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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스 리 형식의 기포발생장치(Splittingtypebubblegenerator;SBG)

는 기존 DAF에서 주로 사용되는 새추 이 (Saturating)형식의 기포발

생장치에 비해 비교 장치의 구성이 간단하고 설계 운 이 용이함에

따라,자연수계 장 용을 비롯한 여러 응용분야로의 용성이 높을 것

으로 상된다.그러나 SBG를 통해 발생되는 기포의 물리 특성에 한

기 인 연구는 재 미비한 실정이다.SBG를 이용한 부상공정의 효율

을 높이기 해서는 기포의 물리 특성에 향을 미치는 설계 운

인자들을 조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BG를 구성하는 설계인자 운 인자의 변화

에 따른 기포 크기 발생량을 찰함으로써 각각의 인자들이 기포의

물리 특성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고,SBG의 설계 운 시 기포의

물리 특성을 최 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다.

노즐의 직경이 감소할수록 기포의 크기가 감소하고 발생량이 증가하

다.스 리 탱크 내 격벽 수를 증가시킬 경우,기포의 크기는 감소하

으나 발생량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압력의 증가는 기

포의 크기를 이고 발생량을 증가시키는데 가장 효과 인 향을 미친

다.따라서 압력이 높을수록,노즐의 직경이 작을수록,스 리 탱크 내

격벽이 많을수록 부상공정의 효율은 증가될 수 있다.공기유량의 경우 기

포의 크기에는 향을 미치지 않으나 발생량과는 비례 계에 있음을 확

인하 다.그러나 정 유량 이상의 공기가 유입될 시 오히려 효율이

하될 수 있으므로 과잉 유입되지 않는 범 내에서 공기유입유량을 최

로 하는 것이 좋다.유입수의 온도가 증가할수록 기포의 크기는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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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발생량이 하되기 때문에 실제 SBG 운 시에는 온도의 상승을 방

지하는 것이 좋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앞으로 SBG의 설계 운 시 기포의 크기와

발생량을 제어하기 한 기 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

다.

주요어:기포 크기,기포 발생량,기포발생장치,DAF펌

학 번:2011-20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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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1.1연구의 배경

부상공정(Flotation)이란 수 에 미세기포를 발생시켜 입자와 결합시킨

후 기포의 부력을 이용하여 수 표면으로 상승시킴으로써 입자를 제거하

는 공정이다.주로 상수 .하수 처리에 이용되고 있다.부상공정에서

처리효율을 좌우하는 인자는 기포의 크기,기포의 발생량,수리학 부하

율,기포 층의 깊이 등이 있으나 그 에서 가장 요한 인자는 기포의

크기 발생량이다.Han(2001a)의 연구에 의하면 기포크기와 입자의

크기가 동일할 때 가장 높은 제거효율을 얻을 수 있다.이는 기포의 크

기가 작아질수록 더 작은 범 의 입자를 제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 기포의 발생량이 높을 경우 여러 개의 기포가 부착되어 록-기포

결합체의 상승속도가 빨라져 분리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 이 있

다.즉 기포의 크기와 발생량에 의해 충돌 효율 처리효율이 변화되며,

이러한 기포의 성질들을 조 할 수 있을 때 다양한 공정에서 원하는 기

포를 발생시킬 수 있다.따라서 수 처리 분야에서 부상공정을 운 시

기포의 크기를 이고 발생량을 증가시키기 한 노력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부상공정 재 가장 많이 이용되는 용존 공기 부상공정

(Dissolved Air Flotation; DAF)에서 주로 사용되는 새추 이

(Saturating)형식의 기포발생장치는 고압순환수펌 ,공기압축기를 이용

하여 높은 압력으로 물에 공기를 포화시켜 가압수를 제조 수 에 분

사하는 방식이다.기포의 크기는 공기압축기를 이용한 압력조 에 의해

결정되며 발생량은 순환수 비로써 조 가능하다.이러한 기포발생시스

템은 높은 동력비와 장치를 필요로 하여 높은 처리효율에 비해 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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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Schematic layoutoftwo types bubble generating

system

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에 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따

라서 공기압축기,순환수펌 역할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고속 선회식

펌 를 이용하여 물과 공기를 동시에 흡입 가압하고 미세기포를 분사

하는 새로운 개념의 미세기포 발생장치가 제시되었는데,바로 스 리

형식의 기포발생장치(Splittingtypebubblegenerator;SBG)이다.공식

으로 정해진 명칭은 없고 통상 으로 DAF펌 (DAFpump)로 불리어

지고 있다. 재 SBG는 국내 국외에서 미네랄 회수,오일 분리 등과

같은 다양한 수 처리 분야로의 용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SBG를 통해 발생되는 기포의 물리 특성인 크기 발생량에 향

을 미치는 인자들은 설계인자,운 인자 그리고 운 시 유입수의 상태

로 나 수 있다.설계인자 에서도 기포의 물리 특성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인자는 노즐과 스 리 탱크(Splittingtank)의 구조이고,

운 인자는 압력과 공기유량이 있으며,유입의 상태에서는 온도, 도 등

이 있다.이러한 기포의 물리 특성에 향을 미치는 인자들은 처리하



- 3 -

는 용량 처리목 에 따라 각각 조 될 필요가 있다.

SBG의 개발 후,많은 연구자들이 SBG에 의해 발생되는 기포의 물리

특성을 악하기 해 노력하 으나, 재까지 기포크기변화에 한

연구들만이 일부 이루어졌다.SBG 특성상 한 개의 설계 운 인자가

변경될 경우, 다른 운 인자가 종속 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의 인자 변화에 따른 기포크기변화를 찰하게 되더라도 어떠한

향 때문인지,그 명확한 해석이 불가능하 다.다양한 인자들의 상 계

를 모르고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실제 으로 여러 인자들

에 의한 기포 크기변화의 원리를 아직까지 정확히 악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임계 인자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기포크기변화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그 크기를 이는 노력을 계속해 왔고,결과 으로 재까지

SBG는 효율 으로 설계 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기존의 기

포발생시스템에서는 기포크기가 으로 압력변화,즉 용해율의 차이에

의해 변화되기 때문에 헨리의 법칙만을 이용한 해석이 가능하 다.그러

나 SBG에서는 공기의 용해율만으로는 해석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 결과

들이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기포발생장치에서의 크기변화에

한 원리를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

부상공정의 효율을 결정짓는 주요한 기포의 물리 특성 하나는 바

로 발생량이다.실제로 DAF시설을 운 하고 있는 장에서는 기포의

크기보다는 발생량을 더 요시 하고 있는데 이는 수 처리의 효율에 막

한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발생량은 으로 공기가 얼마만큼 물에

용해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는데,기존의 방식에서는 폐된 포화

기에 공기압축기를 이용해 일정한 압력으로 가압하여 공기를 용해시킨

다.따라서 장에서의 온도,그 온도에 따른 공기의 몰분율 등만 알고

있으면 이론 발생량은 쉽게 계산이 가능하며,그것은 실 발생량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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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값을 지닌다.그러나 SBG에서는 공기가 펌 로 유입되는 순간부터

혼합탱크,노즐을 거쳐 분사되기까지 끊임없이 물속에 포화되거나 는

물로부터 기포가 방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론 인 방법으로 정확하게 발

생량을 측하기는 어렵다.그러나 발생량을 요한 사항으로 언 한 몇

몇 SBG에 련된 연구들은 실제 기포발생량을 측정한 데이터 없이,이

론 계산식으로만 기포발생량을 유추하는데 그치고 있다.따라서 각각

의 인자 변화에 따라 발생량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해 실험을 수행하

여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실제 기포발생량 측정 데이터가 구축

이 되어야만,SBG와 같은 기포발생장치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

으로 단된다.

SBG에 한 응용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지

기포의 물리 특성과 같은 기 인 연구는 부족한 단계이다.이는 국

내외에서 SBG의 설계 운 이 최 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용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각각의 인자가 기포의 크기 발생

량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그 원리를 악하여 SBG의 설계 운

을 효율 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이로써 SBG의

용분야도 한층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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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연구의 목

본 연구의 목 은 스 리 형식의 기포발생장치(SBG)에서 설계

운 인자가 기포의 물리 특성에 미치는 향을 평가함으로써,SBG의

미세기포 발생효율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에 한 세부 인 연구목 은 다음과 같다.

(1)SBG에서 설계인자가 기포 크기 발생량에 미치는 향 평가

SBG의 설계인자 노즐의 직경 스 리 탱크의 내부구조 변화

에 따른 기포 크기 발생량을 찰하고 각각의 인자에 한 향

그 원리를 악하고자 한다.

(2)SBG에서 운 인자가 기포 크기 발생량에 미치는 향 평가

SBG의 운 인자 압력,공기유량 물의 온도 변화에 따라 발생

되는 기포크기 발생량을 찰하고 각각의 인자에 한 향 그

원리를 악하고자 한다.

(3)SBG의 설계 운 을 한 가이드라인 제시

기포의 물리 특성 최 화를 한 방안 고려사항을 제시하여

SBG의 장 용 시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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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헌고찰 이론 배경

2.1기포의 물리 특성

2.1.1기포 크기

(1)기포 크기 제어의 필요성

부상공정에서 기포의 크기는 공정효율에 가장 큰 향을 주는 요한

인자 하나이다.Han(2001a)의 모델링에 의하면 기포크기와 입자의

크기가 동일할 때 가장 높은 충돌효율을 얻을 수 있다(Figure2.1).따라

서 부상공정에서 제거효율은 제거 상입자와 기포의 크기가 서로 비슷할

수록 높아진다.

Figure 2.1 Collision effciency(αbp) between

bubbleandpartitcledependingon

bubblesize(Haneta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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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2.2Variousbubblegeneratingsystem toadjustbubblesize

dependingonthesizeofparticles

정수 처리 시설과 같은 인공 수계에서는 기포의 크기 신 록의

크기를 제어하여 부상공정의 처리효율을 높일 수 있다.그러나 기포를

이용한 자연수계 수질 정화,오일 제거 등과 같은 여러 응용 분야에서는

록형성공정의 용이 용이 하지 않다.따라서 부상공정의 효율 증가

용 확 를 해서는 상 입자의 분포에 따른 기포크기의 제어가

필요하다. 재까지 다양한 크기범 의 입자들을 제거하기 한 여러 부

상 공법들이 개발되었으며,보다 작은 크기 범 의 입자들을 제거하기

해 많은 연구자들이 작은 기포를 발생시키기 한 노력을 하고 있다

(Figure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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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포크기의 측정 방법

기포크기측정에는 주로 화상분석법과 입자계수법이 이용되고 있으나,

최근 음향장치를 사용하여 기포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이 알려져 연구가 되

고 있다.

① 화상분석법(Imageanalysismethod)

화상분석법은 측정 셀, 미경,CCD카메라,소 트웨어 등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개략도는 Figure2.3과 같다(Hanetal.,2006).이 방법은 기포

를 직 촬 한 후 로그램을 통해 이미지를 분석하여 크기를 측정하는

것으로써 기포측정방법 가장 직 이고 정확한 측정방법이다. 미경

의 배율에 따라 측정범 가 좌우되며,김 (2010)의 연구에서는 약 700nm

까지 촬 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측정결과는 매우 정확하지만 실시간

측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고 장치가 비교 복잡하다는 단 이 있다.

Figure2.3Schematicdiagram oftheimage

analysismethod



- 9 -

② 입자계수법(Particlecountermethod,PCM)

입자계수법은 입자의 거동과 기포의 거동특성 유사하다는 (Schulze,

H.J.,1984)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고안된 기포크기측정방법이다(Han,

M.Y.etal.,2001b;2002b).측정 장치의 모식도는 Figure2.4와 같다.이

방법은 센서로 유입된 가압수에 이 를 조사하여 기포에 의해 감 되는

이 의 양을 통해 기포크기를 추정하는 방법이다.비교 장치가 간단하

여 이동성이 좋고,측정시간 한 짧아 편리성이 높다.Coalescence등 기

포의 특수한 성질에 의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었으나,Hanet

al.(2009)에 의해 기포수가 센서로 유입되는 흡입 에서 coalescence는 거

의 일어나지 않음이 밝 졌다.PCM의 측정값은 화상분석 결과와 매우 유

사하지만(Figure2.5),측정범 가 2~900㎛ 로 화상분석 방법보다 좁다.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고 장비가 간편하다는 장 때문에 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Figure2.4Schematicdiagram oftheparticlecounter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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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2.5Comparisonsofthebubblesizedistributionmeasured

byImageanalysismethodandPCM

③ 음향측정법(Acousticalmeasurementmethod)

이 방법은 기포의 크기에 따라 가지게 되는 기포의 고유 진동수가 다르

다는 에서 착안된 방법으로써 입자계수법과 같은 간 인 측정 방법이

다.이 방법 한 측정시간이 화상분석법에 비해 짧고 비교 넓은 기포크

기분포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따라서 비교 최근 들어 음향장

치에서 기포의 크기를 추산하기 한 이론 연구(오 등,2005;Wuand

Chahine,2010;Rossietal.,2011)들이 진행되었다.그러나 아직까지 다른

방법들에 비해 많이 알려지지 않은 방법이므로 실험 검증이 필요하다.

측정 장치의 모식도는 Figure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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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Schematic diagram of the acoustical

measurementmethod

(3)기포크기제어 방법

재 미세 기포를 다양한 크기로 제어하는 기술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개발되고 있는데,그 에서도 미세한 구멍으로 가압수를 통과시키는 방법

(미세 ,격벽 는 다공 ,산기막),분사노즐에 의한 미세기포 크기제어

방법,펌 에 의한 압력 변동에 의한 기포의 붕괴나 석출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리 알려져 있다.

① 압력변동에 의한 미세기포 크기제어

부상공정에서 기포의 크기는 기포의 분사 직 -후의 압력차에 가장 큰

향을 받는다.부상공정 일반 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존공

기 부상공정(Dissolvedairflotation,DAF)의 새추 이 형식의 기포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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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에서 기포는 4~6atm하에 약 10~100㎛의 크기범 를 나타내며 평균

크기는 40㎛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Edzwald,1995).압력차가 클수록

기포는 더욱 작은 크기를 나타내지만 압력이 계속 높아질 경우 특정 압력

이상에서 발생된 기포는 임계크기를 보이며 더 이상 작아지지 않는 것으

로 보고된바 있다(Sanderetal.,1994).압력 변화에 따른 기포의 크기분포

평균크기 변화를 Figure2.7에 나타내었다(Hanetal,.2002).그래 에

서 알 수 있듯이 압력이 높을수록 기포의 크기는 작아지고 특정 압력 이상

에서는 기포크기가 감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2.7Averagebubblesizesdepending on

the pressure in bubble generating

system ofDAF

의 연구에 의하면 기포감소 상이 나타나지 않는 임계 압력이 3.5

atm이었으며,부상공정의 실제 장 용 시에는 시스템 내의 압력 손실

을 감안하여 4~6atm 으로 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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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공 을 이용한 미세기포 크기제어

다공 을 이용한 미세기포 크기제어 원리는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로 기포붕괴 상이다.다공 에 가압수를 통과시키면 다공 이 없을

때와 달리 가압수의 흐름에 난류가 발생한다.이때 미세기포는 격렬하게

흐트러진 흐름장에 노출되어 벽면이나 다른 기포를 간섭하여 비 칭 수축

을 일으키며 마이크로 제트를 분사하여 붕괴한다.미세 기포가 붕괴할 때

에 축 상의 충격 를 방사하여 다른 기포의 붕괴를 연쇄 반응 으로 일

으키는데 이는 각각 독립 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일종의 연쇄 반응

으로 생기고 있을 것으로 단된다.이러한 원리는 아직까지 물리 인 수

식으로 설명된 바는 없으므로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붕괴 상 외에 다공 을 통과할 때의 압력변화에 의해서도 크기가 작

은 미세기포가 형성된다.다공 의 좁은 구멍을 통과할 때 압력의 강하

상(Figure2.8)이 생기는데,Sanderetal(1994)는 이러한 상을 베르

이 방정식을 이용하여 설명하 다.

Figure2.8Pressurelossatanorifice(Sanderetal.,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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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
1
2
ρν 2

o=Pk+
1
2
ρν 2

o (Bernoulli'sEquation)

그리고 ν
k≫νo이므로

Pk=Po-
1
2
ρν2
k

여기서 Po,νo는 각각 좁은 곳을 통과하기 의 압력과 유속이고 Pk,

ν
k
는 각각 좁은 곳을 통과할 때의 압력과 유속이다.가압수가 좁은 오리피

스를 통과할 때 유속(ν
k
)은 매우 높아지고 반 로 압력(Pk)은 매우 낮아

진다.오리피스 후에는 빠르게 혼화되는 mixingzone이 형성된다.이러한

난류의 jetstream이 발생하는 노즐에서 Pk가 아주 낮아(이 때 ν
k
는 아주

높은 값을 보인다)음의 압력이 발생하는 구역이 생김으로써 결과 으로

격한 압력차를 만들기 때문이다.이 때 압력의 강하 상이 일어나며

압력차만큼의 기포가 발생하게 된다.따라서 다공 을 여러 개 두어 좁은

구멍을 여러 차례 통과시킨다면 감압 상이 더욱 커져 아주 작은 기포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다공 에 가압수를 통과시켜 미세기포를 발생시키는 방법은 기존의 부

상공정에서 혼합탱크 내부구조를 개량하여 보다 작은 기포가 생성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응용될 수 있다.일반 인 기포발생장치와 혼합탱크 내

부에 다공 을 설치하여 내부구조를 변화시킨 기포발생장치 기존 DAF

공정으로부터 발생한 미세기포의 크기를 비교하는 김 (2010)의 연구로부

터 그 효과가 증명되었는데,혼합탱크의 다공 유무에 따라 기포크기는

감소함을 보 고,다공 의 개수 한 기포크기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2.9,Figure2.10).그래 에서 알 수 있듯이 혼합탱크의

내부구조 개량 기포발생장치를 이용했을 때보다 다공 을 설치한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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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를 사용한 경우에 기포의 크기분포 peakpoint가 더 작은 크기분포에

서 나타났으며 이는 혼합탱크 내부구조의 변경 보다 후에 작은 크기의

기포가 더 많이 발생되었음을 의미한다.

Figure 2.9 Changes in the innerstructure ofmixing

chamber of bubble generating system:

Installingporouspartitionwall(Kim,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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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2.10Bubblesizedistributionaccordingtothe

threetypeofbubblegeneratingsystem

(Kim,2010)

③ 노즐형상에 의한 기포의 크기제어

용존공기 부상공정의 설비 가압수 분사장치인 노즐의 기능은 부상분

리조의 반응부에서 가압수를 분출하면서 격한 압력감소를 유도하여

미세기포의 형성을 진하고 거 기포의 형성을 억제하여 용존 되어있던

공기가 작은 크기의 미세기포를 많이 만들어 부상분리의 효율을 높이는데

목 이 있다.따라서 노즐의 형태가 어떠한가에 따라 기포의 크기가 다양

한 범 로 나타날 수 있는데 노즐의 형태 에서도 가장 쉽게 변형시킬 수

있으면서도 기포크기에 가장 큰 향을 주는 방법이 바로 노즐의 구경

는 계패면 을 조 하는 방법이다.독고 등 (2004)의 연구에 의하면 부상

공정에서 반응조로 가압수를 주입하기 직 에 최종 으로 분사되는 노즐

밸 에서 감압이 격하게 일어나도록 유도함으로써 상 으로 크기가

작은 미세기포의 발생이 가능하다. 한 최종 인 감압 포인트에서 격하

게 압력 하를 유도하여 상 으로 크기가 작은 기포를 발생시키기 해

서는 분사노즐의 개폐면 이 작을수록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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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기포 발생량

(1)기포발생량 제어의 필요성

부상공정 가장 일반 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용존공기부상(DAF)

공정에서 기포발생량(Bubblevolumeconcentration:BVC) 는 기포 체

농도는 공정의 효율뿐만 아니라 운 비용을 결정짓는 가장 요한 운

인자로 고려되어진다.DAF에서의 기포체 농도는 순환비,가압압력,

포화기의 용존효율 그리고 수온 등 4가지 변수의 함수이다.일반 으로

는 순환비와 포화기의 압력으로 조 되어지며,공정의 운 에서 통상 순

환비를 주 운 인자로 활용한다.기포의 체 농도는 기포의 개수농도

(Bubblenumberconcentration:BNC)로도 표 될 수 있는데,BNC는 기

포와 입자의 충돌기회와 직 으로 계된다.

(2)기포발생량의 측정 방법

① 이론식을 통한 기포발생량 산정 (한국수자원공사,2006)

특정조건에 있어서 발생되는 기포의 발생량을 악하는 것은 체 운

효율과 직결되는 것으로써 DAF공정에서는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론 인 기포의 체 농도는 다음과 같은 Henry의 식에 의해 구할 수

있는데 Henry의 식은 다음과 같다.

P =H[A]

여기서,P =Pressure(atm)

H =Henry'sconstant(atm/mole)

[A]=Molefraction

이론 인 기포 체 농도는 실제 특정조건에서 용존 되는 기체의 양을

계산하는 것이므로,발생되는 기체의 양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하지

만,특정조건에서 용존된 기체가 모두 기포의 형태로 발생된다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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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이론 기포 체 농도는 실제 발생량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헨

리상수는 여러 가지 단 로 표 될 수 있지만 실제 DAF공정에서 필요

한 것은 단 부피의 순환수가 포함하는 기체의 부피이므로 atm/mole단

가 가장 하다.다음의 Table2.1은 온도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가

스에 한 헨리상수를 나타낸다.헨리법칙에 따르면 기포의 용존량은 헨

리상수의 역수에 비례한다.기포의 발생량을 최 화하는 것은 공정의 효

율을 향상시키는 데에 바람직하다.이러한 측면에서 이산화탄소는 용존

량이 다른 기체에 비해 월등히 높아 유리하나 이는 장에서 쉽게 얻을

수 있지 않으므로 추가 인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하

지만 하수처리장 슬러지 농축공정에 있어서는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이

용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FujisakiandEl-Zahar,2002).그러나 정수

처리 공정에 있어서는 일반 공기의 사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DAF공정에

있어서도 재까지는 가장 하다고 할 수 있다.

Temp.

(℃)
Air CO2 N2 O2

 0 4.32E+04 7.28E+02 5.29E+04 2.55E+04

 10 5.49E+04 1.04E+03 6.68E+04 3.27E+04

20 6.64E+04 1.42E+03 8.04E+04 4.01E+04

30 7.71E+04 1.86E+03 9.24E+04 4.75E+04

Table2.1Henry'sconstant(atm/mole)ofgasesatdifferenttemp

헨리식에 있어서 Mw는 Ma보다 휠씬 크기 때문에 몰분율([A])은 물

과 공기의 몰 비로 단순화될 수 있다.그리고 최종 Ma값은 다음 식과

같이 계산되어 진다.

[A]=
Ma

≑
Ma

Mw +Ma 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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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P×Mw

H

where Ma =molefractionofair

Mw =molefractionofwater

Ma값이 결정되면 단 순환수 부피당 용존되는 기포의 체 은 단순

히 1몰에 해당하는 기체의 부피를 곱함으로써 다음 Table2.2와 같이 결

정되어 진다.

Temp.

(℃)

Water

density

(g/㎖)

Henry’s

constant

(atm/mole)

Mw of

1㎖ water

Maof

1㎖ water

Air

volume

permole

(㎖)

BVCper

pressure

(㎖/㎖/atm)

0 0.99987 43,200 0.0555021 1.285E-062.240E+04 0.02878

5 0.99999 48,800 0.0555087 1.137E-062.281E+04 0.02595

10 0.99973 54,900 0.0554943 1.011E-062.322E+04 0.02347

15 0.99913 60,700 0.0554610 9.137E-072.363E+04 0.02159

20 0.99823 66,400 0.0554110 8.345E-072.404E+04 0.02006

25 0.99707 72,000 0.0553467 7.687E-072.445E+04 0.01880

30 0.99567 77,100 0.0552689 7.168E-072.486E+04 0.01782

Table 2.2 Bubble volume concentration (BVC) per pressure

dependingonthetemperatures(㎖/㎖/atm)

최종 으로 필요로 하는 체 기포발생량을 산정하기 해서는

BVC/atm 값을 우선 으로 찾아내어야 하는데,이는 온도의 함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즉, 표에서와 같은 계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아

래와 같은 추세식으로 간단하게 계산되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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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VC/atm =-9×10-8×T 3+10-5×T 2-0.0006×T+0.0288

의 수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모든 과정을 통해 계산해 낸 표

의 결과와 비교하면 Table2.3 Figure2.11과 같다.즉,특정조건에서

의 BVC/atm 값을 복잡한 계산 차 없이 간단한 추세식을 이용하여 계

산해 낼 수 있으며,이는 모든 과정을 통한 계산 값과 거의 일치한다.

Temp.

(℃)

BVC/atm

Table Trendequation

0 0.02877 0.02880

5 0.02594 0.02604

10 0.02347 0.02371

15 0.02159 0.02175

20 0.02006 0.02008

25 0.01879 0.01864

30 0.01782 0.01737

Table 2.3 Bubble volume concentration (BVC)depending on the

temperatures(BVC/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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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2.11Bubblevolumeconcentrationdepending

onthepressures(BVC/atm)

② 수상치환법 (WaterSubstitutionmethod)

기포발생량을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수상치환법이다.

Figure2.12는 Batch식 기포발생실험에서의 기포측정을 한 수상치환법

을 표 한 것이며,Figure2.13은 연속식 기포발생장치에서 발생되는 기

포의 발생량을 측정하기 한 수상치환법을 개략 으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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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2.12Schematicdiagram ofthebatch

type-watersubstitutionmethod

Figure2.13Schematicdiagram ofthecontinuous

type-watersubstitutionmethod

수상치환법으로 측정된 기포발생량은 분사된 물의 부피에 한 기포의

부피 비로써 ㎖/㎖나 무차원 값으로 나타낸다.

수상치환법에 의한 측정값은 정확한 편이다.그러나 DAF공정에서는

기포발생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하기 쉬우며,재 성이 낮다

는 단 이 있다.특히,연속식 수상치환법의 경우 공기 유량계에 따라 측

정값의 변화가 매우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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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자계수법 (Pariticlecountermehtod-volume;PCMV)(김,2010)

PCMV는 정확한 기포발생량의 값을 얻을 수는 없지만 경향을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이다.PCMV는 Particlecounter를 이용하여 기포의 크기와

개수를 측정한 후 부피로 환산하는 방법이다.기포 층의 깊이,샘 링 유

량,기포크기 측정범 등에 의해서 측정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경향분석

이나 비교를 할 때에 활용이 가능하다.측정 장치가 간단하고 조작이 쉬

우며,측정시간이 5분 이내로 매우 짧다는 장 이 있다.

Figure2.14는 20℃의 수온에서 DAF공정의 다양한 압력에 따른 기

포발생량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측정방법은 Henry'slaw에 의한

이론식 모델,batch식의 수상치환법,그리고 PCMV에 의한 측정결과를

나타내고 있다.수상치환법에 의한 측정결과는 압력이 높아질수록 기포

발생량이 증가하 다.모델 값과 비교하 을 때 효율은 약 90% 이상으

로 나타났다.PCMV의 경우 측정값은 매우 낮게 나타나지만 경향은 수

상치환법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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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기포발생장치

2.2.1새추 이 (Saturating)형식의 기포발생장치

용존공기부상(DAF)은 공기로 포화된 수류에서 압력을 감소시킴으로써

기포가 생성된다.용존된 공기로부터 수 에 기포를 형성시키는 방법으

로써 주로 세 종류가 사용되고 있는데 진공부상(Vacuum flotation),미세

부상(Microflotation),가압 부상(Pressurizedflotation)이다.이 상수

도 시설에는 가압 부상이 재 리 사용되고 있으며 상수도시설에서 통

상 부상공정은 이 DAF공정을 일컫는다.이러한 DAF공정에서의 기포발

생시스템이 바로 새추 이 (Saturating)형식의 기포발생장치이다.시스

템은 구성은 1장의 Figure1.1(a)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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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추 이 형식의 기포발생장치의 수처리 용 원리는 다음과 같다.

기 공기는 공기압축기(Aircompressor)로 가압하여 물에 녹아 들어

가게 된다.이 과정에서 공기 포화기(Saturator 는 Dissolvetank)에

원수를 직 유입시켜 가압하는 유량 가압과 부분 유량 가압으로 구분

할 수 있고 공기의 용해효율을 높이기 하여 정수 처리된 깨끗한 물을

공기 포화기에 주입하여 가압하는 순환수 가압이 사용되고 있다. 용량

의 수처리 공정에 용하기 해서는 에 지 비용이 가장 은 순환수

가압이 보다 한 공정으로 알려져 있다.이 공정에서 체 원수는

기에 응집지로 흘러가거나 응집이 불필요하면 직 부상조로 가게 된다.

정수된 물의 일부가 순환되어 압력이 가해지면서 공기로 포화된다.가압

된 순환수는 부상조로 이동하여 압력이 떨어지면서 응집된 물과 섞이게

된다.따라서 감압장치는 별도로 필요치 않고 부상조 반응지역의 수 에

서 압력이 기압으로 감소되어 기포가 직경 20~120㎛ 범 의 아주 작

은 기포방울로 생성된다.공기방울은 록과 결합하여 표면으로 부상한

다.부상된 것은 표면에서 제거되며 정수된 물은 부상조 하부에서 유출

된다.이러한 공정의 개략도를 Figure2.1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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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5 Schematic diagram of DAF process using

saturatingtypebubblegenerator

2.2.2스 리 (Splitting)형식의 기포발생장치

스 리 형식의 기포발생장치(Splittingtypebubblegenerator;SBG)

는 DAF펌 (DAFpump)라고 일컫는 이 장치는 1998년 ‘Worldpumps’

특집기사를 통해 독일의 EDUR사가 mutiphase(liquid-gas)pump라는 용

어로 처음 언 하면서 연구 용이 시작되었다.DAF공정에 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스 리 형식의 기포발생장치는 공기압축기를 사용하는 신 원심펌

의 임펠러 회 을 이용하여 가압수를 제조한다.따라서 기존의 새추 이

형식의 기포발생장치보다 콤팩트하여 장치구성면에서 개선된 장치라고 할

수 있다.가압수의 제조가 용이하기 때문에 최근 실용화 연구가 많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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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국외에서는 미네랄 회수(DaSliveiraetal.,2009),기름분리

(Baietal.,2011)등 응용분야에서의 용 사례가 있고,국내에서는 정수

장 용을 한 장치 운 특성(강 등,2005;이 등,2009)에 한 몇몇 연

구들이 진행되었다.그러나 이러한 장치의 설계 운 특성,성능에 한

효율을 비교하기 해서는 기포발생장치로부터 분사되는 기포의 물리

특성에 한 기 인 연구가 필요하다.오직 국내에서만 소수의 연구자들

에 의해 기포의 크기 발생량에 한 연구(안 등,2002;정,2008)가 이루

어졌지만 극히 일부이며,주로 기포크기에만 집 되어 있다.따라서 재

국내외 으로 이러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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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실험 재료 방법

3.1기포발생장치의 설계 제작

본 연구에서 실험을 해 제작된 미세기포 발생장치는 기존의 DAF방

식에서의 높은 에 지가 요구되는 공기압축기를 사용하지 않고,원심펌

내부의 임펠러의 회 에 의해 가압수를 만들어 내는 방식이다.이러한 장

치를 스 리 형식의 기포발생장치(SBG)라 명명하 다.본 장치는 기포

의 물리 특성에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되는 펌 압력,스 리 탱크

의 내부구조,노즐 직경 공기 유량을 조 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

었다.

SBG는 물과 공기 주입부,펌 ,스 리 탱크,노즐로 구성되었다

(Figure3.1).펌 내로 물이 유입되면 임펠러의 회 으로 인해 유입된 물

에 차 으로 압력이 가해진다.이때 공기압축기의 사용 없이 펌 내부

와 외부의 압력차로 자연스럽게 공기가 같이 흡입된다.유입된 공기는 임

펠러 회 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물과 섞이고 용존 되어 가압수가 제조된

다.제조된 가압수는 스 리 탱크를 통과하는데,탱크 내부에서의 체류

시간,압력 변화 내벽에 부딪힐 때의 물리 충격에 의해 더 많은 공기

가 물과 섞일 수 있도록 유도된다.스 리 탱크를 거친 가압수는 노즐을

통해 분사되며,압력이 강하하면서 미세 기포를 발생시킨다.

본 장치에서는 압력을 변화시키기 해 인버터를 설치한 후 펌 의 rpm

을 조 하 으며,펌 로 유입되는 공기의 유량은 Airinhalervalve의 개

폐율을 변화시켜 조 하 고 이 때 공기유량계를 이용하여 유입량을 측정

하 다.노즐의 경우 직경이 다른 세 가지 노즐을 이용하 으며,실험자에

의해 노즐이 손쉽게 교체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었다. 한 스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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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의 내부 구조를 변화시키고자 격벽(Porouspartitionwall)을 특수 제

작하 다.제작된 격벽은 다단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본 실험에서는 3단

까지 구성될 수 있도록 하 고,실험자에 의해 단수가 손쉽게 변형이 가능

하도록 제작하었다.장치의 상세 규격은 Table3.1에 나타내었다.

Figure3.1Schematicdiagram ofsplitting

typebubblegenerator(SBG)

Figure3.2Theactualappearanceof

S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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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injectionvalve

Type Ballvalve

Size 1.4inch

Pump

Type highpressure-Vanepump

Maxpressure 16kg/㎠

Motor Singlephase,0.25KW,4P

Splittingtank

Material Stainless

Shape Cylinder

Volume 1.4L

Height 180mm

Diameter 100mm

Partition
4hole

(eachholesize:4mm)

Nozzle

Type Fullconenozzle

Angle 120°

Material Brass

Table3.1SpecificationofthecomponentsforS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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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실험 조건

노즐,스 리 탱크와 같은 설계인자와 압력,공기유량과 같은 운 인

자,그리고 운 시 유입수의 온도 등에 해 기포의 물리 특성을 알아

보고자 총 다섯 가지 실험 세트를 구성하 다(Table3.2).

Factors

Designfactors Operationfactors

Operation

factor

Solution

Set1 Set2 Set3 Set4 Set5

Nozzle
Splitting

tank
Pressure

Air

flow rate
Temperature

Nozzlediameter

(mm)

2.5
4.4
6.3

2.5 2.5 2.5 2.5

Numberof

Partitions
0

0
1
2
3

0 0 0

Pressure

(atm)
- -

2.5
3.5
4.5

- 3.5

Airflow rate

(ml/min)
- - -

400
800
1000

400

Temperature

(℃ )
16±2 16±2 16±2 16±2 18

40

Table3.2Experimental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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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입자계수법에 의한 기포크기 측정

기포크기의 측정을 해 Online Particle Counter(Chemtrac Model

PC2400D,USA)를 이용하 다.이 방법은 입자와 미세기포의 거동 특성

이 유사(Shulz,1984)하다는 아이디어에서부터 고안되었다.즉,PCM은

Particlecounter를 사용해서 입자를 측정하는 것와 마찬가지로 기포를

샘 링하여 측정하는 것이다.입자계수기 센서 내로 가압수가 유입되면

이 빛을 조사하여 기포에 의해 감 되는 양을 통해 기포크기가 추산

된다.일반 으로 이용되는 화상분석방법과 비교하여 정확도 비 측정

시간이 매우 짧다는 장 이 있다(Hanetal,2002).

미세 기포의 크기별 기포수를 측정하기 해 particlecounter내의 8

개의 채 에서 10㎛ 단 로 2~80㎛의 기포 크기를 측정하 다. 한 튜

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포의 크기 개수 변화에 한 가능성을 최소

화하기 해 가능한 짧은 길이의 직선 튜 를 사용하 고,샘 링 유량

은 사용된 particlecounter의 제조사에서 설정된 100㎖/min로 하 다.

측정 장치 측정 센서의 개요도는 Figure3.3과 같으며,Table.3.3에

장치의 사양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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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3.3Schematicdiagram oftheparticlecountermethod

Detection

method
Channel

Dynamic

range

Flow rate

(㎖/min)

Light

extinction
8 2～900㎛ 100

Table3.3SpecificationsofOn-lineparticleco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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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수상치환법에 의한 기포발생량 측정

기포발생량은 특수 제작된 아크릴 반응조를 이용하여 연속식 수상치환

법으로 측정하 다.수상치환법은 두 개의 유량계를 사용하여 waterflow

meter에서는 분사된 가압수 부피를,airflow meter에서는 발생되는 기포

의 부피를 측정한 뒤,측정치를 분사된 물의 부피에 한 기포의 부피 비

로써 무차원 값으로 나타내었다.

Figure 3.4 Schematic diagram of Water

substitutionmethodformeasuring

bubblevolume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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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실험결과 고찰

기포의 크기와 발생량은 DAF공정의 수 처리 효율을 결정짓는 기포

의 가장 주요한 특성이다.기포의 크기 발생량 조 을 해서는 기포

발생장치를 운 함에 있어,기포크기 발생량에 향을 미치는 인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악하는 것이 요하다. 한 각 인자들의 변화에 따

라 기포의 크기와 발생량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그 원리는 무엇인

지를 악하여야 한다.SBG 개발 이후 재까지 SBG에서의 다양한 조

건 하에서 발생되는 기포의 크기를 측정하는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어 왔

다.그러나 여러 인자들에 의해 기포크기가 변한다는 상만 찰 하

을 뿐,그 원리에 한 해석이 부족하며,기존의 DAF의 새추 이 방

식에서의 크기측정결과와 비교하는 수 에 그치고 있다. 한 발생량은

기포크기와 더불어 기포의 매우 요한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측정

데이터는 거의 무한 실정이다.따라서 기존의 데이터 결과해석을

이용하여 기포의 크기 발생량이 변화되는 상을 규명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포발생장치에서 기포의 크기 발

생량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설계 운 인자를 제어하여 기포

크기 발생량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고,그 원리를 악하고자 하

다.

한편,SBG는 기존의 DAF에서의 새추 이 형식의 기포발생장치와

는 달리,한 설계인자의 값이 변화하면 운 인자는 종속인자로서 그

향을 받아 일정한 값으로 운 할 수 없다.즉 노즐 는 스 리 탱크

의 내부 구조가 변화하게 되면 압력,유량,공기유량의 값이 변화하게 된

다.따라서 각각의 인자에 따른 기포크기 발생량 변화를 살펴보더라

도 정확하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크기 발생량이 변화하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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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기가 어렵다.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포 크기 발생량에 향

을 주는 인자에 한 평가를 하기에 앞서,하나의 인자의 변화가 다른

인자에 해 어떤 향을 주는지 먼 살펴보았다.이를 통해 기포크기

발생량 측정 결과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고,크기 발생량의 변화를

일으키는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 다.

4.1설계인자가 기포 크기 발생량에 미치는 향

4.1.1노즐 직경의 향

노즐은 기포발생장치 내부에서 가압된 물이 기 으로 분사 되도록

하는 설계 인자로써,노즐의 형태에 따라 기포 발생 형태도 다양하게 나

타난다.본 실험에서는 동일한 펌 rpm 하에서 노즐 직경의 변화에 따

라 압력,유량 그리고 공기유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았다.

노즐의 직경이 변하면 압력,유량,공기유량 모두 변화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Figure4.1).노즐의 직경이 6.3mm 4.4mm 일 때는 압력과

유량,공기유량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비슷하게 나타났으나,2.5mm

일 때는 다른 두 노즐에 비해 압력이 월등하게 상승하 으며,유량과 공

기유량도 소폭 상승하 다.노즐의 구경이 어듦으로써 체 시스템의

내부 압력이 높아졌고,시스템 내부와 외부의 압력차로 인해 외부로부터

시스템으로 빨려 들어가는 유입유량 공기유량이 증가한 것으로 단

된다. 한 6.3mm에서 4.4mm로 구경이 감소하 을 때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2.5mm 로 좀 더 감소하 을 경우에는 압력이 크게 변화한 것

으로 보아,좀 더 효율 인 기포발생을 한 임계 노즐 직경 값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따라서 기포발생장치의 개발 용 시에 pliot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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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시스템에 최 인 노즐 값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Figure4.1Changesinotherfactorsaccordingtothediameterof

nozzles

다음은 노즐의 구경을 변화시키면서 발생되는 기포의 크기와 발생량을

측정한 결과이다.이 때,펌 의 rpm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크기

가 다른 세 종류의 노즐을 변경하여 실험하 다.

그 결과,노즐의 크기가 가장 작은 2.5mm일 때,기포의 평균크기가

30.5㎛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Table4.1). 한 노즐 구경변화에 따른

기포크기분포를 살펴보면(Figure4.2),노즐이 2.5mm일 때 기포크기분

포가 가장 왼쪽으로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이는 다른 두 노즐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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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2.5mm일 때 더 작은 크기범 의 기포가 다량 발생하 음을 의미한

다.노즐은 가압수가 기압으로 방출될 때 단류를 형성시켜 순간 인

감압 상으로 기포가 발생되게 하는 주요한 설계인자이다.Wangand

Ouyang(1994)에 따르면,기-액 계면에서의 빠른 질량 달은 기포 핵을

형성을 증가시켜 더욱 많은 미세기포를 생성시킨다.따라서 기포 발생

시에는 가압수의 분사 유속이 매우 요하다.노즐의 직경이 작을수록

기포발생장치의 내부압력은 커지므로 노즐을 통과하는 가압수의 분사속

도는 빨라지게 되며,순간 인 감압 상으로 인한 기포발생효과가 더욱

증 되게 된다.따라서 직경이 큰 두 노즐에 비해 비교 직경이 작은

2.5mm의 노즐에서 더욱 미세한 기포가 다량 발생한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노즐 4.4mm에서의 평균 크기 기포크기 분포는 6.3mm일 때

와 비교하여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노즐의 변화에 따

른 압력변화를 통해 해석할 수 있다.4.4mm에서 2.5mm로 노즐의 직

경이 변했을 때 압력이 감소함을 보인 반면 6.3mm에서 4.4mm로 구경

이 감소하 을 때는 에 띄는 압력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압력 변화

가 없었으므로 순간 입 감압의 크기도 동일하 을 것으로 단된다.따

라서 평균 기포크기 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

Diameterofnozzle(mm) 2.5 4.4 6.3

Averagebubblesize(㎛) 30.5 38.8 38.9

Table4.1Averagebubblesizeinthevariousdiameterof

nozz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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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2Bubblesizedistributiondependingonthe

diameterofnozzles

노즐 구경에 따른 기포 발생량 측정 결과,노즐이 가장 작은 2.5mm

에서 가장 높은 발생량을 보 다(Figure4.3).노즐이 감소함에 따라 기

포발생장치 내부 압력의 증가 폭이 커졌고,이 압력은 미세한 기포를 발

생시키는데 효과 으로 작용한 것으로 단된다.높아진 내부압력은 가

압수의 분사 시 속도를 증가시키고,증가된 분사속도에 의해 기-액 계면

에서의 기포 핵 발생이 많아지면서 발생량에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

다. 한 기포발생장치에서 발생량은 주로 용해율로 설명되는데,용해율

은 압력과 비례한다.압력이 높아야 공기 용해량이 많아지고 물속에 녹

아있던 공기가 압력 강하 시 다량 방출될 수 있다.Figure4.3의 그래

를 보면,4.4mm와 6.3mm에서의 발생량은 거의 비슷한 값을 보 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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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앞서 노즐과 압력과의 상 계에 한 실험과 계된다.노즐의

직경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압력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포 발생

에 효과 인 임계 압력이 존재하고 이것은 한 임계 유량이 존재한다는

뜻이 된다.결과 으로 펌 의 rpm을 높여 유량을 증가시켜 압력상승을

일으켜야 기포의 발생량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Figure4.3Bubblevolumeconcentrationandbubble

sizedependingonthediameterofnozzles

4.1.2스 리 탱크 내부구조의 향

스 리 탱크의 내부 구조를 변형시키기 해 탱크 내부에 설치되는

격벽의 수를 달리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스 리 탱크 내의 격벽 수

의 변화가 압력,유량 공기유량에 미치는 향은 Figure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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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격벽 수의 변화는 압력,유량 공기유량에 별다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즉,유량과 공기유량의 변화는 압력에 의

해서 변화되므로 본 실험에서 격벽 수의 증가는 압력의 증가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사실상 격벽의 오리피스는 노즐의 개념으

로 도 무방하며 유체가 노즐을 통과할 때는 항상 압력차가 발생하나,

본 실험의 격벽 오리피스를 통과할 때는 그 압력차 값이 매우 작아 체

시스템의 압력 증가로 찰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다시 말해,본 시

스템의 격벽의 오리피스는 에 띄는 압력 증가를 유도하기에는 그 크기

가 다소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Figure4.4Changesinotherfactorsaccordingtothenumberof

partitions

SBG의 스 리 탱크 내부의 격벽 설치는 기존 DAF기포발생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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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화기에서 공기 용해율을 높이기 해 충진재를 삽입한 것으로부터

생된 것으로써 기포크기를 작게 하고 발생량을 더욱 효과 으로 증가시

키기 해서 시작되었다.실제로 SBG에서도 스 리 탱크 내 격벽의

설치가 기포의 크기 발생량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해 실험을

수행하 다.

격벽 설치 개수에 따른 평균기포크기를 산정한 결과,Table4.2에

서 보는 바와 같이 격벽 수에 따른 기포크기의 뚜렷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그러나 격벽 개수에 따른 기포크기분포(Figure4.5)를 살펴본 결

과,격벽의 개수가 증가하 을 때,기포크기분포의 최 치는 작은 크기

범 쪽으로 치우쳤다.즉,격벽 수 증가에 따른 평균기포 크기는 감소하

지 않았지만,실제로 20㎛ 이하의 작은 기포는 다량 발생하 음을 의미

한다.작은 기포들이 다량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크기가 감소하지

않은 이유는 격벽 2개 3개 일 경우,격벽 0개와 1개 일 때와 비교하

여 50㎛ 이상 범 의 기포들 역시 많이 발생하 기 때문이다.발생된

기포들의 평균크기의 감소는 확인 할 수 없었으나,격벽이 2개 이상 설

치되었을 때 작은 기포가 다량 발생하 다는 사실로써,격벽설치가 작은

기포 발생에 효과 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앞서 언 하 듯이,본 연구에서 사용된 격벽은 오리피스의 크기가 미

세하지 않아 압력의 증가가 효과 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기포크기의 감

소는 주로 높은 압력에 의한 용해의 효과에서 비롯되나,본 실험에서는

격벽설치에 의한 압력증가가 없었으므로 20㎛이하의 작은 기포 발생의

주요한 원인을 내부압력의 증가로 인한 분사 시의 감압차이로 보기는 어

렵다.그러나 체 시스템의 압력 증가가 없었다 하더라도,유체가 오리

피스를 통과할 때는 끊임없는 압력의 변화가 작용하게 된다.가압수가

스 리 탱크 내부로 유입되어 외부로 유출되기까지 격벽의 오리피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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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할 때,순간 으로 압력의 변화가 작용하여 속도가 빨라지며 노즐에

가까워질수록 그것은 더욱 빨라지게 된다.오리피스를 통과하는 짧은 순

간마다 압력이 강하되면서(Sanderetal,1994),가압수로부터 미세한

기포가 용출될 수 있다.그리고 격벽 수가 증가됨으로써 그러한 효과는

더욱 배가될 수 있다.이러한 압력의 강하 상과 더불어 본 실험에서

의 격벽에 의한 기포 크기 감소의 주요 기작은,유체 단에 의한 기포

의 깨짐 상인 것으로 사료된다.가압수가 오리피스에서 유속이 빨라짐

으로써 단력이 상승하고,따라서 마찰력 한 증가하게 된다.이러한

마찰력에 의해 가압수 내에 있는 기포가 오리피스 표면에서 찢어지는

상이 나타난다(SatoandSaito,2001).다수의 격벽을 통과하면서 이러한

상은 반복이 되어 작은 기포가 형성될 수 있다.

Thenumberofpartitions 0 1 2 3

Averagebubblesize(㎛) 33.9 33.7 30.2 29.8

Table 4.2 Average bubble size in the various numberof

par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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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5Bubblesizedistributiondependingonthe

numberofpartitions

격벽 수에 따른 기포발생량 측정결과, 에 띄는 차이는 발견할 수 없

었다(Figure4.6).격벽의 개수 증가에 의한 압력 증가 없었으므로 공기

의 용해율에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공기의 용해는 압력과 온도와 상 이 있지만,이 외에 물과 공기의

면 시간에도 향을 받는다.혼합탱크의 격벽이 늘어날수

록 물과 공기의 면 이 넓어지므로 공기의 용해율에 향을 수

있는데,격벽의 없는 경우(격벽 수 0)와 있는 경우(격벽 수 1,2,3)의 미세

한 기포발생량 차이는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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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6Bubblevolumeconcentrationandbubble

size depending on the number of

partitions

4.2운 인자가 기포 크기 발생량에 미치는 향

4.2.1압력의 향

설계인자에 따른 운 인자의 변화를 찰한 결과,노즐 직경의 감소는

압력 증가와 더불어 유량변화가 미세하게나마 나타났고 격벽의 유무

증가는 압력변화에 향을 미치지 않으며 유량변화 한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따라서 유량과 공기유량은 압력에 의해 얼마만큼의 변화를 보이

는지 좀 더 알아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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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의 변화에 따른 기타 운 인자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압력 상승

에 따라 유량이 증가함을 보 고,공기유량은 아주 미세한 변화가 찰

되었다(Figure4.7).본 실험을 통해,압력의 변화는 물 공기 유량을

변화시키지만 공기유량의 경우 비교 큰 변화는 아니며,물 유량이

에 띄게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로써 앞서 찰된 모든 설계

인자의 향은 근본 으로 유량의 변화에 기인하여 발 되는 압력의

향인 것으로 생각되며,이로써 제일 요한 요소는 유량이라고 단된다,

결과 으로 유량의 많고 음에 따라 압력이 변화하여 각각의 인자들에

따른 기포 크기 발생량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ure4.7Changesinotherfactorsaccordingtothe

pres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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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G에서 압력은 유입 ,노즐 등의 설계구성요소들에 의해서 향을

받지만 이는 장치개발 는 제작 시 미리 선정되는 요소이므로,기포발

생장치 운 시에 압력은 주로 펌 의 rpm을 통해서 조 된다.노즐,스

리 탱크의 내부구조 등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게 한 상태에서 펌

의 rpm만 조 하여 압력을 변화시킨 후 발생되는 기포의 크기를 찰

해 보았다.

기존 DAF공정에서 기포의 크기가 가압수 분사 시에 노즐 후의

압력차에 가장 큰 향을 받는 것(AWWA andEdzwald,2010)과 마찬

가지로,SBG 운 에서도 역시 기포발생장치 내부 압력을 조 함으로써

기포크기변화를 뚜렷하게 찰할 수 있었다.여러 연구 앞선 실험에

서의 결과로부터 상한 바와 같이,압력이 높을수록 평균 기포크기는

작아졌으며(Table4.3),기포크기분포의 최 값도 더 작은 기포 크기 범

쪽으로 이동하 다(Figure4.8).이는 비교 높은 압력에서 체기포

발생량 비교 크기가 작은 기포가 다량 발생하 음을 의미한다.펌

의 rpm이 높아지면,펌 내로 유입되는 유량의 증가로 인해 펌 내

압력이 높아진다.라 라스 방정식(LaplaceEquation)에 의하면,기-액

조건에서 역학 인 평형상태에 있는 기포의 반지름은 압력차에 반비례한

다.따라서 펌 내부의 압력이 높으면 가압수 분사 시 압력차가 더욱

커지기 때문에 기포의 크기는 더 작아지게 된다.그러나 기존 DAF공정

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정 압력이상에서는 기포의 크기가 더욱 작아지지

않는 임계 압력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통 그 임계 압력을 6기압

으로 보고 있으나 장치 형태별로 가압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용

운 시 임계 압력에 한 실험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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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atm) 2.5 3.5 4.5

Averagebubblesize(㎛) 34.0 32.3 29.7

Table4.3Averagebubblesizeinthevariouspressures

Figure4.8Bubblesizedistributiondependingonthe

pressures

기포의 발생량은 압력이 높을 수록 에 띄게 증가하 다(Figure4.9).

헨리의 법칙(Henry'slaw)에 따르면 압력과 기체의 용해도는 비례하므

로 압력이 높을수록 가압수에 공기가 많이 녹게 된다.공기가 다량 용해

된 가압수를 기 으로 분사하면 노즐 말단에서 방출되는 기포는 당연

히 많아지며,따라서 기포 발생량이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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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9Bubblevolumeconcentrationandbubble

sizedependingonthepressures

4.2.2공기유량의 향

공기유량의 변화에 따른 압력과 유량의 변화는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Figure4.10).펌 내 임펠러의 회 에 의해 발생되는 압력은 일반

으로 유체의 도에 향을 받게 되는데, 체 으로 유입유량이 많아

지면 압력이 증가하고,유체 내 공기가 많이 섞여 도가 낮아지면 압력

이 감소하게 된다.그러나 본 실험에서 기포 발생을 해 주입된 공기유

량은 유입유량과 비교했을 때 매우 소량이므로,공기유량이 증가하여도

체 유체의 도에는 크게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따라서

공기유량에 따른 압력 유입유량에는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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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10Changesinotherfactorsaccordingtothe

airflow rates

공기유량의 변화가 기포크기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해 공기 유

입부에 공기 유량계를 연결하고 유량계의 개폐비로 유량을 조 하여 발

생되는 기포의 크기를 측정하 다.

공기유입유량 조 에 따른 기포크기 찰 결과,공기유량변화에 따른

평균기포크기가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Table4.4),기포크기분포 역시 매

우 유사하게 나타났다(Figure4.11).가압수의 유량에 비해 워낙 소량의

범 로 유입 공기 유량을 조 하 기 때문에 공기 유입유량 변화에 따른

압력과 유량의 변화는 찰되지 않았다.따라서 기 으로 분사 시 감

압의 크기도 동일하기 때문에 기포크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단된다.

이로써 공기유량은 기포크기에 직 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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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그러나 한 등 (2007)에 의하면,공기유입유량을 매우 증가시킬

경우,공기의 과잉흡입으로 인해 펌 내 유체의 평균 도가 낮아져 스

리 탱크 내에 압력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매크로 범 의 큰 기포

가 발생될 수 있다.따라서 SBG 운 시,압력의 형성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정 공기유량 범 내에서 운 을 해야 할 것이다.

Airflow rate(㎖/min) 400 800 1000

Averagebubblesize(㎛) 34.2 34.1 33.6

Table4.4Averagebubblesizeinthevariousairflow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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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11Bubblesizedistributiondependingonthe

airflow rates

공기유량 변화에 따른 기포발생량 측정결과는 Figure4.12와 같다.유

입되는 공기유량이 많을수록 기포의 발생량이 많아질 것으로 상되었으

나,유입유량 증가에 따른 발생량 증가에도 임계값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공기유입유량이 400㎖/min일 때와 800㎖일 때의 발생량은 거의

두 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1000㎖/min으로 공기유입

유량을 증가시키자 발생량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유입되는 물의

양에 포화될 수 있는 공기량은 한계가 있고,포화 될 수 있는 공기량 이

상을 유입시킬 경우,더 이상 녹지 않고 스 리 탱크 내에 다량 축

되어 일정시간 후 한꺼번에 토출되는 상이 발생한다.따라서 체 인

미세기포의 발생효율은 하하게 되며 계속 해서 공기유량을 증가시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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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경우,펌 내 유체의 도가 낮아지고 펌 의 효율이 하되어 결

국 더 이상 미세기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물론 펌 가동이 단될 수

있다.따라서 미세기포의 발생 용 시 정공기유량으로 운 을 시

키는 것이 요하다.

Figure4.12Bubblevolumeconcentrationandbubble

sizedependingontheairflow rates

4.2.3온도의 향

유입수의 온도는 기포의 물리 특성과 매우 한 계가 있다.새

추 이 형식의 기포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기존 DAF공정에서 미세기

포의 생성여부는 기포발생장치 내부의 높은 압력에 의한 공기의 용해에

서 비롯되는데,물의 온도가 높으면 공기의 용해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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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온도 변화가 기포의 크기 발생량에 얼마만큼의 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기 해 동일한 설계 운 조건 하에 물의 온도만 변화시

켜 기포를 발생시킨 후 그 크기 발생량을 측정해 보았다.

실험 결과,온도가 상승하 을 때,기포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Table4.5).기포크기분포 역시 온도가 낮은 물에서 비교 작은

크기 범 에서 나타났다(Figure 4.13). 라 라스 방정식(Laplace

Equation)에 의하면 기포의 직경은 표면장력과 비례하고 압력차에 반비

례한다.온도는 표면장력의 역수에 비례하므로 온도가 올라가면 표면장

력은 작아지게 된다.즉,표면장력이 작아지면 기포의 직경이 감소하므

로,결국 온도의 상승은 기포의 크기감소에 향을 미치게 된다.

Temperature(℃) 18.3~19.6 41.0~37.3

Averagebubblesize(㎛) 32.8 29.4

Table4.5Averagebubblesizeinthevarious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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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13Bubblesizedistributiondependingonthe

temperatures

온도 변화에 따른 기포 발생량 측정결과,온도가 높을수록 기포발생량

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4.14).이는 간단한 식으로 증명될

수 있다.

공기용해량은 압력과 헨리상수 역수의 곱으로 구해진다.이 때 헨리상

수는 온도와 계되는데,온도가 올라갈수록 헨리 상수는 증가하게 된다.

즉,온도가 올라갈수록 공기의 용해량은 감소한다.따라서 기포발생장치

를 통과하는 높은 온도의 가압수는 분사 시의 압력 강하에도 불구하고

녹아있는 공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발생량이 작을 수밖에 없다. 재

동아시아 지역의 해수담수화공정에서 부상공정에 의한 처리를 수행하

는 에 기포 발생효율이 하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더운 날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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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처리수 온도 상승과 계되어 있다.따라서 앞으로 온도와 기포발

생효율에 련된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Figure4.14Bubblevolumeconcentrationandbubble

sizedependingonthe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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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SBG설계 운 을 한 가이드라인

본 에서는 SBG의 설계 운 시에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정리하여

이러한 기포발생장치의 실제 장 용 시를 비한 가이드라인 제시에

도움이 되고자 하 다.

4.3.1기포의 물리 특성 최 화를 한 설계 운 방안

SBG를 이용한 부상공정의 효율을 높이기 해서는 기포의 크기는 감소

시키고,발생량은 증가시켜야 한다.본 연구에서의 실험 결과들을 토 로

SBG를 설계 운 함에 있어 기포의 물리 특성을 제어하는 방안을 제

시해 보고자 하 다.표 4.6에 기포 크기 감소 발생량 증가를 해 각각

의 인자들을 제어하는 방법과 우선순 를 나타냈다.

기포의 크기를 이기 해서는 압력,노즐 격벽수,온도가 제어되어야

하며,가장 요한 인자는 압력이다.펌 의 rpm을 조 하여 압력을 높이

는 것이 가장 효과 이며,4.5atm 이상에서 운 하는 것이 좋다.압력의

소폭 상승을 돕기 해 노즐의 직경은 작을수록 좋으며,용존 외에 기포의

깨짐 상에 의한 미세기포의 발생을 해서 격벽의 수는 많을수록 효과

이다.특히 격벽의 오리피스 크기를 결정할 때는 스 리 탱크 내부의

압력 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임계 크기 이하로 설계해야 보다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다.다수의 격벽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가압수가 탱크 내부에서

면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온도의 경우 기포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인자이나,발생량의 하 우

려가 있으므로 실제 용 시에는 배제하는 것이 좋다.

기포의 발생량 증가에는 압력,공기유량이 가장 많은 향을 미친다.그

가장 요한 인자는 크기와 마찬가지로 역시 압력이다.압력이 높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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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기포발생효율이 증가한다.압력이 높아지면 공기유입량도 함께 높아지

므로 기포발생량을 비교 쉽게 증가시킬 수 있다.

Factors

Designfactors Operationfactors

Operation

factors

Solution

state

Nozzle

Diameter

Numberof

Partitions
Pressure

Air

flow rate
Temperature

Bubble

size

BVC

Table 4.6 Controlmethods and the priorities ofdesign and

operation factors to decrease Bubble Size and to

increase Bubble Volume Concentration (Priority

indicator:Saturationofarrows)

4.3.2설계 운 시 고려사항

(1)설계 시 고려사항

-처리하고자 하는 유량에 합한 펌 노즐을 선정하여야 한다.만

약 정 마력 이하의 펌 는 최소 직경 이하의 노즐을 선택할 경우

아 기포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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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운 시 고려사항

-공기를 과다하게 유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공기유량이 많을 경우

기포발생효율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펌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

므로 주의해야한다.

-스 리 탱크 내 공기가 축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공기가 축

되면 장시간 운 시 일정 시간 후에 미세기포가 발생하지 않고 거

기포가 한꺼번에 토출되어 나온다.탱크에 ventingvalve를 설치해 주

면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60 -

5.결론

본 연구에서는 스 리 형식의 기포발생장치의 설계 운 시 발생

되는 기포의 물리 특성을 최 화하기 해 SBG를 구성하는 설계인자

운 인자가 기포의 물리 특성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한 각

각의 인자들에 따른 기포 크기 발생량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토 로

SBG의 설계 운 시 기포발생효율을 증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세부 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설계인자가 기포 크기 발생량에 미치는 향

(1)노즐의 직경은 기포크기 발생량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

다.노즐의 직경이 감소할수록 기포의 크기는 작아지고,발생량은 증가

하 으며,그 원리는 노즐 직경 감소로 인해 유량과 압력이 증가하면서

분사 시 압력차가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2)스 리 탱크 내 격벽 수의 증가는 기포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격벽 수 증가에 따른 압력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기포 크기 감소의 주요 메커니즘은 기포의 깨짐

상인 것으로 단된다.한편,격벽 수의 증가는 기포의 발생량에는 큰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운 인자가 기포 크기 발생량에 미치는 향

(1)압력은 SBG를 운 할 때,기포의 크기 발생량에 가장 많은 향을

미치는 인자이다.압력이 높을수록 분사 시 압력차에 의해 기포의 크기

는 감소하고 용해율이 증가함으로써 발생량 한 증가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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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기유량은 기포의 크기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기포발생량에는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공기유량이 증가할수록 기포발생량도

증가하나,일정 수 이상이 유입될 경우에는 발생량이 더 이상 증가하

지 않는다.

(3)온도는 기포의 크기 발생량에 모두 향을 미친다.온도가 높을수록

용해율이 낮아지므로 기포의 발생효율은 낮아지는 반면 기포의 크기감

소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SBG설계 운 을 한 가이드라인

(1)부상공정의 효율을 높이기 해서는 기포의 크기는 감소시키고 발생량

은 증가시켜야한다.이를 해서는 압력이 높을수록,노즐의 직경이 작

을수록,스 리 탱크 내 격벽이 많을수록 좋다.기포의 발생량을 증가

시키기 해서는 공기유량을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정

유량을 지키는 것이 좋다.온도의 경우 기포의 감소에는 효과가 있으나

발생량을 하시키므로 체 인 효율을 해서는 온도 증가는 배제하

는 것이 좋다.

(2)SBG설계 시에는 처리 유량에 맞는 정 노즐 직경 펌 사양이

선정되어야하며 운 시에는 기포발생효율감소 펌 고장을 방지하

기 해 공기 유량의 한 제어가 필요하다.



- 62 -

6.참고문헌

Aline Nogueira da Silveira, Renato Silva, Jorge Rubio (2009)

TreatmentofAcid Mine Drainage (AMD)in South Brazil:

Comparative active processes and water reuse.International

JournalofMineralProcessing,Volume93,Issue2,1October

2009,Pages103-109.

AmericanWaterWorksAssociationandJamesEdzwald(2010)Water

Qualiy& Treatment:AHandbookonDrinkingWater.

Edzwald, J.K. (1995) Principles and applications of dissolved

airflotation.WaterScienceandTechnology,Vol31,No3-4,pp

1-23.

Han,M.Y.(2001a)ModelingofDAF:theeffectofparticleandbubble

characteristics. Journal of Water Supply: Research and

Technology-AQUA,51(1),27-34.

Han,M.Y.,Kim,T.I.and Kim,J.H.(2006)Application ofimage

analysistoevaluatetheflocculationprocess.JournalofWater

Supply:ResearchandTechnology-AQUA.55(7-8),453-459.

Han,M.Y.,Kim,T.I.andKwak,D.H.(2009)Measurementofbubble

beddepth in dissolved airflotation using aparticlecounter.

JournalofWater Supply:Research and Technology-AQUA,

58(1),57-63.



- 63 -

Han,M.Y.,Park Y.H.and Yu T.J.(2002b)Developmentofnew

methodofbubblesize.WaterScienceandTechnology:Water

Supply,2(2),77-83.

Han,M.Y.,ParkY.H.,LeeJ.andShim J.S.(2002)Effectofpressure

on bubblesizein dissolved airflotation.WaterScienceand

Technology:WaterSupply,2(5-6),41-46.

Han, M.Y., Park, Y.H., Kwak, D.H. and Kim, I.K. (2001b)

Developmentofmeasuringbubblesizeinflotationprocessusing

on-lineparticlecounter.JournalofKSWW,15(6),559-565.

KeiichiSatoandYasuhiroSaito(2001)Unstablecavitationbehavior

inacircular-cylindricalorificeflow.JSMEInternationalJournal

SeriesB,45(3),SpecialIssueon InternationalConferenceon

PowerandEnergySystem,638-645.

SanderE.DeRijk,JaapH.J.M.VanderGraafandJanG.Den

Blanken (1994) Bubble size in flotation thickening.Water

Research,28(2),465-473.

Schulz,H.J.(1984)Physico-chemicalelementaryprocessinflotation.

Elsevier,12(5),275-276.

SimonaRossi,CsongorSzíjjártó,FrédéricGerber,GillesWaton,Marie

Pierre Krafft (2011) Fluorous materials in microbubble

engineeringscienceandtechnology—Designanddevelopmentof



- 64 -

new bubble preparation and sizing technologies,Journalof

Fluorine Chemistry,Volume 132,Issue 12,December 2011,

Pages1102-1109.

WangL.andOuyangF.(1994)Hydrodynamiccharacteristicsofthe

processofdepressurizationofsaturatedwater.Chin.J.Chem.

Eng.2,211-218.

Xiong-jun Wu,Georges L.Chahine (2010) Development of an

acousticinstrumentforbubblesizedistribution measurement.

Journal of Hydrodynamics, Ser. B, Volume 22, Issue 5,

Supplement1,October2010,Pages330-336.

Zhi-shan Bai,Hua-lin Wang,Shan-Tung Tu (2011) Oil–water

separation using hydrocyclones enhanced by air bubbles,

ChemicalEngineeringResearchandDesign,Volume89,Issue1,

January2011,Pages55-59.

강태희,오병수,이훈,변규식,권순범,손병용,안효원,강 원 (2005)

Ozoflotation공정의 정수처리 용에 한 연구.한국물환경학회

지,제 21권,제 5호.

김충일 (2010)기포의 잠재 인 에 지에 한 고찰과 소독 유류세척

공정에서의 용.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독고석,곽동희,김 환 (2004)DAF에서 기포의 크기제어 향분석.

상하수도학회지 18권 2호,pp235-241.

안 명,이창한,최윤찬,조석호,안갑환,김성수 (2002)국산 DAF펌



- 65 -

의 기포특성.상하수도학회지 16권 4호,pp411-416.

안효원,권순범,곽동희 (2006)DAF공정을 용한 정수처리 기술,한국

수자원공사

오 주,조 근,이경황,이재 (2005)역 사 음향 산란장을 이용한 마

이크로 기포 크기 분포 측정. 한기계학회 춘계학술 회 논문집,

pp2063-2070.

이창한,안 명,김성수,조석호,안갑환 (2009)DAF펌 를 이용한 실규

모 용존공기부상 공정의 처리 조건. 한환경공학회지 31권 1호,

pp58-63.

정유근 (2008)DAF에서 맞춤형 기포크기 제조장치의 개발과 응용.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

한무 ,김충일,박성원,김하룡,이 우,유해운 (2007)DAF에서 맞춤형

기포크기 제조장치의 개발과 응용.한국수처리학회지 15(2),pp

13-23.



- 66 -

Abstract

Effectofthedesignandoperationfactors

onthephysicalpropertiesofthebubbles

inthesplittingtype-bubblegenerator

MiraPark

Dept.ofCivilandEnvironmentalEngineering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Splittingtypebubblegenerator(SBG)isverysimplesystem consisting

onlypumpandsplittingtank,andalsoitsdesignandoperationare

easycomparedtosaturatingtype-bubblegeneratorcommonlyusedin

DAFprocess.Forthisreason,itisexpectedthatSBG canbeeasily

applied to various application fields including waterpurification in

naturalwatersystem.However,thefundamentalresearcheson the

physical properties of bubbles generated through SBG has not

conductedalot.Inordertoincreasetheefficiency oftheflotation

processusingSBG,thedesignandoperationfactorsthataffectonthe

physicalpropertiesofbubblesneedtobeadjusted.

Therefore,inthisstudy,theeffectsofdesignandoperationfactors

configuringSBG onthephysicalpropertiesofbubblewereevaluated

and a guideline for the design and operation ofthe SBG wa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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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the diameter ofnozzle was decreased,bubble size was

reducedandbubblevolumeconcentrationwasincreased.Thebubble

sizewasalsodecreasedwithanincreaseofthenumberofpartitions

insidethesplitting tank.Buttherewasno effectofpartitionson

bubblevolumeconcentration.Increaseofpressurewasmosteffective

in reducing thesizeofthebubblesand increasing bubblevolume

concentration.Therefore,higherpressure, smallerdiameterofthe

nozzle,morepartitionsinsidesplittingtankcanmaketheefficiencyof

theflotationprocessincrease.Airflow ratewasirrelevantwiththe

bubblesize,butitwasconfirmedthatairflow rateisproportionalto

bubblevolumeconcentration.Butiftheairflow rateincreasesovera

certainlevel,bubblevolumeconcentrationdoesnotincreaseanymore.

Thus,themaximum valueofairflow rateshouldbeadjustedwithina

properrange.Bubblesizewasdecreasedwithincreasingtemperature

oftheinfluent,buthighertemperatureshould beruled outduring

operation ofSBG becauseitisabletocausedecreaseof bubble

volumeconcentration.

Itisexpectedthattheresultsofthisstudycanbeusedasbasic

dataincontrollingbubblesizeandbubblevolumeconcentrationwhen

SBGisdesignedandoperated.

Keywords: Bubble size, Bubble volume concentration, Bubble

generator,DAF-pump

Studentnumber:2011-20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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