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체-액체 흐름공정의 전달현상 연구동향

IP(다상흐름 및 유동공정)

1. 물질전달

기체-액체 흐름공정에서 기-액 계면을 통한 기체의 물질전달 현상 연구에서 산소를 기체

상으로 많이 사용하여 왔다. 산소는 물이나 점성액체에 매우 용해성이 낮은 기체로서 기포

에서 기-액 계면으로의 확산, 기-액 계면에서 액체로의 물질전달 등 물질전달 과정에서 연

속된 전달저항을 받는다. 따라서 산소의 물질전달은 이들의 저항과 기포의 수력학적 특성, 

온도, 용액의 조성 및 성질, 계면현상 등 여러 인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은 정상상태에서 기-액 계면으로 전달되는 산소는 액체쪽의 경막

을 통한 전달속도와 같다는 가정아래 계면농도의 측정은 어려우므로 산소의 전달량은 총괄

물질전달계수와 총괄농도차이의 식으로 나타내왔다.

즉, 물질전달에 대한 기체경막에서의 저항이 무시할 정도로 작으므로 모든 저항은 액체경

막에서 일어난다고 하였으며, 이를 액상율속 물질전달로 표시하였다. 또한 기체-액체 흐름

공정에서 물질전달량의 측정은 기-액 계면에서의 순수 물질전달계수 보다는 기체-액체 흐

름공정의 단위부피당 전달되는 물질양, 즉 부피 물질전달계수로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기-

액 계면의 순수 물질전달계수와 기-액의 접촉면적의 곱으로 나타냈다. 즉, 액상율속 물질전

달 단계에서의 부피물질전달 계수를 kLa로 나타냈다.

물질전달 모델

물질전달 계수를 구하기 위하여 양계면에 2개의 경막이 있어 정상상태로 분자확산에 의

해 물질전달이 일어난다는 2저항(two-resistance or two-film)이론이 발표되었으나, 교반되

는 액체의 자유표면에서 정체된 경막이 유지되기 어렵고, 기체-액체 흐름공정에서 난류에 

의한 층류의 경계층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물질전달 과정이 비정상상태라 

하여 유도된 식들은 여러 가지의 모델들로 제안되었다. 가장 기본적인 모델은 Higbie의 침

투이론(penetration theory)인데, 이것은 표면경신모델(surface renewal model)에 의해 보정

되었으며, 이들 식을 여러 가지로 변형한 경막-침투(film- penetration) 모델 등의 많은 모

델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런 모델들은 다상흐름공정에서와 같이 대류현상이 물질전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에서는 적합치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Lamont 등이 제안한 에디-셀(eddy-cell) 모델은 난류에 의해 기포가 분쇄되고 작은 기포

들의 에너지가 큰 에디들은 기체-액체 흐름공정에서 물질전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모델은 다상흐름공정에서 에디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

다.

다상흐름공정에서 산소물질전달에 이용되는 모델들은 대류에 의한 물질전달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흐름모델은 PFM(plug flow model)으로서 이 모델은 흐름공

정내의 수직방향에 대하여 균일속도와 농도를 가정하였으며, 축방향으로의 혼합이 무시된다

고 가정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공정은 축방향 분산과 속도의 변동이 존재하여 유



체조성도 반경방향 혼합이 적으므로 이 모델을 적용시는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모델

은 적용하기 간단하며, 기체-액체 흐름공정의 관직경이 작거나 유속이 빠른 공정에서는 유

체의 흐름을 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어 왔다.

Two Zone Model은 PFM에서 축방향에 따라 물질전달 특성이 매우 다른 2구역으로 나누

어지므로 이 구역을 나누어 해석한 것이다. 즉, 기체상의 분배기에 가까운 영역은 분배기에

서 나온 기체가 기포를 형성하는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는 기포형성시 새로운 기체표면이 액

체에 계속 노출되고 기포내부에서 기체가 활발히 순환되며 기포형태의 변환이 심하게 일어

난다. 따라서, 이 영역에서는 기체-액체 간의 산소의 농도구배가 커서 물질전달이 잘될 뿐

만아니라, 액상의 운동에너지가 매우 커서 액체 유속의 영향은 크지 않은 영역으로 본다. 

이 영역은 전체 기체-액체 흐름공정의 20% 이하지만 전체 물질전달의 90% 이상이 발생한

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 영역은 분배기에서 멀리 떨어진 영역과 구분하여 물질전달 

특성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Two Zone Model이다. 분배기에서 멀리 떨어진 영역은 기체

-액체간의 산소농도구배가 작아 물질전달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러

나, Two Zone Model은 기체-액체 흐름공정 내부의 산소물질전달계수를 나타내는데 사용

한 장치의 문제점과 분배기 근처의 말단효과(end effect)의 고려 등 물질전달에 미치는 인

자들을 해석하는데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 특수한 공정에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Model이라 할 수 있다.

Deckwer 등에 의해 제안된 축방향 분산모델(ADM : Axial Dispersion Model)은 기체-액

체 흐름공정에서 액상의 축방향 분산계수와 기체-액체 부피물질전달계수를 구하는데 실험

결과와 잘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어서 많은 연구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Model이다. 축방향 

분산모델은 기체-액체 흐름공정의 분산을 거시적 현상으로 본 것으로 완전히 발달된 기체-

액체 흐름일 때 잘 적용할 수 있는 모델로 알려져 있다. 특히 축방향 분산모델은 주어진 기

체-액체 흐름공정에 대한 한 개의 부피물질전달계수 값을 가지는데 비해 Tow Zone Model

은 지역에 따라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별개의 부피물질전달계수 값으로 나타내야 하므로 

일반적인 기체-액체 흐름공정의 물질전달을 해석하는데는 축방향 분산모델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Kojima 등은 가압상태의 기체-액체 흐름공정에서 압력(0.1～1.1MPa)이 기체-액체 

물질전달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물질전달계수는 압력과 기체유속의 증가에 따

라 증가하였고 특히 낮은 기체유속에서 보다 높은 기체유속에서 압력이 물질전달계수에 미

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하였으며 Weber 무차원수로 가압상태에서의 물질전달 특성을 나타

내고자 하였다.

2. 열전달

기체-액체 흐름공정이 공업적으로 응용되어질 때 상온․상압에서 보다 고온․고압에서 운전

되어지므로, 이들 다상의 흐름공정들을 설계하고 운전하는데 물질전달 뿐만 아니라 열전달 

현상의 정보 또한 매우 긴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기체-액체 흐름공정의 

열전달 특성을 해석하기 위한 모델로는 이중저항모델(two-resistance model)과 표면갱신이

론(surface renewal theory)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연구된 기체-액체 흐름공정에서 열전달의 특성은 계의 온도가 매우 높은

(T>1000℃)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전도와 대류라 할 수 있다. 기체-액체 흐름공정



에서 수직으로 상승하는 기포에 의한 열전달 현상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수력학적 거동과 열전달 현상의 연관성에 대한 해석들이 최근 연구되어지고 있다. 기체-액

체 흐름공정에서 공정벽면과 내부 또는 내부열원과 공정내부간의 열전달계수는 액체단일상 

흐름공정의 열전달 계수보다 기체-액체의 접촉현상으로 몇 배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다. Kast는 열전달계수를 공정 내부에서 상승기포에 의한 유체운동과 관계지었는데, 

그는 액체속도의 반경방향 성분이 상승기포에 의해 유발되며 이것에 의해 기체-액체 흐름

공정의 높은 열전달계수를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 Deckwer는 기체-액체 흐름의 표면갱

신모델과 Kolmogorov의 등방난류이론(theory of isotropic turbulence)을 결합하여 이론적 

열전달 모델을 발표하였는데, 이 모델은 여러 실험결과치와 잘 일치하였으며, Prandtl 

number가 6～985인 범위에서 잘 맞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ölbel 등은 현탁된 고체가 존재하는 기체-액체 흐름공정에서 열전달을 연구하였는데,  

현탁액은 규조토, 스핀들유, 기계유를 지름 40, 75, 110, 200㎛의 모래를 현탁시켜 만들었

다. 불음(swelling) 현상으로 인하여 규조토 현탁액은 매우 점도가 높았으며, 이러한 점도증

가는 열전달 계수를 크게 줄게 하였다. 반면, 모래 현탁액은 열전달을 증가시켰으며 고체농

도와 입자크기를 증가시키면 열전달계수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Deckwer 등은 용

융 파라핀 왁스 내의 Al2O3 슬러리에서 열전달을 측정하였는데, 이는 Fischer-Tropsch 슬

러리 공정에서 열전달 조건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함이었다. Deckwer와 Kölbel의 열전달계수

는 110㎛까지의 지름을 가지는 모래 입자에 대해서 그들이 얻은 상관식과 잘 일치하였다.

기체-액체 흐름공정 중 액체가 작은 입자의 슬러리인 경우의 열전달에 관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어지고 있는데, Joshi 등은 cell 모형 순환에 근거한 새로운 관계식을 제안하였다. 그

는 기-액, 액-고 계에서 기체에 의한 모든 유입에너지는 기-액, 액-고 계면에서 소모되어

진다고 하였다. 액체 움직임보다는 평균 재순환 속도법을 사용함으로써 그는 공정의 벽에서 

공정 내부로의 열전달계수를 계산하는 식을 제안하였는데, 이 식은 기체-액체 흐름공정이나 

접촉공정에서 기계적 유사성에 근거하며 비교적 실험결과들과 잘 맞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기체-액체 흐름공정의 열전달 해석에서 Joshi의 접근 방법과 Deckwer의 접근 방법의 

겉보기상 불일치는 실험재료의 차이에 의한 것이며, 물리적 개념은 모두 공정 내부에서 액

상에 의한 열전달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메카니즘이 기체의 흐름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

가를 해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Nishikawa 등은 뉴튼과 비뉴튼유체-기체의 흐름공정에서 벽면(hw)과 공정 내부의 열원

(hc)으로부터의 열전달계수를 측정하였는데, 뉴튼유체에서는 hw와 hc는 동일한 값을 보였다. 

반면, 비뉴튼유체의 공정에서는 기체유속이 0.04m/s 이하에서는 hc가 hw보다 월등히 큰 값

을 나타내었고, 기체유속이 0.04m/s 이상에서는 hc와 hw가 같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체유속

이 0.04m/s 이하에서는 기체-액체간에 작용하는 전단율(shear rate)이 탑의 중앙에서 대부

분 발생하다가 0.04m/s 이상에서는 단면적 전체에 전단율이 균일하게 분포되기 때문이라 

보고하였다.

한편, 다상의 흐름공정에서 반경방향의 온도분포의 특징은 열원주위(heater zone)에서는 

온도구배(temperature gradient)가 급격히 변화하나 bulk 영역에서는 온도구배가 매우 완만

한 것으로 실험결과 밝혀져 있는데, 이는 이들 공정에서 열이 전달하는 현상에 두 가지의 

저항(resistance)이 존재함을 나타내고 있다. 즉, 열원 주위를 둘러싼 얇은 경계층(boundary 

layer)에 의한 열전달 저항과 bulk 영역에서의 각 상들간의 접촉과 혼합 등에 의한 열전달 

저항으로 열전달 저항을 구별할 수 있는데, 이들 두 저항이 series로 연결되어 전체 열전달 



저항을 구성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념에서 기체-액체 흐름공정에서 열원과 bulk 영역간의 열전달 현상을 해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이중저항 모델(two resistance model)이  사용되어 지

고 있다.

a)반경 R인 공정의 중앙에 반경 Rh인 열원이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다. b)공정내부에서 각 

상들의 열적, 물리적 성질은 일정하다. c)열전달 현상은 정상상태(steady state)에서 일어난

다. d)열원 표면(heater surface)은 온도가 균일하다. e)열원 주위의 경계층의 두께는 주어

진 정상 상태에서 일정한 평균값을 가진다. f)열원표면을 통해 공정에 전달되는 열량은 단

위시간당 일정하다. g)공정 벽면에서의 온도구배는 무시할 정도로 작아 열의 손실이 없다고 

본다. h)총괄 열전달 저항은 열원영역의 저항과 bulk 영역의 저항이 series로 연결되어 구성

된다. i)열원 주위의 얇은 경계층에서는 열전도(heat conduction)에 의한 열전달이 지배적이

다. j)공정에서 액체의 속도 분포는 주어진 정상상태에서 균일하다.

또한, 기체-액체 흐름공정에서 표면갱신모델과 침투이론을 도입하면 국부적인 순간 열전

달계수(hi, local instantaneous heat-transfer coefficient)는 열원에 순간적으로 공급된 

heat-flux와, 그때의 열원표면의 온도와 bulk 영역에서의 온도차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

데, 이 값들은 시간에 따라 평균하여 평균 열전달계수(hav, time-averaged heat-transfer 

coefficient)를 구하는 연구를 수행한 결과로 보고되고 있다. 이들의 개념은 기체-액체 흐름

공정에서 열전달 현상은 기포의 거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특히 열원주위에 형성되는 

경계층 두께(film thickness)는 기포의 wake에 의해 줄어들게 되어 열전달 효과는 증진된다

고 보고 있다. 또한, 열전달 경계층을 구성하고 있는 유체의 단위요소(fluid element)는 기

포에 의해 이동되고 연속적으로 재생되어지는데, 유체의 단위요소와 기포가 접촉하는 시간

은 기포의 상승속도로부터 구할 수 있다. 즉, 열원표면의 유체의 단위요소는 일정속도로 재

생되어지고 체류한다는 가정하에, 표면갱신/침투(surface renewal/penetration) 모델과 막침

투(film-penetration) 모델을 결합하여 평균열전달계수를 구할 수 있는 식들이 유도되고 있

다.

Kumar 등은 비뉴튼 유체를 연속상으로 하는 기체-액체 흐름공정에서  Wasan 등이 제안

한 연속 film-penetration 이론을 기초로 하는 열전달 메카니즘 모델을 사용하여 조업변수

에 따른 열전달계수 요동을 180Hz로 11초 동안 수집하여 열전달 특성을 고찰하였다. 그들

은 열전달계수 요동의 주 피크(main peak)는 기포가 지나가면서 기포의 wake 때문에 나타

난다고 하였으며, 열전달계수 요동의 평균값으로부터 평균열전달계수를 측정하였다. 평균열

전달계수는 액상의 점도가 증가함에 따라 열원 주위의 층류 점성 경계층 두께의 증가와 난

류강도의 감소, 각 상들간의 마찰손실의 증가뿐만 아니라 기포들의 합체현상으로 인한 기체 

체류량의 감소로 결국 열전달계수는 감소한다고 하였다. 기체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기포크

기, 기포의 상승속도와 빈도수의 증가로 인한 열원 주위의 표면갱신속도의 증가로 열전달계

수는 증가한다고 하였다. 또한, 계면활성제-공기 시스템에서 보다 물-공기 시스템에서 큰 

기포와 wake의 존재로 열전달계수는 큰 값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분산판에 있어서 porous 

분산판보다 perforated 분산판에서 열전달계수는 더 큰 값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Li 등은 슬러리상을 액체로 사용한 공정에서 열전달계수 요동을 11초 동안 50Hz로 측정

하였다. 국부열전달계수 요동의 peak는 벽면영역에서보다 중앙영역에서 기포의 높은 상승



속도로 인하여 크게 나타난다고 하였고, 기체 체류량과 슬러리 주입양이 증가할수록 peak

는 커진다고 하였다. 반면, 물-공기 계에서보다 슬러리가 첨가될 때 중앙영역에서 국부열전

달계수 요동의 주 peak는 작아진다고 하였는데, 이는 슬러리가 첨가되면 기포크기의 증가

와 기체 체류량의 감소로 결국 기포 wake에서의 난류강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열

전달계수 요동의 평균값으로부터 구한 열전달계수는 기체유속이 0.2m/s 까지는 빠르게 증

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완만하게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슬러리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열전달

계수는 감소하고 벽면영역에서보다 중앙영역에서의 국소열전달계수는 더 큰 값을 나타낸다

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