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고밀도 뉴메틱 고압 이송시스템의 개요
요약
뉴메틱 이송의 고압운전은 가스의 압축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고려해야만 하는 특별한 도전에 직
면하게 된다. 여기에서 이러한 시스템들의 설계와 운전에 대한 몇몇 가이드 라인들이 제시된다.
추가적으로 장거리 이송 운전은 용도와 설계 방법들과 함께 다시 한번 논의 된다.
핵심단어: 고압, 장거리 이송, 관로 단계화
1.

서론

벌크재료를 취급하는 시장규모의 증가와 비례하여 고밀도-장거리 뉴메틱 이송에 대한 관심이 고
조되는 요즈음의 경향은 여러 가지 새로운 시스템들을 개발하도록 제작사들을 자극해 왔다. 그런
류의 시스템들의 확산은 유동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특별하게 취급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제시된 부적절한 해결책으로 야기된 많은 상황들에서 다양한 성공들을 경험케 되었다.
하지만, 이때까지 개발자들이 고압 시스템 설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도출해내지 못했던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공급자들은 그들 스스로 불가피하게 각자 만의 안정적인 플러그 생성장치를 개
발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에 접근하지 않은 조직들은 그들의 전문기술
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졌었다. 의문의 여지없이 이 시스템들이 1,0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이송할
수 있는 능력, 최소화된 입자 열화, 낮아진 에너지 소모, 증가된 이송 능력 등에서의 분명한 장점
들로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동안에, 특수한 하드웨어에 추가되는 비용이 항상 합당한 수준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대두되었다. 많은 경우에서, 재래식 뉴메틱 이송시스템들은 충족 시켰다.
고압시스템의 설계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이론적 배경이 부족할 때, 문헌상에 보고된 다수의 실험
관찰들에서 제시된 일부 이론적 개념에 연관시키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실제적
인 경험들과 적절한 실험관찰들의 관점에서 뉴메틱 고압이송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식견을 독자에
게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로 기술되어 있다.

2. 고압 시스템들
고압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들은 첫째, 뉴메틱으로 재료를 이송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절감을 충
족시키고 둘째, 1,000 미터 이상의 거리를 쉽게 이송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부서지기 쉬운 재료
를 섬세하게 취급해야 할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제품 열화와 소비 에너지 최소화를 위해 고압을 채택한 유효성은 참고문헌들(Ref. 1~3)에서 충분
히 입증되고 있다. 적용재료 범위에 대해 수행된 연구들(Ref. 1)에서 토출밸브가 개방되기 전, 블로
우 베셀 시스템이 높은 초기압력에 의해 많은 장점들이 눈에 띄게 관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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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01. 완전 자동화된 하부배출 블로우 베셀 시
스템, 남아공: 랜드버그社]

동일한 연구들은(Ref. 1) 단순히 블로우 베셀의
초기압력을 높임으로써(실현할 수 있는 배출율
증가 혹은 이송거리 증가의 결과로) 기존 시스
템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저속으로 재료이송이 가능하다는 것은 바이패스
관로, 특수 압력감지밸브 등과 저속-플러그상
이송시스템에 대해서는 특별한 장점으로 사용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밀도상 일지라도, 장거리 이송의 경우에도 고
압으로 운전되는 장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래서 고밀도상 운전은 무조건 고압운전 이라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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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압 이송
뉴메틱 고압이송은 수직관로 25.4mm직경의 배관에 4,238kPa(=43.2kg/㎠)까지 가압한 “플라신스
키(Plasynski)”(Ref. 4) 등에 의해 연구되었다. 젠츠(Zenz) 타입의 도표에서 동일한 가스속도에서 높
은 압력강하를 향하여 곡선이 변할 때 압력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최저 압력강하에 대한
가스속도는 압력증가에 따라 감소한다. “웨버(Weber)”(Ref. 5)가 제시한 마찰력 항목은 이송을 위한
에너지 손실에는 가스와 분체간의 비선형적 상호작용이 기여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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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튼(Knowlton, Ref. 6))은 수직유동 시스템의 300mm직경의 관로에 대해 많은 고압시험들을 수행
하였으며, 고압에서 단위길이당 압력강하는 저압에서의 경우보다 작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플
라신스키와 놀튼의 시험결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채택된 관로의 직경이 서로 달랐으며 내벽에
관해서는 직경이 작은 플라신스키의 경우보다 직경이 큰 관로를 채택한 놀튼의 경우가 영향을 확
연히 적게 받았다.

4.

고밀도 유동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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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g.-02. 상태도, a: horizontal flow, b: vertical f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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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03. ⒜일반 상태도, ⒝최저압력 상태도]

고밀도 뉴메틱 이송의 정의는 임의의 분체 혼합비 30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보다 근사(近似)한 정
의는 [Fig.-02 & 03] 등 의 상태도를 사용하여 결정한다. 이러한 경우는 고밀도 유동이 이뤄지게
되는 가스유동속도가 샐테이션 속도 이하인 모든 유동상태를 정의하는 데는 적합하다.

고밀도상 유동상태는 3개의 두드러진 영역으로 보다 더 세분화 될 수 있다. (Ref. 7):
a.

재료가 배관 바닥에 생성된 안정적인 크리핑베드(바닥에 균일하게 가라앉아 끌여가는 재
료층)위에서 튕기듯 이송되는 연속적인 고밀도상.

b.

입자들이 그룹 또는 무리를 지어서 이송되는 비연속적인 고밀도상, 이러한 영역은 때때
로 그래뉼 재료의 경우엔 펄스상과 균일한 분말재료의 경우엔 플러그상과 같이 이뤄지기
도 한다.

c.

연속적인 슬러그와 같이 분체가 관로길이 전체에 걸쳐 압출되는 고형상.

실험결과들(Ref. 2, 3)은 이송속도를 가능한 최소화하는 것이 고밀도상 이송의 장점들이 최대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고형상 이송은 일반적으로 짧은 거리와 그래뉼 재료들에
제한적으로 이뤄진다(Ref. 8).

요즈음 판매자들은 비연속적인 유동상태로 운전되는 시스템들의 마

케팅에 노력하고 있다.

5. 플러그 유동의 해설과 플러그 유동과 재료특성간의 관계성
비연속상 영역에 있는 유동의 시각적 기술은 여러 연구가들에 의해 제시되어 왔다[9~11]. 시험한
모든 재료들의 경우, 가스유동율을 감소시키면 다음과 같은 유동형태들이 관찰되었다:
a.

연속적인 고밀도상 이송의 긴가닥으로 가는 특성이 무더기들 혹은 공모양 이송으로 바뀐
다.

b.

불연속적인 플러그들의 생성은 결국에는 관로 전단면을 다 채우게 된다.

무더기 이송이 이뤄지고 있는 동안, 일시적으로 관로단면을 채운 재료의 벌크질량을 통해 개별입
자들을 재가속을 해야 하는 관계로 이송효율은 낮아진다. 반면에 관로내벽 마찰은 플러그 이송에
서 두드러진 에너지 손실을 일으킨다. 플러그 생성이 비연속적인 유동을 속박하고 있으므로 증가
된 관로내벽 마찰력으로 인해 높은 운전압력이 발생된다.
비연속 유동의 과도적 본질은 플러그 생성의 시점을 정확하게 예상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면, 플러그는 다른 크기와 속도의 재료 무더기들의 충돌에 기인하는 무더기 이송상
태에서 생성될 수 있다. 이 문제 플러그들이 명확하게 정의되는 경우일지라도 이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플러그의 길이가 심각하게 변하는 것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이론들과 시험적인 연구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재료의 성상들과 특히, 입자크기분포가
플러그 유동형태에 확연한 거동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Ref. 12]. 대부분의 연구원들[Ref. 12]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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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크기의 입자들로 이루어진 비점착성 재료가 플러그를 생성하는 것을 그들의 정보로 사용
하고 있다. 이런 재료들은 질적으로 동일한 실험적 결과들을 제공한다.
에이소우(Asou, Ref. 42)에 의해 알게 된 입자들의 경도는 연질입자들은 이송한계속도를 낮추고 부
유 유동과 플러그 유동 사이의 경계영역은 증가시켜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플러그 유동이송
의 특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콘라드(Konrad, Ref. 13)는 수평관로 내에서 1개의 독립된 플러그를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압력강하
를 정량화하는 공식을 유도하였다. 비점착성 재료인 경우에는 그 공식이 다음과 같이 단순화 된
다.
∆

위에서

는 배관내벽의 마찰계수,

--------- (Eq.-04)
는 원주방향에 대한 축방향 응력의 비(比),

는 분체재료의 벌크비중.

콘라드(Konrad, Ref. 13) 분석의 함축된 의미는 플러그 앞뒤간의 압력강하는 플러그 길이에 비례한
다는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유리 알갱이, 폴리에틸렌 그래뉼, 알루미늄 구상분체 그리고 벤토나
이트와 같이 비교적 미세한 분체 등에 대해서 딕슨(Dickson, Ref. 14)과 릴리(Lilly, Ref. 15)에 의해
별도로 실증되었다. 콘라드(Ref. 13)에 의해 설명된 바와 같이 분체의 벌크비중에 대한 압력강하의
1차 종속성이 릴리(Ref. 15)에 의해 실증 되었다.
비점착성의 균일한 재료들에 대한 시험적인 기록들은[Ref. 16~18] 불연속적으로 이동하는 플러그
들은 관로내벽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정지된 입자층에 의해 분리되고 완전하게 분리된 플러그들
에 휩싸여 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정지된 입자들의 가속도는 앞쪽으로의 응력으로 분명하게
나타내므로 압력강하는 증가된다. 하지만 입자층의 높이, 플러그의 속도와 이송유동율이 일정할
경우, 압력강하는 플러그 길이와는 무관하다는 이론을 예측케 한다. 게다가 비점착성의 균일한 재
료는 자연스럽게 플러그가 생성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자연발생적인 플러그는 이러한 종류의 재료를 비연속적인 형태로 효과적인 이송을 위한 어떠한
특수장치도 필요치 않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송관로의 직경은 플러그 길
이의 합계와 이송관로 전반에 걸친 압력강하를 제한하기 위하여 선정 되어야 만 한다.
시각적인 기록들(Ref. 17)은 가스속도가 임의의 수준 이하로 감소된다면 “전단면(full bore)” 플러그
유동에서 변화하여 커다란 정지층 상부의 작은 슬러그상으로 분리되어 이송된다(Fig-04). 최적의
이송효율은 두 유동형태 사이의 전이점 부근에서 측정되었다는 기록을 볼 수 있었다[Ref. 17]. 이
기록에는 “전체 이송관로에 걸쳐 플러그상으로 재료를 유동시킬 수 있는 최저속도가 최적의 속도
이다”라는 사실이 함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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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g.-04 : 저속에서의 유동전이 ]
▼ [ Fig. -05: 플러그 앞뒤간의 압력강하(미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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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크기가 균일하지 않거나 비점착성이 아닌 모든 재료들은 특히, 미세입자들의 경우, 플러그 길
이의 압력강하는 거의 지수적으로 비례한다고 “Krambrock & Parekh[Ref. 19]”은 보고하고 있다(Fig.
-05).
위의 저자들은 추진력보다 관로내벽과의 마찰력이 더 크게 증가하여 플러그가 움직일 수 없게 되
는 “플러그의 임계길이”를 발견하였다. 직경이 60미크론 이하인 분체에 대해서 플러그 길이를 제
한하는 다양한 장치들의 개발로 이어진 유사한 기록들이 “Lippert[Ref.-10]”에 의해 보고 되었다.

그 문헌들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관찰된 결과들의 외관상 차이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혼란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은 플러그의 내부변형에 작용하는 응력의 영향들이 포함된다는
“Wilson[Ref.-20]”에 의해 제공되었다. 그 변형은 플러그의 통기성과 플러그 길이에 따른 압력구배
와 응력에 영향을 주게 된다. 플러그 길이, 관로직경과 재료의 성상들과 같은 독립변수들은 아래
2개의 독립적인 기본매개변수로 생략될 수 있다고 결론 되었다[Ref. 20] :
a.

“ Λ “ : 측정된 플러그 길이의 무차원 값

b.

“ W “ : 입자에 작용하는 노말응력의 로그값에 대한 유체압력 기울기의 변화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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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g.-06 : 관로내벽 마찰력에 대한 통기성의 영향 ]

앞에서와 같이, 유리 알맹이들 같은 재료가 명목상 비압축성, W=0로 간주한 “Dickson[Ref.-14]”에
의해 사용되었으며, 이는 미분인 경우에는 선형적인 압력기울기의 결과가 되어야 하며 플러그 길
이에 대한 압력강하는 비선형적으로 변할 수 있다. [Fig.-06]의 단순화시킨 개념적 모형은 압력강
하를 정의하는데 있어 통기성의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Fig.-06]에서 표현된 모형은 다져짐으로 실제적으로 통기성이 없도록 만들어진 미세입자들의 충

분하게 긴 플러그를 고찰하므로써 설명될 수 있다. 개별 입자들에 대한 공기역학적인 견인력은
무시되기 때문에 압력강하는 개별입자들에 의해 구조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이것은 “Dickson
[Ref.-14]”이 묘사한 것과 같이 오로지 기계적 방법으로 이동된 플러그와 유사하다.
이 모형은 일반적인 하부배출 송풍조 시스템으로 이송될 때 매우 쉽게 플러그가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진 소다애쉬와 같은 재료의 거동을 고려하기 위해 연장 확대될 수 있다. 이 재료는 넓은 입
자크기 분포의 특징이 있으며, 긴 플러그를 형성할 때 작은 입자들은 큰 입자들 사이로 끼어들어
가 통기성이 감소하고 겉보기 쐐기각도도 감소하게 된다.
“Wilson[Ref.-20]”은 플러그 길이에 대해 압력강하가 비선형적으로 변하는 특성을 보일지라도, 성
공적인 이송이 이뤄지고 있는 동안에는 압력강하가 플러그 길이에 비례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
다. 이러한 정보는 이동중인 플러그 앞뒤간의 압력강하가 같은 입자들로 이뤄진 다짐층(Packed
Bed)의 앞뒤간 압력강하보다 작다는 것을 관찰한 “Tsuji & Morikawa[Ref.-21]”에 의해 확인되었다.
분명컨데, 난류유동과 진동은 이송되고 있는 입자들의 쐐기작용을 방지한다.
고밀도상으로 성공적인 이송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진 플라이애쉬, 미세분탄과 시멘트 같은 미
분재료들[Ref.-22]은 막힘없이 무더기와 플러그 형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 유동화 하기 쉬운 이러
한 재료들의 성상은 무더기 내부의 공극율이 높기 때문에 입자들의 쐐기가 이동 불가능한 플러그
를 형성하기 전에 상당량의 압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연상케 한다.
플러그의 거동은 수학적 해석이 어렵고 섬세하게 제어된 실험이 요구되는 함수들에 영향을 때때
로 받는다. 예를 들면, 압력강하에 대한 입자형상은 개별입자들의 외형뿐 아니라 그들 상호간의
방향에도 영향을 받는다.

6. 시스템 선택과 제품의 특성
비연속적인 고밀도상 이송이 이뤄지도록 특별하게 설계된 많은 종류의 전문화된 시스템들이 있지
만, 이러한 유동양상으로 이송이 이뤄지도록 하는 장치들이 아래와 같이 3가지 운전방식에 따라
분류 되었다:
a.

가스분사 혹은 토출 시스템

b.

플러그 형성 시스템

c.

능동형 시스템

적합한 시스템의 실제적인 선택은 일반적으로 피이송 재료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잘 부서지며
점착성의 특성을 갖는 재료가 특수한 용도에(예: 카본블랙의 이송) 고려될 지라도, 평균입자크기와

9

입자크기분포의 기준들은 실제적인 선택을 위해 근본적으로 중요한 인자들이다.
[Fig.-07]에서는 비연속적인 고밀도상 시
스템의 선택을 위한 질적인 기준을 제
시하고 있다. 구역-3에 있는 제품들은
입자들이 비교적 크고 균일한 크기를
갖는다. 이러한 재료들은 정지하거나 이
동을 할 때도 압력강하가 플러그 길이
에 비례하는 플러그를 형성할 것이다.
기존의 재래식 공급기술들이 사용될 수
있으며 에너지 효율이 높은 이송을 위
해 가스와 재료의 공급률과 관로직경은
최적화 되어야 한다. 이 재료는 고정된
▲ [Fig.-07: 비연속적인 고밀도상 시스템 선택]

플러그를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시스
템은 언제라도 정지될 수 있으며 막힘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기계장치 없이도 다시 운전 될 수 있다.
제빵용 밀가루같이 매우 미세한 분말들은 구역-1에 해당되며 또한 재래식 장치의 사용으로 성공
적인 이송도 가능하다. 재료의 유동화 특성들은 비교적 높은 혼합비로 재료를 이송할 수 있는 능
력을 부여한다. 높은 혼합비에서도 정지층(Stationary Bed: 관로바닥에 항상 일정한 높이로 가라앉
아 끌리듯 이송되는 재료의 층)은 작지만 관로바닥에 상당한 두께의 층이 형성될 때까지 혼합비
가 증가하거나 가스공급이 안 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완전한 운전사이클이 완료되기 전에 조기
정지하거나 하여 플러그가 형성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 플러그는 이동할 수 없게 될 수도 있
다. 이러한 결과와 같이 이런 재료들을 이송하는 재래식 시스템은 바람직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
플라이 애쉬와 미분탄 같은 재료들은 구역-1과 2의 경계선 부근에 해당된다. 이러한 재료들은 고
밀도상 이송에 유리한 특성을 보이곤 하는 반면에, 때때로 관로바닥에 가라앉거나 불안정한 무더
기 이송을 야기하기도 한다. 또 이러한 재료들은 비교적 통기성이 극히 낮아 고정된 플러그들의
형성이 예상될 수도 있다. 높은 혼합비를 실현하는 핵심은 재료의 유동화 경향으로 판단될 수 있
다. 만약에 입자들간의 공간이 충분하게 유동화된 플러그의 앞뒤간 압력강하는 관로내벽의 마찰
력이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에너지 절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게다가 압력강
하는 플러그 길이에 비례하게 된다. 이러한 접근을 활용한 성공적인 시스템들은 [Fig.-8, 9, 10, 11]
의 디자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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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08: Gattys System]

▲ [Fig.-09: Trace-Air System]

구역-4에 해당되는 재료들은 비교적 큰 평균입자크기와 넓은 입자크기분포를 갖는다. 이러한 재
료들은 고밀상 이송에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형적인 고밀도상 이송상태에서 미
세입자들은 가스의 유동에 부유상태로 이동할 것이며 반면에, 큰 입자들은 관로바닥에 불안정한
층을 형성할 것이다. 게다가 가스속도의 감소는 우선적으로 큰 입자들로 구성된 플러그를 초래하
게 된다. 이 플러그는 공기를 여과하는 필터로서 작용을 하고 미세입자들이 큰 입자들의 틈새를
채우게 되면, 통기성이 갑자기 낮아져서 결국에는 이송관로에 막힘현상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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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IDSTAT conveying pipe; material is split up into
individual slugs; conveying process in the conveying pipe.

Pressure curve for FLUIDSTAT conveying; pressures on
individual slugs, for conveying pipe with bypass.

▲ [Fig.-10: Fluidstat system (Buhler Brothers Ltd, Uzwil, Switzerland)]

[Fig.-10 & 11]의 유동화/난류유동화 시스템들은 이러한 경우에서 유동화를 전문적으로 일으키지
않고, 관로내 이송중 어떤 시간대에서도 입자들을 다지지(Packing) 않지만, 관로막힘현상과 압력강
하가 지수적으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여 성공적인 이송을 이룰 수 있다.
피이송 재료가 상당한 점착성을 갖고 있다면 플러그 형성시스템이 좋은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미분재료의 플러그 앞뒤간의 압력강하가 플러그 길이에 대해 지수적 함수관계로 변화할 지라도,
플러그 형성장치들은 플러그의 길이를 0.3 ~0.4m로 제한하여 조정된다. 플러그의 길이를 제한하

므로써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의 압력손실들이 유지된다. 통상적으로 무더기들 사이에 있는 정지층
(Stationary Bed)은 낮은 앞방향 응력으로 작게 형성된다. 플러그들이 통기성이 비교적 나쁘기 때
문에 긴 이송거리를 이동하는 동안에도 분리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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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11: Turbuflow system (Johannes Moller Hamburg GmbH and Co., Hamburg, Germany)]

반면에, 이런 플러그 형성시스템은 그래뉼, 통기성재료들을 효과적으로 이송할 수 있다. 그러나
생성된 플러그는 빨리 무너질 수 있어서 재래식 시스템으로 장거리 이송하는 데는 큰 장점을 제
공하지 못한다.
Pneumosplit & Fluid-schub[Fig.-12 & 13]같은 능동형 시스템들은 플러그가 형성되면 플러그를 파
괴한다.

▲

[Fig.-12: Pneumosplit system (Waeschle Maschinenfabrik
GmbH, Ravensburg, Germany)]

▲

[Fig.-13: The Fluid-Schub system (Buhler Brothers Ltd.,
Uzwil, Switzerland)

이것은 시스템이 고밀도상보다 이송효율이 낮은 얇은 가닥 양상 혹은 무더기 양상으로 운전되도
록 상시 제어된다. 반면에 이런 능동형 시스템들은 비정상적인 성상과 요구치를 갖는 재료들에
사용된다. 한 예를 들면, 예측할 수 없는 양상으로 덩어리를 만드는 경향이 있는 비정상적으로 끈
적거리는 재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규칙적으로 유동화 시킬 수 없고 바이패스 관로를 쉽게 막
을 수 있는 이러한 재료들은 필수적으로 가스를 추가 공급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이송해야 한다.
다양한 저속 시스템들의 기능들이 강조되어 제작되었으며 피이송물 자체의 특정성상과 시스템의
기능들과 관련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선 저속 이송의 원리가 여전히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장치의 공급사들은 다양한 재료들로 많은 경험들을 쌓아가고 있으며
한 특정 이송방식에 가장 적합한 피이송물로 예상한 많은 경우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기도 한다.
많은 요구들이 해당설비의 고유성능으로 제작되기도 하며 사용자는 해당설비가 갖고 있는 특별한
장점들에 대한 평판에 근거하여 설비를 선정하도록 주의를 기우리게 된다. 특히, 설비 공급사들의
가장 공통적인 설계핵심은 이송속도를 많이 낮추는 것이 아니지만, 해당 시스템의 보다 낮은 에
너지 소비가 될 것이다. 총에너지 소비율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결국에는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선택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저속으로 운전하는 많은 전용시스템들이 공히 고압운전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저속운전에 따른 장점들이 상쇄되기도 한다.
위에서 설명한 어느 한 시스템의 명백한 특징중의 하나가 정전과 같은 동력원의 고장사고에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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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 문제점없이 시스템을 재가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운전자들에게 이러한 장점은 그 어
떠한 장점보다 각별하게 중요하다.

7. 고밀도 시스템의 설계
고밀도 이송시스템의 설계를 위한 최적의 이론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는 동안에, 극소수의 연구가들은 실험적 증거들로 비교할 수 있는 이론적 결과들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Weber[Ref.-23]는 실제 실험 결과치에 상당한 근사값들을 도출하는 경험식(Eq.-05)을 제시하였는데,
플러그 유동을 아래와 같은 힘의 평형식으로 분석하였다.

∆
(∆

: 프러그를 형성한 분체의 질량,

,

/ , μ

∆

→

dp

=관로의 경사각 )

βμρg

⁄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하여 상기식을 단순화 하면;

⁄

에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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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상수로 가정하면

⁄

-------------

(Eq.-05)

β=0.6의 평균값으로 0.4 ~ 0.8범위에 변하는 것을
관로내에서 헐거운 프러그를 생성하는 대부분의
재료들에서 경험적으로 확인되었다.
실제의 고밀도 시스템들의 경험 데이터는 슬립속
도율 c/v는 분체의 상밀도(=혼합비)μ 와 Eq.-05에
서의 2항목인 시그마(Γ), 제타(ζ)에 비례한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시그마(Γ)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Fig.-14: ⁄

&

Relationship]

.

------------ (Eq.-06)

여기에서 0.5(ρ1 + ρ2) : 가스평균밀도,

ρb : 분체의 벌크밀도,

∗

∗

경험적인 결과값들로 부터

----------- (Eq.-07)
~0.75,

~0.6,

.

~10

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 (Eq. -08)

“ ζ “의 큰 값들은 통상적인 압력과 10~15m/s의 공기속도에서 10㎛ ≤ d ≤ 100㎛ 사이에 있는
미세입자의 분체들을 이송할 때 나타난다. 작은 값들은 3~6 m/s의 속도와 대기압에서 운전되지만
동일한 직경의 관로에 동일한 제품들이 이송될 때 나타난다.
[표-1]에 다양한 고밀도 시스템들로부터 취득한 경험적인 관찰값들이 제시되어 있다.
[ 표-1: 다양한 고밀도 시스템으로부터 취득한 경험적인 관찰값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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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이송관로의 수평거리

Z:

이송관로의 수직높이

D:

이송관로의 직경

:
:
Δp:

분체의 질량유동율

v:

공기속도

ρp:

분체입자의 진밀도

공기의 체적유동율

Fr :

프라우드 수

ρb:

분체의 벌크밀도

전시스템의 압력강하

μ :

상밀도(=혼합비)

8-1. 장거리 뉴메틱 이송과 압력손실 최소화
현재까지, 장거리 뉴메틱 이송시스템들은 지하작업장에서 건축재료들을 이송하는 현실적인 방법
으로써 광산산업에서 폭 넓게 사용되어 왔다.[Ref.-25,26] 많은 경우에서 그 기술은 독일의 많은
석탄광산들에서는 흔하게 있어온 컴퓨터 제어에 의한 배관연결작업의 기술로 개발되었다. 일부
광산들에서[Ref.-27] 40km가 넘는 배관시스템들은 지하의 저장기지에 위치한 다수의 직렬 송풍조
시스템들이 지상의 저장시설들과 연결되어 있다. 수직으로 1,000m를 하강하는 배관을 포함하여
3,500m를 초과하는 단일 이송회로들이 전형적인 시스템들[Ref.-27]이다.
일부 기본적인 플러그 유동에 대한 연구들은 Legel & Schwedes[Ref.-28]과 Lippert[Ref.-29]에 의해
수행되었다. Klinzing과 공동 작업자들은 그들의 작업에 Konrad분석을 채택하여 여러 가지 석탄플
러그 이송상황들을 연구하였다. 수직유동의 경우, Gu & Klinzing[Ref.-30]은 이송관로 직경의 증가
에 따라 플러그의 최대길이가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수평유동의 경우, Aziz & Klinzing
[Ref.-31,32]들도 길이 0.3m 이하의 플러그들에 대해서 기존의 플러그 길이에 따른 압력변화가 선
형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플러그의 최소길이는 이동중인
플러그들이 빨아지는 만큼 플러그의 붕괴가 발생하기 전까지 플러
그의 최소길이가 늘어난 최종길이로 정의된다. [Fig.-15]는 플러그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다. 효과적인 플러그
유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최소길이보다 플러그 길이가 길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러 개의 플러그들을 갖는 시스템의 작동과 플러그 붕괴에 대한
분석은 Dhodapkar, Plasnski and Klinzing[Ref.-33]들에 의해 수행되었
[Fig.-15: 가스누출량의 증가에

다. 플러그 유동 시스템의 작동과 다음의 매개변수들에 대한 고찰은

따른 플러그 붕괴의 가설]

[Fig.-16]에 묘사되어 있다.

[Fig.-16: 이송중 길이별 분체와 가스 플러그의 거동]

16

Conditions
D = 0.05m (이송배관 직경, 50A)

입자와 내벽간 안식각 = 30o

벌크비중, ρb = 1,000kg/m3

입자간 전단응력 = 36.9 Pa

1개 플러그 전후단의 압손 = 23 Pa

입자와 내벽간 전단응력 = 59 Pa

입자간 점착계수 = 29.5 Pa

플러그 속도 = 1 m/s

입자와 내벽간 점착계수 = 24.6 Pa

플러그 절단분사 시퀜스 = 10 sec.

입자간 안식각 = 38o

플러그가 횡단하는 시스템에서 에어갭의 길이가 증가하면 플러그의 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주지
해야 한다. 호주 울렁공 대학의 Dr. Mi, B 의 논문에서 전라인 플러그 유동시스템을 연구할 때 플
라스틱 팰릿과 소맥이 비슷한 비슷한 양상들을 보이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같은 방식으로
Destoop도 비연속 고밀도상 이송에 대한 비례축척(모형)기술을 개발 하였다.
Melerlus는 서서히 움직이는 고밀도상 유동층 위로 저밀도상 이송이 이뤄지는 2상유동의 고밀도
상 유동을 고찰하였다. 이 분석은 완전한 저밀도상 이송의 혼합비와도 유동 상태를 구분할 수 있
다. 광산분야에서의 설계주안점이 지하 작업장까지 필수 자재 이송의 신뢰성에 있었기 때문에 이
러한 장거리 시스템의 큰 동력 소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었다. 광산 시스템들로부터 취득한 일
련의 정보에 근거하여 이런 운전에 소비되는 동력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산업용으로는 장거리 뉴메틱 이송시스템들이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런 장거리 시스템들의 설계상 필수 요소는 배관 레이-아웃이다. 시스템의 최적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선 배관계통의 비례축척 방법들에 적용된 약간의 작업이 있었다. 어떤 것이 확인되었던지, 배
관계통은 장거리-뉴메틱 이송시스템의 성능에 확실하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지만, 대다수 시스템
영업자들은 배관 레이-아웃 선택에 있어 임의 방법들을 사용해 왔었다는 것도 확인했었다.
각각의 공급자들은 배관직경 단계화 시스템의 적용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배관직경을 증가
시켜야 할 때와 얼마만큼 증가시켜야 하는 지를 결정하는 데는 약간의 논리가 있어야 한다. 장치
공급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스트레스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작은 직경에 비해 큰 직경
배관의 높은 초기비용이며 장거리 시스템들은 결국 배관이 가장 큰 투자비라는 심적부담을 감당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장거리 시스템의 성능에 대한 배관 레이-아웃의 영향은 건조 분말금 슬라임(혼합흙)을 이송하기
위해 수행된 일련의 시험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런 연구들의 결과들이 [표2]에 정리되어
있다.
[표2]를 참조하고 시스템 3 & 4를 비교하면 직경단계화를 한 배관 레이-아웃의 도입이 시스템 성
능에 확연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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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관로 길이를 1037m에서 1600m로 증가시키고, 이송관로 직경을 900m 부근에서 D=150mm
→ D=200m로 확관시킴으로 이송율이 약간 향상시킬 수(22tph → 24tph)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다른 중요 관찰항목들은 재료유동율이 약간 감소되는 곳의 압력손실이 Δp=390kPa인 단직경
시스템(시스템3)과 비교해서 직경 단계화 이송관로 시스템(시스템4)이 낮은 압력손실 Δp=30kPa을
촉진한다는 것을 포함하여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직경단계화 관로의 토출속도 v=28.3m/s가 단
직경 관로의 토출속도 v=75.8m/s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은 마모성이 높은 재료들을 이송할 때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 표-02 : 건조 분말금 슬라임의 이송시험 결과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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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설계고려사항 : 한계 관로길이
[Fig.-17: 이송능력의 기하급수적 감소]

능력은 이송관로 길이와 결정적인 관계
에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Fig.-17]에서 개념적으로 나타낸 것과
같이 시스템의 이송능력은 관로길이에
따라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한다.

질량유동율 or 혼합비

단직경 이송관로의 뉴메틱 이송시스템의

이송배관 길이

통상적인 포틀랜트 시멘트들에 대해 실시한 다양한 시험들은 이러한 현상[Fig.-18]을 분명하게 나
타냈다. 이 길이에 대한 종속성의 보다 자세한 분석은 Hunke. H가 그의 논문에서 발표한 데이터
와 뉴메틱 이송원리를 설명하는 여러 방정식들을 사용하여 수행되어 왔으며 [표-03]에 정리되어
있다.
[Fig.-18 : 통상적인 포틀랜트 시멘트의 경우에서, 이송관로 길이의 함수인 이송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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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평균입자 10mm인 무수 화합물의 장거리 이송결과 값들]

그 시험들은 최대허용 압력강하(Δpmax=3.3bar)까지 도달하도록 질량유동율을 조정하면서 일정한
공기유동율(

3500

/

)로 시행되었다. 이송관로 길이 증가에 따른 시스템의 이송능력감소를

분명하게 나타냈으며 이를 [Fig.19]에서 그래픽으로 보여주고 있다. 분명하게 이송관로 길이의 증
가는 재료를 이송할 수 있는 블로어 동력보다는 비례적으로 낮게 시스템을 통과하는 공기를 이송
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나타낸다.
1,000m에서 3,000m까지의 길이 증가는 20 t/h에서 0.347t/h까지 57배의 이송률 감소를 일으킨다.

[Fig.-19: 배관길이의 함수인 이송능력]

[Fig.-20: 재료질량적재율에 따른

의 변화량]

이 결과는 실제적으로 질량유동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특별한 환경, 한계길이에 도달한 거리가
3000m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추가압력강하 인자

는 질량부하율(혼합비)가 어느 지

점 이상에서 하강곡선을 그리듯 빠르게 감소함에 따라 미미하게 상승한다.(Fig.-20참조)
압력강하비의 한 분석은 추가적인 각각의 500m의 길이에 대한 추가압력강하는 한계 길이에 도달
할 때까지 거의 초기값의 반정도, 거의 10배까지 감소된다.

8.3. 설계고려사항: 배관직경 단계화
장거리 뉴메틱 이송에 단직경 이송관로의 적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하다. 단계화 배관라인
의 적절한 사용은 가스단독의 경우에 전압력 손실의 감소를 수월하게 하므로 분립체 이송의 경우
에는 보다 많은 구동에너지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직경 단계화한 배관이 이송속도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어 입자의 열화와 관로의 침식마모에
대한 장점을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설계과정은 저밀도상 조건들에 기초한다. 설계과정의 근본은
입자들이 안전하게 이송되는 최저속도를 이해하는 데 있다.

by Yang.W.C.
c : 입자의 평균속도,

Vε-c : 입자의 슬립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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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1: Styropor-3의 상태도표, (a) horizontal flow; (b) vertical flow ]

[Fig.-22: Malt의 상태도표]

[Fig.-23: 플라이애쉬의 상태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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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4: Mass flow ratio versus Froude number Fr: (a) horizontal flow; (b) vertical flow]
※ 질량유동율비와 프라우드수를 Log-Log 포맷으로 그린 최저압력곡선

입자평균속도는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재료를 제조하기 위한 일련의 기본시험들을 수행하는데 뿐
아니라 상기의 상태도표 혹은 최저압력곡선에 사용되고 있는 Settling Velocity를 계산하는데도 필
요하다.

기본설계이론은 프라우드수, Fr.에 근거한다. 이송가스는 2개의 프라우드수, 즉 Frmin.과 Frmax. 사이
에서 팽창할 것이다.

Frmax. 가 이뤄졌을 때에 이송배관의 직경이 증가되어야 한다. 확관영역에서

배관직경의 적절한 선택은 확관영역에 들어오는 이송가스의 상태가 Frmin.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Fig.-25: Fr2의 함수로써 압력손실계수 λz. by Bohnet ]
Bohnet이 제시한 Fig.-25의 “ λz – Fr - μ “ 곡선을 사용해서 추가압력손실계의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여러 단계들로 최소화하는 과정[Fig.26]에서 가능한 가장 낮은 압력손실에
의 도달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유사성
의 조건들을 사용하는 보다 정제된 기
술이 추천된다.
이 기술은 [Fig.-26]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질량혼합비,μ가 매개변수인 “λz
vs. Fr”곡선에 기초한다.

이 곡선은 단직경의 직선이송관로의
경우에서 프라우드 수에 기초하여 4
[Fig.-26: “λz vs. Fr”곡선]

혹은 그 이상의 단계가 선택될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송라인의 각 단계에서 평균 추가압력손실계수, λz 는 다음과 같이 선
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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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1(Step1)

은 우측곡선 사이에 있다

Frmin – Fr1 –λz1

단계2(Step2)

Fr1 – Fr2 – λz2

단계3(Step3)

Fr2 – Fr4 – λz3

단계4(Step4)

Fr3 – Fr4 – λz4

이 기법은 제한된 신뢰성 높은 실험 데이터를 사용하여 시험되었다. 적절한 데이터의 부족이 모
든 상세한 이론을 최종적으로 입증하는데 제한적으로 작용하는 이런 단계에 있을지라도 만족스런
결과들을 취득 하였고 본격적인 상업용 시스템들에서 시험되었으며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
었다.

8.4 설계고려사항: 배관의 길이/직경 비
[Fig.-27, (a) & (b)]에서 제시된 것과 동일한 경계조건들을 사용하여 배관길이와 직경의 영향에 대
한 연구조사를 전면적인 조사들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이 시험들로부터 입수한 기본
정보들은 [표-04]에 제시되어 있다. 결과들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등온가스상태의 단순화 시킨
[Eq-09 ]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

----[Eq.-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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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험들은 직경 D=100, 125, 150mm와 배
관길이 ΔL=900, 1320, 1720m인 3가지 다른
배관 레이아웃을 갖는 시스템들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D=100mm, ΔL=900 인 첫 번째 시험설비는
Fr=16.4의 적절한 상태에서 운전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면 [표-04]에서와 같은 결과들
이 Δpmax=3.3bar의 일정한 압력강하에서 일
정한 질량유동율

15t/h을 유지하기 위

하여 이송관로 직경을 증가시키므로 공기유
동율

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을 보여 준다.
[Fig.-27]: 계산을 위한 경계 조건들
(a)양압변위, (b) 음압변위

그 결과들은 최저프라우드 수 Frmin을 파악하
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이 경
우에서는 Frmin=16.5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
난다.

2, 3번째 시스템의 경우에는, ΔL/D비의 증가는 1.0 : 1.17 : 1.27의 비례적으로 이뤄진다. 그래서
ΔL/D비 동일하게 감소되었다면, 각 시스템에서의 압력손실은 같은 비율로 감소된다.

[표-04] 이송배관의 길이와 직경의 변화에 따른 장거리 이송의 결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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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기하적 비 ΔL/D=1를 유지하는 것과 분체이송을 위한 추가적인 에너지 활용으로 이들 시
스템들을 스케일업을 하면, 2, 3번째 시스템들의 경우 질량유동율

21t/h, 27t/h 을 얻을 수가

있다. 유사한 질량부하비(=혼합비)는 μ =5.17과 μ =4.28 정도 된다.
이러한 분석의 함축적인 의미는 2, 3번째 시스템의 배관길이는 각각 ΔL=1,128m와 ΔL=1,354m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길이들은 경계상태에서 최고 이송율들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8.5 설계고려사항: 배관직경 확대의 영향
위에서 논의된 여러 관점들을 강조하기 위해 경험적인 시험들이 직경 단계화 시스템이 분석될 수
있도록 수행되었다.
그러나 시작에 앞서, 모든 분석들에 근간이 되었던 최소 프라우드수, Frmin.는 분체들의 가속도 영
향을 포함해서 실험적으로 취득 되었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제시된 방법은 그래서 “안전”설계를 표방하는 것인 만큼 약간은 최상주의적 이었다.
제시된 설계과정은 최고 프라우드수, Frmax가 획득될 때 관로직경을 변경할 것을 추천한다는 것이
강조되어야만 한다.

Frmax는 이송과정과 피이송물의 함수인 것을 주지해야 한다. 예를 들면, 플라

스틱 팰릿의 Frmax는 엔젤헤어(혹은 가느다란 장식용 깃털)가 발생하기 직전의 속도에서의 프라우
드수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2,190m의 이송배관 길이에 직경 단계화를 시킨 시스템에서 취득한 시험결과들이 [표-05]에 제시
되어 있다. 그 결과들의 분석은 앞선 영역(표-03 & 표-04)에 사용된 것과 같이 단순화시킨 가정들
에 근거하였다.
게다가, 공급기에서의 가속도 영향과 앨보우들의 영향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
충분치 않은 정보의 부족으로 그 결과들은 제품인자(Product Factor)

3.4

10 가 취득된 앞

선 예제들로부터 입수한 정보들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프라우드수 Fr을 낮춤으로써

인자의 증

가가 예상되는 것은 분명하다.
상기 가정들에 근거한 유용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평가된 압력손실이 Δp=2.79 bar인 것을 확인했
다. 기본가정들의 조건에서 이 값은 측정된 압력손실 Δ

3.3

와 비교했을 때 수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직경 100mm 파이프에 대한 표-04에 제시된 조건들이 Frmin=16.4, μ = 6.5 로 적합하다고 가정한
다면, 속도를 감소시키고 분체의 질량유동율을 증가시키는데 여전히 충분한 여유가 있다. 그 여유
는 속도와 관련될 때는 약 8%, 압력과 관련될 때는 약 15% 정도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보정작
업을 통해서 혼합비 μ=7을 유도할 수 있다.
[표-05 : 장거리 이송배관의 직경단계화 결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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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04]에 나타낸 결과들에 대한 한 집중분석은 입자들의 가속도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에 대한 설
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입자들이 가속 될때, 직경이 확대된 관로에서의 프라우드
수가 픽업영역에서 요구되는 프라우드 수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표-05]에 있는 최소 프라우드 수 Frmin.로써 Initial Froude Number가 17.8, 11, 14.26 등으로 표시
되어 있는데 이들은 낮은 프라우드 수에서도 재료를 이송할 수 있는 실제안전 이송속도가
Frmin=11에 상당하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특정시스템에서는 Frmin이 11보다 작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마란조비크 등[43]은 갑작스런 배관직경의 확대와 팽창에 의한 압력회복을 증명하기 위해 분석적
이며 수학통계적인 모델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은 재료의 혼합비들과 가스유동율들에 따라 무
차원 전이영역의 길이가 10~39까지 변화하는 그들의 영향들을 발견하였습니다.

8.6 최적 단계화 배치와 유동절약기
도답카르 등[40]은 장거리 이송장치를 운전하는데 필요한 최적의 배관직경 단계화 배치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이송거리를 증가시키거나 이송을 위해 프라우드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배
관직경은 증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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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8. 최적으로 직경을 2단계 확대한 시스템]
거리의 함수로 이 배관 직경에 대한 다항식이 개발되었다. 그래서 실제적용을 유한단계(3단계)에
걸쳐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배관직경과 고정된 직경의 실제 유한길이들 사이의 변화를 최소화 하
기위해 최적화가 수행되었으며 [그림-28]은 제시된 방법을 보여주고 [표-06]은 시험의 경우를 제
시하고 있다.

도답카르와 클린징[41]은 장거리 이송용으로 독특한 유동절약기를 특허 출헌 하였다. [그림-29]로
보여주고 있는 이 장치는 장거리 이송라인에서 임계점들에서 가스 누출량을 제어할 수 있으므로
가스속도를 감속하고 이로 인해 압력손실, 재료분쇄, 침식마모 등을 줄일 수 있다.
[표-06. 장거리 이송과 최대 이송능력을 위해 직경단계화를 한 시스템의 비교]

[그림-29. 장거리 이송에서 입자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유량 절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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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결론
고압 뉴메틱 이송 시스템들과 관련된 일련의 문헌들을 통합 정리하는 작업이 시도 되었다. 많은
수의 시스템들이 이론적 혹은 경험에 기초한 우려의 소리없이 전세계에 걸쳐 신뢰성 있게 운전되
고 있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적절한 시스템의 합리적 선택을 하고자 하는 혹은 장거리 배관 시스템들에 대한 설계기준을 정하
고자 하는 독자를 안내하는 다수의 지침들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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