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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화학공정 조작 중에는 그 성공 여부가 유체의 효과적인 교반 및 혼합에 의존되는 것이 많

다. 따라서 반응기 안의 유체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와 체

제시간분포(residence time distribution, RTD) 함수들이 많이 연구되어 왔다. Navier-Strokes 방

정식을 기본으로 한 CFD는 유체흐름에 관한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간단한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할 경우조차도 복잡한 편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므로 상당한 계산시간이 필요로 

된다. 이에 반해 RTD 함수는 복잡한 화학공정 시스템에 대해서도 간단한 RTD 함수만으로 

표현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RTD 함수는 반응기의 내부 흐름특성과 혼합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population-balance 원칙을 이용하여 Danckwerts에 의해 정의되었으며 반응기 안에서 

일정 시간동안 머문 유체요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상당한 bypassing양은 누수를 의미

하고 반응기 내부의 존재하는 부동층(dead volume) 역은 반응기의 유용한 체적을 감소시

켜 반응기 효율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고장으로 진단될 수 있으므로 RTD함수는 화학 공정 

설비들의 장비성능을 예측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RTD 함수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방사성 동위원소를 추적자로 사용할 경우 감마선과 같은 높

은 투과력을 이용하여 반응기의 외부에서도 추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상가동 중에도 실

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하므로 화학공정 설비의 정상가동 상태의 시스템 특성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RTD 분석은 RTD 모델들의 파라미터 값들로부터 할 수 있는데 파라미터 값들은 실험으로

부터 얻은 측정 데이터와 RTD 모델에 의한 데이터와 curve fit 함으로서 얻어 질 수 있다. 

RTD 모델의 파라미터 값들은 초기 파라미터 값들을 반복적인 연산에 의해 비용함수(cost 

function)를 최소화함으로서 최적의 파라미터를 구할 수 있고 최적화 방법에는 급경사 방법

(steepest decent method), 뉴튼방법, conjugate gradient 방법, Quasi-Newton 방법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RTD 모델의 파라미터를 결정하기 위해 수렴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뉴튼형 알

고리즘의 일종인 Levenberg-Marquardt 알고리즘(LMA)을 이용하 고 이론적 평균체재시간과 

비교하여 반응기 내부의 혼합특성과 흐름특성을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 다. 

개발된 RTD 프로그램은 실험으로부터 얻은 데이터의 혼합특성과 흐름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산업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RTD 모델 중, 직렬로 연결된 완전혼합기 모델, 병렬

로 연결된 완전혼합기 모델, 부동층이 있는 모델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 중심의 GUI

환경으로 Visual Basic 6.0을 이용하여 프로그래밍 하 다. 또한 방사성 동위원소의 사용으로 

인한 자연 방사선량과 자연감쇠를 보정하여 정 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성하 다. 



SUMMARY

 The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and the RTD(residence time distribution) models have 

been investigated to analysis the flow behavior in the reactor. The CFD based on the 

Navier-Strokes equations can express fluid dynamics exactly but it may require a lot of 

calculation time because it is described by the complex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On the 

other hand, RTD model has the advantage to express only simple RTD functions although 

the chemical process system may be complex. In order to represent the flow behavior and 

mixing charateristics, the RTD function was defined by Danckwerts using the  population 

balance principle and it gives informations about the fraction of the fluid that spends a certain 

time in a reactor. Because a considerable bypassing flow may be an indication of poor 

design and the residual stagnant regions may cut down the effective or useful volume of the 

reactor, the RTD function can be used as the method to predict the performance of facilities 

in the chemical process. Therefore a lot of RTD models have been investigated for the last 

decade as a useful means of understanding mixing characteristics such as a bypassing flow 

or the amount of stagnant region in a reactor. 

 The RTD analysis can be done by the parameters of RTD model which represent the flow 

behavior and the mixing characteristics of a reactor and the parameters of RTD model can 

be obtained by fitting the RTD model response to the RTD response obtained from the 

radioisotope tracer experiment. The numerical approach allows the implementation of time 

domain-based parameter estimation for the evaluation of RTD model parameters. The optimal 

parameters of RTD model can obtain by minimizing the cost function during the repeated 

calculation. The various optimal parameter estimation methods can be used such as steepest 

decent method, Newton method, conjugated gradient method, and quasi-Newton method.

 This project used the Levenberg-Marquardt algorithm which was a good convergence and 

stability in order to determine the parameters of RTD model and this project developed the 

RTD program to analysis the flow behavior and mixing characteristics by comparing the 

theoretical MRT(mean residence time). The developed RTD program can utilize the perfect 

mixer in series model, the perfect mixer in parallel model, and the perfect mixer with dead 

volume model which are used frequently in the industrial fields. The developed RTD program 

was made by Visual Basic 6.0 and can be operated in Windows 95/98/me. This developed 

program enable users to use it easily and analysis precisely by correcting the background 

radiation and the spontaneous decay of the radioisot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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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화학공정 조작 중에는 그 성공 여부가 유체의 효과적인 교반 및 혼합에 

의존되는 것이 많다. 따라서 반응기 안의 유체의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와 체제시간분포(residence time 

distribution, RTD) 함수들이 많이 연구되어 왔다. Navier-Strokes 방정식을 

기본으로 한 CFD는 유체흐름에 관한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간단한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할 경우조차도 상당한 계산시간이 필요로 하지만 RTD 

함수는 복잡한 화학공정 시스템에 대해서도 간단한 RTD 모델로 표현이 가

능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산업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1-3]

  Danckwerts는 반응기 내부의 흐름특성과 혼합특성을 알기 위해 

population-balance원칙을 이용하여 반응기 내부의 유체요소에 대한 RTD 

함수를 정의하였다.[1] 반응기의 RTD 함수는 반응기 안에서 일정 시간동안 

머문 유체 요소에 대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상당한 bypassing양

은 누수를 의미하고 반응기 내부의 존재하는 부동층(dead volume) 영역은 

반응기의 유용한 체적을 감소시켜 효율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고장으로 진단

될 수 있다. 따라서 체재시간 분포함수는 화학 공정 설비들의 장비성능을 예

측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어 지고 있다. 따라서 RTD 함수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방사성 동위원소를 추적자로 사용할 경우 

감마선과 같은 높은 투과력을 이용하여 반응기의 외부에서도 추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상가동 중에도 실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하므로 화학공정 설비

의 정상가동 상태의 시스템 특성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방

사성 동위원소의 물리적 양이 매우 적고 시간이 경과되면 방사능은 모두 소

멸되기 때문에 시스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불순물의 혼합도 거의 무

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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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TD 분석은 RTD 모델들의 파라미터 값들로부터 할 수 있는데 파라미터 

값들은 실험으로부터 얻은 측정 데이터와 RTD 모델에 의한 데이터와 curve 

fit 함으로서 얻어 질 수 있다. RTD 모델의 파라미터 값들은 초기 파라미터 

값들을 반복적인 연산에 의해 비용함수(cost function)를 최소화함으로서 최

적의 파라미터를 구할 수 있다. 최적화 방법에는 급경사 방법(steepest 

decent method), 뉴튼방법, conjugate gradient 방법, Quasi-Newton 방법 

등이 있다[3-6]. 본 연구에서는 RTD 모델의 파라미터를 결정하기 위해 수

렴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뉴튼형 알고리즘의 일종인 Levenberg-Marquardt 

알고리즘(LMA)을 이용하였고 이론적 평균체재시간과 비교하여 반응기 내부

의 혼합특성과 흐름특성을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RTD 프로그램은 실험으로부터 얻은 데이터의 혼합특성과 흐름특

성을 표현하기 위해 산업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RTD 모델 중, 직렬로 

연결된 완전혼합기 모델, 병렬로 연결된 완전혼합기 모델, 부동층이 있는 모

델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 중심의 GUI환경으로 Visual Basic 6.0을 

이용하여 프로그래밍 하였다. 또한 방사성 동위원소의 사용으로 인한 자연 

방사선량과 자연감쇠를 보정하여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앞으로의 연구과제로는 다양한 혼합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Axial 

Dispersion 모델, Back Mixing 모델 등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며 기존의 모

델을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Compartment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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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나이분포 함수

  Danckwerts는 프로세서 반응기 안의 유체요소의 체재시간에 대한 나이분

포 함수를 정의하였다.[1] 유체요소의 체재시간(residence time)은 반응기에 

들어온 시간부터 반응기를 나간 시간까지 경과한 시간이다. 주어진 순간의 

유체요소의 나이는 유체요소가 반응기에 들어온 순간과 주어진 순간사이의 

경과된 시간이다. 나이분포 함수는 반응기의 흐름모형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

한다.

2.1 내부나이 분포함수 

  내부나이 분포함수(internal age distribution function) I( t)는 반응기 안의 

유체요소의 내부나이 분포의 도수를 나타내고 그림 2.1과 같이 표현된다.    

그림 2.1에서 시간 t 와 Δt 사이의 유체요소의 부분은 I( t)Δt 이다. I( t)는 연

속 함수이기 때문에 식(2.1)로 정규화 될 수 있다. I( t) 의 단위는  [ 

fraction of ages per unit time ] 이다. 

⌠
⌡

∞

0
I(t)dt=1   (2.1)   

그림 2.1 내부나이 분포함수 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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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으로 식(2.1)은 모든 유체는 시간 0 에서 ∞ 사이에 나이를 나타내

고 있으며 만약 유체가 반응기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모든 유체의 나이는 

0이다. 반응기 내의 유체요소의 평균나이는 1st 모멘트로부터 구할 수 있으

며 식(2.2)와 같다.

t I=
⌠
⌡

∞

0
tI( t)dt  (2.2)

2.2 외부나이 분포함수 

 외부나이 분포함수(external age distribution function) E( t)는 반응기를 떠

나는 나이분포의 도수를 나타내며 체재시간 분포함수(residence time ㅇ

istribution, RTD)라고 부른다. E( t)는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식(2.3)로 정규화 

될 수 있다. 그리고 E( t) 의 단위는  [ fraction of ages per unit time ] 이

다. 

그림 2.2 외부나이 분포함수 E( t)

⌠
⌡

∞

0
E(t)dt=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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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재시간 분포의 평균은 1st 모멘트로부터 구할 수 있으며 식(2.4)과 같다.

t=⌠⌡

∞

0
tE( t)dt=

V
Q    (2.4)

여기서 Q : 일정한 유체의 속도 

V : 반응기의 체적

 식(2.4)에서 
V
Q 를 평균체재시간(mean residence time)이라고 부른다.

2.3 나이분포 함수들의 관계

  나이분포 함수는 불안정 상태에서 거시적 나이 모집단 균형과 관계되고 

유체요소 나이의 연속성을 나타낸다. population-balance는 일반적으로 시

간의 단위에서 만들어진다. 

  시간 t > 0 에서 반응기에 들어오는 유체를 새로운 유체 T new 라고 하고, 

시간 t=0 에서 반응기를 나가는 양은 나이든 유체 T old 라고 하면 각각 식

(2.5)와 식(2.6)와 같다.

 T new
=V⌠⌡

t

0
I(t

'
)dt

'

    (2.5)

T old
=⌠⌡

t

0
Qdt

'⌠
⌡

∞

t
'
E(t

''
)dt

''

  (2.6)

 반응기 안에 새로 들어온 양과 나가는 양이 같으므로 식(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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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t

0
I(t

'
)dt

' =⌠⌡

t

0
Qdt '⌠⌡

∞

t '
E(t '')dt '' (2.7)

  식(2.7)의 양변을 시간 t 에 관해서 미분하고 식(2.4)을 이용하여 정리하

면 식(2.8)과 같다.

tI( t) =
⌠
⌡

∞

t
E(t

'
)dt

'
=1- ⌠⌡

t

0
E(t

'
)dt

'

  (2.8)

  식(2.8)을 다시 시간 t 에 관해서 미분하면 식(2.9)과 같다.

E( t) =- t
d
dt
I( t)   (2.9)

  시간 ( t , t+Δt )에서 반응기를 떠나는 유체의 양은 시간 t 전에 떠나지 않

은 양과 시간 ( t , t+Δt )에서 떠날 예정인 나이 t 의 유체 부분의 곱과 같

다는 사실로부터 식(2.10)를 얻을 수 있다.

[QE( t)dt]=[VI( t)][Λ( t)dt]   (2.10)

  따라서 강도함수 Λ( t)는 외부나이 분포함수 E( t)와 내부나이 분포함수 

I( t)와 관계가 있다.

Λ( t)
=
1

t

E( t)
I( t)

=-
d
dt
[ ln tI( t)]  (2.11)

  해석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나이분포 함수들을 단위가 없는 시간으로 

표현하기 위해 θ를 정의하면 식(2.1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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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
t

t   (2.12)

  나이분포 함수는 식(2.12)을 이용하여 다시 표현하면

E(θ)= tE( t)   (2.13)

I(θ)= tI( t)  (2.14)

Λ(θ)= tΛ( t)  (2.15)

이고 식(2.9)과 식(2.11)을 식(2.12)을 이용하여 다시 표현하면 각각 다음과 

같다.

E(θ)=-
d
dθ
I(θ) (2.16)

Λ(θ)=
E(θ)
I(θ)

=-
d
dθ
ln I(θ) (2.17)

2.4 나이분포 곡선 

  나이분포 함수(age-distribution function)는 실제로 흐름모형에 있어서 부

분적인 정보만 준다. 나이분포 함수는 유체가 반응기에 머무는 시간만을 제

공하여 준다. 유체가 머무는 위치와 무엇을 하는지는 알지 못한다. 즉 거시

적 혼합(macromixing)에 관한 정보만을 준다. 나이분포 곡선(age 

distribution curve)은 거시적 혼합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미시적 

혼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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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θ) 곡선

  초기에 어떠한 추적자도 없는 상태에서 단위계단 함수형태의 추적자가 반

응기의 입구에 들어가는 유체에 주입된다. 그 다음에 반응기를 떠나는 유체

에 대한 추적자의 단위 없는 농도-시간 곡선을 F(θ) 곡선이라고 정의한다. 

F(θ) 곡선은 0에서 1까지 증가한다.

그림 2.3 출구에서 F(θ)  곡선

  2. C(θ) 곡선

  초기에 어떠한 추적자도 없는 상태에서 임펄스 함수 형태의 추적자가 반

응기의 입구에 들어가는 유체에 주입된다. 그 다음에 반응기를 떠나는 유체

에 대한 추적자의 단위 없는 농도-시간 곡선을 C(θ) 곡선이라고 정의한다. 

  C(θ) 곡선의 면적은 항상 1이 된다.

⌠
⌡

∞

0
C(θ)dθ =

⌠
⌡

∞

0

c(θ)

c
0 dθ= 1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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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출구에서 C(θ)  곡선

  식(2.18)을 다시 표현하면

c 0 =
⌠
⌡

∞

0
c(θ)dθ =

1

t
⌠
⌡

∞

0
c(t)dt (2.19)

  식(2.19)의 c 0의 계산은 측정된 출력곡선의 면적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 t=0에서 임펄스 함수의 추적자가 주입이 되었다면 유체의 모

든 추적자 요소들은 그들의 나이에 있어서 똑같은 시작시간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출구에서 농도-시간 곡선 E(θ) 와 C(θ) 곡선은 시간 t=0에서 반응

기에 들어오는 유체 요소(추적자)의 나이 부분의 기록이다. 따라서 C(θ) 곡

선은 E(θ) 곡선과 정확히 같다.

C(θ) =E(θ) = tE( t)   (2.20)

  즉, E(θ) 분포는 반응기 안으로 들어오는 추적자 임펄스 주입으로 얻어질 

수 있다. 그리고 출력에서 추적자의 농도를 측정함으로서 출력에서 유체요소

의 나이를 결정함으로서 얻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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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기에 남아있는 추적자의 양과 반응기를 떠나지 않는 추적자의 양이 

같다는 사실로부터 식(2.21)을 얻을 수 있다.

VI( t) =Q[1-F(θ)]  (2.21)

  식(2.14)으로부터

I(θ)= 1-F(θ)   (2.22)

  식(2.22)을 식(2.8)과 비교하고 식(2.14)의 관계를 이용하면

F(θ) =
⌠
⌡

t

0
E(t ')dt '  (2.23)

  식(2.23)를 식(2.20)을 이용하여 표현하면 식(2.24)과 같다.

F(θ) =⌠⌡

t

0
C(θ)

dt '

t

=⌠⌡

θ

0
C(θ

'
)dθ

'                  (2.24)

  식(2.24)을 θ에 관해 미분하면 식(2.25)와 같다.

C(θ)=
dF(θ)
dθ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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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RTD 분석

  RTD 분석은 RTD모델의 파라미터 값들로부터 할 수 있는데 파라미터 값

들은 실험으로부터 얻은 측정 데이터와 RTD모델에 의한 데이터와 curve fit 

함으로서 얻어 질 수 있다. RTD모델의 파라미터 값들은 초기 파라미터 값들

을 반복적인 연산에 의해 비용함수를 최소화함으로서 최적의 파라미터 벡터

를 구할 수 있고 비용함수는 식(3.1)과 같다.

f =⌠⌡

t f

t 0
[Y experiment ( t)-Y model ( t,parameters)]

2 dt (3.1)

여기서 Y experiment(t)는 실험으로부터 얻은 데이터이고

       Y model ( t,parameters)는 모델로부터 얻은 데이터이다.

  임의의 입력에 의한 RTD모델의 출력은 식(3.2)와 같이 실험으로부터 얻은 

입력 데이터와 RTD모델과 컨벌루션 적분으로 구할 수 있다. 

Y model ( t,parameters)=
⌠
⌡

t

t 0
h model ( t- q,parameters)u(q)dq  (3.2)

  최적화 과정은 식(3.1)과 같이 실험으로부터 얻은 측정된 데이터와 RTD모

델의 의한 시뮬레이션 된 데이터의 차가 미리 정해 놓은 허용오차를 만족할 

때까지 반복 수행하게 된다.

 그림 3.1은 측정된 데이터로부터 모델의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과정을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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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모델 파라미터 결정과정

3.1 RTD 모델

 산업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RTD모델은 다음과 같다

[10,11,15].

      1. 기본 모델 

      2. 직렬로 연결된 완전 혼합기 모델 

      3. 병렬로 연결된 완전 혼합기 모델

      4. 부동층이 있는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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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기본 모델 

1. Plug 흐름 모델 

  plug 흐름은 반응기의 전체 단면(cross section)에 대해 유체의 속도가 일

정할 때 일어난다. plug 흐름은 반응기에 들어오는 유체의 각 요소가 먼저 

혹은 나중에 들어온 다른 유체 요소와 상호 혼합 없이 하나의 파일로 움직

이는 흐름이다. 표 3.1은 plug 흐름 모델의 임펄스 응답을 나타내었다.

표 3.1 Plug 흐름 모델의 임펄스 응답 

 임펄스 응답    h( t)= δ( t-τ)

 라플라스 변환    H(s)= e -τs

 평균(First Moment)    t=τ

2. 완전 혼합기 모델 

  완전 혼합기(perfect mixer) 모델은 추적자가 임펄스 함수형태로 주입될 

때 추적자 입력과 출력사이에 반응기의 체적 안에서 추적자가 즉시 균일하

게 혼합되는 모델이다. 즉 반응기의 어느 부분에서나 농도의 차이가 없으며 

출구에서의 흐름 성질은 반응기 안의 유체 성질과 동일한 흐름이다. 

 표 3.2는 완전 혼합기 모델의 임펄스 응답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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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완전 혼합기 모델의 임펄스 응답 

 임펄스 응답    h(t) =
1
τ
e
-
t
τ

 라플라스 변환
   
H(s)=

1
τ

1

s+
1
τ

=
1
1+τs

 평균(First Moment)    t=τ

3.1.2 직렬로 연결된 완전 혼합기 모델 

  이 모델은 그림 3.2과 같이 n개의 완전 혼합기가 직렬로 연결된 모델이고 

각각의 혼합기는 체적 v 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체 체적은 식(3.3)과 같

다.

그림 3.2 직렬로 연결된 완전 혼합기 모델

V= nv   (3.3)

 i 번째 혼합기의 추적자 균형 방정식은 식(3.4)와 같다.

v
dc i(t)

dt
=Qc i-1(t)-Qc i(t)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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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i = 1 2 … n 

  C(θ) 곡선은 식(3.4)을 초기에 어떠한 추적자도 없는 상태에서 임펄스 함

수 형태의 추적자가 반응기 안으로 주입할 경우로 직렬로 연결된 혼합기 번

호 i=1일 경우 풀면 된다.

c i≠0(0)= 0   , c 0(t)= c
0 V
Q
δ( t)

c 0( s)= c
0 V
Q   (3.5)

 식(3.5)에서 c 0는 혼합기 내부에 균일하게 분포된 추적자의 평균농도를 나

타낸다.

  식(3.4)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식(3.6)와 같다.

svc i(s)=Qc i-1(s)-Qc i(s)  (3.6)

c i= 0( s)= c
0 V
Q   (3.7)

  혼합기 번호가 i= n 일 경우는 다음과 같다.

c n(s)=
c n-1(s)

s(
v
Q
)+1

            
=

c n-2(s)

[ s(
v
Q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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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0(s)

[ s(
v
Q
)+1]n

                 
=

c 0
V
Q

[ s(
V
nQ
)+1] n     (3.8)

 식(3.8)을 역 라플라스 변환하면 식(3.9)과 같다.

c n(t)= c
0 V
Q

1
(n-1)!

(
nQ
V
) nt n-1e

-
nQ
V
t

  (3.9)

  t=
V
Q  와 θ=

t

t  의 관계를 이용하면 식(3.10)과 같다.

E(θ) =C(θ)=
c( t)

c 0
=

n
n

(n-1)!
θ n-1e - n θ   (3.10)

  식(3.10)은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첫 번째는 n 개의 stirred 

tanks 모델로 사용될 수 있으며 두 번째는 다른 프로세서에서 일어나는 혼

합 모의실험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그림 3.3은 직렬로 연결된 완전 혼합기 모델의 임펄스 응답을 나타낸 것

인데 n=1일 경우는 완전 혼합기 모델을 나타내고 n=∞일 경우는 plug 흐

름 모델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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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직렬로 연결된 완전 혼합기 응답 n=1, 2, 5, 10, 20, 100 

 표 3.3은 직렬로 연결된 완전 혼합기 모델의 임펄스 응답을 나타내었다.

표 3.3 직렬로 연결된 완전 혼합기 모델의 임펄스 응답 

 임펄스 응답

   h( t)= (
n
τ
)n
t
n-1
e
- n

t
τ

(n-1)!

   h(θ)=
nnθ n-1e -θ

(n-1)!   ( θ=
t
τ  ) 

 라플라스 변환
   
H(s)=

1

(1+
τ
n
s)
n

 평균(First Moment)    t=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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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병렬로 연결된 완전 혼합기 모델

  다양한 혼합 상태에 대해서 체재시간분포 함수를 보다 더 자세히 표현하

기 위해서 비교적 잘 정의된 완전 혼합기 혹은 bypassing 흐름이 병렬로 연

결된 체재시간분포 모델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모델은 두 개의 흐름으로 구

성되는데 실제 물리적 현상은 두 흐름 사이의 상당한 양의 상호 혼합이 있

겠지만 이 두 흐름 사이의 혼합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우

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모델은 비교적 간단한 계산으로 각 파라미

터의 의미를 빠르고 명확하게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3.4는 병렬로 

연결된 완전 혼합기 모델을 나타낸다.

그림 3.4 병렬로 연결된 완전 혼합기 모델

n

m

1

2

  이 모델의 체재시간 분포함수는 앞 절에서 언급한 직렬로 연결된 완전 혼

합기 모델이 병렬로 연결된 모델이다. 주 흐름에 대한 각 가지로 흐르는 비

를 곱하면 전체 모델에 대한 체재시간분포함수를 얻을 수 있으며 식(3.11)과 

같다.

E( t)= α(
n
τ 1
)
n t

n-1e
- n

t
τ 1

(n-1)!
+(1-α) (

m
τ 2
)
m t

m-1e
-m

t
τ 2

(m-1)!    (3.11)

여기서 α 는 주 흐름에서 1번 가지로 흐르는 비를 나타내며 τ 1은 1번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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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균체재시간을 τ 2는 2번 가지의 평균체재시간을 의미한다.

이 모델의 평균체재시간은 1‘st 모멘트로 구할 수 있으며 식(3.12) 와 같다.

t=⌠⌡

∞

0
tE( t)dt=α t 1+(1-α) t 2   (3.12)

3.1.4 부동층이 있는 모델

 그림 3.5은 Cholette와 Cloutier에 의해 제시된 Stirred Tank 모델을 나타낸 

것이며 이 모델은 완전 혼합영역과 다른 영역과 어떠한 전달도 없는 완전 

부동층영역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림 3.5 Cholette와 Cloutier 모델

  부동층의 유체가 완전 정체되었다고 생각하는 대신 부동층에 있는 유체와 

반응기를 통과하는 실제 유체사이에 느린 상호교환 또는 cross flow가 있다

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Adler와 Hovorka에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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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ler와 Hovorka에 의해 제시된 모델을 도식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3.6와 

같다.

그림 3.6 Adler와 Hovorka 모델

  이 모델은 완전 혼합영역 그리고 부동층 영역으로 구성된다. 또한 부동층 

영역은 완전 혼합되고 주 흐름부분과 느리게 상호 교환하는 유체들로 구성

된다. 이 모델은 활성영역(완전혼합 영역)의 크기와 부동층 영역의 크기, 그

리고 주 흐름(main flow)부분과 느리게 상호교환하는  cross flow rate를 나

타내는 매개변수로 구성된다.

 Adler와 Hovorka에 의해 제시된 모델을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식

(3.13)와 식(3.14)과 같다.

V 1
dc 1(t)

dt
=Qvδ(t)+ c 2 (t)Qvp- c 1(t) [Qv+Qvp] (3.13)

V 2
dc 2(t)

dt
=Qvp[c 1 (t)- c 2(t) ] (3.14)

 여기서 V 1 : 활성 영역의 체적 [m 3
]

Q v : 주 흐름 속도 [m 3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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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2 : 부동층 영역의 체적 [m 3
]

Q vp : 부동층 영역의 유속 [m 3 /sec] 을 나타낸다.

 

 식(3.13)을 주 흐름 속도 Q v로 나누고 식(3.14)을 부동층영역의 유속 Q vp

로 나누어 다시 표현하면 식(3.15)과 식(3.16)와 같다.

t 1
dc 1(t)

dt
=δ( t)+ fc 2(t)-(1+ f)c 1 (t)   (3.15)

t 2
dc 2(t)

dt
= c 1 (t)-c 2 (t)  (3.16)

 식(3.15)에서 t 1은 활성영역의 평균체재시간을 나타내고 식(3.17)와 같다.

t 1=
V 1
Qv
=

t
(1+α)    (3.17)

 식(3.17)에서 α 는 활성영역과 부동층영역의 비 ( α=
V 2
V 1 )를 나타내고 

t=
V
Qv 이고  V=V 1+V 2 이다.

 식(3.16)에서 t 2은 부동층영역의 평균체재시간을 나타내고 식(3.18)과 같다.

t 2=
V 2
Qvp

=
α
f
t 1  (3.18)

 식(3.18)에서 f 는 주 흐름의 유속과 부동층 영역의 유속의 비 ( f=
Qvp
Q v )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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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3.15) 과 식(3.16)을 행렬로 다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ꀎ

ꀚ

︳︳︳︳︳︳︳︳︳︳︳

ꀏ

ꀛ

︳︳︳︳︳︳︳︳︳︳︳

dc 1(t)

dt

dc 2(t)

dt

=

ꀎ

ꀚ

︳︳︳︳︳︳︳︳︳︳

ꀏ

ꀛ

︳︳︳︳︳︳︳︳︳︳

-
(1+ f)
t 1

f
t 1

1
t 2

-
1
t 2

ꀎ

ꀚ

︳︳︳︳

ꀏ

ꀛ

︳︳︳︳

c 1(t)

c 2(t)
+

ꀎ

ꀚ

︳︳︳︳︳

ꀏ

ꀛ

︳︳︳︳︳

1
t 1

0
u( t)

  (3.19)

y( t)=[ ]1 0
ꀎ

ꀚ

︳︳︳︳

ꀏ

ꀛ

︳︳︳︳

c 1(t)

c 2(t)
   (3.20)

 식(3.15)과 식(3.16)을 라플라스 변환하여 정리하면 식(3.21)과 같다.

h(s) = c 1(s) =
t 2s+1

t 1t 2s
2
+(t 1+(1+ f) t 2)s+1

=

1
t 1
s+

1
t 1t 2

s
2
+(
1
t 2
+
(1+ f)
t 1

)s+
1
t 1t 2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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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최적화 알고리즘

  RTD모델의 파라미터를 결정하기 위하여 최적화에 적용되는 뉴튼형 알고

리즘의 일종인 Levenberg-Marquardt 알고리즘(LMA)을 적용하고자 한다

[13-14].

  실험으로부터 얻은 출력 데이터 Y s을 목표함수(target function)라 하고 

모델의 파라미터 벡터를 p라 하자. p (k )가 k번째 반복계산에 의해 구해진 

파라미터 벡터라 하면 오차함수 벡터 F (k )는 p(k )에 대한 RTD모델에 의한 

출력 데이터와 목표함수의 차로 정의한다. 

F (k)= ( Y s- Y c (k) )  (3.22)

 여기서 Y c(k)는  모델의 파라미터 p(k )에 의한 출력 데이터

 k번째 파라미터 벡터 p (k )로 부터 k+1번째 파라미터 벡터 p (k+1 )를 계

산하기 위해 오차함수 벡터 F (k )를 테일러 급수 전개하여 F (k+1 )로 선형 

근사화 한다.

F (k+1 )= F (k )+ J(k )[ p (k+1 )- p (k )]  (3.23)

 식(3.23)에서 J(k )는 p (k )에 대한 F (k )의 미분인 Jacobian 행렬로서 

F (k )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고 식(3.24)와 같다.

Jnm(k )=
∂Fn(k )

∂pm(k )  (3.24)

 여기서 Fn(k )는 F (k )의 n번째 요소, pm(k )는 p(k )의 m번째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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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차함수 벡터의 선형 근사 모델인 F (k+1 )을 이용하여 비용함수 f의 2차 

근사 모델 f (k+1 )을 식(3.25)과 같이 정의한다.

f (k+1 ) =
1
2
F (k+1 )

T F (k+1 )  (3.25)

 식(3.25)에서 식(3.23)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f (k+1 ) =
1
2
[ F(k )+ J(k )△p (k )]

T
[ F(k )+ J(k )△p (k )]

=
1
2
{ F(k )TF (k )+ F (k )TJ(k )△p (k )

     +△p (k )TJ(k )TF (k )+△ p (k )TJ(k )TJ(k )△ p (k )}
 (3.26)

 여기서 △p (k )= p (k+1 )- p (k )  이다.

 비용함수 f의 2차 근사 모델 f (k+1 )의 gradient 벡터를 구하기 위해 

△p (k )에 대해 1차 미분하면 식(3.27)와 같다.

∇ f(k+1 )= J(k )TF(k )+ J(k )TJ(k )△p (k ) (3.27)

 식(3.27)에서 ∇ f (k+1 )= 0 을 취하면 식(3.28)과 같고

△p (k )=-[ J(k )TJ(k )]- 1J(k )TF (k )  (3.28)

 △p (k )= p (k+1 )- p (k )의 관계를 이용하면 k+1번째 파라미터 벡터

p (k+1 )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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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k+1 )= p (k )-[ J(k )TJ(k )]- 1 [ J(k )TF (k )]  (3.29)

 식(3.29)는 k번째 파라미터 벡터 p (k )로부터 k+1번째 파라미터 벡터

p ( k+1 )을 구하는 뉴튼형 반복 알고리즘이다. 식(3.29)의 안정성과 수렴성

을 개선하기 위해 매개변수 λ를 추가한 것이 Levenberg-Marquardt 알고리

즘(LMA)이다.

p (k+1 )= p (k )-[ J(k )
TJ(k )+λ(k) I ]

- 1
[ J(k )

TF (k )]  (3.30)

 여기서 행렬 I는 단위 행렬이며 λ(k)는 Marquardt 파라미터이다. 

 

 본 과제에서 사용되어진 LMA 알고리즘은 다음 단계로 수행된다.

단계 1) 목표함수 Y s와 초기 파라미터 벡터값 p(0)을 설정하고 반복지수 

k=0로 놓는다. 그리고 오차의 허용값 ε 을 설정하고 λ(0)을 설정

한다.

단계 2) 입력 데이터와 k번째 파라미터 벡터값 p(k)을 대입하여 모델의 출

력 Y 
c
(k)을 구한다. 식(3.22)의 오차함수 F (k)와 식(3.25)의 비

용함수 f(k)를 계산한다.

단계 3) 오차함수 F (k)의 Jacobian 행렬 J(k)을 구한다. 그리고 식(3.29)

을 이용하여 k+1의 파라미터 벡터 p(k+1)을 구한다.

단계 4) 만약 p (k+1)- p (k)< ε 이면 정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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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5) 만약 비용함수 f(k+1)< f(k ) 이면 단계 6로 간다. 그렇지 않으면 

λ(k)=10λ(k)로 설정하고 단계 3으로 간다.

단계 6) λ(k+1)= 0.1λ(k)으로 설정하고 반복지수 k= k+1로 놓고 단계 2로 

간다.

 그림 3.7은 LMA를 이용한 최적화 알고리즘 순서도 이다.

그림 3.7 LMA를 이용한 최적화 알고리즘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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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RTD 프로그램

  RTD 프로그램은 제 3 장에서 설명한 RTD모델들과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

용하여 실험으로부터 얻은 데이터로부터 RTD모델의 최적의 파라미터를 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림 4.1은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할 경

우 메인 화면이다. 

그림 4.1 Experimental Data 탭을 선택할 경우의 화면



- 28 -

  RTD 프로그램은 사용자 중심의 GUI 환경으로 Visual Basic 6.0을 이용하

여 만들어 졌으며, 메인 화면 상단에 프로그램 메뉴가 있으며 자주 사용하는 

메뉴는 도구상자에 표시하였다. 메인 화면은 Experimental Data 탭, Data 

Correction 탭, 그리고 Corrected and Normalized Data 탭으로, 3개의 탭으

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1은 Experimental Data 탭을 선택할 경우의 화면

이다. 

  Experimental Data 탭에서는 실험에서 사용한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 

과 Backgound 값을  선택할 수 있다. 방사성 동위원소 선택은 

Radioisotope 메뉴에서 “Open”을 선택하거나, 또는 메인 화면의 Select 

Radioisotope 프래임을 더블 클릭하여 선택할 수 있다. 그림 4.2는 

Radioisotope 메뉴의 “Open"를 선택할 경우 Radioisotope Select 창을 나

타낸다. 방사성 추적자 실험에서 사용되어진 방사성 동위원소를 

Radioisotope List 프래임에서 선택하면, Half Life Time 프래임에 반감기가 

표시되고 Enter 버튼을 누르면 이 값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 보정에 사

용된다.

그림 4.2 Radioisotope Select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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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계측장비로부터 기록된 실험데이터를 열려면 File 메뉴의 "Open 

Experimental Data"를 선택한다. 그림 4.3은 Open Experimental File From 

창을 나타낸다. 기본적으로 계측된 실험데이터 파일을 열려면 파일의 확장자

가 .exp 여야 하지만, 실험데이터가 ASCII 타입이고 탭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파일 형식에서 모든 파일을 선택한 후, 어떤 파일도 불러 올 수 있다. 

그림 4.3 Open Experimental File From 창

  그림 4.4는 임의의 계측된 실험데이터를 불러온 화면이다. 첫 번째 열은 

계측시간을 나타내며 두 번째 열부터 계측된 실험 데이터를 나타낸다. 불러

온 실험 데이터에 대한 간단한 사항들 즉, 추적자 실험 날짜, 장소, 그리고 

간단한 메모를 적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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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임의의 계측된 실험데이터를 불러온 화면

  또한 Experimental Data의 열을 더블 클릭하면 그림 4.5와 같이 Input 

Experimental Data Label 대화상자가 나온다. 다수의 계측기 사용으로 인한 

데이터 혼동을 막기 위해, Input Experimental Data Label 대화상자에 사용

자가 어떤 계측기의 데이터인지를 입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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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Input Experimental Data Label 대화상자

  방사성 추적자 실험으로 얻은 계측 데이터의 Background 값의 선택은 메

인 화면의 Background Selection 프래임에서 할 수 있는데 Manual Disable 

체크 상자를 클릭하면 Manual Enable로 바뀐다. 그리고 난 후, Background 

보정을 하고자 하는 데이터 열을 클릭하면 그림 4.6과 같은 Input 

BackGround 대화상자가 나온다. 이곳에 Background를 적고 OK 버튼을 누

르면 BackGround 행에 표시된다.

그림 4.6 Input BackGround 대화상자

  그리고 Background Selection 프래임에서 Automatic 체크상자를 체크하

면 기본적으로 앞에서 5개의 데이터의 평균값이 Background 값으로 선택된

다. Backgroud 값을 선택하기 위한 데이터의 개수는 옆에 있는 up-down 

버튼으로 데이터의 개수를 조절 할 수 있다. 또한 Background Selection 프

래임에서 Manual Enable을 선택한 후, Background 값을 선택하기 위한 데

이터들을 드래그하면 선택된 부분의 데이터의 평균이 Backgound 값으로 표

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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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데이터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메인 화면의 그래프 메뉴에서 “Plot"을 

선택한다. 이 경우 계측된 모든 데이터를 그래프에 나타낸다. 그림 4.7는 그

래프 메뉴의 ”Plot"을 선택할 경우 화면이다.

그림 4.7 그래프 메뉴의 ”Plot"을 선택할 경우 화면

  

  사용자가 특정 데이터 열의 데이터만을 그리려고 한다면, 원하는 데이터 

열을 클릭한 후,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Pop-up 메뉴가 뜬다. 이 Pop-Up 

메뉴에서 “Plot Selected Data"를 선택하면 된다. 여기서, 다른 데이터를 동

시에 그리고자 하면 그림 4.8과 같이 Graph 창의 Hold 메뉴에서 ”On"을 선

택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그리면, 비교하고자 하는 여러 개의 데이

터를 그릴 수 있다. 이 옵션을 해제하려면 Graph 창의 Hold 메뉴에서 “Off"

를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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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Graph 창의 Hold 메뉴에서 ”On"을 선택한 화면

  또한 Graph 창의 오른쪽의 데이터 계열을 선택하면 선택된 계열의 데이터

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그림 4.9과 같이 그래프 상단에 표시된다. 

그림 4.9 선택된 계열의 최대값과 최소값 표시 화면

  그리고 Graph 창의 File 메뉴에서 “Print"를 선택하면 프린트로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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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0은 Data Correction 탭을 선택할 경우의 화면이다. 앞에서 설명

한 Background 보정과 자연 감쇠 보정 뿐만 아니라 정규화할 수 있는 

Work Space 프래임 부분과 시뮬레이션에서 필요한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

이터를 표시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표시할 수 있는 Input / Output Data 

프래임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림 4.10 Data Correction 탭을 선택할 경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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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1은 Corrected And Normalized Data 탭을 선택할 경우의 화면이

다. Corrected And Normalized Data 탭을 선택하면 Experimental Data 탭

에서 설정한 방사성 동위원소 반감기와 Backgound를 가지고 실험데이터를 

보정한 후, 정규화한 데이터를 표시한다. Export Excel 버튼은 화면의 데이

터를 Microsoft Excel 9.0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또한 Calculation 버튼은 

Background 혹은 방사성 동위원소가 변경된 경우 재 계산할 경우 사용된

다.

그림 4.11 Corrected And Normalized Data 탭을 선택할 경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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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보정과 정규화 과정을 마치면 Data Correction 부분의 Input / 

Output Data 프래임에 데이터를 붙여 넣는다. 필요한 정규화 데이터 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후, Pop-Up 메뉴에서 "Copy"를 선택하거나 단

축키 Ctrl+C를 누르면 복사된다.  

  그림 4.12는 메인 화면에서 Simulation 메뉴에서 “Perfect Mixer in 

Series"를 선택할 경우 화면이다. 실험으로부터 얻은 입력과 출력 데이터는 

메인 화면의 Input / Output Data 프레임에서 가져오거나 파일로부터 선택

된다. 직렬로 연결된 완전 혼합기 모델의 탱크 수와 평균체재시간을 입력한 

후, Simulation 메뉴에서 ”Start"를 누르면 된다. 또한 실험으로부터 얻은 출

력데이터와 시뮬레이션 결과의 RMS 오차가 표시된다. 또한 Perfect Mixer 

in Series 창의 왼쪽 상단 부분의 Optimization을 체크하면 입력된 파라미터 

값을 초기값으로 최적의 파라미터를 계산한다. 최적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설

정된 반복횟수는 30이고 Precision은 0.001 이다. 이 값은 사용자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

그림 4.12 Perfect Mixer in Series를 선택할 경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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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3과 그림 4.14는 각각 메인 화면의 시뮬레이션 메뉴에서 Perfect 

Mixer in Parallel과 Perfect Mixer with Dead Volume을 선택할 경우 화면이

며 사용방법은 Perfect Mixer in Series 와 동일하다.

그림 4.13 Perfect Mixer in Parallel을 선택할 경우 화면

그림 4.14 Perfect Mixer with Dead Volume을 선택할 경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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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시뮬레이션

  개발한 RTD 프로그램을 검증하기 위하여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 RTD 

모델의 최적의 파라미터를 구하는지 알아보았다. 실험으로 얻은 데이터를 만

들기 위해 직렬로 연결된 완전혼합기 모델에 파라미터를 표 4를 이용하여 

500개의 출력 데이터를 얻었다.

표 5.1 사용된 직렬로 연결된 완전 혼합기 파라미터

파라미터 값

직렬로 연결된 탱크 수  5

평균체재시간  15

  시뮬레이션의 초기값은 표 5를 이용하여 직렬로 연결된 완전 혼합기 모델

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표 5.2 사용된 직렬로 연결된 완전 혼합기 파라미터의 초기값

파라미터 값

직렬로 연결된 탱크 수  2

평균체재시간 10

Tolerance 0.001 

  그림 5.1은 가상으로 얻은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결과의 비교를 나타낸 것

인데 거의 완벽하게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실험으로부터 얻은 데이터

가 아니라 가상으로 만든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39 -

그림 5.1 가상으로 얻은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결과의 비교

  그림 5.2와 그림 5.3은 반복횟수에 따른 파라미터 값의 변화를 나타낸 것

인데 개발된 RTD 프로그램이 초기 파라미터 값에서 목표 값으로 잘 수렴함

을 알 수 있다.

그림 5.2 반복횟수에 따른 n 값 변화 그림 5.3 반복횟수에 따른 τ  값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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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RTD 프로그램은 사용자 중심의 GUI 환경으로 Visual Basic 6.0을 이용하

여 만들어 졌으며, 메인 화면 상단에 프로그램 메뉴가 있으며 자주 사용하는 

메뉴는 도구상자에 표시하였다. 그리고 벡그라운드 보정 및 자연감쇠 보정을 

할 수 있어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으로 인한 계측 값을 보정하여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또한 실험으로부터 얻

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RTD 모델의 최적 파라미터를 결정하기 위하여 

뉴튼형 알고리즘의 일종인 Levenberg-Marquardt 알고리즘(LMA)을 적용하

였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다양한 혼합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Axial Dispersion 모

델, Back Mixing 모델 등이 추가되어져야 할 것이며 기존의 모델을 조합하

여 만들 수 있는 Compartment 모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간

의 실험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 및 실험 데이터 수 증가로 인한 계산 시간지

연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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