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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우수 관거 시스템에서 흐름은 중력에 의해서 흐르고 개수로 흐름과 같이 처리된다 그러나 유입유량이 관.

거의 만관 상태를 초과하거나 하류 흐름의 제한 때문에 발생하는 역류의 영향을 받는다면 우수 관거 시스템,

은 과부하 상태의 압력흐름이 된다 개수로 상태에서 맨홀에서의 수두 손실은 일반적으로 무시되(surcharge) .

지만 과부하 맨홀에서의 수두손실은 중요하며 우수 관거 시스템의 전체 손실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

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개의 맨홀을 가지는 우수 관거 시스템에서 특히 중요한 사항이 된다 현재 계획 또. .

는 설계단계에서 수행되고 있는 관거 시설의 수리계산에서는 연결관의 마찰손실만을 감안하여 수행하고 있

으며 맨홀에서의 수두손실은 고려되지 않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차원 유체거동의 특성분, . 3

석에 많이 사용되는 모형을 이용하여 과부하 원형 맨홀에서의 흐름특성을 수치모의 하였으며 맨홀Fluent ,

내 손실수두의 변화를 계산하여 손실계수를 산정하였다 계산된 손실계수는 수리모형 실험을 통하여 산정된.

손실계수와 비교하였다 수치 모형에 의해서 산정된 손실계수 값이 수리모형 실험에 의해서 산정된 손실계.

수 값보다 약간 크게 산정되었다 앞으로 난류 모형의 매개 변수들의 조정을 통한 정확한 수치모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핵심용어 원형 맨홀 과부하흐름 모형 손실계수핵심용어 원형 맨홀 과부하흐름 모형 손실계수핵심용어 원형 맨홀 과부하흐름 모형 손실계수핵심용어 원형 맨홀 과부하흐름 모형 손실계수: , , Fluent ,: , , Fluent ,: , , Fluent ,: , , Fluent ,

.........................................................................................................................................................................................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도시지역에 내린 빗물은 우수관거 시스템에 의하여 배수되므로 우수관거 시스템의 우수 배제

능력 증가는 도심지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우수관거 시설은 관거. ,

맨홀 우수토실 물받이 오수 우수 및 집수받이 및 연결관 등을 포함하는 시설들로 구(manhole), , ( , )

성되어 있다 우수관거 시스템의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일정거리마다 맨홀을 설치하고 있다 맨홀. .

은 관거의 기점 방향 경사 및 관경이 등이 변하는 곳 단차가 발생하는 곳 관거가 합류하는 곳, , , ,

이나 관거의 유지 관리상 필요한 장소에 설치된다 그러나 연결관 내부와 맨홀의 내부는 여러 가.

지 수리학적 조건이 다르므로 수두손실의 발생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우수 관거 시스템에서 흐름은 중력에 의해서 흐르고 개수로 흐름과 같이 처리된다 그러나 유.

입유량이 관거의 만관 상태를 초과하거나 하류 흐름의 제한 때문에 발생하는 역류의 영향을 받는

다면 우수 관거 시스템은 과부하 상태의 압력흐름이 된다 개수로 상태에서 맨홀에서, (surcharge) .

의 수두 손실은 일반적으로 무시되지만 과부하 맨홀에서의 수두손실은 중요하며 우수 관거 시스, ,

템의 전체 손실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개의 맨홀을 가지는 우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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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시스템에서 특히 중요한 사항이 된다 현재 계획 또는 설계단계에서 수행되고 있는 관거 시설.

의 수리계산에서는 연결관의 마찰손실만을 감안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맨홀에서의 수두손실은 그,

려되지 않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차원 유체거동의 특성분석에 많이 사용되는 모형을 이용하3 Fluent

여 과부하 원형 맨홀에서의 흐름특성을 수치모의 하였으며 맨홀 내 손실수두의 변화를 계산하여,

손실계수를 산정하였다 계산된 손실계수는 수리모형 실험을 통하여 산정된 손실계수와 비교하였.

다.

수치 모형수치 모형수치 모형수치 모형2. Fluent2. Fluent2. Fluent2. Fluent

지배방정식지배방정식지배방정식지배방정식2.12.12.12.1

과부하 원형 맨홀에서의 손실계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범용 프로그램인 모형을CFD Fluent 6.3

선택하여 흐름을 모의하였다 모형에서 사용하는 지배방정식으로 연속방정식은 다음과. Fluent 6.3

같다(Fluent Inc, 2005).

∂ρ
∂t
+
∂
∂x i
(ρu i)=0 (1)

여기서 ρ는 유체의 밀도이고, xi, ui는 각 방향으로의 거리 및 유속이며 는 시간이다 운동량, t .

방정식은 방정식으로 다음과 같다Reynolds-Averaged Navier-Stokes .

∂
∂t
(ρu i)+

∂
∂x j
(ρu iu j)=-

∂P
∂x i
+
∂τ ij
∂x j
+ρg i (2)

여기서, P는 정수압이고, gi는 중력가속도이고 τ ij는 응력텐서로서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τ ij=(μ+μ t)( ∂u i∂x j +
∂u j
∂x i ) (3)

모형의 적용모형의 적용모형의 적용모형의 적용2.22.22.22.2

과부하 원형 맨홀에서의 손실계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맨홀 및 접합 관거에서의 흐름 상태를

모의하였다 차원 모형을 적용하였고 맨홀 내의 다상유동을 고려하기 위하여. 3 , VOF(Volume of

을 적용하였으며 수치해석 방법으로는 비정상류 를 사용Fluid) Scheme , , 1st order implicit method

하였다 에서의 난류 흐름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난류 운동에너지. Fluent k와 난류 에너지 소산율

ε의 전달 방정식을 도입한 k-ε 난류 모형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k- ε 난류 모형은

방정식의 시간적분 시 생기는 응력이 평균유속의 경사에 비례한다는Navier-Stokes Reynolds

가정에서 출발하는 모형이다 맨홀 및 접합 관거의 기하 모형의 격자망은 수치해석의Boussinesq .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그림 과 같이 면체 격자로 구성하였으며 각 격자의 면은 가능한 정사각1 6 ,

형 또는 직사각형의 형태를 취하도록 하였고 적용할 맨홀모형의 크기는 수리 실험 모형의 크기와,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맨홀 모형의 벽면에는 경계조건을 부여하고 에는 조건을 부Wall , Wall No-Slip

여하였으며 유입부에는 조건 유출부와 맨홀의 자유수면 부분의 경계에서는, Velocity Inlet ,

조건을 부여하였다 맨홀의 손실계수 산정을 위한 수리모형 실험 윤세의 등Pressure Outle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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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와 수치모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유입 관거의 유속 조건을2008) 0.69m/sec, 1.25m/sec,

으로 변화하면서 수치모의를 수행하였다2.00m/sec .

그림 맨홀 및 접합 관거의 격자망 구성그림 맨홀 및 접합 관거의 격자망 구성그림 맨홀 및 접합 관거의 격자망 구성그림 맨홀 및 접합 관거의 격자망 구성1.1.1.1.

수치모의 결과수치모의 결과수치모의 결과수치모의 결과3.3.3.3.

유속 및 압력수두 변화유속 및 압력수두 변화유속 및 압력수두 변화유속 및 압력수두 변화3.13.13.13.1

맨홀과 연결 관거의 흐름을 물과 공기를 모두 고려하는 다상유동에 을 적용한 결VOF Scheme

과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 그림 에서 알 수 있듯이 유입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서 맨홀 내 수심2 . 2

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림 의 유속이 인 경우에서 맨홀 출구 부분의 수심, 2 2.00m/sec

이 증가하며 맨홀 내에서 수면 요동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현상은 수리모형 실험에서도 같,

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유량 증가에 따른 맨홀 내의 물의 요동 현상을 비교적 정확하게.

모의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a) V=0.69m/sec (b) V=1.25m/sec (c) V=2.00m/sec(a) V=0.69m/sec (b) V=1.25m/sec (c) V=2.00m/sec(a) V=0.69m/sec (b) V=1.25m/sec (c) V=2.00m/sec(a) V=0.69m/sec (b) V=1.25m/sec (c) V=2.00m/sec

그림 맨홀 내 수심 변화그림 맨홀 내 수심 변화그림 맨홀 내 수심 변화그림 맨홀 내 수심 변화2.2.2.2.

그림 은 유입 유속이 일 때 맨홀 내 유속의 변화를 벡터로 표시하여 나타내었다3 2.00m/sec , .

그림 에서 알 수 있듯이 유입관으로부터 맨홀 중심까지의 유속은 유입 유속인 로 모의3 2.0m/sec

되었고 맨홀 중심을 지나서 유출관 연결 부분의 유속은 로 감소하였다가 맨홀에서 유출, 1.95m/sec

된 이후에는 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맨홀의 좌 우부분에서 흐름의 와 현2.3m/sec , ,

상을 모의하였다 또한 그림 는 맨홀 내의 수심 방향의 유속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에서. 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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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듯이 맨홀의 좌 우 부분에서 수심 방향으로도 흐름의 와 현상이 모의되었다 이는 수리, .

모형 실험에서 나타난 맨홀 내 흐름의 변화 양상을 비교적 정확하게 모의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그림 는 유입 유속의 변화에 따른 맨홀 전 후의 모의 구간에서 압력수두의 변화를 로5 , Pascal

표시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에서 알 수 있듯이 맨홀과 유출관의 접합부분에서 수두 손실을 발생. 5

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흐름 방향 유속 벡터도 그림 수심 방향 유속 벡터도 및 흐름도그림 흐름 방향 유속 벡터도 그림 수심 방향 유속 벡터도 및 흐름도그림 흐름 방향 유속 벡터도 그림 수심 방향 유속 벡터도 및 흐름도그림 흐름 방향 유속 벡터도 그림 수심 방향 유속 벡터도 및 흐름도3. 4.3. 4.3. 4.3. 4.

(a) V=0.69m/sec (b) V=1.25m/sec (c) V=2.00m/sec(a) V=0.69m/sec (b) V=1.25m/sec (c) V=2.00m/sec(a) V=0.69m/sec (b) V=1.25m/sec (c) V=2.00m/sec(a) V=0.69m/sec (b) V=1.25m/sec (c) V=2.00m/sec

그림 압력 수두 변화그림 압력 수두 변화그림 압력 수두 변화그림 압력 수두 변화5.5.5.5.

손실계수 산정손실계수 산정손실계수 산정손실계수 산정3.23.23.23.2

원형 맨홀에서의 손실계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이 제안한 맨홀 입출구부Sangster et al.(1958)

에서의 흐름의 연속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으로부터 손실수두계수를 산정하는 식 를 이용하여(4)

손실계수를 산정하였다.

h = K△
V2

2g (4)

여기서 는 맨홀 입 출구부의 수두차 는 맨홀내부의 손실계수 는 관거 평균유속이다, h , K , V .△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 결과에서 구한 를 적용하여 손실계수를 산정하여 표 에 나타내었다h 2 .△

표 에서 알 수 있듯이 수치 모형에 의해서 산정된 손실계수 값이 수리모형 실험에 의해서 산정2

된 손실계수 값보다 약간 크게 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Chanwit, S. and Ian, G.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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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난류 모형의 매개 변수들의 조정을 통한 정확한 수치모의 연구가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표 손실계수 비교표 손실계수 비교표 손실계수 비교표 손실계수 비교2.2.2.2.

유 속유 속유 속유 속 (m/sec)(m/sec)(m/sec)(m/sec) 실측값실측값실측값실측값 (Laboratory)(Laboratory)(Laboratory)(Laboratory) 계산값계산값계산값계산값 (CFD)(CFD)(CFD)(CFD)

0.69 0.62 0.91

1.25 0.58 0.79

2.00 0.47 0.58

결 론결 론결 론결 론5.5.5.5.

본 연구에서는 과부하 원형 맨홀에서의 유입 유량의 변화에 따른 손실계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한 손실계수와 윤세의 등 의 실험결과에 의해서 산정된 손Fluent 6.3 (2008)

실계수와 비교하였다 맨홀 내의 다상유동을 고려하기 위하여 을. VOF(Volume of Fluid) Scheme

적용하였으며 수치해석 방법으로는 비정상류 를 사용하였다 에, , 1st order implicit method . Fluent

서의 난류 흐름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난류 운동에너지 k와 난류 에너지 소산율 ε의 전달 방정식

을 도입한 k-ε 난류 모형을 채택하였다.

수치모형의 적용 결과 맨홀 내에서의 유속변화 수심변화 및 압력변화에 대해서는 수리모형 실,

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우수 관거 시스템의 맨홀 내의 흐름의 변화 및 손실

계수의 산정을 예측하는 데에 있어서 모형은 사용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그러나 정확Fluent 6.3 .

한 격자망의 구성이 요구되며 난류 모형의 매개 변수들의 정확한 조정을 통한 수치모의가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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