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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산불피해지의 급경사면에 있어서 지표토사의 침식에 영향을 미치는 강우의 형태와 강도를 산불의 피해강도

및 경과년수별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침식토사량의 변화와 그 원인을 해석하기 위해 2000년도에 발생한 산불피해

지 가운데 강원도 삼척시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저·중·고강도산불피해를 입은 산림에 각각 3개소씩, 총 9개의 조

사구를 선정하여 침식토사량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산불피해의 강도가 감소함에 따라, 그리고 산불발생 후의 경과

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표토양의 침식에 영향을 미치는 강우형태는 일강우량에서 실효우량으로 변화하였으며, 토양

침식에 영향을 미치는 강우강도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식생에 의한 강우차단이

저감될 뿐만 아니라 토양공극이 감소되어 침투능 역시 저하되며, 이러한 유수의 표면유출에 관여하는 물리적·생태

학적 조건은 산불피해의 강도 및 경과년수에 따라 다양화된다. 이러한 현상은 산불피해지의 토양침식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쳐 산불피해의 강도가 감소함에 따라, 그리고 산불발생 후의 경과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침식토사량은 경감되

었으며, 그 증가추세 역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불피해지의 다양한 물리적·생태학적 조건을 고려한

종합적인 복원 및 관리방안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Abstract: To examine 1) rainfall pattern (i.e., type and intensity) regulating surface erosion on hillslopes in post-

wildfire area and 2) its effect on variation in sediment yield along the gradient of severity wildfire regimes and

elapsed years, we surveyed the amount of sediment yield with respect to daily or net-effective rainfall in 9 plots

in eastern coastal region, Republic of Korea. Before field investigation, all plots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low-, mixed- and high-severity wildfire regimes (3 plots in each group). We found that, with decreasing wildfire

regimes and increasing elapsed years, the rainfall type regulating surface erosion changed from daily rainfall to

net-effective rainfall (considering rainfall continuity) and its intensity increased continuously. In general, wildfires

can destroy the stabilized forest floors, and thus rainfall interception by vegetation and litter layer should be

reduced. Wildfires can also decrease soil pores in forest floors, and thus infiltration rates of soil are reduced.

These two processes lead to frequent occurrence of overland flows required to surface erosion, and sediment

yields in post-wildfire areas should increase linearly with increasing rainfall events. With the decreasing severity

wildfire regimes and the increasing elapsed years, these processes should be stabilized, and therefore their

sediment yields also decreased. Our findings on variations in sediment yields caused by the wildfire regimes and

the elapsed years suggest understanding of hydrogeomorphic and ecologic diversities in post-wildfire areas, and

these should be carefully examined for both watershed management and disaster prevention.

Key words : wildfire regime, elapsed year, surface erosion, sediment yield, daily rainfall, net-effective rainfall, rainfall

intensity, rainfall interception, infiltr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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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산림유역에 있어서 임상에 도달한 강우는 계류로 유입

되는 과정에서 사면의 물리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Anderson and Burt, 1990; Knighton, 1998). 즉, 임상에

도달한 강우는 지중으로 침투한 후 지하수대를 통하여 계

류에 유입하게 되는데(Anderson and Burt, 1990; Allan,

1995), 이 때 토양이 갖고 있는 침투능을 초과하였을 경우

강우는 지표면을 가로질러 지표수로서 계류로 유입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사면을 피복하고 있는 낙엽, 가지 및 도

목 등의 유기물과 함께 다량의 토사가 하천에 공급된다

(Keller and Swanson, 1979; Nakamura et al., 2000). 이

와 같이 강우의 표면유출에 의해 유입된 토사는 다른 유

기물들과 함께 소규모의 산지계류로부터 대규모의 하류

하천까지의 하천생태계의 형성 및 유지에 필요한 생육공

간을 제공한다(Allan, 1995; Gomi et al., 2002). 그러나

과도한 강도의 강우가 발생하게 되면 다량의 토사가 일시

적으로 계류로 유입 및 하류로 유출되며, 이는 더 이상 생

태학적 측면만을 고려할 수 없는 재해요인으로 간주되어

야 할 것이다(赤沼 등, 2002; Seo and Nakamura, 2009).

이와 같은 강우에 의한 재해발생은 산불피해유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Johnson and Beschta, 1980;

Johansen et al., 2001). 특히 여름철의 집중호우나 태풍에

의한 강우 발생 시에는 산사태 등에 의해 다량의 토사가

계류로 유입되고, 뒤따르는 토석류 및 홍수로 인해 하류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인간생활권까지 유출되어 각종 토

사재해를 유발하게 된다(동해안산불피해지 공동조사단,

2000a, 2000b). 따라서 산불피해유역의 다양한 환경조건

에서의 토사유출 시기 및 규모에 대한 예측은 토사재해

방지의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이래 전 세계적으로 산불발생에 따른 산림유

역에서의 토사유출 및 이에 따른 대처방안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예를 들어 Swanson, 1981; Meyer

and Wells, 1997; Kim et al., 2008). 특히 계류로 유입되

는 산지사면에서의 토양침식에 대한 연구(Helvey, 1980;

Wondzell and King, 2003)는 유역의 토사수지를 파악함은

물론 하천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인간생활권에 피해를 미

칠 수 있는 토사재해의 규모를 판독할 수 있는 매우 중요

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1996년과 2000년에 발

생한 동해안 산불을 계기로 산불피해지에 있어서 물리적,

화학적 및 생태학적 환경변화에 관한 연구는 물론 산불피

해지의 복구방안과 관리대책에 관한 연구(이창우 등, 2004;

신승숙 등, 2008)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특히 산불피

해지의 토사재해를 파악하기 위한 하상변동에 대한 연구

(전근우 등, 2002, 2004)는 토사재해의 모니터링을 위한 대

표적인 연구로 하상재료, 경사, 유량 및 유속 등의 다양한

지형학적·수문학적 조건별로 산지급류소하천의 미지형

변화를 관측하여 국지적인 토사재해 현상을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산불피해지에서의 토사재해를 저감하기 위

한 사방사업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산

불피해지의 침식 및 붕괴에 대한 현황 파악과 그에 따른

2차 피해방지에 관한 연구는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으며,

특히 산불피해지에 있어서 장기간의 실측치를 기반으로

한 토양침식에 미치는 인자들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

이다.

한편, 최근에는 사후복구차원보다 예방차원에서의 사방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재해현

황 뿐만 아니라 재해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계량적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효율적인 사방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실행 가능한 기법의 개발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특히

기상현상으로 대표되는 토사재해의 유인에 관한 연구는

정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취급하기 쉬운 예측방법

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

경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산불피해지의 급경사면에

있어서 1) 지표토사의 침식에 영향을 미치는 강우의 형태

와 강도를 산불피해의 강도 및 경과년수별로 파악하며, 2)

그에 따른 침식토사량의 변화와 그 원인을 해석하였다. 일

반적으로 토사재해는 현재의 강우와 더불어 과거에 발생

한 강우의 영향도 함께 받게 되며, 그 영향강도는 현재에

발생한 강우와의 시간차가 커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낸다(竹本 등, 2004; 恩田 등, 2006). 따라서 이 연구에

서는 현재의 강우를 나타내는 일강우량과 함께 과거에 발

생한 강우의 영향을 고려한 실효우량을 파악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조사지 개요

2000년 4월 6일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에서 발생한 동해

안 산불은 4월 7일에는 동해안 지역의 강릉시, 동해시 및

삼척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9일이 경과한

4월 15일에야 비로소 진화되었다. 이 산불은 순간최대풍

속 26 m/sec의 강풍과 봄철의 장기간에 걸친 건조, 야간의

강풍과 풍향의 불일치가 주된 원인이었으며, 이 산불로 인

해 23,794 ha의 막대한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동해안산불

피해지 공동조사단, 2000a, 2000b).

조사지는 행정구역상 강원도 삼척시 근던면 궁촌리와

원덕읍 임원리에 위치하며(Figure 1), 전 지역에 걸쳐 생

육하고 있었던 소나무는 산불로 인해 소실된 지역으로 산

불발생 후 현재에는 고사리, 산거울, 억새 등의 초본식물

은 물론 소나무, 참싸리, 졸참나무나 신갈나무 등의 참나

무류 등의 목본식물도 다수 생육하고 있다. 또한 지질은

대체로 양분이 거의 없는 마사토이며, 기후는 온대성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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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평균 기온이 약 12.6oC이고, 연평균강우량은 1,200

mm 정도이며, 대부분의 강우는 7월부터 10월까지 여름철

집중호우나 가을철 태풍에 의해 발생한다.

연구방법

1. 조사기간 및 조사구 선정

현지조사는 산불이 발생한 후인 2001년 4월부터 2003

년 10월까지로 연중 동절기를 제외한 3월부터 11월에 걸

쳐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Agee(1993)에 의해 제안된 산

불피해 강도의 분류방법을 인용하여 크게 (i) 저강도 산불

피해(Low-severity wildfire regime)와 (ii) 고강도 산불피해

(High-severity wildfire regime), 그리고 이들의 중간정도인

(iii) 중강도 산불피해(Mixed-severity wildfire regime)의 세

단계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저강도 산불피해를

입은 산림은 주로 하층식생만이 소실된 형태이며, 고강도

산불피해를 입은 산림은 하층식생뿐만 아니라 상층식생

도 함께 소실된 형태를 말한다. 그리고 중강도 산불피해

를 입은 산림은 저·고강도 산불피해를 입은 산림이 서로

패치상를 이루고 있는 형태를 나타낸다. 또한 각 산불피

해의 강도별로 3개소씩 총 9개의 조사대상사면을 선정하

였으며, 각각의 독립된 조사대상사면에는 Figure 2와 같은

라이시미터를 1개씩 설치하였다. 여기서 이 논문의 목적

에 해당하지 않는 조사구의 물리적 환경에 의한 침식토사

량의 변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1) 모든 조사구를 29°

이상의 급경사지에만 설치하여 경사에 따른 침식토사량

의 변화가 최소화되도록 하였으며, 2) 조사구의 사면방향

및 고도는 특정범위에 제한되도록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이나 일조조건보다는 산불피해에 따른 식

Figure 1. Location of the study site.

Figure 2. Structure of lysi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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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피도에 크게 영향을 받도록 설치하였다. 각 조사구의 개

요는 Table 1과 같다.

2. 강우데이터 분석

산불피해지에 있어서 산불강도에 따른 식생상태의 변화

와 더불어 지표토사의 침식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

장 대표적인 것은 강우라 할 수 있다. 강우데이터는 강원도

삼척시청 홈페이지(www.e-bangjae.com/samcheok/)로부터

조사지점에서 가장 근접한 위치에 설치된 궁촌과 임원관측

소의 일강우량(Daily rainfall)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조사

기간인 2001년 4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발생한 모든

강우를 대상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일강우량 데이터를

이용하여 강우의 연속성을 고려한 실효우량(Net-effective

rainfall)을 추정하였다. 저류관수법에 의한 실효우량은

대상으로 하는 산림유역의 다양한 물리적, 수문학적 및

생태학적 조건을 모두 대변할 수는 없기 때문에 홍수유

출의 저감형태가 모두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단점을 갖

고 있지만(이창우 등, 2009), 산출방법이 간단한데 비해

그 정도가 비교적 높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국지적인 산

림의 관리가 아닌 종합적인 유역관리에 있어서 매우 유

용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실효우량을 다음과 같

은 식으로 계산하였다.

여기서 R
t
은 t일의 실효우량, r

t
은 t일의 일강우량, a

n
은 감

소계수를 나타낸다. 감소계수(a
n
)는 다시 다음과 같은 식

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여기서 T는 반감기를 나타내며, 이 연구에서는 장기간의

토사이동을 파악하는 데에 가장 적절한 판별결과를 얻을

수 있는 3일의 반감기를 적용하였다(高橋 등, 2000). 

3. 침식토사량의 측정

산불피해지의 사면에서 발생하는 침식토사량을 파악

하기 위해 조사대상사면에 설치된 라이시미터의 최하단

부의 집수정에 유입된 토사를 채취하여 분석에 이용하

였다. 여기서 집수정 내에 존재하는 침식토사를 제외한

다양한 유기물(낙엽, 가지 및 동물유체 등)은 1차적으로

현장에서 제거하였다. 이렇게 채취한 토사는 실내실험에

앞서 자연광에서 건조시켰으며, 이 때 침식토사를 제외

한 유기물들을 재차 제거하였다. 이 후 75oC의 건조기에

서 48시간 건조시킨 후 무게를 측정하여 지표유출토사

를 추정하였다.

한편, 라이시미터 설치 시의 지표교란에 의해 낮은 신

뢰도를 갖는 초기의 측정자료들은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4. 통계분석

지표토사의 침식에 영향을 미치는 강우의 형태와 강도

를 산불피해의 강도 및 경과년수별로 파악하기 위해 각

조사시점 간에 발생한 강우 중 x mm 이상의 우량을 기록

한 일강우량의 합계, 혹은 y mm 이상의 실효우량의 합계

를 계산하였다. 여기서 x 값은 0(즉 일강우량의 총합), 10,

20, ..., 80, 90, 100 으로 설정하였으며, y 값은 0(즉 실효

우량의 총합), 10, 20, ..., 180, 190, 200으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설정된 설명변수를 단위면적당 침식토사량을 목

적변량으로 하는 일반화선형혼합모델(Generalized Linear

Mixed Model; GLMM)에 적용하였으며,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를 기준으로 침식토사량을 설명하는 최적

모델을 선정하였다(Burnham and Anderson, 2002). 즉

AIC는 대수우도최대화(log-likelihood maximization)를 통

하여 목적변량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 질 수 있는 모든

모델들의 순위를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최소의 AIC 값을

x 라고 할 경우 이 x 값을 갖는 모델이 최적의 회귀모델이

며, x+2 이하의 값을 나타내는 모델 역시 최적의 모델로

간주 할 수 있다(Burnham and Anderson, 2002). 여기서

R
t

r
t

a
n

r
t n–

⋅

n 1=

x

∑+=

a
n

0.5
n T⁄

=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plots.

Plot 
Name

Slope
(°)

Aspect
(°)

Altitude
(m)

Investigated-frequency (time/yr)
Plot characteristic

1st year 2nd year 3rd year

Ha 36 N73W 305  8 11 12

High-severity wildfire regimesHb 32 S12W 145  8 11 12

Hc 39 N50E 320  8 11 12

Ma 31 N63E 240  8 11 12

Mixed-severity wildfire regimesMb 34 N46W 155  8 11 12

Mc 29 S80W 190  8 11 12

La 38 N68W 105  8 11 12

Low-severity wildfire regimesLb 34 S85E  98  8 11 12

Lc 29 S80W 150  8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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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최적의 모델이 둘 이상일 경우 최소의 AIC값을 나

타내는 모델을 회귀식으로 나타내어 강우인자에 따른 침

식토사량 변화를 관찰하였다. 한편, 동일한 조사구에서 반

복적으로 얻어진 데이터는 독립변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조사구번호를 랜덤효과(Random Effect)를 나타내는 변수

로 설정하였다(Crawley, 2005). 

분석에 앞서 이 논문에서 사용된 모든 변수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정규성을 개선하기 위해 대수변환(log
10

x 혹은

log
10

(x+1))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통계처리는 무료 통계패

키지인 R(version 2.10.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결 과

1. 침식토사량을 설명하는 최적모델

GLMM에 의한 분석결과, 산불피해의 강도 및 경과년수

별 지표토사의 침식에 영향을 미치는 강우형태와 그 강도

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Figure 3). 고강도 산불피해에

서는 산불발생 후의 경과년수에 관계없이 일강우량이 실

효우량보다 침식토사량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

타냈다. 강우강도의 경우 1차년도와 2차년도는 10 mm의

일강우량이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3차

년도에는 10 mm(AIC=35.91)의 일강우량과 함께 20 mm

(AIC=35.88)의 일강우량도 높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

타났다. 고강도 산불피해와는 달리 중강도 산불피해의 경

우 1차년도에는 10 mm(AIC=7.91), 20 mm(AIC=8.43),

30 mm(AIC=8.57)의 일강우량이 최적의 강우형태와 강도

로 나타났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실효우량이 일강우

량보다 침식토사량을 설명하는 효율적인 척도로 나타나 2

차년도에는 30 mm(AIC=48.93)와 50 mm(AIC=50.84), 3

차년도에는 40 mm(AIC=37.48), 50 mm(AIC=37.95) 및

80 mm(AIC=38.98)의 실효우량이 최적의 강우강도로 나타

났다. 저강도 산불피해의 경우는 시간의 경과에 관계없이

일강우량보다는 실효우량이 최적의 강우형태로 나타났으

며, 1차년도에는 30 mm, 2차년도에는 60 mm의 실효우량

이, 그리고 3차년도에는 50 mm(AIC=27.24)와 60 mm

(AIC=28.19)의 실효우량이 함께 침식토사량을 설명하는

최적의 강우강도로 나타났다. 여기서 일강우량이 아닌 실

효우량이 상대적으로 침식토사량을 설명하는 효율적인 강

우형태로 나타난 조사구의 경우 비록 최적의 강우강도로

는 선택되지 않았지만 100 mm 이상의 강한 강우강도의

범위에서 재차 하향피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

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 선택된 강우강도에 따른 침식토사량의 변화

산불피해의 강도 및 경과년수별 강우요인과 침식토사

량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시점 간에 발생한 선택

된 강우강도 이상의 강우량의 합과 침식토사량과의 상관

관계를 그림으로 작성하였다(Figure 4). 여기서 복수의 강

우형태 및 강우강도가 선택된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AIC

값을 나타내는 모델을 선택·도해하였다. 

그 결과, 강우와 침식토사량의 관계는 전체적으로

GLMM에 의해 선택된 강우량의 합이 증가함에 따라 침

식되는 토사량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먼저 산

불피해의 강도에 따른 침식토사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고강도 산불피해를 입은 산림에서의 침식토사량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중강도 산불피해를 입은 산림에서의 침

식토사량이 그 다음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저강도 산불피

해를 입은 산림에서의 침식토사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피해의 경과년수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산불피해의 강도에 상관없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침식

토사량의 변화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은 반면, 고강

도 산불피해를 입은 산림을 제외한 중·저강도 산불피

해를 입은 산림에서는 그 증가추세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강도 산불피해를 입은 산림에서 그 변

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고 찰

1. 지표토사의 침식에 영향을 미치는 강우형태 및 강도

GLMM을 이용하여 지표토사의 침식량을 설명하는 최

적모델을 확인한 결과, 고강도 산불피해를 입은 산림의 1,

2차년도는 10 mm의 비교적 약한 일강우량에 의해 침식

토사량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에 반해, 3차년도에는

10 mm와 함께 20 mm의 일강우량에도 민감하게 반응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3의 H-1st, H-2nd 및 H-3rd).

산림유역에 있어서 산불의 발생은 수목, 하층식생 및 임

상물의 소실을 가져와 산지의 물순환에 질·양적으로 영

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여름철에는 홍수유량의 증가에 따

른 각종 토사재해가 발생하게 된다(우보명과 권태호, 1983;

Meyer and Wells, 1997). 즉 산불이 발생하면 지피식생이

고사하여 수관이나 하층식생에 의한 강우차단량이 감소

되므로 지표면에 도달하는 임내우량이 증가함에 따라 우

적침식량 역시 증가하게 된다(Johansen et al., 2001; 신승

숙 등, 2008). 또한 토양공극의 감소에 따른 침투능의 저

하로 인해 강우발생으로부터 토양공극의 포화까지 걸리

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빠르며(Johnson and Beschta, 1980;

Martin and Moody, 2001), 지표침식의 전제조건인 표면유

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강우강도 역시 저하된다

(Wondzell and King, 2003). 따라서 산불발생 이후 시간의

경과가 상대적으로 짧은 1차년도의 경우 지표면에 도달한

강우는 비록 약한 강도일지라도 토양 중에 저유되기보다

는 지표수로서 쉽게 유출되어 비교적 많은 양의 토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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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식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경향은 조사 2차년도

는 물론 3차년도에도 쉽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조사지역이 해안지대의 급경사지로 마사토가 주를 이

루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식생의 침입 및 정착이 어려

워 토사의 침식을 막을 수 있는 물리적·생태적 환경을

형성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그 원인이라 추

측할 수 있다. 이창우 등(2004)은 산불피해지의 침식토사

량은 피해 발생 후 1, 2년이 가장 극심하며, 이후 점차 감

소하여 3년이 경과하면 안정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연구 역시 고강도 산불피해를 입은 산림의 경우 이창우

등(2004)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산불피해 발생 후 1, 2년이

토양침식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산불발생 후 3년

이 경과해도 토양침식에 있어서 큰 변화를 관측할 수 없

었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3차년도

에 이르러 최적의 강우강도가 다소 증가하였는데, 이는 식

생의 도입 및 생육 등에 의해 강우의 표면유출이 영향을

받아 지표면의 토양침식이 서서히 안정화되기 시작하였

다고 추측할 수 있다.

중강도 산불피해를 입은 산림에 있어서 산불피해의 발

생 이후 첫해는 10 mm 이상의 비교적 약한 일강우량이

침식토사량을 설명하는 최적의 강우형태 및 강도로 나타

났다(Figure 3의 M-1st). 이는 고강도 산불피해를 입은 산

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불로 인한 강우차단량의 감소

와 침투능의 저하로 인해 강우가 임상에 저유되지 않고

단시간 내에 지표유출수로 계류로 유입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2, 3차년도에는 실효우량이 침식토사량

을 설명하는 효율적인 척도로 나타나(Figure 3의 M-2nd와

M-3rd) 고강도 산불피해를 입은 산림보다 식생의 도입 및

생육에 필요한 환경이 상대적으로 조기에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산불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산불

피해를 입은 산림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존해 있는 식생이

많기 때문에 이들에 의한 발아촉진의 영향이 매우 클 것

으로 사료된다. Choung et al.(2004)은 산불에 의한 피해

에도 불구하고 생존해 있는 식생의 발아촉진에 의한 재생

장 여부를 관찰한 결과, 이들의 80%가 3개월 이내에 다시

발아를 시작하여 생육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환경

의 조성은 임상에 도달한 강우가 일정기간 지중에 저유된

후에 유출되도록 하며, 이 때 비로소 지표토사를 침식 및

운반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시간의 경

과에 따른 지피식생의 안정화와 함께 더욱 두드러지게 나

타날 것으로 판단되며, 이 논문의 경우 2차년도에는 30

mm의 실효우량이, 3차년도에는 40 mm의 실효우량이 침

식토사량을 설명하는 최적의 변수로 선택되어 소폭의 변

화만이 관측되었다는 점이 그 증거라 할 수 있다. 

저강도 산불피해를 입은 산림의 경우 1차년도에 30 mm

의 실효우량이 최적 변수로 선택되었으며(Figure 3의 L-

1st), 이는 중강도 산불피해를 입은 산림의 2차년도와 동

일한 강우형태 및 강도로서 산불발생 후 1년 밖에 경과하

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잔존하는 식생으로부터의

발아촉진에 의한 식생의 도입 및 생육에 필요한 물리적·

생태적 환경조건이 이미 형성되었음을 나타내는 간접적

인 지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강우가 발생하더라도 식생

에 의한 차단손실이 클 뿐만 아니라 임상에 도달한 강우

역시 지중에 어느 정도 저유된 후에 지표수로서 유출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경향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더

욱 두드러지게 나타나 2차년도(60 mm의 실효우량)에 이

미 3차년도의 최적변량(50 mm와 60 mm의 실효우량) 이

상의 강우강도에 의해 침식토사량이 가장 두드러진 변화

를 나타냈다(Figure 3의 L-2nd와 L-3rd). 이는 중강도 산불

피해 산림에서와는 달리 저강도 산불피해 산림에서는 침

식토사량이 안정기에 도달하는데 보다 짧은 기간인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침식토사량을 설명하는 효율적인 강우형태로서

실효우량이 선택된 조사구, 즉 산불로 인한 강우차단량의

감소와 침투능의 저하가 극복되어 식생의 도입 및 생육에

필요한 환경이 형성된 경우 100 mm 이하에서 선택된 최

적 강우강도 이외에 100 mm 이상의 강한 강우강도의 범

위에서 또 하나의 하향피크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3). 일반적으로 3일의 반감기를 갖는 실효우량이

100 mm를 초과할 경우 사면붕괴가 발생하기 시작하며,

200 mm를 초과할 경우 땅밀림, 산사태 및 토석류 등의 토

사재해의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日本獨立行政

法人防災科學技術硏究所, 2002). 이는 일본에서 발생한 기

존의 토사재해가 반감기 3일을 갖는 실효우량의 최대값이

200 mm 이상일 때 발생하였음을 보고한 中井(2009)의 연

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식생의 도입 및 생육에

필요한 환경이 형성되어 침식토사량이 이미 안정된 상태

에 도달했을 경우 사면붕괴 등에 의한 일시적이지만 다량

의 토양침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로 인한 토

사재해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2. 강우형태 및 강도에 따른 침식토사량의 변화

GLMM에 의해 선택된 강우패턴과 침식토사량의 관계

를 도해한 결과, 모든 조사구에서 선택된 강우형태별 강

도가 증가할수록 침식토사량 역시 증가하는 정의 상관관

계를 나타냈다(Figure 4). 모델선정에 의해 선택된 강우형

태 및 강도에 의해 지표유출수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강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표유출수의 유수력

역시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침식토

사량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산

불피해의 강도 및 경과년수에 따라 수관·하층식생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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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등의 물리적·생태적 환경조건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

에 이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침식토사량 및 그 증가

추세 역시 각 조사구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

정된다. 이 연구에서는 모든 조사구에 걸쳐 동일한 강우

형태 및 강도에서의 침식토사량 변화를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

다. 따라서 비교하고자 하는 복수의 대상 조사구들에 있

어서 모델선정에 의해 선택된 강우형태 및 강도의 상대적

인 크기를 고려한 간접적인 비교방법을 통해 고찰하였다.

먼저 고강도 산불피해를 입은 산림에 있어서 동일한 강

우형태 및 강도가 선택된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침식토사량

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Figure 4의 H-1st와 H-2nd).

그러나 3차년도에 이르러 보다 강한 강우강도인 20 mm의

일강우량에 의해 1차·2차년도와 유사한 양의 토양침식이

발생했으며, 그 증가추세는 오히려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

다(Figure 4의 H-3rd).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산불에 의해

저감된 강우차단과 침투능이 식생의 도입 및 생육 등에 의

해 어느 정도 회복되어 3차년도에는 토양침식이 서서히 안

정화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중강도 산불피해를 입은 산림에 있어서의 침식토사량

은 고강도 산불피해를 입은 산림에 비해 현저히 저감된

경향을 나타냈다(Figure 4의 H-1st와 M-1st, H-2nd와 M-

2nd 및 H-3rd와 M-3rd). 동일한 강우형태 및 강도가 선택

되어 그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1차년도와 달리 2, 3

차년도의 경우는 감소경향을 쉽게 확인할 수 없었다. 그

러나 중강도 산불피해를 입은 산림의 2차년도에 선택된

30 mm의 실효우량과 3차년도에 선택된 40 mm의 실효우

량은(일강우량-실효우량의 관계로부터의 계산을 통하여)

각각 약 17 mm 정도의 일강우량이 2일간 지속될 경우와

약 23 mm 정도의 일강우량이 2일간 지속될 경우에 나타

나는 우량강도임을 고려할 때 고강도 산불피해를 입은 산

림에서보다 강한 강우강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

은 침식토사량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의 원인

은 산불에 의해 훼손된 물리적·생태적 환경조건의 차이

에서 비롯된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중강도 산불피해

를 입은 산림에 있어서 산불피해 후 경과년수에 따른 침

식토사량의 변화를 살펴보면(Figure 4의 M-1st, M-2nd 및

M-3rd),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토양침식에 미치는 강우강

도는 점차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침식토사량은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으며, 그 증가추세는 점차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차년도에는 그 증가추세가 급격히 감소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이 시기에 침식토사량의 안정화

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강도 산불피해를 입은 산림의 경우 역시 중강도 산

불피해를 입은 산림보다 더 강한 강우강도에 의한 변화

임에도 불구하고 침식토사량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Figure 4의 M-1st와 L-1st, M-2nd와 L-2nd 및 M-3rd

와 L-3rd). 또한 산불발생 후의 경과년수에 따른 침식토

사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강우량의 증가에 따른 침식토

사량의 증가기울기가 점차 완만해짐에도 불구하고 그 변

화의 폭은 중강도 산불피해를 입은 산림보다 상대적으

로 작은 차이를 나타냈다(Figure 4의 L-1st, L-2nd 및

L-3rd). 이는 저강도 산불피해를 입은 산림이 산불피해

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중강도 산불피해를 입은

산림에 비해 토양침식의 안정화에 요구되는 물리적·생

태적 환경조건이 상대적으로 잘 유지되어 있음을 의미

하는 것이며, 이러한 환경조건하에서 보다 빠른 시일 내

에 토양침식의 안정화의 정점에 도달하는 것을 나타내

는 증거라 할 수 있다. 

현지적용방안

토사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은 시·공간적인 측

면에서 매우 다양하다. 특히 강우인자는 예방차원에서의

사방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 재해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계량적 정보를 이용한 효율적인 사

방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실행이 가능토록 하는 매우 중요

한 척도라 할 수 있다. 특히 자연 상태의 산림보다 재해의

잠재성이 높은 산불피해지에 있어서 침식 및 붕괴에 대한

예측에 이용됨으로써 직접적인 피해규모를 저감시킬 뿐

만 아니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방지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인임에 틀림없다.

이 논문의 결과는 산불피해지의 피해정도 및 산불피해

후의 경과년수에 따른 복원방안의 차별화를 제시하고 있

다. 특히 강한 산불피해를 입은 산림의 경우 산불발생 직

후부터 3년이 경과해도 비교적 약한 강우강도에 민감히

반응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약한 강우강도를 갖는 강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극심한 표면침식을 유발할 수 있

기 때문에 토사유실을 저감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처리가

조속히 요구된다. 예를 들어 개량형 피복자재를 이용한 산

불피해지의 토양침식의 저감효과를 평가한 Chun et al.

(200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발생하는 침식토사량은 사

면경사에 관계없이 멀칭에 의해 자연상태 이하의 수준으

로 저감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Bautista et al.(1996)

과 Buchanan et al.(2002)은 각각 보리짚과 우드칩을 이용

한 멀칭을 통하여 산불피해를 입은 산지사면으로부터의

지표유출수의 발생 및 토사유실의 방지를 위한 실험을 실

시하여 그 효과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

한 멀칭처리는 조속하고 안정적인 식생의 도입 및 생육을

위해서는 보완의 여지가 있는 처리방법이라 할 수 있다.

Kim et al.(2008)은 우드칩을 이용한 멀칭이 지표유출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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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및 토사유실의 방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에

서 멀칭이 식생피도를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토양침식의 안정화와 동시에 조속

한 녹화가 요구되는 경우 대상지의 물리적 상황을 고려하

여 종자파종이나 구조물의 도입 등을 통한 식생의 도입 및

생육을 위한 환경의 조성이 절실히 요구될 것이다. 예를 들

어 산불피해를 입은 산지사면에 종자를 파종하여 피복상태

의 변화를 관찰한 Pinaya et al.(2000)의 연구결과, 산불피해

지에 있어서 경사 30% 이하의 대상사면의 식생피도가 증

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경사가 52%인 산불피해

지의 사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Kim et al.(2008)의 연구에서

는 종자파종을 통한 처리는 토양침식에 따른 종자유실로

인해 이상적인 결과를 유도하지 못하였다. 이 같은 경우 종

자파종을 실시하기 이전에 구조물의 도입을 통한 복구대상

지의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중강도 산불피해 및 저강도 산불피해를 입은 산

림의 경우 산불피해 후 2년 이내에 토양침식이 안정화

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앞서 기술한 토사유

실을 저감키 위한 적극적인 처리는 극히 제한된 지역에

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하천에 인접해 있는

산지사면의 경우 유실된 토사가 계류로 유입되어 하류

에 형성되어 있는 하천생태계 혹은 인간생활권에 직접

적인 피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처리가 요구된다. 또한 관광사업의 일부로서

경관적 가치를 고려해야만 할 경우에도 건강한 산림생

태계의 형성 및 유지와 더불어 지역경제의 침체 방지 및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처리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경

우를 제외한 피해지역은 자연 스스로의 복구를 기대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산불은 유역생태계를

구성하는 잠재적 요소 중의 하나로 단기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산림 및 하천생태계의 안정화된 물리적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하는 생물군집에 일시적으

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나치게 안정화된 산림 및 하천생태계에 교란을

일으킴으로써 다양한 영양분을 공급하여 생물의 다양성

을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도목 및 유목을 공급하여 그들

의 서식지를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기도 한다(Harmon

et al., 1986; Nakamura and Swanson, 2003). 이러한

관점은 산림유역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이질감

이 있지만, 산림유역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인간뿐만이

아닌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의 안정을 도모하

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과제라고 사료된다. 

결 론

이 연구는 2000년도에 발생한 동해안 산불피해지를 대

상으로 산불이 산지의 물리적인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고, 생태계 및 복원기법을 고려한 산불피해지의 2차

적인 피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복구방안 및 관리 대책에

요구되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

구 결과, 지표토양의 침식에 영향을 미치는 강우형태 및

강도와 그에 따른 침식토사량의 변화는 산불피해의 강도

및 경과년수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는 산불

발생에 의한 수목, 하층식생 및 임상물의 소실과 토양공

극의 감소에 따른 침투능의 저하에 의해 지표침식의 전제

조건인 표면유출의 발생조건이 다양화되었기 때문으로 사

료된다. 따라서 산불피해지에 있어서 유역환경을 고려한

다양하면서도 종합적인 복원 및 관리방안이 요구된다.

이상의 결과는 산불피해지의 급경사면에 있어서 토양

침식에 미치는 강우패턴을 실측치를 기반으로 하여 해석

함으로써 토사유출에 의한 재해를 예측함과 동시에 그로

인한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유효

하게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산불피해지의 토사재

해 방지기술 검토와 집중호우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

한 선결과제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사료된다. 따라

서 각 강우별 표면유출수의 질·양적인 변화를 지속적으

로 모니터링하며, 이를 기초로 유역특성에 알맞은 토사재

해를 조절·억제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사방공법에 대

한 구체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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