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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버린스위어에 의한 여수로 배제유량 증대

Increase of Spillway Discharge by Labyrinth W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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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pillway type of small and midsize dams in Korea is almost overflow weir. To examine flood control capacity of over-
flow spillway, FLOW-3D was applied to Daesuho dam and analysis was focused on the discharge of dam spillway by chang-
ing weir shape. Overflow phases and discharges of linear labyrinth weir and curved labyrinth weir were compared with those
of existing linear ogee weir. Hydraulic model experiment was performed to verify numerical result. Verification results showed
that overflow behaviors and flow characteristics in the side channel by hydraulic model experiment and numerical simulation
are well matched, and water surface elevation at side wall coincides with each other. When the reservoir elevation was
increased up to design flood level, in case of the linear ogee weir the flow over the crest ran through smoothly in the side chan-
nel, whereas in cases of linear labyrinth weir and curved labyrinth weirs, the flow discharge was increased by 40 cms, and the
flow over the weir crest, rotating counter-clockwise, was submerged in the side channel. The results of the water level-dis-
charge curve revealed that labyrinth weir can increase discharge by 71% compared to the discharge of linear ogee weir at low
reservoir elevation since it can have longer effective length. But as water surface elevation rises, the slope of water level-dis-
charge curve of labyrinth weir becomes milder by submergence and nappe interference in the side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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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소규모 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연 월류형 여수로의 홍수배제능력 증대를 위해 여수로의 월류부
형상 개선에 따른 배제유량을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댐으로서 대수호지를 선정하였으며 여수로 배제유량 분석을 위해 3차원
수리해석 프로그램인 FLOW-3D를 적용하였다. 여수로 개축모형으로서 직선형 래버린스위어 및 곡선형 래버린스위어를 적용
하여 각 모형별 월류양상 및 방류량을 현 상태인 선형 측수로식 여수로와 비교하였다. 수치해석 결과의 검증을 위해
Froude 상사법칙에 의해 1/40로 축소된 수리모형 실험 자료와 비교해 본 결과 측수로 내 흐름 및 월류양상이 서로 잘 일
치하였으며 측벽 옹벽에서의 수위도 근사하였다. 설계홍수위 시 위어형상 별 측수로 내 월류양상을 비교해 보면 선형 측수
로 여수로의 경우 위어를 통과한 측수로 내 흐름이 원활하였으나 직선형 및 곡선형 래버린스위어의 경우 방류량이 현 상태
에 비해 40 cms 증가하여 위어를 월류한 흐름이 수면 위를 타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며 잠류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저수지 수위-방류량 모의 결과 직선형 및 곡선형 래버린스위어 모두 현 상태인 선형 측수로식 위어에 비해 유효길이
를 더 확보할 수 있어서 저수위에서는 최대 71%의 방류량 증가 효과를 보였지만 수위가 증가함에 따라 측수로 내 잠류가
발생하고 수맥간섭이 심해져 방류곡선의 경사가 점차 완만해졌다.

 핵심용어 : 홍수배제능력, FLOW-3D, 래버린스위어, 잠류, 수맥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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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상청에서는 한 시간에 30 mm 이상이나 하루에 80 mm

이상의 비가 내릴 때, 또는 연강수량의 10%에 상당하는 비

가 하루 동안 비교적 좁은 지역(반경 10~20 정도)에 내리는

경우를 집중호우라 정의한다(기상청, 1998). 지난 30년 동안

전국 지상관측지점 60개소에 대해 1시간 최다강수량 50 mm

이상의 연평균 발생 빈도를 분석한 결과, 1977~1986년 143

회, 1987~1996년 159회, 1997~2006년 254회로 최근 10년

동안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여름철 우리나라 남동쪽

에 자리 잡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1980년 이후 서쪽으로 계

속 세력을 확장하고 있어 기상학자들은 국지성 폭우의 원인

을 해수면 온도 상승에 의한 지구 온난화로 추정하고 있다.

2002년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를 발생시킨 태풍 루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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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로 최근에 자주 발생하는 기상이변에 안정적으로 대처

하기 위해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저수용량이 500만 m3 이상이

며 유역면적이 2,500 ha 이상인 댐들에 대해 PMF 강우에

의한 재해대비 수리시설 보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차한우,
2003).

농업용 저수지는 2002년을 기준으로 전국에 17,820개소가

있으며 이 중 농업기반공사 관리시설이 3,323개소로 전체의

18.6%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

다(농림부, 2003). 이 농업용 댐을 높이별로 분류하면 10 m

미만의 중소규모 저수지가 전체의 83.2%를 차지하며, 저수

지 유효저수량을 기준으로 농업용수용 댐을 살펴보면 100만

ton 미만의 유효저수량을 가지는 댐이 차지하는 비율은 98%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댐을

여수로 형식별로 구분해 보면 자연 월류형이 3,283개소로

전체의 98%에 해당한다(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2005). 그러

므로 국내 관개용수를 위해 건설된 댐은 대부분이 중소규모

의 자연 월류형 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 월

류식 여수로의 경우에는 홍수조절 기능이 없으므로 이상홍

수에 대비하여 구조적 및 비구조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내 댐의 경우 홍수배제능력증대를 위하여 소양강댐, 영천

댐 등에 보조여수로 및 비상여수로를 신설하였으며, 광동댐,

운문댐 등에는 수문을 설치하였고 회야댐의 경우 직선형 여

수로를 부채꼴로 개축한 사례가 있으며 학곡지에는 사이펀

여수로를 설치하였다. 국외에서는 Teminus 댐과 Bartlett 댐

등에 Fusegate를 시공한 사례가 있으며, Avon 및 Ute 댐

등에 래버린스위어를 설치한 경우도 있다(박세훈 등, 2005).

래버린스위어에 대한 국내외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설계에 관한 연구

이다. Hay와 Taylor(1970)는 래버린스위어의 배제유량에 관

여하는 인자들을 정의하고 설계 알고리즘을 제시한 바 있으

며, Tullis 등(1995)은 유량계수가 수두비율의 함수임에 착안

하여 다양한 측벽각도에 따른 유량계수를 다항식으로 제안

하였다. Sitompul 등(1995)은 래버린스위어의 시공공정에 따

른 공사비를 표준화하여 경제성 있는 구조물임을 밝힌 바

있다. 두 번째는 하천에 설치된 래버린스보의 재폭기 향상에

관한 연구이다. Wormleaton과 Soufiani(1998)는 삼각형 래

버린스보의 재폭기작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이에 관여하는 다

양한 인자들에 의한 거동을 수리모형으로 실험하였다. 또한

Emiroglu와 Baylar(2005)는 삼각형 래버린스보 내부로 유입

되는 공기흡입량을 실험적으로 측정하여 경험식을 제시한 바

있다. 세 번째는 특정 댐에서 래버린스위어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이다. Houston과 DeAngelis(1982)는 Ute 댐을 1/80로

축소한 수리모형을 제작하여 래버린스위어가 10 사이클을 가

질 경우와 14 사이클을 가질 경우의 수리거동을 비교하였다.

Lux(1984)는 Ute 댐을 대상으로 유량계수에 관여하는 인자

들을 차원분석을 통해 정리하고 저수지 상류부의 수위를 위

압수두(piezometric head)가 아닌 총 수두로 산정해야 한다

고 결론내린 바 있으며 Cassidy 등(1985)은 Oregon주의

Boardman 화력발전소의 냉각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래버린스위어를 선택하게 된 과정을 기술하고 도류부 및 감

세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Yildiz와 Uzucek(1996)은

터키의 Sarioglan 댐 여수로를 Froude 상사법칙에 의해 1/

40로 축소한 모형을 제작하여 선형 측수로식 여수로와 래버

린스위어를 가지는 경우의 배제유량을 비교하였다. 이 밖의

연구로 Lux와 Hinchliff(1985)는 댐 상류부 수위에 의한 재

폭기 정도를 4가지로 분류하여 다양한 흐름조건에 따른 래

버린스위어의 월류양상을 분석한 바 있으며 Aminipouri와

Valentine(1994)은 래버린스위어를 월류하는 수면을 예측할

수 있는 1차원 수치모형을 개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유대영 등(2002)의 ‘재폭기 효율 증가를 위한 래버린스 보에

관한 연구’를 제외하고는 래버린스위어에 관한 논문을 찾아 볼

수 없었으며 특히 래버린스위어에 의한 여수로 배제유량 증대

에 관한 연구는 수치모형에 의해 수행된 바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중소규모 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연 월류형 여수로의 홍수배제능력 증대를 위해 여수로 개축

모형으로서 래버린스위어를 적용하고 이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수치모형을 이용하여 직선형 및

곡선형 래버린스위어의 월류 거동 및 배제유량을 규명하였다.

2. 래버린스위어 이론

래버린스위어는 주기적인 반복으로 이루어진 다각형 평면

을 갖는 수리구조물로 그림 1과 같이 일정한 여수로의 폭

(W)에 대하여 긴 위어길이(Le=2B+4a)를 확보할 수 있어서

선형 측수로식 여수로에 비해 방류량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

지고 있다 (Cassidy 등, 1985). 또한 홍수로 수량이 증가한

경우 배제유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래버린스위어의 형상은 사각형, 사다리꼴 및 삼각형 등 다양

한 모양으로 제작될 수 있으며 유량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Q는 위어를 통해 배제되는 유량, L은 위어의 총 길

이, h는 위어 정부로부터 측정한 총 수두이며 Cd는 유량 계

수이다. 위 식은 h가 위어 정부의 수두가 아닌 상류부의 접

근수두인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위어 공식과

같은 형태이다. 이 경우 위어의 유효길이는 그림 1에서

Q
2
3
---CdL 2gh

1.5
=

그림 1. 래버린스위어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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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2B+4a로 선형 측수로식 여수로(ogee type)의 길이 W에

비해 물이 월류되는 유효길이를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래버린스위어의 유량배제능력은 측벽길이(B) 및 각도(α),

위어의 높이(P), 배율, 수두비율 및 수맥간섭 등의 인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유효길이(L)와 폭(W)의 비로 정의되는

배율(magnification)은 10을 초과하게 되면 효율성이 급격히

감소하여 래버린스위어가 역할을 하지 못한다(Tullis 등,

1995). 수두비율(headwater ratio)은 위어 정부로부터 측정한

총 수두(h)를 위어의 높이(P)로 나눈 값으로 Lux(1989)는

최대수두비율(maximum headwater ratio)이 0.45~0.50의 범

위 내의 값이어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Tullis 등은(1995)는

실험 결과 수두비율이 0.9를 초과하게 되면 래버린스위어의

기능이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수두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의 효율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수리실험

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림 2에는 측벽각도(α)에 따른 유량계수를 수록하였다. 수

두비율(h/P)이 0.9를 초과하게 되면 유량계수가 급격히 감소하

여 래버린스위어의 효율이 떨어짐을 알 수 있으며 각도별 유

량계수는 다음 다항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Tullis 등, 1995).

(2)

그림 2에서 측벽각도가 커짐에 따라 유량계수가 증가하여

식 (1)에 의한 래버린스위어의 방류량이 증대될 수 있으나

수맥간섭을 받는 길이(Lde)가 다음 식과 같이 측벽 길이(B)

의 30%를 초과하게 되면 간섭에 의해 방류량이 현저하게

저감된다(Falvey, 2003).

(3)

이 밖에 위어 정부(crest)의 형상이 고려될 수 있으나 1/4

원형 정부위어(quarter round crest weir)의 경우 칼날위어

(sharp crested weir)에 비해 유량 증대효과가 미비한 정도이

며(Khatsuria, 2005) 위어의 사이클 갯수(number of weir

cycle) 역시 방류량과 밀접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Hay와 Taylor, 1970; Khatsuria, 2005).

3. 3차원 수치모의

3.1 FLOW-3D

댐 배제유량 증대를 위하여 여수로 개축 시 여수로의 효

율적인 홍수소통과 댐체의 수리학적 안전성을 정확하게 해

석하기 위해서는 여수로의 방류 시 유동현상에 대한 분석

및 평가가 필요하다(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2005). 본 연구에

서는 여수로 내의 수리현상을 모의하기 위해 자유수면의 정

확한 예측이 가능하고 복잡한 댐 구조물 및 지형 재현이 용

이한 3차원 수리해석 모델인 FLOW-3D를 사용하였다. 수치

해석 결과의 검증을 위해 Froude 상사법칙에 의해 1/40로

축소된 수리모형에 의한 실험결과를 이용하였다. FLOW-3D

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FLOW-3D는 미국 Flow Science, Inc.에서 개발한 상용

CFD 모형으로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에서 개발

된 MAC(Marker and Cell) 방법과 SOLA-VOF(Volume

of Fluid) 방식을 기초로 하고 있다(Flow Science, 1999).

Solver는 포트란, 전·후처리기는 C언어로 작성되었으며 PC,

워크스테이션, 슈퍼컴퓨터 등 거의 모든 컴퓨터 기종에서 사

용이 가능하다. 비정상 유동상태에서 3차원 Navier-Stokes

방정식 및 에너지 방정식을 유체 및 열·유동 해석에 이용

하며, 유체로부터 또는 유체로의 열전달에 의한 고체 내의

온도는 열전도에 의한 에너지 교환을 에너지 방정식 생성항

으로 사용하여 해석하고 있다. 또한 유체의 난류 유동에는

기본 대수 모형으로부터 RNG 모형까지 다양한 난류 방정식

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자유표면 해석을 위해 VOF 방정식이

사용되고 있다. 직각형상 격자계 사용 시 일반 형상 기술을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 FAVOR 기법을 각 방정식에 적용하

고 있으며 비압축성 및 압축성의 계산 시 해석 속도를 증진

시키기 위해 별도의 보조 방정식을 사용하고 있다. FLOW-

3D는 기본 FDM방식에 FAVOR를 도입한 FVM 형식을 취

하고 있으며 해석 영역을 작은 3차원 셀로 나누어 각 셀에

대해서 주어진 압력에 따른 시간에 대한 외재적 전진으로

다음 시간에서의 속도를 구하며 이 속도를 이용하여 Poison

방정식 형태의 압력방정식 해를 구한 다음 다시 속도를 교

정해주고 그 후에 자유표면의 해석이 요구될 때는 VOF 방

정식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3.2 대상 시설물 개요 및 초기조건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소규모 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

연 월류형 여수로 형식의 댐 가운데 월류에 취악한 필댐 구

조인 대수호지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월류부의 형상에

따른 여수로의 배제유량을 분석하였다. 대수호지의 주요 현

황은 표 1과 같다.

일반적으로 2차원 수치모형을 이용해 흐름장을 계산할 때

대상영역의 상류부에는 유량을 입력하고 하류부에는 수위를

입력하는 초기 및 경계조건에 의해 모의를 하게 된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 이용한 3차원 수리해석 프로그램인 FLOW-

3D의 경우 모의대상 영역을 직육면체로 제한하고 각 6개의

면에 대하여 수위 및 압력, 유속 등의 입력자료에 의해 3차

원 흐름해석을 하게 된다. 대수호지에 그림 3과 같은 상시

만수위부터 자연 월류되는 방식의 초기 및 경계조건을 주었

기 때문에 상류단 경계조건은 저수지 수위를 입력하였다. 하

류단 조건은 저수지 수위를 지정하지 않고 유출(outflow)되

는 방식으로 하였다. 위어의 정부를 기준으로 저수지 수위를

40~50 cm 간격으로 증가시켜 하류부의 검사체적을 통과하

Cd A1 A2
h
P
---
⎝ ⎠
⎛ ⎞ A3

h
P
---
⎝ ⎠
⎛ ⎞

2
A4

h
P
---
⎝ ⎠
⎛ ⎞

3
A5

h
P
---
⎝ ⎠
⎛ ⎞

4
+ + + +=

Lde

B
-------- h

B
---6.1e

0.052α–
0.3≤=

그림 2. 측벽각도에 따른 유량계수 (Tullis 등,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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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량을 계산하였으며,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인 140

초까지 모의를 수행하였다. 

대상시설물의 3차원 수치모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수

록한 래버린스위어의 설계단면을 바탕으로 실제 지형에 근거

한 3차원 구조물 및 지형을 생성하여야 한다. 이후 3차원

CFD모형을 이용하여 격자망을 구성하여 모의조건을 입력하

고 수치모의를 실시한다. 이 과정을 도시하면 그림 4와 같다.

선형 측수로식 여수로의 경우 언체부부터 감세지까지 여수로

전구간을 모의영역으로 하였지만 래버린스위어의 경우 월류

부에 촘촘한 격자망이 요구되고 가로-세로비(aspect ratio)를

고려하여 여수로 도류부(chute)까지를 모의영역으로 하였다.

4. 수치모의 결과

4.1 월류위어 개축모형

대상시설물인 대수호지 여수로에 개축모형으로서 표 2와

같은 직선형 래버린스위어(WJ200, 그림 6)와 곡선형 래버린

스위어(WJ300, 그림 7)를 적용하여 각 모형별 월류양상 및

방류량 등을 현 상태인 선형 측수로식 여수로(WJ100, 그림

5)와 비교하였다. 

표 1. 적용대상 댐 주요 현황

댐명 소재지
유역면적

(ha)
유효저수량

(만 m3)
높이
(m)

길이
(m)

설계
홍수위

여수로
형식

여수로길이(m)

대수호지 경북 울진 1,130 300 29 240 EL. 66 측수로 53

그림 3. 상시만수위로부터 자연 월류되는 초기조건

그림 4. 3차원 수치모의를 위한 전처리(pre-process) 과정

표 2. 수치모의 조건

댐 개축모형 Series 저수지 
수위조건

대수호지

선형 측수로식 여수로(ogee weir) WJ100

6 Case직선형 래버린스 WJ200

곡선형 래버린스 WJ300

그림 5. WJ100(선형 측수로식 여수로, L=53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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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수치해석 결과의 검증

3차원 수치해석 결과의 검증을 위해 Froude 상사법칙에

의해 1/40로 축소된 수리모형 실험결과를 이용하였다. 수리

모형실험은 기존 여수로와 래버린스위어에 대해 한국농어촌

연구원에서 수행되었다(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2006). 원형에

서 여수로, 월류부 및 도류부 등은 콘크리트로 시공되므로

축소모형에서는 마찰력의 효과를 줄이기 위해 매끄러운 투

명 아크릴로 제작하였으며(그림 8), 모형에 공급되는 유량

측정을 위해 전자유량계(EF-501 200A)를 사용하였고, 유속

은 측정간격이 0.5초인 경우 2% 이내의 오차를 가지는

ACM300-A를 이용하였다. 현 상태조건인 WJ100의 위어 월

류양상을 비교하여 도시한 그림 9에서 측수로 내 흐름이 서

로 잘 일치하며 측벽 옹벽에서의 수위도 근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곡선형 래버린스위어를 월류하는 흐름을 나타낸 그

림 10(a)의 경우 조절부에서 멀어질수록 월류유속이 감소하

여 좌측 끝에 위치한 첫 번째 사다리꼴 래버린스에서는 정

체(stagnation) 현상이 발생함을 수리실험과 수치모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래버린스위어의 배치와 수직한 방

향으로 월류가 발생한 후 톱니방향으로 유속이 모아지는 흐

름을 그림 10(b)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11에는 수리모

형과 수치해석에 의한 수위-방류량 곡선을 나타내었다. 현 상

태를 모의한 WJ100(그림 11(a))과 개축모형에 의한 수위-방

류량 곡선을 나타낸 WJ200(그림 11(b)) 및 WJ300(그림

11(c)) 모두 두 결과가 근사함을 알 수 있다. 위어공식에 의

해 계산된 방류량도 수치모의 결과를 검증하는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으나 저수지 수위가 높아지게 되어 측수로 내에서

잠류가 발생하게 되면 적용할 수 없으므로 Tullis 등(1995)이

제시한 h/P=0.9이내의 범위를 가지는 수위까지만 표시하였다.

4.3 모의결과 비교

여수로는 언체부, 조절부, 급류부 및 감세부로 구성되어 수

로바닥의 경사 정도와 중력에 의해 진행 속도가 결정된다.

그림 6. WJ200(직선형 래버린스위어, L=102 m)

그림 7. WJ300(곡선형 래버린스위어, L=12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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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원자력취수댐의 설계홍수위인 EL. 66.0 m 시 선형 및

곡선형 래버린스위어에 의한 여수로 전 부분에서의 표면 유

속을 그림 12에 3차원적으로 도시하였다. 여수로의 평면형상

을 살펴보면 측수로에서 조절지로 연결되는 부분이 사행성

을 띄게 되므로 전반적인 흐름이 외곽으로 치우치게 되며

측수로를 통과한 흐름은 언체부에서 3 m/s, 조절지에서 8

m/s, 도류부에서 15 m/s 정도로 WJ200과 WJ300인 경우

모두 같은 값을 나타내었다. 설계홍수위보다 낮아 잠류가 발

생하지 않는 저수지수위 65.5 m 시 곡선형 래버린스위어의

측수로 내 월류양상을 나타낸 그림 13의 경우 위어를 통과

하면서 한계류가 발생하여 유속이 점점 빨라지고 측수로로

유입되면서 반시계방향의 와류와 시계방향의 난류가 공존하

그림 8. 수치모의결과 검증을 위한 실험수로 설치 전경

 그림 9. 수리실험 결과(좌)와 수치모의 결과(우)의 월류양상 비교(WJ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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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WJ300 유황 비교 (좌: 수리실험, 우: 수치모의)

그림 11. 수치모의 결과 검증을 위한 실험 결과와의 수위-유
량곡선 비교

그림 12. 울진댐 설계홍수위 (EL. 66.0 m) 시 여수로 내 유속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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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차류를 관찰할 수 있었다. 

설계홍수위인 EL. 66.0 m 시 월류부의 유속벡터를 나타낸

그림 14를 살펴보면 WJ200(직선형 래버린스위어)은 위어의

배치와 평행하게 월류 후 측벽옹벽에 부딪혀 흐름의 방향이

바뀌었으나(그림 14(a)) WJ300(곡선형 래버린스위어)의 경우

주 흐름이 곡률의 중심방향으로 모여서 방류되는(그림

14(b)) 차이를 보였다. 월류되는 유속은 WJ200의 경우

2.4~3.9 m/s의 값을 가졌으나 WJ300의 경우 인접톱니와의

간격이 좁혀져 간섭이 발생하여 직선형 래버린스위어보다 다

소 작은 2.3~3.5 m/s의 값을 보였다. 설계홍수위 시 위어형

상 별 측수로 내 월류양상을 도시하여 그림 15에 나타내었

다. 위어의 정 중앙 단면에서의 월류양상을 살펴보면 현 상

태인 WJ100(선형 측수로 여수로)의 경우 위어를 통과한 측

수로 내 흐름이 원활하였으나(그림 15(a)) 직선형 및 곡선형

래버린스위어의 경우(그림 15(b), (c)) 방류량이 현 상태에

비해 40 cms 증가하여 위어를 월류한 흐름이 수면 위를 타

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며 잠류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저수지 수위-방류량 모의결과 직선형 래버린스위어와 곡선

그림 13. 수위 65.5 m 시 측수로 내 월류양상 (WJ300)

그림 14. 설계홍수위(EL. 66.0 m) 시 WJ200 및 WJ300 월류부 유속벡터도 비교

그림 15. 설계홍수위(EL. 66.0 m) 시 위어형상 별 측수로 내 월류양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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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래버린스위어에 의한 방류량 차이는 그림 16과 같이

3~10 cms 정도로 크지 않았다. 대수호지에 적용한 곡선형

래버린스위어의 경우 직선형 래버린스에 비해 유효길이가 18

m 더 길었으나(그림 6, 7) 수맥간섭에 의해 그 효율이 떨어

지므로 이 두 효과가 상쇄되었기 때문이다. 곡선형 래버린스

위어에 의한 방류량은 수위 65.0 m 시 현 상태인 선형 측

수로식 위어에 비해 최대 71%의 증가효과를 보였지만 h/

P=0.9가 되는 수위인 EL. 65.94 m를 기점으로 증가량이 저

하됨을 그림 16에서 알 수 있다. 특히 식 3에 의해 수맥간

섭이 심해지는 수위인 EL. 66.18 m인 경우 곡선형 래버린

스위어에 의한 방류량은 287 cms로 선형 측수로식 여수로의

방류량인 251 cms에 비해 14% 정도 큰 값을 가졌으며 이

후 두 곡선이 근접해짐을 확인할 수 있다.

5. 요약 및 결론

국내 중소규모 댐 중 자연 월류 여수로 형식인 대수호지

에 대해 3차원 수리해석 프로그램인 FLOW-3D를 적용하여

여수로 형상에 따른 댐의 홍수배제능력을 분석하였다. 여수

로 개축모형으로서 직선형 래버린스위어(WJ200) 및 곡선형

래버린스위어(WJ300)를 적용하여 각 모형별 월류양상 및 방

류량을 현 상태인 선형 측수로식 여수로(WJ100, ogee

type)와 비교하였다. 3차원 수치해석 결과의 검증을 위해

Froude 상사법칙에 의해 1/40로 축소된 수리모형 실험 자료

와 비교해 본 결과 측수로 내 흐름 및 월류양상이 서로 잘

일치하였으며 배제유량 및 측벽 옹벽에서의 수위도 근사하

였다.

설계홍수위보다 낮아 잠류가 발생하지 않는 저수지수위에

서는 곡선형 래버린스위어를 통과하면서 한계류가 발생하여

유속이 점점 빨라지고 측수로로 유입되면서 반시계방향의 와

류와 시계방향의 난류가 공존하는 이차류를 관찰할 수 있었

다. 그러나 설계홍수위 시 위어형상 별 측수로 내 월류양상

을 비교해 보면 선형 측수로 여수로의 경우 위어를 통과한

측수로 내 흐름이 원활하였으나 직선형 및 곡선형 래버린스

위어의 경우 방류량이 현 상태에 비해 40 cms 증가하여 위

어를 월류한 흐름이 수면 위를 타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며 잠류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수지 수위-방류량

모의 결과 래버린스위어의 경우 선형 측수로식 위어에 비해

유효길이를 더 확보할 수 있어서 저수위에서는 최대 71%의

방류량 증가 효과를 보였지만 수위가 증가함에 따라 측수로

내 잠류가 발생하여 두 곡선이 점차 근접해지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 직선형 래버린스위어와 곡선형 래버린스위어에 의

한 방류량은 유효길이 증가와 수맥간섭에 의한 상쇄효과로

그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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