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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횡월류위어는 홍수 피해 경감을 위해 계획되는 방수로나 저류지의 유입부에 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이러.

한 횡월류위어를 통해 방수로나 저류지로 월류되는 월류량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이러한 시설의 홍수 피

해 경감 능력을 예측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횡월류위어를 통해 흐르는 흐름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러한 흐름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

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횡월류위어 유량계수 공식은 의 해석해와 다양한 실험 자료에 근거하여 제시. De Marchi

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횡월류위어 유량계수에 대하여 많은 공식이 제안되어 왔지만 대부분의 공식이 유. ,

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횡월류위어의 상류에서의 프루드수, ( 를 제일 중요한 설계 인자로 고려하고 있)

다 그러나 최근 횡월류위어에 대한 연구가 점차 발전됨에 따라 횡월류위어 상류에서의 프루드수 외에도 위어.

높이와 횡월류위어 상류 수심의 비( 그리고 횡월류위어의 길이와 본류 폭의 비), ( 등이 고려되고 있다) .

그 중에서 의 효과는 점차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사용한 실험 장비들은 상.

대적으로 높은  조건을 가지는데 반하여 현재 국내에서 계획되고 있는 천변저류지 등에 설계된 횡월류위,

어의 설계 범위는 대체로 이므로 기존 연구자들의 실험 범위와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1/10 1/200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폭이 넓은 실험 수로를 이용하여 횡월류예연위어의 유량 계수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지금까지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동일한 실험 조건에 대해서 기존 연구자들에 의해서 제.

안된 공식으로 계산한 유량계수 보다 측정된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유량계수의 값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

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횡월류위어 유량계수핵심용어 횡월류위어 유량계수핵심용어 횡월류위어 유량계수핵심용어 횡월류위어 유량계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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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서론서론서론1.1.1.1.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기존 하천 유역의 저류 능력이 감소함에 따라 외국에서는 방수로 및 저류지를 이용

한 홍수 재해 관리 방안이 이미 오래전부터 활용되어 왔다 방수로와 저류지는 도시화로 인하여 홍수시 유출량.

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늘어나는 기존 하도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구조적 홍수 재해 관리 방안으로 이용

되는 대표적인 대책으로 방수로 및 저류지에서는 유입부의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유입부의 설계의 기.

초를 이루는 것이 횡월류위어 설계 기술이며 이러한 시설의 홍수 피해 경감 능력을 예측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

하다.

실제 설계는 다양한 형태의 횡월류위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횡월류예연위,

어 에 대하여 기존 유량계수 공식을 검토하고 기존 연구자들이 이용하였던 실험 수로(sharp-crested side weir)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횡월류위어 길이( 와 본류 폭) ( 비) ( 를 가지는 실험 수로를 이용하여 횡월류)

예연위어 관한 실험을 수행한 후 기존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 정회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연구부 연구원E-mail : dsrhee@kict.re.kr
** 정회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연구부 수석연구원E-mail : cwkim@kict.re.kr
*** 정회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연구부 연구원E-mail : ldk9523@kic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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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횡월류예연위어 유량 공식 검토기존 횡월류예연위어 유량 공식 검토기존 횡월류예연위어 유량 공식 검토기존 횡월류예연위어 유량 공식 검토2.2.2.2.

횡월류위어의 유량계수에 관한 연구는 의 연구에서부터 시작하는데De Marchi (Henderson, 1966), De

는Marchi  ,   즉    로 가정한 후 횡월류위어의 월류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

다.

 
  

  

 

 (1)

여기에서, 은 유량 계수라 하며 는 다음과 같은 유량계수 식을 제안하였으며De Marchi , De Marchi ,

  



, 












(2)

횡월류위어 상하류단 지점 과 의 흐름 조건과 위어 및 본류 수로의 제원으로부터 차원 해석을 통해 횡월류위( 1 2)

어의 유량계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그림 참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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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1111 횡월류위어의 주요 설계 인자횡월류위어의 주요 설계 인자횡월류위어의 주요 설계 인자횡월류위어의 주요 설계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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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기존 횡월류예연위어 유량계수 공식표 기존 횡월류예연위어 유량계수 공식표 기존 횡월류예연위어 유량계수 공식표 기존 횡월류예연위어 유량계수 공식1.1.1.1.



- 1297 -

 






 (3)

여기에서, 는 본류의 폭이며, 는 수로의 경사이다 이 후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의 이론에 근거하. De Marchi

여 실험을 수행한 후 식 에 표현된 무차원 변수를 이용하여 직사각형 횡월류예연위어(3) (rectangular

에 대하여 표 과 같은 유량계수 산정식을 제시하였다sharp-edged side wier) 1 .

실험 시설 및 실험 조건실험 시설 및 실험 조건실험 시설 및 실험 조건실험 시설 및 실험 조건3.3.3.3.

본 실험은 길이 높이 폭 의 수로에서 수행하였다 그림 에서와 같이 횡월류위어를 수로20 m, 1.2 m, 2.0 m . 2

시점으로부터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 후 실험 조건에 따라 길이의 측정 구간에 대하여 수위와4.5 m 1.5 2.0 m～

유속을 측정하였다 월류량은 보조수로의 끝 쪽에 길이의 유량측정용 삼각위어 박스를 설치하여 측정하. 2.5 m

였으며 측정한 월류량은 본수로의 하류에서 점법으로 측정한 유량, 3 ( 과 공급 유량) ( 을 상호 검정하여 그)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횡월류위어의 유량계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총 가지 실험 조건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주요 실험 변75 .

수는 유입량  위어 상류 수심,  위어 길이,  위어 높이, 로 하여 실험 조건을 변화 시켰으며, 에 대

한 실험 범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본류 폭( 은 금회 실험 수행 중 변화 시키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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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월류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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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수로(방수로)

350 측정구간 1,300

월류량측정위어박스

그림그림그림그림 2222 실험 수로 제원실험 수로 제원실험 수로 제원실험 수로 제원....

실험 결과 및 분석실험 결과 및 분석실험 결과 및 분석실험 결과 및 분석4.4.4.4.

은 의 유량 계수를 설명하면서 유량 계수 계산 시 위어 위치에서 측정한 수위나Henderson(1966) De Marchi ,

위어에 가장 근접한 위치의 수위를 이용하여 계산하도록 하였으나 기존 유량 계수 공식들은 대부분 수로 중앙,

에서의 수위를 이용하여 유량 계수를 계산하였다 비(Sabramanya and Awathy, 1972; Ranga Raju et al., 1979).

교를 위해서 실험 결과를 수로 중앙에서 측정한 수위와 위어부에서 측정한 수위 이 두 가지의 수위를 이용하여,

유량 계수를 각각 계산한 후 그래프에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 3).

그림을 살펴보면 일부 실험 조건에 대하여 위어부에서 측정한 수위를 기준으로 계산한 유량 계수가 중앙부

에서 측정한 수위를 기준으로 계산한 유량 계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실험을.

통해 산정된 유량계수는 위어부 수위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기대되며 본 실험에,

서도 대체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실험 조건에 따라 위어부에서 수위 변화는 그 형태가 일정하.

지 않으며 위어부의 상하단에서 발생하는 위어부의 상하단에서 발생하는 수축 효과에 의한 영향을(contraction)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존 연구자들은 상대적으로 위어에서 떨어진 수로 중앙부 수위를 기.

준으로 유량 계수를 계산한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에서도 수로 중앙부 수위를 이용하여 계산한 유량계수를 기

준으로 기존 결과와 비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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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3333 측정 위치에 따른 유량 계수 산정 결과측정 위치에 따른 유량 계수 산정 결과측정 위치에 따른 유량 계수 산정 결과측정 위치에 따른 유량 계수 산정 결과....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0.0 0.1 0.1 0.2 0.2 0.3 0.3 0.4 0.4 0.5

F
r

C
M

Subramanya and Awasthy

Ranga Raju et al.

Cheong

Singh et al.

Borghei

This Study

그림그림그림그림 4444 기존 연구 결과와 본 실험 자료와의 비교기존 연구 결과와 본 실험 자료와의 비교기존 연구 결과와 본 실험 자료와의 비교기존 연구 결과와 본 실험 자료와의 비교....

상대적으로 작은  수치를 가지는 본 실험 자료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와Subramanya Awasthy,

등 등 그리고 의 실험 자료를 비교하여 그림 에 나타내었다 비교 결과Ranga Raju , Cheong, Singh Borghei 4 .

각 연구자들에 의한 실험 결과 역시 상당한 편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기존에 제시된 유량계수,

산정식이 분석한 실험 자료의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비교 결과 기존 자료에 비하여 본 실험에서 산정된 유량계수들이 비슷한 프루드수에 대하여 더 크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의도한 것처럼 상대적으로 작은.  수치를 가지는 즉 상대적으로 본류, ,

수로의 폭이 넓은 실험 조건에 대해서는 유량 계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수행한 실험의 조건이 비교적 제한적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보다 넓은 범위의.

프루드수에 대하여 실험 조건을 확장하여 실험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1299 -

결론결론결론결론4.4.4.4.

본 연구에서는 방수로 및 저류지 유입부 설계를 위해서 필요한 횡월류위어 중 횡월류예연위어에 대하여 실

험을 수행한 후 실험을 통해 산정된 유량계수를 기존 연구자의 실험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자들의.

실험 결과에 비하여 동일한 프루드수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큰 유량 계수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위어길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폭이 넓은 수로는 유량 계수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실험 범위가.   이내로 제한되므로 일반적인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실험 범위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한 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존 연구 결과를 확인한 결과 실.

험 결과 간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므로 각 실험 결과에 의해선 산정된 유량계수 산정식을 선별적으로 이용하기

보다는 실험 결과를 수집통합하여 새로운 산정식을 도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이후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실험 결과를 보완하여 더 정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 사 의 글감 사 의 글감 사 의 글감 사 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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