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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임도 설계자가 보다 간편하고 정확하게 임도 배수시설을 설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임도 배

수시설 규격 산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프로그램의 특징은 임도설계자가 현장 측량을 하기에

앞서 실내에서 임도의 예측을 실시할 때 현장 측량을 통해 취득해야 하는 데이터가 없이도 간편하게 강우강도를 이

용하여 유역 내 유출량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배수구조물의 최소 규격을 산출해 줌으로써

과도한 설계를 억제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임도가 시설되는 지역의 각 유역별 유출량을 산출함으로써 배수구조물

의 적절한 배치에 기여코자 하였다. 특히 배수관의 설치에 따른 전과정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파일 및 출력물 형태

로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설계과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오류 발생시 즉각적인 수정이 가능케 함으로써 임도 설

계기술의 상향평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tandard calculation program of forest road drainage

facilities that may help forest road designers to design forest road drainage facilities more conveniently and

precisely. Especially, the characteristics of this program is that the forest road designers may calculate the

amount of outflow in the basin using rainfall intensity data conveniently, without the data designers should

acquire through site measurements when they carry out indoor preliminary measurements before they go out for

outdoor measurements. In this manner, excessive design may be restrained by offering minimum standard

calculation for drainage structures. And also this study was designed to facilitate proper layout of drainage

structures by calculating outflow discharge of each basin where forest roads will be installed. Especially,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leveling-up of forest design techniques as the researcher has prepared the reports on

whole process of drain pipe installation and provided them in the form of computer file or printout, which show

a rational design process, and make it possible to modify in case of an error. 

Key words : basin, outflow discharge, design process

서 론

도로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서 산

림경영에 있어서도 필수불가결한 기간시설이라 할 수 있

다. 하지만 일반 도로를 비롯하여 산림에 시설되는 임도

의 경우 산림에 흐르는 유수의 흐름을 일순간에 바꿀 수

있다. 따라서 변화된 유수의 흐름과 유량에 의해 도로와

도로 비탈면, 인접한 산림지역의 안정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Beverly et al., 1996). 이와 같이 도로와 같은 시설물

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는 대부분 물에 의해서 발생하

는데, 1980년도부터 1999년까지 발생한 재해원인별 피해

액의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피해액의 90% 이상이 호우나

태풍 등에 의한 피해이다. 또한, 실제 도로에서 발생하는

피해액 역시 수해에 의한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 국립방재연구소(2004)에 따르면 2002년 현재 발생한

공공시설별 피해복구비는 전체 4조원 중 1조 2천억원이

도로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도로에 있어서

배수체계의 확립은 도로의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가

장 우선시되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임도의 경우 일반도로에 비해 투입되는 비용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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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편이기 때문에 유수에 의한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도로의 배수시설에 대한 계획수립은 설계홍

수량의 결정과 수리계산을 통해 규격을 산출하고, 측구와

같은 일부 시설물은 노면과 비탈면 등 인접지의 조건에

따라 정해진다.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도로협회(1987)에서

도로토공 배수공지침을 제시한 바 있으며, 미국에서는

AASHTO(1999)나 각 주마다 도로배수 시스템에 대한 지

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내 도로배수시설과 관련하여

적용하고 있는 설계기준은 1970년대 국제부흥개발은행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 Development,

IBRD) 차관사업시 도입된 외국의 설계법을 도입하여 활

용하다가, 도로설계편람(건설교통부, 2001), 도로설계편람

(건설교통부, 2000), 도로설계기준(건설교통부, 2001), 도

로설계요령(한국도로공사, 2002) 등 관련기준을 제정 및

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임도에서는 ‘산

림관리기반시설의설계및시설기준’에서 임도의 전반적인

설계와 배수시설의 통수단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배수시설의 단면적과 같은 규격을 산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식은 유역면적에 따라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유역면적이 4 km2이하일 때에는 합리식을, 4~40 km2일 때

에는 표준유출곡선을 이용하고, 40 km2 이상일 때에는 수

문곡선 추적법에 의해 설계하는데, 최근에는 4~250 km2

의 경우에는 단위유량도법 또는 합성단위유량도법을 이

용해 유출량을 산출한다(건설교통부, 2003). 따라서 일부

교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로 배수시설 규격은 합리식에

의해 규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산림지역에 시설되는 임

도의 경우에도 합리식에 의해 배수시설의 규격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합리식을 이용하여 배수시설의 규격을 산정하

는 방식은 매우 간편하지만 인자의 적용에 따라 수식에

의한 결과값의 편차가 매우 큰 방법이다. 따라서 지금까

지 배수시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장 쉬운 대응방법으

로 강우의 재현기간에 따른 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이었다.

즉, 임도 배수관의 경우 2003년 이전에는 30년 확률강우

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2003년도부터 50년 강우로, 그리고

2007년 12월 31일자로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과 홍수도

달시간을 이용하여 계산된 최대홍수유출량에 120%의 안

전율을 곱하여 설계·설치한다. 이는 일반도로 분야에서

25~50년 빈도로 암거1) 및 배수관을 설계하는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안전기준이라 할 수 있다(산림청, 2007).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많은 임도에

서 유실이나 붕괴가 발생하고 있으며, 붕괴의 주요인은 여

전히 물의 처리에 보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

히 배수관의 규격을 대형화하는 것으로는 임도의 효과적

인 배수체계 확립이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림에서 시설되는 임도의 배수

시설을 결정짓는 합리식의 각 인자별 적정 기준을 제시하

고 이를 통해 배수시설의 적정 규격을 산출하는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임도 설계자가 현장 설계 이전에 다양한 조

건들에 따른 배수시설의 규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임도 설계와 시공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임도 배수시설 규격 산정 프로그램 개발

임도 배수시설 규격 산정 프로그램은 합리식을 이용하

여 산지 소유역에서 유출량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 배수관

의 최소직경을 산출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1) 임도 배수시설 규격 추정식의 적용

임도 배수시설의 규격은 ‘산림관리기반시설의설계및시

설기준’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배수구의 통수단면은 100

년빈도 확률강우량과 홍수도달시간을 이용한 합리식으

로 계산된 최대홍수유출량의 1.2배 이상으로 설계·설치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합리식을

이용하여 배수시설의 규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을 설계하였다(식 (1)). 

Q = 0.2778CIA (1)

Q : 유출량(m3/sec),

C : 유출계수,

I : 강우강도(mm/hr), 

A : 유역면적(km2)

특히 합리식의 각 인자를 구하고 이를 통해 배수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유출량과 통수량을 계산하고 이를 비교

하여 배수관의 최소직경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여

설계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보조 프로그램의 활용

본 프로그램은 9.2 버전의 ArcGIS 프로그램 중 ArcMap

의 toolbar 형태로 제작되었다. 따라서 유역면적의 계산 및

경사도의 계산 등은 ArcGIS 프로그램의 연산을 통해 산

출된다. 또한 강우강도식의 유도를 위해 강우데이터의 점

1)암거는 용수나 배수용의 수로가 도로나 철도 등의 노면 아래에 매설되었을 때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임도의 노면 아래

에 매설된 횡단배수구조물을 통칭할 때 암거로 통일하였다. 암거의 분류는 관의 형태를 이루는 관거(원형 암거)와 박스 암거

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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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분석에 이용한 프로그램은 국립방재연구소(1998)에

서 계획홍수량 산정을 위해 개발한 FARD(Frequency

Analysis of Rainfall Data, version; 2006) 프로그램을 이

용하였다. 

3) 강우데이터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강우데이터는 1978년도부터 2007

년까지의 30년간의 대전측후소의 강우데이터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2. 임도 배수시설 규격 산정 프로그램의 활용성 검토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임도 배수시설 규격 산정 프로

그램의 활용성을 검토하고 프로그램의 오류를 점검하기

위하여 기존에 개설된 임도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배수관의 적정 규격을 산출하였다. 특히 프로그램의

활용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임도 예정지에 대하여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배수관을 계획하고 여러 설계자의 계획

과 비교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프로

그램의 지속적인 개선작업과 임도 배수시설의 현황과 문

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존 임도의 자

료와 비교·검토하는 방식으로 활용성을 검토하였다. 활

용성 검토 대상지는 대전광역시 내 임도 2개소를 대상으

로 하였으며, 해당 임도는 2009년도에 시설된 계족산임도

2.07 km와 성북동임도 2.98 km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현장조사는 임도노선과 배수관의 위치를 GPS로 측량하

였으며, 배수관의 재료와 규격, 그리고 배수관의 경사도

등을 조사하였다. 단, 계족산임도는 2009년도에 시설되었

으므로 ‘산림관리기반시설의설계및시설기준’에 따라 배

수시설 설계의 재현기간은 100년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으

며, 1997년에 개설된 성북동임도에 대해서는 재현기간을

30년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임도 배수시설 규격산정 프로그램 개발

임도 배수시설의 설계를 위한 설계홍수량의 산출은 합

리식을 이용하여 계산하도록 하였으며, 각 인자별 설계방

식은 다음과 같다.

1) 유출계수

합리식의 유출계수는 임도 배수시설 설계자가 직접 입

력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였다. 단 선행연구(우보명, 1999;

한국수자원학회, 2005; 건설교통부, 2003, Texa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2004; 환경부, 2005; 최석근과 박명진,

2008; 정종호와 윤용남, 2009) 결과를 고려할 때 산지의

유출계수 최고치는 0.6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김지호(2003)와 정종호와 윤용남(2009) 등의 연구에 따라

임도 배수시설 설계시 적용되는 재현기간을 고려한 유출

계수의 최고값은 0.6의 125%인 0.75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임도 배수시설 규격 산정 프로그램

의 활용성 검토시 적용한 유출계수는 0.75이며, 본 프로그

램에서는 설계자가 직접 입력하도록 하되 가장 많은 분야

에서 활용되는 유출계수표인 한국수자원학회(2005)의 하

천설계기준 유출계수 표를 Pop-up창으로 볼 수 있도록 설

계하였다. 

2) 강우강도

강우강도는 오랜 기간의 강우데이터를 이용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다시 강우강도식을 이용하여 최적

의 강우강도식을 구한 후 설계자가 임의의 강우강도식을

선정하여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개발시 설계

자가 임의의 강우강도식을 선정하고 계수를 직접 입력하

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Figure 1. Probability rainfall on Gum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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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우강도식은 Talbot형과 Sherman형, 그리고

Japanese형 등 3가지 강우강도식을 이용하였다. 특히 본

프로그램의 활용성 검토대상지인 대전광역시에 대해서는

1978년도부터 2007년까지의 30년간 강우데이터를 이용하

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사용된 확률분포형 16가

지 중 Gumbel 분포형과 2변수 Weibull 분포형, 2변수

Gamma 분포형이 적합한 분포형으로 분석되었으며, 우리

나라에 적합한 Gumbel 분포형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

시하였다(Figure 1). 이때 사용한 프로그램은 국립방재연

구소(1998)에서 계획홍수량 산정을 위해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하는 FARD(Frequency Analysis of Rainfall Data,

version; 2006)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또한 빈도분석을

통해 계산된 확률강우량은 3가지 강우강도식을 유도하기

위해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렇게 유도된 강우강도식은 각 재현기간별 가장 결정계수

가 높은 강우강도식을 선정하여 적용하는데, 임도의 경우

100년빈도의 재현기간을 적용하므로 Sherman형의 강우강

도식을 적용하였다(Table 1). 아울러 각 강우강도식의 적

용시 오류검증 및 강우강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건설

교통부의 통합강우강도식을 적용하여 배수시설의 규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도달시간

강우강도의 계산은 지속시간을 이용하여 강우도달시간

Table 1. Probable rainfall-intensity formular by return period on Gumbel model (Daejeon).

Return period a n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Probable rainfall intensity formular

2년 568.3269 0.6624 0.9980 

3년 664.2922 0.6627 0.9975 

5년 773.1279 0.6634 0.9970 

10년 909.2647 0.6640 0.9965 

20년 1039.9747 0.6644 0.9962 

30년 1114.1406 0.6644 0.9960 

50년 1209.4661 0.6648 0.9958 

70년 1271.1459 0.6649 0.9957 

80년 1293.4680 0.6647 0.9956 

100년 1334.9100 0.6649 0.9956 

150년 1407.7609 0.6649 0.9954 

200년 1460.8461 0.6651 0.9953 

300년 1534.2288 0.6651 0.9952 

500년 1626.8758 0.6652 0.9951 

I
2

586.3269

t
0.6624

----------------------=

I
3

664.2922

t
0.6627

----------------------=

I
5

773.1279

t
0.6634

----------------------=

I
10

909.2647

t
0.6640

----------------------=

I
20

1039.9747

t
0.6644

-------------------------=

I
30

1114.1406

t
0.6644

-------------------------=

I
50

1209.4661

t
0.6648

-------------------------=

I
70

1271.1459

t
0.6649

-------------------------=

I
80

1293.4680

t
06647

-------------------------=

I
100

1334.9100

t
0.6649

-------------------------=

I
150

1407.7609

t
0.6649

-------------------------=

I
200

1334.9100

t
0.6649

-------------------------=

I
300

1534.2288

t
0.6651

-------------------------=

I
500

1626.8758

t
0.6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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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계산하고 다시 이를 통해 강우강도를 계산하는데 강우

도달시간은 유입시간과 유하시간의 합으로 결정된다. 하

지만 도로의 횡배수 암거에서 유입 및 유하시간은 유입시

간으로 통일하여 계산할 수 있다(건설교통부, 2003). 특히

유입시간과 유하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은 대부분 경험에 의

한 공식으로 그 신뢰도가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건

설부(1993)에서는 산지 소유역에 대하여 유하시간을 30분,

급경사 유역은 20분을 표준으로 채택하여 적용하여 왔으

나, 한국수자원학회(2005)의 ‘하천설계기준·해설’에서는

그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삭제된 상태이며, 현재 그 대안

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정종호, 2005; 정종호와 윤용남,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입시간에 보정시간을 적용

하되 일반 도로 배수관의 경우 도달시간의 계산은 유입시

간만을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유입시간에 보정시

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특히 유입시간의 계산은 Kerby의 공식을 이용하도록 하

였다(식 (2)). Kerby 공식은 여러 개의 소유역이 함께 합쳐

져서 하나의 유역으로 이루어져 분석을 실시할 경우 각

유역별 도달시간을 계산한 것과 전체 유역을 하나로 계산

할 때의 값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 있는 반면 유로연장

과 유역의 평균경사, 그리고 조도계수만을 이용하여 도달

시간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Kerby의 도달시간 공식>

(2)

T :표면류 흐름의 유하시간(min.),

L :지표거리(km), 

S :유역 평균경사(m/m),

N :유역의 피복 조도계수로서 불투수성 완만한 표면은

0.02, 나지의 비포장 표면은 0.10, 초지가 없는 나지

의 거친 표면은 0.20, 초지로 구성된 표면은 0.40,

낙엽으로 덮인 수목지역은 0.60, 초지와 산림이 우

거진 지역 0.80

한편 도달시간에 적용한 보정시간 유도식은 정종호(2005)

의 연구결과에 제시된 식을 이용하였다(식 (3)). 

(3)

A :유역면적(km2),

ts :소유역 매개변수 보정량(분),

tu :소유역 매개변수 보정계수2)의 상한계로 10~15분으

로 일반적인 경우 10분

2. 통수량의 산출

배수구조물이 설치되는 지점의 유출량을 계산한 후 실제

암거의 통수량과 비교 검토하여 배수관의 규격을 산정하여

야 한다. 따라서 배수관으로 사용되는 배수구조물의 통수

량을 산출해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식은 다음과 같다.

Q = A × V (4)

Q : 통수량(m3/sec),

A : 수로단면적(m2),

V : 유속(m/sec)

이때 수로단면적은 토사퇴적에 의한 통수단면의 축소

를 고려하여 최소 20% 정도의 면적 감소를 고려하도록 한

다(건설교통부, 2007). 또한 유속은 Manning의 공식을 이

용하여 산출하도록 한다(식 (5)).

(5)

V : 유속(m/sec),

n : 조도계수,

R : 경심(수로단면적/윤변),

I : 수로경사도(m/m)

식 (4)과 (5)을 정리하면, 

(6)

하지만, 식 (6)에 적용된 유출량 Q에는 안전율을 적용

한 유량이어야 하므로 실제 적용된 유량은 유출량에 120%

를 할증한 양이다. 또한 배수관의 실통수 단면적은 실제

단면적의 80% 정도이므로 배수관의 최소직경의 계산식

은 다음과 같다. 

배수관의 최소직경 (7)

Dmin: 배수관의 최소직경, D: 식 14의 배수관직경

3. 임도 배수시설 규격 산정 프로그램 개발

1) 개발환경 및 프로그램의 흐름

임도 배수시설 규격 산정 프로그램의 개발환경은 다음

과 같다.

●개발자 및 사용자의 컴퓨터 환경 : Microsoft사의 PC

운용체계인 한글 윈도우 XP 및 Pentium급 이상

●개발 툴(언어) : ArcObject, 비쥬얼 베이직

●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 : dxf 파일, dat 파일, txt 파일,

hwp 파일, out 파일

T 36.264
L N⋅( )

0.467

S
0.2335

--------------------------=

t
s

t
u

1
A

25
------–⎝ ⎠

⎛ ⎞=

V
1

n
--- R

2

3
---

I

1

2
---

××=

D
4

5

3
---

n× Q×

π I×
----------------------

⎝ ⎠
⎜ ⎟
⎜ ⎟
⎛ ⎞

3

8
---

=

D
min

5

4
---D=

2)본 연구에서 개발된 임도 배수시설 규격 산정 프로그램은 tu의 기본값이 10분으로 되어 있으며, 10~15분 사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정종호(2005)의 ‘홍수량 산정을 위한 실무적 방법의 개발’ 연구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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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활용 소프트웨어 : GPS S/W, Microsoft Excel,

Microsoft Access, Fard ver.2006, RHmax, Autocad

●기타 현장자료 취득

특히 프로그램의 흐름도는 Figure 2와 같으며, 임도의

배수시설을 설계하기 위해 조사대상지의 지형을 보정하

는 단계를 거쳐 유수의 흐름도를 작성하도록 하며, 배수

관위치를 선정할 경우 유역구역을 확정하고 면적을 계산하

며, 유출계수를 적용시키고 재현기간과 지속시간을 고려

한 강우강도를 적용하면 유출량과 통수량을 근거로 한 배

수관의 최소직경을 산출하도록 계산하였다(Figure 2). 

특히 강우강도의 경우 Figur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

설교통부의 강우강도식과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

며, 강우데이터의 분석 및 강우강도식의 유도가 곤란한 경

우 건설교통부의 강우강도식을 이용하여 배수시설물의 규

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GUI 및 모듈 설계

본 프로그램은 ArcGIS ver.9.2에 맞춰 설계된 프로그램

으로 ArcGIS 중 ArcMap의 툴바(Toolbar) 형태로 작동되

는 프로그램으로서, 개발된 배수관 설치 프로그램을 설치

한 후 ArcMap 프로그램을 기동시키고 사용자정의에서

toolbar를 선택하면 배수관 규격 산정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Figure 3). 

수치지형도의 좌표를 정의하고 DEM 데이터의 분석해

상도를 10 m로 입력한 후(국립산림과학원, 2007), sink 작

업과 Flow direction을 실행하여 수문분석을 위한 기초데

이터를 작성한다.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유수의 흐름을 파

악하고 배수시설의 위치를 결정하면 유역구역과 배수시

설로부터 최원점까지의 길이와 평균경사, 유역평균경사,

유로경사 등이 자동으로 계산된다(Figure 4). 

전술한 바와 같이 유출계수를 입력하고 도달시간을 계

산하여 강우강도식의 계수를 입력한 후, 배수관의 조도계

Figure 2. Flowchart of program (MLTM; Ministry of Land, Transportation, Maritime Affairs, KWRA;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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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배수관의 설치경사를 입력하면 배수관의 최소직경

이 계산되도록 하였다. 특히 모든 계산이 완료되면 인쇄

하기 버튼이 활성화되며, 이를 누르면 임도 배수관 설치

보고서가 작성되도록 하였다. 보고서는 지속시간 및 강우

강도, 각 강우강도별 홍수 유출량, 각 강우강도식별 배수

관의 최소직경을 산출한 일련의 과정을 모두 포함하여 인

쇄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PDF나 Microsoft Word로 파

일형식을 변환하여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Figure 5).

4. 임도 배수시설 규격 산정 프로그램의 활용성 검토

임도 배수시설 규격 산정 프로그램의 활용성을 검토하

기 위해 대전의 계족산임도와 성북동임도를 대상으로 배

수시설의 최소직경을 산출하였다(Table 2). 이때 강우강도

의 계산은 도달시간과 정종호(2005)의 보정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보정계수는 10분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현

지 유역의 유출량과 배수시설이 처리할 수 있는 통수능력

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현재

배수시설의 설치가 현장의 정밀한 강우조건을 기초로 하

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산악지에서 시설되는 임도의 특성상 유목이나

토석류 등 배수시설의 통수능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다만, ‘산림관리기반시설의설계및시설기

준’에는 통수능력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고려나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설계방식이 과다설계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임도 배수시설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상황에 대한 연구를 계곡부와 능선부,

사면부 등 위치별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배

수관의 최소직경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현재 임도 배수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임도 배수

시설 규격 산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현장 활용성 검

토를 실시하였다. 특히 본 프로그램의 특징은 임도설계자

가 현지 측량을 하기에 앞서 실내에서 수치지형도만을 이

용하여 임도 배수시설을 설계할 수 있는 점이다. 또한 유

출량을 고려하여 임도 배수시설의 적절한 배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합리식의 인자 중 유출계수의 적용 최대값은 0.75

를 제시하였으며, 도달시간의 적용은 Kerby 공식의 산출

값에 보정시간을 적용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기

상청의 강우데이터를 이용하여 확률강우량을 계산하고,

최소자승법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Talbot형과

Sherman형, Japanese형에 대한 강우강도식을 유도하였다.

Figure 3. Standard calculation program GUI of forest road drainage facilities.

Figure 4. Calculation of basin area.

Figure 5. Example of fin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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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강우강도식 중 대전광역시 지역에 가장 적합한

강우강도식으로 Sherman형을 선정하였으며, 재현기간 100

년에 해당하는 수식과 각 유역별 도달시간을 이용하여 강

우강도를 산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복잡한 강우강도식

의 유도 이외에도 건설교통부의 통합강우강도식을 함께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유역 내 유출량을 손쉽게 산출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한편 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활용성 검토를 실시한 결

과 배수시설의 통수가능량과 유역 내 유출량과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일반도로 분야에서

도 산림지역에 시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

준을 제시한다는 점(건설교통부, 2007)과 임도의 설치 지

역이 산림지역이며 일반도로에 비해 안전기준이 미흡할

수밖에 점을 고려하면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너무

과도한 설계를 유도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즉, 우

리나라의 임도 배수시스템에 대한 개선작업이 배수시설

의 규격확대를 주된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임도

의 종단선형과 유역의 유출특성 등을 고려하지 못할 경우

그 효과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과도한 배수시

설의 설비로 인해 공사비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배수의 흐름이 임도 설치 이전의 원래 흐름과 가

장 유사하게 흐르도록 배수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

며, 본 연구에서는 임도 설치 후 유수의 흐름을 임도 설치

이전의 흐름대로 유도해 가도록 적정 배수시설의 위치를

계곡부와 능선부에 설치하는 것을 제시하며, 개거의 활용

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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