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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모사 기법을 이용한 Pump Diffusion Mixer내의 응집제
확산분포에 대한 평가

Evaluation of Coagulants Dispersion in Pump Diffusion Mixer for Water
Treatment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were to evaluate the pressurized/the main inlet water flowrate ratio which have been used as

the most important parameter for operating the pump diffusion mixer until now, to suggest the alternative operating parameter

and the relating criteria if the flowrate ratio was not inadequate. For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simulation was conducted for 21 cases of flowrate ratio in full-scaled pump diffusion mixer. From the results of

CFD simulation, the local velocity gradient values were calculated in each case in order to analyze the simulation results in

more detail. For verifying CFD simulation, wet test was conducted. The wet test was to measure the factual coagulant

dispersion distribution at a distance of 5.4m from deflector. From both results of CFD simulation and wet test, flowrate ratio

was inadequate as operating parameter or criteria, on the other hand the pressurized/the main inlet velocity

ratio(dimensionless) was useful in predicting the performance of pump diffusion mixer. Also, the injected coagulant could be

dispersed evenly in overall cross section on the condition that pressurized/the main inlet velocity ratio(dimensionless) is over at

least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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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수처리공정에서 혼화공정은 가장 규모가 작고 짧은 체

류시간을가지고있지만입자성물질을제거하기위한첫번

째공정이다. 따라서후속공정전체의제거효율에 향을준

다는점에서매우중요한공정이다. 그러므로혼화공정을최

적화시키면후속공정의효율을향상시킬수있게되어결과

적으로 전체적인 정수처리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특히, Alum이나 염화철과 같은 금속계 응집제를 사용하는

경우에있어서그중요성은더욱더크다고할수있는데, 그

이유는 주입된 응집제의 가수분해가 10-4~1초 사이에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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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Mel(OH)mn+(Me:금속이온, OH:수산화이온, l,m,n:상수)

와 같은 수산화물을 생성시킴과 동시에 콜로이드 입자와의

흡착반응이 발생하기 때문이다(Amirtharajah and Mills,

1982). 즉, 금속계 응집제와 콜로이드 입자간의 반응시간이

매우 짧아서 급속혼화공정에서는 가능한 빠른 확산이 요하

게되는것이다. 급속혼화공정에서금속계응집제의확산은

이론적으로 1초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을 권유하고 있지만,

실제 설계나 운전여건상에서는 1~2초 내에 이루어지는 것

을허용하고있다(Hudson and Wolfner, 1967)(Vrale and

Jorden, 1971). 그러나 기계적 혼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많은정수장에서는2초이내에응집제를공정수내에골고루

확산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 30~40%정도 과잉

주입하여콜로이드와의충돌기회를증가시키고있는실정이

다(Kawamura, 1991).

지금까지 연구자 및 운전자들은 급속혼화공정 효율에

향을 주는 인자들로 혼화강도, 혼화시간, 임펠러 및 혼화조

형상, 응집제 주입양, pH 및 알카리도 등을 고려하여왔다.

Amirtharajah와Mills(1982)는응집제이온과colloid 입자사

이의화학반응과급속혼화조에서발생되는수리학적흐름특성

이깊은연관이있음을강조하 고, 일부선행연구자들은 흡

착과 전기적 불안정화(adsorption-destabilization)의 화

학이론에 근거하여 1초이내 완전혼화를 이룰 수 있는 급속

혼화 장치를 권장하 다(Hudson and Wolfner,

1967)(Vrale and Jorden, 1971)(Kawamura, 1976). 

최근응집제가원수에투입됨과동시에가능한빠르게수

중에 확산시킬 수 있는 장치로서 펌프 디퓨전 혼화장치

(PDFM: Pump Diffusion Flash Mixer)의 적용성이 증가

추세에 있다. 펌프 디퓨전의 경우 여러모로 기존의 기계식

혼화장치의 단점을 해결할 대안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데, 특히기존기계식혼화공정이필요로한긴체류시간, 소

음, 과다한에너지의소비및높은유지관리비용등의문제

가저감됨에따라수처리공정에서펌프디퓨전의사용이권

장되고 있다 (Kim & Lee, 2006). 또한 Clark 등(1994)은

여러 혼화 장치의 혼화효율을 추후공정인 침전성능으로 평

가하 는데, 그결과기계식혼화장치와같은효율을얻는데

in-line mixer 또는 static mixer의 경우 더 작은 양의 응

집제가소요됨을발표하 다. 그러나현재도입되고있는펌

프디퓨전혼화장치의경우외부에서수류의흐름이관측되

지 않고(대부분 불투명한 금속 재질로 이루어진 관수로 흐

름), 유입 수질 및 수량에 따른 운전 지침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성능의최적화를이루는데미흡한실정이다. 또한혼화

강도(mixing intensity)의산정방법론이기존의기계식혼

화 장치와 상이하여 운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며(실험실에

서는 기계식 혼화를 이용하는 jar-test로 응집제 주입량을

결정함), 실공정규모에서효율검증에관한사례연구가거

의없어서설치후관내에서불균등한혼화로인한침전지별

수질차이등의문제점이발생하는경우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실제펌프디퓨전혼화장치가설치되

어 있는 S_정수장을 선정하여 전산유체역학(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을 이용, 가압수와 원수

유량비를 21가지 경우로 변화시키면서 모사하고, 이 모사

결과를검증하기위해wet test를수행하 다. 이러한과정

에서현재제시되고있는펌프디퓨전혼화장치의운전지침

인가압수와원수유량비의적용타당성을검토하고이를대

체할 지표와 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는 지표 값의 범위를 모

색하고자하 다. 

2. CFD 모사

2.1 CFD 모사 방법
본연구에서국내S_정수장에서설치된실규모펌프디퓨

전 혼화 장치의 혼화효율을 가시화하기 위해 CFD이용하여

21가지경우(Table 1참조)의가압수/원수유량비조건모사

하 다. CFD는 복잡한 구조물내의 유동장 해석을

FDM(Finite Difference Method)기법을 이용하여 작은 셀

로분할하여각각의경계조건을두어해를구해내는방법으

로본연구에서는대상으로한펌프디퓨전혼화장치(Fig. 1

참조)에서deflector이후의가압수와원수의유체거동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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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펌프 디퓨전의 개요도 및 Mesh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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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도경사(local velocity gradient)를도출하기위해상용

전산유체 프로그램인 CFX 10.0을 사용하 다. 현재 운전

중인S_정수장에설치되어있는펌프디퓨전의개요도는다

음 Fig. 1 과 같으며, 혼화효율을 결정하는 변수로 가압수/

원수유량비를선정, 21가지의경우를대상으로모사하 다. 

본모델링에서사용된기본적인지배방정식은다음식(1)

과 (2)로나타낼수있다.

연속방정식

(1)

모멘텀방정식(Navier-Stokes Equation)

(2)

여기서, ρ는 도, V는 속도(각 방향 속도성분), t는 시간,

P는압력그리고 V는동점성계수를나타낸다.

식(1)과 (2)의연속방정식과모멘텀방정식이그리드(grid)

로분할된관(pipe) 내의20만개의셀에서해룰구하게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난류상황에서모멘텀전달을모델링하

기위해서는κ–ε모델이대부분사용되며, 본연구에서는난

류가등방성방향으로분포된다고가정하는Standard κ–ε

모델의발전형태인RNG κ–ε모델을사용하 다. 모사대상

이 된 관에서는 자유수면이 없다고 가정하 다. 관 벽면과

deflector는 No-Slip Condition을 적용하고, 잘 알려진

Prandtle 이론에의해유체의점성에의한표면박리현상이

발생한다는가정을적용하 다. 

2.2 모사조건
펌프디퓨전의다양한운전조건을모사하기위해 Table 1

에서 나타낸 21가지 경우을 선정하 다. Table 1에서 제시

한바와같이case1~case5는현재S_정수장에서운전중인

조건을토대로선정한것이며, case6~case21은이를좀더

세분화하여 가압수/원수 유량비를 다시 3%, 6%, 9% 및

12%로나누어모사한것이다.

3. Wet test

상기 언급한 CFD 모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가압수와

원수의유량(유속)비를변화시키면서관내응집제의확산분

포상태를측정하는wet test를수행하 다. 본연구의대상

Table 1. 모사조건

구 분 원수유량(Qi)(m3/hr) 원수유속(V1)(m/sec) 가압수유량(q2)(m3/hr) 가압수유속(V2)(m/sec) 가압수/원수 유량비(%) 가압수/원수 유속비(무차원)
case1 725 0.1781 73.1 4.311 10 24.2

case2 1,450 0.3562 92.2 5.437 6.4 15.26

case3 2,175 0.5345 105.5 6.222 4.9 11.63

case4 2,900 0.7126 116.1 6.847 4.0 9.56

case5 4,350 1.0689 132.9 7.838 3.0 7.33

case6 1,041 0.2558 31.23 1.842 3.0 7.2

case7 1,041 0.2558 62.46 3.684 6.0 14.4

case8 1,041 0.2558 93.69 5.525 9.0 21.6

case9 1,041 0.2558 124.92 7.367 12.0 28.8

case10 2,028 0.5116 60.84 3.588 3.0 7.2

case11 2,028 0.5116 121.68 7.176 6.0 14.4

case12 2,028 0.5116 182.52 10.764 9.0 21.6

case13 2,028 0.5116 243.36 14.352 12.0 28.8

case14 3,123 0.7674 93.69 5.526 3.0 7.2

case15 3,123 0.7674 187.38 11.051 6.0 14.4

case16 3,123 0.7674 281.07 16.577 9.0 21.6

case17 3,123 0.7674 374.76 22.102 12.0 28.8

case18 4,164 1.0232 124.92 0.737 3.0 7.2

case19 4,164 1.0232 249.84 1.473 6.0 14.4

case20 4,164 1.0232 374.76 22.101 9.0 21.6

case21 4,164 1.0232 499.68 29.468 12.0 28.8

Fig. 2. Wet test 실험 개요.

▽·ρV =0

δt 
+ (V·▽)V = – ▽P + V▽ V + Fρ

δV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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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되는실규모펌프디퓨전혼화장치는국내S_정수장에서

운정중이며, 당 정수장은 PAHCS(10.5%)를 응집약품으로

사용하고있다. Fig. 2에서나타난바와같이deflector에서

5.4m(4.5×직경 1.2m)되는지점에천공을하여sampler를

이용하여 총 29개 지점으로부터 지점별 샘플을 취하고 이

샘플들의Zeta potential을측정하 다. Wet test는가압수

와 원수의 유량비가 각각 2, 4 그리고 8%(유속비 5.6, 11.1,

22.2)로 총 3가지 조건에 대해 수행하 으며, 각 조건에서

측정된 Zeta potential의 측정값은 상용 소프트웨어

Surfer 8.0을이용하여확산분포도를도출하 다. 본Wet

test에 사용된 Zeta potential 측정 기기로는 Malvern사

Model Zen2600제품이다. 

4. CFD 모사결과

다음 Fig. 3은 Table 1모사조건 중 case 1~case5조건대

로펌프디퓨전혼화공정운전을대상으로CFD모사의결과

를도시한것이다.

Fig. 3에서 나타나듯이, 가압수/원수 유량비는 case 1에

서 case 5로 갈수록 작아지나 가압수의 유속이 빨라져

deflector후단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빠른 흐름이 분포되는

것이 관측되었다. 좀 더 자세히 상기 모사결과를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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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 (가압수/원수 유량비 = 10%)

(c). case 3 (가압수/원수 유량비 = 4.9%)

(b). case 2 (가압수/원수 유량비 = 6.4%)

Fig. 3. 펌프 디퓨전 CFD 모사결과(I) (응집제 유속 : 0.0001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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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deflector 부근에서의 국부 속도경사(local velocity

gradient)를도출하 다. 흔히혼화공정에서사용하는기존

의 G값과 국부속도경사의 정의는 다음 Fig. 4와 같이 정의

하 다(Park et al, 2002).

다음 Fig. 5 는 deflector가 위치한 중앙 단면 선상의 국

부속도경사를도출하여도시한그림이다(Fig. 1참조). 

Fig. 5 에서도출된 각case별 가압수/원수유량비와국

부속도경사의평균값과의관계를조사하기위해 Fig. 6과같

이정리하 다.

Case1~case5만을 대상으로 한 CFD 모사 결과 및 국부

속도경사값도출결과를살펴보면, 가압수/원수유량비가감

소할수록 국부속도경사값이 커짐을 알 수 있다. 특히 4%이

하가될때에는국부속도경사값의증가폭이상당이크다. 그

러나이러한현상은가압수/원수유량비는감소하지만실제

가압수의 유량과 유속이 빨라져 발생하는 현상으로 판단할

수있다. 이러한현상을좀더자세히규명하기위해Table 1

모사조건에서 나머지 case 6에서 case 21조건을 대상으로

모사한결과를고찰하 다.

다음 Fig. 7은 Table 1의 모사조건 case 6~case21를 대

상으로수행한CFD결과를나타낸것이다. 

Fig. 7모사결과에서나타나듯이, 원수유량이고정되어있

을 때 가압수/원수 유량비가 증가할수록 deflector 근처에

서 빠른 흐름이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원수유량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 가압수/원수 유량비가 큰 경우(12%) 원

수유입속도와가압수유입속도와의차이가큼에따라발생

하는 결과이다. 혼화효율이 속도경사에 종속적임을 감안할

때, 가능한 원수 유입 유입과 가압수 유입 속도와의 차이를

크게 함이 혼화에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case1~case5의모사결과와유사한경향을나타내고있다.

다음 Fig. 8은 Fig. 7의모사결과를좀더자세히분석하

기 위해 deflector부근(Fig. 1 참조)에서의 국부속도경사값

을도출한결과를그래프로도시한것이다. 각그래프에서y

축 상의 -0.1~0.1m 간의 속도경사가 0으로 나타난 것은

박 오·박노석·김성수·김기돈·임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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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case 4 (가압수/원수 유량비 = 4.0%)

Fig. 4. 기존 G값과 국부속도경사 (local velocity gradient)의 정의.

Fig. 3. 펌프 디퓨전 CFD 모사결과(I) (응집제 유속 : 0.0001m/sec).

(e). case 5 (가압수/원수 유량비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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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lector 표면은no-slip condition 조건을적용하 기때

문이다. 

Fig. 8에서나타나듯이가압수/원수유량비가증가할수록

국부속도경사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Table 2와 같이 국부속도경사의 평균값을 도출함으로써 좀

더자세히알수있다.

Table 2에서나타나듯이, case6~case21조건에서국부속

도경사의 평균값은 각 casequf로 가압수/원수 유량비가 증

가할수록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case1~case5의 모사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즉, 펌

프디퓨전형태의급속혼화공정의운전인자로흔히인식하

고 있는 가압수/원수 유량비가 아니라 가압수/원수 유입속

도의비가성능인자임을알수있다. 즉현재S_정수장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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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ase 3

(d). case 4

(e). case 5

Fig. 6. 가압수/원수 유량비와 국부속도경사 평균값의 관계 (case1~case5).

Fig. 5. 국부 속도 경사 분포 ( I ).

(a). case 1

(b).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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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ase 7 (원수 유량 : 1,041 m3/hr, 가압수/원수 유량비 = 6%)

Fig. 7. 펌프 디퓨전 CFD 모사결과( II ) (응집제 유속 : 0.0001m/sec).

(d). case 9 (원수 유량 : 1,041 m3/hr, 가압수/원수 유량비 = 12%)

(a). case 6 (원수 유량 : 1,041 m3/hr, 가압수/원수 유량비 = 3%) (c). case 8 (원수 유량 : 1,041 m3/hr, 가압수/원수 유량비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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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case 10 (원수 유량 : 2,028 m3/hr, 가압수/원수 유량비 = 3%)

(f). case 11 (원수 유량 : 2,028 m3/hr, 가압수/원수 유량비 = 6%)

Fig. 7. 펌프 디퓨전 CFD 모사결과( II ) (응집제 유속 : 0.0001m/sec).

(g). case 12 (원수 유량 : 2,028 m3/hr, 가압수/원수 유량비 = 9%)

(h). case 13 (원수 유량 : 2,028 m3/hr, 가압수/원수 유량비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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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ase 14 (원수 유량 : 3,123 m3/hr, 가압수/원수 유량비 = 3%)

(j). case 15 (원수 유량 : 3,123 m3/hr, 가압수/원수 유량비 = 6%)

Fig. 7. 펌프 디퓨전 CFD 모사결과( II ) (응집제 유속 : 0.0001m/sec).

(k). case 16 (원수 유량 : 3,123 m3/hr, 가압수/원수 유량비 = 9%)

(l). case 17 (원수 유량 : 3,123 m3/hr, 가압수/원수 유량비 = 12%)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Water and Wastewater
Vol.22. No1. pp. 49-63 Feb. 2008

58

CFD모사 기법을 이용한 Pump Diffusion Mixer내의 응집제 확산분포에 대한 평가

(m). case 18 (원수 유량 : 4,164 m3/hr, 가압수/원수 유량비 = 3%)

(n). case 19 (원수 유량 : 4,164 m3/hr, 가압수/원수 유량비 = 6%)

(o). case 20 (원수 유량 : 4,164 m3/hr, 가압수/원수 유량비 = 9%)

(p). case 21 (원수 유량 : 4,164 m3/hr, 가압수/원수 유량비 = 12%)

Fig. 7. 펌프 디퓨전 CFD 모사결과( II ) (응집제 유속 : 0.0001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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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6

(b). case 7

(c). case 8

(d). case 9

Fig. 8. 국부속도경사 분포( II ).

(e). case 10

(f). case 11

(g). case 12

(h). cas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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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ase 14

(j). case 15

(k). case 16

(l). case 17

(m). case 18

(n). case 19

(o). case 20

(p). case 21

Fig. 8. 국부속도경사 분포(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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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건인 case1~case5의 조건이나 가상의 운전조건인

case6~case21 조건에서 공통적으로 국부속도경사의 평균

값을 증가시키는 인자는 가압수의 유입속도이다. Table 2

의네번째 column에가압수유입속도/원수유입속도의비

를나타내었으며, 다음 Fig. 9은이비와국부속도경사평균

값의관계를도시한것이다. 

Fig. 9에서 나타나듯이, 가압수 유입속도/원수 유입속도

의 비가 약 21정도일 때 국부속도경사 평균값이 가장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다른 case에서도마찬가지로가압수속도

/원수유입속도의 비가 20~28사이에 국부속도경사 평균값

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최소 가

압수유입속도/원수유입속도의비가무차원으로20은넘어

야만족스러운혼화효율을기대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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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가압수 속도/원수 유입속도의 비와 국부속도경사 평균값과의 한계. (a). 가압수 유량 65m3/hr, 원수 유량 3,250m3/hr (가압수 속도/원수 유입속도
= 5.6)

(b). 가압수 유량 32.5m3/hr, 원수 유량 1,625m3/hr (가압수 속도/원수 유입속
도 = 5.6)

Fig. 10. 가압수 속도/원수 유입속도의 비가 5.6일때의 응집제 확산 분포.

Table 2. 국부속도경사평균값

구분 원수유량(Qi)(㎥/hr) 가압수/원수유량비(%)
가압수 속도/ 국부속도경사 평균값

원수 유입속도의 비 (무차원) (sec-1)case

case 6 1,041 3.0 7.2 0.3484

case 7 1,041 6.0 14.4 0.5475

case 8 1,041 9.0 21.6 0.7557

case 9 1,041 12.0 28.8 0.6300

case 10 2,028 3.0 7.0 0.6747

case 11 2,028 6.0 14.0 1.0702

case 12 2,028 9.0 21.0 1.2461

case 13 2,028 12.0 28.0 1.7501

case 14 3,123 3.0 7.2 1.0296

case 15 3,123 6.0 14.4 1.6404

case 16 3,123 9.0 21.6 1.8600

case 17 3,123 12.0 28.8 3.1175

case 18 4,164 3.0 7.2 1.3502

case 19 4,164 6.0 14.4 2.1915

case 20 4,164 9.0 21.6 2.5906

case 21 4,164 12.0 28.8 3.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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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et Test 결과

5.1 가압수 속도/원수 유입속도의 비가 5.6 인 경우
다음 Fig. 10은 서로 다른 유량 조건에서 가압수 유속/원

수의유속비가5.6로동일하게설정하여수행한Wet test의

결과를나타낸것이다. 이두경우실제응집제의확산분포

(deflector에서 5.4m되는지점)는거의유사한것으로조사

되었다. 원수와압력수이유량에관계없이응집제는주로관

의중앙하단부에편중되어있으며상단부에는거의응집제

가분포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5.2 가압수 속도/원수 유입속도의 비가 11.1 인
경우

Fig. 11은 가압수의 속도/원수의 유입속도를 11.1로 설정

하여 수행한 wet test결과로서 응집제의 확산 분포를 나타

낸것이다. 가압수속도/원수유입속도의비가5.6인경우에

비해 비교적 균등하게 혼화되는 것 같으나 관 단면의 우측

상단부에서는여전히낮은확산분포를보이고있다. 

5.3 가압수 속도/원수 유입속도의 비가 22.2 인
경우

Fig. 12는 가압수 속도/원수 유입속도의 비가 22.2인 경

우를 대상으로 수행한 wet test결과로서 응집제의 확산 분

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앞서 도시된 Fig. 10과 Fig. 11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응집제는 관 단면 전체에 월등히 균등

하게확산분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상기와 같이 CFD 모사결과와 wet test결과를 비교해보

면 wet test결과가 앞서 수행된 CFD모사결과와 만족스럽

게일치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공통적으로최소가압수속

도/원수유입속도의비가무차원으로20은넘어야만족스러

운혼화효율을기대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결론적으로

CFD 모사와 wet test의 결과로부터 이제까지 혼재되어 왔

던 펌프 디퓨전 운전 인자는 유량비가 아니라 유속비이며,

그기준은무차원으로최소20이넘어야효과적인응집제의

확산이일어날것으로판단된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실규모의 펌프 디퓨전 혼화장치를 대상으

로 가압수와 원수 유량비를 21가지 경우로 변화시키면서

CFD로모사하 고모사결과를바탕으로국부속도경사값을

도출하여 각 경우의 혼화 양상을 비교하 다. 또한 이러한

비교결과를검증하기위해펌프디퓨전내부의deflector로

부터일정거리에있는단면에서의응집제확산분포를실측

하는wet test를수행하 다. 이러한과정에서현재제시되

고있는펌프디퓨전혼화장치의운전지침인가압수와원수

유량비의 적용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대체할 지표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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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압수 유량 130m3/hr, 원수 유량 3,250m3/hr (가압수 속도/원수 유입속도
= 11.1)

(b). 가압수 유량 65m3/hr, 원수 유량 1,625m3/hr (가압수 속도/원수 유입속도
= 11.1)

Fig. 11. 가압수 속도/원수 유입속도의 비가 11.1일 때의 응집제 확산 분포.

Fig. 12. 가압수 속도/원수 유입속도의 비가 22.2일 때의 응집제 확산 분포
(가압수 유량 130m3/hr, 유량 1,625m3/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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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최적화할 수 있는 지표 값의 범위를 모색하고자 하 다.

다음은본연구를수행하면서얻어진결론은다음과같다. 

1) CFD 모사결과, 펌프디퓨전형태의급속혼화공정의운

전 인자로 흔히 인식하고 있는 가압수/원수 유량비가

아니라 가압수 속도/원수 유입속도의 비가 성능인자임

을알수있었다. 

2) 또한, 가압수 속도/원수 유입속도의 비가 약 21정도일

때국부속도경사평균값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다른 case에서도마찬가지로가압수속도/원수유입속

도의 비가 20~28사이에 국부속도경사 평균값이 상승

하는것으로나타났다. 

3) CFD 모사결과와wet test결과를비교해보면wet test

결과가 앞서 수행된 CFD모사결과와 만족스럽게 일치

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공통적으로최소가압수속도

/원수 유입속도의 비가 무차원으로 20은 넘어야 만족

스러운 혼화효율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CFD 모사와 wet test의 결과로부터 이제

까지혼재되어왔던펌프디퓨전운전인자는유량비가

아니라 유속비이며, 그 기준은 무차원으로 최소 20이

넘어야 효과적인 응집제의 확산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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