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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사업을 통해 진행된 산사태 연구 성과와 향후 연구

김호걸

청주대학교 휴먼환경디자인학부 조경도시계획전공

Ⅰ. 배경 및 목적

본 학술발표는 BK21+사업에 참여하면서 도출된 산사태 관

련연구성과들을종합함으로써, 그린인프라창조인재양성팀의

우수성과를학계에공유하고자하는취지에서기획되었다. 따라

서 BK21+사업의지원을통해발전된산사태연구의대표적인

성과들을정리하고, 향후연구를소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Ⅱ. 주요 연구성과

1. 지표를 이용한 산사태 취약지역 분석

전국의 232개시군구를대상으로집중호우에의한산사태취

약성분석을실시하였다. 해당연구는지자체기후변화적응대

책수립지원사업의일환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진행되었

다. 연구의핵심방법은산사태와관련된기후변화취약성평가

지표의개발및구축과평가지표별가중치설정을위한전문가

델파이조사이다. 핵심결과는전국시군구단위산사태취약지

도로서, 효과적인의사결정지원을위하여다양한 RCP(Repre-

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기후변화시나리오를고려하

여작성되었다. 연구결과는 정부가산사태적응대책수립이시

급한시군구를파악하고, 우선순위를결정하는데활용될수있

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Kim et al., 2016).

2. 단일 공간분포모형을 이용한 산사태 위험지역 분석

지표를이용한취약지역분석연구는절대적인위험지역분

석이어렵고, 공간해상도가낮은한계가있어이를개선하기위

해공간분포모형을이용한산사태위험지역분석연구를수행하

게되었다. 해당연구는산사태피해가잦은강원도를대상으로

설정하고, 100×100m 크기의 격자단위를 분석단위로 수행하였

다.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증가를반영하기 위해 RCP 4.5,

8.5 시나리오를이용하여강우량변수를구축하고적용하였다. 사

용된공간분포모형은기계학습을기반으로하는Maxent(Maxi-

mum Entropy Model)이다. 핵심결과는 미래 목표연도에 대한

강원도의산사태위험 예측지도이다. 연구결과를통해강원도

의산사태위험지역에대한효과적인대비가가능하다는점에서

의의를 갖는다(Kim et al., 2015).

3. 다중 공간분포모형을 이용한 산사태 위험지역 분석

기후변화 연구는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높은 불확실성을

갖는다. 게다가단일공간분포모형을이용할경우에불확실성을

정량화하거나확인하지못하는한계가있다. 따라서 다중 공간

분포모형을이용하여모형간의불확실성이얼마나존재하는지

를파악하고, 가장신뢰도가높은위험지역을탐색하고자하였

다. 해당연구는대상지를강원도인제군으로설정하고, 30×30m

크기의격자단위를분석단위로수행하였다. 10개의공간분포모

형에동일한종속변수와독립변수를입력하여반복적으로구동

하고, 결과물을 종합하여 변동계수를 계산하였다. 변동계수는

결과물의표준편차의평균을계산한것으로, 10개 모형에서 도

출된결과물간의상대적차이를보여주어모형결과물간의불

확실성을정량화할수있다. 연구의핵심결과는불확실성을고려

한산사태위험지도이다. 본 연구결과는단일모형에서비롯되

는불확실성을줄이고, 불확실성을정량화할수있는방법론을

적용하여산사태위험지도를도출했다는점에있다(Kim et al.,

2018a).

4. 산사태 적응대책 효과분석 및 경제성 평가

산사태취약성또는위험지도를제작하는연구를수행하면서

효율적의사결정지원을위한노력을기울였다고생각하였으나,

공무원들과 계획가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비용을

바탕으로하는것이가장효과적이라는이슈가국내외에서대두

되었다. 이에해당연구는산사태위험지도를바탕으로예산되

는피해비용을예측하고, 적용 가능한 적응대책에소요되는비

용과비용대비얻을수있는피해저감효과를경제적으로산출

하였다. 연구결과는의사결정자들에게대책마련의시급성을설

득하고, 대책의효율성을판단하는근거로활용될수있을것으

로 기대된다(Kim et al., 2018b).

Ⅲ. 향후 연구 및 결론

현재까지수행해온연구들은모두가평가에치중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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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주요 방법 주요 결과
게재논문

저널

지표를 이용한 산사태

취약지역 분석

시군구 단위

전국 232개 시군구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지표 구축

가중치 설정(전문가 델파이)

시군구별 산사태 취약성 지도

Kim et al.(2016)

Natural Hazards

단일 공간분포모형을 이용한

산사태 위험지역 분석

100×100m 격자단위

강원도

RCP 시나리오(4.5, 8.5)

Maxent 모형

강원도 산사태 위험 예측 지도

Kim et al.(2015)

Environmental Earth and Science

다중 공간분포모형을 이용한

산사태 위험지역 분석

30×30m 격자단위

강원도 인제군

10개 공간분포모형

변동계수 이용 불확실성 파악

불확실성 고려 산사태 위험 지도

Kim et al.(2018a)

Stochastic Environmental Research

and Risk Assessment

산사태 적응대책 효과분석 및

경제성 평가

1×1km 격자단위

전국

RCP 시나리오(2.6, 4.5, 6.0, 8.5)

적응대책 효과, 비용/편익 분석

산사태 적응대책 효과 분석결과

적응대책별 비용/편익 분석결과 Kim et al.(2018b)

Sustainability

표 1. 연구 성과 주요 내용 요약

따라서 의사결정자들을 지원한다는 목적을 완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연구결과를 실제 대상지에 적용하기

위해평가와계획을통합하는연구를기획하고있다. 소속대학

의전공교수들과의협업을통해이론/평가연구와계획/적용사

업을동시에수행하여실제대상지에적용가능한기후변화, 재

해 관련 의사결정지원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적인

측면에서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조경분야에

적용하여대책기술적용시효과를시뮬레이션하고, 증강현실

을 이용하여 현장에서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드론을 이용한

현장데이터구축및관리기술을개발하는데치중하고자한다.

BK21+사업을통해만든연구기반을바탕으로앞으로도우수한

연구 성과 도출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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