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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통상 방조제 배수갑문의 방류능력은 위어공식 또는 오리피스공식을 이용하여 산정하는데 이 경우 지형특,

성 배수갑문 형상에 따른 흐름의 간섭현상 유입부와 유출부의 형상 등이 방류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류벽 배수문 물받이 등 방조제 배수갑문의 형상과 배치가 방류량에 미치는 영향을. , ,

상용 프로그램인 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배수갑문의 방류능력과 유황을FLOW-3D .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화조력발전소를 대상으로 배수갑문의 방류능력 개선에 차원 수치모의가 효과적으로 적3

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

유출부측의 물받이길이를 증가시킴에 따라 전체 방류량은 계획안에 비해 약 증가하는 것으1) 40 m 10 %

로 나타났다.

물받이 끝과 원지반의 연결부 사면을 에서 의 완경사로 변화시킴에 따라 전체 방류량은 약2) 1:1 1:5 2 %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수문과 수차발전 구조물 사이의 유선형 연결구조물을 제거함에 따라 전체 방류량은 약 증가하는3) 3%

것으로 나타났다.

도류벽의 접근각도를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킴에 따라 전체 방류량은 약 감소 또는 증가하는 것4) 10° 5 %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배수갑문의 설계시 방류능력 개선을 위해서는 수리학적 검토가 필요하며 수치모형실험이 수리

모형실험과 더불어 유용한 해석도구로 이용될 수 있음을 보인 것으로 이후 관련 구조물의 설계시 참고자료,

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핵심용어핵심용어핵심용어핵심용어 :::: 배수갑문 도류벽 수치모형실험배수갑문 도류벽 수치모형실험배수갑문 도류벽 수치모형실험배수갑문 도류벽 수치모형실험, FLOW-3D, ,, FLOW-3D, ,, FLOW-3D, ,, FLOW-3D, ,

서론서론서론서론1.1.1.1.

댐 여수로 방조제 배수갑문과 같은 대규모 수리구조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수리학적 안정성과,

기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방법은 수리모형실험과 수치모형실험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 .

리모형실험은 수치모형실험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특히 비용과 시간의 제한이 있는 경우 원. ,

안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에 대해 수리모형실험을 이용한 검토는 불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치모형실. ,

험은 수리모형실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수치모형실험을 현장에 적용하는 경우 모형의 적용한계에,

대한 설계자의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여수로 월류부에서의 흐름특성을 해석한 것으로 방조제 배수갑문에서의 수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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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흐름해석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통상 방조제 배수갑문의 방류능력은 위어공식 또는 오리피스공.

식을 이용하여 산정하는데 이 경우 지형특성 배수갑문 형상에 따른 흐름의 간섭현상 유입부와 유출부의 형, , ,

상 등이 방류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류벽 배수문 물받이 등 방조제 배수갑. , ,

문의 형상과 배치가 방류량에 미치는 영향을 상용 프로그램인 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해석하였FLOW-3D

다.

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2.2.2.2.

본 연구의 적용대상은 시화방조제의 조력발전소이다 시화호 조력발전 건설사업은 시화호 수질개선 종합대책.

의 일환으로 시화호 운영방법을 담수호에서 해수호로 전환함에 따라 시화호의 홍수 조절능력을 유지하고 조석,

간만의 차를 이용한 해수순환을 통하여 수질악화를 방지하는 한편 해양에너지 개발을 통한 안정적 전력공급의,

일환으로 계획이 수립되었다 한국수자원공사 본 연구에서는 시화호 조력발전 건설사업 기본계획 한국( , 2002). (

수자원공사 에서 제시하고 있는 배수갑문 계획안 이하 계획안 의 방류능력과 유황을 검토하고 이를 개, 2002) ( ) ,

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모의조건모의조건모의조건모의조건3.3.3.3.

계획안에는 단위기 용량 급 수차구조물 기와 단면의 배수문 기가 계획되어 있다 창21,000 kW 12 12m×12m 6 .

조시에는 수차구조물을 통해 발전을 수행하고 낙조시에는 배수문과 수차구조물을 전면 개방하여 방류하는 방,

식을 채택하고 있다 적절한 발전량을 얻기 위해서는 창조 유입시에 높은 수위차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

서는 낙조 방류시에 충분한 양의 물을 외해로 방류하여 내해의 수위를 낮출 수 있어야 한다 즉 배수문의 주요. ,

기능 중 하나는 시화호 내해의 유량을 낙조시 빠르게 외해로 방류하는 것이다.

배수문과 수차구조물의 형상은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 중 하나이며 특히 유입부의 형상 및 관내,

형상은 방류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배수문의 형상은 물론 내외해의 지형 및 기타 구조

물들의 정확한 제원을 입력자료로 사용함으로써 지형의 영향이나 유입부 유출부 및 관 내부의 유동양상 지, , ,

형에 따른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는 시화조력발전소의 평면도이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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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영역은 조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주흐름방향을 x축 그 직각방향을, y축으로 설정하였으며 각각 1050 m,

의 범위에 대해 모의하였다 계산격자는 구조물 부근의 흐름이 급변하는 곳은 격자크기를 작게 흐름1116 m . ,

의 변화가 완만한 곳은 격자크기를 크게 하였다.

경계조건으로 시화호의 내수위와 외해의 수위를 입력하였으며 시화호와 외해를 으로 나누어, Multi Block

두 지역의 수위차에 의해 흐름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화호와 외해의 수위차가 인 경우. 1.0 m

에 대해 모의하였다 계산결과의 수렴여부는 흐름의 운동에너지 난류운동에너지 유입 및 유출유량의 수렴여. , ,

부를 이용하여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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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결과모의결과모의결과모의결과4.4.4.4.

모형의 검증모형의 검증모형의 검증모형의 검증4.14.14.14.1

그림 는 수리모형실험을 통해 측정한 배수문에서의 방류량과 본 연구에서 계산된 방류량을 비교한 것이2

다 수리모형실험은 개수로에 하나의 배수문을 설치하고 유량을 측정한 것으로 차원적인 지형과 배수문간. 3

방류흐름의 간섭이 배제된 결과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러나 수치모의 결과는 차원 지형과 흐름( , 2003). 3

의 간섭을 고려하여 모의한 결과이다 수치모의 결과는 각각의 배수문에서 각기 다른 방류량을 보이는데 최.

소방류량은 번과 번 배수문에서4 5 610 m
3

이며 최대방류량은 번 배수문에서/sec , 1 890 m
3

이다 각 배수문/sec .

별 방류량이 다른 이유는 다음 절의 유황분석에서 검토하였다 수치모의 결과의 평균방류량은 약. 707 m
3
/sec

로 실험결과와 대체로 잘 일치하고 있다.

그림 은 상기 수리모형실험에서 주흐름방향 유속의 연직분포를 측정한 단면이다 그림 의 개 단면에서3 . 3 6

실측한 유속과 본 수치모의 결과를 그림 에 비교 도시하였다 실험결과와 모의결과는 대체로 잘 일치하고4 , .

있다.

그림 주흐름방향 유속의 연직분포 비교그림 주흐름방향 유속의 연직분포 비교그림 주흐름방향 유속의 연직분포 비교그림 주흐름방향 유속의 연직분포 비교4.4.4.4.

방류능력 개선을 위한 검토방류능력 개선을 위한 검토방류능력 개선을 위한 검토방류능력 개선을 위한 검토4.24.24.24.2

물받이 형상에 따른 방류능력 검토4.2.1

계획안의 물받이길이는 유입구와 유출구측 모두 이다 유입부측 물받이길이는 로 고정시키고 유30 m . 30 m

출부측 물받이길이를 변화시키며 방류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단 주변지형의 영향 및 수류의 간섭. ,

이 방류량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배수문 기만을 재현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표 은 유출부측1 . 1

물받이 길이별 방류량을 정리한 것이다 물받이길이가 증가할수록 방류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받. .

이길이가 까지는 방류량의 개선효과가 크지만 그 이상에서는 방류량의 개선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하70 m ,

게 나타나고 있다.

유입구측 물받이길이를 변화시키며 방류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유출부측 물받이 길이는 앞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로 고정하였다 표 는 유입부측 물받이길이별 방류량을 정리한 것이다 물받이길이가 증70 m . 2 .

가할수록 방류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표 의 결과에 비하면 그 증가량은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 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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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유출부측 물받이길이별 방류량표 유출부측 물받이길이별 방류량표 유출부측 물받이길이별 방류량표 유출부측 물받이길이별 방류량1.1.1.1. 표 유입부측 물받이길이별 방류량표 유입부측 물받이길이별 방류량표 유입부측 물받이길이별 방류량표 유입부측 물받이길이별 방류량2.2.2.2.

물받이길이

(m)

Q
(m
3
/sec)

Q/Q∞

30 770 0.91

50 815 0.96

70 840 0.99

90 845 0.99

∞ 850 1.00

물받이길이

(m)

Q
(m
3
/sec)

Q/Q∞

30 840 0.98

50 845 0.99

70 849 0.99

90 852 1.00

∞ 855 1.00

앞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유입부측의 물받이길이는 유출부측의 물받이길이는 로 결정하고 전체30 m, 70 m

지형에 대한 수치모의를 수행하였다 표 은 각 배수문별 방류량을 정리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계획안에 비해. 3 .

방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번 배수문에서, 4, 5

의 방류량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체 방.

류량의 관점에서 계획안에 비해 약 정도 방류10 %

량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유출부측 물받이길이가 증,

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유황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물받이 끝과 원지반의 연결부 사면의 각도가 방류

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았다 계획안의 사면각.

인 을 의 완경사로 변화시켜 방류량을 산정하1:1 1:5

고 이를 표 에 정리하였다 전체 방류량이 계획안에3 .

비해 약 정도 증가하였다2% .

연결구조물의 형상 검토4.2.2

배수문과 수차구조물 사이의 유선형 연결구조물은 양

구조물의 방류량 차이로 인한 수류의 간섭을 피하기 위

하여 계획된 구조물이다 계획안에서 번 배수문이 번. 6 1

배수문에 비해 방류량이 작은 이유는 이 연결구조물로

인한 흐름의 간섭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

어 연결구조물을 제거하고 유황을 검토하였다 수차구.

조물 유입부에 일부 정체되던 흐름이 연결구조물 제거

후 배수문 쪽으로 유입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로 인해 번 배수문의 방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6

는데 이는 표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약4 . 3

정도의 방류량이 증가하는데 번 배수문은 약 정도 방류량이 증가하였다% 6 8 % .

도류벽의 접근각도 검토4.2.3

방류구조물에서 흐름의 방향을

잡아주는 도류벽의 역할은 중요하

다 계획안에서는 방조제 끝의 직.

선형 옹벽이 배수문의 도류벽 역

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림 참( 1

조 본 연구에서는 이 도류벽의),

접근각도를 변화시키며 방류량을

산정해 보았다 배수문 측의 도류.

벽 뿐만 아니라 수차구조물 측의

도류벽도 같은 방식으로 변형하여

대칭성을 유지하였다.

배수문
번호

계획안
방류량
(m
3
/sec)

물받이길이
연장 후 방류량
(m
3
/sec)

사면각 변경에
따른 방류량
(m
3
/sec)

1 890 932 916

2 780 850 807

3 690 765 697

4 610 693 614

5 610 695 624

6 660 730 665

합 계 4,240 4,675 4,323

표 물받이길이 연장과 사면각에 따른 각 배수문별 방류량표 물받이길이 연장과 사면각에 따른 각 배수문별 방류량표 물받이길이 연장과 사면각에 따른 각 배수문별 방류량표 물받이길이 연장과 사면각에 따른 각 배수문별 방류량3.3.3.3.

접근각도 감소시접근각도 감소시접근각도 감소시접근각도 감소시(a) 10°(a) 10°(a) 10°(a) 10° 접근각도 증가시접근각도 증가시접근각도 증가시접근각도 증가시(b) 10°(b) 10°(b) 10°(b) 10°

그림 도류벽 접근각도에 따른 유황 단위그림 도류벽 접근각도에 따른 유황 단위그림 도류벽 접근각도에 따른 유황 단위그림 도류벽 접근각도에 따른 유황 단위6. ( : m/sec)6. ( : m/sec)6. ( : m/sec)6. ( : m/sec)

배수문 번호
계획안
방류량
(m3/sec)

연결구조물
제거시 방류량
(m3/sec)

1 890 905

2 780 794

3 690 692

4 610 644

5 610 630

6 660 714

합 계 4,240 4,379

표 연결구조물 제거에 따른 방류량표 연결구조물 제거에 따른 방류량표 연결구조물 제거에 따른 방류량표 연결구조물 제거에 따른 방류량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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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은 계획안에 비해 도류벽의 접근각도를 감소시켰을 때와 증가시켰을 때의 유황을 도시한 것6 10° 10°

이다 도류벽의 접근각도를 감소시켰을 때에는 방조제. 10°

와 도류벽의 경계에서 흐름의 분리가 발생하는데 이로 인,

해 번 배수문으로의 흐름 유입이 방해를 받고 있다 반면1 . ,

접근각도를 증가시켰을 때에는 방조제 주변의 흐름이10°

도류벽을 타고 부드럽게 번 배수문으로 유입하는 것을 확1

인할 수 있다 표 는 접근각도에 따른 방류량의 변화를. 5

정리한 것이다 접근각도를 감소시켰을 경우 번 배수문의. 1

방류량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그 영향으로 다른 배수문의,

방류량도 다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접근각도를.

증가시켰을 경우 번 배수문의 방류량이 크게 증가하였으1

며 인접 배수문들에서도 방류량이 증가하였다.

결론결론결론결론5.5.5.5.

최근 들어 컴퓨터의 용량증대와 계산속도의 향상은 수리구조물에서의 복잡한 수리현상의 해석에 수치모형

의 이용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모의는 비용과 시간의 제한이 있는 경우 또는 모든 대안을 수리모.

형실험을 통해 검토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설계자에게 수리모형실험의 좋은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본, .

연구에서는 시화조력발전소를 대상으로 배수갑문의 방류능력 개선에 차원 수치모의가 효과적으로 적용될3

수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

유출부측과 유입부측 물받이길이를 증가시킴에 따라 방류량이 증가하는데 유출부측의 물받이길이가 유입1) ,

부측 물받이길이에 비해 방류량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부측의 물받이길이를 계획.

안 에서 로 연장함에 따라 전체 방류량은 계획안에 비해 약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0 m 70 m 10 % .

물받이 끝과 원지반의 연결부 사면경사를 계획안 에서 의 완경사로 변화시킴에 따라 전체 방류량은2) 1:1 1:5

계획안에 비해 약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 .

배수문과 수차구조물 사이의 유선형 연결구조물을 제거함에 따라 전체 방류량은 계획안에 비해 약 증3) 3%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류벽의 접근각도를 계획안에 비해4) 10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킴에 따라° 전체 방류량은 계획안에 비해 약

감소 또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 .

본 연구는 배수갑문의 설계시 방류능력 개선을 위해서는 수리학적 검토가 필요하며 수치모형실험이 수리

모형실험과 더불어 유용한 해석도구로 이용될 수 있음을 보인 것으로 이후 관련 구조물의 설계시 참고자료,

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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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문
번호

계획안
방류량
(m
3
/sec)

접근각도 10°
감소시 방류량
(m
3
/sec)

접근각도 10°
증가시 방류량
(m
3
/sec)

1 890 755 990

2 780 742 830

3 690 657 715

4 610 623 635

5 610 582 635

6 660 649 665

합 계 4,240 4,008 4,470

표 도류벽 접근각도에 따른 각 배수문별 방류량표 도류벽 접근각도에 따른 각 배수문별 방류량표 도류벽 접근각도에 따른 각 배수문별 방류량표 도류벽 접근각도에 따른 각 배수문별 방류량5.5.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