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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optimum structure of air-lift bio-reactor using numerical analysis of 
two-phase flow

San Kim, Ji Hong Chung, Jae Won Lee, Dong Kee Sohn and Han Seo Ko†

Abstract Recently, an air-lift bio-reactor operated by micro bubbles has been utilized to product 
hydrogen fuel. To enhance th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hydrodynamics inside the bio-reactor 
were analyzed using a numerical simulation for two-phase flow. An Eulerian model was employed 
for both of liquid and gas phases. The standard k-ε model was used for turbulence induced by micro 
bubbles. A Population Balance Model was employed to consider size distribution of bubbles. A hollow 
cylinder was introduced at the center of the reactor to reduce a dead area which disturbs circulation 
of CO bubbles. An appropriate diameter of the draft tube and hollow cylinder were optimized for 
better performance of the bio-reactor. The optimum model could be obtained when the cross-sectional 
area ratio of the hollow cylinder to the reactor, and the width ratio of the riser to the downcomer 
approached 0.4 and 3.5, respectively. Consequently, it is expected that the optimum model could 
enhance the performance of the bio-reactor with the homogeneous distribution and higher density of 
CO, and more effective mixing.

Key Words : Bio-reactor(생물 반응기), Computational Fluid Dynamics(전산유체역학), Two-phase 
flow(이상 유동), Flow uniformity(유동 균일성)

1. 서 론

생물 반응을 이용한 수소 생산 기술은 석유 자

원을 대체할 수 있는 주요 미래 기술로 큰 기대를 

받고 있다. 근래에는 태평양 고온의 심해저에서 일

산화탄소를 수소로 전환시키는 해양 고세균(Archaea)

인 Thermococuss Onnurineus NA1이 발견되었고, 

특수한 유전 형질로 인해 우수한 수소 생산성을 

가진다는 것이 밝혀졌다(1). 이후 생물학적 배양 조

건 변화 및 유전자 변형 등을 통해 수소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

다.(2-4)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획득한 배

양 조건에서 반응기를 구동하였을 때 나타나는 반

응기 내부의 이상 유동을 수치 해석적으로 분석하

여 최적의 반응기 형상을 도출하고자 한다.

반응기는 일산화탄소(CO) 기포가 분사구(Sparger)

를 통해 주입된 후 상승해 순환 유동을 일으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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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된다. 이러한 형태의 기포 구동 생물 반응기

(Air-lift bio-reactor)의 성능과 내부의 유동을 분석

하기 위해 여러 수치 해석 및 실험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5-11). 반응기의 형상에 따른 내부 유동 

분석 또한 연구되어 Hekmat 등은 유도관(Draft 

tube)의 최적 크기를 도출하는 수치 해석 연구를 

수행하였다(7). 유도관은 반응기 내부에서 상승부

와 하강부를 구분하여 순환유동을 형성하는 관이

다. 또한 CO 기포 유동이 정체되는 영역인 정체구

(Dead area)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

응기 중심부에 빈 원통형 구조인 중공축을 도입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반응기 설계 시 수정이 

가능한 중공축과 유도관의 크기를 변경해가며 최

적의 형상을 도출하는 Case study를 진행하였다. 

가장 앞서 진행된 Case study 1에서는 중공축 크기

에 대한 최적 Case를 도출하였다. 중공축이 없는 

가장 기본 형태인 Original 모델과 최적 Case와 동

일 체적을 가지면서 중공축이 있는 Equivalent 모

델을 비교하여 중공축의 효용성을 판단하였다. 이

후 Case study 2에서는 Case study 1의 최적 Case를 

바탕으로 유도관을 통해 구분되는 상승부(Riser)와 

하강부(Downcomer)의 면적 비율을 변화시켜가며 

최적의 유도관 크기를 선정하였다. 

2. 반응기 형상

실제 반응기는 내부에서 복잡한 구조를 가지지

만, 원활한 수칙해석을 진행하기 위해 형상을 단순

화하였다. Fig. 1에 실제 반응기의 단면이 나타나 

있으며 형상은 크게 유도관과 중공축에 의해 결정

된다. 모든 Case의 전체 반응기 및 유도관, 중공축

의 길이는 각각 2.484m, 1.5m, 1.45m로 동일하며, 

각 Case마다 반응기 직경(), 유도관 직경() 

및 중공축의 직경()을 달리하여 수치해석을 진

행하였다. 직경  ,  , 의 변화는 각 영역의 

단면적 비율을 변화시키고 Case를 구분하는 기준

이 된다. 상승부, 하강부, 중공축의 단면적은 Fig. 2

에서와 같이  , , 로 표현하였다. 모든 Case

의 반응기 형상 및 상부 간격에 대한 자료는 Table 

1에 나타나 있다. 

Fig. 1. Schematic of bio-reactor 

Table 1. Geometrical dimensions of each case 

Case


[mm]


[mm]


[mm]

Case 
study1

Case 1 388 205.3 122.7

Case 2 388 232.8 173.5

Case 3 388 257.4 212.5

Case 4 388 279.8 245.4

Original 388 173.5 0

Case 4-Eq 324 163.9 0

Case 
study2

Case DT1 388 300.0 245.4

Case DT2 388 291.0 245.4

Case DT3 388 284.4 245.4

Case DT4
(Case 4) 388 279.8 245.4

Case DT5 388 275.8 245.4

Case study 1의 Case 1부터 Case 4는 중공축과 전

체 반응기의 단면적 비인 이 각각 0.1, 0.2, 

0.3, 0.4의 값을 가진다. 기본 형태의 Original 모델

은 Case 1~4와 전체 직경이 동일하지만 중공축이 

없는(  ) 모델이다. Case 4-Eq는 Case 1부터 

Case 4 중에서 최적 모델인 Case 4와 동일한 부피



26                                  김  산 · 정지홍 · 이재원 · 손동기 · 고한서

를 가지면서 중공축이 없는 모델이다. Case study 1

의 모든 반응기 형상은 상승부와 하강부의 단면적 

비인 가 2.5의 값을 가진다.

Case study 2의 Case DT1부터 Case DT5까지의 

모델은 Case study 1의 최적 모델인 Case 4를 바탕

으로 를 변화시킨 모델들이다. Case DT4는 

Case 4와 동일하며 상승부와 하강부 폭의 비인 

(     )/( )가 3이고, Case DT1, 

2, 3, 5는 각각 1.5, 2, 2.5, 3.5의 값을 갖는다. 

는 유도관의 두께 3mm의 2배인 6mm이다.

3. 수치해석 모델 및 격자

상용 프로그램인 ANSYS FLUENT를 이용하여 

2차원 축대칭, 비정상상태 해석을 진행하였다. 반

응기 내부의 물과 CO 기포의 이상 유동해석을 위

해 Eulearian-Eulearian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난류 

유동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Standard k-ε 모델을 

사용하였다. 물과 CO 기포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

기 위해서 견인력(Drag force)의 경우 Schiller- 

Naumann 모델을, 난류 분산력(Turbulent dispersion 

force)은 Diffusion-in-vof 모델을, 벽면 윤활력(Wall 

lubrication force)은 Hosokawa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양력(Lift force)은 고려해주지 않았다. 또한  CO 기

포의 크기 분포를 고려해주기 위해 Population 

Balance Model(PBM)을 적용하였다. PBM은 Population 

Balance Equation(PBE)을 바탕으로 이상 유동 해석 

시 운동량, 질량, 에너지 방정식과 함께 기포 크기 

분포 변화에 따른 유동 계산에 사용된다. 기포 크

기 분포 입력값은 압력에 따른 기포 크기 측정 실

험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하였다. Table 2에 나타난 

1, 4, 7bar에서의 기포 크기 자료를 바탕으로 반응

기의 실제 구동조건인 9bar에서의 기포 크기를 추

정하고, 115μm부터 430μm까지 범위를 4개의 구

간으로 이산화하여 크기 분포를 설정하였다. 입구 

경계조건은 실제 기포 주입량을 반영하여 0.0003m/s

로 설정하였고, 출구 경계조건은 수두 손실을 고려

하여 상대압 조건으로 구동압력인 9bar보다 0.2bar 

낮게 설정하였다. 

수치해석을 위해 생성된 격자는 수렴도와 해석

Table 2. Bubble diameter measurement 

Pressure Average diameter Deviation

1 bar 2698.34 μm 723.55 μm

4 bar 426.73 μm 238.84 μm

7 bar 485.19 μm 483 μm

시간을 고려하고 최적화 과정을 거쳐 크기를 

1.2mm로 일정하게 설정하였고, Case에 따라 약 

180,000개에서 200,000개를 생성하였다. 또한 정확

한 이상 유동 계산을 위해 대부분의 영역에서 정

사각형과 가까운 사각 형태의 격자를 생성하였고, 

일부 곡률이 있는 영역에서는 삼각 형태의 격자를 

생성하였다.

4. 수치해석 결과 및 분석
 

수치해석은 Fig. 3과 같이 주입구에서 떨어진 

위치부터 유도관 끝단까지 5개의 지점을 선정하

여 진행하였다. 각 지점은 반응기 바닥부터 214, 

589, 964, 1339, 1714mm에 위치한다. CO가 반응

기를 1회 순환하였을 때 각 지점마다 상승부와 

하강부를 구분하여 위치에 따른 CO의 부피분율

(Volume fraction, VF)과 물의 난류 생성 에너지

(Turbulent Kinetic Energy, T.K.E.)의 평균값을 구

하였다. 또한 물의 속도 분포를 확인하여 내부 

유동 형태를 분석하였다. 속도 분포의 가로축은 

반응기 폭 길이에 의해 무차원화 되었으며, 값이 

0인 지점은 중공축의 벽면 혹은 중공축이 없는 

경우 반응기의 중심부를 나타내고, 값이 1인 지

점은 반응기의 최외각 벽면을 나타낸다.

Fig. 2. Cross sectional regions of bio-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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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ocations for analysis

Fig. 4. Contour images of volume fraction of CO at 
initial circulation for Case study 1

Fig. 5. Contour images of T.K.E. of water at initial 
circulation for Case study 1

4.1 Case study 1 결과 및 분석

Fig. 4와 5는 각각 Case study 1의 CO 부피분율

과 물의 T.K.E 해석 결과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CO 부피 분율은 반응기 내 CO 분포와 체류량을 

Fig. 6. Line average volume fraction of CO for 

Case study 1

나타내며, 물의 T.K.E. 결과는 난류 강도와 분포를 

나타내므로 반응기 내 혼합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Fig. 6의 결과를 통해 상승부 영역에서는 Line 1

을 제외한 모든 위치에서 Case 4의 CO 부피분율값

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강부에서는 

Line 1, 2에서 Case 4-Eq가 가장 높은 값을 가지지

만 전반적으로 Case 4가 가장 균일하고 높은 값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승부에서는 하단에서 

주입되는 CO에 의해 난류가 형성되기 때문에 CO

의 분포가 균일하지 않다. 하강부의 Line 5에서 순

간적으로 Original의 값이 큰 이유는 Line 5 근처에

서 와류에 의해 CO가 응집되기 때문이다. 이는 

CO의 순환을 방해하는 정체구역으로 Fig. 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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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Line average T.K.E. of water for Case study 1

붉은색으로 나타나며, Case 4에서 적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Case 4가 CO를 상승부에

서 하강부로 가장 잘 순환시킬 뿐만 아니라 반응

기 전체적으로 균일한 CO 분포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공축에 의해 정체가 감소

하여 더욱 원활한 CO의 순환을 돕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의 결과를 통해 상승부와 하강부 모두 

Case 4가 가장 균일하고 높은 T.K.E. 값을 보이

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Case 4가 가장 

혼합이 활발한 Case임을 알 수 있다. 상승부에서

는 부유 가속에 의해 Line 1에서 Line 5로 이동

할수록 물의 유속이 증가하여 점점 T.K.E.가 증

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Line 5에서 큰 값이 나

타나는 이유는 유도관 끝단에서는 발생하는 와류

Fig. 8. Axial velocity profile of water for Case study 1

에 의한 것이며 Fig. 5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Case study 1에서 물의 축 방향 속도 분포는 Fig. 

8에 나타나있다. 중공축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유

로가 작아져 기포의 부력으로 구동되는 유동의 반

지름 방향의 영향이 작아지고, 축방향의 운동성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Case 1에서 Case 4로 갈수

록 유동이 안정되게 발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따라서 주입된 CO 기포의 영향이 적어지는 

Line 2에서부터 가장 균일하고, 역류가 적은 유동

이 형성되는 모델은 Case 4인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중공축이 없는 모델과 비교하여 중공축을 

도입한 경우 더욱 안정된 유동을 보이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으며, 정체 영역이 줄어들어 Fig.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강부에서 CO의 균일한 분포

를 도모할 수 있다. 

CO의 부피분율, 물의 T.K.E.와 축 방향 속도 분

포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반응기 내에서 가장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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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높은 CO와 T.K.E. 결과를 보이는 Case 4가 

Case study 1의 최적 형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중공축을 도입함으로써 더욱 균일하고 높은 

CO 분포가 형성되었고, 혼합이 증가되어 반응기

의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2 Case study 2 결과 및 분석

Case study 2의 CO 부피분율 결과는 Fig. 9에 

보이는 것과 같이 상승부에서는 Case DT5가, 하

강부에서는 Case DT3이 전반적으로 큰 값을 보

인다. 하지만 Case DT5는 상대적으로 하강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Fig. 10에서와 같

이 상승부와 하강부에서 면적에 대한 CO 부피

분율 평균값을 계산하면 Case DT5에서 가장 큰 

값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초기 

순환 후 Case DT5에 CO가 반응기 내에 가장 많

이 체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Case DT5 

하강부의 유로가 좁아질수록 CO 분포가 더욱 

균일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0과 11에서 물의 T.K.E.는 반응기 전반

적으로 Case DT5가 가장 큰 값을 보이고 있다. 

상승부에서는 주입된 CO의 영향으로 난류가 형

성되어, 유로가 커질수록 난류 강도가 증가하고 

T.K.E.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하강부에서

는 입구부터 빠르게 균일한 유동이 발달되고, 유

로가 좁아질수록 유속이 증가하여 T.K.E.가 증가

한다. 하지만 Case간 유속 차이가 작아 T.K.E. 

크기 차이 또한 작게 나타난다. 

 Fig. 12에서 물의 축 방향 속도 분포는 유도

관의 크기에 상관없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며, 

유로의 크기 차이에 의해 미세한 속도 차이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초기 순환 후 반응기 내에 

CO가 가장 많이 체류하며, 전 영역에서 T.K.E.

가 가장 높은 Case DT5가 최적 모델임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9. Line average volume fraction of CO for Case 

study 2

Fig. 10. Area average volume fraction of CO and area 

verage T.K.E. of water in riser and 

downcomer for Case stud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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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Line average T.K.E. of water for Case study 2

Fig. 12. Axial velocity profile of water for Case study 2

5. 결 론

기포 구동 생물 반응기 내부의 이상 유동에 

대한 수치해석을 통해 중공축과 유도관의 크기

에 따라 최적의 형상을 도출하는 Case study를 

진행하였다. 최적 형상 도출은 CO의 부피분율, 

물의 T.K.E. 물의 축 방향 속도 분포 결과를 바

탕으로 이뤄졌다. Case study 1의 최적 Case는 

중공축이 전체 반응기 단면적의 0.3의 비율을 갖

는 Case 4로 나타났다. Case 4를 바탕으로 진행

된 Case study 2에서는 유도관이 상승부와 하강

부 폭을 3.5:1의 비율로 구분하는 Case DT5가 

최적 Case로 도출되었다. 중공축의 도입과, 반응

기 형상의 최적화를 통해 균일하고 높은 CO 분

포 형성과 함께 혼합을 촉진하여 반응기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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