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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lpmg system for the transportation of solid-water slurry may be the 

most suitable transportation system for the fine solid materials such as sand, 

coal , tailing , etc. In mineral and coal mines, solid-liquid mixture f1uid may 

be composed of solid partic1es and water flow within a horizontal pipe of the 

plpmg transport system, and it is especially noticeable that the system 

operation at the first stage may cause an unsteady state f10w such as 

unstable system behavior. This unstable behavior has been maintained for 

some time until the mixture f1uid of mineral partic1e and water discharge 

from the inlet to the outlet of pipe. Later, the unstable operating system can 

be transformed into the stable system under the steady state f10w system.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whether the system is operating 

in stable f10w mechanism of the mixture by analyzing the f10w behavior. 

The analysis has been conducted by numerical experimentsfor two phases 

solid-liquid flow model implementing a momentum equation on the basis of 

Navier-Stokes equation and a continuity equation, and consequently for the 



stability of the system behavior due to the mechanical additional pressure of 

the actual piping transport system. Also, various flow patterns which affect 

the hydro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flow could be encountered in the lab 

scale experiments. Complex flow patterns have been quantitatively analyzed 

in the experiments. It is concJuded that the results can be applied to . the 

optimum design and operation of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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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국내 광물의 산업화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는 광물 또는 부수 

적으로 발생하는 고형 입자형 페기물의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현재 

이러한 고형 입자물을 운반하는데에는 기차， 트럭， 노출형 콘베아벨트 등 

이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운반장치는 수송 지역간 특성에 맞게 이용될 

수밖에 없으나， 국내에서도 해안 간척사업에 이용되는 세립질 규사의 수 

송，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비교적 짧은 수송거리간 광미나 미립 폐석입자 

의 폐 채굴적 충진， 석탄광 적치장에서 역두 저탄장까지의 수송 등은 관 

수송 운반장치로서 해결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수송운반장치는 환경보 

전적인 측면에서 지대한 잇점을 줄 뿐만아니라 수송물의 연속적인 운반으 

로 수송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현재 관유송 운반장치에 대한 연구 중 전년에 수행된 내용은 순수한 

관유송 운반모댈에 대한 일반적인 수리 역학적 특성을 분석하였고1) 이어 

서 금번 연구내용은 관유송 시스템이 초기에 작동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즉 시스템 운전의 안정성 여부에 관한 연구와 병행하여， 소형 수평 

관 모형에서 고체입자의 유송특성에 관한 실험실 시험에 대한 연구를 포 

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유송스템이 실제로 가동될 때， 운전초기부터 

시스템이 안정화， 즉 정상화되기까지， 관내에서 고형물 입자들의 유송특성 

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 

형입자와 물로 이루어진 관내에서 슬러리 혼합물의 비정상 유동상태를 완 

전히 파악하여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비정상 유동구간에서 세립질 고형 

입자와 물로 이루어진 고-액 2상 혼합류의 유동특성은 시스템의 안정적 

인 동작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되며 시스템의 설계 및 가동 전에 

는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할 단계로서 시스템의 안정성을 미리 감지할 수 



있으므로 실제 운전시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특히 수 km 장거리 

수송에서 고형입자를 수평관으로 운반하기 위해서는 입자의 유속에 따라 

얼마간의 차이는 있으나 보통 장시간 동안 비정상 시스템 운전， 즉 불안 

정한 가동상태가 지속된다. 이러한 고-액 2상 혼합뉴의 비정상 유동시스 

템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경험식 모델(Empirica1 Correlation)과 유동역학 

모델(Hydrodynamic ModeD로 구분되며， 경험식 모델은 2상 유체를 하나 

의 혼합물로 가정하고， 관내 유동양상， 액체 점유율， 압력강하와 같은 유 

체특성들을 혼합물 상관식에 의존하여 독립적으로 계산한다. 이 모델은 

물리적 · 열역학적 특성을 적절하게 묘사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Navier-Stokes식을 기본으로 한 유동역학 모댈은 2상 혼합유체의 

특성에 따라 균질 모델(Homogeneous ModeD , 단순 역학 모델(Simplified 

Mechanistic Model) , 드리프트 유동 모델(Drift Flux Model) , 2상 유체 유 

동 모델(Two-Fluid Model)로 분류된다2，3) 

금번 모델연구에서는 2상류인 물 또는 해수와 고형입자 또는 세립질 

규사의 혼합류에 대한 수평관내에서 비정상 유동특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서， 열역학 시스템 모델이 배제된 등온 시스템으로 간주하였으며 시스템 

모델은 고형입자와 물로 이루어진 2상 유체 유동모넬로 설정하였다. 2상 

유체 유동모델 적용을 위해 고려한 것은 고형업자와 물 사이에는 질량교 

환이 없고， 고형입자와 물 사이의 체적 점유비 합은 항상 1.0이므로 1개 

의 고형입자에 대한 연속방정식이 필요하다. 한편， 고형입자와 물로 이루 

어진 2상 혼합유체의 모벤텀 방정식 적용을 위해서는 2상 혼합류를 준 단 

상 혼합류로 가정하여 1개의 모벤텀 방정식이 필요하다. 이것은 실제로 

관내에서 2상 혼합류의 특성 중 고형입자들은 수평유동하는 해수의 유속 

을 따라서만 단지 부유유동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방법으로 시스 

템 운전초기에 발생하는 비정상 유동상태를 묘사할 수 있는 비선형 방정 

2 



식 들을 차분화하여 완전 음적 해 방식 (Fully Implicit Scheme)으로 2상류의 

관내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고-액 2상 수평관 유송실험은 실제 

관유송 운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모형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입 

자의 크기， 형태 종류， 밀도차이 등에 의한 유송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 고-액 슬러리의 유송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향후 실제 관유송 운반에 적용하기 위해 주요한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 

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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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고-액 혼합물의 비정상 유동 

제 1절 개론 

수평관에서 유체의 유송은 여러 분야에서 이용되어 왔고 특히 그 대상 

은 순수한 물로부터 시작하여 미립 입자가 함유된 흔닥액， 점성이 낮은 

준 유체성인 응고성 용질， 입자의 크기가 작지 않은 조립형 고체입자 등 

으로서 여러 종류의 흔합유체에 그 대상이 있다. 이러한 고체입자를 액 

체에 포함하여 이송하는데에는 순수 액체만을 유송시키는 경우와는 달리 

매우 복잡한 유체특성을 보이게 되는데， 특히 매우 미세한 입자이고 수용 

성이 있는 미립자의 유체 특성은 순수유체와 거의 같고 단지 유송유체의 

밀도와 점성만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뉴토니안 유체 즉 점성유동을 감안 

한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지만 수용성이 아니고 비교적 조립질의 고체입자 

가 포함된 혼합유체에서는 비점성유동 또한 고려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으 

며 이때에는 액체내에서 입자의 여러 유체특성을 실험적으로 얻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험값을 근간으로 혼합유체의 유송특성을 분석하여야 한 

다. 본 연구에서는 수평관을 통해 비수용성 세립질 고체입자 또는 수용 

성 조립질 고체입자와 물을 혼합하여 고체입자의 유송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시스템 가동 초기부터 시스템이 안정화 즉 정상화되기까 

지 관내에서 입자들의 유송특성을 알고자 한다. 이러한 비정상 유송구간 

에서 혼합유체의 유송특성은 시스템의 안정적인 가동여부를 판단할 수 있 

는 지표가 되며， 실험시스템의 설계 및 가동전에는 필수적으로 실행되어 

야할 단계로서 실험시스템의 안정성을 미리 감지할 수 있어 실험가동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4 



제 2절 이론적 배경 

1. 고-액 슬러리의 관내 비정상 유동 

관내를 흐르는 유체의 물리적 특성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며 하니·는 

관입구로 유입되는 유체의 단위체적당 질량과 관출구로 토출되는 질량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송관 시스템내 

에서 단위체적당 질량변화율이 단위체적내에서 질량교환율과 동일해야 하 

는 “질량보존의 법칙”의 특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 하나는 관내에서 유 

체가 유송하는데 필요한 운동량에 관한 것으로 유송관 시스템내에서 단 

위체적당 운동량변화율은 단위체적내에서 운동량교환율과 시스템에 작용 

하는 총힘으로 표현되며 이것은 정지하고 있는 물질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가속에 의한 힘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시스템은 관성 시스템으로 표현된 

다. 

한편， 본 연구에서 수평관 유체유송 시스템에서 이송유체는 물과 미립 

질의 고체입자이며， 관내에는 물로서 이미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물이 흘 

러갈 때 고체입자는 물의 유속에 따라 부유유동하게 되며 이것을 위에서 

기술한 물리적 개념에 적용하고자 한다. 먼저 수평관의 유송시스템에서 

물과 고체입자의 혼합성 유체의 연속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 

다. 

옮(애)+옳(p M VM) 0 (1) 

식 (1)은 관내에서 단위체적당 질량유속을 나타내는 방정식이며 관입구와 

관출구에서 질량유속에 대한 평형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관내에서 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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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입자의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융(p M VM) +옳( P M VM2 ) 十 FD十옳(Pw) =0 (2) 

식 (2)는 관내에서 물과 고체입자의 운동방정식으로서 단위체적당 작용하 

는 총힘은 일반적으로 가속도에 의한 힘， 고저차에 의한 힘， 마찰에 의한 

저항력， 그리고 기계에 의한 부가력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와같이 

식 (2)는 시스템내에서 단위체적당 총힘의 변화는 단위체적내에서 단위시 

간당 발생하는 운동량변화와 같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 식 (2)의 

첫 번째 항은 단위체적내에서 단위시간당 발생하는 운동량 즉 단위체적당 

힘으로 표현되며， 두 번째항은 가속도에 의한 힘이고， 수평관 시스템에서 

고저차에 의한 힘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힘은 무시될 수 있으며， 세 번 

째항은 마찰에 의한 저항력이고 네 번째항은 기계에 의한 부가적 힘으로 

작용한다. 한편， 식 (1)과 (2)에서 p , V, p , FD 는 각각 유체의 밀도， 속 

도， 압력， 마찰력을 나타내며， 하첨자 M은 물과 고체입자로 이루어진 2상 

혼합유체를 나타낸다. 이때 물과 고체입자로 이루어진 2상 혼합유체의 

밀도 PM은 다음과 같이 고체의 겉보기 밀도와 물의 겉보기 밀도 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또한 관내에서 고체와 물의 체적비와 평균밀도로도 표 

현할 수 있다. 

PM Pss + PSL = CSPS + CLPL (3) 

식 (3)에서 p , C는 각각 밀도와 체적비이며， 하첨자 SS , SL, S, L은 각각 

고체입자의 겉보기， 물의 겉보기， 고체입자， 물을 나타낸다. 또한 물과 고 

체입자로 이루어진 2상 혼합유체의 속도 VM 을 식 (3)의 형태로 나타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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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VM Vss + VSL CSVs + CL VL (4) 

이상에서 혼합유체의 연속방정식 식 (1)과 운동방정식 식 (2)를 풀기 위 

해 설정되는 미지 변수는 고체입자 또는 물의 체적비와 2상 유체의 속도 

로 설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체입자의 체적비 Cs와 2상 유체의 

속도 Uμ을 미지변수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2상 유체의 속도 Uμ을 각각 

의 고체입자의 속도 Vs와 물의 속도 VL로 구분하여 미지변수로 설정하 

지 않은 것은 연속방정식 식 (1)과 운동방정식 식 (2)를 적용하고자 하는 

유체는 점성유동을 하는 경우이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고체입 

자는 실제로 점성유동을 하기보다는 물의 유속에 따라서 부유유동하므로 

고체입자의 유속은 실험에 의해 물의 유속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고체입자와 물의 유속비 (VS/VL)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혼 

합유체의 속도 VM으로서만 위의 식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물 

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식 (3)을 식 (1)과 식 (2)에 대입하게 되면 식 (1) 

은 다음과 같이 재정돈하여 나타낼 수 있다. 

(Ps - PL)활 + VM(PS - PL)鐵 + (CS Ps - CSPL + PL)짧 0 (5) 

식 (2)는 다음과 같이 정돈된다. 

VM(PS- PL)활+ (CS Ps - CSPL + PL)뿔+ VM2 (PS-PL)뽑 (6) 
Jv 

+2VM(CSPS-CSPL +PL)폈十Fo+빨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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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식 (5)와 (6)에서 고체입자의 밀도 Ps는 2500.0-2600.0 kg/m3으 

로 설정하였으며， 물의 밀도 PL은 상온하에서 1000.0 kg/m3으로 설정하 

였고， 2상 혼합유체와 관벽간의 마찰력 FD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Fn f PM VM I VM I 
D - 2 D (7) 

식 (7)에 서 fanning 마찰계 수 f는 다음의 실 험 식 (8)을 사용하고， 

f = 0.1따(슴 )0 짧 +0.532(슴) +88.0(슴f 뼈Re -1.62 (슴r 띠 (8) 

레이놀즈 수 Re는 다음의 실험식 (9)를 사용하며， 

Re=(펀F) e- (9) 

식 (7), (8), (9)에서 D는 수평관의 직경이고 cφ는 관 내부의 상대 거칠 

기 lJL 은 물의 운동 점 성 도(kinetic viscosity)로서 상온에 서 1.30 X 10-6 

m2/s이며 Cs는 고체입자의 체적비 이다4β 한편， 식 (6)의 마지막 항은 

관의 단위 길이당 기계적으로 부가되는 압력으로서 관 전체의 요구되는 

동력 PW와 압력차 4ψM， 토출량 Qμ， 그리고 기계의 전체효율 η 는 다 

음과 같은 관계에 있다. 

PW = 
dPM QM 

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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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0)에서 시스템의 전체 압력차 L1pμ으로부터 식 (6)의 마지막 항은 

기계적인 부가 압력구배로 설정된다. 

지금까지의 정의한 내용을 언급으로 식 (5)와 (6)의 고체입자의 체적 

비 Cs와 2상 혼합유체의 속도 VM을 풀기 위해 각각의 식을 유한 차분화 

하여 완전 음적해 방식 (Fully Implicit Solution Scheme)을 이용한다. 

시스템에 대한 초기조건을 설정하기 위해서 가정한 것은 유송관내에는 

이미 물로서 채워져 있으며 고체의 입자는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Cs=O.O과 CL = 1. 0으로 가정하였으며， 관의 경계조건을 설정하기 위해서 

흡입구의 2상 혼합유체의 속도는 부착된 펌프의 힘에 토출되는 흡입구에 

서 가변량으로 계산될 수 있도록 감쇄효과에 따른 경계조건으로 설정되었 

고， 고체입자의 주입 체적비는 임의의 값으로 설정되었다. 또한 관의 토 

출구에서 속도와 고체입자의 체적비는 모두 자유 출구경계조건에서 감쇄 

효과에 따라 설정되었다. 

2. 슬러리의 비속도 

관내 고-액 슬러리의 유동시 고체입자는 2상 혼합물의 유속과 고체입 

자의 관내 체적농도에 따라 부유유동， 층이동， 또는 정지될 수 있다. 이 

러한 기본적인 개념은 먼저 2상 혼합물의 속도 VM , 고체입자의 종침강 

속도 Vo , 고체입자의 관내 분포형상에 따라 설명될 수 있다 Zuber와 

Findlay6)는 이러한 관계로부터 관내 고체업자의 속도 Vs 를 다음과 같은 

간단한 식 (ll)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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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COVM-VO (11) 

윗식에서 CO는 고-액 혼합물의 관내 유동시 고체입자의 분포를 보여주 

는 계수로서 일반적으로 난류유동시에는 1.0에 가깝고 보통 1.0- 1.2 정도 

이다. 이때 뉴톤식을 적용하여 고체입자의 종침강속도 Vo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Vo = 1. 74( g ds띔뜨foS (12) 

위식에서 ds는 고체입자의 평균입경이다. 또한 식 (11)에서 2상 흔합물 

의 속도 VM은 고체입자의 관내농도 Es와 관내 액체만의 평균 속도 VL 

와 고체만의 평균 속도 Vs로 나타내면 식 (13)같이 되며 다시 식 (11)은 

최종적으로 식 (1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VM = (1- ES)VL + Esvs 

s= 1 Vo ----~-

1-Es 

(13) 

(14) 

식 (14)에서 S는 관내에서 액체와 고체입자의 미끄럼 속도이 고 액체와 고 

체입자의 속도차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미끄럼 속도 S는 다음 식 (15)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S=Vr -Vc:.= VSL VSS 
=VL-VS= 1-Es 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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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5)에서 하첨자 SL과 SS는 각각 겉보기 액체와 고체입자를， S와 L은 

관내에서의 액체와 고체입자를 의미한다. 식 (15)에서 VSL +VSS는 VM 

로， Vss는 VM Cs로 표현되며， 이를 다시 정돈하면 다음과 같은 관내 고체 

입자의 농도 Es 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된다. 

E~+(떻 -1 )ES-뿜뜨 =0 (16) 

식 (16)에서 관내 고체입자의 농도 Es 에 대한 근은 고-액 슬러리인 경우 

다음 식 (17)과 같다. 

ES=-(편품)+{(쁨품f+뚱뜨 (17) 

이상에서 고-액 2상류의 속도 VM , 고체입자의 토출농도 즉 토출 체적비 

Cs 그리고 고체입자의 평균입도 ds 로부터 식 (14)와 식 (17)에 의해 고 

체입자와 액체의 관내 평균속도， 미끄럼 속도， 미끄럼 속도비 등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O.lmm 미립질의 규사에 대해 고-액 슬러리 비 

정상 유송실험을 전산실험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미립질 규사의 유송특 

성은 Table 1과 같이 나타내었다. Table 1을 살펴보면 먼저 O.lmm 세립 

질 규사의 종 침강속도는 식 (12)로부터 얻었으므로 규사입도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나지만 Table 1은 입도 O.lmm 을 기준한 자료이다. 또한 세립 

규사의 관내 유속은 식 (11)로부터 2상 혼합물의 유속과 규사의 종침강속 

도간의 차로서 얻을 수 있다. 그외 미끄럼 속도， 미끄럼 속도비， 관내 규 

사의 농도 등은 식 (14)와 식 (17) 로부터 계산되었다. 표에 따르면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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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Velocity parameters of O.lmm sands and water flowing in a 
horizontal pipe 

Mixture |DnliSe1cted 。r Vel。αty in pipe (m/se이 Volume Slip ratio chared 
veloci이ty ， volume Iraction 01 sands 
(m/se Iraction Water Sands Terminal Slip In plpe and water 

01 sands settling 
[VM) [Cs) [vL) [Vs) [Vo) [S) [Es) [SR) 

0 ‘ 1 0.509 0.075 0.115 0.852 
0.2 0.520 0.087 0.231 0.833 

0.5 0.3 0.535 0.433 0.067 0 ‘ 102 0.346 0.809 
0.4 0.557 0.124 0.462 0.778 
0.5 0.591 0.158 0.577 0.733 
0 ‘6 0.650 0 ‘ 217 0.692 0.667 
0.1 1.008 0.075 0.107 0.926 
0.2 1.018 0.085 0.214 0.917 

1.0 0.3 1.032 0.933 0.067 0.098 0.321 0.905 
0.4 1.050 0.117 0.429 0.889 
0.5 1.077 0.144 0.536 0.867 
0.6 1.120 0.187 0.643 0.833 
0.1 1.508 0.075 0.105 0.951 
0.2 1.518 0.084 0.209 0.944 

1.5 0.3 1.531 1.433 0.067 0.097 0.314 0.936 
0.4 1.548 0.115 0.419 0.926 
0.5 1.573 0.140 0.523 0.911 
0.6 1.613 0.179 0.628 0.889 
0.1 2.008 0.074 0.103 0.963 
0.2 2.017 0.084 0.207 0.958 

2.0 0.3 2.030 1.933 0.067 0.097 0.310 0.952 
0.4 2.047 0.114 0.414 0.944 
0.5 2.071 0.1 38 0.517 0.933 
0.6 2.109 0.176 0.621 0.917 
0.1 2.508 0.074 0.103 0.970 
0.2 2.517 0.084 0.205 0.967 

2.5 0.3 2.530 2.433 0.067 0.096 0.308 0.962 
0 .4 2.547 0.113 0.411 0.956 
0.5 2.570 0.137 0.514 0.947 
0.6 2.607 0.174 0.616 0.933 
0.1 3.008 0.074 0.105 0.975 
0.2 3.017 0.084 0.209 0.972 

3.0 0.3 3.030 2.933 0.067 0.096 0.314 0.968 
0.4 3.046 0.113 0.419 0.963 
0.5 3.070 0.137 0.523 0.956 
0.6 3.106 0.173 0.628 0.944 
0.1 3.508 0.074 0.102 0.979 
0.2 3.517 0.084 0.204 0.976 

3.5 0.3 3.529 3.433 0.067 0.096 0.306 0.973 
0 .4 3.546 0.113 0.408 0.968 
0.5 3.569 0.136 0.510 0.962 
0.6 3.605 0.172 0.612 0.952 
0.1 4.008 0.074 0.102 0.981 
0.2 4.017 0.084 0.203 0.979 

4.0 0.3 4.029 3.933 0.067 0.096 0.305 0.976 
0 .4 4.046 0.112 0.407 0.972 
0.5 4.069 0.136 0.508 0.967 
0.6 4.104 0.171 0.610 0.958 
0.1 4.508 0.074 0.102 0.984 
0.2 4.517 0.084 0.203 0.981 

4.5 0 ‘3 4.529 4.433 0.067 0.096 0.305 0.979 
0.4 4.546 0.112 0.406 0.975 
0.5 4.569 0.1 35 0.508 0.970 
0.6 4.604 0.171 0.609 0.963 
0.1 5.008 0.074 0.101 0.985 
0.2 5.017 0.084 0.203 0.983 

5.0 0.3 5.029 4.933 0.067 0.096 0.304 0.981 
0.4 5.045 0.112 0.405 0.978 
0.5 5.069 0 ‘ 135 0.507 0.973 
0.6 5.104 0.170 0.608 0.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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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흔합 유속에서 규사의 토출 또는 주입을 증가시킬수록 미끄러 속도 즉 

물과 규사의 속도차가 점점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많은 양의 규 

사를 관내로 주입하게 되면 관내에 규사의 체적이 증가하는 반면에 상대 

적으로 물의 체적이 적어져 규사를 부유시킬만한 물의 유속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미끄럼 속도가 증가하게 됨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규사의 

토출 또는 주입 체적비와 관내에 분포하는 규사의 체적비를 비교하면 관 

내 체적비가 주입 체적비에 비해 증가함을 알 수 았으며， 이것은 이에 해 

당하는 2상 혼합물의 유속에서 관내 체적비와 주입 체적비의 차이만큼 관 

내에는 규사의 지체 또는 침전될 수 있음을 정량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특히 2상흔합물의 유속이 저하됨에 따라 규사의 주입체적비에 비해 관내 

체적비가 점점 증가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2상 혼합물의 유속을 적절히 높힘으로서 관내 체적비와 주입 체적비의 

차이를 감소시켜 관내를 흐르는 규사의 부유 유동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Table 1의 자료는 관내 고-액 슬러리 비정상 유동을 

분석하기 위해 이와같이 물의 흐름을 따라 부유유동하는 규사의 유송특성 

을 분석하는데에 적용하고자 한다. 

제 3절 결과분석 

고-액 슬러리의 관내 유송분석을 위해 본 장에서는 전산실험을 통한 

작업을 수행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몇가지 시스템 환경 설정과 고-액 간 

유송특성을 미리 파악하였다. 먼저 고-액간 유송특성은 Table 1의 일반 

적인 유송자료로부터 금번 연구에서 이용한 Table 2의 자료를 설정하여 

고-액 슬러리의 비정상 유송분석을 시도하였다. 금번 연구에서 적용한 

O.lmm의 세립질 규사는 해안 간척지의 천해해저에 있는 규사로서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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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 vailable transport parameters of O.lmm fine sands in fully 
developed water pipe 

Volume Overall Mixture Velocity o Vfe s|oacnitdvs S|iCp| 1 1 Volume Ratio of 
fraction of d pifrfeesrseunrcee velocity of water velocity : fraction S|iCp| 

injected In plpe In plpe of sands velocity 
sands In짧e 

Ifra(cCh헤on] [熾l I rn (V/sMe)cl Irn (lvs니ec] [m (lvsse)cl Im (/Sse)cl [fra (α l Ifra (SctRio)nl 

100 1.216 1.234 1.149 0.085 0.212 0.931 

500 2.719 2.736 2.652 0.084 0.202 0.969 
0.2 

1000 3.845 3.862 3.778 0.084 0.202 0.978 

1500 4.71 0 4.727 4;643 0.084 0.202 0. 982 

100 1.143 1.172 1.076 0.096 0.302 0.918 

500 2.555 2.584 2.488 0.096 0.302 0.963 
0.3 

1000 3.613 3.642 3.546 0.096 0.302 0.974 

1500 4.426 4.455 4.359 0.096 0.302 0.978 

100 1.078 1.124 1.011 0.113 0.407 0.899 

500 2.411 2.456 2.344 0.112 0.402 0. 954 
0.4 

1000 3.410 3.455 3.343 0.112 0.402 0.967 

1500 4.177 4.222 4.110 0.112 0.402 0. 973 

100 1.021 1.093 0.954 0.139 0.518 0.873 

500 2.283 2.351 2.216 0.135 0.504 0. 942 
0.5 

1000 3.229 3.296 3.162 0.134 0.502 0.959 

1500 3.955 4.022 3.888 0.134 0.502 0.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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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mm 이하이며 이를 해안 간척지로 해수와 함께 관유송으로 수송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O.lmm이하인 규사입자는 물속에서 유송시 중력의 영 

향을 그리 받지 않는 뉴토니안 유동을 하므로 종침강속도도 약 5.0-

10.0cm/sec로 나타난다. 금번 연구에서는 종침강속도 약 7.0cm/sec를 이 

용하였다. 또한 실제 해안 간척지로 토출되는 세립규사의 토출 체적비는 

약 0.4 -0.6 정도로 나타나는 것을 봐서 O.lmm 이하 간척해사는 관수송시 

거의 부유유동을 함을 알 수 있으며 물론 이때 해수와 간척해사의 혼합물 

의 유속은 간척해사가 충분히 부유유동을 할 수 있는 4.0-6.0m/sec 이상 

의 높은 속도로 유지된다. 이러한 사례를 근간으로 금번 연구에서는 

O.lmm의 세립규사를 물에 의해 관 수송시 초기운전 안정성과 부유유동 

안정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실제로 간척지의 슬러리 관유송 시스템은 연 

장은 수km， 수송관경은 32인치 (약 800mm)에 달하며， 간척해사의 토출체 

적비는 보통 0.4-0.6 정도에 달하고 있어， 금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스템 

환경을 감한하여 Fig. 1에서와 같이 축소한 모형으로 설정하였으며 그 환 

경은 연장 100m, 관경 4인치로 설정 하여 고-액 슬러리의 비정상 관유송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Table 1로부터 도출된 Table 2의 자료 

에서 규사의 토출 체적비 즉 주입 체적비는 0.2-0.5의 범위로 정하였고 

이러한 규사의 토출이 될 수 있도록 기계적으로 부가된 압력차는 100, 

500, 1000, 1500kPA로 설정하여 시스템 환경에 가장 적합한 유송특성을 

찾고자 하였다 Table 2에서 규사와 물로 이루어진 2상 혼합속도 VM는 

2상 혼합물의 속도가 비정상 유동상태에서 정상상태에 이르렀을 때의 속 

도이며 그외 유송특성들도 모두 정상상테에 도달했을때의 결과이다. 한 

편 Fig. 2는 Table 2의 자료를 이용하여 2상 혼합속도와 물과 O.lmm 규 

사의 지체비 (Holdup rati이를 나타낸 것으로 여기서 지체비란 관내의 물 

의 유속과 규사의 유속을 비로서 나타낸 것으로 만일 1.0이라면 물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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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같은 유속으로 유동함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물의 유속이 규사의 

유속에 비해 빠르므로 1.0보다 크게 나타난다. 규사의 주입 체적비가 클 

수록 지체비는 점점 증가하여 물과 규사의 속도차는 점점 크게 나타나며 

이것은 동일한 2상 혼합물의 속도에서 규사의 주입량을 늘리면 관내에 물 

이 차지하는 체적이 감소하여 그 만큼 물의 속도는 증가하게 된다. 이 

러한 이유로 규사의 지체는 심하게 된다. 또한 동일한 양으로 규사를 주 

입하였을 때， 2상 혼합물의 관내 속도가 감소하면 할수록 규사의 지체는 

더욱 심하게 나타나 이것은 낮은 유속에서는 규사의 지체성이 심해 관저 

부에 적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Fig. 2는 혼합물 

의 속도와 규사의 주입비에 따라 규사의 유송효율을 예견할 수 있다. 

Fig. 3은 고-액 수평관 유송시스템에서 O.lmm 규사의 유동형태를 보여주 

는 것으로서 2상 혼합물의 유속과 규사의 주입비에 따라 곡선그라프의 왼 

쪽 구역은 규사의 입자들이 수평관저부에 가라앉거나 관저부층을 따라 저 

속으로 이동하는 범위이고 중앙 구역은 규사의 유동분포가 대칭은 아니 

지만 거의 부유유동을 하는 범위이며 오른쪽 구역은 대칭을 이루는 규사 

입자들이 모두 부유유동을 하는 범위를 나타낸다. 통상 중앙 구역이상이 

면 규사가 관유송을 하는데에 어려움이 없으며 이를 위해 2상 혼합물의 

유속을 유지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은 

고-액 슬러리 비정상 유송분석을 위해 웅용되며 이를 위해 동일한 시스 

템 환경에서 규사의 주입량과 이에 상응하는 기계적인 압력차에 따라 유 

송특성 을 분석 하고자 한다. 

1. 규사의 주입 비 0.2 

위에서 언급한 시스랩환경에서 O.lmm의 규사를 0.2의 체적비로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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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때， 여러 비정상 유동 특성에 대한 결과를 Fig. 4 - Fig. 8에 도시 

하였으며， 이 중 Fig. 4는 가동초기부터 관내 슬러리 유송현상이 비정상을 

거쳐 정상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관의 주입지점과 토출지점에서 물과 규사 

의 질량 유동량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슬러리의 유송을 위해 필요한 기계 

적인 동력으로서 작용되는 압력차를 각각 100, 500, 1어0， 1500kPA로 설 

정하여 슬러리의 비정상 유동특성을 보고자 하였다. 먼저 Fig. 4-1은 가 

동초기에 물로 채워진 수평관내에 규사를 0.2의 체적비로 공급하기 위해 

100kPA의 기계적인 압력차를 유지한 상태하에서， 시스템의 가동초기부터 

정상가동까지 질량유동량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을 살펴보면 시스템 

이 가동되기 직후 물은 공급과 동시에 토출되기 시작하며 규사입자는 공 

급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물의 토출은 공급에 비해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주입되는 규사의 공급량이 관밖으로 

토출되지 않고 관내에서만 유송하는데에 기인한다. 한편 이 러 한 비정상 

유송현상이 계속 진행되면서， 약 40초 이후부터 규사의 토출이 시작되는 

동시에 공급되는 물보다 증가한 토출량이 점차적으로 감소되어 약 60초 

이후부터 물의 공급량과 토출량 즉 질량유량이 동일하게 되며 ， 또한 규사 

의 공급되는 질량 유동량과 토출이 같아지게 된다. 이때는 고-액 슬러리 

유동상태를 정상유동 상태로 간주하여 시스템운전이 안정된다. Fig. 4-2, 

Fig. 4-3. Fig. 4-4는 슬러리 슬러리의 유송을 위해 필요한 기 계적인 동력 

으로서 작용하는 압력차를 각각 500, 1000, 150야PA로 유지 한 상태에서 

물과 O.lrnm 규사에 대한 질량 유동량을 도시한 것으로서 압력차가 클수 

록 2상 혼합물의 슬러리의 속도가 증가하여 슬러리의 유동이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이 각각 약 30초， 20초， 18초이며， 이 이후는 정상상태로서 

시스템 운전이 안정화되며 물과 규사의 각각의 공급량과 토출량이 동일하 

게 된다. 이상에서 Fig. 4에 도시한 결과는 시스템의 가동초기부터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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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태에서 정상상태에 이르는 사스템 운전상태를 확인하고자 각기 다른 

힘에 의해 물과 규사에 대한 질량 유동량 추이를 분석한 것이다. Fig. 5 

는 가동초기부터 정상상태에 이르기까지 관외로 토출되는 2상 혼합물의 

속도를 전체압력차 100, 500, 1000, 1500kPA에서 도시한 것이다. 실제로 

이때 2상 혼합물의 속도는 수평관 시스템에서 유동형태를 감지하는 중요 

한 결과이며， Fig. 3에서 규사업자의 체적비가 0.2일 때 2상 혼합물의 유 

속이 2.7m/sec이하이면 입자는 관저부에서 서서히 이동하거나 그 이하의 

속도에서는 입자는 이동하지도 않고 적채되기 시작하여 마지막에는 관의 

폐쇄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2.7m/sec 이하의 속도로 저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7m/sec 이상 6.7m/sec이하의 범위에서 0.1mm 규사입 

자는 부유상태에서 유통을 하지만 2.7m/sec 보다 약간 큰 속도에서는 관 

저부쪽에서 유동을 하며 속도가 점점 증가되어 6.7m/sec 부근에서는 완 

전히 관의 중심부 또는 그 이상에서 부유유동을 하게되며 이러한 유동형 

태는 부유유송하는 규사의 관내분포가 비대칭 형태를 띠우므로 이러한 구 

역을 비대칭 부유유동범위에 있다고 한다. 한편 6.7m/sec이상에서는 모 

든 입자는 완전 부유유동을 하며 이 구역은 대칭 유동범위에 있다고 한 

다. 그러므로 Fig. 5에서 도시한 2상 혼합물의 정상 토출유속은 압력차 

100, 500, 1000, 150없PA일 때 각각 1.22, 2.71 , 3.84, 4.71m/sec로 나타나 

므로 2.7m/sec 이상의 2상혼합물의 유속인 경우는 기계적인 압력차가 

500kPA이상이면 부유유동을 하지만 안전성을 고려하여 lO00kPA정도의 

압력차를 유지한다면 규사는 흐르는 물속에서 안전하게 부유유동할 수 있 

음을 예시한다. Fig. 6은 시스템의 가동시간대 별로 공급되는 동력을 압 

력차에 따라 도시한 것으로 1000, 1500kP A인 경우는 순간 동력이 약간 

상숭하나 그 이후로는 약 50kw, 100kw를 유지하고 있다. Fig. 7은 실질 

적으로 유송효율을 볼 수 있는 결과로서 시스템의 가동시간 만큼 수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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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사의 양을 나타낸 것으로서 kwh당 토출된 규사의 중량으로 표시하였 

다. 이 그림을 살펴보면 먼저 압력차 즉 동력이 작을수록 규사의 단위 수 

송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특히 100kPA일때는 단위 수송량이 급격히 증가 

하고 있으나， 실제로 100kPA의 압력차인 경우는 2상 혼합물의 정상유속 

이 l.22rn/sec이므로 부유유동을 하지못하는 경우이므로 여기서는 배제하 

여야 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규사의 단위 수송량은 압력차가 클수록 감 

소하고 있으므로 시스템의 안정상 무제한적으로 동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으나 시스템의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2상 혼합 

물의 유속을 증가시켜야 하므로 어느정도 적절한 압력차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슬러리 관유송 시스템에서는 1000kPA 정도의 기계적인 

압력차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Fig. 8은 가동초기부터 정상상태에 이 

르기까지 공급된 규사입자가 관내에서 어떠한 체적분포를 보이는지를 도 

시한 그림으로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관내에서 규사의 분포상태를 관찰 

할 수 있다. Fig. 8-1은 압력차를 100kPA로 유지하였을 때의 결과이며， 

이 그림을 살펴보면 관의 주입부에서 규사를 주입한 직후부터 각 시간대 

별로 규사의 관내 점유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가동 

초기에 규사의 점유비는 관내에서 급격한 감소를 보여주며 그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유비는 점차적으로 완만한 분포를 보이다가 최종적으로 

약 60초 이후이면 관내 전체는 규사의 주입과 토출비가 같은 0.2로 채워 

진다. Fig. 8-2는 압력차를 500kPA로 유지하였을 때의 관내 규사의 체 

적분포의 변화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전체적인 분포양상은 압력차 100kPA 

인 경우와 유사하나 단지 30초 이후이면 관내 전체의 규사의 체적비는 

0.2로 채 워 짐 을 알 수 있다 Fig. 8-3과 Fig. 8-4는 압력 차를 각각 

1000kP A, 1500kP A로 유지하였을 때 규사의 관내 점유분포이며， 체적비 

0.2로 모두 채워지는 시기는 각각 20초 18초 이후이다. 이와같이 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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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구에서 규사의 주입비와 토출구에서 토출비가 같을 때 관내에는 모두 

같은 체적 점유비로 채워진 상태는 시스템의 운전이 안정화되는 시기로 

볼 수있으며 그 이전은 시스템 운전이 불안정한 상태 즉 슬러리의 비정상 

유동상태로 볼 수 었다. 

2. 규사의 주입비 0.3, 0.4, 0.5 

다음은 O.lmm의 규사를 0.3의 체적비로 주입하였을 때， 여러 비정상 

유동 특성에 대한 결과를 Fig. 9-Fig. 13에 도시하였으며， 이 중 Fig.9는 

가동초기부터 관의 주입지점과 토출지점에서 물과 규사의 질량 유동량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슬러리의 유송을 위해 펼요한 기계적인 동력으로서 작 

용되는 압력차를 각각 100, 500, 1α)()， 1500kP A로 설정하여 슬러리의 비 

정상 유동특성을 보고자 하였다. 

먼저 Fig. 9-1은 가동초기에 물로 채워진 수평관내에 규사를 0.3의 체 

적비로 공급하기 위해 100kPA의 기계적인 압력차를 유지한 상태하에서 

시스템을 가동한 경우이며， Fig. 4-1의 주입비 0.2의 경우와 같이 시간이 

어느정도 경과함에 따라 주입된 질량 유동량과 토출한 질량 유동량이 일 

치하게 된다. 그러나 그와 다른 것은 규사의 주입비를 0.3으로 하였으므 

로 0.2의 경우에 비해 규사의 토출량은 증가한 반면 물의 토출량은 감소 

하게 된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65초이후이면 토출되는 

물과 규사의 질량 유동량이 같게 나타나므로 이후 시스템 운전이 안정될 

수 있다. Fig. 9-2, Fig. 9-3. Fig. 9-4는 슬러 리 슬러 리 의 유송을 위 해 

필요한 기계적인 동력으로서 작용하는 압력차를 각각 500, 1000, 150없PA 

로 유지한 상태에서 물과 O.lmm 규사에 대한 질량 유동량을 도시한 것으 

로서 압력차가 클수록 2상 혼합물의 슬러리의 속도가 증가하여 슬러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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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이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은 각각 약 32초， 22초， 20초 이후이며， 

이때는 정상상태로서 시스템 운전이 안정화되며 물과 규사의 각각의 공급 

량과 토출량이 동일하게 된다. Fig. 10은 가동초기부터 정상상태에 이르 

기까지 관외로 토출되는 2상 혼합물의 속도를 압력차 100, 500, 1000, 

1500kPA에서 도시한 것이다. 실제로 이때 2상 혼합물의 속도는 수평관 

시스템에서 유동형태를 감지하는 중요한 결과이며， Fig. 3에서 규사입자 

의 체적비가 0.3일 때 2상 혼합물의 유속이 3.1m/sec이하이면 입자는 관 

저부에서 서서히 이동하거나 그 이하의 속도에서는 업자는 이동하지도 않 

고 적체되기 시작하여 마지막에는 관의 폐쇄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3.1m/sec 이 하의 속도로 저 하되 지 않도록 주의 해 야 한다. 3.1m/sec 이 상 

7.7m/sec이하의 범위에서 O.lmm 규사업자는 부유상태에서 유동을 하지만 

3.1m/sec 보다 약간 큰 속도에서는 관저부쪽에서 유동을 하며， 속도가 점 

점 증가되어 7.7m/sec 부근에서는 완전히 관의 중심부 또는 그 이상에서 

부유유동을 하게되며 이러한 유동형태는 부유유송하는 규사의 관내분포가 

비대칭 형태를 띠우므로 이 러한 구역을 비대칭 부유유동범위에 있다고 한 

다. 한편 7.7m/sec이 상에 서 는 모든 업 자는 완전 부유유동을 하며 이 구 

역은 대칭 유동범위에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Fig. 10에서 도시한 2상 혼 

합물의 정상 토출유속은 압력차 100, 500, 1000, 1500kPA일 때 각각 1.14, 

2.56, 3.61 , 4.43m/sec로 나타나 규사의 점유비 0.2인 Fig. 5의 경우에 비해 

저하됨을 알 수 있어 규사량의 증가로 슬러리 혼합물의 밀도가 증가하므 

로 이러한 속도저하를 초래한다. 한편 규사가 부유유동하기 위한 2상 혼 

합물의 속도는 3.1m/sec 이상이어야 하므로 기계적인 압력차가 500kPA인 

경우는 혼합물의 속도가 2.6m/sec 정도로 나타나 문제가 있으므로 

1000kPA 정도 이상의 압력차를 유지한다면 안전하게 부유유동할 수 었 

다. Fig. 11은 시스템의 가동시간대 별로 공급되는 동력을 압력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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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한 것이다. Fig. 12는 실질적으로 동력대비 유송효율을 나타낸 것으 

로 kwh당 토출된 규사의 중량으로 표시하였다. 이 그림 역시 규사의 주 

업비 0.2인 Fig. 7에서와 같은 유형을 보여주며， 이와 마찬가지로 압력차 

즉 동력이 작을수록 규사의 단위 수송량은 증가하고 있고 특히 100kPA일 

때는 단위 수송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로 100kPA의 압력차인 

경우는 2상 혼합물의 정상유속이 l.14rn/sec이므로 이 속도로는 부유유동 

을 하지못하는 경우이므로 여기서는 제외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체적으 

로 규사의 단위 수송량은 압력차가 클수록 감소하고 있으므로 시스템의 

안정상 무제한적으로 동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으나 시스템의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2상 혼합물의 유속을 증가시켜야 

하므로 어느정도 적절한 압력차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때에도 

1α)()kPA 또는 1500kPA 정도의 기계적인 압력차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 

다. Fig. 13은 규사의 주입비 0.2인 Fig. 8에서와 같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관내에서 규사의 분포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그림으로서， Fig. 13-1 

은 압력차를 100kPA로 유지하였을 때의 결과이며 관의 주입부에서 규사 

를 주입한 직후부터 각 시간대 별로 규사의 관내 점유비 분포를 구체적으 

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가동초기에 규사의 점유비는 

관내에서 급격한 감소를 보여주며 그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유비는 

점차적으로 완만한 분포를 보이다가 그림에서는 80초를 나타냈지만 실제 

로는 약 65초 이후이면 관내 전체는 규사의 주입과 토출비가 같은 0.3으 

로 채워진다. Fig. 13-2는 압력차를 500kPA로 유지하였을 때 관내 규사 

의 체적분포의 변화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전체적인 분포양상은 압력차 

100kPA인 경우와 유사하나 단지 32초 이후이면 관내 전체의 규사의 체적 

비는 0.3으로 채워진다. 마찬가지로 Fig. 13-3과 Fig. 13-4는 압력차를 

각각 1어OkP A, 1500kP A로 유지하였을 때 규사의 관내 점유분포이며，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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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비 0.3으로 모두 채워지는 시기는 각각 약 22초， 20초 이후이다. 이와 

같이 관의 주입구에서 규사의 주입비와 토출구에서 토출비가 같을 때 관 

내에는 모두 같은 체적 점유비로 채워진 상태는 시스템의 운전이 안정화 

되는 시기로 볼 수있으며 그 이전은 시스템 운전이 불안정한 상태는 슬러 

리의 비정상 유동상태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규사의 주입 체적비를 

0.2와 0.3인 경우 2상 혼합물의 비정상 상태에서 여러 유송특성을 비교분 

석하여 보았으며 이를 다시 시스템의 안정시기와 기계적인 압력차의 크기 

에 따라 규사의 부유유동 특성 등을 비교분석하여 보았다. 

Fig. 14에서 18까지는 규사의 주업 체적비를 0.4로 유지하여 주입한 경 

우의 여러 유송특성들을 나타낸 것이며 Fig. 19에서 23까지는 체적비를 

0.5로 유지한 경우의 결과들이다. 

이와 같이 규사의 주입 체적비 0.4. 0.5인 경우에도 여러 유송특성들은 체 

적비 0.2, 0.3인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나며， 단지 시스템 운전이 안정되는 

시기와 규사가 부유유동될 수 있는 시스템 동력의 적절한 크기를 결정하 

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Fig. 24는 O.lmm 규사와 물로 이루어진 2상 혼 

합물이 관내에서 정상상태에 이를 때 혼합물의 속도에 따른 수평관내에 

서 압력구배를 규사의 주입비에 따라 보여준 것이다. 이 그림을 살펴보 

면 먼저 규사의 유동 범위인 정지층 또는 관저부 층이동， 비대칭 부유유 

동， 대칭 부유유동 중 정지층과 관저부 층이동 구역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비정상 유송 전산실험에서는 실제적인 실험실의 모든 유 

송환경 상황을 절대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나 금번 비정상 실험에서는 시스 

템 가동초기부터 관내에는 규사의 체적이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규사의 질 

량유속이 가속되는 관성시스템에 대한 유송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그림에서 혼합물의 속도가 약 2.0mlsec 이하인 경우는 관내 압력구배가 

매우 저하될 뿐만 아니라 그 이하의 임의의 속도에서 규사의 주입량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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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켜도 압력구배는 거의 차이가 없으므로 이러한 범위에서는 규사의 유 

동은 일어나지 않음을 예측할 수 있다. 즉 반대로 생각해서 혼합물의 속 

도가 증가해도 압력구배의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며 이때는 물만이 흘러감 

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2.5-3.0 rn/sec 이상이면 규사의 주입량을 증 

가시켰을 경우 동일한 혼합물의 속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압력구배가 

증가한다는 것은 증가한 규사의 양이 관내를 흐르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상의 유송특성 결과를 요약한 내용은 Table 3에 정리되어 있으며， 금번 

슬러리 비정상 전산실험의 결론적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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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inal results obtained from numerical models 

Volume 。verall Calculated in steady state Ilow ACpopm||Cmatelonnts l 
Iraction 01 

d plfrfeesrseunr∞e injected 
A∞ept-sands Mixture Mass flow rate Supplied Discharged Arriving VM2- VM’ 

velocity (kg/sec) power amounts 01 time t。 able 
sands per steady system 

kwh state Ilow 

[m/sec] 
Water Sand 

[Iractio미 [kPA] (kw) (kg/kwh) (se이 (m/sec) 

100 1.22 7.75 4.51 1.7 9795 60 × 

500 2.71 17.19 10.41 18.5 2025 30 x 
0.2 2.71 - 6.67 

1000 3.84 24.27 14.83 52.3 1020 20 O 

1500 4.71 29 .70 18.23 96.2 682 18 O 

100 1.14 6.44 6.33 1.7 13120 65 × 
-

500 2.56 14.21 14.66 19.4 2720 32 × 
0.3 3.14 - 7.73 -

1000 3.61 20.02 20.89 54.9 1371 22 O 

1500 4.43 24.49 25.67 100.8 917 20 O 

100 1.08 5.30 7 .93 1.8 15769 67 × 
뉴---

500 2.41 11.58 18.41 20.2 3280 33 × 
0.4 3.45 - 8.50 r---

1000 3.41 16 .29 26 .25 57.1 1654 23 × 
뉴---

1500 4.18 19.90 32.27 105.0 1106 21 O 

100 1.02 4.29 9 .33 1.9 17911 70 × 
뉴---

500 2.28 9.23 21 .75 20.9 3742 34 × 
0.5 3.69 - 9.09 뉴---

1000 3.23 12.95 31 .04 59.2 1888 25 × 
r----

1500 3.95 15.80 38.15 108.7 1263 22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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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고-액 혼합물의 유송실 험 

제 1절 이론적 배경 

고-액 혼합물의 관내 유통은 여러 산업현장에서 운송의 수단으로 이 

용되는 유동의 형태이며 최근에는 다른 운송방식에 비해 환경 친화적인 

의미가 있으며 시설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많이 이용 

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수평관에서 고-액 유동은 입자의 침전성향 

으로 유동형태의 예측이 매우 어렵고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운송되는 고-액 혼합물은 관내의 유속과 압력차에 의해 여러 가지 유 

동형태를 나타낸다. 유속이 높을 때에는 액상만이 유동하는 경우에 비해 

고-액 혼합물이 함께 유동하는 경우가 압력강하가 더욱 크게 일어나며 

고-액 혼합물의 유속을 줄이면 침전된 고체입자들의 영향에 의해 압력강 

하가 커진다. 이런 과정으로 유속을 계속 감소시키면 압력강하가 최소인 

지점에 도달하게 되고 이때의 속도를 임계속도라 한다. 그러나 유동형태 

가 상당히 복잡하고 이에 대한 정의가 단지 육안에 의한 관찰에 의존하기 

때문에 특정 형태상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이며 특히 유동 임계구간에 

대한 것은 더욱 복잡하다. 최근 외국의 문헌에서는 Fig. 25와 같이 유동 

형태를 3개의 층으로 주로 묘사되며 첫 번째 유동형태는 부유 유동 

(suspension flow)으로 높은 유속에 의해 전체 고체 입자들이 액체에 떠 

서 이동하는 형태이며， 두 번째 유동형태는 층이동 유동(moving bed 

flow)로 유속이 낮아 고체입자들이 군집 상태로 관바닥에서 움직이는 형 

태이며， 세 번째 형태는 층 정지 (stationary) 유속이 아주 낮아 고체입자 

들이 관바닥에 고정하여 유동하지 않는 형태로 구분한다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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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혼합물의 관내유동의 특성을 예측하기 위한 모텔은 Doron과 

B따nea9l에 의해 제안되었다. 혼합물의 유속이 느릴 경우 관 저부에는 입 

자는 침전하게 되고 그 위를 따라 입자가 유동하게 되는데 이때 하부에 

쌓이는 입자의 두께는 그 위를 흐르는 이동 충의 최소속도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이동층의 하단부에 걸리는 구동토크는 이 입자에 

걸리는 반대방향의 토크와 같다는 관계에서 다음과 같이 최소 층이동 속 

도를 Ubc를 구할 수 있다. 

1. 56(ps - PL)gd p [ sin(표 ) + Ã Cmb( 포뾰 -1)] 6 2 '-'mD' d p 

PLC D 
(18) Ubc = 

여기서， PL과 Ps는 유체와 업자의 밀도， dp는 관의 직경 Cmb는 이동층에 

서 입자의 농도， Ymb는 이동층의 높이， CD는 입자의 항력계수이다. 이동 

층의 속도가 Ubc 보다 작을 경우 입자가 바닥에 쌓이게 되는 현상 즉 정 

지층을 보이게 되고， 같을 경우에는 최소 층 이동속도가 된다. 고-액 혼 

합물에서 두 상에 대한 연속방정식은 다읍과 같다. 

U hChAh + U mbCmbAmb = U sCsA 

U h{1- Ch)Ah + U mb {1- Cmb)A mb = U s{1- Cs)A 

(19) 

(20) 

여기서， U는 평균속도， C는 입자의 부피농도， A는 단면적을 나타낸다. 

이때 관계되는 힘의 평형식은 각 층에 대하여 달리 나타나는데， 먼저 상 

부층에서의 불규칙적인 유동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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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븐~ = - fhSh - fhmbShmb .. ax (21) 

여기서， dp/dx는 압력구배 fh는 불균형 형 태의 입자군집 층의 둘레( Sh) 

에 작용하는 전단 수웅력 (hydraulic shear stress)이고 fhmb는 불균형 형 

태의 업자군집 층과 이동 층( Shmt) 사이에 작용하는 전단응력이다. 또한 

이동 층에 대한 힘의 평형식은 다음과 같다. 

A뼈뽕 =-F mbsb- fmbsbSmbsb- F mb- fmbSmb+ fhmbShmb (22) 

여기서 F mbsb는 물이 없는 상태에서 마찰력 fmbst는 전단 수응력이다. 

정지층에 대한 식은 해를 구하는데는 이용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식으 

로 나타낼 수 있다. 

ASb뽕 +Fr빠 (23) 

여기서 ASb는 정지 층의 단면적， Fsb는 여기에 작용하는 물이 없는 상 

태에서 마찰력이다. 한편 상부의 입자유동은 잘 알려진 확산방정식으로 

표현되며， 이는 다음과 같다. 

Ch D2 까2 뿔[ sin선in (8ob + 8mb] 2 

Cmb 정파 J 8.b + 8뼈e cosγd)' 

여기서， D는 관의 내경， ~ 

찌rτ: 입자의 종침전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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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m/;는 각각 정지 층과 이동 층에 연관된 중심각이다. 이상에서 위의 식 

으로부터 상부층의 평균속도 Uh, 이동 층의 평균속도 Umb, 상부층의 평균 

농도 Ch, 이동 층의 두께 Ymb, 정지 층의 두께 Ysb, 압력구배 dp/dx 등을 

구할 수 었다. 

제 2절 질험방법 

수평관 실험모형은 Fig. 26과 같이 주 재질은 아크릴을 사용하여 내부 

흐름을 관찰할 수 있는 0.5인치 시스템 관을 사용하였고， 유동관은 실제 

실험에서 관심이 되는 입자의 유동을 관찰하는 관으로 투명 아크릴로 제 

작하여 관의 직경과 길이에 의한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내경 9mm와 

14mm, 길이 1.7m와 3.4m의 관을 사용하였다. 그 외 일정하게 입자를 공 

급하여 주는 입자공급장치 사용되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수 

조， 공급되는 물의 유량을 측정하는 유량계， 차압측정기， 밸브와 피팅 등 

이 사용되었다. 

입자의 크기 및 형태 관의 길이 및 직경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해 Table 4와 같이 5가지 실험사례를 설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사례 

1은 실험환경과 실험결과를 검증하는 의미의 실험이며， 사례 2는 업자의 

밀도차이에 따른 유동형태에 대한 비교분석이며 사례 3은 규석 즉 모래 

에 대한 실험이며， 사례 4는 알루미나 구형입자의 크기에 따라 유동형태 

를 분석하기 위한 실험이며 사례 5는 구슬모양의 구형입자를 이용하여 

관의 직경에 따른 유동형태를 분석하기 위한 실험이다. 

실험 수행과정은 입자공급 장치를 통해 일정양의 입자가 공급되도록 

주입 공기 압력과 물의 양을 일정하게 한다. 공급된 입자는 유동관의 입 

구 부분에 쌓아게 되므로 수조로 들어오는 물의 유량을 조절해 입자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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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xperimental cases 

Pipe Solid particle 

Case 
Inner dia. Length Size Density 

Remarks 

(mm) (m) (mm) (g/cc) 

Case 1 9 1.7 2.0 (Alumina) 3.92 Base case 

2.0 Flow pattern due to 
Case 2 9 1.7 1.54 

(glass bead) difference of particle density 

Case 3 9 
0.2 - 1.2 Particles with Irregular 

1.7 
(silex) 

1.56 
shape (99% slica) 

Case 4 9 1.7 3.0 (Alumina) 3.92 
Flow pattern due to particle 

slze 

Case 5 14 
2.0 Flow pattern due to pipe 

1.7 1.54 
(glass bead) diameter 

Table 5. Parametric variables for sensitivity study 

λE크l 융 I그l 트 u-EA -1 수행방법 

입자의 
균질입자에 대한 유동형태 및 유송량 계산 

형태 
불균질입자에 대한 유동형태 및 유송량 계산 

표면이 규칙적인 입자와 불규칙적인 입자에 대한 비교 분석 

T〈그T E at 
주입유량에 따른 유동성 비교 

주입유량에 따른 최저 침전속도 결정 

유동형태 정상상태와 비정상상태에서의 생산성 및 유동형태 비교 

전환분석 정상상태 도달시간에 따른 효율성 분석 

임계유속 입자의 유동시작 임계점 관측 

압력구배 
압력구배에 따른 유동성 계산 

압력구배에 따른 유동형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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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골고루 분포하도록 한다. 이때 유속이 너무 느라면 입자가 관을 막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유속을 적절히 유지한다. 실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입 

자가 관의 %-% 정도까지 침전되어 정상상태의 유동이 유지되면 이를 

시작점으로 택하였다. 이 때의 유속과 압력 및 유동형태가 결정되면 물 

의 유량을 증가 시켜 정상상태까지 기다린 후 위와 동일하게 측정하게 된 

다. 

유동관에 도달되는 물은 여러 영향에 의해 그 양이 일정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수조를 제작하여 완충 (buffer)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관의 

양단에 걸리는 압력차는 매우 작기 때문에 일반적인 압력측정기로는 그 

값의 측정이 불가능하고 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장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차압기 (digital pressure transmitter)를 사용하여 

보다 정확하게 미세한 압력을 측정하였다. 위의 과정을 거쳐 생산된 입 

자와 물의 양은 메스실린더를 이용해 고-액 농도 및 유량을 측정하였고 

이를 유량계의 값과 비교하였다. 또한 각 유동형태별로 사진을 찍어 여 

러 경우에 대한 비교 분석에 이용하였다. 

제 3절 결과분석 

여러 인자들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한 최적의 설계를 위한 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Table 5와 같이 여러 인자들을 분류하고 이에 상응하는 

실험계획을 수립하였다. 수평관에서의 유동양상은 크게 정지 층， 이동 층 

유동 및 부유 유통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고， 전체적인 유동양상은 압력과 

유속의 관계를 통하여 그 결과에 표시하였다. 

실험은 위와 같이 입자의 크기， 형태와 관의 내경에 따라 4가지 경우 

로 선정하여 수행하였다. 기준이 되는 사례 l은 관의 내경이 9mm,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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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7m이고 유동입자로는 2mm의 알루미나 구형입자를 사용한 경우이 

다. 유속에 대한 압력의 변화를 나타내는 Fig. 27은 관내에서의 고-액 

유동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관에 의한 영향 (길이와 단면적)을 

없애기 위해 그림에서와 같이 X축은 유량을 관의 단면적으로 나눈 속도 

항으로， y축은 압력차를 관의 길이로 나눈 항으로 표시하였다. 먼저 입 

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 (clear water line)의 유속에 대한 압력의 변화를 

입자가 유동되는 경우와 비교하였다. 입자가 존재하지 않는 유동은 선형 

으로 표시되며 이는 관 내에서의 물이 유동 특성을 보여준다. 입자가 존 

재할 경우의 형태는 아래로 볼록한 형상을 보이다가 선형으로 증가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초기의 느린 유속에서는 입자가 관에 쌓이게 

되고 이로 인해 양단의 압력차는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유속 

이 증가하게 되면 관 하부에 쌓이는 층의 두께가 앓아지게 되고 점점 압 

력차는 감소된다. 유속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유속에 의한 압력차는 입 

자에 의한 영향보다 관에 의한 영향에 지배받게 된다. 이 그렴에서 Vc는 

고-액 슬러리 수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인 임계속도이며， 이 속도 

이하에서는 입자가 침전하게 된다. 이 경우 Vc는 O.8m/sec를 나타내고 

있다. 

사례 2는 입자의 밀도를 제외한 모든 조건이 사례 1과 동일한 경우이 

다. 밀도에 의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밀도가 1.54g/cc인 직경 2 mm의 

glass bead를 사용하였으며 이때의 유속에 대한 압력의 변화를 Fig. 28-1 

에 도시하였다. 이들의 결과를 분석해 볼 때 사례 1과 비교해 아래로 볼 

록한 정도가 완만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입자의 밀도가 작기 때문에 보 

다 쉽게 유동이 일어남을 보여준다. 임계속도는 O.7m/sec로 사례 1에 비 

해 다소 줄어들었으며 유동이 처음 시작되는 압력구배도 사례 1의 

O.9kPNm에 비해 사례 2는 O.6kPNm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Fig. 

28-2는 입자가 관에 쌓여 관 바닥에는 정지 층이 형성되었고 그 위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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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1 . Flow pattern map of case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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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굴러서 유동하는 형 태 (stationary bed)이고， Fig. 28-3은 입자가 관에 

이동 층을 형성해 그 위로 입자가 유동하는 형태 (rnoving bed flow)이며 

Fig. 28-4은 육안으로는 거의 식벌이 거의 불가능하나 입자가 부유하여 

유동하는 형태 (suspended flow)이다. 이를 통해 수평관에서의 고-액 유 

동의 전형적인 유동형태를 관측할 수 있다. 

사례 3은 관의 내경이 9rnrn 길이가 1.7rn로 사례 2와 동일하고 유동 

입자는 밀도가 1. 56g/cc, 직경은 0.2 -1.2rnrn인 규석 입자를 사용한 경우 

이다. 이 실험은 입자의 형태와 크기가 매우 불규칙할 경우의 유동형태 

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밀도가 유사한 사례 2와 

비교하였다. Fig. 29-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동 층 유동구간이 매우 줄 

어들었고， 또한 곡선의 아래로 볼록한 정도가 사례 2에 비해 다소 완만함 

을 알 수 있다. 엄계유속은 0.45rn/s로 앞의 사례 2에 비해 매우 감소하 

였다. 그러나 유동이 처음 시작할 때의 압력구배는 1.0kPA!rn로 전체적 

으로 사례 2보다 높은 압력구배를 보였다. 이는 입자의 불규칙적인 형태 

가 유동에 있어서 방해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육안으로 관찰함에 있 

어서도 관에 쌓인 입자는 구형의 알루미나나 유리구슬과는 달리 유동이 

잘 일어나지 못하고 일단 유동이 시작되면 바로 뜨기 시작함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업자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쌓인 업자 위를 굴러서 유동하 

는 모습도 앞의 경우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Fig. 29-2는 초기에 

입자 층이 정지되어 있다가 Fig. 29-3에서 서서히 정지 층위를 입자가 굴 

러가는 유동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Fig. 29-4는 유속이 현저히 저하되어 

업자의 이동 층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물만이 흐르는 형태이며， Fig. 

29-5는 유속을 높혔을 때 입자글이 부유유동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 

며 유속이 더욱 빨라지자 Fig. 29-6에서와 같이 입자는 완전히 떠서 물의 

흐름을 따라 유동하는 사진에서 보는 바와같이 관 바닥에 침전된 형태는 

전혀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상의 그림에서 불규칙한 형태의 입자의 유동 

형태는 구형 입자와는 다른 유동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입자가 관 바 

닥에 쌓여 있을 경우 그 층이 두껍지 않아도 쌓인 입자는 거의 움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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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2. Pictorial view stationary bed flow in case 2. 

Fig. 28-3. Pictorial view of moving 1:x최 flow in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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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4. Pictorial view of suspended flow in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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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1. Flow pattern map of cas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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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2. Pictorial view of initial stationary l:x최 flow in case 3. 

Fig. 29-3. Pictorial view of stationary bed flow in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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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갱9-→4. Pictoria와1 view of no moving bc:켜최d flow in c떠as않e 3 . . 

Fig. 29-5. Pictorial view of suspended flow in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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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6. Pictorial view of fully suspended flow in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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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그 위로 다른 입지-는 유동을 하며， 임계유속에 도달하여야만 입자 

는 유동하기 시작함을 확인하였다. 

사례 4는 입자 크기에 따른 유동양상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수행하 

기 위한 실험으로 사례 1과 동일한 조건에서 직경 3mm의 알루미나 구형 

입자를 사용하였다. 유속에 대한 압력의 변화를 나타내는 Fig. 30-1에서 

알 수 있듯이 아래로 볼록한 부분이 보다 완만하고 압력구배의 시작 위치 

가 0.6kPNm로 사례 1의 0.9kPNm보다 아래로 치우쳐 있는데 이 는 입자 

의 직경이 클 경우 보다 쉽게 유동하게 됨을 보여준다. 즉， 입자의 직경 

이 크면 단위 관 내에 유동하는 입자의 수가 작기 때문에 입자간의 마찰 

에 의한 저항력 (drag force) 이 줄어들어 유동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그 

러나 임계속도는 0.7m/sec로 사례 l의 0.8m/sec와 거의 유사함을 나타냈 

다. 또한 이동 층 유동구간은 입자가 클 경우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큰 입자를 뜨게 하기 위한 힘이 보다 더 필요함을 보여준다 Fig. 

30-2, 3, 4는 입자의 유동형태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비교적 육안으로 확 

인이 용이하였다. 

사례 5는 관 직경이 유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 경우로 모든 

환경조건은 사례 2와 동일하게 구성하고 단지 내경 14mm인 관으로 교체 

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유속에 대한 압력구배 변화는 Fig. 31에 도시하 

였고 유동형 태를 보여주는 구간은 사례 2와 유사하나 이동 층 유동구간이 

약간 감소하고 아래로 볼록한 정도가 심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입 

자와 관의 직경 비의 영향으로서 관의 직경과 입자의 지름 비가 클수록 저 

속의 유속에서 입자가 관에 쌓여 유동을 방해하는 정도가 큼을 간접적으 

로 보여준다. 또한 같은 유속에서 관의 직경이 크면 유동층의 두께가 증 

가함을 알 수 있다. 임계 유속은 0.65m/sec 정도를 나타내며 관의 내경 

파 입자의 직경비가 크면 유동형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임계구 

간에서 유동에 저항하는 정도가 다소 상승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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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0--2. Pictorial view of stationary bed in case 4. 

Fig. 30-3. Pictorial view of moving lx최 flow in cas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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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0-4. Pictorial view of suspended flow in cas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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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수평관내에서 고-액 2상류인 해수와 규사로 구성된 혼 

합물의 유송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는 먼저 시스템이 초기에 가동되면서 

고-액 2상 혼합류의 비정상 유동상태가 발생하며， 이후 다시 정상상태， 

즉 시스템이 안정상태로 전환되는 과정을 전산실험을 통해 여러 시스템 

환경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또한 소형 수평관 모형실험으로부터 고-액 이 

상류가 관내에서 유동하는 양상， 즉 부유유동 또는 고체입자들이 유동하 

지 못하고 정체되는 양상 등을 실험에 의해 관찰하였다. 

전산실험 작업으로 확인된 내용 중 금번 전산모델의 물리적 검증은 비 

정상상태에서 정상상태에 이르면 물과 규사의 주입량과 토출량이 서로 같 

아지며 이것은 물과 모래는 서로 질량교환이 없는 연속방정식의 물리적 

특성을 이미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스템 환경에 따라 비 

정상상태에서 정상상태에 도달했을 때 규사의 부유유동을 위한 임계 속 

도를 비교 판단할 수 있었고， 여러 시스템에 대한 부가압력， 즉 동력에 따 

라 2상 혼합물의 비정상상태와 정상상태의 유동에 걸쳐 시스템의 안정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펀， 수평관에서 고-액 혼합물의 유동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관 유동의 영향인자들에 대한 민감도 분석 및 향후 최적 

시스템 설계를 위해 모형 수평관내 유동실험을 수행하였다. 수평관 내에 

서 입자의 유동양상을 정지 층위로의 유동， 이동 층 유동， 부유 유동의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하여 그 유동특성들을 분석하였다. 먼저 고-액 유통에 

있어서 입자의 형태， 크기 및 밀도는 유동양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입 

자의 크기가 증가할 경우 유동은 보다 쉽게 일어나고 양단에 걸리는 압력 

도 작아짐을 확인하였으며 업자의 멸도에 의한 유동양상의 변화는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밀도가 작을수록 입자의 유동이 용이해짐을 확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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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입자의 형태가 불규칙할 경우， 규칙적인 입자의 유동과는 매우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데， 이때 임계유속은 상당히 감소되지만 유동양상에 

있어서 이동 층 유동구간이 거의 냐타나지 않는 특이한 형태를 보였다. 

한편， 관의 길이가 증가할 경우 관 양단의 압력차는 관의 길이에 비례하 

여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 관 길이는 압력차 때문 

에 관의 파손 및 손실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매우 선중히 선택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관의 직경이 확대되면 유동형태에는 큰 변화가 없으면 

서 관에 미치는 압력이 감소하므로 바람직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경제성이 고려된 최적 직경의 관을 선택하는 것은 실험적으로 유추 

해내야 하며 수평관내 고-액 유동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결론적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송관내 고-액 혼합물의 비정상 유동모델을 개발하여 수평관 직경 4 

인치， 연장 100m, 1rnrn규사와 해수의 2상류의 유송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규사의 주입 체적비 0.2, 0.3, 0.4, 0.5, 압력차 100, 500, 1000, 

1500KPA에서 비정상 유동 전산실험을 수행한 바， 규사를 체적비 0.2 

로 주입하였을 때，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전되고 경제적인 유송량을 

보인 경우는 압력이 1 OOOKPA , 1500KPA이고， 이때 혼합물의 정상속도 

는 각각 3.8m/sec, 4.7m/sec, 정상유동 상태로의 도달시간은 각각 20 

초， 18초 이었다. 

2. 1rnrn규사를 체적비 0.5로 주입하였을 때，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전되 

고 경제적인 유송량을 보인 경우는 압력이 1500KPA이고， 이때 혼합물 

의 정상속도는 각각 4.0m/sec, 정상유동 상태로의 도달시간은 각각 22 

초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1mm규사를 여러가지 양으로 주입함에 따라 

안정적으로 규사를 유송사킬수 있는 최적의 관유송 시스댐을 제안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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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평 모형관 실험에서 관직경 9mm, 14mm, 관길이 1.7m, 입자 0.2-

1.2mm 규사， O.2mm 알루미나볼， 유리구슬， 3.0mm 알루미나볼로서 관 

유송 특성에 대한 실험을 통해， 크기가 다른 입자인 경우는 크기가 같 

은 입자에 비해 압력구배가 증가하였고， 동일한 실험환경에서 입자의 

크기가 크면 단위체적 관내에 유동하는 입자의 수가 적으므로 그 만큼 

입자간 마찰력이 줄어들어 부유유동이 용이하였고， 관경의 확대에 따라 

입자와 물의 관벽 마찰력이 저하하여 초기 유동 압력구배는 매우 저하 

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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