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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he flow characteristics of water in the water supply pipes of a WBC array were

evaluated. We simulated the flow velocities and pressures for a standard pipe, an expansion

pipe with a concentric reducer, and an expansion pipe with an eccentric reducer using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In the case of the standard pipe, when the inlet flow velocities were 0.5 m/s

and 2.0 m/s, the maximum flow velocities at the center of the WBC array were 0.54 m/s and

2.74 m/s, respectively, which were the greatest values among those of all the pipe models considered.

In the case of the expansion pipe, the maximum flow velocities at the center of the WBC

array were almost the same under the same conditions regardless of the type of reducer. The

pressure losses in the pipe due to the concentric and eccentric reducers were found to be (165.09

× inlet velocity1.6677) and (210.98 × inlet velocity1.6478), respectively.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at this time was greater than 0.99 and was the same for both the models. As a simulation

result, it was found that in order to reduce the pressure loss when pipe with WBC array is

connected with a conventional pipe, diameter of the pipe with WBC array at that section should

be enlarged by one step, and then connected to the conventional pipe with a concentric reducer.

Key words: CFD(전산유체역학), EMP(전자기파), Waveguide Below Cutoff Array(도파관 배열),

Water Pipe(급수관)

1. 서 론

급수관의 관경은 관균등표에 의한 방법 또는 유

량선도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며, 관 균등표에 의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소규모 건물을 설계할 때, 중규

모 이상의 건물을 설계할 경우에는 유량선도에 의

한 방법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급수관의 관

경, 유속 및 압력해석에 대한 기존의 연구로는 수격

작용에 의해 발생되는 이상 압력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배관 내 유속 1.5 m/s, 초기압력 0.3 MPa인

경우를 해석한 것이 있다[1]. 대상 논문은 일반 급수

관의 밸브 개폐에 따른 압력변동을 해석한 것이며,

관경은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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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급수관과는 달리 EMP 차폐용 배관은 WBC

(Wave guide below cutoff, 도파관)를 설치하며,

WBC 배열의 설치에 따라 배관의 유효 단면적이 줄

어서 WBC 배열을 설치하는 부분의 관경을 확대하

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WBC 배열이 설치된 배관 확대부와 기존 배관을

연결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Concentric Reducer(편심)를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

는 Eccentric Reducer(정심)를 사용하는 것이다.

급수관에 대한 연구 중 EMP 차폐를 위한 WBC가

설치된 급수배관의 배관 확대에 대한 국내 연구는

없으며, 일반 배관에 관한 연구로 배수관을 대상으

로 한 논문과 보일러 및 발전기의 연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있다. 배수관에 대한 연구는 배수관내 배수

의 유수깊이를 깊게 하여 오물 이송능력을 크게 하

기 위해 기존 원형 배수관의 단면을 V형으로 변형

시킨 것이 있다[2]. 여기서는 유수 깊이 측정을 통해

이러한 형태의 배수관의 배수능력을 평가하고, 원형

관 및 V형관 모두 세척수량이 증가할수록, 구배가

작을수록 유수깊이가 깊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러나 이는 배수관에 대한 연구로 급수관과는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다. 급수관의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배관 내가 만수가 되어있지만 배수관의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배수관내에 배수가 흐르지 않아 비어있

으며, 사용할 경우에도 배수관경의 1/2~1/3 정도만

흐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를 급수관에 적용할 경

우에는 압력변동, 유속 및 유체의 흐름 등에 대한 추

가 검토가 필요하다. 

비상발전기, 보일러의 연도에 대한 연구로는 EMP

차폐를 위해서 연도 내에 WBC 배열을 설치하고 연

도의 유효단면적이 좁아지기 때문에 최적 크기를

연구한 것이 있다[3]. 대상 연구는 급수배관에 WBC

배열을 설치한 경우와 원리는 동일하지만 도파관

배열의 형태 및 도파관을 구성하는 재질의 두께가

다르며, 배관 내부를 통과하는 물질도 온도가 높은

배기가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급수관에 WBC 배열이 설

치된 기존배관과 확대배관의 연결부위에 Concentric

Reducer와 Eccentric Reducer를 사용한 경우를 대상

으로 배관과 WBC 배열에서의 유속, reducer의 입구

와 출구에서의 유속, 압력을 비교, 평가하는 것을 목

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시뮬레이션

2.1 시뮬레이션 대상

Fig. 1은 WBC 배열이 설치된 배관 확대부와 기존

배관과의 연결을 위한 Concentric Reducer 및 Eccen-

tric Reducer를 사용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편심 이

음의 경우에는 하부는 ‘1’자 형태로 직선으로 이어

지게 설치하고 WBC는 출구 측에 가깝게 설치하였

다. 정심 이음의 경우에도 동일한 위치에 EMP차폐

를 위한 WBC 배열을 설치하였다. 배관은 배관용 탄

소 강관(KSD 3507)을 사용하였으며 호칭경 50 mm

와 65 mm로 하였다. WBC 배열의 길이는 25 mm,

Fig. 1. WBC, Concentric Reducer & Eccentric Re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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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C cell은 지름 70.3 mm인 원에 내접하는 honey-

comb 형태이며, 두께는 1.5 mm를 사용했다.

2.2 시뮬레이션 

도파관 배열이 설치된 급수관내에서의 유체의 흐

름, 압력 변동 등을 해석하기 위하여 CFD 시뮬레이

션을 실시하였다. 

급수배관 내에서의 유속은 배관의 종류에 따라 다

르지만 급수본관에서의 권장유속은 1~2 m/s, 급수

분지관내에서의 권장유속은 0.5~0.7 m/s이며 일반

적으로 2.0 m/s 이하가 바람직하다[4].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급수배관 입구에서의 유속을 Table 1과 같

이 0.5, 0.9, 1.2, 1.5, 1.8 m/s 및 2.0 m/s의 6개의 유

속을 대상으로 총 18 case를 해석하였다.

해석은 WBC 배열에서의 유속, 배관 확관부 입구

와 출구에서의 유속 및 압력변동을 파악하고, 시간

의 흐름(비정상)에 따른 VOF(Volume of Fluid)를 이

용하여 WBC 배열 부위에서의 유동을 평가하였다.

Fig. 2는 시뮬레이션을 위한 Volume Mesh를 나타

낸 것으로 Polyhedral mesh를 이용하여 270만개로

정도로 작성하였다.

3. 해석결과

3.1 유동평가 및 유속

Table 2는 WBC 배열이 설치된 배관에서 유체의

유동을 평가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배열이 설치

된 부분에서는 급수초기에 유체의 역류가 일부 발

생하였다. 이는 배관확대부에 설치된 WBC 배열의

영향으로 배관 확대부에서는 역류가 발생하지만 시

간의 경과에 따라서 역류가 해소되어 WBC 배열을

유체가 통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은 배관내의 유속이 0.5, 0.9, 1.2, 1.5, 1.8 m/s

및 2.0 m/s인 경우 WBC 배열의 중앙부의 최대 유속

을 나타낸 것이다. 입구의 유속이 0.5 m/s이면 WBC

배열의 중앙부에서는 배관을 확대하지 않으면 0.54

m/s, 입구유속이 2.0 m/s이면 배열 중앙부에서의 최

대 유속은 2.74 m/s로 나타났다. 그러나 편심이음과

정심이음을 사용한 경우에는 2개의 이음쇠 모두

Table 1. Simulation Case

Inlet Speed

[m/s]
Standard

Concentric 

Reducer

Eccentric 

Reducer 
Cases

0.5 s-05 c-05 e-05

18

0.9 s-09 c-09 e-09

1.2 s-12 c-12 e-12

1.5 s-15 c-15 e-15

1.8 s-18 c-18 e-18

2.0 s-20 c-20 e-20

Fig. 2. Volume Mesh (2,738,960 cells).

Table 2. Simulation Result

Case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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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 m/s로 최대 속도가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Fig. 4는 WBC 배열의 중앙부에서의 평균 유속 해

석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배관의 확대가 없는 경우

에는 평균 유속은 입구의 유속이 0.5 m/s이면 0.55

m/s, 1.2 m/s인 경우에는 1.32 m/s, 입구의 유속이 2.0

m/s인 경우에는 2.21 m/s로 나타났다. 

또한 편심이음은 WBC 배열의 중앙부에서의 평균

유속은 입구 유속이 1.2 m/s이면 1.33 m/s, 2.0 m/s인

경우에는 2.20 m/s로 나타났다.

Fig. 5는 WBC 배열 중앙부의 최대유속을 예측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각 예측식은 결정계수가 0.99

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배관의 확대 없이 WBC 배

열을 설치하면 WBC 배열 중앙부위에서의 유속은

1.4415×입구유속0.0221로 표현할 수 있으며 편심, 정

심이음은 1.0047×입구유속0.0157, 0.9992×입구유속0.0331

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심이음과 편심이음을 사용한

경우는 WBC 배열의 중앙부에서의 최대유속이 거

의 같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6은

입구유속에 따른 각 배관에서의 WBC 배열의 중앙

부 평균유속을 예측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최대

치를 예측한 결과와 동일한 형태로 예측식을 작성

할 수 있으며, 이때 각 식의 결정계수는 0.9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3.2 압력손실

Fig. 7은 배관 이음쇠의 형상, 입구 유속에 따른 이

음쇠 입구와 출구에서의 압력손실을 나타낸 것이다.

유속의 증가에 따라서 압력손실은 커지며, 배관 이

음쇠의 종류에 따라서도 압력손실의 차이가 발생하

Fig. 3. Maximum flow velocities at the center of the

WBC array. 

Fig. 4. Average flow velocities at the center of the WBC

array.

Fig. 5. Maximum flow velocity calculation at the center

of the WBC array.

Fig. 6. Average flow velocity calculation at the center of

the WBC 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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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WBC 배열의 중앙부에서의 최대 유속과 평균유

속은 기본 배관을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심이

음과 편심이음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압력손

실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다.

WBC가 설치된 부위의 배관을 확대하지 않고 입구

의 유속이 1.8 m/s인 경우 압력손실은 1,050 Pa, 편심

이음은 570 Pa이며 정심이음은 440 Pa로 나타났다.

따라서 WBC 배열이 설치된 배관과 기존 배관을

연결하는 경우 WBC 배열이 설치되는 부위는 배관

의 관경을 1단계 확대하고, 확대된 배관과 기존 배

관의 연결은 정심이음쇠를 사용하는 것이 이음쇠에

따른 배관 내에서의 압력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Fig. 8은 이음쇠 종류별 입구유속에 따른 압력손

실을 예측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각 예측식은 WBC 중앙부분에서의 유속을 예측

하는 형태와 동일하게 입구유속에 따른 함수로 나

타낼 수 있으며 예측식도 모두 결정계수가 0.99로

나타나 입구의 유속을 이용해서 각 이음쇠 별 압력

손실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WBC 배열이 설치된 부분과 기존배관과의 연결

을 정심이음쇠를 사용한 경우의 압력손실은 165.09

×구유속1.6677로 표현할 수 있으며 결정계수는 0.999

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편심이음도 입구 유속을 이용하여 210.98×

입구유속1.6478로 표현할 수 있으며 결정계수는 0.9983

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급수관에 Concentric Reducer와

Eccentric Reducer를 사용한 경우와 WBC 배열이 설

치된 부분을 확대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CFD

를 이용하여 해석을 실시하였다. 해석내용은 WBC

배열에서의 유속, reducer의 입구와 출구에서의 유

속, 압력손실을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1) WBC 배열 중앙부의 최대 유속을 평가한 결과

입구의 유속이 0.5 m/s인 경우 배관의 확대 없이

WBC 배열을 설치한 경우는 최대 0.54 m/s, 입구의

유속이 2.0 m/s인 경우에는 2.74 m/s로 나타났으며

편심이음과 정심이음의 경우에는 0.5 m/s 정도의 거

의 동일한 값을 보였다.

2) 배관 이음쇠의 종류에 따른 WBC 배열 중앙부

에서의 평균 유속은 기본 배관을 사용한 경우가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심이음과 편심이음의 경우에

는 거의 동일한 값을 보였다.

3) 배관 이음쇠의 종류에 따른 이음쇠 입구와 출

구에서의 압력손실을 평가한 결과 정심이음쇠는

165.09×입구유속1.6677로 표현할 수 있으며 편심이음

은 210.98×입구유속1.6478로 표현할 수 있다.

4) WBC 배열이 설치된 배관과 기존 배관을 연결

하는 경우 WBC 배열이 설치되는 부위는 배관의 관

경을 1단계 확대하고, 확대 배관과 기존 배관의 연

결은 정심이음쇠를 사용하는 것이 배관에서의 압력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7. Pressure loss in accordance with types of reducer.

Fig. 8. Pressure loss calculation in accordance with types

of re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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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기

본 연구에서는 일부 배관 크기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다양한 배관크기를 대상으로 연

구를 추가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

업의 연구비지원(과제번호 15CTAP–C098186-02)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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