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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al landslide susceptibility analysis, which is widely used among various landslide susceptibility analysis

approaches, predicts the unstable area by analyzing statistical relationship between landslide occurrence locations

and landslide controlling factors. However, uncertainties are involved in the procedures of the susceptibility analysis

and therefore, fuzzy approach has been used to deal properly with uncertainties. The fuzzy approach used fuzzy set

theory and fuzzy membership function to quantify uncertainties involved in landslide controlling factors. Various

fuzzy approaches were suggested in the procedure of the membership value determination and fuzzy operation in

the previous researches. However, few studies were carried out to compare the analysis results obtained from

various approaches for membership function determination and fuzzy oper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the authors

selected Jinbu area, which a large number of landslides were occurred at in 2006, to apply two most commonly

used methods, the frequency ratio and the cosine amplitude method to derive membership values for each

controlling factor. In addition, the integration of different thematic layers to produce landslide susceptibility map

was performed by several fuzzy operators such as AND, OR, algebraic product, algebraic sum and Gamma

operator. The results of the landslide susceptibility analysis using two different methods for the determination of

fuzzy membership values and various fuzzy operators were compared on the basis of ROC graph to check the

feasibility of the fuzzy based landslide susceptibility analysis. 

Key words : landslide susceptibility, fuzzy methods, frequency ratio, cosine amplitude method, fuzzy membership

function value

산사태 위험도 분석에서 범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통계적 취약성 분석 기법은 과거에 발생한 산사태의 위치 정보

와 산사태 영향 인자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예측하는 기법이

다. 이러한 취약성 분석 기법에는 다양한 불확실성이 개입되는데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퍼

지 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퍼지 기법은 퍼지 집합 이론이라는 수학적인 개념을 통해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특정 인자가 나타날 수 있는 정도를 소속 함수로 표현한다. 퍼지 기법은 영향 인자들의 소속 함수를 결정하는 방법과

각 영향 인자들의 소속 함수를 결합하는 연산 과정에 다양한 접근 방식이 존재하며, 기존의 연구들은 다양한 접근 방

식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접근 방식이 어떠한 결과의 차이를 초래하는지를 비교하

는 연구는 수행된 사례가 적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부 지역을 대상으로 빈도비를 활용하여 소속 함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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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하는 기법과 코사인 진폭법을 활용하여 소속 함수를 산정하는 기법을 비교하여 보았다. 또한 다양한 퍼지 연산

기법을 활용하여 산사태 취약성을 산정하고 이들 결과를 비교해 보았으며 ROC 그래프 기법을 활용하여 결과의 정확

도를 산정하고 분석 기법의 적절성을 분석하였다.

주요어 : 산사태 취약성, 퍼지 기법, 빈도비, 코사인 진폭법, 퍼지 소속 함수 값

1. 서 론

산사태 취약성 분석은 산사태 유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의 공간적인 분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산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취약성 분석

기법으로는 통계적 분석 기법이 있다. 통계적 분석 기

법은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을 기반으로 과거에 발생한 산사태 위치 정보와

산사태 영향 인자(controlling factor)들 간의 상관성을

통계적으로 계산하여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을 예측하는 기법이다. 이때 산사태 취약성을 산정하

기 위해서는 과거 산사태 발생 조건과 유사한 지역에

서 미래에도 산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이 필요하

다(Chung and Fabbri, 1999). 이 가정을 통해 과거

산사태 위치 정보의 일부를 분석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분석 기법의 검증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며 현재까지 우도비, 로지스틱 회귀분석, Weight

of Evidence 등이 많은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Carrara et al., 1992; Mark and Ellen, 1995;

Westen and Terlien, 1996; Lee et al., 2002; Wang

and Sassa, 2005; Yilmaz, 2010). 그러나 대부분의 통

계적 기법들은 취약성 분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영향 인자들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불확실성은 자료의 부족, 자료 획

득 과정의 오류, 자료의 누락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특히 통계적 분석 과정에서는 입력 자료의

획득 과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입력 자료로서의 주제도와 실제 현장 자료의 불일치

등이 주요한 원인이 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최근에는 자료의 불확실성을 효율적으로 정량화 할 수

있는 퍼지 기법이 산사태 취약성 분석에 활용되고 있

다(Ercanoglu and Gokceoglu, 2004; Kanungo et

al., 2006; Kanungo et al., 2009; Vahidnia et al.,

2009; Pradhan et al., 2010; Pradhan et al., 2011a,

2011b; Kang et al., 2010; Kim and Park, 2013).

퍼지 기법은 산사태의 발생 위치에서 특정 영향 인자

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소속 함수(membership

function)로 표현한다. 소속 함수를 산정하는 기법으로

는 산사태 발생과 관련하여 어떤 영향 인자의 클래스

가 상광성이 높은지 파악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으로 인

해 주로 코사인 진폭법(cosine amplitude method)나

빈도비 기법이 활용된다(Lee et al., 2004; Kanungo

et al., 2006; Vahidnia et al., 2009; Kang et al.,

2010; Kim and Park, 2013). 그러나 소속 함수를 산

정하는 기법에 따라 산사태 취약성 분석 결과가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기법에 의한 취약성 분

석 결과에 대한 비교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소속 함수 값이 산정된 영향 인자들을 중첩하여

산사태 취약성 지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방

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속 함수의 산정 방식이나 연

산을 통한 중첩 방식에 따라 상당히 다른 취약성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진부 지역을 대상으로

소속 함수의 산정 방식이나 중첩 방식에 따라 취약성

분석 결과에서 어떤 차이점이 발생하는 지를 비교하기

위하여 빈도비와 코사인 진폭법을 활용하여 각 산사태

영향 요인에 대한 소속 함수를 계산하였다. 또한, 영향

인자를 중첩시키는 과정에서 다양한 퍼지 연산을 사용

하여 다수의 산사태 취약성 결과를 획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퍼지 소속 함수 산정 모델의 적용과 퍼지 연산

에 따른 각 기법의 정확도와 적합성을 비교해 보았다.

2. 퍼지 기반 산사태 취약성 분석

2.1. 퍼지 집합 이론

Zadeh(1965)는 현상의 불확실한 상태를 수학적인 개

념을 통해 표현하는 방법으로 퍼지 집합 이론(fuzzy

set theory)을 제안하였다. 이는 흔히 많이 사용되는

보통 집합(crisp set)의 개념을 확장 또는 일반화한 개

념으로서 일정한 구간으로 표현된 값이나 언어적 표현

과 같이 애매하거나 불확실한 정보를 수식으로 처리하

거나 모델화하는 수학적인 도구로 제안되었다. 보통 집

합에서는 임의의 원소(element)가 집합에 소속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이 되며 소속되어 있으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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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되지 않는 경우 0의 소속 함수 값을 보인다. 반면

퍼지 집합에서는 원소가 집합에 소속되는가를 판단하

는 뚜렷한 경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소의 소속 함

수 값이 0에서 1사이에 존재하게 된다. 이때 0은 원소

가 집합에 전혀 소속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하며, 1은

완전히 소속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소속 함수는 퍼지

집합에서 여러 가지의 함수로 표현될 수 있으며 원소

의 불확실성이나 애매함을 표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Park, 2008).

2.2. 퍼지 소속 함수 산정 기법

퍼지 소속 함수의 산정 기법에는 지식주도(knowledge

driven) 산정 기법과 자료주도(data driven) 산정 기법

이 있다. 지식주도 산정 기법의 경우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각 입력 자료 내에 발생한 사건의 밀도 분포 함

수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퍼지 소속 함수 값을 산정

한다(Theodosios and Tim, 2014). 그러나 이 기법은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

치게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자료주도 산정

기법의 경우 발생 사건과 입력 자료의 상관성에 대한

소속 함수 값을 주어진 자료로부터 정량화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지식주도보다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자

료주도 산정 기법에는 빈도비를 활용하는 방법과 코사

인 진폭법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Ercanoglu And

Gokceoglu, 2004; Kanungo et al., 2006; Lee, 2007;

Pradhan et al., 2009; Kang et al., 2010; Bui et al.,

2013; Kim and Park, 2013; Park et al., 2014).

2.2.1. 빈도비

빈도비(Frequency ratio)는 베이즈의 정리를 기반으

로 조건부 확률과 그 반대의 확률간의 관계로 정의된

다(Lee et al., 2004). 산사태 취약성 분석에서는 관측

된 산사태를 종속변수로 지정하고 영향 인자를 독립변

수로 지정하여 주어진 영향 인자들과 산사태의 관계를

확률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빈도비 값이 1보다 크면

산사태와 영향 인자의 상관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

만 1보다 작으면 상관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빈도비는

다음의 식 (1)로부터 구할 수 있다.

(1)

는 영향 인자 중 j번째 영향 인자의 i번째 클

래스의 빈도비를 말하며, 는 j번째의 산사태 영향

인자 i번째 클래스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관측된 산사

태가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 는 j번째 산사태 영

향 인자의 i번째 클래스 면적이 전체 연구 지역 면적에

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j의 최대값은 분석 시 사

용하는 영향 인자의 개수와 동일하며, i의 최대값은 각

인자 별로 다르며, 각 인자의 클래스 개수와 동일하다.

퍼지 기반 통계적 분석에서는 영향 인자와 산사태간

의 상관성을 나타내는 소속 정도를 0에서 1사이의 값

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빈도비를 통해 구해진 값의 정

규화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 정규화는 빈도비 값이 대

입된 영향 인자 자체에 대하여 해당하는 영향 인자 내

의 최대값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2.2. 코사인 진폭법

코사인 진폭법(cosine amplitude method)은 퍼지

분석의 내적(dot product) 산정 기법을 통해 산사태와

영향 인자의 상관성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Ross,

2004). 코사인 진폭법에서 X를 특정 영향 인자, n을

영향 인자의 클래스 수라고 하면 배열 X = {X1, X2,

..., Xn}으로 표현할 수 있다(Kanungo et al., 2009).

이 때 영향 인자의 특정 클래스 소속 함수 값은 해당

영향 인자의 클래스와 산사태 발생 여부와의 상관관계

정도( )를 식 (2)를 이용하여 계산하며 그 값은 0에

서 1사이의 값을 갖는다(Kim and Park, 2013).

(2)

계산 과정에서 모든 영향 인자들에 대하여 한 번에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영향 인자 별 클래스의

소속 함수 값이 식 (2)로부터 구해지게 된다. 이 때,

는 퍼지 소속 값, 는 각 영향 인자, 는 산사

태 발생 위치 정보를 각각 나타낸다. 특히, 의 경우

산사태 발생의 유 ·무만 판별하기 때문에 그 값은 0과

1로만 존재하게 되며, 따라서 식 (2)는 결국 그리드 분

석에서 픽셀의 수로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실제적인

적용 식은 다음과 같다(식 (3)).

(3)

FR ij( )
L ij( )
N ij( )
-----------=

FR ij( )

L ij( )

N ij( )

rij

rij

xikxjk

k=1

m

∑

xik

2

k=1

m

∑
⎝ ⎠
⎜ ⎟
⎛ ⎞

xjk

2

k=1

m

∑
⎝ ⎠
⎜ ⎟
⎛ ⎞

----------------------------------=

rij xik xjk

xjk

rij
Nij

CNij( ) Nij(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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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j번째 주제도 내의 i번째 클래스 내에서 관측

된 산사태의 픽셀 수, 은 j번째 주제도의 i번째

클래스의 픽셀수를 의미한다.

코사인 진폭법을 이용하는 경우 빈도비와 달리 정규

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퍼지 소속 함수 값이 바로

산정된다. 그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산사태와의 상관성

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며, 1에 가까울수록 산사태와의

상관성이 크다고 판단한다(Kanungo et al., 2009).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퍼지 소속 함수를 산정하는

두 가지 기법은 소속 값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빈도비를 활용한 퍼지 분석의 경우 먼저 각

영향 인자 별로 식 (1)을 통하여 가중치를 구하게 되

는데 가중치는 각 영향 인자의 클래스 별로 구해지게

되며, 퍼지 소속 함수로의 환산을 위해 정규화를 거치

게 된다(Lee et al., 2004; Kanungo et al., 2006;

Vahidnia et al., 2009). 정규화는 각 영향 인자 별로

클래스의 가중치가 가장 큰 값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식 (1)을 통해 얻은 가중치의 분포

특성이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반면, 코사인 진폭법을

활용한 퍼지 분석의 경우 식 (3)을 통하여 퍼지 소속

함수가 바로 산정된다(Kim and Park, 2013; Kang

et al., 2010). 소속 함수를 산정하는 방식의 차이에 따

른 영향을 파악 및 비교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

구 지역에 두 가지 기법을 동시에 적용하고 그에 따른

산사태와 영향 인자 간의 소속 정도 결과를 산출하여

분석해보았다.

2.3. 퍼지 연산

퍼지 기반 통계적 분석의 경우 산사태 취약성을 획

득하기 위해서 각 영향 인자들의 소속 함수를 중첩하

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퍼지 연산이라 한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퍼지 연산자로는 논리곱(AND), 논리합

(OR), 대수곱(Algebraic product), 대수합(Algebraic

sum), 감마 연산자(Gamma operator)가 있다.

논리곱은 소속 함수를 원소로 하는 집합들 사이에서

가장 작은 소속 함수를 갖는 원소를 찾는 연산자이며

(식 (4)), 논리합은 가장 큰 소속 함수를 갖는 원소를

찾는 연산자이다(식 (5)). 

(4)

(5)

이 때 µ는 계산 결과로의 소속 함수를 원소로 가지

는 집합을 의미하고, µA는 A의 퍼지 집합에서 특정

소속 함수 값을 갖는 원소, µB는 B의 퍼지 집합에서

특정 소속 함수 값을 갖는 원소를 의미한다.

대수곱은 각 집합의 소속 함수로 이루어진 원소들을

모두 곱하는 연산자이며 식 (6)을 통해 계산한다.

(6)

여기서 µi는 i번째의 퍼지 집합을 의미한다. 

대수합은 1에서 각 소속 함수로 이루어진 원소들이

포함된 집합들을 빼고 그 결과를 모두 곱한 후 다시

1에서 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다음의 식 (7)을 통해

계산 할 수 있다.

(7)

감마 연산자는 대수곱과 대수합의 조합으로 이루어

진다(식 (8)).

µ = (Fuzzy algebraic sum)γ× (Fuzzy algebraic 

product)1-γ (8)

여기서 γ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사용하며, γ가 1에

가까울수록 대수합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며, γ가 0에

가까울수록 대수곱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퍼지 소속 함수 값을 빈도비와 코사

인 진폭법의 두 가지 기법으로 각각 산정하고, 산출된

각각의 영향 인자들을 다양한 퍼지 연산으로 중첩하여

취약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해

획득된 취약성 분석 결과가 얼마나 현장 상황을 잘 반

영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각 기법의 적용 결과에 대

한 정확도를 ROC 그래프로 분석하고 퍼지 연산에 따

른 차이를 비교해보았다.

2.4. ROC 그래프

ROC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그래프

는 예측 모델의 적절성과 성능(performance)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평가 방법으로 취약성 분석 결과의 정

확도를 시각화 및 정량화 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Fawcett, 2006). ROC 그래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차행렬(confusion matrix)을 계산해야 하는데,

오차 행렬은 산사태 취약성 분석의 결과(predicted

Nij

CNij

µ MIN µA, µB, µC...( )=

µ MAX µA, µB, µC...( )=

µ µi

i=1

n

∏=

µ 1 1 µi–( )
i=1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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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와 실제 산사태 발생 위치(actual condition)

를 비교하여 그 결과를 행렬 형태의 표에 표시한 것을

말한다(Fig. 1). 오차 행렬로 부터 실제 산사태가 발생

한 지역을 위험한 지역으로 예측한 비율 TPR (True

Positive Rate)과 실제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을

산사태에 위험한 지역으로 잘못 예측한 비율 FPR

(False Positive Rate)을 획득하고 이를 ROC 그래프

에 도시하여 예측 모델의 정확도를 판단한다. ROC 그

래프 상에 도시한 예측 모델의 TPR이 1에 가까워질수

록 또한 FPR이 0에 가까워질수록 예측 모델의 정확도가

우수하다고 평가한다. 또한 정량적인 정확도 판단을 위

하여 AUC (Area Under Curve)를 산정하는데, 이는

ROC 그래프 상의 곡선 아래 면적을 의미한다. 그 값

이 클수록 예측 모델의 정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대

개 AUC값이 70%이상의 값을 보이면 예측 모델의 성

능이 우수하다고 판단한다(Corominas et al., 2014).

3. 연구지역

강원도에서는 2006년 7월에 발생한 태풍 에위니아

에 의한 영향으로 7월 15일과 16일에 걸쳐 675 mm

의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인제군 및 평창군을 중심으로

수많은 산사태가 발생하였다. 특히 연구 지역이 속한

평창군은 3시간 동안 209 mm의 강우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약 500년의 재현 주기를 가진 강우에 해당한다

(Oh, 2010). 본 연구에서는 평창군 내 지역 중 산사태

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진부면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였

으며 지리좌표 상으로 위도 37°33’20’’ ~ 37°39’26’’,

경도 128o29’49’’ ~ 128o36’36’’에 위치한다(Fig. 2). 연

구지역은 대체로 높은 산악지형이며, 평균 고도는 약

660 m에 이른다. 지질은 Fig. 3과 같이 임계화강암

(Imgye granite)이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연구지

역을 광범위하게 관입하고 있다. 선캄브리아기의 흑운모

편마암(biotite gneiss)은 연구지역의 남서부에 위치하며

이를 기반으로 그 위에 조선계 정선석회암층(Jeongseon

limestone)과 평안계 녹암층(Nokam group)이 부정합

으로 놓여있으며 녹암층은 대부분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르도비스기의 정선석회암층은 대부분 석회암과

소량의 사암 및 셰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서-남동 방

향으로 쥐라기의 임계화강암이 큰 저반과 옥천대를 따

라 작은 암주로 나타난다(Lee and Park, 2012).

Fig. 1. Confusion matrix.

Fig. 2. (a) location of study area, (b) map of study area and landslide inven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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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본 연구에서는 산사태 영향 인자의 주제도를 획득하기

위해 연구지역의 1:5,000의 수치지형도, 1:25,000의 임

상도, 1:50,000의 지질도, 1:25,000의 토양도, 1:25,000

의 토지이용도를 획득하였으며 각 인자들의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하였다. 

수치지형도로부터 고도(elevation, Fig. 4a), 사면 경

사(slope, Fig. 4b), 사면 방향(aspect, Fig. 4c), 곡률

(curvature, Fig. 4d), TWI (Topographic Wetness

Index, Fig. 4e), SPI (Stream Power Index, Fig. 4f)

의 인자를 획득하였다. 고도, 사면 경사, 사면 방향과

곡률은 사면의 지형학적 특성을 의미하며, TWI와 SPI

Fig. 4. Thematic maps showing. (a) elevation, (b) slope, (c) aspect, (d) curvature, (e) Topographic Wetness Index, (f) Stream

Power Index, (g) timber diameter, (h) timber age, (i) timber density, (j) forest type, (k) distance from faults, (l) soil type, (m)

soil depth, (n) soil drainage, (o) landuse.

Fig. 3. Geological map of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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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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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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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적 지형 요인으로서 강우의 이동을 파악할 수 있다.

임상도로부터 획득한 인자는 경급(timber diameter,

Fig. 4g), 영급(timber age, Fig. 4h), 임상 밀도(timber

density, Fig. 4i), 임상 종류(forest type, Fig. 4j)이다.

경급은 나무의 높이와 직경의 관계를 통해 나무의 크

기 별로 구분한 것을 의미하며, 영급은 산림의 평균적인

나이를 나타낸 것으로 10년 단위로 구분하였다. 임상

밀도는 산림의 울창한 정도를 나타내며, 임상 종류는

나무의 종을 따라 산림을 구분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질도를 통하여 암종(geology, Fig. 3)과 단층으로 부

터의 거리(distance from faults, Fig. 4k)를 획득하였

다. 토양도로부터는 토질(soil type, Fig. 4l), 토양 심

도(soil depth, Fig. 4m), 토양 배수(soil drainage,

Fig. 4n)의 인자를 획득하였으며, 토질은 점토질, 모래

질 등 흙의 성질을 의미하고 토양 배수는 지하수위와

관련된 흙의 배수 정도, 토양 심도는 지표면으로부터

기반암까지의 깊이를 의미한다. 토지이용도를 통해 얻은

인자는 연구 지역 내 토지 이용 현황(landuse, Fig. 4o)

이며, 토지 이용에 따라 초지, 산림, 제지 등으로 구분

하였다. 입력 자료로 사용되는 인자들은 Arc GIS 10

을 이용하여 앞서 획득한 지도로부터 추출하였으며, 추

출된 각각의 인자들은 10 m × 10 m 격자의 래스터형식

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또한 실제 산사태와

의 상관성 분석을 위해 항공사진 분석과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총 1442개소의 산사태 현황도를 10 m ×

10 m의 래스터형식으로 구축하였다(Fig. 2b).

5. 연구 분석 및 결과

앞 서 설명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연구 지역

관련 지도들로부터 총 16개의 영향 인자를 추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16개의 영향 인자 모두를 분석에 활용

하기 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분석을 위하여 영향 인자

들의 다양한 조합 중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조합을 선

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빈도비 분석

을 통해 영향 인자 클래스의 가중치를 산정하였으며,

영향 인자들의 조합을 변경해 가며 단순 중첩을 반복

수행하였다. 그 결과로 작성된 다수의 취약성 분석 결

과를 비교하였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12개의 영향 인

자를 선정할 수 있었다. 선정된 영향 인자들에 대하여

서는 빈도비와 코사인 진폭법을 활용하여 각 클래스의

소속 함수 값을 산정하였으며 각 영향 인자에 대한 소

속 함수 값에 대하여 다양한 퍼지 연산을 수행하고 취

약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취약성도로 작성하였다. 작

성된 취약성도는 ROC 그래프를 활용하여 정확도를 파

악하였으며 그 결과를 비교해보았다.

5.1. 영향 인자의 선정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산사태 취약성 분석 방법에서

는 중첩에 활용된 산사태 영향 인자의 조합에 따라 결

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중첩에 사용된 영향

인자들의 개수와 예측 정확도는 비례 관계에 놓여있지

않다(Corominas et al., 2014). 획득된 16개의 인자들

중 16개 전체를 선정한 조합부터 단 하나의 인자만을

선정한 조합을 사용하는 경우의 수는 약 2조 가지에

이른다. 그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하여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퍼지 연산을 통한 산사태 취약성 분석에

앞서 영향 인자들의 조합을 달리하면서 단순 중첩을

수행한 후 취약성 분석을 수행하여 퍼지 연산을 통한

취약성 분석에 활용할 영향 인자들의 조합을 선정하였

다. 이를 위하여 먼저 빈도비 기법을 통해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가중치 값이 높은 클래스가 속해있는 인

자가 산사태와의 상관성도 높다고 판단하여 16개 인자

의 상관성이 높은 순서를 파악하였으며, 상관성이 높

은 인자들 간의 중첩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측 정

확도가 높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영향 인자 16

개의 조합으로부터 낮은 가중치를 보이는 영향 인자를

하나씩 제외해가며 조합에 따른 중첩 분석을 수행하였

으며 4개의 영향 인자만을 남길 때까지 반복적으로 분

석을 수행하였다. 여러 조합에 대한 취약성 분석을 수

행한 후 ROC 기법을 통해 정확도를 비교해보았다

(Table 1). 그 결과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12개의

인자를 사용했을 때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며, 이

때 사용 인자는 고도, 사면 경사, TWI, SPI, 경급, 영

급, 임상 밀도, 임상 종류, 토질, 토양 심도, 토양 배수,

토지 이용 현황이었다. 따라서 이 12개의 인자를 영향

인자로 선정하여 빈도비와 코사인 진폭법을 활용하여

영향 인자의 소속 함수 값을 산정하였다.

5.2. 영향 인자의 퍼지 소속 함수 결과

퍼지 소속 함수 값은 영향 인자 내의 클래스가 산사

태와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하며,

각 기법에 따른 영향 인자와 산사태간의 상관성의 차

이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비와 코사인 진폭법을 활용하

여 각 영향 인자의 클래스별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Table 2 and 3). 산정 결과 각 영향 인자별로 가장

큰 가중치를 가지는 클래스만을 추출하여 각 인자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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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와 상관성이 큰 순서로 나열해본 결과 가중치가

높은 순서는 사면 경사, 토질, 영급, 토양 심도, 임상

종류, 경급, TWI, 고도, 임상 밀도, 토양 배수, 토지

이용 현황, SPI 순으로, 빈도비를 활용한 경우와 코사

인 진폭법을 활용한 경우 모두 산사태 발생과 영향 인

자 클래스의 가중치가 높은 순서는 동일한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4). 이 결과는 빈도비를 활용한 퍼지 분

석의 경우나 코사인 진폭법을 활용한 퍼지 분석의 경

우 모두 동일하게 산사태와 상관성이 높은 인자 및 클

래스를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상관성이 높은 인

자를 파악함에 있어 두 가지 기법 모두 퍼지 기반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분석 결과의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

해 통계적 기법 중 WOE (Weight Of Evidence)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한 두 기법의 결과와 비교

해보았다. WOE 기법은 기존의 산사태 위치와 지질

및 지형정보 사이의 관계를 확률로 표현하는 자료유도

형 방법으로서 우도비에 자연로그를 취한 W+와 W-

값을 사용한다. 기법의 적용 과정에서 W+와 W- 사이

의 관계를 표준화한 값인 C/S(C) 값을 산정하게 되며,

그 값이 최대인 클래스의 W+ 값을 가중치로 대입하

는 방식으로 산사태 취약성 분석이 이루어진다(Oh,

2010). 따라서 산정된 값 중 W+의 값이 산사태와의

상관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앞

서 선정된 12개의 인자에 대하여 W+ 값을 산정하였

다(Table 5). W+ 값이 높은 순서대로 영향 인자 및

클래스들을 파악한 결과 퍼지 기반의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빈도

비를 활용한 퍼지 분석과 코사인 진폭법을 활용한 퍼지

분석 모두 결과의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분

석 결과의 각 인자들 내에서 빈도비나 코사인 진폭법

을 통해 산정된 각 클래스들의 소속 함수의 상대적인

크기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고도 인자의

경우 빈도비의 결과와 코사인 진폭법의 결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 소속 정도가 높은 클래스의 순서는 동일하

지만 각 클래스의 상대적인 값의 크기는 코사인 진폭

법이 더 크게 나타났다. 즉, 598 – 631 m 클래스의 경우

빈도비의 결과나 코사인 진폭법 결과에서 모두 소속

함수 값이 고도 인자 중에서는 두 번째로 큰 값을 보

Table 1. Accuracies obtained from the various combination of controlling factors. ‘O’ means ‘used’ and ‘X’ means ‘not

used’ factor

Factors Used or Not

Elevation O O O O O O O O O X X X X

Slope O O O O O O O O O O O O O

Aspect O O O O X X X X X X X X X

Curvature O O X X X X X X X X X X X

TWI O O O O O O O O O O X X X

SPI O O O O O X X X X X X X X

Timber diameter O O O O O O O O O O O X X

Timber age O O O O O O O O O O O O O

Timber density O O O O O O O O X X X X X

Forest type O O O O O O O O O O O O X

Geology O O O X X X X X X X X X X

Distance from faults O X X X X X X X X X X X X

Soil Type O O O O O O O O O O O O O

Soil depth O O O O O O O O O O O O O

Soil drainage O O O O O O O X X X X X X

Landuse O O O O O O X X X X X X X

Number of used factors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Accuracy (AUC)

Frequency ratio 

&

Normal combination

77.86% 76.90% 77.60% 75.26% 78.51% 76.42% 76.33% 75.87% 74.59% 75.36% 70.34% 70.29% 7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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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으나, 소속 함수의 값이 가장 큰 576 – 598 m

클래스 대비 상대적인 값의 크기는 빈도비에서는

0.818, 코사인 진폭법에서는 0.905로 나타났다(Table 6).

또한 Table 6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든

Table 2. Factor categories and their fuzzy membership based on frequency ratio

Factors Class Frequency ratio Normalized frequency ratio

Elevation

0 ~ 543 0.1667 0.0916

543 ~ 576 1.1736 0.6448

576 ~ 598 1.8201 1

598 ~ 631 1.4895 0.8183

631 ~ 684 1.2181 0.6692

684 ~ 769 0.9214 0.5062

769 ~ 904 0.5630 0.3093

904 ~ 1117 0.2219 0.1218

Slope (degree)

0 ~ 10 0.0369 0.0172

10 ~ 20 0.5145 0.2395

20 ~ 30 1.4136 0.6579

30 ~ 40 1.7336 0.8069

40 ~ 65 2.1486 1

Timber diameter

Non forest 0.2558 0.1335

Young wood 1.7295 0.9029

Small wood 1.9156 1

Medium hard wood 1.3135 0.6857

Large pole 0.6166 0.3219

Timber density

>70% timber area 0.9161 0.5050

<50% timber area 0.4437 0.2446

50~70% timber area 1.5904 0.8767

Non forest 1.8141 1

Soil drainage

Water 0 0

Very good 0.8926 0.5232

Good 1.1055 0.6481

Little good 0.2260 0.1325

Poor 1.7061 1

Timber age

Non forest 0.2558 0.1243

1st age 1.7295 0.8404

2nd age 1.6859 0.8191

3rd age 2.0581 1

4th age 1.4756 0.7170

5th age 1.0643 0.5171

6th age 0.5970 0.2901

Soil type

Alluvium 0.1027 0.0480

Flooding area 0.6982 0.3267

Gray desert soil 1.4493 0.6782

Deposit soil 0.2226 0.1042

Red yellow soil 0 0

White sand dune 2.1372 1

Salt soil 0 0



206 김강민 ·박혁진

Table 2. Continued

Factors Class Frequency ratio Value

TWI

0 ~ 2.2 0 0

2.2 ~ 3.6 1.8585 1

3.6 ~ 4.2 1.6052 0.8637

4.2 ~ 4.8 1.3687 0.7365

4.8 ~ 5.2 0.7992 0.4301

5.2 ~ 6.0 0.4158 0.2237

6.0 ~ 7.5 0.3561 0.1916

7.5 ~ 23.6 0.1066 0.0573

SPI

-11.4 ~ -3.8 0 0

-3.8 ~ -0.5 0 0

-0.5 ~ 0.7 0.1926 0.1332

0.7 ~ 1.3 0.7671 0.5303

1.3 ~ 1.6 1.0547 0.7291

1.6 ~ 2.2 0.9431 0.6519

2.2 ~ 3.5 1.4466 1

3.5 ~ 6.8 0.9546 0.6599

6.8 ~ 14.4 0.2008 0.1388

Forest type

Pine forest 1.6736 0.8427

Non forest 0.2525 0.1271

Larch 1.8797 0.9465

Broadleaf forest 0.3697 0.1862

Mixed forest S/H 0.5904 0.2973

Farm land 0.3632 0.1829

Bare ground 0.4807 0.2420

Pinus Koraiensis forest 1.3769 0.6933

Pine artificial plant 0 0

Broadleaf artificial plant 1.9859 1

Populnea forest 0 0

Soil depth (cm)

0 0.3302 0.1657

37 1.2947 0.6495

45 1.9934 1

50 0.0432 0.0217

80 0 0

100 0.6384 0.3203

110 0.1338 0.0671

120 1.4583 0.7315

130 0 0

150 0.3975 0.1994

200 0 0

Landuse

Farmland 0.6348 0.3966

Broadleaf tree 1.2193 0.7618

Town 0.5987 0.3741

Needleaf tree 0 0

Mixed stand forest 0.3752 0.2345

Grassland 1.6005 1

Wetland 0 0

Bare ground 0.9644 0.6026

Waters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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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actor categories and their fuzzy membership based on cosine amplitude method

Factors Class Similarity Factors Class Similarity

Elevation

0 ~ 543 0.0157

SPI

-11.4 ~ -3.8 0

543 ~ 576 0.0416 -3.8 ~ -0.5 0

576 ~ 598 0.0518 -0.5 ~ 0.7 0.0168

598 ~ 631 0.0468 0.7 ~ 1.3 0.0336

631 ~ 684 0.0423 1.3 ~ 1.6 0.0394

684 ~ 769 0.0368 1.6 ~ 2.2 0.0373

769 ~ 904 0.0288 2.2 ~ 3.5 0.0462

904 ~ 1117 0.0181 3.5 ~ 6.8 0.0375

Slope 

(degree)

0 ~ 10 0.0074 6.8 ~ 14.4 0.0172

10 ~ 20 0.0275

Forest 

type

Pine forest 0.0496

20 ~ 30 0.0456 Non forest 0.0193

30 ~ 40 0.0505 Larch 0.0526

40 ~ 65 0.0562 Broadleaf forest 0.0233

TWI

0 ~ 2.2 0 Mixed forest S/H 0.0295

2.2 ~ 3.6 0.0523 Farm land 0.0231

3.6 ~ 4.2 0.0486 Bare ground 0.0266

4.2 ~ 4.8 0.0449 Pinus Koraiensis forest 0.0450

4.8 ~ 5.2 0.0343 Pine artificial plant 0

5.2 ~ 6.0 0.0247 Broadleaf artificial plant 0.0541

6.0 ~ 7.5 0.0229 Populnea forest 0

7.5 ~ 23.6 0.0125

Soil 

depth 

(cm) 

0 0.0221

Timber 

diameter

Non forest 0.0194 37 0.0437

Young wood 0.0505 45 0.0542

Small wood 0.0531 50 0.0080

Medium hard wood 0.0440 80 0

Large pole 0.0301 100 0.0307

Timber 

density

>70% timber area 0.0367 110 0.0140

<50% timber area 0.0256 120 0.0463

50~70% timber area 0.0484 130 0

Non forest 0.0517 150 0.0242

Timber 

age

Non forest 0.0194 200 0

1st age 0.0505

Landuse

Farmland 0.0306

2nd age 0.0498 Broadleaf tree 0.0424

3rd age 0.0550 Town 0.0297

4th age 0.0466 Needleaf tree 0

5th age 0.0396 Mixed stand forest 0.0235

6th age 0.0296 Grassland 0.0485

Soil 

type

Alluvium 0.0123 Wetland 0

Flooding area 0.0321 Bare ground 0.0377

Gray desert soil 0.0462 Waters 0

Deposit soil 0.0181

Soil 

drainage

Water 0

Red yellow soil 0 Very good 0.0363

White sand dune 0.0561 Good 0.0403

Salt soil 0 Little good 0.0182

Poor 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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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인자에서 동일한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빈도

비로부터 획득된 소속 함수 값들은 코사인 진폭법에

의해 획득된 소속 함수에 비해 각 클래스간의 상대적

인 값이 일반적으로 낮게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5.3. 퍼지 연산 결과

본 연구에서는 빈도비와 코사인 진폭법을 활용하여

퍼지 소속 함수를 산정한 후 다양한 퍼지 연산자

(operator)를 사용하여 취약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활용된 퍼지 연산자로는 논리곱, 논리합, 대수곱, 대수

합, 감마 연산자가 있으며 감마 연산자의 경우 γ값에

각각 0.025, 0.05, 0.1, 0.2, 0.3, 0.4, 0.5, 0.6, 0.7,

0.8, 0.9, 0.95, 0.975의 값을 대입하여 분석을 수행하

였다. 따라서 각각의 퍼지 연산자에 대해 각 기법 별로

17번의 취약성 분석이 수행되었으며 각 결과에 대한

ROC 분석 결과는 Fig. 5와 Table 7과 같다. Fig. 5와

Table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빈도비를 활용한 분석

의 경우 논리합과 대수합을 이용한 분석 결과의 정확

도가 다른 퍼지 연산자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Fig. 5a). 코사인 진폭법을 활용한 경우

Table 4. Order of class and controlling factor showing highest membership value

Frequency ratio Cosine amplitude method

Order Factor Class Order Factor Class

1 Slope (degree) 40 ~ 65 1 Slope (degree) 40 ~ 65

2 Soil type White sand dune 2 Soil type White sand dune

3 Timber age 3rd age 3 Timber age 3rd age

4 Soil depth (cm) 45 4 Soil depth (cm) 45

5 Forest type Broadleaf artificial plant 5 Forest type Broadleaf artificial plant

6 Timber diameter Small wood 6 Timber diameter Small wood

7 TWI 2.2 ~ 3.6 7 TWI 2.2 ~ 3.6

8 Elevation (m) 576 ~ 598 8 Elevation (m) 576 ~ 598

9 Timber density Non forest 9 Timber density Non forest

10 Soil drainage Poor 10 Soil drainage Poor

11 Landuse Grassland 11 Landuse Grassland

12 SPI 2.2 ~ 3.5 12 SPI 2.2 ~ 3.5

Fig. 5. Results of ROC graph for (a) frequency ratio, (b) cosine amplitud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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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actor categories and their value based on weight of evidence

Factors Class W+ Factors Class W+

Elevation

0 ~ 543 -1.7926

SPI

-11.4 ~ -3.8 NaN

543 ~ 576 0.1603 -3.8 ~ -0.5 NaN

576 ~ 598 0.6001 -0.5 ~ 0.7 -1.6482

598 ~ 631 0.3992 0.7 ~ 1.3 -0.2655

631 ~ 684 0.1976 1.3 ~ 1.6 0.0533

684 ~ 769 -0.0820 1.6 ~ 2.2 -0.0587

769 ~ 904 -0.5750 2.2 ~ 3.5 0.3699

904 ~ 1117 -1.5073 3.5 ~ 6.8 -0.0466

Slope 

(degree)

0 ~ 10 -3.3023 6.8 ~ 14.4 -1.6066

10 ~ 20 -0.6653

Forest 

type

Pine forest 0.5160

20 ~ 30 0.3467 Non forest -1.3775

30 ~ 40 0.5513 Larch 0.6324

40 ~ 65 0.7665 Broadleaf forest -0.9960

TWI

0 ~ 2.2 NaN Mixed forest S/H -0.5275

2.2 ~ 3.6 0.6210 Farm land -1.0137

3.6 ~ 4.2 0.4741 Bare ground -0.7333

4.2 ~ 4.8 0.3144 Pinus Koraiensis forest 0.3204

4.8 ~ 5.2 -0.2244 Pine artificial plant NaN

5.2 ~ 6.0 -0.8784 Broadleaf artificial plant 0.6875

6.0 ~ 7.5 -1.0335 Populnea forest NaN

7.5 ~ 23.6 -2.2404

Soil 

depth 

(cm) 

0 -1.1089

Timber 

diameter

Non forest -1.3645 37 0.2587

Young wood 0.5489 45 0.6913

Small wood 0.6514 50 -3.1433

Medium hard wood 0.2732 80 NaN

Large pole -0.4842 100 -0.4493

Timber 

density

>70% timber area -0.0878 110 -2.0130

<50% timber area -0.8135 120 0.3779

50~70% timber area 0.4649 130 NaN

Non forest 0.5968 150 -0.9235

Timber 

age

Non forest -1.3645 200 NaN

1st age 0.5489

Landuse

Farmland -0.4550

2nd age 0.5233 Broadleaf tree 0.1986

3rd age 0.7233 Town -0.5135

4th age 0.3898 Needleaf tree NaN

5th age 0.0624 Mixed stand forest -0.9811

6th age -0.5164 Grassland 0.4712

Soil 

type

Alluvium -2.2774 Wetland NaN

Flooding area -0.3597 Bare ground -0.0363

Gray desert soil 0.3718 Waters NaN

Deposit soil -1.5034

Soil 

drainage

Water NaN

Red yellow soil NaN Very good -0.1137

White sand dune 0.7612 Good 0.1005

Salt soil NaN Little good -1.4883

Poor 0.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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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on between fuzzy membership values based on frequency ratio and normalized cosine amplitude method

Frequency ratio Cosine amplitude method

Factors Class Value Class Value

Elavation 

(m)

0 ~ 543 0.0916 0 ~ 543 0.3027

543 ~ 576 0.6448 543 ~ 576 0.8030

576 ~ 598 1 576 ~ 598 1

598 ~ 631 0.8183 598 ~ 631 0.9046

631 ~ 684 0.6692 631 ~ 684 0.8181

684 ~ 769 0.5062 684 ~ 769 0.7115

769 ~ 904 0.3093 769 ~ 904 0.5562

904 ~ 1117 0.1218 904 ~ 1117 0.3491

Slope 

(degree)

0 ~ 10 0.0172 0 ~ 10 0.1310

10 ~ 20 0.2395 10 ~ 20 0.4893

20 ~ 30 0.6579 20 ~ 30 0.8111

30 ~ 40 0.8069 30 ~ 40 0.8983

40 ~ 65 1 40 ~ 65 1

Timber 

diameter

Non forest 0.1335 Non forest 0.3654

Young wood 0.9029 Young wood 0.9502

Small wood 1 Small wood 1

Medium hard wood 0.6857 Medium hard wood 0.8281

Large pole 0.3219 Large pole 0.5673

Timber 

density

>70% timber area 0.5050 >70% timber area 0.7106

<50% timber area 0.2446 <50% timber area 0.4945

50~70% timber area 0.8767 50~70% timber area 0.9363

Non forest 1 Non forest 1

Soil 

drainage

Water 0 Water 0

Very good 0.5232 Very good 0.7233

Good 0.6480 Good 0.8050

Little good 0.1325 Little good 0.3640

Poor 1 Poor 1

Timber 

age

Non forest 0.1243 Non forest 0.3525

1st age 0.8404 1st age 0.9167

2nd age 0.8191 2nd age 0.9051

3rd age 1 3rd age 1

4th age 0.7170 4th age 0.8468

5th age 0.5171 5th age 0.7191

6th age 0.2901 6th age 0.5386

Forest 

type

Pine forest 0.8427 Pine forest 0.9180

Non forest 0.1271 Non forest 0.3566

Larch 0.9465 Larch 0.9729

Broadleaf forest 0.1862 Broadleaf forest 0.431

Mixed forest S/H 0.2973 Mixed forest S/H 0.5453

Farm land 0.1829 Farm land 0.4277

Bare ground 0.2420 Bare ground 0.4920

Pinus Koraiensis forest 0.6933 Pinus Koraiensis forest 0.8326

Pine artificial plant 0 Pine artificial plant 0

Broadleaf artificial plant 1 Broadleaf artificial plant 1

Populnea forest 0 Populnea forest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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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ntinued

Frequency ratio Cosine amplitude method

Factors Class Value Class Value

Soil 

type

Alluvium 0.0480 Alluvium 0.2192

Flooding area 0.3267 Flooding area 0.5716

Gray desert soil 0.6782 Gray desert soil 0.8235

Deposit soil 0.1042 Deposit soil 0.3227

Red yellow soil 0 Red yellow soil 0

White sand dune 1 White sand dune 1

Salt soil 0 Salt soil 0

Soil 

depth 

(cm)

0 0.1657 0 0.4070

37 0.6495 37 0.8059

45 1 45 1

50 0.0217 50 0.1472

80 0 80 0

100 0.3203 100 0.5659

110 0.0671 110 0.2590

120 0.7315 120 0.8553

130 0 130 0

150 0.1994 150 0.4465

200 0 200 0

TWI

0 ~ 2.2 0 0 ~ 2.2 0

2.2 ~ 3.6 1 2.2 ~ 3.6 1

3.6 ~ 4.2 0.8637 3.6 ~ 4.2 0.9294

4.2 ~ 4.8 0.7365 4.2 ~ 4.8 0.8582

4.8 ~ 5.2 0.4301 4.8 ~ 5.2 0.6558

5.2 ~ 6.0 0.2237 5.2 ~ 6.0 0.4730

6.0 ~ 7.5 0.1916 6.0 ~ 7.5 0.4377

7.5 ~ 23.6 0.0573 7.5 ~ 23.6 0.2394

SPI

-11.4 ~ -3.8 0 -11.4 ~ -3.8 0

-3.8 ~ -0.5 0 -3.8 ~ -0.5 0

-0.5 ~ 0.7 0.1332 -0.5 ~ 0.7 0.3649

0.7 ~ 1.3 0.5303 0.7 ~ 1.3 0.7282

1.3 ~ 1.6 0.7291 1.3 ~ 1.6 0.8539

1.6 ~ 2.2 0.6519 1.6 ~ 2.2 0.8074

2.2 ~ 3.5 1 2.2 ~ 3.5 1

3.5 ~ 6.8 0.6599 3.5 ~ 6.8 0.8123

6.8 ~ 14.4 0.1388 6.8 ~ 14.4 0.3726

Landuse

Farmland 0.3966 Farmland 0.6298

Broadleaf tree 0.7618 Broadleaf tree 0.87228

Town 0.3741 Town 0.6116

Needleaf tree 0 Needleaf tree 0

Mixed stand forest 0.2345 Mixed stand forest 0.4842

Grassland 1 Grassland 1

Wetland 0 Wetland 0

Bare ground 0.6026 Bare ground 0.7763

Waters 0 Water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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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논리합을 이용하여 연산을 수행한 결과가 다른 퍼

지 연산자에 비해 정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5b). AUC를 계산한 결과에서는 빈도비를 활용한

퍼지 분석의 경우 논리합과 대수합을 통해 획득된 취

약성 분석 결과가 각각 63.98%와 54.30%로 나타났으

며, 코사인 진폭법을 활용한 퍼지 분석의 경우 논리합

을 이용한 경우에 69.99%로 나타나 다른 연산자에 의

한 분석 결과에 비해 낮은 값을 보였다(Table 7). 일

반적으로 ROC 분석 결과, AUC의 값이 70% 이상이

면 모델의 성능(performance)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게

되는데 빈도비를 활용하여 소속 함수를 산정하고 논리

합과 대수합을 이용하여 연산한 결과와 코사인 진폭법

을 활용하여 소속 함수를 산정하고 논리합을 이용하여

연산한 결과는 모두 AUC값이 70% 이하로 분석되어

예측 모델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Corominas et al., 2014). 또한 빈도비를 활용하여 소

속 함수를 산정하고 다수의 퍼지 연산을 이용한 산사

태 취약성 분석은 54.30%에서 76.45%까지의 AUC값

범위를 보여 69.99%에서 76.59%까지의 범위를 보이는

코사인 진폭법에 비해 연산자에 따라 분석 정확도의

변동이 심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로부터 빈도비를 활용한 분석과 코사인 진폭

법을 활용한 분석 결과 중 가장 높은 AUC값을 나타

내는 두 개의 분석결과(즉, 빈도비의 경우 γ = 0.9 그

리고 코사인 진폭법의 경우 γ = 0.975)를 선정하여 5

등급으로 구분하여 취약성도를 도시화하였다(Fig. 6). 그

결과 코사인 진폭법을 활용한 분석의 경우에 취약성

지수가 높은 지역이 빈도비를 활용한 경우보다 상대적

으로 넓게 나타났다. 이는 Fig. 7에서와 같이 빈도비를

활용한 경우에 취약성 지수의 분포가 0에서 0.8사이의

값으로 고루 분포하는 반면 코사인 진폭법을 활용한

경우 취약성 지수가 0.6 이상의 값에 밀집되어 분포하

는 것이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코사인 진폭법을

활용하여 소속 함수를 산정할 경우 빈도비를 활용할

때에 비해 동일 클래스의 소속 함수 값이 비교적 높게

Fig. 6. Landslide susceptibility maps based on (a)

frequency ratio and Gamma operator (γ = 0.9), (b) cosine

amplitude method and Gamma operator (γ = 0.975).

Table 7. Comparison of AUC values obtained using fuzzy

operators for frequency ratio and cosine amplitude method

Operator
Frequency 

ratio

Cosine Amplitude 

Method

AND 73.18% 73.16%

OR 63.98% 69.99%

Algebraic product 72.23% 75.86%

Algebraic sum 54.30% 76.56%

Gamma

0.025 72.68% 76.00%

0.05 73.08% 76.05%

0.1 73.54% 76.19%

0.2 74.57% 76.39%

0.3 74.50% 76.45%

0.4 74.70% 76.45%

0.5 75.86% 76.48%

0.6 76.40% 76.46%

0.7 76.43% 76.48%

0.8 76.43% 76.51%

0.9 76.45% 76.54%

0.95 76.44% 76.57%

0.975 76.35% 7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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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되기 때문이며, 퍼지 연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쳐

산사태 취약성 지수가 전반적으로 높게 산정되는 것으

로 판단된다(Table 6).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006년 7월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다수의 산사태가 발생한 진부 지역을 대상으로 퍼지

기반 통계적 산사태 취약성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비교 및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 지역인 진부

지역에 대한 다양한 주제도를 획득하였으며 이들 주제

도로부터 산사태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총 16개의

영향 인자를 획득하였다. 또한 이렇게 획득된 인자들

에 대한 빈도비 분석과 단순 중첩을 이용하여 분석에

가장 적절한 영향 인자들로 고도, 사면 경사, TWI,

SPI, 경급, 영급, 임상 밀도, 임상 종류, 토질, 토양 심

도, 토양 배수, 토지 이용 현황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12개의 영향 인자들을 사용하여 빈도비와 코사

인 진폭법을 활용하여 각각의 소속 함수 값을 산정하

였으며 각 기법에 의해 산정된 소속 함수의 값을 비교

해 보았다. 적용된 기법의 종류와 상관없이 영향 인자

들이 산사태 발생에 미치는 영향 정도의 순서는 동일

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WOE 기법을 적용해본 결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냄으로 산사태와의 상관성이 큰 인

자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에는 두 가지 기법 모두 타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속 함수의 상대적인 값

이 기법에 따라 다르게 분석되었다. 즉, 코사인 진폭법

을 활용한 경우가 빈도비를 활용한 경우 보다 영향 인

자 내 클래스의 소속 함수 값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

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퍼지

기반 분석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퍼지 연산자들을 다수

이용하여 산사태 취약성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ROC

그래프 기법을 활용하여 정확도를 산정하였다. 그 결

과 빈도비를 활용한 취약성 분석의 경우 코사인 진폭

법을 활용한 경우에 비해 퍼지 연산자의 종류에 따라

분석의 정확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AUC값이 가장 큰 두 개의 분석 결과를 취약성 지

도로 도시한 결과, AUC값은 두 분석 결과에서 모두

76.5% 정도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코사인 진폭법을

활용하여 작성된 취약성도에서는 위험한 지역의 분포

가 훨씬 넓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속

함수 산정 시 코사인 진폭법을 활용하여 계산한 소속

함수의 값이 빈도비를 활용한 경우보다 전반적으로 높

게 나왔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이는 코사인 진폭법을

활용한 분석 기법의 경우 산사태 발생과 상관성이 적

은 영향 인자들의 소속 함수 값이 과대평가되었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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