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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ile the assessment of mean flow field is very important to characterize the hydrodynamic aspect of the flow regime in 

river, the conventional methodologies have required very time-consuming efforts and cost to obtain the mean flow field. The 

paper provides an efficient technique to quickly assess mean flow field by developing and applying spatial averaging method 

utilizing repeatedly surveyed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ADCP)’s cross-sectional measurements. ADCP has been 

widely used in measuring the detailed velocity and discharge in the last two decades. In order to validate the proposed spatial 

averaging method, the averaged velocity filed using the spatial averaging was compared with the bench-mark data computed 

by the time-averaging of the consistent fix-point ADCP measurement, which has been known as a valid but a bit inefficient 

way to obtain mean velocity field. The comparison showed a good agreement between two methods, which indicates that the 

spatial averaging method is able to be used as a surrogate way to assess the mean flow field. Bed shear stress distribution, 

which is a derived hydrodynamic quantity from the mean velocity field, was additionally computed by using both spatial and 

time-averaging methods, and they were compared each other so as to validate the spatial averaging method. This comparison 

also gave a good agreement. Therefore, such comparisons proved the validity of the spatial averaging to quickly assess mean 

flow field. The mean velocity field and its derived riverine quantities can be actively used for characterizing the flow 

dynamics as well as potentially applicable for validating numerical sim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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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80년대 이래 음파 속도측정기 (ADCP)들의 등장

은 하천에서의 수리동역학적인 특성을 규명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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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급속히 향상시켜왔다. ADCP는 비접촉식으로 3차

원 유속과 수심자료를 매우 효율적이고 빠르게 측정

하며 그 자료의 공간 및 시간적 해상도는 기존의 전통

적인 속도측정방법과 비교하여 매우 세밀하다. 예를 

들어 Fig. 1에서 묘사되었듯 60 m 정도의 하천에서 선

박에 탑재되어 사용된 ADCP는 약 800개정도의 수심

측정과 이에 따른 8000개의 속도측정을 하천 단면을 

따라 약 10분만에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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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stantaneous velocities acquired by ADCP operated from moving boat across the stream cross section.

이러한 성능으로 인해 ADCP는 급속히 기존의 측정

장비를 대체하여 자연 및 인공 하천에서 속도와 수심

측정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속도 

및 수심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유량을 산출할 

수 있게 되어 유량측정소에서의 유량-수심 관계식

(rating curve)을 만들거나 보정하는 데 최근 광범위하

게 이용되고 있다. 2006년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약 

57%의 미국지리측량국 (USGS)의 유량측정은 선박, 

케이블, 또는 교량을 이용한 ADCP자료로부터 측정

되었고, 이를 위해 약 250개 가량의 ADCP가 운용되

고 있다 (Muste 등, 2007). 

하지만 지난 약 20년 동안 ADCP의 매우 효율적인

3차원 속도와 수심측정 능력에 비해 이러한 자료를 활

용하는 데 있어 대부분 유량측정 및 보정에 그 활용도

가 국한되어 왔다. 유량이 하천의 특성규명에 있어 매

우 중요한 자료임에는 분명하나 ADCP의 상세한 유속 

및 수심자료는 속도장으로 부터 규명할 수 있는 추가

적인 수리동역학적인 특성을 도출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 ADCP

자료의 추가적인 활용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로 진행되

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하천의 속도장의 규명 (Dinehart

와 Burau, 2005), 시간 평균을 통한 평균속도 산정 

(Muste 등, 2004), 난류 측정 (Stacey 등, 1999; Lu와 

Lueck, 1999; Schemper와 Admiraal, 2002; Nystrom 

등, 2002; Howarth, 2002), 바닥전단응력 (Kostaschuk 

등, 2004; Sime 등, 2007), 유사이동 (Rennie 등, 2002), 

하천생태 (Shields 등, 2003, Gaeuman과 Jacobson, 

2005), 종방향 확산계수(Carr 등, 2005; Kim 등, 2007) 

등이 있다. 

하지만 ADCP가 공간 및 시간에 따라 매우 조밀한 

순간적인 유속자료를 제공하나 이러한 유속자료의 

경우 대다수 난류나 음향학적 잡음으로 인해 변동 

(scattering)이 심한 유속구조를 가지고 있어(Fig. 1 참

조) 그 자체로 위에서 언급된 2차적인 값을 도출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ADCP 자료를 보다 확장된 

하천계수들의 산정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변동이 

제거하는 추가처리과정을 도입하여 평균유속장의 계

산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Muste et al, 2004).

하천에서 ADCP를 활용한 흐름의 평균유속장을 도

출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ADCP를 고정된 위치 

(fixed point)에 위치시키고 일정한 시간 동안 지속적

으로 유속을 측정하여 시간 평균하는 방식이 제안되

어왔다 (Muste 등, 2004, Szupiany 등, 2007). 이 경우 

ADCP의 깊이 방향의 분할된 셀은 3차원 유속에 대한 

시계열자료 (time series) 의 시간 평균값을 가지게 되

어 수직 방향의 평균속도분포를 구하게 되는 것이다 

(Fig. 2). 이 때 측정시간 (sampling time) 이 충분하고 

기타 다른 운용적인 측면 (흐름모드, 바닥 모드, 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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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ertical distribution for the mean velocity and velocity‐derived turbulence characteristics obtained from time series of 

ADCP measurements collected at fixed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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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등) 이 정확하게 적용되었을 경우 이러한 고정위치

측정방식은 매우 신뢰할만한 평균유속과 난류특성값

을 제공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Muste, 2004; Szupiany 

등, 2007). 식 (1)은 수식방향의 셀에 적용되는 시간 

평균식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 평균을 통한 평균유속 산출법이 보다 

정확한 ADCP를 사용한 평균유속장을 구하는 방식으

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은  몇 가지의 한계

가 있다. 첫째, 지금까지 하천에서 ADCP 자료는 유량 

측정을 목적으로 사용되어 대부분 선박에 탑재되어 

횡단면(cross-section 혹은 transect)을 반복 측정하는 

방식으로 수집되어 왔다.  따라서 평균유속을 얻기 위

해 별도로 ADCP를 특정한 위치 (fixed point)에  고정

하여 측정하는 경우는 보통 드물었다.  이는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한정되어 있고 과거의 대부분의 자료를 

이 방식으로 평균유속장 산출에 이용할 수 없음을 의

미한다. 둘째, ADCP를 통해 측정된 자료를 수치모델 

등의 검증에 사용되는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평

균유속을  고정측정방식 (fixed-point method)으로 할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 방식은 한 지점에서 지속적으로 측정이 필요하므

로 시간에 따라 흐름의 특성이 변화하는 경우 실제의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평균속도장을 산출하는 데 오

류를 수반한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고정측정방식에 의해 시간 평균된 평균속

도장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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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DCP operating approaches: a) fixed deployment; b) moving boat; c) cross‐sectional area directly measured or 

unmeasured by ADCPs (Teledyne RDI ADCP configuration is used for illustration purposes).

으로 유량산정을 위해 측정되는 반복된 횡단면 측정

자료로부터 공간평균을 통해 계산된 평균유속값이 고

정측정방식과 비교하여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산

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공간 평균에 

의한 평균유속장 산정은 기존의 축적된 횡단면ADCP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

는 다양한 지점에서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평균유속장

을 도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실용적이라 하겠

다.  따라서 본 논문은 횡단면 측정자료를 바탕으로 공

간평균 유속과 시간평균 유속 사이의 상관관계를 검

토하고 공간평균에 의한 결과가 해당 유역에서 평균

유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증했다.  

 

2. ADCP의 운용 및 자료 측정

2.1. ADCP 원리 및 운용

구체적으로 ADCP 자료를 사용하여 공간평균 산정 

이전에 ADCP의 원리와 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

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ADCP에 대한 원리

와 운영적인 측면은 이미 많이 알려져 왔다 (Gordon, 

1989; Simpson와 Oltman, 1993; RDI, 1996; Sontek, 

2000). ADCP는 음파를 수중의 여러 방향 (보통 3 혹 

4방향)으로 전송하고 해당되는 음파의 3~4개의 음파

의 경로 (beam)에서 부유하는 유사의 입자의 운동으

로 간섭되어 회귀하는 음파를 수신한다. ADCP는 각

각의 이러한 회귀하는 음파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분할하고 수신하여 셀(cell) 혹은 빈(bin)으로 일컬어

지는 일정한 깊이 단위로 음파를 분리하여 해석한다.  

그리고 ADCP와 깊이 단위로 분리된 구역에서의 입

자들의 상대속도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전파된 

원래의 음파의 주파수와 회신된 음파의 주파수와의 

차이로 구하거나 (좁은 밴드 방식, narrow band 

system) 혹은 전파 및 수신된 음파를 중첩하여 생긴 

위상차를 이용해서 구해진다 (넓은 밴드 방식, broad 

band system).  하지만 실제로 음파를 3~4가지 방향으

로 전송함으로써 각각의 경로에서 다른 속도가 구해

진다 (Fig. 3a,b 참조). 그래서 ADCP의 운용에 있어 

일반적으로 동일한 깊이에서의 각각의 경로에서 유체

의 속도장은 균일하다는 가정을 한다. 하지만 만약 동

일한 깊이에서 각각의 경로에서 측정된 속도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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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한계 이상 다르다면 그 속도는 측정에서 제외

된다.  

최종적으로 각각의 경로방향의 속도는 다음의 변

환 공식을 통해 ADCP 좌표계에서의 속도 성분으로 

전환된다. 이 변환공식(식 (2))은 ADCP가 4개의 경로

를 이용할 때 사용되고 식 (2)의 좌측열의 e는 각각의 

4 경로에서 측정된 속도를 서로 비교한 값으로 이를 

통해 속도장이 주어진 깊이와 경로에서 균일한지 판

단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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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α  = 음파 경로의 각도 (Fig. 3a,b 참조), V1, 

V2, V3,, V4 = 경로 방향의 유체의 속도,  ui , vi , wi = 

ADCP 좌표계의 속도 성분, e = 오차점검속도이다. 그

리고 ADCP가 선박에 탑재되었을 경우 선박의 속도

를 고려하고 ADCP의 흔들림 (피치와 롤)을 보정하며 

ADCP 좌표계의 속도를 나침반에 의해 측정된 진북

에서 ADCP 계기의 특정 경로 (일반적으로 3번 경로; 

RDI, 1996)의 각도로 재변환하면 각 깊이 단위에서 

지구좌표계 (earth coordinate)로 표현된 속도성분을 

얻게 되는 것이다 (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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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 은 롤링(rolling), p 는 피치(pitch), h 는 진

북에서 ADCP의 3번 경로까지의 시계방향각도, 

eee
wvu ,, = 유체속도의 지구좌표계의 동쪽, 북쪽, 

그리고 수직방향 성분이다. 

하지만 ADCP의 원리 및 운용상의 제한으로 인해 

ADCP는 수표면 및 바닥근처, 그리고 하천의 가장자

리에서 유속을 측정할 수 없다. 수표면 부근에서는 

ADCP 계기 자체의 존재와 음파의 송신 후 최초의 수신

까지의 시간차로 인해 일정 깊이 (막음길이, blanking 

distance)까지 속도 측정을 할 수 없다 (RDI, 2003; 

Muste 등, 2006). 또한 바닥 근처에서는 음파와 바닥

면의 간섭으로 인한 교란 (side lobe interference)으로 

속도 측정이 불가능하다 (Gorden, 1989; RDI, 2003). 

하천의 가장 자리는 일반적으로 얕은 수심으로 인해 

선박에 탑재된 ADCP를 운용할 수 없다. 그래서 미측

정된 부분의 속도는 수직 혹은 수평방향의 이론적인 

유속식을 이용하여 기존 측정치를 바탕으로 간접적으

로 추정한다. Fig. 4는 이러한 측정 불가지역에 대해 

도시하고 있다. 

ADCP Measurable region

Unmearable bottom region

Unmearable Top region

Unmearable 

Near-bank region

Unmearable 

Near-bank region

Fig. 4. Cross sectional area directly measured or unmeasured 

by ADCPs.

실제로 측정된 구역에서의 ADCP에 의해 측정된 

유속은 탑재된 선박에 대한 상대속도이다. 따라서 만

약 선박이 움직이면 ADCP는 선박과 하천 바닥의 상

대속도 (bottom-tracking velocity)를 측정하고 이를 

ADCP가 측정한 유속 (상대속도)에 감해줌으로써 실

제 유속을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하천 바

닥이 고정일 때 유효하다. 만약 하천 바닥이 움직이면 

이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Rennie, 2002). 따

라서 하천 바닥이 움직이는 경우 대안으로 ADCP와 

함께 탑재된 DGPS (Differential GPS)를 통해 선박의 

속도를 구하고 이를 대신 사용한다.  

2.2. ADCP 자료 측정

본 논문에서 사용될 ADCP 자료는 통상적으로 하

천 유량을 측정하기 위해 횡단면을 반복해서 측정한 

자료와 그 횡단면을 따라 ADCP를 고정시킨 후 각각

의 셀에서 속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였다 (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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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locations of the repeated cross‐sectional and 

fixed‐point measurements of ADCP in Kissimmee 

river, South Florida.

ADCP 자료는 미국 플로리다의 키시미강 (Kissimmee 

river)에서 남플로리다 물관리국 (South Florida Water 

Management District)에 의해  측정되었다. 사용된 

ADCP는 1200 kHz Teledyne RDI ADCP이고 횡단면 

측정은 14회, 고정위치 측정은 12회 실시되었다. Fig. 

5에서 보듯 고정위치점 측정은 반복된 횡단면 측정과 

주어진 하천의 단면에 거의 겹쳐진다. 고정위치점에

서 측정의 목적은 시간 평균된 유속자료를 그 위치에

서 횡단면 자료를 공간평균한 속도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이들 모두의 측정은 2시

간 내에 실시되었고 따라서 하천의 흐름특성의 변화

는 플로리다의 하천들이 상대적으로 시간에 따른 변

화가 완만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무시할 만하다 하겠

다. 하천의 폭은 약 40 m, 최대수심은 약 4 m, 평균단

면유속은 0.78 m/s이며 하천 유량은 약 13.6 cms이다. 

횡단면 측정은 하천의 양쪽 제방을 연결한 선을 따라 

ADCP를 선박에 탑재한 후 운용하면서 반복적으로 

측정하였고 한번 횡단에 약 5분 정도 소요되었다.  

ADCP는 매 0.4초마다 선박이 위치한 곳에서 수식방

향으로 주어진 깊이 단위로 유속자료를 측정하였다. 

각각의 고정된 위치에서의 유속측정은 지역적인 평균

유속을 적합하게 포획하기 위해 약 2.5분 정도 지속적

으로 실시되었다. 고정된 위치의 선정은 횡단면을 따

라 대략 3 m 간격으로 조정되었으며 횡단 및 고정 측

정 모두 유속자료는 수직방향으로 25 cm의 간격으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유속은 수표면으로부터 0.65 m, 

하천 바닥면에서 0.36 m영역에서는 측정되지 않았다 

(Fig. 6). 측정된 ADCP자료의 분석은 미국 아이오와

대학에서 최근에 개발된 ADCP 후처리 소프트웨어인 

AdcpXP가 사용되었다 (Kim 등, 2007). 

Fig. 6. An example of ADCP cross‐sectional velocity 

measurements in Kissimmee river.

3. 시간 평균에 의한 평균 유속장의 산출

우선 평균유속장을 도시하기 위해 고정위치점에서 

지속적으로 측정된 자료를 식 (1)을 사용하여 시간평

균 속도장을 계산하였다 (Fig. 2 및 Fig. 7a 참조). Fig. 

7a는 각각의 셀에서 시간 평균 속도벡터를 3차원 공간

상에 도시하였고 Fig. 7b는 Fig. 7a에서의 3차원 유속

을 수심방향으로 평균값을 나타낸다. 그리고 Fig. 7c

는 횡단면에서 2차류를 도시하고 있다.  2차류는 하천

의 수심이 변화하는 지점에서 뚜렷한 횡방향 와류를 

보여주고 있다.  Fig. 7c에서 보여지는 하천 횡단면의 

수심의 분포는 하나의 횡단면 측정을 선정하여 나타

내었으며 실제 측정되지 않은 가장자리의 수심은 현

장에서 ADCP측정의 시작과 종료지점에서 관측된 제

방까지의 거리를 고려하여 추정되어 도시되었다. Fig. 

7a에는 하천 바닥면은 ADCP반복된 횡단면 측정에서 

구해진 각 경로에서 측정된 수심자료를 공간보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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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ean flow characteristics time‐averaged from fixed point ADCP measurements: a) mean vertical velocity 

distributions; b) time‐ and depth‐averaged profile; c) mapping of the secondary current in the stream cross section.

(spatial interpolation method)을 통해 계산하여 나타

내었다.  Fig. 7에서 보듯 각각의 고정위치점에서 시간 

평균한 속도장은 원 자료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난류

나 음향학적 잡음으로 인한 속도의 변동 (Fig. 2참조) 

을 제거한 평균속도에 가깝다고 하겠다. 보다 엄밀한 

평균유속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ADCP의 유속자료의 

검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ADV나 LDV에 의한 측

정으로 검토되어야 하나 실제 현장에서 이런 자료의 

취득은 매우 까다롭다. 대신에  Muste 등(2006)은 실

내에서 ADCP의 시간평균값과 ADV의 측정치의 평

균값을 비교한  결과 거의 일치한다고 보고하였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간 평균한 ADCP의 고정위치

점에서의 값을 이 유역에서의 평균속도로 가정하고 

고정위치점에서 반복된 횡단면 측정을 사용하여 공간

평균값을 검증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4. 공간 평균에 의한 평균 유속장의 산출 및 검증

유속자료의 공간평균값은 횡단면 경로에 분포된 

고정 위치점 (12지점)을 각각 기점으로 일정한 공간 

범위 (searching area)내에 포착되는 횡단면 측정 자료 

(14횡단면)를 평균하여 구해졌다. Fig. 8a는 한 고정 위

치점을 기점으로 주어진 공간범위(반경 1 meter의 원) 

이내에 있는 횡단면 ADCP의 측점들을 보여준다. 이 

방식으로 공간평균된 흐름방향(streamwise direction)

에 따른 유속자료의 수직분포는 시간 평균된 속도분

포와 Fig. 8b에서 비교되었고 (Fig. 5에서 왼쪽에서 4

번째의 고정위치점), 그 결과는 공간 평균에 의한 유

속 역시 시간 평균에 매우 근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

고 있다. Fig. 8c에서는 전체 고정위치점을 기점으로 

실시된 흐름 방향의 유속자료의 공간평균에 대한 결

과를 시간평균값과 비교하였고 그 결과로 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가 0.95, 평균제곱오차 (RM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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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ison of the mean vertical velocity profiles obtained from spatially and temporally averaged ADCP 

measurements:  a) typical averaging area for spatial averaging; b) plots of the vertical velocity profiles 

obtained from the two estimation alternatives; c) plot of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approaches using 

all the available data at the river measurement location; d) comparison of the shear stress values over 

the river cross‐section using the time‐ and spatial‐averaged velocity profiles.

식 (4))가
4

1043.3
−

×  m/s로 전체적으로도 두 방식으

로 도출된 평균값이 매우 근접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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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은 모든 고정위치점에서 시간 혹은 공간 

평균된 속도자료의 개수이고, s
V 와  t

V 는 각각 

ADCP 셀에서 공간 및 시간 평균된 흐름방향의 유속

이다.

이러한 유속자료의 평균값 사이의 근접한 결과와 

함께 평균 유속으로부터 도출되는 다른 하천계수값들

도 서로 근접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공간 및 시간 평균된 유속의 수직 분포로부터 바닥

전단응력 (bed shear stress)을 계산하고 비교하였다. 

바닥전단응력은 하천에서 유사이동 및 바닥형상 규명

에 있어 중요한 자료(Wilcock, 1996; Chanson, 2000)

이나 현장에서 공간적인 분포의 취득이 용이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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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averaged velocity vector

Spatially averaged velocity vector

Fig. 9. The comparison of temporally and spatially averaged velocity vector overlapping throughout the cross section.

은 문제가 있어 왔다.  만약 공간 평균된 유속장으로부

터 신뢰할 만한 바닥전단응력의 공간분포를 구할 수 

있다면 이는 실용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시간 평균을 통한 ADCP 자료를 활용한 바닥 마찰응

력의 계산은 이미 수행된 연구들(Kostaschuk, 2005; 

Sime, 2007)로부터 보고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실

내에서 측정된 ADCP 자료로부터 유속자료의 바닥으

로부터 40%의 깊이까지에 다음의 로그법칙 (White, 

2003)을 적용하여 바닥전단응력을 계산하였다. 본 논

문에서도 다음의 식 (5)를 바닥전단응력 계산에 이용

하였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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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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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1

z

z

u

u

κ (5)

여기서κ (=0.41) 는 칼만 상수(Karman’s constant), 

u는 흐름 방향의 유속 분포, u* (=









)는 전단속

도, z0는 바닥 마찰길이(characteristic roughness 

length), z는 바닥면에서 높이, 그리고 0
τ 는 바닥전단

응력이다. Fig. 8d는 공간 및 시간 평균된 유속의 수직 

분포로부터 식 (5)를 이용해 계산된 바닥 전단응력의 

횡단면에 따른 분포를 도시하고 있다.  공간 및 시간 

평균된 유속분포로부터 각각 계산된 바닥 전단응력은 

비교되었고 평균제곱오차 (RMSE)가1.01 2
/mN 으로 

유속 분포의 비교보다는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서로 

상당히 근접함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유속구조로부

터 계산된 하천계수값들 역시 공간 평균을 통해 계산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Fig. 8이 흐름 방향의 공

간 및 시간 평균유속의 값을 비교하였다면 Fig. 9는 공

간 및 시간 평균된 3차원 유속을 각각의 고정 위치점

에서 도시하고 있다. 여기서 3차원 공간 평균된 유속 

자료도 시간 평균된 유속자료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위의 검증된 결과를 바탕으로 반복 측정된 횡단면 

측정을 공간 평균한 유속 분포는 하천의 평균 유속에 

근접하고 따라서 공간 평균방법은 하천의 평균 유속

장을 구하는 실용적인 방식이라 결론을 내릴 수 있다.  

Fig. 10은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횡단면으로 반복 

측정된 ADCP자료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고정위치

점에서의 공간평균과 별도로 횡단면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정해진 지점에서 공간 평균한 유속장을 보

여주고 있다. 이렇게 계산된 2차원 혹은 3차원 평균 

유속장은 흐름의 평균적 경향을 공간적으로 해석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Fig. 7b에서 

제시된 단면에서의 2차류의 도출이 하나의 예일 것이

다. 그리고 향후 수치모델의 검증을 비롯하여 유용한 

하천계수들의 공간적인 분포를 도출하는 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한 공간평균법을 적용하

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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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velocity vectors obtained from spatial averaging applied to an individual transect.

이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공간 평균방법은 평균을 위

한 공간 영역 (searching area)의 크기에 따라 그 결과

값이 상이할 것이고 또한 지정된 공간 영역내의 흐름

의 방향은 균일하다고 가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1 

meter의 공간영역을 설정하였고 시간평균 유속과 비

교하여 만족할만한 일치를 보였다. 하지만 공간영역

의 규모는 실제 하천의 지형 및 흐름의 성질에 따라 상

이하게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간 영역 내에 

존재하는 ADCP로부터 측정된 유속의 방향들이 균일

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하천 구조물 부근이나 하

천 하구에서 조석으로 인한 역류가 있을 경우) 그 평

균값은 반드시 평균유속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공간평균방법은 ADCP로 

측정된 하천의 유속이 대체적으로 일방향일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적절한 공간 영역의 크

기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횡단면 측정과 함께 부

가적으로 해당 하천의 몇 지점에서 고정 위치점 측정

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이한 공간 영역의 크기를 적

용해 그 결과로부터 최적화된 공간 영역의 크기를 결

정하는 방법이 있다. 만약 고정 위치점의 측정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기존의 횡단면 측정만을 이용하는 경

우)에는 횡단면의 측정된 원유속자료를 도시하여 이

로부터 최소한 흐름의 균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

간 영역의 크기를 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논문에서 사용된 ADCP 자료는 그 셀의 

크기 및 깊이가 횡단면 및 고정 위치점 측정 모두 동일

하였다.  따라서 공간 평균은 해당 공간 영역내의 동일

한 깊이에 존재하는 유속만을 평균할 수 있었다.  즉 

공간 영역은 실질적으로 2차원의 원으로 묘사할 수 있

었다 (Fig. 8a). 하지만 이 방식은 반복 측정된 횡단면 

측정 사이에 ADCP셀의 크기나 깊이가 상이할 경우

에는 적용될 수 없다. 이런 경우 원통이나 타원체 모양

의 3차원 공간 영역 (searching volume)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논문은 일반적으로 유량측정을 위해 취득

한 반복 측정된 ADCP횡단면 자료에 기반하여 위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단일 횡단면을 일정한 흐

름 방향의 간격으로 측정된 ADCP자료에는 본 논문

의 결론이 검증되지 않았다. 또한 평균 유속장 도출을 

위한 횡단면의 반복 측정 수 (본 논문에서는 12번)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 또한 하천의 물

리적인 조건이나 ADCP의 운용에 따라 상이할 것이

다.

5. 결 론

본 논문은 ADCP의 횡단면 측정으로부터 일반적인 

유량 산정 이외의 응용 방법 중의 하나로 평균 유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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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도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

여 주었다. 이를 위해 ADCP의 반복적인 횡단면 측정

을 기반으로 공간평균기법을 적용하였을 때 도출되는 

유속장이 평균 유속장과 동일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

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공간 평균된 유속장은 일반적

으로 평균 유속장으로 알려진 ADCP의 고정 위치점

에서 지속적으로 측정된 자료의 시간평균된 유속장과 

비교되었다. 그 비교 결과 공간 평균된 유속장은 시간 

평균된 유속장과 매우 유사하였고 따라서 공간 평균 

유속장은 평균유속장으로 등치될 수 있었다. 또한 공

간 및 시간 평균된 유속장으로부터 계산된 바닥전단

력의 비교에서도 서로 유사한 수치를 확보할 수 있었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공간평균방법을 통한 

평균유속장 산정은 봉부자나 프로펠러 유속계와 같은 

전통적인 방식이나 ADCP의 고정위치점에서 시간 평

균을 통한 평균유속장의 산정보다 광범위한 유역에서 

평균속도장을 효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방식이라 

결론지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 평균된 유속장

은 유속분포의 특성 규명은 물론 향후 수치모델의 검

증 및 평균 유속장으로부터 유래된 하천계수의 계산

에도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

지만 위의 결론을 적용함에 있어 상이한 흐름 조건에

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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