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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산사태 지점 현황 및 변화 양상

The Distribution and Change Pattern of Landslide Sites in Dokdo

안동립(동아지도 대표)

전창우(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과정)

Ⅰ. 서론

독도는 자연과학적 학술가치가 매우 큰 섬으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 되어있는 한반도의 가장 

동쪽에 있는 화산섬이다. 동도와 서도, 89개의 기타 부속도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리적인 위치는 최고위점을 기준으로 동도

는 북위 37도 14분 26.8초/ 동경 131도 52분 10.4초이고, 서도는 북위 37도 14분 30.6초/ 동경 131도 51분 54.6초이다(국토지

리정보원).

독도는 일본과의 영유권 문제로 역사 및 지정학적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지형, 생태, 경제, 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곳인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독도에 관한 연구와 관리

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독도와 주변 해저지형에 나타나는 지형학적 특징은 동해의 형성 및 진화의 관점에서 

중요한 지체구조적 의미가 있다(강지현 등, 2008). 

한편, 독도는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화산섬이지만, 현재의 지형은 파랑 및 태풍 등의 영향으로 인한 풍화와 침식작용으로 

형성되었다(황상일, 윤순옥, 2009).  풍화 및 침식작용으로 인해 독도에 각종 균열이 발생하면서 독도 지반 안정성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해양수산부에서는 2006년과 2008년에 독도 전반의 정밀지반평가를 실시하였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06; 2008). 두 차례의 평가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민숙소 배후사면은 암반의 균열 및 절리가 심하여 낙석으

로 인한 피해를 유발할 위험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필자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18차 현장 답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 여러 곳(특히 서도)에서 산사태 및 지반 붕괴 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를 통해 독도는 여전히 지반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독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물 서식지 중 하나로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천혜의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의미

까지 두루 갖춘 곳이다. 그리고 독도는 ‘2017-2018 한국관광 100선’ 중 관광매력물-자연자원 분야에 선정되어 관광지로서의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 생태관광지로도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독도의 현장답사를 통해 촬영한 사진을 통해 산사태가 발생한 지점 파악과 그 지점의 시간적인 변화 양상

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의 안전보호, 생태계 보전, 지형변화의 관찰 그리고 추후 관광시설 및 과학기지 등의 인공 

구조물의 설치를 위한 독도 지반의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Ⅱ. 독도의 산사태 발생 지점

현장 답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 7곳의 산사태 지점이 파악되었으며(그림 1), 대부분 단층선 부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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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제굴 ② 물골 계곡 ③ 대한봉 북서쪽 ④ 대한봉 동쪽 ⑤ 주민숙소 앞 ⑥ 주민숙소 뒤 계단길 ⑦ 동도 부두

그림 1. 독도의 산사태 지점

독도의 산사태는 파도, 바람, 지진, 연약 지반, 풍화작용, 지하 동굴의 영향 등으로 산사태 및 지반 붕괴 지점이 관찰되며 

그 범위가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리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2012년 태풍 볼라벤, 2013년 태풍 다나스, 2015년 태풍 

낭카 등 대형 자연재해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아 지형 변화에 영향을 끼친다.

독도는 약 65%의 지역이 30° 이상의 높은 경사각으로 이루어진 지역인데, 특히 서도는 동도보다 경사가 급한 지역의 비율이 

높다(그림 2). 때문에 매년 대형 산사태가 발생하고 수시로 암반이 굴러 떨어져 서도 주민숙소에서 대한봉을 오르는 계단과 

물골의 계단에 큰 피해를 주어 시설 이용에 위험이 따르며 지형의 변화도 심하다. 동도는 단층선이 높은 밀도로 분포하며 단층

선을 따라 절리가 뚜렷하게 나타나며(황상일·윤순옥, 2009; 그림 3), 침식과 풍화작용의 영향으로 인해 섬 전체적으로 지형적 

변형이 생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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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독도의 경사도

출처 : 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제작.

그림 3. 독도의 지질도

출처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정보시스템.

1. 가제굴 산사태 지점

서도 북서쪽 탕건봉과 가제굴 사이로 대형 역암(礫岩)들이 굴러 떨어져 있고, 호층으로 이루어진 이암(泥岩)이 쉽게 부서져 

수시로 작은 돌들이 흘러내리고 있다.

a) 2015.09.21. b) 2015.09.23.

c) 2017.08.01. d) 2017.08.01.

그림 4. 가제굴 산사태 지점

출처 : 필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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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골 계곡 산사태 지점

대한봉 북쪽 계곡은 토질이 좋아 많은 나무와 풀들이 자라고 있는 식생 집단 군락 지점이다. 이곳은 지반이 약하고 경사가 

심해 우천 시 빗물과 함께 푸석돌이 쏟아져 계단 난간을 부순다. 또한 수시로 큰 돌이 쏟아져 산사태 위험이 높은 지점이다.  

a) 2012.09.06. b) 2017.08.01.

그림 5. 물골의 산사태 지점

출처 : 필자 촬영.

a) 2012.09.12. b) 2012.09.06.

그림 6. 물골 계단으로 쏟아진 바위

출처 : 필자 촬영.

3. 대한봉 북서쪽 산사태 지점

바람과 파도, 지진, 연약 지반, 동굴의 영향으로 미세한 흔들림에도 대한봉 상단부 바위가 떨어져 나가고 있다. 사진을 통해 

2005년부터 14년간 대한봉(168.5m) 상단부의 변화를 비교해 보았다. 2007년 5월 10일 사진(그림 7 a))에는 왼쪽 상단에 작은 

낙석 부위만 있었으나, 2008년 8월 7일 사진(그림 7 b))에는 낙석 부위가 뚜렷하고 매년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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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07.05.10. b) 2008.08.07.

d) 2015.09.21

c) 2012.09.06. e) 2015.09.21.

그림 7. 대한봉 북서쪽 변화

출처 : 필자 촬영.

a) 2008.08.07. b) 2011.08.12. c) 2012.09.06. d) 2015.09.21.

그림 8. 대한봉 가운데 지점

출처 : 필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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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12일, 2012년 9월 6일, 2015년 9월 21일에 촬영한 사진을 보면 대한봉 북서쪽의 가운데 지점이 산사태로 인해 

점점 확대, 심화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그림 8 b),c),d)).

4. 대한봉 동쪽 사면 산사태 지점

경사 70~85°의 바위 직벽에 갯제비쑥이나 해국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지점이다. 2006년 촬영 시에는 지반이 안정되어 식물

이 덮고 있었는데, 2012년 8월 16일 제13호 태풍 카이탁이 통과할 때, 밤에 대형 산사태가 발생하였다(그림 9; 그림 10). 또한 

매년 대한봉 주변으로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a) 산사태 전(2012.08.16.) b) 산사태 후(2012.08.17)

그림 9. 2012년 독도 산사태

출처 : KBS독도라이브.

a) 2006.08.25. b) 2012.09.06.

그림 10. 대한봉 동쪽 사면 변화

출처 : 필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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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013.10.16. d) 2014.05.16.

e) 2015.09.23.

그림 10. 대한봉 동쪽 사면 변화(계속)

출처 : 필자 촬영.

a) 2012.09.06 b) 2013.10.16.

그림 11. 대한봉 동쪽 산사태 지점

출처 : 필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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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014.05.16. d) 2015.09.23.

그림 11. 대한봉 동쪽 산사태 지점(계속)

출처 : 필자 촬영.

그림 12. 대한봉 동측 함몰지(2012.09.06.)

출처 : 필자 촬영.

5. 주민숙소 앞 산사태 지점

주민숙소 앞 계곡은 대한봉 동쪽 사면의 여러 곳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해 매년 수백 톤의 흙과 암석들이 쏟아져 내린다. 

연례적으로 일어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옹벽과 철망을 쳐 놓았으나 산사태의 규모가 워낙 커서 매년 보강 공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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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떨어져 나온 큰 암석 덩어리(2008.08.10.) b) 쏟아진 흙과 암석 더미(2012.09.08.)

그림 13. 주민숙소 앞 산사태 지점

출처 : 필자 촬영.

6. 주민숙소 뒤 계단길 산사태 지점

비교적 안정된 지형으로 식생 상태가 좋으나, 바람과 비, 파랑의 영향으로 암설이 수시로 굴러 떨어진다. 강지현·성효현

(2009)의 연구에서 이 지점은 50m 규모의 애추가 나타나는데, 애추 전면의 해수면 아래에 많은 양의 암설류가 분포하고 있어 

지속적인 붕괴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림 14. 주민숙소 뒤(2013.10.15.)

출처 : 필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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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도 부두 산사태 지점

동도의 부두는 관광객이 오면 정박하는 곳이다. 부두의 뒤편은 연약 지반으로 작은 암설과 흙이 자주 흘러내리는 것이 관찰

된다. 

a) 2012.09.07. b) 2012.09.07.

그림 15. 동도 부두

출처 : 필자 촬영.

Ⅲ. 결론

현재 독도의 동도와 서도는 오랫동안 붕괴 및 침식작용으로 인해 대부분 소멸되고 화구의 남서쪽 테두리의 일부가 남아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05). 독도의 지형은 산지지형(주상절리·단층사면, 애추, 침식와지)과 해안지형(해식애, 파식대, 역

빈, 시스택, 시아치 해식동, 노치 등)으로 구분된다(강지현·성효현, 2009). 이러한 지형을 변화시키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형 붕괴에 초점을 맞추어 산사태가 발생한 지점을 답사를 통해 탐색하였다. 독도는 대부분의 사면이 

높은 경사각을 이루고 있으며, 독도에서 산사태는 파랑, 태풍, 지진 등의 대형 이벤트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산사

태가 발생한 지점을 조사한 결과 총 7곳을 발견하였다. 발생 지점은 주로 서도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정단층의 주변에 발생하

는 것으로 탐색되었다.

독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뿐만아니라 최근 늘어나고 있는 관광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으며 다양한 생태계의 보존에도 어려움을 준다. 따라서 독도 지반의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형 

변화가 나타나는 지점을 장기적으로 정밀 관찰하여 그 영년변화(永年變化)를 기록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파제를 

건설해 파력에 의한 해안침식 등 지반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보강 공사를 통해 독도의 지형 변화를 최소화 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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