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Korea Water Resour. Assoc. Vol. 53, No. 12 (2020), pp. 1071-1079 pISSN 1226-6280

doi: 10.3741/JKWRA.2020.53.12.1071 eISSN 2287-6138

Application of microwave water surface current meter for measuring agricultural 

water intake

Baek, JongseokaㆍKim, ChiyoungbㆍLee, KisungcㆍKang, HyunwoongdㆍSong, Jaehyune*

aAssociate Researcher, Hydrological Survey Department, Korea Institute of Hydrological Survey, Goyang, Korea
bPrincipal Researcher, Hydrological Survey Department, Korea Institute of Hydrological Survey, Goyang, Korea
cPh.D. Course,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dAssociate Researcher, Hydrological Survey Department, Korea Institute of Hydrological Survey, Goyang, Korea
ePh.D. Course,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Paper number: 20-084

Received: 28 August 2020; Revised: 19 October 2020; Accepted: 19 October 2020

Abstract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it is essential to secure basic data such as the amount of agricultural water intake. The river water intake through 

the intake weir is carried out through the agricultural irrigation canal, and a method for measuring the quantity of water intake is required to suit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asuring points. In this study, the accuracy of the calculated flow data was determined by applying a microwave water 

surface current meter. The microwave water surface current meter is a method of calculating surface velocity using doppler effect, which is 

mainly used in high-velocities situations such as flood. Surface velocity is difficult to represent the average velocity of the entire section at low 

dicharges or high wind speeds, it is considered to be low in continuous utilization throughout the year, and it is necessary to verify whether the

measurement using an microwave water surface curren meter is appropriate in agricultural irrigation canal. The data measured with an microwave 

water surface curren meter were compared with the actual flow data to calculate the intake data in agricultural irrigation canal. In agricultural 

irrigation canal, the low-level discharge calculated using an microwave water surface current meter at a minimum velocity of about 0.3 m/s and 

a minimum discharge of about 1.0 m3/s or higher was found to have a high tendency and accuracy compared to the standard discharge, especially 

when the high discharge was high. Although effective results can be obtained in terms of quantity at low discharge, it is deemed that subsequent 

studies are needed to calculate the average discharge of the cross section at low discharge, given that the trend of data is unstable. Through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it is appropriate to calculate the amount of water intake through the microwave water surface current meter in 

artificial waterways with a certain discharge or higher, so it is expected to be widely distributed as a method for measuring river water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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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하천수의 통합적인 물관리를 위해서는 농업용수의 목적으로 취수되는 하천수량과 같은 기초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취입보를 통해 취수되는 

하천수는 농업용수로를 통해 도수되는데, 계측지점의 특성에 맞는 취수량 계측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만경강 유역 어우보의 농업용수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 표면유속을 산정하는 전자파 표면유속계를 적용하였는데, 주로 홍수기와 같이 고유량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다. 저유량이나 

고풍속에서는 표면유속이 단면 전체의 평균유속을 대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중 지속적인 활용도가 낮다고 평가받고 있어, 농업용수로에서 전자

파 표면유속계를 이용한 계측이 적합한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자파 표면유속계로 계측한 자료를 실측 유량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농

업용수로에서의 취수량 자료를 산정하였다. 농업용수로에서 최저유속 약 0.3 m/s, 최저유량 약 1.0 m3/s 이상시 전자파 표면유속계를 이용해 산

정되는 일단위 유량은 기준유량 대비 경향성과 정확도가 높은 편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고유량일때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유량

에서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유효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자료의 경향성이 불안정한 것으로 미루어 저유량시 표면유속으로 단면의 평균유속으로 

산정하는 것에는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를 통해 일정 유속 이상의 인공수로에서는 전자파 표면유속계를 통해 취수량을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하천수 사용량 계측의 방안으로서 널리 보급되길 기대한다.

핵심용어: 농업용수로, 전자파 표면유속계, 하천수 사용, 하천수 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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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물의 수요와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유역단위의 정량적인 물관리가 필요하다. 인공계 물순

환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수 측면에서의 물관리는 하천수를 

공급하는 대상과 사용하는 대상의 정보를 확보하는 것에서부

터 시작된다. 하천수 공급은 자연적인 강수량을 제외하고는 

댐, 저수지, 보 등 인공적인 구조물에 의해 공급량이 조정되는

데, 관련 정보는 유관기관에서 시스템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반면에, 하천수 사용과 관련한 정보는 하천수 사용자 개인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농업용수의 경우, ｢하천법 시행령

[시행 2020 1. 21.]｣을 기준으로 농업용수 8,000 m3/day 이상

의 사용자에 대해 계측시설 설치 및 취·방류수량 자료의 보관 

및 제출을 고시하고 있으나, 계측기기의 설치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정확한 사용량 자료의 보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다. 2017년말 홍수통제소의 하천수 허가현황은 대상시설 863

건 중 510건에 계측기기가 미설치 되었고, 이중 404건이 농업

용수 취수시설이었다. 하천수 사용자의 자발적인 보고량은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할 수 있고, 정보의 취합과 관리가 어려

운 상황이다.

하천수 취수량 계측방법은 직접과 간접으로 구분할 수 있

는데, 직접 계측방법으로는 기계식 유량측정기, 자기식 유량

측정기, 수위-유량관계식, 수위-유속관계식, 구조물별 이론

식 등이 있고, 간접 계측방법으로는 전력량법, 가동시간법, 수

요량 추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Baek et al., 2019; 2020). 이

중 직접 계측방법은 현장에서 실제 현상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특히 최

근에는 초음파와 전자파 등을 이용한 유량 계측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한국수문조사연보(2019, 환경부)에 의하면 

전국 214개 유량측정 지점에서 총 4,696회의 유량측정시 

87.0% 이상을 초음파 계측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등 직접 계측

방법 중 초음파 유속계로 인한 계측은 검증되고 보편화되고 

있으나, 전자파 표면유속계와 관련한 연구는 홍수기 고유속

시에 단기적으로 적용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유속시 표면

유속이 평균유속을 대변할 수 없다는 평가에 의해 연중 사용

하는 경우는 드물다. 

초음파 유속계 관련 연구의 경우 미국지질조사국(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USGS)에서는 초음파 유속계를 이

용하여 대상지점의 유속을 계측하는 방법과 국소 측정영역의 

결과로 단면의 평균 유속을 산정하는 지표유속법 등 계측에서

부터 자료가공 단계까지 전체 처리과정을 제시하였다(USGS, 

2012). Song et al. (2019)은 도플러방식 연직방향 초음파유속

계(Vertical-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V-ADCP)

를 이용하여 만경강 어우보 농업용수로에서 유량자료를 계

측하였고, 수위-유량관계법, 지표유속법을 통해 산정된 유량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초음파 유속계로 계측된 자료를 지표

유속법 적용시에 정확도 높은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연구하였다. 

전자파 표면유속계(Microwave Water Surface Current 

Meter, MWSCM) 관련 연구의 경우 Lee et al. (1997)은 전자

파 표면유속계를 이용하여 남한강 여주대교에서 홍수기 유속

을, 대청댐 대청교 지점에서 평수기 표면유속을 계측하고 환

산계수를 고려하여 유량을 산정하였고, 실제 방류량과의 비

교를 통해 실용적인 유속 계측방법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

다. 이후, 전자파 표면유속계의 홍수기 이외의 연중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성능개선 연구를 수행하였고, 저유속시 유속측

정 하한 범위를 0.5 m/s에서 0.03 m/s까지 확장하였다(Kim et 

al., 2014; Kim et al., 2015.). 전자파 표면유속계는 국내 업체

에서도 제조되고 있으나, 이동식 측정장비로 생산되어 홍수기

에 주로 사용되고 있고, 수위측정 기능이 없다. 현장 고정식 설

치를 통해 연속적인 측정을 필요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고정

식 사용이 가능하고 유속 및 수위를 연중 상시 측정 할 수 있는 

국외 Sommer사의 RQ-30 제품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초음

파 유속계와 전자파 표면유속계의 검증을 위해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에서는 물관리연구사업의 일환인 취방류수량 계

측 시스템 구축을 통해 2019년 3월부터 만경강 유역 대상지의 

초음파 유속자료와 전자파 표면유속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2020년 12월말까지 운영 계획이다.

농업용수로의 하천수 사용량 파악시 취수시설물의 형태, 

규모, 사용목적·용도 및 운영 현황에 따라 계측방법의 선정이 

제한적일 수 있다. 농업용수 취수시설물의 형태는 다양하지

만, 취수된 용수는 대부분 개수로를 이용하여 수요지로 공급

되기 때문에, 개수로에 적용 가능한 시설이어야 한다. 그리고, 

규모에 따라 적용 가능한 시설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데, 

취수량을 계측하기 위해 상시 일정 유량 이상을 취수하고 있

는 지점의 선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본 연구

에서는 전자파 표면유속계를 이용하여 개수로에서의 하천

수 취수량을 계측하였고, 지표유속법을 통해 단면의 평균유

속을 대변할 수 있는 환산유속으로 유량을 산정하였다. 그리

고 유량자료의 검증을 위해 초음파 유속계로 산정한 유량자

료와의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고, 정확도와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유속 구간을 특정하여 농업용수로서의 하천

수 취수량 규모 계측시 전자파 표면유속계의 적용성을 검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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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농업용수로 취수되고 있는 하천수의 정

량적인 사용량 계측방안의 마련을 위해 전자파 표면유속계의 

계측 적용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 순서로, 우선 다양한 유

량범위에서의 적용성 검토를 위해 연중 상시 하천수를 취수하

는 지점의 선정을 수행하였고, 대상지점에 전자파 표면유속

계를 설치하여 2019년 3월 21일부터 자료를 생산하였고, 표

면유속을 단면의 평균유속으로 환산하기 위해 지표유속법을 

이용해 실측자료와의 관계식을 개발하였다. 전자파 표면유속

계를 통해 생산한 유량자료의 유효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유

량은, 대상지점에서 2017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18회 이

상의 현장측정을 통해 유량 검증을 수행한 초음파 유속계 자

료로 설정되었다. 상관성 분석을 통해 기준유량 대비 전자파 

표면유속계 자료의 산포도, 오차율 등을 확인하였고, 연구결

과를 통해 하천수 취수량 계측을 위한 전자파 표면유속계의 

적용이 유효한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2.1 대상지점 현황

대상지점은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어우리에 위치한 어우

보의 농업용수로이고, 만경강 상류에서 하천수를 취수하여 군

산시 옥서면 옥구저수지까지 유하하는 인공도수로가 시작되

는 지점으로 Fig. 1과 같다. 만경강 유역은 하천수 사용량의 

대부분이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으로, 어우보 상류 

우안에 위치한 취수보를 통해 1,619,000 m3/day의 취수량을 

허가하고 있다. 관개기에 하천수 사용이 집중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지만, 비관개기에도 일정 유량을 취수하고 있어 다양한 

취수량 범위에서의 측정이 가능하다. 또한, 직사각단면(2 m 

× 13 m)의 개수로 형태를 취하고 있는 콘크리트 인공수로라 

식생, 단면변화 등의 특이사항이 적어 비교적 정확한 유량 계

측이 가능한 지점이다.

2.2 전자파 표면유속계

전자파 표면유속계는 도플러 효과에 의해 표면유속을 측정

하게 된다. 도플러 효과란, 파동을 발생시키는 파원과 운동하는 

물체 사이에 상대적인 주파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주파수는 물체의 속도와 전파의 파장, 그리고 물체 속도방

향과 파장 진행방향 사이의 각에 의해 Eq. (1)과 같이 정의된다.







  (1)

여기서, 

는 도플러 주파수, 는 물체의 속도, 전파의 파장, 

는 물체 속도방향과 파장 진행방향의 사잇각이다.

전자파 표면유속계는 수표면의 운동에 의해 반사파를 수신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파고가 있어야 하고, 수표면의 산

란이 많고 유속이 빠를수록 측정 결과의 신뢰성이 높아진다. 

전자파 표면유속계의 센서는 Fig. 2와 같이 일정한 주파수를 

수표면으로 송신하고, 수표면의 운동에 의한 반사파를 수신하

며, 송수신된 신호의 주파수를 비교하여 표면유속을 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홍수기의 단기 유속측정이 아니라, 연속적인 

유속측정을 위하여 Fig. 3과 같이 어우보 농업용수로에 위치

한 교량 난간에 Sommer 사의 RQ-30 전자파 표면유속계를 설

치하였다. RQ-30 기기의 센서는 12° 각도로 전자파를 송신하

고, 24 GHz의 주파수 측정이 가능하다. 수표면의 파고는 최소 

Fig. 1. Target location

Fig. 2. Schematic diagram for microwave water surface current meter

Fig. 3. Microwave water surface current meter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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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m 이상에서 측정이 가능하고, 유속 0.01 m/s 또는 1% 내의 

오차범위를 가지고 있다.

2.3 지표유속법

초음파 유속계나 전자파 표면유속계는 하도 단면의 전체 

유속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의 국소적인 부분을 연속

적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측정자료로 단면의 평균유속을 대

변할 수 있는 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일정단면의 개수로 유

량은 Eq. (2)와 같이 단면의 평균유속에 비례한다.




 (2)

여기서, Q는 개수로의 유량, A는 개수로의 단면, Vm는 단면의 

평균유속이다.

개수로의 단면은 수위뿐만 아니라, 여러 환경변수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대상지점과 같이 직사각형 콘크리트 단면은 

Eq. (3)과 같이 오직 수위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

  (3)

여기서, H는 단면 바닥에서부터 수표면까지의 수심이다.

개수로의 유량이 일정한 상황에서 단면의 평균유속은 Eq. 

(4)와 같이 지표유속과 수심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4)

여기서, Vi는 국소적인 부분의 지표유속(Index Velocity)이

다.

평균유속과 지표유속간의 인과관계를 선형회귀식으로 표

현하면 Eq. (5)와 같다.



 








 (5)

여기서, b1과 b2는 회귀계수이다.

지표유속법(Index Velocity Method, IVM)은 계측기기를 

통해 측정한 지표유속(Index Velocity)과 해당 하도 단면의 

평균유속간의 인과관계를 통해 지표유속을 평균유속으로 산

정해주는 방법으로, 초음파 유속계의 발달 및 보급과 더불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Cha et al., 2014). 초음파 유속계나 전자

파 표면유속계 등으로 계측한 지표유속과 해당 하도 단면의 실

측 평균유속간의 관계식을 개발하여, 시계열로 생산되는 지

표유속을 통해 평균유속을 산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

양한 범위의 수위와 유속 상태에서의 실측을 통한 관계식 수

립이 우선되어야 하고, 단면이나 설치위치가 변경될 시에는 

관계식이 재수립 되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연구 대

상지점과 같이 수로의 형상 변화 및 식생 등의 영향이 적고 유

효한 관계식만 수립된다면, 하천수 취수량의 연속적인 계측

이 가능하다. Song et al. (2019)은 다양한 유량산정 방법을 적

용하여 실측유량과의 상대오차를 비교한 결과, 수위-유량관

계곡선식 15.82%, 유속분포법 3.42%, 지표유속법 2.81%로 

지표유속법에 의한 유량산정이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량측정으로 산정된 단면의 평균유속과 초

음파 유속계, 전자파 표면유속계로 계측한 지표유속과의 인

과관계를 통해 지표유속식을 개발하였고, 각각의 유속계를 

통해 시계열로 관측된 지표유속을 관계식으로 환산하여 연속

적인 환산유속을 산정하였다. 우선, 현장측정 성과 확보를 위

해 어우보 농업용수로에서 2017년 2월 이후 총 18회의 측정을 

수행하였고, 설치 기간에 따라 초음파 유속계(V-ADCP)는 18

회 모두 적용가능하고, 전자파 표면유속계(MWSCM)는 19년 

3월 21일 이후 설치되어 6회의 성과만 적용하였다. Table 1은 

현장측정 성과와 초음파 유속계, 전자파 표면유속계로 생산

한 연속적인 지표유속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단면을 대표할 

수 있는 연속적인 유속자료를 산정하였다.

2.3.1 초음파 유속계의 지표유속과 측정유속의 관계

어우보 농업용수로에 위치한 초음파 유속계는 2017년 2월 

1일부터 계측을 시작하였고, 계측시작 이래로 총 18회의 현장

측정을 통해 다양한 유량과 수위별 단면적의 관계를 고려하여 

평균유속을 산정한다. 초음파 유속계는 다년간 지속적인 검

증을 거쳐 운영 중에 있어, 대상 농업용수로의 기준 유속자료

로 설정하였다. 초음파 유속계로 계측한 지표유속과 현장측

정시 평균유속과의 관계는 Fig. 4와 같다. 전체자료로 개발한 

지표유속식은 추세선이 일부 자료들과 다소 낮은 인과관계를 

가질 수 있어, 고유속(지표유속 0.8 m/s 이상)과 저유속(지표유

속 0.8 m/s 미만)으로 구분하여 지표유속식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전체 계측기간에서의 지표유속을 환산유속으

로 산정하였다.

2.3.2 전자파 표면유속계의 지표유속과 측정유속의 관계

전자파 표면유속계는 2019년 3월 21일부터 계측을 시작하

였고, 계측시작 이래로 총 6회의 현장측정을 통해 유량과 수위

별 단면적의 관계를 고려하여 평균유속을 산정하였다. 초음파 

유속계로 계측한 지표유속과 현장측정시 평균유속과의 관계

는 Fig. 5와 같으며, 이를 이용하여 전체 계측기간에서의 지표

유속을 환산유속으로 산정하였다. 지표유속법을 통해 결정

된 회귀식과 결정계수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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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분석

3.1 일단위 유량 결과 분석

초음파 유속계와 전자파 표면유속계의 지표유속법으로 산

정된 유량자료를 비교하였다. 2019년 3월 21일부터의 10분 

단위 유량자료를 생산하였고, 안정화 기간을 제외하고 2019

년 5월 1일부터 2020년 7월 19일까지의 유량자료를 대상으로 

비교하였다. 대상기간동안 총 2회의 관개기와 1회의 비관개

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 관·비관개기의 농업용수 특성, 저·고

유속 상황에서의 특성을 판단할 수 있다. 기간에 따라 Case를 

구분하였는데, Case 1은 전체기간에서의 유량자료 비교, Case 

2는 2019년 유량자료 비교, Case 3은 2020년 유량자료 비교, 

Table 1. Calculation of conversion velocity by Index velocity method

Date
Depth

(m)

Area

(m2)

Measured 

discharge (m3/s)

Mean velocity 

(m/s)

Index velocity (m/s) Conversion velocity (m/s)

V-ADCP MWSCM V-ADCP MWSCM

2017-02-10 11:00 0.29 3.27 1.20 0.367 0.573 - 0.379 -

2017-03-10 09:10 0.32 3.66 1.63 0.445 0.668 - 0.451 -

2017-06-10 09:50 0.71 8.72 8.40 0.963 1.205 - 1.004 -

2017-08-01 15:00 0.62 7.55 5.99 0.793 1.121 - 0.910 -

2017-10-20 10:40 0.33 3.79 1.14 0.301 0.479 - 0.307 -

2017-11-10 09:00 0.34 3.92 1.34 0.342 0.534 - 0.349 -

2018-02-08 12:50 0.26 2.88 1.11 0.385 0.597 - 0.397 -

2018-04-23 16:00 0.50 6.00 5.46 0.910 1.093 - 0.879 -

2018-08-02 06:20 0.80 9.89 9.75 0.986 1.245 - 1.049 -

2018-10-25 13:50 0.29 3.27 1.24 0.379 0.582 - 0.385 -

2018-12-20 10:00 0.52 6.26 5.51 0.880 1.161 - 0.955 -

2019-03-13 11:00 0.37 4.31 2.15 0.499 0.748 - 0.511 -

2019-06-20 13:50 0.80 9.89 12.04 1.217 1.287 1.343 1.096 1.178 

2019-06-26 10:30 0.83 10.28 11.98 1.165 1.258 1.329 1.064 1.163 

2019-07-03 15:10 0.72 8.85 8.57 0.968 1.062 1.139 0.844 0.955 

2019-07-24 13:40 0.69 8.46 8.35 0.987 1.263 1.206 1.069 1.028 

2019-09-25 08:50 0.34 3.92 1.79 0.457 0.651 0.760 0.438 0.541 

2020-04-16 17:30 0.27 3.01 1.30 0.432 0.589 0.597 0.391 0.373 

Fig. 4. IVM for V-ADCP

Fig. 5. IVM for MWSCM

Table 2. Regression equation and coefficietn of determination by case

Classification Regression equation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V-ADCP 

(all data)
y = 0.995x ‒ 0.197 0.954

V-ADCP 

(high velocity)
y = 1.120x ‒ 0.345 0.481

V-ADCP

(low velocity)
y = 0.760x ‒ 0.056 0.915

MWSCE y = 1.093x ‒ 0.290 0.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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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4는 2020년 저유속시 유량자료 비교, Case 5는 2020년 

고유속시 유량자료 비교로 Case를 5가지로 구분하여 Table 3

과 같이 정리하였다. Case 1은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7월 

19일까지 446쌍, Case 2는 2019년 5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45쌍, Case 3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7월 19

일까지 201쌍, Case 4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4월 23일

까지 114쌍, Case 5는 2020년 4월 24일부터 2020년 7월 19일

까지 87쌍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Case 2와 Case 3의 비교를 

통해, 설치 첫년도인 2019년과 자료 안정화가 이루어진 2020

년 자료를 비교분석할 수 있고, Case 4와 Case 5의 비교를 통해 

안정화가 된 2020년 계측자료의 저·고유속시 자료를 비교 분

석할 수 있다.

하천수 사용 허가량의 기준단위인 일단위 자료로 환산하여 

Fig. 6과 같이 나타내었다. 계측한 자료의 유속범위는 저유속

시 약 0.3 m/s, 고유속시 약 1.5 m/s이고, 유량범위는 저유속시 

약 1.0 m3/s, 고유속시 약 15.0 m3/s이다. 우선, 대상 농업용수

로는 연중 일정 유량 이상을 지속적으로 취수하고 있고, 두 계

측기로 산정한 유량자료는 2019년에 비해 2020년 이후의 경

향이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6월에서 7월에 두가

지 계측방법별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태풍과 장마로 인해 전

자파 표면유속계의 자료가 오측되었고, 8월 이후 현장점검 및 

유지보수를 통해 안정적인 자료를 생산하도록 조치하였다. 

2020년 3월, 4월의 자료 편차 부분은 전자파 표면유속계의 지

표유속법 적용시 저유속 구간의 실측자료가 2회 뿐이라, 지표

유속이 평균유속을 충분히 대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유속법을 통해 산정한 두 유량자료의 상관관계 확인

을 위해 초음파 유속계의 유량자료를 기준유량으로 설정하였

고, 기준유량 대비 전자파 표면유속계 유량자료의 결정계수, 

절대 오차와 상대 오차, 평균 제곱근 오차 등의 방법으로 상관

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3.1.1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

초음파 유속계와 전자파 표면유속계로 산정한 두 유량자

료간의 상관관계를 피어슨의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R)와 산포도로 Fig. 7과 같이 나타내었다. 상관계

수는 두 일단위 유량자료를 Eq. (6)를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6)

여기서, 은 상관계수, 

는 전자파 표면유속계로 산정한 

번째 유량, 은 전자파 표면유속계로 산정한 유량의 평균, 


는 초음파 유속계로 산정한 번째 유량, 는 초음파 유속계로 

산정한 유량의 평균이다.

Table 3. Classification by case

Classification Content

Case 1
Comparison of the full-term discharge 

of two calculation data

Case 2 Comparison of 2019 discharge of two calculation data

Case 3 Comparison of 2020 discharge of two calculation data

Case 4
Comparison of discharge at low velocities 

in 2020 between the two calculation data

Case 5
Comparison of discharge at low velocities 

in 2020 between the two calculation data

Fig. 6. Comparison of IVM and MWSCM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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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계수는 Case 1에서 0.999, Case 2에서 0.999, Case 3에

서 0.999, Case 4에서 0.844, Case 5에서 0.999로 결정되었다. 

Case 1, 2, 3, 5 모두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으나, 2020년의 

저유속시를 대상으로한 Case 4는 적은 횟수의 실측자료를 대

상으로 지표유속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비교적 상관성이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3.1.2 절대 오차와 상대 오차(Absolute error and relative error)

절대 오차는 기준유량에서 전자파 표면유속계로 산정한 유

량 사이에서 발생한 오차의 절댓값을 말한다. 두 계측기기로 

산정된 일단위 유량자료를 비교하였고, Case 1은 6.99%, Case 

2는 7.00%, Case 3은 6.98%, Case 4는 10.19%, Case 5는 2.78%

로 산정되었다. Case 1, 2, 3은 비교적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고, Case별 큰 편차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Case 4, 5는 결

정계수 결과와 마찬가지로 저유속시 양적인 차이가 크게 발생

하고, 고유속시 차이가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ase 

4의 경우, 결정계수 분석시 두 자료간의 경향성이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양적인 차이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a) Case 1 (b) Case 2 (c) Case 3

(d) Case 4 (e) Case 5

Fig. 7. Scatter diagram of V-ADCP and MSWCM

(a) Case 1 (b) Case 3

Fig. 8. Relative error of V-ADCP and MSW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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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간에 대해 두 결과를 비교한 Case 1과 2020년을 대

상으로한 Case 3의 상대 오차를 분석하여 Fig. 8와 같이 나타

내었다. Case 1과 Case 3의 비교만으로 나머지 Case들이 포함

되어 있어 2개의 Case만 도식화하였다. 초음파 유속계로 산

정한 유량이 기준유량이고, 전자파 표면유속계로 산정한 유

량이 상대적으로 어느정도의 오차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데, 고유속시에는 상대 오차의 범위가 좁고, 1 m3/s 

규모의 저유속시에는 상대 오차의 범위가 넓은것으로 나타

났다.

3.1.3 평균 제곱근 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

평균 제곱근 오차를 통해 기준유량과 산정된 유량과의 상

호간 편차를 확인하고, 기준유량으로부터의 이격정도를 확

인하여 변동성을 확인하였다. 평균 제곱근 오차로 Case 1은 

0.353 m3/s, Case 2는 0.443 m3/s, Case 3은 0.195 m3/s, Case 

4는 0.141 m3/s, Case 5는 0.249 m3/s가 산정되었다. 이는 기준

유량 대비 Case 1은 6.50%, Case 2는 7.82%, Case 3은 3.78%, 

Case 4는 11.39%, Case 5는 2.41%의 변동성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Case 1, 2, 3은 비교적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

고, 특히, 2020년 계측자료는 기준유량 대비 상당부분 일치하

는 것으로 확인된다. Case 4는 변동성이 11.39%로 산정되었

으나, 평균 제곱근 오차는 0.141 m3/s로 양적인 차이는 적은 것

으로 나타났다. Case 5의 결과는 고유속시 전자파 표면유속계

의 자료가 보다 정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상의 상관성 분석 

결과를 Table 4에 정리하였다.

3.2 월단위 유량 결과 분석

일별자료를 합산하여 월단위 총량을 Fig. 9와 같이 도식화

하였다. 월별 유량자료의 평균 오차율은 4.6%로 산정되었고, 

2019년의 평균 오차율은 5.4%, 2020년은 3.7%로 확인되었

다. 그리고, 2020년 월별 유량 중 2월, 3월, 4월 등 저유량시에 

오차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Case별로 구분하였을 때, 전체적인 총량을 확인할 수 있는 

Case 1은 초음파 유속계 211,614,054 m3, 전자파 표면유속계 

209,613,508 m3으로, 0.9% 이하의 오차율로 확인되어 전자

파 표면유속계로 산정한 유량자료가 기준유량인 초음파 유속

계의 유량자료와 매우 근사한 결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Case 2는 2.8%, Case 3은 1.7%, Case 4는 5.2%, Case 5는 1.0%

로 산정되었다. 저유속 구간일 경우, 일단위 유량자료의 상관

성 분석시에는 경향성이 다소 상이한 결과가 나왔으나, 총량

적인 측면에서는 5.2%의 오차율로 비교적 근사한 결과를 산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by case

Classification

Application method

R
Absolute error

(%)

Average discharge 

(m3/s)

RMSE 

(m3/s)

Variability 

(RMSE/Average discharge, %)

Case 1 0.999 6.99 5.440 0.353 6.50

Case 2 0.999 7.00 5.661 0.443 7.82

Case 3 0.999 6.98 5.169 0.195 3.78

Case 4 0.844 10.19 1.241 0.141 11.39

Case 5 0.999 2.78 10.317 0.249 2.41

Fig. 9. Total discharg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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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안정적인 하천수량 관리를 위해 기초되어야 

할 하천수 사용량 계측과 관련하여 직접 계측방법 중 전자파 

표면유속계의 적용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만경강 유역 어우보

에 위치한 농업용수로에 전자파 표면유속계를 설치하여 2019

년 3월 21일부터 2020년 7월 19일까지 자료를 계측하였고, 계

측된 표면유속으로 지표유속법을 통해 단면의 평균유속 환산 

및 유량자료를 산정하였다. 계측된 자료의 범위는 유속 약 0.3 

m/s에서 1.5 m/s, 유량 약 1.0 m3/s에서 15.0 m3/s으로 나타났다. 

초음파 유속계를 통해 산정된 기준유량 대비 전자파 표면유속

계로 산정한 유량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Case를 5가지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Case 1은 전체기간의 유량자료 비

교, Case 2는 2019년의 유량자료 비교, Case 3은 2020년의 유

량자료를 비교하였고, Case 4와 Case 5는 2020년의 유량자료 

중 저유속 구간과 고유속 구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Case 1, 2, 3의 상관성 분석을 통해 전자파 표면 유속계로 

산정한 유량자료가 상당부분 기준유량에 일치하는 결과가 나

타났고, 특히, 안정화 이후 2020년의 자료를 비교한 Case 3에

서 R은 0.999, 절대 오차는 6.98%, RMSE 변동성은 3.78% 등 

경향 및 양적인 부분에서 매우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준유량에 가장 근사한 결과를 보인 Case 3을 

Case 4, 5로 구분하여 저유속과 고유속 구간에서의 유량자료 

비교를 수행하였다. Case 4와 같이 전자파 표면유속계를 이용

한 저유속시의 유량 산정은 R이 0.844로 상관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되나, 절대 오차와 평균 제곱근 오차의 결과를 통

해 양적인 측면에서는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Case 5의 R은 0.999, 절대 오차는 97.22%, RMSE 변

동성은 2.41%로 고유속시 산정된 유량은 기존의 선행 연구들

과 유사하게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

히, 월단위 이상의 총량적인 분석시 Case 3의 경우, 1.7%의 오

차율로 산정되어 기준유량에 거의 근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개수로를 통해 하천수 약 1 m3/s 

이상의 유량을 취수하는 지점의 경우, 전자파 표면유속계로 

취수량을 계측하는 방법이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고유속, 고유량시에 높은 정확도를 가질 수 있으나, 약 

0.3 m/s의 저유속, 약 1 m3/s 규모의 저유량시에도 전자파 표면

유속계를 이용한 계측자료가 일단위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일

부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월단위 혹은 연단위의 총량적인 부

분에서는 실측유량에 매우 근사한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고 

확인되었다. 또한, 전자파 표면유속계는 비접촉식 장비로 수

로 내부에 직접 설치하지 않고, 수로 외부에 설치하여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홍수나 태풍 등의 상황에서 장비 손실 및 

분실의 위험이 적어 유지관리의 측면에서 경제적이라고 판단

한다. 추후 저유속시 전자파 표면유속계의 경향성 및 정확도 

개선을 위해 저유속시의 유속분포를 통한 평균유속 산정 방

법, 풍향·풍속 등을 고려한 평균유속 산정 방법 등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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