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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rocess of Pressurized water diffusion is mixing process by pressurized water injection with coagulate and chlo-
rine water in the water treatment system.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were to evaluate the mixing length and diameter of diffu-
sion plate and distance from injection pipe for complete mixing by using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From the results of CFD 
simulation, when diameter of injection pipe is 50 mm, 100 mm and injection pressure is 5 kg/cm2 and the diameter of inlet pipe 
is 2,200 mm, the complete mixing length is 4D (D: Length as diameter of inlet pipe). When diameter of injection pipe is 50 mm, 
the diameter of the diffusion plate in o.1D and distance from injection pipe is 0.2D, the complete mixing length is 3D that is the 
most short mixing length. But when diameter of injection pipe is 100 mm and mutually related the diameter, distance of diffusion 
plate, the complete mixing length is 4D over. Therefore, as the diameter of inlet pipe is 2,200 mm, the injection pipe 50 mm is 
more efficient than 100 mm.
Key Words : Pressurized Water, Diffusion Plate, Mixing Length,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요약 : 압력수 확산공정은 정수공정에서 응집제나 염소용해수를 고압의 압력수로 분사하여 혼합하는 공정이다. 본 연구의 목

적은 압력수 확산공정에 대한 전산유체역학적(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진단을 통해 투입한 약품의 완전 혼합거리 및 
혼합 거리를 줄이기 위한 확산판의 크기와 설치거리를 도출하는 것이다. 진단결과 2,200 mm 대형관에 5 kg/cm2 압력수를 50 
mm, 100 mm 분사관으로 분사할 경우 혼합이 완료되는 혼합거리는 4D였다. 혼합거리를 줄이기 위해 분사관 전방에 확산판
을 설치할 경우 분사관이 50 mm일 때 0.1D 직경의 확산판을 분사관 전방 0.2D 거리에 설치하면 혼합거리를 3D로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분사관이 100 mm인 경우는 확산판의 크기와 설치 거리와는 상관없이 확산판이 없는 4D보다 확산거리를 줄일 
수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따라서 2,200 mm 관에 압력수를 분사하는 경우는 50 mm 분사관을 설치하는 것이 100 mm보다 
휠씬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압력수, 확산판, 혼합거리, 전산유체역학

1. 서 론

최근 정수약품을 원수에 투입하고 가능한 빠르게 수중에 

확산시킬 수 있는 장치로서 펌프 디퓨전 혼화장치(Pump Di-
ffusion Flash Mixer)의 적용성이 증가하는 추세이다.1~3) 펌
프 디퓨전의 경우 여러 면에서 기존의 기계식 혼화장치의 

단점을 해결할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특히 기존 기

계식 혼화공정이 필요로 하는 긴 체류시간, 소음, 과다한 에

너지 소비 및 높은 유지관리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4~6)

정수공정에서 압력수에 의한 확산 혼합공정은 응집제 및 

후염소 투입공정 등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압력수는 펌프로 

가압하는 방법과 송수펌프장 압력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

는데,7,8) 송수펌프장의 압력수 라인을 활용하는 방법도 펌프

에 의해 가압된 압력수란 점에서 본질적으로 펌프 디퓨전 

혼합장치와 다르지 않다. 즉 염소를 투입하기 위해 염소 용

해수를 송수펌프장 송수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응

집제를 희석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정수라인의 압력수를 사

용하는 경우가 많다.9~11) 본 연구에서는 응집제 투입관과 후

염소 투입관의 압력수 모두 정수라인의 압력수를 활용하는 

경우이며 이 공정에 대한 진단을 통해 공정을 개선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

mics)적 기법을 활용하여 압력수가 모관에서 확산되는 정도

를 평가하였다. 확산판의 크기별 혼합도와 확산판이 없는 

경우 등을 비교하여 확산판의 크기, 설치 위치를 정확히 평

가하고자 하였으며 실제 응집제 혼화공정 등을 진단 평가하

였다.
전산유체역학 기법은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정수처리공정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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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ameter of diffusion plate and mixing length

Items Diameter of diffusion plate Mixing length

Ratio of Diameter,
Length

0.1D 0.2D 0.3D 0.4D 0.5D 1D 2D 3D 4D 5D 6D 7D 8D 9D

Diameter (M)
Length (M)

0.22 0.44 0.66 0.88 1.1 2.2 4.4 6.6 8.8 11 13.2 15.4 17.6 19.8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그 중요성과 응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매우 유용한 수치해석 기법이며12) 최
근 들어 정수처리공정의 진단과 개선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향후 정수공정 효율 증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수공정에서 활

용되고 있는 압력수 확산공정에 대해 혼합거리, 확산판의 

크기, 위치 등을 전산유체역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제시하고

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부산시 M정수장 급속혼화공정과 D정수장의 후

염소 투입공정에 대한 전산유체역학적 진단을 통해 기존 공

정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M정수장의 급속혼화공정(Fig. 2)
은 2,200 mm 관로에 설치된 노즐을 통해 응집제가 투입되

고 응집제가 투입된 원수가 혼화조에서 교반기에 의해 혼

합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2,200 mm 관로에 노즐 

대신 50 mm관을 통해 물과 응집제가 혼합된 압력수를 5 
kg/cm2 압력으로 투입하여 완전 혼합을 유도함으로써 교반

기를 운전하지 않도록 공정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D정수장 

후염소 투입공정은 2,200 mm 관로에 100 mm관을 통해 5 
kg/cm2 압력으로 염소 용해수를 투입하는 할 경우 완전혼

합이 가능한 혼합거리를 파악하여 압력수 분사방식으로 개

선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2,200 mm 직관에 대해 투입관 직경이 50 mm, 

100 mm 인 경우의 완전 혼합을 위한 혼합거리를 진단하여 

공정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M정수장 실제 혼화공정

의 혼합도를 평가하여 압력수 확산 공정개선 가능성을 평

가하였다. 이 때 원수의 유속은 0.5 m/sec이었다. 압력수 투

입은 투입관을 모관의 수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아무런 

확산판 없이 바로 투입하는 방식과 Table 1 및 Fig. 1과 같

이 일정 직경의 확산판을 설치하여 빠른 난류확산을 유도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였으며, 같이 투입된 약품의 혼합

도를 평가하기 위해 Table 1, Fig. 1의 혼합도 평가거리와 같

이 모관 직경(D)에 해당하는 거리에서 동심원 별로 농도를 

측정하여 혼합여부를 진단하였다.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은 컴퓨터 

성능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CFD 해석 결과에 대한 신뢰

도가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점차 일반 실험을 대처하는 수

준까지 발전하고 있다.13~15) 본 연구에서는 전산유체역학적 

진단과 해석을 통해 압력수의 분사에 따른 완전혼합거리, 
확산판의 크기 및 설치 위치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진단

Fig. 1. Diameter of diffusion plate and mixing length in the 
pipe.

Fig. 2. Stereograph of the raped mixing basin.

은 상용 CFD 프로그램인 Fluent 6.3와 Gambit 2.4를 사용하

였다. 유공관의 Geometry는 tetra형 격자 550,380개로 해석

하였으며 유공관에서 유출되는 유체의 유동 특성과 유체의 

물리적 성질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연속방정식, 모멘텀 방

정식(Navier-Stokes Equation) 등을 사용하였다. 난류 거동

을 모사하기 위해서는 Standard k-ε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정상상태로 해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50 mm 분사관에 대한 진단

2,200 mm 모관에 50 mm 분사관에서 5 kg/cm2 압력으로 

분사할 경우 모관 내에서 확산 경향을 진단하였다. Fig. 3은 
확산판이 없이 분사관에서 바로 모관에 분사한 경우 직관 

거리별 농도 그래프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1D와 2D에서는 

동심원 농도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고 4D지점에서 각 

동심원에서 농도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확산판

이 없는 경우 분산구에서 4D 거리 즉 8.8 m 거리에서 혼합

이 완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는 분사관에서 확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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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centration according to mixing length at the pipe.

Fig. 4. Velocity vector at the pipe.

Fig. 5. Concentration according to mixing length at the pipe with diffusion plate (Diameter 0.1D, distance from the injection pipe : 
0.1D).

벡터이다.
Fig. 5는 직경이 0.1D인 확산판을 거리 0.1D에 설치한 경

우의 농도 그래프이다. 농도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

도가 일치하는 거리는 5D이다. Fig. 6은 직경 0.1D인 확산판

을 거리 0.2D에 설치한 경우의 농도 그래프이며 동심원 농

도는 3D에서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확산판이 

설치된 경우 확산판 주변의 벡터는 Fig. 7과 같이 확산판에 

부딪친 압력수가 모관 바깥쪽으로 퍼진 다음 확산판 쪽으로 

뒤돌아 와서 혼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8, 9, 10은 동심원별 농도의 표준편차를 나타낸 그래

프이다. 즉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동심원의 농도가 잘 일치

하며 혼합도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8은 0.1D거

리에 확산판 직경별로 각 거리별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

다. 확산판이 없는 경우는 대체로 4D거리에서 혼합이 완료

되며, 확산판이 0.1D에서 0.5D로 증가할수록 표준편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확산판이 클수록 혼합도는 불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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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ncentration according to mixing length at the pipe with diffusion plate (Diameter 0.1D, distance from the injection pipe : 
0.2D).

Fig. 7. Velocity vector around diffusion plate (Diameter 0.1D, distance from the injection pipe : 0.2D).

Fig. 8. Standard deviation of concentration according to mixing length and diameter of diffusion plate(Distance of diffusion plate 
from injection pipe : 0.1D).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확산판이 있는 경우 3D거리까지는 

확산판이 없는 경우보다 혼합도가 양호하지만 4D부터는 

확산판이 없는 경우가 오히려 혼합도가 양호하고 확산판이 

있는 경우 완전혼합은 6D에서 완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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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tandard deviation of concentration according to mixing length and diameter of diffusion plate (Distance of diffusion plate 
from injection pipe : 0.2D).

Fig. 10. Standard deviation of concentration according to mixing length and diameter of diffusion plate (Distance of diffusion plate 
from injection pipe : 0.3D).

Fig. 9는 0.2D거리에 설치된 확산판 직경별 농도의 거리

별 표준편차를 나타내었다. 확산판의 직경이 0.1D인 경우는 
다른 직경에 비해 현저하게 표준편차가 낮고 혼합도가 양

호하며, 3D에서 혼합이 완료되었는데 이는 확산판이 없는 

경우 혼합거리 4D보다 짧은 거리이다. 다른 확산판은 대체

로 6D에서 혼합이 완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0은 0.3D거리에 확산판을 설치하고 직경별로 거리에 

따른 농도 표준편차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혼합도는 확산

판이 0.1D인 경우가 가장 좋지 않았고, 대체로 7D 거리에

서 혼합이 완료되는 것으로 나타나 확산판 0.1D, 0.2D 거
리에 설치되는 경우보다 혼합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50 mm 압력수를 2,200 mm 모관에 분사하여 

난류 혼합을 유도하는데 있어 확산판이 없는 경우는 4D 
거리에서 혼합이 완료되며 확산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0.1D 
직경의 확산판을 0.2D 거리에 설치하였을 때 3D거리에서 

혼합을 완료할 수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3.2. 100 mm 분사관에 대한 진단

분사관 직경이 100 mm이고 분사 압력이 5 kg/cm2일 때 

2,200 mm 모관에서 확산 정도를 진단하였다. Fig. 11은 확

산판이 없는 경우 모관 거리별 동심원 농도를 나타낸 것으

로 50 mm 분사관과 동일하게 4D 거리에서 혼합이 완료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2, 13은 직경이 각각 0.1D, 0.5D인 확산판을 0.1D 

거리 앞에 설치한 경우의 농도 그래프이다. 대체로 6D에서 

동심원 농도 그래프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확산판이 없는 경우보다 혼합거리가 길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4는 0.1D 직경의 확산판을 0.3D 거리에 

설치한 경우 확산 벡터이다. 확산판이 설치된 경우에 혼합

거리가 길어지는 것은 그림에서와 같이 확산판에 부딪친 

압력수가 모관 바깥쪽으로 크게 치우치면서 확산판 쪽으로 

되돌아오는 거리가 50 mm 분사관보다 크게 길어지기 때문

이다.



364 大韓環境工學會誌 論文

조영만․유수전․노재순․빈재훈․최광주․이광욱․이기봉․이정규

Journal of KSEE Vol.33, No.5 May, 2011

Fig. 11. Concentration according to mixing length at the pipe.

Fig. 12. Concentration according to mixing length at the pipe with diffusion plate (Diameter 0.1D, distance from the injection pipe 
: 0.1D).

Fig. 13. Concentration according to mixing length at the pipe with diffusion plate (Diameter 0.5D, distance from the injection pipe 
: 0.1D).

Fig. 12, 13에서는 확산판이 클수록 혼합도가 나타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확산판 직경이 0.1D와 0.2D
인 경우에 한하여 거리를 0.1~0.9D까지 변화시키면서 거리

별로 동심원 농도를 그리고 그 표준편차를 확인하였다.
Fig. 15, 16은 확산판 직경이 0.1D, 0.2D인 경우에 설치거

리를 0.1D에서 0.9D까지 변화시켜며 설치 위치에 따른 농

도별 표준편차를 구한 그래프이다. 진단결과 Fig. 15와 같이 
0.1D 직경의 확산판에서는 0.1D 거리에 설치한 경우가 1D, 
2D 거리에서는 혼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3D, 4D 
거리에서는 확산판이 없는 경우보다 혼합도가 떨어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Fig. 16은 0.2D 직경의 확산판을 설치한 경우로 확산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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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pecification of mixing length and diffusion plate at the pipe (Diameter : 2,200 mm, Pressure : 5 kg/cm2)

Diameter of injection pipe Mixing length
Optimum diameter of diffusion plate and

distance of diffusion plate from injection pip
Mixing length with diffusion plate

50 mm 4D 0.1D-0.2D 3D

100 mm 4D No -

Fig. 14. Velocity vector around diffusion plate (Diameter of diffusion plate 0.1D, distance from the injection pipe : 0.3D).

있는 경우는 그 위치와 상관없이 확산판이 없는 경우보다 

1D, 2D 거리에서는 혼합도가 양호하였으나 3D, 4D 거리에

서는 확산판이 없는 경우보다 모두 혼합도가 떨어졌다. 이
는 확산판이 있으면 초기에는 확산판이 부딪치는 난류에 의

Fig. 15. Standard deviation of concentration according to mix-
ing length and distance of diffusion plate from injection 
pipe (Diameter of diffusion plate : 0.1D).

Fig. 16. Standard deviation of concentration according to mix-
ing length and distance of diffusion plate from injec-
tion pipe (Diameter of diffusion plate : 0.2D).

해 혼합이 이루지지만 그 혼합이 완전한 혼합으로 이루지

지 않기 때문이며 반대로 확산판이 없는 경우는 초기에는 

분사된 중심농도와 바깥 농도차가 크지만 3D, 4D부터는 점

차 바깥쪽으로 일정하게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혼합이 완성

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00 mm 분사관인 경우는 확산판을 설치하지 않

고 바로 분사관으로 분사하는 것이 혼합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단 결과, 분사관 50 mm, 100 mm에서 혼합거리와 확산

판 규격 등을 Table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2,200 mm 
직관 내에 어떤 약품을 투입할 경우에 분사압력이 5 kg/cm2 
라면 분사관 직경은 50 mm이면 충분하고 혼합거리는 4D
이며 0.1D 직경의 확산판을 0.2D 거리에 설치할 경우에는 

혼합거리를 3D로 단축할 수 있다.

3.3. 급속혼화공정 진단

M정수장 급속혼화지에 응집제가 투입되는 2,200 mm 직
관 거리는 3D이다. 따라서 관내에서 완전혼합을 시키기 위

해서는 확산판을 설치해야 하지만 관로 이후에 혼화조 공

간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일정 정도 혼합효과가 있을 것

을 판단된다(Fig. 2). 따라서 시뮬레이션은 확산판이 없는 경

우와 있는 경우의 2가지에 대해 모두 실시하였다. Fig. 17
은 확산판이 없는 경우이며 Fig. 18은 0.1D 확산판을 0.2D 
거리에 설치한 경우 혼화조 출구 4개 영역에서의 농도 그래

프이다. 농도의 표준편차를 비교해 보면 확산판을 설치한 

경우 0.0021, 확산판이 없는 경우 0.0025로 확산판을 설치

한 경우 혼합도에서는 양호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차이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확산판이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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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Concentration at the 4 section of outlet.

Fig. 18. Concentration at the 4 section of outlet with diffusion plate (Diameter : 0.1D, Distance : 0.2D).

우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실제 급속혼화공정에 도입할 경우 직관에 바로 분사하여도 

응집제 혼합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4. 실공정 개선 및 검증

D정수장 후염소 투입공정에 대해 CFD 진단결과에 따라 

공정을 설계 개선하고 후염소 농도를 측정하여 혼합도를 확

인하였다. 활성탄여과수가 모이는 집수정에서 정수지로 이

어지는 2,200 mm 관에 100 mm 투입관으로 확산판 없이 염

소용해수를 투입하였다. CFD 진단결과에 따라 100 mm 투
입관의 혼합거리 4D인 8.8 m 지점에서 잔류염소 농도를 측

정한 결과 1.1 ppm이였고 정수지에 도착한 잔류염소 농도

도 1.1 ppm으로 일치하여 실제 4D 지점에서 혼합이 완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전산유체역학적 기법을 활용한 압력수 분사공정에 대한 

진단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2,200 mm 관로에 5 kg/cm2 압력수를 50 mm 관으로 

분사할 경우 압력수는 4D에서 혼합이 완료되며 혼합거리

를 줄이기 위해서는 0.1D 원형 확산판을 분사관 전방 0.2D 
거리에 설치하면 혼합거리를 3D로 줄일 수 있다.

2) 2,200 mm 관로에 5 kg/cm2 압력수를 100 mm 관으로 

분사할 경우 압력수는 4D에서 혼합이 완료되며 원형의 확산

판은 직경과 설치거리에 상관없이 혼합거리를 줄이지 못한다.
3) 교반기가 설치되어 있는 급속혼화조에서 관로에 압력

수를 분사할 경우 관로 직관이 3D거리에서도 교반기 운전 

없이 충분히 혼합이 가능하다.
4) 100 mm 염소 용해수를 5 kg/cm2 압력으로 분사할 경

우 CFD 진단결과 완전혼합 거리는 4D이었으며, 실공정 혼

합거리 역시 4D에서 충분히 혼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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