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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복하천 유역에서 홍수에 의한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하 으며, 침수된 지역에서는 사면에서 유실된 

토양에 의한 피해가 동반되었다. 복하천 유역의 토양유실 피해와 경작지의 상관성을 분석하고자, 

GIS를 이용하여 유역별 토양유실량을 산정하고자 하 다. GIS상에서 범용토양유실공식(USLE)을 이

용하여 토양유실량을 산정하 고, 지형을 토대로 소유역을 구분하고 각 소유역의 단위토양유실량을 

산정하 다. USLE에의해 산정된 단위토양유실량은 연평균강우량 1,329 mm/yr를 기준으로 0.03 

ton/ha로 나타났다. 단위토양유실량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백사면 상용리일대 소유역(0.05 

ton/ha)으로, 유실위험이 높게 나타나는 소유역은 주로 경작지 활용율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토양유실, 침식, 지리정보시스템(GIS), 범용토양유실공식(USLE), 자연재해

   

Abstract

In the past, flooding is commonly occurred in the Bockha stream watershed area with  inundation 

by the water and eroded sedi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area 

under cultivation and amount of soil erosion in each watershed areas using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GIS) for decreasing the damages of flooding. The soil erosion amounts were computed on GIS 

using by universal soil loss equation(USLE). Small catchment areas was divided by topography and 

computed soil erosion amounts. The mean amount of soil erosion is 0.03 ton/ha․yr  on the 

condition of the 1,329 mm/yr  annual precipitation. The high erosion area(0.05 ton/ha․yr) is 

shown in farm areas of the Sangyong-ri in Baeksa-myeon. The high erosion watershed area is 

related on the slopes of the farm lands and bare soil areas adjoining between the mountain 

slope and fluvial streams show much amount of soil erosion.

KEYWORDS: Soil Loss, Erosion,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GIS), Universal 

Soil loss Equation(USLE), Natural Ha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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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사면에서의 토양유실은 화학적 또는 물리적

인 환경 변화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규명되면

서 최근 관심이 높다. 특히, 자연재해 측면에

서 침식에 의한 직접피해뿐만 아니라, 침식된 

퇴적물질이 하상의 높이를 상승시키고, 2차적

으로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유발하는 요인

이 되고 있어 사면의 토양유실은 중요한 문제

로 부각되고 있다. 

Wischmeier 등(1978)은 의해 농경지에서의 

강우-유출에 의한 토양유실을 산정하기 위해 

범용토양유실공식(USLE: universal soil loss 

equation)을 제안하 으며, 토양층별 토양특성

과 토양유실과의 관계를 설명하고(Wischmeier 

등, 1969), 토양유실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토

양침식성 인자 K값을 산정할 수 있는 추정도

표(nomograph)를 제시하 다(Wischmeier 등, 

1971). 그러나 USLE 모형은 단일강우에 의한 

유실량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USLE 모형

을 수정한 MUSLE (Modified USLE) 모형을 

제안하 다(William과 Berndt, 1977). 또한 광

범위한 유역의 토양유실량을 평가를 위해 지

리정보시스템에서 USLE 모형을 활용하 다

(Bork와 Hensel, 1988; Jetten 등, 1980). 

국내 연구로는 전국 강우관측소의 강우 자료

를 분석하여 토양유실량 예측을 위한 강우침

식인자 R을 산정하는 추세식이 제안되어 사용

되고 있고(김주훈 외, 2003; 박경훈, 2004)), 토

양유실에 대한 환경 향평가 분석에서 GIS 및 

USLE 기법을 적용한 바 있다(정필균 등, 

1983; 김윤종 등, 1994). 또한 기 개발된 

RUSLE와 MUSLE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국내 

실험지역의 적용 가능성이 검토된 바 있고, 

RUSLE 모형으로 계산한 비유사량과 비퇴사

량 실측자료로부터 계산한 비유사량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RUSLE 계산에 적합한 해상도 

결정에 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손광익 

등, 2001a; 손광익 등, 2001b; 장 률 등, 

2002). 이렇게 국내에는 USLE를 이용한 다양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각각의 인자설정

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통한 관측값과 계산값

의 검증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토

양유실량 산정결과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국

지기상과 유출토사량에 대한 계측에 대한 연

구는 적은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향후 소유역에 대한 기상관측을 

포함하는 토양유실 실험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간

단한 방법으로 단위토양유실량이 높은 소유역

을 분석하고자 하 다. 토양유실에 향을 끼

치는 강우침식인자, 토양침식인자, 지형인자, 

식생피복인자, 유실조절인자에 대한 주제도를 

작성하고, 유역별 총토양유실량을 분석하고자 

하 다. 또한 복하천 유역을 30ha이상의 면적

을 갖는 소유역으로 세분하고, 단위토양유실량

( ton/ha․yr)이 높은 소유역을 선정하고자 

하 다.

연구대상지역 및 자료구축

복하천유역은 그림 1과 같이 동경 127°15′36″

- 127°35′24″, 북위 37° 8′24″-37° 22′12″

에 위치하며, 하천 연장이 37.3 km이고, 유역

면적이 30,582 ha인 남한강의 주요 지류이다. 

이 하천은 용인시 양지면 제일리에서 발원하

여 마장면, 호법면, 이천시 백사면과 부발읍의 

지계를 이루며 여주군 흥천면을 지난다. 이 지

역은 경작지로 활용되는 토지이용이 많고 홍

수 발생시 수차례 침수피해가 있었다(건설교

통부, 2004). 

연구지역의 토양유실량 분석을 위하여 수치

지형도(1:5,000)와 정 토양도(1:25,000), 임상도

(1:25,000)를 활용하 으며, 사용된 격자자료의 

크기는 22.1 m를 단위로 USLE 실험조건과 일

치시켜 사용하 다. 기상청의 연평균강우량을 

이용하 으며, 수치고도모형(digital elevation 

model)은 1:5,000(국토지리정보원)의 수치지도

로부터 고도정보를 추출하여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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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연구지역 위치

USLE 구성 인자별 적용방법

   야외 실험 자료가 부족한 현실에서 범용

토양 유실 공식(USLE : universal soil loss 

equation)은 사면유실에 대한 정량화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공식이 되어 왔다. 

USLE 식은 A=R․K․(L․S)․C․P로 표현

되며, 이때 A는 강우침식인자(R)에 의한 해당

기간에 단위면적에서 유실되어 유실되는 토사

량 즉, 유실량(ton/ha)을 나타낸다. 

사용된 인자는 강우침식인자 R 

( 1,000ft․tons/acre․in/hr; 107J/ha․mm/hr), 토

양침식인자 K(soil erodivity; tons/acre/R; 

tonne/ha/R), 지형인자 LS(무차원; L은 사면의 

길이, S는 사면의 경사), 경작의 종류와 형태

에 따른 지표피복인자 C(무차원), 그리고 경작

인자인 P(무차원) 등이다.    

강우침식인자 R은 일반적으로 30년 재현기

간과 24시간 지속강우에 따른 R값의 산정방식

에 따라 토사유출량을 산정하고 있다. 초기에 

산정방법이 개발 될 당시 강우침식인자 R은 

EI 30  지수로 알려진 강우에너지와 최대 30분 

강우강도의 곱을 100으로 나누어 사용하 으

며(Wischmeier 와 Smith, 1978), EI 30  지수에

서 I 30  은 특정호우에 대한 최대 30분 강우강

도이다. 그러나 연구지역과 같이 유량의 직접

적 관측이 어렵고, 30년 정도의 장기간의 강우

량 산정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실제 적용 가능

한 R값의 산정이 매우 어렵다. 

때문에 간단하게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연평

균 강우량을 이용하 다. 정필균(1983) 등에 

의해 제시된 식( y=0.015x 1.4947, x는 연평균 

강우량(mm/yr), y는 강우침식인자 R)을 이용

하여 강우침식인자 (R)을 산정하 다.

토양침식인자 K는 일반적으로 토양의 조직

(texture), 유기물 함량, 토양 구조(structure), 

투수성 등에 지배된다. 연구지역에서 토양침식

인자 K를 계산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원의 

정 토양도를 활용하 다. 본 연구지역에는 강

서 등을 포함하는 49종류의 토양통이 존재하

며 각각의 토양통에 대한 K값은 표1에 제시하

다.

TABLE 1. 정 토양도에 제시된 토양통별 토양인자    

                         (Wischmeier 방식)

토양통 K 값 토양통 K 값 토양통 K 값

강서 0.53 상주 0.23 이천 0.42

고천 0.30 석천 0.53 중동 0.43

고평 0.35 송정 0.19 지곡 0.11

금천 0.19 수북 0.18 지산 0.31

낙동 0.38 수암 0.25 청산 0.29

남평 0.61 신답 0.09 청원 0.28

뇌곡 0.21 신흥 0.51 토계 0.19

대곡 0.30 안룡 0.45 평택 0.58

덕산 0.16 연곡 0.41 포곡 0.33

덕천 0.36 예산 0.30 풍천 0.21

매곡 0.24 예천 0.39 함창 0.54

반천 0.3 오산 0.20 화동 0.33

백산 0.3 옥천 0.31 화봉 0.27

부곡 0.39 용지 0.35 황룡 0.26

사촌 0.26 월곡 0.3 회곡 0.23

삼각 0.26 은곡 0.31 암석지 0.09

하천범람지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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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인자는 사면길이(L)와 지형경사(S)를 구

분하여 각각 계산하게 되는데, 이를 하나로 분

석하기도 한다. 지형인자의 분석은 전체 유역

을 대상으로 지형경사와 길이 관계표

(Wischmerier, 1978)에서 구한다. 길이와 경사

장을 구하는 알고리즘은 최근 GIS기법의 발달

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유사한 개념

의 누적유로길이의 개념이 적용되어 사용되기

도 한다. 유역 사면의 길이와 지형기복이 토양

유실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

에는 표준경사(Reference slope)표가 많이 사

용되었다(Wischmerier와 Smith, 1978). 이것은 

사면길이 22.1 m, 경사각 9%인 모델의 LS 값

을 1.00으로 책정하여, 각 분수계의 LS값들을 

비례적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는 초기 USLE 모형을 토대로 제

시된 Fosterd와 Wischmeier (1974)의 방법식 

1을 적용하 다. 식 1은 USLE의 지형인자 LS

값 22.1m, 9%의 경사도 조건의 표준밭 표준경

사의 지형인자 LS값은 1.00로 한다. 그리고 경

사가 큰 경우는 물이 중첩되고 속도가 증가하

기 때문에 유실이 증가하는 것을 가정하여 LS

인자 산정공식을 제안하 다.

 

여기서 L은 경사길이(m), S는 경사도(%), m

은 S>5%일 때는 0.5, 3.5<S<4.5%일 때 0.4, 

1<S<3%일 때 0.3, S<1%일 때 0.2이다.

식생피복인자(C)는 USLE나 수정USLE기법

에서 농경이나 토양의 관리기법이 유실에 미

치는 향을 반 하거나 토양보존 대책 중 토

양의 관리가 토양유실에 미치는 상대적 향

을 비교하기 위하여 피복-관리인자(cover- 

management factor)로 사용한다. 식생피복인

자는 보존대책이 연평균 토양손실량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또는 건설 활동, 농경활동 또

는 토양 관리계획 기간 중 시간적으로 어떻게 

분포되는가를 나타낸다(국립방재연구소, 2001). 

연구지역의 식생피복인자(C)의 산출을 위해 

연구지역의 토지이용형태를 크게 5개 지역으

로 구분하 다. 구분된 5개 지역은 경작 형태

에 따른 경작지, 인위적 활용지역, 수계, 산림

지역, 나지 등의 지역이다. 경작지는 논, 밭, 

과수원 등으로 세분하 고, 인위적 활용지역은 

건물, 도로, 시가지역으로 세분하 다. 또한 산

림 도 분포는 도가 높은 지역, 중간 지역, 

낮은 지역으로 세분하여 아래의 표 2와 같이 

각각의 값을 부여하 다. 

TABLE 2. 연구지역에 활용된 식생피복형태 및 

C인자 값 (Wischmeier 와 Smith, 1978; 

국립방재연구소, 2001)

토지이용 세부형태
C 인자 
값

비 고

경작지

논 0.3
수치지형도 상의
경계 자료 활용

밭 1.0

과수원 0.5

인공지물

도로 0

수치지형도 상의
경계 자료 활용

건물 0

시가지 
구역

0

수계
하천 및 
저수지

0
수치지형도 상의
경계 자료 활용

산림지역

고 도 0.001
수치 임상도
자연환경현황도

중 도 0.003

저 도 0.009

기타 나지 0.43 기타지역

경작인자(P)는 Wischmeier와 Smith(1978)가 

제안하 으며, 등고선효과, 대상재배, 단구효

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경사면

에서 경작지의 형태(Contouring planting), 

경작물의 배열상태(Strip cropping), 계단 경작 

(Terracing) 및 그들의 복합적 형태 등이 토양

유실에 미치는 향을 고려한 것으로, 미국 농

무성(USDA, 1978)의 연구에 의하여 경험적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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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발된 본 요소 값의 범위는 0.00 - 1.00 

사이의 분포를 보인다. P값은 농경지와 목장지

에 대해서만 사용되고 있으나, 건설현장과 지

표면 교란지역에 대해서도 약간의 주의를 기

울이면 사용할 수 있다(국립방재연구소, 2001). 

표를 이용한 방법은 쉽고 간단히 P 값을 산정

하는데 주로 이용되며, 최근 국립방재연구소

(2001)에서 RUSLE에서 연구된 내용을 정리한 

바 있다. 따라서 연구지역의 경작형태는 지형

적 요인으로 인한 유실량 계산에서의 오류를 

방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현장의 조

건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의 활용이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로 활용되는 것이 위성

상으로 현 시점에서의 토지이용 상황을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위성 상의 경

우 해상도 및 분류방법에 따라 오차가 많이 

발생하여 가장 명확한 경계를 파악할 수 있는 

수치지형도와 임상도를 활용하 다.

TABLE 3. 경작 조건에 달라지는 P값 및 최대

길이관계 (Wischmeier와 Smith, 

1978;  국립방재연구소, 2001)

지면경사도
A      
  

P값
B C

대상
지역 
폭(ft)

최대
길이
(ft)

 1 to  2

 3 to  5

 6 to  8

 9 to 12

13 to 17

17 to 20

21 to 25

0.30

0.25

0.25

0.30

0.35

0.40

0.45

0.45

0.38

0.38

0.45

0.52

0.60

0.68

0.60

0.50

0.50

0.60

0.60

0.80

0.90

130

100

100

80

80

60

50

800

600

400

240

160

120

100

복하천 유역의 범용토양유실공식 

적용결과

1. 강우인자 계산결과 및 고찰

강우침식인자 R 산정을 위해서 연구지역의 중

심에 해당하는 이천지역의 강우자료를 활용하

다. 이천지역의 연평균 강우량은 1,329mm/yr

로서 연평균 강우강도를 이용하여 계산된 강우침

식인자 R은 536.63 107J/ha․mm/hr이다. 

그러나 연평균 강우량은 최근 강우량과 비교할 

때 강우량 분포에서 차이를 보인다. 때문에 결과

의 해석도 연평균 강우량에 대한 강우 강도를 고

려해야 한다. 특히 복하천유역에 분포하는 여주, 

이천 관측소 등의 강우자료를 토대로 강우침식인

자 R의 분포를 구해야만 정확한 R 값의 분포를 

알 수 있다(김주훈 외, 2004). 강우침식인자 R 값

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이 있기 때

문에 지역별 R값의 분포가 필요하나 본 연구에

서는 정필균(1983)의 추정식을 활용하여 R값을 

산정하 다. 향후 이러한 점은 개선해야 할 사항

으로 판단된다. 2003년의 예를 들어 비교해 보면 

2003년에는 주로 7월과 8월에 가장 많은 강우량

을 기록 하고 있으며, 이들 시기에 추정된 강우

강도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난다. 월 평균 강우량

과 2003년의 월 강우량 분포에서 나타나는 것처

럼 월평균 강우량과 월별 강우량과는 차이가 있

다. 특히 2003년 4월, 7월, 9월의 강우량은 평균 

강우량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도 2003

년의 연평균 강우량이 400 mm/yr이상 많게 

나타난다. 연평균 강우량을 이용하여 계산된 강

우침식인자 R과 2003년도 총강우량 1,715

mm/yr를 기준으로 산정된 강우침식인자 R인 

TABLE 4. 이천 지역의 월별 강우 분포 및 추정 강우침식인자 R( 10 7J/ha․mm/hr)

이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R

 월평균강우량(mm) 23.3 24.6 49.6 87.4 98.5 146 328 292 159 49.1 46.4 25.7 1330 536.6

 2003년 월별강우량(mm) 11.9 54.5 34 204 118 188 423 286 297 32.5 54 10.3 1715 7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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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29 10 7J/ha․mm/hr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토양인자 계산결과 및 고찰

정 토양도에 제시된 토양통별 토양침식인자

(Wischmeier 방식) 표 1에 따라 연구지역의 토

양침식인자를 계산하여 그림 3에 제시하 다. 토

양침식인자값이 크게 나타나는 지역은 하천을 따

라 분포하고 있으며 하천 범람지는 반대로 가장 

낮은 토양침식인자값을 갖는다. 토양침식인자 값

이 가장 높은 토양통은 남평(0.61) 토양통이며 평

택, 함창, 석천, 강서, 신흥등의 토양통이 0.5 이

상의 값을 갖는다. 연구지역은 암석지와 하천범

람지가 가장 적은 0.09의 값을 보인다. 토양침식

인자란 강우에너지와 유출에 의한 토사유실에 저

항하는 토양의 저항도를 나타내며 USLE의 경우 

토양침식인자 K는 주어진 토양에 대한 강우와 

유출에 의한 충격력의 합으로 표현된다. 실험적

으로 토양침식인자는 표준유실구에서의 단위 강

우지수(R)당 토양의 유실량을 나타낸다. 때문에 

연구지역의 토양침식인자 분포를 통해 일부 산지

를 제외한 구릉성 사면등의 토양침식인자 값의 

분포를 통해 토양유실이 많은 지역임을 유추할 

수 있다.

3. 지형인자 계산결과 및 고찰

지형인자 LS의 계산 결과는 그림 4에 제시하

다. 식 1에 의해 계산된 결과는 적용원리와 같

이 긴 사면길이와 큰 경사지형을 가지고 있는 분

수계는 상대적으로 많은 토양유실을 유발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된 지형분석 방법처럼 일

반적으로 토양유실의 경우에 있어서 사면의 경사

는 DEM 자료를 통한 지형분석에 의존하게 된

다. Moore & Burch(1986)의 방법은 Foster & 

Wischmeier의 식이 평탄한 경사의 조건 하에서 

유도되었기 때문에 기본 조건에서도 변화가 있었

다. 이러한 모순은 공식의 적용과정에서 판상흐

름이 세류로 대체될 때와 경사 기하가 변화할 때

의 토양이동 구조를 완전히 고려하지 못하는 오

류를 나타냈으나,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Moore와 Burch(1986)는 unit stream power이론

을 근거로 하여 LS-factor를 물리학적으로 유도

했다. 그림 3에 제시된 LS 결과값의 분포는  사

면의 경사가 높은 곳에 LS의 인자값이 높게 나

타나고 있어 지형적 특성을 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복하천 유역의 지형특성에 따른 것으로 해

석되며 저구릉성 산지와 산록완사면을 이루는 지

형특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산지를 

제외한 지역은 비교적 적은 LS 값의 분포를 나

타낸다.

4. 식생피복인자 계산결과 및 고찰

USGS의 연구내용(Anderson, 1976)을 기초

로 분류된 대분류(경작지, 식생지, 초지, 거주

지, 물)의 토지이용현황을 토대로 미국 농무성

(Wischmeier, 1978)에서 산출한 C 값을 연구

지역에 적용한 결과는 그림 5에 제시하 다. 

경작지, 인공지역, 수계, 산림지역, 나지 등으

로 구분된 연구지역은 1:5,000 축적의 수치지

형도와 1:25,000 임상도를 토대로 각각의 피복

형태를 다각형 폐곡선의 형태로 처리하 으며 

각각의 인자값을 제시하 다(그림 5). 이 과정

에서 사용된 수치지형도와 임상도의 시기가 

다를 경우 결과 값에 많은 향이 있지만 토

지이용의 주된 형태는 변화가 적을 것으로 판

단하여 상의 활용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

러나 정확한 자료의 획득을 위해서는 고해상

도 상 등을 활용하면 보다 양질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지역은 그림 2와 같이 산림지역이 56%

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이 논, 밭, 과수원 등의 이용지

역으로 34%를 차지하고 있다. 도로 및 가옥, 

건물, 하천 등의 지역은 전체 면적의 4%정도

로 나타났다. 즉 60% 정도의 지역이 산림지역 

및 토양유실이 적게 일어나는 지역이며 나머

지 40%는 토양유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그 분포가 적지 않다. 식생피복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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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작지의 종류와 경작물의 도가 토양유

실에 미치는 향을 고려한 요소에 해당된다.

 

5. 경작인자 계산결과 및 고찰

Wischmeier와 Smith(1978)가 제안한 P값은 

아래 표에서 등고선효과, 대상재배, 단구효과

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실무 적용

에 있어 주관적 판단이 요구된다. 다만 연구지

역의 지형특성을 고려할 때 경작지 활용율이 

매우 높고 산지의 경우 구릉성 산지가 많아 

본 지역에서는 경작을 가정할경우의 등고선 

효과를 고려하여 P값을 부여하 다(그림 6). 

표 4와 같이 산림지역에 대해 경작지의 지면

경사를 활용은 적용상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사면의 경사 측면에서 경사도가 25° 이상인 

지역은 0.90 이상의 매우 높은 값이 일률적으

로 적용되기 때문에 산림지역이 모두 동일한 

조건 하에 분석되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토양유실량이 많아지는 경

향을 예측할 수 있다.

  FIGURE 2. 연구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과 수 원 ,

1 %

밭 ,  1 1 %
고 밀 도 산

림 지 역 ,

1 %

인 공 시 설

물 ,  4 %

나 지 ,  6 %

논 ,  2 2 %
저 밀 도 산

림 지 역 ,

3 4 %

중 밀 도 산

림 지 역 ,

2 1 %

TABLE 5. 소유역별 침식율 계산 결과

소유역
면적

(ha)

경작지

비율(%)

단위토양유실량

( ton/ha×100 )

소유역 

총토양유실량(ton)
소유역

면적

(ha)

경작지

비율(%)

단위토양유실량

( ton/ha×100 )

소유역 

총토양유실량(ton)

1 324.4 37 2.22 7.2 24 458.2 37 2.17 2.17

2 591.9 45 2.48 28.9 25 216.5 45 1.26 1.26

3 163.9 38 2.40 8.0 26 431.7 38 2.88 2.88

4 235.5 22 1.52 11.5 27 250.9 22 2.48 2.48

5 380.1 44 3.33 18.6 28 471.8 44 2.69 2.69

6 480.9 59 4.06 23.5 29 39.5 59 1.56 1.56

7 336.4 79 4.53 16.4 30 470.0 79 1.52 1.52

8 269.5 36 2.46 13.2 31 124.3 36 1.59 1.59

9 311.8 45 3.21 15.2 32 167.1 45 1.63 1.63

10 221.2 45 2.54 10.8 33 578.4 45 2.24 2.24

11 217.4 71 4.07 10.6 34 209.0 71 2.46 2.46

12 1,605.7 54 3.55 78.5 35 309.9 54 2.00 2.00

13 221.8 45 2.92 10.8 36 374.8 45 3.30 3.30

14 106.9 63 4.16 5.2 37 231.4 63 3.19 3.19

15 136.4 33 1.84 6.7 38 252.6 33 1.51 1.51

16 584.7 49 2.92 28.6 39 47.4 49 1.49 1.49

17 591.4 53 3.16 28.9 40 251.8 53 1.99 1.99

18 384.8 37 1.92 18.8 41 212.5 37 1.31 1.31

19 223.7 25 1.54 10.9 42 248.1 25 2.32 2.32

20 184.1 35 2.21 9.0 43 878.5 35 2.31 2.31

21 213.3 53 3.61 10.4 44 204.6 53 3.23 3.23

22 228.1 41 2.39 11.1 45 704.2 41 4.36 4.36

23 189.7 17 1.19 9.3 46 310.5 17 2.92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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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토양인자 계산 결과

 

FIGURE 4. 지형인자 계산결과

FIGURE 5. 식생인자 계산결과

 

FIGURE 6. 경작인자 계산결과

FIGURE 7. 토양유실량 분포도

 

FIGURE 8. 소유역별 단위토양유실량 분포도



The Relationship between Soil Erosion and Cultivation in the Bockha Stream Watershed Area
―――――――――――――――――――――――――――――――――――――――――――――――――――――――――――――――――
64

 그러나 전체 유역을 대상으로 토양유실량을 

산정할 경우 경작지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

해 경작인자 P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FIGURE 9. 단위토양유실량과 경작지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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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양유실량의 산정 결과 및 고찰

연구지역을 소유역으로 세분하고 각각의 세

분된 유역에 대해 일련번호를 사용하여 구분

하 다. 또한 각각의 소유역에 대해 유역의 총

토양유실량을 유역면적으로 나누어 소유역별 

단위토양유실량을 구하 다(그림 7). 산정된 

토양유실량은 유역간의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

기 때문에 유역별로 단위토양유실량을 이용하

여(그림 8), 상대적인 비교수치로 상대적 크기

를 파악하고 경향을 분석하 다(표 5).

연구지역의 단위토양유실량을 분석한 결과 

복하천 유역은 0.03 ton/ha의 단위토양유실량

을 나타냈으며, 유역면적은  30,582 ha로 총 

7,56.1 ton의 토양유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특히 0.045 ton/ha의 단위토양유실량

을 보이는 백사면 상용리 일대 7번 소유역은 

연구지역에서 세분된 소유역 가운데 가장 높

은 단위토양유실량을 보 다. 그 밖에 0.04 

ton/ha  이상의 단위토양유실량을 보이는 지

역은 모가면 원두리 일대로 0.043 ton/ha  46

번 소유역, 백사면 모전리 일대로 0.0416 

ton/ha  14번 소유역, 백사면 우곡리 일대로 

0.0407 ton/ha  11번 소유역 그리고 백사면 

상대리 일대 0.0406 ton/ha  6번 소유역 지역

이다. 이들 지역은 경작지의 비율이 60%인 지

역으로 유역에서 경작지 비율에 따라 단위토

양유실량이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그림 9). 또

한 단위토양유실량이 높게 나타나는 소유역의 

지형은 대부분 저경사의 구릉지로서 경작지로 

활용되는 지역이며 토양유실이 높은 지역은 

사면과 충적층의 경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지리정보시스템 상에서 범용토양유실공식을 

이용하여 복하천 유역에 대한 토양유실량을 

산정하 다. 범용토양유실공식(USLE)은 각각

의 인자값의 적용방식에 따라 토양유실량 산

정결과에 많은 향을 끼치는 만큼 강우침식

인자, 지형인자, 토양침식인자, 지표피복인자, 

경작인자에 대해 각각 적용방법을 검토하 으

며, 경작지의 활용면적이 토양침식량과 높은 

상관관계에 있음을 알았다. 범용토양유실공식

에 의해 산정된 단위토양유실량은 연평균강우

량 1,329mm/yr를 기준으로 0.03 ton/ha로 

분석되었으며, 단위토양유실량이 가장 높게 나

타난 지역은 백사면 상용리일대 소유역(0.05 

ton/ha)이다. 특히 유실위험이 높게 나타나

는 소유역은 경작지 비율이 60%이상인 지역

으로, 경작지 활용지역에서 토양유실량이 많은 

것을 확인하 다. 

자연재해 측면에서 침식에 의한 피해를 저감

하기 위한 측면에서 평균토양유실량이 높게 

나타난 유역에 대해 토양유실방지대책 및 재

해대책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특

히 소유역에서의 실험을 통한 토양유실량 산

정결과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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