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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요즘 환경오염으로 인한 식수 문제가 날로 심

각해지고 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상수도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다.

간이상수도의 경우 지하수나 계곡수를 정화 소독,

하여 수용가에 공급하고 있다.

물을 소독하는 방법에는 크게 물리적 처리방법

과 화학적 처리방법이 있다 물리적 처리방법에는.

자외선 소독법 전기장 소독법 초음파 소독법 플, , ,

라즈마 소독법 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고가의,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이상수도에 적용하

기에는 경제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화학적 처리방.

법에는 일반적으로 차아염소산칼슘(Ca(ClO)2 고;

체)이나 차아염소산나트륨 액체(NaClO; )을 물에

주입 차아염소산칼슘의 경우 물에 용해시켜 사(

용 하여 소독하는 방법이 있으며 물리적 처리방) ,

법과는 달리 단순한 시스템으로 장치를 제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지비용도 저렴하여 간이

상수도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간이상수도에서 약품 차아염소산칼슘이나 차아(

염소산나트륨 을 공급하는 방법으로는 지하수관)

정에서 물탱크로 연결된 관에 비례제어식 정량펌

프를 이용하여 액체상태의 약품을 공급한다 이때.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간이상수도관내 잔류

염소량이 약 하절기에는 약 이상0.2ppm( 0.4ppm)

유지되어야 한다. 수용가에서 물의 사용량이 급격

간이상수도에서 물과 약품의 혼합방법간이상수도에서 물과 약품의 혼합방법간이상수도에서 물과 약품의 혼합방법간이상수도에서 물과 약품의 혼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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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ixing method of water and chemicals is significant in a small-scale water suppl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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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usion and the disturbance of flows. In conclusion,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designing the optimal mix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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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증가하는 경우 물과 약품이 미처 혼합되기 전

에 공급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세균번식이 우,

려되어 특히 여름철 물과 약품의 혼합은 매우 중,

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혼합농도해석에 관한 연구는 실험적인 방법
(1-3)

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대부분 수치해석을 이용

한 해석방법
(4-7)
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일. ,

반적으로 수치해석으로 구한 농도분포는 혼합정

도를 정량적으로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표준편

차의 개념을 도입한 혼합지수 를(Mixing index)

구하여 그 혼합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혼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식은 교반기

를 설치하여 강제적으로 유체를 직접 교란 및 혼

합시키는 능동형방식과 형상변화를 통해 유체흐

름을 변화시켜 혼합하는 수동형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능동형방식의 경우 큰 혼합효과를 기대.

할 수는 있지만 교반기를 따로 설치해야하기 때

문에 모든 경우에 다 적용할 수 없으며 설치가,

용이하지 않는 곳에는 적합하지가 않다 수동형방.

식의 경우 혼합효과는 능동형방식 보다 낮지만

비교적 설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간이상수도 약품공급장치에서

물과 약품이 잘 혼합되게 하기 위한 수동형 방식

으로 약품공급파이프의 형상모델을 설계하여 농

도분포를 구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약품공급

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하여 기본모델을 포함한 가지 모델에 대한 형상4

설계를 한 후 유동해석 프로그램인 ANSYS CFX

를 이용하여 각각 농도분포 및 혼합지수를 구한

다 여기서 나온 결과를 분석하여 혼합효과를 높.

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형상모델설계 및 농도분포해석2.

간이상수도 약품공급장치2.1

실제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상수도의 약품

공급장치 개략도는 과 같으며 비례제어식Fig. 1 ,

정량펌프에 의하여 약품 용해된 차아염소산칼슘(

혹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이 지하수공급량에 비례)

하여 주입된다 지하수 펌프의 사양은 최대양정.

양정량은 이고 정량펌프의 약품80m, 220 /min ,ℓ

공급량은 이다 물과 약품은 점선으로25m /min .ℓ

표시된 곳에서 혼합되며 이 부분을 혼합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농도해석구

간으로 설정하였다.

Fig. 1 Chemicals-providing system

형상모델2.2

물과 약품이 혼합되어지는 구간에서 농도해석

을 통한 혼합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와Fig. 2

같은 실제치수를 갖는 가지 모델의 형상설계를4

수행하였다 의 경우 지하수가 흐르는 큰. Model 1

파이프에 약품공급파이프를 상단에 연결하여 공

급하는 기본 방식이다 의 경우는. Model 2 Model

에서 약품공급파이프를 큰 파이프 중앙까지 확1

장하여 약품이 중앙에서 공급되게 하는 모델이다.

의 경우는 에서 약품공급파이프Model 3 Model 1

는 그대로 유지시키고 지하수가 흐르는 큰 파이,

프에 반원형태의 블록 을 설치한 모델이다(block) .

Fig. 2 Four models in mixing section of water and

chemicals(unit : mm)

블록의 위치는 약품공급파이프 출구로부터 25mm

후류에 설치하였으며 블록의 높이는 직경의 약,

의 크기로 설정하였다 의 경우는1/3 . Model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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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약품공급파이프의 형상을 큰 파이Model 1

프의 원주방향으로 회전시켜 확장하였으며 출90°

구는 큰 파이프 가장자리에 위치시켰다.

격자생성2.3

가지 모델에 대한 수치해석적 농도분포를 구4

하기 위하여 각각의 형상모델에 대하여 격자생성

을 수행하였다 격자는 비정렬 사면체 격자를 이.

용하였으며 수치계산의 수렴성과 정확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벽근처에서는 프리즘 격자(prism) 를

사용하여 사면체 격자의 단점을 보완하였다 형상.

설계 및 격자생성은 에서 제공하고ANSYS CFX

있는 Pre-Processor(DesignModeler & CFX-Me-

sh Program)를 이용하였다.

지배방정식 및 계산조건2.4

농도해석을 위한 지배방정식으로 연속방정식,

운동량방정식 농도방정식 난류방정식, , ( 모델k- )ε

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유동해석 프,

로그램인 를 이용하여 계산하였ANSYS CFX

다.
(8)

파이프내의 유체의 온도는 일정하다- .

파이프내의 유체의 모든 물성치는 일정하며- ,

비압축성 이다(incompressible) .

파이프내 유체 물과 약품 상호간의 화학반응- ( )

은 일어나지 않는다.

초기조건 및 경계조건은 과 같으며 물Table 1 ,

의 농도를 약품의 농도를 으로 설정하여0.0, 1.0

농도계산을 수행하였다 수치계산은 계산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비정상상태 초에서 초까지 와(0 5 )

정상상태로 나누어서 각각 수행하였다 비정상 상.

태에서 초기경향을 파악한 후 정상상태의 최종결

과를 얻었다 이때 수렴조건으로 속도와 농도의.

모든 변화량을  이하로 설정하였다.

속도(m/s)
농도(C)

U V W

초기조건 0.0 0.0 0.0 0.0

경

계

조

건

지하수 파이프 입구 1.8 0.0 0.0 0.0

지하수 파이프 출구 상대압력 = 0(pa)

약품공급 파이프 입구 0.0 0.1 0.0 1.0

파이프 모든 벽면 0.0 0.0 0.0 0.0

Table 1 Initial and boundary conditions

혼합지수2.5

일반적으로 수치해석 결과에 대한 농도분포의

윤곽선 은 농도분포의 가시화는 가(contour line)

능하지만 혼합의 정도를 판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연구에서 표준편차의.

개념을 도입한 혼합지수 식
(4-7)
이 사용되고 있으

며 대부분 균일한 격자계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

하다 본 연구의 비정렬 사면체 격자에 대해서는.

격자의 부피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그 식을 바로

적용할 수 없는 관계로 격자의 부피비를 고려한

식 과 같은 혼합지수 식을 이용하였다(1) .

Mixing index = 
  



    (1)

여기서, N은 전체격자수를 나타내며 부피 가중,

치   는 전체 격자 부피에 대한 번째

격자 부피의 비를 나타낸다 또한. 는 번째 격

자의 농도를 나타내며 평균농도, 는 식 와 같(2)

이 구한다.

 

 
(2)

여기서, 은 약품농도, 는 물의 농도, 은

약품공급유량, 는 물의 공급유량이다.

결과 및 고찰2.6

에 대하여 약품공급 후 초가 경과된Model 1 5

뒤 파이프 중앙단면에서의 농도분포결과는 Fig.

과 같다3 .

(a) (b)

Fig. 3 Concentration distribution for Model 1

파이프 상단부에서 약품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으

며 물과 약품이 잘 혼합이 되지 않은 상태로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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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이 지속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약품공급.

파이프의 형태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

파이프 상단부에 약품의 농도가 높은 Model 1

에 대한 혼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약품공급파이,

프의 출구를 지하수 파이프 중앙에 위치시킨

에 대한 농도분포는 와 같다Model 2 Fig. 4 .

(a) (b)

Fig. 4 Concentration distribution for Model 2

지하수파이프 중앙에서 상대적으로 약품농도는

높지만 반경 방향으로 점점 퍼져 나가고 있는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때 과 비교하여. Model 1

보면 상대적으로 혼합효과가 가 더 좋음Model 2

을 알 수 있다.

의 경우는 에서 지하수파이프Model 3 Model 1

상단에 약품농도가 높게 나타난 현상 을(Fig. 3)

방지하기 위하여 파이프 상단부에 반원형태의 블

록을 설치하여 농도해석을 수행하였다.

(a) (b)

Fig. 5 Concentration distribution for Model 3

는 에 대한 농도해석 결과로Fig. 5 Model 3 Mo-

과 비교하여 보면 상단부의 약품농도의 집del 1

중현상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단부와 하단.

부의 농도분포가 확연히 구분이 되고 와Model 2

비교 하였을때 혼합정도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실

정이다.

지하수 파이프내 인위적인 와 를 생성하(vortex)

여 혼합효과를 높이기 위한 에 대한 농Model 4

도해석결과는 과 같다Fig. 6 .

(a) (b)

Fig. 6 Concentration distribution for Model 4

약품의 농도분포가 한부분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

여주고 있으며 지하수 파이프내의 물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빠른 관계로 약품파이프의 구조상 발

생되는 와가 혼합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못 한 결과가 나왔다 즉 현재의 설계조건으로는. ,

의 결과가 혼합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Model 4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속도가 낮은 곳에서는,

혼합효과를 높일 수 있는 모델로 예측된다.

지금까지의 파이프내 농도분포 결과를 고찰하

였으나 혼합정도를 정량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

운 실정이다 이에 앞에서 언급한 식 을 이용하. (1)

여 각각의 모델에 대한 혼합지수(Mixing index)

를 구하여 에 나타내었다 이때 혼합지수를Fig. 7 .

구하는 구간은 지하수 파이프 끝단으로 부터

영역이다10cm .

Fig. 7 Variations of mixing indexes with time

시간에 따른 혼합지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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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초 동안은 약품이 지하수 파이프 끝단에 처1.5

음으로 도달되기 때문에 혼합지수의 변동이 있으

나 그 이후에는 일정한 값으로 수렴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혼합지수는 각 격자의 농도값과 평.

균농도값의 차이를 합한 값으로 에 가까울수록0

혼합이 잘됨을 의미한다 이상적인 경우로 혼합지.

수의 값이 이 되면 모든 점에서 평균농도값에0

도달함을 의미하며 완전혼합이 이루어졌음을 나

타낸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 경우 다른. Model 3

모델과 비교하면 혼합지수가 제일 작아 혼합효과

가 높은 모델로 판단된다.

한편 시간에 따른 농도변화 계산을 정상상태까,

지 수행하기에는 많은 계산시간이 소요되므로 바,

로 정상상태의 지배방정식을 이용하여 혼합지수

를 구하여 에 나타내었다Fig.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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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ixing indexes at 5(sec) and in steady

state

그 결과 의 경우 정상상태에서는Model 2

보다 혼합지수가 에 가까운 관계로 혼Model 3 0

합효율을 높일 수 있는 모델이라고 판단된다 즉. ,

짧은 시간 동안에 혼합정도는 이 우수하Model 3

였으나 장시간동안 간이상수도가 작동된다면,

가 더 적합한 모델임을 알 수 있다Model 2 .

결 론3.

간이상수도에서 물과 약품의 혼합은 매우 중요

하다 즉 지하수 파이프에 약품공급을 어떻게 하. ,

느냐에 따라 수질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물과 약품의 혼합효율을 높이는 방안으

로 가지 모델에 대하여 수치해석을 통한 농도분4

포해석을 수행하였다 가지 모델 중 약품공급파. 4

이프 출구를 지하수파이프 중앙에 설치한 Model

와 약품공급파이프 후류에 원형 블록을 설치한2

의 혼합효과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Model 3 .

의 경우는 적절한 약품공급위치를 확보Model 2

하여 혼합효과를 크게 한 결과이고 의, Model 3

경우는 유로의 구조를 변경하여 유체 교란에 의

한 혼합효과를 크게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 모두 교반기를 사용하지 않고 혼

합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 기존 장치에 적용이

용이하며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

여러 가지 혼합방식에 대한 수치계산을 수행하여

최적의 혼합장치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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