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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토석류의 발생은 산악지역에 위치한 도로나 주택가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며 많은 재산의 손실을 발생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산악지

역에서 발생한 토석류를 모의하기 위해 2개의 유역을 선정하고 공간자료를 구축하였다. 첫 번째 유역의 경우 지상 LiDAR를 활용하여 

토석류 발생 구간을 스캔하고 지형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두 번째 유역의 경우는 드론을 활용하여 유역의 퇴적부를 촬영하고 DSM 

(Digital surface model)을 생성하였다. 그리고 토석류 발생이 하류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차원 상용 모델인 FLO-2D를 사

용하여 토석류의 흐름 영역을 시뮬레이션하고 지상 LiDAR 및 드론 측정데이터의 퇴적부와 비교분석하였다.

핵심용어: 토석류, 지상 LiDAR, 드론, FLO-2D

ABSTRACT

Occurrences of debris flow are a serious danger to roads and residential located in mountainous areas and cause a lot of property loss. In 

this study, two basins were selected and spatial data were constructed to simulate the occurred debris flow from mountainous areas. The 

first basin was to use the Terrestrial LiDAR to scan the debris flow occurrence section and to build terrain data. For the second basin, use 

drones the sediment in the basin was photographed and DSM (Digital surface model) was generated. And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occurrence of debris flow on downstream side, FLO-2D, two-dimensional commercial model, was used to simulate the flow region of the 

debris flow. And it was compared with the sedimentation area of terrestrial LiDAR and drone measurement data.

Keywords: Debris flow, Terrestrial LiDAR, Drone, FLO-2D 

1. 서 론

기후변화로 인하여 태풍과 집중호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산사태나 토석류와 같은 산지재해 발생 확률이 증

가함에 따라 산악지역에 위치한 도로나 주택가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며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무

엇보다 산지재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해 발생 예상 지역이나 피해 정도 및 규모에 대한 예측이 중요하며 재해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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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산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점이나 발생이 예상되는 지점의 환경적인 원인

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산사태 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접근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Sidle et al., 2006; Lee et 

al., 2015). 또한 LiDAR와 GPS장비를 도입하여 현지조사를 정밀하게 수행하고 정확도를 높이는 분석이 필요하며 무인항공

사진측량 방법으로 소규모 지형에 대한 정사영상과 수치지도를 제작하고 그 정확도를 검증함으로써 향후 수치지도 갱신에 

적용가능성을 실험(Lim et al., 2015)하였으며 드론을 활용한 산림공간정보 조사 및 분석 방법은 기존 방법보다 인력과 시간

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산림계획 및 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하였다(Park 

and Jung, 2018). O'Brien (1993)은 이차원으로 토석류 거동을 해석한 연구를 수행하여 FLO-2D라는 홍수 및 토석류 해석 상

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토석류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토석류가 어떻게 이동하고 퇴적되어 하류부에 피해를 주

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며 토석류에 대한 유동 매개변수가 토석류의 유동에 미치는 영향 즉 민감도 분석 결과

를 제시하였다(Kim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산악지역에서 발생한 토석류를 분석하기 위해 2개의 유역을 선정하고 공간자료를 구축을 위해 두 가지 방

법 사용하여 공간 데이터를 취득하였으며 첫 번째 유역의 경우 지상 LiDAR를 활용하여 토석류 발생 구간을 스캔하고 지형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두 번째 유역은 드론을 활용하여 유역의 퇴적부를 중심으로 촬영하고 데이터 처리를 통해 정사영상과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의 DSM을 생성하였다. 그리고 토석류 발생이 하류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차원 상용 모델

인 FLO-2D를 사용하여 토석류의 흐름 영역을 시뮬레이션하고 지상 LiDAR 및 드론 측정데이터와 퇴적부를 비교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지역 

2006년 7월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지역은 많은 토석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설악산 국립공원

을 동서 방향으로 횡단하는 국도 44호선을 따라 토석류가 집중되었으며 연구대상 유역은 Fig. 1과 같다.

Fig. 1. Location of the selected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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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지역은 설악산 국립공원내에 장수 5교 상류부와 하류부에 위치하고 있는 두 개의 유역으로 사진과 같이 지금까

지 토석류 발생 이력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 재해 발생 시점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형의 변화 분석이 가능하다. 연구지역

의 경우 경사가 심하고 높은 고도로 인하여 GPS 및 지형자료 획득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지상 LiDAR 및 드론을 활용한 2

가지 형태로 유역의 지형자료를 취득하였다. Fig. 2는 연구 흐름도로 먼저 1:5000 수치 지도를 활용하여 DEM을 생성하고 수

문분석을 통해 두 개의 유역정보를 추출하였으며 GIS 공간정보를 구축하였다. 이후, 지상 LiDAR를 활용하여 Site 1의 토석

류 발생 구간을 따라 스캔하고 지형데이터를 구축하였다. Site 2의 경우는 드론 촬영을 통하여 유역의 지형데이터를 구축하

였다. 그리고 FLO-2D 모형을 이용하여 각각 유역의 토석류 흐름을 모의하고 지상 LiDAR 및 드론 촬영데이터와 FLO-2D에

서 모의 된 확산면적을 비교 분석하였다. 

Fig. 2. Research flowchart

2.2 지상 LiDAR 및 드론

지상 LiDAR의 측정 원리는 레이저를 이용한 지형·지물의 측정은 측정 대상에 레이저를 쏘아 표면에서 반사되어 되돌아

오는 레이저광을 광센서(light-detecting sensor)를 이용하여 감지, 분석하는 방법으로 장치는 송신부(transmitter), 수신부

(receiver), 처리부(processor)로 구성된다. Fig. 3(a)는 현장측량에 사용된 장비로 RIEGL사의 LMS-Z210ii로 반사율 80%

기준에서 최대 측정거리 650 m, 수직 0°~80°, 수평 0°~360° 범위로 15 mm의 오차수준으로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으며 카메

라와 GPS를 장착하면 측정 포인트의 RGB값 및 절대좌표를 획득할 수 있다. GPS는 HUACE사의 X90 2주파 RTK (Real 

Time Kinematic) 장비로 국토지리원에서 구축한 VRS (Virtual Reference System) RTK시스템을 이용하면 수평방향 ±10 

mm+1 ppm, 수직방향 ±20 mm+1 ppm의 정확도를 가진다.

Fig. 3(b)의 드론은 DJI사의 Phantom3 Professional 모델로 4K의 영상을 촬영하고 배터리를 포함한 무게는 1280 g으로 

최대 16 m/s의 속도로 약 23분 동안 촬영이 가능하다. 1200만 화소의 카메라를 장착하였으며 F/2.8렌즈는 화각이 94°로 넓

은 화각은 항공 촬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왜곡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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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rrestrial LiDAR (b) Phantom3 professional

Fig. 3. LiDAR scanner equipment and drone

2.3 FLO-2D 모형이론

FLO-2D모델(O'Brien et al., 1993)은 미국 콜로라도 대학에서 개발되었으며 그리드 기반의 물리적 모델로써 지표면과 하

도내의 홍수-수문곡선과 강우-유출을 추적할 수 있다. 이 모델은 운동학, 확산, 운동파 방정식을 이용하여 운동량방정식으로 

접근한다.

FLO-2D는 격자와 시간에 관계없이 유동심, 속도, 압력이 예상가능하고, 그리드 기반의 모델로써 GIS 및 기타 응용 프로

그램들과 연동 가능하다. 하지만 하상 침식에 의해 유발된 토석류 체적의 증가는 FLO-2D 모델에서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토석류의 퇴적이나 확산영역에서의 토석류 모의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FLO-2D는 2차원 수치해석 프로그램으

로 8개의 흐름 방향으로 정의되며 각 방향의 연속방정식과 2개의 운동량방정식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다(FLO-2D,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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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h= 토석류의 유동심,  = 유동심을 통해 산정된 x, y축 이동속도,   = 강우강도,     = 흐름 방향과 흐름직각 방

향의 마찰 경사,     = 바닥 경사이며, 일반 유체와 달리 고밀도인 토석류 전단응력은 다음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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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전단응력, 는 항복전단응력으로 Mohr-Coulomb 전단저항(shear resistance)을 나타내며, 는 점성전단응력, 

는 난류전단응력, 는 분산(dispersive)전단응력, 는 동점성(dynamic viscosity)계수, 그리고 는 내부(internal)전단계

수를 나타낸다. 총 전단응력을 수심 적분하여 경사형식(gradient form)으로 표현하면 다음 식 (5)과 같다.

       

















(5)

여기서, 는 전체 마찰 경사, 는 항복경사, 는 점성경사, 는 난류-분산경사, 은 유사혼합물(sediment mixture)의 

비중량, K는 저항매개변수, 은 등가 Manning 계수값이다. 

3. 결과 및 분석

3.1 유역정보 분석

지형특성 분석을 위해 공간해상도 5 m× 5m 수치지도를 활용하여 지형분석을 수행하였으며 Fig. 4의 (a) 연구대상 유역으

로 토석류 발생 이후의 항공사진이며 화살표를 따라 토석류가 발생하였다. (b)는 대상유역의 등고선이며 (c)는 DEM으로 해

발 고도는 대략 510~1485 m로 나타났으며 (d) 유역 및 집수면적을 분석한 자료이다. 각 유역의 상세 정보는 Table 1과 같으

며 공간 데이터는 FLO-2D 모의 시 유역경계 구현 등의 기초자료로 입력된다. 

(a) Target watershed map (b) Contour map (c) DEM map (d) Contributing area map

Fig. 4. Watershed spati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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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Watershed Information

Area (km2)
Maximum

elevation (m)

Minimum

elevation (m)

Average

elevation (m)
Average slope (°)

Deposition

area (km2)

Site 1 1.23 1280 510 858 31 0.064

Site 2 1.98 1485 528 979 39 0.021

3.2 지상 LiDAR 및 드론 데이터 분석

지상 LiDAR지형 자료는 토석류 발생 구간을 따라 올라가며 스캔하였으며 기존 1:5000 수치지도의 지형자료와 비교 분석

하였다. Fig. 5의 (a)는 토석류 발생지점을 화살표를 따라 스캔한 항공사진 자료이며 (b)는 토석류 발생 이전의 지형데이터로 

수치지도를 활용하여 DEM을 생성한 자료이고 (c)는 수치지도와 지상 LiDAR 측량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성한 정밀 DEM이

다. (b)와 (c) 지형데이터를 비교하였을 경우 토석류는 계곡을 따라 약 500 m 정도 이동하였고 도로를 지나 한계천으로 유입

되었으며 계곡 중심부에는 많은 침식이 계곡주변부에는 많은 퇴적이 발생하였다. 

드론 촬영을 수행하기 이전에 RTK-GPS측량을 통해 24곳의 지상기준점(GCP, Ground Control Point)을 선정하고 측량

을 진행하였으며 4개의 기지점(CP, Check Point)에 대하여 비교하여 오차율을 확인하였다. 오차율은 평균 제곱근 오차

(RMSE, Root Mean Square Deviation)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계산 결과는 Table 2와 같이 평균 오차 RMSE의 값이 X축 

0.021 m, Y축 0.031 m, Z축 0.028 m로 나타났다. 

(a) Watershed information map (b) Digital map DEM (c) Digital map+LiDAR DEM

Fig. 5. LiDAR data and the digital map comparison (Site 1)

드론 촬영 영상은 PIX4D Mapper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0.064 km2의 면적에 1401장의 촬영된 사진을 중첩하고 Fig. 6

과 같이 정사영상과 0.79 cm의 샘플링 거리를 갖는 DSM을 생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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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 of accuracy by GCP survey

No.
Error X

(m)

Error Y

(m)

Error Z

(m)
NO.

Error X

(m)

Error Y

(m)

Error Z

(m)

GCP. 1 0.003 0.011 0.037 GCP. 14 -0.005 -0.037 -0.017

GCP. 2 -0.023 0.006 0.050 GCP. 15 0.036 -0.051 -0.008

GCP. 3 -0.022 -0.003 0.004 GCP. 16 -0.053 -0.036 0.010

GCP. 4 0.014 0.018 -0.034 GCP. 17 0.014 -0.016 -0.054

GCP. 5 0.027 0.020 0.007 GCP. 18 0.000 -0.040 -0.014

GCP. 6 -0.020 0.015 -0.038 GCP. 19 -0.001 0.022 0.034

GCP. 7 0.005 0.061 0.020 GCP. 20 0.009 0.000 0.015

GCP. 8 0.013 -0.028 -0.063 GCP. 21 0.009 -0.028 0.008

GCP. 9 0.024 -0.040 0.031 GCP. 22 -0.007 0.029 -0.025

GCP. 10 -0.045 0.066 0.001 GCP. 23 -0.010 0.000 0.027

GCP. 11 0.020 0.024 0.004 GCP. 24 -0.012 0.006 -0.041

GCP. 12 -0.010 0.026 -0.003 Mean (m) -0.00049 0.000060 -0.00157

GCP. 13 0.024 -0.024 0.012 RMS Error 0.021355 0.030740 0.028945

(a) Deposition area (b) Contour (c) Orthophoto (d) Digital surface model

Fig. 6. Watershed Information map (Site 2)

3.3 FLO-2D모형 분석

FLO-2D 모형 분석을 위해 토석류 모의 시 확률강우량은 토석류 발생 당일의 실측강우량을 반영하여 토석류 흐름과 퇴적

면적 등을 산정하고 각 유역의 지상 LiDAR 및 드론 측량데이터와 이동 경로 및 퇴적구간을 비교하였다. Fig. 7의 (a), (b)의 

경우 각 유역을 대상으로 FLO-2D를 모의한 결과로 이동 경로와 확산면적을 비교한 것이며 (c)는 (a), (b)유역을 같이 모의한 

것으로 site 2의 유역에서 발생한 토석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site 1의 토석류와 합쳐지는 결과를 보였다. 각 유역의 퇴적면

적의 경우는 토석류가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 마지막 유동심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site 1의 경우 실제 토석류 퇴적면적은 

51,336 m2이고 FLO-2D모의 결과는 59,543 m2로 나타났다. site 2의 경우는 드론 측량의 토석류 퇴적면적은 64,000 m2이고 

모의 결과 퇴적량은 66,996 m2로 분석 되었다. 두 유역 모두 실제 토석류 퇴적량보다는 약간 높게 분석되었지만 비슷한 양상

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d)는 토석류의 흐름 속도를 나타낸 것으로 하천으로 이동 시에는 약 1~7 m/s의 속도를 보이며 site 1

과 합쳐지는 부분에는 약 5~20 m/s의 속도를 보여 주고 있다. 토석류가 한계천으로 유입되면서 유속이 빨라지고 위험도가 높

아지는 양상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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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FLO-2D simulation results (Diffusion range and velocity)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실제 산악지역에서 발생한 토석류를 모의하기 위해 설악산 국립공원에 속해있는 한계천 일대를 대상 유역

으로 선정하고 수치지도와 지상LiDAR 드론 등을 활용한 지형분석과 FLO-2D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 유역 분석 및 공간데이터 생성을 위해 1:5000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DEM을 생성하고 수문분석을 통하여 유역정보

를 추출하였다. 지상 LiDAR와 드론을 활용하여 고해상도의 지형 정보를 구축하고 토석류 퇴적면적을 산정하였으며 site 1

의 경우 51,336 m2으로 site 2의 경우 64,000 m2으로 분석되었다. 

FLO-2D 모형을 적용하여 토석류 발생지역의 토석류 흐름과 퇴적면적을 산정하였으며 실제 측정 구간과 비교하였다. 

FLO-2D 모의 결과 토석류 퇴적면적은 site 1의 경우 59,543 m2, site 2의 경우 66,996 m2으로 측정구간보다 조금 높게 분석

되었으나 흐름 형태나 퇴적양상은 실제 발생현장과 비슷하게 분석되었다. 이는 FLO-2D 모형을 활용함으로써 토석류 위험

지역 선정 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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