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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를 활용한 하천의 홍수유출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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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four of seven runoffs which had happened in 2012 in comparison with the runoffs shown in Kalesto 

data, using the fixed surface image velocimetry (FSIV) installed at Oedo stream, Jeju Island. As a result of identifying a runoff 
curve graph, it was analyzed that the flood runoffs calculated with two observation devices were almost equivalent. As the 
differences in peak flows were 10 m3/s, 0.7 m3/s and 3 m3/s, the very similar result values were calculated. Even though there 
were errors in RMSE(Root Mean Square Error) made by two observation devices according to the degree of the peak flow, the 
values of R² by flood event were 0.89, 0.87, 0.86 and 0.82, showing the result values almost close to 1.  Therefore, there was a 
very high correlation in flood runoffs calculated with two observation devices. This research method was considered to be a 
very suitable method to measure unexpected flood runoffs which could happen in the island area such as Jeju island during bad 
we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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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전 세계적인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 현상은 심각

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집중호우 

및 태풍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홍수재해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장 크게 발생시킨다(Oh, 2009).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이후 

태풍에 의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였다. 2002년에 발생

하였던 태풍 루사는 역대 최고 금액인 5조 1,479억 원

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NEMA, 2002), 이듬해인 

2003년에는 태풍 매미로 인하여 4조 2225억 원의 피

해가 발생하였다(NEMA, 2003).
제주도 역시 기후변화에 의한 집중호우 및 태풍의 

발생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화산섬인 

제주도 하천은 지질 특성상 돌발성 홍수유출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Yang, 2007). 지난 2007년에는 일 최

고 590 mm의 강우를 내린 태풍 나리로 인해 14명의 

인명 피해와 약 130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제주도 산간 지역에 700 mm 이상의 집중호우

가 내려 많은 피해를 발생시킨 2011년 태풍 무이파 등 

홍수재해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CICC, 2012),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태풍 및 집중호우에 의한 강우량이 매년 증가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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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of the Oedo Stream.

따라 돌발성 홍수유출과 하천 범람 등이 발생하는 것

은 화산섬인 제주도의 하천이 대부분 건천으로 이루

어져 있는 특성 때문이다(Yang 등, 2011). 홍수유출 

시에는 강풍과 시계 악화 등의 악천후를 동반하므로 

실제 현장에서 인력에 의한 접촉식 방법으로 유출량

을 관측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며 매우 위험할 수밖

에 없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Kim 등(Kim, 2011)이 시도했던 고정식 표면영상유속

계(FSIV, fixed-type surface image velocimetry)를 활

용하여 유량을 산정할 수가 있다. FSIV는 관측자가 

위험한 현장에 없어도 영상이 자동으로 저장되기 때

문에 악천후 및 야간에도 돌발홍수 등의 유출 관측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Kim, 2013).
기존의 봉부자 및 접촉식 유속계를 이용한 유량측

정방식은 많은 시간과 인력 및 위험성으로 인하여 현

장관측의 어려움이 있으나, FSIV를 활용한 측정방식

은 기존의 방식보다는 인력과 경비 등에서 경제적이

며 무엇보다 안전성이 확보되어 효율적인 관측이 가

능하다(Kim, 2008).
이 연구에서는 하천정비 및 기본계획 수립 시 이·치

수 기능을 분석하고 이용하기 위한 하천 유출량 관측 

시 고정식 표면영상유속계(FSIV)를 활용하여 측정하

고 홍수유출량을 산정하였다. 2012년 총 7회의 유출

사상 중 4회 사상에 대한 영상을 분석하여 홍수량을 

산정하고, 제주도에서 관측하고 있는 전자파 표면유

속계인 Kalesto의 자료와 비교·분석하여 FSIV의 정확

도 및 실용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하천 및 유역

제주도 북서부 해안에 위치한 외도천은 한라산 중

산간에서 발원하여 북부 해안으로 유입되는 하천으로 

유역면적 44.64 km2, 유로연장 20.56 km, 유역평균경

사 0.106로 비교적 급한 경사의  지형 형태를 보인다. 
투수성이 좋은 제주도의 하천은 지질 특성상 건천이 

대부분이지만, 연구대상인 외도천은 제주도 전역에 

존재하는 9개의 상시하천 중 하나로서 하류부에서는 

항시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 평상시에는 하류부의 용

천수에 의한 하천유지용수가 있지만, 태풍이나 집중

호우로 인한 돌발홍수 발생 시는 하천범람의 위험이 

있는 지역이다(Fig. 1).

2.2. 고정식 표면영상유속계(FSIV)에 의한 유속 분석 및 

유출량 산정

표면영상유속계는 평소 시각적으로는 하천의 흐름

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흐름을 시각화함으로써 유속

을 구하는 방법이다. 고정식 표면영상유속계(FSIV)를 

활용하여 유속을 측정하는 과정은 우선, 시간에 따른 

한 쌍의 영상을 획득하고, 2차원 영상을 3차원으로 보

정하기 위한 좌표 변환작업을 실시한다. 영상분석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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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대해 격자점을 형성하고 영상분석에 의한 유속

을 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류벡터가 포함될 수 있

기 때문에 오류벡터를 보정하기 위한 후처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Kim, 2008).

Start

↓

Image acquisition

↓

 A pair of images acquired

↓

Coordinate transformation

↓

Formation of grid points

↓

Digital image matching

↓

After processing

↓

Last image

↓

Result

Fig. 2. Analysis procedure of the SIV(Kim, 2008).

2.2.1. 유속관측용 FSIV의 영상자료 구축

제주도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난감

시용 CCTV가 제주 전역에 설치되어 있지만, 제주수

자원연구단에서는 주요 관측지점(5개소 : 외도천, 한
천, 천미천, 연외천, 강정천)에 표면영상유속계를 설

치하여 태풍 및 집중호우에 발생하는 유량을 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외도천에 설치되어 있는 장

비는 SAMSUNG SRD-44X 기종으로, 녹화 시 초당 

7.092장의 영상이 저장되고 있다. 홍수유출 시 효과적

인 영상취득을 위해 정수장 상단부에 하천의 횡단면

을 향해 설치하였으며(Fig. 3), 외도정수장 단면을 관

측 포인트로 정하여 촬영하고 있다(Fig. 4).

 

Fig. 3. Outflow monitoring FISV system.

(a) Before

  

(b) After
Fig. 4. Compared before and after outflow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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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ference point for the coordinate transformation.

    

Fig. 6. Analysis of velocity vector.

2.2.2. 좌표변환을 위한 참조점 입력

3차원의 공간영상을 2차원의 평면 상태로 저장하

는 과정에서 촬영 각도와 사물의 원근에 의해 왜곡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보정작업이 중요하다. 보정을 

위해서 참조점의 위치를 측량하고, 실제 포인트 간의 

거리에 대한 X, Y좌표 점을 구축해야 한다(Fig. 5). 좌
표변환 과정에서 왜곡영상 보정방법은 2차원 투영좌

표 변환법이 사용되며, 획득되는 영상에서 최소 4개의 

기준점이 필요하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4개 이상

의 기준점을 두는 것이 좋다(Kim, 2008).
  

2.2.3. 유속벡터 보정 및 유출량 산정

표면영상유속계는 유속분석 시 획득된 영상의 화

질 및 현장 상태에 따라 분석 결과가 보정되도록 프로

그램화 되어 있지만, 야간이나 빗물 등의 영향으로 인

해 표면 유동이 파악되지 않을 경우 원 자료의 상태를 

최대한 이용하여 유속을 보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정된 유속과 중간단면법을 적용한 면적을 이용하

여 홍수유출량을 산정하였고, 이때 수위는 제주수자

원연구단에서 설치한 DIVER 수위계의 자료를 이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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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Date Rainfall Pattern Remark
1 2012.4.21 Severe rain storm Uninstalled
2 2012.4.25 Severe rain storm Uninstalled
3 2012.7.18 ∼ 7.19 typhoon "KHANUN" O
4 2012.8.23 ∼ 8.24 Severe rain storm O
5 2012.8.27 ∼ 8.28 typhoon "BOLAVEN" Impossible Operation
6 2012.8.30 typhoon "TEMBIN" O
7 2012.9.16 ∼ 9.17 typhoon "SANBA" O

Table 1. Observed Discharge of Oedo stream

Fig. 7. Compare the discharge of the typhoon KHANUN.

2.3. Kalesto를 이용한 유출량 산정

전자파를 이용하는 Kalesto는 도플러 효과의 원리

를 이용한 장비로, 전자파가 수표면에 반사되어 돌아

온 신호를 측정하여 흐름방향의 표면유속을 산출하는 

방식(Lee 등, 2006)으로  수위와 유속을 동시에 관측

할 수 있다.
Kalesto를 이용하여 분석한 유속은 표면유속이기 

때문에 분석된 표면유속에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평균

유속으로 변환시키고, 미리 측량해둔 하천단면자료에 

적용하여 유출량을 산정한다(Kim, 2013). Kalesto의 

관측은 하천의 단면 중 1개 지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

에 유속의 과다 또는 과소 측정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

우에는 유출량 산정 시 오차범위로 포함시킬 수 있다

(Yang, 2012). 

3. 결과 및 고찰 

2012년 한 해 동안 제주도에서 총 7회의 하천 유출

이 발생하였다. 외도천에 설치되어 있는 FSIV 영상 

자료에는 7회 중 4회의 자료가 취득되었는데, Table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4월에 발생한 두 차례의 집중호

우 시에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장비 설치를 

완료한 2012년 6월 이후부터 꾸준하게 유출 영상자료

를 취득하였으나 8월 27∼28일 사이에 발생한 태풍 

볼라벤 내습시의 자료는 최대풍속 49.6 m/s의 강풍과 

기상악화의 원인으로 인한 작동 불능으로 취득하지 

못하였다. 강력한 태풍의 내습시 영상장비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연구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3.1. 유출 사상별 유출량분석

태풍 및 집중호우시 FSIV에 의한 하천유출 영상자

료를 분석하여 유출량을 산정하고, 동일 지정에 설치

된 외도 정수장 Kalesto의  수위  및 유속 자료를 이용

한 유출량을 산정하여 두관측 장비에 의한 결과를 분

석하였다. 홍수유출 발생 이전 영상에서는 표면의 흐

름이 거의 보이지 않아 유속벡터 분석이 불가하여 유

출량을 산정할 수 없었다. 

3.1.1. 2012년 7월 태풍 카눈(KHANUN)

태풍 카눈으로 인해 발생한 하천 유출 자료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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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mpare the discharge of the Severe rain storm.

(a) 2012. 07. 18. 19:20

     

(b) 2012. 07. 18. 19:30
Fig. 8. Compare the discharge of the typhoon KHANUN.

2012년 7월 18일 19시 30분부터 19일 06시 30분까지

의 영상을 사용하여 유출량 값을 분석하였다. 두 관측 

장비 모두 2012년 7월 18일 20시 30분경에 최고 약 40 
m3/s의 유량이 급증하였으며, FSIV는 18일 22시 00
분, Kalesto는 18일 21시 30분에 각각 177.19 m3/s, 
167.10 m3/s의 첨두 유출량이 관측되었다(Fig. 7).

3.1.2. 2012년 8월 집중호우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하천 유출 자료 중에서 

2012년 8월 23일 17시 30분부터 24일 10시 00분까지

의 영상을 이용하여 유량 값을 분석하였다. 두 관측 장

비 모두 23일 18시 30분경에 최고 약 130 m3/s의 유량

이 급증하였으며, 24일 01시 30분까지 약 30 m3/s의 

변화폭으로 증감하다가 02시 00분경에 약 100 m3/s의 

유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FSIV는 23일 18시 30

분에, Kalesto는 24일 02시 00분에 각각 147.2 m3/s, 
150.43 m3/s의 첨두 유량이 관측되었다(Fig. 9).

3.1.3. 2012년 8월 태풍 덴빈(TEMBIN)

태풍 덴빈으로 인해 발생한 하천 유출 자료 중에서 

2012년 8월 30일 04시 30분부터 12시 00분까지의 영

상을 사용하여 유량 값을 분석한 결과, 두 관측 장비 

모두 05시 30분경에 최고 약 98 m3/s의 유량이 급증하

였으며, FSIV와 Kalesto 모두 06시 00분에 각각 

119.65 m3/s, 118.94 m3/s의 첨두 유량이 관측되었다

(Fig. 10).
태풍 덴빈의 내습 시 선행강우가 많지 않았음에도 

유출이 발생한 것은 일주일 전에 발생했던 집중호우

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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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ompare the discharge of the typhoon SANBA.

Fig. 10. Compare the discharge of the typhoon TEMBIN.

3.1.4. 2012년 9월 태풍 산바(SANBA)

태풍 산바로 인해 발생한 하천 유출 자료 중에서 

2012년 9월 16일 20시 00분부터 17일 18시 00분까지

의 영상을 사용하여 유량 값을 분석한 결과, 두 관측 

장비 모두 16일 20시 00분경에 최고 약 83 m3/s의 유

량이 급증하였다. FSIV는 17일 08시 30분에 294.22 
m3/s의 첨두 유량이 관측되었고, Kalesto는 첨두 유량

일 것으로 예상되는 17일 08시 30분의 자료가 미관측 

됨으로 인해서 미관측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 중 

17일 09시 00분 251.06 m3/s가  첨두 유량으로 관측되

었다(Fig. 11).

3.2. 유출 사상별 비교

가장 직관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근사모델의 정확

도 평가 방법인 RMSE(Root Mean Square Error)와 

Coefficient of Determination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결정계수 R² 값을 각 유출 사상별로 비교해 보면 

Table 2와 같다. 7월 태풍 카눈부터 9월 태풍 산바까

지 R² 값은 각각 0.89, 0.82, 0.87, 0.86으로 분석되어 

두 관측 장비를 통한 홍수량이 비슷하게 산정되었고, 
RMSE를 비교해보면 7.02, 6.94, 4.66, 13.92로 FSIV
를 이용하여 산정한 첨두량의 증감에 따라 RMSE도 

증감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4. 결 론

제주수자원연구단에서 설치한 CCTV를 이용하여 

2012년 한 해 동안 제주도 외도천에서 발생하였던 유

출사상의 유속 및 유출량을 산정하였다. 산정된 결과

는 동일 지점에서 관측하고 있는 Kalesto 자료를 이용

하여 산출한 유출량 값과 비교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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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ion the result of runoff events

Date Rainfall Pattern
Discharge

RMSE
(m3/s) R² FSIV Peak

(m3/s)
Kalesto Peak

(m3/s)

2012.7.18 ∼ 7.19 typhoon "KHANUN" 7.02 0.89 177.19 167.10

2012.8.23 ∼ 8.24 Severe rain storm 6.94 0.82 147.20 150.43

2012.8.30 typhoon "TEMBIN" 4.66 0.87 119.65 118.94

2012.9.16 ∼ 9.17 typhoon "SANBA" 13.92 0.86 294.22 -

(a) Typhoon KHANUN
    

(b) Severe Rain Storm

(c) Typhoon TEMBIN
    

(d) Typhoon SANBA

Fig. 12. Compare the graph of R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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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IV와 Kalesto로 유출량을 산정하고 첨두유량을 

비교한 결과, 2012년 7월 18∼19일 태풍 카눈의 첨두

유량은 각각 177.19 m3/s, 167.1 m3/s로 약 10 m3/s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한 값을 

보이고 있었다. 8월 23∼24일 집중호우 시에는 147.2 
m3/s, 150.43 m3/s로 약 3 m3/s, 8월 30일 태풍 덴빈은 

119.65 m3/s, 118.94 m3/s로 약 0.7 m3/s, 9월 16∼17
일 태풍 산바는 294.22 m3/s, 251.06 m3/s(결측치를 제

외한 첨두 유량)로 약 43 m3/s의 차이를 보였다. 1회의 

유출사상에서 결측치가 발생하여 첨두유량 값의 차이

가 크게 발생하였으나 결측치를 제외한 나머지 관측

치들과 3회의 유출량은 대부분 잘 일치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두 관측 장비에 의한 RMSE는 첨두 유량의 정도에 

따라 오차가 발생하였지만, R² 값은 유출사상별 각각 

0.89, 0.82, 0.87, 0.86로서 거의 1에 가까운 결과 값들

을 보여 두 관측기법을 통한 홍수량이 매우 높은 상관

성을 나타내고 있다.
표면영상유속계(FSIV)를 이용한 관측방법은 건천

으로 이루어져 돌발성 홍수유출이 발생하는 제주도의 

하천에 적합한 방법이다. 돌발성 홍수유출 발생 시 현

장에 관측자가 없어도 관련 영상을 획득이 가능하며, 
기존 현장관측에 비해 경제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다. 반면, 야간 영상 자료 획득 시 관측 지점

의 표면 유동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주변에 광원이 있

어야 하고, 많은 강우나 강풍 등에 의한 악천후 시에도 

관측지점의 시야 확보를 필료로 한다. 또한 영상획득

에 있어서 제주도 하천의 경우 규모가 크지 않아 대부

분의 하천에 적용이 가능하지만, 하폭이 큰 경우에는 

고정된 지점에서 하폭을 한 영상 안에 획득하기가 불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유량 측정 산정이 어렵다는 

점도 있다.
현재, 제주수자원연구단에서는 5개소(외도천, 한

천, 천미천, 연외천, 강정천)에 관측 장비를 설치하여 

시범 운영 및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조사를 통하여 제주도 전역의 하천에 대한 효율

적인 감시 및 홍수량 산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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