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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verify the effect of the spatial extent scale of a study area on the assessment of landslide 
susceptibility,   three spatial extents were set for the Gyeongnam province. The landslide susceptibility 
results for each scale were compared using logistic regression. Twelve influencing factors and a 
landslide inventory map constructed from landslide occurrence information from 2010 to 2018, 
collected through media such as news, reports, satellite images, and aerial images, were used. The 
results verified that discontinuous factors with different distributions, such as lithology and soil type, 
have a greater influence on the difference in the results according to the scale of change. The area under 
the curve (AUC) value decreased as the spatial scale increased due to a variance increase in the data 
distribution.

Key words : Landslide susceptibility, Logistic regression, Spatial extent, GIS

요 약 

본 연구는 연구지역의 공간적 규모가 산사태 위험도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경

남 지역에 세 가지 규모의 연구지역을 설정하고 각 규모별로 로지스틱 회귀를 사용한 산사태 위험

도 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산사태 위험도 평가에 빈번히 사용되는 

12개 인자를 사용하였으며 뉴스, 보고서, 위성영상, 항공 영상 등 매체를 통해 수집한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산사태 발생 정보를 사용하여 산사태 인벤토리 맵을 구축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를 

통한 분석 결과, 암종, 토양 종류와 같이 규모에 따라 분포가 상이하며 연속성이 없는 인자가 산사태 

위험도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자료 분포의 분산 증가로 

AUC(Area Under Curve) 값이 작아짐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산사태 위험도, 로지스틱 회귀, 공간 규모, 지리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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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국의 산사태는 산지가 발달한 한반도의 지형적 특징으

로 인하여 도시, 농어촌을 불문하고 전국에서 발생하여 인

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필

요하다. 국내 광산 역시 주로 산지에 분포하므로 인공 사면 

절취, 산림 벌채로 인해 산사태 발생에 취약할 가능성이 크

고, 광산 생산물이나 광산 폐기물로 인해 산사태 발생시 규

모, 유해성, 재산면에서 피해가 극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

사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에서의 산사태 발생은 장마,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

우가 산사태 촉발요인으로 작용해 주로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집중호우, 태풍 발생 빈도가 

늘어나 산사태 발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Haque et al., 2019). 실제로 한국의 산사태 연평균 피해 면

적은 231 ha(1980년대), 350 ha(1990년대), 713 ha(2000년

대)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Lee et al., 2014). 2010년대

엔 10년간 평균 산사태 피해 면적이 226 ha에 그쳤지만 

2011년 서울 서초 우면산 산사태와 강원 춘천 신북읍 천전

리 산사태로 인해 1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여 

산사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최근 2020년 여름 이례

적 폭우로 인해 전국에 최초로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었으

며 피해 면적이 1,231 ha에 달하여 산사태 예방에 대한 중요

성이 강조되고 있다(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2020).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산사태 위험지역을 

추정하여 산사태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

라서 산사태 위험도 추정에 관한 연구가 국내외 다수 진행

되고 있다(Kim et al., 1992; Kim et al., 1998; Lee et al., 

2002; Oh, 2010; Shin and Lee, 2018). 산사태 위험도 평가

는 과거 산사태 발생 정보와 산사태 영향 인자 간의 상관관

계를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이뤄진

다(Dai et al., 2002). 각 자료의 유형과 공간 규모에 따른 분

포 경향, 분산 정도, 상대적 해상도와 같은 공간적 자료 특

성은 비공간적 자료와 달리 공간적 상호관계를 가져 분석 

결과의 질과 직결되는 속성이기 때문에 공간자료 특성의 

영향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산사태 영향 인자가 연구 

규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특정 지역에서 산사태 발

생과 더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면 산사태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이 확대될 경우 영향 인자와 위험도 간의 상관관계가 

약화된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기존 연구의 경우 노천광산 사면, 광산 지역 일대와 같은 

특수 지역, 읍면, 시군구, 전국 단위 등 다양한 공간 규모에

서 산사태 위험성 평가 연구(Choi et al., 2009; Koo et al., 

2018; Lee and Kim, 2012; Lee et al., 2006; Xu et al., 2011)

가 수행되었으나 연구 규모와 분석 결과의 상관관계에 대

한 고려는 부재하였다. 해상도 측면의 공간 규모에 관한 연

구는 수행된 사례(Dragićević et al., 2015; Chang et al., 

2019)가 존재하나 자료의 질과 분석 결과에 대한 연관성에

만 초점을 맞춰진 연구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남 지역에 대한 산사태 발생 정보를 수

집하고 이를 산사태 인벤토리 맵으로 구축하여 산사태 영

향 인자와의 상관성 분석의 종속 인자로 사용하였다. 경남 

지역 내에서 연구지역 규모 별 비교를 위해 연구지역을 시

군 단위, 복수 시군 단위, 도 단위로 설정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를 사용하여 산사태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규모별 결

과를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곡선과 

SCAI(Seed Cell Area Index)를 통해 검증하고 비교함으로

써 산사태 위험도 평가 시 연구지역 공간 규모가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 지역 

산림청의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시도별 산사태 통계

자료에 따르면 행정구역 면적 대비 피해 면적이 가장 큰 것

은 경남 지역으로 전체 면적 중 0.177%가 산사태로 인한 피

해를 입었다(Table 1). 도 권역 중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경

남에서 발생하는 산사태는 인명 피해, 재산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Table 1. Landslide area in Korea (2001-2019) (Landslide 

Information System)

City/

Province

Area(a) 

(ha)

Landslide 

area(b)

(ha)

ratio

(b/a)

(%)

Seoul 60,500 92 0.152 

Busan 77,000 91 0.118 

Daegu 88,400 27 0.030 

Incheon 106,300 3 0.002 

Gwangju 50,100 1 0.001 

Daejeon 54,000 8 0.015 

Ulsan 106,200 50 0.047 

Sejong 46,500 0 0.000 

Gyeonggi 1,018,800 506 0.050 

Gangwon 1,682,800 2074 0.123 

Chungbuk 740,800 291 0.039 

Chungnam 822,900 124 0.015 

Jeonbuk 806,900 877 0.109 

Jeonnam 1,234,400 291 0.024 

Gyeongbuk 1,903,300 1030 0.054 

Gyeongnam 1,054,000 1863 0.177 

Jeju 1,8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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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chart of the study.

Fig. 2. Landslide inventory map of Gyeongnam province

(landslide in red, detailed map in blue).

Table 2. Landslide data in Gyeongnam province

City # Area (ha)

Geochang 1 1.48 

Gimhae 1 0.44 

Jinju 1 0.25 

Uiryeong 1 0.67 

Milyang 2 3.30 

Goseong 5 1.49 

Changwon 5 7.36 

Sancheong 16 34.50 

Hamyang 38 29.51 

Total 70 79.00

경남 서부에는 지리산(1,915 m), 덕유산(1614 m), 가야

산(1,433 m) 등이 위치하며 낙동강이 북부 중앙을 지나 동

부를 통해 남해안으로 흐른다. 낙동강 하부의 지류인 남강 

유역 평야와 김해평야를 포함하는 경남평야가 낙동강 주변

으로 형성되어있다. 지질분포 측면에서 서부는 화강암과 

편마암류가 북북동-남남서 방향으로 혼재하며 중부는 주

로 경상계 퇴적암류가 분포한다. 동부의 경우 백악기 화산

암류와 화강암이 산포하고 있어 위치에 따라 지질 구성이 

상이하다. 산사태 발생 면적이 넓고 위험도가 높으며 지형

적으로 서부 지리산 산악 지형과 낙동강 유역 평야 지형이 

모두 존재하여 경남 지역은 본 연구 목적에 부합한다. 

Fig. 1은 연구 순서를 나타낸다. 산사태 위험도 분석을 위

해 종속 인자인 산사태 인벤토리 맵, 독립 인자인 산사태 영

향 인자 자료를 구축하고 각 자료를 세 가지 연구 규모에 맞

춰 가공한 후 로지스틱 회귀를 통해 산사태 위험도 지도를 

작성하고 검증과 비교를 진행하였다. 

산사태 인벤토리 맵 구축 

본 연구에서는 뉴스와 재난연감, 재해연보 자료를 통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산사태 발생 정보를 수집 

후, 국토지리정보원 정사영상, 구글어스 위성영상, 카카오

맵 스카이뷰의 0.5 m 수준 고해상도 영상을 활용하여 정확

한 위치와 형상을 파악하고 ArcGIS 10.3 소프트웨어를 사

용해 벡터 폴리곤 자료로 구축하였다(Fig. 2). 

수집된 산사태의 수는 총 70개이며 면적은 79 ha로 이는 

수집 기간 동안 보고된 경남 내 산사태 면적(557.43 h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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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tudy area for each extent scale

Extent scale Location Symbol Landslide area (ha)

1; City Sancheong SC 34.50

2; Multiple cities Sancheong + Hamyang + Jinju SHJ 64.26

3; Province Gyeongnam GN 79.00

약 14%이다. Table 2는 경남 내 수집된 산사태 정보의 시군

별 개수와 면적을 나타낸다. 수집된 자료에서 산사태 피해 

면적과 발생 수는 각각 산청군, 함양군이 가장 많았다. 산사

태 면적과 분포를 토대로 규모 별로 구체적 연구지역을 선

정하였으며 선정된 연구지역은 Table 3과 같다.

세 가지 규모의 연구지역은 Fig. 2에 작은 규모부터 큰 규

모 순으로 분홍, 초록, 회색으로 표기되어있다. 산청군은 대

부분이 산지로 서부에 지리산 천왕봉 일부를 포함하여 전

반적으로 고도가 높고 지표 기복이 심한 지역이다. 함양군

은 남부에 지리산 일부를 포함하며 북부에도 산지가 발달

해있다. 진주시는 도시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강이 흐르고 

호수가 발달해 상대적으로 평야가 발달한 특징을 갖는다.

산사태 영향 인자 

산사태 위험도 평가에서 독립 인자인 산사태 영향 인자

는 크게 지형학적 인자, 수문학적 인자, 교통 관련 인자, 지

질학적 인자, 토양 관련 인자, 산림 관련 인자, 토지 사용 관

련 인자로 분류할 수 있다(Lee, 2019). 본 연구에서는 산사

태 위험도 평가에 빈번하게 사용되는 인자 중심으로 다양

한 유형의 인자를 선정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지형학적 

인자로써 고도(DEM), 경사, 경사 방향, 곡률 유형, TPI 

(Topographic Position Index), 수문학적 인자로써 누적 흐

름양과 수계까지의 거리, 교통 관련 인자로써 도로까지의 

거리, 암석의 강도, 구조, 불연속면이 산사태 위험성에 미치

는 영향(Park et al., 2018)을 반영하기 위해 지질학적 인자

로써 단층까지의 거리와 암종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토양 

관련 인자로써 토양 종류, 토지 사용 관련 인자로써 토지 피

복, 총 12개 인자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Fig. 3, 

Fig. 4). 산림 관련 인자의 경우는 산사태 정보 수집 기간 동

안의 산림 벌채 면적이 303,432 ha로 취득 가능한 산림 관

련 자료에 벌목으로 인한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

하여 불확실성을 배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활용하지 

않았다. 국토지리정보원의 등고선(1:5,000) 자료를 사용해 

ArcGIS 10.3 소프트웨어 공간처리를 통해 경남 지역에 대

해 DEM(해상도 10 m)을 구축하였으며 DEM으로부터 동

일 해상도 경사, 경사 방향을 획득하였다. 곡률 유형(해상

도 30 m), TPI(해상도 30 m), 누적 흐름양(해상도 30 m), 

수계까지의 거리(해상도 30 m), 도로까지의 거리(해상도 

30 m), 단층까지의 거리(1:50,000), 암종(1:1,000,000) 자

료는 지오 빅데이터 오픈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한국지

질자원연구원 자료를 활용하였다. 토양 종류(1:50,000) 자

료는 국가 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 토지 피

복(1:50,000) 자료는 환경지리정보서비스를 통해 취득하

여 활용하였다. 모든 자료는 10 m×10 m 격자 래스터 자료

로 변환 후 ASCII 형태로 가공되었다.

로지스틱 회귀 

산사태 인벤토리 맵과 산사태 영향 인자 12개 사이의 상

관관계를 분석해 연구지역에 대한 산사태 위험도를 추정하

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를 사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는 최

근 산사태 위험도 평가 연구에 가장 활발히 사용되는 방법

론(Lee, 2019)으로 일반적 선형 회귀에 적절한 연결 함수를 

더함으로써 연속형, 범주형 독립 변수 모두에 적용 가능하

며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변수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

점을 갖는다(Lee and Pradhan, 2007).

산사태 위험도 분석의 종속 변수는 산사태 위험도 혹은 

발생 가능성(p)으로 로지스틱 회귀에서는 Eq. 1과 같이 표

현할 수 있다. 식 (1)은 z에 대한 함수이며 0과 1 사이 값을 

갖는 S 모양 함수로 로지스틱 함수 혹은 시그모이드 함수라

고 불린다. 로지스틱 함수는 p에 대한 승산(p/1-p)의 로그 

변환의 역함수로 독립 변수의 선형 조합(z)과 이진적인 종

속 변수를 연결 짓는다(식 (2)). 

 





 (1)

  











⋯




 log

   (2) 

p: landslide susceptibility

z: linear combination of landslide influencing factors

ai: coefficient, n: the number of landslide influencing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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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andslide influencing factor maps in Gyeongnam. (a) digital elevation mode (DEM) (b) Slope (c) Aspect (d) Curvature type 

(VX-convex⋂, CV-concave⋃, S-straight) (e) Flow accumulation (f) topograp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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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Landslide influencing factors maps in Gyeongnam. (a) Distance to river (b) Distance to road; and (c) Distance to fault (d) 

Lithology (e) Soil type (f) Land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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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efficients of logistic regression for each study extent scale

Factors SC SHJ GN Factors SC SHJ GN

Constant -0.8833 -1.6169 -1.1828 

Lithol

ogy

1 - -0.0099 -0.0084 

DEM 0.0026 0.0025 0.0033 7 - -0.0032 -0.1886 

Slope -0.0529 -0.0288 -0.0254 8 2.3715 1.4760 1.3475 

TPI -0.1040 -0.0690 -0.0926 9 -0.0687 -0.0403 -0.0255 

Flow acc. 2.0E-06 1.0E-07 2.0E-06 10 - - -0.9607 

Dist. to river -0.0245 -0.0047 -0.0109 13 -0.1606 -0.0475 -0.0179 

Dist. to road -0.0026 -0.0017 -0.0019 15 - - -0.0019 

Dist. to fault -0.0001 -2.9E-05 -0.0002 19 - 0.6942 1.1118 

Aspect

Flat -0.4309 -1.0959 -0.8781 21 -0.5475 -0.6748 -0.4539 

N 0.2309 -0.2022 -0.0954 22 -0.8132 -0.8322 -0.5673 

NE 0.1255 -0.5330 -0.1120 27 -0.9589 -1.0814 -0.9399 

E -0.7451 -0.4726 -0.3260 29 - -0.8786 -0.8486 

SE -0.4746 -0.1746 -0.3702 33 -0.1502 -0.0071 0.1995 

S -0.2822 -0.1328 -0.2170 35 -0.1261 -0.0732 -0.0363 

SW 0.1495 0.3836 0.3056 38 - -0.0329 -0.0138 

W 0.4048 0.4680 0.3579 41 -0.4296 -0.1059 0.2211 

NW 0.1388 0.1425 0.1524 

Soil 

type

0 - - -0.0016 

Curv.t

ype

VX/VX -0.2005 -0.3720 -0.1504 1 -0.2422 -0.2911 -0.2191 

VX/CV 0.0082 0.0157 -0.0267 2 -0.1473 -0.3371 -0.1814 

VX/S 0.3000 0.1409 0.1768 3 -0.3105 -0.4631 -0.4307 

CV/VX -0.2643 -0.3695 -0.3197 4 -0.1646 -0.2150 0.0639 

CV/CV -0.0664 -0.1006 -0.1025 5 - - -0.0004 

CV/S -0.0394 -0.1005 0.0042 6 -0.0843 -0.1476 -0.2521 

S/VX -0.0390 -0.1905 -0.1917 7 -0.0932 -0.0047 -0.0558 

S/CV -0.0354 -0.1445 -0.0081 8 -0.0647 -0.0716 -0.0965 

S/S -0.5465 -0.4958 -0.5648 9 - -0.0007 -0.0026 

Land 

cover

city -0.0180 -0.0809 -0.2017 11 - - -0.0067 

farm -0.6935 -1.1492 -0.8939 12 - - -0.0116 

forest 0.0650 -0.1541 0.1877 13 - - -0.0132 

field -0.0633 -0.1592 -0.1263 14 0.1917 0.2390 0.6004 

wetland -0.0298 -0.0453 -0.0454 15 0.0891 -0.2048 0.0082 

badland -0.0480 0.0900 -0.0289 16 -0.0020 -0.0332 -0.0189 

water -0.0958 -0.1182 -0.0744 17 -0.0241 -0.0332 0.0370 

49 -0.0313 -0.0538 -0.6019 

로지스틱 회귀는 주어진 자료에 대해 최적 상수 

와 n개 

독립 변수의 계수 

    ⋯ 을 구해 적합한 모델

을 추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피터 노트북 환경에서 

Python 기반 패키지인 scikit-learn을 활용해 로지스틱 회

귀 모델을 구축하였다. 추후 검증을 위해 산사태 인벤토리 

맵의 산사태 발생 정보의 70%를 사용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규모별 상수 및 산사태 영향 인자에 대

한 계수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의 상단의 7개 인자(고도, 경사, TPI, 누적 흐름양, 

수계까지의 거리, 도로까지의 거리, 단층까지의 거리)는 연

속형 변수로 해당 변수의 계수로 곱해지고 5개의 범주형 변

수는 유형에 따라 해당 유형값과 계수가 곱해져 Eq. 2 연산

에 활용되며 변수의 선형조합에 로지스틱 함수를 적용함으

로써 산사태 위험도를 추정하게 된다. 

로지스틱 회귀 모델의 계수는 훈련 자료에 대한 오차를 

최소화하는 값으로 산정되어 훈련 과정, 횟수 등 조건에 따

라 가변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정량적 해석

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 모델의 산사태 

영향 인자별 계수에 따라 승산(p/1-p)에 미치는 영향 정도

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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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xponential of coefficients for each variable.

Fig. 6. Landslide susceptibility map by logistic regression for each extent scale. (a) Sancheong (b) Sancheong+Hamyang+Jinju 

(c) Gyeongnam.

로지스틱 모델에서 연속형 변수의 경우 변숫값이 1 증가

할 때 승수는 자연 상수에 대해 해당 변수의 계수 승만큼 배

가 된다. 범주형 변수의 경우엔 변수가 특정 범주에 속할 때 

자연 상수에 대해 해당 범주 변수와 타 범주 변수의 계수 사

이 차를 거듭제곱한 것이 승수비가 된다. 각 규모의 로지스

틱 모델을 비교하기 위해 연속형 변수의 계수와 범주형 변

수에서 계수 간 차의 최댓값을 각각 자연 상수의 지수로 취

해 Fig. 5와 같이 도시하였다. 연속형 변수에 있어서 계수의 

변화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아 각 모델에서 연속형 변숫값

의 변화에 따라 승수는 비슷한 정도로 변화할 것이다. 반면 

경사 방향에 대해서는 중간 규모에서 승수의 변화가 상대

적으로 클 수 있다. 곡률 유형의 경우엔 규모별 모델에 따라 

승수 변화 정도의 차이는 작다. 토양 유형은 규모가 커질수

록 해당 모델에서 토양 유형 별 승수 변화가 크고 토지 피복

은 중간 규모에서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다. 암종이 규모에 

따른 범주 간 승수의 차이가 가장 극심하며 산청 규모에서 

암종에 따라 상이한 산사태 위험도가 계산될 수 있을 것이

다. 규모에 따른 차이는 연속형 변수에 비해 범주형 변수가 

크다.

해당 모델을 활용해 각 연구지역의 산사태 위험도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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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Landslide susceptibility of past landslide sites for each extent scale. (a) aerial image in 2003 (National Territorial Information 

Platform, 2021) (b) Landslide susceptibility of SC scale (c) Landslide susceptibility of SHJ scale (d) Landslide susceptibility of 

GN scale.

Fig. 8. Aerial image of the 2012 landslide in Sancheong 

(National Territorial Information Platform, 2021).

시한 결과는 Fig. 6과 같으며 계수로부터 추정한 바와 같이 

TPI, 누적 흐름양, 암종 등이 산사태 위험도에 대한 영향력

이 강한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산청 중심부 쥐라기 흑운

모 화강암 분포 지역의 경우 연구 규모가 커짐에 따라 해당 

암종 분포 지역의 산사태 위험도가 주변부와 상이한 정도

가 약화됨이 확인된다. 이는 연구 규모가 커질수록 자료가 

상이하게 변화하는 변수가 산사태 위험도 추정 결과에 미

치는 영향이 크게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큰 규모로 산사

태 위험도를 추정할 경우 특정 지역에 작용하는 산사태 영

향 인자의 영향력이 감소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Fig. 7은 산청 북부에서 2001년~2003년 사이 발생한 산

사태에 대해 규모별 산사태 위험도 추정 결과를 도시한 것

이다.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곳을 공통적으로 추정하나 규

모가 커질수록 추정의 급격한 변화가 감소함이 확인된다. 

특히 지도상의 좌상단부의 경우엔 경남 규모로 산사태 위

험도를 평가했을 때 작은 규모에 비해 위험도가 드러나지 

않는 차이가 있다. 해당 위치는 산청군 천지사 인근으로 

2011년~2012년경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Fig. 

8). 광역적으로 산사태 위험도 연구를 진행할 경우 산사태 

영향 인자의 범주가 확대됨에 따라 과소평가될 수 있는 위

험지역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 다른 관점에서는 작은 규

모 산사태 연구에서 해당 지역 산사태 특성이 편중되어 과

적합 될 수 있는 결과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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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CAI of landslide susceptibility for each extent scale (class 1-(0 ~ 0.2), class 2-(0.2 ~ 0.4), class 3-(0.4 ~ 0.6), class 4-(0.6 

~ 0.8), class 5-(0.8 ~ 1))

SC SHJ GN

Class % area % landslide SCAI % area % landslide SCAI % area % landslide SCAI

1 92.99 12.10 7.68 88.30 13.68 6.46 81.18 5.50 14.77 

2 3.77 7.11 0.53 7.97 13.31 0.60 11.36 10.16 1.12 

3 1.65 9.52 0.17 2.64 21.92 0.12 4.33 13.11 0.33 

4 1.05 25.88 0.04 0.94 42.78 0.02 2.12 34.93 0.06 

5 0.54 45.39 0.01 0.16 8.31 0.02 1.01 36.31 0.03 

Fig. 9. ROC curve of logistic regression for each extent scale.

검증 및 토의 

산사태 위험도에 대한 규모 별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검

증과 비교를 위해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곡선과 SCAI(Seed Cell Area Index)를 사용하였다. 산사

태 연구에서 ROC 곡선은 산사태 위험도 평가의 검증을 위

해 널리 사용(Yilmaz, 2009; Pradhan and Lee, 2010; 

Akgun, 2012)되는 방법이며 SCAI는 Süzen와 Doyuran 

(2004)에 의해 제안된 검증 방법으로 두 방법 모두 복수 모

델 성능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규모별 로지스틱 모델에 의해 생성된 산사태 위험도 지

도 자료를 ROC 곡선으로 도시한 것은 Fig. 9와 같다. 곡선 

하부 면적인 AUC(Area Under Curve)가 클수록 상위 산사

태 위험도에 산사태 발생이 많음을 의미하며 좋은 모델이

라 해석할 수 있다. AUC는 산청, 경남 서부(산청, 함양, 진

주), 경남 순으로 높았으며 규모가 커질수록 AUC가 감소

하는 것은 연구지역에 포함되는 산사태가 늘어나며 이와 

연계된 영향 인자의 분산이 커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상위 

10% 산사태 위험도 내에서 산청 지역에 대한 모델은 전체 

산사태 중 95%를 추정하며 경남 서부는 92%, 경남은 약 

80% 산사태를 포함함을 알 수 있다. 그보다 낮은 산사태 위

험도에서는 경남 서부에 대한 모델이 조금 더 빠르게 누적 

산사태 수 100%에 수렴함이 확인된다. 산사태 위험도 평가

는 산사태 발생 이력 자료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산사

태 발생 이력 자료의 질과 양에 따라 결과가 변동할 수 있으

나 일반적으로 산사태 위험도 평가를 수행할 때 큰 규모일

수록 공간적 자료 분산에 따른 AUC 감소를 고려해야 하며 

산사태에 대한 지질학적, 지반공학적 지식과 더불어 해당 

지역 산사태 영향 인자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강조될 필요

가 있다. 

SCAI를 통해 ROC 곡선보다 상대적이고 세부적인 비교 

확인이 가능하다. SCAI는 위험도 범주에 따른 산사태 비중

과 면적 비중의 비로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위험할수록 SCAI가 낮고 안전할수록 SCAI가 높아야 이

상적 산사태 위험도 추정이라고 해석된다. 본 연구 결과의 

SCAI는 Table 5와 같다. 전반적으로 모든 규모의 결과가 

이상적인 SCAI 결과를 보이며 낮은 위험도에서는 경남 규

모 모델이 더 이상적이고 높은 위험도에서는 산청 규모 모

델이 더 이상적이라고 추정된다. 큰 규모 연구지역에 대한 

산사태 위험도 평가 결과가 보다 공간적으로 변화가 급변

하지 않은 위험도 분포를 보이며 작은 규모에 대한 연구 결

과는 과거 산사태와 관련된 영향 인자의 영향을 보다 강하

게 받아 위험도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ROC에서 큰 규모의 연구 결과가 자료 분산의 영향으로 상

대적으로 낮은 AUC를 보인 것과 반대로 SCAI에서는 작은 

규모의 연구가 과거 산사태 자료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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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Landslide susceptibility differences between each extent scale in Sancheong. (a) Sancheong-(Sancheong+Hamyang+Jinju) 

(b) Sancheong-Gyeongnam (c) (Sancheong+Hamyang+Jinju)-Gyeongnam.

중적 경향을 보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산청 지역에 국한하여 규모별 산사태 위험도의 차를 계

산하여 지도 형태로 도시한 것은 Fig. 10과 같다. 산청과 경

남 서부 간의 차이에서 규모 변화로 인해 일어나는 산사태 

위험도 변화는 주로 암종과 누적 흐름양과 관련되어 있음

이 확인되며 산청 규모에서 산사태와 유관한 암종 분포 지

역 내 수계가 발달하여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는 영역에 집

중되었던 산사태 위험도가 연구지역 규모가 커지며 위험도

가 약화되는 경향이 확인된다. 이러한 특성을 염두에 두어 

산사태 위험도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연구지역 규모

에 따라 산사태 발생 자료와 영향 인자의 분포가 변화하며 

이는 산사태 위험도 평가 시 산사태 위험도 집중도에 영향

을 미치며 암종, 토양 종류와 같이 범주 인자이며 이산적으

로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분포하는 인자에 대한 유의가 필

요하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를 이용한 산사태 위험도 

평가에 있어서 연구지역 규모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기 위해 경남 지역에 대한 다중 규모 산사태 위험도 평

가를 수행하였다. 2010년부터 2018년간 발생한 산사태 정

보를 토대로 산사태 인벤토리 맵을 작성하고 12개 산사태 

영향 인자를 수집하여 자료를 구축하였다. 산청, 경남 서부

(산청, 함양, 진주), 경남 세 규모 연구지역에 대해 각각 로

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산사태 위험도를 추정하였으며 

ROC 곡선과 SCAI를 통해 결과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ROC 곡선에서 산청(96.32%), 경남 서부(산청, 함양, 진

주)(96.14%), 경남(93.08) 순으로 AUC가 높게 나타나 연

구 규모가 커질 때 위험도 분산 증가가 추정되었다. 반면 

SCAI를 통한 검증에서는 경남 규모가 낮은 위험도에서 더

욱 이상적인 결과를 보였다. 연구지역 규모에 따라 산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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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추정 결과의 분포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연구

지역과 영향 인자 선정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는 경남 지역 산사태 위험도를 추정하여 해

당 지역 산사태 대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으며 산사태 연구

지역, 영향 인자 선정에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로써 타 방법론의 적용, 연구지역 규모의 세

부화, 영향 인자별 민감도 분석을 통해 연구 내용 발전이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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