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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본 연구에서는 도로 빗물받이의 차집효율을 분석하기 위하여 측구 부분을 대상으로 수리모형을 제작하여

실험을 실시하고 실측된 결과를 의 범용프로그램인 모형의 해석결과와 비교하여 이 모, FHWA Visual Urban

형의 국내 적용성을 분석하였다 실험에는 국내 표준규격인 의 쇠살대 유입구 를 사용하. 40×50cm (grater inlet)

였으며 측구의 유량은 도로의 차선 및 빗물받이의 간격을 고려하여 를 선택하였다 도로의 종경, 4 13 /sec .～ ℓ

사는 를 선택하고 측구의 횡경사는 를 선택하여 총 회의 실험을 실시하였다2, 4, 6% , 4, 6, 8% , 36 . Visual

모형을 적용하여 모의한 결과와 실측값을 비교한 결과 종횡경사가 작은 경우에는 오차의 범위가Urban

정도였으며 종경사 횡경사 이상이면 비교적 일치하였다6% 4%, 8% .

핵심용어 빗물받이 유입구 차집효율 수치모형 도시유출핵심용어 빗물받이 유입구 차집효율 수치모형 도시유출핵심용어 빗물받이 유입구 차집효율 수치모형 도시유출핵심용어 빗물받이 유입구 차집효율 수치모형 도시유출: , , , ,: , , , ,: , , , ,: , , , ,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국내에서는 빗물받이의 위치 및 간격에 대한 기준이 포괄적으로 설정되어있으므로 도로의 폭원이나 경사

의 변화에 따른 고려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로의 폭원 종단경사 및 횡단경사의 변화에 따른 빗물받이. ,

의 적절한 크기 형태 간격 등을 실험을 통해 검토함으로서 합리적인 설치방안을 제시하여 도시 하수관거의, ,

빗물배제 능력을 향상시켜 홍수피해를 경감시켜야 한다 외국의 경우에는 빗물받이의 차집효율 설치방법 설. , ,

치간격에 관한 이론적 실험적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온 반면 빗물받이의 차집효율과 설치간격에 관한 국,

내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 빗물받이는 를 표준으로 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는 규격. 40×50cm ,

의 기준과 통일된 자재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빗물받이 설치 간격은 건설부의 하수도 시설 기준 에KS . (1985)

서는 정도에 개 이하의 비율로 설치하고 환경부의 하수도 시설 기준 에서는 정도로 하되20m 1 , (1998) 20 30m ,～

도로폭 및 경사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며 토지개발공사의 단지계획설계실무편람 에서, (1994)

는 이내로 설치하고 단지 내 하수 우 오수 관 설치에 관한 연구 에서는 의 공식을 사용하30m , ( , ) (1990) Manning

여 간격을 결정하도록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의 빗물받이 규모 및 설치간격에 대한 기준은 도로의 폭원.

별 경사도별 종류별 각각에 대하여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었으나 최근 들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

국내의 빗물받이의 차집효율 설치방법 설치간격에 대한 연구로는 행정자치부 국립방재연구소 에서, , (2001)

의 연구문헌을 참고하여 측구와 유입구에서의 수리학적특성을 간략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FHWA)

히 정리하였다 이종태 등 은 빗물받이의 차집효율과 설치간격에 관한 실험을 통해 계산식 및 차집효율. (2002)

이 최대가 되는 유입부 형태를 제시하였으며 조원철 등 은 유량 도로의 지형조건 유입형상에 따른 빗, (2002) , ,

물받이의 효율을 분석하였다.

외국의 경우로는 는 실험을 통하여 쇠살대 유입구의 적정Johns Hopkins University(1956), Linsley(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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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를 결정하는 식을 제안하였고 는 측구와 유입구의 수리학적특성을 분석하였으며, Argue(1986) , FHWA

는 실험을 통해서 지형조건 유입구의 형태 크기 등의 변화에 따른 측구의 흐름을 분석하여 차집유량(1996) , ,

계산식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 빗물받이의 차집효율을 분석하기 위하여 측구 부분을 대상으로 수리모형을 제작하여

실험을 실시하였고 실측된 결과를 의 범용프로그램인 모형과 비교하여 모형의 국내 적, FHWA Visual Urban

용성을 분석하였다.

빗물받이 차집능력 실험빗물받이 차집능력 실험빗물받이 차집능력 실험빗물받이 차집능력 실험2.2.2.2.

본 연구에서 사용된 폭 길이 의 조립식 앵글로 경기대학교 토목공학과 수리실험실에 제작되1.25m, 7.25m

였다 앵글 틀 위에 처짐과 휨이 적은 방수합판을 깔고 아스팔트의 조도 약 와 유사한 아스팔트 싱글. , ( 0.016)

을 사용하여 도로 노면을 제작하였다 도로의 연석부분 높이는 로 하였으며 조도는 측(asphalt single) . 10cm ,

구보다 매끄러운 재질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빗물받이 유입부의 크기는 국내 표준규격인. 40×50cm

을 선택하였다 빗물받이의 위치는 흐름의 정류 상태를 고려하여 실험수로의 상류로부터 떨어진 지점에. 7.15m

설치하였다 그림 은 실험장치의 모형도이고 그림 는 실험 수로의 종경사 횡경사 유량. 1 , 2 6%, 8%, 12 /secℓ

일 때 유입부로 물이 유입되는 장면이다, .

그림 실험장치의 모형도그림 실험장치의 모형도그림 실험장치의 모형도그림 실험장치의 모형도1111

그림 유입구의 흐름그림 유입구의 흐름그림 유입구의 흐름그림 유입구의 흐름2222

실험유량은 도로 폭 및 빗물받이 간격 를 고려한 로 결정하였다 정류장치는 실험수10 30m 4 13 /sec .～ ～ ℓ

로 유입부 및 고수조의 유출부에 각각 설치하여 수로내 흐름이 정류가 되도록 하였다 도로의 경사는 수준.

측량기와 함척을 이용하여 경사를 조절하였고 조임쇄 를 이용하여 실험수로를 고정하였다, (C-clamp) .

모형의 적용모형의 적용모형의 적용모형의 적용3.3.3.3.

기본이론기본이론기본이론기본이론3.13.13.13.1

의FHWA 에 따르면Urban Drainage Design Manual, HEC 22(1996) , 유입구의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

소로 횡방향 경사 종방향 경사 측구의 총 유량 그리고 노면의 조도를 제시하였다 유입구의 차집효율, , , . E는



유입구에 의해 차집되는 유량과 전체유량의 비로서 나타내며 식 과 같다, (1) .

E = R f E 0 + R s (1-E 0) (1)

R f= 1-K f (V-V 0) (2)

R s= 1 / (1 + K sV
1.8

S XL
2.3 ) (3)

여기서, E는 유입구의 효율, E0는 총 측구유량에 대한 전면유량의 비, Rf는 총 전면유량 에(frontal flow)

대한 전면으로 차집되는 전면유량의 비이고, Kf는 0.295, V는 측구에서의 유속(m/s), V0는 물이 튀는 현상

이 발생 하는 측구의 유속 이며(splash over) (m/s) , Rf는 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1.0 . Rs는 총 측면유량에 대한

차집되는 측면유량의 비이고, Ks는 0.0828, SX는 횡단경사, L은 유입구의 길이이다 식 에서 우변의 첫 번. (1)

째 항은 총 측구 유량에 대한 차집되는 전면유량의 비를 나타내며 두 번째 항은 총 측면유량에 대한 측면유,

량의 비를 나타낸다 두 번째 항은 유속이 빠르거나 쇠살대의 길이가 짧을 때는 무시한다. .

입력 자료입력 자료입력 자료입력 자료3.23.23.23.2

본 연구에서 모의된 의 입력자료와 입력값 및 모의 후 계산되는 출력 값은 표 과 같다Visual Urban 1 .

표 의 입력자료 및 출력자료표 의 입력자료 및 출력자료표 의 입력자료 및 출력자료표 의 입력자료 및 출력자료1. Visual Urban1. Visual Urban1. Visual Urban1. Visual Urban

입 력 자 료입 력 자 료입 력 자 료입 력 자 료 입 력 값입 력 값입 력 값입 력 값

유 량 ( /sec)ℓ 4 ~ 13

조 도 계 수 0.016

유입구의 크기(cm) 40×50

유입구의 종류 Parallel Bar P-50×100

종 경 사 (%) 2, 4, 6

횡 경 사 (%) 4, 6, 8

측구의 폭(m) 0.5

측 구 처 짐 균일측구0 ( )

출 력 자 료출 력 자 료출 력 자 료출 력 자 료

흐 름 폭

흐 름 고

평균 유속

차집 유량

통과 유량

측구의 차집효율

유입구의 차집효율

본 모형에서 선택된 은 국내 표준유입구와 규모는 같으나 순면적 및 순간격이 차Parallel Bar P-50×100 ,

이가 나는 유입구로서 재원 및 순간격은 표 와 같다, 2 .

표 유입구의 재원표 유입구의 재원표 유입구의 재원표 유입구의 재원2.2.2.2.

종 류종 류종 류종 류 순 면 적순 면 적순 면 적순 면 적 ((((mmmmmmmm2222)))) 순 간 격순 간 격순 간 격순 간 격 ((((mm×mmmm×mmmm×mmmm×mm))))

국내 표준유입구국내 표준유입구국내 표준유입구국내 표준유입구 155,790 35×92.5

P-50×100P-50×100P-50×100P-50×100 154,560 42×92

표 에서의 순면적은 쇠살대의 면적을 총 단면적에서 제외한 물이 순수하게 유입되는 단면적이며 순간격2 ,

은 유입구 안에 포함된 격자 간격의 규모를 표시한다.



실측치와 계산치의 비교 및 고찰실측치와 계산치의 비교 및 고찰실측치와 계산치의 비교 및 고찰실측치와 계산치의 비교 및 고찰3.33.33.33.3

그림 은 실험을 통해 계산된 유입구의 차집효율과 모형의 모의결과를 비교한 결과이다3 Visual Urban .

(a) 종경사 횡경사종경사 횡경사종경사 횡경사종경사 횡경사2% 4%2% 4%2% 4%2% 4% 종경사 횡경사종경사 횡경사종경사 횡경사종경사 횡경사(b) 2% 6%(b) 2% 6%(b) 2% 6%(b) 2% 6% (c)(c)(c)(c) 종경사 횡경사종경사 횡경사종경사 횡경사종경사 횡경사2% 8%2% 8%2% 8%2% 8%

(d) 종경사 횡경사종경사 횡경사종경사 횡경사종경사 횡경사4% 4%4% 4%4% 4%4% 4% 종경사 횡경사종경사 횡경사종경사 횡경사종경사 횡경사(e) 4% 6%(e) 4% 6%(e) 4% 6%(e) 4% 6% 종경사 횡경사종경사 횡경사종경사 횡경사종경사 횡경사(f) 4% 8%(f) 4% 8%(f) 4% 8%(f) 4% 8%

(g)(g)(g)(g) 종경사 횡경사종경사 횡경사종경사 횡경사종경사 횡경사6% 4%6% 4%6% 4%6% 4% (h)(h)(h)(h) 종경사 횡경사종경사 횡경사종경사 횡경사종경사 횡경사6% 6%6% 6%6% 6%6% 6% 종경사 횡경사종경사 횡경사종경사 횡경사종경사 횡경사(i) 6% 8%(i) 6% 8%(i) 6% 8%(i) 6% 8%

그림 차집효율의 실험치와 계산치의 비교그림 차집효율의 실험치와 계산치의 비교그림 차집효율의 실험치와 계산치의 비교그림 차집효율의 실험치와 계산치의 비교3333

그림 의 결과를 통하여 수치모형의 결과와 실험치는 도로의 종경사 보다는 측구의 횡경사가 증가할수록3

비교적 일치되고 있으며 종경사가 증가할수록 실측치에 근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식 에서의 측, . (1)

면유량 비는 유속이 빠르고 쇠살대의 길이가 짧을 경우에는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경사가 커져.

서 유속이 빨라지고 횡경사가 커져서 전면유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실측효율과 계산효율이 잘 일치한다 즉, . ,

종경사 이상 횡경사 이상의 경우에서는 실측된 차집효율과 모형의 결과가 비교적 일치하고 그 이하에2% , 4% ,

서는 잘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국내 표준규격의 유입구와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규격의.



유입구의 순간격의 차이와 물이 튀기 시작하는 순간의 유속차이에 따른 오차 때문으로 판단된다.

결 론결 론결 론결 론4.4.4.4.

본 연구에서는 빗물받이의 차집효율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 표준규격의 빗물받이를 설치하고40×50cm ,

측구의 유량 도로의 종경사 측구의 횡경사를 변화시키면서 회의 실험을 실시하여 빗물받이의 차집효율을, , 36

실측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측정된 차집효율과 수치모형과의 비교를 통하여 도로의 측구와 빗물받이 설계 기.

초자료를 제공 할 수 있었다.

실험수로에서의 실험결과와 모형의 비교를 통하여 도로의 종경사와 측구의 횡경사가 증가Visual Urban ,

할수록 실측치와 모형의 결과가 잘 일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면폭이 유입구의 폭보다 큰 경우.

계산된 차집효율이 실측치보다 과소평가 되는데 이는 국내의 표준 유입구와 미국 현지에서 사용되는 표준,

유입구의 격자망의 형태 및 구조적 차이로 판단된다 모형의 적용범위는 유입유량과는 관계없. Visual Urban

이 종경사 횡경사 이상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그 이하에서는 비교적 실측치에 비2%, 4% ,

해 차집효율이 적게 계산되므로 적용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 실측치와 비교한 계산치의 오차의 범위는. 0～

이며 위에서 설명한 사항을 감안하면 국내에서 적용가능하다고 판단된다±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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