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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The energy conservation theory is introduced for investigating processes of runoff and soil erosion on

the hillslope system changed vegetation condition by wildfire The rainfall energy, input energy consisted

of kinetic and potential energy, is influenced by vegetation coverage and height. Output energy at the

outlet of hillslope is decided as the kinetic energy of runoff and erosion soil, and mechanical work

according to moving water and soil is influenced dominantly by the work rather than the kinetic energy.

Relationship between output and input energy is possible to calculate the energy loss in the runoff and

erosion process. The absolute value of the energy loss is controlled by the input energy size of rainfall

because energy losses of runoff increase as many rainfall pass through the hillslope system. The energy

coefficient which is dimensionless is defined as the ratio of input energy of rainfall to output energy of

runoff water and erosion soil such as runoff coefficient. The energy coefficient and runoff coefficient

showed the highest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the vegetation coverage. Maximum energy coefficient is

about 0.5 in the hillslope system. The energy theory for output energy of runoff and soil erosion is

presented by the energy coefficient theory associated with vegetation factor. Also runoff and erosion soil

resulting output energy have the relation of power function and the rates of these increase with rainfall.

Key words: Energy conservation, Runoff, Soil Erosion, Energy Coefficient, Hillslope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산지지역에서의 산업개발 벌목 및 산불은 산지유역의 토양침식 및 토사유출의 증가를 초래한다 강원도, .

영동지역은 빈번한 산불로 인해 토양침식에 관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들 지역에 위한 합리적인 토양,

침식 제어방법을 규정하고 유역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모형이 필요하다 모형은 크게 단순회귀식의 경, .

험적인 모형과 물리적 역학적 과정을 기술하는 물리적인 모형으로 구분한다 경험적인 모형은 비교적 매개, .

변수가 적어 모형 적용이 용이하나 과정을 모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용범위의 한계가 있다 물리적인 모형, .

은 다수의 매개변수로 적용이 복잡하지만 유역으로까지 적용 가능하며 연속적 모의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 .

산지사면을 대상으로 경험적인 모형인 국립방재연구소 박상덕 등 를 개발 하였으나 물SEMMA( , 2004; , 2005) ,

리적인 모형의 개발은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토양침식 모형 개발을 위해 현장에서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유출 및 토양침식의 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물리적인 모형을 개발하고자 산지사면을 대상으로 유출

및 토양침식에 대한 에너지보존 이론을 정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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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보존 이론에너지 보존 이론에너지 보존 이론에너지 보존 이론2.2.2.2.

유출 및 토양침식 과정에 대한 에너지 보존유출 및 토양침식 과정에 대한 에너지 보존유출 및 토양침식 과정에 대한 에너지 보존유출 및 토양침식 과정에 대한 에너지 보존2.12.12.12.1

독립된 시스템에서 에너지의 형태는 변화하지만 총에너지는 보존된다 임의 블록이 고정된 높이에서 마찰.

이 없는 사면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갈 경우 운동에너지는 증가하지만 위치에너지는 감소한다 만약 마찰이, .

있는 사면이라면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는 감소하는 대신 마찰에 의한 일과 마찰면에서의 열과 소리 등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법칙은 식 과 같다. (1) .

       (1)

여기서 과 는 점에서 각각의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이고1 , 와 는 지점에서 각각의 운동에2

너지와 위치에너지이며,  점에서 지점으로 이동하는 동안 마찰에 의한 일을 의미하고1 2 , 는 시스템에

서의 손실된 에너지를 의미한다.

위의 식을 유출 및 토양침식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각하여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하면 식 와(1) (2)

처럼 표현할 수 있다(3) .

       (2)

   (3)

여기서 는 유출 및 토양침식량의 에너지를 의미하는 출력에너지, 는 강우의 에너지를 의미하는

입력에너지, 는 강우에 의한 유출 및 토양침식 시스템에서의 침투 증발산 등에 의한 손실에너지를 의미,

한다.

강우에너지강우에너지강우에너지강우에너지2.22.22.22.2

입력에너지인 강우에너지는 식 와 같이 강우가 지표면에 도달했을 때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 합이다(4) .

   

  (4)

여기서 은 강우의 질량(kg/m), 는 강우의 속도(m/s), 는 중력가속도(m/s2), 는 강우의 위치 이다(m) .

강우가 지표면에 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표식생의 유무에 따라 강우에너지는 변한다.

식생이 없는 경우식생이 없는 경우식생이 없는 경우식생이 없는 경우2.2.12.2.12.2.12.2.1

식생이 없는 경우의 산지사면에서 강우의 낙하속도 및 총

질량을 나타낸 모식도는 과 같다 강우는 강우입자의Fig. 1 .

형태로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모든 강우물방울을 합하여 하나의 질량으로 보

고 단일강우의 단위폭당 운동에너지 와 위치에너지, (J/m)

를 고려한다(J/m) .

식생이 없는 경우의 강우의 총 운동에너지는 식 와 같(5)

이 표현한다.

 

∞

 (5)

여기서, 는 강우의 총 운동에너지(J/m), 은 강우의

질량(kg/m), ∞는 강우의 자유낙하속도 이다(m/s) .

물방울의 평균직경과 개수를 알면 총 질량을 알 수 있으며 자유낙하에 의한 속도를 알면 총 운동에너지,

산정이 가능하나 다음 식 과 같이 에 의한 경험식을 이용하면 용이하다, (6) van Dijk(2002) .

         exp     (6)

여기서, 는 식생 통과 없이 지표면에 바로 떨어지는 강우의 총 운동에너지 를 의미하고(J/m) , 는 강우

의 운동에너지(J/m2mm),  는 호우의 평균강우강도(mm/hr), 는 총강우량 그리고(mm) 은 사면투영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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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raindrop on theFig. 1. Schematic diagram of raindrop on theFig. 1. Schematic diagram of raindrop on theFig. 1. Schematic diagram of raindrop on the

hillslope in case of non-vegetationhillslope in case of non-vegetationhillslope in case of non-vegetationhillslope in case of non-veg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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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m) .

식생이 없는 경우 강우 위치에너지는 처럼 산지사면에Fig. 2 의 질량을 가진 강우의 평균 높이 를 고

려하여 식 의 위치에너지를 산정한다, (7) .

     (7)

여기서, 은 강우의 위치에너지(J/m), 는 강우의 질량(kg), 는 중력가속도(m/s2), 은 총강우량(mm),

는 물의 단위중량(N/m
3
), 는 산지사면의 평균 높이 이다(m) .

식생이 있는 경우식생이 있는 경우식생이 있는 경우식생이 있는 경우2.2.22.2.22.2.22.2.2

식생이 있는 경우 강우의 운동에너지는 식생의 피복율과 낙하,

속도를 변화시키는 식생의 높이 그리고 식생의 종류에 따른 강우

의 입경 변화에 의해 좌우된다 강우가 식생을 통과하면서 물방.

울 입경은 커지며 식생고에 따른 낙하속도는 일반적으로 줄어든,

다 는 식생이 있는 경우 강우의 유출과정 모식도를 나타낸. Fig. 2

것이다.

강우의 운동에너지는 식 처럼 산지사면에 직접 떨어지는 강(8)

우와 식생을 통과해서 떨어지는 강우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8)

는 식생을 통과하여 떨어지는 강우의 운동에너지(J/m), 는

식생피복도, 는 식생 통과 없이 지표면에 바로 떨어지는 강우

의 운동에너지 로 식 와 같다(J/m) (5) .

 



 (9)

여기서, 는 식생을 통과하는 강우의 질량(kg/m), 는 식생고에 따른 자유낙하 속도 이다(m/s) .

    (10)

여기서, 은 식생에 떨어지는 강우량(mm), 는 식생차단 강우량(mm), 는 줄기타고 흐르는 강우량(mm)

이다 식생을 통과하는 강우의 질량 산정은 총강우량에 식생피복도를 곱하여 식생에만 떨어지는 강우에 대한.

질량만을 고려한다 식생에 떨어진 강우는 식생의 차단에 의해 강우량이 줄어들고 나무줄기를 타고 내려가. ,

는 강우는 사면 지표를 타격하지 않아 산지사면을 타격하는 운동에너지로 작용하지 않는다 수관차단수량과.

수간유하수량은 식생의 종류와 형상에 따라 다르므로 등 과 김 의 측정 자료를 활용한다, Zhou (2002) (1994) .

식생을 통과한 강우 중에 식생에 의해 차단되어 지표면에 도달하지 않은 수량을 제외한 위치에너지는 식

과 같이 산정 가능하다(11) .

       (11)

유출수 및 침식된 토양의 에너지유출수 및 침식된 토양의 에너지유출수 및 침식된 토양의 에너지유출수 및 침식된 토양의 에너지2.32.32.32.3

출력에너지인 유출수 및 침식토양 에너지는 산지사면의 출구부를 빠져나가는 위치에서 운동에너지는 존재

하지만 출구부의 고도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위치에너지는 이다 또한 산지사면에 도달한 강우는 유출과, 0 .

토사이송의 형태로 일을 수행함으로 식 과 같이 표현한다(12) .

    

    (12)

여기서, 는 유출수 및 침식토양의 질량 이고(kg/m) , 는 침식토양을 포함하는 유출수의 평균속도 이(m/s)

고, 는 산지사면에서 출구부로 이동한 유출수 및 침식토양의 무게(kg/m2 이고) , 는 평균이동거리이다.

유출수 및 침식토양의 운동에너지는 식 처럼 표현 가능하다(13)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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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diagram of raindrop onFig. 2 Schematic diagram of raindrop onFig. 2 Schematic diagram of raindrop onFig. 2 Schematic diagram of raindrop on

the hillslope in case of being vegetationthe hillslope in case of being vegetationthe hillslope in case of being vegetationthe hillslope in case of being veg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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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유출수 질량( 과 침식토양의 질량) ( 의 합으로 단위는) kg/m
2
이고, 는 유출수의 평

균유속 이다 연속방정식과 공식을 이용하여 평균유속을 산정할 수 있다 유출수에 비해 토사(m/s) . Manning .

량이 적으므로 이를 무시하여 운동에너지 식을 정리하면 식 과 같다(14) .

 



  (14)

여기서, 는 유출수의 밀도(kg/cm3), 은 의 조도계수이고Manning , 는 사면경사 이며(m/m) , 는 유출

시간으로 강우지속시간과 같으며, 는 단위폭당 유출량 이다 조도계수는 등 이 급경사 지( /m) . Hessel (2003)ℓ

역의 나지 및 산림지역에 대한 의 조도계수에 관한 연구 자료를 활용한다Manning .

산지사면의 각 지점에 위치하는 강우에 의한 유출수와 토사는 사면의 출구부인 좌표  가   지점

까지 이동함으로써 마찰에 의한 일을 수행함으로 식으로 표현하면 식 와 같다(15) .

       sin  (15)

는 산지사면에서 출구부로 이동한 유출수 및 토사의 무게 로서 단위폭당 유출수와 토양무게의 합이(kg/m)

고, 는 평균이동거리이다.

결론결론결론결론3.3.3.3.

소규모 조사구로부터 측정 조사된 산지지역의 유출 및 토양침식량을 자료 박상덕 등 를 바탕으로 에( , 2005)

너지보존 이론의 강우입력에너지와 유출 및 토양침식에 의한 출력에너지를 산정한다 단위폭당 강우의 에너.

지에 대한 유출 및 토양침식의 에너지 결과를 비교한 것이 이다 강우 입력에너지의 경우 나지 지표면Fig. 3 . ,

에 도달하는 에너지에 비해 수관층 통과에 의한 강우에너지 최대 로 감소하였고 평균 로 에너지33.1% , 62.4%

가 감소하였다 유출 및 토양침식에 의한 출력에너지의 경우 운동에너지는 유출수 및 토사 이동에 의한 일. ,

에 비해 평균 의 범위로 무시 가능함으로 출력에너지는 파워함수로 표현된다 자유낙하 강우0.013±0.008% .

에너지에 대한 출력에너지의 비인 Ceo 는 최대 이였고 수관통과 강우에너지(Original Energy Coefficient) 0.454 ,

에 대한 출력에너지의 비인 Cet 는 최대 이였고 총강우량에 대한 유출(Throughfall Energy Coefficient) 0.512 ,

고의 비인 유출계수 CR은 최대 의 결과를 보여 강우 손실에 비해 강우에너지의 손(Runoff Coefficient) 0.757

실이 큼을 알 수 있었다.

Fig. 3 Relationships between input energy of rainfall and output energy for runoff water and erosionFig. 3 Relationships between input energy of rainfall and output energy for runoff water and erosionFig. 3 Relationships between input energy of rainfall and output energy for runoff water and erosionFig. 3 Relationships between input energy of rainfall and output energy for runoff water and erosion

soil in fired hillslope at four locations, Goseong, Yangyang, Gangneung, and Samcheok(n=809)soil in fired hillslope at four locations, Goseong, Yangyang, Gangneung, and Samcheok(n=809)soil in fired hillslope at four locations, Goseong, Yangyang, Gangneung, and Samcheok(n=809)soil in fired hillslope at four locations, Goseong, Yangyang, Gangneung, and Samcheok(n=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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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출량 토양침식량 출력에너지 에너지손실 자유낙하에너지계수 수관통과에너지계수 및 유출Table 1 , , , , ,

계수에 대한 유출 및 토양침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자들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강우의 규모에 따라.

절대적 크기의 에너지손실이 커지므로 에너지손실에 대한 강우인자 및 입력에너지의 상관계수는 크게 나타,

난다 에너지계수 및 유출계수는 토심. (Sd) 및 유기물함량(OM 에 반비례 관계를 가지며 특히 식생피복도) , (Vc)

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 에너지손실에 주요인자가 식생임이 확인되었다 에너지보존이론을 이용하여. ,

강우에 의한 산지사면에서의 유출 및 토양침식 발생에 대한 에너지 산정 결과와 값의 범위을 파악할 수 있

었으며 추후 에너지손실의 주요 과정인 침투 및 증발에 대한 정량적인 에너지를 평가함으로서 에너지보존,

모형의 이론을 수립하고자 한다.

Table 1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output energy, energy loss, energy ratio, runoffTable 1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output energy, energy loss, energy ratio, runoffTable 1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output energy, energy loss, energy ratio, runoffTable 1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output energy, energy loss, energy ratio, runoff

coefficient and infiltration and other factors influencing runoff and soil erosion(n=809)coefficient and infiltration and other factors influencing runoff and soil erosion(n=809)coefficient and infiltration and other factors influencing runoff and soil erosion(n=809)coefficient and infiltration and other factors influencing runoff and soil erosion(n=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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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m)

S
(%)

h
(m)

Dm
(mm)

Sd
(m)

OM
(%)

R
(mm)

I
(mm/hr)

T
(hr)

Vc
(%)

Ein
(J/m)

Eint
(J/m)

q 0.115 -0.166 0.001 0.095 -0.217 -0.226 0.5950.5950.5950.595 0.5720.5720.5720.572 0.285 -0.394-0.394-0.394-0.394 0.4410.4410.4410.441 0.4980.4980.4980.498

qs -0.026 -0.021 -0.038 0.010 -0.123 -0.073 0.4280.4280.4280.428 0.4420.4420.4420.442 0.064 -0.198 0.272 0.312

Eout 0.276 -0.172 0.166 0.169 -0.188 -0.209 0.5100.5100.5100.510 0.4770.4770.4770.477 0.264 -0.389-0.389-0.389-0.389 0.5200.5200.5200.520 0.5970.5970.5970.597

Eloss 0.4410.4410.4410.441 -0.097 0.4630.4630.4630.463 0.024 0.098 0.129 0.6820.6820.6820.682 0.5720.5720.5720.572 0.3880.3880.3880.388 -0.013 0.9810.9810.9810.981 0.9970.9970.9970.997

Ceo 0.067 -0.140 -0.028 0.180 -0.369-0.369-0.369-0.369 -0.343-0.343-0.343-0.343 -0.006 0.055 0.016 -0.624-0.624-0.624-0.624 -0.031 0.038

Cet 0.002 -0.110 -0.091 0.117 -0.348-0.348-0.348-0.348 -0.355-0.355-0.355-0.355 0.017 0.079 0.019 -0.551-0.551-0.551-0.551 -0.049 0.001

CR -0.052 -0.142 -0.159 0.112 -0.399-0.399-0.399-0.399 -0.341-0.341-0.341-0.341 0.043 0.104 0.029 -0.644-0.644-0.644-0.644 -0.051 0.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