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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experimental data on flow pattern transition of inclination angles from 0-90 are presented. A 
test section is constructed 2 mm long and I.D 1inch using transparent material. The test section is supported 
by aluminum frame that can be placed with any arbitrary inclined angles. The air-water two-phase flow is 
observed at room temperature and atmospheric condition using both high speed camera and void impedance 
meter. The signal is sampled with sampling rate 1kHz and is analyzed under fully-developed condition. Based 
on experimental data, flow pattern maps are made for various inclination angles. As increasing the inclination 
angels from 0 to 90, the flow pattern transitions on the plane jg-jf are changed, such as stratified flow to plug 
flow or slug flow or plug flow to bubbly flow. The transition lines between pattern regimes are moved or 
sometimes disappeared due to its inclined angle. 

기호설명 
 
jg  기체 겉보기 속도 (m/s) 
jf 물 겉보기 속도 (m/s) 
 

1. 서 론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수평, 수직 

유동의 유동양식은 경사관 유동에 비하여 비교적 

많이 연구되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보고된 

대부분의 유동패턴 천이데이터는 수평 유동이나 

수직 유동에 대한 것으로 경사관 유동의 데이터는 

매우 제한적이다. 특정 각도 범위의 경사관 

유동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다뤄지고 있는 유체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0~90 도 전 각도에 걸친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은 충분히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중에 

Barnea 등[1] 은 물-공기 이상유동 시스템의 

경사각을 0~90 도 범위로 변화시키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류하여 유동양식지도를 보고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사각도가 이상유동의 

유동양식경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사각이 임의로 조절되는 이상 유동 

실험 장치를 설계 및 제작하고, 수직관 및 

수평관의 유동양식지도를 작성하여 실험장치의 

신뢰성을 검증하였으며, 다양한 경사각 

이상유동을 관찰 및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경사각 범위 0~90 도의 물-공기 상향 이상유동의 

유동양식 천이에 대한 데이터를 소개하고 각 

경사각도별 유동양식지도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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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장치 설계 및 제작 

본 연구는 경사유동의 유동을 관찰하고 경사

각도별 유동양식지도를 작성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경사각을 임의대로 조절

할 수 있는 경사유동실험장치를 제작하였다. 이 
장치는 물과 공기를 공급하는 물-공기 공급시스

템, 관찰영역, 각도조절부, 관찰부 등 크게 네 부
분으로 구성된다. Fig.1 은 전체 시스템의 개념도

를 나타내고 있다. 
 
 

 
 
 

Fig.1 Experimental Facility Scheme 
 

물의 공급은 물탱크에 저장한 물을 펌프로 
끌어올려 관찰영역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데 유량은 펌프와 유량계, 게이트 밸브를 적
절히 조절해서 원하는 유량으로 맞춘다. 또한 공
기는 에어 컴프레서로 압축한 압축공기를 로터미

터로 조절하는데, 이렇게 각 라인으로 공급된 공
기와 물은 T 관에서 만나 최종적으로 관찰영역

에 주입된다. 공기 및 물 배관은 관찰내경과 같
은 사이즈인 25 파이의 PVC 로 만들어져 있으므

로 기포가 쉽게 발생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공기라인의 끝 팁에는 노즐이 장착되며 물에 공
기를 분사해서 물과 공기를 혼합하고, 허니콤을 
통과시켜 기포를 발생시킨다.  

   
 

물-공기 공급라인으로 공급된 이상유동은 1

인치 아크릴관을 통과하며 관찰된다. 아크릴관은 
내경 1 인치, 길이 2m 로 투명하여 육안으로 내
부를 관찰할 수 있다. 완전발달이 이루어지는 지
점에 임피던스 센서를 장착했는데, 이를 통해 임
피던스 기공률 신호를 획득할 수 있다. 

각도조절부는 본 실험장치가 0 도에서 90 도 
사이의 각도를 임의로 조절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사유로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아크릴관이 
고정된 고정판을 H-beam 축과 핀고정하고, 소형 
기중기로 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도 각도를 쉽게 
변경할 수 있게 제작하였다.  

관찰부는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이상유동을 
관찰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본 실험에서는 
육안과 고속카메라 이미지 그리고 임피던스 센서

를 사용한다. 낮은 유속에서의 이상유동현상은 
육안만으로도 관찰할 수 있지만 높은 유속의 현
상은 관찰이 어려우므로 고속카메라 이미지와 실
시간으로 이상유동 신호를 모니터링하며 실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시간으로 획득, 저장한 이상

유동데이터는 패턴의 판정 및 분류에 사용된다. 
 
 

3. 유동신호 해석 및 분류 

3.1 신호의 획득 
 
본 연구에서는 빠른 반응성과 높은 정확도로 국

소 영역의 기공률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임피던스 센서를 사용하여 이상유동신호를 획득한

다. 이는 기공률에 따른 이상유동장의 전기전도도

룰 측정하여 유동장의 기공률을 산정하는 방법이

다. 직류를 사용하여 신호를 받을 경우에는 전극 
양단에서 분극현상 등으로 인해 신호의 값을 일정

하게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공률에 해당하는 신호의 정확한 값을 획득하기 
위해서 사인파 발진기를 이용하여 전압을 인가하

고 다른 전극에서는 그 전압 값의 RMS 값을 획득

하여 시스템에 인가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1kHz 
의 샘플링주기로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캘리브레이션을 마치고 장착한 센서가 이상유동

신호의 개형 및 변화형태를 잘 나타내는지 살펴보

았다. Mishima-Ishii 의 유동패턴경계를 기준으로 
실험 가능한 영역 중 각 유동의 특성을 잘 보여주

는지 프리테스트를 수행하였다. 관찰한 포인트는 
좌측 그림과 같다. 네 가지 유동을 관찰하되 공기

유량을 크고 작게 조절하여 각 유동의 개형을 잘 
나타내는지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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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한 신호의 개형은 다음 Fig.2 과 같다. 
기포류 및 슬럭류가 잘 나타나고 있고, 슬럭류 안
에서도 버블의 크기와 길이, 빠르기 등에 따라 신
호가 변화하는 과정이 잘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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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bserved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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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mpedance signal for each observed point 
Fig.2 Impedance Signal 

 
 

3.2 유동신호 분석 
 

유동양식지도 개발과 관련된 기존의 많은 연구

가 패턴의 판정을 육안 및 고속카메라 촬영이미지 
등 육안관찰에 의존하고 있다. 유동양식 자체가 
정량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동

양식의 경계를 완전히 표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고서도 유동양식 판정에 있어

서 판정자마다 다르게 내릴 수 있는 판단에의 주
관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판정자의 주관성 개입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 육안 및 고속카메라 이미지, 그리

고 이와 동시에 임피던스 신호를 판정 기준으로 
삼아 유동양식을 판정하였다.  

 

4. 결과 및 토의 

4.1 실험 개요 
 
실험장치는 공기-물 공급 시스템과 내경 1

인치의 투명한 아크릴 파이프로 된 관찰영역으로 
구성된다. 길이 2m 의 파이프는 0~90 도의 범위에

서 자유자재로 조절 및 고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철 구조물에 의해 지지된다.  

물과 공기가 든 관찰영역은 소형 기중기에 
의해 각도가 조절 가능하며, 각도에 따라 다른 드
레인을 가지고 있다. 경사각을 0 도, 0.2 도, 2 도, 30
도, 90 도로 변화시키며 유동을 관찰한다. 관찰은 
육안과 고속카메라를 이용한 관찰을 비롯하여 임
피던스 센서의 신호를 모두 사용하여 유동패턴을 
최종적으로 판정한다. 

 
 

4.2 실험 결과 
 
각 경사각의 이상유동을 관찰하였다. 0 도, 2

도, 30 도, 90 도의 각 경사유동 별로 나타나는 대표

적인 유동양식을 다음 Fig.3 에서 확인할 수 있다.  
 

   
(a) Horizontal flow       (b) 2 inclined flow 

 
(c) 3 inclined flow 

 

 
(d) Vertical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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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 Pattern images of inclined two-phase flow; 
(a) Horizontal flow, (b) 2’ inclined flow,  
(c) 30’ inclined flow, (d) Vertical flow 

 
Fig.3(a) 에서는 수평유동의 대표유동양식을 

관찰할 수 있다. 즉, 물과 공기의 두 상의 경계가 
부드러운 성층류와 표면파가 발생하는 파형류, 그
리고 관의 상부를 따라 공기가 뭉쳐 흘러가는 플
럭류와 관 직경크기의 상대적으로 큰 기포가 흘러

가는 슬럭류를 관찰할 수 있다. Fig.3(d)에서는 또
한 잘 알려진 수직유동의 전형적인 유동양식인 기
포류, 슬럭류, 환상류 등이 보인다. 성층류 및 파
형류는 수평유동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적인 유동이

다.  

   
 

수평유동의 플럭류와 수직유동의 슬럭류는 
중력방향이 관의 유동의 진행방향과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다르나, 그 형태가 상당히 유사한 유
동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 도와 30 도의 
경사각이 존재할 때의 이상유동을 관찰하였는데, 
경사유동에서는 이 두 가지 유동의 중간형태가 나
타난다. Fig.3(b) 은 경사각이 2 도일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유동양식이다. 플럭류, 슬럭류, 환상류로 
넘어가는 과정이 보이는데, 경사각 때문에 플럭류

의 꼬리부분이 길게 늘어지는 등 수평유동과 차이

를 보인다. Fig.3(c) 에서는 경사각이 30 도인 경사

유동의 대표적인 유동양식을 볼 수 있다. 경사각

이 커짐에 따라 유동양식이 플럭류와 슬럭류의 경
계가 애매모호해지는 등 수평유동에서 보다 수직

유동에 가까운 형태로 천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유동양식간의 천이가 일어나는 형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물과 공기의 겉보기

속도를 조절하여 경사각도별 유동양식지도를 작성

하였다. 관찰한 경사각은 0 도, 0.2 도, 2 도, 30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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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orizontal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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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0.2 Inclined Upward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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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2 Inclined Upward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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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30 Inclined Upward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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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Vertical Upward Flow 

 
Fig 2. Flow Pattern Maps; 1inch, atmospheric condition 

 
90 도이며, Fig.4 에 유동양식 지도내의 패턴간 경
계의 천이에 미치는 경사각도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유동양식지도를 나타냈다.  

Fig.4(a)는 물과 공기의 겉보기 속도를 바꿔

가며 수평유동을 육안으로 관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유동양식지도이다. 각각의 기포

로 표시된 것이 관찰 포인트들이다. 기준으로 제
시된 선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수평유동 천
이경계로 Mandhane[2] 등이 1178 개의 공기-물 혼
합유동의 실험데이터를 포함하여 5935 개의 실험

데이터로서 얻은 유동양식 경계이다. 유동양식지

도 상의 데이터들은 각각 원형, 삼각형, X 자형 등
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각각 본 실험에서 관
찰된 플럭류, 슬럭류, 성층류를 나타낸다. 실험결

과와 Mandhane 의 경계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본 장치로 관찰 가능했던 유동양식

은 성층류와 플럭류, 그리고 슬럭류였다. 낮은 물
유속에서는 공기가 층을 형성하여 흐르는 성층류

의 형태로 꾸준히 흘러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는데, 공기 유속이 빨라질 수록 약간의 파형을 띄
기 시작했다. 물유속이 높아짐에 따라 더 이상 성
층류는 나타나지 않고 플럭류가 관찰된다. 공기의 
유속이 빨라짐에 따라 플럭류는 슬럭류로 천이한

다.  

   
 

Fig.4(b)는 경사각이 0.2 도인 경우이다. 
Barnea 의 경우 0.25 도에 해당하는 유동지도를 제
시하였는데, 그 유동지도에 의하면 성층류 영역이 
돔 형상의 모양으로 축소되며 높은 기체속도 영역

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물과 공기의 
유속이 모두 낮은 경우에 성층류였던 유동이 각도

가 살짝 기울어짐에 따라 급속히 간헐유동, 보다 
자세히는 플럭류가 되고, 낮은 유속에 기체의 속
도가 높은 것은 성층류로 그 형태를 유지하였었다. 
본 논문은 0.25 도에 이르기 전 0 도와 0.25 도 사
이인 0.2 도의 경사각을 갖는 경사유동의 유동양식

지도를 제시한다. Fig.4(a),(b)에 보이는 것처럼 경
사각을 0 도에서 0.2 도로 기울임에 따라 성층류 
영역이 물유속이 낮은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수평유동에서 원래 성층류를 나타냈던 
영역은 플럭류와 슬럭류 등의 간헐유동 영역으로 
바뀌게 된다. 유동 영역의 오른쪽 아래 영역으로 
천이되기 이전의 단계를 볼 수 있는 결과로 
Barnea 의 결과와 종합해볼 때 0.2 도에서 0.05 도 
더 기울어지는 것은 또 다른 큰 변화를 가져옴을 
알 수 있다. 

Fig.4(c)는 2 도의 경사각을 갖는 경사유동의 
유동양식지도이다. 0.2 도 경사 유동와 비교해볼 때 
기포류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플럭류와 슬럭류가 
물유속이 느린 영역까지 확대되어 성층류는 현재

의 유동양식지도에서는 더 이상 관찰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Fig.4(d)는 경사각이 30 도일 때의 경사유동

의 유동양식지도이다. 경사각이 2 도일 때에 비하

여 기포류 영역이 확장된 것을 볼 수 있고, 플럭

류와 슬럭류 간의 경계도 약간 유동양식지도의 왼
쪽으로 치우치는 곡선을 그리며 이동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 도일 때와 마찬가지로 성층류는 더
이상 관찰할 수 없고, 관찰된 유동양식은 기포류

와 플럭류, 그리고 슬럭류이다. 30 도 경사유로는 
더 이상 수평유동과 유사하지 않으며 오히려 수직

유동과 비슷하게 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수직유동 실험결과이다. 수직유동 

유동양식지도는 Fig.4(e)에서 볼 수 있는데, 기준으

로 제시된 천이경계는 Mishima-Ishii 의 이론경계

이다. 본 실험은 직경 1 인치 관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직경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낮은 물유

속에서는 기포류가 관찰되지 않는다.[4] 같은 결과

가 Barnea 의 실험에서도 나타났다.[1]  
물유속이 높고 공기의 유속이 낮은 경우에 

기포류가 관찰된다. 물유속이 낮아지면 기포류의 
영역은 왼쪽에 치우친 곡선을 그리며 축소되고, 
대신 슬럭류와 처언류가 나타난다. 이 수직유동의 
유동양식지도와 30 도 경사유동의 유동양식지도를 
비교해보면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수직관 실험결과와 이전의 실험결과와 
비교해보면 수평유동을 기준으로 경사각이 증가함

에 따라 성층류가 사라지고 플럭류와 슬럭류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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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 확대되고, 기포류가 발생하면서 수직유동의 
유동양식 형태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5. 결 론 

경사각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이상유동실험

장치를 설계, 제작하였다. 전 영역의 임의 경사각

에 대한 이상유동 실험 데이터가 소개되었다. 파
이프는 내경 인치, 길이 2m 인 투명한 채널을 사
용하였다. 

실험은 경사각 0 도, 0.2 도, 2 도, 30 도, 90 도로 
바꿔가며 진행하였다. 물과 공기를 작용유체로 사
용하였으며, 물과 공기의 겉보기 속도를 조절해가

며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경
사각도별 유동양식지도를 얻었으며, 각 유동양식

지도는 유동양식간 경계들이 경사각도에 따라 천
이해가는 과정을 보인다. 비슷한 연구를 수행한 
Barnea 등의 데이터와 분류상 유사한 실험결과를 
얻었다. 이를 토대로 보다 확장된 영역의 유동양

식지도를 얻는 작업이 장차 기대된다.  
모든 경사관 상향유동의 유동양식지도는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사람의 주관성

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육안관찰 및 고속카메라 
이미지, 임피던스 센서 신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유동의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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