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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lliams developed the Modified Universal Soil Loss Equation(MUSLE) by replacing the rainfall energy factor in USLE with runoff energy factor, which was expressed in the function of total runoff volume Q and peak discharge Qp with the form of α(Q·Qp)β. The
coefficients α and β were derived from individual rainfall data of 47 basins and largely depended on the hydr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basins. Therefore, it may occur the inappropriate results when the runoff factor recommended in MUSLE are applied to the basins
in Korea without a valid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runoff model and the coefficients of the runoff factor which
are suitable for mountainous basins in Korea. We used 32 rainfall runoff and sediment yields data measured from 3 small mountainous
basins in Korea. In order to achieve our purposes, the total runoff and peak discharge by SCS, Nakayasu, and Clark model were compared with measured data. And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calculated and measured runoff factor was perform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uitable model for small mountainous basins was Nakayasu model and the range of coefficients α and β was 0.61~6.87
and 0.98~1.02 respectively. And the equation of 5.33(Q·Qp)0.91 was suggested as the runoff factor in application of MUSLE to small
mountainous basins in Korea. For the purpose of the verification, the runoff factor suggested in this study was applied to another basins
to estimate sediment yields, an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pplication of the newly suggested runoff factor was more reasonable than
that of the runoff factor suggested by Williams(1975).
Key words : MUSLE, Runoff factor, Total runoff volume, Peak discharge

요

지

MUSLE는 단일 호우사상에 대한 토사유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미국 47개 유역의 관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Williams(1975)에
의해 개발된 식이다. MUSLE의 여러 인자 중 유출인자는 α(Q · Qp)β로 표현되며, 계수 α, β는 유역의 특성에 따라 많은 차이
를 보인다. 따라서, 미국의 관측 데이터로부터 유도된 MUSLE의 유출인자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적절한 결과를 기대
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3개의 국내 산지 소유역에서 관측된 32개의 강우유출 및 토사유출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MUSLE의 유출인자 산정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Q와 Qp의 적정 산정방법 제안을 위해 SCS, Nakayasu, Clark 유출모형에
의한 강우유출량을 관측값과 비교하였고, 우리나라 산지특성에 맞는 유출인자의 계수 α, β 값을 유도하기 위하여 계산된 유출인자
와 관측된 자료로부터 유도된 유출인자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산지 소유역에서 Q와 Qp 산정에 가장 적절한 강우유
출 모형은 Nakayasu 모형으로 나타났고, 유출인자 α는 유역별로 0.61~6.87 범위의 값, β는 0.98~1.02 범위의 값을 갖는 것으로
산정되었으며, 우리나라 산지유역에 적절한 유출인자 산정식 5.33(Q · Qp)0.91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유출인자 산정방법을 다른 소
유역에 적용하여 관측값과 비교한 결과, MUSLE에서 제시한 값보다 α는 작게, β는 크게 산정되었고, 상관계수 0.948, 효율성 계
수 0.325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제안한 유출인자 산정방법이 MUSLE에서 제시한 식을 적용하는 것보다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MUSLE, 유출인자, 총 유출량, 첨두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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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는 국내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검정된 예측 모형이 없어 외
국의 모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토사유출량을

산지지역에서의 각종 개발 사업은 토사유출량을 증가시켜

산정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주로 미국 중동부 지역의 농경지

하류 하천의 범람 등의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으나, 한국에서

를 대상으로 하여 개발된 RUSLE(Revised Universal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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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s Equation)를 적용하고 있고, 이를 국내 실정에 맞게 하

활용하여 유출인자 매개변수인 총 유출량 및 첨두 유량 산정

기 위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RUSLE는 연평

기법을 제안하고, 관측 토사유출량과 총 유출량, 첨두 유량간

균 토양침식량을 산정하기 위해 개발된 식으로 원칙적으로는

의 회귀분석을 통하여 국내 산지에 적합한 유출인자 산정식

단일 호우사상에 의한 토사유출량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와

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개선된 산정방법은 실제 유역에 적용

같은 단점을 보완하고자 Williams(1975, 1978)은 RUSLE의

하여 계산된 토사유출량과 관측 토사유출량의 비교를 통해

R 인자를 유출인자로 변환하여 단일 호우사상에도 적용 가능

국내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한 MUSLE(Modified Universal Soil Loss Equation)를 개

2. 연구방법

발하였다.
그러나 유출인자 또한 타 인자와 마찬가지로 국내 조건에
적합하도록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수정보완 하는 과정이 필

2.1 대상유역 및 관측자료
본 연구에서 유출인자 매개변수 산정 기법 선정 및 유출인
자 산정식 개선을 위해 총 4개의 산지 소유역을 대상으로

요하지만, 국내에서는 주로 MUSLE를 실제 유역에 적용하여
국내 적용성을 평가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지고 있다.
손광익(2001)은 MUSLE를 강우자료 및 토사유출 실측값이

하였고, 각 유역의 특징 및 관측자료는 국립방재연구원의 보

존재하는 국내 개발현장에 적용하여 실측치와 계산치를 비교

고서를 참고하였다. 표 1은 각 유역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함으로써 그 적용성을 확인하였으며, MUSLE 적용 결과와

대상 유역은 유역면적이 약 7,920~88,050 m2이고, 모두 평균

RUSLE을 이용한 산정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손광익 등

경사가 40% 이상인 전형적인 산지 소유역이다. A 유역은

(2009)은 국내 도시화 시험유역에 대한 RUSLE 및 MUSLE

1998년과 2000년도에 산불이 발생하였고 시간의 경과함에 따

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도시 시험유역의 실측자료

라 현재 식생이 회복되었으나, C 유역의 경우 2008년과 2009

와 모의기법 적용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김주훈 등(2004)은

년 2차례 연이어 산불이 발생하여 식생성장이 빈약한 실정이

MUSLE의 적용에 있어서 GIS를 이용한 지형자료 분석으로

다. B 유역의 경우 2009년에 벌목이 이루어진 유역으로 토

유출인자를 산정하였다.

양이 비옥하여 토심이 비교적 깊고 식생 발달이 유리한 입지

이처럼 국내에서는 MUSLE의 국내 적용성 평가에 대한

조건을 가진 지역이다. D 유역의 경우 2009년에 벌목이 이

연구가 주를 이루는데 비하여, 국외에서는 모형의 개선을 목

루어졌고 유역의 중하류 지역은 경사가 급한 반면, 상류지역

적으로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Charlette 등(1991)

은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있다.

은 미국 Sacramento 남동부의 Sierra에 위치한 두 개의 유

본 연구에서는 각 유역에서 관측된 강우사상별 강우 량,

역을 대상으로 관측된 강우사상별 총 유출량 및 첨두 유량,

강우 유출량, 토사 유출량 등의 자료가 이용되었고, 관측된

토사유출량 등을 이용하여 MUSLE 유출인자 산정식을 유도
하였다. 또한 Zhang 등(2009)은 GIS 프레임워크에서 통합한
MUSLE 모형을 미국 Iowa Black Hawk County 유역에 적
용하여 유역 단위의 토양침식 모델링을 개발하였고, Sadeghi
등(2004)은 이란의 Amameh 유역을 대상으로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MUSLE의 수정 식을 개발하였다. Bonta(2000)는
채굴 표면에서의 토사유출량 산정을 위해 미국 Ohio의 세
개의 시험유역을 대상으로 하여 MUSLE의 유출인자를 수정
하여 발표하였다.
MUSLE 매개변수 중 유출인자는 타 인자에 비해 MUSLE
의 결과, 즉 토사유출량에 큰 영향을 미치고, MUSLE의 사
용성은 수문자료의 정확성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국내 산지 특성에 맞는 유출인자 산정을 위하여 국내
그림 1. 연구 적용유역 위치

4개 소유역에서 관측된 강우 유출량, 토사유출량 등의 자료를
표 1. 유역 특성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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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N37o49'48.2''
E128o48'28.1''

N37o23'58.6''
E127o19'16.8''

N35o58'40.7''
E128o31'13.6''

N36o42'45.3''
E127o41'10.7''

유역 면적(m2)

88,050

7,920

28,240

32,500

유역 표고(El.m)

55 ~ 224

137 ~ 210

159 ~ 260

272 ~ 410

유역 폭(m)

146

70

125

135

유역 길이(m)

695

160

260

280

유역 평균경사(%)

41.38

50.46

41.07

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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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사상은 총 38개이다. A 유역은 2008년~2011년에 관측된

되고 있다(윤용남, 1986). SCS(1972)의 유출곡선지수법에 의

23개 강우사상이 이용되었고, B 유역과 C 유역, D 유역의

한 총 강우량과 유효강우량과의 관계식은 다음 식 (2)과 같

경우 2010년~2011년 동안 각각 5개의 강우사상이 관측되었

다.

다.

2

각 유역에 설치된 강우계, 수위계를 이용하여 강우 발생시
강우량, 강우 유출량을 측정하였고, 유역 하구에 설치된 침사
조의 토사를 수거하여 유역 단위의 토사유출량을 측정하였다.

( P – Ia )
Peff = -----------------------( P – Ia ) + S

(2)

여기서, Peff는 유효 강우량(mm), P는 강우사상별 총 강우량
(mm), Ia는 강우의 초기손실(mm), S는 유역의 최대 잠재보

2.2 적용모형 및 방법
2.2.1 MUSLE 모형

유수량(mm)을 의미한다. Ia는 차단, 침투, 지면저류 등을 포

RUSLE는 사면 마루부에서의 판상 및 세류침식에 의한 연

로 유도된 Ia = 0.2S의 관계식을 적용하였다.

함하여 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유역에서의 실험을 바탕으

평균 토양침식량을 예측하기 위해 개발된 모형으로, 현재 토
양침식량 산정에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단일 강
우에 의한 침식량을 산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Williams(1975, 1978)은 Nebraska의 Hastins와 Texas의 Reisel
근방 47개 유역의 778개 강우자료를 사용하여 RUSLE의 R

총 강우량과 유효 강우량간의 표준화된 무차원 유출곡선지
수 CN은 최대 잠재보유수량과 식 (3)과 같은 관계가 있다.
25, 400
S = ----------------- – 254
CN

(3)

인자 대신 총 유출량 및 첨두 유량을 매개변수로 가지는 유

산지 소유역에 적합한 Q 산정방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본

출인자를 이용하여 토사유출량을 산정하는 MUSLE를 개발하

연구에서는 식 (2)와 식 (3)으로 산정된 유효 강우량에 유역

였다.

면적을 곱하여 Q를 계산하였다. 또한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S = 11.8 ( Q ⋅ Qp )

0.56

사용되고 있는 SCS 삼각단위도법, Nakayasu 합성단위도법,
⋅ LS ⋅ K ⋅ C ⋅ P

(1)

Clark 합성단위도법을 이용하여 직접유출 수문곡선을 산정하
고 이 곡선 아래의 면적을 계산하여 산정된 Q를 관측값과

3

여기서, S는 토사유출량(tonnes), Q는 총 유출량(m ), Qp는
3

비교하였다.

첨두 유량(m /sec), LS는 유역의 지형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첨두 유량의 경우 SCS 삼각단위도법, Nakayasu 합성단위

사면경사길이 인자(무차원), K는 토양침식성 인자(ton/ha/R),

도법의 첨두 유량 산정공식(이재수, 2006)을 이용하여 계산된

C는 식생 및 피복상태에 따른 지표관리 인자(무차원), P는

Qp와 Clark의 합성단위도법으로 산정된 Qp를 관측값과 비교

토양보전대책 R 인자(무차원)를 의미한다. 인자 이외의 타 인

하였다. SCS의 삼각단위도법과 Nakayasu의 합성단위도법의

자는 RUSLE와 동일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종설 등(2012)이

Qp 산정식은 식 (4), 식 (5)와 같다.

제시한 산정방법에 따라 LS, K, C 인자 등을 계산하였다.
이종설 등(2012)은 GIS를 이용하여 상류기여면적을 고려한
방법을 이용하여 LS 인자를 산정하였고, K 인자의 경우 각
토양특성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C 인자
는 식생피복율, 토양침식량 등의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NDVI와 지표관리 인자의 관계식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단,

A
A
Qp = 2.08 ------ = 2.08 -----------------TR
D/2 + tg

(4)

0.2778RoA
0.2778RoA
Qp = -------------------------- = ----------------------------------------0.3tp + tk
0.3 (0.8D + tg ) + tk

(5)

지표면에서의 여러 경작 활동에 따른 토양침식의 비를 의미

여기서, A는 유역면적(km2), TR은 첨두발생시간(hr), D는 유

하는 토양보존대책 인자 P는 숲이나 나지의 경우 1.0의 값을

효 강우량의 지속시간(hr), tg는 지체시간(hr)을 의미한다.

적용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상 유역의 토양보존대책 인자의

SCS법에서 tg는 도달시간의 0.6배로 나타낼 수 있고,

값으로 1.0을 적용하였다(이종설 등, 2012).

Nakayasu법에서 tg는 유로 연장이 15 km 미만일 경우
0.21 L0.7으로, 15 km 이상일 경우 0.4+0.058L로 나타낼 수

2.2.2 유출인자 매개변수
유출인자의 매개변수는 총 유출량 Q와 첨두 유량 Qp이다.
현재까지 총 유출량 및 첨두유량을 산정하는 여러 방법이 제

표 2. 적정 매개변수 산정방법
매개변수

단위도가 없는 유역의 첨두유량과 총 유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유효우량과 홍수도달시간 등을 산정하여 수문곡선
을 유도하거나 경험식을 이용한다.

도달
시간
tc

유입시간

Kerby식

( Ls ⋅ n )
to = 36.264 -------------------------0.2335
S

유하시간

Rziha식

Lf
tf = 0.833 --------0.6
S

Sabol식

tc
K = ------------------------------------------2
1.46 – 0.0867L /A

SCS(1972)에 의하여 개발된 유출곡선지수법은 유출자료 없
이 유역의 토양특성과 식생피복상태 등에 대한 자료만으로
유역에 대한 유효우량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
산지 소유역에 적합한 MUSLE 유출인자 산정식 개선

적용식
0.467

안되고 있고,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방법 중 관측값과 비교
하여 가장 실측에 가깝게 계산되는 산정 방법을 선정하였다.

적용방법

저류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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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tk는 유량이 Qp에서 0.3Qp로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
0.25

(hr)으로 0.47(AL)

으로 나타낼 수 있다. Clark 합성단위도

법은 유역특성을 고려한 시간면적 곡선을 작성하고 이를 선

본 연구에서는 총 4개의 대상 유역 중 A, B, C 유역의

형 저수지 개념으로 추적하여 유출수문곡선을 산정하는 방법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산지 소유역에 적합한 유출인자

으로 주요 매개변수는 도달시간과 저류상수이다. 매개변수 최

매개변수 산정방법을 선정하였고, Q 및 Qp와 토사유출량의

적화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여러 산정방법을 실제 유역에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유출인자 산정식을 유도하였다. 개선

적용하여 가장 적합한 산정방법을 선정하였고, 그 결과는 표

된 유출인자 산정방법은 D 유역에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2와 같다. 여기서 Ls는 지표거리(km), Lf 는 유로연장(km), n
은 조도계수, S는 유역평균경사, A는 유역면적(km2)이다.

3.1. 유출인자 매개변수 산정방법 선정
유출인자의 매개변수인 Q 및 Qp의 적정 산정방법을 선정

2.2.3 유출인자 산정식

하기 위하여 실측치와 계산치를 비교하였다. Q의 경우 유효

RUSLE의 R 인자 대신 사용되는 MUSLE의 유출인자는

우량을 유역 면적으로 곱하여 계산하고, SCS, Nakayasu,

β

α(Q·Qp) 로 표현할 수 있고, α와 β의 값은 적용 유역의 특

Clark 모형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Qp의 경우 SCS,

성에 따라 변화한다. MUSLE에서는 미국 Texas와 Nebraska

Nakayasu, Clark 모형을 이용하여 계산한 후 관측치와 비교

에 위치한 18개 유역의 단일 강우관측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하였다.

유도된 계수인 α=1.18, β=0.56으로 적용하기를 제안하고 있
다. Charlette R. Epifanil et. (1991)은 미국 Sacramento

3.1.1 총 유출량 산정

남동부의 Sierra 산맥에 위치한 두 개의 벌목 유역을 대상으

본 연구에서 적용한 네 가지 방법을 통하여 산정한 와 관

로 강우유출과 토사유출간의 상관분석을 통하여 α=0.23,

측 를 비교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적용한 방법 모두 거

β=0.70의 값을 제시하였다. Bonta(2000)는 미국 Ohio의 세

의 동일한 값으로 계산되었고, 이는 본 연구의 대상 유역이

개의 산지 채굴 유역에서 관측된 강우유출 및 부유사 데이터

소유역이므로 도달시간이 매우 짧고 저류효과가 거의 없기

를 이용하여 β의 범위를 제안하였다. 지수 β의 범위는

때문에 산정방법이 총 유출량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소한

0.68~1.10으로 MUSLE에서 제안하는 0.56보다는 더 큰 것으

것이라 판단된다. A, B, C 유역 모두 결정계수가 0.940 이

로 나타났다. Sadeghi(2004)는 이란의 Amameh 유역의 관측

상으로 나타나 관측값과 계산값의 상관성이 매우 양호한 것

자료를 이용하여, 이란의 농촌유역에 적합한 유출인자 계수로

을 확인하였다.

α=1.18, β=0.081를 제안하였다.

산정방법의 수행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관

그림 2와 같이 적용 유역의 특성에 따라 Q·Qp에 따른 유

계수 및 결정계수 외에 효율성 계수를 산정하였다. 효율성

출인자의 기울기가 매우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계수는 계산값과 관측값의 일대일 선에 얼마나 근접한가를

MUSLE에서 제안한 유출인자 산정식을 국내 유역에 검정 없

나타내는 계수로 본 연구에서는 Nash & Sutcleffe(1989)이

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많은 오차를 수반할 가능성이 매우

제안한 다음 식을 사용하였다.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우유출 및 토사유출 관측자료
를 활용하여 국내 산지 소유역에 적합한 수정 유출인자 산정
식을 제시하였다.

2

∑ (Xpred – Xobs)
CE = 1 – ------------------------------------------2∑ (Xobs – Xmean)

(8)

여기서, Xpred는 관계식에 의한 예측값, Xobs는 관측값, Xmean
은 관측값의 평균값을 의미하고, 효율성 계수가 1.0에 가까울
수록 식의 수행성이 양호함을 의미한다.
효율성 계수 또한 산정방법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A 유역의 경우 0.136, B 유역의
경우 0.970, C 유역의 경우 0.448로 나타났고, 세 유역의
전체 효율성 계수는 0.251로 적은 자료 수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효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1.2 첨두 유량 Qp 산정
본 연구에서는 SCS, Clark, Nakayasu 모형을 이용하여 계
산된 Qp와 관측 Qp을 비교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A 유역의 경우 Clark모형과 Nakayasu모형의 상관계수가
0.80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효율성 계수는 Clark모형이
음수로 나타났고, Nakayasu모형은 0.566으로 매우 높게 나타
그림 2. 산정방법별 유출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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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유역별 총 유출량 산정 결과

그림 4. 유역별 첨두 유량 산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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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각각 0.954, 0.903으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효율성 계수의
경우 Clark모형이 0.856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Nakayasu모
형은 -0.838로 다소 낮게 산정되었다. C 유역의 경우 SCS식

표 3. 유역에 따른 유출인자 산정 결과
유역
A

유출인자 산정식

R2

1.02

0.78

1.04

6.87(Q·Qp)

의 상관계수가 0.998, Clark모형이 0.779, Nakayasu모형이

B

5.56(Q·Qp)

0.80

0.998로 산정되어 SCS모형과 Nakayasu모형이 매우 상관성이

C

0.61(Q·Qp)0.98

0.82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효율성 계수 또한 Nakayasu모형이

전체

0.91

0.75

5.33(Q·Qp)

0.623으로 타 방법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세 유역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방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전체 데이터를

0.61, β는 0.98로 나타났다. A, B 유역의 α값은 유사하게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SCS모형은 전체 데이터의 약 44%가

나온 반면 C 유역은 A, B 유역보다 0.6배 작게 산정되었고,

관측 Qp에 비하여 과소산정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Clark모

이는 그림 5의 (a)에서 와 같이 타 유역에 비해 C 유역에서

형은 약 87%의 데이터가 과대산정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일한 강우유출 Q·Qp에 대한 유출인자의 값이 작은 것을

Nakayasu모형은 상관계수 0.732, 효율성 계수 0.470으로 상

의미한다. 그림 5의 (b)를 살펴보면 동일한 Q·Qp에 대한 토

당히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사유출량이 세 유역 모두 유사한 분포를 보이므로, C 유역의
유출인자가 작게 산정된 이유는 유출인자 외 기타인자의 곱

3.2 관측자료를 활용한 유출인자 산정식 계수 유도
토사유출량은 여러 인자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해 그 크
기가 변화하지만, 본 연구는 유출인자와 토사유출량간의 관계

X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LS, C, K 인자 중 C 유역의
LS 인자가 A 유역의 1.2배, B 유역의 2.7배인 것으로 나타
났고, K 인자의 경우 A 유역의 1.5배, B 유역의 1.3배인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식 (6), 식(7)과 같이 유출인

것으로 나타나 이로 인해 유출인자가 타 유역에 비해 작게

자 외의 기타인자 LS, K, C의 곱을 강우사상에 따른 하나의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상수 X로 표현하여 유출인자 매개변수인 Q와 Qp를 독립변수

식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β는 0.98~1.04로 유사하게 나타났

로, Y/X를 종속변수로 나타내어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시

고, MUSLE가 제안한 0.56보다는 크게 산정되었다. 이는 미

Y, Q, Qp는 현장 관측값을 이용하였고, X는 이종설 등(2012)

국의 농촌 유역에 비해 국내 산지 유역의 Q·Qp에 대한 유

이 제시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출인자의 변화율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유역의 관측자

β

료를 모두 이용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α는 5.33,

Y = α ( Q ⋅ Qp ) ⋅ X

(6)

ln ( Y/X ) = ln ( α ) + β ln ( Q ⋅ Qp )

(7)

β는 0.91로 산정되었고 이에 대한 결정계수는 0.75로 나타나
비교적 양호한 상관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4. 제안된 유출인자 산정방법 검증
미국의 관측자료를 바탕으로 MUSLE에서 제안하는 유출인
자 계수 α, β는 각각 11.8, 0.56이다. A 유역의 관측자료를

관측값을 이용하여 제안된 Q 및 Qp 산정방법과 유출인자

적용한 결과 α는 6.87, β는 1.02로 나타났고B 유역의 경우

산정식을 검증하기 위하여, D 유역을 대상으로 실측 토사유

α는 5.56, β는 1.04로 나타났으며, C 유역의 경우 α는

출량과 계산된 토사유출량을 비교하였다.

그림 5. Q·Qp에 대한 유출인자 및 토사유출량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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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산지 소유역의 토사유출량 산정시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러나 MUSLE에서 유출인자 이외의 LS, K, C 인자는
RUSLE와 동일하게 산정함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토양침
식 인자 K는 단위 강우침식 인자 R에 대한 토양침식량으로
정의되므로, R 대신 유출인자를 적용하는 MUSLE를 수정
없이 그대로 적용 가능한 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또한 유출인자 산정식 유도에 이용된 토사유출 관측자료는
0.2~2080.5 kg으로 범위가 넓은 반면, 검증에 사용된 토사유
출 관측자료는 1.2~21.6 kg이므로 많은 토사유출량이 발생했
을 경우 본 연구에서 제안한 유출인자 산정 방법의 적용성을
검증할 수 없다. 따라서 더 많은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토사
유출량 전 범위에 걸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
다.
그림 6. 관측 토사유출량과 계산 토사유출량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산지 소유역을 대상으로 범위를 국
한하여 유출인자 산정방법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므로, 농업
지역, 도시지역 등 토양환경이 다른 경우에 대한 연구도 추

검증에 사용된 강우사상은 총 5개로 2010년 8월과 2011년

가적으로 수행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5월, 6월, 7월에 관측되었으며, 총 강우량은 33 mm~
428.5 mm로 다양하다. 각 강우사상에 대해 가장 상관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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