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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pressurized drainage systems have been used for more than 30 years and are becoming a common part 
of urban drainage infrastructures. The hydraulic principles governing the operation of the depressurized 
drainage systems were studied in this paper and particularly, focused on the analysis of unsteady 
characteristics of the two-phase flow. A definition of the filling ratio was outlined and types of flow pattern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filling ratio.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main features of 
pressure fluctuation. All results were found to depend on the filling ratio of the upstream pipe flow as well as 
the upstream Froude number. 

기호설명 
 
A : 단면적(m2) 
B : 유동 표면적 너비(m) 
D : 파이프 직경(m) 
F : 마찰계수 
Fr : Froude 수 
G : 중력가속도(m/s2) 
H : 시스템 높이(m) 
h f : 수두손실(m) 
L : 파이프 길이(m) 
P : 절대압력(kg/m·s2) 
Q : 유량(m3/s) 
Re : Reynolds 수 
V : 속도(m/s) 
 
ε  : 표면조도(m) 
ρ  : 밀도(kg/m3) 
ν  : 동점성계수(kg/m·s) 
 

 
 
 

1. 서 론 

부압을 이용한 배수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빗물을 
모아주는 배수로, 공기의 유입을 차단하는 배수구 
(Outlet), 후미수직배관(Tail pipe), 수평 배관과 최종 
수직배관(Vertical collector down pipe)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압을 이용한 배수시스템은 특수하게 고안 
된 배수구를 통해 공기의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배관 내에 부압을 발생시켜 완전 발달유동(full-
bore flow)상태를 유발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정 조건에서 본 시스템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중력식 배수시스템에서 발생 가능한 유동속도보다 
훨씬 큰 속도를 발생시킬 수 있어서 신속한 배수 
로 인해 건물의 안정성이 증진되며 자정작용을 
통해 유지·관리에 유리하다. 또한 공기층 제거로 
인하여 배관의 직경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재비용 
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입상관 및 지하매립배관의 
개소가 감소하므로 배관자재의 사용도 현저히 줄 
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다. 수평배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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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배가 필요없으므로 공간 사용에 유연성이 증대 
되고 건축학적으로 적은 제약을 받게 된다. 
현재까지의 연구는 부압이 급속히 발생하여 

공기층이 없는 full-bore flow 상태가 지속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은 부압을 이용한 배수 
시스템이 정상 상태 수력학이론을 사용하여 설계 
하는 것을 가능 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법은 언제나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공기의 양을 
무시하기 때문 에 정확한 압력과 속도의 예측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순간 강수량과 실제 강수량은 불연속적인 
배관 직경과 건축설계상의 제약으로 인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기와 물이 포함된 
2 상유동 상태를 고려한 설계 방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 상유동 비정상상태 압력을 예측하기 
위해 실험적인 해석을 시도하였다. 
 

2. 수치해석 

2.1 기본 관계식 
 
부압을 이용한 배수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원형

파이프내의 점성유동이므로 유체 기본방정식인 
질량보존 방정식, 운동량보존 방정식, 에너지보존 
방정식을 만족시킨다. 마찰손실수두 는 Dalcy-

Weisbach 의 식 (3)을 사용하였고 마찰계수 는 
Colebrook-White 식 (4)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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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상유동 해석모델 
 
일정량의 공기를 포함하고 있는 2 상유동 상태

에서 부압을 이용한 배수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할

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상
용 계측기로 난류 2 상유동에 포함된 공기의 양
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많은 
소요시간을 요구한다. 그러나 관내 흐르는 유량

은 보다 손쉽게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임의의 

 
Fig. 1 Simplification of two-phase flow 

 
유량이 유입될 때 유동특성을 해석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이 관계식을 유도하였다. 

2 상 유동장의 평균적인 운동을 예측하기 위해 
중요한 인자로써 Filling ratio 를 정의하였다. 
Filling ratio 는 파이프 전체 단면적에 대해 물이 
차지하는 단면적의 비로 정의되며 Fig.1 에서 그
림으로 나타내었다. 이것을 직경의 비로 간략히 
나타내면 식 (5)와 같다. 
 

DD γ=′     (5) 
 
시스템 설계에 따라 결정되는 최대 유량에서의 
Full-bore 유동과 2 상유동의 운동학적 상사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Froude 수가 같아야 한다. 
파이프 유동에서 Froude 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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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를 식 (7)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
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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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Q 는 특정 시스템 설계조건에서 full-bore 흐

름으로 파이프를 흐를 수 있는 최대 유량을 나타

내며 는 최대 유량보다 적은 임의의 실제 유

량을 나타낸다. 식 (8)에서 filling ratio 는 유량계

로 측정 가능한 2 상유동의 임의의 유량 와 

정상상태 수력학 이론으로 계산 가능한 로 

표현된다. 따라서 filling ratio, γ 를 통해 2 상유동 
상태를 모델링 할 수 있다. 만일 유동이 물과 공
기의 균일한 혼합물이라고 가정한다면, γ 를 

xQ

x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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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si-homogeneous flow model 에 대입하여 다음

과 같이 수정된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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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식 (9)와 식 (10)은 filling ratio, γ 에 의해 
변화된 속도와 밀도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식 
(11)은 γ 의 도입에 의해 계산된 수두 손실량을 나
타내고 있다. 
 

3. 실험장치 및 방법 

3.1 실험장치 
 
식 (11)의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Fig. 2 과 같

이 실험장치를 제작하였다. 압력측정을 위해 상류, 
중류, 하류부분에 압력센서를 부착하였고 유입유

량 측정을 위해 입상배관에 유량센서를 장착하였

다. 시각적 관찰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곡관을 
제외한 모든 배관은 외경 56mm 의 투명 아크릴 
파이프를 사용하였다.  
 

3.2 실험방법 
 
유입 입상배관 하부 측면에 설치된 밸브를 통해 

상부의 수조탱크로 일정유량이 공급되도록 조절하

였다. 압력과 유량은 각각의 상태에서 5 분씩 측정

하였으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
간 1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4 분동안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은 Case 1, Case 
2, Case 3 으로써 각각 수평배관의 길이가 5.64m, 
8.04m, 10.04 m 가 되도록 제작하였으며 경우에 따
라 수직 배관의 높이도 1.95m, 2.15m, 2.35m 로 변
화시켜 가며 실험을 진행하였다. 
 

4. 실험결과 및 고찰 

4.1 Filling ratio, γ를 이용한 압력 예측 
 

Fig. 3 은 유량에 따른 압력의 측정값과 예측 값

 
Fig. 2 Schematics of experimental apparatus 

 
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밸브를 통해 유입유량을 
조절하여 γ값이 0.79, 0.83, 0.87, 0.90, 0.94, 0.98, 
1.00 이 되도록 순차적으로 증가시키면서 각 상태

에서의 측정값과 예측값을 비교하였다. 계산식에

서 사용한 밀도와 점성은 상온 5℃ 에서의 값을 
사용하였다. 그래프에서 예측값이 실제 측정값과 
근사하게 일치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공기가 
많이 포함된 유동일수록 압력의 주기적인 변동폭

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Fig. 3 Comparison between predicted and measured 

with the inflow rate, Case 1 

   
 



Table 1 Comparison of error under a range of filling 
ratio values along the pipe, Case 1 

Filling 
ratio 

Upper 
(mmbar) 

Mid 
(mmbar) 

Down 
(mmbar) 

0.79 0.7 13.0 10.7 
0.83 2.8 9.8 5.1 
0.87 4.6 11.6 2.9 
0.90 3.7 8.8 5.0 
0.94 1.0 9.0 6.4 
0.98 0.0 10.5 1.8 
1.00 0.8 12.9 0.9 

   
 

 

Table 2 Comparison of error under a range of filling 
ratio values along the pipe, Case 2 

Filling 
Ratio 

Upper 
(mmbar) 

Mid 
(mmbar) 

Down 
(mmbar) 

0.76 1.1 11.7 8.7 
0.81 4.5 6.8 4.9 
0.84 3.4 5.8 1.1 
0.89 8.0 7.0 6.5 
0.91 5.7 8.4 6.5 
0.96 5.1 8.7 3.7 
1.00 4.0 13.6 5.1 

 

Table 3 Comparison of error under a range of filling 
ratio values along the pipe, Case 3 

Filling 
Ratio 

Upper 
(mmbar) 

Mid 
(mmbar) 

Down 
(mmbar) 

0.75 4.4 13.5 4.4 
0.80 3.6 12.6 1.5 
0.85 2.7 11.8 0.7 
0.91 3.2 10.0 3.4 
0.95 1.9 12.6 14.6 
0.98 1.8 11.1 11.4 
1.00 3.2 15.5 17.5 

 
 

Table. 1, 2, 3 은 Case1, 2, 3 에 대하여 각 지점에

서 압력 측정값의 평균치와 예측값의 오차를 나타

낸 표로써 Filling ratio 가 감소할수록 오차가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γ 가 감소할수록 
가정으로부터 멀어지므로 당연한 결과이다. 상류

와 하류에서는 이론 예측값과의 오차가 5mmbar 
내외로 매우 정확하지만 중류에서는 10mmbar 내
외로 상류와 하류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손실

계수의 부정확성이 그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γ
가 0.85 보다 큰 영역에서는 상류, 중류, 하류 부분

에서 오차가 10mmbar 내외로 대체로 계산식의 정
확성이 입증되었다.  

4.2 Unsteady 영역의 유동특성 
 

Fig. 3 에서 볼 수 있듯이 γ 가 감소할수록 압력 
측정값의 변동폭이 점차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즉 
압력의 변동폭이 매우 작은 부분에서는 γ 를 이용

한 압력예측이 가능하지만 γ 가 0.8 이하의 영역에

서는 압력 예측이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다. 실제 
배수시스템은 최대 유량에 근접하지 않은 유량이 
유입될 경우가 훨씬 많고 이러한 경우 관 내부에 
심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

한 영역의 유동특성을 분석하여 압력의 변동을 예
측하는 것은 시스템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필수적

인 일이다.  
Fig. 4 는 Case 1 의 경우Froude 수와 γ에 따른 압

력의 표준편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Fr0γ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유동패턴을 분류할 수 있다. Froude 수, 
Fr0는 상류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음과 같
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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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Fr0γ < 2.0 
 
압력의 변동폭이 매우 작으며 진동이나 소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유동이 비교적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며 부압이 발생하지 않는다. 

 

 
Fig. 4 Pressure standard deviation with Froude 

number and filling ratio, Case 1 



 
Fig. 5 Oscillatory pressure when Fr0γ =2.35, Case 3 

 

4.2.2 2.0 < Fr0γ < 3.5 
 
유동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내며 양압과 

부압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유
동의 압력장에 따라 속도 차이가 발생하며 
hydraulic jump 가 일정한 주기로 발생된다. 이때 
강력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한다. 
 

4.2.3 3.5 < Fr0γ 
 
유동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점차 안정한 상태로 

변화되며 압력의 변동폭이 현저히 줄어든다. 아주 
간헐적으로 압력의 진동이 관찰되기도 하나 충분

히 큰 Fr0γ에서는 계속적으로 부압을 유지하며 소
음 및 진동이 현저히 작아진다. 
 

4.3 유동의 주기적 특성을 이용한 압력예측 
 

Fig. 5 는 Case 3 의 경우 압력의 주기적인 거동을

나타내고 있다. 주기와 진폭이 시스템의 수평배관

의 길이와 높이에 따라 변화를 나타내는 것을 관
찰하였으며 정확한 관계를 유도하기 위해 4.3.1 과 
같이 분석하였다. 주기는 최저 압력간의 평균 주
기를 나타내며 진폭은 최저 압력을 나타내는 점에

서 압력의 평균값과 대기압의 차이로 정의하였다. 
 

4.3.1 비정상상태에서 압력의 주기 예측 
 

Fig. 6 과 Fig. 7 은 비정상상태에서 압력의 주기

가 수평배관길이와 수직배관길이에 따라 나타내는 
경향를 보여주고 있다. 압력의 주기는 Fr0γ가 증 

 
Fig. 6 Variation of period with horizontal pipe length 

 
Fig. 7 Variation of period with height, Case 3 

 
가할수록 차츰 감소하다가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

고 있으며 수평배관 길이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Fr0γ가 2.1 보다 큰 영역에서 높이

에 따라 주기의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주기 T는 무차원수 와  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C *L

 

( )
H
LL,FrCwhenL,CfT H*

0
*** =γ==   (13) 

 

4.3.2 비정상상태에서 압력의 진폭 예측 
 

Fig. 8 과 Fig. 9 는 비정상상태에서 압력의 진폭

이 수평배관길이와 수직배관길이에 따라 나타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0
* PPP γ= 이며 P 는 

최저 압력지점의 평균 압력값, 는 full-bore flow 

의 완전 발달한 압력을 나타낸다. 
0P

   
 



 
Fig. 8 Variation of amplitude with horizontal length 

 

 
Fig. 9 Variation of amplitude with height, case 3 

 
압력의 진폭은 그래프에서 관찰한 바와 같이 수

평배관길이나 수직배관길이에 상관없이 Fr0γ가 증
가함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Fr0γ
가 2~3 의 영역에서 진폭을 나타내는 P*는 무차원

수 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C
 

( ) γ== 0
*** FrCwhenCgP    (14) 

 

   
 

5. 결 론 

본 연구는 부압을 이용한 배수시스템에서 발생

하는 2 상유동 상태를 모델링하여 수치해석 결과

와 실제 측정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

로 비정상상태의 유동특성해석을 위해 수평배관길

이와 수직배관길이가 압력의 주기적 특성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실험적으로 연구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압을 이용하는 배수시스템에서 Froude 수와 

filling ratio, γ를 사용함으로써 공기가 포함된 유
동의 압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다. 

2) γ 가 0.85 보다 큰 영역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
한 예측값과 센서를 통해 측정된 값이 10mmbar 
내 오차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3) Fr0γ가 2 보다 크고 3 보다 작은 비정상상태 영
역에서는 압력이 주기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압
력의 주기는 수평배관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일
정하게 증가하고 Fr0γ에 따라 감소하다가 수렴

한다. 진폭의 특성을 나타내는 P*는 배관길이에 
상관 없이 Fr0γ에만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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