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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강우양상 변화와 도시화에 따

른 불투수면적 증가 등의 원인으로 도심지역 침수피해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규모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집중호우로 인해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하게 발

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원활하게 배제하거나 저류함으

로써 도심지역 침수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다양한 

책과 방법들이 강구되고 있다. 지하에 위치하는 저류

조를 통해 초기 강우유출수를 저감하는 방법은 이미 

상당 기간에 걸쳐 적용됐으나, 도심지역의 높은 토지

활용도에 따른 적정부지 확보 및 그에 따른 시설규모 

제한 등으로 효과가 미미하여 침수피해 저감보다 초기 

강우 비점오염원 저감을 통한 하천수질개선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지하저류조의 한계를 극

복하면서 강우유출수 저류로 침수피해를 저감할 수 있

는 안으로서 기존 지하시설물이나 공간보다 더 깊은 

심도에 위치한 터널을 이용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이미 해외에서는 이러한 강우유출수 저류를 위한 심

도터널의 적용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말레이시아의 스

마트 터널과 일본의 수도권외곽방수로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도 서울 신월동 빗물저류터널이 건설 중에 있

다. 이러한 심도터널의 홍수방지 기능을 극 화하기 

위해서는 터널 내 흐름에 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제어가 필수적이다. 지표면으로부터 강우유출수와 함

께 공기도 유입됨으로써, 심도터널에서는 물과 공기

가 함께 존재하는 이상흐름(two-phase flow)이 발생하

며, 터널계통 전반에 걸쳐 공기와 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다양한 수리학적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수방재용 심도터널의 적절한 설계, 시공 및 운영을 

위해서는 심도터널 내부에서 발생하는 물-공기 이상

흐름 거동에 한 구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심도

터널 내부에서의 이상류 거동의 일반적 특성을 구명하

기 위한 기초연구로 공기유입량과 흐름조건에 따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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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관 내 물-공기 이상류 거동특성을 실험적으로 구명

함으로써 심도터널 내 이상류 거동 예측 및 제어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동향

수평관 내 이상류의 거동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 중 밀도, 점성, 조도 및 수로형태 등

은 각 상(phase)의 유동에 영향을 끼치며, 상의 경계에

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들로 인해 이상류 거동을 이

해하고 해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Weisman1)은 1983년 흐름형태에 따라 수평 원형관 

내 이상류를 Fig.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7가지로 구분

하였다. 환상흐름(annular flow)은 기체의 체적흐름

(volume flux)이 액체보다 상 적으로 큰 흐름으로 기

체가 관 중심부를 흐르고, 액체는 관 벽에 붙어서 흐른

다. 슬러그흐름(slug flow)은 공기와 물의 경계파 진폭

이 커서 첨부가 관 상단에 닿는 흐름을 일컫는다. 기포

흐름(bubbly flow)은 크기가 큰 기포들은 부력때문에 

주로 관 상단에 분포하며, 상 적으로 크기가 작은 기

포들은 관 하부에 분포해서 흐른다. 여기서 질량흐름

(mass flux)을 감소시키면 작은 기포들이 병합되어 두

께에 비해 흐름방향으로 길이가 긴 공기덩어리(플러그, 

plug)가 관 상부에서 연속적으로 형성되는 흐름을 플러

그흐름(plug flow)이라 한다. 성층흐름(stratified flow)은 

기체와 액체의 속도가 모두 느릴 때 형성되는 흐름이

고, 여기서 기체의 속도가 증가하면 파형흐름(wavy 

flow)이 된다. 분무흐름(dispersed flow)은 액체의 체적

흐름이 기체보다 크거나 또는 모두 클 때 형성되는 흐

Fig. 1. Sketches of flow regimes for flow of air/water mixtures 
in a horizontal, 5.1 cm diameter pipe (Christopher5)).

름으로 흐름단면 전체에 걸쳐 기포가 분포하는 흐름을 

말한다.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이러한 형태의 흐름

구분(flow regime) 결과가 제시되었다. 1954년 Baker2)를 

시작으로 Taitel과 Dukler3), Wallis4)와 Weisman1)을 포함

한 많은 연구자가 수평관 내 기체-액체 이상흐름에 

한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흐름구분도(flow regime 

map) 형식으로 제안하였다. 부분의 연구에서는 질량

흐름(mass flux), 체적흐름(volume flux), 운동량흐름

(momentum flux) 또는 그에 상응하는 유사한 값들을 사

용하여 흐름을 구분하였다. 하지만 Christopher5)는 일반

적인 단상흐름에서 층류와 난류가 벽면의 조도나 유입

구 형상과 같은 수로의 물리적 특성 뿐 아니라 유체 자

체의 특성을 포함하는 다양한 조건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처럼 다상흐름(multi-phase flow)은 더 많은 요소

에 의한 영향으로 흐름거동에 한 일반화가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각 연구자가 작성한 흐름구분도 내

의 경계선들은 다양한 조건들을 포괄하는 일반적 기준

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부분의 문헌에서 제안

하는 흐름구분도는 적용 가능한 유체의 특성과 관의 제

원을 특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연구자

들은 다양한 관 제원과 유체에 한 흐름구분도를 작성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그 범위가 방 하고 복잡해서 일

반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처럼 간단한 형상의 관이더

라도 직경과 유체의 종류에 따라서 흐름구분도에 표기

된 흐름상태와 실제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직경

과 실험에 사용하려는 유체가 기존에 다른 연구자들이 

실험하였던 조건과 같다면, 일부분 재현 가능할 수도 

있다고 Christopher5)는 주장하였다.

Fig. 2는 Mandhane6) 등이 작성한 흐름구분도로, 수

온 25℃, 1기압에서 관 직경 변화에 따른 흐름구분경계

선의 변화를 도시하고 있다. 여기서 가늘고 긴 기포형

태(elongated bubble flow)는 Fig. 1의 Weisman1)이 제시

한 플러그흐름과 기포흐름을 포괄적으로 분류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Fig. 2의 흐름구분 작성에 사용한 관의 

직경과 실험조건들이 본 실험과는 상이하다. 따라서 

Fig. 2에서 제시하는 흐름상태와 본 연구에서의 흐름상

태는 일부 다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Fig. 2는 

본 연구에서는 실험조건 설정 등을 위한 참고 및 비교

에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측정결과를 통해 구

해진 기포분율(void fraction)과 기포의 통과길이(passing 

length: 기포의 흐름방향 길이에 상응)에 따른 빈도수 

및 영상분석 결과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기포분율이란 관 내 특정 지점에서 특정 시간 

동안의 공기의 점유시간 비율을 나타내는 값으로 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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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howing changes in the flow regime boundaries for 
various pipe diameters: 1.25 cm (dotted lines), 2.5 cm (solid 

lines), 5 cm (dash-dot lines) and 30 cm (dashed lines) 

(Christopher5)).

의 간헐도(intermittency)와 유사하게 정의되며, 다양한 

지점에서의 기포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전

반적인 흐름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3. 실험장치 및 방법

실험장치는 길이가 약 7 m이며 PVC와 투명 아크릴 

재질의 내경 100 mm 원형관을 사용하였다. 유량공급

시설과 영상촬영을 위한 가시화구간 및 전기전도계

(KANOMAX system 7931)를 이용한 기포측정구간으로 

분류되며, 전체 실험장치 구성과 제원은 Fig. 3과 Fig. 

4에 도시된 바와 같다.

유량공급시설은 원활한 유량공급을 위해 병렬로 연

결된 2개의 수조(400ℓ)와 펌프(WILO PSV-1080B, 

1750 rpm)를 사용하였다. 공기압축기(compressor)를 이

용해 실험장치 내 공기를 주입하였으며, 공급되는 물

과 공기 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각각의 전자유량계를 

설치하였다. 관을 통과하는 물과 공기의 유량은 조절

장치 및 우회관을 통해 제어하였다. 흐름 내 기포거동

을 관찰하기 위한 가시화구간은 투명아크릴로 제작한 

사각형 상자(chamber)를 관에 부착하고 물을 채워 관 

내 흐름에 한 시각적 왜곡을 최소화하였다. 기포측

정구간에는 전기전도계의 미세한 연직이동 및 정확한 

위치조정을 위해 수동이송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측정

된 전기신호는 신호증폭기 및 A/D변환기를 거쳐 디지

털자료로 컴퓨터에 저장된다.

Fig. 3. An experimental setup.

Fig. 4. A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setup.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 for water and air flux

Water flux
(m3/min) 0.5, 0.7, 0.9, 1.1, 1.3, 1.5

Air flux
(m3/min) 0.005, 0.015, 0.025, 0.035, 0.045

Fig. 5. Locations of measuring points. 

실험조건은 물과 공기의 유량을 기준으로 선정하였

으며, 공기와 물의 유량조건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상온 1기압 조건에서 물과 공기공급량은 각각 

0.5~1.5 m3/min과 0.005~0.045 m3/min의 범위에서 Fig. 5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지정된 위치로 전기전도계 탐침

의 위치를 이동시키면서 각 지점에서 초당 1000개의 

자료를 30초 동안 취득하였다. 물에 비해 상 적으로 

밀도가 낮은 기포는 부력으로 인해 관 상부로 떠오르

려는 특성이 있으므로, 흐름 내 기포가 주로 분포하는 

관 상부에서의 기체유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측정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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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정하였다. 관의 상단을 기준으로 하단 방향으로 5 

mm 이격된 위치를 시점으로 아래로 3 mm 간격으로 

총 8개의 지점에서 측정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y는 관

의 상단에서 아래 방향으로의 거리이며, D는 관 직경

을 나타낸다.

4. 실험결과 및 분석

Fig. 6은 물 공급유량(water flux: WF)과 공기공급유

량(air flux: AF) 변화에 따른 실험조건에서 y/D=0.05 지

점에 탐침이 위치하였을 때 측정된 값을 통해서 산정

한 기포의 통과길이(passing length)별 측정빈도수를 나

타낸 것이다. 여기서 통과길이는 흐름 내 기포가 탐침

을 통과하는데 소요되는 통과시간(passing time)과 유량

을 통해 산정한 단면평균유속을 이용해 구했으며, 통

과시간은 1/1,000초 마다 측정된 전기전도도 측정값에

서 공기감지를 지시하는 값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개

수를 통해 산정하였다. 관 내 기포 이동속도가 단면평

균유속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통과길이는 기포의 

흐름방향 크기(길이)에 상응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

라서 Fig. 6은 관 최상단 측점에서의 기포크기별 발생

빈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측정에 

이용된 전기전도계의 최 응답속도(0.001초)와 통과시

간의 정의를 고려하면 실험조건에 따른 감지 가능한 

기포의 최소 통과길이(길이)는 유량에 따라 1.06~3.18 

mm 범위가 되며, 최소 통과길이 이하의 측정이 불가

능한 미소 기포에 해당하는 길이규모는 Fig. 6에서 측

정불가영역(limitation of measurements)으로 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포의 흐름방향 길이규모를 기준으

로 관 내 공기-물 이상류 흐름의 양상을 구분할 수 있

는 정량적 기준을 도입하였다. 관 직경(D)의 0.5~2배에 

해당하는 통과길이 영역을 플러그 영역(plug region), 

관 직경의 2배를 초과하는 통과길이 영역은 관 상부에

서 가늘고 길게 이어진 액체와 분명하게 구분되는 경

계을 가지고 흐르는 공기층을 의미하는 이층류 또는 

확장기포영역(elongated bubble region)으로 구분하였으

며, 측정장치의 한계로 인한 최소통과길이 이하의 측

정불가영역 규모의 작은 기포들은 수체 내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미립부유물과 같이 흐름과 동일한 거동을 하

는 자체 부력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규모를 가

지는 기포로 가정하였다. 일반적으로 관수로 난류흐름 

특성을 표하는 길이규모는 관 직경에 상응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므로, 기포규모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관 직경의 배수를 채택하였다. 또한, 공기와 물 경계면

의 파형거동과 두 유체 사이의 큰 밀도차 등을 고려하

여 흐름특성길이의 0.5배와 2배를 기포, 플러그, 이층

류 구분의 정량적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Fig. 6은 관의 최상단부에서 공기와 물의 공급유량

에 따른 통과길이별 발생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각 흐름조건에서 발생하는 기포 크기의 분포와 

흐름을 구성하는 주요한 공기흐름 형태와 흐름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실험조건에 따라 흐름에 분포하는 기

포의 크기분포와 각 기포 크기별 발생빈도를 통해, 흐

름의 지배하는 주요한 기포의 규모와 그를 통한 공기

유동의 양상을 가늠할 수 있다. Fig. 6(a)은 WF = 0.5 

m3/min 조건에서 기포, 플러그, 확장기포가 모두 관찰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포영역에서의 최빈 

통과길이는 약 5 mm로 흐름 내에 주로 분포하는 기포

의 길이방향 크기는 약 5 mm 내외에 이른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공기공급량 조건에 따라서 최  약 1 m 정

도의 길이를 가지는 공기층 흐름도 발생함으로 확인할 

수 있다. 

Fig. 6(a)~(f)의 비교를 통해 WF 증가에 따른 흐름 내 

공기유동 양상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Fig. 6(a)~(d)

에서는 기포, 플러그, 확장기포가 모두 발생하고 있으

나, WF = 1.3 m3/min에서는 기포와 플러그만 발생하고 

확장기포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WF = 1.5 m3/min에

서는 확장기포와 플러그가 발생하지 않고 단지 기포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WF증가에 따른 

공기유동 길이규모의 변화는 두 매질의 물리적 특성 

차에 의한 동역학적 거동으로 판단된다. 관 내 수체의 

흐름율 및 이동속도 증가는 수체 내 상향부력을 가지

는 공기덩어리(플러그) 또는 공기층(확장기포)과의 속

도차 및 경계면 마찰을 증 시키고, 그 결과 확장기포

는 수체와의 경계면 파고가 커지면서 여러 개의 플러

그로 분리되거나 플러그는 체적이 작은 여러 개의 기

포로 잘게 나누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WF가 증가함에 따라 확장기포는 플러그로, 

플러그는 기포로 규모가 작아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

로 추정할 수 있다.

Fig. 6에 도시된 각 WF 조건에서의 기포영역 내 최

빈 통과길이를 비교해보면, 앞서 수체 내 공기유동의 

길이규모가 작아지는 경향과 상반되는 양상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6(a)에서 최빈 통과길이는 약 5 mm이지

만 WF가 증가함에 따라 최빈 통과길이가 점차 증가해

서 Fig. 6(f)에서는 10 mm를 초과하게 된다. 이러한 

WF변화에 한 최빈 통과길이 증가양상은 수체 흐름

율 증가에 따른 기포 표면마찰력 증가로 기포형상이 

원형에서 흐름방향으로 긴 타원형으로 변화하면서 발

생한 결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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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WF조건에서 공기공급량(AF)을 증가시키면 

통과길이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된다. Fig. 

6(a)~(f)의 모든 WF조건에서 AF가 증가할수록 플러그 

또는 확장기포 영역에서 측정된 통과길이가 길어지고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

상은 증가된 공급량으로 공기의 체적흐름율이 높아지

면서 단위면적당 통과체적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수행된 실험조건 범위에

서는 AF의 변화 보다는 WF의 변화가 공기유동 양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7은 특정 공기량 조건(AF = 0.045 m3/min)에서 

WF변화에 따른 흐름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WF가 증가

함에 따라 공기유동 길이규모가 작아져 확장기포, 플러

그, 기포가 같이 발생하는 흐름에서 점차 기포가 주를 

이루는 양상으로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다. 공기유동의 

공간적 분포 또한 WF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관 단면 

전체로 확 되어 분무흐름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흐름양상의 변화는 앞서 Fig. 6을 통해 

파악된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분무흐름은 수체의 흐름

율이 크고 유속이 빠르며 상 적으로 크기가 작은 기포

가 흐름 내에 넓게 분포하는 특성을 가지는데, Fig. 7에 

제시된 순간영상을 통해 관 내에 넓게 분포한 기포들을 

시각적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Fig. 8은 특정 위치에서 30초동안 1,000 Hz로 측정한 

전기전도도를 이용해서 구한 실험조건별 기포분율(void 

fraction) 분포를 도시하고 있다. 유량이 증가할수록 각 

지점에서의 기포분율 값은 작아지며, 그림(d)와 (e)에서

는 관 상부에서의 기포분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WF가 큰 값을 가지는 경우 분무흐름이 발생하

지만 AF에 비해 상 적으로 큰 WF를 가지는 분무흐름

의 경우 탐침응답속도의 제한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미

(a) Water flux : 0.5 m3/min (b) Water flux : 0.7 m3/min

(c) Water flux : 0.9 m3/min (d) Water flux : 1.1 m3/min

(e) Water flux : 1.3 m3/min (f) Water flux : 1.5 m3/min

Fig. 6. Classification of air behavior regime based on passing lengths and corresponding occurrence frequencies at y/D=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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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포를 측정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Fig. 

8(e)와 (f)에서의 극히 낮은 기포분율은 전기전도도 측

정 탐침의 응답속도제한으로 미소기포를 감지하지 못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는 Fig. 6에 도시된 실험조건별 통과길이와 발

생빈도 측정결과를 이용하여 AF-WF비에 따른 기포-플

러그-확장기포의 발생확률(30초의 측정시간 중 각 종류

의 공기유동이 점유한 시간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보이는 바와 같이 AF-WF비(AF/WF)가 0.010에서 최

소 통과길이 이상의 크기를 가지는 기포가 탐지되었으

며, 0.017 부근에서 플러그, 그리고 0.021에서 확장기포

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특정 조건들에서 일부 다른 경

향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AF-WF의 비에 따라 확장기

포, 플러그, 기포 발생을 구분하는 정량적 기준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각 흐름조건에서 기포, 

플러그, 확장기포의 발생시간기준 점유율을 통해 

AF-WF비가 증가함에 따라 기포 위주의 흐름에서 플러

그가 공존하다가, 공기량이 많아지면서 기포와 플러그

의 비율이 미미하거나 사라지고 확장기포 또는 이층류 

흐름이 주가 되는 흐름발생의 정량적 기준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AF-WF비가 0.07

보다 큰 경우 확장기포 또는 이층류가 주를 이루는 흐

(a) Water flux: 0.5 m3/min (b) Water flux: 0.7 m3/min (c) Water flux: 0.9 m3/min

(d) Water flux: 1.1 m3/min (e) Water flux: 1.3 m3/min (f) Water flux: 1.5 m3/min

Fig. 7. Flow patterns in waterchange(AF: 0.045 m3/min).

(a) Water flux: 0.5 m3/min (b) Water flux: 0.7 m3/min (c) Water flux: 0.9 m3/min

(d) Water flux: 1.1 m3/min (e) Water flux: 1.3 m3/min (f) Water flux: 1.5 m3/min

Fig. 8. Void fractions variations according to water flu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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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ccupancy ratio of each bubble type based on 
occurrence period

Case
(WF-AF)

AF/WF
(ratio)

Bubble
(%)

Plug
(%)

Elongated
(%)

1.5-0.005 0.003 0 0 0 

1.3-0.005 0.004 0 0 0 

1.1-0.005 0.005 0 0 0 

0.9-0.005 0.006 0 0 0 

0.7-0.005 0.007 0 0 0 

0.5-0.005 0.010 3.510 0 0 

1.5-0.015 0.010 0.037 0 0 

1.3-0.015 0.012 2.730 0 0 

1.1-0.015 0.014 16.450 0 0 

1.5-0.025 0.017 0.967 0 0 

0.9-0.015 0.017 14.797 0.600 0 

1.3-0.025 0.019 12.873 0.767 0 

0.7-0.015 0.021 33.773 13.433 7.667 

1.1-0.025 0.023 34.453 5.067 0.667 

1.5-0.035 0.023 3.460 0 0 

1.3-0.035 0.027 24.617 3.967 0 

0.9-0.025 0.028 31.983 13.067 1.000 

1.5-0.045 0.030 9.680 0.267 0.000 

0.5-0.015 0.030 8.937 5.333 74.167 

1.1-0.035 0.032 34.550 11.333 20.500 

1.3-0.045 0.035 28.450 8.867 3.667 

0.7-0.025 0.036 23.070 9.833 44.833 

0.9-0.035 0.039 26.407 18.433 21.167 

1.1-0.045 0.041 24.487 12.233 44.833 

0.5-0.025 0.050 5.160 3.500 84.833 

0.7-0.035 0.050 14.990 9.567 63.333 

0.9-0.045 0.050 22.157 17.900 34.167 

0.7-0.045 0.064 14.823 6.933 66.833 

0.5-0.035 0.070 2.650 1.000 94.000 

0.5-0.045 0.090 1.863 1.167 96.500 

름조건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기전도계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수

평관을 흐르는 물-공기 이상류의 거동 특성을 알아보고

자 하였다. 물과 공기의 공급유량을 변화시키면서 각 

흐름조건에서의 관 내 위치별 전기전도도를 30초간 

1,000 Hz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통해 흐름특성을 구명

하고자 하였다. 측정된 자료를 이용하여 전기전도계 탐

침을 기포가 통과하는 시간을 산정하고, 통과시간과 단

면평균유속을 통해 기포의 크기에 상응하는 통과거리

를 산정하였다. 통과거리과 발생빈도를 통해 각 실험조

건별 흐름에 표하는 공기유동을 공기유동의 길이규

모를 기준으로 기포, 플러그, 확장기포로 구분하고, 전

반적인 흐름양상을 구분하였다. 실험결과 분석을 통해 

공기와 물의 유량비(AF/WF)에 따라 기포, 플러그, 확장

공기의 발생양상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흐름 

내 공기유동양상을 구분할 수 있는 공기와 물의 유량비

(AF/WF)에 따른 정량적 기준을 도출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는 AF/WF가 0.07보다 

큰 경우 확장기포 또는 이층류가 주를 이루는 흐름조건

이 발생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제한적 흐름조건을 포괄하는 다

양한 조건에서의 실험을 통해 물-공기 이상류의 흐름양

상을 구분할 수 있는 더욱 정확한 정량적 기준을 제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심도터널과 

기타 물-공기 이상류가 발생하는 다양한 관로시스템에

서의 공기제어와 수리성능개선 등을 위한 실용적 기준

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빠른 응답속도의 측정

장치 활용과 고속촬영영상을 분석하는 기법의 적용을 

통해 미소기포의 거동을 측정함으로써 측정 및 분석결

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15~2016년도 창원 학교 연

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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