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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물이 포함된 원유는 oil separator 를 거쳐 물이 제거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기-물-기름 3상 혼합물에 대한 3차원

oil separator 의 분리성능을 예측하기 위하여 Eulerian 전산유체역학(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모델을 개발

하는 것이다. 비압축성, 등온, 비정상상태 CFD 모델식은 공기상을 연속상으로, 물과 기름상을 분산상으로 정의하며,

운동량 보존식은 항력(drag force), 양력(lift force), 다공성매체 저항력을 포함한다. 또한, 난류현상으로 standard k-ε 모

델이 이용된다. 물과 기름 출구압은 oil separator 의 액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이며, 정상운전상태 액위 25 cm를 맞추

기 위하여 측정압은 각각 6.3 kPa, 5.1 kPa으로 결정되었다. 시간에 따른 공기, 물, 기름의 부피분율의 변화를 조사하

였고, 정상상태에 도달하였을 때, 물과 기름상의 침강속도를 oil separator의 종축 길이에 따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서 제시된 CFD 모델로부터 얻은 oil separator의 기름분리성능은 99.85%이며, 실험값과 거의 일치하였다. 비교적 단순

한 이 CFD 모델은 향후 oil separator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최적운전조건을 찾기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 Water is removed from crude oil containing water by using oil separator.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three-dimensional (3D) Eulerian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model to predict the separation efficiency of air-

water-oil separator. In the incompressible, isothermal and unsteady-state CFD model, air is defined as continuous phase,

and water and oil are given as dispersed phase. The momentum equation includes the drag force, lift force and resis-

tance force of porous media. The standard k-ε model is used for turbulence flow. The exit pressures of water and oil play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liquid level of the oil separator. The exit pressures were identified to be 6.3 kPa and

5.1 kPa for water and oil, respectively, to keep a liquid level of 25 cm at a normal operating condition. The time evolution of vol-

ume fractions of air, water and oil was investigated. The settling velocities of water and oil along the longitudinal sep-

arator distance were analyzed, when the oil separator reached a steady-state. The oil separation efficiency obtained from

the CFD model was 99.85%, which agreed well with experimental data. The relatively simple CFD model can be used

for the modification of oil separator structure and finding optimal operating conditions.

Key words: Air-water-oil separator, Oil-water separation efficiency, Liquid outlet pressure, Settling velocity, Computa-

tional fluid dynamics (C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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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전에서 채굴된 원유는 물, 소금, 중금속과 같은 불순물이 존재

한다[1]. 물이 많이 포함된 원유 혼합물은 water-in-oil (W/O) 혹은

oil-in-water (O/W) emulsion으로 구분될 수 있다[2,3]. 기름은 분산

상, 물은 연속상으로 간주되는 O/W emulsion 은 기름 액적 표면에

존재하는 친수성 물질들로 인하여 매우 안정적이며, 20 mm 이하의

미세 유적으로도 존재할 수 있다[2].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름을 함유하는 산업 폐수도 석유화학, 제철, 제약, 해운, 음식업체

에서 많이 발생한다[4,5]. O/W 기름 입자는 자유 액적(free, 150 μm

이상), 분산 액적(dispersed, 20~150μm), 미세분산 액적 (emulsified,

5~20 μm), 그리고 수용성 액적(soluble, 5 μm 이하) 으로 구분될 수

있다[4].

O/W emulsion 으로부터 기름을 분리하기 위하여 화학적 그리고

물리적 처리 방법이 사용된다[3]. 화학적 방법은 유수 상분리를 증

진시키는 물질(demulsifier)를 첨가하는 것이다[6]. 이 방법은 빠르

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첨가물을 제거해야 하는 단점을 갖는다. 물리적

방법은 중력 침강(gravity settler), 원심 침강(centrifugal settler), 공

기부상(air floatation), 여과 및 분리막(filtration and membrane), 전기

침강(electrostatic settler), 초음파 침강(ultrasound settler) [4,6] 등이

있다. 이들 물리적 방법은 분산상 액적의 이동, 충돌, 합체를 도모

하여 상분리를 향상시킨다[6]. 하지만, 이러한 물리적 방법은 일반

적으로 액체 체류시간이 길고, 큰 장치 크기를 요구하는 단점을 갖

는다. 또한, 100 μm 이하의 미세 액적에 대하여 중력 혹은 부력을

이용한 분리는 낮은 침강속도로 인하여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장치 크기를 작게 하고, 액적의 포집과 합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계적 포집기(mechanical coalescer)와 같은 내부구조체(internals)를

사용한다[7]. 기계적 포집기로는 plate-type, wire-mesh type, fiber-

type, porous and granular beds 등이 있다[2,8]. 20 μm 이하의 미세

분산 액적(emulsified drops)의 분리를 위하여 fibrous membrane

coalescer가 사용되어왔다[5,9,10]. Bansal et al. (2011)은 수용액상에

미세하게 분산된 평균 2 μm 유적(oil droplet) 의 분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 다공성 섬유 여과기(fiber filer)의 분리성능을 조사하였다[9].

미세 액적은 다공성 섬유에 접근하고, 포집되며, 액적들간 합체되

어 중력과 부력의 작용으로 침강하거나 부상한다. 섬유 포집기의

성능은 원료의 특성(액적 크기, 계면장력, 밀도차 등), 운전조건(유

입속도, 압력차, 기름 농도 등), 포집체 물성(기공크기, 섬유 구조,

투과도, 두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9]. Luo et al. (2016)은 20

μm 이하 유적을 선박폐수에서 회수하기 위하여 섬유 포집층을 이

용하였고, 포집매체의 비표면적, 포집층 길이, 유입속도, 유입 기름

양 등에 따른 영향을 실험적으로 관찰하였다[10]. Li & Gu (2005)

는 O/W emulsion 으로부터 10 μm 이하 기름 액적을 분리하기 위

하여 친유성 섬유 포집매체를 사용하였고, 원료 유입량, 유입 기름

농도, 섬유 길이에 따른 차압과 분리성능을 실험적으로 구하였다

[2]. Xie et al. (2015)은 water-crude oil emulsion 으로부터 물입자

응집을 증진시키고, 유수분리장치의 크기를 소형화할 수 있는 초음파

기술을 소개하였다. 초음파 투사를 통하여 물의 액적 크기는 20μm에

서 최대 75 μm으로 증가하였고, 유수분리 성능이 향상되었다[6].

Shin & Chase (2004)는 50 μm 보다 작은 물 액적을 기름상에서 제

거하기 위하여 섬유 포집기를 사용했으며, 섬유표면 친수성, 섬유

층 길이, 그리고 유속의 영향을 실험적으로 조사하였다[11]. Cai et

al. (2017)은 기름을 포함한 폐수에서 기름을 제거하기 위한 floatation

column에 대하여 실험과 전산유체역학(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모사를 수행하였다. 입자수지식(population balance

equation)을 포함하는 Eulerian CFD 모사에서 얻는 분리성능은 실

험 결과와 잘 일치하였다[12].

다상(multiphase)에 대한 CFD 모델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Eulerian-Eulerian (EE) 방법과 Eulerian-Lagrangian (EL) 방법이다.

EE 방법은 모든 상을 연속상(continuum phase)으로 간주하는 것이

고, EL 방법은 하나의 상은 연속상으로 다른 한 상은 입자상

(discrete phase)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13,14]. EE 방법은 다시 2

가지 방법으로 구분되는데, VOF (volume of fluid) 모델과 Eulerian 모

델이다. VOF는 surface tracking method 로서 두 상간이 서로 섞이

지 않는 경우(immiscible fluids)에 사용한다[7,13,14]. 두상이 서로

섞일 수 있을 경우, Eulerian 모델을 사용해야 하며, Eulerian 모델

은 각 상에 대하여 연속방정식과 운동량 보존식을 각각 사용한다.

Eulerian 모델은 VOF 모델과는 다르게 두상간의 운동량 교환 인자

(momentum exchange coefficient) 를 갖는 drag force 항이 포함된

다[13]. 

Laleh et al. (2010)은 다상 원유분리장치에 대한 CFD 연구에 대

한 연구현황을 소개하였다[14]. 원심 분리 방식의 선박용 유수분리

기에 대한 정상상태 Eulerian CFD 모사를 통하여 원심분리 회전속

도에 따른 압력장, 속도장, 기름 부피분율 등을 분석하였다[15]. 파이프

내 water-oil 층 흐름에 대하여 RNG (re-normalization group) k-ε

난류모델을 포함하는 2상 VOF CFD 모사를 수행하였다[16]. Mohayeji

et al. (2016)은 원유에서 물과 소금을 제거하기 위한 나선형 중력

포집기(spiral gravitational coalescer)에 대하여 PBE 모델을 개발하

였고, 온도, 유량, 그리고 압력강하에 따른 물과 소금 제거율을 구

하였다[1]. Kharoua et al. (2013)은 사선으로 배치된 판형 포집기가

설치된 공기-물-기름 분리장치에 대하여 k-ε 난류모델 및 PBE 모델

을 포함하는 3차원 3상 Eulerian CFD 모델을 제시하였고, 유입 액

적 DSD에 따른 분리성능, 체류시간, 침강속도, 그리고 DSD 를 계

산하였다. 이 CFD-PBE 모델은 2개 액체 분산상의 액적크기를 일

정하다고 가정한 순수 Eulerian CFD 모델[17,18] 보다 더 정확한

모사 결과를 제공하였다[7].

Orciuch et al. (2012)는 포집기 구조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2

차원 PBE모델을 개발하였으며, 단순화된 섬유 포집기 미세 구조에

대하여 droplet size distribution (DSD)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예측

하였다[19]. Mino et al. (2016)는 분리막 기반 포집기(membrane-

based coalescer)에 대하여 2차원 2상 micro-scale CFD 모델을 제

시하였고, 섬유표면 친수성, 유속과 섬유 직경의 영향을 고찰하였

다[5]. 이들 모델들은 포집기의 미세구조를 고려함으로써 포집기

미세구조 설계에 기여할 수 있었다.

공기-물-기름 3상 상업용 분리장치에 대하여 액적의 합체과 분체를

포함하는PBE 모델이 결합된 CFD 모사는 계산시간이 길기 때문에

[7], 분리장치 내 수력학적 특성 및 기름 분리성능을 신속하게 파악

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액적 포집기를 다공성 매체(porous

media)로 간주하여 3상 원유분리장치의 분리성능을 예측한 연구와,

액상 출구 압력이 분리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찾아 볼

수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기-물-기름 3상 수평 분리 장치에 대한 3차

원 Eulerian CFD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분산상으로 정의된 2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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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에 대하여 균일 액적 크기를 적용하며, 액적 포집기(coalescer),

집무기(demister), 그리고 타공판(perforated plat)은 다공성 매체로

간주된다. 이러한 CFD 모사를 통하여 물과 기름에 대한 2개 출구

압력에 따른 액위 변화와 기름 분리성능을 예측한다. 본 연구는 균

일 액적 크기가 적용된 3상 Eulerian CFD 모델이 상업용 원유분리

장치의 기름 분리성능을 단축된 계산시간과, 비교적 높은 정확도

범위에서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공기-물-기름 분리공정

다상 원유분리장치는 1차 기액 분리를 포함하는 원료 유입부

(primary separation zone), 유적 포집기를 포함하는 중력침강부

(gravity separation zone), 그리고 기체 출구에 위치한 집무기(mist

elimination zone)로 구성된다[14]. 1차 분리영역에서 공기-물-기름

혼합물이 분사되면서 액상은 기상과 분리된다. 분리된 기상은 분리

장치 출구 상부에 위치한 demister(집무기)를 거쳐 유출된다. 하부로

떨어진 액상은 기름상과 액상으로 분리되며, 타공판(perforated

plate)을 거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갖는다. 액상은 타공판을 지나

판형 포집기(plate-type coalescer)를 거치면서 기름 액적이 포집되

어 부상하여 분리가 가속화된다. 판형 포집기의 높이는 35 cm 이고,

분리장치 후단부에 있는 차단막(weir plate)은 25 cm이다. 차단막을

사이에 두고 전면에는 물 유출구(water outlet), 후면에는 기름 유출

구(oil outlet)가 있다. Fig.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공기-물-기름 분

리장치의 개념도를 보여준다. 이 분리 장치의 직경은 0.78 m 이고,

총 길이는 2.66 m이다.

Table 1은 공기, 물, 그리고 합성유에 대한 밀도(r), 점도(m), 그리

고 표면장력(s)을 상압 상온에서 제시한다. 스테인레스 재질의 판형

포집기는 공극률(ep)이 0.954 이며, 판과 판 사이 간격은 2 cm 이다.

하지만, 비등방성 투과율을 갖는 다공성 매체로 간주되며, 각 방향

에 따른 투과율은 Table 2에서 보여준다. Demister 와 타공판 또한,

다공성 매체로 간주되었다. 여기에서 x는 유체의 진행방향과 동일

한 종방향이며, y는 중력방향, z는 횡방향이다. Permeability (K)를

구하는 식은 coalescer와 demister에 대하여 각각 다음 식을 적용하

였다[2,20].

Fig. 1. Air-water-oil separator with plate-type coalescer.

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air, water and oil

Component Phase ρ kgm) μ (Pa⋅s)  σ (N/m) Remarks

Air Gas 1.2 1.84×10-5 - 1 bar, 20 oC

Water Liquid 998 1.00×10-3 72.8×10-3 (with air) 1 bar, 20 oC

Oila Liquid 831 7.21×10-3 27.2×10-3 (with air) 1 bar, 20 oC
aOil: synthetic oil

Table 2. Material properties of porous media

Material Porosity (ɛ
p
)

Porous resistance (1/m2) Inertial resistance (1/m)

1/K
x

b 1/K
y
 1/K

z
 C

r,x
c C

r,y C
r,z

Coalescera 0.954 4.53×105 0 1×1010 0 0 0

Demister 0.9801 2.57×106 2.57×106 2.57×106 0 0 0

Perforated plate 0.25 0 0 0 31 31,000 31,000
aCoalescer: stainless steel and corrugated plate-type
b/K: Anisotropic porous resistance in x-, y-, and z-directions
cC

r
: Inertial resistance in x-, y-, and z-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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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lescer [2]: (1)

이 식에서 Kc는 Kozeny 상수(Kc=24.4)이고, ɛp은 공극률(ɛp=0.954),

as는 고체만의 부피 대비 다공성매체의 면적을 표현하는 비표면적

(as=2,760 m2/m3) 이다. 

Demister [20]: (2)

이 식에서 S는 두 섬유포집체 사이의 간격(S=2.684 mm), d는 섬유

포집체의 직경(d=0.254 mm), 공극률 ɛp=0.9801이다. 

Coalescer의 투과도는 구조적 배열특성에 의거하여 중력방향 투

과도(Ky)는 매우 크다고 가정하였고, 유체의 흐름 방향인 종축 투과

도(Kx)는 Eq. (1)을 사용하였으며, 횡축 투과도(Kz)는 막힌 판형 구

조를 반영하여 매우 작은 값(1×10-10)으로 설정하였다. 미세섬유매

체로 구성된 demister 의 투과도는 세 방향에 대하여 등방성으로 간

주되었다. 일반적으로 타공판의 투과도는 매우 큰 것으로 가정되므

로, 저항값은 0 으로 주어졌다.

집무기와 포집기의 관성저항계수(Cr, see Eq. (11) Section 3.1)은

다공성매체 내에서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무시되었다. 즉, 집

무기와 포집기에서는 점도저항만 고려되었다. 반대로, 타공판에서

는 점도저항은 무시되지만, 타공판 구멍을 통과하는 유체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관성저항이 고려되었다. 관성저항계수값은 공극률

과 구멍크기에 대한 타공판 두께의 비에 대한 도표로부터 구하였다

[21]. 유체 흐름방향(x, 종축)으로의 관성저항계수값은 작고, 중력방

향(y)과 횡축(z)은 큰 저항값으로 정의하였다.

이 분리 장치는 흐름방향에서 좌우 대칭임으로 CFD 모사 영역은

한쪽 면만 고려한다. Fig. 2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리장치의 구조

및 크기를 보여준다.

Fig. 3은 본 장치의 격자 구조를 보여준다. polyhedral 격자구조

이며, 총 격자수는 495,000 개이다. 복잡한 내부구조물 형상으로 인

하여 1차적으로 tetrahedral 격자 구조를 사용하였고, 다음에는 복잡

한 형상은 유지하면서 격자수를 줄이기 위하여 polyhedral 구조로

변환하였다. 유체의 흐름이 빠른 입구(inlet) 및 출구(water, oil and

gas outlets)와, 두께가 매우 얇은 다공성 매체 타공판(perforated

plate) 주변은 고밀도의 격자로 구성되었다. 다공성 매체인 판형 포

집기(coalescer) 및 집무기(demister) 내에서의 유체흐름은 격자수

에 비교적 민감하지 않지만, 액상 혹은 기상의 흐름이 빨라지는 영

역임으로 중밀도의 격자로 구성되었다. 차단막(weir plate)은 유체

가 통과하여 흐르지 않지만, 두께가 얇아 주변의 격자수가 증가되

었다. 액상흐름 영역과 기액 계면 주변은 비교적 격자수가 많지만,

기상이 존재하는 상부는 유수분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음으로 적은

격자수를 사용하였다.

3. 3상 Eulerian 전산유체역학 모델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CFD 모사 영역은 oil separator 내부이며,

이 내부에는 내부구조물들(internals)이 존재하고, 2개의 액상과 1

개의 기상이 공존함으로 3상 CFD 모델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3상

CFD 모델은 다음과 같은 가정들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1) 공기-물-기름상은 모두 비압축성 등온상태로서 밀도와 온도가

일정하다.

2) 액상에서 유화(emulsification) 및 거품 생성(foaming) 현상은

무시된다.

3) 기상은 연속상, 물과 기름은 분산상으로 간주하며, 물과 기름의

액적 크기는 일정하다.

4) 분산상의 액적크기가 일정함으로 기액상에 존재하는 액적들의

합체와 분체는 고려되지 않는다.

5) 액상은 Newtonian 유체로서 점도가 일정하다.

6)유적 포집기(oil coalescer), 집무기(demister), 타공판 (perforated

plate)의 미세 구조는 무시하고, 일정하고 균일한 등방성 공극률을

갖는 다공성 매체(porous media)로 간주한다.

GLL (gas-liquid-liquid) 3상 유체에 대한 CFD 지배방정식은 질

량보존법칙과 운동량보존법칙에 근거한 연속방정식(continuity

equation)과 Navier-Stokes 방정식으로 각각 표현된다[5,13,15]. 운

동량방정식에서 구성방정식으로는 항력모델(drag force model), 양

력모델(lift force model), 그리고 다공성 매체 저항력 모델(porous

media resistance model) 등이 추가된다. 또한, 난류 운동에너지와

이 운동에너지의 소실속도에 대한 standard k-ε 모델을 사용한다.

3-1. Governing and constitutive equations

본 연구에서 사용된 Eulerian CFD의 지배방정식(governing equation)

은 연속방정식, Navier-Stokes 식으로 구성된다. 총괄물질수지식에

해당하는 공기-물-기름 3상 비압축성 연속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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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eometry and size of air-water-oil separator (units: mm).

Fig. 3. Mesh structure of air-water-oil sepa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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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r는 밀도(kg/m3)이고, 은 속도벡터, 그리고 a는 부피 분

율이다. 하첨자 G, W, O는 각각 공기, 물, 기름을 의미한다. 공기는

연속상, 그리고 물과 기름은 분산상으로 정의된다. 분산상의 입자는

일정한 크기를 갖는 완전 구형으로 가정된다. 공기의 부피분율(aG)은

전체 분율의 합이 1 이라는 식을 통하여 계산된다.

Navier-Stokes (NS) 방정식으로 알려져 있는 운동량 보존식은 다

음과 같다.

(4)

여기에서 P는 압력이고, 는 중력가속도이며, µ는 Newtonian 점

도, 는 전단응력이다. 상간의 운동량전달은 3개항으로 구성된다:

공기-물상의 drag force ( ), 공기-기름상의 drag force ( ), 그

리고 물-기름상의 drag force ( ). 항력(drag force)은 두 상의 속

도차에 의해서 유발되며, 의 경우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5)

공기-물 운동량 전달계수(KGW)는 항력 함수( f ), 단위부피당 공기-물

상간의 접촉 면적(aGW), 그리고 particulate relaxation time (τW)의 함

수로 표현된다. τW는 유체흐름 속에 존재하는 입자가 새로운 조건에

놓일 때, 이에 응답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CD는 항력계수(drag

coefficient) 이고, ReGW 는 공기-물상에 대한 상대적 Reynolds number

이다.

(6)

만일 두 개의 분산상 물-기름상에 대한 상대적 Reynolds number

(ReWO)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7)

여기에서 밀도, 입자크기, 점도는 각 분산상의 부피 분율을 곱한 혼

합값(mixture value)으로 사용된다.

(8)

사용된 항력계수(CD)는 Tomiyama 모델이다[22].

(9)

여기에서 Eo 는 Eotvos number 이고, 표면장력(sGW) 대비 부력의

비를 의미한다. 항력 모델은 두 상간의 운동량 전달을 표현하는 식

으로 Tomiyama 모델은 기액 흐름에서 자주 사용된다(ANSYS Fluent

Theory guide, 2016).

공기-물상에 대한 양력(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0)

양력계수(Cl)는 Tomiyama 모델을 사용한다[23]. 이 모델은 Eotvos

number 에 따라 양력계수를 정의하며, 변형 가능한 비교적 큰 액적

혹은 기포에 적용되어 왔다(ANSYS Fluent Theory guide, 2016).

다공성 매체에서 공기 유체가 받는 저항력(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24].

(11)

여기에서 εp은 다공성 매체의 공극률, μG는 공기 점도, K는 투과도

(permeability), Cr은 관성저항 인자이다. 저항력식의 오른쪽 첫째항

은 유체 점성에 따른 소실되는 힘(viscous loss)을 의미하고, 두번째

항은 관성 소실항(inertia loss)이다. K 값은 축방향에 따라 변하므로

비등방성으로 정의되며, 이 값은 Table 2에서 제시되었다. 다공성

매체 저항력은 다공성 매체로 정의된 CFD 영역에서만 적용된다.

다상 흐름에서 난류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밀도, 속도, 점도에

대하여 mixture value (ρm, um, μm)를 사용해야 한다.

(12)

이들 혼합값들과 함께 난류흐름에 대한 standard k-ε 모델은 다음과

같다.

(13)

여기에서 k는 turbulence kinetic energy, ε은 k의 소멸속도, Gk는 평

균속도 기울기에 따른 k의 생성, Gb는 부력에 기인한 k의 생성, μ tm

은 난류 점도이다. σk와 σe은 각각 k와 e에 대한 turbulent Prandtl

number를 의미한다. C
1ε

, C
2ε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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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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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한 CFD 모델은 PBE 모델[7]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양력모델[23]을 포함한다. 액적포집기에 대한 실제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다공성 매체로 간주하였으므로 격자수가 적게 사용

된다. 또한, 분산상으로 정의된 두 액상의 액적 크기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으므로, 액적의 접근, 포집, 합체, 부상 등의 물리적 현상이

고려되지 않는다.

3-2. Boundary conditions and model parameters

장치 및 공정의 입구면에 대한 경계조건(BC: boundary condition)은

운전조건으로 주어진다. CFD 모델을 해석하기 전에 미리 정해져야

하는 경계조건과 초기조건(IC: initial condition)은 Table 3에 정리

되어 있다. 유입구의 경계조건은 속도 유입으로, 유출구는 압력 유

출로 정의된다. 모든 벽면은 no-slip boundary condition 이 적용된다.

분리장치 상부의 공기 출구압력은 대기압으로 정의되며, 하부에 위

치하는 물출구와 기름출구는 조절밸브에 의하여 적절한 압력이 가

해진 상태이다. 이 두 액체 출구의 압력에 따라 분리 장치내 수위가

제어됨으로 4가지 다른 출구압이 적용되었다. 기름 출구압은 물 출

구압에 비하여 약 1.0 kPa 작게 주어진다. 이 분리장치는 초기에 기

상은 공기로 채워져 있고, 액상은 물로 높이 25 cm로 채워져 있다.

이 높이는 정상상태 운전조건인 NLL (normal liquid level)에 해당

한다.

Table 4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델 인자값 및 모사 인자값을 보

여준다. 분산상으로 정의된 2개 액상에 대하여 기름상과 물상의 액

적 크기는 100 μm로 고정하였다. Kharoua et al. (2012, 2013) 및

Vilagines and Akhras (2010)에서도 물상과 기름상의 액적크기를

100 μm로 고정하여 CFD 모사를 수행하였으며[7,17,18,25], 이 크

기는 액적 평균 직경으로 가정되었다. 운동량 보존식에서 사용된

drag force coefficient (CD)는 Tomiyama 모델을 적용하였고, lift

force coefficient (Cl)도 Tomiyama 모델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난류

모델 인자값은 Table 4에 정리되어 있다.

비정상상태 3상 3차원 Eulerian CFD은 ANSYS Fluent R17

(ANSYS Inc., USA)를 이용하여 해석되었다. 압력-속도 상관식은

SIMPLE을 사용하였고, 공간방향에 따른 3차원 편미분항의 구간화를

위하여 상분율(a)에 대해서는 QUICK scheme, 운동량 보존식에서는

First-order upwind를 사용하였다. 각 시간 간격에서 최대 반복 모사

횟수는 50 번으로 설정되었으며, 수렴오차는 1×10-3 이하로 주어졌

다. 액상의 평균 체류시간은 20분 정도이며, 정상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40분을 모사시간으로 정하였다. 사용된 고성능계산기는 2.7

GHz CPU가 24 개 장착된 3개 노드(CPU 72개 병렬 처리)로 구성

되었으며, 각 노드 당 128 GB RAM이 장착되었다.

4. 전산유체역학 모사결과

앞서 주어진 CFD 모델식과 경계조건을 이용하여 물 출구압과

기름 출구압에 대한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실험에서 확인된

액위 높이와 일치하는 두가지 출구압을 CFD 모사를 통하여 구한

후, 3가지 상에 대한 부피분율(α), 속도( ), 그리고 침강속도(uy)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CFD 모사로 예측된 3가지 상의 분리성능

을 제시하였고, 기름상의 분리성능은 실험값과 비교하였다.

4-1. Effect of water outlet pressure

본 연구에서 사용된 CFD 모델에서 기액상 출구압은 경계조건으로

u

�

Table 3. Boundary condition (BC) and initial condition (IC) of CFD model

Boundary conditions

Inlet BC

Air Velocity inlet, u
G
 =16.79 m/s (0.0444 kg/s), T=20 oC 

Water Velocity inlet, u
W

 =0.031 m/s (0.1067 kg/s), T=20 oC

Oil Velocity inlet, u
O
 =0.052 m/s (0.0711 kg/s), T=20 oC

Outlet BC
Air Pressure outlet, P=101.3 kPa 

Water Pressure outlet, P=101.3 kPa + 5.6, 6.0, 6.3, or 6.4 kPa

Oil Pressure outlet, P=101.3 kPa + 4.2, 4.7, 5.1, or 5.4 kPa

IC
Gas phase Air at P=101.3 kPa, T=20 oC

Liquid phase Water and air mixture at P=101.3 kPa, T=20 oC

Table 4. CFD model parameters

Symbol Value or reference

Dispersed phase setup
d
W

Water droplet size (µm) 100

d
O

Oil droplet size (µm) 100

Momentum equation

(Drag and lift forces)

C
D

Drag force coefficient Tomiyama et al. (1998)

C
l

Lift force coefficient Tomiayama et al. (1998)

C
r

Inertial resistance factor in porous media See Table 2

Turbulence

(standard k-ω model)

I
t

Turbulence intensity of inlet velocities (%) 5

σ
k

Turbulent Prandtl number for k 1.0

s
e

Turbulent Prandtl number for ε 1.3

σ
d

Dispersion Prandtl number 0.75

C
1
, C

2ε
Turbulence energy dissipation coefficients 1.44, 1.92

Cμ Turbulent viscosity coefficient 0.09

Simulation setup

Maximum number of iterations at each time step 50

Convergence tolerance 1×10-3

Flow time (t, min)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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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졌으며, 사용자가 그 값을 지정해야 한다. 기상은 대기압으로

정의하였고, 물 출구압과 기름 출구압은 모델인자로 처리하여 분리

장치 내 액위 변화를 고찰하였다. Fig. 4는 기름 출구압(PO=4.2

kPa)을 일정하게 하고, 물 출구압(PW)을 변화시켰다. 차단막 전 유

수 분리층에서의 물 액위는 PW에 따라 증가하고, 기름 액위는 감소

한다(Fig. 4a). 차단막 후 기름층의 액위는 PW에 따라 증가한다

(Fig. 4b). 즉, 물 출구압의 증가는 유수분리층에서 물 액위를 높이고,

기름은 기름층으로 더 많이 흘러가 기름층의 액위를 증가시킨다.

물출구 압력변화에 따른 평균 액위변화량(ΔL/ΔPW)은 유수분리층의

물액위, 기름액위, 그리고 기름층의 기름액위에 대하여 각각 8.1,

−8.1, 그리고 9.1 cm/kPa 이다.

반대로 PW를 고정하고, PO를 변화시키는 경우, PO의 증가에 따

라 기름층 액위는 증가한다(Fig. 5b). 동시에 유수분리층에서의 기름

액위도 증가하면서, 물 액위는 내려간다. 유수분리층의 액위는 차

단막의 높이인 25 cm를 늘 유지해야 함으로, 기름 액위와 물 액위는

서로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기름출구 압력변화에 따른 평균 액위

변화량(ΔL/ΔPO)은 유수분리층의 물액위, 기름액위, 그리고 기름층

의 기름액위에 대하여 각각 −5.1, 5.1, 그리고 13.1 cm/kPa이다. 물

출구압 및 기름출구압 변화에 대하여 모두 기름층의 액위변화량은

유수분리층의 액위변화량보다 크다. 하지만, 유수분리층의 물액위는

기름출구압이 증가하면서 감소하고, 물출구압이 증가하면서 증가

한다.

실험에서 확인된 기름층 액위는 차단막의 높이와 거의 동일하였

다. 이에 따라 기름층 액위를 25 cm로 맞추기 위해서는 물 및 기름

출구압을 증가시켜야 한다. 또한, 유수분리층에서 물 액위와 기름

액위는 거의 반씩을 차지하였으므로[7], 몇 번의 CFD 모사를 통하여

물 출구압과 기름 출구압은 각각 PW=6.3 kPa, PO=5.1 kPa로 정하

였다. 

4-2. Hydrodynamics of air-water oil separator

물 출구압과 기름 출구압을 각각 PW=6.3 kPa, PO=5.1 kPa으로

설정하고 구한 CFD 결과는 정상상태에 도달된 시간(t=40 min)에

서 부피분율, 속도, 중력방향 침강속도에 대하여 분석된다. Fig. 6은

공기, 기름, 그리고 물의 부피 분율을 보여준다. 3가지 상은 원료 주

입부에서 혼합되어 존재하다가 분리장치의 후반부로 가면서 매우

명확하게 구분되어 분리된다. Fig. 7은 초기부터 30분까지의 시간에

Fig. 4. Effect of water exit pressure (PW) on liquid level (L) at PO=4.2 kPa. (a) Liquid level of water side, (b) Liquid level of oil side.

Fig. 5. Effect of oil exit pressure (PO) on liquid level (L) at PW=5.6 kPa. (a) Liquid level of water side, (b) Liquid level of oil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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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기름상의 부피분율 변화를 보여준다. 초기에는 물과 공기만

존재함으로 기름은 존재하지 않고(Fig. 7a), 10분 정도에 원료가 차

단막에 도달하게 되고(Fig. 7b), 20분이 흐르면 기름층의 수위가 많이

높아진다(Fig. 7c). 30분이 지나면, 거의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인다(Fig. 7d).

Fig. 8은 공기, 물, 기름에 대한 속도벡터를 화살표와 함께 보여준다.

공기는 주입부에서 상당한 난류흐름을 보이다가 대부분 demister 로

배출되며, 극소량의 액상에 있는 공기는 수면위로 올라온다(Fig. 8a).

Fig. 6. Volume fraction (α) contours at PW=6.3 kPa, and PO=5.1 kPa.

Fig. 7. Time evolution of oil volume fraction (α) contours at PW=6.3 kPa, and PO=5.1 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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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은 주입부에서 유입되어 종방향(x)으로 흐르게 되며, 일부 기체

상에 있는 기름은 횡방향(z) 좌우 벽면을 타고 올라가다가 중앙 상

단부에서 아래방향(y)으로 하강한다. 분리 장치 후단의 기름층에서

액상 기름의 재순환흐름도 관찰된다(Fig. 8b). 물의 흐름은 기름의

속도벡터와 유사하지만, 기상의 물은 기름보다 적게 흐르는 것으로

확인된다(Fig. 8c).

물과 기름의 중력방향 침강속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Fig. 9와 같은

y 방향 기준선을 정한다. 주어진 y 값은 탱크의 반경에 해당하는 39 cm

높이를 y=0으로 정할 때의 값을 표현한다. 기상 침강속도는 y=0.09 m

에서 확인가능하며, 기름에 대해서는 y=−0.14 m에서, 물에 대해서는

y=−0.265, 0.360 m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주요 장애물이 설치

된 곳에 대한 x 값(종축)도 Fig. 9에서 표시되어 있다.

Fig. 10은 4개 위치에서 중력방향 물의 속도(uW,y)를 종축방향(x)에

따라 보여준다. 물은 기상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대부분 하강

속도를 보이고, coalescer 전과 demister 에서는 상승하는 흐름이다

(Fig. 10a). 기액 접촉면에서 (y=−0.14 m) 액상의 물은 대부분 하강

속도를 보인다. 특히 유입부에서 강한 하강속도를 보여준다(Fig. 10b).

y=−0.265 m에서, 액상의 물은 유입부에서 Fig. 10b에서 보여준 강

한 하강흐름의 반작용으로 상승하며, 물의 양이 매우 적은 기름층

(2.2 ≤ x ≤ 2.54 m)에서 하강흐름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차단

막(weir) 주변의 상승흐름은 벽면 영향(wall effect) 으로 해석될 수

있다(Fig. 10c). 탱크 바닥부분에서의 물은 비교적 평온한 상태를

유지한다. 속도값의 변화폭이 작지만, 물과 기름 출구에서는 하강

흐름이 비교적 강하다(Fig. 10d). 이러한 물의 침강속도는 Kharoua

et al. (2013)[7]에서 보여주는 경향과 비슷하다.

Fig. 11에서 보듯이 물과 기름상의 침강속도 경향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기상내 소량 존재하는 기름은 demister 부분에서 밀도가

낮기 때문에 물보다 더 강한 상승흐름을 보인다(Fig. 11a). y=−0.14 m

Fig. 8. Velocity vectors (u) at PW=6.3 kPa, and PO=5.1 kPa.

Fig. 9. Horizontal and vertical positions used to plot vertical velocity component (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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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물과 기름은 거의 동일한 거동을 보인다(Fig. 11b). 유수 계면

에서 (1.72 ≤ x ≤ 2.075 m, Fig. 9) 기름은 밀도차에 의하여 물보다 더

큰 상승흐름을 가져야 한다. Fig. 11c에서 보듯이 물 출구 근처에서

기름은 물보다 상승흐름이 큰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탱크 바닥 근처

(y=−0.36 m)에서 기름도 물과 비슷한 침강속도를 보인다(Fig. 11d).

4-3. Residence time and oil separation efficiency

물과 기름의 체류시간은 분리장치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

다[7,26]. 물의 평균 체류시간(tr,W)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예측

될 수 있다.

(14)

이 식에서 AW (=0.0479 m2)는 차단막 직전에서 물 액위에 대한 단

면적이고, Lweir (=2.075 m)는 차단막까지의 길이이다. Qw (=0.0087

m3/min)는 물의 유입 부피유속이다. 기름의 평균 체류시간은 대략

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5)

위 식에서 tr,O는 기름의 체류시간이고, AO (=0.0855 m2)는 차단막

직전에서 기름 액위에 대한 단면적이고, AO,exit (=0.1334 m2)은 차

단막 이후의 기름상 단면적, Loil (=0.585 m)는 기름층만 있는 길이

이다. QO (=0.0145 m3/min)는 기름의 유입 부피유속이다. 제시된 모

든 단면적값은 CFD 결과에서 얻은 것이다. 물의 체류시간은 약 11.4

분, 그리고 기름의 체류시간은 약 17.6 분이다. 기름의 체류시간은

분리장치 후반부를 거치면서 물보다 더 길다. CFD 결과로부터 좀

더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는 체류시간(tr,CFD)은 다음과 같다.

(16)

t
r W,

A
W

L
weir

Q
W

------------------=

O

oilexit,OweirO

O,r
Q

LALA
t

+

=

Q

V
t C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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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Vertical water velocity (uW,y) with respect to axial direction (x) at PW=6.3 kPa, and PO=5.1 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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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에서 VCFD는 물 또는 기름의 액상 부피이며, Q는 유입 부피

유속이다. VCFD는 CFD 모사 결과에서 정확하게 얻어진다. 물과 기

름의 유입부피유속은 각각 0.00435, 0.00725 m3/min이며, 분리장

치 내 물과 기름의 부피는 각각 0.06375, 0.11655 m3으로 계산되었

다. 이들 값들은 대칭구조에서 실제유량과 부피의 절반이다. CFD

모사 결과에서 직접적으로 구한 평균 체류시간은 물과 기름에 대하

여 각각 14.7분과 16.1분이다. Eq. (15)에서 구한 대략적인 값보다

CFD 결과에서 직접 구한 물의 체류시간은 길고, 기름의 체류시간

은 짧다.

Table 5는 공기, 물, 그리고 기름 출구에서 각각의 성분에 대한

질량분율(c), 분리성능(h), 실험결과, 그리고 실험결과와 모사결과

의 차이값을 보여준다. 기름 출구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기름

Fig. 11. Vertical oil velocity (uO,y) with respect to axial direction (x) at PW=6.3 kPa, and PO=5.1 kPa.

Table 5. Separation efficiency of outlet air, water, and oil at PW=6.3 kPa, and PO=5.1 kPa

Mass fraction (χ) Separation efficiency (η, wt%) Exp. Results (wt%) Error (%)a

Outlet gas

water 1.6×10-5

99.99 (air) - -oil 7.2×10-6

air 0.9999

Outlet water

water 0.9996

99.96 (water) - -oil 4.5×10-4

air 8.8×10-10

Outlet oil

water 1.5×10-3

99.85 (oil) 99.96 (oil) 0.11oil 0.9985

air 4.8×10-9

aError = 100 × (ηexp-ηCFD)/η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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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량 분율 만이 실험적으로 측정되었다. CFD 결과는 기액상 모

두에서 매우 높은 분리성능을 보여준다. CFD 에서 얻은 기름층의

분리성능은 실험값 보다 약간 낮은 편이며, 실험값과 모사값의 차

이는 0.11% 이다. 본 장치에서 액체 체류시간이 길고, 장치가 충분

히 길기 때문에 유수 분리성능은 매우 높다.

5. 결 론

공기-물-기름 분리장치의 유수 분리성능을 예측하고, 액상 침강

속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3상 3차원 비정상상태 CFD 모델을 개발

하였다. 공기-물-기름 분리장치는 기상의 미세 액적을 제거하는 집

무기(demister), 유입되는 유수 혼합물의 흐름을 균일하게 하는 정

류판(perforated plate), 그리고 액적 포집기(coalescer)를 포함한다.

비압축성 유체로 가정된 CFD 모델은 연속방정식과 항력, 양력, 다

공성매체 저항력, 그리고 난류현상에 대한 standard k-ε 모델을 포

함하는 운동량 보존식으로 구성되었다. 집무기, 정류판, 그리고 포

집기의 실제 미세 구조는 고려되지 않았고, 균일한 공극률을 갖는

다공성매체로 간주되었다.

CFD 모사를 통하여 물과 기름의 출구압에 따라 분리장치내 액위

변화를 조사하였다. 물과 기름의 출구압이 각각 6.3, 5.1 kPa에서

실험적으로 관찰된 액위(25 cm)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출구압에서

정상상태에 도달하였을 때 공기, 물, 그리고 기름의 부피 분율, 중

력방향 침강속도, 체류시간, 그리고 유수 분리성능을 분석하였다.

물과 기름의 중력방향 침강속도는 분리장치내 실제 현상을 잘 설명

하였다. 물과 기름의 체류시간은 각각 14.7, 16.1분, 분리성능은 각

각 99.96, 99.85%로 예측되었다. 실험으로 측정된 기름층에 대한

분리성능은 99.96% 이고, CFD 모사값은 실험값과 매우 근접하였다.

유속이 느리고, 체류시간이 충분하여 분리성능은 높게 계산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CFD 모델은 액적의 크기 분포를 표현하는

입자수지식(population balance equation)이 포함되지 않았고, 액적

포집기에서 일어나는 액적의 접근, 포집, 합체 등의 물리적 현상을

무시하였다. 이 CFD 모델은 비교적 단순한 모델이지만, 상업용 크

기의 유수분리장치의 분리성능을 효과적으로 예측하기에 알맞은

방법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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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clature

A : cross-sectional area [m2]

aij : interfacial area per unit volume between i and j phases [m2/m3]

as : specific surface area [m2/m3]

C1e : constant of k-ε model

C2e : constant of k-ε model

C3e : constant of k-ε model

CD : drag coefficient

Cl : lift force coefficient

Cr : inertial resistance factor

Cm : turbulent viscosity coefficient

d : diameter [mm or mm]

db : bubble diameter [m]

Eo : Eotvos number

f : drag function

: drag force [N/m3]

: lift force [N/m3]

: porous resistance forces [N/m3]

g : gravitational acceleration [m/s2]

Gk : generation of k [J/m3/s]

Gb : generation of k caused by buoyancy [J/m3/s]

It : turbulence intensity [%]

K : permeability [m2]

Kc : Kozeny constant

k : turbulence kinetic energy [J/kg or m2/s2]

Kij : momentum exchange coefficient between i and j phases [kg/m3/s]

L : length [m]

P : pressure [kPa]

Q : volume flow rate [m3/min]

Re : Reynolds number

S : distance between two adjacent fibrous knits [mm]

t : time [s or min]

tr : residence time [min]

T : temperature [oC]

: velocity [m/s]

V : volume [m3]

x : longitudinal direction [m]

y : gravity direction [m]

z : transverse direction [m]

Greek symbols

α : volume fraction

χ : mass fraction

ε : dissipation rate of k [m2/s3]

εp : porosity of porous media

η : separation efficiency

μ : viscosity [kg/m/s]

μt : turbulent viscosity [kg/m/s]

ρ : density [kg/m3]

σ : surface tension [N/m]

σd : dispersion Prandtl number

σk : turbulent Prandtl number of k

σ : turbulent Prandtl number of ε

τ : particulate relaxation time [s]

: shear stress tensor [Pa]

Subscripts

G : gas phase

m : mixture

F
�

liftF
�

R
F
�

u

�

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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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il phase

W : water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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