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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s (ADCPs) are increasingly popular in the river research and management communities 

being primarily used for estimation of stream flows.  ADCPs capabilities, however, entail additional features that are not 

fully explored, such as morphological representation of river or reservoir bed based upon multi-beam depth measurements. 

In addition to flow velocity, ADCP measurements include river bathymetry information through the depth measurements 

acquired in individual 4 or 5 beams with a given oblique angle. Such sounding capability indicates that multi-beam ADCPs 

can be utilized as an efficient depth-sounder to be more capable than the conventional single-beam eco-sounders. The paper 

introduces the post-processing algorithms required to deal with raw ADCP bathymetry measurements including the 

following aspects: a) correcting the individual beam depths for tilt (pitch and roll); b) filtering outliers using SMART filters; 

d) transforming the corrected depths into geographical coordinates by UTM conversion; and, e) tag the beam detecting 

locations with the concurrent GPS information; f) spatial representation in a GIS package. The developed algorithms are 

applied for the ADCP bathymetric dataset acquired from Han-Cheon in Jeju Island to validate themselves applicability. 

Key words : ADCP, Bathymetry, Topological Correction, Multibeam, Bed Surface Mapping

1. 서 론1)

하상은 하천의 복잡한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데 있

어 매우 기본적인 인자이다. 따라서 수심계측을 통한

하상변동을 파악하여 퇴적 및 침식을 파악할 수 있고 

HEC-RAS 등 수치모델링에 필요한 일정한 간격의 하

천 단면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식생이나 생태

문제를 파악하거나 조도산정에도 이용될 수 있다. 그

리고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 후 광범위한 하상조사가 

필요한 시점으로 하상을 효율적으로 계측할 수 있는 

방법에 많은 관심이 있어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홍수

기 전후의 하상의 변동이 많아 주기적인 하상계측이 

필요하다. 하천기본계획에 따르면 10년 주기로 대하

천에 대한 하상을 측량하도록 고시하고 있고 상당한 

수준의 예산을 소요하고 있다. 

하상을 계측하는 방식은 요구조건, 비용, 현장조건

Received 1 November, 2012; Revised 8 February, 2013; 

Accepted 13 May, 2013
*

Corresponding author : Sung-Kee Yang,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690-756, Korea

Phone: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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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정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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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Fig. 1. ADCP bathymetry measurements in the riverine environment: (a) ADCP capability of measuring bathymetry and 

velocity data; (b) 2-D locations for the bathymetry measurements using single beam eco sounder; (c) 2-D locations 

for the bathymetry measurements using multibeam ADCP; (d) ADCP with the inclined beams.

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될 수 있다.저수심의 저유속 유

동의 경우, 측간 혹은 측추를 사용하여 하천에서 관측자

가 직접 계측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있다 (Cho, 2008).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빠른 경우 음향측심기법을 사용하

는데 이 기법은 음파가 하천 바닥으로 진행하여 반송

되는 시간을 거리로 환산하여 수심을 측정한다(Jung

과 Kang, 2002; Park 등, 2003). 최근에 대표적으로 사

용되는 방식으로는 단일빔 (single beam ecosounder)과 

다중빔 음향측심기 (multi-beam ecosounder: MBES)가 

있다 (Muste 등, 2012).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단일

빔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다중빔 방식이 도입

될 경우 단일빔 방식에 비해 보다 세밀한 수심관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단일빔 500kHz 정도의 초음파를 사

용하여 저수심의 하천용으로는 부적당한 경우 (0.5~ 

500m)가 있고, 원래 해양 수심측정용으로 개발되었

다. MBES의 경우 우수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단일빔 방식에 비해 20배 이상 비싸 하상 측정에 범용

으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다 광범위한 지역의 

얕은 수심 계측 방식으로 항공Lidar(Airborne LiDAR 

Bathymetry: ALB)가 활용되고 있다 (Hilldale과 Raff, 

2008; McKean 등, 2009). 하지만 이 방식 역시 장비

가 고가이고 저수심용이며 탁수가 있을 경우 수심관

측의 한계가 있다.

최근 유량관측용으로 다수 도입되고 있는 ADCP를 

사용하여 하상을 계측할 수 있다 (Dinehart와 Burau, 

2005). ADCP의 대표적인 제품은 Teledyne RDI 사의 

Rio Grande(RDI, 1996)와 SonTek사의 RiverSurveyor 

M9/S5가 있다 (SonTek, 2010). ADCP의 경우 하천의 

기본 인자인 하상과 유속을 동시에 관측할 수 있고 

(Fig. 1(a)), 다중빔을 활용할 경우 한번에 4~5개의 수

심을 관측할 수 있어 단일빔 방식에 비해 유리하다 

(Fig. 1(b) 와 Fig. 1(c) 참조). ADCP는 일정한 각도 (20~ 

25도)로 경사진 4개의 초음파빔을 활용하여 사선 방

향으로 수심을 각각 관측한다(Fig. 1(d)). 그리고 AD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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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e ADCP type BT frequency
Minimum 

limit

Maximum 

limit

Beam angle

(degree)
Shape

Teledyne RDI

Rio Grande

1200kHz 0.75m 30m 20

600kHz 0.75m 100m 20

StreamPro 2000kHz 0.1m 7m 20

RiverRay 600kHz 0.3m 70m 30

SonTek

RiverSurveyor M9

500kHz 

(Vertical)
0.4m 80m 0

1000kHz 0.3m 40m 25

3000kHz 0.2m 5m 25

RiverSurveyor S5

1000kHz 

(Vertical)
0.3m 15m 0

3000kHz 0.2m 5m 25

Table 1. ADCP Capability for the bathymetry measurements of instruments type and manufactures

는 GPS와 연동되어 수심 관측의 3차원 공간정보 (x, y, 

z)를 제공할 수 있어 기존 GIS 자료와 융합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음향측심기의 수직빔과 다르게  

ADCP의 빔이 일정한 각도로 경사져 있고 선박활용 

관측 시 요동에 의해 흔들려 각각의 빔이 계측한 수심

의 수평위치를 정확하게 추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경사빔에 의한 수심관측지점에 GPS 정보를 추

정하여 부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심관측

자료 자체의 오차나 특이점 제거 등의 보정작업을 거

쳐야 하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원시자료를 직접 활용

할 수 없고 별도의 후처리과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어 ADCP는 수심관측 목적으로 활발하게 이용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은 ADCP수심 보정 및 변환을 포괄하는 위상

학적 보정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1) 경사빔에 의한 

관측 지점의 수평 위치 보정, 2) ADCP의 흔들림 (피

치와 롤링) 보정, 3) 경사빔의 관측 위치에 지리정보 

부여, 4) 수심관측치 오차와 특이점 보정. 개발된 알고

리즘은 GUI와 연동되어 적용되었으며 편리하게 이용

되도록 구성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ADCP 수심 보정 알고리즘은 제주도 한천에서 2011년

에 관측한 자료를 활용하여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2. 연구재료 및 방법

2.1. ADCP 경사빔에 의한 관측지점의 수평위치 보정

ADCP는 경사진 경로로 전송기(Transducer)로부

터 초음파를 전송하여 수중의 부유물질에 의해 반송

되는 신호의 도플러 편이를 바탕으로 경로방향의 유속

을 관측한다. 유속 관측 초음파와 별도로 전송기는 하

상관측용으로 유속관측용과 상이한 파장대의 신호를 

송출하여 하상에 상대적인송신기의 이송속도 (Bottom 

Tracking velocity)를 관측하는데, 이 경우 전송기로부

터 하상까지 경사진 경로의 길이를 관측하여 수심으

로 환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ADCP는 3~4개의 경

사진 전송기를 장착하여 전송기 별로 다른 위치의 수

심을 관측한 후 평균하여 ADCP 본체 직하단의 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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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Janus configuration of ADCP individual beams: (a) RDI Rio Grande ADCP beam configuration; (b) SonTek 

RiverSurveyor M9 beam configuration.

추정한다. 유속관측 시  멀티빔의 사용은 각각의 빔에서 

유속의 흐름이 동일하다고 가정 (Flow Homogeneity 

assumption)하므로 단점으로 지적되나, 수심관측은 

개별 빔에서 수행되고 경사로 인해 다수의 수심을 관

측할 수 있어 이점으로 작용한다. 수평위치에 대한 보

정이 필요한 이유는 기존 ADCP가 유량 측정용으로 

활용되어 각 제작사의 소프트웨어는 경사빔에 의한 

수심을 평균한 수심만을 제공하고 실제 관측 수심의 

수평위치는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소 및 최대 수심관측 범위는 제작사와 ADCP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Table 1참조). 최소 가능수심관측 

제원은 실제 현장에서 ADCP의 잠김깊이로 인해 일

부 증가하므로 약 10cm 정도를 추가해야 한다. 일반

적으로 ADCP는 수심을 초당 1회 관측을 할 수 있다.

ADCP는 GPS 신호와 연동되어 ADCP 계기의 3차

원 위치를 산정한다. GPS가 연동되지 않거나 GPS의 

정확도가 계기자체 한계나 고층 건물 또는 식생 등 현

장 계측환경으로 인해 문제가 있을 경우 바닥추적

(Bottom Tracking)으로 수평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때 계측 시작점의 지리좌표를 알 수 있으면 전체 

ADCP의 이동 경로의 위치에 지리좌표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상이동이 있을 경우 바닥추적에 오차

를 수반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Rennie, 2002). 

하상이동을 포착한 경우,바닥추적의 경로는 수정되어

야 한다.

ADCP의 빔은 Fig. 2와 같이 배치된다 (Janus 

configuration). RDI 사의 Rio Grande ADCP의 경우 4

개의 빔이 한 조를 이루고 있으며 컴퍼스는 3번 빔에 

대한 북쪽으로부터의 방향각을 제공한다(Fig. 2(a)). 

이 방향각은 지구상의 위치에 따라 상이한 자기편차

를 고려하여 보정되어 방위각으로 환산된다. SonTek 

사의 RiverSurveyor M9의 경우 8개의 빔으로 구성되

어 있고 약 5m이내의 저수심의 경우 1~4번 빔 (3000 

kHz)이 한 조로 운영되고 5m 이상의 고수심의 경우 

5~8번 빔 (1000 kHz)이 운용된다 (Fig. 2(b)). 이 때 방

향각은 자북과 1번 빔의 사이각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빔에 의해 산정된 수심 (

)은 제작사 (RDI 혹은 

SonTek)의 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데 빔을 통해 이동

한 거리 (

)를 계측하고 빔의 경사, 잠김 깊이를 고려

하여 계산된다. 이때, =빔 경사, =ADCP 잠김깊이, 

=빔 번호 (1,2,3,4 혹은 5,6,7,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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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version of the ADCP depth readings to geographic coordinates for RDI ADCP: (a) ADCP instrument coordinate 

system; (b) Locations of the points where the beams intersect  the river bed; (c) IJK intersect positions for beam 1&2; (d) 

IJK intersect positions for beam 3&4.






cos (1)

그리고 각각의 경사빔을 통해 얻어진 수심을 평균

하여 유량 산정 시 계측기기 직하 지점의 수심으로 이

용된다. 하지만 각각의 경사빔의 수심이 포착되는 수

평위치 (x, y)는 제작사 툴을 통해 제공되지 않아 추후 

경사빔의 3차원 수심자료를 활용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 ADCP는 단순히 계측센서의 지리정보를 GPS 

수신기를 이용하여 제공한다. 각각의 빔이 도달하는 

수심이 각각 다를 경우(예를 들어 하천 가장자리) 계

측기기로부터 빔의 포착지점까지의 거리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Fig. 3(a)) 평균수심 산정에 각각의 빔 수심

의 단순 평균은 오차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실제 빔

이 관측한 수심에 해당하는 정확한 3차원 위치 산정을 

위해 추가적인 변환 작업이 필요하다. 우선 Fig. 3(b)

와 같이 3차원 센서 좌표계 (i, j, k)를 지정하고 원점에 

ADCP 센서가 위치한다. RDI ADCP의 경우 센서 좌

표계 상에서 빔이 포착하는 하상의 위치는 Fig. 3(c)와 

Fig. 3(d)와 같이 정의될 수 있다. SonTek RiverSurveyor 

M9의 경우도 Fig. 2b를 고려할 때 Table 2와 같이 포

착되는 하상의 위치를 센서좌표계로 표현할 수 있다.

Table 2. The location of the riverbed in the sensor 

coordinates for SonTek RiverSurveyor M9

Beam 

number
The location of the riverbed in IJK coordinate

1 θϑ cos,sin,0
11

RZRYX −===

2 θϑ cos,0,sin
22

RZYRX −===

3 θϑ cos,sin,0
33

RZRYX −=−==

4 θϑ cos,0,sin
44

RZYRX −==−=

5 θϑϑ cos,45tansin,45tansin
555

RZRYRX −=°=°=

6 θϑϑ cos,45tansin,45tansin
666

RZRYRX −=°−=°=

7 θϑϑ cos,45tansin,45tansin
777

RZRYRX −=°=°−=

8 θϑϑ cos,45tansin,45tansin
888

RZRYR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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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Correction of beam-detected bed with respect to tilting (pitch and rolling): (a) ADCP tiltings that affect beam-detected 

location; (b) correction scheme for the beam-detected location considering additional beam angle driven by pitch and roll.

센서 좌표계에서 정의된 빔에 의해 포착된 하상의 

3차원 위치는 방위각 φ를 이용해 지구좌표계로 변환

되어야 한다. 식 (2)는 센서좌표계로부터 지구좌표계

로 변환시키는 매트릭스이다. 여기서 아래첨자 s는 센

서좌표계 (Fig. 3(c),(d)와 Table 2 참조), 아래첨자 e는 

지구좌표계를 의미한다.지구좌표계로 변환된 하상 포

착 위치의 좌표값을 ADCP 센서의 위치 (X0, Y0, Z0)를 

고려하여 나타내면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

리고 수정된 수심은 식 (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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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ADCP 흔들림 (피치와 롤링) 보정 알고리즘

Fig. 3(c),(d)와 Table 2에서의 ADCP 빔의 하상포착 

위치의 정의는ADCP 계기의 전후좌우 흔들림 (피치와 

롤링)이 없는 경우에 유효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하천 

현장에서 관측을 할 경우 일정 정도의 피치와 롤링이 

발생한다 (Fig. 4(a)). 계기의 흔들림이 있을 경우 경사

각이 각각의 빔마다 일정하지 않으므로 식 (5)의 적용

은 오차를 수반한다.예를 들어 Fig. 4(b)에서 2번 빔의 

경우에 흔들림이 있는 경우 빔 각도는 기존의 θ 보다 

ϕ 만큼 증가하여 ϕ
ϑ 가 되고 2의 위치보다 2′의 위치

를 포착하고 사선거리 '
2

R 만큼 빔을 따라 음파가 이동

한다. 만약 흔들림을 고려하지 않고 식 (1)을 적용하면

수심 관측 위치는 A로 산정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수

심 관측 위치는 A′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A를 A′

로 변경해 주어야 실제 흔들림만큼 보정해 줄 수 있다. 

A를 흔들린 각도ϕ 만큼 회전이동하면 흔들림 보정된 

A’의 위치에 수심관측 위치를 정치시킬 수 있다.

피치와 롤링은 일반적으로 동시에 발생하므로 흔

들림이 없는 경우에 산정된 Fig. 3(c),(d)나 Table 2의 

계기좌표계 상의 값 (아래첨자 i)을 식 (5)를 활용하여 

회전이동시키면 보정을 완료하게 된다. 보정된 결과 

(아래첨자 s)는 방위각에 대해 식 (2)와 같이 다시 회

전이동 시키면 지구좌표계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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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사빔 관측 위치 지리정보부여 알고리즘

ADCP는 GPS와 연계하여 센서의 위치를 위도/경

도 및 고도자료의 형태로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식 

(2)를 통해 산출된 값은 평면직교좌표계 상에 존재하

므로주어진 위/경도 자료를 평균직교좌표계 값 (X0, 

Y0)로 변환해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경도 

자료를 투영좌표계인 UTM으로 변환하여 (X0, Y0)값

을 산출하고 식 (2)를 적용하여 최종 각 빔이 포착한 

하상의 3차원 위치를 결정하였다. 또한 UTM으로 변

환된 하상의 3차원 위치를 위경도의 형태로 변환하는 

알고리즘도 적용하였다. 이때 범지구타원기준체로 

GRS80을 활용하였다.본 연구를 통해 변환 알고리즘

을 코드화하여 다음과 같은 C++ 함수를 만들어 사용

하였다. 

LatL on To UTM (int Reference Ellipsoid, double 

Lat, double Long, UTM Coordinates & utm Result)

UTM to Lat Lon (int Reference Ellipsoid, UTM 

Coordinates utm, double & Lat, double & Long)

2.4. 수심관측치 오차와 특이점 보정 알고리즘

ADCP 각 빔에 의해 관측되는 수심은 계기오작동, 

기준치 이상의 흔들림, 고농도의 탁수로 인한 음파의 

흡수, 어류 등 수중 생물에 의한 반사, 수초에 의한 음

파의 난반사, 강한 난류, 공기 유입으로 인한 기포 발

생 등으로 인해 적절하게 계측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

생한다. ADCP는 신호처리 프로세스를 통해 송신한 

주파수와 수신된 주파수 사이의 연관도 분석을 통해 

일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영역의 신호가 감지되는 경

우 수심 관측 에러처리를 한다. 즉 수심을 0으로 처리

하므로 이 경우 후처리과정에서 0인 경우를 일률적으

로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어류 등 수중 생물에 의한 

반사나 여러가지 알 수 없는 이유로 많은 경우 비정상

적인 수심관측값을 제공한다. 즉 주변의 유효한 수심

관측값에 비해 갑자기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측

정 이상치로 판단될 수 있다. 0으로 처리되지 않는 오

관측은 불규칙적으로 나타나 처리하기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빔의 수심자료의 연속성을 가정하

고 수심계측의 경향을 위상학적으로 추정하고 일정한 

안전률을 주어 제거하는 위상학적 보정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Fig. 5(a)는 추정된 경향 (붉은선)과 제거된 

오관측 수심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하상의 위상학적 

배열을 고려한 비선형적인 추정기법으로 ‘SMART’ 

(Smooth Multiple Additive Regression Technique방

식; Friedman, 1984)가 적용되었다. SMART는 어떠

한 범위의 )1( pjX
j

≤≤ 에 해당하는 관측치 (training 

dataset)에 대한 모델링을 통해 연속된 추정치  

)1( piY
i

≤≤ 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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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치는 m

T

mim
f,,αβ 에 대해 최소화된다. SMART 

모델은 본 연구에서 코드화되어 적용되었다. Fig. 5b는 

SMART 모델을 ADCP 빔 관측 수심에 적용한 사례

로 소프트웨어화하였으며 붉은선 실선이 SMART 모

델을 활용하여 추정된 추쇄선이다. 이 모델은 수심 등

과 같이 급한 변화가 없이 이웃하는 값들이 서로 일정

하게 연관되어 변화하는 과정을 신속히 추정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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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성능을 보였다. SMART 모델로 계산된 추쇄선

은 모델을 적용하는 데 있어 이웃하는 자료의 범위 

(smoothing span)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완선된 추

쇄선을 바탕으로필터 한계치 (filter half width, filter 

multiplier), 반복회수 (cycle)을 사용자가 지정하여 오

측치 제거를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a)

(b)

Filtered Depth

Mean Depth between raw 

vs filtered beam depth

Apply filter setting

Apply beam depth filter 

for this file or not

# of bad depth 

Depth filter 

parameters

Fig. 5. Topological correction using SMART model: (a) 

filtering ADCP beam bathymetry outliers based on 

the smoothed curvilinear line using SMART 

model; (b) software interface that embeds SMART 

model and shows filter parameter and results.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개발된 ADCP하상 보정알고리즘을 적

용하기위해 제주도 한천 제2동산교 2011년 4월 25일

에 측정한 ADCP자료를 활용하였다. 수심 측정을 위

한 ADCP로는 SonTek 사의 RiverSurveyor M9이 사

용되었고 측정위치의 지리정보는 DGPS가 사용되었

다. 한천은 평소에 자갈 및 암반 하상의 건천으로 유출

발생 당시 하천 수면폭은 약 50m, 최대 수심은 1.5m 

정도의 저수심을 형성하였다. RiverSurveyor M9의 

최대 계측 가능 수심은 약 0.4m였다. 유량은 약 10 

m
3
/s, 최대유속은 1.2 m/s이었다. 한천은 육지부의 완

만한 경사와 사질토 하상의 대하천에 비해 하상이 거

칠어 난류가 심하고 자갈로 구성된 하천으로 측정 당

시 유속이 강하고 저수심을 형성하여 ADCP의 운영

이 쉽지 않은 조건이다. 따라서 적절한 수심 오차 수정 

및 이상치를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한 조건을 갖추었

다고 하겠다. Fig. 6은 ADCP로 횡단면을 12회 반복한 

수심 관측지점을 항공사진을 배경으로 표시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유량 관측을 위해 4~8회 횡단면을 

반복하는 상황과 유사하다. 

Fig. 6. ADCP tracks at Han-Cheon, Jeju Island.

ADCP의 빔수심 관측 지점은 식 (5)를 이용하여 흔

들림을 보정하고 지구좌표계를 적용하여 다음 Fig. 7

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에서 보듯 ADCP의 경로 (굵은 

점)뿐만 아니라 경사빔이 포착하는 수평위치(작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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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ultibeam locations for the bathymetry measurements (small dots) in addition to the ADCP tracks (large dots).

Fig. 8. Outliers that requires bathymetry filtering (red dots) and bathymetry after applying the given filtering algorithm 

(green dots). 

가 나타남을 알 수 있고 초당 1회 계측으로 5개의 수

심관측지점 취득이 가능하여 ADCP의 평균수심을 활

용하는 방식에 비해 훨씬 많은 지점의 수심 측정이 가

능하다. 관측지점의 경우 최대수심이 약 1.5m 정도이

고 약 12회 반복하여 횡단면을 측정하여 사실상 경사

빔의 수심관측의 효과가 적다고 할 수 있으나 수심이 

깊고 횡단측량의 간격이 넓을수록 경사빔에 의한 수

심관측의 효과는 증가할 것이다.

경사 및 수직빔에 의한 수심관측을 표고로 환산하

여 나타내면 Fig. 8과 같다. 그림에서 붉은 점은 수심관

측 결과가 0으로 기록되거나 이상치를 나타내는 경우

이다. 수심관측 이상치의 경우 원자료를 그대로 하상

을 표출하는 데 활용하면 단면의 형상을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2.4절에 소개된 특이점 보정 알고리즘을 적

용하여 제거되어야 한다. 그림에서 녹색으로 표현된 

점은 이상치(붉은 점)이 제거된 후 나타난 결과이다. 

제2동산교에서 수심관측의 경우 대략 10%의 수심관

측치가 이상치로 나타나 제거되었다. 물론 이 수치가 

다소 과다한 이유는 관측지점이 흐름과 난류가 강하

여 관측 시 ADCP가 탑재된 미니보트의 요동이 상대적

으로 심했고 기포 등이 형성되어 초음파의 신호이상을 

다수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수직빔의 경우 0.5m 

정도의 저수심에서 다수의 측정 오류를 가져왔다.

Fig. 9는 수심 이상치 필터링을 위해 개발한 후처리 

소프트웨어의 인터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다. SonTek

사의 RiverSurveyor M9을 사용하였으므로 저수심에



552 김동수․양성기․김수정․정우열

Fig. 9. Software interface developed for filtering outliers based on the bathymetry acquired from the individual beam.

서 4개의 경사빔과 1개의 수직빔이 수심을 지속적으

로 관측하였고 각각의 빔 별로 이상치를 보정한 결과

를 나타낸다. 이상치는 Fig. 9의 붉은 선을 참조하여 보

간될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상치는 추후 처리

에 포함하지 않고 제거하는 옵션을 적용하였다. 전반

적으로 수심이 ‘0’인 경우 필터링이 되었으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수심의 추쉐선에서 벗어난 수심관측값은 

이상치로 간주되어 제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처리 결

과에서 보듯 경사빔의 경우 전반적으로 수심관측 성

능은 수직빔에 비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특히 0.5m

이내의 저수심의 경우 수직빔은 상당수 계측에 실패

하여 ‘0’으로 수심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경사심의 경

우 저수심에서 3MHz의 주파수로 작동하고 수직빔은 

0.5MHz의 주파수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주파수가 높

을수록 저수심에서 수심관측의 정확도가 우수해진다. 

따라서 수심이 0.5m 미만의 수심을 ADCP M9을 활

용하여 관측할 경우 경사빔에 의한 수심관측값만 사

용하는 것이 보다 높은 정확도가 보장된다고 하겠다. 

Fig. 9의 마지막 단면에서 경사빔의 보정 전후의 수심

을 평균하여 나타난 평균수심과 수직빔을 사용하였을 

경우의 수심을 서로 비교하였다. 수직빔의 경우 보정

되는 경우에도 경사빔의 평균수심에 비해 오차가 발

생함을 알 수 있다. 보정 후 평균수심도 일부 개선됨을 

알 수 있다.

Fig. 10은 수심 측정 이상치 보정 전후의 자료를 기

반으로 역거리법을 활용하여 공간보정을 실시하였을 

경우 차이를 나타낸다. 이상치 보정 없이 공간평균을 

실시하였을 경우 이상치로 인한 보간된 자료에 문제

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Fig. 10의 검은색 타원 내에 

나타나는 흰색 점). 수심 보정 이후 이러한 이상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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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Interpolated bed surface from the both raw and filtered bathymetry.

제거되고 보다 향상된 자료를 취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ADCP가 기존의 유량 관측 이외에 

수심 관측용으로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또한 최근 초음파 수심 계측기술의 발

달로 저수심 (0.4m 이상) 및 고수심 (40m 이하)에서

도 수심관측이 가능해져 활용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

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ADCP의 경우 유량 

관측에 활용도가 높아 대부분의 후처리 소프트웨어에

서 경사빔에서 계측한 수심을 평균한 평균수심을 사

용하는 반면, 실제 하상계측에 활용하기위한 경사빔 

관측 수심의 3차원 공간적 위치 산정 결과는 제공되지 

않아 실무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왔다. 또한 흔들

림 등에 대한 보정이나 수심의 위상학적 상관도를 고

려한 이상치의 제거 등의 필터링 작업이 까다로워 정

확도를 저하하는 면이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경사빔 수심 관측값의 3차원 공간위치 산정, 관측 시 

흔들림 보정, 이상치 보정 등의 알고리즘은 실무에서 

ADCP의 하상 관측용으로의 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제주도 한천의 계측자료로 적용된 결과

를 볼 때 개발된 알고리즘의 적용 후 정확도가 향상되

었고 기존 단일빔 방식보다 풍부한 수심계측자료를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경사빔의 퍼짐 

정도로 인한 수심 관측의 불확실도, 밀도의 차이로 인

한 빔의 휨 현상, GPS 오차 (수평 및 수직위치 산정), 

UTM 좌표 변환 시 오차 수반 등의 문제는 향후 추가

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문제이다. 또한 ADCP 수심계

측자료와 MBES와 같은 정확도가 매우 높은 계측 방



554 김동수․양성기․김수정․정우열

식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정확도를 비교 검증하여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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