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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홍수시 유속 및 유량을 직접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수위-유량 관계식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그러나 수위-

유량 관계는 유량 및 하도조건에 따라 변화하므로 매년 갱신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초음파유속계 (Ultrasonic Velocity Meter: UVM)에 의한 연속적인 수위 및 유량 측정자료를 이용하여 수

위-유량 관계를 구축하고 제시된 수위-유량 관계식을 적용하여 정확도를 분석하였다. 측정자료는 임진강 적

성지점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7월 및 8월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초음파유속계는 홍수기 연속적인 수위와 유량의 측정이 가능하므로 측정자료에 의한 수위-유량 관계는

일반적으로 단일 홍수사상에 대해 고리 (loop) 모양을 보였다. 또한, 초음파유속계에 의한 수위 및 유량 측정

이 안정된 경우 수위-유량 관계식은 고리 형태의 수위-유량 관계의 중앙을 관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위

유량 관계식의 정확도는 당해 연도 측정자료에 대한 오차가 가장 작았으며, 오차의 크기가 차년도 자료 그리

고 전년도 자료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천에 홍수 유과 이후 수위-유량 관계식을 개선해 주어야 하는 필요

성을 제시한다.

핵심용어: 수위-유량 관계, 초음파 유속계, 유량 측정, 수위 측정, 고리형 수위-유량 관계

-------------------------------------------------------------------------------

1. 서론

하천의 주요 기능인 이수와 치수 기능을 고려하면 하천의 유량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그러나 자연하천에서 유량을 측정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렵다. 따라서 필요한 때에 유량을 얻

기는 쉽지 않고 측정소에서 관측되는 자료를 이용하여 수위-유량 관계식을 작성한 다음, 쉽게 측

정이 가능한 수위를 이용하여 유량을 산정하는 실정이다. 자연하천은 7월 및 8월 홍수기에 주로

발생하는 하도변형에 의해 수위-유량 관계가 변하게 되므로 매년 갱신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

고 있다. 따라서 매년 수위-유량 관계곡선이 측정 자료로부터 갱신되고 있다. 그러나 하상변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수위-유량관계의 변화가 적다면 이를 갱신할 필요가 없게 된다. 본 연구에서

는 자동유량 측정 시스템 중 하나인 초음파유속계 (Ultrasonic Velocity Meter: UVM)의 측정자료

를 이용하여 수위-유량 관계를 구축하고 제시된 수위-유량 관계식의 수위-유량 관계와 비교를 통

하여 수위-유량 관계식의 정확도를 분석하고 수위-유량 관계식을 갱신할 필요성에 대하여 고찰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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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음파 유속계에 의한 유속 측정과 유량 산정

초음파 유속계는 하천에서 단면의 유속분포를 초음파 송수신을 통해 측정하는 기기이다. 300

KHz – 1 MHz 송신 주파수 반송파 신호에 위상변조방식을 활용하며, 수신신호와 기준신호의 자

기상관계수를 구하여 도플러 위상변화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유속분포를 도출한다.

초음파 유속계(UVM)를 이용한 유속측정 원리는 그림 1과 같이 하천의 양쪽 제방 부근에 한

쌍의 센서를 주 흐름방향과 일정한 각을 유지하도록 설치한 후, 초음파를 발사하고 다시 반사되어

돌아오는 초음파의 시간차를 이용하여 유속을 측정한다. 하류방향으로 발사되는 초음파는 상류방

향으로 발사되는 초음파의 시간보다 짧아지게 되며, 이러한 시간차를 이용하여 초음파 센서가 위

치한 수심에서의 평균유속을 다음 식(1)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cos 

 


 


 (1)

여기서 는 주 흐름방향의 평균유속, 은 유속계 간의 거리 (), 는 주흐름방향과 초음파 측선

(acoustic path)이 이루는 각(degree), 는 B에서 A로 초음파가 이동하는 시간   ,

는 A에서 B로 초음파가 이동하는 시간   , 는 초음파 측선 방향의 유속, 는 수

중의 초음파 속도로 약 1,500  이다.

초음파 유속계의 유량측정 방법은 수평방향인 하나의 측선으로 구성된 단일경로 시스템과 수

심이 다른 여러 측선으로 구성된 다중경로 시스템이 있다. 단일 경로 시스템의 경우, 식(2)와 같이

측정된 유속과 평균유속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유량을 산출할 수 있으며, 다중 경로 시스템은 각

측선의 평균유속을 각 단면에 대해 수심방향으로 적분하여 유량을 산정한다.

        (2)

여기서 는 유량 (), 는 유속 보정계수, 은 평균유속 ( ), 는 단면적 () 이다. 유

속 보정계수 는 보통 0.4-0.8이며 유속계 등의 실험식에 의하여 결정된다.

3. 초음파 유속계 유량 자료분석

임진강 적성지점에 설치된 초음파 유속계로부터 계측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임진강은 한강의

제 1지류로서 한반도 중앙부에 남북으로 길게 위치하고 있다. 임진강은 함경남도 덕원군 마식령의

남계에서 발원하여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부근에서 한강에 합류하여 서해로 유입된다.

임진강 유역내 수위관측소는 상류로부터 횡산, 군남, 적성, 그리고 통일대교 4개소가 있으며,

이중 적성 수위관측소는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비룡대교 상류에 위치하고 있다. 구간의 평

균 하상경사는 0.00077이며, 계획홍수위와 계획홍수량은 각각 13.91 m, 15,300 cms로서 재현기간

100년 빈도에 해당한다 (국토해양부, 2010). 표 1에는 2008년-2010년의 적성지점 수위-유량관계식

을 제시 하였다. 2008년도 수위-유량관계식은 2005-2008년의 4개년 자료로부터 구축되었으며,

2009년도 관계식은 2007-2009년의 3개년 자료를 이용하여 만들어졌다. 또한, 2010년도 수위-유량

관계식은 2010년 자료 1개를 이용하여 만들어졌는데, 2009년과 2010년의 식은 변함이 없다. 수위-

유량관계식은 부자 및 보트에 장착된 ADCP에 의한 측정자료를 이용하여 개발된 식이며, 초음파

유속계에 의한 측정자료는 사용되지 않았다.

그림 2에는 2008년도 수위-유량관계식의 적용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2008년 홍수에 대해서

관계식이 유량산정이 매우 부정확하며 수위가 증가할수록 과소산정의 오차가 커지는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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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것은 2008년이 해당지점 초음파유속계 설치시기여서 측정자료에 윤용 및숙에 의한 오차가

많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2009년 및 2010년 홍수에 대해서 관계식이 측정자료의 추이는 예측하지만 과다 산정하는 양상

을 보여준다. 수위가 증가할수록 과다 산정의 폭은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 UVM 측정

자료에서는 고리형 수위-유량관계가 잘 나타나고 있다. 수위 H = 7.4 m인 경우, 상승기의 유량은

7,130 cms이며, 동일 수위에서 하강기의 유량은 5,870 cms로 1,260 cms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수

위-유량관계식이 정확히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홍수파의 부정류성 (unsteadyness) 때문에 최대

630 cms의 오차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9년 UVM 측정자료에서 첨두홍수량이 8,485

cms이므로, 이는 약 7.5%에 해당하는 양이다.

그림 3은 2008년도 수위-유량 관계식의 적용에 따른 평균 상대오차를 제시한 것이다. 2008년도

측정자료와 비교하면 가장 큰 오차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설치 초기

에 운용 미숙에 따른 오차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며, 이후 2009년과 2010년의 측정자료와 비교해 보

면 상대오차는 거의 동일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2009년 수위-유량 관계식을 2008-2010년 측정자료에 적용한 것이다. 2008년도 관계

식과 마찬가지로 2008년 자료에 적용하였을 때 심각하게 유량을 과소산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9년 UVM 측정자료는 고리형을 보이며, 제시된 수위-유량 관계식이 매우 정확하게 고리의 중

간을 관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측정자료와 비교해 보면 수위가 2.5 m 이상에서

2009년 수위-유량 관계식이 약간 유량을 과소 산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5는 2009년도 수위-유량 관계식을 2008-2010년 UVM 측정자료에 적용하였을 때 발생하

는 상대오차를 도시한 것이다. 수위-유량 관계식은 당해 년도 자료에 적용하였을 때 최소 오차를

보였으며 차년도인 2010년 측정자료에 대해서는 오차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홍수량이

하도를 통해 유과한 후 하도 조건 혹은 형태 변화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매년 수위-유량 관계식

을 갱신해야 하는 필요성을 의미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유속계에의 측정자료를 이용하여 수위-유량 관계식의 경년별 정확도를

분석하였다. 비교 결과 초음파유속속계에 의한 수위-유량 측정자료는 단일 홍수사상에 대해 고리

(loop) 모양을 보이는 것을 보았고 수위-유량 관계식이 상당한 정확도로 홍수에 의한 수위-유량

관계를 예측하며, 측정자료가 고리형태를 띄는 경우 고리의 중앙을 관통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수위유량 관계식의 정확도를 분석한 결과 당해 연도 측정자료에 대한 오차가 가장 작았으며,

오차의 크기가 차년도 자료 그리고 전년도 자료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천에 홍수 유과 이후 수

위 유량 관계식을 개선해 주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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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간
적용수위 (m) 수위-유량관계곡선식

이용자료

(연도/자료수)
비고

2008

 ≦ ≦    ×     2005/12

2006/25

2007/37

2008/45

0.73 m

이하 외삽 전

기

간

   ≦    ×   

   ≦    ×   
11.76 m

이상 외삽

2009

2010

 ≦  ≦    ×   

2007/37

2008/45

2009/23

2010/1

0.73 m

이하 외삽

전

기

간

   ≦    ×   

   ≦    ×   

   ≦    ×   
11.02 m

이상 외삽

표 1. 적성지점 수위-유량관계곡선식

그림 1. 초음파 유속계 측정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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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08년 연도별 UVM 자료와 수위-유량 관계식 비교

그림 3. 2008 수위-유량 곡선 정확도

그림 4. 2009년 연도별 UVM 자료와 수위-유량 관계식 비교

그림 5. 2009 수위-유량 곡선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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