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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Neural Network와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모델을 이용한 산사태 취약성 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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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slide Susceptibility Mapping Using Deep Neural Network 
an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Sung-Hyun Gong 1)·Won-Kyung Baek 2)·Hyung-Sup Jung 3), 4)†

Abstract: Landslides are one of the most prevalent natural disasters, threating both humans and
property. Also landslides can cause damage at the national level, so effective prediction and prevention
are essential. Research to produce a landslide susceptibility map with high accuracy is steadily being
conducted, and various models have been applied to landslide susceptibility analysis. Pixel-based machine
learning models such as frequency ratio models, logistic regression models, ensembles models, and
Artificial Neural Networks have been mainly applied. Recent studies have shown that the kernel-base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technique is effective and that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input
data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accuracy of landslide susceptibility mapping. For this reas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landslide vulnerability using a pixel-based deep neural network model
and a patch-base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model. The research area was set up in Gangwon-do,
including Inje, Gangneung, and Pyeongchang, where landslides occurred frequently and damaged.
Landslide-related factors include slope, curvature, stream power index (SPI), topographic wetness index
(TWI), topographic position index (TPI), timber diameter, timber age, lithology, land use, soil depth,
soil parent material, lineament density, fault density,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and normalized difference water index (NDWI) were used. Landslide-related factors were built into a
spatial database through data preprocessing, and landslide susceptibility map was predicted using deep
neural network (DNN) and CNN models. The model and landslide susceptibility map were verified
through average precision (AP) and root mean square errors (RMSE), and as a result of the verification,
the patch-based CNN model showed 3.4% improved performance compared to the pixel-based DNN

Received December 8, 2022; Accepted December 9, 2022; Published online December 31, 2022
1)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석사과정생(Master Student, Department of Geoinformatics, University of Seoul, Seoul, Republic of Korea)
2)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연구교수(Research Professor, Department of Geoinformatics, University of Seoul, Seoul, Republic of Korea)
3)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informatics, University of Seoul, Seoul, Republic of Korea)
4) 서울시립대학교 스마트시티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Smart Cities, University of Seoul, Seoul, Republic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Hyung-Sup Jung (hsjung@uos.ac.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723 –

https://orcid.org/0000-0003-2335-8438
https://orcid.org/0000-0003-2098-5639
https://orcid.org/0000-0002-9779-0752
https://orcid.org/0000-0003-2335-8438
https://orcid.org/0000-0003-2098-5639
https://orcid.org/0000-0002-9779-0752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1. 서론

최근지구온난화및이상기온과같은기후변화의영

향으로인해세계곳곳에서태풍및집중호우가빈번하

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침수, 범람 및 산사태 등

의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다(Melanie and David, 2018;

Gariano And Guzzetti, 2016). 산사태는 자연적 또는 인

위적인원인으로토양이나암석들이산의사면을따라

일시에 미끄러져 내리는 현상으로 6–9월 사이에 강우

량이집중되어있고, 국토의 70% 이상이산지로이루어

져있는우리나라에서는해마다많은인명피해와재산

피해를일으키고있다(Kim and Kim, 2013). 산림청에의

하면 우리나라의 산사태 발생추이는 1980년대 산사태

피해면적이 231 ha이었던것에비해 2000년대에는 713

ha로증가하였으며최근 10년간우리나라의연평균산

사태복구비용은 601.9억원에달한다고보고된바있다

(Korea Forest Service, 2013). 특히 2020년에는국지성집

중호우와태풍 ‘마이삭’, ‘하이선’등으로인한산사태피

해로 인해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피해복구액은

3,317억원에달했다.

이와같은문제는우리나라뿐만아니라전세계적으

로발생하고있는현상이며산사태피해에대한우려의

목소리가커지고있다. 이러한상황속에서산사태에대

한연구는국내뿐만아니라해외에서도활발히진행되

고있으며, 특히산사태로인한인명피해와재산피해를

예방하기위해서산사태취약성분석에관한연구가국

내외연구자들에의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Lee et

al., 2004). 산사태 취약성 분석에 관한 연구는 정량적으

로산사태의발생원인을분석하는것에그치지않고이

를바탕으로산사태의발생가능성을예측하여산사태

에의한피해예방과관리가가능하다는점에서중요하

다(Lee et al., 2005).

이러한필요성에의해국내외많은산사태취약성연

구에서GIS및다양한모델을사용한연구가활발히이

루어지고 있다(Lee, 2019). 확률 모델에서는 빈도비 모

델, evidential belief functions모델, logistic regression모델

등이많이적용되었고, 기계학습모델에서는 ensembles

모델, support vector machines모델, neural networks모델

등이주로적용되어왔다(Lee and Oh, 2019; Lee and Lee,

2017). 최근에는 산사태 취약성 분석 연구에서 머신러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8, No.6-2, 2022

– 1724 –

model.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predict landslides and are expected to serve as a scientific
basis for establishing land use policies and landslide management policies.
Key Words: Landslides, Susceptibility map, Deep learning, Deep neural network,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요약: 산사태는 가장 널리 퍼진 자연재해 중 하나로 인명 및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범 국가적 차원의 피해를

유발할수있기때문에효과적인예측및예방이필수적이다. 높은정확도를갖는산사태취약성도를제작하려

는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모델이 산사태 취약성 분석에 적용되어 왔다. 빈도비 모델, logistic

regression 모델, ensembles 모델, 인공신경망등의모델과같이픽셀기반머신러닝모델들이주로적용되어왔

고 최근 연구에서는 커널기반의 합성곱신경망 기법이 효과적이라는 사실과 함께 입력자료의 공간적 특성이

산사태취약성매핑의정확도에중요한영향을미친다는사실이알려졌다. 이러한이유로본연구에서는픽셀

기반 deep neural network (DNN) 모델과패치기반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모델을이용하여산사태

취약성을분석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연구지역은산사태발생빈도가높고피해가큰인제, 강릉, 평창을포

함한강원도지역으로설정하였고, 산사태관련인자로는경사도, 곡률, 하천강도지수, 지형습윤지수, 지형위치

지수, 임상경급, 임상영급, 암상, 토지이용, 유효토심, 토양모재, 선구조밀도, 단층밀도, 정규식생지수, 정규수

분지수의 15개데이터를이용하였다. 데이터전처리과정을통해산사태관련인자를공간데이터베이스로구축

하였으며 DNN, CNN 모델을이용하여산사태취약성도를작성하였다. 정량적인지표를통해모델과산사태

취약성도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으며 검증결과 패치기반의 CNN 모델에서 픽셀기반의 DNN 모델에 비해

3.4% 향상된성능을보였다. 본연구의결과는산사태를예측하는데사용될수있고토지이용정책및산사태

관리에관한정책수립에있어기초자료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닝 기법 중 하나인 딥러닝 기술을 사용한 연구가 많은

관심을받고있으며활발하게진행중이다. 딥러닝기술

은원격탐사를비롯한영상기반분석에서물체의감지,

식별 그리고 특징을 추출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졌

으며 기존의 머신러닝 기술에 비해 더 좋은 성능을 나

타낸다고 검증된 바 있다. 여러 개의 은닉층(hidden

layer)을 가지는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모델을기반으로하는 deep neural network (DNN)

모델은 검증되었으며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딥러닝 모

델이다(Lee et al., 2020). Convolution연산을하는패치기

반의딥러닝모델인 convoultional neural network (CNN)

모델은이미지기반의분석에서좋은성능을보이며인

접픽셀과의연관관계를고려하여특징을추출할수있

다는장점을가지고있다.

본연구에서는가장대표적인딥러닝모델중하나인

DNN과 CNN모델을 통해 산사태 취약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산사태 발생관련 인자들

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고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

여 산사태 취약성도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픽셀기반

의 DNN모델과 패치기반의 CNN모델을 정량적으로

검증하고비교분석하는과정을수행하였다.

2. 연구지역 및 데이터

1) 연구지역

본연구대상지역은인제군, 평창군, 강릉시를포함한

강원도지역일대를포함하도록설정하였다. 강원도지

역은전체의약 81%에달하는면적이산지로형성되어

있으며 총면적의 5.6%에 해당하는 면적만이 100 m이

하의저지대로이루어져있다. 또한 500 m에서 1,000 m

높이사이의중산야지대가 43.4%로형성되어있고 1,000

m이상의 고산지대가 7.7% 면적을 차지한다. 이처럼

50% 이상의면적이고지대를이루고있는강원도지역

은지형이가파르고험하게형성되어있으며토사의깊

이가 2 m이내로얉아산사태발생에취약한환경조건

을가지고있다(Lee and Kim, 2012).

본연구의대상지역으로설정한인제군, 평창군그리

고강릉시는산사태발생에취약한강원도의환경조건

을갖추고있어산사태로인한피해가빈번한지역이며

국내의산사태취약성관련연구에서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연구된 사례가 많이 존재한다(Lee et al., 2005;

Lee and Kim., 2012; Rahnuma et al., 2020). 연구지역은지

리학적으로위도 37°32′58″–38°9′24″N, 경도 128°6′42″–

128°56′28″ E 사이에위치한다(Fig. 1).

2) 데이터

산사태는한가지요인에의해서만발생하지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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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area of this study.



지형, 지질, 임상, 암상, 토양등여러가지요인들의상호

작용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산사태 분석에 있어서

이러한 데이터들의 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수적

이다. 본연구에사용된산사태위치데이터는환경빅데

이터플랫폼으로부터취득한강원도지역의산사태발

생지점 10,248개의데이터를사용하였다. 산사태발생

에관련된인자는경사도, 곡률, stream power index (SPI),

topographic wetness index (TWI), topographic position

index (TPI), 임상경급, 임상영급, 암상도, 토지이용도, 유

효토심, 토양모재, 선구조조도, 단층밀도도의 13개지형

공간정보 자료와 Sentinel-2 위성영상으로부터 제작한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normalized

difference water index(NDWI)의총 15개자료를본연구

에 이용하였다(Lee, 2019). 연구에 사용된 산사태 발생

관련인자는 ArcGIS소프트웨어를사용하여전처리과

정을거쳤으며 15 × 15 m의격자크기를갖는공간데이

터베이스로구축하였다(Table 1).

먼저지형요소는국토지리정보원(National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에서 제작된 수치표고모형(digital

elevation model, DEM)으로부터계산되었다. 본연구에

서 사용한 지형 요소는 DEM으로부터 계산된 경사도,

곡률, SPI, TWI, TPI의 5개요소이다. 경사도(Fig. 2(a))는

지형의기울기를나타내며물의흐름과토양의특성에

영향을미치므로산사태발생에있어중요한요소로다

뤄진다(Lee et al., 2017). 곡률(Fig. 2(b))은지형의형태학적

특성을 나타내며 0값을 기준으로 양의 값으로 갈수록

지형경사면의형태가볼록한것을나타내며, 음의값으

로갈수록오목한지형임을의미한다. 곡률은지형의침

식작용과수분함량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산사태발

생에영향을미치는지표로사용되며일반적으로오목

한 지형이 볼록한 지형에 비해 산사태 발생에 더 취약

한구조를갖는다(Oh, 2010; Pourghasemi et al., 2018). SPI

와 TWI는 물의 흐름과 관련된 수리적 지형 요소이다.

SPI(Fig. 2(c))는하천의침식력지수를의미하며지형표

면의주어진지점에서의안정성을나타내는지표로사

용된다(Florinsky, 2012). TWI (Fig. 2(d))는지형습윤지수

를의미하며토양의물리·화학적속성이균질하다는가

정하에지표면의수분보유가능성을나타내는지표이

며 물의 유동 및 물의 유출에 따른 퇴적물의 이동을 유

추할수있다(Willson and Gallant, 2000). TPI (Fig. 2(e))는

Weiss (2001)에의해계산되어지며지형의볼록함과오

목함을정량적으로나타낸지표로산사태발생지예측

을위한연구에사용되었다(Woo et al., 2007).

임상 관련 요소는 산림청(Korea Forest Service)에서

제공하는 1:25,000 임상도로부터임상경급과임상영급

을추출하였다. 식생은토양에떨어지는비의충격을줄

여 사면의 침식을 방지하고, 식생의 뿌리는 토양의 전

단강도를증가시키고이는사면의안전성을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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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andslide influential varibles used in this study
Original data Factors Data type Source

Hazard Landslide area Point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Topographic map

Slope
Curvature

SPI (Stream Power Index)
TWI (Topographic Wetness Index)
TPI (Topographic Position Index)

GRID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Soil map Soil depth
Soil parent material Polygon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Forest map Timber diameter
Timber age Polygon Korea Forest Service

Sentinel-2 NDVI
NDWI GRID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Land use map Land use Polygon Ministry of Environment

Geological map
Lithology
Fault density

Lineament density
Polygon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Deep Neural Network와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모델을 이용한 산사태 취약성 매핑

– 1727 –

Fig. 2.  Landslide-influencing variables used in this study: (a) Slope, (b) Curvature, (c) SPI, (d) TWI,
(e) TPI, (f) Timber diameter, (g) Timber age, (h) NDVI, (i) NDWI, (j) Lithology, (k) Fault density,
(l) Lineament density, (m) Soil depth, (n) Soil parent material, and (o) Land use.



이러한이유로임상관련요소는산사태취약성연구에

서 빈번하게 사용된다(Lee, 2019). 임상경급(Fig. 2(f))은

나무의지름을나타내며임목의평균흉고직경을치수,

소경목, 중경목, 대경목의 4 단계로구분한다. 임상영급

(Fig. 2(g))은나무의나이를의미하며 10년단위로구분

하고, 본연구지역에대해서는 1~8영급으로구분한다.

식생과토양의수분관련요소는임상뿐만아니라NDVI

와 NDWI 지수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NDVI(Fig.

2(h))는정규식생지수, NDWI(Fig. 2(i))는정규수분지수

로각각식생지역과수계영역을효과적으로탐지할수

있는 지표로 널리 사용되고있다(Gao, 1996). 최근 산사

태취약성분석에관한연구에서 NDVI와 NDWI지표

는 중요한 산사태 관련인자로 사용되고 있다(Wang et

al., 2020; Yaa’cob et al., 2020; Hua et al., 2021).

한국지질자원연구원(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에서제공하는 1:50,000 수치지질

도에서암상, 단층밀도, 선구조밀도에대한요소를추출

하였다. 암상(Fig. 2(j))은강도, 구성및구조와같은다양

한특성을가지며산사태발생에영향을미친다(Kincal

et al., 2009; Pourghasemi et al., 2018). 단층(Fig. 2(k))은 지

각변동으로인한지질구조를파악할수있는지표로산

사태발생과연관이있다. 또한선구조(Fig. 2(l))가산사

태의취약성분석에중요한요소로작용함을분석한연

구가이루어진바있다(Ramli et al., 2010).

토양내물의양이배수용량을초과하여토양의응집

력이급격하게떨어지는경우산사태의발생위험이증

가한다. 또한 토양은 지표수 및 지하수를 포함한 물의

흐름에영향을미치므로산사태발생과밀접한관련이

있다(Jones et al., 1983). 토양 관련 요소는 국립농업과학

원(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에서제공하

는 1:25,000 토양도로부터유효토심(Fig. 2(m))과토양모

재(Fig. 2(n))에대한정보를추출하였다. 유효토심은작

물 뿌리가 땅속에서 뻗을 수 있는 깊이를 의미하며 작

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의 양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

로쓰일수있다.

마지막으로토지이용(Fig. 2(o)) 자료는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에서 제공하는 1:25,000 토지이용도로

부터추출하여연구에사용하였다. 환경부에서발행한

토지이용도는 SPOT-5 영상을이용하여작성되었다.

3. 연구방법

본연구에 사용된 입력데이터셋은 ground truth데이

터와산사태입력데이터의쌍으로구성되며구축된공

간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하여 생성하였다. 입력데

이터셋은 픽셀기반의 DNN모델과 패치기반의 CNN

모델에 적용하기 위해 각각 1 × 1 픽셀과 9 × 9 패치 크

기로제작하였으며모델의학습에이용되는학습용데

이터셋(70%)과 모델의 성능 평가 및 검증에 사용되는

검증용 데이터셋(30%)으로 무작위로 나누었다. 이때

학습용데이터셋에는데이터증강을적용시켜주었다.

데이터증강은원본데이터로부터새로운데이터를만

들어내는기법으로데이터증강을통해한정적인데이

터를 딥러닝 학습에 이용할 수 있고 딥러닝 학습시에

과적합을 방지하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Shorten

and Khoshgoftaar, 2019). 본연구에서는데이터증강기

법으로, 90°, 180°, 270° rotation과 horizontal flip, vertical

flip방법을 사용하였다. 학습용 데이터 셋을 사용하여

학습을마친 DNN과 CNN모델을통해전체연구지역

에대한산사태취약성도를작성하였고최종적으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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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ataflow of this study.



량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 비교를 하였다. 전체적인 연

구의흐름은 Fig. 3과같다.

1) Ground Truth 제작

산사태가발생한지역에대한데이터는한국지질자

원연구원으로부터취득하였지만산사태취약성분석을

위해서는산사태가일어나지않은지역에대한데이터

도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빈도비분석(frequency ratio)

방법을 사용하여 ground truth를 제작하였다. 입력자료

를 구간을 정하여 나눈뒤 전체 픽셀 수에서 각 구간이

차지하는 픽셀 수의 비율을 구한다. 이때 각 구간이 갖

는참값(산사태발생픽셀의개수)의비율을구하여두

값을나누어입력자료의구간에대한빈도비를구할수

있다. 이렇게 구한 빈도비의 값이 동일하게 낮은 구간

을추출하여산사태가반드시일어나지않았을것이라

고가정하는 false label을생성하였고산사태위치데이

터와함께 ground truth를제작하였다(Fig. 4).

2) Deep Neural Network 모델

입력 레이어, 히든 레이어 그리고 출력 레이어의 구

조로 이루어진 ANN사람의 신경망 원리와 구조에서

착안하여만든기계학습알고리즘으로예측및분류를

포함한다양한분야에서가장널리쓰이는알고리즘중

하나이다(Du et al., 2018). 역전파알고리즘은입력레이

어와출력레이어를알고있는상태에서신경망을학습

시키는 방법으로 인공신경망의 학습에 쓰이는 기본적

인알고리즘이다. 인공신경망학습은역전파알고리즘

을 통해 기존에 정해 둔 예측값에 도달할 때까지 학습

이반복적으로수행되고이과정을통해예측값과실측

값 사이의 오차를 최소화 하는 가중치를 찾는다(Liu et

al., 2017).

딥러닝은이러한인공신경망구조를기반으로하며

최근에는 더 깊은 층을 갖고 복잡한 구조를 갖는 모델

들이 제안되고 있다. DNN은 여러 층의 인공신경망을

가지는딥러닝모델로입력레이어와출력레이어사이

에 여러 층의 히든 레이어를 갖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본연구에사용된DNN모델은 9개의히든레이어를갖

는구조이며각각의히든레이어는 [150, 150, 90, 45, 15,

45, 90, 150, 150]개의히든노드를갖는다(Fig. 5). 활성화

함수로는 ReLU함수를사용하였고 optimizer는 Nadam

을 사용하였으며, batch size와 learning rate, epoch는 각

각 1000, 0.001, 500으로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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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odel architecture proposed in this study: Deep Neural Network.

Fig. 4. Ground Truth of this study.



3)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모델

최근 CNN모델을활용한분류, 탐지, 예측등의기법

이많은분야에서널리쓰이고있다. 특히 CNN모델은

이미지기반분석에있어서가장좋은성능을보이는딥

러닝기법중하나이며원격탐사분야를비롯한영상분

석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다(LeCun et al., 2015). CNN

은 이동창(moving window) 방식의 컨볼루션 레이어

(convolution layer)를통해영상의특징을추출하고풀리

커넥티드레이어(fully connected layer)를통해요약하여

특징맵을만드는구조를가지고있으며이미지를입력

데이터로받아파라미터수를크게줄여처리속도가빠

르다는장점이있다(Ghorbanzadeh et al., 2019).

본 연구에서 사용된 CNN 모델은 가장 일반적인

CNN모델로써 convolutional layer와 fully connected layer

의구조를갖고입력데이터는 9 × 9 크기의패치를, 출

력데이터는 1 × 1 픽셀크기를갖는다(Fig. 6). 활성화함

수로는 ReLU함수를사용하였고 optimizer는 Nadam을

사용하였으며, batch size와 learning rate, epoch는 각각

1000, 0.0001, 300으로설정하였다.

4) 모델 성능평가

예측된 산사태 취약성도와 연구에 사용된 DNN,

CNN모델에 대한 정량적인 검증 지표로는 root mean

square errors (RMSE)와 average precision (AP)값이 사용

되었다. RMSE는예측된값과실제값의차이의표준편

차를의미하는지표이며작성된산사태취약성도의성

능을평가하는데사용하였다(Tien et al., 2018; Pham et al.,

2019). 이때 RMSE는모델의학습에사용되지않은검증

용데이터(30%)를사용하여계산되었다.

본 연구에서 모델의 정량적 성능평가는 precision

recall curve (PR curve)의 아래 넓이를 의미하는 AP값을

통해 이루어졌다. PR curve는 threshold 변화에 따른

precision과 recall의 변화양상을 나타낸 그래프로 AP값

이높을수록모델의예측성능이우수하다는것을의미

한다(Davis and Goadrich, 2006).

4. 연구결과

Fig. 7은 본 연구에 사용된 모델을 통해 예측한 산사

태취약성도의작성결과이다. Fig. 7(a)는 DNN모델을

통해 작성된 산사태 취약성도이고 Fig. 7(b)는 CNN모

델을통해예측된산사태취약성도이다. 작성된산사태

취약성도의모든픽셀값은바다를제외한연구지역에

대하여 0 에서 1 사이의값을나타내며, 값이 1에가까울

수록 산사태 취약성이 높고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산사

태 취약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모델의 결과는

대체로유사한공간적분포를나타내고있으며 ground

truth map과비슷한양상을띄는것을확인할수있다.

취약성이 0.2 미만인지역은전체연구지역에대하여

DNN과 CNN의 결과에서 각각 7.19%, 13.06%였고, 취

약성이 0.8 이상인지역은DNN과 CNN의결과에서각

각 27.66% 와 26.15%로 나타났다. 취약성이 낮은 지역

은 DNN에비해 CNN의결과에서확연히높은비율을

나타내는데이는수계영역의영향에의한것으로판단

된다. 강, 호수, 계곡등의수계영역은실제산사태가발

생할확률이 0에가깝지만픽셀기반의 DNN모델에서

는 수계영역에 대한 예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는픽셀기반모델의특성상인접픽셀의공간정보를반

영하지못하여예측이잘이루어지지않은것으로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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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odel architecture proposed in this study: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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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Landslide susceptibility maps using (a) DNN and (b) CNN models.

Fig. 8. Model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a-b) root mean square errors (RMSE) and (c-d) average precision (AP)
scores of the DNN and CNN models.



되며, 패치기반의 CNN모델에서는 인접한 픽셀의 공

간정보를 반영하였기에 수계영역에 대한 취약성 예측

결과가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산사태 취약성

이높은지역은낮은지역과달리픽셀기반의 DNN모

델에서 1.5% 가량 높은 값을 보였다. 이는 패치기반의

CNN모델의 특성상 스무딩 되는 효과가 발생했기 때

문이며DNN모델의결과에비해공간해상도가낮아졌

음을확인할수있다.

모델의 정량적 성능평가는 PR curve의 아래쪽 면적

을의미하는 AP값을통해이루어졌다. 훈련용데이터

셋은 산사태 관련 변수들과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데이터를사용하여산사태취약성에관한예측성능을

높이도록 학습하는데 사용되었고 훈련에 사용되지 않

은 30%의검증용데이터셋을통해성능평가를진행하

였다. DNN모델의 AP값은 0.9866, CNN모델의 AP값

은 0.9883으로 두가지 모델 모두 예측에 대한 정확도가

98% 이상의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DNN모델에 비해

CNN모델이 0.0017만큼높았다. RMSE는DNN이 0.2566,

CNN이 0.2481로큰차이를보이지는않았지만 CNN이

DNN에비해 3.4% 향상된결과를보여준다. Fig. 8(a–b)

의 RMSE빈도그래프를통해 CNN모델이 DNN모델

에 비해 참값에 가깝게 예측한 값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있다. CNN모델이DNN모델에비해정량적인결과

가높게나온이유는CNN모델이DNN모델과달리패

치기반모델이므로주변픽셀의지형공간정보를반영

할수있었기때문이다. 산사태는발생할때임상, 토양,

지질, 지형정보등의요소들이복합적으로작용하며하

나의픽셀에서독립적으로발생하지않는다. 또한산사

태는 한 방향 이상의 방향에서 발생하며 각 산사태 지

역은 서로 다른 형태와 구조를 갖기 때문에 양상을 일

반화하기어렵고이로인해주변의공간적특성을반영

하는패치기반모델에서더향상된성능을보였다.

5. 결론

산사태는해마다발생하여많은인명피해와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자연재해로 이상기온과 기후변화가

심각해짐에따라산사태취약지역에대한분석과예측

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

하여본연구에서는최근활발한연구가이루어지고있

으며이미지기반분석에서뛰어난성능을보이는딥러

닝 모델을 이용하여 강원도의 인제, 강릉, 평창을 포함

한지역에대하여산사태취약성분석을진행하였다. 강

원도는대부분이산지로이루어져있고이러한지형특

성상산사태에취약하며산사태발생데이터가많이분

포하여연구대상지로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사도, 곡률, 하천강도지수, 지형습

윤지수, 지형위치지수, 임상경급, 임상영급, 암상도, 토

지이용도, 유효토심, 토양모재, 선구조조도, 단층밀도

도, 정규식생지수, 정규수분지수의 15개산사태관련요

소들이입력자료로사용되었으며 15 × 15 m격자크기

를 갖는 공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입력데이터셋

을구축하였다. 입력데이터셋은훈련용데이터셋(70%)

과검증용데이터셋(30%)으로나누어훈련용데이터셋

은 모델의 훈련에, 검증용 데이터셋은 성능 평가 및 검

증에사용하였다.

본연구에사용된딥러닝모델은산사태취약성을잘

예측하였는데, AP값을 통해 모델 성능을 평가한 결과,

DNN과 CNN은각각 98.66%, 98.83%의예측성능을보

였다. RMSE값을통해예측된취약성도의성능평가결

과에서는 패치기반의 CNN모델이 픽셀기반의 DNN

모델에비해 3.4% 향상된결과를보였는데이는패치기

반의모델이인접픽셀의공간적특성을반영하였기때

문이다. 산사태는한가지단일요소에의하여발생하지

않으며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며

주변의 지형요소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주변의 공

간적특성을반영하는것이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산사태 취약성 분석에 사용한 DNN과

CNN모델은 산사태 취약성도 작성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이는앞으로산사태를예측하는데사용될수

있을 것이다. 추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지역 외에도 다

른 지역에 대해서도 분석 및 적용하여 산사태 위험 예

측 및 예방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산사태 방지

에 관한 정책 수립에 있어서 기초자료 역할을 할 수 있

을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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