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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cident at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FDNPP) resulted in the deposition of large quantities of radionuclides over 
parts of eastern Japan. Radioactive contaminants have been observed over a large area including forests, cities, rivers and lakes. Due to the 
strong adsorption of radioactive cesium by soil particles, radioactive cesium migrates with the eroded soil, follows the surface flow paths, 
and is delivered downstream of population-rich regions and eventually to coastal areas.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model to simulate the 
transport of contaminated sediment in a watershed hydrological system and this model was compared with observation data from eroded 
soil observation instruments located at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Two methods were applied to analyze the soil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the collected soil samples, including standardized sieve analysis and image analysis methods. Numerical models were 
developed to simulate the movement of soil along with actual rainfall considering initial saturation, rainfall infiltration, multilayer and 
rain splash. In the 2019 study, a numerical model will be used to add rainfall shield effect by trees, evaporation effect and shield effects 
of surface water. An eroded soil observation instrument has been installed near the Wolsong nuclear power plant since 2018 and observa-
tion data are being continuously collected. Based on these observations data, we will develop the numerical model to analyze long-term 
behavior of radionuclides on land as they move from land to rivers, lakes and coast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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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로 인해 일본 동부 지역에 다량의 방사성 핵종이 축적되었다. 이러한 방사성 물질은 숲, 도

시, 하천, 호수를 포함한 넓은 범위에서 관측되고 있다. 방사성 세슘의 토양 입자에 강하게 흡착하는 특성 때문에 방사성 세

슘은 침식된 토사와 함께 이동하여, 인구가 밀집한 하천 하류지역으로 그리고 연안으로 서서히 이동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

생환경의 오염된 토사의 이동을 재현하기 위한 수치모델을 개발하고, 그 성과의 일부를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위치한 침식

된 토사 관측 장비에서 관측된 결과와 비교하였다. 수집된 토사 시료의 입경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표준 체분석과 이미지 

분석법을 적용하였다. 수치 모델은 초기 포화도, 강우의 토사 침투율, 멀티 레이어, rain splash 등을 고려하여 현실의 강우

에 따른 토사의 이동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2019년 연구에서는 수치모델에 나무에 의한 강우 쉴드 효과, 

증발효과, 표면물의 쉴드 효과 등이 추가될 계획이다. 토사 유실 관측 장비를 2018년부터 월성 원전 인근에 설치해 지속적

으로 관측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러한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방사성 핵종의 강우, 하천, 연안으로 이동하는 장기 영향 평

가 수치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1. 서론

방사성 핵종의 환경 유출로 인한 사고평가는 크게 초

기 평가와 중장기 평가로 나뉠 수 있다. 초기 평가 시에는 

정확한 대기, 해양 이송자료를 기반으로 방사성 핵종의 대

기, 육상, 해양 등의 확산 범위, 인체 영향을 평가하는 것

이 중요하다. 중장기 평가에서는 육상에 침적된 방사성 동

위원소가 바람 및 강우와 같은 외력으로 인해 육상, 작은 

하천, 호수, 강 그리고 바다로 이동하는 장기적인 거동으

로 인한 환경, 먹이사슬 평가, 인체 영향 평가가 중요한 사

항이 된다[1].

후쿠시마 사고 이후 다수의 논문에서 방사성 핵종 유

출 사고의 중장기 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물리, 화학적 핵

종의 거동을 반영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강우 및 바람

에 의한 육상 내 핵종의 거동, 작은 하천 내 핵종의 용존 혹

은 입자형태의 거동[2], 댐을 포함한 강 및 호수와 같은 1차

원 모델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동[3], 하천이 바다의 연안에 

연결될 때 핵종과 해수의 이온교환에 따른 입자화 현상 및 

장기 거동[4], 그리고 담수와 해수 내 먹이사슬을 평가하는 

모델 들이다[5].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서술할 수 있지만, 각

각의 모델에서 필요한 세부 정확도를 요구하는 사항으로는 

바닥전단응력 모델, 유속에 의한 입자의 재부유, 침강, 집

중 호우로 인한 하천 단면 변화, 범람 및 강변 침적 등 다수

의 고려사항이 존재 한다. 이 중 다수는 물리적으로 매우 잘  

정립된 수학 모델들이 존재하거나, 신뢰도 높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는 형태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적용 환경의 특성에 매우 좌우되는 경

험식이 주를 이루는 경우에는 변수들을 결정하기 위해 적

용 지역의 특성을 포함한 자료 수집 및 직접 관측이 필요하

다. 이러한 대표적인 분야가 주로 위도와 기상학적 요인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이는 강우에 의한 토사의 침식 및 이동에 

대한 특성 자료다[6]. 

육상의 강우에 의한 토사 유실에 관한 연구가 주로 경험

식을 이루고 있는 것은 국가단위의 장기 농지 유실을 평가 하

기 위함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였고, 또한 연구자들이 관측 기

구를 필요에 의해 직접 제작하여 사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계적인 이론이 수립되지 못한 채 과거의 연구결과가 현재

까지도 사용되고 있다[7, 8]. 대표적인 예로 Elsevier에 검색된 

결과에 따르면 1900년대부터 2017년까지 연구된 강우에 의

한 육상의 토사이동 연구 논문은 1,100편이며, 이중 2016년  

이후 출판된 논문이 절반인 557편에 이른다[9]. 2016년 이

후 많은 출판이 이루어 진 것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 학

자들의 출판물 증가가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

다. 대표적으로 Japan Atomic Energy Agency (JAEA)에서

는 본 연구와 유사한 Long-Term Assessment of Transport 

of Radioactive Contaminant in the Environment of Fuku-

shima (F-TRACE) 연구프로젝트를 통해 2012년부터 방사

성 물질의 중장기 거동 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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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동식물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담수의 오염에 대해 면밀

한 관측과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10]. 본 논문에서는 육상에  

침적된 방사성 핵종의 장기 거동 평가를 위해 강우에 따른 포

화도, 침투량, rain splash 등을 고려한 토사이동 수치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현장실험과 병행하여 토사의 침식량과 강

우량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수치모델을 소개

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방사성 핵종이 육상에 침적된 후 표층 토양에서 다양한 형

태로 존재하게 된다. 후쿠시마에서 방출된 세슘의 경우 육상

에 침적 된지 3년이 경과하면 토사의 미네랄 입자에 강하게 

부착되어 더 이상 물에 녹아 분리되기 어려운 형태로 존재하

는 비율이 약 97%에 이른다고 한다[11]. 체르노빌의 경우 토

사 표층에서 수직 20 m 깊이 내에 침적된 총 방사성 핵종의 

90%가 존재한다고 발표된 바 있다[12]. 방사성 핵종의 수직

분포는 초반 1~2년은 Exponential 함수로 표현이 가능하지

만, 더 장기적으로는 Hyperbolic secant 함수로 표현되는 것

이 후쿠시마 인근의 관측 자료에서는 더 신뢰성을 갖는다고 

한다[13]. 유사하게 Gauss함수와 유사한 모델을 적용한 연구

에서도 Exponential 함수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신뢰성에 의

문을 제기된 바 있다[14].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사고 이후 수

행된 많은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육상에 침적된 세슘의 경우 

표층에서 수직 20 cm 까지는 최소한 고려해야 하며, 97%의 

세슘이 물에 녹지 않고 토사 입자와 함께 거동 함을 전재 할 

수 있다[11, 14].

강우나 바람에 의한 육상의 토사 이동에 대한 연구는 

경험적이고 관측자료에 의존한 방정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

다. 가장 큰 이유로는 관측의 어려움에 있으며, 강우 관측

은 시간당 내린 강우의 높이를 누적해서 기록하는 방식인 

누적 강우량(mm)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빗방울의 

크기와 속도, 각도가 중요한 강우 충격력을 고려하는 에너

지 방정식을 적용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강우 입자의 

충돌에 의한 빗물 튀김과 토사의 면상이동 및 침식 메커

니즘을 설명한 연구는 대표적으로 [15], [16], [17] 등이 있

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토사 입자가 강우에 의해 수직으

로 약 1.5 m [18], 그리고 수평으로는 5 m 이상 이동할 수  

있음이 확인 되었다[19]. 또한 토사의 성분, 입자의 크기, 토

사 표면의 식물 비율 그리고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 함수

율이 이동 거리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18]. 강우가 토사에  

충격을 반복적으로 가하면 토사 표면의 흙 입자의 밀도

는 증가하게 된다[20]. 흙 입자의 밀도가 변하면 물을 포

함할 수 있는 최대 능력이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토

사 표면에 물이 고이게 되면 이 물은 강우가 토사 표면에 

가하는 충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16]. 흙 입자 사

이의 마찰력과 빗방울의 충격에너지를 수치화해 연구한 결

과가 극소수 있지만[21], 현장에 적용이 어렵다는 결론을 가

지고 있다[22]. 후쿠시마의 경우 최근 발표된 논문들 중 일

부는 연구, 관측자료의 부족으로 토사 이동을 매우 경험적

인 수식으로 사용하는 형태로 초기에 적용하였으나, 현재는 

JAEA의 F-TRACE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직접 현장에서 관

측한 자료를 활용하려는 형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3].

3. 현장 관측 모형 제작 및 실험 개요

3.1 현장 실험 모식도 및 체분석 실험 

강우로 인한 토사의 이동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험 장비를 제작하였다. Fig. 1은 사

각형 박스 형태로 제작된 토사 유출 실험 장비를의 모식도를

나타낸 것으로, 실험 경계(폭 2.1 m, 길이 3.5 m, 경사도 7°)

를 정하고 비가 온 뒤 실험 영역 내 유출되는 토사를 수집하는  

Fig. 1. A design of field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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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실험 방법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성 오염 물질의 장기거동 평가 및 모니터링 연

구의 일환인 F-TRACE의 실험 방법 중 하나로 일본의 실험을 

벤치마킹하여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24]. 

실험 위치는 식생환경, 경사지, 그리고 토양특성으로 구분

하여 선정하였다. 식생환경은 계절적인 변화에 따라서 표층 

피복의 식생변화를 유발한다. 특히, 활엽수림의 경우 가을철 

낙엽이 지표면으로 쌓이게 되면 표토의 침식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경사도는 토양의 유실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토양 특성은 자갈, 

모래, 실트, 점토의 입자 크기에 따라 분류된 토양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25]. 본 실험의 토양 특성을 농업진흥

청 국립농업과학원의 GIS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임

지의 토질 특성은 양토로써 자갈함량이 매우 없는 토질 특성

을 보이며 배수가 양호한 토양 조건이라 말할 수 있다[26]. 본 

연구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서 관측한 실험결과를 제

시하고 있으며, 2018년 현재는 월성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과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서 실험이 진행 중이다.

토사의 물성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통적으로 조립 입자

의 입도 분석은 표준체를 이용해 왔으며, 세립 입자는 스토

크의 법칙을 이용한 침강법 또는 피펫법 등이 이용되어 왔다

[27, 28]. 특히, 입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일반

적으로 장비의 가격이 저렴하고 규격화된 체를 사용한 체가

름 시험이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체가름에 

사용되는 체의 규격이 다양하지 않아 균일한 모래 또는 미세

한 입자인 점토나 실트의 경우 입도 분포를 정확하게 파악하

는데 한계가 있다. 

토양에 침적된 방사성 핵종은 토사 입자 외에 토양에 있

는 유기물과도 흡착하며, 일반적으로 유기물 함량이 높은 토

사의 핵종 흡착률이 높아진다[29]. 토양에 침적된 핵종은 토

사 입자 외에 토양에 있는 유기물과도 흡착하며, 일반적으로 

유기물 함량이 높은 토사의 핵종 흡착률이 높아진다[29]. 또

한 토양의 유기물은 강우 환경적인 요건으로 표층토사의 지

속 유실로 인해 표층토사 내 함유량이 낮아지면, 나무, 풀 등

의 식생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며[1], 유기물과 결합

한 핵종은 일부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되어 가스화되기도 한

다[30]. 토양 내의 방사성 핵종은 식물과 곡물의 뿌리로 흡수

되어 잎과 열매로 이동해, 겨울철 다시 토양에 떨어져 유기물

에 결합된 형태로 토양에 축척된다[1]. 토양에 포함된 유기물

은 상기와 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번 초기 

연구 단계에서는 유기물의 영향을 제외한 토사에 흡착된 핵

종만 고려하며, 단계적으로 모델의 현실 반영성을 높이기 위

해 다양한 물리 과정을 포함할 계획이다.

본 실험의 경우 강우로 인한 토사의 유출을 파악하기 위

한 입도 분포 분석의 경우 실트질 이하의 입경 분포가 주요 입

자 분포이므로 체가름 실험을 적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하

였다. 따라서 체분석과 이미지 분석을 병행하여 입도 분석을 

Fig. 3. Analyze of soil size distribution by digital images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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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으며, Fig. 2에는 본 실험에서 수행한 체분석의 실험 

과정의 순서를 도식화 하였다. 본 체가름 분석에서는 유기물

에 대한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토사 입경의 분포를 구하

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이 수행되었다. 

3.2 이미지 기법을 활용한 입도 분석

최근에는 컴퓨터와 광학장비가 발전함에 따라 체가름 시

험 법 대신 이미지를 이용한 흙의 입도분석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연구되어 왔으며 직접적인 디지털 이미지 촬영과 이

의 처리를 통해 조립 입자에 대한 입도분석 방법도 고안되어 

이미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31]. 이미지를 활용한 분석

은 특정 대상의 이미지를 획득하고 이로부터 실험을 결과를 

컴퓨터를 통해 얻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미지를 통한 입

도 분석 방법은 이미지를 취득하는 광학장비의 선정[32, 33]과 

광학 장비로부터 취득한 이미지를 이용해 실제 모래로 변환

하는 과정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34, 35]. 

입도분석에 사용된 광학장비로는 디지털 카메라, 현미경, 입

체스캐너 등이 있으며, 각각의 장비에 최적화된 분석 방법을 

제안해 높은 정확성을 확보하고 있다.  

본 이미지 분석 실험은 HP사의 Officejet Pro 8600 스캐너

를 통해 고해상도 이미지를 취득하고 입자들의 위치, 형태, 크

기를 수치적 기법을 통해 입도 분석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

다. 영국 플리머스 대학교의 Daniel Buscombe가 개발한 소

스 코드를 활용하여 입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본 기법은 이

미지를 활용한 자갈 및 모래 입경 분포 분석, 비점섬토 및 입

경이 불규칙적인 입도 분포 분석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다

[36-38]. 이미지를 활용한 입도분석 과정은 대상 시료의 이미

지를 획득 이후 좌표 값, 명암 정도, 밝기 등의 변수를 변화를 

통해 이미지를 재구성하고, 최종적으로 디지털 이미지를 코드

화하여 분석 하는 방법으로 분석과정 모식도는 Fig. 3과 같다.

4. 유출 토사 실험 결과 분석 

4.1 체분석을 활용한 입도 분석 연구 방법

입도 분석을 위한 체 분석법은 체의 망 크기에 따라서 

정확도가 좌우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체가름에  

사용되는 체의 규격이 세밀하지 않아 입경이 작은 미세 입

자의 경우 입도 분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

다. 또한 일반적인 강우에 의해 침식된 토사가 흐르는 빗

물에 의해 이동하는 경우 저지대에서 토사 입자의 분포는 

0.5 mm 이하가 90% 이상을 차지하며, 침식된 토사의 입

경 분포는 강우량에 의한 유속과 매우 상관관계가 높아, 

강우가 강할수록 입경이 큰 토사가 침식된다[39]. 본 연

구에서 수집된 관측 결과는 Fig.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0.5 mm 이하의 미립 토사가 각각 68%, 51%, 48%의 비

율로 존재했다. 기존 연구는 하천의 하류에서 측정하였

기 때문에 침강속도가 매우 작은 입자들이 주로 관측되

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하천이송과정이 없는 직접 유실된 

토사를 분석했기 때문에 토사 입경 분포 차이를 보이는 것

으로, 이러한 차이점은 하천 모델에서 토사 이송시 입경의 

크기에 따른 침강속도를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39].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세립질 토사의 상세한 분석을 위해 체분석

(체의 직경: 0.064, 0.075, 0.15, 0.3, 0.5 mm)보다 더 상세

한 분석이 가능한 이미지 분석 기법을 활용해 입도분포곡선

을 분석하였다. 

4.2    이미지 처리를 활용한 입도 분석 연구 방법

스캐너를 통해 입자를 이미지화 하고 이로부터 입도 분

포를 얻는 과정에는 오차의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즉 정확

한 이미지 입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이들 오차의 가능성을  

Fig. 4. Soil size distribution by using sie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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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고 발생하는 오차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수행한 입도를 분석하는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오차 검

증과 분석 정확도 향상 방법을 다음과 같다. 저 해상도에 의

한 이미지 정보 누락 및 카메라 촬영에서 발생하는 왜곡에 의

한 오차, 스캔을 수행하기 전 샘플 처리과정 오차, 이미지 분

석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공간 계산 방법에 의한 분석 정확

도 향상이 있다. 본 실험을 통해 각각의 오차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증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발생 오차를 줄이기 위한 개

선책 및 분석정확도 향상은 아래와 같다. 

카메라 촬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상도 이미지 정보 누

락 및 촬영 시 발생하는 왜곡에 의한 오차 발생을 확인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였다. 카메라를 통해  

이미지 분석을 하였을 때 카메라 화소수에 의해 최소 측정 가

능 입자 크기는 제한적이며, 촬영된 이미지는 실험자의 촬영 

각도, 거리에 의하여 입자 크기 오차가 발생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오차를 원천 배제하기 위하여 

고해상도 스캐너 분석을 활용하였다. Canon사의 EOS 100D

의 18-55 mm 렌즈 카메라를 사용해 이미지를 취득한 경우 

반복 촬영시 미세한 촬영위치, 각도의 차이에 의해서 이미

지 왜곡에 의한 오차와, 시료의 기준점 변경 오차가 발생한

다. 그러나 스캐너 장비를 이용할 경우 피사체와의 상대 위

치, 각도가 매번 동일한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어 이미지 분

석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 Fig. 5(a)는 카메라 이미지에 

의한 토사 입도 분포를 나타내는 그림으로 상기 언급한 매우  

미세한 오차가 누적되어 입도분포 곡선의 그래프의 편차가 나

타났다. Fig. 5(b)는 스캐너 이미지를 이용한 입도분석 그래프

로 분석 결과의 편차가 작은 것을 보이고 있다. 현재 완성된 토

양 분석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독일의 Camsizer 는 약 1%의 

오차로 평판 스캐닝 방식을 택하고 있다[40]. 본 연구에서는 

가급적 이미지 취득시 발생하는 기하적 오차가 적은 scanner  

방식으로 분석했다. 

현장에서 채집된 시료를 스캐너에 도포하는 과정에서 입

자의 편향 및 뭉침에 의해 발생하는 오차 가능성이 있다. 이

러한 오차 요인을 줄이기 위해 비커 용기에 수집된 입자를 교

반기를 활용하여 입자들이 균질하게 섞어진 조건에서 스포이

트를 활용하여 다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이미지 촬영 전처리

를 하였다. 또한 스캐너의 상판 유리에 흡착된 먼지나 얼룩에 

의해서 또는 스캔 유리 상판에 얼룩이나 먼지에 의해서 발생

하는 오류는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히 제거 할 수 

있으나, 사전에 이미지 상의 얼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번 이

미지 획득시 평판 스캐너의 표면을 에탄올을 사용해 미세한 

먼지 등을 제거하였다. 

입도 분석 코드는 스캔된 모래 이미지로부터 입도 분석을 

수행 할 수 있는 영국 플리머스 대학교의 Daniel Buscombe가 

개발한 소스 코드를 활용하여 입도 분석을 수행한다[41]. 프로

그램의 기본 설정은 입도 분포를 수행 시 25 픽셀 단위로 결

과를 산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미세입자 분석 결과를  

보기 위한 정밀도에서 한계를 보이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Fig. 5. Particle size distribution for different equipment (a) camera (b) sc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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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기 위해서는 스캔의 해상도를 높이거나 계산 행렬의 

간격을 세분화하여 분석을 수행하면 보다 세밀한 결과 값을 

보여 주게 된다. 본 코드에서는 2 픽셀 단위 이하도 계산 수

행은 가능 했지만 계산 소모 시간이 증가 하였고 2 픽셀 계

산 결과값에 수렴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격자 간격은  

2 픽셀 단위로 채택하여 분석을 수행하여 체가름 시험의 결과

와 비교 검토 하였다. 

4.3 이미지 분석 결과와 체가름 실험 검토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이미지 분석법을 적용하기 위해 체가

름 시험에 사용한 직경 3 mm 이하의 시료를 사용 하였으며, 

이미지의 스캔 해상도는 600 ppi로 통일하였다. 이미지 분석 

입도분포 분석과 체가름 실험의 비교 결과는 Fig. 6과 같이  

나타났다. 이미지 분석 결과가 체가름 실험과 비교하여 입도 

분포 곡선의 기울기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앞서 오차 개

선방법과 수정된 이미지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흙의 입도분

석에서 중요하게 이용되는 균등계수, 곡률계수 등도 함께 산

출하여 결과를 정리하였다. 입도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D10, 

D30, D60을 산출하였으며 토사의 크기 분포 변화 경향을 파악

하였다. Table 1에서 총 강우량에 따라 유출된 입자의 분포  

크기가 D10, D30에서의 각 입경 별 크기 비율의 변화는 강우에 

따라 상관성을 보이지는 않으나 강우가 증가하면 입자의 분

포도를 나타내는 균등계수의 크기가 증가하는 관계를 보이고 

있다. 현 단계의 실험 결과는 관측의 결과가 대표성을 나타낼 

수는 없지만 추후 누적된 실험 결과를 통해 보다 신뢰도 있는 

강우와 토질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5. 토사 유출 모델링

수치모델의 도메인은 평면 구역 1개와 작은 개수로 1개

로 가정하고 수치적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수치 실험의 조건

은 현장 실험의 조건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구성했다. 기상자

료(강우)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기상탑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깊이에 따른 토양 입경 분포는 관측 장소의 입경 분

포를 적용했다. 입경의 특성(공극률, 포화도)은 현재 다양한 

Date (2017) D10 D30 D60 Cu Cg Rainfall (mm) Gradation Soil Type

Image

07-25 0.0490 0.1082 0.2238 4.57 1.07 9.90 Bad Clay

06-28 0.0497 0.0992 0.2192 4.41 0.90 14.00 Bad Clay

07-17 0.0488 0.1148 0.2574 5.27 1.05 27.30 Bad Clay

07-03 0.0462 0.1093 0.2471 5.35 1.05 54.20 Bad Clay

08-01 0.0483 0.1090 0.2348 4.86 1.05 69.60 Bad Clay

07-07 0.0444 0.1132 0.2934 6.61 0.98 75.20 Bad Clay

Sieve

07-07 0.0680 0.1050 0.3240 4.75 0.52 75.20 Bad Clay

07-10 0.0770 0.2210 0.7370 9.56 0.86 93.70 Bad Clay

07-11 0.0500 0.2140 0.8260 16.51 1.11 35.00 Good Clay

Table 1. Result of soil classification due to rainfall by analyzing image and sieve

Fig. 6. Comparison between image and sieve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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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미국 농림부, 한국 국토부 등)에서 표준 자료로 사용되

는 데이터를 참조 했다[42]. 수치 모델의 영역 및 크기는 관

측 현장의 크기를 적용했으며, 경사도는 현장에 기울기를 다

수 측정하여 평균을 취했다. 강우에 의한 토사의 유실량은 식 

(1) 같이 표현된다.

es = Cf k(h) r2, k(k) = exp(−chh) (1)

여기서 h는 강우가 지속됨에 따라 수층(water layer)이 

토양 위에 생성될 때 적용되며, 층이 형성되면, 침식률이  

줄어드는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ch는  

0으로 현존하는 모든 수치 모델 및 미국 EPA에서도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r은 단위시간당 강우 강도이며, 표준 강우 관측

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Cf 는 침식률 계수에 해당한다. 많은 

실험실 관측을 통해 이 계수는 일반적으로 20~500 사이의 값

을 보이며[42], 50.0을 사용하기를 권고하고 있다[6]. 이 값은 

대체로 지역의 위도와 상관이 있으며, 토양 유실의 전체 방정

식은 다음 식 (2)와 같다.

∂(ACs)
∂t  + 

∂(QCs)
∂x  − e(x,t) = q(x,t) (2)

여기서 침식량 e은 상기의 식 (1)에 제시된 splash 침식량

과 흐름에 의한 침식량의 합이다. 식 (2)는 수리학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육상의 침적과 하천의 이동을 동시에 고려하며, 

Experiment case Input source Considering soil erosion layer

EXP1 Kinematic Wave Equation 1 Layer soil erosion

EXP2 EXP1  + saturation  +  porosity 1 Layer soil erosion

EXP3 EXP1  + saturation  +  porosity Multiple Layers soil erosion

EXP4 EXP1 + saturation  +  porosity  +  erosion parameter Multiple Layers soil erosion

Table 2. Combination of input source by case of experiment 

Fig. 7. Diagram of numerical model for rain erosion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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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류단 경계조건을 0으로 할 수 있는 지배방정식으로 Kine-

matic Wave Equation이라고 불리운다[43]. Kinematic Wave 

Equation은 강우에 의한 육상 토사 침식에 미국의 농지관리 

및 일본의 F-TRACE 프로젝트 등 매우 광범위하게 현재 적용

되고 있다[15, 17, 19]. 

기상자료는 일별 누적 강수량을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기상탑에서 제공하고 있다. 현장 관측은 강우의 시작과 종

료 후 시료를 회수해 분석했으므로, 시료 회수를 하나의 이

벤트로 보고 기상 자료를 이벤트 누적 강수량으로 변환했다. 

이벤트 별로 시료의 회수 시점을 보면 3~4일간 연속적으로 

강우가 내리는 조건이 2017년 수 회 연속되었다. 또한, 입

경 분포를 보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토양이 지속적으로 

침식됨) 입경 분포가 나빠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현상을 반영하기 위한 추가적인 물리

현상을 고려 했다.

수치 실험은 총 4가지 경우를로 구분지어 실험 하였다. 각 

단계별로 물리과정을 하나씩 추가하는 방식으로 중요도를 

체크하며, 실험을 수행하였다. 각 실험 단계는 다음과 같다. 

실험 1(EXP1)은 Kinematic Wave Equation을 적용한 경우,  

실험 2(EXP2)는 실험 1(EXP1)에 토사중 공극률 및 포화도

를 포함하며, 단일층 모델, 실험 3(EXP3)은 깊이에 따라 토

사의 입경 분포를 달리하는 다층 모델, 실험 4(EXP4)에서

는 본 연구에서 관측된 강우 파라메터 Cf 를 내삽해서 적용

한 실험 순으로 수행되었다(Table 2). 그 결과는 Fig. 8에

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수치 모델에 현실적인 물리조건이 

반영되고 현장의 조건이 포함되면 결과치가 향상 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실험 2(EXP2)에서는 포화도와 공극률에 관해 강우 침수

량을 고려했으며 적용된 식은 다음과 같다. 

특정한 토양에서 흡수 할 수 있는 능력을 Fc 라고 표기한

다. 모든 토양은 초기에 포함하고 있는 수분이 있고 이를 θi라

고 표기 하면 다음과 같이 식 (3)으로 표기가 가능하다.

Fc   = f (F, θi) (3)

만약 초기 포함 수분량을 균질 하다고 가정하게 되면 

이론 해가 매우 쉽게 Darcy의 법칙에 의해 다음과 같이 식 

(4)로 구해진다. 

G  = 1
Ks     

 ∫
0

-∞ K(ψ) dψ (4)

  

여기서 Ks는 유효포화도 이며, ψ는 토사 층 계수, K(ψ)는 

수리 전도 계수이며, G는 토양을 특성 별로 정의한 상수에 해

당한다. 이를 고려한 실험을 하면, 최초 토사 침식이 포화도가 

높은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Fig. 8(a)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강우에 따른 토양 침식 

계산을 위한 경험계수가 과거 연구[43]로부터 제안되는 범위 

(20~500) 내에 존재하는 190.2로 계산되었으나, 연구[6]에서 

권장하는 50.0 보다는 큰 값으로 나타났다. 해당 계수는 관측 

지역의 위도와, 경사, 기후, 토사의 특성에 따라 다르며, 대표

적인 예로 최근 관측 결과 분석 연구인 [44]에서는 이란에서 

Fig. 8. (a) Relationship between precipitation and soil weight, (b) numerical experiment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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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완만한 평지와 상대적으로 강우가 적은 기후조건에서 

관측결과 약 33~38의 수치를 보였으며, 강우가 하루 200 mm  

이상 강한 폭우가 내리는 이탈리아에서 관측된 결과는 시간

당 내린 비의 강도에 따라 30배 이상의 편차를 보였다[45]. 경

험적인 계수는 해당지역의 많은 관측 자료의 누적을 통해 신

뢰도를 확보 할 수 있으며, 관측은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현재 사용된 수치는 최종적으로 다수의 

관측자료로 더 정확한 값 혹은 새로운 경험식이 적용 될 것

으로 예상된다.

Fig. 8(b)에서 초기포화도를 고려하게 되면 실험 1 

(EXP1)과 비교해 실험 2(EXP2)에서 침식량이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는 관측치에 비해 저 평가되고 있

으며, 약 10%정도의 예측력을 보였다. 자연상태에서 표층토

사는 입자가 작으며, 토양의 깊어질수록 굵은 입자의 비율이  

증가한다. 장기간 강우가 반복될 때 표층 토양이 침식되어 

저층 토양이 점점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토사의 침식 모델

을 개발할 때 깊이에 따라 서로 다른 토양 입경 분포를 고

려해야 현실적인 계산 결과가 도출된다. 본 연구에서는 표

층과 저층이 서로 다른 토양 입경 분포를 갖는 다층 soil 

layer를 구현했다. 관측 현장의 토사 표층(0 cm)과 중층(5 

cm)의 토사시료를 채취해 토사입경분포를 구하여 이를 수

치모델에 적용했다. 깊이에 따라 선형으로 입경분포를 보

완했으며, 표층 layer가 두께가 0이 되면 수치적인 불안정

성을 보이기 때문에 수치 실험 시에는 표층 layer의 두께를 

20 cm로 두고 5 cm에서 토양 입경 분포가 관측치와 일치

하도록 외삽했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강우에 의한 토사 침식량을 관측, 분석

하고 수치모델을 수립해 강우와 토사 침식 실험을 수행하

였으며, 그 결과가 논의 되었다. 강우에 의한 토사 유실 분

석은 실트질 이하의 정밀도 높은 분석이 필요하며, 체가름 

실험을 적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체분

석과 이미지 분석을 병행하여 입도 분석을 수행 하였으며, 

입도를 분석하는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기하 오차 개선 

방법과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입도 분석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카메라 영상 반복 촬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하 왜곡에 의한 오차 발생을 확인하고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스캐너를 사용했다. 또한 Daniel Buscombe가 개

발한 입도 분석 소스 코드를 활용하여 알고리즘 개선 및 이

를 활용한 이미지 분석을 수행하여 흙의 입도분석에서 중요

하게 이용되는 균등계수, 곡률계수 등도 함께 산출하여 결

과를 정리하였다. 

현장 실험 자료를 기반으로 표층 토사유실 모델을 수립

하여 수치적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

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 수치모델을 개발하였다. 첫째, 강우

의 토양 침투 현상을 고려할 수 있도록 토사의 입경에 따른 

공극률과 초기포화 함수를 적용해 전체적으로 정확성이 향

상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현장 시료 분석 자료를 기반

으로 깊이에 따른 토양의 입자 분포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

록 다층 레이어 모델로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반복적으로 

표층토사가 침식되어 입경분포가 다른 저층이 드러나 침식

되는 집중호우 기간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셋째, 

강우와 토사 침식간의 상관계수를 관측 자료 분석을 통해 

반영하였으며, 결과의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향후 연

구에서는 하천을 포함한 실제 지형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

도록 확장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경주 일대에 강우에 의

한 토사 유실을 관측하는 실험장치를 설치해 2018년 여름

부터 관측을 시작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 결과를 발

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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