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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Soil particles from rainfall flow into reservoir and give lots of influence in water quality

because the geological conditions and landcover characteristics of imha basin have a

weakness against soil loss. Especially, much soil particles induced to reservoir in shape of

muddy water when it rains a lot because the geological characteristics of imha reservoir are

composed of clay and shale layer. Therefore, field turbidity data can be indirect-standards to

estimate the soil erosion of imha basin.

This study evaluated annual soil erosion using GIS-based RUSLE (Revised Universal Soil

Loss Equation) and developed rainfall weighting value method using time-series rainfall data

to estimate monthly soil erosion. In view of field turbidity data(2003 yr), we can find out

monthly soil erosion with rainfall weighting value is more efficient than that with monthly

rainfall data.

Key words: Soil Erosion, Weighting Value Method, GIS, RU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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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임하호 유역은 지질 및 토지피복이 토사유실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강우발생시 많은

토사가 호소로 유입되어 고탁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임하호 유역의 지질은 점토질 및 쉐일.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강우발생시 흙탕물의 형태로 상당량의 토사가 호소로 유입되므로 호소내, ,

탁도관측자료는 유역내 토사유실을 평가하는 간접지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반. GIS

수정범용토사유실공식을 활용하여 연토사유실량을 평가하였으며 월별로 토사유실량을 배분하기,

위해 시강우량자료를 이용한 강우가중치 기법을 개발하였다 년도 탁도자료를 볼때 강우가. 2003 ,

중치에 의한 월별토사유실량 방법이 강우량자료에 의한 월별토사유실량보다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핵심용어 토사유실 가중치법 수정범용토사유실공식핵심용어 토사유실 가중치법 수정범용토사유실공식핵심용어 토사유실 가중치법 수정범용토사유실공식핵심용어 토사유실 가중치법 수정범용토사유실공식: , , GIS,: , , GIS,: , , GIS,: , ,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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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년까지 임하호 유역은 여름철 집중강우로 인한 호소내 고탁수 등의 수질오염 문제가 크게2001

발생하지 않았으나 년 태풍루사와 년 태풍매미에 의한 집중강우로 최고 의 고2002 2003 1,221 NTU

탁수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고탁수의 원인으로는 유역의 이상을 구성하고 있는 도계동층의. 53%

쉐일 및 점토질 토양 그리고 하천주변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실이 주

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역내 토사유실을 실측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최근. ,

및 위성영상자료를 활용한 경험적 토사유실평가모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GIS .

본 연구에서는 기반 모델을 활용하여 계산한 년도 토사유실량 자료를 월별로GIS RUSLE 2003

배분하기 위한 방법론을 모색하였다 모델은 장기모델로서 월별 강우량 자료만을 가지고. RUSLE

배분시 강우강도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적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게 된다 임하.

호 유역의 지질학적 특성을 볼때 강우발생시 많은 토사가 흙탕물의 형태로 하천과 호소로 유입되

게 되며 따라서 호소내 탁도관측자료는 유역내 토사유실의 정도를 평가하는 간접지표가 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년도 태풍매미때의 평균시강우강도인 를 기준강우강도로 설정한 시. 2003 6 /hr㎜

강우가중치곡선을 적용하여 월별 강우가중치를 평가하였으며 이 결과를 이용하여 연별토사유실량,

을 월별로 배분하였다 배분한 월별토사유실량은 기존의 강우량자료에 기초한 월별토사유실량 및.

임하호 탁도관측자료와 비교하여 그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모델을 활용한 토사유실량 평가모델을 활용한 토사유실량 평가모델을 활용한 토사유실량 평가모델을 활용한 토사유실량 평가2. RUSLE2. RUSLE2. RUSLE2. RUSLE

모델은 기존의 농업지역에 일반적으로 적용했던 모델을 유역에 적용하기 위해RUSLE USLE

등 에 의해 개발된 모델로서 다양한 실험관측을 통해 각 인자들의 식들이 개선되고Reanrd (1991)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셀단위의 분석이 가능하므로 토사유실원인지역을. GIS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모델은 강우침식인자 토양침식인자 지형. RUSLE (R), (K),

인자 식생피복인자 그리고 경작인자 로 구성되어 있다(LS), (C) (P) .

A=R×K×LS×C×P (1)

강우침식인자는 연평균 강우의 침식능력으로서 강우의 시간적인 분포와 특성으로부터 얻어진

다 본 연구에서는 강우침식인자를 계산하기 년 연강우량 자료를 식에 적용하였다. 2003 Toxopeus .

토양침식인자는 강우발생시 지표를 구성하는 토립자의 입경분포 토양조직 유기물함량 그리고 투, ,

수계수 등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농업과학기술원에서 구축한 정밀, 1/25,000

토양도를 의 삼각형 도표에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또한 침식사면의 길이인자는 다Erickson(1997) .

중흐름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는 과 가 제안한 식을 적용함으로서 임하호Desmet Govers(1996)

유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풍화암의 쉐일층 및 점토질로 구성된 토사의 이송 과정을 효과적으로

모의할 수 있었으며 침식사면의 경사인자는 식을 활용하여 계산하였다 그리고 식, Nearing(1997) .

생피복인자는 지표를 구성하는 피복상태 및 작물의 효과를 반영하는 인자로서 환경부에서 구축한

중분류 체계의 토지피복도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에서 발표한 토지피복별 식생피복USGS

인자 기준을 적용하였다 경작인자는 경작형태와 지형경사에 의해 결정되는 인자로서 밭지역은. ,

방식을 논지역은 방식을 적용하였다 표 은 임하호 유역에 대해 모델Cropping Terrace . 1 RUSLE

을 적용하여 해상도로 분석한 인자 및 토사유실량 결과이며 임하호 전체 유역면적인5m RUSLE ,

으로의 환산한 결과 의 토사유실량을 얻을 수 있었다1,361 5,697,499 ton/yr .㎢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R 511.000 624.400 585.420 18.740

K 0.020 0.600 0.333 0.090

L 0.248 3.383 1.696 0.833

S 0.049 15.125 6.889 3.969

C 0.000 1.000 0.066 0.147

P 0.100 1.000 0.859 0.250

A 0.000 10903.039 41.929 121.059

표표표표 1.1.1.1. 인자와 토사유실량 분포특성RUSLE

강우가중치 기법에 의한 월별토사유실량 평가강우가중치 기법에 의한 월별토사유실량 평가강우가중치 기법에 의한 월별토사유실량 평가강우가중치 기법에 의한 월별토사유실량 평가3.3.3.3.

토사유실지역에 대한 토사유출방지사업 계획 수립 및 저감효과 평가 등을 위해서는 월별 토사

유실량 평가가 필요하다 모델은 연별 토사유실량을 모의하는 장기모델이며 월별 토사유. RUSLE ,

실량을 모의하기 위해서는 월별 강우인자를 적용해야 한다 경험식에 기반한 강우인자. Toxopeus

평가는 강우강도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월별 강우특성을 반영한 월별 토사유실량

을 정확히 모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년도 월별 강우량 자료를 식에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 월과 월의 토사유실량2003 Toxopeus , 7 8

은 각각 과 으로서 태풍매미가 발생한 월의 보다 오히려 높게893,209 ton 780,989 ton 9 713,894 ton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월별강우량 자료만을 가지고 산정한 강우침식인자의 영향이 반영된 것이.

다 년 태풍매미 는 시간동안 의 강우량을 기록했으며 이 기간중 많은 양. 2003 (9.11. 9.13.) 31 185 ,～ ㎜

의 토사가 유실되어 임하호내에서 최고탁도 를 보였다 강우에 따른 토사발생의 형태는1,221NTU .

점토 모래 그리고 조립질 등으로 다양하지만 임하호 유역의 이상이 도계동층에 속하는 점, , 53%

토성 토양 및 쉐일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때 강우시 이송된 토사의 상당부분이 흙탕물 형태

로 하천 및 저수지로 유입됨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호소에서 관측한 탁도는 유역내 토사유실. ,

의 비율을 평가하는 간접지표가 될 수 있으며 월별 강우량 자료로 배분한 월별 토사유실량 자료

는 그 적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가중치가 필요하며. ,

본 연구에서는 시강우자료를 활용한 월별 강우가중치 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년도 연강우량을 경험식에 적용하여 계산한 토사유실량을 월별로 배분하기 위2003 Toxopeus

한 가중치를 산정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간별 강우량 자료를 이용하였다.

먼저 토사유실량에 영향을 주는 시강우강도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태풍매미 당시의 평균시강우강,

도를 계산한 결과 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를 토사유실 가중치의 중간값으로 채택하였다 또6 /hr .㎜

한 태풍매미시 최대시강우강도인 를 최대임계치로 하여 그림 과 같은 시강우가중치곡선28 /hr 1㎜

식을 결정하였다 이는 일정강우강도에서는 토사유실이 발생되지 않지만 기준강우강도인 에. 6 /hr㎜

근접하면서 토사유실이 급속도로 진전하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월별 강우 가중치는 식 와. (2)

같이 시강우량에 대한 각각의 가중치의 합을 월별 시강우 발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년 연강우량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 토사유실량인 을 월별 강우가중치로2003 5,697,499 ton/yr

배분한 월별 토사유실량은 표 와 같다 강우가중치를 활용하여 계산된 월별토사유실량은 태풍매2 .

미가 발생한 월이 으로 월의 과 월의 보다 높게 나타났다9 1,388,751 ton 7 826,676 ton 8 762,484 t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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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1.1.1.1. 월별 강우가중치 곡선

강우가중치 시강우가중치 시강우발생수= ( )/∑ (2)

월 월별 강우가중치 월별 토사유실량 톤 월( / )

1 1 156,569

2 1.1 172,226

3 1.05 164,396

4 3.07 480663

5 3.66 573,038

6 3.87 605,918

7 5.28 826,676

8 4.87 762,484

9 8.87 1,388,751

10 1.12 175,357

11 1.3 203,539

12 1.2 187,882

∑ 36.39 5,697,499

표표표표 2.2.2.2. 강우가중치기법을 적용한 월별 토사유실량

강우량 및 강우가중치를 활용한 월별토사유실량의 결과가 여름철인 월에 큰 차이를 나타7 9～

내었다 강우량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한 월별토사유실량은 월과 월에 높게 평가되었으나 강우가. 7 8

중치를 활용할 경우에는 월의 토사유실량이 월과 월에 비해 높게 평가되었다 유역내 토사유실9 7 8 .

량을 실측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반적으로 하천내의 비유사량 및 호소내 퇴사량 자료를 이,

용하여 연토사유실량을 유추하게 된다 따라서 연토사유실량을 월별로 배분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 .

임하호 유역의 지질은 도계동층의 쉐일 및 점토질로 주로 구성되어 있어 임하호 내에서 관측된

탁도자료가 유역내 토사유실을 반영하는 간접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년 탁도관측 자, 2003

료를 볼때 강우량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월별토사유실량보다는 강우가중치에 의한 월별토사유

실량이 연토사유실량을 배분하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향후 토사유실과 탁수와의 관계성.

평가를 위해서는 지질적인 특성까지도 함께 고려한 토사유실평가모델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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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농경지 및 산비탈 경지정리 그리고 수변구역내 토사유실 방지사업 등의 유역대

책 효율성 평가 등에 필요한 월별 토사유실량의 효과적인 평가를 위해 강우가중치를 활용하였다.

기반 모델은 연평균토사유실량을 평가하기 위한 장기모델로서 월별 토사유실량을GIS RUSLE ,

배분하기 위해 기존 강우량 자료에 의한 방법과 함께 강우가중치를 이용한 방법을 비교 분석하였

다 먼저 수치지형도에서 구축한 자료 및 토양도 토지피복도 등의 자료를 이. , 1/5,000 DEM , GIS

용하여 모델의 인자를 계산하였다 이때 강우인자는 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연평균 토RUSLE . 2003

사유실량을 평가하였다 연토사유실량 자료로부터 월별토사량을 배분하기 위해 월별 강우량자료. ,

로부터 산정한 결과에서는 강우량이 가장 많았던 월 이 으로 태풍매미가 발7 (341.3mm) 893,209 ton

생하였던 월 의 토사유실량인 보다 높게 나타났다 강우발생에 따른 토사유9 (250.7mm) 713,894 ton .

실은 강우량보다는 강우강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년도 임하호에서 관측한 탁도자료. 2003

를 볼때 태풍매미때의 평균탁도는 약 로서 월과 월의 보다 높은 탁도를 기록하400NTU 7 8 100NTU

였다 강우발생에 따라 점토 실트 모래 및 자갈 등의 토사가 하천 및 호소로 유입되지만 임하호. , ,

유역의 지질특성이 주로 점토 및 실트질의 토양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호소에서 관측된 탁

도는 유역내 토사유실 평가를 위한 간접지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월강우량자료에 의한 토사유실.

량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요구되며 본 연구에서는 시강우량자료를 이용한 강우가중치,

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시강우량자료로부터 태풍매미때의 평균시강우강도인 를 기준강우. 6mm/hr

강도로 한 시강우가중치곡선식을 개발하였다 시강우량에 따른 시강우가중치의 합을 월별로 계산.

하고 이를 시강우발생수로 나누어 월별 강우가중치를 결정하였다 그런 후 연평균토사유실량을 월.

별 강우가중치 값으로 나누어 월별 토사유실량을 평가하였다 강우가중치에 의한 태풍매미가 발생.

한 월의 월별토사유실량은 으로서 월의 토사유실량인 의 배로 높게9 1,388,751 ton 7 826,676 ton 1.68

나타났다 임하호 유역은 도계동층의 쉐일 및 점토질로 주로 구성되어 있어 강우발생시 흙탕물의.

형태로 하천과 호소내로 상당량의 토사가 유입된다고 볼때 임하호 내에서 관측된 탁도자료가 유

역내 토사유실을 반영하는 간접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년 탁도관측 자료를. , 2003

볼때 강우가중치를 활용한 월별토사유실량 방법이 강우량 자료에 의한 월별토사유실량 방법보다

연토사유실량을 배분하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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