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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WAT(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모형 내 MUSLE(Modified Universal Soil Loss Equation) 유출인자의 계수 및 지
수는 각각 11.8과 0.56으로 토지이용별 토양유실 산정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다.이는 결과적으로 토양유실량을 과
대 또는 과소 평가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우심지역 선별과 저감 대책에 따른 효율 평가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
나 아직까지 토지이용별 MUSLE 유출인자에 대한 계수 및 지수 산정과 이에 대한 SWAT 모형 내 적용성 평가가 이루어진 
바 없다. 따라서 국내 유역을 대상으로 토양유실 발생 및 거동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별 유출인자의 계수 
및 지수 산정과 이에 대한 SWAT 모형 내 적용성 평가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아천 유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별 
유출인자의 계수 및 지수를 산정하고, SWAT 모형 내 적용에 따른 토양유실 및 유사유출 발생량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정된 토지이용별 유출인자의 계수 및 지수는 국내 고랭지 유역에서의 토양유실 발생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토지이용별 유출인자의 계수 및 지수 적용에 따라 유역에서의 토양유실 및 유사유출 발생량 값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국내 유역을 대상으로 기존에 미국에서 개발된 MUSLE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별 유출인자의 계수 및 지수에 대한 충분한 수정·보완 과정이 중요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본 연구의 결
과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내 토양유실 우심지역 선별과 토양유실 저감 대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
리라 판단된다.

핵심용어 : 토지이용, MUSLE 유출인자, SWAT, 토양유실량

Abstract

The coefficient and exponent of the MUSLE(Modified Universal Soil Loss Equation) runoff factor in the SWAT(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model are 11.8 and 0.56 respectively, which are equally applied to the estimation of soil erosion regardless of 
land use. they could derive overestimation or underestimation of soil erosion, which can cause problems in the selection of soil 
erosion-vulnerable area and evaluation of reduction management. However, there are no studies about the estimation of coefficients 
and exponent for the MUSLE runoff factor by land use and their applicability to the SWAT model. Thus, in order to predict 
soil erosion and sediment behavior accurately through SWAT model, it is necessary to estimate the coefficient and exponent of 
the MUSLE runoff factor by land use and evaluate its applicability. In this study, the coefficient and exponent of MUSLE runoff 
factor by land use were estimated for Gaa-cheon Watershed, and the differences in soil erosion and sediment from SWA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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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analyzed. The coefficient and exponent of runoff factor estimated by this study well reflected the characteristics of soil 
erosion in domestic highland watershed. Therefore, in order to apply the MUSLE which developed based on observed data 
of US agricultural basin to the domestic watershed, it is considered that a sufficient modification and supplementation process 
for the coefficient and exponent of the MUSLE runoff factor depending on land use is necessary.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c data for selecting soil erosion vulnerable area in the non-point source management areas and establishing 
and evaluating soil erosion reduction management.

Key words : land use, MUSLE runoff factor, SWAT, soil erosion

1. 서 론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유역개발에 따른 토지이용의 증가

로 가속화된 토양유실은 다양한 재해 및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다(Lee et al., 2010). 특히 우리나라 댐 상류에 위치한 고랭

지 유역에서는 지리적 및 기상학적 특성과 재배작물, 재배방법

과 같은 농업적 특성의 복합적인 문제로 매년 여름철 다량의 

토양이 유실되고 있는 실정이다(RIG, 2010; NIER, 2015). 고

랭지 밭에서 유실된 토양은 댐 또는 저수지에 퇴적되어 탁수 

및 부영양화와 같은 수질악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더 나

아가 중·소하천의 수생태계를 교란시켜 유역생태 관리계획 수

립에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다(KEI, 2007). 따라서 고랭지밭 

토양유실로 인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토양

유실 발생원인 및 규모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유사 거동에 대

한 정량적인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해 실효성 있

는 토양유실 저감 대책 수립과 이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가 이

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내에서는 유역 내 토양유실 발생 및 거동 특성과 저감 대책

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는데 SWAT(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모형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Park et al., 2007; Kim et 

al., 2007; Lee et al., 2012; Ryu et al., 2018). SWAT 모형은 

MUSLE(Modified Universal Soil Loss Equation)를 통해 강우 

사상별 토양유실량 산정이 가능하다. MUSLE는 미국 

Nebraska와 Texas 지역 내 18개의 농업 유역에서 관측된 778

개의 단일 강우사상에 대한 관측자료를 바탕으로 개발된 토양

유실 산정공식으로 USLE(Universal Soil Loss Equation)의 강

우인자가 총 유출량과 첨두유출량의 함수로 구성된 유출인자

로 대체되었다(Williams, 1975). 타 영향인자에 비해 토양유실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MUSLE 유출인자의 계수 및 지수는 

각각 11.8과 0.56으로 강우 및 유역의 특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Won and Lee, 2012). 따라서 MUSLE를 적용하

고자 하는 유역의 실정에 맞게 유출인자의 계수 및 지수를 산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이고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관측자료 축적이 전제가 되어

야하기 때문에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제약적인 어려

움이 따른다(Kim et al., 2015).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 국내에서는 MUSLE 유출인자의 계수 

및 지수에 대한 수정·보완 과정 없이 경험적이고 통계적인 매

개변수들을 바탕으로 모형의 보정 및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검·보정된 모형을 통해 예측된 유역 말단에서의 유사유출량 값

과 실측값의 수문곡선은 매개변수의 영향으로 잘 일치할 수 

있다. 하지만 MUSLE 유출인자의 계수 및 지수가 SWAT 모

형 내에서 토지이용별 토양유실 산정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

제로 유역 내 토양유실량이 과대 또는 과소하게 산정 될 수 있

다. 이는 결과적으로 토양유실 저감 대책이 필요한 우심 소유

역 및 경작지 선별과 저감 대책에 따른 효율 평가에 문제를 발

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상 수문조건이 다르고 복잡한 유역의 특성을 갖는 

국내 유역을 대상으로 SWAT 모형을 통해 토양유실 발생 및 

거동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별 MUSLE 유출

인자의 계수 및 지수 산정과 이에 대한 적용성 평가가 필요하

다. 국내 일부 연구에서는 산림 소유역에서 관측된 강우유출 

및 토사유출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MUSLE 유출

인자의 계수 및 지수를 제안한 바 있다(Won and Lee, 2012; 

Kim et al., 2015).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MUSLE 유출

인자의 계수 및 지수는 적용 범위가 산림 소유역에 국한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와 같이 토지이용별 MUSLE 유출인자의 

계수 및 지수를 산정하여 이에 대한 적용성을 평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소양호 상류에 위치한 가아천 유

역을 대상으로 국내 토지이용 및 강우패턴 등 특성이 반영된 

원단위 자료를 이용하여 토지이용별 MUSLE 유출인자의 계수 

및 지수를 산정하고, SWAT 모형 내 적용에 따른 토양유실 및 

유사유출 발생량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적용성

을 평가하는데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지역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소양강댐 상류에 위치한 가아천 유

역으로 행정구역상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에 속하며, 동

경 128°5’~128°11’, 북위 38°6’~38°12’에 위치해있다(Fig. 1). 

가아천 유역은 전형적인 고랭지 유역으로 유역면적 및 유역평

균경사가 각각 47.8 km2, 42.1%이며, 평균고도가 608 m로 경

사도와 해발이 높은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토지이용현황

은 산림 92.4%, 경작지(논/밭) 5.0%로 산림이 많은 면적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가아천 유역에서는 고랭지 농업이 주를 이

루고 있으며, 50% 이상의 급경사지에도 경작지가 분포하고 

있어 강우가 집중되는 여름철에 토양유실이 심각하게 발생하

고 있다(MOE, 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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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area in this research

2.2 SWAT 모형 개요 및 입력자료 구축

2.2.1 SWAT 모형 개요

SWAT 모형은 크고 복잡한 유역에서의 다양한 토양특성과 

토지이용 및 토지관리 상태에 따른 물과 유사 그리고 농업화

학물질의 거동 예측을 위해 미국 농무성 농업연구소에 의해 

개발된 장기 강우-유출 모형이다(Arnold et al., 1998). 

SWAT 모형은 물수지 방정식에 근거를 두고 수문반응단위

(Hydrologic Response Unit, HRU)별 강수, 증발산, 지표 및 

기저유출, 지하수, 토양수 등에 대한 모의가 가능하며, 다양한 

최적관리기법(Best Management Practices, BMPs) 적용에 따

른 토양유실량 및 영양물질의 저감 효율 평가가 가능하다

(Neitsch et al., 2001). 

SWAT 모형에서 사용하는 물수지 방정식은 식 1과 같다. 여

기서  는 최종일의 토양수분량(mmH2O),  는  일의 

초기 토양수분량(mmH2O),  는 시간(일), 는  일의 강수

량(mm), 는  일의 지표유출량(mm), 는  일의 증발

산량(mm), 는  일의 토양면에서 투수층으로 투수되는 

총량(mmH2O), 는  일의 회귀수량(mmH2O)을 의미한다.

   




    (1)

2.2.2 MUSLE(Modified Universal Soil Loss Equation)

SWAT 모형에서의 단일 강우에 의한 토양유실량은 MUSLE

에 의해 산정되며, 침식 및 퇴적에 대한 물리적인 메카니즘을 

바탕으로 하천에서의 거동이 이루어진다. MUSLE는 유역면적

이 15 ha ~ 1,500 ha, 경사도 및 경사장이 각각 0.9% ~ 

5.9%, 78.6 m ~ 173.7 m인 Nebraska와 Texas 지역 내 18개 

유역에서 관측된 778개의 단일 강우사상에 대한 유출량 자료

를 이용하여 개발된 토양유실 산정 공식이다(Williams, 1975). 

 MUSLE는 USLE의 강우에너지 인자가 총 유출량과 첨두유

출량의 함수로 이루어진 유출인자로 대체되었으며, MUSLE 

유출인자의 계수 및 지수는 11.8과 0.56이다. SWAT 모형에

서 사용되는 MUSLE의 형태는 식 2와 같으며, 유출인자 이외

의 각 인자들의 산정방법은 Wischmeier and Smith(1978)가 

제시한 USLE 인자 산정방법과 동일하다. 여기서 Y는 토양유

실량(ton), 와 는 각각 유출량(m3/ha)과 첨두유출량

(m3/sec)으로 USLE의 강우에너지 인자를 대체한 유출인자, 

는 해당 HRU의 면적(ha), 는 토양침식인자, 

는 식생피복인자, 는 토양보전대책인자, 는 경사

장·경사도인자, 는 토양입자의 형상계수를 의미한다. 

   ×  ×  × 
 ×

    ×××× (2)

2.2.3 SWAT 모형 입력자료 구축

SWAT 모형은 수치표고모형, 토지이용도, 토양도 등 지형자

료와 기상자료를 필요로 한다. 수치표고모형 자료는 국토지리

정보원에서 구축한 수치지형도(1/5,000)를 통해 생성된 

30×30 m 해상도의 DEM(Digital Elevation Model)을 이용

하였다. 토지이용도와 토양도는 환경부 환경공간정보서비스에

서 제공하는 23개 중분류 토지이용도(1/25,000)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개략토양도(1/50,000) 자료를 이용하였다. 

하지만 SWAT 모형은 구조적 특성상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토

지이용도를 그대로 이용할 경우 실제 유역 내 경작지의 공간

적인 분포와 경사도 및 경사장과 같은 지형특성을 고려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Jang et al.,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대·가아지구 비점오염원관리지역 고

랭지밭 GIS 구축 사업(MOE, 2017a)에서 항공정사영상을 통해 

구축된 가아천 유역의 경작지 경계 자료를 토지이용도 구축에 

활용하였다. 기상자료의 경우 기상자료개방포털로부터 원통, 인

제 기상관측지점의 6개년도(2013 ~ 2018년) 일단위 강수량

(mm), 최고/최저 온도(℃), 태양복사량(MJ/m2), 평균풍속

(m/sec), 상대습도(%) 자료를 제공받아 구축하였다. SWAT 모

형에 필요한 지형자료의 생성 결과는 Fig. 2와 같다.

2.3 토지이용별 MUSLE 유출인자의 계수 및 지수 산정

본 연구에서는 SWAT 모형 내 MUSLE 유출인자의 계수 및 

지수가 토지이용별로 고려될 수 있도록 모형 소스코드를 수정

하였다. 수정된 SWAT 모형은 사용자가 구축한 토지이용별 

MUSLE 유출인자의 계수 및 지수 자료를 기준으로 수문반응

단위별 토양유실량 산정이 가능하다. 이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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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WAT input data of Gaa-cheon Watershed(DEM, Land use map, Soil map)

Fig. 3. Parameter estimation map of MUSLE for land use

국내 토지이용별 정량화 된 원단위 자료를 기준으로 논, 밭, 

산림에 대한 MUSLE 유출인자의 계수 및 지수를 산정하였다.

논과 산림에 대한 MUSLE 유출인자의 계수 및 지수는 수정

된 SWAT 모형을 통해 산정된 토지이용별 평균 단위면적당 토

양유실량과 국립환경과학원 신원단위(논: 46.04 kg/km2/day, 

산림: 15.20 kg/km2/day)(NIER, 2014)에 대한 오차율이 5% 

이내를 만족하는 범위에서 산정하였다. 밭에 대한 유출인자의 

계수 및 지수는 고랭지밭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MOE, 2004)에서 제시된 고랭지밭 평균 단위면적당 토양유

실량(15,068.49 kg/km2/day)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Fig. 3

은 토지이용별 MUSLE 유출인자의 계수 및 지수를 산정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Fig.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SWAT 모형에

서 산정되는 토지이용별 평균 단위면적당 토양유실량과 국내 

토지이용별 원단위와의 오차율이 5% 이상으로 산정될 시 토

지이용별 MUSLE 유출인자의 계수 및 지수에 대한 입력 자료

를 재구축하는 과정이 수행되었다.

SWAT 모형 내 MUSLE 식을 통한 토양유실량 산정시 토양

침식인자()와 작물관리인자()는 앞서 구축한 지형

자료를 통해 산정하였다. 토양유실 발생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

을 미치는 경사장·경사도인자()는 Web GIS 기반 환경부 

고랭지밭 지리정보시스템(https://www.alarm.or.kr)에서 제공

하는 경작지별 경사도와 Google Earth Pro를 활용하여 측정

한 경사장을 이용하였다. 토양보전대책인자()는 환경부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에 제시되어 있는 토지이

용 및 경사도에 따른 값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아천 유역을 대상으로 SWAT 모형 내 토지

이용별 MUSLE 유출인자의 계수 및 지수 적용에 따른 토양유

실 및 유사유출 발생량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유출량 보정 결과

본 연구에서는 2013 ~ 2015년까지의 기간을 SWAT 모형의 



국내 토지이용별 MUSLE 유출인자의 계수 및 지수 적용을 통한 토양유실 발생 및 거동 분석

한국습지학회 제21권 제s-1호, 2019

102

Table 1. The calibrated parameters of SWAT model

Parameters Definition Manual range Calibrated value

CN2 Initial SCS runoff curve number 35 to 98 0.81 (Multiply by value)

ALPHA_BF Baseflow alpha factor (days) 0 to 1 0.86 (Replace by value)

GWQMN
Threshold depth of water in the shallow aquifer required for 
return flow to occur (mm H2O)

0 to 5000 4356.25 (Replace by value)

GW_DELAY Groundwater delay time(days) 0 to 500 311.88 (Replace by value)

REVAPMN Threshold water level in shallow aquifer for revap (mm H2O) 0 to 500 51.88 (Replace by value)

GW_REVAP Groundwater revap coefficient 0.02 to 0.2 0.12 (Replace by value)

SLSOIL Slope length for lateral subsurface flow 0 to 150 15.94 (Replace by value)

CH_K2 Effective hydraulic conductivity in main channel -0.01 to 500 460.63 (Replace by value)

SOL_AWC Available water capacity of soil layer (mm H2O/mm soil) 0 to 1 0.86 (Multiply by value)

SOL_K Saturated hydraulic conductivity (mm/hr) 0 to 2000 1.11 (Multiply by value)

SURLAG  Surface runoff lag coefficient (days) 0.05 to 24 11.72 (Replace by value)

RCHRG_DP Deep aquifer percolation fraction 0 to 1 0.28 (Replace by value)

Table 2. Criteria for evaluating model performance

Evaluation Poor Fair Good Very good

NSE < 0.60 0.60 ~ 0.70 0.70 ~ 0.80 > 0.80

초기반응계수 안정화 기간(Warm-up Period)으로 설정하였으

며, 2016~2018년까지 SWAT 모형을 통해 일단위로 모의된 유

출량에 대한 보정을 실시하였다. 유출량에 대한 보정은 유역 말

단에 위치한 솔정교 지점에서 관측된 실측 유출량 자료와 자동

적으로 최적 매개변수 보정이 가능한 SWAT-CUP(SWAT 

Calibration Uncertainty Programs)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유출량 보정에 사용된 매개변수는 기존 여러 연구에서 수행된 

민감도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단 경작지의 경사

도와 경사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사도(HRU_SLOPE), 경

사장(SLSUBBSN) 등과 같은 매개변수는 보정 항목에서 제외

하였다. Table 1은 유출량 보정에 사용된 각 매개변수의 최소, 

최대값의 범위와 SUFI-2 알고리즘에 의해 산정된 최적 매개

변수 값을 나타낸다. 

Fig. 4. The result of streamflow calibration

유출량 보정결과에 따른 모형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통

계값으로는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와 

Nash and Sutcliffe(1970)가 제안한 모형 효율성계수(NSE)를 

사용하였다. 결정계수와 효율성계수에 대한 산정식은 각각 식 

3, 4와 같다. 식 3, 4에서 와 는 실측값과 모의값, 와 
는 실측값과 모의값의 평균, 은 실측 자료의 총 개수를 의

미한다. R2와 NSE는 1에 수렴할수록 실측값과 모의값의 상관

관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3)

 






 







 


(4)

일단위 유출량에 대해 보정을 실시한 결과, 실측값과 모의값에 

대한 R2와 NSE는 각각 0.7338과 0.7335로 분석되었으며, 토양

층의 기울기(SLSOIL), 기저유출 감수상수(ALPHA_BF), 지표면 

유출 지체계수(SURLAG), 유출곡선지수(CN) 매개변수 순으로 

유출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4는 유역 말

단에 위치한 솔정교 지점에서의 실측 유출량 값과 모의 유출량 

값을 일대일 그래프 상에 나타낸 것이다. Ramanarayanan et 

al. (1997)은 R2와 NSE가 각각 0.5, 0.4 이상이면 모형이 자연현

상을 잘 모의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Donigian and 

Love(2003)는 일반적인 모형 효율의 범위와 신뢰구간을 Table 

2와 같이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구축한 SWAT 모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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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USLE parameter estimation result

Land use

MUSLE runoff factor

Original MUSLE Modified MUSLE

Coefficient Exponent Coefficient Exponent

Paddy 11.8 0.56 0.36 0.67

Upland 11.8 0.56 17.6 0.64

Forest 11.8 0.56 0.14 0.60

Table 4. Applicability assessment of MUSLE parameter for land use 

Land use
Area
(ha)

Soil erosion (ton/ha/yr)

Unit load Original MUSLE P.E.(%) Modified MUSLE P.E.(%)

Paddy 48.22 0.168 3.46 1,956.20 0.172 2.06

Upland 188.66 55.00 29.49 46.38 55.25 0.45

Forest 4,413.94 0.055 3.09 5,477.39 0.056 0.96

P.E.: Percentage Error

유출 모의에 있어 안정적인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사와 관련된 매개변수가 토양유실 발생 

및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고자 유사량에 대한 보정을 따로 

실시하지 않았다.

3.2 토지이용별 MUSLE 유출인자 계수 및 지수에 대한 

적용성 평가

Table 3은 기존 MUSLE와 개선된 MUSLE의 유출인자에 

대한 계수 및 지수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기존 MUSLE는 

유출인자의 계수 및 지수가 각각 11.8과 0.56으로 고정적으로 

적용된 것을 의미하며, 개선된 MUSLE의 경우 토지이용별 유

출인자의 계수 및 지수가 적용된 것을 의미한다. 

SWAT 모형 내 개선된 MUSLE를 통해 산정된 토지이용별 

단위면적당 평균 토양유실량과 국내 토지이용별 원단위를 비

교 분석한 결과, 각 토지이용별 토양유실량에 대한 오차율은 

5% 이내를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4). 반면, 기존 

MUSLE를 통해 산정된 토지이용별 단위면적당 평균 토양유실

량과 국내 토지이용별 원단위의 오차율은 46.38% ~ 5,477.39%

의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 Annual soil erosion by land use comparison between 
original MUSLE and modified MUSLE

또한 각각의 MUSLE를 통해 산정된 토지이용별 토양유실량

을 비교 분석한 결과, 기존 MUSLE를 통해 산정된 논과 산림

에서의 토양유실량은 개선된 MUSLE에 의한 토양유실량에 비

해 각각 20.2배, 55.2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5). 밭의 

경우 개선된 MUSLE에 의한 토양유실량이 약 1.9배 큰 것으

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밭에 대한 MUSLE 유출인자의 계수 및 

지수가 일반 평지밭이 아닌 고랭지밭에서의 토양유실 발생 특

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3.3 소유역별 토양유실 및 유사유출량 비교 분석 결과

Table 5와 Fig 6은 기존 MUSLE와 개선된 MUSLE를 통해 

산정된 소유역별 토양유실량의 비교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각

각의 MUSLE를 통해 산정된 소유역별 토양유실량은 최소 

238.40 ton/yr에서 최대 2,026.48 ton/yr까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 MUSLE를 통해 산정된 토양유실량

은 산림 면적 비율이 가장 큰 11번 소유역에서 3,735.56 

ton/yr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개선된 

MUSLE에 의한 토양유실량은 고랭지밭 면적 비율이 가장 큰 

5번 소유역에서 2,159.01 ton/yr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산림은 일반적으로 낙엽에 의한 지표 피복, 지표면 식생 등

의 영향으로 낮은 유출계수 및 높은 침투율을 보이고 있어 논 

또는 밭에 비해 토양유실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KEI, 2007). 하지만 기존 MUSLE 유출인자의 계수 

11.8과 지수 0.56이 산림에서의 토양유실 산정에 동일하게 적

용되는 문제로 산림만으로 이루어진 1번, 2번 소유역에서의 

토양유실량은 개선된 MUSLE에 의한 토양유실량에 비해 약 

51.4배, 60.3배 과대 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선행 연

구 결과(Kim et al., 2015; Won and Lee, 2012)를 참고하면 

기존 MUSLE 유출인자의 계수 및 지수는 산림 소유역에서의 

강우유출 및 토사유출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된 MUSLE 유출

인자의 계수 및 지수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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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nnual average soil erosion and soil erosion per area of each subbasin

Subbasin
Area
(ha)

Soil erosion(ton/yr) Soil erosion(ton/ha/yr)

Original MUSLE Modified MUSLE Difference Original MUSLE Modified MUSLE Difference

(A) (B) (A-B) (A) (B) (A-B)

1 273.47 482.97 9.39 473.58 1.77 0.03 1.73

2 117.34 433.55 7.19 426.37 3.69 0.06 3.63

3 268.34 2,149.76 1,371.44 778.32 8.01 5.11 2.90

4 107.95 1,172.05 870.87 301.18 10.86 8.07 2.79

5 393.34 2,827.32 2,159.01 668.31 7.19 5.49 1.70

6 285.95 2,432.67 2,014.01 418.66 8.51 7.04 1.46

7 335.11 637.56 16.24 621.32 1.90 0.05 1.85

8 954.69 2,389.88 363.40 2,026.48 2.50 0.38 2.12

9 401.13 1,310.28 834.47 475.80 3.27 2.08 1.19

10 130.20 277.72 39.33 238.40 2.13 0.30 1.83

11 1,129.44 3,735.56 1,810.25 1,925.30 3.31 1.60 1.70

12 379.74 2,125.64 1,769.58 356.07 5.60 4.66 0.94

Table 6. Comparison analysis results of annual soil erosion and sediment

Year
Rainfall
(mm)

Soil erosion (ton) Sediment (ton)

Original MUSLE Modified MUSLE Difference Original MUSLE Modified MUSLE Difference

(A) (B) (A-B) (A) (B) (A-B)

2016 1,124.5 36,858.9 18,277.5 18,581.4 8,341.0 5,553.0 2,788.0

2017 1,111.5 6,046.2 5,319.0 727.2 1,713.0 1,961.0 -248.0

2018 1185.0 17,019.8 10,199.0 6,820.8 3,723.0 2,919.0 804.0

Average 1140.3 19,975.0 11,265.2 8,709.8 4,592.3 3,477.7 1,114.7

Fig. 6. Annual average soil erosion and soil erosion per area of each subbasin

Table 6은 기존 MUSLE와 개선된 MUSLE를 통해 산정된 

유역에서의 토양유실량과 유사유출량의 비교 분석 결과를 보

여준다. 유역에서의 토양유실량 차이는 8,709.8 ton/yr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따라 하천 말단에서의 유사유출량 또한 

1,114.7 ton/yr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연도별 총 강우량이 비슷함에도 2016년에 토양유실량 및 유

사유출량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강우량의 영향

보다는 특정 강우사상의 강우강도가 토양유실 및 유사유출 

발생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된다. 강우사상의 규모

를 예측할 수 있는 연중 최대 일 강수량과 최대 5일 강수량

(Choi et al., 2011)을 분석한 결과, 2016년의 최대 일 강수

량과 최대 5일 강수량은 각각 244.5 mm, 406 mm로 2017

년, 2018년 기간의 수치보다 높게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Fig. 7).



이서로･이관재･양동석･최유진･임경재･장원석

Journal of Wetlands Research, Vol. 21, No. s-1, 2019

105

Fig. 7. Comparison analysis results of maximum daily rainfall and 
5 days rainfall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소양호 상류에 위치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가아천 유역을 대상으로 국내 토지이용 및 강우 패턴 등 특성

이 반영된 원단위 자료를 이용하여 토지이용별 MUSLE 유출

인자의 계수 및 지수를 산정하고, SWAT 모형 내 적용에 따른 

토양유실 및 유사유출 발생량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연구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SWAT 모형으로부터 산정된 토지이용별 단위면적당 평균 

토양유실량과 국내 토지이용별 원단위 자료와의 오차율 5%를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 산정한 가아천 유역에서의 토지이용별 

MUSLE 유출인자의 계수 및 지수는 각각 논에서 0.36, 0.67 밭

에서 17.6, 0.64 산림에서 0.14, 0.60으로 국내 고랭지 유역에서

의 토양유실 발생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존 MUSLE와 개선된 MUSLE를 통해 산정된 토지이용

별 토양유실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 기존 MUSLE를 적용할 

경우 논과 산림에서의 토양유실량은 개선된 MUSLE에 의한 

토양유실량에 비해 각각 20.2배, 55.2배 과다하게 산정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밭에 대한 토양유실량은 개선된 MUSLE

를 적용할 경우 약 1.9배 더 크게 산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

나 고랭지밭 토양유실 발생 특성을 감안하면 기존 MUSLE를 

통해 산정되는 밭에 대한 토양유실량 값 또한 결코 작지 않은 

것이라 판단된다. 

3) 기존 MUSLE와 개선된 MUSLE를 통해 산정된 소유역별 

토양유실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 유출인자의 계수 및 지수에 

따라 소유역별 토양유실량은 최소 238.40 ton/yr에서 최대 

2,026.48 ton/yr까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에 따라 유역에서의 토양유실 및 하천 말단에서의 유사유출 

발생량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기상, 토양침식인자, 작물관리인

자, 경사장·경사도인자 등 토양유실 산정에 미치는 영향인자가 

SWAT 모형 내 동일하게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

별 MUSLE 유출인자의 계수 및 지수 적용에 따라 유역에서의 

토양유실 및 유사유출 발생량 값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내 유역을 대상으로 미국 농업유역

에서의 관측자료를 통해 개발된 MUSLE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토지이용별 MUSLE 유출인자의 계수 및 지수에 대한 

충분한 수정·보완 과정이 중요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유역에서의 토양유실 발생 및 거동 특성

과 토양유실 저감 대책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는데 SWAT 모

형이 주로 활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토지이용별 MUSLE 유

출인자에 대한 계수 및 지수 산정과 이에 대한 SWAT 모형 내 

적용성 평가가 이루어진 바 없다. 현재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내 

고랭지밭 토양유실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정책적으로 매

년 이행평가를 통해 대책 추진 및 관리목표 달성 여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 산정한 토지이용별 

MUSLE 유출인자의 계수 및 지수는 SWAT 모형을 통한 국내 

고랭지 유역에서의 토양유실 발생 및 유사 거동 분석과 저감 

대책 등에 따른 효과를 보다 합리적으로 예측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국내 유역 내 토지이용별 토양유

실 발생 특성을 고려한 토양유실량 및 유사유출량 산정 결과는 

향후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내 토양유실 우심지역 선별과 환경부 

및 지자체에서 수행될 다양한 토양유실 저감 대책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아천 유역 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침사지, 개비온 옹벽, 배수로 수로관 등과 같은 비점오염 저감

사업에 따른 토양유실 저감 영향과 유사유출 보정 과정을 고

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이를 반영한 토양유실 발생 및 거

동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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