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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RUSLE을 활용한 금강 수변지역의 하천정비사업 전·후의 
연간 표토침식량 변화 비교분석

김정철 1), 2)·최종윤 1)·이선민 2)·정형섭 3)†

A Comparative Analysis of Annual Surface Soil Erosion Before and After 
the River Improvement Project in the Geumgang Basin Using the RUSLE

Jeong-Cheol Kim 1), 2)·Jong-Yun Choi 1)·Sunmin Lee 2)·Hyung-Sup Jung 3)†

Abstract: In this study, the annual surface soil erosion amount of before (2007 year) and after (2015
year) the river improvement projects were calculated using RUSLE (Revised Universal Soil Loss
Equation) in the Geumgang basin (Daecheong-Dam to Geumgang Estuary-Bank). After the results were
classified into five classes, the results were compared and analyzed with the results of the change in the
land cover. In order to generate each factor of RUSLE, various spatial information data, such as land
cover maps for 2007 and 2015 years, national basic spatial information, soil map, and average annual
precipitation data were utiliz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1) annual surface soil erosion
in the study area increased the area of class 1 in 2015 years compared to 2007, 2) the area of class 2, 3
and 5 decreased, 3) the area of class 4 increased. It is believed that the average annual amount of surface
soil erosion decreased in most areas due to the reduction of annual average precipitation, the formation
of ecological parks, the expansion of artificial facilities, and the reduction of illegal farmland.
Key Words: Remote sensing, RUSLE, Soil erosion, Geumgang, GIS, Landcover map

요약: 본연구에서는금강유역(대청댐~금강하구둑)을대상으로 RUSLE (Revised Universal Soil Loss Equation)
를활용하여하천정비사업전(2007년)과후(2015년)의연간표토침식량을계산하였고, 이를 5단계의 class를구
분하여해당구간별표토침식면적을산출하고그결과를환경부의토지피복변화와비교·분석하였다. RUSLE
을구성하는각인자를생성하기위하여 2007년과 2015년의토지피복도, 국가기본공간정보, 정밀토양도, 연
평균 강수량 자료 등의 다양한 공간정보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지역에서의 연간 표토 침식량은
2007년과대비하여 2015년에 class 1의면적은증가하였고, class 2, 3, 5의면적은감소하였으며, class 4의면적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연구지역의 연평균 강수량의 감소, 생태공원조성과 이로 인한 인공시설물
확대, 농경지감소등으로인하여대부분의지역에서연평균표토침식량이감소된것으로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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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표토란지표면에서약 20~30 cm깊이까지의토양층

으로, 유기물 층과 용탈층 등을 포함하며 생태계 유지

와 물질순환에 핵심적 구실을 한다. 표토의 침식은 물,

바람, 중력 등과 같은 자연적 현상 또는 인위적인 영향

으로 인해 표토가 침식되는 현상을 말하며, 전국 표토

침식량 예비조사(2012) 결과, 대한민국의 연평균 표토

침식량은 국토의 30% 이상에서 1 ha당 33 톤을 기록하

여OECD평균인 1 ha당 11톤에비하여약 3배에가깝다

고발표된바있다.

표토는다양한생물의섭식활동을위한생활터전을

제공함과동시에양분및수분을공급하여생태계를유

지할수있는근간이며, 오염정화및물질순환기능, 탄

소의 저장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방지 기능, 수자원 저

수및홍수조절기능등의순기능적측면을가진소중한

자원이다. 그러나이러한표토가침식됨으로인해서발

생하는악영향으로는첫번째로, 다양한생물의서식지

를파괴하여생물서식환경에악영향을끼칠수있으며,

두번째로표토가함유하고있는다량의영양염류(N, P

등)가손실되어토양비옥도를감소시켜식물의생장기

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세 번째로 손실된 영양염류

가인근하천에유입되어부영양화를초래하여수질오

염을 일으킬 수 있다. 위와 같이 표토의 침식으로 인한

환경문제는다각화된방면에서야기되고있다.

일반적인 표토 침식의 경우에는 집중호우, 태풍, 지

진과같은초자연현상에의한표토침식과, 인간활동의

영향으로인한누적된표토침식으로구분된다. 반면에

본연구지역인금강의수변지역의경우, 2007년하천정

비사업의대대적인공사로인해수변지역의토지피복

형태가단기간에직접적인형태로변화하게되었으며,

이러한토지피복변화가표토의침식에미치는영향에

대해분석한연구는매우미미한실정이다.

표토침식량을정량적으로산정하기위해많은연구

에서는범용토양유실공식(RUSLE: Revised Universal Soil

Loss Equation)을사용한다. RUSLE모델의장점은토지

피복의 변화 및 다양한 침식 조절 요인에 대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고려할 수 있고, 다른 모델에 비해 표토 침

식량산정결과의신뢰성이뛰어나다고알려진바있다.

또한, 수계 및 유역에 대해 적용하여 유역대책에 대한

의사결정을지원하며, 최신토지피복특성을적용하기

에적절하다는특징이있어, 본연구에서는연간표토침

식량산정및비교를위해 RUSLE모델을사용하였다.

국내에서 표토 침식량을 분석한 사례로는 Kim et al.

(2018c) 이 RUSLE모델을이용하여금호강의하천정비

사업을전후로한연간표토침식량을산정하여비교·

분석한 연구를 발표된 바 있으며, Choi et al. (2013)이

RUSLE을 이용하여 경주국립공원의 토양침식 위험지

역 추정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표토는 국

지적집중호우에의한산사태의발생으로인하여다량

의 표토가 침식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산사태 위

험지역을추정하기위한연구가강원도평창군을대상

으로하여수행된바있다(Kim et al., 2018b). 금강유역에

대해서 Kim et al. (2017) 의 논문에서는 한국형 RUSLE

공식을이용하여유역전체에대한토양침식우려지역

선정에대하여연구한바있으며(Kim et al., 2018a; 2019),

논문에서는 본 연구대상지역의 대수층 지하수 생산성

을파악하기위하여금강상류옥천지역의토양정보및

지형정보를이용하여원격탐사및 GIS기법을통해해

당지역의 지하수 생산성 추정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대부분의국내에서 RUSLE모델을이용하여표

토침식에대한연구들의경우특정시점에서의침식우

려지역을선정하는데그쳤으며, 하천정비사업을전후

로하여토지피복변화와표토침식량의변화를비교분

석한선행국내연구는매우희박하다.

본연구에서는금강수변지역의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한토지피복의변화에따른연간표토침식량을사업

전(2007년)과사업후(2015년)로산출하고, 그결과를비

교·분석하고자한다.

2. 연구지역 및 연구자료

1) 연구지역

연구대상 지역인 금강유역은 동경 126°40′25″~128°
03′53″, 북위 35°34′47″~37°03′03″사이에위치하며지리

적으로한반도의중서부지역에위치하고있는유역면

적 9,912.15 km2, 유로연장은 397.79 km의우리나라에서

3번째로큰국가하천이다(Fig. 1).

금강수계는금강본류및미호천, 갑천, 유등천을포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5, No.6-4, 2019

– 1352 –

05김정철(1351~1361)ok.qxp_원격35-6-4_2019  2019. 12. 30.  오후 2:45  페이지 1352



함한 7개국가하천 461개지방하천으로이루어져있지

만, 본연구에서는대청댐으로부터금강하구둑까지의

금강본류지역을대상으로하며해당구간의유로연장

은약 135.09 km이다(Lee et al., 2006).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한토지피복의변화비교를위해사업으로인해인위

적으로가장많은변화를겪었던금강유역의수변지역

을 연구대상지역으로 하였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대전

광역시를 비롯하여 충청남·북도, 경기도, 전라북도, 경

상남·북도에총 1광역시, 6개도, 9개시, 18개군, 5개구를

포함하고있다. 2006년국토교통부에서발행한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따른금강유역의연평균기온은 11.6°C

이며연평균강우량은 1,226.6 mm이다.

표토의침식현상은해당연구지역의표토의배수능

과매우밀접한관계를지닌다. 국토교통부의 2011년금

강수계하천기본계획보고서에따르면, 금강유역의경

우 침투율이 크고, 배수가 매우 양호한 토양군이 4,583

km2으로 전체 유역면적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배수능이양호한토양군이 3,161 km2(32%), 보통의배수

능의 토양 군 1,184 km2 (12%), 낮은 배수능의 토양 군

984 km2(10%)으로구성되어있다 (MOLIT, 2011).

2) 연구자료

표토의침식을정량적으로평가하기위해토지피복

지도, 정밀토양도, 수치표고자료(DEM), 강수량자료를

기반으로하여 RUSLE모델을구성하는각인자들을산

정하였다. Table 1은 각 인자들을 계산하기 위해 활용

된 주제도와 해당 주제도의 원 데이터 형식 및 축척을

표시하였다. 강우인자(R)는 국수자원종합정보시스템

(WAMIS)의 금강유역 14개 관측소의 월별 강수량자료

를수집하여구축하였다. 토양침식성인자(K)를산출하

기위해사용되는자료인토양통및토양부호는국립농

업과학원에서 제공하는 1:5,000 정밀 토양지도를 통해

획득하였다. 지형인자(LS)는국토지리정보원에서제공

하는 1:5,000 수치지도의표고및등고선자료를이용하

여DEM을제작하였고이를이용하여지형인자를산출

하였다. 식생피복침식인자(C)의경우하천정비사업전·

후비교를위해사업전의경우환경부의 2007년중분류

토지피복지도, 사업 후는 2015년 중분류 토지피복지도

를이용하여C인자를계산하였다. 환경부공간정보서비

스(https://egis.me.go.kr)의내용에따르면 2007년전국단

위중분류토지피복지도의경우 SPOT-5 위성에의해촬

영된 영상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2015년 금강지역

의세분류토지피복지도는항공사진및KOMPSAT-2와

KOMPSAT-3, 3A위성으로부터촬영된영상을기반으

RUSLE을 활용한 금강 수변지역의 하천정비사업 전·후의 연간 표토침식량 변화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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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map of study area. (a) broad map of South Korea (Daum aerial photography), (b) detail map of study
area with DEM (1:5,000).

Table 1.  The data used in this study

Data layer Data type Scale
DEM (m) Raster 1:5,000

Land cover (2007) map Vector 1:25,000
Land cover (2015) map Vector 1:5,000

Soil map Vector 1:25,000
Annual average precipitation 

(mm) Raster 2000~2015 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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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제작되었으며, 본연구에서는제작된환경부토지피

복지도를이용하였다. 보전관리인자(P)의경우토지피

복지도와DEM으로부터추출한경사도를중첩하여분

석하였다(Kim et al., 2018c).

3. 연구방법

1) RUSLE(범용토양유실공식)

금강유역의표토침식량을산정하기위해서, 다양한

주제도와 GIS를기반으로하여 RUSLE을적용해계산

하였다. RUSLE모델은 Renard et al. (1991)에 의하여 제

안된방법으로, 기존의농업지역에한하여강우에따른

포토의 침식량을 산정하던 방식인 USLE(Universal Soil

Loss Equation)에서계곡지형및유역에서표토의침식

량을정량적으로산정할수있도록개선된경험식이다.

RUSLE은표토침식의주요인자를강우(강우침식인자),

토양의성질(토양침식인자), 사면의경사및길이(지형

인자), 토지의식생피복상태(식생피복침식인자), 경작

지이용상태(보전관리인자)의 5가지로선정하여, 각인

자의값을산정해정량적으로연평균토양침식량을표

현한다(Fig. 2).

      A = R × K × LS × C × P                    (1)

식 (1)에서 A는 연평균 토양 침식량(ton/ha/yr), R은

강우침식인자, K는토양침식인자, LS는사면의경사및

길이인자, C는식생피복침식인자, P는보전관리인자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자료는 사업에 의하

여변화를하천범람원지역을대상으로하며, 하도로부

터약 200 m구간을버퍼로설정하여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산정된 연간표토침식량결과(A)는 Roy

(2019) 및 Rellini et al. (2019)가 제시한 기준을 참고하여

표토의침식정도에따라다음과같이 5 class로구분하

였다. class 1은 표토침식 발생하지 않음(0-0.1 t/ha/yr),

class 2는표토침식소량발생(0.1-1 t/ha/yr), class 3은표

토침식보통발생(1-10 t/ha/yr), class 4는표토침식다량

발생(10-50 t/ha/yr), class 5는 위험수준의 표토침식 발

생(50 t/ha/yr이상)하는지역을나타낸다.

2) 강우침식인자 R

강우침식인자(R)는강우에의한토양의침식능력을

의미하며, 강우의운동에너지와강우강도에의해결정

된다. 일정 강도 이상의 강우가 지속될 경우 토양입자

가이탈되고강우에의해형성된표면유거수에의해토

양입자의이송이이루어져토양의침식이발생된다. 강

우침식인자를 계산하기 위한 연평균 강수량데이터는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wamis.

go.kr)으로부터획득하였으며, 금강유역에인접한 12개

시·군의 지점을 선정하여 사업 전(2007년)은 2003년

~2007년, 사업후(2015년)은 2011년~2015년까지의 5년

간의 연평균 강수량 값을 이용하였다. Toxopeus (1996)

의식을이용하여연평균강수량값을강우침식인자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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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low chart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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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변환하였다.

      R = 3.85 + 0.35 × P                       (2)

식 (2)에서, 강우침식인자(R)은 J/m2이며, P는연평균

강우량(mm/yr)이다. 본 연구에서 획득한 관측소 별 사

업전·후 5년간의연평균강우량과강우침식인자값(R)

은 Table 2와같다.

3)토양침식인자 K

토양침식인자(K)는토양입자가이루는구조적안정

성과투수성의정도에따른토양의침식능력을나타내

는값이며, 극세사또는미사토양과같이입자의크기가

작을수록, 유기물의함량이적을수록, 투수성이낮을수

록표토침식발생확률이높기때문에이러한토양에서

는 K값이 높게 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Wischmeier

(1976) 이 제시한 토양통별 K값 산정방법에 따라, 국립

농업과학원으로부터 획득한 1:25,000 정밀토양도의 토

양통값을 이용해 K값을 산정하여 토양침식인자를 계

산하였다.

      K =     (3)

식 (3)에서, K는토양침식인자, OM은토양내유기물

의 비율(%), M은 토양입자와 토사전체의 비율에 대한

함수, S1은 토양구조의 등급(1~4), P1은 투수에 대한 등

급(1~6)이다(Lee et al., 2012).

4) 식생피복침식인자 C

식생피복침식인자(C)는 지표면의 피복상태에 따른

침식량을 설명하는 인자로서 일반적으로 식생으로 피

복된 지표면의 경우 토양침식이 감소한다(Renard et al.,

1997). 활엽수 또는 침엽수와 같은 교목식물의 경우 뿌

리를 통해 토양입자의 분리를 막는 역할을 할 수 있으

며, 특히 활엽수의 경우 넓은 잎을 통해 토양이 강우에

의해직접적으로침식되는것을상쇄시키는역할을하

기때문에, 산림지역과같은경우 C값은매우낮은값을

나타낸다(Jung et al., 2004). 그러나 나대지와 같이 식생

이존재하지않는피복의경우지표면이그대로강우에

2.1×104(12–OM)M1.14+3.25(S1–2)+2.5(P1–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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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s of Annual average precipitation and R factor between 2007 and 2015year

Region
2003~2007yr 

Annual average precipitation 
(mm)

R factor
2011~2015yr 

Annual average precipitation 
(mm)

R factor
Percentage Change

of R factor 
(%)

Boeun-gun 1240.6 438.1 1275.4 450.2 +2.78
Okcheon-gun 1345.6 474.8 1188.0 419.7 -11.62
DaeJeon-si 1285.6 453.8 1141.6 403.4 -11.11
Buyeo-gun 1401.4 494.3 1323.4 467.0 -5.52
Gongju-si 1426.6 503.2 1244.4 439.4 -12.67
Sejong-si 1365.8 481.9 1219.8 430.8 -10.60

Cheongju-si 1427.2 503.4 1106.0 391.0 -22.33
Cheongyang-gun 1455.6 513.3 1295.6 457.3 -10.91

Nonsan-si 146.6 515.1 1237.4 436.9 -15.17
Seocheon-gun 1185.2 418.7 1033.6 365.6 -12.67

Iksan-si 1465.0 516.6 1137.4 401.9 -22.20
Gunsan-si 1395.0 492.1 1265.2 446.7 -9.23

Table 3.  Value of C factor according to land cover types

Land cover types C factor 
valueLevel I Level II

Water
River 0

Wetland 0
Urban Commercial and Residential area 0.001

Forest
coniferous forest 0.004

mixed forest 0.007
broad-leaved forest 0.009

Grass Natural grass, artificial grass, others 0.05

Agriculture
Orchard 0.2

Field, House, others 0.24
Paddy 0.3

Barren Barren fiel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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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되기 때문에 1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Choi et al.,

2013). 그러나 주거지역, 교통지역, 공공시설지역의 경

우표토가아스팔트또는콘크리트에의해포장되어있

기때문에식생피복침식인자값은 0에가깝다.

본연구에서는금강지역의하천정비사업전·후비교

를위해환경부의 2007년, 2015년토지피복지도를중분

류로 수준을 통일시켜 이용하였으며, Kim et al. (2018c)

이사용한미국농무성(USDA)의토지피복별식생피복

침식인자값을이용하여값을산정하였다(Table 3).

5) 보전관리인자 P

보전관리인자(P)는농경지가경작형태에따라토양침

식에미치는영향을설명하는인자로서경작형태의경

우보통등고선경작(contour system), 계단식경작(terrace

systems)으로 구분된다. 등고선 경작은 밭, 과수원 등의

경작형태를 띄며, 계단식 경작은 논과 같이 경사가 없

는 경작 형태를 띈다. 등고선 경작형태는 계단식 경작

과 비교했을 때, 일정한 방향과 경사를 갖기 때문에 강

우가발생할경우토양침식에취약하며, 경사가높아질

수록 P값은 1에가까워진다(Hwang et al., 2010). 본연구

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획득한 표고점과

1:5,000 등고선으로부터ArcGIS software를이용해DEM

을제작하였으며, 경작지에관한정보는환경부의토지

피복지도중분류정보를활용하였다. 경사도에따른경

작형태별보전침식인자값은 Table 4에표기되어있다.

6) 지형인자 LS

지형인자(LS)는경사길이인자(L)와경사도인자(S)가

표토의침식에미치는영향을나타낸다. 사면의경사길

이는강우에의한흐름이시작되는지점으로부터퇴적

이일어나는곳까지의길이를말하며, 경사길이가길어

지고경사도가높아질표면의강우흐름이증가함에따

라더많은에너지가전달되기때문에침식량이증가하

게된다.

      L(i,j) =                  (4)

      m = , β =        (5)

식 (4)와 (5)에서, L(i,j)은 (i, j)번째 셀의 경사길이인자,

A(i,j)는 (i, j) 번째 셀이 나누어 받게 되는 상류기여면적,

D는셀의크기(m2), m은경사길이지수, x(i,j)는흐름방향

에직교하는등고선의길이이다(Ozsahin et al., 2018). 복

잡하고불규칙한사면의한지점에서흐름의차이는그

지점에 기여하는 상부의 유역면적에 따라 달라진다는

특징에 따라 ArcGIS 10.7과 Saga GIS프로그램의 L-S

factor모델을이용하여지형인자를추출하였다(Ozsahin

et al., 2018).

4. 연구결과

1) 하천정비사업 전·후 토지피복변화 비교

금강의 수변지역은 2008년부터 시행된 하천정비정

비사업으로 인하여 불법으로 경작되던 농경지를 제거

하고근린·친수생태공원으로새롭게조성되었다. 따라

서 논, 밭 또는 하우스의 형태로 경작되던 농경지가 일

부는 공공시설지(자전거도로, 광장, 화장실 등)로 일부

는일년생또는다년생초본식생지로, 일부는식생천이

가진행되지않은나대지로변화하였다.

Fig. 3은 금강의 세종시 지역으로 사업 전인 2007년

과 사업 후인 2014년의 KOMPSAT-2 & 3 위성의 RGB

영상과, 이를이용하여제작된환경부의 2007년과 2015

년의토지피복지도를나타내었다. (a)와 (c)의 2007년의

경우하천에인접한대부분지형의토지피복이경작지

(agriculture) 로 이용되거나 또는 나지(barren)의 상태였

는데, (b)와 (d)의 2014~2015년의경우초지(grass)로변화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립생태원의 보고서(2018)

에따르면금강의하천정비사업 1~7공구(대청댐~금강

(Ai,j + D2)m+1 – A(i,j)
m+1

Dm+2 × xm
(i,j) × 22.13m

β
β + 1

(sinθ/0.0896)
(2.96 × sin0.79θ + 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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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Value of P factor according to cultivation type and
slope grade

Cultivation type Slope (%) P factor value

Terracing 
cultivation 

(paddy)

0-5 0.10
5-10 0.12
10-15 0.16
15-20 0.18
20≤ 0.20

Contouring 
cultivation 

(field, orchard)

0-5 0.55
5-10 0.60
10-15 0.80
15-20 0.90
2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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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anges in area by type of land cover between 2007 and 2015year

Landcover
2007 yr 2015 yr Percentage 

Change of Area 
(%)

Area 
(ha)

Percentage of Total Area 
(%)

Area 
(ha)

Percentage of Total Area 
(%)

River / Wetlands 8,136 33.69 8,800 36.43 +8.15
Commercial Area 1,228 5.09 1,388 5.75 +12.98
Coniferous Forest 3,150 13.04 2,099 8.69 -33.37

Mixed Forest 1,258 5.21 575 2.38 -54.28
Broad-Leaved forest 1,632 6.76 2,553 10.57 +56.47

Grass 832 3.45 3,752 15.53 +350.73
Orchard 83 0.34 122 0.51 +48.78

Field 1,995 8.26 1,292 5.35 -35.20
Paddy 5,267 21.81 2,331 9.65 -55.75

Barren Field 571 2.36 1,240 5.13 +117.16

Fig. 3.  Satellite images of KOMPSAT-2 at 2007 year (a) and KOMPSAT-3 at 2014 year (b), and the Land cover map at
2007 year(c), at 2015 year (d)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respectively.

05김정철(1351~1361)ok.qxp_원격35-6-4_2019  2019. 12. 30.  오후 2:45  페이지 1357



하구 둑) 구간에서 2007년과 2017년을 비교한 결과, 농

경지의 약 92%가 감소하였다고 분석한 바 있다(NIE,

2019).

Table 5는연구지역에대해환경부로부터획득한 2007

년 토지피복지도와 2015년의 토지피복지도의 각 토지

피복에따른면적을비교한결과이다. 초지와나지가약

350%와약 118% 증가로가장큰증가율을나타났고, 밭

과 논이 약 56%와 약 35% 감소로 가장 큰 감소율을 나

타냈다. 이밖에수역, 인공시설지, 활엽수림, 과수원면

적이 2007년대비 2015년에증가하였고, 침엽수림과혼

효림의피복면적은감소하였다. 이러한토지피복의면

적변화는 결과적으로 연간표토침식량 결과를 정성적,

정량적으로해석하는데있어매우중요하다.

2) 금강유역의 연간표토 침식량 결과

Fig. 4는금강유역의연간표토침식량(A)을산정하여

하천정비공사 전 2007년 (a)과 후 2015년 (b)의 결과를

나타냈으며, (a)와 (b)의우측은공주시의 2007년과 2015

년의 표토침식량의 변화를 육안확인이 가능하도록 확

대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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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results of annual average of surface soil erosion between 2007 and 2015year

Category Soil Loss
(ton/ha/year)

2007 year 2015 year Percentage
Change of Area 

(%)
Area 
(ha)

Percentage of 
Total Area (%)

Area 
(ha)

Percentage of 
Total Area (%)

Class 1 (Low) 0 – 0.1 19,848.8 82.53 20,344.4 84.59 +2.50
Class 2 (Slight) 0.1 – 1 3,535.5 14.70 3,095.1 13.05 -12.46
Class 3 (Moderate) 1 – 10 616.1 2.56 534.5 2.25 -13.25
Class 4 (High) 10 – 50 49.1 0.20 75.7 0.32 +53.95
Class 5 (Severe) > 50 0.3 0.00 0.2 0.00 -32.00

Fig. 4.  The results of RUSLE between 2007year (a) and 2015year (b),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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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의결과에따르면, 하천정비사업전인 2007년

과비교하여 2015년에 class 1은 495.6 ha(약 2.50%) 증가,

class 2는 440.4 ha(약 12.46%) 감소, class 3은 81.6 ha(약

13.25%) 감소, class 4는 26.6 ha(약 53.95%) 증가, class 5는

0.1 ha (약 32%) 감소로나타났다. Class1에해당하는지

역의토지피복은주로수역, 습지, 도심지이며, class 2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피복은 농경지로 나타났으며,

class 3에해당하는지역의토지피복은초지이며, class 4,

5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피복은 주로 나대지로 나타

났다.

5. 토 의

본 연구의 연간 표토 침식량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

리할수있다. 1) class 1의증가, 2) class 2, 3, 5의감소, 3)

class 4의증가.

첫 번째로, class 1의 증가는 Table 5의 River및 Com -

mercial area의 증가와 관련이 깊다고 사료된다. 2012년

금강의 하천정비 사업 이후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가

건설되었고, 일정수량이상의관리수위를유지함에따

라서 2007년당시강에근접한부분의모래톱및나지가

수몰되었기 때문에 2015년 해당지역의 표토 침식량은

0의값을나타낸다. 또한, 사업전의초지와나지가공원

조성사업에의해도로및인공시설물에포장되었기때

문에표토침식량값이 0을나타낸다. 위와같은원인으

로 인하여 class 1의 표토 침식면적이 증가하였다고 사

료된다.

두 번째로, class 2, 3, 5의 면적감소는 연평균 강수량

의감소, 불법경작지의감소, 초지의증가와관련이깊

다고사료된다. Table 2에서나타난바와같이지역별하

천정비사업전후 5년기간의평균강수량비교시, 보은

군을 제외한 연구지역 전 지역에서 약 10% 이상의 연

평균 강수량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연평균 강

수량의감소는곧표토침식에큰영향을미치는 R인자

값의감소와비례하기때문에, 전체적인구간에서연평

균 표토 침식량이 감소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Table 5에서나타난바와같이불법경작지(논, 밭, 과수

원)의 합산 면적이 약 49%이상 감소되고 초지 면적이

약 350% 이상증가하였는데, 초지의 C인자값은 0.05이

고논, 밭, 과수원의 C인자값은각각 0.3, 0.24, 0.2로, 표

토침식에더큰영향을미치는경작지가감소하고상대

적으로영향이작은초지가증가하였기때문에이러한

원인으로인해 class 2, 3, 5의전체적인표토침식면적은

감소하였다고사료된다.

세번째로, class 4의증가는나대지의증가와관련이

깊다고사료된다. 있다.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Table 5

에서나타난바와같이불법경작지면적은약 49% 이상

감소되었고 이중 일부 지역은 생태공원으로 조성되어

초지가면적이증가하였으나, 일부지역은불법경작지

를제거한상태그대로방치되어나지면적이증가하였

다. 이러한정량적결과는 Table 5에서나지면적이하천

정비 사업전과 대비하여 사업 후 약 117% 증가하였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불법 경작지(논, 밭, 과수원)의 C인

자 값은 각각 0.3, 0.24, 0.2이고, 나지의 C인자 값은 1.0

으로, 표토침식에영향이상대적으로작은경작지면적

이 감소하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나지면적이 증가

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class 4의 표토침식면적은

증가하였다고사료된다.

본연구의결과를도출하고분석하는과정에서한가

지한계점이존재하였는데, 이는연구에사용된환경부

토지피복지도의 축척이 다르기 때문에 정량적인 비교

에서오차가발생할가능성이존재한다는점이다. 해당

지역에서 2007년의 1:5,000의 세분류 토지피복지도는

아직제작되기전이기때문에 2015년의세분류지도를

1:25,000 중분류수준으로 down-sampling하여사용하였

으나 그 과정에서 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 지역이 방대

하여동일한시기의영상수집이어려워환경부의토지

피복지도를 사용하였으나, 향후에는 KOMPSAT영상

을 활용하여 직접 2007년과 2015년의 토지피복지도를

제작하여연구를수행한다면보다정확한표토침식량

결과를산출가능할것이라생각된다.

6. 결 론

본연구에서는금강유역(대청댐~금강하구둑)을대

상으로 RUSLE를활용하여하천정비사업전(2007년)과

후(2015년)의연간표토침식량을계산하였고, 이를 5단

계의 class로구분하여해당구간별표토침식면적을산

RUSLE을 활용한 금강 수변지역의 하천정비사업 전·후의 연간 표토침식량 변화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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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고그결과를토지피복의변화와비교·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지역에서의 연간 표토 침식량은

2007년과 대비하여 2015년에 class 1의 면적은 증가하

였고, class 2, 3, 5의면적은감소하였으며, class 4의면적

은증가하였다. 하천정비사업을통해하천근처의불법

경작지를제거한뒤생태공원을조성하여초지와산림

이 증가한 지역은 연간 표토 침식량이 감소하였고, 경

작지 제거 후 방치되어 나지로 변한 지역은 연간 표토

침식량이증가하였으며, 도로및인공시설물이조성되

었거나다목적보의건설로인해수량이증가하여물에

잠긴 지역은 표토 침식량이 0에 가깝게 감소하였음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표토의 침식은 생물

의서식공간문제, 영양염류유입에의한수질문제, 하천

의미세플라스틱유입문제등다양한환경문제를야기

할 수 있다. 국가의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수변 공간

의토지피복이인위적으로변화되었고, 이에따른영향

으로변화된표토의침식량을정량적으로비교및분석

한 사례는 국제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들며, 매우 큰 의

미가있는연구결과자료가될수있다. 본연구의결과

는향후국가또는지방하천정비사업에있어다양한환

경문제의 원인이 되는 표토의 침식 및 관리에 대한 의

사결정을지원하는도구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사 사

이연구는 2017년기상청기상·지진 See-At기술개발

연구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KMI2017-

9060).

References

Choi, C.-H., J.H. You, and S.-G. Jung, 2013. Estimation
of danger zone by soil erosion using RUSLE
model in Gyeongju national park,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 and Ecology, 27(5): 614-624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Hwang, C.S., K.T. Kim, C.Y. Oh, C.G. Jin, and C.U.
Choi, 2010. A study on correlation between

RUSLE and estuary in nakdong river watershe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ystem, 18(3): 3-10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Jung, K.-H., W.-T. Kim, S.-O. Hur, S.-K. Ha, P.-K. Jung,
and Y.-S. Jung, 2004. USLE/RUSLE factors for
national scale soil loss estimation based on the
digital detailed soil map, Korean Journal of Soil
Science and Fertilizer, 37(4): 199-206.

Kim, J.-C., H.-S. Jung, and S. Lee, 2018a. Groundwater
productivity potential mapping using frequency
ratio and evidential belief function and artificial
neural network models: focus on topographic
factors, Journal of Hydroinformatics, 20(6):
1436-1451.

Kim, J.-C., H.-S. Jung, and S. Lee, 2019. Spatial mapping
of the groundwater potential of the Geum river
basin using ensemble models based on remote
sensing images, Remote Sensing, 11(19): 2285.

Kim, J.-C., S. Lee, H.-S. Jung, and S. Lee, 2018b. Landslide
susceptibility mapping using random forest and
boosted tree models in Pyeong-Chang, Korea,
Geocarto International, 33(9): 1000-1015.

Kim, J.-C., J.-D. Yoon, J.-S. Park, J.-Y. Choi, and J.-H.
Yoon, 2018c. Utilizing the Revised Universal Soil
Loss Equation (RUSLE) technique comparative
analysis of soil erosion risk in the Geumhogang
riparian area,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34(2): 179-190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Kim, J., J. Yang, K.J. Lim, S.C. Kim, G. Lee, S.
Hwang, N. Yu, and Y.S. Park, 2017. A study to
define area of concern for potential soil loss
in Geumgang watershed by KORSLE-based
GIS model, Journal of Soil and Groundwater
Environment, 22(6): 29-36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Lee, J.H., E.J. Shim, Y.K. Lee, and T.W. Kim, 2012.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soil erosion quantity
using USLE in the upper region of Mankyoung
river basin, Journal of Wetlands Research, 14: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5, No.6-4, 2019

– 1360 –

05김정철(1351~1361)ok.qxp_원격35-6-4_2019  2019. 12. 30.  오후 2:45  페이지 1360



317-328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Lee, J.Y., J.Y. Kim, D.Y. Yang, W.H. Nahm, and J.K.

Kim, 2006. Soil erosion and river-bed change of
the Keum river basin using by GIS and RS,
Korean Journal of Quaternary Research, 20(2):
1-10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MOLIT, 2011. Guem river master pslan,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ejong-si,
South Korea.

NIE, 2019. Research and evaluation of ecological space
in the Geumgang,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Seocheon-gun, South Korea.

Ozsahin, E., U. Duru, and I. Eroglu, 2018. Land Use
and Land Cover Changes (LULCC), a key to
understand soil erosion intensities in the Maritsa
Basin, Water, 10(3): 335.

Rellini, I., C. Scopesi, S. Olivari, M. Firpo, and M.
Maerker, 2019. Assessment of soil erosion risk
in a typical mediterranean environment using
a high resolution RUSLE approach (Portofino
promontory, NW-Italy), Journal of Maps, 15(2):
356-362.

Renard, K.G., G.R. Foster, G. Weesies, D. McCool,
and D. Yoder, 1997. Predicting soil erosion by
water: a guide to conservation planning with the
Revised Universal Soil Loss Equation (RUSL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Washington
DC, USA.

Renard, K.G., G.R. Foster, G.A. Weesies, and J.P.
Porter, 1991. RUSLE: Revised universal soil loss
equation, Journal of Soil and Water Conservation,
46(1): 30-33.

Roy, P., 2019. Application of USLE in a GIS environment
to estimate soil erosion in the Irga watershed,
Jharkhand, India, Physical Geography, 40(4):
361-383.

Toxopeus, A.G., 1996. ISM: an interactive spatial
and temporal modelling system as a tool in
ecosystem management, Ph.D Thesis, University
of Amsterdam, Enschede, Holland.

Wischmeier, W.H., 1976. Use and misuse of the universal
soil loss equation, Journal of Soil and Water
Conservation,3: 5-9.

RUSLE을 활용한 금강 수변지역의 하천정비사업 전·후의 연간 표토침식량 변화 비교분석

– 1361 –

05김정철(1351~1361)ok.qxp_원격35-6-4_2019  2019. 12. 30.  오후 2:45  페이지 1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