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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interactions between stream network and hillslope to 
hydrologic response functions. To this end general formulation of hydrologic response function is performed based on width 
function and grid framework. Target basins are Ipyeong and Tanbu basins. From the results of width function estimation even 
similar sized and closely located basins could have very different hydrologic response function. It is found out that the 
interactions between stream network and hillslope are essential factors of rainfall-runoff processes because their difference can 
make the hydrologic response function with positive skewness. The change of velocities of stream network and hillslope might 
influence the magnitude of peak but time to peak tends to more sensitively respond to velocities of stream network. Lag time 
of basin would be the result of complex interaction between drainage structures and dynamic properties of river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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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강우-유출 상은 수많은 수문학  순환(hydrologic cycle) 
성분들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복잡한 자연 상이다. 각 

성분들 속에 내재된 고유한 불확실성과 해당 상의 토 를 

이루는 유역의 공간  이질성(spatial heterogeneity)이 맞물

려 강우-유출 상에 한 명확한 해석은 수문학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 의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한 보다 체계 인 근을 해서는 강우-유출 상

이나 유역이 갖는 본질 인 거동특성에 한 물리 인 이

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유역은 하천망(stream network)과 구릉지사면(hillslope)으

로 구성된 복합 인 변환계로서 양자의 상호작용에 따라 

강우로 인한 유입량을 효율 으로 배수하기 하여 끊임없

이 진화하고 있다(Smart, 1972). 이와 련하여 주목해 볼 

만한 연구 성과로서 지형학  순간단 도(Geomorphological 
Instantaneous Unit Hydrograph: GIUH) 이론을 들 수 있다. 
Rodríguez-Iturbe and Valdes (1979)가 개발한 GIUH 이론

은 유역의 유출수송(runoff transport) 과정이 갖는 기하학  

이질성에 집 하여 하천망의 형상에 근한 바 있다.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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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을 심으로 한 유역의 배수구조와 물 입자의 거동에 

한 통계물리학  근법을 결합하여 모형의 구조를 공식화

하고 유출수송의 동 특성(dynamics)을 명시 으로 용하

여 유출 상을 모의하는 GIUH 이론은 최근 지리정보처리 

기술의 발 과 더불어 가장 유망한 유출 해석 도구 의 

하나로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Rodríguez-Iturbe and 
Rinaldo, 2003). 를 들어 Rinaldo 등(2006)은 GIUH 이론

의 틀 아래에서 연속형 강우-유출모형을 구성한 바 있는데 

해당모형의 구조 속에 오염물질의 반응부분을 추가하여 오

염물질의 이송 상을 모의하고자 시도하 다. 물 입자의 이

동경로 내에서 발생하는 해당 입자와 지표면 사이의 

에 주목하여 유역의 지형학  특성에 따른 오염물질의 이

송 상에 근하고자 한 이들의 시도는 보다 진보한 형태

의 GIUH 이론에 한 용사례를 표한다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 볼 사항은 GIUH 이론이 제시한 

유역의 동 매개변수에 한 근이다. 수문학  모형의 범

주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GIUH 모형은 유속 형태의 매개변

수를 장착하고 있다. 이는 동일한 유역에서 호우사상별로 

상이한 수문학  응답함수가 출 하는 이유를 명시 으로 

설명하는 매개변수로서 강우-유출 상의 본질 인 특성에 

다가갈 수 있는 요한 인자로 단된다. 특히 van der 
Tak and Bras (1990)는 하천망과 구릉지사면이 갖는 상이

한 동 특성의 요성을 지 한 바 있는데 이후 여러 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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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후속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유속의 차(혹은 하천망과 

구릉지사면 사이의 상호작용)는 수문학  응답함수의 거동

을 지배하는 요한 인자임이 확인된 바 있다(Botter and 
Rinaldo, 2003; D'odorico and Rigon, 2003; Rinaldo et al., 
1995; Saco and Kumar, 2002). 여기서 수문학  응답함수

란 유역 반에 걸쳐 순간 으로 작용한 충격(강우유입량)에 

따른 유역의 반응을 정의하는 함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표

인 유역의 수문학  응답함수로는 단 도를 들 수 있다.
상기한 연구동향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하천망과 구

릉지사면 사이의 상호작용이 유역의 수문학  응답함수에 

미치는 향을 정량 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하

여 폭 함수를 기반으로 유역의 수문학  응답함수에 한 

일반식을 공식화하고 이를 격자를 기반으로 한 형태로 확

장하여 보았다. 상유역으로는 강수계 보청천유역의 이

평  탄부유역을 선정하 다. 이들은 각각 유역면 이 

76.3   77.5 로 비슷한 규모를 가지며 지정학

으로 서로 인 한 유역으로서 유사한 형태의 수문학  응

답함수가 나타날 것으로 기 가 되는 곳이다. 하지만 최근 

최용  등(2010)과 김주철 등(2011)은 동일한 유역에 한 

분석을 통하여 이들이 상이한 형태의 수문학  응답함수를 

가질 수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의 원인을 하천망과 구릉지사면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찾

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이와 함께 호우사상별로 상이

하게 나타날 수 있는 동수역학  특성(즉 하천과 구릉지사

면의 유속)의 변화에 따른 수문학  응답함수의 시변동성

을 동시에 고려하여 강우-유출 상의 본질 인 특성에 

근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얻어지는 결과는 

유역의 수문학  응답과정에 한 보다 물리 이고 체계

인 근법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역규모의 동수

역학  이질성이 비 오염원의 거동특성에 미치는 향을 

조사할 수 있는 토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2. 연구방법

2.1. 재조정된 폭 함수 이론

수문학  응답함수에 한 일반식 는 폭 함수를 이용

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Mesa and Mifflin, 1988).

 


∞

xx  x (1)

여기서 x 는 기시 에서 출구로부터 x만큼 떨어진 

지 에서 출발한 물 입자가 시 에 출구에 도착할 확률

도함수이고 x는 x지 의 link( 들 사이의 수로구

간)의 개수를 총 link의 개수로 나 어 정규화한 폭 함수이

다. 식 (1)은 유역 내 임의 지 에 한 x 을 해당 지

에 한 x을 가 치로 하여 유역의 흐름방향(혹은 유

로연장) 축을 따라 분한 것으로 유역 반에 걸친 수문학

 응답함수의 일반식을 공식화한다.

하천망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 의 하나인 link는 동일한 

유역의 경우 유사한 평균길이와 직 배수면 을 갖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Smart, 1972). 이는 식 (1) 우변의 x가 

흐름방향 축을 따라 정의되는 지 별 배수면 의 기여도와 

동일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역의 형태학  특성에 따라 

조직되는 기유량분포함수(김재한과 윤석 , 1993)로 해석

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물 입자의 운동특성에 따라 

x의 흐름방향 축을 시간 축으로 재조정할 경우 상 

유역에 한 재조정된 폭 함수 혹은 수문학  응답함수로

의 변환이 가능해진다(Botter and Rinaldo, 2003; Rinaldo et 
al., 1995). 이를 하여 물 입자의 운동과정을 순수 이송

(advection)  이송-확산(advection-diffusion) 상의 범주로 

분류할 경우 유역 내 물 입자의 운동궤 (혹은 배수경로)은 

각각 식 (2a)  (2b)와 같이 나타낼 수 있게 된다(Rodríguez- 
Iturbe and Rinaldo, 2003).

x  x


ux∼xu (2a)

x  x


ux∼xu
(2b)

여기서 u , u는 각각 물 입자의 지 별 속도벡터 

 평균이송속도이다. 식 (2) 좌변의 x는 기시

에서 x지 에 떨어진 물 입자가 시 에 도착하는 지 을 

나타내는 Lagrangian 좌표이고 식 (2b) 우변의 는 

x의 확산 상을 정의하는 Brown 운동성분으로서 

다음과 같은 통계학  특성을 갖는다.

   ;      (3)

여기서  ⋅는 기 치 연산자이고  은 Brown 확산계

수이다. 술한 논거에 따라 식 (2)와 같이 정의되는 운동

궤 에 한 수문학  응답함수는 해당 경로를 통한 물 입

자의 유하시간에 한 확률 도함수로서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x   xu  (4a)

x   
x exp


 
xu 


 (4b)

식 (4a) 우변의 ⋅는 Dirac의 delta함수이다. 결국 식 

(4)를 식 (1)에 입함으로써 물 입자의 순수 이송  이송

-확산 상에 따른 유역의 수문학  응답함수를 각각 식 

(5a)  (5b)와 같이 유도할 수 있게 된다.

 


∞

xxxu u  (5a)



하천망과 구릉지사면 사이의 상호작용에 따른 수문학  응답함수의 거동특성 분석

Journal of Korean Society on Water Quality, Vol. 27, No. 5, 2011

663

  
 



∞

x xxexp

 
xu 


 (5b)

2.2. 수문학  응답함수의 분산

수문학  응답함수(식 (5))의 분산 
은 GIUH 이론의 맥

락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퍼짐역학기구(dispersion mecha-
nism)(즉 동수역학  퍼짐(hydrodynamic dispersion), 지형

학  퍼짐(geomorphological dispersion)  운동학  퍼짐

(kinematic dispersion))에 의하여 설명되어진다(Rinaldo et 
al., 1991; Saco and Kumar, 2002).


  u

  (6)

여기서 은 식 (2)로 정의되는 운동궤 의 평균길이이고 

 , 는 각각 지형학  퍼짐계수와 운동학  퍼짐계수

이다. 는 동수역학  퍼짐계수로서 식 (3)의  와 개

념 으로 일치한다. 식 (6) 우변의 세 항은 모두 
 에 

한 개별 인 기여도를 정량화한 것으로 동수역학  퍼짐과 

지형학  퍼짐은 각각 하천구간의 수리학  이질성과 하천

망의 기하학  이질성에 기인하고(Rinaldo et al., 1991) 운
동학  퍼짐은 유속의 공간  이질성으로부터 발생하게 된

다(Saco and Kumar, 2002).
Botter and Rinaldo (2003)는 식 (5)에 한 수치실험을 

통하여 식 (6) 우변 세 항의 상 인 크기를 비교한 바 

있다. 여기서 이들은 동수역학  퍼짐과 나머지 두 퍼짐들 

사이에는 비교  큰 규모의 차가 존재함을 밝히고 유역규

모에서 자를 무시할 수 있음을 제시하 다(Fig. 1). Fig. 
1  2는 이들의 주요한 결과를 시한 것으로 여기서 , 

는 각각 유역 반에 걸쳐 일정하게 가정되는 하천과 구

릉지사면의 유속이고  , 는 각각 Strahler의 차수

법칙에 의한 차  1차 하천의 유속으로서 차수별로 세

분화한 물 입자의 운동특성을 표한다. 주목되는 사항은 

Fig. 1의 결과로서 하천과 구릉지사면 유속의 차

(   )에 따라 부왜도(negative skew)의 형태를 

갖던 폭 함수가 정왜도(positive skew)의 형태를 갖는 수문

곡선(순간단 도)으로 변환되어 가는 과정을 시각 으로 확

인할 수 있다. 이러한 왜곡 상은 수문곡선이 갖는 고유한 

성질(Sherman, 1932)로서 유역규모의 수문학  응답과정에

서 하천과 구릉지사면 사이의 상호작용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한 상임을 입증한다 할 수 있다. 이는 Fig. 2
(여기서 세로축은 평균의 자승으로 무차원화 한 수문학  

응답함수의 분산을 나타낸다.)의 결과로부터 역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차수별 하천유속의 차( 

   )에 의한 분산의 크기는 하천과 구릉지사면 유속

의 차에 따른 분산의 크기에 비하여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정도로 작아져   일 경우 거의 동일한 크기로 수

렴하게 됨을 볼 수 있다.

Fig. 1. Effects of hillslopes on hydrologic response function 
(in all cases uh = 0.05 m/s) : (a) DD = 0 m2/s (b) DD

= 50 m2/s (Botter and Rinaldo, 2003).

Fig. 2. Comparison of the normalized variance under different 
kinematic dispersion condition (in all cases uh = 0.05 
m/s) (Botter and Rinaldo, 2003).

상기한 이론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문학  

응답함수의 거동에 하여 동수역학  퍼짐이 미치는 향

은 무시하고 지형학  퍼짐  (하천과 구릉지사면 유속의 

차로 인한) 운동학  퍼짐이 갖는 효과만을 고려해 보기로 

한다. 이는 순수 이송 상에 따른 수문학  응답함수 식 

(4a)  (5a)를 하천과 구릉지사면에 하여 개별 인 유속

을 용하여 다음과 같이 재구성함을 의미한다.

x   x    (7a)

 


∞

x xx    
(7b)

여기서  , 는 x지 (  )에서 출발한 물 입자가 출

구에 도착하기 하여 구릉지사면과 하천에서 소모하는 유

하시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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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유하거리  유하시간의 통계특성

유역 내부에서 임의로 선택한 번째 운동궤 의 구릉지

사면  하천 유하거리를 각각 , 라 할 경우 물 입자

의 유하거리 ( x)  유하시간 는 식 (7a)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게 된다.

   (8a)

 




  (8b)

특정한 해상도(resolution)를 갖는 격자 에서 정의되는 

유역 내 모든 지 에 하여 식 (8)에 따라  , 를 산정

할 경우 이들의 도수분포도는 각각 해당유역의  x   

와 일치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만약 발생가능

한 모든 운동궤 의 개수를 이라 할 경우 유하거리와 유

하시간의 평균  ,    분산 
 , 

는 식 (9)  (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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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b)

여기서  , 는 각각 구릉지사면  하천의 평균유하

거리이고 ⋅⋅는 공분산 연산자이다. 유사한 논리

에 따라 왜곡도와 련된 3차 모멘트 ,  역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1a)

  


  



  





    






    










    













    








 (11b)

식 (9) ~ (11)는 격자를 기반으로 한 유역의 폭 함수와 식 

(7b)로 표 되는 수문학  응답함수의 통계특성에 한 

계식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망과 구릉

지사면 사이의 운동학  이질성에 주목하여 식 (9) ~ (11)의 

거동특성을 계량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자 사이의 상호작용

이 유역의 반 인 수문학  거동에 미치는 향을 추론

해 보고자 한다.

2.4. 동 매개변수의 추정

격자를 기반으로 한 유역의 수문학  응답함수인 식 (7b)
는 두 개의 동 매개변수인 , 를 포함한다. 이들은 모

멘트법의 틀 내에서 식 (9b)  (10b)를 연립하여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Di Lazzaro, 2009).

 

±
 (12)

 





  (13)

식 (12)의 , , 는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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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식 (12)  (13)로부터 동일한 유역에 하여 두 의 

 , 가 추정됨을 알 수 있다. Di Lazzaro (2009)는 음의 

부호를 갖는 유속을 포함하거나 혹은 지표면과 하천유속이 

미소한 차이를 갖는 경우에는 이들의 물리  타당성을 이

유로 해당 추정 값을 제외하 다. 자의 경우 자연유역에

서는 발생할 수 없는 경우이며 후자의 경우는 지표면과 하

천의 구별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3. 결과  고찰

본 연구에서는 서론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보청천유역의 

상류에 치한 이평  탄부지 을 출구로 하는 두 유역을 

상유역으로 선정하 다(Fig. 3). DEM의 생성에는 1/25,000 
수치지형도를 용하 고 픽셀의 해상도는 20×20 로 하

다. 한 개별 인 하천망 생성기법에 따른 배수구조의 

변동성(이기하 등, 2011)을 배제하기 하여 수치 지형도의 

하천선(Blue line)을 그 로 분석에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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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arget basins.

3.1. 격자기반 폭 함수

상유역에 한 폭 함수 x를 작도하기 하여 

DEM을 기반으로 유역 내 모든 지 에 하여 유하거리 

를 추출하여 보았다. Figs. 4 ~ 7은 두 유역의 지 별 유

하거리를 구릉지사면()과 하천()의 범주로 구분하여 

도시한 것이고 Fig. 8  9는 이를 기반으로 작도한 상

유역의 폭 함수이다. Table 1 ~ 3은 이들의 주요한 통계특

성을 요약해 본 것이다.

우선 주목되는 사항은 Table 1의 2란에 수록된 에 

한 결과로서 탄부유역이 약 2배 정도 길게 산정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이들의 유역면   에 한 산정결과

를 고려해 볼 때 두 유역이 서로 상이한 배수 도를 가짐

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상유역들은 유사한 규모

를 가지며 지정학 으로는 서로 인 해 있지만 하천망의 

발달정도가 매우 다른 것으로 단된다. 이에 따라 두 유

역의 배수구조 역시 매우 상이한 양상을 보일 것이 상되

는데 이는 Fig. 8  9로부터 시각 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평유역의 경우 출구에 가까운 하류부에 유역면

이 집 되는 반면 탄부유역의 경우 상류부에 집 됨을 

볼 수 있다. Table 3의 4란에 수록된 왜곡도(
) 

역시 서로 반 의 분호를 취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상유역들은 서로 매우 이질 인 배수구조를 

가지며 이에 따라 수문학  응답특성 역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 상된다.

Fig. 4. Spatial distribution of hillslope flow length  in Ipyeong 

basin.

Fig. 5. Spatial distribution of stream flow length  in Ipyeong 
basin.

Fig. 6. Spatial distribution of hillslope flow length  in 
Tanbu basin.

Fig. 7. Spatial distribution of stream flow length  in 
Tanbu basin.

Fig. 8. Width function of Ipyeong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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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Width function of Tanbu basin.

Table 1. Mean and maximum of flow lengths

Basin  () () () max ()

Ipyeong 287 9,313 9,601 21,057 
Tanbu 509 11,437 11,946 21,854 

Table 2. Variance and covariance of flow lengths

Basin 
 ( ) 

 ( ) (
 ) 

 ( )

Ipyeong 95,800 30,564,130 -159,825 30,340,279
Tanbu 259,385 36,913,012 511,884 38,196,165

Table 3. Skewness of flow lengths
Basin   

Ipyeong 2.03 0.37 0.37
Tanbu 1.88 -0.23 -0.20 

3.2. 재조정된 폭 함수

본 연구의 상유역에 하여 김주철 등(2011)이 (식 

(12) ~ (16)을 기반으로) 제시한 바 있는 동 매개변수 , 

  (Table 4)를 용하여 재조정된 폭 함수(혹은 수문학  

응답함수) 를 유도하여 보았다. Fig. 10  11은 그 결

과를 시간 축 상에 도시한 것이고 Table 5 ~ 7은 이들의 주

요한 통계특성을 요약해 본 것이다.
우선 Fig. 10  11로부터 Fig. 8  9와는 달리 시각

으로 순간단 도와 유사한 형태의 재조정된 폭 함수가 유

도됨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유역 반에 걸쳐 일정한 유

속을 용할 경우 재조정된 폭 함수의 형상은 Fig. 8  9
와 동일하게 나타날 것임을 상할 수 있다. 주목할 사항

은 Fig. 10  11 역시 유역 반에 걸쳐 일정한 유속을 

용하여 유도되었다는 이다. 하지만 하천망과 구릉지사면

의 유속규모를 달리함으로써 순간단 도와 유사한 형상, 다
시 말해서 Table 7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왜도의 형상을 

갖는 수문학  응답함수가 나타나는 결과는 본 연구에서 

집 한 하천망과 구릉지사면 사이의 상호작용이 강우-유출

상에 있어 매우 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자임을 증명

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흥미로운 사항은 Table 5의 결과로서 두 유역 모두 가 

  보다 길게 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유역의

Fig. 10. Rescale width function of Ipyeong basin.

Fig. 11. Rescale width function of Tanbu basin.

Table 4. Dynamic parameters of each basins
Basin  (sec) (sec)

Ipyeong 0.014 0.903
Tanbu 0.026 0.707

Table 5. Mean and maximum of travel times
Basin  ()  ()  () max ()

Ipyeong 5.71 2.86 8.57 47.84 
Tanbu 5.44 4.49 9.93 44.80 

Table 6. Variance and covariance of travel times

Basin 
 ( ) 

 ( )  (
 ) 

 ( )

Ipyeong 37.71 2.89 -0.98 38.65 
Tanbu 29.61 5.70 2.15 39.60 

Table 7. Skewness of travel times
Basin   

Ipyeong 2.03 0.37 1.48
Tanbu 1.88 -0.23 1.98 

수문학  거동에 있어 구릉지사면이 기여하는 바를 시사하는 

것으로 유역 토양층의 포화도나 혹은 지표지하유출(subsur-
face runoff) 과정의 이질성과 결합된 형태의 후속연구를 통

하여 보다 세 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구릉지사면의 응답특성은 

하천망의 응답특성과 거의 유사한 규모 혹은 그 이상의 향

을 수문학  응답함수에 미칠 수 있음이 추론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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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수문학  응답함수의 변동성

하천망과 구릉지사면 사이의 상호작용에 따른 Fig. 10  

11의 변동성을 분석하기 하여 , 를 0.5 ~ 2배의 범  

내에서 변화시켜가며 재조정된 폭 함수를 유도하여 보았다. 
Figs. 12 ~ 15는 두 유역에 한 결과를 각각 도시해 본 것

으로 작도된 수문학  응답함수의 진동(Fig. 10  11)을 

소거하기 하여 계 구간의 크기를 1시간 단 로 용해 

본 결과이다. 여기서 굵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Fig. 10 
 11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유도된 결과를 나타낸다.
흥미로운 사항은 첨두좌표의 거동특성으로서 의 변동

에 따른 경우(Fig. 12  14) 각 사례별로 첨두유량은 민감

하게 변화하지만 첨두시간은 두 유역 모두 일정하게 나타

남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의 변동에 따른 경우(Fig. 13 

 15) 양자 모두 민감하게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부터 수문학  응답함수의 첨두유량은 , 의 변동특성

에 모두 향을 받게 되지만 첨두시간의 경우 의 변동특

성에 보다 민감하게 지배를 받음이 추론되어진다. 이는 동

일한 규모의 첨두유량이 하천망과 구릉지사면의 유속 차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된다.
Figs. 16 ~ 21는 , 의 변화에 따른 Figs. 12 ~ 15의 정

량  변동성을 도시해 본 것으로 Figs. 18 ~ 21로부터 유하

시간의 분산  왜곡도는 양자의 상호작용에 유사하게 

향을 받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평균(즉 유역의 지체

Fig. 12. Variation of hydrologic response function due to 
hillslope velocity in Ipyeong baisn.

Fig. 13. Variation of hydrologic response function due to 
stream velocity in Ipyeong basin.

Fig. 14. Variation of hydrologic response function due to 
hillslope velocity in Tanbu basin.

Fig. 15. Variation of hydrologic response function due to 
stream velocity in Tanbu basin.

Fig. 16. Variation of   in Ipyeon basin.

Fig. 17. Variation of   in Tanbu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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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Variation of   in Ipyeon basin.

Fig. 19. Variation of   in Tanbu basin.

Fig. 20. Variation of   in Ipyeon basin.

Fig. 21. Variation of   in Tanbu basin.

시간)의 경우 이평유역은 가 미치는 향이 보다 우월

하게 나타나지만 탄부유역은 양자의 향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지체시간의 규모는 유

역의 배수구조와 동 특성 사이의 상호작용에 따른 복합

인 결과로서 어느 한 부분에 한 평가( 를 들면 일반

으로 용되어 온 유역면 이나 유로연장에 따른 회귀식 

등의 산정) 만으로는 신뢰성 있는 추정이 어려운 것으로 

추론된다. 이와 련하여 추후 지속 인 연구가 필요가 한 

것으로 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하천망과 구릉지사면 사이의 상호작용이 

유역의 수문학  응답함수의 거동특성에 미치는 향을 정

량 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 다. 상유역으로는 보청천유

역의 이평  탄부유역을 선정하 으며 각 유역에 하여 

격자를 기반으로 한 수문학  응답함수를 유도하여 보았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얻은 주요한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

음과 같다.
1) 상유역에 한 폭 함수를 DEM을 기반으로 작성하여 

본 결과 두 유역은 서로 상이한 배수구조를 가짐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유사한 규모를 가지며 지정학

으로 인 한 유역들의 경우에도 하천망의 발달정도에 

따라 수문학  응답특성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1)에서 제시한 폭 함수를 기반으로 재조정된 폭 함수(혹

은 수문학  응답함수)를 유도하여 본 결과 시각 으로 

순간단 도와 유사한 형태의 재조정된 폭 함수가 유도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천망과 구릉지사면의 유속규

모를 달리함으로써 정왜도의 형상을 갖는 수문학  응

답함수가 나타나는 결과로부터 하천망과 구릉지사면 사

이의 상호작용이 강우-유출 상에 있어 매우 요한 역

할을 수행하는 인자임을 명시 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3) 본 연구의 상유역은 모두 구릉지사면의 평균유하시간

이 하천망의 평균유하시간보다 길게 산정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유역의 수문학  거동에 있어 구릉

지사면이 기여하는 바를 시사하는 것으로 구릉지사면의 

응답특성은 하천의 응답특성과 거의 유사한 규모 혹은 

그 이상의 향을 수문학  응답함수에 미칠 수 있음이 

추론될 수 있다.
4) 하천망과 구릉지사면의 유속을 0.5 ~ 2배의 범  내에서 

변화시켜가며 재조정된 폭 함수를 유도하여 본 결과 첨

두유량은 양자의 변동특성 모두에 향을 받지만 첨두

시간의 경우 하천유속의 변동특성에 보다 민감하게 지

배를 받음이 추론될 수 있었다.
5) 하천망과 구릉지사면 유속의 변화에 따른 수문학  응

답함수의 변동성을 도시해 본 결과 유하시간의 분산  

왜곡도는 양자의 상호작용에 유사하게 향을 받지만 

평균(즉 유역의 지체시간)의 경우 배수구조와 동 특성

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지배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련하여 추후 지속 인 연구가 필요가 

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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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 연구에서 제시한 동수역학  이질성을 기반으로 한 

근방법과 이에 따른 결과들은 유역에서의 비확산성 

오염원의 거동특성에 한 해석에 유용한 도구가 될 것

으로 단된다. 한 지배방정식에 추가 으로 확산항을 

고려함으로서 향후 확산성 오염원의 거동특성, 특히 구

릉지 사면에서의 거동특성 해석에 유용한 도구가 될 것

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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