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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il loss is a serious problem frequently caused by local torrential rainfalls due to climate change. In particular, soil 
loss is occurring in agricultural areas rather than urban areas, and many pollutants are introduced into rivers, causing 
environmental problems. To reduce soil los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designated and managed non-point 
source management areas. The Jaun-district in Hongcheon-gun, which was designed as a non-point pollution source 
management area in Gangwon-do, is located in the upper stream of Soyang Lake. Most of the agricultural fields are 
composed of highland agriculture fields. The highland agricultural fields in the Jaun-district are also composed of 
large-scale farming areas, and the ditches located near the agricultural fields have been illegally used for farmland. 
Therefore, the local government in Hongcheon-gun is conducting a project to restore the ditches occupied by 
agricultural fields. However, an analysis of the amount of soil loss that can be reduced by the restoration of the ditches 
has not been conducted yet.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reducing the soil loss from the 
restoration of the ditches used as agricultural fields in the Jaun-district. The SATEEC L Module was used to analyze 
the reduction in soil loss by ditch restoration. The SATEEC L Module was constructed to estimate the LS factor using 
Moore and Burch’s method after calculating the slope length using the digital elevation model and the maximum 
allowable slope length. The LS factor and the USLE formula were used to estimate the amount of soil loss that could 
be reduced by ditch restoration.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ditch restoration could reduce about 16.6% of the soil 
loss in the Jaun-distric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study of methods to reduce soil loss in 
non-point pollution management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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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기후변화로 인해 국내의 강우패턴은 단시간에 많은 양의 강

우를 동반하는 국지성 호우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강우패턴

으로 인해 토양유실로 인한 문제는 매해 증가되고 있다(Ho and 
Kang, 1988). 한 인간의 식량자원 공 을 해 규모 농경

지를 조성하여 안정된 지표면의 토양  식생피복상태를 변화

시키면서 다량의 토양이 유실되고 있다(Goldman et al., 1986).
유실된 토양으로 인해 발생된 토사는 강우유출수와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하천  호소에 다량의 흙탕물이 존재

하게 된다. 이로인해 하천  호소 바닥에 침 된 유실토양

은 생태계 괴  수질악화 등과 같은 다양한 환경문제를 

발생시킨다(Sung et al., 2016). 표 인 로 2006년에 발

생한 태풍 에 니아의 여 로 인해 북한강 상류 호소인 소양

호 탁수 장기화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 다(Kim, 2012).
소양호의 탁수 장기화 문제를 야기한 표 인 원인은 상

류지역에 집된 고랭지밭에서 발생된 토양유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고랭지밭은 작물의 생육 향상을 해 

주기 인 객토가 시행되고 있으며, 고랭지 농업 특성상 경작

이 이루어지는 6~8월을 제외하고는 나지상태가 되어 토양유

실에 취약한 상황이다. 한 고랭지밭은 경사도가 하고 고

지 에 치하고 있어 은 양의 강우에도 토양유실이 쉽게 

발생되고 있으며, 배수편의 심의 경운이 행해지고 있어 토

양침식이 가속화되고 있다(ME, 2004). 이에 환경부에서는 

소양호 탁수 감  비 오염물질 발생 리를 해 소양호 

상류에 치한 고랭지밭 집지역을 비 오염원 리지역으

로 지정하여 리되고 있다(ME, 2017).
비 오염원 리지역으로 지정된 소양호 상류 지역  내린

천 유역의 홍천군 자운지구는 모든 고랭지농업이 밭농사에 

집 되어 있으며, 하천변에 고행지밭이 집 되어 있어 강우

에 의한 토양유실이 심각한 지역이다. 한 고랭지밭 가운데

로 물이 흐르는 작은 도랑을 뜻하는 구거를 임의로 용하여 

고랭지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토양유

실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거를 용하여 경작하는 

고랭지밭은 경사장이 길어지게 됨으로써 많은 양의 토사가 

유실되는 문제가 발생되게 된다. 이에 자운지구의 행정 리

기 인 홍천군에서는 농경지로 용된 구거를 복원하는 사

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구거 복원으로 감되는 토양유

실량에 한 분석은 이 지고 있지 않아 정확한 효과를 입증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 오염원

리지역으로 지정된 내린천 유역 자운지구의 지 도상 구거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는 구거를 복원할 경우 발생되는 토

양유실 감효과를 분석하려 한다. 한 구거를 복원함으로

써 유역단  토양유실 감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2. Materials and Methods

2.1 연구 상유역 선정

고랭지밭으로 용되어 사용되는 구거 복원에 따른 토양유

실량 감효과를 분석하기 해 비 오염원 리지역으로 지

정되어 리되고 있는 내린천 유역 자운지구를 상으로 분

석을 진행하 다(Fig. 1). 
자운지구는 홍천군 내면 자운리, 창 리, 원리에 치하

고 있으며, 유역 내 하천은 내린천의 지류인 자운천이 흐르

고 있다. 자운지구의 고랭지밭은 자운천 주변으로 집된 지

형  특징이 있다. 자운지구는 최  표고 1,560 m, 최소고도 

520 m로 구성되어 있는 산지유역이며, 체 면  96.5%가 

해발 600 m 이상에 고랭지밭이 치하고 있다. 환경부의 고

랭지밭에 한 정의에 따르면 해발 400 m 이상인 지역을 고

랭지로 분류(ME, 2004)하고 있으므로, 자운지구 내 경작지

는 고랭지밭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재 자운지구에서는 고랭

지밭에 용되어 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거(도랑)살리기 사

업을 진행하고 있어 사업을 통한 토양유실 감효과에 한 

분석을 하기 해 본 연구의 상유역으로 선정하 다.

2.2 연구 상유역의 고랭지밭  지 도상 구거 황

구거를 용하여 경작하는 고랭지밭을 악하기 해서는 

실제 자운지구내 고랭지밭의 치와 면 에 한 공간 정보

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공정사 상과 자운지

구의 지 도를 사용하여 고랭지밭과 구거 황을 악하 다.
자운지구내 고랭지밭 황을 악하기 해 국토지리정보

원(MOLIT, 2018)에서 제공 인 항공정사 상을 사용해 실

제 고랭지밭 경계를 추출하 다(Fig. 1a). 사용한 항공정사

상은 2016년에 촬 하여 2017년부터 공개한 자료를 사용하

으며, 사용된 정사 상의 해상도는 50 cm로 제작되어 배

포되고 있는 자료를 사용하 다. 자운지구내 고랭지밭 경계

추출은 ArcGIS의 디지타이징 기능을 활용하 다. 디지타이

징을 통해 추출한 고랭지밭 경계를 통해 고랭지밭의 실제 면

 등을 산출하 고, 실제 일부 고랭지밭 면 측량을 통한 

검증을 진행하여 사용된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 다.
자운지구 내 치한 구거 황은 국가공간정보포털(MOLIT, 

2018)에서 제공 인 자운지구의 연속 지 도상 기재되어 있

는 구거의 공간  치과 면 정보를 추출하여 사용하 다

(Fig. 1b). 지 도상 구거와 실제 고랭지밭 경계를 첩하여 

용되어 고랭지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거 황을 악하 다.

2.3 USEL 모형  SATEEC L Module을 활용한 입력

자료 생성

2.3.1 강우인자(R factor)

USLE 모형의 강우인자는 단순 강우량을 사용하여 산정하

는 것이 아니라, 강우가 지표에 낙하될 때 발생되는 운동에

지를 이용하여 산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강우인자의 산

정을 해 본 연구에서는 Wischmeier and Simth (1978)에 제

시한 방법을 사용하 다. Wischmeier and Simth (1978)가 제

시한 강우인자 산정방법은 강우강도를 강우사상별로 구분하

여 산정한 다음 연도에 해 평균해서 산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지역의 기상 인 홍천군 내

면기상 의 5년치(2011~2015)의 60분 단  기상자료(KMA, 
2018)를 사용하여 자운지구의 강우인자를 산정하 다(Fig.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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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토양인자(K factor)

토양인자는 토양 침식에 향을 미치는 토양 입자의 본포

와 표토의 특성을 이용하여 토양조율에 따른 연평균 토양유

실량 추정치의 차이를 반 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상 

유역인 홍천군 자운지구는 작물의 재배효율을 높이기 해 

마사토를 이용한 객토가 이 지고 있어 정 토양도를 사용한 

토양인자 산정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토의 

침식 황 조사에 한 고시(ME, 2019) 별표1 표토의 침식량 

산정방법에 제시된 토양부호별 토양인자를 자운지구의 개략

토양도에 용하여 토양인자를 산정하 다(Fig. 2b). 

2.3.3 지형인자(LS factor)

강우시 유출수의 속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유역의 지

형  특성으로 결정되며, 이러한 을 USLE 모형에 반 한 

것이 지형인자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거를 복원한 고랭지밭

의 경사장변화에 따른 토양유실량 감효과를 분석하기 

해 구거복원  지형인자와 구거복원 후 지형인자를 산정해

야 한다. 지형인자를 산정하기 해 표토의 침식량 산정방법

에 제시된 지형인자 산정방법을 사용하 다. 제시된 방법은 

1:5,000 수치지형도로 제작한 수치표고모형을 사용하여 지형

인자를 산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수치표고모형의 

해상도에 따라 지형인자의 값이 상이하므로 정 해상도를 

고려한 수치표고모형을 제작하여야 한다. Koo et al. (2016)
의 연구에 따르면 수치표고모형의 해상도가 지형인자에 미

치는 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정해상도는 10 m 

20 m, 30 m 50 m로 제시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

시간의 효율성을 해 해상도 30 m의 수치표고모형을 제작

하여 자운지구의 지형인자를 산정하 다(Fig. 2c)

2.3.4 작물피복인자(C factor)

작물이 지표에 피복되어 있으면 강우가 발생했을 때 직

인 강우 타격에 지를 여 토양유실량을 감시킨다. 
한 작물 뿌리에 의해 토양의 구조가 발달되며 공극률 한 

증가된다. 따라서 작물이 피복된 지표는 강우의 침투율을 증

가시켜 토양유실량을 감하는 효과가 발생된다. 이러한 특

징을 고려한 작물피복인자는 토지에 재배된 작물의 피복률

을 용한 인자이다. 한 토양 침식에 한 재배작물과 지

표면 리방식의 향을 반 하여 인자를 산정하여 모형의 

사용자가 인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작물피복인자를 본 연구에 사용하기 해 표토의 침식

량 산정방법에 명시된 작물피복인자 산정방법을 용하 다. 
명시된 산정방법은 조사 상지역의 토지이용 황에 따른 

작물피복인자를 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토지이용 황조사에 한계가 있어 환경부 분류 토지

이용도를 활용하여 자운지구의 토지이용별 작물피복인자를 

산정하 다(Fig. 2d). 

2.3.5 보 리인자(P factor)

보 리인자는 어떠한 토양보존 책을 수립한 경작지에 

한 토양유실량과 아무런 책을 세우지 않은 경작지에 

(a) Collected aerial image for Jaun-district (b) Collected cadstral for Jaun-district

Fig. 1. Collected input file for the Jaun-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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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토양유실량의 비로 정의된다. 보 리인자는 작물의 등

고선 경작, 등경사 경작, 경작지의 조도 등의 효과가 토양침

식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는 인자이다. 하지만 경작방향, 
경작방법, 조도 등에 한 장조사에 한계가 있어 본 연구

에서는 표토의 침식량 산정방법에 명시된 토지이용별 경사

도에 따른 보 리인자 산정방법을 용하여 자운지구의 

보 리인자를 산정하 다(Fig. 2e). 표토의 침식량 산정방

법의 보 리인자 산정방법은 토지이용형태가 논과 밭으로 

구분한 뒤 경사도별 보 리인자 값을 달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논과 밭을 제외한 나지, 지, 산림, 과수원 등은 1.00
의 값을 제시하고 있어 환경부 분류 토지이용도상 논과 밭

으로 이용하는 구역과 수치표고모형의 경사도를 첩시켜 

해당하는 값을 부여하여 보 리인자를 산정하 다.

2.3.6 SATEEC L Module을 활용한 지형인자 산정

본 연구에서 고랭지밭의 구거 복원에 따른 토양유실량 

감효과 분석을 해 사용된 모듈은 SATEEC System의 L 
Module이다. 먼  SATEEC System은 토양유실량을 산정하

는 USLE 모형의 입력자료(Rainfall, Soil erodibility, Crop 
management, Practice factice)와 지형자료인 DEM을 이용하

여 유역 내 토양유실  유사발생을 모의할 수 있는 시스템

이다(Fig. 3)(Woo et al., 2011). SATEEC System  SATEEC 
L Module은 Kang et al. (2009)에 의해 개발된 모듈로서 

SATEEC System의 입력자료인 수치표고모형과 경사도별 최

 허용 경사장을 이용하여 유역내 경사장을 산정하는 모듈

이다. 이 게 산정된 경사장과 수치표고모형에서 추출한 경

사도를 Moor and Burch의 방법에 용하여 지형인자를 산

정한다. 일반 인 경사장의 범 는 10.7 m에서 91.4 m이나, 
SATEEC L Module에서는 자연상태에서 세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경사장 122 m를 최  경사장으로 지정하여 LS 
factor를 산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SATEEC L 
Module은 경작지 내 도로  구거(수로)의 생성으로 인해 

어든 경사장을 모의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있다. Kang et 
al. (2009)의 연구결과에는 기존 농업지역의 토양유실량 산정

을 해 사용되는 유역모델인 SWAT과 함께 농경지에 용

된 BMP`s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한 것으로 평가되어 있

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SATEEC L Module을 사용하여 고

랭지밭 내 용된 구거를 복원할 경우 변경될 고랭지밭의 지

형인자를 산정하 다(Fig. 4). 

(a) R factor (b) K factor (c) LS factor

(d) C factor (e) P factor
Fig. 2. USLE factor maps for the jaun-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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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ults and Discussion

3.1 내린천 유역 자운지구의 구거 황조사 결과

홍천군 자운지구내 치한 지 도상 구거의 황을 조사한 

결과, 자운리에 약 130.7 ha, 창 리 약 44.7 ha, 원리 약 

47.7 ha의 면 의 구거가 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자운지구내 고랭지밭에 용되어 경작지로 사용되는 구거의 

면 황은 자운리 약 40.06 ha, 창 리 약 4.59 ha, 원리 

약 5.99 ha의 구거가 경작지로 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Fig. 5).

3.2 자운지구내 고랭지밭의 구거 복원에 따른 연평균 

토양유실량 감효과

자운지구내 용된 구거를 복원했을 시 고랭지밭의 연평균 

토양유실량 감효율을 분석하기 해 구거를 용하여 경

작하고 있는 고랭지밭을 선정하 다. 본 분석에서는 각 리별 

4개의 고랭지밭을 선정하 으며, 용된 구거의 경사방향이 

해당 고랭지밭의 경사방향에 해 수직방향으로 치한 고

랭지밭을 선정하 다(Fig. 6).
선정된 고랭지밭에 한 연평균 토양유실량 감효과를 분

석해본 결과(Table 1), Farm land1(자운리)의 경우 구거 복원 

 단  면 당 연평균 토양유실량은 약 42.80 ton/ha/yr이며, 
Farm land1의 면 (2.42 ha)을 용한 연평균 토양유실량은 약 

103.56 ton/yr로 산정되었다. 구거 복원 후 단  면 당 연평균 

토양유실량은 약 31.13 ton/ha/yr로 분석되었으며, 구거를 복원

한 Farm land1의 면 (2.31 ha)을 용한 연평균 토양유실량은 

약 85.86 ton/yr로 분석되었다. Farm land1의 구거 복원 시 연

평균 토양유실량 감효율은 약 17.09%로 분석되었다.
Farm land2(창 리)의 경우 구거 복원  단  면 당 연

Fig. 3. Overview of the SATEEC System
(Woo et al., 2011).

(a) LS factor map before ditch restoration (b) LS factor map considering ditch restoration

Fig. 4. Comparison of the LS facor map applying the SATEEC L Module.

Fig. 5. Distribution of ditches in the Jaun-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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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토양유실량은 약 13.52 ton/ha/yr이며, Farm land2의 

면 (0.97 ha)을 용한 연평균 토양유실량은 약 13.05 
ton/yr로 산정되었다. 구거 복원 후 단  면 당 연평균 토양

유실량은 약 12.92 ton/ha/yr로 분석되었으며, 구거를 복원한 

Farm land2의 면 (0.90 ha)을 용한 연평균 토양유실량은 

약 11.59 ton/yr로 분석되었다. Farm land2의 구거 복원 시 

연평균 토양유실량 감효율은 약 11.19%로 분석되었다.
Farm land3( 원리)의 경우 구거 복원  단  면 당 연평

균 토양유실량은 약 128.50 ton/ha/yr이며, Farm land3의 면

(0.23 ha)을 용한 연평균 토양유실량은 약 30.00 ton/yr로 산

정되었다. 구거 복원 후 단  면 당 연평균 토양유실량은 약 

78.60 ton/ha/yr로 분석되었으며, 구거를 복원한 Farm land3의 

면 (0.13 ha)을 용한 연평균 토양유실량은 약 10.15 ton/yr
로 분석되었다. Farm land3의 구거 복원 시 연평균 토양유실

량 감효율은 약 66.18%로 분석되었다. Farm land3의 경우, 
복원된 구거의 면 이 복원  고랭지밭의 면 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어 감효율이 높은 것으로 단된다.

3.3 자운지구내 체 구거 복원에 따른 연평균 토양유실량 

감효과

홍천군 자운지구 내 용되어 경작되고 있는 구거를 모두 

복원했을 때 발생되는 연평균토양유실량 감 효과분석을 

수행하 다. 각 리별(자운리, 창 리, 원리) 분석결과(Table 
2), 자운리의 경우 구거 복원  고랭지밭 면 은 294.98 ha
로 계산되었으며, 체 고랭지밭의 연평균 토양유실량은 약 

6,403.11 ton/yr로 산정되었다. 구거 복원 후 변경된 고랭지

밭 면 은 255.04 ha로 계산되었으며, 체 고랭지밭의 연평

균 토양유실량은 약 5,067.59 ton/yr로 산정되었다. 자운리의 

경우, 용되어 경작되는 구거를 복원으로 인한 연평균 토양

유실량 감 효율은 약 20.86%로 분석되었다.
창 리의 경우 구거 복원  고랭지밭 면 은 56.11 ha로 

계산되었으며, 체 고랭지밭의 연평균 토양유실량은 약 

2,447.13 ton/yr로 산정되었다. 구거 복원 후 변경된 고랭지

밭 면 은 51.52 ha로 계산되었으며, 체 고랭지밭의 연평

균 토양유실량은 약 2,107.17 ton/yr로 산정되었다. 창 리의 

경우, 용되어 경작되는 구거를 복원으로 인한 연평균 토양

유실량 감 효율은 약 13.89%로 분석되었다.
원리의 경우 구거 복원  고랭지밭 면 은 54.16 ha로 

계산되었으며, 체 고랭지밭의 연평균 토양유실량은 약 

2,483.91 ton/yr로 산정되었다. 구거 복원 후 변경된 고랭지

밭 면 은 48.29 ha로 계산되었으며, 체 고랭지밭의 연평

균 토양유실량은 약 2,112.85 ton/yr로 산정되었다. 자운리의 

경우, 용되어 경작되는 구거를 복원으로 인한 연평균 토양

유실량 감 효율은 약 14.94%로 분석되었다.

Farm land 1 Farm land 2 Farm land 3

Actual appearance of
Farm land 1

Actual appearance of
Farm land 2

Actual appearance of
Farm land 3

Fig. 6. Selected farm lands for ditch restoration analysis.

Classification

Before ditch restoration After ditch restoration
Reduction
efficiency

(%)
Soil loss per 

unit area
(ton/ha/yr)

Farm land 
Area
(ha)

Soil loss
(ton/yr)

Soil loss per 
unit area

(ton/ha/yr)

Farm land 
Area
(ha)

Soil loss
(ton/yr)

Farm land 1 42.80 2.42 103.56 37.13 2.31 85.86 17.09
Farm land 2 13.52 0.97 13.05 12.92 0.90 11.59 11.19
Farm land 3 128.52 0.23 30.00 78.60 0.13 10.15 66.18

Table 1. Soil loss reduction effects by ditch restoration in farm 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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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clusion

소양호 상류에 치한 고랭지밭은 강우시 다량의 토사가 

하류로 유입되어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국가에서는 많은 산을 투입하여 탁수 발

생원 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 인 발생원 리가 아닌 

비 오염 감시설설치로 인한 리만 이 지고 있어 실제 

고랭지밭에서 발생되는 토양유실량을 감하는데에는 한계

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 을 해결하기 해서는 토양

유실량 발생 조건을 조 하여 발생원 리가 필요한 시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 오염원 리지역으로 지정된 홍천군 

자운지구 내 치한 용된 구거를 복원했을 때 발생되는 연

평균 토양유실량 감효율을 분석하 다. 연평균 토양유실량 

감효율을 분석하기 해 유수의 흐름 단 을 모의할 수 있

는 SATEEC System의 L module을 실제 구거를 용하여 경

작하는 고랭지밭에 용하 다. 분석결과, 용된 구거의 면

에 따라 감효율은 다르게 분석되었지만 임의로 선정한 

고랭지밭에 해서는 11.19%에서 66.18%의 연평균토양유실

량 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자운지구 내 

치한 용된 구거를 모두 복원했을 때 발생되는 연평균 토양

유실량 감 효율은 약 16.56%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

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용되어 고랭지밭으로 사용되는 

구거를 복원할 시 에 띄는 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단된

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모형을 통해 연평균 토양유실량 

감효과를 분석했지만, 향후 정확한 구거 복원에 따른 토양유

실량 감 효율을 분석하기 해서는 실제 구거를 복원한 고

랭지밭에 한 모니터링 평가를 수행하여 실제 감되는 토

양유실 감 효율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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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Before ditch restoration After ditch restoration Reduction

efficiency
(%)

Farm land Area
(ha)

Soil loss
(ton/yr)

Farm land Area
(ha)

Soil loss
(ton/yr)

Jaun-ri 294.98 6,403.11 255.04 5,067.59 20.86
Changchon-ri 56.11 2,447.13 51.52 2,107.17 13.89
Gwangwon-ri 54.16 2,483.91 48.29 2,112,85 14.94

Table 2. Soil loss reduction effects by ditch restoration in the jaun-distri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