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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횡월류위어를 천변저류지 등의 유입부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월류량을 산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

구에서는 실제 하천에 적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다리꼴 수로에서 수리실험을 실시하였고, 횡월류위어의 형상변

화에 따른 흐름분석 및 유량계수산정을 위하여 직사각형, 1:1사다리꼴, 1:2사다리꼴 형상의 횡월류위어를 설치하여 수리

실험을 하였으며, 상류 Froude수, 위어높이, 위어길이, 본류수로폭, 수로경사 등을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광정횡월류위어

에서  ,  ,  , ,  의 순서로 중요도가 큰 것을 확인하였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유량계수식을 제시

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자들의 실험자료와 본 실험의 연구자료를 비교하였으며, 측정된 월류량과 계산된 월류량을 비교

하여 유량계수식의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핵심용어 : 광정횡월류위어, 유량계수, 다중회귀분석  

1. 서론

저류지의 유입부에 설치되는 횡월류위어는 유량관리, 에너지소실, 유량전환, 수심규제, 홍수통제 등의 수

단으로 많은 나라에서 사용되는 가장 전통적이고 단순한 수공구조물이다. (남기영 등, 2010) 횡월류위어는

흐름방향에 수직으로 설치된 일반적인 위어와 달리 흐름방향에 평행하게 설치되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나, 횡월류위어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흐름특성 때문에 다른 수공구조물에 비해 연구가

미진한 상태이며, 지금까지의 주된 연구주제는 횡월류위어의 유량계수에 관한 경험식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기존 연구는 대부분 사각형 단면의 예연횡월류위어의 유량계수를 산출하는데 집중되어 있으나, 실험실이

아닌 하천에서의 본류의 흐름을 저류지로 유도하기 위한 횡월류위어는 사다리꼴의 광정횡월류위어의 형태가

일반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사다리꼴 광정횡월류위어의 유량계수 산정(윤영배, 2010)에서 사다리꼴

단면의 수로에 대한 광정횡월류위어 실험에서 고정된 횡월류위어 형상에서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횡

월류위어의 형상에 따라서 유량계수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다리꼴 수로

에서 직사각형, 1:1사면, 1:2사면의 사다리꼴 형상의 횡월류위어를 설치한 후 흐름조건에 따라 상류조건에서

수리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그 측정결과를 이용하여 상류의 Froude수, 위어높이, 위어길이, 본류폭, 하도경사, 

하류수위조건을 고려한 유량계수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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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어형태 위어형상 (ℓ/sec)   (%)   하류수위(m)

광정

직사각형,

1:1, 1:2사면

사다리꼴

20, 25, 

30

5.0, 3.0

1.0
0.1∼0.9

0.335∼

0.999

0.426∼

0.808

0, 0.02

0.04, 0.06

Table 1. Range of Test Variables

2.1 수리실험장치

사다리꼴 단면의 수로에 대한 횡월류위어 실험을 위해 길이 14.0m, 폭 0.6m, 높이 0.2m, 수로사면경사

1:1의 가변경사 개수로 실험장치를 이용하였다. 횡월류위어는 흐름의 안정을 위하여 수로 상류단으로부터

6.5m 하류에 설치하였으며, 횡월류위어 높이는 0.06m, 횡월류위어 마루부 이후 사면 경사는 1:2로 제작하였

다. 

2.2 실험조건 및 방법

광정횡월류위어의 형태에 따른 유량계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횡월류위어의 위어마루높이()를 0.06m로

고정하였으며, 실험 조건을 요약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횡월류위어에 대한 흐름개념도를 Fig. 1에 나타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식(1)와 식(2)로 횡월류

위어의 유량계수를 산정하였다. 

Fig 1. Definition Sketch of Flow Over Traperzoidal Side Weir

 


              (1)

  



     


       (2)

여기서, 은 횡월류위어의 길이방향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3. 실험결과 분석

3.1 횡월류위어 형상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횡월류위어의 형상에 따른 월류량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조건에서는 직사각형 형상보다

사다리꼴 형상을 가진 횡월류위어에서 월류량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사다리꼴 형상의 횡월류위어

2. 수리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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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ctangular side w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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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1 traperzoidal side w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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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2 traperzoidal side weir

Fig 2. Comparison of measured and calculated discharge

의 상‧하류단의 사면경사가 낮아질수록 월류량이 증가 하였다. 직사각형 형상위어의 경우 위어 하류부에 본

류 흐름과 수직된 벽면에서 와류가 발생하여 위어하류부에서 불안정한 흐름이 본류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다리꼴 형상의 위어에서는 본류의 흐름이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사가 완만할

수록 본류의 흐름이 더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2 유량계수 산정식 추정

횡월류위어의 유량계수는 본류 흐름조건과 횡월류위어의 기하학적 조건에 영향을 받으며, 각 조건의 차원

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이를 독립변수로 두면 다음과 같은 다중선형회귀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3)

여기서, 는 절편의 추정치이며,  , , ,  , 는 회귀계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식을 기본방정식으로

하여 각 매개변수의 중요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각의 매개변수들을 조합한 35개의 case에 대하여 다중회

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중요한 변수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  ,  ,  , 이다. 본 연구에서는

변수 5개를 모두 포함한 다중회귀식을 유량계수 산정식으로 채택하였으며 Table 2에 횡월류위어의 형상별

로 채택된 다중회귀식을 수록하였다. 

위 어 형 상 채택된 다중회귀식  

직 사 각 형           0.867

1:1 사다리꼴           0.864

1:2 사다리꼴           0.879

Table 2. Formula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ig 2은 채택된 유량계수산정식을 이용하여 계산된 횡월류량과 측정된 횡월류량을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

으며, 평균오차는 직사각형의 경우 5.37%, 1:1 사다리꼴에서는 6.10%, 그리고 1:2 사다리꼴 형상에서는

6.0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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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의 실험결과 실제저류지의 유입부에 횡월류위어를 설치할 경우 직사각형 형상의 횡월류위어를 설

치하는 것 보다는 상‧하류부의 경사가 작은 사다리꼴 형상의 횡월류위어를 설치하였을 때 유입량을 늘릴

수 있으며, 또한 직사각형 형상 위어에서는 와류의 발생으로 인한 본류의 불안정한 흐름, 횡월류위어 구조

물의 세굴 및 월류 후 하상 세굴의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사다리꼴 위어를 설치할 경우

본류흐름에 불안정한 흐름 및 구조물의 세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며, 사다리꼴 상‧하류부
경사를 완만하게 할수록 그 효과는 클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횡월류위어 형상에 따른 광정횡월류위어의 유량계수식은 상류의 흐름조건에서 광정

횡월류위어에 대하여 De Marchi 유량계수 의 산정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적용한계

는 직사각형   ∼ ,   ∼  ,   ∼  ,  1:1 사다리꼴 형상

은   ∼ ,   ∼ ,   ∼ 이며, 1:2 사다리꼴 형상은

  ∼  ,   ∼ ,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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