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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arious models have been developed for the estimation of spatial distribution of sediment yield. However, they often generate
distinct results because of differences in their development purposes and calculation processes. Therefore, it is challenging to verify the simulation result without ground measurements of spatially varying sediment fluxes. Here, we postulate that applying multiple models to a same watershed and checking whether they provide similar spatial distributions can be an indirect method of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the models. To test this idea, we apply two models of LISEM and GIS-based RUSLE for a small
watershed in Gyeonggi-do, South Korea, where actual sediment yield was measured at the outlet. Two models result in similar
spatial patterns in the distribution of sediments yield. LISEM results show more evenly distributed sediment yield. This difference
is partly due to the difference in model structures and due to the ranges of parameters chosen between the two models. Compared
to RUSLE, there are limited references for model parameter values of LISEM in Korean practices. Helped by physically-based
model structure, LISEM is expected to simulate sediment yield in a more reasonable manner, compared to RUSLE, once the
appropriate ranges of model parameters are suggested in the future.
Key words : Distributed model, Sediment yield, LISEM, RUSLE, Spatial distribution

요

지

토사유출량의 공간분포를 추정하기 위해 다양한 모형이 개발됐으나, 모형의 개발목적과 연산과정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줄
수 있다. 토사유출의 공간분포를 실측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차이 나는 모의결과를 검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
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모형의 결과가 같은 유역에서 비슷한 공간분포를 보여준다면 어느 정도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LISEM과 GIS 기반의 RUSLE를 경기도의 한 소유역에 적용하였다. 모의결과 두 모형은 대체로
유사한 토사발생량의 공간분포를 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LISEM이 RUSLE보다 고르게 분포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두 모형의 구조적 차이와 입력인자 범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LISEM은 본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국내에 적용
되는 만큼 앞으로 다양한 연구를 통해 국내 현실에 맞는 입력자료의 범위가 제시된다면 RUSLE보다 물리적인 기반에서 토사
유출을 모의할 수 있을 것임을 확인했다.
핵심용어 : 분포형 모형, 토사유출, LISEM, RUSLE, 공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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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도 증가하게 된다(김창완 등, 1999). 이러한 토사침식 및
이에 따른 토사발생은 식생의 파괴 및 훼손, 지형 변화 등

강우가 발생하면 빗방울의 운동에너지와 지표유출수가 갖

자연환경의 변화 뿐 아니라 저수지의 탁수발생, 퇴사로 말미

는 소류력 등에 의해 토양이 침식된다. 특히, 어떤 지역을

암은 하천의 통수능 저하, 인명피해 및 사회공공시설의 파손

개발할 목적으로 지형을 인위적으로 바꾸거나 식생을 제거하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러한 문제에 적절한 대응책을

면 이러한 침식이 가속화되어 침식량은 개발 전보다 101-104배

마련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상태의 변화와 강우조건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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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토사유출량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함은 주지의 사실

결과와 비교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역출구에서 토사유출량을

이다. 이처럼 토사유출에 대한 예측은 중요한 연구 분야로

관측한 자료도 많지 않은 현실을 참작하면 이러한 검증방법

인식되어 예측을 위한 모의모형 개발을 위해 그동안 다양한

을 실행하기는 매우 어렵다.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분포형 모형의 적용결과에 대한 적절성을

토사유출량 산정을 위한 모형은 유역 내 토사발생에 관계

판단하기 위하여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된 인자의 공간적 분포를 고려하는지 여부에 따라 집중형

독립적으로 개발된 두 개의 모형을 한 유역에 적용했을 때

(lumped)과 분포형(distributed)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

모의된 토사유출량의 공간분포가 서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표적인 집중형 모형으로는 Wischmeier와 Smith가 1965년에

지를 검토하면 정성적으로나마 분포형 모형의 적절성을 판단

개발한 USLE(Universal Soil Loss Equation)가 있다. 이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고, GIS를 기반으로 하는

Williams(1976)는 USLE의 강우침식인자를 토사침식량 지배인

RUSLE와 LISEM을 적용하여 평가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자와 유출에너지를 나타내는 인자로 대체한 MUSLE(Modified

유역출구에서 실측한 토사유출량 자료가 있는 경기도 화성시

Universal Soil Loss Equation)를 제시하였다. 또한, Renard

의 한 소유역에 대해 각 모형을 이용해 토사유출의 공간분포

등(1991)은 USLE를 개선한 RUSLE(Revised Universal Soil

를 산정하고 그 결과를 비교검토하였다. 특히 LISEM은, 저

Loss Equation)를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는 재해영향평가 실무

자가 아는 한, 본 연구를 통해 국내에 처음 적용되는 모형으

지침서(국립방재연구소, 2002)에서 토사유출량을 산정할 때

로 국내 유역에의 적용성을 평가해본다는 의의가 있다.

RUSLE를 기준으로 하도록 제시하였으며, 국내의 각종 재해

2. 모형의 개요

영향평가서에서도 이를 따르고 있다.
가속화된 토사유실을 막기 위해서는 유역 내 토사침식 및
퇴적의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최재완 등,

2.1 RUSLE

2009). 이를 위해서는 집중형 모형이 아닌 분포형 모형을 적

본 연구에서 채택한 첫 번째 모형은 국내에서 가장 보편적

용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al

으로 활용되고 있는 RUSLE이다. USLE 계열의 모형은 기

Information System; GIS)의 발달에 따라 집중형인 USLE

본적으로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계열의 모형을 분포형처럼 활용하는 시도가 계속됐다. 이러한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유역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구역별로

A = R × K × LS × C × P

(1)

USLE를 적용하는 것이다. 국내에 적용된 사례로는 김웅태
(1998), 한재석과 김주훈(2001), 김만식과 정승권(2002), 손광

여기서, A는 단위면적당 토사침식량(ton/ha), R은 강우침식인

익 등(2005)의 연구가 있다. 하지만 USLE는 본래 분포형

자(10 MJ/ha·mm/hr), K는 토양침식인자(ton/ha/R), LS는 지형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이렇게 공간적으로 적용하는 접

인자(무차원), C는 토양피복인자(무차원), P는 토양보전대책인

근법을 쓰더라도 유출된 토사가 이송되면서 침식 및 퇴적되

자(무차원)이다.

는 과정까지 고려하는 완전한 분포형 모형의 모의방법과는
차이가 있다.

USLE는 표준밭(unit plot)이라고 하는 22.13 m의 길이와
9%의 경사를 가진 밭작물을 위한 나대지에서의 자료를 대규

분포형 모형에는 WEPP(Water Erosion Prediction Project;

모로 수집하여 개발된 경험적 모형이다. 이후 Renard 등

Nearing 등, 1989), LISEM(LImburg Soil Erosion Model;

(1991)은 토양침식성 인자의 추가 및 지형인자와 토양피복인

De Roo 등, 1996) 등이 있다. 국내에 분포형 모형을 적용한

자의 수정 등을 포함한 개정 범용토양손실공식인 RUSLE를

연구로는 WEPP 모형을 산불사면에 적용하여 경험적 모형인

제안하였다. 본래 RUSLE는 유역의 총 토사침식량을 결정하

SEMMA(Soil Erosion Model for Mountain Area; 국립방

는 집중형 모형이지만 최근 지리정보시스템의 발달에 따라

재연구소, 2005), RUSLE와 비교한 박상덕과 신승숙(2011)의

수치지도 등을 활용하여 분포형 모형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되

연구가 있으며, 최재완 등(2011)은 GIS 기반의 WEPP 모형

었다.

인 GeoWEPP 모형(Renschler, 2003)을 국내 침엽수림에 적

본 연구에서는 RUSLE의 토양침식인자(K), 지형인자(LS),

용하여 유출특성 예측 및 다양한 식생 피도에 대하여 유출량

토양피복인자(C) 및 토양보전대책인자(P)를 분포형 모형처럼

을 평가하였다. 분포형 모형은 유역 내 위치에 따라 입력인

공간적으로 다르게 입력하였다. 이들 인자는 수치고도지도와

자를 공간적으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결과의 공간적 분

토지이용도, 토양도를 활용하여 산정되었으며 이렇게 산정된

포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입력인자의 수가 집중형 모형

값을 이용해 인자별로 30 m 간격의 격자형 수치지도를 구축

에 비하여 많으며, 지역적 특성변화에 따라 표준화된 자료를

하였다. 강우침식인자(R)는 대상 유역 내 강우관측소가 한 지

제시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점밖에 없으므로 공간적으로 같은 값을 적용하였다. 이어서

전술한 바와 같이 유역 내 토사유출량의 공간적 분포를 산

식 (1)을 격자별로 적용하여 토사침식량을 산정하였다.

정하기 위해서는 분포형 모형의 적용이 필요하지만, 분포형

위와 같은 방법으로 RUSLE를 적용하면 유역 내 토지이용

모형의 결과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

과 토양별로 다른 입력인자값을 적용할 수 있으며 격자별 침

이다. 분포형 모형의 적용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이상적인

식량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유역 내 토사발생현황을 공간적

방법은 유역 내 모든 지점에서 토사유출량을 관측하여 모의

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USLE모형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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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이송과정에서 퇴적되는 양은 모의할 수 없다. 이러한
양을 고려하기 위해 유사전달률을 곱하여 유역출구에서의 총
토사유출량을 산정한다. 그러나 유사전달률은 분포형으로 적
용되지 않으며 유역면적으로부터 산정한 값을 집중형의 형태
로 모든 격자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게 되는 한계가 있다.

2.2 LISEM
LISEM은 물리적 기반의 분포형 모형으로 De Roo 등
(1996)이 네덜란드에서 5년 동안 관측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
발하였다. LISEM은 LISEM Basic을 기본으로 하여 모의
목적에 따라 기능이 추가된 LISEM Wheeltracks, LISEM
Multiclass, LISEM Nutrients, LISEM Gullies 등의 여러

그림 1. LISEM의 자료 입력 예시(대표적인 일부 자료의 예)

가지 버전(version)이 제공된다. 본 연구에서는 토사유출 모의
의 가장 기본이 되는 LISEM Basic을 선택하였다. 본래

분류에 따라 토지점착력(cohesion), 포화투수계수(saturated

LISEM은 단일호우사상에 적용되도록 개발되었으나 Hessel과

hydraulic conductivity), 조도계수(Manning’s n) 등의 자료를

Asch(2003) 및 Van den Elsen 등(2003)의 연구에서 볼 수

입력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간적으로 자료값을 입력하게

있듯이 장기간 모의도 가능하다.

된다. 그 중 압밀지대(fraction of gridcell compacted)와 목

LISEM의 세부계산은 유역 및 토지이용, 토양 및 지표, 침

초의 부착정도(width of grass strip), 유역 내 도로폭(width

투, 하도계산의 4가지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이 중 토양

of impermeable roads), 식생저류수량(plant canopy storage),

의 침식과 퇴적은 토양 및 지표 과정에서 모의된다. 각 과정

침식이 일어나지 않는 표면(hard surface)은 유역의 상황에

을 통해 산정된 격자의 토사유출량은 흐름방향을 따라 지표

따라 추가 적용되는 선택입력자료이다. 따라서 필수적으로 입

유출(overland flow)에서 하도유출(channel flow)로 진행된다.

력되어야 하는 자료는 위 다섯 가지를 제외한 21개이다.

LISEM Basic은 다양한 입력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시계열의

3. 연구대상 유역 및 입력자료 산정

형태로 입력되는 강우를 제외하면 26가지 종류의 자료가 필
요하다(표 1). 이들 자료는 토지이용분류 별로 같은 값을 입
력하게 되어있으며 토지이용도(landuse map)를 기본으로 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발안지방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토사

를 작성하여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다. 하도계산 과정은 각

유출모형을 평가하였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하길리, 구문

격자에서 물길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특별히 따로

천리 일원에 자리한 대상 유역은 2002년 9월부터 2005년 3

요구하는 입력자료는 없다.

월까지 개발이 진행된 지역이다.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

LISEM은 격자기반(raster-based) 모형으로 Utrecht University

유출량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토지공사(2003)에서 경사면을 고

와 PCRaster Environmental Software에서 개발한 격자지리

려하여 유역출구에 임시 저류지 겸 침사지를 설치하였다. 한

정보시스템(Raster

System)인

국토지공사에서는 침사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능을 발휘하

PCRaster를 사용하여 자료를 입력할 수 있다(그림 1).

기 시작한 2003년 5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침사지에 쌓인

LISEM 구동을 위한 자료구축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수

누적토사량을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

치고도지도(digital elevation map)와 토지이용도이다. 수치고

기간도 이 시기로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침사지에서 실측

도지도로부터 흐름방향(local drain direction), 유역출구

한 자료가 있는 2번 소유역을 대상 유역으로 선정하였다. 2

(outlet) 및 경사도(slope gradient)를 추출하게 되며, 토지이용

번 소유역의 면적은 0.139 km2로 LISEM의 적용범위인

Geographical

Information

표 1. LISEM의 입력자료 종류
관련된 과정

입력자료

유역 및 토지이용(11개)

흐름방향(local drain direction), 경사도(slope gradient), 관측소번호(raingauge zone ID number), 유역출구(outlet),
결과 산출지점(outpoint), 식생피복비율(fraction surface cover by vegetation and residue), 식생 높이(plant height),
잎면적지수(leaf area index), 식생저류수량(plant canopy storage), 유역 내 도로폭(width of impermeable roads),
목초의 부착정도(width of grass strips)

토양 및 지표(10개)

무작위 지표면 거칠기(random roughness), Manning 조도계수(Manning’s n), 토지 내 흙비율(fraction of gridcell
covered with crust), 토지 내 암석비율(fraction of gridcell covered with stones), 토지점착력(cohesion), 식생에 의
한 토지점착력(extra cohesion by plant), 토양안정도(aggregate stability for splash erosion), 토사입자크기(입경의
중앙값)(D50), 침식이 일어나지 않는 표면(hard surface), 압밀지대(fraction of gridcell compacted)

침투(5개)

포화투수계수(saturated hydraulic conductivity), 평균 습윤선(average suction at the wetting front), 공극률(porosity),
초기함수비(initial moisture content), 토양깊이(depth to bottom of layer)

토사유출량의 공간분포 산정결과 평가를 위한 RUSLE와 LISEM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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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RUSLE에 적용한 강우사상 및 강우침식인자
날짜

일강우량
(mm)

7월 22일

143.5

30분 지속
강우사상별 R
최대강우량(mm) (10 MJ/ha·mm/hr)
22.0
1088

8월 27일

93.2

25.0

1034

9월 7일

110.0

32.0

1286

연구에서는 주요 강우사상인 2003년 7월 22일, 8월 27일, 9
월 7일에 해당하는 강우사상을 적용하였다(표 2). 최종 토사
유출량은 이들 강우사상 각각에 의한 토사유출량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토사유출을 유발하는 임계강우사상에 대해 국내에는 보편
적으로 제안된 기준이 없으며, 국외는 USDA(1997)에서 무강
우기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단일호우사상을 정
의하고, 하나의 강우사상의 총 강우량이 12.7 mm 이상이면
연평균 강우침식능 산정에 고려하는 강우사상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해당 기간의 강우량을 분석한 결과 12.7 mm 이상의
강우기록이 상기한 3개 강우사상 외에 6번 더 집계되었으나,
20 mm 미만의 강우사상들이며, 2시간지속기간 자료로 조사된
그림 2. 소유역 내 지표면 고도분포 및 토지이용도

한계가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제외되었다.
토양침식인자(K)의 산정을 위해서 Wischmeier(1978)가 제

0.1~3km2(Victor, 2002) 이내에 해당하여 적용에 문제가 없

안한 방법을 채택하였다. Wischmeier 방법은 자갈, 모래,

다.

극세사, 진흙, 유기물 함량 등에 따라 K값을 결정하게 된다

모형의 입력자료를 구축할 때 사용한 지형자료는 국토지리
정보원의 중부 UTM 좌표계 1:5,000 수치고도지도를 30 m×

(식 3).
2

30 m 격자로 세분화하여 사용하였다. 토지이용도는 개발 전

K = 2.1 × 10 × ( 2 – OM ) × M

의 토지이용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수치고도지도와 같은 크

+ 2.5 × 10 × ( Pt – 3 )

기의 격자로 세분화하여 사용하였다(그림 2). 강우자료는 공

1.14

–2

+ 3.25 × 10 × ( St – 2)

–2

(3)

사현장의 임시사무실에 설치된 전도형 자기우량계에서 관측

여기서, OM은 유기물 함량(%), M은 실트(%), St는 토성구

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기우량계가 설치된 현장사무실의 정

조인자, Pt는 침투성 인자이다.

확한 위치에 대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현장
사무실이 현장에서 매우 가까운 장소에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유역의 강우사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
된 강우자료의 기간은 토사유출량 측정과 같은 기간인 2003
년 5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설정하였다.

지형인자(LS)는 Mitasova 등(1996)이 제안한 식을 이용하
여 지리정보시스템상에서 산정하였다(식 4).
sin b -⎞ n
∆A -⎞ m ⎛ --------------LS = ( m + 1 )⎛⎝ -----------22.13⎠ ⎝ 0.0896⎠

(4)

여기서, ∆A는 격자크기(m2), b는 경사(degree)이며, 상수 m

3.1 RUSLE

과 n은 각각 0.4와 1.4의 값을 가진다.

RUSLE의 적용을 위하여 각 입력인자값을 RUSLE 관련

토양피복인자(C)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2004)에서 제안한

문헌에서 제시한 방법을 따라 산정하였다. 강우침식인자는 아

값을 이용하였다(표 3). 토양보전대책인자(P)는 유역 내 토사

래와 같은 단일호우 강우침식인자 산정법을 적용하여 산정하

방지대책이 별도로 수립되어있지 않기에 1을 적용하였다.
각 입력인자값을 이용하여 격자별 침식량을 산정한 후에

였다(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1980).

유사전달률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유역출구에서의 총 유사

R = ∑ I30 E

E = e ∆P
e = 0.29[ 1 – 0.72 exp –( 0.05 ⋅ I ) ]

(2)

여기서, I30은 설계재현기간의 30분 강우강도(mm/hr), E는 강

유출량을 산정하게 된다. 유사전달률 산정을 위해서는
USDA(1975)에서 제안한 아래 식을 사용하였다.
SDR = 0.5656A

–0.11

(5)

7

우총에너지(10 J/ha), I는 강우강도(mm/hr), ∆P는 강우지속
시간 구분 시 간격당 강우증가량(mm), e는 강우운동에너지

여기서, SDR은 유사전달률(%), A는 유역면적(km2)이다. 본

(10 MJ/ha/mm)이다.

연구의 대상 소유역의 경우 유역면적 0.139 km2를 적용하여

RUSLE는 연속적인 강우사상에 대해 모의할 수 없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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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전달률을 70.3%로 산정하였다.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12권 5호 2012년 10월

표 3. 토양피복인자 산정값(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4)
토지이용

C값
0.3

이용 상태를 시가지, 나지, 산림, 논, 밭의 5개로 나누고, 각

논

이용해 산정된 토사유출량과 관측값이 근접하도록 입력인자

세부이용

경작지

각의 분류에 대하여 자료값을 입력하였다. 입력된 인자들을

밭

1.0

과수원

0.5

도로

0

건물

0

시가지 구역

한편, LISEM은 연속강우자료를 입력하여 모의를 수행하게

0

하천 및 저수지

0

된다. LISEM에 적용한 강우자료는 한국토지공사에서 현장에

고밀도

0.001

중밀도

0.003

저밀도

0.009

나지

0.043

인공지물
수계

포를 입력하기 위해 토지이용도의 분류를 바탕으로 유역의

산림지역
기타

를 바꿔가며 모의를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입력인자값을 결정
하였다(표 4).

설치한 자기우량계로 2시간마다 측정한 모의 기간 전체에 걸
친 강우자료를 적용하였다.

4. 모의결과고찰
RUSLE와 LISEM으로 산출된 토사유출량을 살펴보면 두

3.2 LISEM

모형 모두 관측값에 근접한 토사유출량을 산정하는 것을 볼

LISEM은 강우량 외에 입력해야 하는 자료가 26개이다. 이

수 있다(표 5). 다만, RUSLE는 관측값보다 다소 작은 값을

중 필수입력자료가 아닌 다섯 가지 자료를 제외한 21개에 대

나타냈다. 이러한 이유로는 RUSLE의 강우침식인자를 전체

하여 자료를 입력하였다. 이 중 흐름방향, 경사도, 관측소번

강우기간대신 3일의 주요 강우사상만을 사용하여 산정하였기

호, 유역출구, 결과 산출지점 등은 지형자료에서 추출하거나

때문이다. 이는 단일호우사상을 이용하는 RUSLE와 연속된

사용자가 지정하는 자료이다. 나머지 16개 자료의 입력을 위

강우사상을 적용하는 LISEM의 차이로 볼 수 있으며,

해 모형에 입력할 수 있는 물리적 범위 내에서 격자별 고도

RUSLE에서 주요침식유발 강우사상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

와 토지이용분류를 바탕으로 인자별 주제도를 생성한다.

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다양한 선행연구자료를 참고하여 입력인자값을 적용한

각 모형의 적용인자와 산정방법이 달라서 격자별 산정량은

RUSLE와는 달리 국내에 처음 적용되는 LISEM은 검증된

차이가 있지만, 토사침식량의 공간적 분포는 비슷한 양상을

입력자료를 획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Hessel 등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 RUSLE와 LISEM에

(2003)의 연구에서 제시한 외국에서 적용된 값을 참고하여,

공통으로 사용되는 기초자료는 고도와 토지이용도이며, 이에

대상 유역의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다양한 값을 적용하여 적

따라 고도를 이용하여 산정되는 경사, 흐름방향 등이 유사하

합한 입력자료 추정을 수행하였다. 16개 입력자료의 공간분

게 산정되었고 토지이용도에 따라 결정되는 입력인자들의 분
포가 같게 결정된다. 예를 들어 토지이용도에서 시가지로 분

표 4. LISEM의 입력자료값

류된 지역의 토사침식량을 살펴보면, 두 모형에서 침식이 거

구분

시가지

나지

산림

논

밭

토양안정도(-)

200

8

7.25

23

26

식생 높이(m)

의 토양피복인자가 0으로 적용되어 침식이 발생하지 않으며,

0

0.25

13.6

0.30

0.22

식생에 의한
토지 점착력(kPa)

LISEM에서는 해당 부분에 불투수면적이 지배적으로 분포되

0

1.34

1.93

0.88

0.59

기 때문에 침식량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토지점착력(kPa)

0

1.93

3.32

0.74

0.96

토사입자크기
(입경의 중앙값)(µm)

모두 침식량 발생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RUSLE

250

150

350

120

180

의 경우 밭의 토양피복인자가 1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게

포화투수계수(mm/h)

1

3.18

5.32

2.84

1.64

잎면적지수(-)

0

0.4

1.46

0.87

0.96

조도계수(-)

0.01

0.031

0.094

0.026

0.017

식생피복비율(-)

0

0.1

0.68

0.32

0.32

평균 습윤선(cm)

15.17

37.6

87.6

43.6

43.9

무작위 지표면 거칠기
(cm)

0.5

0.97

1.36

1.17

1.64

토양깊이(mm)

30

60

115

65

75

토지 내 흙비율(-)

0

0.08

0.03

0.03

0.08

토지 내 암석비율(-)

1

0.13

0.05

0.13

0.13

공극율(-)

0.41

0.71

0.68

0.63

0.83

초기함수비(-)

0.33

0.33

0.33

0.33

0.33

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RUSLE에서는 시가지

반면, 밭으로 분류된 지역을 비교하면 RUSLE와 LISEM

적용되었으며, LISEM의 경우 토사침식량 산정에 지배적인
입력인자인 포화투수계수와 조도계수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낮게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밭으로 구분된 지역은 그림
4의 RUSLE의 인자별 입력지도에서 각 인자가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지역과 대체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표 5. 관측값, RUSLE 및 LISEM의 토사유출량
단위 : ton
관측값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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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EM

1,225

RUSLE
토사유출량
385

합계

7월 22일

날짜
8월 27일

366

1,206

9월 7일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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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RUSLE와 LISEM의 격자별 침식량

LISEM과 RUSLE의 셀별 토사발생량을 비교해 보면 두
모형의 토사발생량 산정결과의 공간분포양상이 대체로 잘 일
치한다고 볼 수 있다(그림 5). 단, 토사침식량이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지점은 RUSLE가 LISEM에 비하여 더 큰 값을

그림 4. RUSLE의 인자별 입력값

산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비교적 적은 토사침
식량이 발생하는 셀에서는 LISEM의 경우가 더 큰 값을 나
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LISEM의 경우 전반적인 모
의과정이 더 물리적이며 지표수의 흐름을 따라 침식-퇴적되
는 과정을 모두 고려하는 반면 GIS 기반의 RUSLE는 이러
한 물리적 과정이 제한적으로만 고려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변동계수의 차이로 정량화할 수 있다. 변동
계수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여러 집단 간의 산
포도를 비교할 때 사용된다. 각 격자마다 토사침식량을 이용
하여 변동계수를 산출한 결과, LISEM의 변동계수가 RUSLE
보다 작게 산정되며, 이는 LISEM의 결과가 RUSLE의 결과
보다 고르게 분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표 6).
LISEM은 처음부터 분포형 모형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침
식과 퇴적의 과정을 각 셀에 대해 모의하므로 RUSLE와는
다르게 퇴적량의 공간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6).
LISEM의 토사유출량은 침식과 퇴적의 합산으로 나타나며, 그

그림 5. LISEM-RUSLE 셀별 토사발생량

림에서 음의 값은 퇴적을 의미하고 양의 값은 침식을 의미한
다. 이러한 장점 외에도 LISEM은 모형에서 유역 내 하도,

정밀한 공간분포가 필요하다면 LISEM이 RUSLE보다 더 적

도로 등을 실제 크기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토사발생의

합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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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RUSLE 및 LISEM 산정결과의 기초통계치

토사유출량모의에서 RUSLE에는 토사침식유발 강우사상을

표준편차 (tons)
24.04

평균 (tons)
11.28

변동계수
2.13

선정하여 사상별로 토사유출량을 산정하였지만, LISEM에는

RUSLE
LISEM

14.67

11.71

1.23

출량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처럼 단일 사상이 아닌 연속적인

연속적인 강우를 적용하여 모의 전체 기간에 대하여 토사유
토사유출에 대하여 모의할 때는 토양수분과 강우의 연속성에
대하여 고려가 가능한 LISEM이 더 합리적인 결과를 산출한
다고 판단된다.
RUSLE는 국내에서 많은 연구 및 설계에 적용되었고, 적용
인자의 산정방법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인
자의 산정방법에 따라 결과의 변화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LISEM은 국내유역에 맞는 입력인자의 값에 대하여 제시된
보편화된 수치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동일유역에 적용하여 토사침식의 공간적인 분포를 검토
해보는 것은 두 모형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유용할 것
이다. 앞으로 국내유역에서의 실험과 토사관측량 자료가 더
축적된다면 다양한 국내유역에 LISEM을 적용하여 토지이용
에 따른 표준화된 입력자료값을 제시하는 연구가 진행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그림 6. LISEM 토사유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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