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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 타공 스트레이너의 압력강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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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공판은 각종 공업용 장비 및 선박 등 다양한 유체기계 내 여과를 목적으로 사용된다. 타공판은 관로를 막고 있는 

일종의 저항체로 압력강하를 일으킨다. 이는 에너지 손실을 일으키므로 정확한 압력 강하를 예측은 최적의 유체 시스

템 구성의 필수 요소중 하나이다. 유체역학에서 타공판의 압력강하를 해석하는 기법은 핸드북 또는 수치해석 기법으

로 널리 알려져 사용되고 있고, 또한 핸드북과 상용 유동해석 프로그램을 통한 해석은 이미 그 정확도가 충분히 검증

되어 있다. 하지만 핸드북의 사용은 타공판의 두께, 타공비, 개공율 그리고 일정한 형상을 넘게 된다면 이를 해석하

기 힘들고 정확도 또한 보장하기 어렵다. 또한 일정하지 않은 타공판은 직접 유동장을 해석할 경우 너무 많은 시간과 

리소스를 사용하게 된다. 

본 논문은 선박의 밸러스트 탱크에 사용되는 스트레이너의 압력강하 해석 수행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이 스트레

이너는 핸드북의 계산범위를 넘는 두께, 타공비 및 개공율을 가지고 있으며 평판의 일반적인 여과망이 아닌 일정한 

패턴 및 접힘으로 가공된 스트레이너 이다. 해석 수행을 위해 상용 소프트웨어로 널리 알려진 ANSYS CFX v.13.0 이 

사용되었다. 해석기법의 평가를 위해서 실제형상(Prototype)으로 해석한 경우와 포러스 도메인(Modeling)을 부분

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경우를 비교해, 상호 정확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다. 해석의 절차는 다음과 같

다. 첫째, 타공판의 직경에 해당하는 관로의 압력강하를 해석한다. 이는 주기 1과 전체 형상에 적용되는 포러스 도

메인에 적용하기 위한 Kloss 값을 제공한다. 둘째, 스트레이너 형상에서 주기가 1인 경우의 해석을 상호 비교해 가

장 근접한 결과를 구했다. 여기서 구해진 Kloss 값과 Streamwise coefficient multiplier를 전체 형상을 해석하

는 데 사용 하였다. 최종적으로 전체 형상에서 prototype과 modeling 각각의 계산이 prototype 기준으로 오차가 

약 1% 의 매우 근접한 결과를 나타내 부분적인 포러스 도메인이 적용된 해석기법이 정확하게 구해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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