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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측면웨어 는 본류의 수위가 한계수위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본류로부터 저류지나 분(side weir)

수로 로 흐름을 전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공구조물이다 최근 들어 치수(distributary channel) .

와 관련된 계획에서 본류의 홍수량 중 일부를 저류지나 홍수 우회수로로 전환시키는 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측면웨어가 하천에 설치되는 경우 측면웨어 부근 표층부의 흐름은 측면. ,

웨어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수로바닥이나 측면웨어에서 떨어진 지점의 흐름은 측면웨어의 영향을,

작게 받는 등 측면웨어 주변부는 차원적인 흐름특성을 보인다 또한 측면웨어를 월류하는 흐름이3 .

일반 웨어와 같이 웨어 마루부에 대하여 직각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본류의 유속에 따라 비스듬하

게 흐르게 된다 이러한 흐름특성으로 인해 측면웨어를 통과하는 유량은 본류의 하폭 본류의 흐. ,

름특성 측면웨어의 길이 및 설치위치 등에 따라 각기 다르게 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본 연구에서는 기존 측면웨에에 관한 연구를 정리하고 상용 프로그램인 를 이용하FLOW-3D

여 측면웨어가 설치된 경우의 흐름을 해석하였다 해석결과는 기존 실험연구에 바탕을 둔 이론식.

과 비교하였다 계산격자는 구조물 부근의 흐름이 급변하는 곳은 격자크기를 작게 흐름의 변화가. ,

완만한 곳은 격자크기를 크게 하였다 경계조건으로 상류는 유량 하류는 수위경계를 입력하였다. , .

본 수치모의결과와 이론식을 이용하여 산정한 월류량을 비교한 결과 약 내외의 오차10-30%

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류의 흐름은 웨어의 길이가 짧을수록 상하류단의 수위차가 작.

아지며 유속의 경우 웨어길이가 길고 높이가 낮을수록 빨라진다 측면웨어 주변부 흐름의 경우, . ,

웨어의 길이가 짧을수록 방류강도가 강하고 횡방향의 수면변위가 급하게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웨어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어질 경우에는 차원적 흐름특성에 의하여 유속의 분포. , 3

가 다양하여 이론식과 결과의 오차가 점점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사각형수로에 측면.

웨어가 설치된 경우 월류량과 수리학적 거동을 해석할 때 수치모형실험이 수리모형실험과 더불어,

유용한 해석도구로 이용될 수 있음을 보인 것으로 이후 관련 구조물의 설계와 해석 시 참고자료

로 이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예연측면웨어 월류량 종방향 수면변화핵심용어 예연측면웨어 월류량 종방향 수면변화핵심용어 예연측면웨어 월류량 종방향 수면변화핵심용어 예연측면웨어 월류량 종방향 수면변화: , FLOW-3D, ,: , FLOW-3D, ,: , FLOW-3D, ,: , FLOW-3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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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서론서론서론1.1.1.1.

측면웨어 는 본류의 수심이 수로의 측면에 설치된 웨어 월류부의 높이보다 높을 경우 웨어를(side weir)

통해 물을 월류시키는 구조물로써 관개배수를 위해 일정한 월류량을 얻거나 홍수조절을 위해 본류의 유량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설치한다 측면웨어에서는 관련 구조물의 수리설계에 필요한 수리량인 월류량과 월류 수.

심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횡월류웨어의 월류량은 본류의 흐름 상태 웨어의 길이와 하상에서의 높이 등에 따라 달라진다 그 동안, .

월류량을 산정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 횡월류 웨어의 월류량에 대한 보편적이고 합,

리적인 산정방법은 없는 실정이며 유량계수를 결정하기 위한 실험적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 Subramanya

and Awasthy(1972), El-Khashab and Smith(1976), Ranga Raju et al.(1979), Hager(1987), Singh et

는 직사각형 예연측면웨어 에 대한 식을 산정하기 위하여 실험적 연구를 수al.(1994) (sharp crested side weir)

행하였다.

또한 비교적 최근의 연구로 등 의 연구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등의, S. M. Borghei (1999) S. M. Borghei

실험결과에서 얻어진 이론식을 차원 전산유체역학 프로그램인 의 결과와 비교하였다3 FLOW-3D . FLOW-3D

를 이용하여 여덟가지 조건에 대하여 횡월류 웨어를 통한 월류량을 산정하였으며 웨어 상하류의 유속 및

수위를 분석하고 웨어를 통해 월류하는 흐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론적 배경이론적 배경이론적 배경이론적 배경2.2.2.2.

본류는 하상경사와 단면이 일정한 구형 혹은 원형수로이며 구형 예연웨어인 차원 흐름에 대한 횡월류, 1

웨어의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먼저 본류 수로로부터 유출이 발생되는 흐름에 대한 변화. ,

류의 수면곡선식은 식 과 같다(1) (Henderson, 1966)




   







    


(1)

여기서 는 흐름방향, 는 본류의 수심, 는 본류의 하상경사, 는 본류의 에너지 경사, 는 본류의

전 유량, 는 본류의 흐름 단면적, 는 본류의 수로폭, 는 중력가속도이다 횡월류 웨어 구간은 수로연장.

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횡월류 구간에서는      이고,   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

한 가정에 따라 비에너지 관계로부터 본류의 전 유량을 식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2) .

   (2)

여기서 는 비에너지 이다 또한 단위폭당 월류량. , 는 식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3) (Henderson,

1996).

  

 

  

 (3)

여기서 은 유량계수, 는 하상으로부터 월류부 까지의 높이이다 식 의 유량계수. (3) 을 차원해석

해보면 식 와 같다(4) .

  












(4)

여기서 는 웨어부 시작점에서의 후르드수, 는 월류부의 길이, 는 웨어부 시작점에서의 본류 수심

이다 차원해석 결과로부터 웨어부 시작점에서의 후르드수와 본류 수심이 유량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며 나머지 변수들은 수로의 기하학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들임을 알 수 있다, .

구형수로에 설치된 구형예연 횡월류 웨어의 흐름에 관한 최초의 이론적 연구는 에 의해De Marchi(1934)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는 흐름의 에너지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식 와 식 을 식 에 대입하고. (2) (3) (1)

적분한 후 이를 정리항 유량계수를 식 와 같이 나타냈다(5) (Chow,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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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a)

 
  
      

     

(6-b)

그 후 는 개략적인 유량계수 값은 상수로 가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는Ackers(1957) , Collinge(1957)

유량계수가 본류의 평균유속에 따라 변하다고 주장하였다 유량계수는 실험을 통해 결정할 수 있으며 몇. ,

가지 제안된 식들은 아래 표와 같다.

표 횡월류 흐름의 유량계수 제안식표 횡월류 흐름의 유량계수 제안식표 횡월류 흐름의 유량계수 제안식표 횡월류 흐름의 유량계수 제안식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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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류

일때

모형수행 및 경계조건모형수행 및 경계조건모형수행 및 경계조건모형수행 및 경계조건3. CASE3. CASE3. CASE3. CASE

웨어길이 웨어높이 인 경우에 대하여 하천경사 유량 에 대한 총 가지20 70cm, 10, 19cm 0.0m/m, 90L/s 8～

경우에 대하여 수치모의를 수행하였다 경계조건은 모든 에 대하여 상류단 수위 하도폭. CASE 30cm, 30cm,

유속 이다 수치모의 적용 는 웨어의 길이 높이를 변화하면서 수행하였으며 의 실1m/s . CASE , S. M. Borghei

험 에서 선별하여 적용하였다 표 본 연구에서 적용한 수치모의 를 표 에 정리하였다CASE ( 2). CASE 3, 4 .

Variable Value

웨어 길이 L(cm) 20,30,45,70

웨어 높이 w(cm) 1,10,19

하천경사 () -0.5,0.0,0.5,1.0

유량(L/s) 35-100

Froude number() 0.1-0.9

Number of runs 253

표 실험표 실험표 실험표 실험2. CASE (S. M. Borghei, 1999)2. CASE (S. M. Borghei, 1999)2. CASE (S. M. Borghei, 1999)2. CASE (S. M. Borghei, 1999)

Variable Value

웨어 길이 L(cm) 20,30,45,70

웨어 높이w (cm) 10,19

하천경사 () 0.0

유량(L/s) 90

Froude number() 0.583

Number of runs 8

표표표표 3. FLOW-3D CASE3. FLOW-3D CASE3. FLOW-3D CASE3. FLOW-3D CASE

CASE 웨어길이
L(cm)

웨어 높이
w(cm)

수로경사
()

CASE 웨어 길이
L(cm)

웨어 높이
w(cm)

수로경사
()

01 20 10 0.0 05 20 19 0.0

02 30 10 0.0 06 30 19 0.0

03 45 10 0.0 07 45 19 0.0

04 70 10 0.0 08 70 19 0.0

표 모형수행 세부표 모형수행 세부표 모형수행 세부표 모형수행 세부4. CASE4. CASE4. CASE4. CASE



모의결과모의결과모의결과모의결과4.4.4.4.

횡월류 유량 비교횡월류 유량 비교횡월류 유량 비교횡월류 유량 비교4.14.14.14.1

를 이용한 수치모의 결과와 이론식을 이용하여 산정한 월류량을 비교한 결과 약 내외FLOW-3D 10-30%

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측면웨어를 월류하는 흐름의 경우 웨어의 길이가 짧을수록 단( 5). ,

위폭당 월류량이 커져 방류강도가 강해지며 웨어의 높이가 낮을수록 월류량 및 방류강도가 커진다, .

수치모의와 이론식 사이의 오차는 웨어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차원 이론. 1

식의 매개변수인 측면웨어 직상류의 유속 및 수심이 차원적 특성을 가지며 차원 수치로 표현하는데 한계3 1

가 있기 때문이다.

예연측면웨어의 월류부 횡단 유속 및 수심 모의 결과 그림을 아래 그림 에 도시하였다 웨어의 길이가1 .

작을수록 수위차가 크게 발생하여 월류량이 커진다.

CASE 웨어 길이
L(cm)

웨어 높이
W(cm)

수치모의 결과 차원 횡월류식1

횡월류 유량
(cms)

단위폭당월류량
(cms)

횡월류유량
(cms)

단위폭당월류량
(cms)

01 20 10 0.034 0.170 0.040 0.199

02 30 10 0.041 0.138 0.053 0.177

03 45 10 0.045 0.100 0.060 0.133

04 70 10 0.055 0.078 0.080 0.114

05 20 19 0.022 0.112 0.021 0.105

06 30 19 0.029 0.096 0.030 0.101

07 45 19 0.030 0.067 0.040 0.089

08 70 19 0.034 0.048 0.059 0.084

표표표표 5.5.5.5. 실험 별 횡월류 유량 모의 결과실험 별 횡월류 유량 모의 결과실험 별 횡월류 유량 모의 결과실험 별 횡월류 유량 모의 결과CASECASECASECASE

CASE 1 CASE 2 CASE 3 CASE 4

그림 예연측면웨어의 횡단 유속분포 결과그림 예연측면웨어의 횡단 유속분포 결과그림 예연측면웨어의 횡단 유속분포 결과그림 예연측면웨어의 횡단 유속분포 결과1. (1. (1. (1. (Y-ZY-ZY-ZY-Z 평면평면평면평면))))

의 경우 사류 발생* CASE 4

CASE
웨어 직상류(y1)
수심(cm)

웨어 직상류(y1)
평균유속(m/s) Fr1

웨어 직하류(y2)
수심(cm)

수위차
(cm)

01 32.08 1.1415 0.64 32.65 0.58

02 29.20 1.2627 0.75 30.14 0.94

03 25.14 1.4570 0.93 27.65 2.51

04 22.67 1.5991 1.07 25.75 3.08

05 36.15 1.0219 0.54 36.40 0.25

06 34.28 1.0815 0.59 35.05 0.77

07 31.08 1.2053 0.69 32.22 1.14

08 28.41 1.3222 0.79 30.06 1.65

예연측면웨어 상하류의 흐름특성 분석예연측면웨어 상하류의 흐름특성 분석예연측면웨어 상하류의 흐름특성 분석예연측면웨어 상하류의 흐름특성 분석4.24.24.24.2

웨어의 직상류와 하류 수심을 비교하여 보면 웨어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고 높이가 낮은 경우 직상류, ,

의 수위에 비하여 직하류의 수위 상승폭이 커진다 표( 6).

표표표표 6.6.6.6. 모의 구간별 수심 및 평균유속모의 구간별 수심 및 평균유속모의 구간별 수심 및 평균유속모의 구간별 수심 및 평균유속



측면웨어의 직상류와 하류의 유속 등고선도를 아래의 그림 에 도시하였다 웨어의 높이가 낮을 경우가2 .

높은 경우에 비하여 유속이 더 크게 발생하며 웨어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최고유속의 발생지점 위치가 수면,

에서 멀어지고 커짐을 알수 있다 또한 측면웨어 직상류에 비하여 직하류의 유속이 작으며 그 차이는 웨어. , ,

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커진다.

직상류CASE 1 - 직하류CASE 1 - 직상류CASE 4 - 직하류CASE 4 -

직상류CASE 5 - 직하류CASE 5 - 직상류CASE 8 - 직하류CASE 8 -

그림 예연측면웨어의 상하류의 흐름방향 유속 등고선도그림 예연측면웨어의 상하류의 흐름방향 유속 등고선도그림 예연측면웨어의 상하류의 흐름방향 유속 등고선도그림 예연측면웨어의 상하류의 흐름방향 유속 등고선도2.2.2.2.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CASE 6 CASE 7 CASE 8

그림 횡월류웨어 직상류하류에서의 수심별 유속 직상류 직하류그림 횡월류웨어 직상류하류에서의 수심별 유속 직상류 직하류그림 횡월류웨어 직상류하류에서의 수심별 유속 직상류 직하류그림 횡월류웨어 직상류하류에서의 수심별 유속 직상류 직하류3. ( : . : )3. ( : . : )3. ( : . : )3. ( : . : )● △● △● △● △

결론결론결론결론4.4.4.4.

상용 프로그램인 를 이용하여 측면웨어가 설치된 경우의 흐름을 해석하고 이론식의 결과와 비FLOW-3D

교하였다 해석결과 웨어의 길이가 짧을수록 단위폭당 월류량이 커지며 방류강도가 강해지며 본류 상하류.

의 수위 및 유속차는 작아지며 웨어의 높이가 낮을수록 월류량 방류강도 및 유속이 커짐을 알 수 있었다, , .

본 연구는 사각형수로에 측면웨어가 설치된 경우 월류량과 수리학적 거동을 해석할 때 수치모형실험이,

수리모형실험과 더불어 유용한 해석도구로 이용될 수 있음을 보인 것으로 이후 관련 구조물의 설계와 해석

시 참고자료로 이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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