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Comput. Fluids Eng. Vol.22, No.1, pp.1-7, 2017. 3 / 1

를 이용한 펌프확산 및 수리낙차 방식의 혼화공정 흐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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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수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수를 하기 위해 약품을 사용하

는데, 혼화지(mixing basin)에서 원수와 약품을 적정한 비율로 

섞은 다음 응집지(flocculation basin)로 보내게 된다. 이러한 혼

화 공정은 약품과 원수가 잘 반응하도록 약품이 분포되어야 

하는데, 이는 다음 공정과정인 응집 공정에서 원수에서의 불

순물들을 약품과의 화학반응을 통해 침전시켜야하기 때문이

다.

혼화 공정의 경우 다양한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크게 펌

프확산 혼합(PDM: pump diffusion mixer)방식과 수리낙차 혼화

지(Hydraulic mixing basin)으로 구성된다. 펌프확산 방식은 급

속혼화장치로 혼화펌프를 이용하여 가압수를 생성하고 이를 

약품과 함께 반사판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빠르게 혼화한다. 

수리낙차의 경우 수위 차를 이용하여 혼화를 시키는데, 원수

와 약품을 함께 위어(weir)를 통하여 천천히 낙수시킴으로써 

이를 혼화한다.

기존 설비 시스템 상, 펌프확산 방식의 경우 실험을 진행

하기 위해선 원수 공급을 중단 시킨 후 진행해야하고 구조적

으로 농도 측정이 용이하지 않아 실험이 어렵다. 수리낙차의 

경우 구조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내부 흐름 분포를 국소

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전산유체역학(CFD) 

기술을 이용하여 내부 유동장을 분석하고 및 혼합 정도를 연

구하기로 한다.

최근 이러한 전산유체역학을 이용해 혼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사례가 있다[1-4]. 특히 Song 등[2]은 벽함수(wall 

function)를 사용한 모델을 적용하여 난류 유동에 대한 

혼합 정도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초적인 파리미터 해

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서는 아직 단상(single 

phase)의 유동 모델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약품의 혼화 농도

와 같은 변수를 자유롭게 해석하지 못했다. 전산유체역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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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DM

(b) Hydraulic

Fig. 1 Mixing basin

비약적 발전과 상용 코드의 발전에 따라, Cho 등[4]의 연구는 

축방향의 농도 분포를 CFD 해석을 통해 상당히 정확히 구했

으나 관 단면에서의 비대칭적 농도 분포 등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운용되고 있는 혼화지의 유량 및 약품 

농도와 기하학적 형상을 기초 자료로 하여 먼저 펌프확산 방

식의 가압수의 유량에 따른 혼화강도를 분석하며, 이에 따른 

유동장의 형태와 속도 분포를 분석하고, 약품 농도 분포를 파

악함으로써 혼화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펌프 확산 

혼화지와 수리낙차 혼화지의 흐름 및 농도분포에 대한 전산

유체역학 해석과 함께, 두 방식에 대한 비교를 통해 각 방식

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지배 방정식과 난류모델

본 연구에서는 지배방정식으로 2상 유동(two-phase flow)의 

3차원 Navier-Stokes 방정식(Eulerian model)을 사용한다[5,6].




  ∇∙  (1)

(a) PDM

(b) Hydraulic

Fig. 2 Grid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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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하첨자    은 각각 물과 약품의 상을 나타내

며, 는 속도벡터, 는 농도, 는 평균압력, 는 매질의 밀

도, 
 는 점성 전단응력 텐서, 와 는 각각 내부에너지와 

엔탈피, 그리고 는 열전도를 나타낸다. 난류모델은 표준 

 난류 모델을 사용하였다.

2.2 PDM 과 수리낙차 혼화지 형상 모델링

각 방식의 형상은 Fig. 1과 같이 모델링하였으며, PDM 방

식의 경우 Fig. 1(a)와 같이 가압펌프 흡입부와 토출부를 경계

로 설정하였다. 수리낙차식의 경우 혼화지 및 낙차부의 수위

를 실측하여 낙차의 높이를 파악 후 형상을 Fig. 1(b)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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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하였다.

이때 원수 유입유량 9,700 m3/hr 조건에서 현장 실측결과 

혼화지 유출위어와 낙차부 간의 수위차는 약 90 cm로 측정되

었다. 두 방식의 유출부는 경계조건을 모사하기 위하여 유출

관로의 길이는 직경의 10배를 적용하였다.

2.3 격자생성과 경계조건

격자는 Fig. 2와 같이 사면체를 이용하여 구성하였고 격자

의 수는 각각 PDM 방식은 1,596,518개, 수리낙차 방식은 

2,260,463개로 구성하였다.

격자의 개수는 수렴 검사(convergence test)를 통하여 공학

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였다. 수렴 정도는 특정 위치의 

국소 유속에 대해 비교하였으며, 모든 계산은 반복횟수 5,000 

~ 6,000회 사이에서 수렴하였으며 격자 1,500,000개 이상에서 

 이내의 오차로 근접하였다[7]. 이때 노즐 또는 위어 부

분은 격자를 조밀히 형성하였으며 벽면에는 유동변화를 고려

하여 prism격자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FD 상용프로

그램인 ANSYS-FLUENT를 이용하여 수치계산을 하였다[6].

PDM의 경우 혼화펌프의 흡입부(Outlet-pump)는 대기압으로 

토출부(Inlet-pump)의 경우 원수량의 백분율로 유량을 선정하

였다. 즉, 농도(concentration) 1%.는 0.139 m3/s에 해당한다. 그 

외는 Table 1과 같다.

수리낙차의 Top위치는 실제 수면인 부분으로 공기의 영향

이 적다고 사료되어 미끄럼(slip) 조건을 주었으며 약품의 경

우 물과 동일한 밀도로 설정하였다. 여기에서 원칙적으로는 

물과 공기의 경계면에서 자유 수면(free surface) 조건을 주어

야 할 것이나, 평균 유속이 0.2 m/s로 매우 느리고, 풍속 등에 

대한 데이터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근사적으로 미끄럼 조건

을 적용한다.

더불어 PDM의 혼화펌프에 의한 토출부의 유량에 따른 정

량적인 혼화성능을 알기위해 속도구배인 혼화강도 값을 아

래와 같이 식 (3)으로 이를 파악하였다[8].











(4)

PDM Hydraulic
Inlet(m3/s) 1.39 2.70

Inlet-chem(ppm) 11 ppm 13 ppm

Inlet-pump
Concentration

(0, 3, 4, 5, 6, 7 %)
Outlet-pump Ambient pressure : 0 Pa

Outlet Ambient pressure : 0 Pa
Top Slip condition
Wall No-slip condition (smooth)

Table 1 Boundary conditions

Fig. 3 Volume fraction of chemical liquid

Fig. 4 Volume fraction of chemical liquid(x-y plane)

여기서 는 혼화강도(s 1), 는 반응조 단위 체적당 물에 

가해지는 동력(m·kg/s·m3), 는 물에 가해지는 압력(N/m2), 

는 펌프에 의해 가해진 체적유량(m3/s), 는 반응조의 체적

(m3), 𝜇는 유체의 절대 점도(N·s/m2) 이다. 이때 반응조의 체

적 기준은 노즐 끝에서 부터 1.5D 떨어진 위치까지의 체적으

로 선정하였으며 압력은 펌프 유입 유출 위치의 차압으로 하

여 혼화강도를 구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3.1 PDM 혼화지의 흐름 해석

PDM 혼화방식의 경우, Fig. 3와 같이 부피 분율(volume 

fraction)을 통해 전체적인 약품의 농도 분포를 추정한 결과, 

반사판의 중심을 기준으로 위쪽의 농도가 좀 더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해석영역을 

세로 방향 단면(x-y 평면)에서의 농도 분포도로 Fig. 4와 같이 

나타내어 확인하였다. 여기서 펌프에서 나온 토출유량이 증가

할수록 최대 농도 분포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혼화가 더 빨리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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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olume fraction of chemical liquid(x-z plane)

(a) Velocity contour

(b) Horizontal velocity profile

(c) Horizontal velocity profile at the end of nozzle

Fig. 6 Velocity and horizontal component distribution, 
                    4% concentration

Fig. 7 Velocity vectors based on 4% concentration(x-y plane)

Fig. 8 Volume fraction of the chemical liquid for given 
                    concentrations(%)

또한 가로방향의 농도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관 중심 기준 

가로 단면(x-z 평면)에서도 Fig. 5와 같이 나타내었다. 그 결과  

좌우로는 대칭 형태로 가깝게 농도가 분포됨을 알 수 있었으

며 마찬가지로 토출유량이 증가할수록 혼화구간이 짧아졌다.

이와 같은 비대칭 농도분포의 원인을 찾고자 Fig. 6와 같

이 속도 등고선(a)와 x 위치에 따른 높이 방향 속도 분포(b), 

혼화펌프의 토출부 끝에서의 속도분포(c)를 확인하였다. 이때 

Fig. 6(a), (b)를 통해서 원수에서의 속도 분포가 불균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반사판 기준 아래영역의 유속분포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Fig. 6(c)로부터 혼화펌프로부터 토

출되는 유속분포 또한 비대칭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중심을 기준으로 아래분포가 더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원수 및 토출유량에서의 속도가 비대칭을 이루는 이

유는 혼화펌프 토출부의 관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보이며 결

과적으로 속도가 불균등하게 됨으로써 약품농도의 불균형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7과 같이 속도벡터로 유동의 전반적인 흐름을 분석한 

결과, 반사판의 뒤에서 박리현상이 나타나 후류가 생성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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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erformance of  PDM according to concentration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유속의 불균형에 의해 관 중심에

서의 유동방향이 조금 아래 방향으로 나아갔다.

실제 형상의 출구지점인 노즐 끝에서 유동 방향으로 관직

경의 1.5배 떨어진 위치에서의 부피 분율 분포도를 살펴본 결

과, Fig. 8과 같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때 단면도의 

상부에서 등고선의 간격이 앞서 설명한 원인에 의해 다른 위

치보다 좁은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혼화 펌프 토출유량이 

3%에서 4%까지 등고선 분산(variance)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

며, 5% 이상 유량이 공급 될 때부터는 상대적으로 등고선의 

분산이 적었다.

혼화강도를 평가하기 위해 토출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혼화

강도 증가율과 혼화강도 변화를 살펴본 결과 Fig. 9과 같으며, 

식 (3)에 의해 계산되는 G 값도 함께 도시하였다. 이때 혼합 

성능의 증가율이 토출유량 0%에서 3%까지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이후부터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하지만 실제출구지점의 약품분포도로 미루어 볼 때, 토

출유량은 약 5%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지나치게 

유량비를 높게 운영하는 경우 전력량 증가에 따른 운영비 증

가, 가압펌프 용량 과다에 따른 초기 투자비 과다 등의 문제

가 있다.

혼화강도 증가율( , growth of mixing performance)은 CFD 

계산으로부터 얻어지는 난류 와점성(, eddy viscosity)을 전

체 계산영역에 대해 부피 적분한 값의 증가율을 나타낸다.

 







 




× (5)

식 (5)에서 하첨자 는 약품 농도(concentration), 즉 물에 

대한 약품의 유량비를 의미한다.

Fig. 10 Velocity streamline

Fig. 11 Velocity contour

3.2 수리낙차 혼화지의 흐름 분석

수리낙차 혼화지의 전반적인 유체의 흐름은 Fig. 10과 같

다. 이는 물이 낙하 후에 바닥에 부딪쳐 유선이 회전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속도등고선을 각 단 중심에서 확인

한 결과, Fig. 11과 같았다.

이러한 유체의 흐름은 약품의 혼화에 영향을 주어 Fig. 12

와 같이 혼화가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전체적인 농도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출구 중심 위치의 평면 농도 분포 Fig. 

13과 혼화가 발생하는 구간의 중심 및 실제 출구에서의 단면

도를 Fig. 14과 같이 확인하였다. 여기서 부분적으로 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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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Volume faction of chemical liquid

Fig. 13 Volume faction of chemical liquid
    (z-x plane at center of outlet)

Fig. 14 Volume faction of chemical liquid(z-y plane)

감소되는 위치가 나타나고 혼화 구간의 중심에서는 타 영역

에 비해 낮게 확인되나 전반적으로 농도 차이는 상대적으로 

PDM에 비해 크지 않았으며, 출구에서의 농도는 약 1.7 ppm 

이하로 혼화되어 출구를 통해 유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3.3 PDM 및 수리낙차 혼화지의 비교

앞선 PDM혼화지의 혼화펌프 토출유량에 대해 분석한 결

과, 5%일 때 가장 적합한 혼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이용

하여 수리낙차와 비교하였으며 이는 Table 2와 같다.

우선 실제 출구 기준에서 PDM과 수리낙차방식의 평균 농

도는 기존 11 ppm과 13 ppm에 가깝게 나온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PDM방식의 혼화지는 10.2 ppm으로 0.8 ppm정도 차

이가 발생하였으나 비교적 수리낙차의 경우에 좀 더 유사한 

농도로 출구를 통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출구 지

점에서의 농도 최대 차이를 확인한 결과, PDM이 수리낙차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즉, 혼화 측면에서는 수리낙차방식이 

PDM방식보다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CFD로 예측된 각 시스템 내의 평균 속도는 대략 4

배 정도 PDM방식이 빠른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시스템 

크기로 보면 수리낙차방식이 PDM보다 대략 39배 정도 크기 

때문에 시스템을 통과하는 시간이 더 소요되므로 PDM 방식

이 혼합 효과에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출

구에서의 균질도는 수리낙차 방식이 더 낫다. 이는 일반적인 

상식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4. 결  론

현재 상수도 정수장 혼화지 시설에서는 펌프확산 혼화

(PDM)방식과 수리낙차 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PDM방식에서 혼화펌프 토출량에 따른 성능 및 

흐름을 분석하였고, 수리낙차 혼화지에서 유동 흐름과 약품의 

분포를 수치적으로 계산하여 이를 PDM방식과 비교하였다.

결과적으로 PDM방식의 혼화지에서는 투입 약품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CFD에 의해 예측되는 혼합의 지표가 증가하지만, 

농도 5% 일 때 가장 적정한 혼화성능을 보인다. 그리고 수리

낙차와 비교한 결과, 수리낙차가 좀 더 균일한 혼화성능을 보

여주나 시간적 또는 공간적 비용으로 고려해 볼 때에는 PDM

방식이 좋다는 결론을 얻었다. 추후 PDM방식을 개선하여 약

품의 분포를 균일하게 하는 방향으로 기술을 개발한다면, 점

차 수리낙차 방식을 전략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PDM(5%) Hydraulic
System Volume(m3) 33.0 1,302

Average Velocity(m/s) 0.8 0.2
Maximum Concentration 

at Outlet(ppm) 59.5 1.7

Average Concentration 
at Outlet(ppm) 10.2 1.3

Table 2 Comparing PDM and hydraulic mixing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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