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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ly based landslide susceptibility analysis has been recognized as an effective analysis method because it

can consider the mechanism of landslide occurrence. The physically based analysis used the slope geometry and

geotechnical properties of slope materials as input. However, when the physically based approach is adopted in

regional scale area, the uncertainties were involved in the analysis procedure due to spatial variation and complex

geological conditions, which causes inaccurate analysis results. Therefore, probabilistic method have been used to

quantify these uncertainties. However, the uncertainties caused by lack of information are not dealt with the

probabilistic analysis. Therefore, fuzzy set theory was adopted in this study because the fuzzy set theory is more

effective to deal with uncertainties caused by lack of information. In addition, the vertex method and Monte Carlo

simulation are coupled with the fuzzy approach. The proposed approach was used to evaluate the landslide

susceptibility for a regional study area. In order to compare the analysis results of the proposed approach, Monte

Carlo simulation as the probabilistic analysis and the deterministic analysis are used to analyze the landslide

susceptibility for same study area. We found that Fuzzy Monte Carlo simulation showed the better prediction

accuracy than the probabilistic analysis and the determinist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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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인 산사태 취약성 분석 중 물리 모델 기반의 분석(physically based approach)은 산사태의 발생 메커니즘 과

정을 고려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다양한 취약성 분석기법 중 가장 효과적인 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물리 모델 분

석은 사면의 지형학적 및 지질공학적 특성과 관련된 입력 자료들을 활용하는데, 현장으로부터 지질공학적 특성을 획

득하는 과정에서 지반의 공간적 변동성과 복잡한 지질조건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발생하며 이는 부정확한 결과를 초

래한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정량화하기 위하여 확률론적 기법이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확률론적 분석을 수행

하기 위해 필요한 입력변수의 확률특성은 현장 조사나 실험에서의 수량 제약으로 인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다루기 위하여 퍼지집합이론

(fuzzy set theory)을 활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퍼지집합이론과 몬테카를로기법(Monte Carlo simulation)을 결

합한 분석기법을 제안하였고 이를 실제 산사태가 발생한 연구지역에 적용하여 적정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8

년 8월 대규모의 산사태가 발생한 경상북도 상주시 일대를 연구지역으로 선정하고 산사태 취약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퍼지몬테카를로기법(Fuzzy Monte Carlo simulation)의 예측 정확도 비교를 위해, 기존의 확률론적 기법인 몬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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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로기법(Monte Carlo simulation)과 안전율 수행 결과와 비교분석 하였다. 그 결과 퍼지몬테카를로기법(Fuzzy

Monte Carlo simulation)이 다른 기법에 비해 가장 좋은 예측의 정확도를 보였다.

주요어 : 불확실성, 몬테카를로기법(Monte Carlo simulation), 퍼지몬테카를로기법(Fuzzy Monte Carlo simulation),

퍼지집합이론

1. 서 론

우리나라는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중호우나 태

풍으로 인하여 산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산사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산사태 발생 지역을

미리 예측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산사태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사전에 예측 및

분석하는 산사태 취약성 분석(landslide susceptibility

analysis)이 요구된다(Lee, 2013). 산사태 취약성 분석

은 산사태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요인들(triggering

factors) 즉, 강우나 지진 등과 함께 산사태 발생과 관

련이 있는 영향인자들(conditioning factors)의 공간적

분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예측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정량적 산사태 취약성 분석 기법의 하나인 물리 모

델 기반의 분석(physically based analysis)은 물리 사

면 모델을 가정하고 사면의 기하학적 특성과 현장 및

실내시험자료로부터 획득한 사면 물질의 특성을 고려

하여 사면의 안정성을 분석한다(Lee and Park, 2012).

따라서 이 분석기법은 산사태의 발생 메커니즘과 과정

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산사태의 취

약성이나 위험도 분석기법 중 가장 효과적인 기법중의

하나로 보고되고 있다(Fell et al., 2008). 특히 물리

사면 모델 중에는 산사태의 파괴면 형태가 유사하고

다른 모델에 비해 해석이 용이한 무한 사면 모델

(infinite slope model)이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

다(Kamai, 1991; Terlien, 1996; Pack et al., 1998;

Frattini et al., 2004; Huang et al., 2006; Rosso

et al., 2006; Godt et al., 2008; Avanzi et al.,

2009; Takara et al., 2010; Jang and Yang, 2010;

Griffiths et al., 2011; Santoso et al., 2011; Song

and Hong, 2011; Ho et al., 2012). 또한 물리 사면

모델에서는 사면 물질의 전단강도를 저하시켜 안정성

에 영향을 미치는 공극수압의 산정이 매우 중요하며,

지하로 침투되는 강우로 인한 공극수압을 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수리학적 모델(hydrogeological model)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Beven and Kirkby, 1979;

Montgomery and Dietrich, 1994; Pack et al., 1998;

Lee, 2013).

물리 모델을 이용한 취약성 분석에는 사면의 지형학

적 및 지질공학적 특성과 관련된 입력 자료들이 활용

된다(Lee and Park, 2012). 이때 지질공학적 특성을

획득하는 과정에는 지반의 공간적인 변동성과 복잡한

지질조건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발생하며 이러한 불확

실성으로 인해 부정확한 해석 결과를 획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정량화하기 위하

여 확률론적 기법이 활용되어 왔다(Einstein and

Baecher, 1982; Mostyn and Small, 1987; Mostyn

and Li, 1993; Nilsen, 2000; Park and West, 2001;

El-Ramly et al., 2002; Pathak and Nilsen, 2004;

Park et al., 2005; Hanss and Turrin, 2010; Park

et al., 2013; Lee and Park, 2016). 이때 확률론적

분석에서는 입력변수의 확률특성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에 충분한 양 즉, 신뢰할 수 있는 적절한 수량의 자료

가 획득되어야 한다(Haldar and Mahadevan, 2000;

Giasi et al., 2003; Park, 2007). 그러나 최근 수행되

고 있는 광역적 산사태 취약성 분석에서는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자료를 획득하기 때문에 현장 접근성

의 제약이나 비용의 제약 등으로 인해 충분한 양의 자료

를 획득하기 어려우며(Dodagoudar and Venkatachalam,

2000; Park et al., 2012), 이러한 원인으로 개입되는

불확실성은 확률론적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다루기 어

렵다. 따라서 정보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효

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Zadeh (1965)가 제안한 퍼

지집합이론(fuzzy set theory)이 활용되고 있으며 단위

사면의 안정성 해석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적용되어

왔다(Ghose and Dutta, 1987; Zimmermann, 1991;

Grima and Babuška, 1999; Yao et al., 1999; Finol

et al., 2001; Gokceoglu, 2002; Kayabasi et al.,

2003; Gokceoglu and Zorlu, 2004; Chen and Liu,

2007; Park, 2007; Hamidi et al., 2010; Sadeghi et

al., 2010; Park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광역적인 지역에서의 산사태 취약성

분석 과정에 개입되는 불확실성을 퍼지집합이론을 적

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불확실성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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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고 있는 산사태 취약성 분석의 입력 변수를 퍼지

숫자(fuzzy number)로 정의하고 정량적인 분석을 수행

하였다. 특히 물리 사면 모델에 수리학적 모델인

SHALSTAB을 결합하여 강우에 의한 침투 영향을 고

려하였으며, 1998년 집중강우로 인해 다수의 산사태가

발생한 상주지역에 적용하여 해석기법의 적정성을 파

악해보았다.

2. 퍼지몬테카를로기법(Fuzzy Monte Carlo

simulation)

퍼지집합이론(fuzzy set theory, Zadeh, 1965)은 주

관적(subjective)이거나 언어적으로 표현되는(linguistic

expression) 애매한 변수들을 다루거나, 데이터의 부족

으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제안되

었으며(McBratney and Moore, 1985; Burrough et al.,

1992; Davis and Keller, 1997; Park, 2007; Sadeghi

et al., 2010), 특히 퍼지집합이론은 데이터의 부족으로

확률분포를 정의할 수 없을 경우 확률변수의 불확실성

을 모델링 하는데 효과적이고 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Juang et al., 1991; Juang et al., 1992a; Juang

et al., 1992b; Juang and Elton, 1996; Juang et

al., 1998). 퍼지집합(fuzzy set)은 원소 x가 집합 A에

소속되는 정도를 0과 1사이의 값인 소속정도로 나타낸

다(Park, 2007; Park et al., 2008; Luo et al., 2011;

Xu et al., 2014). 소속 정도를 나타내는 소속 함수

(membership function)는 여러 형태로 제안되었는데,

그 중 계산의 용이성과 단순성 때문에 삼각형 퍼지소

속함수(triangular membership function)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삼각형 퍼지소속함수는 세 개의 점, 즉

[a, b, c] 로 표현되며(Fig. 1), 이때 a와 c점에서의 소

속 함수의 값은 0, b에서의 소속 함수의 값은 1을 보

인다(Whittle and Hashash, 1994; Juang et al.,

1998; Elton et al., 2000; Luo et al., 2011; Xu et

al., 2014). 또한 퍼지숫자는 볼록(convex)하고 소속함

수의 최대값이 1인 정규(normal) 퍼지집합이다(Park,

2007).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삼각형 퍼지소속함수를 갖

는 퍼지숫자로 물리 모델에 사용되는 입력변수의 누적

분포함수를 고려하였으며 이때 세 점 a, b, c를 각각

a =μ− kσ, b = μ, c = μ+ kσ로 모델링하였다(Fig. 1).

이때의 μ는 평균, σ는 표준편차이고, k는 퍼지숫자의

분산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사용가능한 데이터 및 기

대하는 정확성에 따라 1에서 3사이의 숫자가 사용된다

(Venkatachalam, 2006).

기존의 연구에서는 퍼지숫자를 물리 모델의 입력변

수에 적용하여 모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계산의 복잡

성으로 인해, 주로 꼭지점(vertex) 기법을 활용하여 물

리 모델을 분석하였다. 꼭지점(vertex) 기법은 퍼지숫

자의 연속적인 소속함수에서 소속정도가 α값 이상을

갖는 값들에 대한 모든 요소들을 추출하는 α-cut 개념

을 적용하여 입력변수를 구간(interval)으로 변환하는

과정으로(Park et al., 2012), 이와 함께 퍼지점추정법

(Fuzzy Point Estimate Method; Dodagoudar and

Venkatachalam, 2000)이나 퍼지일계이차모멘트법(Fuzzy

First Order Second Moment method; Giasi et al.,

2003) 등과 같은 기법이 활용되어 왔다(Juang et al.,

1998; Park, 2007). 그러나 이러한 기법들은 근사법

(approximate method)로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Harr, 1987; Park, 2007; Park et al.,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질공학적 입력 변수들

의 불확실성을 퍼지숫자로 고려하고, 각 퍼지숫자에 대

하여 무작위로 값을 추출하여 파괴확률을 계산하는 퍼

지몬테카를로기법(Fuzzy Monte Carlo simulation)을

적용하였다.

3. 물리 사면 모델

본 연구에서는 지반의 깊이가 낮고 산사태의 길이가

길다고 가정하는 사면 모델인 무한 사면 모델(infinite

slope model)을 물리 사면 모델로 사용하였다(Fig. 2).

무한 사면 모델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얕은

깊이의 산사태(shallow landslide)를 표현하기에 적합하

며(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 2000),

다른 모델에 비해 해석이 용이하기 때문에 가장 범용

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물리 사면 모델이다(Kamai,

Fig. 1. Concept of triangular fuzzy number a : E(x) − kσ(x),

b : E(x), c : E(x) + kσ(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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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Montgomery and Dietrich, 1994; Wu and Sidle,

1995; Terlien, 1996; Borga et al., 1998; Burton and

Bathurst, 1998; Pack et al., 1998; Frattini et al.,

2004; Huang et al., 2006; Rosso et al., 2006; Godt

et al., 2008; Avanzi et al., 2009; Griffiths et al.,

2011; Santoso et al., 2011; Ho et al., 2012; Lee

and Park, 2016). 무한 사면 모델의 안정성은 안전율

(factor of safety, FS)로 표현되는데 안전율은 사면물질

의 무게와 영향을 고려하여 파괴면에 작용하는 전단응

력(shear stress)과 파괴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수직

응력에서 간극수압의 작용을 고려한 전단강도(shear

strength)를 이용하여 식 (1)과 같이 표현된다(Park et

al., 2003; Coduto et al., 2010; Lee, 2013).

(1)

여기서, c는 점착력[kN/m²], γ는 사면물질의 단위중

량[kN/m³], D는 사면의 깊이[m], γ
w
는 물의 단위중량

[kN/m³], z
w
는 지하수위[m], α는 사면의 경사[degree],

φ는 마찰각[degree]이다(Fig. 2).

또한 본 연구에서는 Montgomery and Dietrich

(1994)에 의해 제안된 수리모델(distributed hydrological

model)과 무한 사면 안정 모델의 습윤 지수를 활용하는

SHALSTAB (SHALlow landsliding STABility model)

을 활용하여 지하수위 z
w
를 산정하였다. SHALSTAB

은 O’Loughlin (1986)가 제안한 수리모델에서 정상상

태의 얕은 지반 내에서의 흐름과 지표유출은 식 (2)로

표현된다.

(2)

이때, q · a는 총 유출량, T · sinα · b는 지하수량이고,

q는 강우량[m/day], a는 유역면적[m2], b는 등고선의

폭[m], T는 투수량계수[transmissivity, m2/day]이다.

또한 u · d · b는 지표에서의 유출량이고, u는 유출속도

[m/day], d는 유출량의 높이[m]이다. SHALSTAB에서

지반의 투수계수는 항상 강우강도를 초과한다는 가정

하에, Horton(1933)의 지표 유출을 무시하고 지반 내의

흐름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지표에서의 유출량인 u · d · b

를 고려하지 않는다(Beven and Kirkby, 1979). 이것에

Darcy’s 법칙을 적용하여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식 (3)에서의 K
s
는 포화된 지반의 수리전도도

[hydraulic conductivity, m/day]이고 습윤지수 w의 값

은 사면의 깊이에 대한 지하수위의 비(z
w

/D) 즉, 사면

에 대한 실제 지하수위의 상대적인 깊이를 의미한다.

습윤지수 w 값은 0 ~ 1사이에 분포하며, 지하수위는

사면의 깊이를 넘지 않으므로 최댓값을 1로 하였다

(Lee, 2013). 따라서 지하수위는 다음 식 (4)를 통해

계산한다(Fig. 3).

(4)

4. 연구지역

본 연구에서는 경상북도 상주시 화서면 일대의 경도

127° 56’ 29.10’’ ~ 128° 2’ 6.41’’, 위도 36° 25’ 10.57’’

~ 36° 29’ 11.36’’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앞서 제

안된 기법으로 산사태 취약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지역은 1998년 8월 10일 ~ 1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약 280 mm에 달하는 집중호우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

로 인해 약 400 여개소의 산사태가 발생하였다(Fig. 4).

본 연구에서는 강우 흐름에 따른 유역 형태를 고려

하여 화서면 일대의 가로 11.9 km, 세로 8.41 km에

FS
c γD γ

w
z
w

–( )+ cos
2

αtanφ

γDsinαcosα
------------------------------------------------------=

q  a T  sinα  b••–• u  d •  b•=

q  a •

T  sinα  b••

---------------------------
K

s
z
w
cosαsinαb

K
s
Dcosαsinαb

-----------------------------------
z
w

D
---- w= = =

w Min
q  a •

T  sinα  b••

---------------------------, 1⎝ ⎠
⎛ ⎞=

Fig. 2. Infinite slope model (After Lee, 2013).

Fig. 3.
Representation of hydrological model (Dietrich et al.,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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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약 43.77 km² 넓이의 지역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하고 산사태 취약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지

역은 산악지대이며 지질학적으로 화강암이 넓게 분포

하고 있으며 일부 변성암류와 퇴적암류가 분포하고 있

다(Fig. 5). 화강암은 백악기의 알칼리화강암과 쥬라기

의 보은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광물학적

인 구성성분과 입도조성이 다소 다른 암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연구지역 북부의 고지대는 석영반암이 분

포하고 있으며 이들은 조성광물이 대체로 풍화에 강하

여 주로 암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산사태가 거

의 발생하지 않았다(Kim et al., 2003). 반면 대체로

낮은 지형조건과 노두분포가 덜하여 상대적으로 토층

분포비가 높은 화강암류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많이 발

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사태는 연구 지역 전역에 걸

쳐서 발생되었으나 화강암지역에서 더 높은 발생빈도

를 보였다(Kim et al., 2006; Chae et al., 2015).

5. 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본 연구에서는 연구지역을 대상으로 광역적 취약성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상 지역의 1:5,000 축척 수

치지형도, 1:50,000 축척 수치지질도, 1:25,000 축척

수치토양도를 활용하여 제안된 기법에 필요한 입력 자

료를 획득하였다. 먼저 연구지역의 1:5,000 축척의 수

치지형도에서 높이 속성을 포함한 등고선 벡터 레이어

(vector layer)를 추출하여 TIN (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수치표고모델

(DEM, Digital Elevation Model)을 10 m × 10 m 격

자 구조의 래스터(raster) 형식으로 획득하였다. 사면의

표면 정보를 담고 있는 수치표고모델을 기반으로 사면

의 경사(slope, Fig. 6a)를 추출하고, 강우의 지표 유출

방향(flow direction)을 파악하여 집수면적(SCA,

Specific Catchment Area, Fig. 6b)을 계산하였다. 또

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발행된 1:25,000 축척의 수치

지도 토양도에서 제공하는 토양의 종류에 따라 각 토

양에 대한 유효토심(effective soil depth)을 획득하였

다. 그러나 토양도의 유효토심은 사면의 지형학적 특

성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도에 따라 사면의 깊

이를 산정하는 Z-모델(Saulnier et al., 1997)을 활용하

여 파괴면 깊이(soil thickness, Fig. 6c)의 주제도를

래스터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또한 연구지역의 지반에

대한 공학적 특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10곳에 대해 각

3개의 시료를 획득하여 총 30개의 시료를 획득하였으

며 획득된 시료에 대해 직접전단시험(direct shear

test)을 수행하여 점착력(cohesion, Fig. 7a)과 마찰각

(friction angle, Fig. 7b)을 획득하였고, 현장조사와 실

Fig. 4. The study area and location of the landslides.

Fig. 5. Geological map of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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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험으로 수리전도도(hydraulic conductivity, Fig. 7c)

와 단위중량(unit weight, Fig. 7d)을 획득하였다. 획득

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지역 전체에 대한 지질공학

적 특성을 보간 분석하기 위해서 주위 값과의 거리와

주변에 위치한 값 사이의 상관성을 반영하는 공간처리

보간 기법인 크리깅(kriging)을 수행하여 래스터 형식

의 데이터를 획득하였다(Choi, 2007). 또한 본 연구에

서 제안하는 분석기법의 정확도 검증을 위하여 삼아항

Fig. 6. Input parameters related to topographic attributes

(a) slope, (b) specific catchment area, (c) soil thickness.

Fig. 7. Input parameters related to geotechnical properties

(a) cohesion, (b) friction angle, (c) hydraulic conductivity,

(d) unit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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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 50 cm 해상도로 촬영된 항공사진 분석과 현장

조사를 통해 총 418개소의 산사태 발생위치를 획득하

였고, 그 위치를 기반으로 산사태 현황도(inventory

map, Fig. 4)를 구축하였다.

6. 분석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1998년 8월 약 280 mm의 집중호우

로 인하여 다수의 산사태가 발생한 상주 지역에 대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퍼지몬테카를로기법(Fuzzy Monte

Carlo simulation)을 활용하여 취약성 분석을 수행하였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강우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SHALSTAB을 활용하여 지하수위를 산정하였으며 이

렇게 산정된 지하수위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제

안된 분석기법의 정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기존의 확

률론적 기법인 몬테카를로기법(Monte Carlo simulation)

을 활용하여 취약성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론적 해석 방법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제안한 퍼지몬테카를로기법(Fuzzy

Monte Carlo simulation)을 활용한 취약성 분석을 위

하여 확률변수로 고려되는 입력 변수인 점착력과 마찰

각의 평균값과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OV)를 산정하였다. 그리고 확률변수의 퍼지숫자를 산

정하기 위하여 퍼지숫자의 k 값을 1과 2로 적용하였으

며 20,000번의 반복 계산을 통해 퍼지숫자를 산정하고

이를 물리 사면 모델에 대입하여 반복적인 계산을 수

행하였다. 한편 비교를 위하여 수행되는 몬테카를로기

법(Monte Carlo simulation)에서는 선행연구(Mostyn

and Li, 1993; Nilsen, 2000; Pathak and Nilsen,

2004; Park et al., 2005; Park, 2007; Lee, 2013)를

참고하여 점착력과 마찰각의 확률분포를 정규분포

(normal distribution)로 가정하였으며 퍼지몬테카를로

기법(Fuzzy Monte Carlo simulation)과 동일한 변동

계수(COV)와 반복횟수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결정론적 해석에서는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입력변수의 평균값만으로 계산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취약성 분석결과의 정확도를 판단하기

위해 ROC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s) 그래

프를 활용하였다(Egan, 1975; Swets, 1988; Williams

et al., 1999; Gorsevski et al., 2006; Lee, 2013).

ROC 그래프는 취약성 분석 결과와 산사태 발생 위치

를 비교하여 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혼동 행렬(confusion matrix)을 계산하여 검증에 활용

한다. 혼동 행렬(confusion matrix)은 산사태 발생유무

와 분석모델의 예측 결과 사이의 관계를 TP (True

Positive), FP (False Positive), FN (False Negative),

TN (True Negative)으로 나타낸 것이다(Fig. 8). 혼동

행렬(confusion matrix)에서 TP는 분석 결과 산사태

발생을 예측하였고 실제도 발생한 경우, FP는 산사태

발생을 예측하였지만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 FN

은 안전한 지역으로 예측하였지만 실제로 산사태가 발

생한 경우, TN은 안전한 지역으로 예측하였고 실제로

도 안전한 지역인 경우를 나타낸다. 혼동 행렬

(confusion matrix)로부터 실제로 산사태가 발생한 지

역 내에서의 예측 정확성을 나타내는 TPR (True

Positive Rate)과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의

예측 오류율을 의미하는 FPR (False Positive Rate)

을 산정하고, 이를 ROC 그래프 상에 나타낸다. 이때

ROC 그래프에 표시된 해석 결과의 위치가 ROC 그래

프 왼쪽 상단(0,1)에 가까울수록 예측 정확성이 높고

성능(performance)이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래프 결과의 하단부 면적을 계산하여 AUC (Area

Under Curve)를 획득한다. AUC 값의 크기는 예측의

정확성을 나타내며 AUC 값이 클수록 좀 더 정확한

모델임을 의미한다(Fawcett, 2006; Gorsevski et al.,

2006; Godt et al., 2008; Lee, 2013).

본 연구에서 분석 기법의 예측 정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TPR과 FPR, AUC를 사용하였다. 퍼지몬테카

를로기법(Fuzzy Monte Carlo simulation) 수행 결과

는 k=1일 때, 불안정한 지역은 31.1%이고 안정한 지

역은 69.0%이고 TPR은 0.754, FPR은 0.310, AUC

값은 0.722이다(Table 2, Fig. 9a). 또한 k=2일 때는

불안정한 지역은 38.6%, 안정한 지역은 61.4%이며

TPR은 0.845, FPR은 0.386, AUC 값은 0.723이었다

(Table 2, Fig. 9b). 또한 퍼지몬테카를로기법(Fuzzy

Monte Carlo simulation)과 비교를 위해 수행된 몬테

Fig. 8. Confusion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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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로기법(Monte Carlo simulation)의 결과에서 안정

한 지역은 전체 영역의 54.6% 불안정한 지역은

45.4%를 보였고 TPR과 FPR은 각각 0.900, 0.453,

AUC는 0.723 값을 보였다(Table 2, Fig. 10a). 또한

안전율 수행 결과는 안정한 지역은 전체 영역의

76.1%이고 불안정한 지역은 20.9%를 보였고 TPR과

FPR은 각각 0.632, 0.239, AUC는 0.696 값을 보였다

(Table 2, Fig. 10b). 따라서 퍼지몬테카를로기법(Fuzzy

Monte Carlo simulation)을 활용한 분석의 경우(0.722,

Table 1. Characteristics of input parameters in the study area

Geomechanical parameter Mean value standard deviation value

Probabilistic factor
Cohesion [t/m²] 0.61 0.13

Friction angle [degree] 35.39 1.21

Deterministic factor
Hydraulic conductivity [m/h] 0.097 -

Unit weight [t/m³] 1.34 -

Table 2. Comparison of model performance for Fuzzy Monte Carlo simulation (k=1,2), Monte Carlo simulation and

deterministic method

Model True Positive Rate False Positive Rate AUC

Fuzzy Monte Carlo simulation (k=1) 0.754 0.310 0.722

Fuzzy Monte Carlo simulation (k=2) 0.845 0.386 0.729

Monte Carlo simulation 0.900 0.453 0.723

Factor of safety 0.632 0.239 0.696

Fig. 9. Maps showing probability of failure evaluated

using Fuzzy Monte Carlo simulation (a) k=1, (b) k=2.

Fig. 10. Maps showing probability of failure evaluated

using (a) Monte Carlo simulation, (b) factor of safety using

the determinist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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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9)와 몬테카를로기법(Monte Carlo simulation)을

활용한 확률론적 해석기법의 경우(0.723) 결정론적 해

석 결과(0.696)보다 높은 값을 보여 우수한 성능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Formetta et al.(2016)의

연구에 따르면 0.7보다 큰 TPR과 0.4미만의 FPR을 갖

는 모델은 성능(performance)이 최적화된(optimization)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퍼지몬테카를로기법(Fuzzy

Monte Carlo simulation)은 k가 1과 2일 때 TPR이

각각 0.754, 0.845, FPR이 0.310, 0.386을 보이고 있

으나 몬테카를로기법(Monte Carlo simulation)의 경우

TPR이 0.900, FPR이 0.453을 보이고 있어 퍼지몬테

카를로기법(Fuzzy Monte Carlo simulation)의 성능이

확률론적 해석기법인 몬테카를로기법(Monte Carlo

simulation)을 활용한 해석기법보다 우수한 것으로 판

단된다.

7. 결 론

물리 모델 기반의 산사태 취약성 분석기법은 연구

지역 사면의 기하학적 특성과 사면 물질의 공학적 특

성을 고려하여 사면의 안정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분석기법은 산사태의 발생 메커니즘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활발히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그러

나 물리 모델 기반의 분석에서 사용되는 입력 자료들

중 지질공학적 인자들은은 자료의 부족이나 사면물질

의 공간적 변동성과 복잡한 지질조건으로 인해 분석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개입된다. 최근까지 이러한 불확

실성을 정량화하기 위하여 확률론적 기법이 활용되어

왔지만, 광역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산사태 취약

성 분석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정량화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 즉, 확률특성을 정의하기에 충분한 양의 수량의 자료

가 요구되는 확률론적 기법은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정량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고려하기 위

하여 퍼지집합이론을 사용하였다. 불확실성이 내재된

인자를 퍼지숫자로 고려하고 확률론적 기법인 몬테카

를로기법(Monte Carlo simulation)을 수행하는 퍼지몬

테카를로기법(Fuzzy Monte Carlo simulation)을 제안

하였다. 그리고 분석 기법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하

여 상주 지역 일대를 대상으로 퍼지몬테카를로기법

(Fuzzy Monte Carlo simulation)을 수행하였고, 정확

도 검증을 위해 기존의 확률론적 기법인 몬테카를로기

법(Monte Carlo simulation)과 단순 평균값으로 안전

율을 산정하는 결정론적 기법의 수행 결과와 비교하였

다. 또한 연구지역의 지반 수리특성과 강우강도를 고

려하는 SHALSTAB을 활용하여 지하수위를 산정하였

고 분석에 적용하였다. 

퍼지몬테카를로기법(Fuzzy Monte Carlo simulation)

은 자료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고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질공학적 변수의 누적확률분포함

수 대신 퍼지숫자로 고려하기 때문에 연구지역의 지질

공학적 변수의 특성 따라 k 값을 조정할 수 있고, 각

변수의 k 값을 조정하여 유연성 있게 변수에 대한 불

확실성을 통제할 수 있다. 연구지역을 대상으로 제안된

분석기법과 결정론적 해석기법 그리고 확률론적 해석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기법의 정확도를 분석한 결과 퍼지

몬테카를로기법(Fuzzy Monte Carlo simulation)과 확률

론적 기법인 몬테카를로기법(Monte Carlo simulation)

이 모두 결정론적 해석 결과에 비해 높은 정확도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퍼지몬테카를로기법(Fuzzy

Monte Carlo simulation)은 TPR 값이 0.7이상, FPR

값이 0.4이하의 값을 보여 기존의 몬테카를로기법

(Monte Carlo simulation)에 비해 좀 더 최적화된 모

델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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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ROC graph comparing the analysis results A :

Fuzzy Monte Carlo simulation (k=1), B : Fuzzy Monte

Carlo simulation (k=2), C : Monte Carlo simulation. D :

determinist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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