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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on pressure drop in a circular pipe of refuse collecting system. The flow 
characteristics inside the circular pipe are analyzed by three-dimensional Navier-Stokes analysis. In 
numerical analysis, an organic waste is modeled using the data obtained by site survey. Pressure drop 
obtained by numerical simulation is compared to the value obtained by experimental measurements for 
the two kinds of pipe; straight and bended type. The pressure drop obtained by numerical simulation 
has a good agreement with that of experiments. It is noted that the accurate prediction of pressure 
drop in the waste pipe is very important to determine the performance of turbo blower used in 
making a suction pressure in the waste pipe. Especially, the pressure drop for an organic waste is 
analyzed according to the mass flow rate of waste.

 † 회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mail : kimdwsky@kict.re.kr
     TEL : (031)369-0517   FAX :(031)369-0540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송 압력

 : 상당 길이

△ : 단  길이당 압력손실

 : 쓰 기에 의한 압력증가 계수

 : 마찰 계수

 : 평균 속도

 : 이송 로 내경

 : Reynolds 수

 :  내벽의 조도

 : 쓰 기 혼합비

기호설명 1. 서 론

쓰레기 관로이송 시스템은 건물 내부 또는 외

부에 설치된 쓰레기 투입구로 투입된 쓰레기를 

지하로 연결된 매설 관로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수거하는 방식으로, 유럽, 미국 및 일본 등에서 

병원이나 공항, 오피스 건물, 공동주택단지 등을

대상으로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쓰레기 관로이송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관로의 형상 등 여러 작동 조건에 따른 압력손실

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주요한 설계기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도 외국의 설

계기술을 도입하여 일부 지역에 쓰레기 관로이송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으나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용에는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다. 이것은 우리

나라 쓰레기의 성상이 외국과는 달리 일반쓰레기 

외에도 많은 수분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물 쓰레

기가 관로이송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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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국내 음식물 쓰레기의 실정에 맞는 국내 독자

적인 설계방안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쓰레기 이송관로 시스템은 쓰레기 발생원 부근

의 투입구, 이송관로, 각종 댐퍼, 계측장치, 중앙 

집하장, 분류설비, 압축설비, 송풍기(터보 블로어), 
중앙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쓰

레기를 이송하는 통로인 이송관로 및 흡입송풍기

의 적절한 용량 결정은 쓰레기의 최적이송 뿐만 

아니라 운전에너지의 절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다.
 Kim과 Chung(1)은 쓰레기 이송관로 시스템의 최

적설계방안을 제시하였다. Jang 등(2),(3)은 수치해

석을 이용하여 실제 배관망 및 관로 시뮬레이터

를 이용하여 쓰레기 이송관로의 압력손실 특성을 

분석하였다. 수치해석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성

상을 실험 데이터를 근거로 모델링하였으며, 실
제 쓰레기의 거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비정상 해

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직관 및 곡관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이송관로의 압력손실 특성을 수치해석을 

통하여 수행하였다. 즉, 터보블로어 용량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송관로상의 압력손실을 빨리 예측

할 수 있는 설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관로형상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가며 쓰레기 압력

손실계수를 평가하고, 또한 각각의 경우에 있어

서의 내부유동장 특성을 분석하였다. 

2. 해석관로 및 수치해석 기법

 2.1 해석관로 및 영역

직관 및 곡관에서 쓰레기 투입에 따른 압력손

실을 평가하기 위하여 쓰레기 관로이송 시스템을 

축소한 관로 시뮬레이터를 설계, 제작하였다.(2) 
구성 요소로는 공기흡입구, 쓰레기 투입구, 이송 

관로의 테스트부, 콜렉터, 터보 블로어 등이다. 
관로의 형상에 따른 압력 손실값을 분석하기 위

하여, 쓰레기 투입구의 상류 측에서부터 하류 측

까지 시험부를 설정하여 압력값을 측정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본 시뮬레이터의 직선 및 곡선관로

에서의 시험부의 길이는 각각 67.2m, 65.6m 로 

하였다.

(a) straight type (I-type)

(b) curved type (L-type)
Fig. 1 Geometry for numerical simulation 

통상 실제로는 400~600mm의 직경으로 쓰레기 

이송관로를 설계하는데 본 시뮬레이터에서는 이

송관로의 직경을 205mm로 축소하여 설계하였다.
직선 및 곡선관로에서의 해석영역은 Fig. 1에 

나타내었다. 직선관로의 길이는 실험에서와 같이 

67.2m로 하였고 곡선관로는 쓰레기 투입구에서 

곡관부까지는 45m로, 곡관부에서 출구까지는 

25m로 하였다. 이송관로의 관경은 205mm, 
500mm에 대해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곡선관로에서 곡관부의 곡률반경은 750mm, 
850mm, 1000mm의 세 가지 경우를 각각 고려하

였다.  

2.2 수치해석 기법 및 계산격자 

쓰레기 이송관로 내에서 유동장 특성과 압력손

실을 평가하기 위하여 상용 소프트웨어인 

CFX-10(4)을 사용하였다.
CFX-10은 Pressure Based AMG Coupled Solver

를 사용하여, 모든 Mach수에 대한 해석을 하나의 

Solver로 수행하는 해석 코드이다. 비압축성 삼차

원 정상유동에 대한 연속방정식과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방정식등의 지배방정식은 

유한체적법으로 이산화되며, 대류항과 확산항의 

이산화 방법으로는 각각 수정된 상류차분기법과 

중심차분법이 사용되었다. 난류모델로는   모
델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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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let region

  

(b) section and curved region
Fig. 2 Computational grid

 
계산격자는 Fig. 2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원형 

단면에 O-Grid를, 전체 이송관에 대해서는 Hexa 
Mesh를 사용하였다. 본 관로 해석에 사용한 전체 

노드(node)수는 약 50만개 이다. 
수치해석에 사용한 경계조건으로는 입구에서는 

상대압력 조건을, 출구에서는 유속조건(=27 m/s)
을 주었으며, 관벽에 대해서는 No Slip 조건을 사

용하였다. 

2.3 터보 블로어 용량 결정

쓰레기 관로이송 시스템에서 관로 손실을 극복

하고 쓰레기를 관로 배출구까지 이송하는 동력을 

생성하는 송풍기의 사양(specification)은 이송관로

에서의 풍량, 배관 직경 등 기본적인 사양 이외

에도 각종 설비의 손실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결

정한다. 일반적으로 쓰레기 관로이송 시스템은 

대구경의 이송관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터보형 송

풍기(블로어)를 많이 선정한다. 
쓰레기 관로이송 시스템에서 사용할 터보 블로

어의 사양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선 고려해야 할 

점은 이송관로의 이송압력, 즉 압력손실값을 결

정하는 일이다. 이송압력값은 쓰레기 이송용 관

로에서, 가동시간 내에 이송할 쓰레기의 이송이 

원활하도록 하는 공기압력을 의미한다. 일반식에 

의한 압력손실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즉, 이
송압력은 다음 식으로 구한다. 

    ⋅△⋅                       (1)

여기서, L은 상당길이, △는 단위 길이당 압

력손실, 는 쓰레기에 의한 압력증가 계수이다. 
상당길이란 직관, 곡관 및 분기관 등으로 다양하

게 구성된 이송 관로를 직관화하였을 때에 상당

하는 길이로 관로의 특성에 따라 그 값이 다르게 

된다. 단위 길이당 마찰저항에 의한 압력손실은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  ⋅


⋅



                  (2)

여기서, 는 마찰계수, 는 평균속도, 는 이

송관로의 내경이다. 마찰계수는 무디선도(Moody 
Chart)로 구할 수 있다. 또한, 무디선도를 일반화

한 다음 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  

    
















      (3)

여기서 Re는 Reynolds수, 는 관 내벽의 절대조도

이다. 한편, 쓰레기의 투입에 의한 압력손실의 증

가분은 다음 관계로 일반화할 수 있다. 

                                  (4)

여기서, k는 쓰레기 압력손실계수이다. m은 쓰레

기 혼합비(이송 쓰레기 중량/이송 공기 중량)이
다. 쓰레기 이송관로 시스템에서 쓰레기에 의한 

압력손실계수 k값을 구하는 것이 터보 블로어 용

량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3. 결과 및 고찰

3.1 수치해석 타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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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experimental and
            computational results

Fig. 4 Pressure drop and k value for I-type duct

수치해석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로 시

뮬레이터의 직선관로를 대상으로 순수 공기만이 

관로를 통하여 이송될 때에 시험부 상, 하단에서

의 압력손실을 실험값과 비교하였다. 수치해석에

서는 공기의 관로이송 속도를 최소 20 m/s에서 

최대 30m/s로 변화시키면서 압력손실을 평가하였

다. 
실험과 수치해석에서 구한 단위길이당 압력손

실값 비교를 Fig. 3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수치해석에서 구한 압력손실값은 실

험값과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Fig. 5 Pressure drop and k value for L-type duct

3.2 직선 관로에서의 압력손실 평가 

식(4)에서 나타냈듯이, 다양한 관로 형상에 대

하여 쓰레기 투입 시의 압력증가량을 나타내는 

압력손실계수 k의 결정은 쓰레기 이송관로의 용

량결정에 중요한 요소이다. 
먼저, 직선관로을 이용한 관로시뮬레이터의 관

경을 205 및 500mm 두 종류로 설정하여 3차원 

수치해석을 통하여 압력손실과 쓰레기 압력손실

계수를 각각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그래프의 횡축은 투입쓰레기의 질량

유량(mass flow rate)을 나타내며, 질량유량 값이 

0인 경우는 쓰레기 투입없이 공기만이 이송될 때

의 결과를 의미한다. 본 계산에서의 질량유량은 

실험에서 사용한 관로이송 시뮬레이터의 관경인 

205mm일 때를 기준으로 하였다. 관경이 다를 경

우(Fig. 4에서는 관경이 500mm 인 경우임)에는 

관경이 205mm일 때와 이송관로의 부피에 대한 

쓰레기의 밀도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질량유량

값을 보정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Fig. 4에서 알 수 있듯이 쓰레기의 질량유량이 

커지고, 관경이 작을수록 이송관로 내의 단위길

이당 압력손실 값이 크게 된다. 또한 이송관로의 

관경이 커질수록 쓰레기 압력손실계수 값은 증가

하는 반면, 쓰레기의 질량유량이 커질수록 계수

값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즉, 단위길이당 압력

손실과 쓰레기 압력손실계수 값은 서로 반비례하

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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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ressure drop and k for L-type duct
(diameter = 205 mm)

Fig. 7 Pressure drop and k for L-type duct
(diameter = 500 mm)

  
3.3 곡선 관로에서의 압력손실 및 내부 유동장 

평가

Fig. 5는 곡관부의 곡률반경이 850mm인 곡관을 

대상으로 한 결과로, Fig. 4와 동일한 방법으로 

나타내었다.
곡관의 경우에는 직관의 경향과 유사하게, 질

량유량이 증가하고 관경이 작을수록 압력손실은 

증가하고, 쓰레기 압력손실계수 값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Fig. 8 Pressure contour at curved region

Fig. 9 Streaklines at curved region

Fig. 4의 직선관로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직
선관로에 비해 곡선관로에서 압력손실과 쓰레기 

압력손실계수 값 k가 상대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곡관부에서 압력손실에 기인한 것으

로, 실제 설계에 있어서는 곡관의 곡률반경과 함

께 관경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요구된다.
Fig. 6과 7은 관경이 205 및 500 mm인 두 종류

의 곡선관로에 대해서 곡관부의 곡률반경을 750, 
850, 1000mm로 변화시켜가면서 투입 쓰레기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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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유량에 따른 단위길이당 압력손실과 쓰레기 압

력손실계수 k값을 나타낸다.
Fig. 6과 7의 해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쓰레

기의 질량유량이 증가하면 두 경우 모두 단위길

이당 압력손실은 증가하고 압력손실계수 k값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또한 곡률반경이 작

을수록 단위길이당 압력손실과 k값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한편, 투입 쓰레기 질량유량의 증

가에 따른 압력손실곡선은 곡률반경이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큰 기울기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쓰레기 압력손실계수도 곡관부의 곡률반경이 작

을수록 상대적으로 큰 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음식물 쓰레기 투입에 

의한 쓰레기 압력손실계수 값은 전체 관로에서의 

압력손실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곡률

반경 및 관경에 따라서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Fig. 8은 곡선관로의 곡관부 근방에서 등압력선

(pressure contour) 분포를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곡관부의 외측벽에서 압력이 상대

적으로 크며, 내측벽에서는 압력이 작게 형성된

다.  
Fig. 9는 곡선관로의 곡관부에서 쓰레기 입자의 

궤적을 나타내는 유맥선(streakline)을 나타낸 것이

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쓰레기 입자가 곡관

부에 도달했을 때 관로 외측벽에 부딪히면서 속

도가 감소되며 출구쪽으로 튀겨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Fig. 8에서 외측벽 부근에서

의 압력이 높게 나타난 것과 상응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쓰레기 관로이송 시스템에서 다

양한 관로형상 및 운전조건 하에서의 터보 블로

어의 압력손실을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쓰

레기 압력손실계수의 해석사례를 소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음식물 쓰레기 투입에 의한 

쓰레기 압력손실계수 값은 전체 관로에서의 압력

손실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곡률반경 

및 관경에 따라서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

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더욱 다양한 관로 형상과 

작동조건에 대하여 터보 블로어 사양을 결정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계속하여 구축할 예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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