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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토양은 세계 모든 인류에 직․간 인 향을 미치는 주요 자

원이지만 최근 인간 활동의 확장과 무차별 인 토지 이용으로 토양

자원이 사라져가고 있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높은 산지 비율과

인구 도,여름철 집 호우로 인한 토양 침식의 험성이 높다.이

와 같이 토양 침식은 토지의 지속가능성을 해하는 주요 요소로

이를 연구하는 여러 방법 최근에는 토양 침식 추정 모형이 연구

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모형을 통한 결과는 추정하고

측하는 결과로 실제 발생하는 침식량을 측정하지는 못한다.방사

성 동 원소 137Cs을 이용하는 침식 연구 방법은 이를 극복할 수 있

는 방법으로 토양의 침식에 한 공간 분포를 제공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기 기간의 침식량을 측정할 수 있지만 국내의

용사례는 매우 드물다. 한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지형 다양

성과 복잡성이 높고 토지이용의 집 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에서 개발된 토양 침식 추정 모형의 용성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

다.따라서 본 연구는 137Cs을 이용하여 연구 지역의 토양 침식량과

그 공간 분포를 산정하고,이를 토양 침식 추정 모형과 비교하여

국내의 상황에 더 합한 토양 침식 추정 모형을 선정하고자 한다.

이를 하여 먼 연구 지역의 토양 시료 채취를 통해 지 별

137Cs을 분석하여 침식 퇴 량을 산정하 고 범용성이 가장 높아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RUSLE와 이와 같은 매개변수를

이용하는 USPED와의 비교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연구 지역의 토양 속 137Cs의 총량은 평균 2.92±3.18Bq/kg

으로 토지이용이 공간 분포에 가장 많은 향을 미치고 있다.그

에 따라 연구 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양 침식은 연 평균 28.97ton/ha



이고 토지 이용 별로 경작지는 한 해 67.58ton/ha,산지는 0.02

ton/ha의 침식이 발생하고 있다.산지개간은 토양침식을 가속화시키

는 요인으로 경작지에서의 높은 침식량은 과거부터 행해져 온 산지

개간에 따른 것으로 단된다.

둘째,RUSLE모형과 USPED모형이 추정한 연구 지역의 연 평균

침식량은 각각 21.28ton/ha,12.82ton/ha로 같은 지역을 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2배의 격차가 나타났다.이러한 차이는 각 모

형의 특징에 따른 것으로 RUSLE는 토지피복,USPED는 유출수를

강조하기 때문에 USPED의 연 평균 침식량이 더 낮게 나타난 것으

로 보인다.

셋째,137Cs기법과 두 모형의 평균 침식량을 비교한 결과,USPED

에 비해 RUSLE모형이 상 으로 더 정확하게 측하 고 침식의

공간 분포 역시 RUSLE가 USPED에 비해 더 합하게 추정하

다.그러나 토지이용 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두 모형 모두 산지

지역에서는 안정 으로 좋은 측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반해 경작

지에서는 매우 상이한 값이 나타났다.

연구에서 나타난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137Cs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발생하는 60년 이후 ․단기기간의 침식량을

략 으로 살펴볼 수 있었으며 외국에서 개발된 모형이 국내의 경

작지에서 발생하는 집약 인 토지이용 상을 반 하지 못하고 있

기 때문에 앞으로의 토양 침식 연구에 모형을 활용할 때 비 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토양 침식,137Cs,RUSLE,USPED, 용가능성

학번:2013-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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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1.1.연구 배경

토양은 식량의 생산이나 산소 제공,기후 조 등의 여러 이 과

기능으로 인류에 직․간 인 향을 미치는 주요 자연자원이

다(UNCCD,2011).그러나 최근 무차별 인 토지의 이용과 생물물리

학 ,사회경제학 로세스로 인해 토양이 격하게 황폐화되고

있다(Detsis,2010).토지 황폐화(LandDegradation)는 이와 같은

상을 표하는 개념으로 토양 침식,사막화,산림 괴,염류화,장기

간에 걸친 자연 식생의 손실 등을 포 하며(Nkonyaetal.,2011)

UNCCD는 이를 토양의 생물학 ․경제학 생산성의 감을 유발

하는 요인으로 정의한 바 있다(Romm,2011).

세계 으로 토지 황폐화로 인한 연간 경제 손실액은 400억

달러에 이르고(ELD,2014),약 15억 명의 건강과 생계 수단에 직

인 악 향을 미치고 있다(FAO,2011).특히 토양은 약 19억 헥타

르가 토지 황폐화로 의해 악 향을 받았으며 매년 500만에서 700백

만 헥타르 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Lal,2006).

토지 황폐화에 한 이슈 에서 토양 침식은 표 인 유발 원인

으로(UNCCD,2009)토양 침식은 세계 도처의 자연자원 리자들이

직면하는 가장 요한 문제 의 하나이며 인간의 활동이 확장되

고 있는 시 에서 어느 지역에서나 공통 으로 목격되는 상으

로 악된다(Wilkinson,2005). 한 지구 환경에 한 우려가

지구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집 되고 있지만, 가속화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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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침식은 토지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요한 문제이다

(Bissonnaisetal,2002).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세계 최고 수 의 인구 도(Worldbank,

2011)로 인한 집 인 토지이용형태와 국토의 76%를 차지하는

경사지로 인해 강하지 않은 강우에도 토양 침식이 잘 일어난다(환

경부,2010). 한 최근에 들어서 국민 여가형태의 변화,산림의 여

가수요 증 ,만성질환자 증가 등 반 인 사회여건 변화로 산지개

발이 증가하고 있고 기후 변화 등으로 국지성 집 호우가 더욱 강

해져 토양 침식으로 인한 험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정재학

등,2008;채미옥 등,2012).

토양 침식은 토지의 지속가능성에 요한 험요소일 뿐만 아니라

침식된 토양이 산지 소하천과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상고(riverbed

height)를 상승시키고 부 양화 오염물질의 이동 등으로 인간 생

활 터 에 악 향을 미치고 있다(이종출 등,2006).실제로 2004년

태풍 메기 때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의 원인 부분이

하천의 통수능(dischargecapacity)감소로 인한 범람이었는데 이러

한 통수능 감소의 주 원인은 2002년,2003년 태풍 루사와 매미로 인

한 격한 토양 침식과 이에 따라 하천으로 유입된 토양이었다(강옥

륜,2005).

이러한 토양 침식은 과거에는 그 요성을 인식하지 못하 으나,

차 환경에 한 심이 증가하면서 이에 한 책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사면이나 유역에서 발생하는 토양 침식을 정확

하게 측정하기 해서는 측정 방법의 설계에서부터 장기 인 계획

을 통해 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Nus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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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Goebel,1997).그러나 토양 침식을 유발하는 원인이 시공간

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 모든 변수들을 반 할 수

있는 측정방법은 실 으로 불가능하다(마호섭 등,2012).이러한

한계 을 극복하기 해 최근에는 토양 침식 추정 모형이 가장 많

이 활용되고 있다.토양 침식 추정 모형은 경험 ․통계 연구에

기반하거나 에 지와 질량 보존 법칙에 근거하여 토양 침식 퇴

을 추정하는 연구방법으로 유역 내에서 발생하는 토양 침식량을

쉽게 추정(predicted)할 수 있지만 실제 발생하는 침식량을 측정

(measured)하지 못한다(CrokeandNethery,2006).

방사성 동 원소를 이용하는 토양 침식 연구 방법은 이러한 문제

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토양 침식량을 구하는 빠르고 경

제 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Mabitetal.,2014).1970년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각 받기 시작한 방사성 동 원소 137Cs를 이용

하는 토양 침식 연구 방법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그 가능성과 용

성을 인정받았다(RogowskiandTamura,1970;Ritchieet.al.,1974;

Bernardandlavadiere,1990;WallingandQuine,1993). 한 여타

다른 토양 침식 연구 방법에서 반 하지 못하는 단기 기간의 토

양 침식에 한 정보를 제공하며 연구 지역 토양의 침식과 퇴 에

한 공간 분포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Nouiraet.al.,2002)60

년 부터 발생하고 된 토양 침식량에 한 정보를 토 로 앞으

로의 보 책을 보다 더 합리 으로 계획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집 호우와 난개발,높은 산지비율에 의해 토양

침식의 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137Cs기법을 이용한 토양 침식

연구는 아직까지 용된 사례가 없다.따라서 유역의 침식량

을 산출하고 유역 내의 토양 흐름에 한 공간 분포를 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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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법으로 137Cs기법의 용이 요구된다.

한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에서 지형 다양성이 가장 높은 국가이

자(박수진,2014)토지이용의 집 도가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토

양 침식 추정 모형의 용가능성에 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토양침식 모형들은 지역에 따라 토양 침식량을 과 추정 혹은 과소

추정하는 상이 나타나기도 한다(Tiwarietal.,2000).보통 모형

자체의 오류(modelerror),입력 자료의 오류(inputerror),공간 이산

화 작용(discretization)등에 의해 자주 잘못된 결과를 산출하지만

(Takkenetal.,2005)지 까지 국내 토양 침식 연구의 상당수는 토

양 침식 모형을 무비 으로 용하고 이를 해석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국내에 용되는 각종 토양 침식 모형의 부분은 외국에서

개발된 것이므로 국내 사정에 보다 더 합한 토양 침식 추정 모형

을 선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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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연구 목

본 연구는 국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국내에서는 용사례가 거의 없는 방사성 동 원소를 이용하여 60

년 이후 한 해 평균 발생하는 토양 침식량을 산정하고 우리나라

소유역에서 발생하는 토양 침식의 공간 인 분포형태를 악하고자

한다. 한 이를 국내․외에서 리 사용하고 있는 토양 침식 추정

모형과 비교해 으로써 검증없이 용되는 침식모형에 비 시각

을 갖고자 한다.

첫째,토양 침식 추 자(tracer)인 방사성 동 원소 137Cs을 이용하

여 연구 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양의 침식 퇴 량을 산정하고 토

양 침식의 분포 형태를 살펴본다.

둘째,토양 침식 추정 모형들의 비교 평가를 통해 모형을 통해 추

정된 침식량과 그 공간 분포 양상을 악하고 이에 따른 모형의

토양 침식 측 특성을 규명한다.

셋째,137Cs기법의 침식량과 공간 분포 형태를 바탕으로 토양 침

식 추정 모형의 용가능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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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연구내용과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그림 1-1과 같다.제 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통하여 연구 목 을 기술한다.

제 2장에서는 지 까지 진행된 토양 침식 연구들을 세분하고 이에

한 장단 을 확인한 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137Cs기법의 이론

배경을 검토한다.

제 3장에서는 강원도 평창군 상진부리 일 를 상으로 실시한 토

양 침식 연구 방법을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를 구축한다.

제 4장에서는 연구 지역의 토양 침식량과 그 공간 분포에 한

측 값과 추정 값을 각각 살펴보고 이를 비교하여 토양 침식 모형

의 용성을 평가한다.

제 5장 결론에서는 앞선 연구내용을 종합하고 본 연구의 의의

한계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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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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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행연구 검토

이 장에서는 기존에 진행된 토양 침식 연구 방법들을 세분하여 살

펴보고 그 의의와 한계 을 악한 후 이에 한 극복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이를 해 먼 기존의 토양 침식 연구를 실험실 내

설계 방법,물리 측정 방법,모형을 통한 추정 방법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각 연구 방법들의 장․단 을 악한 후 그에

한 안으로 137Cs을 이용하는 토양 침식 연구를 살펴본다.

2.1.기존 토양 침식 연구

토양 침식은 토지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에 을 가하는 주요

환경 이슈로,이를 측정할 수 있는 몇몇 정성 ․정량 방법들이

개발되어 왔다(Sacetal.,2008).이러한 토양 침식 연구 방법들을

정리하고 각각의 장․단 을 명확하게 악하기 하여 과거부터

재까지의 토양 침식에 한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침식을 연구하

는 주류의 방법들을 크게 세 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었다.먼 통제

된 상황에서 토양 침식에 향을 미치는 인자,빗물의 침투능 지

표유출정도 등을 악하기 한 실험실 설계방법과 장 혹은 실험

구에 침식토사 수집장치를 설치하거나 침식구(erosionplot)를 설치

하여 침식량을 조사하는 물리 측정방법이 있다.마지막으로 토양

침식에 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산정하여 경험식 혹은 물리식을 기

반으로 개발된 모형을 이용하여 토양 침식량을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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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실험실 설계 방법

실험실 설계 방법은 자연․환경의 디지털 데이터가 발달하기 이

에 통제된 상황에서 토양 침식이나 환경변화를 간 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일반 인 방법이다. Meyer(1965)와 Hall(1970),

Bryan(1970),Hudson(1971),YoungandBurwell(1972)등은 강우

시뮬 이터를 개발하여 강우에 따른 토양 침식을 모의했으며,강우

로 인해 분리된 입자의 이동 토양 침식가능성(erodibility)을 연구

했다. 한,Deploey(1972),YairandLavi(1974)등은 토양 유실에

향을 미치는 인자의 미묘한 변화를 연구하기 해 계 별,연도별

침식률을 구하 다.국내에서도 우보명(1976)은 인공강우 환경에서

토양 침식인자 추출에 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오세진 외(1989)는

인공강우기를 설치하여 토함량에 따른 토양 침식양상을 연구한

바 있다.

인공강우 시뮬 이터를 이용한 방법 이외에도 FarmerandVan

Haveren(1971)은 서로 다른 세 지역의 토양을 채취해와 실험실에서

지표 유출수에 의한 침식정도와 빗방울이 지표의 토양과 부딪치는

힘에 의한 침식정도의 차이를 연구했다. 한, Meyer and

Wischmeier(1970)은 서로 다른 경사도에 따른 침식률을 계산함으로

써 경사가 침식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를 진행했다.

와 같은 실험실 내 설계를 통한 토양 침식 연구 방법은 자연 상

태에서는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얻기 어려운 강우 강도,운동 에

지 등에 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장 이 있고(Mooreet.al.,

1983),시공간 인 제약으로 인해 획득함에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

이 드는 자료들을 변수의 통제에 따라 언제든지 재생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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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이 있다(ThomasandSwaify,1989). 한 서로 다른 지역의

토양과 리에 한 변수들을 비교할 수 있는 장 이 있다고 평가

받는다(Sharpleyet.al.,1999).

그러나 토양 침식을 측정하는 통 방법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

고 결과는 해당 실험구 이외의 다른 실험구와 서로 다르다는 문제

이 있다(Sacet.al.,2008).즉,수생태계 환경을 괴시키며 비

오염원의 원인이 되는 토양 침식은 토지이용,지형,작물,시간 등의

여러 요소가 복잡하게 상호 련을 지으며 이루어지지만 이를 실험

실 내에서 하나의 요소를 통제한 상태만으로는 악하는 것은 분명

히 한계가 존재한다. 한 실험실 내 설계 방법으로 얻은 결과는

자연 상태의 사면에는 용하기 어렵다(Bryan,1973).

한 퇴 물(sediment)의 흐름을 이해하기 해서는 침식과 퇴 의

공간 분포에 한 정보가 필요하다(Royall,2001).토양은 침식․

이동․퇴 이라는 공간 인 특징 즉,흐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

다.그러나 실험실 내의 설계방법은 토양 흐름의 공간 배경이 포

함되지 않았고 그 결과,토양의 흐름 침식에만 을 맞추어 연

구가 진행되었다는 한계 이 존재한다.

2.1.2.물리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는 물리 측정방법을 자연 상태의 사면이나 소유역의

하구에 토양 침식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토양 침식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정의한다.이는 실험실 내 설계방법과는 다르게

자연 상태의 환경을 기반으로 하고 침식에 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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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재생산하지 않은 상태로 토양 유실을 연구하는 방법이다.

토양 침식을 연구하기 한 물리 측정의 표 인 방법은 침식

핀(erosion-pin)을 이용하는 법이다.이는 실험실 내 설계방법과 함

께 디지털 자료가 보편화되기 이 에 리 사용되었던 방법으로

Slaymaker(1972),Hill(1973),Gardiner(1983),Hagertyet.al.(1983),

Murgatroyd and Ternan(1983), Lawler and Leeks(1992),

Ashbridge(1995),Lawleretal.,(1997,1999)등은 하천이나 사면의

침식과정이나 침식률을 직 인 방법인 침식핀을 이용하여 연구하

다.이러한 방법은 간단하고 비용이 게 들며 다양한 환경에

용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Lawler, 1993). 한

Thorne(1981)은 소량의 장비로 침식이 발생하는 상(pattern)을 자

세하게 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한 바 있다.

그러나 침식핀을 이용하는 연구방법은 몇 가지 단 이 존재한다.

Thorne(1978)은 자연 상태에서 알 수 없는 특정 사건이나 행 자에

의해 침식핀이 이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 하고 토양의 동결작

용(frostaction)과 같은 방해요소로 인해 움직인 침식핀은 측정의

정확도를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Haigh(1977)는 토양 핀으로 기

록하는 토양의 높낮이가 단지 침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밝

혔다.그는 토양 속 온도에 따른 공기의 팽창이 토양의 높낮이를 변

경시킬 수 있으며 수분 함량과 동결․융해과정에서도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침식핀으로 측정하는 토양 침식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Haigh(1977),Lawler(1993)등의

많은 학자들은 침식핀 자체가 토양 침식에 향을 미칠 우려가 있

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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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식핀 이외에도 침식구(erosionplot)를 이용하는 방법도 토양 침

식의 물리 측정방법에 많이 쓰인다.침식구를 이용하는 방법은 사

면이나 소유역의 하구에 토양 침식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장치를 설

치하여 연구하는 방법으로 지리학,농학,환경과학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목 으로 이용된 방법이다(Ollesch and Vacca, 2002).

Albaladejo(1995)는 침식구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방법은 토양 침식

률을 측정하고 경험 ,물리 토양 침식 추정 모형들을 보정 확

인하며,토양 침식과정의 특징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소개한 바 있

다.

그러나 침식구를 이용한 토양 침식 방법에도 몇 가지 한계 이 존

재한다.Nearingetal.(1999)은 연구지역이나 환경에 만족할만한 토

양 침식량에 한 결과를 얻기 해서는 다량의 침식구가 필요하다

고 지 했다.그는 소수의 침식구는 연구지역의 토양 침식량을 표

하지 못하며 지역의 환경에 따른 침식 연구에는 많은 수의 침식구

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한 이와 같은 방법은 침식구의

모양과 강우의 이질성 등의 여러 변수로 인해 침식구 설치 지역의

토양 침식을 정확히 악하기 힘들다.

토양 침식의 물리 측정방법은 사면단 의 토양 침식을 정량 으

로 악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지만 침식핀이나 침식구를 설치하는

치에 따라 측정되는 토양 침식량의 차이가 크고 토양이 연구

상이 되는 사면 밖으로 이탈할 경우,측정하지 못하므로 사면 체

의 침식량에 한 정확도도 불투명해진다. 한,실험실 내 설계 방

법과 같이 토양 침식의 공간 인 배경을 살펴볼 수 없고 토양의 흐

름에 한 이해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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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토양 침식 연구에 한 실험실 내 설계방법과 물리 측정방법

의 공통 인 한계 은 토양이 가지는 흐름에 한 공간 배경을

알 수 없다는 것으로 Sacet.al..(2008)은 기존의 정량 ,정성 기

술들이 토양 침식과 퇴 을 측정하기 해 개발되어왔지만 이들

부분은 유역 내부에서 토양이 침식되고 퇴 되는 공간 패턴을 보

여주지 못한다고 지 했다.

2.1.3.토양 침식 추정 모형을 이용한 방법

토양 침식은 토지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에 악 향을 미치는 환경

이슈인 만큼 국내․외에서 이를 측정 추정하기 한 여러 방법

들이 개발되어 왔다.그러나 토양 침식을 유발하는 원인은 시공간

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그 기 때문에 이들 모든 원인들의

향을 반 할 수 있는 실험실이나 장실험은 오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구본 ,2002).

한,정확한 물리 토양 침식을 측정하기 해서는 장,사면,

유역 스 일에 용가능한 연구방법이어야 한다.그러나 물리 측

정방법은 보다 넓은 스 일에 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한계 은 원격탐사(remotesensing)자료를 통해 극복이 가능하다.

원격탐사 자료는 넓은 지역에 한 동질(homogeneous)의 자료를 제

공해 으로써 지역 인 토양 침식 평가에 큰 기여를 가능하게 한다

(KingandDelpont,1993).

통 으로 원격탐사자료는 침식 추정 모형의 입력 데이터로 사용

(MorganandNapela,1982;Stephenset.al.,1985)되었을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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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토양 침식 상과 해석에 이용되어 왔다(Bergsma,1974;

JonesandKeech,1966).

토양 침식을 추정하는 모형은 크게 실험실 내에 축소 모형을 제작

하고 원형과 축소 모형 사이의 상사 법칙이 성립된다고 가정한 모

형 즉,에 지와 질량 보존의 법칙에 근거한 물리식(physical)기반

모형과 침식에 향을 미치는 인자 사이의 통계 상 계를 규명

하고 침식량을 결과로 하는 경험식(empirical)기반의 모형으로 나

수 있다(표 2-1).

USLE(UniversalSoilLossEquation)로 표되는 경험식 기반 모

형과 1980년 GIS기술의 발달과 함께 제시된 물리식 기반 모형

일반 으로 물리기반 모형이 비교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만

(Tiwarietal.,2000;Hugget,2011)경험기반 모형은 비교 단순하

고 토지피복 토양 침식 리 인자와 같은 인간에 의한 토지이용

의 향을 비교 쉽게 반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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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델명
용

범
설명

경험식

기반

모형

USLE(Universal

SoilLossEquation)

사면/

유역

RUSLE(Revised

SoilLossEquation)

사면/

유역

가장 리 쓰이는 경험기반

모형,강우에 의한 침식을

측하기 해 사용

물리식

기반

모형

USPED(Unit

Stream

Power-based

ErosionDeposition)

유역

정상 조건에서의 강우 시에

유출에 의한 토양의 침식과

퇴 을 측하는 모형,

RUSLE의 변수 이용 가능

CREAMS(Chemicals

,Runoffand

Erosionfrom

Agricultural

ManangeSystems)

40-40

0ha

연구 장소 스 일의 모형이며

서로 다른 농업 활동에 한

비 원의 오염물질과 그 향을

다룸

WEPP(Water

ErosionPrediction

Project)

사면

/

유역

토양 침식의 일반 인 측

방식인 USLE모형을 체하기

해 개발된 모형

EUROSEM(Europea

nSoilErosion

Model)

사면
폭풍 때의 퇴 물의 운반,침식,

퇴 에 해 측하는 모형

ANSWERS(Areal

NonpointSource

Watershed

Environment

ResponseSimulation)

소유역
유역에서의 지표 유출과 토양

침식에 한 모형

LISEM(Limburg

SoilErosionModel)
유역

RasterGIS기반의 수문학 인

토양 침식 모형

표 2-1토양 침식 추정모형의 종류

(출처:Huggett,2011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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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토양 침식 추정 모형 에서 범용 토양유실 측모형인

RUSLE와 이를 체하기 해 개발된 WEPP이 국내․외 으로 가

장 리 사용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RUSLE모형을 부분 사

용하고 있다(국립방재연구원,2011).먼 ,신계종(1999),김만식,정

승권(2002),이근상 등(2004),김태 (2005),김주훈 등(2009),이근상

등(2011)은 연구 지역의 토양 침식량을 평가하기 해 RUSLE모형

을 이용하 으며,김주훈 등(2003),박경훈(2003),김용표 등(2008),

서일규 등(2010),오정학 등(2011),최철 등(2013)은 각 연구지역에

서 토양 침식에 가장 취약한 지역을 RUSLE모형을 통해 밝 냈다.

한,박의정 등(2005),조홍래,정종철(2005),박윤식 등(2008)은

RUSLE모형과 함께 각각 MUSLE 모형과 SEDD 모형,SATEEC

모형을 이용하여 연구지역의 토양 침식량을 비교 평가하 다. 한

Jungetal.,(2004)와 정강호 등(2005)은 국을 상으로 RUSLE에

이용되는 각 인자의 범 를 제시하고 논과 밭의 침식량을 각각 분

석하 다.

이와 같이 RUSLE모형으로 토양 침식량이나 침식 취약지역 분석

에만 이용하지 않고 정 상 등(1999),이근상 등(2001),정강호 등

(2004),김민경 등(2010),정유경 등(2014)은 RUSLE에 이용되는 변

수 산정에 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한 박지상,김건하(2006),

이민부 등(2008)은 토지이용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토양 침식량을 분

석하기 하여 RUSLE 모형을 이용하 고,황창수 등(2010)은

RUSLE모형을 통해 낙동강 유역에서 침식되는 토양입자가 하구지

형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그러나 RUSLE모형의 구동에 필요한 강우,지형,토양,식생피복

등의 인자들을 구하는 방법이 수십 년 동안 수정 개발되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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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합한 인자 계산 방법을 연구하

고 이를 실제 토양 침식량과 비교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토양 침식을 평가하는 모형은 실험실 내 설계방법과 물리 측정

방법과는 다르게 침식의 공간 분포에 한 정보를 제공해 수

있지만 한계 도 분명 존재한다.먼 모형의 개발에 기반이 되는

연구지역 이외의 지역에 용했을 때,침식량에 한 정확도가

히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Mortlock,1998)입력 자료의

정확도에 의해 측력이 결정되기 때문에(CrokeandNethery,2006)

자료 의존성이 높다는 단 이 있다. 한 토양 침식 추정 모형들은

마다의 물리식 혹은 경험식을 기반으로 사면 혹은 유역 단 의

토양 침식량을 측하고 추정하는 것이므로 연구 지역에서 발생하

는 이고 정확한 토양 침식량이 아닌 추정 값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토양 침식 모형을 이용한 추정에는 분명히 오류

가 존재하고(Tiwarietal.,2000;Takkenetal.,2005)그에 따라 실

제 발생하는 침식량을 정확히 측하고 있다고 확신해선 안 될 것

이다. 한 외국의 사정에 맞게 개발된 침식 모형은 그 자체로 국내

의 용가능성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그러나 침식 모형을 용한

국내의 많은 연구들은 선택 구동한 모형의 결과에 해 비

시각을 갖고 재고하거나 결과를 보정하는 과정없이 수치 그 로 해

석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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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방사성 동 원소 137Cs분석 방법

앞서 살펴봤듯이 토양 침식을 연구하는 실험실 내 설계방법이나

물리 측정 방법들은 토양이 가지는 공간 인 배경을 고려하지 못

함으로써 토양의 침식․이동․퇴 의 메커니즘을 살펴볼 수 없고,

분리된 토양입자가 하천이 아닌 다른 유역으로 유실되지 않는 유역

단 의 스 일에 용하기 어렵다는 문제 이 있다.이와는 다르게

토양 침식 추정 모형을 이용한 연구 방법의 경우,퇴 물들의 공간

인 배경을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지만 토양 침식량이 실측을 통

해 얻어진 인 양이 아닌 공식을 통한 측 추정량이라는

단 이 있다.

이와 같은 한계 들은 방사성 동 원소인 137Cs를 이용한 토양 침

식 추정 기법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다(Mabitetal.,2014).

137Cs를 이용한 토양 침식 연구 방법은 토양 유실의 공간 인 변이

(spatialvariability)와 그 정도(maginitue)를 연구할 수 있다(Poreba

et.al.,2003). 한,Walling and Quine(1991),Wallbrink and

Murray(1993),Olleyet.al.(1993)등은 137Cs를 이용한 토양 침식 연

구 방법을 유역단 에 용 가능하기 때문에 퇴 물(sediment)의 근

원(source)을 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즉,다른

여러 방법들과는 다르게 137Cs을 이용한 토양 침식 연구 방법은 토

양의 흐름에 한 공간 배경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토양의 침

식과 퇴 지역을 구분할 수 있으며,반감기를 갖기 때문에 단기

기간의 토양 재 분포율을 분석할 수 있다. 한 토양 시료 채취를

통한 분석 방법이기 때문에 실측을 통한 토양 침식량을 살펴

볼 수 있는 장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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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Cs을 이용하는 방법이 침식 연구에 이용될 수 있는 이유는 137Cs

의 분포 이동 특징 때문이다.유역의 137Cs분포에 향을 미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다.137Cs은 주로 기로부터 직 으로 토양

에 흡착되거나 식생이 흡수하고 토양에 이시키거나 죽은 후 부패

하는 과정에서 토양으로 흡착된다(RogowskiandTamura,1970).

한 물과 바람 등의 여러 원인들로 인해 토양입자가 침식되고 퇴

되는 과정에서 137Cs도 같이 이동하게 된다(RitchieandHenry,

1990).

그림 2-1137Cs의 이동 순환 과정

(RitchieandMcHenry,1990수정)

사면 혹은 유역의 137Cs분포는 기 속에 존재하는 137Cs낙진이

식생 혹은 토양으로 흡착하면서 시작된다.토양 속의 137Cs은 기로

부터 강하게 흡착되고 식생으로의 이 사후 부패의 과정을 거

치기도 하면서 축 된 후,토양 입자의 침식․이동․퇴 에 의해 재

분포(redistribution)된다. 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토양으로부터 작



- 20 -

물에 이된 137Cs양은 무시해도 될 만큼 미비한 수 이라는 이

다(Davis,1963;Dahlmanet.al.,1975).즉,유역에 분포하는 137Cs은

침식과 이동,퇴 혹은 경작활동 등의 인 교란,홍수 등의 자

연재해와 같은 물리 인 로세스가 가장 큰 향을 미치므로 137Cs

을 통한 토양입자의 추 이 가능하다.

토양 침식 측정을 한 137Cs방법은 1960년 부터 용되기 시작

하여(Yamagataet.al.,1963;RogowskiandTamura,1965) 재까

지도 토양의 침식과 퇴 에 한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그림 2-2북반구의 137cs낙진 연간 변화량

(Cambrayet.al.(1989)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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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부터 60년 까지 지구 으로 활발하게 진행된 규모

핵 폭발실험으로 생성된 137Cs은 기에 머물다 오랜 시간에 걸쳐

강우에 의해 지표면에 낙하하면서 토양에 흡착된다(Bishopetal.,

1991).그림 2-2는 북반구에 속하는 국가에서 검출된 연도별 137Cs

농도를 나타낸 그림이다.137Cs은 1954년 처음으로 검출되었으며

1963년도에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이 후 80년 ․후반에

체르노빌 원 사고로 인해 137Cs검출 농도가 상승한 모습이 나타

난다(UNSCEAR,2000).

낙진 형태로 지표면으로 강하하는 137Cs은 토 물 유기물 등

의 토양입자와 강하게 흡착한다(RitchieandMcHenry,1973).흡착

된 137Cs은 토양입자와 함께 매우 느리게 이동하며,육상 해상으

로 유입되어 퇴 되기도 한다(Tamura,1964;RitchieandMcHenry,

1990).

137Cs을 이용한 토양 침식 연구방법은 시료 채취 지 과 기 지역

의 137Cs 총량(inventory) 비교를 기본으로 한다(Ritchie and

McHenry,1990).연구에 설정되는 기 지역은 그 지역의 137Cs총

량을 표하기 때문에 기 지역은 토양의 침식과 퇴 의 향을

가장 게 받는 지역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다음으로 연구 지역의

토양 시료를 채취하여 채취한 토양 내 137Cs총량이 선정된 기 지

역의 137Cs총량보다 을 경우 침식이 우세한 지역으로,그 반 일

경우 퇴 이 우세한 지 으로 단할 수 있다(Poreba,2006).이와

같은 137Cs기법은 RogowskiandTamura(1965,1970),Ritchieand

McHenry(1990,1995),WallingandQuine(1993,1995)등 여러 학자

에 의해 북반구의 여러 나라,여러 환경에서 용되었고 그 합당성

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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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Cs를 이용한 토양 침식 연구 방법은 몇 가지 가정을 필요로 한

다.Brownet.al.(1981)은 137Cs기법에 필요한 몇 가지 가정을 다음

과 같이 정리하 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가정 하에 수행되었다.

첫째,1953년 반부터 기권 핵실험의 결과로 137Cs의 낙진이 계

속되고 있다.

둘째,137Cs은 연구 상지 표토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고정되거나

흡착된다.

셋째,낙진 형태로 지표에 도달하는 137Cs은 기에는 상지역

면 에 고르게 분포되며 특정 지역에 집 되지 않는다.

넷째,침식된 토양입자가 퇴 하는 지역으로 운반될 때 토양 입자

크기에 따른 이동속도에는 차이가 없다,

다섯째,식물체로 이되는 137Cs농도는 미미하며,연구 상지

체에 걸쳐 고르게 발생한다.

137Cs을 이용한 토양 침식 연구는 Yamagataet.al.(1963)으로부터

시작되었다.이 연구에서 유역 내의 137Cs와 90Sr손실이 유출에 의

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토양 침식 추 자(tracer)로써 137Cs의

역할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Tamura(1964)는 미

국 테네시(Tennesse)주에 실험구를 설치하고 토양에 137Cs를 추가

시켜가며 연구를 진행한 끝에 137Cs의 유실과 토양 유실 간의 강력

한 상 계를 밝 냈다.그 뒤에도 RogowskiandTamura(1970)는

지표유출에 의한 137Cs의 이동과 토양 침식과의 계를 증명했으며,

토양 입자로의 강력한 흡착도 확인하 다.뿐만 아니라 Tamura

andJacobs(1960),Schulzet.al.(1960),Davis(1963)등은 토양 입자

와 137Cs의 흡착에 한 연구를 진행하 으며 Dumat and

Staunton(1999)등에 의해 유기물과의 흡착도 연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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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Ritchieet.al.(1974)는 137Cs를 이용한 토양 침식량과 경험기

반 모델 USLE를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강력한 상 계를 밝 냈

다.그들은 이후 미국의 소유역을 상으로 137Cs의 분포를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의 개발 가능성을 시사했다.1980년 에는 Brownet.

al.(1981)을 필두로 McHenryandBubenzer(1985)등이 토양 단면

(soilprofile)에 존재하는 137Cs와 퇴 에 한 연구를 진행했다.

1990년 이후에는 137Cs를 이용한 다양한 침식 연구도 이루어졌다.

Sutherland et al.(1991)을 시작으로 Yan et.al.(2001),Liet

al.(2005)은 137Cs을 이용한 물에 의한 침식과 바람에 의한 침식을 비

교․연구했고 Lobbet.al.(1995),Quineet.al.(1999),Schulleret.

al.(2003)등은 경작지의 137Cs분포에 한 연구를 진행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137Cs을 통한 토양의 공간 분포에 한

연구가 많은 이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연구가 거

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국내의 137Cs에 한 연구의 부분은 토양과

의 흡착 거동에 한 연구(엄수길 등,1986;엄철홍,1990;이명

호 등,1995;차 주 등,2004;한상 ,2004;천경호,2005;장공만

등,2006)이고 이 외에 식물로의 이(최용호 등,1997;강태우 등,

2001)에 한 연구,토양 오염에 한 연구(원휘 등,1999;박욱량

등,2013)이다.

137Cs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침식과 퇴 을 연구한 문헌도 존재한

다.먼 Menzeletal.,(1987)은 인천,수원, 산, 양의 경작지와

퇴 지 등 총 25개 지역의 토양 시료 채취를 통해 137Cs을 이용한

연 평균 침식량을 산정하 고 그 결과 평균 13ton/ha/yr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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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 있다. 한 김계훈(1995)은 137Cs이 검출된 퇴 층을 기 으로

남 해남의 산수 수지의 연간 퇴 률(1.56cm/yr)을 분석하 다.

한 고석형(2010)은 137Cs을 이용하여 제주도 한라산 백록담의 1963

년도에 발생한 퇴 량을 산출하고 63년 이후 형성된 퇴 단면을 추

정하 다.이와 같이 국내에서 137Cs을 이용한 침식 퇴 에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에서도 한 해 발생하는 실제

침식량과 그 공간 분포를 악한 연구는 80년 이후로 이루어지

지 않았다.

2.3.기존 침식연구방법의 한계 과 극복 방안

기존 토양 침식에 한 연구방법들은 실험실 내 설계방법과 물리

측정방법,토양 침식 추정 모형을 통한 측정방법 등 크게 세 가

지로 나 수 있다.실험실 내 설계 방법은 자연 상태에서는 얻기

어려운 자료를 상 으로 쉽게 얻을 수 있고 재생산할 수 있으며

각각의 변수를 비교․평가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물리 측정

방법은 실제 토양의 침식량을 산출할 수 있으며 다양한 환경에

용가능성이 높다는 장 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두 방법은 실제 사면이나 유역에의 용가능성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침식과 퇴 의 공간 배경에 해 설명하지 못

하여 그 결과,침식에 더 많은 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그 정도에

한 연구에 을 맞추어 왔다.그리하여 이 방법들로는 유역 내

부에서 토양이 침식되고 이동하여 퇴 되는 공간 분포를 살펴볼

수 없다.

토양 침식 추정 모형을 이용하는 연구방법은 앞선 실험실 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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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과 물리 측정 방법이 가지는 공간 분포에 한 한계 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마다의 물리식 혹은 경험식을 기반으

로 토양 침식량을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 지역에서 발생하는

실제 이고 인 토양 침식량은 아니다.

의 세 가지 방법들이 가지는 한계 들은 방사성 동 원소 137Cs

를 이용한 토양 침식 연구방법으로 부분 으로 극복가능하다.137Cs

를 이용한 연구 방법은 실험실 내 설계방법과 물리 측정 방법에

서 설명하지 못하는 토양 입자의 공간 배경 즉,토양의 침식,이

동,퇴 이라는 공간 분포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토양 유실의

공간 인 변이와 그 정도를 연구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유역 단

에 용이 가능하고 토양 시료 채취를 통한 분석 방법이기 때문에

토양 침식 모형을 이용하는 연구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유역 내

의 토양 침식량을 살펴볼 수 있는 장 이 있다.

본 연구는 국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국내에서는 용 사례가 드문 방사성 동 원소를 이용하여 60년

이후 한 해 평균 실제로 발생하는 토양 침식량을 산정하고 이를 토

양 시료 채취 지 별로 악하여 우리나라 소유역에서 발생하는

토양 침식의 공간 인 분포형태를 악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한

이를 국내․외에서 리 사용하고 있는 토양 침식 추정 모형과 비

교해 으로써 외국의 경험식과 모형의 보정 차 없이 용 해

석되고 있는 침식 연구의 반 인 행태에 비 시각을 갖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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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지역 방법

이 장에서는 방사성 동 원소 137Cs를 활용한 토양 침식량 산

정기법에 해 살펴보고 이와 비교할 수 있는 기존의 토양 침식 추

정모형 RUSLE(Revised Universal Soil Loss Equation)와

USPED(UnitStream Power-based Erosion/Deposition)에 필요한

자료 구축을 목 으로 한다.이를 해서 먼 연구지역을 선정하고

토양을 채취 한 뒤,방사성 동 원소 137Cs의 분석을 실시하 으며

두 토양 침식 추정모형을 구동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 다.

두 모형을 선택한 이유는 RUSLE는 범용성이 매우 높아 국내․외

침식 모형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형으로 그 용가능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단하 고,USPED 모형은 RUSLE와

다르게 물리식 기반의 모형이고 RUSLE의 매개변수를 공유할 수 있

어 입력 자료 변수에 따른 차이를 통제하고 모형의 결과를 비교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 다. 한 이 두 모형은 침식 퇴 의

공간 분포를 그리드 셀 단 로 확인할 수 있어 공간 분포 양상

을 악하기 용이하다.

3.1.연구지역

연구지역은 강원도 평창군 상진부리 주변지역으로 동경 128°32‘

48’‘-128°33’10‘’,북 37°40’16‘-’37°40‘35’‘사이에

치해 있다.남한강상류 오 천 유역에 속하는 연구 지역의 행정

치와 지형기복은 그림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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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연구지역의 치와 지형기복

3.1.1.연구 지역 선정 기

이 지역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 번째는 기

지역(Referencesite)설정의 편의성이다.방사성 동 원소로 토양

침식량을 추정하는 기법에서 가장 요한 은 기 지역(Reference

site)를 하게 선정하는 것이다(WallingandQuine,1991).기

지역을 선정하는 조건은 핵실험 발생 이후부터 인 훼손이나 교

란이 매우 거나 일어나지 않은 곳,침식과 퇴 에 향을 게 받

는 상 으로 평평한 곳,연구지역과 비슷한 연평균 강우량을 보이

는 지역,다른 토양 채취 지 들과 지질 조건이 같은 지역이다

(Poreba,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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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선정된 연구지역의 산지는 경사가 하고 식생이 높

은 도로 조성되어 있으며 산로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로 인 인

향이 상 으로 심하지 않다. 한 주변 마을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 인간의 왕래가 다.이러한 이유로 다른 지역에 비해 인

교란이 거의 없는 기 지역을 선정하기 용이하다고 단할 수 있

었다. 한 실제 농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지역에는 토지의 생산

성을 높이기 하여 일반 으로 행해지는 객토(客土)작업을 하지 않

은 것으로 확인되어 경작지도 방사성 동 원소 기법에 필요한 조건

을 충족할 수 있었다.

한 연구지역은 체 인 토양 채취 작업이 가능한 단일 소유역

단 에서 산지와 경작지가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토지피복에 따른

침식량의 차이를 악하기 용이하다.토양 입자의 공간 분포를 살

펴보기 한 지형 단 의 다양성도 요 선정 기 이 되었다.연구

지역은 산지와 경작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형단 를 부분 포함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에 따른 침식량의 공간 분포를

악할 수 있다.

3.1.2.연구 지역의 지리 조건

(1)지형

연구지역은 북부,서부,남부의 산지가 평탄지를 둘러싸고 있는 단

일 소유역에 해당한다.연구지역의 해발고도는 최 700m에서 최고

870m까지 분포하고 있으며,평균고도는 약 769m로 고지 에 치

한다(그림 3-2). 한,연구지역은 최 0°에서 약 54°까지의 경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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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를 보이며 평균경사는 22.04°1),표 편차는 10.95이다.그림 3-3

의 경사 분포도를 통해 높은 경사의 산지와 완만한 경사의 평탄지

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다.

그림 3-2연구지역 해발고도 그림 3-3연구지역 경사도

(2)기후

연구지역이 속한 평창군은 1,000미터 이상의 높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는 내륙 고원지 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기온의 교차가 심한

륙성 기후가 나타난다. 한 1981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후 측 자

료에 따르면 연구지역 일 는 연평균 기온 6.6°C,평균 강수량

1,898mm를 보이고 있다.연구지역은 우리나라의 표 인 다우지인

령과 해있는 지역으로 평균 강수량이 높은 편이다.

1)ESRI사의 ArcMap10.1을 이용하여 연구자가 직 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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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

온
-7.7 -5.5 -0.5 7.0 11.9 15.7 19.1 19.1 14.1 8.3 1.9 -4.4

강

수
62.6 53.6 75.6 89.5 122 201 326 420 307 124 76.9 36.8

표 3-1연구지역의 기온 강수량 (1981-2010의 연평균값)

(출처:기상청 국가기후 자료 센터(http://sts.kms.go.kr),

단 :°C,mm)

그림 3-4연구지역의 월별 기온․강수량 분포 (자료 출처: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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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토지이용/토지피복

그림 3-52007년 토지피복

연구 지역은 산림과 밭으로 나뉘는 단순한 토지이용 형태를 보이

고 있다.이를 환경부(2007)가 개정한 토지피복도를 이용하여 정량

으로 살펴보면 연구 지역 밭은 약 30%에 해당하는 6.56ha를,

산림2)은 약 70%인 14.59ha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3-5).

2)연구에 이용된 토지피복도(환경부,2007)는 분류로 침엽수림과 혼효림이 각각

62%,8%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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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지역의 토지이용 역사를 살펴보기 하여 국토교통부가 제공

하는 5년 단 의 토지피복도를 1975년부터 2000년까지 비교한 그림

과 표는 다음과 같다(그림 3-6,표 3-2).시간이 흐를수록 체로 산

림면 은 감소하고 농경지 면 은 늘어난 것으로 연구 지역은 경작

지의 확보를 해 산지를 인 으로 개간해온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수역 - - - - - -

시가화

지역
- - - - - -

나지 - - 0.36 0.45 0.36 0.54

습지 - - - - - -

지 - - 0.40 0.51 0.40 0.40

산림 14.13 14.56 13.39 12.85 13.39 13.03

농경지 7.01 6.59 7.00 7.34 7.00 7.18

표 3-21975년부터 2000년까지 연구지역의 토지피복 별 면

(단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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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연구 지역의 토지피복 변화(왼쪽 상단부터 1975년)



- 34 -

(4)토양

연구지역의 토양은 국립농업과학원의 흙토람(2014년 열람)에 따르

면 4가지 토양이 나타난다.먼 월정통(WjE)은 사양질계 암쇄토로

유기물 함량이 많은 양토 내지 사양토에 속한다.토심은 50∼

100cm 범 로 토양 반응은 강한 산성 내지 약한 산성이 나타난다.

모재는 화강암의 잔 층으로 경사가 하고(주로 30∼ 60%)해발

고도가 높은 한냉습윤한 고산악지에 분포한다.이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지만 주로 60∼ 100%의 경사지에 나타나는 월정통2(WjF)도

분포하고 있다.무이통(MuD)은 사양질계 퇴 토로 자갈함량이 높은

양토에 속한다.모재는 화강암 화강편마암의 붕 층으로 산악지

에 주로 분포한다.토심은 50∼ 100cm 범 이며 10∼ 35%의 자

갈함량을 지니며 강한 산성 내지 약한 산성의 토양반응을 띈다.표

토가 두껍고 유기물 함량이 1%이상으로 어두운 색을 띈다.신불통

(SiD)은 사양질계 갈색삼림토로 미사질양토 혹은 양토에 속한다.모

재는 화강암의 붕 층이고 높은 산록부분의 경사지에 분포한다.토

심은 50∼ 100cm 범 이며 자갈 내지 돌의 함량이 35∼ 90%정도

로 매우 높다(그림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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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연구지역의 토양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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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연구방법

3.2.1.토양 시료의 채취 처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토양 침식의 공간 분포를 모의하는 목 이 있으

므로 시료 채취 지 의 수는 산지지역과 경작지지역이 비슷하게 설

정하 고 연구지역의 여러 사면이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소유역

체를 상으로 채취 계획을 설계하 다.이에 따라 총 7개의 트랜

섹트(transect)를 설정하여 계곡부와 능선부를 모두 포함시켜 지형

단 의 다양성을 고려하고자 하 다(그림 3-8).

그림 3-8기 지역의 치와 토양시료 채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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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시료 채취는 2014년 6월∼8월까지 실시하 으며 지름 5cm,

깊이 30cm의 알루미늄 튜 를 제작 이용하 다.채취 에 분해

되지 않은 유기물을 제거하 으며 지표에서 20cm까지의 토양을 채

취하 다.HeandWalling(1996)은 교란되지 않은 토양은 일반 으

로 표토에 가장 높은 137Cs농도를 보인다고 밝혔고 경작지 토양은

경작에 필요한 인 인 혼합작용에 의해 토양층 체에 고른 137Cs

분포양상을 보인다고 했다.이에 따라 산지와 경작지 모두 표토

20cm의 범 에서 137Cs이 검출될 것이라 단하 다.

채취한 토양 속 137Cs총량과 토양 특성의 일반성을 확보하기 하

여 첫 시료 채취 지 에서 반경 1m 이내의 다른 지 을 선정하여

같은 방법으로 채취하여 2반복하 다.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71개

의 시료를 채취하 고 토양 시료는 채취 직후 하여 분석 직

까지 냉동 보 하 다.

137Cs를 이용한 토양 침식 기법에서 핵심이 되는 기 지역은 해

당 조건에 맞춰 연구지역에서 가장 높고 평탄한 지역으로 총 두 곳

을 설정하 다.기 지역은 연구지역 남서쪽의 해발고도 870m 지

과 북쪽의 해발고도 835m에 해당하는 지 으로 연구자의 단과

지역 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인간의 출입이 거의 없고 해발고도가

주변 지역에 비해 높으며 침식 퇴 에 향을 받지 않는 평탄한

지역을 설정하여 채취하 다.기 지역의 토양 채취는 산지와 경작

지에서 행한 여타 다른 시료 채취와는 다르게 반경 1m 이내에서 총

3번씩 채취하여 합한 후 분석하 다.

채취한 토양은 바로 하여 실험실로 운반하 으며 채취한 모든

지역은 SOKKIA社의 DGPS(Diffetential Global Posit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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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장비를 이용하여 치를 기록하 다.채취된 토양 시료는

풍건시킨 후,2mm 토양 표 망 체로 체질한 후 아주 미세하게 분쇄

하여 의뢰하 다.137Cs방사성 동 원소 분석은 한국기 과학연구원

오창센터 환경과학연구부에 의뢰를 맡겨 수행하 다.

3.2.2.137Cs를 이용한 토양 침식량 산정 방법

137Cs분포의 특징을 이용하여 토양의 침식 혹은 퇴 량을 정량화

하기 하여 지 까지 많은 경험식 기반의 모형과 물리식 기반의

토양 침식 모형이 개발되어 왔다.경험식 기반 모형은 137Cs손실과

토양입자 이탈 사이의 계를 설명하기 해 개발되었으며 침식이

일어나는 지역의 137Cs손실과 토양 손실의 동시 측정을 기반으로

한다.이러한 경험식 기반 모형은 상 으로 이용하기 쉽지만 여러

한계 들을 가지고 있다.먼 경험식 기반 모형은 작은 실험구 안

에서 세워진 계에 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의 용이

어려울 수 있다(Ritchieet.al.,1974;RitchieandMcHenry,1975).

한 137Cs를 이용하는 경험식 기반 모형은 왜곡되지 않은

(undistributed)산지와 같은 지역과 안 왜곡이 발생한 경작지

(cultivated)지역에 같은 모형이 용된다는 한계 이 있다.이러한

문제는 두 지역에서의 137Cs이 분포하는 깊이가 달라 경작지 지역에

서 토양 침식을 과소추정하고 왜곡되지 않은 지역의 토양 침식을

과 추정할 수 있다(Ritchieand McHenry,1973;Walling and

Quine,1990;Porebaet.al.,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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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식 기반 모형의 한계 을 극복하기 해 개발된 물리식 기반

모형들은 일반 으로 교란이 발생한 지역과 교란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을 따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모형을 용한다.교란이 발생한

경작지 지역에 용하는 물리식 기반 모형의 표 인 는 비례

모형(proportionalmodel),질량 균형 모형(massbalancemodel),선

택 흡착 모형(selectivesorptionmodel)이 있다.본 연구에서는 비

례모형으로 경작지의 토양 침식량을 계산하 다.비례 모형(De et

al.,1983;Kachannoski,1987)은 경작층(ploughlayer)내의 137Cs는

고르게 혼합되어 있다고 가정하며 토양 침식은 137Cs손실과 비례하

다고 본다.비례 모형의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De,etal,1983) <공식 1>

  연간 토양 유실량(t/ha/yr)

  토양의 용 도(km/m3)

  경작층의 깊이(m)

  137Cs총량의 손실 비율(

 
×)

  referencesite내
137Cs총량(Bq/m2)

  토양 시료 채취 지 내 137Cs총량(Bq/m2)

  137Cs축 이 발생한 이후 경과 시간(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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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란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용하는 모형은 경작지에 용하는

모형보다 그 수가 다.이는 농업 로세스와 같은 인 인 혼

합작용이 없기 때문에 137Cs의 수직 분포가 단순하기 때문이다(He

andWalling,1997;Porebaet.al.,2003). 표 으로 토양 단면 분

포 모형(profiledistributionmodel)과 분산 모형(diffusionmodel)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토양 단면 분포 모형을 이용하여 산지 지역

토양의 침식량을 계산하 다.토양 단면 분포 모형은 교란이 발생하

지 않은 지역의 토양에서 토심이 깊어질수록 137Cs이 감소한다고 가

정하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성된다.







 (WallingandQuine,1990) <공식 2>

  연간 토양 유실량(t/ha/yr)

  토양 시료 채취 년도

  137Cs총량의 손실 비율(

 
×)

  relaxation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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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토양 침식 추정 모형을 이용한 토양 침식량

산정 방법

본 연구에서는 경험기반 모형의 표 인 기법이자 가장 많은 연

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 인 RUSLE와 이와 같은 매개변수를 이용

하여 토양의 침식 퇴 량을 산정할 수 있는 USPED(Unit

Stream Power-basedErosionDeposition)를 심으로 연구지역의

토양 침식을 추정하 다.

(1)RUSLE(범용토양유실공식,RevisedUniversalSoilLoss

Equation)

USLE 모형은 농업지역의 토양 침식량을 산정하기 하여

WischmeierandSmith(1965)에 의해 약 15,000개의 실험구를 기반

으로 산정된 경험식 기반 모형이다.이후 USDA(1996)은 해당 실험

구 이외에도 범 하게 용할 수 있도록 기후인자의 수정,토양

침식성 인자 개발,지형인자에 한 수정 식생인자 산정을 한

계산 과정 개발 등을 추가한 개정범용토양손실공식(RUSLE:

RevisedUniversalSoilLossEquation)을 발표하 다.RUSLE모형

은 아래의 식과 같이 총 5개의 인자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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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공식 3>

 (Annualsoilloss):연평균 토양유실량(ton/ha/yr),

 (Rainfallandrunofferosivity):강우침식인자(J/m2),

 (Soilerodivility):토양 침식인자(ton/ha/R),

 (SlopelengthandSlopesteepness):사면경사길이 경사

인자(무차원)

 (Covermanagement):식생피복인자(무차원)

 (Supportpractice):토양보 책인자(무차원)

① 강우침식인자(R)

토양 침식에 향을 미치는 여러 인자들 에는 강우,기온,바람

등의 기후인자들이 있다.이들 에서 가장 직 인 향을 미치는

강우 강도는 토지로부터 입자를 분리시키고 강우의 흐름은 토양입

자를 이동시킨다(송성태,2007).USLE모형은 정상 년도의 강우 강

도와 정도를 기 으로 토양 침식량을 산정하도록 개발되었으며,

RUSLE모형의 경우에서도 USLE모형의 강우침식인자(R)를 구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이용한다.

이러한 강우침식인자를 산정하기 해 개발된 계산식은 여러 가지

가 있다.그 에서 토양 침식 측에서 강우가 마치는 향을 가장

하게 표 하는 방법이라고 평가(Morgan,2005)받는 방법은 강

우의 운동에 지(kinetic)를 이용하는 것이다.Roose(1975)는 토양

침식량과 강우 사이의 계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강우침

식인자를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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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2>

<공식 3>

 :강우침식인자 (MJ/ha․mm/hr)

 :강우에 지 (MJ/ha)

:30분 최 강우강도(mm/hr)

 :강우의 단 운동에 지(MJ/ha/mm)

∆ :강우지속 시간간격 당 강우증가량(mm)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노재경,권순국(1984)과 국립방재연구원

(2009)의 연구에서 국내 용성을 검토한 결과,강우자료 범 의 제

한성이 드러났고 특히 산지에의 용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 Roose(1975)의 방법은 시간단 강우량,강우의 단 운동에 지

와 같은 세부 인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평균

강우량으로 강우침식인자를 계산할 수 있는 Toxopeus(1998)의 방법

을 이용하 다.Toxopeus(1998)이 제시한 식을 통해 구할 수 있는

강우침식인자는 정필균 등(1983)의 연구에서 제시한 국내의 강우 침

식선도와 유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내의 용가능성이 확인되

었다(김태 ,2005).Toxopeus(1998)가 제시한 식은 다음과 같다.

× <공식 4>

 :강우침식인자 

 :연평균 강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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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토양 침식인자(K)

토양 침식인자(K)는 토양이 강우에 의한 침식에 해 항하는 능

력을 나타내는 척도로 토양입자 성분,구조,공극률,유기물 함량,자

갈 함량 등에 의해 결정된다.

토양입자의 경우 토양입자가 크면 강우에 의해 쉽게 침식될 수 있

으나 이동에는 큰 운반능력이 필요하고 토양입자가 작은 경우는 상

으로 쉽게 침식되지 않으나 이동이 쉽게 이루어지므로 토양입

자는 토양 침식성(Soilerodivility)에 큰 향을 미치게 된다. 한

토양의 특성 투수 능력도 침식에 요한 향을 미친다.

이러한 토양 침식인자(K)를 산정하기 해 Wishmeier and

Smith(1965)는 삼각형 도표를 제시하 고 Erickson(1977)은 이를 보

완하여 0.02∼ 0.69의 범 를 갖는 토양 침식인자를 제시하 다.실

트와 미세사의 구성비가 70%이하인 경우 Wischmeier의 토양 침식

인자 추정 공식은 다음 <공식 4>와 같다.

   ×       <공식 4>

 :(실트 +미세사의 %)×(100- 토의 %)

 :유기물 함량(%)

 :토양구조코드(1∼ 4)

 :투수등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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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나라의 토양은 자갈 함량이 많아 이에 한 보정이 필

요하다(정 등,1999).이에 Box(1981)이 제안한 <공식 5>를 이용하

여 보정할 수 있다.

  ×  ×   <공식 5>

 :자갈의 피복효과를 고려한 토양침식성 인자

 :자갈함량(%)

본 연구에서는 국립농업과학원이 밝힌 우리나라 토양통 별 토양침

식성인자를 이용하 다.무이(Mu)통은 연구지역의 경작지에서 나타

나는 토양통으로 국립농업과학원은 자갈을 고려했을 때 토양침식인

자를 0.12로 밝히고 있으며 월정(Wj)통은 0.08로 제시하고 있다.

③ 지형인자(LS)

RUSLE에서 지형인자 LS는 침식사면의 길이인자(L)와 경사인자

(S)로 구분된다.길이인자(L)는 한정된 구역 내에서 흐름이 시작되

는 한 지 으로부터 완만한 경사변화로 인해 흐름이 집 되어 퇴

이 발생하는 지 까지의 수평거리로 정의되고,경사인자(S)는 주로

백분율(%)경사도로 표 된다(Remortelet.al.,2003).

RUSLE에서 지형인자 LS는 경사 길이 22.13m,경사 9%인 표

조사구 상태일 때 LS값은 1.00이 된다.이 후 표 경사길이와 표

경사와 비교하여 상 인 변화에 의해서 지형인자 값을 계산한다.

RUSLE에서 제시한 사면 길이인자(L)을 산정하는 식은 <공식 6>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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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Fosteret.al..(1977)은 사면길이의 멱지수를 산정하기 하여

세류(rill)침식의 비와 연 지어 <공식 7>을 제안하 고,McCool

et.al.(1989)은 토양이 세류와 세류 간(interrill)침식에 모두 향

을 받는 것을 가정하여 세류와 세류 간 침식 비를 <공식 8>로 산

정하 다.

  
 



  



 sin   
sin

<공식 6>

<공식 7>

<공식 8>

 :수평길이(m)

 :사면길이 멱지수

 :세류와 세류 간 침식 비

 :사면의 경사각

이 후 FosterandWischmeier(1974)는 복잡한 경사지가 나타나는

지역에서 경사가 일정한 구간을 나 어 지형인자를 산정하는 <공식

9>를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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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9>

 :j번째 사면길이 인자

 :경사지 최상단으로부터 j번째 하단까지의 거리

 :사면길이 멱지수

DesmetandGovers(1996)는 FosterandWischmeier(1974)가 제안

한 <공식 9>를 바탕을 GIS환경에서 지형인자를 산출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DesmetandGovers(1996)는 복잡한 지형 를 흐르는

유수의 흐름도 역시 복잡한 형태를 보이는 것에 착안하여 단일흐름

방향 알고리즘보다 흐름의 분산성을 구 할 수 있는 다 흐름방향

알고리즘을 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은 식을 제

안하 다.

 

 × × 

  
    



  sin  cos

<공식 10>

<공식 11>

 :각 격자의 길이인자

 :격자에 유입되는 상류기여면 (upslopecontributingarea)

 :래스터 격자 크기

 :흐름방향에 직교하는 등고선 길이

 :격자의 방향

그러나 국립방재연구원(2011)의 연구에 따르면 상기한 식을 통해

사면길이인자(L)를 계산할 때,최 한계치를 설정하지 않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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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사면경사 길이가 과 산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

한계치를 용하여 최 사면길이를 설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

다.장 률(2002)의 연구는 이를 정량화한 것으로 최 사면길이를

설정하지 않을 때와 60m,120m로 설정했을 때를 비교하 고 그 결

과 120m로 설정했을 경우가 지형 인 특징을 가장 잘 표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 RUSLE매뉴얼에서도 최 사면길이를 400ft,

약 120m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최 사면길이를 120m로 제한하여 사면길이인자를 산정하는 것이

합하다고 단하여 용하 다.

사면경사인자(S)의 경우 술한 바와 같이 사면경사 9%를 기 으

로 하며 RUSLE매뉴얼에서도 다음의 <공식 12>를 용하도록 권

고하고 있다.그러나 사면길이가 약 4.6m(15ft)를 넘지 않을 경우,

용할 수 없으며 <공식 13>을 통해 사면경사인자를 산출해야 한

다(McCoolet.al.,1987).

  sin    ≤ 
  sin    ≻ 

  sin  

<공식 12>

<공식 13>

 :사면경사(°)

 :사면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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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식생피복인자(C)

지역 내의 식생피복인자 값은 식생의 종류,식생이 성장하는 상태,

식생의 도 등에 의하여 좌우된다. 도가 높은 피복상태는 강우

운동에 지를 감소시키거나 유속을 감소시켜 토양입자의 이동에

향을 미치고,토양공극을 증 시켜 침식에 항하는 능력을 높인다.

뿐만 아니라 식물의 증산작용과 토양 내 미생물들의 활동을 증 시

키기 때문에 토양 내 수분함량을 감소시켜 토양 침식에 항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NDVI와 같은 상 자료를 통해 식생피복인자(C)를

산정하는 방법이 아닌 환경부가 2007년 제작한 국 토지피복도를

이용하 다.토지피복도는 도시지역,농경지,산림지역,도로,수면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인 인 변화가 많은 도시지역이나 도로

를 제외하면 식생과 한 계를 갖고 있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92).

본 연구에서는 박경훈(2003)이 기존의 연구를 정리한 값을 활용하

다.박경훈(2003)은 국내․외의 문헌을 토 로 국내 상황에 합

한 식생피복인자(C)를 산정하 으며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분류의 토지피복 유형별 값을 산정하 기 때문에 이를 인용하여

식생피복인자를 계산하 다.박경훈(2003)이 제시한 식생피복인자는

다음 표 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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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Cfactor 토지이용 Cfactor

농

업

논 0

도

심

지

역

도

낮음
0.002

밭 0.24
도

높음
0.001

과수원 0.2
공업

지역
0.000

산

림

침엽수림 0.004
도로/

철도
0.000

활엽수림 0.009
수

계
하천, 0

혼합림 0.007
지 0.05

기타 0

표 3-3토지이용별 Cfactor

출처:박경훈(2003)일부 수정

경사(%) 등고선 경작
등고선

상 경작
테라스 경작

0.0∼ 7.0 0.55 0.27 0.10

7.0∼ 11.3 0.60 0.30 0.12

11.3∼ 17.6 0.80 0.40 0.16

17.6∼ 26.8 0.90 0.45 0.18

26.8이상 1.00 0.50 0.20

표 3-4경작형태별 Pfactor

(출처:Renardetal.,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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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침식조 인자(P)

침식조 인자(P)는 지표면의 경작지 형태에 따른 토양 침식의 비로

정의된다.일반 으로 경작형태로 표 되며 토양 침식을 통제할 수

있는 요소로 해석된다.지역 인 특성에 따라 경작형태는 매우 다양

하게 나타나지만 RUSLE에서는 크게 등고선 경작,등고선 상경작,

테라스 경작 등으로 분류한다.우리나라의 경우,밭과 과수원은 주

로 등고선을 따라 경작이 이루어지므로 등고선 상 경작형태

(Contourstripcropping)를 보이고 있으며,논의 경우 계단식으로

경작하므로 테라스 경작형태(Terracesystem)에 속한다(Renardet.

al.,1997;신계종,1999;오정학 등,2011).

일반 으로 등고선 경작형태는 일정한 방향과 경사를 따라 이루어

지는 경작형태로 침식된 토양입자의 이동이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

에 경작형태 에서 가장 침식가능성이 높다.이에 반해 테라스 경

작형태는 단과 단 사이의 경사를 제외하면 부분 평탄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가장 침식가능성이 낮다(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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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RUSLE인자 값

(강우침식인자,토양침식인자,식생피복인자,지형인자)



- 53 -

(2)USPED(UnitStream Power-basedErosionDeposition)

USPED는 정상 조건에서의 강우 시,유출에 의한 토양의 침식과

퇴 을 측하는 모형으로(Mitasova et.al., 1996; Mitas and

Mitasova,1998)RUSLE와는 다르게 2차원의 토양 침식량을 산정한

다. 한 RUSLE가 강우로 인한 토양 침식량을 추정하는 모형이라면

USPED는 유수의 운반능력에 따른 침식과 퇴 을 측하는 모형이라

고 할 수 있다(서일규 등,2010).

우리나라에서 토양 침식을 모의할 때 주로 범용성이 높은 USLE와

RUSLE모형을 많이 이용해 왔다.그러나 USLE는 미국 동부의

평원 지역에서 개발된 모형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산악지형이 많고

평균 경사가 높으며 국지성 호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걸리 침식

이 발생하는 등 환경 인 요인이 달라 모의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강 우 등,2010).이에 반해 USPED모형은 지형의 요철을 고

려하여 토양의 침식과 퇴 을 추정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Mitasovaetal.,1996).

USPED모형을 통해 토양 침식 퇴 을 산정하기 해서는 먼

운반능(Sedimenttransportcapacity)을 구하고,이를 이용하여 순 침

식량과 퇴 량의 비율을 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한다.운반능을 구

하는 식은 다음 <공식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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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 <공식 14>

T:운반능

 :작물인자와 토양인자에 따른 계수

 :수압

 :수심

 :경사도

 :경험 변수

운반능을 산출한 뒤 이를 이용한 순 침식량과 퇴 량의 비율을 구

하는 식은 다음 <공식 15>와 같으며,결과 값(ED)은 양수 혹은 음

수로 나타나게 되는데 양수는 퇴 을,음수는 침식을 의미한다.

 sin  <공식 15>

 :순 침식량과 퇴 량의 비율

 :운반능

 :작물인자와 토양인자에 따른 계수

 :수심

 :가장 가까운 경사의 백터 값

 :경사도

 :단면곡률(profilecurvature)

 : 선곡률(tangentialcurv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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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USPED에 한 매개변수들의 계산 방식에 해서는 실제

연구가 부족뿐만 아니라 필요한 자료도 매우 정교하여 결과 산출에

어려움이 있다.이에 하여 MItasova et.al.(1996),Mitas and

Mitasova(1998)는 USPED에 필요한 매개변수를 RUSLE의 침식인자

(R,K,C,P,LS)로 체하여 운반능에 한 공식과 순 침식/퇴 량

비율을 구할 수 있는 안을 제시했다.이는 다음의 <공식 16>,

<공식 17>과 같다.<공식 16>의 m,n은 면상 침식이 우세한 지역

일 경우 1로 동일하게 용하고 세류침식이 우세한 지역일 경우 m

은 1.6으로 n은 1.3으로 용한다.

     sin <공식 16>

 :운반능

 :강수에 의한 침식인자

 :토양에 의한 침식인자

 :식생(지표피복)에 의한 침식인자

 :경지개간 형태에 의한 침식조 인자

 :유역의 면 (km2)

 :경사도

  :토양 침식 종류에 따른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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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



<공식 17>

ED:순 침식양과 퇴 양 비율

T:운반능

a:사면의 향

3.2.4.유기물 함량 측정 방법

연구 지역의 토양 시료 내 유기물 함량을 측정하기 해 105°C의

온도에서 24시간 동안 건조시킨 시료 10g를 도가니에 넣고 이를

600°C온도의 고운 기로(FisherIsotempMuffleFurnacesModel

550-126)에서 6시간 이상 작열시킨 후 30분 간 식힌 뒤 무게를 재

측정하 다.유기물 함량의 측정을 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 <공식 18>

:105°C가열 후 량

:600°C가열 후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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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연구 자료의 구축

앞에서 언 한 토양 침식 모형을 구축하기 해서는 수치표고모형

(DEM,DigitalElevationModel)과 토양도,토지피복도,기후자료가

필요하다(그림 3-10).경사도와 유역면 을 구하기 한 수치고도모

형(DigitalElevationModel,DEM)은 평창군 상진부리 주변 지역의

1:5,000수치지형도 4장을 이용하 다.수치지형도 상의 등고선과

표고 을 이용하여 ESRI의 ArcMap 10.1에서 TIN(Triangular

IrregularNetwork)망을 구축한 뒤 5m 해상도의 수치고도모형을

구축하 다.토양 침식인자(K)를 구하기 한 토양도는 농 진흥청

의 1:25,000정 토양도를 이용하여 구축하 다.

그림 3-10RUSLE와 USPED모형의 공간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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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지표피복)에 의한 침식인자(C)와 경지개간 형태에 의한 침식

조 인자(P)를 구하기 해서 필요한 토지피복도는 환경부에서 2007

년 국 단 로 갱신한 분류(해상도 5m )토지피복도를 이용하

다.기후자료는 기상청 국가기후자료(http://sts.kma.go.kr/)에서 제

공하는 연구 지역 주변 기상 측소의 강우자료를 1981년부터 2010

년까지의 평년값으로 이용하 고 이를 해발고도를 기 으로

ArcMAP 10.1Geostatisticalwizard도구의 공동크리깅(cokriging)

을 이용하여 5m해상도로 구축하 다.사용한 통계 공간자료의

출처는 표 3-5과 같다.

자료 출처 시기

토지피복도 환경부 2007년

정 토양도 농업과학기술원 2006년

수치지형도 국립 지리원 2014년

기후

기상자료

기상청 국가기후자료센터

(http://sts.kma.go.kr/)

1981-2010

년 평년값

표 3-5모형 구축에 이용한 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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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석 결과

4.1연구지역의 침식량 퇴 량

이 장에서는 연구 지역 137Cs총량의 분포 형태에 해 알아보고

이를 통한 토양 침식량과 퇴 량을 산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연구 지역에서 채취한 시료 속의 137Cs총량은 한국기 과학연구원

에 의뢰하여 분석하 으며 토양 시료 채취 지 을 기 으로 경작지

시료는 비례 모형(proportionalmodel)을 산지 지역의 시료는 토양

단면 분포 모형(profiledistributionmodel)을 각각 용하여 1963년

도 이후 한 해 평균 발생하는 토양 침식량을 산정하 다.이 후

ArcMap10.1에서 제공하는 내삽기법 크리깅을 통해 소유역에서

발생하는 침식 퇴 의 공간 분포를 살펴보았다.

4.1.1.연구지역 토양 속 137Cs총량의 공간 분포

연구지역의 토양 시료 71개 내 137Cs의 농도는 0∼ 11.50Bq/kg의

범 로 평균 2.92±3.18Bq/kg이다(표 4-1).토양 시료 71개 약

53%인 38개의 시료에서 137Cs이 검출되었다.검출이 된 시료의 최소

값은 1.4Bq/kg,최 값은 11.5Bq/kg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그에 따라 평균과 표 편차로 구할 수 있는 변동계수3)역시 108.9

%로 변이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3)변동계수(coefficientofvariation,CV)는 모집단 는 표본에서 특성값이 흩어져

있는 상태를 나타낸 산도(dispersion)를 측정하는 인자 하나이다(최종근,

2007).이는 모집단의 표 편차와 평균의 비를 나타낸 값이며 계산한 값에 100

을 곱하여 백분율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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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체 (n=71) 2.92 3.18 0.00 11.50

(단 :Bq/kg)

표 4-1연구지역 토양 속 137Cs총량

그림 4-1연구 지역 137Cs총량의 공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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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 지역 137Cs총량의 공간 분포의 시각 확인하기

하여 내삽 기법 크리깅 기법을 이용하여 시각화한 것이 그림

4-1이다.그림을 보면 형태 으로 소유역의 하구 부분에서 137Cs총

량이 낮게 나타나고 해발고도가 높고 경사가 한 산지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2,3-3참고).이에 따라 해발

고도와 경사도가 137Cs의 분포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

요가 있다.

(1)경사도,해발고도와의 계

그림 4-2시료 채취 지 별 137Cs총량과 경사도의 계

경사도가 137Cs총량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토양 시료 채

취 지 별 137Cs총량과 경사도 사이의 산포도(scatterplot)를 그린

것이 그림 4-2이다.경사도와 137Cs사이는 결정계수(R2)0.336의 약

하지만 양의 계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이를 보다 더 세분화하

여, 경사지와 완경사지를 나 는 15°를 기 으로 나 어 살펴본

표가 표 4-2이다.완경사지의 137Cs총량은 1.33±2.33Bq/kg이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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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0사이의 값을 갖는다.반면 경사지의 137Cs총량은 4.34±

3.19Bq/kg이고 0∼ 11.50사이의 값을 보 다.이러한 결과는

137Cs의 이동에 물리 로세스가 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토양입자의 이동에 향을 미

치는 요소들 에서 사면의 경사로만 한정해서 본다면 경사지보

다 완경사지에서 토양입자의 이동이 제한 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137Cs의 이동이 경사지에서 더 활발하게 일어나 총량이 더 낮을

것이다.그러나 이와 반 로 경사지에서 더 높은 137Cs총량이 나

타난 것은 경사도가 연구지역의 137Cs분포에 가장 큰 향을 미치

는 요소가 아니라고 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평균 표 편차 최 값 최소값

완경사지 1.33 2.33 9.7 0

경사지 4.34 3.19 11.50 0

(단 :Bq/kg)

표 4-2완경사지와 경사지의 137Cs총량 비교

그림 4-3시료 채취 지 별 137Cs총량과 해발고도와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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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발고도도 경사도와 매우 비슷하게 결정계수 0.337로 137Cs총량과

약한 양의 상 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3).그

러나 이 역시도 137Cs분포를 강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

문에 경사도,해발고도 이외의 다른 변수와 137Cs총량과의 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유기물 함량과의 계

앞선 선행연구 결과,137Cs의 토양 내 흡착 이동에 따른 유역 내

분포 형태에 비교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은 토양의 물리 성질

유기물함량이었다.Mabitand Bernad(1998)은 유기물 함량과

137Cs총량 사이에 단순 선형 계(simplelinearrelationship)가 존

재한다고 밝혔으며(r=0.79),De(1986)도 역시 137Cs와 유기물 함량 사

이에 강한 선형 계(r=0.81)가 성립된다고 제시했다.137Cs은 토양입

자 특히 토 물에 강하고 빠르게 흡착되는데 그 흡착능력을 결정

하는 것이 유기물 함량이다((Tamura,1964;Stauntet.al..,2002).

토양 시료 내 유기물 함량과 137Cs사이의 계를 나타낸 그림이

다음 그림 4-3이다.유기물 함량은 앞선 경사도와 마찬가지로 137Cs

총량과 약한 양의 상 계(R2=0.32)를 보이고 있다.앞서 제시한 선

행연구들의 결과에 비해 결정계수가 낮은 이유는 연구를 실시한 시

기의 차이로 보인다.본 연구와 소개한 선행 연구는 10∼20년 정도

의 시간 인 격차가 존재한다.시간의 흐름에 따라 137Cs의 총량도

물리 로세스에 의해 이동하여 소실되기 때문에 수치 으로 조

더 낮은 상 계로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 Komamuraand

Tsumura(1990)에 따르면 일본 국 15개 지역에서 조사한 20cm 깊

이 내의 토양 137Cs총량은 4∼ 5년 후에 실시된 조사에 비해 2

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것을 밝혔다.이러한 선행연구로 시간의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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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에 따른 137Cs농도의 손실을 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지역의

137Cs총량과 유기물 함량 사이의 더 낮은 상 계를 설명할 수 있

다.

그림 4-4시료 채취 지 별 137Cs총량과 유기물 함량과의 계

유기물 함량이 어느 정도 137Cs총량의 분포에 향을 미치고 있지

만 R2가 0.32에 불과하여 경사도와 해발고도와 마찬가지로 분포 형

태의 일부만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3)토지이용과의 계

유기물 함량은 식생의 향과 한 련이 있다.식생은 유기물

의 생산량을 결정하고 식생의 종류나 수종에 따라 유기물의 함량이

달라지며 유기물의 이동이 결정된다(Gerrard,2000;Brady and

Weil,2008).연구 지역에서 채취한 토양시료의 유기물 분석 결과도

식생이 1년 내내 풍부한 산지 지역에서 유기물 함량이 높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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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지 않은 경작지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 연구 지역은

경사지에 형성되어 있는 산지와 완경사지에 나타나는 경작지로

구분할 수 있다.경사도는 토지이용의 결정에 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로 산림청(2012)도 산지 용의 기 을 경사도 15°로 밝히고 있

다.이처럼 연구 지역의 경사도와 유기물 함량을 모두 포 할 수 있

는 요소는 토지이용이라 할 수 있다.

다음 표 4-3은 연구 지역의 토양 시료 채취 지 을 기 으로 토지

이용별 즉,산지와 경작지로 나 어 137Cs총량을 살펴본 것이다.산

지의 평균 137Cs총량이 4.78Bq/kg로 경작지의 평균 137Cs총량

(0.31Bq/kg)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산지 시료의 경우

약 83%에 해당하는 시료에서 137Cs이 검출된 반면,경작지 시료의

경우 92.5%에 해당하는 시료가 검출이 되지 않아 경작지의 인

인 농경활동이 137Cs의 이탈에 직 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악할

수 있다.

평균 표 편차 최 값 최소값

산지 4.78 2.92 0.00 11.50

경작지 0.31 0.81 0.00 2.80

(단 :Bq/kg)

표 4-3토지이용 별 137Cs총량의 평균

그림 4-5토지이용 별 137Cs총량의 산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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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는 토지이용 별 137Cs총량을 나타낸 도표이다.경작지의

토양 시료에서 검출된 137Cs은 부분 0인 반면,산지 토양 시료의

137Cs총량은 다양하게 분포하지만 부분 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연구지역 137Cs의 분포 차이는 RitchieandMcHenry(1973)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이들은 경작지의 토양과 경작되지 않은

토양에서의 137Cs총량을 비교 연구한 바 있는데,이들은 경작지 토

양은 인 인 교란 작용으로 137Cs의 용탈이 빠르게 진행되며 그에

비해 교란이 은 산지 지역은 137Cs의 총량이 높다고 밝혔다.

즉,연구 지역 내 137Cs분포에 가장 많은 향을 미치는 요인은 토

지이용 차이라 할 수 있다.토양에 강하게 흡착되는 137Cs은 토양입

자와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인 인 경작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

는 경작지에서 그 값이 낮게 나타나고 상 으로 안정 인 산지

지역의 137Cs총량이 높게 나타난다.다시 말해,137Cs의 이동에는

생․화학 로세스에 비해 물리 인 로세스가 큰 향을 미치

고 연구지역은 물리 로세스 경작활동이 지배 인 작용을 하

기 때문에 137Cs총량의 분포는 토지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악할 수 있다.

4.1.2연구지역의 침식량 퇴 량과 공간 분포

본 연구에서 채취한 기 지역 두 곳의 토양에서 검출된 137Cs총

량은 1,369.25Bq/m2(4.2Bq/kg)과 1,871.67Bq/m2(6.1Bq/kg)으로

평균 1,620.46Bq/m2이다.Menzeletal.,(1987)은 1984년 인천,수원,

산, 양 등의 토양 시료를 채취하고 이를 137Cs기법을 통해 토양

침식량을 산정한 바 있다.이 연구에서 밝힌 기 지역의 137Cs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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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균은 3,541Bq/m2이고 2,268Bq/m2∼ 4,510Bq/m2의 범 를

보여 본 연구에서 검출된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다.그

러나 방사성 동 원소 137Cs은 반감기(30.2년)를 갖는다.북반구에서

137Cs이 처음 검출되기 시작한 시 이 1954년 (Cambrayetal.,

1989)라는 것을 상기해봤을 때,Menzeletal.,(1987)의 연구에서 토

양 시료 채취가 진행된 1984년과 본 연구의 채취 시 인 2014년 사

이에는 137Cs의 반감기가 한 번 지나간 것으로 단할 수 있다.즉,

반감기를 고려하면 Menzeletal.,(1987)의 연구에서 밝힌 국내 인천,

수원, 산, 양 등의 네 지역과 본 연구의 기 지역 137Cs총량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지 지역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 확인된 것으로 단할 수 있다(표 4-4).

Menzeletal.,(1987)의

기 지역 137Cs총량

반감기 고려 후

Menzeletal.,(1987)의

기 지역 137Cs총량

본 연구의 기 지역
137Cs총량

평균 3,541 1,770.5 1,620.46

범 2,268 ∼ 4,510 1,134∼ 2,255
1,369.25∼

1,871.67

(단 :Bq/m2)

표 4-4본 연구와 Menzeletal.,(1987)연구의

기 지역 137Cs총량 비교

137Cs기법들을 통한 침식 혹은 퇴 량 분석 결과,연구 지역은 63

년 이후로 매년 평균 28.97ton/ha의 침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토지 이용 별로 살펴보면 경작지 지역의 침식량은

67.58± 15.11ton/ha/yr이고 산지 지역의 침식량은 0.02± 0.06

ton/ha/yr으로 연구 지역에서 1963년도 이후 극심한 토양 침식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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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지역은 모두 경작지이고 침식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안정

인 상태를 유지하는 지역은 산지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산지 지

역의 최소값인 -0.17은 음수로 137Cs기법의 해석상 퇴 을 의미한

다.이는 시료 채취 지 1963년 이후 지형 특징이나 외부

요인 등으로 인해 퇴 이 발생한 곳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만 이는 추후 보완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5).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체 28.97 35.07 -0.17 85.71

경작지 67.58 15.11 24.12 85.71

산지 0.02 0.06 -0.17 0.13

(단 :ton/ha/yr)

표 4-5토지 이용 별 토양 침식 퇴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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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137Cs을 이용한 연구지역 침식 퇴 의 공간 분포

137Cs기법을 통한 토양 침식량을 모의하는 방법은 시료 채취 지

을 기 으로 한 포인트 자료이므로 공간 분포를 살펴보기 해서

는 내삽과정이 필요하다.다양한 내삽 기법들 크리깅을 이용하여

살펴본 연구 지역의 실제 침식 퇴 의 공간 분포는 그림 4-6

과 같다.그림을 보면 침식이 우세하게 발생하는 지역과 그 지 않

은 지역으로 나 수 있으며 그림 3-5의 토지피복도와 비교하여 살

펴보면 경작지 지역에 침식량이 높고 산지 지역은 상 으로 안정

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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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경작지에 집 되어 나타나는 연구 지역의 침식은 이 지

역의 토지 이용과 련이 깊은 것으로 사료된다. 한 1975년에서

2000년까지의 토지피복도를 비교해본 결과(3장),연구 지역은 산림

면 이 감소하고 경작지면 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산지개간을 통해 경작지를 확충하고 있는 지역으로 단할 수 있고

실제로 수차례 답사를 통해 확인한 산지와 경작지 사이의 인

흔 들이 이를 변해주고 있다.산림 개간은 비합리 인 토지이용

으로(유동선 등,2007)토양 입자의 인 재분포를 강제하고 개간

이 진행된 사면은 생태 인 안정성을 잃게 되고 식생의 도가 약

화되면서 토양 침식이 확 된다(이민부 등,2003). 한,연구 지역

과 같이 토양 보 책이 무한 상황에서 토양을 굉장히 집약

으로 소비하는 토지이용은 많은 토양 침식을 유발하는 주 원인으로

단된다.

4.1.3소결

연구지역의 137Cs총량은 평균 2.92±3.18Bq/kg로 변이성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137Cs총량의 공간 분포 형태 역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는 지역이 확인되었고 형태 으로 봤을 때,해발고도가 높고

경사가 한 지역에서 그 값이 높게 측정되고 있음을 악할 수 있

었다.이러한 사실은 해발고도와 경사도가 137Cs의 공간 분포에 어

떠한 향을 미치는지 정량 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발고도,경사도와 137Cs총량 사이의 계를 살펴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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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변수 모두 결정계수(R2)약 0.33정도로 약하지만 양의 상 계

가 나타났다.그러나 경사도를 보다 더 세분화하여 경사지와 완경

사지로 나 어 살펴본 결과, 경사지에서 137Cs총량이 더 높게 나

타나는 것을 확인하 다.완경사지는 경사지에 비해 토양입자의

이동이 제한 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와 같은 분석 결과는 유역

내 137Cs의 이동에는 생․화학 인 작용보다 물리 로세스가

인 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다른 결과이다(Davis,

1963;Dahlmanet.al.,1975,RitchieandMcHenry,1990).이로써

연구 지역 토양 내 137Cs총량의 분포에 향을 미치는 요소는 경사

도가 아니라는 결론을 지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 선행연구에서 강한 상 계가 확인된(Tamura,1964)유

기물 함량과 비교해본 결과,역시 결정계수 0.32로 유기물 함량도

해발고도,경사도와 같이 137Cs분포에 약한 상 계를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이 역시 MabitandBernard(1998)과 De(1986)이 밝힌

유기물 함량과 137Cs사이의 계보다 더 약한 상 계를 보이는

결과이지만 시간의 흐름에 의해 손실되는 137Cs의 특성 상 자연스러

운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의 경사도와 유기물 함량을 모두 포 할 수 있는 변수는 토지이

용이다.유기물은 식생의 종류나 수종에 따라 결정되어 산림지역일

수록 유기물 함량이 높고,연구 지역의 특징상 완경사지와 경사지

에 서로 다른 토지이용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토양

시료 채취 지 을 기 으로 경작지와 산지를 나 어 137Cs총량을

살펴본 결과,산지 지역은 4.78Bq/kg,경작지는 0.31Bq/kg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Ritchie and

McHenry(1973)의 연구 결과에 부합하는 결과이다.Ritchi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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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Henry(1973)는 인 인 교란작용이 발생하는 경작지와 그 지

않은 산지의 137Cs총량을 비교․연구하 는데,인 교란작용으로

인해 경작지에서는 137Cs의 용탈이 가속화되어 총량이 낮게 나타나

는 것으로 밝혔다.즉,연구 지역도 경작지와 산지가 공존하는 지역

으로 137Cs총량에는 인 인 교란이 발생하는 지역과 그 지 않은

지역에 따라 그 분포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한,연구자가 설정한 기 지역의 137Cs을 국내를 사례로 진행한

Menzeletal.,(1987)의 연구와 비교해봤을 때,반감기를 고려하면 선

행 연구에서 밝힌 기 지역의 평균이 본 연구의 기 지역 내

137Cs의 범 에 포함되어 기 지역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 확인되었

다.그 후,137Cs기법들을 통한 침식 혹은 퇴 량 분석 결과 연구

지역은 매년 평균 28.97ton/ha의 침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이를 토지 이용 별로 살펴보면 경작지 지역의 침식량은

67.58± 15.11ton/ha/yr이고 산지 지역의 침식량은 0.02± 0.06

ton/ha/yr으로 분석되어 토지이용이 침식에 많은 향을 미치고 있

다고 단할 수 있다.

이 게 토지 이용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침식량은 우리나

라의 토지이용형태와 련지을 수 있다.3장에서 언 했듯이 연구

지역은 과거에 비해 산림의 면 은 감소하고 경작지 면 은 증가하

는 곳으로 산림개간이 발생한 지역이다.산림 개간은 비합리 인 토

지이용으로 토양 침식을 가속화시킨다(이민부,2003;유동선 등,

2007) 한 토양보존 책이 무한 연구 지역 경작지의 집약 인 토

지이용은 많은 양의 토양침식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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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8.97ton/ha/yr으로 산정된 연구 지역의 침식량은 137Cs을 통

해 수지 주변의 토양 침식량을 연구한 김계훈(1995)의 25

ton/ha/yr과 비슷하게 나타나 60년 반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

한 연 평균 토양 침식량을 략 으로 확인할 수 있다.이와는 다르

게 국내에서 물리 인 측정방법을 통해 연구된 침식량의 경우,년

단 로 환산하면 0.292∼ 3898.2ton/ha/yr로 측정한 날의 강우

기타 다른 조건들에 의해 그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국립방재연

구소,2001;국립재난안 연구원,2013).

이러한 수치 인 차이는 137Cs기법을 통한 연구 방법의 가능성과

활용성을 부각시키는 결과로 해석된다.즉,물리 측정 방법은 이

상 기후 상을 포함한 매년 평균 토양 침식량을 악하는데 어려

움이 있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연구 방법임에 반해 137Cs을

이용한 토양 침식 연구 방법은 60년 반 이후 모든 기후 상을

포 하여 발생하는 연평균 침식량을 비교 쉽게 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4.2.토양 침식 모형을 통한 연구 지역의 침식 퇴

량 비교․평가

토양 침식을 가장 정확하게 악하는 방법은 연구 상 지역을 선

정하고 그 지역을 포 할 수 있는 측정방법을 선정하고 이를 용

하여 물리 으로 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그러나 지

형․작물․시간․강우 패턴 등의 다양한 조건에서 모니터링을 수행

하는 것은 실 으로 어려우며 지 선정․장비구입․인건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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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비용이 요구되며 물리 측정방법은 보다 넓은 스 일에 용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격탐사(remotesensing)자료를 통

한 토양 침식 연구 방법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으로 범용성이 높아 가

장 많이 이용되는 RUSLE(RevisedUniversalSoilLossEquation)

와 같은 매개변수를 이용할 수 있고 RUSLE에 비해 지형의 요철(凹

凸)을 더 잘 반 할 수 있는 USPED(UnitStream Power-based

Erosion/Deposition)를 이용하여 연구지역의 토양 침식 추정량과 그

공간 분포 측 특성을 비교하 다.RUSLE의 경우 경험식 기반

의 모형으로 공간 분포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만 최근 GIS기반

로그램의 발달과 래스터 형태의 원격탐사 자료의 가용성이 높아

짐에 따라 격자별 침식량을 악할 수 있어 유역 내 침식량의 공간

분포를 악할 수 있다.

토양 침식 추정 모형을 구동하는데 필요한 각종 매개변수들을 산

정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그러나 지 까지 우리나라에 토양 침

식 추정 모형이 용된 연구의 상당수가 이에 한 고려 없이 진행

되었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하여 토양 침식

모형을 용한 선행 연구 탐색을 통해 국내의 상황을 보다 더 잘

표하는 매개 변수 산정 방법들을 찾아 최 한 반 하여 모형의

입력변수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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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연구지역의 침식량을 통한 침식 모형의 비교

RUSLE와 USPED두 모형의 토양 침식 측특성을 비교하기 해

각각의 모형이 산출한 결과 값을 살펴보았다.두 모형 모두 GIS를

이용하며 래스터 지도의 형태로 결과를 산출하기 때문에 래스터 지

도의 각 셀에 해당하는 값을 분석하여 두 모형을 비교하 다.침식

만을 모의하는 RUSLE와는 다르게 USPED는 퇴 까지 모의하는 모

형으로 그 값이 음수일 때 침식을,양수일 때 퇴 을 의미한다.그

러므로 양수로만 결과를 산출하는 RUSLE와 USPED의 단순 비교를

하여 USPED의 결과 값의 양수와 음수를 서로 바꾸었다.

평균 표 편차 최 값 최소값

RUSLE 21.28 43.31 426.98 0.0001

USPED 12.82 686.22 4876.28 0

(단 :ton/ha/yr)

표 4-6.RUSLE와 USPED를 통한 침식량

RUSLE와 USPED를 통한 연구지역의 침식 추정 값은 의 표

4-6과 같다.RUSLE는 연평균 21.28±43.31ton/ha/yr로 추정되었

다.이와 같은 수치는 USPED를 통해 추정한 값인 12.82±686.22

ton/ha/yr와 어느 정도 격차를 보이는 값이다.약 2배에 달하는 차

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두 모형의 측 특성 차이로 악할 수 있다.

RUSLE는 주로 강우로 인한 직 인 토양 침식을 측하지만

USPED는 운반능에 의한 침식과 퇴 을 추정하는 모형이다.즉,

USPED 모형은 토양입자가 침식되었을 지라도 이를 이동시킬 수

있는 충분한 운반능력이 산정되었을 때,침식이 일어난다고 보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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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산출하는 것이다.반 로 지표의 식생의 방해나 유출수의 운반

력 부족 등으로 인해 운반력이 부족하면 침식량으로 산정하지 않는

다.이러한 모형의 특성상,USPED는 RUSLE에 비해 산출하는 침식

추정 값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단된다.

한 USPED 모형의 평균이 침식과 퇴 의 최 값에 비해 매우

은 수치로 산출되는 것에도 집 해서 볼 필요가 있다.본 연구뿐

만 아니라 USPED를 이용한 연구들에서도 이러한 상이 나타난다.

서일규(2010)의 연구를 보면 USPED를 통해 토양 침식량을 살펴본

결과,54개의 소유역 50개 소유역에서 평균 침식 혹은 퇴 추정

값이 ±2ton/ha/yr를 넘지 않는 것으로 산출되었다.특히 침식과

퇴 의 최 값이 작을수록 평균이 0에 수렴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는 USPED모형 자체의 특성으로 악된다.

추정 값의 평균이 0에 가깝게 나타나는 것은 연구 지역에서 퇴

물(sediment)의 이탈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유역 내에서 침식된 토양입자가 하구를 통해 하천이나 다른 유

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연구 지역 유역 내에 다시 퇴 된다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이러한 USPED의 특징은 퇴 물이 침식되어 유

역 밖으로 유출되는 RUSLE의 측 특징과 다른 차이가 나타나

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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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토양 침식 모형의 공간 분포 측 형태 비교

RUSLE와 USPED 모형의 침식 측 특성을 비교평가 하는 데 있

어서 추정 값 비교뿐만 아니라 지도의 형태 특징 비교도 매우

요하다.본래 RUSLE는 유역의 총 토사침식량을 모의하는 집 형

(Lumped)모형이지만 최근 공간정보시스템의 발달로 수치지도,토

양도,토지피복도 등의 원격탐사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분포형

모형처럼 토양 침식 퇴 의 공간 분포를 살펴보는 것이 가능

하다(임성수 등,2012).

USPED는 정상조건 하에서 강우에 의한 침식 퇴 을 추정하는

간단한 모형으로 매개변수에 한 복잡함으로 인해 RUSLE에 비해

리 이용되지 않았다.그러나 Mitasova et.al.(1996)에 의해

RUSLE모형에 이용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개발되면서 그 활

용성이 높아져 USPED의 퇴 을 측할 수 있다는 장 을 이용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이 모형도 역시 운반능력에 한 침식

의 공간분석 측모형으로 토양의 공간 분포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림 4-7은 RUSLE모형을 이용한 연구 지역 토양 침식의 공간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RUSLE모형은 강우침식인자(R),토양 침

식인자(K),지형인자(LS),식생피복인자(C),침식조 인자(P)로 이루

어져있다.이들 강우침식인자(R)와 지형인자(LS)가 침식을 유발

하는 요소이고 토양 침식인자(K)와 식생피복인자(C),침식조 인자

(P)가 침식에 항하는 능력을 표하는 요소이다.각 인자들의 곱

셈으로 산정하는 RUSLE모형의 방정식을 생각했을 때,강우침식인

자와 지형인자의 경우 부분 1을 넘는 값들을 가지는 반면,토양

침식인자와 식생피복인자,침식조 인자는 모두 최 값이 1이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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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값이 0인 소수 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RUSLE의 공간 분포를 살펴보면 산지의 부분 지역은 침식이

발생하지 않거나 매우 미비한 수 으로 산출되고 경작지에서 높은

침식량을 확인할 수 있다.이와 같이 RUSLE결과의 공간 분포에

형태 으로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은 식생피복인자와 침식조

인자로 악된다.그림 4-7을 보면 침식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확

인할 수 있다.

RUSLE 경작지 산지

평균 62.40 5.10

(단 :ton/ha/yr)

표 4-7 토지이용 별 RUSLE결과

이는 연구지역의 토지피복 모습과 매우 흡사한 것으로 높은 침식

추정 값이 나타나는 경작지와 상 으로 낮은 침식 추정 값이 나

타나는 산지로 구분되어 있다.토지피복도에 가장 큰 향을 받는

이유는 RUSLE모형에서 고려하는 5가지의 변수들 식생피복인자

(C)와 침식조 인자(P)두 가지가 토지피복에 의해 향을 받기 때

문이다.이와 같은 특징은 다음 표 4-7에서 정량 으로 확인할 수

있다.경작지에서는 평균 62.40ton/ha/yr의 침식이 발생하고 산지에

서는 5.10 ton/ha/yr로 매우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

RUSLE에서 산정하는 최 침식량이 나타나는 지역은 경작지 에

서도 하구에 가까운 지역으로 하구 쪽으로 경사가 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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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연구지역 RUSLE모형의 결과



- 80 -

그림 4-8연구지역 토지피복도 그림 4-9연구지역의 LSfactor

RUSLE를 이용한 연구 지역 토양 침식의 공간 분포에서 지형을

표하는 지형침식인자(LS)도 형태 으로 많은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인다.지형인자는 사면의 길이(L)와 경사(S)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경사가 완만한 경작지의 경우,상 으로 더 낮은 LS값을

보인다(그림 4-9).그러나 그림 4-7의 RUSLE결과 지도를 보면 경

작지가 산지에 비해 더 높은 침식량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산지 식생이 경작지에 비해 침식 항 기능이 더 높기 때

문이라고 악할 수 있다.

이 외에 토양을 표하는 토양 침식인자(K)와 강우인자(R)는 형태

으로 크게 향을 미치지 않는다.토양 침식인자는 1:25000축척

의 토양도를 이용하 기 때문에 연구지역에는 두 종류의 토양통만

이 존재하 고 그 값의 범 차이가 0.04에 불과하여 토양이 침식에

미치는 향을 형태 으로 악할 수 없었다.더 세분화된 토양자료

를 이용할 수 있다면 보다 더 정확한 연구 지역의 토양 침식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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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소유역이기 때문에 강우의 향은 모

든 지역에 거의 동일하게 작용하므로 강우인자의 형태 향도

악하기 어렵다.

USPED를 통한 연구 지역 토양 침식 퇴 의 공간 분포는 그

림 4-12와 같다.RUSLE와 같은 변수를 이용한 토양 침식 모형임에

도 불구하고 그림 4-7의 RUSLE공간 분포와 상당히 다른 형태

를 보인다.RUSLE에 비해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용된 5개의

인자들 어느 하나에 우세하게 향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

다.USPED모형의 침식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과 퇴 이 많이 일어

나는 지역은 특정 선을 따라 복잡하게 분포하고 있다.이러한 선은

그림 4-10,그림 4-11의 흐름도(Flow accumulation)지도의 모

습과 USPED의 지형인자 지도와 매우 흡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0연구지역의 흐름도 그림 4-11USPED의 지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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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연구지역 USPED모형의 결과

(음수일 때 침식,양수일 때 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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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도 지도는 ArcGIS의 분석 도구를 이용하여 추출할 수 있

는 것으로 이웃한 8개 셀의 해발고도를 이용하여 각 방향별 경사를

구하고 가장 경사가 한 부분의 방향을 숫자 1,2,4,8,16,32,64,

128로 나타내는 flow direction지도를 시킨 지도이다.즉,Flow

accumulation지도는 상류에서부터 물이 이동하여 하류로 갈수록 많

아지는 과정을 도식화한 지도로 그 값이 높을수록 유량이 많은 하

류를 의미한다.USPED의 공간 분포는 이러한 하천의 흐름

도에 의해서 그 형태가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USPED 모형의 이러한 특징은 모형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요하

게 고려된 고유의 특징이다.USPED는 다른 침식 모형들이 좁은 단

에서도 복잡다단하게 나타나는 지형요소를 제 로 고려하지 못한

채 침식 퇴 을 측하는 단 을 극복하기 해 개발된 모형이

다.즉,USPED는 지형의 요철(凹凸)을 고려했을 때,주변 지형

요소에 비해 상 으로 가장 복잡한 하천의 근처나 내부에서 침식

과 퇴 이 복잡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4.2.3.소결

RUSLE(Revised UniversalSoilLoss Equation)와 USPED(Unit

Stream Power-basedErosion/Deposition)두 모형을 통해 연구 지

역의 평균 토양 침식량을 산정해본 결과 RUSLE는 연간 평균 21.28

ton/ha로,USPED는 연간 평균 12.82ton/ha로 각각 추정하 다.약

2배에 달하는 두 모형의 결과는 각 모형의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악된다.이는 같은 매개변수를 사용하고 같은 연구 지역에 용할

지라도 각각 모형의 특징에 따라 서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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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악할 수 있어 연구에 용함에 있어서 분명히 주의가 필요

한 것으로 단된다.

RUSLE는 강우에 의하여 토양 입자가 이탈할 시 토양 침식으로 보

고 이를 산출하는 반면,USPED는 정상 강우 시에 토양 입자가 이

탈할지라도 이를 이동시킬 수 있는 충분한 운반능력이 갖춰졌을 때

를 토양 침식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USPED의 평균 침식량이

RUSLE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 한 USPED의 평균

이 최 값과 최소값에 비해 0에 가깝게 나타난 이유도 서일규(2010)

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USPED의 특징으로 악된다.서일

규 등(2010)은 USPED를 여러 소유역에 용하여 침식 퇴 량을

추정하 는데 54개의 유역 50개 유역이 평균 0에서 ±2를 벗어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USPED모형이 토양의 흐름에 있

어서 유역을 닫힌 체계(closedsystem)로 가정하는 것으로 단할

수 있는 결과이다.

우리나라에 용가능성이 더 높은 모형을 선정하기 해 두 모형

이 추정하는 토양 침식 퇴 의 공간 분포 양상을 비교해본 결

과,RUSLE는 여타 다른 변수들 보다 토지피복을 더 많이 반 하고

있고 이에 반해 USPED는 지형 특히 하천 네트워크에 더 을

두고 결과를 산출하는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이유는 RUSLE의 결

과를 산정하는 방정식에서 필요한 5가지의 변수 두 가지(C,P)

요인이 토지피복을 반 하고 있기 때문이고,USPED는 기존의 침식

모형들이 제 로 고려하지 못하는 지형요소를 더 잘 반 하기 해

개발된 모형으로 지형의 요철(凹凸)을 잘 반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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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토양 침식 모형의 용가능성 평가

이 장에서는 앞 에서 구동한 토양 침식량을 추정하는 모형인

RUSLE와 USPED의 추정 값과 137Cs을 활용한 토양 침식 측 값

을 비교․분석하여 앞으로의 토양 침식 연구 혹은 보 계획을 세

움에 있어 어떠한 모형이 더 용가능성이 높은 것인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이를 해 먼 각각 모형과 137Cs기법이 추정

한 연구 지역 토양 침식량의 단순 기술통계량을 비교하고 다음으로

토양 침식과 퇴 의 공간 분포 양상을 살펴 으로써 용가능성

을 악한다.

4.3.1.연구지역 토양 침식 측 값과 추정 값

표 4-8은 각각의 토양 침식 추정 모형들과 137Cs기법을 이용한

평균 토양 침식량과 그 표 편차와 정확도를 나타낸 표이다.토양

침식 추정 모형 구동에 필요한 자료는 3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137Cs 기법을 이용한 연구 지역의 평균 토양 침식량은 약

29.68ton/ha/yr이다.반면,토양 침식을 추정하는 모형들은 USPED

가 12.82ton/ha/yr,RUSLE가 26.97ton/ha/yr로 나타났다.137Cs기법

을 이용하여 토양 침식량을 산정하는 방법이 측 값으로써 가장

정확하다는 가정을 제로 평균 침식량으로 USPED와 RUSLE의 정

확도를 살펴보면 USPED 모형의 평균 추정 값이 측 값에 비하여

0.44배,RUSLE와 0.73배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RUSLE모형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침식량을 70%이상의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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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측하고 있으므로,RUSLE모형이 우리나라 상황에 보다 더

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토양 침식 모형으로 단된다.

평균 침식량 표 편차 비교

137Cs기법 28.97 35.07 1

USPED 12.82 686.22 0.44

RUSLE 21.28 57.25 0.73

(단 :ton/ha/yr)

표 4-8137Cs기법과 토양 침식 추정 모형의 결과 비교

반면에 USPED는 유출에 따른 운반능으로 토양 침식량을 산정하

기 때문에 다른 토양 침식 추정 모형들에 비해 과소 추정되는 경향

이 반 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물론 모든 토양 침식 모형들은

토양 침식을 과 추정 혹은 과소추정하는 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Tiwariet.al,.2000)토양 침식 추정 값과 측 값을 비교할 때

는 주의가 필요하며 분석된 수치를 직 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상

당한 험을 따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식 기반의 RUSLE 모형이 물리식 기반의

USPED 모형보다 더 정확하게 측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이는 일반 으로 모형을 통한 침식 연구에서 경험식 기반

모형은 모형이 개발된 실험 구를 벗어난 지역에 용이 어렵고 이

에 따라 물리식 기반 모형의 측력이 더 좋다는 선행연구의 결과

(Tiwariet.al.,2000;Huggett,2011)에 반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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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식 기반 모형은 과거에 리 이용되어 왔다.반면 물리식 기반

모형은 용성이 높고,경험기반 모형에서 반 할 수 없었던 시공간

변수를 반 할 수 있다(WallingandHe,1988).즉,경험식 기반

모형이 퇴 을 설명할 수 없고 시간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로

세스 기반 모형이 개발되어 이용된 것이다.그러나 원격 탐사 자료

를 이용하여 경험식 기반의 모형에 이용되는 여러 인자(factor)들이

공간 ․시간 변수를 포함할 수 있게 되고,GIS기반 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를 반 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발의 기반이

된 실험구를 벗어난 다른 지역에도 용할 수 있게 보완․개선되면

서 그 측력이 상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3.2.연구지역 토양 침식 측 값과 추정 값의 공간 분

포 양상 비교

앞서 언 했듯이,반감기 30.2년을 가지는 137Cs은 토양 입자에 강

하게 흡착되고 표토층(surfacelayer)에 강하게 집 된다. 한 137Cs

은 상 으로 지역에 고르게 흡착 퇴 되어 분포한다. 한

한 번 흡착 퇴 된 137Cs은 그 수직 이동속도가 매우 느리다.

한 생물학 ․화학 인 로세스는 137Cs을 제한 으로만 이동시

킬 수 있고 137Cs의 이동은 물리 인 로세스가 거의 부분을 결

정한다.이러한 토양과 137Cs과의 계는 토양 침식 이동 그리고

퇴 을 살펴보는 것에 있어서 매우 요하다.즉,137Cs은 경

(landscape) 체에 고르게 분포되고 토양 입자에 강하게 흡착되기

때문에 137Cs은 침식과 퇴 로세스를 악할 수 있는 추 자

(tracer)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여타 다른 공간 분포를

측하는 토양 침식 모형들과의 비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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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Cs기법과 RUSLE,USPED 모형의 결과를 비교하기 해 먼

70개의 시료 채취 지 별 137Cs기법의 결과와 모형의 그리드 셀

값의 비교를 통해 상 계를 살펴보았다.결과는 다음 표 4-9과 같

다.

137Cs RUSLE USPED

137Cs 1

RUSLE 0.301** 1

USPED -0.126 0.124 1

**. 상 계수는 0.1 수준 양쪽에  유의

표 4-9137Cs기법과 토양 침식 추정 모형의 상 계

토양 시료를 채취한 지 을 기 으로 137Cs기법을 이용하여 산출

한 토양 침식량과 RUSLE와 USPED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토양

침식량 간의 상 계를 살펴본 결과,RUSLE모형이 약하지만 발

생하는 토양 침식을 조 더 정확하게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반면 USPED는 90% 수 에서 조차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

석되어 공간 분포를 잘 측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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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토지채취지 과 토지이용도

그러나 의 결과를 각 모형 분포 형태 측의 정확성으로 수용하

기 앞서,각 모형 구동에 필요한 자료의 정확성에 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앞서 밝혔듯이 연구 지역의 토지이용에 따른 토양 침식

을 살펴보기 하여 토양 시료 채취를 경작지와 산지로 나 어 진

행하 고 시료 개수도 크게 차이나지 않게 계획하 다.그러나 2007

년 환경부에서 제작한 토지피복도와 토양 시료 채취 지 을 비교한

그림 4-13을 살펴보면,경작지에서 채취한 시료가 산지로 구분되어

있고 산지에서 채취한 시료가 경작지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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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토지이용도는 137Cs기법을 용할 때

요한 선택 기 일 뿐만 아니라 토양 침식 추정 모형의 추정에도

많은 향을 미치는 인자이다.그러므로 경작지에서 채취한 시료가

경작지로 구분되어 있고,산지에서 채취한 시료가 산지로 구분되어

있는 시료만으로 토양 침식의 공간 분포 측의 정확도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37Cs RUSLE USPED

137Cs 1

RUSLE 0.462* 1

USPED -0.206 0.002 1

*. 상 계수는 0.01 수준 양쪽에  유의

표 4-1058개 시료 별 상 계

실제 채취한 지 의 토지이용형태와 토지피복도(2007)에서 분류한

피복형태가 다른 12개의 시료를 제외한 토양 시료 70개 58개 지

으로 다시 상 계를 분석한 결과가 표 4-10이다.토지피복도의

정확성을 고려하여 재비교한 결과,1963년 이후 실제 발생하는 침식

퇴 량의 분포 양상은 RUSLE모형(R=0.462)이 USPED에 비

해 더 정확하게 측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앞선 4.2.2장에서 밝힌 RUSLE모형의 침식 공

간 분포 측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USPED와는 다르

게 RUSLE모형은 토지피복을 더 잘 반 한다.실제로 토양 침식은

식생으로 둘러싸인 산지가 그 지 않은 경작지보다 침식에 항하

는 요소가 많고 인 인 토양 압착(compaction)등의 침식유발요인

이 기 때문에 토양 침식이 상 으로 잘 발생하지 않는다.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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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지역과 같이 경작지와 산지로 토지이용 피복형태가 구분되

는 지역은 토지이용형태에 의해 토양 침식이 결정되기 때문에

RUSLE의 공간 분포 측력이 더 높게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14토양 시료 별 RUSLE,USPED,137Cs산포도

공간 분포를 보다 세부 으로 악하기 해 시료 채취 지 을

기 으로 개별 인 분포 양상을 살펴보았다.그림 4-14를 살펴보면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부분들과 그 지 않은 부분으로 나 수 있

다.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부분의 경우,산지에서 채취한 토양시료

로 구한 토양 침식 측 값과 그 치에 맞는 RUSLE,USPED 그

리드 셀 추정 값이고,서로 다른 분포 형태를 띠는 부분은 경작지의

값들을 비교한 것으로,비슷한 양상을 나타내는 부분은 공통 으로

산지지역의 포인트 자료임을 알 수 있다.즉,RUSLE와 USPED,

137Cs기법을 이용한 침식 퇴 량 산정은 산지지역에 해 침식

의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경작지 지역에 비해 상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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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침식량을 더 잘 측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반면,

불규칙 인 양상을 보이는 부분은 경작지에 해당하는 결과들로

RUSLE,USPED두 개의 토양 침식량 추정 모형 모두 경작지의 토

양 침식량을 상 으로 더 부정확하게 측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

을 수 있다.

4.3.3소결

보다 더 정확한 토양 침식 추정 모형을 선정하기 하여 137Cs기

법을 이용한 토양 침식 측 값과 모형을 통한 추정 값을 비교한

결과,RUSLE가 137Cs을 이용한 측 값에 비해 0.73배 더 작게 추

정했고 USPED는 0.44배 더 작게 추정한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결과는 USPED에 비해 RUSLE가 더 정확한 측력을 보이고 그 정

확도도 상당히 높다고 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한 경험식 기

반의 모형이 물리식 기반의 모형에 비해 측력이 낮다는 기존 연

구들의 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이러한 이유는 경험식 기반의 모형

이 실험 구를 벗어난 지역에도 용할 수 있게 여러 요소를 수정․

보완했고 GIS기반 로그램들의 발달과 원격 탐사 자료의 가용성

이 높아짐으로써 시․공간 변수를 보다 자유롭게 반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137Cs기법을 통해 구한 연구 지역 토양 침식 퇴 의 공간 분

포와 RUSLE,USPED모형의 공간 분포를 비교하기 하여 토양

시료 채취 지 을 기 으로 그리드 셀 값을 비교하 다.그 결과,

RUSLE 모형이 USPED에 비해 상 으로 실제 발생하는 침식의

공간 분포를 더 잘 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 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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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으로 아주 미비한 수 이다.이를 직 으로 받아들이기 모

형의 구동에 이용된 자료의 정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환경부가

2007년 개선한 분류 토지이용도와 실제 채취한 시료의 토지이용

형태를 비교한 결과,70개의 시료 12개의 시료가 서로 다른 토지

이용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12개 시료를 제외한 총 58개의 시료로

다시 비교해 본 결과,RUSLE의 결과와 측 값 사이의 상 계수와

신뢰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RUSLE모형이 USPED 모형

에 비해 공간 분포를 더 잘 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8개 (point)자료들의 자세한 비교를 해 산포도를 그려 확인

해본 결과,RUSLE와 USPED 모형 모두 산지 지역에서는 측 값

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경작지에서는 매

우 다른 추정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러한 상은 앞선 4.1

에서 살펴본 결과와 연 지어 모형의 한계 주의 을 악할

수 있다.연구 지역의 경작지에서 발생하는 침식량의 상당 부분은

비합리 인 토지이용의 결과 다.그러나 본 연구에서 비교한

RUSLE와 USPED모형은 이러한 상을 반 하지 못한다.

즉,외국의 사면 상황에 맞게 개발된 이러한 토양 침식 모형들은

강우로 인한 토양 침식,강우 시 유출에 의한 토양 침식을 측하는

데 그칠 뿐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집약 인 토지이용을 표하는

변수도 없고 값을 측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이는 국내 상황

에 맞는 변수의 산정 혹은 모형 보정 등의 노력 없이 무비 으로

토양 침식 연구에 모형을 용하고 해석해선 안 된다는 것을 암시

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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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요약 결론

세계 인 자연 ․사회 여건의 변화로 토양 침식은 그 험

성이 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그러나 토양 침식을 연구하는

방법은 유역 단 에서 실제 발생하는 침식량을 모의하지 못하거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여 실 으로 불가능하다.실제 발생하

는 침식량에 한 정보는 토지의 지속가능성을 유지․보 시키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토지 리의 기 과 정도를

정량 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한 최근 국내의

토양 침식연구에서 범 하게 이용되는 토양 침식 추정 모형은 개

발된 이용되는 변수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무비 으

로 수용되는 경향이 있어 토양 침식 추정 모형에 한 용가능성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소유역에서 발생하는 침식량을 살펴보기 해

방사성 동 원소 137Cs기법을 이용하여 토양 침식량을 산정하고 그

공간 분포를 살펴보았다. 한 이 결과를 국내․외 으로 범용성

이 높은 RUSLE침식 추정 모형과 이와 같은 매개 변수를 이용하는

USPED와 비교하여 국내의 상황에 보다 더 잘 맞는 토양 침식 추

정 모형을 선정하고자 했다.

이를 해 연구 지역의 137Cs총량과 그 공간 분포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연구 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양 침식량을 산정했다. 한

문헌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용성이 검증된 매개 변수를 최 한

이용한 토양 침식 추정 모형들을 통해 구한 연구 지역의 토양 침식

량과 침식의 분포양상을 137Cs기법의 결과와 비교하여 토양 침식 추

정 모형 RUSLE와 USPED의 국내 용가능성을 평가하 다.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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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과정을 통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연구지역의 토양 속 137Cs총량은 평균 2.92±3.18Bq/kg으

로 변동계수가 크게 나타났다.연구 지역의 137Cs총량의 분포에는

경사도와 유기물 함량 등이 어느 정도 향을 미치고 있지만

인 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니었다.토양 내 유기물 함량이 식생

의 유무와 그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지의 사실과 연구 지역의

특성상 완경사지와 경사지에 따라 다른 토지이용형태로 악할

수 있듯이 이들 모두를 포 할 수 있는 변수는 토지이용이다.즉,

연구 지역은 토지이용에 따라 137Cs총량이 결정되고 그에 따른 평

균값도 큰 격차를 보 다.연구 지역의 침식량과 퇴 량을 살펴보기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 지역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해 국내

에서 진행된 선행연구의 기 지역 137Cs총량과 비교해 본 결과,반

감기를 고려하면 기 지역 총량의 범 내에 선행 연구의 137Cs평

균이 속해있는 것이 확인되었다.이와 같은 결과가 기 지역의 신

뢰성을 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선정 조건에 어느 정도 부

합한 지역이 설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 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양 침식량을 137Cs기법을 통해

살펴본 결과 연간 평균 약 28.97ton/ha가 침식되는 것으로 밝 졌

다.이를 토지이용 형태에 따라 나 어 살펴보면 경작지에서 연 평

균 약 67.58ton/ha가 침식되고 산지지역에서는 약 0.02ton/ha가 침

식되는 것으로 산정되어 산지와 경작지의 침식량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연구 지역은 과거부터 산지면 은 감소

하고 경지면 은 증가하고 있는 곳으로 경작지에서 발생하는 많은

양의 침식은 비합리 이고 집약 인 토지이용에 따른 결과로 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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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RUSLE와 USPED 모형의 구동에 필요한 강우,지형,토양,

식생피복 등의 인자들을 산정하는 방법은 매우 여러 가지임에도 불

구하고 이에 한 고려 없이 모형이 용된 연구 사례가 많다.이러

한 문제 을 극복하기 하여 선행 연구를 탐색하여 국내의 상황을

보다 더 잘 표하는 매개 변수 산정 방법을 선정하 고 이를 용

하여 토양 침식 추정 모형을 구동하 다.RUSLE 모형과 USPED

모형이 추정한 연구 지역의 연 평균 침식량은 각각 21.28ton/ha,

12.82ton/ha로 같은 연구 지역에 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2배의

격차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다.이러한 차이는 두 모형이 강조하

는 침식의 형태에 따른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RUSLE는 강우에

의해 이탈되는 토양 입자를 침식량으로 산정하는 반면 USPED는

이탈된 토양 입자가 충분한 유출수에 의해 이동되는 양을 침식량으

로 산정하기 때문에 USPED의 연 평균 침식량이 더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모형의 특성에 따른 추정량의 차이는 모형을

용하는 침식 연구에 있어서 분명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한

평균 침식량 이외에도 공간 분포 측 특성을 비교하 다.

RUSLE의 경우 경험식 기반의 모형으로 공간 분포를 악하는 것

이 어려웠지만 RUSLE의 방정식을 격자별로 용하면 격자별 침식

량을 악할 수 있어 유역 내 침식량의 공간 분포를 악할 수

있다.그 결과 RUSLE는 토지피복형태에 의해 침식량의 분포가 결

정되고 USPED는 지형 인 요소,특히 하천 네트워크를 따라 침식

과 퇴 이 복잡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우리나라에 보다 더 합한 토양 침식 모형을 선정하기 하

여 각 모형의 구동결과와 137Cs기법을 통해 구한 연 평균 토양 침

식 측 값을 비교하여 그 용가능성을 단하 다.그 결과,137Cs

기법의 결과에 비해 RUSLE의 연 평균 침식량은 0.73배,USPE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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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0.43배 더 낮게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USPED

에 비해 RUSLE모형이 상 으로 더 정확하게 측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토양 시료 채취 지 에 따른 137Cs침식량

과 그 치에 맞는 각 모형의 그리드 셀 값을 비교하여 공간 분

포 양상의 차이를 비교하 다.그 결과 USPED에 비해 RUSLE모

형이 침식의 공간 분포를 더 잘 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

만 상 계수가 약 0.3으로 높지 않은 설명력을 보 다.그러나 모형

구동에 활용된 토지피복도와 실제 채취 지 의 토지이용형태가 정

확하게 맞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 고 토양 시료 70개 서로 다른

12개를 제외하 다.그 후 이를 재분석한 결과,조정 결과와 마

찬가지로 RUSLE의 공간 분포 양상이 실제 발생하는 침식 퇴

의 분포 형태를 USPED에 비해 더 잘 나타냈고 상 계수와 신뢰

수 이 모두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더욱 세부 인 분석을

해 58개의 시료에 따른 치별 측 값과 추정 값을 비교해본 결

과 두 모형 모두 산지 지역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안정

으로 좋은 측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반해 경작지에서는 그 값

이 서로 매우 상이한 것을 악할 수 있었다.이러한 사실은 외국의

사정에 맞게 개발된 침식 모형들이 국내의 토지이용을 반 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로 국내 상황에 맞는 변수의

산정 모형의 보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비 으로 침식 모형

을 용하고 해석해선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37Cs을 이용하는 침식 연구에서 가장 요한 것은 기 지역의 신

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시간 한계로 인해 선정한

기 지역이 두 지 에 불과하여 객 성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 가

장 큰 한계 으로 사료된다.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기 지역을 보

다 더 설정하고 이에 따라 보정 검증작업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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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토양 침식 추정 모형이 두 개만 용된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공간 분포를 산정할 수 있는 다른 토양 침식 추정 모형이 용되

어 분석이 이루어지면 더욱 더 체계 인 분석을 통해 침식 모형의

용가능성을 제언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한계 들에도 불구하

고 본 연구에서 몇 가지 의의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137Cs기법을 통해 산출된 연 평균 약 29.68ton/ha의 침식량

은 비슷한 방법을 이용한 김계훈(1995)의 연구 결과 산정된 연 평균

25ton/ha와 비슷하게 나타나 60년 반 이후 국내에서 발생하는

연 평균 침식량을 략 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한 물리

측정방법을 통해 산정되는 토양 침식량(연 평균 0.292∼ 3898.2

ton/ha)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물리 측정 방

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변화의 폭이 큰 시․공간 요

소를 포 할 수 없기 때문에 일 강우량에 따라,지형 특징에 따라

측 값의 차이가 극심한 것을 악할 수 있다.이에 반해 137Cs기

법을 통해 얻은 토양 침식량은 물리 측정 방법과는 다르게 이상

기후 상을 포 할 수 있고 60년 이후 매년 평균 토양 침식량을

비교 쉽게 악할 수 있는 방법임이 확인되어 이 연구 방법의 국

내 용가능성에 한 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공간정보의 활용성이 높아지면서 최근 부분의 토양 침식

연구는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사례가 많다.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 토양 침식 모형이 산정하는 결과는 모형의 특징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침식량에 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모형의 용에 있어서도 연구 목 에 합한 모형 선정과정이 필요

할 것이다. 한 USPED보다 RUSLE가 실제 발생하는 침식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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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를 더 잘 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두 모형 모두

경작지에서의 측력보다 산지에서의 측력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침식 모형이 국내의 집약 이고 비합리 인

토지이용을 반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 많이 용되고 있는

토양 침식 추정 모형의 한계를 밝힐 수 있었고 국내 사정에 합한

매개변수의 산정과 보정 작업을 동반하는 용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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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onSpatialDistributionof

SoilErosionUsingFallout

RadioisotopeandSoilErosion

Model

WoojinSim

DepartmentofGeography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Soilisamajorresourcethatgivesadirect/indirectimpacton

thewholeworldallofhumanity.Butrecentlysoilresourcegoes

offbyindiscriminatelanduseandmultiplicativehumanactivity.

Inparticular,inthecaseofSouthKorea,thereisahighriskof

soilerosioncausedbytorrentialrainsofsummer,highmountain

rateandpopulationdensity.Thereareseveralwaystostudysoil

erosion,recently,soilerosionestimationmodelismostcommonly

usedtostudy.However,theresultsofthesoilerosionmodelare

predictedvalue,notobservedone.



- 115 -

Approachofusingradioisotopes137Csisabletoovercomethat

problem.Thismethodcanprovideuswiththespatialdistribution

ofsoilerosion and erosion rateformedium shortperiod.In

addition,Southkoreahasahighdiversityandcomplexityofthe

terrainandappearthehighconcentrationoflandusecompared

toaforeign country,despitethestudy ofapplicability ofsoil

erosion predicted modelthathasbeen developed in aforeign

countryisinsufficient.

Therefore,inthisstudy,toselectsoilerosionpredictedmodel

suitable fora domestic situation,soilerosion and thespatial

distributionofthestudyareaiscalculatedby 137Cstechniques

andcomparedwiththeresultofoperatedsoilerosionpredicted

modelRUSLE,USPED.

Theresultofthisstudyaresummarizedasfollows.First,the

totalamountofsoil137Csofthestudyarea,theaverage2.92±

3.18Bq/kg andlandusearethemostinfluentialinthespatial

distribution.Andsoilerosionamountistheannualaverage28.97

ton/hainthestudyarea,foreachlanduse,cultivatedareahas

theannual67.58ton/ha,forestareaerosionof0.02ton/hahas

occurred. Reclamation is the major factor of soil erosion.

ThereforeIthinkHighsoilerosionamountinagriculturallandis

duetoforsetclearinghavebeenmadefrom thepast.

Second,the average annual soil erosion amount operating

RUSLEmodelandUSPED modelwasrespectively21.28ton/ha,

with12.82ton/ha,despitetargetedatthesamearea.Thegapof

about2timeswasrevealed.Thesedifferenceshasthe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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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RUSLE emphasize land use but USPED highlight the

outflow,soitisbelievedthatannualaverageerosion rateof

USPEDappearedlower.

Third,137Cstechniquesandtwomodels'sresultofcomparing

theaverageamountofsoilerosion,RUSLE modelaccurately

predicts relatively more than the USPED,also the spatial

distributionoferosionfrom RUSLEwasbetterestimatethanthe

USPED.However,whenwesubdividedbylanduse,inallboth

models,goodpredictivepowerproveintheforestareasbutin

thefarmland,verydifferentvaluesrevealed.

Inspiteofsomelimitationsshowninstudies,wewereableto

detectannualsoilerosionratefrom 1963to2014,andsoilerosion

predicted model developed by foreign can't reflect the

phenomenon of intensive land use that occurs in domestic

cultivated land. Consequently, there is a need for critical

perspectivewhenyoutakeadvantageofthemodeltostudyof

soilerosion.

keywords:Soilerosion,137Cs,RUSLE,USPED,Applic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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