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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recent years, global warming has been continuing and abnormal weather phenomena
are occurring frequently. Especially in the 21st century, the intensity and frequency of hydrological
disasters are increasing due to the regional trend of water. Since the damage caused by disasters in urban
areas is likely to be extrem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landslide susceptibility maps to predict and prepare
the future damage. Therefore,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landslide vulnerability using the logistic
model and assessed the management plan after the landslide through the field survey. The landslide area
was extracted from aerial photographs and interpretation of the field survey data at the time of the landslides
by local government. Landslide-related factors were extracted topographical maps generated from aerial
photographs and forest map. Logistic regression (LR) model has been used to identify areas where
landslides are likely to occur in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GIS). A landslide susceptibility map
was constructed by applying a LR model to a spatial database constructed through a total of 13 factors
affecting landslides. The validation accuracy of 77.79% was derived by using th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curve for the logistic model. In addition, a field investigation was performed to
validate how landslides were managed after the landslid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provide a scientific
basis for urban governments for policy recommendations on urban landslide management.
Key Words : Umyeonsan, Urban Landslides, Logistic Regression Model, Field Investigation

요약 : 현대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 현상은 비정상적인 기상 현상을 빈번히 발생

시키고 있다. 특히 21세기에는 폭우와 같이 수문학적 측면에서 물의 특성이 전과 다르고, 수문학적 재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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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사태는 폭우나 지진과 같은 자연환경의 급격한 변

화로 인해 토양이나 흙이 갑자기 경사면을 따라 흘러내

리는 현상이다(Cruden and Varnes, 1996). 산사태는 토양,

산림, 지질, 지형뿐 아니라 기후 조건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복합 자연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Choi et al.,

2012; Lee et al., 2004; Pradhan and Lee, 2007). 최근 몇 년

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강수량이 증가하였고, 특히 중위

도 지방에서는 20세기 이후 강수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UNISDR, 2015). 그에 따라 중위도 지방은 폭우와 그로

인한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에 지속적으

로 노출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한국의 산사태로 인한 피해 지역은

1980년대 231 ha에서 1990년대 349 ha, 2000년대 713 ha로

증가했다고 보고된 바 있다(Korea Forest Service, 2013).

한국은 지역의 기후 특성상 여름철에 태풍을 동반한 폭

우가 빈번하고, 장마철에 강수량이 집중된다. 이에 따라

산사태 위험도 여름철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

은 주로 산악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산사태 관련 연구는 도시 지역 이외의 산악 지역(Lee et

al., 2016; Lee et al., 2017; Park and Lee, 2014)을 연구지역

으로 수행되었다. 그 예로 장흥 지방이나(Lee et al., 2002),

영인 지역(Lee et al., 2004; Lee and Min, 2001)에서의 산사

태 연구가 대표적이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양

한 데이터 모델과 함께 가장 기본적인 회귀 분석 모델

인 로지스틱 회귀(Logistic Regression, LR) 모델을 이용

한 산사태 취약성 분석 연구가 다수 수행되고 있다(Le et

al., 2017; Ozdemir, 2016; Lee et al., 2016).

그러나 산사태는 비도시 지역인 산악 지역보다 도시

지역에서 발생했을 때 더 위험하다. 인구 밀도가 낮은

산악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사태와는 달리, 도심지 내의

산에서 발생하는 산사태는 심각한 사상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Zhou et al., 2014). 산사태는 도시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환경 피해 및 재산 손

실을 초래할 수 있다(Devkota et al., 2013). 따라서 도시

지역의 산사태 취약성을 분석하여 사전 및 사후 대처 방

안을 준비해야 한다. 대표적인 도시 산사태의 예로,

2011년 7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우면산에서 산

사태가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산사태로부터 안전하다고 여겨지

던 도심 지역 또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인식

되기 시작했다. 여러 방면에서 산사태 정책이 재평가되

기 시작되었고, 다양한 복원 및 관리 정책이 시행되었다.

또한 복원 과정에서 우면산 산사태와 관련된 다양한 연

구가 수행되었다(Seo et al., 2015; Ko et al., 2014). 서울특

별시에서의 산사태 피해 대응 정책은 서울 시민의 부상

을 최소화하고 산사태 이후 재산을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과정에서 도시지역에서의 산사태 취약성 평

가는 도심지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기여

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가장 기본적인 회귀 모델인 LR모델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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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 중 도시 지역에서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극대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재해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 자연

재해인 산사태를 로지스틱 회귀(Logistic regression, LR)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산사

태 이후의 관리 현황을 조사 및 검증하였다. 현장조사 대상 지역은 기존에 산사태 발생지역 및 본 연구의 연

구결과로부터 산사태 취약성이 높게 나타난 지역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기존 산사태 발생지 데이터는 2011

년 우면산 산사태 당시의 현장조사 자료 및 항공사진 비교분석을 통해 추출하였다. 산사태 관련 요인은 항공

사진으로부터 제작된 지형도와 임상도에서 추출하였다. 산사태 취약성 지도는 산사태에 영향을 미치는 총

13개 요인을 통해 구성된 공간 데이터베이스에 LR 모델을 적용하여 제작되었다. 마지막으로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곡선을 이용해 산사태 취약성 지도를 검증한 결과 77.79%의 정확도를 나타냈다.

추가적으로, 연구결과에 나타난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 2011년 산사태 이후 산사태가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도시 산사태 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에 있

어 과학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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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우면산 산사태의 취약성을 분석하고, 현장조사

를 통해 산사태 발생지와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 현황을

조사 및 논의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산사태 관련

요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였고 LR모델이 적용되었다. 정확도는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곡선을 이용해 수행되었고 최종

적으로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검증하였다. 현장조사는

기존에 산사태 발생지역의 사후 관리 현황을 확인함과

동시에,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 의해 산사태 취약성이 높

게 나타난 지역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2. 연구지역 및 데이터

1) 연구지역

서울특별시는 대한민국에서 사회·경제·문화적으로

가장 큰 도시로써,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

적은 약 600 km2로 한국 전체 면적의 1%도 되지 않는 면

적이다. 서울특별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구 밀집도

를 가지는 도시 중 하나로, 2011년 기준 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일시적인 인구 이동이 많기 때

문에 교통 시스템이 매우 복잡하여 산사태와 같은 자연

재해는 도시 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Pachauri et al., 2014).

특히 본 연구의 연구 지역인 우면산 일대는 인구 밀

도와 이동이 높은 도심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인

근에 예술의 전당과 같은 다양한 문화시설이 위치하며,

고도가 낮아 지역 주민의 방문이 용이하다(Fig. 1). 우면

산은 지형과 풍토에 의해 형성된 지형학적 특성과 호상

편마암으로 구성된 지질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흑운

모 편마암은 심한 풍화와 단층이 많은 것이 특징이며,

이는 산사태에 더 취약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이다.

또한, 우면산 전체에 걸쳐 화강암질 편마암이 분포하기

도 한다. 전체적으로 이 지역은 풍화로 인해 노두가 빈

약한 상태로 엽리구조가 불규칙하게 발달되어 있다

(Korean Geotechnical Society, 2011).

기상청에따르면서울지역의강수량평균(1981~2010)

을 보면, 6월에서 8월까지 여름철 강수량 합은 892.1 mm

이다. 이는 전체 연강수량의 약 61%로 여름철 강수량의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12월에서 2월까지 겨울철 강수

량 합은 67.3 mm로 연 강수량의 약 5%로 매우 낮다.

2011년 여름, 한국 중부 지방의 폭우로 서울특별시 우면

산 일대에 다발적으로 산사태가 발생하였다. 7월 26일

부터 28일까지 서울특별시의 누적 강수량은 587.5 mm

로써 이 수치는 도시 강우량이 기록된 이후 3일간의 누

적 강수량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서초 AWS(Automatic

Weather System) 자료에 따르면 최대 강우량은 산사태

가 발생했을 때 1시간 동안 85 mm를 초과한 수치를 기

록했으며 총 피해 지역은 73.23 ha에 달했다(Korean

Geotechnical Society, 2011). 무엇보다 도심지 산사태의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이용한 우면산 산사태 취약성도 제작 및 현장조사를 통한 사후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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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area of this study (a) Seoul and (b) Umyeon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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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상 인명피해가 크게 나타났는데, 남태령 전원 마을

6명, 남부순환로 일대 7명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총 18

명이 사망하였다(Seoul Special City, 2014). 강남 및 사당

역 근처의 아파트 수천 가구가 안전하지 못한 것이 나

타났으며, 2만여 가구가 산사태로 인한 정전과 물 공급

중단을 겪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큰 피해가 발

생한 도심지 산사태인 2011년 우면산 산사태에 대한 자

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도시 산사태는 인적·물적 피해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연구지역인 우면산 일대에서는 실

제로 2010년에도 호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산사태 발생 이후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

아 이듬해인 2011년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따

라서 도심지의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사태 발

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

한 산사태 예방과 더불어 사후 관리가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우면산 산사태 사례 연

구를 토대로 도심지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산사태 취

약성지도가 작성될 수 있다. 그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

지역은 다음과 같다(Fig. 1).

2) 데이터

항공사진은 도심지의 복잡하고 조밀한 지형에서 정

확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항공사진은 도심지 모니터링에 이용

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에서도 정기적으로 항공사진

을 취득하고 있다. 따라서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발생

위치 데이터는 산사태 전후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추출

가능하다. 산사태는 발생 후 몇 년간 산사태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산사태 이후 항공사진을 통해 산사태

위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면산 지역의 산사태 전후

0.5 m공간해상도의 항공사진(2011년 초여름 시기 및

2012년 여름 시기 영상)과 함께 1 : 5,000 지형도를 수집

하였다. 항공사진과 1 : 5,000 디지털 지형도를 중첩분석

하여 전문가 자문 하에 산사태 위치 데이터를 추출하였

다. 마지막으로, 수집된 산사태 위치 데이터는 서울특별

시에서 배포한 우면산 산사태 보고서와 비교하여 재확

인하는 과정을 거쳤다(Seoul Special City, 2014). 본 연구

에서 사용된 연구 영역의 크기는 공간해상도는 5 m×5

m로 1,015×874픽셀이고 우면산 경계 내에는 총 457,133

개의 픽셀, 약 22.18 km2으로 설정하였다.

산사태는 토양에 스며든 물의 양이 배수 용량을 초과

하여 토양의 결합력을 급격하게 약화시킬 때 사면을 따

라 토양이 이동하면서 발생한다. 산사태 발생에 영향을

주는 자연 사면은 침식 및 퇴적 작용뿐 아니라 지형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Jones et al., 1983). 지형적인 요소

뿐 아니라 토양의 종류 또한 지표수 및 지하수를 포함한

물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며 토양의 성분은 침식 및 포화

정도를 다르게 하기 때문에 산사태에 영향을 미친다

(Oh, 2010). 따라서 지형적인 특성과 토양 특성이 산사

태 영향 인자로 고려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도심

지의 산사태 특징분석을 위하여 지형적인 요소를 주로

고려하였다. 모든 요소는 ArcGIS 10.1 소프트웨어를 사

용하여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환경에서 계산되었다.

지형 요소는 국토지리정보원(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NGII)에서 제공하는 수치지형도

로부터 계산되었다. 기울기(Slope) 값은 SLOPE도구를

사용하여 계산되었고, 경사방향(Aspect) 값은 ASPECT

도 구 를 이 용 해 계 산 되 었 다 . 곡 률 (Curvature)은

CURVATURE 도구를 통해 계산되었다. Topographic

Wetness Index (TWI)는 Beven and Kirkby(1979)의 Run-

off모델을 통해 하향경사 방향으로 중력의 영향을 계산

하여 물의 축적을 예측할 수 있는 값을 계산한다. Stream

Power Index(SPI)는 Moore et al.(1991)에 의해 계산되어

지며, 물의 침식력을 나타내는 수치로 지점의 안정성을

나타낸다. Slope Length Factor(SLF) 값은Wischmeier and

Smith (1978)에 의 해 수 정 된 토 양 손 실 식 (Revised

Universal Soil Loss Equation)으로부터 계산되었다(식 1).

                             SLF = ( )m                               (1)

72.6는 피트 단위의 RUSLE상수이며, m은 국부 경사

값에 의해 계산되어진 기울기-길이 변수를 나타낸다.

TWI, SPI, SLF값은 각각 ArcGIS소프트웨어에서 제공

되는 툴을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또한, 표준고도(Standardized height), 계곡 깊이(Valley

depth) 및하향경사거리구배(Downslopedistance gradient)

와같은추가지형적요인은 SAGA(System for Automated

Geoscientific Analyses) GIS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계

λ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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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였다(Conrad et al., 2015). 토양 관련 요소는 국립농

업과학원(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에서

제공된 축적 1:25,000 토양도로부터 추출하였다. 토양도

로부터 유효토심(Soil depth), 토양배수(Soil drainage), 토

양지형(Soil Topography) 및 토질(Soil texture)에 대한 정

보를 각각 추출하여 5 m×5 m격자 형태로 변환하였다.

토양도 축적에 비해 본 연구지역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불확실도가 존재할 수 있으나 연구지역 내의 토양변화

가 급격하지 않은 점에서 본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항공사진으로부터 추출된 기존 산사태 위치데이터

103개 또한 5 m공간해상도로 변환하였다. 103개의 산

사태 위치데이터 중 무작위로 절반의 51개는 훈련 데이

터로 선정하고 나머지 다른 절반의 데이터는 추후 검증

데이터로 이용하였다. 위와 같이 생성된 모든 데이터를

래스터 형식에서 ASCII형식으로 변환한 후 공간 데이

터베이스로 구축하였다(Table 1).

3. 연구방법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 현상은 각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 발생한다. 따라서 여러 영향 요소 즉, 입

력 데이터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 모델링 기법을 통

해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LR모델은 선형회귀모델

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로써, 본 모델을 사용하여 산

사태 관련 요소 간의 관계를 분석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LR모델의 입력 자료로서 산사태 취약성과

관련된 인자들을 분석하였다. 공간 데이터베이스로 구

축된 무작위로 선택된 산사태 위치의 절반을 포함하여

13개의 산사태 관련 변수를 입력데이터로 하여 LR모

델을 통해 산사태 취약성 지도를 작성하였다. 또한

ROC검증은 교육에 사용되지 않은 산사태 데이터를 통

해 수행하였다.

LR모델은 변수를 기반으로 결과의 상태를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고 알려진 다변수 분석 모델 중 하나로써,

기본적인 LR의 목적은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간의 관

계를 설명하는 것이다(Lee and Talib, 2005). LR모델은

데이터의 형태 즉, 명목형(Nominal), 이진(Binary), 순서

형(Ordinal), 척도(Numeric), 이산형(Descrete), 연속형

(Continuous)에 관계없이 독립 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

복합적인 변수가 이용되었을 때에는 링크 함수가 변수

의 두 가지 유형의 조합을 허용하기 위해 일반 선형 회

귀 모델에 추가된다. LR모델에서 기 관찰된 관측값과

예측변수의 유무는 이진수로 표시된다. 마찬가지로 종

속변수는 이진 또는 범주형으로 표현된다. 이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산사태의 위치이고 독립변수는 산사태 관

련 요인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한 위치(1)

과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위치(0)로 설정되었다. 로지

스틱 회귀 모델은 다음과 같은 함수로 정의할 수 있다.

                                
P =                                  (2)1

1 + 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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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information of input data layers used in this study

Original data Factors Data Type Scale
Hazard Landslide area point 1:1,000

Topographical mapa

Slope Gradient [°]
Slope Aspect
Curvature
Topographic Wetness Index (TWI)
Stream Power Index (SPI)
Slope Length Factor (SLF)
Standard height
Valley depth[m]
Downslope distance gradient[rad]

GRID 1:1,000

Soil mapb
Soil depth
Soil drainage
Soil Topography
Soil texture

Polygon 1:25,000

a The digital topographic map by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NGII)
b The detailed soil map produced by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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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 b0 + b1xq + b2x2 + … bnXn                    (3)

식(2)에서 P는 산사태 발생 확률을 나타내며, 식(3)에

서 b0는 상수항, bn (n = 0, 1 … n)은 계수, xn(n = 0, 1 … n)

은 독립 변수이다. 각 계수는 산사태 발생 확률을 나타

내는 지도의 가중치 역할을 한다(Dai and Lee, 2002). 독

립 변수에 대한 산사태의 취약성과 관련하여 LR모델

의 각 요인에 대한 LR 계수는 통계 소프트웨어 IBM

SPSS Statistics 21을 통해 계산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장조사는 2011년 산사태가 발생한 지

역과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LR모델을 적용한

결과 취약성이 높게 나타난 지역으로 나누어서 수행하

였다. 현장조사방식은 해당 지역의 항공사진을 기반으

로 LR모델 적용 결과와 기존 산사태 지점을 중첩하여

제작한 도면을 활용하였다. 전산자료로는 1:5000 수치

지형도, 현장조사 대상지 경계, 취약성도 및 기존 산사

태 위치 자료를 이용하였다. 조사위치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Portable-GPS를 활용하였으며, 현장조사 시 사방공

사 현황 및 현지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사진을 촬영하고,

야장에 조사내용을 기입하였다. 현장조사는 2017년 8월

4일 오전, 오후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현장의 거리 기준

을 위해 약 20 cm길이의 병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검증은 ROC곡선을 활용하여 수행하였

다. ROC곡선은 특정 모델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써 x축은 1-특이도(specificity), y축은 민감도

(sensitivity)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ROC곡선은 산사

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면적과 산사태가 발생한

면적을 나타내는 값을 비율로 표현한다. 그에 따라

ROC곡선이 나타내는 아래 면적을 통해 모델의 정확도

를 평가할 수 있다. 연구의 흐름은 Fig. 2와 같다.

4. 결 과

1) 산사태 취약성도 및 검증

LR모델을 통해 관련 변수의 다중 회귀 계수(b)를 계

산했다(Table 2). 다중 회귀 계수는 최대 가능성 모델

(Maximum-likelihood model)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독

립 변수와 산사태 발생 확률 사이의 관계가 LR모델에

서 비선형이기 때문에, 매개 변수 추정을 위해 반복 알

고리즘이 필요하다(Oh et al., 2009). 계산된 다중 회귀 계

수의 값이 0보다 작으면 log값으로 변환되었을 때 1보

다 작기 때문에 산사태 발생 확률이 낮아진다.

분석결과, 지형요소에서는 곡률, SPI, 표준고도, 하향

경사 거리 구배에서 양의 영향을 나타냈다. 경사향에서

Flat항목은 다중 회귀 계수가 -13.914로 가장 낮게 나타

나 산사태 발생과 낮은 영향을 미쳤다. 또한, 유효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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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ataflow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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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efficient of LR(Logistic Regression) model

Original data Factors Range or type Coefficient(b)

Topographical map

Slope Gradient [°] -0.038

Slope Aspect

Flat
North
Northeast
East
Southeast
South
Southwest
West
Northwest

-13.914
-0.629
-0.144
0.541
1.106
1.171
0.924
1.409

0

Curvature
Concave (-)
Flat
Concave (+)

0.084

Topographic Wetness Index (TWI)

3.4887 - 5.5474
5.5474 - 5.8906
5.8906 - 6.4396
6.4396 - 7.5376
7.5376 - 20.9882
No data

-0.771

Stream Power Index (SPI)

0
0.0000 - 0.5061
0.5061 - 1.1290
1.1290 - 1.8298
1.8298 - 9.9276

0.375

Slope Length Factor (SLF)

0
0.0000 - 1.8306
1.8306 - 4.5765
4.5765 - 7.3224
7.3224 - 233.4016

-0.025

Standard height

15.2828 - 16.4348
16.4348 - 22.1945
22.1945 - 41.7774
41.7774 - 79.7913
79.7913 - 309.0267

0.003

Valley depth[m]

0 - 16.1761
16.1761 - 33.9304
33.9304 - 46.1612
46.1612 - 59.181
59.181 - 100.6076

-0.018

Downslope distance gradient[rad]

0.0185 - 0.1813
0.1813 - 0.2677
0.2677 - 0.3441
0.3441 - 0.4458
0.4458 - 1.3157
Nan

0.199

Soil map

Soil depth

150>
100-150
50-100
20-50
20<

-0.480
-1.549
8.192
8.539

0

Soil drainage

Rock
Exclusively well drained
Very well drained
Well drained
Moderately well drained
Somewhat poorly drained
Poorly drained

-3.678
-0.469
16.339
7.803
-0.672
-2.4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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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8.192(50-100 cm), 8.539(20-50 cm)으로 나타나 높은 영

향력을 나타냈다. 토양배수의 경우에는 16.339(Very well

drained), 7.803(Well drained)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LR모델에 의해 산사태의 취약성도는 식(4)에 기초

하여 작성되었다(Fig. 3). 시각적인 분석의 용이성을 위

해 연구 결과는 매우 높음, 높음, 중간, 낮음 및 매우 낮

음의 등간격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각 범주는

전체 연구지역의 면적 중 16%, 16%, 16%, 16% 및 36%

의 면적 비율을 나타냈다. 예측결과는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 10의 6제곱 배 하여 정수화한 후 분석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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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Original data Factors Range or type Coefficient(b)

Soil map Soil Topography

Hilly
Flatland of inland area
Mountain foot slopes
Allluvial fan of Mountain
Mountain
Rock
downhill land
Allluvial fan of downhill
River bed
Flatland or river area

-0.913
0
0
0
0
0
0
0
0
0

Soil texture

Rock
Gravelly coarse loam and silt
Fine Silt and clay
Coarse Loam and silt
Coarse Loam and clay
Coarse Loam and sand
Silt and fine silt
Silt and sand
Silt and clay
Gravelly coarse loam
Gravelly coarse loam and sand

0
-9.313

0
0

-7.653
-0.197

0
0
0
0
0

Constant -13.277

Fig. 3.  Landslide susceptibility map using LR (Logistic Regress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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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예측결과 값은 하한값 0, 상한값 1797을 나타냈으

며 평균은 111.25로 나타났다. 모델을 이용한 산사태 예

측 결과에 따르면 산사태 위치 데이터와 비교하였을

때, 기존 산사태 지역에서 취약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

을 확인하였다. 결과는 산사태 피해가 큰 북부, 서부 및

남부 지역 근처의 산 능선 지역에서 취약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z = (-0.038×slope) + (0.084×Curvature)
+ (-0.771×TWI) + (0.375×SPI) 
+ (-0.025×SLF)+ (0.003×Standardheight) 
+ (-0.018×Valleydepth)                                 (4)
+ (0.199×Downslopedistancegradient) 
+ Aspect + Soildepth + Soildrainage
+ Soiltography + Soiltexture – 13.277

위에 기술된 LR모델을 사용하여 제작한 산사태 취

약성도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검증을 수행하였다.

2011년 산사태 위치 데이터 중 훈련에 사용되지 않은 데

이터가 검증에 사용되었다. 예측된 산사태 취약성도는

향후 산사태 발생 잠재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ROC 곡선의 AUC(Area Under the Curve)를 계산하여

검증을 수행한 결과는 전체 연구 영역의 약 1%로 구성

된 100개의 클래스를 사용하여 ROC곡선으로 표현하

였다. Fig. 4는 LR모델에 대한 산사태 취약성도의 ROC

곡선을 나타내며, 정확도는 77.79%로 나타났다.

2) Field Surveying

2011년 산사태 발생 이후, 산사태 예방 및 관리 사업

은 산사태가 발생했던 지역의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크

게 감소시켰다. 따라서 이전에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위

험성과, 이미 발생한 지역에서 다시 산사태가 발생할 가

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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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ield investigation sites.

Fig. 4.  Validation result.

02이선민(1047~1060)ok.qxp_원격탐사33-6-2(환경부 특별호)  2018. 1. 4.  오후 1:50  페이지 1055



지역의 정보를 모두 얻기 위해 LR모델을 적용한 결과

높은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역과 함께 기존 산사태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존의 산사

태 발생지역 10곳과 LR모델을 적용한 결과 산사태 취

약성이 높은 2곳을 현장조사 대상 지역으로 하였다

(Table 3 and Fig. 5).

본 연구에서는 우면산 지역의 지형학, 토양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산사태 발생의 경우 식생

의 유무, 즉 식생의 종류와 함께 식생의 밀도가 큰 영향

을 미친다. 본 연구의 연구지역은 식생의 변화가 크게

나타날 만큼 크지 않고 현장조사 대상 지역 중 기존 산

사태 발생지역의 특징을 보면, 실제로 계곡이 아니더라

도 지형학적 즉, 형태적으로 계곡인 지형을 나타냈다

(Fig. 6). 실제로 산꼭대기를 중심으로 취약성이 높게 나

타나지만, 실제로 발생한 산사태를 보면 경사도가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산사태 발생 지역 중 N2는 35도의 경

사도를 보였고, 그 외 나머지 지역(N3~5, S1~4, E1~2)

은 25도 미만으로 가파르지 않은 경사도를 나타냈다. 그

에 반해 취약성이 높게 나타난 N1이나 E3 지역은 경사

도가 60도 이상으로 아주 가파른 지역이었으며, 토양도

최소 10cm이상으로 많은 상태였으나 아직 산사태가 일

어나지 않은 지역이었다(Fig. 6). 또한 대체로 산림의 양

이 많았지만 상당수 벌채가 진행되고 있어서 산사태 위

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N4, N5 지역의

경우 사방공사가 진행되었으나, 사방공사가 진행된 양

옆으로 토양층이 30cm이상으로 두텁고 산림도 많지 않

아 산사태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

와 같이 도로 및 거주지, 아파트 주변에 위치한 사태 발

생 가능 지역은 특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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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result of field investigation

Site Administrative
district

Landslide
occurrence

Coordinate
(Lat/Long) Feature

N1 Seocho-gu
Bangbae-dong

high
susceptibility

N 37.467775 Very rugged slopes on both sides of the mountain trail with plenty of
forests and soil layers.E 127.000664

N2 Seocho-gu
Bangbae-dong occured

N 37.475623 Forest-land erosion control works were performed. It is marked as
dangerous area and contacted with the road.E 127.001950

N3 Seocho-gu
Bangbae-dong occured

N 37.475482 Forest-land erosion control works were performed. It is hard to verify
the soil layer because of the bush.E 127.002684

N4 Seocho-gu
Bangbae-dong occured

N 37.475194 It is close to the apartment. There are many soil layers on both sides
of the forest-land erosion control work.E 127.005090

N5 Seocho-gu
Bangbae-dong occured

N 37.475797 Although the erosion control work has been widely carried out, it is
still dangerous because of the existence of soil layers on both sides.E 127.006188

S1 Seocho-gu
Yangjae1-dong occured

N 37.466484 Wildlife Sanctuary./Very wide landslide along the valley were
occurred.E 127.023091

S2 Seocho-gu
Yangjae1-dong occured

N 37.466369 A landslide was conducted in the back of the village and the
construction work was carried out. Difficult to access.E 127.018191

S3 Seocho-gu
Yangjae1-dong occured

N 37.462870 A very large erosion control work was done along the valley with
small constructions.E 127.012601

S4 Gwacheon-si
Gwacheon-dong occured

N 37.461622 A large erosion control work was made in the back of the village near
the residence.E 127.002352

E1 Seocho-gu
Bangbae-dong occured

N 37.464205 A large erosion control work was made in the back of the village. It
is marked as dangerous areaE 126.989835

E2 Seocho-gu
Bangbae-dong occured

N 37.468532
Traces of progress of erosion control work was within the village.

E 126.990946

E3 Seocho-gu
Bangbae-dong

high
susceptibility

N 37.469827
Development restricted area, rich soil and steep slope.

E 126.99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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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On-site photos from field investigation at (a) N1 (b) N2 (c) N4 (d) N5 (e) S1 and (f) 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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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토의

2017년 7월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시간당 90 mm가 넘

는 폭우로 인해 홍수 및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바와 같

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발생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산사태 피해 지역의 예측 및 분석에 대한 필요성

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R모델을 이

용하여 서울특별시 우면산 지역의 산사태 취약성 지도

를 작성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수집된 자료에서 총 13개의 변수를 추출하

여 산사태 관련 요인으로 설정하고 LR모델을 통해 산

사태 발생 위치와 발생 관련 항목 간의 상관관계를 분

석하였다. LR 모델 학습에는 2011년 산사태 위치의 절

반을 무작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유효성 검증

데이터로 사용하였고 결과적으로 LR모델은 77.79%의

정확도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지역이 우면산 일대로 소규모이

기 때문에 연구지역 내에서의 당시 기상학적인 조건이

같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우면산의 지형학적 특성과

토양학적인 특성이 미치는 영향만으로 LR모델을 적용

하였다. 또한 LR모델로부터 제작된 취약성도와 기존

산사태 발생지역과 비교분석을 통해 현장조사를 실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R단일 모델을 개발하고 평가

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확도가 존재할 수 있다. 따

라서 추후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료분할-모형개발-

검증의 과정을 여러 번에 걸쳐 수행하고 이에 대한 통계

량을 분석하여 모형의 신뢰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산사태 발생 지역은 대부분 사방공사가 잘 진

행되었으나, 사방공사가 진행된 양옆으로 토양층이 충

분히 존재하는 지역이 있어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남

아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LR모

델 분석 결과 취약성이 높게 나타난 지역과 달리 지형학

적으로 계곡인 부근에서 실제로 산사태가 발생하였다.

임상학적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임상이 고르게 분포

하나, 벌채가 진행되는 지역이 있어서 관리가 필요하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당시 피해가 컸던 바와 같이 우면

산의 지역적 특성상 주변에 도로와 마을이 접해있어 실

제 산사태 발생 시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다.

산사태의 경우, 지역적인 강수 상황과 토양의 상태에

따라 산사태 발생 여부와 시기가 달라지고 산사태 발생

시점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산사태 발생 이전에 예방하

는 차원의 관리 대책이 필수적이다. 우면산 지역의 경

우에도 2010년 산사태가 발생하여 산사태 위험성이 충

분히 나타났으나 추가적인 관리가 적절하게 시행되지

않아 더 큰 피해로 이어진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우면산 산사태 발생 위치 데이터

를 통해 LR모델을 이용한 취약성 분석을 하고 현장조

사를 통해 산사태 이후의 관리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LR모델을 통해 산사태 취약성을 예측할 수 있

었으며, 결과와 함께 현장조사를 통해 현 상황을 점검

하였다. 추후 우면산 지역 외에도 도심지 내에 산사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지역에도 적용 및 분석하

여 도심지 산사태 관리정책에 과학적인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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