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신저자 : 조재웅(jucho@kongju.ac.kr)
접수일 2015년 4월 13일     수정일 2015년 6월 7일     게재확정일 2015년 6월 20일

배관의 신축이음에서의 유동해석을 통한 융합기술연구

이정호*, 조재웅** 

*공주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과, **공주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Study on Convergence Technique through Flow Analysis at the 
Flexible Joint of the Pipe Laying 

Jung-Ho Lee*, Jae-Ung Cho**

*Department of Mechanical & Automotive Engineering, Graduate School, Kongju University  
**Division of Mechanical & Automotive Engineering, Kongju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은 신축이음으로 배 과 배 사이에 연결되어 압력과 온도를 조 하는 이음의 안 설계에 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 은 외기와 수송유체의 압력으로 인한 팽창과 수축에 의한 이  손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 하여 이 에 작용하는 과 한 압력을 감소시키고 사고발생을 방하고자 하고자 한다. 3가지 유형의 신축이음

을 용하여 각각의 모델의 유동특성을 시뮬 이션 해석을 통하여 찰한다. 각각의 모델의 형상에 따라 슬리 형, 

벨로우즈형, 루 형의 신축이음 특성을 분류한다. 한 수송 유체가 신축이음을 통과할 때, 배 에서의 열과 압력, 

속도의 유동특성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이용하면 신축이음 형상에 따른 안 설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한, 디자인 면에서 융합 기술로의 목도 가능하여 미 인 감각을 나타낼 수 있다. 

• Key Words : 배 ; 신축 이음; 유동 특성; 안  설계; 융합 기술

Abstract   This paper is the study on the safe design of joint controling the pressure and temperature 

by connecting between pipes laying with the flexible joint. This study aims at decreasing the excessive 

pressure applied in the pipe and preventing the accident occurrence in order to solve the pipe damage by 

extraction and contraction due to the pressure of open air and transport gas. The flow properties of each 

model are investigated through the simulation analysis by applying three kinds of the flexible joints. When 

transport gas passes the flexible joint, the flow characteristics of heat, pressure and velocity at pipe laying 

are analyzed. It is thought to be contributed to the safe design due to the shape of the flexible joint by 

using the result of this study. And it is possible to be grafted onto the convergence technique at design 

and show the esthetic sense.    

• Key Words : Pipes laying; Flexible joint; Flow characteristic; Safe design; Convergence technique

1. 서론
각종 수송 의 배 을 설계함에 있어 신축이음의 역

할은 아주 요하다고 볼 수 있다. 신축이음은 외기와 수

송유체의 온도변화에 따른 이  라인의 팽창과 수축의 

문제 압력으로 인한 이 의 손상으로부터 신축  진

동에 응하는 신축 을 설치하여 이 라인에 가해지

는 과 한 응력을 흡수하여 보호하여 사고발생을 방하

는데 그 목 을 가지고 있다[1,2,3]. 신축이음이 없을 시, 

이  라인이 고온과 고압에 의하여 틀어지거나 터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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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4]. 본 연구에서는 이 라인에 사용되는 3가지 신

축이음의 내부 유체해석을 통하여 신축이음의 효과를 검

토하고자 한다[5,6]. 이  라인에 사용되는 3가지 신축

이음은, 슬리  타입(Sleeve type), 벨로우즈 타입

(Bellows type), 루 타입(Loop type)을 사용하여 각각의 

신축이음의 형상을 동일한 조건의 유동환경을 가정한 후, 

유동해석을 통하여 각각의 유동특성을 악하고자 한다

[7,8,9,10]. 한, 이는 디자인 면에서의 융합 기술로의 

목도 가능하여 미 인 감각을 나타낼 수 있다.

2. 본론
2.1 해석모델

[Fig. 1]은 해석에 사용된 모델의 형상을 나타낸 것으

로 신축이음의 종류  가장 많이 사용되는 3가지 타입을 

Catia V5를 이용하여 3D모델링 하 으며, 이를 유한요소 

해석 로그램인 Ansys를 유체해석을 수행하 다. [Fig 

.2]는 해석에 사용된 모델의 Mesh 생성으로 압력이 감소

할 것으로 상되는 부 에 조 한 Mesh를 생성하여 압

력의 감소를 살펴보고자 한다[11,12,13,14,15].

 

[Fig. 1] Drafts of specimens

        (L:Sleeve type R:Bellows type B:Loop type)

[Fig. 2] Mesh generations

        (L:Sleeve type R:Bellows type B:Loop type)

[Fig. 3] Environment settings

         (L:Sleeve type R:Bellows type B:Loop type)

[Fig. 3]은 해석환경에 한 것으로 입구와 출구를 지

정하여 해석모델의 해석환경을 설정한다. 입구와 출구의 

압력은 <Table 1>에 나타나 있다.

<Table 1> Setting of pressure and temperature at inlet 

and outlet

Static Pressure(MPa), Inlet 1.6

Average Pressure(MPa), Outlet 0.1

Static Temperature(C)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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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과 같이 해석조건으로 입구 압력은 

1.6MPa, 출구 평균압력은 0.1MPa, 220℃의 공업용 냉각

수 유체를 가정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고온 고압의 냉

각수의 유출은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형상

별 유동특성을 악하여 보강을 하여 사 방을 하는 

것이 요하다.

2.2 유동해석 결과

[Fig. 4] Pressure contour at sleeve type

[Fig. 4]는 슬리  타입의 압력분포 형상이다. 입구 측

으로 들어오는 고압의 압력이 넓은 공간의 완충지 로 

진입함에 따라 압력강하에 의해서 압력이 낮아지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좁은 면 의 유동면 에서 넓은 공간으로 

이동할 때 입구의 둘 부분에서 압력차가 크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의 보강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Fig. 5] Pressure contour at bellows type

 

 [Fig. 5]는 벨로우즈 형의 압력분포 형상이다. 벨로우

즈 타입의 경우 입구의 길이가 슬리  타입과 비교하여 

짧기 때문에 압력강하는 낮게 발생한다. 하지만 압력강

하가 일어나는 면 이 크기 때문에 압력이 집 되는 부

가 없이 고르게 압력강하가 일어나고 있는 형상을 보

이고 있다.

[Fig. 6] Pressure contour at loop type

 [Fig. 6]은 루  타입의 압력분포 형상으로 세 가지 

형상  가장 낮은 수치의 압력강하가 발생하고 있다. 

의 목이 꺾이는 부 에서 큰 압력이 발생하여 고압의 유

체가 이동할 때, 손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찰되고 있

다. 이러한 부분은 의 꺾이는 부 마다 발생되고 있으

며 해당부 의 보강이나 꺾임의 각도가 낮아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Fig. 7] Temperature contour at sleeve type

[Fig. 7]은 슬리  타입의 온도분포 형상으로 입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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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고온의 유체가 유입될 시, 앞서 압력강하가 일어났

던 부 에서 약 10℃정도 냉각되는 형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압력의 감소가 온도에 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8] Temperature contour at bellow type

 [Fig. 8]은 벨로우즈 타입의 온도분포 형상으로 압력

이 감소하는 부분부터 온도가 감소하는 형상을 보이고 

있으나, 슬리  타입과 달리 입구에서부터 바로 온도가 

냉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입구의 면 이 넓어 

압력이 감소하는 면 이 넓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Fig. 9] Temperature contour at loop type

[Fig. 9]는 루  타입의 온도분포 형상으로 입구에서

부터 출구까지 약 2℃정도 냉각되고 있다. 압력강하와 마

찬가지로 의 목이 꺾이는 부분마다 냉각되고 있는 형

상을 보이고 있다. 압력과 온도와의 계에서 압력강하

가 일어나는 지 에서 온도가 냉각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압력강하가 크게 일어나는 지 일수록, 온도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별도의 냉각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압력을 조 하여 온도를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압력강하가 크게 나타나기 해

서는 압력이 유동하는 면 이 커야하는데 이 게 될 때, 

압력이 낮아지는 부 에서 압력변화가 크게 일어나며 공

동 상이나 워터해머 상이 발생할 수 있어 추가 인 

보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한 압력과 온도와의 

계에서 슬리  타입이 벨로우즈 타입에 비교하여 압력강

하는 46%, 냉각은 2.2%, 더 좋았으며 루  타입과 비교

했을 때는 압력강하는 76%, 1.86%, 더 개선됨을 알 수 있

었다. 

[Fig. 10] Velocity contour at sleeve type

[Fig. 11] Velocity contour at bellow type

[Fig. 12] Temperature contour at loop type



배관의 신축이음에서의 유동해석을 통한 융합기술연구 17

[Fig. 10]은 슬리 타입의 유체속도를 나타낸 것으로, 

다른 타입의 유체유동과는 달리 출구에서의 유체의 속도

가 낮다는 에 있다. 고압으로 유입된 유체가 넓은 역

에서 감속이 되었다가 다시 좁아지는 출구에 도달하게 

되면 유속이 증가하는데, 다른 타입에 비해 그 증가폭이 

크지 않다. 이를 통해, 유동의 변화폭이 그리 크지않아 압

력은 경감하면서도 일정한 유속을 공 할 수 있는 부

에 사용이 합하다고 생각된다. 유동의 집도를 볼 때, 

출구쪽에서 큰 폭으로 속도가 상승하는 유형을 보이고 

있어 워터해머 상이 발생할 수 있는 지 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를 토 로, 워터해머 상이 발생될 수 있

는 출구부분의 폭이 좁아지는 부분에 한 보강설계와 

유동을 분산시켜 한 지 에 집 되는 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단되는 부 로 생각된다. [Fig. 11]은 벨로우 타

입에 한 것으로 입구를 통해 들어온 고압의 유체는 잠

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출구 쪽에 들어서는 가속화

되는 형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벨로우즈 타입의 신

축이음의 경우 들어온 유체속도에 비해 출구속도가 높아 

속으로 들어온 유체도 고속으로 토출이 가능함을 해석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2]는 루 타입에 한 것으로, 유체의 집도는 

루 가 꺾이는 부분에 집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 

루 가 상승했다가 하강하는 부 에서 유체의 속도가 증

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체의 속도를 

통한 해석결과를 토 로 볼 때, 슬리  타입과 루 타입

은 각 의 꺾임에 따라 유체의 압력과 속도가 집 되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격한 속도와 압력의 변

화는 신축이음의 워터해머 상을 발생시킬 수 있어, 신

축이음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강이 필요하

다는 해석  결과에 도달 할 수 있다. 입,출구에서의 유체

속도는 슬리  타입에서 47%, 벨로우즈 타입에서 8.84%, 

루 타입에서 85%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

로 각 신축이음의 유체속도에 따른 보강을 고려할 수 있

다. 한 그 용에 있어 유체의 토출속도가 높아야 하는 

지 에는 벨로우 타입과, 루 타입을 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별도의 압력장치 없이도 원활한 유동을 한 

설계를 할 수 있음을 해석 인 결과를 통해 유도 할 수 

있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신축이음 모델들의 내부에서의 유동 

해석을 수행한 후, 각 Section별로 Pressure, Velocity, 

Temperature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도출하 다.

1) 가장 낮은 압력분포를 보인 슬리  타입과 비교 했을 

때, 벨로우 타입과는 46%, 루  타입과는 76%의 압력

차이가 낮게 나왔다.

2) 가장 높은 냉각성능을 보인 슬리  타입과 비교 했을 

때, 슬리  타입과는 2.2%, 루  타입과는 1.86% 더 

높은 냉각성능을 보 다.

3) 가장 높은 유체속도의 변화를 보인 루 타입의 속도비

율은 85%의 높은 차이를 보 고, 뒤를 이어 슬리  타

입에서 47%, 벨로우즈 타입에서 8.8%의 속도차이를 보

다. 이를 통해 각 신축이음에서의 유체속도차를 볼 

수 있으며 얻어진 기반데이터를 토 로 각 신축이음에

서의 보강을 결정할 수 있다. 한 이를 통해 별도의 장

치없이도 구조 인 설계를 통해 유체의 토출 속도를 높

일 수 있음을 해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4) 본 연구에서의 해석결과들을 통해, 유체유동에 사용되

는 신축이음의 유동특성을 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

해 유체 유동의 특성에 따른 신축이음의 설계에 이바

지 할 수 있다. 한, 디자인 면에서의 융합 기술로의 

목도 가능하여 미 인 감각을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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