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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교면 유출수는 교량 측구에 설치되는 교량 배수(점배수, 선배수)시설에 의해서 배수된다. 교량 배수시설의 배수불량은 콘크리트 박리, 

교량 노후화 및 교량 미관을 해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집수구 배수시설의 배수효율을 개선한 교량 선배수 시설이 

필요하다. 또한 교량 선배수 시설의 적정한 설치를 위해서는 선배수 시스템에 대한 배수능력 분석을 통한 설치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교량 방호벽 선배수 시설의 단점을 개선하여 모형을 제작하고 설계에 필요한 배수능력을 분석하기 위해 수리실험

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전체 흐름 폭은 52~90cm의 범위로 배수간격 별 도로의 종경사가 커질수록 흐름 폭은 감소하였으며, 전체 차

집효율은 1.5~21%의 범위로 도로의 종경사가 증가하거나 배수간격 별 동일한 종경사일 때 유입유량이 커질수록 감소하였다. 또한, 강

우강도 및 차집량을 기준으로 배수 간격별 도로 조건에 따른 교량 방호벽 선배수 시설의 최대 설치 길이를 제시하였다. 이는 교량 방호

벽 선배수 시설의 설계기준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Bridge stormwater runoff is drained by a bridge drainage (bridge inlet, linear drainage)facility installed at the side of the bridge. Poor 

drainage in the drainage facility on the bridge has various problems such as peeling of concrete, deterioration of the bridge, and damage 

to the aesthetics of the bridge. Therefore, a bridge linear drainage facility with improved drainage efficiency of the catchment drainage 

facility is needed. In addition, for the proper installation of the bridge linear drainage facility, it is necessary to present the installation 

standar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drainage capacity of the linear drainage system. In this study, a model was made by improving the 

shortcomings of the linear drainage facility of the bridge barrier, and a hydraulic experiment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drainage 

capacity required for the design.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the total flow width was in the range of 52~90cm, and as the longitudinal 

slope of the road for each drainage interval increased, the flow width decreased. The overall vehicle picking efficiency was in the range 

of 1.5 to 21%, and the longitudinal slope of the road increased or the same species for each drainage interval. When inclined, it 

decreased as the inflow flow increased. In addition, the maximum installation length of the bridge protection wall linear drainage 

facility according to the road conditions for each drainage interval was suggested based on the rainfall intensity and the amount of 

vehicle collection. It is believed that this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presenting the design criteria for the linear drainage facility of the 

bridge b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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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교량 배수시설은 강우 시 노면의 우수를 원활히 처리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교량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조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위해 설치된다.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2012)[1]에서는 교량 및 고가구조의 배

수시설이 교면수를 하천으로 직접적인 배수의 가능 여부에 따라서 하천용과 육교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존의 대다수 교량에

서 적용된 배수시설의 형태는 점배수 시스템으로 길어깨부 또는 중앙분리대 측에 집수구를 설치하고 종배수관과 연결하여 배수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의 국지성 집중호우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배수시설의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강우로 인해 

급작스러운 교면 침수가 발생하여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설계기준 이하의 일반적인 강우에도 각종 오염물 및 유송잡물로 

인해 배수구 막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배수시설의 배수능력 부족을 야기하며, 배수관의 오염과 막힘부에 식

물생육의 원인이 되어 교량 미관을 해칠 수 있다.[2] 또한, 집수구 주변과 교면 포장 및 바닥판의 누수를 유발하고 콘크리트 열화

를 일으키고 침투수의 체수는 바닥판 열화와 시공이음부로의 침투로 콘크리트 박리, 박락 등 교량 노후화의 주원인이 된다.[3] 이

러한 기존 점배수 형태의 교량 배수시설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면의 강우를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Fig. 1과 같은 선배수 

시스템이 도입되었지만 선배수 시스템 적용에 대한 기존의 교량 배수관련 설계 자료나 지침의 명확한 배수 설계기준 제시가 없

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a) 기존 교량 배수시설 (b) 교량 선배수 시설

Fig. 1. Bridge drainage facility

교량 국내의 교량 배수시설에 관한 설계기준 및 관련 자료를 조사해보면 Korea Expressway Corporation(2012)[4]에서는 교량 

배수시설의 배수효율 증대 및 유지관리 효율성의 향상 도모를 위해 교량부 선배수 시스템의 도입을 고려하였으며 10년 강우빈

도를 대상으로 점배수 시스템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리계산을 수행하여 배수구 설치간격과 배수관의 규격 및 경사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2012)[1]에서는 교량구간 배수시설의 배수효율 증대를 위해서 집수

구 배수시스템이 아닌 선배수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또한,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2016)[5]

에서는 Korea Expressway Corporation(2012)[4]의 선배수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교량 선배수 시스템 세부 검토내용과 동일하

게 제시하고 교량 경관 개선 및 장대교량 연속 배수 적용을 고려한 수리검토 후 배수관 용량 및 경사를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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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산정 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설 한랭지역은 측구 동결에 따른 배수 확인을 위해 추가 시험시

공을 시행해야 한다는 제약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 적용 중인 교량 배수 설계기준은 도로 표면 유출량 산출 및 배수구의 간격 제시 등 선배수 시스템의 구체

적인 설계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수리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교면의 선배수 시설의 직접적인 적용을 위한 

교면 흐름 특성 및 배수능력 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배수 시설의 구조적 및 도로 안전성 문제

를 개선한 새로운 형태의 선배수 시설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선배수 시설의 통수능 및 배수능력 분석을 수행하였다. 축척모형

을 적용하여 개방 방호벽 선배수 모형을 제작하였으며, 횡배수 및 종배수관도 동일한 축척모형으로 제작하여 연결하였다. 기존 

교면의 차선 및 문헌조사를 수행하여 수리실험 조건을 선정 하였으며, 도로조건 및 설계빈도 변화에 따른 차집유량 및 흐름폭을 

측정하는 수리실험을 실시하고 흐름 및 배수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교면 최대 유출량에 따른 횡배수구 차집율을 고려하여 방

호벽의 최대 설치 길이를 검토하였다. 이는 선배수 시스템을 적용한 교량배수설계 기준 제시에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된다.

2. 교량 배수시설

2.1 점배수

일반적으로 기존 교량의 배수시설은 갓길 방호벽 또는 중앙분리대 측에 빗물받이 집수구를 설치하고 이를 종방향의 배수관과 

연결하여 최종 배수하는 점배수 시스템이다. 점배수는 시공이 간편하여 많이 시공되고 있지만, 빗물받이 집수구마다 종배수관

을 설치해야 하며 배수관의 오염 및 식물생육의 발생으로 미관을 해칠 수 있다. 또한, 교량의 육교용 배수시설에서 점배수 시스

템은 교각마다 하단부로 배수관을 수직방향으로 설치하게 되고 하단부 지반의 세굴방지를 위해 지형 여건에 따라 유도수로를 

설치하기 때문에 배수관이 교각 외관에 많이 설치되어 심미성 측면에서 선배수 시스템에 비해 불리한 단점이 있다(Fig. 2). 이러

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 길어깨를 따라 흐르는 빗물을 집수정으로 유도하여 배수하는 방식에서 배수 지체 시간이 없이 배

수구로 즉시 배제하여 효율을 높인 선배수 시스템 개념이 도입되었다.

Fig. 2. Disadvantages of existing drainag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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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선배수

선배수 시설은 도로종단을 따라 노면에 유입된 우수를 연속적으로 배제시키는 시설이며 측구 및 개거와 같은 여러 가지 형태

로 구조물에 적용이 가능하다. 교량 방호벽에 적용되는 선배수 시스템은 집수구가 아닌 난간하부 횡배수관으로 1차 배수 후 방

호벽 후면 측구 개념의 선형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배수되는 개념으로 집수구 설치에 따른 바닥 슬래브의 접촉이 없고 집수구별

로 종배수관이 없어 교량 외관이 우수하며 배수관의 막힌 부분을 쉽게 파악하고 점검 및 보수가 점배수 시스템에 비해 쉬운 장점

이 있다. 또한, 선배수 시스템은 점배수 형태의 교량 배수시설에 비하여 배수효율이 증대되고 집수구와 연결된 종단으로 이어지

는 배수관이 없어 미관 향상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교량 길이방향의 측면 종단 배수로는 개거 형태로 오물의 퇴적이 우려되

고 우수의 동결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점배수 및 선배수 시스템의 비교는 Table 1과 같이 정리하였다.

Table 1. Comparison of bridge drainage type

구분 교량 점배수 교량 선배수

시공

사례

특성
- 교면에서의 1차적인 유수의 흐름이 교면에 설치되어 있는 

집수구를 통한 수직적인 흐름임

- 교면에서의 1차적인 유수의 흐름이 수직적인 흐름이 아닌 

횡배수관을 통한 횡적인 흐름임

장점

- 종배수관의 구배조절이 가능하여 종배수관의 연장이 긴 

경우 용이

- 시공사례 다수

- 종단으로 이어지는 배수관이 없어 미관이 양호

- 하부슬래브의 접촉에 의한 집수구 시공이 없어 교면 배수 

시공이 자유롭고 콘크리트 열화 예방 및 내구성 향상

- 개거형으로 육안관찰 및 청소 용이

단점

- 집수구 시공에 의한 상부거더와의 간섭으로 하부슬래브의 

접촉이 자유롭지 못함

- 외부에 설치된 배수관의 오염 및 식물생육 등의 발생으로 

미관 불량

- 측면배수로 배수구배 유동이 자유롭지 않아 교량 종단

구배에 따른 제약이 발생

- 종배수로의 외부노출로 오물의 퇴적우려와 유수의 동결

현상 초래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2016)[5]에서는 교량부 선배수 시스템 설치방안으로 철근 배근을 고려하여배

수관은 직경 80mm 적용, 배수관의 최소 간격은 1.0m 적용되어야 하며 측구 설계로 강우강도 10년, 수위 측구 전체높이의 80%

를 적용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배수구 간격 결정 및 배수 설치구간 등의 보다 구체적인 산정을 위한 수리학적 분석이 반

영된 설계기준의 제시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횡배수구의 차집효율을 분석하기 위해서 선배수 시스템

을 도입한 교량 방호벽 모형을 제작하여 수리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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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리실험

3.1 실험장치 제작

선배수 시스템이 적용된 교량 방호벽의 배수능력을 분석하기 위해 방호벽 모형을 제작하였다. 국내에 적용되는 강성 방호벽

의 전면부 형상은 표준도면에 따라 모두 동일하며, 적용 등급에 따라 전체 높이만 변화된다. 따라서 단면 형상은 한국도로공사에

서 사용하고 있는 고속도로공사 표준도[6]의 강성 방호벽 형상과 동일한 높이로 제작하였다(Fig. 3). 또한, 기존 선배수 시스템을 

적용한 교량 방호벽은 후면부 개거형태의 종배수관으로 인한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종배수관을 방호벽 내부로 이동

시켜 배수관의 오물 퇴적 및 동결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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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C barrier drawings

Froude 상사법칙을 이용하여 1/2 축소모형으로 방호벽 모형 및 실험수로를 제작하였다. 방호벽 외관은 철판으로 제작하고 내

부에 횡배수관 및 종배수관은 PVC관으로 설치하고 주름관을 이용하여 두 관을 연결하였다(Table 2, Fig. 4). 또한, 횡배수관의 

1m, 2m, 3m 간격별 배수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4개의 횡배수관을 1/2 축소모형이므로 50cm 간격으로 설치하였다(Fig. 5).

Table 2. Model specification

구분 크기(mm) 수량

전체크기 2,000×500×300 1

횡배수관 Φ40 4

종배수관 Φ8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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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odel installation

Fig. 5. Drainage interval

(a) 실험 전경 (b) 실험 수로

(c) 종경사 조절장치 (d) 횡경사 조절장치

Fig. 6. Installation of experimental equipment

실험수로는 방호벽 모형과 동일하게 1/2 축소모형으로 길이 11m, 폭 1.3m, 높이 1.4m로 제작하고 실험수로 표면에 아스팔트 

슁글을 부착하여 실제 아스팔트 포장도로 조도계수와 유사하도록 모사하였다(Fig. 6(b)). 도로조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아

연 도금 사각 파이프(4cm×8cm)를 기본 프레임으로 외부 프레임과 내부 프레임으로 제작하였다. 실험수로의 종경사 및 횡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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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정을 개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외부 프레임과 내부 프레임은 베어링을 이용하여 연결하였다. 외부프레임 5m 지점 및 8m 지

점 양쪽에 종경사 조절 자키휠을 설치하여 종경사 조정을 0~10%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Fig. 6(c)). 내부 프레임과 

수로를 베어링을 이용하여 연결하여 횡경사를 조절하도록 횡경사 조절 핸드를 설치하였다(Fig. 6(d)). 또한, 방호벽 설치로 인해 

하류부의 처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다리 잭을 실험장치 하단부에 설치하여 지지하였다. 유량이 공급되는 실험장치 상류부에는 

PVC 가는 필름을 채우고 다공판을 설치해 흐름이 정류상태가 되도록 유도하였으며 개발한 방호벽은 흐름의 안정을 고려하여 

실험수로 8m 지점 하단부에 설치하였다.

3.2 실험조건 선정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량 선배수시설의 횡유입구 및 종배수관 통수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도로조건 및 설계빈도의 변화에 

따른 실험을 수행하였다. 도로의 종경사는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2016)[7]에 제시된 설계속도에 따

른 도로의 최대 종단경사에서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의 설계속도 80km/h 이상을 반영하는 경사를 선정하였고 0%부터 1%씩 세

분화하여 0, 1, 2, 3, 4%로 교면 도로 종경사를 결정하였다. 횡경사는 도로 중심선에서부터 노면 끝단까지의 횡단면 경사이며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2016)[7]에 제시된 표준횡단경사노면에서 종류가 아스팔트 및 시멘트 콘크리

트 포장도로일 경우, 횡단경사를 1.5% 이상 2.0% 이하의 기준을 고려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측구의 횡경사는 노면 횡경사와 동

일하게 시공되어 있으므로 횡경사는 2%로 고정하였다. 교면위로 흐르는 우수는 중앙분리대를 기준으로 양쪽 측면 배수시설로 

유도되므로 편도 2, 3, 4차선을 차선 조건으로 결정하였다. Ministry Environment(2011)[8]의 기본계획에 우수배제계획 계획우

수량 최대계획우수유출량의 산정은 합리식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리식(   )을 이용하여 도로조건에 따른 도

로표면 유출량 산정하였다. 설계빈도는 배수관거의 지속적인 통수능력 확보하기 위해 5년, 10년, 20년, 30년으로 결정하였다. 

도달시간(t)는 Kerby식을 이용하여 차선별 종경사에 따른 도달시간을 산정하였다. 강우강도(I)는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2011)[9]에서 제시한 6차 다항식을 적용하였다. 배수 면적(A)은 도로차선 및 종경사 변화에 따른 면적이

다. 산정된 유출량(m3/s)은 Froude 상사법칙(  
)을 활용하여 실험 유량으로 환산하였다. 또한, 배수 간격에 따른 배

수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강관용 내경캡을 이용하여 통수되는 횡배수구의 간격을 조절하여 1m, 2m, 3m로 결정하였다. 본 연구

에서 선정된 수리실험 조건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Experimental conditions

횡단경사

(%)

종단경사

(%)

설계빈도

(년)
도로차선

유입유량

()

배수간격

(m)

2 0, 1, 2, 3, 4 5, 10, 20, 30 2, 3, 4 1.49~3.80 1, 2, 3

3.3 실험 및 측정

실험유량은 지하 저수조의 물을 펌프를 이용하여 고수조로 양정한 후 배관의 밸브로 유량을 조절한다(Fig. 7(a)). 공급된 물은 

6m 길이의 다공판이 설치된 수로를 통과하여 이동하며 연결수로부 끝부분에 삼각위어를 설치하여 수심이 일정한 상태가 되면 

실험유량을 측정하였다(Fig. 7(b)). 실험조건에 따른 도로 표면유출의 흐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흐름 폭을 방호벽 횡배수관 유

입부에서 배수관 간격인 50cm 상류 지점에서 측정하였다(Fig. 8(a)). 방호벽 하단부 횡배수구를 통해 1차 차집된 유출 흐름은 종

배수관을 통해 배수된다(Fig. 8(b)). 차집된 유량을 측정하기 위해 2m 길이의 차집장치를 제작하였다. 유입부에는 다공판과 끝

부분에는 삼각위어를 설치해 수심이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횡배수구의 차집유량을 측정하였다(Fig. 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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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량조절밸브 (b) 삼각위어

Fig. 7. Flow control device

(a) 흐름폭 (b) 차집유량 (c) 차집장치

Fig. 8. Measurement of flow data

4. 실험결과 및 분석

개선된 교량 선배수 시설의 배수능력을 분석하기 위해 도로 표면 유출량을 횡배수관의 배수 간격별로 도로 조건 변화(도로 종

경사 및 도로차선)에 따른 흐름폭 및 차집유량을 측정하고 차집효율을 산정하였다. 차집효율은 전체 유입유량에 대한 차집유량

의 비로써 산정하였다.

4.1 도로 조건 변화에 따른 흐름폭 및 차집효율

도로의 횡경사가 2%일 때 종경사 변화에 따른 횡배수관의 차집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배수 간격에 따른 측구에서의 흐름폭을 

Fig. 9와 같이 도시하였다. Fig. 9에서 흐름폭은 배수 간격별로 모든 종경사 조건에서 유입유량이 증가할수록 흐름폭은 일정하

게 증가하고 종경사가 커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횡경사 2% 조건에서 종경사가 커질수록 교면 위로 흐르

는 유출수가 측구부로 빠르게 쏠리게 되면서 측구흐름을 유도시켜 흐름폭은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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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m 배수간격 (a) 1m 배수간격

(b) 2m 배수간격 (b) 2m 배수간격

(c) 3m 배수간격 (c) 3m 배수간격

Fig. 9. Flow width Fig. 10. Intercepted efficiency

횡배수구 설치 간격 별 유입유량 및 도로 종경사 변화에 따른 차집효율을 Fig. 10과 같이 도시하였다. 차집효율은 1m 간격에

서 4~21%, 2m 간격에서 1.6~13%, 3m 간격에서 1.5~12.4%의 범위로 나타났다. 배수간격 별 동일한 종경사 조건에서는 유입유

량의 변화와 관계없이 차집효율의 차이는 1% 내외로 경향이 유사하므로 횡방향 유입구별로 차집되는 유량은 비슷하다고 판단

된다. 특히, Fig. 11에 횡배수구 설치 간격별 종경사에 따른 평균 차집효율을 비교한 결과 횡배수구 설치 간격별로 종경사 0% 조

건에서 평균 차집효율은 1m는 20%, 2m 및 3m는 11.1%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종경사가 증가하거나 동일한 종경사 조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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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유량이 커질수록 감소하였다. 이는 종경사 및 유입유량이 증가할수록 흐름방향으로 유속이 증가하게 되고 종방향 흐름의 

영향은 증가하지만 횡방향 유입구를 통해 차집되는 횡방향 흐름은 줄어들어 차집효율은 감소하게 된다.

Fig. 11. Average intercepted efficiency by longitudinal slope

4.2 방호벽 선배수 시설 최대 설치 길이

본 연구에서 제작한 방호벽 선배수 장치의 실무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도로 조건 및 배수 간격에 따른 차집효율을 고려하여 

방호벽 최대 설치 길이를 산정하였다. 선배수 시스템을 적용한 교량 방호벽에서의 우수는 측구부로 흐름이 유도되고 방호벽 하

단 횡배수구에서 1차 배수되며 종방향의 원형관거를 통해 최종 배수된다. 따라서 교면 최대 유출량과 측구 최대 통수량을 산정

하고 원형관거 최대 통수량을 넘지 않도록 통수능을 검토하였다. 방호벽 선배수 시설 최대 설치 길이를 산정을 위한 설계조건은 

다음 Table 4와 같다.

Table 4. Design condition

횡단경사

(%)

종단경사

(%)

배수간격

(m)

강우강도

(mm/hr)

교량폭원

(m)

측구 폭

(m)

2 0.5, 1, 2, 3, 4 1, 2, 3 150, 200 10.42 2.00

교면 최대 유출량(), 측구 최대 통수량() 및 원형관거 최대 통수량()은 합리식을 통해 산정하고 다음 식 (1)과 식 (2)

와 같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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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에서 C는 유출계수(0.9), I는 강우강도, 는 유역면적, 은 교량폭원, 은 교량 길이이다. 식 (2)에서 







은 

Manning의 평균유속공식이며 은 조도계수(0.015), 은 경심(A/P), 는 종단경사이다. 식 (1)을 통해 강우강도 및 교량 길이

(30~100m)에 따른 교면 최대 유출량을 산정하였다(Table 5). 식 (2)를 통해 종단경사별로 교량 측구 최대 통수량() 및 원형 

관거 최대 통수량()을 산정하였다(Table 6, Table 7). 식 (3)에서 는 횡배수구 차집효율을 고려한 측구 최대 통수량, 는 배

수간격별 횡배수구 차집효율이다. Table 7에서 원형 관거 최대 통수량은 모든 종경사 조건에서 교량 측구 최대 통수량에 횡배수

구의 차집율을 고려한 통수량보다 크므로 원형 관거의 통수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Table 8에서 교량연장 30m를 시

작 기준으로 방호벽 선배수시설 최대 설치 길이는 교량 길이를 연장했을 때 교면 최대 유출량이 를 넘지 않도록 통수능을 고

려하여 최대 길이를 산정하였다.

원형 관거의 최대 통수량은 기존의 측구 배수로의 최대 통수량보다 2배 정도 크게 산정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개거 형태의 측

구 배수로의 설치 연장보다 신설 원형 관거형 측구 배수로의 설치 연장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 적용한 

방호벽 선배수 시설의 통수능이 확보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5. Maximum discharge of the bridge deck

강우강도

(mm/hr)

교량 길이   (m)

30 40 50 60 70 80 90 100

150.00 0.0140 0.0186 0.0233 0.0279 0.0326 0.0373 0.0419 0.0466

200.00 0.0186 0.0248 0.0311 0.0373 0.0435 0.0497 0.0559 0.0621

Table 6. Maximum discharge of bridge gutter

횡단경사

(%)

종단경사

(%)

수위

(m)

통수단면적

(m2)

윤변

(m)

경심

(m)
조도계수

최대통수량

(m3/s)

2.00

0.50 0.04 0.04 2.0404 0.019604 0.015 0.0137

1.00 0.04 0.04 2.0404 0.019604 0.015 0.0194

2.00 0.04 0.04 2.0404 0.019604 0.015 0.0274

3.00 0.04 0.04 2.0404 0.019604 0.015 0.0336

4.00 0.04 0.04 2.0404 0.019604 0.015 0.0388

Table 7. Maximum capacity of the circular pipe

횡단경사

(%)

종단경사

(%)

원형관경

(m)

최대수심

(m)

단면적

(m2)

윤변

(m)

경심

(m)
조도계수

최대통수량

(m3/s)

2.00

0.50 0.200 0.1880 0.0306 0.5293 0.0580 0.015 0.0216

1.00 0.200 0.1880 0.0306 0.5293 0.0580 0.015 0.0306

2.00 0.200 0.1880 0.0306 0.5293 0.0580 0.015 0.0432

3.00 0.200 0.1880 0.0306 0.5293 0.0580 0.015 0.0530

4.00 0.200 0.1880 0.0306 0.5293 0.0580 0.015 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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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Maximum installation length according to drain interval

강우강도

(mm/hr)

종단경사

(%)




(m3/s)




(m3/s)

 (%) 

 (m3/s) 최대 설치 길이(m)

배수간격 배수간격 배수간격

1m 2m 3m 1m 2m 3m 1m 2m 3m

150.00

0.50 0.0137 0.0216 20 11 11 0.0164 0.0152 0.0152 35 32 32

1.00 0.0194 0.0306 9 5 4 0.0211 0.0204 0.0202 45 43 43

2.00 0.0274 0.0432 5 3 3 0.0288 0.0282 0.0282 61 60 60

3.00 0.0336 0.0530 5 3 2 0.0353 0.0346 0.0343 75 74 74

4.00 0.0388 0.0612 4 2 2 0.0404 0.0396 0.0396 86 85 85

200.00

0.50 0.0137 0.0216 20 11 11 0.0164 0.0155 0.0153 26 24 24

1.00 0.0194 0.0306 9 5 4 0.0211 0.0204 0.0202 34 32 32

2.00 0.0274 0.0432 5 3 3 0.0288 0.0282 0.0282 46 45 45

3.00 0.0336 0.0530 5 3 2 0.0353 0.0346 0.0346 56 55 55

4.00 0.0388 0.0612 4 2 2 0.0404 0.0396 0.0396 65 63 63

5. 결 론

국내의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빈도 증가로 인해 교량 노면부의 순간적인 침수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교량 구조물 노후화의 주

요 원인이 되며 교량 이용자의 빗길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교량 배수시설의 배수능력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대다수 교량의 점배수 형태에서 배수효율을 증가시킨 선배수 형태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선배수시설

을 적용하기 위해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상세한 설계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량 선배수 방호벽 디자인

을 개발하여 하부에 1차 배수를 유도하는 횡배수구의 차집능력을 분석하여 선배수 시스템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시

에 있다.

수리실험모형은 도로의 한 차선을 횡경사와 종경사를 핸들로 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수로를 Froude 상사법칙을 이용하여 1/2

축소 제작하고 수로 하부에 철판과 PVC관을 이용하여 방호벽 모형을 설치하였다. 도로 횡경사는 2%로 고정하고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른 도로의 최대 종단경사를 고려하여 0~4%의 조건을 선정하였다. 실험유량은 합리식을 통해 5년, 10

년, 20년, 30년의 설계빈도를 고려하여 1.49~3.80의 유량으로 결정하였다. 차집유량은 철판으로 제작된 삼각위어로 측정하

였고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위어 차집부에 다공판을 설치하였다. 이와 같은 실험조건을 반영한 수리실험결과를 분석하여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설계빈도(5~30년)를 고려한 유입유량이 증가할수록 도로 종경사(0~4%)별로 흐름폭은 증가하고 차집효율은 일정하게 차집 

되었으며 종경사가 작을수록 차집효율은 증대하였다.

2. 횡배수구의 배수 간격(1~3m)별로 도로의 종경사가 커질수록 흐름폭 및 차집율은 감소하지만 종경사 2~4% 조건에서는 흐

름폭과 차집효율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종경사 2% 이상부터는 횡배수관 경사에 따라서 차집효율을 조절할 수 있

다고 판단된다.

3. 배수 간격별 도로 조건(횡경사 2%, 종경사 0~4%)에 따른 교량 방호벽 선배수 시설의 최대 설치 길이를 강우강도 및 차집량

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4. 교량에서의 배수는 교통의 안전뿐만 아니라 교량 유지관리 및 미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배수를 적용한 교량 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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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율적인 설계를 위해서 향후 다양한 실험조건에 따른 수리실험을 수행한다면 실무에 기술적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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