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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생활문화 수준의 향상과 소득 증대에 따라 주

거 환경이나 수질대기오염 등 환경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은 물 부.

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하수

및 오폐수처리에 대한 관심 또한 증대되고 있다· .

이에 따라 국외를 비롯한 국내에서도 수질오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

해 하수처리 등 수처리 설비에 대한 연구가 활발

하게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하수 및 오폐수의 처리 효율을 향·

상시키는 노즐 설계 방안을 도출하고 반응처리,

조 내에 미세한 버블을 발생시키는 노즐을 개발

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노즐에서 발생되는 마이.

크로버블은 크기가 매우 미세하여 느린 상승속도

를 가지며 수중에 장시간 체류하게 된다 또한. ,

기포가 미세하여 비표면적이 커져 기액경계면에

서 전달효율이 증가하여 버블의 독립분산 음Gas (

전하 표면형성 으로 비결합상태가 유지되고 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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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생활문화 수준의 향상과 소득 증대에 따라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수질. ,

오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수질오염 방지 및 하수처리 효율 향상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하수처리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 하나는 수처리조 내에서 용존산소량을 늘려주는 것이다 본 연. .

구에서는 용존산소량을 늘려주고 산소 발생기에서 발생되는 버블의 크기를 작게 만들 수 있는 설계 방안,

을 제시한다 마이크로버블 발생노즐로 유입되는 물과 공기의 유동 형태에 따라 선회 및 충돌을 생성시켜.

버블의 크기를 미세하게 만들었다 본 해석결과에서 충돌 방식의 경우 버블의 크기는 목표치를 만족하지.

못하였다 반면 선회를 이용한 노즐에서는 사이의 버블이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0 50 79.3%

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마이크로버블 발생노즐은 하수처리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

Abstract: Recently, with increasing standards of living and income, environmental pollution has attracted

increased interest. On account of a revision to water pollution regulations, the improvement of sewage

disposal efficiency was studied. One of the ways to improve the sewage disposal efficiency is to increase the

dissolved oxygen content of water in the water treatment tank. In this study, we suggest a nozzle design

using a spiral and a crash mode for generating micro bubbles and thus increasing the dissolved oxygen

content of water. The micro bubbles through the spiral and crash flows are generated in the nozzle. In the

design of the crash mode, the development goal with regard to the bubble size was not achieved. On the

other hand, a bubble size of 0 50 µm accounted for 79.3% of all bubbles in the spiral mode. This study–
should contribute toward increasing the sewage disposal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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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면을 가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반응처리조.

내에서 버블의 체류시간은 길어지게 되며 반응,

면적이 커지면서 오염물질과의 반응시간이 길어

져 처리효율은 증가하게 된다 마이크로버블 발.

생노즐에서 생성되는 버블은 크기에 주로0~50㎛

분포해야 하며 노즐의 출구 속도는 이상, 20m/s

이 되어야만 노즐 출구의 충돌판에 부딪혀 더 작

은 크기의 버블로 생성될 수 있다.(1,2)

본 연구에서는 의 유량을 가지는 노즐에10LPM

대해 실험을 진행하여 마이크로 크기 버블의 발생

분포를 파악하였다 본 모델을 상용코드인. ANSYS

을 사용하여 전산유체역학 해석을 수행CFX13.0 (CFD)

하여 실험과 비교검증하여 전산해석 모델을 수립하·

였다 또한 초기 연구에서 의 유량을 가지는. , 10LPM

소형 노즐을 대형 노즐로 대형화하기 위해 노즐의

입구 출구 본체 직경 등의 형상을 변화시켜 개발, ,

목표를 만족할 수 있는 형상 설계 데이터를 획득하

였다 기초 해석 결과를 토대로 노즐의 용량과 형상.

에 변화를 주어 선회 및 충돌 방식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였다 해석에서 노즐 내부의 선회 및 충돌을.

고려하여 유동특성에 변화를 주었으며 버블의 크기,

를 파악하기 위해 노즐로 유입되는 입구의 형상을

변화시켰으며 노즐 내부 유동특성을 확인하였다, .

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개발 제품에 대한 설계안

을 마련하였다.(3,4)

본 론2.

본 논문에서는 반응처리조 내에 설치되는 마이

크로버블 발생노즐의 최적 설계안을 도출하기 위

해 전산유체역학 해석을 수행하였다(CFD) . Fig. 1(a)

에서는 의 유량을 가지는 모델이며 와10LPM , (b)

같이 노즐의 내부 형상을 차원으로 모델링하였다3 .

실험2.1

는 마이크로버블 발생노즐에서 생성되는Fig. 2

Fig. 1 (a) Nozzle (10LPM), (b) CFD Analysis model

버블을 보여주고 있다 미세한 버블의 생성으로.

인해 수중에 있는 오염물질의 처리 효율이 증대

된다 실험에서는 용량의 노즐에서 생성. 10LPM

되어 발생하는 버블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마이크로버블 발생노즐에서 생

성되는 버블의 크기를 파악하였다 에서 마. Fig. 2

이크로버블 발생노즐에서 생성되는 마이크로버블

과 실험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에서는 실. Table 1

험결과에서 파악된 버블 크기별 분포를 나타내었

다 버블은 크기에서 주로 분포하였. 17.2~71.7㎛

고 버블의 평균 크기는 로 확인되었다, 30.7 .㎛

2.2 해석모델

본 해석에서는 실험과 같은 유량을 가10LPM

지는 노즐에서 생성되는 마이크로 크기의 버블

발생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였다 노즐로 유입되.

는 물과 공기는 각각 를 차지한다 이중85%, 15% .

에 해당하는 공기 중 버블 크기는 로15% 0~500㎛

분포하고 있다 노즐 입구를 통해 공기는 물과.

Table 1 Distribution of bubble size in test

Size

( )㎛
17.2 18.5 21.4 24.3 27.4 30.7 34.7 46.4 58.4 71.7

Tile

(%)
5.0 10.0 20.0 30.0 40.0 50.0 60.0 80.0 90.0 95.0

Fig. 2 Micro bubble gener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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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로 유입된다 유입된 공기는 노즐 출구3m/s .

에서 충돌판과 부딪쳐 더 작은 버블이 생성된다.

본 해석에서는 마이크로 버블 발생을 고려하기

위해 전산유체역학해석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

하였으며 해석의 정확도를 높이고 해석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슈퍼컴

퓨터를 활용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현재 개발 제품은 100m
3 의 유량을 가져야/hr

하며 출구의 유속은 를 초과해야 한다 버, 20m/s .

블은 크기의 비율이 전체 버블에서 큰 비0~50㎛

중을 차지해야 반응처리조에서 하수 및 오폐수·

처리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논.

문에서는 설계 변수로서 입구의 형상 변화에 큰

비중을 두었다 초기 설계안으로 설정된 구형. 3

모델을 중심으로 구형과 구형 모델로 형상의4 1

변화를 주었다 초기 설계안인 구형 모델에서. 3

버블의 크기를 줄이는 방안으로 입구의 형상을

변화시켰다.(5,6)

구형 모델은 유입되는 입구가 노즐 본체를 중1

심으로 편심되어 설치되고 구형 모델은 유입되, 3

는 각도를 로 설정하여 노즐 내부에서 선회류60°

를 생성시키는 방안과 유입수의 충돌을 유도하기

위해 입구를 본체와 수직으로 유입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으며 두 가지 방안을 모두 고려하기 위,

한 모델을 포함하여 가지의 입구 형상 설계 방3

안을 가지고 해석을 진행하였다.

R36.5

Fig. 3 A design of CAD model

유입수는 유량을 가지는 해석 모델의10LPM

조건과 같게 물 공기 로 구성되며 구85%, 15% 1

형 구형 구형에서 각각 의 속도로 유입, 3 , 4 6~8m/s

된다 아래의 에서는 최종 개발제품에 대한. Fig. 3

구형과 구형 설계도면 및 차원 모델을 보1 3 3 CAD

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의 해석은 에서 기본적으로 제CFX

공되는 Homogeneous MUSIG(Multiple Size Group)

기법을 사용하였다 위의 기법은 에 대한. Eulerian

접근 방법으로서 액상이 지배적이고 버블은 그,

룹으로 나누어져 분산되어 있다 모델은. MUSIG

버블 발생에 대해 기계적 균형을 가정하고 있는

해석 기법이다.

액상기상에 대한 연속방정식/ :



 
∇∙

 lg (1)




∇∙

 lg (2)

여기서  와  및  는 각각 유체의 밀도,

공극분율 및 속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속도장의. ,

해석 결과를 각각의 유체가 서로 공유하므로 운

동량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  등 혼합유체의

물성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액상기상에 대한 운동량 방정식/ :





∇∙ 

⊗


 ∇ ∇ ∇
 lg lg

(3)





∇∙ 

⊗


 ∇ ∇  ∇
  lglg

(4)

또한 모델과 모델 기, Bubble breakup coalescence

법을 사용하였으며 아래의 는 버블의 깨짐, Fig. 4

과 융합을 보여주고 있다 버블 크기 그룹에서.

작은 버블의 융합과 큰 버블에서의 깨짐 때문에

생성되는 버블은 아래의 식과 같이 표현된다.(7,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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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stribution of bubble size(10LPM)

Table 3 Distribution of bubble size on spiral shape

Fig. 4 Population balance model

해석결과2.3

초기 모델2.3.1 (10LPM)

위의 에서는 의 유량을 가지는 초기Fig. 5 10LPM

모델의 버블 크기에 따른 마이크로 버블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다 실험결과에서 이하의 버블은. 58.4㎛

약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 해석결90% , Table 2

과에서도 이하의 버블이 약 를 차지하50 91.5%㎛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버블의 평균 크기는. ,

로 파악되었으며 실험에서 파악된 버블의 평31.6 ,㎛

균 크기인 와 매우 유사하게 확인되었다30.7 .㎛

선회 방식2.3.2

본 해석 모델은 노즐의 용량을 키워 내부 형상

을 차원화하였으며 노즐로 유입되는 입구와 노3 ,

즐 본체의 설치 각도를 로 설정하여 선회를60°

발생시켰다 선회 방식을 이용한 노즐 해석결과.

에서 의 크기를 가지는 버블은 전체 체적0~50㎛

에서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9.3% .

는 유입되는 물과 공기를 선회시켜 버Fig. 6

블의크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 결과이

고 에서는, Table 3 버블 크기별 분포를 보여주고

Fig. 5 CFD results(10LPM): size fraction

있다. 선회를 이용한 노즐에서는 크기의 버20㎛

블이 를 차지하고 있으며 출구에서의 유속41.6% ,

은 평균 로 나타났다33.1m/s .

충돌 방식2.3.3

충돌을 이용한 노즐의 경우 유입구를 서로 마

주하게 설치하여 유입수가 충돌을 일으킨다, . Fig.

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유입구가 노즐 본체로7 ,

수직으로 설치되어 십자가 형태를 가지고 있다.

노즐 내부에서 유입수의 충돌을 생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설계된 모델이다 유입수의 속도가 충.

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즐 내부에서 충돌은 거

의 발생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Size

( )㎛
10 20 30 50 100

Tile

(%)
3.2 27.2 82.2 91.5 95.4

Size

( )㎛
20 50 100 150 200

Tile

(%)
41.6 79.3 89.2 93.3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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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stribution of bubble size on crash shape

Size

( )㎛
20 50 100 150 200

Tile

(%)
7.7 17.4 25.0 31.8 99.9

Fig. 6 CFD results of spiral shape: velocity, pressure

Fig. 7 CFD results of crash shape: velocity, pressure

이러한 이유로 인해 크기의 버블은0~50㎛

가 생성되었다 출구의 속도는 평균17.4% . 23.0m/s

로 나타났다 유입되는 압력과 입구 직경 변경이.

불가한 이유로 충돌을 이용한 방식의 노즐은 개

발 제품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에서는 충돌 방식 노즐에 대한 버블 발생 분포4

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5 Distribution of bubble size on spiral/crash

Size

( )㎛
20 50 100 150 200

Tile

(%)
12.9 31.7 46.8 59.3 99.9

Fig. 8 CFD results of spiral/crash: velocity, pressure

선회 및 충돌 방식2.3.4

에서는 선회와 충돌을 동시에 일으킬 수Fig. 8

있는 설계 방안을 가지는 모델의 해석 결과를 나

타냈다 크기의 버블은 로 나타났으. 0~50 31.7%㎛

며 출구에서의 속도는 로 파악되었다, 29.1m/s .

노즐로 유입되는 방식의 변화에 따른 해석 결과

에서는 선회 방식을 가지는 노즐이 가장 좋은 결

과를 나타냈다 본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개발제품의 유입 방식을 구형 구형 구형으로1 , 3 , 4

설계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입수는 물과 공기가 각각 를 차85%, 15%

지하며 유입되는 공기 중 버블은 크기, 0~500㎛

분포를 가지고 유입된다 또한 유입수는. , 6~8m/s

의 속도를 가지고 노즐 내부로 유입된다. Table 5

에서는 선회 및 충돌 방식의 설계안을 고려한 노

즐에 대한 버블 발생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구형 노즐2.4.1 1

에서 의 연구에서는 본체로 유입되는2.3.2 2.3.4

입구의 형상 변화에 대한 해석으로서 선회방식에

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를 토.

대로 유입방식에서 최적 설계안으로 선정하였으

며 개발목표를 만족하는 동시에 가공의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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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FD results(one hole): velocity

Fig. 10 CFD results(one hole): size fraction

Table 6 Distribution of bubble size(one hole)

Size

( )㎛
5 10 20 50 100 200 500

Tile

(%)
1.3 29.2 67.8 79.3 87.9 96.9 99.9

Table 7 Distribution of bubble size(three holes)

Size

( )㎛
5 10 20 50 100 200 500

Tile

(%)
5.6 32.7 55.6 71.1 83.0 92.9 100

Fig. 11 CFD results(three holes): velocity

을 위해 입구의 개수에 변화를 주어 구형 구1 , 3

형 구형으로 최종 설계 모델에 대한 해석을 진, 4

행하였다 에서는 구형 모델에 대한 해석. Fig. 9 1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구형 모델에서 충분한. 1

선회류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출구에서,

의 속도는 이상으로 개발목표를 만족하였20m/s

다 에서는 버블 크기별 분포도를 보여주. Fig. 10

고 있으며 에서는 크기별 분포를 보여주, Table 6

고 있다. 버블 크기 의 버블은 를 차0~50 79.3%㎛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형 노즐2.4.2 3

에서는 구형 모델에 대한 해석 결과를Fig. 11 3

보여주고 있다. 출구에서의 속도는 이상으20m/s

로 파악되어 개발목표를 만족하였다.

에서는 버블 크기별 분포도를Fig. 12 보여주고

있으며 에서 크기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 Table 7

다. 버블 크기 의 버블은 를 차지하였0~50 71.1%㎛

다 구형 노즐 해석 결과에서도 구형과 마찬가. 3 1

지로 개발목표를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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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Distribution of bubble size(four holes)

Size

( )㎛
5 10 20 50 100 200 500

Tile

(%)
6.1 31.5 54.9 69.2 80.8 91.3 99.9

Fig. 12 CFD results(three hole): size fraction

구형 노즐2.4.3 4

에서는 구형 모델에 대한 해석결과를Fig. 14 4

보여주고 있다 출구에서의 속도는 이상으. 20m/s

Fig. 13 CFD results(four holes): size fraction

Fig. 14 CFD results(four holes): velocity

로 개발목표를 만족하였다 에서는 버블. Fig. 13

크기별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에서, 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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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Protype nozzle (a) 1 hole, (b) 3 holes

크기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버블 크기. 0~50㎛

의 버블은 를 차지하고 있다 구형 모델의69.2% . 4

해석결과도 구형 및 구형과 유사하게 개발목표1 3

를 만족하였으나 구형 및 구형 모델의 경우, 3 4

제작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형 모델1

을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9,10)

결 론3.

본 연구의 목적은 수처리 설비인 반응처리조에

설치하여 미세한 버블을 발생시켜 오폐수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즐에 대해 최적 설계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실제 설계된 마이크로버블 발생.

노즐을 차원화하여 모델을 형상3 CAD 화하여 전산

유체역학 해석을 진행하였다 노즐의 경우(CFD) .

크기의 버블이 많이 발생되어야 처리효율0~50㎛

을 높일 수 있다 노즐의 출구에는 충돌판이 설.

치되어 버블을 더욱 작게 생성시키게 되는데 이,

때 노즐 출구의 유속은 이상이어야 마이크20m/s

로버블 발생노즐 설계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

초기 모델은 의 유량을 가지며 본 모델10LPM ,

해석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 검증하였다 해석결.

과에서 버블의 크기는 평균 로 나타났으며31.6 ,㎛

이 결과는 실험결과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해석결과에서 크기의 버블은 약, 20㎛

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버블의 크24.0% .

기를 생성 단계에서부터 작게 만들기 위하여 노

즐 내부에서 선회와 충돌을 이용한 추가 설계안

을 마련하여 해석을 진행하였으며 유입 방식에,

변화를 주는 노즐 해석에서는 충돌판을 제거하고

출구 속도와 버블의 크기에 대해 개발목표를 만

족하는 결과를 파악하였다 해석결과에서 선회를.

이용한 노즐에서 출구의 유속은 평균 로30.1m/s

나타났으며 크기의 버블은 약 를 차, 20 41.6%㎛

지하여 초기의 소형 노즐인 유량을 가지, 10LPM

는 모델보다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11)

최종 해석모델에서는 입구 개수에 따라 구1

형 구형 구형 모델을 선정하였으며 입구의, 3 , 4 ,

유속은 각각 로 유입된다 마이크로버6, 7, 8m/s .

블 발생노즐은 지름 높이 의 원형 수조1m, 2m

내에 설치되며 본 해석에서는 수조를 포함한 전,

체 형상을 검사체적으로 설정하여 전산해석을 수

행하였다 구형 모델에서 크기의 버블은. 1 0~50㎛

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79.3% 다.

구형 모델과 구형 모델에서는 각각3 4 71.1%,

로 나타났다 개발 제품 제작의 용이성 및69.2% .

경제성을 고려해볼 때 구형 모델이 성능 및 제1

작의 용이성 측면에서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에서는 시제품으로 제작된 마이크로버블Fig. 15

발생노즐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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