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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the soil loss considering the R-Factor value following the climate change. To calculate the soil 
loss of the basin in Jaun-ri, Hongcheon-gun which is the study area, the future climate change scenario and convenience 
revision were used to build the past 30 years, future 30 years R-Factor and it was applied to USLE model. As a result, 
as the R-Factor value declined a little in the future, the soil loss was also reduced but it corresponds to the ‘very 
high’ according to the OECD soil loss grade so the solution to reduce the soil loss is necessary and it can be used 
for another study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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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급격한 인구 증가와 기술의 발달로 천연 자원 

수요가 급증하고, 무분별한 경작 활동과 수목･벌
채 등으로 토양유실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사도가 큰 밭의 경우 강우에 의한 토양침식으로 

많은 토양유실을 발생하고, 이러한 토양유실은 경

작지의 토질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황무지를 

증가시킨다. 기후변화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여

름철에 연 강수량의 70%가 집중되며 지형 특성상 

국지성 호우가 많아 토양유실을 가속화하고 있다.
연 평균 강수량은 1971∼1980년에 1,267.1mm, 

2001∼2010년에는 1,407.6mm로 강수일수가 18%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강수량은 17% 증
가하였다. 이는 곧 여름철 강수량은 증가하고, 강
우강도가 커지는 것을 보여준다. 강수로 인한 토

양 침식으로 인해 토양유실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

역의 하천을 비롯하여 토양유실지역에서 탁수 및 

유사 발생 문제는 전 세계적인 환경문제로 대두되

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과거 강우기록을 갱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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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과 돌발적인 집중 호우로 재산, 인명 피해규

모까지도 최근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토양 유실 저감 대책

의 수립이 우선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확

한 토양유실의 크기 및 범위에 대한 연구가 선행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장기간의 모니터링이 이

루어지고 있지만 시간과 인력, 비용 문제의 한계

를 지니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우리나

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Universal Soil Loss 
Equation(USLE) 모형이 토양유실량 산정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Park et al., 2007). 또한, USLE 기
반의 Sediment Assessment Tool for Effective 
Erosion Control(SATEEC; Lim et al., 2005), 개
정범용토양손실공식(Revised Universal Soil Loss 
Equation, RUSLE; Renard et al., 1997)이 전 세

계적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으며, 단일강우에 따른 

유사량을 산정하기위한 수정 범용토양손실 공식

(Modified Universal Soil Loss Equation, MUSLE; 
Williams, 1975)이 개발되어 널리 이용되고 있다. 

USLE 모형은 1960년대 Wischmeier와 Smith
가 농경지에서 강우에 따라 토양이 얼마나 유실되

는가를 예측하기 위해 개발하기 시작 했으며, 미
국 전역에서 시행된 장기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

로 개발된 실험식이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세계의 이상 기후현상과 관련하여 태풍 및 집중호

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강우특성의 변화는 

지표유출량 및 토양유실량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

로 실제 특정 연도나 특정 강우사상에 대한 토양

유실량 산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필요성이 증가

됨에 따라 USLE 모형의 필요성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는 연평균 토양유실량 산정에 활용하며, 
각각의 독립인자 및 계수가 미국의 일부지역에 적

합하도록 개발되어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에는 

설계 및 시공자의 주관적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개발초기에는 강우에 의하여 발생하는 토양침식

에 토지이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예측할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이후에 토양침식에 영향

을 미치는 농경지 내 각종 인자를 공간적으로 분

석하여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토양유

실량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각종 설계를 실시할 

때 이를 고려하여 사용하고 있다.
USLE 모형은 농경지에서 면상침식(Sheet Erosion)

과 세류침식(Rill Erosion)을 모의할 수 있는 시험

포단위 모형(Field-scale)이다. 토양 유실 관련 많

은 연구자들이 유역의 토양 유실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USLE 모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USLE의 토양유실량 A값은 강우침식

인자 R값을 연평균 값을 이용할 경우 연평균 토양

유실량을 의미한다. USLE 모형은 강우 인자, 토
양침식성 인자, 작물경작인자, 경사와 경사장 인

자, 식생피복인자를 이용하여 연평균 토양유실 발

생량을 산정한다. 특히 토양유실량 모의 시 침식

량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 중 강우인자에 관한 연

구는 국내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Jung et 
al., 1983).

그러나 USLE 모형은 연평균 토양유실량을 산

정하기 위해 개발되어 강우에 따른 시간적으로 변

화하는 토양유실 발생량을 모의할 수 없다. 또한 

일강수량을 이용한 토양유실 산정방식은 강우강

도나 강우지속시간을 반영하지 못하여 집중강우

에 의한 토양유실 발생 특성을 반영할 수 없으며, 
연속 강우에 의한 토양유실 발생 특성 또한 반영

하지 못하여 하나의 호우 및 강우사상에 의한 토

양유실량 산정시 많은 오차를 유발할 가능성을 내

포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양유

실 저감 대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강우에 따라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토양유실 발생량 모의가 이

루어져야 한다. 
USLE 모형 가운데 여러 인자 중 강우인자

(R-Factor)는 집중 강우가 빈번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자중 하나로 강수인자 산정을 위해

서는 단순 강우량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강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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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Location and Landuse of Jawoon-ri Watershed.

지표에 낙하될 때의 에너지로 환산하는 복잡한 계

산과정을 거치게 되며, 계산과정에는 편의보정 방

법이 사용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1)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편

의보정을 통해 강우에너지인자(R)를 연도별로 추

정하여 과거 30년과 미래 30년의 R-Factor 값과 

토양유실량을 산정하고 비교･분석 하는 것이며, 
2) 이를 통해 미래 해당 유역의 토양유실량을 산

정함과 동시에 OECD 세계 토양 유실등급과 비교

하여 토양유실 저감을 위한 계획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다.

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지역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지역

의 일대를 연구대상지역으로 채택하였다. 홍천군 

내면 지역의 인구는 365가구로 1,215명이며, 경작

면적은 4.65km²이다. 주요 재배작물은 배추, 무, 
감자인데, 통상적으로 감자와 무를 연작하고 있다. 
홍천군 내면 지역은 해발 650∼750m 고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연평균 강우량은 1,163mm로써 여

름철에 많은 강우가 집중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

다. 그 중에서도 자운리 유역은 69.73km²이고, 유
역의 평균고도는 824m, 그리고 평균경사도는 38.5%, 
평균 밭 경사도는 5.5% 이다. Fig. 1은 자운리 지

역의 위치 및 지형을 나타낸 것이다. 자운리 유역

은 산림이 82.93%를 차지하고, 농경지가 12.32%, 
수역이 2.02%, 초지가 1.62%, 저밀도 주거지가 

1.09%를 차지하고 있다. 자운리 유역 안에서는 토

지를 이용한 농업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임야를 

개간하여 농가의 주 소득원으로 고랭지채소를 다

량재배 하는 곳이 많으며, 이는 고농도 탁수 발생

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고, 토양유실에 취약하여 

탁수저감 관리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왔다.

2. 강수 자료 구축 방법 및 편의보정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강수자료를 구축해 

내기 위해서 아래 Fig. 2와 같이 홍천군 내면 자운

리를 중심으로 한 RCM(Regional Climate Model) 
NUMBER 1140(인제.관), 1141(인제.관), 1142(강
릉.청), 1183(홍천.관), 1184(대관령.기), 1185(대
관령.기), 1226(원주.기), 1227(태백.관), 1228(태
백.관)를 지정하여, 1983년부터 2012년까지 과거 

30년의 연평균 강수량을 도출해내 앞으로의 미래 

30년의 강수 변화를 예측함으로 강수 자료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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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Weather Stations and Observatories for Climate Change Scenarios.

하였다. http://knu.envsys.co.kr/~weather/의 KMA 
Climate Change를 이용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예측했다. 9개 지점의 관측소에서 관측한 강수량

을 바탕으로 지역별 확률강우량을 산정하고 관측

소별 기존 관측 자료의 특성을 고려한 적정 방법

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운리 지역 일대의 

9개의 주요 지점 강우관측소를 대상지점으로 선

정하여 선정된 주요 지점 관측소에 대해 24시간 

연 최대 강우량 평균값과 매개변수의 관계를 분석

하여 빈도별 확률강우량을 구축하였다. 

2.1 미래기후변화 시나리오

미래기후변화 시나리오는 과거의 기후변화를 

바탕으로 앞으로 미래에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 추

측하는 시나리오로 전 세계적으로 SRES 시나리

오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SRES 시나리오

는 사회･경제･기술･환경･정책 등 다양한 측면에

서 영향을 갖는다. 아래 Table 1는 IPCC SRES 4
가지 시나리오의 주요 특성을 나타낸다. 4가지 특

성은 기본 특성 및 추진력에 따라 모형화, 정량화 

되어 40여개의 개별적인 시나리오로 발전되었다. 
국내에서는 SRES 시나리오의 A1B 시나리오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2.2 A1B 시나리오

A1B 시나리오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미래 인구 증가율은 감소하고 기술 개발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가정하여 국가 간 일인당 소득 격

차는 줄어들고 환경적 가치보다는 개개인의 이득

을 추구할 것으로 가정한 시나리오이다. 우리나라

는 기상청에서 SRES 한반도 시나리오를 제공하

고 있으며, 한반도를 27km×27km 격자로 표현한 

경위도 좌표(RCM)를 제공하고 있다. RCM(Regional 
Climate Model)은 일일 단위로 강수량을 제공하

고 있으며, 지역 기후 모의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편차를 보정하

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래 식 (1)은 강수를 보정하

기 위한 Change Factor(CF) 편의 보정 방법

(Bias-correction)식이다. CF 기법은 기후변화 시나

리오 편의보정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기법이다. 

 ′  
         × 

  
(1)

 ′ : 보정된 미래 강우량(mm)

 : RCM의 미래 강우량(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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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Main Characteristics of IPCC SRES Scenarios.

A1: Social Growth Scenario A2: Diverse Social Scenarios

∙ The A1 storyline and scenario family describes a 

future world of very rapid economic growth, global 

population that peaks in mid-century and declines 

thereafter, and the rapid introduction of new and 

more efficient technologies.

√ A1F1: Fossil Intensive(970ppm)

√ A1T : Non-Fossil Energy Sources(540ppm)

√ A1B : Balance Across All Sources 

(720ppm)

∙ The A2 storyline and scenario family describes a 

very heterogeneous world

√ Increasing Global Population

√ Economic development is primarily regionally 

oriented and per capita economic growth

and technological change are more fragmented and 

slower than in other storylines.

(830ppm)

B1 : Society in Sustainable Development Scenarios B2 : Local Coexistence Type Scenario

∙ The B1 storyline and scenario family describes a 

convergent world with the same global population 

that peaks in mid-century and declines thereafter, 

as in the A1 storyline but with rapid changes in 

economic structures toward a service and information

economy, with reductions in material intensity, and 

the introduction of clean and resource-efficient 

technologies. The emphasis is on global solutions to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cluding improved equity, but without additional 

climate initiatives.

(550ppm)

∙ The B2 storyline and scenario family describes a 

world in which the emphasis is on local solutions to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t is a world with continuously increasing global 

population at a rate lower than A2, intermediate 

level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less rapid and 

more diverse technological change than in the B1 and

A1 storylines. While the scenario is also oriented 

toward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ocial equity, it 

focuses on local and regional levels.

(600ppm)

  : 과거 30년 동안의 관측 연평균 강우

량(mm)
  : 과거 30년 동안의 RCM 강우량(mm)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를 산정

하기 위하여 SRES 한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상청에서 제공받아 RCM 관측 격자망의 좌표 

변환 후 아래 Fig. 3와 같이 Numbering을 하였다.

3. USLE 입력자료

USLE 모형을 활용해서 자운리 유역의 토양유

실량을 산정하기 위해 미래기후변화 시나리오와 

편의 보정을 통해 R-Factor를 구축하고 토양침식

인자, 사면길이･경사인자, 피복인자, 토양보존대

책인자를 구축하여 토양유실량을 산정하였다.
토양유실량을 산정하기 위한 범용토양유실공식

(USLE)는 아래 식 (2)와 같다.

A = R × K × LS × C × P (2)

A: 연평균 토양유실량(단위면적당 평균 토양침

식량)(ton/ha/year)
R: 강우침식인자(Rainfall Energy Factor)(107 J 

･mm･ha-1･hr-1)
K: 토양침식인자(Soil Erodibity Factor)(tons/ha/R)
LS: 사면길이인자(Slope Length Factor), 사면

경사인자(Slope Steepness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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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Index of RCM Grid Networks.

C: 피복인자(Cover & Management Factor)
P: 토양보존대책인자(Supporting Conservation 

Practice Factor)

3.1 R-Factor : 강우에너지 인자(Rainfall 

Energy Factor)

우리나라의 강수인자 R 값은 각 지역별로 8∼
30년 정도의 강수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R-Factor
는 우리나라 강수특성과 연관이 있으며, 7월과 

8월의 강우집중에 의해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

다. 따라서 각 지역의 강우특성을 고려해 주어야 

하고 이에 따라 각 지역에 대해 지역별로 보정계

수를 제시하였다. 또한 집중되는 강우가 클수록 

지역별 보정계수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별 

강우 에너지 계수 R-Factor를 구하는 위의 식 (3)
을 이용해, 1983년부터 2012년까지 과거 30년, 
2013년부터 2042년까지 미래 30년의 R-Factor를 

산정해 주었다.

연별 강수 에너지 인자R  X  (3)

R: R-Factor(강우강도), X: 강수량(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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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K-Factor in Jawoon-ri Watershed.

Fig. 5. LS-Factor in Jawoon-ri Watershed.

Fig. 6. C-Factor in Jawoon-ri Watershed.

3.2 K-Factor : 토양침식인자(Soil Erodibity 

Factor)

토양침식인자(K)는 강우에너지에 의해 발생하

는 침식력에 대한 토양의 저항성을 나타내는 것이

며, 토양 침식에 영향을 끼치는 인자가 동일할 때, 
토양의 특성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Wischmeier 
and Smith(1978)은 토양에서의 미사와 극세사의 

함량과 모래, 유기물, 토양구조, 투수성 등의 토양

특성에 따라 K 값을 결정하고, 아래 식 (4)와 같이 

제안하였고, 자운리 유역의 K-Factor은 Fig. 4와 

같이 나타난다.

  

     

       

(4)

K: 토양침식인자(ton/ha/R)
M: (slit(%) + vfs(%)) × (100 - clay(%))
a = OM.(%), b = Structure Code(1∼4), 
c = Permeability Code(1∼6)

3.3 LS-Factor: 사면길이･경사인자(Slope 

Length Factor)･(Slope Steepness Factor)
USLE 모형에서 사면길이인자(L)와 사면경사

인자(S)를 합쳐서 LS-Factor로 나타낸다. 사면길

이인자(L)는 단일 경사라고 할 수 있는 지형의 길

이와 표준 시험포의 길이인 22.13m의 비로 나타

낸다. 사면경사인자(S)는 단일 경사라고 할 수 있

는 지형의 경사도와 표준 시험포의 경사도인 9% 
의 비로 나타낸다. 이 경사장과 경사도 인자를 Arc 
GIS와 DEM 자료를 이용하여 Moore and Burch 
(1986a, 1986b)에 의해 제안된 아래 식 (5)을 이용

하여 계산하고, 자운리 유역의 LS-Factor는 Fig. 5
와 같이 나타난다.

  

 

sin
 (5)

3.4 C-Factor : 피복인자(Cover & Mana-

gement Factor)

피복인자(C)는 식생의 종류, 식생의 성장 상태, 
경작형태와 관리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피복인자 

값의 비율은 식생이 성장하기 전의 나지 상태 지

역에서 약 1.0으로 높게 나타난다. 반면에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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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Jawoon-ri Watershed C-Factor Application.

Forms of Cover-Management Factor(C-Factor) C-Factor

Forest Mixed needle & broad-leaf tree 0.007

Farmland Paddy field 0.350

Pasture Pasture, Public garden 0.050

Urban district Low density area 0.002

Bare land Bare land 1.000

water system Lake, Reservoir 0.000

Table 3. The Application of P-Factor Depending on Different Types of Slopes.

Practice Slope(%) P-Factor Practice Slope(%) P-Factor

Irrigated 

Terracing

0 ≤ S ≤ 2 0.1

Contour Strip

Cropping

0 ≤ S ≤ 2 0.25

2 ≤ S ≤ 8 0.1 2 ≤ S ≤ 8 0.25

8 ≤ S ≤ 13 0.12 8 ≤ S ≤ 13 0.3

13 ≤ S ≤ 19 0.16 13 ≤ S ≤ 19 0.4

19 ≤ S ≤ 24 0.18 19 ≤ S ≤ 24 0.45

24 ≤ S 1 24 ≤ S 1

Contour 

Furrows

0 ≤ S ≤ 2 0.25

Contouring

0 ≤ S ≤ 2 0.5

2 ≤ S ≤ 8 0.25 2 ≤ S ≤ 8 0.5

8 ≤ S ≤ 13 0.3 8 ≤ S ≤ 13 0.6

13 ≤ S ≤ 19 0.4 13 ≤ S ≤ 19 0.8

19 ≤ S ≤ 24 0.45 19 ≤ S ≤ 24 0.9

24 ≤ S 1 24 ≤ S 1

None - 1

Fig. 7. P-Factor in Jawoon-ri Watershed.

Fig. 6과 같이 삼림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낮은 값

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Jung et al. (1984)에 의

해 아래 Table 2과 같이 제시된 토지 피복별 식생

피복인자 기준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운

리유역의 토지이용에 따라서 지적도상의 지목들

을 분류하고 각 지목별로 값을 입력하여 C 값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3.5 P-Factor: 토양보존대책인자(Support 

Conservation Practice Factor)

토양보존대책인자(P)는 다양한 보전 영농시설

과 경작방법에 따라 토양 침식량이 얼마나 감소하

였는가를 나타내는 값이며, 평균 연간 토양유실량

의 정도를 토양보존대책과 경작방법에 따라 다르

게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Wischmeier and Smith 
(1978)에 의해서 제시된 P 값을 경작 방법과 경사

도에 따라 이용하였다. 아래 Table 3는 경작 방법, 
경사도에 따른 작물경작인자 값을 나타내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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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Results of Annual Rainfall Data Calculated by Bias Correction.

(RCM)

(years)
1140 1141 1142 1183 1184 1185 1226 1227 1228

Past 30 

Years(mm)

1983~

1992
1,280.9 1,259.6 1,508.2 1,496.5 1,921.2 1,882.0 1,484.3 1,336.4 1,315.0

1993~

2002
1,094.5 1,112.4 1,386.1 1,263.7 1,652.7 1,704.2 1,237.1 1,123.8 1,164.0

2003~

2012
1,285.5 1,289.3 1,573.1 1,481.0 1,917.4 1,904.6 1,438.4 1,296.3 1,277.4

Future 30 

Years(mm)

2013~

2022
1,170.6 1,171.1 1,456.5 1,339.0 1,726.4 1,738.5 1,284.4 1,155.5 1,166.4

2023~

2032
1,251.5 1,250.7 1,539.8 1,457.3 1,842.3 1,834.3 1,410.2 1,235.5 1,209.2

2033~

2042
1,165.8 1,148.3 1,406.3 1,361.6 1,731.9 1,715.8 1,318.5 1,170.1 1,150.5

며, 자운리 유역에서는 Fig. 7과 같이 나타난다.

4. 토양유실량 산정 및 비교 방법

토양유실량을 산정하기 위해 앞서 설명한 USLE 
모형을 이용한다. 이때, 기후변화에 따른 R-Factor
값을 고려한 토양유실량(A)을 비교･분석하기 위

해, R-Factor값을 제외한 다른 인자 값은 시간의 

흐름에 상관없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USLE 모
형의 인자 값들과 1983년부터 2012년까지 과거 

30년의 R-Factor 값과, 2013년부터 2042년까지 

미래 30년의 R-Factor 값을 고려하여 연간 토양유

실량(ton/ha/year)을 산정하고, 기후변화를 고려한 

R-Factor에 따라 토양유실량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 비교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강수자료 구축 결과

미래기후 시나리오와 편의보정을 이용해서 아

래 Table 4와 Fig. 8 - a, b, c, d, e, f, g, h, i와 

같이 1983년부터 2012년까지 과거 30년, 2013년

부터 2042년까지 미래 30년의 연 평균 강수량을 

산정했고, 10년 단위로 연평균 강수량을 비교해 

보았다(단위: mm).
미래기후 시나리오와 CF 편의보정을 통한 연평

균 강수량을 보았을 때 과거 30년에서는 연평균 

강수량의 최대값은 1917.43mm, 최소값은 1094.49 
mm로 나타났고, 미래 30년에서는 연평균 강수량

의 최대값은 1842.33mm, 최소값은 1148.22mm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미래 시나리오와 

편의보정을 통한 연평균 강수량을 비교하였을 때, 
과거 30년에 비해 미래 30년의 연평균 강수량이 

40～70mm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 R-Factor 산정 결과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R-Factor를 산정

해 주는 것이다. R-Factor는 토양유실량을 산정함

에 있어 가장 큰 영양은 미치는 인자이며,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제어할 수 없기에 정확한 

R-Factor를 산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편의보정을 통해 연평균 강수량을 산

정해 주고 위의 식 (3)을 이용하여 1983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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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140 Inje(Gwan) (b) 1141 Inje(Gwan)

(c) 1142 Gangneung(Cheong) (d) 1183 Hongcheon(Gwan)

(e) 1184 Daegwanryeong(Gi) (f) 1185 Daegwanryeong(Gi)

Fig. 8. The Results of Rainfall Data Calibrated by Bias Correction.

2012년까지 과거의 R-Factor를 산정해주고, 2013
년부터 2042년까지 미래의 R-Factor를 산정하여 

이를 아래 Table 5와 같이 10년 단위로 산정하였고, 
Fig. 9과 같이 과거30년과 미래 30년의 R-Factor를 

분석한 결과 과거에는 1983～1992년에 1498.24mm, 
미래에는 2023～2032년에 1447.87mm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1993년～2002년에 1304.28mm, 
2033년～2042년에 1352.06mm로 가장 낮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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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1226 Wonju(Gi) (h) 1227 Wonju(Gi)

(i) 1228 Taebaek(Gwan)

Fig. 8. Continued.

(a) Past 30 years (b) 30 years from now

Fig. 9. The Comparison of R-Factor.

Table 5. The Results of Annual R-Factor Using Rainfall Data Calculated by Bias Correction.

Past 1983~1992 1993~2002 2003~2012

R-Factor(mm) 1498.24 1304.28 1495.89

Futre 2013~2022 2023~2032 2033~2042

R-Factor(mm) 1356.48 1447.87 1352.06



기후변화에 따른 R-Factor 값을 고려한 토양 유실량 평가

- 75 -

(a) Past 30 year(1983~2012) (b) 30 years from now(2013~2042)

FIg. 10. The Comparison of Annual Soil Loss.

Table 6. The Results of Average Annual Soil Loss(ton/ha/year).

Soil Loss(ton/ha/year)

Years 1983~1992 1993~2002 2003~2012 2013~2022 2023~2032 2033~2042

Soil loss

(ton/ha/year)
64.405 56.067 64.304 64.248 62.858 51.565

났다. 과거와 미래 R-Factor를 비교･분석 해본 결

과 크게 변화는 없지만 과거에 비해 미래 R- 
Factor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토양유실량 산정 결과

본 연구에서는 미래기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예측한 R-Factor 값의 변화에 따른 1983년부터 

2012년까지 과거 30년의 토양유실량과 2013년부

터 2042년까지 미래 30년까지 토양유실량을 USLE 
모형을 사용하여 산정해 주었다. 이때, R-Factor 값
을 제외한 다른 인자들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과거 30년의 토양유실량과 앞으로의 미래 30년
의 토양유실량을 살펴보면, 1983년부터 2012년까

지 과거30년과 2013년부터 2042년까지 미래 30
년의 토양유실량을 USLE 모형을 이용해 산정해 

준 결과, 위의 Table 6, Fig. 10과 같이 나타났다. 
2003～2012년에 64.304(ton/ha/yer)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래에는 2013～2022년에 

64.248(ton/ha/year)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과거에 비해 미래의 토양유실량이 매

년 조금씩 변화하고 대체적으로 비슷하나 과거 30년
에는 연평균 토양유실량이 61.592(ton/ha/year), 미
래 30년의 연평균 토양유실량은 59.577(ton/ha/year)
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자운리 유역의 토양유

실량이 약 3.304%, 약 2(ton/ha/year)의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토양유실량이 감소하는 이

유에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한 R-Factor 값
이 줄어든 것과 관련 있다. 그러나 자운리 유역을 

중심으로 추정한 9개의 관측점의 미래 30년의 강

수량의 과거 30년의 강수량보다 줄어들고 R-Factor 
값 또한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4. OECD 토양 유실등급도 비교

OECD 토양 침식 등급 Table 7에 따르면, 연간 

33(ton/ha/year) 이상이면 ‘매우 높음’으로 본다. 
본 연구지역인 자운리 지역은 과거 30년의 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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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Standards for Soil Loss From OECD.

OECD Standard Very Good Good Moderate Severe Very Severe

Soil Loss(ton/ha/year) Less than 6 6~10.9 11~21.9 22~32.9 More than 33

토양유실량과 미래 30년의 연평균 토양유실량이 

최소 51.656(ton/ha/year)에서 최대 64.405(ton/ha/ 
year)로 나타났다. 미래 30년의 토양유실량이 과

거 30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지만 OECD 토양 유

실등급도와 비교하면 ‘매우 높음’ 등급에 약 2배 

정도 높음에 따라 토양유실량이 감소한다고 안심

해야할 것이 아니라, 토양유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Ⅳ. 결론

토양유실량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USLE를 이

용한 연구는 계속해서 국내외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에 따라, USLE를 이용하는데 있어 여러 유역에 

대한 USLE 모형의 적용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

행되었으며 또한 이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고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USLE를 활용해 토양유실량을 산정하는 데에 

있어, R-Factor 값은 다른 인자들(K, LS, C, P)보
다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며, 이러한 R-Factor 값
은 미래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하고, 편의보

정을 통해 유역의 연별 강수량을 관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1983년부터 2042년까지 과거30년, 미래

30년의 R-Factor값을 산정해주어 연별 토양유실

량을 평가할 수 있었다. 
9개의 관측소에서의 강수량 관측과 미래 기후 

변화 시나리오, 편의보정을 통해 연평균강수량을 

과거 30년(1983～2012년), 미래 30년(2013～2042년)
을 각각 산정해 주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R-Factor
를 산정해 준 결과 미래의 R-Factor 값이 다소 줄

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USLE 

모형을 통해 토양유실량을 산정해 준 결과 과거 

30년에는 연평균 토양유실량이 61.592(ton/ha/year), 
미래 30년의 연평균 토양유실량은 59.577(ton/ha/ 
year)로 자운리 유역의 토양유실량이 약 3.304%, 
약 2(ton/ha/year)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
러나 OECD 토양유실등급에 따르면 이는 모두 

‘매우 높음’에 해당함으로 적절한 토양유실대책이 

강구된다.
본 연구에 있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실측값

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USLE모형을 통해 예측한 

토양유실량과 과거의 토양유실량을 비교하여 모

형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검증을 수행하기 위해서

는 장기간의 모니터링이 수행되어야 하나, 실측자

료의 부족으로 Arc GIS 의 입력자료인 USLE 입
력변수들은 기존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이는 토양유실량 평가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정확성

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고, 추후에 실측

자료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보정 및 검정 작업

을 통해 좀 더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기후를 예측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불확

실한 것이고, 또한 토양유실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로 인해 정확한 토양유실량을 산정하

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R-Factor 
값에 따른 토양유실량의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

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자운리 유역의 

토양유실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대책이 강구

돼야할 것이고, 또한 정확한 미래변화기후예측을 

통해 R-Factor의 정확도를 높이고, USLE모형을 

비롯한 끊임없는 토양유실량을 예측할 수 있는 연

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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