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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상 액체 흐름의 설계

(Design of Single Phase Liquid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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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1. 마찰 손실 계산
유체 흐름 계산을 통해 공정 장치의 압력 손실을 산출하는 것이

단상 액체 흐름은 배관과 공정 장치의 압력 손실을 계산할 경우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배관, 밸브, 관이음쇠, 오

주로 다뤄지게 되며, 이때 마찰 계수, 밸브 및 관이음쇠 저항, 유

리피스, 스크린, 고체 층, 튜브 Bank 등을 포함할 경우 일반적인

량 계수 등과 관련된 표 또는 그림을 활용한다. 공학적인 내용을

유체 흐름 식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함축하고 있는 표 또는 그림을 실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유

결과적으로 차원 해석 또는 실험 방법에 의한 경험적 보정이 필요

체 역학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기술자가 이해해야 하는 기

하다. 차원 해석의 경우 압력 손실과 점성력에 대한 관성력의 무

본 원리를 상기시키는 데 본고의 목적이 있으며, 배관 및 이와 관

차원 비, 즉 레이놀즈 수(Re)를 산출한다. 마찰 계수는 경험적으로

련된 장치의 압력 손실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방법을 설명

특정한 형상 내 흐름에 대해 레이놀즈 수의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하고자 한다.

유사한 값을 갖는다. 이는 유사한 레이놀즈 수를 갖는 경우 유체
의 동적 특성 또한 유사하기 때문이다.

2. 기본 식

레이놀즈 수를 기준으로 층류 또는 난류 흐름을 구분할 수 있다.
레이놀즈 수가 낮은 층류 흐름은 점성 혹은 유선형 흐름으로 부르

유체 흐름 계산의 기초가 되는 3가지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다.

고, 점성력이 우세하며 마찰에 의한 압력 손실은 유체 속도에 비

•질량 보존(물질 수지, 연속의 식)

례한다. 반면 레이놀즈 수가 높은 난류 흐름에서는 관성력이 우세

•운동량 보존(운동량 수지, 기계적에너지 수지, 운동 식,

하고 마찰 손실은 유체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일반적으로 배관

베르누이 식)
•에너지 보존(에너지 수지, 전체에너지 수지, 에너지 식)

에서 안정된 층류 흐름의 종료 및 난류 흐름의 시작에 대한 기준
은 레이놀즈 수(Re = 2,100)이다.

질량, 운동량 및 에너지 보존 방정식은 액체를 다루는 대부분의
계산 과정에서 사용한다. 하지만 기체 또는 증기에 대해 밀도가

2-2. 베르누이 방정식(Bernoulli Equation)

10% 이상 변할 경우 상태 방정식 또한 고려해야 한다.

마찰에 의한 압력 손실은 비가역적이다. 반면, 위치 또는 속도 변

일반적으로 유체 흐름을 계산하는 데 연속 방정식과 베르누이 방

화에 의한 압력 손실은 베르누이 방정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정식에 대한 이해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에너지 보존 방정식을 이

압력, 속도, 위치의 상호 의존 관계에 의해 하나의 변수가 감소하

해하는 것 또한 때로는 도움이 된다.

면 다른 변수는 증가한다.
입구 조건 1과 출구 조건 2가 적용되는 배관 시스템에 대한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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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보존 방정식은

리된다.

---- [식 4]
---- [식 1]
기체가 일정한 직경의 단열 배관을 흐를 경우, 마찰에 의한 압력
이며, 1차원 흐름이라고 가정하면 [식 1]은 압축성 및 비압축성 유

손실은 밀도를 감소시키고 속도를 증가시킨다. [식 4]는 속도가

체 모두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속도 및 마찰 계수가 직경에 의

증가할 경우 엔탈피가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상

존하므로 [식 1]에서 최종 적분은 일정한 직경 간격에 대해 실시

기체에 대해 다음 식에 따라 엔탈피 감소는 온도 감소를 동반한다

된다. 비압축성 유체에 대해 [식 1]은 다음과 같이 적분될 수 있다.

고 말할 수 있다.

---- [식 5]
---- [식 2]
대부분의 압력 손실 계산에 있어서 비열 변화는 무시될 수 있거나
[식 2]는 베르누이 방정식과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다.

평균값을 사용한다.

압축성 유체에 대해서는 [식 1]은 유체가 이상 혹은 완전 기체인

기체가 알려진 온도 T0 로부터 이동을 시작하고 단열 배관을 흐를

것을 가정하여 적분될 수 있으며, 마찰과 수반하는 등온 흐름에

경우, 속도 V로 흐르는 기체의 온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대해서는 약간 복잡하나 분석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즉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 해석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식 6]

용기 1과 용기 2 사이의 전체 압력 손실은 입구 및 출구 손실, 두
(Head) 변경, 직선 구간 및 관이음쇠에서의 마찰 손실을 포함한
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입구 및 출구 손실은 전이, 형상 및 속도 변

이와 반대로 속도 V로 흐르는 기체의 온도 T를 알면 온도 T0 는

화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라인이 짧을 경우에도 전체 압력 손실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한다.
---- [식 7]

2-3. 에너지 보존 방정식
지점 1과 2 사이에 고정된 경계를 갖는 배관에서 유체 흐름에 대
한 정상 상태 에너지 방정식의 적분 형태는

위의 식은 단열 정체 온도 T0 를 정의한다.
기체가 일정한 직경의 단열 배관을 통해 한 개의 용기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마찰에 의한 압력 손실로 인하여 속도는 증가
하고 온도는 감소한다. 배관 출구에서는 큰 압력 손실과 함께 속

---- [식 3]

도는 음속에 도달할 수 있다. 음속은 일정한 단면적을 갖는 배관
에서 나타날 수 있는 최대 속도이다. 음속에서 이상 기체 온도는

이며, 1차원 유동을 가정하면 [식 3]은 압축성 및 비압축성 유체

다음과 같이 주어지며,

모두에 대해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다. 마찰에 의한 영향은 [식 3]
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엔탈피(Enthalpy) 항에 포함되
어 있다.

---- [식 8]

열 또는 일이 외부와 교환되지 않고 지점1과 2사이에 위치가 변
경되지 않으면, 에너지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간단한 형태로 정

속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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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9]

---- [식 15]

3. 용어의 설명
비압축성 흐름은 밀도 변화가 거의 없는 유체 흐름을 가리킨다.
임계 온도 부근의 액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액체는 비압축성으

압축성 흐름은 밀도 변화가 10% 이상이고 속도 변화가 상대적으
로 큰 기체 또는 증기 흐름을 가리킨다.

Friction Factor, f

밀도의 10% 이내일 경우, 비압축성으로 고려된다.

Relative Roughness 1/d

로 고려될 수 있다. 또한 기체 및 증기 흐름의 밀도 변화가 입구

속도 두(Head)는 압력 손실에 대한 이론 구간 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정의된다.

@배관 -------- [식 10]

@관이음쇠 -------- [식 11]

@스크린 ---- [식 12]

Reynolds No., Re

[그림 1] 상업적 배관에서 마찰 계수

3-1. 관이음쇠 및 밸브의 마찰 손실
여기에서는 관이음쇠 및 밸브를 통해 흐르는 유체의 마찰 손실을

는 유체의 속도 두로 정의된다.
는 속도 두, N으로 표시한다.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설명한다. 다만 자료가 불충분하고 혼동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갖고 사용하도록 한다.
배관 및 관이음쇠에서의 마찰 손실은 표면 마찰과 갑작스런 속도
변경에 의한 난류 에너지 소모, 두 가지 형태로 일어난다.

---- [식 13]

표면 마찰이 주요 마찰 손실의 원인이 되는 관이음쇠에서는(예를
들어, 매끄러운 밴드) 레이놀즈 수에 따른 마찰 계수와 직선 배관

직선 배관에서 레이놀즈 수가 2,000 이상일 경우 난류 흐름으로

의 길이에 의해 특징 지어진다. 반면 난류 에너지 소모가 우위를

가정할 수 있다. 등온 난류 흐름에 대한 압력 손실은 다음 식 및

차지하는 관이음쇠에서는 레이놀즈 수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

난류 지역에서 곡선[그림 1] 또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Fanning

상당수의 관이음쇠에 대해서는 표면 마찰 및 난류 에너지 소모에

마찰 계수(레이놀즈 수와 배관 벽면 거칠기의 함수)를 사용하여

대한 고려가 모두 필요하다. 즉 두 가지 인자 모두 관이음쇠를 통

계산될 수 있다. [그림 1]의 마찰 계수 곡선을 작성하는데 사용한

한 압력 손실 추정에 사용된다.

식은 Colebrook에 의해 개발된 경험적 상관식 [식 14]이며, 수치
해석 방법을 통해 해를 구할 수 있다.

3-2. 2K 속도 두 손실 방법(층류 및 난류 흐름)
관이음쇠 및 밸브를 통한 마찰 압력 손실은 속도 두, N으로 표현

---- [식 14]

레이놀즈 수가 5,000 이상일 경우 Colebrook 식은 Churchill에
의한 대안 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고 +3% 에서 -1% 내로 접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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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N은 다음 식에 의해 관이음쇠의 형상, 레이놀즈 수,
배관 내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 [식 16]

여기서 각 기호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3-3. 상당 길이 방법(난류 흐름에서만)

K1 : Re = 1에서 관이음쇠에 대한 N

일반 밸브 및 관이음쇠에 대한 직선 배관의 상당 길이값이 <표 3>

K∞ : Re = ∞에서 큰 관이음쇠에 대한 N

에 주어진다. 대부분의 경우 대략적인 추정에만 사용될 수 있다.

d : 부착된 배관의 내경

상당 길이 방법은 표면 마찰이 압력 손실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
끈한 밴드에 대해 유효하다. 다른 종류의 관이음쇠에 대해서는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한 N 값은 층류와 난류 모든 경우에 대해 마

2K 속도 두 손실 방법이 더 정확하다. 상당 길이 방법은 어떤 경

찰 손실을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일반적인 관이음쇠 및 밸브에 대

우에도 층류 흐름에 사용될 수 없다.

한 K1 및 K∞ 값은 <표 1>에서 주어진다. 2K 방법은 수축(배관
입구를 포함한), 확장(출구 손실을 포함한), 오리피스가 있을 경우

표 3 관이음쇠 및 밸브에 대한 상당 길이

적용될 수 없다. 2K 방법은 적절한 레이놀즈 수와 배관 직경 범위
에 대해서 다양한 관이음쇠 마찰 손실 자료를 보정해준다. 어떤
경우에는 K1 값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K1
값을 0으로 처리한다. 산출된 N 값은 난류 흐름에서만 유효하며,
층류 흐름일 경우 N 값은 <표 1>에 주어진 단순한 K∞에 의해 추
정되는 것보다 더 커진다. <표 2>는 일부 열린 밸브에 대해 배수
를 제시한다. 먼저 완전히 열린 밸브에 대해 N을 계산하고 <표
2>에서 찾은 적절한 인자를 이 값에 곱한다.

표 1 관이음쇠 및 밸브에서 마찰 손실(2K 방법)

4. 일반적 고려사항
대부분의 배관 설계에 있어서 초기 요구 사항은 주어진 압력 손실
조건에서 허용 요구 출력량에 해당하는 직경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 설계 계산은 보통 시행착오 방법을 포함하고 있으며, 요구 출
력량에 대한 직경이 우선 선정되고 압력 손실이 계산된다. 만약
압력 손실이 필요량보다 적으면 더 작은 직경이 선정된다.

4-1. 압력 손실 계산 원칙
배관과 관이음쇠 내 유체 흐름에 대한 압력 손실 계산 기본 식은
일정한 밀도를 가정한, 일반화된 베르누이 방정식이다.
표 2 완전 열린 밸브의 저항에 대한 일부 열린 저항의 비율

---- [식 17]
Fraction
Open

Gate

Globe

Dlaphragm

Butterfly

Full
3/4
1/2
1/4

1.0
5.0
25.0
133.3

1.0
1.5
-

1.0
1.1
1.9
9.1

1.0
15.4
108.0
1,180.0

압력
변화

운동
에너지

위치 마찰손실
에너지

여기서 각 기호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F : 마찰(두) 손실 (kPa·m3/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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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중력 가속도 (m/s2)

재, 배관 내 방해 요인 등으로 인해 간헐적으로 층류와 난류 또는

gc : 차원 정수 (1.0kg·m/N s2)

완전한 난류로 나타낸다. 이러한 구간에서는 마찰 계수를 결정하

ΔP : 압력 변화(입구 압력-출구 압력) (kPa)

기가 어렵고, 층류와 난류 사이의 어느 곳이 된다.

V : 유체 속도 (m/s)

Fanning 마찰식의 정확도는 매끈한 Tubing에서 ±15%, 상업적
2

2

: 운동 에너지 변화(출구-입구) (m /s )

인 강관 배관에서 ±10% 이다. 오염은 배관의 단면적을 감소시킬

z : 위치 (m)

수 있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배관 벽면의 거칠기를 증가시킬 수

Δz : 위치 변화(출구 높이-입구 높이) (m)

있다. 따라서 압력 손실을 계산할 때는 배관의 오염 정도를 감안

3

ρ: 밀도 (kg/m )

해야 한다.

α: 속도에 의존하는 정수

4-3. 관이음쇠의 영향

(난류에 대해 α= 1.1, 층류에 대해 α= 2.0)
일반적으로 액체는 점도와 밀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밴드, 티이, 밸브, 오리피스와 같은 흐름 제한 요소들은 배관 내에
서 추가적인 압력 손실을 일으킨다. 배관과 같이 동일한 배관 공

4-2. 수평 직선 배관
일정한 직경을 갖는 평면 배관의 압력 손실은 마찰에 의해 주로
발생하고, Fanning 마찰 계수 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이 식의
실험 계수를 Fanning 마찰 계수, f1)라고 부른다.
배관 자재의 Class에 따른 거칠기는 배관 직경에 대해 독립적이
다. 따라서 마찰 계수는 레이놀즈 수와 배관 직경의 함수로 표현
될 수 있다.
층류(Re < 2,100)에서 마찰 계수는 파이프 벽면 거칠기에 대해 독
립적이며, 레이놀즈 수의 함수만으로 표현될 수 있다.
전이 영역은 약 2,100과 4,000 사이의 레이놀즈 수 영역에서 형
[그림 3] 밴드, 엘보우 및 티이의 저항 계수

D - Inside Diameter of Pipe, in Millimeters

L - Equivalent Length, in Meters of Pipe

Nominal Schdule 40 Pipe Size, in Millimeters

L/D Equivalent Length, in Pipe Diameters

성된다. 이때 흐름은 단면적의 변화 또는 밸브와 관이음쇠의 존

Inside Diameter of Pipe, mm
Schedule 40 Pipe Size, mm

[그림 2] 밸브에 대한 상당 길이 및 저항 계수

[그림 4] 회전 및 미터 밴드의 저항 계수

1) 몇몇의 참고자료에서 Darcy 마찰계수 fD 를 Fanning 마찰계수 대신 사용하며, 계산결과는 동일하다(fD = 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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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변화에 위치 에너지 변화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주어야 한다.

4-6. 오리피스, 노즐 및 벤튜리
오리피스와 노즐에서의 압력 손실은 플랜지 탭을 통해 측정되고,

Flow Coefficient

벤튜리에서는 상류 흐름 탭과 가장 좁은 단면적 탭 사이에서 측정

Reynolds Number Re, Based on df

[그림 5] 단면 변경에 따른 저항 계수

[그림 6] 플랜지 탭의 오리피스 유량 계수(1)

Ratio of Nozzle Diameter of Pipe Diameter

칭 직경을 갖는 관이음쇠들은 직선 배관의 상당 길이의 합으로 고
려될 수 있다. 이 상당 길이는 관이음쇠의 저항 계수로부터 계산

상당 길이는 배관의 실제 길이에 추가되고, 그 합은 전체 마찰 압
력 손실을 계산하는 Fanning 식에 사용된다. 하지만 밴드 및 밸
브의 실제 저항 계수가 [그림 2]~[그림 5]에서 제시하는 값에서

Flow Coefficient

될 수 있다.

±25% 정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ynolds Number Re, Based on df

4-4. 확장 및 수축
공정 용기의 입·출구와 같이 확장과 수축 등의 큰 단면적 변화가

[그림 7] 플랜지 탭의 오리피스 유량 계수(2)

일어나는 곳의 압력 손실은 주로 마찰과 운동 에너지 변화 두 가
지로 구성될 수 있다. 장애물이 없다면 마찰 손실 계산은 두 개의
배관 중 더 작은 직경 갖는 배관을 기준으로 한다. 매우 큰 단면
Ratio of Nozzle Diameter of Pipe Diameter

적의 공정 용기 배관 끝부분에서의 마찰 압력 손실은 운동 에너지

수한 압력 변화량은‘0’
이 된다. 매우 점진적인 축소가 일어나는
곳에서의 마찰 압력 손실은 가장 좁은 단면적과 같은 면적의 내부
직경을 갖는 직선 배관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다. 관이음쇠와

Flow Coefficient

변화에 의한 압력 증가량과 같다. 이 결과, 단면적 변화에 대한 순

단면적의 변경을 동시에 포함하는 배관에서의 압력 손실 계산은
우선 라인을 먼저 일정한 공칭직경의 구간으로 구분한다.
Reynolds Number Re, Based on df

4-5. 수평이 아닌 배관
수평이 아닌 배관의 경우, 마찰 손실과 운동 에너지 변화에 따른

[그림 8] 플랜지 탭의 흐름 노즐 유량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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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림 6]~[그림 8]에서 제공하는 유량 계수는 모두 압력 손

아닌 도관에 대해서 [식 18]로부터 상당 수력 직경을 계산한다. 이

실과 관련되어 있다.

는 난류 흐름에 국한되고 deq 는 반드시 레이놀즈 수, [식 19]와

전체 압력 손실은 상류 한 지점과 하류에 위치한 여러 개의 배관

마찰에 의한 압력 손실, [식 21]을 계산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사이의 압력 손실이다. 이 압력 손실은 하류 흐름의 압력 회복(예

한다. 이것은 유량(Q)으로부터 속도(V)를 계산할 경우에는 사용하

를 들어, 압력-운동량 전환)으로 인하여 플랜지 탭 압력 손실보다

지 말아야 한다.

작다. 전체 압력 손실은 압력 회복에 의하여 플랜지 탭 압력 손실

---- [식 18]

의 배수로 구할 수 있다.

•단계 1 : 주어진 직경과 유량에 대해 아래의 식을 통하여 레이
놀즈 수(Re)를 계산한다.
------ [식 19A]

Pressure Recovery Factor, r

-------- [식 19B]

---- [식 19C]

여기서 사용한 각 기호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D = 배관 내경 (m)
d = 배관 내경 (mm)
Q = 용적 유량 (m3/s)
Re = 레이놀즈 수 (무차원)
V = 속도 (m/s)
Diameter Ratio, do/df

W = 질량 유량 (kg/s)
[그림 9] 오리피스, 노즐 및 벤튜리의 압력 회복 계수

ρ= 밀도 (kg/m3)
μ= 점도 (Pa·s)

오리피스, 노즐 또는 벤튜리를 포함하는 배관의 압력 손실을 결정
하기 위해, 전체 압력 손실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오리피스 또는

•단계 2 : [그림 1]에서 마찰 계수 f를 구하며, 이 그림에서 다루

흐름 제한이 큰 용기 또는 대기로 방출되는 배관의 끝부분에 있는

는 것보다 작은 Re 값에서는 즉, Re < 2,100 (층류)에

경우, 압력이 회복되지 않으므로 유량 측정 압력 손실을 반드시

서는 f를 [식 20]으로부터 계산한다.

고려해야 한다.

---- [식 20]

5. 압력 손실 계산 절차
여기서 f는 마찰 계수를 의미한다.
다음의 설계 방법, 식, 지침은 앞서 설명한 내용과 함께 고려되어
야 한다. 직선 배관, 밴드, 밸브, 오리피스 등의 단일 배관 요소에

•단계 3 : 다음식 중 하나를 사용하여 마찰 압력 손실을 계산한다.

서의 마찰 압력 손실을 계산하기 위해서 다음 절차를 적용한다.
---- [식 21A]

5-1. 직선 배관
상업적 강관 배관에 대하여 아래 주어진 절차를 적용한다. 원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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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21B]

•단계 4 : 90°Mitered 밴드에 대해서는 [그림 4]의 그림과 표가
---- [식 21C]

사용된다. 만약 압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
고, 설계가 많은 조각으로 구성된 밴드 또는 Mitered

---- [식 21D]

밴드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면, 상세 설계 단계 및 시공
단계에서 소량 조각의 Mitered가 설치가 안된 것을
확인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기서 (ΔP)f 는 마찰 압력 손실(kPa)을, L은 배관 길이(m)를 의
미한다.

5-3. 밸브
•단계 4 : 배관이 수평이 아닌 경우, 다음 식으로부터 위치 변화
에 대한 압력 손실을 계산한다.

앞에서 <표 3>과 [그림 2]로부터 L/D값을 사용하여 저항 계수, K
를 구하며 밴드에 대해 적용한 같은 절차를 따른다. [그림 10]은
K로부터 유량 계수 Cv 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 [식 22A]
---- [식 22B]
K

Cv

d

(ΔP)e 을 추가함으로써 전체 압력 손실을 계산한다.

5-2. 밴드
•단계 1 : [그림 3]으로부터 저항 계수 K를 구한다.
내경이 10in. 보다 큰 배관은 내경이 10in.인 배관에 적
용하는 저항 계수를 사용한다. 만약 레이놀즈 수가 완

Nominal Size Schedule 40 Pipe, in mm

•단계 5 : 마찰 압력 손실(ΔP)f 과 위치 변화로 인한 압력 손실

Cv - Flow Coefficient
d - Inside Diameter of Pipe, in mm

각 배관 구간 1 및 2의 위치(m)를 의미한다.

K - Resistance Coefficient

여기서 (ΔP)e 는 위치 변화에 의한 압력 손실(kPa), Z1, Z2 은 각

전한 난류(f가 일정) 영역에 속하지 않으면, K값은 다
음 비를 곱해야 한다.

•단계 2 : 다음 식으로부터 마찰 압력 손실을 계산한다.
------ [식 23A]
---- [식 23B]

[그림 10] 밸브의 저항계수 및 유량계수

5-4. 오리피스
플랜지 탭을 통해 측정된 계측 압력 손실을 계산하기 위해 다음
식을 사용한다.

------- [식 23C]
--------- [식 24A]
---- [식 23D]
---- [식 24B]
•단계 3 : 길고 수평이 아닌 밴드에 대해서는 [식 22]를 사용하여
위치 변화로 인해 발생한 압력 손실을 반영한다.

여기서 각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2012 AUTUMN

49

C = 유량계수 (무차원, [그림 6] 및 [그림 7] 참조)

V1, V2 = 상류 및 하류 속도 (m/s)

do = 오리피스 직경 (mm)
•단계 4 : 수평 아닌 점진적인 축소와 확장이 나타날 경우 [식 22]
오리피스 하류에서의 압력 회복을 포함한 전체 압력 손실을 구하

를 사용하여 위치 변화에 의한 압력 손실을 계산한다.

기 위해, [식 24]의 ΔP에 [그림 9]의 압력 회복 계수 r을 곱한다.
•단계 5 : [식 22], [식 23] 및 [식 26]에서 구한 압력 손실을 추

5-5. 흐름 노즐

가하여 전체 압력 손실을 계산한다.

[그림 8]에서 유량 계수를 제외하고 오리피스와 동일한 방법을 적
용한다.

6. 배관 시스템에 대한 압력 손실 계산

5-6. 벤튜리

한 개 이상의 배관 요소를 포함하는 시스템에 대한 압력 손실을

벤튜리 탭을 통한 계측 압력 손실을 계산하기 위해서(상류 흐름

계산할 경우, 아래 절차를 사용한다.

및 가장 작은 단면적에서 직경 do) 다음 [식 25]의 유량 계수와
•단계 1 : 일정한 흐름 및 공칭 직경 부문 - 일정한 유량과 일정

함께 [식 24]를 사용한다.

한 공칭 직경 구간에서 문제되는 시스템으로 구분한다.

---- [식 25A]

단계 2에서 6까지 각 구간마다 적용한다.

여기서 d1 는 상류 배관의 내경(mm)을 의미하며, 전체 압력 손실을
구하기 위해 [식 24]의 ΔP에 [그림 9]의 압력 회복 계수를 곱한다.

•단계 2 : 상당 수력 직경 - 원형이 아닌 단면적을 포함하는 어
떤 구간에 대해 [식 18] 로부터 상당 수력 직경 deq 를
계산한다.

5-7. 축소와 확장
•단계 1 : [그림 5]에서 적절한 저항 계수 K를 구한다.

•단계 3 : 레이놀즈 수(개략적인 추정이 필요하지 않는다.) - [식
19]를 사용하여 각 구간의 레이놀즈 수 Re를 구한다.

•단계 2 : [식 23]으로부터 마찰 압력 손실을 계산한다.
•단계 4 : 마찰 계수(개략적인 추정이 필요하지 않는다.) - 마찰
축소의 경우, 가장 작은 직경과 같은 직경의 배관을 사용하는 것

계수, f를 [그림 1]의 신규 상업적 강관을 통하여 구한

과 같이, 점진적 축소에 의한 마찰 압력 손실을 계산한다.

다. 2,100보다 작은 레이놀즈 수에 대해서는 [식 20]
을 사용하여 마찰 계수를 구한다.

•단계 3 : 다음 식으로부터 운동 에너지 변화로 인한 압력 손실
•단계 5 : 관이음쇠의 상당 길이 - 만약 배관의 상세 설계 자료

을 계산한다.

가 가능하지 않으면 공정 밖의 라인에 대한 관이음쇠
-------- [식 26A]
-------- [식 26B]

의 상당 길이가 실제 파이프의 20~80%에 있다고 가
정하고, 공정 내의 라인에 대해서는 200~500%에 있
다고 가정한다. 배치도, 탑 높이 등으로부터 배관 길이

--------- [식 26C]

를 추정한다. 관이음쇠를 알고 있거나 추정할 수 있다
면, 전체 상당 길이, Leq 를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 [식 26D]
---- [식 27]
여기서 각 기호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d1, d2 = 상류 및 하류 배관의 내경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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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Leq 는 모든 관이음쇠의 상당 길이(m)를, K는 모든 관이음

쇠의 저항 계수의 합(무차원)을 의미한다.

7. 맺음말

밴드 및 밸브의 저항 계수 K는 [그림 2]~[그림 4]로부터 공칭 배
관 직경의 함수로써 구한다. 내경이 10in. 보다 큰 이음새의 경우,

삽입된 표와 그림의 크기가 작아 값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그림 3]의 10in. 이음새에 대한 저항 계수를 사용한다. 축소와 확

Crane Co.의 Technical No. 410M 원도표를 이용하는 것이 더

장 계수 K는 [그림 5]에서 구하고, 이에 부착되어 있는 작은 직경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화학 공장 기본 설계 과정

의 배관을 기준으로 한다.

에서 다루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액체 흐름에 대한 압력 손실 계

오리피스, 노즐 및 벤튜리에 대한 K는 다음의 식에서 계산한다.

산 방법을 자세히 소개하였으며, 화학 공장 설계시 기초 자료로

---- [식 28]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여기서 r은 압력 회복 계수를 의미하며, [그림 9]를 참조한다. 오
리피스, 노즐은 [그림 6]~[그림 8]을 사용하여 유량 계수 C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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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6 : 마찰 압력 손실, (ΔP) f - [식 21]로부터 시스템에 대
한 각 구간 마찰 압력 손실을 계산한다. 이때 모든 관
이음쇠의 상당 길이와 실제 배관 길이를 합한 L을 사
용한다.

•단계 7 : 총 운동 에너지 변화, (ΔP)k - 각각의 일정 흐름 구간
에서 시작과 끝 지점의 흐름 단면적을 확인한다. 만약
단면적이 같지 않다면, [식 26]으로부터 운동 에너지
변화로 인한 압력 손실 ΔPk 를 계산한다. ΔPk 는 양
수일 수도 음수일 수도 있다.

•단계 8 : 총 높이 변경 (ΔP)e - 각각의 일정 흐름 구간에서 시
작과 끝 지점의 위치를 확인한다. 만약 같지 않다면
[식 22]로부터 결과로 나온 압력 손실 ΔPe 를 계산한
다. ΔPe 는 양수일 수도 음수일 수도 있다.

•단계 9 : 일정 흐름 부문에 총 압력 손실 - 각각의 일정 흐름 구
간에 대한 전체 압력 손실은 다음 식으로부터 계산한다.
---- [식 30]
여기서 (ΔP)t 는 전체 압력 손실(kPa),
Σ(P)f 는 모든 일정한 공칭 직경 부문에서의 마찰 압력 손실의 합
(kPa)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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