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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제 목 

섬해저 망간단괴 공기양광시스댐의 비정상유동해석 모벨개발연구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심해저에 부존되어 있는 다금속 광물자원의 개발은 이들 자원을 거의 해외에서 수 

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으며 육상에 있어서 이 

들 자원의 고갈도 먼 장래의 일이 아니라고 예측되기 때문에 여러 선진국에서는 적극 

적으로 그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로서는 

주요 광물을 해외에서 장기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아닐수 없다. 특히， 심해저광물 자원은 인류의 공동 재산으로서 국제적인 관리아래 

에 두려고 하는 합의에 의해 바다에 관한 모든 것을 규정한 유엔 해양법 협약이 1994 

년 10월 16일자로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4년 8월 2일 유엔회의에서 세계 7번째 

로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선행 투자자 자격을 인정받아 태평양 클라리온-클리 

퍼톤 해역에 15만km2의 광구를 확보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같이 남태 

평양 및 중서태평양 연안국의 지역 기구인 SOPAC에 지원국의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 

다. 이는 국가 기간산업의 필수원자재인 망간 니켈 코발트 둥 핵심전략광물의 장기 

안정적인 공급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해양영토 개척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 

라 위상제고는 물론 차세대를 위한 경제 영토적 유산을 확보하는동 여러가지 측면에 

서 매우 돗깊은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심해저 광물자원의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서 

는 최첨단의 과학기술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미 관련기술을 개발한 선진국에서는 기술 

보호주의에 의하여 제삼국으로의 기술이전을 기피하고 있으므로 개발기술의 도입 및 

개발자료의 접근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아울러 심해저 망간단괴 광구를 개발할 채 

광기술에 대한 우리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막대한 자 

본투자를 필요로 하는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 특성상， 광업의 위험성을 최소화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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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도 채광에 관련된 종합기술은 극히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래 

심해저 망간단괴를 채광하기 위한 근본적인 시도의 일환으로 유체드렛지 방식 중에서 

공기양광시스램의 양광관내 불분명한 고-액-기 삼상류의 유동특성을 전산모댈링에 의 

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통특성은 양광관내에서 삼 

상류혼합물의 유동이 완전히 진행된 후， 양광관내 혼합물의 관내농도가 각각 일정하 

게 유지되는 동시에 혼합물의 유동속도와 압력분포가 일정히 유지되는 정상유통상태 

하에서 유동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이같은 정상유동분석은 주어진 시스 

템에서 필요한 적정한 동력만을 설계하므로서 실험모형분석을 통해 획득된 실험적인 

결과와 연계된 유동특성을 설명할 수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수행할 실 

험실에서의 양광관내 유동특성분석에 앞서 실험수행 초기부터 발생되는 양광관내 혼 

합물의 비정상유동특성 즉 혼합물의 각종 물성과 시스템에 따라 달라지는 유통특성 

을 분석하기 위해 전산모델령올 수행하였다. 이같은 시도는 앞으로 수행할 공기양광 

시스템의 실험실모형설계에 있어서의 규격결정과 시스템가동시 요구되는 동력특성 및 

혼합물의 유동특성을 예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수행할 근해역 모형시험을 대비 

한 여러 주요 인자들을 결정할 수 있는 주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m.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심해저 망간단괴 공기양광시스템은 집광시스렘에 의해 채광된 단괴를 공기의 부 

양력을 이용하여 해저에서 해상까지 권상하는 장치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업생산시 

가장 유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체드렛지 양광방식 중에서 실제 공기양광시스템 

의 양광특성을 검토하고 운전제어상의 여러가지 문제점올 예측하기 위해 양광관내 비 

정상적인 유동현상해석을 위한 전산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양광관내의 

유동상태를 수식으로 모델화하고 전산시율레이션 계산방법올 통해 양광성능을 파악 

하고 그 비정상적인 특성올 분석하므로서 양광관내의 고액기혼합물의 유동특성을 해 

석하는 것을 연구범위로 하였다. 

N. 연구개발결과 및 활용얘 대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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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결과 

심해저는 미래의 에너지자원의 새로운 공급처로서 그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채광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연적 

이다. 채광시스템중 가장 중요한 시스뱀은 양광시스템으로서 유체드렛지 방식이 유 

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양광시스템에는 수력펌핑양광시스템과 공기양광시 

스템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공기양광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양광관내의 비정상적 

인 유동현상해석을 위한 전산모델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공기주업심도가 깊을수록 정상상태로의 도달시간은 길어지고， 정상상태 이후 주 

입되는 공기점유율과 토출되는 공기점유율은 감소한다. 그리고 공기속도는 토출 

구에서는 저하하지만 공기주입구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2) 양광관의 직경을 증가시킬수록 유동저항이 감소하여 정상상태로의 도달시간이 

단축되어 결과적으로 시스템운영시에 발생될 수 있는 불안정한 유동특성올 빠 

르게 안정화시킬 수 있다. 

3) 공기주입구와 토출구에서의 공기점유율은 양관관의 직경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4) 양광관내에서 공기점유율은 토출구에 가까울수록 증가하며 이는 공기주입부의 

압력에 비해 토출구의 대기압에 의한 공기팽창에 따른 공기밀도의 감소에 기인 

한다. 

5) 실제모형실험에 앞서 수행된 전산모형실험 및 분석올 통해 실제모형실험상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며 최적 실험모형환경을 설정하는 데 도 

웅올 줄 수 있을 것이다. 

2. 활용에 대한 건의 

심해저 채광시스템은 집광 및 양광시스템， 선박시스뱀과 수송시스템의 통합체이 

다. 각 시스템과 하부시스템 및 관련기술 또한 통합시스뱀 구축에 매우 중요하다. 

심해저 망간단괴 채광은 주로 해저에서의 단괴를 모으는 집광작업， 집광된 단괴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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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서 해상까지 이동시키기 위한 양광작업， 해상에서의 처리 및 일시적으로 저장키 

위한 작업， 작업현장에서 육상설비까지 단괴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구분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기술은 채광의 성패를 결정하는 집광 및 양광기술이다. 그러므로 향후 

양광기술연구부문에 있어서는 실제 실험시스템에 의해 수행인자들의 확인과 규명을 

거쳐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전산모텔에 입력된 자료를 보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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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Analysis Model 

of Usteady State Slurry Flow Mechanism in Air Lifting system 

for Deep-sea Manganese Nodules" 

The development of the polymetallic mineral resources deposited in 

deep- sea is very important project in Korea which imports the resources from 

other countries. Some advanced countries make an active effort for its 

development, since the depletion of land mineral happens in near future. It is 

very important to secure the major minerals in the long term for our country. 

The development of deep- sea minerals contributes greatly to the stable supply 

of the important strategic minerals such as manganese, nickel, cobalt, etc. 

which are essential to the key industries. Moreover, it raises the our phases 

in the intemational society in the viewpoint of the exploration of ocean 

territory and it makes secure the territorials heritage for the next generations. 

However, the most ultramodem technology is required to actively develop the 

deep- sea minerals, but the introduction of the technology and the approach of 

the materia1s is veη limited, since the developed countries shrink to transfer 

the technology to the third countries. The mining technology for developing 

the area of the deep-sea manganese nodules has rarely carried out. Especially,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 of the development of deep- sea manganese 

nodule which needs lots of capital investment, the synthetic technology related 

to the rrunmg is very important in order to mlnlrruze the risk. In deep-sea 

mmmg system, first collecting system gathers nodules, next lifting system 

transfers the collected nodules from seabed to onboard. Fluid dredge system is 

known to be preferred as lifting system and it is the most important par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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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ng system. Lifting system in deep-sea manganese nodules is an apparatus 

to lift nodules and to mine through collecting system from seabed to onboard. 

Air lifting system is known to be preferred as lifting system in deep-sea 

manganese nodules. This study developes the an떠ysis model related unsteady 

state slurry flow mechanism with three-phases flow of air-liquid-solid in the pipe 

for air lifting system. These results can be used to successfully predict the flow 

characteristics . and also configurations for the stabilized operation in lab and pilot 

scale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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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80년대 이후 육상광물이 급속히 고갈됨에 따라 각 선진국들은 광물자원확보를 위 

해 해저에 무진장 존재하는 광물자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해저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주요한 광물자원은 망간단괴와 망간각 및 열수유화광물퉁이 있으며 이들 자 

원에는 유용한 광물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 지하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도 

날로 심화되고 있는 선진국의 자국자원 보존주의에 대처하고 자원확보라는 관점에서 

해저 광물자원 중 공해상에 무진장하게 부존된 다금속 광물인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 

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심해저 망간단괴를 개발하 

는 광엽은 투자회수기간이 길고 신기술이 요구되는 위험도가 큰 사업이다. 반면에 

이 사업은 전략광물의 장기적인 안정공급원 확보를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산 

업의 기술 파급 효과 둥이 예상되므로 경제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경제 외적인 효과 

도 매우 큰 사업이다. 특히， 심해저 광업의 개발대상광물인 니켈， 코발트， 동， 망간 동 

은 산업활동에 기초적인 원자재로 사용되는 것으로써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들 광물들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심해저 망간단괴 광구를 개발하기 위한 양광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유체드랫지방식 

인 수력펌핑양광시스템과 공기양광시스템올 중심으로 1994년도 부터 현재 3년간 연구 

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심해저 망간단괴를 양광하기 위해 전년도에 수행한 공 

기양광시스탱의 양광관내 정상유동에 관한 연구에 이어 비정상유동에 대한 연구에 관 

한 것이다. 공기양광시스템은 압축공기를 공기관올 통해 양광관의 하부로 불어넣음 

으로써 양광관의 물과 기포의 혼합물의 밀도를 양광관 바깥의 물의 밀도보다 작게 만 

들어， 이 밀도차에 의해 양광하는 장치이며 이때， 양광관의 최하부에서 공기를 불어넣 

어야 만 하는 것은 아니며 양광관의 중간에서 공기를 불어넣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 

고 공기흡입부이하의 하향부분의 압력변화는 수력펌핑양광시스템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가 있다. 공기양광의 유동메카니즘은 주입된 공기와 해수로 혼합된 유체의 

밀도와 공기주입하부에 채워져 있는 해수만의 밀도차에 의해 발생되는 부양력으로 공 

기주입하부의 해수만의 속도가 해저부 혹은 집광기 저부에 놓여있는 단괴입자의 침강 

종속도보다 빠를 때 양광관내의 망간단괴입자는 해수의 유동방향으로 상숭유동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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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유동되는 유체는 주입된 공기와 이미 채워져 있는 해수 및 고체인 망간단괴들 

이고， 공기가 포함된 이 같은 시스템내에는 여러형태의 유동형태가 나타나며 이러한 

유통형태는 망간단괴의 양광량에 주요한 영향올 끼칠수 있으나 이러한 유통을 정확히 

규명하는 작업은 매우 난해하다. 일례로， 양광관 상부에서는 공기의 팽창에 의해 유 

체의 부상속도가 급속히 증가하기 때문에 양광관 상부로 접근할수록 양광관 내경을 

확대하거나 배압올 걸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연구에서는 양광관내 

에서 삼상혼합물의 유통이 완전히 진행된 후， 양광관내 혼합물의 관내농도가 각각 일 

정하게 유지되는 동시에 혼합물의 유동속도와 압력분포가 일정히 유지되는 정상유동 

상태 하에서 유동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정상유동분석은 주어진 시스템 

에서 필요한 적정한 동력만을 설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실험모형분석을 통해 획득된 

실험결과와 연계한 전체적인 유동특성은 설명하기가 곤란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실험실에서의 특성분석에 앞서 실험실에 설정될 모형과 동일하게 

실험수행 초기부터 발생되는 양광관내 혼합물의 비정상유동특성， 즉 혼합물의 여러 

물성과 시스댐에 따라 달라지는 유동특성올 분석하기 위해 전산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문헌으로 부터 기체 혼합물들의 관내 유동특성들을 실험적으로 분석 

한 방법과 그 결과를 토대로 망간단괴의 양광실험특성분석을 위한 참고자료로 이용하 

였으며 문헌연구의 세부분야는 기체-액체 기체-고체입자의 혼합물올 주 대상으로 하 

였다. 그리고 전산모텔링단계로서 실험실모형으로 설정된 시스템에 대한 분석， 즉 해 

수로 채워진 양광관내의 임의의 공기주입지점으로부터 양광관상부로 갈수록 관내농 

도， 혼합물의 유속， 그때의 압력분포가 시간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파악하 

였다. 전산모댈링에 이용할 비정상유통방정식은 연속방정식， 운동방정식， 에너지방정 

식을 기본으로 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양광관유동을 둥온유동시스템으로 설정하 

였으므로 열에너지방정식은 적용하지 않았으며 운동방정식에 필요한 뉴톤의 유체 점 

성항은 비-뉴톤의 유체점성항으로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구성방정식으로 적용 

하였다. 이러한 설정단계를 통해 혼합물의 연속방정식과 운동방정식을 지배방정식으 

로 설정하여 수치전산모댈링올 수행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앞으로 수행할 실험실 모 

형설계에 있어서의 규격결정과 시스템 가동시 요구되는 동력특성 및 삼상혼합물의 유 

동특성을 결정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장래에 수행할 근해역 시험을 대비한 여러 주 

요 인자들을 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아울러 국내의 고유한 전산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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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 개발에 따른 이러한 연구는 실험실모형시험올 통하여 앞으로 수행할 심해저 망 

간단괴의 양광관내 삼상유송을 최적화 할 수 있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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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수직관 내에서의 가체상 유체의 유동 

기포의 관내 유동형태는 연속상의 모든 유속에서， 그리고 분산상의 아주 작은 유속 

으로부터 비교적 큰 유속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하게 발생한다. 이는 기포류가 유송 

체에 분리， 수용되어 발생하거나 열의 부가， 압력감소， 전기분해 혹은 화학 반응을 통 

해 시스램 자체내에서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화 

및 비둥에 관련된 문헌에서 광범위하게 언급한 기포의 내부적 생성은 다루지 않고 주 

된 관심분야는 오리피스 장치에 의한 기포의 생성올 조사하였다1-4) 실제로 관내의 

기본적인 유동형태는 기포의 생성방법， 즉， 화학적반응과 공기주입에 의한 방법둥과는 

상관없이 대체로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기체나 비혼합 액체가 오리피스 장 

치를 통해 주입될 경우에， 충돌과 부착 및 합쳐지는 과정을 거쳐 모자형태의 커다란 

기포가 형성될 때까지 기포의 수는 기체속도의 증가에 따라 증가한다. 이 같은 커다 

란 모자형태의 기포의 직경은 관의 직경과 거의 동일하고， 이는 기포유통 형태가 끝 

나고 슬러그유동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Fig.l 참조) . 그리고 유동하고 

있는 연속적인 액상에 나타난 기포의 수， 크기 및 모양과 기포간 혹은 기포와 연속상 

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된 기포의 수， 크기 및 모양과의 차이점을 우선 관찰할 필 

요가 있는데 이 때 주의활 점은 기포의 수， 크기 및 모양이 비교적 안정되어지고 더 

이상 입구조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준평형상태에서 관찰되어야 하는 것이 

다. 기포들이 충돌하면， 기포혼합물은 합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러한 이유는 

기포는 항상 총 표면적올 감소시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순도액체내에 

있는 기포는 미량의 오염물질이 함유된 액체내에 있을 경우에 비해 더 쉽게 합치려는 

경향이 있으며 기포의 유통형태는 입구의 영향력이 더 이상 중요한 사항이 되지 않 

고， 기포끼리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 하에서， 기포가 연속적으로 생성될 때에 

완전히 안정적이 된다5) 그리고 전체적인 기포유동영역올 순수한 기포영역과 기포와 

슬러그가 혼합된 영역으로 세분화 하는데， 기포영역은 작고 분산되어있는 기포로 구 

성되어 있는 반면에 기포-슬러그영역은 슬러그유동으로 천이될 수 있는 영역으로서 

기포영역하의 작고 분산된 기포와 좀더 커다란 기포덩어리들로 서로 혼합하여 구성되 

어 있다. 이러한 기포의 유동형태에 관한 개념적인 이해는 액체에 잠겨있는 수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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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스상태에서 생성된 기포의 빈도와 그 크기에 영향올 미치는 요인들을 생각할 수 

있다. 액체에 잠긴 오리피스를 통해 주입된 생성된 가스기포의 체적은 오리피스 직 

경과 기액간 계면장력둥을 포함한 기체와 액체의 성질 및 오리피스를 통과하는 기체 

의 유동량에 기인하는 것으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체를 일정한 크기의 오리피스 

에 저속으로 주입할 경우에， 생성된 기포의 체적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고 기포의 

생성빈도는 기체의 속도에 따라 증가한다. 이 때 기체속도를 계속하여 증가시키면， 

기포의 생성빈도는 어떤 한계치에 도달하게 되고 각 기포들의 체적은 증가된 기체유 

동량을 수용하기 위해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더이상 기포가 뚜렷하게 형 

성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되며， 이 때 기체는 오리피스로 부터 다소 연속적인 제트 분 

출 형태로 방출된다. 

2-1. 기포 유동 

2-1-1. 기 포의 상숭 

정체된 액체내에서 기체의 기포가 상승하는 속도는 유체자체가 지니고 있는 성질 

에도 관련이 있지만 대체로 기포체적이나 기포와 관의 직경과 관련이 있다 Peebles 

와 Garber6l는 1인치 관을 사용하여 관내에 점성은 llcp의 혼합물을 넣었을 경우와 물 

을 삽입한 두가지 경우를 상정하고， 공기기포가 상숭할 때의 거동을 실험， 관찰하여 

Fig. 2와 같은 결과를 도시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체된 액체내에서 기포 

가 상승할 때 그 속도에 관해 접근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방법은 층류 

운동 상태에서 구형기포가 상숭하는 본질적이고 이상적인 조건으로 가정하고 연속방 

정시과 운동방정식에 의해 그 문제를 이론적으로 접근， 해석하는 것이고， 둘째방법은 

어떤 정상상태의 조건으로 가정하고 고체입자가 침강하는 경우에서와 같이 기포에 작 

용하는 부유력과 항력간의 평형을 이루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 해석하는 것이다. 

이 때 통상적으로 항력은 항력계수의 형태로서 경험적으로 결정된다 Siemes와 

Peebles, Garber는 이에 관한 폭넓은 이론과 실험상의 연구결과를 거의 동시에 발표 

했으며 특히， Siemes는 Peebles와 Garber가 수행했던 것처 럼 기포의 유동올 4개의 영 

역으로 분류함과 동시에 그들과 유사한 관계식을 제시하기도 하였다6까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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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delson8)은 무한한 범위를 가진 액체내에서 유동하는 커다란 기포의 상승속도와 

무제한적으로 깊이를 갖는 액체의 표면파 속도간의 유사성올 전개하므로서 순수한 액 

체내에서 상숭하는 기포에 관한 자료들이 이 같은 파동 방정식에 상당히 잘 맞는다 

고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Uno와 Kintner둥은 직경 2.09에서 15.25 cm까지의 서 

로 다른 크기의 6개의 관을 사용하여 그 관속에 4개의 다른 액체들을 넣은 후， 다양 

한 형태의 공기기포에 대한 상승속도를 측정하여 경험적인 관계식을 제안하였는데 이 

경험식은 기포의 상승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벽에서의 지연효과에 대한 액체의 표면 

d S ~l ....,,11 ~ , 1 .,-1 '" 11 f"'Ù ....-1 9) 
장력과 관직경 D와 관련된 1---- 관계로 나타내었다 Haberman과 Sayre은 실련 D 

더형 의 관내부에서 고정적으로 운동하는 액체안의 강체와 유동구체의 움직임을 분석 

하는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파동유사성을 확장하여， 구속된 액체내에서 

의 기포상숭속도와 제한된 깊이에서 액체위의 파동속도를 연관시킴으로써 관벽근접효 

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10) 그들의 기포상숭속도에 관한 방정식은 ds와 관경 

D의 비율， Eotvos 수치 및 무한적인 매체내에서의 기포상승속도로 표시되어 있으며 

Uno와 Kintner의 실험자료들과 비교하여 볼 때 잘 일치하고 있다. 또한 정지된 액 

체내에서 연속적으로 상숭하는 기포군의 속도에 대해， 다공판올 가진 기포발생 장치 

에서 기포를 생성시키는 것과 같이， 균일한 크기를 가진 기포들올 밀접한 간격으로 

무리를 지어 연속적으로 생성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째는 층류상태하에서 서로 접촉하거나 거의 접촉되어 있는 균일하게 분포된 무수히 

많은 작은 기포는 다소 일정한 속도로 상승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고 둘째는 기포 

들이 근접하여 부착되고 또는 합체되는 정상적인 경향에도 불구하고 이 기포들이 상 

당한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에 별개로 남아 있을 수 도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층류기 

포영역으로 간주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와 같은 기포군의 속도는 단일 기포 

또는 동일한 크기의 작은 기포군의 속도에 비해 상당히 느리며 이러한 상황은 간섭침 

강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때 상숭하고 있는 연속적인 기포군을 정지 

상태로 간주할 수 있으며 액체는 기포의 농도가 증가할 때 투과성이 감소된 기포군층 

을 통과하는 배수로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도시한 Fig. 3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그림은 정지된 액체속에서 겉보기가스속도가 기포군의 상숭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Fig. 3에서 도출한 자료를 이용하여 도시한 Fig. 4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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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가스체적분율이 기포군의 정지된 액체상승속도와 단일기포의 정지된 액체상숭 

속도와의 비율에 미치는 영향함수를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1-2. 기 포의 상호작용 

1) 방사상호작용 

통일한 수평면상에서 서로 근접한 기포가 상승하는 기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 

량적인 특성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유체내에 있는 고체와 구형입자들의 

침강에 대한 제한적인 이론과 아울러 실험적인 연구들은 이같은 문제와 어느 정도 관 

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수평면의 단일 고체 구형업자의 운동에 

작용하는 입자들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인 해석은 그와 같은 입자들의 쌍들로 제한되 

어 있다. 두개의 격리된 구형입자들이 운동에 의해 포개지는 개념에 대해 설명하면 

한쌍의 입자속도는 입자중심과 중심간의 서로 떨어진 거리와 입자직경과의 비율로서 ( 

표시되며， 그 결과 입자의 중심이 수평이 되도록 서로 접촉하는 두개의 동일한 구형 

입자들은 단일 구형 입자의 경우에 비해 40% 정도 더 높은 침강속도를 갖는다고 제시 

하였다11l 입자 Reynolds 값이 10-4에서 10범위에 있는 작은덩어리 형태의 구형고체 

에 대한 거동실험에 의하면 한쌍으로 된 입자가 좀 더 높은 침강속도를 갖는다는 것 

을 확인했고， 레이놀즈값이 0.03이하를 갖는 구형입자들의 경우에는 분리되거나 회전 

하지 않고 서로 인접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레이놀즈값이 0.05이상 

인 구형입자의 경우에는 최대분리거리 (Maximum separation distance)에 도달할 때까 

지 구형입자들은 분리되면서 내부적인 회전이 일어나고， 이 때 최대분리거리는 레이 

놀즈값의 증가에 의해 입자직경의 약 8배에서 3배까지 감소하는 것올 발견하였다12) 

그리고 3개 내지 6개의 구형입자로 이루어진 덩어리는 일개의 구형입자보다 침강속도 

면에서 더 높다는 것이 유사하고， 회전은 어느정도 일정한 분리거리， 즉 레이놀즈값이 

약 1인 구형입자의 경우에는 직경의 6배， 레이놀즈값이 약 7인 구형입자의 경우에는 

직경의 3배까지 떨어져 있어야만 발생한다는 것올 알았다. 또한 고체구형업자에 있 

어 기포들 사이에 서로 유사한 상호작용이 있올 것으로 기대 했으나 여러가지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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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즉， 내부적으로 순환이 일어나고 그 형태 

는 구형， 편구형 또는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으며 진동이 자주 발생하며， 나선 모양 

과 지그재그 형태로 이동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관점은 

기포끼리 접촉하는 경우에 서로 부착될 수 있으며， 만약 서로 부착된다면 서로 합쳐 

진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기는 곤란하지만 실험에 의해 

방사상 상호 작용에 의한 전반적인 속도효과， 즉， 단일 기포와 여러개의 기포의 상숭 

속도 차이 L1 Vr을 직접 관찰하므로서 결정할 수 있다. 이외에 공기와 물의 이상유동 

에 있어 5.04cm의 실험관을 사용하여 방사상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였는데 관 직경의 

8%보다 더 큰 직경을 갖는 기포에 대해서 만 방사상의 상호작용이 적용된다는 사실 

을 발견하였고， 이 때 수평적인 상태로 근접되어있는 기포들이 기포 상승속도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하여， 단일기포의 속도에 대한 기포속도의 증분， (cm/sed , 수평면에 있 

어서의 기포수， 기포직경 (cm)의 변수들을 을 사용한 경험식을 제공하기도 하였다13) 

대체로 입자의 방사상 상호작용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방사상 분리거리 이하부분에 대 

한 연구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구형고체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보면， 낮은 

Reynolds값에서 기포는 직경의 8배 이내에 존재하는 다른 기포에 대해 민감하게 작용 

하고， 그들의 상숭속도는 단일기포의 상숭속도로부터 작은 량， 약 4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문제는 최소한의 안정적인 분리거리이다. 즉， 기포의 직 

경과 비례하여 어떤 최소한의 분리거리 이하에서는 명백하게 진동하고 나선모양의 운 

동을 하며 불규칙적인 운동올 나타내는데 이것은 기포충돌로 인해 기포간의 부착 및 

합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 축방향 상호작용 

방사상의 상호작용의 경우에서와 같이 선도하는 기포의 후류(wake)가 뒤에 따라오 

는 기포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고형구체의 운동에 관 

한 연구로부터 어느정도 정성적인 이해는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연속적으로 침강하 

는 고형구체쌍들간의 축 방향에 대한 상호작용올 살펴보면 후류효과는 직경의 10배 

보다도 더 큰 중심과 중심과의 거리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즉， 구형입자들 사이 

의 상대속도로서 측정하는 경우에， 그 상호작용은 입자직경의 8에서 10배까지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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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때 나타나고 입자중심과 중심의 떨어진 거리 11z에 반비례하며 ， 더 작게 떨어진 

경우에는 상대속도는 거의 일정하고 오직 기포레이놀즈수에 따라 증가한다는 것이다 

12) Fig. 5는 이러한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 여러 과학자들은 어떤 임계거리 이내 

에서 기포가 다른 기포를 뒤따르고 있을 경우에， 상숭속도의 증가를 초래하는 기포간 

에는 축방향의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을 관찰했다14) 이러한 상호작용은 앞서가는 기 

포에 의해 생성된 소용돌이의 장애， 기포의 통과에 따른 액체의 교체에 의해 야기되 

는 부가적인 액체속도의 성분， 기포의 형태와 경로에 있어서의 진동을 포함한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는데 기인하는 것이다. 커다란 모자형태의 기포에 대한 축 

방향의 상호작용은 기포들이 서로 관 직경의 5내지 6배 보다 더 가깝게 뒤따를 때 중 

요하게 작용하며 관 직경의 약 8배까지도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그러므 

로 방사상의 상호작용의 경우에서와 같이， 기포의 분리거리가 기포의 상승 속도에 미 

치는 영향을 직접 관찰하는 것이 축 방향의 상호작용 문제에 접근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또한 축 방향의 기포분리거리가 임계치를 초과하게 되면 축방향 

의 상호작용과 안정된 유동형태는 발견할 수 없다고 하는 연구가 -있다13) 

2-1-3. 기 포의 유동분포 

유동하는 액상에서 일련의 단일기포의 행렬은 약간의 편차를 가지고 모든 방향으 

로 부터 중앙에 집적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초기에 분리된 두개의 기포는 관 

직경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충돌하고， 부착하고， 합체될 수 있지만 그 본연의 

상태로 남아 있으려는 경향이 있다. 고체구형입자들의 경우와 유사하게 기포수가 증 

가함에 따라 3개에서 6개 정도의 기포로서 이루어지는 정다각형의 형태로서 접근하는 

배열올 기대할 수 있지만 이 배열에서 기대되는 유일한 질서는 시간적인 평균분포를 

통계학적으로 묘사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 기포의 단면분포에 관련된 수많은 실험적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통상적으로 분포는 기호 éG로 표현되는데， 이는 기체상의 

시간평균을 기준한 국부적체적분율이며 종종 국부적공극비 (Loca1 void ratio)라고도 일 

컬어 진다. 이에 관한 전형적인 종단면도를 Fig 6에 도시하였다15) 그림에서 보는 것 

처럼 각각의 선들은 시험구간의 하단 및 상단끝 지점에서 동시에 채택한 종단면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선들이 분산되어 있는 것은 농도분포에서 시간변화와 불확실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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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여러 과학자들은 전술한 자료에 근거하여 기포의 

시간평균분포를 근사적으로 편리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시도하여 좀 더 규칙적인 종 

단면도를 묘사하였지만 Fig. 6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크현상은 반영할 수 없었다. 

그리고 유동하는 기류내에서 단일기포가 아닌 두개이상의 기포가 상숭하고 있을 

때， 횡단변에 있어서의 기포의 위치는 그들의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동 

액체의 속도종단면도 뿐만 아니라， 기포의 선도하는 속도 종단면도에 대해서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비록 이론상으로는 액체의 속도 종단면도， 기포농도 종단면도， 각 

기포들의 상숭속도， 관벽효과 및 방사상 상호작용으로부터 기포의 속도 종단면도를 

계산하기를 기대할 수 있지만 기포의 존재가 액체의 속도 종단면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로 이를 계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액체 및 기포속도 종단면도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은 실험적인 연구에 의해 얻어져야 만 한다. 공기-물유동에 관한 

연구는 전술한 것과 같은 분포되어 있는 기포가 유통하는 액체의 종단면도에 미치는 

영향을 잘 밝혀 주고 있는데 이를 도시한 결과는 Fig. 7과 같다15) 그림에서 보는 것 

처럼 기체상의 평균체적분율이 약 0.10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난류 

속도 분포가 뚜껑모양의 종단면도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포속도 종단면도는 

이것들과 유사하지만 액체종단면도속도보다 빠르게 변화한다고 예상올 할 수 있다. 

그리고 유동하는 액체에서의 기포의 절대상승속도는 정지된 액체에서의 기포 상숭속 

도와 유동하는 액체의 국부적절대속도와의 벡터합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 

술한 바와 같이 유통하는 액체에 유입되어 축 방향으로 상숭하는 일련의 단일 기포 

또는 몇 개의 기포들의 상황올 설명함에 있어 기포들의 축 방향의 평균거리는 기체유 

량， 각 기포의 평균부피 및 기포의 속도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나 기포의 체적， 속도 

및 거리에는 불규칙적인 편차가 있다. 이는 기포들간에 일정한 평균적인 체적올 가 

지고 있기 때문에 기체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포간의 거리는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축 방향의 상호작용이 기포의 가속과 함께 필연적으로 가장 밀접한 기포간에 발생하 

므로 기포간에 충돌이 발생한다. 층류상황하에서는 매우 안정적인 상태가 되어 기포 

들은 결합 또는 합체에 저항하므로 이상적인 기포유동이 발생한다. 그러나 난류상황 

하에서는 기포의 부착이 나타날 수 있으며 표면장력에 의해 합체현상이 발생할 수 있 

다. 특히， 합체 유무에 상관없이 기포의 부착은 기포의 유효한 크기를 크게 하고 기 

포간의 거리를 넓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유동의 안정도는 새로운 기포의 체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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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에 해당하는 기포의 상대속도에서 얻올 수 있다. 이러한 속도는 적용할 수 있는 

항력계수 곡선에 따라 원래의 속도보다 더 느리거나 더 빠를수 있다. 이때 유동하는 

혼합물의 실제 가스체적분율이 증가하면， 입자농도의 증가와 함께 입자침강속도가 감 

소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상대기포속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같은 효 

과는 처음에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가스의 체적분율이 약 0.05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가스 속도가 더욱 더 증가하면 처음에는 작은 기 

포가 적은 수의 큰 기포로 빠르게 변형되고， 결과적으로 일부 커진 기포가 거의 관을 

가로지르게 되는 시점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때 기포는 거의 구형 돌출부로 되며 기 

포의 넓이 대 깊이 비율이 약 4 정도를 갖는 모자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유형의 

기포가 형성되는 것을 슬러그유동형태의 시작이다16) 전술한 일련의 순서는 일련의 

단일 기포 혹은 처음에 일정한 체적을 갖는， 상대적으로 작은 일련의 기포에서 가스 

유량증가로 인해 유동형태가 변화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그와 같은 일련 

의 기포 대신 다공판의 기포 발생장치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은 수많은 다양한 크기의 

작은 기포들이 있다고 가정하면 처음에 이 기포들은 낮은 빈도로 방출되지만 가스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빈도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즉， 초기의 기포덩어리에서 축 

방향 및 방사상의 상호작용과 불규칙적인 진동에 의해 기포의 충돌， 부착에 이어 합 

체현상을 일찍 발생시킬 것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상황은 단일한 일련의 연속 

성에 대해 기술된 현상과 대동소이하다. 그러므로 충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작은 기포의 군집현상은 단일한 일련의 더 큰 기포들 혹은 기포의 집합체 

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층류 조건하에서 작은 기포의 군집은 매 

우 높은 영속성올 갖는다. 그래서 가스와 액체의 초기 유입방식에 상관없이 만약 가 

스의 체적이 축 방향， 방사상 혹은 진동하는 영향이내에 있는 기포들에 서로 상응하 

다면， 궁극적인 유동형태는 안정되고 동일하게 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안정된 형 

태가 전개되기 위해 요구되는 이동거리는 유체의 유량뿐만 아니라 유체의 계 및 다 

른 성질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2-2. 슬러그 유동 

기포에서 슬러그유동패턴으로의 전이는 기포가 처음 생성될 때나 기포의 결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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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체로 인해 기포의 크기가 증가하므로서 발생한다. 이런 방식으로 거동하는 기포의 

최소크기는 직경의 약 0.75배를 갖는 구형 돌출부를 가진 모자 형태의 기포이다. 비 

록 슬러그유동으로의 전이가 그와 같은 기포의 형성지점에서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 

지만， 최소한 관의 직경과 동일한 길이를 갖는 기포가 형성될 때를 슬러그유동의 시 

작으로 정의하는 것이 더욱 실질적일 수 있으며 그와 같은 기포는 시각적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슬러그유통은 커다란 기포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액체슬러 

그사이에 있는 수많은 작은 기포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완전하게 진행된 슬러 

그유동에서 액체슬러그 사이에 있는 기체의 평균체적분율은 대략 0.10의 크기를 나타 

내지만 17) 기포에서 슬러그유동으로의 전이상태에서 액체슬러그내의 기체분율은 이 보 

다 훨씬 더 높으며 이 값은 대략 0.25의 크기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같은 슬러그 

의 유동형태는 연속상의 모든 유속에서 그리고 불연속상의 적당한 유동범위에서 발생 

한다. 기체와 액체의 혼합상 또는 일정한 액체유량에서 기체의 유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 기체유량이 거의 관을 채우는 모자 모양의 기포를 형성될 정도가 될 때 이러 

한 유동형태는 시작된다. 이같은 기포들의 후류는 몇 개부터 많은 훨씬 더 작은 것 

들까지의 어느 곳에서든지 다소간에 구형기포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기포간의 공간은 

대개 액체로 채워져 있으며 액체로 채워진 바로 이 공간을 슬러그로 간주된다. 그리 

고， 가스유량의 증가에 따라 모자모양의 기포는 확대되어지고 길어지며， 거의 구형모 

양의 돌출부와 원통모양의 형태로 점점 가늘어지는 전이상태를 갖는 뚜렷한 현상을 

나타나게 된다. 기포주변에는 아래방향으로 흐르는 액체의 비교적 앓은 막이 형성된 

다. 기포내부는 본질적으로 둥압영역이므로 결과적으로， 근접해 있는 막에서의 압력 

또한 본질적으로 일정하다. 이는 막에 작용하는 중력이 벽에서의 전단웅력과 기포막 

계면에서의 상방향웅로의 작은 전단웅력에 의해 전체적 균형올 유지한다는 것을 것올 

의미한다. 그래서 슬러그 유동영역내의 속도에서， 액체막은 아래 방향으로 흘러 상방 

향으로의 벽 웅력을 생성한다. 이러한 상황올 Fig. 8에 도시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기포가 길어짐에 따라 슬러그의 길이는 감소하며， 이 때 기포의 후류가 뒤에 

오는 기포의 속도에 영향을 주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같은 상황은 뒤에 오는 기 

포의 가속을 야기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선행하는 기포와의 충돌 및 합체를 유발하여 

기포와 액체간의 슬러그 길이가 약 두배로 되는 결과를 낳는다. 느린 그리고 중간정 

도의 액체속도에서 가스유량과 기포의 길이가 좀 더 증가하게 되면， 기포 주위의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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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막에서는 파동과 불안정성으로 인해 액체가 기포내로 침투하게 되어 원래의 모양 

이 파괴되고 기포 조각들과 액체슬러그 간에 교대로 분리와 결합을 하게 된다. 그 

결과， 형태는 많은 교반을 나타내는 거품형태로， 더 안정된 미스트유통형태로의 폭넓 

은 전이를 나타내게 된다. 반면에 초당 7 또는 8피트， 이 보다 더 큰 크기의 겉보기 

액체속도에서 가스유량이 더욱 증가하면 상당히 긴상태의 안정적인 기포를 생성하게 

되고 환상미스트 유동으로의 직접적인 변형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2-2-1. 슬러그의 상승 

슬러그유동에 관한 문헌들을 살펴보면 우선 정체된 액체 속에서 커다란 기포의 상 

숭에 그 출발점을 두고 있다18， 19) 대체로 기포의 상숭속도에 대한 초기의 연구는 

Dumitrescu20l와 Taylor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기포의 특성과 모양은 Taylor기포로 

언급되어지고 있다. 이 중 테일러기포가 Griffith와 Wallis의 제안과 일치되어 현재까 

지 사용되고 있다. 표면장력의 효과를 무시한 채， 관 내에서 실제로 액체 속을 상승 

하는 가스기포의 거동은 무점성의 액체속을 상승하는 무중량의 기포에 대한 가설의 

경우로 추정할 수 있다. 기액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기액계에서는 기포의 밀도는 

액체의 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시될 수 있으며 기포의 표면은 둥압표면이다. 이 

때 기포를 정지된 것으로 간주하고 액체가 아래로 흐르고 기포주위에 있다고 가정하 

면 중심선과 기포의 돌출부에서 액체의 속도는 0이다. 또한 정체된 액체상태에서 

기포의 절대상숭속도와 액체의 유효절대속도의 합과 같은 속도로 상숭하는 액체내의 

테일러유형 기포를 일반적으로 생각해보자. 이같은 상황은 액체의 유효속도가 관 횡 

단면의 더 큰 부분으로 확장하지 않는다면 더 작은 기포의 상숭현상과 유사하다고 간 

주할 수 있다. 액체 레이놀즈수 0에서 60，000이상일 경우에， 물속에서 유동하는 테일 

러기포의 상숭속도를 연구실험한 결과 21) 기포유동의 경우에서처럼 테일러기포의 절대 

상숭속도가 정체된 액체상태에서의 상숭속도와 액체속도에 비례하는 항의 합임을 입 

증하였다. 그리고 액체 슬러그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작은 기포들에 대한 연구에 의 

하면 공기-물계 혼합물을 대상으로하여 1.09인치인 관올 사용하여 기포의 크기와 그 

분포 및 속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공기와 물의 겉보기속도가 각각 

초당 4.9ft인 경우와 2.6ft인 경우에 액체 슬러그에 존재하는 공기-물계내의 총기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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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비율은 결국에는 물의 속도와 무관하고， 다시 살펴보면 총기체의 평균비율은 물 

의 속도에 따라 상당히 느린 공기속도에서 30%부터 초당 4.9ft에서는 약 15%까지 직 

선적인 변화를 보인다는 것올 알았다 이것은 전체시스템 체적기준으로 볼 때， 대략 

10%의 액체스러그에 포함된， 거의 일정한 기체체적분율에 해당된다. 또한 그들은 액 

체슬러그내에 있는 작은 기포의 존재가 테일러 기포의 상승속도에 약간의 효과를 갖 

고 있다고 제시하기도 하였다. 

2-2-2. 슬러그의 상호작용 

두개의 인접한 테일러기포 사이의 상호작용과 선행하는 기포의 후류효과에 기인한 

후발기포의 가속화에 관한 증거는 많은 연구가들에 의해 관찰되어 왔다. 이 문제에 

대한 상세한 실험적 분석에 의하면 액체 슬러그길이는 가스와 액체속도에 거의 무관 

하며 ， 평균적으로 직경의 약 7.5배이며， 약 30%정도 변화한다는 것이다껑，잉 또한 자 

료를 외삽할 경우에 모자형 기포에 대하여 작은 기포가 대략 직경의 8배의 최소분리 

거리를 나타내며 슬러그유동에서 거품유동으로의 전이하는 과정에 대해， 기체의 속도 

가 증가하는 일정한 액체의 속도에서 슬러그유동이 거품(froth)유동으로 전이하는 것 

은 하부속도가 감소하는 것과 아울러 빠르게 웅직이는 기포들에 둘러쌓여있는 액체막 

의 안정성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파동은 막과 기포의 경계변에서 

발달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막올 파괴시키고， 액체가 기포안으로 침투하게 되어 일 

반적으로 거철고 빠르게 교반되는 기체와 액체의 혼합물이 발달하게 된다. 슬러그유 

동에서 거품유동으로 전이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막의 파괴는 수막벽기둥에서 관찰된 

현상과 유사하다. 수막에서 불안정성이 발생하는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슬러그에서 거 

품유동으로의 전이를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불안정성은 기포와 수막사이의 상 

대속도， 수막의 두께 그리고 수막내에서 파동의 전달에 의한 불안정한 기준둥에 기인 

하고， 이를 토대로 파동이 수막에 전달될 수 있고， 기하학적으로 수반되는 가장 불안 

정한 파동장동의 조건을 고려하여 제한적이지만 안정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기준을 

발전시킨 것도 있다. 즉， 기포의 길이는 어떤 여하한 관계들에 의해 정의되지 않고 

그것은 입구조건을 포함하는 다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에 주목하므로서 Fig 

9에 도시한 것과 같이 직경과 관련지어 여러 값들올 해결하였으며 1인치 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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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과 연속성 및 운동량의 관계를 규명하였다껑 이 그림에서 빈칸으로 표시된 자 

료는 슬러그유동의 자료이고 우측상방향의 검은색으로 채워진 부분의 자료는 거품유 

동의 자료이다. 

2-3. 거품유동 

거 품유동 형 태 는 Chum, Froth, Wave entrainment, Dispersed plug 및 Semiannular 

로 다양하게 불려져 왔다. 이러한 유통형태는 파동을 치면서 가스와 액체가 교대로 

슬러그로 나타난다는 면에서 슬러그유동형태와 유사하다. 거품유동의 특정은 빠른 

유속에서 기포의 후류가 더 잘 섞이게 되고 수많은 작은 기포들이 꼬리끝부분에서 

분열이 발생하며 모든 후류는 기포안에서 더 많아지게 된다. 거품유동이 규칙적인 

슬러그유동형태와 다른점은 기체의 기포나 액체의 슬러그가 관 내에서 유통할 때 그 

들 자체의 성질을 유지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관내에서 그같은 영역들은 지속적으 

로 액체로 채워지거나 비워지고， 더 많은 이동이 있게 되고， 유동형태는 갑작스런 압 

력구배의 증가와 지체율의 최대값에 의해 특정지어진다(Fig. 10-11 참조). Nicklin 과 

Davidson은 젖은 벽기둥안에서의 범람현상을 거품유동과 연관지었으며， 이러한 유통 

형태의 변화를 수막내의 불안정성 때문이라 생각했다. 이는 액체영역에서 연속적으 

로 파괴현상과 생성이 나타나는 결과로서， 액체의 하류유동올 감소하게 하고 그 영역 

이하의 액체부족(Starvation)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19) 이러한 형태는 Fig. 12 

에서 보는 것처럼 겉보기가스속도의 적당한 범위 이상에서 또는 어떤 임계겉보기액 

체속도상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규칙적인 슬러그유동에서 미스트유동으로 전이 

하는 것올 의미한다. 그 같은 형태의 주어진 액체속도에서 표면인력에 의해 규칙적 

인 액체슬러그와 기체기포들이 파괴되는 지점으로부터 액체의 용적을 관벽까지 이동 

시킬 수 있는 기체속도로까지 확대된다. 이 같은 거품유동과 유사한 형태가 액-액계 

에서 일어나지만 이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매우 부족하므로 기-액계에서의 거품유동 

형태와 그 특성을 비교하는데 있어 신중한 분석이 요구된다. 

2-4. 미스트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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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트유동형태는 가스와 액체가 혼합된 상태에서 가스의 빠른 유속과 가스와 액체 

의 비율에 의해 폭넓게 나타나는 특정이 있고 이 같은 형태는 통상적이지 않지만 예 

외적으로 액체와 액체의 혼합물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수막이 없는 경우의 유동형 

태는 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기포분산(Dspersed bubble) 유동형태와 실질적으로 같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볼 때 액-액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만는 정량적으로 이해하기가 곤란하므로 우리의 관점을 기-액계에 한정하고자 한다. 

기-액계에서 미스트 유동형태는 액체에 수반된 작은물방울(Entrained droplets)을 포 

함하여， 저에서 고로 변화할 수 있는 농도에서 상부로 유동하고， 연속적이며 가스의 

중심부를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고， 관벽에서 수막의 요동이 매끈하게 작용하는 것둥 

을 생각할 수가 있다. 수막은 완전한 층류유통이거나 관벽으로부터 아주 가까운 곳 

에서는 층류일 수도 있고， 기-액 경계면의 가까운 곳에서는 난류일 수도 있다. 기체 

상은 난류유동하에서 존재하고 정상상태하에서는 결국， 어떤 작은 물방울을 가진채 

(Entrained droplets)로 일 정 량으로 남아있으며 기 체 의 속도보다 다소 낮은 속도로 움 

직인다. 이러한 미스트유동을 작은잔물결 (Small ripple)영역과 방해파동(Disturbance 

wave)영역으로 구분하기도 한다갱 작은 잔물결 영역에서 작은 파동은 액체의 표면에 

서 발생하고 계면속도배열의 속도로 움직이며 그 후에 그들의 동질성은 없어진다. 액 

체유동속도가 높을 때에는 파동은 커지고， 그것들은 계면속도보다 2-5배 더 빠른 속 

도로 웅직이는데 이러한 파동을 방해파동이라 한다 Telles와 D따이er둥은 앓은 수막 

파동의 수직유동에 관한 여러가지 자료를 이용하여 정역학적인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파동이 진행될 때， 평균적인 피막두께보다 1000배 정도 넓은 간격을 가진 액체 

의 커다란 괴상(Lump)이 전체유동의 50%에 걸쳐서 나타나 것올 알았다25) 환상유동 

형태와 미스트유동형태는 두 가지의 분리된 유동형태로 종종 취급되지만 두 형태 모 

두 극단적이고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액체가 피막과 동반된 작은 물방울사이에 

서 분포하며， 그 분포는 유동메카니즘상의 어떤 급작스런 변화없이도 점차적인 변화 

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인 분석은 Mist-free annular 흐름이나 Annular-free mist유동으로 

가정할 때 상당히 칸단해 질 수 있으며 특히， 어떤 제한적인 조건하에서 이같은 접근 

방법은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주어진 액체속도에 

서 기체속도가 감소하면 수막속도는 더욱 더 감소하고 그 두께를 증가시킨다.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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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체임계속도에서 액체필름속도는 0이 되고， 이 속도이하에서 수막은 갑자기 두꺼 

워지며 벽근처에서의 속도는 음의 수가 되고 기체상을 통과하면서 거품유동이 일어난 

다. 기체속도가 증가하면 난류가 수막에서 발생하고 수막의 두께가 감소하며 파동이 

계면에서 발달하므로서 증가된 많은 작은물방울들은 수막으로부터 떨어져나가 기체와 

동반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연속적으로 수막은 파괴되고 거의 모든 액체는 기체상 

에서 동반한 작은물방울들처럼 이동하게 된다. Fig. 13을 살펴보면 모든 액체가 가스 

중심에 있는 작은 잔물결 영역과 방해파동영역상에 존재할 경우， 비침수성 

(Nonwetting)인 영역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엉 일반적으로 우리는 모든 액체가 수 

막에서 이동한다고 가정해 왔는데 저농도의 액체를 제외하면 액체의 중요한 부분이 

기체중심부에 있는 작은 물방울로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Fig. 14에서 보듯이， 

직경 0.25인치 플라스틱 관내에 있는 공기와 물의 혼합물의 수직유동에 관해 이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26) 즉， 액체 피막 내에 있는 유동은 처음에는 액체유속과 함께 증가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부분 기체유속에 의존하는 값에 이르면 거의 같아지게 되는 것 

을 알 수 있으며 대체로 값이 가장 큰 기체와 액체의 유속에서 대체적으로 액체의 

90%는 수반된 작은 물방울일 때 이동된다. Fig. 15는 액체의 국부적 체적분율에 관 

한 연구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미스트유동하에서 동반하는 물방 

울의 크기 분포와 크기를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 잘 알려지진 않고 있으나 작은 물방 

울의 크기가 수막의 두께보다 다소 작게 될 것이라 생각할 수는 있올 것이다. 작은 

물방울의 크기와 크기의 분포를 측정해 왔던 사람들 중의 한사람으로서 그의 증기-물 

계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총 액체비율에서 외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약 5에서 

8.5*10-3인치 027-216 microns)의 범위를 갖는 액체피막이 있는 상황과 액체비율에서 

3배정도가 변화하는 상황하에서 39-44 microns 정도로 변화하는 산술명균적인 물방울 

직경을 찾아냈으며 그 같은 물방울의 크기 분포는 약 10에서 100 microns의 범위를 

차지하고 더 낮은 크기쪽으로 휘어진다는 것올 확인했다. 그리고 기체 중심부에 있 

는 액체체적분율올 전체액체유량의 함수로 표시할 수 있으며 Fig. 16은 이를 잘 표현 

해 주고 있다. 이 그림은 일반적인 상관관계로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지침적인 면에 

서는 유용하다. 표본추출 조사를 통한 공기와 물의 혼합물에서 수직상의 환상유동상 

태에 있는 기체의 중심부분올 연구한 결과， 액체를 주입하는 축과 그 주위에서의 주 

입하는 방법들 사이에서 극적이고 연속적인 차이점이 있다'z7) 특히， 전술한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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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의해 얻어진 실험상의 압력구배와 Fig. 16에 나타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의 

해 계산된 결과와 비교할 수가 있다 Fig. 17의 그림은 직경 1.25인치의 관올 사용 

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이를 살펴보면 관안에서는 서로 압력구배 곡선에 대해 근접하 

는 경향을 보이지만 입구효과는 먼거리에 대해 남아있는 것올 알 수 있으며 17.5인치 

시험관 단면의 끝 방향으로 가는 피막의 두께에 대한 실험치는 액체를 주입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수막은 축방향으로 기체를 주입하는 

경우에 더 앓아짐을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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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공기양광시스템의 벼정상유동 

3-1. 공기양광시스템 

에어리프트시스탱이라 불리우는 공기양광시스템은 수력펌핑양광시스템과의 종합평 

가가 가능한 상용시스템이어야 한다. 상용시스템의 평가를 위해 실시되는 대규모 실 

험의 목적은 전체 시스템의 양광동력쟁)을 최소로 하는 조건의 결정， 단괴의 일정량을 

채광하기 위한 제원의 결정， 다양한 조건의 변동에 대한 안전운전이 가능한 계측제어， 

고액기 삼상흔합물 즉 단괴 해수 공기가 혼합되어 선상으로 올라오는 관내에서 단 

괴회수 효율을 높이는 장치의 계획 동의 기술을 확립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폭 

넓은 실험조건에 대웅가능하도록 시설을 설비해야 함은 필연적이다. 공기양광시스템 

에 요구되는 주요 장치의 분류와 그 기능올 항목별로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1) 공기양광시스템 

- 필요 단괴량을 고효율로 양광할 수 있어야 한다. 

- 농도 및 속도의 변동에 대한 현상추측이 가능해야 한다. 

- 여러가지 현상조건하에서 신뢰성이 높아야 한다. 

(2) 압축기 

- 수심이 낮은 해역의 실험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 압력 및 유량의 변동에 대한 대웅능력이 가능해야 한다. 

(3) 공기수송장치 

- 압축기와 공기관의 선상 접속부에서 배의 흔들립을 홉수할 수 있다. 

- 공기관이 양광관의 주위를 회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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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손실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 여러가지 해상조업에 대해 안전성이 필요하다. 

- 선상에 장치되어야 한다. 

- 파이프의 이상유무를 선상에서 감지할 수 있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4) 공기주입장치 

- 공기관의 움직임에 따른 회전이 가능해야 한다. 

-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 역류하지 않아야 한다. 

- 안정된 흡입이 가능하고 이상유무를 선상에서 감지해야 한다. 

(5) 분리장치 

- 소형으로 분리효율이 높아야 한다. 

- 단괴의 파쇄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선상의 환경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이상의 삼상유송 공기양광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제반장치 및 기계장치를 요약하 

면 Fig. 18과 같다. 해상에서의 망간단괴를 채광하기 위한 실제 공기양광장치의 일례 

를 간단한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Fig. 19와 같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공기양광시스템의 

양광방식은 공기흡입관을 통하여 해상의 채광선에서 해저에 내려진 양광관의 중간으 

로 공기를 불어넣음에 따라 이 공기홉입구와 해면과의 사이에 관내의 고액기 삼상혼 

합물의 비중이 관외의 해수 비중보다도 작아지는 것을 이용하여 해저에서부터 상숭한 

망간단괴를 공기의 부상력으로 원활하게 양광하는 장치이다. 공기양광시스템의 정상 

운전시， 관내의 유동상태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공기홉입구 하부의 고액이상류부에서 

는 단괴의 중량과 압력손실에 의해 관내의 압력구배가 관외의 해수의 압력구배보다 

커져서 단괴가 회수되는 반면에 공기홉입구 상부의 고액기 삼상류-부에서는 공기의 부 

력이 관마찰에 의한 압력손실보다도 크고 관내의 압력구배는 관외의 해수의 압력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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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도 작아져서 이러한 압력차이가 공기양광시스댐의 구동력이 된다. 공기양광시스 

템은 이러한 공기 부력에 의한 구동력과 부하가 균형 잡힌 상태에서 운전된다. 공기 

양광시스템에 있어서 해수면 근처의 양광관 상부의 기액고 삼상류부에서는 공기가 팽 

창함에 따라 양광관내의 유속은 매우 커지고 따라서 망간단괴도 고속으로 부상하게 

된다. 이 부상속도 증가에 따라 압력손실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양광성능이 저하된 

다. 이러한 이유로 공기양광시스댐은 해면부근의 양광관의 직경올 하부의 그것보다 

큰 것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양광관 출구부에 압력을 걸어 관내의 유속 증가를 억제 

하거나 이 압력을 공기압축기에 배압으로써 회수하고 시스템의 효율올 향상시키는 것 

도 시스템의 계획상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랩의 양광성능을 정확하게 예측하 

기 위해서는 양광관의 유동방향 각 부분에 걸쳐 기액고 각 상의 거동을 파악하고， 각 

부분에서의 유동상태를 수식으로 모델링하여 유동특성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이 때 공기의 팽창에 의한 양광관내의 고액기 각상의 유통거동은 매우 복잡하 

므로 그 거동을 규명하기 위한 수식화된 고액기 삼상류의 유동방정식 또한 상당히 복 

잡하게 된다. 특히 공기팽창에 따른 해면부근에서의 고속영역은 시스템의 성능에 크 

게 영향을 미치므로 고액기 삼상분리장치 동의 선상설비를 설계하는 데에도 매우 중 

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또한 실제 상업용 공기양광시스탱에 있어서는 공기홉입구에 

서 공기를 불어넣어 이것이 해면까지 상숭하는데 수백초가 걸리고 운전초기에 고액기 

삼상류부의 공기의 체적은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운전제어상 여러가지 문제가 발 

생하리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이유로 시스템의 비정상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동시에 

그 운전제어 방법올 확립해 두는 것이 시스탱의 안정 및 효율적인 가동을 위해 필요 

한 것이다. 

3-2. 비정상유동모델 

공기‘양광시스템의 양광관내에서는 공기 해수 망간단괴 입자의 혼합물이 삼상유통 

을 이루므로 이때의 비정상 유동방정식은 각상에 대한 연속방정식과 운동방정식이 필 

요하며 둥、온유통으로 가정하면 열에너지방정식이 제외된 6개의 방정식이 필요하게 된 

다29，30) 이 때 주입된 공기는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기체로 취급할 수 있고 둥온유동 

계에서 단지 압력의 함수로서 공기밀도가 변화하는 기체의 상평형 (Phase equiva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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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요구된다31 ，32) 또한 해수와 단괴입자는 서로 용존되지 않는 비압축성인 물질 

로 가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밀도는 압력변화에 따라 항상 일정한， 해수와 단괴입자 

를 하나의 고액이상혼합유체로 취급할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할 수 있는 이유는 고

액 슬러리와 같은 흙탕물 둥은 각 상간에 질량이동이 있으면 그에 따라 밀도가 변하 

지만 단괴와 해수간에는 질량유동이 없으므로 준 단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삼상혼합물의 관내유동시에는 2개의 공기와 이상혼합물(해수와 단괴)의 2 

개의 연속방정식과 공기와 이상혼합물의 2개의 운동방정식으로서 총 4개의 유동방정 

식과 비점성유동시에 발생하는 양광관내의 벽면과 삼상혼합물과의 마찰저항력 계산에 

필요한 1개의 구성방정식을 이용하여 비정상 유동올 모텔링할 수 있다. 한편 수직양 

광관내에서 망간단괴입자들의 부양은 관내에 주입된 공기의 밀도와 해수만의 밀도 차 

에 의해 해수가 공기주입부 상부로 상숭하게 되는데 이때 해수속도가 단괴의 침강종 

속도에 비해 빠를 때 단괴의 입자들은 부양하게 된다. 그리고 단괴와 해수의 미끄럽 

속도비 (Slip velocity rati이는 0.2정도로 문헌에 나타나 이를 이용하였다33) 본 연구의 

공기 혼합물의 비정상유동해석을 위하여 가정한 것은 양광관은 퉁온시스탱으로서 공 

기의 밀도는 압력만의 함수이고， 해수와 단괴의 이상혼합물은 비압축성 유체이며， 단 

지 해수와 단괴입자의 차이점은 밀도와 미끄럽 속도차가 존재하지만 공기와 해수와의 

미끄럼속도비는 동일하게 가정하였다. 또한 관내의 삼상혼합물의 겉보기밀도는 각상 

의 체적점유율로서 정해지며 이러한 체적비는 각상의 미끄럽속도비에 의해 관련된다 

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 하에 시스템의 최초운전시에 먼저 수직 양광관내에 해 

수가 완전히 채워져 있고 저부에는 망간단괴 업자가 놓여 있올 때， 임의의 양광관 하 

부를 통해 정해진 압력에서 주입된 공기는 주입상부의 공기와 해수로 이루어진 이상 

혼합유체의 밀도와 주입하부에는 해수만 존재하기 때문에 공기주입 상하부간에는 밀 

도차가 발생하여 공기주입하부의 해수를 양광관 출구밖으로 상승시킨다. 이때 해수와 

단괴업자의 속도비에 따라 단괴입자 역시 출구 밖으로 동반，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공정에 대한 비정상 유통해석을 위해 가정한 초기조건은 관내에 해수는 이미 채워져 

웅직이지 않고 또한 공기압은 가해지지 않은상태이다. 그리고 경계조건중 공기주입 

부에서는 공기유량을 사용하였고 그 값은 공기주입부에서의 주업압력과 공기체적비에 

따라 계산되었으며， 출구부에서는 대기압을 경계조건으로 사용하였다. 

- 53-



3-2-1. 공기의 상태방정식 

일반적으로 공기는 기체로 취급하여 공기의 밀도가 압력과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함수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V = zRT (1) 

식 (1)에서 공기는 비압축성기체이며 양광관 시스템은 둥온시스템으로 가정하였으므 

로 식 ( 1)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A = P (월) (2) 

식 (2)에서 공기밀도는 압력에 비례하는 형태로서 일정한 공기밀도와 압력에서 주어 

진 압력과 공기밀도와의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 

3-2-2. 연속방정식 

질량보존의 법칙을 토대로 시스템 내에서 단위체적당 질량변화율은 단위체적 내에 

서 질 량교환율과 같으며 Fig. 20과 같이 표현된다. Fig. 20은 유동이 관의 축방향으 

로만 일어날 때이며 이에 대한 질량평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29) 

A L1x 흐E- = A [ ( P Ux) | x- ( P Ux) | x+4] at (3) 

식 (3)의 양변올 단위체적 (A L1x)으로 나누고， L1x가 0으로 접근 시에 다음과 같은 

연속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ap I a XL+--(pUx) = o at I 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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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Region ofvolume(AAx)fixed in space through which a fluid is flowing. 

- 55-



식 (4)는 유동계에서 질량평형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연속방정식이다. 

(1) 공기의 연속방정식 

호(CA P A) + 』-(CA P A UA) = o 
ðt 

(5) 

식 (5)는 양광관내 공기， 해수， 단괴입자로 이루어진 삼상혼합유체의 유동시 공기만의 

체적점유율 CA 일 때의 공기의 연속방정식이다. 

(2) 해수와 단괴업자의 연속방정식 

흐(CM P M) + j-(CM P M UM) = o 
ðt 

(6) 

식 (6)은 양광관내 공기， 해수， 단괴입자로 이루어진 삼상혼합유체의 유동시 해수와 

단괴로 이루어진 이상혼합유체의 체적점유율 CM 일 때의 이상혼합유체의 연속방정 

식이다. 또한 공기의 체적점유율과 이상혼합유체의 체적점유율의 합은 항상 1 이고， 

이러한 가정을 수식으로 간단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CA + CM 1. 0 (7) 

CM CL + Cs (8) 

식 (8)에서 이상혼합유체의 체적 점유율을 해수만의 점유율과 단괴업자만의 점유율로 

나타낸 것이다. 

3-2-3. 운동방정 식 

뉴톤의 제 2법칙올 토대로 질량유동시 수직 양광관내 단위체적당 운동량 총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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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체적 내에서 운동량의 교환율과 시스템에 작용하는 총힘으로 표현된다. 이에 대 

한 운동량 운동량 교환은 유체의 유동이 양광관의 축방향으로만 진행될 때는 

A( p VxV x I x - P VxVx I x+ .ðx) 이 고， 동시 에 유체 분자의 유동시 에 양광관의 수직 면 

으로 발생하는 전단운동량의 교환은 본 연구에서는 점성유동이 아니고 비점성유동으 

로 적용하였음으로 이 교환은 무시되었고 단지 양광관의 벽면과 혼합유체의 저항은 

층류유동이라는 가정하에 구성방정식에서 미끄럽마찰력올 적용하였다. 유체의 유동 

방향으로의 힘은 유체의 압력교환 A(P I x - P I x+ .ðx)으로 표현될 수 있고 또한 

중력의 반대방향으로 유동이 일어나므로 이것은 -A L1x pgx로 표현하여 이를 모두 

단위체적 (A L1x)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30) 

4(PUx) = - 4(pUx Ux) - g갤 - pg at \ r- VXI ax (9) 

식 (9)는 비점성유동시 미끄럽 마찰력과 공기와 해수의 밀도차에 의한 부양력을 감안 

하지 않은 순수한 밀도 p 를 갖는 물질이 수직상승 하는 데에 성립되는 일반적인 운 

동량방정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식 (9)를 기본으로 각 상의 운동량방정식올 위해 적 

용하고자 한다. 

0) 공기의 운동방정식 

a / _ .2\ , ap 
감 (CA P A VA) + 값 (CA P A 따) + CA g 값 

+ CA P A g + CA F D = 0 (0) 

식 (0)에서의 운동량방정식은 공기와 해수-단괴입자의 혼합유체 중 양광관내에서 공 

기만의 체적비를 갖는 운동량방정식으로서 주입된 공기의 밀도 PA 와 공기와 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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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벽면의 미끄럽 마찰력 F D 가 첨가되었다. 

(2) 해수와 단괴 입자의 이상혼합유체 운동방정식 

a / _ _ 2 ~， __ ap 
감(CM P M V싸 + 값(CM P M 패) + CM g 값 

- CA CL P M g + CM F D 0 (11) 

식 (1)에서의 운동량방정식은 공기와 해수-단괴입자의 삼상혼합유체 중 양광관내에 

서 해수-단괴업자의 이상혼합유체 체적비를 갖는 운동량방정식으로서 혼합유체의 밀 

도 PM , 즉 CsP s+ CL P L로 표현할 수 있다. 혼합유체와 양광관의 벽면의 미끄럼 마 

찰력 F D 가 첨가되었다. 식 (11)에서 좌변 음의 항은 공기가 양광관내에서 체적비 

CA에 따라 공기와 해수만의 밀도차에 의해 발생되는 부양력으로 작용하며 해수만의 

체적비 CL이 첨가되었다. 

(3) 공기와 해수 및 단괴입자의 삼상혼합유체 운동량방정식 

양광관내에서 해수와 단괴입자로 구성된 이상혼합유체는 비압축성유체로 각각 감 

안할 수 있으며 또한 공기， 해수， 단괴의 각각의 상간에 질량교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삼상혼합유체의 전체밀도는 관내에서 공기，해수， 단괴의 체적율에 따라 

정해질 수 있으므로 삼상혼합유체의 운동량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옮 (CA P A VA) + 옮 (CM P M V싸 + 옳 (p 빼 VMM2) 

ap + g 경조 + CA g ( P A - CL P M) + F D =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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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2)는 공기와 이상의 구성된 해수와 단괴입자로 혼합된 삼상혼합유체의 운동량방 

정식으로서， 공기를 양광관내로 주입할 때， 공기의 체적율에 따라 공기밀도 PA 와 

해수밀도 PL 간의 차에 따라 발생되는 해수의 부력으로 인해 단괴입자는 해수를 따 

라 상승하게 된다. 또한 관내의 벽면과 삼상혼합유체간의 미끄럽 마찰력 F D 는 일 

반유체에 적용되는 마찰력을 기본으로 하여 사용한다. 식 (1 1)에서 삼상혼합유체의 

겉보기 밀도 PMM 은 공기의 겉보기 밀도 PA 와 이상혼합유체의 겉보기 밀도 PM 

로 구성되어 있으며 삼상혼합유체의 겉보기 속도 VMM은 공기의 겉보기 속도 VA와 

이상혼합유체의 겉보기 속도 VM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식 (12)의 삼상 

혼합유체의 운동량방정식과 식 (5)와 식 (6)의 연속방정식을 이용하여 수직양광관내의 

비정상유동거동올 해석하고자 한다. 이때 구하고자 하는 변수는 공기의 체적점유율 

CA, 공기의 겉보기 속도 VA , 압력 P 이다. 이때 본 연구에서는 이상혼합유체의 속 

도 VM 과 공기의 속도 VA는 양광관내에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공기가 

기포형태로 양광관내에서 유동한다고 간주한 것이다. 

3-2-4. 구성 방정 식 

양광관내의 삼상혼합유체의 유동올 분석하기 위해서는 끌림효과에 기인하는 힘과 

각 상간에 끌리는 힘을 정의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공기의 속도와 이상혼합유체간 

의 속도를 동일하다고 칸주하였으므로 각 상간에 끌리는 힘을 무시하였다. 관내의 

벽면마찰효과에 기인하는 힘올 수식으로 정의하기 위해 전술한 단상유통에서 사용되 

는 식올 기본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F D = A P MM VMM I VMM I 
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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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에서 삼상혼합유체의 미끄럼 마찰계수 A 는 다음의 실험식올 사용한다33) 

0.1따(슴 )0 짧+ 0.532(슴) +88.0(승fμRe -1.62(승t~ (4) 

삼상혼합유체의 레이놀즈 수는 다음의 실험식을 사용한다잃 이 때 레이놀즈수는 대 

체로 2000이하인 경우에서는 층류유동， 2000-10000의 경우에는 천이유동， 10000이상의 

경우에는 난류유동으로 나타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포의 유동은 위의 전 영역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하였다. 

Re= 
P MM D \ -2.5 Cs 

le 
PM 

1/ T --
‘ P s 

(5) 

여기서 I/ L은 해수의 동점성계수이며， 식 (13)의 미끄럽 마찰력은 식 (2)의 삼상류 

의 운동량방정식에 적용된다. 

3-2-5. 모텔의 구성 

본 모댈의 구성은 식 (5), 식 (6), 식 (2)의 3개의 방정식으로서 공기의 체적점유 

율 CA, 공기의 속도 VA , 압력 P의 3개의 미지변수를 구하는 것이다. 이상의 편미 

분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3개의 식들올 다시 미지변수를 포함시켜 재 정돈하면 다음 

과 같다. 

aCA Su aCA ‘Su aVA 
V~.Ii 쓰 VA --;:부 + (l. O-CA)~쓰--스 = at SA Vfl aX , .... v "fl/ SA aX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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ðP -n ðCA -n ðVA ðP 
P과 + CA캄 + VAP죠 + C써죠 + CAVA값 0 (7) 

( ￡。 SM l acA / n a1lA 
- 요 P VA - :S: P M vArã; + l 'P: P CA + 활 PM - 캉 PM )-A P M VA)Tt T \ Po r CA “ “ CA} ðt 

+ P o ap , /1 , SM2 2 / P o n p l acA 
걷; CA tlA검TTt1TSAJVAt걷; r- P Ml검x 

+ 2p 꽤1+훨fVA짧 + {월(1 +뤘f얘CA+라짧 + R = 0 (8) 

이상의 식 (6) , 식 (7) , 식 (8)에서 새롭게 추가된 변수들을 정돈하면， 먼저 공기의 

압력과 체적은 둥온시스템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PV = zRT = 일정 (9) 

Po(뤘)=p(뤘) (20) 

P μ
 
-p 

샤
 

= A P (21) 

공기의 밀도는 식 (21)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해수와 단괴입자로 구성된 이 

상혼합유체의 밀도 PM은 항상 일정한 값올 유지한다. 또한 공기의 비속도 SA 와 

이상혼합유체의 비속도 SM 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SA- UA -------
.fi VA + VM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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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UM -------
M VA + VM 

(23) 

VMM= VA+VM (24) 

또한 공기의 체적점유율과 이상혼합유체의 체적점유율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CA + CM= 1. 0 (25) 

삼상혼합유체의 겉보기 밀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PMM=CAPA+CMPM (26) 

식 (8)의 R은 다음과 같다. 

R F D + CA g (월 p - P L) (27) 

이 상으로부터 식 (6) , 식 (7), 식 (8)의 편 미 분방정 식 (p하디머 difference eqn.)올 상 

미 분방정 식 (Ordinary difference eqn.)화하여 벡 터 형 태 로 나타내 면 다음과 같다. 

1
U
|낀
·
l

페
 

C 

C 

C 

+ •Q d-
’@ 

페
혜
왜
 

B 
B 
B 

u 
2 

앓
 

B 
B 
B 

u 

낀
 
”
이
 

B 
B 
B 

+ •Q d
-써싸
 

퍼
혜
헤
 

A 
A 
A 

U 

Z 

앓
 

A 
A 
A 

n 

낀
 
”
이
 

A 
A 
A o (28) 

여기서 벡터행렬 깅는 다음과 같다. 

깅 ~ [평l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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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부터 각 행렬의 성분값은 다음과 같다. 

A 11 =-1.0 

A 12 = A13 = 0 

A 21=P 

A 22 =O 

A 23 = CA 

p 0 ~ SM 
A31=~으 P VA- 조-;--PMVA 

íO 니A 

p ~ _ Su Su 
= 'n V P CA + ~... P M- ~... P M P 0 r CA -t- SA P M- SA P M C 

A~~ = ~ 0 33= --V CA VA 
‘ o 

Bll =_ SM 11 =--‘ -VA 
ùA 

B 12 = 활0.0 - CA) 
니A 

B 13 =0 

B 21 = VA P 

B 22 = CA P 

B 23 = CA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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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1 = (1 +훨f(월p- p 샤 UA2 

A U 
M 
-A 

QZ 

Qu 
+ 1lA 

M nF n
ι
 

-
잃
 

B 

잃 p으 11 +펙2 A po \ ~ I SA ) "A 

/ 1 , SM \2 À P MM VA 2 / n l 
Cl = C2 = 0 C3 = ( 1 +넓 2 D + (날p- P L) g CA 

식 (28)의 3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된 상미분방정식올 벡터항의 성분값으로 유한차분화 

하여 초기조건과 경계조건에 적합한 해를 구할 수 있다. 

3-2-6 , 초기 및 경계조건 

수직양광관내의 비정상유통해를 얻기 위해 우선 초기조건과 경계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1) 초기조건 

초기에 수직양광관내에는 해수만으로 채워져 있고， 공기의 속도는 없으며， 동시에 

공기의 압력은 없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CA 0.0 
CM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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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 0 

(31) 

(32) 

P = 0 

(2) 경계조건 

수직양광관의 양 끝단에서 주어지는 경계조건을 적절히 명시해야 한다. 먼저 양 

광관의 입구에서 공기의 체적점유율과 공기의 압력을 특정한 값으로 지정하였을 때， 

식 (18)의 운동량방정식으로부터 공기의 속도를 해석적 방법으로 구하고， 양광관의 출 

구에서는 공기의 압력을 대기압으로 지정했을 때， 식 (16), 식 (17) , 식 (18)로부터 공 

기의 속도와 공기의 체적점유율을 해석적으로 구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경계조건을 

설정하였을 때， 양광관의 입구에서는 dP/dt 와 dCA/dt 가 0이고， 양광관의 출구에서 

는 dP/dt 가 0이 된다. 양 끝단의 경계에서 격자의 순번은 각각 1과 J로 설정하고 

양광관의 입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한차분식으로 표현된다. 

n-I I L1 t 1 1. CA 2n-l- CAOn-l 
VA n I INLET VA n-l I INLET + 김긴- bl -~ .. 2L1 x 

-CI 
UA 2n-l- UA o” l 

2L1 x 
d P 2n-l- Po”-l 

2L1 x 
-
-
이
 

7 
e (33) 

식 (32)에서의 계수 a l , b j, CI , d j, el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l = (월 P1 CAI+뤘 P MI-뤘 PMI CAI) (34) 

bl = (1 +훨f(월P1 - P M 1) VA 12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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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2 11 +활12PMl UAl 
vA I 

(36) 

d1 =람11+ 흐씌2CA 1 A I2 g Po \ ... , SA J '-'.11 1 V .l1 1 .s (37) 

/. , SM \ ÀPMM1 VA12 , /P o -n \ 

e1 = \ l -r 강A) 2 D 끼 걷:-.t"1 - P L) g CA 1 (38) 

CAOrl=2 CAl ”-l - CA 2”-l (39) 

UA On-l = 2 UA l ”-l - tlA2n-1 (40) 

Po n-1 = 2 P1 n-1 - P2 n-1 (41) 

이상으로부터 양광관의 입구에서 공기의 속도를 구할 수 있다. 다음에는 양광관의 

출구에서 공기의 체적점유율과 공기의 속도를 구하기 위해 우선 식 (6)과 식 (17)올 

합하여 공기의 체적정유율올 먼저 구하고 다시 식 (8)에서 공기의 속도를 다음과 같 

이 각각 구할 수 있다. 

C A n I nTT7'1 Ti'7' C A n-1 I nTT7'1 Ti'7' + 왜 A .. I OUTLET CA - I OUTLET -r ~1- 02 
“ 2 l 

-” 
. 

그
 

A 
-

c 
-二

값
 

-R 

ι
 

--” 
-H 

-
A 
-

c 
-

- C2 

--” l A 
-

U 
-二

·
값
 

l 

-2 
--” 

--+ 
-

A 
-

u 
- P μ 1 ，， -1 P 1_1"- 1 , 

JT~ J ‘ }(42) 
2 2L1 x 

a2=P' + 1 (43) 

1 
J 

P 
1 

J 
A U + 

r 
J 

A U 
M 
-A 

S 
-s = ” ‘ 

L 
U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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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M 
-A 

S 
-S + M 

-A 

S 
-s IJ 

p 
rlJ A C -C (45) 

d2= CA J VA J (46) 

다음은 식 (18)로부터 

UA ” l OUTLET = UA ”-l | OUTLET - -호 ( CA I OUTLETn CA I OUTLETn - 1) 
a3 

CA I+ln-l- CA I-l 

2L1 x 

- C3 
UA l+1 ”-l- UA l-l 

2L1 x 

p J+1 n-r PJ-1 n-

- u3 2L1 x - t::3{ (47) 

I P 0 T> SM \ 
s= ~걷JrI UAI - 5J P MI UA 샤 (48) 

a3=( ~: PJ CAJ+훨 P MJ 혈 P MJ 사 (49) 

b3 =(1+훨f(월PJ- P 꾀 UAI2 (50) 

c3=2 11 +활12P MI UAl 
l 니A I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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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o / • . SM\2 
a3= 국디lTSA)CAJ 1/A l2 + g 

I Su\ 2 À p uu , VA ,2 I p ^ _ 

e3 = II + 형 . "2'" :0 -~J+l 핸 PJ- P L) g CA) 

CA I+l ”-l = 2 CA ln-1 -

n-l n n-l 
VA 1+ 1 ι VA J 

CA l-1n-l 

n-l 
νA J-1 

Pj+ln-1 = 2 PIn- l - Pl- 1π-1 

(52) 

(53) 

(54) 

(55) 

(56) 

이상에서와 같이 수직양광관의 입구와 출구에서의 경계조건을 설정하여 비정상유통해 

를 구할 수 있다34) 

3-3. 결과분석 및 토의 

3-3- l. 전산모형시스템구성 

본 연구에서 적용한 전산모형시스템은 Fig. 19에서와 같은 실해역 모형올 축소한 

형태로 설정되었다. 즉 이 모형은 수직 양광관내에 해수가 공기와의 부력차에 의해 

이미 채워져 있으며 이 때 임의 하부지점올 통해 공기를 주입한다. 이때 주입된 공 

기와 해수의 밀도차에 의해 부력이 발생하여 해수와 공기로 형성된 혼합유체는 상부 

로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혼합유체의 상승효과에 따라 공기주입하부의 해수 또한 

상숭하게 되며 이 때 해수와 망간단괴입자의 비속도에 따라 단괴입자 역시 상숭한다. 

이때 단괴업자는 공기주입하부에 이미 위치한 것으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유동메카 

니즘에 따라 전산모델링과정이 수행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험실 모형설계를 위 

해 필수적인 여러 매개변수들이 효과적으로 분석될 수 있다. 전산모형실험을 위해 

설정한 기본적인 모형규격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양광관의 내경은 0.15 m와 0.3 m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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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으로 하여 양광관의 내경차이에 대한 시스템상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 것이며， 

또한 공기주입부와 최상부까지의 양광관 길이를 각각 30 m , 50 m , 100 m로 구분하여 

앞으로 수행될 실험모형과 유사하게 설정하여 시스템 선택수단의 폭을 넓혔다. 기타 

입력자료는 해수온도， 해수와 단괴의 밀도， 대기압， 공기주입압력， 중력가속도， 삼상 또 

는 이상흔합유체와 관련된 항력계수 퉁이 있다. 

3-3-2. 전산모형실험 

(1) Case 1-1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양광관의 직경이 0.15 m이고 주입심도가 30 m~ 경우로 

서 모형규격이 매우 작게 설정된 것이다. 이는 양광관의 공기주업지점과 토출지점에 

서의 공기압력올 각각 5 bar와 대기압인 1 bar로 일정하게 설정하여 양광관의 흡입지 

점에서 공기의 점유율이 0.7로 얻어진 경우이며， Fig. 21은 이때 양광관의 각 지점에 

서 공기， 해수， 단괴입자로 이루어진 혼합유체 중 공기만의 속도를 시간경과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각 지점에서 속도가 일정한 시 

간 즉，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을 알 수 있는데 그 시간은 주입지점에서는 약 3초， 

양광관의 중간지점에서는 7초， 토출지점에서는 10초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 시스댐 

은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은 약 10초 후라는 것올 알 수 있다. 둘째로 파악되는 

것은 각각의 곡선의 특성으로서 먼저 주입지점에서는 초기에 속도가 점차로 증가-감 

소-증가가 반복되다가 일정하게 되는데 이는 초기에 양광관내에 채워진 해수에는 공 

기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기의 주입속도는 일시에 증가한다. 이 때 공기 주입지 

점에서 상부로 먼 건리인 하류방향 (Downstream)으로 공기압이 증가하다가 정상상태 

에 도달하게 될 때 그림에서 변곡되는 지점에서 공기속도 역시 감소하게 되며， 그후 

공기압이 일정하게 되어 속도 역시 일정하게 유지된다. 셋째로는 양광관의 중간지점 

에서도 전체적으로 공기주입지점의 양상과 유사하게 나타나며 계속적인 공기주업에 

의해 공기점유율이 상숭하게 되는데 이는 공기의 속도가 정상상태에 도달할 때 까지 

점차로 증가하다가 그 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올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양광관의 토출지점에서는 4초가 경과한 시점부터 공기의 토출이 시작되며 이는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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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g. 21 . Air velocity versus time at pipe positions in 때se 1-1. 

-70-



가 처음으로 도착한 시점이며 공기 점유율이 점차로 증가하게 된다. 또한 8-9초 사 

이에 속도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데， 이는 토출지점 이하에서 공기압이 증가하다가 

토출지점의 경계조건에 의해 평형상태화 되기 위해 공기압이 감소하는 현상에 기인한 

다. Fig. 22를 살펴보기 앞서 초기에 설정될 공기 점유율은 완전히 폰재하지 않는 것 

으로 하여야 하나 안정적인 해를 얻기 위해 0.05로 설정하였다. 이에 Fig. 22는 공기 

주입지점 즉 양광관의 공기홉입지점에 공기 점유율올 0.7로 설정하였올 때 ， 시간경과 

에 따른 양광관내 공기 점유율올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양광관 

의 중간지점에 공기가 도달하는 시점은 약 2초 토출지점은 4초임을 알 수 있다. 이 

는 양광관의 상부로 갈수록 공기점유율이 점차로 증가함을 의미하며 실제로 토출지점 

에서의 공기 점유율은 0.9정도로서 공기의 토출비율이 매우 높아짐을 알 수 있다. 

Fig. 23은 시간경과에 따라 공기， 해수， 단괴입자로 구성된 혼합유체중 공기질량의 유 

동율올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올 살펴보면 공기의 주입지점에서는 2초까지 증가하 

다가 그 이후로 감소하여 3초 후로는 약 0.8 kg/sec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중간지점에 

서는 속도와 공기점유율이 5초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 정상상태에 도달하기 위 

한 양광관내의 공기압 감소로 인해 6초까지 감소하다가 0.8 kg/ sec 부근에서 안정화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토출지점에서는 10초 후 0.8 kg/ sec 정도의 공기질량유동율이 

안정적으로 토출된다. Fig. 24는 혼합유체의 유통 중 해수의 질량유동율올 시간경과 

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올 살펴보기 앞서 우선 생각해야 할 점은 양광관내 

에서 혼합유체의 유동 중 공기의 유통형상은 기포상태의 유동으로 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기와 해수의 속도는 동일하게 가정하였고 또한 해수는 비압축성 유체이므로 

해수밀도는 항상 일정하다. 이러한 이유로 해수의 질량유동율에 큰 영향올 주는 인 

자는 양광관내에 해수의 점유율이다. 이러한 특성올 감안하여 그림올 살펴보면 공기 

주입지점에서 해수의 질량유동융은 초기에 공기의 속도증가와 더불어 순간적으로 증 

가하였다가 공기의 점유율이 점차로 증가할수록 해수의 점유율은 감소하므로 3초 후 

해수의 질량유동율은 약 50.0 kg/sec로 양수된다. 또한 양광관의 중간지점에서 해수 

의 질량유동율은 220.0 kg/sec 까지 증가한 후 7초 후 50.0 kg/sec로 안정화된다. 한 

편 양광관의 토출지점에서는 4초 후 해수가 토출되는데 질량유동융이 220.0 kg/sec까 

지 중가하다가 10초 후에는 역시 50.0 kg/sec로 안정되게 토출됩올 알 수 있다. 해수 

의 질량유통량으로부터 단괴의 질량유동량올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외국에서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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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Air volume fraction versus time at pipe positions in case 1-1 . 

-72-



( 
Q % ~ 
@ 

쩌
)
 
」

0""'" 
~ 
μi 
。

U 
~ 

~ 
i 

a 
。

다걱 
m 
원 0.4 

릅 

l.6 

• inlet point 

-口- middle point 

l.2 -1 A ~ • outlet point 

0.8 
-.., 1111 .11 ’ .. ’ 111111111111 "1 11 ’ 1111111-. 

0.0 

0.0 

Time (sec) 
16.0 4.0 12.0 

Fig. 23 . Mass f10w rate of air versus time at pipe positions in case 1-1 . 

-73-



250.0 

middle point 

outlet point 

inlet point • 
-0-

• 
200.0 

150.0 

100.0 

50.0 

(QUg@4) 

」
ω
원a
 
여
잉
m
}。
 P
원
」
 a

。
힐
 mm여
릅
 

16.0 12.0 

Time (sec) 
4.0 0.0 

0.0 

Fig. 24. Mass flow rate of sea water versus time at pipe positions in case 1-1 . 

-74-



실험수치인 단괴와 해수의 질량유동비는 0.2로 이번 전산실험에서도 가정하였다. 그 

림에서 알 수 있듯이 양광관내의 공기주엽지점， 중간지점， 토출지점에서 모두 해수의 

질량유동율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시점을 정상상태의 도달시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것은 시스뱀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인자이고， 만일 시스템운영에 있어 정상상태 

의 도달시간이 길다면 그 만큼 동력이 가중될 수 있으며， 또한 시스랩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웅이 있다. 한편 시스랩운영올 하는 데 있어서 정상상태의 도달시간 

은 짧은 데에 반해 기동동력이 커진다면 그 만큼 시설동력이 커지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시스템운영을 위해 최적의 동력과 정상상태로의 도달시간을 결 

정하는 것은 시스랩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므로 다양한 전산모 

형실험을 통해 최적의 시스템환경이 결정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양광관의 특정지점에서 시칸경과에 따른 유동인자의 특성올 분석하였 

고， 다음은 초기부터 정상상태에 도달시점까지 수직 양광관내 유통인자들의 특성올 

분석하고자 한다. 이것은 양광관내에서 유동인자들의 연속적 특성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양광관 축으로 유동하는 혼합유체들의 유동특성을 파악하 

여 시스템운영이 안정화됨을 확인하는 데에 있다. Fig. 25는 시스템운영 초기부터 정 

상상태의 도달시점까지 수직양광관내에서 압력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최하부지점은 공기주업지점으로부터 거리가 0인 위치이고 공기주입지점의 압력은 5 

bar, 토출지점의 압력은 1.0 bar로 설정되었으며， 초기에 양광관내에 공기압력은 없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림에서와 같이 정상상태의 시점인 10초에 압력분포는 하부로 

부터 감소하여 최상부지점으로 갈수록 대기압에 가까운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시 

스탱이 운영되면서 하부지점으로부터 압력이 증가하다가 계속하여 상부로 갈수록 압 

력은 포물선 형태로 증가하며 그 하부는 반대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는 공기 점유율이 전혀 없는 해수에 공기가 진행되면서 압력은 상숭하게 되며 이러한 

압력상숭은 그 주변의 유동인자들이 평형상태에 접근함에 따라 압력상숭은 감소하게 

되어 평형상태로 복귀된다. 이것은 유체의 유동방향의 끝단 경계조건과 반대방향으 

로 역전되는 압력분포로 생각할 수 있으며 역전되는 압력분포가 크다면 그 만큼 경계 

조건주변에서 혼합유체의 유동저항이 크다는 것올 알 수 있다 Fig. 26은 시스램이 

정상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양광관내의 공기점유율이 어떠한 양상올 띠는 지를 확인하 

여 준다. 이 그림올 살펴보면 공기점유율은 해수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0.05로 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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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공기주입지점， 즉 공기홉입지점의 0.7은 해수의 양수량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러한 공기홉입지점에서의 공기점유율에 의한 해수의 양수량은 최상부의 토출지점의 

압력경계조건에 따라 유동해를 안정적으로 산출케 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시스템 운 

영이 진행됨에 따라 공기의 점유율은 양광관 상부로 갈수록 점차 중가하는 양상올 띠 

다가 궁극적으로 정상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양광관 상부로 갈수록 완만히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상부의 압력이 하부에 비해 감소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 부력이 감 

소하는 데에 기인한다. 

(2) Case 1-2와 Case 1-3 

Case 1-2에 해당되는 경우는 양광관의 직경이 0.15 m이고 주입심도가 50 m~ 경 

우이고 Case 1-3은 공기주입심도를 100 m로 연장해본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유 

동인자들의 특성은 Case 1-1에서 기술한 내용과 일치하며 단지 이러한 시스템에 따 

라 설정된 유동매개변수들은 전산시스템운영을 위해 안정화된 상태하에서 얻어진 것 

이므로 실험실모형운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설정환경이 될 수 있다. Case 1-1에서와 

같이 Case 1-2의 결과는 Fig. 27-Fig. 32에 나타나 있으며 Case 1-2의 정상상태의 

도달시 간은 약 18초 후이 다. Case 1-3의 결과는 Fig. 33-Fig. 48에 나타나 있으며 

정상상태의 도달시간은 Case 1-2에 비해 길어져 약 50초 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Case 1-1 , 1-2, 1-3에서 살펴보면， 공기의 토출시간은 각각 4초， 7초， 14초 후엄올 알 

수 있고 양광관하부로 주입되는 공기의 점유율은 각각 0.7. 0.5. 0.35로서 심도가 깊을 

수록 공기주입점유율이 감소한다. 이것은 공기량이 양광관내로 주입될 때 주입심도 

가 작은 시스램일수록 유체의 유동저항이 작아지므로 공기가 홉입되는 비율이 증가한 

상태에서 해수의 부력효과가 발생하는 데에 기인한다. 물론 심도가 매우 깊은 수백， 

수천미터의 심도에서는 시스템유동특성들이 전체적으로 증대하므로 이와는 다른 결과 

가 나타날 수 있지만 실험실모형올 위한 전산모형실험에서는 타당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Case 2-1 과 Case 2-2 및 Case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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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Air velocity versus time at pipe positions in cas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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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는 양광관의 직경을 0.15 m에서 0.3 m로 확대한 경우이고 이는 양광관의 

직경차이에 따른 유통특성인자들을 분석하기 위해 설정하였으며， Case 2-1 , Case 

2-2, Case 2-3은 공기주입심도를 각각 30 m, 50 m, 100 m로 설정한 것이다. 이에 

대한 결과는 Case 1에서와 같은 특성을 보이며 그 결과들은 Fig. 49-Fig. 56과 같이 

나타나며， 전체적으로 Case 1과 Case 2와의 공기주입심도가 동일한 경우에 큰 차이점 

은 정상상태로 도달하는 시간이 단축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양광관의 확대에 따른 

마찰저항의 감소로 공기에 의한 해수의 부력이 증가하여 양광관 전체에 대한 유동특 

성이 빠르게 안정화된다. 이때 공기주입심도 30 m를 기준하였올 때 Case 2의 공기 

주입압력은 Fig.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7.5 bar인데 비해 Case 1의 Fig. 25에서는 5.0 

bar로 나타나며， 주입공기의 점유율은 Case 2의 Fig. 40에서 0.5, Case 1 의 Fig. 22에 

서 0.7로 나타난다. 이 것 은 Case 2와 같이 양광관을 확대 한 경 우는 확대 하지 않은 

Case 1 에 비해 마찰저항이 작아 주입공기압력이 어느 정도 증가하고 공기주입점유율 

은 감소한 상태에서도 충분한 부유력이 발생하여 정상상태로의 도달시간이 단축되고 

또한 양광관의 확대로 해수의 토출량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단괴의 생산량이 증가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수 있으나 양광관의 확대에 따른 시설비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 

하다. 이상은 공기부양 양광실험모형환경올 설정하기 위해 먼저 전산모텔링결과로부 

터 어느 정도의 결과를 예측해 보았다. 이때 시스템에서 중요하게 설정되어야 할 규 

격 즉 공기주입심도와 양광관의 직경에 따른 여러 유동인자들을 분석하여 최적의 실 

험환경이 계획되도록 하였다. 

3-3-3. 실험모형계획을 위한 유동인자의 결정과 실험적 웅용성 

본 절에서는 실험모형운영을 위해 지금까지의 전산모델령올 통해 얻은 결과로부터 

여러 유동특성인자들을 분석 및 설정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기술한 결과들과 기술 

하지는 않았지만 추가한 결과를 Table 1과 같이 나타내었다. Table 1을 살펴보면， 공 

기주입심도와 양광관의 직경별로 최초에 공기가 주입되어 토출구에서 압력， 공기속도， 

공기점유율이 시간경과에 따라 변화가 없는 시점까지를 비정상상태의 시기로 나타내 

었으며 그 후를 정상상태의 시기로 표현하였다. 비정상상태에서는 공기주업구와 토 

출구에서 압력이 설정되고， 주입구에서는 공기점유율이 설정되어 전산모텔링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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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imulated parameters for experimental air lifting system. 

Unsteady State Steady State 

Depth 
Pipe Inlet OutIet Inlet Outlet 
Dia. 

(m) P VA CA P ν4 CA P VA CA P ι， CA Reaching 
(mm) (bar) (rn/s) (frac.) (bar) (rn/s) (frac.) (bar) (rn/s) (frac.) (bar) (rn/s) (frac.) Time 

(sec) 

150 5.0 calc 0.70 1.0 calc calc 5.0 9.5 0.70 1.0 21.1 0.93 10.0 

200 6.0 ca1c 0.60 1.0 calc calc 6.0 8.9 0.60 1.0 21.7 0.91 8.5 
30 

250 7.0 calc 0.43 1.0 calc calc 7.0 8.1 0.43 1.0 21.4 0.88 8.1 

300 7.5 calc 0.50 1.0 calc calc 7.5 8.7 0.50 1.0 23.4 0.90 7.5 

150 5.0 calc 0.50 1.0 calc calc 5.0 8.2 0.50 1.0 15.6 0.86 20.0 

200 6.0 calc 0.50 1.0 calc calc 6.0 8.9 
50 

0.50 1.0 19.8 0.88 15.0 

250 7.0 calc 0.43 1.0 calc calc 7.0 8.9 0.43 1.0 21.4 0.87 13.0 

300 7.5 ca1c 0.43 1.0 calc calc 7.5 9.3 0.43 1.0 24.5 0.89 12.0 

150 4.0 ca1c 0.35 1.0 ca1c ca1c 4.0 7.9 0.35 1.0 11.6 0.74 50.0 

200 6.0 calc 0.20 1.0 calc calc 6.0 8.2 0.20 1.0 13.8 0.74 37.0 
100 

250 7.0 calc 0.22 1.0 calc calc 7.0 8.9 0.22 1.0 17.4 0.79 28.0 

300 7.5 ca1c 0.25 1.0 calc calc 7.5 9.6 0.25 1.0 21.3 0.83 25.0 

Remark Characterized "calc" is the variable simulated from computer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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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대체적으로 공기주입심도가 깊올수록 정상상태로 도달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주입구에서의 공기점유율은 감소한다. 이는 위에서 기술한 유체의 유동저항이 전체 

적으로 증가하는 데에 기인한다. 또한 주목할 펼요가 있는 것은 양광관의 직경이 클 

수록 정상상태로의 도달시간이 짧아 시스댐운영의 안정성효과가 증대함올 알 수 있 

다. 한편 양광관의 직경이 커진다해도 토출구에서 공기의 점유율 변화는 크지 않음 

을 알 수 있고 공기속도는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마찰저항의 영향이 저하함올 알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Table 1은 실험실모형올 설계할 때 매우 중요한 환경으로 설 

정될 수 있을 뿐아니라， 이로 인해 전산실험된 모텔의 고정입력자료는 실제 모형실험 

을 통해 얻은 자료로 수정되어 새로운 입력자료로 사용됨으로써 이번 전산모델은 궁 

극적으로 완전한 전산모텔로 새롭게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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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수직 양광시스템에서 공기부양을 이용한 공기-액체-단괴업자로 혼합된 슬러리의 

비정상유동분석으로부터 앞으로 설계될 실험실모형에 필요한 매개변수들을 미리 예측 

해 볼 수 있고， 또한 실제모형실험을 통해 얻은 정보는 전산모댈링작업에 입력자료로 

재 사용되어 실제모형실험에서의 오류를 최대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로써 예측된 몇 가지의 결론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공기주업심도가 깊을수록 정상상태로의 도달시간은 길어지고， 정상상태 이후 주입 

되는 공기점유율과 토출되는 공기점유율은 감소하며， 특히 토출구에서 공기속도는 

저하되지만 공기주입구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2. 양광관의 직경을 증가시킬수록 유통저항이 감소하여 정상상태로의 도달시간이 단 

축되고 결과적으로 시스템운영시에 발생될 수 있는 불안정한 유동특성을 빠르게 

안정화시킬 수 있다. 

3. 공기주입구와 토출구에서의 공기점유율은 양광관의 직경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4. 양광관내에서 공기점유율은 토출구에 가까울수록 증가하며 이는 공기주입부의 압 

력에 비해 토출구의 대기압에서 공기팽창에 따른 공기밀도의 감소에 기인한다. 

5. 실제모형실험에 앞서 수행된 전산모형실험 및 분석을 통해 실제모형실험상에서 발 

생하는 오류를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며 이 결과들은 실제실험모형환경올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방향은 이번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모형실험에 적용하기 위해 

서 전산실험에 입력된 문헌자료를 이용하기보다는 실제 단괴시료를 이용하여 여러종 

류의 유동특성인자들의 실제 자료를 실험을 통해 획득될 수 있는 공정으로 체계화하 

여야 만 한다. 이는 앞으로 국내의 심해저 망간단괴의 양광기법에 단계적인 과정으 

로 적용할 수 있는 지름길이며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 

한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궁극적인 목표인 실해역에서의 고부가가치의 심해저 

광물올 양광하는 데에 선구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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