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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은 재

초 록

최근 우리나라는 이상강우 현상으로 인해 산지토사재해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 재산 피해를 입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효과적인 대처 방안 마련이 시급하지만,
산지토사재해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불규칙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우리 나라의
경우, 산사태 및 토석류 등의 발생 메커니즘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부족하고,
판단에

대부분의

의해

야계사방

이루어지고

공작물의

있다.

이에

시공이
따라

본

경험적이고
연구에서는

주관적
계류

황폐지수(Kb)를 이용하여, 산지계류의 황폐화 취약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계류 황폐지수(Kb)는 Škopek(1982, 1987)이
야계와

일반

하천을

구분하기

위해서

제안한

야계지수(torrent

coefficient)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이를
기초로 GIS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하천구간별로 산지계류의 황폐화
정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현장조사를 통한 산지계류의 지형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황폐지수와 이들 특성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계류 황폐지수(Kb)는 산세가 험한 지리 ∙ 지형적 특성을 갖는
산지계류에 대해 0.4이상의 값을 보였다. 이와 같은 값을 가지는 구간은
하상이 불안정한 상태이며, 집중호우 발생시 계류 침식 등 계류의
i

안정성이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계류 황폐지수(Kb)와 이를 산정하기 위해 계산된 인자간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계류

본류

연장(L),

유역

면적(S),

그리고

하상

경사(slope)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와 실제 현장 조사된 자료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D50(평균
입경)과 하도단면 형태지수(form ratio, F)에서 연관성이 나타났다. 이
결과로부터

산지계류의

황폐지수가

높을수록

계류

내

하상에

거력(boulder)의 분포가 많으며, 하방 침식 작용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지형적 특징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계류 황폐지수(Kb)는 적용대상유역의 지리 · 지형적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다. 그것은 계류의 형상, 지형적 특성, 토양의
투수성, 임상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야계사방사업
대상지 선정에 적용한다면 유용한 기초자료로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산지계류는 다양한 지형, 형태적 특징을 갖기 때문에 충분한 현장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계류 황폐지수(Kb)를 일반화 시킬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산지토사재해, 산지계류, 계류 황폐지수(Kb), GIS 분석기법,
D50(평균 입경), 하도단면 형태지수(form ratio, F)
학 번 : 2010-2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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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 산지계류는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강우강도의 증가 및 강우
패턴 변화 등의 이상강우 현상으로 인하여 침식작용이 가속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지성 집중호우에 의해 발생한 구곡침식(gully erosion)은
토석류(debris flow)로 발달되어 바닥에 쌓인 거력(boulder)의 퇴적물
과 유목 등이, 빗물과 섞여 하류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로 인해 커
다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매년 가져오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는 7-9월
에 집중적으로 발생된다. 특히, 최근 10여 년(2002년부터 2011년)간
산지토사재해로 인한 피해 면적은 5,398 ha를 차지하고 있으며, 1980년
대(231 ha) 보다 약 20배 이상 증가하였다. 더욱이 태풍 ‘루사’,‘에위
니아’가 상륙했던 2002년과 2006년에 각각 2068 ha, 1030 ha로 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산림청, 2011), 이로 인해 산지토사재해의 효과적
인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급격하게
대처방안

증가하는
마련이

산지토사재해의

필요하다.

피해를

산지토사재해는

막기

위한

이상기후

효과적인

등으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순식간에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지형 특성, 지질의
종류 및 지층구조, 토양의 물리 및 공학적 특성, 토지이용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연 재해에 비해
사전예방과

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배민기

등,

2009).

따라서

Baldelli et al.(1996)은 지질도, 지형도, 수치표고모델(Digital Elevation
１

Model, DEM)을 이용하여 산사태 취약도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산사태 유발인자인 강우, 지진, 지형, 토양, 식생, 토양 침식률, 배수율,
토지이용 등을 고려하여 산사태 발생 위험지역을 분류하는 연구는 국내
∙ 외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Kumar, 1996; Turrini and Visintainer,
1998; 이진덕 등, 2002; 이천용 등, 2002; 정규원 등, 2008; 권혁춘 등,
2008).
특히, 최근에는 산지토사재해의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사방댐 설치 및
야계사방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야계사방사업은 토사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산림

내

실시되는

공사로,

야계의

계상침식과 거석, 자갈, 유목 등의 유출 및 퇴적을 제어하여 계류를
안정화시키는
선행되어야

것을
할

주

목적으로

사항으로는

한다.

이

사업대상지를

사업에서

선정하는

가장

먼저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지계류를 따라 황폐화가 취약한 구역을 나누어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Japan Ministry of Construction, 1979).
하지만 산지계류는 충적하천(alluvial stream)보다 상대적으로 접근이
어렵고, 효용성이 낮다는 이유로 공간적 범위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정량적인 분석 자료가 미비하다. 또한 토석류(debris flow)의 발생을
예측하기 위한 지형, 지질, 토질 및 수목 등에 대한 현지 조사가
어렵다(Chin, 1989; 김종연, 2009). 특히, 토사량의 발생량과 이동 등을
예측하거나

구조물의

크기를

산정하는

실정이다(조흥동과 배우석, 2007).
２

기술개발이

부족한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지계류의 황폐화 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정량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산지계류의

황폐화

위험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산지계류에 대한 지형, 수문 및 수리적 요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들

요소간의

산지계류의 평가에 활용하였다.

３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여

Ⅱ. 연 구 사

1. 산지계류의 정의
일반적으로 산지계류는 충적하천(alluvial stream)과는 달리 종 · 횡
방향으로 변이가 크다. 특히 하상의 기울기가 급하며, 유로의 길이가
짧고, 하폭이 좁게 나타나는 특징을 갖고 있다(우보명, 1997). 게다가
하상 경계 저항이 높으며, 하상 퇴적물은 거칠고 거력(boulder) 등이
많이 분포한다. 호우에 의해 유동 에너지(flow energy)가 커지기
때문에 유속이 빠르게 나타나며, 유량이 급격하게 변화한다. 유동은
난기류(turbulent)형태로

하류로

이동되기

때문에

침식된

퇴적물은

완만한 경사의 하류 지역으로 이동되는 특징을 갖는 구간이다. 계류 내
수생 식물, 수서 곤충, 어류의 분포는 지점별 지형 특징과 고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전형적인 산지계류의 경우, 보통 하상경사가 0.02 m/m 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사를

나타내며(Jarrett,

하류로

이동하고,

하상이

1992),

암반(rock

구불구불(meander)하게

bed)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갖는다(Harden’s, 1990). 전 세계적으로 수문학상 체계(hydrologic
regime), 계류의 경사와 하상지형(bedform), 계류 평면도(channel
planform)의 특징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ohl, 2000).

４

2. 산지계류에 관한 국외 연구
국외의 산지계류에 관한 연구는 1980년과 1990년 대에 매우 활발하
게 진행되었다(Wohl, 2000). 이를 연구한 수많은 학자들은 수세기 동안
산림의 지형(mountain topography)과 유출(drainage)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산지계류에

관한

연구는

기후의

영향(Von

Humboldt, 1852; Price, 1981; Mountain Agenda, 1997; Jeník, 1997;
Ives et al., 1997), 지형형성과정(geomorphic processes)의 영향
(Molnar, 1990; Bandyopadhyay et al., 1997; e.g. Young and Twidale,
1993), 인간 활동의 영향(Ives, 1985)으로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Price and Barry(1997)는 온난 건조
(warm, arid), 한랭 건조(cold, arid), 반건조(semiarid), 온난 습윤
(warm, humid), 한랭 습윤(cold, arid), 열대성(seasonal tropic), 습윤
열대성(humid tropic), 고산(alpine)기후로 분류하여 각 기후대별 산지
계류의 일반적인 특징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속하는 온난 습
윤(warm, humid) 기후대의 산지계류 특징은 열대성 강우(tropical
storms)에 의해 계류의 유출이 높아지고, 물의 흐름은 경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Young and Twidale(1993)는 계류의 종적인 특
징을 하상재료의 방사측정을 통해 고지대로 갈수록 계류 내 퇴적물의 크
기가 증가한다고 언급했다. Grötzbach and Stadel(1997)은 20세기 후
반 세계 인구의 약 10%가 산림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경작, 벌채, 도
로 건설, 댐 건설 등의 인간활동으로 인해 산림은 산림재해에 취약하게
５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산지계류는 형태학상(morphology) 공간적으로 매우 다양한 형태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분류하는 연구는 매우 어렵다(Wohl,
2000).

하지만

유역규모(drainage

많은
basin

선행

연구자들은

scale)와

이를

하도구간

분류하기

규모(reach

위해

scale)로

수많은 계류 분류체계(channel classification system)를 제시하였다.
산지계류를 유역규모(drainage basin scale)로 크게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consequent

있다.

첫째,

stream),

하천의

발생학적

적종하천(subsequent

분류방법이다(필종하천
stream),

재종하천

(resquent stream)). 둘째, 하천의 시간적 발달 형태에 따른 분류방법
이다(표생

또는

적재하천(superimposed

stream),

선행하천

(antecedent stream), 등)(Powell, 1875, 1876). 셋째, 공간적 패턴에
따른 분류방법이다(수지상 하계망(dendritic pattern), 방사형 하계망
(radial pattern), 직각상 하계망(rectangular pattern), 등)(Howard,
1967). 마지막으로 하천 차수(stream ordering network)에 의한 분류
방법이다.
보통 하도구간 규모(reach scale)를 이용한 분류하는 방법은 수문 특
성(hydrology), 계류의 평면(planform), 하상지형 등의 특성에 따라서
step-pool,

plane-bed,

pool-riffle과

(Montgomery and Buffington, 1997).

６

같은

카테고리로

분류한다

마지막으로

계류의

형태학적

변화를

각

하도구간

규모(reach

scale)로 분류하는 것이다. 변수로는 계류의 경사도, 하상재료 입경분포,
유동

에너지(flow

energy)의

소비(expenditure)를

이용하여

분류한다(Wohl, 1998, 1999).

2.1. 산지계류와 산지토사재해의 관계에 관한 연구
산지토사재해는 산지계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국지성 집중
호우에 의해 산지계류를 따라 거력(boulder), 유목, 토사 등이 빗물과
섞여 하류로 이동하면서, 거주지역에 덮쳐 많은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다(Alexander, 1983; Benitez, 1989; Willi, 1991;
Benito et al., 1998; Gutiérrez et al., 1998; Batalla et al., 1999; ).
Hewitt(1997)은 재해의 원인을 산지계류 내 높은 에너지가 불균형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발생하는 산지재해는 약
60%이상이 지진과 홍수에 의해 발생한다고 언급하였다(OFDA, 1988).
토석류(debris

flow)는

집중

폭우로

인해

단시간에

불규칙하게

발생하며, 이를 예측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따라 토석류
위험 지역 예측, 재해의 발생 과정 이해, 토석류 발생 빈도와 규모 예측,
예방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 토석류가 일어난 지역에는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거의 피해 장소, 피해 규모, 발생 일시 등을 분석하였다(Eisbacher
and Clague, 1984; Clark, 1987b). 층서학(stratigraphy)을 이용하여
７

토석류 발생 시점을 연대순으로 나열하고, 그 지역의 발생빈도를 추정하
였다(Kochel, 1987; Shelmon et al., 1987; Wohl and Pearthree,
1991). 그리고 제방에 나타난 흔적을 활용하고(Eisbacher and Clague,
1984),

수지치형도,

지질도,

그리고

인공

위성

사진을

이용하여

(Chatwin et al., 1991; Wieczorek et al., 1997) 과거 토석류 발생 지역
을 추정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GIS를 활용하고(Gupta
and Joshi, 1990; Mejia-Navarro and Wohl, 1994; Rowbotham and
Dudycha, 1998; Lixian et al., 1998; Gupta et al., 2002; Nekhay et al.,
2009), 수치지형모델(DEM)을 이용하여(Dietrich and Montgomery,
1992; Mark, 1992) 과거 토석류의 규모와 빈도를 나타내고, 토석류에
위험한 지역을 지도로 표현하였다(Akojima, 1996).
토석류의 평균유속, 수위, 깊이, 그리고 퇴적된 면적을 변수로 만든
모델을 이용하여 토석류 발생 빈도와 그 규모를 예측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일차원, 이차원의 수학적 모델(Gallino and Pierson, 1985;
Chen, 1987; Mizuyama et al., 1987; Takahashi et al., 1987;
Rickenmann

and

Koch,

1997),

인공

수로

실험(flume

experiment)(Melosh, 1987; O’Brien and Julien, 1988; Iverson and
LaHusen,

1992),

그리고

첨두유량과

홍수량과의

관계를

나타낸

경험식(Parrett, 1987; Webb et al., 1988; Gavrilovic and Matovic,
1991;

Mizuyama

et

al.,

1992)을

이용하여

과정(mechanical processes)을 나타내었다.
８

토석류의

역학적

토석류 피해 저감 연구는 간접적인 대응(passive measurement)과
직접적 대응(active measurement)으로 크게 두 개의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간접적 대응방법은 강우량을 측정하거나 진동 센서를
이용하여 지변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는 방법이며, 직접적 대응방법은
토석류의 발생, 이동, 위험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재해의 경보 및 대피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토석이 축적된 움푹 패인 사면에는 인위적으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공극 수압(pore-water pressure)을 감소시켜
토석류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Reneau and Dietrich, 1987;
Montgomery

et

al.,

1991).

결국

재해

예방을

위해

불안정한

산지계류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MacFarlane and Wohl,
2003).

2.2. 산지계류의 안정성 및 황폐 위험성 평가 방법
황폐에 취약한 산지계류는 집중호우, 태풍, 산사태, 땅밀림, 계안붕괴,
인위적 개발 등에 따라 발생된 토석과 유목이 유동 에너지(flow energy)
의 영향으로 단시간에 급경사의 계류를 타고 내려오면서 계안 및 수변림
에 충격을 가하고, 하상 형태의 변화가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을
말한다.
산지계류의

안정성

및

황폐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Brusden and Thornes(1979)가 변이형태지수(Transient form ratio,
TF)를 정의하였다. 이는 평균 완화기간(mean relaxation time)을 사건
의 평균 재현기간(mean recurrence time of events)으로 나누어 산정
９

한다. TF 값이 1보다 크면, 불안정한 상태이며, 계류가 안정이 되는 기
간보다 사건의 재현기간이 짧아 계류 내 안정 상태를 유지하기 힘들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Hey(1987)도 TF를 이용하여 계류 상류부의 특징
을 평가하였다.
Moore 등(1993)은 수류력 지수(stream power index, SPI)를 상류
유역의 면적(upstream area)과 구간 경사(local slope)를 곱하여 나타
내었다.

SPI

값이

저항력보다

크면

불안정한

유역으로

판단한다.

Burrough 등(1998), Dalla Fontana and Marchi(2003, 2005)도 이를
이용하여 소유역별 계류의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Rosgen(1994)는 하도단면 형태지수(form ratio, F)를 제시하였다.
이는 만수위 폭(bankfull width)을 만수위 수심(bankfull depth)으로 나
누어 계산할 수 있다. F값은 하도의 단면 형태에 따라 침식과 퇴적 양상
을 파악할 수 있는 지수로 활용된다. 이 값이 작다면 산지계류 상류지역
의 특징을 갖으며, 하방 침식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산지계류에 관한 국내 연구
최근 국내에서는 집중 호우나 태풍으로 인해 산악지형을 중심으로 다
양한 재해가 발생하고,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발생되는 산지토사재해의
유형 중 대부분 토석류(debris flow) 형태이다. 국지성 집중호우로 산
비탈면이 포화되어 산지계류로 흘러내린 토사 및 토석이 계류 바닥에 쌓
인 거력(boulder), 자갈 등의 퇴적물과 함께 계류를 따라 빠른 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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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강하여 표층을 파괴하고, 완경사 지역에 도달하여 정지하는 현상을 토
석류(debris flow)라 한다(Lorenzini and Mazza, 2004; 김정한 등,
2009; 전병희 등, 2010). 이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지금
까지도 발생과정이 명확하게 규명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를 합리적이
고 객관적으로 예방 및 방재대책 수립하기 위해 GIS를 기반으로 한 토
석류 발생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유남재 등, 2008; 위
광재 등, 2010; 장현익, 2008; 이인지, 2010). 대부분의 연구들은 산림
지역의 지형, 지질, 기후상황, 임상, 토질의 인자들을 가지고 인자 별 가
중치를 합산하여 산지토사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구분하였다.
배민기 등(2009)은 산사태 발생이 취약한 지역은 산지의 정상부보다
능선부분의 계곡지역에 많이 분포한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김정한
등(2009)은
재현성을

토석류(debris

보였으며,

주

flow)
영향

발생과

인자로는

강우

유출량은

산지계류의

유사한

하폭이라고

언급하였고, 산지계류 지역의 지형 인자에 대한 현장 자료 축적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김석우

등(2011)은

산지계류가

전형적인

계단상 하상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상 경사와 거력(boulder)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만수위 폭(bankfull width)의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다 라고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자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경기도의

지형

및

인위적인

변수에

의한

산지계류

분류(양희경, 2001), 산지계류에 형성된 계단상 하상구조의 지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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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오성원, 2000; 김석우 등, 2011), 산지계류 내 유목의 종단적 분포
특성(서정일 등, 2011), 산지계류 내 수질에 관한 연구(박재철과 이헌호,
2000; 마호섭 등, 2011), 산지계류에 있어서 이온특성, 하상재료
특성과 수서곤충과의 관계(서문원과 전근우, 1999) 등에 관한 연구가
보고 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산림은 급경사의 산악지형으로
접근이 어렵고, 지형 및 형태학적으로 다양한 하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규명하기는 어렵다.
국내에서는 산지계류의 지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오성원, 2000)가
보고되고는 있지만 미흡한 실정이며, 이와 관련된 연구는 산지토사재해
예방 및 방재측면에서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문에 정량적으로 황폐에 위험한 산지계류를 평가하는 본 연구는
연구적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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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산지계류의 황폐지수(Kb) 평가 방법
본 연구에서는 산지계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분류하기 위해 계류
황폐지수(Kb)를 이용하였다. 이 지수는 유역과 계류의 형상, 지형적 특
징, 토양의 투수성, 임상 등을 고려하여 대상유역 내 계류의 황폐 위험
성을 나타내는 무차원의 지수로, 그 값이 0에 가까울수록 계류가 안정되
고 하상물질 이동이 적은 구간을 의미한다.
계류 황폐지수(Kb)는 다음과 같다.

 ( + 1)/
 =
( + 1)/

(1)

여기서, H = 수계밀도 (km/km2), O = 유역둘레 (km),

Vs = 평균고도차 (km), P = 토양투수지수, E = 유역 침식지수,
S = 유역면적 (km2), L = 계류의 본류연장 (km),
Sz = 유역 내 산림면적 (km2)

그림 1에서는 GIS를 이용하여 소유역별 각 인자를 추출하고, 계류 황
폐지수(Kb)를 계산하는 과정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국토정보지
리원에서 제공하는 1:25,000 축척의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25 X 25 m
급의 수치표고모델(DEM)을 생성하고, ArcGIS 9.3.1의 확장기능인 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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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 Tools Ver.1.3을 이용하여 유역분석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각
소유역별 유역면적(S), 유역둘레(O), 계류의 본류연장(L) 등의 인자들
이 추출되며, 이 후, 간단한 연산을 통하여 수계밀도(H), 평균고도차
(VS), 유역 침식지수(E) 등을 산정할 수 있다. 소유역의 최소 면적은
50 ha로 가정하였다. 한편,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수치정밀토양
도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수치임상도를 획득하여 Grid로 변환
하고 유역분석 결과 자료와 중첩하여 토양 투수지수(P)와 유역 내 산림
면적(SZ)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림 1.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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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역 분석 및 각 인자 산정 방법
계류 황폐지수(Kb) 산정을 위해 가장 먼저 진행되는 유역분석은 수치
표고모델(DEM)을 바탕으로 대상지역 내 물의 흐름을 분석하고, 전체
대상지를 여러 개의 작은 유역 구역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유역분석의
전체과정은 표 1과 같으며, 이 결과로서 유역면적(S), 유역둘레(O), 계
류연장(L)의 인자를 직접 계산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적용한 GIS 유역분석은 하나의 유역에 하나의
지류만

존재하므로

수계밀도(H)는

유역면적(S)과

계류의

본류연장(L)으로부터 쉽게 구할 수 있다.
수계밀도(H) 인자는 유역면적과 유역 내 전체 계류연장의 합으로
계산되며,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

 + ∑ 
( /  )


(2)

여기서, L =본류연장 (km), Li = 지류 i 의 연장 (km),

S = 유역면적 (km2)

평균고도차(Vs)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된다.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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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Vs=평균고도차, Vp=유역평균고도, Vu=유출지점고도

유출지점고도(Vu)는 유역분석의 최종 산물 중의 하나인 유역 내
유출지점(DrainagePoint)을 이용하여 해당 지점의 고도를 추출하여
계산된다.
토양 투수지수(P)는 토양의 평균 투수성을 나타내는 인자로서 수치정
밀토양도의 토양통 정보의 투수 항목을 이용하였다. 각 토양통별 투수성
에

대한

정보는

국립농업과학원

한국토양정보시스템

(http://asis.r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각의 정밀토양도의 투
수성 값에 대하여 아래의 표 2와 같이 토양 투수지수(P)값을 배정하였
다.
유역 침식지수(E)는 하천경사와 유역 내 황폐지 면적 비율로 그 값이
결정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역 내 황폐지 면적 비율에 대한 기
구축된 자료의 획득이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하천경사만을 고려하여
유역 침식지수(E)를 결정하였다. 하천경사에 따른 유역 침식지수는 표
3과 같다.
유역 내 산림면적(Sz) 인자는 유역 내 산림면적으로서 수치임상도를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수치임상도를 수목이 존재하는 곳은 값이 1, 부재
하는 곳은 값이 0인 Grid로 변환하여 면적을 산정하였다. 수치임상도 코
드에 따른 Grid 값의 배정은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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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유역분석의 전체 과정 흐름
순

명령어

서

설명

생성 파일
(default 값임)
SinkPoly

1

Sink Evaluation

유역 내 Sink 평가.

2

Fill Sink

발견된 Sink 보정.

Fil

3

Flow Direction

유역의 흐름 방향 결정.

Fdr

4

Flow Accumulation

유역의 누적된 흐름 결정.

Fac

SinkDA

누적된 흐름을 바탕으로
5

Stream Definition

계류를 정의함

Str

(수계망 형성).
6
7
8
9
10

Stream
Segmentation
Catchment
Grid Delineation

수계망을 각 지류로 나눔.

Lnk

유역 Grid 를 생성.

Cat

Catchment

유역 Grid 를 바탕으로

Polygon Processing

유역 Polygon 생성.

Drainage

하천 Grid 를 바탕으로

Line Processing

계류 Polyline 생성.

Drainage
Point Processing

유역 내 유출 지점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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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chment
Drainage
Line
Drainage
Point

표 2. 토양 투수지수 인자 값 배정표
정밀토양도

토양 투수 정도

투수 항목

(degree of soil permeability)

매우 느림

P 값

totally impervious

1.0

Impervious

0.9
0.8

느림

not very permeable

0.7

약간 느림
보통

0.65
Permeable

0.6

약간 빠름

0.55

빠름

0.5

매우 빠름

very permeable

0.45

표 3. 유역 침식지수 인자 값 배정표
하천경사 (%)

E 값

50 이상

1.0

40 - 50

0.8

30 - 40

0.6

20 - 30

0.4

10 - 20

0.2

0 -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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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수치임상도 코드에 따른 Grid 값의 배정
수치임상도 코드(임상)
C(침엽수림),

H(활엽수림),

PD(소나무

인공림),

PR(리기다소나무림),

Grid 자료값

M(침활혼효림),

PK(잣나무림),
Q(참나무림),

D(소나무림),
PL(낙엽송림),

PQ(참나무인공림),

Po(포푸라림), Ca(밤나무림), Cr(삼나무림), Co(편백나무림),
Ab(전나무),

PC(침엽수

인공림),

PH(활엽수

1

인공림),

B(죽림)

F(벌채적지), O(미립목지), E(황폐지), LP(목장), L(경작지),
R(제지), W(수체), Dn(임간나지), 99(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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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지계류 내 지형학적 특성 분석 방법
GIS를 이용하여 분류된 산지계류의 하상 지형 특성을 보다 체계적으
로 파악하기 위해 그림 3에서와 같이 단양군을 선정하여 정밀조사를 실
시하였다. 적용 대상지는 2개 읍, 6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
총 산림면적은 약 62,753 ha정도이다(단양군, 2011년). 약 80%가 산악
지대로 험준한 산세를 형성하며, 그림 2에서와 같이 동남쪽에는 소백산
국립공원, 서남쪽에는 월악산 국립공원이 있다. 이 지역은 기온의 교차
가 심한 내륙성 기후를 띄며, 연평균 기온은 11.6 ℃ 내외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약 1,700 mm이다. 강수량의 분포를 보면 7-9월에 강수 집중
률이 높으며, 총 연강수량에 약 60%이상 차지한다. 연구 대상지의 지질
학적 특성으로는 석회암지대가 주를 이루고 있고, 산림지역의 경우 토심
이 얕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이 지역은 산지토사재해에 매우 취약
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06년 ‘에위니아’ 태풍으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 만큼 도로부 및 농경지, 주택 등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였고, 그
이후 야계사방시설 및 사방댐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표 5와 같이
투입되는 사업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양군의 동남부지역의 산지계류인 사동계곡 유역 21
개소, 새밭계곡 유역 5개소, 단양온천 부근 계곡 유역 13개소로 총 39
개소를 선정하였고, 조사지점 별 150 m의 간격을 유지하였다. 인위적
교란이 없는 자연형 산지계류의 하상 단면 조사와 하상 재료 조사를 진
행하였다. 특히, 인공구조물을 기점으로 하류지역은 인위적인 간섭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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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교란이 발생하였고, 일부 구간은 충적하천(alluvial stream)의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011년 5월부터 11월에 걸
쳐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3.1. 하상 형태 조사
단양유역 내 산지계류의 모든 지점에 대하여 하상 지형자료를 획득하
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소비해야 한다. 따라서 각 구간
의 하상 지형을 대표할 수 있는 조사 지점에 대하여 그림 4(a)와 같이
만수위 하폭(bankfull width), 만수위 수심(bankfull depth), 하상경사,
횡단면

등의

항목을

레벨을

이용하여

측량을

실시하였다.

만수위

(bankfull)는 계류에 물이 가득차 있는 수면 높이를 말하며, 사면 경사
(bank slope), 식생(vegetation), 토양(soil), 포인트 바와 사면 언더컷
(point bar and bank undercuts), 거력과 암반의 배열 상태(lines on
boulder/bedrock)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산지계류의 만수위(bankfull)를
판단하는 지표로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측정하기 위해 그림 5와
같이 Pleus and Schuett-Hames(1998)가 제시한 방법으로 1년생 식물
(annual vegetation)과 다년생 식물(perennial vegetation)의 경계로 식
별하였다. 하도가 그림 6와 같이 암반(rock bed)으로 이루어진 경우 하
상재료의 특징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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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하상 재료 조사
계류의 하상에 쌓인 퇴적물의 특성을 알기 위하여 하상재료의 입경을
조사하였다. 산지계류는 충적하천(alluvial stream)보다 하상재료의 편차
가 종 · 횡 방향으로 크기 때문에 각 지점의 하상에 퇴적된 재료의 특
성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에 Pebble Count(Wolman, 1954)의
방법을 이용하여 그림 4(b), (c)와 같이 각 조사지점별로 랜덤 스텝-토
(step-toe) 과정으로 최소 100개의 하상 재료를 장경(a축), 단경(c축)
을 자로 재는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Pebble Count 방법은 간단하며, 빠른 시간 안에 계류 지점 별 하상
재료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다. Wolman(1954)에 의하면 하상에 쌓인
퇴적물은 2 mm 이하(sand), 2-4 mm(very fine gravel), 4-8 mm(fine
gravel), 8-16 mm(fine gravel), 16-32 mm(coarse gravel), 32-64
mm(very coarse gravel), 64-128 mm(small cobble), 128-256
mm(large

cobble),

256-512

mm(small

boulder),

512-1024

mm(medium boulder), 1024-2048 mm(large boulder), 2048-4096
mm(very large boulder)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지의
산지계류 내 총 하상에 쌓인 퇴적물 중 거력(small boulder, medium
boulder)의 비율이 약 50%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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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 대상 유역

표 5. 야계사방 및 사방댐 사업(2011년 단양군)
야계사방

사방댐 사업

연도
공사비 (단위 : 천 원)

개소

공사비 (단위 : 천 원)

2006

163,715

-

-

2007

-

3

689,498

2008

191,000

3

764,791

2009

-

10

2,549,581

2010

-

6

1,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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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현장조사 지점
(a)사동계곡 유역, (b) 새밭계곡 유역, (c) 단양 온천 부근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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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현장 조사 방법
(a)레벨 측량, (b), (c)Pebble Count(Wolman, 1954)의 방법인 장·
단축 재는 방법

그림 5. 만수위(bankfull)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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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하상이 암반(rock bed)인 계류 지점
(a)하류방향, (b)상류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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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및 고찰
1. 산지계류 황폐지수(Kb)의 산정 결과
단양지역에 대해서 유역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유역
분석을 통해 대상 유역의 유역면적(S), 유역둘레(O), 계류의 본류연장
(L) 등의 인자 값을 소유역별로 얻을 수 있다.
계류 황폐지수(Kb) 산정에 필요한 소유역별 인자 값의 현황도는 그림
8과 같다. 이 과정을 통해 나온 값을 식 (1)을 이용하여 소유역별 계류
황폐지수(Kb)를 산정하였다. 그 후 산림지역 내 계류만을 대상으로 분
류하기 위하여 임상도를 이용하여 clipping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임상
도의 정보가 있는 계류만을 그림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9는 계류 황폐지수(Kb)를 기초로 GIS 유역분석을 활용하여 산
지계류를 소유역으로 나누어 나타낸 것이며, 이를 통해 해당 계류 구간
별 침식 가능성과 황폐화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수 값
이 0.4이상인 구간일 경우에 황폐 취약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 유역인 단양군 내 소유역별 계류 황폐지수(Kb) 값을 평가
해보면, 동남부지역에서 0.4이상 값의 비율이 높고 황폐화에 취약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험준한 지리 ∙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소백산
과 월악산이 단양군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국내에서는 토석류(debris flow)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여 발생 메커니
즘 이해와 이를 예측하기 위한 해석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산
지계류의 황폐 위험성을 예측하기 위한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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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본 연구와 같이 황폐화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계류 황폐지
수(Kb)를 통해 산지토사재해 예방 시설물이 필요한 산지계류 구간을 객
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좀 더 합리적인
방재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２９

３０

３１

그림 7. 유역분석 각 과정의 결과물
(a)최초 입력자료인 단양군 수치표고모델(DEM), (b)물 흐름의 방향,
(c)물 흐름의 누적, (d)수계망 정의, (e)수계망을 각각의 독립된 지류로
분리, (f)유역 Grid 형성, (g)유역 Polygon Feature 생성, (h)수계
Polyline feature 생성, (i)유역 내 유출 지점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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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단양지역 인자 별 현황도
(a)수계밀도, (b)유역둘레, (c)평균고도차, (d)토양투수지수, (e)유역
침식지수, (f)유역면적, (g)계류의 본류연장, (h)유역 내 산림면적
３４

그림 9. 산지계류 분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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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류 황폐지수(Kb)와 각 인자간 연관성 분석 결과
계류 황폐지수(Kb)와 이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산정된 각각의 소유역
별 인자간 연관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 계류 본류 연장(L), 유역
면적(S), 그리고 하상 경사(slope) 등이 그림 10과 같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폐화에 취약한 산지계류일수록 계류 본류 연장(L)은
비교적 짧게 나타나며, 유역 면적(S) 또는 계류 내 집수면적이 작게 나
타나고 하상 경사(slope)의 기울기가 급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낸다(우보명, 1997; Jakob,
2005).

3. 계류 황폐지수(Kb)와 현장 조사 자료의 연관성 분석 결과
계류

황폐지수(Kb)와

만수위

폭(bankfull

width),

만수위

수심

(bankfull depth), 하상 경사(slope), D50(평균입경), 하도단면 형태지
수(form ratio, F)의 연관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림 11에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D50은 각 지점별 pebble count의 방법으로 조사된 총 개수
중 50%의 값을 의미한다. 하도단면 형태지수(form ratio, F)는 현장에
서 측량된 만수위 폭(bankfull width)과 만수위 수심(bankfull depth)을
이용하여 계류의 침식과 퇴적 양상을 판단할 수 있는 지수이다.
이

결과

황폐에

취약한

산지계류

구간의

경우,

계류

내

거력(boulder)의 분포 비율이 높으며, 대부분 하상 기울기가 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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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특징을 갖는다. 이 때문에 하방 침식 작용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지형적 특징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0. 계류 황폐지수(Kb)와 각 인자간의 관계
(a)계류 황폐지수(Kb)와 계류 본류 연장의 관계, (b) 계류 황폐지수
(Kb)와 유역 면적의 관계, (c) 계류 황폐지수(Kb)와 하상 경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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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계류 황폐지수(Kb)와 현장 자료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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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황폐에 취약한 산지계류 등급도 작성
소유역별 계류 황폐지수(Kb)를 기초로 최종적으로 단양유역 산지계류
의 황폐 위험 등급도를 그림 12와 같이 나타내었다. 우리나라 산지계류
에 대한 황폐등급 분류기준이 없기 때문에 표 6과 같이 Škopek(1982,
1987)이 제안한 분류 기준을 수정 및 보완하여 산사태 위험지 관리 시
스템과 같이 네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계산된 계류 황폐지수(Kb)가 0.7
이상인 경우 황폐계류 1등급으로 황폐 취약성이 가장 크며, 이는 계류가
황폐화될 정도가 매우 높아 사방시설물의 도입이 필요한 계류를 의미한
다. 지수 값이 0에 가까운 4등급인 계류는 상대적으로 안정하다고 판단
할 수 있다. 특히 4등급의 계류는 대부분 임상도 이외의 지역에 분포하
며, 현장 조사를 통한 지형의 특성을 살펴보면 하도에 수직으로 놓인 교
량과 보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물과 하도가 평행하게 놓인 인공 제방이
설치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계류는 일반적인 충적
하천(alluvial stream)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 결과 동남부지역에 등급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1, 2등급 산지계
류가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이는 소백산과 월악산이 위치하는 단양지역
의 험준한 지리 ∙ 지형적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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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황폐 위험한 산지계류 분류 등급표
등급

계류 황폐지수(Kb)

계류의 특성

1 등급

0.7 이상

황폐 위험성이 매우 강함

2 등급

0.4 - 0.7

황폐 위험성이 강함

3 등급

0.1 - 0.4

황폐 위험성이 중간정도임

4 등급

0.1 이하

황폐 위험성이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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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황폐 위험한 산지계류 등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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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산지계류의 황폐화 위험도를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산정하
기 위한 목적으로, 계류 황폐지수(Kb)를 이용하여 황폐 취약성을 평가
하였다. 또한 산지계류의 지형, 수문, 수리적 요소를 현장조사 하였으며,
이들 인자와 계류 황폐지수(Kb)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계류 황폐지수(Kb)를 기초로 평가한 산지계류는 계류의 형상,
지형적

특성,

토양의

투수성,

임상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대상유역의 지리∙지형적 특성을 잘 나타낸다.
2) 황폐화에 취약한 산지계류일수록 계류의 본류연장(L)은 비교적
짧게

나타나며,

계류길이에

비해

유역

면적(S)

작고,

하상 경사(slope)의 기울기가

또는

계류

내

집수면적이
급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3) 산지계류 구간의 경우, 계류 내 거력(boulder)의 분포 비율이
높으며, 대부분 하상 기울기가 급해 불안정한 특징을 갖기 때문에
하방 침식 작용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지형적 특징을 갖는다.
4) 계류

황폐지수(Kb)를

Škopek(1982,

1987)이

제시한

분류

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4 등급으로 분류한 결과, 산세가 험한
지역에서 1, 2 등급의 산지계류가 많이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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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산지계류의 황폐화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미흡한 상황에서 계류 황폐지수(Kb)를 이용한 소유역별 산지계류의
황폐화 가능성을 평가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현재 연구는
그 한계점이 분명하므로 실제 산지토사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와
같은

사업에

이용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계류

황폐지수(Kb)를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그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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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IS-based
Torrent Hazard Assessment of
Mountain Streams
Lee, Eun Jai
Department of Forest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incidences of mountain landslide in Korea were seen
increasing along with the abnormalities of rainfall patterns. As a
result, mountain disasters have been damaging properties and
displacing the lives of many people both in the uplands and nearby
lowland watershed areas. To address this situation, information
about the nature of mountain landslides particularly debris-flow
hazard and risk are needed.

Unfortunately, very few studies had
５７

been conducted in Korea about his aspect.

For this reas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measure the torrential stream coefficient
(Kb) and evaluate the hazard level of a denuded mountain streams
in Danyang, Korea which could provide helpful information about the
landslide hazard of the site. Using the torrent coefficient suggested
by Škopek (1982, 1987), torrent values of streams and rivers were
assessed and compared. GIS analysis of the geomorphological
features of the mountain streams using actual field survey
information was also performed to complement the analysis.

In

general, results showed that Kb of sub-watershed can be
characterized in the following, a) ‘ rough mountain geography
watershed ’ with a value of more than 0.4; and b) unstable
mountain streams if Kb is above 0.4. This suggested that
degradation

is

more

likely

during

extreme

rainfall

events.

Furthermore, torrential stream coefficient (Kb) values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length of the main stream

(L),

watershed area(S), and slope. Torrential stream coefficient (Kb)
values of sub-watershed streams that were coupled with field
survey data likewise showed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D50 and
form ration (F). If Kb increases does it means, there are many
boulder distribution and undercutting can occur frequently.
５８

Overall, estimates of torrential stream coefficient (Kb) values can
help describe the potential landslide hazard of the site.
results were

Better

obtained when watershed parameters such as

watershed area, shape of watershed, elevation difference, soil
drainage rate and land use, and stream morphological information
including stream density, main stream length, and stream gradient
are taken into account. Such information can be useful reference in
future landuse planning in the area hence further studies to explore
other sites is needed to increase the reliability and usefulness of
the information obtained, considering the diverse topographic and
morphological conditions of watersheds.

Keywords : mountain landslides, torrential stream coefficient(Kb),
GIS analysis, D50, form ratio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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