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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조정관은 선박을 블록 조립할 때 배관 또는 덕트를 연결

하는 과정에서 치수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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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관이 설계 도면에 따라 치수가 정확하면 고정관으로 

취부가 가능하지만 대부분 배관은 현장에서 형취한 후, 후처

리 과정을 거치는 조정관으로 취부한다. 배관 연결은 주로 

맞대기 용접 이음, 플랜지 이음, 소켓 용접 이음, 슬리브 이

음 등의 방법을 이용한다. 특히 슬리브 이음인 ‘slip-on welded 

sleeve joints’의 경우 배관 사이의 간극은 약 1.6 ~ 2.0 mm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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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슬리브 이음된 배관 사이의 간극과 Re가 변할 때 배관 내의 유동은 어떻게 변하는지 조사함으로써 조정

관 설치 시에 압력손실과 난류 강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배관 간극(Lp)을 파악하는 것이다. 슬리브 이음된 배관 두께(tp)는 5 mm로 고정

하고 Lp는 10, 50, 100 및 200 mm로 하여 슬리브 이음부의 속도, 압력 분포, 재순환 영역에서의 재부착점 길이 및 Re와의 상관관계를 해

석하였다. 상용 프로그램인 Ansys fluent 18.1을 이용하였고, Re의 범위는 200≤ Re≤ 5,000으로 하여 층류에서 난류까지 슬리브 이음부

의 유동 특성을 파악하였다. 슬리브 이음부의 확대비와 축소비는 각각 1.2와 0.83이였고 Lp가 일정할 때 Re가 커질수록 슬리브 하류 가

장자리(edge)의 난류 강도와 압력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슬리브 벽면에서의 유동이 tp에 의해 흐트러지고 속도 에너지의 손실이 

발생하면서 슬리브 이음부의 가장자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Lp가 10 mm 이하의 경우, Re가 증가함에 따라 가장자리의 난류 

강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재순환 영역에서의 재부착점은 Lp가 10 mm 이하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며 와(vortex)의 영향도 없었다. 3,000

≤ Re의 경우, Lp가 증가함에 따라 슬리브 이음부 벽면에서의 재부착점 길이는 거의 일정하였다.

핵심용어 : 조정관, 슬리브 이음, 재부착점 길이, 난류 강도, 속도 분포, 완전 발달 유동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optimal distances between pipes to minimize the pressure loss and turbulent intensity. 

This was accomplished by investigating the distances between sleeve-jointed pipes and the flow changes in pipes based on variations in the Reynolds 

(Re) number when installing adjusting pieces for the pipes. When the thickness tp of the sleeve-jointed piping was fixed at 5 mm and the pipe 

lengths Lp were 10, 50, 100, and 200 mm, the correlations with the velocity of the sleeve-jointed part, pressure distribution, length of the 

reattachment point in the recirculation area, and Re number were analyzed. The flow characteristic of the sleeve-jointed part from a laminar to a 

turbulent flow region was determined by setting the Re range to 200 ≤ Re ≤ 5,000. This was done by utilizing Ansys Fluent 18.1, which is a 

commercial program. The enlargement and contraction ratios of the sleeve-jointed part were 1.2 and 0.83, respectively, and the turbulent intensity of 

the sleeve downstream edge and pressure change both increased as the Re number increased while Lp remained constant. The fact that the flow on 

the sleeve wall surface was disturbed by tp resulted in losses in velocity energy. Therefore, the edge of the sleeve-jointed part was also effected.

When Lp was 10 mm or less, the turbulent intensity of the edge part did not change significantly as the Re number increased. The reattachment 

point in the recirculation area did not appear at Lp of 10 mm or less and was not affected by the vortex. In the case of 3,000 ≤ Re, the 

reattachment length of the wall surface of the sleeve-jointed part was nearly constant as Lp increased.

Key Words : Adjusting piece, Sleeve joints, Reattachment point length, Turbulent intensity, Velocity distribution, Fully developed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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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브 내경과 배관 외경의 간극은 2.0 mm를 요구하고 있다

(ABS RULE, 2020). 하지만 선급마다 규정이 상이하고 조선

소에서도 이러한 간극에 대한 정확한 규정의 준수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슬리브 이음은 플랜지 이음을 할 공간적 여건이 되지 않

거나 누설의 우려를 줄이기 위한 장소에 사용되는 이음으로

서 주로 용접으로 접합한다. 그래서 배관을 연결할 때, 배관 

간의 간극은 당연히 생기게 된다. 압력 배관의 경우에는 배

관 간극이 유동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배관 간극이 생기면 배관의 두께가 스텝(step)을 만들게 

되어서 캐비티(cavity)가 생기게 된다. 그러면 유동이 일정하

지 못하고 캐비티의 깊이와 길이의 비에 따라 유동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슬리브 이음부의 형태는 급확대-급축

소관과 유사하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급팽창관에서 유동은 분리 후에 가

파른 역압력 구배 또는 면적비의 급격한 변화로 큰 스케일

의 난류가 형성된다고 하였다(Miller, 1978). 원관 내의 유동

에서 재부착 길이가 층류에서 Re에 비례하고 천이 영역에서

는 급격하게 반비례하며 난류 영역에서는 거의 일정하다고 

보고하였다(Back and Roschke, 1972). 그리고 층류에서 와류 

재부착 길이, 와류 중심 위치 및 와류 강도가 Re와 팽창비

(E)에 선형적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식을 제시하였다(Badekas 

and Knight, 1992). 축대칭과 평면 구조의 급팽창 유동에서 와

류 중심 위치가 Re와 팽창비에 따라 거의 선형적으로 변화

함을 알아냈다(Dağtekin and Ünsal, 2011). 유한요소법을 사용

하여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을 해석함으로써 평면 및 대칭 

급확대관에서의 뉴턴 유체의 층류 유동 특성을 조사하여 재

부착 길이, 와류 위치 및 상대 와류 강도와 Re 및 팽창비와

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Scott et al., 1986). Re = 73,000이고 

확대비가 2, 축소비가 1/2이 되는 급확대·급축소되는 원관 

내의 난류 유동에 대해서 재부착이 일어날 때 전체적인 유

동 구조는 급확대 유동과 비슷하지만 급축소의 영향으로 급

확대 유동에 비해 압력 구배가 크게 나타나고 재순환 영역

의 역방향 속도가 증가하게 된다고 발표했다(Park et al., 

1989). 급축소관을 지나는 흐름은 유동 분리로 인해 압력 손

실이 커지게 되고 그로 인해 침식률도 증가하게 된다(Durst 

and Loy, 1985). 파이프의 면적비가 작아질수록 압력 구배가 

커지므로 손실도 커진다(Bullen et al., 1996). 

이제까지의 연구에서는 급확대관의 경우 확대비가 1.5 ~

10이고 급축소관은 축소비가 0.5인 연구가 대부분인 반면에 

확대비 및 축소비가 작은 슬리브 이음된 배관에서의 유동은 

아직까지 연구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급확대 

및 급축소 배관과 유사한 형태인 슬리브 이음된 조정관에서

의 유동 특성을 수치 해석함으로써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래서 슬리브 이음

되는 배관의 두께(tp)는 5 mm로 고정하였고, 배관 간극(Lp)을 

10 , 50 , 100 및 200 mm로 하였으며 Re가 200, 1,000, 3,000, 

5,000으로 변할 때 슬리브 이음부의 속도, 압력 분포, 재순

환 영역에서의 재부착점 길이 및 Re와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였다.

2. 지배방정식

본 연구에서는 2차원, 정상상태, 비압축성 및 점성 유동을 

고려하였다.

난류 모델은 Shear Stress Transport k-ω (이하, SST k-ω)를 사

용했으며 지배방정식으로는 연속방정식과 RANS(Reynolds 

Averaged Navier-Stockes) 방정식 등이 고려되었다. 이는 연속

방정식을 통해서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을 풀었을 때 속도장 

및 해석해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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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Ui, Uj는 x, y 방향 평균속도성분, ρ는 밀도, μ는 

점성계수, P는 압력, ui, uj는 x, y 방향 난류속도성분이다. 식 

(1)의 xi는 직각좌표계를 나타내고, 식 (2)에서 


′
′은 레

이놀즈 응력(Reynolds Stress)을 의미하며 SST k-ω 모델에 의

해 결정된다.

3. 수치해석

3.1 수치해석 모델과 방법

본 연구에서는 CFD 프로그램 Ansys fluent 18.1을 이용하여 

유한체적법으로 유동 현상을 분석하였다. 유한체적법(Finite 

Volume Method)은 격자로 된 공간이 있을 때 계산할 물리량

을 제어 체적 중심에 위치시켜서 물리량의 상관관계를 구성

하여 근사화시키는 방법이다.

유한체적법을 사용한 이유는 정상상태 유동을 효율적으

로 해석할 수 있고 벽면에서 조밀한 격자를 사용해야 하는 

압축 유동이나 난류에서도 수렴성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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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eometry of axisymmetric sleeve-jointed pipe and related 

parameters.

Fig. 1은 슬리브 이음부와 치수를 나타낸 것으로서 슬리브 

이음부의 상류 길이는 Lu이고 하류 길이는 Ld이며 이음부의 

확대나 축소로 인한 유동 변화의 영향을 줄이고 완전 발달 

유동이 되도록 조절하였다. 배관의 두께(tp)는 5 mm, 배관 직

경(D)는 50 mm로 고정하였으며 슬리브 이음된 배관의 치수

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Re의 범위는 200 ≤ Re ≤ 5,000으

로 Lu를 기준으로 상류 평균 유속(U)은 0.1 m/s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점성계수를 변화시켜서 Re를 조절하였다(Dağtekin 

and Ünsal, 2011). Re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

여기에서 U는 입구 평균 유속, D는 배관의 직경, ρ는 물

의 밀도, μ는 점성계수이다.

Lu (mm) Lp (mm) Ld (mm) LT (mm)

Case 1 300 10 590 900

Case 2 300 50 550 900

Case 3 300 100 500 900

Case 4 300 200 400 900

Table 1. Dimensions for axisymmetric sleeve-jointed pipe

Inlet 
velocity

Outlet  
pressure

Axis Wall

0.1 m/s 0㎏f/㎠ du/dx = 0 du/dx = 0

Table 2. Boundary conditions for flow through sleeve-jointed 

pipe

수치해석에 있어서 계산의 수렴성을 높이고 적정한 격자 

생성을 위해서 Fig. 1과 같이 x-축 방향의 중심선인 ‘Center 

Line’을 기준으로 대칭되는 한쪽 단면에만 격자를 생성했으

며 배관의 전체 길이(LT)는 900 mm로 하였다. 계산 영역의 

입구, 출구, x-축, 벽면의 경계 조건은 Table 2와 같이 설정했

다. 난류 모델은 SST k-ω 모델을 사용하였다. SST k-ω 모델

은 k-ε과 k-ω 모델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써 Standard k-ε이

나 BSL k-ω 모델에 비해 광범위한 유동 특성을 보다 정확하

고 나타내기 때문이다(ANSYS Fluent, Fluent Theory Guide, 

2018). 또한 유동이 스텝(step)부에 충돌하는 것과 같은 부딪

힘(impingement) 현상에 있어서도 경계층 유동을 잘 예측할 

수 있다.

압력-속도 연계를 위한 해석 알고리즘으로는 SIMPLE 기

법을 사용하였다. 수치해석에 있어서 수렴에 대한 판정은 

반복(iteration) 계산할 때 모든 방정식이 허용 오차 범위에 있

는 경우나 스칼라 값이 안정적인 상태에 도달한 경우를 기

준으로 하였다. 그래서 수치해석에 사용된 모든 방정식

(continuity, x-velocity, y-velocity, k, ω)의 잔차(residual)가 1 × 10-6 

미만이 되면 수렴한 것으로 판정하였으며 수치해석을 위한 

이산화 방법은 Table 3과 같았다.

Spatial Discretization

Gradient Least Squares Cell Based

Pressure Second Order

Momentum Second Order Upwind

Turbulent Kinetic Energy First Order Upwind

Specific Dissipation Rate First Order Upwind

Table 3. Discretization Methods for numerical analysis

3.2 격자 생성 및 의존성

격자는 슬리브 이음부의 상류, 하류 및 슬리브 이음부에 

해당하는 계산 영역 내의 격자와 노드 수는 Table 4와 같이 

제시하였고 격자 크기는 meshⅠ~ meshⅤ(152 × 152, 303 × 303, 

455 × 455, 607 × 607, 758 × 758)와 같았다. 격자의 형태는 4각

형(quadratic)으로 하여, 3각형(tri)/4면체(tetra)형 보다 계산 시

간을 단축하고 수렴성을 높였다. 슬리브 이음부와 벽면은 

비균일 격자를 생성하여 조밀도를 높여서 해석한 결과 균일 

격자와 비교하여 오차 범위가 ±2.5 % 이내였으며 계산 시간 

단축과 수렴성을 높이기 위해서 균일 격자를 생성하였다. 

계산 영역의 격자는 유체의 흐름 방향과 반경 방향 모두 균

일하게 분포하도록 생성하였다. 급격한 속도 변화가 예상되

는 부분은 많은 격자를 생성해서 유동 해석한 결과 정확도

를 다소 높일 수는 있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았으며 반복 계

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슬리브 이음부

의 배관 두께가 얇아서 균일한 격자의 생성만으로도 해석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Table 4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격자수를 늘려가면서 해석

한 결과 meshⅣ와 meshⅤ의 해석 결과의 차이가 ±2.0 % 이내



이창용․조대환

- 148 -

였으며 계산 시간의 단축과 수렴성을 높이기 위해 meshⅣ를 

기준으로 계산을 수행하여 반복(iterations) 계산 횟수를 줄일 

수 있었다. 반복 계산 시간은 컴퓨터의 성능과 상용 프로그

램의 버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프

로그램으로 수렴할 때까지의 반복 계산 횟수는 Table 5와 같

았다. 대체로 Lp가 클수록 Re가 작을수록 수렴하는데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향을 보였다.

Elements No. Nodes No.

mesh Ⅰ 23,000 70,861

mesh Ⅱ 92,000 279,721

mesh Ⅲ 207,000 626,581

mesh Ⅳ 368,000 1,111,441

mesh Ⅴ 575,000 1,734,301

Table 4. Dimensions for axisymmetric sleeve-jointed pipe

Re
Lp

2 mm 10 mm 50 mm 100 mm 200 mm

200 4,762 4,794 4,900 4,990 5,161

1,000 5,158 5,152 5,132 5,063 5,028

3,000 4,012 4,012 4,022 4,094 4,177

5,000 3,361 3,370 3,389 3,473 3,597

Table 5. The number of iterations until convergence

4. 해석 결과

4.1 슬리브 이음부의 압력 분포

층류에서 난류에 이르기까지 Re의 범위는 200 ~ 5,000이고, 

슬리브 이음부의 상류 평균 유속(U = 0.1 m/s)을 기준으로 하

였으며 슬리브 이음부의 확대비 및 축소비는 1.2와 0.83이었

다. 배관의 단면적이 확대되는 부분에서는 유속이 감소하면

서 와류가 발생한다. 이때 벽면에서는 전단응력으로 인해 

속도가 느려지고 유동의 코어 부분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

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속도가 빨라질수록 압력이 감소하는 

영역이 발생하게 된다. Fig. 2는 Lp가 각각 50 mm, 100 mm, 

200 mm인 슬리브 이음부 하류 시작부(하류 가장자리)에서의 

압력구배를 나타낸 것이다. 층류 영역에서는 Lp가 일정할 때 

Re 가 증가함에 따라 하류 가장자리에서의 압력 변화가 크

지 않았지만, Re가 커지는 난류 영역에서는 Lp가 커질수록 

하류 가장자리(edge)의 난류 강도가 커지고 압력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났다.

(a) Lp = 50 mm

(a) Lp = 100 mm

(c) Lp = 200 mm

Fig. 2. Pressure magnitude of sleeve-jointed pipe downstream 

direction edge in 200 ≤ Re ≤ 5,000 at Lp = 50 mm, 100

mm, 2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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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s. 2. (a)와 (b)에서는 Re가 200과 1,000의 경우 거의 비슷

한 압력구배를 나타냈으며, Re가 3,000과 5,000에서는 각각 

22.5 %, 36.7 % 압력 강하가 나타났다. (c)에서는 Re ≤ 1,000

에서 (a), (b)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고 Re가 3,000과 5,000에서

는 각각 42.8 %, 54.5 %의 압력 강하가 나타났다. 이는 확대·

축소 연결부의 전후 압력손실이 증가한다(Park et al., 1989).

는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확대비 

및 축소비가 작은 값으로 수치 해석됨에 따라 압력손실의 

크기가 작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4.2 슬리브 이음부의 속도 분포 및 난류 강도

층류에서 난류에 이르기까지 속도 분포는 거의 축대칭의 

형태를 보였고, Re가 증가함에 따라 코어부의 유속이 빠르

게 안정되었다.

Fig. 3. Velocity profile of sleeve-jointed pipe upstream edge in 

200 ≤ Re ≤ 5,000 at Lp = 100 mm 

Fig. 4. Velocity profile of sleeve-jointed pipe downstream edge 

in 200 ≤ Re ≤ 5,000 at Lp = 100 mm

Fig. 3은 Lp가 100 mm인 슬리브 이음이 시작되는 부분(상

류 배관 끝)의 속도 분포이며, Fig. 4는 하류 시작부의 속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슬리브 이음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의 

속도 프로파일은 Re가 200인 경우를 제외하고 Lp가 10 mm, 

50 mm, 100 mm, 200 mm의 경우 모두 유사한 속도 프로파일

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tp가 5 mm로 배관 직경(D)에 비해 

1/10 정도로 작기 때문에 급확대·급축소관에서 보다 스텝

(step)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tp 값이 

커지면 슬리브 이음부에서의 속도 분포는 Lp 보다 tp의 영향

이 더 많이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tp가 커질수록 

유동이 스텝에 충돌하여 더 큰 와(vortex)를 형성하고 유동 

불균일이 커져서 속도와 압력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Fig. 5는 Lp가 50 mm일 때, 슬리브 이음부의 난류 강도를 

나타낸 것으로 Re ≤ 1,000의 경우 슬리브 이음부의 가장자

리에서는 난류 강도가 크지 않으나 Re ≥ 3,000의 경우는 하

류 배관 시작부의 가장자리에서 난류 강도가 Re가 증가함에 

따라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a) Re = 1,000

(b) Re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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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e = 5,000

Fig. 5. Turbulent intensity of sleeve-jointed pipe edge in 1,000 

≤ Re ≤ 5,000 at Lp = 50 mm

이는 슬리브 벽면을 따라 흐르는 유동이 축소되는 스텝으

로 인해 유선이 흐트러지고 속도 에너지의 손실이 발생하면

서 벽면 근처에 속도 분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난류 강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재순환 영역 내에서 역류하

는 유량이 점점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확대부·

축소부를 지나면서 지속적인 와류가 발생하고 에너지 손실

이 발생하게 된다. Figs. 5 (b), (c)와 같이 Lp가 100 mm, 200 mm

의 경우에서도 하류 배관 시작부의 가장자리 주위는 난류 

강도가 높았으며 혼합층이 더 넓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Lp가 10 mm 이하의 경우는 Re가 증가함에 

따라 가장자리의 난류 강도는 큰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슬리브 이음을 할 때 난류 강도를 낮추고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Lp를 10 mm 이하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4.3 재순환 영역에서의 재부착점의 길이

재순환 영역에서의 재부착점 길이는 층류에서 Re가 증가

함에 따라 길어지고, 천이류에서는 급격히 반비례하며 난류

영역에서는 거의 일정하다고 하였다(Back and Roschke, 1972). 

Fig. 6은 슬리브 이음부 벽면에서의 속도 분포를 나타낸 것

으로서 Lp가 10 mm에서는 슬리브 벽면에 재부착점이 나타나

지 않았다. 급확대-급축소관의 경우 재부착점은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지만 Lp = 10 mm에서는 슬리브 벽면에서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Lp가 너무 작아서 

유동의 영향이 미비하였기 때문이다. 

Lp = 50 mm, Re = 200의 경우 X = 0.0145 m(X/tp = 2.9)가 재부

착점이고, 재부착점의 길이는 슬리브 이음의 시작부에서 

14.5 mm였다. 그러나 1,000 ≤ Re에서는 슬리브 벽면에서의 

재부착점을 찾을 수 없었으며, 이 또한 Lp가 너무 작아서 유

동의 영향이 미비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Lp = 100 mm, Re = 200의 경우 X = 0.015 m(X/tp = 3.0)가 재부

착점이고, 재부착점 길이는 15 mm였다. Re =1 ,000, 3,000, 5,000

의 경우 슬리브 벽면에서부터 x-축방향으로 각각 X = 0.065 m 

0.08 m, 0.07 m가 재부착점이였고 X/tp는 각각 13.0 16.0, 14.0 

이였으며 재부착점 길이는 각각 60 mm, 80 mm, 70 mm였다.

Lp = 200 mm, Re = 200의 경우 X = 0.016 m(X/tp = 3.2)가 재부

착점이고 재부착점 길이는 16 mm이다.

Re = 1,000, 3,000, 5,000의 경우 슬리브 벽면에서부터 x-축

방향으로 각각 X = 0.065 m, 0.078 m, 0.07 m가 재부착점이였고 

X/tp는 각각 13.0, 15.6, 14.0 이였으며 재부착점 길이는 각각 

60 mm, 78 mm, 70 mm였다. 

따라서 Lp가 50 mm 이하인 경우, 재순환영역에 따른 재

부착점과 Re와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으며, Lp = 100 mm, 

200 mm의 경우 재부착점의 위치와 길이는 유사한 결과를 보

였다. 

(a) Lp = 10 mm

(b) Lp = 5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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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Lp = 100 mm

(d) Lp = 200 mm

Fig. 6. Velocity profile of sleeve jointed pipe wall in 2,000 ≤

Re ≤ 5,000 at Lp = 10 mm, 50 mm, 100 mm, 200 mm.

이는 확대비(β)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Re를 증가시켰을 때

와 Re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확대비(β)를 증가시킬 때 모두 

재부착 길이가 증가한다(Dağtekin and Ünsal, 2011)는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슬리브 이음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서는 Lp가 100 mm 이상일 때부터 유동이 슬리브 벽면에 영

향을 미치고 재순환 영역이 발생하기 때문에 슬리브 이음을 

하는 배관은 Lp가 50 mm 이상 되지 않도록 설계 및 배관 작

업 시에 고려해야 한다.

5. 결 론

CFD 상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유동 해석에서 슬리브 이음

부의 확대비 및 축소비가 각각 1.2, 0.83이고, 상류 평균 유속

(U = 0.1 m/s)을 기준으로 Re는 200, 1,000, 3,000, 5,000으로 하

였으며 배관 간극(Lp)은 10 mm, 50 mm, 100 mm, 200 mm으로 

하여 수치 해석한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1) 슬리브 이음부의 압력손실은 Re에 비례 관계에 있으

며 압력손실의 크기는 확대비 및 축소비가 작을수록 적게 

나타났다.

(2) 배관 두께(tp)가 5 mm로 배관 직경(D)이 비해 1/10 정도 

이지만, 축방향 유동의 저항으로 작용하여 슬리브 이음부에 

와(vortex)를 형성시켜 유동의 불균일이 커진다.

(3) 배관 간극(Lp)이 100 mm, 200 mm의 경우 하류 배관 시

작부의 가장자리 주위는 난류 강도가 높았고 혼합층이 넓게 

형성되었지만, 10 mm 이하에서는 Re의 증가에 따른 가장자

리 주위의 난류 강도는 큰 변화가 없었다.

(4) 배관 간의 간극(Lp)이 10 mm 이하에서는 재부착점이 

나타나지 않았고, 50 mm, 100 mm, 200 mm이고 Re = 200인 경

우 Lp가 증가함에 따라 재부착점과 길이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Re ≥ 1,000의 경우는 거의 비슷한 재부착점과 길

이가 나타냈다.

(5) 슬리브 이음된 조정관을 설계 또는 설치할 경우, 압력

손실과 난류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 Re에 따른 Lp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배관 직경(D)이 변화되면 배관 두께(tp)도 변하기 때문

에 배관 직경과 배관 간극 간의 상관 관계에 대한 후속 연구

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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