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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에 사용되는 PC (Precasting: 이하 PC로 칭함) 암거에서 수촉부분의 단면을 수리학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제작하여

갈수기의 유속저하를 줄여 관로내의 토사침적을 개선.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공장에서 생산하는 PC(Precasting) 암거의 바닥부의 단면 형상에 있어서 도1과 같이 인버터(역아치)형상을 이루는 구조

를 한 것.

또한 도2와 같이 인버터 형상의 바닥과 PC암거의 수직벽체와의 사이에 급격한 단면변화를 감쇠하는 목적의 필렛 또는 쳄

퍼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청구항 2.

전항에서 인버터형상의 반경이 유수폭의 0,75 - 2 배의 값인 바닥부를 형성하는 수로용 PC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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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PC 수로암거의 수촉부의 하부단면에 관한 것으로 종래에는 평면으로 제작, 시공되고 있어 갈수기의 작은 유량

에서는 수리학적으로 불리하여 유속이 급감하여 토사가 침적하여 잦은 준설이 필요하나 제작시에 거푸집제작이 간단하여

널리 사용되는 실정임.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PC 수로 암거의 공장제작에 있어 보다 수리학적으로 유리한 단면을 가지게 되면서도 제작단가에 영향이 작고

구조 역학적으로 우수한 단면을 개발하고자 함.

발명의 구성

1. 본 발명은 배수관,농업용 수로관, 특히 프리캐스팅 암거(이하 암거라 칭함,)의 제작에 있어서 관로중의 물이 흐르면서

접촉하게 되는 바닥의 단면 구조에 관한 것이다.

2. 우수배제 목적을 가지는 자연유하를 하는 암거 단면적의 크기의 산정에는 일반적으로 Manning의 식이 사용되는데 이

를 살펴보면,

Q = A * V

여기서 A : 유수 단면적 V : 유속

V = 1/ n * R^⅔ * S^½

여기서 n : 조도계수 R : 경심 S : 경사

따라서 암거의 제작 과정에서 수로의 유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경심( R )으로

R = A / P

여기서 P : 침윤선(단면에서 측정된 액체 고체 접촉면의 길이)길이

즉, 동일 단면적을 가진다면 침윤선이 짧을수록 경심이 커지고 따라서 유속이 커짐을 알 수 있는데 각종 단면형상의 침윤

선 길이를 알아보면

공개특허 10-2007-0082152

- 2 -



여기서 B는 유수 단면의 폭, H는 유수단면의 높이임.

각각의 단면에서 유수단면의 크기( A )가 같을 경우 (예를 들어 4 ㎡ ) 또한 B = 2 m 일 경우의 각각의 침윤선( P ) 는,

1) 사각형에서 6 m

2) 반원에서 5.57 m

3) 삼각형에서 5.818 m 로 되어, 반원형의 침윤선 길이가 가장 작음을 알수 있다.

3. 한편 반원형에서도 반경의 크기에 따라서 침윤선의 길이는 달라지는데 각각의 대표적인 반경에 대하여 계산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반경 h1 h2 H P

2/B 1 1.5 2.5 5.094

2/3B 0.382 1.735 2.117 5.659

B 0.268 1.819 2.087 5.732

1.5B 0.172 1.885 2.057 5.809

2B 0.127 1.915 2.042 5.852

2.5B 0.101 1.932 2.033 5.878

3B 0.084 1.945 2,029 5.899

이표의 내용에서는 유수단면을 일정한 크기( A = 4, B = 2 )로 하고 호의 반경의 반지름을 점차 크게 한 결과를 계산한 것

으로 반경의 증가에 대하여 침윤선의 길이는 비례적으로 늘지 않고 그 증가분은 체감한다(순량은 증가).

따라서 반경의 증가에 대한 침윤선 길이의 변화는 실용적으로는 2B이하가 적당하다.

4. 한편 단면의 종류에 따른 단면별 유속의 분포를 살펴보면 도3 과 같은데 이로써 자연 유하하는 개로안의 우수의 속도는

유수의 바닥과 벽에서는 정체되고 단면의 중앙으로 갈수록 증가하다가 대기와의 접촉부에서 다시 감소한다.

5. 유수 단면에서의 각부(바닥의 모서리 부분)는 계산상 단면적에는 포함되지만 실제 통수에는 기여도가 낮다.

공개특허 10-2007-0082152

- 3 -



6.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도1과 같이 기존의 수로용 PC 암거에서 유수와 접촉하게 되는 바닥부를 인버터(역 아치)로 구성

하되 그 반경은 효과가 실증적이며 암거 자체의 구조상 단면의 심각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정도인 암거 유효폭의 0.5 -

2 배 이내로 하되 이상적으로는 0.75 - 1.5 배로 하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렇게 되면 단면 내에서 유속의 분포가 일정하게 되어 난류가 적게 되고 수리학적으로 유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적은 유

량에서도 유속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작으며 통수량이 줄어 침적이 일어날 경우에도 토사가 인버터의 경사를 따라 중앙의

바닥으로 모이게 되며 이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유속이 빨라서 침적의 가능성이 작아지고 또한 통수량이 다시 증가하는

시기에 중앙부의 보다 빠른 유속의 증가로 토사의 자연 제거가 가능하여 갈수기에도 토사침적의 가능성이 감소하여 유지

관리에 도움이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수로에 사용되는 PC 암거의 절개단면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수로에 사용되는 PC 암거의 절개단면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수로에 사용되는 PC 암거의 겨냥도임.

도 4는 수로 유수단면 형상에 따른 유속의 분포도임.

도 5는 본발명에 따른 또 다른 적용의 예임.

도 6은 본발명에 따른 또 다른 적용의 예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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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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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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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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