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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토석류가 발생한 강원도 인제군에 속한 설악산 국립공원 일대를 선정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역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GIS 기법을 이용하여 지형 공간자료를 구축하였으며, 재해 발생 이후의 지형자료 구축을 위하여 지상
LiDAR를 활용하여 토석류 발생 구간을 스캔하고 3D 지형자료를 생성하였다. LiDAR 지형자료는 기존 수치 지도(재해발생 이전)와
비교하여 정밀도를 평가하고 재해 발생 전 ․ 후의 지형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FLO-2D 모형을 활용하여 토석류 확산면적을
산정하고 실제 토석류 발생 구간과 비교 분석하였다.
핵심용어: 집중호우, 토석류, 지상 LiDAR, FLO-2D 모형

ABSTRACT
This study selected the national park area of Mt. Seorak in Inje-gun, Gangwon-do, where a lot of debris flow occurred due to the heavy
rainfall and conducted a field survey. In addition, topographic spatial data were constructed using the GIS technique to analyze watershed
characteristics. For the construction of terrain data after the disaster, the debris flow occurrence section was scanned and the 3D
topographic data was constructed using the terrestrial LiDAR. LiDAR terrain data are compared to digital maps(before disaster) to assess
precision and topographic data before and after the disaster were compared and analyzed. Debris flow diffusion area was calculated using
FLO-2D model and compared debris flow occurred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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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에 의해 태풍 및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산사태나 토석류의 발생 확률도 높아지고 있어
무엇보다 예방과 대처가 필요하며 강원도의 경우 최근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산불 피해지의 경우 집중호우와 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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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2차 피해의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이에 대응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산지재해 예방 대책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 토석류의 경우 산지사면이나 계곡 등에서 진흙과 돌덩어리 등을 포함하는 토석 그 자체 또는 토석과 물의 일체가 유
체의 상으로 흘러내리는 흐름을 나타내는 현상(Park et al., 2010)으로 토석류 발생 시 하류부의 도로나 주택지까지 피해를
가중시킨다. 이러한 산지 재해는 예측이 어려우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해 발생 예상 지역, 피해정도 및 규모에 대한 예
측이 중요하다. 특히 산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산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점이나
발생이 예상되는 지점의 환경적인 원인들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산사태 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접근에 가장 핵
심적인 요소이다(Sidle et al., 2006; Park, 2014). 또한 Kasai et al.(2009)는 산사태는 사면 단위에서 나타나는 재해로, 산사
태 발생지점과 토석류의 이동궤적, 퇴적 장소까지 산사태의 위험성과 취약성을 사면 단위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높은 공간 해
상도를 가진 공간자료가 필요하다. Wie et al.(2009)는 지형이 복잡한 형태를 가진 산악지역의 경우 불규칙한 자연지형으로
인하여 수치지도 등고선의 정확도가 실제 위치와 상당한 오차를 가지고 있으며, Tangestani(2004)는 지상 LiDAR와 GPS장
비를 도입하여 현지 조사를 정밀하게 수행하고 정확도를 높이는 분석과 Jun and Oh(2016)는 정밀한 지형 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상 LiDAR를 활용하여 재해 발생지역을 스캔하고 3D지형자료를 구축하였다. O'Brien et al.(1993)는 이차원으로
토석류 거동을 해석한 연구를 수행하여 FLO-2D라는 홍수 및 토석류 해석 상용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Kim et al.(2013)는
토석류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토석류가 어떻게 이동하고 퇴적되어 하류부에 피해를 주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며 우면산 토석류에 대해서 FLO-2D 수치모형을 적용하여, 모형의 성능을 평가하고, 토석류의 유동 매개변수를 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산사태나 토석류와 같은 산지재해 위험지역을 예측하기 위해서 토석류 발생 이력을 가지고 있는 유역을 대
상으로 현장조사 및 지형자료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토석류 발생 전 ․ 후 항공사진을 분석하고 재해 발생구간을 지상 LiDAR
를 활용하여 스캔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토석류가 발생한 일부 구간의 정밀 지형자료를 구축하고 수치지도(재해 발생이
전)와 LiDAR 스캔 자료(재해 발생 이후)의 지형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흐름도는 Fig. 1과 같으며 지형자료 구축 후 토
석류 확산범위 분석을 위하여 FLO-2D모형을 활용하여 확산면적을 산정하고 실제 발생 구간과 비교하였으며 FLO-2D의 적
용성을 검토하였다.

Fig. 1. Research flow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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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지역
강원도 인제군은 2006년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많은 토석류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고산지대인 한계천, 덕산천, 가리산
천, 귀둔천 유역에 최대시우량 114 mm(한계령), 3시간 지속강우량 241 mm의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토석류가 발생하였으
며, 급한 유역 경사와 하천 경사가 피해를 가중시켰다. 한계천은 유역면적 56.0 km2 유로연장 16.5 km의 지방 2급 하천이며,
남쪽으로는 인제읍, 동쪽으로는 양양군과 접하고 있으며 한계천의 발원지는 한계령으로 유역형상은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는 좁은 형상이고, 유역 면적의 대부분은 설악산 국립공원에 속해 있으며 설악산 국립공원을 동서 방향으로 횡단하는 국도
44호선을 따라 토석류가 집중되었으며, 계곡부를 따라 퇴적된 토석류 및 주변의 유송 잡물이 한계천으로 한꺼번에 유입되면
서 하천을 범람하여 많은 가옥 및 전답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역 내 토석류 발생지점을 Fig. 2와 같이 조사하였으며
하류부의 경우 링네트에 많은 토석류가 집적된 상태였으며 사진과 같이 토석류의 발생 이력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 Fig.
3은 연구지역인 설악산국립공원 내 장수 5교 상류부로 대상 유역의 토석류 발생부, 유하부, 퇴적부를 나타내고 있다.

Fig. 2. Photograph of field survey (Disasters history)

Fig. 3. Location of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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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와 산사태 발생이력을 토대로 연구대상 유역은 그림 3과 같이 선정하였으며, 유역면적은 약 1.23 km2이며 토석
류 발생 2006년 7월 12일부터 16일 까지 총 누적강우량은 569.6 mm를 기록하였으며, Fig. 4는 7월 15일 토석류 발생당일 강
우량으로 일 강우량이 186 mm, 최대시간강우량은 49.5 mm를 기록하였다.

Fig. 4. 24 Hour rainfall and Accumulative rainfall

2.2 지상 Li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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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지며 장치는 송신부(transmitter),
수신부(receiver), 처리부(processor)로 구성된다.
Time-Of-Flight(TOF) 또는 Ranging으로 불리는 레이저스캔방법은 레이저 빔을 보내는 레이저 다이오드에서 나온 빛이
대상의 표면에 부딪혀 일부는 주변으로 퍼지게 되고 나머지는 수신부로 되돌아오게 되는데 이 때 돌아온 빛의 왕복시간과 각
도를 계산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송신과 수신사이의 경과시간  는    의 식으로 계산되어 질 수 있다. 여기서  은 송
신된 주파수가   에서   로 변할 때의 시간이며,  는 수신된 주파수가   에서   로 변할 때의 시간이다. 따라서 경과된 시
간에 빛의 속도 를 곱하면 왕복거리가 산출되며, 측정대상물까지의 거리 는 식 (1)과 같다.
 ×    
 


(1)

Fig. 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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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와 GPS를 장착하면 측정 포인트의 RGB값
및 절대좌표를 획득할 수 있다. GPS는 HUACE사의 X90 2주파 RTK(Real Time Kinematic) 장비로 국토지리원에서 구축
한 VRS(Virtual Reference System) RTK시스템을 이용하면 수평방향 ±10 mm+1 ppm, 수직방향 ±20 mm+1 ppm의 정확도
를 가진다.

Simulation of the Debris Flow Diffusion in the Mountainous Watershed Using 3D Terrain Data ∙ 5

Fig. 5. LiDAR scanner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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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흐름과 발달된 토석류 사이에서의 이송은 지형데이터와 혼합물의 특징을 이용하여 모의 가능하며,
Bingham 모델에 난류항과 Bagnold 모델의 전단응력 분포를 결합한 것이다. 이 모델은 격자와 시간에 관계없이 유동심, 속
도, 압력이 예상가능하고, 그리드 기반의 모델로써 GIS 및 기타 응용 프로그램들과 연동가능하다. 하지만 하상침식에 의해
유발된 토석류 체적의 증가는 FLO-2D 모델에서 고려 할 수 없기 때문에 토석류의 퇴적이나 확산영역에서의 토석류 모의에
만 사용되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FLO-2D는 2차원 수치해석 프로그램으로 8개의 흐름 방향으로 정의되며 지배방정식은 각
방향의 흐름방정식인 연속방정식과 운동량방정식으로 구성되어있다(FLO-2D, 2009).
  

  

 



(2)

   
    
  
               

 
 
 

(3)

   
    
  
               

 
 
 

(4)

여기서, h= 토석류의 유동심,      = 평균 수심에서의 x, y축 이동속도,  = 강우강도,      = 흐름 방향과 흐름직각
방향의 마찰 경사,      = 바닥 경사이며, 일반 유체와 달리 고밀도인 토석류 전단응력은 다음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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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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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과 같다.


  

              

   


(6)

여기서,   는 전체 마찰 경사,   는 항복경사,   는 점성경사,   는 난류-분산경사,  은 유사혼합물(sediment mixture)의
비중량, K는 저항매개변수,  은 등가 Manning 계수값이다.
토석류 해석을 위해서 항복응력과 점성력에 대한 값을 산정하기 위한 매계변수 값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Empirical coefficients of yield stress and dynamic viscosity (O’Brien & Julien, 1998)
Source

  


  

(1 PA=dynes/cm2)


  

  



(1 Pas=10 poises)


Relationships Found in Field
Aspen Pit 1

0.181

25.7

0.0360

22.1

Aspen Pit 2

2.72

10.4

0.0538

14.5

Aspen Natureal Soil

0.152

18.7

0.00136

28.4

Aspen Mine Fill

0.0473

21.1

0.128

12.0

Aspen Watershed

0.0383

19.6

0.000495

27.1

Aspen Mine Source Area

0.291

14.3

0.000201

33.1

Glenwood 1

0.0345

20.1

0.00283

23.0

Glenwood 2

0.0765

16.9

0.0648

6.20

Glenwood 3

0.000707

29.8

0.000632

19.9

Glenwood 4

0.00172

29.5

0.000602

33.1

0.0000373

36.6

17.48

0.00750

14.39

0.0405

8.29

Relationships Found in Literature
Iida (1938)

-

-

Dai et al. (1980)

2.60

Kang and Zhang (1980)

1.75

7.82

0.00136

21.2

-

-

0.050

15.48

-

-

0.0588

19.1-32.7

-

-

0.166

25.6

-

-

0.00470

22.2

-

-

Qian et al. (1980)
Chein and Ma (1958)
Fei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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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결과
3.1 지형분석
지형특성 분석을 위해 공간 해상도 5 m×5 m 수치표고모델을 활용하여 지형분석을 수행하였으며 Fig. 6은 대상유역의 (a)
고도와 (b)경사도 (c)토양도 (d)지질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유역의 해발 고도(a)는 대략 510∼1280 m이며 (b)경사도의 경우
는 지형의 기울기로 평균유역 경사는 31°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c)토양도의 경우 토양기호 OdF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으며 심토의 토성은 사양질이고 배수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상태로 분석되었다. 지질도의 경우 고도가 높은 부분은 대체로
흑운모 편마암으로 나머지 부분은 설악산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a) DEM map

(b) Slope map

(c) Soil map

(d) Geological map

Fig. 6. Target Watershed Spatial Database

LiDAR지형 자료의 정밀도 및 재해발생 이전의 지형자료와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해 발생이전의 지형 자료가
구축되어야 한다. 재해발생 전의 정밀지형의 자료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1:5000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DEM
(Digital Elevation Model)을 생성하고 재해 발생 이전의 지형으로 가정하였고, 지상 LiDAR를 이용하여 측정한 지형자료와
비교하였다. 그리고 LiDAR 지형자료를 활용하여 재해발생 이후의 토석류 확산면적을 산정하였으며 확산면적은 대략
21,336 m2로 분석되었다. Fig. 7은 지형의 음영기복도를 3D로 나타낸 것으로 토석류가 발생지점에서 하류로 약 500 m 정도
이동하였으며 정밀도에 있어 수치지도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a) Digital map

(b) LiDAR data map

Fig. 7. 3D Shaded Relief map of LiDAR data and the digital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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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a)는 수치지도를 활용하여 DEM을 생성한 자료이고 토석류 발생이전의 지형데이터이다. (b)는 수치지도와 LiDAR
를 활용하여 생성한 정밀 DEM이다. 토석류 발생이전과 이후의 지형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3개의 종단면도를 나누었으며
종단면도는 LiDAR 스캔지점의 계곡선을 따라 라인을 그리고 단면의 표고 값을 비교하였다. Fig. 9은 종단면도를 비교한 것
으로 ①번 단면도(Profile 1)의 경우 많은 침식이 발생하였으며 ②번 단면도(Profile 2)의 경우는 계곡을 따라 약 50 m 정도의
침식과 퇴적이 발생하였다. ③번 단면도(Profile 3)도 계곡 중앙은 많은 침식이 발생하였고, 계곡 주변부는 많은 퇴적이 발생
한 것으로 보이며 형태는 현장조사에서 확인한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실제 1:5000수치지도의 경우 표고점의 부족과 산
림이나 계곡 등의 미반영으로 인해 많은 오차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 Digital map profile

(b) LiDAR data profile

Fig. 8. LiDAR data and the digital map comparison of section

(a) Digital map DEM

(b) LiDAR DEM

Fig. 9. Comparison of cross-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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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FLO-2D모형 분석
FLO-2D모형을 이용하여 토석류 확산범위를 모의하였으며 유입유량은 토석류가 발생한 2개의 상단지점에 주고 시뮬레
이션 모의 시간은 6시간, 12시간, 15시간, 24시간 4개의 Case로 나누어 확산량을 산정하였다. Fig. 10은 Case별 토석류 확산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Case 1의 경우 17,115 m2, Case 2의 경우 18,415 m2, Case 3의 경우 22,192 m2, Case 4의 경우 22,314
m2로 나타났다. 실제 토석류 확산면적인 21,336 m2와 Case 3이 가장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4개의 Case 모두 도로를 넘어
한계천으로 유입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Case 3과 Case 4의 경우는 실제 LiDAR 지형자료와 중첩 하였으며 유하부의 경우는
약간의 오차를 보였으나 퇴적부는 실제 지형 자료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Fig. 11은 Flo-2D 해석결과 산정된 토석류 위험
지도로 실제 토석류 발생 위성사진과 중첩한 결과로 토석류가 유하 하면서 유속이 빨라지고 한계천으로 유입되는 양상을 보
였다.

Case 1

Case 2

Case 3

Case 4

Fig. 10. Flo-2D Simulation Results (Diffusion Range)

Debris flow historical data

Case 2

Fig. 11. Flo-2D Simulation Results (Case 2, 4 Hazard map)

Cas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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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설악산 국립공원에 속해있는 한계천 일대를 대상 유역으로 선정하고 수치지도와 지상LiDAR를 활용하여
지형분석을 실시하였으며, FLO-2D모형을 적용하여 토석류의 이동과 확산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토석류 재해 발생 이전의 공간데이터는 1:5000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DEM을 생성하고 재해 발생 이후의 지형데이터로
수치지도와 지상 LiDAR를 활용하여 정밀 DEM지형 자료를 구축하였다. 토석류 발생이전과 이후의 지형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3개의 종단면도를 나누어 지형의 침식과 퇴적을 모의하였으며 ①단면의 경우 많은 침식이 발생하였으며 ②단면은 계
곡을 따라 약 50 m의 침식과 퇴적이 발생하였다. ③단면 또한 계곡 중앙은 많은 침식이 발생하였고, 계곡 주변부는 많은 퇴적
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면도 비교 결과 발생부에서 퇴적부까지 약 50 m의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계곡을 따라 많은 침
식이 발생한 것과 실제 수치지도의 오차도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토석류 발생 지역의 확산 면적를 산정하기 위하여 FLO-2D모형을 적용하여 토석류 거동분석을 실시하였으며 Case별 토
석류 확산범위는 Case 1의 경우 17,115 m2, Case 2의 경우 18,415 m2, Case 3의 경우 22,192 m2, Case 4의 경우 22,314 m2로
실제 토석류 확산면적인 21,336 m2과 Case 3의 결과가 가장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4개의 Case 모두 도로를 넘어 한계천 유역
으로 유입되는 결과를 보였다. 토석류 모의 결과 FLO-2D모형을 활용하여 산사태나 토석류 발생 가능 지역에 토석류 확산범
위나 퇴적량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토석류 피해예상지역의 유출저감 시설 위치선정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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