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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천 펼요성 몇 폭쩍 

。 지난 10년간(90-99) 재해로 인해 50만명의 인명피해와 7500억$의 재산피해발생 

(Living with Risk reported from UN ISDR(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 국내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자연재해는 주로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로 

인한 것이고/ 특히 태풍 매미에 의해 사망 및 실종 131명/ 재산피해 4조 2，220억 

원이 발생한 바 있음 

표 1. 최근 5년간 발생한 대규모 자연재해(방재연I 2005) 

구분 발생일자 피 üH규모 

전국 호우 2002. 8. 4 ·사망 및 실종 : 23명 
·재산피해 : 918억 원 

태풍 루사 2002. 8. 30 ·사망 및 실종 : 246명 
·재산피해 : 5조 1 .470억 원 

태풍 매미 2003. 9. 12 ·사망 및 실종 131 명 
·재산피해 :4조 2 ， 220억 원 

중부지방폭설 2004. 3. 4 ·재산피해 : 526억 원 

태풍 메기 2004. 8. 20 ·사망 및 실종 : 6명 
·재산피해 : 4 ， 782억 원 

。 1916년부터 2004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의 유형별 발생빈도를 보면/ 

호우가 453건으로 전처l 발생재해 중에서 가장 많은 46%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 

음으로는 태풍 189건 (20%)， 폭풍 159건(17%) 등임 

해 일 (18) , 2% 

폭풍 (159) ， 17% 

설 해 (83) , 9% 

우박·기타 

(6이， 6% 

호 우 (453) , 46% 



표 2. 연도별 자연재해 원인별 피해액 (1993~2002) (단위 : 억 원)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합계 

태풍 879 205 919 0 105 2,749 853 1,462 0 51,857 59 ,030 
오우 1, 025 902 285 4,423 1,288 12 ,642 702 2,472 4,597 9,296 37 ,631 
대설 0 0 0 11 0 0 0 O 0 0 11 
:II:f 근 I그5 18 4 245 38 0 49 0 0 0 0 353 

호우.태풍 0 0 4,563 0 0 0 10 ,490 2,520 0 0 17 ,574 
폭풍설 48 379 0 356 210 329 150 0 7,964 0 9,437 
기타 0 45 0 3 307 60 0 0 0 0 415 
합계 1,971 1,534 6,012 4,831 1,909 15 ,828 12 , 197 6,455 12 ,562 61 , 153 124，얘O 

* 피해발생 당시 기준 금액 <자료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O 지구환경변화로 자연재해 피해의 대형화 

-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 도시개발 및 자원채집 등에 따라 무분별한 자 

연훼손으로 인해 지구온실효과 등 기후변화가 발생하였고I 이는 해수면 상승y 

엘니뇨현상 및 라니냐현상에 의한 가뭄/ 이상홍수l 지구의 사막화를 초래함 

- 특히/ 최근에는 과거에 발생한 자연재해별 발생빈도와 피해규모를 넘는 강풍/ 

집중호우/ 해일 등의 기상이변 속출 

. 2002년 루사 : 최대일우량 870mm (기상관측이래 최고) 

. 2003년 매미 : 순간최대풍속 60rrys(기상관측이래 최고) 

。 전지구차원에서 지각변동에 의한 지진 및 지진해일 규모와 피해 증가 

- 인도네시아 등 남아시아 해양지진 및 지진해일(’04. 12. 26) 

。 자연재해에 취약한 국내의 자연환경 

- 우리나라는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어 계절별/ 지 

역별 기상조건의 편차가 매우 심하여 재해 유발 가능성 높음 

하절기에 무더운 북태평양 고기압과 한랭 다습한 오호츠크해 고기압 세력의 

경계면이 우리나라 부근에 동서로 자리 잡게 되고f 중국 양쪼강 유역에서 발 

생한 기압의 통로가 곧 장마전선이 되므로 장기간 비가 내리고 집중호우를 

동반함 

우리나라 강우는 6월에서 9월까지 연강수량의 2/3가 집중됨 

- 전 국토의 70%가 산지인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뻗어 있는 태백산맥의 영향으로 

동고서저의 지형을 이루고 있어 대부분의 하천이 유로연장이 짧고 경사가 급함 

이로 인해 단시간의 집중호우에도 일시에 많은 유량에 빠른 유속으로 하천범 

람과 붕괴의 위험성이 높고/ 산지 및 산림지대의 지반이 대부분 화강암과 편 

마암으로 구성되어 있어 산사태 유발의 가능성이 높음 

。/ 
』



또한 서해안과 남해안지역은 바다의 만조시기와 집중호우가 일치할 경우 역류 

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홍수에 의한 피해 잠재력이 큼 

O 집약적 개발로 인한 재난 취약성 증가 

- 산업화/ 도시화가 심화됨에 따라 도시의 토지이용은 더욱 집약적으로 이루어지 

게 되었고/ 그 영역도 점차 확대되어가는 양상임 

- 이러한 도시적 토지수요의 확대에 따른 도시적 토지이용의 급격한 변화는 도시 

를 더욱 자연재해에 취약하게 함 

- 국내 자연재해의 90%이상이 홍수y 호우y 태풍 둥 주로 수행에 의해 발생하는 것 

은 1960년대 이후 급격하고 압축적인 도시화과정을 거치면서 재해에 대해 거의 

무방비한 상태로 성장해옴 

특히/ 수도권 인근의 난개발은 도시 내에 충분한 기반시설 공급없이 이루어 

져 재해에 대한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음 

。 이와같이 최근 대규모 자연재해 빈발/ 기후변화 등과 같은 인류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세계가 협력하는 통합된 전지구관측시스댐(GEOSS) 

구축 필요에 따라 지구관측그룹('05. 05 현재 58개국I 43개국 국제기구 참여) 출 

범 

。 “전지구관측시스템 10개년 이행계획”이 '05.2에 수립되었고/ 재해 및 환경변화 

관측시스템 구축은 우선 수행되어야 할 5대 중점과제 중에 포함됨 ('05.η. 

。 비록 피해를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지만 보다 낳은 관측시스렘을 갖추고 정보를 

교환하여 대비함으로써 재해의 위험성이 재난으로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있다. 

O 본 연구의 관측자료는 재해저감연구 및 지구환경변화 연구 등 응용연구에 귀중 

한 자료로 활용됨 

2.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 분석 

2.1. 관련기술의 국내외 동향 

- 현장 모니터링의 방법은 목적과 계측범위에 따라 다르다. 엄격히 말하자면/ 모니 

터링 방법과 계측범위는 목적에 따라 적절히 선택되어야 한다. 특히/ 연구자들은 어 

떻게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매우 심사숙고해야 한다. 왜냐하면 계측범 

위에 따라 매우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으며/ 유역 내 침식율과 유역 출구로 빠져나 

가는 토사량(sediment yield)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불확실한 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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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Ciesiolka c.A. and Rose C.W.(1998)는 계측 방법들의 범위는 세 개의 범위/ 즉 

실험구(plot)， 소유역 (subcatchment)， 유역 (catchment) 범위에서 적합한 방법과 데이 

터 로깅과 변환을 포함하는 원리와 장비의 설치와 사용에 관계되는 문제점들을 논 

의하였다. 실험구 스케일에서의 연구는 토양y 물 그리고 손실의 관점에서 차세대의 

토지운영에의 효과를 정략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소유역/ 유역 범위에서의 연구는 

큰 단위에서의 토지특성/ 토지이용이 포함된 매우 복잡한 복합체의 통합된 결과를 

지시한다. 일반적으로/ 실험구에서 유역으로의 조사범위가 커짐에 따라 연구의 목적 

은 현장(on-site)에서 현장밖(off-site)으로의 관섬으로 변한다. 

국외에서는 소하천 유역에서의 실시간 계측을 예전부터 실시해오고 있으며/ 최근 

에는 자동화l 통합화를 통하여 실시간적인 자료를 획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 

러한 실험들을 바탕으로 프로세스 규명을 통한 모델링 및 프로그램 제작에도 상당 

히 잔척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국제적인 환경모니터링의 체계적인 

통합화가 GEOSS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범세계적인 환 

경변화를 감시하고 재해와 관련된 실시간 모니터링 자료를 통해 재해에 대한 방지 

및 사전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러한 환경변화와 관련하여 재해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모니터링 자료와 과거 환경을 복원을 통한 환경변 

화/ 즉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가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1) 국외동향 
@ 전지구관측기구(GEO; Group of Earth Observation)의 결성 및 활약 

2002년 9월/ 남아프리차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에서 11통합된 지구관측 연구 프로그램 및 전지구관측시스댐 간의 

향상된 협조와 조정”의 중요성이 제기 

2003년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개최된 G-8 정상회의에서 “환경 분야의 

전지구관측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 필요성이 강조됨 

2003년 7월/ 미국의 적극적인 주도로 「제1차 지구관측장관급회의」 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어 지구관측시스렘 구축에 관한 본격적인 토의가 시작됨 

2004년 4월/ 일본 동경에서 「제2차 지구관측장관급회의」 가 개최되어 

「전지구관측시스렘 107R 년 이행계획 기본문서」 를 채택됨 

- 2005년 2윌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3차 지구관측장관급회의」 가 개최되어 정부간 

국제기구인 「지구관측그룹(Group on Earth Observations: GEO)J 의 정식 설립과 

「전지구관측시스댐 107R 년 이행계획」 이 승인되어 지구관측시스댐이 실행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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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함 

우리나라는 제1차 지구관측특별그룹회의(Ad hoc Group on Earth 

Observations)부터 참여 하였으며 3회에 걸친 지구관측장관급회의와 6회의 

지구관측특별그룹회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2005년 2월 16일 정부간 

국제기구로 공식 출범한 GEO의 창설회원국이 됨 

- 이에 따라 지구관측에 관한 국제적인 활동에서 한국의 역할과 기여도를 정립하고 

관련 분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지구관측시스댐 구축을 위한 

대응전략수립이 필요하게 됨 

「전지구관측시스템 국가대응체제구축 추진방안」 의 국무회의 (05.3.8.) 보고 후 

「전지구관측시스댐 대응전략수립을 위한 TFTJ 가 구성되었으며/ 범부처 

공동으로 「전지구관측시스템 국가대응전략」 을 수립함 

@ 토사재해 관련 현황 

- 미국 일리노이/ 아이오아y 미네소타 등 미시시피강 상류쪽에 있는 주들이 협조체 

제 로 EMTC(Environmental Management Technical Center)를 설 립 하고 토사거 동문 

제를 연구중 

- 미 지질조사국의 주도로 1938년부터 IACWD(Interagency Advisory Committee 

on Water Data)를 설립하고 그 산하에 토사재해에 관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30개 

관련 연방기관을 가입시켜 토사거동 연구 수행 

- 미 지질조사국 수자원부에서는 1996년 현재 153개의 유사량 측정지점을 여러 연 

방 또는 지방기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음-

-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대만 등 세계 각국에서는 토양침식방지를 위해 일찍이 관 

련법을 정비하고 기술개발을 지속해옴. 

- 미국의 지질조사소(USGS)에서는 1，593개소의 부유토사 계측스테이션을 운용하여 

전국의 부유토사 거동을 파악하고 토사이동모텔 및 산정식 개발/ 재해저감대책 입 

안함. 

- 미국 캘리포니아 지질조사소는 1983년부터 캘리포니아 산림 및 산불방지국(CDF) 

과 수자원국(DWR) , 연방산림청 (USFS) 등과 공동으로 산불-지질·지형-토사재해 등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중 

- 캐나다에서는 오랜 홍수역사를 가진 나라로 홍수재해가 자연재해 중에서 가장 큰 

재산피해를 가져옴. 

- 일본의 토사재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에 비해 오래전부터 시작됨 

1871년 토사로 인한 재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사방법 5개조]를 제정 

1951년 교토대 방재연구소에 토사재해부문 신설로 본격연구 시작 

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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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dilatant 유체이론 정립으로 토사류 이동 모텔링 활성화 

1986년 토사류 범람 및 이동에 관한 시물레이션을 구현하고 보급 

1997년 Hazard map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토사류 위험지구 설정법 제정 

2002년 토사재해방지법 시행(국토교통성) 

- 이처럼 연구뿐만 아니라 제도적 장치까지 잘 갖추어져 있어 토사재해로 인한 인 

명피해는 현저하게 줄었으나/ 현재도 연간 1000건 이상의 토사로 인한 재해가 발생 

하고 있으며， 17만 개소가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음. 

• 또한 일본 토목연구소에서는 2000년부터 연간 1，220억원을 투자하여 토사의 이동 

과 퇴적으로 인한 재해 경감 목적으로 침식재해 경감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 교토대학교 방재연구소에서는 토사재해 부문에서 산지로부터의 토사발생/ 이 

동/ 재해발생까지의 모텔링을 통한 토사재해 저감을 위한 장기적 연구에 돌입 

@ 산사태 연구 동향 

- 미 국은 미국지 질조사소(USGS)를 주관기 관으로 Public Law 106-113에 근거하여 국 

가 산사태 재해 프로그랩 (National Landslide Hazard Program; NLHP)을 수행 중 

- 또한， USGS 내 국립 산사태 정보센터 (NLIC)에서 J지질재해 평가(Geologic Hazard 

Assessment)' 프로그램 중 산사태 재해 과제를 수행하며r 연간 26억원 이상의 예산 

을 투자하고 있다i 이 연구를 통해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광역적인 산사태 취약성 

평가 및 산사태 발생 가능지역 지도 작성의 연구를 수행하였고/ 세부 기술개발 단 

계로 산사태 발생 가능지역을 상시 감시하고 산사태에 대한 조기 경보 체제를 구축 

하는 단계이다. 또한 산사태의 피해확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2002 

년 까지 국지적 산사태 재해평가를 완료 

- 매년 산사태 재해로 인하여 25~50명의 인명과 20억 달러 이상의 재산 손실이 발 

생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10년 목표로 지속적으로 저감시키기 위 

하여 2000년도에 국가 산사태 재해저감전략(National Landslide Hazards Mitigation 

Strategy; USGS Open-File Report 00-450-2000)을 새로이 수립. 이 계획의 수행을 위 

하여 매년 2000만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i)예측기술연구， ii)각종 산사태 

재해도 작성 및 평가， iii)실시간 경보시스렘 구축I ψ)위험도 평가， v)자표 배포 • 

확산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홍콩은 홍콩자치정부 내 토목공정서 토력공정처(CED) 주관 하에 약 600여명의 인 

원을 투입하여 1976년 이래 54，000개의 홍콩시내 산사태에 대한 세밀한 조사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음. 

- 1995년부터 24조원의 막대한 예산으로 국가차원의 t산사태 방지 대책 계획(LPM)' 

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이는 2010년 까지 2，500개의 정부소유 사면과 3，000개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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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소유 사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엄 

- 이 계획의 목표는 사면 붕괴에 의한 인명과 재산 손실 저감/ 한정된 영역에서의 

도시개발 극대화를 위한 지반안정성 확보/ 사면 안정성 평가 및 보강을 위한 방법 

표준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이를 위하여 산사태 위험등급도 작성사업/ 산사태 상시 감시 및 사후 관리 프로그 

랩 등을 수행하고 있고 분기별로 사면조사 보고서 작성과 DB를 구축. 

- 일본의 경우 방재과학기술연구소(NIED)에서는 산사태/ 홍수/ 지진/ 호우/ 강풍 등 

에 의한 자연재해의 원인 규명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는 

데/ 산사태 분양는 호우에 의한 산사태 지형분포도 작성 및 간행/ 토사재해 위험성 

평가와 피해영역 예측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았으며y 예산은 연간 약 150억 

원 정도 

- 교토대학 방재연구소(DPRI)는 연간 약 270억원 정도의 예산을 재해의 방지 · 경감 

을 위한 구조적 대응연구 등의 과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재해를 당하는 측의 인간 

및 사회 문제를 인문 · 사회과학/ 계획과학/ 나아가서 위기관리까지 포함한 연구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종합적 연구체제를 갖추고 있음. 

- 산사태 분야에서는 지진 · 호우에 의한 고속 산사태 · 유동성붕괴의 발생과 운동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산사태 위험도를 작성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 대만은 지질과 기후조건이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하고 산사태 발생양상도 흡사. 

- 특히/ 대만은 하절기 태풍에 의해 강력한 집중강우가 내리는 시기에 다수의 토석 

류 산사태가 발생하므로 우리나라의 실정이 유사 

- 대만은 1983년부터 1997년까지 4년 간격으로 3단계에 걸친 재해저감프로그램을 

수행하였고， 1999년부터 2007년까지 2단계에 걸쳐 NAPHM(National Science & 

Technology Program for Hazard Mitigation)을 수행 하고 있음 

- 특히， 2003년 7월에는 대만 정부주도의 NCD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 for Disaster Reduction)을 개 설하고 대 만 전 역 에 대 한 각종 지 질재 해 에 대 

한 연구와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 NCDR은 산사태 재해저감을 위해 전국을 485개 토석류 하천의 권역을 나누어 등 

급을 부여하였고/ 이들에 대한 DB구축과 산사태 발생가능성 평가에 대한 GIS 시스 

템을완성. 

현재는 산사태 취약성 평가단계에서 벗어나 산사태에 의한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 기 술을 개 발 중 

@ 환경변화와 고기후복원과 관련된 국외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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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당시까지의 지구환경변화 연구 경향을 총 점검하기 위해서 발간된 미국의 

한 보고서 (Commíttee on Abrupt Clímatíc Change, 2002)에 따르면l 미국이 현재 지 

구환경변동 연구로 관심을 쏟는 주요 분야는 1. 고해상/ 연속적/ 정밀연대y 다함수 

지구환경변동 기록의 복원， 2. 고해상이면서 장기의 과거 지구환경변동 기록 구성y 

3. 과거 지구환경변동 및 관측 지구환경변동 기록의 집적y 표준화， 4. 과거 및 관측 

지구환경변동의 조정자 발굴 및 특성화， 5. 지구환경변화의 자연적 다양성 파악으로 

인공 요인 식별， 6. 지구환경 동태의 시계열 모델링， 7. 정밀 연대측정 기술 향상， 8. 

해양과 대기 변동의 정확한 추적자 발굴， 9. 과거 지구환경변동 자료와 기타 관측 

자료의 개 방화된 자료 교환 등. 

- 일본은 국립환경연구소(NIES)를 중심으로 미국의 USGCRP를 본 딴 CCRP를 운용 

하면서 관련 연구를 수행 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에 대 

한 미국의 미온적인 반응을 비판하면서 주로 C02 저감/ 컴퓨터 기반의 미래 기후 

환경변동 모델링에 연구의 역량을 집중. 

- 영국 BGS에서는 Matrix 방식으로 연구 세부조직을 설정 운영하고 있는데 총 과 

학 연구예산의 20%를 지구환경변화와 관련 재해 연구에 쏟아 붓고 있으며 관련 예 

산이 지속적으로 증가. 

- 한편 국제기구에서도 지구환경변화에 관한 범세계적인 관심을 반영하여 많은 관 

련사업을 유치 및 실행하고 있는 중 

- UN 산하 국제기구 IPCC와 유엔 기후변화 협약(UNFCCC)의 지원 하에 1990년대 

초반부터 해양 퇴적물을 이용한 지구환경변동 연구가 국제협동연구 형태로 활발히 

이루어져 왔음.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로서 다음과 같이 범세계적으로 수행된 주요 

사업들이 있음. 

CLIMAP: 마지막 빙기 범세계 기후 양상 복원 

COHMAP: 후빙기 기후 양상 복원I 아프리차-아시아 몬순의 중요성 부각 

SPECMAP: 지구 궤도 운동과 태양복사열의 변동/ 그에 따른 기후의 주요 변동을 
=T남 
(5"딩 

•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지속적인 연구의 노력과 더불어 지구환경변화 연구에서 엄 

청난 연구 성과를 거두어 들임 

• 당시에 그저 불가사의한 것으로 여겨졌던 지구환경/기후의 각종 변동들의 원인과 

양태를 상당부분 밝혀내게 된 것. 、

- 대표적인 예로 1000년 규모 주기의 소빙기-소간빙기 변동， 100년 규모 주기의 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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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변동， 10년 규모 주기의 ENSO 변동/ 그리고 기타 기후/기상 요소들의 (다양한 

연윌 규모 변동에 있어서의 연구의 획기적 진전을 들 수 있음. 

- 이러한 연구 성과는 또한 현재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인공적 온실효과와 

그에 의한 지구온난화에 있어 기존 지구환경요소가 어떤 형태로 복합 작용하여 어 

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예측해 내는데 필요한 주요 기반자료를 구축한 것이라 할 
0 -n 있

 
수
 
’ 

- 특히 최근에는 지구환경변화의 한 요소로서 돌발기후변화에도 상당한 관심을 쏟 

고 있으며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돌발기후변화”에 대해 알려진 것이 그리 많지 

않기에 보다 좋은 연구를 위하여 1) 보다 많은 연구비를 쏟아 붓고， 2) 지구환경변 

화의 각 현상과 동력에 대하여 가능한 한 많은 지식을 확보하고， 3) 그 동안의 연구 

수행으로 축적되어 있는 지구환경변화 자료들의 해상도를 높이고I 4) 확률 통계 모 

형을 보다 더 잘 가다듬고I 5) 돌발 재해에 따른 피해규모가 얼마나 될지 파악하는 

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연구의 구체적인 사례별로 그 동안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먼저 극지 빙하나 해 

저 퇴적층에서 1960년대부터 지구환경변화의 기록들이 구체적으로 인지되기 시작 

함. 즉 극지방의 대륙빙하를 이용한 지구환경변화 연구는 1966년 그린란드에서 처 

음으로 Camp Century 코아를 시추한 것이 본격적인 시발점으로서y 그 이후 198:Ji년 

에는 Dye 3, 1988년에는 Renland 코아가 동 지역에서 시추되며 지구환경변화 연구 

가계승. 

- 한편 남극대륙의 빙하에서는 1968년 Byrd Station이 시추되어， 19791건에는 Dome 

C 그리고 1985년에는 Vostok Station에서의 빙상 시추코아 획득 사업으로 이어지게 

됨 (Lowe & Walker, 1998). 

- 한편 해저 지층에 있어서도 현 ODP 사업의 전신인 DSDP 사업이 1960년대 후반 

에 시작되어 심해저 퇴적층으로부터 고이 간직되어 있던 지구환경변화의 기록을 확 

보하기 시작. 

- DSDP 시추선이었던 Glomar Challenger 호는 1968년부터 1983년까지 총 15년간 

전 세계 해양의 총 624 시추점에서 귀중한 심해저 지층 심부시추 코아 시료들을 회 

까
T. 

- 이러한 귀중한 시료에 힘입어 지구과학자들은 우선 지구의 판구조와 대륙의 이동 

을 인지할 수 있었으며 수 백만년 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에 일정한 경향을 갖고 

변화해 온 지구환경변화를 인지할 수 있었음. 

- 한편 육상 습지/ 특히 습지의 이탄층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부터 주로 영국/ 독 

일y 미국/ 러시아 등 선진외국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들 습지는 특히 현세 

0 
ν
 



동안의 고환경 변동에 대한 정보를 잘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음 

(Charnbers et al., 199η. 

- 또한 강수량 변화에 따라 이탄층의 퇴적율이 변화하는 점에 착안하여 주로 습윤/ 

건조 기후 변동을 추적하고r 이를 전지구적 환경변화 양상과 대비하는 작업이 활발 

하게 진행 중이다. 특히 영국 북부에서는 plant rnacrofossils 분석을 통하여 과거 환 

경 변화를 추적 하는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 한 바 있음(Barber et al., 1994; Tallis, 

1995; Charrnan et al., 1999; Mauquoy and Barber, 1999; Barber et al., 2000; Ellis 

and Tallis, 2000; Hughes et al., 200이. 

- 최 근에 는 plant rnacrofossils, peat hurnificatíon, testate arnoebae 등 다양한 proxy 

를 이 용하여 고강수량을 유추하거 나 (Chiverrell, 2001; Langdon et al., 2003), 습지 

가 대기중 C02의 효율적인 저장고임에 착안하여 습지가 온실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등 다양한 접근방법을 모색. 

- 2004년 11월 15일 -18일에 개최된 11 Environrnental Process of East Eurasia: Past, 

Present and Future" 이라는 표제 하에 열린 국제 심포지염은 동유라시아 지역에서 

의 지표환경변화 관련 국제대회로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대회였다고 평가 

할 수 있음. 이 대회에서는 러시아의 바이칼호y 몽골의 흡수굴호y 중국의 칭하이호 

동의 거대 호수를 대상으로 한 지표환경변화연구/ 황토층/ 사막의 고호수/ 동굴 등 

을 대상으로 한 아시아몬순과 지표환경변화연구r 지각변동으로 인한 초장기주기 지 

표환경변화 연구 등의 결과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이러한 경향으로부터 동유라시 

아 지역에서 지표환경변화연구가 얼마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음. 

이러한 국제적인 연구 흐름에서 우리나라는 연구인력 확보와 R&D 투자변에서 너 

무 뒤쳐져 있는 듯.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학제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왕 

성하게 연구할 수 있는 연구 환경조성이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2) 국내동향 

@ 한국 관측그룹(KGEO; Korean Group of Earth Observation)의 활동 

가. 지구관측그룹(GEO) 한국사무국 개소 

전지구관측시스댐(GEOSS)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국내I외 동향파악 및 초기대 

응을 위해 2005년 9월 12에 GEO 한국사무국을 기상청 내에 설립 

나. 제4차에 걸친 자문 및 실무위원회를 거쳐 분야별 10개년 이행계획의 초안 준비 

다.2005년 11월 30- 12월 2일 합숙을 통한 분야별 10개 년 이 행 계 획 작성 

@ 국내의 소하천유역 관측 현황 

n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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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산지 소유역에 계측시스렘을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연구는 매푸 극 

소수이다. 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제 4기팀과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지역의 수 

문현상에 대한 연구가 실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일부 대학교수들에 의해 

진행 중에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제4기지질환경연구팀에서의 계측부분은 산 

지소유역에서의 수문현상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퇴적물의 이동을 다루고 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주로 수종과 관련된 수문현상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국내 교수들의 현장계측연구는 주로 산사면에서의 유출량과 관계된 침식현상을 주 

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사면안정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절취사면을 대상 

으로 한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제471지질환경연구팀에서는 강우에 따른 지표 

유출과 간극수압의 변화에 따른 사면침식과 우곡확장과 같은 사면불안정성/ 소지류 

에서의 유출량 및 부유토사량의 변화/ 그리고 저수지에서의 퇴적량과 같은 소유역 

에서의 수문현상과 퇴적물 발생과 이동/ 그리고 퇴적이라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간 

이적으로 모니터링을 시작하였다. 

소유역 모니터링과 관련된 재해는 토사재해 및 산사태와 관련되며/ 이에 대해 국내 

에서의 동향을 각 분야별로 간략히 설명하였다. 

토사재해와 관련하여서의 국내동향은 다음과 같다. 

- 토사재해 연구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50년 이상의 계측자료를 이용한 

모델링 및 토사발생 산정식 개발y 전국의 부유사 거동의 시율레이션 및 대책 퉁이 

이뤄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단편적이고 단기간의 연구 등이 수행되면서 체계적이 

고 장기적인 계측자료가 없어 국내 실정에 맞는 토사유출 및 거동에 관한 모델링이 

어려운 형편임. 

- 또한 토사재해와 관련된 업무수행 및 연구는 주로 공공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 

원/ 임업연구원/ 수자원연구소y 한국건설기술연구원y 국립방재연구소 등에서 수행하 

고 또한 각 대학의 수문연구실에서 단편적으로 연구 수행함.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자연재해방지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하천유역 산사 

면으로부터의 토사발생 위험지 추정/ 토사퇴적으로 인한 하상고 상승과 이로 인한 

하천범람 위험지 추정/ 산사태 발생 위험지의 확률론적 산정 둥에 관한 연구를 수 

행하여 왔고/ 특히 강원도 산불발생지에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토사재해 위험지 산 

정 및 응급복구를 위한 공법 선택과 예산산정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 수자원연구소는 수자원공사 산하 기관으로 남강댐 저수지 퇴사량 조사y 구미취수 

장 전면퇴사방지를 위한 연구/ 섬진강댐 저수지 퇴사량 조사 등 주로 저수지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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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에 관한연구 수행하였으며/ 국립방재연구소에서는 개발에 따른 토사유출량 산정 

에 관한 연구(1998)， 산불지역 재해의 저감대책 수립 지침서 작성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음. 

- 산사태와 관련한 국내동향은 다음과 같음. 

- 국내에서는 기관의 업무 영역에 따라 독자적으로 자연사면 또는 절취사면에 대한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관련기관으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y 산림청/ 국립방재연구 

소/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퉁이 있다. 각 기관의 주요 연구분야 또는 업무분야 

를 요약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 자연사면 및 절취사면 관련연구에 대한 기관별 연구/업무분야 

냐3f 주연구분야/주업무분야 비고 

한국지질자 산사태 발생예측기술y 사면불안정 요 

원 산사태 및 절취사면 연구 소의 정량적 특성화 기법 및 도시사면 

연구원 관리시스댐 개발 

한국건설기 
일반국도 절취사면의 안정성 일반국도의 보강대상 사면에 대한 투 

해석 및 대책연구와 유지관리 자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국도유지사무 
술연구원 

시λ댐 개발 소에 정보제공 
산사태 재해의 예지 및 예방과 

국립산림 산림훼손지의 자연친화적 복 GIS를 이용한 산사태 위험지도 작성 

과학원 구·녹화기술개발 관련 연구 일부수행 

수행 

국립방재 
산사태 퉁의 지반재해에 대해 산불로 인한 사변붕괴조사/ 산사태의 

서 국가적 차원의 종합대책 수 현장조사기법y 안정성 해석방법에 대 
연구소 

립을 위한 연구수행 한 기본적 연구수행 

건설교통부 일반국도의 유지보수사업계획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결과로부터 

얻어진 위험사변에 대한 투자우선 순 
국토관리청 수립 총괄 

위에 따라 절취사면에 대한 보강실시 
고속도로 구간 절취사변의 구 

한국도로공 암석특성에 따른 절취사면 구배결정 l 

사 
배결정 기준확립 및 유지 · 관 

기준 및 암절토부 녹하방법 연구 i 
리시λ댐 구축을 위한 연구 

아래 기관별 연구/업무분야에서의 표와같이 국내에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제외 

하고 산사태에 관련한 연구를 실시하는 기관은 국립방재연구소/ 국립산림과학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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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 이 기관들은 각기 소속된 상위기관의 특성에 따라 산사태에 관한 연구를 부분적 

으로수행. 

- 국립방재연구소는 실지 기술적 측면의 연구보다는 국가적 방재차원의 재해대책 

수립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고/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자원 보존차원에서 산사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최근 계곡부를 중심으로 토석류 산사태에 대한 연구를 

일부수행. 

- 산사태 재해 관련 연구는 1996년 11월에 과기부의 예산지원으로 /지질재해 관측 

및 방지기술 개발사업’이 착수되어 국가규모의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 

- 현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산사태 관련과제는 2003년까지 

2단계로 구분하여 수행되고 있으며/ 각 단계별 목표는 i )제 1단계 (2000년까지): 산사 

태 재해 평가가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ii) 제2단계 (2003년까지): 산사태재해 예측기 

술 개발이다. 이에 따라 산사태 예측기술 관련연구는 확률론적 기법을 적용한 산사 

태 수치 위험등급도 작성과 사면 불안정성 예측기술 개발에 주력. 

2.2. 관련기술의 적용가능 분야 

산지 소하천 유역에의 실시간 감시체계는 지형적으로 세부분으로 구성되며/ 각 부 

분에서의 계측의 성격이 다르고 이에 대한 적용부분도 다르게 나타난다. 

모니터링은 산사면/ 계류/ 소하천 하류부의 소규모 저수지에 대해 실시된다. 먼저 

산사면에서의 모니터링은 실시간 계측으로는 강수/ 심도별 간극수압/ 지하수위y 사 

면 유출량 등이 이뤄지며/ 비실시간 계측으로는 기초데이터의 성격을 지닌 지형요 

소I 토질특성y 식생분류/ 그리고 토양침식량 측정 등얻 이뤄진다. 이에 대한 자료는 

사면안정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산사태 및 토사의 발생 및 사면이동의 측면에서 토 

양유실과 관련된 토사재해에의 발생감지에 대한 적용이 가능하다. 

계류에서의 모니터링은 실시간으로는 강우/ 수위/ 유속l 수질에 대한 항목이 측정 

되고I 비실시간으로는 부유토사량과 관련된 토사이동량에 대한 항목을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사면에서의 모니터링 자료와 결부되어 우독발달과정과 산사태 

물질 이동과 같은 토사 이동량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으며/ 또한 하류방향으로의 

수질변화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토양 및 식생의 수분량의 변화를 계측하여 산불발생 危險度를 제시할 수 있고I 토 

양 내의 수분량 빛 수분압의 계측으로 산사태/ 토사재해 등의 2차재해 발생의 조기 

감지할 수 었다. 

저수지에서의 모니터링은 강우/ 수위y 유업유량/ 유출유량/ 수질/ 수온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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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이 이뤄지며/ 비 실시간으로는 토사이동량 및 퇴적량과 같은 샘플링 자료가 이 

뤄진다. 이에 대한 자료는 저수지 상류 유역의 토사 이동량 및 퇴적량에 대한 분석 

과 수온 및 수질에 대한 분석l 그리고 부영양화 탐지와 같은 분석자료들이 생성되 

며/ 이는 본류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수자원 관리 및 저수지 유지 · 관리 및 생 

태환경과 관련된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저수지에서의 장기간의 모니터링 자료는 저수지 및 주변 습지에서의 퇴적물 

을 통한 과거 고환경복원 시 보다 정확하고 정량적인 기후자료에 대한 자료생성에 

적용 가능하다. 

2.3. 국내 연구개발 현황 및 능력분석 

국내에서의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기상청의 강우시스템과 건설기술 

연구원과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홍제통제소와 연계된 하천 수위 및 댐수위 시스 

댐 등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I 소하천 유역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모니터 

링이 접약적으로 이루어진 곳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엄엽연구원이 유일하다. 하 

지만l 소유역에서의 재해와 환경변화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아직 이루어 

져 있지 않으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만 일부 간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 

다. 

소하천 유역에서의 재해 및 환경변화의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 

은 장비들과 설치 및 계측을 위한 공사/ 그리고 이를 분석할 연구원들이 각각 필요 

하다. 분석능력과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기초자료 획득에 있어서 부재로 인한 연구 

의 곤란이 있었을 뿐이며y 분석할 연구원들의 부족과 역량부족에 대해서는 감시시 

스템 구축을 통해 다른 분야의 연구원들 및 대학교수들과의 공동 수행과 데이터의 

축적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측시스렘을 갖춘 실험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시스댐을 갖춘 실험지의 확보가 관건이 

다. 

2.4. 선전국 수준과의 벼교 

선진국에서의 소하천 유역에서의 환경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은 거대한 자본의 투입 

을 통한 다양한 종류와 다수의 기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가령 토양의 간극수압이나 

지하수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 사변에도 다수의 측정기기들이 설치 

되어 동시다발적인 데이터를 확보 · 축적이 가능하나/ 국내에서는 단편적이고 불연 

속적인 데이터의 확보에 급급하다. 그러므로/ 국내의 기초연구가 이뤄지지 못하고/ 

외국의 모델링을 가져다 적용하고 이를 확인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당장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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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급한 나머지 기초데이터 및 기초연구에 대한 경시 풍조가 불러일으킨 수준의 차 

이다. 기초데이터의 축적 면에서는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 수십년의 격차가 있다. 

이의 격차를 단번에 줄이기는 어려우나y 거점식의 집약적인 투자와 연구를 통하여 

이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2.5. 취약기술 극복 방향 

소하천 유역에서의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취약한 것은 

기초데이터 및 현장 실험데이터의 부재이다. 또한 현장 모니터링이 갖는 어려움은 

요인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 

움으로 인하여 국내에서의 모니터링과 관련한 실험들이 외면되었으나/ 실제 현장에 

서 측정된 자료의 신뢰도는 모텔링 및 시물레이션을 통한 자료와는 비교가 되지 않 

을 정도로 높다. 또한 이러한 자료는 그 이상의 연구에의 밑거름이 되는 매우 중요 

한 것으로/ 이에 대한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계측장비의 설치와 이 

의 실시간 자료구축시스렘을 구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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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 목표 

3.1 최종목표 

。 산지 소하천 유역의 재해 및 환경변화 실시간 모니터링 

O 실시간 모니터링 자료의 웹 DB 구축 빛 웹 기초분석시스댐 구축 

4. 연구내용 및 범위 

4.1 개발 기술범위 

선진화된 관측사려1는 우선 관측기기에서 차이가 난다. 국내에서는 강우계를 제외 

하고서는 생산하는 기기가 없어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으로 매우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차이는 바로 기기의 종류와 수에서 차이로 나타나 

고/ 결과로는 연구의 질로 나타나게 된다. 외국의 잘 설계된 관측실험지는 하나의 

항목에도 다양한 기기를 사용하며/ 그 결과를 서로 비교하고/ 또한 매우 조밀한 간 

격으로 실험기를 설치하여 데이터의 집약도 및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 소하천 

유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기에 대해 종류와 특정/ 그리고 원산지 및 가격에 대해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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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자료를 이용 및 기초분석 방법 제시 

l:ll- 7)-수çJ: ,. '(j , 。

강수량 측정은 산림수자원 모니터링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기본 항목이다. 강수량 

을 정확히 알아야 물 순환과정 해명도 신뢰성이 높아지게 된다. 보통우량계는 강수 

총량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강수강도를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강수량 측정기가 개발되어 있 

으나 기본적으로 기계적 오차는 지니고 있다. 

우량계의 용도는 수평의 지면위에 떨어지는 강우의 깊이(강수량)를 측정하는 것이 

며/ 최근 측정기기의 진보로 강설량도 측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강수측정 장비를 대 

별하면 보통우량계와 자기우량계가 있는데 두 유형을 병행하여 강수량을 관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기우량계는 중량측정형 (weighing type), 부자형 (floating type), 
전도형 (tipping bucket type)으로 크게 구분된다. 

CD 보통우량계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보통우량계의 형태는 지름 20cm, 높이 60cm의 원통형관으 

로 이 관 상단의 내부에 깔대기 모양의 수수기(受水器)를 넣어 빗물을 받은 다음 이 

를 눈금이 든 유리 우량측정관에 부어 측정한다. 겨울에는 동파방지를 위해 부동액 

을 넣기도 하고/ 여름에는 증발을 억제하기 위해 증발성이 적은 액체를 넣어 물 표 

면을 공기와 차단하기도 한다. 

@ 전도형 자기우량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기우량계로서 중앙부가 막힌 시소모양의 티핑버 

킷이 우량계 중앙에 설치되어 일정량의 비가 티핑버킷의 한쪽에 모이면 시소와 같 

이 넘어가면서 리드스위치에 의해 전도 횟수가 기록된다. 이 우량계의 단점은 전도 

시 약 0.2초 동안 강수량을 놓치기 때문에 호우시 오차가 커진다는 것이다. 또한 강 

우강도가 약할 때는 티핑버킷이 움직이지 않아 강우의 시작과 종료를 제대로 파악 

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기존의 전도형 자기우량계에 열선을 내장한 자기우설량 

계는 내린 눈이 녹아 티핑버킷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되어있어 동절기에도 강수량을 

측정할 수 있다. 

” 
ι
 



그림 2. 전도형 자기우량계 수수기. 열선이 내장되어 

동계 강수량도 측정이 가능한 우설량계도 있다(좌) 

강수량 50mm(100회 

상태를 확인한다。 

시계용(소형 l .5V)과 전도기용(6V 

기록펜이 작동해야 하며 

반눈금이고 

그림 3. 차트식 강수기록계 

- 전도형 자기우량계 관리 

1) 우량계의 1회 전도량은 O.5mm로 

전도)마다 기록펜이 다시 기록지 원점으로 

2) 기록지는 1개월 단위로 교환한다. 

3) 기록지 교환 후 약 5분간 기록지가 감기는 

4) 자기우량계용 기록계의 건전지는 2종류로 

또는 12V)이며 약 3개월마다 교환한다-

5) 전도기는 기록계 전면에 있는 확인단추를 눌렀을 때 

미작동시는 6V 건전지를 교환한다. 

기록지의 

돌아온다. 

기록상태를 점검한다. (우기에는 높은 습도 

염
 

6) 우기 (6월~8윌)에는 1주일 단위로 

때문에 기록지가 말릴 위험이 있음) 



끼 우량계의 빗물받이통은 매년 1회 입구를 청소하고 겨울철에는 먼지가 들어 

가지 않도록 비닐로 덮어 놓는다. 

8) 가록펜은 약 3개월 단위로 교환하고 동절기 등 측정휴지기에는 마개를 막아 

놓는다. 

9) 기록지를 교환할 때나 장비 점검시I 실제시간을 기록지에 기록한다. 

@ 중량측정형 자기우량계 

강설이나 강우도 무리 없이 측정할 수 있는 우량계지만 중량을 측정하기 위해 모 

은 빗물이 노출되어있어 장시간 경과할 경우 증발에 의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중량측정형 자기우량계의 일종인 

PLUVIO(OTT사 제품)에 대해 소개 하고자 한다. 

그림 4. 

중량측정형 

자기우량계 내 

H ,-

그림 5. Balance Tank 내부 그렴 6. 데 이터 

(동절기에 부동액을 채움) 로거 부분 

- 데이터 저장 순서 

1) 설정된 중량측정형 자기우량계의 station을 더블클릭(그림 6) 

2) type은 OTT-LOG를 선택한다. type의 아래쪽에는 자료를 다운받을 센서를 

지정할 수 있는 체크박스가 있는데 1번 센서에서 측정한 강수량과 2번 센서에 

강
 



서 측정한 증발량 자료를 모두 받기위해서 Al1 sensors 체크박스를 선택한다. 

3) 자료를 다운받을 기 간을 정 하고， Protocol은 'Hydrosens', communication 

path는 'IrDA OTT DuoLink, COM1, 19200Bd, 8N1’를 선 택 한다. 

4) Read Data 항목에서 Standard( selective)의 라디오버튼을 선택하여 'Start'를 

클릭하면 자료가 저장된다(그림 η. 

그림 7. station 선택화면 

그림 8. 통신 설정화면 

- 보정방법 

1) 스테인레스 스틸 보호원통을 제거한다(balance tank는 제거할 필요 없음). 

2) 데이터 로거를 활성화 시킨다. 

3) 기존에 들어있는 탱크 내용물의 초기값을 적어둔다 

(예를 들면 31 .25mm). 

4) 눈금 용기로 200g을 부어서 1아nm 강우를 더한다. 

% 

ω
 



5) 마지막 순간의 값을 적어 둔다(예를 들면 41 .30mm) 

6) 차와 측정 오차를 계산한다. 

실제차 : 41 .30mm - 31.25mm = 10.05mm 

설정차: 

η 측정오차 : 

(변이/ 설정값) x 100 

= (10.05-10.0이mm/ (10.00mm) x 100% = 0.5% 

※ 1%까지의 측정오차는 허용가능하다. 

= 10.00mm 

8) 탱크를 비운다. 

그림 9. 노트북 컴퓨터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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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증발량 그래프 

- 사양 (250mm 용량) 

· 강수량(250mm) ， 강수강도(0 - 50mrn/min) 

· 작동옹도 범위 : 히팅장치가 없을 경우( -5.C - 70.C) 

. 공급전력 : 12V(충전배터리， 태양전력 또는 전력선) 

· 수수구 크기 : 200때 

· 길이(사이펀type) 1,000mm 

. 중량 : 6kg 

· 강도 o - 50mrn/min 

· 센서별 데이터 Sensor #l(강우량 측정， 1분마다 측정) 

Sensor #2(증발량 측정 , 10분마다 측정 ) 

· 자동 배수장치 : 사이펀장치가 옵션으로 적용되어 수수버킷에 물이 차게 되면， 관절부의 

아래쪽이 채워져 그 무게에 의해 틸팅이 시작되어 배수가 일어난다. 

약 8초 후에 버킷이 비워지면 관절부위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버킷에는 약 50mm의 물 

이 남게 됨. 

@ 전도형 자기우량계 전용 데이터 로거 

전도형 자기우량계 전용 데이터 로거는 티핑버킷의 전도에 의해 발생하는 스위치 

의 개폐를 시간r 날짜와 함께 기록하며 가볍고 소형으로 관리가 용이하다. 강수 지 

속기간이 필요 없는 경우 메모리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강수단위로 한번만 기 

록한다. 본 연구자료에서는 전도형 자기우량계 전용 데이터 로거의 일종인 HOBO 

Event Data Logger(Onset)에 대 해 설 명 하고자 한다. 

- 통신케이블 연결과 시동 

인터페이스케이블과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starter kit이 필요하다. 인터페이스 

케이블을 전용 데이터 로거에 있는 3.5rnrn잭과 컴퓨터의 시리얼 포트에 각각 

감
 



연결한다. 전용 데이터 로거 프로그램의 'Logger' 메뉴에서 I Launch'를 선택하 

면 시동 대화장이 나타난다 

※ 데이터 로거에 데이터가 저장중일 때 플러그를 연결하면 한번의 전도로 기 

록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외부접촉 회로 열림 

전용 데이터 로거는 정상적인 회로 열림 상태에서 작동하며 회로 닫힘 상태 

다음의 닫힘-열림만을 기록한다. 회로가 닫혀있을 때에는 배터리가 보통 때보다 

5배 더 빨리 소모된다. 결과적으로 회로 닫힘 상태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 

다. 우량계의 기록계는 2.5rnm잭을 사용하는 케이블에 연결한다. 

※ 전도형 자기우량계와 연결하는 경우에 빨간색 전선은 사용하지 않는다. 

- 전도형 자기우량계와 연결 

전도형 강우수수기에 연결하는 전용 데이터 로거는 강우량/ 강우시간/ 강우지 

속시간 등의 자료를 저장하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강우기록을 분석할 필요가 없 

어 시간이 절약되고 관측기록을 결측 없이 저장한다 

그림 30과 같이 전용 데이터 로거에 있는 2가닥의 전선/ 겸정과 흰 입력선 

(2.5rnm잭으로 들어가는 선)은 대부분의 전도형 자기우량계의 기록계선과 직접 

연결할 수 있다(+ -와 상관없이 연결 가능). 

직사광선만 피한다면 작고/ 방수가 되기 때문에 강우수수기의 안쪽이나 바깥쪽 

에도 설치할 수 있으나 플라스틱 통에 넣는 것이 안전하다. 

계수기와 배터리가 달려있는 강우계라면 계수기와 배터리를 제거하고 전용 데 

이터 로거를 설치해야한다. 작동중언 전용 데이터 로거를 장착하거나 탈착할 때 

입력 션들끼리 맞붙게 되면 한번의 전도로 기록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전용 데이터 로거에는 빨간색 불이 있는데 작동중일 때에는 2초마다 깜빡이고y 

한번의 전도를 저장할 때에는 빠르게 4번 깜빡인다. 

잠금시간을 설정함으로서 티핑버킷이 되튀어서 기록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할 

수 었다. 잠금시간은 짧게는 1초에서 길게는 9시간까지 설정할 수 있다. 전용 

데이터 로거를 강우계와 같이 사용할 때에는 잠금시간을 1초로 하는 것이 적당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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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전용 데이터 로거 케이스 내 

그림 12. 전도형 자기우량계와 연결 부 

- 유지관리 

• 배터리 교환(CR-2032) . 걸죄를 젖혀서 케이스를 열고 뚜껑을 올린다음 

2.5mm 센서케이블을 뽑는다. 케이스를 잡고 거꾸로 뒤집어서 회로보드가 나올 

때까지 열려진 케이스를 손바닥에 친다. 뚜껑을 꺾을 수도 있으므로 위쪽을 잡 

으면 안 된다. 회로보드에 있는 덮개를 제거한 후 작고y 날이 무딘 도구를 이용 

하여 배터리를 조심해서 밀어 낸다. 배터리의 인쇄된 부분이 전용 데이터 로거 

의 회로판 쪽으로 가지 않도록 끼운다. 배터리를 끼우고 나면 불이 3번 깜빡인 

다. 

• 케이스의 내부는 항상 건조하게 유지 : 닫아서 걸쇠를 채웠을 때 전용 데이터 

로거는 방수가 된다. 전자장치는 습기에 의한 부식에 의해 영구적인 손상을 받 

을 수 있으므로 습기에 노출시키거나 응결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내부가 젖었 

을 때에는 즉시 배터리를 제거하고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하여 보드를 완전히 말 

린 후에 배터리를 다시 장착해야 한다. 배터리를 교체할 때 케이스 안의 건조제 

를 교체하는 것이 좋다. 

- 프로그램 사용법 및 데이터 확인 

1) 전용 데이터 로거의 뚜껑을 열고 인터페이스 케이블을 연결한 후에 BoxCar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Logger' 메뉴에 'Launch'를 선택하면 연결중이라는 화면 

이 잠시 나왔다가 사라지면서 그림 13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 전용 데이터 로거의 시간은 작동시킬 때 연결된 컴퓨터의 시간에 맞춰지 

므로 컴퓨터의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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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전용 데이터 로거 프로그램 

2) 그림 13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용 데이터 로거와 연결하는 초기화면이다. 

전용 데이터 로거의 식별자로서 Description에 입력한 글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았을 때 나타나는 그래프의 시간축 아래에 나타난다. 

Event Name에는 관찰하는 이벤트의 형태를 서술하는 것으로 다운받은 데 

이터 그래프의 Y축에 나타난다. 

Event Value는 한번의 이벤트에 해당하는 양을 적는다(강우량계의 경우 1 

번 전도량이 O.5rnm 이므로 Event Value는 0.5이다). 

3) Advanced Options 항목을 나타나게 해서 Lockout after event에 00:00:01로 

설정해준다. 

Wrap around when full( overwrite 여dest dat며은 체크를 하면 메모리가 

차게 되면 가장 오래된 데이터를 덮어쓰게 되고/ 체크를 않으면 메모리가 갔을 

경우l 전용 데이터 로거가 작동 정지한다. 

4) 설정을 마치게 되면 5t따t 버튼을 누르면 시작창이 나오고 난후에 Disconnect 

Logger창이 나오면 OK버튼을 누르기 전에 인터페이스케이블을 먼저 뽑아야 한 

다. 

5) 자료를 받을 때에는 'Logger’ 메뉴에 'Readout'을 선택한다. 전용 데이터 로 

거와 연결된 후 다운로드를 마치고 나면 Disconnect Logger창이 나오는데 OK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인터페이스케이블을 먼저 뽑아야 한다. 

케이블을 뽑은 후에 OK버튼을 누르면 다운받은 파일을 저장하라는 창이 

나오는데 적당한 폴더에 저장을 하고 나면 그림 33과 같은 강우그래프가 나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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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엑셀로 Export하기위해서는 File-Export-Micorsoft Excel을 선택하면 변환된 

다. 

엑셀로 저장하게 되면 *.txt로 저장이 되는데/ 이것을 엑셀로 열 때에는 

연윌일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으므로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하여 해당 블록의 데 

이터 유형을 연월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시간은 텍스트 나누기를 한 후에 셀 서 

식에서 변화시켜주면 된다. 그림 15는 엑셀로 Export한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 데이터를 다운받으면 전용 데이터 로거의 동작이 멈춰지게 됨으로 데이 

터를 받고나면 반드시 다시 Launch를 해줘야한다. 

그림 15. 강수자료를 그래프로 표시 

홉;;u，!y~생t1(itM ξ;:>9 

그림 16. Export한 자료를 Excel자료로 가공 

- 사양(HOBO Event Data Lo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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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벤트 형 태 tips or relay contact opening 

• 이벤트 최소간격 : 0.5초 

• 최 소 이 벤트 지속 20 microseconds 

• 작동온도 : -20 - +70도 

• 저장용량 : 8000 전도 

• 메모리 : 저장공간이 없으면 멈추거나 초기값부터 덮어 씀 

전원이 없어도 비휘발 EEPROM에 데이터 유지됨 

• 크기 : 10.8 x 8.9 x 4.4 cm 

• 무게 : 94 gram 

• 배 터 리 : CR-2032(1년간 연속 사용가능) 

• 케이스 : 방수가능(직사광선 피할 것) 

• 상대습도(케이스가 열려있을 때) : 0 - 95% 

• 시간 오차 : :!:: 1 min/ week (20 OC) 

사. 강수 차단손실량 

임상별 시업별 강수 차단손실량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차단손실량 측정구를 설치해 

야 한다. 그림 16, 17, 18은 광릉의 활엽수림과 침엽수림/ 양주의 혼효림에 설치한 

차단손실량 측정구 이다. 

수관통과우량은 통계적으로 신뢰성 있는 표본추출을 위해 조사 임분의 상층울폐도 

의 공간적 변이를 고려하여 표본면적을 결정한다. 표본면적은 일정한 크기의 집수 

통을 임의배치 하여 다양한 강수조건에서 집수량을 측정한 후 변이계수( coefficient 

of variance)를 구한 후 약 10%내외의 변이계수를 만족하도록 구한다. 

수관통과우량은 스테인레스 스틸로 길이 2.0m x 폭 O.lm x 높이 0.12m의 집수통 

을 지상에서 1m 높이로 설치한다. 집수통은 등고선 방향으로 각 시험구에 6개를 수 

관 울폐상태를 감안하여 임의배치 하고 2개씩 고무호스로 연결한다. 집수통에는 강 

우시 빗물 튀김과 배수구가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앓고 거친 폴리에틸렌 섬유 

판을 깔면 좋다. 

수간유하량은 각 시험구에서 대표적인 흉고직경을 가지는 나무 수 그루를 선정한 

후 약 O.5m 높이에 합성고무와 플라스틱판 그리고 신축성 밴드를 이용하여 집수기 

를 설치하며 집수기는 아크릴 관과 비닐호스를 연결하면 된다. 

수관통과우량과 수간유하량은 전도형 측정기로 측정하면 된다. 그림 20은 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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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으로 제작한 1회 전도량 50m:e의 전도형 측정기이다. 비닐호스와 전도형 측정기를 

연결할 때 비닐호스가 처지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사변에서 웰터로 들어가는 부분은 

그림 18에서와 같이 스테인레스 스틸 파이프 속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전도형 측정기는 실내에서 동적보정을 거쳐 전도량을 유출량으로 전환하는 관 

계식을 구할 수 있으며 CR10X 데이터 로거(그림 22) 등에 연결하여 30분 간격으로 

측정하면 된다. 

수질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 전도형 측정기 앞에 채수통을 배치하여 임내우를 받을 

수 있으며(그림 21), 토양수는 그림 23과 같이 각 임지사면에 설치한 Zero-tension 

lysimeter에서 채취하면 된다. 

그렴 17. 활엽수림 차단손실량 측정구 

그림 19. 혼효림 차단손실량 측정구 

그림 18. 침엽수림 차단손실량 측정구 

그림 20. 전도형 측정 기와 She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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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전도형 측정기 

그림 23. 데이터 로거 

그림 22. 전도형 측정기와 채수통 

그림 24. 토양수 채수통 

강수 차단손실량은 전체량을 측정할 수도 있지만 일정 시간간격으로 차단손실강도 

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수량을 측정하고 동시에 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는 전도형 측정기를 사용하고 측정 자료의 

저장은 데이터 로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도형 측정기는 그림 20(1회 전도량 50me)과 같이 수작업으로 제작하여 사용하거 

나， 그림 24와 같은 규격제품(Tipping bucket flow gauge, Model 6506H 1회 전도 

량 125mR,: Unidata)을 사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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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전도형 측정기 

아. 증산손실량 

식생을 통한 물의 이동/ 즉 증산은 수문순환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데 증산량을 

구하는 방법 중 하나는 개개의 식물의 수간을 통해서 이동하는 물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료에서는 Heat pulse법을 이용한 Sapflow Sensor(Green Span사 

제품)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Heat pu1se법 은 추적 자로서 heat pulse를 이 용하는데 변 재 에서 의 heat pulse의 상 

승률을 고려하여 수액이동속도와 수분이동량을 추정한다. 추적자로서 열을 이용하 

여 수액이동속도를 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Huber와 Schmidt(193η는 

heat pulse를 주는 열원으로부터 수분이동방향을 기준으로 상류로 1.6cm, 하류로 
2.0cm 부위 에 각각 열전대를 놓는 I compensation method'를 고안한 바 있다. 

。o>wn.3l: reom
probe 

Heater 

훌 흉흉 I I Up임rearn 

; ; 1 홍 잉 
8apflow 드 i느잉 

그림 26. probe와 heater의 수간삽입도 

그림 25는 probe와 heater를 입목의 수간에 삽입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만일 잠 

깐 동안의 heat pulse 후에 가까운 probe(아래쪽)가 따뜻해져서(t1) 상부 probe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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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probe사이에 온도차가 발생하고I 시간이 흐르면 heat tracer가 입목을 따라 올라 

감으로써 위쪽 probe가 따뜻해져서 두 probe 사이의 온도차가 줄어들어 결국에는 

평형상태 (t2)에 도달한다(그림 45). 만일 수액흐름이라는 대류( convection)가 있다면 

상부 probe는 아래쪽 probe가 식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따뜻하게 유지됨으로써 온도 

차가 반대로 된다(t3). 일정 시간(t4) 일 때 probe는 수간의 온도와 같이 되고 다시 

재측정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위의 과정에서 중요 값은 평형상태로 돌아오는데 소 

요되는 시간인 t2와 heater와 상하부 prober 간의 차인 거리 d를 알면 heat pulse 

속도(hpv)는 d/t2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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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Sapflow Sensor의 프로세 스 

모습은 그림 27과 같으며， RS232 포트를 

연결되어있는 동안 전원이 차단되면 

멈춤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면 케이블 

통신 케이블을 연결하면 된다. 그림 

이용하여 로거 설정 (Setup Logger), 

Logging), 로깅 모니터 링 (Monitor 

프로그랩 종료(Quit)， 로깅 종료(End 

로거는 

연결을 

28과 같 

- 환경설정 및 관리 

로거는 12V 배터리로 작동되는데 흑색전선(음극)을 먼저 연결한 후 붉은색 전 

선(양극)을 연결한다. 배터리는 항상 12V 이상이 유지되어야하며 습기에 노출되 

지 않도록 한다. 

설치가 완료된 수액 

이용하여 연결하는데 

멈춤 상태로 들어가게 

제거한 후 전원을 먼저 

은 전용 

이동량 측정기의 

통신케이블이 

된다. 만약 

연결한후 

소프트웨 어 인 Sapcom2 프로그램 을 

Mode), 로깅 시작(Begin 

취 득(Retrieve Data), 

$ 

시험모드(Test 

데이터 Logging), 



Logging)를 할 수 있다. 

그렴 28. Sapflow Sensor 설치 전경 

g t.a .rrt: loggiη쩔 $‘$m"l.cn 

그림 29. 프로그램 실행화면 

로거 설정 (Setup Logger)에서는 기기 설치목의 식별명r 저장간격I heat pulse 길이/ 

사용 probe의 종류/ 시간과 날짜r 입목의 파라미터 값들을 정할 수 었다(그렴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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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설정 화면 

입력해야할 입목의 파라미터 값은 흉고높이에서 생장추로 시편을 채취하여 그림 30 

과 같이 수피l 인자 A, B를 조사하여 Tree Parameter Screen에 입 력 한다(그림 31). 

A는 수에서 심재둘레까지의 길이(mm)이고， B는 수에서 형성층둘레까지의 길이 

(mm) 이다. 

그림 31. 업목 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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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입목의 패러미터값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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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모드(Test Möde)는 각 pfooe의 반응을 그래픽화면으로 나타내 주는데 설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로깅 시작(Be밍n Logging)은 로거의 설정을 마치고 시험모드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실행하는데/ 로깅을 시작하게 되면 이전에 저장된 자료들은 자동으로 삭 

제된다. 

작동 중에 로거와 통신을 하려면 통신케이블로 연결하면 되며 이때도 현재의 로깅 

상태는 중단되지 않는다. 로깅을 종료하려면 로깅종료(End Log밍ng)를 선택하면 된 

다. 

로깅 모니터링 (Monitor Logging)을 통해서 현재 작동중인 로거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확인 가능한 항목으로는 저장회수(Record N이I 사용한 메모리 (Memory 

used), 각 probe에서 측정 중인 수액 이동속도와 양 등이 있다(그림 32). 

데이터 로거에 저장된 자료는 Retrieve Data 명령으로 그림 33과 같이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다. 

장iew !:;r.e .. ihl:.a dii:r:i:nif .. :t~gin9 

그림 33. 현재 상태 모니터링 화면 

※ 수액이동량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히터를 작동시키기 위한 배터리의 전력소모가 

많아 장기적인 관측을 위해 그림 34와 같이 220V 전력선을 인입하여 장기관측이 

가능하도록 충전배터리를 로거와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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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데이터 다운로드 

자. 토양물리성 

그림 35. 장기관측을 위한 

전력 공급과 Test mode 화면 

CD 토양 수분장력 측정 기 
토양 수분장력 측정기 (Soil Moisture Tension Probe)는 soil matrix에 의해 물이 결 

합되어 있는 힘 즉， soil potential, 토양장력y 또는 soil suction을 측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료에서는 토양 수분장력을 측정과 토양 온도를 함께 측정할 수 있는 Soil 

Moisture Tension Probe(모델명 : TruTrack)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작동원리 

토양 수분장력 측정기는 불의 통과가 가능한 불로 채워진 다공질 세라믹컵을 

땅속에 auger를 이용하여 설치한 후 다공질 세라믹컵(그림 35)을 통한 물의 이 

동은 probe(그림 36) 내의 gauge pressure sensor로 측정되는 압력의 변화를 일 

으키고 이 압력의 변화를 데이터 로거에 저장한다. 

그림 36. 다공질 세라믹컵 그림 37. 토양 수분장력 측정부 

때
 



- 설치 및 관리 

1) 토양 수분장력 측정기와 같은 직경의 오거 (auge디를 이용하여 토양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에서 나온 흙을 물로 반죽하여 현탁액 (slurry)을 만든다. 이 현탁액 

을 토양과 세라믹 컵 사이에서 수리적 접촉(hydraulic contact)이 잘 되도록 구 

멍에 부은 다음 probe를 집어넣는다(그림 38). 

그림 38. 측정부 구조도 그림 39. 토양에 probe 삽입 

2) 사용하기 전에 토양 수분장력 측정기의 water reservoir에 두개의 filler 

tube를 이용하여 물을 채워야한다. 한쪽 튜브에서 joiner를 제거하여 water filler 

tube를 개방한다 joiner의 양 끝에는 collar가 있는데 이것을 안쪽으로 밀면서 

tube를 당기면 분리된다(그림 39). 반대쪽 튜브 끝에서 물이 흘러나올 때 까지 

주사기로 물을 주입 한 후 막는다(그림 40). 이 때 물이 cable protection tube 안 

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여야한다.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주의하여 joiner를 이용 

하여 튜브를 연결한다. 

3 ) 기기를 설치한 후에 water reservoir에서 물이 빠져 나가므로 일정 기간 후 

에는 물을 계속해서 보충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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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fil1er tube와 joiner 그림 41. water reservoir에 물 채움 

- 사양(High Water Tension Probe) 

• 장력측정 범위 (Tension Range) -600 to +900cm 

• 장력측정 오차(Tension Accuracy) : +0.5% ful1 scale 

• 온도측정 범 위 (Temperature Range) : 0 to 50 aC 

• 온도측정 오차(Temperature Accuracy) +0.3 aC 

• probe 크기 : 길이 310mm x 직 경 33mm 

- 환경설정 및 관리 

1) DLC3 다운로드케이블을 이용하여 로거와 컴퓨터를 연결한다. Omnilog 프로 

그램을 실행하여 Logger Control 화면으로 들어간다. 그림 41과 같은 처음 나타 

나는 화면은 로거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배터리의 상태/ 현재 로거 상태I 

로거 시작일 등을 알 수 있다. 

그림 42. 로거 상태 

2) 로거 는 hectoPascals(hPa)단위 로 측정 값을 읽도록 되 어 있으므로 이 를 변경하 

기 위해서는 Logger control 화변에서 Channel and Probe Setup 랩을 선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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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센서가 연결되어있는 2번 채널을 선택하여 Units and Scaling 항목에서 원 

하는 단위를 선택하면 된다(그림 42). 

그림 43. 채 널과 Probe 설정 

3) 로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그림 43과 같이 'Start Logger'랩으로 가서 원하 

는 샘플링 간격을 설정한 후 화면 왼쪽에 있는 패널에서 측정을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샘플링 간격으로 설정된 시간에 포인트 값I 평균값/ 최대 또는 최소 

값을 저장할 것인지 정한 후에 로거를 시동시킨다. 

그림 44. 로거 시동 

4) 'Download' 탬(그림 44)에서 데이터 로거에 저장된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으 

며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는 프로그램상에서 직접 표나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 

고I 전체 평균/ 최대/ 최소 값 등 간단한 통계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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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데이터 다운로드 

- 연구사례 

아래 그림 45는 강수량과 수주높이로 표시한 토양수분장력의 변화의 관계의 한 

예로서 전라남도 장흥군에 위치한 리기다소나무림의 시업 및 비시업림 유역에 

서 30분 간격으로 측정한 결과이다. 이 두개 유역 가운데 시업림은 비시업림에 

비해 평균 토양함수량이 높게 나타났고 강우가 종료된 후에도 서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업림의 토양수분장력이 비시업림에 비해 연중 높은 것은 시업을 통해 임내강 

우량은 많아지고 임목에 의한 증발산손실량은 감소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 

로 보인다. 비시업림은 시업림에 비해 강우시에만 일시적으로 토양수분장력이 

높다가 강우 종료 후 임목의 증발산에 의해 급격히 감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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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시업 및 비시업림의 토양 수분장력 

@ 토양 관입시험기 

토양의 견밀도는 공극량과 상관관계가 높다. 토양의 강수 침투 · 저류능을 유역단 

위로 판단하고자 할 때 일일이 토양단면을 파지 않고 토양관입시험기를 사용하면 

편리하다. 단y 석력이 많이 섞인 토양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관입저항이란 관입체(원추)를 토양 속으로 관입할 때 필요한 힘으로서 토양견밀도 

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토양입자간의 응집력과 마찰력이다. 야마나가식 토양 

견밀도 측정기는 원추의 일부를 관입하는 방식인데 반하여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토양관입시험기(Penetrologger : OTT사 제품)는 원추 전부를 토양 속에 관입하며 원 

추의 각도도 종류가 다양하다. 따라서 이 두 종류의 장비는 원추면에 받는 저항에 

관여하는 내용이 다르므로 단위면적당 저항치(kgjc따)이더라도 같은 값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 환경설정 

토양 관입시험기의 환경설정 방법은 PC를 이용하거나 본체에 직접 입력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나 여기서는 전자의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자 한다. 

1) 먼저 제공된 케이블을 PC의 COM1 포트와 본체의 단자에 연결한 다음 PC 

와 본체의 전원을 ON 시킨 후/ 제공된 소프트웨어 (Penetro Viewer)를 실행한 

다. 

2) PC와 기기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설정하기 위하여 상단의 메뉴에서 Extra -

Comm , port - Comm 1 또는 2를 클릭 한다(그림 46). 

※ 이때 통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PC의 COM1 포트속도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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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본다. 보통 9，600bps로 설정되어있으나 다를 경우 윈도우 /제어판-시스템

장치관리자-포트(COM & LPT)-통신포트(COMl)-포트설정/에서 초당비트수를 

9，600bps로 수정한 후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한다. 

그림 47. 초기화면(통신설정) 

3) 현지의 측정지점에 대한 각각의 초기값을 입력한다. 

@ 그림 47과 같이 메뉴에서 Plan - New jEdit - New project 클릭 

그림 48. 새 프로젝트 생성 

얘
 



(2) Edit Pr이ect 창에 서 Pr이ect name, Company, Cone type, Penetration speed, 

Number of plots, Number of penetrations per plot, Plot names 설 정 (그 림 48) 

그림 49. 프로젝트 편집화면 

Pr이ect name 조사 목적에 적절한 프로젝트 이름을 임의로 

업력 

Company: 사용자명 입 력 

Cone type : 콘 타입 지정(토양의 상태에 따라 사용한 콘 판단) 

1.0c마 600 (1번 Cone 사용할 때 ) 

2.0c따 600 (2번 Cone 사용할 때) 

3.3c마 600 (3번 Cone 사용할 때) 

5.0cm' 600 (4번 Cone 사용할 때) 

Penetration speed 측정 속도 지 정 (경 험 치 로 설정/ 

. 

1.0cm/sec) 

Number of plots : 프로젝트의 플롯 개수 입 력 

Number of penetrations per plot : 플롯당 반복 측정수 입력 

단/ 플롯 개수×반복측정횟수는 500개를 초과할 수 없음 

보통 

. 

Plot names 플롯 명칭 입력 

4) Data logger-Send plan을 클릭하여 지금까지 입력한 초기값을 본체로 전송한 

다(그림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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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업력 값을 본체에 전송 

5) 본체의 페뉴-Plan' 버튼을 눌러 입력 값이 정상적으로 전송되었는지 확인한 

다(그림 51). 

그림 51. main 화면 그림 52. plan 화면 

※ 이상의 내용은 Penetro Vie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본체만을 이용하여 

설정이 가능하지만 입력하는데 다소 불편함이 있다. 

- 측정방법 

1) 본체의 'Menu-Measure' 버튼을 눌러 프로젝트를 지정한 다읍 그림 52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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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측정메뉴가 나오면 OK 버튼을 눌러 그림 53의 /측청모드I로 대기한다. 

그림 53. 측정메뉴 화면 그림 54. 측정 화면 

2) 그림 54와 같이 거리감지판을 땅위에 올려놓고 수평을 유지한 다음 본체의 

Start 버튼을 누른 후 콘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아래로 압력을 가하 

면서 측정 한다(그림 55). 

※ 이때y 누르는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Beep음이 들린 부분의 측 

정값은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재측정 하여야 한다. 

그림 55. 거리감지판 설치 그림 56. 측정 시작 

3) 측정이 끝난 후 'Save data' 메시지가 나타나면 'Yes' 버튼을 눌러 저장하고/ 

측정결과가 부정확하다고 생각되면 'No' 버튼을 눌러 취소한 다음 다시 측정한 

다(그림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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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57. 측정 완료 및 결과 저장 

- 데이터 저장 순서 

Penetro Viewer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본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다운 

받는다. 

1) 프로그램 상단의 메뉴에서 Data logger - Read data 클릭한 다음 폴더와 

파일이름을 지정하여 저장한다(그림 5η. 

그림 58. 자료 backup 

2) Backup 자료는 Penetro Viewer 프로그램 으로 반복측정 한 모든 값들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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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프 및 수치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그림 58). 또한 반복 측정한 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 가능하며(그림 59), 각각의 수치자료를 텍스트 파일로 변환하 

여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업할 수도 있다. 

그림 59. 각 측정값을 그래프로 확인 

그림 60. 평균값으로 확인 

@ 투수계수 

- 투수계수 측정 순서 

1) 토양시료를 100cc 토양캔을 이용하여 채취한 후 뚜껑을 제거하고 그림 60와 

같이 시료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망(스타킹과 같이 가는 구멍이 있고 신축성 있 

는 재료 사용)을 씌운 것을 오븐 등의 용기에 바로 세워 넣은 후 물을 적당히 

디
 이 



채운 다음 포화될 때까지 기다린다. 포화가 완료된 토양시료는 그림 61 좌측의 

부품들로 조립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거치대 위에 올려놓으면 측정 준비가 

완료된 상태이다. 

그림 61. 토양시료캔 그림 62. 시료 거치대 

2) 투수속도 측정기에 센서를 연결하고 센서를 거치대 위쪽에 올려놓은 다음(그 

림 62), 센서 위쪽에 보이는 원통형 투명관의 빨간 표선까지 물을 채운다. 이 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물이 표션을 지나게 되면 투수속도 측정기의 

디지털 표시부에 투수시간이 초(sec) 단위로 표시되며 더 이상 변동이 없으면 

측정이 완료된 것을 의미한다. 각 시료별로 반복 측정하여 3회 이상 동일한 시 

간일 경우 그 값을 투수시간으로 하여 측정을 마친다. 

그림 63. 투수속도 측정기 세트 

-계산방법 

투수계수(K)는 투수시간을 아래의 식에 대입하여 계산하며(변수위법)， 단위는 

cmjsec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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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계 수(K) = 2.3 x a x Lj Ajtx LOG10(H1jH2) 

a = O.45cm2(투명 관의 단면적) 

A = 19.6cm2(시료의 단면적) 

L = 5.1cm (시료의 높이) 

H1 = 17cm (투명관 상부 빨간 선에서 원통하부수면까지의 높이) 

H2 = 7cm (투명관 하부에서 원통하부수면까지의 높이) 

@조공극률 

- 조공극률 측정 순서 

1) 조공극률 측정기(그림 64)의 뷰렛에 튜브로 연결된 시료수기(그림 63)를 24시 

간 물 속에 넣어 필터를 포화시킨 후 공기배출구를 고무마개로 막은 다음 

Plate(그림 65) 위에 올려놓는다. 

그림 64. 시료수기 그림 65. 공극률 측정기 

띠
 ι 



그림 66. Plate 그림 67. 측정기에 물 채우기 

2) 그림 66과 같이 뷰렛의 감압구가 위로 향하도록 고정하고 뷰렛 아래쪽의 밸 

브는 수평으로/ 위쪽의 밸브는 수직으로 한다. 그 다음 감압구에 불을 부어 가 

득 찰 때까지 채운다. 

3) 시료수기의 공기배출구 고무마개를 뺀 후 손으로 기울여가며 시료수기와 튜 

브 안에 있는 공기를 제거한 다음 마개로 다시 막고 Plate 위에 올려놓는다. 이 

때 주의할 점은 뷰렛의 수위가 눈금 Oml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물 

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료수기의 공기배출구를 막고 감압구에 다시 물을 채워 

준다。 

4) 시료의 준비 : 토양투수계수 측정시와 같이 준비한 토양시료(그림 60)를 물 

에 포화시킨 다음 시료수기 위에 올려 놓고 시료누름판으로 눌러준다(그림 6끼. 

그림 68. Plate에 올리기 

5) 뷰렛의 상 · 하부 밸브를 수평으로 한 다음 감압구를 아래로 향하게 하여 

고정한다. 이 때 뷰렛 안의 불이 눈금 OmC에 위치하도록 아래쪽 밸브를 수직으 

로 하여 수위를 조정하고 자동압력조절기와 연결되어 있는 펌프를 실리콘 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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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감압구에 연결한다(그림 68). 

그림 69. 뷰렛과 펌프의 연결 

6) 자동압력 조절기의 전원을 켜고 적절한 압력 (pF)을 설정하여 감압한 다음 펌 

프의 밸브를 열어 흡인한다(그림 69). 이 때 시료수기로부터 뷰렛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을 때까지 방치하며/ 뷰렛 안의 물이 넘쳐 펌프로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림 70. 자동압력조절기와 펌프 

η 더 이상 흡입되는 물이 없을 때/ 이때까지의 흡입된 물의 총량(me) 이 자동압 

력조절기에 설정된 압력에서의 공극률이 되며 단위는 %이다. 

8) 잔류수분의 측정 : 탈수과정 종료 시(과정 7)에 시료의 무게를 측정한 다음 

105 0C에서 24시간 건조시킨 후 다시 무게를 측정한다. 이 때 건조 전후의 무게 

차가 종료시의 pF값에 있어서의 수분량이 된다. 또한 pF를 달리해서 측정하였 

을 경우 각 pF값에서의 탈수량에 이 수분량을 더한 값이 각 pF마다의 수분량이 

되며/ 이 pF값과 수분량의 관계를 그래프화하면 pF-수분곡선을 작성할 수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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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물은 증류수 사용 

• 시료수기와 튜브 안에 공기방울이 없어야 함 

• 사용 후 필터 청소 

• 측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Plate의 석고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물 속에 넣어 

보관 

차. 유출량 

산지계류의 유출량의 측정은 크게 1) 유속계를 이용하는 방법과 2) 양수시설을 이 

용하는 방법이 있다. 유속계를 이용하는 방법은 비용이 저렴하고 원하는 곳에서 간 

단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계류의 유적(流積)을 정확히 측정해야하고 

유속측정의 오차가 크며 단시간의 연속측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양수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은 대체로 유속계를 이용하는 방법과 반대되는 장단점을 가지 

고 있다. 

CD 유속계 
어떤 수위관측점에서의 유량을 산장하기 위해서는 유속과 그에 해당하는 통수단면 

적 을 알아야 한다. 유속측정 방법은 역 학적 원리 를 이용한 기 기 (mechanical de띠ces) 

에 의한 방법과 화학적 및 전기회로의 원리를 이용한 방법 (chemical and electrical 

methods)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실제 유속측정을 위해서는 전자의 방법을 많이 사 

용하고 있다. 역학적 측정법에는 몇 가지가 있지만 주로 회전식유속계 (rotating 

current meter)가 사용된다. 본 연구자료에서는 회전식유속계 (Global Water)에 대하 

여 설명을 하고자 한다. 

유속계는 물속에 넣는 sensor 부와 유속을 표시해주는 표시기(그림 70)로 구성되는 

데 표시기의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오른쪽 버튼은 항목이동버튼이고I 왼쪽 버튼은 

옵션선택 또는 각 항목에서 값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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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유속 표시기 

- 설정 

두 개의 버튼을 동시에 누른 채로 8초정도 있으면 제일 아래 오른쪽에 km 또 

는 mi 표시만 남는 상태가 된다. (km와 mi의 변경은 모든 항목이 표시된 후에 

왼쪽 버튼으로 선택한다)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을 한번씩 누를 때마다 다음의 

순서로 메뉴가 나오게 된다. 

'CAL(보정) - RPM - SLEEP - 1강π/2좌u - 시 간 설정 - 측정I 

• CAL: 기기 보정시 사용/ 화살표가 위쪽 또는 아래쪽을 가리킬 때 왼쪽 버 

튼을 눌러 제작할 때 설정한 값인 1603에 맞춤 

• RPM: 분당 회전수 표시 

• SLEEP: 기기 종료 

• 1강u/2좌u : 12시 간 또는 24시 간 표시 

• 시간 설정 : 현재 시간을 설정 

• 유속 측정 : 유속을 측정하는데 왼쪽 버튼으로 최대값(MX) 또는 

평균값(AV)을 선택 

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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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유적 측량 및 유속 측정방법 

-유속측정순서 

1) 유속측정화면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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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펠러가 이상 없이 잘 회전하는지 확인한다. 

3) 유속계는 그림 와 같이 물이 흐르는 방향과 프로펠러를 감싸는 파이프에 

그려진 화살표 방향을 일치시킨다. 

4) V가 표시된 유속측정 화면에서 왼쪽 버튼을 이용해서 평균값(AV)을 선택한 

후/ 

5) 프로브를 측정위치에 두고 두 개의 버튼을 동시에 눌러 0을 맞춘다. 일정한 

평균유속을 얻을 때까지 수초동안 가만히 었다가 꺼낸다. 

6) 값을 원을 때는 10으로 나눠서 읽는다. 만약 화면에 나타나는 숫자가 4.5라면 

0.45m/sec이 다. 

η 그림 와 같이 유적을 측정하여/ 유량을 계산한다. 

@ 양수시 설(weir-gauging station) 

- 양수댐 (weir) 

양수댐은 그림 72와 같이 댐 전면에 물이 빠져나가는 노치 (notch)， 상류에서 유 

입되는 물을 진정시키기 위한 저수조(ponding basin), 수위를 측정하기 위한 정 

수정(靜水井， stilling well) 그리고 측정기기가 있는 계측실(gage house)로 구성 

된다. 노치는 그림 와 같은 삼각형 모양 이외에도 사각형 그리고 사다리꼴 등 

다양한 모양이 있다. 삼각형 노치는 보통 V형 노치라고 부르며 각도는 600 , 900 , 

120。가 있다. 계류의 유출량이 적은 소유역에는 보통 600 V형 노치를 쓰고 유출 

량이 많을 경우는 1200 V형 노치를 선택한다. 

양수댐의 규격은 그림 73과 같이 노치 입구에서 난류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 

해 낙차를 노치 높이의 2.5배 이상이 되게 한다. 정수정은 노치 수두(水頭)를 유 

지하면 상류에서 유입하는 유출수의 난류에 의한 수면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노치 전면에서 노치 높이의 2배 되는 지점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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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ge house 

Water level recorder 

그림 73 전형적인 900 V형 양수댐 (weir). 

그림 74. V형 양수댐의 규격 

- 플륨(flume) 

플륨은 상부 유역에서 발생한 토사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규격의 인공 

개수로(開水路)를 rT L t二:
Lτ= 것이다. 플륨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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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turi 플륨， RBC 플륨 그리 고 San Dimas 플륨 등 여 러 가지 가 있다. 그림 74 

는 미국 토양보전청 (Soil Consen따ion Service) 에서 개발한 H형 플륨이다. 토양 

보전청은 H형 이외에도 HS, HL형 등 다양한 형태의 플륨을 개발하였다. 

그렴 75 미국 토양보전청에서 개발한 H-플륨의 구조도 

@ 수위계 

가) 부자-차트 수위계 

부자(float)가 쇠줄에 의해 pulley 주위를 돌아 기록기에 연결돼 있어 수위 변동 

에 따라 부자가 움직여 pulley를 돌리게 되고 pulley와 연결된 펜이 움직이게 

되어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기록지에 수위를 기록하게 된다. 

그림 76. 부자-차트 수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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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방법 

1) 자기수위계의 기록지는 실제 외수위의 1/10로 기록하므로 기록지의 최소눈 

금 1mm가 외수위 1cm이고 외수위 100αn마다 기록펜이 원점으로 돌아온다. 

2) 기록지는 1개월 단위로 교환한다. 

3) 기록지 교환 후 약 5분간 기록지가 감기는 상태를 확인한다. 

4) 자기수위계의 건전지는 약 3개월마다 교환한다. 

5) 우기 (6월~8월)에는 1주일 단위로 기록지 상태를 점겸한다(우기에는 높은 습 

도 때문에 기록지가 말릴 위험이 있음) 

6) 기록펜은 약 3개월 단위로 교환한다. 

η 기록펜이 뒤로 젖혀지지 않도록 뒷부분의 나사를 조절하여 무게중심을 잡는 

다. 

8) 추의 줄은 외수위의 변동 폭을 고려하여 풀리에 적당히 감겨 있어야 하고 추 

나 부자의 줄이 풀리 옆면에 닿거나 서로 엉키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 

9) 기록지를 교환할 때나 장비 점검시 수시로 실제시간과 외수위를 기록지에 반 

드시 기록하고r 기록계의 시간이 맞지 않다거나 양수댐의 특이사항 등을 함께 

적는다. 

10) 외수위는 자를 노치 중앙에서 수직으로 세우고 낙차가 생기기 전의 대수면 

쪽(댐의 안쪽)의 수위를 측정한다. 특히 가을철에는 노치에 걸린 낙엽을 제거해 

도 약 20~30분 후에 수위가 안정되므로 양수댐 도착 즉시 낙엽 퉁 부유물을 제 

거한다. 

나) 부자-엔코더 수위 계 

부자와 연결된 엔코더에 의해 수위를 측정하여 비휘발성 메모리 로거에 저장하 

는 디지털식 자기수위계이다(그림 76). 여기에서는 부자-엔코더 수위계의 일종인 

Tha1imedes(OTT)에 대 해 설 명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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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부자-엔코더 수위계 

- 건전지 장착 

1) 홀더에서 데이터 로거 부분을 분리하고/ 건전지케이스 커버를 연다. 

2) 알차라인 C-cel1형 1.5V 건전지를 삽입하고 건전지케이스 커버를 잠그면 디스 

플레이에 액정표시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3) 부자·엔코더수위계를 활성화 시키면 제작시에 설정한 패러미터값으로 측정값 

을 나타낸다. 

※ 건전지의 수명은 15개월 정도인데 건전지의 전압이 1V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교체해야한다. 특히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건전지 교체시기에 주의를 기울여 

야한다. 

※ 건전지를 교체하는 시간이 20분 이상 소요되면 시간과 영점 등 설정사항을 

새로 입력하여야하며 기기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엔 건전지를 제거해 두어 

야한다.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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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코더 수위계 

치 

그 림 79. pulley 

- 기기 활성화 빛 환경설정 순서 

1) 현재 측정값을 원거나/ 세팅을 위해서는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디스플레이에 

액정표시가 나타날 때까지 그림 94와 같이 손으로 모션센서를 가리면 된다(약 

2~4초정도). 활성화된 후에는 모션센서를 한번 가릴 때마다 다음 순서로 표시 

된다. 

/현재 수위 측정값 - 현재시간 - 현재날짜 - 배터리전압f 

2) 활성화시킨 부자-엔코더 수위계를 HYDRAS 3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노트북 

과 전용케이블로 연결한다. 

3) 그림 79와 같이 나타난 station에 서 부자-엔코더 수위 계 에 해 당하는 station을 

선택하고 메뉴 중에서 'read/operate’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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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화면표시 그림 80. 활성화 및 

그림 81. Station 선택 

type은 '0π protocol 2(selective)', 

communication path는 'IrDA OTT DuoLink, COM1, 19200Bd, 8N1', Operating 

Protocol , orphimedes', type은 4) 

은 , Configuration’을 선택하여 'Start'를 클릭한다(그림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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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기기 연결 화면 

5) 측정단위 (Unit)와 측정간격r 저장간격을 선택한다. Change direction of 

rotation은 실제 수위는 높아지는데 반대로 낮아지는 것으로 측정될 때 체크해 

주변 풀리에 감긴 줄을 반대로 바꿔줄 필요 없이 측정이 가능한 선택사항이다. 

Meas value - set newly의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고 노치 에서 측정 한 외수위를 

입력해준다. 'Set datejtime(PC time)'을 설정한다. 'Program'을 클릭하여 설정값 

을 입 력 한 후 'Exit'로 종료한다(그림 82). 

그림 83. 측정환경 설정화면 

- 데이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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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할 때 와 마찬가지로 station과 protocol typε communication path 등을 지 

정하고 Read Data 항목의 Standard( selective)를 선택하여 'Start'를 클릭하면 선 

택한 기간동안의 자료가 다운로드 된다. 

다운로드된 데이터를 Excel 등 다른 자료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Communication 

메뉴의 Raw data 를 선택하여 입력된 자료를 변환해 주면 된다(그림 83). 

그림 84. 입력 자료의 변환 

- 에러 메시지 

• Err3: 

, 측정치 과다 
, 측정범위로 지정된 범위를 초과하였음. 
, 측정가능한 수위로 돌아오면 다시 정상 작동을 한다. 

[중 해결방법 

。 다른 측정범위를 선택한다. 

。 부자/ 케이블I 풀리/ 추 둥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 Err4, Err5, Err6 : 

~ Transducer cable이 잘못 연결되었거나 파손되었다 

E줌 해결방법 

。 transducer cable이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한다. 

。 만일 케이블이 파손되었다면 제조사에 연락해서 

교체한다. 

• Err10 

, 측정값이 기록되지 않는다. 이 에러메시지는 표시창에 나타나지 않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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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as 3 프로그램에만 나타난다. 

’ 현재 시간이 14시라면 Hydras 3 프로그랩에는 그 날 24시까지의 기록은 

Err10으로 저장된다. 

’ 배터리가 부족하거나 주위 기온이 너무 낮았을 때 측정값을 확정할 수 없 
는 상태가 발생한다. 

당 해결방법 

。 배터리를 교체한다. 

-사양 

• 측정 범 위 : :!:19.999m 

• 최 대측정 오차 : :!:0.002m 

• 메모리 : 측정값 30，000회 기록 

• 샘플링 및 저장 간격 : 

’ 1, 2, 3, 4, 5, 6, 10, 12, 15, 20, 30 분 

’ 1, 2, 3, 4, 6, 8, 12, 24 시간 

• 인터페이스 : RS232C + IrDA 

• 전원 : l .5V C-cell 1개 (알차라인 맛데 리 권장) 

• 데이터 로거 크기(길이*직경) : 244mm * 47mm 

• 작동온도 : -20 ~ 70 0C 

• 풀리 원주 : 200.0mm 

• 엔코더 크기 (L *W*H) : 82*82*34mm 

다) 기포-압력 수위계 

piston pump에서 만들어진 압축공기를 측정튜브를 통해 물속에 들어있는 bubble 

chamber로 내보내 수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대기압 측정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대 

기압이 보정된 수위를 데이터 로거에 기록한다. 본 연구자료에서는 

Orphimedes(OTT)에 대 해서 설명 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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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 기포-압력 수위계 

그림 86. 기포-압력 

수위계 설치 

- 기기 활성화 및 환경설정 순서 

1) 고정되어 있는 본체를 풀어서 그림 86과 같이 손에 쥐고 아래위로 흔들어 주 

변 활성화 되는데 이때 표시창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값들이 순환하여 표시 

된다. 

i현재 배터리의 전압 - 현재시간 - 현재날짜 - 측정값(현재가 아닌 설정되어 

았던 시간 간격에 의해 측정된 이전 값)' 

m m 



그림 87. 활성화 및 액정표시 순서 

2) HYDRAS 3 프로그램을 실행시칸 노트북과 전용케이블로 연결한다. 

3) station을 선택하고 메뉴 중에서 'read/operate'를 선택한다. 

4) type은 'orphimedes', Protocol type은 'OTT protocol 2 (total)', 

communication path는 'IrDA OTT DuoLink, COM1, 19200Bd, 8Nl', 

, operation:Configuration'을 선 택 하여 'Start'를 클릭 한다. 

5) 그 림 87의 설 정 화면 에 서 'Measuring mode': 'Water level - set newly'; 'Set 

datejtime(pC time)'을 설정한다. 

6) 'Program’을 클릭하여 설정값을 입력한 후 'Exit'로 종료한다. 

※ Measuring mode에 서 수위 를 측정 하려 면 'Water level', 수심 을 측정 하려 면 

'Depth'를 선택한다. 

m 



그림 88. 설정화면 

- 데이터 다운로드 순서 

1) 기기를 활성화시키고 HYDRAS 3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노트북과 전용케이블 

로 연결한다. 

2) station을 선태하고 기타항목들은 패러미터를 설정할 때와 같이 지정한 후 

'Read data: Standard( selective)'를 선택하여 'Start'를 클릭하면 지정한 기간의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관리 

• 전압이 3 vo1ts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 배터리를 교체한다. 특히 동절기에는 

배터리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한다. 

• 배터리 수명 

, 보온장치를 하고 저장간격을 1시간으로 했을 경우 : 1년 
, 보온장치가 없고(기온이 QOC 미만) 저장간격을 15분으로 했을 경우 : 1 ~ 

Z T 끼
 
/ 
-

’ 정기적으로 membrane overflow protection을 점검하여 흙이 있거나 념친 

다면 교체하여야 한다. 

-에러메시지 

측정장치에 결함이 있거나 작동불량이 되면 디스플레이어에 다음과 같이 측정 

값 대신 에러메시지가 나타난다 . 

• Er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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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결함 k 

• Err3 

기기 결함 ’ 
• Err5 

누수가 일어남 측정튜브에 ’ 
당 해결방법 

르르:A1 ..., 。 확인 붙이 새지 않는지 튜브에 。

• Err7 : 

전압이 너무 낮음 , 
〔좀 해결방법 

배터리 교체 。

• Err10 : 

때/ ..::z.,....1 t= n.::I 。
투~'-'l 딛~Ãλ 둥;;:-크게 인해 배터리 용량이 기온으로 wO 

7"二전원이 없거나 ’ 
기록되지 않음 측정값이 

교체 

E순 해결방법 

배터리 。

측정 범 위 : 0 ~ 10.0 m 

최대측정오차 :t 1cm :t 1 digit 

해상도 : 0.01 m(m 단위시) 

단위 m, mm, ft 

측정모드 : 수섬 

- 사양 

츠처 ..., 0 또는 수위 

과부하 보호 : 

선형;측정치의 표시 : 최대수주 13.0m , 
측정치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 최대수주 19.5m ’ 

• 측정 값 저 장 메 모리 : 약 11,2007R (EEPROM) 

e 측정간격: 

5, 15, 20, 30 분 ’ 
1, 2, 3, 4, 6, 8, 12, 24 시간 

• 인터페이스 : 적외선 (IrDA) 

@ 전원 : 알카라인 건전지 l .5V C-cell 4개 

e 크기 : 길이 600 mm x 직경 45 mm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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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배터리 포함) : 1 kg 

• bubble chamber 무게 : 0.67 kg 

·케이스 재질 : 플라스되 / 금속 

• 작동온도 :-5~500C 

라) 센서-압력 수위계 

내장된 압력센서로 수변과 기기까지의 압력을 측정하여 수위를 측정하는 수위계로 

여기서는 수위계 Diver(Van Essen)와 대기압 보정에 필요한 대기압 측정기인 

BaroDiver(Van Essen)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Diver 운용프로그램인 Environmon을 실행시키면 그림 88과 같은 초기화면이 나타 

난다. 

- 환경설정 순서 

Diver 운용프로그램인 Environmon을 실행시키면 그림 88과 같은 초기화면이 

나타난다 

그림 89. 초기화면 

1) Instrument type은 데이터 로거의 종류 및 일련번호가 자동으로 인식되어 나 

타난다. 

2) Instrument number는 운용자가 정한 고유번호를 입력한다. 

3) Location은 장비 가 설치 된 장소를 기 입 한다. 

4) Sample rate는 5가지 종류가 있으나 보통 그렴과 같이 Fixed time interval로 

한다.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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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로 

관측지점의 해발고도를 미터단위로 입력한다. 

이용 가능한 메모리가 표시되며 배터리 상태는 오른쪽 녹색 

5) Altitude는 

6) 그 밑에 

표시된다. 

channel 2는 수온을 측정 한 Channel 1은 절대압력(대기압+수압)을 측정하며 η 

다 

사용하지만 상 

8) Identification은 측정 채 널 의 이 름을 명 기 한다. 

9) Units는 측정 단위 로 CM 또는 CMWC로 명 기 한다. 

10) Reference는 Diver의 끝에서 지상까지의 높이로 보정하는데 

대값을 측정할 때는 보통 0으로 한다. 

11) Range는 측정 기 마다 다른데 10미 터 용의 경 우 1,000 cm wc로 한다. 

12) Master level은 현재 수위에서 Reference까지의 거리이지만 편의상 '0'으로 

한다. 

시작될 특정 시간을 명기 13) 오른쪽 부분의 측정 개 시 는 Start at의 경우 측정 이 

하며 Start now는 현재 시각에 측정이 개시된다. 

첫 번째 메 연결한 후 Data control에서 왼쪽 

- 자료 취득 순서 

1) 자료는 Diver를 통신케이를에 

뉴를 클릭 하면 얻을 수 있다. 

2) 두 번째 메뉴는 자료를 그림 89와 같이 표로 나타낸다. 

3) 세 번째 메뉴는 그림 90과 같이 자료를 그림으로 표시한다. 

η
 녀 

그림 90. 취득한 자료를 표로 표시 



그림 91. 취득한 자료를 그림으로 표시 

-자료보정순서 

Diver의 측정자료는 절대압력으로 대기압과 수압이 합쳐진 값이므로 대기압을 

제거해야 한다. 대기압은 그림 91과 같이 Baro-diver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프로 

그램 상에서 보정할 수 있다. Baro-diver는 Diver와 같은 요령으로 연결하여 사 

용한다. 

그림 92. Baro-diver를 이 용한 대 기 압 측정 

1) 대기압 보정은 Data control에서 오른쪽 세 번째 메뉴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메뉴를 클릭하면 그림 92와 같이 Barorneter Cornpensation Wizard 화면이 나온 

다 

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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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93. Barometer Compensation Wizard 

초기화면 

2) 파일선택은 열린 파일이 보정해야 할 Diver파일 경우 Data화le을I Baro파일 

경 우 Barometric file을 선택 한다. 위 의 경 우는 Barometric file을 선택 한다 

3) 다음 메뉴를 클릭 한 후 그림 93과 같이 Diver data file을 선택한다. 

4) 보정 후 생성되는 파일은 그림 94와 같이 data file명 뒤에 compensated가 

붙어서 자동으로 생성된다. 

5) 보정 조건은 그림 95와 같이 보정 개시 일시와 그 시점에서 측정한 실측값과 

측정단위를 입력한다. 

6) 그림 96은 보정이 완료된 후 나타난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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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94. Data file 선 택 

그림 95. 보정된 파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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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6. 보정 조건설정 

그림 97. 보정 완료 화면 

마) 수위계간의 .비교 

전술한 바와 같이 산림유역에서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매우 다양하다. 다 

음은 이와 같이 다양한 수위계에 대하여 산림 계류수량 측정에 적합한 기종 판단을 

위해 분석을 실시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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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댐 수위계실내의 정수정 (stil1ing well)에 아날로그방식익 부자-차트수위계(No. 

116-II, OTA) 1종/ 디지털방식 3종 즉/ 부자-엔코더 수위계/ 기포-압력 수위계/ 그리 

고 센서-압력 수위계를 설치하고 수위를 분석하였다(그림 9η. 

부자-차트 수위계와 부자-엔코더 수위계에 비해 기포-압력 수위계와 센서-압력 수 

위계는 대기압과 기계오차(:t1cm)의 영향으로 관측값이 진동하였으며/ 특히 센서-압 

력 수위계에서 오차폭이 크게 나타났다. 아날로그방식과 디지털방식을 비교해보았 

을 때 증수부에서는 두 방식 모두 비슷한 반응을 보였지만 감수부에서는 아날로그 

방식이 디지털방식에 비해 반응이 늦게 나타남으로써 유출량이 다소 많았다. 이는 

부자-차트 수위계가 주로 깊은 지하수위 관측을 위해 고안되어 풀리에 감긴 와이어 

로프가 길기 때문에/ 와이어로프 자체 무게로 인해 반응이 느린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강수에 대한 유출반응이 빠르고 수위의 변화가 심한 산지소 

유역에서 정확한 수위측정을 위해서는 기포·압력 수위계나 센서-압력 수위계보다 부 

자-엔코더 수위계가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l 강수 량 - Encoder - Bubble - Sensor …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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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8. 수위계 4종으로 나타낸 강수-수위 수문곡선 

바) RBC Flume 

Marinus Bos (Intemational Institute for Land Reclamation and Improvements), 

John Repolge 와 Albert Clemmens (U.S. Water Conservation Laboratory) 에 의 해 

1980년 중반에 개발된 RBC 풀룸은 설치가 용이하고/ 유량이 작은 소규모 하천에서 

Parshall 풀룸이나 WSC 풀룸에 비해 정확하게 유출량을 측정할 수 있다. 

깨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유로에 방해물이 없고 하상의 기울기가 1%를 초과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림 98, 99와 같이 풀룸의 뒤쪽에 설치된 정수정에서 

수위를 측정한다. 

- 특정 

비교적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이동설치가 쉬우며/ 특정 목적에 따라 일시적 또 

는 장기 관측지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림 100, 101, 102는 삼척 산불지의 소규모 하천에 설치한 자체 제작한 RBC 

풀룸의 사진과 설계도이다. 

그림 99. RBC Flume의 뒷면 그림 100. 수위측정용 

정수정(왼쪽 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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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압겨| 및 수우l겨l 보옳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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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정 면도 (단면 A-A)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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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3. 측면도(단면 B-B) 

카. 수질 

@ 물 시료 채취 

수질분석을 위한 물 시료 채취는 강우시 사람이 직접 하기도 하지만 샘플러(채수 

장치)를 사용하면 편리하다. 샘플러는 설정한 강우강도 또는 수위에 이르면 채수를 

자동으로 시작하며 샘플링 간격도 엄의로 설정할 수 있다. 채수된 불 시료의 수질 

변화를 방지하기위해 냉장장치가 부착된 ‘것도 있다. 아래에 설명하고자하는 샘플러 

는 미국 ISCO사의 제품이다. 

그림 104. 샘플러 그림 105. 샘플러 문 개방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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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6. Front Panel 

그림 108. Distributor 와 

채수통 

- mode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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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109. Strainer 

1) standard mode 유량 기준 샘플링(키패드에서 6712.1) 

2) extended mode 강수량 기준 샘플링(키패드에서 6712.2) 

※ extended mode에는 1번에서 4번까지 4가지 종류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즉I 미리 설정조건을 입력해두고 하나의 조건을 불러서 실행할 수 있다. 

- 메뉴의 종류 

口 메인 메뉴 

run 샘플링 시작 

• program: 샘플링 조건 설정 

• view data 샘플링 데이터 보기 

other : 기타사항 

口 other 메뉴 

• mainten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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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 clock 

~ pump tube alarm(백 만회 정 도 사용하면 경 고표시 ) 

’ intemal battery(내 장 배 터 리 경 고설 정 ) 

p. diagnostic LCD, memory, pump, distributor 등의 진단 

manual 

~ grab sample : 현재 수동채취(채수량 지정 가능함) 

p. calibration volume 채수량이 설정량과 차이가 날 때 양을 보정 

~ operate pump suction, purge 실 행 

~ move distributor distributor의 위 치 를 지 정 (지 정 한 채 수통 위 치 로 이 

됨
 • programmg 

’ quick mode(빠른 설정 메뉴 ; 화면에 • 가 표시됨) 

~ normal mode(다양한 설정이 가능함) 

• hardware 

V 강수량의 단위 변경 (inch •• mm) 

- Program 설 정 순서 

口 Standard Mode program 

1) site 이름 지정 

2) 샘플링 병 개수 지정 

3) 샘플링 병의 용량 지정 

4) suction line 길 이 지 정 

5) time paced 일정 시간 단위로 채취할 때 

flow paced 유량계를 이용하여 일정 유량이 나타날 때 채취 

6) Sequential 하나의 병에 한번의 샘플링. 

7) Run continuously 'No' 

8) Sampling volume 설 정 

9) Delayed start, No delay to start, clock time : 샘 플시 작 시 기 설 정 

10) run 실행 

디 Extended programing mode 

1) 강수량을 바꿔준다. 
2) 프로그램 선택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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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nit 선택 (suction 선 길이 단위) 

4) Data interval 강수데이터 저장간격 설정 

5) suction line 길 이 지 정 

6) Auto suction Head 

η Rinses, Retries 회 수 설 정 

8) part prograrrurling 

one part program : 24개 의 채수통을 하나의 블록으로 설정 

two part program : 두 개 의 블록으로 설정 

(ex. 첫 번째는 강우사상I 두 번째는 시간단위로 설정 

한다) 

9) pacing 주기설정 

uniform time paced 일정 간격 

flow paced 

event paced 강수량을 샘플링 조건으로 사용할 때 

10) rain 설정 : O.강nm로 설정 한다(실제 는 1mm) 

11) 마지 막 'yes'까지 지 나간다. 

口 예제 - 강수량이 15분에 1mm 일 때 샘플링 후 매 30분 간격으로 채수하려 

는설정 

1) uniform time paced에서 설정할 수 있다 

2) Time between sample events에서 OOhr 30min으로 설정한다. 

3) Sequential 선 택 . 

4) 넘어가면 Enable 조건을 설정하는 곳이 나온다. 

5) 여기에서 Rain의 강수량의 조건을 설정해주면 가능하다. 

6) Set over 선택. 

※ 설치 및 관리시 주의 사항 

• 채수구가 Sampler 본체 보다 낮아야함. 

펌프에 들어있는 튜브는 소모품이므로 백만회 정도 사용 후 교체해야 함 

튜브교체 후 또는 뚜껑을 열었을 경우 튜브내의 압력을 체크하는 부분인 

liquid detector7} 튜브에 밀착되게 스크류를 꽉 조임 

• 강수량을 인식하는 단위는 O.lmm 임 

• 컴퓨터와 연결이 활성화 되어있는 상태에서는 샘플러의 키패드가 작동하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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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므로 반드시 Disconnect 해서 설정해야 됨 

- 샘플러에서 Report 직접 확인법 

1) ê 누름 

2) view report 선 택 해 서 뻔 

3) view data 선택해서 댐 

4) sampling report 선 택 해 서 뼈 

※ sampling report를 선태해서 뼈하게 되면 자동으로 화면이 넘어가게 된다. 

그림 124는 1번 채수통이 7월 20일(일요일) 03:50분에 채수 되었다는 것을 나타 

내는 화면이다. 

미처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나간 경우에는 되 또는 러으로 앞 또는 뒤 

로 이동하여 1번병이 01시에 채수된 경우 24번병이 24시간 후에 채수되었는지 

확인한다. 혹시 정전 등으로 인해 채수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확 

인하여야 한다. 

Tirne Sarnple 

1, Bottle 1 

at 03:50 Su 20-JUL 

counts 911 

그림 110. Report 화면 

5) 리 포트가 종료되 면 'End Report' 화면 이 나타난다. 

6) ê누르면 'Rain'에서 깜빡임 

끼 @누르면 초기화면으로 되돌아 옴 

8) 떠 눌러서 'Run Extended l'을 선택한 후 댐 

9) 위와 같이 확인한 report 기록 예제 

예) 현장수거 일(2003년 8월 10일) 

이스코 채수일(1번병 03년 8월 5일 01:30 -

24번병 8월 6일 00:30분) 

※ 이상상황 발생시는 각 채수통의 채수시간과 함께 발생 원인과 시간을 

같이 적는다. 

정 전 발생 (Power failured) 8월 6일 00:00 

전기복구(Power restored) 8월 6일 01:00 

- 24번병 8월 6일 01: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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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자료 및 리포트 다운로드 방법 

그림 110는 샘플러의 컨트롤러 뒤쪽에 있는 외부장치 연결용 인터페이스로 왼 

쪽에서부터 전원케이블/ 강우계r 컴퓨터/ 수위계와의 인터페이스인데 노트북 컴 

퓨터를 이용해서 강수자료와 채수시의 강우이벤트 자료y 각 채수통의 채수시간 

퉁을 다운받을 수 있다. 

그림 111. 외부장치 연결부 

그림 111과 같이 샘플러의 전용 소프트웨어언 Flowlink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왼쪽 메뉴에서 'Sites'를 클릭하면 각 Sampler에 설정한 이름이 나타난다. 연결 

된 샘플라의 이름을 더블클릭하게 되면 접속창이 나타나고 Connect 버튼 또는 

F7을 클릭해서 연결한다(그림 112). 

그 림 112. Flowlink 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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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설정된 sites 에 연결 

연결이 되면 그림 113과 같이 먼저 site setup 랩으로 이동해서 report를 다운받 

아야 한다. report는 이벤트 마다 기록되지만 계속 덮어쓰게 되므로 재가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다운받아야한다. report 파일의 내용은 채수를 시작하도록 설 

정한 사항/ 프로그램 가동시간f 채수가 시작된 시간/ 각 채수통의 채수시간r 채 

수가 시작될 때부터 종료까지의 강수량 등이 기록되어있다(그림 114). 강수자료 

는 아래쪽 다섯 개의 버튼 중에서 Retrieve Data를 클릭해서 받을 수 있다. 

그 림 114. site setup 탬 에 서 report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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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report파일의 내용 

- 강수자료 확인 

강수자료는 설정간격으로 샘플러 메모리에 저장된다. 각 사이트 명 아래에 강 

우자료를 볼 수 있는 메뉴가 었다(그림 115). 그래프화면에서 더블클릭을 하면 

그림 116, 117, 118과 같이 강우자료의 표시방법을 지정할 수 있는데 General 

랩에서는 그래프 또는 테이블로 볼 것인지/ 폰트 등을 지정할 수 있고， Time 

scale 랩에는 표시할 시간 범위를 옵션에 맞춰 정할 수 있다. Series 랩에서는 

그래프의 종류y 단위/ 범례 표시를 설정할 수 있다. 그림 119와 같이 강수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16. 해당 sites의 강우량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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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7. 강수 도구 - 일반설정 

그림 118. 강수 도구 -시간설정 

그림 119. 강수 도구 - 계열 설정(그래프형태/ 단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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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0. 강수그래프 표시 

@ 부유물질(SS) 

- 준비물 

1) 흡입병/ 흡입펌프/ 실리콘 흡입튜브 

2) 상부 · 하부 여과관 

3) 금속제 클램프 

4) 여과지(GFj디 

그림 121. 측정도구 

- 부유물질 측정 순서 

그림 122. 압력조절기와 펌프 

1) 흡입병 위에 하부 여과관을 끼우고 미리 무게를 단 여과지를 올려놓은 다음 

상부 여과관을 부착시켜 클램프로 고정한다(그림 13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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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3. 여과기 세트 

2) 여과기와 펌프를 실리콘 튜브로 연결한 다음 시료적당량을 여과기에 주입하 

면서 흡인 여과한다. 단/ 업경이 큰 고형물질을 함유한 시료는 균질하게 혼합시 

켜 2rnrn 체를 통과시 킨 다음 사용한다. 

3) 시료용기 및 여과기의 벽에 붙어 있는 부착물질을 증류수로 씻어 내리고 흡 

인여과가 끝난 다음 여과지를 핀셋을 이용하여 꺼낸 후 105-110 0C의 건조기에 

서 2시간 동안 건조한다. 

4) 건조가 완료되면 황산 데시케이터에 넣어 방냉한 후 무게를 정밀히 단다. 

- 농도계산 

여과 전과 후의 여과지의 무게 차이로 부유물질농도를 계산한다. 

부유물질농도(mgjl) = (b-a)x1000jV 

a 시료 여과 전의 여과지 무게 (mg) 

b: 시료 여과 후의 여과지 무게 (mg) 

V: 시료의 양(mQ) 

m i 



4.2. 기 술 개 발 경 로 (Technology Road Map) 

소하천 유역의 환경변화의 실시간 감시체계 시스템 

모니터링 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를 원격모니터령할 수 있는 어플리 

케이션 방법에 대한 구조가 아래 그림에 도시되어 있다. 

계측기기에 따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것도 있으나/ 대부분의 기기 

들에 데이터 로거를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기기로부터 전송받는다. 이 데 

이터 로거에 모템을 연결하여 로거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사무실에 설치된 서버 또 

는 퍼스널 컴퓨터로 전송받는다. 이는 다시 저장시스렘에 저장시키고 또한 기초분 

석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한 출판을 행한다. 또한 전송받은 데이터는 분석자료로 활 

용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실험지에의 안정적인 전원공급과 전화선 또는 인터넷 케이블과 

같은 통신장치의 공급이 있어야 될 것이다. 최근 무선 통신의 발달로 발신안테나를 

통한 데이터 전송도 가능하나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요구된다. 

모니 터 링 station 

Office PC 꼈쫓 Intemet publication 

때학 /~"'*斷 織뿔醫 였쨌빼 

CDMA 모덤 

• Sensor 
-토앙수분장력 

-토양수분함량 

-지하수위 

- 그F 드프2-þ 
〈그 I <그 

끼~^I 드드 -""-2 c:::그 

• Automatic download 

• Receiving data 

• Evaluation 

• Storage 
• Processing 

• Data logger 

Automatic data 
transfer to external 
application software 

• Communication unit 

그림 124 데이터 수집 및 원격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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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개발 추전전략 및 체계 

5.1. 기본방안 

• 목적지향적 기술개발로 국가 NEED에 기여 

- 환경재해 해결의 방향과 대책 제시로 국가재해대책 결정에 기여 

-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긴밀한 공조관계 유지 

• 자연현상 파악과 자연조화적 기술개발 

- 지형 · 지질 · 수리요인을 고려한 종합적 연구지향 

- 자연현상과 조화를 이루는 재해저감 기술개발 

- 현장중심의 핵심기술개발 추진으로 개발기술의 현장 적용성 극대화 

• 잔 • 학 • 연 공동 연구개발체제 

- 산 · 학 · 연 각각의 특성 에 맞는 독자적 연구분야 설정 

- 기술분야별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기적인 연구개발 시스댐 구축 

- 선진연구기관과의 활발한 교류 

5.2. 추진전략 

。선진외국의 자동계측 운영시스댐의 견학을 통해 국내실정에 맞는 시스댐 도입 

。산사면에서부터 소하천까지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기기를 이용한 미소관측과 인 

공위성영상을 이용한 광역관측을 동시에 수행 

。 획득한 자료의 관련기관에 제공/ 기초분석 

。자료의 가공/ 분석y 해석/ 모렐링으로 재해 및 환경변화 감시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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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연구개발 추진알정 

ll률8- JlI 

5.4. 추진체계 

인
 



6.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6.1.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 과학기술적 기대효과 

- 객관적 자료관측을 통한 재해발생메커니즘 해석기술 확보 및 모텔 개발 

- 재난유형별 한국형 재난 예측 빛 분석모텔 개발 

O 경제 · 산엽적 기대효과 

- 국가 재난관리 종합계획에 의한 인명피해 30-60% 저감에 필요 소요시간 단축 

- 방재 산엽의 국가 경쟁력확보로 경제 · 산업에 긍정적 피드백 효과 부여 

O 사회 · 문화적 기대효과 

- 예방위주의 재해관리방향 확립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 확보 

- 기후 급변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해에 대비함으로써 대국민 신뢰성 

고양 

6.2. 활용방안 

O 활용/보급 대상 및 어떤 결과를 제공/ 기여할 수 있는가 

- 전국 상습집중호우 발생지역 15개소 지점에서의 소하천유역 강우-유출(유량/ 

pH, EC, DO, 탁도 등)， 산사변의 수분이동(inter flow 포함)， 토사이동(소류 

사-부유사) 등의 실시간 계측 • 돌발홍수 감시/ 급변적 대량의 토사발생 및 

산사태 발생 등의 메커니즘 해석 및 모델 개발에 필요한 기본자료 생산 

- 재해성 강우로 쌓이는 호소(저수지/ 늪지 등) 퇴적물의 모니터링 및 해석으로 

과거 수 천년동안의 환경변화 해석 

O 성과확산방안 제시 

- 계측자료의 DB 구축으로 국내외 공유체계를 마련하여 자료제공 센터 역할 

- 계측자료 가공 및 해석으로 토사재해발생 메커니즘 규명과 모델개발로 재해 

예측 및 저감분야에서의 국내외 선두역할 

Q 
]

Q 
]



7.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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