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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ixed Electromagnetic Wave Surface Velocimetry (Fixed EWSV) has been started to be used to measure flood discharge in 

the mountain stream, since it has various advantages such that it works well to continuously measure stream discharge even in 
the night time as well as very strong weather. On the contrary, the Fixed EWSV only measures single point surface velocity, 
thus it does not consider varying feature of the transverse velocity profile in the given stream cross-section. In addition, a 
conventional value of 0.85 was generally used as the ratio for converting the measured surface velocity into the 
depth-averaged velocity. These aspects could bring in error for accurately measuring the stream discharge. The capacity of the 
EWSV for capturing rapid flow velocity was also not properly validated. This study aims at conducting error analysis of using 
the EWSV by: 1) measuring transverse velocity at multiple points along the cross-section to assess an error driven by the 
single point measurement; 2) figuring out ratio between surface velocity and the depth-averaged velocity based on the 
concurrent ADCP measurements; 3) validating the capacity of the EWSV for capturing rapid flow velocity. As results, the 
velocity measured near the center by the fixed EWSV overestimated about 15% of the cross-sectional mean velocity. The 
converting ratio from the surface velocity to the depth-averaged velocity was 0.8 rather than 0.85 of a conventional ratio. 
Finally, the EWSV revealed unstable velocity output when the flow velocity was higher than 2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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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산지하천의 경우, 거친 하상과 급경사 등으로 인하

여 부자식 등 통상적인 접촉식 유속 측정 방식을 활용

한 유량 측정이 매우 어렵다. 특히 홍수기 유량관측은 

강한 유속, 악천후 등 현장 측정 조건의 한계로 실시간 

또는 직접관측에서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
라서, 영상이나 전자파를 활용하여 표면유속을 측정

하는 비접촉식 유량계측 방법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

다(Creutin 등, 2002; Kim 등, 2011; Lee와 Julien, 

Received 18 November, 2013; Revised 2 April, 2014; 
Accepted 7 April, 2014
*Corresponding author : Dong-Su Kim, Department of Civil & Environ- 
mental Engineering, Dankook University, Yongin 448-701, Korea
Phone: +82-31-8005-3611
E-mail: dongsu-kim@dankook.ac.kr

ⓒ The Korean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 
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544 김동수․양성기․정우열

2006; Kim과 Lee, 2011). 비접촉식 방식은 홍수기 악

천후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직접 유량 관측을 가능

하게 해주고, 고정식인 경우 실시간 자동 유량 관측이 

용이하다. 특히 고정식 전자파표면유속계(칼레스토, 
Ott, 2000, Fig. 1 참조)는 비접촉식으로 실시간 유속과 
수위를 관측하여 유량을 산정할 수 있어 대부분이 산

지하천인 제주도 유량 관측에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

다(Jeju Development Institute, 2009; Yang 등, 2011, 
2012). 고정식 칼레스토는 홍수기에도 안정적으로 유

량을 산출할 수 있어 직접 유량 관측이 매우 힘든 제주

도 하천의 경우 효과적인 유량 관측 방식으로 효용도

가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Yang 등, 2012). 

Fig. 1. Fixed and mobile Electromagnetic Surface Meter 
installed at 2nd Dongsan bridge in Han stream, Jeju.

그러나, 고정식 전자파표면유속계(Fixed Electro- 
magnetic Wave Surface Velocimetry: Fixed EWSV)
는 하천 중앙 단면에 위치하여 1개 지점의 유속을 관

측하여 이를 대표 유속으로 가정하고 유량을 산출하

므로 하안에서 마찰로 인한 유속이 감소되는 하천의 

횡방향 유속 분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

이 있다. 그리고 비접촉식 방식은 주로 표면유속을 측

정하여 상관계수(일반적으로 0.85)를 곱하여 평균유

속을 산정하므로 유량의 불확실도는 표면유속-평균유

속 상관계수에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 한천에 위치한 제2동산교 직상류

부 하천단면에 대해서 이동형 전자파표면유속계(Mobile 
Electromagnetic Surface Meter: Mobile EWSV; 
Mutronics, 2010)로 횡방향으로 4~5개 지점의 유속을 

측정하고 이를 평균하여 횡단 평균유속을 산출한 다

음, 고정식인 칼레스토로 측정한 1점 유속과 비교하여 

그 오차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표면유속을 활용

한 제주도 하천 유량 산정 시 일률적인 표면유속-평균

유속 상관계수로 사용되는 값(0.85)에 대한 검증을 홍

수 시 유출에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평균유속 산정을 

위해 ADCP(SonTek RiverSurveyor M9; SonTek, 
2010)를 사용하였다. 산출된 오차는 고정식 칼레스토 

유량을 보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자

파표면유속계의 고유속에서의 성능을 ADCP 관측결

과를 기반으로 비교 검증하였다.

2. 횡단면 평균 유속 오차 검증

고정식 전자파표면유속계(Fixed EWSV)의 단일 

지점 유속을 비교 검증하기 위해 이동식 전자파표면

유속계(Mobile EWSV)를 사용하였고, 측정자료로 

2012년 8월 23일 집중호우 사상 시 관측된 자료를 활

용하였다. 8월 23일 집중호우의 경우 Fig. 2와 같이 첨

두가 2회에 걸쳐 형성되었고 비교 검증된 시기는 수문

곡선의 첨두와 첨두 사이의 기간으로 하였다.

Fig. 2. Flow discharge observation period for applying fixed 
and movable Electromagnetic Surface Meter.

한천은 제주도 중산간에서 발원하여 제주도 북부 

해안으로 흐르는 전형적인 산지하천으로 하폭이 약 

35 m이고 하천 바닥은 현무암질 암반으로 구성되고 

자갈이 다소 분포되어 있다. 하상경사는 약 0.0256 으
로 상대적으로 급한 자갈 및 암반 지형의 전형적인 산

지하천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Yang 등, 2012). Fig. 
3은 제2동산교 단면에서 이동식 전자파표면유속계를 

활용한 유속 관측 지점(No.1~5)와 고정식 전자파표면

유속계(칼레스토, Ott, 2000)가 설치된 지점(No.3)을 

보여주고 있다. 고정식 칼레스토는 하천 중앙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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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transverse surface velocity distribution between the fixed and movable Electromagnetic Surface Meter.

Fig. 3. Observation locations along the cross-section with 
fixed and movable Electromagnetic Surface Meter. 

치하고 있어 가장 유속이 빠른 지점을 계측한다고 볼 

수 있다. 지점 간 간격은 약 5 m이다. 유속측정은 시간 

당 1회 수행하였다.

Fig.4는 적용된 시기에서 선별된 6개 시간대에서 

이동식 전자파표면유속계로 도출된 횡방향 유속분포

와 고정식 칼레스토의 1개 지점 유속 측정값을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일부 이동식 전자파유속계의 관측

지점이 수위조건 등을 고려하여 5개 이하의 지점에서 

관측된 부분도 포함시켰다. 비교결과, 이동식 전자파

표면유속계와고정식 칼레스토 유속은 관측 지점 No.3
에서 대체적으로 상호 일치하여 전자파를 활용한 표

면유속 측정값은 두 관측기기 사이에 대체로 동일하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동식 전자파표면유속계의 

횡방향 다지점 측정결과를 기반으로 고정식 1지점 유

속 측정 결과를 검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유속비교 결과, 이동식으로 최대 5개 지점에서 관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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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ed time Mean velocity(MESM) Mean velocity(FESM) Difference(%)
8.23 18:00 2.8 3.6 23.8
8.23 19:00 2.1 2.6 19.5
8.23 21:00 2.5 2.4 -6.8
8.23 23:00 2.0 2.4 16.3
8.24 02:00 2.1 2.3 8.8
8.24 03:30 2.0 2.7 26.3

Unit: m/s Average(%) = 14.6%

Table 1. Comparison of mean surface velocity between the fixed and movable Electromagnetic Surface Meter during the 
given flood event at August 23, 2012

횡방향 유속분포를 볼 때 칼레스토의 중앙지점에서의 

관측 유속을 대표 유속으로 산정하였을 경우 오차를 

수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동식 전자파표면유속

계 유속 관측 결과는 일반적인 하천에서 하안의 마찰

전단력의 작용에 의해 가장자리로 갈수록 유속이 감

소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21시에 관측된 자료는 

단면 좌측의 이동형 전자파표면유속계의 관측값이 다

른 시간대의 관측 경향과 다르게 큰 결과를 보여 오측

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최종 평균오차 분석에

는 포함시켰다. 
Table 1은 이동식 전자파표면유속계의 횡방향 유

속분포를 평균하여 대표유속으로 산정할 경우와 고정

식 칼레스토의 1개지점 유속 측정값을 대표유속으로 

산정하였을 경우 유속의 오차를 비교 분석한 결과이

다. 이동식 전자파표면유속계의 경우를 참값으로 간

주하고 고정식 칼레스토의 단면 평균유속 관측오차는 

최대 26.3%로 나타났고, 이는 고정식 칼레스토가 전

반적으로 유량을 과다 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검증기간에 적용된 평균유속 오차율을 평균할 경우 

고정식 칼레스토가 대략 15% 정도의 유속(혹은 유량)
을 과다 산정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결과는 한정

된 강우사상과 단일 관측지점에서 검토한 결과로 상

이한 강우사상과 관측지점에서 다른 오차율을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의 횡방향 유속분포

가 대략 포물선 형태를 가진다고 할 때, 칼레스토 유량 

관측은 과다 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본 연구의 결

과는 8월23일 집중호우 규모의 강우 사상일 경우 평

균적인 오차율을 정량적으로 보여준다. 고정식 칼레

스토가 보여주고 있는 실시간 하천 유량 관측의 장점

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어 설치된 지점에서 본 연구와 

같은 직접 횡방향 유속 관측을 통해 강우 사상 별 평균

오차율을 산정하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보정할 경우 

오차율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기 설치된 고정식 

칼레스토의 유량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표면유속과 평균유속 상관계수 산정

전자파표면유속계의 또다른 한계는 표면유속만을 

측정하는 데 있다. 2장의 경우 산정된 유속은 횡단면

을 평균한 표면유속이다. 실제 유량계산을 위해서는 

단면평균 유속이 필요하다. 따라서, 표면유속을 평균

유속으로 환산해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표면유속의 평균유속으로 환산계수로 0.85가 사용되

어 왔다(Costa 등, 2000; Hauet 등, 2008; Le Coz 등, 
2010; Muste 등, 2012). 그러나, 환산계수 0.85의 일률

적인 적용은 관측지점의 흐름조건에 따라 상이하여 

유량환산에 오차를 수반할 수 있다. Cheng과 Gartner 
(2003)은 단면을 약 80개 지점(80 m 하폭의 샌조아퀀

강 적용)에서 표면유속과 평균유속간의 환산계수를 

산정한 결과 0.88~0.93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

다. Roh 등(2005)은 실험수로의 유속분포실험을 통해 

기존 유속분포이론식인 후류법칙과 잘 일치하는 유속

분포의 경우 환산비가 0.85~0.86로 나타나고, 이차류

가 심한 경우 표면유속이 오히려 평균유속에 비해 감

소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 환산계수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경사가 완만한 모

래하천이나 실험수로에서의 결과로, 본 연구의 계측

환경인 급경사 자갈 및 암반하천의 경우 국내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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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easurement configuration for ADCP, MESM, and MSIV in 2nd Dongsan Bridge.

표면유속-평균유속환산비에 대한 적절한 결과가 매우 

드물었다.
본 연구에서 홍수기 표면유속과 평균유속의 환산

계수를 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측환경을 구축

하였다. 우선, 평균유속 산정을 위해 3차원 정밀 유속 측

정이 가능한 ADCP(Fig. 5 우측)를 활용하였다. ADCP
가 측정한 정밀3차원 유속을 수심평균하여 평균유속

으로 사용하였다. ADCP의 유속 측정 가능범위가 제

조사 제시 성능에 따르면 10 m/s 까지 가능하지만 

(SonTek, 2010), 제주지역 하천과 같이 산지하천의 경

우 암반 또는 자갈 하상으로 홍수 시 수면의 요동이 심

하여 ADCP를 홍수기의 고유속에서 운용하기 매우 

어려워 실제 지금까지 국내 산지하천의 홍수기에 

ADCP를 적용한 사례가 매우 드물었다. 본 연구에서

는 한천 제2동산교 직상단에 횡단 로프를 설치하여 

ADCP를 홍수기에도 운영을 하였고(Fig. 5 참조), 다
수의 횡단면 반복 측정된 ADCP 자료를 획득하였다. 
표면유속-평균유속 상관계수 검증을 위해 적용된 홍

수 사상은 2012년 7월 18일 제주도를 통과한 태풍 카

눈이었고 홍수 첨두유량은 대략 50 m3/s, 유속은 

1.0~3.0 m/s의 고유속을 형성하였다. 둘째, 표면유속-
평균유속 검증을 위해 비접촉식인 영상표면유속계

(Mobile Surface Image Velocimetry: MSIV), 이동형 전

자파표면유속계를 통해 표면유속을 취득하였고, ADCP
를 통해 표면유속 관측지점의 평균유속을 ADCP 원시자

료 후처리를 통해 산정하였다. 영상표면유속계(MSIV)
를 활용한 이유는 전자파표면유속계와 동일하게 표면

유속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역시 표면유속과 평균유속

의 환산계수가 필요하고, 동일한 계측지점에 동시 운

영하여 평균적인 환산계수의 유사성을 점검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었다.
세 가지 방식의 계측기기가 적용된 횡단면은 Fig. 5

에 나타나 있다. 관측 현장 여건 상 영상표면유속계는 

비디오 캠코드를 활용하여 교량에 가장 가까운 직상

류 지점에서 유속을 산정하였고, 전자파표면유속계는 

교량 위에서 일정한 경사각으로 유속을 측정해야 하

므로 영상표면유속계보다 약 5 m 상류 지점 단면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유속을 측정하였다. ADCP는 하천

을 횡단하는 로프를 설치해야 하는 데 현장 설치 여건

으로 전자파표면유속계 측정 단면보다 약 5 m 상류에

서 유속을 관측하였다. 따라서, 적용된 세 가지 방식의 

계측이 정확하게 동일한 지점에서 수행되지 않았으

나, 흐름의 유선이 하류 방향으로 큰 변화가 없다는 가

정 하에 상호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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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peatedly measured depth-average velocity vector using ADCP (upper) and its 3m spatially averaged mean velocity 
vector (lower).

ADCP의 경우 횡단면을 따라 6회 반복 측정하여 

산출된 수심평균유속(Fig. 6의 상단)을 바탕으로 일정

한 간격(3 m)으로 공간평균을 실시하여 최대한 안정

화된 평균유속장을 도출하였다. ADCP의 수심 관측

은 고유속에 수반된 강한 소류력으로 자갈 등 하상의 

이동이 빈번하여 하천의 중앙부 부근에서는 많은 오

류를 보였다. 따라서, ADCP 유량 산정 시 ADCP 자
체의 수심측정에 의존하지 않고 기존의 측정된 하천

단면과 수위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강한유속과 

자갈하상 등에 의해 수면의 잔파가 발생하여 ADCP
가 탑재된 소형선박의 요동으로 유속의 오차도 발생

하였다. 계측된 유속 중 주변값과 심각한 차이가 발생

하는 관측값은 이상치로 간주하고 필터링하였다.
산정된 ADCP의 수심평균된 유속과 전자파표면유

속계와 영상표면유속계(MSIV)의 표면유속과의 비교

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ADCP와 MSIV는 3 m 간격

으로, 전자파표면유속계(Mobile EWSV)는 6 m 간격

으로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단면전체에 대한 

환산계수의 평균은 계측방식 별로ADCP/M_EWSV는 

0.802, ADCP/MSIV는 0.799로 대략 0.8로 나타났다. 
즉,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0.85에 비해 0.05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이는 상관계수 0.85를 사용하였을 경

우 유량이 약 6% 과다 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각 

지점 별 상관계수는 최소 0.2, 최대 1.0(Table 2에 나

타난 환산비 2.68은 측정 조건의 영향으로 간주)로 산

포되어 특히 측면에서 표면유속과 평균유속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산포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단
면평균 환산계수 산정에서 관측지점 별로 환산계수

가 1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는 관측값의 오류로 가정

하고 평균계산에서 제외하였다. ADCP의 평균유속

과 전자파표면유속계(M_EWSV) 표면유속간의 환산

비가 1.0 을 상회하는  관측지점들(지점 3과 5)의 경

우, 같은 지점의 영상표면유속계(MSIV)의 환산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온 것으로 볼 때, 이 지점들에서 

전자파표면유속계의 유속관측값을 이상치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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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Location 
(see Fig.3)

Distance from 
left bank (m)

ADCP depth-avg. 
Vel. (m/s)

M_EWSV surface 
Vel. (m/s)

MSIV
surface Vel. (m/s)

ADCP/
M_EWSV

ADCP/
MSIV

0.5 1.5 0.5
1 3 0.7 0.7 3.1 0.94 0.21

1.5 6 1.2 3.9 0.31
2 9 1.8 2.8 3.2 0.63 0.56

2.5 12 2.5 2.8 0.90
3 15 2.6 1.9 3.1 1.42(N/U) 0.86

3.5 18 2.5 2.6 0.97
4 21 1.9 2.2 2.4 0.83 0.77

4.5 24 1.2 1.7 0.74
5 27 1.0 0.5 1.0 1.77(N/U) 1.00

5.5 30 0.9 0.3 2.68(N/U)
*N/U: Not Used Average ratio= 0.802 0.799

Table 2. The depth-average velocity to surface velocity ratio for M_EWSV and MSIV with respect to ADCP

선행연구의 사례에서는 경사가 완만하고 유속이 

매우 빠르며(Fr > 0.5) 사행이 있는 수로의 경우 수표

면의 유속이 표면 바로 아래의 유속보다 작은 현상 

(Velocity Dip)이 발생하여 표면유속과 평균유속의 비

가 0.85보다 커진다는 결과가 있었다(Roh 등, 2005). 
본 연구의 흐름환경은 급경사로 인해 유속은 매우 빠

르나(Fr = 0.51), 하상은 자갈 및 암반으로 매우 거칠

고 사행이 없는 조건으로 환산비는 0.85보다 작아진

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비록 비교적 빠른 흐름의 특

정 관측환경에서 산정되었지만 기존에 알려진 0.85보
다 오히려 작은 환산비인 0.80이 산지하천의 경우 나

타났음을 알 수 있다.
단일지점 방식의 전자파표면유속계(칼레스토)를 

유량 관측용으로 운용할 경우, 횡방향 유속분포를 고

려하지 않았을 때 약 15%의 유량을 과다산정하였고, 
또한 환산계수를 0.8 대신 0.85를 사용한 경우 추가적

으로 약 6%의 오차를 수반하여 전체적으로 약 20%의 

유량 관측오차를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향후 칼레스토의 유량 관측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는 설치된 지점에서 위의 2가지의 오차를 보정해야 할 

것이다. 

4. 홍수기 유속 관측 비교

Yang 등(2012)는 2011년 태풍 무이파 홍수기에서 

한천 제2동산교에서 이동식 전자파표면유속계와 영

상표면유속계를 활용하여 계측된 유속분포를 비교하

여 이 두 유속계는 단면 평균 유속은 매우 유사하나 지

점 별 유속 관측값은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

나, 이러한 비교 결과는 실제 보다 정밀한 ADCP 등을 

활용하지 않아 단순 비교에 그친 면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ADCP를 활용하여 단면의 유속을 정밀하게 관

측하였으므로 전자파표면유속계의 홍수기 유속측정 

성능을 보다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었다. 다만, ADCP
의 운용 상의 한계로 다양한 유량 조건에서 비교검증

하지 못한 한계는 있다. 
Fig. 7a는표면유속-평균유속 환산계수를 통해 보정

하기 전의 ADCP, 영상표면유속계, 전자파표면유속

계의 유속분포를 비교한 값이다. Fig. 7b는 제2동산교

에서 도출된 환산계수 0.8을 적용하여 표면유속을 평

균유속을 환산하였을 경우 횡방향 유속분포를 나타내

고 있다. 만약, ADCP의 측정 유속이 대체적으로 수용

할 수 있는 수치로 가정할 때, 영상유속계의 좌안과 전

자파표면유속계의 중앙 관측값을 제외하면 세가지 관

측방식의 결과가 대략 일치됨을 알 수 있다. 전자파표

면유속계의 경우, 유속이 2 m/s 이하인 경우 ADCP나 

영상표면유속계와 매우 유사한 값을 비교적 안정적으

로 보여주고 있으나, 단면 중앙에서 유속이 2 m/s 이
상인 경우, 타 관측방식이나 주변 유속과 비교해서 상

대적으로 과소 계측되었는데, 이는 3장의 경우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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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7. Transverse velocity distribution MESM and MSIV with respect to ADCP: a) when the surface velocity of MESM and 
MSIV was not corrected to the depth-averaged velocity; b) when they were corrected to the depth-averaged velocity 
with the ratio of 0.8.  

나타났듯이 표면유속-평균유속 환산비가 1을 훨씬 상

회하여 전자파표면유속계 유속 2 m/s이상에서 이상치

를 간주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유속이 매우 강한 경

우, 강한 난류로 인해 표면파가 부서져 물보라를 일으

키거나 매우 불규칙하게 생성과 소멸을 반복할 수 있

어 전자파신호가 교란될 수 있다고 추측된다. 다만, 이
러한 결론은 적용 사례가 매우 제한적이었으므로 성

급할 수 있으니 추후 2 m/s 이상의 고유속에서 상황별

로 반복측정하여 전자파표면유속계의 성능 검증이 필

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영상유속계의 경우 좌안의 유속값이 타 관측방식

에 비해 매우 크게 산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경우 

영상유속계 측정 횡단면이 하류로 갈수록 좌안에서 

단면이 축소되어 흐름이 가속되고 주흐름 방향이 좌

측으로 편향된 결과로 추정된다(Fig. 8의 좌측하단 원

형 표시). 이 결과는 세가지 유속계측 단면이 정확하

게 동일선이 아니라 상하류 방향으로 약 5 m의 이격

이 있어 발생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상호비교 결과에

도 오차가 수반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Table 2
의 결과를 보면, 각 지점에서의 환산비는 지점별로 상

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량 

보정이 목적일 때 위의 평균 환산비(0.80)를 사용할 

수 있으나, 측정된 표면유속을 평균유속으로 환산하

여 유속장을 해석하고자 할 때는 일률적인 환산계수

의 적용이 오차를 야기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Fig. 8은 관측측선을 하천의 좌안에서 촬영한 사진

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표면영상유속계로 좌안에서 

관측된 유속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이유를 설명

하고 있다. 그림의 원 안에는 암석이 하천 중심방향으

로 나와 있어 유선이 좁아져 하류방향의유속이 증가

하였을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또한, 하천의 중앙 부

근에서 표면파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자파표면유속계는 이러한 표면파의 생성 

및 소멸이 활발할 때 유속 측정의 오차를 보여줄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영상표면유속계의 경우, 이러한 표면

파의 존재에 무관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Fig. 8. Flow and field conditions for comparing the velocity 
based upon ADCP, EWSV, and MSIV.

5. 결론 및 향후과제

야간, 악천후 시 무중단 자동 유량 관측 방식인 고

정식 전자파표면유속계(칼레스토)를 활용한 유량 측

정방식은 강우-유출 사상에 대한 지속적 유량 측정을 

위한 제주도 등의 산지하천에 적합한 유량 관측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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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단된다. 고정식 칼레스토의 경우, 실시간 자동 

유량관측이 가능하고 야간에서도 안정적 성능을 보여

주고 있고, 기존 접촉식의 유량 관측이나 수위 관측만

으로 유량 측정이 불가능한 산지하천의 조건을 고려

할 때 적합한 유량 관측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고정식 칼레스토는 보통 

하천의 1개 지점의 유속을 대표유속으로 가정하고 유

량을 산정하므로 경우에 따라 약 15% 과다 유량을 산

정할 있어 현장 다지점 횡방향 유속 측정을 통한 보정

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

되지는 않았지만 전자파 방식의 유속 측정이 홍수기

의 1 m/s 이상의 고유속에는 유속 측정의 신뢰도가 높

으나(Yang 등, 2011), 저유속(0.3 m/s 이하)에서는 일

반적으로 유속 측정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단점이 있

어 저유속일 경우 별도 보정을 하거나 다른 계측방식

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정밀 3차원 유속측정을 통한 상대적으로 정확한 유

량 측정 방식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ADCP의 경우, 
상시하천에서의 비홍수기 저유속 측정에는 매우 적합

하나, 일반적으로 홍수기 현장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ADCP를 하천을 횡단하는 로프를 부

착하여 운용을 할 경우 최대 3 m/s 유속에서도 적절한 

후처리를 할 경우 높은 정확도의 자료를 얻을 수 있어 

이동식 전자파표면유속계나 표면영상유속계의 검보

정용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다만, 홍수기 제2동산교 

부근 하상 이동이 매우 활발하여 적절한 수심자료를 

얻을 수 없었다.그러나, ADCP는 정밀 3차원유속장을 

제공하므로 표면유속을 평균유속으로 환산하는 환산

계수를 산정하는 데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 적용결과, 
급경사 거친하상의 산지하천의 경우 환산계수가 일반

적인 0.85가 아니라 0.8로 나타나 지점방식의 전자파

표면유속계를 운용할 경우 추가적인 유량 관측오차를 

수반할 수 있다. 그리고, ADCP 유속측정 결과는 전자

파표면유속계가 유속이 2 m/s이상의 고유속에서 유속

을 과소 산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현재 국내 하천유량 관측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전자파표면유속계, 영상표면유속계, 
ADCP를 산지하천의 홍수유량 관측에 동시에 적용하

여 유량 및 유속 관측 오차를 분석하고 보정할 수 있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몇가지 한계가 있었음을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표면유속-평균유속 환산계수, 다
지점 및 단일지점 평균유속 산출 결과 등 본 연구의 주

요 성과는 매우 제한된 흐름조건 및 단일 관측지점 

(한천 제2동산교)에 적용하여 도출되어 산지하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기에는 아직 제한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보다 많은 흐름 및 관측지점에서 위의 

결론이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자파표면유속

계, 영상표면유속계, ADCP 유속 비교를 위한 측선이 

현장 계측 조건으로 인해 이격을 보여 정확하게 동일

한 지점을 비교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3장 및 

4장 결과에 오차가 수반될 수 있다. 셋째, ADCP의 경

우, 매우 강한 흐름으로 야기된 하상측정이 불가능하

였고 또한 유속 측정결과도 일부는 제외시켰는데 이러

한 ADCP 유속 필터링이나 공간평균 산정에 표준화된 

방식이 없어 처리된 결과에 오차가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는 

다음의 몇가지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첫째, 산지하천

에서 설치되어 운용 중인 고정식 전자파표면유속계는 

유량을 과다산정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와 같이 보정

을 해 주어야 한다. 둘째, 표면 유속과 평균유속의 관계

는 급경사 거친하상의 산지하천의 경우 0.85보다 작은 

값을 가질 수 있다. 셋째, ADCP가 홍수유량 관측에서 

적절히 운용될 경우 기존 계측방식의 정확도를 검증하

고 오차를 수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물론, 홍수기 

관측된 ADCP는 원자료를 적절한 기준으로 보정하고 

평균하는 표준화된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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