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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roplet Formation of  Liquid Metal in Water-Merc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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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n approach for estimation of the droplet size in the molten salt-liquid metal extraction process, a droplet formation experiment at room 
temperature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applicability of the Scheele-Meister model with water-mercury system as a surrogate that is 
similar to the molten salt-liquid metal system. In the experiment, droplets were formed through the nozzle and the droplet size was meas-
ured using a digital camera and image analysis software. As nozzles, commercially available needles with inner diameters (ID) of 0.018 
cm and 0.025 cm and self-fabricated nozzles with 3-holes (ID: 0.0135 cm), 4-holes (ID: 0.0135 cm), and 2-holes (ID: 0.0148 cm) were 
used. The mercury penetration lengths in the nozzles were 1.3 cm for the needles and 0.5 cm for the self-fabricated nozzles. The droplets 
formed from each nozzle maintained stable spherical shape up to 20 cm below the nozzle. The droplet size measurements were within a 
10% error range when compared to the Scheele-Meister model estimates.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Scheele-Meister model 
for droplet size estimation can be applied to nozzles that stably form droplets in a water-mercu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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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선진핵연료주기기술

로 파이로공정이 개발되고 있다. 파이로공정은 용융염 매질

을 기반으로 사용후핵연료에서 피복관을 분리하는 공정, 산

화물을 금속으로 환원하는 전해환원 공정, 우라늄을 선택적

으로 회수하는 전해정련 공정, 우라늄과 초우라늄을 동시에 

회수하는 전해제련 공정 및 폐기물 처리 공정으로 구성된다 

[1]. 전해정련 및 전해제련으로 우라늄과 초우라늄을 회수하

더라도 전기화학적 공정의 특성으로 미량의 악티니드가 용융

염에 잔류하여 폐용융염은 독성이 강한 폐기물로 분류된다. 

폐용융염에 잔류하는 미량의 악티니드를 회수하여 폐기물의 

독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환원추출 및 산화추출 등을 이용

하는 용융염-액체금속 추출공정을 활용할 수 있다. 용융염-액

체금속 계에서 악티니드로부터 란타니드를 산화와 환원 원

리로 추출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다[2-4]. 

용융염-액체금속 추출공정은 두 상 사이의 계면에서 산

화환원반응에 의한 화학종의 교환반응이 주축이 된다. 용융

염과 액체금속이 용융된 상태인 고온에서 화학반응속도가 빠

르다고 가정하면 교환반응은 대상 화학종이 용융염과 액체

금속 상에서 계면으로 확산되는 현상에 의해 제어되며 계면

의 면적이 넓어질수록 반응속도는 비례하여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용융염-액체금속 추출공정에서 잔류 악티니드를 회

수하는 처리량은 용융염과 액체금속의 접촉면적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용매추출공정과 같은 화학공정에서 접촉면적을 

넓히기 위하여 연속상에 분산상을 액적 형태로 분산시키고 

이를 다시 분리하는 기술이 사용되고 있으며 액적과 연속상

사이의 물질전달은 액적의 표면적과 액적의 유동에 의존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용융염-액체금속 추출공정에서 추출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액적을 형성시키는 추출기 유

형이 고려될 수 있다[5]. 용융염-액체금속 추출공정에서 용융

염을 연속상으로 하여 액체금속을 액적으로 분산시키는 장

치를 개발하여 이용하면 잔류 악티니드를 효율적으로 회수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정장치의 설계에

서 용융염-액체금속 계에서 액체금속의 액적 크기는 주요 인

자가 된다. 액적크기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수용액-유기

용매 계에서 수행되어 충분한 실험 자료가 발표되었지만 용

융염-액체금속 계에 대한 연구는 빈약하다. 수용액-유기용

매 계에서는 액적의 크기를 추정하기 위한 다양한 모델이 개

발되었으며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준경험식이 활용되고 있

다. 상관식 중에서 밀도가 다른 두 액체상에서 무거운 액체

가 가벼운 액체에서 분산되어 형성되는 액적의 크기를 예측

하는 대표적인 모델인 Scheele-Meister 모델[6]을 광범위하

게 적용하고 있다. 

Scheele-Meister 모델은 수용액과 유기용매에 대해 개발

된 모델로 점성이 낮은 액체-액체 계에서 액적 부피를 15%

의 정확도로 예측한다. 용융염과 액체금속 계에서 형성되는 

액적의 크기를 추정하기 위하여 새로운 모델을 수립하기 전

에 기존 모델의 적용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Scheele-

Meister 모델은 밀도 차이가 큰 계에서 적용성이 높기 때문

에 이 모델의 용융염-액체금속 계에 대한 적용성을 평가할 필

요가 있다. 용융염-액체금속 계에 대한 액적 형성 연구는 고

온 실험을 요구하므로 모델의 적용성 평가를 위하여 상온에

서 용융염과 액체금속에 대응하는 유사한 계로서 용융염을

중심단어: 용융염-액체금속 추출, 물-수은, 액적, Scheele-Meister 모델, 상온 

용융염-액체금속 추출공정에서 형성되는 액적 크기를 추정하는 방안으로 용융염-액체금속 계를 상온에서 유사한 물-수은 계

로 대체하여 액적 형성 실험을 노즐의 종류에 따라 수행하여 Scheele-Meister 모델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실험에서 액적의 

크기 측정은 디지털카메라와 이미지분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으며 노즐은 0.018 cm과 0.025 cm의 구멍 크기를 가지며 수

은의 통과 길이가 1.3 cm인 상용 니들과 두께가 0.5 cm이며 0.0148 cm 구멍 2개, 0.0135 cm 구멍 3개, 0.0135 cm 구멍 4개

인 것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각각의 노즐에서 형성된 액적은 노즐 아래 20 cm까지 안정적인 구형을 유지하였다. 액적 크

기의 측정치를 Scheele-Meister 모델의 추정치와 비교하였을 때 10% 오차 범위 안에서 일치하였다. 실험 결과는 물-수은 계

에서 액적을 안정적으로 형성시키는 노즐에 대해 액적 크기 추정을 위한 Scheele-Meister 모델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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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하는 가벼운 액체로 물을 사용하고 상온에서 액체인 수

은을 이용하여 물과 수은 계에 대해 액적 형성 특성에 대

해 조사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물-수은 계에 대해 수은 액적

의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제작하여 수은 액적의 

크기를 사진법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액적 크기의 측정치를 

Scheele-Meister 모델과 비교하였다. 

2. 실험 방법

Fig. 1은 수은의 액적크기를 측정할 수 있게 제작된 

실험 장치를 나타낸다. 가압 기체로 질소를 사용하였으며 

YUTAKA 사의 2단 레귤레이터를 사용하여 압력을 조절하여 

노즐을 통과하는 액체 수은 금속의 속도를 조절하였다. 물 

속에서 수은 액적을 촬영하고 관찰할 수 있는 컬럼은 가로 

3 cm, 세로 3 cm, 높이 30 cm 직육면체 구조를 가지도록 투

명한 PMMA 아크릴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수은 용기는 지

름 4.8 cm, 높이 10 cm의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하였으며 

상부의 덮개는 분리 조립이 쉽게 클램프를 이용하여 밀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용기의 하부를 통해 측정부로 이동하여 

액적을 형성시키는 노즐 연결은 스테인리스강의 튜브로 구

성하였다. 

물 속에서 수은 액적의 형성은 수은 용기를 가압하여 

노즐을 통과하는 수은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

다. 수은 용기가 가압되면 수은은 스테인리스강 튜브를 통해 

니들 또는 노즐까지 이동하여 컬럼 안에서 액적을 형성하며 

하강한다. 노즐을 통하여 물속에서 형성되는 수은의 액적을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디지털 이미지는 영상분

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분석하여 물속에서 형성된 수은

의 액적크기를 측정하였다. 액적 크기 측정에 사용된 카메라 

는 소니사의 알파 ILCE-A7R이며 렌즈는 ZALZZ FE 55 mm

 f/1.8za를 사용하였다. 측정된 이미지에서 정확한 액적크기

를 측정하기 위해서 정밀 자와 영상분석 소프트웨어인 iSo-

lution을 이용하였다. 이미지의 화질과 빠른 순간을 포착하

기 위해 조리개 5.6, 셔터 1/8000s, ISO 1600으로 설정하였으

며 추가적인 조명(60 W × 4EA)을 설치하여 액적의 형상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에서 액적을 형성시키기 위하여 니들과 노즐을 이용

하였다. 니들은 0.018 cm와 0.025 cm의 직경을 가지며 길이

가 1.3 cm인 상용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다양한 크기

에서 액적 형성 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두께가 0.2 cm인 원

판에 직경 0.01 cm, 0.02 cm, 0.03 cm의 구멍을 가지도록 가

공하여 노즐로 사용하였다. 단일 구멍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구멍을 가진 노즐에서 액적 형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두

께가 0.5 cm인 원판에 0.0148 cm 직경이며 2개의 구멍을 가

지는 노즐과 0.0135 cm 직경이며 3개 또는 4개의 구멍을 가

지는 노즐을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수은을 이용하여 노즐 및 니들의 

직경, 수은 용기의 압력을 변화시키며 수은 액적크기를 측

정하였다. 실험에서 노즐을 통과하는 수은의 속도는 가해지

는 압력을 이용하여 조절하였다.  압력을 유속으로 변화하기 

위하여, 점성이 있는 비압축성 액체가 관을 통과할 때 사용

될 수 있는 Hagen-Poiseuille 방정식을 이용하였다[6]. 액체

금속 수은이 관을 통과할 때 압력과 속도의 상관관계는 다음

과 같이 주어진다. 

υ = 8μ
∆p ( L

R2

) n
1                                  (1)

여기서 R[cm]은 노즐의 반지름, μ[g·cm-1·s-1]는 수은의 점

도, L[cm]은 관의 길이, ∆p[pa]는 압력차, n은 노즐에서 구멍

의 개수이다. 노즐을 통과하는 액체 수은의 속도를 변화시키기       

Fig. 1. Experimental apparatus for measurement of droplet size in the 
water-mercury system.

Pressure

Mercury in
Autoclave

Drople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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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질소 압력을 2 ~ 20 kPa까지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압력이 높아 속도가 증가하면 수은액적이 스프레이 형태로 

분사하게 되는데, 분사할 때 수은 액적끼리 접촉하여 결합

하는 형태를 보이는 지 확인하기 위해, 0.02 cm 직경의 단

일 노즐, 0.0148 cm 직경의 멀티노즐. 0.0135 cm 직경의 

멀티노즐에서 액적의 하강 위치에 따라 액적 크기를 측정하

여 액적의 크기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액적 크기를 추정하는 상관식으로 밀도가 다른 두 액체

상에서 무거운 액체가 가벼운 액체에서 분산되어 형성되는 

액적의 크기를 예측하는 대표적인 모델인 Sheele-Meister 

모델을 선정하고 측정치와 추정치를 비교하였다. Scheele-

Meister 모델은 다음과 같다[7]. 

 6
π d3

p = F [ g∆ρ
πσdN  + d2

p g∆ρ
5πμcdN

3 uN  - 3g∆ρ
πρddN

2uN
2
 

+ 4.5 ( (4g∆ρ)2
π2d6

N uN
2 ρdσ )1/3] (uN<uNJ)                                                           

(2)

여기서, dp[cm]는 액적의 직경, dN[cm]는 노즐의 직경, 

σ[g·s-2]는 분산상의 표면장력, g[cm·s-2]는 중력가속도, ρd

[g·cm-3]는 분산상의 밀도, ∆ρ는 분산상과 연속상의 밀도 차, 

μc[g·cm-1·s-1]는 연속상의 점도, uN[cm·s-1]은 분산상의 노즐 

통과 속도, uNJ[cm·s-1]는 노즐에서 분산상의 줄기 형성 속도, 

F는 Harkins-Brown’s 보정계수를  나타낸다. Scheele-Meister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연속상인 물과 분산상인 수은의 물성

치는 참고문헌 [8]에서 찾아 Table 1과 같이 정리하였다. 

3. 결과 및 논의

단일 니들(ID 0.18 mm)의 경우에 형성된 액적의 모양은 

Fig. 2와 같다. Fig. 2(a)는 수은 용기를 4 kPa로 가압하여 컬

럼에서 형성된 수은 액적을 나타내며 액적이 구형을 유지하

며 흔들림 없이 수직으로 하강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수

은 용기의 가압하는 압력을 높이면 노즐을 통과하는 수은의 

통과 속도가 증가함으로서 더 작은 크기의 수은 액적이 형성

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Fig. 2(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은 

용기를 20 kPa로 가압하여 수은을 노즐로 통과시키면 형성

된 액적은 니들로부터 8 cm 까지 구형의 형상으로 흔들림 없

이 하강하지만 10 cm 이상 하강하면 수은 액적이 좌우로 흔

들리는 것이 관찰된다. 이것은 수은 액적의 직경이 작아져 중

력에 의한 하강과 물의 부력이 상호작용하여 일어나는 현상

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실험 조건에서 4 ~ 20 kPa까지

압력을 변화시키며 노즐을 통과하는 수은의 속도를 변하

Surface Tension 
(g·s-2)

Density 
(g·cm-3)

Viscosity
(g·cm-1·s-1)

Water 71.99 0.99705 0.890×10-2

Mercury 485.48 13.53359 1.526×10-2

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water and mercury at 25 ℃

Fig. 2. The shape of the mercury droplet formed when the mercury 
container was pressurized at different pressures to change the needle 

through rate of mercury (a) 4 kPa and (b) 20 kPa.

(a) (b)

Fig. 3. Variation of droplet size in the nozzles with hole sizes of 
0.018 cm and 0.025 cm, respectively. Symbols is measured values 

in the experimental apparatus and lines are the estimated values with 
Scheele-Meiste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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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면 수은 액적은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크기가 감소하며 

구형을 잘 유지한다. 

노즐의 구멍 크기가 액적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

여 노즐의 구멍 직경이 0.018 cm과 0.025 cm인 니들을 액적 

형성을 위한 노즐로 사용하였을 때 측정된 수은액적의 크기

를 Fig. 3에 도시하였다. 니들은 수은이 통과하는 통로가 상

대적으로 길어 가장 안정적으로 수은 액적을 형성하며 아래

로 하강하였다. 수은 용기를 질소로 가압하여 2 ~ 20 kPa의 

압력 범위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니들의 구멍 직경과 통과 

길이를 이용하여 가해진 압력에 대한 수은의 통과 속도를 계

산하면 2 ~ 20 kPa의 압력에서 20.1 ~ 109.43 cm·s-1가 된다. 

수은의 통과 속도에 따라 니들 구멍이 0.018 cm인 경우 액

적의 크기는 1.45 mm에서 0.55 mm로 작아지며, 니들 구멍

이 0.025 mm인 경우 액적의 크기는 1.63 mm에서 0.7 mm

로 작아진다. 즉, 니들의 구멍 크기가 작을수록, 수은의 통과 

속도가 커질수록 액적의 크기는 작아짐을 알 수 있다. 실험 

조건에 대해 Scheele-Meister 모델을 이용하여 액적의 크기

를 추정하여 측정치와 같이 선으로 Fig. 3에 같이 도시하였

다. Fig.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액적 크기의 측정치는 

Sheele-Meister 모델의 추정치와 같은 경향으로 노즐의 통과 

속도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추정치와 측정치는 

약 8% 이내에서 일치함을 보였다.

노즐을 통해 형성된 수은 액적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Fig. 2(b)에 나타낸 바와 같이 물속에서 하강하면서 액적의 

중력에 의한 낙하와 물에 의한 부력이 균형을 이루며 수직으

로 하강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경향이 나타난다. 따라서 수

은 액적이 하강하는 동안 서로 달라붙어 크기의 변화를 주는

지 또는 구형의 모양이 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하강 위치에 

따라 액적의 크기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다양한 노즐에서 

형성된 액적에 대해 수은 용기에 가압된 압력 4 ~ 20 kPa에 

따라 노즐에서 20 cm 아래까지 수은 액적 크기를 20 cm 에

서 측정된 액적의 크기로 나눈 값으로 Fig. 4에 도시하였다.  

Fig. 4. Variation of droplet sizes measured at the position below the nozzle (Droplet sizes were normalized with droplet size at 20 cm) 
(a) Nozzle (ID: 0.2 mm, 1 hole), (b) Nozzle (ID: 0.148 mm, 2 holes), (c) Nozzle (ID: 0.135 mm, 3 holes), (d) Nozzle (ID: 0.135 mm, 4 h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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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경이 0.02 cm인 구멍을 하나 가진 노즐에 대해 하강 위

치를 5 cm 간격으로 구분하여 액적의 크기를 측정하였으며 

Fig. 4(a)에 나타냈다. Fig. 4(a)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하

강 위치에 따라 액적 크기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0.02 cm 직경을 가지는 단일 노즐을 사용하였을 때, 액적 크

기의 하강 위치별 변화가 가장 큰 위치는 노즐로부터 20 cm 

하강한 위치에서 0.005 cm의 오차를 보인다. 수은액적이 하

강하면서 일부의 액적은 결합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수

은 액적이 분사될 때 측정되는 표준편차 범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은액적의 크기가 크게 차이난다고 볼 수 없다. 직

경 0.0148 cm인 구멍이 4 mm 간격인 2개 멀티노즐에서 나

오는 수은액적은 하강함에 따라 물의 저항 때문에 앞, 뒤, 좌, 

우로 흔들리게 된다. 이 때 수은액적이 2개의 구멍에서 나오

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면 수은 액적이 결합할 수 있으므로 

2 cm 간격으로 구간을 정해 위치별로 수은액적의 크기를 측

정하여 Fig. 4(b)에 나타내었다. Fig. 4(b)에서 볼 수 있는 바

와 같이 노즐 아래 6 cm까지 미소하지만 액적 크기가 증가하

며 그 아래에서는 균일한 크기를 보였다. 가압된 압력에 따

라 노즐 통과 속도의 차이로 액적의 크기는 다르지만 미소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므로 노즐 아래에서 형성된 액적 크기의 

미소한 증가를 고려하여 Scheele-Meister 모델과 비교를 위

한 액적의 크기는 노즐 아래 6 cm 지점에서 측정한 액적 크

기를 사용하였다. 노즐을 직경이 0.0135 cm 구멍 3개인 경우

(Fig. 4(c))와 4개인 경우(Fig. 4(d))에 대해 액적의 하강 위

치별 크기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구멍이 2개인 노즐에서 

보인 바와 같이 노즐 아래로 6 cm까지 액적 크기는 미소한 

증가를 보였으며 이후 균일한 크기를 가지는 것으로 관찰되

어 6 cm에서 측정된 액적의 크기를 모델의 추정치와 비교하

는데 사용하였다. 

노즐의 직경이 각각 0.01 cm, 0.02 cm, 0.03 cm이며 수

은의 통과 길이가 0.2 cm인 노즐을 사용하여 물속에서 수은 

액적 형성을 관찰하여 수은 용기를 가압한 압력에 따라 노즐 

아래 5 cm에서 측정된 수은 액적의 크기를 Fig. 5에 도시하

였다. 노즐의 구멍 크기로 0.01 cm를 사용했을 때, 작은 구멍 

직경으로 인해 비교적 낮은 압력(4 ~ 10 kPa)에서는 액적이 

생성되지 않았고 12 kPa 이상의 높은 압력에서 액적이 생성

되었으며 생성된 수은액적의 크기도 불안정하며 상대적으로 

액적 크기의 차이를 보였다. 노즐 구멍의 직경이 0.02 cm일 

때 안정적인 액적을 관찰할 수 있었지만 노즐 구멍의 직경이 

0.03 cm인 경우 별도의 압력이 가해지지 않아도 중력에 의해 

수은 액적이 형성되어 아래로 하강하였다. 압력이 0 kPa에서

10 kPa까지 액적 크기 측정을 실시하였고, 10 kPa 이상의 압

력에서는 수은 줄기가 길게 형성되며 줄기에서 떨어진 액적

의 크기도 다양하여 대표적인 수은 액적 크기를 측정하는 것

이 어려웠다. 또한 노즐에서 수은의 통과 길이가 0.2 cm로 매

우 짧아 단순한 계산으로 속도를 추정하기 어려워 압력에 따

른 액적 크기를 비교하였다. Fig.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수은 액적의 크기는 노즐의 구멍 크기에 따라 액적이 생성되

는 압력 범위가 존재함을 나타낸다. 노즐의 구멍 크기에 따라 

액적이 생성되는 압력 범위는 제한되지만 용기를 가압한 압

력이 증가함에 따라 액적의 크기는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고 

Fig. 5. Variation of droplet size formed in the nozzles with single hole 
(ID 0.01, 0.02, 0.03 cm) depending on the pressure at the mercury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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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에 사용된 노즐에서

수은이 통과하는 유로의 길이가 짧아 Scheele-Meister 모델

의 적용성을 평가하는 것은 어려웠다. 

노즐의 수은 통과 유로 길이로 2배 정도 확대하고 노즐

의 구멍이 하나 이상인 경우에 대해 액적 형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구멍이 2개이며 직경이 각각 0.0148 cm 노즐과 구멍

이 3 또는 4 개이며 각각의 직경이 0.0135 cm인 노즐을 제

작하여 노즐에 따라 형성되는 수은액적의 크기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노즐의 구멍 배치는 Fig. 6에 삽

입된 그림과 같이 동일한 4 mm의 간격을 가지며 노즐 크기 

측정을 위하여 일자형으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수은 용기

에 가압된 압력이 12 kPa 이상인 경우에는 수은 액적이 분

무 형태로 분산되면서 다양한 액적이 형성되어 액적 크기를 

정량화하는 것이 어려워 이보다 낮은 압력에서 압력을 변화

시키며 수은 액적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실험은 Fig. 3(c)와 

Fig. 3(d)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안정한 액적이 형성되는 노

즐 아래 6 cm 지점에서 측정된 액적 크기를 Fig. 6에 도시

하였다. Fig.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은 액적의 측정치는 

Scheele-Meister 모델과 유사한 경향으로 노즐 통과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노즐 구멍의 직경이 

0.0148 cm이며 2개의 구멍을 가진 경우에 Scheele-Meister 

모델을 사용해 추정치를 계산하여 비교하면, 측정치와 추

정치는 약 8% 이내에서 일치하였다. 노즐의 구멍 직경이 

0.0135 cm 이며 3개와 4개의 구멍을 가진 노즐에서도 유사

한 경향을 보였지만 추정치와 측정치는 표준편차 약 10% 이

내에서 일치하였다. 

물속에서 수은이 액적을 형성하는 계에서 액적을 형성

시키는 도구로 구멍의 직경이 0.018 cm와 0.025 cm이며 

수은의 통과 길이가 1.3 cm인 니들을 사용한 경우, 원판형 

디스크에 노즐 구멍을 가공하여 0.0148 cm인 구멍 2개를 가

진 경우와 0.0135 cm의 직경을 가진 구멍 3개와 4개를 가지

며 수은의 통과 길이가 0.5 cm로 제작된 노즐을 사용한 경우 

수은 액적의 측정치와 Scheele-Meister 모델을 이용하여 액

적의 크기를 추정한 추정치를 비교하여 Fig. 7에 도시하였다. 

Fig.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측정치는 추정치의 ±10%

의 오차 범위 이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Scheele-Meister 모델이 물-수은 계에서 액적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노즐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수은 액적 형성 크기

를 추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음을 보인다. 

4. 결론

용융염-액체금속 추출공정에서 반응 효율을 높이기 위하

여 액적 형성에 의한 반응면적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 고온

의 용융염-액체금속 계에서 액적 형성 실험에 앞서 유사한 계

로 고려될 수 있는 물-수은 계에 대해 액적 형성 실험을 수행

하고 액적 크기를 추정하는 Scheele-Meister 모델의 적용성

을 평가하였다. 물-수은 계에서 수은 액적의 형성과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실험 장치를 구축하고 최근 성능이 향상된 디

지털카메라와 이미지해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액적의 크

기를 측정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액적의 측정에서는 노즐

의 통과 길이가 상대적으로 긴 상용 제품인 니들과 여러 개

의 구멍을 가진 노즐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노즐에서 형성된 수은 액적은 구의 형태를 유지하였으며, 수

은의 노즐 통과 유속이 빨라질수록 수은 액적의 크기는 작아

지며 Scheele-Meister 모델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수은 액

적의 크기에 대해 Scheele-Meister 모델을 이용한 추정치와 

측정치를 비교를 하였을 때 약 10%의 오차 이내에 있음을 확

인하였다. 따라서 물-수은 계에서 액적을 안정적으로 형성시

키는 노즐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Scheelee-Meister 모델을 

액적 크기 추정에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물-수은 

계와 유사한 액체금속과 용융염 계에서 실험과 유사한 조건

에서 액적 형성에 대한 Scheele-Meister 모델의 적용성을 확

인할 필요가 있다. 

Fig. 7. Comparison of the estimated values with Scheele-Meiser model 
and the measured value in the experimental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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