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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dslides are caused by complex interaction among a large number of interrelated factors such as topography,

geology, forest and soils. In this study, a comparative study was carried out using fuzzy relationship method and

artificial neural network to evaluate landslide susceptibility. For landslide susceptibility mapping, maps of the land-

slide occurrence locations, slope angle, aspect, curvature, lithology, soil drainage, soil depth, soil texture, forest type,

forest age, forest diameter and forest density were constructed from the spatial data sets. In fuzzy relation analysis,

the membership values for each category of thematic layers have been determined using the cosine amplitude

method. Then the integration of different thematic layers to produce landslide susceptibility map was performed by

Cartesian product operation. In artificial neural network analysis, the relative weight values for causative factors

were determined by back propagation algorithm. Landslide susceptibility maps prepared by two approaches were

validated by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and AUC(Area Under the Curve). Based on the valida-

tion results, both approaches show excellent performance to predict the landslide susceptibility but the performance

of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was superior in this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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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는 지형, 지질, 임상, 토양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산사태 발생

위치와 산사태 유발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 기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산

사태 위험지역을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법을 제안하고자 퍼지관계 기법과 인공신경망 기법을 이용

하여 포항지역의 산사태 취약성을 분석하였다. 취약성 분석을 위해 먼저 산사태 위치를 파악하여 현황도를 작성하였

으며, 산사태 발생과 관련 있는 11개의 요인들에 대한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퍼지관계 기법에서는 cosine

amplitude method를 이용해 각 요인 별 퍼지 소속 함수 값을 획득하고 퍼지관계 함수 연산을 이용하여 취약성도를

작성하였다. 인공신경망 기법에서는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산사태와 관련 요인들 간의 상대적 가중치를

결정하고 취약성도를 작성하였다. 두 기법으로 도출된 산사태 취약성도의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와

AUC(Area Under the Curve)를 통한 검증 결과는 82.18%와 87.4%로 나타났다. 퍼지 관계 및 인공신경망 기법 모

두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여 취약성 분석 기법으로서의 적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본 연구지역의

경우 인공신경망 기법이 퍼지관계 기법에 비해 좀 더 나은 예측 정확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어 : 퍼지관계, 인공신경망, 산사태 취약성, 퍼지소속값,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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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방대하고 다양한 공간정보 자료를 효율적

으로 수집하고 관리 및 분석할 수 있는 지리정보시스

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이 산사태

취약성 연구에서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산사태

는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발생하므로 관

련 요인들 사이의 공간적 상관관계 및 패턴을 효율적

으로 찾아낼 수 있는 확률 및 통계 기법이 GIS와 함

께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법은 1990년대부터 산사태 취약성 분석에

사용되어 왔으며(Carrara, 1993; Van Westen and

Terlien, 1996; Dhakal et al., 2000; Lee et al., 2002a,

Lee et al., 2002b; Lee, et al., 2003; Suzen and

Doyuran, 2004) 최근 들어서는 퍼지집합이론(Ercanoglu

and Gokceoglu, 2004; Kanungo et al., 2009;

Pradhan, 2011a, 2011b)이나 인공신경망 기법(Lee et

al., 2003; Vahidnia et al., 2009; Pradhan et al.,

2010) 등과 같은 분포 무관(distribution free) 분석방

법이 산사태 취약성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기법들은 장단점이 각각 다르고 적용되는 연구지

역의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른 예측 정확도를 보이고 있

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 기법들의 장단점과 적용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동일한 연구지역에 대해 다수의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비교분석을 수행하는 연구들이 보고

되고 있다. Wang and Sassa(2005)는 일본 미나마타

지역의 산사태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 기법과

Information value model을 이용하여 비교 연구를 수

행하였고 Kanungo et al.(2006)는 인공신경망 기법,

퍼지 기법 그리고 뉴로 퍼지 기법을 이용하여 산사태

취약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Pradhan(2010)은 빈

도비, 퍼지 기법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 기법을

동시에 동일한 지역에 적용하여 산사태 취약성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를 수행하였고 Pradhan and Lee(2010)

는 말레이시아 페낭 지역의 산사태 취약성 분석을 위

해 빈도비, 로지스틱 회귀 분석 그리고 인공신경망 기

법을 동시에 적용하였다. 그 밖에 Yilmaz(2010)는 터

키의 산사태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조건부 확률, 로지

스틱 회귀분석, 인공신경망 기법을 적용하여 취약성 분

석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Choi et al.(2012)는 보은 지

역을 대상으로 우도비, 인공신경망,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동시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998년 집중호우로 인해 297개소의

산사태가 발생한 경상북도 포항시 일대를 대상으로 퍼

지관계 기법(fuzzy relation method)과 인공신경망 기

법을 적용하여 연구지역의 특성에 따른 적용성을 파악

하고 두 기법의 분석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퍼지관계

기법은 퍼지집합 이론을 이용하여 산사태 유발 요인의

불확실성을 정량화하고 분석에 활용한 기법으로 산사

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선정 및 등급화에 개입

되는 불확실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

다. 반면, 인공신경망 기법은 최근 들어 산사태 취약성

분석에 가장 활발히 활용되는 기법으로 다각도의 비선

형 문제 처리에 용이하기 때문에 복잡한 도메인의 자

료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자료를 하나의

객체로 인식하여 연속형과 범주형 자료를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퍼지관

계 기법과 인공신경망 기법을 이용하여 각 산사태 유

발 요인에 대한 가중치를 계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

로 산사태 취약성을 분석하고 검증을 통해 취약성 분

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2. 공간 분석 기법

2.1. 퍼지관계 이론(fuzzy relationship)

퍼지 이론은 애매한 현상이나 불확실한 정보를 수학

적인 개념을 통해 모델화하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수학

적인 도구로 개발되었다(Zadeh, 1965). 퍼지 기법은

산사태를 유발하는 요인들 사이의 불확실성을 수치화

시켜 산사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정량적으로 표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산사태 유발 요인의 특정 클

래스가 산사태 발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퍼지 이론을 활용한 분석에 있어 중요한 작업

은 집합 내 원소가 얼마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

여주는 0과 1사이의 퍼지 소속 값(fuzzy membership)

을 할당하는 것이다. 퍼지 집합에 각 원소가 소속되는

정도는 퍼지 소속 함수(fuzzy membership function)

를 이용하여 표현하는데 퍼지 소속 함수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similarity method중 하나인 cosine amplitude

method(Ercanoglu and Gokceoglu, 2004; Kanungo

et al., 2009)와 frequency ratio에 의해 획득한 값을 소

속 함수로 활용하는 방법(Lee, 2007)이 있다. 본 연구

에서는 퍼지 이론에 좀 더 충실한 cosine amplitude

method를 이용하여 퍼지 소속 값을 할당하였는데

cosine amplitude method는 내적(dot product)으로

두 개의 변수가 서로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의

정도를 표현한 것이다(Ros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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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ine amplitude method에서 n을 특정한 산사태

유발요인 주제도의 class 수라고 하면 배열 X = {x1,

x2, ..., xn}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배열 중 한 값인

xi는 연구지역의 pixel 갯수(m)만큼의 값을 가지며

xi= {xi1, xi2, ..., xim}로 표현된다. 따라서 이 요인의

주제도에 포함된 특정 class의 소속정도(rij)는 주제도의

class와 산사태 발생여부와의 상관관계 정도를 계산하

여 획득할 수 있다(Kanungo et al., 2009). Class

i와 산사태 발생 여부 j사이의 관계정도(rij)는 동일한

pixel(k)에 해당하는 각각의 값들, 즉 xik, xjk에 대한

cosine amplitude method를 이용한 계산을 통해 획득

한다. 즉 cosine amplitude method에서는 주제도의

특정 class와 산사태 발생 여부의 상관관계(rij)는 다음

의 식(1)를 이용하여 계산하며 그 값은 0에서 1사이의

값을 갖는다. 

(1)

이 때, rij는 퍼지 소속 값, xik는 각 유발요인,

xjk는 산사태 발생 위치 정보를 각각 나타내고, 퍼지

소속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유사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할 수 있으며, 1에 가까울수록 산사태와의 연관성이 크

다고 판단 가능하다(Kanungo et al., 2009). 

한편 본 연구에서는 각 유발 요인들의 소속 함수를 중

첩하기 위한 방법으로 퍼지관계 기법(fuzzy relationship)

을 사용하였는데 퍼지관계는 퍼지 집합을 이용한 모델

링 기법 중 가장 활용도가 높은 기법 중 하나로 두

개의 퍼지 집합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퍼

지관계 기법에서는 Cartesian product를 이용하여 두

퍼지 집합 사이의 연관정도를 소속 함수 값으로 계산

한다. 즉, 집합 A와 B를 각각 퍼지 집합이라고 하면

두 집합 사이의 퍼지관계 R은 두 집합의 Cartesian

product를 통해 다음과 같이 획득된다(식 (2)과 식(3)).

(2)

 
(3)

이 때 Cartesian product는 퍼지 집합 A와 B에 대

해 , 인 모든 순서쌍 (x,y)으로 이루어진 집

합으로 표현되며 은 관계 R의 소속 함수 값, min

은 퍼지 연산의 최소연산자(minimum operator)이다.

2.2. 인공신경망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은 인간의 두뇌

작용을 신경 세포들 간의 연결 관계로 모델링 한 것이

다. 자신이 가진 데이터로부터의 반복적인 학습 과정

을 거쳐 데이터에 숨어 있는 패턴을 찾아내는 모델링

기법으로 계층구조를 갖는 수많은 프로세싱 요소로 이

루어진 수학 모형이며 신경망 이론의 다양한 아키텍쳐

를 이용하여 예측모델을 생성한다(Lee, et al., 2003).

인공신경망을 산사태 취약성 분석 연구에 활용할 경우,

산사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산사태 발생과의 상관

관계에 있어서 어떤 요인이 산사태에 보다 많은 영향

을 주는가를 구분해 낼 수 있어 각 요인 별 상대적인

중요도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산사태 요인의 가중

치를 결정하게 되면, GIS 중첩기법으로 산사태 취약성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인공신경망 기법을 이용한 산

사태 취약성 분석 연구는 국내외에서 여러 차례 수행

되었으며(Lee et al., 2003; Lee et al., 2004; Vahidnia

et al., 2009; Choi et al., 2010; Oh, 2010; Pradhan

and Lee, 2010; Yilmaz, 2010; Choi et al., 2012)

따라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였다. 

3. 연구지역

본 연구는 1998년 7월 25~26일에 걸친 약 150 mm

의 집중호우로 인해 297개의 산사태가 발생한 경상북

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와 경상북도 포항시 남

구 대송면 홍계리 일대를 연구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Fig. 1). 이 지역의 좌표는 동경 129°15'26.32~

129°27'45.62", 북위 35°55'6.85"~36°7'12.16"이며 연구

지역의 서북부는 태백산맥의 지맥이 남주하면서 깊고

높은 지형기복의 험준한 산악지역을 형성하고, 해안 및

동남부로는 구릉지와 제 3기층이 융기된 소구릉선이

발달하여 시가지를 둘러싸고 있다. 3기말에 이어진 화

산활동으로 제 4기에 태백산맥이 형성되었고 동해안의

융기작용으로 소구릉지 및 요철지형이 형성되었으며 지

각 변동에 의해 형산강과 영일만 및 장기 반도가 형성

되었다(Kim et al., 2006). 

연구지역의 지질은 크게 중생대 백악기의 퇴적암류

와 이를 관입한 화성암류 및 화산암류, 그리고 신생대

제 3기의 퇴적암류와 화산암류 및 화성암류로 구성되

어 있다. 포항 분지의 제 3기층은 연일층군과 장기층

군 그리고 화산암 계열 및 화강암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연일층군은 다시 천북역암, 학림층, 흥해층, 이동층으

rij

xikxjk
k=1

m

∑

xik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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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세분된다. 장기층군과 연일층군의 퇴적암류는 주로

사암, 셰일, 역암으로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경우 고화

도가 낮아서 반고결이나 미고결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Kim et al., 2006). 연구지역의 암종은 경상계 불국사

통 집괴암질 석영반암, 불국사층군 각섬석 석영장석 규

장반암, 불국사층군 화강반암, 연일층군 연일혈암, 장

기층군 장기역암, 제 3계 연일통의 두호층, 여남층, 흥

해층, 이동층, 천북역암, 학림층 그리고 제 4계 충적층,

현무암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Fig. 2).

4. 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산사태는 지질, 지형, 임상, 토양 등 다양한 요인들

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산사태 취약성 분석을 위하

여서는 관련 요인들을 연구지역으로부터 획득하고 공

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본 연

구에서는 먼저 기존 연구(Kanungo et al., 2009; Oh,

2010; Pradhan and Lee, 2010)로부터 산사태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사면경사, 사면방향, 곡률, 암

종, 배수정도, 유효토심, 토질, 임상, 영급, 경급, 임상

밀도 등 11개의 요인을 산사태 유발요인으로 선정하였

다. 이렇게 선정된 11개의 유발요인과 산사태와의 상

Fig. 1. Shaded relief map of study area and location of the landslides. 

Fig. 2. Geological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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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 분석을 위하여 GIS환경에서 공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다. 먼저 산사태 현황도 작성을 위해 Kim et

al.(2006)이 현장 조사로부터 획득한 산사태 위치자료

를 기초로 283개소의 산사태 발생 위치를 획득하였으

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하는 1:20,000 축척의 산

사태 발생 전 항공사진과(촬영일: 1996.06.04.)과 같은

축척의 산사태 발생 후에 촬영된 연구지역의 항공사진

(촬영일: 2004.12.14.)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현장조사

자료를 확인하였고 14개소의 산사태를 추가로 확인하

여 297개소의 산사태 발생 위치를 획득하였다. 산사태

의 발생 위치를 분석해 보면 연구지역 남부쪽의 시가

지를 둘러싸고 있는 연일층군과 해안지역의 두호층에

서 258개의 산사태가 발생하여 전체 산사태 발생 개수

의 약 87%가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지역의 산사태 유발 요인에 대한 공간데이터베이

스 구축을 위하여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1:25,000 수

치지형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발행한 1:50,000 수

치지질도(Um et al., 1964),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1:25,000 수치토양도, 그리고 국립산림과학원 발행의

1:25,000 임상도 등을 획득하였으며 각 지도로부터 산

사태 관련 요인을 추출하였다(Table 1).

먼저 수치지형도로부터는 높이 속성을 포함한 등고선

벡터 레이어(vector layer)를 추출하여 TIN(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레스

터(raster)변환 작업으로 획득한 DEM(Digital Elevation

Model)로부터 사면경사(Fig. 3a), 사면방향(Fig. 3b), 곡

률(Fig. 3c) 주제도를 작성하였다. 사면의 경사는 사면

물질의 미끄러짐에 영향을 미치며 사면 방향은 지표의

함수량, 식생의 종류 및 토양 강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산사태 취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사면의

곡률은 오목형, 평형, 볼록형 사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Oh(2010)의 연구에 의하면 우기 동안 오목한 사면

은 볼록한 사면보다 더 많은 수분을 함유할 수 있고

토양의 강도가 감소하면서 침식이 진행될 수 있다. 또

한 수치지질도로부터는 암석의 종류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암종(Fig. 2) 주제도를 작성하였으며 수치토

양도로부터 배수정도(Fig. 3d), 유효 토심(Fig. 3e), 토

질(Fig. 3f)을 획득하여 주제도로 작성하였다. 배수정도

는 투수정도와 지하수위 등에 의해 결정된 흙의 배수

정도를 의미하며 토질은 점토질, 모래질 등 흙의 성질

을 의미한다. 그밖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획득한 임상

도로부터는 임상(Fig. 3g), 영급(Fig. 3h), 경급(Fig. 3i),

임상 밀도(Fig. 3j) 정보를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주제도를 작성하였다. 임상은 수종에 따라 산림을 구

획한 것을 의미하며 영급은 구획한 산림의 평균적인

나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1~6영

급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경급은 수목의 수관직경과 흉

고직경과의 관계를 따져 치수, 소, 중, 대경목의 단계

로 구분하고 임상 밀도는 수관의 울폐정도를 나타내며

소, 중, 밀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나타낸다.

GIS를 이용한 중첩분석을 위해서는 모두 레스터형태

의 Ascii grid로 변환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좌표체

계의 통일, 분석 영역의 통일 등의 전처리과정을 ArcGIS

9.0을 통해 수행하였다. 좌표체계는 TM(Transverse

Mercator)의 동부원점으로 통일하여 각각의 자료변환

으로 같은 지점에 오도록 설정하였고 또한 각 자료의

크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를 557×862개의 격자로

바꿔주어 동일한 영역에서의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

다. 특히 Ascii grid의 크기를 20 m×20 m로 설정하여

공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는데 이는 산사태 위치

분석을 위해 획득한 두 항공사진의 촬영일 사이에 상

당한 시간적 격차가 존재하고 특히 산사태 발생 이후

의 분석을 위해 획득 가능한 사진의 촬영시기가 2004

년이므로 산사태 발생 위치 또는 크기에 대한 분석 과

정 중 포함될 수 있는 오류와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

해 Ascii grid의 크기를 20 m×20 m로 설정하였다.

5. 자료의 분석 및 취약성 해석 결과

5.1. 퍼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먼저 수치 지형도, 수치 지질도, 수치

토양도, 임상도로부터 산사태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11

가지 요인에 대한 주제도를 작성하고 퍼지관계 분석

기법 중 하나인 cosine amplitude method를 이용하

여 퍼지 소속 값을 계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요

Table 1. Data layers related to landslides in the study area

Thematic Maps  Factors Scale

Topographic Map

Slope 

Aspect 

Curvature 

1:25,000

Geological Map Lithology 1:50,000

Soil Map

Soil drainage 

Soil effective depth 

Soil texture

1:25,000

Forest Map

Timber type

Timber age

Timber diameter

Timber density

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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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이 산사태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Cosine amplitude method를 적용하기 위해 각 유발

요인 레이어를 3~14개의 class로 재분류하였으며 식

(1)를 이용하여 각 산사태 유발 요인의 클래스 별 퍼지

소속 값을 계산하였다. 획득된 퍼지 소속 값의 분포는

Table 2에서와 같이 사면 경사의 경우 7개의 클래스가

0에서 0.0345 사이의 값을 보였으며, 사면 방향은 9개

의 클래스에 대해 0-0.0176 사이의 값을, 곡률은

0.0101-0.0277 사이의 값을, 암종은 0-0.464, 토질은

0-0.0294, 배수정도는 0-0.0302, 유효토심은 0-0.0328,

임상은 0-0.0253, 영급은 0.0024-0.0251, 경급은 0.0058

-0.0262, 임상 밀도는 0.0023-0.0258 분포를 각각 나타

냈다. 계산 결과가 0에 가까울수록 산사태 발생에 기

여도가 적은 클래스로 판단할 수 있으며, 1에 가까울

수록 산사태 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큰 클래스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산정된 각 요인별 퍼지 소속 값은

Cartesian product operation과 퍼지 조합함수 중 하

나인 MAX operation을 이용하여 산사태 발생과의 연

관성을 분석하였다(Fig. 4). 먼저 Cartesian product

operation을 이용하여 두 요인 간의 내적 값을 산정하

였는데 이때 모든 산사태 유발 요인에 대해 내적과 조

합을 적용하여 11개 요인에 대하여 11c2, 총 55쌍의

Fig. 3. Constructed spatial database for landslide susceptibil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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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Class
Fuzzy 

membership 
value

Slope
(degree)

0 0.0000

1-4 0.0005

5-10 0.0018

11-15 0.0081

16-19 0.0145

20-26 0.0260

27-86 0.0345

Aspect

Flat 0.0000

N 0.0099

NE 0.0050

E 0.0101

SE 0.0100

S 0.0106

SW 0.0176

W 0.0137

NW 0.0089

Curvature

concave 0.0277

flat 0.0101

convex 0.0191

Lithology

Alluvium 0.0003

Basalt 0.0000

Younam formation 0.0067

Duho formation 0.0464

Idong formation 0.0061

Hunghae formation 0.0003

Hakrim formation 0.0012

Chunbuk conglomerate 0.0000

Yonil shale 0.0162

Jangi conglomerate 0.0000

Quartz-feldspar 0.0031

Quartz-porphyry 0.0000

Agglomeratic quartz-porphyry 0.0000

No data 0.0000

Soil 
texture

0 0.0000

Fine clayey 0.0294

Fine silty 0.0004

Fine loamy 0.0025

Loamy skeletal 0.0157

Coarse loamy 0.0000

Coarse loamy/Sandy skeletal 0.0000

Sandy skeletal 0.0000

Sandy 0.0000

Sandy/Loamy skeletal 0.0009

Clayey skeletal 0.0000

Factors Class
Fuzzy 

membership 
value

Soil 
drainage

0 0.0000

Well 0.0302

Imperfectly 0.0006

Moderately well 0.0007

Poorly 0.0000

Somewhat excessive 0.0118

Very poorly 0.0000

Soil 
effective 

depth
(meter)

0 0.0000

<20 0.0000

20-50 0.0328

50-100 0.0067

>100 0.0008

Timber 
type

Mixing tree 0.0132

Broad leaf tree 0.0050

Pine 0.0253

Cultivated 0.0046

Artificial pine 0.0055

Rigida pine 0.0050

Artificial larch 0.0015

Road 0.0019

Non-stocked forest land 0.0000

No timber 0.0086

Water 0.0000

Artificial nut pine 0.0000

Artificial broad leaf tree 0.0040

Timber 
diameter

Small 0.0058

Medium 0.0162

Large 0.0262

No timber 0.0093

Timber 
density

Moderate 0.0258

Dense 0.0145

No timber 0.0105

Loose 0.0023

Timber 
age

2nd age 0.0058

3rd age 0.0024

4th age 0.0167

5th age 0.0251

6th age 0.0084

1st age/ No timber 0.0093

Table 2. Fuzzy membership values calculated by fuzzy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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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tesian product 연산 결과를 획득하였다. 이어 11

개의 연산 쌍을 중첩하여 하나의 대푯값을 획득하는

MAX operation을 이용하여 각 셀에 대한 취약성지수

를 계산하였다. 이 때 Max operation은 각 Cartesian

product 값 중, 특정 셀에서 가장 적합한 근거가 되는

내적 값이 셀을 대표하는 값으로 산출되는 특성을 보

인다. 이러한 Cartesian product와 MAX operation의

계산은 MATLAB 기반의 code를 작성하여 수행하였으

며 이렇게 도출된 취약지수는 시각적 해석을 위해 상

위 5%, 15%, 30%, 100%로 등급화하여 연구지역에

대한 최종적인 취약성도로 작성하였다(Fig. 5). 퍼지관

계 분석을 통한 취약성 해석 결과, 11개의 산사태 유

발요인들 중 암종, 사면 경사 그리고 유효 토심의 소

속 함수 값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특히 구성 암

석이 제 3계 연일층군의 이암으로 구성된 사면에서,

27도 이상의 경사에서, 그리고 20-50 m의 유효 토심의

경우 산사태와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한 배수정도가 양호한 흙과 주로 점토질로 구성된 토

양도 유발 요인들 중 높은 퍼지 소속 함수 값을 보여

이들이 산사태 발생과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

Fig. 4. Flow chart for fuzzy relationship and artificial neural network. 

Fig. 5. Landslide susceptibility map based on fuzzy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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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 이암으로 구성된 두호층과

연일 셰일층이 주로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 취약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사면경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 연구지역의 하부 중앙도 역시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5.2. 인공신경망 분석

본 연구에서는 앞서 퍼지관계 분석에 활용되었던 11

개의 요인에 대하여 인공신경망 기법을 이용하여 산사

태 취약성을 분석하고 이를 퍼지관계 분석 결과와 비

교하였다. 이를 위해 퍼지관계 분석에서 활용되었던 동

일한 주제도를 사용하였으며 각 주제도의 노데이터 값

을 역전파 알고리즘의 적용을 위해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값으로 수정하였다. 역전파 알고리즘의 훈련과정은

산사태 발생지역과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을 신

경망에 인지시키는 작업으로 훈련과정을 통하여 산사

태와 관련된 각 요인별 가중치를 계산하게 된다. 따라

서 인공신경망 분석 시 산사태 발생지역과 미 발생지

역에 대한 대푯값을 선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Paola

and Schowengerdt, 1995). 이를 위해 연구지역의 산

사태 발생지와 미 발생지역에 대해 무작위로 격자를

추출하고 산사태와 관련된 요인들의 값은 0.1에서 0.9

사이의 값을 갖도록 정규화 하였다. 반복적으로 역전

파 알고리즘을 실행하여 기대되는 출력값과 실제 출력

값 사이의 오차를 0.1까지 줄여 나가고 이를 통하여

각 요인별 가중치를 결정하였다. 이 때, 목표 오차에

도달하기 전의 최대 반복 횟수는 2000번, 학습률은

0.0001로 설정하여 각 요인들의 상대적 가중치를 계산

하였다. Table 3은 10번의 무작위 샘플에 대한 각각의

가중치 결과로서,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 해석을 위해

각 요인의 상대적 가중치는 평균값을 대푯값으로 정하

고 가장 낮은 평균값으로 정규화 시켰다. 10번의 무작

위 샘플에 대한 각각의 가중치 결과 중 가장 낮은 평

균값을 보이는 유발 요인은 0.0794의 임상밀도로 이를

바탕으로 나머지 유발 요인들에 대해 나눠주어 정규화

하였다. 그 결과 각 요인의 가중치는 사면 경사 1.7822,

토질 1.2571, 암종 1.1950, 경급 1.0923, 유효 토심

1.0910, 임상 1.0701, 곡률 1.0579, 사면 방향 1.0298,

토양 배수 1.0127, 영급 1.0025, 임상 밀도 1.000 순

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중에서 특히 사면 경사, 토질,

암종은 다른 요인들에 비해 가중치가 높았다. 그러므

로 이 3가지 요인이 산사태 발생에 가장 중요한 요인

으로 작용한다고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퍼지관계 분

석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는 데 특

히 사면 경사와 암종은 두 분석 기법에서 모두 산사태

취약성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계산된 가중치를 각 요인에 부여

하고 최종적으로 합산하여 획득한 취약지수를 상위

5%, 30%, 40%, 100%로 구분하여 등급화 하였으며

이를 연구지역 전체에 대한 산사태 취약성도로 작성하

였다(Fig. 6). 인공신경망 기법을 활용하여 작성된 산사

태 취약성도의 경우 퍼지관계 기법을 통해 작성된 산

Table 3. Weights of each factor estimated by neural networks

1 2 3 4 5 6 7 8 9 10 Mean
Normalized 

weight

Slope 0.1440 0.1074 0.1765 0.1360 0.1681 0.0961 0.1347 0.1619 0.1453 0.1454 0.1415 1.7822

Aspect 0.1021 0.1101 0.0545 0.0744 0.0090 0.0995 0.1016 0.0703 0.0659 0.0495 0.0818 1.0298

Curvature 0.0480 0.1241 0.0924 0.0828 0.0793 0.1167 0.0982 0.0730 0.0583 0.0674 0.0840 1.0579

Lithology 0.0958 0.1164 0.1234 0.0861 0.0607 0.0643 0.0963 0.1262 0.0802 0.0997 0.0949 1.1950

Soil drainage 0.0822 0.0731 0.0505 0.0904 0.0923 0.0880 0.0595 0.0672 0.1040 0.0971 0.0804 1.0127

Soil effective 

thickness
0.0856 0.0757 0.0732 0.1135 0.0786 0.0774 0.0689 0.0985 0.0851 0.1100 0.0867 1.0910

Soil texture 0.1025 0.0840 0.1063 0.1059 0.0759 0.1009 0.1174 0.0929 0.0810 0.1316 0.0998 1.2571

Timber type 0.0847 0.0517 0.0888 0.0982 0.1243 0.0939 0.0616 0.0728 0.1001 0.0738 0.0850 1.0701

Timber age 0.1039 0.0501 0.0894 0.0547 0.0436 0.0927 0.0611 0.0905 0.1414 0.0688 0.0796 1.0025

Timber 

diameter
0.0667 0.0894 0.0620 0.0828 0.1143 0.1061 0.1093 0.0696 0.0790 0.0883 0.0868 1.0923

Timber 

density
0.0844 0.1181 0.0831 0.0750 0.0728 0.0641 0.0914 0.0770 0.0599 0.0684 0.0794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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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 취약성도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으

나 연구 지역의 중앙 하단부의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지역은 사면의 경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 지역이다. 이러한 결과는 인공신

경망 분석 결과 사면 경사의 가중치가 다른 요인의 가

중치보다 월등히 높았던 결과로 판단되며 따라서 사면

경사가 취약성 분석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6. 결과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산사태 취약성 분석의 결과 검증을

위해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곡선을

사용하였다. ROC 곡선은 제안된 모형의 적절성과 성

능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평가 방법으로 취약성 분석

결과를 시각화 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Fawcett,

2006).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을 산사태 취약성 분석결

과의 검증에 사용하기 위해 먼저 confusion matrix를

계산하였다(Fig. 7). Confusion matrix는 산사태 취약

성 모델의 결과와 실제 산사태 발생 위치를 비교하여

그 결과를 matrix 형태의 표에 표시한 것으로 이

matrix에서 TP(True Positive)는 취약성 분석 결과 위

험한 곳으로 분석된 지역에서 실제 산사태가 발생한

경우를, FP(False Positive)는 위험한 곳으로 분석된

지역에서 실제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

며, FN(False Negative)은 안전한 곳으로 분석된 지역

에서 실제 산사태가 발생한 경우, TN(True Negative)

은 안전한 곳으로 분석된 지역에서 실제 산사태가 발

생하지 않은 경우를 각각 나타낸다. ROC 곡선에서는

실제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을 산사태 분석모델에서 취

약한 지역으로 정확히 예측한 비율 TPR(Y축, True

Positive Rate)과 실제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을

산사태에 취약한 지역으로 잘못 예측한 비율 FPR(X축,

False Positive Rate)이 모델의 정확성을 판단하는데

주로 활용되며 식 (4)와 식 (5)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4)

(5)

이를 바탕으로 FPR과 TPR을 각각 X축과 Y축 좌

표에 배치하여 ROC 그래프로 표현한다(Fig. 8). 이 때

TPR은 분석 결과의 예측 적중 정도, FPR은 분석 결

과의 예측 오류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예측 오류

(FPR)는 작을수록, 예측 적중(TPR)은 높을수록 예측력

이 좋은 산사태 취약성 분석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즉, ROC 곡선이 (0,1)지점에 가까워질수록, ROC 곡

선 아래의 면적이 클수록 분석 방법의 정확도가 좋다

고 평가된다.

보다 정량적인 검증을 위해 ROC 곡선 아래의 면적

을 평가하는 AUC(Area Under the Curve)방법을 이

용하는데, AUC의 면적이 넓을수록 산사태 취약성도의

예측 정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이상적인 모델의 경우

TPR
TP

TP FN+
------------------=

FPR
FP

FP TN+
------------------=

Fig. 6. Landslide susceptibility map based on artificial neural

network.

Fig. 7. Confusion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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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R=1.0, FPR=0.0의 값을 가지므로 AUC의 값은

100%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취약성 분석 결과

에 대한 ROC 곡선은 Fig. 9와 같고 AUC 검증결과

는 퍼지관계 기법 82.18%, 인공신경망 기법 87.40%의

높은 예측 정확도를 나타냈다. 따라서 두 기법 모두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였으며 이 두 기법 중에는 인공

신경망 기법이 좀 더 나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7. 결 론

본 연구에서는 1998년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산사

태가 발생하였던 포항 지역을 대상으로 퍼지관계 기법

과 인공신경망 기법을 활용하여 산사태 취약성을 분석

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퍼지관계 분석의 경우

cosine amplitude method를 활용하여 퍼지 소속 값을

산출하고 각 요인별로 산사태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각 요인의 소속 함수 값을 Cartesian

product와 MAX operation을 이용하여 통합하여 연구

지역에 대한 취약성도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

과 11개의 요인들 중 사면 경사, 암종, 토심의 소속

함수 값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산사태 발생과 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ROC 곡선을 이용한 검증 결과 82.18%의 예측 정확도

를 보였다. 한편 인공신경망 분석의 경우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오차를 줄여나가는 과정을 거쳐

각 요인별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인공신경망의 학습방

법에 의해 얻어진 각 요인들의 가중치는 산사태와 관

련된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분

석 결과 사면 경사, 토성, 암종의 가중치가 다른 요인

들의 가중치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인공신경망 분석

으로 획득한 산사태 취약성 분석결과에 대한 AUC값은

87.40%의 예측 정확도를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활용된 두 기법 모두 상당히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여 취약성 분석기법으로서의 적용성을 파악할 수 있

었으며 본 연구지역의 경우에는 인공신경망 기법이 퍼

지관계 기법에 비해 약간 더 높은 예측 정확도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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