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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영향 반경을 고려한 GIS기반의 빈도비 모델을

적용하여 지질재해 취약성 평가 기법을 개발하고 지질재해 중

산사태와 지반침하에 대해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산사태와 지반침하가 발생할 때 주변 지역의 영향 인자들이

작용하는 원리를 바탕으로, 재해 발생 이력 자료와 영향 인자를

비교하여 분석하는 통계적 기법 중 하나인 빈도비 모델에 영향

반경을 적용하여 취약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고안한 기법과 기존 기법의 결과에 대해 각각 정확도를

곡선하면적기법으로 산정하여 고안한 기법이 적합한지 확인하였다.

기존의 통계적 기법을 적용한 취약성 평가 연구에서는 발생

지역의 영향 인자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실제 지질재해 발생 원리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향 반경을 설정하고 해당 거리 이내의 모든 격자셀의 영향

인자들을 고려한 취약성을 분석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또한 분석에 적절한 영향반경을 설정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정보나 문헌 자료가 없는 경우 일정 구간 동안 영향

반경을 증가시켜나가며 반복 작업을 수행하고 검증 단계에서

정확도를 바탕으로 최적 영향반경을 산정하는 방식과, 영향 반경

산정식을 이용하여 각 격자셀별로 다양한 영향 반경을 적용하는

방법 또한 제안하였다.

산사태와 지반침하 각각에 대한 두 가지의 사례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각각 11개(경사각, 경사방향, 곡률도, 토지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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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영급/경급/밀도/종류, 토양-종류/유효토심/배수)와 5개(경사각,

지표수누적흐름양, 갱도 깊이, 갱도 거리, 갱도 밀도)의 영향 인자에

대해 영향 반경이 고려된 훈련지역과 교차분석을 수행하여 빈도비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대상 지역의 각 격자셀에선 영향반경

이내의 모든 격자셀에 부여된 빈도비 지수를 평균하여 정량적인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1부터 100까지의 상대적 점수를 통해

취약성 평가 지도를 작성하였다. 검증 지역과의 교차분석을

수행하여 곡선하면적법으로 산정된 정확도는 두 경우 모두

기존기법과 비교했을 때 86.49%에서 91.12%, 67.59%에서 75.90%로

향상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영향반경을 적용한 분석 기법은 동일한 공간

데이터베이스에서 높은 정확성을 가진 분석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자료가 부족하거나 기존 분석 기법으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한

지역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적용범위 또한 지질재해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변지역의 영향을 받는 사회적 현상의

통계적 분석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지리정보시스템, 영향 반경, 지반침하, 산사태, 빈도비 모델

학 번: 2011-2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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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기후변화 및 자연환경의 변화로 인해 지진, 산사태, 지반침하,

홍수 등의 지질재해의 발생이 증가되고 있으며(Guzzetti et al.,

2007; Kim et al., 2011; Kim et al., 2015), 그 피해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과거에 비해 개발활동이 많이 진행된 도심지 등에서도

지질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인 관심 또한

지질재해의 예측과 관리에 주목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 2014년

서울 석촌동 지반함몰, 2016년 경주 지진, 부산/울산의 집중강우로

인한 홍수 등 다양한 형태의 지질재해가 발생하였다. 이외에도

고속도로 절취사면 및 폐광산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사면 및

지반의 불안정으로 인한 피해들 역시 지속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지질재해의 예측 및 관리에 있어서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GIS)은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시스템 중

하나이다. GIS는 다양한 공간정보를 종합하여 관리하고 가시화할

수 있어 많은 재해 관련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해외의 선진국들의 경우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나 미국 지질조사국(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USGS), 일본 국토교통성과 같이 정부기관에서

GIS를 이용하여 지질재해를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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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지질재해의 발생 이력 자료는 공간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구축되어 체계적인 관리 및 가시화에 활용됨으로써 재해 복구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질재해 유발 인자들의

공간정보를 분석하여 향후 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이나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분석함으로써 사전에 지질재해 발생에

대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재해 저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GIS기반의 통계적 기법을 적용한 지질재해의 취약성 분석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각 지질재해별로 고려해야하는 영향인자의

선택이나, 재해 사례별로 적합한 통계적 기법을 비교 분석하는 등

취약성 평가를 통한 저감기술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분석기술의 정확도가 더욱 향상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취약지

특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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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통계적 기법 기반의 지질재해 취약성 평가 연

구 동향

지질재해 취약성을 평가하는 연구에 있어서 GIS 기반의 통계적

기법을 적용한 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대다수의 기존 연구들은

광역적인 지역에 대해 정량적인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는데 이 경우

GIS는 다양한 공간자료의 통계적 상관성을 분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된다. GIS를 이용하여 지질재해의 취약성

혹은 위험성을 분석한 사례연구는 다수 발표되고 있으며, 주로 기존

재해 발생 이력과 영향 인자들 간의 통계적 상관성 분석에

기반하고 있다(Choi et al., 2007; Choi et al., 2012; Goltz, 1996;

Kim et al., 2006; Kim et al., 2009; Lee et al., 2013; Lee and Lee

2005; Lee and Min 2001; Lee et al., 2006; Liucci et al., 2015;

Malamud et al., 2004; Oh et al., 2010; Park et al., 2013; Suh et

al., 2011; Suh et al., 2010; Suh et al., 2013).

대부분의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는 사례연구들은 단순히

사례연구를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빈도비(frequency ratio)

모델, 계층분석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로지스틱 회귀분석,

기계학습 등의 다양한 통계적 기법을 적용한 각 기법별로

비교분석을 수행한다. 또한 지질재해 별로 어떠한 영향 인자가

지질재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Akgun and Turk 2010; Oh and Pradhan 2011; Park et al.,

2013; Pouduyal et al., 2010; Pradhan 2011; Reis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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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leier et al., 2014; Shahabi et al., 2015; Suh et al., 2011; Yalcin

et al., 2011; Yilmaz 2009; Yilmaz 2010; Yilmaz et al., 2011).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영향 반경을 고려한

지질재해 취약성 평가 연구의 경우 적은 수의 연구내용이 발표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물리적인 연관성을 지닌 인자들에 대해서만

적용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Jones and Preston, 2012; Massey et

al., 2013; Petley et al., 2005; Van Westen et al., 2003; Esaki et

al., 2008; Djamaluddin et al., 2011).

Table 1.2.1. Previous studies covering geohazard susceptibility

assessment

재해종류 기존 연구
분석기법

빈도비
모델

로지스틱
회귀분석

인공
신경망 기타

산사태
취약성
분석

Akgun and Turk, 2010 다기준결정
Choi et al., 2012 O O O
Lee et al., 2006 O
Liucci et al., 2015 공간상관성
Malamud et al., 2004 신경퍼지모델

Oh and Pradhan, 2011 O O O AHP
Park et al., 2013 O O

Pouduyal et al., 2010 O O AHP
Reis et al., 2012 O AHP
Schleier et al., 2014 O 휴리스틱
Suh et al., 2010 AHP, 퍼지

Yilmaz, 2010 O O 조건확률,
SVM

지반침하
취약성
분석

Aksoy et al., 2004 수치해석
Choi et al., 2005 수치해석
Choi et al., 2007 확률모델
Esaki et al., 2008 수치해석

Kim et al., 2006; 2009 O
Suh et al., 2013 O A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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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필요성

산사태 및 지반침하 등의 지질재해에 대한기존 연구들은 크게

통계적 기법과 수치해석적 기법으로 분류된다. 재해 분석 대상

지역의 규모와 획득할 수 있는 공간 자료들에 따라 방법별로

분석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수치해석적 기법의 경우 다양한 인자를 활용하여 재해 발생

원리를 수식으로 변환하여 분석한다. 이 경우 분석 대상의 모든

지역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자료가 존재해야하므로 비교적 광역적

대상에 적용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재해 분석 대상 지역에서의

사면 안정성을 검토하는 경우 해당 사면에 작용하고 있는 응력 및

절리 정보들은 해당 지역의 지질조사를 통해 획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분석자가 분석 대상 지역 전체에 대해 지질조사를

수행하거나 기존에 구축된 지질조사 자료들로부터 수식에 적용되는

인자들을 구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밀한 자료들을

전국단위는 물론 시군구 단위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

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동일한 기준으로 해당 자료들이

취득되어야 하는데, 주관적인 판단기준으로 인해 객관적이고

일괄적인 자료를 구축하는 것 또한 어렵다. 따라서 광역적인

분석에는 다양한 인자를 고려하는 수식이 아닌 단순화된 수식을

바탕으로 분석하여야 하지만, 이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정확성을

갖는 분석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반면에 통계적 기법의 경우 넓은 지역에 대해 각 영향 인자의

통계적 연관성을 파악하여 일괄적인 분석이 가능하지만, 기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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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 자료가 구축되어 있어야하고 실제 발생 원리보다는 인자들

간의 상관성에 더욱 주목하여 분석이 수행된다. 기존 연구들이

적용하고 있는 통계적 기법들은 각 지점에 부여된 영향 인자들과의

통계적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지질재해의 경우

해당 지점으로부터 떨어진 지점에서 영향을 받아 재해 발생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주변 환경을 고려한 통계적 상관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지만, 해당 분석을 수행하는데 있어 적절한 범위를

산정하는 방법이나 분석 방법에 대해 검증된 사례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기법에서 수치해석적 기법의 장점

중 하나인 주변지역의 영향 인자를 고려하여 분석할 경우 더욱

높은 정확도의 취약성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우선,

유의미한 영향 반경(Radius of Influence, RoI)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안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지점별로 해당 영향 반경

이내의 영향 인자와의 통계적 상관성을 분석하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사례연구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여 기존

기법과 비교하여 정확도 등 어떠한 개선점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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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목적

본 연구는 산사태 및 지반침하 등의 지질재해에 대하여 발생지역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영향 인자를 고려할 수 있도록 통계적

기법 중 하나인 빈도비 모델에 영향 반경을 결합하여 해당 재해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발생지역의 영향 인자만을

고려하여 분석을 수행하는 기존의 통계적 기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일정 구간의 영향 반경 내의 영향 인자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이를 위험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GIS 기법을 결합한

빈도비 모델 기반의 위험도 및 취약지역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기존 기법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기법이 적용된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정확도 및 실제 활용 측면에서

개선된 사항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산사태와 지반침하에 대해서 각각 적합한 영향 반경 산정

방식과 빈도비 모델에의 적용방식을 고안하고, GIS를 이용하여

해당 분석방식을 구현할 수 있는 알고리즘 및 공간분석 모델을

개발한다.

(2) 개발한 알고리즘과 공간분석 모델의 타당성 및 현장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산사태와 지반침하가 발생한 지역을 선정하여 각

재해 발생의 취약성을 분석하는 사례 연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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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각의 사례 연구 결과의 정량적인 정확도를 분석하고, 기존

기법과 비교하여 개발된 기법과의 차이점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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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IS를 활용한 통계적 기법 기반의 산사태

및 지반침하 취약성 평가에 관한 배경 이론

및 개념의 비교 분석

본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하는 지질재해인 산사태와

지반침하에 대해서 GIS 기반의 취약성 분석과 관련된 배경 이론과

개념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산사태와 지반침하의 발생 구조를 통해

각 재해의 발생 과정에서 주변 환경 인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한다. 그리고 각 재해의 취약성 분석을

위해 사용된 GIS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지질재해 분야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본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는 통계적

기법 기반의 지질재해 취약성 평가 방식을 소개하고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빈도비 모델과 이를 이용한 지질재해 취약성 평가 지도

작성법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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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질재해로서의 산사태 및 지반침하 발생 메커

니즘

지질재해는 자연재해의 한 종류로 화산폭발, 지진, 지반침하

산사태 등 급격한 자연환경의 변화로 인해 지표면의 일부가

변형되는 등 지형적인 변화 및 이로 인한 인명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산사태와 지반침하는

대표적인 불안정한 사면과 지반이 붕괴되면서 발생하는 지질재해다.

특히 두 재해 모두 재해 발생 시 주변 환경에 의한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재해로, 재해 원인 지역과 재해 발생 지역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2.1.1. 산사태의 종류와 발생 메커니즘

산사태의 경우 자연적인 풍화작용과 하방 움직임으로 인해

파괴되며, 매우 천천히 연속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외부 환경의

자극으로 인해 급작스럽게 발생하기도 한다. 산사태의 촉발 요인은

Table 2.1.1.과 같이 지하수압의 증가, 사면말단부의 제거, 상부하중

증가, 진동, 풍화로 인한 강도 감소 등으로, 대부분의 산사태가

앞에서 나열된 복합적인 요인들의 조합으로 야기된다.

산사태 현장에서 발견되는 사면파괴 유형은 크게 평면파괴,

쐐기파괴, 낙석, 전도파괴 등의 암석파괴와 원호파괴, 블록파괴, 이류

등의 토사파괴로 분류될 수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는 위의

파괴유형들이 복합적으로 혼재한다(Waltham, 2009).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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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의 발생원인은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국한되어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서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산사태 발생

지역의 상부에서 가해지는 하중과 같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주변 지역의 토양이나 임상 조건으로 인해

지하수압의 제어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주변 지역의

원인이 작용될 수 있다. Fig. 2.1.1과 같이 주황색으로 도시된

부분은 산사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산사태가 일어나는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지역이다. 실제로 산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지역은 상부하중으로 인해 열극이 발생한 화살표가 있는

왼쪽에서 2번째 지점인데, 이 지점의 경우 산사태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직접적으로 산사태 발생에 영향을 주는 곳이다. 그러므로

산사태 영향인자의 통계적 연관성을 분석할 때는 이와 같은 현상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Table 2.1.1. Classifications of causes and types of landslide

재해종류 분류 유형

산사태

파괴 원인

지하수압 변화
사면말단부 제거
상부하중 증가

진동
풍화로 인한 강도 감소

파괴 형태

암반파괴

평면파괴
쐐기파괴
낙석

전도파괴

토사파괴
원호파괴
블록파괴
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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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 Diagram of landslide occurrence influenced by surroundi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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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지반침하의 종류와 발생 메커니즘

지반침하는 광산 활동, 지하수 활용 등으로 인한 지반 불안정성

증가, 미고결층과 같은 연약지반의 자연적인 압밀 현상 등으로인해

지하의 공동 속으로 지반 물질이 이동할 때 발생한다(Choi et al.,

2005). 즉 공동이 존재하지 않으면 지반침하는 발생하지 않는데, 이

때 공동의 기준은 석회암이나 광산 채굴적 및 터널 등의 큰 규모의

거대공동 뿐만 아니라 다공질 및 변형 가능성이 높은 미세공동을

포함한다(Waltham, 2009).

따라서 공동을 중심으로 공동의 수직상부 및 주변부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게 되며, 넓은 지역에 대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생하는 트러프형(연속형) 침하, 국부적인 지역에서 단시간에

발생하는 함몰형(불연속형) 침하로 Table 2.1.2.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함몰형 침하의 경우에는 주로 공동의 수직 상부에서

발생하지만 트러프형 침하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반침하의 주된

발생요인인 공동으로 일정한 각도를 따라 붕괴가 일어난다. 따라서

Fig. 2.1.2.와 같이 공동의 수직상부가 아닌 지역에서도 지반침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지반의 안정성 분석 시에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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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2. Classifications of causes and types of land

subsidence

재해종류 분류 유형

지반침하
침하 원인

광산개발 등 지하채굴
지하수 활용
연약지반 압밀

석회석 등 자연 공동

침하 형태
트러프형(연속형) 침하
함몰형(불연속형)침하

Fig. 2.1.2. Diagram of land subsidence occurrence influenced by

surroundi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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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리정보시스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GIS는 공간적으로 의미를 지니는 자료를 컴퓨터 기반의 시스템

상에서 작성, 수정, 분석, 모델링, 가시화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로(Davis, 2001), 다양한 공간적 분포를 지니는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GIS를 이용하여 지질재해의

취약성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며, 분석 과정에서 활용되는 GIS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GIS의 경우 다양한 공간 자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지질재해의 취약성 분석 시 필요한 공간자료는 다양한 형태와

유형으로 존재한다. 취득되는 각 자료들을 함께 분석하기 위해서는

좌표체계, 자료형, 공간 해상도 등 동일한 유형의 자료로

변환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GIS를 이용하여 동일한 기준 하에

하나의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으며, 수정 및 편집 등의

관리 또한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상으로 자료를

구축하게 됨으로 반복적으로 자료를 활용하더라도 자료의 훼손이나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네트워크 등을 이용하여 자료를 빠르게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리하다.

또한 GIS를 활용하는 경우,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복잡한 연산 및

반복적 작업을 짧은 시간 내에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정확도로

수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통계적 기법의 경우 격자셀

간에 복잡한 연산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하는 경우가 있다.

좁은 지역에 대한 분석의 경우 GIS를 활용하지 않고도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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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수도 있지만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동일 연산을 반복해야

하는 경우 많은 양의 시간적인 비용 및 노동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GIS를 이용하는 경우 분석 모델을 설계하여 반복적인 작업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높은 정확도로 수행할 수 있다.

2.2.1.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지질재해 관리

GIS는 다양한 형태의 공간자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복잡한

공간 분석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지질재해 관리에 활용되고 있다.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기존에 발생한 지질재해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가시화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지질재해 영향 인자들과의

통계적 관련성을 분석하여 향후 지질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을

특정하거나, 지질재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미리 산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질재해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2.2.2. 지질재해 인벤토리 관리

지질재해 인벤토리는 기존에 발생한 지질재해의 이력을 기록한

지도로, 재해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의 공간정보를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발생한 재해의 종류와 재해의 규모, 발생

날짜, 발생 위치 등에 대한 정보가 구축되어 있다(Fell et al., 2008).

기존 발생 이력을 바탕으로 향후 발생할 지질 재해의 취약성 혹은

위험도, 리스크 분석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통계적

관계성을 제공할 수 있는 자료이며,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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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만으로도 상습적으로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가 취약한 지역을

가시화한다.

GIS를 이용하는 경우 지질재해 인벤토리를 공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조회, 수정, 관리 및 가시화가 가능하다. 특히

사회기반시설이나 수치고도모델 등 다양한 지형적, 지질학적 정보를

가진 레이어들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 위의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재해 관리 및 발생 예측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2.2.3. 지질재해 취약성 평가 지도

지질재해 취약성 평가 지도는 동일한 조건에서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재해 발생에 취약한 지역을 도시하는 지도이다.

재해의 발생 위험으로 추측하는 가장 기본적인 분석 과정으로

시간적인 요소가 배제되고, 해당 재해를 유발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영향 인자들의 공간적 분포를 고려한다(Spiker and

Gori, 2003).

광역적인 지역에 대해 취약성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반복적인 연산이 가능한 GIS를

이용할 경우 효과적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는 지질재해의

취약성 평가 방법의 경우 공간적인 통계적 관련성을 분석하고

복잡한 연산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므로, 수작업을 통해

분석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GIS의 경우 각 분석과정

단계를 공간 분석 모듈로 조합하여 반복적으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지질재해 취약성 평가 지도 작성에 필수적인 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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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통계적 기법 기반의 지질재해 취약성 평가

통계적 기반 기법의 지질재해 취약성 평가는 변량인 지질재해

영향인자를 지질재해 이력 자료와 교차분석을 수행하여, 해당

영향인자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영향인자는

영향인자 값들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취약성으로 산정할

수도 있으며, 영향인자 내에 구간을 따로 설정하여 구간별 취약도를

별도로 산정할 수도 있다.

영향인자 자체의 수치를 취약성으로 변환하는 경우는 대개 해당

영향인자가 취약도와 비례하거나 선형적인 관계를 지니는 등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퍼지 모델로, 각

영향인자별로 적합한 퍼지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취약도를

정량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산적인 자료 분포가 존재하거나 연속적인 수치가 존재하지 않는

자료와 함께 분석을 수행할 때는 구간을 따로 설정하여 분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질 재해 발생 이력과 각 구간별 분포

간의 통계적 상관성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빈도비 모델,

계층분석방법이나 인공신경망이 이에 해당된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각 모델들을 조합하여서도 분석이 가능하며, 보다 정확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기법 중 하나인

빈도비 모델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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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빈도비 모델 (Frequency ratio)

지질재해 발생과 관련된 요인들의 영향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통계적 기법 중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 하나인 빈도비

(Frequency Ratio, FR) 모델은 GIS를 이용하여 비교적 간단하게

구현되지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다. 빈도비 모델의

기본적인 개념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어떤 영향 인자

내에서 특정 구간이 전체 지역에 분포한 것과 비교하여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는지 (혹은 더 적게

분포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영향력을 정량적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분석하고자 하는 어떤 사건, 본 연구에서는 재해의

발생이력 자료 등으로부터 지정되는 훈련 지역이 공간적 데이터로

구성되는 경우 빈도비를 산정할 수 있다. 빈도비 모델은

산사태(Choi et al., 2012; Park et al., 2013; Reis et al., 2012;

Schleier et al., 2014; Shahabi et al., 2015; Suh et al., 2011; Ulrich

et al., 2008; Yalcin et al., 2011; Yilmaz 2009)와 지반침하(Kim et

al., 2006; Kim et al., 2009; Oh et al., 2010; Suh et al., 2013) 두

분야 모두 각 재해의 취약성을 분석하는데 널리 활용되고 있다.

Eq. 2.1.의 빈도비 모델 식에서 각 변수들의 관계를 Fig. 2.3.1.과

같이 상세하게 살펴보면, 전체식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영향 인자

구간에 대해서 훈련 지역의 해당 구간 그리드 점유율 대비 전체

지역의 해당 구간 그리드 점유율로 나타난다. 즉, 훈련 지역과 전체

지역에서의 그리드 점유율이 동일하다면, 빈도비 지수는 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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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게 되고, 해당 영향 인자의 해당 구간은 훈련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독립적이며 어떠한 영향도 행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빈도비 지수가 1보다 큰 경우에는 훈련

지역의 점유율이 전체 지역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해당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높이는 영향 인자의 구간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반대로 1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덜 발생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영향 인자의 구간으로 추정할 수

있다.

 


Eq. 2.1.

TGFC: Training Grid of Factor Class

WTG: Whole Training Grid

GFC: Factor Class Grid

WG: Whole Grid

 

Legend

Training Area

Factor Class

Training Area
∩ Factor Class

No Data Assigned

 





 

Fig. 2.3.1. Diagram of frequency ratio (FR) model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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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빈도비 모델 기반의 지질재해 취약성 평가

지도 작성법

영향 인자의 구간별로 빈도비 지수가 산정되면, 해당 모델을

이용하여 지질재해의 상대적 취약성 평가가 가능하다. 분석 지역은

각 격자셀마다 모든 영향 인자에 대해 어떤 구간에 해당하는지

공간 데이터베이스가 구성되어있다. 따라서 빈도비 모델에서 산정된

해당 구간의 지수들을 모두 더함으로써 각 격자셀의 취약도를

정량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모든 격자셀에 대해서 이와 같이

취약도를 산정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상대적인 취약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전체 값의 최젓값을 1로, 최댓값을 100으로 등적으로

선형화하여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분석 대상

지역의 지질재해 취약성 평가 및 지도를 작성할 수 있으며, 그

방식을 간단히 표현한 것이 Fig. 2.3.2.와 같다.

A11 A12 ... B11 ... ...

A21 ... ... + ... ... ...

... ... ... ... ... ... S11 ... ...

+ + = ... ... ...

C11 ... ... D11 ... ... ... ... ...

... ... ... + ... ... ...

... ... ... ... ... ...

Sij = Aij + Bij + Cij + Dij + …

Fig. 2.3.2. Diagram of susceptibility map composition with F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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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영향 반경을 고려한 빈도비 모델 기반의 지

질재해 취약성 평가 기법

빈도비 모델을 이용한 취약성 평가 시 영향 반경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빈도비 지수 산정 단계에서 영향 반경을 고려한

훈련지역으로부터 산정하여야 하고, 취약성 지도 작성 시에도 영향

반경 이내의 모든 격자셀의 빈도비 합산의 평균값을 취약도로

평가하여야 한다.

빈도비 모델에 영향 반경을 적용하는 경우 분석하고자 하는

재해의 특성에 따라 훈련지역에 영향 반경을 적용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사례연구에서 다루는 산사태의 경우,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서 발생한 지점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산사태 발생 이력으로부터 훈련지역을 선정할 때 영향

반경만큼 훈련지역을 넓힌 뒤 분석을 수행하여야 영향 반경이

고려된 빈도비 분석이 가능하다. 반대로 또 다른 사례연구인

지반침하의 경우 트러프형 침하의 원리에 따라 지반침하 발생지역

자체가 실제 유발인자와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빈도비 모델 적용 단계에서는 훈련지역에 영향 반경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더욱 정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취약성 평가 지도 작성 단계에선 Fig. 2.3.3.과 같이 각 격자셀별로

부여된 영향 반경 이내에 해당하는 다른 격자셀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존 기법과 같은 방식으로 격자셀마다 취약도를

산정한 다음, 영향 반경 이내의 다른 격자셀들의 취약도를 모두

합산하도록 한다. 이 때 경계부분에서는 영향 반경 이내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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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격자셀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합산한 값을 평균하여

모든 격자셀의 취약도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Legend

Radius of influence (RoI)
: 2 cells

Grid cell to be
assessed with RoI

Grid cells within
RoI

Sij-2

Si-1j-1 Sij-1 Si+1j-1

Si-2j Si-1j S ij Si+1j Si+2j

Si-1j+1 Sij+1 Si+1j+1

Sij+2

S(RoI)ij = ∑Smn (m,n within the radius of influence)

Fig. 2.3.3. Diagram of susceptibility index considering the radius

of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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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향 반경을 고려한 빈도비 모델 기반의

산사태 취약성 평가 사례연구

본 연구에서는 영향 반경을 고려한 지질재해 취약성 평가를 위한

사례연구 중 하나로 집중강우로 인한 도심지 산사태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분석 대상 지역을 설정하고 해당 지역 내에 기존에

발생한 산사태 이력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적 기법 중 하나인

빈도비 모델을 적용하여 정량적 평가를 통한 한 취약성 평가 지도

작성 및 정확도 검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기존 기법과의 비교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영향 반경을 적용한 통계적 기법의

장점과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GIS를 이용하여 분석을

위한 공간 분석 모델을 설계하였으며, ESRI 사에서 개발한 상용

GIS 소프트웨어인 ArcGIS 10.1 환경에서 분석이 수행되었다.

본 장에서 수행한 사례연구는 2016년 Environmental Earth

Sciences 제 75권 4호에 “GIS-based landslide susceptibility

assessment in Seoul, South Korea, applying the radius of

influence to frequency ratio analysis”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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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연구대상지역

본 연구에서 고안한 영향 반경을 고려한 통계적 기법을 적용할

산사태 취약성 분석을 위해 2011년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한 서울

지역을 사례 연구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서울은 605.2km2의 크기로,

약 1,053만 인구의 대형 도심지역이다. 위도는 37°25'N에서

37°42'N까지, 경도는 126°45'E에서 127°10'E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심지 주변으로 산악지형이 Fig. 3.1.1과 같이 분포한다.

산사태가 발생하는 주요 자연 환경적인 원인으로는 여름철의

집중강우이며, 산사태가 발생한 2011년에 7월 27일에는 시간당 최고

강우량 110.5 mm를 기록하였다. 이로 인해 우면산을 비롯한 서울

지역에서는 총 69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주거지역 및 도로

등 인구활동이 활발한 지역까지 피해를 입었으며, 총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대다수의 대형 산사태가 발생한 우면산 지역의 지질학적 환경을

살펴보면 비교적 안정적인 암석인 편마암과 화강암이 주된

기반암으로, 그 위에 토사층이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산악지형과

그 주변을 따라 주거지역 및 군사시설 등이 조성되어 있어 강우에

더욱 취약하게 되었고, 기반암 위에 덮인 토사층이 흘러내리며

토사파괴가 발생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사결과를 참조하면 해당

산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여름철 강우로 인한 토사파괴와

일부지역에서는 낙석 발생에도 취약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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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end

River Landslide Inventory

DEM (m)
0-50 350-400

50-100 400-450

100-150 450-500

150-200 500-550

200-250 550-600

250-300 600-650

300-350 650-700

Fig. 3.1.1. Target site of landslide susceptibility analysis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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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영향 반경을 고려한 산사태 취약성 평가 모델

설계

본 사례연구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산사태 취약성 분석 모델은

산사태 발생이력을 바탕으로 영향 반경 내의 산사태 영향 인자와의

통계적 관련성을 정량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통해 전체 지역의

산사태 취약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분석에서 적용하는 통계적 분석 기법은 빈도비 모델로, 주변

지역의 영향을 빈도비 산정에 도입하기 위해 발생이력으로부터

영향 반경만큼 넓힌 지역을 훈련지역으로 설정하게 되고, 추후

취약지도 작성 시에도 해당 영향 반경 이내의 모든 격자셀의

빈도비 지수를 합산하여 평균값을 적용하도록 한다.

주변 영향을 적절하게 고려하기 위한 영향 반경은 전문가의

판단이나 산사태 발생 현황 등으로부터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사례연구에서는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한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서,

임의로 다양한 크기의 영향 반경에 대해서 분석을 반복수행하고,

검증단계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영향 반경을 최적영향

반경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Fig. 3.2.1.을 바탕으로 예시를 들면, 산사태 발생지역이 중간에

도시된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해당 범위 내에 산사태 유발을

억제하는 인자나 관계가 없는 특수한 인자가 분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기법대로 영향 반경을 고려하지 않고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면, 해당 인자들로 인해 추후 분석 결과에서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적절한 거리의 영향 반경을 적용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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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산사태 발생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 다수 분포하게 된다.

따라서 영향 반경 이내의 범위 전체를 대상으로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면 인자들의 영향력 평가에 대해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다. 단, 영향 반경이 더욱 커져 산사태 발생과

관련되지 않는 인자들이 포함되면 정확도 낮아질 수 있으므로,

적정한 크기의 영향 반경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본 사례연구에서는 기존 기법인 영향 반경이 0m인 결과와, 영향

반경을 넓혀 나가면서 분석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각

분석결과에 대해 정확도 분석을 수행하여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결과의 영향 반경 값을 최적 영향 반경으로 산정하였다.

그리고 최적 영향 반경을 적용한 분석 결과와 기존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를 비교하고, 최적 영향 반경을 적용한 경우 어떤

과정을 통해 더욱 높은 정확도의 결과가 도출되는지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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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end

Landslide occurred sites

Area of proper radius of influence

Area of overestimated radius of influence

Influence of triggering factors
Not likely Likely

Less likely Highly Likely

Independent Rarely distributed

Fig. 3.2.1. Conceptual diagram showing the effects of applying

the radius of influence to landslide susceptibil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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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상대적 산사태 취약성 평가 및 취약지역 지도

작성

3.2.에서 고안한 영향 반경을 고려한 산사태 취약성 평가 및

취약지도 작성은 Fig. 3.3.1.에서 제시된 순서와 같이 진행된다.

(1) 분석 대상 지역의 산사태 발생 이력에서 훈련지역과

검증지역을 분리하고 훈련지역에 분석을 수행하는 영향 반경마다

버퍼를 한 훈련지역 공간자료를 구축한다.

(2)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영향 인자별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수치지형모델(DEM)에서 도출되는 경사각, 경사방향,

곡률도(curvature)를, 토지이용도와 임상도, 토양도로부터

토지이용현황, 임상 영급, 밀도, 경급, 종류 그리고 토양의 배수,

종류, 유효토심을 활용한다.

(3) 빈도비 모델을 이용하여 각 영향 반경 별 훈련지역과 각 영향

인자 자료를 교차분석하여 빈도비 지수를 산정하도록 한다.

(4) 각 영향 반경별로 산정된 빈도비 지수를 이용하여 각 영향

인자의 빈도비 레이어들을 합산하여 각 영향 반경별 산사태

취약지도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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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 영향 반경별 산사태 취약지도와 검증 지역을 교차분석하고

AUC 기법을 이용하여 정확도가 가장 높은 영향 반경을 판별한

다음 최적 영향 반경을 선정한다. 또한 기존 기법과 최적 영향

반경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도록 한다.

Landslide Inventory

Landslide Inventory
Database

Radius of
Influence (RoI)

- Training area ▶ - Training area of
each RoI- Validation area

▼
Triggering Factors

DEM Land cover map
- Slope
- Aspect
- Curvature

- Land cover

Forest
property map

Soil
property map

- Forest age
- Forest density
- Forest diameter
- Forest type

- Soil drainage
- Soil type
- Soil thickness

▼
Statistical method for Susceptibility analysis

Frequency Ratio model Susceptibility Index
- Training area of
each RoI

- Triggering Factors
▶

- Summation FR layers
- Linear scoring
- Susceptibility map

▼
Validation

Accuracy analysis
- AUC method of each RoI results
- Select optimized radius of influence

Fig. 3.3.1. Flowchart of landslide susceptibility analysis

considering the radius of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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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산사태 영향 인자의 선정 및 데이터 취득과

처리

산사태 취약성 평가에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정보는, 빈도비 지수 산정에 필요한 변수인 기존 산사태 발생

이력 자료와 정량적으로 평가할 영향 인자 자료로 구분된다. 추후

분석에 활용한 각 공간 자료간의 연산을 간편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자료체계와 좌표체계, 공간해상도를 지니는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전체 분석 대상

지역에 대해서 각 자료들의 오류 또는 오작성된 사항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검수를 진행하여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인지 아닌지 판별할 필요가 있다.

발생 이력 데이터베이스 (Landslide Inventory Database)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기존 발생 이력자료의 경우

서울시에서 구축한 자료로, 각 산사태 발생이력에 대해 위치와 규모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구축된 위치 정보는 문자형 주소가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으며, 일부 대략적인 경위도 좌표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지만 대다수의 자료들이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정확한 발생지역이 표기된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범위로

표기되어 있거나 그림파일로 구축되어 있었다. 따라서 분석을 위해

지오코딩을 이용하여 주소로부터 경위도 좌표 자료를 취득하였으며,

구체적인 지역을 도시하기 위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일부

수정하는 등 검수작업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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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된 발생 이력자료는 추후 빈도비 모델에 사용될 훈련지역과

마지막 단계에서 정확도를 산정하는 검증지역으로 활용된다.

훈련지역과 검증지역의 비율을 9:1로 설정하였고, 총 62곳과 6곳의

산사태 발생지역이 되도록 하였으며, 전체 지역에 대해 골고루

선발되도록 임의선정을 하였다.

영향 인자 데이터베이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대상지역의 지형학적, 지질학적 특징을 가진

자료로부터 Table. 3.3.1. 과 같이 총 11개의 영향 인자를

선정하였으며 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산사태 발생에 있어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유발시키거나

억제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성을 지닌다.

(2)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작성되었거나 제공되고 있어

공간 데이터의 신뢰성이 보장되며, 일관된 구조로 자료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3) 취약성 분석 과정에서 동일한 분석 기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공간적인 분포 및 자료간의 유의미한 관계성을 지니는 자료로서

결점이 없이 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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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1. Specification of triggering factor database of landslide susceptibility analysis

Classification Factor Data type Distributed by Scale

Topographic map

Slope angle

Raster
ASTER G-DEM

30m

Slope aspect

Curvature

Land cover map Land cover

WAMIS

Forest property map

Forest age

Polygon

to Raster

(GRID)

Forest density

Forest diameter

Forest type

Soil property map

Soil material

Soil texture

Soil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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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개의 영향 인자들은 수치고도모델, 토지이용지도, 임상도와

토양도로 구성된 총 4가지의 공간자료로부터 도출된다. 선정된 영향

인자들은 연구대상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사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경사각, 경사방향과 곡률도와 같은 지형적 특성들은 기존

연구들에서도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영향 인자이며(Schleier et al.,

2014; Shahabi et al., 2015; Van Westen 2003), Fig. 3.3.2와 같이

레이어 형태로 구축되었다. 3가지의 인자 이외에도 단층으로부터의

거리와 같은 사면과 지반 안정성에 대한 인자들 역시 산사태

취약성 분석에 큰 도움이 되지만, 분석 대상 지역 전체에 걸쳐

구축되어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영향 인자에서

제외하였다. 지형 관련 영향 인자의 경우 30m 해상도의 ASTER

G-DEM에서 제공하는 수치지형모델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ASTER G-DEM은 미국 NASA와 일본 재무성이 제공하는

수치지형모델로, 전 세계 범위의 연속수치고도모델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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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Legend

(a) (b) (c) (a) (b) (c) (a) (b) (c)
0m Flat -7.74 — -1.59 10-15m 90-135˚ -0.40 — -0.16 30-40m 225-270˚ 0.50 — 1.28

0-5m 0-45˚ -1.59 — -0.82 15-20m 135-180˚ -0.16 — 0.14 40-50m 270-315˚ 1.28 — 2.36

5-10m 45-90˚ -0.82 — -0.40 20-30m 180-225˚ 0.14 — 0.50 50-60m 315-360˚ 2.36 — 7.58

Fig. 3.3.2. Triggering factor layers extracted from digital elevation model: (a) slope angle, (b) slope

aspect, and (c) curv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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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현황과 임상, 토양 특성은 토사 파괴에 직간접적인 영향

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총 8개의 영향 인자

로 선정되었다(Choi et al., 2012; Lee and Lee 2005; Lee et al.,

2006; Yune et al., 2013). 임상도나 토양도의 경우 다양한 기준으로

지도가 구성되어있지만, 각각 Fig. 3.3.3의 4개, Fig. 3.3.4.의 3개의

인자만이 선정되었다. 토지이용현황의 경우 산사태가 발생한 2011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Fig. 3.3.4와 같다. 제외된 다

른 자료들은 분석 대상 지역 전체에 걸쳐 자료의 공간적인 분포가

고르지 않거나 다른 인자들과 거의 유사한 경우로, 각 인자들이 고

유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공간 자료는 국가수자

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GRID 형식으

로 구축되어 있고 수치고도모델에 맞추어 30m 공간해상도의 래스터

형식의 자료로 변환하여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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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Legend
(a) (b) (c) (d)

0-10 years <6cm <50.0% larix kaempferi

- - - mixed forest

10-20 years - - pinus densiflora

- - - hardwood forest

20-30 years 6-16cm 50.0-75.0% pinus rigida

- - - pinus koraiensis

30-40 years - - artificial HW forest

- - - farm land

40-50 years 16-28cm >75.0% populus deltoides

non-forest land non-forest land non-forest land non-forest land

Fig. 3.3.3. Triggering factor layers extracted from forest property

map: (a) age, (b) diameter, (c) density and (d)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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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Legend

(a) (b) (c) (d)
>150cm alluvium excessively -

125-150cm valley alluvium - water

100-125cm gley alluvium well urban area

75-100cm sedimentary moderately bare soil

50-75cm red yellow (RY) - wet land

20-50cm lithosol & RY rarely grass land

- lithosol - mountain area

<20cm RY sedimentary poorly rice field

outcrop outcrop outcrop farm land

Fig. 3.3.4. Triggering factor layers extracted from soil property

map and land cover map: (a) soil thickness, (b) soil type, (c) soil

drainage, and (d) land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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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빈도비 모델을 이용한 산사태 발생과 영향

인자의 상관관계 분석

빈도비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영향 인자 자료에 구간을

생성하여 각 구간별 빈도비를 산정해야 한다. 구간을 설정하는

방법은 영향 인자 자료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크게 이산적

분포와 연속적 분포의 경우로 구별할 수 있다.

토지이용도나 임상도, 토양도의 경우 각 자료형 간의 연속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엔 해당 분류 기준 그대로 구간을

설정한다. 그리고 구축된 자료에서 이미 분류 기준이 임의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 자료의 분류기준을 따라

지정하도록 한다. 본 사례연구에서 임상 영급, 임상 밀도, 임상 경급,

그리고 토양 두께가 이 경우에 해당되었다.

반면에 연속적인 데이터 분포를 가지는 경우 구간 경계를

설정하여야 하는데, 각 구간이 충분한 대표성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 경사 방향과 같이 명확한 분류기준이 존재하거나 일정한

간격을 사용하여 분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산적인 자료와

마찬가지로 해당 기준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경사각과 같이 자료

분포가 균일하지 않고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Jenks

분류법(Minami et al., 2000)을 이용하였다. 각 방법들을

적용해보면서 자료 분포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구간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구간의 개수를 조절하여 적절한 방법을 적용했다. 하지만

일부 영향 인자 자료들의 경우 구간의 개수가 지나치게 많거나

적은 경우, 혹은 한 구간에 지나치게 적은 수의 자료가 분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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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분석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등면적분류법으로

구간을 설정하게 되는데, 등면적분류법의 경우 각 구간 사이에

명확한 구분점이 존재하지 않아 각 구간의 특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총 11개의 영향 인자 자료에 대하여 구간을

설정하였으며, 훈련 지역 레이어와 각 영향 인자 레이어를

교차분석하여 영향 인자들의 각 구간에 대해 빈도비 지수를

산정하였다. 이 때 훈련 지역 레이어를 영향 반경 별로 분석하기

위하여 0m부터 300m까지 30m 간격의 11개의 영향 반경에

대응하는 훈련 지역 레이어와 교차분석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Table 3.3.2., Table 3.3.3., 그리고 Table 3.3.4.와 같이 영향 반경 별

빈도비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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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2. Frequency ratio indices of each radius of influence for topographical triggering factors

Factor Class
Radius of Influence

0m 30m 60m 90m 120m 150m 180m 210m 240m 270m 300m

Slope angle

0.00−2.01° 0.041 0.066 0.105 0.126 0.154 0.168 0.184 0.207 0.230 0.249 0.261
2.01−5.05° 0.186 0.297 0.354 0.401 0.426 0.449 0.475 0.497 0.516 0.543 0.569
5.05−8.08° 0.779 0.838 0.921 0.958 0.986 0.994 1.007 1.015 1.039 1.047 1.053
8.08−11.1° 1.499 1.583 1.522 1.492 1.451 1.491 1.503 1.511 1.499 1.478 1.482
11.1−14.1° 2.054 1.901 1.815 1.809 1.880 1.879 1.823 1.778 1.757 1.743 1.718
14.1−17.2° 2.773 2.397 2.312 2.216 2.105 2.114 2.135 2.105 2.048 1.996 1.941
17.2−20.2° 3.390 2.670 2.381 2.274 2.204 2.055 1.921 1.866 1.826 1.786 1.767
20.2−56.0° 2.414 2.373 2.163 2.004 1.869 1.739 1.672 1.616 1.548 1.493 1.446

Slope aspect

Flat 0.082 0.070 0.117 0.188 0.244 0.273 0.286 0.326 0.356 0.373 0.396
N 0.698 0.840 0.906 0.893 0.895 0.900 0.941 0.974 1.009 1.033 1.060
NE 0.909 0.871 0.831 0.805 0.818 0.824 0.837 0.849 0.864 0.881 0.881
E 1.289 1.259 1.163 1.066 0.988 0.926 0.886 0.856 0.827 0.813 0.800
SE 1.055 0.913 0.843 0.793 0.753 0.726 0.693 0.665 0.645 0.640 0.647
S 0.397 0.441 0.515 0.576 0.604 0.614 0.623 0.645 0.660 0.677 0.691
SW 0.272 0.474 0.560 0.642 0.677 0.705 0.740 0.770 0.785 0.793 0.807
W 0.881 0.815 0.786 0.806 0.868 0.926 0.938 0.959 0.992 1.014 1.022
NW 1.327 1.302 1.397 1.494 1.521 1.550 1.557 1.530 1.500 1.468 1.445

Curvature
Concave(-) 1.927 1.656 1.556 1.488 1.472 1.423 1.367 1.336 1.316 1.294 1.292
Flat 0.659 0.708 0.718 0.737 0.742 0.750 0.760 0.769 0.778 0.790 0.800
Convex(+) 1.271 1.186 1.287 1.269 1.319 1.355 1.383 1.391 1.395 1.36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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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3. Frequency ratio indices of each radius of influence for land cover and forest property

related triggering factors

Factor Class
Radius of Influence

0m 30m 60m 90m 120m 150m 180m 210m 240m 270m 300m

Land cover

Water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Urban Area 0.148 0.218 0.275 0.337 0.384 0.431 0.473 0.506 0.535 0.558 0.578
Bare Soil 0.198 0.201 0.205 0.263 0.335 0.355 0.396 0.460 0.498 0.525 0.555
Wet Land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Grass Land 0.582 0.557 0.584 0.565 0.510 0.525 0.519 0.513 0.516 0.525 0.537
Mountainous Area 2.691 2.513 2.395 2.302 2.232 2.146 2.077 2.022 1.975 1.937 1.897
Rice Field 0.818 1.014 1.018 0.936 0.920 0.897 0.859 0.853 0.851 0.850 0.853
Farm Land 0.972 1.111 1.242 1.200 1.137 1.143 1.133 1.112 1.089 1.102 1.128

Forest age

0−10yrs 19.64 13.10 9.531 7.656 5.889 4.639 3.688 3.079 2.629 2.257 1.971
10−20yrs 1.839 1.993 2.067 2.149 2.289 2.360 2.364 2.364 2.384 2.412 2.434
20−30yrs 3.622 3.352 3.138 2.955 2.812 2.698 2.605 2.507 2.413 2.328 2.250
30−40yrs 0.292 1.039 1.957 2.115 1.966 1.892 1.878 1.807 1.651 1.498 1.364
40−50yrs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16

Forest
density

<50.0% 0.603 0.919 1.163 1.294 1.411 1.650 1.769 1.879 2.066 2.111 2.155
50.0%-75.0%- 1.911 1.962 1.952 1.935 1.901 1.874 1.854 1.816 1.774 1.738 1.705
>75.0% 9.018 8.104 7.652 7.155 6.824 6.498 6.143 5.824 5.543 5.297 5.078

Forest
diameter

<6cm 19.52 12.93 9.549 7.619 5.931 4.728 3.806 3.172 2.737 2.377 2.073
6−16cm 3.162 3.047 2.932 2.832 2.753 2.679 2.609 2.531 2.453 2.385 2.324
16−28cm 0.143 0.583 1.005 1.039 0.986 0.961 0.947 0.888 0.828 0.750 0.712

Forest type

Larix Kaempferi /
Populus Deltoides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Mixed Forest 0.306 0.681 0.988 1.115 1.189 1.267 1.277 1.266 1.240 1.223 1.219
Pinus Densiflora 2.990 3.453 3.559 3.391 3.192 3.053 2.922 2.709 2.484 2.276 2.109
Hardwood Forest 5.139 4.641 4.257 3.960 3.732 3.549 3.407 3.262 3.125 2.998 2.876
Farm Land 0.113 0.166 0.196 0.221 0.242 0.261 0.282 0.307 0.333 0.355 0.374
Pinus Rigida 0.811 1.149 1.429 1.691 1.867 1.903 1.957 2.011 2.118 2.244 2.352
Pinus Koraiensis 20.76 13.66 9.854 7.616 5.858 4.616 3.720 3.105 2.650 2.275 2.037
Non-Forest Land 0.000 0.000 0.000 0.043 0.079 0.106 0.153 0.200 0.236 0.271 0.297
Artificial Hardwood Forest 15.17 14.40 13.56 14.25 15.65 15.62 15.07 15.23 15.43 15.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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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4. Frequency ratio indices of each radius of influence for soil property related triggering

factors

Factor Class
Radius of Influence

0m 30m 60m 90m 120m 150m 180m 210m 240m 270m 300m

Soil

Drainage

Excessively 2.209 2.175 2.182 2.183 2.181 2.162 2.128 2.093 2.056 2.018 1.983
Well 8.233 8.724 8.918 8.987 8.777 8.540 8.231 7.976 7.812 7.621 7.410
Moderately 0.437 0.469 0.478 0.478 0.474 0.481 0.490 0.505 0.519 0.537 0.559
Rarely 0.000 0.007 0.021 0.044 0.091 0.124 0.155 0.170 0.179 0.196 0.207
Poorly 0.186 0.194 0.202 0.219 0.246 0.274 0.310 0.346 0.378 0.409 0.431
Outcrop 0.540 0.576 0.567 0.578 0.578 0.581 0.605 0.622 0.643 0.652 0.666

Soil

Material

Alluvium 0.024 0.036 0.047 0.057 0.078 0.088 0.108 0.120 0.132 0.145 0.157
Valley Alluvium 0.000 0.023 0.035 0.046 0.056 0.068 0.078 0.085 0.092 0.098 0.103
Gley Alluvium 0.189 0.194 0.200 0.217 0.241 0.271 0.306 0.344 0.377 0.409 0.431
Sedimentary 0.000 0.111 0.332 0.482 0.624 0.753 0.885 0.973 1.008 1.118 1.236
Red Yellow (RY) 0.055 0.195 0.309 0.365 0.393 0.415 0.411 0.408 0.411 0.427 0.432
Lithosol & RY 0.712 0.712 0.683 0.657 0.637 0.631 0.636 0.650 0.663 0.682 0.709
Lithosol 2.490 2.481 2.496 2.501 2.489 2.460 2.414 2.368 2.325 2.280 2.237
RY Sedimentary 0.738 1.018 1.316 1.549 1.782 2.072 2.266 2.420 2.535 2.602 2.714
Outcrop 0.540 0.576 0.567 0.578 0.578 0.581 0.605 0.622 0.643 0.652 0.666

Soil

Thickness

>150cm 0.059 0.208 0.330 0.371 0.344 0.332 0.307 0.308 0.325 0.349 0.367
125-150cm 0.228 0.212 0.211 0.200 0.206 0.212 0.217 0.228 0.245 0.267 0.285
100-125cm 0.512 0.512 0.491 0.475 0.464 0.462 0.469 0.483 0.496 0.514 0.536
75-100cm 2.122 2.157 1.662 1.800 2.063 2.260 2.502 2.647 2.771 2.811 2.827
50-75cm 0.068 0.128 0.199 0.272 0.347 0.429 0.518 0.593 0.645 0.690 0.724
20-50cm 1.897 1.896 1.910 1.916 1.910 1.890 1.857 1.824 1.793 1.760 1.728
<20cm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Outcrop 0.540 0.576 0.567 0.578 0.578 0.581 0.605 0.622 0.643 0.652 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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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영향 반경을 고려한 빈도비 모델을 이용한

산사태 취약성 평가

분석 대상 지역의 상대적 산사태 취약도는 빈도비 모델을 통해

산정한 각 영향 인자의 빈도비 레이어를 각 격자셀에 해당하는

구간의 빈도비 지수를 Eq. 3.1.과 같이 모두 더하여 산정하였다.

다만 본 사례연구에서 적용하는 영향 반경을 고려한 취약도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영향 반경 이내의 격자셀에 계산되는 값들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영향 반경 별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모든 결과 값들의 격자셀을 1에서 100까지 등적으로 선형화하여

상대적 취약도를 부여하였고 그 결과는 Fig. 3.3.5. 와 같다.

  
   

 


  



  Eq.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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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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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h)

(i) (j)

Legend

Low
Susceptibility

High
Susceptibility

(k)

Fig. 3.3.5. Generated susceptibility maps for each radius of

influence: (a) 0m, (b) 30m, (c) 60m, (d) 90m, (e) 120m, (f) 150m,

(g) 180m, (h) 210m, (i) 240m, (j) 270m, and (k) 3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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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산사태가 주로 발생한 남쪽의 우면산

지역이 높은 취약성을 나타낸다. 동남쪽 및 북쪽의 산악지형 또한

높은 취약성을 나타내지만 해당 시기에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

영향 반경이 증가함에 따라 취약성 분석 지도가 흐려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주변지역에 비해 급격히 변화하는 값들이 평탄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반경 내에 실제 산사태를 발생시키는 요소가

아닌 다른 정보들 역시 일부 포함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기존에는

해당하는 격자셀에서만 이상값을 나타낸다.

하지만 본 사례연구의 경우, 영향 반경 내에 들어온 모든

격자셀들이 해당 이상값과 주변지역의 값들과 평균을 하게 되면서

국소적인 오차를 줄어드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산사태에 취약한 인자가 영향 반경 내에 많이 포함되어 있을수록

그 격자셀의 상대적인 위험도, 즉 산사태 발생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 반대로 영향 반경이 지나치게 커져 실제 산사태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의 격자셀을 반영하게 된다는 점 역시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영향 반경이 커질수록 반드시

분석의 정확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며, 검증과정에서 가장

정확도가 높은 결과를 보이는 영향 반경을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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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영향 반경을 고려한 산사태 취약성 평가 결과

의 정확도 검증

영향 반경을 고려한 산사태 취약성 분석 결과가 기존 기법과

비교하였을 때 개선되는 점을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본

사례연구에서는 기존 발생 이력 중 검증 지역과의 교차분석을

수행하여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통계적 기법을 적용한 지질재해

취약성 평가 관련 연구들에서는 일반적으로 곡선하면적 기법(area

under the curve, AUC)을 정확도 평가 기법으로 채택하였다(Choi

et al., 2012; Lee et al., 2013; Mason 2002; Oh and Pradhan 2011;

Suh et al., 2013; Yilmaz 2009).

곡선하면적 기법에서 사용되는 곡선은 누적비율곡선으로,

검증지역의 격자셀에 부여된 1부터 100까지 상대적 취약도를 높은

값부터 누적하여 도시한다. 해당 곡선의 하면적을 전체 면적에 대한

비율로 계산하면 해당 분석 결과의 정확도를 정량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곡선하면적 기법을 각 영향 반경 별 결과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행을 하면 Table 3.4.1.과 같이 산정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

영향 반경에 대해 시각적으로 곡선을 나타내면 Fig 3.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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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1. AUC value histogram comparing validation area with

susceptibility analysis result of each radius of influence

Rank

(%)

Radius of Influence
0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270 300

1 2.44 3.66 8.54 6.10 10.39 11.11 4.92 4.76 5.26 1.72 1.96
2 7.32 8.54 15.85 18.29 23.38 11.11 8.20 7.94 12.28 6.90 7.84
3 8.54 9.76 23.17 24.39 24.68 13.89 13.11 12.70 15.79 13.79 15.69
4 9.76 10.98 26.83 25.61 25.97 20.83 16.39 14.29 19.30 15.52 21.57
5 9.76 19.51 35.37 29.27 29.87 27.78 24.59 19.05 22.81 22.41 25.49
6 10.98 21.95 40.24 37.80 36.36 30.56 26.23 25.40 28.07 29.31 31.37
7 28.05 37.80 47.56 41.46 42.86 34.72 32.79 31.75 36.84 34.48 43.14
8 39.02 47.56 47.56 47.56 48.05 44.44 45.90 39.68 45.61 41.38 49.02
9 47.56 53.66 50.00 48.78 50.65 51.39 52.46 52.38 54.39 53.45 56.86
10 54.88 54.88 53.66 51.22 55.84 56.94 62.30 61.90 68.42 65.52 68.63
11 59.76 62.20 54.88 54.88 62.34 65.28 70.49 68.25 78.95 74.14 74.51
12 62.20 62.20 58.54 57.32 66.23 66.67 77.05 69.84 80.70 82.76 80.39
13 62.20 62.20 60.98 57.32 71.43 69.44 81.97 82.54 92.98 93.10 86.27
14 62.20 62.20 65.85 65.85 77.92 75.00 88.52 90.48 94.74 96.55 90.20
15 62.20 62.20 68.29 68.29 80.52 83.33 88.52 90.48 94.74 96.55 96.08
16 62.20 62.20 70.73 69.51 81.82 83.33 91.80 92.06 98.25 96.55 98.04
17 62.20 62.20 73.17 70.73 81.82 88.89 95.08 98.41 98.25 98.28 98.04
18 63.41 63.41 74.39 76.83 87.01 90.28 98.36 98.41 98.25 100.0 98.04
19 63.41 63.41 76.83 79.27 89.61 90.28 98.36 100.0 98.25 98.04
20 67.07 65.85 79.27 82.93 93.51 95.83 98.36 100.0 98.04
21 69.51 69.51 84.15 84.15 93.51 97.22 100.0 100.0
22 71.95 73.17 85.37 86.59 93.51 97.22
23 74.39 74.39 85.37 86.59 94.81 98.61
24 74.39 74.39 85.37 86.59 96.10 100.0
25 84.15 75.61 86.59 86.59 97.40
26 87.80 86.59 86.59 87.80 97.40
27 89.02 90.24 89.02 90.24 98.70
28 90.24 90.24 91.46 90.24 100.0
29 90.24 90.24 91.46 93.90
30 92.68 90.24 91.46 95.12
31 92.68 91.46 91.46 96.34
32 93.90 92.68 97.56 100.0
33 96.34 97.56 100.0
34 96.34 100.0
35 100.0

AUC 0.864 0.869 0.889 0.889 0.911 0.910 0.917 0.916 0.924 0.9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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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 AUC method using cumulative frequency curve of 0m, 60m, 120m, 180m, 240m, 300m of radius

of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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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하면적 기법의 적용 결과를 살펴보면, 영향 반경이 증가함에

따라 0m 지점에서 86.49%의 정확도가 120m 지점에서 91.12%까지

점점 증가하여 그 이후로는 91%에서 92% 사이의 정확도를

유지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증지역의 가장 낮은 취약도로

평가되는 지역 또한 0m 지점에서 상위 35%(65점)의 수치가 210m

지점에서 상위 19%(81점)까지 증가하고, 240m와 270m, 300m

지점에서 각각 상위 20%(80점), 상위 18%(82점), 상위 21%(79점)을

기록하여, 진동하듯 수치가 변동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영향 반경이 증가함에 따른 정확도 및 최저 취약도 그래프의

변화양상은 마치 크리깅에서 반베리오그램을 작성하였을 때와 같이

표현되었다. 그리고 최적의 결과를 보이는 영향 반경의 경우

상관거리를 산정하듯이 정확도와 최저 취약도가 거의 일정해지는

240m를 최적 영향 반경으로 선정하였다.

영향 반경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기법과 최적 영향 반경이 적용된

결과를 비교하면, 곡선하면적 기법을 통해 산정된 정확도는

86.49%에서 92.44%로 약 5.95% 포인트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검증지역에서 나타나는 최적 취약도 역시 상위

35%(65점)에서 상위 20%(80점)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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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영향 반경을 고려한 산사태 취약성 평가

방식의 기존 방식과의 비교 분석 및 고찰

본 사례연구에서 영향 반경을 적용한 기법과 기존 기법을 적용한

분석에서의 가장 큰 차이는 빈도비 모델 적용 결과와 검증

지역과의 교차분석을 통한 곡선하면적 기법의 적용 결과이다.

빈도비 모델의 경우 영향 반경을 적용하여 빈도비가 증가함에

따라 영향 반경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일부 영향 인자의 일부 구간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기존 기법을 적용한 빈도비 모델 분석 결과를 보면, 토지피복에서

산악지형, 임상 영급에서 10년 이하, 임상 경급에서 6cm 이하, 임상

종류에서 잣나무림(Pinus koraiensis)과 제지(artificial hardwood

forest) 구간에서 빈도비 지수가 높게 산정되었다. 이 결과를

종합하면 산사태는 주로 산악지형에서 어리고 작은 수목들로

구성된 지역이 산사태에 취약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영향 반경이 적용된 경우, 영향 반경이 증가함에 따라 몇몇

빈도비 지수는 점진적으로 증가 감소하여 1에 근사하는 형국을

보였다. 이는 기존 기법에서는 몇몇 격자셀들이 변칙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산사태 발생에 있어서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산사태 발생 지역에 영향 반경을

넓혀 훈련지역이 넓어짐에 따라 이러한 국소적으로 분포하고 있던

특수한 격자셀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를 들어 임상 종류에서의 무립목지(Non-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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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의 경우 기존 기법에서 빈도비 지수가 0임에 반해 영향 반경이

증가함에 따라 90m 이상부터 값을 지니기 시작하고 최적 영향

반경으로 평가되는 240m에서는 0.236의 값이 도출되었다. 여전히

1이하의 빈도비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값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취약도 분석 시에 격자셀에 부여되는 상대적 취약도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부 과장된 빈도비 지수가 안정화되어 최종

취약도 분석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본 사례연구의 경우 영향 인자 중 임상 종류가 영향 반경의

적용에 따른 빈도비 변화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므로 Fig. 3.5.1.을

통해 예시를 들고자 한다. 영향 반경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잣나무림과 제지의 빈도비 지수는 10 이상으로 산사태 유발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잣나무림의 경우 영향 반경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빈도비 지수가 감소하게 되고, 처음에 20.76

이었던 빈도비 지수가 최적 영향 반경인 240m 지점에서는

2.650까지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다. 반면에 제지의 경우 영향

반경이 증가하더라도 그 값의 변화가 거의 없이 꾸준히 15.00

부근으로 산정되었다.

반면에 산사태 발생에 취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무립목지와

소나무인 공림(Populus deltoides) 구간은 기존 기법의 경우 모두

빈도비 지수가 0이다. 두 구간 모두 60m의 영향 반경까지는 빈도비

지수가 0으로 일정하지만 그 이후 구간에서는 Populus deltoides

classes 는 지속적으로 빈도비가 0인 것에 반해 non-forested land는

0.236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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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 Frequency ratio index values of different forest types according to the radius of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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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영향 반경을 적용한 기법과 기존 기법과의 정확도 차이의

발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영향 인자의 구간에 대한

빈도비 지수 변화를 Table 3.5.1., Table 3.5.2., 그리고 Table

3.5.3.과 같이 비교하고자 한다.

총 72개의 구간 중 47개의 구간인 약 65%가 최적 영향 반경을

적용하더라도 200%이상의 변화 없이 빈도비가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나머지 35%인 25개의 구간에서 200%이상의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 3개 구간이 200%이상 감소, 22개

구간이 200%이상 빈도비 지수가 증가하였다. 특히 증가한 22개의

구간 중 4개 구간은 영향 반경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빈도비

지수가 0으로 표기된 구간이며, 처음에 빈도비 지수가 0으로 표기된

총 10개 구간 중 40%를 차지했다. 그리고 양 결과에서 1을

기준으로 값이 변화하는 경우, 즉 1보다 낮았다가 높아지는 경우

혹은 그 반대의 경우는 총 11개의 구간에서 등장했으며, 그 가운데

6개의 구간은 200%이상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빈도비 모델에서 영향 반경이 적용되는 경우 실제

산사태 발생 시 주변 지역의 격자셀들을 모두 고려함에 따라,

국소적으로 존재하여 오차를 발생시키거나, 기존에는 산사태 발생

원인으로 산정되지 않았던 인자 및 구간들에 대한 오류가 감소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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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1. Changes in FR index (0m and 240m) for each class of topographical triggering factor

Factor Class
Radius of Influence

Reversed Remained Advent Increased
over 200%

Decreased
over 200%0 m 240 m

Slope

0.00−2.01° 0.041 0.23 　 　 　 O 　
2.01−5.05° 0.186 0.516 　 　 　 O 　
5.05−8.08° 0.779 1.039 O O 　 　 　
8.08−11.1° 1.499 1.499 　 O 　 　 　
11.1−14.1° 2.054 1.757 　 O 　 　 　
14.1−17.2° 2.773 2.048 　 O 　 　 　
17.2−20.2° 3.39 1.826 　 O 　 　 　
20.2−56.0° 2.414 1.548 　 O 　 　 　

Aspect

Flat 0.082 0.356 　 　 　 O 　
N 0.698 1.009 O O 　 　 　
NE 0.909 0.864 　 O 　 　 　
E 1.289 0.827 O O 　 　 　
SE 1.055 0.645 O O 　 　 　
S 0.397 0.66 　 O 　 　 　
SW 0.272 0.785 　 　 　 O 　
W 0.881 0.992 　 O 　 　 　
NW 1.327 1.5 　 O 　 　 　

Curvature
Concave (-) 1.927 1.316 　 O 　 　 　
Flat 0.659 0.778 　 O 　 　 　
Convex (+) 1.271 1.395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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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2. Changes in FR index (0m and 240m) for each class of land cover and forest property related

triggering factor

Factor Class
Radius of Influence

Reversed Remained Advent Increased
over 200%

Decreased
over 200%0 m 240 m

Land Cover

Water 0 0 　 O 　 　 　
Urban Area 0.148 0.535 　 　 　 O 　
Bare Soil 0.198 0.498 　 　 　 O 　
Wet Land 0 0 　 O 　 　 　
Grass Land 0.582 0.516 　 O 　 　 　
Mountain Area 2.691 1.975 　 O 　 　 　
Rice Field 0.818 0.851 　 O 　 　 　
Farm Land 0.972 1.089 O O 　 　 　

Forest Age

0−10yrs 19.64 2.629 　 　 　 　 O
10−20yrs 1.839 2.384 　 O 　 　 　
20−30yrs 3.622 2.413 　 O 　 　 　
30−40yrs 0.292 1.651 O 　 　 O 　
40−50yrs 0 0 　 O 　 　 　

Forest
Density

<50.0% 0.603 2.066 O 　 　 O 　
50.0%-75.0%- 1.911 1.774 　 O 　 　 　
>76.0% 9.018 5.543 　 O 　 　 　

Forest
Diameter

<6 cm 19.52 2.737 　 　 　 　 O
6−16 cm 3.162 2.453 　 O 　 　 　
16−28 cm 0.143 0.828 　 　 　 O 　

Forest Type

Larix Kaempferi/
Populus Deltoides 0 0 　 O 　 　 　

Mixed Forest 0.306 1.24 O 　 　 O 　
Pinus Densiflora 2.99 2.484 　 O 　 　 　
Hardwood (HW) 5.139 3.125 　 O 　 　 　
Farm Land 0.113 0.333 　 　 　 O 　
Pinus Rigida 0.811 2.118 O 　 　 O 　
Pinus Koraiensis 20.76 2.65 　 　 　 　 O
Non-Forest Land 0 0.236 　 　 O O 　
Artificial HW 15.17 15.43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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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3. Changes in FR index (0m and 240m) for each class of soil property related triggering factor

Factor Class
Radius of Influence

Reversed Remained Advent Increased
over 200%

Decreased
over 200%0 m 240 m

Soil
Drainage

Excessively 2.209 2.056 　 O 　 　 　
Well 8.233 7.812 　 O 　 　 　
Moderately 0.437 0.519 　 O 　 　 　
Rarely 0 0.179 　 　 O O 　
Poorly 0.186 0.378 　 　 　 O 　
Outcrop 0.54 0.643 　 O 　 　 　

Soil Type

Alluvium 0.024 0.132 　 　 　 O 　
Valley Alluvium 0 0.092 　 　 O O 　
Gley Alluvium 0.189 0.377 　 O 　 　 　
Sedimentary Soil 0 1.008 O 　 O O 　
Red Yellow Soil 0.055 0.411 　 　 　 O 　
Lithosol & Red
Yellow Soil 0.712 0.663 　 O 　 　 　

Lithosol 2.49 2.325 　 O 　 　 　
Red Yellow
Sedimentary Soil 0.738 2.535 O 　 　 O 　

Outcrop 0.54 0.643 　 O 　 　 　

Soil
Thickness

>150 cm 0.059 0.325 　 　 　 O 　
125-150 cm 0.228 0.245 　 O 　 　 　
100-125 cm 0.512 0.496 　 O 　 　 　
75-100 cm 2.122 2.771 　 O 　 　 　
50-75 cm 0.068 0.645 　 　 　 O 　
20-50cm 1.897 1.793 　 O 　 　 　
<20cm 0 0 　 O 　 　 　
Outcrop 0.54 0.643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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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향 반경을 고려한 빈도비 모델 기반의

지반침하 취약성 평가 사례연구

3장에서 수행한 산사태 취약성 평가 사례연구에 이어 본 장에서는

영향 반경을 고려한 지질재해 취약성 평가를 위한 또 다른

사례연구로 폐광지역 지반침하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기존에

지반침하가 발생한 폐광 중 한 곳을 택하여 지반침하 발생 이력

자료를 바탕으로 산사태 사례연구와 동일하게, 영향 반경을

고려하여 통계적 기법 중 하나인 빈도비 모델을 적용하였으며,

정량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 취약성 평가 지도 작성 및 정확도

검증을 수행하였다. 위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GIS 기반의 공간

분석 모델 또한 설계하였으며, 산사태 사례연구에서 사용한 ArcGIS

10.1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사례연구에

적용한 분석 기법과 기존 기법과 비교함으로써 어떠한 부분에서

결과가 개선이 진행되었는지 논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 수행한 사례연구는 2015년 한국자원공학회지 제 52권

6호에 “빈도비 모델과 지표 영향 반경을 결합한 GIS 기반의

폐탄광지역 지반침하 위험도 분석기법 개발”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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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연구대상지역

영향 반경을 고려한 통계적 기법이 적용된 지반침하 취약성

분석의 사례 연구지역으로는 강원도 삼척시의 OO광산으로

선정되었다. OO광산은 무연탄을 채굴했던 지하광산으로, 생산 활동

중에 개발된 지하공동 또는 채굴적을 중심으로 총 29 곳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 징후가 보고되었다(Coal Industry

Promotion Board, 1999). 위도는 37°11'N에서 37°12'N까지, 경도는

129°00'E에서 129°03'E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3편의

지하갱도가 Fig. 4.1.1과 같이 형성되어 있다. 광산 활동이 중지된

폐광산이므로 지반침하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해당 지역 주변으로 농업활동이 지속되고 있으며, 침하로 인해 폐석

및 침출수 등의 기타 광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있어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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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1. Target site of land subsidence analysis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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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영향 반경을 고려한 지반침하 취약성 평가 모

델 설계

본 사례연구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지반침하 취약성 분석 모델은

3장에서 다룬 산사태 사례연구와 마찬가지로 영향 반경 내의

지반침하 영향 인자와의 통계적 관련성을 빈도비 모델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판단하고, 분석 대상 지역 전체의 지반침하 취약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다만 3장의 산사태 사례연구와 차별성을 지니는 점은 일정한 범위

내의 모든 영향 반경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지반침하의 특성을 고려한 고유한 영향 반경을 각 격자셀마다

산정하여 적용한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수치해석적인

평가모델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통계적 기법에 적용하는 것으로, 본

사례연구에 적용되는 분석에서는 GIS 분석 모델 상에서 구현하기

위해 갱도의 수직상부에서 갱도까지의 깊이와 한계각으로부터

산정된다.

수치해석적인 평가모델을 적용한 사례들(Aksoy et al., 2004;

Peter, 2011)에 따르면, 지반침하 유발에 있어서 주요한 영향

인자로는 지하갱도에서 지표까지의 수직 깊이와 침하각 또는

한계각이 있다. 일반적으로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영향 반경(R)은

Eq. 4.1.과 같이 갱도의 수직상부에서 갱도까지의 깊이(D)와

한계각(θlim, angle of limit)으로 단순화되어 계산할 수 있다. 실제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지역은 침하각(θbrk, angle of break)으로

계산되는 영향 반경으로 특정되는 지역이지만 지표에 영향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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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는 한계각으로, 침하 자체만이 아닌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을 모두 포함한 한계각을 이용하여 지반침하 영향 반경을

산정하였다.

R = D × θlim Eq. 4.1.

Fig. 4.2.1.을 예시로 들면, 옅은 회색으로 도시된 격자셀은

지반침하 발생지역 (compaction zone)으로 Eq. 4.1.을 이용하여

산정된다. 발생지역 주변의 검정색 격자셀은 한계각으로 산정되는

영향 반경 내의 영역으로, 지반침하 발생에 따라 다소 지반이

상승하는 등 간접적으로 지반침하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 지하에서

하나의 격자셀이 지반침하를 발생시킨다고 가정하면, 지표에서는

안식각 및 한계각에 따라 비교적 넓은 영향 반경을 갖게 되고,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역으로 적용하여 영향 반경 내의 영향

인자들을 모두 고려함으로써 지반침하의 가능성이 있는 취약지역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한계각과 갱도 심도로부터 도출된 영향 반경 내의

격자셀들을 분석에 활용하는 경우, 수직하부 혹은 수직상부에

위치하는 영향 인자만 고려하는 기존 기법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하갱도 및 채굴적에서 수직상부 방향으로

지표까지의 깊이에 따라 영향 반경이 달라지므로, 하나의 분석

결과에서 위치에 따라 다양한 크기의 영향 반경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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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1. Conceptual diagram showing the effects of applying

the radius of influence to a statistical analysis of land subsidence

suscept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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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상대적 지반침하 취약성 평가 및 취약지역 지

도 작성

본 사례연구에 적용하기 위해 고안된 영향 반경을 고려한

지반침하 취약성 평가 및 취약지도 작성은 Fig 4.3.1.에 제시된

순서와 같이 진행된다.

(1) 분석 대상 지역의 지반침하 발생 이력에서 훈련지역과

검증지역을 분리한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2)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영향 인자별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수치지형모델(DEM)에서 도출되는 경사각, 지표수 누적흐름양,

그리고 수치갱내도로부터 획득 가능한 갱도깊이, 갱도밀도,

갱도까지의 거리에 대해 공간 자료를 구축한다.

(3) 빈도비 모델을 이용하여 훈련지역과 각 영향 인자 자료를

교차분석하여 빈도비 지수를 산정한다.

(4) 구축된 갱도깊이 자료를 활용하여 한계각과의 연산을 통해

전체 분석 지역의 각 격자셀별 적합한 영향 반경 값을 부여한 영향

반경 레이어를 설정한다.



- 67 -

(5) 각 격자셀에 부여된 영향 반경 내의 모든 격자셀의 빈도비

지수를 평균한 값을 바탕으로 지반침하 취약지도를 작성한다.

(6) 각 영향 반경별 산사태 취약지도와 검증 지역을 교차분석하고

AUC 기법을 이용하여 정확도를 평가하고, 기존 기법과 최적 영향

반경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도록 한다.

Land Subsidence Inventory / Triggering Factors

Land Subsidence
Inventory Database

Triggering Factors

- Training area ＋
- Slope
- Flow accumulation
- Drift depth
- Drift density
- Distance to drift

- Validation area

▼
Statistical method applying Radius of Influence

Frequency Ratio model Radius of Influence (RoI)

- Training area
- Triggering Factors

▶

- Radius of Influence
from drift depth and
limit angle

- Summation FR layers
within RoI

▼
Validation

Accuracy analysis

- AUC method of both susceptibility analysis map

Fig. 4.3.1. Flowchart of land subsidence susceptibility analysis

considering the radius of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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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지반침하 영향 인자의 선정 및 데이터 취득

과 처리

지반침하 취약성 평가에 활용되는 공간정보는 산사태 취약성

평가와 마찬가지로 빈도비 모델을 사용하므로 기존 지반침하 발생

이력 자료와 영향 인자 자료로 구분된다. 분석 과정의 편의를 위해

각 자료들은 동일한 자료체계와 좌표체계, 공간해상도를 지니는

공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며, 기본적인 데이터 오류 및 오작성에

대한 검수를 수행한다.

발생 이력 데이터베이스 (Subsidence Inventory Database)

연구대상 지역의 지반침하 발생 이력자료의 경우

광해관리공단에서 작성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반침하

발생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 및 범위가 표기되어 있다. 해당

자료를 GIS 분석 모델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변환을 수행하였으며, 추후 교차분석을 수행하기

쉽도록 래스터 형식으로 변환하였으며 다른 공간 자료들과 동일한

좌표체계와 공간해상도로 설정하였다.

훈련지역과 검증지역의 경우 전체 지반침하 발생 건수에 대해

난수 추출을 통해 8:2의 비율로 분류하였으며, 검증지역이 전체

발생지 중 14.6%의 면적을 차지하도록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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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인자 데이터베이스

본 연구에서는 총 5개의 영향 인자를 선정하였으며, 전체

대상지역의 수치지형도와 수치갱내도에서 제공하거나 도출되는

인자들을 Table 4.3.1. 과 같이 선정하였다.

(1) 지반침하 발생에 있어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유발시키거나 억제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성을 가진다.

(2) 충분히 유효한 해석이 가능한 공간해상도 및 정합성을 지니며,

관리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구축하여 신뢰성이 보장된 공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3) 취약성 분석 과정에서 동일한 분석 기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데이터 분포가 균일하고 일정한 수준 이상의 유의미한 정보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Table 4.3.1. Specification of triggering factor database of land

subsidence susceptibility analysis

Source Factor Type
Spatial
Resolution

DEM

Slope

Raster

Converted
into 1m

Flow Accumulation

Drift Depth

Mine drift

map
Polyline to
Raster

Drift Density

Distance to Dr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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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취약성 관련 타 연구들을 살펴보면 수치지형도 및

수치지질도 이외에도 수치지질도, 시추공 자료 등과 같은 다양한

지질 및 지반 공간 자료를 활용한다. 하지만 본 사례 연구의 경우

해당 지역의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아 해당 자료들로부터 도출되는

정보들의 분포형태나 공간해상도들이 분석에 적합하지 않아

제외되었다. 수치지형도와 수치갱내도 모두 광해관리공단에서 광산

관리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받았다. 두 자료 모두 고도

값을 포함한 자료이므로 3차원 가시화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Fig. 4.3.2.와 같다.

Fig 4.3.2. 3D displayed DEM and drift map of targe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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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빈도비 모델을 이용한 지반침하 발생과 영향

인자의 상관관계 분석

산사태 사례연구와 마찬가지로 지반침하 영향 인자 자료에

대해서도 빈도비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 구간을 설정한다. 본

사례연구의 경우 5개의 영향 인자 자료의 형태가 모두 연속적인

자료이다. 자료 분포를 살펴본 결과, 해당 자료의 경우 특별한

구간을 나누는 특이점을 지니지 않아, 갱도심도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영향 인자의 경우 등면적분류법을 적용하였다. 갱도심도의

경우 갱도가 분포한 지역이 국소적이며, 자료 분포가 고르지 않은

편이므로 각 구간 내 분산 평균이 최소화되면서 다른 구간간의

분산이 최대화되어 구간별 경계를 설정하는 Jenks 분류법(Minami

et al., 2000)을 채택하였다. 구간 개수의 경우 각 인자의 히스토그램

분포에서 육안으로 구간이 구별되는 지점이 명확하게 나뉘도록

5개에서 6개까지의 구간 개수를 설정하였다. 다만 갱도 밀집도의

경우 히스토그램 분포상 가장 자연스럽게 분류가 될 수 있도록

구간을 8개로 설정하도록 하였다.

위의 기준에 따라 총 5개의 영향 인자 자료에 대하여 구간 설정을

완료하였고, 훈련 지역 레이어와 각 영향 인자 레이어를

교차분석하여 영향 인자들의 각 구간에 대한 빈도비 지수를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4.3.3.과 Table 4.3.2.와 같다. 본

사례연구의 경우 각 격자셀별로 영향 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임의로 훈련지역에 영향 반경을 고려하여 넓힐 수가 없을뿐더러

이미 훈련범위가 영향반경이 고려된 영역이다. 따라서 산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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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와 달리 본 사례연구에서는 기존 기법과 동일한 빈도비

모델을 적용하고, 추후 취약성 분석 단계에서 격자셀별로 부여된

영향반경을 고려하여 정량적인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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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Legend

(A) (B) (C) (D) (E)

0.66 0.70 0.00 0.02 0.00

0.68 0.93 0.09 0.25 0.81

0.88 1.02 0.93 1.88 2.27

1.38 1.04 2.97 2.13 2.84

2.41 1.34 10.05 2.65

3.29

3.53

4.02(d) (e)

Fig. 4.3.3. Triggering factor layers with divided classes at targe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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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2. Frequency ratio indices of land subsidence triggering factors at target area

Triggering Factor Classes Subsidence Area Non-subsidence Area Whole Areas FR

Slope (degree)

0.0-13.6 1,487 61,828 63,315 1.98
13.6-20.0 881 63,655 64,536 1.15
20.0-25.6 554 62,927 63,481 0.74
25.6-31.6 440 64,305 64,745 0.57
31.6-53.0 406 61,458 61,864 0.55

Flow Accumulation (%)

Top 80-100 554 66,592 67,146 0.93
Top 60-80 404 64,922 65,326 0.70
Top 40-60 570 61,765 62,335 1.04
Top 20-40 555 61,309 61,864 1.02
Top 0-20 723 60,547 61,270 1.34

Drift Depth (m)

No Data 764 92,399 93,163 0.95
3.0-43.3 86 884 970 15.33
43.3-81.8 11 409 420 4.69
81.8-135.3 1 1,216 1,217 0.15
135.3-173.3 0 2,630 2,630 0.00
173.3-221.2 0 1,129 1,129 0.00

Drift Density

0 123 49,409 49,532 0.21
0-0.02 140 5,291 5,431 2.19
0.02-0.04 191 5,413 5,604 2.89
0.04-0.05 116 5,452 5,568 1.77
0.05-0.07 97 5,149 5,246 1.57
0.07-0.10 158 4,805 4,963 2.70
0.10-0.14 181 4,505 4,686 3.28
0.14-0.49 1 4,469 4,470 0.02

Distance
to Drift (m)

0.0-36.3 350 15,422 15,772 1.88
36.3-199.7 510 17,934 18,444 2.35
199.7-544.5 147 18,085 18,232 0.68
544.5-1140 0 16,784 16,784 0.00
> 1140 0 16,268 16,268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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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영향 반경을 고려한 빈도비 모델을 이용한

지반침하 취약성 평가

본 사례연구에서 적용하는 영향 반경은 지표에서 지하 갱도까지의

깊이와 안식각 혹은 한계각을 바탕으로 분석할 수 있다. 3장에서

수행한 산사태 사례연구와는 달리 본 사례연구에서는 격자셀별로

다른 영향 반경을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지표에서 지하 갱도까지의 깊이 자료의 경우 모든 격자셀에 지하

갱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하갱도의 수직상부 지표에 해당하는

격자셀에서만 수직거리가 산정되었다. 해당하는 격자셀에는 최소

3m부터 최대 218m까지 다양한 연속적인 값을 나타내는데,

해당하는 모든 값들에 대해 영향 반경을 다르게 산정하는 경우

지나치게 분석과정이 복잡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Jenks

분류법을 이용하여 각 구간의 명확한 기준점이 존재하는 7개의

구간을 나누어 갱도 깊이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영향 반경 산정 시 필요한 침하각 및 한계각의 경우훈련지역의

지반침하 침하각 혹은 한계각에 대해 발표된 연구 사례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반적인 유사 연구에서 적용된 침하각 및 한계각이

20-45°인 것을 참고하여(Peter, 2011) 30°를 한계각으로 가정하였다.

7개로 구분된 갱도 깊이 자료는 각각의 구간의 대푯값을

히스토그램의 중간 값으로 설정하였으며, 한계각인 30°를 적용하여

0m를 포함해서 총 8개의 영향 반경이 모든 격자셀에 부여되도록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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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end

Radius of Influence
Drift 3-40m

Training area 40-73m

Validation area 73-107m

107-134m

134-160m

160-187m

188-218m

Fig. 4.3.4. The radius of influence of each cell considering the angle of limit and drift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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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격자셀별 상대적 지반침하 취약도를 산정하는 방식은 산사태

사례연구와 대부분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총 8개의 영향 반경에

대해서 영향 반경 이내의 모든 격자셀에 부여된 영향 인자별

빈도비들을 모두 합산하여 평균한 값을 중심에 위치한 격자셀에

부여하였다. 전체 분석 지역에 대한 모든 격자셀에 이를 반복한

다음, 결과 값들을 1에서 100까지 등적으로 선형화 하여 상대적

취약도를 부여하면 Fig. 4.3.5. 와 같다.

영향 반경을 적용하지 않은 기존 기법에 비해 영향 반경이 적용된

기법의 경우 산사태 사례연구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지도가

흐려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격자셀 고유의 값을

강조하기보다는 주변 격자셀의 빈도비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 기존 기법에서는 지하 갱도의 수직 상부 부분만

명확하게 높은 취약도를 보이는 것과 대조되는 현상이다. 각

격자셀의 정밀한 정량적인 위험도를 평가하는 데는 기존 기법의

경우가 더욱 적합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지반침하의 발생양상을

고려하면 수직상부 주변의 지역까지 위험지역으로 판단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며, 검증 단계에서도 전체적인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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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end

Low Susceptibility High Susceptibility

Fig. 4.3.5. Generated susceptibility maps: (a) FR method and (b)

FR method applying the radius of influence of each cell

considering the angle of limit and drift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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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영향 반경을 고려한 지반침하 취약성 평가 결

과의 정확도 검증

본 사례연구에서 수행한 영향 반경을 고려한 지반침하 취약성

분석 결과를 기존 기법과 비교하기 위하여 산사태 사례연구에서

적용한 정확도 평가 기법인 곡선하면적 기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기존의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지반침하 취약성 평가를 수행한

연구들(Choi et al., 2007; Suh et al., 2013)에서도 이를 적용하여

해당 기법의 적합성에 대해서 평가를 수행한다.

1부터 100까지 상대적 취약도로 산정된 지반침하 취약성 평가

결과와 지반침하 발생 이력 자료에서 추출한 검증 지역 자료에

대해 서로 교차분석을 수행한다. 교차된 지역에 대하여 상대적

취약도를 높은 값부터 누적으로 표기하여 누적비율곡선을 생성하고,

전체 면적 대비 곡선하면적의 비율을 통해 정확도를 산정하도록

한다. 기존 기법과 영향 반경을 적용한 취약성 평가 기법에 대해서

각각 위의 방법을 적용한 결과는 Table 4.4.1.과 Fig. 4.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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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1 AUC value histogram comparing validation area with

susceptibility analysis results

FR FR+RoI FR FR+RoI
1 0.00% 0.00% 34 67.57% 92.79%
2 0.00% 0.00% 35 71.17% 92.79%
3 0.00% 0.00% 36 76.58% 92.79%
4 0.00% 0.90% 37 76.58% 92.79%
5 0.00% 3.60% 38 76.58% 92.79%
6 0.90% 6.31% 39 76.58% 92.79%
7 1.80% 6.31% 40 76.58% 92.79%
8 3.60% 7.21% 41 76.58% 92.79%
9 3.60% 8.11% 42 76.58% 92.79%
10 3.60% 9.01% 43 76.58% 92.79%
11 6.31% 9.01% 44 76.58% 92.79%
12 6.31% 9.01% 45 76.58% 92.79%
13 9.01% 9.01% 46 76.58% 92.79%
14 10.81% 11.71% 47 79.28% 92.79%
15 11.71% 13.51% 48 79.28% 93.69%
16 13.51% 13.51% 49 79.28% 93.69%
17 15.32% 15.32% 50 79.28% 93.69%
18 16.22% 16.22% 51 79.28% 93.69%
19 17.12% 16.22% 52 79.28% 93.69%
20 19.82% 18.02% 53 79.28% 96.40%
21 19.82% 21.62% 54 81.98% 98.20%
22 22.52% 28.83% 55 81.98% 100.00%
23 24.32% 46.85% 56 84.68% 100.00%
24 29.73% 52.25% 57 84.68% 100.00%
25 32.43% 61.26% 58 87.39% 100.00%
26 36.94% 64.86% 59 90.99% 100.00%
27 37.84% 72.07% 60 92.79% 100.00%
28 40.54% 75.68% 61 92.79% 100.00%
29 43.24% 79.28% 62 92.79% 100.00%
30 45.95% 84.68% 63 93.69% 100.00%
31 49.55% 87.39% 64 96.40% 100.00%
32 59.46% 89.19% 65 96.40% 100.00%
33 64.86% 90.99% 66 1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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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1. AUC method using cumulative frequency curve of FR method and FR applying the radius of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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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하면적 기법으로부터 계산된 정확도는 영향 반경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기법의 경우 67.59%, 격자셀별 영향 반경을 고려한

기법의 경우에 75.90%로 약 8.31% 포인트만큼 정확도가

증가하였다. 기존 연구들(Oh et al., 2010, Yalchin et al., 2011)에

따르면, 약 75%에서 80%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는 경우에 해당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입한 영향 반경을 고려한 분석 결과가 유효하며 기존 기법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는 정확한 취약성을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최저 취약도로 평가되는 지점 또한 두 경우 각각 상위 65%(35점),

상위 54%(46점)이므로, 영향 반경을 고려한 경우가 고려하지 않은

경우보다 취약성 평가가 더욱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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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영향 반경을 고려한 지반침하 취약성 평가 방

식의 기존 방식과의 비교 분석 및 고찰

산사태 사례연구와 달리 지반침하 사례연구의 경우 기존 기법과

동일한 빈도비 모델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빈도비 모델을 놓고

비교분석을 수행하기 힘들다. 본 사례분석에서 기존 기법과 동일한

빈도비 모델을 사용한 이유는, 산사태와 지반침하의 발생 원리 및

현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산사태의 경우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주변지역이 산사태를

유발시키도록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분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사태 발생지역으로부터 영향 반경만큼 넓혀서

분석을 수행해야 실제로 영향력을 가졌지만 고려되지 않은

인자들을 포함하여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반침하의 경우 이와 반대로 지반침하가 일어난 지역이

이미 영향 반경 이내의 지역이므로 별도로 빈도비 모델에서 영향

반경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 반경을

적용하는 이유는 오히려 지반침하가 발생한 지역 중 극히 일부만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영향 인자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반침하가 발생한 지역 중 수직하부가 아닌 한계각

이내에 지하갱도가 존재하는 경우, 기존 기법을 통해서는 해당

갱도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오로지 갱도로부터의 거리 영향

인자에서만 고려가 가능하다. 하지만 영향 반경을 적용하여 최종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영향 인자들 또한 고려될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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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의 결과를 통해 기존 분석에 비해 개선된 정확도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산사태 사례연구에 비해 본 사례연구는 기존 기법과 영향 반경을

고려한 기법 각각 67.59%와 75.90%로 80%를 밑도는 정확도를

기록하였다. 이는 해당 분석지역에서 활용한 영향 인자의 수가

지반침하의 경우가 총 5개로, 산사태 사례연구의 11개에 비해 절반

이하의 인자를 고려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산사태 사례연구의

경우 비교적 넓은 지역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으므로 토양이나

임상 자료 등의 분포가 다양하여 빈도비 모델에 적용할 수 있었다.

반면 본 사례연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거의 동일한 임상 및 토양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빈도비

모델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위와 같은 열악한 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하에서 기존

기법의 경우 67.59%로 70%에 미치지 못하는 정확도를

보유하였는데, 이 경우 분석 결과의 신뢰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사례연구에서 영향 반경을 적용한 취약성 평가

기법은 75%가량의 정확도를 기록하였다. 이는 기타 토양 및 지질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있지 않아 활용하기 힘든 지역에서도

수치고도모델과 수치갱내도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가진 상대적 취약성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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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영향반경을 고려한 GIS 기반의 재해

취약성 평가 방법은 영향반경을 고려하지 않는 기존 기법과

비교해보았을 때 재해 취약지 분석의 예측도가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것을 사례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연구에서

분석한 산사태와 지반침하 모두 주변 지역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분석을 수행하기

때문에 영향인자 구간과의 통계적 상관성 결과 및 전체 취약성

평가 결과 모두 정확도가 향상되었다.

산사태 사례연구의 경우, 기존에는 각 재해별로 적절한

영향반경을 산정하는 과정이 일반적으로 전문가에 의해서

결정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영향반경을 적용하여 최적의

결과를 찾음으로써 보다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었다. 또한

지반침하 사례연구에서는 하나의 분석결과에 다양한 영향반경을

고려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기존의 단일한 영향반경을 고려하는

것에 비해 효과적으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영향반경을 적용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정확도가 상승하는

이유로는 우선 기존에는 고려하지 못했던 주변 지역의 영향 인자를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므로, 일부 이상값이나 오차들의 영향이 상당

수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특히 산사태 사례연구에서는

빈도비 모델에서도 영향반경을 적용하여 빈도비를 산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기법과 상당히 다른 수치의 빈도비를 갖는 영향

인자 구간들이 많이 존재하였고, 이러한 변화가 정확도 향상에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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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영향반경을 고려하는 경우 충분히 많지 않은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분석결과를

생성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반침하 사례연구를 살펴보면,

해당 분석 대상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공간 자료의 한계로 인해

비교적 적은 수인 5개의 영향 인자 자료만으로 취약성 분석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기존 기법의 경우 정확도가 70%

이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영향 반경을 고려한 기법의 경우

약 75% 이상의 정확도를 보였다. 따라서 공간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도 본 연구에서 고안한 기법을 적용할

경우 높은 정확도의 취약성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결과를 더욱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영향

반경 이내의 영향인자에 대해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영향 반경 이내의 모든 격자셀들에 대해 동일한

중요도를 갖는 것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지만, 실제 지질재해의 발생

원리를 생각해보면,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그 중요도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영향반경 내에 있더라도 거리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영향 인자별로 별도의 영향 반경을 고려하는 등의

세부적인 조정을 통해 후속연구에서는 더욱 정확도가 높은 분석

방식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지질재해 이외에도 주변 지역의

영향을 받는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오염원과 오염지역이 분리되어 있는 환경오염과 같은 자연현상

이외에도 도시공학 및 사회과학계열에서 수행하는 토지사용의

공간통계분석과 같은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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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sceptibility assessment of landslide and land

subsidence considering the radius of influence

based on geostatistical method

Jin Son

Dept. of Energy Systems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suggests the novel GIS-based statistical method for

geohazard susceptibility assessment applying the radius of influence

and provides the 2 case studies of landslide and land subsidence. As

the triggering factors of adjacent area cause the landslide and land

subsidence, the radius of influence is applied to the frequency model,

which estimates the quantitative correlation of the triggering factors

with disaster inventory. From the results of existing method and

designed in this study, AUC method is adopted to evaluate the

accuracy.

The susceptibility assessment studies using the existing statistical

methods only consider the triggering factors of exact training area



- 96 -

so that the mechanism of disaster occurrence is not reflected in

practical. Therefore, this study set the radius of influence and

analyze the susceptibility by considering the triggering factors of

whole grid cells within the radius of influence to enhance the

accuracy. As for setting the proper radius of influence, if there is no

detailed information or figures from other papers, the optimal radius

of influence is estimated with the best accuracy result composed by

enlarging itself repeatedly. Or, when there is a equation of the radius

of influence, the every grid cells are given various values

considering the spatial condition.

The 2 case studies of landslide and land subsidence are progressed

with each 11 (slope angle, slope aspect, curvature, land use,

forest-age/diameter/density/type, and soil-type/thickness/drainage)

and 5 (slope angle, flow accumulation, drift depth, distance to drift,

and drift density) triggering factors are analyzed with the crosstab

for find the frequency ratio model. Each grid cell of target area is

calculated to have each susceptibility index by averaging whole

frequency ratio values within the radius of influence, so that the

susceptibility assessment map is composed with relative scoring from

1 to 100. Crosstab analysis with validation area, the accuracy values

from AUC method of both results is enhanced compared with

existing method, from 84.49% to 91.12% and 67.59% to 57.90% each.

The analysis method applying the radius of influence suggested in

this study can be useful for the case of shortage of spatial database

for analysis and poor result produced by existing methods, as it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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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 more accurate results with same spatial database. Moreover,

the method can be applied to not only other geohazard cases but

also the statistical analysis for the social phenomena concerned with

adjacent environment.

Keywords: GIS, radius of influence, land subsidence, land slide,

frequency ratio model

Student Number: 2011-2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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