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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esents a methodology to estimate two distinct fractal dimensions of natural river basin by using fractal tree concept. To this 

end, an analysis is performed on fractal features of a complete drainage network which consists of all possible drainage paths within a 

river basin based on the growth process of fractal tree. The growth process of fractal tree would occur only within the limited drainage 

paths possessing stream flow features in a river basin. In the case of small river basin, the bifurcation process of network is more sensitive 

to the growth step of fractal tree than the meandering process of stream segment, so that various bifurcation structures could be generated 

in a single network. Therefore, fractal dimension of network structure for small river basin should be estimated in the form of a range 

not a single figure. Furthermore, the network structures with fractal tree from this study might be more useful information than stream 

networks from a topographic or digital map for analysis of drainage structure on small river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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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ctal 나무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 설마천 시험유역의 Fractal 차원 추정

김주철aㆍ정관수b*

a충남대학교 국제수자원연구소 수석연구원, b충남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요  지

본 연구에서는 Fractal 나무의 개념을 이용하여 자연유역의 두 가지 개별적 Fractal 차원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Fractal 

나무의 성장 과정을 기반으로 유역 내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배수 경로를 추출하여 완전한 배수망을 구성하고 이에 해당하는 Fractal 특성을 분

석해 보고자 한다. 유역 내부에서 Fractal 나무의 성장 과정은 하천 유동의 특성을 가지는 배수 경로에서만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소규모 유역

의 경우 Fractal 나무의 성장 단계에 따라 망상 구조의 분기 특성이 단일 하천 구간의 사행 특성에 비하여 민감하게 변화하여 단일한 망상 구조 속에

서도 다양한 분기 구조가 생성될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 유역을 대상으로 한 망상 구조에 대한 Fractal 차원은 단일한 수치의 고정된 형태보다는 범

위의 형태로 취급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규모 유역의 배수 구조에 대한 분석에는 지형도나 수치지도로부터 추출한 하

천망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Fractal 나무의 성장에 따른 망상 구조와 같은 정보가 더 유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Fractal 나무, Horton의 배수 구성 법칙, 망상 구조, 분기, 소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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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Fractal 기하학(Mandelbrot, 1982)은 표준 기하학만으로

는 설명이 불가능한 복잡한 자연현상들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수단 중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자연현상이 갖는 복잡성(com-

plexity)에 대한 원형(prototype)으로 과거 수문학자들이 경

험적으로 찾아낸 바 있는 유역의 거동 특성(예를 들면, Horton

의 배수 구성 법칙(Horton, 1945)이나 Hack의 법칙(Hack, 

1957) 등)에 주목하였는데 이는 유역이 무수히 많은 성분들

의 동적(dynamic) 상호작용으로 구성되는 대표적인 복잡계

(complex system) 중의 하나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Kim and Kim, 2008). 실제로 유역은 지표면과 하천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강우로 인한 유입량을 효율적으로 

배수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자연계의 일종으로

서 이러한 유역의 점진적인 변화과정 속에는 거시적인 규모의 

지질구조학적 융기(tectonic uplift)로부터 유수(流水)에 의

한 국부적인 세굴(fluvial erosion)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현상

들의 복잡한 상호작용들이 포함된다. 

지리정보체계(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의 발

달은 과거 지형도 상에서는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지형 

인자들의 추출(Moussa, 2003)과 함께 유역의 형상(shape)에 대

한 새로운 방식의 접근을 가능케 하고 있다. 특히, O’Callaghan 

and Mark (1984)가 하천을 형성하기 위한 한계지지면적의 개

념을 제시한 이래 DEM (Digital Elevation Model)을 이용하

여 하천망(stream network)을 모의하기 위한 다양한 모형들

이 제시되어 오고 있다(Tarboton et al., 1992; Montgomery 

and Foufoula-Georgiou, 1993; Ijjasz-Vasquez and Bras, 1995; 

Tarboton, 2003). 현재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하천망의 공간 

채움(space filling) 구조를 정량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수준에

까지 이르고 있는바, 대표적인 예로서 Tarboton et al. (1988)

은 DEM으로부터 추출한 하천망에 대하여 Richardson의 방

법 및 box counting 방법 등을 적용하여 Fractal 차원(dimen-

sion)을 추정한 바 있다. 여기서 Fractal 차원이란 자기 상사성

(self-similarity)의 원리에 따라 정의되는 분수 형태의 차원

(Yang and Paik, 2017)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들은 자연유역

의 하천망은 개별 하천 구간과 망상(network) 구조로서의 하천

망이 별개의 차원을 갖는 Fractal 도형의 일종임을 제시한다. 

비슷한 시기에 La Barbera and Rosso (1989) 및 Rosso et al. 

(1991)은 하천망의 Fractal 차원에 대한 관계식을 Horton의 배

수 구성 법칙과 결합된 형태로 발표한다. 이후 이들의 연구결

과를 바탕으로 DEM을 기반으로 한 하천망의 Fractal 차원과 

Horton의 배수 구성 법칙에 대한 일련의 연구 성과들이 발표

되어 진다(Beer and Borgas, 1993; Moussa and Bocquillon, 1996; 

Puente and Castillo, 1996).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로서 Agnese 

et al. (1996)은 하천망의 Fractal 차원을 Shreve (1966)의 수로 

구간(link) 분류법에 따라 수계망 크기(magnitude)의 함수로

서 제시한 바 있는데, 이는 전술한 Horton의 배수 구성 법칙을 

기반으로 한 연구 성과들과 더불어 경험적인 지형 법칙과 

Fractal 기하학을 결합하여 하천망의 구조에 대한 일반 이론

을 수립하고자 한 수문학자들의 혁신적인 시도로 평가할 만 하

다(Kim and Kim, 2008). 한편, Peckham (1995)과 Tarboton 

(1996)은 Tokunaga의 법칙(Tokunaga, 1966)에 대한 해석적 

접근을 통하여 하천망의 Fractal 차원에 대한 관계식을 해당 하

천망의 측면분기 구조를 기반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Dodds 

and Rothman (2000)은 개별 하천 구간의 Fractal 차원과 Hack

의 지수를 기반으로 망상구조를 구분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는

데 주요한 지형 법칙들이 전술한 두 지형 인자의 함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특히 Yang and Paik (2017)은 

Fractal 차원을 하천망의 형태를 특성화할 수 있는 배수 구조

에 대한 척도로서 강조하였다.

Kim and Kim (2008)과 Kim and Jung (2015)은 Fractal 나

무(Fractal tree)의 개념을 이용하여 자연유역의 Fractal 차원

을 추정하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Fractal 나무는 자기 

상사성의 원리에 따라 성장하는 Fractal 도형의 일종으로서 선

(線)으로 이루어진 개체가 분기(bifurcation) 현상을 통해 면

(面)을 채워가는 과정에 대한 논리적 틀을 제공한다. Newman 

et al. (1997)은 자연유역의 하천망은 측면분기 구조를 갖는 

Fractal 나무의 일종으로서 특히 Tokunaga의 법칙(Tokunaga, 

1966)에 따라 측방지류의 분기비가 일정한 Fractal 나무를 

Tokunaga 나무로 분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Kim and Kim 

(2008)과 Kim and Jung (2015)은 Fractal 나무와 하천망의 형

태를 동일한 구조로 가정하여 망상 구조의 분기 특성에 접근

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주로 하천망이 가지는 

망상 구조에만 집중되었기 때문에 단일 하천 구간의 사행

(meandering) 특성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

구의 목적은 이러한 선행 연구가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여 하

천망의 구조에 내재한 두 가지 개별적 Fractal 차원을 Fractal 

나무의 틀 내에서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해보

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지형 법칙들

이 가지는 특징 중의 하나인 점근적(asymptotic) 타당성, 즉 

유역의 규모가 커질수록 보다 타당한 결과를 줄 수 있다는 가

정사항을 소유역을 대상으로 시험하여 중소규모의 유역을 대

상으로 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수문학적 실무에 있어 하천망의 

Fractal 차원에 대한 개념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분석에 이용할 하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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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간적 범위를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선행 연구로서 Kim 

and Kim (2007)은 DEM으로부터 신뢰성 있는 하천망을 추출

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들이 제시한 주요한 결론 

중의 하나는 하천망의 동정(identification)에 사용되는 방법

에 따라 단일 유역에 대해서도 다수의 하천망이 수집될 수 있

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들은 자신들의 연구 과정을 통하여 총 

4개의 하천망을 획득하였는데, 이는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수치지도 상의 하천망, 수자원 단위지도 상의 하천망 그리고 

이들이 면적한계기준(O’Callaghan and Mark, 1984)과 경사-

면적한계기준(Ijjasz-Vasquez and Bras, 1995)을 적용하여 

DEM으로부터 직접 추출한 2개의 하천망들로 구성된다. 이

들 4개의 하천망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시각적으

로 유사한 형상을 공유하고 있으며 각 하천망들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유원(source) 면적의 규모에서 찾을 수 있었다. 

유원 면적은 유역의 임의 지점을 하천과 지표면으로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이에 따라 동일한 유역에 대하여 촘촘한 형태의 

하천망이나 성긴 하천망을 추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아직

까지 유원 면적에 대한 이론적 혹은 정량적 정의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유역 내 존재하는 배수 경로를 

하천과 지표면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도시해 볼 경우, 하천망

과 지표면의 상이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

문을 던진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접근법에 따

라 유역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배수 경로들을 하나의 

도상에 도시하고 이로부터 해당 유역에 대한 완전한 배수망

(drainage network)을 구성하여 이에 대한 기하학적 특성을 

Fractal 차원을 기반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Horton의 배수 구성 법칙

하천망의 위상 구조(topology)를 규정하는 Strahler의 차

수 기법은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Smart, 1972).

① 수원(source)으로부터 발원한 하천은 1차 하천으로 정의

된다.

② 두 개의 차 하천이 만나면 합류점(confluence) 직하류

에는 차 하천이 생성된다.

③ 서로 다른 차수의 두 하천이 만나면 합류점 직하류 구간은 

두 개 차수 가운데 큰 차수를 유지한다.

상기한 Strahler의 차수 기법에 따라 하천망의 분기비 


, 

길이비 

 그리고 면적비 


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1)









 (2)









 (3)

여기서 

, 


, 


는 각각 차 하천의 개수, 평균 길이 및 평균 

배수 면적이다. Horton (1945)은 단일 하천망의 경우 Eqs. (1) 

and (2)의 

와 


은 와 무관하게 일정한 값을 가짐을 제안

하였다. 이후 Schumm (1956)이 Eq. (3)의 


 역시 유사한 거

동을 보임을 제시함에 따라 Eqs. (1) ~ (3)을 Horton의 배수 

구성 법칙으로 통칭하고 있다. 

2.2 유역의 Scaling 법칙

Fig.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자연유역의 집수평면(catchment 

planform)을 외접하는 직사각형의 길이와 폭을 각각 ∥과 


⊥

(∥
 

⊥
)라 할 경우, 해당 유역의 배수 면적 는 다음과 

Fig. 1. Catchment plan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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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비례식의 관계를 갖는다(Maritan et al., 1996; Dodds and 

Rothman, 2000).

∝∥⊥
 (4)

여기서 유역의 평면 형상이 갖는 이방성(anisotropic) 성장 특

성을 고려할 경우, 
⊥

과 에 대한 scaling 법칙을 ∥의 함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
∝∥

  (5)

∝∥

 (6)

여기서 는 Hurst 지수이다. 또한, 단일한 하천 구간의 길이 

이 갖는 사행 특성 역시 Eq. (5)나 Eq. (6)과 유사한 형태의 

scaling 법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Hergarten, 

2002).

∝
∥

  (7)

여기서 

은 단일한 하천 구간의 Fractal 차원이다.

만약 Eq. (7)의 관계를 Eq. (6)에 대입할 경우 다음과 같이 

자연유역의 형태를 대표하는 경험 법칙 중의 하나인 Hack의 

법칙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Kim and Lee, 2009).

∝
;  





 (8)

여기서 는 Hack의 지수이다. Rosso et al. (1991)은 Eq. (8)의 

과 를 Eqs. (2) and (3)을 기 반으로 치환하고 고려하는 유역

의 차수 에 극한을 취하여 

에 대한 관계식을 아래와 같이 

Horton 비의 함수형태로 나타낸 바 있다.



 
ln



ln


 (9)

여기서 한 가지 주지할 사항은 이들이 본래 제시한 관계식의 

경우 Eq. (9) 우변의 가 1로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Mandelbrot (1982)의 접근법과 유사하게 유역의 평면 형상을 

등방성(isotropic) 도형으로 간주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Eq. (9)는 원형 관계식(Rosso et al., 1991)에 비하여 보다 

일반화된 형태의 

에 대한 관계식으로 평가될 수 있다.

2.3 Fractal 나무

분기 현상에 따른 하천망의 형태적 특성은 Fig. 2에 도시한 

Fractal 나무의 성장 과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Hergarten, 2002; Kim and Kim, 2008; Kim and Jung, 

2015): 단위 길이를 갖는 Fractal 나무 한 그루의 몸통(trunk)을 

고려하여 본다. 만약 각 성장 단계별로 길이가 배(   ) 

만큼 축소된 가지(branch)가 개씩 분기할 경우, 번째 성장 

단계에서 분기하는 가지의 개수 

와 그 길이 


는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10)



 (11)

여기서 길이가 

보다 크거나 같은 가지들의 개수 는 다

음과 같이 등비급수의 합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게 된다.


  



 



 (12)

이에 따라 Eqs. (10) and (11)의 관계를 Eq. (12)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해당 관계는 다음과 같이 변환된다.

Fig. 2. Fractal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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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ln





 (13)

여기서 Eq. (13) 우변의 
ln

ln


로 치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멱함수 법칙분포(power law distribution)의 관계를 유도

할 수 있게 된다.

∝


  (14)

Eq. (14) 우변의 

은 Fig. 2에 도시한 Fractal 나무의 Fractal 

차원을 정의하는 것으로, 단일한 하천구간의 사행 특성을 계

량하는 Eq. (7)이나 Eq. (9)의 

과는 달리 분기 현상에 따른 

Fractal 나무의 공간 채움(space filling) 정도를 정량화함을 알 

수 있다. 

만약 자연유역의 하천망을 Fig. 2와 동일한 분기 특성을 갖

는 Fractal 도형으로 간주할 경우 Eqs. (1) and (2)는 Eqs. (10) 

and (11)과 개념적으로 일치하게 된다. 즉 Fractal 나무의 성장 

단계별 가지의 개수 과 길이의 변화율 는 각각 하천망의 분

기비 

와 길이비 


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Eq. 

(14)의 

은 Eq. (9)와 유사하게 Horton 비의 함수형태로 변환

할 수 있게 된다.




ln



ln


 (15)

여기서 와 

은 각각 Fractal 나뭇가지의 축소율 및 차수별 

하천길이의 성장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자는 서로 반대의 부

호를 취하게 됨을 알 수 있다. Eq. (15)는 La Barbera and Rosso 

(1989)가 제시한 하천망의 Fractal 차원에 대한 관계식과 일치

하는 결과로서 선의 형태로 이루어진 하천들이 면의 형태로 

이루어진 유역을 완전히 배수하기 위하여 망상 구조를 조직해 

가는 규모별 거동특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방법론

3.1 대상 유역

본 연구에서는 대상 유역으로 임진강 수계의 설마천 시험유

역을 선정하였다. 설마천 시험유역은 영국군 전적비교(JJB) 

지점을 출구로 하는 유역면적이 약 8.5 km2인 소규모 산악유역

이다. Fig. 3은 대상 유역에 대한 배수 유역도를 도시한 것으로 

좌측 상단의 기호 ◉는 JJB 지점의 위치를 나타낸다. Fig. 3에 

도시한 하천망(Blue Line)은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1:25,000 

축척의 수치 지도에 수록되어 있는 현장측량 결과로서 Strahler

의 차수 기법에 따라 최고 차수 는 2임을 쉽게 알 수 있다. 

3.2 지형분석

현재 지리정보처리기술은 특정 해상도 상에서 정의되는 유

역 내부의 모든 배수 경로를 도시화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Fractal 나무의 성장 과

Fig. 3. Seolma creek experimental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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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기반으로 유역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배수 경로를 

추출하여 하천 유동과 지표면 유동을 포괄할 수 있는 완전한 

배수망을 구성하고 이에 해당하는 망상 구조가 가지는 Fractal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Kim and Kim, 2008; Kim and 

Jung, 2015). DEM의 생성에는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1:25,000 

축척의 수치 지도를 적용하였는데 등고선과 표고점 layer를 

포함한 수치지도를 기반으로 불규칙 삼각망(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 TIN)을 형성하여 등고선 사이에 표고를 내

삽한 후 그 위에 격자(grid)를 중첩하였다. 여기서 pixel의 해상

도는 20 × 20 m로 하였다. 지형분석 도구로는 Arc GIS 상에서 

운용되는 TauDEM (Tarboton, 2003)을 적용하였으며 각 

pixel별 흐름 방향은 8방향 모형을 이용하여 모의하였다. 또한, 

기존의 설마천 시험유역에 대한 선행 연구들(Kim and Kim, 

2008; Lee and Kim, 2011)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Fig. 3에 

도시한 수로망(현장측량 결과)과 보다 유사한 형태의 망상 구

조를 추출하기 위하여 DEM의 전처리에 Stream Burning 

(Saunders and Maidment, 1996) 방법을 적용하였다. 

3.3 Fractal 차원의 산정

본 연구에서는 에 대하여 Eq. (7)과 유사한 형태의 scaling 

법칙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여 보았다. 

 

∝
∥

  (16)

Eq. (16) 우변의 
∥는 차 하천의 시점과 종점 사이의 평균 

직선거리(straight line length)를 의미하는 것으로 Eq. (7)의 

∥과 개념적으로 동일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 만약 Eq. (14)

의 

를 Eq. (16)을 이용하여 


와 

∥로 치환할 경우 망상 구

조의 Fractal 차원에 대한 관계식을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

게 된다.

∝


  (17)

∥∝
∥

; 



 (18)

Fractal 나무의 틀 내에서 동일한 차수에 대하여 Eqs. (17) 

and (18)의 와 ∥는 같은 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Eq. (18) 우변의 는 Tarboton et al. (1988)이 제시

한 자연유역의 하천망에 대한 Fractal 차원에 해당하게 되며 



과 


의 곱으로 구성됨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편 Eq. (16)의 관계를 Eq. (2)에 대입할 경우 

을 다음과 

같이 
∥의 함수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




∥



 
∥


∥ 



 (19)

여기서 만약 
∥에 대하여 Eq. (2)와 유사하게 길이비(

∥

∥
∥)를 가정할 경우 해당 관계를 다음과 같이 변환

할 수 있게 된다.





∥

 ; 


ln

∥

ln


 (20)

또한, Eq. (20)의 관계를 Eqs. (9), (15), (18)에 대입하여 정

리할 경우 Eqs. (1) and (3) 역시 Eq. (20)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

낼 수 있게 된다.





∥

; 
ln

∥

ln


 (21)





∥

 ; 
ln

∥

ln


 (22)

상기한 관계들은 Eq. (16)에 대한 가정을 기반으로 한 것으

로 Yang and Paik (2017)이 제시한 관계식과 개념적으로 일치

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하

여 해당 관계들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과 함께 이들을 이용하

여 자연유역의 Fractal 구조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여 보았다.

4. 적용사례

4.1 Fractal 나무의 구성 

Fig. 4는 설마천 시험유역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구성한 

Fractal 나무를 도시한 것이다. 여기서 범례에 표시된 차수는 

성장이 완료된 Fractal 나무에 Strahler의 차수 기법을 적용하

여 위상 구조를 수립해 본 결과로서 대상 유역의 경우 Fractal 

나무 몸통의 차수는 6차이며 총 5단계의 성장 과정을 거쳐 대

상 유역 내부 공간을 완전히 채우게 됨을 볼 수 있다. 

Table 1은 Fig. 4에 도시한 Fractal 나무의 특성을 Strahler의 

차수 기법에 따라 정리한 것으로 Fractal 나무의 성장 단계()

와 하천의 차수()가 서로 역순으로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여기

서 마지막 열의 

는 Fractal 나무의 성장 단계별 유원 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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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주목되는 사항은 4단계와 5단계 성장 과정을 거쳐 분기한 

Fractal 나뭇가지의 두 가지 길이 성분(
∥와 


)이 양자 모두 

거의 유사한 값을 갖는 점이다. 이것은 마지막 단계(5단계)에

서 분기한 나뭇가지들이 선행 단계에서 생성된 나뭇가지들과 

상이한 성장 특성을 가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단계에서 

분기한 배수 경로들은 모두 지표면 유동 경로에 해당함을 쉽

게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성장 단계의 이질성은 에 대한 

산정 결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4단계와 5단계 성장 과정

에 해당하는 

는 

∥나 

와는 다른 경향의 성장 특성을 가

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부터 자연유역 내부에서 Fractal 나

무의 성장 과정은 하천 유동의 특성을 가지는 배수 경로에서만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2 망상 구조의 Fractal 차원 

Fig. 5는 Table 1에 수록된 

, 

∥(straight line length)와 

(stream length)를 이용하여 Eqs. (17) and (18)의 관계를 

중첩하여 도시한 것으로 원점 부근과 꼬리 부분에서 서로 상

이한 거동특성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우선, 꼬리 부분의 점들

은 Eqs. (17) and (18)에 따라 양대수지 상에서 직선 형태로 나

타나는 전형적인 규모 불변성(scale invariance)을 보여준다. 

하지만 4단계와 5단계 성장 과정에 해당하는 원점 부근의 두 

점은 전술한 바와 같이 
∥와 


가 양자 모두 거의 유사한 길

이를 가져 꼬리 부분에서 나타나는 Fractal 나무의 성장 과정

과는 상이한 특성을 보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Kim and Kim (2008)과 Kim and Jung (2015)은 선행 연구

를 통하여 Fig. 5와 유사한 그림을 도시한 후 단순히 시각적 판

단(visual inspection)에 기초하여 3단계 성장 과정에 해당하

Fig. 4. Fractal tree of seolma creek experimental basin

Table 1. Topologic structure of seolma creek experimental basin

  



∥(m) 


 (m) 


 (m2) 


 (m2)

5 1 5011 69 72 1189 400

4 2 1168 72 75 4777 2659

3 3 245 105 112 17688 9693

2 4 54 225 247 82570 39378

1 5 11 675 779 544000 168836

0 6 1 3222 5610 8444800 61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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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점 부근 세 번째 점을 전술한 두 가지 상이한 거동특성의 

경계로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4단계와 5단계 성장 과정 사

이에 존재하는 이질적 거동특성이 3단계와 4단계 성장 과정 

사이에도 존재하는지 여부는 Fig. 5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

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3단계와 4단계 성

장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두 그루의 Fractal 나무를 Fig. 6과 같

이 개별적으로 추출하여 각 망상 구조가 가지는 특성을 분석

하여 보았다. 여기서 3단계와 4단계 성장 과정을 통해 생성된 

Fractal 나무들은 가 각각 4차(Fig. 6(b)) 및 5차(Fig. 6(a))에 

해당하는 하천망임을 Fig. 6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Fig. 7과 Table 2는 Fig. 6에 도시한 두 망상 구조에 대하여 

Fractal 차원을 산정해 본 결과로서 Table 2에 수록된 

은 Fig. 

7에 도시한 

와 

∥에 대한 두 쌍의 회귀곡선들에 대한 기울

기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산정한 결과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사항은 두 망상 구조에 대한 

과 


 사이의 변동성이 가지는 

차이로 한 자릿수(one degree of magnitude)의 규모만큼 

이 

더 크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는 Fractal 나무의 성장 단계(혹

은 망상 구조의 해상도)에 따라 

이 


에 비하여 보다 민감하

게 변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Fig. 6의 두 망상 구조는 서로 

중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Fractal 나무의 성장 과정을 통

하여 서로 상이한 분기 특성을 가지게 됨이 예상된다. 이는 주

로 중규모 이상의 유역(A ≥ 20 km2)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

(Maritan et al., 1996; Rigon et al., 1996; Dodds and Rothman, 

2000)에서 제시하는 규모 불변성의 원리와는 다소 상이한 결

과임을 알 수 있다. 설마천 시험유역은 전술한 바와 같이 유역 

면적이 약 8.5 km2의 소유역으로서 상시(常時) 하천망(peren-

nial stream network)의 범위(Fig. 3)는 Fig. 6과는 상당한 차이

를 보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Fig. 6은 지표면에 

내재하는 하천 유동의 특성을 Fractal 나무의 성장 과정에 따

라 추출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Fig. 3과 비교할 경우 건기

(乾期)에는 하천을 형성하지 못하지만 우기(雨期)가 되면 하

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수의 임시(臨時) 하천

(ephemeral stream) 형태의 배수 경로가 상시 하천망을 중심

으로 발달 되어 있음으로 볼 수 있다. 건기와 우기가 지속적으

로 반복되면서 하천망의 범위 역시 주기적으로 신장과 축소를 

반복하게 되어(Godsey and Kirchner, 2014; Hooshyar et al., 

2015) 상기한 임시 하천 형태의 배수 경로는 지표면과 상시 하

천망 사이에 하천 유동의 특성을 갖는 일종의 천이 영역을 형

성할 것이 예상된다. 결국 본 연구의 대상 유역인 설마천 시험

유역의 경우 Fractal 나무의 성장 과정이 상시 하천망(1단계 성

장)의 범위를 넘어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달된 상시 하천망이 존재하지 않는 소유

역을 고려할 경우 전술한 임시 하천 형태의 배수 경로가 해당 

유역의 유출 현상에 가지는 기여도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므로 

소유역의 배수 구조는 Fig. 3보다는 Fig. 6과 같은 망상 구조가 

Fig. 5. N (

) and N (

∥) of seolma creek experimental basin

(a)  

(b) 

Fig. 6. Possible stream network of seolma creek experimental basin: 

(a) 5th order, (b) 4th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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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두 망상 구조에 대한 Fractal 차원의 추정 결과는 선행 

연구(Tarboton et al., 1988; La Barbera and Rosso (1989); 

Rosso et al., 1991)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연 유역의 하천망에 

대한 범위에 근사적으로 포함되지만, 국내 유역을 대상으로 

하여 Yang and Paik (2017)이 제시한 결과와 비교할 경우 다소 

상이한 경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Fig. 

6에 도시한 두 하천망은 상시 하천망과 임시 하천 형태의 배수 

경로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강우 유입량의 조건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Fig. 6은 

우기에 설마천 시험유역 내에 출현할 수 있는 배수망의 최대 

범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Yang and Paik (2017)이 제시

한 결과의 경우 상시 하천망을 대상으로 한 결과로서 결국 이

러한 차이는 고려하는 하천망의 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나

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대상 유역인 

설마천 시험유역의 Fractal 차원은 

은 1.133 ~ 1.147 그리고 

는 1.652 ~ 1.823의 범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4.3 Hack의 법칙

Figs. 8 and 9는 Eqs. (6) and (7)의 관계를 Eq. (16)의 가정에 

따라 도시한 것으로 Fig. 6의 4차 및 5차 하천망과 함께 Fig. 

4의 Fractal 나무(6차 하천망) 등 총 세 개의 망상 구조를 대상

으로 작성하여 보았다. Table 3의 2열과 3열은 이들을 정리한 

것으로 

의 경우 4차와 5차 하천망에 대하여 Table 2의 결과

와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Table 2에 

(a) 

(b) 

Fig. 7. D and dN of seolma creek experimental basin: (a) 5th order, 

(b) 4th order

Table 2. Fractal dimension of seolma creek experimental basin

 dN D dL (= D/dN)

4th 1.440 1.652 1.147

5th 1.609 1.823 1.133

Fig. 8. dL of seolma creek experimental basin

Fig. 9. 1+H of seolma creek experimental basin

Table 3. Scaling property of seolma creek experimental basin

 dL H hcal hobs

4th 1.142 0.786 0.640 0.658

5th 1.126 0.900 0.592 0.592

Fractal Tree (6th) 1.120 1.093 0.535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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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된 

값이 Eqs. (17) and (18)을 기반으로 간접적으로 추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서 이

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시한 Fractal 차원에 대한 관계식의 타

당성을 입증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되는 

사항은 Fractal 나무의 성장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값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이는 성장 단계가 커질수록 판

상류(sheet flow) 형태의 지표면 유동의 영향이 커짐에 기인하

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차수 간 변동성의 규모는 전술한 

바와 같이 

에 비하여 작게 나타남을 볼 수 있어 설마천 시험

유역의 경우 단일 하천 구간에 대한 Fractal 차원 

은 유역 전반

에 걸쳐 일정하게 제시하는 것(예를 들어 

)도 타당

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의 는 

에 비하여 한 자릿수의 규모만큼 크게 변동

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는 Fractal 나무의 성장 과정에 따라 

집수평면의 형상이 가지는 이방성 성장 특성이 변동되어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마천 시험유역의 경우 하류 방향으로 규모

가 커짐에 따라 집수평면의 형상이 점점 더 빠르게 신장(伸張)

되어 감을 의미한다. Fig. 10은 Hack의 법칙을 세 개의 망상 

구조에 적용한 것으로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하천 연장

을  
  




로 평가하여 단일 유역에 대한 Eq. (8)의 관계

(Maritan et al., 1996; Rigon et al., 1996; Dodds and Rothman, 

2000)를 각 망상 구조에 대하여 도시한 것이다. Table 3의 3열

과 4열은 에 대한 추정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는 Eq. (8)에 

의해 산정된 값이고 


는 Fig. 10에 도시한 회귀곡선들에 대

한 기울기로서 각 차수별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냄을 볼 수 있

다. 이는 Table 3에 수록된 H에 대한 추정결과가 타당함을 의

미하는 것이다. Dodds and Rothman (2000)은 Fig. 10과 같이 

단일 유역에 대하여 Hack의 법칙을 도시할 경우 지표면과 상

시 하천망 사이에서  값의 변동 구간이 존재함을 제시하였

다. 이것은 Table 3 및 Fig. 10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이에 

따라 Table 2에서 제시한 

과 D의 변동성은 타당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설마천 시험유역과 같이 소규모 유역의 경우 

 값의 변동이 나타나는 구간이 유역 내부에 상당 부분 존재할 

것이며 이는 

에 영향을 미쳐 단일한 수치의 고정된 형태로 

D 값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전 절에서 제

시한 D의 범위는 설마천 시험유역의 Fractal 구조를 대표하는 

중요한 정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4.4 Horton 비

Table 4는 전 절에서 고려한 세 개의 망상 구조에 대하여 

Horton 비를 산정한 결과로서 본 연구에서는 Eqs. (1) ~ (3)의 

관계에 ∥를 기반으로 한 길이비 
∥를 추가하였다. 여기서 



은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범위(Smart, 1972)를 만족하지만 



와 


는 4차와 5차 하천망의 경우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범

위보다 큰 값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두 

하천망은 우기에 설마천 시험유역 내에 출현할 수 있는 배수망

의 최대 범위로서 Leopold and Miller (1956)는 임시 하천 형태

의 배수경로의 특성을 상시 하천망과 비교할 경우 그 규모는 

작지만 개수가 훨씬 많음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

에서 추정한 

와 


는 상시 하천망을 대상으로 제시된 선행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 큰 값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5는 Table 4에 수록된 Horton 비를 Eqs. (20) ~ (22)에 

적용하여 

, H, D를 산정한 결과로서 Table 2와 Table 3에 

수록된 결과와 유사한 값을 가지며 비슷한 경향을 보임을 확

인할 수 있다. 여기서 5열의 

은 Eq. (15)를 이용하여 산정한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하천망의 Fractal 차원은 서론에서 언

급한 Richardson의 방법이나 box counting 방법과 같은 도해

적 방법에 따라 추정된다. Eq. (15)는 이러한 도해적 방법에 

Fig. 10. Hack’s law of seolma creek experimental basin

Table 4. Horton ratios of seolma creek experimental basin 

 RB RL RL || RA

4th 6.107 3.361 3.119 7.684

5th 5.601 2.875 2.578 6.285

6th 5.260 2.330 2.145 5.566

Table 5. Fractal dimension of seolma creek experimental basin by 

Horton ratios

 dL H D dN

4th 1.134 0.792 1.591 1.403

5th 1.115 0.941 1.819 1.632

6th 1.108 1.249 2.175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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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일종의 대안으로 평가할 수 있는바 본 연구에서 Fractal 

나무의 개념을 기반으로 제시한 Fractal 차원에 대한 추정방

법은 타당한 접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Table 5에서 한 가지 주목되는 사항으로 6차 하천망의 경우 

D가 2를 초과하여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Fractal 나무의 성장은 상시 하천망과 그 주변에 위치한 천이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서 결국 Fig. 4에 도시한 배수망

의 말단에 위치한 가지들은 Fractal 나무의 성장을 따르지 않

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분기 구조의 이질성에 

따라 D가 2를 초과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6차 하천망

의 H에 대한 산정 결과에서도 유사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의 주목적은 자연유역의 배수 구조에 내재한 두 가

지 개별적 Fractal 차원을 Fractal 나무의 틀 내에서 동시에 평

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룰 위하

여 Fractal 나무의 성장 과정을 기반으로 유역 내부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모든 배수 경로를 추출하여 하천 유동과 지표면 유

동을 포괄할 수 있는 완전한 배수망을 구성하고 이에 해당하

는 망상 구조가 가지는 Fractal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소유역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중소규모의 유역을 

대상으로 한 수문학적 실무에 있어 Fractal 차원에 대한 개념

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상

으로부터 얻어진 주요한 결론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연유역 내부에서 Fractal 나무의 성장 과정은 하천 유동의 

특성을 가지는 배수 경로에서만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2) 소규모 유역의 경우 Fractal 나무의 성장 단계에 따라 망상 

구조의 분기 특성이 단일 하천 구간의 사행 특성에 비하여 

민감하게 변화한다. 이에 따라 단일한 망상 구조 속에서도 

Fractal 나무의 성장 과정을 통하여 서로 상이한 분기 특성

이 나타날 수 있다.

3) 따라서 소규모 유역의 단일 하천 구간에 대한 Fractal 차원

은 유역 전반에 걸쳐 일정하게 평가할 수 있지만 망상 구조

로서의 하천망에 대한 Fractal 차원은 집수평면의 이방성 

성장 특성을 고려하여 단일한 수치의 고정된 형태보다는 

범위의 형태로 취급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된다.

4) 소규모 유역의 경우 건기에는 하천을 형성하지 못하지만 

우기가 되면 하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수의 

임시 하천 형태의 배수 경로가 상시 하천망을 중심으로 발달 

되어 해당 유역의 유출 현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이에 따라 소규모 유역의 배수 구조에 대한 분석에는 지형

도나 수치 지도로부터 추출한 하천망보다 본 연구에서 제

시한 Fractal 나무의 성장에 따른 망상 구조와 같은 정보가 

더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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