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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이상기후와 기상이변에 따른 태풍 및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으

며, 예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이미 발생된 산사태의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효율적인 피해지 탐지기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재해 피해지 분석의 효율적 분석방법인 위성원격탐사를 통해 2020년 8월

에 발생한 곡성 산사태 지역에 대해 Sentinel-2 광학영상의 분광특성을 분석하고 자기조직화 분류기법

인 ISODATA(Iterative Self-Organizing Data Analysis Techniques Algorithm)를 통해 산사태 피해

지 분석을 수행하고 활용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실험에서는 식생의 활력도 및 지표면의 수분함량과 관련

되는 Red, NIR(Near Infrared), SWIR(Shortwave Infrared) 밴드의 분광특성을 이용하여, 연구지역 

내의 산사태 피해지역을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현장조

사에 앞서, 위성영상을 통해 상대적으로 신속 정확하게 산사태 피해지를 특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향후 운용될 국토위성

과 농림위성의 산사태 분석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산사태피해, 자기조직화기법, 센티널2, 분광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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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risk of landslide is recently increasing due to the typhoons and localized heavy 

rains, effective techniques for the landslide damage detection are required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the recovery planning. This study describes the analysis of landslide- 

damaged areas using ISODATA(Iterative Self-Organizing Data Analysis Technique 

Algorithm) with Sentinel-2 image, regarding the case of Gokseong in August 7, 2020. A 

total of 4.75 ha of landslide-damaged areas was detected from the Sentinel-2 image 

using spectral characteristics of red, NIR(Near Infrared), and SWIR(Shortwave Infrared) 

bands. We made sure that the satellite remote sensing is an effective method to detect 

the landslide-damaged areas and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the recovery planning, 

followed by the field surveys that require a lot of manpower and time. Also, this study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the landslide management for the CAS500-1/2(Compact 

Advanced Satellite) scheduled to launch in 2021 and the Korean Medium Satellite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scheduled to launch in 2024.

KEYWORDS : Landslide damage, ISODATA, Sentinel-2, Spectral characteristics

서  론

산사태는 빗물로 인해 무거워진 토층이 암반

경계면을 따라 일시적으로 흘러내리는 현상으로

서, 집중호우나 장마, 태풍, 산불 및 산림재해에 

의한 수목감소, 지진 등의 자연적 외부작용에 

의해 주로 발생하며, 안전장치를 소홀히 한 개

발공사현장 및 인위적 훼손지 등에서 지반침하

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이상기상으로 인해 태풍 및 집중호우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면서, 경사지의 토사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빗물을 토양 내부로 침투시켜 

포화도가 증가하고 마찰력이 저하되어, 산지 급

사면에서 산사태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 있다

(Lee et al., 2012; Korea Forest Service, 2020).

우리나라의 산사태는 주로 집중호우 시기인 

6월에서 10월 사이에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가져오며, 최근 10년간 평균 226ha의 

피해지역에 대해 436.2 억원의 복구 비용이 소

요된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산림이 

국토면적의 약 70%를 차지하며 또한 산지나 그 

주변에 주거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 산사태 

원인 분석과 위험지도 작성 등의 노력들이 중요

하게 수행되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사태는 자연적 요인뿐 아니라 인위적 요인을 포

함하여 다양한 발생 원인을 가지기 때문에, 산

사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의 한계가 있다(Chau et al., 2004; Yoon et al., 

2009). 따라서 산사태 예방을 위한 노력과 더불

어, 발생된 산사태의 피해지역에 대하여 신속 

정확하게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복구계획을 수립

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인력과 예산의 운용 방

안이 요구된다.

최근 관련기술의 발전과 함께 위성센서의 분

광해상도 및 시공간해상도의 향상으로 인하여, 

위성원격탐사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

림재해 감시 및 분석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위성영상을 이용한 산림재해 연

구는 주로 실시간 산불탐지(Kim and Lee, 

2020), 산불발생지의 피해등급 분류(Won et 

al., 2019), 병해충, 우박 등 산림생태계교란 피

해지 분석(Lim et al., 2017; Kim et al., 2020)

등의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산사태 피해지 분석 연

구로는 ASTER(Advanced Spaceborne Thermal

Emission and Reflection Radiometer)(Liu et 

al., 2004; Fourniadis et al., 2007; Nam et 

al., 2014), SPOT(Satellite Pour l’Observation

de la Terre)(Sato et al., 2007), IKONOS 

(Nichol et al., 2006), Landsat(Mwaniki et 

al., 2015), RapidEye(Behling et al., 2014) 

등의 광학영상을 이용하여 산림 및 토사의 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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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기초한 접근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위

성 SAR(Synthetic Aperture Radar)를 이용한 

연구로 ALOS-2(Advanced Land Observing 

Satellite-2) 영상을 이용하여 산사태로 발생된 

토사의 편광특성에 기초한 피해지 분석(Kim et 

al., 2019)이 수행된 바 있다. 

그러나 SAR 영상을 이용한 산사태 피해지 

분석은 아직 실험이 충분히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광학 영상을 이용한 방법은 위성의 재

방문주기 및 분광밴드의 선택에 있어서 대안적

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분광 밴드

의 선택에 있어서는, 지표면의 식생상태 정보와 

수분상태 정보를 참조할 수 있도록 Red(적색), 

NIR(Near Infrared, 근적외). SWIR(Shortwave

Infrared, 단파적외) 밴드가 모두 활용될 필요

가 있다. 또한 ASTER, Landsat은 재방문주기

가 16일이므로 적시에 청천 영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산사태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상을 기다

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SPOT, IKONOS, 

RapidEye는 상용위성으로서 영상 확보에 대한 

비용 부담이 있다. 이에 재방문주기가 짧으면서 

즉시 확보 가능한 오픈된 영상을 이용하여, 산

사태 피해지를 신속 정확하게 탐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유럽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 

ESA)의 Sentinel-2는 산사태 피해지 분석에 

필요한 적색, 근적외, 단파적외 밴드를 가지며, 

2-3일의 단주기로 재방문하는 위성으로서, 촬

영후 24시간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영상이 공

유되기 때문에, 산사태 피해지의 효과적인 분석

에 가장 적합한 위성영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산사태 분석에 Sentinel-2 영상을 

활용한 사례는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연구에서는 산사태 피해지의 분광특성

에 기초하여 Sentinel-2과 자기조직화 분류기

법을 활용하여 최근의 우리나라 산사태 사례에 

대한 피해지 탐지를 수행하고자 한다. 자기조직

화 분류기법은 ISODATA(Iterative Self- 

Organizing Data Analysis Techniques 

Algorithm)를 사용하였고, 분석 사례로는 2020

년 8월의 곡성 지역 산사태를 선정하였으며, 

Sentinel-2 영상으로부터 산사태 피해지 탐지

를 통하여 피해지 파악 및 복구 계획을 위한 기

초자료로서의 활용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연구자료 및 방법

1. 연구자료

사례 분석은 2020년 8월 7일에 발생한 전라

남도 곡성 산사태를 대상으로 하였다(그림 1). 

발달된 장마전선에 의해 쏟아진 시간당 100㎜

의 폭우로 인해 20시 30분 경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선세리 인근의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

하였다. 15번 국도의 도로직선화 공사현장에 대

량의 빗물이 한꺼번에 유입되는 바람에 옹벽의 

기초지반이 침하 및 붕괴하여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0년 발생한 산사태 

중에서 가장 인명 피해가 컸던 사건으로서 인근 

주민 5명이 사망하였고, 33억원 이상의 복구예

산이 투입되었다. 더구나 산사태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이 허술하여 발생한 인재로 밝혀져,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YNA, 2020).

피해지역 분석을 위하여 산사태 발생일인 8

월 7일 이후 가장 구름의 영향이 적은 8월 20

일의 Sentinel-2 영상을 사용하였다. Sentinel 

-2는 2015년과 2017년에 발사된 동일한 제원

을 가지는 2A와 2B 위성이 각각 5일 간격으로 

재방문하므로, 중위도 지역에서는 2-3일마다 

동일지점의 관측이 가능하며, 290㎞의 관측폭을 

가지고 있다. Sentinel-2의 MSI(Multispectral 

Imager)는 해상도 10m의 가시광선 및 근적외

선 밴드, 20-60m의 단파적외선 밴드를 포함하

여 13개 분광밴드를 가지고 있다(표 1). 본 연

구에서는 기하/방사보정과 대기보정이 완료된 

레벨2 영상으로부터 Red, NIR, SWIR 밴드의 

반사도를 추출하고, 해상도를 10m로 통일하였

다. 산사태 피해지역은 토사가 식생을 덮고 있

거나 또는 토사와 식생이 혼재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의 건강한 산림과는 식생활력

도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되므로, 식생활력도를 

알 수 있는 Red, NIR 밴드가 사용되었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사면붕괴 후에 토사와 산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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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udy area: Gokseong landslide-damaged area in 

the red rectangle.

Bands Central wavelength (㎛) Resolution (m)

Band 1 Coastal aerosol 0.443 60

Band 2 Blue 0.490 10

Band 3 Green 0.560 10

Band 4 Red 0.665 10

Band 5 Red Edge 0.705 20

Band 6 Red Edge 0.740 20

Band 7 Red Edge 0.783 20

Band 8 NIR 0.842 10

Band 8A Narrow NIR 0.865 20

Band 9 Water vapor 0.945 60

Band 10 SWIR - Cirrus 1.375 60

Band 11 SWIR 1.610 20

Band 12 SWIR 2.190 20

TABLE 1. Characteristics of Sentinel-2 MSI spectral b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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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 basic concept of ISODATA classification.

혼재하는 지표면의 습윤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NIR, SWIR 밴드를 사용하였다. 즉, Red(4번 

밴드), NIR(8번 밴드), SWIR(12번 밴드)의 지

표면 반사도를 ISODATA의 입력자료로 하여 

산사태 피해지 탐지를 수행하였다. 

2. 분석방법

위성영상 기반의 산림재해 분류에 있어서 다

양한 훈련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참조하

는 감독분류(supervised classification)가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산사태와 

같이 불특정하게 발생하여 현장조사 자료가 충

분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분류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정보 없이 분광특

성만을 이용하여 피해지역을 탐지하는 무감독분

류(unsupervised classification)가 보다 효과

적인 방법이다(Rajyalakshmi, 2016). 무감독분

류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자기조직화 분류기

법인 ISODATA(그림 2)는 복수의 밴드 반사도 

특성에 따라 분류를 수행한다(Dhodhi et al., 

1999). 우선 군집 개수 초기치만큼 임의의 평

균벡터를 구성하고, 개별 화소를 각 평균벡터와

의 유클리디안 거리(euclidean distance)가 가

장 근접한 군집으로 할당한다. 이후 각 군집별 

새로운 평균벡터가 계산되면서 군집이 삭제, 분

리, 병합되는 자기조직화 과정을 거치는데, 이러

한 과정은 최대 반복횟수 범위 내에서 군집 구

성의 변화가 거의 없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루

어진다(Memarsadeghi et al., 2007). 본 연구

에서는 SAGA(System Automated Geoscientific

Analyses) GI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ISODATA

를 수행하였으며, Red, NIR, SWIR 밴드 반사

도를 입력자료로 하여 n개의 군집으로 분류한 

뒤, 천연색(true color) 영상, 위색(false color)

영상 등의 보조자료들을 참조하여, n개의 군집 

중의 일부를 산사태 피해지로 재분류하는 방법

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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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entinel-2 true-color (R-G-B) image in Gokseong 

landslide area(red circle).

결과 및 고찰

1. 산사태 피해지의 분광특성

2020년 8월 7일 발생한 곡성 산사태를 분석

하기 위해 먼저 환경부 중분류 토지피복도를 이

용하여 산림지역을 AOI(Area of Interest)로 

설정하였으며, 대기보정된 Sentinel-2 영상으

로부터 Red, NIR, SWIR 밴드 반사도를 추출하

여 ISODATA를 수행하였으며, 초기 클러스터 

수와 최대 클러스터 수를 변화시켜가면서 다양

한 분류결과를 도출한 뒤, 천연색 영상(R-G- 

B) 및 위색 영상(R-NIR-G)과의 비교를 통하

여 산사태 피해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결과를 선택하였다.

천연색 영상에서 정상산림 지역은 짙은 녹색

을 나타내는 것에 반해 산사태 피해지는 토사에 

의해 흰색에 가까운 밝은 황토색을 띠었으며(그

림 3), 위색 영상에서는 정상산림이 밝은 녹색

으로 표현되는 것과는 달리 산사태 피해지는 밝

은 보라색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루었다(그림 

4). 그러나 산불, 우박, 병해충 등에 의한 수목 

고사와는 달리, 산사태는 토사가 수목을 덮고 

있거나 토사와 산림이 혼재된 형태로 나타나므

로, 산림 내의 경작을 위한 개간지와 분광특성

이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다. 정확한 토지피복

도를 참조하여 개간지(경작지)가 식별되어야 하

지만, 실제로 개간지가 과수원이나 밭으로 분류

되지 않고 산림으로 분류된 경우가 많다. 이처

럼 다양한 유형의 지표면 상태가 혼재하고 토지

피복도에 불확실성이 내재하는 상황이므로, 우

선 연구 지역 내에서 시가화지역, 개간지, 산림, 

산사태 피해지의 분광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Sentinel-2 Red, NIR, SWIR 밴드 반사도의 

히스토그램을 분석하였다(표 2,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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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Reflectance (%)

Red (0.665 ㎛) NIR (0.842㎛) SWIR (2.190㎛)

Min Mean Max Min Mean Max Min Mean Max

Landslide area 8.6 16.9 23.0 18.2 24.3 34.8 11.5 21.9 27.2

Cultivated area 3.6 6.4 11.4 17.5 25.2 31.8 10.2 16.3 21.7

Forest 1.5 2.1 2.5 19.3 23.2 27.5 3.5 4.4 5.0

Urban area 2.5 9.5 24.2 12 21.2 33.8 10.0 21.0 43.1

TABLE 2. Reflectance of Sentinel-2 Red, NIR and SWIR according to surface types

FIGURE 4. Sentinel-2 false-color (R-NIR-G) image in Gokseong 

landslide area(blue circle).

정상산림은 일반적으로 태양광 적색 밴드에 

대한 반사도가 상당히 낮고, 토사는 정상산림에 

비해 적색 밴드에 대한 반사도가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난다. 사례 지역에서의 정상산림에서는 

적색 밴드 반사도가 대체로 2~3%로 나타내는 

것과 달리, 산사태 피해지에서는 주로 15~20%

의 반사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산사태 피해지는 

시가화지역이나 개간지에 비해서도 적색 반사도

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개간지에는 표토(top 

soil)와 약간의 인공지물이 혼재하고 있는 반면, 

산사태 피해지는 암반경계면을 따라 흘러내린 

심토(subsoil)가 지표면을 덮고 있기 때문에 적

색 반사도가 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

된다(그림 5(a)).

근적외선 반사도는 농지, 산림에서 높게 나타

나고, 시가화지역, 나대지, 수역에서 낮게 나타

나는 대조적인 특성이 있다. 그림 5(b)는 산사

태 피해지의 근적외선 반사도가 개간지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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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Histogram of reflectance for Red(a), NIR(b), SWIR(c) 

according to the land surface types in Gok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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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Detection of the damaged area by landslide in Gokseong, August 7, 2020.

대체로 낮으나, 정상산림과는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이는 근적외선 반사도가 식생활력도 

및 지표면 습윤도 두 가지 요소 모두와 관련되

기 때문인데, 식생활력도는 근적외선과 적색 반

사도의 차이에 따라 결정되고, 그리고 지표면 

습윤도는 근적외선과 단파적외선 반사도의 차이

에 민감하다(Xiao et al., 2009). 산사태 피해

지는 색생활력도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

표면 습윤도가 높기 때문에 정상산림과 유사한 

근적외선 반사도를 보였으나, 적색 및 단파적외

선 반사도의 패턴은 정상산림과 상당히 다를 것

으로 추정된다. 

산사태 발생시 수분에 의한 팽창성 점토광물

은 일반적으로 단파적외 영역인 2.1~2.3㎛ 파

장대에서 식생보다 높은 반사도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특성은 산사태 피해지 판별에 적용 가능

하다(Nam et al., 2014). 그림 5(c)에서는 점

토광물이 많은 산사태 피해지의 단파적외 반사

도가 시가화지역과 유사하게 나타났고, 개간지

나 정상산림에 비해 훨씬 높음을 보여준다. 산

사태 피해지, 정상산림, 개간지는 근적외선 반사

도에서 다소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적색 및 단

파적외 반사도에서 뚜렷하게 다른 특성을 가진

다. 또한 산사태 피해지와 시가화지역은 단파적

외 반사도 특성이 어느정도 비슷하지만, 적색 

및 단파적외 반사도 특성이 매우 다르게 나타난

다. 따라서 적색, 근적외, 단파적외 반사도 세가

지 변수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산사태 피해

지 식별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2. 곡성 산사태 피해지 탐지결과

이상의 분광특성 분석을 통해 산사태 피해지 

분류에 적합한 Red, NIR, SWIR 밴드 반사도를 

입력변수로 하여 ISODATA 무감독분류를 수행

하였다. 이때 천연색 및 위색 영상, 그리고 피해

보고자료 등을 참조하였으며, 산림 내의 도로, 

구름 및 구름 그림자 영역 등을 제거한 AOI 영

역에 대해 최대 클래스 개수를 9로 하여 도출된 

분류 결과(그림 6(a))를, 피해 있음/없음으로 

재분류하였을 때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

었다(그림 6(b)). 곡성 산사태는 고도가 높은 

남쪽 사면으로부터 흘러내린 토사가 저지대의 

농가에까지 이르렀으며(그림 7), Sentinel-2 

영상에서 피해지의 화소 개수가 475개로서, 총 

피해면적이 4.75ha인 것으로 탐지되었다. 이는 

산사태 발생 2개월 후에 산림청에서 보고한 피

해면적 5ha와 매우 유사한 결과로서, 9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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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A photo of the landslide in Gokseong, August 7, 2020(NEWS1, 2020).

일치도에 해당한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본 연구에서는 산사태 피해 농가의 인공지물은 

그 분광특성이 토사와 달라 제외되었으나, 산림

청 조사에서는 피해 농가 면적이 그대로 산사태 

피해지에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실험에서는 산사태 발생일인 2020년 8월 7

일로부터 13일 후인 8월 20일의 Sentinel-2 

영상을 사용하였고, 모든 영상은 촬영후 24시간 

이내에 공유되기 때문에, 비교적 단기간 내에 

피해지에 대한 비공식적인 파악이 가능하였다. 

Sentinel-2의 재방문주기가 2-3일인 것을 고

려한다면, 청천 영상 확보 여부에 따라 산사태 

발생 후 불과 며칠 내로 피해지 분석이 이루어

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Sentinel-2 영상

은 10m 해상도로서 공간적 상세함에서 다소 부

족함이 있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상용위성 및 

우리나라의 국토위성, 농림위성 등을 이와 같은 

산사태 피해지 분석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사태 피해지의 분광특성을 Red, 

NIR, SWIR 반사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나, 

대부분의 고해상도 위성에는 SWIR 밴드가 없

기 때문에, 대체 밴드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020년 8월 7일 장마전선에 

의한 폭우로 발생한 전남 곡성의 산사태를 대상

으로 피해발생 후의 청천영상인 8월 20일의 

Sentinel-2 레벨2 영상과 자기조직화 분류기법

을 이용하여 피해지를 탐지하고 그 활용가능성

을 평가하였다. 산사태로 흘러내린 토사가 정상

산림, 개간지, 시가화지역 등과 구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Red, NIR, SWIR 파장대에 대한 분광특

성을 분석하고, 세 개 밴드 반사도를 ISODATA

에 투입하여 클래스 분류 및 피해지 재분류를 

수행하였다. 이때 산림 내의 개간지가 산사태 

피해지로 오인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었는

데, 개간지는 점토광물이 적은 표토로 구성되어 

있고, 산사태 피해지는 점토광물이 많은 심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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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이루기 때문에, Red 반사도로부터 색상 차

이가 구분되고, SWIR 반사도로부터 점토광물에 

대한 민감도가 식별됨으로써, 개간지와 산사태 

피해지의 오분류가 최소화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 실험을 통하여 산출된 곡성 산사태의 피해면

적은 산림청 조사에 의해 보고된 5ha에 매우 

근사한 4.75ha로 95%의 정확도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산사태 발생 후 많은 인력, 시간, 예

산 등이 소요되는 현장조사 이전에 신속하게 실

제 피해지와 유사한 정확도의 피해지역을 특정

하고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효율적 방

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더욱

이 Sentinel-2 청천 영상의 확보 여부에 따라

서는 산사태 발생 후 며칠 이내에 이러한 분석

이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향후에는 보다 정밀한 

공간해상도를 가진 상용위성 및 2021년 발사예

정인 국토위성, 2024년 발사예정인 농림위성의 

활용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표면 습윤도와 점토광물 정보를 제공하는 

SWIR 밴드가 이들 고해상도 위성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론 

개발이 또한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각 밴드별 반

사도에 임계치를 적용하는 디시즌트리(decision 

tree) 방법과 ISODATA 방법의 성능비교가 다

양한 산사태 케이스에 대하여 수행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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