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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인해 도심지 옹벽 및 축대붕괴, 토사유실 그리고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양도, DEM, 토지피복도와 같은 공간정보를 RUSLE 모델에 

적용하여 토사유실모델링을 수행하였다. 특히 토사유실량을 지적도와 연계하여 필지별로 토사

유실 및 단위토사유실 등급도를 작성하였으며, 토사유실 등급별로 필지수를 계산할 수 있었다. 

또한 도시계획이나 건설 분야에서 토사유실 등급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GIS 기

반의 토사재해정보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토사재해정보시스템을 통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그

리고 도로구간대장에 대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지별로 RUSLE 인자와 토사유실량 그

리고 토사재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행정동과 토사유실등급별로 해당 필지의 위치와 

속성을 검색함으로써 현장에서 토사재해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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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llapses of retaining walls or embankments, the soil erosion and landslides around 

urban areas are occurring by heavy rainfalls because of the recent climate change. This 

study conducts the soil erosion modeling, while applying the spatial information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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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토사유

실, 산사태, 토석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으

며 이로 인해 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가중되

고 있다. 이와 같이 강우발생에 따른 지반재

해는 농경지 훼손에 의한 농작물 생산성 저하 

문제를 비롯하여 하천 단면 축소에 따른 통수

능력 저하로 홍수피해를 가중시키는 주요 원

인이 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도심지 옹벽붕

괴 및 싱크홀 등과 같은 심각한 지반재해 발

생으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이근상, 

2015; Hudson, 1977). 

도심지 주변에 대한 도시계획, 도로 및 상하

수도 공사, 시설물 설치 등의 업무 추진 시 해

당 지역에 대한 사전재해 영향성 평가 등을 실

시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반재해 평가업

무는 해당 사업건별로 실시하고 있어 각 지자

체별로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측면

이 있고, 특히 재해평가 시 기관별로 적용하

는 기준의 차이로 일관성 있는 검토에도 한계

가 있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도심지역에 대한 

지반재해 위험도를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업

무 담당자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구축하는 일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

해서는 지반재해 위험도 평가를 위한 방법론

을 결정해야 하며,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토사

유실 및 산사태 평가방법이 적용된다.

산사태 모델링은 정확한 분석을 위해 많은 

현장조사 샘플링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넓

은 지역에 대한 지반재해 평가 시 많은 제약

이 따른다. 반면 토사유실 모델링은 토양도, 

soil maps, DEM and landcover maps to the RUSLE model. Especially this study draws 

up the soil erosion grade map and the unit soil erosion grade map by parcels through 

coupling the soil erosion with the cadastral map, and by that can calculate the number 

of parcels by soil erosion grades. Also the sediment disaster information system based 

on the mobile GIS is developed to identify the soil erosion grades of site in the urban 

plannings and the construction fields. The sediment disaster information system can 

identify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 registers of lands, buildings and roads, and confirm 

the RUSLE factors, the soil erosion, the sediment disaster grades by parcels. Also it is 

anticipated that this system can support the sediment disaster work of site effectively 

through searching the locations and attributes of the specific parcels by Administrative 

Dong and the soil erosion gr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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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 토지피복도 등 GIS 자료가 필요하며, 

이러한 자료들은 국가차원에서 대부분 구축되

어 있기 때문에 토사유실평가인자별로 적정한 

방법을 결정할 경우 비교적 넓은 지역에 대한 

지반재해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외 토사유실 관련 연구는 강우발생에 

따른 토사유실 저감을 위한 다양한 시설물 설

치 시 저감효과를 분석하여 시설물의 용량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연구들

은 실제 지반재해 저감사업 추진과 시설물 입

지에 따른 효과분석을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대표적인 연구로서 김세원 

등(2010)은 고랭지채소 대체소득 밭작물 입식

에 따른 토사유실 저감효과를 정량적으로 계

산하였으며, 이근상 등(2007)은 탁수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사방댐 설치에 따

른 토사유실 저감효과를 분석하였다. 

도심지의 토사재해 특성을 현장에서 확인

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단말기 형태의 GIS 시

스템이 적합하다. 현장업무 지원을 위한 모

바일 GIS 연구를 살펴보면 박종덕과 구자용

(2011)은 홍수위험 경보 서비스 지원을 위해 

모바일 GIS를 활용하였으며, 문명채와 이홍

로(2008)는 모바일 단말기에 탑재된 GPS 수

신기를 이용하여 농작물 작황을 조사하는 시

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심규성 등(2012)

은 모바일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도로교통시

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근상 등(2013)은 위치기반 서비스를 기반

으로 모바일 관광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산지유역에서의 토사유실 연구는 강우발생

에 따른 정량적인 토사유실량 산정 및 이를 

통한 토사저감 시설물의 용량을 결정하는 데 

집중해 왔다. 그러나 도심지의 토사재해 연구

는 토사붕괴에 따른 아파트 옹벽 및 축대 붕

괴 그리고 산지사면을 포함하고 있는 마을에

서의 산사태 등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도심지의 토사재해 문제는 정량적인 

토사유실량 계산보다는 토사유실 위험지역

을 등급화하여 시스템에 탑재하고 관리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심지 토사재해 업무를 지원

하기 위해 토사유실 모델링 및 토사유실 등급

도를 제작하였으며 이를 필지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GIS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그

리고 토사유실모델링은 DEM, 토양도, 토지피

복도 등의 공간정보와 연계가 가능하면서 셀 

단위의 정밀분석이 가능한 RUSLE(Revised 

Universal Soil Loss Equation) 모델을 적

용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를 연속지적도의 필

지와 연계하여 토사유실 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토사재해 업무를 현장

에서 지원하기 위한 모바일 GIS 시스템은 

Blackpoint-XR 엔진을 기반으로 개발하였

으며, 시스템을 통해 RUSLE 모델링으로 분

석된 강우, 토양, 지형, 식생피복, 경작인자와 

같은 RUSLE 인자를 비롯하여 토사유실량과 

토사유실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를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2. 모바일 GIS와 토사유실모델 

2.1. 모바일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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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간정보 분야는 IT 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GIS 기술 분야의 경우 다양한 콘텐츠와 연계

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과거 PDA와 같

은 장비에는 그래픽 프로세서의 성능 문제로 

처리속도에 제한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무선

데이터 통신기술과 GPS 기술이 모바일 단말

기에 탑재되면서 여러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GIS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이근

상과 김형준, 2012). 

모바일 GIS 분야는 데이터 접근 방식에 따

라 현장 기반의 GIS와 위치기반서비스(LBS; 

Location Based Service)로 나누어진다. 현

장 기반의 GIS 시스템은 업무를 처리하는 현

장에서 GIS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형

태로서, 주로 담당부서 업무자들이 현장에서 

GIS 자료를 편집하고 검증하는 데 사용한다. 

반면 LBS는 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주변

의 음식점 정보나 길 찾기 혹은 실시간 교통정

보 등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목

적으로 하고 있다(Roba 등, 2013).

모바 일  G I S 를  구 성 하 는  아 키텍 처

(Architecture)는 [그림 1]과 같이 무선 네트

워크에 연결된 OS와 디바이스로 구성되어 있

다(김형준 등, 2012). 모바일 디바이스는 기본

적인 GIS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GIS 데이터

와 SW가 탑재된다. 모바일 GIS 애플리케이션

은 GIS SW 기반에서 장착된 GPS 수신기로

부터 현재의 위치정보와 시스템에 탑재된 다

양한 정보를 연계하여 업무를 지원하는 기능

을 수행하게 된다.

현재 <표 1>과 같이 많은 상용 모바일 GIS 

SW가 개발되고 있으며, 과거 GIS 서버엔진에

서 파생된 고가의 모바일 GIS SW로부터 최근

에는 독립적인 작동이 가능한 중저가의 SW가 

개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고 네트워크 환경과 관계없이 공간정보

의 탑재가 가능한 지오서비스의 BlackPoint-

[그림 1] 모바일 GIS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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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 엔진을 이용하여 토사재해정보를 서비스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2.2. 토사유실모델 

유역에서 토사유실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적

절한 모형을 선정할 때, 그 모형에 입력되는 

자료의 유용성과 축척이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Lo 등, 1992). 입력 자료가 명확하게 주어지는 

경우에 최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형

을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모형은 크게 경험적 

모형과 결정론적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험적 모형은 개념적 혹은 이론적 배경 없

이 경험적인 자료를 통해 유도되며, 합리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졌을 때 변수들 간

의 중요한 통계적 관계에 기초한다. 그러므로 

경험적 모형은 현실과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

해 주며 주어진 자료의 범위 내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자료의 범위를 벗어

나는 곳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한계

를 갖는다. 반면 결정론적 모형은 물리적인 

관계로부터 얻어진 이론적 배경과 수식을 기

본으로 하고 있다. 결정론적 모형은 침식과정

을 수학적인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수치적인 

결과물을 산출한다. 따라서 대상지역에 적합

한 모형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이용 가

능성, 사용 목적, 그리고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Barfield 등, 1989; Morgan, 

1995). 

토사유실모델은 USLE(Universal Soil Loss 

Equation)를 비롯하여 MUSLE, RUSLE, 

AGNPS, TBR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넓

은 지역에 적용이 가능하고 DEM, 토양도, 토

지피복도와 같은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

모바일 GIS SW 개발사 운영체제 운영종류

ArcPad/ArcGIS for Mobile ESRI Windows Mobile Stand Alone

ArcGIS Online ESRI iOS·Android·Windows Phone Cloud

ArcGIS for Mobile SDK ESRI iOS·Android·Windows Phone SDK

AutoCAD WS AutoDesk iOS·Android Cloud

gvSIG Mobile gvSIG Android Stand Alone

QGIS for Android Quantum Android Stand Alone

BlackPoint-Xr GeoService Android Stand Alone

PocketGIS PocketGIS Windows Mobile Stand Alone

Cadcorp SIS Cadcorp Windows Mobile Stand Alone

MapX Mobile MapInfo Windows Mobile Stand Alone

<표 1> 모바일 GIS SW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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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서 최종적인 분석결과가 셀 형태로 표

출되어 세부적인 지반재해 검토가 가능한 

RUSLE 모델을 선정하였다. 

RUSLE 모델은 식 (1)과 같이 강우침식인

자(R), 토양침식인자(K), 침식사면의 길이인

자(L), 침식사면의 경사인자(S), 식생피복인

자(C) 그리고 경작인자(P)들의 곱으로 표현되

며, ton/ha/yr의 단위를 가진다(Renard 등, 

1991).

3. 대상지 선정 및 토사유실 등급도 

작성

3.1. 대상지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본 연구에서는 [그림 2]와 같이 전북 전주시 

일원의 25개 법정동을 선정하였으며, 토사유

실모델링에 필요한 DEM, 토양도, 토지피복도

를 구축하였다. DEM은 1/5,000 수치지형도

의 등고선 레이어를 추출하여 10m 해상도로 

구축하였으며, 토양도는 농업과학기술원에서 

구축한 1/25,000 정밀토양도를 활용하였다. 

또한 토지피복도는 환경부에서 구축한 중분류

체계를 이용하였으며, 식생피복인자의 분류항

목과 일치시키기 위해 토지피복코드를 수정하

여 적용하였다.

3.2. 토사유실 등급도 작성

RUSLE 모델을 활용하여 토사유실량을 평

가하는 프로세스는 [그림 3]과 같다(이근상, 

2015).

강우침식인자는 정필균 등(1983)이 전

                  (1) 

[그림 2] 연구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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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단위로 계산한 강우침식인자 중 전주관

측소의 연평균 강우침식인자인 475·107J/

ha·mm/hr를 선정하였으며, 토양침식인자는 

1/25,000 정밀토양도로부터 표토층의 입경분

포 함량을 파악한 후 Erickson의 다이어그램

에 적용하여 평가하였다(Erickson, 1997). 침

식사면의 길이인자는 10m 해상도의 DEM을 

기반으로 Desmet & Govers(1996)이 제안한 

식 (2)를 활용하여 계산하였다. 

여기서 는 침식사면의 길이인자, 

는 셀에 유입되는 상류기여면적, 는 셀 크

기, 는 흐름방향에 직교하는 등고선 길이

( ), 는 셀의 방향이다. 

관측 셀로 유입되는 상류기여면적 A는 식 (3)

과 같이 계산된다.

여기서, 는 관측셀 i에 대한 기여면적, A

는 이용 가능한 상류기여면적, 는 이웃한 셀

의 경사, 는 가중인자이며 는 하류방향

의 셀 수다. Desmet & Govers식은 다중흐름 

알고리듬을 구현하고 있어 실제 강우흐름에 

의한 토립자의 침식특성을 효과적으로 모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침식사면의 경사인자는 Nearing(1997)이 

제안한 식 (4)를 적용하였다.

 

[그림 3] 토사유실량 평가 프로세스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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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피복인자는 토지피복도를 이용하여 미

국 농무성에서 발표한 값을 활용하였으며(박

경훈, 2003), 경작인자는 DEM과 경사도로부

터 농경지의 경작형태를 고려하여 계산하였다

(신계종, 1999). 특히 경작인자 계산 시 밭은 

Cropping, 논은 Terracing 방식을 적용하

여 실제 농경지의 경작특성이 토사유실모델링

이 반영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4]~[그림 9]

는 RUSLE 인자와 토사유실량 평가결과를 나

타낸 것이며 <표 2>는 RUSLE 인자의 특성을 

계산한 결과이다. 

RUSLE 인자를 통해 분석한 토사유실량을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필

지별로 토사유실등급(Soil Erosion Grade)을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속지적도를 그리드

로 변환한 후 필지별 고유코드를 존(Zone)으

로 설정하고, 토사유실량의 통계특성을 필드로 

연결하여 필지별 토사유실량을 계산하였다. 

필지별 토사유실량을 기초로 토사유실 위험

등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토사유실량의 통계 

값을 기초로 다양한 분류영역(Stretching)을 

검토해야 한다. 분류영역에 대한 선정은 대상지 

특성 및 분석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분

석한 결과물에 대해 최종 사용처인 모바일 기

반의 지반재해 담당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정보

를 제공하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

서는 ArcGIS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분류영

역 표출방법인 「Min-Minimum」, 「Histogram 

Equalize」,「Standard Deviations」를 각각 디

스플레이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각 

분류영역 표출방법별로 디스플레이한 결과 

「Min-Minimum」, 「Histogram Equalize」분

류영역 방법은 토사유실량이 높은 지역이 너

무 광범위하게 분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지 중 도심지 일원으로 일부 농경

지가 위치하고 있는 필지에서는 토사유실량이 

높게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도심지 필지에서는 

토사유실 위험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

  (4)

[그림 4] 토양침식인자(K) [그림 5] 침식사면 길이인자(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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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 최 소 최 대 평 균 표준편차

K 0.020 0.490 0.304 0.103

L 0.427 27.697 1.756 2.170

S 0.049 14.485 1.341 2.925

C 0.000 1.000 0.086 0.270

P 0.100 1.000 0.600 0.136

 

[그림 6] 침식사면 경사인자(S)

[그림 8] 경작인자(P)

[그림 7] 식생피복인자(C) 

[그림 9] 토사유실량

<표 2> RUSLE 인자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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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토사유실량이 높은 지역이 농경지 쪽에 

일부 표출되고 나머지 지역은 낮게 표출되는 

특성이 잘 반영된 「Standard Deviations」분

류영역 표출방법을 채택하여 [그림 10]과 같이 

토사유실 위험등급을 결정하였다. 

필지별 토사유실 위험등급은 필지의 면적

이 합산되어 토사유실량이 계산되므로 필지

면적이 넓은 필지의 등급이 높게 나타나게 되

는 한계를 갖는다. 실제 건설공사나 재해위험

도 평가 업무에서는 단위면적당 발생하는 토

사유실 위험등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

로 본 연구에서는 단위면적(㎢)당 토사유실량

인 단위토사유실량을 계산한 후 「Standard 

Deviations」분류영역 표출방법을 이용하여 

단위토사유실 위험등급(Unit Soil Erosion 

Grade)을 [그림 11]과 같이 결정하였다.

<표 3>은 토사유실 등급과 단위토사유실 등

급별로 필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토사유실 등

급은 면적을 고려한 등급이므로 토사유실 위

험도가 높은 D등급의 경우 70필지로 비교적 

적지만 분포면적은 [그림 10]과 같이 상당히 

넓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단위토

사유실 등급이 높은 D등급의 경우는 단위면

적당 토사유실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면적

이 넓은 필지보다는 농경지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 주로 반영되었으며 [그림 11], 분석결과 

단위토사유실 위험도가 높게 나타난 D등급은 

180필지로 나타났다.

구 분
필지수 

매우낮음(A) 낮음(B) 보통(C) 높음(D)

토사유실 등급 34,611 160 41 70

단위토사유실 등급 34,385 245 72 180

 

<표 3> 토사유실 및 단위토사유실 등급별 필지수 분석 결과 

[그림 10] 토사유실 등급도 [그림 11] 단위토사유실 등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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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사재해정보 시스템 개발

4.1. 개발환경

본 연구에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기반

으로 BlackPoint-Xr 모바일 엔진을 이용하

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시스템 개발을 위

한 툴은 Standard JDK(Java Development 

Kit)를 활용하였고 실제 개발도구인 ‘Eclipse 

IDE for Java Developers’도 함께 설치하였

다. 또한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다양한 공간 

라이브러리 등의 툴을 제공할 수 있는 SDK

도 설치하였다. 이클립스(Eclipse)는 플러그인 

이라는 장치를 통해 임의의 플랫폼에 대한 개

발 툴의 추가 설치를 지원하며 구글에서는 이

클립스에 플러그인되는 안드로이드 개발도구

(ADT; Android Development Tool)를 제공

하고 있다. 

4.2. 주요 기능

본 연구에서는 토사재해 정보제공 시스템에

서 기본도로 활용될 수 있는 25㎝급 고해상도 

항공사진, 행정구역도, 연속지적도, 도로망도, 

건축물도를 별도로 구축하여 시스템에 탑재

하였다. [그림 12]는 시스템 초기화면으로 사

용자가 화면을 확대, 축소, 이동, 회전하여 원

하는 지역을 검색하고, 확대하는 축척에 따라 

GIS 레이어가 화면에 디스플레이되도록 설계

하였다. 

[그림 13]은 「레이어 관리」기능으로서 시스템

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GIS 레이어의 색과 모

양을 설정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지반재해 

관리업무에서 지적, 건물, 도로와 같은 현황

을 기본적으로 검색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해 [그림 14]~[그림 16]과 같이 

사용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필지, 건물, 도로

[그림 12]  시스템 초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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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택한 후 「토지대장정보」, 「건물대장정보」, 

「도로구간정보」기능을 클릭하면 토지대장, 건

축물대장 그리고 도로대장의 주요정보를 확인

하고 필요시 이를 수정·편집할 수 있도록 시

스템을 구현하였다.

RUSLE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한 필지별 

RUSLE 인자를 비롯하여 토사유실량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였다. 

이 기능은 [그림 17]과 같이 사용자가 검색하

고자 하는 필지를 선택한 후 「지반재해 필지검

색」을 수행하면 강우침식인자(R), 토양침식인

자(K), 사면길이인자(L), 사면경사인자(S), 식

생피복인자(C), 경작인자(P)와 같은 RUSLE 

[그림 15] 건물대장정보 검색 [그림 16] 도로구간정보 검색

[그림 17] 지반재해정보 검색 

[그림 13] 레이어 관리 [그림 14] 토지대장정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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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를 비롯하여 토지고유코드(PNU), 지번, 

지목, 필지면적, 토사유실량 및 토사유실위험

등급, 그리고 단위토사유실량 및 단위토사유

실위험등급을 나타내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를 

통해 업무 담당자는 각 필지별 토사재해 위험

도를 확인할 수 있다.

대규모 건설공사나 시설물 설치 등의 업무 

수행 시 사용자는 해당지역에 대한 토사등급

별 필지를 추출하여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림 18]과 

같이 「지반재해(등급검색)정보」기능을 통해 행

정동 및 토사유실 등급별로 필지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였다. 

[그림 19]는 행정동과 토사유실 등급을 선택

하여 검색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시스템

을 통해 해당 필지에 대한 RUSLE 인자, 토사

유실량 그리고 단위토사유실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업무 담당자가 토사유실 

위험도가 높은 필지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파

악하고자 할 경우 특정 필지를 클릭하여 [그림 

20]과 같이 해당필지로 이동하는 기능도 함께 

구현함으로써 토목공사 등의 현장에서 토사

재해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었다.

[그림 19] 지반재해 등급정보 검색결과 보기

[그림 18] 행정동 및 토사재해 등급 선택

[그림 20] 검색결과 위치 찾아가기

(행정동 선택) (토사재해 등급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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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도심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토사

재해 위험등급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

바일 GIS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으며, 전주시 일원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적용한 주요 결과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양한 토사유실모델을 검토하여 공간

정보 적용이 가능하면서 셀 단위의 모델링이 

가능한 RUSLE 모델을 선정하였으며, DEM을 

비롯하여 정밀토양도와 토지피복도를 RUSLE 

모델에 적용함으로써 강우, 토양, 지형, 식생

피복, 경작인자, 그리고 토사유실량을 계산

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형인자

는 다중흐름알고리듬을 포함하는 Desmet & 

Govers식을 적용함으로써 실제 강우흐름에 

의한 토립자의 침식특성을 효과적으로 모의할 

수 있었다. 

RUSLE 모델링을 통해 계산한 토사유실량

을 모바일 GIS 시스템에서 서비스하기 위해

서는 필지별로 토사유실 등급을 설정해야 한

다. 이를 위해 필지별로 토사유실량을 평가한 

후 다양한 분류영역(Stretching) 방법에 따

른 토사유실 통계특성을 검토하였으며 도심

지의 토사유실 특성을 고려하여 「Standard 

Deviations」방법을 토사유실 및 단위토사유

실 등급 분류에 활용하였다. 토사유실 등급

과 단위토사유실 등급별 필지수를 분석한 결

과, 토사유실 등급은 면적을 고려한 등급이므

로 토사유실 위험도가 높은 D등급의 경우 70

필지로 비교적 적지만 분포면적은 매우 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단위토사

유실 등급이 높은 D등급의 경우는 단위면적

당 토사유실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농경지

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 주로 반영되어 단위

토사유실 위험도가 높게 나타난 D등급이 180

필지로 분석되었다.

현장에서 토사재해정보를 서비스하기 위해 

Blackpoint-XR 모바일엔진을 기반으로 시

스템을 개발하였다.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본

도로 항공사진, 지적도, 건축물도, 도로망도

를 구축하여 탑재하였으며, 다양한 GIS 레이

어의 색과 모양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구

현하였다. 또한 지적도, 건축물도, 도로망도에 

대한 기본현황을 사용자가 검색하여 토지대

장, 건축물대장, 도로구간대장을 확인할 수 있

도록 하였으며, 「지반재해 필지검색」기능을 통

해 강우침식인자(R), 토양침식인자(K), 사면길

이인자(L), 사면경사인자(S), 식생피복인자(C), 

경작인자(P)와 같은 RUSLE 인자를 비롯하여 

토지고유코드(PNU), 지번, 지목, 필지면적, 

토사유실량 및 토사유실위험등급, 그리고 단

위토사유실량 및 단위토사유실위험등급을 현

장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함

께 구현하였다.

대규모 건설공사나 시설물 설치 등의 업무 

수행 시 해당지역에 대해 토사등급별 필지를 

추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

반재해(등급검색)정보」기능을 통해 행정동 및 

토사유실 등급별로 필지를 검색할 수 있는 기

능을 구현하였으며, 이를 통해 분석된 필지에 

대한 RUSLE 인자, 토사유실량, 그리고 단위

토사유실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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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토목공사 등의 현장에서 토사재해 위험도

가 높은 필지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자 할 경우 특정 필지를 클릭하여 해당필지로 

이동하는 기능도 함께 구현함으로써 다양한 

토사재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에는 토사유실 외에도 

산사태 등의 모델링 결과도 함께 시스템에 탑

재하여 지반재해 업무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

의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발전시키

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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