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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수변역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유목은 유역의 생태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재해의 요인으로서 인

간생활권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유목의 발생, 이동 및 체류특성에 대한 구체

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산지계류에 있어서 유목체류의 종단적 분포의 이질성에 영향

을 미치는 인자를 규명하고, 그에 따른 유목체류량의 변화를 해석하기 위해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기룡산 유역을 대

상으로 유목의 종단적 분포특성을 파악하였다. 조사 결과, 조사구간의 평균계폭, 직경 1 m 이상의 거력의 개수 및 이

들 간의 상호관계가 유목체류량을 설명하는 최적의 예측자로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산지계류에 분포하고 있는 거력

은 유목의 이동을 방해하는 장해물로서 유목체류에 적절한 물리적 환경을 조성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거

력의 영향이 산지계류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계폭이 좁은 구간의 경우 산지계류 내에

분포하는 거력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목체류량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계폭이 큰 구간의 경우 유목체류량

에 미치는 거력의 개수의 영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폭이 다른 두 지역에 있어서 동일한 양의 거력들이

존재할 경우 이들에 의한 계폭의 감소비율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러한 유목의 종단적 분포특성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적·물리적 환경을 고려한 계통적이고 체계적인 사방사업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Whereas recent researches have elucidated the positive ecological roles of large wood (LW) in fish-

bearing channels, LW is also recognized as a negative factor of log-laden debris flows and floods in densely

populated areas. However in Republic of Korea, no study has investigated longitudinal variations of LW distribution and

dynamic along the stream corridor. Hence to elucidate 1) physical factors controlling longitudinal distribution of

LW and 2) their effect on variation in LW load amount, we surveyed the amount of LW with respect to channel

morphology in a mountain stream, originated from Mt. Ki-ryong in Inje, Gangwondo. Model selection in the

Generalized Linear Model procedure revealed that number of boulder (greater than or equal to 1.0 m in

diameter), bankfull channel width and their interaction were the best predictors explaining LW load volume per

unit channel segment area (unit LW load). In general, boulders scattered within small mountain streams

influence LW retention as flow obstructions. However, in this study, we found that the effect of the boulders

vary with the channel width; that is, whereas the unit LW load in the segment with narrow channel width

increased continuously with increasing boulder number, it in the segment with wide channel width did not

depend on the boulder number. This should be because that, in two channels having different widths, the rates

of channel widths reduced by boulders are different although boulder numbers are same. Our findings on LW

load varying with physical factors (i.e., interaction of boulder number and channel width) along the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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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idor suggest understanding for longitudinal continuum of hydrogeomorphic and ecologic characteristics in

stream environments, and these should be carefully applied into the erosion control works for systematic

watershed management and subsequent disaster prevention.

Keywords : large wood, large woody debris, debris flows, longitudinal distribution, wood dynamic, stream corridor,

mountain stream, watershed management, disaster prevention

서 론

육상생태계와 계류생태계가 공존하는 수변역은 물리

적·생태적으로 매우 다양한 환경을 갖고 있다(Grant and

Swanson, 1995; Naiman et al., 1998). 즉, 수변환경은 산

사태, 토석류, 홍수 및 산불 등의 지형학적 교란에 의해

시·공간적으로 매우 동적인 형태를 나타내며(Allan, 1995;

Nakamura et al., 2000), 이러한 교란작용에 의해 수변역에

존재하는 유기물들은 규칙적 혹은 불규칙적으로 계류에

유입되어 하류로 이동하게 된다(Keller and Swanson,

1979; May and Gresswell, 2003). 또한 이 과정에서 수변

역과 계류 내의 물리적·생태적 환경 역시 규칙적 혹은

불규칙적으로 변화하는 쉬프팅 패턴(shifting pattern)을 나

타내게 된다(Nakamura et al., 2007). 따라서 유역의 동태

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형학적 교란작용의 발생빈도 및

규모는 물론, 이에 따른 수변역과 계류의 상호작용에 의

한 물리적 환경의 시·공간적 이질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

가 요구된다.

이러한 수변역과 계류를 구성하는 주된 요소인 유목은

유역의 지형적·생태적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수변역으로부터 공급된 유목은 유수의 흐름에 영향을

미쳐 토사 및 유기물의 이동 및 퇴적을 조절한다(Swanson

and Lienkaemper, 1978; Montgomery et al., 2003). 또한

유목은 에너지, 영양분 및 먹이 등의 순환에 관여함으로

써 수생곤충 및 어류 등의 생물적 군집을 형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서식지의 창조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

(Anderson et al., 1978; Mossop and Bradford, 2004).

그러나 한편으로 유목은 하류하천 내에서 군(log-jam)을

형성함으로써 유수의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범람을

초래하여 인간생활권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즉, 강우

에 의해 형성되는 지하수의 이동 및 계류수의 증가는 산

사태, 사면침식, 계안붕괴 및 토석류의 발생을 초래하며,

이러한 사면과 유수의 작용은 다량의 토석을 계류에 유입

시키는 과정에서 유목의 생산을 가속화시킨다(Johnson et

al., 2000; Seo and Nakamura, 2009). 이와 같이 계류로

공급된 유목은 하류로 유하하는 과정에서 계류의 양안을

파괴시키거나 하상의 상승을 초래하게 되며, 이러한 현상

은 인구밀도가 높은 하류지역의 하천공작물이 설치된 지

점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발생하여 교량·도로·농경지

및 인가 등의 피해를 가속화시킨다(전근우 등, 1997; 행정

자치부 국립방재연구소, 2002). 이러한 유목의 극단적인

양면성은 표기방식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즉 1970년대 이

후에는 계류에 분포하는 흉물의 의미를 내포하는 ‘Large

woody debris(LWD)’라고 표현되었으나, 최근에는 그 생

태적인 기능을 고려하여 ‘Debris’라는 표현을 제외한

‘Large wood(LW)’로 표기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수

변역의 생태계 유지 및 인간생활권의 재해방지라는 양면

성을 고려한 종합적 유역관리를 위해서는 유역의 물리적

환경특성에 따른 유목분포의 이질성에 대한 정량적 해석

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산지에서 발생

하는 각종 교란작용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며, 이로 인한 유목의 발생, 이동 및 체류특성

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역시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최근 지구온난화와 엘리뇨 현상 등의 기상이변으

로 인해 집중호우 및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그 규모 역시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산사태 및 토석류 등의 각종 산지재해의 대규모화로 귀결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생산된 유목은 토사·석과 함께 산

지계류로 유입되어 하류로 유출되거나 계상에 퇴적되어

산지계류의 급격한 계상변동 및 하류지역에 형성되어 있

는 인간생활권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기룡산

유역을 대상으로 산지계류에 있어서 1) 유목체류의 종단

적 분포의 이질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규명하고, 2)

그에 따른 유목체류량의 변화를 해석하였다. 

조사지 개요

지난 2006년 7월 9일부터 29일까지의 장기간에 걸친

장마와 제 3호 태풍「에위니아」로 인해 강원도 인제군

지역에서는 최대 476 mm(최대일우량 202 mm, 최대시

우량 69 mm)의 집중호우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산사

태 및 토석류가 발생하여 다량의 토사와 유목이 생산 및

유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하류지역의 인명·가옥·시

설 등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는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기룡산에 위치한 산지계류를

조사대상지로 선정하여 유목의 분포실태를 파악하였다

(Figure 1). 

조사대상지의 유역면적은 315.8 ha이며, 이 유역을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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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계류는 계곡벽과 하도 내의 거력 및 돌출형 암반에

의해 스텝풀(step-pool)이 형성되어 있는 암반하천지형을

나타내고 있다. 유역 내의 산림은 혼효림을 이루고 있으

며, 계류 주변부는 흉고직경 20 cm 이하, 수고 20 m 이하

의 계안림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조사대상지의 과거 10

년간(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연평균 기온은 약 10.5oC

이며, 이 기간 동안 발생한 평균연강우량은 1,293 mm 정

도로 이 중 대부분이 7월부터 10월에 걸친 여름철 집중호

우나 가을철 태풍에 의해 발생하였다. 

연구방법

1. 조사기간

현지조사에 앞서 집중호우가 발생한 직후인 2006년 7

월 28일에 현지를 답사하여 사진 촬영 및 현장 스케치를

기본으로 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6년 7월 30일

부터 8월 4일까지 인제군 기룡산 계곡의 본류 2.45 km 구

간에 대해 계상미지형 및 유목의 체류특성에 관한 상세조

사를 실시하였다. 

2. 지형적·수문적 요인의 분석

일반적으로 유목의 생산, 이동 및 체류는 계류의 지형

적 요인에 의해 매우 다양한 공간적인 변화를 나타낸다

(Keller and Swanson, 1979; Nakamura and Swanson,

1993). 이러한 전제 하에 2.45 km의 총 조사구간을 50 m

단위의 총 49개 소구간으로 나누었으며, 각 소구간에 있

어서의 1) 해발고도(channel elevation; CE), 2) 계상경사

(channel-bed slope; CS), 3) 홍수위흔적위 내의 계폭의 평

균치(channel width; CW) 및 4) 유목의 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경 1.0 m 이상인 거력의 개수(boulder number;

BN)를 고도계, 클리노미터 및 줄자를 이용하여 조사하였

다. 여기서 거력의 개수(BN)는 계상면 위에 노출된 것만

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유목의 생산, 이동 및 체류는 계류의 수문적 요인

에 의해서도 시간적으로 매우 다양한 변화를 갖게 된다

(Piégay, 2003; Moulin and Piégay, 2004). 이를 고려하기

위해서 각 구간에서의 5) 홍수발생 시의 피크유량(peak-

runoff discharge; PD)과 6) 총 스트림파워(total stream

power; TSP)를 산출하였다. 먼저 홍수발생 시의 피크유량

(PD, m3·s−1)은 다음의 합리식(Rational formula)을 이용하

여 계산하였다(篠原謹爾, 1975).

여기서 a는 조사구간의 유역면적(km2)이고, f는 유출계수

이며, r은 계류의 시작점에 도달한 강우가 조사구간까지

이동하는 동안 발생하는 최대강우강도(mm·hr−1)를 나타낸

PD
1

3.6
------- a f r×××=

Figure 1. Location of the study basin originated from Mt. Ki-ryong in Inje, Gangwondo. Dotted line denotes drainage boundary.

Within the boundary, the narrow solid-lines and the wide solid-line represent all channels including small tributaries and study
section surveyed in main stem channel,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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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sites.

Surveyed
segment 
no.

Drainage 
area
(ha)

Channel
elevation

(m)

Channel
slope

(m·m−1)

Channel
width
(m)

Boulder
number
(EA)

Peak-runoff
discharge 
(m3·s−1)

Total steam 
power 

(W·m−1)

 1 315.8 350.0 0.09 21.0  32 735.4 649,286 

 2 315.7 354.5 0.11 17.5  20 736.6 794,896 

 3 308.4 360.0 0.10 21.3  58 734.2 705,836 

 4 307.7 364.9 0.08 25.0  72 735.1 548,066 

 5 305.7 368.7 0.05 25.0  27 735.5 331,883 

 6 296.5 371.0 0.05 16.4  92 732.2 330,401 

 7 294.7 373.3 0.03 14.8  52 732.7 201,264 

 8 292.3 374.7 0.07 17.5  65 733.0 474,604 

 9 289.6 378.0 0.04 15.5  78 733.0 316,409 

10 242.9 380.2 0.10 14.3  65 550.1 518,072 

11 242.4 385.0 0.12 10.0  45 551.0 637,773 

12 236.9 390.9 0.10 11.3  44 548.9 527,740 

13 235.7 395.8 0.08 12.5  31 549.4 452,721 

14 234.6 400.0 0.09 11.3  0 550.0 474,769 

15 233.7 404.4 0.06  9.2  0 550.7 313,310 

16 226.0 407.3 0.05 23.8  1 547.4 289,989 

17 224.9 410.0 0.06 28.8  13 548.1 344,108 

18 223.5 413.2 0.05 24.0  59 548.6 269,067 

19 223.0 415.7 0.04 18.5  46 549.6 215,682 

20 217.1 417.7 0.10 20.7  87 528.4 518,369 

21 211.1 422.7 0.13 18.5  40 525.8 649,981 

22 208.9 429.0 0.10 19.3  42 525.6 495,003 

23 203.0 433.8 0.11 22.5  60 523.0 543,875 

24 202.1 439.1 0.10 26.5  65 523.7 493,186 

25 193.7 443.9 0.11 19.0  56 489.4 518,561 

26 193.2 449.3 0.12 14.3  60 490.4 596,484 

27 192.2 455.5 0.05 18.8  70 490.9 250,415 

28 191.4 458.1 0.13 12.6  86 491.8 627,207 

29 177.9 464.6 0.09 14.5  81 455.0 410,615 

30 168.1 469.2 0.11 21.9 116 423.7 448,861 

31 166.2 474.6 0.07 23.8  81 423.4 290,758 

32 165.8 478.1 0.06 26.5  86 424.4 266,458 

33 154.1 481.3 0.05 14.5  79 393.0 185,054 

34 140.7 483.7 0.17  9.7  63 353.0 574,852 

35 139.8 492.0 0.12 13.5  53 353.1 422,646 

36 138.9 498.1 0.15 17.0 132 353.4 513,060 

37 137.5 505.5 0.13 18.9 101 353.2 450,376 

38 136.3 512.0 0.18 18.4 125 353.1 616,639 

39 133.4 520.9 0.12 16.3  28 351.5 420,729 

40 132.9 527.0 0.13 18.9  76 352.1 435,270 

41 129.6 533.3 0.11 13.8  57 340.0 353,560 

42 129.3 538.6 0.08 11.1  71 340.8 254,119 

43 110.2 542.4 0.09  8.6  47 252.8 228,126 

44 110.1 547.0 0.12 12.9  45 253.5 293,413 

45 104.4 552.9 0.24 13.1  42 233.3 558,413 

46 104.2 565.1 0.25 13.4  44 233.6 577,584 

47 102.5 577.7 0.35  8.9  50 232.4 802,594 

48 101.5 595.3 0.19 11.9  53 231.8 432,040 

49 96.9 604.8 0.24 10.0  49 227.4 526,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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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a는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의한 공간분석으로

추출하였고(ESRI, 2007), f는 산지계류에 주로 적용되는

0.75를 적용하였으며, r은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구하였다.

여기서 r
24
는 일우량(mm)이며, t는 강우가 계류의 시작점

에 도달하여 조사구간까지 이동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

(hr)을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 r
24
는 지난 2006년 7월 9일

부터 29일까지 인제군 지역에서 발생한 최대일우량인 202

mm를 적용하였으며, t는 다시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구

하였다.

여기서 a는 계류의 시작점과 조사구간과의 해발고도의 차

이(km)이며, d는 계류의 시작점으로부터 조사구간까지의

거리(km)이다. 이는 GIS를 이용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수치지형도와 디지털표고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DEM)을 해석하여 산출하였다(ESRI, 2007). 이렇

게 구해진 홍수발생 시의 유량(PD)은 현지에서 조사된 계

상경사(CS; m·m−1)와 함께 총 스트림파워(TSP; W·m−1)을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식에 적용하였다(Knighton,

1999).

TSP = PD × CS × γ

여기서 γ은 물의 단위중량(=9810 N·m−3)이다. 

이상에서 분석된 각 구간별 지형적·수문적 요인은

Table 1과 같다.

3. 유목의 체류특성 및 체류량 분석

계류 내의 유목은 크게 1) 단목형태(single-piece)와 2)

군집형태(log-jam)의 두 가지로 존재한다. 유목동태에 관

한 대부분의 연구에 있어서 대상으로 하는 유목의 단목크

기는 직경 10 cm 이상, 길이 1.0 m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e.g., Nakamura and Swanson, 1994;

Marcus et al., 2002; Wohl and Jaeger, 2009), 이 연구에

서는 도로 파괴, 천연댐 형성 및 각종 계상재료의 이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것으로 추정되는 직경 6 cm 이상,

길이 0.5 m 이상의 유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이러한

단목이 다수 모여 군집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을 유목군으

로 정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단목의 형태로 체류하고 있는 유목의 체적(Vsingle-piece;

cm3)을 구하기 위해 그 길이와 단목의 양 말구직경을 측

정하여 다음의 식에 적용하였다(Nakamura and Swanson,

1993).

Vsingle-piece = π × (d12 + d22) × 

여기서 d1과 d2는 단목의 양쪽 말구의 직경(cm)을 나타내

며, l은 단목의 길이(cm)를 나타낸다. 이때 뿌리부분이 존재

하는 유목의 경우 수간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단목과 달리 군집형태를 이루고 있는 유목군의 경

우에는 가능한 한 많은 육면체 단위로 나누어 다음의 식과

같이 폭, 길이 및 높이를 측정한 후, 유목군이 이루고 있는

공극률을 적용하여 그 체적(Vlog-jam; cm3)을 구하였다(Seo

and Nakamura, 2009).

Vlog-jam = Σ w × l × h × 0.7

여기서 w, l 및 h는 각각 나누어진 6면체 형태의 유목군

의 폭, 길이 및 높이이다. 또한 유목군의 공극률로서 0.7

을 적용하였다(大隅眞一, 1987). 이렇게 구해진 유목의

체적은 각 조사구간 단위로 합한 후, 다시 조사구간의 면

적으로 나누어 단위면적당 유목체적량(LW load volume

per unit channel segment area; Unit LW load)으로 환

산하였으며, 유목 역시 계상면 위에 노출된 것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4. 통계분석

앞서 추출된 6가지의 지형적·수문적 요인들, 즉 조사

구간에 있어서의 1) 계류의 해발고도(CE), 2) 계상경사

(CS), 3) 평균계폭(CW), 4) 거력의 개수(BN), 5) 홍수발생

시의 피크유량(PD) 및 6) 총 스트림파워(TSP)를 회귀분석

에 요구되는 설명변수로서 최종 선정하기 이전에, 이들 간

에 존재할지 모르는 공선성(collinearity)을 사전에 제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Pearson의 상관계수(r)를 구하여 그

절대값이 0.7보다 클 경우 변수들 간에 공선성이 존재하

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공선성이 존재하는 변수들 중 오

직 하나의 변수만이 회귀분석을 위한 최종 설명변수로 선

정되었다(Seo et al., 2008). 

최종적으로 선정된 설명변수들은 단위면적당 유목체류

량(Unit LW load)을 목적변수로 하는 일반화선형모델

(Generalized Linear Model; GLM)에 적용되었으며,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를 기준으로 유목체류량을 설

명하는 최적모델을 선정하였다(Burnham and Anderson,

2002). 여기서 설명변수들(e.g., x, y and z) 간의 상호작용

(e.g., x:y, x:z and y:z) 역시 설명변수로서 적용되었으며, 본

래의 설명변수(e.g., x and y)가 누락된 채 그들의 상호작

용(e.g., x:y)만이 단독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이 변수는 최

적모델의 예측자로서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최적모델을

구성하는 설명변수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최적모델로부터 각각의 변수들을 누락시켜 AIC값의 변화

(∆AIC)를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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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앞서 계류의 계상경사(CS)와 유목체류량(Unit

LW load)은 대수변환(log
10

x 혹은 log
10

(x+1))을 통하여 정

규성을 개선하였으며, 이 연구에 있어서의 모든 통계처리

는 무료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인 R(version 2.11.1)을 이용

하였다(http://www.r-project.org).

결 과

1. 유목체류량을 설명하는 요인 및 이들의 상대적 중요도

Pearson의 상관계수(r)를 통해 지형적·수문적 요인간

의 상호관계를 분석한 결과, 조사구간의 해발고도(CE)와

홍수발생 시의 피크유량(PD)이 높은 상관계수(r = -0.960)

를 나타내 상호간에 공선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계상경사(CS)와 총 스트림파워(TSP) 사이에도 밀접한

상호연관성(r = 0.701)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2). 여기서 기존의 선행연구와의 비교의 용이성을 고려해

해발고도(CE)와 홍수발생 시의 피크유량(PD)의 대표변수

로서 홍수발생 시의 피크유량(PD)을, 계상경사(CS)와 총

스트림파워(TSP)의 대표변수로서 총 스트림파워(TSP)를

각각 선정하였다. 한편 조사구간 내의 평균계폭(CW)과 거

력의 개수(BN)는 다른 변수들과의 공선성이 전혀 존재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선정된 4개의 변수, 즉 각 조사구간에 있어서의

1) 홍수발생 시의 피크유량(PD), 2) 총 스트림파워(TSP),

3) 평균계폭(CW) 및 4) 거력의 개수(BN)와 이들의 상호작

용을 GLM에 적용·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즉 평

균계폭(CW), 거력의 개수(BN) 및 이들 간의 상호관계

(CW:BN)가 유목체류량을 설명하는 최적의 예측자로서 나

타났으며, GLM에 의해 선정된 최적모델로부터 거력의 개

수(BN)를 누락시킨 모델이 평균계폭(CW)을 누락시킨 모

델보다 ∆AIC가 다소 크게 나타나 거력의 개수(BN)가 단

위면적당 유목체류량(Unit LW load)에 대한 설명력이 상

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계폭을 고려한 거력의 개수와 유목체류량의 관계

조사구간 내에 있어서의 평균계폭(CW)의 영향를 고

려하기 위해 총 49개 조사구간의 총 평균계폭인 17 m

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좁은 계폭의 조사구간과 넓은

계폭의 조사구간으로 나눈 후, 거력의 개수(BN)와 유목

체류량(Unit LW load)의 관계를 파악하였다(Figure 2).

그 결과, 상대적으로 좁은 계폭을 갖는 구간에 있어서

의 유목체류량은 계류 내에 분포하는 거력의 개수에 민

감하게 반응하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지만, 계폭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유목체류량에 미치는 거력의

개수의 영향이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구간 내에 분포하는 직경 1 m 이상의 거력의 개수가 70

개 미만일 경우에는 평균계폭이 17 m 이하인 구간의 유

목체류량이 평균계폭이 17 m 이상인 구간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력의 개수가 70개를 초과할

경우 평균계폭이 17 m 이하인 구간의 유목체류량이 평

균계폭이 17 m 이상인 구간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Table 2.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explanatory variables.a

Parameter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r)

CE Log
10

CS CW BN PD TSP

CE 1.000 0.649 -0.399 0.219 -0.960 0.050

Log
10

CS - 1.000 -0.416 0.106 -0.668 0.701

CW - - 1.000 0.074 0.418 -0.176

BN - - - 1.000 -0.175 -0.003

PD - - - - 1.000 0.037

TSP - - - - - 1.000

aAbbreviations: CE = channel elevation; CS = channel slope; CW = channel width; BN = boulder number; PD = peak-runoff discharge; TSP
= total stream power.

Table 3. Selected results of GLM for LW load with explanatory variables and their interaction.a,b

Construction of parameters in model AIC ∆AIC Note

Log
10

(Unit LW load)~CW+BN+CW:BN 118.97 0.00 Best fit model

Log
10

(Unit LW load)~CW+BN 123.39 4.42 Model excluding the CW:BN

Log
10

(Unit LW load)~CW 125.83 6.86 Model excluding the BN and the CW:BN

Log
10

(Unit LW load)~BN 124.00 5.03 Model excluding the CW and the CW:BN

aThe linear model with the lowest AIC was considered the best fit model (Burnham and Anderson, 2002), and the Unit LW load was log
10

transformed.
bAbbreviations: CW = channel width; BN = boulder number; CW:BN = interaction between CW and BN.



58 韓國林學會誌 제100권 제1호 (2011)

고 찰

1. 산지계류에 있어서 유목의 종단적 분포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

일반적으로 산지계류와 하류의 대하천에 있어서 유목

의 동태는 큰 차이를 나타낸다(Gurnell et al., 2002; Seo

et al., 2010). 소규모의 산지계류 주변의 입목들은 대체로

유심을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태풍, 산불 및 고

사 등에 의해 생산된 유목은 비교적 쉽게 계류에 접근한

다(Richardson et al., 2005; Seo and Nakamura, 2009).

그러나 이러한 유목들은 상대적으로 좁은 계안에 걸쳐 있

기 때문에 계류로 공급되기가 원만치 않다(Lienkaemper

and Swanson, 1987; Benda et al., 2003). 따라서 유목은

하도 및 주변부에 장기간 체류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부

후작용에 의해 소편화되어 계류로 공급된다(Harmon et al.,

1986; Wipfli et al., 2007). 한편 많은 선행연구가 계류에

있어서의 유목이동의 시발점을 부유(flotation) 혹은 롤링

(rolling)으로 간주한다(e.g., Braudrick and Grant, 2000,

2001; Gurnell et al., 2000, 2002; Martin and Benda,

2001; Seo and Nakamura, 2009). 따라서 유심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유량이나 혹은 하도 내의 다양한 지형

에 있어서의 유수의 힘을 나타내는 총 스트림파워가 중요

한 요소로 거론될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의 산지계류을

대상으로 하는 이 논문에서는 홍수발생 시의 피크유량

(PD)은 물론 총 스트림파워(TSP) 역시 유목체류량(Unit

LW load)을 설명하는 최적모델의 예측자로서 선정되지 않

았다(Table 3). 이는 홍수발생 시의 유량 혹은 스트림파워

조차도 산지계류에 체류하고 있는 유목을 유송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이며, 이는 결

국 높은 유목현존량으로 귀결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집중호우나 태풍에 동반되어 급경사의 계류원

두부로부터 발생하는 토석류에 의해 하도 및 주변부에 체

류되어 있던 다량의 유목은 토사 및 거력들과 함께 집합

적으로 유송되어 하류로 급격히 배출된다(Benda and

Cundy, 1990; Nakamura et al., 2000). 이러한 토석류에

의한 유송은 소규모의 산지계류로부터 하류의 큰 하천으

로 유목을 유송시키는 주된 프로세스라 할 수 있다. 이 과

정에서 유목은 수문적 요소가 아닌 지형적 요소, 즉 하도

내에 분포하는 장해물로서의 거력과 V자곡에 의해 형성

된 협소한 계폭에 의해 다양한 종단적 분포를 나타낼 것

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에 있어서 유목체류량에 대한 최

적의 예측자로 나타난 거력은 계상면 전체에 고루 분포하

여 유목의 이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장해물 역할을 한

다(Seo and Nakamura, 2009). 비록 거력의 개수보다 영향

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산지계류의 좁은 계폭 역

시 유목과 계안과의 마찰을 도모함으로써 원활한 유송작

용을 저해한다(Nakamura and Swanson, 1994; Wohl and

Jaeger, 2009). 이러한 거력과 계폭은 유목을 체류시키는

데에 매우 밀접한 상호관계를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산지계류에 분포하고 있는 거력이나 돌출된 암반 등은 유

목의 이동에 요구되는 계폭을 더욱 협소화시킴으로써 유

목체류에 적절한 물리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이러한 환

경에서 조성될 수 있는 스텝풀지형 및 천연댐은 다시 토

석류의 급격한 이동을 다소 완충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산지계류에 있어서 유목체류량의 변화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유목의 이동 및 체류는 거력과

계폭의 상호작용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이를 도식화

하면 Figure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하도 내에 분포하

고 있는 거력의 수가 증가할수록 유목의 체류량 역시 증

가하였지만, 그 증가경향은 계폭이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

과 좁은 지역에 있어서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계폭

이 다른 두 지역에 있어서 동일한 양의 거력들이 존재할

경우 이들에 의한 계폭의 감소비율이 다르기 때문으로 추

정된다. 예를 들어 계폭이 10 m에 불과한 계류에 있어서

직경 1 m의 거력 10개가 나란히 존재하고 있을 경우 유

목은 하류로 이동할 수 없으며, 결국 거력에 걸려 체류하

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계폭이 30 m인 계류에 있어서 직경

1 m의 거력 10개가 나란히 존재한다 할지라도 유목의 이

동에 허락된 계폭은 무려 20 m에 이르며, 이는 20 m 이하

의 길이를 갖는 유목이 하류로 유출될 수 있는 공간적 조

건이 형성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조사구간 내에 분포하는 직경 1 m

Figure 2. Relationship between LW load volume per unit
channel segment area and number of boulder greater than

or equal to 1.0 m in diameter considering the effect of

channel width. The narrow channel width represents the
areas where channel widths were lower than 17 m, and the

wide channel width represents the areas greater than or

equal to 17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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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거력의 개수가 약 70개일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계폭이 17 m 미만의 구간과 17 m를 초과하는 구간의

유목체류량 회귀직선이 서로 교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2). 이는 조사구간의 평균계폭이 17 m 이하인 구

간에 있어서 70개 미만의 거력의 개수는 유목의 이동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하천폭 이하로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거력수가 70개를 초과할 경우 이들

은 유목의 이동을 방해하는 장해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

며, 이로 인한 계폭의 감소비율은 극대화되어 결국 유목

을 체류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유역에 있어서 유목의 동태에 미치는 영향인자들은 시·

공간적인 측면에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산사태

로부터 야기되는 토석류의 발생은 하도 내는 물론이고 계

류주변부에 체류되어 있는 토사와 거력뿐만 아니라 유목

을 비롯한 각종 유기물을 하류역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매우 국지적으로, 그리고 매우

일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인간생활권 및

계류생태계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토석류의 영향은 발생

당시에 국한되지 않고, 하도 및 계류주변부를 교란시킴으

로써 물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조성하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하는 대·소규모의 강우이벤트에 의한 2차 피

해가 우려되며,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 조사대상지의 물리적 환경 및 유목의 체류

특성을 조사한 결과, 계류의 원두부에서 발생한 유목은 하

도 내에 분포하는 거력과 계안이 형성하는 계폭의 상호작

용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아 체류 및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산지계폭에 대한 인위적인 조절은 현실적

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목의 유하 대책은 하도 내에

분포하고 있는 거력에 대한 대처방안, 즉 토석류 대책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산지계류에서 발생하는 토

석류에 대한 대책으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

히 슬릿트댐 혹은 스크린댐과 같은 투과형 사방댐과 유목

막이의 시공은 거력과 함께 하류하천의 범람을 야기 할

수 있는 대규모의 유목군의 이동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생산 및 이동과정에서 소편화된 유목은 일부 토사와 함께

하류에 유하하여 하천생태계의 서식환경에 필요한 영양

원으로서 공급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계류의 종단적인 생

태학적 연결성(Vannote et al., 1980)을 고려한 매우 적절

한 관리방안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유목의 생산원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있어서의 유목발생 억지공의 도입과 적정한 임분

밀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인간생활권

이 형성되어 있는 최하류 지역에는 유사지 개념의 모래막

이 및 유속을 줄일 수 있는 바닥막이를 배치하는 등의 자

연재해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통

적이고 체계적인 사방사업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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