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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형 그물망을 이용한 배수시 생성되는 공기 기둥 억제 연구

한은수*·박일석**·손창현†

Prevent Air-core During Draining with Semi Spherical Mesh

Eun Su Han, IL Seouk Park and Chang Hyun Sohn

Abstract. When draining takes place through an axially located drain port in a cylindrical tank without any

prevent, a vortex with an air core occurs. In this study, semi spherical concave and convex meshes with

different size inner hole are used to find the air core can suppress. The study is carried out with different

values of inner hole of mesh and different install direction of semi spherical mesh using PIV and measured

velocity distribution. By providing a mesh, the air core can be prevented, even if the ratio of inner hole

of mesh and diameter of cylinder is around 0.66.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a convex mesh type

is more effective to suppress the air core generation than a concave mesh type.

Key Words: Vortex Flow (와유동), Drain (배수), Air core (공기기둥) Mesh (그물망)

기호설명

hi: 초기 물의 높이

hc: 최초 공기 기둥 발생 높이

to: 회전이 없는 경우의 물 배수 시간 

tr: 회전을 가한 경우의 물 배수 시간

di: 반구형 그물망 중앙 빈 구멍의 직경

D: 원통 실린더의 직경

1. 서 론

원통형 용기의 중심에 위치한 배수구를 통하여 유체

가 회전하면서 배수될 때, 특정한 수위(hc)에 도달하면

공기기둥(air core)을 동반한 와류가 생성된다. 공기기

둥이 생성되면 배수구의 유효 단면적이 감소하는 효과

가 발생되어, 그에 따라 배출 유량도 감소하게 된다(1,2).

회전 운동과 같은 초기 교란과 장치의 진동도 공기기

둥 생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실제 우주

비행선이나 액체 추진로켓의 연료 탱크내부에서 발생

할 수 있으며, 공기기둥의 발생은 추력의 감소와 기포

의 혼입에 따른 문제를 야기 시킨다(3,4). 일반적인 펌프

시스템에서 물을 흡입할 때 수면과 흡입구의 높이 차이

가 작을 때에도 공기의 혼입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또

한 철강제련 시스템에서 녹은 쇳물을 배출할 때 공기

기둥 발생은 표면의 불순물을 함께 배출하게 만들어

불량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현상 중의 하나

이다. 지금까지의 액체 배수시 공기기둥 발생 억제는

유체역학적으로 많이 연구가 되었다. Sohn 등은(4) 원

형 실린더에 베인 형태의 공기 기둥 억제장치를 설치

하였으며, 베인의 개수에 따른 공기 기둥 억제 현상을

PIV로 관찰하였다. 실험결과 바닥 면에 설치한 베인은

펌프의 임펠러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어 배수구 중앙에

서 상승하는 유동을 생성시키며, 공기기둥 억제에 효

과적임을 확인하였다. Sohn 등은(5) 원형 실린더 배수

구의 위치가 중심이 아닌 편심 된 위치에 놓여 있을 때

공기 기둥 생성과의 관계를 실험하였다. 배수구 편심

의 정도가 심할수록 배수 시간이 비례적으로 길어지고

특정 편심 이상에서는 공기 기둥이 생성되지 않음을

확인 하였다. 특이 현상으로 특정 편심 위치에서는 공

기 기둥이 생성되었다가 없어지고 다시 생성되는 반복

현상을 보고하였다. Sohn 등은(6) 원형 실린더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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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형 탱크 실린더 모서리의 곡률 반경이 공기 기둥억

제에 미치는 영향을 PIV 측정을 통해 실험하였으며, 모

서리 곡률이 용기의 구조적 응력 분산과 유동억제에도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다. Park 과 Sohn(7)은 축대칭 유동

조건의 수치해석을 사용하여 원형 실린더의 배수 현상

을 해석하여 실험 결과와 잘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

고 실험으로는 보여주기 힘든 유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반구 형태의 그물망(mesh)을 설치하여

공기기둥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반

구 형상의 그물망은 윗면이 볼록하게(convex) 설치한

경우와 오목하게(concave) 설치한 경우를 비교하였으

며, 그물망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그물망의 중앙부

분에 빈 공간의 구멍(hole)을 만들어 구멍 크기에 따른

영향을 PIV 측정을 수행하여 분석하였다.

2. 실험 장치 및 방법

Fig. 1 은 Diode Laser (820 mw), Read lake Motion

Pro HS-3 High-speed CCD 카메라 (1040fps, 1280 ×

1024)와 실린더를 기계적으로 회전시킬 수 있는 모터

와 제어시스템을 이용하여 구성한 PIV 시스템을 보여

주고 있다. 실험에 사용된 고속 카메라는 200fps로 측

정하였으며, 사용한 소프트웨어는Provision-XS이다.

원통형 실린더를 회전시키기 위한 모터와 제어 시스템

을 사용하였으며, 정/역회전을 시간에 따른 함수로 조

절할 수 있게 하였고, 모터의 진동이 원형실린더에 전

달되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 벨트를 이용하였다. 실

험은 원형실린더를 Fig. 1의 기계장치로 5분동안 회전

시켜 원형실린더 내부의 물이 완전 강제 회전이 되도

록 한 다음, 실린더 회전을 멈추고 약 3초 이후 실린

더 아래의 배수구를 개방하여 실험하였다. 배수가 시

작되면 와류방지장치가 없는 경우 공기기둥이 생성된

다. 공기 기둥이 생성되는 임계높이(hc)는 가해진 회전

수에 영향을 받지만 회전수가 90rpm을 초과하면 임계

높이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Fig. 2의 원형 실린더의 높이는 460 mm, 직경은

90 mm이며, 배수구의 직경은 6 mm로 제작하였다. 원

형실린더의 외부는 사각 실린더를 설치하고 물로 채워

넣어 빛의 굴절이 최소가 되도록 하였다. 

Fig. 3은 반구형 그물망을 보여 주고 있으며, 그물망

은 5 mm × 5 mm간격의 망을 사용하였다. 그물망 외경

은 90 mm로 원형실린더의 지름과 동일하며, 높이는

28 mm이다. 그물망 중심부에는 Fig. 3과 같이 빈 공간

의 구멍(di)을 만들어 구멍 크기에 따른 공기 기둥 억제

효과를 관찰하였으며, 구멍의 크기인 di 는 20, 40, 60,

80 mm로 바꾸어 실험을 수행하였고, 실린더 바닥에 반

구 모양의 그물망을 오목하게 설치한 경우와(concave)

볼록 하게(convex) 설치한 두 가지 설치 방향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 하였다.

Fig. 2. Cylindrical Tanks with mesh.

Fig. 1. Experimental arrangement for PIV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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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결과 및 고찰

Fig. 4의 (a), (b)는 원통형 실린더에 회전을 준 경우

와 반구 그물망을 오목 또는 볼록하게 설치한 경우에

그물망 중심 빈 공간의 구멍크기 비(di/D)의 변화에 따

른 배수시간을 나타내었다. Fig. 4(a) 의 결과는 반구

그물 망을 볼록하게 설치 한 경우이며, 회전을 가하지

않아 공기기둥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와 회전을 가한 경

우의 배수 시간 차이가 미미하였으며, 반구형 그물망의

내부 구멍의 직경 비 di/D가 0.89로 큼에도 불구하고

공기기둥 발생을 억제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Fig.

4(b)는 반구 그물망을 오목하게 설치한 경우이며, 그물

망 내부 구멍의 직경 비(di/D) 가 0.66까지는 공기 기둥

발생을 잘 억제하였지만 내부 구멍비가 0.89일 경우에

는 공기 기둥 발생을 억제하지 못하여 배수 시간이 크

게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로부터 반구형 그

물망의 설치 방향이 표면에서 볼록한 형태가 공기기둥

의 발생원인이 되는 와류(Vortex) 억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반구 그물망을 오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볼록하게 설치한 경우에 비하여 벽면에 더 많

은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본 실험 결과로부터 공기 기

둥 억제는 원형 실린더 외벽보다 배수구 중심위치에 설

치하는 것이 효과가 더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Fig. 5는 최초 공기 기둥이 발생할 때의 높이 비 (hc/

hi)을 반구형 그물망의 설치 방향과 내부 구멍의 직경

비 di/D에 따라 실험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hc/hi값

이 영의 값을 갖는 경우는 배수시 공기 기둥이 발생하

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볼록하게 그물망을 설치하였을 경우 모든 경우에 대

해 hc/hi값이 영으로 공기기둥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

목 하게 설치하고 회전을 가했을 때, di/D가 0.89인 경

우에서 hc/hi 가 0.84정도에서부터 공기 기둥이 발생함

을 보여 주고 있다. 반구 그물망의 설치가 오목하게 설

치하였을 때에도 di/D가 0.66까지 공기 기둥 생성을 잘

억제 시켜 주고 있음은 그물망이 난류유동을 생성하게

하여 효과적으로 와류강도를 감쇄시키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Fig. 3. Photograph of mesh with various test cases. 

Fig. 4. Effect of mesh on time of draining.

Fig. 5. Effect of mesh on critical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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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과 Fig. 7은 di/D 가 0.88 일 때 배수면에서

30 mm 높이에서 0초, 15초 30초을 기준으로 ± 0.1초 사

이의 순간 속도를 평균하여 구한 선회 속도를 나타낸

PIV 결과이다. 반구형 그물망을 볼록하게 설치한 결과

Fig. 7. Velocity vectors for concave mesh at di/D=0.89.Fig. 6. Velocity vectors for convex mesh at di/D=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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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Fig. 6의 속도 크기가 오목하게 설치한 경우인 Fig.

7의 경우에 비해 회전 속도가 빨리 감소 함을 보여 주

고 있으며, 같은 시간대의 속도 크기에서 오목한 그물

망의 경우가 큰 속도를 나타내었다.

Fig. 8은 반구형 그물망을 볼록하게 설치한 경우의

선회 속도크기를 공기기둥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인 di/

D=0.66과 0.89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 나타낸 것

이며, Fig. 9는 그물망을 오목하게 설치한 경우이다. 

Fig. 8(a)와 (b)을 비교해 보면 두 경우 모두 시간이

진행 함에 따라 선회속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

며, 30초 지난 이후의 속도 크기가 di/D=0.66인 경우가

di/D=0.89보다 더 작음을 알 수 있다.

Fig. 9(b)의 결과를 살펴보면 오목한 그물망의 설치

와 중심부의 빈 구멍 때문에 30초 지난 이후의 속도가

Fig. 8(b)에 비해 큼을 알 수 있다. 이 이유는 그물망을

오목하게 설치한 경우 그물망의 위치가 벽에 근접하게

되고 벽면 부근의 속도는 점성에 의해 속도가 작아 그

물망의 영향이 줄어 들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에 반해 볼록하게 설치한 그물망은 유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가 벽면에서 멀어져 있고 좀 더 선회 속도

의 감소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 판단 된다. 4. 결 론

공기기둥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원형 실린더에 반구

형 그물망을 설치하여 공기기둥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반구 형상의 그물망은 윗면이

볼록하게 설치한 경우와 오목하게 설치한 경우를 비교

하였으며, 그물망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그물망의

중앙부분에 빈 공간의 구멍을 만들어 구멍 크기에 따

른 영향을 PIV 측정을 수행하여 분석하였다.

반구 형태의 그물망 설치는 공기 기둥의 생성을 비

교적 잘 억제함을 알 수 있었고 이는 그물망이 유동을

난류로 만들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반구 형상

의 그물 망은 볼록한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오목한 형

태의 설치보다 공기 기둥 생성을 더 효과적으로 억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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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Velocity profile along Y=0.0 mm for concave mesh.

Fig. 8. Velocity profile along Y=0.0 mm for convex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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