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상흐름공정 국내최근 연구동향 

1. 김병목, 천재기, 이석희, 이민규, 주창식, “초임계 CO2를 이용한 RESS 공정으로부터 안

식향산 미세입자의 제조 및 그 특성”, 화학공학, 38, 387 (2000).

초임계 CO2를 이용한 RESS 공정으로 안식향산의 미세 입자를 제조하는 실험을 행하여, 공

정의 조작변수들이 생성되는 입자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조사하였다. 팽창관

으로 모세관 판을 사용하면, 비교적 넓은 조작조건 범위에서 안식향산 미세 입자를 얻을 수 

있었다. 추출온도가 증가할수록, 추출압력이 감소할수록 그리고 초임계 CO2에 의한 희석 정

도가 증가할수록 초임계 용액 중의 안식향산 농도가 감소하여 입자가 크고 입도분포가 넓은 

안식향산 입자가 생성되었다. 팽창관 입구온도가 증가할수록 생성되는 입자는 그 크기가 증

가하고, 입도분포가 넓어졌다. 수집조에 baffle을 사용한 경우에는 nozzle과 baffle 사이의 

거리가 증가할수록 입자 크기가 증가하고 입도분포가 넓어지나, 이 거리가 9 cm 이상이 되

면 그 영향은 무시되었다.

2. 김기도, 김희택, "회분과 반회분 공정에 의해 생성된 실리카 미립자의 특성 비교", 화학

공학, 38, 398 (2000).

본 연구는 기존의 회분식 반응을 통한 실리카 미립자 제조시 발생되는 단분산도, 입경, 그

리고 수율 등에서의 제어가 용이하지 못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반회분식 공정을 이

용, TEOS(Tetraethylorthosilicate)의 가수분해로부터 실리카 미립자를 제조하였다. 실험에 

앞서 실리카 미립자의 가수분해 반응과 중합 반응에 대한 TEOS, Si(OH)4, SiO2의 반응속도

식을 회분과 반회분식 공정에 대하여 각각 무차원화함으로써 시간에 따른 성분의 농도 변화 

및 수율을 상호 비교할 수 있었으며 또한, 실험을 통하여 단분산도와 입경을 예측, 비교할 

수 있었다. 실험결과, 반회분식 반응에 의한 경우가 회분식 반응에 의한 것보다 단분산도, 

입경 그리고 수율 등에서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이 결과는 반응속도식으로부터 예측한 

결과와 잘 일치하였다.

3. 문정민, 손덕지, 정종식, "국산 Clinoptilolite를 이용한 암모니아 제거 특성에 관한 연구 

Part 2: 순환 유동층 반응기에서의 암모니아 제거 특성", 화학공학, 38, 411 (2000).

순환 유동층 반응기(RFBR)에서는 유량이 424 ml/min(체류시간=32분)이고 암모니아 초기농

도(Ci)가 3 ppm일 때 SR(clinoptilolite양)=8에서 85%이상의 제거율을 보였고 Ci=1 ppm 일 

때 SR=10에서 70%이상의 제거율을 보였다. 그리고 알루미늄의 연속적인 제거율도 70%이

상을 유지했으며 폐제올라이트의 연속적인 재생도 가능하였다. 이 장치를 이용한 암모니아

의 연속적인 제거/재생공정은 50,000 m3/day 기준 3 ppm 농도의 암모니아 제거시(<0.5 

ppm) 처리수 톤 당 처리비용이 40원 미만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4. Yim, S. S. and Kim, J. H., "An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Study on the Initial 

Period of Cake Filtration", Korean J. Chem. Eng., 17, 393 (2000).

Experimental measurements were made of the average specific cake resistance during 

the initial period of cake filtration, and the theoretical calculations about the period 

were also performed. The "filtration-permeation method" in the filtration cell of small 

area was used to measure the flow rate during the initial period of filtration, which is 

essentially characterized by the large flux due to fast flow rate and the rapid change 

of flow rate within a relatively short time interval. The measured average specific cake 

resistances of thin cakes which represent the cakes of initial period had very large 

values compared to the overall average specific cake resistance. This experimental 

result was contrary to the conventional theory about the initial period. Applying the 

"unified theory on solid-liquid separation" to the initial period, the average specific 

cake resistances at the initial period can have the large values-more than two times 

greater than that of the overall value.

5. 전경용, 김정훈, 한준영, 설용건, 조영일, "졸-겔 가압코팅법을 이용한 TiO2 복합막의 제

조 및 기체 투과특성에 관한 연구", 화학공학, 38, 491 (2000).

Acetyl acetone으로 개질한 티타늄 알콕사이드로부터 TiO2 졸을 제조한 후 다공성 α-알루

미나 지지체에 가압코팅법을 사용하여 TiO2 복합분리막을 제조하였다. Acetyl acetone이 축

합반응을 억제함으로써 제조된 졸의 입자크기는 5-10 nm였다. H2OTi4+≥2인 경우에 있어 

첨가된 물의 양에 따른 입자크기가 10 nm이하로 나타났다. 또한, 장시간의 숙성시간은 입

자성장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350℃에서 열처리한 분리막층은 균열이 없었고, 기공지

름은 2-3 nm의 범위였다. 2 bar로 4회 반복하여 졸을 코탱하였을 때 복합막의 수소 및 질

소의 기체투과율의 범위는 각각 68.5-99.6×10-7 및 18.2-32.7×10-7 mol/(m2․s․Pa)였다. 

또한, 수소 및 질소의 투과율비로부터 계산된 이상적 분리계수가 Knudsen 확산에 의한 분

리계수인 3.74와 거의 일치하는 3.76을 얻었다.

6. 성우현, 김기도, 김희택, “분무 건조에 의해 생성된 원료 입자로부터 유리 중공구체의 제

조에 관한 연구”, 화학공학, 38, 497 (2000).

고분자 화합물의 첨가제로서 개질제, 물성향상제, 충진제, 강화제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

는 유리 중공구체(Hollow Glass Sphere; HGS)를 분무 건조에 의해 제조된 원료 입자를 사

용, 로에 투입함으로써 제조하였다. 원료 입자를 제조하기 위해서 본 실험에서 사용한 분무 

건조기의 운전 조건은 시료의 투입 유량이 700 ml/h, 분무 압력이 100 kPa, 입구 온도는 

200-250℃, 그리고 출구 온도는 100℃이었다. 또한 유리 중공구체 내에 첨가될 boric acid



의 변화량에 따른 물성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boric acid의 조성을 0, 10, 20 g으로 증가하

여 실험하였으며, 그 결과 조성비가 증가할수록 화학적 내구성(내수성, 내산성, 내알칼리성) 

및 파쇄 강도는 증가하였고, 유리 중공구체의 평균 입경은 증가한 후 일정량 이상(20 g)에

서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7. 방진환, 김용전, 김상돈, “Downer 반응기에서의 축방향 압력 및 고체체류량 분포”, 화학

공학, 38, 503 (2000)

Downer반응기(0.1 m-I.D.×3.5 m-high)에서 축방향 압력과 고체체류량분포에 대한 기체유

속, 고체순환속도, 입자크기의 영향을 고찰하였다. 축방향의 압력구배는 고체순환속도에 비

례하고 기체유속에 반비례하였다. 주어진 기체유속과 고체순환속도에서 입자크기는 축방향 

압력 구배와 고체체류량에 큰 영향이 없었다. 완전 발달흐름영역(H>2.0 m)에서는 기체 유

속이 낮을 때 (<3.0 m/s)단일 입자의 속도로부터 예측된 압력 구배가 실험결과보다 높은 

값을 보였으나 높은 유속에서는 시험결과와 유사한 값을 보였다. 이는 입자의 뭉침(cluster

의 형성)때문으로 slip velocity와 단일입자의 종말속도의 차이로 확인하였다.

8. 이시훈, 이종민, 김재성, 최정후, 김상돈, “D화력 순환유동층 보일러에서의 무연탄 연소 

특성”, 화학공학, 38, 516 (2000)

무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D확력 순환유동층 보일러의 운전 특성을 유연탄을 사용하는 국

내 상용 순환유동층 보일러와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무연탄의 높은 회재 함량으로 인해 층

물질을 회재만을 사용하는 D화력 순환유동층 보일러는 다른 국내 상용 유연탄 순환유동층 

보일러에 비해 알칼리.산비가 0.11로 아주 낮아 상대적으로 클링커 형성에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층물질의 입도분포는 모래를 사용하는 유연탄 순환유동층 보일러에 비해 비교

적 광범위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D화력 순환매체의 입도는 대부분 100-400

μm로 나타났으며, 미연분의 대부분은 100μm 이하의 비산 회재에 포함되어 있어 이의 저감

을 위해서는 석탄입도의 적절한 조절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무연탄 순환유동층 

연소로의 하부 온도는 850-870℃정도로 유연탄 보일러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국내무연탄

의 낮은 연소반응성과 미연분의 후연소의 인해 연소로 상부 및 싸이클론 입, 출구 등의 온

도가 40-80℃이상 높은 특징을 띠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무연탄용 순환유동층 설계 및 적

용, 운전에 있어 이의 고려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남궁원, 김성원, 김상돈, “난류유동층으로의 전이속도 및 흐름영역” 화학공학, 38, 523 

(2000).

기체 유동층(직경 0.1m, 높이 5.3m)에서 FCC 입자를 유동화시킬 때의 압력변동을 측정하

여 기포 유동층에서 난류 유동층으로의 전이속도(Uc)를 측정하였다. 또한 기상유속에 따른 

고체 체류량 기울기의 변화로부터 전이속도를 결정하였다. 층 팽창을 이용하여 (Uc)를 예측

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이 모델에 의하여 예측된 값은 실험값과 잘 일치하였다. 



Archimedes number와 Reynolds number를 이용하여 유동층 내 각각의 영역을 예측할 수 

있는 흐름 영역도를 제시하였다.

10. Park. Y. O., Kim S. Do, Son, J. E., Rhee, Y. W. and Choi, W. S., "Demonstration 

of a KIER-Type CYBAGFILTER System at the Clinker Calcination Process", Korean J. 

Chem. Eng., 17, 579 (2000).

A high performance KIER-type CYBAGFILTER that combines a fabric filtration and 

centtifugal dust removal technology was developed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conventional filtration systems. Based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obtained 

from a pilot-scale test and fluid dynamic computer simulation, a test CYBAGFILTER 

of 18,000 m3/hr capacity was installed in the clinker calcination process of 

Ssangyong Cement Co. located at Yongwol, Korea. Membrane filters for surface 

filtration were applied and evaluated. After 12-month operation, the mean pressure 

drop was maintained at 70-80 mmH2O, the collection efficiency was more than 

99.8%, and the outlet dust concentration was less than 5 mg/Sm3. With an operating 

pressure drop of 100 mmH2O, the cleaning interval was much longer than that of 

conventional ones, promising the prolongation of filter life.

11. Bando, Y., Kuze, T., Sugimoto, T., Keiji, Y. and Nakamura, M., "Development of 

Bubble Column for Foam Separation", Korean J. Chem. Eng., 17, 597 (2000).

The foam separation of metal in model wastewater is performed by using two 

different bubble columns in a continuous operation mode. The equipment and 

operation conditions are changed, and the foam flow rate and metal concentration in 

foam flow are measured. The foam flow ratio (the ratio of foam flow rate to the inlet 

one) increases with increasing gas velocity, with decreasing liquid velocity, with 

dereasing foam layer height and with decreasing metal condentration in model 

wastewater. Metal enrichment (the ratio of metal concentration in foam flow to that in 

inlet flow) shows the reverse tendencies. When a draft tube is inserted in the 

bubbling layer, the foam flow rate decreases. The enrichment is strongly governed by 

the foam flow ratio. Since the foam flow ration is adjusted by means of the 

equipment and operation conditions, the metal concentration in foam flow is 

contrelled to be a desired val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