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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landslide disasters caused by severe rain storms and typhoons have been frequently reported. Due to the 

geomorphologic characteristics of Korea, considerable portion of urban area and infrastructures such as road and railway 

have been constructed near mountains. These infrastructures may encounter the risk of landslide and debris flow. It 

is important to evaluate the highly risky locations of landslide and to prepare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landslide 

in the process of construction planning. In this study, a landslide-risk prediction equation is proposed based on the 

statistical analysis of 423 landslide data set obtained from field surveys, disaster reports on national road, and digital 

maps of landslide area. Each dataset includes geomorphologic characteristics, soil properties, rainfall information, forest 

properties and hazard history. The comparison between the result of proposed equation and actual occurrence of landslide 

shows 92 percent in the accuracy of classification. Since the input for the equation can be provided within short period 

and low cost, and the results of equation can be easily incorporated with hazard map, the proposed equation can be 

effectively utilized in the analysis of landslide-risk for large mountainous area. 

요   지

최근 들어 집중호우 및 태풍과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자주 보고되고 있다. 국내 지형특성상 산지 

인근에서 도시가 발달되고 도로 철도 등의 기간시설물이 건설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설계획 단계부터 산사태 위험이 높은 지역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산사태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형학적 특성, 토질의 

특성, 강우 정보, 나무의 종류 정보 등의 자료를 재해대장 분석, 항공사진 분석,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구축한 423 지점의 

산사태 데이터에 대한 통계학적 분석을 수행하여 산사태 위험도 예측식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예측식으로 예측된 결과와 

실제 산사태 발생여부를 비교해 본 결과 약 92%의 분류 정확도를 보였다. 예측식에 필요한 입력치들은 단 시간 내에 

저비용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예측결과의 경우 재해지도 형식으로 표현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제안된 

산사태 위험도 예측식은 광범위한 지역의 산사태 발생 위험도를 산정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Keywords : Hazard Map, Infrastructure, Landslide, Rain Storm,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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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강원도 한계령에서 발생된 집중오후에 의한 도로유실(원주지

방국토관리청, 2009) 

그림 2. 2011년 서울시 서초구에서 발생된 집중호우에 의한 대규모 

토석류 발생 현장(강건택, 2011)

그림 3. 강원도 평창군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산지도로의 토석류 발생 

가능 유역(다음지도(2009)를 이용하여 수정)

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에 따른 태풍 및 국지성 집중

호우의 발생 확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태풍과 국

지성 집중호우는 미국, 대만,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도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2006년 태풍 에위니아에 

이은 집중호우로 인하여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하였고, 

산지 및 하천 인근에 건설된 도로 및 철도 등의 국가 

기간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그림 1). 이러한 산

사태 및 토석류 재해는 이상기후로 인한 강우량 증가로 

인하여 과거에 비해 그 발생확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최근 10년간 전체 자연재해 피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태풍과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중 대부분이 산지 및 하천에 인접하는 도로 및 철

도 등의 기간시설물 유실에 의한 피해인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소방방재청, 2009).

대규모 태풍 혹은 국지성 집중 호우에 의해 발생하는 

산사태의 경우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

생하게 되는데(그림 2), 그 발생 위치와 흐름특성을 예

측하기 어렵고 특히 토석류의 경우에는 이동경로 상에 

존재하는 지반을 침식, 세굴시켜 그 규모와 파괴력이 증가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토석류 발생이력이 있는 

유역을 도로와 겹쳐서 도시한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것

과 같이 산지에 건설된 많은 도로 및 철도가 산사태에 

의한 피해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 가능 지역이 광범위하여 

산사태피해저감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이와 같은 산사태 및 토석류의 피해를 저감시키

기 위하여 산사태 발생에 대한 예측 및 방재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종학(2005)의 연구

에 따르면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일정 수준을 넘는 연

속강우량 하에서 산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였

고, 2004년 전국을 대상으로 등급화된 GIS 기반 산사태 

위험지도를 제작하여 공개하고 있다. 산림청의 산사태 

위험지의 판정기준은 표 1과 같으며, 경사길이, 모암의 

종류, 경사위치, 나무의 종류, 사면형상, 토심, 경사 등 

7가지의 인자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사태 위험정도

를 4개의 등급으로 나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소와 부산대학교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산사태 발생확률 예측방법을 제안하

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산사태 발생 및 미발생에 

대한 판단은 제안된 Logit(p)를 식 (1)에 대입하여 0~1사

이의 확률로 나타낼 수 있다. 한국지질자원 연구소는 사

면경사, 건조단위중량, 암질, 투수계수, 공극률 등의 인

자를 이용하였으며, 부산대학교는 사면길이, 사면경사, 

사면방향, 지하수, 상부사면 경사, 풍화도, 불연속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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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Silty sand의 기본물성

조사 항목
Category별 가중치

1 2 3 4 5

경사길이(m)
50 이하 51~100 101~200 201 이상

0 19 36 74

모암

퇴적암(이암, 석회암, 

혈암, 사암)

화성암

(화강암류, 기타)

변성암

(첨내암, 점판암, 기타)

변성암

(편마암류, 편암류)

화성암

(반암류, 안산암류)

0 5 12 19 56

경사위치
0~4/10 5~6/10 7~10/10

0 9 26

나무의 종류

활엽수림, 혼효림

(소, 중, 대경목)

침엽수림

(치수림, 소경목)

무림목지

침엽수림(중,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

(치수림)

0 18 26

사면형태
상승사면 평형사면 하강사면 복합사면

0 5 12 23

토심(cm)
20 이하 20~100 101 이상

0 7 21

경사도(°) 41 이상 25 이하 26~40

0 9 16

표 2. 산사태 발생 예측 모델에 대한 국내 연구 사례(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9; 부산대학교, 2006)

연구기관 유발인자 산사태 예측식

한국지질

자원연구소

사면경사, 건조단위중량,

암질, 투수계수, 공극률

Logit(p) =9.3670+0.2129*(경사)+0.7690*(건조단위중량)

+0.4248*(암질)+0.1777*(투수계수)+0.0555*(공극률)

부산대학교
사면길이, 사면경사, 사면방향,

지하수, 상부사면 경사, 풍화도, 불연속면종류

Logit(p) =-3.9291+0.0166*(사면길이)+0.0511*(사면경사)

+0.00005*(사면방향)+0.2452*(지하수)+0.0985*(풍화도)

+0.0146*(상부사면경사)+0.0445*(불연속면종류)

류 등의 인자를 이용하여 표 2와 같은 Logit(p) 식을 제

안하였다.

))(logit(
))(logit()(
pEXP
pEXPp

+
=

1
산사태발생확률 (1)

해외에서는 산사태나 토석류가 융설이나 지진에 의

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

러한 재해가 대부분 강우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에서는 산사태 예측

에 있어서 강우인자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광범위한 산사태 및 토석류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하였다.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강우를 포함

한 다양한 영향인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러

한 인자들이 고려된 산사태 위험도 예측방법을 제안하

고 제안된 방법의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2. 산사태 위험도 예측모델 개발을 위한 Database 
구축

산사태 위험도 예측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해발생과의 상관성을 분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산사태 및 토석류 피해가 반복

적으로 발생하는 인제군,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제천

시 등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고 2002년부터 2010년
까지 도로 재해 대장에 수록된 산사태 피해 위치를 기반

으로 현장조사, 보도자료수집,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산

사태 발생 당시 조건과 위치정보를 조사하였다. 또한 표 

3과 같이 GIS기반의 수치지형도(DEM, Digital Elevation 
Map)를 기반으로 사면의 경사, 형상, 방향 등을 산출하

였으며, 산사태 발생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청의 자

동기상관측소(AWS, automatic weather station)의 강우

기록을 수집하였다. 이에 더하여, 산림청의 산불연보(산

림청, 2010)를 이용하여 과거 산불발생이력을 조사하였

으며, 토양도와 임상도를 이용하여 표층의 두께, 토양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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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산사태 발생 주요 영향 인자 및 조사방법

주요 영향 인자 조사 내용
조사 방법

산사태 발생지역 산사태 미발생지역

사면경사 - 산사태 발생부의 사면경사 현장조사, DEM DEM

사면형상 - 사면의 형상(오목사면, 볼록 사면) DEM DEM

사면방향 - 사면의 방향(8방위) 현장조사, DEM DEM

토층두께 - 잠재적 파괴면의 깊이 현장조사, 토양도 토양도

표토의 토성 - 사면을 구성하는 토양의 종류 현장조사, 토양도 토양도

강우량
- 최대시우량, 연속강우량, 3일, 7일, 14일, 21일, 

28일 누적강우량
자동기상관측소(AWS) 자동기상관측소(AWS)

산불발생이력 - 과거 산불발생에 의한 토층의 약화 및 식생파괴 산림청 산불 발생 현황 DB 산림청 산불 발생 현황 DB 

식생현황 - 나무의 종류 임상도 임상도

나무뿌리의 인장강도 - 지반의 움직임의 억제요인(영급, 경급) 임상도 임상도

표 4. 산사태 예측 Database 예 

위치

(주소)

지형인자 강우량(mm) 기타 식생

사면

경사

경사

방향

경사

형태

최대

시간
연속 3일 7일 14일 21일 28일

유효토심

(cm)

표토

토성

산불

유무

산사태

발생 

이력

나무의 

종류

경

급

영

급

인제군 

덕산리
24.31 서 평면 48 426 255 442 460 558 561 20-50 양토 유 발생 소나무림 3 5

인제군 

덕산리
26.98 북서 오목 48 426 255 442 460 558 561 20-50 양토 유 발생 소나무림 3 5

인제군 

덕산리
29.71 북서 오목 48 426 255 442 460 558 561 20-50 양토 유 발생 소나무림 3 5

인제군 

덕산리
31.4 북서 오목 48 426 255 442 460 558 561 20-50 양토 유 발생 소나무림 3 5

인제군 

덕산리
35.06 남 볼록 48 426 255 442 460 558 561 50-100 사양토 유 발생 소나무림 2 3

인제군 

덕산리
41.75 남서 평면 48 426 255 442 460 558 561 50-100 사양토 유 발생 혼효림 2 3

인제군 

덕산리
38.94 남서 오목 48 426 255 442 460 558 561 20-50 양토 무 미발생 소나무림 3 5

인제군 

덕산리
18.94 남 오목 48 426 255 442 460 558 561 50-100 사양토 무 미발생 소나무림 3 5

인제군 

덕산리
32.96 남서 볼록 48 426 255 442 460 558 561 20-50 양토 유 미발생 혼효림 3 5

인제군 

덕산리
32.51 북서 오목 48 426 255 442 460 558 561 50-100 사양토 무 미발생 활엽수림 2 2

그림 4. 항공사진을 이용한 산사태 미발생 지점 식별 예(강원도 평창군)

성 및 식생현황 등에 대한 자료도 함께 수집하여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하였다. 

산사태 미발생 지점에 대해서도 산사태 발생지점과 

같은 인제군,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제천시 등을 대상

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산사태 미발생 지점은 그림 4
와 같이 이미 조사된 산사태 발생 지점에 대한 지도 및 

항공사진 자료를 토대로 육안으로 식별하여 지도상에 

표기하고 GPS 좌표정보로 변환하였다. 이와 같이 표시

된 지점에 대해서는 수치지형도, 토양도, 임상도, 산불

현황, 기상자료 등을 이용하여 산사태 발생지점의 자료

와 동일한 영향인자를 추출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다.

최종적으로 산사태 발생지역과 산사태 미발생 지역

의 각 지점에 대한 산사태 영향인자에 대하여 표 4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4는 인제군 덕산리의 Databas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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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사면경사-산사태 발생확률 분석

그림 6. 사면인자-산사태 발생확률 상관분석

그림 7. 강우량에 따른 산사태 발생 대응위험도 평가

일부이며, 산사태 발생 지역 139 지점, 산사태 미발생 

지역 284 지점으로 총 423개 지점에 대한 산사태 영향

인자 정보를 구축하였다.

3. 산사태 위험도 예측식 개발을 위한 인자분석 

산사태 발생 예측을 위하여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표 4와 같이 지형, 강우, 식생, 기타 인자에 대하여 총 

18개의 세부 인자로 정리되었다. 이와 같이 산사태 발생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정리된 인자 중에서 가장 산사태 

발생과 통계학적으로 상관성이 높은 인자를 선정하고 

이를 이용한 산사태 발생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조사

된 영향인자 중 일부는 이를 제작한 기관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어 공학적인 의미를 갖는 인

자로 수정 및 보완 작업을 수행하였다. 

3.1 사면경사

일반적으로 경사가 급할수록 산사태 발생확률이 높

아지지만 경사가 너무 급하게 되면 토층깊이가 얕고 암

반이 노출되기 때문에 오히려 산사태 발생빈도는 낮아

지게 된다. 김원영 등(2000)에 의한 1996년 산사태를 분

석결과를 보면, 사면경사 10°~20° 사이의 저경사 사면

에서 약 50%정도의 산사태가 발생하였으며 40°이상의 

경사면에서는 발생률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보고되었

다. 본 연구에서 현장조사를 통하여 구축된 데이터베이

스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사면경사의 경우 그림 5와 같

이 주로 15°~40°사이에서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데이타 분석결과 29°에서 산사태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사와 산사태 발생과의 관

계를 고려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사면인자를 식 (2)

와 같이 제안하였다. 도출된 식을 이용하여 산사태 발생

과의 상관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그림 6과 같으며, 94%

의 매우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사면경사위험경사도사면인자 −°= 29 (2)

3.2 강우량

일반적으로 산사태는 강우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양한 조건에 따라 산사태의 발생 경향이 변한

다. 김경수 등(2006)은 지질 조건에 따라 단기간의 강우

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와 장기간의 강우에 의해 

산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한 윤찬영 등(2010)은 산사태 발생과 강우량, 산불 발생 

이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최대 시우량과 누적 

강우량 모두 산사태 발생에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며 산

불 발생 지역의 경우 더 적은 강우에서도 산사태가 발생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강우 기

간 및 강우 강도에 따라 산사태의 발생 특성을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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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산사태 예측 DB의 토성 분포

표 5. 토성 입력 방식 변경(양인태 등, 2007)

표토 토성
건조단위중량

(t/m
3
)

간극비
투수계수

(cm/hr)

사양토 1.7 0.529 9

양토 1.65 0.576 4

미사질양토 1.5 0.733 0.5 그림 9. 산사태 예측 DB의 유효토심 분포

위하여 산사태 발생 시점으로부터의 최대 시우량, 연속 

강우량, 3일 누적 강우량, 7일 누적 강우량, 14일 누적 

강우량, 21일 누적 강우량, 28일 누적 강우량을 조사하

였다. 그림 7은 각 강우인자가 산사태 발생에 미치는 영

향도를 분석한 내용으로 비교에 사용된 대응위험도

(Odds ratio)는 입력변수와 목표변수사이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대응위험도가 높을수록 입력변수와 

목표변수사이의 상관성이 높다. 3일 누적강우량의 경우 

대응위험도가 가장 높아 산사태 발생과 가장 밀접한 인

과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사태 발생 위험성

은 지하수위가 높아지게 됨에 따라 증가하는데, 사면내 

지하수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누적강우의 

크기가 중요하다. 그림 7에서 3일 누적강우량이 산사태 

발생과 가장 인과관계가 높게 나타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며, 누적강우량 중에서도 3일 누적강우량이 가장 

상관성이 높은 것은 조사된 국내 사면의 유효토심이 대

부분 1m 이내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3 표토토성

표토토성은 지반의 강도 및 침투특성 등과 같이 산사

태 발생의 물리적 특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인

자이다. 하지만 이러한 표토의 특성을 광범위한 지역에 

대하여 제공하고 있는 것은 농촌진흥청의 수치토양도 

정도밖에 없으며, 그나마 토양을 사양토, 양토, 미사질

양토의 3가지로만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미사질양토는 

일반적으로 투수성이 낮은 점토나 실트를 의미하며, 이 

경우 지반의 투수성이 낮아 동일한 강우에서도 사면포

화가 늦게 일어난다. 반면에 투수성이 높은 사양토의 경

우 강우에 의하여 쉽게 포화되고 강우시 세굴 등에 의한 

초기 붕괴를 시작으로 전체적인 붕괴에 이르는 위험성

이 더 크므로 산사태에도 취약한 경향을 보인다. 그림 8

은 표토토성과 산사태 발생빈도에 대해서 구축된 데이

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며, 사양토의 경우 

64%로 산사태 발생 확률이 높다. 양토와 미사질양토는 

각각 25%, 11%로 사양토에 비하여 산사태 발생확률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사양토, 양토, 미사질양토는 공학적인 분류가 아닌 농

업에서 사용되는 흙의 분류 기준으로, 이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각각의 분류된 토양특성을 표 5와 같이 단위중

량, 간극비, 투수계수 등의 공학적 인자로 변환하여 입

력하였다(양인태 등, 2007).

3.4 유효토심

일반적으로 산사태의 침투와 함께 지하수위가 상승

하면서 사면이 포화되고 안전율이 감소한다. 이 때 지반

이 포화되는 시점은 토층의 두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 토층이 두꺼울수록 지하수위 상승에 필요한 시간이 

증가한다. 따라서 유효토심이 얕을수록 강우에 의한 사

면포화현상이 빠르게 진행되어 산사태 발생에 취약하

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그림 9와 같이 유효토심이 20~50cm

인 경우 산사태 발생분포는 54%이며, 50~100cm분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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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산사태 예측 DB의 경사 방향 분포

그림 11. 산사태 예측 DB의 사면형태 분포

표 6. 산사태 위험도 등급(마호섭과 정원옥, 2007)

소나무림
소나무

인공림
활엽수림 낙엽송림

침활

혼효림
기타

0.48 0.5 0.14 0.22 0.28 0.15

그림 12. 산사태 예측 DB의 나무의 종류 분포

해당하는 경우 산사태 발생분포는 34%로 토심이 얕아

질수록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유효토심은 범

위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 Database상에서 20~50cm의 

경우 평균값 35cm, 50~100cm의 경우 평균값 75cm와 같

이 변환하였다.

3.5 경사방향

경사방향은 일반적으로 태풍 혹은 집중호우의 이동

경로에 의하여 같은 지역에서도 사면의 방향에 따라 집

중적으로 강우가 더 내리거나, 태풍으로 인한 나무의 흔

들림이 심하거나, 혹은 방위별 일사량 차이로 나무의 종

류에 따른 특성차이가 있기 때문에 산사태 발생에 영향

을 미친다. 그림 10은 경사방향에 따른 산사태 발생확률 

관계를 나타내며, 대체로 서, 남서, 남, 남동 지역이 산사

태 발생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 북서, 동, 

북동의 경우 상대적으로 산사태가 적게 발생하는 경향

을 보인다. 따라서 산사태 위험도 예측 식을 제안하기 

위하여 서, 남서, 남, 남동 지역은 산사태 발생에 영향을 

많이 주는 그룹으로 1의 값으로 분류하고 북, 북서, 동, 

북동의 경우 산사태 발생에 유의한 확률을 미치지 않는 

그룹으로 0의 값으로 분류하여 Database에 입력하였다.

3.6 사면형태

사면의 모양이 오목한 경우 지중으로 침투된 지하수

가 집중되고 이로 인하여 산사태 발생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림 11과 같이 사면형태

와 산사태발생 확률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오목한 사

면은 53%, 볼록한 사면은 47%로 사면의 형태가 산사태 

발생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7 나무의 종류(임상)

일반적으로 나무의 종류에 따라 뿌리의 발달정도와 

인장강도가 상이하므로 사면 안정성에 영향을 준다. 또

한 강우량이 많은 경우 우산효과에 의해 침엽수림보다 

활엽수림과 혼효림에서 지표에 도달하는 강우가 더 적

기 때문에 임상은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에 중요한 인자

로 판단된다(이문세 등, 2009). 표 6은 국립공원 관리공

단에서 제시한 산사태 위험 등급의 경중률 등급표로 

2001년까지 발생된 산사태와 나무의 종류의 관계를 정

리한 Database를 통하여 산사태 발생에 취약한 나무의 

종류를 경중률로 제시하였으며, 소나무림의 경우 0.48, 

활엽수의 경우 0.14, 낙엽송림의 경우 0.22, 침활혼효림

의 경우 0.28. 기타의 경우 0.15의 값을 부여하였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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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산사태 예측 DB의 경급 분포

그림 14. 산사태 예측 DB의 영급 분포 

표 7. 경급에 의한 나무의 등급별 치수(류주형 등, 2011)

코드 직경 등급 내용

1 치 수
흉고직경 6cm 미만의 입목 수관점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분

2 소경목
흉고직경 6~16cm의 입목 수관점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분

3 중경목
흉고직경 18~28cm의 입목 수관점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분

4 대경목
흉고직경 30cm 이상의 입목 수관점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분

표 8. 영급에 의한 나무 수령의 등급별 치수(류주형 등, 2011)

코드 수령 내용

1 1영급
임목지로서 1~10년생 입목의 수관점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분

2 2영급
11~20년생 입목의 수관점유 비율이 50% 이상

인 임분

3 3영급
21~30년생 입목의 수관점유 비율이 50% 이상

인 임분

4 4영급
31~40년생 입목의 수관점유 비율이 50% 이상

인 임분

5 5영급
41~50년생 입목의 수관점유 비율이 50% 이상

인 임분

6 6영급
51년생 이상 입목의 수관점유 비율이 50% 이상

인 임분

중률은 나무의 종류의 종류별 상대 비교치로서 소나무

림의 경우 일반적으로 낙엽송림이나 침활혼효림에 비

하여 2배정도 더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

며 활엽수의 경우 소나무에 비해 약 1/4가량 적게 발생

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12는 본 연구에서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한 연구지역에서 나무의 종류에 따른 산사태 

발생확률을 비교한 결과를 나타내며, 기존의 연구와 유

사하게 소나무림의 경우 산사태 발생 확률이 43%로 활

엽수림에 비해 약 2배정도 많은 산사태가 발생하였으

며, 다른 종류의 수목에서는 전체적으로 낮은 규모의 발

생률을 보였다.

3.8 경급 및 영급

식생의 경우 뿌리인장강도에 의한 산사태 방지효과

가 있으며 뿌리인장강도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자중으

로 작용하여 산사태 위험성을 높이기도 한다. 식물 뿌리

의 인장강도는 식생의 성장과 관련이 있으며, 이에 따라 

뿌리의 성장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인 나무의 나이

를 표현하는 영급과 나무의 직경을 표현하는 경급을 조

사하였다. 그림 13은 경급에 따른 산사태발생률의 관계

를 나타낸다. 경급의 경우 1급(0~6cm)~3급(18~28cm)의 

경우 산사태 발생 확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4급

(30cm 이상)의 경우 산사태발생확률이 큰 폭으로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4는 영급에 따른 산사태발

생률의 관계를 나타낸다. 영급의 경우 1급(10년생 이

하)~5급(41~50년생)까지는 산사태발생확률의 증감에 

대한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으나 6급(51년생 이상)에

서는 산사태 발생확률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이는 나무

의 뿌리인장강도에 비하여 나무의 크기가 과도하게 증

가하여 나무의 무게와 길이가 오히려 산사태 발생을 증

가시키며 나무의 노화에 의하여 뿌리인장강도가 약해

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범주형 자료인 

경급과 영급의 등급을 표 7, 표 8을 통하여 변환하여 입

력하였다. 표7은 경급의 등급에 따른 나무의 직경이며, 

표 8은 영급의 등급에 따른 나무의 나이에 대한 산림청

의 자료이다. 경급은 1급 3cm, 2급 11cm, 3급 23cm, 4급 

35cm로 변경하였으며, 영급은 1급 5년, 2급 15년, 3급 

25년, 4급 35년, 5급 45년, 6급 60년과 같이 각 등급별 

평균값으로 변경하여 Database에 입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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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경산사태 발생 확률모델 예측 유발 인자

영향 인자 산사태 발생 여부(Target, 1: 발생 0: 미발생)

사면인자(
o
) |위험경사도(29

o
)-경사도|

경사방향지수 남. 남동, 남서, 서 = 1, 북, 동, 북동, 북서 = 0

건조단위중량(t/m
3
) 사양토 = 1.7, 양토 = 1.65, 미사질양토 = 1.5

강우량(mm) 3일 누적 강우량

산불이력 산불 발생 유무(재해 발생이전 7개년) 1: 발생, 0: 미발생

영급분포(year) 1급 = 5, 2급 = 15, 3급 = 25, 4급 = 35, 5급 = 45, 6급 = 60

표 10.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인자 회귀 분석 계수 표준 편차 유의확률

사면인자(
o
) -0.100 0.031 0.001

3일누적강우량(mm) 0.230 0.008 0.003

건조단위중량(t/m
3
) 44.125 5.225 0

산불발생이력 2.517 0.505 0

나무의 영급(year) 0.110 0.013 0

경사방향지수 2.220 0.393 0

4. 산사태 발생 확률 예측 모델 개발

4.1 개요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산사태와 관련 있는 다른 요인들

을 이용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사면 재해 발생을 예측하려

는 시도에 적용 가능한 통계분석 방법이다. 예측하려는 변

수를 종속변수라 칭하며 ‘발생’을 뜻하는 ‘1’의 값과 미발

생을 뜻하는 ‘0’의 값을 갖는다. 산사태와 같이 발생에 영

향을 주는 독립변수가 많고, 두 개의 종속변수를 갖는 경

우에 그 상관성을 일반적인 선형 회귀분석으로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다양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

의 상관성 도출을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각 인자간의 상관성이 크게 중요

하지 않을 때 효과적이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로 나

타나는 식으로부터 바로 해당 지역의 발생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 산사태 발생확률을 예측하는 이상적인 통계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회귀분석의 경우 

x, y값이 무한대 값으로 수렴하거나 발산하는 것이 보통이

지만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경우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

며 S형태의 곡선을 갖는다. 따라서 이를 선형적인 함수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로지스틱 함수로 변환시키게 된다. 

4.2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한 최종 인자 결정

산사태 발생 영향 인자의 선택은 단계별 선택법에 의

하여 진행하였다. 단계별 선택법은 전체 인자에 대한 회

귀분석을 수행하고 신뢰성에 따라 변수를 제거, 혹은 다

시 선택하여 최대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자들

이 선택되도록 분석식의 신뢰성 및 유의성 분석을 반복

수행하는 방법이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선택된 변수

는 표 9에 정리된 바와 같이 사면인자, 경사향, 건조단위

중량, 강우량, 산불이력, 영급분포이며, 유효토심, 나무

의 종류, 사면형태는 산사태 발생과의 상관성이 낮은 것

으로 판정되어 회귀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 경급의 경

우 유의확률이 유의수준 범위에 포함되지만 영급이 산

사태 발생과의 상관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발된 

최종 모델에서는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산사태 위험도 예측식은 다음의 

식 (3) 및 (4)와 같다. 식 (3)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확률계산을 수행하는 식으로 식 (1)과 동일하며 분자와 

분모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개발된 식 (4)의 산사

태 예측 Logit(p)를 대입하여 해당 지역의 산사태 발생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식 (4)의 Logit 식의 경우 지형정

보시스템기반의 수치지도를 통하여 사면인자, 3일 누적

강우량, 건조단위중량, 산불발생여부, 영급분포, 경사방

향 지수의 입력 값을 대입하여 계산할 수 있다. 

))(logit(
))(logit()(
pEXP
pEXPp

+
=

1
산사태발생확률 (3)

Logit(p) = -84.480-0.1×(사면인자)+0.110×(나무의 영급)
         +2.220×(경사방향지수)+44.125×(건조단위중량)     (4)
         +2.517×(산불발생여부)+0.023×(3일누적강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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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산사태 발생 예측모델의 적합도

판단 기준 판단: 정확 판단: 오류 합계
분류정확도

(%)

산사태 

미발생지역
281 3 284 99

산사태 

발생지역
106 33 139 76

합계 387 36 423 92

각 인자에 곱해지는 지수가 음수인 경우 인자가 커질

수록 산사태 발생 확률이 낮아지며 양수인 경우 인자가 

커질수록 산사태 발생확률이 증가한다. 표 10의 경우 산

사태 위험도 예측식의 경우 유의수준 0.05 이내의 조건

에서 수행된 산사태 위험도 예측식의 회귀분석 결과 값

으로 각 인자별 회귀분석 계수, 표준편차, 유의확률이 

표기되어 있다. 유의확률은 최소 설정된 가설에 대한 오

류발생 확률로 0~1사이의 백분율로 표시되며, 이때 사

용되는 유의확률의 기준값을 유의 수준이라고 부른다. 

회귀분석계수를 살펴보면 사면인자의 경우 29°에 가까

울수록 산사태 발생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우량의 경우 산사태 발생 일을 기점으로 한 최대시우

량, 연속강우량, 누적 7일, 14일, 21일, 28일 강우량에 

비하여 3일 누적강우량의 신뢰성이 가장 높아 선택하였

다. 또한 영급 분포에 따라 강우가 직접적으로 표토에 

침투하는 것을 억제하며 수목의 뿌리인장강도에 의해 

산사태에 대한 저항성을 확보하여 산사태 발생 확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연하게 볼 수 있다. 같은 원리로 

식생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산불 발생 지역도 산사태 

발생확률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또한 영급의 증

가에 따라 산사태 발생확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단, 제안된 모델식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사용

범위가 제한된다. 

1) 표토토성을 나타내는 건조단위중량의 경우 사양

토, 양토, 미사질양토 등의 모래, 점토, 실트질 토

양으로만 제한된다. 표층이 자갈, 암석층으로 구

성된 경우는 제안된 모델의 적용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제안된 모델의 기반이 된 데이터베이스에는 식생

조건이 항상 존재했다. 따라서 식생이 없는 경우 

제안된 산사태 위험도 예측식의 적용범위에 포함

하지 않는다.

4.3 산사태 발생 예측 모델의 적정성 검토

로지스틱 모델의 성능 검증은 로지스틱 회귀식에 의

해 계산된 예측 결과와 실제 발생 여부를 비교하여 수행

한다. 예측결과의 경우 Database내의 모든 구간에 대하

여 각 지점별 발생 확률을 계산하며 판단 기준 값을 통

하여 발생과 미발생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예측결과와 

실제 발생여부는 표로 작성하여 비교하게 되며 이를 정

오분류표라고 한다. 표 11은 분류 기준 값 0.5에서의 산

사태 위험도 예측식의 정오분류표이다. 이는 50% 이상

의 확률을 나타낼 경우 산사태 발생, 미만일 경우 산사

태 미발생으로 판단한다는 의미이다. 정오분류표에 의

한 산사태 위험도 예측식의 적합성을 보면 산사태 미발

생 지역에 대한 분류정확도는 99%로 매우 우수하며 3

곳의 판단 오류가 발생하였다. 산사태 발생지역의 경우 

분류정확도는 76%이며 오차 확률이 24%이다. 총 423구

간 중 387구간의 산사태 발생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

였으며 36개의 오차가 발생하였다. 전체 데이터에 대한 

산사태 위험도 예측식의 정확도는 92%로 매우 신뢰성 

있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효율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의 산사태 위험도를 산정

할 수 있는 예측식을 제안하기 위하여 423개 지역에서 

산사태 발생과 관련된 강우특성 및 산불발생 이력을 포

함한 영향인자들(사면 인자, 유효토심, 표토토성, 3일 누적

강우량, 산불발생이력, 그리고 나무의 영급 등)을 조사

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산사태 발생에 대한 영향인자를 분석한 결과 사면경

사의 경우 15°~40°, 유효토심의 경우 25~50cm, 표토토

성의 경우 투수성이 높은 사양토에서 산사태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우량의 경우 3일 누적강우량, 

영급분포의 경우 51년 이상 6급의 나무에서 산사태 발

생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급분포의 경우 나무의 

직경이 30cm 이상인 경우 산사태 발생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수행하고 유의수준 0.05에서 단계별 선택법을 수행

하였다. 분석결과 사면인자, 경사방향, 3일 누적강우량, 

표토토성(건조단위중량), 산불발생이력, 영급분포가 선

택되었으며, 선택된 6개의 영향인자를 통하여 산사태 

위험도 예측식을 개발하였다. 유효토심, 나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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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형태 등의 인자는 유의수준이 0.05보다 높게 나타

나 제거되었다. 경급의 경우 유의확률이 유의수준 범위

에 포함되지만 영급이 산사태 발생과의 상관성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나 개발된 최종 모델에서는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산사태 위험예측을 위해 제안

한 예측식은 다음과 같다. 

))((log1
))((log)(
pitEXP
pitEXPp

+
=산사태발생확률

Logit(p) = -84.480-0.1×(사면인자)+0.110×(나무의 영급)
+2.220×(경사방향지수)+44.125×(건조단위중량)
+2.517×(산불발생여부)+0.023×(3일누적강우량)

예측식에 필요한 입력치들은 단 시간 내에 저비용으

로 획득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 예측결과도 재해지도 형

식으로 표현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제안된 산사태 위험

도 예측식은 산사태 발생 위험도를 산정하는데 효과적

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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