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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년대에 스웨1960

덴의 사에서 처음으로 개발되어 현재Centralsug

세계 각국에서 가동 중에 있다 국내에서도 자동.

집하시설이 용인수지지구와 송도국제도시에서 처

음 적용되어 운전중이고 각 지자체 공사 등, (SH )

나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에서 대단위 택지개발,

시 자동집하시설을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건물 외부의 투입구

를 통해 수집한 쓰레기를 지하에 매설된 관로를

따라 집하시설로 자동 수거하는 방식으로 투입설

비, 관로설비 집하설비로 구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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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ign criteria for piping network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 분기관의 분기 각도는

통상 이내30°

• 주 배관에서 분기되는

관의 접합은 분기점에서

만큼 직선구간 형성3D

후 반경 1800 곡관mm

으로 연결 분기관이 인,

접하는 경우 분기점에서

만큼의 거리를 유지6D

• 주 배관 곡관부의 곡률반

경은 1800㎜ 이상

최대 분기각도는 30°•

• 주 배관에서 분기되는

관의 접합은 분기점에서

만큼 직선구간 형성3D

후 반경 1800 곡관mm

으로 연결 분기관이 인,

접하는 경우 분기점에서

만큼의 거리를 유지6D

벤드 반지름은 1,800•

이상mm

본 연구의 목적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서 쓰레기 이송을 최적으로 할 수 있는 관로망의

최적설계에 관한 것이다 국내의 경우에 최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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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neumatic waste collection system, which is a complete solution for solving the waste collection

problems, are constructed in many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However, research data for piping

network design are insufficient. In this paper the pressure losses of the straight and curved pipes, pipe

junctions are obtained using the numerical metho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optimal pipe network

design for the waste collection system.



로망 설계를 하기 위해 설계발주처에서 Table 1

과 같은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설계회사들은 이,

기준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설.

계기준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연구결과

가 발표된 적이 없다.

관로망의 최적설계를 위해 생활폐기물 자동집

하시설 중에서 관로망부분에 대한 유동해석을 수

치해석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수행하고 압력손,

실이나 유동현상 등에 관한 정보를 구하였다 구.

한 유동정보는 이미 설계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는

관로망 설계 자료와 비교하여 최적인 관로망 설

계 자료를 도출하였다.

관로망의 모델링 및 수치해석방법2.

관로망의 모델링2.1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관로망구Table 1

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곡관부위와 합류부이

다 은 관로망의 곡관 부분만 모델링한 경. Fig. 1

우의 예이다. 적용된 직관 및 곡관의 직경은 호칭

경  로서 배관두께가 일 때 내경이500 Sch 40

이다478mm . 에서 곡관부는 입구 부분과Fig. 1

출구 부분의 길이를 각각 20 로 하고 곡률반경m

은 1.4 m, 1.8 m, 2.2 m, 2.6 m, 3.0 m, 3.2 m,

3.6 로 변화시켰다m .

는 관로망 중에서 합류 영역을 모델링한Fig. 2

것이다 합류관은 주관에 지관이 붙는 형식으로.

단관부가 붙고 이어서 곡관이 설치되는 형식으로

모델링하였다.

Fig. 1 Geometrical modeling for a curved pipe region

Fig. 2 Geometrical modeling for a confluent pipe region

에서 합류각도는Fig. 2 20 〫°, 30 〫°, 45°로 정〫
하였고 단관부는 로 모델링하였다 합1.5D, 3.0D .

류관에 사용된 곡관은 앞서 수행한 해석결과에

따라 최적의 곡률반경으로 정하였다.

수치해석방법2.2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관로망 중에서 곡

관 부분과 합류 부분의 압력손실과 쓰레기 입자

거동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용소프트웨어인

을 사용하여 수치해석하였다ANSYS CFX 11 .

계산격자는 상용 소프트웨어인 을 사용하여ICEM

로 구성하였으며 해석해의 정밀도를Hexa Mesh

높이기 위해 과 같이 를 사용하였Fig. 3 O-grid

다 비압축성. 정상유동에 대한 연속방정식과

Reynolds Averaged 방정식 등Navier-Stokes

의 지배방정식은 유한체적법으로 이산화하고 난류

모델은 k-ε모델을 적용하였다. 수치해석을 위한

경계조건으로는 입구에서는 유속조건 출구에서는,

상대압력조건을 주었다.

Fig. 3 O-grid hexa meshing for the curved pipe



결과 및 고찰3.

곡관부의 최적설계3.1

Fig. 4 Streamlines for the curved pipe

Table 2 Pressure losses for the curved pipe with

the curvature radius

Curvature radius(m) Pressure loss(Pa)

1.4 202

1.8 206

2.2 222

2.6 225

3.0 236

3.2 239

3.6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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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ressure losses for the curved pipe with the

curvature radius

는 곡관부에서 쓰레기 입자의 거동을 나Fig. 4

타낸 그림이다 유동현상을 관찰해보면 곡관부.

상단에 쓰레기 입자가 바로 충돌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는 곡관부의 곡률반경 변화에 대한 압력Fig. 5

손실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고 는 이Table 2

압력손실을 자료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압력손실은Fig. 5

곡률반경이 커짐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의 연구자료와도,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관의 직경에 대한 곡률.

반경의 비율이 배 내외인 경우에 압력손실이2.5

최저가 됨을 알 수 있다 즉 곡률반경이 일. , 1.4m

경우의 압력손실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생활폐.

기물을 이송 시에는 폐기물의 충돌에 의한 관벽

의 마모가 곡률반경이 작을수록 커지게 된다 곡.

관부의 최적설계를 위해서는 압력손실과 관벽마

모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합류부의 최적설계3.2

지관으로부터 주관에 합류하는 경우 일반적으

로 시공의 편리성을 이유로 주관에 단관을 연결

하고 곡관을 지관과 연결하는 형태로 합류관이

제작된다 합류관에서 쓰레기 입자의 거동을. Fig. 6

에 나타내었다.

합류관에 사용되는 곡관의 곡률반경을 로1.8m

적용한 경우에 대하여 주관과 단관의 합류각도의

변화와 지관과 단관의 길이 변화에 대한 합류관

에서의 압력손실에 대한 결과를 과Table 3 Fig.

에 나타내었다7 .

Fig. 6 Streamlines for the confluent pipe



Table 3 Pressure losses for the confluent pipe with

the confluent angles

Angle[°]Angle[°]Angle[°]Angle[°]
Straight part ofStraight part ofStraight part ofStraight part of
confluent pipeconfluent pipeconfluent pipeconfluent pipe

Pressure loss[Pa]Pressure loss[Pa]Pressure loss[Pa]Pressure loss[Pa]

20
3D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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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ressure losses for the confluent pipe with

the confluent angles

에서 보는 바와같이 합류하는 관의 경Fig. 7

우 합류각이 작을수록 합류되는 부분에 맞닿는

직관의 길이가 짧을수록 압력손실이 작게 나타났

다 합류각이. 30°보다 작으면 주 배관에 분기 배

관이 묻히게 되어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주

배관에 연결되는 직관 부분이 보다 작게 되1.5D

면 직관 부분이 없이 곡관부가 주 관로에 직접 연

결되므로 이 역시 시공이 쉽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합류각은 30°로 정하고 합류부에서

곡관과 연결되는 직관부위는 로 하는 것이1.5D

바람직하다.

결 론4.

설계발주처에서 제시한 설계기준과 본 연구에

서 수행한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하고 설계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곡관부의 설계기준과 수치.

해석에서 구한 압력손실을 바탕으로 한 결과와는

잘 부합하였다 또한 합류관의 설계기준과 수치. ,

해석 결과는 잘 부합하였다 설계기준에서는 곡.

률반경이 최소 이상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1.8m

으나 수치해석 결과 곡률반경이 이하에서도1.8m

압력손실 값이 작게 나타나므로 최적설계를 위해

서는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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