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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Mars) 빨리네트워크의 발생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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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논문은 1960년대에 화성탐사 위성이 촬영한 사진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벨리네트워크의 

발생 프로세스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화성 벨리네트워크와 지구상의 하천이 가진 특성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비교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한 지구상 하천들은 지하수의 새핑에 의한 하천과， 건조기후에서 발달한 하천， 습윤기후에서 발달 

한 하천의 세 그룹으로 구성하였다. 발생프로세스를 파악하기위한 정량적 특성으로는 협소메트럭 적분(HI)， 요형도 지수 

(concavity index) , 분기율(bifurcation ratio) , 장률Oength ratio)을 선정하였고， 각 분석대상으로부터 이들 네 개의 정량적 

특성을 추출하였다. 끝으로 추출된 정량적 특성들의 비교분석을 위해， 통계분석기법인 판별분석과 주성분분석을 각각 시행 

하였다. 아울러 추정된 발생 프로세스를 기초로 벨리네트워크발생 당시의 기후조건을 추정해보았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성의 벨리네트워크들은 하나의 발생원인이 아닌 다양한 프로세스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20 

여개의 벨리네트워크 가운데 지하수의 새핑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 것이 절반이상으로서 가장 빈도가 높았고， 건조기 

후의 특성을 나타내는 벨리네트워라 그 다음을， 습윤기후의 특정을 나타내는 벨리네트워크는 드문 빈도를 나타내었다 이 

런 결과는 화성 벨라네트워크를 연구하는데 있어 단일한 프로세스로 그 발생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보 

여주는 것이다. 둘째， 이와 같이 추정된 벨리네트워크의 발생 프로세스를 기초로 당시의 기후조건을 추정하면， 행성의 초기 

에 짧은 기간동안 습윤한 기후를 거쳐 점차 건조한 행성으로 변화하였고， 이후 강우가 존재할 수 없는 현재와 같은 차고 건조 

한 기후가 장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현장답사가 불가능한 조건에서 DEM을 이용한 지형분석만으로 화성 벨리네트워크의 발생프로세스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또한 추정된 각 기후조건의 시기와 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 

한 MOLADEM은 비교대상인 지구의 하계망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DEM과 해상도의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 

는 스케일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석방법 및 연구대상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였으나， 해상도의 차이가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는지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 문제는 현재의 화성 지형분석 단계에서는 불가피한 부분으로 판 

단되며， 향후 더욱 해상도가 높은 화성 DEM자료7} 구축되면 좀더 정확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화생 벨리네트워크， 발생 프로세스，새핑 프로세스， 협소메트릭 분석，종단곡선 분석，분기율，장률， 

Abstract : The primary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forming processes of Martian valley 

networks that have been the subject of intense debate since they were discovered in 1960s. In order to infer 

the forming processes of Martian valley networks , comparisons of t1uvial geomorphological indices were 

made between Martian valley networks and terrestrial river networks. The terrestrial river networks 

selected for this research are grouped into three types of rivers , which are ground water sapping channels , 

rivers in arid climates and rivers in humid climates. The geomorphological attributes used for th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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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 hypsometric integral , concavity index , bifurcation ratio and length ratio , which are derived from 

DEMs of both Martian valley networks and the terrestrial rivers. In order to infer the forming processes of 

Martian valley networks from derived geomorphological attributes , both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d 

discriminant analysis were used. This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forms of river channels reflect 

forming processes under different environmental conditions. In addition , based on inferred forming 

processes of valley networks , the past climatic conditions are proposed briefly. The major finding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 the selected Martian valley networks had been formed through three 

different processes. Among twenty valley networks analyzed in this research , most frequent(55~60%) cases 

are those which might be formed by sapping process , and those formed in dry climatic conditions are less 

common(30%) than those formed by sapping process , and those formed in wet climatic conditions are 

rare(10~15%).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 single process might not be suitable to explain the formation of 

Martian valley networks. Secondly ,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 the followings are the past climatic 

scenarios that appear to be consistent with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Martian valley networks. The 

early Noachian mars had experienced a brief period of wet and warm climate, and then the atmospheric loss 

at late Noachian caused a decrease in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rate , and finally resulted in a waning of 

fluvial activities by surface runoffs. At the last stage , the precipitation no longer existed , and Mars became 

a colder and more 따id planet as we can see now. 

Som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completely the forming 

processes of Martian valley networks only through the terrain analysis based on DEM. Furthermore , 

additional research is required to constrain the duration and intensity of individual climatic conditions. 

There also remains a scale problem because the MOLA DEM and SRTM DEM data have different grid 

resolutions. Even though the size of Martian valley networks and geomorphological attributes were selected 

in the way to minimize the scale problem , it is unavoidable at the present stage of Martian terrain analysis. 

If more detailed DEM can be constructed in the near 

Key Words : Martain valley networks , forming process , sapping process , hypsometric analysis , 

longitudinal profile analysis , bifurcation ratio , length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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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벨리네트워크 

1960 , 70년대 매리너 (Mariner)와 바이킹 

(V때ng) 탐사위성이 화성을 촬영한 사진에서 처음 

발견되었던 벨리네트워크는 그것의 발생기원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Masson et 

al., 2005; Hynek et al., 2003). 이 벨리네트워크들 

은 화성에서 지질적으로 형성연대가 가장 오래되 

고， 많은 크레이터들이 보존되어 있는 남반구의 광 

대한 고원지역(cratered highland)에 집중되어 있 

다 

일반적으로 벨리네트워크(valley networks)란 

용어가 별다른 설명이 없이 화성의 지형을 연구하 

는 학자들에 의해 통용되고 있지만， 그것의 정의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벨리(valley)라는 용어는 

협이 높은지형에 의해 막혀있는낮은저지를나 

타내는 용어로 대개 하천이 흐른다. 반면 하도 

(channel)는 하천의 가장 낮은 하상(bed)을 의미한 

q(Bates and Jackson , 1984; Craddock and 

Howard, 2002에서 재인용). 따라서 두 용어를 구 

별하자면， 하도는 물을 가질 수 있고， 벨리는 하도 

를 포함할 수 있다. 화성의 벨리네트워크가 실제 

하도였는지 혹은 순수한 벨리인지는 불분명하다 

(Craddock and Howard, 2002). 용어의 정의와 관 

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벨리를 발생 프로세스를 고 

려하지 않은 중립적인 용어로써， 하천침식에 의한 

벨리(river-cut valley)와 형태적으로 유사한 화성의 

지형들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화성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지형들 가운데 특히 

벨리네트워크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 

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지구상의 하계망과 형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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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매우 유사하며， 그것의 발생프로세스가 현재 

화성의 지표상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물과 관련되 

어있을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보인다. 벨리네트 

워크는 지구상 하계망(drainage networks)과의 형 

태적 유사성으로 인해 일찍이 하천의 침식에 의해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낳았다. 이런 주장은 

과거 벨리네트워크가 형성될 당시의 화성이 현재 

보다 훨씬 따듯하고 풍부한 강우가 존재하는 기후 

였음을 전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원격탐사기술 

의 발전으로 좀더 해상도가 높은 위성사진을 획득 

할 수 있게 되면서 세밀한 형태적인 특정들을 관찰 

할 수 있었고， 이로부터 그것의 발생이 지하수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되었다(Gulick ， 

2001), 이런 주장은 당시의 기후가 지금보다 온난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최근 수년간 성능이 뛰어난 여러 위성들이 보내 

오는 고해상도의 위성사진들에서는 강우에 기인 

한 하천작용의 특성을 보여주는 벨리네트워크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Mangold et al., 2004). 따라서 

현재 화성의 벨리네트워크는 지표유출수(surface 

runo메의 영향을 받은 것과 지하수의 작용이 지배 

적으로 기여한 것의 두 그룹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에 기초하여 당시의 기후조건을 새롭게 이해하 

려는 시도들이 있다(Howard et al., 2004; Harrison 

et al, 2006). 벨리네트워크의 발생 프로세스를 연 

구하는목적이 단지 특정한지역에 형성된벨리네 

트워크를 이해하는데 그치는 것은 아니다. 지형은 

기후와 지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재의 모습 

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그것의 발생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다면 당시의 기후를 재구성해볼 수 있 

고， 아울러 현재의 화성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있다. 



화성(Mars) 벨리네트워크의 발생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2) 연구 목적 워크가 형성될 당시의 고기후를 추정해보파 하 

였다. 

최근 화성의 수치고도 모델(DEM ， Digital 

Elevation Model) 자료가 구축되고 자유로운 이용 

이 가능하게 되면서， 벨리네트워크의 발생기원과 2. 이론적 배경 
관련된 연구는위성사진자료를근거로하는형태 

적 분석이외에， 유역과 하계망을 추출하여 수문지 1) 화성의 지질사 및 기후개관 

형학적인 특성들을 분석하는 등 매우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다. 그러나프로세스의 추정에 있어 유역 

과 하계망의 다양한 특성들을 추출하여 종합적으 

로 평가하기보다는 평면적인 특성 혹은 3차원적인 

일부 특성에 의존하여 분석을 시도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Qaumann et a1., 2002; Luo et a1. , 2005; 

Stepinski et a1., 2005). 그 결과 특정한 벨리네트워 

크의 발생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는 불완전할 수밖 

에 없고， 설명력이 부족한 경우도 볼 수 있다. 따라 

서 발생프로세스를 좀더 정확히 파악하기위해서 

는 평면적인 특성들과 3차원적인 특성들을 종합적 

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분석기법을 통해 화성에서 발 

견되는 여러 벨리네트워크를 분석하고， 그것의 발 

생기원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같은구체적인 연구목적을설정하였다. 

첫째， 지하수의 새핑에 의한 하천， 건조기후지 

역의 하천， 습윤기후지역의 하천으로구성된 지구 

상의 하천들과 화성의 벨리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하계망 및 유역분지를 추출하고， 이로부터 하천의 

발생 프로세스를 유추할 수 있는 정량적 특성들을 

추출하파하였다. 

둘째， 추출된 정량적인 특성들에 대한 통계학적 

비교분석을 통해 화성 벨리네트워크의 발생프로 

세스를 추정하고， 그 유형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셋째， 추정된 발생프로세스를 기초로 벨리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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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질사 개관 

화성 의 지 질사(geological history)는 크게 노아 

(Noachian) , 히스퍼 (Hesperian) , 아마존(Amazon 

ian)의 세 개의 시기로 나누어진다(Tanaka and 

Scott, 1987). 각 시기들은 지표면에 남아있는 크레 

이터의 크기와 개수를 이용하여 결정된다. 먼저 노 

아기는 껴억년-38억년사이의 기간으로， 이 시기 

에능 태양계가 형성된 후 남아있던 수많은 운석， 

미행성(planetesimal) , 혜성들의 각 행성에 대한 충 

돌이 매우 활발했다. 따라서 이 시기에 화성은 이 

른바 대량폭격(heavy bombardment)을 겪게 되는 

데， 현재 지질연대가가장오래된 남반구의 고원지 

역에 남아있는 수많은 크레이터들이 이를 말해준 

다. 이런 충돌과정에서 많은 휘발성물질들 

(volatiles , H20, C02 , NH3, 등)이 행성에 더해졌 

는데， 특히 C02와 NH3는 화성초기에 온실효과를 

강화시켜 지표변에 액체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 

을 정도로 기온을 상승시켰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Gibson et a1., 1999). 후기 노아기는 벨리네 

트워크의 형성이 시작된 시기로， 이들 벨리네트워 

크가 활발하게 발달하면서 남반구의 고원지역에 

있는 많은 크레이터들은 상당한 침식과 변형을 겪 

었다. 이들 벨리네트워크는 다음 시기인 히스퍼기 

까지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노아기가 끝날 

무렵 남반구의 고원지역에서는 화산활동이 활발 



했다. 다음으로 히스퍼기는 38억년-18억년에 걸친 

기간으로， 이 시기에 해당하는 지역은 노아기의 그 

것에 비해 적은 수의 크레이터 (crater)를 가지고 있 

으며， 대체로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Syrtis Major, TempTerra , Elysium, Tharsis지 역 등 

에서의 주요화산활동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또 

한 이 시기에는 대규모의 ó}웃플로우 채널들이 발 

생했으며， 적도근처에는 거대한 Valles Marinaris 

협곡이 형성되었다. 남반구 고원지역에서 발생한 

많은 벨리네트워크는 이 시기까지도 그 활동을 지 

속한것으로보인다. 

마지막으로 아마존기는 18억년~현재까지의 시 

기로， 북반구 저지대(lowland)의 대부분이 이 시기 

에 형성되었다. 벨리네트워크는 이 시기에도 발생 

하였는데， 주로 화산의 측면(flank)에서 나타났다. 

초기 아마존기에 형성된 방패형 화산(shield 

volcan이인 Alba Patera에 형 성 된 벨리네트워크는 

그 형태가 지구상의 그것과 매우 흡사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Gulick ， 2001). 이 시기에 화산의 측면에 

형성된 벨리네트워크는 화산속 마그마로부터 방 

출되는 열로 인한 설괴(snowpack)의 기저융해가 

그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Fassen and Head III , 

2어6). 후기 아마존기는 화성에서 가장 규모가 큰 

올림푸스 몽(Olympus Mons)화산이 형성된 시기 

이다. 타시스(Tharsis)지역의 서쪽에 위치한 아마 

조니스 플래니셔(Amazonis Planitia) 저평원지역은 

올림푸스 몽으로부터 흘러나온 용암류(lava flow) 

에 의해 거듭 피복되었고， 화성에서 가장 젊은 화 

산활동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양극 주변의 

넓은평원과사구들이 형성된것도이 시기이다. 

1) 지구와 화성이 평균태양상수(Wm')는 각기 1367과 58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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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 개관 

화성은 소량의 질소(2.7%) ， 아르곤(1.6%) ， 산소 

(0.13%)와 함께 그 대부분이 이산화탄소(95%)로 

구성된 짧은 대기를 가지고 있다 대기압은 지구대 

기압의 0.5-1%에 불과하며， 대기에 포함된 수증기 

의 양도 극히 미량이다. 대기압이 물의 삼중점 

(triple point)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기온이 물 

의 융해온도이상으로 상승하더라도 얼음이 녹아 

서 액체가되기보다는곧수증기로기화할것이다. 

대부분이 이산화탄소로 구성된 현재의 짧은 대 

기가 온실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나， 그 정도는 대 

기가 없을 경우와 비교할 때 복사평형온도에서 약 

5K를 상승시키는 정도에 불과하다. 여기에 태양으 

로부터 지구보다 먼 궤도를 공전하고 있으므로 훨 

씬 작은 태양상수(solar constant)를 가지고 있다]) 

또한 화성에는 호수나 바다가 없기 때문에 행성표 

면의 열용량도 상대적으로 낮아 밤과 낮의 온도변 

화에 매우 민감하다. 이 런 점들로 인해 화성은 지 

구보다훨씬기온이 낮고일교차가매우큰행성이 

다. 한낮에 적도부근의 가장 높은 기온은 20 0C를 

넘기도 하지만， 겨울철 극지방에서는 기온이 -130 

℃까지 떨어진다. 겨울철의 이 온도는대기를구성 

하는 이산화탄소가 결빙될 수 있는 수준으로， 극지 

방에서는 계절적 인 극관(seasonal polar ice cap)의 

형태로 지표면에 동결된다. 

이와 같은 현재의 기후조건과는 달리， 화성에서 

발견되는 유수에 의한 여러 지형들은 과거의 기후 

가 지금과는 매우 상이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 

다. 연구자들은후기 노아기와초기 히스퍼기가 이 

와 같이 따뜻하고 습윤했던 기후를 가진 시기 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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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고 아마존기 이후로 화성 

의 기후가전혀 변화가없는정적인상태는아니었 

다. 지축 기울기의 주기적인 변화는 지구에서와 마 

찬가지로 화성의 기후에도 주기적인 변화를 가져 

왔을 것으로 보인다(Read and Lewis, 2004). 

2) 벨리네트워크의 발생기원에 관한 이론 

(1) Groundwater Sapping Model 
이 모델은 화성의 벨리네트워크가 지하수의 새 

핑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설명한다(Gulick ， 1998; 

Malin and Carr , 1999). 지하수에 의한 새핑 

(groundwater sapping) 이 란 사면 혹은 단층애 

(escarpment)를 따라 형성된 지하수 유출대 

(seepage zone)가 지하수 흐름의 집중을 유발하 

고， 이것이 나타나는 부근의 물질들을 풍화 및 침 

식시키는 과정을 말한다(Ritter et a1., 2002). 이 모 

델은 지하수가 유출되는 지점에서 화학적 풍화와 

침식이 진행됨에 따라 하도의 두부와 측벽 (head 

and sidε wall)의 약화 및 붕괴가 일어나고， 이 과 

정에서 발생하는 퇴각침식 (retreating erosion)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벨리가 형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하수의 새핑 작용에 의해 형성 

되는 벨리들은 일반적인 하천과 구별되는 몇 가지 

의 공통된 특정을 보이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chumm et a1., 1995; Jaumann et a1., 2002; 

Lamb et a1. , 2006). 

먼저 새핑 에 의해 발생한 벨리들의 경우 유역내 

지표의 개석이 미미하고 수지상의 하계망 발달이 

미약하다. 그 이유는 강우(precipitation)에 의한 침 

식의 경우 유역의 전반적인 개석과 함께 하계망의 

발달을가져오나，새핑에 의한침식의 경우지하수 

의 유출지점(seepage zone)에 국지적 인 침식 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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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기 때문이다. 둘째， 지류들은 짧고 뭉뚝한 

(short and stubby) 형 태 와 함께 원형극장형 태 의 

두부(amphitheater-shaped heads)를 보여주는데 , 

이는 벨리의 형성에 기여하는 사면유역이 매우 빈 

약하고， 두부 벽면(head wall)의 기저를 지하수가 

새핑함으로써 만들어지는 형태적인 특성이다. 셋 

째， 지하수의 새핑에 의해 형성된 벨리의 경우 하 

류라 할지라도 뚜렷한 유량증가가 없기 때문에 대 

체로 일정한 하폭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넷 

째 , 벨 리 의 정 렬과 플랜폼 (alignment and 

planform) 이 구조적 인 영향(structural control)을 

많이 받는다. 이는 지따의 흐름이 지층구조와 밀 

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지류들의 합류 

각도(junction angle)가 크다(55
0 

- 65
0

) 

한편 Gulick(998)은 이 모텔에서 지하수의 유 

출을 설명하기 위해 열수시스템 (hydrothermal 

systems) 이론을 제시하였다. 화성의 지표층에 깊 

게 형성되어있는 빙권(cryosphere )의 하부에 마그 

마가 관입하면 이로 인해 국지적으로 활발한 열수 

순환(hydrothermal circulation)이 발생하고， 나아 

가 지하수의 지표유출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런 

국지적인 열수시스댐은 지하수 시스댐에 온도경 

사(temperature gradient)를 발생 시 키고， 더 차갑고 

밀도가 높은 지하수대의 지하수를 유입시킴으로 

써 벨리를형성하는과정에서 유출된 지하수를보 

충하게 된다. 따라서 강우를 통한 지하수의 보충을 

전제하지 않으므로， 이 모델은 화성이 초기 지질시 

대부터 지금처럼 줍고 건조한 행성(cold and dlγ 

Mars)이었다는 시나리오에서도 벨리네트워크의 

형성을설명할수있다. 

현재 화성 지표면의 구성물질에 대한 원격탐사 

에서는 탄산염암(carbonate rocks) 퇴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탄산염암은 대기 에 있는 이산 



화탄소가 호수와 바다 등의 물에 용해되어 칼숨이 

나 마그네숨 등의 미네랄과 결합함으로써 생성되 

며， 이는 호수와 대양의 바닥에 퇴적된다. 따라서 

초기 지질시대의 화성이 온난하고 대기의 밀도가 

높아 강우(rainfall)와 더불어 지표면에 액체상태의 

물(호수， 대양)이 존재했다면 지구와 마찬가지로 

다량의 탄산염 퇴적이 진행되었을 것이고， 현재 화 

성의 지표면에 대한 원격탐사에서 그것이 발견되 

어야 할 것이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탄산염암이 

화성의 지표면에서 발견되고 있지 않은 것은 벨리 

가 형성되던 초기지질시대가 줍고 건조한 조건이 

었음을 반영한다는 주장이 있으며(Christensen et 

a1., 2000) , 지하수에 의한 새핑 모델은 이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면서도 벨리의 발생을 설명할 수 있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Craddock and Howard , 

2002). 

이 모델과 관련하여 비교할 만한 지구상의 유사 

한 지형으로써， 미국 서부 콜로라도 고원 

(Colorado Plateau) 의 나바호 사암지 대 (Navajo 

Sandstone)에 형성된 벨리들과하와이군도화산의 

측면에 형성된 벨리들이 지하수의 새핑이 기여해 

발생한 것으로써 흔히 제시되어왔다(Howard et 

a1., 1988; Gulick, 1998). 그러나 이 모델의 예로써 

제시되는 지구상의 몇몇 벨리들은 강우에 의한 지 

하수의 보충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 에서 , 강우와 

이에 기인한 지표유출수{surface runofD의 부재를 

전제한 줍고 건조한 화성의 지표면에 형성된 대규 

모의 벨리네트워크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부적 

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Craddock and 

Howard, 2002). 

또한 이 모텔의 기후조건과 관련하여， 탄삼염암 

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곧 이것이 생성되 

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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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화산활동이나 마그마의 분출과정에서 대기중 

으로 방출된 아황산가스(S02)가 수증기와 결합하 

여 황화수소(H2S04)를 형성하고， 이것이 이미 지 

표면에 생성 · 퇴적된 탄산염과 접촉하여 파괴했 

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생성된 탄산염 

입자의 크기나 지표의 특성(surface texture)으로 

인해 원격탐사장비에 탐지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 

며， 현재의 기후조건하에서 토양생성이 풍부한 경 

우에도 초기 지질시대에 생성된 탄산염은 탐지되 

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Craddock and Howard, 2002). 

(2) Warm and Wet Mars Model 

이 모델은 화성의 벨리네트워크의 발생기원을 

지구상의 하천과 동일하게 파악하고 있다 

(Craddock and Howard , 2002; Hynek and 

Phillips, 2003). 일반적인 하천의 형성과정은 먼저 

강우에 기 인한 지표유출(overland flow)에 의해 토 

양의 침식이 발생하고， 유역에서 물의 이동이 충분 

히 집적되면 하도가 형성되며， 나。까 물과 퇴적물 

의 효율적인 이동을 위해 하계망이 발달하는 것으 

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화성은 지표면 

의 평균기온이 223K(-50 0C)에 이를 정도로 극저옹 

상태이고 대기에는 극히 미량의 수증가가 포함되 

어 있다는 점에서， 강우에 기인한 벨리네트워크의 

발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발생당시의 기후가 현 

재와는 사뭇 달랐을 것을 요구한다. 

현재 이와 같은 기후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유 

력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 대기중의 C02에 의한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이론이다. 이 이론은 

초기지질시대의 화성대기에 포함된 짙은 온실가 

스가 지표면에 액체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을 만 

큼 기온을 유지시켜， 강우와 이로 인한 침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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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리가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Craddock and Howard, 2(02). 온실효과 

와 관련 Pollack et a1. (1987)은 일차원복사대류기 

후모텔(one-dimensional radiative - convective 

climate model)을 이용하여 화성의 초기지 질시대 

의 지표면에 액체상태의 물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는 0.75 - 5 bar의 C02의 부분압이 필요했을 것으 

로 추정했다. 한편 Anders and Owen(1977)은 초 

기 화성 이 방출한 C02의 양은 525 millibar.로써 , 

이 정도는 지표면에 액체상태를 유지하는데 충분 

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화성이 초기시대에 따듯하고 강우가 존 

재했다는 것을 전제하는 이 모델도 다음과 같은 문 

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항성진화의 정도에 

의할 경우， 화성의 초기지질시대에는 지금보다도 

태양의 복사에너지 양이 약 30%나 적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과("Faint ， Young Sun Paradox") , 지 

구보다 훨씬 원거리에서 태양을 공전하는 화성은 

지구와 비교해 43%정도의 태양광선을 받고 있다 

는 점에서 온실효과를 고려해도 과연 액체상태의 

물이 지표면에 존재할 수 있을 만를 따듯한 대기를 

유지할수있었을지에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있 

다(Hoffmann ， 2000; Craddock and Howard , 

2(02). 둘째， 강력한 온실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가정한 짙은 C02는 오히려 대기에 두터운 C02 빙 

운(ice cloud)을 형성하여 태양에너지의 복사를 차 

단하고， 그 결과 행성의 표면을 냉각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Kasting ， 1991), 셋 

째로 지하수 새핑의 문제점에서 소개한 것처럼， 해 

석에 있어 논란이 있지만화성의 지표면에서 탄산 

(3) Hybrid Model 

강우와 지하수의 새핑작용의 결합이라 할 수 있 

는 이 모델은 벨리의 형성과 발달에 있어 지표를 

투과하는 강우에 의해 함양(surface-fed recharge) 

되는 지하수의 국지적인 유출이 중요한 작용을 했 

다고 설명한다(Grant ， 20(0). 이 모텔에서 강우(눈 

또는 비 )는 높은 투수력 (infiltration capaciη)을 가 

진 지표층을 통해 대부분 홉수되어 지하수로 유입 

되고， 이 지하수대에서 유출되는 지하수의 새핑작 

용으로 벨리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아울러 이런 벨 

리의 발달은 더 이상 강우가 존재하지 않게 된 후 

에도， 지하수대가 고갈될 때까지 계속되었을 것이 

라고한다. 

Grant(2000)는 Magaritifer Sinus(OO-검。W， O
O

_ 

30
0

S)지역의 여러 유역과 벨리네트워크들을 분석 

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들을 이 모델의 

근거로제시하고 있다. 첫째，유역분수계에서 벨리 

들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통합 

(integration)되어 있다는 점. 둘째， 많은 벨리들이 

분수계 근처에서 발원하는 점. 셋째， 벨리에서 추 

정되는 침식량이 싱크들(sinks)에 퇴적된 세디먼트 

의 양과 비교할 때 600/。에 불과하다는 점 등이 그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지하수의 새핑 작용만 

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강우의 존재를 

필요로 하며， 특히 세 번째로 제시한 싱크의 초과 

퇴적량은 하천간역(interfluve)에서 침식되어 이동 

해 온 세디먼트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 

로， 이는 상당한 규모의 강우와 연관된 것이라고 

추정하고있다. 

염암이 발견되지 않는 사실도 짙은 C02와 지표면 (4) Basal Melting Model 

에 액체상태의 물의 존재를 가정한 이 모델에 약점 이 모텔은 온실효과에 의하여 강우가 발생하고， 

으로 작용하고 있다(Hoffmann ， 2뻐). 나0까 벨리를 형 성할 수 있을 만큼 화성의 초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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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시대가 온난했다는 이론을 부정하면서 , 두꺼운 

빙하의 기저에서 발생하는 융해(basal melting)가 

벨리네트워크를 발생시켰다고 설명한다(Fassett 

and Head , 2006;Carr and Head , 2003; Zent , 

1999), 이와 관련 Carr and Head(2003)는 행성의 

형성과정에서 저장된많은양의 물과낮은기온이 

초기지질시대의 화성지표면에 광범위한 눈과 얼 

음의 퇴적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형성된 빙하에서 

발생한 기저융해는 벨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지표 

유출수를 공급했을 것이라고 하였다. 기저융해는 

지표의 열류(surface heat flow)와 얼음의 두께 및 

표면의 온도에 의존하는데 이 관계를 식으로 나타 

내면다음과같다. 

끼
 
U 戀

-k 
-* 

Z 

이 식에서 Z은 기저융해가 발생하기 위해 요구되 

는 얼음의 두께 ， K는 얼음의 열전도율(thermal 

地理學論養 저150호 (2007, 9) 

conductivity) , T s는 평균표면온도(surface . average 

temperature) , T m은 녹는 온도(melting point), Q 

는 열류를 각기 의미한다(Zent， 1999) , Zent는 얼 

음표면의 온도가 250K이고， 초71 화성지표면의 열 

류를 100 mWmγ로 가정할 때， 약 500m 두께의 

얼음은 기저융해를 발생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계산했다. 한편 기저융해로 발생한 액체상태의 물 

이 빙점보다낮은저옴에서 수백 킬로미터의 거리 

를 이동하며 벨리를 형성하는 것01 가능한지와 관 

련하여， Wallace and Sagan(1979)은 시물레이션에 

의하여 현재의 화성 기후조건에서도 최소한의 유 

량이 생성되면 얼음덮개(ice cover) 아래에서는 수 

백 킬로미터를 흐를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I'\orth 

〈그림 1)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각 벨리네트워크의 위치 

Sout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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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대상 

1)화성 벨리네트워크 

일차적으로 NASA가 제공하는 화성 벨리네트워 

크의 목록(Mars Vallis list)을 참고하여， 이들 벨리 

네트워크들 가운데 150kmòl상의 길이를 가진 것 

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지나치게 규모 

가 작은 벨리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할 경우， 분석 에 

사용하는 MOLADEM의 해상도를 고려할 때 정확 

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유역분지에 형성된 

크레이터들에 의한 지형변화의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일정 규모이 

상의 벨리네트워크에서도 기존 연구자들의 분석 

대상이 되었던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NASA의 목록에 기재되어 있 

지는 않으나， 규모와 형태에서 분석대상으로 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두 개의 벨리네트워크를 연구대 

상에 추가하였다. 이 벨리네트워크들은 공식적인 

명칭이 갖고 있지 않으므로본 연구에서 Unnamed 

Valles 1과 2로각기 명명하였다. 이와같이 선정된 

총 20여개 벨리네트워크의 위치는 그림 1에서 보 

는바와같다. 

2) 비교하천 

비교연구를 위해 선정한 지구상의 하천은 지하 

수의 새핑에 의한 하천， 건조기후지역의 하천， 습 

윤기후지 역의 하천 등 모두 세 개의 그룹으로 구성 

하였고， 각 그룹은 7개씩의 개별 하천을 가지고 있 

다. 다음은 비교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각 하천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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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대한설명이다. 

(1 ) 지하수 새핑에 의한 하천 

@ 아타카마 사막의 Quebradas 

위도상으로 18-22
0 

S에 해당하는 칠레 북단의 

중앙 안데스산맥의 서쪽사면에는 두 종류의 매우 

다른 형태를 가진 벨리들이 존재하고 있다. 한 종 

류는 폭이 넓고 깊게 파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종류는 폭이 좁고 갚이가 얄은 벨리들이 평행 

한 모습을 보이는데， Quebradas란 전자를 말한다. 

특히 Quebradas는 위도상으로 18
0 

- 19.30
0 

S에 

해당하는 사면에 주로 형성되어 있다. 이 지역은 

연평균 강수량이 100 mm안팎에 불과한 초건조 

(hyperarid)의 기후를 나타내며， 이런 건조한 기후 

는 마이오세 (Miocene) 에 시작되어 플라이오세 

(Pliocene)에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Hoke et a1.’ 

2004). 

수 십 미터의 얄은 깊이를 가진， 사면을 따라 평 

행한 패턴(parallel pattem)을 보이는 하계망은 이 

지역의 극히 적은 강우량으로 인해 지난 천만년동 

안 경관변화가 거의 없이 매우 천천히 발달해온 것 

으로 드러났다. 반면 Quεbradas는 매우 깊게 절개 

된 수지상의 하계망(dendritic drainage pattem)을 

보이며， 해안의 코딜레라( Cordillera)를 지나 태평 

양에서 끝나고 있다. 이 지역의 극히 적은 강수량 

을고려할때，수백 미터에서 1km 안팎에 이를정 

도로 갚숙이 침식된 지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하수에 의한 새핑이 주된 발생프로세스일 것으 

로 해석되고 있다. 지류들이 합류하는 각도 

(junction angle)와 원 형 극장형 태 의 상류부 

(amphitheater heads) , 낮은 하계 밀도 등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Hoke et a1., 2004). 중앙 안데스 

의 서쪽사면에 발달되어 있는 이와 같은 



Queb띠das는 지형분석에 있어 지하수의 새핑 프 

로세스에 의해 발달된 화성의 일부 벨리네트워크 

와의 비교대상으로써 가치가크다. 이 지역에서는 

세 개의 Quebradas를 선정하였다. 

@ 콜로라도 고원의 벨리네트워크 

연평균 강우량이 250mm 안팎에 불과한 건조기 

후를 가진 콜로라도 고원의 글렌 캐년 (Glen 

Canyon) 지역에서는 원형극장형태의 두부 

(theater-shaped heads)를 가진 벨리들이 많이 발 

견된다. 이들 벨리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징 

을 보이는데，(J) 원형극장형태의 두부，~ 두부 

(source)로부터 출구(oulet)까지의 비교적 일정한 

하폭，@ 높고 가파른 양안의 측벽 ,@ 강한 구조적 

영향(structural control), @ 빈번한 현곡(hanging 

vaUeys) 등이 그것이다. Laiπ and Malin(1985)의 

연구에 의하면 글렌 캐년 지 역에서 발견되는 이와 

같은 벨리들은 지하수의 새핑에 의해 만들어진 것 

으로， 최근 화성에서 발견되는 일부 벨리네트워크 

와의 형태적인 유사함으로 인해 관심의 대상이 되 

고있다. 

지하수의 새핑에 의한 벨리들은 이 지역의 특유 

한 지층구조 환경에서 발생하였다. 먼저 콜로라도 

고원의 지표면을 덮고 있는 캐멀층(Camel 

Formation)이 우세침식으로 제거되면， 그 아래의 

나바조 사암층(Navajo Sandstone)이 노출되고 강 

우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깊이가 얄은 수로들이 발 

달하게 된다. 지표유출수(surface runofD는 주로 

절리를 따라 흐르면서 이를 더욱 확대시켜 지등나 

의 유출(ground-water seepage)을 발생시키는데， 

그 지점은 투수성과 공극율이 높은 나바조 사암층 

과 그 아래의 불투수층인 카엔타층(Ka때yent띠 a 

Foαrmationαon)에이 접햄승하}뜯는 경계면이다다. 지재승하}냐수의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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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주변(seepage zone)의 사암층에 풍화를 가 

져와 약화시키며， 이것이 제거되면서 퇴각침식 

(retreating erosion)이 점차 진행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발달하는 벨리들은 인접한 지류들을 

흡수결합하기도하며，새핑의 진행에따라점차크 

기를 확대시키며 성장한다. 이런 성장은 수두부 

(spring head)의 유역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점차 

느려지게 된다. 이 지역에서 지하수의 새핑에 의해 

벨리가 발달하는 유역의 지하수 흐름은 벨리의 양 

안측벽을 향해 수렴하고 있다(Laity and Malin , 

1985). 

한편 글렌 캐년으로 유입하는 에스칼란트강 

(Escalante River)의 서쪽에 형성된 지류들은 앞서 

소개한 지하수의 새핑에 의해 형성된 벨리들과는 

매우 다른 형태를 나타내는데， 하폭은 하류로 갈수 

록 증가하며 , 일차수 하천의 말단부는 매우 가늘어 

지고， 종단곡선(longitudinal profile)은 오목한 형 

태(concave upward)를 갖고 있다. 지질적 동질성 

과 동일한 기후조건에서 이와 같이 대조적인 두 가 

지 형태의 벨리들이 형성되는것은강우에 의한지 

표유출수와 지하수의 상대적인 역할의 정도에 차 

이가 있기 때문이다. 에스칼란트강 서쪽의 지류들 

이 형성되는 지점에서는 지하수의 흐름이 벨리의 

두부로부터 멸어지는방향을보이며，지표면을덮 

은 불투수의 암석층과 함께 비교적 넓은 유역면적 

으로 인해 지표유출수의 양이 풍부한 것을 특정으 

로 하고 있다(Laiπ and Malin, 1985). 비교연구를 

위한 대상으로써 이 지역에서는 4개의 새핑 하천 

을선정하였다 

(2) 건조기후의 하천 
건조기후의 하천은 미국 아리조나 남부 및 멕시 

코 북서부지역에서 선정하였다. 캘리포니아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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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이 지역은 미국 아리조나주와 멕시라 접 

경하고 있는 지 역으로 힐라사막(Gila Desert)이 위 

치해있다. 이 지역의 연평균강수량은 250mm이하 

에 해당하는 매우 건조한 지 역이다. 이 지 역에서는 

비교연구대상으로 6개의 하천을 선정하였다. 하천 

들이 위치한지역의 고도는 250-700m의 분포를나 

타내고 있다. 나머지 한 개의 하천은 역시 건조기 

후인 콜로라도 고원에 위치한 윌로우 크리크 

(Willow Creek)를 선정하였다. 

(3) 습윤기후의 하천 

습윤기후의 하천은 미국 동부 연안지대에 위치 

한 4개 주(미시시피， 앨라배마， 조지아， 사우스캐 

롤라이나)에서 선정하였다. 이 지역은 연평균 강 

수량이 1500-2000mm로 습윤 아열대기후(humid 

subtropicaD에 해당하며 , 많은 하천들이 동부해안 

으로유입하고있다 하천들이위치한지역들의고 

도는 대체로 250m이내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비교연구 대상으로 총 7개의 하천을 이 지역에서 

선정하였다. 

4. 연구자료 및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는 화성의 벨리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위해 NASA가 제공하는 MOLA DEM을 사용하였 

다. MOLADEM은화성탐사위성 마스글로벌 서베 

이 어 (Mars Global SUIVeyer)에 탑재 된 레 이 저고도 

계 (MOLA, Mars Orbiter Laser Altimeter)를 사용하 

여 측정한 화성전역의 고도값을 표현한 수치고도 

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DEM)òl다. 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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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MOLA DEM은 해상도가 128pixel/ degree 

로써 가로세로 463m의 격자크기를 가지고 있으 

며， 고도값의 절대수직오차(absolute vertical 

accuracy)는 10m이내이다. 지구상의 비교대상 하 

천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는 SRTM 90m DEM을 기 

본적으로 사용하였다. SRTM DEM은 지구전역에 

대한 우주왕복선의 레이다 지형측량사업 (Shuttle 

Radar Topography Mission)을 통해 구축된 자료로 

써， 미국 지질조사국이 배포하고 있으며， 90m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콜로라도고원의 

일부 하천에 대한 분석을 위해 미국 지질조사국이 

제작 및 배포 하는 USGS 30mDEM을 아울러 사용 

하였다. 

연구대상인 각 벨리네트워크의 발생프로세스 

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위의 DEM들을 

사용하여 연구지역으로부터 하계망 및 유역분수 

계를 추출하였고， 이를 기초로 협소메트릭 분석， 

종단면 분석， 분기율 분석， 장률 분석을 각기 실시 

하였다. 이 분석들을 실행하기 위한 도구로써 수문 

지형분석을 위해 개발된 소프트웨어인 RiverTools 

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2) 연구방법 

(1 ) 힘소메트릭 분석 

현재의 지형은 구조운동(tectonics)과 침식작용 

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결과이 

다. 이 런 지형발달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 

여 , Weissel et a l. (994)은 협 소 메 트 리 

(hypsometry )가 구조운동과 침식활동의 상호작용 

을 반영할 수 있으며， 이들 프로세스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형지수 

(geomoφhic index)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바 있 



다. 협소메트릭 분석은 유역에서 고도와 면적분포 

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일정한 유역으로부터 

평면적 특성이 아난 3차원의 정량적 정보를 추출 

하여 발생 프로세스를 알아보려는 시도이다 2) 

먼저 협소메트릭 곡선(hypsometric cuπe)은 고도 

에 따른 유역면적의 분포를 나타내는 것으로， 특정 

한 유역에서 일정한 상대고도(y=hJl--I)이상의 고도에 

분포하는 상대적인 면적비(x=a/A)를 나타낸다. 

(h ì ’ .111,) r ------- ‘ j ‘11) I (l lhldh .1 ’;(l 、 h 1.! I1 
dh J 

위 식에서 A(h)는유역내에서 일정고도(h) 이상 

의 상대적인 면적을， 그리고 a(h)는 밀도함수를 나 

타낸다. 협소메트릭 곡선은 항상 사각형 의 o 

,1.1'= !의지점에서시작하여 1=1 iI ζ ‘’의지점에 

이른다. 그러나 곡선은 유역내의 고도에 따른 면적 

의 분포량에 따라두지점사이에서 다양한 경로를 

띠게 되므로， 형태가 다른 각 유역은 서로 상이한 

협소메트릭 곡선을 보인다(Strahler ，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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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연구가들은 이 러한 협소메트릭 곡선을 지 

형 의 발달단계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도 하였다(Schumm ， 1956; Strahler, 1952 ,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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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hler는 여러 유역의 협소메트릭 곡선을 도출한 

후， 이를 형태별로 분류하여 볼록형 (convex)은 유 

년기의 지형을 나타내며， S자 형태의 곡선은 성숙 

단계의 지형을 그리고 오목형 곡선(concave)은 노 

년기의 지형을 각기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세 번째 형태의 지형을 잔구(monadnock)로 언급 

하였다. 다음으로 협소메트릭 적분(hypsometric 

integrals, HI)이란 협소메트릭 곡선의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계산한 값으로， 이는 침식과정을 

거친 후 현재 남아있는 원지형의 양(volume)을 나 

타내는데，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11깐 J;2232피;찌찌’ (2) 

이 계산식에서 “μUH “” 은 유역의 평균고도， 
쩌 

기 의미한다. 협소메트릭 적분(HI)은 이론상 0에서 

부터 최대 1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발생 유역의 경우 HI값은 0.2-0.8을 보이며，시 

이보다 높은 값은 원지형의 대부분이 미개석의 상 

태로써 아직 사면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 

마한다(Ritter et al., 2001). Strahler는 HI값이 

0.6-0.4의 범위에 있는 경우를 평형상태로， 0.6보 

다큰값을가지는경우는비평형상태에 있는것으 

로 보았다(Stra버er ， 1952). 한편 이 분석방법은 하 

계망의 형성원인에 따라 나타나는 유역의 지형적 

인 차이를 식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었다. (Wei Luo , 

2000; Grant and Fortezzo, 2003). 

2) 협소메트릭 분석은 Langbein et a1. (1947)이 유역을 분석하면서 수문정보의 계산을 위해 최초로 사용하였다 
(Stra비er， 1952에서 재 인용). 

3) 강우에 의한지표유출수의 침식이 지배적인 유역의 경우대체로 0.5이하의 값을보인다(Grant et a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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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mIalll:3Ø W뼈 

〈그림 3) 지형과 힘소메트릭 곡선과의 관계 
(Hurtrez et al., 1999) 

지하수의 새핑 프로세스를 주로 경험한 하천유 

역분지의 경우， 강우에 기인한 지표유출수의 침식 

작용으로 형성된 유역분지와 비교할 때 국지적인 

침식이 두드러지고 유역의 전반적인 개석은 매우 

미약하다(Grant and Fortezzo, 2003) , 협소메트릭 

곡선은이런지형적인특성을반영할수있는데， < 

그림 3)은 새핑 프로세스에 의해 유역내의 침식이 

국지적인 경우 곡선은 볼록한 형태를 띠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반면 강우에 의해 전반적 이고 충분한 

개석이 이루어진 유역은 그림에서처럼 오목한 형 

태의 곡선을 보인다. 이와 같은 차이는 협소메트릭 

적분(HI)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전자의 경우에는 

높은 값을，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갖게 된다. 따라서 지형의 차별적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협소메트릭 분석은 특정한 유역과 하계망 

의 형성에 지배적으로 기여한 프로세스를 간접적 

으로 추정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협소메트리(hypsometry )의 스케일 의존성과 관 

련하여 , Hurtrez et al. (1999)은 중앙 네팔지 역의 7 

개 유역분지를 대상으로 다양한 격자크기 (20m ， 

40m, 1어m， 200m, 400m, 800m)의 DEM을 사용하 

여 DEM의 해상도가 협소메트리(hypsometry )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결과는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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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달리하여 추출한 통일한 유역의 협소메트릭 곡 

선들이 거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을 보여주었 

는데， 이는 협소메트릭 분석이 DEM의 해상도에 

매우 독립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협소메 

트릭 분석은 다양한 해상도의 DEM자료들을 사용 

하여 지형을 비교분석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하며， 

신뢰할 수 있는 분석기법이다(Hancock ， et al" 

2006; Hurtrez et al., 1999) ,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 

은 협소메트릭 기법의 특성들이 화성의 유역분수 

계와 지구상의 유역분수계를 비교분석하는데 있 

어서도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하여 이를 분석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종단곡선분석 

하천 종단콕선이란 하천의 거리에 따른 하천고 

도의 변화를 의미한다. 종단곡선은 하천이 가진 세 

디먼트(sediment) 운반능력과 유역분지로부터 하 

천에 공급되는 세디먼트와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 

정에서 나타나는 형태적 특성이다(Knighton ， 

1998) , 하천종단곡선에 대한 많은 경험적 연구는 

유역내 하천의 경사(slope)가 유역의 면적 

(drainage area)과 다음과 같은 역지수함수의 관계 

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Knighton ， 1998) , 

s= KA•(3) 

이 식에서 S와 A는 각각 하천의 경사(slope) 및 

유역면적(Drainage area)을 나타내 며 ， K는 종단곡 

선의 가파른 정도(prof1le steepness)를， 뿜 요형도 

지수(concavity index)를 각기 나타낸다. 지구상의 

하천유역분지에서 나타나는 짧은 전형적으로 



0.3-0.7의 범위에 존재하며(Whipple and Tucker, 
1999)Ü, 건조기후의 악지(badland)에서 형성되는 

충적하천(alluvial channel)은 0.1-0.3의 매우 낮은 

값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Tucker and Whipple , 

2(02) . 

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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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ø 값의 변화에 따른 종단면의 변호f를 

나타낸곡선 

일반적으로강우에 기인한지표유출수의 침식이 

지배적인 조건에서 형성되는 하천의 종단곡선은 

오목한 형태 (concave)를 띠게 된다. 이는 상류의 

경우 하중의 입자가 비교적 크고 유량이 적은 관계 

로 경사가 급한 반면， 하류의 경우에는 유량이 풍 

부하고 승}중의 입자가 작아 경사가 완만해지는 경 

향을 갖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최근 Zaprowski 

et al.(200S)은 미국 동부의 고원지역에서 40개의 

유역분지를 추출하여 이를 대상으로 하천종단곡 

선의 형태와 강우와의 관계를 분석한 바 있다. 연 

구지역내 40개의 유역분수계를 분석한 결과에 의 

하면 남동부에 위치한 분수계들은 좀더 오목한 형 

태의 종단곡선이 나타나고， 북서부로 갈수록 오목 

한 정도가 완화되어 8값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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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 한편 강우강도와 연평균 강수량은 연구지 

역내에서 남동부에서 북서부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결과는 강우와 하천종 

단곡선의 형태가 통계적으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 강우의 강도(precipitation intensity)7} 높 

고 연평균 강우량이 증가할수록 하천은 좀더 오목 

한 형태의 종단곡선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짧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한편 Laity(1988)는 미국 유타(Utah)주의 콜로라 

도고원에 형성된 벨리들에 관한 연구에서， 지따 

의 새핑에 의한 벨리는 투수층의 경계면 

(perrneability boundary)을 따라서 형 성 되기 때문 

에 벨리의 종단곡선은 대개 직선에 가까운 형태 

(straight)를 가지며， 층(bed)의 경사(dip)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새핑 에 의 

한 벨리의 경우 구조적인 영향을 받아 종단면에서 

닉포인트(knickpoint)의 발생이 빈번하므로 경사 

및 유역면적의 관계가 단순한 지수함수관계를 보 

이지 않을 수도 있다(Stepinski ， 2003). 아울러 건조 

지 역의 하천들과 악지(badlands)에서 형성되는 하 

천들의 종단곡선도 직선에 가깝고， 0.3이하의 매우 

작은 8값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oward ， 

1980; Tucker and Whipple , 2002; Som et al. , 
2007). 

이와 같은 종단곡선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경사 및 

유역면적의 관계를 분석해 얻은 요형도지수(에의 

값은 특정한 벨리의 발생프로세스를 추정할 수 있 

게 해주는 유용한 지표로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특정유역의 하천이 높은 웹을 보인다면， 하천의 

종단면이 오목한 정도가 크고， 습윤지역의 풍부하 

고 지속적인 강우조건에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 

4) 0.2-1.0의 범위를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다(Hack ， 1957; Tarborton et a1., 1989; Snyder et a1.,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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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반면 낮은 요형도 지수(8)를 보이는 경우， 지 

하수의 새핑 에 의해 발생한 하천이나， 건조한 기후 

조건을 가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천으로 추정할 

수 있다(Stepinski ， 2003).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종단독선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성 벨리네트워크 

의 발생프로세스를 추정하기위해 요형도지수(8)를 

분석도구로 사용하였다. 분석과정에서는 유역내 

하천의 경사(%)와 유역면적(km2)을 각기 로그값 

으로 치환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로그값으로 치 

환된 경사와 유역면적을 사용한 회귀분석결과 얻 

은 회귀선의 기울기를 종단면의 요형도 지수(8)로 

사용하는 것은 유역의 크기와 형태가 미치는 영향 

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Zaprowski et al. , 

2005). 본 연구의 회귀분석에서는 유역내 하천의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각 차수하천의 

평균 경사도 및 평균 유역면적을 변수값으로 사용 

하였다. 

(3) 분기율 분석 

일반적으로 유역내의 하천은 차수가 높아짐에 

따라 그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일정한 차수의 하천의 수(Nk)와 그 

보다 한 차수 높은 하천의 수(Nk+ 1)의 비율을 분 

기율(Rb)이라고 한다. 

인
기
 

r‘
파
 

r 
-R 

(Knighton, 1998; Riπer et a1., 2002)0). 이와 관련 일 

부 연구에 의하면 지하수의 새핑에 의한 하천은 지 

표유출수에 의해 형성된 일반 하천보다 높은 분기 

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chumm et 

a1. (1 995)은 미 국 플로리다 팬핸들 (Florida 

Panhandle) 지역에서 발견되는 새핑에 의한 하천 

들을 조사한 결과 분기율이 5에 가깝거나 심지어 

이를 훨씬 넘는 하천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하천의 차수와 각 차수하천의 빈도를 나타내는 플 

롯(stream frequency plots)은 일반적으로 일직선 

의 형태를보이는데，새핑에 의해 발달된하계망에 

서는 상위 짜의 하천에 비해 빈도가 지나치게 높 

은 1차수하천으로 인하여 플롯이 오목한 형태를 

취하는 경향도 볼 수 있다(Schumm et a1., 1985; 

Jaumann and Reiss , 2002). 따라서 유역내 하계망 

의 분기율이 5에 가깝거나 이를 넘어 비정상적으 

로 높은 값을 보이는 경우， 하천의 발생프로세스와 

관련하여 지하수의 새핑이 지배적인 하천으로 추 

정할 수 있는 준거가 될 수 있다(Schumm et a1., 

1995). 

(4) 장률 분석 

장률(length ratio)이란 유역내에서 일정한 차수 

의 평균하천길이(meanLk)와 그 보다 한 차수 높은 

하천의 평균길이 (meanLk+l)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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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역내 자연하천의 

경우， 지질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경우이외에는 지 경험적 연구결과는 분기율과 마찬가지로 장율도 

질 및 기후환경이 다소 다를지라도 분기율의 값이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체로 3-5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데， 자연하천의 경우 1.5-3의 좁은 범위를 가지고 

5) Jaumann and Reiss(2002)는 3-4의 범위를 제시하였다. 

-76-



있다(Knighton ， 1998). 새핑에 의해 형성된 하계망 

의 경우， 높은 차수의 본류와 비교할 때 하위차수 

의 지류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et al. , 1999). 따라서 하천의 차수와 각 차 

수하천의 길 이를 나타내는 플롯(stream length 

plots)의 형태도 일반하천에서 보이는 일직선의 형 

태가 아닌 볼록(convex)한 형태를 취하는 경향을 

볼 수 있으며， 장률의 값은 분기율에서와 마찬가지 

로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낸다(Schumm et a1. , 

1995). 따라서 연구대상의 하계망에서 산출된 장 

률은 발생프로세스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기준 

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새핑이 주요한 프로세스로 

기여한 하천에서도 일반적인 하천과 같은 양상을 

보이는 예가 있으므로끼 장율이라는 한 개의 변수 

만으로 프로세스를 추정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5. 연구결과 

1) 화성 벨리네트워크의 분석 

연구대상인 화성 벨리네트워크의 하계망을 추출 

함에 있어 흐름방향 결정은 D8알고리듬을 사용하 

였으며， 채널생성 방식은 임계면적 (Threshold 

area)이 아닌 4차수 이하를 제거하는 차수제거방 

식을 사용하였다. 이는 정확한 임계면적을 산출하 

는 것이 어 렵고， 대체로 위성사진에서 명확히 식별 

되는 벨리들이 5차수이상의 하천과 지리적으로 일 

치하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화성의 20 

地理學論蕭 저150호 (2007.9) 

여개 벨리 네트워크로부터 추출한 특성 값들의 통 

계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벨리네트워크의 평균 분기율은 4.0으로써 

지구상 하천의 분기율인 3-5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 

았으나， 그 분포는 3.11-5.32로 매우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장률의 경우， 평균값이 

2.09를 나타내어 역시 지구상 하천이 가진 범위 

(1.5-3)에 존재하였다. 그러나 최소값은 1.3으로써 

매우 낮은 값을 보이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요형도 

지수의 평균값은 0.195로써 매우 낮은 값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부 연구가들이 지구 

상 하천이 나타내는 최소값으로 제시하고 있는 0.2 

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매우 낮은 요형도 지 

수는 화성의 벨리네트워크들이 대체로 선형 

(linear)에 가까운 종단면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 

는 것이다. 협소메트럭 적분(HI)의 평균값은 0.48 

로나타났다(표 2). 

2) 비교하천의 분석 

화성 벨리네트워크에서와 동일하게 흐름방향 알 

고리듬은 D8을 사용하였으며， 채널생성방식은 차 

수제거방식을 사용하였다. 차수제거에 있어서는 

연구대상 벨리네트워크들이 5-6차수를 가진다는 

점에서， 비교연구대상 역시 5-6차수의 하천이 추 

출되도록 하였다. 이는 화성 벨리네트워크의 경우， 

규모가 작은 하위차수의 지류들이 오랜 시간동안 

지형의 변화로 인해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비교하천의 하계망 및 유역으 

로부터 추출한 각 특성 값과 기술통계량은 표 3, 

6) 미국 플로리다 리버티 카운티(Liberty County)의 아팔라치콜라강(Apalachicola River)의 지류인 스위트워터 크리크(Sweetwater 
Creek)는 새핑 에 의해 발달한 하계망임 에도 일반하천의 그것과 차이가 없었다(Schumrn et a1.,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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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추출된 특성값 

Arda Valles 0.46 0.08 3.22 1.80 

2 Evros Valles 0.40 0.34 4.22 2.35 

3 Samara Valles 0.56 0.26 3.75 2.36 

4 Himera Valles 0.35 0.27 5.32 2.86 

7 Locras Valles 0.51 0.10 4.45 2.32 

12 

13 

Granicus Valles 

Parana Valles 

0.68 

0.56 

0.32 

0.07 

3.52 

4.26 

1. 80 

2.19 

20 U nnamed Valles 2 0.45 0.25 3.11 1.31 

〈표 2) 기술통계량 

Concavity Index 

Bifurcation Ratio 

Length Ratio 

m 
-m 
-m 2.21 

1.82 

0.04 

3.11 

1. 31 

0.34 

5.32 

3.13 

때
·
-
뻐
-
-
때
·
 

0.084 

0.596 

0.421 

표 4와같다. 

먼저 협소메트릭 적분(HI)값은 지하수의 새핑에 

의한 하천이 습윤지역의 일반하천보다 높게 나타 

났는데， 이는유역의 국지적인 개석으로 인해 전자 

가 높은 값을 보일 것이라는 연구방법에서의 예상 

과 일치하는 것이다. 반면 건조지 역 하천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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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S: 새핑프로세스 하천， H: 습윤기후의 하천，A: 건조기후의 하천 

3 

4 

5 

6 

7 

8 

9 

10 

11 Georgia 3 

14 

15 Arizona 1 

16 Arizona 2 A 

17 Arizona 3 A 

18 Mexico 1 A 

19 

20 

21 Willow Creek A 

두 집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나타내었 

다. 집단간 변수의 평균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 

한 일원분산분석 결과에 의하면， 세 집단간 협소메 

트릭 적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5) , 

둘째로， 하천종단곡선의 특성을 나타내는 요형 

도지수(concavity index)를 살펴보면， 지하수의 새 

핑에 의한하천과 건조지역 하천의 평균값은두 집 

단 모두 약 0.28로써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연구 

방법 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낮은 값을 보여주었다. 

0.29 0.42 3.85 1. 74 

0.32 0.20 3.99 2.45 

0.35 0.27 3.90 219 

1 0.31 1 0.34 3.68 1.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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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강우가 풍부한 습윤기후의 사례로 선정한 미 

동부지역의 하천들은 평균 0.35로써 다른 두 집단 

보다높은값을보여，강우가요형도지수에 영향 

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확인시켜 주었다 

(Zaprowski et al" 2005). 그러나 집단간의 평균에 

있어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었 

다. 

분기율의 경우 지하수의 새핑에 의한 하천과 습 

윤기후의 하천은 (전자가 약간 높지만)비슷한 평 

균값을 나타나고 있으나， 건조지역의 하천은 다른 



화성(Mars) 벨리네트원크의 발생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표 4) 집단별 특성값의 기술통계량 및 분산분석 

Groundwater sapping 0_526 0.07 

Humid River 0.447 0.019 

Arid River 0.329 0.073 

Groundwater sapping 0.287 0.077 

Humid River 0.358 0_041 

Arid River 0_288 0_083 

Groundwater sapping 4.53 0.56 

Humid River 4.44 060 

Arid River 3_85 0.35 

Groundwater sapping 2_77 0.49 

Humid River 2.36 0_31 

Arid River 1.99 0.29 

HI 

Concavity 
Index 

Bifurcation 
Ratio 

Length 
Ratio 

m271 
m n U 

2.428 0.117 

3.557 0.050 

7.554 0.004 

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 

다. 앞서 연구방법에서 기술했듯이 지하수의 새핑 

에 의한 하천이 일반하천보다 분기율이 상대적으 

로높다고알려져 있으나，본 연구의 사례지역들에 

서 나타난 결과는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분산분석 의 결과도 세 집단간의 평균차이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장률은 새핑에 의한 하천이 일반하 

천보다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Schumm et 

a1.(1995)의 사례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보여 

주었다. 건조지 역 하천은 분기율과 마찬가지로 다 

른 두 집단에 비해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일원분 

산분석 결과에 의하면 집단간 평균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P ( 0.05) , 개별집 

단간 다중비교를 위해 실시한 Bonferroni test에서 

는 지하수의 새핑 에 의한 하천과 건조지 역의 하천 

은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P ( 0.05) , 

다른 집단간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3) 비교분석을 통한 발생프로세스의 추정 

본 연구에서는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각 집단의 

하천 및 유역분수계로부터 추출한 네 가지의 특성 

들을 통계 분석한 후， 이를 기초로 연구대상인 각 

화성 벨리네트워크들의 발생프로세스를 추정하고 

자 하였다. 이 목적을 위해 통계학적 기법 가운데 

다변량분석의 일종인 판별분석 (Discriminant 

analysis) 기법과 주성분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기법을 사용하였다. 

(1 ) 판별분석을 이용한 발생프로세스의 추정 

판별분석 (discriminant analysis)이 란 어 떤 관측대 

상이 소속하는 그룹을 예측하기 위한 통계학적 분 

7) Bonferroni test는 2개 이상의 그룹에 대하여 각 그룹의 평균 차이의 통계적인 신뢰성을 파악하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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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판별함수를 이용한 발생프로세스의 예측결과 

$협훌 f옆.:j1따|짧 홈훌훌혔훌f 

11 Nirgal Vallis S 

12 Granicus Valles S 

13 Parana Valles S 

14 Naktong Vallis S 

15 AI-Qahira Vallis S 

16 Protva Valles S 

17 Licus Vallis A 

18 Tisia Valles S 

19 Unnamed Valles 1 A 

20 Unnamed Valles 2 H 

擬-s 
-H 

-S 

-A 

-A 

-S 

-s 
-H 

-A 

-A 

Arda Valles 

Evros vallis 

Samara Valles 

Himera Valles 

Bahram Vallis 

|ndus Vallis 

Locras Valles 

Scamander Vallis 

F~anedi Valles 

Warrego Valles 

8 

6 

9 

4 

7 

2 

3 

5 

구하였다. 각 단계별 판별분석의 과정을 거친 예측 

결과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판별함수들을 이용하여 20여개 벨리네트워크의 

발생프로세스를 예측한 결과， 지하수의 새핑에 의 

한 벨리네트워크는 1 17R (55%) , 건조기후에서 형성 

된 하천의 특성을 가진 벨리네트워크는 6개(30%) ， 

그리고 지속적이고 풍부한 강우에 의해 형성된 하 

천의 특성을 가진 벨리네트워크는 3개(15%)로 각 

각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 남아있는 화 

성의 벨리네트워크의 대부분이 지하수의 새핑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일부는 건조기후지역의 하천 

과 유사한 것으로 분류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대체 

로 일치하는 것이다(Stepinski and Stepinski , 

2005). 

10 

석기법으로써， 예를 들면 양품 그룹과 불량품 그 

룹， 신용우량자 그룹과 신용불량자 그룹 어느 쪽에 

속하는가를 예측하는 것이다(노형진， 2005)에. 판별 

분석에서는 그룹을 나타내는 목적변수(종속변수) 

와 그룹의 판별에 이용되는 설명변수(독립변수)와 

의 관계를분석하게 된다. 

이와 같은 판별분석을 실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 

서는 2단계의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비교 

대상인 세 개의 하천집단을 지하수의 새핑에 의한 

하천그룹과 강우에 의한 하천그룹(습윤기후 지역 

과 건조기후 지역) 두 집단으로 묶어 판별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선형판별함수를 구하셨다. 

이때 두 개의 집단은 각각 7개와 14개의 케이스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앞의 판별함수 

에 의해 강우에 의한 하천그룹으로 분류된 사례들 

만을 대상으로 습윤기후 지역의 하천과 건조기후 

지역의 하천 가운데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를 예측 

하기 위한 판별분석을 시행하여 선형판별함수를 

8) 이와같은 예측을판별이라하며，관측된 데이터에 의거해 대상을몇 개의 그룹으로나누는군집분류와구별된다. 전자는감독분 
류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후자는 무감독분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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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성분분석(PCA)을 이용한 발생프로세스의 

숭저 
.，-。

본 논문에서는 판별분석을 이용한 발생프로세스 

의 예측과 함께 주성분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에 의한 분류를 아울러 시행하였다. 이는 

각 통계기법에 따른 분석결과의 차이를 비교함으 

로써，좀더 신뢰성이 높은분석결과를 얻파함이 

다. 주성분분석이란 해석하고자한 다차원의 데 

이터를 거기에 포함된 정보의 손실을 가능한 최소 

화하여 2차원 혹은 3차원의 데이터로 축약하는 기 

법이다(노형진， 2002). 이와같은주성분분석은다 

수의 지표를 통합한 종합적인 지표를 작성하거나， 

관측대상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기 위한 목적으 

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주성분분석을 활용하면 

관측대상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비교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지구상의 21개 하계망과 연구대상으로 선 

정한 20여개의 화성 벨리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주 

성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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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주성분점수의 산포도와 발생프로세의 분류 

주성분분석은 정보량을 소수의 요인에 모으는 

것이 목적이므로， 정보량이 1보다 작은 주성분은 

무시되며， 그 결과 제1주성분과 제2주성분이 얻어 

졌다. 제 1주성분과 제2주성분의 정보량의 합계는 

79.96%이다. 그림 6은 이와 같은 주성분분석을 통 

해 얻은 41개 연구대상의 제1주성분과 제2주성분 

의 점수를 (x, y)의 좌표로 간주하여 2차원의 평면 

상에 나타낸 것이다. 아울러 이미 발생 프로세스를 

〈표 6) 주성분분석에 의한 발생프로세스의 분류(괄호의 기호는 판별분석의 예측결과) 

현jj훌 훌옆구t했짧 쓸류첩판 

22 Arda Valles U(S) 
23 Evros vallis H 
24 Samara Valles S 
25 Himera Valles H(A) 
26 Bahram Vallis A 
27 Indus Vallis U(S) 
28 Locras Valles S 
29 Scamander Vallis A(H) 
30 Nanedi Valles S(A) 
31 Warrego Valles A 

번§훌 옆구￡혔상 흩활홈￥칩활 

32 Nirgal Vallis S 
33 Granicus Valles S 
34 Parana Valles S 
35 Naktong Vallis S 
36 AI-Qahira Vallis S 
37 Protva Valles S 
38 Licus Vallis A 
39 Tisia Valles S 
40 Unnamed Valles 1 A 
41 Unnamed Valles 2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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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는 비교하천들의 주성분점수 분포를 기준 

으로 화성 벨리네트워크를 지하수에 의한 새핑 프 

로세스(S) ， 건조기후(A) ， 그리고 습윤기후(H)의 하 

천으로 각기 분류하였다 U로 표시된 영역은 건조 

기후와새핑 프로세스가운데 어느한개의 집단으 

로분류하기 어려운사례를나타낸다. 이를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 6으로써， 판별분석에 의해 지하수 

의 새핑에 의한 것으로 분류되었던 Arda Valles와 

Indus Valles가 주성분분석에 의해서는 명확한 분 

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건조기후의 하천으 

로 분류되었던 Himera Valles와 Nanedi Valles는 

각기 습윤기후와 지하수의 새핑에 의한 벨리네트 

워크로 분류되었고， 아울러 습윤기후의 벨리네트 

워크로 분류되었던 Scamander Valles와 Unnamed 

Valles 2는 건조기후의 특정을 가진 하천으로 분류 

되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벨리네트워크는 두 

가지 통계기법에 의한 발생프로세스의 추정결과 

가동일하였다. 

〈표 7) 기존연구의 분석결과 

At확|쳐얻양{여I옳옳짧월J) Groun엉wat흥r sappin월 ov훌rlan업 flow{H/A) 

Arda Valles(S} Stepi nski(2004} 

Evros Vallis(H} Stepinski(2004} 

Samara Valles(S} Grant(2000} 

Bahram Vallis(A} Harrison and Grimm(2005); 
Hon and Washington(1999} 

Locras Valles(S} Stepi nski(2006} 

Scamander Vallis(H/ A} Irwin et a1.(2005} 

Irwin et aI.(2005}; Harrison 
Nanedi Valles(A/S} and Grimm(2005}; 

Aharonson et a1.(2002} 

Stepinski(2004); 
Schon and 

Harrison and 
Warrego Valles(A) Gulick et aI.(1998}; 

Tanaka(2006) 
Grimm(2005); Ansan 

Dohm et a1.(1998) and Mangold(2003} 

Irwin et aI.(2005); Harrison 
Nirgal Vallis(S} and Grimm(2004); Jaumann 

and Reiss(2002} 

Granicus Valles(S) Christiansen(1989) 

Parana Valles(S} Luo(2002}; Grant(2000} 

AI-Qahira Vallis(S} 
Aharonson et aI.(2002); 
Nelson et a1.(2001} 

Naktong Vallis(S} Stepinski(2006} Irwin et a1.(2005} 

Tisia Valles(S} Stepinski(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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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결과의 검토 및 해석 

연구자는 앞서 통계분석을 통해 얻은 예측결과 

들과 기존의 연구자들이 분석한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연구대상 벨리네트워크의 발생 프로세스를 

분석한 논문들을 대상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였다.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Evros 、lallis를 제외한 사 

례들의 경우， 기존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의 통계분 

석기법들을 이용한 예측결과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받아온 Warrego 

Valles의 경우， 발생프로세스에 대한 견해가 다양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판별분석과 주성분분석을 

이용한 예측에 의하면 건조기후에서 형성된 특성 

을 가진 벨리네트워크로 분류되었다， Evros Vallis 

의 경우， Stepinski(2004)는 하계밀도가 지구상의 

하계밀도와 비교해 현저히 작은 값(O， lkm-1)을 보 

인다는점을근거로지하수의 새핑에 의한하천으 

로 분류하고 있으나， 사용한 DEM의 해상도를 고 

려할 때 정확한 하계밀도를 산출하는 것이 어 렵고， 

하계밀도는 지질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에 

서 이것만으로 발생프로세스를 파악하는 것은 매 

우 불완전한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Nanedi Valles의 경우， 판별분석을 이용한 예측은 

건조기후의 벨리네트워크로， 주성분분석에 의해 

서는 지하수의 새핑에 의한 벨리네트워크로 예측 

되어 각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위성사진에 나타난 

벨리의 형태에 기초한 연구(Irwin et a1., 2005; 

Harrison and Grimm, 2005)와 하천종단곡선 에 기 

초한 연구결과(따1aronson et a1., 2002)는 Nanedi 

Valles를 지하수의 새핑 프로세스에 의한 벨리네트 

워크로 해석하고 있어， 판별분석보다 주성분분석 

을 이용한 예측이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으로나타났다. 

통계학적인 분석기볍에 기초한 발생프로세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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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결과는 화성의 벨리네트워크들이 단일한 발 

생원인이 아닌 다양한 프로세스에 의해 형성된 것 

임을 보여주었다. 이는 화성의 벨리네트워크를 연 

구하는데 있어 단일한 프로세스로 설명하려는 시 

도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아울러 벨리네트워크의 발생과 연관된 기 

후조건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이를 포괄하는 접 

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통계분석을 이용하여 얻은 예측결과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추정된 각 발생프로세스는 다른 프로 

세스를 완전히 배제하는 배타적인 성격의 것이 아 

니라는 사실이다. 비교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지구 

상의 각 하천들을 발생원인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기초로 통계분석을 시행하였지만， 이들 발생원인 

은 다른 프로세스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적 

인 프로세스(dominant process)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Laity and Malin, 1985), 따라서 지하수의 새 

핑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분류된 벨리네트워크라 

할지라도 순수하게 새핑 프로세스만이 그것의 형 

성에 기여한 것은 아니며， 강우에 의한 침식작용도 

부분적으로 기여한 것일 수 있다. 

4) 발생프로세스와 관련한 고기후의 추정 

하천의 발생과 그 형태는 기후와 지질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하계망 및 유역분지의 형태적인 특 

성을 통해 발생 프로세스를 파악할 수 있다면， 이 

를 근거로 당시의 기후조건을 유추할 수 있다. 지 

금까지 이루어진 화성 벨리네트워크의 발생기원 

을 둘러싼 여러 연구들도 궁극적으로는 발생당시 

의 고기후(paleoclimate)를 이해하려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Harrison and Grimm , 2006; Luo , 

2002), 이미 앞서 연구동향에서 기술했듯이， 화성 



의 고기후를 둘러싼 논의는， 강우와 더불어 유수에 

의한지속적인 침식이 가능할정도로온난한기온 

과 물순환이 존재하였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다. 

이와 관련 Luo(2002)는 화성 Magaritifer Sinus지 

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 추출한 유역분지들의 

60%.가 지하수에 의한 새핑의 특성을， 그리고 20% 

가 강우에 기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발 

견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기후조건으로써 행성 

의 초기에 짧은 기간동안 온난하고 습윤한 기후 

(early warrn and wet climate)가 존재했음을 주장 

하였다. 즉 벨리네트워크들이 초기에는 강우에 의 

한 지표유출수의 침식작용으로 발생하기 시작했 

으나， 기후의 변화로 강우가 소멸(cold and drγ 

climate)하면서 지하수의 새핑 에 의한 하천들이 주 

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최근에 Harrison and Grimm(200S) 역시 이와 유 

사한 주장을 내놓았다. 이들은 화성의 벨리네트워 

크가 지표유출수의 영향을 받은 밀도 높은 하계망 

을 가진 것(dense networks)과 지하수의 새핑작용 

을 받은 빈약한 하계망(sparse networks)의 두 가 

지 유형으로크게 나누어진다고주장하며， 이들두 

유형의 벨리네트워크는 후기 노아기 (Noachian)에 

서 히스퍼기(Hesperian)를 거치는 과정에서 하천 

침식 프로세스의 전환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했 

다. 이와 같은 하천침식 프로세스의 전환은 기후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온난하고 강우가 존재했던 노 

아기에는 지표유출수(surface runofD에 의한 밀도 

가 높은 벨리네트워크가 형성되었으며， 노아기가 

끝나면서 시작된 대기의 손실로 인한 기온의 저하 

와강우의 감소는주로지하수의 새핑에 의한벨리 

네트워크의 발달을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자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화성 벨리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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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의 발생 프로세스는 강우에 기인한 것과 지하 

수의 새핑에 의한 것이 모두 확인되었다. 또한 강 

우에 의한 하천으로 분류된 것들도 습윤기후에서 

형성된 것과 건조기후에서 형성된 것이 모두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이 추정된 

발생 프로세스를 기초로 당시의 고기후를 간접적 

으로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습윤기후에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 벨리 

네트워크는 전체 사례에서 매우 낮은 비율을 나타 

낸다는 점 에서 , 비교적 강우가 풍부했던 기후는 지 

리적으로 매우 국지적이었거나 혹은 시간적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그쳤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건 

조기후에서 형성된 특정을 가진 벨리네트워크는 

습윤기후의 그것보다 사례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지리적으로 좀더 광범위하였거나， 

시간적으로 습윤기후보다는 비교적 장기간 지속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셋째， 지하수의 새핑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벨리네트워크는 사례의 절 

반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들 벨리네트워크 

의 형성 당시의 기후는 화성의 역사에서 앞의 두 

기후보다 훨씬 지배적이고 장기간 지속되었을 것 

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할 때 연구자는 

화성의 고기후가 초기 노아기의 습윤기후에서 후 

기에는 건조기후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강우가 

존재할 수 없는 현재와 같은 매우 줍고， 건조한 환 

경으로 변화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물론 습윤기후 

가 건조기후와 동시에 존재했고 지리적인 차이에 

불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덧붙여 장기간 

지속된 지하수의 새핑에 의한 벨리네트워크의 발 

생도 강우의 소멸로 지하수의 함양(recha땅e)이 더 

이상 불가능하고， 계속되는 기온의 저하로 인해 점 

차 감소한 후 중단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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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논문은 1960년대에 화성탐사 위성이 촬영한 

사진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벨리네트워크의 발생프로세스를 추정해보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화성의 벨리네트워크와 지구상의 

하천이 가진 특성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비교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지구상 하천들은 지하수의 새핑 

에 의한 하천과， 건조기후에서 발달한 하천， 습윤 

기후에서 발달한 하천의 세 그룹으로 구성하였다. 

발생프로세스를 파악할 수 있는 정량적 특성으로 

는 협소메트릭 적분(HI)， 요형도 지수(concavity 

index) , 분기 율(bifurcation ratio) , 장률(length 

ratio)을 선정하였고， 연구대상과 비교대상으로부 

터 이들 네 개의 정량적 특성을 추출하였다. 끝으 

로 추출된 정량적 특성들의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통계학적 기법인 판별분석과 주성분분석을 각각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과정을 통해 얻은 연구 

결과는다음과같다. 

먼저， 화성의 벨리네트워크들은 하나의 발생원 

인이 아닌 다양한 프로세스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20여개의 사례 가운데 지하수의 새핑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 벨리네트워라 가장 

빈도가 높았고(판별분석 의 결과: 55%, 주성분분석 

의 결과: 60%) , 건조기후의 특성을 나타내는 벨리 

네트워크가 그 다음을(30%로 동일) , 습윤기후의 

특정을 나타내는 벨리네트워크는 드문 빈도(판별 

분석 결과: 15%, 주성분분석 결과: 10%)를 나타내 

었다. 이런 결과는 화성 벨리네트워크를 연구하는 

데 있어 단일한 프로세스로 그 발생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 

째， 이와 같이 추정된 벨리네트워크의 발생프로세 

스를 기초로 당시의 고기후를 유추하면， 행성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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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짧은 기간동안 습윤한 기후를 거쳐 점차 건조 

한 행성으로 변화하였고， 이후 강우가 존재할 수 

없는 현재와 같은 차고 건조한 기후가 장기간 지속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습윤기후와 건조기후는 동 

시에 존재했고 단지 지리적인 차이일 가능성도 있 

다. 

현장답사가 불가능한 조건에서 화성 벨리네트워 

크의 발생프로세스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그렇지만 지하수의 새핑 프로세스와 지 

표유출수의 침식작용이 만들어내는 지형적인 특 

성의 차이，그리고기후가하천지형의 형태에 미치 

는 영향을 이용한 분석은 발생프로세스를 이해하 

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준다. 이것은 프로세스 

와 형태 (forrn)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형태를 통 

한 프로세스의 추정이 과학적인 합리성에 위배되 

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태적 특성을 이용한 

분석은 프로세스를 파악하는 여러 방법 가운데 하 

나라는 점에서 불완전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사용한 MOLA DEM은 

비교대상인 지구의 하계망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 

한 DEM과 해상도의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스케일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석방법 및 연구대상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였으 

나， 해상도의 차이가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는지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 문제 

는 현재의 화성연구 단계에서는 감수가 불가피한 

부분으로 판단되며， 향후 더욱 정밀한 화성 DEM 

자료가 구축되면 좀더 정확한 연구성과를 기대할 

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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