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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영상유속계(SIV)를 이용한 산지형 하천의 홍수유출량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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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제주도 주요 간헐천(한천, 천미천, 병문천, 화북천)을 대상으로 계측유역과 미계측유역의 홍수유출영상

(2012. 4-2014. 9)을 표면영상유속계(SIV)에 적용하여 다양한 유출사상과 오차율을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표면영상유속계(SIV)의 최대 단점인 야간유출영상의 분석 정확도 향상을 위한 현장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한계점 개선하고 주ㆍ야간 유출영상의 정확도를 비교ㆍ분석하였다. 또한, 영상좌표계의 변환과정에서 수집된 
유출영상의 원거리와 근거리의 변수를 계산하여 오차율을 분석하고, 표면영상유속계(SIV)의 상호상관계수 분
석하여 유량산정 결과의 확도 향상을 위한 후처리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주도 하천에 설치된 하천 재
난감시용 CCTV의 유출영상을 활용하여 계측 및 미계측유역의 유출량을 분석하고 간헐천의 강우-유출 특성
을 고려한 유량관측방법의 개선과 고도화기술을 연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현재 국내 하천의 수문조사는 유량조사사업단에 의해 지속적이고 정량적인 자료가 관측되고 있으나, 제주

도는 수문·기상학적으로 특수지역이므로 지금까지 대부분의 하천은 유량관측이 수행되지 않은 산지형 미계
측유역이다. 향후, 제주도 간헐천의 특이한 수문특성과 유출현상을 고려한 지속적인 수문성분조사와 최적 관
측시스템 구축 및 연구ㆍ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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