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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방사성추적자를 이용하여 소화조 내부의 준설 전 •후의 효율을 진단하기 위
해서 체재시간분포를 측정하여 실린더형 2단 혐기성 소화조에 대해서 실험
을 수행하였다. 추적자로 사용된 Sc-46은 소화조 내부에서 파이프나 소화조
벽에 흡착되지 않고 추적대상물질과 동일한 거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EDTA 용액과 반응시켜 착화합물 형태로 제조하였다. 추적자는압축질소 가
스를 사용하여 소화조 내부로 주입하였고 추적자 투입 전에 미리 소화조 주
변에 설치한 방사선 검출기(2x2 NaI(T1) 섬광검출기)에 의해 추적자의 움직
임이 감지된다. 방사선검출기에서 생성된 추적자 신호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방사성추적자 이용기술개발 과제에서 자체 개발한 24-channel data
acquisition system에 의해 기록된다. 실험결과는 평균체제시간과 흐름거동
을 정의하는 다른 매개변수에 대해 분석하였다. 소화조 내부 준설 후에 확산
분포시간(variance)이 급격히 감소하여 슬럿지의 유동이 매우 활성
(activation)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유동에 기여하는 내부 유효체적이
2단 소화조에서 준설전 20%였던 것이 준설 후 80%로 증가한 결과이다. 특
히 2단 소화조의 평균체제시간을 기준으로 볼 때 약 3배의 효율개선효과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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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Radiotracer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on a cylindrical 2-stage
anaerobic sludge digester in order to investigate the improvement of its
efficiency by means of RTD (residence time distribution) measurements
before and after cleaning up the inside of the digester. The tracer was
Sc-46 in an EDTA solution which forms such a stable complex compound
to keep the isotope from being absorbed onto the surface of the pipelines
or the wall. It was injected into the digester by pressurized nitrogen gas
and its movement was monitored by NaI(T1) scintillation detectors
installed around the digester and recorded for a month by a 24-channel
data acquisition system specially developed for radiotracer experiments
by the Korea Tracer Group of KAERI. The experimental data was
analyzed for the MRT (mean residence time) and other parameters
characterizing the flow behavior. After the cleaning of the digesters the
variance has been decreased and the sludge dynamics was activated as a
result of the increase of the effective volume from 20% to 80% after
cleaning up in the secondary digester. Particularly the MRT of the
secondary digester which has no mixing mechanism has been increased
by 3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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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1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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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장림사업소의 2단 실린더형 혐기성 소화조를
대상으로 준설작업 이후에 소화조 내부에서의 유동 특성 변화를 진단하고
이를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추적자 실험을 수행하였다. 소화조의 가동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슬럿지의 유기성분을 소화시키는 미생물의 상태와
슬럿지 자체의 구성성분, 화학적 상태 그리고 슬럿지 유동의 변화 등 매우
다양하다.

방사성추적자를

Distribution)

측정기술을

이용한

체재시간분포(RTD,

사용하면

소화조

내부에서

Residence
슬럿지의

Time
유동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화조 효율을 진단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인 소화조의 슬럿지 유동에 기여하는 실제 체적의 비율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
추적자로

사용된

Sc-46은

한국원자력연구소의

HANARO에서 ScCl3를 중성자 조사하여

45

연구용

원자로인

Sc(n,γ)46Sc 반응으로 생산되었으며,

소화조 내부에서 추적 대상물질과 동일한 거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EDTA
용액과 반응시켜 착화합물 형태로 제조하였다. Sc-46은 83.8일의 반감기를
갖고, 0.889MeV, 1.121MeV의 감마선을 방출한다. 감마선의 강한 투과력과
방사선 검출기의 높은 검출효율로 인하여 가동 중인 소화조 내부에서
유체의 거동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다.
그림 1에 보인 바와 같이 고압의 질소로 소화조 내부로 순간적으로
투입된 추적자는 1단 소화조를 거쳐 2단 소화조로 유입된 후 일부는
1단으로 재순환되고, 일부는 탈수공정으로 이송되는 유체를 따라 움직인다.
이 과정에서 그림 2와 같이 추적자 투입 전에 미리 소화조 주변에 설치한
10개의 방사선 검출기 (2×2 inch NaI(Tl) 섬광검출기)에 의하여 추적자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기록된다. 방사선 검출기는 자연방사선을 비롯한 주변
방사선에

의한

영향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하여

두꺼운

납

구조물로

차폐되었다. 방사선 검출기에서 생성된 추적자 신호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방사성추적자 이용기술개발 과제에서 자체 개발한 그림 3의 추적자 전용
Module-type rate meter와 Multi-channel Data Acquisition System에 의하여
디지털 신호로 바뀌어 컴퓨터에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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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검출기가 설치된 각 지점에서의 계측결과로부터 자연 방사선에
의한 영향을 제거하고 자연감쇄에 따른 변화량을 보정시킨 후 반응기의
유동과

혼합특성을

조합(combination)과

규명하기

위하여

제안된

모사(simulation)에

의하여

이론적인
분석된다.

수치

모델들의

소화조

내부

준설작업의 전에 이루어진 사전 진단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소화조의 유동
특성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수행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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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방사성추적자 운반용기 및 압축공기를 이용한 추적자 원격
투입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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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추적자 투입 전에 소화조 주변에 설치된 NaI(Tl) 섬광 검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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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방사성추적자 실험을 위한 방사선 계수장치와 데이터 수집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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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결과 및 분석

2.1 Peak-to-Peak Method 의한 유속측정
2.2 체제시간분포(RTD) 측정
2.3 소화조 내부 준설 전·후의 RTD Profile 비교
2.3 완전혼합기(CSTR) 모델을 이용한 RTD Profile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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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결과 및 분석
실험 대상 소화조는 그림 4에 보인 바와 같이 각각의 체적이 4,980m3인
실린더형의

2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화조의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추적자의

검출이

불가능하므로

1m

두께의

소화조에

연결된

외벽이

슬럿지 이송관에서의 추적자 농도 변화를 계측하였다. 방사성추적자의 투입
후 소화조의 예상 슬럿지 체재시간분포를 고려하여 한 달 동안 추적자
농도의 변화를 계측하여 그림 5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림에서 계측치의
변동이 심한 구역은 소화조의 주기적인 운전일정에 따라 추적자 표지
슬럿지의 거동이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그림 4. 실린더형 2단 슬럿지 소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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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소화조에 대한 방사성추적자 실험결과 데이터

2.1. Peak-to-Peak Method에 의한 유속 측정

초기 추적자 투입 시에 소화조의 슬럿지 유입부에 설치된 두 개의
검출기에 감지된 pulse 형태의 계측신호로부터 상대적인 도달 시간을
계산하면 매우 정확한 유속을 측정할 수 있다. 그림 6에 보인 바와 같이
1번과 2번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7.3m이고 배관의 내경이 200mm이며,
그림 7의 분석 결과에서 추적자의 도달 시간이 7.46sec로 계산되었으므로
아래의 식에서와 같이 추적자 투입 당시의 유속은 2,656m3/day이었음을 알
수 있다.

Q=

π × (0.1m) 2 × 7.3m × 3,600s × 24hr
7.46 s × 1day

9

= 2,656m 3 /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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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방사성추적자 이용 유속측정을 위한 개략도

그림 7. 유속계산을 위한 방사선검출기 사이의 추적자 도달시간 분석결과

이 방법에 의한 유속 측정은 산업공정에서 사용되는 유속계의 검·교정을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정확한 유량이 공정의 가동 효율에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매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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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체재시간분포(RTD) 측정

체재시간분포(Residence Time Distribution)의 분석을 통한 시스템의 유동
특성 규명을 위해서는 추적자 실험 동안의 유속이 일정해야 한다. 본 실험
기간 동안의 슬럿지 유입량 및 방출량을 그림 8에 나타내었다. 실험
후반부에서 큰 폭으로 유동량이 감소하였으나, 실험 초기부터 전반적으로
매우 일정한 값이 유지되었으므로, 평균값을 구하여 본 실험결과 분석에는
일일 슬럿지 유입량은 471m3, 일일 반송량은 2,160m3로 산정되었다.
그림 9에 실험 대상 소화조 시스템에서 슬럿지의 유동을 흐름도로
정리하였다. 일일 평균 471m3/일이 1단 소화조로 유입되고 2단 소화조에서
2,160m3/일(1.5m3/분, 24시간 운전)가 반송 유입되어 총 2,631m3/일이
2단으로 이송되었으며, 이 중에서 436m3/일은 2단에서 탈수 공정으로
이송되었다. 소화조를 완전혼합기로 가정할 경우 이론적인 1단과 2단
소화조의 평균체재시간은 1.89일이다. 실제로 소화조 내부에는 1단의 gas
bubbling을

통한

혼합

이외에

별다른

혼합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슬럿지의 유동에 기여하는 유효 체적(effective volume)은 완전혼합기에서의
경우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화조의

이론적인

평균체재시간은

1.89일 보다 다소 짧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8. 실험기간 동안의 슬럿지의 일일 소화조 유입 및 방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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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소화조 시스템에서 슬럿지의 흐름 개략도

그림 10에 금번 실험에서 1단과 2단 소화조의 슬럿지 방류부에서 얻은
RTD profile을 정리하였다. 장기간의 실험에서 정확한 계측결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일 구간에 방사선 검출기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실험 결과에서
보인

바와

같이

동일한

패턴으로

계측되어

실험이

매우

정확하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단 소화조의 월류(overflow) 지점에서의
profile에서 계측치 변동 폭이 다른 지점에서 보다 큰 이유는 슬럿지의
유입에 의해서 발생되는 증가 변동 폭만큼씩 월류되는 양이 변동되기
때문이며, 농도 변화의 추세가 예상보다 명확하므로 평균값을 고려하여
분석에 활용할 수 있었다. 탈수 공정으로 이어지는 지점에 설치된 4번과
8번 계측기에서의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큰 폭의 추적자 농도 변화는 본
실험대상

소화조로부터

방류되는

유출수가

인근

소화조에서

방류되는

슬럿지와 교대로 탈수공정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추적자 표지가 되지 않은
슬럿지가 실험대상 소화조 방향으로 일시적으로 소량이 역류한 영향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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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소화조 방류부에서의 RTD 계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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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조 내부에 투입된 슬럿지의 초기 유동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추적자 투입 직후 매초 간격으로 농도의 변화를 측정하여 그림 11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추적자 투입 후 약 16시간 후부터 탈수공정으로 연결되는
이송관에서 추적자가 관찰되기 시작하였으며, 4일 뒤에는 최대 농도치에
도달하였다.

그림 11. 추적자 투입 후 1주일간의 계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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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소화조 방류부에서 계측된 최초도달시간과 최대농도시간

실험

시간 구분

탈수 (D4)

월류 (D5)

반송 (D6)

준설전

최초도달

8 시간

1.3 시간

3.3 시간

준설전

최대농도

2.0 일

2 일

9.5 시간

준설후

최초도달

15.9 시간

1.0 시간

0.4 시간

준설후

최대농도

4.1 일

2.8 일

2 일

2.3. 소화조 내부 준설 전·후의 RTD Profile 비교

소화조 내부 준설작업을 전·후하여 얻은 RTD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
지점별로 RTD를 비교하여 그림 12에 보였다. 모든 계측지점에서 내부 준설
이후에 RTD 곡선의 σ(variance, dispersion time distribution)가 확연히 좁아져
슬럿지의 유동이 매우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소화조 내부의
공간을 이전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탈수공정
구간에서의 RTD 결과에서 초기 슬럿지 방류시점이 준설 이전보다 2배정도
지연되어

슬럿지의

소화조

내

평균체재시간이

증가함과

동시에

체재시간분포의 폭이 좁아져 공정의 가동효율 측면에서도 상당한 개선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표 1에 정리한 각 측정 구간별 최초
도달시간(Break-through Time) 및 최대치 도달시간(Maximum Concentration
Time)의 비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준설 전에 1단 소화조의
방류부에서 관찰되었던 상당량의 by-pass 흐름도 준설 후에는 그 양이
급격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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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소화조 내부 준설 전·후의 RTD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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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완전혼합기(CSTR) 모델을 이용한 RTD Profile의 분석

대부분의

산업공정에서

유동의

혼합특성을

분석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본적인 반응기인 완전혼합기(CSTR, Continuously Stirred Tank
Reactor 또는 Perfect Mixer)를 이용하여 추적자의 순간 투입 (impulse
injection)에

대한

반응기의

응답함수(RTD)를

모사(simulation)함으로써

반응기의 특성을 나타내는 인자를 구하였다. 그림 13에 소화조 내부의 준설
이전과 이후 1단 소화조에 대한 RTD를 “직렬로 연결된 형태의 완전혼합기
모델”을 이용하여 모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RTD의 전반부에서는 유사하게
일치하나 후반부에서 모사결과가 실측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그림 4에서 보였던 3번 검출기에서의 계측결과는 1단
소화조는 물론 2단에서 1단으로 반송되는 슬럿지의 유동에 의한 영향을
포함하므로 직렬 연결된 완전혼합기를 이용한 단순한 모델로는 모사가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D3 위치에서 얻은 RTD는 1단 소화조 내부에서
슬럿지의 유동과 함께 2단으로부터 반송되어 1단으로 재유입 되는 슬럿지의
유동을 포함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림 14에 소화조 준설 전·후에 D3에서의 RTD profile을 “여분의 체적이
있는 직렬 연결된 완전혼합기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8에서 보였던 바와 같이 실험 후반 이후의 유입량 감소에 따른
체류시간

지연의

영향을

감안하면

평균값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가

측정결과와 매우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 평균체재시간에는 서로
차이가 없으나 유동특성을 모사하는데 필요한 여분의 체적이 갖는 모사대상
체적에 대한 비율(K=V2/V1)이 준설 전 0.4에서 준설 후에 1.0으로 큰
변화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준설 이후에 비하여 준설 이전에는 2단
소화조를 포함한 반송 배관 등에서의 슬럿지 유동기여체적이 전체의 40%에
불과하였음을 의미한다. 평균체재시간으로 계산된 6.7days는 2단으로부터
반송되어 유입되는 양을 포함한 1단 소화조에 대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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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직렬로 연결된 CSTR 모델”을 이용한 1단 소화조의 RTD 분석

그림 14. “여분의 체적이 있는 CSTR 모델”을 이용한 D3의 RTD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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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

소화조에서

슬럿지의

방출은

월류(overflow),

반송(circulation),

탈수공정 등으로 이루어지며, 이론적으로는 이들 구역에서 모두 동일한
유동 패턴이 확인되어야 하나 pumping을 통한 인출과 월류를 통한 자연
방출의 메커니즘이 서로 상이하므로 슬럿지의 평균체재시간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소화조의 고유 운영목적을 기반으로 고려할
때 탈수공정으로의 유동특성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림 15에 보인
바와 같이 소화조 내부 준설 후에 탈수공정으로의 슬럿지 방출에 대한 2단
소화조의 평균체재시간은 2.3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소화조 내부를 준설한
후인 현재의 조건을 기준으로 볼 때 준설 전에는 약 30%에 불과한
유효체적을 갖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따라서 소화조 내부 준설로
평균체재시간을

기준으로

볼

때

2단

소화조에서는

매우

큰

슬럿지

유동기여체적의 향상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림 15에서 보인
결과는 “직렬로 연결된 완전혼합기 모델”을 이용한 분석결과로서 대략적인
비교와 유동특성의 변화 비교의 결과를 보일 뿐이며, 정확한 소화조 유동의
모사를 위해서는 “여분의 체적이 있는 직렬 연결 완전혼합기 모델”을
이용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실험의 대상인 2단 실린더형 소화조 시스템에서는 1단과 2단 소화조
사이의 슬럿지 반송으로 인하여 RTD에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각
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분의 체적이 있는 직렬 연결된 완전혼합기
모델”을 이용하여 준설 전·후에 측정한 RTD를 모사하여 그림 16에 결과를
보였다. 1단 소화조의 경우 준설 후에 약간의 유동 특성 개선이 있었지만,
이보다는 2단 소화조의 영향이 지배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2단 소화조의
평균체재시간을 기준으로 볼 때 준설작업 후 약 3배의 유동 특성 개선이
있었고 이는 D3 지점에서 RTD profile을 모사하여 얻은 V1에 대한 V2(2단
소화조를 포함한 V1 이외의 모든 기여체적)의 유효체적의 비율(K)이 2.5배
증가한 것에서도 재차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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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직렬로 연결된 CSTR 모델”을 이용한 2단 소화조 RTD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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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여분의 체적이 있는 CSTR 모델”을 이용한 공정의 모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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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소화조 내부 준설 전·후 탈수공정 배출구에서의 RTD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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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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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장림사업소의 실린더형 2단 소화조에 대하여 Sc-46 추적자를 이용하여
체재시간분포를 측정하여 슬럿지의 유동특성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추적자 투입 당시의 유속은 2,656m3/일로 측정되었으며, 이 결과는 향후
슬럿지 유입펌프의 양정을 보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소화조 내부 준설
후에 확산분포시간(variance)이 급격히 감소하여 슬럿지의 유동이 매우
활성(activation)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유동에 기여하는 내부
유효체적이 증가한 결과이다. 특히 2단 소화조의 평균체재시간을 기준으로
볼 때 약 3배의 효율 개선효과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1단 소화조의
경우에는 1단 자체에서의 유동보다 2단 소화조 내부의 상황에 의한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단으로부터 반송되어 1단에
유입되는 슬럿지의 흐름 방식 때문이다. 본 실험 대상 소화조의 경우에는
뚜렷한 혼합 메커니즘이 없어 상대적으로 슬럿지의 유동에 기여하지 못하는
체적의 비율이 높은 형태이며, 이로 인한 저조한 혼합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2단으로부터 1단으로 슬럿지를 반송시키도록 설계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순환은 평균체재시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뚜렷한 혼합 장치가 없을 때 혼합특성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각 단의 예상 평균체재시간은 내부에 혼합장치를 있는 완전혼합기(CSTR)로
가정했을 때 1.89일이며, 이를 기준으로 그림 16에 보인 결과를 분석하여
표 2에 정리하였다. 실제 소화조 내부에는 완전혼합기에서의 혼합장치가
없으므로 소화조 내부 준설 이후에도 계측치가 예상치 보다 작은 값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향후의 진단에 있어서 기준값(100%)으로 인용될 수
있다. 준설 전의 예상 평균체재시간은 추적자 실험 당시의 유량을 기준으로
계산된 값이다.
또한, 추적자의 소화조에서 탈수공정으로의 배출구에서 추적자의 최초
도달시간과 최대농도시간이 각각 준설 전에 8시간과 2일에서 준설 후에는
16시간과 4일로 증가하였으며, 그림 17에 보인 바와 같이 소화조에 최초
투입된 후 탈수공정으로 배출되는 동안 슬럿지의 평균체재시간이 준설 전의
1.9일에서 준설 후에는 5일로 측정되었다. 1단에서 2단으로 이송되는
지점에서의 체재시간분포를 분석한 결과 K값이 준설 전에 비하여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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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 것도 2단 소화조의 슬럿지 유동기여체적이 증가했음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표 2. 장림 2단 실린더형 소화조에 대한 RTD 분석결과

준설 전

구분

1단

소화조 예상치
MRT

슬럿지 유동기여 내부체적

2단

1단

1.95일

(CSTR)
추적자 실험 계측치

준설 후
2단
1.89일

1.37일

0.4일

1.6일

1.6일

70%

20%

85%

85%

금번 진단결과는 소화조 내부를 준설한 직후에 수행되었으므로 향후
소화조 내부 슬럿지의 유동 상황에 대한 매우 정확한 기준자료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운전 중인 소화조를 대상으로 슬럿지의 유동과 동일하게
소화조

내부에서

움직이는

추적자를

검출하여

거동을

파악함으로써

소화조의 가동 중 내부 유동상황에 대한 정보를 구하였으며, 본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주기적인 점검과 함께 소화조 내부 준설작업 필요시점 산정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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