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최근 기상이변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와 태풍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 자

연재해가 더욱 빈발화,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산간

지역에서의 이러한 자연재해는 산사태나 토석류의 문제를 발

생시킨다. 산림의 면적이 전 국토의 약 63.7% (6,369,000 ha)

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토석류에 의한 피해가 꾸준

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각별한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2020

년 8월 7일 전남 곡성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붕괴로 5명

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2020년 9월 7일 3시간 

동안 189 mm의 집중호우로 인해 경남 거제시의 문동동에 토

석류가 발생하여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산사태와 

토석류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래에는 많은 사방댐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Kwon (2011)은 인제군 산간지역에 대해 MSDPM (Multi- 

Sequence Debris Prediction Model)과 LADMP (Los Ange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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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results of RUSLE which is most popular equation for estimating sediment and MSDPM and LADMP have been compared 

and analyzed by applying to real watershed of mountain area. Crop factor (C), preservation factor (P), and soil erosion factor (VM) of 

RUSLE can be subjectively selected and differently applied. Therefore, effects of those factors were estimated and compared with 

different values of factors. Furthermore, sediment yield has been estimated by MSDPM and LADMP according to 10, 20, 30, 50, 100, 

and 200 year return period. From the results, it was found that sediment yield can be resulted with 400% diffrence. And it was also found 

that MSDPM and LADMP can be applied in mountain area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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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토사유출량 산정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RUSLE방법과 MSDPM, 그리고 LADMP를 실제 산지하천에 적용하여 토사유출량을 

비교·분석하였다. 기존 토사유출량 산정 시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식생피복인자(C), 보전관리인자(P), 토양침식조절인자(VM)가 토

사유출량 산정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또한 MSDPM과 LADMP을 사용하여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200년 빈도 재현기간의 

강우강도에 의한 토사유출량을 산정하고, RUSLE의 결과값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식생피복인자(C), 보전관리인자(P), 토양침식조절인

자(VM)값에 따라 토사량의 차이가 최대 400%까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MSDPM과 LADMP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핵심용어: 강우강도, 토사유출량, LADMP, MSDPM, RU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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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 Method for Prediction of sediments yield)을 사용하

여 산정한 토사량과 실제 토사유출량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MSDPM은 약 27% LADMP은 약 50%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지하천의 특성에 맞게 인자들

을 조정하고 수식을 보정하였다. 이렇게 국내산지에 맞게 보

정된 MSDPM을 사용하였을 경우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향후 우리나라 산간지역의 토사유출량 예측에 사

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Kim (2012)은 RUSLE (Revised Universal Soil Loss Equation) 

사용 시 유사전달률, SDR (Sediment Delivery Ratio)이 외국

의 경험식으로 우리나라 유역특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는 단점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추후 다양한 유역을 대상으

로 한 토사유출량 자료를 바탕으로 유사전달률을 재산정 하

고, 그 결과값을 바탕으로 강우인자를 산정해야 한다고 제안하

였다. 또한, 그 선행 연구로 RUSLE와 기존의 유사전달률을 

사용하여 낙동강의 상주보까지 토사유출량을 산정하였다. 하

지만 이 논문은 토사유출량 산정결과와 향후 방법론만 제안하

였으며, 직접적인 인자와 결과값의 비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Jeong (2016)은 토양유실량을 분석하기 위해 환경부의 식

생인자와 토지피복지도를 적용하여 강원도 인제 스터디움 내

린천 유역의 2014년 토양유실량 발생을 비교하였다. 토양유

실량 산정을 위해 강수량, 지형도, 토양도 등의 자료를 사용하

였으며, 토지피복의 변화는 중분류와 세분류 지도에 의해 평

가하였다. 그 결과 토양유실량은 최대 두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토사유출량 산정 시 인자값의 선택

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Jee et al. (2017)은 모형을 통한 토사유출량 산정결과와 실

측 토사유출량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지역은 강원도 

지역의 사방댐 50개소를 대상으로 RUSLE를 사용하여 토사

유출량을 산정하였으며 퇴적된 토사유출량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실측 토사유출량이 RUSLE를 사용하여 계산된 토사

유출량 보다 많은 양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고, 비슷한 유

역특성을 보이는 지점에서는 유역형상계수가 클수록 토사유

츨량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는 사방댐 축조를 하여 토석류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

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산사태나 토사의 유실로 

인한 문제는 점차 증가하고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지성호우

로 인해 기존에 축조했던 사방댐이 역할을 하지 못한 것도 있

고, 토사유출량 산정 시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무차원 인자에 따라 토사유출량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우패턴과 무차원인자가 토사유출량에 미치는 영향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토사유출량을 미리 

예측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사방댐 설계에 적용 가능한 연

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무주군 남대천 유역의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RUSLE을 통하여 토사유출량

을 산정하였으며 MSDPM과 미 공병단에서 사용하는 LADMP

을 사용하여 단일호우에 대한 토사유출량을 재현기간 200년 

빈도까지 적용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RUSLE를 사용

하여 토사유출량을 산정할 경우 사용자의 주관에 따라 가변성

이 매우 큰 무차원 인자인 식생피복인자, 보전관리인자, 토양

침식조절인자의 선택이 토사 유출량 산정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것 이라고 판단하고 MSDPM과 LADMP를 사용하여 비

교·분석을 실시하였다.

2. 연구대상지역

본 연구의 대상유역은 전라북도 무주군 남대천 일대의 산

간지역으로서 가파른 경사를 나타내고 있다. 유역은 총 10개

의 지역이며, 삼가리, 증산리, 기곡리에 속해있으며 각 유역의 

현황 및 특성은 Fig. 1과 Table 1에 보는 바와 같다. 그리고 유역

하류에 사방댐위치(ߎ)를 확인할 수 있다. 

 

3. 토사유출량 산정식

3.1 RUSLE

Renard et al. (1997)에 의해 제시된 수정범용토양손실공

식(Revised Universal Soil Loss Equation)은 기존 범용토양

손실공식(USLE)에 자료를 추가하여 수정·보완된 식으로 아

래 Eqs. (1) and (2)와 같다.

Table 1. Drainage basin

Area 

No.

Basin area

(ha)

Slope

(degree)

Stream 

length (m)

Difference of 

elevation (m)

1 60.484 22.74 1073.4 450

2 38.531 21.22 914.2 355

3 269.736 17.36 2270.6 710

4 86.426 17.32 1940.6 605

5 87.731 14.46 1512.3 390

6 48.363 17.53 949.6 300

7 250.723 14.37 2711.8 695

8 33.997 20.21 1181.6 435

9 17.058 16.18 758.2 220

10 46.398 17.31 882.1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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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rea 1 (2) Area 2 (3) Area 3

(4) Area 4 (5) Area 5 (6) Area 6

(7) Area 7 (8) Area 8

(9) Area 9 (10) Area 10

Fig. 1. View of study area (Not to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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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A는 토사량(ton/ha/yr), R은 강우인자(MJ·mm/ha·yr·hr), 

K는 토양침식인자(Mg·hr/MJ·mm), LS는 무차원 지형인자, 

C는 식생피복인자, P는 보전관리인자, VM은 토양침식조절

인자이다.

3.1.1 강우인자(R)

강우인자는 강우의 운동에너지에 의한 토양침식량의 정도

를 나타내는 인자로 연평균 강우인자와 단일호우 강우인자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호우에 의한 토사유

출량을 산정하였으며, 재현기간 10년 빈도, 20년 빈도, 30년 

빈도, 50년 빈도, 100년 빈도, 200년 빈도 24시간 강우를 적용

하였다. 아래 Tables 2 ~ 4는 무주 남대천 유역의 재현기간 별 

확률 강우량이다.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총 10개의 유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강우량 측정지점 가운데 가장 가까운 3개의 

측정지점의 데이터를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3.1.2 토양침식인자(K)

토양침식인자(K)는 토양의 침식성에 따른 토양침식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인자로서 일반적으로 Erickson (1997)의 보

정표 및 삼각도표를 이용하는 방법, Wischmeier (1971)의 K

값 도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양침식인

자를 산출하기 위해 “표토의 침식현황 조사에 관한 고

시”(ME, 2019)에서 제안하고 있는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제

공하는 토양환경 정보시스템의 흙토람을 이용하였다. 연구

대상 지역인 무주 남대천 유역은 덕산통과 송산통으로 확인되

었으며, 각각의 토양침식인자는 0.0163 (Mg·hr/MJ·mm), 

0.0224 (Mg·hr/MJ·mm)으로 나타났다.

Table 2. Probable precipitation (mm) according to return period (Area 1, 2, 10)

hour
year 1 2 3 4 6 9 12 15 24

10 60.06 74.43 89.71 100.09 122.30 148.96 160.74 172.72 195.05

20 65.92 82.41 99.31 111.93 137.61 169.06 181.90 194.32 218.02

30 69.01 86.71 104.45 118.45 146.16 180.59 193.94 206.42 230.58

50 72.62 91.83 110.53 126.34 156.59 194.97 208.87 221.22 245.65

100 77.07 98.27 118.13 136.50 170.23 214.30 228.79 240.62 264.90

200 81.05 104.22 125.08 146.12 183.33 233.49 248.38 259.34 282.93

Table 3. Probable precipitation (mm) according to return period (Area 3, 4)

hour
year 1 2 3 4 6 9 12 15 24

10 60.48 77.51 89.54 98.61 113.56 133.73 144.75 152.95 176.09

20 66.38 85.81 99.12 110.27 127.77 151.77 163.80 172.08 196.84

30 69.49 90.30 104.26 116.70 135.71 162.12 174.64 182.79 208.18

50 73.13 95.62 110.32 124.47 145.40 175.02 188.09 195.90 221.78

100 77.60 102.34 117.91 134.48 158.06 192.38 206.02 213.09 239.16

200 81.62 108.53 124.84 143.95 170.23 209.60 223.66 229.66 255.43

Table 4. Probable precipitation (mm) according to return period (Area 5, 6, 7, 8, 9)

hour
year 1 2 3 4 6 9 12 15 24

10 56.12 75.96 93.17 107.66 131.99 161.94 171.89 180.33 207.93

20 63.70 87.78 107.71 125.30 153.64 188.60 199.17 206.88 236.47

30 67.99 94.72 116.25 135.82 166.49 204.41 215.18 222.09 252.37

50 73.29 103.54 127.11 149.35 182.97 224.68 235.51 241.05 271.71

100 80.31 115.72 142.09 168.30 205.96 252.93 263.52 266.51 296.90

200 87.17 128.17 157.40 188.03 229.75 282.16 292.09 291.77 3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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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지형인자(LS)

지형인자는 지형에 따른 토양침식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인

자로서 사면길이(L)와 사면경사인자(S)의 곱으로 구성된다. 

무차원 사면길이인자의 산정방법은 아래 Eq. (3)과 같다.

  
 



 (3)

무차원 사면경사인자는 유역의 사면경사가 토양손실에 미

치는 영향을 예측하는데 사용되며, 사면길이가 4.57 m (15ft)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McCool et al. (1987)이 제안한 아래 

Eqs. (4) and (5)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 공식은 18% (10.2°)이

하의 경사가 나타나는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sin sin    (4)

 sin sin ≥   (5)

Nearing (1997)은 기존의 선형함수식을 일반화하여 연속

함수식을 제시하였다. 이 공식은 경사가 비교적 가파른 25% 

이상의 범위에서 McCool et al. (1987)이 제안한 공식보다 좋

은 결과값을 나타낸다. 분석결과 본 연구 대상유역의 경사도는 

25% ~ 41%의 경사범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Nearing 

(1997)의 Eq. (6)을 사용하여 사면경사인자를 산출하였다.

 




expsin

 


 (6)

3.1.4 식생피복인자(C)

식생피복인자는 토양손실 잠재능이 토양관리계획 기간 중 

시간적으로 어떻게 분포되는가를 나타내는 무차원 인자로 “표

토의 침식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ME, 2019)에서 제시하고 있

는 값을 사용하였으며, 산림에 해당되는 0.05를 적용하였다.

3.1.5 보전관리인자(P)

보전관리인자는 토지의 이용형태와 경사도에 따른 토양침

식의 영향을 평가하는 무차원 계수로 “표토의 침식현황 조사

에 관한 고시”(ME, 2019)에서 제시하고 있는 값을 사용하였

다. 본 연구대상 유역은 산림이며, 경사도가 30% 이상인 지역

으로서 보전관리인자 값은 1.00을 적용하였다.

3.1.6 토양침식조절인자(VM)

토양침식 조절인자는 식생피복인자와 보전관리인자의 

곱에 대응하는 무차원 인자이며, 국내 재해영향성 평가시 사

용되는 미교통연구단(TRB, 1980)이 제시하는 방법을 채택

하였다. 본 연구대상 지역은 산지 지형이며 이에 해당하는 

0.01을 적용하였다.

3.2 MSDPM

MSDPM (Multi-Sequence Debris Prediction Model)은 

Pak (2005)의 USCDPM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DebrisPrediction Method)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유역

면적(25 ~ 800 ha)을 위해 처음 소개된 후 Pak and Lee (2008)

에 의해 수정·보완되었다. MSDPM (Pak and Lee, 2008)은 

산불데이터, 강우데이터, 그리고 채취한 토사량데이터등을 

이용하고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여 경험식으로 아래와 같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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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Dy는 토사량(m3), Im은 1시간 최대 강우강도(mm/hr), Ic

는 토사유발 강우강도(mm/hr), P는 총 강우량(mm), Pc는 토

사유발 강우량(mm/hr), S는 지형기복비, A는 배수면적(ha), 

는 보정계수 F는 무차원 산불지수이다. 무차원 산불지수는 

아래 Eq. (8)과 같이 산정된다.

×
× 

 

× 







 (8)

여기서 Bp는 유역면적에 대한 산불피해 면적비, By는 산불발

생 후 경과년수, Ap는 토사 이송에 충분한 에너지를 갖는 강우 

횟수이다. S는 유출비로 아래 Eq. (9)로 산정한다.

 



 (9)

h1는 유역의 최저고도(m)이며, h2는 유역의 최고고도(m), 

L은 유역의 총 길이(km)이다. MSDPM에서는 모든 강우사상

에서 토사유출량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표면에 

침식을 발생시키거나 토사입자를 이송시키기에 충분한 최소

에너지를 보유한 강우가 토사량 예측에서는 중요한 변수이다. 

본 연구에서 언급된 토사입자를 움직일 수 있는 한계 최대 한 

시간 강우강도를 토사유발 강우강도 Ic (Threshold Max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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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r Rainfall Intensity)라고 명명하였다. Ic는 지형기복비와

의 곡선으로부터 검증된 경향선식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토

사유발 강우량 Pc (Total Minimum Rainfall Amount)는 토양

으로부터 침식된 토사가 임의의 지점으로 움직이게 하는 운송

능력을 의미한다. 움직임이 시작된 토사는 충분한 거리를 이

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며 이때 필요한 것이 토사

유발 강우량이다. 본 연구에서 토사를 충분한 거리까지 이송

시킬 수 있는 한계 총 강우량을 토사유발 강우량이라고 명명

하였다. 토사유발 강우량은 토사유발 강우강도와의 곡선식

으로부터 구해지며 토사유발 강우강도는 지형기복비와의 곡

선식으로부터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Kwon (2011)이 사용

한 최적곡선식을 사용하여 Ic와 Pc값을 적용하였다.

3.3 LADMP

Los Angeles District of the Corps of Engineers의 Tatum 

(1963)은 사방댐의 토사저장용량산정을 위해 첫 토사유출모

형을 소개하였다. 그 후 US Army Corps of Engineers (Gatwood 

et al., 2000)은 80여개의 사방댐으로부터 새로운 자료를 습득

하고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LADMP (Los Angeles District Method for sediments 

yield)를 개발하였다. 회귀분석식은 배수면적(drainage area)

에 따라 총 5가지로 분류되며 본 연구 지역의 유역면적인 0.1 

~ 7.77 km2(10 ~ 777 ha)에 해당되는 식은 아래 Eq. (10)과 같다.

  


 (10)

Pak and Lee (2008)은 원래의 LADMP의 식에 아래 Eq. 

(11)을 추가하여 Eq. (12)와 같이 수정하였다. 여기서 A는 배

수면적(ac), P는 최대 1시간 강우강도(inches), F는 무차원 산

불지수, 그리고 R은 유출비(ft/mi),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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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Figs. 2 ~ 7과 Tables 5 and 6은 토사유출량 산정 결과를 나타

내고 있다. Figs. 2 ~ 7은 각각 재현기간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200년 빈도에 따른 LADMP, MSDPM, RUSLE산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Tables 5 and 6은 재현기간 30년 빈

도와 200년 빈도에 대한 토사유출량 차이를 Percentage error

Fig. 2. Sediment yield according to 10 year return period

Fig. 3. Sediment yield according to 20 year return period 

Fig. 4. Sediment yield according to 30 year retur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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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여주고 있다.

4. 토사유출량 산정결과

Figs. 2 ~ 7은 RUSLE, MSDPM, LADMP을 이용하여 재현

기간에 따른 각 지역의 토사유출량을 산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CP를 사용한 RUSLE 결과와 

VM을 사용한 RUSLE 결과값이 같은 식임에도 불구하고 많

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각각의 토사유출량 산정식을 사용하여 무주 남대천 유역

의 토사유출량을 계산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RUSLE

의 무차원 인자로 CP값을 선택하여 토사유출량을 산정하였

을 경우, VM값을 선택하거나 LADMP, MSDPM을 사용하였

을 때보다 항상 큰 토사유출량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재현

기간이 증가할수록 그 차이도 역시 증가하여 재현기간 200년 

빈도일 경우 MSDPM과 최대 650%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RUSLE의 사용 시, 무차원인자로 CP를 사용하면 VM을 사

용할 경우보다 결과값이 약 400% 크게 산정되었다. 이는 같은 

비교 유역에 대해 무차원 인자값이 VM = 0.01, CP = 0.05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RUSLE를 사용하여 토사유출량

을 산정할 경우 사용자의 주관적인 선택에 따라 산출량 값이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판단된다.

RUSLE의 무차원 인자로 VM을 사용하여 토사유출량을 

산정하였을 경우와 LADMP과 MSDPM을 사용하여 토사유

출량을 산정하였을 경우를 비교해 보았을 때 3가지 산정방법 

Fig. 5. Sediment yield according to 50 year return period 

Fig. 6. Sediment yield according to 100 year return period 

Fig. 7. Sediment yield according to 200 year return period 

Table. 5. Percentage error according to analysis method (return 

period of 30 year)

RUSLE(CP) RUSLE(VM) LADMP MSDPM

RUSLE(CP) 0 400.00 336.92 393.18

RUSLE(VM) 80.00 0 28.94 20.89

LADMP 74.42 39.14 0 18.09

MSDPM 78.17 22.02 14.91 0

Table. 6. Percentage error according to analysis method (return 

period of 200 year)

RUSLE(CP) RUSLE(VM) LADMP MSDPM

RUSLE(CP) 0 400.00 560.21 650.71

RUSLE(VM) 80.00 0 39.99 54.98

LADMP 83.07 26.30 0 20.89

MSDPM 85.24 32.49 17.3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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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유사한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LADMP

와 MSDPM은 평균 약 15%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일치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재현기간 30년 빈도와 50년 빈도에서 RUSLE (VM사용)과 

MSDPM 그리고 LADMP의 오차율이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30년 빈도에서 RUSLE (VM사용)과 MSDPM은 약 20%, 50

년 빈도에서 RUSLE (VM사용)과 LADMP는 약 27%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RUSLE를 사용하여 토사유출량을 산정할 

경우 사용자에 따라 선택 가능한 무차원 인자값인 식생피복인

자(C), 보전관리인자(P), 토양침식조절인자(VM)값에 따른 

토사유출량 산정결과를 실제 유역에 적용하여 분석하였으

며, MSDPM으로 토사유출량을 산정하였을 경우와 LADMP

로 토사유출량을 산정하였을 경우와 비교·분석하였으며, 다

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RUSLE를 사용하여 토사유출량을 산정할 경우 무차원 인

자값으로 식생피복인자(C)와 보전관리인자(P)를 선택하

였을 경우와 토양침식조걸인자(VM)를 선택하였을 경우

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VM값을 선택하였을 경우에 비해 

CP값을 선택하였을 경우 약 400% 이상 큰 토사유출량 값

이 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RUSLE의 인자로 CP값을 사용하였을 경우 MSDPM과 

LADMP보다 토사유출량이 항상 크게 산출되었으며, 각

각 최대 650%, 560%의 차이를 보였다.

3) RUSLE의 인자로 VM값을 사용하여 MSDPM과 LADMP

의 산정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MSDPM과 비교하였을 경

우 재현기간 30년 빈도 강우에서 가장 일치도가 높은 20%

의 오차율을 보였으며, 그 이상을 넘어가면 오차율이 점점 

증가하여 재현기간 200년 빈도 강우에서 최대 54%의 차

이를 보였다. LADMP과 비교하였을 경우 재현기간 50년 

빈도 강우에서 27%의 오차로 가장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현기간이 그 이상을 넘어가는 시점부터 다

시 차이가 증가하여 재현기간 200년빈도 강우에서 최대 

40%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4) 연구 대상지역의 실측 토사유출량 자료 부족으로 인해 비

교분석 결과 중 어느 것이 실제 토사유출량 예측에 적합한

지는 판단할 수 없으나 CP값 사용 시 토사량이 과대산정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SDPM과 LADMP는 현

재 소규모재해영향성 평가 시 사용되는 VM값으로 산정된 

토사유출량 값과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RUSLE보다 비교적 사용이 간편한 MSDPM과 LADMP

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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