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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been working to reduce the impact on biodiversity, ecosystems,

and social costs caused by soil runoff from highland Agricultural fields by setting up non-point pollution

source management districts. To reduce soil loss, runoff path reduction technology has been applied,

but it has been less cost effective. In addition, non-point pollution sources cause environmental conflicts

in downstream areas, and recently highland Agricultural fields are becoming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promoting the optimal management plan in earnest to convert arable

land into forests and grasslands, but since non-point pollution is not a simple environmental problem,

it is necessary to approach it from the aspect of NbS(Nature-Based Solution). In this study, a scenario

for applying the nature-based solution was established for three subwatersheds west of Haean-myeon,

Yanggu-gun, Gangwon-do. The soil loss distribution was spatialized through GeoWEPP and the amount

of soil loss was compared for the non-point pollution reduction effect of mixed forests and grasslands.

When cultivated land with a slope of 20% or more and ginseng fields were restored to perennial grasslands

and mixed forests, non-point pollution reduction effects of about 32% and 29.000 tons compared to

the current land use were shown. Also, it was confirmed that mixed forest rather than perennial grassland

is an effective nature-based solution to reduce non-point pollution.

Key Words : Nature-based Solutions, NbS, GeoWEPP model, Haean catchment,Non-point source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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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환경부는 2007년 「물환경보전법」을 개정해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우유출수로 인하여

하천·호소 등의 이용목적, 주민의 건강·재산이

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

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제54조)으로 지정·관리중이다. 2022년 기준 19

개의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 존재한다(Water

Environment Information System, 2022). 비점오

염원 중 급경사 고랭지밭에서 발생하는 토사

(Sediment)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고

랭지밭의 문제는 급경사와 농업 특성으로 인해

비점오염이 지속적으로 매년 발생한다는 것이

다. 급경사 고랭지밭은 매년 장마철에 유실되는

표토를 보충하기 위해 2~3년마다 객토를 실시

하며, 토양 안정화를 위해 퇴비와 비료를 함께

사용한다. 유실토사는 인, 질소가 흡착되어 있어

하천과 호소의 부영양화 원인으로 작용한다

(Research Institute for Gangwon, 2010). 하천에

유입된 토사는 저서동물 서식처 교란 및 어류의

산란 장애, 소하천 건천화 등 담수생태계에 악

영향을 미치고, 하천제방 범람 및 상수원 정수

비용 증가 등의 사회환경적 피해를 초래한다

(Kim, 2007). 또한 상류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점

오염은 하류지역사회의 관광 및 농작물 피해를

초래해 사회적 갈등으로 연계되고 있다(이재현,

2019)1). 토사 발생원인 고랭지밭은 최근 기후위

기로 인한 폭우 및 강우강도의 증가로 더욱 취

약해지고 있으며, 수문 및 수질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Jang & Kim, 2017). 제3차 국가 기

후변화 적응대책(2020)과 국가 물관리기본계획

(2021)은 기후위기로 인한 폭우증가에 따라 고

랭지밭 등 현장중심의 비점오염물질 발생원 관

1) 이재현. “30년간이어진내린천흙탕물원인은...인제군

피해공론화나서”.「연합뉴스. 2019-08-01. https://ww

w. yna.co.kr/view/AKR20190801154700062

리를 강화하고 있다.

관계부처 및 지자체는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12-’20) 수립 등 다양한 저감기술 및

정책을 통해 영향을 줄이려 노력해왔으나, 기술

적·제도적 한계로 비점오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비점오염저감기술은 발생원

저감기술과 유출경로 저감기술로 구분되는데,

기존 관리방향은 발생원인 고랭지밭이 아닌 밭

외부에 침사지, 우회수로 등 구조물을 설치하는

유출경로중심사업이었다. 2007년부터 약 10년

간 강원도 한강상류에 약 2천억 원을 투자해, 비

점오염저감을 위한 다양한 저감시설을 설치해

왔으나, 기술적·제도적 한계로 비용대비 효과가

작았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8a). 토사저

감시설이 농경지 외부에 위치해 토사 차단효과

가 크지 않았으며, 설치 후 훼손 및 유지관리 미

흡으로 차단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가 존재했다.

최근 소양강 유역의 비점오염원 관리정책방향

은 발생원 저감 중심 최적관리방안(BMPs, Best

Management Practices)으로 전환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다(Han-River Water System Manage-

ment Committee, 2017; Ministry of Environ-

ment, 2018a).

발생원 저감 중심 최적관리방안은 최근 전세

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생물다양성·생태계

서비스 증진 방안으로 논의중인 자연기반해법

(NbS, Nature-based Solutions) 맥락에서 이야기

할 수 있다. 자연기반해법은 기후 ․물 ·환경오염

‧자연재해 ‧수자원 ‧질병 등의 문제를 자연생태
계의 보호 ‧복원 ‧관리를 통해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행동(IUCN, 2020)

이다. 유럽연합은 지속가능한 개발 아래 물관리,

기후적응 등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자

연기반해법을 적용해 보전·관리·복원 정책을 수

립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5). EU

는 물관리 측면의 최적관리방안(BMPs)을 자연

기반해법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으

며, 농업유역의 토사 침식에 대한 관리를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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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전환 등 다양한 형태 및 방법의 자연기반해

법으로 적용중이다(European commision, 2020).

비점오염의 해결책인 표토보전, 통합물관리, 필

터스트립 등은 자연기반해법 세부 유형과 관리

조치로 분류되고 있다(Eggermont et al., 2015;

Castellar et al., 2021). 국내 자연기반해법 선행

연구는 주로 물관리와 생태계서비스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Seo et al., 2021). Woo & Han

(2020)은 자연기반해법이 넓게는 그린인프라와

유사하며, 현재 국내에서 우수관리에 초점을 맞

추고 있는 LID 등 협의의 그린인프라 개념에서

는 자연기반해법 개념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

다고 평가하였다. Jo(2020)은 수생태계 생태복

원 사업을 중심으로 자연기반해법 적용의 유용

성을 논의했으며, Kim(2020)은 물과 관련된 생

태공학 측면에서 블루-그린 네트워크 및 유역단

위 하천 및 홍수터 복원을 자연기반해법의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숲과 초지 전환 등 발생원 최적관리방

안의 토지이용을 고려한 실제 공간 적용 관련 연

구는미흡한 실정이다. 이제까지 관련 사업 및 선

행연구에서는 침사지 용량 산정을 위한 유출토사

의 총량 추정 모델연구를 다루었으나(Lee, 2007;

Choi et al., 2010; Kum et al., 2011) 침식 및 퇴적

이 발생하는 위치가 실제 토지이용과 부합되지

않은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

생원 최적관리방안 계획 수립 및 저감시설 설치

와 유역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분포형모

델(Spatially Distributed Model)이 계획 수립을 위

해 사용될 수 있다(Renschler & Lee, 2005;

Meghdadi, 2013; Lee, 2017). SWAT, GeoWEPP

등 공간분포형모델을 사용해 토사유출 특성 분석

및 집중관리지역을 선정한 연구사례는 존재하나

(Moon et al., 2010; Kim, 2016; Kim et al., 2021),

공간분포형 모델을 활용해 비점오염원 발생원저

감기술의 저감효과를 공간상세화한 국내연구는

많지 않다(Lee, 2017). IUCN은 자연기반해법 적

용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고 있는데, 자연기반해법 의사결정

을 지원하기위한 정량적, 공간적 자료의 생산을

권고하고 있다(IUCN, 2020).

본 연구에서는 공간분포형 수문모델인

GeoWEPP(Geospatial Interface of Water

Erosion Prediction Project)을 이용해 강원도 양

구군 해안면의 토사 침식 및 퇴적의 공간적 분

포를 살펴본 다음, 숲 및 초지 전환의 자연기반

해법(NbS)을 적용한 시나리오를 통해 비점오염

저감효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범위 및 연구대상지

연구 대상지인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은 환경

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소양강 유역 만대지구

(64.14㎢)로 2015년에 지정되었다. 연구대상지

의 현황은 고랭지밭정보시스템(2017)을 활용하

였다.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의 최대 표고는

1,320m, 최소 표고는 340m로 약 980m 정도 표

고차가 존재한다. 해안면은 무, 감자, 배추 등을

생산하는 고랭지농업지역이다. 해안면 경작지의

평균 경사도는 28.4%이며, 해발 표고 600m 이

상 지역이 약 46.8%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

로 고랭지 경작지의 기준은 표고 400m 이상, 경

사도 15% 이상인 곳을 의미하는데, 해안면 내

경작지 32.4%가 고랭지 경작지에 해당된다

(Ministry of Environment, 2017). 환경부는 농업

불리지역을 경사도 20% 이상 경작지로 규정하

고 있다. 해안면 내 전체 경작지의 12%가 경사

도 20% 이상인 농업불리지역에 속하며, 일부

경작지는 경사도 40% 이상이다(Figure 1). 해안

면의 토양은 대부분 사양토(68.4%)와 양토(31%)

로 이루어져 점착력이 약하며, 침식(침식등급 :

62.9%)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IS, 2022). 해안

면은 상명천, 큰저골천, 만대천 등 17개의 소하

천이 분포하며(Figure 2), 모든 소하천이 동쪽

만대천으로 합류하는 수계구조를 가졌다. 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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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lope in Haean Catchment Figure 2. Streams in Haean Catchment

면의 물리환경적 특성으로 집중호우 시기 토양

이 다량 유실되며, 이는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고되기 시작하였다(Kim & Jung, 2007; Jeon,

2007). 해안면 고랭지밭에서 유실된 토사는 인

제군 인북천으로 흘러간 뒤, 춘천시 소양강을

지나 북한강 상류로 합류한다. 한강수계의 최상

류인 해안면에서 기인한 토사는 장기간에 걸쳐

방류되는 특징이 있어 수생태계 건강성과 상수

원 수질관리 측면에서 한강 하류까지 영향을 미

친다(Research Institute for Gangwon. 2010).

기상청의 양구군 기후변화 상세 분석보고서

(2015)에 따르면 연구대상지 해안면의 10년(2001

~2010) 평균 연강수량은 1668.4mm로, 강원도 10

년(2001~2010) 평균 연강수량인 1491.5mm보다

많으며, 우리나라 평균 강수량(1981~2010)인

1307.7mm보다 많다. RCP(Representat ive

Concentration Pathways) 8.5 시나리오에서 현재

기후값(2001~2010) 대비 2100년까지의 해안면

강수량 변화 경향은 21세기 전반기(2011~2040)

에는 +1.7% 증가, 21세기 중반기(2041~2070)에

는 +9.8%, 21세기 후반기(2071~2100)에는 +2.1%

증가로 예상된다. 해안면의 호우일수는 현재 4.1

일 대비 21세기 전반기(2011~2040)에는 +70.7%

증가, 21세기 중반기(2041~2070)에는 +107.3%,

21세기 후반기(2071~2100)에는 +29.3%의 증가

율을 보인다. 해안면의 강우강도는 현재 19.2(mm/

일) 대비 21세기 전반기(2011~2040)에는 -1.6%,

21세기 중반기(2041~2070)에는 +6.3%, 21세기

후반기(2071~2100)에는 –0.5%의 증·감소율을 보

인다. 즉, 기후위기로 강우현상 변화가 예측됨에

따라 고랭지밭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해안면 전체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이기에 경

작지에서 발생하는 토사 유출 및 하천 영향을 파

악하기 위해서는 전체 범위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해안면 서

쪽 오유리에 위치한 성황천, 큰저골천, 작은저골

천의 3개 소하천을 대상으로 2018년 기준 기상

자료를 활용해 2년의 토양 침식 및 퇴적량을 추

정·비교하였다. 이 곳은 과거 위성지도와 비교했

을 때, 개간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곳이며 경사

도 20% 이상인 농업불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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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Data 데이터시점 Data Referemces

DEM 30m SRTM 2015 USGS

Soil 개략토양도(1:25,000) 1973 WAMIS

Land Cover 세분류토지피복도 2017~2018 환경부 공간정보서비스

Weather Data 월평균 강수량, 최고기온, 최저기온 2018년 기상청 AWS

Table 1. GeoWEPP Input Data

지가 주로 분포하여 자연기반해법을 적용한 토

사유실 저감 효과 비교에 적합하다.

Figure 3. Land Use in research site

2. GeoWEPP 모델 및 입력자료

GeoWEPP(Geospatial Interface of Water

Erosion Prediction Project; Renschler, 2003)는

미국 농무성 농업연구소(USDA-ARS)에서 개발

된 WEPP(Water Erosion Prediction Project;

Laflen et al, 1991) 모델을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기반으로 구현한 모형이다.

기존 WEPP 모델 내 USLE 관계식(Universal

Soil Loss Equation; Wischmeierand Smith,

1965; Wischmeierand Smith, 1978)으로 계산되

던 토양유실량을 물리이론식으로 대체하여 사

면과 유역에서 유출수 및 토양 침식의 추정이

가능한 물리적·연속형 모델로, 토양의 침식과

퇴적과정도 반영할 수 있다(Lee, 2017; Kim et

al., 2021). GeoWEPP 분석에 적합한 공간 규모

는 소규모 산지유역(100㎢ 미만) 크기로 주로

산림지나 고랭지밭의 토양유실량이나 특성을

모의하는데 적용되어 왔다(Choi et al., 2011;

Kim, 2016; Moon et al., 2010; Rhee and Seo,

2020). GeoWEPP는 3개의 세부모형으로 이루어

지는데, 추계학적 방법으로 여러 기상자료를 생

성하는 CLIGEN 모형과 DEM을 바탕으로 수계

형태와 집수구역을 생성하는 TOPAZ 모형, 토

양 특성 및 토지관리행위를 반영해 강우 침투과

정을 추정하는 WEPP 모델로 구성된다.

GeoWEPP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지형, 토양,

토지이용, 기상과 관련된 입력자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공공기관 및 해외 기관에서 제

공하는 자료와 선행연구를 참고해 입력자료를

구축하였다(Table 1). GeoWEPP 10.3 모델을 사

용하였으며, 기타 공간자료의 가공은 Arcgis pro

2.5를 사용하였다. 입력자료 중 토양도와 토지

피복도는 GeoWEPP에서 제공하는 매개변수로

변경하여 입력하였으며, 기상자료는 Meghdadi

(2013), Lee & Seo(2020) 등 선행연구와 2018년

해안면 AWS 기상자료를 참고하여 CLIGEN 기

후대를 선정하였다. GeoWEPP 실행을 위해 최

소 계류 길이(minimum source channel length)와

집수구역면적(critical source area)은 GeoWEPP

기본값인 최소 계류 길이 100m와 집수구역면적

5ha로 입력하였으며, 대상지 수계의 합류부를

고려해 3개의 배출구(outlet)를 설정하였다.

3. GeoWEPP 모델 검증

검증을 위해 3개 배출구(Outlet)와 GeoWEPP

가 모의한 수계흐름을 현재 하천현황과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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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Scenarios 비고

경작 유지

S1 현재 토지이용 RUSLE 검증

S2 전환대상지 다년생 초지 변경 재이용 및 휴경상태 고려

S3 전환대상지 혼효림 변경 산림복원 목적 영구적 변경

S4 전환대상지 다년생 초지+혼효림 복합변경
경사도 20% 이상 농업불리지역

혼효림변경
인삼밭 재이용 고려해 초지변경

경작 포기 S5 대상지 내 농경지 전체 혼효림으로 전환 -

Table 2. Nature-based Solutions Application Scenarios

였다. GeoWEPP 모의한 토사유출 추정량을 검

토하기 위해 [환경부 고시 제2015-138호]「표토
의 침식 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에 명시되어 있
는 범용토양유실공식(USLE, Universal Soil Loss

Equation)과 결과를 비교하였다(수식 1). 현재

범용토양공식의 개별인자를 미국 농무성(1996)

이 일부 수정한 개정범용토양유실공식(RUSLE,

Revised Universal Soil Loss)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중이다(Kim et al., 2007; Choi et al.,

2010). 선행연구 및 환경부「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를 참고해 개별 인자를 구한
뒤 평균토양유실량을 계산하였다. R factor(강우

침식인자)는 연구대상지와 가장 인접한 AWS

인제관측소 기준값을 사용하였으며(Ministry of

Environment, 2018b), K factor(토양침식인자)는

개략토양도(WAMIS, 1973)를 참고하였다. L

factor(사면길이인자)는 Flow accumulation과 쇄

굴과정을 고려한 Desmet & Govers(1996)의

RUSLE 개정공식을 사용했다. 연구대상지의 급

경사를 반영하기 위해 경사도 25% 이상의 범위

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Nearing

(1997)을 참고해 S factor(사면경사도인자)를 도

출하였다. C factor(경작관리인자)와 P factor(토

양보존대책인자)는 세분류토지피복도를 기반으

로 계산하였다.

수식 1 RUSLE

4. 비점오염 발생원 저감을 위한 자연기반해법

적용 시나리오 설정

해안면의 토지이용 전환대상지를 선정하고,

자연기반해법 중 혼효림 및 초지로 전환하는 5

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환경부는 비점오

염 발생원 관리 측면에서 해안면의 농업불리지

역을 매입하여 초지를 조성하거나 산림청과 협

의하여 산림 인접 경작지를 산림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일반적으로 식생은 토양침

식과 유출수 방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윤호중 외., 2007; Zuazo & Pleguezuelo,

2009). 초지 전환의 경우 식생완충대나 초지수

로 등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유출수와 토사, 총 질소량,

총 인 함량을 약 30~70% 저감하는 효과가 있으

며(USEPA, 2002), 산림 역시 훼손지 황폐화를

막고 토양유실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Zheng,

2006). 따라서 현재 사업계획과 자연기반해법

중 혼효림과 초지전환의 효과를 고려해 전환 대

상지와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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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lope in Agricultural land of

research site

Figure 6. Crops in Agricultural land of

research site

전환대상지로 해안면 내 경작지 경사도 20%

이상인 농업불리지역과 인삼재배지를 선정하였

다(Figure 4 & Figure 5). 경사도 20% 이상인 농

경지는 여름철 장마철 토양유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곳으로 감자, 무와 같은 1년생 작물과

인삼, 사과나무 등을 재배하고 있다. 인삼의 경

우 5년 재배 후 토지 지력을 회복하기 위해 휴

경을 진행한다. 이때 나지상태로 두거나, 1년생

녹비 작물을 3~4년 정도 재배하는데, 급경사지

의 경우 토양 유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Ministry of Envrionment, 2018).

현재 토지이용을 기준으로 모의한 GeoWEPP

초기 결과값을 RUSLE 모델과 비교한 후, 5개의

자연기반해법 적용 시나리오를 적용하였다. 전

체 시나리오 5개 중 현재 토지이용 시나리오와

(S1) 경작을 유지하며 자연기반해법을 적용하는

4개의 시나리오(S2-S4)와 경작을 포기하는 시나

리오(S5)를 설정하였다(Table 3). S1 시나리오는

현재 토지이용을 기준으로 하여 GeoWEPP을

통해 토양유실을 모의 후, RUSLE과 비교하였

다. 자연기반해법을 적용하는 시나리오(S2-S4)

는 GeoWEPP를 통해 토사침식 및 공간분포를

모의하였다. S2 시나리오는 미래 토지의 재이용

과 휴경을 고려해 전환대상지를 다년생 초지로

변경하여 토양유실을 모의하였다. S3 시나리오

는 산림복원 목적으로 전환대상지를 혼효림으

로 영구적으로 변경하여 토양유실을 모의하였

다. S4 시나리오는 전환대상지 중 경사도 20%

이상인 농업불리지역을 혼효림으로 변경하고,

전환대상지 중 인삼밭의 경우 추후 재이용을 고

려해 다년생 초지로 변경하는 복합변경 상황을

고려해 토양유실을 모의하였다. S5 시나리오는

연구범위 내 모든 농경지의 경작을 포기하고 혼

효림으로 변경하여 토양유실을 모의하였다.

III. 연구결과

1. 현재 토지이용 기준 토사유출 추정 결과

GeoWEPP를 통해 만들어진 수계흐름(channel)

은 실제 하천인 상명천, 작은저골천, 큰저골천의

위치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류부의 경우

일부 다르게 생성된 부분이 존재하나, 이는 하천

제방 및 직강화로 인해 지형 흐름과 달라진 것으

로 여겨진다. 3개의 유출구(outlet) 설정으로 인

해 생성된 3개의 소유역(Subcatchment)은 각각

의 경사면(Hillslope)을 통해 세부적으로 구획되

며, 경사면 1개가 모델 내 분석 단위이다. 상명천

이 지나가는 1번 소유역은 면적 459ha, 105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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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Loss(ton/yr/ha)
estimation error

RUSLE GeoWEPP

Subcatchment 1 79.332 81.952 3%

Subcatchment 2 66.715 62.632 6%

Subcatchment 3 61.492 58.081 6%

Total 68.313 66.768 2%

Table 3. RUSLE and GeoWEPP results comparison

Figure 6. Outlet, Channel and Subcatchments Figure 7. RUSLE result

경사면으로 분할되며, 작은저골천에 해당되는 2

번 소유역은 면적 228ha, 56개의 경사면으로 분

할된다. 마지막으로 큰저골천이 흐르는 3번 소유

역의 면적은 693.7ha로 147개의 경사면으로 분

할된다(Figure 6). 현재 토지이용에서 발생하는

토사 침식의 공간분포(Table 4)를 토지이용도

(Figure 3)와 비교해봤을 때, 논과 밭 등 경작지

에서 주로 토양침식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GeoWEPP 모델을 활용해 추정한 결과값의

신뢰성을 살피기 위해 RUSLE 모델 결과와 비

교를 진행하였다. RUSLE 모델 결과에 따른 토

양유실량 결과는 Cell 당 최소 0부터, 최대

2,337.06 ton/ha/yr의 토양유실이 발생함을 나타

낸다(Figure 7). 일반적으로 GeoWEPP는

RUSLE에 비해 실측량을 자세히 모의할 수 있

다(Stolpe, 2005). GeoWEPP에서 도출된 소유

역과 동일한 위치에서 RUSLE 모델의 단위면적

당 연평균토사유출량을 살펴본 결과 3~6% 정도

오차를 보이나, 전체적으로 유사한 결과값이 도

출됨을 확인하였다(Table 3).

2. 발생원 저감을 위한 자연기반해법 적용 시나

리오별 저감 비교

해안면의 경작현황과 경사를 고려해 설정된

전환대상지를 초지와 혼효림 등 자연기반해법

을 적용해 비점오염 발생원 저감효과를 비교한

결과, 토양침식에 있어 큰 차이가 나타났다. 우

선, 현재 토지이용(S1)에서 제일 많은 토양침식

이 발생하였다. 현재 토지이용(S1)과 다년생 초

지 전환시나리오(S2), 혼효림 전환시나리오(S3),

초지 및 혼효림 복합 전환시나리오(S4) 비교 결

과, 혼효림이 많을수록 토양 유실량이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연기반해법을 적용할 경우

(S2~S4), 현재 대비 약 31~32%의 토양침식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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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기존 토지이용) S2(초지 전환) S3

LEGEND S4 S5

Table 4. Soil Erosion Distribution by NbS Scenario (T = 1 ton/㏊/year)

S1 S2 S3

LEGEND S4 S5

Table 5. Soil Sediment Distribution by NbS Scenario (T = 1 ton/㏊/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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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해, 약 29,500톤의 하천 유입 비점오염을 줄

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지 전환 시

나리오(S2)에 비해 혼효림 전환 시나리오(S3)와

초지 및 혼효림 복합 전환 시나리오(S4)는 약

1,000톤 정도 추가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토사량

을 감소시킨다. 경작을 포기하고 전환대상지 전

체를 혼효림으로 전환 시(S5) 발생하는 토양침

식량이 가장 적고 일부 공간에서는 퇴적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현재 토지이용에서 발생하는

토양유실량의 약 98%에 대해 저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자연기반해법 적용 시나리오별 토양 퇴적 결

과, 현재 토지이용(S1)보다 초지 및 혼효림 전환

(S2~S5) 적용 시 토양 퇴적량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현재 토지이용(S1)에서 가장 많은 토양 퇴

적이 발생하며, 경작을 포기하고 모두 혼효림으

로 전환했을 때(S5)에서 가장 적은 토양 퇴적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경작을 유지하며 초지와 혼

효림으로 전환한 시나리오(S2~S4) 간 토양 퇴적

량은 토양침식량 중 1% 만 공간 내 퇴적된다는

결과를 보여, 시나리오별 퇴적 효과는 크게 나

타나지 않았다(Table 5).

요약하자면, 경사도 20% 이상 경작지와 인삼

밭을 다년생 초지와 혼효림으로 복원하였을 때

현재 토지이용 대비 약 32%, 29,000톤의 하천유

입 비점오염을 저감할 수 있다. 또한 전환대상

지 외 소유역 내 전체 경작지를 모두 혼효림으

로 전환했을 때(S5) 가장 효과적으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을 저감할 수 있으며, 현재

발생하는 토사유실량의 약 98.4%가 저감 될 수

있다. 경사면 각각에 표현된 토양 침식량과 퇴

적량은 사면에서 유출수가 흐르는 유출경로

(flowpath)에 따른 누적량이 아닌 각 경사면의

독립적인 토양 침식량과 퇴적량을 의미한다.

IV. 고 찰

초지 및 산림 등 식생은 지상부와 지하부를

통해 표면유출수를 감소시키고, 토양침투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 비점오염 관리를 위해 중요

하게 연구되고 있다(Zuazo & Pleguezuelo,

2009). 그동안 연구되어온 비점오염원 저감기술

중 필터스트립(Filter strip)은 “농경지로부터 발

생하는 토사나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초본 식물

로 구성된 식생완충대(Vegetative buffers)”로

(NRCS, 2016), 유출수의 흐름을 고려해 설치되

며, 일반적으로 15m까지 폭이 증가함에 따라 토

사, 영양염류 등을 효과적으로 저감시킨다

(Douglas-Mankin & Harmel, 2021). 그러나 필터

스트립은 소규모로 설치되어 비점오염 발생원

인 농경지 자체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 총량을

감소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Cools et

al., 2011; Chen et al., 2016). 이를 보완하기 위

해 비점오염이 발생하는 경작지의 작물을 전환

하거나, 초지나 산림으로 토지이용을 전환하는

발생원저감기술이 최적관리방안의 공간 최적화

측면과 함께 논의중이다. Zhang et al.(2013)과

Wang et al.(2018)은 공간분포형 수문모델인

SWAT과 토지이용모델 CLUE-S를 결합해 경작

지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토지이용의 최적화

및 평가를 진행한 결과, 기존 농경지의 토지이

용을 산림으로 바꾸고, 수변식생완충대를 추가

로 함께 설치하는 방법이 비점오염원 관리에 효

과적이라고 제안했다. 이처럼 비점오염원 관리

를 위해서는 단일 방법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비점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예방하고 저

감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경제적 방안을 대

상지에 적용하는 최적관리방안(Best manage-

ment practices)이 중요하며, 발생원 자체에서 비

점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산림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해안면의 비점오염 최적

관리방안은, 발생원인 급경사 고랭지밭의 토지

이용을 전환하거나 식생완충대 조성 등 다양한

발생원저감기술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

경작지 매입 후 혼효림 및 초지 등 토지이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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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Subcatchment
Runoff

Volume(㎥/yr)
Soil Loss(t/yr)

Sediment
Yield(t/yr)

Soil Loss(ton/ha/yr)

현재(S1)

1 548,043 37,616 37,487 6,549

2 240,044 14,280 14,183 3,143

3 793,770 40,291 39,996 6,728

소계 1,581,856 92,186 91,666 16,419

grassland(S2)

1 531,490 23,093 23,083 3,767

2 241,338 9,804 9,801 2,176

3 782,634 30,221 30,134 5,070

소계 1,555,461 63,118 63,018 11,014

forest(S3)

1 484,835 22,804 22,794 3,710

2 226,449 9,753 9,749 2,164

3 755,775 30,095 30,007 5,042

소계 1,467,059 62,651 62,550 10,915

grassland &
forest(S4)

1 525,898 22,997 22,987 3,748

2 241,217 9,804 9,801 2,176

3 780,007 30,198 30,111 5,057

소계 1,547,122 62,998 62,899 10,982

All agricultural
fields to

forest(S5)

1 331,627 517 515 107

2 164,653 253 251 57

3 495,354 826 824 183

소계 991,634 1,596 1,591 347

Table 5. Soil Loss by NbS Scenario

환하는 비점오염 저감 방안은 해안면의 비점오

염원 대책으로 꾸준히 제안되어왔다(Ministry of

Environment, 2008; Research Institute for

Gangwon. 2010). 매입 활용 논의가 있는 이유는

해안면의 수복(1953) 이후 전체 경작지의 약

80%가 국유지 및 무주지이기 때문이다. 1983년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유화와, 국유화 유예기간

경과에 따른 국유지 매각 등의 이유로 인해 자

료별로 일부 차이가 존재하나, 양구군 지적상

(2007) 해안면 전체 밭면적(16.91㎢) 중 국유지

는 38.7%, 무주지는 44.8%를 차지하며, 환경부

고랭지밭 정보시스템(2017) 상에는 해안면 전체

밭면적(15.33㎢) 중 국유지는 39.8%, 무주지는

35.1%를 차지한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8a). 이를 활용해 양구군과 환경부는 2021년

이후 한강수계기금 1,970억원을 투자해 급경사

경작지의 토지이용 및 작물을 전환하는 정책을

논의중이다(Ministry of Environment, 2020).

공간분포형 모델을 활용해 주요 토양유실 및

퇴적지역을 도출한 집중관리지역(hot-spot)과 자

연기반해법 효과에 대한 공간적 자료의 생산은

정책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매수우선지역 등 적지 선정 및 관리계

획 의사결정 활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집중적으로 침식되는 공간에

추가적으로 식생완충대 등 생태복원 및 수생태

벨트 계획을 함께 고려한다면 상승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간분포형 모델을 활용해

토지이용을 고려한 유역관리정보를 생산한다면

통합물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

며, 초지와 산림 조성 시 생물다양성 및 탄소를

고려한다면 탄소중립 및 기후적응 측면에서도

복합적인 활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Izydorczyk et al.(2019)은 폴란드 Sulejów 저

수지와 인근 농경지 간 수질 오염 확산을 줄이

기 위해 공간분포형 모델인 SWAT 모의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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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지역 농민과 공무원, 학제 간 연구원

등 이해당사자 논의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 이

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자연기반해법 조치를 적용하였고, 이러한 합의

프로세스가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처럼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에서 발생하는 비점

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연기반해법을 적용할 경

우,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의견

수렴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해안면의 농민들과

하류지역인 인제군 서화리 농민간의 충분한 대

화와, 고랭지밭의 초지 및 숲으로 전환이 필요

함을 인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자연기반해법

을 적용하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자연기반해법 중 혼효림과 다년생 초지

에 중점으로 토양유실 저감 효과를 살펴보았다.

양구군은 지역의 경제성을 고려해 지역 특산물

인 사과 과수원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검토중이

다. 초지나 숲이 아닌 과수에 대한 비점오염 저

감 효과 검토도 필요하다. 사과 과수원에서 초

생 재배처럼 다년생 초지를 적용해 함께 재배하

는 경우 1년생 작물에 비해 토양유실을 줄일 수

있기에, 과수원의 비점오염 저감효과를 함께 반

영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자연기반해법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공간적분포 모델인 GeoWEPP을

활용해 비점오염원인 토사의 유실 및 퇴적량을

공간적으로 표현하였고, 기존 급경사 고랭지밭

을 혼효림 및 초지로 전환하는 자연기반해법

(NbS)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GeoWEPP을 통해

도출한 2018년 기준 연평균 토양유실 추정량을

RUSLE모델과 비교한 결과 오차범위 3~6% 정

도로 매우 비슷한 결과를 보여 GeoWEPP의 추

정결과값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점오염 발생원인 급경사 경작지와 인삼밭을

다년생 초지보다는 혼효림으로 전환하는 것이

토사유실 저감에 효과적이다. 더욱 효과적인 비

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다년생 초지와 혼효림 외

에 사과 등 과수작물 및 초생재배의 효과를 추

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해안면

전체가 아닌, 서쪽 3개 소하천 대상으로 비점오

염 저감 효과를 평가하였으므로 추후 해안면 전

체를 대상으로 자연기반해법의 비점오염 저감

효과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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