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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수위-유량관계곡선이 있는 위어는 월류수심을 측정하여 개수로 유량을 산정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유량

측정 도구이다. 본 연구는 폭 1m인 사다리꼴 단면 상업용 개수로에 설치된 높이 26cm인 삼각형 위어의 수

위-유량관계곡선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리모형실험을 실시한 것이다. 위어 수리모형은 크기를 1/5 축척으로

제작하고 유량과 수로경사를 변화시키면서 수리실험을 하였다. 기존 위어 유량산정 공식들을 이용하기 곤란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사다리꼴 단면 개수로의 삼각형 위어의 유량산정 공식을 정립하였다. 이 공식은

월류수심을 h 1과 h 2로 구분하였다.

월류수심이 h 1보다 작으면 삼각형 위어 유량산정 공식을 이용하고, 이보다 크면 사다리꼴 단면 개수로의

삼각형 위어 유량산정 공식을 이용한다. 삼각형 위어에서는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량계수 C 1이 작아지

는 반면에 사다리꼴 단면 개수로 삼각형 위어의 유량계수 C 2는 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다리꼴

단면 개수로 삼각형 위어에서는 삼각형 위어에서 유량계수 C 1이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위어가 설치된 수로의 접근유속을 구하여 위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림 1. 사다리꼴단면 개수로 삼각형 위어

유량
단계

산정유량

( m 3/s)
실제유량
m 3/s

유량계수
( C)

유량산정 
공식

1 0.000243 0.000165 0.680
삼각위어

2 0.000499 0.000208 0.418

3 0.001217 0.001011 0.830

삼각위어
공식 
+

사다리꼴 
위어 
공식

4 0.002031 0.001804 0.888

5 0.003041 0.002674 0.879

6 0.004423 0.003923 0.887

7 0.005300 0.004647 0.877

8 0.006174 0.005455 0.884

9 0.006909 0.006086 0.881

10 0.008601 0.007549 0.878

표 1. 유량과 유량계수의 관계

핵심용어 : 삼각형 위어, 사다리꼴단면 개수로, 유량계수, 월류수심

1) 강릉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E-mail : sdpark@kangnung.ac.kr

2) 강릉대학교 토목공학과 석사과정⋅E-mail : krismas@nate.com

3) 강릉대학교 토목공학과 공학박사⋅E-mail : sewsook@hanmail.net

4) 강릉대학교 토목공학과 학부과정⋅E-mail : hwell@naver.com

5) 국립방재연구소 연구기획팀장 공학박사⋅E-mail : jlee@nema.go.kr

1107



1. 서론

수공구조물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유량이다. 유량은 집중호우에 따른 유

역의 반응구조인 유출특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일반적으로 어떤 유역의 유출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유역출구의 하천에서 비교적 손쉽게 측정할 수 있는 수위를 연속적으로 측정

하고 수위-유량관계곡선을 이용하여 유량수문곡선을 획득하여야 한다. 개수로의 유량측정에 많이

사용되는 삼각위어, 사각위어, 사다리꼴위어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그 외의 단면형상에 대한 연구

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토양침식 및 토사유출을 조사하기 위한 산불지역 시험유역에 설치된 상단 폭 0.9 m ,

하단 폭 0.8 m에 높이 0.8 m인 사다리꼴 단면에 길이가 2m인 상업용 개수로에 설치한 삼각예연

위어를 대상으로 수위-유량관계곡선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위어의 유량산정 공식을 이용

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사다리꼴 단면에 설치된 삼각위어에 대해 1/5 축소모형을 제작하고 수위-

유량관계, 위어의 유량계수, 접근유속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리모형실험을 실시하였다.

2. 사다리꼴 단면 개수로의 삼각위어

콘크리트로 사다리꼴 단면 상업용 개수로에 설치된 삼각위어는 그림 1과 같고 그 제원은 그림

2에 제시한바와 같다. 사다리꼴단면 개수로에서 높이 h는 h 1과 h 2로 나눌수 있다. h 1은 하단부

에 있는 삼각위어의 높이이고, h 2는 h-h 1으로써 삼각 예언위어 상단의 사다리꼴의 높이이다.

그림 2. 사다리꼴단면 개수로 삼각형

위어

그림 3. 사다리꼴단면개수로 삼각형위어

정면도

2.1 월류수심이 h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사다리꼴 단면 개수로의 삼각위어에서 월류수심이 h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삼각위어의 월류수

심과 같다. 따라서 삼각위어의 유량산정 공식인 식(1)를 사용한다.

Q =C
8
15

2g tan
θ
2
h 5/2 (1)

2.2 월류수심이 h 2보다 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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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꼴 단면 개수로의 삼각위어에서 h 1보다 크면 사다리꼴위어의 월류수심과 같다. 이 경우

에는 사다리꼴위어의 유량산정 공식으로 지금까지 사용된 식(2)를 사용할 수 있으나, 유량계수 C 1,

C 2의 산정이 어려워 새로운 사다리꼴위어의 유량산정 공식을 유도하였다.

Q=C 1

2
3
b 2gh

3
2 +C 2

8
15

tan
θ
2

2gh
5
2 (2)

그림 3. 사다리꼴위어

그림 3에서 유량 Q 는 다음 식(3)과 같다.

Q=⌠⌡ VdA =⌠⌡ 2gy (B 1+x) dy (3)

여기서 x를 h, y, B 1, B 2 로 나타내면 식(4)와 같다.

x
h-y

=
(B 2-B 1)

h
(4)

x=
(B 2-B 1)

h
(h-y) (5)

식(5)을 식(3)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식(6)이 되고, 정리하여 식(7)이 된다.

Q=⌠⌡

h

0
2gy {B 1+

(B 2-B 1)

h
(h-y)}dy (6)

= 2g (
6B 1+4B 2

15
)h

3
2 (7)

이 식(7)에 유량계수 C를 도입하면 식(8)과 같이 사다리꼴에서의 유량이 된다.

Q =C 2g (
6B 1+4B 2

15
)h

3
2 (8)

따라서, 사다리꼴 단면 개수로의 삼각위어에서 월류수심이 그림 1의 h 1보다 크면 유량산정 공

식은 삼각위어와 사다리꼴위어을 합하여 식(9)와 같다.

Q =C 1

8
15

2g tan θ
2

h
5
2 +C 2 2g (

6B 1+4B 2

15
)h

3
2 (9)

3. 실험 빛 방법

사다리꼴 단면 개수로의 삼각위어에서 유량계수를 산정하기 위한 수리모형 실험 장치는 그림

4와 같다. 이 실험 장치는 가운데 저류조 부분의 경사 조절이 가능한 물 순환식 개수로 실험 장치

로 저수조에서 물을 받아 고수조로 공급한다. 고수조에선 삼각위어를 통해 일정 유량의 물을 공급

하며, 유량을 저류조에 받아서 사다리꼴 단면 개수로의 삼각위어로 내보내어 순환시켰다. 고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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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어를 통해 각 단계별 유입유량과 사다리꼴 단면 개수로의 삼각위어를 통해서 실제유량을 측정

하고 사다리꼴 단면 개수로의 삼각위어의 유량산정 공식을 유도하여 실제유량과 비교해 각 유량

단계별 유량계수를 구한다. 그리고 저류조와 위어부에 거리별로 지점을 정하여 수위를 측정, 접근

유속을 구한 후 위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사다리꼴 단면 개수로의 삼각위

어

고수조 삼각위어

그림 4. 사다리꼴 단면 개수로의 삼각위어 실험장치(개략도) 

4. 실험결과 및 분석

4.1 유량계수

고수조 삼각위어를 월류하는 수심을 측정하고 사다리꼴 단면 개수로의 삼각위어를 넘는 유량

을 측정하여 그림 5와 6과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 5. 고수조 삼각위어의 단계별 유량 그림 6. 사다리꼴 단면 개수로의

삼각위어의 단계별 유량

유량 1단계와 2단계에서는 사다리꼴 단면 개수로의 삼각위어에서 월류수심이 그림 1에서 h 1

의 범위 내에 해당하기에 삼각위어의 공식 식(1)로 유량을 구하고, 나머지 유량단계에서는 가득찬

삼각위어와 사다리꼴위어의 수심으로 생각하여 식(8)을 이용하여 구한다. 유량계수는 삼각위어의

유량계수를 구해 C 1과, 사다리꼴위어의 유량계수 C 2를 구하며, 다음 표 1로 나타났다. 사다리꼴

단면 개수로의 삼각위어에서 사다리꼴의 유량계수 C 2값이 0.830에서 0.888까지 값이 변동이 적은

것은 삼각위어에서 유량계수 C 1으로 유량을 많이 보정해 주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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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단계 산정유량( m 3/s) 실제유량( m 3/s) 유량계수 C 유량산정공식

1 0.000243 0.000165 0.680 삼각위어
공식2 0.000499 0.000208 0.418

3 0.001217 0.001011 0.830

삼각위어
공식
+

사다리꼴 위어
공식

4 0.002031 0.001804 0.888

5 0.003041 0.002674 0.879

6 0.004423 0.003923 0.887

7 0.005300 0.004647 0.877

8 0.006174 0.005455 0.884

9 0.006909 0.006086 0.881

10 0.008601 0.007549 0.878

표 1. 각 유량단계별 유량과 유량계수

4.2 수로 내의 수위변화

위어를 기준으로 상류로 일정 거리를 나누어 수위를 측정하였다. 수위는 그림 7과 같이 상류에

서 위어로 갈수록 수위는 낮아졌으나 위어에서 다시 수위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7 위어에서 상류로의 거리별 수위

5. 결론

본 연구는 사다리꼴 단면 개수로의 삼각위어어의 수위-유량관계, 위어의 유량계수, 접근유속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리모형실험을 실시하였다.

1. 사다리꼴 단면 개수로의 삼각위어의 유량산정 공식은 월류수위가 사다리꼴단면개수로 하단부

의 삼각위어를 넘지 못하면 기존의 삼각위어 유량산정 공식을 사용하고, 월류수위가 삼각위어

를 넘어 상단부의 사다리꼴위어에 존재하면 사다리꼴 단면 개수로의 삼각위어 유량산정 공식

을 사용한다.

2. 월류높이가 h 1인 삼각위어에서는 유량계수 C 1값이 0.307에서 0.341의 낮은 값들이 나타났으

나, 정립된 복단면위어의 유량계수 C 2는 0.877∼0.888로 평균 0.88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삼각위어의 유량계수로 실제 유량값으로 보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사다리꼴에서 유량계수는

균일한 값을 보이는 걸로 판단된다.

3. 위어에서 유속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위가 조금씩 상승한 것은 위어가 설치된 부분의 단

면 축소로 상승하는 수위는 유속의 증가로 인해 줄어드는 수위보다 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접근유속보다는 위어의 크기에 따른 단면의 축소가 위어의 월류수심을 증가시키는 원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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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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