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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LExls를 이용한 복토법에 따른 필지 단위 토양유실량 분석

Development of USLExls and its Application for the Analysis of the Impact 

of Soil-Filling Work on Soil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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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parcel-unit soil loss estimation tool embedded in Excel worksheet, USLExls, required for the design of contaminated 

farmland restoration project and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project carried out soil-filling work on soil loss. USLE method was adopted for the 

estimation of average annual soil loss in a parcel unit, and each erosivity factor in the USLE equation was defined through the review of previous studies. 

USLExls was implemented to allow an engineer to try out different combinations just by selecting one among the popular formulas by each factor at a 

combo box and to simply update parameters by using look-up tables. This study applied it to the estimation of soil loss before and after soil-filling work 

at Dong-a project area. The average annual soil loss after the project increased by about 2.4 times than before on average, and about 60 % of 291 parcels 

shifted to worse classes under the classification criteria proposed by Kwak (2005). Although average farmland steepness was lower thanks to land 

grading work, the soil loss increased because the inappropriate texture of the cover soil induced the soil erosion factor K to increase from 0.33 before to 

0.78 after the soil-filling work.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election of cover soil for soil-filling work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in terms soil loss 

control and the estimation of change in soil loss should be mandatory in planning a contaminated farmland restoration project.

Keywords:Contaminated farmland, Farmland restoration, USLE, Soil-filling, Soil loss

* Department of Agricultural Engineer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Major of Agricultural Engineering & Institut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Institute of Mine Reclamation Technology, Mine Reclamation 

Corporation

† Corresponding author

Tel.: +82-55-772-1933 Fax: +82-55-772-1939

E-mail: mwjang@gnu.ac.kr

Received: September 25, 2017

Revised: October 26, 2017

Accepted: October 26, 2017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Vol. 59, No. 6, pp. 109~125, November 2017

DOI : https://doi.org/10.5389/KSAE.2017.59.6.109 ISSN 1738-3692 � eISSN 2093-7709

Ⅰ. 서  론

폐광산 지역의 토양오염은 광업활동으로 채굴된 광물의 선

광 시 발생한 광물찌꺼기의 비산, 유실과 산성광산배수 및 침

출수 등의 토양 유입을 통해 발생되는데 토양이 오염되면 주

변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고 농산물의 안전성과 인체 건강에

도 유해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Park et al., 2013; MIRECO, 

2015).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실정에 맞는 복원공법을 표준

화하는 노력과 함께 광해로 오염된 농경지에 대한 복원 사업

을 실시해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기 시공된 복원지구의 비

탈면에 위치한 농경지 (주로 밭)들에서 강우에 의한 토양유실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수립 요

구가 커지고 있다. 

비탈면과 같은 급경사지의 농경지에선 작토층의 토양과 

유기물, 영양분 등의 유실이 많아 작물 생산성이 저하되고 회

복을 위한 영농관리 부담이 높아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리

고 유실된 토양은 하류 하천이나 각종 수리 시설물 (댐, 수로, 

보 등) 내에 퇴적되어 저류용량을 저하시키고 배수능력을 낮

춰 가뭄과 홍수에 대한 취약성을 높인다. 또한 하류지역을 오

염시키거나 주변 수계로 유입되어 수질악화의 원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특히 밭에서는 강우나 바람 등의 기상작용에 의한 

침식발생이 논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은 것이 일반적인데, 그 

중에서도 경사도와 해발이 높은 고랭지 밭은 적은 강우에도 

토사 등 비점오염물질의 유출량이 커서 하천과 호소를 오염

시키고 토사의 퇴적으로 하천을 건천화시키는 등 수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Hur et al., 2007). 고

랭지 밭의 잦은 객토와 연작, 수직경운, 그리고 연강수량의 약 

70 %가 집중되는 6~9월 우기에도 이루어지는 파종 및 경운 

등은 토양유실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Kum et 

al., 2011). 일반적으로 토양유실량은 경사도 10%에 비해 20 

%에서는 1.5배, 30 %에서는 2.9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국 경작지의 23.6 %, 밭 면적의 58.6 %가 경사도 15 

% 이상이어서 많은 농경지가 토양유실에 매우 취약한 실정

이다 (Jung, 2006; Lee et al., 2006; Jung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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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of the study project area, Dong-a, located in Jecheon, Chungbuk province

토양유실의 발생은 오염토양복원 현장에서는 더욱 큰 문

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현재 광해로 인한 오염 농경지에서 

주로 적용되고 있는 복원공법은 크게 오염토양에 대한 환토 

혹은 복토공법이다 (Yun et al., 2010; Yu, 2016). 특히 복토법

은 복원공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 복토층 토양유실은 

하부 오염토층의 지표노출과 오염성분의 누출의 위험을 높인

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충분한 자료의 수집과 정리, 

그리고 체계적인 설계 및 시공법에 대한 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복원 사업들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어 관

련 공무원이나 감독관, 현장의 관리자나 농지의 소유주 사이

에서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기존 오염토양복원사업에서 실

시설계는 기본 및 정밀조사, 복원공법의 선정, 실증시험 등을 

담고 있고 토양유실을 막기 위한 사면보호공 등 방지 대책도 

있으나 토양유실량의 규모나 복원공법의 영향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오염토양복원 현장에서 설계와 시공과정 및 초기 

영농단계에서 토양유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시험하고 

검토할 수 있는 필지단위 토양유실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해 복토공법이 적용된 기존 오염토양복원사업 지구를 대

상으로 사업 전후의 토양유실량의 변화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살핌으로써 그 필요성과 유용성을 제시코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충청북도 제천시 동아광산 토양복원사업지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업 전후의 토양유실량 변화를 시험하였다 

(Fig. 1). 오염토양복원사업의 실시설계는 2012년부터 2014

년까지 이뤄졌고 복원공사는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시

행되었다. 기존 복원사업지의 기본 현황 자료와 현장 조사자

료, 토양복원사업 실시설계보고서 및 도면파일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양복원사업 전후의 토양유실량을 

산정, 비교를 하였다. 현 실시설계보고서 상에 사업지구에 대

한 기본현황조사 항목으로 기상 (기온, 강수량, 상대습도, 풍

향 및 풍속), 주거 및 토지이용, 인구, 지형 및 수계 현황, 토양 

(토양경사, 표토 토성, 토지이용추천, 심토 토성), 그리고 식생

현황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가 행정단위 기준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중 토양유실평가에 사용되거나 참고가 될 수 있는 자

료는 강수량, 토지이용, 지형, 토양, 식생현황 등이나 사업지

구를 개괄하기 위해 행정구역 기준으로 제공된 통계자료이기 

때문에 사업지구 내 필지별 토양유실 산정에 직접 이용하기

에는 어렵다. 이에 기존 업무에서 처리하는 항목 중 강수량은 

이 지역 지배관측소인 제천 기상관측소의 1973년부터 2016

년까지의 일강수량 자료를, 토양은 농촌진흥청 정밀토양도

로부터, 식생분포는 환경부 생태자연도로부터, 그리고 지형

자료 (수치고도자료와 경사도)는 국립지리원 NGIS 수치지

형도와 현장측량 결과로부터 각각 수집하여 처리하였다. 

사업대상 필지는 총 291개로 밭 이용이 전체의 약 80 % 

(232개 필지)를 차지하고 있고 논 이용은 약 8 % (23개 필지) 

그리고 기타 과수원, 초지, 나지, 산림이 나머지를 이뤘다. 정

밀토양도상에 사업필지의 토양은 옥계, 과림, 마지, 안미, 율

곡, 구곡, 평안, 그리고 장성 토양통으로 나눠지고 이 중 평안

과 안미가 주를 이뤘다. 필지당 평균경사는 13.6 %로 토지이

용형태에 따라 산림이 27.0 %로 가장 급하고 초지와 과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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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각각 18.9 %, 17.1 %를, 그리고 밭은 14.3 %, 논은 평균경

사 0.5 %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측량되었다.

1. 필지단위 토양유실량 산정

농경지 토양유실량 평가에는 USDA (United States Depart-

ment of Agriculture) USLE (Universal Soil Loss Equation)

이나 RUSLE (Revised Universal Soil Loss Equation) 등과 같

은 토양유실량 산정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Lee & Chung, 

2009b). USLE는 대상지역내 지형경사가 대체적으로 일정한 

조건에서 만들어졌고 장기 강우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된 강

우인자를 사용하여 토양유실량을 산정하기 때문에 강우량의 

시간적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연간 동일한 토양유실량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RUSLE는 단일 호우에 

강우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적 변화를 고려한 토양유실량을 산

정할 수 있어 같은 연강수량이라도 USLE과는 다른 토양유실

량을 산정할 수 있다 (Kum et al., 2011). RUSLE는 USLE를 

수정하고 보완하여 개발된 방법으로 USLE 개발보다 많은 현

장 관측자료를 반영하였기 때문에 토양유실량 산정의 오차가 

상대적으로 적고 범용성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USDA ARS는 RUSLE2식을 발표하였고 기존 모델에서 포

함하지 않았던 구곡침식 (gully erosion)을 반영하여 토양유

실량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고 보전대책 추진에 사용하도록 

권장하였다. 

USLE나 RUSLE는 모두 토양유실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

치는 5가지 인자, 즉 강우침식인자 (Rainfall-Runoff erosivity, 

R), 토양침식인자 (Soil erodibility, K), 지형침식인자 (Slope 

length and steepness, LS), 식생피복인자 (Cover management, 

C), 보전관리인자 (Support practice, P)의 곱으로 연평균토양

유실량 (Average annual soil loss)을 산출한다 (Eq. (1)).

 ×××× (1)

여기서, A는 연평균토양유실량 (ton/ha/yr), R은 강우침식인

자 (MJ･mm/ha/hr/yr), K는 토양침식인자 (ton/ha/R), LS는 지

형침식인자 (dimensionless), C는 식생피복인자 (dimensionless), 

그리고 P는 보전관리인자 (dimensionless)이다.

가. 강우침식인자 R

USLE 강우침식인자는 토양침식량과 강우인자들간의 상

관관계로 Eq. (2)와 같이 표현된다. USDA는 강우 운동에너

지 산정에 있어 Brown and Foster (1987)의 Eq. (3)이나 

Wischmeier and Smith (1978)의 Eq. (4)를 제안하고 있다 

(Lee and Chung, 2009a).

 ∙  (2)

  ×   (3)

    log (4)

여기서 R은 강우침식인자 (MJ/ha･mm/hr), E는 강우의 총 

에너지 (MJ/ha), e는 운동에너지 (MJ/ha/mm), I30은 30분 최

대강우강도 (mm/hr), 그리고 I는 강우강도 (mm/hr)이다.

USLE 핸드북은 강우침식성을 나누는 3 가지 유효 강우사

상을 총 누적강우량이 12.7 mm 이상이거나, 12.7 mm 미만의 

강우량이더라도 최소 15분 동안 6.35 mm 이상 내렸을 경우

의 호우사상, 그리고 만약 6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거나 강우

량이 1.27 mm 미만일 경우는 2개의 호우사상으로 구분되는 

경우로 제시하고 있다 (Panagos et al., 2015; Renard, 1997). 

실제적으로 이 분류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최소 5분 단위

로 계측된 강우자료가 요구된다 (Renard, 1997). 특히 RUSLE

나 USLE는 장기간에 걸친 연평균토양유실량을 추정하기 위

해 만들어졌으므로 강우인자 하나만 개별적으로 고려하는 것

이 실무적으로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Lee, 2012). RUSLE

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온전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5

분 단위의 계측자료가 필요하고 최소 30분 강우강도를 적용

할 수 있는 우량 관측자료가 축적되어야 하지만 국내 현실상 

제한이 많다. 이에 10분 단위 이상 30분이나 시우량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엔 환산계수 (conversion factor)를 적용하는 방

법도 사용된 바 있다. 시우량 확보도 어려운 지역의 경우엔 통

계적으로 처리된 강우침식인자 산출식으로 간편하게 계산하

는 경우도 있다. 즉 강우자료의 제약 때문에 EI30을 일단위, 월

단위, 연단위 강우자료로부터 계산하는 간단한 방법들이 사

용되어 왔다 (Santosa et al., 2010; Bonilla and Vidal, 2011; 

Panagos et al., 2015). USLE/RUSLE 토양유실 시험과 같이 

플롯 (plot) 규모의 시험에서 정밀한 강우시뮬레이터는 강우

침식인자의 정확한 산정이 가능하다 (Marques et al., 2007). 

하지만, 모든 경우를 실험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물리적으

로 어렵고 규모화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관측결과를 바탕으

로 한 모델링 기법들이 제안되어 왔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토양유실량 산정 연구에서 보듯이 시우량이나 그 보다 높은 

시간 해상도의 정밀한 강우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경험적 방법이라 할 수 있는 후자의 접근 방법이 

현실적 대안이라 할 수 있다 (Panagos et al., 2015).

전국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타 지역의 정밀관측 강우자료를 

활용하거나 강우사상별로 1시간, 2시간, 3시간 최대강우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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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30분 최대 강우량을 외삽하는 방법 등을 적용하는 시도가 

있어왔다 (Lee and Chung, 2009a). 기존 강우인자 산정 방법

들을 비교한 Lee and Chung (2009a)은 국내의 경우 각 강우

에너지 산정공식과 토사유출량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가

장 양호한 자료계열에서는 Noe & Kwon (1984)이 제시한 공

식이 토사유출량과의 상관성이 가장 높다고 발표하고 토양유

실량 산정을 위해 총강우에너지에 곱해지는 30분 최대강우

강도를 60분 최대강우강도를 1.279배한 값을 사용하였다. 그

리고 Lee and Heo (2011)는 대체지수 적용법으로 연중 비가 

많이 내린 두 달간의 강수량의 합 (mm)인 IAS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지수를 사용한 강우인자 계산식을 주

요 기상관측소 31개소에 대해 제안하였다. 환경부는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에서 국내 158개 기상관측소 지

점별 연간강우인자를 제시하고 있다 (ME, 2015). 이 밖에도 

전국 60개 지점의 1981년부터 2000년까지 자료로 강우침식

인자를 계산한 Park et al. (2011)이나 이를 다시 수정한 Lee 

and Oh (2012, 2013)의 사례도 있고, 최근에는 Wischmeier 

and Smith (1978)식을 구현한 WERM (Web ERosivity Module)

을 이용하여 계산한 값도 제시되어 있다 (Risal et al., 2016). 

한편, Eq. (5)와 같이 연평균강수량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강우

침식인자를 계산하는 Toxopeus (1996) 식도 기존 사례들에서 

적용된 바 있다 (Kim et al., 2010; Lee et al., 2008; GRERC, 

2011).

× (5)

여기서, R은 강우침식인자이고 P는 연평균강수량 (mm/yr)

이다.

나. 토양침식인자 K

토양침식인자 (K)는 어떤 토양의 고유한 침식성을 정량적

으로 나타낸 것으로 토양조직, 토양구조, 유기물 함량, 투수성 

등의 토양특성인자와 관련이 있으며, 그 값이 연중 일정한 것

으로 가정하여 사용된다. 국내에선 농촌진흥청에서 정밀토

양도 (1:25,000 scale)와 함께 Wischmeir and Smith (1978) 

공식을 이용한 토양통별 토양침식인자 값을 제공하고 있다 

(Jung et al. 2004). 본 연구도 기존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 온 

Wishmeier and Smith (1978) 방정식을 채용하였다 (Eq. (6)). 

 ×  

 (6)

 
× 

여기서, OM: 유기물 함량 (%), M: 입자특성, S:토양구조

부호 (1: Very fine granular, 2: Fine granular, 3: Moderate 

and Coarse granular, 4: Block, Platy, Massive), P: 토층투수

부호값 (1: Rapid, 2: Moderate to rapid, 3: Moderate, 4: Slow 

to moderate, 5: Slow, Very slow)이다.

 

오염토양복원사업 전후의 토양침식인자를 결정하는데 있

어서 복원사업 전의 기존 토양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 대신에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정밀토양도의 속성정보를 사용하

였고 복원사업 후 토양은 현장 복토재의 토성 시험결과를 이

용하여 토양침식인자를 계산하였다. 

다. 지형침식인자 LS

지형인자는 사면길이인자 L과 경사인자 S로 구성된다. 사

면길이인자 L은 지표에서 월류수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지점

으로부터 경사가 줄어서 퇴적이 일어나는 지점까지의 거리 

또는 유출이 뚜렷하게 수로나 지류로 합류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며, 경사인자 S는 수평거리에 대한 고저차의 백

분율을 나타낸다 (Her, 2002; Ha et al., 2014). 이 경사길이는 

일반적으로 400 ft를 초과하지 않으며 만약 1,000 ft 이상인 

경우에는 USLE 공식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되고 있다. 지

형인자 LS의 계산을 위한 Wischmeier and Smith (1978) 식

은 9 %의 경사도와 22.13 m의 경사길이를 갖는 표준경사를 

기준으로 현장 경사 및 경사길이의 비교로 지형인자 값을 구

한다 (Eq. (7)).

  sinsin  (8)

여기서, θ는 경사각 (°), λ는 경사장 (m), 그리고 m는 경사

지수로 Eq. (8)과 같다.

 

  sinsin
 (9)

국내외 대부분의 토양유실량 추정 연구들은 주로 유역단

위를 대상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에 지형정보가 담긴 DEM이

나 TIN 수치지도에서 유역단위 혹은 격자별 지형침식인자를 

GIS 툴을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반면 본 연구는 필지단위에

서 지형침식인자를 추출하여야 하고 복원사업 전후의 바뀌는 

경사도와 사면길이를 고려해야 하므로 현장에서 직접 조사된 

측량자료와 설계자료로 구현된 CAD 도면 (*.dwg)으로부터 

각 필지별 지형정보를 바로 추출하거나 직접 조사자료를 이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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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pport practice factor (P) by land use types and slopes (ME, 2015)

Land Use Slope P value Land Use Slope P value

Paddy

<  2 % 0.12

Upland

< 2 % 0.60

2 ∼ 7 % 0.10 2 ∼ 7 % 0.50

7 ∼ 15 % 0.12 7 ∼ 15 % 0.60

 15 ∼ 30 % 0.16 15 ∼ 30 % 0.90

> 30 % 0.18 > 30 % 1.00

Bare 1.00 Forest 1.00

Grass 1.00 Orchard 1.00

라. 식생피복인자 C

식생피복인자 (C)는 토양침식에 대한 재배작물 (식생)과 

지표면 관리방식의 영향을 반영한다. 강우, 토양, 지형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특정한 작물이나 피복조건에서 발생한 토양유

실량과 표준밭의 휴경과 경운조건에서 발생한 토양유실량과

의 비를 의미하며, 경사지의 식생피복, 윤작조건, 수확량의 수

준, 재배기간, 경운방법, 작물잔재 등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

다. 시간에 따른 식생피복 변화에 따라 식생피복 토양유실인

자 또한 변화하는데, 식생이 성장하기 전의 나지상태에서는 1

에 가깝고 식생이 성장할수록 감소하며 산림 등의 식생이 밀

집된 지역이나 논과 같이 담수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지역에

서는 0.01이하의 작은 값을 갖는다. 국내의 경우 식생피복인

자를 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중분류토지피복

지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식생피복인자의 매개변수 값은 Kim 

& Jung (2002), Lee & Hwang (2006), Choi et al. (2013) 등이 

과수원 0.2, 논 0.3, 밭 0.4, 묘 0.05, 잡종지 0.05의 값을 적용

한 바 있다. 한편 ME (2015)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에선 토지이용에 따른 식생피복인자의 매개변수 값을 

나지 1.00, 논 0.10, 밭 0.30, 초지 0.15, 산림 0.05, 과수원 0.09

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선 환경부 고시를 따라 필지별 토

지이용에 따른 식생피복인자 값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복원

사업으로 작부방식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이유가 없고 영

농자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 후에도 기존의 영농방

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오염토양복원사업 전

후의 식생피복인자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마. 보전관리인자 P

보전관리인자 (P)는 특정한 보전관리방법에 의한 토양유

실 저감 효과를 반영한다. 보전관리인자는 경작형태와 사면

장에 따라 결정되며 경작형태에는 등고선 경작, 등고선 대상 

경작, 테라스 경작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밭

은 등고선 대상경작형태를 보이고 논의 경우 테라스 경작형

태를 갖는데 등고선경작에 비해 테라스 경작의 침식량이 적

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기존 사례를 보면 경사와 경작방법

의 분류 기준에 따라 다른 P값이 설정되어 왔는데 국내 실무

에서는 피복관리인자를 산정할 때 여러 가지 요구되는 자료

의 부족으로 USLE에서 제시된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Hann 

(1994)이 제시한 토양침식조절인자 값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

았다 (Lee & Chung, 2009b). 한편 최근엔 ME (2015)의 ‘표

토의 침식 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에서 토지이용 및 경사도에 

따른 논과 밭의 경우 경사도 (%)를 5가지 구간으로 분류한 보

전관리인자 (P)값이 제시되었다 (Table 1). 나지, 초지, 산림, 과

수원의 경우엔 경사도 (%) 구분 없이 토지이용상태만으로 보

전관리인자 값이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 보전관리인자는 ME 

(2015) 기준을 적용하여 토지이용조건과 경사도에 따라 결정

하였다. 여기서 경작형태나 토양유실저감대책 등 보전관리

기법은 복원사업 전후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 토양유실위험 분류 기준

토양유실위험의 정성적 평가는 일반적으로 연평균토양유

실량을 기준으로 토양침식위험을 분류한 Gupta의 기준이 널

리 사용되어 왔다. Gupta (2001)는 유역의 토양침식에 대하여 

‘미소침식’ (Slight), ‘중간침식’ (Moderate), ‘고도침식’ (High), 

그리고 ‘극고도침식’ (Severe)의 4단계로 구분하고 각각의 구

분 기준을 연평균토양유실량에 따라 1~50 ton/ha/yr, 51~100 

ton/ha/yr, 101~200 ton/ha/yr, 200 ton/ha/yr 이상으로 각각 

나눴다 (Kim et al., 2008). 한편, 농업과학기술원은 토지이용

에 따라 토양침식 위험성이 양극화 되어있는 우리나라의 특

성을 고려하여 OECD 농업환경지표 중 토양의 질지표에서 

토양유실량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한 침식등급을 7단계로 세

분화 하였다 (Kwak, 2005). 가장 침식등급이 낮은 것부터 ‘매

우 적음’ (Very tolerable, 0~2 ton/ha/yr), ‘적음’ (Tolerable, 

2~6 ton/ha/yr), ‘약간 적음’ (Low, 6~11 ton/ha/yr), ‘보통’ 

(Moderate, 11~22 ton/ha.yr), ‘약간 심함’ (High, 22~33 ton/ha.yr), 

‘심함’ (Severe 33~50 ton/ha/yr), 그리고 가장 침식등급이 높

은 ‘매우 심함’ (Very severe, 50 ton/ha/yr 이상)으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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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nvironment set-up worksheet at a macro-embedded Excel worksheet tool (USLExls) for parcel-unit soil loss evaluation 

였다. 본 연구는 이 두 기준을 모두 적용하여 사업지구 내 토양

유실위험단계별 면적을 비교함으로써 오염토양 복원사업의 

적정성을 시험하였다. 

3. USLE 필지별 토양유실위험평가 프로그램

농경지 오염토양복원사업의 계획과 설계, 시공은 모두 필

지단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토양유실위험평가에 있어서도 

필지단위에서 접근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

는 현업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엑셀 (Excel)을 이용

하여 담당자가 기존 업무에서 획득한 자료로부터 직접 USLE 

연평균토양유실량을 산정하고 토양침식위험등급을 평가할 

수 있는 엑셀 (excel) 매크로 (macro) 프로그램 USLExls를 개

발하였다 (Fig. 2). 사용자가 기존 업무에서 수집된 자료를 사

업 필지별로 엑셀 워크시트 (worksheet)에 입력하고 콤보박

스 (combo box)에서 토양유실인자별 계산 방법을 선택하면 

연평균토양유실량과 토양침식위험등급을 필지별로 보여주

도록 하였다. 만약 토양유실인자 작성을 위한 새로운 기준이

나 모델이 제시되더라도 본 매크로 코드에 해당 코드를 추가

만 하면 최종 사용자는 콤보박스를 이용하여 간단히 토양유

실량을 계산할 수 있다. 

USLExls는 ‘기본설정’, ‘입력자료’, ‘결과자료’, ‘R’, ‘K’, 

‘C’, ‘P’ 등 모두 7개의 워크시트로 구성되었다. ‘기본설정’에

선 USLE 토양유실인자별 산정방법을 선택하는 단계로 각 산

정방법별 기준자료는 ‘R’, ‘K’, ‘C’, ‘P’ 워크시트에 각각 정리

하였다 (Fig. 2). ‘입력자료’ 워크시트에선 사업지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입력과 지배관측소의 선택을 시작으로 필지별 

일련번호, 토양부호, 필지 평면거리, 필지 고저차/경사도, 토

지이용구분, 식생/작물구분, 보전관리기법 등을 입력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인자별 산정방법에 따라 직접 입력하거나 콤보

박스 형태로 선택하게끔 하였으며 입력내용에 대해서는 유효

성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Fig. 3 (a)). 

‘결과자료’ 워크시트는 ‘입력자료’에서 선택한 인자별 계산 

방법과 필지별 속성자료로부터 USLE 토양유실인자별 계산 

값과 연평균토양유실량, Gupta (2001)와 Kwak (2005)에 따

른 토양유실위험등급 결과를 보여준다 (Fig. 3 (b)). 

Ⅲ. 적용 및 결과

1. 복토사업 전 토양유실량 평가 

가. 강우침식인자

본 시험지구인 동아광산 토양복원사업지구의 티센망 (Thies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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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put’ worksheet (b) ‘Output’ worksheet 

Fig. 3 Input and output worksheets at a macro-embedded Excel worksheet tool (USLExls) for parcel-unit soil loss evaluation 

Fig. 4 Soil erodibility by parcels before soil-filling work (max. 

0.33 ton/ha/R & min. 0.2 ton/ha/R)

Fig. 5 Slope length and steepness factor by parcels before soil- 

filling work (max. 12.2 & min. 0.0)

Network) 상 지배 강우관측소인 제천관측소로부터 1973년

부터 2016년까지의 일강수량자료를 수집하여 연평균강수량

을 계산하였다. 본 연구는 연평균강수량만을 이용하여 강우

인자를 산정할 수 있는 Eq. (5)의 Toxopeus (1996) 방정식을 

선택하였다. 연평균강수량은 모든 필지에서 동일하게 1,341.37 

mm/yr로 적용하였고 강우침식인자 R은 4,733.3 MJ/ha･mm/hr

로 계산되었다. 

USLExls에서는 Toxopeus 식 외에도 다른 산정방법을 선

택할 수 있다. Lee & Heo (2011)가 제천기상관측소에 대하여 

제안한 강우침식인자 산정식 Eq. (10)에 따르면 제천기상관측소

의 IAS는 680.4 mm로 강우침식인자는 5,223 MJ/ha･mm/hr

로 계산되고, Lee and Oh (2012, 2013)를 참조하면 5,642 

MJ/ha･mm/hr이었다. 그리고 Risal et al. (2016)은 WERM 

이용하여 1997년부터 2015년까지 10분 간격 강우자료를 처리

한 결과 6,621 MJ/ha･mm/hr를 제시하였고, 환경부 ‘표토의 침

식 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에서 제시한 제천지역의 강우침식인

자는 4,128 MJ/ha･mm/hr, Park et al. (2011)가 산정한 값은 

4,340 MJ/ha･mm/hr로 방법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10)

나. 토양침식인자

복토법을 사용한 오염토양복원사업 전후의 가장 큰 차이는 

표토 토성의 변화다. 토양 복원을 위해 0.4 m 두께로 복토 작업

을 하게 되면 지반 상층부의 토성이 변화되며 어떠한 복토재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토양침식인자와 토양유실량이 달라진다. 

복토사업 전의 토양침식인자는 농촌진흥청이 토양통별 유기물 

함량, 입자 특성 등을 Wischmeir and Smith (1978) 공식에 대

입하여 계산한 토양통별 침식인자 값을 1:25000 정밀토양도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전체 291개 필지에 대한 평균은 약 0.33 

ton/ha/R, 최소는 0.20 ton/ha/R, 그리고 최대는 0.44 ton/ha/R

의 값이 도출되었다 (Fig. 4). 주로 밭으로 이용되는 농경지에

서의 토양침식인자가 0.33~0.44 ton/ha/R로 높게 나타났다.

다. 지형침식인자

지형침식인자 LS는 현장조사로 작성된 필지별 표고차,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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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Land cover management factor by parcels before soil-filling 

work (max. 1.00 & min. 0.05) 

Fig. 7 Support practice factor (P) by parcels before soil-filling 

work (max. 1.00 & min. 0.12)

Fig. 8 Annual mean soil loss by parcels before soil-filling work 

(max. 451.8 ton/ha/yr & average 56.3 ton/ha/yr)

사도, 그리고 수평거리 값을 이용하여 Eq. 7로 계산한다. 복토 

사업 전의 지형침식인자는 최소 0.00, 평균 1.64, 최대 12.24

을 나타냈다 (Fig. 5). 토지이용형태별로는 경사지에 주로 분

포하는 밭 필지에서 평균 3.35로 최대를 보였고 경사가 없이 

평평한 논에서는 지형침식인자의 개념에 따라 0.00으로 처리

되었다. 

라. 식생피복인자

연구대상 지구의 토지피복이 기본적으로 농경지이기 때문

에 논, 밭, 과수, 그리고 재배작물의 종류 등에 대한 토지피복

분류 기준과 상응하는 C값을 결정하는 것이 주효하다.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된 필지별 토지이용형태를 ME (2015)의 식

생피복인자 매개변수 값에 적용한 결과는 필지별로 0.05~ 

1.00의 분포를 보였다 (Fig. 6). 평균은 약 0.27이었으며 대상

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밭 필지는 0.30으로 처리되었다.

 

마. 보전관리인자

보전관리인자의 계산은 ME (2015) 고시에 제시된 경사와 

경작방법의 분류기준에 따랐다. 계산 결과 최소값은 0.12, 최

대값은 1.00, 그리고 평균은 0.72로 나타났다. 과수원과 밭 필

지에서 평균 0.73 이상의 높은 값을 보였고 지형침식인자가 

0.00이었던 논에서는 평균 0.12의 낮은 보전관리인자 값이 계

산되었다 (Fig. 7).

바. 토양유실량 산정과 토양침식위험 분류

USLE 토양유실량 산정 공식 (Eq. (1))에 따라 이상에서 구

해진 필지별 각 침식인자의 곱으로 연평균토양유실량을 구하

였다 (Fig. 8). 연구 대상지구의 필지단위 연평균토양유실량

의 평균은 약 56.3 ton/ha/yr로 계산되었고 사업이 시행된 291

개 필지에 대한 총 연평균토양유실량은 전체 면적 약 35.57 ha

에 대하여 약 3,390.9 ton/yr가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토지이용형태별로는 밭 필지에서의 연평균토양유실량이 평

균 65.2 ton/ha/yr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형

침식인자가 0.0으로 처리되는 논 필지에서의 연평균토양유

실량은 0.0 ton/ha/yr인 반면 지형침식인자가 12.24로 최대값

을 보였던 밭 필지에선 연평균토양유실량이 최대 약 451.8 

ton/ha/yr에 달하였다. 한편 연평균토양유실량이 가장 큰 토

지이용형태는 나지 (bare soil)로 약 97.1 ton/ha/yr로 밭보다 

50 % 이상 큰 값을 보였다. 하지만 대상지구내 면적 (약 0.2 

ha)이 미미하여 연평균토양유실총량은 2.0 ton/yr에 그쳤다. 

필지별 연평균토양유실량을 Gupta (2001)와 Kwak (2005) 

토양침식위험 분류기준에 따라 Table 2와 같이 정리하였다. 

연평균토양유실량이 50 ton/ha/yr이상인 면적은 17.19 ha로 

전체 면적의 48.3 %를 차지하였고, 밭은 약 22.7 %의 면적만

이 Kwak (2005) 기준으로 ‘보통’ 이하의 토양유실 위험을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Fig. 9 (a)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Gupta (2001) 분류기준에 

의하면 ‘고도침식’ 과 ‘극고도침식’으로 평가된 필지 면적은 

전체 면적 (35.57 ha)의 약 35.9 %인 12.77 ha로 분포하였다. 

밭으로 이용되는 필지의 경우 약 45.3 %가 ‘고도침식’ 이상의 



김소래･유  찬･이상환･지원현･장민원

한국농공학회논문집 제59권 제6호, 2017 ∙ 117

Table 2 Area by soil loss classes and land use types before soil-filling work

Class
Range

(ton/ha/yr)

Area (ha) and the portion (%) by land use types

Gupta

(2001)

Kwak 

(2005)
Upland Orchard Paddy Grassland Forest Bare soil Total

Severe

Very Severe

>200
7.02 

-   -   -   -   -   
7.02

(19.7 %) (19.7 %)

High 100~200
5.51 0.23 

- 
0.01   

-   
0.00* 5.75 

(15.5 %) (0.6 %) (0.0 %) (0.0 %) (16.2 %)

Moderate 50~100
4.00 0.42 

-   -   -   -   
4.42 

(11.3 %) (1.2 %) (12.4 %)

Slight

Severe 33~50
3.15 1.78 

-
0.08 

-   -   
5.00 

(8.8 %) (5.0 %) (0.2 %) (14.1 %)

High 22~33
1.69 1.40 

-   
0.03 0.15 

-   
3.26 

(4.7 %) (3.9 %) (0.1 %) (0.4 %) (9.2 %)

Moderate 11~22
2.19 0.35 

-   
0.06 

-   -   
2.60 

(6.2 %) (1.0 %) (0.2 %) (7.3 %)

Low 6~11
0.56 

-   -   
0.01 

-   -   
0.58 

(1.6 %) (0.0 %) (1.6 %)

Tolerable 2~6
0.08 0.25 

-   -   -   -   
0.33 

(0.2 %) (0.7 %) (0.9 %)

Very Tolerable 0~2
3.46 0.05 2.90 0.00*

-   
0.20 6.61 

(9.7 %) (0.1 %) (8.1%) (0.0 %) (0.6 %) (18.6 %)

Sub-total
11.13 3.82 2.90 0.18 0.15 0.20 18.38 

(31.3 %) (10.8 %) (8.1%) (0.5 %) (0.4 %) (0.6 %) (51.7 %)

Total
27.66 4.47 2.90 0.19 0.15 0.20 35.56 

(77.8 %) (12.6 %) (8.1%) (0.5 %) (0.4 %) (0.6 %) (100.0 %)

* too small area less than 0.005 ha but not none

(a) By Gupta (2001) (b) By Kwak (2005)

Fig. 9 Classification of soil loss risk by parcels before soil-filling work: (a) Gupta (2001) and (b) Kwak (2005) criteria

위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wak (2005) 기준을 따르면 

‘약간 심함’ (등급 이상으로 분류된 고위험 면적이 25.45 ha로 

전체 면적의 약 54.6 %를 차지하였다 (Fig. 9(b)). 이 중 밭 필

지 면적이 약 21.36 ha로 지구 내 고위험 면적의 약 84.0 %를 

차지하며 지구 내 토양유실량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유실량이 없는 것으로 처리된 논 필지

에 대해서는 두 분류기준에서 모두 가장 낮은 등급의 위험수

준으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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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LS values by parcels after soil-filling work (max. 10.36 & 

min. 0.0)

Fig. 11 Annual mean soil loss by parcels after soil-filling work 

(max. 1,147.3 ton/ha/yr & average 136.5 ton/ha/yr)

(a) By Gupta (2001) (b) By Kwak (2005)

Fig. 12 Classification of soil loss risk by parcels after soil-filling work: (a) Gupta (2001) and (b) Kwak (2005) criteria

2. 복토사업 후 토양유실량 평가 

가. 토양유실인자 변화

오염토양복원사업에 있어서 복토법을 적용할 경우 복토재

에 의한 토양침식인자의 변화와 부지정지공사에 의한 경사도

와 지형인자 변화가 토양유실량에 영향을 미친다. 동아광산 

오염토양복원사업지구의 경우에 복토재로 사용한 토양은 모

래, 실트, 그리고 점토 함량 (KS F 2302:2002)이 각각 63.5 %, 

19.6 %, 그리고 16.9 %로 조성되고 유기물 함량 (토양화학분

석법 농촌진흥청 11-1390802-00282-01)은 약 0.3 %인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를 Wischmeir and Smith (1978)의 토양침

식인자 계산식 (Eq. (6))에 대입하여 토양침식인자를 구한 결

과, 0.78 ton/ha/R로 계산되었고 이를 모든 사업 필지에 동일하

게 적용하였다. Fig. 4에서 보였듯이 복토사업 이전의 토양침

식인자가 최대 0.33 ton/ha/R에 그친 것에 비하여 시공된 복토

재에 의한 토양침식인자는 기존의 2배가 넘는 0.78 ton/ha/R

에 달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토양유실량

의 급격한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경사도가 25 % 이상인 급경사지에 대해서 경지 소유자의 동

의하에 경사완화를 위한 부지정지공사가 시행된 필지는 전체 

사업 대상의 약 6.9 % (20개 필지)이고 면적으로는 약 15.0 % 

(4.8 ha)에 해당하였다. 부지정지공사 (land grading/leveling 

work)에 따라 바뀌는 지형자료는 필지별 부지정지계획도 상

의 설계 자료로부터 추출하였는바, 사업 전 평균경사 약 31.3 

%에 비해 사업 후에는 약 23.8 %로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지정지공사가 시행된 각 필지별 지형침식인자를 Eq. (7)에 

따라 해당 필지별로 계산한 결과, 지구 내 전체 필지에 대해서 

사업 전 최대 12,24, 평균 1.64에서 사업 후에는 최대 10.36, 

평균 1.56으로 감소하였다 (Fig. 10). 

나. 토양유실량 산정과 토양침식위험 분류

USLE 연평균토양유실량을 계산한 결과, 필지 평균은 약 

136.5 ton/hr/yr로 사업 전의 56.3 ton/ha/yr의 약 2.4배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대값은 1,147.3 ton/ha/yr로 사업 전

에 비하여 약 2.5배 커진 것으로 계산되었다 (Fig. 11). 그리고 

사업이 시행된 291개 필지 (약 35.57 ha)에 대한 연평균토양

유실총량은 8,421.2 ton/yr으로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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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rea by soil loss classes and land use types after soil-filling work

Class
Range

(ton/ha/yr)

Area (ha) and the portion (%) by land use types

Gupta

(2001)

Kwak 

(2005)
Upland Orchard Paddy Grassland Forest Bare soil Total

Severe

Very Severe

>200
13.38

- -
0.01 

-
0.00* 13.38

(37.6%) (0.0%) (0.0%) (37.7%)

High 100~200
4.28 1.34 

-
0.08 

-
5.70

(12.0%) (3.8%) (0.2%) (16.0%)

Moderate 50~100
3.85 2.50 

-
0.05 0.15 

-
6.55

(10.8%) (7.0%) (0.1%) (0.4%) (18.4%)

Slight

Severe 33~50
0.72 0.32 

-
0.04 

- -
1.08

(2.0%) (0.9%) (0.1%) (3.0%)

High 22~33
1.35 0.01 

- - - -
1.36

(3.8%) (0.0%) (3.8%)

Moderate 11~22
0.52 

- -
0.01 

- -
0.54

(1.5%) (0.0%) (1.5%)

Low 6~11
0.00* 0.25

- - - -
0.25

(0.0%) (0.7%) (0.7%)

Tolerable 2~6
0.11

- - - - -
0.11

(0.3%) (0.3%)

Very Tolerable 0~2
3.43 0.05 2.90

- -
0.20 6.58

(9.7%) (0.1%) (8.1%) (0.6%) (18.5%)

Sub-total
6.15 0.62 2.90 0.06

-
0.20 9.92

(17.3%) (1.8%) (8.1%) (0.2%) (0.6%) (27.9%)

Total
27.66 4.47 2.90 0.19 0.15 0.20 35.56

(77.8%) (12.6%) (8.1%) (0.5%) (0.4%) (0.6%) (100.0%)

* too small area less than 0.005 ha but not none

복토 사업 후의 필지별 연평균토양유실량을 Gupta (2001)

와 Kwak (2005) 토양침식위험 분류기준에 따라 정리하면 

Table 3과 Fig. 12와 같다. 연평균토양유실량이 50 ton/ha/yr

이상인 면적은 25.64 ha로 전체 면적의 72.1 %를 차지하여 사

업 전에 비하여 약 49 % 증가하였다 (Table 3). 특히 과수원은 

사업 전 0.65 ha에서 3.85 ha로 증가하였고 Gupta (2001) 기

준에서 ‘미소침식’만 있던 초지는 사업 후에 0.14 ha, 그리고 

산림은 대상 필지 0.15 ha 전체가 50 ton/ha/yr 이상의 토양유

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Gupta (2001) 분류기준에서 ‘고도침식’과 ‘극고도침식’ 등

급으로 분류된 면적이 약 19.1 ha로 전체 사업면적의 약 53.7 

%를 차지하였다 (Fig. 12 (a)). 밭 필지의 경우 약 49.6 %의 면

적에서 ‘고도침식’ 이상의 위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wak 

(2005) 기준을 따르면 ‘약간 심함 (High)’ 등급 이상으로 분류

된 면적이 28.1 ha로 전체 면적의 약 78.9 %를 차지하였다 (Fig. 

12 (b)). 밭 면적 중 ‘약간 심함’ 이상으로 분류된 면적은 약 85.2 

%로 사업 전에 비하여 약 8.0 % 증가하였고, 가장 상위의 토양

유실 위험을 나타내는 ‘매우 심함’ 등급의 경우에는 사업 전에 

비하여 약 30 % (5.0 ha) 면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복토사업 전후 토양유실위험 비교

본 연구의 시험지역인 동아지구에서의 복토사업 전후의 

연평균토양유실량과 토양유실위험 분류 결과를 보면 전반적

으로 복토사업 후에 토양유실량이 증가하고 토양유실위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에서 보듯이 대상 291개 

필지에서 사업 후의 연평균토양유실량이 평균 242 %, 연간 

총유실량은 약 248 % 이상 사업 전에 비하여 증가하는 것으

로 계산되었다. 논의 경우에는 복토사업 후에도 논둑에 의한 

담수재배 방식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토양유실이 없는 것으

로 처리되었다.

복토사업으로 토양유실위험등급이 높아진 필지는 전체 

291개 필지 중 약 60.5 %이며 Gupta (2001) 기준의 ‘극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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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fference in mean annual soil loss and the annual amount by land use types

Land use No. of parcels Area (ha)
Mean annual soil loss (ton/ha/yr) Amount of annual soil loss (ton/yr)

Prior Posterior Prior Posterior

Upland 232 27.66 65.2 158.3 3,214.5 7,987.4

Orchard 24 4.47 32.3 79.1 164.5 404.6

Paddy 23 2.90 0 0 0 0

Grassland 9 0.19 28.6 63.9 6.6 15.2

Forest 1 0.15 29.7 81.8 4.4 12.1

Base soil 2 0.20 97.1 222.8 0.9 2.0

Total (Avg.) 291 35.57 (56.3) (136.5) 3,390.9 8,421.2

Fig. 13 Change matrix of soil loss classes between before and after soil-filling work

침식 (Severe)’ 등급을 제외하면 약 82.4 %의 필지에서 토양

유실위험등급이 악화되었다 (Fig. 13). 복토사업 전후로 필지 

수에 있어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구간은 연평균토양유실량이 

200 ton/ha/yr 이상인 ‘극고도침식 (Severe)’ 등급으로 사업 

전 22개 필지에서 사업 후에는 68개 필지로 3배 이상 증가하

였다. Kwak (2005) 기준에서 ‘매우 심함 (Very severe)’에 해

당하는 필지는 사업 전 97개에서 169개로 약 1.74배 늘어났

다. 반면 Kwak (2005) 기준에서 ‘보통 (Moderate)’ 이하의 필

지는 사업 전 132개에서 사업 후 99개로 약 25 % 줄었다.

토지이용형태별로 보면 시험지구 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밭의 경우에 연평균토양유실량이 50 ton/ha/yr 이하인 

필지가 사업 전에는 140개였으나 사업 후에는 97개로 약 37.8 

%가 줄어들었다 (Table 5). 과수원의 경우에도 사업 전 21개 

필지에서 6개로 약 28.6% 줄었다. 반면에 경사가 없거나 무시

할 수준인 논의 경우에는 지형침식인자 L이 0으로 처리되었

기 때문에 복토사업에 상관없이 사업 전후의 토양유실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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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Number of parcels by soil loss classes and land use types before and after soil-filling work

Class
Soil-filling 

work

Number of parcels by land use types

Gupta

(2001)

Kwak 

(2005)
Upland Orchard Paddy Grassland Forest Bare soil Total

Severe

Very 

Severe

Prior 22 - - - - - 22

Posterior 66 - - 1 - 1 68

High
Prior 33 1 - 1 - 1 36

Posterior 36 7 - 1 - - 44

Moderate
Prior 37 2 - - - - 39

Posterior 43 11 - 2 1 - 57

Slight

Severe
Prior 27 8 - 1 - - 36

Posterior 7 2 - 3 - - 12

High
Prior 18 6 - 1 1 - 26

Posterior 10 1 - - - - 11

Moderate
Prior 23 4 - 4 - - 31

Posterior 5 - - 1 - - 6

Low
Prior 7 - - 1 - - 8

Posterior - 1 - - - - 1

Tolerable
Prior 2 1 - - - - 3

Posterior 3 - - - - - 3

Very 

Tolerable

Prior 63 2 23 1 - 1 90

Posterior 62 2 23 1 - 1 89

Subtotal
Prior 140 21 23 8 1 1 194

Posterior 87 6 23 5 0 1 122

Total
232

(79.7%)

24

(8.2%)

23 

(7.9%)

9

(3.1%)

1

(0.3%)

2

(0.7%)

291

(100.0%)

Fig. 14 Change in mean slope by soil loss classes between before and after soil-filling work

모든 필지에서 ‘매우 낮음 (Very tolerable)’ 등급을 유지했다.

복토사업 전후의 토양유실위험 등급별 평균경사의 분포를 

보면 부지정지공사에 따라 전체적으로 사업 전 13.6 %에서 

사업 후 13.1 %로 감소하였다 (Fig. 14). 복토사업에 상관없

이 토양유실위험 등급이 높으면 평균경사도 큰 것으로 나타

났고 모든 등급에서 평균경사가 줄어들거나 변화가 없었다. 

‘매우 심함 (Very severe)’으로 평가된 필지들에선 평균경사

가 사업 전 25.3%, 사업 후 20.1 %로 분석되었는데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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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Difference of USLE factors and annual soil loss between before and after soil-filling work

Fig. 16 Difference of USLE factors and annual soil loss for land-grading/leveling applied parcels between before and after soil-filling 

work

밭토양의 경우 경사도가 15 % 이상이 되면 대부분 ‘매우 심함 

(Very severe)’으로 분류된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조응된다 

(Jung et al., 2005). 

USLE 토양유실인자별 복토사업 전후의 차이는 Fig. 15와 

같다. 토양침식인자와 지형침식인자, 그리고 보전관리인자만

이 표토변화와 부지정지공사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특히 일

부 필지만 시행된 부지정지공사로 지구 내 평균 지형침식인자

와 보전관리인자의 사업 전후 차이는 미소하였지만 전 필지

에 사용된 복토재는 토양침식인자를 사업 전 0.33 ton/ha/R에

서 사업 후 0.78 ton/ha/R로 약 2.4배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부지정지공사가 이뤄진 20개 필지에 대하여 각 침식인

자별 토양유실량을 사업 전과 후에 대하여 비교하면 Fig. 16

과 같다. 사업 전 지형침식인자 LS가 5.07이었지만 사업 후에

는 4.00으로 약 21,1 %가, 보전관리인자 P는 0.96에서 0.88로 

약 8.3 %가 낮아진 반면 복토재 사용으로 토양침식인자 K는 

0.27 ton/ha/R에서 0.78 ton/ha/R로 약 2.9배 높아졌다. 연평

균토양유실량은 사업 후에 사업 전보다 약 2.3배, 연평균토양

유실총량도 사업 전 약 1,232 ton/yr에서 사업 후 약 1,964 

ton/yr로 약 59.3 % 증가하였다. 부지정지사업 대상 필지만을 

비교해도 정지사업 보다는 표토의 토성 차이가 토양유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토재 선정에 있

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농경지 오염토양복원사업 실무에서 필지단위 

토양유실량 예측과 토양유실억제방안의 시험이 가능한 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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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시트용 매크로 프로그램 USLExls를 개발하였고 이를 이

용해 토양유실관리의 측면에서 복토법을 적용하는 농경지 오

염토양복원사업의 적정성을 살피고자 하였다. USLExls는 

기존 국내 사례들에서 적용된 USLE 침식인자별 대표적인 계

산식들 중 사용자가 콤보박스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변수의 추가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간단히 순람표만 갱신

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복토법과 일부 필지

에 대한 부지정지가 시행되었던 동아지구에 대하여 USLExls

를 시험한 결과, 오염토양복원사업 이후의 연평균토양유실

량이 사업 이전에 비하여 평균 약 2.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영농방식과 보전관리방법의 차이가 없다는 조건하에

서 부지정지사업은 필지의 평균경사를 줄였지만 복토재에 따

른 토양침식인자 K가 사업 전 0.33에서 사업 후에 0.78로 2배 

이상 증가하였기 때문에 토양유실량도 사업 후에 크게 증가

하였다. 이는 오염토양복원사업에서 복토법을 적용할 경우

에는 토양유실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복토재를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완료 후에도 토양유실저감을 위한 관리

가 수반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연평균토양유실량이 

33 ton/ha/yr이 넘는 ‘심함’ 등급 이상의 농경지인 경우에는 

농경학적 토양보전농법과 함께 승수로, 계단전 등 농공학적

인 접근도 검토되어야 하는 것으로 권고되고 있으므로 적절

한 토양유실 저감 방안의 설계를 위해서는 토양유실위험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Jung et al., 

2005; Kwak, 2005). 한편, 본 연구는 현장에서의 토양유실 관

측자료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검증된 방법론에 따른 이론적 

접근에 한정하였다. 향후 국내 여건에 맞춰 기존 토양유실모

형의 개선이나 새로운 토양유실모형의 개발, 그리고 오염토

양복원사업 후의 토양유실관리를 위해서는 실증이 가능한 현

장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현장모니

터링 체계와 매뉴얼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농경지 오염토양복원사업에 있어서 계획과 설계, 시

공과정과 완료 후의 토양유실 영향과 저감 방안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행규정과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다 (Yu, 2016). 또한 

환경부는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사업에 

일정 면적이상의 초지, 산지, 임지를 포함하여 환경성을 검토

하도록 하고 있고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지의 개간사업의 기

본계획 수립 시에 시공과정과 완료 후 토사유출의 영향예측

과 저감방안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Baek, 2002; MAFRA, 

2013). 토양유실량 산정식의 기본 목적은 현장에서의 토양유

실 저감기술 적용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실

무자로 하여금 여러 조건들을 조합하였을 때 그에 따른 평균

적인 토양유실 정도를 가늠하게 하는 것이다 (Renard, 1997). 

오염토양복원사업의 토양유실 관리 업무에 있어 본 연구에서 

개발한 USLExls는 새로운 IT기술 습득에 대한 부담 없이 기

존 업무체계를 바꾸지 않고도 다양한 설계 조합을 시험하고 

토양유실량을 가늠하게 함으로써 실무 담당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과정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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