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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describes thermal flow characteristics in various pipelines: straight pipeline and curved
pipeline. In the permafrost area, pipelines are exposed to an extremely low temperature (-40°C). In this situation, 
three-dimensional flow analysis should be analyzed to investigate thermal effects such as pressure drop, temperature
change, velocity deficit and distribution change of liquid droplet of internal fluid. In this paper, multi-phase and 
multi-species analysis was introduced to analyze the flow characteristics of permafrost pipelines on the vertical
support members above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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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배

출 규제가 시작되었고, 환경규제도 또한 강화되고 있

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기간산업은 화석연료에 기반

하고 있기 때문에 화석연료 의존도는 매우 높고 자

원 확보의 중요성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

다. 화석연료 자원 확보를 위해 강대국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확

보를 위해 육상에서 해양 및 극한지로 그 영역을 확

장시키고 있다
1). 그러나 석유나 천연가스의 정제시

설과 소비지역은 대부분 서유럽과 북미 동해안에 집

중되어 있어서 극지에 위치한 생산지에서 이들 지역

까지 운송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천연가스 이송용 파이프라인을 극한지에 설치하

는 방법은 크게 지하에 매설하는 지중매립식과 지상

의 가설대 위에 설치하는 고상식으로 나뉜다. 고상식 

파이프라인의 경우 -40°C부터 +20°C까지의 외기온

도에 노출되게 되는데 이 경우 파이프라인 내부 유

체의 온도, 압력, 속도, 액적 변화 등 열유동 측면에

서의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극한지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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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esh (straight pipeline)

Table 1 Mesh information

Node Elements Max. y+ Mesh Type Tool

3,122,000 3,038,480 4.92 @wall Structural ICEM CFD 
mesh tool

조건이 반영된 다성분-다상유동 해석사례는 거의 없

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극한지에서 채굴된 천연가스의 이

송을 위해서 설치되는 고상식 파이프라인 주변의 외

기온도 변화에 따른 다상-다성분 유동해석을 수행하

였다. 그리고 극한온도에서의 3차원 수치시뮬레이션

을 통해 관망 성능 특성을 평가하였다.

2. CFD 해석

극한온도조건에서의 파이프라인 내부 유체의 3차

원 열유동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직관과 곡관에 대

한 CFD 해석이 수행되었다. 다상유동에 대해 정확도

가 높다고 알려진 상용코드 ANSYS Fluent v.13이 

사용되었으며 천연가스의 다양한 가스 조성과 액적

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다성분-다상유동 해

석이 수행되었다. 직관 CFD 해석에서 참고문헌과의 

비교를 통해 다성분-다상유동 해석기법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외기온도조건을 변화시킴으로써 온도

에 의한 내부 유체 영향을 관찰하였다. 또한, 직관에

서 수립된 해석 기법을 바탕으로 다양한 곡관(R=3D, 

5D, 7D)에서의 극한온도조건(-40°C ~ +20°C) 해석

이 수행되었다.

2.1 직관

2.1.1 모델링 및 격자 생성

유동 특성 상 짧은 관에 대해서는 외기온도에 대

한 영향을 관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내 유동

의 불완전한 발달로 인해 정확도가 낮아진다. 따라서 

계산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모델링 시, 충분한 길이를 

확보해야 한다. 해석에 사용된 직관의 내부 유체 크

기는 직경 0.68m, 길이는 1,500m이며 직경과 길이를 

비롯한 직관 모델링 데이터 및 경계조건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에서의 다성분-다상 유체의 천이유동 분

석사례
2)
를 참고하였다. 생성된 직관의 격자를 Fig. 1

에 나타내었고 격자 정보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2.1.2 경계조건

생성된 격자를 바탕으로 상용코드인 ANSYS Flunet 

v.13을 사용하여 경계조건을 설정하고 CFD 해석을 

진행하였다. 여러 가지 성분의 천연가스 조성을 구현

하기 위해 species transport model이 사용되었고 천

연가스와 액적의 다상유동 해석을 위해 multiphase- 

mixture model, 열유동 해석을 위해 energy model이 

사용되었으며 난류모델은 단순한 유동에서 정확도가 

높다고 알려진 k-e realizable model이 사용되었다
3).

외기온도 조건을 고려하기 위해 직관 내 벽면 온

도 조건을 열교환이 없는 완전단열조건, +20°C, -20°C, 

-40°C의 4가지 온도조건을 설정하였다. 내부 유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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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atural Gas Composition Ratio (straight line)

Component Overall Composition

CO2 0.0032

N2 0.0101

C1 0.7557

C2 0.1122

C3 0.0778

i-C4 0.0078

n-C4 0.0171

i-C5 0.0028

n-C5 0.0031

n-C6 0.0041

C7+ 0.0061

Fig. 2 CFD Validation

Fig. 3 Pressure Distribution

Fig. 4 Phase 2(water) Volume Fraction Distribution

도는 49°C이고 입구 압력은 11.620MPa, 출구 속도

는 7.641m/s로 설정하였다. 초기 액적(물)을 5%로 설

정하였고, species transport model을 이용한 천연가

스 조성비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2.1.3 해석 검증

2.1.1절에서 언급한 다성분-다상 유체의 천이유동 

분석사례의 경계조건을 그대로 적용하여 동일한 출

구 압력의 계산 여부를 확인하였고 이를 Fig. 2에 나

타내었다. 출구압력 차이가 0.16%로 거의 동일한 결

과를 보이며, 상용코드인 Fluent를 이용한 해석방법

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2.1.4 해석 결과

2.1.3절의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온도조건을 변화

시켜 해석을 진행하였다. 열교환이 없는 완전단열조

건과 +20°C, -20°C, -40°C의 온도조건을 부여하였고, 

온도조건 변화에 따른 직관 해석 결과를 Fig. 3에 나

타내었다.

단열조건에 비해 온도조건을 부여했을 때 압력강

하 값이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열 교환이 

없는 단열조건은 관 길이 방향의 압력강하를 잘 예

측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압력 강하값은 온도

조건이 낮아질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낮

은 온도조건으로 인한 천연가스 기체 분자의 운동이 

둔화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예상된다.

Fig. 4에 관 길이방향에 따른 액적(물)의 volume 

fraction 분포 변화를 나타내었다. Phase 1인 천연가

스가 저온으로 인해 수축하면서 천연가스의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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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emperature Distribution

Fig. 6 Mesh (curved pipeline)

Table 3 Mesh information

Radius Node Elements Max. y+ Mesh Type
3D 939,640 918,809

5.00 
@wall Structural5D 1,108,640 1,084,659

7D 1,345,240 1,316,849

Table 4 Natural gas composition ratio (curved line)

Component Overall Composition
CO2 0.015
N2 0.007
C1 0.899
C2 0.058
C3 0.017

i-C4 0.001
n-C4 0.002
C5+ 0.001

fraction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액적의 volume fraction

이 증가한다. 증가된 volume fraction은 또다시 관 길

이방향 압력저하에 기여하게 된다.

Fig. 5에 관 길이방향에 따른 온도분포를 나타내

었다. 초기에는 모든 케이스에서 천연가스의 유입 온

도인 49°C 근처에서 시작되지만 냉각된 관 내벽 온

도 영향을 받아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0°C 온도조건의 경우 약 1,300m 지점에서 내부 유

체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 지점부터 

액적의 동결이 예상되므로 상변화 모델을 적용하거

나 기존의 액체-기체 다상유동 해석이 아닌 고체-기

체 다상유동 해석이 요구된다. 이는 곡관에서 치명적

일 수 있는데, 곡관의 경우 얼음 입자가 곡관 벽에 충

돌하여 침식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2.2 곡관

다성분-다상유동해석 사례와 직관 해석 기법을 바

탕으로 곡관 해석을 바탕으로 곡관 해석을 수행하였

다. 사용된 해석 모델과 온도조건은 직관과 동일하

며, 곡관의 곡률을 3D, 5D, 7D로 변화시켜 가면서 

유동해석을 진행하였다.

2.2.1 모델링 및 격자 생성

유동해석에 사용된 곡관의 직경은 1.219m (48inch)

이고 배관 두께는 23.8mm (0.932inch)이다. 모델링에 

Fig. 6에 생성된 곡관 격자를, Table 3에 격자 정보를 

나타내었다. 입·출구방향으로 관 길이를 10D만큼 생

성하였다.

경계조건 설정에는 Alaska pipeline project4)
를 참

조하였고 천연가스가 직관을 거쳐 오면서 충분히 냉

각되었다는 가정 하에 내부 유체 온도는 -1°C로 설

정하였다. 입구 압력은 17.2MPa, 출구속도는 6m/s로 

입력하였다. 초기 액적은 직관과 동일한 5%이며, 곡

관에서 사용된 천연가스 조성비를 Table 4에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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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ressure contour (3D)

Fig. 8 Pressure contour (5D)

Fig. 9 Pressure contour (7D)

Fig. 10 Velocity streamline

2.2.2 해석 결과

Fig. 7~Fig. 9에 곡관 형상별 압력 컨투어를 각각 

나타내었다. 단열조건과 비교하였을 때 Fig. 7의 3D 

곡관의 -40°C 외기온도 조건에서 곡관부 정체 현상

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향은 Fig. 8의 5D 곡관에서도 

발생하지만 상대적으로 곡률이 큰 7D 곡관에서는 발

생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곡관의 곡률이 클수록 극

한온도조건으로 인한 영향이 적음을 알 수 있다.

Fig. 10에 곡관부가 끝나는 관 단면의 속도 스트림

라인을 나타내었다. 단열조건과 -40°C조건에서 곡관 

형상 별 속도 스트림라인을 비교 해 보았을 때, 압력 

컨투어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7D 곡관에서는 온도

에 의한 영향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3D

와 5D 곡관과 같이 상대적으로 곡률이 작은 곡관의 

경우 단열조건에 비해 -40°C조건에서 전체적인 유동

이 관 바깥(우측)으로 치우쳐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극한온도조건으로 인해 관 곡관부 내측에 액적이 집

중되어 발생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극한지 천연가스 이송용 파이프라

인 주변 온도 변화에 따른 다상-다성분 유동해석이 

수행되었다.

1) 상용코드인 ANSYS Fluent v.13을 이용하여 온도

조건을 고려한 다성분-다상유동 해석기법을 정립

하였다.

2) 기존 파이프라인 내부 유동해석에 사용되는 단열

조건 해석에서는 극한온도조건에서의 압력저하

를 잘 예측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3) 관 길이가 길어질 경우 내부 유동장 온도가 영하

로 떨어짐에 따라 유체 내부의 액적 동결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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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동결된 입자가 곡관 내부에 충돌침식을 일

으킬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4) 극한 온도조건이 곡관에 미치는 영향을 곡관의 

형상을 달리하여 해석하였다. 7D 곡관에서는 내

부 유동이 외기온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나 

3D와 5D 곡관에서는 곡관 내측에서의 압력 정체

현상과 속도저하 현상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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