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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the difficulties for measuring flood discharge in the dangerous field conditions, conventional instruments with 

relatively low accuracy such as float still have been widely utilized for the field survey. It is also limited to use simple 
stage-discharge relationship for assessment of the flood discharge, since the stage-discharge relationship during the flood 
becomes complicated loop shape. In recent years, various non-intrusive velocity measurement techniques such as 
electromagnetic wave or surface images have been developed, which is quite adequate for the flood discharge 
measurements. However, these new non-intrusive techniques have little tested in the flood condition, though they 
promised efficiency and accuracy. Throughout the field observations, we evaluated the validity of these techniques by 
comparing discharge and velocity measurements acquired concurrently during the flood in a mountain stream. As a result, 
the flood discharge measurements between electromagnetic wave and surface image processing techniques showed high 
positive relationship, but velocities did not matched very well particularly for the high current speed more 3 m/s. 
Therefore, it should be noted here that special cares are required when the velocity measurements by those two different 
techniques are used, for instance, for the validation of the numerical models. In addition, authors assured that, for the more 
accurate flood discharge measurements, velocity observation as well as stage height is strongly necessary owing that the 
unsteady flow occurs during the f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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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홍수기 유량은 홍수해석이나 방재 등에 매우 중요

한 자료이고 다양한 강우-유출모델의 검보정에 활발

하게 활용되어 자료의 확보 및 관측 정확도의 향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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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 유량 관측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나, 홍수기의 하

천 유속은 매우 빠르고 현장 계측 어려워 일반적인 접

촉식 유속계를 활용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예를 들

어 대표적인 접촉식인 프로펠러 유속계나 높은 유량관

측 정확도를 제공하는 초음파도플러 유속계 (ADCP)
도 홍수기 유량을 계측하는 데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Le Coz, 2008; Muste 등, 2008). 따라서 현장에

서는 여전히 재래식 혹은 개량된 부자를 활용한 홍수

유량 계측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 (WMO, 2011; 이 등, 
2009). 그 결과 홍수유량 계측의 정확도는 비홍수기 

하천에 비해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속에 비해 

수위 관측은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수위-유량관계곡

선식을 활용하여 홍수위에 해당하는 유량을 간접 추

정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유량조사사업

단, 2009). 일반적으로 홍수기 유량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저수위 흐름 영역 (low flow regime)에서 구축된 

수위-유량 관계를 외삽하거나 반대로 부자 등 정확도

가 낮은 방법으로 확보한 유량을 수위-유량관계곡선

식을 구축하는 데 사용하여 전반적으로 정확도가 저

하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수위-유량관계곡선식도 홍

수기에는 홍수파나 하상의 변동 등 부정류의 발생으

로 단일관계가 아니라 고리형(loop) 관계를 보이거나 

이격현상 (shift effect)를 보여 사실상 많은 오차를 수

반한다고 할 수 있다 (우, 2001; Kuhnle 등, 1992; 
Muste 등, 2011; WMO, 2011). 그러므로 홍수기의 유

량을 보다 향상된 방법으로 직접 유속을 관측하여 유

량관측의 정확도 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으나 현

장 계측의 어려움으로 여전히 재래식의 부자법이 사

용되고 있다 (Muste 등, 2008; 이 등, 2011).
홍수기 유량 관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현장 관측

을 용이하게 하는 비접촉식의 유속 계측방식의 개발은 

최근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Muste 등, 2012). 새로 등

장한 다양한 관측기기들은 전자기파(electromagnetic 
wave)과 이미지 분석 (image processing) 기법을 디지

털 기술과 결합함으로써 측정기기에 발전적으로 적용

하여 비접촉식으로 표면의 흐름속도를 계측하는 방식

이다. 이러한 방식을 활용한 비접촉식 계측기기는 각

각 전자파 표면유속계(electromagnetic surface current 
meter 또는 Doppler radar)와 표면영상유속계(SIV, 
Surface Image Velocimetry)로 불린다. 이들은 하천 

단면의 여러 지점에서 시간평균된 평균유속을 계측할 

수 있어, 홍수기 유속 및 유량 계측의 정확도를 향상시

킬 수 있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홍수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측기기

의 관측정확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문 상황이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최신 비접촉식 관측방식

들을 홍수기 현장에 동시에 적용하여 홍수유량 및 유

속의 관측 정확도를 상호비교  및 평가하고자 한다. 
 

2. 사용된 유량 계측 방식

2.1. 표면영상유속계 (Surface Image Velocimetry)

표면영상유속계 (Surface Image Velocimetry; SIV)
는 수표면에 나타난 부유물이나 수면파의 이동을  연

속 영상으로 촬영한 뒤, 영상 사이의 상호상관(cross- 
correlation)을 계산하여 영상 변위를 계산하고 이를 

유속으로 환산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실험실에

서 사용되는 입자영상유속계(PIV, Particle Image 
Velocimetry) 기법을 현장으로 확장한 기법으로  2차
원 공간에 분포한 수표면 유동장을 동일한 시점에서 

비접촉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최신기법이다 (Aya 등, 
1995; Fujita 등, 1998; Creutin 등, 2002; 노, 2005; 
Muste 등, 2008). 표면영상유속계는 비접촉식이므로 

홍수시의 접근 위험 지역의 유속장을 안전하게 측정

하는 데 장점이 있다. 그리고 직접 유속측정을 통해 유

량을 계산해 부정류의 발생으로 인한 수위-유량곡선

방법의 홍수기 적용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이 기법은 

국내에서도 2000년대 이후에 소개되어 홍수유량 관

측에 적용되어 그 정확도를 평가한 바 있다 (노, 2004; 
김 등, 2011). Hauet 등(2008)은 표면영상유속계를 계

량해 실시간 유량산정방법 (Real-time LSPIV: Large 
Scale Particle Image Velocimetry)을 개발해 미국 아

이오와강에 적용하여 시범운영하였다. 그러나, 표면

영상유속계는 수직사진 및 실제 스케일 전환을 위해 

별도의 참조점 측정이 필요하고 전체 표면유속장을 

산정해야 하므로 횡단면이 넓은 하천의 경우 여러 영

상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등 다소 복잡한 후처리과

정이 필요하다 (김 등, 2011). 특히 야간 관측 시 뚜렷한 

한계를 보이나 (Fujita 등, 2011), 적외선 영상이 보편

화되면서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741전자파와 수표면 영상을 이용한 산지하천 홍수유량 및 유속 계측 비교 연구

(a)
(b)

(c) (d)
Fig.1. Non-intrusive velocimetries using surface images and electromagnetic wave: a) video camera used for the surface 

image velocity measurement (Samsung HMX-S16SD); b) a schematic example for spatial and temporal averaging of 
surface image velocities at a given point; c) movable electromagnetic surface current meter (Mutronics MU2720); d) 
Fixed point electro-magnetic wave velocity and elevation measurement (Ott Kalesto).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순간 유속장을 포착하여 유

량을 계산하는 방식 대신 지정된 지점에서 전자파표

면유속계의 측정값과 비교를 목적으로 교량에서 수직

으로 일반 비디오카메라 (삼성 HMX-S16SD, Fig.1a)
영상을 취득하고, 주어진 지점에서 시간 및 공간에 따

른 유속 변화를 평균하여 평균유속을 산정하였다. 따
라서 횡단면의 일정한 간격으로 지점 유속을 산정하

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영상과 수표면까지의 수직거

리의 측정으로 별도의 참조점이 필요하지 않고, 약 5
초간의 순간유속을 평균하여 고속 유동시 발생하는 

난류나 오측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프로펠

러 유속계 등 재래식의 지점 유속계측 후 유량산정 방

식과 유사하여 현장 실무진에게 익숙한 방식이다. 
Fig.1b는 교량에서 수직촬영된 영상에서 표면영상유

속계를 활용하여 지정된 지점에서의 평균유속을 산정

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주어진 좁은 사각형의 영역에

서 유속을 지속적으로 관측한 후 시간 및 공간평균을 

실시하고, Fig.1b의 ‘A’점과 같이 대표유속으로 환산

하였다. 이 방식은 교량이 있을 경우 효과적으로 사용

할 수 있으며, 또 하폭에 상관없이 유량을 안정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2. 전자파표면유속계 (Electromagnetic Surface Current 

Meter)

전자파표면유속계는 고주파의 마이크로웨이브를 

수표면에 일정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전송하여 흐름 

표면에서 산란되어 반송되는 신호의 도플러 변위를 

측정하여 흐름 방향의 표면 유속을 산출하는 방식이

다. (Lee와 Julien, 2006). 그리고 측정된 표면유속을 

표면유속과 평균유속 보정계수 (일반적으로 0.85)를 

적용하여 평균유속을 간접 계산하여 유량 산정에 활

용될 수 있다. 이 기기는 비접촉식 유속 측정을 하므로 

안전하여, 홍수기 유량관측에 홍수기 등의 유량이나 

유속값이 평시보다 매우 클 경우나 야간 관측에 유용

하게 활용될 수 있다 (정, 2002). 전자파를 이용해 표

면유속산정 방법을 수자원공사에서 실용화를 연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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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2. Field survey during typhoon Muifa: a) velocity measurements using electro-magnetic wave current meter and 
surface image velocimetry at 2nd Dongsan bridge; b) locations of 2nd Dongsan bridge and 4th Hancheon bridge 
along the Han stream.

여 성과를 보였고 (한국수자원공사, 1998; 노 등, 
2009; 김 등, 2011), 민간 업체에 기술 이전되어 최근 

이동형 전자파 표면유속계 (MU2720; Fig.1c)로 

25GHz의 극초단파를 사용하며 평갈수기 및 홍수기 

유량관측이 가능하도록 성능이 향상되었다 (뮤트로닉

스, 2010). 그러나,  MU2720의 경우 흐름이 약 0.3 
m/s 부근의 저속유동의 경우 관측정확도가 저하된다

고 보고된바 있다 (양 등, 2011). 홍수기의 표면유속이 

약 2~4 m/s인 고유속의 경우에는 이 기법의 초기 실용화 

연구에서 유량관측오차가 약 2% 정도로 나타난다고 보

고된 바 있다 (이 등, 1997). 본 연구에서도 최근에 개량

된 이동형 전자파표면유속계 (MU2720)을 태풍으로 인한 

악천후의 고유속 관측 시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 유속계

는 측정 면적(measurement area)이 어디인지 불분명하

여, 위치에 따라 유속 분포가  크게 변화하는 유속장에

서는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자파 활용 유속측정 기술은 해외에서도 상

용화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제주 수자원본부에

서 이미 운용중인 고정형 전자파표면유속계인 Ott사
의 칼레스토(Kalesto)의 관측결과를 사용하였다 (제
주발전연구원, 2009; Ott, 2000, Fig.1d 참조). 칼레스

토는 24GHz의 극초단파를 사용하고 유속과 수위를 

동시에 관측할 수 있으나 (뮤트로닉스, 2010), 대체로 

단면 중앙의 1개 지점에서 표면유속을 계측하므로 단

면에 따른 유속의 변위가 커지는 경우 유량산정에 오

차를 포함할 수 있다. 
 

3. 결과 및 고찰

본 논문은 2011년 8월 태풍 무이파 때 제주도의 한

천의 제 2동산교에서 비접촉식의 이동식 전자파표면

유속계 (MU2720)와 표면영상유속계 (SIV)를 활용하

여 홍수 유량을 시간 단위로 관측한 결과를 분석하였

다 (Fig.2a 참조). 또한 접촉식의  자기유속계 (플로우

메타, Marsh-McBirney, 1990)도 사용하여 측정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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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함께 점검하였다. 수위는 교각에 부착된 목자판을 

읽어 기록하였다. 그리고 제 2동산교 직하류에 위치한 

제 4한천교에 설치된 고정형 전자파표면유속계로 계

측된 수위 및 유속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된 유량관측

값도 비교검증에 활용하였다 (Fig.2b). 이 때 제 2동산

교와 제4한천교 사이의 거리가 짧고 지류의 유입이 없

어 유량은 보존된다고 가정하였다. 고정형 전자파표

면유속계 (Fig.1d)의 경우 단면 중심부의 한 지점에서 

유속을 측정한다.  
제주도를 거쳐 한반도를 통과한 태풍 무이파는 중

심기압 965 hPa의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최대풍속이 

38 m/s이고 산간지역 최고 강우량이 626.5 mm이었다 

(Fig.2c). 한천은 제주도 중산간에서 발원하여 제주도 

북부 해안으로 흐르는 전형적인 산지하천으로 하폭이 

약 35 m이고 하천 바닥은 현무암질 암반으로 구성되

고 자갈이 다소 분포되어 있다. 하상경사는 약 0.0256 
으로 상대적으로 급한 자갈 및 암반 지형의 전형적인 

산지하천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유량을 관측한 지

점은 제2동산교로 Fig.2b와 같이 한천 중하류에 위치

하고 있으며 시간 단위로 유량을 관측하였다. 제 2동
산교에서 유출은 8월 7일 오전 6시 경부터 시작되었

으며 약 14시간 정도 지속되었다. 
Fig.3은 이동형 전자파표면유속계, 표면영상유속

계, 고정형 전자파표면유속계 (Kalesto), 그리고 자기

유속계 (플로우메타)로 산정한 유량의 시간당 변화를 

나타낸다. 자기유속계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계측방

식은 비접촉식으로 산지하천의 홍수기 매우 강한 흐

름에 적합한 방식으로 판단되어 본 논문에서 사용되

었다. 비교결과 자기유속계를 제외하고 전반적인 유

량의 추이를 잘 포착한다고 할 수 있다. 접촉식인 자기

유속계는 고유속의 경우 유량 관측의 정밀도가 매우 

저하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하강기인 오후 4시30분 

이후 다른 계측방식들도 다소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때 유속은 약 3~4 m/s의 고속유동으로 이동형 전자

파표면유속계의 경우 표면영상유속계나 고정형 전자

파표면유속계 (Kalesto)에 비해 유량이 높게 산정이 

되었다. 

Fig.3. Discharge measurements during the flood using 
various non-intrusive instruments as well as 
conventional magnetic velocimetry.

한편, 표면영상유속계와 전자파표면유속계의 횡단

면에 따른 속도분포를 비교하면 속도 계측이 상이성

은 매우 뚜렷해진다. Fig.4a~f는 시간대별 단면의 5개 

지점에서 유속을 보여준다. 이 경우 두 계측방식에서 

유량이 유사하게 산정되더라도 유속 측정 결과는 상

이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이할 부분은 오후 5시
의 경우 두 계측방식 사이에 유량의 차이와 유속의 차

이가 일관된 차이를 나타냈는데 이 때 전자파표면유

속계에 비해 표면영상유속계가 전반적으로 과소계측

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즉 전자파표면유속계가 전반

적으로 4 m/s 이상의 유속을 계측한 반면, 표면영상유

속계는 약 80% 수준으로 유속을 관측하였다. 하류단

에 위치한 고정식 전자파표면유속계 역시 이 시각 유

속이 4 m/s이상으로 계측된 결과에 미루어볼 때 표면

영상유속계가 다소 과소계측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Fig.6참조). 하지만 유량과 마찬가지로 유속도 참값

을 알 수 없으므로, 어떤 계측기기가 더 정확하게 유속

을 계측할 수 있다고 현단계에서 확실하게 결론지을 

수는 없다. 그리고 두 방식 모두 표면유속만을 관측하

므로 자갈하상의 산지하천에서 표면유속과 수직유속 

혹은 평균유속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한계가 있어 유량 계산에 오차를 수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면유속-평균유속

의 비인 0.85를 사용하였다. 향후 산지하천의 홍수기 

흐름의 수직유속분포를 측정하여 표면유속-평균유속 

간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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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surface velocity measured by both electro-magnetic wave surface velocimetry and 
surface image velocimetry along the given cross-section over time.

Fig.5a는 Fig.4의 두 계측기기간 유속관측값 전체

를 비교하였는데 평균제곱근오차(RMSE, 식 (1)참조)
가 0.9 m/s로 그 결과가 상당부분 산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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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량의 경우 유속의 상이한 값이 상쇄되어 

일부 지점 (Fig.5b의 쇄선원)을 제외하면 높은 상관도

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고속유동에서 두 계측기기의 

차이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첫째, 전자파표면유속계와 표면영상유속계를 사용

하여 정확하게 동일한 지점을 관측하지 못한 데 그 원

인이 있을 수 있다. 즉 표면영상유속계는 교량에서 거

의 수직으로 가까운 지점을 계측한 데 비해, 전자파표

면유속계의 경우 자료취득영역 (sampling volume)의 

크기와 위치가 명확하지 않아 서로 상이한 지점을 비

교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전자파표면유속계가 고유속에서 난류로 인

한 표면의 불안정 및 짧은 주기의 표면파 발생 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계측의 정밀도를 보여줄 수 있다.  측정 

당시의 상황은 강한 바람이 있어서 표면에 물보라가 

많이 나타난 상황이며, 이런 비산된 물방울들이 전자

파의 반사 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표면영상유속계의 각 지점당 측정 시간은 최

대 10초 이내로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측정하였기 때문

에, 4 m/s 이상의 고속유동의 경우 매우 짧은 주기의 

난류의 강도가 강해지거나 표면파의 급속한 발생과 

소멸로 영상이 급변할 수 있어 유속산정에 오차를 내

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주지할 사실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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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One-to-One relationships of velocity and discharge measurements between the electro-magnetic 
wave surface velocimetry and the surface image velocimetry.

전히 두 계측기기로 관측되는 유속의 상호차이가 크

다라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유속과 부분 면적

의 곱과 부분유량의 합으로 계산되는 유량의 상호차

이는 작아도 자갈하상의 경사가 급한 산지형 하천에

서 유속계측은 최근 비접촉식으로 홍수유량계측에 활

용의 범위를 넓혀가는 두 계측방식의 차이가 뚜렷하

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유속값

을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취

득한 자료만으로는 어떤 계측방식이 보다 정확하다고 

결론짓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유량 계측의 경우 

상관도가 높아 어느 정도의 오차범위에서 홍수 유량

산정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이들 계측기기의 

신뢰성을 엄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비슷한 계측조건에

서의 추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실내 실험과 같은 유속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는 흐름 조건에서 두 방식을 사용하여 그 결과

를 상호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편 제4한천교에서 사용된 고정식 전자파유속계

의 경우 단면 중앙의 한 지점에서의 유속을 관측하므

로 유량관측의 오차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은 단면의 

다지점 유속 관측을 통해 알 수 있다. Fig.4에서 나타

났듯이 유속은 단면에 따라 일정하지 않고 고속유동

일 경우 편차가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보다 정

확한 유량측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 수행한 방법과 같

이 다지점의 유속계측을 통한 유량 산정이 요구된다. 
하지만 Fig.3에서 보듯 전반적인 유량의 경향은 다지

점 유속 관측을 통한 유량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 실

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든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Fig.6에서처럼 수위와 유속간의 관계식을 볼 

때 동일한 수위에서 유속의 차이를 보이는 부정류가 

홍수기 유량에서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위 

2 m에서 유속은 최대 약 1.2 m/s의변위를 보였고 수위 

4 m에서는 약 1.0 m/s의 변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단

순한 수위-유량 관계곡선식이 단일관계를 보이지 않는

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수위 관측만으로 유량을 추정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한천의 경우와 

같은 산지형 하천의 경우 실제 수위와 유속을 동시에 

관측하여 유량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Fig. 6. Unsteadiness of the flood flow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water depth and velocity based on the fixed 
electro-magnetic wave surface velocimetry measure- 
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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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산지형 하천인 제주도 한천에서 표

면영상유속계, 이동형 및 고정형 전자파표면유속계, 
자기유속계를 적용하여 유량계측을 실시하여 상호 비

교해 보았다. 이러한 성과는 현재 국내 현장에서 홍수

기 유량관측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최신 비접촉

식 관측기법들의 결과를 비교 및 평가한 결과로 홍수

기 유량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계측할 수 있는 기법

들의 효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유량의 경우 접촉식의 자기유속계를 제외하고 비교적 

상호 유사하게 나타나 홍수기 유량관측에 전자파나 

영상변위를 활용한 방식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전자파와 영상변위를 통

한 유속관측을 직접 비교하였을 경우 일정부분 차이

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유속 관측치를 유량 

계산 이외에 수치모형 검보정 등에 활용한 경우 본 연

구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유속의 불확실도가 크다고 

하겠다. 본 논문의 결과로는 전자파나 영상변위를 활

용하는 방식의 우위를 판단할 수는 없다. 다만 홍수기 

산지하천의 매우 빠른 유속에서 접촉식 계측기기를 

사용하는 방식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 매우 효율적으

로 적용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유사

한 흐름 조건에서의 보다 면밀한 비교 평가가 실시되

어 유속별 정확도를 파악해야 할 것이며 가능하면 실

내실험을 통해 정확도를 규명하는 작업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운용되

고 있는 고정형 전자파표면유속계(Kalesto)의 경우 유

량 관측은 다 지점에서 유속을 관측한 후 계산한 유량

과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하나의 지점 유속을 

관측하는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와 같이 횡단면의 

홍수유속이 다르게 나타날 경우 상당한 오차를 수반

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위별 유속 관측결

과를 비교할 때 홍수파나 하상변동 등으로 인한 부정

류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유속 관측없이 단

일 수위-유량 관계곡선식을 기반으로 수위관측을 통

한 유량 계산은 상당한 유량계산 오차를 수반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태풍의 악조건속에서 홍수기 유량

을 시간 단위로 현장에서 비접촉식 최신계측기법을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계측할 수 있었다. 이러한 종류

의 현장 계측이 매우 드문 상황에서 본 연구의 계측 결

과는 향후 유사한 연구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

로 기대한다. 그리고 전자파와 영상변위를 활용한 유

속 관측기법은 여전히 그 정확도를 검증하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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