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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혐기성 소화조의 장기적 운 은 소화조 하단부에 부동층(stagnant zone)과 

상부에 scum층이 생기게 되며, 이는 유효 반응체적을 감소시키고 교반효율 및 

열손실을 유발하여 처리효율의 저하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따라서 소화조의 

최적운 을 위해서는 현 상태에서의 부동층 생성유무와 위치 및 정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소화조 내부를 가동 

중에는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기기분석에 의해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추적자(tracer)로 활용한 

공정진단기술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각종 산업 및 환경시설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방사성추적자 (radiotracer)란 관심 대상 물질이 

시스템 내에서 이동하는 경로와 체류시간분포 등 이동특성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넣어주는 물질로서 추적 대상물질과 물리․화학적 거동은 같으면서도 

방사능을 띄어 대상물질과 구별되게 측정이 가능한 물질을 말한다. 

방사성추적자를 가동 중인 공정의 내부에 투입하고 추적자로부터 방출되는 

감마선을 공정 외부에서 고감도의 검출기를 이용하여 계측함으로써 공정내부 

추적 대상물질의 움직임과 유동특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는 가동 

중에 있는 2단 난형소화조를 대상으로 방사성추적자를 이용한 수리학적 

체류시간분포(RTD)를 산정함으로써 소화조 내 부동층의 존재와 위치 그리고 

운전효율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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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long time operation of an anaerobic digester causes stagnant zone(or inactive 

volume) which reduces effective reaction volume and treatment efficienc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fluid mechanics and quantify stagnant zone in a digester 

for the optimal maintenance and effective operation. It is, however, almost impossible 

to check the inside of a digester with high precision during its operation. Upon this 

problem, a practical and novel alternative is the radiotracer method which is 

recognized as an applicable technique to various industries and environmental facilities. 

A radioisotope tracer behaves physicochemically same to the system interested, then 

successfully indicates the flow mechanics of it.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assess 

the existence and location of the stagnant zone by estimating of MRT(mean residence 

time) on the two stage anaerobic digester and the result would be used as informative 

clue for the better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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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질의 개선에 관

한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에 관련한 시설중 하수처리장은 가장 시급한 사

업으로서 대도시와 중소규모 이상의 도시를 중심으로 막대한 예산투자를 통해 수

처리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하수처리장이 가동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

이 슬러지로서 하수처리장의 증가로 인해 슬러지 발생량도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슬러지는 직매립 금지와 해양투기 금지조항으로 인해 처리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

되고, 수송․.운반상에서 2차오염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슬러지의 효

율적인 관리 및 처리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발생된 슬러지의 처리를 위해 소각 및 자원화 등의 후처리 방법이 있지만 슬

러지 발생량의 감소가 더 근본적인 문제이다. 현재 슬러지 처리방법은 일반적으로 

슬러지 농축 → 소화 → 개량 → 탈수 → 중간처분(소각, 퇴비화, 고형화) → 최종

처분 과정으로 처리된다. 슬러지 처리공정중 소화조의 기능은 혼합(mixing)을 통

해 슬러지를 부패시키고, 침전을 통해 고액분리를 유도하는 것으로 이 설비의 효

율정도에 따라 탈수 및 최종처분의 비용을 절감시키는 아주 중요한 공정에 해당

한다. 소화조의 운전상태를 조기에 진단하고 가동 중 내부유동 흐름을 해석할 수 

있는 기술로서 방사성 추적자를 이용한 진단기술이 부각되고 있다.  이는 슬러지 

발생량의 감소를 위한 소화조 운전효율의 증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나아가 설

비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선

진국을 중심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추적자(tracer)로 활용한 공정진단기술이 각종 

산업 및 환경시설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방사성 추적자란 관심 대상인 어떤 물질이 어떤 시스템 내에서 이동하는 경로, 

속도와 체재시간분포 등 이동특성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넣어주는 물

질로서 추적 대상물질과 물리 화학적 거동은 같으면서도 대상물질과 구별하여 측

정이 가능한 물질을 말한다. 방사성 추적자를 이용한 환경공정 진단기술은 국내에

서 전무한 상태이며, 국외 선진국의 추세를 볼 때 향후 잠재적 기술수요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적자 관련 기술의 확보 및 노하우 축적이 선진국

에 대한 기술종속을 방지하는 중요한 대안이다. 현재 국내의 석유화학공정 진단기

술에 방사성추적자 기술을 적용한 예가 있지만 그 당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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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술용역에 의존했던 경험이 있다. 따라서 방사성추적자를 이용한 진단기술의 

확보로 추후의 기술수요에 대한 대비와 외화절약에 기여함과 동시에 핵심기술의 

수출을 통한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1.1 연구배경

현재 하수처리시설의 농축조와 소화조 등 슬러지 처리효율의 증대를 위한 다

각적인 기술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입과 유출수의 수질분석에 의존할 뿐 

실제 공정을 대상으로 한 처리성능과 효율증대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

술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혐기성 소화조의 장기적 운 은 소화조 하단부에 부동

층(dead space)과 상부에 스컴(scum)층이 생기게 되며, 이는 유효 반응체적을 감

소시키고 교반효율 및 열손실을 유발하여 처리효율의 저하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

한다. 따라서 소화조의 최적운 을 위해서는 현 상태에서의 부동층 생성유무와 위

치 및 정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소

화조 내부를 가동 중에는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기기분석에 의해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방사성추적자 기술을 이용

하면 가동 중인 공정의 내부에 추적자를 투입하고 이로부터 방출되는 감마선을 

공정 외부에서 고감도의 검출기를 이용하여 계측함으로써 공정내부 추적 대상물

질의 움직임과 유동특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부산환경시설공단 수 사업

소에서는 2001년에 3개의 1차 소화조와 1개의 2차 소화조로 운전되고 있는 동일

한 소화조에 대해 방사성 추적자를 이용한 소화조 효율진단을 수행한 바 있다. 

강동효 등(2003)은 방사성 추적자를 이용한 소화조 진단 이후에, 소화조 내 소

화효율 증대를 통한 최종슬러지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가스발생을 증가시키기 위

하여 미생물제재(Bio-dh)를 투입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일한 소화조를 대상

으로 미생물 제재를 통한 소화조 이용효율 증대여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방사성추적자를 이용한 소화조 성능진단 실험을 수행하 으며, 이를 2001년도 진

단실험 결과와 비교․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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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험대상 2단 난형 소화조 

1.2 연구목적

부산환경시설공단 내 2단 난형소화조의 이용효율 증대를 평가하기 위하여 방

사성추적자를 이용한 소화조 진단실험을 수행하 으며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평가

하고자 한다.

1) 소화조의 수리학적 체류시간을 이용한 dead space량 산정

2) 가동중 소화조내 Dead space의 정량적인 위치 및 크기파악

3) 공정 운전조건 및 처리방식의 변화에 따른 소화조 운전효율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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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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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분석이론

대부분의 산업공정에서 유동의 혼합특성을 분석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본적인 반응기인 완전혼합기(CSTR, Completely Stirred Tank Reactor 또는 

Perfect Mixer) 모델을 이용하 다. 추적자의 순간주입(impulse injection)에 대한 

반응기의 응답함수(RTD; Residence Time Distribution)를 수치적으로 모사

(simulation)함으로써 반응기의 수리학적 체류시간 및 혼합특성을 분석하 다. 추

적자를 유체내에 주입하고 방사선 계측기를 이용하여 방사선원으로부터 나오는 

방사선을 일정시간 간격(Δt)으로 계수함으로 주입한 pulse injection에 대한 유출

부에서의 시간에 따른 RTD 함수(C(t))를 얻을 수 있다.

그림 2. 완전혼합기 모델의 기본원리

소화조 유입부에 pulse injection 타입으로 추적자를 주입한 후 소화조 유출부

에서 나타나는 거동을 묘사하기 위하여 tank in series 모델을 이용하 다. 유출수

의 특성을 묘사하기 위하여 tank수와 평균체제시간(MRT)을 변화시켜 가면서 실

제 유출수의 거동 패턴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패턴을 찾기 위해서 컴퓨터를 통한 

iteration에 의해 최소편차(σ : minimum root mean square deviation)에 해당하는 

tank수와 수리학적 평균체제시간을 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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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ks in Series Model (or Perfect Mixers in Series Model)

Perfect mixer로 공정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추적자는 균일하게 순간적으로 혼

합이 된다는 가정을 하 다. perfect mixer in series는 n개의 tank가 일렬로 연결

되어 있는 공정을 말하며 여기서  τ 와 θ,  h(t)는 각각 mean residence time τ

(V/Q)과 reduced time(t/τ) 그리고 impulse response를 의미한다.

  1)  One Perfect Mixer with Impulse Input

 

- In a steady (flow and volume) state: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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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Tank수에 따른 완전혼합기 모델의 결과

3) Simulation of Output Response

 From Impulse Input

In Out

From Non-impulse Input

In Out

그림 4. Simulation of output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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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데이터 처리방법

방사성추적자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데이터 

보정을 수행하 다.

1) Background Correction 

방사선 계측기에 계수된 방사선의 수는 추적자로 인한 방사선과 주변 환경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방사선 양의 합이다. 따라서 추적자에 의한 계측결과는 

총 count 값에서 주변 자연방사선량을 제하여 계산을 해주어야 한다. 

bkgimi CtCtC −= )()(

2)  Decay Correction 

방사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감쇄효과에 의해 고유의 반감기를 가지고 

지수 함수적으로 감소(decay)한다. 실험 기간 내 계측된 방사선량은 유입수에 의

한 확산과 방사선 자체의 시간에 따른 decay로 인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따라

서 반응기 자체에 확산만의 향을 고려하기 위해서 시간에 따른 계수결과의 

decay 보정을 해주었다.

                         
it

imi etCtC ⋅⋅= λ)()( ,  (λ=ln2/T1/2, T1/2=half-life time)

3)  Counting Time Correction 

매 일정시간별(sampling time, Δt)로 계측된 방사선량을 저장할 경우에 처음의 

데이터는 초기 일정시간 동안에 계측된 방사선 수의 합이고 다음의 데이터는 그 

다음의 계측시간 동안에 계수된 결과이다. 아래 그림의 노란 chart bar에 한 예를 

들어 표시하 다. 만약 아래의 표와 같이 데이터를 계산한다면 기록된 데이터는 

그림상의 파란선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제 상황을 반 하는 것이 아니

므로 실험결과의 해석에서는 일정시간(Δt) 간격의 반만큼 시간축을 이동하여 결과

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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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예)  

Time 0 2 4 6 8

Counting time 2 2 2 2 2

Counts 0 100 200 100 0

시간축을 따라 Δt/2 만큼 이동된 결과를 위 그림에 빨간선으로 표시하 으며 

이때, 커브의 무게중심(τ : the centroid of the curve)은 다음과 약간의 편차를 보

이며 이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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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ime Interval Correction

실험기간 동안 방사선을 측정하는 sampling time이 변하게 되므로 이들을 서

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단위 시간당의 값으로 환산하여 계산을 하여야 한다. 아래

에 한 예를 들어 계산과정을 나타내었다.

(계산  예)

time 0 1 2 3 4 5 6 8 10

counting time 1 1 1 1 1 1 1 2 2

cps 0 50 50 100 100 200 100 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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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험장비

소화조에 투입된 추적자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을 검출하기 위한 계측장비와 

데이터 처리를 위한 컴퓨터 응용프로그램 그리고 방사선 차폐용 shield 등과 같은 

설치용 장비는 자체제작을 하여 사용하 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주요 계측장비들

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방사선 검출기(NaI 섬광 검출기)

방사선을 검출하는 센서로서 감마선을 측정 가능한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주는 

장치이다. 섬광검출기의 외부는 aluminum으로 되어 있어 검출기 밖에서 들어오는 

빛을 차단한다. 내부는 섬광체(scintillator)와 PM tube로 구성되어 있다. 

2)  방사선계측기   및   계수기

검출기에서 보낸 신호를 받아서 방사선 수를 계수하는 시스템(ratemeter)으로 

계측기부와 계수기부로 나누어진다. 방사선 계측기는 방사선 검출부(detector)에 

고전압을 공급함과 동시에 검출부로부터 나온 analog pulse를 방사선 계수기가 

인식할 수 있도록 TTL Pulse로 변환시켜 실시간 방사선량을 표시하는 회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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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otebook   및  구동 프로그램

계수기에서 계측한 방사선수를 시간별, 채널별로 실시간 표시하고 저장매체에 

기록하기 위한 것으로 휴대가 용이한 notebook computer를 사용하 다. GPIB의 

PC 부분 제어를 위해 National Instrument사의 PCMCA GPIB Card를 이용하

다. 또한 PC 구동 및 데이터를 기록하는 프로그램은 Labview 6i를 이용하여 제작

하 으며, 이는 검출된 방사선수, 채널 number, 시간 등을 표시하는 multi plot 모

드와 특정 channel의 세부변화를 화면상에 가시화하기 위한 single plot 모드인 두 

화면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총 24 채널까지 계수기로 부터 데이터를 동시에 수신 

및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저장 시간간격을 매초에서 수일까지 조절가능하다. 

Data Logger

Ratemeter
Data processing

Detector

그림 5. 방사성추적자 실험을 위한 계수장치와 데이터 수집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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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방사선 계측기로부터의 데이터 처리용 소프트웨어

2.4 실험방법

소화조 진단을 위해 추적자로 사용된 방사성동위원소 Sc-46(50mCi)은 한국원

자력연구소의 연구용 원자로 HANARO에서 중성자 조사하여 45Sc(n, γ)46Sc 반응

으로 생산하 으며, 소화조내 슬러지의 유체거동과 동일한 거동형태를 모사하기 

위하여 EDTA와 착화합물(complex compound) 용액형태로 제조하여 실험에 사용

하 다.

소화조는 각각의 용량이 7000㎥인 4개의 혐기성 소화조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소화조 운전방식은 mixing을 위해 ②와 ④가 1차 소화조로, 침전 및 분리를 위해 

①과 ③이 2차 소화조로 운 되고 있다. 이때 수행된 실험은 과거 소화조 준설 전

후로 효율진단 실험을 이미 수행하 던 소화조 ④(primary digester)와 ③

(secondary digester)을 대상으로 수행하 다. 방사선 계측을 위해 그림 2에서와 

같이 방사선 검출기(2x2 inch NaI 섬광검출기)를 유입과 유출배관 및 각각의 소

화조 상부로부터 6.0m, 12.0m, 18.0m, 지상높이, 소화조 최하단부에 설치하 다. 

또한 1차 소화조로부터 2차 소화조로 연결되는 이송배관과 탈수공정으로 넘어가

는 line 및 배관의 주요 부분에 추가적으로 검출기를 설치하 다. 실제 방사선 검

출장치의 배관내 설치 및 소화조 외벽장착 방법을 그림 7에 나타내었으며, 이때 

탈수조로 이송되는 구간에 설치한 D17(detector 17)은 탈수처리되는 슬러지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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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기 때문에 D16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이동설치하 다.

그림 7. 방사선 검출기 설치위치와 소화조 운전방식

 그림 8. 방사선검출장치 설치위치 및 방법(유입 및 배관연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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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방사선검출장치 설치위치 및 방법(소화조 하단부)

 그림 10. 방사선검출장치 설치위치 및 방법(소화조 중간부 외벽)

 그림 11. 방사선검출장치 설치위치 및 방법(소화조 상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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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자의 투입을 위해서는 자체 특수 제작한 원격투입장치를 이용하 으며, 투

입 위치는 1차 소화조의 유입부에 pulse injection 타입으로 주입하 다. 또한 주

입후 injection syringe에 남아 있는 방사성추적자의 완전한 제거를 위해 2회 더 

추가적으로 물을 주입하여 세척하 다. 이는 정확한 목표 주입량을 투입하고 2차

적인 오염방지에도 효과적이다. 아래 그림 12에 추적자 투입장치 및 투입방법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12. 압축 질소가스를 이용한 방사성추적자 원격투입장치

2.5 실험결과 및 분석

추적자가 소화조 내부로 투입된 직후의 초기거동은 소화조의 혼합특성을 파악

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로 이용된다. 방사선 계측을 위해 추적자 주입 초기에는 매

초 간격으로, 이후에는 매분을 거쳐 10분 간격으로 방사선 계측결과를 컴퓨터에 

저장하 으며 실험은 총 33일간 수행하 다. 소화조의 혼합특성을 보다 정확히 분

석하기 위해서 각 위치에서 방사선 검출기로부터 계측된 데이터를 자연 방사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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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향(background radiation correction)과 방사성동위원소의 반감기에 의한 

자연감쇄효과(decay correction)를 보정한 후, perfect mixers in series를 이용한 

수치모델을 사용하여 결과를 분석하 다.

1, 2차 소화조의 시간에 따른 추적자 계측결과를 다음의 그림 13에 나타내었으

며 1차와 2차 소화조 각각의 계측결과를 따로 그림 14와 15에 나타내었다. 추적자

의 검출은 D1과 D2가 최초에 검출되기 시작하여 소화조 상부로부터 0m, 6.0m, 

12m 아래에 설치된 있는 detector 순으로 검출되었으며, 2차 소화조 배출수는 추

적자 투입후 약 7.4일 경과후 최대 농도에 도달한 다음 점진적으로 감소하기 시작

하 다. 그러나 1차 소화조와 2차 소화도 모두 소화조 최하단 부근과 ground 

level에 설치한 계측기에서는 추적자의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1차 2차 

모두 바닥 부근에 부동층(dead space)이 존재하여 추적자의 계측을 방해한 결과

로 생각된다. 계측기 D3과 D4의 실험결과를 살펴볼 때, 추적자 투입 직후 계측초

기에 상당히 높은 peak 점을 가지는 구간이 검출되었다. 이는 유체속의 추적자가 

소화조 유입슬러지에 의한 희석으로 인해 외부에 설치된 검출기에 계측된 것이 

아니라 추적자 투입시 소화조 상부로 올라가는 circulation pipe 속에 초기 고농도

의 투입 추적자가 지나가면서 인근에 있는 D3과 D4가 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D16과 D17도 D10이 검출되기 바로 직전에 peak를 가지며 순간적

으로 상승하다 바로 자연방사능(back groud count) 수준으로 내려오는데 이 또한 

소화조 상부에서 서로 배관이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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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tracer Experiment on the Sludge Digester in Suyoung,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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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2단 난형소화조 전체의 추적자 계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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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eak-to Peak Method에 의한 유속측정

추적자 투입후 소화조의 슬러지 유입부에 설치된 두개의 검출기에 감지된 

pulse 형태의 계측신호로부터 상대적인 도달시간을 계산하면 정확한 유속을 측정

할 수 있다. 검출기 D1과 D2 사이의 거리는 8.8m이고 배관의 직경이 400mm이며 

도달시간은 5.3sec 차이가 난다. 따라서 추적자 투입 당시의 초당 유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소화조 평균 유입유량과 순환 배관상에 있는 추적자 투입지점의 유량을 비교

해 볼 때, 상대적으로 투입지점의 유속이 매우 빠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추적자

의 순간적인 주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방법에 의한 유속측

정은 산업공정에서 사용되는 유속계의 검․교정을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는 있

는 방법으로써, 정확한 유량이 공정의 가동효율에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는 경우에

는 매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2) 체제시간분포(Residence Time Distribution) 측정

체제시간분포(RTD)의 분석을 통한 시스템의 유동특성 규명을 위해서는 추적

자 실험 동안의 유속이 일정해야 한다. 그림 16에 실험기간 동안의 소화조 유입유

량을 나타내었다. 실험 기간 내 평균유량은 822㎥/d 이 으며 실험 시작 후 9일과 

23일 경과후의 유량을 제외하고는 5% 내외의 유량변동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01

년도 실험 당시의 평균 유입유량 1,644㎥/d에 비해 1,608㎥/d (787+822)으로 거의 

동일한 유입 슬러지량을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01년 당시에는 총 

네개의 소화조를 3-1 시스템으로 운전하 지만, 현재는 2-2 시스템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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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추적자 실험수행 기간 내 소화조 유입유량 변화

2단 난형소화조의 부피는 각각 7000㎥으로 평균 유량이 822㎥/d일 때, 이론적

인 각 소화조의 평균체제 시간은 8.5일 이다. 1차 소화조의 경우 그림 7에서의 D1

을 inflow, D4를 outflow으로 하고 2차 소화조의 경우에는 D4를 inflow D16을 

outflow로 고려하여 계산을 하 다. 

1차 소화조 실험결과와 이를 수치모델로 해석한 결과를 아래 그림 17∼19에 

나타내었다. In과 Out만을 고려할 때, 1차 소화조의 경우 tank number를 1로 체

제시간분포를 7.39d으로 하 을 경우 실험결과와 매우 유사하게 나왔다. Tank 

number가 1.0이라는 것은 완전한 perfect mixer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1차 소화조

는 mixer의한 교반이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1차 소화조

의 전체적인 혼합특성을 세부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다른 계측기에 대해서도 동일

한 분석을 하 다. 소화조 상부에 있는 계측기 D8과 D9 그리고 순환배관 상에 있

는 D3는 tank number가 1, 1.1, 1.1이고 평균 체재시간이 7.02, 7.47, 7.09로 출구

(D4)에서의 결과(Tank nuber : 1.0, RTD: 7.39d)와 거의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1차 소화조 상부유체의 유동은 perfect mixer에 가까운 거동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소화조 하단부에 존재하는 D5, D6, D7은 이와는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최하단부의 D5는 실험기간 내내 추적자가 검출이 되지 않았으며, D6과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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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차 소화조의 다른 검출기에 비해 훨씬 작은 값이 계측되고 tank수도 1이 아

님을 볼 때, 이 부근은 완전한 혼합형태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소화조 하단에 있는 D6과 D7 부근의 검출기는 계측 초기에 추적자를 감지하지 

못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야 매우 작은 값이 계측되기 시작하여 최대농도

에 도달한다. 또한 최대농도 도달후 희석에 의해 계측 농도가 지수함수적으로 감

소하여야 하지만 D6과 D7 지점의 경우 감소경향이 늘어지는 tailing 현상이 발생

하고 있다. 이는 유입유량에 의해 추적자가 희석되어 계측치가 감소되는 경향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소화조 내벽을 따라 슬러지 층(scale)이 존재하여 

추적자가 이에 흡수되었을 확률이 높다. 즉 1차 소화조가 완전한 perfect mixer의 

거동을 보인다면 투입 직후 최대농도에 도달하고 이후 지수적으로 감소하여야 하

지만, 소화조 내부벽의 슬러지 층에 의해 초기에는 추적자가 계측되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적자의 흡수(absorption)에 의해 계측치가 올라가게 되고 

이는 슬러지 층 내부에 존재함으로 소화조 유입유량에 의해 충분히 희석되어 감

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평균체제시간이 소화조 상부에 있는 다른 계

측결과에 비해 현저히 긴 10일 이상의 값을 가짐을 볼 때 scale의 존재를 간접적

으로 증명해 준다. 따라서 1차 소화조는 소화조 상부와 유출부에서 perfect mixer

의 형태를 가지지만 바닥에는 부동층이 존재하여 추적자가 계측되지 못하고 있으

며, 하단부에는 지상 7∼9m 구간까지 소화조 내벽에 슬러지 scale이 형성되어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1차 소화조는 슬러지 scale층과 바닥의 부동층으

로 인해 평균체재시간이 예상(8.5d) 보다 짧은 7.38d을 가지며, 87%의 효율로 운

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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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1 - D3           

 

(b) D1 - D4 

그림 17. 1차 소화조의 체재시간분포 분석(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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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1 - D6 

 

(d) D1 - D7 

그림 18. 1차 소화조의 체재시간분포 분석(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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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D1 - D8          

  

(f) D1 - D9 

그림 19. 1차 소화조의 체재시간분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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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화조의 경우에는 계측기 D4를 inflow로 D16을 outflow로 하여 1차 소화

조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치모델을 이용하 다. 계측 초기에는 1차 소화조 

자체의 체류시간으로 인해 검측이 되지 않다가 각각의 계측기 별로 서로 다른 체

재시간의 분포를 가지면서 차츰 검측되는 형태를 띄고 있다(그림 20∼21). 이 때 

각각의 체류시간이 다른 이유는 1차 소화조에 비해 2차 소화조는 mixing이 없는 

단순한 침전조의 역할을 하여 perfect mixer와는 다른 혼합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2차 소화조의 경우에도 소화조 바닥에 설치된 계측기 D11에서는 추적자가 계

측되지 않았다. 소화조 하단부 D12의 경우에는 다른 계측값에 비해 현저히 적은 

값이 계측되었다가 긴 tailing 현상을 띄면서 사라지고 있으며 계산된 체류시간도 

3배 이상의 긴 값(11.14d)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이 부근에 부동층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며 실제 2차 소화조 전체를 가지고 유입과 유출에 대해 평균체재시간을 구

한 값과 비교해 볼 때, 이론치 8.5d에 비해 6.27d일로 74%의 용적활용도를 보여주

고 있다. 즉 26%가 부동층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소화조 하단부에 상당량의 침전

물이 퇴적되어 있고 또한 슬러지 자체의 차폐로 인해 방사선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림 21의 계측결과 중간 중간에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peak 점이 발견되고 있

는데 이는 방사선량 비온뒤 지표면상의 라돈증가로 인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

기 때문이다. 기상청을 통한 확인결과 계측치가 큰 폭으로 증가한 날은 비온 일자

와 정확히 일치하며 이 같은 현상은 계측기 모두에 걸쳐 동일하게 발생하 다. 

그림 15 그래프에서 2차 소화조 상단에 설치한 D15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

측되는 방사선의 수가 차츰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소화조 상단부에 상

당량의 scum 층이 존재하여 추적자가 흡착된 결과로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scum 

층 내에서 추적자의 mass transfer에 의해서 농도가 차츰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

된다. 흡착(adsorption)과 mass transfer로 인한 흡수(absorption)가 유입되는 추적

자의 희석에 의한 감소량 보다 크기 때문이다. 비록 매우 낮은 값이지만 실제 실

험기간 종료 시까지 계측치가 감소되지 않았으며 이는 일정 시간이 더 지나야 감

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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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4 - D12                               

 (b) D4 - D13 

그림 20. 2차 소화조의 체재시간분포 분석(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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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4 - D14                              

(d) D4 - D16

그림 21. 2차 소화조의 체재시간분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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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소화조와 2차 소화조 각각의 inflow와 outflow를 대상으로 구한 평균체제

시간이 7.39d와 6.27d으로, 유입된 슬러지가 1, 2차 소화조 모두를 거쳐 배출되기 

위해서는 이 둘의 합 13.66d이 소요됨을 의미이다. 이를 1차 소화조의 inflow와 2

차 소화조의 outflow를 유입과 유출로 하여 소화조 전체를 수치모델에 적용한 결

과인 평균체재시간 13.52d(그림 22)과 비교해 볼 때, 98.9%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

다. 이는 소화조 유체거동 분석을 위해 본 실험에 사용된 수치모델의 해석이 정확

하게 수행되었음을 나타내 준다. 

그림 22. 2단 난형소화조의 전체 공정효율(D1∼D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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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동일한 소화조에 대해 수행한 추적자 실험결과(2001년)와 현재의 실험

결과를 서로 비교하기 위하여 각각의 결과를 아래의 표에 나타내었다.

 표 1. 2001년도와 2005년도 추적자 진단실험 결과의 비교

년도 Digester
Tank 
number

MRT
(theory)

MRT
(measured)

Active 
volume

Dead
space

2001년
1차 소화조 1.0 12.8d 10.0d 78% 22%

2차 소화조 1.0 4.3d 3.9d 91% 9%

2005년
1차 소화조 1.0 8.5d 7.4d 87% 13%

2차 소화조 1.3 8.5d 6.3d 74% 26%

1차 소화조의 경우 dead space의 양이 소화조 용적비율로 22%에서 13%로 감

소하 으며, 2차 소화조의 경우에는 9%에서 26%로 증가하 다. 각각의 소화조 

유입슬러지의 성상을 살펴보면 VS/TS의 값이 0.57과 0.58로 거의 동일한 조건임

을 볼 때, 위와 같은 dead space의 변화량은 슬러지 성상에 의한 결과는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을 살펴볼 때, 1차 소화조의 사용 용적효율의 증가는 

2001년도 추적자 실험 이후에 소화조에 미생물 제재를 주입하여 소화효율이 증가

하고 바닥의 dead space에 해당되는 부분을 미생물이 분해하여 나타난 결과로 판

단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하루 평균 처리용량이 운전조건의 변화로 인해 약 1/2로 

감소하여 dead space의 양이 감소되는데 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2차 소화조의 경우에는 오히려 dead space가 증가하 다. 이는 2005년

도 현재 음식물 쓰레기의 병합처리로 인해 2차 소화조에 투입되는 음식물 슬러지

가 2001년에 비해 약 20%가량이 증가하 고, 소화슬러지로부터 분리된 상등수의 

월류량이 감소하여 상부에 정체현상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부동층이 증가된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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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2001년도와 2005년도 소화조 내 슬러지 성상

1차 소화조 2차 소화조

성상 TS VS VS/TS TS VS VS/TS

2001 2.49% 1.42% 0.57 2.50% 1.43% 0.57 

2005 2.09% 1.21% 0.58 2.15% 1.25% 0.58 

이론적 수리학적 체류시간

2001년 1차소화조 HRT=12.7d

2차소화조 HRT=4.3d

2005년 1차소화조 HRT=8.5d

2차소화조 HRT=8.5d

그림 23. 소화조 운전방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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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방사성동위원소 Sc-46을 추적자로 이용하여 2단 소화조의 각 단에 대해 체재

시간분포를 측정함으로 슬러지의 유동특성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

를 아래의 표 3에 나타내었다.

 표 3. 2단 난형소화조의 RTD 분석결과

Digester No.
Tank 
number

MRT
(theory)

MRT
(measured)

Active 
volume

Dead
space

1차 소화조
In D1

1.0 8.5d 7.39d 87% 13%
Out D4

2차 소화조
In D4

1.3 8.5d 6.27d 74% 26%
Out D16

전 체

(1~2차소화조)

In D1
2.5 17.0d 13.52d 79% 21%

Out D16

1차 소화조는 87%의 활성 역과 13%의 부동층으로 되어 있으며, 2차 소화조

는 74%의 활성 역과 21%의 부동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1차 소화조는 소화조 내

벽으로 지상 7∼9m 구간까지 슬러지 scale 층이 끼어 있고 바닥에는 부동층이 존

재하여 추적자가 검측되지 않았다. 2차 소화조는 계측기 D12에서 매우 적은 양이

지만 추적자 농도변화가 관찰된 것으로 보아 매우 느린 유동이 있는 정도이고, 그 

지점 이하로 부동층인 슬러지가 퇴적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부에 scum 

layer가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존의 동일한 소화조에 대해 수행

한 추적자 실험결과와 비교해 볼 때, 1차 소화조는 미생물 제재의 주입으로 부동

층 역이 감소하 으며, 2차 소화조는 음식물 슬러지 투입량의 증가로 오히려 증

가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운전중인 소화조를 대상으로 슬러지의 유동과 동일하게 소화조 내부에서 움직

이는 추적자를 검출하여 내부 유동특성에 대한 정보를 구하 다. 이 기술은 기존

의 시료 채취법에 의한 분석으로는 얻기 어려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주기적

인 소화조 진단을 통해 소화조 현 운전상태 및 추후 내부 준설작업 필요시점의 

산정 등 체계적인 환경공정 모니터링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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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실험대상 소화조의 부동층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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