 27

경우도 비슷한 사례이다 산사태 발생까지 일간 약 의 국지성 폭. 3 500㎜

우가 내려 발생한 산사태로 우면산 아래 조성되어 있던 주택가에 토석류

가 덮쳐서 여 가구가 고립되고 명이 사망하였다 지형적으로 산이 60 16 . 

많고 여름철 우기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우리나라에서 산사태는 자주 발, 

생하는 자연재난에 속하지만 서울의 도심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로 ,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산사태 발생 후 서울시는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단을 구성하고, 2

개월 간 조사했는데 기록적인 집중호우 와 우면산의 취약한 토양구조 로 ‘ ’ ‘ ’

인해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 및 복구 대(

책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 요약본 이에 대해 피해지역 주민들과 ( ), 2011). 

일부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사결과를 얻기 위해 조‘

사단을 일방적으로 구성하여 발표한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반’

발하였다 그리고 피해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 

후 전면재조사와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사망 유가족들과 일부 주민들은 ,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등 갈등이 빚어졌다. 

따라서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한 다층적 재난발생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위험 소통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 (Risk communication)' 

있다 기후재난에 따른 피해가 단순히 자연재난의 규모가 컸기 때문이 . 

아니라 사전예방과 대응과정에서 사회 주체들 간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위험 소통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확률론적 위험인식에서 벗어나 

위험을 수용하는 일반인들이 어떻게 위험을 인식하고 수용하는지에 주목

한다 따라서 위험 소통은 직접적인 재난의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 

가지는 상실감과 분노 피해 원인을 둘러싼 잘못된 이해가 무엇인지를 , 

확인하고 이를 정책과정에 반영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과정에

서 상호과정을 통해 전문가와 주민들 간의 인식 격차를 줄여서 갈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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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시킨다 이러한 기대효과들은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기후변. 

화 적응정책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해당사자간 대화 활성화 적응정책의 ‘ ’, ‘

선택지에 대한 지식 생산 유망한 적응옵션에 대한 지식생산 이라는 목’, ‘ ’

표를 달성하는 데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환경정책(Beaulieu, 2007; 

평가연구원 재인용).5) 

따라서 이 연구는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

서 전문가들과 일반인들 간의 위험 소통에 연구 관심을 두면서 구체적으

로 다음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기후재난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 간에 기후재난 위험에 대한  •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가  ?

기후재난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 간에 기후재난 위험에 대한  • 

인식은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가  ?

기후재난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 간에 기후재난 위험에 대한  • 

인식 차이는 왜 발생하는가  ? 

첫째 이 연구에서는 기후재난이라는 위험 에 대한 일반인들과 , ‘ (risk)’

전문가들의 인식 차이를 확인한다 위험에 대한 인식 차이의 정도는 사. 

회 내에서 전문가 일반인들 간 소통의 활성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 

그리고 이러한 인식 차이가 클수록 이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

과 같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기후재난 피해 사례를 선정하고 재난을 . , 

진단하는 전문가들과 피해지역 주민들 간에 인식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

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기후 재난에 대한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의 위험 인식 사이에는  ,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사례연구를 실시하는 본 . 

연구에서는 기후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이나 재난 발생 후 대처 방안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과 피해지역의 주민들 간에 차이점들이 있

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홈페이지 (www.k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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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두 집단 간의 차. 

이는 위험 소통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로서 의미를 가진다.

셋째 전문가들과 일반인들 사이에 기후재난에 대한 인식차이 발생, 

의 이유를 분석한다 일반인들과 전문가들이 처한 어떠한 환경적 요인에 . 

따라서 위험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연구 방법3. 과 논문 구성

연구 방법1) 

이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재난에 대해 전문가들

과 일반인들이 어떠한 인식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바, 

탕으로 효과적인 위험 소통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위험 소통 모형들 중에서 인간심리모형. (Mental model)

을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6) 

년대 심리학자인 이 인간의 학습과정에 대한 인1940 Kenneth Craik

지적 절차에 관한 연구로부터 처음 소개한 인간심리모형은 에 Morgan

의해서 구체적인 연구방법론이 개발되었다 이후 위험에 대한 전문가들. 

과 일반인들 간 지식 격차를 확인하는 양방향 소통 모형으로 활용되고 

있다 는 특정한 사건을 인지하고 학습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심리. Craik

가 기본 근거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주장들을 바탕으로 인, 

간심리모형은 위험 수용이 인식과 행동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이해하는 도구로 확립되었다 재인용(Borgman, 1984; Smith, 2009 ). 

이러한 인간심리모형은 초기에는 위험에 대한 인간 심리 작용의 측

6) 은 멘탈모형 심적 모형 심리모형 정신 모형 사고 모형 등 다양하게  mental model , , , , 

번역되고 있다 이 모형을 적용하여 연구한 국내 논문은 거의 없는데 김영욱 이 . , (2009)

위험 소통의 방법들을 소개하면서 인간심리모형 으로 번역하여 사용하였기에 이 연구‘ ’

에서는 김영욱 을 따라 인간심리모형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2009) . 외Lundgren 

는 위험 소통을 다루는 이론을 총 열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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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초점을 두었으나 년대 후반부터는 그러한 인간심리 분석을 바1990

탕으로 일반인과 전문가들 간 소통의 기능적인 역할에 보다 주목하였다

재인용 이러한 위험 소통의 기능적 측면에 대(Hill, 2005; Smith, 2009 ). 

한 강조는 사회가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기후 변화와 같이 보다 복잡하

고 인지가 불명확한 위험에 사회가 많이 노출되면서 일반인들이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점차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인간심리모형은 위험에 대해 일반인 개인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부분

에 초점을 맞춘다 기존의 위험 소통 방법들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어. ‘

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정보를 일반인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에 초점을 ?’

맞추었다면 이 모형에서는 일반인들이 어떻게 위험을 인식하고 있는, ‘

가 를 분석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그리고 일반인들의 위험인식 구?’ . 

조를 전문가들과 비교하여 두 집단 간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고 실제 위, 

험 소통을 실시하고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인간심리모형의 특징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 부합하는 연구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심리모형에서는 전문가 모형 과 일반인 모형‘ (expert model)’ ‘

의 두 가지 모형을 도출하고 두 모형 간 위험인식 격(layperson model)’

차를 확인한다.7) 여기서 기술하는 전문가 는 일반인 집단과 대비 ‘ (expert)’

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 과학자 등 정책의사, 

결정 집단을 의미한다 특정 분야에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을 보유한 의. 

미의 전문가 개념과는 의미가 구분된다 일반인 들은 전문가 집단과는 ‘ ’ . ‘ ’

반대로 정책의 수용자 집단을 뜻한다(Lowe and Lorenzoni, 2007).8)

7) 모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논문 중간 부분 조사설계에서 전문가 모형 과 일 ‘ ’ ‘

반인 모형 을 비교하였다 인간심리모형에서는 전문가들의 인식구조를 전문가 모형 이’ . ‘ ’

라는 형태로 구성하고 있는 반면 일반인들의 인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모형을 지칭하, 
지 않는다 따라서 인식격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의 인식을 별도로 지칭하. 

는 용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반인 모형 이라고 지칭하였다‘ ’ .  

8)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와 일반인들의 인식 비교를 목적으로 하여 일반인들과 상대되 , 

는 집단으로서 전문가 집단을 해석하였다 그러나 일부 다른 연구에서는 전문가 집단. 
들을 세분화하여 정부 과학자 기업 각 집단들에 대해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뢰 ( , , ) 

수준을 비교 분석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이 (Haynes et al., 2007; Peters et al., 1996). 

연구에서는 우면산 산사태 원인에 대해 천재 와 인재 로 규정하는 양 집단의 인식을 ‘ ’ ‘ ’ 
살펴보기 때문에 서울시 와 서울시가 조사 용역을 준 우면산 산사태 조사위원회 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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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실제 기후재난 사례에 인간심리모형을 적용하여 분석

하는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연구대상으로 년도에 발생한 서울 , 2011

우면산 산사태 사례를 연구 사례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피해 지역 중 우. 

면산 래미안 아파트를 대상지로 선정하고 피해주민들에 대한 연구를 실, 

시하였다. 

전문가 모형 분석의 경우 산사태에 대한 문헌 연구와 전문가 인터뷰

를 실시하였다 문헌연구는 년부터 년까지 우면산 산사태를 다. 2011 2012

룬 신문기사 뉴스 및 우면산 산사태를 다룬 다큐멘터리 내용들을 분, TV

석하여 우면산 산사태 발생 경과 및 발생 이유 대처 방안 등에 대한 내, 

용을 코딩하였다 이로부터 인과관계 도표 을 작성하. ‘ (influence diagram)’

고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전문가 모형을 확정하였다, .9)

그리고 인과관계도표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일반인 모형을 조사한

다 세부 연구방법으로는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이 중 근거이론을 . 

사용하여 피해 주민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코딩하여 일반인

들의 인과관계도표를 작성하였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도출된 전문가 모형과 일반인 모형을 비교하여 

두 집단 간 위험인식의 격차 를 도출하였다 두 집단 간 ‘ (knowledge gap)’ . 

인식의 격차가 실제로 어떠하고,10) 왜 그러한 격차가 발생하는지를 확인 

하여 일반인들로 하여금 전문가들에게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위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연구를 통해서 제안하였다. 

해 주민 간의 인식만을 제한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서울시의 입장이 조사단의 과학. 
적 입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과학자 정부를 통칭한 전문가 집단으로 기술하고 , 

있음을 밝힌다.

9) 인과관계도표 는 인간심리모형에서 전문가모형 분석을 통해서 도출되는 개념이다 기 ‘ ’ . 

후재난이 발생하는 원인과 그에 따른 재해 결과를 하나의 도표 를 통해서 명(diagram)
시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전문가들의 위험인식을 반영한 인과관계도. 

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인들의 인식조사를 하는 데 활용하였다 국내에는 , . 

이를 표현하는 번역 용어가 없어 이 연구에서 기후재난의 원인과 결과의 상관관계 ‘
또는 인과관계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연구자가 인과관계도표 로 명시하였다’ “ ” .

10) 인간심리모형에서는 위험이 발생하는 원인과 대응에 있어서 전문가 모형과 일반인 , 

들의 위험 인식 간 격차를 이라고 지칭한다 라는 단어가 ‘knowledge gap’ . knowledge

객관적 지식 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객관적 사실에 대한 잘못된 믿음‘( ) ’ ‘( )
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위험인식의 격차 로 명시하였다(misbelief)’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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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흐름2) 

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연구 수행을 위한 이론적 배경을 조사하였다2 .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이 어떻게 일반인들에게 위험 으로 인식되는지‘ ’

를 위험 인식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 

인식과 연관된 개념으로 위험 소통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확인

하였고 연구에서 사용한 인간심리 모형에 대한 선행연구들도 함께 검토하, 

였다. 

장에서는 연구에서 다루는 대상지인 우면산 산사태가 실제로 어떻3

게 발생했고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 . 

대상지인 래미안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인 성격을 기술하고, 

산사태 원인으로 지목된 각종 개발 공사들의 개요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장에서는 연구를 실시하기 위한 설계한 세부적인 조사방법을 소개4

하였다 인식격차를 확인하기 위한 전문가 모형과 일반인 모형을 도출하. 

기 위한 방법과 분석 기법을 기술하였다 먼저 전문가 모형은 매체 분석. 

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도출하였다 신문 개 매체와 방송 개 매체. 4 2

에 대한 빈도 분석을 실시하고 도출된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인과관계, 

를 도출하였다 일반인 모형은 근거이론에 입각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 

여 도출하였다 심층 인터뷰 코딩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귀납. 

적으로 이론을 이끌어내도록 설계하였다.

장에서는 인간심리모형을 통한 분석 결과 전문가들과 일반 피해지5

역 주민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초래된 산사태에 대해서 실제로 위험 인식

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매체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전. 

문가 인식을 조사하고 피해 주민들에 대해서는 근거 이론에 입각하여 ,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빈도 분석을 통해 인과관계 도표를 작성하였다. 

두 모형의 인과관계 도표 비교를 통해 인식격차를 확인하고 차이를 설, 

명하기 위해 질적 코딩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코딩 결과를 통해 차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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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는 이론을 귀납적으로 도출하였다. 

장에서는 앞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기후재난 위험에 대한 지역 6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위험 소통 방안에 대한 시사점과 이 연구의 

한계를 기술하였다 이러한 전체적인 연구 흐름은 그림 과 같이 도식. [ 1]

화하여 기술하였다.

그림 연구 흐름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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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고찰. Ⅱ 과 선행연구 

기후변화와 위험인식 위험 소통1. , 

위험과 위험인식1)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재난과 위험 소통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험 과 위험 인식 에 대한 학문적 정의에서‘ (risk)’ ‘ (risk perception)’

부터 접근할 필요가 있다 커뮤니케이션 대상인 위험 을 어떻게 정의하. ‘ ’

느냐에 따라 위험 소통에 대한 정의와 접근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위험 이란 자연적 사건이나 인간 행위의 결과로 발생할 ‘ ’ “

수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실의 상태 를 말한다 이승훈” (Renn, 2008; , 

재인용 위험에 대한 연구는 년대에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2009 ). 1960

소 설비투자가 확산되면서 위험 발생을 체계화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 

한 위험 분석 형태로 시작되었다 노진철 뒤이어 년대에( , 2010). 1970 80～

는 미국 스리마일 섬과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발생하여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위험 관련 연구가 더욱 촉진되었다 홍성태( , 

2007). 

위험 연구에 있어서 위험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데 위험을 인식하는 

주체와 성격에 따라 크게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3 .11) 먼저 위험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느냐 또는 인간의 의식에 따라서 구성되느냐에 따라, 

11) 이 논문에서는 위험 분류와 관련해서 노진철 의 논의를 기초로 하였는데 노진 (2010) , 
철과 다르게 이재열 은 위험에 대한 인식을 크게 위험 객관주의 와 위험 구성주(2004) ‘ ’ ‘

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위험 구성주의를 위험 객관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의’ . 

하는데 위험 객관주의가 위험의 실존을 인정하는 것에 반해 위험 구성주의는 위험, ‘ ’

의 실존보다는 개인들이 특정한 현상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경험하는지에 관심을 
둔다 노진철 의 위험 주관주의 와 위험 구성주의 는 이재열의 위험 구성주의 를 . (2010) ‘ ’ ‘ ’ ‘ ’

보다 세부적인 특성으로 나눈 것인데 위험 인식의 주체가 개인 위험 주관주의 이냐‘ ( )’ , 

집단 위험 구성주의 냐에 따라 각각 개인의 주관적 인식능력과 집단의 문화적 속성‘ ( )’
에 따라 위험을 달리 인식하고 구성하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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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크게 객관주의와 구성주의적 입장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구성주의. 

에서는 위험을 인식하는 주체가 개인이냐 사회이냐에 따라 주관주의와 

구성주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위험 객관주의는 사회에 존재하는 위험이 객관적으로 관찰과 , 

측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초기 위험 연구는 대체로 위험 객관주의적 관. 

점으로 이루어졌는데 사건이 발생할 때 사건이 발생할 확률과 그것이 , 

발생함으로써 미치는 피해를 측정할 수 있는 위험척도를 개발하는 데 목

표를 두었다 물질적 손실의 발생확률과 손실 강. 도의 함수(Risk = 

로 위험의 총량을 정량화하였다Probability × Strength) .12)

이렇게 계산된 위험이 이른바 객관적 위험 이며 이러한 방식은 위‘ ’ , ‘

험의 기술적 평가모형 이라고도 불린다 미(the technical model of risk)’ . 

국의 환경청 이 년대 러(US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EPA) 1980 ‘

브 캐널 사건 이후에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된 위험평가(Love canal) ’ (risk 

에서 사용하게 되었다assessment) .  

둘째 위험에 대한 주관주의적 입장이 존재한다 위험 주관주의는 위, . 

험 객관주의 방식이 일반인들의 위험 인식과 수용 행태와 달라서 초래되

는 사회갈등을 분석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일반인들이 개인. 

적 관점에서 어떻게 위험을 인식하는지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각 개인별. 

로 노출된 위험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을 주관적 위험이라 하고 인지심리

학의 다양한 측정방법을 동원하여 위험의 특성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

한다. 

셋째 위험 구성주의적 입장이 존재한다 이는 사회적 맥락 안에서 , . 

위험이 인지된다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너무나도 많은 잠재적 위험들에 . 

노출되어 있으나 그것들을 모두 인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모두 위험으

12) 는 위험평가의 기술적 분석 에서는 위험 혹독함의  Rowan(1991) (technical analysis) “ =
정도 일어날 가능성 으로 위험을 정의하였다× (risk = severity × likelihood)” (Cox, 2009 

재인용). 이러한 접근은 표현 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발생할 확률과 위험

이 발생했을 때 예상되는 재난의 크기의 곱으로 위험의 총량을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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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식하지도 않는다 다만 과학 정치 여론을 매개로 전달되는 위험 . , , 

신호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응한다 즉 위험의 인지와 평가는 광범위하게 . 

정보에 의해 매개되며 정보가 표현하는 사회적 조건에 강하게 의존한다, 

(Goodfield, 1983; Peltu, 1985; Sood and Stockdale and Rogers, 1987). 

일례로 라는 물질은 우리에게 환경호르몬 물질로 더 친bisphenol A ‘ ’ 

숙하게 알려져 있는데 그 전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이 물질이 매체

들을 통해서 알려진 후 일반인들이 그 위험성을 자각하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위험구성주의 관점에서는 사람들의 태도가 개인의 심리적 . 

과정이 아니라 개인이 속한 집단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이러한 위험의 분류와 속성에 대한 논의는 아래 표 과 같이 요약[ 1]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위험 주관주의 입장에서 위험을 정의하고 있. 

는데 기후재난 위험을 겪은 일반인들이 어떻게 위험을 인식하고 있는지, 

를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이로부터 생긴 인식을 통

해 접근한다는 점이 위험 주관주의 관점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표 위험의 분류[ 1] 

분류 기준 위험 객관주의 위험 주관주의 위험 구성주의

위험 

인식주체
과학자 일반인 개인( ) 일반인 사회집단( )

위험 

인식과

평가 기준

위험 확률 = * 

예상피해규모( )

개인의 주관적 경험

두려움 친숙도 등( , )

사회별 집단적 

인식기제

미디어 지역문화 등( , )

위험의 

실존여부
객관적으로 실존 인식주체의 인식여부에 따라 결정

출처 노진철 의 논의를 재구성  : (2010)

초기 위험 인식 연구에서는 위험 수용의 자발성과 위험 상황에 대한 

통제 가능성 정도가 일반인들의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

되었으나 점차적으로 기술에 대한 친밀도 재앙 가능성 위험 발생 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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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피해의 공평성 위험에 대한 지식의 정도 불확실성 치명성 인, , , , 

위성 등 다양한 변수들이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김영욱 재인용 이렇게 일반인들의 위험 인식에 대(Slovic, 1992; , 2008 ). 

해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위험에 대한 지식 보유에 따른 위험인식 영향 요인이다 단순, . 

한 정보 제공보다 능동적인 개인의 정보 탐색이 위험 인식에 영향을 주

는 지식 수준을 결정한다 따라서 위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 ’ 

보다는 위험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가 더욱 중요하다는 주장이 타당‘ ’

성을 갖는다 김영욱 재인용(Baird, 1986; , 2008 ).

둘째 위험에 대한 통제력 측면이다 보통의 경우 위험에 대해서 통, . 

제력을 가지는 사람은 위험을 좀 더 참아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위험. 

을 통제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위험을 수용하는 정도가 높아진다고 

말할 수 있다(Bord&Oconnor, 1990; Covello&Johnson, 1987; Lindell&Earle,

김영욱 재인용 비행기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확률보다 자동1983; , 2008 ). 

차 사고로 인한 사망 확률이 훨씬 높게 나타지만 비행기 사고를 더욱 위

험하게 느끼는 이유는 이러한 통제력 측면 때문이다. 

셋째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사람들은 보통 불확실한 위험을 잘 , . 

참아내지 못하며 더 위험하다고 인식한다 김영욱 재(Slovic, 1987; , 2008 

인용 불확실성은 그 자체로서 위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도 볼 수 ). 

있지만 위험 인식에 대한 영향 변수로 따로 떼어내어 생각해 볼 수도 있

다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왜곡된 지각은 위험에 대한 처음 인상에 영향. 

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 

공중과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지향함으로써 처음 인상에 의해서 불확실

성이 왜곡되는 상황을 수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넷째 위험수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의 정도도 위험인식에 영, 

향을 미친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람들이 얻는 이익이 크면 클수록 위. 

험수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Baird, 1986; Fischhoff et al., 1978; 

김영욱 재인용Otway, Maurer & Thomas, 1978; ,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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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위험 발생과 관련한 관여도 역시 위험 인식에 있어 중요하, 

다 사람들이 위험 사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거나 관여되어 있다고 느. 

끼는 경우 위험을 더 인식하거나 위험을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욱 재인용(Nathan, Heath, Douglas, 1992; , 2008 ). 

즉 동일한 위험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 

관여도가 높아서 위험 발생의 가능성 피해규모 등 보다 구체적으로 정, 

보를 아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위험에 대해서 보다 

크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일반인들의 위험 인식에 영향을 . 

미치는 요인들을 표 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 . 

표 위험인식에 대한 요인들[ 2] 

위험 요인들 위험 인식

위험에 대한 

지식 보유

단순한 정보제공보다 능동적인 정보탐색이 위험인식에 영향․

을 주는 지식수준을 결정  

위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 보다 위험을 어떻게 지각, ․

하고 있느냐가 더욱 중요  

위험에 대한 

통제력

위험에 대해 통제력을 가지는 사람일수록 위험을 좀 더 ․

수용함  
자동차보다 비행기를 더 위험하다고 느끼는 경향을 설명․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

불확실할수록 더욱 위험하다고 인식․

불확실성은 위험의 자체적 속성이지만 영향변수로도 가능, ․

위험수용을 

통해 얻는 편익

․위험 수용에 따른 편익의 정도가 클수록 위험수용에 긍정적임

․일정수준의 위험이 넘어가면 편익이 아무리 커도 수용에 부정적

위험 발생에

대한 관여도

위험에 대한 관심이 많거나 관여되어 있을수록 더욱 위험, ․

하다고 인식  

출처 김영욱 의 논의를 재구성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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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위험 소통2) 

앞서 위험에 대한 논의를 살펴봤을 때 기후변화는 위험 으로 인식할 ‘ ’

수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기후변화에 대한 통. 

제의 어려움이다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원인 측면에서 볼 때 인간들이 . 

정상적인 삶의 영위를 통해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감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과적인 차원에서도 자연재

난을 통제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둘째 극한 기상현상 발생 예측의 불확실성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극, . 

한 기상현상은 발생할 시기와 빈도 발생 규모 등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가 어렵다 년에 번 발생할 것 이라고 예측한 극한 강우도 두 해에 . “200 1 ”

걸쳐 연이어 발생할 수 있고 동일한 이상기상현상에 대해서도 각 지역, 

별 인문사회적 속성이나 방재능력에 따라 피해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극한 기상현상으로 인해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재난의 발생 원인을 기후

변화로 단정 짓기가 어렵다 이러한 복잡한 특성 때문에 기후재난에 대. 

한 전문가들의 진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셋째 기후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부족 역시 일반인들의 위험인, 

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변화 과학은 첨단 관측기술을 동원한 과. 

학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 극소수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

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과학은 기후변화를 물리적으로 예측하. 

는 기상학 해양학 등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사회의 상호작용, 

을 연구하는 사회과학 분야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기후변. 

화 관련 지식의 범위와 깊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로 , 

인해 기후변화에 대한 잘못된 위험인식을 하게 될 소지가 있다. 

기후변화가 일반인들에게 위험으로 인식되는 데 작용하는 요인들을 

검토해봤을 때 우면산 산사태의 경우도 기후위험의 연장선상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집중 호우라는 이상 기상현상의 강도와 이로 인한 산사태 . 

발생을 예측하지 못함 집중호우와 산사태 발생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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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산사태라고 하는 재난에 대한 지식이 일반인들에게 없었던 등의 요, 

인들이 우면산 산사태가 기후재난으로서 위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위험 속성에 기반한 일반인들의 위험인식은 전문

가들의 위험인식과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Dessai et al., 2004). 

차이는 시민들이 기후변화에 내재된 위험성은 인정하지만 본인들과는 무

관하다고 인식하거나 기후변화의 원인과 예상 피해에 대해 일반인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Lorenzoni et al., 

따라서 이러한 인식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가 일반인들 간 2005). -

다양한 의사소통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위험에 대한 이러한 노력 전반을 가리켜 위험 소통‘ (risk 

communication)’이라고 한다 위험 소통은 위험에 대해서 위험의 존재여. “

부 성격 형태 심각도 또는 위험의 수용가능여부 등을 개인들에게 알려, , , 

주는 공공의 또는 사적인 의사교환 형태를 통칭하여 이르는 말”(Plough 

재인용 또는 위험과 관련된 개인 집단& Krimsky, 1987; Cox, 2009 ) “ , , 

조직 간의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반복적인 과정 미국 국가조사평의”(

회 이라고 정의한다 위험 수용자들의 위험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 1989) . ‘ ’

이라는 데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지나 이 연구에서는 위험수용자들의 인

식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후자의 정의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서 다루는 위험 소통은 기후변화 적응정책이 활발하게 . 

논의되는 최근에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기후적응정책과 위험 소통2. 

기후적응정책에서의 위험 소통 논의1) 

기후변화 적응정책은 기후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변화와 위험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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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사회를 보호하고 적응하는 데 목표가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로부터 . 

야기되는 기후 재난을 포함한 극한 기상현상 에 어떻게 (extreme events)

대응할 것인가가 적응 정책의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진다.13) 

기후재난 위험은 크게 기후분야 와 재난관리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 ‘ ’ 

데 두 분야 모두 기후재난 저감을 위한 예방과 대응 차원에서 접근한다

는 점에서 동일하다 는 기후재난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크게 . IPCC(2011)

지구온난화에 따른 물리적인 기후변화 현상‘ (Weather and Climate 

인간 및 생태계의 노출 인간 생태 시스템에 내재events)’, ‘ (Exposure)’, ‘ /

된 취약성 세 가지로 분류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상호작(Vulnerability)’ . 

용하여 기후재난을 구성한다 그림 참조([ 2] ).  

그림 에서 가 언급하는 취약성 과 노출 개념의 구분은 개념[ 2] IPCC ‘ ’ ‘ ’ 

상의 차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취약성의 경우 개념 자체의 모호, 

함 때문에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은 취약성 개. Fussel and Klein(2006)

념이 가지는 모호성을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한다 취약성이 시스템. 

의 태생적 특징인지 아니면 외부 스트레스 등 특정 시나리오에 따라 나

타나는 성질인지 구분하고 어려우며 기후변화와 같은 외부 스트레스 요, 

인을 포함시켜 정의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근과 같은 어떤 결과와 연계를 

시켜야 하는지 어렵고 정적인 개념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동적인 개념, 

으로 봐야하는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

구원 고재경과 김희선, 2008; , 2010). 

따라서 취약성에 대해 하나의 정의를 따르기 어려우며 이 연구에서

는 가 극한 기상현상과 재난 위험 관리에 대한 특별보고서IPCC(2011) ' '

를 통해서 정의한 내용을 따르도록 한다 이에 따르면 노출. ' (exposure)'

은 사람 지역 환경적 요소들 숲 강 호수 사회 기반시설“ , , ( , , ), 

13) 에서는 기후상태가 기존에 관찰되었던 최고치 또는 최저치보다 더 높거 IPCC(2011)

나 더 낮은 값의 기상 현상이 발생할 때를 가리켜 극한 기상현상 이라고 한다 이러‘ ’ . 
한 극한 기상현상은 기후 재난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극한 기상현상이라고 해서 반드, 

시 재난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는 없다 연구에서 다루는 기후재난 은 수문기상재해. ‘ ’

로서 태풍 홍수 등 이상기상현상 중 재난의 성격을 띠(hydrometeorlogical disaster) , 
는 범위로 한정 지어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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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인 자산(infrastructure), (social, economic or cultural asset)

들이 자연재해 등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잠재적 피해에 대해 악영향을 입을 

수 있는 장소에 놓여있는 상태 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취약(presence)” . '

성 은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이나 (vulnerability)' “

지역에 내재되어 있는 성향 또는 특성 으로 정의한다” (IPCC, 2011). 

그림 기후재난 위험의 구성요소[ 2] 

출처 : IPCC(2011)

그림 에 따르면 기후재난이란 이상 기상현상 노출 취약성 의 [ 2] ‘ ’, ‘ ’, ‘ ’

요소가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

다 기후재난 위험에 대해서 재난위험 관리 와 기후변화 적응 방안으로 . ‘ ’ ‘ ’ 

대응하는데 두 영역 모두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정, 

책적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기후재난 저감을 위한 대응방식의 경우 기후적응 정책에서는 

차적인 대응 주체인 지역 을 강조하고 지역사회의 대응역량을 키우는 1 ‘ ’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재난위험 관리 분야에서도 ( , 2007). 

기존의 재난 발생 시 중앙정부의 명령과 통제시스템이 실패한 사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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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점차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상향식 재난관리 방식으

로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는 결국 재난에 대한 사회적 복원. 

력의 강화 요구로 정리되었는데 에서도 재난에 대한 복원력을 , UN ISDR

증진하는 관점에서 정책틀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O'Brien, 2006; 

원 재인용 이러한 변화를 살펴보면 전통적인 재난 대응이 중앙, 2009 ). ‘

집중식 사후 처리 중심의 재난관리 방식으로 전개된 반면 새로운 재난 , ’ , 

대응방식은 사회적 역량에 기반한 참여형 분산식 방식으로 사전 예방 ‘ , 

중심의 재난관리 방식이며 세부적으로 표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3] . 

표 재난 대응 인식의 전환[ 3]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재인용 : O'Brien, 2006; , 2009 

재난위험 관리 분야와 기후적응 분야는 모두 기후재난 저감을 위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데 공통점

이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놓고 위험 소통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 

기본적으로 위험 소통은 기후변화 위험에 노출된 사회의 적응역량

을 강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둔다(Adaptation capacity) . 위험 소통은 기후

재난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재난 발생 시 이를 관리하는 기제로서 검

기 준 기존 인식구조 변화된 인식구조

재난 인식 재난은 분리된 사건 재난은 발전의 한 부분

위험 인식 정상이 아닌 사건으로서의 위험 위험은 점점 더 일반적인 현상

대응 주체
과학과 법에 기반

제도 시스템 중앙정부 및 지자체( , )
사회적 역량에 기반
지역사회 또는 시민( )

대응 방식 중앙 집중형 참여형 분산형, 

책임 정도 낮은 책임성 높은 책임성 투명성, 

대응 시기 사후 대응 사전 계획

대응 조치 현상 복구 구조의 변화

공통 사항 재난에 대한 대중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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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할 수 있다(Renn, 2005). 

국제 위험거버넌스회의‘ (International Risk Governance Council, 

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반영한 위험 거버넌스IRGC)’ ‘ (risk governance 

를 제안하였다 위험 거버넌스는 위험에 대한 framework)’ (IRGC, 2005). 

사전 평가 단계부터 위험 관리 단‘ (pre-assessment)’ ‘ (risk management)' 

계 전반에 걸쳐 위험 관련 의사결정과 정책 집행에 참여하는 행위자들 

간의 협력관계를 조망하는 개념이다 위험 거버넌스에서 가(IRGC, 2005). 

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위험 소통인데 전 단계의 중심에서 위, 

험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림 참조([ 3] ). 

이러한 관점은 년 영국에서 발생한 홍수에서 정부의 비밀 위주2000

의 관리정책에 의해 시민들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

했던 사례와 년 캐나다 퀘벡 지역에서 발생했던 한파 재난 시 성공, 1998

적인 시민 참여 사례를 통해 위험 소통이 재난 관리 과정 특히 기후 재, 

난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한(

국행정연구원, 2009).

그림 위험 거버넌스와 위험 소통[ 3] 

출처        : IRGC,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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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후적응 부문에서 기후재난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위험 소통

을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노력들이 검토되고 있다 의 경우 위험 소통. EU

이 기후재난 발생 각 단계별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를 정의하

고 있다 재난발생 전 단계에서는 재난 발생에 대한 예방에 초점을 맞. ‘ ’ 

춰서 위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 환기와 대응역량 제고에 초점을 , 

맞추고 있다 재난발생 중 단계에서는 실제 발생한 재난에 대한 구체적. ‘ ’ 

인 대응행동과 협력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난발생 후. ‘ ’ 

단계에서는 재난발생 후 피해로부터 복구와 신뢰의 회복 재난으로부터, 

의 학습에 초점을 두고 있다 표 참고([ 4] ). 

연구자의 논문에서는 특정 단계에서의 위험 소통에 초점을 맞추기보

다는 위험의 전 단계에 걸쳐 전문가와 피해 주민들 간 어떠한 위험 소통

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어떠한 특징적 현상이 나타났는지를 확인하였다, . 

표 기후재난에 대한 위험 소통의 각 단계별 기능[ 4] 

출처 를 재구성: Corina Hopper, 2010

대응 부문
단계 재난발생 전[1 ] 

예방 및 대비( )

단계 재난발생 중[2 ] 

경고 및 응급조치( )

단계 재난발생 후[3 ] 

복구 및 재구조화( )

시민의 
위험인식

위험에 대한 관심환기 재난발생 경고

대응 유발
재난에 대한 특별보호
조치 독려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대응요령 등 행동 유발

재난복구를 위한 행동
들을 독려

위험정보

제공

위험 관련 정보획득을 

위한 방법 및 행동 안내

위험대응 및 협력을 

위한 정보제공

과업을 위한 정보제공 

및 협력 유도

위험관리 
목표

안심시키기 위험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 조절, 

조직 관리

위험에 대응할 조직을 

만들고 집단 간 신뢰, 
향상

재난 대응 관계 당국

과의 협력조치를 촉진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 설립 책임의 할, 

당 집단 내 신뢰의 , 
강화

위험 교육
전문가 시민 간 상호 , 

이해와 위험 학습

과거 재난으로부터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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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한 위험 소통 정책 사례3)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위험 소통 사례들 중 먼저 독일 Grimma 

지역의 년 홍수 대응 사례를 들 수 있다 년에 동부 독일의 엘2002 . 2002

베 강이 범람하면서 많은 마을과 가옥이 침수되었는데 이 중 Grimma 

지역의 침수 피해가 특히 극심하였다 홍수 피해 이후 주정부에. Saxon 

서는 이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복구 작업을 계획하였는데 가장 효과적인 

복구전략에 대한 장기간의 논쟁이 있었다 주정부는 강변으로 범람을 방. 

지하기 위한 높은 벽을 쌓는 것을 주장하였으나 거주민들은 지역에 있, 

는 역사적인 문화유적들이 보존된 관광도시로서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우려하여 반대하였다. 

이러한 오랜 논의를 반영하여 최근에는 기존의 역사적인 유적의 마

을 성곽을 재건하고 범람 방지벽을 건축하여 통합하는 모형으로 재설계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홍수피. 

해를 예방하기 위한 비구조적인 대책들도 수립되었는데 먼저 주정부의 , 

홍수관제소의 경보와는 무관한 지역사회의 독립적인 홍수 경보시스템을 구축

하였다. 

지역의 자체 홍수경보시스템은 다음의 가지 요소를 포함하Grimma 5

고 있다 마을 꼭대기에 중앙 경보사이렌 핸드폰으로 자동으로 메시지. ‘ ’, 

를 보내는 문자정보네트워크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카메라 촬영 강 ‘ ’, ‘

계측장치 지역 채널을 통한 홍수 상황에 대한 계속적인 정보 제공’, ‘ TV ’ , 

강 수위에 따른 각 개별 주택의 침수 높이 계측 표시 를 문 난간에 정보 ‘ ’

표시 이렇게 총 가지 형태로 위험 소통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참5 ([ 4]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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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지역의 자체 위험 소통 적용사례[ 4] Grimma 14)

출처 : Corina Hopper, 2012

이러한 노력들은 주정부가 일방적으로 홍수 예방대책을 추진하지 않

고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을 추진하였다, 

는 점에서 위험 소통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 

강의 범람을 실시간으로 점검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집집, 

마다 과거 홍수이력을 표시해두는 등의 노력은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접근

성과 개방성을 높인 노력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위험소통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이탈리아 남부 지역의 위험 소통 사례가 있다 이 지역, Tyrol . 

에서는 과거 있었던 홍수와 산사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에 계획 

중인 개발공사에 토지 이용 계획 수자원 관리방안 홍수 예방계획 등이 , ,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이해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포럼

을 통해 위험 소통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각 분야별 전(River-Fora) . 

문가와 지방정부 관계자 개발사업과 관련한 개 지역의 마을 대표 주민, 6

들이 총 여 명이 참여하였다 이 주제와 관련한 회에 걸친 전문가 5 60 . 8～

포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 및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서 만찬회 가, 

14) 그림의 좌측은 의 수변 벽에 설치된 홍수 계측 카메라이다 이 카메라는 강 , Grimma . 
의 수위를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강의 상태

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의 우측은 각 집 문 현관에 표시된 수위 표시장치이다 강의 . . 

수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주택 개별적으로 얼마만큼의 높이가 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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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별 안내책자 제작 및 배포 홈페이지 제작과 홍보 영상물의 제작 및 , 

상영 등의 활동을 하였다 본 위험 소통 노력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주. 

민들에게 위험과 관련한 부정적인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재난 이라는 ‘ ’

표현이 아닌 안전 이라는 표현으로 위험 관리에 대한 긍정적인 ‘ (safety)’

접근을 하였다는 것이다. 

지역의 수자원을 개발하려는 기업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와  

주민들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노력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토지 , 

사용에 대해 기업과 토지보유자들로 하여금 안전시설 확충을 계획에 반

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대화. 

를 통해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

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체 지역의 정책의사결정자 주민들 학자 , , , 

등 전문가 집단이 자발적으로 포럼을 구성하고 지역에 자주 발생하는 홍

수와 산사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것은 

예방적 위험 소통 사례로 볼 수 있다. 

셋째 이탈리아의 지역에서도 홍수와 관련한 위험 소통 노, Piedmont 

력이 있었다 년 북부 이탈라에서는 집중 강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 1994

었는데 그 중 지역의 피해도 심각했다 본 사례가 특이한 점은 Piedmont . 

안전 시설물 건립과 같은 구조적인 대책 없이 전적으로 비구조적인 접근

으로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것인데 시정부는 비상상황 훈련 위험 관련 , ‘ ’, ‘

정보 제공 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실행 세 가지 위험 대응 전략으로  ’, ‘ ’ 

접근하였다. 

먼저 시정부가 실시한 정책은 비상상황을 상정한 주민 훈련이었다. 

그런데 이 훈련은 상당한 난관에 부딪혔는데 그 이유는 주민들의 심각한 

재난 후유증 때문이었다 피해를 이미 겪었던 주민들은 재난을 상기시키. 

는 대화를 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였고 집을 수리하는 것에만 관심을 

보였다 결국 년이 되서야 시 도시방재과에서 시민보호 프로그램을 . 2002

운영하면서 훈련이 가능해졌다 가장 피해가 심각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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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대비해야 하는 필요성을 설득하였고, 

시 당국에서는 이러한 훈련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시장 명의의 초대장도 

발송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시 당국은 효과적인 예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에 알리

기 위한 위험 소통 시스템을 만들었다 지방 환경보호국. (Regional 

은 이상 기상 상황에 대한 Agency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RPA)

정보를 획득하여 이것을 각 세부 지역별 활동단위(Civil Protection Unit, 

로 제공되고 이를 제공받은 각 지역별 단체는 사전에 계획된 대피CPU) , 

계획에 따라서 활동하게 된다. 

앞서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본 위험 소통 정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장 큰 공통점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형성된 정책의사

결정 과정에 있다 지역에서 발생했던 홍수나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난에 . 

대해서 정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폐쇄적인 정책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주

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그들의 의사가 정책에 반영된다. 

그리고 비구조적인 위험 관리정책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비구조적 . 

방식의 재난대응은 위험 소통과 긴밀히 연관된다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 

기후 재난에 대한 교육과 대응훈련 재난 관측 및 예보시스템 구축과 같, 

은 비구조적인 노력들을 통해 전문가들과의 인식격차를 줄이고 주민들, 

의 재난대응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의 차별성3. 

선행연구 검토1) 

  

현대사회를 위험사회 로 규정하면서 위험 소통에 대한 연구도 활발‘ ’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위험 소통 연구는 주로 식품이나 의료 환경 분야. , 

에서 다루었으며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과 관련해서도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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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위험에 대한 위험 소통. 

을 다루는 연구이므로 기후변화를 다루는 위험 소통 연구가 존재하는‘

지 연구들이 존재한다면 실제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사례 연구에서는 ’, ‘

위험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고 왜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를 확인하였’

다 그리고 논문에서 사용하는 인간심리 모형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는 .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선행연구를 통해 검토하였다. 

첫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위험 소통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 

다룬 연구들이 존재한다 는 기후변화 발생의 원인과 해. Wardekker(2004)

결책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일반인들 간에 인식 차이가 발생함을 지적하

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험 소통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 때 위험 , . 

소통을 방해하는 장애요인 으로서 문화 모형‘ (Barriers)' ‘ (Cultural 

부조화와 부인 사회적 딜레마models)’, ‘ (Dissonance and Denial)', '

가 존재하는데 이를 극복하는 것이 기후변화에 대한 (Social dilemmas)’ , 

위험 소통의 핵심이라고 보았다.15) 

는 기후변화 중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사회Hopper Buchecker(2010)․

의 복원력 에 주목하여 위험 소통에 접근하고 있다 연구에서(resilience) , . 

는 기후변화 등 자연재난에 대해 복원력이 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축

을 크게 위험 소통 과 위험 교육 으로 기술하였다 이 ‘ ’ ‘ (risk education)' . 

연구에서 특징적인 것은 사례연구 부문인데 개의 주요 위험 소통 사례, 3

를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유럽 개국에서 지방정부 단위로 시행된 개16 60

의 자연재난 위험 소통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 년 스페. 2007

인의 열파 이탈리아의 산사태 독일의 년 엘베강 범람 위험에 대해 , , 2002

전문가들과 일반인들 간에 어떠한 위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

석하였다 사례를 통해 위험 소통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 위험에 . 

15) 문화 모형 은 기후변화의 원인과 대책을 제시하는데 사회 내에서의 해석틀이 영향을  ‘ ’

미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데 오존층 파괴 를 이유. ‘ ’
로 드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부조화와 부인 은 환경의식을 갖추고 있어도 생활의 편. ‘ ’ , 

안함 등의 이유로 환경 친화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들을 합리화 하는 태

도를 말한다 사회적 딜레마 는 전체 사회적으로 봤을 때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것도 . ‘ ’
개인별로 봤을 때 미치는 효과가 작기 때문에 오는 딜레마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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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복원력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서술하였다.

둘째 실제 기후변화 위험 사례를 통한 위험 소통 연구 분석이다 기, . 

후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산사태 등의 위험에 대해 실제 인식 조사, , 

결과 어떻게 일반인들과 전문가들이 위험을 인식하고 왜 그러한 인식을 

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등 은 독일에서 기후변화를 다룬 . Weingart (2000)

위험 소통 문제를 조사하였다 년부터 년까지 년간 독일의 기. 1975 1995 20

후변화 관련 보도를 통해 기후변화 담론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정치

가 과학자 언론에서 각기 기후변화를 어떻게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지를 , , 

조사하였다 는 홍수위험에 직면한 동일 집. Grothmann Reusswig(2004)․

단 내에도 왜 특정 사람은 예방적 활동을 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 

그렇지 못한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위험 소통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

다 심리학의 보호동기이론 를 적. ‘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PMT)'

용하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개인들의 사회적 속성들 성 나이 직업 , ( , , 

등 보다 위험에 대한 인식요소 홍수 경험 유무 등 들이 위험 대응 행동) ( )

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는 앞서와 다르게 위험인식이 정책 선호에 미치는 Leiserowitz(2006)

영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일반인들이 기후변화 위. 

험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관련 정책에 대한 선

호도 달라지게 된다는 전제하에 설문조사를 통한 인식 연구를 실시하였, 

다 연구 결과 미국인들은 미국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실시해야 . 

한다는데 전반적으로 동의해야 한다고 했지만 전체 응답자의 연( 90%),  

료세를 부과 찬성률 한다든지 개별 기업별로 에너지세를 부과 찬성( 22%) (

률 한다는데 대해서는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모순된 40%)

결과를 보였다 이는 일반인들이 기후변화 자체는 위험하다고 인식하면. 

서도 이것이 개별적인 삶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험으로 다가오는지에 , 

대해서 막연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은 년 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갤럽조Dunlap(1998) 1992 6

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일반인들 인식을 국가 간 비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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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실시하였다 실시 결과 개국 국민들 모두 기후변화 위험이 점차 . 6

심각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의 발생 원인이나 구체적, 

인 영향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 소통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셋째 인간심리모형에 대한 연구가 존재한다 앞서 연구들에서는 위, . 

험 소통이 기후변화 시대에 왜 필요하며 일반인들이 기후변화 위험을 ,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인간심리 모형에서는 어‘

떻게 위험 인식 수준을 높일 것인가 는 고민에서 연구를 출발한다 일반’ . 

인들은 전문가 집단과의 위험 소통을 통해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전문지

식을 습득함으로써 위험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Terpstra, 

인간심리모델은 일반인들이 특정 위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2011). 

이는지를 전문가 집단의 인식과 비교분석하여 어떠한 위험 소통 내용이 ,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확인한다.

이러한 인간 심리모형은 위험 소통의 방법론 소개를 통해 많이 기술

되지만 기후변화 위험과 관련하여 인간 심리모형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 

들은 거의 없다 앞서 기술한 는 유럽 북부와 . HopperBuchecker(2010)․

서부 지역을 대상으로 위험 소통 정책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인간심리모

형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설명하였으며 은 인간심리 모형, Bostrom(1994)

을 적용하여 미국 대학생들이 기후변화 발생 원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

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냈다, . 

등 은 전문가집단의 기후변화 인식을 연구하였Otto-Banaszak (2011)

는데 명의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를 통해, 31

서 전문가들이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각자 다른 정책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이와 유사하게 와 는 . Lowe Lorenzoni(2006)

명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기후변화가 전문가들에게 어떻게 위험으22

로 인식되는지를 인간심리모형을 통해서 도출하였다.

연구의 차별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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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문제를 다룬 위험 소통 연구들은 많지 않다 해외 사례들 . 

중에 일부 연구가 기후변화 문제를 위험 소통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데 

기후변화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에 대한 위험 소통 적용에 대한 시

사점을 도출한 연구들이다 등 은 벨기에 해안지역에서 발. Kellens (2011)

생하는 홍수와 관련한 위험 소통 연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위험 인식

을 분석하였고 등 은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 주민들, Eisenman (2007) " " 

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서 위험 소통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위험 소통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 갈등 현안에 대한 위험 소통 연구들은 일부 . 

존재하는데 광우병 소와 촛불집회에 대한 위험인식과 위험 소통 연구, 

박희제 가 사례연구로서 의미가 있으며 대체적으로 현대 사회를 ( , 2009)

위험사회로 정의하고 위험 소통의 성격과 학문적 의의를 정의하는 연구

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상기상현상 발생 등 기후변화 현상이 국내에서도 본격화됨

에 따라 이러한 변화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둘러싼 위험 소통 관점에

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한 이유는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재난과 다른 . 

변화 양상들은 기존의 삶의 방식을 둘러싼 예기치 못한 갈등요소들을 내

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 또는 일반인들 사이에 활발한 사회적 논

의를 통한 이해와 합의도출이 요구된다 윤순진( , 2009). 

다른 한편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 내에서 적극적인 위험 소통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

지 않은 저신뢰 사회 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Fukuyama, 

손호중 외 박순애 재인용1995; 2005; , 2006 ).16) 현재 정부에서는 기후변 

16)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신뢰의 문제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것이 일반 ‘ '

적이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신뢰는 일반인들이 정부로 대표되는 정책의사결정집단. 
과학자 교수 기타 전문가 등 각 해당 분야 전문가 은 각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 , , )

식을 바탕으로 정책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참여하는 집단을 통틀어 일컫는다. 

를 포함한 학자들은 이러한 신뢰 수준이 낮을수록 정책의 집행 효율성이 Fukuyama
떨어지고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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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적응정책을 중앙정부는 년 광역지자체들은 년까지 수립해서 2011 , 2012

추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적응 정책은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 

대응역량을 키우는 것을 정책적인 목표로 하는데 저신뢰 사회와 같은 , 

사회적 여건은 정책의 효과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한 특성들로 봤을 때 일반인들이 기후변화와 기후재난에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전문가 집단과의 인식 격차를 줄이는 , 

적극적인 위험 소통 노력이 요구된다 전문가들과 일반인들 간의 위험 . 

인식 격차를 확인하는 연구는 위험 소통 모형 중 인간심리 모형 이 활용‘ ’

되는데 이 모형을 적용한 실제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에 적용한 사례연, 

구는 국내외를 통틀어 석사학위논문 단 한 편만 존재하고 해외에서도 아

직까지 기후변화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서 위험 소통의 필요성과 인간, 

심리모형이 정책적인 검토과정에서 논의될 필요성에 대해서만 언급되는 

수준이다(Otto-Banaszak et al, 2010; Leiserowitz, 2006; Lowe & 

Lorenzoni, 2006).17) 

따라서 우면산 산사태라고 하는 하나의 기후재난 사례를 통해 주민

들과 전문가들이 기후재난에 대해 어떠한 시각으로 접근하고 인식 차이, 

가 발생하였는지를 살펴봄으로서 향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위험 소통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 소통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이자, 

그 중에서도 인간심리모형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해석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 발생의 주기와 규모가 커지고 있는 현실적 여건과 이

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적응 정책이 입안되는 시점에서 단순히 지역을 , 

중심으로 한 기후대응 역량 개선이라는 당위성 차원에서가 아니라 실제 

17) 인간심리모형을 실제 기후변화 사례에 적용한 연구는 석사학위 논문 단 편이 존재 1
한다 는 . Smith(2009) “Extreme environmental events induced by climate change: 

라는 제목의 Communicating risk with rural communities in the Canadian prairies)"

학위논문에서 캐나다 두 개 마을에서의 가뭄과 홍수 사례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인들 
간의 인식격차를 확인하고 인과관계도표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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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당했거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낮은 일반인들이 어떻게 현재

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을 제도에 반영할 필요성에 대

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우면산 산사태와 피해지역 분석. Ⅲ

 

산사태 피해 발생과 복구 현황1. 

우면산 산사태 피해 발생 개요1) 

년 월 일 서울시 서초구 우면산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했2011 7 27

다 중부지방에 일간 지속된 약 의 국지성 폭우. 3 (2011.7.25. 7.27.) 500mm～

로 인해 수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우면산 산사태는 특히 

우면산 아래 위치한 래미안 신동아 전원마을 형촌마을에 APT, APT, , 

큰 피해를 입혔다 산사태로 발생한 토사와 쓰러진 나무 돌 등의 사태물. , 

질이 주택지로 유입되어 우면산 인근 지역에서 총 여 가구가 고립되고 60 18

명이 사망하였다 이 중 래미안 아파트는 남부순환로을 마주하고 있는 동. 102

과 동에 피해가 아파트의 층까지 있었고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103 3 , 3 .

그림 우면산 산사태 발생 위치도[ 5] 

출처 한국지반공학회            :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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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아파트 지역 산사태 발생 현장 래미안 아파트 지역 산사태 발생 현장

래미안 아파트 지역 산사태 현장 래미안 아파트 내부 피해 장면

래미안 아파트 내부 피해 장면 래미안 아파트 항의 현수막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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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우면산 산사태 피해 장면[ 6] 

출처 한국지반공학회 현장 답사 후 촬영: , 2011;  

우면산 산사태 복구공사 진행경과2) 18)

년 월 일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하고 일이 지난 월 일에 2011 7 27 20 8 17

서울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지 복구계획 을 수립하였‘11.7.27 ’

다 복구기준은 기후변화 대비 년 빈도 시간당 강우를 적용하고 국립. 100 , 

산림과학원의 산사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방댐 위치 및 규모를 결정하

였다 복구사업 시행주체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서울시와 수의계약을 체결. 

하고 전체 사업을 진행하였다.

우면산 산사태 복구공사는 산사태가 발생한 의 면적으로 245,200 1㎡

공구 래미안 임광 전원마을 공구 신동아 보덕사 공구 형촌마을( , , ), 2 ( , ), 3 ( ), 4

공구 예술의 전당 우면산 터널 로 복구 구간을 선정하여 진행 중이다( , ) . 

18) 우면산 산사태 복구사업에 대해서는 복구사업 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의 전문성 논란 ‘ ( ) ’, 

수의계약을 통한 복구사업 기관의 선정 문제 산사태 발생원인 조사와 복구사업의 ‘ ’, ‘

병행 일정 공군부대의 원인제공 문제 등을 놓고 복구사업 완료 예고시점인 년 ’, ‘ ’ 2012

월 일까지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보도자료 우면산 우기 5 31 . (2012.5.31., “ , 
전 안전태세 완료 를 통해 적극해명하고 있다 복구공사 경과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 . 

보도자료를 참고하되 이 중 논란이 되는 내용 외에 시설공사 내용 추가조사 일정, , , 

실시기관과 같은 사실부문만 기술하고 앞서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기술에서 배제하였
다.

래미안 아파트 복구 장면 래미안 아파트 지역 산사태 복구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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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는 서울시에서 맡아서 진행하고 공구는 서초구청에서 맡아서 1 3 , 4～

진행하고 있다 피해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설계 및 감리 . 

계약 등을 거쳐 년 월 일에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 2011 12 21

중이다 원래 년 월 일 공사 완료 예정이었으나 일부 지역이 늦. 2012 5 31

어져 전체 복구는 월말로 연기되었다6 .19) 

우면산 복구에 있어서 대응하는 서울시의 복구 계획 및 방침은 서울

시가 발표한 우면산 산사태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토사유실 및 법면붕괴 방지를 위한 시설설. , 

치이다 산사태의 원인을 우면산의 표토층이 얕아서 붕괴되기가 쉬웠고. ,  

따라서 상부의 붕괴가 아래까지 연쇄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사방시설의 설치이다 사방시설은 산의 상부에서 내려오는 토사 및 , . 

잔목 등의 물질이 내려와서 배수구를 막음으로써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한다 기존에 우면산에는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사방시. 

설이 부족하였다 셋째 유로 상에 유속 감소를 위한 시설 설치 부문이. , 

다 빠른 유속을 적절한 시설 통제를 통해서 속도를 늦춤으로써 토사가 . 

유출되는 힘을 저감시킬 수 있다 네 번째로 우면산에 설치한 배수구를 . , 

준설하고 확장하는 것이다 흙이나 돌 나무 등을 걸러낼 수 있는 사방. , 

댐 불안전한 산 절개지에 철근을 박아 넣고 그 철근을 따라 흙 속으로 , 

시멘트를 채워 넣어 경사면을 고정하는 소일네일 토석을 가둘 (Soil-nail), 

수 있는 전석댐 등이 설치된다. 

그리고 서울시는 복구공사와는 별도로 우면산 산사태 원인에 대한 

추가보완조사를 년 월까지 실시할 계획인데 대한토목학회에서 2012 11 , ․

용역을 수행할 계획이다.20) 

19) 우면산 산사태 복구공사의 완료 예정일자는 년 월 일이었으나 논문의 최종  2012 5 31 , 
제출일자인 년 월 일까지도 공사는 완료되지 않았다 한겨레 서울시 2012 6 9 ( , 2012.6.1, “

우면산 복구 시점 거짓 발표 알고보니 월말‘ 6 ’”).  

20) 기존 산사태 원인조사는 한국지반공학회에서 용역을 수행하였는데 피해주민과 전문 , 

가들의 산사태 원인에 대한 이의 제기와 전면 재조사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타 기관
에서 용역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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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발생에 대한 배경 이해2. 

피해지역의 인구사회학적 특징1) 

피해지역인 래미안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위험 인식과 산사태 

발생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피해 지역의 인구사회학적 특

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우면산 래미안 아트힐 아파트는 위치적. 

으로 서울시 서초구 방배 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우면산의 북서측 방향2 , 

에 자리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는 총 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별로 층에서 10 17 24

층까지 일부 차이가 있으며 총 가구가 입주하고 있다 동과 동, 588 (102 103

은 모두 층임 단지는 모두 계단식 아파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평23 ). , 

형은 로 이루어져 있다 전용면적 125.62 188.43 . 125.62 ( 105.27 )㎡～ ㎡ ㎡ ㎡

세대는 총 가구가 있으며 매매가는 억 천 억 천만 원 가장 큰 8 9 5 10 5 , ～

평형인 전용면적 는 총 가구가 있으며 억 억 198.34 ( 174.48 ) 85 , 16 18㎡ ㎡ ～

원 사이에서 거래 매매 되고 있다( ) .21) 서울시 전체 아파트는 호 1,441,769

가 있는데 이 중 연면적 이상이 호 전체의 이상130 82,457 ( 5.7%), 165㎡ ㎡

이 호 전체의 를 차지한다20,895 ( 1.4%) .22) 이로 미루어 봤을 때 우면산 래 

미안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중산층 이상이 거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자가 소유 세대를 , 

조사하였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자가 주택의 거래 매매가에 따른 거주자들이 중산층일 것이라는 추

론에 대해서 아파트 단지별 인구사회학적 정보 래미안 아파트 단지 주민(

들의 평균 연령 학력 직종 등 가 없다, , ) 23) 따라서 이를 직접적으로 추론. 

21) 부동산 홈페이지 참고 “ 114” (www.r114.com)

22) 통계청 홈페이지 참조 년 기준 (http://kostat.go.kr), 2010

23) 통계청에서는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가공해주기도 하는데 아파트 단지별 자 , 
료를 요청한 결과 아파트 단지별로 별도로 조사하는 정보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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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렵고 대신 구청 단위의 통계자료를 통해 대략적으로 추론해볼 , 

수 있다 직장에서의 경제활동이 일반적으로 종료되고 어느 정도 자산을 . 

형성하는 연령을 세 이상으로 놓고 세 이상 남성의 학력 수준을 검60 , 60

토하였다 많은 연구들에서 학력은 소득의 결정요인으로 기술되기 때문. 

에 노응원 최강식 외 학력 수준일 높을수록 소득 수준이 ( , 1999; , 2005) 

높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먼저 연령 구성을 살펴봤을 때는 지역적으로 래미안 아파트가 위치

한 방배 동의 경우 방대 동 전체 명 중 세 이상 인구는 명2 2 28,230 60 4,205

으로 방배 동 인구의 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기준으로 봤2 14.9% . 

을 때는 낮은 수치 전체 서울시 인구 명 중 세 이상 인구 ( 9,160,381 60

명 총 서울시 인구 대비 이나 서초구 전체 서초구 인구 1,397,792 , 15.25%) , (

명 중 세 이상 인구 명 총 서초구 인구 대비 에 369,274 60 52,405 , 14.1%)

비하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24) 

세 이상 남성들의 교육수준을 보면 서울시의 경우 세 이상 남성 60 60

인구 명 중 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사람이 628,004 4

명 전체 서울시 세 이상 남성 인구의 인데 반해 서초구146,512 ( 60 23.3%) , 

의 경우 세 이상 남성 인구 명 중 명 전체 서초구 세 이60 24,596 14,823 ( 60

상 남성 인구의 를 차지하여 서울시 평균에 비해 월등히 앞서는 60.2%)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경제활동이 어느 정도 끝난 대 주민들 중 학력 . 60

수준이 서울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다는 것은 과거 전문직 종사 등으

로 교육투자에 따른 소득수준이 높았던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우면산 , 

래미안 아파트 주민들도 비슷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면산 개발사업과 피해주민들의 대응2) 

피해주민들과 전문가들 간 위험인식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천‘

24) 서초구청 홈페이지와 통계청 홈페이지 참고 인구는 내국인 인구 세 이상 로만 산정 . (6 )
하였다 년 기준(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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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냐 인재냐는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우면산 개발 내용을 확인할 필요, ’

가 있다 우면산 개발과 관련한 내용은 크게 우면산 터널 공사 강남순. ‘ ’, ‘

환도시고속도로공사 우면산 생태공원 공사 가 있다’, ‘ ’ .

우면산 터널 공사는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선암로 나들목에서 서초3

동 사거리를 잇는 서울특별시도 제 호선의 터널 중 하나이다 년 31 . 1997

월 착공하고 년 월 완전 개통하였다 총 길이 왕복 차선이12 , 2004 1 . 3 , 4㎞

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공사는 서울 강남지역의 남부순환로와 올림픽. 

대로의 교통량을 분산 처리하기 위해 건설 중인 시설이다 년 타당. 1994

성조사를 시작으로 년 단계 구간 건설을 착공하였고 년 단계 2007 1 2016 2

준공 예정이다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강남구 수서동 구간으로 도. 

로폭 차로 총연장 로 개설된다 우면산 생태공원은 도시림4 8 , 34.8 . “ ”～ ㎞

을 주제로 자연학습공간을 만들기 위해 년 공사를 착공하고 년 2002 2004

월에 개원하였다 나비관찰원 등 개 관찰소와 자연탐방로 7 . 15 1,320m, 

의 저수지 시설을 갖추고 생태학습이 가능하게 조성하였다2,000 . ㎡

이러한 우면산에 대한 개발행위들이 우면산의 산사태 취약성을 야기

시켰다고 피해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피해 주민들은 우면산 산사태 . 

발생 직후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우면산 래미. 

안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는 내부적으로는 산사태로 인한 피해액수를 산

정하고 세대별 비용분담 방안에 대해 주민들의 합의도출 노력을 기울이

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서울시와 서초구청과 원인 재조사 및 피해보상 , 

협의 민간 보험사와는 아파트 단지가 가입한 풍수해 보험 보상 금액 협, 

의 복구공사 현장에 주민들의 의사 전달 우면산 아래에 펜스 설치 요구 , (

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산사태 발생 원인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개발사업의 일정 개요와 래미

안 아파트 주민들의 대응과 서울시의 우면산 복구 일정에 대해서 표로 

정리하였다 부록 참조 그러나 피해주민들의 산사태 관련 대응노력([ 1] ). 

은 이 연구의 본론 후반부 선택 코딩 결과로서 제시하기 때문에 부록 , [

에서는 연대기적 정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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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조사 설계. Ⅳ

 

연구 대상 선정1. 

이 연구에서는 국내 사례 중 극한 기상현상에 따른 자연재해가 발생

했고 이로 인해 이해당사자들 간 갈등이 생긴 사례들 중 위험 소통 관, 

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사례를 탐색하였다 그러한 검토에 따. 

라 년도 월에 발생했던 우면산 산사태 피해지역 중 래미안 아파트 2011 7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래미안 아파트 지역 중에서도 특히 사망사. 

고가 발생했던 동과 바로 옆에 인근한 동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103 102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면산 래미안 아파트 지역을 본 연구에 부합한 지역으로 선정한 이

유는 의 기후재난 구성요소를 기준을 따랐는데 첫째 기후 재난을 IPCC , 

야기한 직접적인 기후현상이 존재한다 년 여름 장기간의 장마와 . 2011 7

월 일 이틀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내린 비는 우면산 인근의 배수로26 27～

의 수용능력을 초과함과 동시에 산의 토양을 약화시켜 서울 우면산 지역

에 산사태가 일어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25)

둘째 노출과 취약성 측면에서의 이유이다 우면산 산사태 발생 후 , . 

이에 대한 원인 조사과정에서 서울시나 서초구청의 책임론 즉 인재, ‘ (人

로서의 측면이 강하게 부상하였다 인재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우면산 )’ . 災

산책로의 인위적 조성 공군부대 확장 우면산 아래에 산사태 취약지역에 , , 

토지개발이 산사태를 초래한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원인들 뿐만 아니라 국내 재난 대응 시스템이 일원화되어 있

지 않아서 재난 예방 및 후속 조치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 집, 

중호우로 내린 비를 소화할 수 있는 배수로의 정비 사방댐 등 방재 시, 

25) 년 월 일 산사태 발생 당일 내린 비는 였으며 이 수치는 서울지역에서  2011 7 27 301 , ㎜
내린 일일 최대 강우량을 기록하였다 기상청' ' ( , www.k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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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부족 등도 산사태 피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자연적으로 우면. 

산의 토양과 수종 이 산사태에 취약한 부분도 이에 영향을 미쳤( )樹種

다.26)  

셋째 래미안 아파트 주민과 정부 간 갈등 상황이 연구 필요성에 부, 

합하기 때문이다 산사태 책임과 보상 문제에 대한 서울시와 우면산 래. 

미안 아파트 입주민들 간의 갈등은 기후 재난 위험에 대비하는 데 위험 

소통 논의 필요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자연재난 발생과 복구. 

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기후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 이

해당사자들의 인식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부 조사방법2. 

단계 전문가 모형 도출1) 1 : 

인간심리모형은 총 단계의 연구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단계는 전5 . 1

문가모형 도출단계로 특정 위험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이 어떻게 위험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인과관계 도표를 통해서 나타. 

낸다 단계에서는 일반인 심층인터뷰를 실시한다 단계는 구조화된 설. 2 . 3 ‘

문조사 를 실시하는 단계로서 단계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도출한 주요 ’ , 2

개념들을 반영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단계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통. 4

해서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을 위한 위험 소통을 실시한다 위험 . 

정보 제공을 위한 안내 소책자를 제작하거나 전문가들과 일반인들 사이, 

에 인식격차가 많이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의 활동

을 하는 단계다 마지막 단계는 평가단계로서 실제 수행한 위험 소통 . 5

정책이 얼마만큼 효과적이었는지를 평가한다 표 참조([ 5] ).  

26) 노출 과 취약성 항목과 관련한 피해발생 원인의 분류에 대한 설명은 연구결과 ‘ ’ ‘ ’ “ . ”Ⅴ
에서 피해발생 원인 코딩표 작성에서 상세히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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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일반적인 인간심리모형 연구단계[ 5] 

이 연구에서는 단계 구조화된 설문조사 와 단계 위험 소통 평가‘3 : ’ ‘5 : ’ 

단계를 제외한 개 단계 과정을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단계를 줄인 이유3 . 

는 먼저 이 연구에서는 실제 피해주민들이 산사태 재난위험에 대해서 ‘

어떻게 인식하는가 피해 주민들의 인식이 전문가집단의 인식과 어떠?’, ‘

한 차이가 나는가 와 같은 심리적 과정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 . 

서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설계한 심층적 조사와 분석을 통해 피해 주민

들이 위험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과정과 결과에서 보이는 심리적 과정

에 보다 주목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외부인에 대해 출입이 차단된 .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정 수 이상의 설문조사를 하는데 어려

움이 많아  단계 구조화된 설문조사 실시 단계는 생략하였다‘3 : ’ .

그리고 단계 위험 소통 평가 단계의 경우 이 연구에서는 사례 연'5 : ’

구를 바탕으로 위험 소통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

기 때문에 개선된 위험 소통과정을 통한 평가 과정은 생략하였다. 

단계 세부 내용

단계[1 ]

전문가모형 도출

전문가들의 위험인식 내용 분석․
미디어 분석 문헌 연구 전문가 인터뷰 등  ( , , )

인과관계 도표 작성․

인과관계 도표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반영․

단계[2 ]
일반인 

심층인터뷰

인과관계 도표의 주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질문지 구성․
개방형 질문지를 통한 일반인 심층인터뷰 실시․

심층인터뷰는 명 정도 실시15 20～․

단계[3 ]

구조화된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설문지 작성

설문지 배포 및 작성 분석, ․

단계[4 ]

인식격차 분석 및
위험소통 실시

전문가들과 일반인들 간 위험인식 차이 도출․

일반인들이 위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
커뮤니케이션 실시  

단계[5 ]
위험 소통 평가

구체적으로 실시한 위험 소통을 바탕으로 얼마나 일반인들의 ․
인식 제고에 기여하였는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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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전문가 모형 도출2) 1 : 

단계인 전문가 모형 분석은 위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을 분석하1

고 이를 인과관계도표로 도식화하는 단계이다 여기서는 전문가들이 위. 

험 발생  원인들에 대해 제시하는 여러 요인들을 종합한다 그렇게 종합. 

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위험의 전체적인 원인과 발생 대응방안 전반을 , 

기술하는 인과관계도표를 도출한다 그리고 여기서 작성한 인과관계 도. 

표의 타당성을 검증하여야 하는데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최종 확정

한다.27)  

이러한 전문가 모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사태의 발생 원인

과 대처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야 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 

우면산 산사태에 대한 신문과 방송 보도 수집 일반적인 산사태 및 방재, 

관련 문헌 자료를 참고하였다 방송보도 자료 활(disaster management) . 

용의 신뢰성과 관련해서 매체 는 일반인들이 전문지식을 습득하, (media)

고 이를 통해 위험을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McCallum, 

재인용 신문기자들은 위Hammond, and Covello 1991; Wakefield, 2008 ). 

험에 대한 과학자들 또는 정책결정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함으로써 자신들을 전문가의 경계에 위치시킨

다 따라서 일반인들의 위험인식을 형성하는 전문가들의 전문지식을 확. 

인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매체는 중요한 정보획득 수단이다.

그러나 우면산 산사태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을 매체를 

통해서 습득한다는 점에서는 분명 한계가 있다 대중매체의 보도는 매체 . 

각자의 입장에 따라 선별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정보를 재구성

하기 때문이다 조연하 외 나미수 윤순진 재인용( , 2006; , 2004; , 2010 ). 

27) 인간심리모형에서 전문가들의 자문 과정은 전문가 포럼 을 통해서 인 ‘ (expert forum)’

과관계 도표를 확정하거나 이메일이나 전화 인터뷰 등을 통해 인과관계 도표에 대한 
내용자문을 통해 수정 보완하여 완성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서 도. 

표를 검토해서 도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연구자가 신문과 연구TV, 

논문들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도표를 작성하고 명의 전문가 , 2 3～
자문을 거쳐서 확정하였다.



- 51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매체 신문 를 통해서 획득한 전문가들의 ( , TV)

내용을 종합하여 우면산 산사태 발생의 원인과 대응방안을 도출하되 실, 

제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전문 문헌연구 자료와 상호 대조함으로써 객관, 

성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매체를 통한 자료 수집은 신문의 경우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 , 

경향신문 총 개의 신문사를 선택하였고 방송의 경우는 4 TV KBS, MBC 

개 사를 선택하였다 전문가 인식 조사를 위한 매체 선정에 있어서는 2 . 

매체의 보수 진보 이념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각 분야/

에서 구독률이 높은 신문을 각각 개씩 선정하였다2 .28) 매체의 경우 TV 

에는 공영방송 매체만을 조사대상에 반영하였다. 

와 신문의 기사 검색은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TV

를 참고하였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각각 매체별 (www.kinds.or.kr) ,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29) 기사 검색은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했던  2011

년도 월 일부터 년도 월 일까지 우면산 산사태 검색어로 7 26 2012 3 31 ‘ ’, ‘ ’ 

검색 검색 하여 기사를 추출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기사 중에서 기(‘and’ ) . 

사길이가 너무 짧거나 여러 사건들과 종합해서 사건만 간추린 기사 피, , 

해복구 현황이나 주민 인터뷰와 같은 내용들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면산 산사태에 대한 전문가들의 원인분석과 대응방안이 기술된 기사들

만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추출한 기사내용에 대해서는 산사태 피해 발생 원인 과 산사태 복구‘ ’ ‘

방법 두 가지로 구분하여 데이터 코딩을 실시한 후 각 원인과 대응방법 ’ 

별로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인과관계도표를 작, 

성하였다 인과관계 도표 작성기법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성격과 위. 

험을 초래하는 요인들의 성격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28)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보수 일간지로 분류하였으며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진보 일 , 
간자로 분류하였다. 

29) 조선일보 중앙일보 의 경우 한국언론진흥재 (www.chosun.co.kr), (www.joongang.co.kr)

단 홈페이지 검색에서 기사가 검색되지 않아 각 홈페이지에서 과거 기사검색을 통해 
기사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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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위험의 발생 원인들을 열거식으로 기술하는 결합 기‘

법 과 위험 발생에 대해 일련의 연속적인 절차를 (the Assembly method)’

분석하는 시나리오 기법 을 사용하여 각각 전문가 ‘ (the scenario method)’

모형과 일반인 모형에 적용하여 인과관계 도표를 작성하였다.30) 이 때  

각기 다른 기법을 적용한 이유는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이 산사태 발생에 

대해서 가지는 인식 방법이 다르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의 경우 산사태에 ,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나열식으로 기술하는 반면 피해 주민

들의 경우 산사태 피해발생 원인들을 연쇄적인 인과관계에 따라 기술하

였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도출된 인과관계도표에 대해서 문헌연구를 통해

서 산사태 발생 원인과 복구조치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

였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작성한 인과관계도표를 관련 전문가 인에. 10

게 이메일 발송 후 전화와 방문인터뷰를 통해서 인과관계도표를 최종확

정하고 전문가 모형을 도출하였다 이 때 전문가들은 본 재난의 원인에 . 

대한 논쟁을 고려하여 기상 분야 토목 분야 산림 분야에 분산적으로 전, , 

문가를 선정하였다.

단계 피해주민들에 대한 심층인터뷰3) 2 :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면산 래미안 아파트 피해 주민들을 심층 인터

30) 인과관계 도표를 작성하는 방식은 크게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4 (Morgan et al., 
결합기법 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나열2002). “ (the assembly method)”① 

식으로 배열하는 형식이다 요소들을 나열한 이후에 요소와 결과 요소와 요소들 간의 . , 

상관관계를 검토한다 물질 에너지 균형 기법. “ / (the material/energy balance ② 
은 물질 과 에너지 로 이루어진 현상들을 설명하는데 사용된다 투입된 전체 method)" ‘ ’ ‘ ’ . 

물질 에너지와 산출된 물질 에너지 간의 총량이 같다는 전제 하에서 인과관계 도표를 / /

작성한다 주로 기술적인 위험에 대해 전문가들이 이러한 접근법을 취한다 시나. . “③ 

리오 기법 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들(the scenario method)" (causal chain of 
에 의해 재난이 발생하는 과정초점을 맞춘다 표준양식 기법events) . " (the template ④ 

은 유사한 위험의 경우 발생원인과 결과 양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기존 위험method)”

에 대해 작성된 인과관계 도표를 참고하여 모듈화해서 새로운 인과관계 도표에 적용
하여 작성하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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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인터뷰 설계와 수행. , 

해석을 위해서는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였다(grounded theory) . 

근거이론은 질적 연구 방식 중 하나로 사회학자인 와 Glaser Strauss

에 의해 방법론이 체계화되었다 근거이론은 연구 대상에 대한 인터뷰 . 

등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대상에 대한 가설적 관계 또는 이론 를 ( )

추출하는 귀납적인 연구방법이다 따라서 근거이론은 연구 초반에 가설. 

을 설정하고 추출한 표본에 대해 진위를 테스트 하는 연역적 방법론과 

대비되는데 연구자는 특정한 이론을 염두에 두지 않고 조사하는 연구대, 

상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들로부터 이론이 나타나도록 한다‘ (emerge)' 

최흥석 외 재인용(StraussCorbin, 1998; , 2003 ).  ․

따라서 이러한 근거이론 방법은 현상에 적합한 지배적인 개념이 확

인되지 않거나 특정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변수들이 확정적으로 밝혀지, 

지 않은 경우 탐색적인 연구를 수행하는데 활용하기 적합하다(Strauss․

김교헌 외 재인용Corbin, 1998; , 2009 )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연구에서 근거이론을 활용하는데 적합

한 이유는 첫째 인간심리모형이 위험을 수용하는 개인들이 주관적인 위, 

험 인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질적 연구는 피해주민들이 기. 

후변화와 산사태 위험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내면의 심

리가 언어로 표현되는 과정과 정황들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둘째 위험 소통 관점에서 기후재난에 대해 일반인들이 어떻게 위험을 ,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 

산사태 발생 원인과 책임을 둘러싸고 피해 주민들과 서초구청간의 갈등

과 위험 인식의 차이에 대한 심층적인 원인 분석과 해석을 위해서 어떠

한 이론적 접근을 할 수 있는지 분석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는 우면산 아파트 동에 거주하거나 비상대책위102, 103

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11 . 

구 참여자 표본 수와 관련해서 인간심리 모형에서는 명 정도가 적합하20

다고 기술하고 있다(Maharik and Fischhoff , 1993; Morgan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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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용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근거이론에 기반하여 심층 인터뷰를 설). 

계하고 이론적 표본추출 방식 을 통해 연구 참여, ‘ (theoretical sampling)’

자를 선정하고 진행하였다 양적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들이 연구 대상 . 

집단을 설명하는데 있어 대표성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

의 표본수와 검증이 필요하다. 

반면 이론적 표본추출 방식은 연구자가 심층 인터뷰가 끝날 때마다 

인터뷰를 전사하는 작업과 자료 분석을 계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기존 인

터뷰 내용에 대해 새로운 개념적인 범주가 추가되는지를 계속적으로 확

인한다 그러면서 다른 연구 참여자들과 계속적인 인터뷰를 실시하는데. , 

그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인터뷰 내용에서 더 이상 새로운 범주가 발견

되지 않는다고 연구자가 판단하는 시점에서 표본추출 작업을 중단하게 

된다 이 때를 범주의 포화상태 라고 한다 최흥. ‘ ’ (Strauss & Corbin, 1998; 

석 외 재인용, 2003 ).

현장에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명 중 명을 비상대책위원회     11 9

사람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전체의 입장을 대변함과 , 

동시에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의견을 모으고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산사태 발생 후 개월 이상 경과하면서 주. 6

민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정리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비상대책위원회 활동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에서 논의된 범주들이 명의 주민으로서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아파트 단1

지 주민들 간에 오랜 숙의기간을 거쳐 종합적 이고 분석적 인 성격을 띄‘ ’ ‘ ’

었다 따라서 이론적 표집절차에 비춰봤을 때 충분히 포화상태에 이르렀. 

고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고 연구자가 판단하고 

분석 작업을 실시하였다. 

인과관계도표 작성을 통해 전문가들이 위험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한 이후에는 인과관계도표에서 제시한 핵심 내용들

을 중심으로 연구 집단들에 대한 개방형 인터뷰를 실시하였다(node) .31) 

31) 결점 는 인과관계 도표에서 위험이 발생하기까지 인과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no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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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연구 참여자 선정은 눈덩이 표집 를 이용하여 ‘ (snowball sampling)’

표본을 수집하였는데 래미안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을 통해 인, 

터뷰 대상자를 추천을 받고 인터뷰를 마치면 연구 참여자를 통해 다시 

추천을 받는 방식으로 인터뷰 대상을 선정하였다. 

심층인터뷰는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전문가 모형에서 도. 

출한 인과관계도표와 비교하기 위해서 산사태 발생 원인에 대해서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산사태 예방을 위한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 “

까 와 같은 기본적인 질문은 하였지만 이외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별도?” , 

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인터뷰 방식은 연구 참여자. 

를 직접 방문하거나 방문 인터뷰가 어렵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전화 인, 

터뷰로 대체하여 실시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각각 시간 가량 진행하. 1 3～

였으며 연구 도중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 경우 추가 인터뷰를 실시하였, 

다. 

단계 인식격차 도출 및 위험 소통 해석4) 3 : 

단계에서는 전문가 모형과 일반인들의 인식모형 분석을 바탕으로 3

우면산 산사태에 대한 인식 격차를 확인하였다 인식 격차에는 산사태 . 

발생 원인과 대책에 대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의 인식이 반영되어

야 한다 이를 위해 앞서 두 단계에서 각각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의 인식 .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인과관계 도표를 도출한 것과 빈도분석을 실시한 

내용을 비교하였다 인식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근거이론에 . 

따라 심층 인터뷰 내용을 코딩하고 도출된 개념들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사건 들 중 주요한 내용으로 구성된 상자 를 말한다 인과관계의 구성방식(event) (box) . 
에 따라 의 성격은 원인 이나 결과 를 나타내기도 하고 속성을 따져보면 행위node ‘ ’ ‘ ’ , ‘ ’

나 사실 을 의미하기도 한다 의 도출은 설문조사를 거쳐 빈도분석으로 도출할 ‘ ’ . node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빈도분석과 질적 코딩을 통해 를 node
구성한다 본문에서는 앞으로 노드 라고 명명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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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내용은 모두 전사하고 인과관계도표의 코딩 목차 항목 산사(

태 발생원인 산사태 예방 및 복구방안 에 따라 질적 코딩을 실시하였다/ ) . 

이 때 기본적으로 산사태 발생원인과 산사태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은 전

문가 모형과의 비교를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전문가들이 산사태 분, 

석에 대한 내용과 우선순위가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이러한 . 

인식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를 위험 소통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일반인들, 

의 인터뷰 내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근거이론에 입각한 질적 코

딩을 실시하였다. 

질적 코딩은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순서로 실시한다 이는 , , . 

질적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 참여자가 인터뷰를 통해서 기술하는 언어, 

와 상황들을 연구 사례별로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비교함으로써 개념화하

는 과정이다 개념이란 개별적인 사건들과 그 밖의 현상 들에 붙여진 . ‘ ’ ‘ ’

호칭을 의미하고 범주란 개념들의 분류를 뜻하는데 개념들을 서로 비교, 

하고 유사한 개념들을 서로 묶음으로써 생성된다 최흥석 외( , 2003). 

개방코딩은 원자료 인터뷰 내용을 전사한 자료 를 면밀히 읽고 자료( )

에서 특정한 현상 개념 들을 찾아 이름을 부여하는 과정이다 이 때 유사( ) . 

한 개념들을 묶어서 범주화하는 절차를 거친다 개방코딩 이후에 실시하. 

는 축코딩은 개방코딩을 통해 분해했던 자료를 다시 조합하여 현상에 대

한 설명을 생성하는 과정이다 최흥석 외(Strauss & Corbin, 1998; , 2003 

재인용).

축코딩 패러다임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대상 또는 그 집단이 겪는 중

심적인 사건 또는 현상을 중심 현상 이라고 한다 이러한 중심 현상이 ‘ ’ . 

발생하는 데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인과적 조건 이라고 한다 현상이 ‘ ’ . 

발생하는 데 인과적 조건인 사건이나 행위들이 중심 현상에 영향을 미칠 

때에 존재하는 주변 여건이나 상황적 요소들은 맥락적 조건 으로 분류한‘ ’

다 이렇게 해서 발생한 중심 현상 들은 중재적 조건 들을 통해서 중심 . ‘ ' ‘ ’

현상에 대한 인식이 보다 강화되거나 완화된다 이러한 중재적 조건들을 , . 

거쳐 사람들은 현상에 대해서 반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행동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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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그러한 행위들을 작용 상호작용 이라고 한다 작용 상호작용 과정을 ‘ / ’ . /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과 로서 인식하는 현상이나 상태가 도출된다‘ ’ . 

축코딩까지 끝난 이후에는 마지막으로 선택코딩을 실시한다 선택 . 

코딩은 개방코딩과 축코딩 과정을 통해 정교화 된 범주들을 통합하고 정

련시키는 과정으로서 분석의 차원을 이론으로까지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김교헌 외 선택코딩에서는 일반적으로 핵심범주 이야기 개요( , 2009). , , 

경험의 유형화 상황 모형 등이 분석이 진행된다 홍현미라 외, ( , 2008). 

그림 질적 코딩 절차[ 7] 

출처 전남익 최은수: (2010)ㆍ

앞서 설명한 연구 단계별 진행은 그림 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다[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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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인간심리모형을 적용한 연구의 절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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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Ⅴ

 

전문가 집단의 위험인식 전문가 모형1. ( )

산사태 피해 발생 원인에 대한 위험인식1) 

전문가 모형을 도출하기 위해서 개의 신문 매체 조선일보 중앙일4 ( , 

보 한겨레 신문 경향 신문 와 개의 방송 매체 에서 년 , , ) 2 (MBC, KBS) 2011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우면산 산사태를 보도한 기사를 검색7 26 2012 3 31

하였다 우면산 산사태를 다룬 기사는 각각 조선일보 중앙일보 . 76, 44,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개였으며 이 중 단순히 32, 35, KBS 169, MBC 79

우면산 산사태 피해를 묘사하는 기사는 제외하고 산사태 원인 또는 대, 

응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분석이 포함된 기사들을 선정하였다.32) 

이러한 기준을 통해 총 개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선별하였다 조선110 (

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개 개67, 21, 12, 13, KBS 20 , MBC 9 ).33) 

기사 코딩은 크게 산사태 피해 발생 원인 산사태 피해 복구 및 대응방‘ ’, ‘

안 두 가지로 구성하였다’ .  

32) 피해지역 주민들이 기고를 통해 산사태 발생 원인과 정부의 대응방안을 놓고 하는   

주장들은 전문가 의견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전문가 모형. 

에서 말하는 전문가 는 산사태 기후변화 방재 분야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 (expert)’ , , 
가지고 있는 사람 교수 연구원 등 뿐만 아니라 서울시 서초구청 등 정책의사결정 ( , ) , 

집단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일반인들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또한 각 매체별 논. 

설이나 칼럼도 전문가 집단의 견해로 포함하였다.

33) 와 의 경우 방송매체의 속성상 피해 영상을 중심으로 보도가 많았으며 똑 KBS MBC , 
같은 내용을 시간대와 날짜를 다르게 해서 중복기사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신문매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분석대상 기사가 적었다 반면에 수. MBC ‘PD

첩 시사매거진 일요진단 에서 우면’(2011.09.06.), ‘ 2580’(2011.07.31.), KBS ‘(2011.08.07.)

산 산사태에 대해 별도로 집중보도하였는데 특히 일요진단 의 경우 자연재난과 KBS ’ ‘
인적재난 두 가지 입장을 대표하여 인하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진이 패널로 참

석하여 각각의 입장을 전달하였고 는 피해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집중하여 보, MBC

도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내용에 거의 다 포함되는 내용이므로 연구자가 분석.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검토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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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각 언론사별 관련 기사 대비 선정된 분석대상 기사[ 9] 

산사태 피해 발생원인은 그림 의 기후 재난을 구성하는 세 개 범[ 2]

주에 따라 구분하였다 이상 기상현상 및 기후변화 는 기후변화에 따른 . ‘ ’

집중 호우로 인한 항목이며 노출 부분에서는 난개발로 인한 피해와 태, ‘ ’ 

풍 곤파스 피해에 대한 복구 미흡 크게 두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취약성 항목은 우면산 자체에 자연적으로 내재한 취약성 항목과 이에 ‘ ’ 

대응하는 사회의 재난대응역량 차원에서의 취약성을 분류하였다.

노출 항목과 취약성 항목들의 분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할 필요‘ ’ ‘ ’ 

가 있다 에 따르면 노출 부문에 포함시킨 산사태 피해 발생. IPCC(2011) ‘ ’

원인들 공군부대 난개발 등 은 의미를 엄밀히 따지면 사람 건물 등이 ( , ) “ , 

이상기후에 노출되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놓여있는 상태 가 ”

아니라 노출에 따라 우면산 래미안 아파트가 악영향을 입게끔 위치 , ‘ ( ) 

짓는 조건들 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공군부대나 우면산 터널과 같은 ’ . 

구조물들이 이상 기상현상에 노출되면서 결과적으로 우면산 산사태를 일

으키거나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 . 

노출범주에 포함을 시키되 개념상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범주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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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노출 이 아니라 노출로 인한 악영향을 입을 수 있는 조건 이하 노“ ” “ ”( ‘

출영향조건 으로 범주 명칭을 수정하여 기술하였다’) .34) 

노출영향조건 항목에 속하는 공군 부대 의 경우 다른 요인으로 제‘ ’ ‘ ’ 

시한 난개발 항목으로도 볼 수도 있으나 산사태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 ‘ ’ ,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고 개발의 목적으로 공군 부대가 들어섰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별도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난개발 항목은 총 개 항목. ‘ ’ 3

으로 분류하였는데 생태공원과 산책길 조성과 같은 생태적 목적으로 개, 

발이 이루어진 것을 난개발 터널과 순환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거대 ‘ 1’, 

구조물 조성 사업을 난개발 우면산에 직접적인 개발은 아니나 산 바‘ 2’, 

로 아래에까지 주택 건설이 이루어진 주택건설에 대한 토지규제 부분을 

난개발 으로 각각 성격을 달리하는 항목을 분류하였다‘ 3’ .

취약성 항목의 경우 취약한 토질이나 나무 수종 과 같은 것들은 폭‘ ’ ‘ ’

우에 토양이 무너지기 취약한 특성을 제공한다는 것과 재난에 취약한 ‘

방재 시스템은 피해를 악화시키는 속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취약성의 항’

목으로 분류하였다 위에서 기술한 내용들은 표 과 같이 코딩 범주를 . [ 6]

나누고 각 항목에 포함되는 산사태 피해발생 원인들을 서술하였다.

표 산사태 피해 발생원인 분류[ 6] 

34) 노출로 인한 악영향을 입을 수 있는 조건 이라는 범주의 제목이 길기 때문에 이하  ‘ “ , 

논문에서는 줄여서 노출 영향 조건 이라고 기술하였다 분명히 일반적인 노출 개념‘ ’ . ‘ ’ 
과는 다름을 다시 한번 밝힌다. 

산사태 

피해발생

원인

극한 기상현상 및

기후변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 호우• 

노출영향조건

공군부대• 

난개발 우면산 생태공원 및 산책로 저수지 등1 ( , )• 

• 난개발 우면산 터널 및 강남순환 고속도로 건설 현장2 ( )
난개발 토지규제 없이 들어선 아파트 등 3 (• 

주택단지   )

기존 산사태 보수공사 처리미흡 태풍 곤파스( )• 

취약성
재난대응 시스템 및 대응역량 부족• 

재난경보시스템 재난인식 부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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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 분류 기준에 따라 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과 [ 7]

같다 이 때 전문가들이 산사태 발생 원인에 대해서 한 개 이상 진술한 . 

경우도 있는데 각각의 경우를 별도로 인정하여 빈도를 계산하였다 산사, . 

태 피해 발생 원인에 대해서 취약성 부분이 전체 산사태 피해 발생 원‘ ’ 

인의 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상 기후현상 및 기49% . ‘

후변화 부분이 를 차지했으며 노출 영향 조건 부분이 를 나타’ 27% , ‘ ’ 24%

냈다. 

표 산사태 피해발생 원인에 대한 전문가 분석[ 7] 

개별적인 피해발생 원인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난 ‘

대응시스템 및 대응역량 부족 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 (27.5%) ‘

우 가 가장 크게 피해발생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재난 대응시스템 ’(27%) . ‘

배수시설의 배수능력 부족• 

산사태에 취약한 뿌리가 얕은 아카시아 나무 수종 • 
• 우면산의 토질 구조 얇은 편마암 표층과 밑에    (

암반층   )

대항목 산사태 피해발생 원인 순위
빈도

비중( )

극한 
기상현상 및 

기후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2 47 (27%)

노출영향조건

난개발 우면산 생태공원 산책로 농장1( , , ) 5 12 (6.8% )

기존 산사태 보수공사 처리미흡 태풍 곤파스( ) 6 10 (5.7% )

군 부대 확장 및 군 부대의 배수불량 7 10 (5.7% )

난개발 토지규제 없이 들어선 아파트 등 3(
주택단지)

8 6 (3.4%)

난개발 2 우면산 터널 및 강남순환 고속도로 건설 현장( ) 10 3 (1.7%)

취약성

재난 대응시스템 및 대응역량 부족 1 48 (27.5%)

배수시설의 배수능력 부족 3 18 (10.3%)

우면산 토질 구조 4 16 (9.1% )

산사태에 취약한 뿌리가 얕은 아카시아 나무 수종 9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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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대응역량 부족 항목에는 재난 대응 책임 주체들의 구체적인 대응 요’ 

령 부족 재난 인식 및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 부족들이 포함되어 있다, . 

이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는 산사태 발생 직후에 서초구청과 산

림청 간에는 산사태 경보 문자 발송 여부를 놓고 책임공방이 있었는데, 

이러한 갈등양상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많이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에 대규모 재난이 있을 때 항상 있어왔던 지적 항목 중에 하나

이므로 이에 대한 문제인식은 전문가들 간에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항목이 산사태 피해 발생의 ‘ ’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나타났는데 서울시에서 우면산 산사태 결, 

과보고서 때 발표하였던 천재 라는 주장을 반영한다 월 일 산‘ ( )’ . 7 27天災

사태가 발생하는 날까지 일간 의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산사태가 3 500㎜

발생하는 월 일에는 서울지역 일 최고 강우량인 가 내렸다7 27 1 301.5 . ㎜

이는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평균 강우량이 가 내리는 것을 1,100 1,400～ ㎜

감안했을 때 하루 동안 년치 강우의 가량이 내린 것이다1 25 30% .～ 35) 

연구 과정 중 전문가들과의 인터뷰에서도 모든 전문가들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 요인이 가장 크다고 지적한 것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뒷

받침한다. 

그 외 다른 이유들은 대체적으로 고르게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

다 세 번째 가장 높은 이유인 배수시설의 배수능력 부족 은 난개발과  . ‘ ’ 

관련이 있는데 산책로 및 생태공원 터널 등을 조성하면서 기존의 물길, 

을 막고 이를 대체하는 배수관과 배수시설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질학적 측면에서는 우면산의 지질이 기본적으로 산사태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산사태 발생 원인 분석 시에는 토질학. 

35) 기상청이 년부터 년까지의 강우량 평균값을 계산한 자료로서 이 중  1971 2000 , 50～

가 여름철에 내리는 특성을 감안하면 여름철 평균 의 절반 가량이 하60% 600 700～ ㎜

루 동안에 내렸고 산사태가 있기 전 일 동안에 여름철 평균 강우량 전체가 내린 것, 3
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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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토양이 얼마나 산사태 발생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가 주

로 고려된다 토석류 산사태 발생 및 거동을 함수로 구성하면 유체기반. 

의 특성 계곡 지형 산의 경사 산 지표면의 거칠기 등이 변수로 작용한, , , 

다 국립방재연구원 우면산의 경우 산 하부에서 산 정상으로 갈수( , 2011). 

록 경사가 높으며 과거에도 산사태 발생 이력으로 인한 두꺼운 붕적, 

층36) 붕적층과 기반암 사이의 점토층 얕은 토층이 붕괴원인으로 지목되, , 

었다 난개발로 인한 항목들은 전체 가량을 차지하였는데 이 중 생. 10% 

태공원과 산책로 조성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다 조성된 시설들이 물. 

길을 막고 토양층을 약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였다.

군부대 확장 및 군부대의 배수불량 항목과 관련해서는 논란의 여 ‘ ’ 

지가 많았다 산사태가 발생한 다음 달인 년 월 일에 우면산 산사. 2011 8 1

태 합동조사단은 산사태는 산 정상에 위치한 군부대에서 시작했을 가능“

성이 있다 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37)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강 

하게 반발하였는데 추후 조사단은 다시 발표를 통해 군부대 영향은 미, “

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고 단정하였다 따라서 군부대가 산사태 발.” . 

생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원인을 단정하지 않았으

며 연구를 통해서 밝혀야 하는 부분으로만 한정지었다, .

우면산의 아카시아 나무 수종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는데 아카시, 

아 수종의 뿌리가 굵고 깊게 들어가는 나무 수종이 아니라 옆으로 퍼지, 

는 수종이여서 토양을 지지하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 

이에 대해서도 뿌리가 얕은 수종의 경우 옆으로 뻗어서 토양을 지지하는 

그물망 효과 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나무 수종이 정확히 어떠한 ‘ ’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되지 않았다. 

36) 붕적층은 중력에 의하여 생성된 토양퇴적층을 말하며 모난 암석편으로 구성되고 입 

자의 분급이 일반 충적층에 비하여 약하다 기존에 발생한 산사태로 인해서 붕괴되어 . 

퇴적된 지층을 말한다.

37) 조선일보 군부대 부근에 산사태 흔적 그런 흔적 찾아봐도 없더라 합동 , 2011.8.2. “‘ ’...‘ ’ 
조사단 국방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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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피해 대응에 대한 위험 인식2) 

산사태 피해 발생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한 데이터 코딩에서는 구조

적 대응방안과 비구조적 대응방안으로 분류하였다.38) 우면산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구조적인 대응들로 사방댐을 설치하거나 기존 배수시설, 

들의 배수용량을 키우고 추가 배수로를 설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비. 

구조적인 방법으로는 재난 대응 시스템 개선이나 기후변화와 재난발생에 

대한 예측 시스템 개발 재난 대응 시나리오 등 훈련과 교육방법들을 제, 

안하였다 표 참고([ 8] ). 

표 산사태 피해 대응방법 분류[ 8]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라 기사 분석을 통해 전문가들의 인식 결과는 

표 와 같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조적인 대응 방안이 전체[ 9] . ‘ ’

의 를 차지하였고 비구조적인 대응 이 전체의 를 차지하여 비구41% ‘ ’ 59%

조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각 항목 별로 살펴보면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이 가장 높게 ‘ ’(40%)

나타났다 통합재난관리 시스템의 구축은 기존까지 재난 관련 업무를 지. 

38) 방재 정책 분야에서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댐 건설이나 배수로 정비와 같이 구조 
물의 재정비나 건설을 통한 문제해결 접근을 구조적 대응 접근 또는 방법 이라고 지‘ ( )’

칭하며 재난 예측 시스템이나 재난대응 시나리오 작성 및 교육과 같이 제도개선과 , 

인식전환을 통해 피해받는 주체들의 대응역량을 개선하는 방향의 접근을 비구조적 ‘
대응 접근 또는 방법 이라고 한다 정주철 외( )’ ( , 2007). 

산사태 

피해대응

방안

구조적 대응방안
사방댐 등 구조물 설치• 
• 배수역량 확충 배수관로 확장 배수로 준설 추가설치( , ,  )

산림 간벌• 

비구조적 

대응방안

• 재난대응시스템 구축기상예측 고도화 통합재난관리 등( , )

토지이용규제 등 재난을 고려한 도시계획• 

재난 대응 매뉴얼 제작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 

산사태 발생의 정확한 원인 분석• 
온실가스 감축• 

풍수해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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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별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대응해 오던 것을 일원화 시키고 재난 발생, 

을 예방하기 위한 이상기후 및 취약지역 감지 시스템 도입 재해지도 작, 

성 및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대책과 실제 재난 대응을 위한 시나리오 작

성 재난 후 처리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 등을 모두 포함한다, . 

이 중 기상 관측예보 시스템의 고도화나 재해지도의 작성과 같은 ․

대안은 재난에 대한 예방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시대에 ,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 제안의 성격을 띤다 구조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 

비구조적인 차원에서의 대응 마련에 대한 견해가 많았다는 것은 빈번해

지는 기후재난에 대한 사회의 역량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사방댐 등 구조물 설‘

치 배수관의 배수 처리용량 확충 으로 구조적인 접근 방’(21.3%), ‘ ’(13.3%)

식이다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 최종보고서에서도 복구방안으로 사방시. 

설 설치를 통해 흘러내리는 토사 전석 등을 차단하고 소규모 산사태 발, 

생 구간의 경우는 사면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이용한 기슭

막이 공법을 적용하는 등 사면보강 공법을 적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산림 간벌의 경우 우면산 산사태 발생 시 산에 방치된 잡목들이 모‘ ’

두 떠내려 와 피해가 가중 되었던 것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간벌하도록 

하고 토지이용 규제 등의 도시계획 은 동일한 비율로 대안으로 제시되, ‘ ’

었다 온실가스 감축과 풍수해 보험 가입 은 산사태 피해의 원인이 근. ‘ ’ ‘ ’

본적으로 기후변화라는 전제 하에서 나온 것으로 각각 건씩 밖에 되지 1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산사태 발생 원인에 있어서 집중호우를 가장 많

이 지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집중호우 현상을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생각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재난에 대한 대응에 . 

있어서 기후변화를 하나의 변수 로 고려하기보다는 상수 로 인식하기 때‘ ’ ‘ ’

문에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이상기상 현상의 감소노력보다는 기후변화를 

전제하고 이에 맞추는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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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산사태 피해대응에 대한 전문가 분석[ 9] 

분 류 산사태 피해대응 방법 순 위
빈 도

전체 대비 (

비율)

구조적

대응방안

사방댐 등 구조물 설치 2 16 (21.3%)

배수역량 확충 3 10 (13.3%)

산림 간벌 등 정비 5 5 (6.6%)

비구조적
대응방안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기상예측 고도화 통합재난관리 ( , 

등)
1 30 (40%)

재난 대응 매뉴얼 제작 및 교육 커뮤니케이션, 4 6 (8%)

토지이용규제 등 재난을 고려한 도시계획 6 5 (6.6%)

산사태 발생의 정확한 원인 분석 7 1 (1.3%)

온실가스 감축 노력 8 1 (1.3%)

풍수해 보험 가입 9 1 (1.3%)

인과관계 도표 작성3) 

산사태 발생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한 전문가 인식 분석을 기초로 해

서 인과관계 도표를 도출하도록 한다 우면산 산사태 발생 사건을 중심. 

으로 왼쪽에는 산사태 피해발생 원인을 오른쪽에는 산사태 발생 후 대, 

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산사태 발생 원인 부문은 앞서 코딩에서와 같이 . 

이상기상현상 및 기후변화 노출영향조건 취약성 항목을 도표 상에 ‘ ’, ‘ ’, ‘ ’ 

배치하였고 산사태 대응 부분에서는 구조적 방식 과 비구조적 방식 을 ‘ ’ ‘ ’

크게 도표 작성의 틀로 배치하였다.39)

39) 인과관계 도표는 인간심리모형에서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의 위험 인식 구조를 시각적 

으로 보여주는데 효과적인 도구이지만 아직까지 이것을 계량화해서 표시하는데 있어

서는 한계가 있다 인간심리모형을 실질적으로 개발한 과 대. Morgan Carnegie Mellon 

학교의 연구팀은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과관계 도표를 작성하였으나“Analytica” , 
이것 역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성하지만 계량적인 데이터를 입력해서 결과를 산출하

는 방식이 아니라 연구자가 코딩을 통해 도출한 값들을 도출하고 이것을 입력하는 수

준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전적으로 연구자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Morgan et al., 2002) 
에 대해서 분석하고 개념화하여 도표로 작성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도표의 작성 방식. 



- 68 -

연구자는 언론매체 분석을 통해서 산사태 발생 원인들의 계층과 상

호 인과관계를 검토하여 개념적인 인과관계 도표를 작성하였다 작성한 . 

인과관계 도표를 기후변화 토목 산림 분야 전문가들 명에게 이메일 발/ / 10

송하여 인터뷰에 응할 수 있는지 의사를 물은 후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전문가 명과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명의  3 . 3

전문가들로부터 인과관계 도표 내용에 대한 견해를 들은 후 이를 바탕으

로 인과관계 도표를 수정하고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40)  

표 인과관계 도표 평가 및 인터뷰 참여 전문가 개요[ 10] 

순 번 구 분 소속 기관 직 책 분야 세부분야/

1 전문가 1 대학교 교 수 토목공학 수공학/

2 전문가 2 대학교 교 수 토목공학 지반공학/

3 전문가 3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 토석류 및 재난관리

인터뷰를 실시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첫째 모두 인재적 , 

요소와 천재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산사태가 발생하였다고 주장

하였다. 

유형 에 대해서 연구내용에서 언급한 결합 방식 등을 설명하고는 있으나 작성시 ( ) “ ” , 

각 항목인 노드의 성격에 따른 모양이나 노드 간 관계에 대한 화살표 처리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침 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심리모형과 인과관계도표를 (protocol) . 
제시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고 활용하였다. 

40) 국립대학교와 국책 연구기관들 중 산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토목공학 지반 , 

공학 기상학 방재 부문 전문가들을 선정하였다 전문가들에게 이 연구 취지를 설명, , . 

하고 우면산 산사태에 대해 작성한 인과관계 도표를 첨부파일로 보냈다 인터뷰에 응. 
하지 않겠다고 메일 회신이 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일을 보냈던 분들께 모두 다시 

전화를 걸어 인터뷰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명에게 이메일을 . 10

보내서 명이 인터뷰에 응해서 의 낮은 응답율을 보였다 인간심리 모형 연구에3 30% . 

서 전문가 면담은 인과관계 도표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데 자문을 받는 절차에서 진
행되는데 별도로 인원구성이나 응답율에 대한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 . 

는 신문과 매체를 통해 전문가 인식을 취합했기 때문에 실제 전문가들과 면담을 TV , 

통해 전문가들의 과학기술적 관점에서의 인식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전
문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전문가 면담의 수와 응답율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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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원인이 이면 은 천재에요 이게 인재가 아니고“ 100 7~80 . ...”         

전문가                                                      ( 1)

“똑같은 동일한 강우사상으로 봤을 때 아마 우리나라 어느 산이라 , 

이 정도로 비가 많이 오면 산이 파괴 산사태 가 될 수 있어요( ) .”          

                                                    (전문가 3)41)

그리고 산사태 원인을 천재 인재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경계/

하면서 언론이 이를 너무 흑백논리로 가져간다고 비판하였다 그렇지만 . 

인재로서의 측면보다는 집중호우의 정도로 봤을 때 산사태의 발생은 언

제든지 가능했으며 산사태 발생에 대한 예방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보았

다 산사태 발생 원인으로 집중호우 그리고 그러한 집중호우에 취약한 . , 

토양 구조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였다. 

두 번째 천재로서의 요인인 집중 호우로 인해 산사태에 취약해질  ,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하였으나 집중 호우가 기후 변화 때문인지에 대해

서는 회의적인 의견을 개진하였다. 

토석류에 의해서 무너진 것은 집중호우에 의한 영향이 크지요“ ( ) ...

중략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변동 단계 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 ’ .”

전문가                                                 ( 1)

기후변화에 대해서 회의적인 이유는 기후변화라고 단정 지을 수 있

는 판단 준거가 국가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후변화가 . 

논의되기 전에도 우리나라는 국지적 호우나 특급 태풍에 의한 풍수해가 

자주 있었던 편이기 때문에 이를 특별한 경향성을 지닌 현상으로 규정하

41) 인터뷰 내용을 직접 인용한 부분에서 괄호 안에 서술한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 중 대 
화를 개별적으로 가져오는 과정 중에 정확한 맥락 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자가 

표시한 내용이다 이 과정 중에 연구자가 해석을 유도하는 경우를 최대한 막기 위해. 

서 맥락상 파악이 어렵거나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삽입, 
을 자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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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기후변화라고 하기에

는 판단 근거들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우면산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이 산사태 발생의 원인이라는 데, 

대해서는 신중론을 주장하였다. 

일반 언론에서 나온 난개발에 대한 이야기는 검증이 필요 없는데“ ( ) ...

이걸 가지고 전문가 검증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난처한 부분이다.”         

전문가                                                        ( 1)

이게 산사태가 났으면 뭐 터널 그런 게 있는 데는 다 산사태가 났게“... ?

 그거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전문가 .” ( 2)

공군부대와 우면산 터널 순환고속도로가 우면산 토양의 취약성에 , 

얼마만큼 악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즉 학문적. 

으로 과연 우면산에서 이루어진 개발행위들이 우면산의 토양과 배수상태

에 악영향을 미친 정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

문에 언론에서 의혹 제기 수준 이상으로 실제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우면산 산사태의 원인과 처방에 대해서 다양

한 조언들을 해주었는데 분석 내용은 아래 표 과 같이 정리할 수 있, [ 11]

다.      

표 인과관계 도표 및 우면산 산사태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 종합[ 11] 

사례 산사태 발생 원인 산사태 대응방안

전문가 1

우면산 식생 변화로 인한 지반 ․

약화 가능성  

․공군부대 우면산 터널 산책로 등이, , 
지반약화에 대한 입장 보류  

증명된 바 없음  ( )

집중호우가 기후변화 현상 때문․

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우면산 나무 수종 변경․

배수로 정비․

사방댐 건설은 산의 에너지를 ․
높이기 때문에 반대  

사면 붕괴가 왜 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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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전문가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우면산 산사태에 대한 전

문가 인과관계 도표를 수정하여 그림 과 같이 최종 확정하였다 전문[ 10] . 

가 집단의 인식 특징은 우면산 토양이 산사태에 취약한 구조라는 것과 

집중호우로 인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산사태원인조사단, 

의 결과와 동일하다. 

그러나 전문가 인식 부문에서 특징적인 것은 기후재난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노출영향조건 부문의 요인들이 산사태 피해를 초래한 원인으‘ ’ 

로 인정하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웠다는 부분이다 산사태라고 하는 자연. 

재난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이상기상현상 노출영향조건 취약성 항목‘ ’, ‘ ’, ‘ ’ 

들을 모두 갖추어야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 집중호우와 취약성 부분의 . 

경우 단기적인 현상이거나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사가 용이하나 상대적으로 노출영향조건 항목은 시기적으로 이미 개, 

발이 끝나서 개발 전과 후에 대한 비교가 어렵고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이 광범위해서 난개발이 직접적으로 토양 약화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

는지 계측하기가 어렵다. 

전문가 2

산사태는 천재로서의 성격이 ․
더 강함  

태풍 곤파스 때 보강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음  

공원 개발 등이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 산사태 원인 제공  . 

․공군부대 터널에 대한 원인주장은, 

근거 없으므로 반대  

산사태 발생 원인규명에 대한 ․
  반대 입장 원인규명을 철저하게 할(

시간이 없음 대응이 우선  . )

산사태 발생 원인과 책임 추궁․
보다 대응 방안 마련에 중점  

친환경적인 보강공사 필요함․

국립공원 휴식제 실시․

전문가 3
집중호우에 의한 산의 파괴․
  국내 어떤 산도 대부분 파괴될 것임( )

사방댐 설치가 산사태 방지에․

빠르고 직접적인 효과  , 
재난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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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인과관계 도표 전문가 집단[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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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들의 위험인식 일반인 모형2. ( )

산사태 피해 발생 원인에 대한 위험 인식1) 

주민들에 대한 인식조사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진행하였다 차적으. 1

로 산사태 피해발생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한 응답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

시하고 차적으로 근거이론 연구방법에 따른 코딩을 통해 피해주민들의 , 2

인식을 분석하였다. 

예비 인터뷰 결과 인터뷰 대상 선정에 반영한 것은 크게 두 가지였

다 첫째 래미안 아파트 거주민들을 똑같이 산사태 피해주민 으로 묶어. , ‘ ’

서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연구 초기에는 아파트 공용 시설인 중앙 . 

분수대 광장과 조명 전기 시설 피해가 주민들에게 공통적으로 있었기 ,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산사태 위험에 대한 인식을 것이라, 

는 전제로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 

사전 인터뷰 결과 개별적으로는 피해가 거의 없었던 동에 살았던 연106

구 참여자는 산사태 피해와 위험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다 따. 라서 아

파트 주민별로 피해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심층 인터뷰 

대상은 피해가 집중된 동과 동 주민으로 한정하였다102 103 .

둘째 아파트 소유 여부 자가 전세 여부 도 인터뷰에서 반영하였다, ( / ) . 

전세 입주자는 산사태 위험에 대해 보유 자산의 가치 하락에 영향 받지 

않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이주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가 보유자들, . 

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연구의 안정성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

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또는 했던. ( ) 

연구 참여자들을 인터뷰 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 비상대책위원회. 

는 각 동별 대표들과 입주민 중 산사태와 관련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

성되는데 동 대표는 자가 보유자들만 할 수 있었으므로 모두 자가 주택 , 

보유자들만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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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심층 인터뷰 주민 기본정보[ 12] 42)

전문가 모형 분석 시 사용한 코딩 기준에 맞춰 일반인들에 대한 빈

도 분석을 실시한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과  같다 산사[ 13] . 

태 피해 발생 원인을 영역별로 구분해 봤을 때 이상기상현상 및 기후변‘

화 부문이 취약성 부문이 노출영향조건 부문이 를 차’ 14%, ‘ ’ 20%, ‘ ’ 66%

지하여 노출영향조건 항목에 대해서 산사태 피해 발생 원인을 지목하는 ‘ ’ 

인식이 많았다. 

42) 산사태와 관련하여 비상대책위원회는 별도로 기수를 구분하여 활동하지는 않는다 . 

아파트 단지에 동별 동대표는 명씩 임명직으로 선발되는데 자가 보유자들 중에서 1 , 

순환하여 일정 기간 임기를 수행해야 한다 최초 비상대책위원회는 산사태 발생 직후 . 
동별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선발을 통해 구성되었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은 . 

별도의 급여를 받거나 하지 않고 강제력이 없이 주민들의 봉사활동 개념으로 이루어, 

진다 따라서 산사태 대응 과정 중에 복구 비용 부담 법적 대응에 대한 주민들 간  . , 
이견으로 인해 일부 마찰이 있어서 그만둔 경우가 존재하였다. 

순번 성명 나이 성별
전세 자가/
거주 동( )

기타 사항

1 주민 1 대20 여
전세

동(106 )
동 거주 사전 인터뷰 대상106 ( )

2 주민 2 대70 남
자가
동(102 )

비대위 활동前 

3 주민 3 대50 남
자가

동(104 )
비대위 활동前 

4 주민 4 대50 여
자가

동(103 )
비대위 활동

5 주민 5 대70 남
자가

동(103 )
비대위 위원現 

6 주민 6 대40 여
자가

동(103 )
비대위 활동 참여

7 주민 7 대50 남
자가

동(103 )
비대위 참가 고문 역할( )

8 주민 8 대60 여
자가

동(103 )
동 동대표 비대위 회원103 , 

9 주민 9 대60 남
자가
동(103 )

동 주민 비대위 활동 없음103 ( )

10 주민 10 대60 남
자가

동(103 )
동 주민 비대위 활동 없음103 ( )

11 주민 11 대70 남
자가
동(103 )

비대위 위원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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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산사태 피해발생 원인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13]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산사태 피해발생 원인에 대해 피해 주민

들은 산 정상의 군 부대가 초래하였다는 인식 이 가장 높게 나타(22.8%)

났다 군부대 책임설 은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언론을 통. ‘ ’

해서 의혹이 제기되었다가 국방부가 적극 해명하면서 무마 되었으며 합

동 조사단의 공식 발표에서도 우면산 정상의 공군부대는 직접적인 영향“

을 끼치지 않았다 고 밝혔다.” .43) 

반면에 래미안 아파트 피해 주민들은 인터뷰 결과 군 부대가 애초 

산사태가 발생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확정적으로 

언급하였다. 

43) 조선일보 우면산 산사태는 인재 아닌 천재지변 서울시 원인조사단 결론  , 2011.9.16. “ ” 

공군부대와는 상관없다 우면산 산사태 원인 결과보고서는 비공개 결정이 되었으“ .”. 
며 년 월에 나온 결과보고서 요약본에는 공군부대에 관한 언급은 찾을 수 없다, 2011 9 . 

대항목 산사태 피해발생 원인 순위
빈도

비중( )

극한 

기상현상 및 

기후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3 5 (14.3%)

노출영향조건

군 부대 확장 및 군 부대 배수불량 1 8 (22.8%)

난개발 우면산 생태공원 산책로 농장1( , , ) 2 7 (20.0%)

난개발 2 우면산 터널 및 강남순환 고속도로 건설 현장( ) 4 5 (14.3%)

난개발 토지규제 없이 들어선 아파트 등 3(

주택단지)
10 1 (2.8% )

기존 산사태 보수공사 처리미흡 태풍 곤파스( ) 6 2 (5.7% )

취약성

재난 대응시스템 및 대응역량 부족 5 3 (8.6% )

우면산 토질 구조 7 2 (5.7% )

배수시설의 배수능력 부족 8 1 (2.8% )

산사태에 취약한 뿌리가 얕은 아카시아 나무 
수종 

9 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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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가서 사진을 한번 찍어 봐요“... . 

이렇게 중략 이건 주민들도 말할 것도 없어 이건 보면 군부...( ) . (

대가 산사태 원인이라는 것은 다 아는 것이에요 주민) .”(  4)

산사태가 나고 뒷수습을 하러 밖으로 나갔는데 어떤 분이 군부대 “ , 

쪽에서 탱크가 저수조가 터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 인사세요( ) . .

그 분이 무의식 중에 말씀을 하신 줄은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도 ...

산에 올라가서 보고 이야기 하는 것이 다 군부대가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주민 .”( 5)

주민들이 공군부대가 산사태 발생의 원인이라고 확신하는 데에는 크

게 두 가지 요소가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로 산사태 발생 . 

원인에 대한 비공식적 경로를 통한 정보 습득이다 산사태 발생 직후에 . 

래미안 아파트 현장을 방문한 한 정부 관계자는 산사태 발생은 공군부“

대에서 시작되었다 고 언급하였고 이를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들었다고 .” ,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공군부대가 산사태를 초래한 원인인지에 대. 

한 논란이 일다가 산사태 조사단의 공식 결과발표를 통해서 공군부대는 

산사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런데 산사태가 발생한 이듬해인 년 월 일에 산사태 복구공2012 3 20

사에 대한 서초구청장과 주민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서초구청장은 공군

부대가 산사태의 원인이라는 피해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 공군부대에“(

서 산사태가 시작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고 거듭 대답하며 고개) . .”

를 끄덕였고 군부대 자체적으로 복구 공사를 진행 중 이라고 구청 직, “ ( ) ”

원을 통해 다시 확인하였다.44)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서 피해주민들은 더 

욱 산사태 원인을 공군부대가 제공한 것이 맞지만 서울시와 국방부 간‘

에 산사태 발생 원인에 대한 일종의 논의가 있었을 것 사례 이라고 ( ) ’( 11)

생각하며 공군부대가 산사태 발생의 원인이 아니라는 조사단 발표를 불

신하였다.

44) 조선일보 산사태 공군부대 때문 맞다 서초구청장 동의 논란 산 정상  , 2012.3.20. “‘ , ’ , 
공군부대 영향 없다던 작년 서울시 발표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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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주민들은 공군부대가 산사태 원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있어서 , 

개인적인 경험들을 주로 활용하였다 인터뷰에 응한 주민들은 대부분.  나

이가 대 이상이었는데 래미안 아파트 지역에서 년에서 많게는 년 50 5 10

이상 거주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매일같이 우면산을 등산해서 산을 잘 . 

알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공군부대가 배수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아, 

서 연병장 운동장 에 고여있는 물이 한꺼번에 쏟아졌고 이것이 산 중턱‘ ( ) , 

의 흙을 무너뜨리면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고 주장했다 또 산사태가 발.’ . 

생한 직후에 군부대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었

으나 거기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곳 에 비닐을 덮고 복구공사를 해서 , “ ( )

마치 원인이 없었던 것처럼 했다 주민 고 하여 군부대가 책임을 부( 11).”

인하기 위해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산사태 피해발생의 두 번째 원인으로 우면산 생태공원과 산‘

책로 조성 을 이유로 꼽았다 네 번째 원인인 우면산 터널과 순’(20.6%) . ‘

환고속도로 건설 을 포함하면 난개발로 인한 항목이 전체의 ’(14.3%)

를 차지한다 개발행위로 인해 우면산의 물줄기가 바뀌었고 길을 34.9% . 

포장하고 나무를 베어내서 산의 배수 능력이 떨어졌다고 인식하였다 그. 

리고 이러한 생태공원과 산책로를 우면산에 많이 만든 이유는 자치단체

장들이 주민들로부터 표를 얻고자 하기 때문이고 공무원들은 이러한 단, 

체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길을 정비하고 확장한다고 주장

하였다.

우면산 터널과 순환고속도로 의 경우에는 지반을 뚫는 발파 과정에‘ ’

서 토양이 약화되어 산사태의 빌미를 주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런 것들 개발 사업 로 인해서 산이 흔들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 ( )

지표가 흔들리게 되니까 지반이 약해질 수 밖에 없지요 주민 .”( 3)

비가 와서 물을 잔뜩 먹었는데 터널 뚫는다고 폭탄을 먹어서 흔“ ( ) 

들어 제끼니까 이것이 사태가 촉진 촉발 된거 아니에요 이게 단단히, ...

있었으면 이게 됐을 것인데 괜찮았을 것인데 주민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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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이 산사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직관적이었

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우면산 지역을 개발하면서 폭탄으로 발파. 

작업을 진행하고 터널을 뚫음으로써 지표가 흐물흐물해졌다고 주장하, ‘ ’

고 이것이 산사태의 빌미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렇게 취약해. 

진 토양은 집중호우에 의해서 산사태가 발생하기 쉽게 되었다고 이해하

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요인은 산사태 피해발생 번째 원인으로 ‘ ’ 3

지목되었다 이 연구에서 산사태를 기후재난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 

주민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를 산사태 발생 원인으로 보느냐는 ‘ ’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그러나 래미안 아파트 피해 주민들은 집중호우를 . 

산사태가 발생한 주요 이유로 인식하지 않았다.  

다른 이유들과는 다르게 총 회의 언급 중 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5 2 “

집중호우가 산사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

고 반구조화 된 질문지를 통해서 연구자가 물어보았을 때 집중호우도 ‘

이유가 있다 라고 긍정하였고 다른 번의 경우에도 집중호우 가 있었음.’ , 3 ‘ ’

을 전제하였지만 우면산에 대한 관리 부실을 더 큰 이유로 언급하였다. 

물론 기후변화도 이유가 있지요 하지만 집중 호우 같은 것들은“...( ) . ( ) 

이미 예고가 된 것이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대비를 안한 거지요, 

잘 대비를 안해서 문제가 생긴 거지요 주민 ( ).”( 2)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집중호우 측면은 사전에 비가 많이 올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놓고 이에 대한 관리 소홀을 인재 , 

측면으로 해석하였다 반면에 우면산의 토질 이나 나무들의 수종. ‘ ’ ‘ ( )’樹種

과 같이 우면산이 원래 산사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취약한 속성에 대

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공군부대 생태공원 우면산 터널과 같은 . ‘ ’, ‘ , 

난개발 과 같은 항목들은 관찰이나 경험을 통해서 주민들이 잘 알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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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반면에 우면산의 자연적 취약성에 대해서는 주민 인식이 낮았다. 

토양이나 식생과 같이 당장 그 특성을 알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주

민들이 잘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산사태 피해 대응에 대한 위험인식2) 

산사태에 대한 대응 측면에 있어서는 원인에 대한 주장과는 달리 의

견을 많이 내지는 않았다 산사태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우면산이 개발. 

되어 변화된 것들을 주민들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를 산사태

에 미친 악영향 배수 불량 토양 약화 으로 연결시켜서 이해하였지만 산( , ) , 

사태 복구 공정과 산사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필요한 제도적 사항들

에 대해서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산사태 복구과정 전반에. 

서 주민들이 배제되고 토목공사를 중심으로 복구가 이루어져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산사태 피해복구 대책에 대해 복수응답을 허용하고 진행한 

인터뷰에서 피해주민들이 응답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응. 

답 중 구조적 대응은 사방댐 등 구조물 설치 배수역량 확충으로 총 ‘ ’, ‘ ’

를 차지했으며 비구조적 대응방법은 재난 대응 매뉴얼 제작 토지36% ‘ ’, ‘

이용 규제 등 재난을 고려한 도시계획 산사태 발생의 정확한 원인분’, ‘

석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이 있으며 를 차지했다 앞서 전문가 모’, ‘ ’ 64% . 

형에서 언급이 되었던 산림간벌 온실가스 감축 노력 풍수해 보험 가‘ ’, ‘ ’, ‘

입 은 언급되지 않았다 표 참조’ ([ 14] ).

표 산사태 피해대응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14] 

분류 산사태 피해대응 방법 순 위
빈 도

전체 대비(  

비율)

구조적 사방댐 등 구조물 설치 1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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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대응방법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사방시설 설치의 필요성 을 두 번 언급하였다 사‘ ’ . 

방시설의 설치 주장이 많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이미 복구공사로 사방사

업이 현재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면산에서 현재 진행되고 . 

있는 사방 공사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더 컸다. 

그리고 사방사업이 과연 계획성 있게 하는 것인지 정말 의문스러“...

워요 주민 .”( 2)

그냥 댐을 사방댐을 만든다는 것만 들었어요 근데 사방댐이 얼마나“ , . 

타당한 방법으로 만들어지는지는 잘 몰라요 주민  .”( 5)

복구공사가 산림 토목을 하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전체

적인 공정에 대해서 피해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회가 없다 따라서 . 

주민들은 사방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만 어렴풋이 들어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러한 공사가 어떠한 ,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실정이다. 

두 번째로 배수역량 확충은 산사태 발생의 원인으로 배수시설 부족, ‘ ’

이 언론 등에서 많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공군 부대 잡목 방치와 연결하, 

여 우면산의 배수불량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배수능력 확충과 . 

관련해서는 기후변화의 변동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

대응방안
배수역량 확충 2 2 (18%)

산림 간벌 등 정비 7 0 (0%)

비구조적 

대응방안

재난 대응 매뉴얼 제작 및 교육 커뮤니케이션, 3 2 (18%)

토지이용규제 등 재난을 고려한 도시계획 4 2 (18%)

산사태 발생의 정확한 원인 분석 5 2 (18%)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기상예측 고도화 통합재난관리 등( , )
6 1 (9%)

온실가스 감축 노력 8 0 (0%)

풍수해 보험 가입 9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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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수장을 년 주기 년 주기 년 주기 중에 어디에 맞추냐“ 50 , 100 , 150

는 건데 주민 ...”( 8)

재난대응 매뉴얼과 관련해서는 연구자가 어떻게 산사태에 대응을 “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왔는데 다수의 ?”

피해 주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른다 주민 개인적으로 “ ( 6).”, “

대응할게 뭐 있느냐 주민 주민 와 같이 소극적인 대답을 주로 하였( 2, 5)”

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일본의 재난 매뉴얼을 직접 소개하면서 한국. 

도 재난 매뉴얼을 갖출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재난 . 

대응 시스템 부분에서도 일원화된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함

께 언급하였다.

토지이용과 관련해서는 그렇다면 애당초 아파트를 이런데다 지으면 “

안되지 주민 라고 언급하면서 산사태 등 재난 취약 지역에는 주택 건( 5).”

설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하였다. 

인과관계 도표 작성3) 

피해 주민들의 산사태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 도표의 가장 큰 특징은 

노출영향조건 부문을 산사태 발생의 주요 이유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 ’ 

다 노출영향조건 부문은 주민들이 우면산 지역을 산책하거나 등산하면. 

서 계속 관찰해 왔던 부분으로 기존에 자신의 아파트 지역에 발생하지 , 

않았던 산사태가 발생한 이유를 우면산에 기존과는 다른 변화가 생겼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 피해주민들의 인과관계 도표가 시나리오 방식 에 의‘ ’

해 작성되었다는 점이다 자연 재난으로 발표한 서울시의 조사를 불신하. 

는 주민들은 그들의 인재 주장에 대한 합리성을 도출하기 위한 방식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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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경험적인 사건들을 순차적인 인과관계로 기술하는 특징을 보였다. 

사방에 우면산을 흔들어 놨어요 중략 흙이 흐물흐물 된거죠“ ...( )... ...

중략 공군부대에서 벙커에 비가 많이 왔으니까 찼잖아( )... .45)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쏵 쏟아지니까 다 흙이 내려온거라 하더라고요 한꺼번에( ) . 

붓는 거하고 살살살 붓는 거하고 틀리듯이 주민 ...”( 7)

위 인터뷰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해 주민들은 먼저 터널 공사 

등으로 인한 발파작업으로 토양을 흔들어 제껴 흐물흐물 약해진 상태‘ ’ ‘ ’ 

에서 집중호우로 공군부대에 물이 많이 고여 있던 것이 한꺼번에 터지면

서 약해진 토양 위에 한꺼번에 들이부었기 때문에 산사태가 발생하였다‘ ’ 

고 기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를 통해 산사태 발생 원인을 설. 

명하면서 그들이 래미안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해오면서 변화를 관찰해왔

던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증거 하였다.  

이러한 피해주민들의 인식을 반영하여 인과관계 도표를 그림 과 [ 11]

같이 작성하였다. 

45) 연구 참여자와의 인터뷰를 할 때 공군부대에 배수가 잘 안되서 고여있는 물이 한꺼 

번에 터졌다는 설명을 하면서 물 탱크 운동장 저수지 벙커 와 같이 일치되지 않‘( ) ’, ‘ ’, ‘ ’, ‘ ’
은 표현들을 사용하였다 그러한 표현을 사용했을 때 연구자가 아 가 공군부. “ , ○○○

대에 있습니까 거기에 가 있는 것을 확인해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두 ? ?”○○○

거기에 그러한 시설이 있다고 들었다 고 응답하였다 공군부대에 있는 물 저장시설의 ‘ .’ . 

존재와 이것의 붕괴가 산사태를 초래한 원인에 대한 공식적인 결과 문서는 아직까지 
없다 다만 연구대상이 아니었던 한국일보의 년 월 일자 기사인 공군용역보. 2012 3 28 “

고서도 우면산 사태는 부대탓 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공군부대가 복구공사 용역결과보”

고서를 받은 것을 제시하면서 산사태 발생에 군부대가 일부 원인이 있을 수 있음을 
문제제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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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단 간 인식격차3. 도출 

 

인과관계 도표를 통해서 전문가들과 피해 주민들이 우면산 산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차이를 비교하였다 위험인식에 있어서 . 

두 집단 간 가장 큰 차이는 첫째로 산사태 발생 원인에 대한 입장이 서

로 다르다 전문가들은 노출영향조건 부문의 항목들이 산사태 피해 원. ‘ ’ 

인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입장을 보류하였지만 일반인들은 노출영향‘

조건 부문이 산사태 피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였다 전문가 ’ . 

집단인 우면산 산사태 조사단은 산사태 발생 원인에 대한 공식 결과발표

를 통해 극단적인 집중호우 와 우면산의 취약한 토양구조 가 주요 원인‘ ’ ‘ ’

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문가 인터뷰에서도 우면산 산사태는 집중호우로 . 

인한 천재로서의 성격이 더 많다고 하였다 즉 공군부대나 생태공원이 . ‘ , 

없었다 하더라도 집중호우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이다’ .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입증된 토양 구조 집중 호우 이외의 것들에 ‘ ’, ‘ ’ 

대해서는 인과관계의 타당성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공학이나 자연과학 쪽에서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판단할 수 있는데“ ( ),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전문가                                                        ( 1)

주민들이 군부대에 물이 쌓여있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 그것을 공군“ , (

부대에 실제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봤다고 합니까 전문가 ) ?” ( 2)

이에 반해 피해 주민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객관적 사실이 아닌,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 발생의 원인을 구성하고 합리화하였다.  

주민들의 경험을 통해 입증하는 자세를 보이는데 매일 같이 우면산 등“

산을 다녀서 잘 안다 주민 주민 사진으로 한 번 어디서 산사태( 5, 11).” “

가 발생했는지 찍어봐라 주민 와 같이 실제 관찰한 사실들을 그들의 ( 5).”

판단 근거로 제시하였다 주민들은 그들의 경험에 입각해서 산사태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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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환경 즉 노출영향조, ‘

건 부문에 보다 초점을 맞춰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들은 우면’ . 

산의 토양이나 식생 조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산사태에 얼마만큼 취

약한지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의 재난 대응 . 

시스템에 대해서도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산사태가 발. 

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들을 종합적으로 규명하는 과정에서 노출영향‘

조건 취약성 이상 기상 현상 들에 대해서 함께 접근한다 특히 노출’, ‘ ’, ‘ ’ . ‘

영향조건 부문에 대해서는 시민들에 비해 지역의 환경 사회적 구조를 ’ 

잘 알지 못한다 따라서 이 둘 간의 인식 격차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 

둘째 전문가 집단은 산사태 피해 발생 원인을 다양하게 열거하여 , 

결합 방식 으로 기술한 반면 피해 주민들은 시나리오 방식 으로 원인들‘ ’ ‘ ’

을 인과관계로 설명하였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산사태 발생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요소들 토양 조건 강우량 등 을 고려해서 다양한 요소들( , )

에 대한 가능성을 기술하였다 그러나 우면산 산사태에 대한 공식 원인 . 

발표 보고서에서 조사결과 극단적인‘  집중호우 와 약한 토양조건만을 산’ ‘ ’

사태 발생의 원인으로 제시하였고 다른 요인들은 입증된 원인으로 기술

하지 않았다.

반면 피해 주민들은 산사태 발생원인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합리성을 확보하고 산사태 피해발생 원인을 난개발 과 공군부대 로 압, ‘ ’ ‘ ’

축하여 접근하였다 시나리오 방식 접근으로 산사태를 설명하는 데 있어. 

서 난개발로 인해 약해진 토양 공군부대에 축적된 물이 약해진 토양 ‘ → 

위로 쏟아짐 산사태 발생 순서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틀로 산’ . → 

사태 발생 사고 전체를 이해하였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 있. 

어서는 그들이 평상시에 우면산을 이용하면서 관찰했던 경험을 이용하였

다. 

셋째 집중호우라고 하는 이상기상현상에 대해 전문가 집단과 주민, 

들 모두 확정된 입장을 보이지 않았으나 인식 차이는 있었다 전문가 집. 

단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상승 강우량 증가 등의 경향성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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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우면산 산사태가 집중호우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집, . 

중호우가 기후변화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에 비해 주민들은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한 집중호우라는 점

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인정하였다 이는 나 신문 그리고 우면산 산. TV , 

사태 관련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에 대해 들‘ ’

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 

경우 단순 자연재난으로 되어 책임소재와 보상 청구 등의 어려움이 있

고 무엇보다 관리 소홀과 난개발에 따른 인재 측면을 보다 크게 인식하, 

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

다.46) 주민 중 한 명의 경우에는 집중호우는 항상 있어왔던 것 이라고  ‘ ’

하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경향성은 부정하였다.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의 산사태 발생에 대한 위험 인식 격차는 아래

의 표 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격차가 인과관계 [ 15] . 

도표 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림 와 같이 비교 [ 12]

정리하였다.

표 산사태 위험에 대한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의 위험인식 격차[ 15]  

46) 보상문제와 관련해서 산사태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가 집중호우냐 시나 구청의 관 ‘ ’ , ‘
리소홀 이냐에 따라서는 차이가 많이 난다 천재로 결정나게 되면 주택보유자들에게만 ’ . 

한정하여 위로금 형태로 만원 정도가 지급된다 반대로 공적 목적으로 설치한 공100 . 

물의 하자로 인해서 발생한 재난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하게 된다 이 때 피해액 전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체 피해에서 국가 책임으로 인. 
한 부분을 산정하여 보상액이 결정된다 손해에 대한 자연재해의 기여분에 관해 판례. 

는 손해 발생에 대해 자연재해 때문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

제한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매일경제 자연재해 피해 국가보상 받을 수 있” ( , 2011.8.31, “ , 
나 김언수 주 이비 법무팀 변호사?”, ( ) )

항 목 전문가들의 인식 일반인들의 인식

부문별 

원인에
 대한 인식

노출영향조건 부문은 산사태 ‘ ’ ․
  피해발생 원인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음.

집중호우가 산사태 발생의 주요 ․

원인이라고 생각  
취약성 부문의 우면산 토양‘ ’ , ․

식생 등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들에 대한 지적  

․노출영향조건 부문이 산사태 발생의‘ ’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  

집중호우는 항상 있어왔던 현상․

이며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 
예방이 가능했다고 인식  

취약성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 ․

  들이 실제로 경험하거나 인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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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지적은 약함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기후변화 집중호우 간 관계에-․
대해서 아직 회의적임  

집중호우가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수긍함.

원인에 

대한 인식

구조 및 방법

산사태 발생 원인을 나열적으로․
제시 결합 방식 을 사용  (‘ ’ )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피해 주민 개인적 경험에 바탕으로

원인을 판단  
산사태 발생원인을 시나리오 ‘․

방식 으로 기술하여 합리성 획득  ’

서울시의 공식 조사결과 발표․

결과에 대한 불신  

대응에 

대한 처방

구조적 방식과 비구조적 방식에․
대한 균형 있는 제시  

구체적인 대응방법에 대한 ․

장단점을 함께 언급  

즉각적인 대응과 정확한 원인․
규명에 대한 의견이 엇갈림  

대응에 대해서 소외되어 있음․
․복구방식 및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

들에게 의존적이거나 불안해함  , 

․정확한 산사태 원인분석 후 대응을

요구 국제 산사태 전문가들에게  . 
진상조사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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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단 간 인식격차 발생원인 분석4. 

 

앞서 빈도분석과 인과관계 도표 작성을 통해 전문가들과 피해 주민

들 간에 우면산 산사태 피해발생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한 인식을 비교 

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전문가들과 일반인들 간에 위험인식 차이는 . ‘

존재하는가 실제 위험인식 차이가 존재한다면 차이의 양상은 어떠한?’, ‘

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답을 도출하였다 이제 왜 이러한 인식 차이가 발?’ . ‘

생하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심층인터뷰에 대한 질적 코딩을 ?’

통해서 도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산사태 발생 원인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진술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요소들이 인식에 영향을 미쳤고 그러한 과정, 

을 통해서 전문가들과의 인식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개방 코딩을 통해서 피해 주민들이 산사태 피해에 대해 어떻게 인식

하고 있는지 왜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지를 구조화하였다 전사한 , . 

인터뷰 내용에서 먼저 개념을 도출하고 다시 순차적으로 유사한 개념들

을 통합하여 하위범주 하위 범주들을 통합할 수 있는 상위 범주를 차례, 

로 도출하였다 개방코딩의 수행 결과 개 상위 범주 개 하위범주들. 23 , 53

을 도출하였다 부록 참조([ 3] ). 

개방코딩 후에는 축코딩을 진행하였다 개방코딩으로 도출한 개념들. 

을 축코딩 패러다임에 따라 재배열하여 우면산 산사태 발생에 대한 피, 

해 주민들의 인식 형성 과정을 구성하였다 그림 참조 중심현상 에([ 13] ). ‘ ’

는 산사태로 인한 물리적 정신적인 피해 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 / ’, ‘ ’, 

주민 간 갈등 현상이 주요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 ’ . 

되는데 영향을 끼친 인과적 과정 은 재난대응에 대한 시스템 부재 산‘ ’ ‘ ’, ‘

사태 피해 조사의 정치성 신뢰할 만한 공식적 채널 부재 로 분류하였’, ‘ ’

다. 

또한 인과적 과정 이 중심현상 에 작용하는데 상황적 요인으로 작용‘ ’ ‘ ’

한 맥락적 조건 은 피해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우선적 관심 과 재난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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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시민들의 낮은 의식수준 산사태 원인조사단을 인위적으로 구성한 ’, ‘

문제 피해원인 및 복구과정에 대한 주민설명회 부재 가 배경으로 작용’, ‘ ’

하였다 중심현상 으로 인한 영향이 악화되거나 개선되는 데에는 중재적 . ‘ ’ ‘

조건 이 작용하는데 복구공사에 대한 정보부족 주민들의 재난대응 어’ , ‘ ’, ‘

려움 적절한 복구능력 부족 이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던 반면 정부 주’, ‘ ’ ‘ -

민 간 협력적 공감대 형성 이 개선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 주민들은 작용 상호작용 과정에서 전문가들에 ‘ / ’ ‘

대한 의지 와 정부의 적극적인 보상 및 복구대책 요구 와 같은 방식으로 ’ ‘ ’

대응하였다 주민들은 재난에 대해 개인이 아는 지식이 부족하고 대응할 . ,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존하는 자세

를 갖기 때문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복구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

였다.

그러나 결과 적으로 서울시와 서초구청으로 대표되는 전문가들이 산‘ ’

사태 발생 원인을 천재 라고 발표하고 수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주민들‘ ’ , 

은 피해복구에 대한 무력감과 함께 정부에 대한 분노 를 느끼고 있는 ‘ ’ ‘ ’

상황이 되었다 그림 참조([ 13] ). 

그림 축코딩을 통한 주민들의 위험인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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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코딩까지 진행한 이후에는 선택코딩을 진행하였다 여기서는 귀납. 

적인 방식을 통해 진행한 개방코딩과 축코딩으로부터 우면산 산사태에 

대한 핵심범주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면산 산사태를 둘러싼 전반

적인 이야기를 구성한다 그리고 핵심범주들을 바탕으로 경험을 유형화. 

하는 과정을 통해 이론적 모형을 작성하였다. 

핵심범주는 이 연구는 무엇에 관한 것이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 

가 를 설명해주는 핵심단어들의 응축된 표현으로 구성한다 개방코딩과 ?’ . 

축코딩의 과정을 거쳐서 연구 대상 범주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복적으로 

기술된 내용을 중심으로 핵심범주를 작성한다 그 이후에 전체적인 과정. 

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이야기 개요를 작성하는데 왜 전문가들, “

과 주민들 간의 인식격차가 발생하였는가 에 대해 축코딩에서 보여준 ?”

내용을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하여 설명한다 우면산 산사태 발생과 이에 . 

대한 정부의 대응과 그에 따른 주민 불신과 반발과정으로 인해 주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하여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범주 속의 내용들을 변수들로 놓고 경험을 유형화한

다 이러한 경험의 유형화는 본 연구의 최종 결론으로서 핵심범주들의  . 

상태에 따라 어떠한 위험 소통 방식을 채택하고 적용할지를 선택하는 이

론을 도출하였다.

이야기 개요   • 

년 월 일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한 날 래미안 아파트 주민들2011 7 27

은 당일 내리던 비가 진정이 되자 아파트 단지 내 피해지역을 살피기 위

해서 모여들었다 유력 인사가 현장을 방문해서 산사태의 원인은 공군부. ‘

대다 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몇몇 주민들은 매일 아침에 등산을 하던 .’ , 

대로 우면산을 올라서 공군부대에서부터 산사태 붕괴가 시작된 것을 목

격하였다 또 동 고층에서 산사태 발생 당일 을 촬영한 주민은 . 103 VTR

동영상을 판독한 결과 공군부대에서 물줄기가 솟았다 고 진술하면서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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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 간에는 공군부대가 산사태가 최초로 발생하게 된 원인이라고 하면

서 인재 를 주장하고 아파트 단지의 각 동 대표들을 중심으로 한 비상‘ ’ , 

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 가 구성되었다( ‘ ’) .

산사태 발생 다음날부터 산사태 발생의 원인을 추측하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공군부대가 산사태 발생의 빌미를 제공했을 수 있으, 

며 조사하겠다는 조사단장의 언급이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국방부 . 

측에서는 실제 우면산 정상에 있는 공군부대에서는 산사태의 흔적이 없

고 일부 석축이 무너진 정도이며 붕괴가 있는 지점은 군부대에서 한참 , 

떨어진 지점이라고 주장하면서 공군부대 책임설을 일축하였다. 

그러나 실제 서울시의 원래 산사태 원인 공식발표가 당초 계획된 날

에서 며칠 연기한다고 발표되자 비대위 모임에서는 서울시와 국방부 간“

에 모종의 이야기가 있을 것 주민 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피해주민( 11)” . 

들은 서울시에서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단 구성에 주민들을 조사위원‘ ’ 

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진정하였으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 

으며 서울시가 의뢰한 교수를 통해 조사단이 구성되었다 이에 대해서 . 

주민들은 서울시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전문분야에 대해서 “ ‘

잘 알지도 못하고 결과보고서에 사인만 하기 위한 어용교수와 그 제자

들 을 고용하였다 주민 고 비난하며 우면산 산사태는 엄연한 인재라’ ( 5).”

고 주장하였다.48) 

또한 우면산 산사태 복구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형식적으로 이루

어졌다 우면산 복구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복구계획을 설명하지 않고 . “

원론적인 수준의 복구 가능한 공법들만 설명하는 등 형식적으로 진행했

다 주민 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정부의 보상계획이 어( 6)” . 

떻게 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과 항의로 제대로 , 

48) 한국일보 우면산 산사태 조사단 대부분 비전문가로 구성 은 행정안전부  (2011.9.28, “ ”)

국정감사 에서 우면산 산사태 원인 조사단에 참가한 전문가들이 대부분 산(2011.9.27)
사태 전문가들이 아님을 지적하면서 조사단 구성 자체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 

특히 조사단 위원 중 명이 조사단장의 제자들이며 다른 명은 박사학위 소지자도 ‘ 3 , 3

아닌 구성상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조사단 구성 사실에 대해 ’ .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있으며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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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설명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폐회하고 말았다. 

산사태로 인해서 주민들은 상당한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 

다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동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개월 동안 . 103 3

교체되지 않으면서 아파트 꼭대기 층 층 주민들부터 층까지 계단을 (23 ) 1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으며 나이가 많은 주민들의 경우 시, 

간이 상당히 지난 후에도 무릎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래미. 

안 아파트 전체가 월 일 산사태 발생 하루 동안 정전 단수가 되고7 27 / , 

아파트가 붕괴될 수도 있다 는 루머가 돌면서 동 주민들 상당수가 친척‘ .’

집에 가거나 호텔 등에 방을 잡고 장기 투숙을 해서 많은 호수가 한 달 

이상을 비어 있어 거주하는 주민들은 동에 사람들이 많이 비어 있어서 “

무서웠다 사례 고 증언했다 또한 산사태 발생 이후로 피해 동을 중( 8).” . 

심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최소 억에서 억 가량 모두 떨어졌고 아파1 2 , 

트의 자랑이었던 중앙 분수대와 휴식 공간 정원 들이 모두 쓸려 내려온 , 

나무와 돌들에 의해서 훼손되어 이의 복구를 위해서는 거주 주민들이 각 

세대 당 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700 .

래미안 아파트 거주민들의 정서적인 피해도 컸는데 산사태 발생 이, 

후로 주민들이 비만 오면 우면산을 쳐다보거나 머리가 아프고 심장이 울

렁울렁거리는 현상이 있었고 일부 주민들은 우울증을 겪었다 그러는 중. 

에 우면산 산사태가 천재 라고 결정이 나면서 정부는 사망자 가족에게 ‘ ’

만원을 지급하고 다른 래미안 아파트 거주민들에게 일절 피해보상비500

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우면산 산사태가 천재 로 결론이 나면서 정부. ‘ ’

가 관리 책임 부족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주민들은 더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원상복구 수준의 “

보상조차 해줄 수가 없느냐 주민 세금은 처럼 다 받아가고 ( 5)”, “ ○○○

좀 보상해달라는 이야기는 안된다고 하느냐 주민 면서 분노하였다 그 ( 5)” . 

과정에서 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서초구청장을 소환하겠다, 

고 주장하고 비대위 안에서도 주민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였다 그러나 . 

산사태 피해 복구는 당장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 94 -

되면 년 이상 장기적인 싸움이 돼서 어렵다고 내부적으로 결정이 나서 5

소송은 하지 않았지만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에 주민들의 분노는 커져갔

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인재임을 주장하였는데 신문에서도 ‘ ’

천재냐 인재냐를 두고 논쟁적인 기사가 계속 나왔으며 서울시의 우면‘ ’ ‘ ’ , 

산 산사태 조사위원회 내부에서도 인재에 대한 주장과 전면적인 원인조

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부에서 제기되었다 산사태 책임 공방에 대한 . 

전문가들 내부에서의 이견들은 주민들의 불신을 더욱 깊게 하였는데 주

민들은 정부가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지 않기 위해 천재로 조사결“

과가 나오게끔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주민 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 5).” . 

이러한 위원회에서 나온 결론을 믿지 않게 되었다 전문가들의 원인 분. 

석에 대신해서 피해 주민들은 우면산 인근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우

면산의 변화를 관찰해온 경험들을 바탕으로 산사태는 난개발과 관리소‘

홀로 인해 발생한 인재 라는 논리를 구성하였다’ . 

서울시와 산사태 원인조사단에 대한 피해주민들의 분노와 불신을 줄

이기 위해서는 복구사업이라도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었어야 했다 그러. 

나 산사태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우면산 복구공사는 전체 큰 틀

에서의 계획수립 없이 바로 공사에 들어가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로 하여

금 복구의 효과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였다 주민들이 이걸 해달라고 하. “

면 이걸 해주고 저게 필요하다고 하면 저걸 해주는 식 으로 진행하여 , ’

봉사 문고리 잡기 식으로 마냥 진행하는 주민 인상을 줘서 주민들‘ ’ ( 5)” 

의 불신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불신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복구공사에 관한 주민 설명회가 

부실한 탓이 컸다 전체적인 복구사업의 방향과 목적 이를 위한 세부 공. , 

사내용을 공개하였으면 신뢰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 식으로 대안들만 나열하는 주민 방식( 7)” 

이 불신을 더욱 일으켰다 또한 주민설명회 도중에 참석한 주민들 사이. 

에서 보상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는 질문이 나왔고 이에 대한 질의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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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주로 이루어지면서 복구계획에 대한 설명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었

다.  

또한 복구사업의 수행 주체들의 역량도 주민들의 불신을 샀다 사업 . 

주체는 산림토목을 주로 해오던 사람들인데 강원도 등지에서 발생하는 , 

산사태에 대응하는 복구 기법을 도심 한복판에다가도 똑같은 방식으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적용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소방방재청으로‘ ’ . 

부터 많은 보완 지시를 받고 재심의를 받게 되었고 이러한 복구역량의 , 

부족이 공사시기가 연장되고 주민들의 불신을 사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불신과는 다른 한편으로 정부 등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도 나

타났다 산사태 발생 이후 군장병들의 대대적인 도움과 산사태 발생 초. 

반에 원론적으로 천재임을 주장하던 서초구청장과 해당 공무원들이 아파

트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돕는 모습을 보이면서 차츰 정

부 당국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모습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기후변화 추세를 반영하여 정부가 보다 

높은 방재기준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방재노력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 

였다 뿐만 아니라 내부전문가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복구계획에 반영. 

해달라고 수 차례 주장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자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고, 

신문에 기고문을 보내는 등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49) 그러나  

이러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자기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정부가 단일한 

재난관리창구를 가지고 있지 않고 각기 다른 부서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

어서 단일창구를 통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과는 다른 한편으로 전문가들과 국가에 의지하

는 모습도 보였다 원래부터 치산치수는 정부가 해주는 것이 아니냐 주. “ (

민 는 주장 전문가들이 하는 거니까 알아서 잘 하고 있다고 보는 거6)” , “

다 주민 는 의견들이 있었다 주민들은 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자( 2).” . 

체적인 대응계획 수립 등 자체적인 노력들은 보이지 않았다. 

49) 조선일보 편집자에게 우면산 산사태에 책임 없다 는 서울시 조선일 (2011.09.20), “[ ] ' ' ”, 

보 편집자에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우면산 산사태 현장 은 실제 아파(2011.08.30), “[ ] ‘ ’ ”
트 피해 주민이자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하였던 주민이 기고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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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민들 간의 갈등은 비대위의 활동에 있어서 장애요인이 되

었다 공용공간에 대한 피해복구를 위해서는 전체 억 정도가 소요. 6 70～

되는데 이 중 풍수해보험으로 억 정도가 지급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14

서 전체 세대가 동일하게 일정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복구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복구 범위와 지급의사가 서로 달라서 주민들 간에 갈

등이 조장되는 부분이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에 대한 대응 방법 . 

등을 놓고도 정부를 고소하느냐 문제 등을 놓고도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작용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우면산 복구사

업에 대해 주민들은 여전히 의구심과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 또한 피해. 

보상과 산사태 진상규명에 대해서 투명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미온적인 

대응을 하는 정부에 대해서 분노하고 비대위를 중심으로 정부에 인재로, 

서 강하게 주장하고 대응하였다 이러는 과정 중에 새로 서울시장으로 .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산사태 원인재조사 등의 변화가 보이고 있다. 

핵심범주 도출 및 경험의 유형화   • 

핵심범주 를 도출하고 축코딩의 각 패러다임 부문별 (core category) , 

내용을 범주화함으로써 경험을 유형화하였다 핵심 범주는 재난에 대한 . “

정부와 주민 간 위험 소통 개선 이다 핵심 범주 설정을 중심으로 이론 ” . 

설정을 위해 근거이론으로부터 도출한 코딩 결과로부터 범주들이 변수로

서 가지는 성격을 보다 단순화하기 위해서 표 와 같이 범주들의 속[ 16]

성과 차원을 명료화하였다. 

개방코딩에서 도출한 개념들을 변수들로 나타내기 위해서 기존에 

재난대응시스템 부재 는 재난대응시스템 등과 같이 가치판단 내용을 “ ” “ ” 

배제하고 새로이 표현하였다 심층인터뷰 코딩을 통해 도출한 개념들로. 

부터 보다 명료한 이론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각 현상들은 코딩을 통해 

구분된 범주들 별로 각기 다른 값들을 가지고 이러한 값들의 , 집합은 확

률적으로 보다 다양한 모형들의 도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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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도출을 위해 범주들로부터 개의 속성2

들을 정의하고 개 속성 축을 교차하여 이론적인 모형을 도출하였다 이, 2 . 

를 위해서 기존 개방코딩과 축코딩을 통해서 분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범주들에 내재되어 있는 핵심적인 속성들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범. 

주들의 내용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전체 범주들을 포함할 수 있는 개념으

로 주민들의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 와 주민들의 재난대응 역량 을 “( ) ” “( ) ”

핵심범주로 도출하였다. 

먼저 신뢰와 관련해서는 피해 주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가지는 신뢰‘ ’

를 의미한다 전문가 집단이 얼마만큼 산사태 원인 조사에 대한 결과를 . ‘

신뢰 하는가 원인 조사 과정은 투명하게 진행 되었는가 산사태 복구’, ‘ ’, ‘

공사에 대해 시공사와 서울시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 하는가 와 같은 범’

주들로부터 핵심적인 개념으로 신뢰를 도출하였다 주민들의 전문가 집‘ ’ . ‘

단에 대한 신뢰는 피해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정부를 포함한 정책의사’

결정 집단과 조사단에 소속된 교수 연구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 

신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난대응시스템 부실 공무원들의 안이한 대응 산, , 

사태 시공업자들의 복구역량 부족에 대한 불신 등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로 역량은 주민들이 기후변화와 이로부터 초래되는 재난에 ‘ ’

대해서 대응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뜻한다 범주들 중에 주민들의 보상 . ‘

중심적인 사고 재난에 대한 수동적인 인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 ‘ ’, ‘

련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에 있어서의 제약과 주민 간의 마찰 등이  ’, ‘ ’ 

주민 역량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다 주민들의 재난 대응 역량은 주민들. ‘ ’

이 산사태 등 재난에 대해서 얼마나 기초적인 지식과 시나리오를 체득하

고 있는지 산사태 피해로 인한 문제의식 피해보상에 대한 요구강도 산, , , 

사태 피해로 인한 무력감과 막막함 등 주민들의 산사태 대응역량과 대응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포함하였다. 

표 선택코딩을 위한 범주의 속성 구분[ 16] 

패러다임 범주 범주의 기본속성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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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인터뷰에 대한 코딩 분석을 통해서 두 가지 속성축을 도출한 

이후 교차하여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들 간의 위험 소통 모형을 아래 그[

림 과 같이 가지 방식의 위험 소통 유형에 대한 근거이론을 도출하14] 4

였다 각 영역의 위험 소통 방식은 주민들이 전문가들에 대해서 가지는 . 

신뢰 수준과 피해에 대응하는 조직화되고 전문적인 역량 수준에 따라 어

떻게 서로 다른 방식의 위험 소통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준다 연구 질. 

문 중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간의 위험인식 격차는 왜 발생하는“

가 에 대해서는 선택코딩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도출한 네 가지 소통 유?”

인과적 

과정

재난대응 시스템

주민들의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산사태 피해 조사의 정치성

신뢰할 만한 공식적인

정보 채널

중심현상
주민들의 물리적 정신적 피해/

주민들의 재난대응 역량
정부 보상정책에 대한 분노

맥락적

조건

피해보상 중심적인 사고

주민들의 재난대응 역량

재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산사태 원인조사단

구성의 투명성 주민들의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

산사태 피해 주민설명회

중재적 

조건

복구공사에 대한 정보

주민들의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민 관 간 협력적 공감대-

시공사의 복구 능력

작용 상호/

작용

전문가들에 대한

의존과 수동적 대응 주민들의 재난대응 역량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요구

주민 요구사항 전달의 용이성 주민들의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

비대위 활동의 제약 주민들의 재난대응 역량

결과

복구사업에 대한 불안감 주민들의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

정부에 대한 분노와 무력감 주민들의 재난대응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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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통해 인식격차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림 기후재난에 대한 일반인 전문가 위험 소통 유형 도출[ 14] - 50)

네 가지 위험 소통 유형 중 가장 먼저 예방적 소통 유형이 존재한“ ”

다 전문가에 대한 신뢰 부문에서는 전문가들이 재난위험을 예측하고 대. 

응하는 능력 위험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는 수준이 높아서 전문가들에 , 

대한 시민들의 신뢰 수준이 높다 또한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경. 

우 주민들의 정책제안이나 정책의사결정 참여도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시민들의 재난 대응 역량 차원에서는 재난 위험에 대한 인지 모의, 

훈련 등을 통해 재난 발생 예방과 발생 복구 단계에서의 대응능력이 높/

다 재난 대응 훈련 등의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협력적 의사결정이 이루. 

어지고 재난 대응에 대한 주민들 간 갈등 발생이 낮다, . 

50)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가지 유형은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도출하였 4

으며 연구자가 각 유형별로 핵심적인 위험 커뮤니케이션 특징을 따서 명명하였음을 ,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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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형은 위험에 대한 정보공개와 참여가 보장되어 전문가들과 

주민들의 위험인식도 협의과정에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위험. 

에 대한 인식과 대응 수준에서 가장 높은 역량을 갖춘 이 영역에서는 재

난의 예방에 초점을 둔 소통노력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산사태. , 

홍수 등 다가올 기후재난에 대한 보다 정교한 관측시스템 도입 도시개, 

발 제한과 방재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에 대한 , 

주민설명회나 포럼 등을 통한 인식 전환 등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된

다. 

둘째 설득적 소통 영역이다 이 영역에 속하는 일반인들은 전문가, “ ” . 

들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지만 위험에 대한 의식 수준이나 대응역량이 부

족하다 이 영역에서는 전문가 집단이 기후 위험 평가와 대응 정책을 생. 

산하고 일반인들이 그러한 정책에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방식의 의사소, 

통이 이루어진다 기존의 과학 기술적 분석을 보다 정교화하기 위한 기. ‘

상관측 시스템이나 재난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일반인들에게 홍수’ ‘ ’ , 

지도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들이 해당된다 서울시의 기후변화 고. “

도적응방안 연구에서도 기후변화 모니터링 및 조기예측 강화 항목이 ” ‘ ’ 

적응방안의 첫 항목으로 기술되고 있는 것도 전문가들의 분석 역량을 보

다 정교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반영한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러( , 2010). 

한 기술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기후재난을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제도적 시스템도 마련이 되어 있고 주민들, 

에 대한 정서적 보살핌도 있다. 

그러한 반면 주민들의 대응역량은 낮다 기후재난은 기존의 예측시. 

스템을 벗어난 극한 현상일 때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구조를 초과한 불, 

확실성만큼이 사회에 재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이렇게 발생. 

한 기후재난에 대해서는 주민 간 갈등이나 혼란과 같은 사회적 재난 발, 

생 위험도 존재한다 하지만 주민들은 정부나 전문가집단을 신뢰하기 때. 

문에 이들과 위험 인식 격차가 적게 발생하거나 발생한 격차도 좁혀질 

여지가 있어 주민 정부 간 갈등 발생 여지는 적다 중앙정부를 비롯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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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소통 노력이 가장 중요한 유형이다. 

셋째 대안적 소통 유형이다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 “ ” . 

은 반면 주민들의 위험에 대한 대응역량이 높을 경우에 나타난다 먼저 , . 

전문가 집단 관점에서 보면 기후변화예측시스템 사회의 방재시설이나 , 

재난관리시스템이 낙후할수록 기후재난에 따른 피해가 악화될 수 있다. 

또한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 위험 대응 체제가 폐쇄적이기 때문, 

에 주민들이 정부로 대표되는 전문가 집단을 불신하게 된다. 

반면에 주민들의 위험 대응수준은 높다 지역 주민들 간 상호신뢰 . 

수준이 높고 주민들 중 특정 위험과 관련한 전문지식이나 의식이 있는 , 

사람들이 있는 경우다 이 때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위. 

험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먼저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는 발생한 위( ) 

험에 대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의 소통이 이루어진다 주민. 

들은 자치회나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나 해당 지자체에 대응방안 수립

과 보상 등을 요구하게 된다.

또 다른 하나는 주민들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소통 노력이 이루어진다 피해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민간에서 .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거나 위험 발생시 행동요령에 대한 자체, 

적인 훈련이나 대응책을 마련하는 방법을 마련한다 앞서 위험 소통 사. 

례에서 독일 의 주민 사례는 이러한 소통 노력을 보여준다고 볼 Grimma

수 있다. 

이 유형에서는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의 위험 인식 격차가 크게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 집단이 불신의 대상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 

위험 예측과 처방에 대해 주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주민들 집단에서의 , 

공유된 생각들이나 내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다르게 분석하고 접근할 가

능성이 높다. 

넷째 책임 보상 소통 유형이 있다 정부가 기후재난에 대해서 효, “ - ” . 

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일, 

반인들도 재난에 대한 인식 수준이나 대응 역량이 낮은 유형이다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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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전문가들이 기후재난의 발생 원인과 복구방안 등에 대해 예측하

고 대응하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난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 

복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차적인 자연재난이 크게 발생한다1 . 

따라서 주민들이 정부의 재난대응 능력에 대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강

한 불만이 피해 주민들을 중심으로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혼

란 범죄 등 차적인 사회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이다, 2 . 

전문가들은 발생한 피해에 대응하는 과정에 있어서 폐쇄적인 의사결

정을 실시하고 피해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노력이나 피해 복구 지원을 , 

하지 않는다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재난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인식하고. , 

정부가 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재난 복구 과정은 결

국 책임 보상 갈등 형태로 전개된다‘ - ’ . 

우면산 산사태의 경우가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서울시의 원인조사. 

단 구성부터 주민들의 입장이 배제되고 서울시가 임명한 전문가들로만 , 

조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서초구청장은 산사태 피해 주민들이 입은 피해. 

와 고통에 먼저 다가서기보다 산사태는 천재다 는 입장을 통해 미리서‘ .’

부터 보상 문제에 분명한 선을 그었고 초기 피해주민들과의 면담을 피, 

해 주민들의 분노 를 초래했다(outrage) .51) 

주민들의 경우에도 위험에 대한 대응역량이 부족하였다 산사태로 .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산사태 발생에 대한 내부적

인 훈련이나 교육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등, . 

에 대해서도 인식이 부족하였다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말 그대로 아파. 

트 단지의 피해복구를 위한 비상설 조직이며 아파트 단지 주민들 간 소, 

51) 은 위험 소통에서 일반인들이 재난을 입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Sandman(1994)
인 요소로 분노나 격앙된 감정 을 중요시한다 그는 “outrage( )” . "risk=hazard + 

라는 공식을 통해 위험 총체는 발생된 차적 재난과 그것에서 파생되는 피해outrage" 1

자들이 가지는 분노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때 분노는 정부나 담당 . 

책임자가 피해자들에게 보이는 헌신적 태도나 투명성 등의 불요소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광우병 사태를 보면 차적으로는 광우병 문제로 인해 촉발. , 1

된 식품안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위험 인식이 점차 정부의 시위해산 폭력진압 등으로 , 

인해 분노한 시민들이 정부 규탄의 성격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던 것이 그러한 예라고 
볼 수 있다. 



- 103 -

통이 이루어지고 주민들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피해복. 

구에 대한 복구비 분담 문제를 놓고 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한 것

도 대응역량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민들은 산사태 발생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

명과 책임 추궁 그에 따른 보상의 실시를 요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 

다 정부의 재난대응 능력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즉각적이고 . 

직접적인 보상만이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

문이다 만약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면 금전적인 형태의 보상이 . ,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나 다른 형태의 보상이나 복구 대

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보상 문제는 수그러들 수 있다 그러. 

나 그렇지 못하다고 피해주민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과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의 교환관계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1:1 . 

이렇게 심층 인터뷰에 대한 선택코딩을 통해서 가설적 이론으로 도

출한 가지 유형의 위험 소통 유형은 전문가들에 대한 주민 신뢰와 주민4

들의 기후재난 위험에 대한 대응역량에 따라 각기 어떻게 다른 소통 형

태를 보이는지를 해석하였다 우면산 산사태의 경우 책임 보상 소통. “ - ” 

유형으로 예방적 소통 단계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새로운 방재 “ ” 

패러다임 하에서 주민들의 인식 개선 노력과 함께 노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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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Ⅵ

연구의 결과1. 

이 연구에서는 먼저 우면산 산사태를 기후재난으로 정의하고 이러, 

한 위험에 대해 전문가집단과 피해 주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전문가 모형과 일반인 모형을 통해 인과관계 도표. 

를 각각 작성하고 이것을 비교한 결과 몇 가지 인식 격차를 발견하였다, .

첫째 전문가 집단과 피해주민들은 우면산 산사태가 기후변화 때문, 

에 발생했다는 데에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두 집단 모두 산사태 . 

발생 원인이 집중 호우 때문인 것은 맞지만 전문가 집단은 우면산 산사, 

태를 일으킨 원인으로서 집중 호우가 과연 기후변화 경향에 따른 현상인

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일반인들은 최근 기후. 

변화에 대한 논의가 많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것일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하나 주요 원인으로는 인재임을 강조하였다, . 

둘째 전문가 집단은 산사태 피해발생 원인을 나열식으로 접근하는 , 

반면 일반인 집단에서는 자신들의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인과적 방식

으로 이해하였다 전문가들은 우면산 산사태의 발생원인은 기본적으로 . 

천재적 성격이 다소 더 강하지만 천재와 인재적 요소가 결합된 복합적인 

사건이라고 인식하였다 반면 일반인들은 천재보다는 인재로서의 측면을 . 

보다 강조하였다 이는 단순히 보상금을 받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기보. 

다 위험인식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지방식 때문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 

인 분석은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일반인들

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경험 관찰을 통한 지식들이나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지식을 제한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주민들은 기존에 없었던 산사태가 발생한 것은 기존과는 다른 변화

가 우면산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논리적인 전제로 가정하고 산사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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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을 초래한 변수로서 생태공원 우면산 터널 순환고속도로 공사를 산, , 

사태가 발생하는 데 악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한 원인들. 

을 인과관계로 놓고 설명하여 자신들 주장의 합리성을 설명하였다 전문. 

가 집단에서는 산사태 발생 원인으로 확신할 수 없는 공군 부대 항목은 ‘ ’ 

이 시나리오에서 등장하는 주요 원인이며 시나리오 방식을 통해서 자신, 

들을 납득시킴으로써 정당화하는 기제로 활용하였다.

셋째 피해 주민들의 위험인식에 있어서는 산사태 발생에 대한 두려, ‘

움 당혹감 피해의식 우울함 등의 심리적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 , ’ . 

따라서 이러한 피해 주민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고려한 전문가들의 위험 

소통 노력도 필요하며 이러한 심리적인 부분을 간과했을 때는 갈등 요, 

소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이나 정부는 기후재난에 따른 실질. 

적인 피해자가 아니며 보상에 대한 문제는 책임소재 문제가 함께 있어 , 

산사태 발생에 대한 원인 분석 등에 있어 다소 소극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주민들은 더욱 피해의식을 느끼게 되고 갈등은 , 

심화된다 우면산 산사태의 경우 농촌 같은 데는 재해 있으면 보상을. , “ ( ) 

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 주민 돈 받아가는 거는 처럼 다 받..( 5)”, “ ○○○

아가고 보상해 달라는 데는 안된다고 말하는 게 말이야 주민 사, ..( 5)”, “

람이 죽었는데도 돈 백만 원밖에 안 주고 말더라 이건 좀 문제가 있는 5 . 

거 아닙니까 주민 와 같이 주민들은 서울시나 정부가 자신들의 피해?( 2)”

보상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농촌에 대‘

한 보상과의 공평성 정부의 의무에 대한 규정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 ’, ‘

사고에 대한 온정적인 처우 요구 등 다양한 논거로 피해보상이 적절하’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연구의 시사점 2. 

이러한 인식격차가 발생한 원인들에 대해 이 연구에서는 일반인들‘

의 전문가에 대한 신뢰 일반인들의 재난대응 역량 의 부족으로 기술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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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리고 기술한 각각의 관점에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 

위한 위험 소통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이 연구의 시사점이 있다.

먼저 신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반인들의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회

복 또는 신뢰형성을 위한 위험 소통이 필수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특. 

히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과 대책 수립의 어려움을 놓고 봤을 때 신뢰 형

성은 어려운 과제이다 위험 소통에서의 신뢰 문제를 다루는 연구는 상. 

당수 존재하는데 신뢰는 위험 인식의 일치와 이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 

인 위험 소통을 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Renn and Levine, 1991; 

재Kasperson, 1992; Slovic, 1993; Breakwell, 2000; Haynes et al., 2008 

인용). 등 은 위험 소통의 효과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신뢰 Peters (1997)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전문지식에 대한 인식 정직함과 개방성에 ‘ ’, ‘

대한 인식 관심과 보살핌에 대한 인식 등 세 가지 요소를 언급하였다’, ‘ ’ 

(Peters et al., 1997).52) 이러한 논의는 기후변화 위험 소통에 있어서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전문지식에 대한 인식, ‘ (perception of knowledge and 

은 전문가 집단이 얼마나 위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expertise)’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를 의미한다 전문가 집단이 기후변화 현. 

상을 얼마나 잘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느냐 여부는 일, 

반인들의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 

경우 발생시기와 규모에 대해 정확한 예측이 불확실하다 또한 이러한 . 

기후변화를 예측한다고 해도 노출되어 있는 도시 및 지역사회가 개별적

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대응역량도 확인된 자료가 드물

다.

52) 신뢰를 형성하는 요소 에 대해서는 신뢰에 대한 정의에 따라 다양한  (determinants)

요소들이 신뢰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다행히도 은 위. Peters et al(1997)

험 소통 논의에서 신뢰에 대한 결정요인들로 언급되는 개념들을 유사한 개념들을 통

합하여 가지 결정요소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결정요소들은 각각 정부3 . (government), 
기업 시민사회 과학자집단 과 같은 각기 다른 전(Industries), (Civil society), (Scientists)

문가 주체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존재하나(peter et al., 

인간심리모형에서는 크게 전문가집단과 일반인 집단으로만 구1997;  Haynes, 2008), 
분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구분해서 결정요소를 선별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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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부문에서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선진적인 기후예측 

시스템의 도입 재난지도의 작성 재난대응 시스템과 조직의 구성 등을 , ,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의 확보와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응

역량을 전문가 집단이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기후적응을 . 

위한 사회 각 분야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어야만 일반인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 연구에서 일반인들을 . Haynes et al(2007)

대상으로 정부 지자체 과학자들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과학, , 

자들이 가장 높은 신뢰를 얻었다 이 때 신뢰의 각 항목들 중에서 역량. ‘

과 안정성 이 가장 높은 항목을 차지했다 따라(competence)' ’ (reliability)' . 

서 전문가집단은 일반 대중들에게 기후재난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정부가 년에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 . 2008 ‘

종합기본계획 에서 총 개 기본계획 중 기후변화 피해저감을 위한 재난 ’ 5 “

등 위기관리 체계 구축 강화 를 하나의 축으로서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

시스템의 개선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성의 강화 차원으로 , 

볼 수 있다.  

둘째 정직함과 개방성에 관한 인식, ‘ (perception of honesty and 

관점에서의 노력이다 우면산 산사태의 경우 조사단 구성의 openness)' . 

폐쇄성이 원인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를 잃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기후재. 

난 발생에 대해 일반인들은 일상적인 기상현상의 비일상적 결과 에 대해‘ ’

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일반인들에게 태풍과 집중호우 같. 

은 기상현상은 항상 경험해왔던 것이나 이것이 조금 더 심해졌다고 해, 

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재난을 겪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후재난 등의 위험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로 하, 

여금 기후재난 예방과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나 주민설명회를 통

해서 위험인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반인들의 의견을 듣고 . 

전문가들과 의사교류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위험인식을 줄일 수 있다. 

셋째 관심과 보살핌에 대한 인식, ‘ (perception of concern and care)'



- 108 -

이다 이 항목은 특히 전문가 집단 중에서도 정부 부문과 관련이 많다. . 

등 은 신뢰도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정부 기업 시민사회에 Peters (2006) , , 

각기 어떻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는데 정부가 관심과 보

살핌에 대한 인식 부문이 신뢰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가 기후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후재난을 포괄한 재난 대응을 위해 단일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 연방재난관리청.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을 통해 통합적인 재난관리를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Agency, FEMA)

는 현재는 화재 붕괴 등 인위적 재난은 소방방재청이 풍수해 등의 재난, , 

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지휘권과 관련해서는 차적으로는 재. 1

난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가 지휘통제권을 가지는데 이 때도 긴급한 내, 

용에 대해서는 지역의 경찰서나 소방서가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 

러한 지휘체계의 혼선이나 책임의 불명확한 배정 때문에 재난 발생시 책

임을 서로 회피하고 떠넘기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재은 행정자치( , 2003; 

부, 2003). 

이와 다르게 일반인들의 위험 대응 역량 강화도 전문가들과의 위험 

인식격차를 좁히는 데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기후변화에 .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별 위험 요소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 , 

반인들의 위험 대응 역량은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와 필연적으로 깊은 상

호연관성을 가진다 일반인들이 기후변화와 기후재난으로부터 발생할 수 . 

있는 위험을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견해를 학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의 위험인식과 대응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

문가들과의 소통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일반인들에게 기후변화가 . ‘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기후변화가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 ‘

을 미칠 수 있는지 등 일반적인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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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역량 강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노력 필요성에 대해서는 영

국 환경식품부(Department of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의 정책노력을 주목할 만하다 는 년 국가 홍수위DEFRA) . DEFRA 2011 “

기 대응계획 에서 (Natural Flood Emergency Framework for England)"

정책 실무자들에게 홍수 위험 저감을 위한 위험 소통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천노력을 주문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자연재해나 전염병과 같은 위험에 대해서 시민들에

게 알릴 의무를 제시한 국민 위급상황법“ (the Civil Contingencies Act 

에 기반하여 일반인들과의 위험 소통 노력이 전문가들의 의무2004)"

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역마다 지역복원력포(duty) . 

럼 을 만들어서 위험대응 주체를 확립하고 위험 (Local Resilience Forum) , 

대응을 위한 주민들의 행동수칙들을 재난 발생 전 재난 발생 중 단계‘ ’, ‘ ’ 

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중앙 부처의 전문가들인 . 

는 중앙 단위에서 위험을 상시 관리감독하고 재난 발생시 지역DEFRA , 

의 복구 노력을 지원한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노력들은 주민과 지역의 . 

위험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고 전문가들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

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위험 소통에 대한 요소들은 국내 기후변화 적응정책에 있어서도 시

사점을 가진다 년 월 정부가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 종합기본계획. 2008 9 ‘ ’

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 기본 방향과 개 세부 과제를 제시하5 11

고 있다 이 중  기후변화 영향분석 및 취약성 분석 강화 기후변화 대. ‘ ’, ‘

비 방재 패러다임 전환 및 예방체제 구축 기후변화 피해 저감을 위한 ’, ‘

재난 등 위기관리 체계 구축 강화 가 위험소통과 관련된다’ .

여기서 정부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위험에 따른 취약성 평가를 실시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설 구조물들에 대한 방재 기준 재설정과 구조물 , 

건설 등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하향식 의사결정과정을 보여준다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수행한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발전방안 마련연“

구 에서도 기후적응 재난 분야에 대한 정책제안에서 이러한 방향”(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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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책 제안은 다시 확인된다.53) 

그러나 시민들이 정부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와 위험 대응 역량이 낮

은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에서 기후 적응을 위한 방재 정책은 정부 전문/

가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위. 

험 소통의 정책 반영이 요구된다 환경부에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단위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년 제주도 등과 기후2007 ‘

변화 시범도시 를 체결하고 기후변화적응센터를 통해 광역지자체와 자치’ , 

단체들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조언 사업을 시행하고 있

다 이러한 협력 노력을 보다 확대하여 읍면동 단위의 기후변화 대응 위. 

원회를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는 위험 소통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하다.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3. 

이 연구는 위험 소통 모형 중 인간심리모형을 사용하여 국내 우면, 

산 산사태 사례를 모형에 실제로 적용해서 기후재난 관련 정책을 수립하

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위험 소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데 의의가 있

다 인간 심리모형을 비롯한 위험 소통 논의는 외국에서도 최근 년. 2000

대 후반 들어오면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사례 연구가 진행되는 단계이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기후변화 적응정책이 추진되는 현상으로 미루어봤을 

때  위험 소통 논의는 충분히 그 이론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지. 

역 사회의 기후재난에 대한 대응의 시작과 위험 관리 거버넌스의 핵심적 

역할은 바로 위험 소통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가 재난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순히 재난에 대응

53) 이 보고서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난 방재 로드맵으로는 크게 가지 과제를 제 4
시하고 있다 방재기준 및 적응정책 분야 기후변화 대응 조기경보 체계 재난분야 . ‘ ’, ‘ ’, ‘

취약성 평가 통합적 재난관리 기술 로 주로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적 접근 ’, ‘ ’

방식을 취하고 있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위험 소통 노력에 대한 정책적 설계는 ,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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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효과적인 구조물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만은 아니다 년 . 100

빈도의 기후재난에 대비하더라도 년 빈도 년 빈도의 재난 역시 200 , 500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기후재난 

위험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난에 대한 비구조적인 대응방안도 . 

제대로 수립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위험 소통이 정책적인 의미

를 가지게 된다 기후변화가 어떠한 위험을 초래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 , 

위험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반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대

응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 

응을 위한 올바른 정보와 일반인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들을 정부를 비롯

한 전문가들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를 제시하는 차원에. 

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반면 연구의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첫째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 . , 

인식의 양적 연구 수행의 필요성이다 이 연구에서는 래미안 아파트 비. 

상대책위원회 주민들을 중심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피해 주민들이 산사태 피해에 .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감을 살릴 수 있었던 반면, 

위험인식을 종속변수로 두었을 때 이를 설명하는 설명 변수들 각자의 설

명력이나 설명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다루지 못했다 따라서 . 

추후 연구에서는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한 설문조사 및 양적 연구를 통

해서 이 연구에서의 위험 소통 필요성 논의를 보다 정교화하고 이론적으

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간심리모형 단계에서 단계의 연구도 후속연구로 진행될 , 3, 5

필요가 있다 인식 차이 분석을 통해 일반인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이나 . 

오해하고 있는 사실들을 중심으로 일반인 전문가 간 위험 소통 정책을 -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험 소통 노력 이후에 과연 그러한 소통 노. 

력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연구 작업도 필요하다 기후적응정책 . 

분야에서 위험 소통에 대한 시사점을 정책에 반영하고 정책 효과를 평, 

가하는 연구가 향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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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을 보다 세분화한 위험 소통 연구가 필, 

요하다 앞서 연구 설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피해 지역 아파트 단지 내. 

에서도 실제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피해를 입지 않은 주민들 간에는 

위험 인식에 대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또한 피해를 아예 입지 않은 . 

다른 일반인들은 기후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

할 수 있다 한편 전문가들의 경우에도 정부와 기후변화나 자연재해 관. 

련 전문가 관련 산업 실무자들의 위험 인식이 서로 다를 수 있다, . 

따라서 기후재난에 대한 위험 소통 문제에 있어서 관련 이해 당사자

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연구대상집단을 보다 구체화해서 당, 

장의 쟁점이 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 

과 일반인들에 대한 대규모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사회 전체적인 통념을 

비교하는 방식의 연구도 가능하다. 

이러한 연구 시사점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정책을 수립하

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하향식 의사결정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

에 정부를 전문가 집단으로 한 위험 소통 연구는 필요하다 특히 정부에 .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 문제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

역할에 대해 일반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기후변화 문제’, ‘

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일반인들이 신뢰하고 있는지 와 같은 문제’

는 정책 현안과 기후재난 대응 시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위험 소통 문제

를 논하기 이전에 반드시 연구하여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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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우면산 산사태 관련 일정 개요54)

54) 표의 내용은 매체별 기사 내용과 우면산 복구 관련 건의서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 
구자가 작성하였다.

일 시 사건명 세부 내용

‘97.12. 우면산 터널 공사 착공
총 길이 왕복 차선으로 구성3 , 4㎞․

년 월 착공1997 12․

‘07.11
강남순환도시고속

도로 공사

공사기간: 2007.11 2014.5～․

․사업구간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서초구 우면동: -

총 터널 개 교량 개12.4 ( 4 , 2 )㎞․

‘02.11.25 우면산 생태공원 착공
면적 318,644㎡․

․관찰원 개소 자연탐방로 저수지 15 , 1,320m, 2,000㎡

‘03.12.20 우면산 생태공원 준공
년 월 일 생태공원 개원2004 7 23․

생태계보전을 위한 공원 예약제 운영․

‘04.1.5 우면산 터널 개통 우면산 터널 개통․

‘11.7.27 우면산 산사태 발생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

‘11.7.29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단 구성 착수/

서울시에서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단 구성에 ․

대한 자문  

원인조사단 첫 모임 후 조사에 착수‘11.7.29 ․

‘11.8.1
래미안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래미안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서울시 서초구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 검토, ․

‘11.8.2
우면산 산사태 

중간발표

군부대에서 래미안 아트힐 아파트 방향으로“․

산사태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고 발표  .”
추가조사 필요성 제기․

‘11.8.6
우면산 산사태 원인 

결과발표 연기 차(1 )

․군 시설이 산사태 발생에 영향을 주었는지 판단

할 수가 없어 추가 현장조사를 위해 발표 연기  

‘11.8.13
우면산 산사태 
현장조사 완료

우면산 산사태에 대한 현장조사 완료․

합동조사단 최종회의 개최‘11.8.19 ․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열어 ‘11.8.22 23 ～․

최종보고서 마련  

‘11.8.15
우면산 산사태 

복구공사 착수

산사태 복구공사 착수․

산림 및 공원 내 산사태 피해지 복구11.8.17. ․

계획 수립  

‘11.9.1 시민 대토론회 차1

기후변화 대응 서울시 수방정책 제 차 시민대 “ 1․
토론회  ”

․우면산 사태를 통해서 본 급경사지 재해와 대응

방안 주제발표   ( 2) 

‘11.9.5
우면산 산사태 원인 
결과발표 연기 차(2 )

산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
위해 연기  

‘11.9.6 우면산 산사태 복구 산사태지 복구를 위한 대만 홍콩 모델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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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한겨레 우면산 산사태 보고서 부실 서울시 자문단 의견서 냈다 에서는  , 2012.5.31., “‘ ’ .”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 보고서 년 월 일 발표 결과에 대해 조사보고서 용‘ ’(2011 9 15 ) ‘

역 검토 자문위원단 이 검토한 결과를 지난 년 월 일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 2011 12 15

로 한다 이 의견서에서는 폭우와 취약한 지반이 산사태 발생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 , 
지적에 대해서 주요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 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 .’ . 

나 위험인식에 대한 전문가 의견에 영향을 주기에는 대세적 여론 이 아닌 최신의 검‘ ’ , 

토의견이기 때문에 이를 전문가 모형을 만드는데 반영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
단하였다.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방안 자문  

‘11.9.15
우면산 산사태 원인 

결과 및 대책발표

우면산 산사태 발생원인은 집중호우 와 토양“ ” “․

상태 로 인해 발생했다고 발표  ”

‘11.9.2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감사

우면산 산사태 다이터마이트 발파작업 회, 4426․

지적 후 재조사 요구  

‘11.10.12
우면산 산사태 원인규명

재조사 건의안 발의 

최호정 김용석 시의원 외 명 발의, 11․
․국정감사 지적과 피해주민들의 재조사 요청 반영 요구

․조사단에 서울시 공무원이 참여안함 사방공학 전문가‘ ’, ‘

  없음 주민 지정 전문가가 배제됨을 이유로 재조사 요청’, ‘ ’  

‘11.11.9
래미안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면담
․산사태 전국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래미안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면담 푸른도시국장 참석  ( )

‘11.11.11

산사태 복구공사

주민 설명회 실시

래미안 임광 아파트( / )

산사태 복구공사 관련 주민설명회 실시․

․주민들은 전면적인 원인재조사 공청회 를 요구‘ ’, ‘ ’

‘11.12.15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 및 

복구대책 수립 

검토의견서 제출55)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보고서 에 대해 조사‘ ’ ‘․
  보고서 용역 검토 자문위원단 이 검토의견서 제출’

사방 지반 수리 세 분야 전문가 명 대부분이 / / 9․

  자연재해를 산사태 원인으로 보기에 근거 부실 지적

‘11.12.7 시민 대토론회 차2

기후변화 대응 서울시 수방정책 제 차 시민대“ 2․
토론회  ” 

․토론 주제가 수해 와  산사태 에서 수해만으로‘ ’ ‘ ’ ‘ ’

축소 래미안 아파트 주민 토론 참석도 취소  . 

‘12.5.31
우면산 복구공사 

완료예정

우면산 복구공사 완료 예정․

일 현재 공정 완료  (2012.6.9 96% )
년 월 하순으로 완료 일정 연기 20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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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심층인터뷰 질문지 구성

설문

구성
개방형(

질문)

발생원인

측면

1. 우면산 산사태의 발생 원인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발생 원인 대답에 대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2. ( ) ?

어디 또는 누구 로부터 발생원인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까3. ( ) ?

4. 산사태 발생원인과 기후변화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향후 산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5. ?

복구 및 

개선방안

측면

1. 현재 우면산 복구공사의 세부적인 공사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 우면산 복구공사 공사방향 공사 기대효과 에 대해서 2. ( , )

만족 하십니까   ?

3. 현재의 복구방향이 불만족스러우시다면 어떻게 개선되는 것이( )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산사태 피해 복구와 향후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 4.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

정부 시민-
간 커뮤니

케이션

1. 정부 서울시청 서초구청 의 우면산 산사태 대응방식에 대해서( ,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정부에서 별도로 복구공사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하였습니까?

정부에서 별도로 산사태 예방 및 대처를 위한 교육을 실시3. 

하였습니까   ?

4. 향후 산사태 발생시 개인별 대처방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

주민들은 피해 및 복구와 관련하여 정부와 원활하게 의사5. 

소통하고 할 수 있습니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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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심층인터뷰에 대한 개방코딩 결과

패러

다임
범주 하위 범주 개념

인과적 

과정

재난대응

시스템 부재

정부의 재난에 대한

대응 부족

집중호우는 예보되며 이에 대한 사전대응은 , ․

충분히 가능함  

기존 산사태 발생 시 철저한 대응 부족․

복구업무에 대한 

책임소재 불분명

복구 부문별로 소관부서가 각기 다름․

피해주민들에 대한 행정적인 배려가 없음․

기후재난에 대한 

공무원들의 책임회피

․재난 문자통보시스템 미통보를 놓고 산림청과

서초구청 간 책임 공방  

산사태 피해

조사의 정치성

우면산 개발의 

정치적 목적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주민표를 얻기 위해

우면산 편의시설 정비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산책로 확장함․

주말마다 우면산에서 주민 걷기행사를 함․

산사태 원인 조사의 

정치성

인재로 결정 나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함․

국방부와 정부는 인재로 결정 나면 책임 ․

문제로 인해 불편해짐  

신뢰할 만한

공식적인

채널 부재

비공식적인 정보를

크게 받아들임

․산사태 발생 초기에 공군부대가 산사태 원인

이라고 유력 인사가 증언함  

산사태 피해 현장의 주민들이 그 증언을 ․

들었음  

피해현장 피해 동영상을 본 주민들은, VTR ․

공군부대가 원인이라고 함  

정부의 대화노력 부족
․산사태 발생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간담회가

없었음  

맥락적

조건

피해보상에

우선적인 관심

피해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우선적인 관심

산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보다 ․

보상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음  

보상문제로 인한 어려움

보상 문제로 인해 주민 설명회가 제대로 ․

이루어지지 않음  

보상을 중심으로 산사태 원인을 인재로 ․

우선적으로 판단하게 됨  

재난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인식

정부의 관련 교육 부족

산사태 발생 후 재난 대응 교육 등의 부재․

․재난 관련 교육에 대해서 방송이 아닌 종이로

아파트에 홍보문이 붙은 게 다였음  

상시적 재난으로서 

기후재난을 인식

산사태는 항시 일어나는 것이라는 생각․

우면산 산사태도 기후변화 와 같은 특수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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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른 것이 아님  

산사태 

원인조사단을 

인위적으로 

구성

서울시가 산사태 

조사위원회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구성

․서울시에 유리한 조사위원단 구성 후 보고서에

사인만 받은 것임  

어용 교수들을 모아서 인재로 포장함․

․정부 산사태 조사결과 발표에 비판적인 학자

들은 원인조사에서 배제함  

․산사태 원인조사는 서울시 자체로 실시하였으며

책임회피용으로 이용  

인재로 발표 시

보상 문제 부각

인재로 발표하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보상 ․

문제가 복잡해짐  

서울시 일년 예산을 고려해봤을 때 비용이 ․

많이 듦  

․래미안 아파트 지역의 개인 주택 공용 공간에 , 

대한 보상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주민 설명회 

부재

실질적인 주민 

설명회가 없었음

․사실상 요식행위로 진행되는 설명회라는 인식

실제 주민 설명회의 준비 및 운영도 제대로 ․

되지 않았음  

주민들의 분노로 

설명회 진행이 어려움

보상문제로 주민들의 감정이 많이 격해져 ․

있었음  

보상 관련 질의응답으로 설명회가 제대로 ․

안 이루어짐  

중심 

현상

물리적인 피해

아파트 가격 하락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인한 주민들의 심기 불편

중대형 아파트 단지이며 개별 호 당 모두 , ․

억 정도 다 내려감  1 2～

생활상의 불편함
․피해 발생 후 개월 동안 엘리베이터 없이 지냄3

주민들은 무릎 통증 등 몸이 안 좋아짐․

정신적인 

피해

우울함

아파트 단지 내 광장이 폐허로 되어 굉장히 ․

우울해 하는 사람들이 많았음  

주민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들을 호소․

추가적인 피해에 

공포심

․산사태 발생 후 비만 오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산을 보게 됨  

또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까봐 걱정됨․

무력감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당했다 고 생각함‘ ’․

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

보상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천재지변으로 원인 발표가 난 후 일절 보상이

없음  

․자연재난을 당했으면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데

아무 지원이 없음  

피해를 당한 주민들만 불쌍함․

추가적인 혜택이 아닌 원상복구 수준의 ․

지원을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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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간 갈등

아파트 입주민들 간 갈등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알력이 많았음․

․비상대책위원회 등 피해 관련 대책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별도 월급 없이 봉사활동을 함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

  들은 복구비 분담에 대해서 협조가 잘 안되었음

상대적인 피해의식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과

  입지 않은 지역 간 차이에 따른 피해의식이 있음

피해주민들과 

전문가들 간

인식 격차

피해주민들과 

전문가들 간의 

인식격차

․전문가들과 일반인들 간 산사태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 격차가 존재  

․산사태 발생 후 주민들은 바로 인재라고 주장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파악․

하기 어려움  

우면산 산사태는 천재와 인재의 복합적인 ․

요인에 의해서 발생함  

산사태 발생 

원인으로 

군부대 지목

경험을 바탕으로

산사태 발생 원인 구성

․우면산 인근 지역에 오래 거주하고 우면산을, 

지켜봤기 때문에 무엇이 원인인지 주민들은   

알 수 있다고 주장  

산사태 관련 전문가들의 주장이 아니여도 ․

알 수 있음  

피해 주민이 산사태 녹화한 내용을 분석한 ․

결과 군부대가 원인이라고 주장  

군부대에 대한 불신

․군부대는 일반인들에게 피해지역을 개방하지

않고 쉬쉬함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군사지역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통제함  

군부대에서 무너진 것을 감추기 위해서 ․

커버를 덮음  

중재적 

조건

복구공사에 대한

정보 부족

주민설명회 부재

․주민들에 대한 산사태 복구 관련 정보 제공 부족

․피해 주민들에게 상담 기능 제공을 위한 창구

마련이 필요  

복구공사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없음․

피해주민들의 요구사항 반영 미비․

전문지식에 대한

부족한 접근성

복구공사 관련 정보가 전문적인 용어로 ․

작성되어있음  

․주민들이 복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움

재난 대응의

어려움

복구공사에 대한

기술적 어려움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시설을 만들고자 함․

기후변화 추세가 실제 측정 시에는 잘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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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가 않음  

위험지역 선정의 어려움
산사태 피해발생 위험 지역을 설정하는데 ․

기술적인 어려움이 존재  

협력적 

공감대 형성

군인 장병들에 

대한 고마움

군인들이 자기들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

도와준데 따른 고마움  

․커피 라면 등을 피해주민들이 자비로 대접함, 

새로운 서울시장에 

대한 기대

․새로 선출된 서울시장이 해당 지역 주민으로

  피해 내용과 성격에 대해서 잘 알거라는 기대

․새 서울시장은 우면산 산사태 원인이 단순히

천재만은 아니라고 주장  

서초구청에 대한 

신뢰회복

․구청이 산사태 발생 초기와는 다르게 피해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려고 함  

․구청장도 피해주민들과 공군부대가 산사태 

발생의 원인이라는데 공감대 형성  

적절한 복구

능력 부족

복구 시공사 측의 

능력부족

설계도도 없이 복구공사를 시작함․

․방재 전문가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기존 방식

대로 하는 것을 고수  

소방방재청이 시공사가 제출한 복구계획에 ․

대한 재검토를 지시  

복구사업에 대한

업계들 간 알력

․산사태 복구공사는 산림토목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을 진행하였음  

일반 토목공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산사태 ․

부분을 하지 않았음  

작용/

상호

작용

전문가들에 

대한 의지와

수동적 대응

자연재난관리는

정부 소관이라는 인식

치산치수는 예로부터 정부가 관할하였음․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가장 우선적으로

산사태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전문가들에 대한 

심리적 의존

산사태 대책마련 및 복구공사는 전문가들이 ․

진행하고 있으며 본인들은 잘 알지 못함  

재난 복구에 대한

막막함과 무력함

산사태 발생 후 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복구1․

공사의 진전이 별로 없음  

․피해지역 주민들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에

역부족  

․복구경과를 지켜보는데 따른 막막함과 답답함

재난 대응에 대한 

주민들의 안이한 인식

산사태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므로 개인들이 ․

할 수 있는게 별로 없음  

산사태 발생은 사실상 예측이 어려움․

산사태 발생시 대피 장소나 대피 요령을 ․

거의 알지 못함  

정부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자체의 올해 얼마나 많은 비가 올지 예측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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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요구 불확실성
․확률 강우량에 근거한 것보다 더 높은 기준을 

방재정책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요구사항 전달

및 반영의

어려움

정부에 대한 대응의 어려움
․산사태 발생 원인에 대해 정부 측에 주민들의

입장을 주장하여 변경하는 것이 어려움  

정부가 주민들의 의견에

소홀한데 대한 불만 

서울시의 산사태 원인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

주민들의 주장 묵살  

서초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는 거 같지만 이행율은 낮음  

․정부 여당이나 공무원 체제가 소통이 가능한

체제가 아님  

적극적인

요구사항 전달

주민설명회를 통한 요청사항이 하나도 반영․

되지 않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서울시 쪽에 공문을 발송

해도 답이 없음  

비대위 

활동의 제약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의 어려움

․주민들이 비상대책위 활동을 상시적으로 하기엔

어려움  

비상대책위 분들에게 별도로 월급을 주는 ․

것이 아님  

다른 일반 주민들이 비상대책위 활동에 적․

극적으로 돕는 것이 아님  

재난구역 선포의 

필요성

재난구역 선포 시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것․

이라는 오해  

강남 주민들이라는 주변에서의 비난․

주민들 간 갈등

․피해복구비 부담에 대한 주민들 간 인식 차이

․산사태 복구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정도 차이

발생에 따른 갈등  

결과
복구사업에 

대한 불안감

산사태 발생에 대한 

정확한 인지 부족

․산사태가 다시 발생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투입되어야 하므로 재발생은  어려움 

․이미 발생되어서 내려올 토사 잡목들은 다 , 

내려왔으므로 더 발생해도 피해가  적을 것이 

라는 인식  

복구사업에 대한 불신

복구사업에 대한 원칙이 없음․

복구공사의 효과에 대한 인식 부족․

․자연친화적이지 않은 복구방식 때문에 배수가

어려울 것임  

․공사하기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밖에 안보임

너무 졸속적이고 땜질인 방식․

복구공사의 효과에 대한

불안감 및 의심

․산사태 발생 지역에 나무를 다 베고 민둥산을 만듦, 

․복구공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주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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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공사의 효과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짐  

복구공사에 대한 

인식부족

․복구공사가 어떠한 공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함

․사방댐만 만든다는 것만 인지하고 있고 사방댐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몇 개나 만들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무지함  

정부에 대한 

분노와 무력감

서울시의 산사태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과 분노

․정부가 원인조사 결과발표를 거짓말로 하였음

․산사태 원인조사 결과 발표 시에 서울시와 

  국방부 간에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주민들  의견

․정부의 정책 집행은 어디까지나 진실해야 함

소통의 어려움에 따른

초조함과 무력감

피해보상에 대해서 호소할 창구가 없어서 ․

답답함  

․복구공사가 어서 빨리 되었으면 하는 초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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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n Risk perception in 

the Climate change Disaster

: focus group research to the differences between 

the Experts group and the laypeple group

Kil-yeon, Wo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re are increasing concerns on the extreme weather events and 

climate disasters which have occurred more often than ever. These 

likely bring us social conflicts and disorders between government and 

citizens who live in affected area from beginning to end. It is 

necessary to set up the inclusive protocol to overcome the climate 

disasters that are based on consideration of social conditions. Prior to 

all, the proper method has to be executed in order to deal with the 

climate change and shorten the gap of risk perception between people 

and experts.

‘How do laypeople or experts think about climate change?’, 'What are 

the differences in risk perception about the climate changes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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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people and experts’ were the questions which I intended to make 

clear through the sample case. I applied the ‘Mental model' to explain 

the research questions, a type of theory in risk communication. The 

landslide occurred in Mt. U-myeon in July 2011 was selected example 

for the study and the data has been collected from the residents of 

Raemian Apt nearby who w itnessed the damage from it.

I have studied newspaper articles and TV news reports to analyze 

perception of experts, and interviewed residents of Raemian apt. After 

researching, I found some perceptional differences between experts 

and residents which can be explained by using Grounded theory. 

First, experts' perception is focused on 'Extreme weather events' and 

'Vulnerability'. Different with this, the portion of 'exposure' takes 

much higher portion on the result of laypeople than experts. Second, 

the difference on how to explain the disaster was also founded. 

Experts explained the reason of landslide separately and influence 

diagram of experts was made using the 'assembly method'. However, 

influence diagram of laypeople was made using 'scenario method' and 

residents usually explained it based on their personal experience and 

thought following the order of which significant accidents were 

happened. Third, experts deferred to make conclusive statement that 

the landslide caused by heavy rainfall was a phenomenon of climate 

change while residents agreed and insisted to prepare to deal with 

those natural disasters caused by climate change.

Those differences were explained by the analysis on grounded theory. 

Following two factors were the major reason that made those 

differences, one was the distrust to authority (seoul city government 

and Seo-cho government) and another was lack of capacity to cope 

with that disaster. After coding the data, I got two core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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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 to the experts", "capacity to cope with disaster" and make 4 

types of risk communication model in climate risk by crossing those 

categories.

The four types of communications are 'precautionary communication', 

'persuasive communication', ‘alternative communication’, and 

‘responsibility-compensation communication’. The landslide in Mt. 

U-myeon have positioned in 'responsibility-compensation 

communication', because there was low level of trust to authorities 

and low  level of capacity to the disaster. 

Finally, it needs to enhance trust to authorities and reinforce the 

capacity to cope with climate disasters.

 

keywords : climate disaster,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risk communication, mental model 

Student Number : 2010-23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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