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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도로 표면에서의 유출량은 측구 배수로를 통해 빗물받이로 유도되고 차집되어 하수관거로 배수되고 있다. 도로 표면의 흐름은 도로의 

길이와 폭 및 경사, 측구 횡경사 변화 및 강우강도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을 나타낸다. 따라서 노면수 저류시스템의 저류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도로 조건 및 강우지속시간 변화에 따른 도로 표면 흐름의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 표면에서 유입된 

노면수가 빗물받이 유입부와 빗물받이 내에서의 흐름 및 연결관으로의 흐름 등에 대한 다양하고 복잡한 흐름을 해석하기 위해서 

Fluent 모형의 적용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로의 경사 조건에 따른 도로 표면에서 흐름 폭, 빗물받이 유입부에서의 유입 및 와류 

흐름과 빗물받이 내부에서의 3차원 흐름을 비교적 정확하게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도로부와 연결되는 측구 저류조에

서 다양한 흐름 분석에 Fluent 모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Surface runoff on the road flows through gutter drains, collected with street inlet, and drained into sewer pipes. The flow of the road 

surface shows various aspects depending on the length, width, and slope of the road, the side slope of the gutter, and the change of 

rainfall intens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road surface flow according to the change of road conditions and rainfall 

duration for analysis the storage capacity of the road surface water storage system. In this study, the applicability of fluent model was 

evaluated to analyze the complex flows such as surface flow on the road and the gutter, stormwater interception at the street inlet, and 

underground flow through the pip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model was simulated appropriately three-dimensional flow of the 

flow width on the road surface, the inflow and vortex flow at the grate inlet, and inside flow in street inlet. Therefore, the fluent model 

could be applied to various flow analysis in the gutter reservoir connected to the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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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의 도심지는 여름철의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재해 뿐만 아니라 국지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

생하고 있으며, 국지적인 집중호우는 하천 연안이나 유출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저지대와 하수관거의 불량 및 용량 부족지역

을 중심으로 침수피해를 상습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1]. 도로에서의 빗물은 도로를 따라 측구로 유도되어 배수되며 도로 배수시

설은 측구, 도수로, 집수정, 배수관, 배수암거와 도시계획도로에 설치되는 빗물받이, 맨홀 등으로 구성된다. 배수시설의 설치 목

적은 도로면 안전의 확보뿐만 아니라 도로 이외의 지역에 흐르는 유출수의 배수를 위한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빗물받이 등과 같은 하수도 시설에서 빗물이 원활하게 배수지 않아 노면수가 정체되고, 이 노면수가 인근 주택가

로 유입되어 침수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2]. 또한, 도심지의 도로구역의 증가로 불투수면적이 증가하게 되고 국지성 집중호우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강우에서도 도로지역과 저지대의 침수 및 지하철과 같은 지하공간으로의 침수피해를 유발하거나 가중시

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설치된 도로 측구부 빗물받이에서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역류하여 내수 침수가 빈번하게 발

생한다[3]. 국내에서는 도로 배수시설인 빗물받이 유입부의 배수능력에 대한 이론 및 실험적 연구는 진행되고 있으나 수치모형을 

이용한 다양한 도로 표면 및 빗물받이 유입부 흐름해석 연구는 미미한 실정으로 도심지 도로 배수시설의 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자료가 부족하며 도로 표면 흐름해석 및 빗물받이 유입부에서의 흐름개선에 관한 다양한 흐름해석 연구가 필요한 실정

이다.

국외에서 Slobodan 등(2013)은 도심지에서의 도시 홍수 흐름과 지하 배수 시스템(하수관 및 맨홀)의 흐름 사이의 상호 작용

에 대한 실험 및 수치모의를 제시하고 CFD 모델로 실험실 조건에서 관찰 된 복잡한 유동을 재현하였으며 유동 특성에 대해 표면 

횡단 경사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4]. Sezenöz and Berk(2014)은 도로의 횡방향 빗물받이 입구의 효율성을 Flow 3D

를 사용하여 수치모의 분석을 수행하여 빗물받이의 효율과 차집된 유량은 종방향의 경사, 전체 유량 및 수로의 폭에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고 전체 유량이 매우 크거나 작을 경우 효율성이 크게 감소하여 비효율적이라고 분석하였다[5]. Pedro Lopes 등

(2016)은 흐름 방향에 평형인 화격자의 빗물받이를 사용하여 연속 횡방향으로의 효율성을 재현 할 수 있는 VOF 모델의 능력을 

평가하였고 VOF 모델의 검증은 실제 실제 데이터와 비교하여 수로 바닥 근처의 격자 미세 조정은 특히 얕은 물에서 수치 모델의 

우수한 정확도를 나타내는데 우세한 것을 나타내었다[6]. Manuel Gómez 등(2016)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대도시 지역에서 가

장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바르셀로나 1’이라는 특정 빗물받이 유입구의 3차원 모델링에 중점을 두었고 빗물받이로 흘러들어오

는 흐름과 실험수로의 종경사 및 횡경사의 모든 조건에 대해서 차집유량의 60~80%가 빗물받이 전면부로 차집되며 빗물받이 측

면부의 차집유량은 길이의 1/4를 제외하고 거의 균일하게 분포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빗물받이 유입부의 정면 부분이 물을 

차집하는 주요 메커니즘인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컴퓨터의 CPU 및 GPU의 기술의 개선으로 수치모의 계산 시간이 크게 줄어

들어 가까운 시일 내에 3차원 수치모의 접근 방식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7]. S. Kemper 등(2016)에서는 독일에

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빗물받이(500×500mm) 유입구의 수리학적 효율과 빗물받이의 주요 유입 면적과 해당 효율을 찾아 설

명함으로써 그 유동 조건에 초점을 맞추어 수치모의를 수행하였다. 도로 유입구의 효율성을 계산하기 위해 수치 모델을 보정하

고 검증하기 위해 물리적 모델 결과를 3차원 수치 모델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입구의 최대 3cm 상류의 수심과 1~2m/s의 유속으

로 종경사 10%까지 가파른 종단경사로 인해 사류 유동 조건만 발생하고 유입구의 전면부의 절반은 차집된 표면 흐름의 약 70%

에서 최대 95%까지 차집되었으며 수치 모델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8]. Nuridah 

Sabtu 등(2016)에서는 영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빗물받이를 이용하여 유입구와 맨홀과의 유압 상호 작용을 분석하기 위

해 수리실험 및 수치모의를 수행하였다[9]. Manuel Cárdenas-Quintero 등(2017)은 3차원 수치모의 모형인 Ansys CFX를 사용

하여 콜롬비아에서 사용중인 Type B 빗물받이를 3.0m 폭 및 5.3m 길이의 가상의 고속도로 실험수로에 적용하였고 유입유량을 

50~250l/s로, 종단경사를 0.1~10%로, 횡단경사를 0~5%로 실험조건을 선정하여 수리실험 및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수치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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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는 합리적인 상관관계를 얻기 위해 빗물받이에서의 차집 과정을 나타내는 경험적 접근법과 비교되었다. 차집된 전체 유

량은 정면 및 측면 메커니즘에 의해 차집된 흐름에서 분리되고, 정면 흐름에 대한 위어 및 오리피스 유형과 측면 유동에 대한 위

어 유형과 같은 몇가지 배출 계수를 정의하였다[10]. 이와 같이 국외에서는 최근에 수치모의를 이용한 도심지에서의 도로 표면배

수와 빗물받이 유입부에서의 흐름개선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중에 있지만 국내에서는 수치모의를 이용한 연구는 부족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 측구 배수시설의 형상을 구현하고 노면 및 빗물받이 유입부에서의 복잡한 흐름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3차원 수치모의 모형인 Fluent를 이용하여 수치모의 분석을 수행하고 수리실험과의 비교를 통해 적용성을 검증

하였다. 따라서, 향후 모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도로조건에서의 흐름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2. 수치해석기법

2.1 Fluent 모형 개요

수치모의는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인 Navier-Stokes 방정식을 다양한 수치적 방법을 이용하여 대수 방정식으로 변환하고, 이

를 적합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Fluent 모형은 복잡한 형상에서의 유체흐름, 열전달 및 화학반응을 모델링하기 

위한 Ansys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검증된 난류 모델을 제공하고 있어 정확도 높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으며, 동수역학적 문제를 풀기 위해 자유수면 해석은 다상 유체의 거동을 해석하는 방법인 VOF(Volume of Fluid)방법

을 사용한다. 이는 셀 내에서의 유체를 단위 체적당 각각의 유체 체적으로 나타내는 체적분할 방정식(Volume fraction equation)

을 통해 계산된다[11]. 지원되는 격자 유형에는 2D는 삼각형 및 사변형이며 3D는 사면체, 육면체, 피라미드, 프리즘, 다면체 및 혼

합 격자를 지원한다[12]. 이와 같이 Fluent 모형은 복잡한 형상이라도 문제없이 모델링을 수행하며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도

록 다양한 수치해석 기법을 보유하며 비정상유동 및 무점성, 층류, 난류 유동들의 해석은 물과 공기의 다상유동과 도로 표면에서

의 흐름을 반영한 수치모의에 가장 적합한 기능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luent를 활용하여 수리모형 실험과 비교 

및 분석하고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치모의를 수행하였다.

2.2 지배방정식

Fluent 모형에서 비압축성 유동을 다루는 지배방정식은 연속방정식과 운동량방정식으로 연속방정식은 식 (1)과 같고 운동량 

방정식은 Reynolds-Averaged Navier-Stokes 방정식으로 식 (2)와 같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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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유체의 밀도,  및 는 텐서로 표시된 각 방향으로의 거리 및 유속, 는 시간, 는 정수압, 는 중력가속도, 는 

전단응력텐서로서 식 (3)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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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기서, 는 분자점성계수, 는 난류점성계수이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k-ε 난류모형은 Navier-Stokes 방정식의 시간적분 시 

발생하는 Reynolds 응력이 평균유속의 경사에 비례한다는 Boussinesq 가정에서 출발하는 모형으로 비등방성 난류, 즉 선회류, 

곡률이 강한 유동, 회전장에서의 유동 및 부력이 있는 유동 등에서 큰 위력을 발휘하며 가장 강건하고 넒은 영역의 유동해석에서 

합리적인 정확도를 제공한다. Standard k-ε 난류모형은 k와ε방정식을 풀기위한 2-이송 방정식 모형의 기본형태로 상수들은 

실험적으로 유도되었으며 와점성계수(
)는 식 (4)와 같이 정의된다.


 




 (4)

여기서, 는 비례상수이며,  및 은 난류운동에너지 및 소산율로서 식 (5)와 같은 이동방정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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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식 (5)와 식 (6)에서 와 는 각각 난류운동에너지 생성항 및 부력으로 인한 난류의 생성항으로 식 (7) 및 식 (8)과 같이 정

의된다.

  





 


 (7)

  







 (8)

상기 식 (5)부터 식 (8)까지  ,  ,  ,  ,  , 은 경험적인 상수로서, 본 연구에서는 Table 1에 주어진 바와 같이 정의

된다[14].

Table 1. Coefficients used in the turbulence model

     

0.09 1.0 1.3 1.44 1.9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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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치모형 조건

2.3.1 격자생성

도로부 표면 형상의 격자는 수리모형 실험과 수치모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동일한 조건으로 구성하여야 하므로 격자 생성 

도구인 Ansys mesh를 통해 다음 Fig. 1과 같이 구성하였다. Fluent 모형의 3차원 격자는 검사체적을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치해석을 수행함에 있어 경계범위를 설정한다. 검사체적은 격자 단계에서 사면체 격자 및 육면체 격자로 생성하였다. 검사체

적내의 연석, 빗물받이 및 맨홀 같은 구조물들은 벽의 조건으로 적용되어 격자면의 전체 또는 일부가 유체의 출입을 막는 벽으로 

정의된다. 빗물받이 및 주변은 흐름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 격자의 간격을 세밀하게 구성하였으며, 구조물이 단순하거나 흐름이 

단조로운 구간에서는 성긴 격자를 구성하여 구조물의 형상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한편 불필요한 계산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구성하였다.

(a) 도로 전체구간 형상 (b) 빗물받이 형상

(c) 도로부 격자 (d) 빗물받이 차집부 격자

Fig. 1. Mesh of road part and street inlet

도로의 전체 길이는 도로조건에 따른 노면에서의 흐름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11m로 구성하였으며, 빗물받이는 수리실험 장

치와 동일하도록 1/2축소 축소모형인 20×25cm 규격으로 생성하여 도로 시작부로부터 10m 지점에 생성하였다. 생성된 격자의 

크기는 빗물받이부에서는 복잡한 흐름 및 급격한 유속변화를 고려하여 최대 5mm 크기를 갖도록 설정하였으며, 도로부는 

15mm부터 50mm까지 나누어 계산시간을 줄이도록 설정하였다. 격자의 종류로 빗물받이 및 맨홀 유출부는 정밀하게 계산하여 

수렴시키기 위해서 사면체 격자를 적용하였으며, 도로부에는 격자의 수를 줄여 빠른 수렴성을 갖게 하도록 하기위하여 유체의 

흐름과 동일한 방향으로 정렬시켰으며 정확성과 수치적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육면체 격자를 적용하였다. 격자의 품질은 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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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서 권장하는 품질을 고려하였으며[15] 최소 Orthogonal quality(직교성)를 0.1 이상, 최대 Skewness(비대칭도)를 0.95 이하

를 유지하는 것의 권고사항을 충족시켰다. 생성된 격자의 품질은 다음 Table 2와 같다.

Table 2. Mesh quality

격자 수
크기 (mm) Skewness (< 0.95) Orthogonal (> 0.1)

도로 빗물받이 평균 최대 최소 평균

239,147 15~50 5 0.14 0.85 0.15 0.79

2.3.2 경계조건

Fluent 모형의 경계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Fig. 2와 같이 도로 빗물받이 모형의 벽면을 제외한 경계면의 유형을 입구면(Inlet)

과 출구면(Outlet) 그리고 대기 경계면(Air)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입구면은 도로에서 유량이 유입되는 부분을 말하며, 출구면

은 빗물받이 유입구를 통해 차집된 유량이 흘러나가는 빗물받이 하단부와 빗물받이를 통과한 유량이 도로 끝부분에서 흘러나가

는 유출부, 대기 경계면의 경우 도로 노면 상부로 공기와 맞닿고 자유수면을 형성하는 부분을 나타낸다. 입구면의 경계조건은 주

로 비압축성 유동에 사용되는 입구 속도조건(Velocity-inlet)으로 설정하여 유입유속을 설정하였으며, 출구면과 대기 경계면의 

경계조건은 압축성 유동과 비압축성 유동 모두 적합한 출구 압력조건(Pressure-outlet)으로 설정하였다.

2.3.3 해석조건

해석 모델은 기본적으로 운동량과 압력을 주 변수로 사용하는 압력 기반 해석법을 선택하였으며, 이 해석법은 저속의 비압축

성 유동에서부터 고속의 압축성 유동까지 넓은 영역에서 모두 적용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다. 다상유체의 거동을 해석하기 위

하여 유입된 유량과 공기의 경계층을 정확히 표현해주는 자유수면 해석법인 VOF 방법을 선택하였고 난류모델의 경우 Standard 

k-ε 모델을 선택하였다. 또한, 압력 기반 해석법을 사용할 때 압력방정식을 얻기 위해 연속방정식과 운동량방정식을 결합하는 

압력-속도 연계알고리즘은 가장 기본적이고 강건한 SIMPLE(Semi-Implicit Method for Pressure-Linked Equations) 알고리즘

을 사용하였다[16]. 이는 빗물받이 유입부 및 빗물받이 내부의 격자가 비균질 사면체 격자로 생성되어 격자의 비틀림 정도가 크게 

타나나고 복잡한 난류 유동에 의해 비정상상태라고 할 수 있는 빗물받이 하부의 유동 해석을 좀 더 정밀하게 수행해준다. 마지막

으로 계산을 위해서 시간간격 크기를 선택해야 하며 시간에 따른 복잡한 흐름 특성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간격의 크기는 충분히 

작아야 한다. 본 모형에서 권장하는 기준은 시간간격 당 최대 반복 횟수가 5~20회 내에서 수렴이 되는 크기이다[15]. 따라서, 수렴 

여부 확인을 위해 0.01초부터 0.001초까지 시간간격 크기를 작게 줄여가면서 계산 수행을 반복하였으며 0.001초에서 수렴이 되

Fig. 2. Boundary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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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확인하여 선택하였다. 총 20초 동안 계산을 수행하여 수치모형 내의 유동의 안정화를 고려하였으며 Fluent 설정조건을 

다음 Table 3과 같이 정리하였다.

Table 3. Fluent setting conditions

경계조건 Solver 자유수면해석 난류모델 해석알고리즘 시간간격 계산시간

Inlet Velocity inlet
압력기반해석법

(pressure based)

VOF

(volume of fluid)
Standard k-ε SIMPLE 0.001 20초Outlet

Pressure outlet
Air

3. 수치모의 결과 및 분석

3.1 수치모형 검증 조건

도로 조건에 따른 노면에서의 흐름과 빗물받이 유출부의 복잡한 흐름 현상을 Fluent 모형이 정확히 모의할 수 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 수치모형의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검증 방법은 수치모형의 정확도를 판별하기 위해 수치모형으로부터 모의된 결과 

값을 주동원 등(2021)이 실시한 수리모형 실험으로부터의 실측값과 비교하였다. 수치모의의 유량조건 및 구조적 제원은 수리모

형 실험의 조건과 동일하게 구성하였으며, 수리모형 실험과 수치모의로부터 도출된 도로 조건 및 유량변화에 따른 노면에 형성

된 흐름폭과 빗물받이 유입부로 차집된 유량을 비교 및 검토하였다[17]. 수리모형 실험은 도로의 종단경사와 유입유량의 변화에 

따른 노면에서 흐름특성과 빗물받이 유입부의 차집효율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수리실험 장치의 총 길이는 11m이며, 

고수조에서 물을 공급하고 정류장치, 수로부, 빗물받이 및 차집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Fig. 3은 측정 종류를 나타낸 것이며, 수치

모의도 수리실험과 동일한 지점에서 모의값을 도출하여 비교 및 분석하였다.

(a) 흐름폭 (b) 차집유량 (c) 차집용 삼각위어

Fig. 3. Measurement of flow data (Joo et al., 2021)

본 연구에서는 수치모의 결과의 비교를 위하여 수리모형 실험의 실험 조건과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며, 수리 실험의 제원 및 조

건은 Table 4와 같다. 여기서, 횡단경사는 일반적으로 도로에 적용되는 표준횡단경사인 2%로 고정하였으며, 차선은 2~4차선이

며, 설계빈도의 범위는 5~30년의 조건을 반영하여 산정된 실험 유량의 범위는 Froude 상사법칙을 적용하여 1.36~3.96이다. 

적용성 검증을 위한 유량 조건은 최소, 중간, 최대 유량으로하여 3개의 유량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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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Hydraulic experimental and numerical simulation conditions 

종단경사(%) 횡단경사(%) 설계빈도(년) 차선 유입유량( ) 빗물받이 크기(cm×cm)

2, 6, 10 2 5, 10, 20, 30 2, 3, 4 1.36, 2.48, 3.96 40×50

3.2 수치모의 및 수리모형 실험 결과 비교

도로 측구 배수시설에서의 우수의 흐름을 Fluent 모형을 이용하여 수치모의를 수행하였으며, 적용성을 분석하기 위해 수리실

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실측값과 모의값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차집효율은 전체 유입유량에서 빗물받이를 통해 차집된 유량의 

비로 산정하였으며, 흐름폭은 수리실험과 동일하게 빗물받이 50cm 앞부분인 9.5m 지점에서 측정하였다(Fig. 4). 종경사별 유입

유량에 따른 흐름폭과 차집효율의 수치모의 결과는 Table 5 및 Table 6과 같다.

전체 흐름폭의 범위는 Table 5와 같이 42~68cm로 나타났으며 각 유량별로 종경사가 증가할수록 노면 유출수의 흐름이 측구

부로 빠르게 유도되어 흐름폭은 감소하였다. 전체 차집효율의 범위는 Table 6과 같이 58~78%이며 유입유량이 커질수록 차집효

율은 감소하였으며 차집흐름은 빗물받이 유입부의 전면부와 측면부를 통해 차집되었다. 또한 빗물받이 유입부 하단부에서는 와

류형태의 흐름이 형성되었다.

(a) 수치모의 흐름폭 측정 (b) 수리실험 흐름폭 측정

(c) 수치모의 차집유량 측정 (d) 수리실험 차집유량 측정

Fig. 4. Measurement of flow data (Longitudinal slope: 10%, Flow: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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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Numerical simulation results on flow width

종단경사

(%)

흐름폭(X-Y 평면 흐름도)

1.36  2.48  3.96 

2

6

10

Table 6. Numerical simulation results on intercepted flow 

종단경사

(%)

빗물받이 유입부 흐름

1.36  2.48  3.96 

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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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모의 및 수리실험 결과를 비교하여 Fig. 5와 같이 도시하였다. 검토결과 상류부로 유입된 강우가 도로 측구부로 유도되는 

흐름은 매우 정확하게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빗물받이 유입구 정면부의 흐름폭은 수리실험 흐름폭과 비교하여 오차율은 

최소 3%에서 최대 9%로 매우 유사하게 모의되었다. 측구부 빗물받이의 차집율은 수리실험 차집율과 비교하여 오차율은 최소 

5%에서 최대 10%로 도로 종경사가 2%인 경우 오차율은 5%로 수리실험과 유사했지만 종경사 6%와 10%에서는 오차율이 

10%대로 나타났다. 이는 유속이 빨라질수록 Fluent 모형의 계산시간이 늘어나 수렴하지 못한 값이 발생하여 생긴 결과로 격자 

및 계산시간을 조절한다면 더욱 정확하게 모의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치모의와 수리실험 결과가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양

상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Fluent 모형을 이용한 수치모의의 적용성이 검증되었다고 판단되며 향후 일반도로뿐만 

아니라 교차로, 곡선도로 등의 다양한 형태 및 사용 목적에 따른 도로에 수치모의를 적용하여 다방면의 수리학적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a) 종경사 2% (b) 종경사 6% (c) 종경사 10%

Fig. 5. Hydraulic experimental and numerical simulation results

4. 결 론

노면으로 유출된 우수의 도로 표면 흐름과 물 입자의 복잡한 유동은 수리실험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매우 힘든 실정이다. 또

한, 다양한 도로 조건 및 빗물받이 형상 등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수리모형을 제작하고 실험을 수행하기에는 시간적, 경제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최근 수치모의를 이용한 도로에서의 흐름 및 유입구의 배수특성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수리모형을 수치모의에 적용하여 도로 표면에서의 흐름특성과 측구에서 설치된 빗물받이의 통수능을 수리

실험과의 비교하여 분석하고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치모의를 수행하였다. 수치모의 조건은 수리모형 실험 조건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실측값과 비교를 통해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도로조건은 횡경사는 2%로 고정하고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의 설계속도

에 따른 도로의 최대 종단경사를 고려하여 2, 4, 6%의 조건을 선정하였다. 유입유량은 합리식을 통해 5년, 10년, 20년, 30년의 설

계빈도를 고려하여 산정된 1.36~3.96의 유량으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조건을 반영한 수치모의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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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도로 측구 배수시설을 대상으로 수치모의를 수행하였으며 모형의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수리모형 실험의 흐름폭 및 빗물

받이 유입부의 차집효율의 실측값과 모의값을 비교하였다. 수치모의 결과, 전체 실측값과 모의값의 오차범위는 3~10%로 

Fluent 모형의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2. 도로 조건(횡경사 2%, 종경사 2, 4, 6%)에 따른 노면에서의 흐름은 도로 유입부에서 유출부로 유출되며 측구를 따라 빗물받

이 유입부로 유입되는 현상과 유입되지 않고 유출되는 현상 모두 모의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유입유량의 증가에 따라 흐름

폭의 증가하는 흐름특성도 잘 모의되었다.

3. 차집효율은 빗물받이 형상 아래 맨홀부의 하단면에서 계산되는 유량값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수리모형 실험의 실측치값

을 적절하게 반영하였으나, 흐름폭 비교결과 대비 오차율은 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빗물받이 형상 주변에서의 물의 튐 현

상 및 와류 등의 복잡한 흐름이 완전히 계산되지 않아 수렴되지 않는 부분이 생긴 것으로 보다 정밀한 수치모의를 위해서는 

빗물받이 유입부에서의 세밀한 격자 생성이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4. 도로의 경사 조건에 따른 도로 표면에서 흐름 폭과 유속 및 유향 변화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빗물받이 유입부에서의 유입흐

름과 와 발생흐름 및 빗물받이 내부에서의 3차원 흐름을 구현을 통해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향후 노면수 저류시스템의 수리

실험을 통하여 실제 흐름과의 매개변수 최적화 및 다양한 유량변화를 고려한 수치모의 분석을 통하여 지속적인 모형의 검증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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