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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hydraulic characteristics of the ice-harbor fishway by considering its geometrical 

form and utilize such analysis results as the foundational database to be used when establishing fishways in the future. first of 
all, the study realizes the same form as an ice-harbor fishway that is currently implemented via a FLOW-3D model and 
estimated the parameters that were optimal to the numerical mock test.  Then, this study analyzed the level of sensitivity of the 
flow conditions which fluctuated due to the changes in geometrical changes by adjusting the inclination and pocket spacing by 
using the estimated optimal parameters. As a result, the study arrived at the following conclusions. The vortical velocity 
increased and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clination of the fishway.  Furthermore, as the velocity within the vorticity 
increased due to the narrowed vortical area, it was determined that further studies on vorticities or the determination of the 
design method for the decrease in vortical velocity were im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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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하천의 생태적 통로가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

공구조물인 보와 낙차공 등에 어도를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동․식물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와 배려를 하

지 못해 하천공간은 인간본위의 친수공간으로 변질되

었고, 어도 내의 흐름특성을 정확히 고려되지 못한 채 

설계되어 어도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가 많아 하천을 왕래하는 회유성 어류들의 서식처는 

어류의 생태적 특성에 부적절하게 되었다. 
어도는 횡단구조물로 인해 단절되었던 이동로를 

인공적으로 만든 것으로 어류의 서식처 이동이나 회

유성 어류의 산란시 상류로 거슬러 소상하기 위한 중

요한 매개체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설치된 어도에 대

한 흐름의 양상과 소상효과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것

은 중요한 일이다. 
어도에 관한 국내의 연구로 Seo(2003)는 수중보에 

설치된 어도에서 어류의 소상능력을 검토한 바 있다. 
또한 Ahn(2008)은 하천의 생태복원을 목적으로 친환

경 수로형 어도개발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Choi(2008)는 3차원 모형을 이용하여 도류벽식 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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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리특성 연구를 진행하였고, Lim(2010)은 아이스

하버식 어도를 대상으로 격벽간격을 조절하여 어도의 

수리특성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또한 국외의 연구로 

Odeh(2003)는 유량곡선을 적용하여 Denil식 어도의 

활용 범위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Liu 등(2006)은 

Vertical slot식 어도를 난류흐름에 가깝게 적용하여 

그에 대한 흐름 특성을 분석한 바 있으며, Cea 등
(2007)은 Vertical slot식 어도를 대상으로 난류흐름 

모의가 가능한 모형을 이용하여 어류가 이동 가능한 

평균적인 수심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어도에 

관한 연구는 그 역사에 비하여 연구결과가 빈약한 실

정이며, 어도에 대한 기하학적 형상의 변화가 어류의 

소상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명백하게 제시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설치되

어 운영 중인 아이스하버식 어도를 연구대상으로 하

여 현재 서식하고 있는 어종을 조사하여 소상할 수 있

는 수리조건을 파악하고, 현지조사관측을 통해 유속 

및 수심자료를 관측하여 3차원 모형에 실제 어도와 같

은 제원과 규격으로 구현하였다. 관측을 통해 얻어진 

수리특성 자료를 이용하여 3차원 모형에서 매개변수 

검․보정을 실시하였으며, 실제 설치된 어도에 대한 

수리인자별 특성 및 민감도를 분석하여 어도의 기하

학적 형태에 따른 수리특성을 비교․고찰함으로써 설

치된 어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추후 설치될 신설

어도의 설계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 모형의 기본이론

2.1. 3차원 FLOW-3D 모형의 개요

FLOW-3D모형은 3차원의 Navier-Stokes방정식을 

사용하여 유체와 유체 또는 유체와 물체간의 경계면 

추적을 위해 FAVOR(fractional area/volume obstacle 
representation)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기법은 직교격

자 체계에서 체적점유율과 면적점유율의 개념을 이용하

여 계산 영역내의 기하학적 모형을 묘사하는 기법이다. 
또한 난류 유동을 하는 유체에 대해서는 기본 대수 

모형으로부터 RNG(renormalized group theory)모형

까지의 난류 방정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자유수면의 

추적을 위해 VOF(volume of fluid)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VOF기법은 직육면체의 격자계 사용 시 일반 형

상기술을 보다 정확히 표현이 되고, FAVOR기법을 

이용하여 각 방정식에 적용하고 있으며, 비압축성 및 

압축성의 계산 시 해석 속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별도

의 보조 방정식 등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자유표면에 

대한 계산에서 여타의 코드보다 계산시간과 경계면 

표현에 있어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FLOW- 
3D모형에서 비압축성 유체에 대한 연속방정식은 식

(1)과 같고 압축성 유체에 대한 연속방정식은 식(2)와 

같으며, 유체에 대한 운동방정식은 Navier-Stokes방정

식으로 식(3)과 같다(FLOW-3D users manu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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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난류확산항,   는   방향으

로의 유속,     는 cell의   방향 유체의 접촉 

면적, 는 유체의 밀도, 는 유체에 접하고 있는 체

적, 은 질량생성항을 의미한다.






 






   




 









 






   




   


   






 






   




   


   

(3)   

위 식에서     는 body acceleration이고, 
    는 viscous acceleration,     는 구조물을 

통과하면서 발생되는 손실을 표시한다. 또한 마지막 

항은 계산영역내의 질량생성을 의미한다. 

3. 모형의 적용 및 분석

3.1. 연구대상지역의 선정 및 자료 구축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 동구 대림동의 국가하

천인 금호강 안심습지에 위치한 아이스하버식 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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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하였다(Fig. 1, Fig. 2). 아이스하버식 어도는 

최근 설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포켓으로 인

해 어도내 적정 유속을 유지하여 어종의 유영 제한이 

없을 뿐더러 어류가 소상 시 포켓 내부의 유속이 정체

가 되어 최적의 쉼터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비교

적 최근까지 국내의 하도계획에서는 격벽식 어도가 

많이 설치되었으나 최근에는 아이스하버식 어도가 국

내 어도실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많이 설

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용된 실

제 어도는 Fig. 3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2열 14행인 아

이스하버식 어도로서 어도의 길이 72.0 m, 경사 2.0%, 
포켓의 크기 1.4×1.0×1.0 m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3
차원 모형인 FLOW-3D모형의 적용을 위해 2차원 전

자식 표면유속계(802 model, Valeport)를 이용하여 유

속을 측정하고 유량 및 수위자료를 관측하였다. 

Fig. 1. Map of study area.

Fig. 2. View of fishway. 

Fig. 3. Property of fishway(a).

Table 1. Property of fishway(b)

Pocket property (m) 1.4×1.0×1.0

Pocket interval (m) 2.1

Rollway height (m) 0.3

Slope (%) 2.0

3.2. 연구대상 지역의 서식어종 및 소상특성

본 연구에서는 금호강에 서식하는 어류 중 대표 어

종 8종을 채택하여 대표 어종들의 성어기를 기준으로 

서식 수심과 소상가능 유속분포를 파악하고, 관측된 

수심과 유속을 기준으로 3차원 모형인 FLOW-3D에

Division
Class

Quality
(Rank) Wintering Spawning Depth

(m)
Velocity 

(m/s)

Zacco 
temminckii 2 Rock, 

Swamp Rapids
0.2 
∼
0.5

0.3 
∼
0.8

Coreoperca 
herzi 2 Rock, 

Swamp Rock
0.3 
∼
1.0

0.3
∼
0.8

Zacco 
platypus 2 Rock, 

Swamp Rapids
0.2 
∼
0.5

0.3
∼
0.6

Carassius 
auratus 3 Rock, Mud Rapids, 

Plant
0.3 
∼
2.0

0.2
∼
0.3

Cyprinus 
carpio 3 Plant, 

Swamp
Rapids, 
Plant

0.3 
∼
1.0

0.2
∼
0.3

Hemibarbus 
labeo 2 Rock, 

Swamp Rapids
0.3 
∼
2.0

0.3
∼
0.5

Squalidus 
chankaensis 

tsuchigae 
2 Rock, 

Swamp
Rapids, 
Plant

0.2 
∼
0.5

0.3
∼
0.5

Opsariichthys 
uncirostris 
amurensis 

2 Rock, 
Swamp Rapids 0.3 ∼ 

2.0
0.3
∼
0.5

* Standard of adult fish

Table 2. Hydraulic condition of fish(choi,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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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asuring points.

(b) Pocket. (c) Centre. (d) Rollway.
Fig. 4. Measuring points.

Fig. 5. Builds mesh.

서 모의된 유속값과 비교․분석하여 매개변수 검․보

정을 실시한 후 아이스하버식 어도의 포켓간격과 경

사 등 다양한 조건을 변화시켜가면서 수리학적 특성

을 분석함으로써 대표어종들이 서식할 수 있는 최적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3.2. 현지조사 및 매개변수 검․보정

3.2.1. 측정지점 선정 및 현지조사

본 연구에서는 3차원 모형인 FLOW-3D모형의 매

개변수 검․보정을 위하여 2차원 전자식 표면유속계

를 이용하여 수심과 유속을 관측하였다. 전체 14행 포

켓구간 중에서 유속의 변동이 심한 부분을 피하기 위

해 Fig. 4와 같이 어도의 중앙부분인 6행부터 8행까지 

관측을 실시하였으며, 어류의 유영 및 소상에 저해되

는 요소인 와류(순환류)를 파악하기위해 포켓 안쪽의 

비월류부 6지점과 흐름이 진행되는 월류중앙부 9지

점, 어류가 소상하는 월류부 27지점 총 42개 지점을 

측정지점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되는 어도의 유입 유량측정은 유입

부에서의 유속측정 지점의 간격을 세밀하게 지정하여 

각 지점별 10초 동안 측정된 전체 유속을 산술평균하

여 평균유속으로 지정하였고, 이에 유입되는 부분의 

단면적을 곱하여 유량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유량 

1.015 m3/s 및 유입부의 평균유속 0.451 m/s로 측정되

었다. 또한 실제 설치된 어도의 경사는 2%로 표준 지

침의 어도와 동일한 경사로 나타나 비교적 완만한 경

사로 이루어져 있다.  잠공부가 없는 것이 특징이며, 
포켓간격은 표준 아이스하버식 어도보다 약 15%정도 

넓은 것으로 조사되어 어류들의 유영 및 소상에 저해

가 되는 요소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2.2. 3차원 모형의 입력자료 구축

본 연구에서는 Autocad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에서 



1399아이스하버식 어도에서의 수리학적 특성분석

Fig. 6. Boundary condition settings.

(a) Pocket. (b) Centre. (c) Rollway.

Fig. 7. Change in deviation by roughness coefficient.

실제 어도와 동일한 제원의 어도를 3D solid로 구축하

였고, 구조물 분석에 적합한 직각격자를 사용하여 유

량이 유입되는 부분에서부터 유출 되는 부분까지 일

정한 간격으로 격자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

기 위한 격자는 Fig. 5와 같이 최대한 정사각형의 형태

를 갖기 위해 X방향으로 300개, Y방향으로 50개, Z방

향으로 20개로 총 300,000개의 격자로 구성하여 분석

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영역은 어도의 상․하부가 Zmax, 

Zmin, 좌․우측이 Ymax, Ymin, 상․하류가 Xmin,  Xmax로 

6개의 경계면이 형성되는데 모든 경계면에 대하여 경

계조건이 주어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ig. 6
과 같이 유입부의 Xmin과 하류부의 Xmax를 제외한 나

머지 면의 경계조건을 흐름영역과 대칭인 가상벽

(symmetry)으로 지정하였으며, 유입부인 Xmax는 관측

유량을, 하류부인 Xmin은 연속적인 흐름이 진행되는 

continuative로 지정하였다. 
본 연구의 수치모의는 아이스하버식 어도의 흐름

양상과 포켓내의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와류 등 순환

되는 흐름이 복잡하게 작용되어 난류의 영향을 고려

할 수 있는 모델을 적용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흐름조건에 만족하는 크고 작은 레이놀즈수를 제공하

는 RNG(renormalized group)모델을 적용하였고, 수
치모의에 사용되는 유체는 비압축성 유체로 밀도는 

1,000 kg/m3, 점성계수(viscosity)는 0.001  , 중
력가속도( )는 Z방향으로 9.8 m/s2

를 적용하였다. 또
한 어도 표면의 조도계수(roughness coefficient)는 실

제 어도의 콘크리트 조도계수인 0.012 ∼ 0.015로 적

용하여 관측된 수위 및 유속을 조도계수별로 추정한 

모의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3.2.3. 최적 매개변수의 추정

본 연구에서의 매개변수 보정작업은 대상영역의 

흐름에 민감하게 변화되는 변수가 조도계수라고 판단

하여 매개변수를 조도계수로 지정하였으며, 조도계수

는 콘크리트 조도계수로 통상 설계에서 쓰이는 값인 

0.014를 기준으로 조도계수의 범위를 0.012 ∼ 0.015
으로 적용하여 조도계수별 모의된 유속결과를 관측유

속과 비교하여 관측값에 대한 편차로 나타내었으며, 
편차가 상대적으로 낮은 조도계수를 최적 매개변수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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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cently interval(slope 2%). (b) Recently interval(slope 5%).

(c) Standard interval(slope 2%). (d) Standard interval(slope 5%).

Fig. 8. Pocket interval and slope condition for study.

즉, 관측값에 근사한 유속값을 얻기 위해 0.012 ∼ 

0.015까지 조도계수의 범위를 지정하여 비월류부 및 

월류부, 월류중앙부의 동일한 측정지점에 대한 결과

값을 관측값과 비교․검증하였다. 검증결과 비월류부 

유속의 경우 각 조도계수(0.012, 0.013, 0.014, 0.015)
의 편차는 0.041, 0.132, -0.033, 0.079 m/s로 조도계

수 0.012 및 0.014의 편차범위가 비교적 관측값에 근

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월류부 유속의 경우 평균 편

차는 1.855, 0.723, 0.100, 1.269 m/s로 분석되어 조도

계수 0.013 및 0.014가 관측값에 근사한 범위로 나타

났다. 또한 월류중앙부 유속의 경우의 편차는 2.123, 
1.301, 0.359, 1.422 m/s로 분석되어 관측값에 대한 

편차범위가 비교적 넓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월류중앙부의 특성상 월류부 및 비월류부의 격벽에 

의해 중앙수심 이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정체되

어 와류 및 순환류의 생성에 의해 흐름이 불안정한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매개변수 검․보정 작업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관측값에 대한 편차가 비교적 낮은 조도계수 

0.014를 최적 매개변수로 지정하여 실제 설치된 어도

에서 경사를 변형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표준 아이스

하버식 어도의 포켓간격 및 경사, 제원을 입력하여 실

제 설치된 어도와의 흐름특성 및 순환류의 특성을 비

교․분석하여 대표 어종들의 유영 및 소상능력에 최

적인 조건의 흐름을 분석하고자 한다. 

3.3. 아이스하버식어도의 수치모의를 통한 흐름특성 분석

추정된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실제 설치된 아이스

하버식 어도의 포켓간격으로 경사를 2% 및 5%로 적

용한 어도와 표준 아이스하버식 어도의 포켓간격으로 

경사를 2% 및 5%로 적용한 어도를 대상으로 흐름특

성 및 유속분포와 순환류의 범위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포켓내부와 격벽 사이에 생성되는 순환류의 범

위 및 최대 순환유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류의 소

상 및 유영에 저해가 되는 요소를 명확히 분석하고자 

한다. 경사조건 및 포켓간격이 다른 어도의 구분을 

Fig. 8과 같이 지정하였다. 
3차원 모형의 적용에 앞서 안정된 흐름일 때의 분

석을 위해 결과 도출시간을 1,000 sec로 지정하였으며, 
모의시 경사 및 포켓간격을 제외한 나머지 경계조건은 

매개변수 추정때와 동일하게 구성하였으며, 격자망 및 

초기 입력 매개변수 또한 동일하게 지정하였다. 

3.3.1. 순환류 특성분석

순환류라 함은 흐름이 흘러오던 방향으로 다시 방

향을 바꿔 역으로 흐르는 흐름으로 순환류의 크기와 

세기 등은 격벽의 간격과 높이 등의 변화에 민감하여 

흐름방향에 거슬러 소상하는 어류에게는 직접적인 영

향을 주며, 순환류 유속의 정도가 커지면 어류는 소상

하지 못하고 포켓내부에서 순환을 하게 된다. 따라서 

순환류는 월류부의 소상가능 유속분석과 더불어 중요

한 설계인자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분된 어도별로 각각 다른 경사 및 

포켓간격에 따라 비월류부와 월류부 격벽에 의해 생

성되는 순환류를 파악하고 순환류의 범위와 최대순환

유속을 분석․검토하여 어류의 유영 및 소상능력에 

대한 영향범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어도별 공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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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irculation range and flow vector(interval 2.1 m, slope 2%), unit: cm/s.

Division
Mean

velocity
(m/s)

Maximum
velocity

(m/s)

Circulation
range
(m/s)

Circulation
area
(m2)

A 0.043 0.109 0.015 ∼ 0.109 4.9

B 0.058 0.104 0.014 ∼ 0.104 5.1

C 0.069 0.089 0.014 ∼ 0.089 5.3

Table 3. Characteristics of circulation(interval 2.1 m, slope 2%)

분석구간은 관측된 유속값과 비교․분석을 위하여 관

측지점과 동일한 지점에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
석구간은 다음 Fig. 9와 같다. 

Fig. 9. Analysis section.

포켓간격이 2.1 m인 실제 설치된 어도와 동일한 조

건인 어도의 경우 비월류부에서 실제 흐름양상과 비

슷하게 순환류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순환

범위는 격자면적을 기준으로 A구간 4.9 m2, B구간 

5.1 m2, C구간 5.3 m2로 흐름방향이 진행될수록 순환

면적이 미소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순환류의 평균유속 및 최대유속은 0.057 m/s 및 0.109 
m/s로 분석되어 대부분 실측치와 근사한 값으로 모의

되었으며 순환범위 및 흐름특성은 Table 3 및 Fig. 10
과 같다. 

다음으로 포켓간격이 2.1 m인 어도의 경사를 5%로 

상향 조절하여 모의한 경우 순환범위 A, B, C구간은 

각각 5.2 m2, 5.0 m2, 4.8 m2로 경사가 증가할수록 면

적은 미소하게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평균 및 

최대유속은 0.069 m/s 및 0.161 m/s로 분석되었으며, 
순환범위 및 흐름특성은 Table 4 및 Fig. 11과 같다. 

표준어도의 포켓간격 1.8 m에 경사 2%로 실제어도

와 동일한 경우 순환범위 A, B, C구간은 각각 4.4 m2, 
4.5 m2, 4.5 m2로 대부분 구간의 면적이 동일하게 분

석되었으며, 평균 및 최대유속은 0.058 m/s, 0.123 m/s
로 분석되었으며, 순환범위 및 흐름특성은 Table 5 및 

Fig.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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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Mean

velocity
(m/s)

Maximum
velocity

(m/s)

Circulation
range
(m/s)

Circulation
area
(m2)

A 0.054 0.131 0.019 ∼ 0.131 5.2

B 0.088 0.161 0.020 ∼ 0.161 5.0

C 0.065 0.132 0.019 ∼ 0.132 4.8

Table 4. Characteristics of circulation(interval 2.1 m, slope 5%)

Fig. 11. Circulation range and flow vector(interval 2.1 m, slope 5%), unit: cm/s.

Division
Mean

velocity
(m/s)

Maximum
velocity

(m/s)

Circulation
range
(m/s)

Circulation
area
(m2)

A 0.043 0.081 0.011 ∼ 0.081 4.4

B 0.068 0.122 0.019 ∼ 0.122 4.5

C 0.064 0.087 0.018 ∼ 0.087 4.5

Table 5. Characteristics of circulation(interval 1.8 m, slope 2%)

Fig. 12. Circulation range and flow vector(interval 1.8 m, slope 2%), unit: 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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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Mean

velocity
(m/s)

Maximum
velocity

(m/s)

Circulation
range
(m/s)

Circulation
area
(m2)

A 0.108 0.196 0.022 ∼ 0.196 4.5

B 0.084 0.219 0.024 ∼ 0.219 4.4

C 0.071 0.125 0.021 ∼ 0.125 4.2

Table 6. Characteristics of circulation(interval 1.8 m, slope 5%)

Fig. 13. Circulation range and flow vector(interval 1.8 m, slope 5%), unit: cm/s.

(a) Centre. (b) Rollway.
Fig. 14. Centre and rollway analysis point.

또한 표준어도의 포켓간격 1.8 m에 경사를 5%로 

상향 적용한 경우 A, B, C 각 구간의 순환범위는 4.5 
m2, 4.4 m2, 4.2 m2

로 분석되었으며, 평균 및 최대유속

은 0.088 m/s 및 0.219 m/s로 분석되었으며, 순환범위 

및 흐름특성은 Table 6 및 Fig. 13과 같다. 
경사가 5%일 때의 순환범위는 흐름방향으로 진행

되면서 면적이 줄어드는 반면 경사가 2%일 때의 면적

은 오히려 미소하지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

며, 순환류의 면적이 작아질수록 순환흐름 내의 유속

은 미소하게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유속

특성의 경우 포켓간격이 좁아질수록 순환류 내의 평

균유속 및 최대유속이 증가하였으며, 경사가 5%로 변

형 시 수직방향 흐름의 역류구간이 1개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순환면적 및 최대 순환유

속을 절감하려면 잠공부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3.2. 경사조건을 고려한 흐름특성 분석

경사조건을 고려하여 실제 어도의 유속 모의값을 

기준으로 전체 측정구간의 유속 증감율을 비교․분석

하고 포켓간격 2.1 m와 1.8 m의 차이에 따른 유속 증

감율을 비교․분석하여 어류가 소상할 수 있는 흐름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비월류부에서의 분석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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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Centre and rollway analysis point.

Fig. 16. Centre and rollway analysis point.

차류를 포함한 순환류의 불규칙한 흐름특성으로 인하

여 월류부 및 월류중앙부에서의 비교․분석을 실시하

였다. 각 어도별 공통된 분석지점 및 구분은 다음 Fig. 
14과 같다. 

어류의 소상에 경사조건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제 설치된 어도에서 경사

가 2%조건일 때와 5%조건일 경우 경사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인 유속분포를 비교․분석하였으며, 각 

구간별 흐름특성은 다음 Fig. 15와 같다. 
포켓간격이 2.1 m이고 경사조건이 2%인 어도의 경

우 월류부와 월류중앙부에서는 흐름의 진행방향으로 

유속분포가 점차 감소되는 경향으로 분석되었다. 경
사가 완만하여 하류로 갈수록 유속은 일반 직상하도

의 흐름과 같이 차츰 안정된 흐름으로 진행되는 것이

라 판단된다. 동일한 포켓간격에 경사를 5%로 상향 

적용한 경우의 월류부에서는 유속분포가 흐름의 진행

방향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경사 

2%와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날뿐더러 유속 또한 고르

게 분포되어 있어 경사가 5%로 증가되더라도 대표어

종의 소상 및 유영에 큰 영향은 없다고 판단된다. 
월류중앙부에서는 극소한 수치이지만 점차 감소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포켓간격이 표준어도 

보다 비교적 여유가 있고 일정한 흐름양상을 띄고 있

어 경사를 2%로 적용하였을 경우와 흐름의 경향이 비

슷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표준 포켓간격인 1.8 m에서 경사를 2% 

및 5%를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경우의 유속분포는 

다음 Fig. 16과 같다. 
분석결과 표준어도의 경사2%로 적용한 경우 월류

부에서는 실제 설치어도와 비슷한 경향과 유속분포로 

분석되었지만 경사 2% 및 5%의 월류중앙부에서는 

유속의 분포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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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포켓간격이 비교적 좁아져 순환류가 수직방

향으로 점차 진행됨에 따라 일정 수심 이하에서는 월

류중앙부 평균 유속이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
편 대표어종의 수리조건을 고려할 경우 경사가 5%일 

때의 월류부 유속분포가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

어 대표어종의 소상가능 최대 유속인 0.8  m/s를 초과

하기 때문에 어도 설계시 경사를 5%이하가 되도록 적

절한 성토 및 절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잠

공설치의 유무에 따라 월류중앙부의 유속이 변화될 것

으로 판단되며, 표준어도의 포켓간격으로 경사를 5%
로 적용한다면 어류의 소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어도를 대상으로 3차원 모형인 

FLOW-3D모형을 이용하여 어도의 기하학적 형상에 

따른 수리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실

제어도의 제원과 수리특성을 조사하였고, 설치된 어

도와 같은 제원 및 수리조건을 적용하여 최적 매개변

수를 추정하였다. 추정된 매개변수를 바탕으로 어도

의 경사를 2%와 5%로 적용하였으며, 표준어도의 간

격과 실제 설치어도의 격벽간격을 각각 1.8 m, 2.1 m
로 적용하여 비월류부에서의 순환류 특성과 월류부에

서의 수리특성을 분석․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실제 설치 어도의 경우 경사가 증가할수록 순환

면적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월류부의 유속 및 비월류

부의 순환유속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경사

가 5%로 증가하더라도 경사 2%의 유속과 비슷한 경

향으로 나타날뿐더러 유속 또한 고르게 분포되어 있

어 경사가 5%로 증가되더라도 대표어종의 소상 및 유

영에 큰 영향은 없다고 판단된다. 
2) 표준 어도의 포켓간격만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실제 설치어도에 비하여 격벽간격이 상대적으로 밀착

되어 순환면적이 좁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따라 

격벽간격이 좁을수록 순환유속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나 경사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순환면적이 좁아짐에 따라 순환류 내 유속이 증가하

기 때문에 순환유속을 저감할 수 있는 설계방법의 결정

이나 잠공부의 설치 유무에 따라 유속이 변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표준어도의 포켓간격으로 경사를 5%로 적

용한다면 어류의 소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3) 어도 설계시 대표어종의 수리조건을 반영하여 

격벽간격 및 경사를 결정해야 한다면 유역의 지형학

적조건과 하상경사 및 적정유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문조건을 먼저 고려한 후 어류소상이 가능토록 횡

단 수공구조물의 높이에 따른 경사 및 포켓간격을 판

단하는 것이 어류소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하하적 형상에 따라 실제 어도를 표준어

도지침의 대안으로 제시한다면 충분한 유량확보와 적

정수심이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과제로 순환류의 영향을 고려하여 월류

부 하단에 잠공부를 설치하여 순환류에 대한 정량적 

검토와 더불어 잠공 설치로 인하여 어도내의 흐름특

성을 재검토하고, 기하학적 형태의 타입을 추가하여 

경사 및 격벽간격 뿐만 아니라 월류부의 높이, 포켓의 

폭 등을 고려하여 어류가 소상할 수 있는 최적 조건의 

어도를 제시하는 것이 남은 연구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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