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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present experimental study, the regime limit and pressure drop of dry-plug flow (dry wall condition at 
the gas portions of plug flow) in round mini-channels has been investigated. The air-water mixture was 
flowed through the round mini-channels made of Teflon, where the tube diameters ranged from 1.26 to 2.06 
mm. For the present experimental range, with decreasing of the tube diameter, the transition between the plug 
and slug flows (wet and dry) happened at the higher gas superficial velocity region, which were in good 
agreement with the previous flow pattern maps tested. On the other hand, the transition between the wet- and 
dry-plug flows was little affected by the change of the tube diameter. In the pressure drop of dry-plug flows, 
among the correlations tested, the Lee and Lee’s (2008) correlation best fitted the measured pressure drop data 
within the mean deviation of 10 % for the present experimental range. 

기호설명 
D : 관 내경 (m) 
f : 마찰 계수  
G : 질량 유속 (kg/m2s) 
j : 겉보기 속도 (m/s) 
N : 데이터 개수 
ΔP : 압력 강하 (Pa) 
Re : 레이놀즈수 (Reynolds number) 
X : 마티넬리 변수 (Martinelli parameter) 
x : 건도 
 
Greek symbol 
φ : 마찰 손실 배수 
θ : 접촉각 (°) 
μ : 점도 (Ns/m2) 

ν : 비체적 (m3/kg) 
ρ : 밀도 (kg/ m3) 
σ : 표면장력 (N/m) 
 
Subscript 
G : 기체 
H : 균질 유동 모델 
L : 액체 
LG : 액체-기체 
LO : 관내 2 상 유체 전체를 액체라 가정 
MEA : 측정치 
PRE : 예측치 
S : 정접촉각 
TP : 2 상 유체  

1. 서 론 

내경이 큰 관 내 2 상 유동에서, 모세관력 
(capillary force)은 관성력 (inertia force)과 점성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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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cous force)에 비해 무시할 만하였다. 그러나 
장치가 소형화되어 요구되는 관의 내경이 
작아지게 됨에 따라, 모세관력이 2 상 유동 현상을 
지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경우, 
액체의 표면장력뿐 아니라 관의 재질이 2 상 유동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Barajas 와 Panton(1)의 연구는 관 재질이 2 상 
유동 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한 대표적인 
예이다. Barajas 와 Panton(1)은 정접촉각 (static 
contact angle)이 다른 4 개의 수평관 (파이렉스 
(Pyrex), 폴리에틸렌 (polyethylene), 폴리우레탄 
(polyurethane), FEP (Fluorinated Ethylene 
Propylene))와 물-공기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사용한 관의 정접촉각은 각각 34, 61, 74, 106 ° 이고, 
관의 내경은 모두 1.6 mm 였다. 파이렉스 관의 
파형류 (wavy flow) 영역은 접촉각이 큰 경우 
리뷰렛류 (rivulet flow) 영역으로 변화하였고, 
FEP 와 같이 표면 젖음성 (surface wettability)이 
좋지 않은 경우, 2 상 유동 양식의 천이 영역이 
다른 재질의 관들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플러그류 (plug flow)에서 슬러그류 (slug flow)로의 
천이영역은 정접촉각에 의해 크게 영향받지 
않았다. Lee 와 Lee(2)는 젖음성 조건을 highly 
wetting case (θ < 50o), marginally wetting case (50o < θ 
< 90o), poorly wetting case (θ > 90o) 로 구분하여 
표면 젖음성이 2 상 유동 양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정량화를 시도하였다. 물-공기와 메탄올-
공기를 실험 유체로 이용하고, 시험부로 유리관, 
폴리우레탄 관, 테플론 (Teflon)관을 사용하였다. 
사용한 관의 내경과 정접촉각은 각각 1.46–2 mm 
와 30–110o 영역이었다. 그들은 실험을 통해 
관찰된 2 상 유동 양식을 웻 유동 (wet-flows)과 
드라이 유동 (dry-flows)으로 나누었다. 웻 유동은 
관 내부 표면에 액막이 존재하는 유동 양식을 
의미하고, 기포류 (bubbly flow), 웻 플러그류 (wet-
plug flow), 웻 슬러그류 (wet-slug flow), 그리고 
환상류 (annular flow)가 이에 속한다. 반면에 
드라이 유동 (dry-flows)은 관의 내부 표면 일부가 
기체 부분과 직접 접촉하는 드라이 표면이 
존재하는 유동 양식을 의미하고, 파형류, 드라이 
플러그류 (dry-plug flow), 드라이 슬러그류 (dry-
slug flow), 리뷰렛류가 이에 속한다. 실험 결과를 
토대로 웻 유동과 드라이 유동의 천이 영역이 
정접촉각과 액체 겉보기 속도 (liquid superficial 
velocity)에 의해 영향받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실험 데이터를 토대로 두 변수 (정접촉각과 액체 
겉보기 속도) 의 함수로 표준 액체 겉보기 속도 
(normalized liquid superficial velocity)를 정의하여 

일반화된 2 상 유동 양식 선도를 제안하였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연구들에서는 표면 
젖음성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나는 유동 양식들이 
관의 내경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보고는 찾을 수 없다.  

Rapolu 와 Son(3)은 미소 채널에서 자주 관찰되는 
플러그류 영역에서 표면 젖음성이 압력 강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여 소수성 
재질의 압력 강하가 친수성 재질의 압력 강하보다 
크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들은 실험 
결과에 관해 친수성 (hydrophilic surface, 
정접촉각이 작을 때) 관의 경우, 관 내에 액막이 
형성되고 기체 플러그가 액막 위를 미끄러져 
이동하므로 에너지 소산 (energy dissipation)이 
비교적 작은 반면, 소수성 (hydrophobic surface, 
정접촉각이 클 때) 관의 경우, 액체 플러그가 
드라이 표면 위를 움직이면서, 이동 접촉선 
(moving contact line)에 의한 큰 에너지 소산이 
존재하기 때문이라 설명하였다. 즉, 표면 젖음성이 
2 상 유동의 세부 형태에 영향을 미치고, 2 상 
유동의 세부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압력 강하 
차이가 야기된다는 것이다. 이 후 Lee 와 Lee(4)는 
폴리우레탄과 테플론 재질의 원형관을 이용하여 
이동 접촉선에 의한 에너지 소산이 압력강하에 
지배적인 드라이 플러그류 영역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압력강하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정된 Lockhart-Martinelli 
상관식의 상수 C 를 제안함으로써, 드라이 
플러그류 영역에서 압력강하에 대해 정량화를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2 상 
유동 연구에서는 관심 대상이 아니었던, 이동 
접촉선이 나타나는 드라이 플러그류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관의 내경 
변화가 드라이 플러그류 영역의 존재 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살펴보았고 기존의 2 상 
유동 양식 선도와 비교하여 보았다. 또한, 드라이 
플러그류 영역에서의 압력데이터를 측정 및 
보강하였고, 기존 상관식과 비교하여 보았다.  

 

2. 실험 장치 

실험 장치의 개략도를 Fig. 1 에 나타내었다. 실
험 유체로 물-공기를 사용하였고, 시험부로 내경 
1.26, 1.62, 2.06 mm의 테플론 관을 이용하였다. 시
험부 내 2 상 유동의 가시화를 위하여 디지털 카
메라 (Nikon, D50)와 펄스 발생기 (EG&G Electro-



optics, LS-1130-1)를 이용하였다. 시험부 입출구의 
차압을 측정하기 위해 차압계 (Validyne, DP-15)를 
설치하였으며, 차압을 측정하기 위한 길이는 350 
mm였다. 공기의 유량은 MFC (Aalborg, GFC-17)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물의 유량은 micro gear 
pump (HNP Mikrosysteme, mzr-4622)를 이용하여, 일
정시간 (5 분)동안 흐른 물의 무게를 전자 저울 
(A&D, CB-1200)로 측정한 후 환산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드라이 플러그류의 유동 영역 한계  
    (플러그-슬러그 유동의 천이) 
Figure 2 에 내경 1.26, 1.62, 2.06 mm 의 테플론 

관 내 물-공기 2 상 유체를 흘렸을 때 관찰된 2 상 
유동 양식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소 채
널에서 자주 관찰되는 플러그류 영역에 관심을 가
지고 플러그-슬러그 유동의 천이 영역에 대한 실
험을 수행하였다. Lee 와 Lee(2)는 플러그류 영역을 
기체 플러그 주위에 액막이 존재하는 웻 플러그 
유동 영역과 기체 플러그 주위에 액막이 존재하지 
않는 드라이 플러그 유동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슬러그류 영역 또한 액체 슬러그가 존재하면서 관
내에 액막이 존재하는 웻 슬러그 유동 영역과 액
막이 존재하지 않는 드라이 슬러그 유동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와의 일관성

을 유지하기 위해 같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본 실험 조건에서 테플론 관의 경우 넓은 영역에

서 드라이 플러그 및 드라이 슬러그 유동이 관찰

되었다. 또한 관의 내경이 감소함에 따라 플러그 
유동 영역 (드라이 및 웻 플러그 유동 영역)에서 
슬러그 유동 영역 (드라이 및 웻 슬러그 유동 영
역)으로의 천이가 높은 기체 겉보기 속도 조건에

서 일어났다. 이는 관의 내경이 작아질수록 기체 
플러그의 곡률 반경이 작아져서 기상과 액상간의  
 

 
 

Fig. 1 Experimental setup 

 
 

Fig. 2 Effect of tube diameters on flow patterns 
 
높은 압력차까지 플러그 기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드라이 유동이 존재할 수 있는 
제한 영역은 기존 본 실험 조건에서는 내경의 변
화에 따라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본 실험 데이터를 기존의 다른 연구자들의 실험 

결과와 Fig. 3 에 비교하여 보았다. 기존의 대부분 
연구 결과는 웻 유동과 드라이 유동을 구분하지 
않았으므로, 비교의 편의상 본 실험의 결과의 경
우, 플러그와 슬러그 유동의 천이 영역만을 표시

하였다. 비교를 위한 기존의 연구는 Barajas 와 
Panton(1), Fukano 등(5), Triplett et al.(6), Yang 과 Shieh(7), 
의 결과이며, 그들의 실험 결과 중 플러그-슬러그 
천이 영역만을 도시하였다. Triplett et al.(5)의 연구에

서는 본 실험에서 관찰한 플러그류와 슬러그류와 
같은 유동 형태를 각각 슬러그류와 슬러그-환상류

라고 표기하였다. 기존의 연구 결과와 본 실험 데
이터를 비교하여 본 결과, 천이 영역에 대한 연구

자들간의 주관적인 판단 차이와 내경 차이를 고려

하여 볼 때, 플러그-슬러그 천이 영역에 대해 비
교적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압력 실험 데이터와 기존 상관식간 비교 
Lee 와 Lee(4)는 폴리우레탄과 테플론 재질의 원

형관을 이용하여 드라이 플러그류 영역에서 압력

강하에 관해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는 내경 2.06 mm 의 테플론 관을 이용하여 드라이 
플러그류 영역에서 압력강하 데이터를 측정하여 
실험 데이터를 보강하였다. 

본 연구의 압력강하 데이터와 비교를 위해 사용

한 기존 상관식은 균질 유동 모델(8) (homogeneous 
flow model) 과 분리 유동 모델 (separated flow 
model) 인 Chisholm(9) 상관식, Mishima 와 Hibiki(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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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식, Lee 와 Lee(4) 상관식이다.  
균질 유동 모델(8) 의 기본 형태를 식 (1)에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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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khart–Martinelli 상관식은 식 (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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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Lockhart–Martinelli 상관식의 상수 C 
에 관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Chisholm(9) 

의 경우, 기체와 액체의 유동 상태 (층류 또는 난
류) 에 따라 상수 C 값을 제안하였다. 즉, 기체-액
체 유동이 난류-난류일 때 C=20, 난류-층류일 때 
C=12, 층류-난류일 때 C=10, 그리고 층류-난류일 
때 C=5 이다. 본 연구의 실험 영역에서 기체와 액
체의 경우 모두 층류 영역이므로 C=5 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Mishima 와 Hibiki(10) 는 관 내경의 영향을 고려

하여 원형관에 관해 상수 C 를 식 (7)과 같이 표
현하였다 (상관식 내 관 내경의 단위: mm).  
 

)1(21 333.0 DeC −−=              (7) 
 
Lee 와 Lee(4)는 테플론 및 폴리우레탄 원형관을 

이용하여 드라이 플러그 유동 영역에서의 실험 결
과를 기반으로 수정된 Lockhart-Martinelli 상관식의 
상수 C 를 제안하였고, 형태는 식 (8)–(12)와 같다.  

 

(a) Barajas and Panton(1), and Fukano et al.(5)       (b) Triplett et al.(6)               (c) Yang and Shieh(7)
 

 

Fig. 3 Comparison between present experimental results and previous flow pattern maps in plug-slug flow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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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qAC LOReψλ=                (8) 

     
LG

L

σ
μψ j

=                   (9) 

DLGL

2
L

σρ
μλ =                 (10) 

L
LORe

μ
GD

=                 (11) 

A = 2.161×10-21, q = -3.703, r = -0.995, s = 0.486 (12) 
 

본 실험 결과와 앞서 언급한 기존 상관식과 비
교한 결과를 Fig. 4 에 나타내었다. 균질 유동 모델
(8), Chisholm(9) 상관식, Mishima 와  Hibiki(10) 상관

식은 드라이 플러그류 영역의 압력 강하 실험 데
이터를 모두 과소 예측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러한 이유는 드라이 플러그류에서 나타나

는 이동 접촉선에 의한 에너지 소산의 영향이 위
의 상관식들에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Lee 와 Lee(4) 상관식과 압력 강하 실험 데이터간 
mean deviation 은 약 10 %로 비교적 잘 예측하였다. 
Mean deviation 은 식 (13)과 같이 계산하였다.  
 

∑ Δ
Δ−Δ

=
MEA

MEAPRE1 deviation Mean 
P

PP
N

      (13) 

 
Lee 와 Lee(4) 상관식은 폴리우레탄과 테플론 재

질의 관내에서 나타나는 드라이 플러그 영역, 즉 
이동 접촉선에 의한 에너지 소산이 반영된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된 상관식이다. 즉, Lee 와 
Lee(4) 상관식이 도출된 실험 데이터의 유동 영역

은 본 실험 영역과 동일한 드라이 플러그류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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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between present experimental data 
and previous correlations in dry-plug flow regime 

Lee 와 Lee(4) 상관식은 기존의 다른 상관식과는 다
르게 본 실험 데이터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였

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드라이 플러그류 영역에서 
정확한 압력강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동 접촉

선의 개수를 알아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Lee 와 Lee(4)의 상관식이 기존 다른 상관식보다 드
라이 플러그 영역에서 압력강하를 비교적 정확하

게 예측하고 있으나 이동 접촉선의 개수가 고려되

지 않았으므로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고, 더욱 정
확한 압력강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동 접촉선

의 개수를 고려한 개선된 상관식이 요구된다고 하
겠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미소 채널에서 자주 나타나는 
2 상 유동 플러그류 영역 중 기존 2 상 유동 
연구에서는 관심 대상이 아니었던, 이동 접촉선이 
나타나는 드라이 플러그류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관의 내경이 감소함에 따라 드라이 플러그 유동 

영역 (드라이 및 웻 플러그 유동 영역)에서 

슬러그 유동 영역 (드라이 및 웻 슬러그 유동 

영역)으로의 천이가 높은 기체 겉보기 속도 

조건에서 일어났다. 이는 관의 내경이 작아질수록 

기체 플러그의 곡률 반경이 작아져서 기상과 

액상간의 높은 압력차까지 기체 플러그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드라이 플러그류 영역에서 압력 강하의 경우, 

이동 접촉선에 의한 에너지 소산이 반영된 드라이 

플러그류 영역의 압력 강하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된 Lee 와 Lee(4) 상관식과 본 실험 
데이터간 mean deviation 은 약 10 %로 비교적 잘 
예측하였다.  
추후 드라이 플러그 영역에서 더욱 정확한 압력 

강하 예측을 위해서, 이동 접촉선의 수를 고려한 
개선된 압력 강하 상관식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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