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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andslide hazard areas by combining LRA (L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AHP (Analytic Hierarchy Program) methods with Remote Sensing and GIS data in Anseong-si. In order to classify landslide

hazard areas of seven levels, six topographic factors (slope, aspect, elevation, soil drain, soil depth, and land use) were used as

input factors of LRA and AHP methods. As results, high-risk areas for landslide (1 and 2 levels) by LRA and AHP of its own

were classified as 46.1% and 48.7%, respectively. A new method by applying weighting factors to the results of LRA and AHP

was suggested. High-risk areas for landslide (1 and 2 levels) form the new method was classified as 58.9%.

Keywords : landslide, logistic regression, AHP analysis, combin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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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안성시(520 km2)를 대상으로 Logistic 회귀분석 방법과 AHP 기법을 이용하여, GIS와 RS 자료를 활용한

산사태 위험지를 분석하였다. Logistic 회귀분석과 AHP 기법에는 6개의 인자(경사, 경사향, 고도, 토양배수, 토심, 토지이용)

를 사용하여, 7등급으로 산사태 위험도를 분류하였다. Logistic 회귀분석 방법과 AHP 기법을 이용한 산사태 위험지도를 표

본 자료와 비교하면 산사태가 발생한 표본에서 산사태 위험성이 높은(1-2등급)지역이 Logistic 회귀분석에서는 46.1% AHP

기법은 48.7%로 분류되어 AHP 기법이 분류도가 높다고 분석되었다. Logistic 회귀분석과 AHP 기법은 서로 분석 과정의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Logistic 회귀분석과 AHP기법을 적용한 결과에 동일 가중치를 부여한 후 7개 등급으로 재분류

(reclass)하여 산사태 위험지역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론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다. 그 결과 산사태가 발생한 표본에서 1-2

등급지역이 58.9%로 분석되어 분류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

핵심용어 : 산사태, 로지스틱회귀분석, AHP 분석, 결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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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매년 여름철의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가 7-8

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또한, 최근에 이르러 무분별한 개

발로 인해 토양의 구조가 파괴되어 그 피해가 급증하고 있

다. 하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사태에 관한 대책은

발생 이후의 피해 복구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산사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는 산사태에 관한 예측 모델이 필요하다. 산사태 예측모델

을 통해서 위험지역을 미리 예측하고 적절한 방안을 마련한

다면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산사태

예측모델은 많은 현장자료를 가지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

석 할 수 있어야 하며 산사태의 특성상 광범위한 지역을 분

석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 등이 소비된다. 하지만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와 RS(Remote Sensing)

을 이용하여 산사태 예측모델을 적용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쉽게 해결 할 수 있다. RS는 실세계 현상을 위성영상이나

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실측하기 어려운 곳까지 포함하여

매우 광범위하게 분석을 할 수 있으며, GIS는 방대한 양의

자료 분석을 한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또한, 체계적인 DB(Data Base)의 관리로 보다 시계열

적인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천용 등(2002)은 산사태 위험지 판정표를 작성하고 지형,

임상, 지질의 수치지도와 GIS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사

태 위험도를 작성했으며, 이진덕 등(2002)은 경북 구미시를

중심으로 하여 경사, 경사향, 수계접근성, 지질, 식생 활력

도, 토지이용의 등급표를 작성하여 구미시를 대상으로 산사

태 발생 가능지역을 분석하였다. 한편 최근에 산사태 영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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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산사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시도

한 연구들이 있다. 김원영 등(2004)은 통계적인 분석을 위해

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산사태 위험도를 작성하였

으며, 오경두 등(2006)은 SIMMAP을 적용하여 산사태 위험

도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산사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판단하

기 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과

AHP(Analytic Hierarchy Program)이론을 바탕으로 산사태

위험지도를 작성하고, 통계적인 접근방법과 전문가의 판단을

같이 사용하기 위하여 두 방법에 의한 결과를 결합하는 새

로운 산사태 위험지도 작성방법을 제시하여 분석의 정확도

를 높이고자 한다.

2. 대상유역 및 입력자료

본 연구에서의 대상 지역(그림 1)은 경기도 안성시로서 면적

은 520km2이며, 동경 127o06', 북위 36o54'에 위치하고 있다.

서쪽으로는 평택, 북동쪽으로는 이천시, 남쪽으로는 천안, 북쪽

으로는 용인이 자리 잡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동북이 높고 서

남의 경사가 완만하여 크고 낮은 산들이 동북쪽을 중심으로

에워싸고 있다. 입력 자료로는 DEM, 토양도, 토지이용을 사용

하였다. 수치고도모델(DEM)은 국립지리원에서 발간한 1:5000

수치지형도로부터 지형 관련 레이어인 7111(주곡선), 7114(계

곡선), 7217(표고점), 7311(삼각점)을 추출하고 ARC/INFO를

이용하여 Coverage, TIN(Triangulated Irregular netwok),

Lattice변환 과정을 거쳐 생성된 격자간격 30m의 DEM을 사

용하여 경사도, 경사향, 고도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토양도는

농촌진흥청 토양물리과에서 제작된 정밀토양도(1:25,000), 개략

토양도(1:50,000, 1:250,000)가 있는데, 이들 자료는 모두 토양

부호를 기본 속성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벡터 커버리

지 형태의 1:50,000 개략토양도를 이용하여 토양종류도를 작성

하였으며, 또한 토양의 물리적인 매개변수인 토양배수와 토심

자료를 구축하였다. 또한 Landsat TM 영상을 사용하여 2000

년 토지이용도를 7개의 항목(수역, 시가지, 나지, 초지, 산림,

논, 밭)으로 감독분류하여 생성하였다(그림 2-7).

그림 1. 연구대상지역

그림 2. 경사도

그림 3. 경사향도

그림 4. 고 도



第26卷 第5D號 · 2006年 9月 − 863 −

3. 분석기법

3.1 로지스틱 회귀분석

한 개의 종속변수와 여러 개의 독립변수간의 상호관련성에

대해 분석하려 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분석방법이 회귀

분석이다. 일반적인 회귀분석법은 독립변수들에 의해서 종속

변수의 변화가 직선적으로 변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산사

태와 같은 종속변수가 산사태의 발생유무로 표시되는 이항

적인 사건을 다루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종

속변수와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비선형이라 가정하여 로지스

틱 회귀계수를 추정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두 개의 값만

가지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의 관련성을 분석 할 수 있다

(그림 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성시의 산사태 분석을 위

해 첫 번째 방법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를 위해 종속변수로서는 ‘산사태의 발생유무’를, 독립변수로

는 ‘산사태 발생 영향 인자(6개 인자: 경사, 경사향, 고도,

토양배수, 토심, 토지이용)’로 적용하여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관계를 추정하였다.

일반적으로 회귀분석에서의 모형은 주어진 독립변수 (x1,

x2, ..., xk)하에서 종속변수의 평균이 독립변수에 대한 선형식

으로 아래의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1)

그러나, 산사태와 같은 이분형 종속 변수인 경우에 E(yx)

는 독립변수가 x로 주어진 경우에는 산사태가 일어나게 되

는 확률을 의미하게 된다. 여기서 x의 범위가 -∞에서 +∞의

값을 가지면 값은 확률이므로 0에서 1의 Px값만을 가질 수

있으며, Px는 S자형에 가까운 곡선의 모형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특성은 산사태의 발생 유무를 확률로 변환 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로지스틱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2)

위의 로지스틱 함수는 B0와 B1x에 대하여 비선형이지만

E(yx)=P로 가정하면 선형으로 식 (3)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3)

위의 식에 식 (2)을 대입하여 아래와 같은 식으로 선형화

시킬 수 있다.

(4)

이와 같은 변환을 로지스틱 변환(Logistic transformation)

이라 하고 P'를 로짓(Logit)이라 부른다. 선형회귀분석에서의

최소 자승법(LSM:Least-Squares Method)은 잔차의 제곱함

을 최소화하여 회귀계수를 추정하지만,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서는 우도(Likelihood) 즉, 사건의 발생가능성을 크게 하는

최대 우도 추정법(MLE:Maximum-Likelihood Method)을 이

용하여 계수를 추정한다.

3.2 AHP기법

산사태 분석 두 번째 방법인 AHP기법은 전문가들의 집단

의사결정을 체계화할 수 있는 방법이며 의사결정의 대상들

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하는데 유용한 방법으로서 구

조화된 설문을 통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 분석하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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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토지이용

그림 6. 토양배수

그림 7. 토 심

그림 8. Logistic회귀분석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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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가중치를 산정 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산사태 위험 인자 채택에 적합한 방법론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산사태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인자(경사, 경사

향, 고도, 토양배수, 토심, 토지이용)간의 가중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설문에 의해 인자들의 중요도를 서로 상대적으로 비

교 판단하였다. 설문은 산사태 분야의 전문가와 산사태에 관

심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원비교행렬의 n개의 원소들을 둘씩 비교할 때, 요소들을

A1, A2, ..., An이라하고 그들의 중요도를 Wi로 나타낸다. 개

의 원소의 이원비교논리는 아래의 Matrix A = (Aij)와 같이

수행된다.

(5)

여기서, A는 중요도 평가 매트릭스이며, Wn/Wn는 평가기준

상호간의 상대적 중요도 값이다. 위의 행렬에서 가중치 벡터

W를 곱하면 A의 고유치를 구하는 식은 아래와 같다.

(6)

여기서, W는 각 평가기준의 가중치 벡터이며 λ는 A의 고유

치 이다. 여기서 최대 고유치를 λmax라고 λmax하고, 에 대한

고유벡터의 각인자의 합이 1이 되도록 표준화 하면 가중치

가 된다. 보통 평가 행렬 A를 완전한 정합성을 가지고 작성

된 경우에는 λmax는 n과 같으며 일반적으로 완벽한 정합성을

이루기 어려우므로 λmax는 n보다 크다. 이에 대하여 Saaty

(1990)는 정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정합도 지수(consistency

index, CI)를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7)

이 값을 일반적으로 하기 위해 무작위 정합지수(random

consistency index, RI)를 아래와 같이 제시 하였다(표 1)

이 때 RI에 대한 CI비를 CR로 정의하고, 이 CR이 0.1이

하이면 좋은 정합성(good consistency)를 가진다.

4. 산사태분석 결과

4.1 로지스틱 회귀분석

본 연구에서는 안성시에서 산사태가 일어났을 당시의 재해

복구자료(임업 연구원)를 바탕으로 산사태 발생지역 39개소

와 산사태 미 발생 지역 30개소를 선정한 후, 로지스틱 회

귀분석 실시하여 가장 최적의 회귀모형을 추정한 후(표 3),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설정한 예측회귀모

형이 얼마나 잘 분류했는지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 하

여야 한다. 이를 설명해주는 적합도 통계량(Goodness of

Fit Statistic)에서 P-value값인 유의수준은 0.003으로 어느

정도 통계적인 의미가 있다고 분석 되었다. 즉, 고도, 경사

도, 경사향, 토양배수, 토심, 토지이용와의 관계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 분석할 때 적합 하다고 할 수 있다. 추정된

회귀모형이 얼마나 적합한가를 평가하는 또 다른 방법 중

하나는 실측 및 관측치의 분류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표

2.는 전체 통계처리 자료 중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지역

30개소와 실제 산사태가 일어난 지역 39개소를 회귀모형에

서 얼마나 옳게 예측했는가를 나타내며, 표의 역대 각 원소

의 합은 잘못 분석된 지역을 나타낸다. 이 모형에서는 16개

소가 잘못 예측 되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위 모형을 이용

한다면 약 77%의 예측률을 가짐을 알 수 있다. 그림 9는

결과로 나온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선형회귀식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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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무작위 정합지수(random consistency index, RI)

n 1 2 3 4 5 6 7 8 9 10

RI 0.00 0.00 0.58 0.90 1.12 1.24 1.32 1.41 1.45 1.49

표 2. 분류 정확도

분 류

예측 값
분류정확

(%)산사태
미발생

산사태 발생

실 측
산사태 미발생 19 11 63.3

산사태 발생 5 34 87.2

전 체 76.8

표 3. 단계적 변수법을 이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B S.E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고 도 0.003 0.005 0.374 1 0.541 1.003

경사도 0.077 0.044 3.034 1 0.082 1.080

경사향 0.001 0.001 0.023 1 0.879 1.001

토 심 0.201 0.201 0.562 1 0.453 1.223

토양배수 -0.204 -0.204 0.528 1 0.467 0.815

토지이용 -0.058 -0.058 0.051 1 0.822 0.944

상수 -1.849 2.281 0.658 1 0.417 0.157

B : 회귀식의계수

S.E : 표준오차

Wald : (회귀식의 기울기 / 표준오차)2

유의성검증을 위한 통계량

그림 9. Logistic회귀분석을 적용한 등급별 산사태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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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역에 적용한 결과이다.

Logit = 0.077x경사도 − 0.001x경사향 + 0.003x고도

Logit =+ 0.201x토심 − 0.204x토양배수 − 0.58x토지이용

Logit =− 1.849 (8)

산사태발생확률 = (9)

4.2 AHP기법

본 연구에서는 상호관련성을 가진 원소들로 이루어진 복잡

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모호함을 계층구조를 통해 해결하

고자 AHP이론을 적용하였다. AHP이론을 적용하기위해 이

천용 등(2002), 이명진 등(2004)을 통하여 산사태 위험인자

중 경사도, 경사향도, 고도, 토양의 배수, 토심, 토지이용의

6개 변수를 산사태 위험인자로 정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전

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문지에 사용된 이원비교 척도

의 범위는 9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설문지를 토대로

산사태 발생원인의 가중치를 분석한 후 적절히 설정 하였는

지 검증하여야 한다(표 4, 5). 검증 방법으로는 Saaty(1990)

이 제안한 이론을 바탕으로 중요도의 일관성 검증을 하기

위해 고유치를 구하여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

이 유의 수준인 0.1이하 값인 0.026469로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후, 산사태 위험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가중치를 적용

하여 합산하였다(그림 10).

5. New-Grade기법

5.1 로지스틱회귀분석과 AHP기법 비교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AHP이론을 이용한 산사태 위험지도

를 비교하기 위하여 그림 11과 같이 등급별 면적을 표시하

고 그래프로 작성하였다. 1-2등급의 면적을 서로 비교해 보

면 Logistic 회귀분석은 전체 면적의 22.35%를 차지하고

AHP이론을 적용한 산사태 위험도 분석에서는 전체 면적의

23.87%로 Logistic 회귀분석결과 보다 많은 면적으로 나타났

다. 이와는 반대로 산사태 위험등급이 낮은 4-7등급에서는

Logistic 회귀분석이 보다 높은 면적을 차지하였다. 두 기법

은 동일한 인자를 가지고 같은 지역에 적용하였지만 분석

기법의 처리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하는데 있어 차이가

발생하였다.

5.2 New-Grade 기법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통계적인 방법으로 정량적인 분석을

할 수 있지만 많은 수의 표본들의 정확한 확보가 전제를 이

루어야 한다. 또한 AHP기법은 전문가의 판단을 기본 자료

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

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기법을 상호 보완하기위해

그림 12와 같은 방법으로 가중치를 부여한 후 재분류하여

New-Grade 산사태위험지도(그림 13)를 작성하였다.

EXP Logit( )
1 EXP Logit( )( )+
-----------------------------------------

표 4. 인자별 이원비교 행렬

경사도
경사
향도

고도
토양의
배수

토심
토지
이용

경사도 1 6 7 2 3 4

경사향도 1/6 1 1 1/6 1/2 1/3

고도 1/7 1 1 1/5 1/2 1/3

토양의 배수 1/2 6 5 1 5 4

토심 1/3 2 2 1/4 1 1

토지이용 1/4 3 3 1/4 1 1

합 계 2.392 19 19 3.816 11 10.666

표 5. 인자별 중요도

경사도 경사향도 고도 토양의 배수 토심 토지이용 기하평균 중요도(가중치)

경사도 1 6 7 2 3 4 0.3709 0.3823

경사향도 0.1667 1 1 0.1667 0.5 0.3333 0.0478 0.0493

고도 0.1429 1 1 0.2 0.5 0.3333 0.0480 0.0495

토양의 배수 0.5 6 5 1 5 4 0.3031 0.3124

토심 0.3333 2 2 0.25 1 1 0.0939 0.0969

토지이용 0.25 3 3 0.25 1 1 0.1064 0.1097

합 계 0.9703 1

그림 10. AHP기법을 적용한 산사태 위험지도

그림 11. 산사태위험지 등급별 면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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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Grade 기법으로 작성된 산사태 위험지도(그림 13)와

Logistic회귀분석, AHP기법의 산사태위험지도를 등급별 면적

으로 그림 14와 같이 나타낸 결과, New-Grade 기법에서

1-2등급까지의 면적은 24.89%를 차지하여 다른 기법보다 산

사태 위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보다 많이 분석하였다.

New-Grade 기법의 검정을 위해서 산사태 표본 산사태 발생

지역 39개소와 산사태 미 발생지점 30개소를 그림 14와 같

이 등급별 빈도수로 나타낸 후, 산사태 위험지도를 표본 자

료와 비교한 결과 산사태가 발생한 표본에서 산사태 위험성

이 높은(1-2등급)지역이 Logistic 회귀분석에서는 46.1%

AHP 기법은 48.7%로 분류되어 AHP 기법이 분류도가 높

다고 분석되었다. 그러나 New-Grade 산사태 위험지도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한 표본에서 1-2등급지역이 58.9%로 분류되어

분류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으며, New-Grade 기법이 두 가

지 기법의 오차율을 낮춘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삼면의 일부지역(A, B)을 중심으로 로지

스틱 회귀분석법, AHP기법과 New-Grade법에 의해 작성된

산사태위험지도를 비교해보았다(그림 16).

그림 12. New-Grade 기법

그림 13. New-Grade 기법을 적용한 산사태 위험지도

그림 14. 산사태위험지 등급별 면적 비교

그림 15. New-Grade 검정

그림 16. 산사태 위험지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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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안성 지역을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

고 임업연구원의 재해 복구 자료를 이용, 산사태 위험지를

Logistic 회귀분석과 AHP이론을 적용하여 각각 7개의 등급

으로 분석하였다. Logistic 회귀분석은 표본의 자료 즉, 산사

태 피해 복구 자료를 바탕으로 표본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많은 수의 표본들의 정확한 확보가 전제를 이루어야 하며,

APH기법은 기준들의 중요도를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결

정 하지만 전문가의 판단을 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관적

인 판단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Logistic 회귀분석과 AHP이론을 적용한 방법은 서로 분석과

정의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Logistic 회귀분석과 AHP기법의 산사태 위험

지도에 동일 가중치를 부여한 후 7개 등급으로 재분류

(reclass)하여 New grade 산사태 위험지도를 작성하였다. 이

위험지도는 Logistic 회귀분석과 AHP이론의 단점을 보완하

면서 통계학적 접근방법과 전문가의 판단을 같이 이용하여

보다 산사태 위험지역을 정확히 추출 할 수 있었다.

향후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산사태 기발생지역에 대

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분석의 신

뢰성을 높이고, 본 연구에 포함되지 못한 강우, 지하수위,

임상 등의 인자를 고려하려 산사태 위험지 분석의 정확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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