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압상태의 기체-액체 흐름공정 최근연구동향 분석

IP (다상흐름 및 유동공정)

  기체-액체 흐름공정은 연속상인 액상과 분산상으로 존재하는 기포간의 뛰어난 접촉효과

로 상들간의 열전달과 물질전달이 우수하여 생물공학적 공정과 물리화학적 공정 등 공업적

으로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실제 공정에서의 기체-액체 흐름공정은 상온상

압 하에서보다 고온고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의 기체-액체 흐름공정에 대한 연구

는 상압에서의 실험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사실상 실제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가압에서의 

수력학적 특성이나 전달현상은 상압에서의 특성과는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가압상

태의 기체-액체 흐름공정은 계에 압력이 가해지므로 상압의 경우와 비교하여 운전, 조작변

수의 조화, 제어(control) 및 설계 등의 조건과 특성들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데, 특히 가

압상태에서는 분산상으로 존재하며 기체-액체 흐름공정의 수력학적 특성 결정에 중요한 역

할을 하는 기포의 흐름거동에 대한 정보는 가압상태의 기체-액체 흐름공정의 공업적 응용

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압상태는 상압의 기체-액체 흐름공

정에서 보다 분산상으로 존재하는 기체상의 밀도를 증가시켜 기포의 크기를 작고 균일하게 

하므로 전달현상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되어지고 있다.

  최근 가압기체-액체 흐름공정에서 기체의 체류량이나 기-액 물질전달 특성에 대한 연구

들이 선진외국에서 일부 수행되고 보고되고 있으며, 가압기포탑의 수력학적 특성이나 기포

의 흐름거동이 전달현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나 복합적인 가압흐름공정의 해석에 대

한 연구들은 아직 외국에서도 보고된 바가 없어 이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가 요청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가압다상흐름 system에 대한 연구가 거의 보고된 바가 없으며, 다만 상압하의 

기체-액체 흐름공정에서 수력학적 특성 중 상체류량과 물질전달에 대한 연구결과가 보고되

고 있다. 특히, 가압 기체-액체 흐름공정에서 전달현상 중 중요한 일부인 열전달 특성에 관

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무한 실정이다.

  가압 기체-액체 흐름공정의 운전과 설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와 인자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가압 흐름공정에서 수력학적 특성과, 열전달과 물질전달과 같은 전달현

상 특성의 고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가 요청되고 있다. 또한, 

가압흐름공정이 정상적으로 운전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조업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제어

(control)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정상적으로 운전되고 있는 가압흐름공

정에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 결함이 확대되기 전에 이상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결함진단

(fault diagnosis) 해석방법의 개발 등에 대한 연구도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

보도 현재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연구들은 가압상태의 기체-액체 흐름공정에서 기체와 액체의 무작위적 접촉 

및 비선형적 흐름거동에 대한 기초자료들을 실험적으로 구하여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이 거

동을 Chaos 해석방법을 사용하여 종합적이며 총체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체-

액체 흐름공정의 주요 특성 중의 하나인 기체-액체간의 물질전달과 열전달 특성을 가압상



태에서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Chaos 해석에 의한 수력학적 특성과 물질전달․열전달 특성간

의 연관성을 검토하여서 가압기포탑 반응기나 접촉공정의 설계, 운전 그리고 제어 등에 필

수적인 공학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고있다.

  이들 연구들 중, 가압흐름공정에서 기체-액체 흐름의 복합적인 현상에 의해 유발되는 압

력변동과 열전달요동 특성을 측정하고, 이를 최근의 새로운 개념인 Chaos 해석방법을 도입

하여 통계적으로 해석하고자한 연구는 매우 특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연구로 사료되는데, 

가압흐름계에서 얻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압력변동과 열전달요동 시계열 자료들로부터 다차

원적인 위상공간투영(phase-portraits)을 구성하여 계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지연시간

(time-lag)을 결정하여 자료에 의해 표현되는 이상끌개(strange attractor)를 찾아내고 거동

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정량적으로 파라메타화하고자 상관차원(correlation 

dimension)을 구하였다. 한편, 가압 기체-액체 흐름공정에서 전달현상이나 혼합에 관한 연

구들을 보면 축방향 분산모델을 적용하여 기체-액체 부피 물질전달계수와 열전달계수 요동

자료의 평균값으로부터 열전달계수를 구하였고, 이를 수력학적 특성과 연관하여 검토한 논

문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물질전달계수와 열전달계수를 주요 실험변수와 

무차원군의 상관식으로 표현하고, 물질전달과 열전달의 유사성(analogy)으로부터 가압흐름

공정을 설계․운전하고 공업적으로 대형화(scale-up)하고자 할 때 필수적인 공학적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가압상태의 기체-액체 흐름공정에 대한 최근 연구동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운전변수와 흐름영역이 가압기포탑의 수력학적 거동과 전달현상에 미치는 영향 고찰

2) 가압기포탑에서 동적변수(압력요동, 온도요동, 열전달계수요동)를 측정하여 계의 조업상

태를 나타내는 정량적 파라메타 도출

3) 가압기포탑계의 결함진단과 온라인 제어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료 구축

4) 수력학적 거동과 전달현상의 상호연관성 고찰

5) 물질전달과 열전달의 유사성 검토

6) 가압기포탑의 운전과 설계에 필요한 공학적 자료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