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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29) ADCP 관측자료를 활용한 Chiu-2차원 유속분포식의 
매개변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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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하천의 유량관측 자료는 지표수자원의 확보와 수공구조물의 설계를 위해 가장 기초적인 수문자료로써 정

밀하고 지속적인 관측을 요구한다. 최근 유량 관측법은 접촉식 유속측정 방법의 단점을 보완한 전자파 표면

유속계나 영상분석기법을 적용한 표면영상유속계(SIV)가 활용되고 있다. 이들관측장비는 표면유속 관측법에 

의해 유량을 측정하므로 보다 정밀한 유량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측정 영역의 표면유속과 단면의 평균유

속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도 남부지역에 위치한 강정천을 대상으로 2011년 7월부터 2015년 6월 까지 월 1~2회 

현장관측한 ADCP 자료를 활용하여 Chiu(1987)가 제안한 2차원 유속분포식의 매개변수를 추정하여 정밀한 

유량을 산정하였다. 또한 표면영상유속계(SIV)로 산정된 표면유속을 Chiu-2차원 유속분포식에서 평균유속으

로 환산하여 기존의 표면유속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수심평균유속환산계수인 0.85의 적용 값과 비교 ‧ 분석하

였다.

2. 자료 및 방법

Chiu-2차원 유속분포식은 확률통계에서 사용되는 엔트로피 개념을 이용하여 수면하의 최대유속이 나타내

는 실제 현상을 이론적으로 재현할 수 있다(Lee 등, 2007). Chiu-2차원 유속분포식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적

용되는 대상하천의 매개변수 추정은 ADCP의 관측자료를 이용하였으며 Chiu-2차원 유속분포식을 표면유속의 

관계로 유도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표면영상유속계(SIV)로 분석된 표면유속을 계산식에 적용하여 최대유속을 산정하고 마지막으로 2차

원 평균유속을 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측된 표면유속은 연구대상하천에 매개변수가 적용된 평균유속의 

변환값이며 평균유속과 해당 하천의 단면적을 적용하여 유량을 산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대상하천의 현장에서 72회 관측된  ADCP 자료를 활용하여 각각의 최대유속과 평균유속을 분석하고 엔트

로피 계수(M)를 산정한 결과와 유속의 공간적 분포를 모델링하기 위해 제시되는 를 산정하였으며, 산정

된 계수 값을 이용하여 표면유속을 계산한 결과와 ADCP의 관측된 표면유속의 는 0.874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Chiu-2차원 유속분포식을 연구대상하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되는 매개변수의 평균값 사용에 

대한 타당성을 보여준다. 이 후 추정된 하천 매개변수를 하천현장에 적용성 확인을 위해 강정천의 동일 관측

지점에서 표면영상유속계(SIV)를 사용한 표면유속과 유량을 산정함과 동시에 ADCP에 의한 유속 및 유량과 

비교ㆍ분석하였다. 표면영상유속계(SIV)로 분석된 유속 벡터를 Chiu-2차원 유속분포식에 적용하여 산정된 유

량과 기존의 수심평균유속환산계수 0.85를 적용한 유량은 각각 0.7171 과 0.5758 였다. ADCP 평균

유량 0.6664 과의 오차율은 각각 7.63%, 13.64%로 나타나 Chiu-2차원 유속분포식을 적용한 유량이 수

심평균유속환산계수 0.85를 적용한 유량에 비해 작은 오차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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