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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면수
- 고속유체 추적용 data acquisition 개발

- 고압 공정 진단용 추적자 투입장치 개발

- RTD분석을 위한 복합 수치모델 개발

- 증류탑 이상 simulation을 통한 진단결과 분석기법 개발

- 증류탑 검사장치의 소형화/무선화

- 촉매 수명평가를 위한 산란 방사선 분석기술 개발

- 방사성추적자 단면 분포 측정기술 개발

- 밀봉선원 이용 반응기 단면 밀도 분포 측정 기술 개발

- 침전조 추적자 진단실험에 의한 CFD모델 검증

- CFD 모델 이용 침전조 최적화 설계조건 도출

- 침전조 최적화 구조변경 및 CFD 확인 실험

- CFD 기술을 이용한 추적자 계측결과의 가시화

- 매립관 누설 탐사기술 개발

- 수처리시설 진단기술 시범실험

- 플랜트 종합진단 시범실험

- 산업계 긴급요구 추적자기술 개발

- RI-glass 추적자 제조기술 및 투입기술 개발

- 해저 방사능 추적 detector sled 및 해저 core시료 채취장비 설계/제작

- 방사선/GPS 위치데이터 계측기술 개발 및 계측데이터 보정․해석 기술 개발

- 해사이동 모델 검증 추적자 시범 실험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방사성추적자, 산업공정진단, 증류탑검사, CFD모델검증, 표사거동 추적

영 어
Radiotracer, Process diagnosis, Column scanning, CFD validation, sediment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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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방사성 추적자 이용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목적

산업생산공정에의 추적자 이용기술을 개발하여 산업화하고 환경을 위한 추적자이용기술 확

립 및 지원체재 구축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필요성

방사성 추적자기술을 이용한 산업공정 분석능력의 고급화로 정유, 화학, 시멘트 등 장치산

업의 설계, 건설 및 운전기술의 획기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환경 분야 추적자기술은

환경모델의 검증으로 환경모델의 정확성 향상 및 환경관리기술 고급화를 기할 수 있다. 정

유, 석유화학 등 장치산업이 발달된 우리 산업계의 잠재적 추적자기술 수요는 매우 크다.

이 기술이 산업계로 확산보급을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함께 산업계 및 환경분야의 end-user

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가. 기술적 측면

․ 산업공정 분석능력의 고급화로 장치산업의 설계, 건설 및 운영기술 향상.

․ 환경보존기술 발전에 필수적인 정보제공으로 환경보호 및 관리기술의 고급화에 기여.

․ 환경모델의 실증으로 환경영향평가 기술의 신뢰성 향상.

․ 방사선 관련 면허, 허가 RI 취급 및 계측기술 등 전문지식과 특수장비가 필요한 기술이

므로 원자력연구기관이 관련기술과 훈련된 인력을 확보하여 산업계에 기술을 지원하여

야 함.

․ 방사성동위원소 산업적 활용기술의 연구 개발을 통한 원자력기술의 저변확대 필요.

나. 경제·산업적 측면

․ 산업공정의 최적화에 따른 원가절감, 품질향상 및 공해발생 억제.

․ 환경영향평가의 정확한 검증을 통한 신뢰성 향상 및 환경관리비용 절약.

․ 막대한 비용을 들여 외국에 의존하던 추적자 기술용역의 국내 대체로 외화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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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방사성 추적자 및 밀봉동위원소를 이용한 산업진단 기술의 산업화를 위하여, 고속

Data acquisition system 개발, RTD 복합수치 모델 등 고기능 추적자 장비/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특허출원 및 프로그램 등록하였으며 고압 추적자 투입장치를 개발하여 공공기관

의 성능인증서를 획득하여 추적자 장비에 대한 공신력을 높였다.

2. 차기 단계를 위한 추적자 신기술과 관련하여 방사성 추적자와 영상 이미지 복원기술

을 이용한 추적자 단면 분포 측정기술 개발, 고에너지 감마선 측정 및 영상 이미지 기법

을 이용한 반응기 단면 밀도측정기술개발 등 향후 신기술에 대한 기반연구를 실시하여 후

속연구에 대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3. 방사성추적자이용 CFD모델 검증기술과 관련하여 하수처리장의 침전조에 대한 3차

원 CFD모델을 제작하고 방사성추적자를 이용하여 검증실험을 하여 모델의 정확성을 확인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침전조의 최적운전조건에 대한 구조변경 조건을 구하였으며 모형

침전조를 제작 및 방사성추적자 실험을 통하여 성능개선을 확인하였다.

4. 연안 환경 추적자 기반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환경추적자 제조 및 투입/추적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국내 연안환경에 적합한 해저 방사능 추적용 detector sled, 해저 core 시표

채취장비, 선박장착용 방사선/GPS 연동 계측장치를 제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모래 유실

등 해양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인근 해수욕장 및 부산해운대 해수

욕장에 대하여 시범 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연안 정비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

다.

5. 인공방사성동위원소 추적자를 이용하여 저수시설의 누수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경

상남도 의령군 소재 가수 저수지를 대상으로 추적자 실험을 수행하였다. 해당 저수지는

시설물 안전상태 종합진단 결과, 누수현상 및 내구성,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

요하다고 판단된 상태였다. 방사성추적자 실험결과 저수시설 바닥에서 누수지점을 탐지

할 수 있었으며 해당 관리단체에서 이전에 실시한 전기 비저항 탐사와 일치하는 결과를

획득하여 추적자실험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6. 본과제의 최종목표인 산업화/실용화와 관련하여 이전 단계에서 개발한 자동증류탑

검사장치에 대해 성능개선 후 증류탑 검사 해석기술과 함께 유망중소기업에 기술이전을

하였으며 중소기업청의 기술이전사업 등 후속연구를 추진하였다. 또한 방사성추적자를 이

용한 환경시설 진단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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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 획득하였다. 이로 인하여 국내 환경시설 기술의 유용성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기술의 산업화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Ⅳ. 연구개발결과

1. 고기능 추적자 장비/소프트웨어 개발

가. 고속유체 추적용 DAS 개발

고속유체의 정보는 기존에 비해 높은 sampling rate를 갖게 되므로 많은 데이터 수집양

이 발생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손실 없이 control PC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계측기간 고속

데이터 획득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GPIB 통신기능을 갖춘 DAS 설계를 하였다.

DAS는 counter부와 GPIB 통신부의 제어 및 연산 장치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

분은 별도의 회로로 설계되어 2개의 board로 핵심 장치를 설계 제작하였다. 이밖에 LCD

display board 및 power supply board를 포함하여 총 4개의 board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은 유기적으로 연동된다. PC control을 위해서는 상용 PCMCIA GPIB card가 장착된

IBM-PC를 사용하였으며 MS-Windows 운영체재에서 동작될 수 있도록 National

Instrument의 LabVIEW를 이용하여 컴퓨터 제어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나. RTD복합수치모델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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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 따라서 반응기 안의 유체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와 체제시간분포(residence time distribution, RTD) 함수들이 많이 연구되어 왔

다. RTD 분석은 RTD 모델들의 파라미터 값들로부터 할 수 있는데 파라미터 값들은 실험

으로부터 얻은 측정 데이터와 RTD 모델에 의한 데이터와 curve fit 함으로서 얻어 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RTD 모델의 파라미터를 결정하기 위해 수렴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뉴튼형 알고리즘의 일종인 Levenberg-Marquardt 알고리즘(LMA)을 이용하였고 이론적 평

균체재시간과 비교하여 반응기 내부의 혼합특성과 흐름특성을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RTD 프로그램은 실험으로부터 얻은 데이터의 혼합특성과 흐름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산업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RTD 모델 중, 직렬로 연결된 완전혼합

기 모델, 병렬로 연결된 완전혼합기 모델, 부동층이 있는 모델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

용자 중심의 GUI환경으로 Visual Basic 6.0을 이용하여 프로그래밍 하였다. 또한 방사성

동위원소의 사용으로 인한 자연 방사선량과 자연감쇠를 보정하여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도

록 구성하였다.

다. 고압용 추적자 투입장치 개발

석유화학 시설의 RFCCU는 벙커C유에서 고품질의 휘발유로 변환시키는 장치로 변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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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내에 고온고압의 gas flow와 반응활성화를 위한 고체 촉매의 흐름이 혼재되어있는 형

태이다. 이러한 설비를 대상으로 방사성추적자를 이용한 진단을 위해서는 gas flow를 추

적하기 위해서는 기체 추적자를 촉매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고체 분말 추적자를 주입

하여야한다. 원자로에서 중성자 조사후 방사화된 기체 추적자는 수기압 정도의 석영 앰풀

에 밀봉한 형태이다. 기체 방사성 추적자 투입장치는 앰플에서 추적자를 분리후 시스템내

에 투입하기 위하여 추적자 투입을 위한 주 실린더와 기체 추적자를 분리하기위한 보조

실린더로 구성되어있다. 기체 추적자를 투입장치의 보조 실린더에 넣은 후 앰풀을 분쇄시

킨 후 내부 그물망을 통해 앰풀파편만 남기고 기체추적자를 주 실린더로 보낸다. 주 실린

더와 반응기내부에 연결된 밸브를 개방한 후 사전에 고압으로 충전된 주 실린더 반대쪽의

압력탱크를 개방하여 추적자를 투입시킨다. 고체 추적자 투입장치의 경우면 촉매자체를

방사화시켜 추적자로 사용하게 되는데 미세분말로 인하여 투입시 연결 부분이나 밸브에

흡착이 되어 잔류방사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고체 추적자 투입장치는

하나의 실린더로부터 운반되어와 투입 후 폐기된다. 기체 추적자 투입장치의 경우 반복

사용이 가능하나 고체 추적자 투입장치의 경우는 한번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때 기체 및 고체 추적자 투입장치에서 시스템과 투입장치와의 연결 부분과 고압 압력통

의 연결부분은 모두 접속이 용이한 quick coupler로 구성되어 현장에서의 신속한 조립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완성된 제품을 표준과학연구원에 의뢰하여 내압성능시험을

수행하여 품질을 검증하였다.

2. 증류탑 검사기술의 고도화

가. 증류탑 진단결과 분석기법 개발

기존의 자동 증류탑 검사장비는 인력 및 시간에 의존하던 증류탑 검사방법에 혁신적인

향상을 가져왔으나, 수동 방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접점을 통하여 고전압과 계측신호를

100m 길이의 동축 cable로 전송을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전기적 노이즈에 취약하여 방사

선 계측결과의 신뢰성과 재현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케이블 길이

의 증가로 인한 방사선검출기의 analog 출력 신호를 왜곡시켜 pulse height analysis 등이

부정확하므로 gross counting 법으로 계측을 하여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증류탑

내부 유체의 이상현상에 대한 진단할 수 있도록 방사선 검출부에 내장 battery로 동작되

도록 저 전력용으로 설계된 고전압 발생장치, PHA 회로 등을 포함시키고 계측결과는

MODEM과 유도자장 coil을 통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하도록 하여 pulse height

analysis가 가능하게 하였다. 동시에 외부 전원으로 동작되는 기계장치 구동 관련회로와는

전기적으로 절연시킴으로써 구조적으로 노이즈에 취약했던 방사선 계측부분을 안정적으로

동작되도록 하였다. 또한, 증류탑 내부 tray 하부의 밀도 변화를 분석하여 weeping과 같

은 내부 유동물질의 이상현상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나. 증류탑 검사장비 무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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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업의 주요공정인 증류탑에 있어서 가동 중에 방사선을 이용하여 내부 이상현상을 진단하

기 위한 장치의 개발은 PC로 step motor와 기계장치를 제어하고 자동화함으로써 선행 연구에서 수행

되었다. 그러나 이는 수동 조작에 의존하던 진단기술을 자동화한 것으로서 방사선 검출기를 신호케이

블로 견인함과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받도록 되어 있어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성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증류탑 검사장치의 무선화는 detector에 데이터 송수신용 무선 송

수신장치를 설계하여 장착하고 컨트롤 장치 및 전원 시스템도 디텍터 내에 포함시켜 지지선 이외의

모든 통신선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무선 송수신 장치는 wireless Lan, 블루투스 등 기존의 많

은 무선 통신 방법이 있으나 이들은 대략 50m 통신거리 정도에서 가능한 미약전파를 사용하는 것으

로 100m 이상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 또한 10mW이상 출력을 내는 송수신기는

전파법상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10mW 이하 송신출력을 갖고 데이터 통신용이며 전파사용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모듈을 사용하여 증류탑 진단장치를 개발하였다. 이와 동시에 기존의 데이터 송수신

매체로 이용되던 동축 케이블을 강철선으로 대체하게 되어 실험 도중 장치의 추락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증류탑 진단결과의 DB구축

밀봉 감마선원을 이용한 column scan 진단결과의 효율적인 결과분석 및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하여 KAERI-COLSCAN-DB.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본 소프트웨어는 기존의 ASCII

형식의 data 파일을 오피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그래픽 화 하던 다단계 방식을, 직접적인

선택을 통해 바로 공정설비의 내부 밀도분포 상태를 이차원으로 구현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였다. 또한

결과해석을 위해 설비 관계자로부터 도면을 제공받아 비교하던 불편을 배제하고 공정에 대한 tray 수

와 직경, 높이 등과 같은 기초정보를 기입함으로써 동일화면에 자동적으로 진단 설비의 입체적 표현

이 가능하다.

기존의 데이터 해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기능을 추가하였

다. 2회 이상의 실험결과가 동시에 한 그래프에 표현되고 이들의 상.하 좌.우 이동 및 zoom 기능을

추가하여 각각의 개별적인 미세조정과 최적화된 표시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실험조건 및 정

보 그리고 각각의 실험결과가 통합적으로 저장되는 방식을 선택하여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개발된 본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GS칼텍스의 preflash

column을 대상으로 두 가지 가동조건에 따른 gamma scan 결과를 처리하였으며, 효율적으로 해석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라. 증류탑 검사기술의 실용화

밀봉 감마선원을 이용하여 가동 중인 증류탑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은 대형 증류탑 내

부 상황을 시각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공정진단기술이며, 가동 중인 증류

탑에 대한 진단 정보는 제품의 순도 저하요인 파악은 물론 이상 현상 발생 시 유지 및 보

수작업의 정확한 계획수립에 활용되므로 막대한 비용절감 효과와 제품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요구에 대하여 개발한 자동 증류탑 검사 장치는 수차례 정

유/석유화학 현장에서 시범실험을 통하여 계측결과의 재현성과 현장적용성의 우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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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장치 산업이 고도로 발달된 국내 석유화학 산업구조에서 본 기술에 대한 수

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기술 수요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증류탑 검사

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2006년 3월 세이프텍(주)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자동감마증류탑 검사장치의 산업재산권 및 해석 방법 등을 포함한

기술 실시권을 제공하고 세이프텍(주)는 이에 대한 대가로 정액기술료 및 경상기술료를

연구소에 납부하기로 하였다. 원활한 기술이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처의 기술이전사업 등

후속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기술이전 사업체에 사용할 자동화 장치를 제작ㆍ공

급하였다.

3. 추적자 신기술 개발

가. 촉매 수명평가를 위한 산란 방사선 분석기술 개발

전계수법(gross counting)에 의한 탈황공정반응기의 측정은 단순히 빈 공간과 촉매층과의 구별을 통

해 촉매층의 정확한 높이를 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촉매층 내부에서의 화학반

응에 의한 촉매의 화학변화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는 못한다. 반응하지 않은 촉매인

ZnO(1.17g/cm3)가 황화수소와 반응하여 ZnS(1.35g/cm3)를 생성하면서 매질의 밀도가 증가(15%)한다.

이에 따라 에너지와 매질의 구성원소에 영향을 받는 컴프턴 산란(μσ)과 광전효과(μτ) 등으로 전선형

감쇄계수(μtot)에 변화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반응기의 반대편에 설치된 방사선검출기를 향하여 다

중 산란되어 계측되는 감마스펙트럼의 저에너지 영역에서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실험에는 210mCi의
60Co가 사용되었다. 실험 대상 탈황 반응기는 높이 18.4m, 직경 2.65m이며, 내부는 상부의 CoMox 촉

매층, 상부 ZnO층, 그리고 하부 ZnO층 등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감마선 측정은 상단 CoMox 촉매

층 하단부터 하부 ZnO층 상단까지 7.9m 구간에 대하여 매 10cm 간격으로 1분 동안 수행되었다. 반

응기의 상부 ZnO 촉매는 2년 전에 교체되었으며, 하부 ZnO층은 상부 ZnO층의 수명종료로 인한 황

의 다음 공정(downstream)으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추가 촉매층이다.

나. 반응기 단면 밀도 계측 기술 개발

밀봉 감마선원을 이용한 산업공정에 대한 정밀 진단의 필요성에 따라 반응기의 단면밀

도 분포를 측정하기 위한 기반기술을 개발하였다. 감마선을 이용한 단면 측정을 위해서

배관내부의 유체 및 석유화학 생산물을 대상으로 하여 필요한 공간해상도와 시간해상도

및 선원을 고려한 parallel beam transmission 측정 장치를 설계하였으며 영상처리 방법으

로는 설계된 하드웨어에서 얻을 수 있는 raysum수와 count rate를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반복 연산에 기초한 Algebraic Reconstruction Technique(ART) 및

Filtered Back Projection(FBP)을 이용한 알고리즘의 개발하였다. 알고리즘 적용결과 계측

수가 적은 데이터의 경우 ART를 이용한 방법이 보다 정확한 복원 결과를 가져왔다. 단면

밀도분포 측정장치로 선원에 에너지별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Cs-137 20mCi 및 Co-60

20mCi을 사용하였고, 1×1, 2×2 inch NaI(Tl) 디텍터를 사용하여 투과 감마선을 비교 계측

하도록 하였으며 40cm 크기의 wood sample, packed bed phantom, pipe line phan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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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다양한 재질 및 밀도를 대상으로 단면밀도를 측정하였다. 10mm 구경의 collimator

를 사용하여 gross counting 기법으로 최대 6,000cps를 얻을 수 있었으며 계측시간은

1,632개의 투과빔 계측을 하였을 때 약 1시간 30분정도 소요되었다. 방사선 계측에 약 30

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선원 및 디텍터의 위치를 제어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1시간이

다. 따라서 하드웨어 제어방법의 개선에 따라 계측소요시간은 추가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 추적자 단면 분포 계측 기술 개발

방사성 추적자를 활용한 평균체제시간 분포측정(RTD)은 시스템의 dead volume과 반응

기 모델 정수 등을 구하는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RTD는 거시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데에

는 유용하지만 국부적인 추적자의 분포를 영상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추적자의 단면

분포 계측을 하기 위해서는 측정 단면을 pixel로 구분하고 위치별로 detector에 검출될 확

률을 구하여야 한다. 용기 내부의 각 pixel 위치에 방사성추적자가 존재하고 외부에

detector array가 있을 경우 각 detector에 검출될 확률은 Monte Carlo code simulation을

통하여 구하게 된다. 실험장치의 구성은 물로 채워진 직경 40cm의 vessel 내부에 지름

2cm 크기의 2.66mCi와 8.3mCi의 Tc-99m를 수조 중심으로 20cm 간격으로 위치시키고, 외

부에 1×0.5 inch NaI detector 8 개를 45도 각도로 회전시켜 총 64개의 위치에서 데이터

획득하였다. EM 알고리즘을 적용한 LABVieW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미지 복원 소프트

웨어를 제작하였다. 수조에 Tc-99m을 투입하기 전에 공기 중에서 1m 거리에서 측정 후

조사선율정수로 방사능 양을 측정한 값과 수조에 투입한 후 추적자 단면분포 측정 알고리

즘을 통하여 복원한 값을 비교하였다. 해상도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추적자의 방사

능 측정치는 비교적 잘 일치하였다.

4. 추적자/CFD 상호 활용 시범기술 개발

가. 침전조 3D 모델 제작증류탑 진단결과 분석기법 개발

전 단계에서 2차원 CFD 침전조모델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침전조 유출부 등의 해석에

2차원 모델의 적용은 한계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위해 3차원 CFD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차 침전조의 유동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질량, 운동량, 에너지, 난류 및 고형물질 농도

등에 대한 지배방정식을 3차원 좌표계에서 표현하였다. 난류 유동 해석은 다양한 특성 시

간과 와(渦)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하나 제한된 컴퓨터 용량과 속도로 인해 직

접적인 해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주요 변수에 대해 시간 평균을 사용하는 전통적

인 방법으로 해석하였다. 이때 유동항과 같은 비선형항에 대한 시간 평균은 레이놀즈

(Reynolds) 전단력과 같은 변동상관항(turbulent fluctuation correlation)에 대한 모델이 요

구된다. 미지의 레이놀즈 전단력은 Bousinessq 가정을 이용하였고 난류점성계수μt는

Launder와 Spalding이 제시한 표준 k-ε 모델을 사용하였다. 2차 편미분 지배방정식은 검

사체적에 기초한 Patankar의 유한차분 방법을 사용하여 이산화 하였으며, 운동량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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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나는 속도와 압력의 연계는 SIMPLEC (Semi-Implicit Method for Pressure Linked

Equations Consistent)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나. 추적자 실험에 의한 3D 모델 검증

3D CFD 모델을 통한 내부 유동장을 침전조 깊이 및 수평방향 거리에 따라 방사선 검

출기를 설치한 동일한 지점들에서 순간 투입된 추적자에 의한 시간-농도의 곡선을 도출한

후 모델의 검증을 위하여 현장실험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개발된 3차원 침전조 모델은

두개의 하부모델(sub-model)로 침전조로 유입되는 고농도 고형물질의 침전특성을 평가하

는 정상상태 모델(steady state model)과 방사성 추적자가 순간 투입되는 비정상 상태 모

델(unsteady state model)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적으로 정상상태 모델로부터 고형물질이

유입되는 침전조의 유동특성을 결정한 후 방사성 추적자의 거동을 계산하기 위한 3차원

비정상상태 모델을 실행하였다. 비정상 상태의 이송방정식(transport equation)으로부터 계

산된 추적자의 시간-농도분포 곡선을 각 계측기가 위치한 격자점으로부터 도출하여 검증

결과를 얻었다. 이와 같이 유입수 조건(유량 및 유속, 부유고형물질 농도 등)에 따른 2차

침전지에서의 부유고형물질 제거효율 및 침전특성을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리 예

측ㆍ평가할 수 있다. 또한 내부 유체유동과 고형물질의 침전특성을 가시화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가 2차 침전지 운영 시 유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용

한 도구로의 활용이 가능하다.

다. CFD 모델이용 침전조 최적화 조건 도출 및 거동의 가시화

침전조 내부의 부유고형물질 제거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류벽의 설치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추적자 실험을 통하여 검증된 본 모델의 프로그램으로부터 도출되었다. 침전조

유입구 위치에 따른 고형물질의 전반적인 제거성능을 계산한 결과 유입구 위치가 낮을수

록 바닥 밀도류의 강도가 낮아지며 고형물질이 출구방향으로 휩쓸려 가는 현상이 감소되

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각 유입구 위치에 따라 입구 정류벽을 설치한 경우 침전지 내부

속도벡터장으로부터 유입구 위치가 높은 경우 입구 정류벽의 설치는 침전조의 성능을 개

선시켜 주었으나, 유입구 위치가 낮은 곳에서의 정류벽 설치는 오히려 밀도 폭포류에 의

한 하향류 흐름을 증가시켜 결국엔 성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침전조

의 수력학적인 구조에 따라 입구 정류벽의 위치를 설계하여야만 침전조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라. 침전조 구조 변경 CFD확인 실험

선행연구로 수행한 침전조 구조의 최적화를 위한 CFD 모델링 결과를 실험적으로 검증

하기 위해 방사성추적자를 이용하여 정류벽 설치 유무에 따른 침전조 유동분포 변화를 측

정하였다. 방사성추적자로 Tc-99m, 약 20∼40 mCi를 사용하였다. 실제 하수처리장 침전조

설계제원을 바탕으로 수리학적 상사(1/20)를 고려하여 아크릴 재질의 침전조 모형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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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였다(L×W×H : 2.6×0.4×0.2m). 실험결과, 침전조 내부에 정류벽을 설치함으로써 바

닥으로의 강한 밀도류를 감소시키고 출구 방향으로의 슬러지 휩쓸림 현상을 감소시키며,

settling zone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함을 방사성추적자를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가시화하였

다. 또한 정류벽 설치로 인하여 단락류의 portion이 48%에서 32%로 현저히 감소하고, 오

히려 침전조 내의 슬러지의 평균체재시간 분포 또한 940sec에서 810sec로 감소되는 유동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로 실시한 CFD 모델을 이용 침전조

최적설계 조건도출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방사성추적자 기술이 신규로 침전조를 설

계할 때나 기존 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한 구조변경 후, 이의 검증을 위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5. 산업적 이용 확산을 위한 시범실험 및 지원체제 구축

가. 매립관누설 탐사기술 개발

방사성추적자를 이용한 체재시간분포 측정으로 지하에 매립된 소방배관의 누설위치를 탐지하였다.

소방 배관의 누설은 주변 시설의 부식과 지반의 침하를 유발시켜 심각한 사고가 초래할 수 있다. 기

존에는 누설지점 탐지를 위하여 누설탐지 대상 배관으로 많은 수의 시추공이 필요하여 주변현장 여

건상 실험수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누설탐지 위치에 따른 배관의 체재시간분포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식을 고안하여 누설탐지 배관에서 유속을 일정하게 고정한 후 방사성추적자(131I)를 투입하고

평균체재시간을 측정하여 누설의 위치를 탐지하였다.

나. 산업계 긴급요구 추적자 기술

개발 중인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여 기술의 신뢰도를 높이고 개발된 기술을 기업체에 홍

보함으로서 기술이전의 기회를 높이고자, 국내의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체의 현장 애로사

항에 대하여 기술을 지도하였다. 기술지원은 방사성 추적자를 이용한 RTD 진단기술과
60Co 또는 137Cs 등 밀봉동위원소를 이용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방사성 추적자를 이용

한 사례는 부산환경시설공단의 소화조를 대상으로 준설 전ㆍ후의 효율변화를 46Sc를 이용

하여 측정함으로써 소화조 성능개선을 확인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밀봉동위원소를 사

용한 진단기술은 60Co를 이용한 증류탑 진단기술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그 외에 packed

bed 진단 및 pipe scan 등이 있었다. 전술한 대표적 사례를 포함하여 1~3년차 동안 10여

건의 산업체에 대한 기술지도가 있었으며 4차년도 부터 증류탑 진단기술은 산업체에 기술

이전을 하여, 해당 기업에서 기술을 실시하고 있다. 기술지도 결과 산업체의 애로 사항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으며 또한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동향에 대해 파악 할 수 있었

다.

다. 플랜트 종합진단 시범실험

정유설비 중 RFCCU (Regenerated Fluidized Catalytic Cracking Unit) 장치는 중질유로

부터 가솔린을 생산해내는 장치로서 수익률이 대단히 높고 항상 최적의 조건으로 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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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는 고부가가치의 장치이다. 본 공정에 대한 진단을 위해 Regenerator 장치의 일

부인 Catalyst cooler 및 riser를 대상으로 내부촉매의 유동상태를 60Co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Catalyst cooler의 regenerator 연결배관 상부에서 촉매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구간

을 확인하였고, 또한 Riser 부분에서는 Refractory 손상 또는 Coke층의 존재로 볼 수 있

는 패턴을 포착하였으며 이에 대한 확증을 위해서 추가적인 보완기술이 요구된다.

라. 환경/산업 평가용 추적자 기술 지원체제 구축

방사성추적자를 이용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소화조를 대상으로 가동 중 공정의 유효체적

과 부동층 영역을 정량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실제 소화조 플랜트를 대상으로 공정진단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개발기술을 검증하였으며,

그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추적자기술의 산업체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에 신기술

인증을 획득하였다(신기술인증서 제 209호 : “46Sc-EDTA 착물 추적자를 이용한 하수처리

시설 내 혐기성소화조의 유효체적 진단기술”). 이를 통해 차기 신규사업과제에 우선적으

로 본 기술이 도입됨으로써, 관련 환경산업 분야에 적극적인 홍보와 동시에 추적자기술의

환경산업 기술지원체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 연안 환경 추적자 기반기술 개발

가. 환경추적자 제조 및 투입/추적 기술

연안환경 표사의 거동 추적을 위한 방사성물질(192Ir) 표지모래를 제조하였다. 산화물 제

조법을 이용하여 추적 대상물질인 표사와 비중과 구성물질을 유사하도록 하였으며,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서 중성자 방사화 분석으로 표지모래의 Ir 조성비율을 확인하였다. 표지

모래의 운반과 투입을 위한 납 용기를 제작하였다. 표지모래의 운반은 물론 실험현장에서의

투입과정에서 실험자의 방사선 피폭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오염 사고 방지

를 위하여 운반용기를 투입에 적합토록 설계하였다. 표지모래와 용기는 현장 시범실험에서

성공적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투입된 표지모래의 추적을 위하여 GPS 신호와 방사선 계측신

호를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신호 처리 시스템과 NI-LabVIEW를 이용한 응용 소프트웨

어를 개발하였다.

나. 해저 방사능 추적용 detector sled 설계 제작

국내 연안의 해저에는 방치된 페그물과 어구 등으로 표사 추적을 위한 장비 운용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고 적은 양의 표지모래 투입을 위하여 계측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표지모래 추적용 detector sled를 제작하였다. 외형을 최대한 단순화시켜 장애물

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였으며, 연안에서의 시범실험을 통하여 연안 해저환경에서의 적용

성과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하였다. 수차례의 현장적용 실험을 수행하는 동안 외형과 견인방

법이 수정되었다. 현장 적용실험을 위한 실험 장소의 선정에는 연안 표사거동에 의한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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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부경대학교 연구팀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연안 환경추적 기술의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협력 예정이다.

다. 해양 계측데이터 처리 및 해석기술 개발

방사선 계수장치와 GPS 수신기로부터 동시에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계측장비를 자체

제작하였으며, 데이터의 효율적인 처리와 저장을 위해 NI사의 LabVIEW를 이용하여 프로그

램을 작성하였다. 또한 GPS 안테나는 선박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수신된 경위도 좌표는

선박의 위치이므로 정확한 해저 계측기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선박과 계측기간의 위치를

보정하였으며, 이를 다시 gTRANS 프로그램을 통해 WGS좌표계를 TM좌표계로 변환하였

다. 해사의 분포경향과 거동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계측데이터를 가시화하고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등농도 곡선(Isocount Contour Map)을 이용하여 추적자의 이동경로 및 확

산경향을 구하였으며, 각각의 수송 다이아그램(transport diagram)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추

적자의 주 이동방향 및 방향별 평균이동거리와 이동속도를 산출하였다.

라. 해저 core 시료 채취장비 개발

국 내외 기존의 관련연구 사례와 상용 corer를 비교 분석하고, 전문가의 의견 등을 통해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corer type을 결정하고 현장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술적 수정을 통해 세부설계를 하

였다. Corer의 동력원으로는 공압식(compressed air supply) 구동방식을 선택하였으며, 시료 채취방법

은 piston sampler type으로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corer의 특징은 부피가 작고 가벼워서

현장 적용성이 뛰어나며, core catcher와 refined piston을 이용하여 비교란 시료를 확보할 수 있고,

공압을 이용하여 채취길이 및 근입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제조된 corer의 성능

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전체적으로 원활히 작동하였으며, 시료의 비 교란성 확보에 주

안점을 두고 설계하였다는 측면에서 볼 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마. 선박장착용 표사추적시스템 개발

표사 추적을 위한 선박 장착용 계측시스템을 제작하고 실험장비(GPS, Antenna, Data

Acquisition System, Sled, Winch 등)를 효율적으로 장착 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하였다. 이를 위해 표지모래로부터 방출되는 감마선 계측장치를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의 고정부에 내장시켜 신호처리를 단일 시스템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장치를 제작

하여 선상에서 표사추적 시스템의 설치 및 운용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였

다. 방사성 표지모래 분포측정을 위해 기존의 rope를 사용한 견인방법 대신 선박에 장착하

여 운용 가능한 winch를 이용하여 sled를 견인하고 시료 채취용 corer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시범실험 및 환경 추적자 기술 지원체제 구축

가. 하천 오염확산 모델검증 시범 추적자 실험



- xiv -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지속적인 확보 연구에 이용되는 수리학적 모델의 검증 기술 개발을

위하여 방사성추적자 이용 하천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대상 하천의 일정구간에서 하천을 가로지르

는 6개의 축선을 따라 각 축선마다 10여개의 방사선 검출기를 고정시키고 하천의 상류에서 투입된

방사성추적자(131I)의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와 확산 패턴을 측정하였다. 하천 실험은 서울대학교에서

하천흐름 및 하상변동 해석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팀과의 협조로 진행되었으며, 향후 하천환

경에서의 추적자 이용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나. 해사이동 모델 검증 추적자 시범실험

방사성 표지모래를 추적자로 활용한 표사의 거동 추적실험 결과를 해사이동 예측을 위

한 모델의 검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해양모델의 검증 parameter 중 하나인 이동한계수

심(critical water depth) 인자를 사용하였다. 방사성추적자를 이용한 현장 시범실험을 위해

월성원자력 발전소 인근해역인 읍천리와 봉길리 해역에서 수행하였으며, 실험결과 읍천리

에서는 표사가 해안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관찰되었고 봉길리에서는 추적자가 2개월의

실험기간 동안 남쪽으로 최대 140m까지 이동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 지역 해안에서의

표사이동 한계수심에 대한 추적자 실험결과와 이동한계수심에 대한 몇 가지 제시된 실험

식을 검토한 결과, 파와 흐름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Van-Rijn의 초기이동 한계수심이

Ishihara-Sawaragi의 초기이동한계에 대한 실험식과 Sato-Tanaka의 표층이동한계식에 의한

수심보다 이 지역의 실제 해저질의 이동한계수심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댐누수 탐사 추적자 기술 시범실험

인공방사성동위원소 추적자를 이용하여 저수시설의 누수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의령군 소재 가수저수지를 대상으로 추적자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저수지는 저수용량이 45

만㎥으로서 2005년도에 실시한 시설물 안전상태 종합진단 결과, 누수현상 및 내구성, 기능

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상태였다. 누수현상을 탐지하기 위하여

Radioactive Cloud Migration Method를 이용하였다. 추적자로는 I-131(0.364MeV) 12mCi를

사용하였으며, 추적자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18개의 방사선검출기를 사용하였으며

추적자의 투입은 특수 제작된 주입장치를 이용하여 제수변 조작실로부터 30m 떨어진 수표

수심 1.5m에 투입하였다. 실험결과 북동쪽 여수로 방향으로 수표면 상의 추적자의 우세한

움직임이 계측되었으며, 북서쪽 제체 바닥부근으로 추적자의 미세한 움직임이 탐지되었다.

실험결과의 비교검증을 위해 동일 저수지를 상대로 2005년도에 수행한 물리학적 탐사기법

중의 하나인 전기비저항 탐사결과와 비교를 하였다. 전기비저항 탐사결과 중 추적자 실험구

간 내의 누수예상구간과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여수로 방향의 추적자의 우세

한 흐름은 구조물 외관상으로 상당한 누수현상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라. 해양환경 탐사 추적자 기술 시범실험

해양환경 탐사 추적자 기술 시범 실험 및 해수욕장의 장기적인 모래 유실 방지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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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체계적인 보전계획의 수립을 위한 해양조사의 일환으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방사성추적자 실험을 수행하였다. 사용된 방사성동위원소 추적자는 소량의 iridium을 포

함하는 인공모래가 산화물 제조법으로 제조되었으며, 현지의 모래채취를 통해 자연사와

유사한 밀도 및 입경분포를 갖도록 하였다. 해운대 앞바다의 방사성추적자 실험구간은 두

지점으로 하나는 동백섬 인근이고 다른 하나는 미포항 인근해역이다. 추적실험(scanning)

은 총 6회에 걸쳐 각각 투입지점에서 scan을 하였다. 추적자의 이동 방향과 속도를 분석

하기 위하여 등 농도곡선(iso-count contour map)을 구하였다. 계측된 데이터는 또한 파랑

및 조류의 이동특성과 같은 다른 측정결과와 함께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해운대 모래유실

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수립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

우 모래 이동분포 상황을 관찰함으로써 효율적인 연안관리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산업공정 분석에 필요한 방사성추적자기술 및 장비를 확보하여 정유, 화학, 시멘트 등 장치

산업에 대한 기술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설계, 건설 및 운전기술의 획기적인 향상을 할

수 있으며 방사성추적자기술을 이용한 연안 환경모델의 검증으로 환경모델의 신뢰성 향상

및 환경관리기술 고급화가 가능하다. 아울러 방사선관련 면허, 허가, 동위원소 취급기술, 추

적자 전문지식 등을 갖춘 방사성추적자기술 연구그룹 육성으로 산업계 및 환경분야에 대한

기술 지원에 대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이용기술의 연구 개발을

통한 원자력기술의 저변 확대하여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활용성이 있다.

- 추적자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산업공정 최적화를 이룰 수 있으므로, 제품의 품질이

향상되면서도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 환경분야에의 추적기술 활용으로 환경 모델의 정확히 검증으로 환경보존비용 절감 및 환

경보존에 기여할 수 있다.

- 추적자 실험을 통해 장치산업과 환경보존 기술발전에 필수적인 정보 제공하므로 산업 및

환경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 이를 통하여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외국에 의존하던 추적자 기술용역의 국내 대체로 외

화 절약 및 기술자립이 가능하며, 아울러 본 과제 수행을 통해 개발된 추적자 실험 장비들

은 계속되는 신기술 연구 및 실험에 활용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장비 기능을 개선하여 더

다양하고 많은 장비의 수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증류탑검사장비, 운반용기 등은 국내외 특허 출원을 완료하였으며 산업체에 기술이전 시

제공되었다. 증류탑 검사기술은 기술이전에 따라
60

Co를 이용한 대형 증류탑 진단을 필요

로 하는 기술수요시장의 확대가 전망된다.

-Injection system은 IAEA를 통하여 회원국에 제공되어 국내기술의 국제 위상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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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조 진단기술은 환경신기술등록으로 국내 환경관리사업소에 기술확대 실시 예정이다.

- CFD모델검증 추적자기술은 첨단기술로 추적자기술 이용확대에 기여할 것이며 연안환경

추적자기술은 해운대와 월성원자력발전소 근처 해안에서 해사이동 추적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환경보존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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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Ⅰ. Title

Development of Radiotracer Technology

Ⅱ. Objective and necessity

1. Objective

The project is aimed to develop the radiotracer technology for process optimization and

trouble-shooting to establish the environmental application of radiation and

radioisotopes.

2. Necessity

Korea has advanced process industry such as petroleum and petro-chemical industries

which are potential beneficiary for radioisotope technology. The radiotracer and sealed

source technology can provide process industries such as refinery, petro-chemical,

cement industries with the technology enhancement of capability of design,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process units by advanced analysis and measurement of on-line

diagnosis. For environmental application, radiotracer technology can improve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skills of environmental facilities by providing the validation

of environmental model. To develope the technology of industrial application of

radioisotopes, there should be the good cooperation of end-user as well as research and

development

a. Aspect to the technology

․ Enhancement of technology for process operation, optimization and design capability

by radioisotope technology.

․ Contribution to conservation of environment by introducing of fusion technology

between radioisotope and environment.

․ The radiotracer technology requires trained human resources of license of handling

radioisotope, radiation detection and measurement and has to be supported from

radioisotope producing facilities.

․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industrial application of radioisotope can promote

bases of wide range nuclear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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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spect to the economy

․ Quality control and cost saving by process optimization

․ Cost saving and enhancement reliability of an assessment of environmental impact

by validation of environmental model through radioisotope tracer

․ Foreign currency saving by localization of radioisotope technology

Ⅲ. Scope and contents

1. The advanced equipment and software such as high speed data acquisition system,

RTD model and high pressure injection tool have developed . The equipment are

applied for patent and the software is registered at official institute to enhance the

public trust.

2. For future technology, preliminary research for industrial gamma transmission and

emission tomography which are new technology combined radioisotope and image

reconstruction are carried out.

3. 3D CFD model of clarifier was developed and it was compared with the result

from radiotracer experiment. From the result, CFD parameter was obtained and

validation of CFD model is confirmed. From the validated CFD model we could induce

the optimal operation condition of clarifier. Finally we reconfirmed the optimal operation

condition induced.

4. Injector, detector sled, core sampler, RI&GPS data logging system are developed for

coastal environmental studies. There are case studies on radioisotope tracer for sediment

transport by using radioisotope tracer and equipment in Haeundae beach and coast area

near Wolsung nuclear power plant where the sand in the beach continued .

5. The demonstration experiment by using artificial radiotracer has been carried out in

Gasoo reservoir which is located at Kyung-Sang province. The experiment result showed

that leak was detected at the bottom which was matched with a result of electric

specific resistance detection had been carried out by the related management

organization.

6. The goal of the project is technology transfer to the industry. In this regard, the

technology of automatic gamma scanning and its equipment is transferred to N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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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And from the experience of case studies on radiotracer experiment in waste

water treatment facilities, "The New Environmental Technology" is granted from the

government.

Ⅳ. Result

1. Advanced equipment/software for radiotracer

a. Development of high speed DAS for fast flow

The demand on for tracing fast flow has been increasing for example, to trace a fast

gas flow in petrochemical plant or for a application like Computer Aided Radioactive

Particle Tracking. Because of this reason, to acquire the data without loss, the high

speed data acquisition system is necessary. To solve abovementioned problem upgraded

high speed data acquisition system using GPIB is developed. Data Aquisition System

consist of counter part, GPIB device and controller, the each part is designed at two

separated boards for each function. In addition to DAS board, LCD display board and

power supply board are added for assistance function. As a result the system consist

counter board, control&GPIB board, display board and power supply board which are

interconnected with internal cable. For PC control and communication, commercial

PCMCIA GPIB card from National Instrument (Co) is inserted to IBM-PC. The software

for controlling and communicating is constructed with LabVIEW from National

instrument.

b. Development of RT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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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ls have been investigated to analysis the flow behavior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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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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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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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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Development of tracer injection tool for high pressured system

There are growing demand for high pressured radiotracer injector as the use of

radiotracer increases. For example of RFCCU, in this reactor has fast flow and high

pressured gas which is several tenths atm. To diagnose the system, the injector that can

be used for high pressured environment is necessary. In RFCCU, there are two state of

flows. one is gas type and the other is solid powder type. So we developed two type

of injectors to trace each flow. Each injector designed to be operated under the pressure

of 150 atm. The performance test has been carried out in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 and Science. The test result shows both injector operates in 170 atm which is

above the designed level.

2. The development of advanced gamma scanning technique

a. Development of analysis method of gamma scanning result

To compensate the degrading and distortion of the signal from detector when the long

coaxial cable the detection system including the radiation detector, high voltage circuit,

pulse height analysis circuit, modem and battery. From the this design, the system can

be less sensitive to the electrical noise and we can recognize the abnormal phenomenon

such as weeping more precisely.

b Development of wireless detector for gamma column scanning

The existing automatic gamma scanner consist of step motor, encoder and single

channel counter that has long cable. The cable for signal has been used for pulling a

source and detector. That was one of drawback in view of safety. In this stage, detector

is designed to have wireless transmitter which lead to obviate the signal cable. In stead

of signal cable, the strong steel wire is used increase robustness. 10mW BIM module is

used as wireless transmitter which is free from licensing of radio-transmitter. The

wireless detector can transmit the signal as long as 140m which is sufficient for gamma

scanning when the maximum height of column is less than 100m.

c. Construction of data base of gamma scanning results

The software for effective analysis and systematic data management from the results

of column scanning using a sealed gamma-ray source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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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ed(KAERI-COLSCAN-DB). This was focused to visualize the density profile of

internal media in the facility of interest into 2D graph by one-stop click instead of

multi-step procedures where ASCII type data were treated and visualized by using a

general office software. Main features of this software are that more than 2

experimental graphs of results can be expressed concurrently and the drawings of

facilities are shown automatically by only a few click related to the design parameters

such as tray number, diameter, height of column. It is possible to manipulate graphs

delicately; move up/down-right/left and zoom in/out etc. From the field experiment

data accomplished on preflash column in GS Caltex, it was confirmed that the

developed software could do data management efficiently and results analysis

positively.

d. Industrialization of gamma column scanning technology

Korea has advanced process industry of petroleum and petro-chemical industries which

are operating a lot of distillation columns. The gamma scanning technology can provide

visible information on liquid level flooding, weeping, damaged tray and etc. By the

on-line diagnosis by gamma scanning, quality control and cost saving can be achieved.

To industrialize the gamma scanning, the gamma scanning technology and its

equipment are transferred to NDT company as the technology transfer contract was

concluded. In the contract,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agreed to transfer

the all right to the company for technical fee of $53,000. As the contract was concluded,

the number of practice on the gamma scanning is expected to be growing.

3. Development of future technology of radiotracer

a. Estimation of residual lifte time of catalyst by measuring of spectroscope of

scattered radiation.

In order to evaluate its lifetime of on-line process, the introduction of application

technology for the diagnosis of industrial process using gamma radiation was considered

and anew measurement for the evaluation of reaction zone and density variation of

catalyst in a desulfurizing vessel using scattered gamma radiation has been studied.

Vertical density profile of packed materials in the reactor at various elevations can be

plotted by detecting and analyzing scattered radiation, which shows different counts

depending on the density of materials when traversing the reactor. The reaction zone

between unused catalyst and relative amount of two materials can be evaluated by

analysis of minute difference of scattered gamma radiation spectra at a specific energy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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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easurement of cross-sectional density distribution by using high energy

transmission gamma ray

The lab scale gamma ray transmission tomography system is developed for

measurement of cross-sectional distribution of the reactor. We designed 1st generation

gamma transmission tomography using single source and detector pairs. The maximum

object size to be scanned is 50cm. Image reconstruction software based on Algebraic

Reconstruction Technique(ART) and Filtered Back Projection(FBP) was constructed. The

gamma tomography uses higher energy gamma ray sources as 137Cs and 60Co for

transmission modality. 1×1, 2×2 inch NaI(Tl) detector uses to measure gamma

radiation. And various phantoms similar to industrial object are introduced and tested

at different counting time, scanning grid and sources. By gross counting method,

maximum counts is 6,000cps and total measurement time is one and half hour at

measurement of 1632 beams

c. Measurement of radial distribution of tracer by detecting gamma emission

To measure the distribution of radiotracer, the detection probability for each pixel at

measurement cross section should be calculated. Those detection probability can be

calculated by Monte Carlo method code simulation. Experimental setup consist of 40cm

dia vessel which is filled with water and two sources. One is 2cm dia and 2.66mCi,

the other is 8.3mCi Tc-99m, and two source are separated at 20cm distance inside the

vessel. Out side of the vessel 8 set of 1×0.5 inch NaI detector was located and the

detector set rotates by 45degree to generate 8 view as result total 64 measurement can

be obtained. The image reconstruction software has been created based on Expectation

Maximization(ML) algorithm. Experimental result show that it is well matched with the

tabulated data of each sample.

4. Radiotracer/CFD Application technology

a. Development of 3D clarifier CFD model

A 3-D computer model was developed and evaluated briefly in order to figure out the

complicated 3-D tank geometries of a real clarifier. The 3-D feature can be incorporated

simply by the components such as two inlet ports, outlet weirs on the water surface

and the sidewall of clarifier. This configuration is not easy to be accurately taken into

account in a 2-D model. A 3-D computer model for the resolution of the flow

characteristics of a secondary clarifier requires of a set of conservation equation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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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ity and momentum, turbulent kinetic energy k, dissipation of turbulence energy

and solids concentration (Patankar, 1980). Time averaging of an instantaneous

momentum equation cause the unknown correlations of the fluctuating components of

velocity called Reynolds stresses. The most common practice is to use the Bousinessq

hypothesis, in which Reynolds stress can be replaced by the product of the mean value

of velocity gradient and a quantity termed turbulent viscosity. The popular approach is

the use of the two-equation (k-ε) model by Launder and Spalding, where a

Prandtl-Kolmogorov relationship is used to correlate the turbulence viscosity, μt to the

turbulent kinetic energy and its dissipation rate. A control volume-based finite

difference method by Partankar is used for the discretization of the general 2-D

governing equation together with the SIMPLEC (Semi-Implicit Method for Pressure

Linked Equations Consistent) algorithm for the pressure-linked momentum equation.

b. Validation of 3D CFD model by radiotracer experiment

3-D computer model was validated by the comparison with the experimental data

(November 4, 2003). Detection was performed at 20 points in the full-scale clarifier,

including the inlet and the exhaust opening. The detection points were located at 2.3m

away from the sidewall of clarifier, in order to eliminate the wall effect in

measurement. RTD curves calculated from 3-D model show relatively narrow width

except the RTDs near the water surface, which may be induced from the lack of

x-(wide) and y-(vertical) directional convection. Maximum concentration time in RTD

profiles is generally in good agreement with the experimental RTDs throughout the

tank but minor differences are observed on the initial arrival time in the settling and

withdrawal zone in clarifier. This disparity has not significant effect on the evaluation

of flow characteristics because only a relatively small quantity of tracer is included in

this retention time. Contrary to the 2-D RTD profile in the exit, RTD curve from 3-D

model shows good agreement with maximum concentration time due to the possible

description of 3-D effluent weirs in a 3-D model.

c. Visualization and optimization of clarifier by CFD model

Parametric study with the structural changes of a clarifier was performed to control the

effect of density current and thereby improve the performance of a secondary clarifier.

Inlet structures play an very important role in dissipating the inlet energy and thereby

reducing the impact of density currents. The lower inlet position lessened the strength

of density currents and could become an important design factor for the clarifier wit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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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length. But the perfect interception of density currents was not easy only by the

modification of the inlet design. This research has demonstrated that hydraulic

performance and SS removal can be improved by the suitable location of baffle plates

within the clarifier.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in-tank baffles distribute the influent

solids evenly in vertical and horizontal directions. They also serves to reduce the

impact of density currents, causes recirculation within the settling zone of the clarifier,

leads to increased retention time, leads to increased flocculation of the activated sludge,

and results in improved solids removal. For the bottom inlet position, however, the

installation of inlet baffle degraded the performance of a clarifier due to the density

waterfall phenomena right behind the baffle. Therefore, in-tank baffle designs through

the numerical analysis should be carried out to improve the hydraulic performance and

the removal efficiency of suspended solids. The outlet configuration also affects the

performance of a clarifier. The impacts of the carryover can be minimized by diverting

properly the density currents away from the effluent weir and by locating the effluent

weirs outside the influence region of the density current.

d. Radiotracer experiment to confirm CFD result on the optimal operation

The experiment on hydrodynamic behaviors of the clarifier with an interior baffle in

WWTP. was implemented by using of radiotracer Tc-99m(20∼40 mCi) to verify the

results of CFD modelling in previous study. The model clarifier was manufactured

with consideration to hydraulic similarity(1/20) of a real plant(L×W×H : 2.6×0.4×0.2m).

By installation of an interior baffle to the clarifier, the strong density current at the

bottom of the clarifier decreased substantially and increased the area of settling zone,

which were visualized successfully by using a radiotracer and surfer software. Also the

portion of short circuit changed from 48% to 32% and mean residence time of sludge

decreased from 940sec to 810sec, which is corresponding to the results of CFD

modelling. As a result, it is anticipated that radiotracer technology can be used as an

important tool for designing new wastewater treatment plants and verifying their

performances

5. Demo experiment and technical support system for the industrial application

a. Leak detection of underground pipe line

The leak point of a buried fire pipeline were identified by measurement of the

residence time distribution of a radiotracer. The leak phenomena can become a serious

disaster by leading to the pipe corrosion around the facilities and ground subsidence.

Among the previous techniques for the leak detection, leak detection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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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mpanied by a lot of difficulties and dangers because many exploratory holes had

been needed around the buried pipeline. In our research group the leak points in a

buried pipeline were detected successfully by injecting radiotracer 131I and by

application of the equation developed to estimate and predict the variation of

radiotracer residence time.

b. Radioisotope techniques for problem solving in industries

The various technical supports to petrochemical and refinery industries for problem

solving have been practiced as a part of an effort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the

developed technology by field application and to keep close public relation with those

industries. The technical supports can be divided two category; one is radiotracer and

the other sealed radioisotope source. The representative application areas of radiotracer

are anaerobic digester and clarifier in wastewater treatment plants, in which residence

time distributions of radiotracer were measured to identify the problems. In case of

sealed soruce application, gamma scanning and pipe scaning have been practiced for

distillation tower, connection pipeline, packed bed reactor and trayed colums by using

a 60Co or 137Cs. Based on the examples of successful technical supports, the

distillation diagnosis technique using sealed source was now transferred to a business

enterprise for the commercial service .

c. Demonstration experiment of multi-modality radioisotope technique for RFCCU

RFCCUs(Residue Fluid Catalytic Cracking Units) are widely used facilities in the

petroleum refinery industry which convert heavy oils into gasoline, middle distillates

and gaseous products. The diagnostic experiment were accomplished to investigate the

distribution patterns of the fluidized catalyst and the abnormal distribution region of

the inner media in both a catalyst cooler and a catalyst riser belonging to RFCCUs by

using a 60Co gamma source. In catalyst cooler, a relatively low amount of catalyst was

identified especially at the upper part of the connection point at which the pipeline

from a regenerator was joined. In the case of catalyst riser, the area which was

supposed to be deposited coke layer or damaged refractory was localized successfully

at the lower part of the region connected to the nozzles.

d. Construction of radiotracer support system for the evaluation of environmental

facilities

The technique for determination of active volume quantitatively and localization of

stagnant zone at anaerobic digester in wastewater treatment plant was develop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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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a radiotracer . And it was verified from the various field application tests which

had been practiced between 1999 and 2005. Based on the those application records and

experiences, our research group obtained the environment certificate for new excellent

technology(No. 209; "In-service Measurement of Effective volume of Anaerobic Digester

in Wastewater Treatment Plant by using a Radiotracer 46Sc-EDTA")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is is expected to become the foundation for radiotracer support

system and public relation to the environment industries.

6. Development of tracer technology for coastal marine environment

a. Development of equipment of injection/tracing of the marine tracer

The crystalline materiasl doped with iridium having a similar composition and

density to those of the bedload sand collected from the research area was produced

by the oxide-route method at research nuclear reactor HANARO. A radioisotope

container was specially designed to inject the radiotracer from 1m above the sea

bedload without radioactive contamination during the transport from the nuclear

reactor at KAERI. The position data from the DGPS and the radiation measurement

data are collected concurrently and stored by means of the application software

programmed with the LabVIEW of the National Instrument.

b. Design and manufacture of detector sled for sediment transport

The conditions for sand tracking using a radiotracer are difficult in consideration of

a lot of abandoned fishing nets and fishing implements at the seabed in Korea. The

specially designed detector sled for tracing labelled compounds in the seafloor was

developed to overcome these conditions and to maximize radioisotope detection

efficiency. The detector sled was manufactured to be as simple as possible for the

minimization of those effects caused from obstacles in the seabed. The availability of

field application and system stability were verified successfully by a field performance

test.

c. Development of processing and analysis of sediment transport data

Radiation counter and detection system were manufactured by our research group.

The position data from a DGPS and the radiation measurement data were collected

concurrently and stored by means of the application software programmed with the

LabVIEW of the National Instrument. The position data was reprocessed to represent

the real position of the radiation detector under water using the developed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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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the antenna of DGPS was located on not the seabed but the boat. And data

were changed to TM coordinate from WGS coordinate by using a gTRANS software.

The measured data were visualized to show the distribution patterns of bedload sand

with a time by using isocount cotour mapping method. The main transportation

directions, lengths and velocities were calculated by comparison with each transport

diagram quantitatively.

d. Development of core sampler in sea bed

The optimum corer for sampling radioactive sand in a seabed was designed after the

comparison/analysis with commercial corers in a market and performance tests related

to this research and the technical feasibility study for field application. The operation

power of the developed corer is supplied by compressed air and core sampling is a

piston sampler type. Main features of the corer are small in size and light in

transportation then the capability for field application is outstanding. Undisturbed

samples can be guaranteed by introduction of core catcher and refined piston.

Sampling length and depth can be regulated by compressed air efficiently. Also, the

performance was verified successfully by the field application of the developed corer.

e. Development of console system built in boat for sediment transport study

Experimental apparatus(GPS, Antenna, Data Acquisition System, Sled, Winch etc.)

and the console system of experimental apparatus which was designed to be installed to

the ship efficiently were manufactured for the sand tracking in the seabed. The drawing

method of a detection sled by a winch was introduced instead of the previous one in

which a rope was used. Also core sampler can be attached to the ship for tracking

radiotracer distribution with a time efficiently.

7. Demo experiment and supporting for hydrology by radiotracer

a. Tracer study for contamination diffusion in river

The radiotracer experiment in river environment was implemented for the

development of verification technique of hydraulic river model used for the effective

water resources management. The concentration data of radiotracer(131I) and diffusion

patterns were measured at 6 lateral detection points within the range of experimental

area of the river with a time and 10 NaI scintillation detectors were installed at each

lateral point perpendicular to the flow direction. The field experiment was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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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llaboration with the group in seoul national univ. whose research area was

analysis and modeling of river flow and bed elevation change

b. Field experiment of tracking sediment transport

As one of the parameters for validation of marine models, critical water depth was

used for the radiotracer experiment in a coastal environment. The field test for coastal

application of radiotacer technique were practiced at the seashore of Upchun-ri and

Bonggil-ri near Wolsung nuclear power plant. In Upchun-ri, bedload sand moved to

the seaside gradually and in Bonggil-ri, the sand transported 140m in max. to the

south during 2 month. In comparison with critical water depth equations suggested

from other researchers, the initial critical water depth equation of Van-Rijn which took

both wave and flow effects into account was considered to be more appropriate than

those of Ishihara-Sawaragi and Sato-Tanaka to this coastal area.

c. Field experiment of safty assessment and leak detection in reservoir

The radiotracer experiment was implented to identify the leak phenomenon at Gasu

reservoir at Gyungsannamdo Euryunggun by using a radioisotope I-131. Radioactive

Cloud Migration Method was applied and total 18 NaI detectors were used to trace

minute water migration. As a tracer I-131(0.364MeV) of 12mCi was injected at the

point 30m away from the key control room and 1.5m in depth from the surface. As a

results, predominant water migration to the spillway north-eastwardly was detected,

and minute water flow was found at the bottom of the north-westward reservoir bank.

This consequence corresponded to the results of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which had

been practiced before at the same reservoir because of the leak problem.

d. Field application of costal marine environmental tracer technolgoy

Haeundae beach is one of the most famous resorts in Korea and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special tourism district. However, the length and width of the beach are

being reduced continuously, the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dynamic behavior

of sediments in the coast for the systematic preservation plan of coastal environment.

Radiotracer technology was applied to investigate the possible variations in

sedimentary distribution and quantify the characteristics of sediments using radiotracer.

After the injection of radiotracer, 6 scans were performed for 155days. The main

patterns of distribution of tracer in near Dongbaek island and Mipo port around

Haeundae beach are identical each other at first. But the characteristics of distribution

pattern were changed continuously and were subjected to the temporal variation of

climate such as storms. The bedload sands in Haeundae beach moved north-eastwardly

in summer and changed to westwardly with a time and transport velocity of sand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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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r Dongbaek island was faster than that of Mipo port, which might cause sand loss

more seriously at Dongbaek island.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distribution

pattern in sediment transport for a long term considering other surveys on waves and

tides comprehensively.

Ⅴ. Plan of utilization of the achievements

By the result of research project of the radiotracer technology we can get the benefits

as followings

- Process optimization of petroleum, petrochemical plant and environmental facilities by

using the RTD, gamma scanning, flow rate measurement, gamma ray tomography, as

result quality control and cost saving can be achieved.

- The advanced equipment and software developed will be used in succeeding research

project.

- The gamma scanning technology and its equipment are transferred to NDT company

as the demand on the gamma scanning is expected to grow.

- Injection system is exported to RCA member countries through IAEA.

- The technology for on-line diagnosis of sludge digester by using radiotracer was

selected as "New technology of environment"

- CFD-RTD has been a good example for good cooperation between computer modeling

and radioisotope tracer

- There are several remarkable case studies on radioisotope tracer for marine coastal

environment such as sediment transport studies in Haeundae beach and coast area near

Wolsung nuclear power plant.



- xxx -

C O N T E N T S

Chapter 1. Introduction ……………………………………………………………………………1

Chapter 2. Status of technology …………………………………………………………………3

Section1 Foreign case ……………………………………………………………………………3

Section2 Domestic case …………………………………………………………………………3

Chapter 3. Contents and result……………………………………………………………………5

Section 1 Advanced equipment/software for radiotracer ……………………………… 5

1. Development of high speed DAS for fast flow ……………………………………5

2. Devlopment of RTD model …………………………………………………………… 40

3. Development of tracer injection tool for high pressured system ……………… 43

Section 2 The development of advanced gamma scanning technique …………………48

1. Development of analysis method of gamma scanning result ……………………48

2. Development of wireless detector for gamma column scanning…………………51

3. Construction of Database of gamma scanning results………………………………54

4. Industrialization of gamma column scanning technology………………………… 57

Section 3 Development of future technology of radiotracer…………………………… 59

1. Spectroscopic measurement of scattered radiation to estimate residual life time of

catalyst…………………………………………………………………………………………………59

2. Measurement of cross-sectional density distribution by using high energy gamma

transmission tomography………………………………………………………………………… 65

3. Development of technology of measurement for radial distribution of tracer…72

Section 4 Radiotracer/CFD Application technology ………………………………………76

1. Development of 3D clarifier CFD model …………………………………………… 76

2. Validation of 3D CFD model by radiotracer experiment …………………………78

3. Visualization and optimization of clarifier by CFD model ………………………82



- xxxi -

4. Radiotracer experiment to confirm CFD result on the optimal operation………83

Section 5 Demo experiment and technical support system for the industrial

application‥……………………………………………………………………………………………87

1. Leak detection of underground pipe line …………………………………………… 87

2. Radioisotope techniques for problem solving in industries……………………… 99

3. Demonstration experiment of multi-modality radioisotope technique for RFCCU ·

…………………………………………………………………………………………………………108

4. Construction of radiotacer support system for the evaluation of environmental

facilities…………………………………………………………………………………………………124

Section 6 Development of tracer technology for coastal marine environment……… 127

1. Technology of manufacturing and injection/tracing of marine tracer………… 127

2. Design and manufacture of detector sled for sediment transport……………… 129

3. Development of processing and analysis of sediment transport data………… 130

4. Development of core sampler in sea bed…………………………………………… 135

5. development of console system built in boat for sediment transport study… 136

Section 7 Demo experiment and supporting for hydrology by radiotracer………… 138

1. Tracer Study for contamination Diffusion in River……………………………… 138

2. Field experiment of tracking sediment transport………………………………… 140

3. Field experiment of safety assessment and Leak detection in reservor…… 145

4. Field application of costal marine environmental tracer technolgy…………… 148

Chapter 4. Achievement of research goal and contribution …………………………… 165

Chapter 5. Plan of utilization of the achievements ……………………………………… 168

Section 1 Need for further study…………………………………………………………… 168

Section 2 Application to the related research…………………………………………… 169

Section 3 Plan for industrialization………………………………………………………… 170

Chapter 6. Technical information and material related to the project ………………… 171



- xxxii -

Chapter 7. Reference …………………………………………………………………………… 172

Sponsoring Research 1 ………………………………………………………………………… 178



- xxxiii -

목 차

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1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현황…………………………………………………………………………3

제1절 국외 기술개발현황……………………………………………………………………………3

제2절 국내 기술개발현황……………………………………………………………………………3

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5

제1절 고기능 추적자 장비/소프트웨어 개발……………………………………………………5

1. 고속유체 추적용 DAS 개발…………………………………………………………………5

2. RTD 복합수치모델 개발……………………………………………………………………40

3. 고압용 추적자 투입장치 개발…………………………………………………………… 43

제2절 증류탑 검사기술의 고도화 ………………………………………………………………48

1. 증류탑 진단결과 분석기법 개발………………………………………………………… 48

2. 증류탑 검사장비 무선화……………………………………………………………………51

3. 증류탑 진단결과의 DB구축 ………………………………………………………………54

4. 증류탑 검사기술의 실용화 ……………………………………………………………… 57

제3절 추적자 신기술 개발……………………………………………………………………… 59

1. 촉매 수명평가를 위한 산란 방사선 분석기술 개발……………………………………59

2. 반응기 단면 밀도 계측 기술 개발……………………………………………………… 65

3. 추적자 단면 분포 계측 기술 개발……………………………………………………… 72

제4절 추적자/CFD 상호 활용 시범기술 개발 ……………………………………………… 76

1. 침전조 3D CFD 모델 제작 ……………………………………………………………… 76

2. 추적자 실험에 의한 3D CFD 모델 검증 ……………………………………………… 78

3. CFD 모델이용 침전조 최적화 조건 도출 및 거동의 가시화……………………… 82

4. 침전조 구조 변경 CFD확인 실험……………………………………………………… 83



- xxxiv -

제5절 산업적 이용 확산을 위한 시범실험 및 지원체제 구축………………………………87

1. 매립관누설 탐사기술 개발…………………………………………………………………87

2. 산업계 긴급요구 추적자 기술…………………………………………………………… 99

3. 플랜트 종합진단 시범실험……………………………………………………………… 108

4. 환경/산업 평가용 추적자 기술 지원체제 구축……………………………………… 124

제6절 연안 환경 추적자 기반기술 개발………………………………………………………127

1. 환경추적자 제조 및 투입/추적 기술……………………………………………………127

2. 해저 방사능 추적용 detector sled 설계 제작…………………………………………129

3. 해양 계측데이터 처리 및 해석기술 개발………………………………………………130

4. 해저 core 시료 채취장비 개발………………………………………………………… 135

5. 선박장착용 표사추적시스템 개발……………………………………………………… 136

제7절 시범실험 및 환경 추적자 기술 지원체제 구축…………………………………… 138

1. 하천오염확산 모델검증 시범 추적자 실험…………………………………………… 138

2. 해사이동 모델 검증 추적자 시범실험………………………………………………… 140

3. 댐누수 탐사 추적자 기술 개발 및 시범실험………………………………………… 145

4. 해양환경 탐사 추적자 기술 시범실험………………………………………………… 148

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165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68

제1절 추가연구의 필요성……………………………………………………………………… 168

제2절 타연구에의 응용………………………………………………………………………… 169

제3절 기업화 추진내용………………………………………………………………………… 170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171

제 7 장 참고문헌…………………………………………………………………………………… 172

위탁연구 1 ………………………………………………………………………………………… 178



- 1 -

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방사성 추적자 이용기술개발과제는 1997년부터 원자력중장기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어왔다. 1단계에서는 산업공정 및 환경평가를 위한 기반기술을 개발하였으며 그 결

과 산업공정 최적화를 위한 추적자 이용기술 개발, 증류탑 검사장치 및 검사기술 , 유속

및 마모측정기술, 누설탐지장비개발, 피스톤 링 회전 추적기술, 체재시간분포 측정/분석기

술 개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추적자이용 기반기술 개발, 수처리시설 최적화를 위한 추적

자기술개발, 해양환경용 추적자장비개발 등을 수행하였다. 2단계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RI

표지추적자 제조기술 개발, RI injection tool 설계제작, 증류탑 검사장비 개발, 추적자 방

사선계측장비 개발, 다중계수처리 시스템 개발, 위치/방사선 계측치 통합기록시스템 개발,

방사성추적자 운반용기 개발, RTD분석 Program 개발, 석유화학플랜트 진단기술실용화,

Column Scanning 기술 산업적 활용, 체재시간분포 측정기술 시범, On-line 마모추적 기술

및 해석 기술 시범, 하수처리시설 성능/고장 진단, 슬럿지의 소화조내 체재시간 및 부동

층 측정, 침전조 진단 실험, 혼화조에서의 하수 RTD 측정, 전산유체역학(CFD)/추적자 복

합응용기술, 원형 및 장방형 침전조 CFD모델 작성, RTD 이용 모델 검정, CFD 이용 추적

자실험결과의 가시화, 연안환경 추적자 기술수요조사, 기술현황 및 국내 수요조사 , 침전

물 이동추적 기반기술개발, 해사 추적자 제조, 투입 기술, 해저 방사능 추적기술(방사선측

정/GPS), 데이터 처리 및 해석기술 등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최종 단계인 3단계 4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추적자 이용기술의 산업화 및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추적자 이용기술의

시범실험을 수행하였다. 최종단계에서는 추적자기술의 산업화를 위한 노력과 아울러 후속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추적자 신기술개발에 주력하였다.

방사성 추적자 및 밀봉동위원소를 이용한 산업진단 기술의 산업화를 위하여, 고속 Data

acquisition system 개발, RTD 복합수치모델 등 고기능 추적자 장비/소프트웨어를 개발하

여 특허출원 및 프로그램 등록하였으며 고압 추적자 투입장치를 개발하여 공공기관의 성

능인증서를 획득하여 추적자 장비에 대한 공신력을 높였다. 방사성 추적자 및 밀봉동위원

소를 이용한 신기술 적용분야를 개발하기 위하여 산란스펙트럼을 이용한 탈황촉매수명평

가기술을 등을 개발하였으며 차기 단계를 위한 추적자 신기술과 관련하여 방사성 추적자

와 영상 이미지 복원기술을 이용한 추적자 단면 분포 측정기술 개발, 고 에너지 감마선

측정 및 영상 이미지 기법을 이용한 반응기 단면 밀도측정기술개발 등 향후 신기술에 대

한 기반연구를 실시하여 후속연구에 대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방사성추적자이용

CFD모델 검증기술과 관련하여 하수처리장의 침전조에 대한 3차원 CFD모델을 제작하고

방사성추적자를 이용하여 검증실험을 하여 모델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침전조의 최적운전조건에 대한 구조변경 조건을 구하였으며 모형 침전조를 제작 및 방사

성추적자 실험을 통하여 성능개선을 확인하였다. 연안 환경 추적자 기반기술 개발과 관련

하여 환경추적자 제조 및 투입/추적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국내 연안환경에 적합한 해저

방사능 추적용 detector sled, 해저 core 시표 채취장비, 선박장착용 방사선/GPS 연동 계

측장치를 제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모래 유실 등 해양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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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인근 해수욕장 및 부산해운대 해수욕장에 대하여 시범 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연안 정비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인공방사성동위원소 추적자를 이용하

여 저수시설의 누수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의령군 소재 가수저수지를 대상으로

추적자 실험을 수행하였다. 해당 저수지는 시설물 안전상태 종합 진단 결과, 누수현상 및

내구성,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상태였다. 방사성추적자 실험

결과 저수시설 바닥에서 누수지점을 탐지 할 수 있었으며 해당 관리단체에서 이전에 실시

한 전기 비저항 탐사와 일치하는 결과를 획득하여 추적자실험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본과제의 최종목표인 산업화/실용화와 관련하여 이전 단계에서 개발한 자동증류탑 검사

장치에 대해 성능개선 후 증류탑 검사 해석기술과 함께 유망 중소기업에 기술이전을 하였

으며 중소기업청의 기술이전사업 등 후속연구를 추진하였다. 또한 방사성추적자를 이용한

환경시설 진단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신기술 인

증을 획득하였다. 이로 인하여 국내 환경시설 기술의 유용성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기술의 산업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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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1절 국외기술개발현황

미국, 프랑스, 노르웨이 등의 대학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산업공정의 가동 중 문제점 해

결과 설비의 가동효율 극대화를 위한 영상진단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

며, 방사성추적자 실험결과의 해석과 입체적인 가시화를 위하여 전산유체역학(CFD) 활용

기법과의 상호 연계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석유화학 산업의 trickle 또는

packed bed reactor 등을 대상으로 pan beam type 측정시스템의 연구가 상당히 수행되었

으며, 개봉 감마선원을 이용한 공정유체의 유동특성에 대한 이해를 통한 가동 중 주요공

정의 진단 및 효율 최적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는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를 동하여 감마선원을 이용한 산업

공정진단기술 (Industrial process gamma tomography)의 연구개발을 증진하고, 관련기술

전문가들을 파견 및 RCA/Regional Training Course 등을 통하여 관련기술을 연구를 장

려하고 있다. 또한 극한 산업 환경에 적용 가능한 방사성표지화합물 제조기술에 대한 연

구는 물론 원자로에서의 감마핵종 생산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제한을 받는 경우를 위하여

추적자로서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산업용 RI 발생장치에 대한 연구가 CRP과제로 추진

중이다.

미래 환경자원의 지속적 개발과 보존의 일환으로 수자원 관련시설의 운용과 문제해결

분야에 원자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규모 저수시설의 건

전성 평가 및 하천 오염 확산 예측모델의 검증 그리고 연안 보존과 해양산업 개발에서 요

구되는 높은 신뢰도의 검증도구로서 원자력 기술의 활용이 진행되고 있다.

제2절 국내기술개발현황

방사성동위원소 및 표지화합물을 이용한 산업공정 진단에 필요한 기반 기술과 장비 등

을 개발하여 석유화학과 환경산업의 시설 진단을 통한 시범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

하여 국내 대형 종합설비에 대한 가시적인 진단기술 수요가 증대되는 추세이며 정유 산업

의 고부가 대형설비를 대상으로 하는 밀봉/개봉 감마선원을 활용한 종합적인 플랜트 진

단 시범실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국내 산업계에 대한 기술의 유용성과 안전

성을 입증하고 긍정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공정진단 미래 신기술 개발에 필요한

투과 감마선 이용 내부 단면이미지 측정 등의 기반기술 개발을 수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으며, 가동 중 공정을 대상으로 공간 해상도는 물론 시간 해상도 향상을 위한 향후

연구가 지속될 계획이다. 연안에서의 해수욕장 모래 유실, 항로 매몰과 해빈변형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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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정부기관에서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신뢰도 검증과 체계적이고 실증 가능한 측정방법으로서 원

자력 기술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추적자 시범 실

험을 추진하여 가시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수자원의 개발과 보존을 위한 RI 이용기

술을 개발하고 기술의 보급을 위한 사례 확보를 위하여 현장 적용실험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한 기반연구가 진행 중이다. 현 단계까지 개발된 연구결과가 국내외 기술개발현황

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다음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2-1. 연구결과가 국내외 기술개발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선진국
국내

% 비고

․유속 측정기술 90 ․peak-to-peak법 확보

․RTD 측정기술 80 ․기반장비, S/W개발 및 다수 현장 시범

․부피 측정기술 20 ․산업계 요구 시 개발

․혼합도 측정기술 10 ․일부 확보

․유로 막힘 탐사기술 10 ․산업계 요구 시 개발

․누설 탐사기술 10 ․일부 확보

․증류탑 검사기술 90 ․기술이전 및 산업화 단계

․마모도 측정기술 20 ․현장 적용

․부식 측정기술 10 ․연구 예정

․공해물질 추적기술 10 ․시범 실험

․해사이동 추적기술 50 ․기반장비 개발 및 시범 실험

․침적물 추적기술 10 ․연구예정

․준설물 투기위치 평가 10 ․차기단계 개발

․하천 오염물 확산 추적 30 ․시범 실험

․CFD/RTD 활용기술 50 ․시범 실험

․대형 감마선 영상 진단기술 10 ․차기단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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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고기능 추적자 장비/소프트웨어 개발

1. 고속유체 추적용 DAS 개발

본 연구과제에서는 방사성추적자 실험전용 계측기를 개발하여 사용하여 왔다. 기존의 계측

장비의 특성은 RS232C 통신과 최대 24채널의 방사선 계측지점, 채널당 최대 10 sample/s

등으로 요약된다. 이는 평균체재시간이 수십 초에서 수십 일의 범위 내에 있는 산업공정에

대한 실험들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다. 최근에 석유화학시설에서의 추적자 기술 적

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장비로는 측정이 어려운 고속 유체의 거동에 대한

정보 획득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고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Computer Aided Radioactive

Particle Tracking, Industrial Process Gamma Tomography 등 산업공정 진단을 위한 차세

대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진행되는 연구에서도 고속 데이터 획득 장치가 필수적으로 개발

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GPIB (General Purpose Interface Bus) 통신기능

을 내장한 다중 채널 계수처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고속유체 추적용 Data acquisition

system은 counter board와 main board로 되어있으며 24개의 방사선 계측 회로의 출력펄스

를 계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counter board는 counter 전용 chip인 8254 8개로 24개

채널을 구성하였고, CPU를 microchip사의 PIC16F877을 사용하여 main board를 구성하였

고 8254로 구성된 counter board로부터 2진 count 한 후 ASCII 변환 후 control PC로 전송

하는 것을 제어한다.

(1) channel setting
Counting interval 

setting
(2) saving counting 

data 

Control PC

GPIB

Microcontroller
PIC16F877

Random access 
memory

24 counters

LCD control 
circuit

24 radiation 
detecting 

circuits

24 gamma ray 
sensors

(detector)

LCD Display

다 채널 계수 장치

그림 1-1. 다채널 계수 장치의 구성

가. counter board

고속 유체 추적용 DAQ의 counter board의 구성은 counter 전용 IC인 82C54를 8개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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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24 채널을 구성하였다. 82C54는 3개의 독립적인 16bit counter를 내장한 IC로 6개의

program이 가능한 counter mode와 binary 또는 BCD mode의 counting을 할 수 있다.  

 

그림 1-2. 8254 counter chip의 diagram

8254 counter IC는 16bit로 계수하여 8bit의 data bus로 전송하기 위하여 하위 8bit 와 상

위 8bit를 한 번씩 읽게 된다. 이때 하위 8bit를 먼저 읽고 상위 8bit를 나중에 읽게 되는데,

하위 8bit를 읽고 상위 8bit를 읽기 전에 상위 8bit가 1만큼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실제

발생한 펄스수와 읽어온 값과는 256만큼 차이가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위

해서는 8254에서 data를 읽어오는 동안에는 counting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방법과

counter latch command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서는 counter latch command를 사용

하고 있다. 8254에 counter latch command를 주면 8254의 counting 값은 순간적으로 상위

8bit와 하위 8bit모두 data bus buffer로 이동되며 이 데이터는 read operation이 발생할 때

까지 data가 유지되어 counting의 중단 없이 계수 data를 읽어올 수 있다. Micom을 통해

읽어온 각각의 counter 값은 binary 값으로 FFFF에서 0000으로 down counting 되는 값이

다. 설정된 time interval 동안 계수된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거친다.

이전 계수값에서 현재 계수값을 뺀 다음 보수 처리를 한 후 ASCII 변환 하여 데이터를 전

송하는 과정을 거치며 모든 각각의 동작은 24회의 반복을 하게 된다. 그림 1-3에서 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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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은 양방향 데이터 버스로서 system의 data bus에 연결된다. CLK0, CLK1, CLK는 각각

counter0, counter1, counter2의 input이며, gate0, gate1, gate2는 각각 counter0, counter1,

counter2의 gate input이다. out0, out1, out2는 각각 counter0, counter1, counter2의 out이

며, 8254를 preset counter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능이며, 여기서는 gate와 out 단자는 사

용하지 않는다. A0,A1은 counter0,1,2 및 control word register의 address를 선택하기 위한

것으로 00, 01, 10, 11 값은 counter0,1,2, control word register 에 해당된다. CS, RD, WR은

chip 선택, 읽기, 쓰기 선택을 위한 단자이다.

74LS138

A2

A3

A4

1

2

3

Vcc

6

4

5

15

14

13

12

11

10

9

7

CNT0

CNT1

CNT2

CNT3

CNT4

CNT5

CNT6

CNT78254

D0-D7

RD
WR
A0
A1

CNT1

/RD
/WR
A0
A1

/CS

CLK0
G0

OUT0

CLK1
G1

OUT1

CLK2
G2

OUT2

D0-D7

RD
WR
A0
A1

CNT0

/RD
/WR
A0
A1

/CS

CLK0
G0

OUT0

CLK1
G1

OUT1

CLK2
G2

OUT2

D0-D7

RD
WR
A0
A1

CNT7

/RD
/WR
A0
A1

/CS

CLK0
G0

OUT0

CLK1
G1

OUT1

CLK2
G2

OUT2

D0-D7
Pulse input1

Pulse input2

Pulse input3

Pulse input4

Pulse input5

Pulse input6

Pulse input22

Pulse input23

Pulse input24

그림 1-3. counter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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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Counter board PCB

나. Main board

main board에서는 8254 board에서 읽어온 count 값을 처리하여 PC로 전송하거나 보드내

의 RAM에 저장하는 기능을 하기 위한 것으로 Micom으로 PIC16F877을 사용하였고 데이터

저장 장치로는 512K byte S RAM KM684000 2개를 사용하였다. 통신회로로는 GPIB

controller 및 Bus transceiver가 MICOM의 제어를 받도록 되어있으며 그림 1-5와 같은 동

작을 한다. MICOM에서 counter latch command를 8254 control word register에 쓰면 8254

에 counter 값이 8254내의 buffer에 저장되고 read operation을 통해 MICOM으로 읽어 와

서 data processing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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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er  value ->DATA BUS 
BUFFER(8254)

Counter Latch Command

DATA BUS BUFFER(8254) -> 
MICOM

Read operation

Previous count value - incoming count 
value-> count value

ASCII conversion count value

complimnet count value

Transmit ASCII data

그림 1-5. PIC16F877의 계수 값 처리 프로그램 흐름도

회로 연결 구성으로 PIC16F877의 외부 address interface는 Intel의 80계열과는 달리 자동

으로 address latch를 이용하지 않는다. 본 구성에서는 portb 및 porte를 control bus로 사

용하고 port D를 data 및 address port로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각각의 구성은 그림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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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REN

SC

NDAC

NRFD

DAV

EOI

ATN
SRQ

Nat9914 75ALS160

D7

D6

D5

D4

D3

D2

D1

TE

PE

TE

IFC

DIO8

DIO7

DIO6

DIO5

DIO4

DIO3

DIO2

DIO1

REN

IFC

NDAC

NRFD

DAV

EOI

ATN

SRQ

684000

RS0
RS1

RS2

A0

A1

A2

74ALS573

A8-A15

74ALS573

A0-A7

684000

A0-A15

D0-D7

RB6

RB7

RAM1
RAM2

WR
RD RD

WR

RD
WR

RAM1
RAM2

RB2
RB3

RE0
RE1

RD

WR

INT

RST

CLOCK

INTRB0/INT

CS

CSRE2

DBIN

WE

INT

RESET
CLK

CE

75ALS162

TE

PIC16F877

그림 1-6. Main board의 구성

그림 1-7. Main board P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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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GPIB 통신

다중 계수 장치와 제어용 PC와의 통신을 위해 계측기(Instrument) 부분은 National

instrument(NI)사의 GPIB controller IC인 Nat9914를 사용하고, PC Controller를 위해서는

NI사의PCMCI GPIB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PC가 GPIB system의 CIC(controller in charge)

가되며 계측기 GPIB device는 각각의 address를 설정 되어있어 다수의 계측장비가 동시에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GPIB system를 이용한 통신시스템은 채널확장이 용이하고

직렬통신에 비해 빠른 전송속도를 갖는다. 또한 GPIB통신기능을 갖춘 다른 계측장비와 연

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표 1-1. 계측기와 Control PC간의 GPIB system 구성요소의 비교

계측기(Instrument) Control PC

GPIB device Nat 9914 및 data transiver PCMCI GPIB card

Controller Micro controller(PIC16F877) Computer CPU

Driver&Software Assembler
Labview & Max(GPIB card

driver)

GPIB특성

Hand shake

전송속도: 200kbyte/sec

8 bit 병렬 버스

Nat9914의 동작을 위해 제어버스 및 데이터 버스연결은 그림 1-8과 같다. 여기서

75ALS160 및 75ALS162는 IEEE-488 GPIB transceiver이며 Nat9914는 GPIB controller이다.

Nat9914의 data pin번호는 D0가 Most significant bit으로 Nat9914의 D0을 데이터 버스의

D7에 연결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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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ALS160

75ALS162

NAT9914

CPU bus 
control

PIC16F877

data

interrupt
RB0/INT

D0 -D7 decoder

address

GPIB

그림 1-8. PIC16F877 및 Nat9914 구성 diagram

그림 1-9 GPIB controller chip인 nat9914의 내부 diagram 구성도이다. interrupt에 의한

data input 감지를 사용할 수 있고 serial poll mode로 동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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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Nat9914 구성도

표 1-2는 Nat9914의 주요 pin들의 기능을 설명한 것이다. 각각의 제어 단자들은 GPIB

device의 구성을 위해 Micro controller에 의해 제어되도록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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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Nat9914의 주요 핀 및 동작

핀번호 핀 이름 핀특성 Description

D(0-7) 입출력 양방향 3 state data bus, D0가 most significant bit

3 CE 입력 read 나 write 명령 시 Chip enable 단자

5 DBIN 입력 data read enable from register selected by RS(2-0)

4 WE 입력 data write enable to register selected by RS(2-0)

18 CLK 입력 clock input for chip operation up to 20MHz

19 RESET 입력 chip reset

9 INT 출력 interrupt 출력

8,7,6 RS(2-0) Register selection 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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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Nat9914 interface register

7 6 5 4 3 2 1 0

ISR0 +0 INT0 INT1 BI BO END SPAS RLC MAC R

IMR0 +0 DMAO DMAI BI IE BO IE END IE SPAS IE RLC IE MAC IE W

ISR1 +1 GET ERR UNC APT DCAS MA SRQ IFC R

IMR1 +1 GET IE ERR IE UNC IE APT IE DCAS IE MA IE SRQ IE IFC IE W

ADSR +2 REM LLO ATN LPAS TPAS LA TA ULPA R

IMR2 +2 GLINT STBO IE NLEN 0 LLOC IE ATNI IE 0 CIC IE W

EOSR +2 EOS7 EOS6 EOS5 EOS4 EOS3 EOS2 EOS1 EOS0 W

BCR +2 ATN DAV NDAC NFRD EOI SRQ IFC REN W

ACCR +2 ACC7 ACC6 ACC5 ACC4 ACC3 ACC2 ACC1 ACC0 W

BSR +3 ATN DAV NDAC NRFD EOI SRQ IFC REN R

AUXCR +3 C/S 0 0 F4 F3 F2 F1 F0 W

ISR2 +4 nba STBO NL EOS LLOC ATNI X CIC R

ADR +4 edpa dal dat A5 A4 A3 A2 A1 W

SPSR +5 S8 PEND S6 S5 S4 S3 S2 S1 R

SPMR +5 S8 rsv/RQS S6 S5 S4 S3 S2 S1 W

CPTR +6 CPT7 CPT6 CPT5 CPT4 CPT3 CPT2 CPT1 CPT0 R

PPR +6 PP8 PP7 PP6 PP5 PP4 PP3 PP2 PP1 W

DIR +7 DIO8 DIO7 DIO6 DIO5 DIO4 DIO3 DIO2 DIO1 R

CDOR +7 DIO8 DIO7 DIO6 DIO5 DIO4 DIO3 DIO2 DIO1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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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은 Nat9914의 interface register로서 이중 중요 register의 기능을 보면 Interrupt

register, Page in register, End of string, Hidden register, Auxiliary command register,

Data in register/ Command data out register등이 있다.

Interrupt register

Nat9914에는 3개의 interrupt register를 가지고 있으며, interrupt status register와

interupt mask register로 나뉜다. Interrupt mask register0은 Byte input, Byte out, EOI or

EOS message 수신, Serial Poll Active State, Remote/Local change등의 interrupt를 제어

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interrupt가 발생 시는 Interrupt Status Register0에 해당 flag가

set된다. Interrupt register0외에 추가로 Interrupt Register1 및 Interrupt Register2 가있는데

각각의 interrupt에 대한 기능은 표 1-4에 설명되어있다.

표 1-4. Interrupt mask register 및 Interrupt status register

7 6 5 4 3 2 1 0

ISR0 +0 INT0 INT1 BI BO END SPAS RLC MAC R

IMR0 +0 DMAO DMAI BI IE BO IE END IE SPAS IE RLC IE MAC IE W

ISR1 +1 GET ERR UNC APT DCAS MA SRQ IFC R

IMR1 +1 GET IE ERR IE UNC IE APT IE DCAS IE MA IE SRQ IE IFC IE W

ISR2 +4 nba STBO NL EOS LLOC ATNI X CIC R

IMR2 +2 GLINT STBO IE NLEN 0 LLOC IE ATNI IE 0 CIC IE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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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Interrupt Status and/or Mask Register Bit

bits Description

INT0 OR of all unmasked ISR) bits

INT1 OR of all unmasked ISR1 bits

BI Byte in

BO Byte out

END END (EOI or EOS message received

SPAS SPAS(serial poll active state)

RLC Remote/Local change

MAC My Address Change

GET Group Execute Trigger

ERR Data Transmission Error

UNC Unrecognized Command

APT Address Pass Through

DCAS Device Clear Active State

MA My Address

SRQ Service Request(SRQ) asserted

IFC Interface Clear (IFC) asserted

STBO Status Byte Out Request

LLOC Lockout State Change

ATNI Attention (ATN) asserted

CIC Controller-in-Charge

CLINT Global Interrupt Enable

Page in Condition

Nat9914 mode Interface Register에서 Address Status Register(ADSR) 자리에 쓰기(write)

속성을 가진 IMR2, EOSR, BCR, ACCR reigster들이 존재한다. 이들 모두 주소가 +2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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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register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AUXCR(+3) register에 Page-In-Command를 전송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MR2에 값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Page-IN Interrupt Mask

Register(HEXA: 1E, Mnemonic: piimr2) command를 AUXCR(+3) register에 전송한 후 사

용할 수 있으며 Clear Page-In-command(HEXA: 9C, Mnemonic: clrpi)를 사용하여 Page-In

condition을 해제 할 수 있으며 다른 Page-In command를 사용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기존

의 Page-In command는 상태는 새로 전달한 Page-in register를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전

환된다.

End-Of-String Register

End of string Register는 송수신 data 의 끝에 삽입되는 문자로 주로 LF(0x0A)를 사용한

다. 수신 중 End of string Register에 설정해 놓은 것과 동일한 character가 들어오면 ISR0

register의 3번 bit가 set되어 이를 확인하여 MICOM의 수신 routine을 종료 시키게 할 수

있다.

Hidden Register

Page in register 인 Accessory Read Register(ACCR)에는 표3-6과 같은 Hidden Register

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register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Page-in ACCR command를 전송한

후 ACCR을 사용할 때 Bit4～Bit7까지의 code에 의해 Hidden register가 결정된다.

표 1-6 ACCR에 있는 Hidden Register들

Register Bit7 Bit6 Bit5 Bit4 Bit3 Bit2 Bit1 Bit0

ICR 0 0 1 0 F3 F2 F1 F0

ACCRA 1 0 0 BIN XEOS REOS 0 0

ACCRB 1 0 1 ISS INV LWC SPEOI ATCT

ACCRE 1 1 0 0 DHADT DHADC 0 0

ACCRF 1 1 0 1 DHATA DHALA DHUNTL DHALL

ACCRI 1 1 1 0 USTD PPI 0 DMAE

여기서 중요 register를 살펴보면 ICR register는 system의 clock을 결정하는 Reigster이다.

예를 들어 nat9914의 input clock을 4MHz를 사용하는 경우 F3,F2,F1,F0을 0100으로 설정해

야 한다.

Auxiliary Command Register



- 19 -

AUXCR register의 주소는 nat9914 mode interface register에서 의 3번지로서 쓰기(write)

의 속성을 가진 것으로 여기에 사용되는 Auxililary command는 표 1-7, 표 1-8과 같이 방

대한 분량의command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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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Auxiliary Command Summary

Hex

code
Type Mnemonic Auxiliary command

00

80

static

static

~swrst

swrst

Clear Software Reset

Set Software Reset
01

81

pulsed

pulsed

nonvalid

valid

Nonvalid Release DAC Holdoff

Valid Release DAC Holdoff
02 pulsed rhdf Release RFD Holdoff
03

83

static

static

~hdfa

hdfa

Clear Holdoff On All Data

Set Holdoff On All Data
04

84

static

static

~hdfe

hdfe

Clear Holdoff On End Only

Set Holdoff On End Only
05 pulsed nbaf New Byte Available False
06

86

static

static

~fget

fget

Clear Force Group Execute Trigger

Set Force Group Execute Trigger
07

87

static

static

~rtl

rtl

Clear Return To Local

Set Return To Local

08 pulsed feoi Send EOI With the Next Byte
09

89

static

static

~lon

lon

Clear Listen Only

Set Listen Only

0A

8A

static

static

~ton

ton

Clear Talk Only

Set Talk Only
0B pulsed gts Go To Standby

0C pulsed tca Take Control Asynchronously
0D pulsed tcs Take Control Synchronously
0E

8E

static

static

~rpp

rpp

Clear Request Rarallel poll

Set Request Parallel Poll
0F

8F

static

static

~sic

sic

Clear Send Interface Clear

Set Send interface Clear

10

90

static

static

~sre

sre

Clear Send Remote Enable

Set Send Remote Enable
11 pulsed rqc Request Control

12 pulsed rlc Release Control

13

93

static

static

~dai

dai

Clear Disable IMR2,IMR1, And IMR0

Interrupt

Set Disable IMR2, IMR1, And IMR0

Interrupt
14 pulsed pts Pass through Next Secondary
15

95

static

static

~stdl

stdl

Clear Short T1 Delay

Set Short T1 Delay
16

96

static

static

~shdw

shdw

Clear Shadow Handshaking

Set Shadow Handsh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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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Auxiliary Command Summary

Hex code type Mnemonic Auxiliary Command

17

97

static

satic

~vstdl

vstdl

Clear Very Short T1 Delay

Set Very Short T1 Delay

18

98

static

static

~rsv2

rsv2

Clear Request Service bit2

Set Request Service bit2

99 pulsed sw7210 Switch to 7210 mode

1A

9A

pulsed

pulsed

reqf

reqf

Request rsv False

Request rsv True

1C pulsed ch_rst Chip Reset

1D

9D

static

static

~ist

ist

Clear Parallel Poll Flag

Set Parallel Poll Flag

1E pulsed piimr2 Page-In Interrupt Mask Register2

1F pulsed pibcr Page-In Bus Control Register

9C pulsed clrpi Clear Page-In Registers

9E pulsed pieosr Page-In End-of-String Register

9F pulsed piaccr Page-In Accessory Register

Data In Register(DIR)/Command data out Register(CDOR)

address +7은 data register로 read할 때는 Data in Register(DIR), write 시는

Command/data out Register(CDOR)로 동작한다. data register는 IEEE488 bus와

CPU(PIC16F877)와 data 및 command를 교환하며 DIR에 GPIB로부터 CPU에 보낼 data를

임시 저장한다. Nat9914의 register 7을 읽음(RS:111, DBIN:high CE:low)으로서 CPU에서 읽

기 명령과 함께 DIR의 data는 CPU로 전송된다. data를 Nat9914로 쓸 경우는 register 7에

CPU에서 write operation(RS:111, /WE: low CE: low)을 하면 된다.

GPIB의 초기화

MICOM PIC16F877을 통해 Nat9914 제어하기 위해서는 초기화(initialize)를 해주어야 한

다. initialize에서는 Clock Frequency, GPIB address, End of Message Condition, T1 Delay

등을 설정함으로서 GPIB가 동작할 수 있는 상태로 GPIB bus에 연결될 수 있게 해준다. 설

계된 GPIB device에서는 Nat9914를 초기화 설정 시 IMR0～IMR2를 제어하여 GPIB에서

data 수신 시 interrupt 가 걸리도록 설정해주어 MICOM에서 ISR의 status를 확인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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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routine을 처리하도록 구성하였으며 data 수신시의 interrupt 동작은 그림 1-10과 같다.

GPIB
interrupt 
handler

input
a byte

interpret
command

execute
command

byte 
in

not
end of

message

last byte of
message

그림 1-10. GPIB 수신 interrupt 흐름도

Nat9914의 초기화 과정은 매우 중요하며 initialize가 적절히 되어있지 않을 경우 GPIB

system의 접속이 불가능하다. 초기화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GPIB system에서 계측기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존재의 인식은 Controller in Charge(CIC)에서 호출을 하게 되면

initialize 시 설정된 address가 인식되며, 수신 message가 *IDN?일 경우 계측기 이름을 송

신하도록 하면 송신 message를 장비의 이름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는 IEEE488.2에 규약된

Common Command Syntax/data Structure에 의한 것으로 SCPI에 의한 Standard response

Format 및 Standard program command set 에 해당하는 명령 및 message를 받을 경우 이

에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Standard response format 및 standard program

command set에 대한 응답기능을 반드시 추가하여야만 GPIB가 동작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권장사항으로 initialize 이외는 사용자가 임으로 program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PIC16F877을 통한 Nat9914의 GPIB의 초기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본 장비에 사용된 초기

화 설정 값은 system clock을 4MHz를 사용하고 GPIB address를 2번으로, end of message

를 0A즉 line feed character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MOVLW AUXMR     ; SWITCH TO 9914 MODE

MOVWF GPIB_ADD ; AUXMR =5

MOVLW 0X15           ; sw9914=0X15)

MOVWF GPIB_DAT

CALL GPIB_WR

;------------------

MOVLW AUXCR       ; page in accessory registor

MOVWF GPIB_ADD  ; auxcr =3

        MOVLW 0X1C        ; OX1C = chip reset, clear page in registor

MOVWF GPIB_DAT

        CALL GPIB_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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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ear status registor

CLRF ISR0

CLRF ISR1

        ;--------set clock speed   system clock speed를 설정한다, nat9914의 18번 핀의 clock

MOVLW AUXCR      ; 에 인가되는 클럭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page in accessory registor

        MOVWF GPIB_ADD   ; auxcr =3

MOVLW 0X9F

MOVWF GPIB_DAT

CALL GPIB_WR

        

MOVLW ACCR       ; ACCR=2

MOVWF GPIB_ADD  

MOVLW B'00100100'   ; ICR 4Mhz icr

MOVWF GPIB_DAT

CALL GPIB_WR 

        MOVLW AUXCR       ; clear page in resistor

MOVWF GPIB_ADD

MOVLW 0X9C

        MOVWF GPIB_DAT

CALL GPIB_WR

        ;---------------- T1 delay

MOVLW AUXCR       ; 

MOVWF GPIB_ADD

MOVLW 0X97          ; set very short T1 delay (~vstdl)

MOVWF GPIB_DAT

CALL GPIB_WR

        ;---------------- enable interrupt  INTERUPT MASK 0 SET

MOVLW IMR0         ; 

MOVWF GPIB_ADD

MOVLW B'00100000'

MOVWF GPIB_DAT ; Byte IN(BI)만 인터럽트 허용

        CALL GPIB_WR

;----------------- INTERUPT MASK 1 SET

MOVLW IMR1         

MOVWF GPIB_ADD

MOVLW B'10001000'

MOVWF GPIB_DAT

CALL GPIB_WR

;----------------- page in interupt mask resistor2

MOVLW AUXCR        

MOVWF GPIB_ADD       

MOVLW 0X1E         ;(piimr2)

MOVWF GPIB_DAT

CALL GPIB_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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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LW IMR2

MOVWF GPIB_ADD

MOVLW B'10000000'         ; clear global interupt bit

        MOVWF GPIB_DAT

CALL GPIB_WR

MOVLW AUXCR       ; CLEAR PAGE IN REGISTOR

MOVWF GPIB_ADD

MOVLW 0X9C

        MOVWF GPIB_DAT

CALL GPIB_WR

        ;------------- Line feed 문자를 end of string으로 사용

MOVLW AUXCR       ; auxcr=3

MOVWF GPIB_ADD

MOVLW 0X9E        ; (pieosr) page in end of string resistor

        MOVWF GPIB_DAT

CALL GPIB_WR

MOVLW EOSR     ; esor=2 

MOVWF GPIB_ADD

MOVLW NEWLINE    ;

MOVWF GPIB_DAT   ;

CALL GPIB_WR

        

        MOVLW AUXCR       ; auxcr=3

        MOVWF GPIB_ADD

        MOVLW 0X9C        ; clear page in resistor

        MOVWF GPIB_DAT

        CALL GPIB_WR  

        ;-------------- 

MOVLW AUXCR      ; page in accessory registor

MOVWF GPIB_ADD

MOVLW 0X9F       ;

MOVWF GPIB_DAT

CALL GPIB_WR

MOVLW ACCR

MOVWF GPIB_ADD

MOVLW B'10001100' ; accra

        MOVWF GPIB_DAT

CALL GPIB_WR

MOVLW AUXCR     ; clear page in resistor

MOVWF GPIB_ADD

MOVLW 0X9C ; c_piaccr

MOVWF GPIB_D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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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 GPIB_WR

;------------------- set inv active low

MOVLW AUXCR        ; page in accessory registor

        MOVWF GPIB_ADD     ; auxcr =3

MOVLW 0X9F

MOVWF GPIB_DAT

CALL GPIB_WR

        

MOVLW ACCR         ;

MOVWF GPIB_ADD    

MOVLW B'10100000'     ; ICR 4Mhz

MOVWF GPIB_DAT

CALL GPIB_WR 

        MOVLW AUXCR         ; clear page in resistor

MOVWF GPIB_ADD

MOVLW 0X9C

        MOVWF GPIB_DAT

CALL GPIB_WR

        ;------------ GPIB device address 설정

MOVLW ADR ; ADR=4

MOVWF GPIB_ADD

MOVLW 0X02

        MOVWF GPIB_DAT

CALL GPIB_WR       ; 

        ;------------- enable the device to receive data and command

MOVLW AUXCR

MOVWF GPIB_ADD

MOVLW 0X00     ; (c_nswrst) clear software reset

   MOVWF GPIB_DAT

        CALL  GPIB_WR

RETURN  

초기화가 완료된 상태에서 GPIB system에 접속을 하게 되면 PC상에서 GPIB instrument존

재를 인식하게 된다. 그림 1-11은 National instrument사의 Max프로그램을 통해 address2로

인식된 상태의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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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Control PC에서 GPIB device 인식

GPIB에서의 송신 방법 (Sending GPIB data Messages)

여기서는 Mav bit 및 RSV2명령을 이용한 방법을 이용하였는데 Message Available

(MAV)bit는 IEEE488.2에서 추가된 사항으로 송신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GPIB상에 데이

터를 보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Serial Poll Mode Register(SPMR)을 통해 전달하여야 하

는데 현재상태의 SPSR값을 읽어온 후 RSV bit를 clear하고 Message available(MAV) bit를

set한 후 SPMR에 저장 후 RSV2를 통하여 Request service를 요청하고 ISR0의 BO bit가

set 될 때 까지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되면 message 송신준비가 완료되게 된다. 다음으로

Command/Data Output Register(CDOR)에 보내고자 하는 message중 첫 번째 byte를

write한 후 ISR0의 BO bit가 set 될 때까지 기다린다. 송신하고자 하는 message중 마지막

byte를 같은 방법으로 송신한다. End of String (EOS) byte를 송신한다. 다음 예는 *IDN?라

는 Query에 응답하기위해 “KTG-DAQ”라는 message를 송신하는 routine이다.

SENDIDN

MOVLW SPSR ; Serial Poll Status Register - 데이터 전송을 위한 준비시작 

MOVWF GPIB_ADD ;    첫 번째 단계로 현재 nat9914의 spsr상태를 check

CALL GPIB_RD ;     하여 SPSR_BYTE에 저장

MOVF  GPIB_DAT,W ; SPSR =5

MOVWF SPSR_BYTE ; SPMR =5

MOVLW SPMR ;   Serial Poll Mode를 통하여 데이터 전송준비가 되었음을 

MOVWF GPIB_ADD ;   알린다. RSV대신 RSV2를 사용하여 전송하는 routine이다

BCF SPSR_BYTE,6 ;     clear request service bit(rsv)

BSF SPSR_BYTE,4 ; SET Message Available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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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F SPSR_BYTE,W

MOVWF GPIB_DAT

CALL GPIB_WR

MOVLW AUXCR         ; AUXCR =3

MOVWF GPIB_ADD ;      

MOVLW 0X98          ; Set Request Service bit 2 (RSV2) 

MOVWF GPIB_DAT

CALL GPIB_WR

CALL WAIT_BO ; 데이터 전송 준비 끝나고 BO가 SET될 때까지 기다린다.

MOVLW CDOR ; 데이터를 CDOR register에 전송 시작

MOVWF GPIB_ADD ; CDOR=7

MOVLW 'K' ; K송신

MOVWF GPIB_DAT

CALL GPIB_WR

CALL WAIT_BO

MOVLW CDOR

MOVWF GPIB_ADD

MOVLW 'T' ; T 송신

MOVWF GPIB_DAT

CALL GPIB_WR

CALL WAIT_BO

MOVLW CDOR

MOVWF GPIB_ADD

MOVLW 'G' ; G송신

MOVWF GPIB_DAT

CALL GPIB_WR

CALL WAIT_BO

MOVLW CDOR

MOVWF GPIB_ADD

MOVLW '-' ; -송신

MOVWF GPIB_DAT

CALL GPIB_WR

CALL WAIT_BO

MOVLW CDOR

MOVWF GPIB_ADD

MOVLW 'D' ; D송신

MOVWF GPIB_DAT

CALL GPIB_WR

CALL WAIT_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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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LW CDOR

MOVWF GPIB_ADD

MOVLW 'A' ; A송신

MOVWF GPIB_DAT

CALL GPIB_WR

CALL WAIT_BO

MOVLW CDOR

MOVWF GPIB_ADD

MOVLW 'Q' ; Q송신

MOVWF GPIB_DAT

CALL GPIB_WR

CALL WAIT_BO ; End of string송신 

MOVLW CDOR ; Message의 끝을 알리기 위해 line feed문자를 송신한다.

MOVWF GPIB_ADD

MOVLW 0X0A

MOVWF GPIB_DAT

CALL GPIB_WR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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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IB에서의 Message 수신

수신의 경우는 비교적 간단하여 초기화에서 데이터 수신 후 IMR0에서 BI bit를 set하여

interrupt가 걸리도록 하면 interrupt가 걸린 후 flag를 검사하여 데이터 수신 interrupt일 경

우 Nat9914의 DIR register에서 data를 가져오는 routine 추가하고 이때 End of String 문자

가 수신되면 자동으로 ISR0 byte중 END bit가 set되며, 인터럽트 허가 시 인터럽트가 걸리

게 된다. 다음은 interrupt처리 프로그램 중에 있는 GPIB 수신 프로그램으로서 IMR0중 BI

만 허가되어있는 상태이다.

GPIB_INT ; nat9914 interupt subroutine

BCF INTCON,INTF

MOVLW ISR0 ; check interupt source

MOVWF GPIB_ADD ; ISR0 byte를 가져와 인터럽트의 원인을 확인한다.

CALL GPIB_RD

MOVF GPIB_DAT,W

MOVWF ISR0_BYTE ; ISR0중 BI가 set이면 BYTE_IN 쪽으로 점프

BTFSC BI ; GPIB interrupt 중 BI만 설정해 놓았음으로

GOTO BYTE_IN ;  사실상 필요 없는 명령임

BYTE_IN ; gpib reading state

MOVF FSR_IN,W

MOVWF FSR 

MOVLW DIR

MOVWF GPIB_ADD

CALL GPIB_RD

MOVF GPIB_DAT,W

MOVWF INDF

INCF FSR_IN,F

BCF BI ; 

BTFSS B_END ; B_END flag check하여 Message의 끝인지 여부를 확인?

GOTO INT_RET

BSF BI_F

BCF B_END

MOVLW BUFFER

MOVWF FSR_IN

INTRET

BYTE_OUT ; gpib writing state

INTRET

그림 1-13은 data acquisition system의 구동을 위해 PIC16F877에 program된 Algorithm이

다. interpretation command 부분은 SCPI 및 Data logger 고유의 기능을 제어하는 수신 명

령을 해석 하기위한 것으로 SCPI에 의한 IDN? query 및 채널 수 및 counting 간격 설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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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명령 및 시작 명령을 해석하여 system을 구동하게 된다. 채널은 총 24개까지 counting

이 가능하며 3채널 간격으로 사용할 채널을 총 24개까지 선택 할 수 있다. Counting간격

은 10m sec～1sec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채널 수 및 counting 간격 설정 명령수신 후

"SEND" 명령을 수신하면 main loop를 시작한다. 계수시간은 PIC16F877의 timer1의 preset

설정 값에 의해 결정된다. time1에 interrupt가 걸리면 한번의 counting interval이 종료되고

Counter latch command를 발행한 후 8254계수값을 읽어온다. 처음으로 loop 시작에는 초

기 값에서 현 loop에서 읽어온 값을 뺀 후 Hexa ASCII 변환하여 전송준비를 한다. GPIB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Serial Poll mode로 전송준비가 되었음을 알리고 CDOR

register에 data를 write operation을 하면 자동으로 전송이 된다. 데이터 전송이 완료된 후

수신데이터가 있는 지 확인하다. 수신 data가 있으면 수신 명령을 해석하고 수신 data가

없으면 main loop의 처음 부분으로 돌아가 loop를 다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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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initialize GPIB

RECEIVING BU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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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DATA FROM 8254

COUNTER LATCH 
COMMAND

CHANNEL SET
TIME SET

SEND DATA TO PC via 
IEEE488

TIMER1 ON
READ INITIAL VALUE OF 8254

TIMER1 OVERFLOW

RECEIVING BUFFER
FULL?

PARSE

SEND IDN? SENDEND

interpret 
command

yes

yes

yes

그림 1-13. Microcontroller 구동 프로그램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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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용 program

GPIB의 PC 부분 제어를 위해 national instrument사의 PCMCA GPIB Card를 이용하였다.

PC 구동용 프로그램은 Labview 6i를 통하여 구성하였다. Labview는 National Instrument

사에서 개발한 graphic user interface의 개발 tool로서 계측장비 control에 유용한 것으로

알려진 프로그램이다.

START

time interval

Configure GPIB

Send 'TMS0' by GPIB

Send 'CH:XX' by GPIB

time interval setting

Send 'SEND' by GPIB

channel number setting

Start downloading data

Get 97 byte at GPIB

convert ASCII data to 24 
array numbers

24 array numbers + old 
numbers=old numbers

data save?

save data as ASCII

plot XY graph

"END" received?

END

그림 1-14. PC 운용 프로그램의 흐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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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4는 PC 운용 프로그램의 흐름도이다. 본 장비의 PC제어용 command set은 다음과

같이 time interval 설정 값, 채널 수, 데이터 전송 시작명령, SCPI에 따른 계측기 IDN에 대

한 명령으로 되어있으며 각각에 대한 ASCII format은 다음과 같다.

ASCII command set

Sampling time set: TMM: 1~TMM:99 ; 10m sec

: TMS ; 1 sec

Channel set : CH:3~CH:8

Start: SEND

Scan for instrument: *IDN?

Send 명령 송신하면 data acquisition system은 GPIB port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기 시작

한다. 각 채널당 4개의 hexa ascii code를 채널별 계수값으로 되어있고 data frame의 끝은

line feed 문자로 구분된다. 따라서 한 개의 data frame은 24채널×4개의 ASCII + Line feed

로서 최대 97개의 ASCII code열로 구성된다. 수신 된 ASCII data는 연산이 가능한 32 bit

정수로 변환된 다음 채널별로 4개의 chart에 실시간 display 된다. 다음은 수신 데이터

format이다.

수신 data format

Data format: ASCII

String format: HEXA code

End of data string: Line feed

String Length per channel: 4

Total string length: channel number * 4 +1(line feed)

for 24 channel =97 character

Example: 6 channel

수신 데이터 -> 000000000000000000000000/n

1~4th string -> channel 1

5~8th string -> channel 2

9~12th string -> channel 3

13~16th string -> channel 4

17~20th string -> channel 5

21~24th string -> channel 6

Labview를 이용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은 3단계로 진행되며 sequence에 의해 순차적으로 진

행된다. 첫 번째 sequence를 보면 그림 1-15와 같이 GPIB port를 통해 채널수,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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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al등을 설정한다.

그림 1-15. Channel 수 설정 및 Time interval 설정 Labview program

채널 수 및 sampling 간격이 정해진 후 다음 sequence에 의해 SEND명령을 송신하게 된다.

그림 1-16에서 GPIB write icon은 GPIB address(여기서는 2)와 GPIB address를 통해 송신

할 data(그림 1-16에서는 SEND)를 받는다.

그림 1-16. 데이터 전송 시작 명령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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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D 명령을 송신하게 되면 계측장비는 데이터를 송신해오기 시작한다. 그림 3-17은 이에

대한 수신 프로그램으로 24채널의 계수된 HEXA data를 처리하기위한 프로그램이다.

그림 1-17. 수신 data 처리 프로그램

그림 1-18은 Labview program의 control panel으로서 program이 완료된 상태에서는 그림

1-18의 프로그램을 통해 장비를 제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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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8. Labview control 프로그램

라. GPIB 이용한 data acquisition system의 결과 및 고찰

개발된 계측 장비의 구성은 24개의 방사선 디텍터, 24개의 방사선 계측회로 24 채널 계수

처리장치 및 PC로 되어있고 구성 도는 그림 1-19와 같이 된다.

GPIB

24채널 다중 계수 장치

24개 방사
선 계측기

24 개 detector

그림 1-19. 방사성추적자 계측장비의 구성도



- 38 -

그림 1-20은 개발 된 장비의 사진이다. 개발 장비는 이론적으로는 RS232c serial 통신에 비

해 약 100배 정도 빠른 200k byte/sec의 통신 속도를 가져야 하나 PC운용 software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Labview program에서 graph를 지원하는 함수를 제외하고 단지 데이

터의 수신만을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전송속도의 향상을 가져왔으나 Labview에서 여러 개

의 실시간 display되는 chart를 사용하는 경우, 이로 인한 PC측 속도저하로 GPIB의 통신

속도가 다소 저하되는 경향이 있었다. Labview에서 실시간 display용 함수를 사용하여 수

신하는 경우 약 RS232C에 비해 10배 정도, display용 함수 없이 사용하는 경우 약 100배

정도의 속도 향상을 가져왔다. 추적자 실험에 있어 실시간 display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추적자 실험의 상태 및 수신 데이터의 정확성 등을 파악할 수 가있다. 따라서 경

우에 따라 데이터의 전송속도와 실시간 display등에 대한 이점을 고려하여 실험에 따라 유

용한 구동 software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 으로 보여 진다.

표 1-9. RS232C와 GPIB의 비교

작동속성 GPIB RS232C

최대 전송속도 200 kbyte/s 19200 bps

데이터 포맷 병렬 8bit 통신 직렬통신

Handshake 하드웨어,3개선 handshake
software:(XON/XOFF)

Hardware:(RTS/CTS)

시스템 환경 복합장치15 device 단일단말기(점대점 접속)

Interface조절 운용자 저 수순 조절 메시지 해당사항 없음

케이블 표준 IEEE488 9개선

타이밍 비동기 비동기

전송길이
장치 간2m이하

케이블 총길이 20미터 이하
15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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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Control 
Program
(Labview)

GPIB connection 
PCMCI CARD

GPIB connection 
DAQ

그림 1-20. GPIB를 이용한 고속유체 추적용 Data acquisition system

지금까지 방사선 계측기 및 Micro controller를 이용하여 GPIB system제어하는 방법을

Hard ware 및 software를 포함하여 설명하였다. 전체 Control Program 및 회로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RS232C는 느린 전송속도로 인하여 USB, IEEE1394등으로 점점 대체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RS232C통신은 느리지만 안정적인 데이터 송수신과 많은 응용사례

를 통하여 검증된 상용 및 free ware software등 여전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간

열악한 환경에서의 측정은 여전히 RS232C통신에 의지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

따라서 본 개발된 장비는 통신 module로서 GPIB 및 RS232C를 겸용하여 선택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Hardware 및 Software를 설계하였다. 본 장비의 개발로 인해 Fast flow에 대

한 추적이 필요한 석유화학 시설의 gas phase 측정, 고속의 유량측정(fast flow rate),

Computer Aided Radioactive Particle Tracking등이 가능하게 되었고 다자간 계측기의 연결

에 의해 부가적인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다. GPIB는 handshaking을 기본으로 하는

장비로 예기치 못한 프로그램 오류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routine 첨부하여야 안정적인

동작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개발을 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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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TD 복합수치모델 개발

체재시간분포 함수는 반응기 안에서 일정시간 동안 머문 유체 요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화학공정의 유체의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상당한 bypassing양은 누수를 의미하고 반응기 내부에 존재하는 부동층(dead volume)

영역은 반응기의 유용한 체적을 감소시켜 효율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고장으로 진단될

수 있다. 따라서 RTD 함수는 화학공정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

고 있다. 방사성추적자 실험결과를 수학적으로 제시한 기본모델을 이용하여 모사

(simulation)함으로써 반응기 내부 유동의 특성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특성인자를 구한

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결과를 "완전혼합기 모델", "직렬로 연결된 완전혼합기 모델", "병

렬로 연결된 완전혼합기 모델", "부동층이 있는 모델" 등의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KTRACER)을 개발하였다. RTD 모델의 특성인자는 반복 연산에 의해

비용함수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최적화되는데, 비용함수는 식 (1-1)과 같이 정의된다.

식 (1-1)에서 Y exper iment(t)는 실험결과이고, Y model ( t,par ameter s)는 모델로부터 얻은 데

이터이다. 임의의 입력 신호(추적자 투입)에 대한 RTD 함수의 출력은 식 (1-2)와 같이

입력 신호와 모델의 컨벌루션 적분(convolution integral)으로 구해진다.

f = ⌠
⌡

t f

t 0

[Y exp er iment ( t)-Y mod el ( t,par ame ter s)] 2dt (1-1)

Y model(t,parameters)=⌠
⌡

t

t 0

h model(t-q,parameters)u(q)dq (1-2)

RTD 모델의 최적인자 도출을 위하여 KTRACER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최적화 방법

은 뉴튼형 알고리즘의 일종인 Levenberg-Marquardt 알고리즘(LMA)을 적용하여 안정성

과 수렴성을 향상시켰다. 그림 1-21은 KTRACER에서 사용되어진 LMA 알고리즘 순서

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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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KTRACER 프로그램에 사용된 모델 최적인자 도출 알고리즘

KTRACER 프로그램은 사용자 중심의 GUI 환경으로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과 호

환성이 좋은 Visual Basic 6.0을 이용하여 설계되었으며, 프로그램의 구성은 크게 메인화

면과 시뮬레이션 메뉴에서 선택되는 직렬로 연결된 완전 혼합기 모델, 병렬로 연결된

완전 혼합기 모델, 부동층이 있는 모델 등의 모사 실행화면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1-22

의 프로그램 주 화면에서는 실험결과 확인, 데이터 보정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pull-down 메뉴는 물론 pop-up 메뉴를 사용 가능토록 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

였다. 또한 Perfect Mixer in Series, Perfect Mixer in Parallel, Perfect Mixer in Dead

Volume 등을 이용한 모사의 실행 화면을 그림에 나타내었다. 실측결과와 모사결과의

오차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최적인자를 구하기 위한 최적화 실행의 기본 반복횟수와

precision은 30과 0.001로 초기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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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 KTRACER 프로그램의 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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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3. RTD 모델 계산실행 화면

3. 고압용 추적자 투입장치 개발

석유화학 공정의 RFCCU, catalyst riser, regenerator, separator, heat exchanger 등은

고압 고온의 조건하에서 가동되며, 이들은 방사성동위원소를 추적자로 활용하여 유동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각 상(phase)에 따른 유속의 측정, 분포변화 특성 측정, cyc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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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주요 설비의 기능 측정 등에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고압 공정에 대한 진단을 위

해서는 기체 및 고체상 방사성추적자를 진단대상 공정의 내부 압력 이상으로 투입하여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누설 또는 역분출에 의한 방사선 오염사고

가 방지되어야 하며, 실험현장에서 실험자의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또한 방사성동위원소의 투입 후에는 투입장치 내에 잔류 방사능이 최소

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림 1-24. 고체상(상) 및 기체상(하) 방사성동위원소 표지화합물의 투입장치

그림 1-24는 이러한 조건의 고압조건의 공정진단에 활용 가능한 기체 및 고체 방사

성 투입장치의 실물 사진으로서 quick coupler 및 고압 밸브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으며

이에 대한 동작은 다음과 같다. 그림 1-25에서 기체 추적자 투입 작업 전에 그림 1-26

의 ③공간을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진공상태를 만든다. 추적자 바이얼을 밸브V1을 열고

삽입 후 밸브V1을 닫는다. ②의 위치에 있는 추적자를 밸브V2를 이용하여 기체 바이

얼을 깨뜨린다. 밸브V3을 열고 기체 추적자를 ③에 위치시킨다. 밸브V6을 연다. 밸브

V4를 열고 V6을 통하여 기체 추적자를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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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V2

Quick coupler

그림 1-25. 고체상 방사성 추적자 투입장치

2

1

34

V1

V2

V3
V4

V5
V6

그림 1-26. 기체상 방사성추적자의 투입장치 동작

Solid 추적자는 powder 형태의 촉매 추적을 위해 사용한다. powder 형태의 추적자

사용 시 문제점은 미세한 추적자가루가 투입장치 주변에 남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

유로 기체 추적자와는 달리 촉매 투입기는 1회용으로 제작되었다. 연구용 원자로에서

추적자 타겟 조사 후 핫셀 내부에서 1회용 추입장치에 동위원소를 삽입하여 차폐한 상

태에서 현장으로 이동한다. 퀵 커플러를 통하여 고압봄베를 연결한 후 밸브 V2를 연후

밸브 V1을 개방하여 추적자를 투입한다.

상기의 특성을 지닌 기체 및 고체 추적자 투입장치를 개발하였으며, 이의 성능 검증

을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의 협조를 통해 개발된 투입장치의 내압성능을 테스트하였다.

시험 압력인 155bar 조건 하에서 압력의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는 설계 압

력인 100bar를 상회하는 조건으로서 현장적용 시에도 정상 작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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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7. 공인인증기관에 의한 내압성능 검증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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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증류탑 검사기술의 고도화

1. 증류탑 진단결과 분석기법 개발

석유화학 산업체에서 가동 중인 증류탑의 이상 현상에 대한 진단을 수행하기

위해서 밀봉 감마선원 및 방사선 검출기를 이용하여 수직 밀도분포(vertical density

profile)를 구한다. 기존의 증류탑 검사 장치에서는 수직으로 이동하는 방사선

검출부로부터 발생되는 신호를 고정 설치되어 있는 제어장치에 slip ring의 접점을

통하여 전달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접점을 통한 신호전달 방식에서는 방사선

검출기의 작동에 필요한 고전압을 100m 길이의 동축 cable을 통하여 공급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전기적 노이즈에 매우 취약하여 방사선 계측결과의 신뢰성과 재현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케이블 길이의 증가로 인한 방사선 검출기의

analog 출력 신호를 왜곡시켜 pulse height analysis의 electric collimation을 불가능하게

하여 실험결과의 정밀도가 낮은 gross counting 법으로 계측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림 2-1의 오른쪽에 보인 바와 같이 방사선 검출기 내부에 장착된 소형

battery로 동작되는 저 전력용으로 설계된 고전압 발생장치와 PHA 회로 등을

포함시켰으며, 계측결과는 MODEM과 그림 3에 보인 유도 coil을 통하여 전송하도록

개발하였다. 동시에 외부 전원으로 동작되는 기계장치 구동 관련회로와는 전기적으로

절연이 되도록 하여 구조적으로 노이즈에 취약했던 방사선 계측부분을 안정적으로

동작되도록 하였다.

detector detector

고전압 공급장치

Control 회로
MODEM

battery

신호전송 cabledetector detector

고전압 공급장치

Control 회로
MODEM

battery

신호전송 cabledetector detector

고전압 공급장치

Control 회로
MODEM

battery

신호전송 cable

그림 2-1. 자동 증류탑 검사장치의 방사선 검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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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p CoilLoop Coil

그림 2-2. 자동 증류탑 진단장치의 회전부와 고정부 연결도

그림 2-1의 좌측은 기존의 자동증류탑 검사장치의 방사선 검출부로서 NaI 1inch

섬광검출기에 동축케이블을 연결하여 고전압 공급 및 신호 전송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동축 케이블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검출기에서 발생된 analog pulse가

감쇄되어 최대 100m이상의 신호 전송은 불가능하였다. 그림 2-1의 우측은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방사선 검출부로서 고전압 공급 장치 및 PHA 회로 등이 내장되었고 모뎀을

추가하여 신호를 FSK (Frequency Shift Keying) 변조된 디지털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회전부와 고정부 사이에서의 신호전송을 위한 기존의 slip ring은 그림 2-2와

같이 loop coil을 통한 유도자장 전송방식으로 교체하여 방사선 검출부와 장치

제어부분을 전기적으로 절연시켜 외부의 noise에 의한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개발된 자동 증류탑 검사 장치에서는 계측치의 정확성이 향상되었고 기존의 측정거리

제한을 극복하여 증류탑 내부의 구조물뿐만 아니라 유체 거동의 이상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2-3(a)는 기존의 진단장치에서 측정된
60

Co의 spectrum이다. 신호 전송

케이블의 길이에 의한 펄스 신호 감소를 상쇄하기 위하여 1,300V 이상의 고전압을

공급하였다. 그 결과 high energy의 pulse 부분은 preamp의 dynamic range를 벗어나

clipping 현상이 발생하여
60

Co의 특성 감마에너지 중 1.33MeV에 해당하는 peak가

왜곡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3(b)는 개발된 장치에서의 결과로 (a)에서와 같은 왜곡

현상이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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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3. 기존장치와 개선후의 장치로 측정된 60Co 선원의 pulse spectrum비교

표 2-1. 기존 자동증류탑검사 장치와의특성 비교

분류 기존 방식 개선 후 비고

신호전송 방식 Analog 신호 FSK 변조된 digital 신호 노이즈

신호전송 거리 0〜100m 이하 200m 이상 전송거리 증가

PHA 가능 유무 길이 증가에 따른
pulse왜곡

케이블 길이에 관계없이
가능

계측회로 구성
방사선 검출부와 계측회로

분리
방사선 검출부와 계측회로

일체형

전원공급 장치
케이블을 통한 고전압

직접공급 소형 battery 내장

증류탑의 구조물에 비하여 질량감쇄계수가 매우 낮은 내부 유동물질(액체/기체)의

분포변화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동일한 목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증류탑을

대상으로 tray 바닥면에서 vapor phase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였다. 그림 2-4에

보인 수직 밀도 분포도(vertical density profile)로부터 측정된 결과를 정리한 표 2-2에

정리한 바와 같이 tray 하부 liquid phase의 폭이 (b)의 경우 (a)의 값보다 약 2~3배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tray에 설치된 valve 또는 bubble cap이 훼손되거나

탈거되어 유체를 일정 높이로 유지시키지 못하고 하부로 흘려보내는 weeping 현상이

발생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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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4. 증류탑의수직밀도 분포도 (vertical density profile)

표 2-2. Tray 하부로부터 vapor phase까지의거리(mm)

Case (a) Case (b)

Tray No. Scan Tray No. Scan 1 Scan 2 Scan 3 Scan 4

18 50 38 300 350 300 300

19 50 39 250 250 250 300

20 40 300 250 250 250

21 100 41 300 300 300 250

22 100 42 350 250 300

23 100 43 300 200 300

24 100 44 300 300 300

25 100 45 300 300 350 350

46 300 250 300

47 300 300 300

2. 증류탑 검사장비 무선화

석유화학 산업에서 가동 중인 다양한 목적과 형태의 증류탑에 대한 감마선 이용

진단실험은 방사선 검출부에서 계측된 데이터를 정해진 시간 간격으로 약 10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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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위치의 수신 장치로 보냄으로써 수행된다. 기존의 방법은 동축케이블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이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이 방법은 장거리 전송으로 인한 데이터의 왜곡

및 신호의 감쇄가 일어나 수신 데이터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증류탑 검사용 방사선 검출부와 제어장치 내부의 데이터 처리

장치 간 데이터 송수신을 무선화 하였다. 무선 데이터 송수신으로 인하여 기존의 동축

케이블을 강철 와이어로 대체함으로써 장비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

며, 기존의 장비에서 발생하던 접지 전압의 차이에 의한 노이즈 발생 원인을 제거하여

실험결과의 신뢰성을 높였다.

무선 송신기능을 갖는 방사선 검출부는 1×1inch BGO 검출기, blocking oscillator

방식의 고전압 공급 장치, 장치 제어를 위한 MICOM, 무선 송수신기(BIM module) 및

전원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6은 무선 송신기능이 장착된 증류탑 검사장치의 방

사선 검출부와 제어함에 내장된 데이터 수신용 무선 모뎀을 보이고 있다.

cover

BGO detector
High voltage

circuit FM transceiver

Battery

Antenna

Micom

그림 2-5. 무선 송신장치가 내장된 방사선 검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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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enna

Control box
Radiometrix BIM module

Wireless transiver

그림 2-6. 데이터 제어함 내부의 수신용 무선모뎀

무선 데이터 송수신을 위해 사용된 BIM module은 Radiometrix사에서 생산된 FM

433.92MHz의 송수신 모듈로서 최대 40kbps 속도로 데이터의 송수신을 할 수 있다.

Whip antenna를 사용할 경우 송수신 거리는 120m 정도이고, 용도에 따라 loop, helical

또는 whip antenna 등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어 무선 증류탑 검사장치의 송수신 모

듈로 적합하다. BIM module에서 수신된 데이터는 header, 데이터, termination

character 등으로 구성하였다. Micom을 통하여 carrier 신호를 감지한 후 header를 제외

한 데이터만 추출하여 main board로 전송하고, main board는 데이터 처리를 위한 PC

로의 데이터 전송, 방사선 검출부 및 감마선원의 위치 제어를 위한 step motor의 제어

를 담당한다. 무선으로 전송된 데이터는 그림 2-7에서 보인 바와 같이 제어함의 후면에

연결된 안테나를 통하여 방사선 검출부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수신한다.

그림 2-8은 무선 송수신 장치의 데이터 송수신 에러측정 결과로서 가시거리 120m

범위 내에서 송수신 에러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140m 이상부터 에러 율이 급격히

증가함을 확인하였고 대부분의 증류탑 진단실험의 최대 범위에 해당하는 120m 거리 내

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내장형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데이터를 처리한 후

디지털 신호를 송신하므로 산업현장에서의 전기적 노이즈에 의한 신호 왜곡 현상이 감

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증류탑 진단결과의 정확도에 영향을 주는 PHA(Pulse Height

Analysis)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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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Header Termination Character
    

그림 2-7. 제어함에 수신되는 신호의 구성

140m

120m

Radio transmitter

Receiving
error

Error rate << 0.1 %

Error rate »50 %

Reliable detecting
range 120m

 

그림 2-8. 거리에 따른 통신 에러 측정결과

3. 증류탑 진단결과의 DB구축

Tray type 석유화학 증류탑 공정을 대상으로 밀봉 감마선원을 이용한 내부이상 진단

결과를 처리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석유공정

의 진단결과를 해석하는 기존의 방법은 현장에서 ASCII 형식의 실험데이터를 상용 오

피스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이를 공정 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도면과 비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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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동일 설비에 대한 가동조건의 변화 및 시간

경과에 따른 내부 상태변화 등 2회 이상의 진단실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분석결과를

관리를 해야 함에 따라 내부 상태와 가동조건 사이의 정량적인 관계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증류탑 진단결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설비도면과의 가시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KAERI-COLSCAN-DB)을 개발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공정설비의 내부 밀도분포 상태를 이차원으로 형상화하고, 이들 데이

터와 추가적인 column scan 결과의 효율적인 비교 분석 및 database 구축이 가능하도

록 구현하였다. 사용 언어는 Microsoft의 Visual Basic 6.0을 사용하였으며, column과

실험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실험대상 설비에 대한 직경, 높이, tray

type과 배향, spacing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진단 설비를 입체적으로 구현하고 이에 대

한 측정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일 설비에 대한 가동조건에 따른 내부 상

태변화를 평가하고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수의 결과를 동시에

한 화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 하 좌 우 이동 및 zoom 기능을 부가하여

각각의 개별적인 미세조정과 최적화된 표시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2-10은

raffinate column을 대상으로 측정한 실험데이터를 개발된 응용 소프트웨어로 처리한

결과를 예로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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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KAERI-COLSCAN-DB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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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데이터 처리결과

4. 증류탑 검사기술의 실용화

밀봉 감마선원을 이용하여 가동 중인 증류탑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은 대형 증류탑 내

부 상황을 시각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공정진단기술이며, 가동 중인 증류

탑에 대한 진단 정보는 제품의 순도 저하요인 파악은 물론 이상 현상 발생 시 유지 및 보

수작업의 정확한 계획수립에 활용되므로 막대한 비용절감 효과와 제품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요구에 대하여 개발한 자동 증류탑 검사 장치는 수차례 정

유/석유화학 현장에서 시범실험을 통하여 계측결과의 재현성과 현장적용성의 우수성을

확인하였다. 장치 산업이 고도로 발달된 국내 석유화학 산업구조에서 본 기술에 대한 수

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기술 수요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증류탑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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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2006년 3월 세이프텍(주)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자동감마증류탑검사장치 특허권(특허출원 10-2003-64904), 자동증류탑검

사장치 구동 프로그램(2004-01-129-006431), 증류탑 진단을 위한 실험 및 결과해석 방법 등을

포함한 기술 실시권을 제공하고 세이프텍(주)은 이에 대한 대가로 정액기술료

(₩53,527,000) 및 경상기술료 (매출액의 5%)를 연구소에 납부하기로 하였다. 원활한 기술

이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처의 기술이전사업 등 후속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기술

이전 사업체에 사용할 자동화 장치를 제작ㆍ공급하였다.

표 2-3. 기술이전 내용 요약

기술이전 명 증류탑(Tray Column) 진단을 위한 실험 및 결과해석 방법

기술이전 업체 세이프텍(주), 대표: 이성식

계약기간 5년 (2006.3~ )

제공기술

자동 감마 증류탑 검사장치 특허 사용권
(특허 출원 10-2003-64904)

자동 증류탑 검사장치 Control box 구동 프로그램
(2004-01-129-006431)

증류탑 진단을 위한 실험 및 결과해석 방법

제공문서

자동 증류탑 진단장치의 설계 및 제작도면

밀봉 감마선원 용기의 제작도면

기타 관련자료

기술이전료
정액 기술료 (₩53,527,000)

경상기술료(매출액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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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추적자 신기술 개발

1. 촉매 수명평가를 위한 산란 방사선 분석기술 개발

전 계수법(gross counting)에 의한 탈황공정반응기의 측정은 단순히 빈 공간과 촉매 층

과의 구별을 통해 촉매 층의 정확한 높이를 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촉매 층 내부에서의 화학반응에 의한 촉매의 화학변화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는 못한다.

반응하지 않은 촉매인 ZnO(1.17g/cm3)가 황화수소와 반응하여 ZnS(1.35g/cm3)를 생성하

면서 매질의 밀도가 증가(15%)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와 매질의 구성 원소에 영향을

받는 컴프턴 산란(μσ)과 광전효과(μτ) 등으로 전선형감쇄계수(μtot)에 변화가 발생하여 결과

적으로 반응기의 반대편에 설치된 방사선검출기를 향하여 다중 산란되어 계측되는 감마스

펙트럼의 저에너지 영역에서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실험실에 두 가지 촉매 (ZnO/ZnS)가

각각 충진된 아크릴 용기(20cm×20cm×100cm)를 준비하고 두께 2cm의 납으로 차폐된

2inch NaI(Tl) 섬광검출기(Model 802, Canberra)를 이용하여 Spectroscopy

Amplifier(Model 2022, Canberra), PM Tube Base/Preamp(Model 2007P, Canberra), 그리

고 HV Power Supply(Model 3102D, Canberra)가 장착된 NIM과 Portable Multichannel

Analyzer(MCA-8000, Amptek)으로 감마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두께 20cm의 납 차폐체

안에 장착된 60Co(22mCi)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을 직경 3mm의 조준경을 통하여 아크릴

용기 반대편에 설치된 감마선 검출기를 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험실에서의 측정결과

에서는 저에너지 영역에서의 변화를 관찰하기에 적합한 양의 산란을 일으키는데 충분한

촉매 매질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를 해결하고자 산업체 현장에서 가동 중인

탈황공정 반응기를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석유화학공단의 관련 업체들을 방문

하여 실험의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여 실험을 수행할 수 있었다. 현장실험에는

210mCi의
60

Co가 사용되었다. 실험 대상 탈황 반응기는 높이 18.4m, 직경 2.65m이며, 내

부는 상부의 CoMox 촉매 층, 상부 ZnO층, 그리고 하부 ZnO층 등 세 영역으로 구분된

다. 감마선 측정은 상단 CoMox 촉매 층 하단부터 하부 ZnO층 상단까지 7.9m 구간에

대하여 매 10cm 간격으로 1분 동안 수행되었다. 반응기의 상부 ZnO 촉매는 2년 전에 교

체되었으며, 하부 ZnO층은 상부 ZnO층의 수명종료로 인한 황의 다음 공정(downstream)

으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추가 촉매 층이다. 촉매 교체의 최적시기 산정은 이

에 따른 비용절감은 물론 생산품질의 유지와 공정 효율 향상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한다. 촉매가 너무 이르게 교체될 경우 대량의 미사용 촉매가 조기에 폐기되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적기에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탈황공정을 통과한 황화

합물로 다음 공정이 오염되므로 반응기의 부식 및 제품의 오염, 폭발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기존의 방법은 공정에서 배출되는 유체를 간헐적으로 채취하여 황의

농도를 기록하고 관찰하는 것이었으나, 반응기 내부에서 channelling 등의 비정상적인 유

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의 신뢰도가 매우 낮아지는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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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탈황반응기의 내부 수직밀도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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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휴대용 감마 스캔 장치

  

그림 3-3. 실험대상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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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산업공정에서 가동 중인 대형 탈황 반응기는 화학적 방법으로 유기 황화

합물을 Cobalt-Molybdenum(CoMox) 촉매 반응기에서 수소화하여 황화수소로 변환시키

고 이를 다시 탈황촉매(ZnO)와의 반응을 통한 황의 흡수과정을 통해 황을 제거한다. 이

러한 반응들은 아래 식 (3-1), 식 (3-2)와 같이 표현된다.

RSH + H2 → H2S + RH (3-1)

H2S + ZnO → ZnS + H2O (3-2)

내부의 ZnO 촉매 층은 식 3-2의 반응을 통해 ZnS로 변환된다. 탈황 반응기에 대

하여 반대편에 위치시킨 감마선원으로부터 도달하는 산란스펙트럼을 분석함으로써 탈황

과정에서 사용된 촉매(ZnS)와 사용될 촉매(ZnO)의 분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공정 가동 중에 탈황반응 영역을 감지하고 향후 사용가능한 촉매의 양을

파악함으로써 촉매의 최적 교체시기를 산정할 수 있으며, 밀봉 감마선원(60Co, 210mCi)

를 이용하여 전방다중산란 감마스펙트럼과 수직밀도분포를 구하였다.

그림 3-4는 실험대상인 탈황공정 반응기의 계측구간과 방향, 스펙트럼으로부터 구

한 전 계수값(gross counting) 및 탈황공정의 사진을 나타내고 있다. 반응기 내부의 촉

매 층과 빈 공간을 투과하여 검출되는 감마선 세기의 변화로부터 각 영역이 명확히 구

분된다. 상단(11.9m 이상)에서의 낮은 계수결과는 탈황공정 상부에 위치한 CoMox 촉매

층 하단에 기인한다. 높이 9.9～11.9m 구간에서 CoMox 촉매 층과 상부 ZnO/ZnS층 사

이의 빈 공간이 확인된다. 5.7～9.9m 구간에서 다시 낮은 계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는 ZnO/ZnS층을 통과하면서 얻어진 값이며 5.3～5.7m 구간은 상부 ZnO/ZnS층과 하

부 ZnO층 사이의 빈 공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4를 통해 공정 가동 중의 상단

ZnO/ZnS 촉매 층의 높이는 4.2m로 확인되었다. 이는 실제 도면에서의 수치보다 1.3m

낮은 값이며, 현장 관계자로부터 과거 촉매 교체작업 당시에도 실제 촉매위치가 4.3m이

었음을 확인함으로써 본 계측실험이 정확하게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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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탈황반응기의 내부 수직밀도 측정결과 및 설계 값과의 비교

그림 3-5(a)에 탈황 반응기 내부의 빈 공간과 탈황 촉매 층을 통과한 후에 계측된

각각의 감마선 스펙트럼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빈 공간의 스펙트럼에서는 60Co선원의

특성 피크가 나타나는데 반해 탈황 촉매 층에서는 저에너지 영역에서의 낮은 산란 스펙

트럼만 검출되었다. 이는 큰 직경(2.7m)의 탈황공정 반응기 내부에 높은 압력으로 충진

된 촉매에 의한 차폐 산란의 결과이다. 탈황 반응기 내부에 충진된 촉매의 화학적 변화

에 따른 스펙트럼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ZnS와 ZnO 촉매 층에 대한 산란스펙트럼

을 비교하였다. 그림 3-5(b)에 각각 ZnO와 ZnS의 대표적인 영역으로 판단되는 6.7m와

9.8m 지점에서의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는 가시적인 차이점이 확인되지 않

으나, 230～270keV 영역에서 뚜렷한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ZnS 및

ZnO 촉매 층을 구분하기 위하여 230～270keV 에너지 영역에 대한 계측치의 합을 높이

별로 구한 후 그림 3-5와 같이 상대적인 비율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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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a) 빈 공간과 촉매 층에서의 감마선 스펙트럼 비교, (b) 반응기의

9.8m(ZnS)와 6.7m(ZnO)의 산란스펙트럼과 220～350keV 영역에서의 비교

그림 3-5의 7.4～9.0m(1.6m) 영역에서 저에너지 영역에서의 계수 합을 기준으로

9.0～9.9m(0.9m) 구간에서는 낮은 분포를 5.7～7.4m(1.7m)에서는 높은 분포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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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사용되지 않은 촉매인 ZnO가 H2S와 반응하여 ZnS로 변화하면서 밀도(bulk

density)는 1.17g cm-3에서 1.35g cm-3로 변하게 되며 이는 ZnS가 ZnO보다 더 낮은 계

수값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낮은 계수값의 영역(상단의 0.9m 구간)은 탈황반

응의 결과로 대부분의 촉매가 ZnS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장 높은 계

수값을 보이는 반응기 하단(5.7～7.4m 구간의 1.7m 영역)은 대부분의 촉매가 황화합물

과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ZnO의 영역이라 할 수 있으며, 실험당시 탈황반응은 중간

값을 보이고 있는 7.4～9.0m(1.6m) 범위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반응기 단면 밀도 계측 기술 개발

밀봉 감마선원을 이용한 산업진단기술의 개발과 관련하여 2004년도에 이어 투과 감마선

및 이미지 복원기술을 이용하여 반응기내부의 단면밀도를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였

다. 이를 위해 그림 3-6과 같이 선원 및 감마선 검출기 한 쌍을 이용하여 parallel beam

구조를 갖는 장치를 설계 제작하고 제어 프로그램 및 이미지 복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였

다.

그림 3-6. 제작된 portable 단층 sc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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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단층 스캐너 구성도

그림 3-6의 단면밀도 측정 장치의 이미지 복원 프로그램은 Filtered Back

Projection(FOP)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단일 에너지를 갖는 감마선이 두께(u)를 갖는 매

질을 통과할 때 길이에 따라 감쇄되는 방사선 세기는 식 (3-3)과 같다.

I=I 0e
-⌠

⌡ μ(x,y)du (3-3)

ln
I 0

I
=⌠

⌡μ(x,y)du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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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Parallel beam 프로젝션에서의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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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Filtered Back projection algorithm

여기서 I0는 입사 방사선의 세기이고 μ(x,y)는 좌표지점에서의 선약 감쇄계수(linear

attenuation coefficient)를 의미한다. 그림 3-8에서 각 θ만큼 회전한 후 원점에서 s거리에

서 u 방향으로 선적분한 값은 식 (3-5)과 같이 되며 이를 ray-sum이라 부른다. 방사선 계

측 시 식 (3-5)의 값이 된다.

p(s,θ)=⌠
⌡ μ(x,y)du (3-5)

p(ξ,θ)를 p(s,θ)의 푸리에 변환이라 정의하면 식 (3-6)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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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ξ,θ)=⌠
⌡

∞

-∞
p(s,θ)exp(-j2πξs)ds (3-6)

p(ξ,θ)함수에 lamp filter를 적용하게 되면 p(ξ,θ)∙|ξ|가되고 이에 대한 역푸리에변환은

식(3-7)과 같이 되는데 이를 x, y평면에 θ에 대하여 식 (3-7)에 대한 연산을 거치면 이미지

가 복원된다. 이 과정을 back-projection이라고 하며 알고리즘 중에 식 (3-6)과 같이 filter

적용이 되므로 Filtered Back Projection이라 한다.

p̂( s,θ)=⌠
⌡

∞

-∞
|ξ|p(ξ,θ)exp(j2πξs)dξ (3-7)

μ(x,y)=⌠
⌡

π

0
p̂( xcosθ+ysinθ,θ)dθ (3-8)

그림 3-10. Image reconstruction program based on Filtered Back Projection algorithm

이미지 복원 방법은 전술한 Filtered back Projection외에도 Algebraic Reconstruction

Technique에 기초한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계측조건에 맞는 알고리즘을 선택적으로 적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알고리즘 적용결과 계측수가 적은 데이터의 경우 ART를 이용한 방

법이 보다 정확한 복원 결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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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는 가상 이미지에 대한 EM 기법 복원 결과로서 이미지 복원 알고리즘에 대한

성능을 알 수 있다.

그림 3-11은 밀도 1과 0.815의 물과 oil 그리고 공기층에 대한 phantom 측정결과 이미

지로서 이들 밀도에 대한 구별이 가능한 contrast를 보여주고 있다.

Oil

Water

Air

40cm

13cm

13cm

13cm

5mm

0.0702cm-1

0.0862cm-1

=m

=m

5mm

(a) 원본 이미지 (b) Filtered Back Projection (c) Algebraic Reconstruction

그림 3-11. 137Cs 사용한 단층 이미지 복원 방식의 비교

단면밀도분포 측정 장치로 선원에 에너지별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Cs-137 20mCi 및

Co-60 20mCi을 사용하였고, 1×1, 2×2 inch NaI(Tl) 디텍터를 사용하여 투과 감마선을 비

교 계측하도록 하였으며 40cm 크기의 wood sample, packed bed phantom, pipe line

phantom 등의 다양한 재질 및 밀도를 대상으로 단면밀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3-12. Artificial data에 대한 단면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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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은 나무 샘플에 대한 복원 이미지로서 64K×84N로 스캔한 결과이다. 이 경우

최대 스캔간격은 6mm로서 sampling이론에 의하면 12mm의 해상도를 보이게 된다. 약

10mm 정도 크기인 나이테의 구분이 됨을 알 수 있어 최대 해상도가 이론치에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3. Wood Sample 에 대한 단면 측정

10mm 구경의 collimator를 사용하여 gross counting 기법으로 최대 6,000cps를 얻을 수

있었으며 계측시간은 1,632개의 투과빔 계측을 하였을 때 약 1시간 30분정도 소요되었다.

방사선 계측에 약 3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선원 및 디텍터의 위치를 제어하는데 소

요된 시간이 1시간이다. 따라서 하드웨어 제어방법의 개선에 따라 계측소요시간은 추가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Lab 규모의 실험 장치로써 감마선을 이용한

산업용 단면 측정기술의 기초연구로 수행되었으며, 이는 향후 대형 산업장치 진단용 감마

투과영상장치의 기반연구로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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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Projection(K) and number of sample per projection(N)

표 3-1. 선 감쇄계수의 이론값과 실험결과의 비교

reference value

(μ‧cm-1)

Measured value

(μ‧cm-1)
Error

Light kerosene 0.0702 0.070 0.5%

Water 0.0862 0.086 0%

Teflon 0.154 0.1591 4%

Aluminum 0.19 0.208 9%

표 3-1은 그림 3-15에 사용된 water, oil 및 Teflon, Aluminum 등 선 감쇄계수가 알려져

있는 샘플에 대하여 단면밀도 측정한 정량적으로 요약하였다. 상기 표와 그림 3-15에 의

하면 oil, water 등에 대한 실험값은 이론값에 근접하고 있고 밀도가 높은 물질일수록 이

론값과 약간 차이를 보였다. 이는 방사선 검출기의 불완전한 차폐 등으로 인한 영향으로

사료되며, 추가 보정실험으로 계측결과의 정량적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작

된 단면밀도분포 측정 장치 및 관련기술은 소규모 반응기와 배관의 단면에 대한 영상진단

등에 직접 적용 가능하나, packed bed 및 증류탑 등 대형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

을 위해서는 당해 연도에 개발된 기술을 기초로 추가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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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균일조성 시료에 대한 측정결과의 정량적 비교결과

3. 추적자 단면 분포 계측 기술 개발

방사성 추적자를 활용한 평균체제시간 분포측정(RTD)은 시스템의 dead volume과 반응

기 모델 정수 등을 구하는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RTD는 거시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국부적인 추적자의 분포를 영상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추적자의 단면 분포

계측을 하기 위해서는 측정 단면을 pixel로 구분하고 위치별로 detector에 검출될 확률을 구

하여야 한다. 용기 내부의 각 pixel 위치에 방사성추적자가 존재하고 외부에 detector array

가 있을 경우 각 detector에 검출될 확률은 Monte Carlo code simulation을 통하여 구하게

된다. 용기 외부에 다수의 디텍터가 위치하고 용기 단면을 가상의 pixel로 정한 경우 j번째

pixel에 위치한 단위 방사능의 추적자에 의해 i번째 detector에 검출된 방사선수를

simulation을 통하여 구할 수 있으며 이 값을 hij라 표기할 수 있다. 특히 1개의 특정

detector에 대해 각 단면에 분포한 추적자가 검출될 확률을 표시한 것을 Point Source

Response Function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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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40 cm 수조 내부의 Tc-99m, D5 위치에서의 PSRF 계산

각각의 detector에 대해 PSRF를 모두 구한다. detector가 용기 외부에 M개 존재하고 내

부 단면을 N개의 pixel로 나누었을 경우 hij는 M ×N의 matrix가 되며 f를 pixel에서의 추

적자 농도, g를 각 detector에서 계측된 방사선 계수값이라 하면 이들 간의 관계는 식

(3-9)와 같이 된다. 식 (3-9)에 대해 해를 구하는 방법은 Kenneth Lange and Richard

Carson에 개발된 Expectation Maximization(EM) 방법이 널리 알려졌으며 식 (3-10)과 같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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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장치의 구성은 그림 3-17과 같이 물로 채워진 직경 40cm의 vessel 내부에 지름 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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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의 2.66mCi와 8.3mCi의 Tc-99m를 수조 중심으로 20cm 간격으로 위치시키고, 외부에

1×0.5 inch NaI detector 8 개를 45도 각도로 회전시켜 총 64개의 위치에서 데이터 획득하

였다. 전술한 EM 알고리즘을 적용한 Labview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미지 복원 소프트

웨어를 제작하였다. 수조에 Tc-99m을 투입하기 전에 공기 중에서 1m 거리에서 측정 후

조사선율정수로 방사능 양을 측정한 값과 수조에 투입한 후 추적자 단면분포 측정 알고리

즘을 통하여 복원한 값을 표 3-2에 비교하였다. 해상도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추적

자의 방사능 측정치는 비교적 잘 일치하였다.

표 3-2. 계측값비교

Sample (좌) Sample (우)

조사선율정수를 통한 계산

값(공기 중 1m거리에서 측정)
2.66mCi 8.3mCi

추적자 단면 분포 복원 값 2.4mCi 9.1mCi

그림 3-17. 측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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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390mm

H2O

Acryl(1.19)

d8

d7

d6

d5

d4

d3

d2

d1

Tc-99m
8.3mCi

Tc-99m
2.66mCi

그림 3-18. 실험장치 구성도

그림 3-19. 계측결과의 2D 표현

추적자 단면 분포 계측 기술의 산업 응용분야는 tracer visualization, CFD validation,

chemical engineering, oil recovery, geochemistry 또는 hydrogeology 등에 활용될 수 있

다. 특히 chemical engineering의 경우 반응기 내부의 mixing pattern을 실시간 가시화 할

수 있어 기존의 방법으로는 계측할 수 없었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용된 Monte carlo simulation program은 프랑스 CEA의 INSPECT를 사용하였지만,

matrix연산에 사용된 설정치와 실제 실험장치 구성을 정확하게 모델링을 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보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실제 장치 구성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PSRF 계

산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Tc-99m은 140KeV의 낮은 에너지를 방출하므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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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적용이 어렵다. 따라서 산업공정 반응기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비교적 높은 에

너지를 갖는 동위원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시간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 회전 장치가

아닌 다수 detector를 구비하여 실시간 계측을 하여야 한다. 해당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서

는 이번 결과를 발판으로 공업공정 대상을 정확히 모델화한 PSRF 프로그램 개발, 단 반

감기의 고에너지 방사성 표지화합물 생산, 고효율 다중 detector 검출 장치 설계 등의 후

속 연구가 추진되어야 한다.

제4절 추적자/CFD 상호 활용 시범기술 개발

1. 침전조 3D CFD 모델 제작

전 단계에서 2차원 CFD 침전조모델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침전조 유출부 등의 해석에

2차원 모델의 적용은 한계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위해 3차원 CFD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차 침전조의 유동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질량, 운동량, 에너지, 난류 및 고형물질 농도

등에 대한 지배방정식은 3차원 좌표계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되며 단위체적당 시간에 따른

변화량은 유동 및 확산항 그리고 단위체적당 생성항의 합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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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1)에서 φ는 일반 종속변수로서 x, y 각 방향에 따른 속도(u,v), 압력(p), 난류에너

지(k)와 이의 소산율(ε), 온도(T), 부유고형물질농도(C) 등을 나타내며 Γφ와 Sφ는 φ에 해당

되는 난류확산계수와 생성항이다. 다양한 크기를 가진 부유고형물질의 농도를 계산하기

위한 입자이동 모델은 식 (4-2)와 같이 Eulerian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마지막 항인

Vs는 고형물질의 종말침강속도를 나타낸다. 여기서 vsx와 vsy는 각각 x 방향, y 방향의 물

질전달 특성을 나타내는 Schmidt의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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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 밀도는 부유고형물질의 농도로부터 식 (4-3)과 같이 경험적으로 계산하며 C는 부

유 고형물질의 농도를, Ss는 고형물질의 비중을 나타낸다.

)S1(C 1
Sr
--+r=r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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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류 유동 해석은 다양한 특성 시간과 와(渦)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하나 제

한된 컴퓨터 용량과 속도로 인해 직접적인 해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주요 변수에

대해 시간 평균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였다. 이때 유동항과 같은 비선형항

에 대한 시간 평균은 레이놀즈(Reynolds) 전단력과 같은 변동상관항(turbulent fluctuation

correlation)에 대한 모델이 요구된다. 미지의 레이놀즈 전단력은 Bousinessq 가정을 이용

하였고 난류점성계수μt는 Launder와 Spalding이 제시한 표준 k-ε 모델을 사용하였다.

 
  


(4-4)

식 (4-4)와 같이 표현된 2차 편미분 지배방정식은 검사체적에 기초한 Patankar의 유한차

분 방법을 사용하여 이산화 하였으며, 운동량 방정식에 나타나는 속도와 압력의 연계는

SIMPLEC (Semi-Implicit Method for Pressure Linked Equations Consistent)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그림 4-1. 침전조의 유출부 형상을 고려한 3차원 CFD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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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적자 실험에 의한 3D CFD 모델 검증

3D CFD 모델을 통한 내부 유동장을 침전조 깊이 및 수평방향 거리에 따라 방사선 검

출기를 설치한 동일한 지점들에서 순간 투입된 추적자에 의한 시간-농도의 곡선을 도출한

후 모델의 검증을 위하여 현장실험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개발된 3차원 침전조 모델은

두개의 하부모델(sub-model)로 침전조로 유입되는 고농도 고형물질의 침전특성을 평가하

는 정상상태 모델(steady state model)과 방사성 추적자가 순간 투입되는 비정상 상태 모

델(unsteady state model)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적으로 정상상태 모델로부터 고형물질이

유입되는 침전조의 유동특성을 결정한 후 방사성 추적자의 거동을 계산하기 위한 3차원

비정상상태 모델을 실행하였다. 비정상 상태의 이송방정식(transport equation)으로부터 계

산된 추적자의 시간-농도분포 곡선을 각 계측기가 위치한 격자점으로부터 도출하여 그림

4-2와 같은 검증 결과를 얻는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운동량 방정식에서 고형물질에 의한

밀도차로부터 발생하는 강력한 부력의 영향으로 인해 계산 시 발생하는 발산(divergence)

및 변동(oscillation) 현상을 최소화하도록 반복 계산 시 유동에 대한 완화계수(relaxation

factor)를 반복계산 회수에 따라 조절하여 적용하였다. 계산 초기에는 불안정한 유동장의

수립으로 인해 완화계수는 매우 작게 주었고 반복계산 횟수가 증가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완화계수를 증가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v-운동량 방정식의 생성ㆍ소멸항인 부력항에 나타

나는 밀도의 변화량에도 완화계수를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수렴성능을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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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여기서 
는 전 단계 반복계산(iteration)에서 계산된 값이고, α는 완화계수이다. 단계적

완화계수의 적용은 반복계산 횟수가 3000번 이하에서는 v-운동량방정식의 완환 계수는

0.001을, 5000번 이상에서는 0.01값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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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inlet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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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 settling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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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he withdrawal zone

그림 4-2. Comparison of RTDs calculated from 3-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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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유입수 조건(유량 및 유속, 부유고형물질 농도 등)에 따른 2차 침전지에서의

부유고형물질 제거효율 및 침전특성을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리 예측ㆍ평가할 수

있다. 또한 내부 유체유동과 고형물질의 침전특성을 그림 4-2와 같이 가시화할 수 있으므

로 운전자가 2차 침전지 운영 시 유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의 활용이 가능하다.

3. CFD 모델이용 침전조 최적화 조건 도출 및 거동의 가시화

침전조 유입구 위치에 따른 고형물질의 전반적인 제거성능을 계산한 결과 유입구 위치

가 낮을수록 바닥 밀도류의 강도가 낮아지며 고형물질이 출구방향으로 휩쓸려 가는 현상

이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림 4-4는 각 유입구 위치에 따라 입구 정류벽을 설치

한 경우 침전지 내부 속도벡터장을 보여준다, 유입구 위치가 높은 경우 입구 정류벽의 설

치는 침전조의 성능을 개선시켜주었으나 유입구 위치가 낮은 곳에서의 정류벽 설치는 오

히려 밀도 폭포류에 의한 하향류 흐름을 증가시켜 결국엔 성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나타

내었다.

(a) top inlet position

(b) bottom inlet position

그림 4-3. Distributions of SS concentration in a secondary clar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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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Velocity vector field with inlet baffle at various inlet positions

표 4-1에 침전조 입구의 정류벽 설치 위치별 suspended solid에 대한 영향을 요약하였

다. 평가 결과 해당 침전조 모델에서는 침전조 입구의 상부에 baffle을 설치하는 것이 침

전조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4-1. Relative SS concentration in the effluent

Effluent quality on suspended solids, mg/L

Inlet position Without baffle With baffle Baffle effect

Top 5.17 3.88 Good

Middle 2.91 3.00 Negligible

Bottom 0.10 1.14 Bad

4. 침전조 구조 변경 CFD확인 실험

3차년도에 3D 침전조 CFD 모델을 이용하여 침전조 운전을 위한 최적 조건을 도출하였

으며, 4차년도에는 방사성 추적자 및 침전조 모형장치를 통하여 검증 실험을 수행하였다.

침전조의 처리효율을 최적화하기 위해 정류벽(interior baffle) 설치를 통한 구조변경을 한

후, 이의 효율과 유동분포를 방사성추적자를 이용하여 검증하기 위해 실제 플랜트의 1/20

로 아크릴 재질의 침전조 모형장치를 제작하였다(L×W×H : 2.6×0.4×0.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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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하수처리시설의 침전조(Clarifier) 모형장치

침전조 모형장치를 이용한 방사성추적자 실험을 위해 사용된 동위원소는
99mTc(T1/2=6.01시간, E=0.14MeV, Γ=0.067 Rㆍm2/Ciㆍh)으로서 1회 실험에 약 20~40

mCi를 사용하였으며, portable RI generator로부터 인출 후 syringe를 이용하여 모형장치

에 주입하였다. 동위원소가 침전조 내에 투입된 후 정량펌프에 의한 지속적인 유량 유입

으로 추적자는 희석작용을 통하여 유동 후 배출된다. 이의 거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전

에 모형장치 수조 벽면에 설치한 방사선 계측장치를 이용하여 시간경과에 따른 수조 내부

추적자의 농도변화 및 거동분포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실험은 실제 유입유량의 수

리학적 상사를 고려하여 3.4 ℓ/min과 2.4 ℓ/min일 경우와, 정류벽 설치 유무에 따른 조

건 별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때 정류벽은 침전조의 최적화 구조변경 효율을 측정하기

위해 유입부로부터 약 46cm 떨어진 위치에 높이 5cm의 정류벽(interior baffle)을 이용하

였다.

실험결과 정류벽 설치 후 단락류(short circuit stream)가 전체 유출수에서 차지하는 부

분이 48%에서 32%로 감소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이의 평균 체제시간도 940sec에서 810sec

로 감소되었다. 이는 정류벽을 설치함으로써 단락류의 portion은 감소하였지만 침전조 내

체류시간이 감소되어 외부로 빠르게 배출됨을 의미한다(그림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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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정류벽 설치 유무에 따른 단락류(short circuit stream)의 거동특성

정류벽을 설치하기 전에는 추적자 투입 초기에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다가 일정

시간 경과 후 바닥으로의 강한 밀도류(density current)가 형성됨을 볼 수 있다. 이는 실제

침전조에서 바닥에 침전된 슬러지를 재 부상시킬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침전조 처리

효율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정류벽을 설치한 이후의 실험 결과, 침전조 바

닥에서의 밀도류 현상은 현저히 감소되었다. 또한 정류벽 설치 전에 비해 설치 후에 침전

조 하단부로 갈수로 정류벽에 의해 상향류 흐름이 우세하게 형성되었다가 후단으로 가면

서 흐름이 약화되어 유입슬러지의 중력에 의한 침전 기회가 그 만큼 증가하였다. 이는 간

섭침전(hindered settling)이나 압밀침전(compressive settling)에 비해 상대적으로 침강속도

가 빠른 독립침전(discrete settling)에 속하는 슬러지가 많게 되어 침전조 처리효율이 증가

됨을 의미한다. 이는 3차년도에서 실시한 CFD 모델을 이용한 침전조 최적설계 조건도출

결과와 일치하는 실험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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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4L/min

(b) 3.4L/min

그림 4-7. 정류벽 설치 유무에 따른 침전조 모형장치 내 방사성추적자의 공간 분포 변화

하지만 실제 하수처리장의 침전조 하단부에 정류벽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슬러지의 유입

유속과 정류벽 설치 위치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는 과도한 단락류(short circuit

stream)의 발생과 강한 밀도류(density current) 형성으로 충분히 침전되지 못한 유입 슬러

지가 배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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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산업적 이용 확산을 위한 시범실험 및 지원체제 구축

1. 매립관누설 탐사기술 개발

공정 내의 압력 유지를 위한 비정상적인 시스템의 동작, product의 오염 혹은 공정효율

의 저하가 발생할 경우 누설이 의심되며, 누설이 지하 매립관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 방사성동위원소를 추적자로

이용하는 누설탐지기술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배관검사장비(PIG)의 사용이 가

능한 배관(직경 20cm 이상)에서의 경우에는 그림 5-1에 보인 바와 같이 매립된 배관의 누

설 의심구역 전후를 고립시키고 배관을 따라 몇몇 지점에 구덩이를 파고 marker source

를 매립한 후 방사성추적자를 유입시키고 가압하여 추적자가 누설지점에서 새어나가게 함

으로써 배관 주변에 잔류하는 추적자의 위치를 파악한다. 이러한 방법에서는 많은 수의

marker source를 배관에 근접하여 설치하는 작업에 장시간 동안 큰 경비와 인력이 요구

되며, 특히 석유화학시설의 주요 공정 주변에서의 굴착작업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성추적자를 이용한 RTD(체재시간분포) 측정과 유속을 제어하여 단일

지점에서의 누설을 탐지하였으며 아울러 동위원소 PIG장치를 이용하여 누설을 탐지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그림 5-1. 방사성추적자를 이용한 매립관 누설탐지 방법. (marker source 이용법)

그림 5-2. MRT와 유속의 측정을 이용한 leak 측정 방법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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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에서와 같이 outlet에서의 유속(Qout)을 일정하게 유지시킨 상태에서 방사성추적

자를 투입하여 outlet 지점에서 평균체재시간을 측정한다. 배관의 전체 길이를 L, 단면적

을 A, 시작점에서 누설위치까지의 거리를 x라 하면, Qtotal=Qleak+Qout이므로 평균체재시간

은 식 (5-1)으로 표현된다.

(5-1)

이로부터 x를 구하여 누설위치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석유화학 산업시설의 공장부지

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소방배관에 누수가 발생하여 누수량과 누수지점을 진단하기 위

한 추적자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우선 누수량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하여

I-131을 추적자로 이용하였다. 그림 5-3에 실험을 위한 추적자의 투입위치와 검출기의 배

치도를 개략적으로 나타내었다. 추적자 투입 후 계측된 실험결과를 분석하여 누수량을 계

산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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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누수탐지 실험개요 및 체제시간 분포측정을 통한 누수량

측정(154ℓ/8.75hr=423.6ℓ/day)

배관검사장비(PIG)의 사용이 불가능한 소구경 배관 내 누수지점을 측정하기 위해 내경

2cm이고 길이 4.65m인 PVC 관을 이용하여 추적자 실험을 하였다. 누수현상이 없을 경우

의 배관 내 추적자의 평균체제시간(MRTNormal)과 누수 시의 평균체제시간(MRTLeak)을 산정

함으로써 다음 식을 이용하여 누수위치(x)를 산정하였다. 추적자 실험개요 및 실험결과를

그림 5-4와 그림 5-5에 각각 나타내었다.

(5-2)

그림 5-4. 누수탐지 실험을 추적자 투입/측정 위치 및 누수지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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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PVC 배관 내 누수위치 측정을 위한 추적자 실험결과

추적자 실험결과, 누수 유무에 따른 RTD 두 peak 사이의 시간차(△MRT)는 10sec로써

앞의 식을 이용하여 누수위치(x) 226cm의 결과를 얻었다. 이는 실제 누수지점인 200cm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값을 가진다. 이와 같은 결과는 syringe를 통한 추적자의 투입이 정확

한 pulse 타입으로 주입되지 못하고 투입단면에 균일하게 표지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판

단되며, 추적자 투입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위원소 Pipe Inspection Gauge를 이용한 매립관누설 탐지 기술

매립 배관의 국부적 leak에 의한 누설은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치명적인 환경오염을 초래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송유관 건설 시에는 비파괴검사를 수행하지만, 매립한 이후에는 지

능형 Pig(Intelligent Pig)를 제외하고는 매립 배관의 손상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현

재로서는 없다. 일반적으로 지능형 PIG는 몇 십 km 이상의 중장거리 대형 배관을 대상으

로 하며, 외국의 전문회사에 의뢰하고 있으므로 진단 비용 역시 상당히 고가이다. 무엇보다

최근 환경 기준이 강화되고 있어, 정유 및 석유화학 공장 등에서는 과거에 매립한 중거리

중소형 배관에서의 누설 여부에 대한 법정 검사가 요구되고 있으나, 마땅한 검사 방법을 찾

지 못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Intelligent Pigging 시스템이 중장거리 배관의 부식 손상 진

단에 활용되고 있다. 지능형 pig는, 독일의 Pipetronics, 영국의 PII, 미국의 GE Inspection,

일본의 아시아 프로텍 등이 Ultrasonic, Magnetic Flux Leakage 원리를 이용한 지능형 PIG

를 개발하여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가스공사 연구개발원에서 막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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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들여서 지능형 PIG 개발을 하고 있다. 한편, 최근 부식 등의 문제로 전통적인 금속

소재 배관을 폴리우레탄 혹은 폴리에틸렌 소재로 대체시키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데, 초음파

의 경우는 비금속 소재에서 감쇠가 커 적용이 어려우며, MFL의 경우는 강자성체의 금속

소재에 제한되고 매립관 주위의 광석물질이 분포 되어있는 경우 계측의 정확성이 떨어지게

되며, 비금속 소재 배관의 경우 초음파 및 MFL 원리를 사용하는 지능형 PIG 이용 기술은

적용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본 과제에서 기존의 배관 검사 장치와 외국의 방사성 추적

자를 사용한 누유 탐지 기술에 대한 대안으로서 중성자 방사화 분석기술에 기초한 배관 검

사 장치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배관 검사 장치는 중소형 배관의 누유 발생 시 누유 지점을

탐색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서 금속 배관은 물론 비금속 소재 배관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으며 외국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배관 검사 장치에 비해서도 상당히 기술적 우위

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방사성추적자를 이용한 누설지점 탐지 기술

방사성 동위원소 추적자를 이용한 Pipe Inspection Gig(PIG)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본 기

술의 적용을 위해서는 우선 누설이 의심되는 송유관을 내부를 비워야 한다. 그 다음엔 그

림 5-5와 같이 지하 매립 송유관등에 방사성 추적자를 투입한 후 송유관의 끝을 막은 후

압력을 가한다. 그러면 그림 5-6과 같이 누설이 되는 위치로 방사성 추적자가 침투되어 누

설이 되는 부분의 방사성 추적자 농도가 높아지게 된다. 이후 송유관 내부를 다시 비운다.

방사선 계측장치가 내장된 배관검사장치(PIG)를 배관 내부에 넣은 후 압력을 가하여 PIG

의 위치를 이동시키면서 추적자의 농도가 높은 지점을 계측한다.

그림 5-6. 방사성추적자 투입 후 가압상태

그림 5-7. 누설위치의 방사성 추적자 농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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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과 같이 송유관 내에 누설이 존재하는 경우 누설되는 부분에 방사성 동위원소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어 누설여부를 알 수 있다. 누설 위치는 작은 방사능의 선원(marker

source)을 일정간격으로 땅을 판 후 송유관위에 부착시켜 놓아 이를 기준 위치로 정한다.

누설위치는 각각의 마커 선원을 통과한 지점으로 알 수 있으며 누설 위치의 상세 지점은

마커 선원순서와 PIG이동 속도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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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마커 선원 peak 및 누설 peak

방사성 추적자 이용기술의 장점은 사용되는 PIG장치가 매우 간단하다는 점이다. 단점은 방

사성 추적자를 운송 매체에 검출 가능한 농도로 희석시켜야 하는데 장거리 송유관의 경우

상당량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방사성 추적자 보관 및 회수용

대량의 저장용기가 필요하고 실험과정 이 매우 복잡한 점이 있다.

나. 중성자선원를 이용한 Pipe Inspection Guage

PGNAA를 이용한 장치는 open cut mine에서 석탄 매장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위하여 널

리 사용되고 있다. on belt analyzer 되는 기술이다. CnHm송유관 또는 석유화학시설 등의

배관의 누설의 경우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하여 누설을 탐지 할 수 있다. 누설이 발생하였을

경우 배관주변은 oil band를 형성하게 된다. 기름은 CnHm탄와 수소의 결합으로 구성되어있

다. 반면 흙은 수소 및 탄소의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적게 된다. 따라서 특정량의 탄소와 수

소의 존재유무로서 송유배관의 누유여부를 알 수 있다.

- 검출원리

중성자와 원자핵간의 반응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탄성산란(elastic scattering): 중성자와 핵의 운동에너지가 교환하며, 핵은 들뜨지 않는다.

운동에너지가 보존되며 중성자 수소 충돌에서 에너지 손실이 최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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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탄성산란(inelastic scattering): 핵은 들뜬다. 들 뜬 핵은 감마선을 방출하여 바닥상태로

되돌아온다. 속 중성자 및 무거운 핵에서 효과적으로 발생.

- 방사화 포획(Radioactive Capture): 1keV 이하의 낮은 중성자에서 효과적으로 발생한다.

- 하전입자 방출반응(Charged-Particle Reaction): 중성자를 흡수하고 알파입자 또는 양성자

가 발생하는 반응

- 중성자 발생 반응(Neutron-producing Reactions):

- 핵분열(Fission): 235U, 239Pu 등의 핵분열물질(fissile)에 흡수하여 핵분열을 일으킴.

이들 중성자와 원자핵간의 상호 반응 중 중성자 비탄성산란 방사화 포획 등은 감마선을 방

출하며 이 때 방출하는 감마선의 에너지는 원소에 따라 다르다. 이와 같은 성질을 이용하면

방출된 감마선의 에너지를 분석함으로서 원소의 성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

하여 중성자 방사화 분석(NAA), PGNAA borehole logging, PGNAA on-belt analyzer 등

다양한 응용기술이 존재한다.

Neutron Nucleus

collision Excited
nucleus

g

Stable
nucleous Gamma ray

그림 5-9. 방사화 포획과정

방사화 포획반응은 열중성자에 의해 일어나는데 비해 Am-Be 또는
252

Cf등 방사성 동위원소

에서 발생하는 중성자는 수 MeV 대의 에너지를 갖는 고속중성자이다.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은 많은 수소 및 탄소원자를 함유하고 있다.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해 발생된 고속중성자

는 주로 수소원자핵과의 탄성충돌에 의해 감속되어 열중성자로 변한다. 따라서 수소원자를

다량으로 포함하는 물, 탄화수소 등 유기물질에 대하여 고속 중성자 선원을 이용하여 방사

화 포획반응을 일으킨 경우와 수소원자를 다량으로 포함하지 않은 무기물질에 대한

spectrum측정의 결과는 에너지 선별에 도 뿐만 아니라 검출효율에 대하여도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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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al

Thermalized
neutron

Underground pipe line

Crystal
Shield

Thermalized
neutron

Gamma ray

그림 5-10. PGNAA이용 배관주의 성분 측정

다만 배관 주변이 지하수 등 수소원자가 풍부한 환경인경우 누유된 상태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소원자와 타원자 구성비에 따른 스펙트럼의 차이를 통하여 전반

적인 spectrum 모양 차이로 구분을 해야 하며 따라서 방사선 검출 시 다중채널 분석이 필

수적이다. 누유 및 일반 수분이 많은 환경과의 차이는 물의 구성( H2O) 및 유제품의 성분

(CnHm)에 대한 방사화 포획반응에너지의 차이로 알 수 있다.

표 5-1. 주요원소에 대한 즉발 감마선 에너지

원소 에너지(MeV) 반응방식

H 2.23 방사화 포획

Si 1.778 중성자 비탄성 산란

Al 1.014, 2.96, 3.03 중성자 비탄성 산란

Fe 0.847 중성자 비탄성 산란

Fe 7.631, 7.646 방사화 포획

Mg 1.368 중성자 비탄성 산란

C 4.43 중성자 비탄성 산란

O 6.1 중성자 비탄성 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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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사성 동위원소

자원 산업 등에 사용하는 PGNAA probe에 사용되는 중성자선원은 α,n 반응에 근거한 중

성자선원과 252Cf와 같이 자발적 핵분열을 일으키는 물질을 사용한다. 이중 Am-Be은 α,n

반응에 근거한 중성자선원으로 고속 중성자 발생하는 선원이다. Am은 저에너지 감마선 및

알파선을 방출하는 선원으로 458년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다. 중성자 발생선원은 알파선 Be

을 타겟으로 하면 중성자가 발생하는 (α,n)반응을 원리로 하고 있다.

(α,n) 반응 9Be+α ⇒ 12C + n +γ(4.43MeV) (5-3)

이때 12C는 들뜬 상태로서 4.43 MeV의 감마선 방출을 동반한다. Am에서 방출되는 알파선

이 9Be를 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때 106개의 알파입자당 약80개의 중성자가 방출된다.

따라서 241Am 800mCi를 알파선 발생원으로 사용한 경우 Be 표적에서의 중성자 발생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식 (5-4)와 같다.

0.85×0.8×3.7×1010(800mCi)×70×10-6 =1,761,200 dps (5-4)

또는 1초당 1.76×106 개 중성자 발생하게 된다.

표 5-2. Am 방사성 핵종

241Am 방사선종류 에너지(MeV) %

반감기

458년

α2 5.38 1.7

α3 5.44 12.6

α4 5.48 85

α5 5.50 0.23

α6 5.53 0.35

γ2 0.067 0.53

γ3 0.070 0.53

γ4 0.304

252Cf의 경우 1μ gram 당 2.3×106 n/s의 중성자 선속이 발생한다. 자원산업에서 사용되는

상용 PGNAA 분석기의 경우 방사화 포획을 위한 중성자선원으로서 50～200μg of 252Cf를

사용하여 이때의 중성자 발생률은 1.1～4.6×10
8

n/se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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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중성자 발생원의 비교

Source 252Cf Am-Be
Neutron

generator

Reaction Fission sources (α,n) 2H+2H->3He+n

Half life 2.65 year 458 years -

neutron energy(MeV) 2.3 4.5 14

application TNC NIS/TNC NIS/TNC

다. 누유탐지 측정

누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림 5-11에서 처럼 배관주변은 oil band를 형성하게 된다. 누유

탐지를 위해서는 배관 주위가 누유된 상태와 누설이 없는 상태, 누유가 없고 지하수와 수소

를 많이 함유한 환경에 대하여 탐지 가능하여야 한다. 누유가 없는 매립배관의 경우 주변

매질은 흙무기 물질과 일반적 일반적인 oil band 기름은 CnHm의 결합으로 구성되어있다.

누유가 발생하면 흙은 수소 및 탄소의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중성자 방사화 분석 장치

가 내장된 PIG를 이용하여 일반 흙과의 탄화수소의 존재 비를 측정하여 배관 주변의 누유

누유여부를 알 수 있다.

Oil leak

Underground pipe line

Underground waterNo leak

그림 5-11. 배관 주위의 누유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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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동위워소 PIG장치 외관

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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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gate

(open when
ADC is not

busy)

Live time
clock

고전압공급

데이터
저장장치

(Compact Flash)

Channel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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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 #

Channel 256
Channel 255

임시 저장 Memmory

Channel 2

detector

고전압 조절

Threshold 조절
Interval 

timer(1sec)

Gain 조절

Stage1 Stage2 Stage3 Stage4

그림 5-13. 전체 블록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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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시료 측정 결과

라. 결론 및 향후 계획

중성자선원을 이용한 누설 탐지 시스템은 기존의 배관 검사 장치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초음파 및 magnetic flux를 이용한 PIG가 제공할 수 없는 정보를 줄 수 있으

며 금속배관 플라스틱배관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방사성 추적자를 이용하지 않

으므로 비방사성 동위원소 PIG를 이용하는 것만큼 검사가 간단하며 중성자 선원을 제거한

후 방사성추적자 PIG 처럼 사용할 수 도 있다. 다만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배관 검사

장하다 배관자체의 건전성보다 사고 발생 후 누유지점을 찾은 사후 처리식 접근 방법이라

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PGNAA PIG의 경우 MFL 또는 초음파 PIG에 추가로 설치하여

상호 검증 결과를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립관 주변이 철광석 등 MFL PIG의 계측결과를

왜곡시키는 부분이 검사구간에 포함되어있는 경우 기존의 방법으로는 배관 부식에 의한 결

과인지 매립관 주변 환경에 의한 영향인지 알 수 없으나 PGNAA PIG를 사용하는 경우 매

립관 주변 매질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으므로 비방사성 PIG와 함께 병행하여 사용하는 경

우 누유 탐지뿐만 아니라 기존 배관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이와 같이 기술 적용의 범위가 매우 크다. 따라서 산업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며, 환경오

염을 방지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므로 사회 경제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경인 송유관을 준공한 이래 현재 약 1,600km의 송유관을 운영하고 있다. 본 기술은

매립 송유관, 가스 배관, 정유 및 석유화학 공장의 중단거리 매립 배관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개발 기술의 이용에 따른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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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계 긴급요구 추적자 기술

- 소화조 내부 준설작업 전‧후 효율변화의 정량적 평가)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장림사업소의 2단 실린더형 혐기성 소화조를 대상으로

준설작업 이후에 소화조 내부에서의 유동 특성 변화를 진단하고 이로부터 소화조의

가동 중 효율을 진단하기 위하여 46Sc-EDTA 착화합물을 방사성추적자로 이용한 실험의

정확성과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그림 5-1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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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송 유입되어 총 2,631m3/일이

2단으로 이송되었으며, 이 중에서 436m3/일은 2단에서 탈수 공정으로 이송되었다.

따라서 소화조를 완전혼합기로 가정할 경우 이론적인 1단과 2단 소화조의

평균체재시간은 1.89일이 된다.

그림 5-15. 실린더형 2단 소화조와 슬럿지 흐름 개략도

소화조 내부 준설작업을 전·후하여 얻은 RTD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

지점별로 RTD를 비교하여 그림 5-16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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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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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럿지 방류시점이 준설 이전보다 2배정도 지연되어 슬럿지의 소화조내에서의

평균체재시간이 증가함과 동시에 체재시간분포의 폭이 좁아져 공정의 가동효율

측면에서도 상당한 개선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준설 전에 1단 소화조의

방류부에서 관찰되었던 상당량의 by-pass 흐름도 준설 후에는 그 양이 급격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16. 소화조 내부 준설작업 전 후의 RTD 변화 비교

그림 5-17에 소화조 준설 전·후에 D3에서의 RTD profile을 “여분의 체적이 있는

직렬 연결된 완전혼합기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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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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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에 보인 바와 같이 소화조 내부 준설 후에

탈수공정으로의 슬럿지 방출에 대한 2단 소화조의 평균체재시간은 2.3배 증가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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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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 있다.

그림 5-17. "여분의체적이있는 CSTR 모델”을 이용한 D3 지점에서의 RTD 분석결과

그림 5-18. "직렬로 연결된 CSTR 모델”을 이용한 2단 소화조 RTD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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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방사성추적자를 이용한 소화조의 준설 전 후 진단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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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추적자의

소화조에서 탈수공정으로의 배출구에서 추적자의 최초 도달 시간(break-through time)과

최대 농도 시간(maximum concentration time)이 각각 준설 전에 8시간과 2일에서 준설

후에는 16시간과 4일로 증가하였다. 1단에서 2단으로 이송되는 지점에서의

체재시간분포를 분석한 결과 K값이 준설 전에 비하여 2.5배 증가한 것도 2단 소화조의

슬럿지 유동기여체적이 증가했음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본 진단실험은 소화조

내부를 준설한 직후에 수행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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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질유 분해설비 부속배관 검사

석유화학 공정에서 가동 중인 중질유 분해설비의 부속 배관에서 내부유량이 감소

한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밀봉 감마선원을 이용한 배관 내부 유체흐름에 대한 진단실험

을 수행하였다. 배관은 10, 20, 24inch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감마선원은 137Cs, 검

출기는 1×1inch NaI 섬광검출기를 납으로 차폐하고 조준하여 계측하였다. 원형 배관을

투과하여 계측되는 감마선의 세기는 식 (5-5)과 같이 유도되며, 내부 유체의 상대밀도는

식 (5-6)과 같이 표현된다.

I meas= I 0× exp (-μ steel
eff ×ρ steel×

2t
cos θ

)×exp (μ media
eff ×ρ inter nal×2 r cosθ) (5-5)

ρ internal=C×(A-B× ln I meas) (5-6)

∵A=
lnI 0-μ steel

eff ×ρ steel×2t/cosθ

μ media
eff ×2r cosθ

,B=
1

μ media
eff ×2r cosθ

,C=geometry factor

실험결과로부터 구한 각 계측지점에서의 내부 유체의 수직 평균밀도의 분포를 그

림 5-19에 정리하였다. 그림에서 붉은색 원은 배관의 외벽을 표시하며, 일부 구간에서

비정상적인 밀도의 감소가 관찰되었으며, 이는 이상 현상의 가능한 원인으로 예상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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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start-up 당시 내부에 trap되어 있던 vapor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Vertical Profile of the Liquid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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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배관내부유체분포 측정결과 (원은배관의외벽을표시함)

- Preflash column 및 flare stack배관진단

석유화학 공정에서 가동 중인 Preflash column을 대상으로 상 하부 △P 증가에 따른

생산량의 감소 및 품질저하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밀봉 감마선원을 이용한 칼럼 내부

상태에 대한 진단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대상 공정은 직경이 4.7m이고 비정상(ab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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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상태로 예상되는 구간을 중심으로 상부 21m에 걸쳐 scan을 수행하였다. 감마선원은
60Co 200mCi, 방사선 검출기로는 1inch BGO를 사용하였으며, 이들의 구동은 자체 제작한

자동 스캐너(automatic scanner)를 사용하였다. 실험은 정상 운전조건(△P = 약 0.24㎏/㎠)

하에서 대조실험(reference scan)을 수행하고, 이후 이상 징후의 발생이 예상되는

가동조건(△P = 약 0.28∼0.30㎏/㎠)에서 추가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5-20) 정상가동

조건에서는 전 구간에 걸쳐 내부 tray의 구조적 형상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지만, △P를

일정량 증가시킨 후의 실험에서는 tray #17∼#24 사이에서 flooding 현상이 관측되었다. 본

실험을 통하여 현장 관계자들에게 예상되는 이상 징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였으며,

flooding 발생위치및구간을 정량적으로제공하였다.

그림 5-20. 가동 중 preflash column의 Performance scan 결과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된 가스나 고휘발성 액체의 증기는 압력 설정치 이상으로 올

라가면 폭발할 위험이 있다. 그림 5-21은 이와 같이 생산 공정 중 생성되는 가스를 지

속적으로 연소시켜 제거하는 연소탑(flare stack)으로 유도하는 배관을 대상으로 감마스

캔을 수행한 결과이다. 유도배관의 장시간 운영에 의한 내부 침전물의 유무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마선을 이용한 배관 내부 밀도분포 측정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밀봉 감마선원 60Co(1.17, 1.33MeV: 20mCi)을 특수 설계한 용기에 넣어 특정방향으로

방사선이 방출되도록 하였으며, 배관을 투과한 감마선의 검출에는 NaI(Tl) 섬광검출기

(Eberline, 2x2inch)를 납으로 차폐하고 투과된 감마선을 향하도록 하여 사용하였다. 각

실험구간에서 선원과 검출기를 동일 level에서 유지시키면서 투과 감마선을 계수한 후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방향으로 pneumatic scanner를 이용하여 이동시키면서 측정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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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였다. 그래프 상의 각 측점별 계측결과가 전체적으로 타원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

며 실제 배관의 외형과 잘 일치하였다. 그림 5-21(a) 실험 위치에서는 배관 내벽에 전

반적으로 퇴적물이 쌓여 있음을 보이고 있는 반면, 그림 5-21(b)에서는 배관 하단에서

밀도의 증가현상이 발견되었다. 이는 그림 5-22(b) 위치에서 배관 하부의 내벽에 약

10cm 높이로 deposit이 쌓여 있음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결과이다.

(a) 정상배관 (b) 이물질 퇴적 배관

그림 5-21. Flare stack 유도배관의 내부 측정결과

방사성추적자이용기술개발의 최종목표는 산업화로서 이를 위해 산업계의 대표적 기업과

지속적인 연계를 통하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발 중인 기술을 현장에 적용

하여 기술의 신뢰도를 높이고 개발된 기술을 기업체에 홍보함으로서 기술이전의 기회를

높이고자, 국내의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체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하여 기술을 지원하였다.

기술지원은 방사성 추적자를 이용한 RTD 진단기술과 60Co 또는 137Cs 등 밀봉동위원소를

이용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방사성 추적자를 이용한 사례는 부산환경시설공단의 소화

조를 대상으로 준설 전ㆍ후의 효율변화를 46Sc를 이용하여 측정함으로써 소화조 성능개선

을 확인한 것이 대표적이다(그림 5-22 참조). 또한 밀봉동위원소를 사용한 진단기술은
60Co를 이용한 증류탑 진단기술(그림 5-23 참조)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그 외에 pac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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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d 진단 및 pipe scan 등이 있었다. 전술한 대표적 사례를 포함하여 1~3년차 동안 기술

지원내용을 표 E1에 요약하였다. 4차년도 부터 증류탑 진단기술은 세이프텍(주)에 기술이

전을 하였으며(B4차년도 연구수행내용 참조), 해당 기업에서 기술을 실시하고 있다. 기술

지도 결과 산업체의 애로 사항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으며 또한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동향에 대해 파악 할 수 있었다.

그림 5-22. 방사성추적자를 이용하여 소화조 준설전후 효율변화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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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 60Co를 이용한 증류탑의 flooding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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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적용기술 내용 업체 결과

2003

46
Sc방사성추적자

이용 RTD측정

소화조 내부 준설작업 전 후 효율변화의

정량적 평가

부산환경시

설공단

소화조 효율 개선

정량적 확인

60
Co 밀봉선원

이용 기술 방향족 증류탑 진단실험 GS-Catex 비정상 위치 탐지

2004

137Cs 밀봉 선원

이용 기술

중질유 분해설비의 부속 배관에서 내부유

량이 감소한 원인의 규명
GS-Catex

배관 내부 air

trap확인

60
Co 밀봉선원

이용 기술
A column 진단 실험 Gs-Caltex 비정상 위치 탐지

12005

60Co 밀봉선원

이용 기술

Preflash column의 생산량의 감소 및 품질

저하에 대한 원인규명
GS-Caltex flooding 확인

60
Co 밀봉선원

이용 기술

60
Co full energy peak를 이용한

137
Cs 부

착 level gauge 설치된 증류탑의 tray 진단
한국 바스프 비정상 위치 탐지

60
Co 이용

배관검사 Flare stack 유도배관을 내부 밀도 측정 (주)SK
배관 하부

deposit확인

60Co 밀봉선원

이용 기술

Packed Bed Column에 대하여 내부 구조

물의 상태 및 이상 현상의 원인 규명
삼성토탈

Distributer 물리적

상태 확인

60
Co 밀봉선원

이용 기술

Pyrolysis Effluent Fractionator 대한

Gamma Scan
(주)SK

불균일한 내부

유동상 발견

60
Co 밀봉선원

이용 기술

감마선원 이용 Raffinate Column 내부 압

력 원인규명을 위한 현장실험
Gs-Caltex flooding 확인

표 5-4. 산업계 긴급요구 기술 지원현황

3. 플랜트 종합 진단 시범실험

RFCCU (Regenerated Fluidized Catalytic Cracking Unit) 장치는 정유회사에서 중질유

에서 가솔린을 생산해내는 장치로 수익률이 대단히 높고 항상 최적의 조건으로 운전을 하

여야 하는 고부가가치의 장치이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가동 중지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

을 초래하므로 이상 징후 발생 시 가동 중지 전에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종류의 센서 및 감시 기술을 통한 주기적 점검을 하고 있지만 공정 효율

은 곧 공정내부 거동의 결과이므로 가동 중 내부물질의 유동을 측정하는 것이 가장 직접

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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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OR (Cat/Vapor)
- Residence time distribution
- Cyclone efficiency
- Carryover

REGENERATOR (Cat/Vapor)
- Air/Catalyst distribution
- Cyclone efficiency
- Short circuiting
- Carryover

STAND PIPE
- Stratification and Slugging studies

RISER (Cat/Vapor)
- Velocities, Slip factor
- Feed/Steam/Cat distribution

그림 5-24. 정유공정 내 중질유 분해 시설

RFCC는 매우 정교하면서 Reactor, Regenerator, stand pipe 및 riser 등으로 종합적으

로 구성된 장치로서 이에 대한 진단을 위해서는 140La 및 79Kr를 이용한 방사성추적자 실

험, 60Co 밀봉선원을 이용한 밀도 측정실험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그림 5-24

는 국내 G사에 설치된 중질유 분해시설이다. 그림 E9는 이 Regenerator 장치의 일부인

Catalyst cooler 및 riser에 대한 그림으로서 60Co를 이용하여 각 장치별 내부 밀도를 측정

하였다.

가. Catalyst Cooler의 Gamma Scan

(1) 실험개요

실험대상 공정에 대한 구조적 제원 및 실험일자에 대해 아래 표 5-5에 나타내었다. 촉

매 냉각탑에 연결된 catalyst regenerator 연결배관은 A의 경우 동쪽, 그리고 B의 경우에

는 북서쪽 방향으로 공정에 연결되고 있으며, 수행된 실험구간과 위치를 다음 그림 5-25

에 표시하였다.

표 5-5. Gamma scan 실험요약

실험순서 Section ID.(m) THK.(mm) Scan 구간
Scan 회수

(방향별/total)
실험일자

1 A 상단 3.3 127 7m (3 / 4) 9.22

2 A 하단 3.3 127 4.3m (4 / 5) 9.23

3 B 하단 3.3 127 4.3m (4 / 5) 9.23

4 B 상단 3.3 127 7m (2 / 4)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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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5. 실험대상(catalyst cooler) 공정 및 scan 구간

촉매 냉각탑의 외부에 설치된 구조물은 감마선 투과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실험결과

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구조물 내부의 밀도 분포상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실험

대상 물체의 외벽 상태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 실험 당시 냉각탑 외부에 설치된

주요 부속 설비에 대한 사진을 아래 그림 5-26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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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talyst regenerator

연결배관
(b) Lifting lug (c) Manhole & pipe supit lug

그림 5-26. Catalyst regenerator 연결배관과 lifting lug 설치위치

(2) 실험의 재현성 확인

앞서 기술한 gamma scan을 이용하여 칼럼 내부의 밀도분포를 알기위한 실험을 수행

하는 과정에서, 수행된 실험결과의 정확도와 재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냉각탑 A와 B

상․하단 모두에 대해 각 1회 이상의 반복 scan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중 A 하단과 B

상단의 실험결과를 아래의 그림 5-27에 나타내었다. A하단의 경우 상부에서 시작하여 내

릴 경우에 5cm 간격으로 내리고 다시 최하부에서 위로 10cm 간격으로 올리면서 확인하

였으며, B하단의 경우에는 하부에서 시작하여 5cm 간격으로 올리고 다시 위에서부터

10cm 간격으로 내리면서 재 실험을 수행하였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구간에 대해 재 실험을 한 결과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함을 살펴볼 때, 촉매 냉각탑을 대

상으로 수행한 감마스캔 결과가 측정 오차가 아닌 투과 계측된 내부 density profile을 정

확하게 대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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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하단 > < B 상단 >

그림 5-27. Section 별 재현성 확인을 위한 실험결과

(3) Section A, B 상단 실험결과

촉매 냉각탑 A와 B 상단에 대한 gamma scan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때의 실험결과

를 아래의 그림 5-28과 그림 5-29에 각각 나타내었다(위치와 구간은 그림 5-25 참조). 그

래프 상의 원형은 scanning한 실험의 방향(orientation)을 나타내며, 이에 scan number와

catalyst regenerator 연결배관을 표시하였다. 감마선원과 계측장비는 촉매 냉각탑 level

13,000mm에 해당되는 위치의 steel grating 상에 설치하였다. 일정 시간 동안의 높이별

감마선 투과량(count)을 측정하고 이를 밀도로 환산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아래 그래프

상의 x축 density는 collimated된 감마선원이 촉매 냉각탑 내부를 지나가는 경로상의 단위

질량(unit mass on the path length)을 의미하고, y축은 실험구간의 상대적인 높이를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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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8. Section A 상단부의 gamma scanning 방향 및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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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8에서 실험장비 설치위치인 steel grating level에서 전체적인 밀도의 증가현상

을 살펴볼 수 있다. Steel grating level 상의 밀도 증가현상은 grating 바로 하단에 고정용

지지 anchor가 존재하고 외벽의 두께가 일시적으로 증가된 부분에 의한 현상이다. Scan

no.2의 경우 높이 11,200mm 지점에서의 큰 폭 증가현상은 manhole 구조물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이는 manhole 외경 OD. 1,200mm의 크기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한편 scan no.3의 최상단 부위(level 15,700mm)의 돌출은 lifting lug에 의한 영향이다.

촉매가 냉각탑 상부 보다 하부에 쌓일 가능성이 더 높음을 감안할 때, scan no.1의 경

우 steel grating level을 기점으로 grating 상부가 하부에 비해 내부 촉매의 분포량이 상대

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Scan no.3의 경우에는 scan 방향이 catalyst regenerator 연결

배관을 지나는 경우로서 접속부위와 그 상단부에서 내부 밀도의 증가현상이 발생하고 있

다. 또한 세 번의 scan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tube guide의 위치(level 9000~10,000mm)에

서 밀도의 감소현상이 관찰되었다.

그림 5-29. Section B 상단부의 gamma scanning 방향 및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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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B 상부(그림 5-29)의 실험결과에서 scan no.1의 경우 level 15,700mm 부근에서

돌출현상은 pipe supit lug에 의한 결과이고, scan no.2에서 grating level 바로 위에서의

변화는 고정용 지지 anchor에 의한 영향이다. 또한 scan no.2의 11,000mm 위치에서의 큰

폭의 증가는 manhole에 의한 영향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Scan no.1의 실험결과 중

catalyst regenerator 연결배관이 접속되는 level에서 내부 밀도가 소폭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A상단의 동일 방향인 scan no.1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하였다.

Section A, B 하단 실험결과

Section A와 B 하단의 gamma scan 실험을 하기 위하여 최하단 steel grating 위치로

장비를 이동하고 그 높이를 기준(level 0mm)으로 하여 데이터를 처리하였다. A와 B 각각

의 결과를 아래 그림 5-30과 5-31에 나타내었다. 그래프에 나타낸 scanning 방향에서 점선

의 사각형은 catalyst regenerator 연결배관을 의미하는데 이는 실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section A와 B 상하단의 scanning 방향을 서로 비교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표시

이다. 즉 가상 연결배관의 수직 위에 실제 배관이 존재한다.

그림 5-30의 level 750mm 지점과 scan no.2의 level 1,250mm 지점에서 현저한 밀도의

증가구간이 발견되고 있다. 이는 냉각탑 외부의 같은 level에 설치된 2개의 pipe supit lug

와 2개의 lifting lug로 인하여 no.1~4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며, 특히 no.2의 경우

에는 실험방향 선상에 pipe supit lug과 manhole이 바로 옆에 공존하여 밀도 증감 폭과

영역이 다른 scan 결과에 비해 크다. 또한 scan no.4의 level 4,200mm 부근에서 국부적인

밀도의 증가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냉각탑 외부에 설치된 고정용지지 anchor의 영

향으로 발생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한편 실험구간의 상단부에서 전체적인 밀도의 저감현상이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 위치에서 외부 구조물의 영향이 없음을 고려할 때 냉각탑 내부의 촉매 유동상태가 균

일하지 못함을 유추할 수 있으며, 촉매 층의 level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특히

scan no.1의 경우 level 3,000mm 이상에서 밀도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level 4,500mm 지점

에서는 최대 감소구간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촉매 냉각탑의 3,000mm 이상 지점에서 남

쪽 방향의 영역이 북측에 비해 촉매의 분포량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실험의 최저점에 해당되는 250mm 부근에서 공통적인 밀도 감소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지점은 air distributor 바로 아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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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0. Section A 하단부의 gamma scanning 방향 및 실험결과

Section B 하단(그림 5-31)의 경우에도 air distributor 하부에는 내부 밀도가 공통적으

로 감소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scan no.3, no.4 방향으로는 내부 촉매가 균일한 분포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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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있다. 그러나 scan no.1 방향의 경우에는 level 3400 지점 위로 촉매 분포량이 서

서히 감소하기 시작하며 scan no.2는 level 3700 위로 촉매량이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즉 A 하단의 경우에는 scan 영역 no.1, 2, 3 부근의 상부에서 촉매의 감소구간이 발

견되고 있으며, B 하단의 경우에도 no.1, 2, 3 구간의 상부가 상대적으로 촉매분포가 낮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공통적으로 A와 B 모두 북쪽 방향으로 촉매가 편중되어 있음을 시

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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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 Section B 하단부의 gamma scanning 방향 및 실험결과

(4) 결 론

가동 중에 있는 촉매 냉각탑에서 내부 촉매의 유동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Gamma

Scanning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Section A 상단의 경우, catalyst regenerator 연결배관이 접속되는 부분과 상단에서 내

부 밀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그림 5-28 참조).

∙ Scan 결과, 외부 구조물에 의한 영향으로 밀도량이 변하는 구간을 제외하고 일부 구간

에서 내부 밀도가 변하는 구간이 관찰되었다(본문 내용참조).

∙ Section A와 B 하단의 실험결과에서 최하부에서 국부적인 밀도저감 구간이 발견되었

는데 이는 air distributor 하부로 그 부분에는 촉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현

상으로 판단된다.

가동 중 촉매 냉각탑의 내부 유동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정 높이

에서의 내부유동이 시간에 따라 거의 변화가 없다는 가정 하에, 반응기의 단면을 가로 세

로 방향으로 gamma scan(matrix scanning)하여 그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다. 금번 실험은 현장 여건 상 많은 데이터를 얻기는 어려웠으나 취득한 데이터의

재현성은 충분히 확인되었으며 이에 기초하여 내부 유동 상태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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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atalyst Riser의 Gamma Scan

(1) 실험개요

가동 중에 있는 catalyst riser 내부에 오랜 시간의 가동에 의한 coke 생성유무와 생성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실험은 scanning line을 선택하는 방식을 제외하고

catalyst cooler 공정을 진단할 때와 동일한 실험장비와 방법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catalyst cooler를 실험할 때는 공정 내부에 존재하는 구조물을 피하기 위하여 사선을 이

용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지만, riser를 대상으로 한 본 실험에서는 공정 중심을 지나는

scanning line을 선택하였다. 실험은 catalyst riser 설치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두개의 steel

grating 중에서 상부 grating level(5000mm)에 각종 계측장비 및 실험 장치를 설치하였다.

이때 사용된 실험대상 공정과 실험구간을 아래의 그림 5-33에 나타내었으며 scan line의

방향(orientation)을 그림 5-32에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 5-32. Gamma scanning line and orientation on the steel grating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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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3. 실험대상(catalyst riser) 공정 및 scan 구간

(2) 실험의 재현성 확인

실험은 상부 steel grating level 위에서 시작하여 아래로 내려가면서 투과 계측된 방사

선을 계측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아래로 내려갈 당시에는 3cm 간격으로 10초간 계측된

count수를 측정하였으며, 실험의 정확도와 재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일 위치에서 위로

올리면서 5cm 간격 10초간 계수값을 반복 실험하였다.

계측실험 결과를 아래의 그림 5-34에 나타내었으며, 이 때 x축은 10초간 계측된 방사선

의 수(counts)를 나타내며 y축은 계측위치의 상대적인 높이를 나타낸다. 아래 그림 5-34의

결과에서 계측된 실험데이터가 동일 구간에 대한 재 실험결과와 정확하게 일치함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는 수행된 gamma scan 실험에 측정 오차가 존재하지 않고 공정의 내부

밀도 분포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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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4. Scan line별 재현성 확인을 위한 실험결과

(3) 실험결과

앞의 그림 5-32에 나타낸 scanning line 방향으로 두 번의 gamma scan 실험을 수행하

였고, 이때 catalyst riser 구조물을 통하여 투과 계측된 counts 결과를 density 단위로 변

환하여 이를 아래의 그림 5-3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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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5. Catalyst riser의 gamma scanning 실험결과

전체적인 그래프의 경향을 살펴볼 때, riser의 nozzle 연결부위 이하(영역(5) 이하)에서

는 두개의 scanning 결과가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서로 잘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

었다. 이 때 하단부의 부드러운 곡선 구간은 그림 5-35의 왼쪽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riser 자체의 직경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그림

5-35에서의 영역(1)은 국부적인 밀도의 증가구간으로서 이는 지지용 anchor에 의한 현상이

며, anchor 연결부 center의 위치는 5410mm으로 그림상의 최대 밀도증가부분과 일치하고

직경 560mm 크기는 연결부위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영역(2)와 (3) 구간에서는 1st scan과 2nd scan의 밀도가 서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위의 결과로 이상거동이 1차에서 혹은 2차 또는 1차 2차 모두에서 발생하였는

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힘들다. Riser를 대상으로 내부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gamma

scanning 실험에서 단순히 2번의 scan으로 내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우며, 특

히 어떤 그래프의 패턴이 reference에 해당되는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 정상상태에서 벗

어난 이상거동 구간을 확정짓기가 쉽지 않다. 즉 실험 결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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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catalyst riser 내부에 촉매와 oil 및 steam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dry scan과 정

상운전 조건에서의 reference scan을 수행하여야 정확한 비교․판단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실험여건 상 두개의 실험결과로 판단할 수 있는 결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고 있다. 즉 catalyst riser가 정상조건이라면 직경의 변화가 없는 riser의 최상단과 최하

단 부근에서 밀도에 특이 돌출부위가 없고 일정한 직선구간이 존재할 것이고, 전체적인

그래프의 패턴은 외부 구조물의 영향이 없는 한 부드러운 패턴을 유지할 것이다. 이 같은

가정 하에 level 450 ~ 3800mm 까지는 1st scan의 밀도패턴이, 그리고 level 3800 ~

5620mm 구간은 2nd scan 실험결과가 정상상태의 reference scan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영역(2)와 영역(3)에서의 밀도 이상분포는 1st scan과 2nd scan 중 1st scan 방

향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실험 당시 외부적인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음을 고려할 때, 내부

촉매의 유동상태가 인근 부근의 상태와 다르거나 혹은 내부 refractory의 손상 또는 coke

의 존재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며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현장관계자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2nd scan의 영역(4) 구간인 level 3160 ~ 3550mm에서는 그 인근에서의 경향과는 다른

국부적인 밀도 증가구간이 발견되고 있다. 주변 밀도분포의 패턴을 고려해 볼 때, 1st

scan의 실험결과가 정상적인 거동이라 가정할 수 있으며 이때 2nd scan의 밀도 증가현상

은 이 부근에서 coke나 공정의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측된다. 영역

(5)에서는 밀도 증가현상의 peak point가 발생하는 구간으로서 네모 구간은 nozzle의 연결

부위를 나타내는 영역이다. nozzle의 시작위치는 level 2560mm에서 시작하여 3120mm에

서 끝나며 560mm의 직경을 가지고 촉매 riser에 연결되고 있다.

Catalyst riser에 연결된 nozzle 중 최하단 nozzle 연결위치 아래영역에서는 두 번에 걸

친 scanning 실험결과 부드러운 곡선 형태의 개형을 유지하면서 서로 동일한 실험결과를

얻었고 요철구간이 없음을 고려할 때, 이 영역에서는 riser 내부에 촉매분포 상태가 균일

하며 coke 등과 같이 이물질에 벽에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계측구간의 최상단부와

최하단부의 직선구간에서 서로의 상대적인 밀도차이가 존재한다. 상부는 하부에 비해 직

경의 길이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감마선이 지나가는 경로상의 밀도가 하단부에 비해 약

density 0.25 a.u. 만큼 낮은 값(약 89%)을 가지고 있다. 이는 riser의 하단부가 상단에 비

해 직경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밀도가 더 dense한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다.

가동 중인 catalyst riser 공정 내 coke의 생성유무 및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Gamma

Scanning 실험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Nozzle 연결위치 아래영역에서는 riser 내부의 촉매분포 상태가 균일하며 coke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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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이물질에 벽에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Catalyst riser 실험구간 중 하부의 평균 밀도가 최상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촉

매유동 상태가 더 dense함을 알 수 있다.

∙ Steel grating과 nozzle 연결부위 사이에 위치하는 영역(2)와 영역(3) 그리고 영역(4) 구

간에서 내부 밀도분포의 이상거동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에 대해

촉매의 불 균일 유동 상태나 refractory의 결함 혹은 내부 벽의 coke 존재의 가능성에

대해 현장관계자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실험 결과는 정성적인 결과를 위주로 분석하였으나 각각의 재질에 대한 정보를 알

고, 실내 실험을 통하여 동일 재질을 calibration을 해준다면 어느 정도 정확한 정량적인

분석 값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금번 실험은 현장 여건상 충분한 데이터를 얻기는 어려웠으나 취득한 데이터의 재현성

은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기초하여 내부 상태를 판단하였다. 가동 중 촉매 냉각탑과 riser

등과 같은 공정의 내부 유동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향후 일정 높이에

서 반응기 단면 내부 밀도분포를 2차원으로 가시화할 수 있는 tomography scan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4. 환경/산업 평가용 추적자 기술 지원체제 구축

방사성추적자를 이용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소화조를 대상으로 가동 중 공정의 유효체적

과 부동층 영역을 정량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실제 소화조 플랜트를 대상으로 공정진단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개발기술을 검증하였으며,

그간의 연구논문 및 기술지원 실적(현장기술지원: 9회, 특허등록: 2건, 프로그램등록: 7건,

논문게재 및 발표: 8건)을 바탕으로 추적자기술의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에 신

기술 인증을 신청하여 공식 인증을 받았다(신기술인증서 제 209호 : “46Sc-EDTA 착물 추

적자를 이용한 하수처리시설 내 혐기성소화조의 유효체적 진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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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6. 환경 신기술인증서(환경부 제 209호)

본 기술은 방사성추적자를 가동 중인 공정 내부에 투입하고 추적자로부터 방출되는 감

마선을 공정 외부에서 고감도의 검출기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이의 체재시간 분포(RTD)를

산정함으로써 내부 유동특성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극미량의 방사성추적자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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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멈추지 않고 소화조의 장기간 운전에 따른 유효체적(운전효율)을 결정하고 부동층

의 양과 생성위치를 정량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기술

진흥원으로부터 신청기술이 [환경기술평가 업무규정] 제9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적정함을

공식 보고받았으며, 현장검증 실험을 통해 개발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이는 차기 신

규사업과제에 우선적으로 본 기술이 도입됨으로써, 관련 환경산업 분야에 적극적인 홍보

와 동시에 추적자기술의 환경산업 기술지원체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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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연안 환경 추적자 기반기술 개발

1. 환경추적자 제조 및 투입/추적 기술

표사이동을 추적하기 위한 표지모래는 실제 모래와 유사한 밀도와 입경 분포를

갖도록 제조되어야 하며, 차폐가 용이하면서도 장기간의 실험기간에 적합한

방사성동위원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Alumina, CaCO3, MgO, TiO2,

KNO3와 (NH4)2IrCl6로부터 산화물 제조법을 이용하여 0.3wt%의 Ir을 함유하는

표지모래(Ir-glass)를 제조하였고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 (2.95x1013/cm2.sec)에서 중성자

방사화 분석으로 표지모래의 Ir의 조성 비율을 확인하였다. (그림 6-1)

제조된 표지모래를 중성자 조사하여 192Ir가 포함된 방사성추적자 표지모래는 그림

6-1과 같이 설계 제작된 운반용기에 의하여 실험현장으로 운반되며, 선상에서 추적자

투입지점에 도착한 후 운반용기를 해저에 가라앉힌 상태에서 고압의 질소기체를

이용하여 순간적으로 방사성 표지모래를 투입시킬 수 있다. 용기는 표지모래의 운반은

물론 투입에 사용되므로 실험자의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였으며, 오염이 발생할

기회를 제거함으로써 표사거동 추적자실험의 안전성을 높였다.

그림 6-1. 산화물 제조법으로 생산된 표지모래 (Ir-glass)

그림 6-2. 방사성 표지모래의 운반과 투입을 위한 용기와 내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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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6-3. 위치 및 방사선 계측데이터 통합 처리시스템

(a) DAS (GPS & Sled), (b)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 (c) 실험 구간 및 계측결과 표시

표지모래의 시간에 따른 분포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DGPS를 이용한 계측좌표

데이터와 추적자로부터 계측되는 방사선 검출데이터를 동시에 기록할 수 있는

계측장치를 구축하였다.(그림 6-3) 그림 6-4에 보인 바와 같이 좌표 데이터는 DGPS의

안테나에 해당하는 위치이므로 이를 보정해 주어야 한다. 초기 위치는 선박과 계측기는

일직선상에 있다고 가정하면, 수심과 케이블 길이를 알기 때문에 삼각함수로서 선박과

계측기의 직선거리를 알 수가 있다. 초기 선박의 위치를 알고 케이블 길이를 알고

있으면, 최초 계측기의 위치를 계산할 수가 있다. 그러나 선박이 진행하면서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서 선박과 계측기가 이루는 각도는 180°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런 경우에는 현재 선박의 위치와 이전의 계측기 위치를 이용하면 아래 식의 방법으로

현재 계측기 위치를 구할 수 있다. 시범실험에서 얻은 위치데이터와 이를 보정한

결과를 비교하여 그림 6-6에 나타내었다. 저속으로 운행되는 선박이 너울 등에 의하여

위치를 제어하기가 곤란하나 견인 wire에 부착된 해저의 detector sled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6-1)

  : 현재의 detector 경위도 위치,   : 현재의 선박 경위도 위치

  : 이전의 detector 경위도 위치,  : Cable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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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or Position

Count logged here

Boat Position

DGPS logged here

Detector Offset

Detector Position

Count logged here

Boat Position

DGPS logged here

Detector Offset

그림 6-4. DGPS 좌표의 위치와 실제 detector sled의 위치

Detector Position

Cable

Boat Position Previous Detector  Position

Current Detector and Boat Position

q

Detector Position

Cable

Boat Position Previous Detector  Position

Current Detector and Boat Position

q

그림 6-5. Detector 위치 보정을 위한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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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박이 지나간 경로 (b) 계측기가 지나간 경로

그림 6-6. 선박의 경로와 detector sled의 보정된 경로

2. 해저 방사능 추적용 detector sled 설계 제작

연안에서 표사이동의 추적을 위한 선상에서의 작업은 매우 열악한 환경이므로

장비를 단순화하면서도 표지모래의 계측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동축케이블로 견인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detector sled를 설계 제작하였다. 그림 6-7의 (a)는 해저

계측용으로 설계된 MINEKIN detector의 규격에 맞추어 최초 제작된 sled로서 현장적용

결과 충격과 방수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림의 (b)는 Eberline사의 2×2 inch NaI(Tl)

detector에 맞추어 제작된 sled로서 wire를 이용하여 견인토록 하였고 내부에 실리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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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을 삽입하여 계측기로의 충격을 저감시켰다. 제작된 sled는 해저에 폐그물이나 어구가

다량 방치된 국내 연안에서의 적용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현장 시범실험에서

성공적으로 작동함을 확인하였다.

(a)

(b)

그림 6-7. 표지모래 추적용 detector sled

3. 해양 계측데이터 처리 및 해석기술 개발

해양에서 표사의 거동 추적을 위한 실험데이터를 분석하여 시간에 따른 표지모래

의 분포도를 구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 및 해석기술을 개발하였다. 그림 6-8에 표사 추

적실험을 위하여 개발된 위치/방사선 통합계측시스템과 표지모래 추적자 투입장치를

나타내었다. GPS와 방사선 검출기로부터 전송된 각각의 신호는 컴퓨터로 전송되어 일

자, 시간, 위도, 경도, 방사선 계측치 등으로 구성된 데이터 구조로 저장된다.

그림 6-8. 위치/방사선 통합계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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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표지모래 추적자 투입장치의 내부도

표사 추적실험을 동해의 월성 인근연안에서 수행하였으며, 해당 해역의 평균 수심

은 15m 이내이고, 본 연구과제에서 개발한 Ir 표지 인공모래(60g, 500mCi)를 투입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인공모래로부터 방출되는 감마선을 계측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분석을 위하여 식 (6-2)를 이용하여 기록된 경위도 좌표 데이터로부터 해저에 위치된

방사선 검출장치의 실제 위치로 보정하였다.

E CD=E CB-L C×sinθ, NCD=NCB-L C×cosθ, θ= tan -1[ |E CB-E PD|

|NCB-NPD|
] (6-2)

여기서, ECD, NCD는 현재 detector의 경위도, EPD, NPD는 이전의 detector 경위도, ECB,

NCB는 현재의 선박 경위도, LC는 케이블의 길이를 의미한다. 또한 GPS에서 수신된 좌

표는 WGS84 타원체를 기준하여 얻어진 값으로서 상대적인 위치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gTRAN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Bessel 타원

체를 기준으로 한 TM 직교좌표계로 변환하여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지모래의

거동 추적을 위한 계측은 표지모래 투입 후 7일, 18일, 32일, 68일이 경과한 후 수행

되었다. 추적자의 이동경로 및 확산속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각의 실험결과로부터

구한 등농도곡선(Iso-count contour map)을 그림 6-10과 6-11에 정리하였다. 그림에서

십자 표시는 최초 추적자의 투입지점이고 점선은 방사선 검출기가 해저에서 움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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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를 나타낸다.

그림 6-10에 보인 읍천리 연안 해역에서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추적결과에서는 표사

의 이동방향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림의 점선은 실험선박의 이동경로를

나타낸다. 추적자 투입 후 한 달 후에 얻은 세 번째 결과부터 표사의 명확한 이동방

향을 이해할 수 있다. 주 이동방향은 서쪽인 해안선을 향하여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

면서 추적자의 patch가 투입지점으로부터 해안 쪽으로 약 150m 지점까지 검출되었다.

하지만 네 번째 추적에서는 세 번째 추적결과에 비하여 뚜렷한 이동정도를 나타내지

않고 다만 추적자 투입지점 북쪽에 계측치가 큰 값이 나타났다. 이것은 해당영역이

암반으로 구성된 해저지형에 의한 영향인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11에 보인 봉길리 해역에서의 추적자 이동방향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추적실

험에서 남북방향으로 확인되었으며, 주로 남쪽으로 이동하여 최초 투입지접으로부터

최대 140m 지점에서도 추적자의 patch가 계측되었다. 또한 동서방향으로는 약 70m

정도의 폭으로 patch가 계측되었다. 세 번째 추적에서는 두 번째 추적결과와 비슷한

양상이지만 남쪽으로 좀 더 활발한 이동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거의 해안선에 평행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추적자 투입지점에서 남쪽으로 140m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약 60～70m까지 추적자 patch가 계측되었다.

표사 이동의 정량적인 분석을 위하여 수송 다이어그램(Transport Diagram)을 구하

였다. 수송 다이어그램은 직교좌표계에서 각 방향에 따른 계측데이터와 확산거리의

곱( X=⌠
⌡cxdx/⌠⌡cdx, c:방사선 계측치, x:각 축에 대한 확산거리)으로서 이로부터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인공 표사 추적자의 분포중심(center of gravity)의 위치변화와 평균 이동

속도를 구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동서 방향으로 계측된 방사선 계수치의 합과 그

때의 남북 방향으로 이동한 폭을 곱해 이 값들의 전부를 전체 계수치의 합으로 나누

어 나온 결과를 남북 방향 50m 간격으로 수송 다이어그램을 나타내었다. 그림 6-12의

(a)와 (b)는 각각 읍천리와 봉길리 인근 해역에서 구한 데이터로부터 동서 방향의 수

송다이어그램을 나타낸 것이다. 읍천리에서는 표사 분포의 중심이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봉길리에서의 경우에는 남북과 동서로 거의 동일한 이동형태를 나타내고 있

으나, 동쪽인 해양방향과 북쪽 방향으로 약간의 우세한 이동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

다. 시간에 따른 각각의 이동속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주요 이동방향별 평균

이동거리와 속도를 산정하여 표 6-1에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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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7일 (b) D+18일

(c) D+32일 (d) D+68일

그림 6-10. 인공 표지모래 추적자의 등농도곡선 (읍천리)

(a) D+7일 (b) D+18일

(c) D+32일 (d) D+68일

그림 6-11. 인공 표지모래 추적자의 등농도곡선 (봉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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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 표사 추적자의 수송다이어그램 (a:읍천리, b:봉길리)

표 6-1. 주요 이동방향 별 평균이동거리 및 이동속도

경과

시간

읍천리 봉길리

동-서 남-북 동-서 남-북

거리(m) 속도(m/d) 거리(m) 속도(m/d) 거리(m) 속도(m/d) 거리(m) 속도(m/d)

D+7 -14.7 2.1 0.1 0.01 7.9 0.49 16.2 1.01

D+18 -16.8 0.94 9.5 0.53 9.8 0.28 6.8 0.19

D+32 -28.8 0.9 -0.6 0.02 4.3 0.01 7.5 0.02

읍천리에서 동서 방향으로의 중력중심 평균 이동거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추적실험에 걸쳐 각각 서쪽으로 14.7, 16.8, 28.8m이었으며(그림 6-12a), 봉길

리 실험에서의 평균이동거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실험에서 동쪽으로 7.9, 9.8, 4.3m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그림 6-12b). 이는 표사의 이동속도가 일정하지 않았음을 의

미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실험 초기에 작은 입자의 표지 모래가 우선적으로 멀리 이

동한 후 희석과 자연감쇄를 통하여 감지범위 이하의 값으로 떨어지고 실험의 후반으

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큰 입자의 모래에 의한 낮은 이동으로 표지모래 분포중심의 변

화가 급속히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는 추적자 실험에서 구한 표지모래 분포의 이동속

도는 투입된 추적자의 입도분포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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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모래의 투입에는 현지 모래의 입도분포를 바탕으로 추적자의 입도를 세밀하게 선

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4. 해저 core 시료 채취장비 개발

해양 계측 데이터를 처리하고 결과를 해석하여 추적자의 이동에 대한 정량적 분석

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저 core 시료 채취장비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동한 표지모

래가 퇴적물층 위에 어떠한 깊이(transport thickness)와 속도(transport rate)로 분포되

어 이동하는가와 이동된 표사의 양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이동깊이(transport

thickness)는 중요한 인자가 되기 때문이다. 표사 이동량을 이동깊이(E)로부터 추정하

는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Q = r×L×Vm×E (6-3)

여기서, Q :표사 이동량, r :표사 밀도(kg/m3), L :이동 폭(m), Vm: 평균 이동속도

(m/d), E :이동 깊이(m)를 의미한다. 현재 해양 연구에 활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시료

채취장비(corer)는 무거운 자체 중량을 이용한 작동방식으로 그 무게가 수백 kg에 달

하여 장비의 운용에 대형 선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해저로부터 회수되는 과정에서

시료의 손실과 해저 표층의 교란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해저표면 수 cm 영역에 분포

하는 표사를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다. 시료 채취 장비는 동력원에

따라 중력식, 공압식, 전기식 등으로 나뉘며, 채취방법에 따라 Grab형, Box형, Piston

형 등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채취 장비는 동력원으로 공압식(compressed air supply type)을

선택하였고, 채취 방법으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Kullenberg(1955)의 piston

corer type을 채택하여 설계 제작하였다. 이것은 총 높이와 무게가 각각 1.3m와 60kg

이고 내경이 50mm인 barrel을 사용한 stainless steel(STS 316) 재질의 추적자 전용 시

료채취 장비이다. 소형 선박을 이용한 활용을 위하여 경량화 하였고 core catcher와

refined piston을 이용한 비교란 시료의 확보 그리고 채취 길이 및 근입 속도의 조절

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해저에서 채취된 시료는 표지모래의 분포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취 과정에

서 가장 중요한 점은 비 교란된 시료(undisturbed sample)의 확보이다. 따라서 본 장

비는 다른 core 시료 채취기와는 다르게 core catcher라는 독창적으로 개발된 장치를

사용하였다. 이는 core barrel이 해저 지표면으로 인발됨과 동시에 스프링의 탄성을

이용하여 cutter 역할을 하는 금속판이 시료의 밑을 순간적으로 차단하여 채취된 시료

가 중력과 해수에 의해 밑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거의 완벽하게 차단하는 역할을 한

다. 지표 아래로 barrel의 근입시 시료상부에 미치는 교란/비교란 정도를 간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면적비(Ar)를 구하였다. 여기서 Ar≦10%의 경우에 비교란 시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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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이는 아래의 관계식에 의하여 계산된다. 개발된 시료 채취장비의 경우에는

Ar=7.6%로 산정되어 시료의 채취 시 심각한 표면 교란은 없도록 하였다. 실험실 내에

서의 시험결과를 토대로 core catcher로의 이물질 유입방지 보완장치 및 운용 가능범

위 내의 무게 증량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추가 수정작업을 하고 있으며, 해

양 시범실험을 통한 성능 확인을 예정하고 있다.

그림 6-13. Corer 교란도 측정 개략도 및 제작된 표사 채취용 Corer

5. 선박장착용 표사추적시스템 개발

연안 해저에서 표사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박, GPS, 방사선계측기, sled,

corer, winch 등의 기반장치의 선상 운용이 불가피하다. 이상적인 경우는 표사추적 전

용 선박을 설계하여 건조하는 것이나 이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임대선박의 구조에

상관없이 장착이 가능하도록 표사추적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표사 추적용 계측 시스템은 선박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얻는 GPS, 방사성표지화합물

인 추적자로부터 방출되는 감마선을 측정하기 위한 sled, 표사를 채취하기 위한 corer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 GPS의 위치 신호와 Sled로부터의 방사선 신호를 통합처

리 할 수 있는 일체형 데이터 수집 장치를 설계 제작하였다. 부식성이 강한 해양에서

의 실험조건에 따라 부식방지 코팅을 하였고, 전원, 안테나, 데이터 송수신 케이블 등

의 연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지모래 분포 측정을 위해 기존의 rope를

사용한 견인대신 전용 winch를 제작하여 sled를 견인하거나 corer를 장착할 수 있게

하였으며 방사선 신호 처리부를 DGPS의 고정부로 설계하여 임차선박에 장착이 용이

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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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4. 선박 장착용 표사추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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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시범실험 및 환경 추적자 기술 지원체제 구축

1. 하천오염확산 모델검증 시범 추적자 실험

수자원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지표수의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치모델의 확산계수는 실측자료가 아니며 대부분 외국 하천에서의

자료가 이용되고 있다. 국내 실정에 맞는 수치모델을 확보함으로써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은 물론 오염 확산의 경로와 확산범위를 정확히 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이에 국내

하천에 적용 가능한 하천 수치모델의 구축을 위한 실측 종 횡 확산계수 확보를 위하여

방사성추적자 이용실험 기술을 현장시범 적용하였다. 그림 7-1과같이 하천을 가로질러미리

설치된 다수의 축선을 따라 방사선 검출기를 수심의 중간지점에 고정시킨 후 상류에서 순간

투입된 방사성추적자(131I)를 실시간으로 계측한 결과를 기록하여, 이를 추적자에 대한 미리

측정된 방사선 검출기의 계측효율(1cps=2.2×10-4μCi l-1)를 이용하여 농도로 변환시켰다.

이로부터 아래와같은 2차원 이송-확산 방정식의 해석해의 결과, C(x,y,t)와 비교하여 차이가

최소가되도록하는 확산계수를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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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에 하천 현장 시범실험의 결과를 보였다. 하천의 지형과 주변여건에 따른

추적자의 확산 패턴과 유속을 관찰할 수 있다. 본 실험을 통하여 하천 연구에서의 적용

시범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계측결과는 모델의 검증을 위한 자료로 제공되었다.

향후 하천의 규모와 실험 구간을 고려한 추적자 투입장치와 계측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형의 특성에 따른 하천 흐름과 확산형태의 연구와 하천의 정확한 유량 및

유속을 측정하는데 보다활발히활용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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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하천 수치모델 검증을 위한 방사성추적자 실험 개략도

그림 7-2. 하천 수치모델 검증과 확산계수 측정을 위한

시범실험 결과(경기도 여주시 청미천)

표 7-1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연하천의 경우 실험값이 외국 자료에서 제시하는 값보다

전체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는 외국자료를 사용할 경우 환경 영향 평가 시 국내 하천의

정화능력이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하천의 규모와 실험 구간을 고려

한 추적자 투입장치와 계측시스템 등을 개발함으로써 국내 지형의 특성에 맞는 하천 흐름

과 확산형태에 대한 연구에 보다 활발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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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하천횡분산계수(Dy)의비교

국내 하천
횡분산계수(DT/HU*)

추적자 실험 값 외국 문헌 제시값

섬강 0.30 - Fischer(1967) : 0.24

- Holly and Abraham(19730 : 0.36

- Beltaos : 0.75

- Holly Jr. et Nerat (1983) : 0.5～

2.5

청미천 0.27

홍천강 0.32

2. 해사이동 모델 검증 추적자 시범실험

- 월성 인근연안에서의 표사추적실험

표사 추적실험을 동해의 월성 인근연안에서 수행하였으며, 해당 해역의 평균 수심

은 15m 이내이고, 본 연구과제에서 개발한 Ir 표지 인공모래(60g, 500mCi)를 투입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인공모래로부터 방출되는 감마선을 계측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분석을 위하여 식 (7-3)을 이용하여 기록된 경위도 좌표 데이터로부터 해저에 위치된

방사선 검출장치의 실제 위치로 보정하였다.

E CD=E CB-L C×sinθ, NCD=NCB-L C×cosθ, θ= tan -1[ |E CB-E PD|

|NCB-NPD|
] (7-3)

여기서, ECD, NCD는 현재 detector의 경위도, EPD, NPD는 이전의 detector 경위도, ECB,

NCB는 현재의 선박 경위도, LC는 케이블의 길이를 의미한다. 또한 GPS에서 수신된 좌

표는 WGS84 타원체를 기준하여 얻어진 값으로서 상대적인 위치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gTRAN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Bessel 타원

체를 기준으로 한 TM 직교좌표계로 변환하여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지모래의

거동 추적을 위한 계측은 표지모래 투입 후 7일, 18일, 32일, 68일이 경과한 후 수행

되었다. 추적자의 이동경로 및 확산속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각의 실험결과로부터

구한 등농도곡선(Iso-count contour map)을 그림 7-3과 7-4에 정리하였다. 그림에서 십

자 표시는 최초 추적자의 투입지점이고 점선은 방사선 검출기가 해저에서 움직인 경

로를 나타낸다.

그림 7-3에 보인 읍천리 연안 해역에서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추적결과에서는 표사

의 이동방향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림의 점선은 실험선박의 이동경로를

나타낸다. 추적자 투입 후 한 달 후에 얻은 세 번째 결과부터 표사의 명확한 이동방

향을 이해할 수 있다. 주 이동방향은 서쪽인 해안선을 향하여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

면서 추적자의 patch가 투입지점으로부터 해안 쪽으로 약 150m 지점까지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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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네 번째 추적에서는 세 번째 추적결과에 비하여 뚜렷한 이동정도를 나타내지

않고 다만 추적자 투입지점 북쪽에 계측치가 큰 값이 나타났다. 이것은 해당영역이

암반으로 구성된 해저지형에 의한 영향인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7-4에 보인 봉길리 해역에서의 추적자 이동방향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추적실

험에서 남북방향으로 확인되었으며, 주로 남쪽으로 이동하여 최초 투입지접으로부터

최대 140m 지점에서도 추적자의 patch가 계측되었다. 또한 동서방향으로는 약 70m

정도의 폭으로 patch가 계측되었다. 세 번째 추적에서는 두 번째 추적결과와 비슷한

양상이지만 남쪽으로 좀 더 활발한 이동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거의 해안선에 평행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추적자 투입지점에서 남쪽으로 140m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약 60～70m까지 추적자 patch가 계측되었다.

표사 이동의 정량적인 분석을 위하여 수송 다이어그램(Transport Diagram)을 구하

였다. 수송 다이어그램은 직교좌표계에서 각 방향에 따른 계측데이터와 확산거리의

곱( X=⌠
⌡cxdx/⌠⌡cdx, c:방사선 계측치, x:각 축에 대한 확산거리)으로서 이로부터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인공 표사 추적자의 분포중심(center of gravity)의 위치변화와 평균 이동

속도를 구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동서 방향으로 계측된 방사선 계수치의 합과 그

때의 남북 방향으로 이동한 폭을 곱해 이 값들의 전부를 전체 계수치의 합으로 나누

어 나온 결과를 남북 방향 50m 간격으로 수송 다이어그램을 나타내었다. 그림 7-5의

(a)와 (b)는 각각 읍천리와 봉길리 인근 해역에서 구한 데이터로부터 동서 방향의 수

송다이어그램을 나타낸 것이다. 읍천리에서는 표사 분포의 중심이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봉길리에서의 경우에는 남북과 동서로 거의 동일한 이동형태를 나타내고 있

으나, 동쪽인 해양방향과 북쪽 방향으로 약간의 우세한 이동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

다. 시간에 따른 각각의 이동속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주요 이동방향별 평균

이동거리와 속도를 산정하여 표 7-2에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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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7일 (b) D+18일

(c) D+32일 (d) D+68일

7-3. 인공 표지모래 추적자의 등농도곡선 (읍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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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7일 (b) D+18일

(c) D+32일 (d) D+68일

그림 7-4. 인공 표지모래 추적자의 등농도곡선 (봉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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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표사 추적자의 수송다이어그램 (a:읍천리, b:봉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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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주요 이동방향 별 평균이동거리 및 이동속도

경과

시간

읍천리 봉길리

동-서 남-북 동-서 남-북

거리(m) 속도(m/d) 거리(m) 속도(m/d) 거리(m) 속도(m/d) 거리(m) 속도(m/d)

D+7 -14.7 2.1 0.1 0.01 7.9 0.49 16.2 1.01

D+18 -16.8 0.94 9.5 0.53 9.8 0.28 6.8 0.19

D+32 -28.8 0.9 -0.6 0.02 4.3 0.01 7.5 0.02

읍천리에서 동서 방향으로의 중력중심 평균 이동거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추적실험에 걸쳐 각각 서쪽으로 14.7, 16.8, 28.8m이었으며(그림 7-5a), 봉길리

실험에서의 평균이동거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실험에서 동쪽으로 7.9, 9.8, 4.3m 이

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그림 7-5b). 이는 표사의 이동속도가 일정하지 않았음을 의미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실험 초기에 작은 입자의 표지 모래가 우선적으로 멀리 이동

한 후 희석과 자연감쇄를 통하여 감지범위 이하의 값으로 떨어지고 실험의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큰 입자의 모래에 의한 낮은 이동으로 표지모래 분포중심의 변화

가 급속히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는 추적자 실험에서 구한 표지모래 분포의 이동속도

는 투입된 추적자의 입도분포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표

지모래의 투입에는 현지 모래의 입도분포를 바탕으로 추적자의 입도를 세밀하게 선정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3. 댐누수 탐사 추적자 기술 개발 및 시범실험

우리나라는 UN이 정한 ‘물 부족 국가’로서 급속한 산업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물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의 60% 이상

이 하절기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댐과 저수지 등과 같은 수리구조물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다. 국내 기존 저수시설의 운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안전 요인이 있으나 그 중 누수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큰 문제로, 댐의 경우에는

전체 관리 불량(failures)의 약 30%가 이에 해당되며, 저수지의 경우에는 약 16%에 달

한다. 특히 저수지의 경우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3,324개의 저수지 중에서 무

려 92%는 건설자재가 부족하고 설계 및 시공기술 수준이 낮았던 70년대 중반 이전에

설치된 것들이어서 이들 중 상당수가 집중 호우 시 대형재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댐과 저수지 같은 수리시설물에 대한 누수 조사는 구조물 전체구간에 대하여 외관

및 균열조사, 제한된 시추자료를 이용한 구조물 안정성 검토 등의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전기비저항 탐사(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자연전위 탐사

(self-potential), 지하레이더 탐사(ground penetrating radar) 등 물리탐사 기법이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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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만으로는 누수 지점이나 누수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결과 해석의 복잡성과 모호성이 내재하여 정확한 누수 원인 및 위치파악이 어려운 실

정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결과의 확증을 위해 시추공을 이용한 추적자 시험(tracer test)

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추적자를 이용한 누수탐지 기술은 염료(Rhodamine

WT, Fluorescein 등)와 이온(Cl-, Br-, I- 등)을 이용한 추적방법과 동위원소(2H, 18O, 131I,
82Br, 198Au 등)를 이용한 추적기술이 있다. 하지만 염료와 이온 추적자의 경우에는 다

량의 추적자를 필요로 하여 제 2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잦은 시추작업으로

구조물에 새로운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자연동위원소를 이용한 저수시설의

누수탐지 기술은 1960년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여 지하수의 연령

(age), 지하수와 강수와의 관계(interconnection), 누수의 기원(seepage origin) 등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Drost and Moser, 1983; 배대석 등, 1999; 김형수 등, 2003). 그러

나 인공동위원소를 이용한 누수탐지 연구는 그 효과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며 국내에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이에 대한 중요성의 부각으로 현재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중심으로 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인공동위원소를 이용한 댐 누수위치 탐

지기술에 대하여 활발한 공동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 자연 동위원소

자연계 내에 존재하는 안정동위원소 18O과 2H의 구성비 혹은 3H, 14C 등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저수시설에 존재하는 누수의 기원(origin)과 누수경로(seepage path) 및 이력

(history; 증발, 응축, 강수, 연령) 그리고 저수시설 상ㆍ하류와 지하수의 상호 연관성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지 물리화학적인 인자(EC, T, ph, DO 등)를 이용하

여 기초 지반의 투수계수 및 누수량과 유속 등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자연동위원소를 이용하는 방법은 염료와 이온 추적방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누수현상

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 누수위치와 같은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 인공동위원소

인위적으로 제조된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여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저수시설

바닥 인근에서 수행하는 추적기술로서 누수 위치를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중 Radioactive Cloud Migration Method는 수용성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는

방법이다.(그림 7-6(a)) 이는 감마선을 방출하는 추적자를 저수지 바닥 부근에 전용 투

입장치를 이용하여 주입한 후, 수중의 방사성 추적자 구름(radioactive tracer cloud)의

이동경로를 방수 처리된 계측기(scintillation detector)와 선박을 이용하여 추적하는 방

법으로서 동위원소로는 주로
131

I과
82

Br 등을 사용한다. 저수지의 누수 지점에서는 계

속적인 침투현상에 의해 물의 흐름이 존재하므로 추적자 구름이 침투되는 방향으로 점

차 이동하기 시작한다. 이후 추적자 구름이 저수지의 누수지점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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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점에서 추적자의 농도가 점차 증가하면서 영역을 형성하다가, 일정 시간 경과 후

감소하여 사라지게 된다. 이 때, 추적자가 최대농도 도달 후 감소하는 위치가 누수지점

에 해당한다.

(a) Radioactive Cloud Migration Method

(b) Radioactive tracer Adsorption Method

그림 7-6. 인공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저수시설의 누수위치 탐지기술

한편 Radioactive tracer Adsorption Method은 198Au[HAuCl4
-] 등과 같이 토양에 흡

착 가능한 방사성표지화합물을 추적자로 이용하는 방법이다(그림 7-6(b)). 이는 저수지

의 바닥 인근에 추적자를 투입한 후, 추적자 구름이 저수지 하단부 누수지점으로 이동

하여 흡착되는 현상을 탐지하는 방법이다. 이때 이동된 추적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최대 농도를 유지하는 계측지점이 누수위치이다.

인공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추적기술은 기존의 물리탐사기법을 이용한 누수탐지기

술로는 탐지하기 어려운 누수위치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추적자 투입 후, 시간에 따른 추적자 농도의 변화를 계측하기 위한 작업

(tracking & detection)이 현장 여건에 따라 용이하지 않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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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성층형 지질구조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수직투수(vertical hydraulic

conductivity)에 비해 수평 투수계수(horizontal hydraulic conductivity)가 현저히 크게

되어 추적자 구름의 이동에 누수에 의한 영향보다 더 지배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

다. 또한 강과 같은 우세한 흐름이 있는 경우나 추적자 투입 직후 바람 등의 자연적인

현상이 존재할 경우에는 적용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4. 해양환경 탐사 추적자 기술 시범실험

해양 환경 탐사 추적자 기술 시범실험과 관련하여 해운대 해수욕장 해빈 유실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해양조사 관련하여 방사성 모래 추적조사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실

험에서는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 모래의 이동방향 및 거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추적자

실험을 수행하였다. 현지 해저모래를 채취(2지점)하여 입경분석을 하였고, 중량통과 평

균입경(D50)을 구하여 인공 방사성 표지모래의 입경을 이와 동일하게 한국원자력연구

소에서 제조하였다. 해운대 현지의 해저모래 입경분석 결과를 아래의 표 7-3에 나타내

었다.

그림 7-7. 해운대 해저모래의 누적중량 가적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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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해운대 해저모래의 입경분포.

No.
Aperture

Size (mm)

Injection Point A Injection Point B

남은 양(g) 통과량(g) 통과율(%) 남은 양(g) 통과량(g) 통과율(%)

No.5 4 1.001 7281.099 100.0% 0.23 2655.92 100.0%

No.14 1.41 20.713 7260.386 99.7% 30.64 2625.28 98.8%

No.20 0.85 78.927 7181.459 98.6% 90.65 2534.63 95.4%

No.35 0.5 684.221 6497.238 89.2% 295 2239.63 84.3%

No.70 0.21 6030.894 466.344 6.4% 1957.46 282.17 10.6%

No.120 0.125 438.32 28.024 0.4% 260.84 21.33 0.8%

No.170 0.088 24.361 3.663 0.1% 19.29 2.04 0.1%

pan 0 3.663 0 0.0% 2.04 0 0.0%

Total 7282.1 2656.15

해저 모래의 이동을 추적하기 위하여 Alumina, CaCO3, MgO, TiO2, KNO3와 (NH4)2IrCl6

등의 화합물로부터 산화물 제조법을 이용하여 0.3wt%의 Ir을 함유하는 결정질을 생성하였

다. 이로부터 위의 입도분포로부터 선정한 0.25mm의 인공모래를 준비하였다. 한국원자력연

구소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서 (n,γ) 반응을 통하여 인공모래 내부에 존재하는 192Ir로

부터 방사선이 방출되는 방사능 양이 0.5Ci인 30g의 표지모래를 제조하여 이를 추적자로

사용하였다. 방사성추적자 표지모래는 해저모래 추적실험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운반용기

로 실험현장에 운반되어 해저에 가라앉힌 상태에서 고압의 질소기체를 이용하여 순간적으

로 투입하였다.

해운대 앞바다의 방사성 추적자실험 구간은 두 지점으로 하나는 동백섬 인근이고 다른

하나는 미포항 인근 해역이다. 실험에 앞서 추적자 투입 예정지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하

여 추적자 실험에 적합한 지점을 선정하였다. 추적자 표지모래를 투입한 지점과 추적실험

일정을 아래의 표 7-4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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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IP.B

그림 7-8. 방사성 표지모래 추적자의 투입위치 개략도

표 7-4. 추적자의 투입위치 및 추적실험 일자

투입

일자
해역 투입위치 수심

Cable

길이

추 적 일 자

1st 2nd 3rd 4th 5th 6th

05. 5. 4

AM

10:00～

10:30

동백섬 I.P.(A)
N 35° 9′23.0″

4.5m 16m 5. 10 5. 21 5. 31 6. 17 7. 27 10. 5
E 129° 9′26.5″

미포항 I.P.(B)
N 35° 9′26.6″

5.9m 16.4m 5. 9 5. 21 5. 31 6. 17 7. 27 10. 5
E 129° 9′47.1″

- 추적자 계측실험

선박에 DGPS(Tumble, NT300D), Radiotracer Datalogger, Notebook Computer 등의 장비

를 설치하고 동축케이블에 연결된 추적자 검출기를 해저바닥 면에서 견인하면서 최초 추적

자 투입 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추적자의 공간분포 변화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는 자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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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에 의한 영향을 우선 제거한 후 방사성 추적자의 자연감쇄에 의한 영향을 보정하고 이

를 GPS 기록좌표로부터 실제 추적자 계측좌표로 수정하여 공간 좌표상의 값으로 나타내어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현재까지 추적자 계측실험은 6회 즉 추적자 투입 후 155일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추적자로 사용된 Ir의 반감기(74일)로 인한 감쇄영향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하

여 원자력연구소 내 실내 reference 실험을 병행하였다. 1-4차 실험 기간에는 기상상의 별다

른 큰 변화가 없는 시기였다. 하지만 4차 실험 이후에 1-2차례의 큰 태풍이 지나가 5차 실

험에는 해저질의 이동특성이 장마철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리라 예상된다.

- 추적자실험 및 결과분석

추적자 투입 후 일주일 경과 뒤에 첫 번째 계측이 이루어졌다. 배를 이용하여 해저 바닥

에 있는 추적자의 이동특성을 실험하기 위해서 최대농도의 추적자가 계측되는 지점을 중심

으로 상하좌우로 계측되지 않을 때까지 전진하여 최대한 촘촘히 바닥을 스캔하였다. 임의의

점(N 35°9′18.0″, E 129°9′28.8″)을 기준으로 두 투입지점의 상대적인 위치와 계측결과

그리고 이를 위한 선박의 이동경로를 그림 7-9에 한 예로 나타내었다. 두 투입지점 사이의

거리는 약 650m이고 각 지점에서 약 250~300m의 범위로 계측하였다.

그림 7-9. 추적자 실험시 선박의 이동경로(붉은 점선)와 계측분포도

추적자의 이동 방향과 속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등농도곡선(iso-count contour map)을 구

하였다. 동백섬 인근(A)에 투입한 추적자와 미포항 인근(B)의 추적자로 부터 1회~6회에 걸

친 실험결과를 아래의 그림 7-10과 7-11에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붉은색의 십자 표시

는 최초 추적자의 투입지점이며, 붉은색의 점선은 추적자 계측을 위한 배의 이동경로를 나

타낸다. 그래프 상의 북쪽은 해변, 좌측은 동백섬 그리고 우측은 미포항의 방향이다. 추적자

실험결과를 아래의 그림 7-10과 7-11에 각각 나타내었다.

동백섬과 미포항 모두 추적자 투입 초기에는 바다방향인 남쪽으로 소폭(~5m) 이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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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추적자가 실제로 해양방향으로 이동하여 나타난 결과이기 보다는

추적자 투입 당시 배가 조류에 의해 끊임없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투입지점의 위치오차가

발생하였거나 혹은 추적자가 바닥에 가라앉으면서 조류에 의해 남쪽으로 움직였을 확률이

높다. 또한 그림 7-10에서 동백섬의 결과를 살펴보면 추적자 농도가 높은 지점이 두 개로

나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투입하기 위하여 고압용기 밸브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발

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동백섬과 미포항 두 지점 모두 투입 초기에는 특정한 이동방향을 보이지 않다가 2차

scan 이후부터 방향성을 보이면서 주로 북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동백섬 인근 추

적자의 이동특성은 주로 이동방향이 반시계방향으로 움직이며 북쪽으로 우세하게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미포항 쪽의 추적자는 시계방향으로 움직이며 역시 북서방향으로

우세하게 이동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 1차 scan : 5월 10일 (b) 2차 scan : 5월 21일

(c) 3차 scan : 5월 31일 (d) 4차 scan :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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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5차 scan : 7월 27일 (f) 6차 scan : 10월 5일

그림 7-10. 동백섬 인근 실험의 추적자 분포변화

(a) 1차 scan : 5월 10일 (d) 4차 scan : 6월 17일

(b) 2차 scan : 5월 21일 (e) 5차 scan :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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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차 scan : 5월 31일 (f) 6차 scan : 10월 5일

그림 7-11. 미포항 인근 실험의 추적자 분포변화

5차 scan의 경우 앞의 그림 7-10(e)(f)와 7-11(e)(f)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백섬과 미포항

모두 남-북 방향의 그래프가 북쪽 일정구간부터 데이터의 결손구간이 발생하였다. 이는 해

운대 해수욕장 개장과 더불어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한 경계 부의 설치로 인해 실험용 배가

해안 쪽으로 더 이상 접근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추적 데이터의 결손으로 발생한 결과이

다. 따라서 5차 이후에는 평균이동거리 및 이동속도와 같은 정량적인 결과가 정확하지 않으

며 다만 주 이동경로 및 이동방향에 대한 정보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5차 scan의 결과

는 기존의 실험결과와 비교해 볼 때 추적자의 확산형태가 크게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이

는 4차 scan(6월 17일) 이후에 장마철에 접어들고 이어진 1~2 차례의 태풍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6차 scan은 10월 5일에 수행하였다. 그 당시 동백섬과 미포항 모두에서 실험을 하였으나,

동백섬의 경우에는 거의 추적자의 patch를 찾기 힘들었고 산발적인 약간의 추적자 신호가

감지될 뿐이었다. 또한 미포항 인근의 추적실험 결과도 기존의 실험결과에 비해 상당히 낮

은 농도의 추적자가 감지될 뿐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5차 scan 이후 약 70일이 경과한

후 6차 측정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방사성동위원소의 붕괴가 상당히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

라 해상 조건의 변화에 따라 광범위하게 확산된 결과를 보인다. 또한 태풍, 조류 등으로 추

적자가 모래 속에 묻혀 있기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추적자가 완전히 확산되어

단위면적당 농도가 계측기로 감지되는 검출한계 이하로 감소하면 계수되지 않게 된다. 이는

본 실험에 사용된 추적자의 반감기가 74일(192Ir)임을 감안할 때, 155일이 지난 6차 scan 결

과는 두 반감기 이상이 감쇠된 후의 실험으로서 이 같은 추정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

다만 6차 실험결과의 특이사항은 추적자가 서쪽으로 현저히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

은 현상은 미포항 인근 해역보다 동백섬 쪽의 경우가 더욱 두드러진다. 동백섬의 6차 실험

당시 기존의 추적자 최대 농도분포 영역에서는 오히려 아주 미세하게 계측되었고 대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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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약 150m 이상 동백섬 방향(서쪽)으로 이동한 새로운 지점에서 발견되고 있다(그림

7-10(f) 참조). 따라서 두 지점의 해저 모래 이동패턴을 서로 비교해 보면, 6차 실험을 수행

한 10월에는 미포항보다 동백섬 인근의 해저 모래가 더욱 강하게 서쪽으로 이동 중에 있음

을 알 수 있다.

직각좌표계에 의한 동-서, 남-북의 축을 따라 계측데이터와 확산거리의 곱으로 나타내어

진 그래프를 수송다이어그램(transport diagram)이라하며, 이는 diagram의 중력중심(center

of gravity)으로 특징지어 진다.

X=

⌠
⌡ cxdx

⌠
⌡ cdx

(7-4)

여기서, X는 중력중심(center of gravity), c는 계측된 count이고, x는 각 축에 대한 확산

거리이다.

추적자 투입 후 수행한 총 6회의 실험결과로부터 수송다이어그램(그림 7-12와 7-13)을 비

교 분석하여 해저모래의 평균 이동거리와 방향별 평균 이동속도를 계산하였다. 표 7-5에 투

입지점 A(동백섬)와 B(미포항)의 1차~6차 실험에서 얻은 동-서, 남-북 방향별 확산분포 중심

의 특징을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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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5. 해저모래의 평균 이동거리 및 이동속도

(∵ W-E에서 음수는 W(서쪽)을, S-N에서 음수는 S(남쪽)을 의미함.)

Scan

No.

투입후

경과일

Injection Point A (동백섬 인근) Injection Point B (미포항 인근)

평균이동거리(m) 이동속도(m/d) 평균이동거리(m) 이동속도(m/d)

W-E S-N W-E S-N W-E S-N W-E S-N

1st D+6 5.1 -5.3 0.9 -0.9 -2.5 -4.8 -0.4 -0.8

2nd D+17 5.1 1.9 0.3 0.1 2.3 18.2 0.1 1.1

3rd D+28 13.5 2.3 0.5 0.1 6.7 9.8 0.2 0.4

4th D+45 12.9 2.4 0.3 0.1 -2.3 7.4 -0.1 0.2

5th D+85 -12.1 26.9 -0.1 0.3 0.2 50.5 0.0 0.6

6th D+155 -96.1 -7.6 -0.6 0.0 -14.5 84.2 -0.1 0.5

(a) 1차 scan :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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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차 scan : 5월 21일

(c) 3차 scan :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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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4차 scan : 6월 17일

(e) 5차 scan :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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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6차 scan : 10월 5일

그림 7-12. 동백섬 인근에 투입된 표지모래 추적자의 수송다이어그램

(a) 1차 scan :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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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차 scan : 5월 21일

(c) 3차 scan :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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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4차 scan : 6월 17일

(e) 5차 scan :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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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6차 scan : 10월 5일

그림 7-13. 미포항 인근에 투입된 표지모래 추적자의 수송다이어그램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5차 scan과 6차 scan은 북쪽 방향으로 실험할 수 있는 영역이

한정되어 있어 앞의 그림 7-12(e),(f), 그림 7-13(e),(f))과 같이 일부에 잘린 구간이 존재한다.

IP.A(동백섬)와 IP.B(미포항)에서 추적자 투입 후 초기이동 속도가 각각 W-E 방향으로

0.9m/d과 -0.9m/d, N-S 방향으로 -0.4m/d과 -0.8m/s으로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이동하

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저히 그 이동속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실

험 초기에 작은 입자의 표지 모래가 우선적으로 멀리 이동한 후 희석과 자연감쇄를 통하여

감지범위 이하의 값으로 떨어지고 실험의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큰 입자의 모래에

의한 작은 이동으로 표지모래 분포중심의 변화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4차 실험 이후

에는 오히려 추적자의 평균 이동속도가 현저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장마 시즌이 끝난 6차

실험 결과에도 여전히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해저질의 이동에 가장 영향을 주는 기

상학적 그리고 수리학적인 인자가 바람과 파랑 그리고 조류의 변화임을 감안할 때, 4차와 5

차의 추적자의 이동은 기상변화(장마, 태풍)에 그리고 6차 실험 당시 추적자 이동특성은 조

류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동백섬 인근 해역의 경우 실험 초기에 추적자가 북동쪽으로 서서히 이동하다가 실험 시

작 28일 경과 후부터 동쪽으로의 움직임이 멈추고 방향이 북서 방향으로 바뀌어 85일 경과

후부터는 완전히 서쪽으로 우세하게 이동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미포항 인근 해역의

경우도 초기에 북동쪽으로 추적자가 움직이기 시작하여 시계방향으로 이동하다가 45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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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뒤부터는 완전히 북쪽으로 치우쳐서 이동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85일 경과

후부터는 방향이 북서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14. 투입된 표지모래 추적자의 무게중심의 이동경로

추적자의 이동방향은 계절적 환경영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 즉 주 이동방향

이 초기에 동쪽을 향하다가 북쪽 그리고 다시 서쪽으로 바뀌고 있다. 추적자 평균이동경로

를 보여주는 위 그림 7-14를 바탕으로 판단하면, 동백섬 쪽의 해저모래가 미포항 인근의 모

래 보다 더 심하게 유실되고 있으며, 미포항의 모래 이동방향도 겨울철에는 북쪽에서 서쪽

으로 우세하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실험결과는 부산 해운대 근처 현지주민과

의 대화내용과도 부합된다. 여름에 해운대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바다에서 해변으로 모래가

점진적으로 밀려오고, 겨울과 봄철을 기해 해변의 모래가 유실되어 바다 쪽으로 이동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겨울철 유실량이 여름보다 많아 매년 백사장 길이가 줄어든다

고 한다. 따라서 추가적인 실험을 장기간 수행한다면 이 같은 현상을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총 6회에 걸쳐 추적자 투입 후 155일 동안 추적자 계측실험은 수행하였다. 동백섬과 미

포항 인근에 투입한 추적자의 초기 이동특성은 서로 비슷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

라 각각의 이동 패턴이 일괄적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특히 태풍과 같은 일시

적인 기상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운대 인근 해역의 해저

질 이동은 여름철에 주로 북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동이 서쪽 즉 동백

섬 방향으로 변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이동속도도 미포항에 비해 동백섬 인근 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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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 더 커서 모래유실이 심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해저질의 이동특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추가적인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계절별 영향을 검증할 필

요가 있으며, 또한 파랑 및 조류의 이동특성과 같은 다른 측정결과와 종합적으로 판단되어

야 할 것이다. 향후 해운대 모래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래 이동분포 상황을 관찰함으로써 효율적인 연안관리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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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1절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1. 고기능 추적자 장비 소프트웨어 개발 (달성도 100%)

가. IEEE488을 이용한 고속유체 추적용 데이터수집장치(DAS)를 개발하여 성능을 확인하

고 IAEA를 통하여 RCA회원국들에게 수출하였으며, 국내 추적자 실험에 활용하고 있다.

나. 방사성추적자 실험결과의 정량적 분석을 위하여 LMA모델에 기초한 체제시간분포 및

반응기 모델을 정량적 으로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등록하였다.

다. 100기압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체, 고체 추적자 투입장치를 각각 개발하고 이에

대한 공인인증기관의 성적서를 획득함으로서 추적자 실험기기에 대한 공신력을 획득하였다.

(표준과학연구원 155기압 내압통과 시험성적서)

2. 증류탑 검사기술의 고도화 (달성도 100%)

가. 전기적 노이즈에 강하고 intrinsically safe한 동시에 투과 계측된 방사선에너지를 선

택적으로 분석하는 증류탑 검사기술을 개발하였다.

나․전파법상 제약이 없는 10mW이하 무선 모듈을 이용하여 통신선이 필요없고 내구성

이 강한 자동감마 증류탑 검사 장치를 개발하였다.

다․공정설비의 수직밀도분포상태를 이차원으로 형상화하고 이들 데이터와 추가적인 스

캔 결과의 효율적 비교분석 및 data base구축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등록하였다.

라․국내에서 증가추세에 있는 기술수요를 충족시키고 증류탑 검사기술의 실용화를 위하

여 설비진단 전문업체인 세이프텍(주)과 “증류탑 진단을 위한 실험 및 결과해석 방법”의 기

술을 이전 계약 완료하였다.

3. RI 이용 산업공정 진단 신기술 개발 (달성도 100%)

가. 산란감마선을 이용하여 잔여 촉매수명을 평가하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실제공정을 대

상으로 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

나. 다각도에서 밀봉감마선원을 이용한 감쇄율 측정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이미지 복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형 반응기 단면의 밀도 분포측정을 할 수 있는 기반기술을 개발하

였다.

다. 방사성추적자 내부단면 분포를 계측할 수 있는 회전형 장치 및 EM 기법에 의한 이

미지 복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조내의 Tc-99m 분포를 계측하는 실험을 실시하여 유동에

따른 추적자의 분포변화를 성공적으로 복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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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추적자/CFD 상호 시범 사례 개발 (달성도 100%)

가. 하수처리장 침전조에 대하여 3차원 CFD모델을 개발 하고 이를 추적자 실험결과와

비교 검증을 통하여 CFD 모델을 최적화하였다. 이 최적화된 CFD모델을 통하여 최적 운전

조건을 도출한 후 방사성추적자 실험을 통하여 구조변경이 성공적임을 증명하였다.

5. 산업적 이용확산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달성도 100%)

가. 매립관 누설 탐사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비방사성 추적자를 사용한 lab 실험 및 방사

성추적자를 이용한 실 공정 소방배관에 누수를 진단하는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나. 방사성 추적자를 이용한 RTD진단기술과 60Co 및 137Cs등 밀봉동위원소를 이용한 기

술을 현장에 적용하여 기술의 신뢰도를 높이고 개발중인 기술을 기업체에 홍보함으로서 기

술이전의 기회를 높이고자 국내의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체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하여 1~3

년차 동안 10여건의 기술지원을 하였다.

다. Reactor, Regenerator, Stand Pipe 및 Riser 등의 다양한 공정이 종합적으로 구성된

중질유분해공정(RFCCU) 대상으로 방사성동위원소이용 진단기술을 이용하여 가동 중 운전

정보를 획득하였다.

라. 방사성추적자 이용한 소화조 진단 기술의 국내 환경시설에서 이용 확산을 위해 환경

신기술등록을 추진하였다.

6. 연안 환경 추적자 기반기술 개발 (달성도 100%)

가. Ir-glass를 이용한 방사성표지모래를 제조하는 기술, 운반용 투입장치를 개발하여 특

허 출원 하였다.

나. 국내 연안환경에 적합한 detector sled를 설계 제작하였으며 시범실험을 통하여 유용

성을 검증하였다.

다. 방사성표지모래의 수직 분포를 측정할 수 있는 공기압구동 해저 core 시료 채취 장비

설계/제작하였다.

라. 해양 계측데이터 보정 및 해석기술을 위하여 GPS신호와 detector의 위치를 보정하고

표사이동 분포를 mapping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프로그램등록을 완료하였다.

마. GPS연동형 방사선계측시스템, winch 등 해양 선박장착용 표사추적 시스템을 개발하

여 특허출원을 완료하고 시범실험에 적용하였다.

7. 시범실험 및 수자원 추적자기술 지원체제 구축 (달성도 100%)

가. 하천 오염확산 모델검증 추적자 실험을 실시하여 국내 하천에 적용할 수 있는 횡분

산계수를 성공적으로 구하였으며 이를 국내 하천관리 자료로 사용하였다.

나. 월성 및 해운대에서 해사이동 모델을 검증을 위한 방사성 표지모래 추적실험을 성공

적으로 실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안 정비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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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댐 누수탐사 추적자 기술 확보와 관련하여 기반기술을 개발하고 45만 톤급 저수시설

에서 누수 실증실험을 수행하였고 계측결과를 타 기관에서 수행한 전기 비저항 탐사의 결

과와 비교 검증하였다.

제2절 관련분야의 기술발전의 기여도

산업공정 분석에 필요한 방사성추적자기술 및 장비를 확보하여 정유, 화학, 시멘트 등 장

치산업에 대한 기술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설계, 건설 및 운전기술의 획기적인 향상을

할 수 있으며 방사성추적자기술을 이용한 연안 환경모델의 검증으로 환경모델의 신뢰성 향

상 및 환경관리기술 고급화가 가능하다. 아울러 방사선관련 면허, 허가, 동위원소 취급기술,

추적자 전문지식 등을 갖춘 방사성추적자기술 연구그룹 육성으로 산업계 및 환경분야에 대

한 기술 지원에 대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이용기술의 연구 개발

을 통한 원자력기술의 저변 확대하여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활용성이 있다.

- 추적자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산업공정 최적화를 이룰 수 있으므로, 제품의 품질이

향상되면서도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 환경분야에의 추적기술 활용으로 환경 모델의 정확히 검증으로 환경보존비용 절감 및 환

경보존에 기여할 수 있다.

- 추적자 실험을 통해 장치산업과 환경보존 기술발전에 필수적인 정보 제공하므로 산업 및

환경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 이를 통하여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외국에 의존하던 추적자 기술용역의 국내 대체로 외

화 절약 및 기술자립이 가능하며, 아울러 본 과제 수행을 통해 개발된 추적자 실험 장비들

은 계속되는 신기술 연구 및 실험에 활용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장비 기능을 개선하여 더

다양하고 많은 장비의 수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증류탑검사장비, 운반용기 등은 국내외 특허 출원을 완료하였으며 산업체에 기술이전 시

제공되었다. 증류탑 검사기술은 기술이전에 따라
60

Co를 이용한 대형 증류탑 진단을 필요

로 하는 기술수요시장의 확대가 전망된다.

-Injection system은 IAEA를 통하여 회원국에 제공되어 국내기술의 국제 위상 제고하였다.

- 소화조 진단기술은 환경신기술등록으로 국내 환경관리사업소에 기술확대 실시 예정이다.

- CFD모델검증 추적자기술은 첨단기술로 추적자기술 이용확대에 기여할 것이며 연안환경

추적자기술은 해운대와 월성원자력발전소 근처 해안에서 해사이동 추적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환경보존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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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1절 추가연구의 필요성

1. 방사성추적자 단면 밀도 계측기술

고에너지 감마선을 이용한 산업용 영상진단기술은 의료용 영상진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 다만 감마선을 이용하여 대규모 피검사체 특히 산업공정 설비를 진단하기 위한 연구

개발로 접근방향을 달리한다. 감마선원을 이용한 산업적 진단응용기술은 계측데이터

(ray-sum)의 수에 따라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감마선 투과계측, column scanning, grid

scanning, industrial tomography의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전문적인 산업설

비 검사회사에서 초보단계의 grid scanning 기술을 실시하고 있는 수준이다. 본격적인 산

업설비 진단을 위한 감마 토모그래피 기술은 2000년대 초반 미국, 프랑스, 노르웨이 등 선

진국을 중심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인도, 말레이시아 등 개발도상국까지

연구개발에 착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화학공정의 설계 및 구조변경을 위한 동력학적

연구 분야에도 감마선 토모그래피 이용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국가 원자

력 연구기관인 CEA의 주관으로 석유화학 설비를 대상으로 하는 대형 감마 CT 장치를 개

발하고 있다. 또한 노르웨이의 경우 다중상 유체 해석을 위해 밀봉선원은 물론 개봉선원

을 이용한 유동의 영상진단기술의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의료용 CT기술의 연구개발

역사에 비하여 볼 때, 산업공정의 진단을 위한 감마 CT기술은 매우 늦게 시작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는 대단히 빠른 편이다.

2. 방사성추적자 단면 분포 계측기술

추적자 단면 분포 계측 기술의 산업 응용분야는 tracer visualization, CFD validation,

chemical engineering, oil recovery, geochemistry 또는 hydrogeology 등에 활용될 수 있

다. 특히 chemical engineering의 경우 반응기 내부의 mixing pattern을 실시간 가시화 할

수 있어 기존의 방법으로는 계측할 수 없었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용된 Monte carlo simulation program은 프랑스 CEA의 INSPECT를 사용하였지만,

matrix연산에 사용된 설정치와 실제 실험장치 구성을 정확하게 모델링을 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보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실제 장치 구성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PSRF 계

산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Tc-99m은 140KeV의 낮은 에너지를 방출하므로 큰

시스템에 적용이 어렵다. 따라서 산업공정 반응기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비교적 높은 에

너지를 갖는 동위원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시간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 회전 장치가

아닌 다수 detector를 구비하여 실시간 계측을 하여야 한다. 해당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서

는 이번 결과를 발판으로 공업공정 대상을 정확히 모델화한 PSRF 프로그램 개발, 단 반

감기의 고에너지 방사성 표지화합물 생산, 고효율 다중 detector 검출 장치 설계 등의 후

속 연구가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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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위원소이용 매립관 누설 탐지기술

동위원소이용 매립관누설 탐지기술과 관련하여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기술을 이용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단계 1년차 연구수행 내용으로 매립관 누설탐사기술개발을

일부 수행하였다. 우리나라는 1992년경인 송유관을 준공한 이래 현재 약 1,600km의 송유

관을 운영하고 있다. 매립 배관의 국부적 leak에 의한 누설은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치

명적인 환경오염을 초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송유관 건설 시에는 비파괴검사를 수행하

지만, 매립한 이후에는 지능형 PIG(Pipe Inspection Gig)를 제외하고는 매립 배관의 손상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일반적으로 지능형 pig는 몇 십 km 이

상의 중장거리 대형 배관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의 전문회사에 의뢰하고 있으므로 진단

비용 역시 상당히 고가이다.

무엇보다 최근 환경 기준이 강화되고 있어, 정유 및 석유화학 공장 등에서는 과거에

매립한 중거리 중소형 배관에서의 누설 여부에 대한 법정 검사가 요구되고 있으나, 마땅

한 검사 방법을 찾지 못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누설 탐지 시

스템은 기존의 지능형 PIG화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중소형 배관에

대한 적용이 가능하므로 장거리 배관은 물론, 비교적 중단거리 매설 배관을 대상으로 진

단이 가능하므로, 기술 적용의 범위가 매우 크다. 따라서 산업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며,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므로 사회 경제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현재 Intelligent Pigging 시스템이 중장거리 배관의 부식 손상 진단에 활용되고 있다.

지능형 pig는, 독일의 Pipetronics, 영국의 PII, 미국의 GE Inspection, 일본의 아시아 프로

텍 등이 Ultrasonic, Magnetic Flux Leakage 원리를 이용한 지능형 Pig를 개발하여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가스공사 연구개발원에서 막대한 연구 예산을 들여서

초음파를 이용한 지능형 PIG를 개발하고 있다. 한편, 최근 부식 등의 문제로 전통적인 금

속 소재 배관을 폴리우레탄 혹은 폴리에틸렌 소재로 대체시키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데,

초음파의 경우는 비금속 소재에서 감쇠가 커 적용이 어려우며, MFL의 경우는 강자성체의

금속 소재에 제한되므로, 비금속 소재 배관의 경우 초음파 및 MFL 원리를 사용하는 지능

형 pig 이용 기술은 적용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동위원소를 이용한 누설 탐지

시스템은 방사성추적자 또는 중성자 선원원등을 이용할 수가 있으며 금속 배관은 물론 비

금속 소재 배관에 대해서도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단계에서 수행한

연구를 발판으로 본격적인 매립관 탐지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2절 타 연구에의 응용

방사성 추적자를 활용한 평균체제시간 유동 분포 측정기술은 전산유체역학 검증 시스템

이나 반응기의 dead volume과 반응기 모델 정수 등을 구하는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RTD

는 거시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국부적인 추적자의 단면 분포를 측정하

기는 어렵다. 방사성 추적자와 영상 이미지 복원기술을 이용하면 기존의 방법으로는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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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던 정보를 얻게 된다. 추적자 단면 분포 계측 기술의 산업 응용분야는 tracer

visualization, CFD validation, chemical engineering, oil recovery, geochemistry 또는

hydrogeology 등에 활용될 수 있다. 특히 chemical engineering의 경우 반응기 내부의

mixing pattern을 실시간 가시화 할 수 있어 기존의 방법으로는 계측할 수 없었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3절 기업화 추진내용

국내 석유화학 산업에서 증류탑 검사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기

술 수요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증류탑 검사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2006년 3

월 세이프텍(주)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자동감마증

류탑 검사장치의 사용 실시권 및 결과해석 방법 등을 포함한 기술 실시권을 제공하고 세

이프텍(주)은 이에 대한 대가로 정액기술료 및 경상기술료를 연구소에 납부하기로 하였다.

원활한 기술이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처의 기술이전사업 등 후속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기술이전 사업체에 사용할 자동화 장치를 제작ㆍ공급하였다.

또한 방사성추적자를 이용한 환경시설 진단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기존의 연구성과

(현장기술지원: 9회, 특허등록: 2건, 프로그램등록: 7건, 논문게재 및 발표: 8건)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신기술 인증을 획득하였다. 이로 인하여 국내 환경시설 기술의 유용성을 인정받

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기술의 산업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기술이전

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신기술등록 : 방사성추적자를 이용한 하수처리시설 내 소화조의

가동 중 유효체적 진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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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IAEA TECDOC for CRP on "industrial process gamma tomography"

․Report of the Final Progress Review Meeting on "Radioisotope Technology for

Natural Resource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RAS/8/099

․IAEA CRP on Industrial process tomography 관련 미국, 영국, 노르웨이, 프랑스, 폴란

드, 말레이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연구개발 현황자료

․IAEA/RC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Sealed Sources and Radiotracer

Applications in FCCU and Industrial Process Gamma Tomography" 8-19, May 2006,

Mumbai, India, 참가자 배부자료

․IAEA/RC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Radiotracer Techniques for Leak Detection

and Location in Underground Pipelines and Heat Exchangers" 20-24, March 2006

Colombo, Sri Lanka 참가자 배부자료

․IAEA/RC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Optimization of Industrial Processes through

Improved Off-belt and On-line Bulk Analysis of Materials by Using PGNAA, Beijing,

China, 25-29 October 2004, 강의자료 및 참가국 연구개발 현황자료

․IAEA/RCA Meeting for senior Managers on "Benefits and Safety in Radioisotope

Techniques for Problem Solving in Petroleum/chemical Industry" 2004. 9. 13 ~ 2004.

9. 17, 말레이시아, 참가국 발표 및 회의자료.

․IAEA/RCA Regional Training Workshop on Application of Portable Prompt Gamma

Neutron Activation Analysis Borehole Logging Technique for Coal and Metalliferous

Mining” 2003. 9. 22 ～2003. 9. 27, 베트남, 참가자 배부자료

․IAEA-TECDOC-1412, Integration of tracing with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for

industrial process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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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폐수 처리장에서 활성슬러지 시스템은 가장 중요한 공정의 하나로 생물학적 반응

조인 폭기조와 생물학적 고형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침전지로 구성되어 있다. 폭기조에서는

활성슬러지와 산소를 주입하여 폐수에 포함된 유기물질을 분해하며 최종 침전지에서는 공

급된 활성슬러지를 폐수로부터 분리하여 공정조건에 따라 일부는 폭기조로 반송시켜 일정

량 이상의 활성슬러지 농도를 유지시키고 일부는 폐기시킨다. 일반적인 침전공정은 Fig. 1.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물학적 폭기조 전 후단에 설치하여 유입수에 포함된 모래나 입자성

물질을 최초 침전지에서 제거하고 최종 침전지에서는 폭기조에서 유입된 활성슬러지 및 침

전성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된다.

 

O xidation T ank

A ir or O xygen

Secondary C larifier

Influent

E ffluent

M L SS
6~7hr

R etention tim e
3~4hr

W asted B iological SolidsR ecycled B iological Solids

O xidation T ank

A ir or O xygen

Secondary C larifier

Influent

E ffluent

M L SS
6~7hr

R etention tim e
3~4hr

W asted B iological SolidsR ecycled B iological Solids

Fig. 1.1 Schematic of a typical activated sludge system.

최종 침전지에서 유기성 입자들이 효율적으로 제거된다면 방류수 COD(Chemical

Oxygen Demand)가 14~45%까지 감소될 수 있으며 입자성 인의 제거효율 또한 55~80% 까

지 증가될 수 있으므로 고형물질의 분리는 전반적인 폐수처리성능에 매우 중요한 인자임을

알 수 있다. 이외 여러 국가의 하․폐수 처리장에서 침강 문제로 인한 방류수 수질의 저하

는 대략 20~50%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결국 하∙폐수 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은 최종 침전

지의 성능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므로 최종 침전지가 효과적으로 운전된다면 하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절감과 더불어 수질보전을 위한 하수 정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활성슬러지 시스템에서 최종 침전지는 생물학적 고형물질의 제거 외에도 일정량의 활

성슬러지를 고농도로 반송하여 처리계통 전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농축기능이 부

가적으로 필요하며 우기 시 최고유량에 대비하여 슬러지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한

다. 이와 같은 침전지의 기능 중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과도한 부유고형물질이 웨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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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유출될 수 있다.

최종 침전지에 의한 방류수 수질저하의 원인을 평가하기 위해 Parker et al.(1999)는 구

조적 진단 접근법(Structured diagnostic approach, SDA)을 제안하였다.2) SDA는 방류수 부

유고형물질(Effluent suspended solids, ESS), 분산 부유고형물질(Dispersed suspended

solids, DSS), 그리고 응집고형물질(Flocculated suspended solids; FSS)의 농도 측정을 포함

하고 있다. 침전지의 정화성능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ESS와 함께 DSS는 채취시점 및 위치에

서의 응집 상태를 정량화할 수 있는 반면 FSS는 시료의 최적 응집정도를 모사한다. Table

1.1은 SDA로부터 침전지 문제의 원인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침전지의 수력

학적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불가능하다.

Table 1.1 Analysis of clarification failure (at high ESS) by DSS/FSS testing

DSS FSS Cause 
high high biological flocculation 
high low physical flocculation 
low high impossible 
low low hydraulics 

 

이외 물리․화학적, 그리고 생물학적 요인들과 같이 많은 인자들이 침전지의 성능과 고

형물질 제거효율에 영향을 준다. 특히 최종침전지의 수력학적 특성은 과거 이상적인 유동형

태인 층류 가정과 달리 고형물질에 의해 증가된 유입수의 밀도에 의해 입구근처에서 밀도

폭포현상과 침강부의 강력한 바닥 밀도류, 그리고 수표면 역흐름 등을 형성하고 있다.

최종 침전지에서 부유고형물질과 온도차에 의해 발생한 강력한 밀도류는 침전지 내부

에 비이상적인 유동특성인 난류와 편류 등을 형성하므로 유입 에너지를 슬러지 저류에 작

용시키지 않기 위한 최적설계 및 운전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며 본

논문에서는 이의 일환으로 유입구 위치와 정류벽 설치에 따른 내부 유동특성과 침전지의

고형물질 제거성능을 수치해석적 방법을 통해 평가하였다.

입구와 정류벽과 같은 수력학적 구조물은 침전지에 형성된 강력한 밀도류를 감소시키

고 슬러지 블랭킷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슬러지 응집을 도모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침전

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Kreb(1995)등은 유입구의 위치가 낮을수록 고형물질의 제거효

율에 유리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으며 유입수가 넓은 영역으로 분산되어 수직․수평방향

흐름이 균일하게 유입될수록 밀도류를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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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ler(1984)등은 기존의 장방형 침전지 중간부분에 정류벽을 설치할 경우 밀도류를 분

산시켜 침전 성능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주었으며 최근에는 일본에서 이를 설계에 직접 응용

하고 있다.5) 그러나 장방형 침전지 중간부의 정류벽 설치는 스컴 및 하부에 침적된 슬러지

제거를 위한 스크래퍼의 이동으로 인해 현장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하

수처리장에서는 침전조 유입구에 유입 정류벽의 설치하여 유입수의 흐름을 균일하게 분산

시키고 단락류를 방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기존의 장방형 최종 침전지에 대한 연구는 실제 현장에서 측정장치의 부적합성과 슬러

지 제거시스템의 비정상 조건, 운전상태 등의 변화 등으로 신뢰성 있는 실험결과가 부족한

이론적인 수치해석 결과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산 하수처리장의 최종 침

전지에 방사성 추적자를 투입한 후 시간에 따른 농도곡선인 체재시간분포도(Residence time

distribution, RTD), 즉 유량통과속도(Flow through-curve)를 측정하여 내부 유동특성을 정

확하게 평가하였으며 이로부터 개발된 2차원 장방형 침전지 프로그램을 보정하고 검증하는

데 이용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하수처리장이 과대 설계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하수처리

에 소요되는 비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방류수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

는 최종 침전지의 효율적 설계 및 운영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방형

최종 침전지의 유입구와 정류벽 및 배플위치 등 수력학적 구조변경에 따른 침전지 내부 유

동특성을 검증된 컴퓨터 모델을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며 출구에서 계산된 SS 농도를 비교하

여 침전지 성능 개선을 위한 최적의 설계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목표를 요약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상용화된 장방형 침전조의 성능개선을 위한 최적 운전조건 설정과 설계자료 도출을

위하여 신뢰성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 특히 본 연구에서는 최종침전지에서 증가된 밀도류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3. 입구, 배플위치, 웨어구조, 침전지 형상 등 최종침전지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 설계 인자들을 방사성 추적자 실험과 더불어 수치해석을 통해 조직적으로 평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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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전지의 동력학적인 모델링을 위한 다양한 이론적인 접근방법들이 개발되어지고 있다. 일

반적인 설계과정은 층모델(ATV, 1991)이나 일차원 플럭스 모델(WPCF, 1985)과 같은 이상적인

유동모델에 기초하고 있으며 여기서 침전지는 몇 개의 수평 층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Uberl

(1995)는 장방형 침전지에는 수평형층이 존재하지않는다고 증명하였으며 Strber (1994) 또한 유

동분포에 대한 수력학적 모델링에 의해 동일한 결론을 유추하였다. 이로부터 수많은 2차원 수치

해석 유동모델들이 개발되기 시작되었고 침전지 내부 공정들이강조되었다. 결과적으로 지난수

십년간 2차원 유동모델에의한 최종 침전지의 공정 해석은 중요한 연구주제가되었다.

Larsen (1977)은 장방형 침전지에 대한 선두적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침전지의 다한 유체역

학적 공정에 대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Schamber와 Larock (1981)은 침전지 계산에 처

음으로 k-ε 난류모델을 사용하였으며 Imam 등(1983)은 중립적인 부력유동과 입자성 물질에 의한

침강작용에 대하여 모델링하였다. Celik 과 Rodi (1985)에 의해 k-ε 난류모델이첨가한 개발이 이

루어졌고 Devantier 와 Larock (1987)은 2차 침전지를 모델화하여 슬러지의 부력 영향을 수직방

향 운동량에 고려하였다. Lyn 등(1992)은 난류생성에 대한 밀도의 영향을 고려하였으며 응집을

모사할수 있는 간단한접근방법을시도하였다.

활성슬러지 침전지에서 밀도폭포현상은 수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물리적인 모델과 현장 침

전지에서 관찰되었다 (Larsen 1977; Crosby 1984; Augustus et al. 1985). 이와같은 밀도폭포현상

은 일반적으로낮은 Fr 수와 연관되어있다. Zhou 와 McCorquodale (1992)은 활성슬러지의 거동

을 모사하고 바닥경계층에서의 재부유 현상을 모사하기 위하여 Takcs 등(1991)에 의한 입자침강

에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Dahl 등 (1994)은활성슬러지의유동학적 영향을 고려하였다.

입구위치가 밀도류에 미치는 영향 (Krebs, 1991), 입구 배플의 영향 (Zhou et al., 1992;

McCorquodale and Zhou, 1994), 원통형 침전지에서 와류가 유동에 미치는 영향(Szalai et al.,

1994), 그리고슬러지 부피인자 (sludge volume index, SVI)가 유동장에 미치는 영향 (Krebs et al.,

1995) 등 실질적인 면에서의 분석을 위하여 효과적인 모델의 응용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수

치적으로 수렴된 결과에 도달하는 어려움을극복하기 위해 이와같은 대부분의 연구에서는불가

피하게몇가지 단순화가 인정되었다.

본 장에서는 최종침전지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침강현상에 대한 기본개념과 간략

한 침전지의 설계법칙들이 이론적 검토의완성을 위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밀도류의 원인과 이의

영향에 대하여 이론적으로검토하였다.



- 183 -

제1절 침전지 역할

침전지는 생물학적 반응조로부터 유입고형물질을 받는다. 내부의 정지한 듯한 유동은 고형

물질이 반응조에 침전할 수있도록하며 결과적으로농축된 고형물블랭킷을 형성하게된다. 침전

지는 활성슬러지 시스템에서 잘 알려진 다음의 세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 (i) 생물학적 반응조로

반송하기 위한 고농도로 농축된 슬러지의 연속적인 하부흐름을 제공하는 농축조, (ii) 맑은 방류

수를 제공하기 위한 정화기, (iii) 우기동안슬러지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탱크. 침전지가 이와 같

은 역할 중 어느하나라도 수행하지못한다면 과도한 부유고형물질이 출구웨어를 통해 유출되게

된다. 또한 방류수 수질의 저하와 함께 과도한 고형물질의 손실은 제어되지 않는 생물체 농도의

감소에 의해 생물학적 공정의 거동에 영향을주게 된다. 결과적으로낮은슬러지 일령은,즉짧은

고형물질 체류시간(solid retension time, SRT)은 질산화 미생물 농도의 감소에 의해 질소제거효

율을감소를유도한다.

이차침전지의농축기능은탱크 형상, 유효유량, 고형물질의 침전성과슬러지의 함축성, 그리

고생물학적반응조의 고형물질농도등에의해 영향을 받는다.농축기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

지못할 경우낮은농도의 생물체가 생물학적 단위공정으로 재순한되므로 하수의 처리능력은 급

격하게 감소되게 된다.슬러지농축기능을 정량화하기 위해 서로 다른 측정방법들이 실질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런관점에서 이차침전지를 위한많은 이론들과 설계는 고형물질 침강속도와

슬러지 용적지수(sludge volume index, SVI)에 기초하고 있다.슬러지 용적지수는 고형물질 1g이

30분 침강후차지하는 부피를 ml로 나타낸것으로 고형물질의 침강성을 나타내는 지수로 사용하

고 있다 (Dick & Vesilind, 1969). 설계과정에서 필요한 수표면과 수심은 선정된 고형물질 침강성

과반응조농도값에대한 이차침전지의농축기능을 만족할 수 있도록 계산되어야 한다.

침전지에서 고형물질의 저장은 농축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기시 고형물질은 증

가된 유량속도에 의해 생물학적 반응조를빠져나가게 된다. 이와같이 침전지로 유입되는 유량증

가에대처하기 위해서 2개의완벽히다른설계와운전이론이주장되고있다.첫번째방법은설계

시별도의탱크를 고려하여고형물질 저장능력의변동에대처한다. 부가적탱크 용적은 침강과하

부유속이 유입되는 고형물질의 유속을 보상할 수 없을 경우, 즉 침전지의 고형물 블랭킷이 자유

수면까지 증가하기때문에 필요하다. 침전지가 영구적인 고형물블랭킷을 가졌을때의 장점은 유

입수가 블랭킷을 통과할때작은 플록의 여과효과가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현상은 사

상체가 고정된 형태의 플록과 연계되었을때발생한다 (Fuchs & Staudinger, 1999).

침전지로 유입되는 부가적인 고형물질에 대해 저장 용적이 유효하지 못할 경우도 있다

(Ekama et al., 1997; Parker et al., 2001). 이 경우 유입되는 고형물 유속은 침강과 하부유속의 합계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며 최고유량에서 고형물블랭킷상승은 발생하지않는다. 실질적으로 이 방

법은큰탱크용적을 사용하여 생물학적 반응조 내부에낮은 고형물농도를 유지하거나 단계적주

입방법을 적용함으로써달성할 수 있다. 후반 제어전략에서 생하수의 입구는 생물학적 반응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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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방향으로 일시적으로 이동된다. 입구 앞에서 재순환 슬러지가 부분적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침전조에서 고형물 플럭스는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침전지에 저장된 고형물 질량 또한 감소하게

된다 (Andrews et al., 1976; Thompson et al., 1989; Sorour et al., 1994).

Ekama 등(1997) 에 따르면 침전지의 정화기능은 농축기능과 동일하게 중요하다. 여러 문헌

들은 농축과 이의 제어에 관한 많은 연구들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Keinath et al., 1977; Dixon,

1985; Wahlberg, 1997), 정화기능 저하를 위한 제어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

(Keinath 와 Laquidara, 1982). 적절한 정화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우 효과적인 고형물질의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비록 침전지가농축조로완벽하게 기능을 하고 생물학적 반응조가 바람

직한 유기물질 제거효율을 나타낼지라도불충분한 정화기능의 결과는 목표로 한 고형물질을 제

거하지못하게 하며, 결과적으로방류수방출기준을 만족할 수없게 한다.

정화기능 감소에 대한 상세한 원인들은 다양하다. 이와같은 문제를빠르게 분리하고 해결하

기 위해 Parker 등(1999)은 구조적 진단 접근법(structured diagnostic approach, SDA)을 제안하

였다. 이 방법은 DSS/FSS 시험(Wahlberg 등, 1995; Kinnear, 2000)을 포함하고 있으며 성능저하

에 대한 응집과 수력학적 원인들을 구분하여준다. DSS/FSS 시험은 크게 3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

다; (i) 방류수 부유고형물질 (Effluent Suspended Solids, ESS) 시험 (ii) 분산부유고형물

(Dispersed Suspended Solids,, DSS) 시험, 그리고 (iii) 응집부유고형물질 (Flocculated

Suspended Solids, FSS) 시험.

DSS 시험은 초기 Parker 등(1970)에 의해 개발되어졌으며 시료를 30분 침강후 상등수에잔

존하는 SS농도로 정의한다. FSS 시험은 30분 응집과정을 거친후 30분 침강후 상등수에잔존하

는 부유고형물질농도를 의미한다. DSS 시험이 시료를 채취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 응집상태를

정량화하는 반면, FSS 시험은 시료가 응집할 있는 최적의 수준을 모사할 수 있도록 한다. 방류수

농도인 ESS 시험과 함께 운영자는 침전지 정화감소의 원인과 문제를 평가할 수 있다. Table 2.1

은 높은 ESS에서 DSS와 FSS 사이의 가능한 조합을 나타내었으며 이로부터 유도할 수 있는 결과

를보여준다.

Table 2.1 Analysis of clarification failure by DSS/FSS testing at high ESS

(Wahlberg et al., 1995)

DSS FSS Cause

high high biological flocculation

high low physical flocculation

low high impossible

low low hydraul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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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S 와 FSS 시험은 다양한 응용문제에 유용하게 이용될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이전 연구들

로부터 침전지에서슬러지 저장과농축기능이 생물학적 반응조와독립적으로 고려할 수없다는

것이명백해졌으며두단위공정을동력학적 시스템을 구성한다. 그러므로많은 인자들이 침전지

의 성능과 고형물질 제거효율에 영향을 준다. 이와 같은 인자들은 일반적으로 수력학적, 물리학

적, 그리고생물학적 인자로 분리할 수있다.

침전지는 4개의 다른기능을수행하는 영역으로 분류될수있으며다음과같다.

○ 입구영역 : 침전지의 앞쪽에 위치하며 반응 배플(reaction baffle)을 설치하여 유입수와 고

농도고형물질이직접수표면을 따라흐르는것을 방지한다. 반응배플 하단끝이 수심의 반

정도까지잠기도록 설계한다.

○ 침전영역 : 이 영역은 바닥밀도류와 수표면 역흐름의 특징을 가지며, 대부분의 고형물질이

침강한다.

○ 유출영역 : 침전지끝쪽에 위치하며 유체가 상향으로흘러출구웨어를빠져나간다. 출구의

역할은슬러지 블랭킷을 교란시키지않고,난류를 유도하고 침강을 방해할 수 있는 유체를

왜곡하지않도록침강영역으로부터 정화된액체를 제거하여야 한다.

○슬러지 영역 :침전지 바닥으로부터스크래퍼바로 위까지의 영역으로 본 연구에서는슬러

지영역을제외한위의 세영역에만 초점을맞추어 물리적인 현상을 평가하고한다.

제2절 침전 특성

부유고형물질의 농도와 응결특성에 따라 침전특성은 크게 4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와같은 침전형태는 Fig. 2.1 에서 보는 바와같이 TypeⅠ의 개별침강, TypeⅡ의 응결침강, Type

Ⅲ의방해침강, TypeⅣ의압축침강으로분류된다.

Type Ⅰ 침강에서 입자는 다른 입자들의 존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침전되며 모든 입자는 개

개의특성을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간주된다. 정지한 유체에서 개별입자의 최종침강속도는 Ideal

Stokes' 법칙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plug flow 조건을 가진 TypeⅠ의 침강탱크는 선택된 임

계침강속도, Vc 개념에 근거하여 설계된다. 그러므로 임계속도보다 큰 침강속도를 가진 모든 입

자는 완벽하게 제거될 수 있다. Type Ⅰ 침강은 일반적으로 침사지와 일차침전지와 같이 고형물

질의농도가매우낮은곳에서 발생한다.

TypeⅡ침강에서 입자들은 초기 개별적으로 침강하나 일정 수심의 침전조를흐르면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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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입자의 침강속도 차이로 인해 뭉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폐수 처리에 있어서 중요한 입

자응결변수는 유체의 속도차이이다. TypeⅡ침강은 일차침전후 정화과정이나 화학적 응결침전

공정에서 발생되며활성슬러지 공정의 최종침전지,슬러지블랭킷상부에서주로 일어난다.

고형물질의농도가 매우 높은 경우, 입자는독립적으로 침강하지못하며 개별입자들은 다른

입자의 존재에 의해방해를받게 된다. 이를 TypeⅢ의 방해 침강또는 지역침강이라고한다. 지역

침강은 일정속도로 침강하는 블랭킷처럼 가라앉으며 이때 속도는 초기 고형물질의 농도에 의하

여 영향을 받는다. 방해침강은 일반적으로 500mg/L 이상의 높은 고형물질농도를 갖는 활성슬러

지침전지에서 일어난다.

Type Ⅳ 침전은 그 위에 침강된 입자들의 무게에 의해 야기된 압축침강이다. 이는 이차침전

지 하단과슬러지농축조에서 발생하는 침강현상이다 (Metcalf & Eddy, 1991). Fig.2.1 는 침강칼

럼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나타나는 4가지 침강양상을보여준다(Coe and Cleavenger, 1916).

이차침전지의 성능은 배출수의 정화 정도와 농축된 고형물질의 농도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

므로침전지설계시위의두가지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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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initial conc.of SS Vcz=compaction settling velocity Hu=ultimate height

Fig. 2.1 Four distinct settling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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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침전지 설계

이차침전지의 성능은 배출수의 정화 정도와 농축된 고형물질의 농도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

므로 침전지 설계시 위의 두가지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침전지의 성공적 수행은 탱크 운전과

설계에 의해좌우된다. 유럽에서는슬러지의농축성을높이기위해 침전지를설계하는, 반면 미국

에서는 높은 정화효율을얻기 위해 방류수농도에 초점을맞추어 설계하고 있다 (Krebs, 1999). 활

성슬러지의 침강특성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하였으므로 본 장에서는 다시언급하지않겠다. 그

러나 침전지를 설계하는데 있어슬러지의 침강특성은 매우 중요한 인자이나 현장에서슬러지 침

강속도의 실질적 측정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대신하여손쉽게 측정할 수 있는 SVI를 사용하여

침강속도를 결정한다. 결과적으로많은 연구자들은 이를 지속적으로 침전지 설계에 활용하기 위

하여 SVI와침강속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침전지 설계 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야 하며 Tchobanoglous & Burton (1991) 은 다음과

같은변수들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 플랜트 운전을 위한농축 요구사항과 관련된 침강특성

● 표면및고형물질 부하율

● 탱크형태

● 고형물질 제거기작

● 입구설계

● 웨어위치 및출구부하율등

비록 침전지 설계시다른 모든변수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각각은 아주중요한 설계 변

수들로 간주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설계변수는 Tchobanoglous & Burton (1991) 와

Ekama et al. (1997)을참고하기 바란다.

1. 일반적 침전지 설계

침전지는 체류시간과 표면부하율(surface overflow rate, SOR)을 기본으로 하는 경험식에 의

존하여 설계된다. 대부분의 설계전략은 실제탱크의 복잡한 수력학적 특성을 무시하고 이상적인

연속층류흐름을 가정을 포함한다. 이와같은 가정은 현장엔지니어로 하여금설계시 매우큰안

전율을 채택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탱크의 크기를 과대 설계하게 한다. 심할 경우 침전지의 운전

성능은 급격하게떨어진다.

필요한 침전지 크기와 표면적은 Fig.2.2 에 나타난 Vs와 Vh를 비교함으로써 결정할 수 있다.

만약 Vs 가 Vh 보다크다면침전지의 표면적은 미세 입자가 침강하기에적합한설계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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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let zone 

Sludge zone 

Settling zone Withdrawal 

zone 

Water surface 

D 

L 

Vs 

Vh 

Outflow 

Qeffluent, Ceffluent 
Inflow 

Qinlet, Cinlet 

Underflow 

Qunderflow, Cunderflow 

여기서 Vs = Settling velocity of solids, m/s

Vh = Overflow rate or horizontal flow velocity, m/s

D = Depth, m

L = Length of clarifier, m

Fig. 2.2 Hydraulic and mass flow over a settling tank

침강하는 입자에 대한임계 침강속도는 식 2-1과같이계산된다.

 
LW

Q
L

DVV h
sc ´

=>
(2-1)

필요한 침전지 표면적은 유출율을 고려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이는 침전지 설계를 위한 기본

적이론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A
QqA =

(2-2)

여기서 qA = overflow rate, m/s

Q = influent flow rate, m3/s

A = surface area of the tank, m2

최적의 정화효율을 얻기 위해서 침전지 유출율은 가장 천천히 침강하는 입자의 침강속도를

넘지않아야이를완벽하게제거할수있다.

침전조 설계를 위해서는 수력학적 부하와 고형물 부하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Fig.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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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유입수는 (ⅰ) 침전지 바닥에서 하향속도를 형성하는 하부류(downward flow, vdw=

Qunderflow/A)와 (ⅱ) 침전지 상부에서 상향속도를 형성하는 유출수(effluent flow, vup= Qeffluent/A)

로 구분이 가능하다. 여기서 상향속도는 표면 유출율 (SOR)과 동일하다. 만족스러운 제거효율을

얻기위해서표면 유출율은국부 플록의 침강속도보다낮아야한다. 표면 유출율은 과거 1904년부

터 Hazen에 의해 고형물질이 침강하는 동안 크기, 형태, 밀도변화가없는 고형 입자의 제거를 위

한 결정적인 설계값으로 사용되어 왔다. Camp (1946)는 고형물질의 침강속도가 층류흐름 조건

에서표면유출율과관련있음을 보였으며실제 현장에서발생하는 서로다른 비이상적상황에대

해토론하였다. 이와같은상황은 Hazen에 의해예측된 이상적 고형물 제거효율에영향을준다.

설계 임계값을 초과할 경우많은 양의 고형물질이배출수로 나갈수 있기때문에 표면 유출율

은 우기시 유량이나 호우시 최대 유량과같은 최고 유량조건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표면 유출율

이 증가할수록많은 입자들이 유출 고형물농도의 일부분을 차지하기때문에 지난 20여년간 표면

유출율은 유출고형물 농도(ESS)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인자로 인식되었다(Ekama et al.,

1997). 그러나 대형 침전지의 경우 유출고형물농도와 표면 유출율 사이의 관계가 없다고 보고하

였다(Wahlberg et al., 1994). 반면 Parker는 반송슬러지 용량 설계가 제한 요소로 작용한 실험에

서 표면유출율의 증가는 유출 고형물농도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결과를 관측하였다. 이는낮

은 표면 유출율대하여 반송슬러지 용량이 설계되었기때문에슬러지블랭킷은 표면유출율과 함

께 증가한다. 만약 반송 슬러지 용량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표면 유출율과 유출 고형물 농도사이

의 관계는 평등할 것으로 판단된다(Wahlberg et al., 1994). 결국 침전지가 최적 설계되고슬러지

의침전특성이좋을경우표면유출율은배출수농도에 크게 영향을주지않을것으로 사료된다.

최종침전지 설계에 있어 표면유출율과 함께 중요한 설계변수는 탱크의 용량을 결정하는 고

형물 부하율(Solid Loading Rate, SLR)이다. 고형물 부하율은 총 고형물 플럭스를탱크의 표면적

으로나누어간단하게 계산할 수있다. 각각의탱크 설계는 한계고형물플럭스로 구분될수 있음

에도불구하고탱크 용량은슬러지의 생물학적 특성과 이의농축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표면유출

율과 달리 고형물 부하율은 유출수 고형물 농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즉 고형물 부하율이

증가된 경우 유출수 고형물 농도 역시 증가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별 침전지에 대하여 유출고

형물농도가 고형물 부하율에 영향을 받지는않는다. Parker (2001)에 의하면 이는 내부탱크의 수

력학적 특성에 기인한다.

활성슬러지 시스템은폭기슬러지 반응조와 최종침전지로 구성되므로폭기 반응조에서 확보

할 수 있는 부유고형물질의 농도는 일정 반송비를 가진 반송 슬러지의 건조 고형물 무게에 의해

결정된다.

 

ATRS

AT

DSDS
DSRAS
-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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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AS = Recycle ratio of activated sludge

DSAT = Dry solids content in the aerated sludge tank, kg/m3

DSRS = Dry solids content in the return sludge tank, kg/m3

DSRS는슬러지 제거시스템의 구조, SVI, 침전지에서슬러지농축시간(Tt, h)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Gnthert, 1984).

침강된 슬러지로부터 인방출과 탈질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축시간은 일정 임계값을 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농축시간이 너무 짧은 경우 침전지 바닥에서 낮은 건조 고형물 농도를 나타

내며농축효율이떨어지게된다.

2. 침전지 형태

일반적으로 장방형과 원통형 구조의 침전지가 사용되고 있다. 정사각형 침전지가 종종 사용

되고있으나장방형과 원통형 침전지에 비하여 고형물 제거효율이 비교적낮다. 이는고형물질이

정사각 침전지 모서리에쌓이게되며스크래퍼의 거동에 의해쌓인 고형물질이 웨어로 유출되기

때문이다 (Tchobanoglous & Burton, 1991). Fig. 2.3와Fig. 2.4은 전형적인 원통형 침전지와 장방

형 침전지를 나타낸것으로두침전지가 최적 설계된다면 고형물 제거효율과 용량에는큰차이를

보이지않는다 (Parker et al., 2001).

그러나 원통형 침전지의 설치가 다양한 구조적 비용과 운영비용으로 인해 선호되고 있다. 대

용량원통형 침전지에 대한 투자비용이 장방형 침전지에 비해낮으며 바닥스크래퍼에 의한 고형

물 제거가 체인 컨베이어에 비해 수명이 높아 경제적이고 운전 시 안전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침전지 하단에 쌓인 고형물 블랭킷은 미세한 입자의 제거가 가능한 플록 필터의 역할을 할

수있다. 그러나 어떤형상이더좋은지에대해서는 여전히논란의 대상이되고있다.

전형적인 침전지 성능은층류를 형성하기 위해 설치된 평형배플이나튜브에 의해 개선될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침전지는 매우 낮은 침전거리를 갖고 있으며 고형물은 중력에 의해

튜브나플레이트에침전되어제거된다. 이시스템의 가장큰단점은슬러지의생물학적 응결로 인

한 막힘 현상의 발생이다. 만약 공간이 제한적이라면 트레이 및 다층 침전조가 하나의 대안으로

활용될수있다. 일반적으로 방류수는 웨어에 의해탱크끝단에서 모아져유출되며슬러지 호퍼는

침전지의 바닥길이와폭을따라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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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3 Circular settling tank with scrapper mechanism and flocculator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Ecology, 1998)

Fig.2.4 Rectangular settling tank with chain-and-flight type collectors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Ecology,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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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형물질 제거 메카니즘

고형물 제거 메카니즘은 침전지 형태에 의하여 결정된다. Gunthert (1984)에 의하며 고형물

제거장치는두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1) 침강되고농축된슬러지 포집, (2) 침강된 지점에서슬러

지 호퍼로 고형물질의 이동, 호퍼에 수집된 농축된 슬러지는 생물학적 공정으로 재순환된다. 부

가적으로 짧은 고형물 체류시간, 고형물 침강에 있어 최소의 외부교란, 고농도 고형물의 신속한

이동등의역할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고형물 제거 장치의 설계는 다소 침전지 형상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장방형 침전

지에서는 두가지 형태의 슬러지 수집장치인 (1) travelling bridge 와 (2) chain and flight 수집기

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travelling bridge 수집기의 경우스크래퍼가 부착된 이동다리는 침전지

측벽에 설치된 레일이나 휠에 의해 위 아래로 이동하게 된다. chain and flight 수집기는 폐회로

구조의컨베이어 체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무나 유리섬유로 된 고형물 제거용블레이드가 설

치되어 있다. 원통형 침전지는두종류의 제거메카니즘을 활용할 수 있다 ; (1) 고형물을 포집하여

중앙 호퍼로 이동시키는 쟁기형태의 장치, (2) 흡인력에 의해 바닥에 쌓인 고형물질을 직접 제거

하는장치. 흡인장치를 이용할 경우슬러지블랭킷의 높이가스크래퍼에 비해낮아질수 있다.

1690년대 설계 공학자는 활성 슬러지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낮은 농도의 농축된 슬러지와

높은 재순환율을 채택하였다(Albertson, 1991; Albertson & Okey, 1992).또한 방류수 수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US 설계는 첨두부하시의 슬러지 블랭킷 만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설계방식은

유럽의 설계와 반대된다. USA 에서는 흡인 수집기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유럽의 침

전지에서는스크래퍼를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Albertson & Okey, 1992). 고형물 수집장치

는 (1) 기계적 장치로 고형물질을 슬러지 호퍼로 밀어야 하며, (2) 단순히 슬러지를 이동시키는

것뿐만 아니라슬러지의 재부유를 최소화하여야 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현재스크래퍼거동에

대한메카니즘은 여전히해결해야할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4. 입구 구조

장방형과 원통형 침전지에서 고형물질에 의한 밀도류는 우세하며 특히입구영역에서주변유

체는연행가입되어유동을강화시킨다. 이와같은 결정적인 결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침전지 입

구 영역의 설계는 매우 중요하다 (Ekama et al., 1997). 밀도류의 존재는 위치 에너지(potential

energy)와 운동 에너지(kinetic energy)의 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일반적인 침전지 입구 구

조는 유입되는 부유고형물질의 높은 밀도로 인해 운동에너지에 비해 위치에너지가 크다. 이와같

은 위치에너지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입구가 바닥쪽으로 가깝게 위치하여야 하나 침강된 고형

물질의 재부유가 우려된다 (Parker et al., 1996).

입구크기는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 모두를 고려하여 최적화하여야 한다. 실제로 작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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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위치에너지를 감소시키고 운동에너지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킨다 (Krebs et al., 1995). 고형물

질을포함한유입수가 침전지로 유입되자마자 고형물질은탱크의 표면적으로골고루분산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밀도류 크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유체 확산에서 에너지 소멸은 밀도류의 소멸

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와 같은 에너지 소멸은 입구에 정류벽을 설치하거나 접선 방

향으로 유체유입에의해유도될수있다(Ekama et al., 1997).

고형물 성층화 현상이 일어날수 있기때문에 응결정 부피사용을 위하여 에너지 소멸을 위한

입구구조가 필요하다. Parker (1996)에 의하면 플럭파괴는폭기조와 MLSS 운송시스템에서 일반

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나 연속적 플럭 응결방법은 상등수 중 SS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Das

et al., 1993). Parker 와 Stenquist (1986)는 최적 설계된 활성슬러지 시스템에서 방류수 중 고형물

질 평균농도는 대략 10mg/L로 측정되었으며 이를 위해 응결정(flocculation well)이 침전지 입구

영역에 설치되었다. 응결정은 30~70/sec 의 G- level을 갖는혼합기가 초기 설치되었다. Zhou 와

McCorquodale (1992c) 등은 다양한 모델링결과로부터 지나치게큰응결정은주요 침강영역으로

부터응결정으로 재순환수를 유도하여강력한 밀도류를형성시키는것을 보였다. 반면 너무작은

응결정 또한 밀도류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최적의 응결정 부피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연

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대략 탱크 지름의 20~35%가 적당한 응결정의 직경으로 판단되었다

(Merrill et al., 1992; Vitasovic et al., 1997; Kinnear et al., 1998).

5. 웨어 위치 및 부하율

침전지 출구에서 정화된 물은 웨어를 통해 방류된다. 과거 출구웨어는 침전지끝벽에 일반적

으로 설치되었으나 이와같은 단일출구는 밀도류의 치명적인 영향을 고려해볼때적절하게 위치

되지 못한 경우이다. 유체는 주요 탱크체적을 통과한 후 침전지 끝벽에 충돌하고 출구웨어 방향

으로상승하게 된다 (Kawamura & Lang, 1986). 이때바닥에 침강된 고형물질이 유출수에 포함되

게 된다. 1945년 Anderson은 이와 같은 현상을 발견하고 출구웨어를 벽에서부터 수표면으로 위

치시켜밀도류가 방류수 수질 저하없이 자유수면에 도달하도록해결책을 제시하였다.

Ekama (1997)에 의하면 최근 설계 공학자들은 출구웨어의 구조와 위치가 침전지 성능에 주

는 영향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지나친 조건만 아니면 웨어 부하율은

방류수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Kawamura & Lang, 1986). Inboard weir가 탱크 지름의

60~80% 지점에 위치한 반면삽입된 double-sided weir는벽으로부터 1~2m 에 위치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이중 웨어의 설계는 바깥웨어가 안쪽웨어에 비해벽과 바깥웨어 사이의 높은 속도차

이로인한낮은정화효율로유출수를 내보내기때문에 최적화되지못하였다.

침전지에 대한 설계 방법론은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다양한 교재에서 참고할 수 있다

(Ramalho 1983, Metcalf & Eddy 1991). 그러나 설계 방법론이 실제 운전 조건에서 일어나고 있는

침전지의 유동특성을 설명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이는 지나치게 수력학적 복잡성을 간소화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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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기인하므로 침전지 설계 시 밀도류, 풍속, 유량변동, 입∙ 출구 구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Table 2.2 는최종침전지에 대한대한민국에서규정하고 있는설계기준을 보여준다.

Table 2.2 General design considerations for a secondary clarifier

Item Rectangular clarifier Circular clarifier 

Inlet Inlet port or pipes Peripheral feed or center 
feed inlets 

Length to width ratio Greater than 4 to 1 - 
Maximum horizontal velocity 0.01m/sec 
Weir 
(saw-tooth or serpentine type) 

Water surface or 
End wall 

2/3 to 3/4 location of the 
radial distance from center 

Detention time  
 2 ~4 hours  

(dependent on process type, design flow, recirculation 
ratio, and surface loading rate) 

Solids loading rate 95~145kg/m2·day 
(based on SVI anticipated or MLSS) 

Scum flight speed Lower than 0.3m/min Lower than 2.4m/min 
Slope of floor 1/100~1/50 1/20~1/10 

 

제4절 침전지 밀도류

침전지 설계와 운전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가설은 침전조 전 영역에걸쳐단회로흐름이없는

균일한 수평속도 분포이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가설을 만족하기 위해 최적조건을 수립하는것이

침전지 설계와 운전에 있어 주요 관심사였다. 밀도류의 존재는 최적조건으로부터벗어나게 하며

이상적인 유체통과속도로부터벗어나게끔유도한다.

밀도류를 예측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Camp(1936) 는 침전조의 오리피스

입구벽을 지나서 나타나는 비균일 유동을 관측하였다. Gould(1943)는탱크 바닥에서 밀도류를

발견하였으며 Anderson (1945) 은 활성슬러지 최종침전지에서 관측된 바닥흐름을 밀도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밀도류는하나의유체가다른 유체의 밀도에 비해 크기때문에나타

나는 중력흐름이다. Robinson (1974), Larson (1977), Mazurcsyk et al.(1980), Crosby (1984) 과

Semon (1987) 등은 최종침전지에서 밀도류의존재를보고하였다.

밀도류는 유입수와 침전지를 채우고 있는 유체 사이의 고형물질 농도차와 온도차에의해 발

생한다 (Eckenfelder et al, 1957; Murphy, 1963; Wouda et al., 1977). 밀도류는 침전지 성능에직접

적으로 영향을 주며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상세히 연구되었다. Fitch (1956), Eckenfelder 그리고



- 195 -

Melbinger (1957)는 단회로 흐름과 밀도류가 설계과정에서 적절히 고려되지 않는다면 출구웨어

를 통해 슬러지를 이월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Robinson(1974)는 대형 최종침전지에서 밀도

류의 존재는 정화효율을낮추는주요 인자라고 발표하였다. Crosby(1984)는 밀도류가 유출 SS농

도를상당히증가시킨다는것을 관측하였다.

적절한 입구조건의 설계는 최종침전지 성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져 왔다.

입구 구조는 유입 에너지를 소산시키고 흐름을 균일하게 분포시킬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이는밀도류의 형성을 방지하고슬러지블랭킷의교란을최소화할 수 있으며슬러지의응결을가

속화할 수 있다. Kin(1946)에 의해 수행된 연구는 침전조 유입수 위치가 높아질수록 밀도류 속도

가 크게 증가한 것을 보였다. 그러나 Crosby(1984)는 모든 종류의 입구 구조는 밀도류 젯을 전체

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입구위치가 낮아질수록 침전지로 유입되는 유체의

운동량이 이미 침강된슬러지를 재부유시킬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유출수 SS농도의 증가를 유발

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수많은 모델과 대형 원통형 침전지에 수행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원주주변

으로주입되는 원통형 침전지가 중앙으로주입되는 침전지에 비해 높은 수력학적효율을 나타내

었다 (Hazen, 1904; Hubbell, 1938; Crosby, 1984).

침전지의 수력학적 성능과 고형물질 제거효율은 정류벽을 전략적으로 위치시킴으로써개선

될 수 있다 (McKinney, 1977; Kawamura, 1981; Crosby, 1984). 중간 다공성 정류벽 또는 배플은

강력한 수평방향 바닥흐름을 감소시키고 밀도류의 생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방류수

내 고형물질농도는 중간배플을 설치할 경우 실질적으로 감소하나벽면 반향효과가 여전히관측

된다. 이는 구조물 사이공간에갇힌고형물질이 침전지로 유입되는 MLSS 에 포함된 고형물질과

효율적으로접촉하므로 배플사이공간에서 부분적으로응결때문이다. 이는유입수의 침전지 내

체류시간을증가시켜수력학적 단회로흐름의 감소를 유도한다. 비록이와같은배플형태의실험

이제한적이지만 설계시 고려할수있는 중요한 변수로 간주된다.

유출웨어의 위치는 활성슬러지 정화공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나타난다. 밀도류는 침강된 슬

러지가 재부유하여 유출웨어를 통해빠져나가 결과적으로 방류수 수질을 저하시킨다. 이와같은

슬러지 이월현상은 유출웨어의 위치를 밀도류의 영향에서 벗어난 곳에 설치함으로써 감소시킬

수있다. 밀도류가형성된영역에서벗어난곳이나 밀도류 소산에 의해슬러지가쌓인지점으로부

터 유출 웨어를 설치하여 밀도류의 영향을 조절하기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Anderson, 1945; Parker, 1983).

대부분 침전지의 출구형상은 수력학적 체류시간를 최적화하고 단회로흐름을 최소화하기 위

해 월류 웨어나 launder, submerged orific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 현장 실험결과에 의하면

단위 웨어길이당 월류율은 침전지 성능에 영향을 준다. 국내 현장에서는 표면 월류율로 190

m3/m day로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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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수치해석 방법

제1절 수치해석 모델

침전지에서 밀도 성층화 유체의 유동형태는 동일한 경계조건에서 균일한 밀도를 가진 유동

형태와 상당히다르게 나타난다. 침전지에서 관성력과 중력의 상대적인 중요성은 초기 운동량과

입구 Froude 수(Fr)로 정의된 부력 플럭스로 특징지울 수 있다. 이와 같은 무차원 수는 일반적으

로 표준 상사성으로 사용된다. 유체속도가 증가하고 유입고형물질의 농도가 감소할수록 밀도 Fr

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r 수의 제곱은 운동에너지(Ek)와 위치에너지(Ep)의 상대적인 비

인 uo
2/ρgh,즉 Ek/Ep의비를의미한다. 자유젯(free jet)을 가정하지않는다는조건에서 간단한 에

너지 계산을 하면 위치에너지 Ep의 입력은 운동에너지 Ek의 입력보다 크다는것을알수 있다. 결

과적으로 유입수는 침전지로 유입된 후 급강하하고 부유고형물질로 인한 높은 밀도로 인해 위치

에너지를 바닥흐름에너지로 전환시킨다.

제2절 난류모델

침전지의 효과적인 성능을 위해 요구되는 낮은 수력학적 부하는 상대적으로 낮은 유량

통과속도(flow-through velocity)를 보인다. 강한 부력이 영향을 미치는 유동에서 잘 알려진

수치적 수렴의 어려움으로 인해 에디 점성계수(eddy viscosity)를 상수로 간략화하여 난류

를 계산하였다(Adams와 Rodi, 1988; Lyn등, 1992). 여기서 에디점성계수  는 100을 사용하

였고 이 값은 1983년 Imam 등에 의해 침전지 난류계산에 적절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큰길이스케일과낮은 유체점성은 침전지에강한난류를 유도하였고 1977년 Larsen

은 측정된 속도에 기초한 바닥류의 Re수가 35,000~130,000 범위에 있다는것을 제시하였다. 그는

또한 상대적인 난류의 강도가 이차침전지에서 비교적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k-ε 모델은 다양

한 장소에서 높은 Re 수와 국지적으로 등방성 가정을 포함하고 있기때문에 이와같은 모델 적용

을위한 매우중요한특성이되었다.

표준 k-ε모델은 일반적으로 지배방정식에서 나타나는 Reynolds stresses 항을 계산하는데

사용한다. 이 모델은 산업적으로 관련된 많은 유동에널리 사용되어오고 있으나 커다란 외부 변

형력이 존재하는 유동과강력한 부력의 영향이 있는 유동에서는 비교적 만족스럽지못한 결과를

보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표준 k-ε모델과 함께 Yakhot

과 Orszag(1987)에 의해 제안된 RNG(renormalized group) k-ε모델을 사용하여 속도 결과값

을 실측자료와 비교․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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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여기서 Pk = 속도구배로 인한 난류운동에너지 생성항

  









































 




(3-3)

Launder와 Spalding이 제시한 표준 k-ε모델의 난류점성계수μeff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3-4)

위식에서      상수들의 표준값은 각각 0.09, 1.41.1.92, 1.0, 그리고 1.22를 사용

하였다(Rodi,1980).

RNG 접근방법의 기본개념은 주어진 물리시스템에서 large scale, long time 거동을 지

배하는 운동방정식을 뽑아내는 방법으로 ε지배방정식에 비평형 효과와 급격한 변형흐름을

처리하는 변형율을 새로운 항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비평형 효과에 중요한 충격반응에 대한

보정이 고려되었고 낮은 레이놀즈수 보정이 RNG 이론에 의해 주어졌으므로 벽함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열전달에 대한 벽함수 없이 열전달효과가 취급되며 Prandtl 수 효과가

고려되었다.

RNG 모델에 대한 난류점성계수는 식 (3-5)과 같다.

μ eff = μ (1 + ρC μ

μ
k
ε
)
2

(3-5)

∂(ρk)
∂t

+∇․(ρ u k) = μ tS
2- ρε +∇(α μ t∇k) (3-6)

∂(ρε)
∂t

+ ∇․( ρu ε ) = 1.42 ε
k

μ tS
2-1.68 ε 2

k
-R+∇(αμ t∇ε ) (3-7)

식 (3-7)에서 새로운 항 R은 변형율로 다음 식 (3-8)로 주어진다.



- 198 -

R =

C μ η 3 ( 1- η
η 0

)

1 + β η 3

ε 2

k
(3-8)

한편 η = S
k
ε
, β=0.015,η 0 = 4.38, 그리고 S 2 = 2 S ijS ij로 변형율의 크기를 나타내며

S 2 = ( ∂u i

∂xj

+
∂u j

∂xi
) ∂u j

∂xi

=
1
2 ( ∂u i

∂xj

+
∂u j

∂xi
)
2

(3-9)

S ij =
1
2 ( ∂u i

∂xj

+
∂u j

∂xi
) 로 각각 표시된다.

RNG k-ε모델에서 상수 C 1 = 1.42, C 2 = 1.68, α = 1.39로 주어진다.

제3절 밀 도

최종침전지는 유입유체의 부유고형물질 농도와 온도에 의해서 주변유체와 밀도차가 발

생하며 이로 인해 고형물질의 침강에 영향을 주는 밀도류가 형성된다. 물의 밀도는 온도와

고형물질의 농도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다음의 경험식에 의해 계산한다.

     (3-10)

여기서 ρT = 온도의 함수인 밀도, kg/m3

Δρs = 고형물질에 의한 밀도 증가, kg/m3

온도에 의한 물의 밀도변화를 계산하기 위해 다양한 식들이 제안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는 Gill(1982)이 제안한 관계식을 사용하였다.

     ×    ×      ×   

 ×      ×    (3-11)

온도와 밀도사이의 함수적인 관계를 Table 2.3에 제시하였다. 2℃온도변화에 의한 밀도차는

0.253 kg/m
3
이다. 그러나 12℃백만갤론의 물이 14℃백만갤론의 물과 비교할때대략 1톤정도

더 무겁다는것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영향의 크기는 매우 중요하다고볼 수 있다. 그러므로 1

2℃물이동일한 부피의 14℃물에 비해더많은잠재 에너지를가지게되며 이로부터급강하하는

밀도류를 발생시킨다.



- 199 -

Table 2.3 Relationship between temperature and density for water

Temperature, ℃ Density, kg/m3 

4 1000.00 
12 999.502 
14 999.249 

 

Ford 와 Johnson(1986)에 의해 제안된 식(3-12)을 사용하여 부유고형물질에 의한 밀도증가

를 계산하였다.

      ×   (3-12)

여기서 Cs는 부유고형물질의 농도를 SG 는 고형물질의 비중력을 각각 나타낸다.

혼합액과 부유고형물질 농도 사이의 함수관계를 Table 2.4에 제시하였다. 유입되는 부유고형

물질농도가 10mg/L 에서 1000 mg/L 로 급격하게 변화한 경우 유입 유체의 에너지 증가를 유도

한다. 이와같은 변화는 2 ℃의온도변화에 의해 유도된열적영향에 비해 약간 적다고볼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이 농도 및 온도변화에 의해 계산된 밀도는 운동량 방정식에 나타난 속도분포

에 영향을 주므로 침전지의 전체적인 유동형태를 변화시킨다.

Table 2.4 Relationship between concentration and density for activated sludge

Suspended solids 
concentration, mg/L Density of mixture, kg/m3 

10 1000.0023 
100 1000.023 
1000 1000.23 

 

제4절 입자침강모델

최종침전지에서 밀도에 의해 유도된 유동장의주요특성이 고형물질농도분포와 제거효율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것은잘알려진 사실이다(DeVantier와 Larock, 1987; Lyn et al., 1992).몇몇

연구는 최적의 SVI값이 슬러지 블랭킷을 발달시켜입자의 응집을 도모하고 확산된 입자들을 플

록 매트릭스 안에 포함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지나치게 높은 SVI 값은 방류

수 수질에 높은 SS 농도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침강속도 Vs는 SVI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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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Merkel (1971)의 현장 실험값에 일치한다. C의농도단위가 kg/m3으로주어지므로 일반적인

SVI 단위인 L/kg을 대신하여 m3/kg의 단위를 사용한다. 비록 선형 침강함수를 단순화를 가정하

였지만슬러지의 질이 이의침강특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명백한개념을포함하고 있다. 동

일한 슬러지 농도에서 높은 SVI 값은 감소된 슬러지 침강속도를 나타낸다. 결국 몇 가지 SVI 로

제시된슬러지질은유동장에직접적인영향을준다.

최종침전지에서 부유하고 있는 입자의 침강속도는 개발입자의 특성(크기, 밀도, 형태 등)과

다른입자들과의 상호관계에 의해영향을받는다. 낮은농도에서 입자의 상호관계에의한 영향은

중요하지않으며 각 입자들은독립된 개체로써개별적으로 침강하게 된다. 반면 고농도에서는 입

자간의 상호힘이 침전 과정을 방해하여 농도가 증가할수록 침강속도는 감소하여 하나의 단일체

처럼서서히침강하게된다 (Vesilind, 1968; Takacs et al., 1991). 전형적인 최종침전지의 활성슬러

지는낮은농도에서 침강하기 어려운 부유물질, 100~500mg/L의농도에서 높은 침강속도를 보이

는 부유물질, 그리고 1000mg/L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농도에서 서서히 침강하는 부유물질의 세

영역으로 구분할 수있다(Takacs et al., 1991).

SS의 침강특성에 대한 최적의 모델링은 최종침전지의 고형물질 이동모델의 개발에 있어 핵

심 과정의 하나가되어 왔다. 고형물질농도와 고형물 침강속도 사이의 관계를 기술하기 위한 수

많은 경험적인 모델들이 제안되었다. 낮은 SS 농도에서 침강속도는 개별침강모델(discrete

settling model, DSM)로계산할 수있다. 입자의 침강속도는 입자크기에 영향을 받으므로큰입자

가 높은 침강속도를 보인다. 사진촬영실험으로부터 Li 와 Grancsarczyk (1987)는 입자 침강 속도

식을제안하였다.

최종침전지에서 고형물질의 농도는 입구의 비교적 높은 농도에서 정화된 방류수의 낮은 농

도까지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개발입자 침강모델을 전체 침전지 부피에 일관적으로 적용할 수없

다. 높은고형물질농도에서 Vesilind (1968)는 침강모델을 제안하였다.

부유고형물질의 침강거동을 모사하기 위하여 Takacs 등 (1991)은 단일 분산 침강모델

(monodisperse settling model, MSM)을 제안하였으며 SS의 침강 가능한 분율의 침강속도 Vs는

두개의 지수항의 합으로주어진다.

합리적인 침강속도 인자들은 칼럼시험과 SVI 함수로 나타나는 Diagger-Roper 식에 기초하

여 선택할 수 있다(Daigger and Roper, 1985). SVI와 침강특성 사이의 상관관계는 침강특성을 위

한신뢰성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가장 도전적이며논쟁의 한 부분이되어왔다.

Vesilind 식은 Fig. 3.1에서와 같이 고형물질 농도가 대략 10~20mg/L인 침전지 수표면 근처

에서 최대 침강속도를 나타내며 침전물질의 농도가 1000mg/L이상인 바닥에서는 최저침강속도

를 나타낸다. 두개의 지수함수로 나타난 Takacs 식이 비균일 크기의 부유물질의 침강특성을 잘

설명할 수 있으나 이 침강접근방법이 1차원 침전모델로부터 개발되었기때문에 2차원 모델에 적

용하였을때, 낮은농도영역에서몇가지결점을가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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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침전지 수치해석에서 서로 다른 침강모델의 적용은 어느 정도 다른 SS 농도분포와 제거

효율을 보이나 주요한 수력학적 특성은 정성적으로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결국 하∙폐수처

리시설에서 침전지 설계시 최적의 침강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에 대한 수

정과개선, 그리고실험적인시도가지속적으로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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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Empirical settling velocity models (rh=0.00565, rp=0.02, Cmin=0.002Co)

깨끗한물유동계산과비교하여볼때 이차침전지를위한모델은입자침강과정을구체화하

여야 하며 밀도차에 의한 부력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력은 수직방향 운동량 방정식(v)과

난류생성 에너지식(k)에서 생성항으로 고려되었다. 운동량은 중력방향으로 강화되며 난류는 안

정적인 성층현상으로 인해 감소된다. 입자침강은 침강속도에 부합하는 고형물질과 주변유체 사

이의 수직방향의 상대적인 속도차이로 고려된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경험모델로부

터얻어진 Vs는 y-방향대류에대한생성항으로부유고형물질을위한확산식에포함된다.

제5절 열유속 모델

물의 전도 현상이나 온도 등의 성층화 현상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방정식의 해

를 얻어야 하며 단파장 복사, 구름이나 주위 환경과의 장파장 복사, 공기 유동에 따른 대류

열전달 및 기화열에 의한 냉각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겨울 동안 침전지 유체를 특성화 하는 수력학적 매개변수는 Richardson flux 수(Rf)로

부력에 의해 흡수된 난류에너지와 전단력에 의해 생성된 난류에너지의 비율로서 다음과 같

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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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여기서 k = Von Karman 상수 ≃ 0.4

B = 부력속(Buoyancy flux) =



(3-14)

여기서 cv = 정적비열, 4.186 J/g․℃

β = 열팽창상수, 10-4 ℃-1

g = 중력가속도, 981 cm/s2

ρ = 밀도, 0.9997 g/cm3 at 10℃

φn = 순 표면 열유속, W/cm2

h = 수심, cm

u+ = 전단속도  



 여기서 f0 = Darcy-Weisbach 바닥 마찰계수, 0.01

u = 평균 유체 속도 = Q/Ac, cm/s

Rf < 0 보다 작은 경우, 부력과 표면 냉각은 침전지에서 난류를 증대시키며 Rf ≪-1 일

때 표면냉각으로부터 난류가 생성된다.

순표면 열유속(Heat flux)은 식 3-15와 같이 표현되며 태양의 단파장 복사와 장파장 복

사에너지, 수표면에서 외부로 방출되는 역복사에너지, 기화냉각에 의한 에너지 손실과 공기

유동에 의한 열전달 에너지로 부터 계산할 수 있다.

         ×               ×        

   
      

 

 
 (3-15)

여기서 φsc = 태양복사에너지, W/m2

Ta = 대기온도, ℃

Ts = 표면온도, ℃

es = 수표면에서 포화수증기압, mbar

ea = 대기의 수증기압, mbar

C = 구름 인자 (0~1)

W2 = 풍속, m/s

Tvs, Tva = 실제 수표면 및 대기온도,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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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표면 열유속은 바람의 속도 및 구름, 대기압력, 수표면 공기의 온도 경사 등의 함수

로 주어지며 RTD 실험시 현장에서 실측된 값을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계산된 열유속 값

이 음의 값을 나타내면 표면냉각에 의해 열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6절 경계조건

Fig. 1 은 본 연구에서 고려한 최종침전지 도식도와 방사성 추적자를 이용한 체재시간

분포곡선의 측정위치를 나타낸다. 입구 경계조건으로 실측된 유입유량과 부유고형물질 농도

를 균일한 수평방향 속도성분 uin 과 Cin 으로 사용하였으며 입구 난류운동에너지(k)는 유입

속도(uin)의 자승에 10%로 하였고 이의 에너지 소산율(ε)은 식 3-16과 같이 계산하였다. 자

유 수표면은 Stamou 등(1969)과 마찬가지로 대칭면 조건을 사용하였다. 벽면에서의 속도 성

분은 no slip 조건을 사용하였으며 평행 속도 성분에 대해서는 벽함수를 이용하였다. 출구

에서의 물리량은 출구 경계 근처의 값으로부터 연속방정식을 항시 만족하도록 계산하였다.

침전지 바닥은 유체유동에 의해 고형물질이 재비산 되지 않는 완벽한 흡수경계층으로 가정

하였다.

 

QT=Qo+Q r

No slip Condition

L

Free  Surface B.C

Lin

Hin H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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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

L

Lout

Inlet B.C Outflow B.C

X

Y

Fig. 3.2 Definition of a rectangular clarifier

k=0.1uin
2 and ε=Cμ

3/4(k3/2/H) (3-16)

비교적 낮은 유속의 침전지 수표면에서 바람에 의한 영향과 수평방향으로 스크래퍼 이

동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Oberkampf와 Crowe(1976)가 사용한 수표면 위로 부는 바

람 전단력에 대한 경험식을 사용하였다.14)

     
  

  (3-17)

위 식에서 τs는 표면전단력,ρa, ua, us는 공기의 밀도와 속도, 스크래퍼의 이동속도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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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며 Rex는 최종 침전지의 시작 기점으로부터의 현재 지점을 나타내는 거리 x 를 특성길

이로 한 레이놀즈수 이다. 수표면에서 스크래퍼의 이동속도는 분당 1.5m로 바람이 주흐름

방향으로 강하게 불 경우 무시할 만하다. 식 3-17과 같이 표현된 수표면 전단력은 표면에

접하고 있는 검사체적에서 체적 생성항으로 고려되었다. 한편 Wu(1969)는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수표면에서 높이에 근거한 경험식을 제시하였으며 바람이 비교적 강한 경우에

는 바람속도의 3% 정도가 물의 표면 속도로 적절하다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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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내용 및 결과

제1절 방사성 추적자 실험

부산 수영 하수처리장에 있는 표면적 120m2, 깊이 3.38m의 full-scale 장방형 침전조에

서 방사성 추적자를 이용한 일련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실험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은

유입수가 침전조로 들어올 때 일어나는 내부 유동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체재

시간분포(residence time distribution, RTD) 곡선은 방사성 추적자를 유입수에 순간주입하

여 측정하였다.

자극 반응법(stimulus response method)의 결과를 이용하는 RTD 이론은 공정 시스템

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정상상태 유동조건에서

흐르는 체재시간분포 곡선인 추적자의 E(t)는 체재시간 t의 함수이다. RTD는 입구 시스템에

단위 임펄스(치환된 입자나 추적자 입자의 단위량)를 주입함으로서 직접 측정될 수 있다.

이는 침전지의 여러 중요한 유체역학적 요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된 컴퓨

터 모델을 증명하는데 사용되었다.

RTD 측정을 수행하는 일반적 과정은 펄스타입으로 일정 농도값의 추적자를 침전조 유

입수에 주입하고 일정 시간 간격으로 침전지의 각 위치에서 추적자를 검출하며 이때 얻어

진 RTD 커브를 분석한다.

단회로, 정체영역, 재순환 영역을 가진 침전조의 전형적인 RTD 곡선이 Fig. 4.1 에 나

타나 있다. 이론적 체류시간(T)과 비교한 다양한 무차원 유체 역학비는 RTD 곡선 분석으로

부터 얻어질 수 있다. 초기 도달 시간비(ti/T)는 밀도류로 인해 형성된 단회로를 구분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추적자 초기 농도를 가지기 때문에 단회로를 측정하는

데 있어 좋은 방법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침전조에서 유체 거동은 최고농도 도달시간비

(tp/T)로부터 평가될 수 있으며 이것은 평균 단회로 흐름, 정체영역, 유효 침전조 용량의 특

성을 나타낸다.

이상적 plug flow 조건에서 밀도류가 없는 곳에 최고 농도 도달시간(tp)은 이론적 지체

시간(T)과 같고, 최고농도 도달 시간비(tp/T)는 Fig. 4.2 에서 본 것과 같이 1.0이다. 이론적

초기농도 도달시간과 최고농도 도달시간의 편차는 결국 침전조에서 일어나는 밀도류의 강

도를 나타낸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2차 침전조에서 RTD 곡선을 얻기 위한 추적자 물질로 사용된다.

방사성 추적자 기술은 방사성 추적자의 상대적인 농도가 높은 민감도로 정확하게 측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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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산업 공정에서 복잡한 유체역학적 거동을 측정하는데 적합하다. 이는

주입된 방사성 추적자의 양이 매우 작으므로 기존 시스템의 물리 ․ 화학적 공정을 방해하

지 않기 때문이다. 기술적 관점에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다른 종류의 추적자 보다 매력적으

로 보일 수 있지만 예외적인 방사성 노출 위험을 주의해야 하고 반감기를 고려하여 동위원

소의 선택에 있어서 신중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섬광검출기(NaI)는 주위 환경에서 오는 자연방사선을 제거

하기 위해 다량의 납 방어물을 요구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사

성 검출기가 개발되었다. 개발된 휴대용 검출기는 검출기로 흡수되는 방사선을 섬광으로 변

화시키고 그 빛은 광전자 증폭관에 의해서 확대된다. 각 검출기는 발생된 펄스의 수를 세는

rate meter와 연결되어 있으며 data 기록을 위해 컴퓨터에 결과를 전달한다. 이 결과는 자

연방사선 감쇠, 가능한 반감기 보정, 정규화에 의해 체재시간분포 곡선으로 변환된다. 방사

성 추적자의 주입 지점과 검출 위치선정은 일련의 실험조건에 따라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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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추적자 실험

■ Experiment Date : October 10~11, 2001.

■ Radioisotope tracer : In-113m (20mCi as liquid phase)

방사성 동위원소 113mIn이 침전조 전단에 위치한 분배 포트에서 순간펄스 형태로 주입

되었다. 방사성 동위원소가 EDTA와 반응하여 복잡한 화합물을 생성할 때 더 이상의 화학

반응을 하지 않고 침전조에서 물을 따라 흐른다. Fig. 4.3 은 52m 길이와 7.5m 폭을 가진

침전조에서 사용된 12개 방사성 검출기의 위치를 보여준다. Fig. 4.4 는 방사성 실험 결과로

각 검출기에서 파과점과 최대 농도시간이 계산되어 Table 2.5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추적

자를 감지하는 각 검출기 배열에 따라 침전지 배플 뒤에 재순환 흐름이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방사성 동위원소로서 In-113m은 낮은 감마 에너지와 짧은 반감기, 그리고 휴대용 발

생기로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침전조의 평균 체재시

간(>3시간)에 비교하여
113m

In의 반감기(99.5분)가 충분히 길지 않기 때문에 실험 중반 후부

터는 측정 오차가 서서히 증가되어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은 측정 오차를 만들지 않을

만큼의 충분히 긴 반감기를 가진 다른 방사성 동위원소의 사용이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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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The locations of detector for RTD study in a final clarifier

Fig. 4.4 The response curvesat each detector installed in the clar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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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The break-through and the maximum concentration time measured from RTD curves

 

Position C1 C2 C3 C4 
top 600 930 1010 2090 

middle 110 490 690 1670 Break-through 
time (sec) 

bottom 60 310 590 1970 
top 600 1740 2370 3620 

middle 180 1550 1570 3000 
Maximum 

concentration 
time (sec) bottom 80 410 870 2380 

2. 2차 추적자 실험

■ Experiment Date : June 4~11, 2002.

■ Radioisotope tracer : I-131 (8.2mCi as liquid phase)

전 단계 실험의 체재시간분포도는 In-113m을 추적자로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Sn/In 휴

대용 발생기에서 얻어진 방사성 동위원소 In-113m은 상당히 편리하지만 반감기(99.5분)가

비교적 짧아 3시간 이상의 평균 체제시간(mean residence time, MRT)을 가지는 침전지의

RTD를 측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2차 실험에서는 In-113m을 대신하여 I-131

을 사용하였다.

I-131(8.04일)은 의료 목적으로 국내 병원에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있는

연구용 반응기인 HANARO에서 일상적으로 생산되어진다. I-131은 침전지에서 추적자 로

활용하기에 너무 긴 반감기를 가지고 있지만, NaI 용액에서 음이온 형태로 존재하고 물에

서 안정화하기 위해 더 이상 어떤 과정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과 상대적으로 낮은 감마 에

너지로 다루기 쉽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추적자 검출은 스컴 및 하부에 침적된 슬러지 제거

를 위한 스크래퍼의 이동으로 인해 중앙으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측정된다. Fig. 4.5 은 방사

성 추적자 검출 지점을 보여준다.

Fig. 4.6 는 각 위치에서 측정된 RTD 결과를 보여준다. 정량적 분석을 위해 파괴점과

최대농도 도달시간이 RTD 결과로부터 도출되었고 개발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검증을 위해

CFD 시뮬레이션 결과 값과 비교∙검토 되었다. 침전지의 유체거동은 각 검출지점에서의

RTD 곡선의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평가될 수 있다. Table 2.6은 실험동안 침전조로 유입된

시간대 별 유량을 보여준다. 시간에 따른 유량 변동으로 밤 시간대에 최고 유량, 새벽에 최

저유량이 나타나며 여름철 일상생활의 양상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침전지 평균 이론속

도는 0.0023m/s로 계산되며 이는 추후 밀도류의 강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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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유입 슬러지를 특성화하기 위해 MLSS를 측정하였으며 방류수의 SS 농도는

침전지의 성능을 계산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측정되었다. 실험 기간동안 측정된 MLSS 농

도와 유출수 SS 농도는 Fig. 4.7 에 나타내었다. 실험 일자에 근접한 5월, 6월의 평균 MLSS

와 유출수 SS 농도는 각각 1300mg/L과 5mg/L으로 계산된다. 현장 결과를 보면, 여름으로

갈수록 활발한 생물학적 반응으로 인해 활성 슬러지 공정은 더욱 안정화되고 유출수 수질

또한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특히 많은 강우로 인한 희석효과로 유기

물 양이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었다.

환경대기에 노출된 침전지의 경우 여름철 태양 복사에 의해 수표면에서 상당한 표면열

전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침전지 입구와 출구 온도가 현장 대기온도와 함께 측정되었다.

Fig. 4.8 로부터 입구와 출구에서 측정된 온도는 태양 복사 열전달로 인해 0.5~1.0℃의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결국 이와 같은 태양복사에 의한 온도 차이는 침전조 수표면의 온도상승

을 유발시킬 수 있고 이는 부유고형물질의 유입과 더불어 침전지 내에 밀도류를 형성한다.

Fig. 4.5 The locations of detector for RTD study in a final clar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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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The response curves at each detectors installed in the clar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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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Influent flow rate during experiment (TEST CASE 2)

Date Hour 
Flow rate to 36 clarifiers 

(m3/3hrs) 
Avg. theoretical 
velocity (m/s) 

6. 4 15:00~18:00 23,000 0.002329  
(TUE) 18:00~21:00 26,600 0.002694  

  21:00~24:00 28,100 0.002846  

6. 5 00:00~03:00 21,400 0.002167  
(WED) 03:00~06:00 17,500 0.001772  

  06:00~09:00 16,100 0.001631  
  09:00~11:00 23,300 0.002360  

Avg. theoretical velocity (m/s) 0.002257  

 

Average theoretical flow through velocity, U = Q / WD

Fig. 4.7 Observed water qualities

Fig. 4.8 Observed temperature data for summer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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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 추적자 실험

■ Experiment Date : November 4, 2003

■ Radioisotope tracer : I-131 (25mCi as liquid phase)

추적자로 I-131(8.04일)을 사용하여 최종 침전조 바로 전에 설치된 폭기조의 후단에 임

펄스 타입으로 주입하였다. 방사성 검출기는 2차원 유동장을 대표할 수 있도록 침전조 중앙

에 설치하여 CFD 시뮬레이션 결과 값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검출기는 바닥에 쌓

인 슬러지를 모으는 스크래퍼의 회전에 검출기가 방해받지 않도록 그 깊이가 조절되었다.

Fig. 4.9 은 방사성 검출기가 설치된 위치와 수심을 나타내었으며 추후 방사성 실험 결과는

개발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검증을 위해 사용되었다.

Table 2.7은 실험 중 침전조에 유입되는 유량을 시간대 별로 측정한 것으로 평균이론속

도는 대략 0.0026m/s로 계산되었다. 이는 Table 2.6에서 볼 수 있듯이 작년 여름 실험 데이

터와 비교하여 볼 때 다소 상승한 값으로 하수 집수 시스템의 정비 개선과 향상된 삶의 질

로 인한 물 소비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MLSS와 SVI는 유입 슬러지를 특성화하기 위해 측정되었고 유출수의 SS 농도는 결과

값을 검증하기 위해 측정되었다. 측정된 MLSS 농도, SVI, 유출수의 SS 농도는 Fig. 4.11,

Fig. 4.12, Fig. 4.13에 나타내었다. 측정된 SVI는 침전조의 고형물의 침전 특성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평균 유입수의 MLSS와 SVI는 약 1500mg/L와 186mg/L로 계산되었다. 10

월과 11월에 측정된 MLSS와 유출수의 SS 농도로부터 날이 추어지면서 유출수의 SS 농도가

천천히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나고 있다.

침전조 입구와 출구사이의 온도는 겨울철 표면 냉각 효과로 인한 수표면 열손실이 일

어나기 때문에 현장의 대기온도와 함께 측정하였더. Fig. 4.13으로부터 유입수와 유출수는

수표면 열손실로 인해 0.5~1.4℃ 정도의 온도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8은 두 시험기간과 매우 추운 경우를 가정하여 기록된 기상데이터와 계산된

유체역학적 특성을 보여준다. 순 표면 열속의 음의 값은 시험 기간에 상당한 열손실이 일어

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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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 Radiotracer detection locations near the longitudinal central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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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0 The response curves at each detector installed in the clar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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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Influent flow rate during experiment (TEST CASE 3)

Fig. 4.11 Observed water qualities

Fig. 4.12 Observed SVI value and MLSS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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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3 Observed temperature data for winter season

Table 4.4 Meteorological data and calculated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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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수치해석 결과 및 토론

1. 밀도류

가. 부유고형물질

침전지 유동은 부유고형물질의 농도와 수력학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Fig 4.14 (a)와

(b)는 유입수내 SS 농도부하에 따른 밀도류의 영향을 보여준다. 부유고형물질의 영향을 고

려하지 않은 Fig 4.14 (a)의 경우 배플 뒷면의 작은 재순환영역을 제외하고는 침전지 전체

에서 출구방향으로 균일한 흐름 양상을 보였다. 유입유체는 대부분이 배플에 부딪힌 후 침

전지 바닥흐름을 형성하였으며 일부는 수표면을 따라 직접 출구웨어를 통해 유출된다. 침전

지 끝부분에서는 수표면 웨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후단벽으로 인해 정체영역을 형성하

였다.

Fig 4.14 (b)는 900mg/ℓ의 부유고형물질에 의한 밀도변화를 고려하여 계산한 유동장

을 나타낸다. 고형물질을 포함한 유입수는 정류판에 부딪히기도 전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밀

도폭포현상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배플 아래쪽으로는 수표면 역흐름이 유입부로 연행가입

되면서 강력한 바닥흐름을 형성하였다. 부유고형물질에 의한 밀도류는 유입부 밀도폭포현상

과 침강부의 강력한 바닥흐름 그리고 수표면에서의 역흐름으로 특징 지워진다. 특히 유출부

에서는 강력한 바닥밀도류가 침전지 후단 벽면에 부딪힌 후 반향되어 수표면 웨어를 통해

처리수가 방출된다. 결국 Fig 4.14 (a) 의 균일한 유동장과 달리 밀도류룰 고려한 Fig 4.14

(b)는 강력한 바닥밀도류로 인한 유출부로의 슬러지 이동과 재부상이 우려된다.

Fig 4.14 (c)는 유입된 부유고형물질의 등농도 곡선을 나타낸 것으로 유입부에서 대부분

의 무거운 고형물질이 제거되고 일부 강력한 바닥 밀도류로 인해 슬러지가 유출부로 쓸려

감에 따라 사선형태의 등농도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유입부의 부유고형물질 농도 분포는

입구 바닥영역을 제외하고 거의 균일하며 특히 국지적 연행가입이 일어나고 있는 배플 전

단에서는 상당한 농도 희석효과가 예측된다. Fig 4.14 (c)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행가입되는

유체로 인해 입구부분에서 SS 농도는 대부분 619mg/l의 균일한 농도장을 보이고 있다.

최종침전지의 고형물질 제거효율은 99% 이상으로 예측되었으며 방출구에서 측정된 농

도는 1~3mg/ℓ로 수치해석 결과와 유사한 농도값을 나타내었다. 만약 배플과 입구사이의

거리가 증가한다면 연행가입류의 영향이 배플 끝단 아래에서 더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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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4 Flow characteristics in the final rectangular clarifier

나. 온 도

겨울철 환경대기에 노출된 최종 침전지는 수표면 냉각과 생물학적 처리공정을 거친 일

정 온도 이상의 유입수와 침전지내 유체의 온도차이로 밀도류를 형성한다. 이와 같은 온도

의 영향은 유입수 온도와 기상조건의 복잡한 함수관계로 나타나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입조

건으로 고형물질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고 오로지 온도에 의한 밀도류의 영향을 수치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바람이 불지 않는 청명한 날 대기온도가 4 ℃ 이며 구름인자

가 0.1인 경우 순 표면 열손실은 대략 -200 W/m2 으로 유입수와 침전지 주변유체의 온도

가 14℃로 동일한 경우에 대하여 계산한 결과 냉각에 의한 온도감소는 2℃ 이내로 계산되

었다. 수표면 열손실을 계산하기 위한 현장 기상자료는 평균풍속 3.5m/s, 주풍향 북서풍,

상대습도 55.6%, 일조시간은 10시간을 사용하였다.

Fig. 4.15 (a)와 (b)는 SS로 인한 밀도류를 배제하고 유입수와 침전지 주변유체의 온도

차를 2℃로 하고 수표면 냉각 및 태양열복사를 고려한 경우 유동장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

으로 유동특성에 가시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Fig. 4.15 (a)에서 주변온도보다 2℃ 높은 유입수는 낮은 수력학적 부하와 거대한 크기

의 침전조로 인해 강력한 부력류와 short-circuiting flow 을 유발한다. 표면 열속은 현장의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식 (2-14)로부터 계산하였으며 계산된 음의 열속은 수표면 열손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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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비교적 큰 열속인 -400w/m2 는 침전지내 유체거동에 미치는 온도의 영향을 명확

하게 판단하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현상은 겨울철 침전지의 수표면 냉각이 일어날 때 발생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유입속도가 낮고 겨울철 냉각이 최고조에 이르는 아침시간에 나타날

확률이 높다. 최저유량과 함께 매우 낮은 대기온도는 최대 냉각 포텐셜의 결과를 초래한다.

Fig. 4.15 (a)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겨울철 수표면 열손실은 강력한 수표면 흐름과 배플 후단

과 끝벽 근처에서 재순환 영역을 형성한다. 유입수 일부는 직접 출구로 빠져나가는 단락류

를 형성하고 일부는 배플 하단부에서 재순환 영역을 형성하다가 부력에 의해 출구웨어를

통해 유출된다.

반면 Fig. 4.15(b)는 맑은 여름철 한낮, 태양복사에 의한 수표면 열복사 에너지 400W/m2

을 고려하였다. 주변 유체보다 2℃ 낮은 유입수는 Fig. 4.14 (b)에서 부유고형물질 영향을

고려한 유동장과 유사한 밀도 폭포류, 바닥흐름, 그리고 수표면 재순환 흐름 등을 형성하였

다. 온도차에 의해 발생한 밀도류의 강도는 SS 에 비해서 다소 낮았지만 유입수 고형물질

의 농도가 낮은 일차침전지의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설계변수로 고려하여야 한다.

Fig. 4.15 Density currents induced by temperature difference

2. 난류모델

난류모델에 따른 유동특성을 원통형 이차침전지에 대한 수치해석을 통해 평가하였다.

Fig 4.16와 Fig. 4.17은 척도 1/12의 상사모델에 대하여 RNG k-e 모델과 표준난류모델을 사

용하여 계산한 침전지 유동해석결과를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낸 속도분포 곡선이다. 계

산 결과는 원통형 침전지 중심부분과 상류지점에서 실험값과 일치된 결과를 보였으나 침전

지 하부에서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침전지 바닥에 침강된 슬러지 블랭킷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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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가정에 기인한다.

RNG k-e 모델을 사용한 Fig 4.17은 표준 k-e모델의 결과인 Fig 4.16 보다 실험값에 유

사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이는 RNG k-e 모델이 분리유동 및 벽근처 점성계수 수정으로 인

해 좀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Fig. 4.16 Comparison of predicted radial velocity profiles (Fr=0.346) with data of scalemodel at

various radial locations (Standard k- model)

Fig. 4.17 Comparison of predicted radial velocity profiles (Fr=0.346) with data of

scale model at various radial locations (RNG k-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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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침강모델

밀도로 인해 발생한 유동장은 매우 작은 밀도 변화에 의해서도 크게 변화한다. SS의

개별 침강속도는 정확한 제거효율과 고형물질 분포 예측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침전조 내

부 고형물 분포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침강모델을 사용하여 결과를 비교․검토 하였다.

Fig 4.18은 개별침강모델(discrete settling model, DSM)을 사용하여 나타낸 고형물 분

포이다. DSM은 예상한 바와 같이 서로 다른 입자그룹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농도가 예측

되며 작은 입자는 낮은 제거효율을, 그리고 무거운 입자에 대해서는 높은 제거효율을 보인

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DSM 모델은 평균 고형물질 분포에 대하여 99.7%의 제거효율을 보

였다. 이는 MSM 모델에 비해 다소 높은 제거효율로 전체 탱크에서 각 입자그룹의 침강속

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4.19은 MSM에 의한 계산 결과를 보여준다. 높은 침전성의 SS가 작은 입자보다 먼

저 침전지로부터 제거되고, 흐름방향으로 기울어진 농도성층을 형성한다. Fig 4.18과 Fig,

4.19의 유선도를 비교해 볼 때 MSM 모델은 유출부에서 다소 강한 상향흐름을 형성하여 재

순환류가 형성된 침전영역의 크기를 감소시켰지만 전형적인 유동특성은 두 모델이 동일하

였다. DSM 모델에 비해 MSM 모델은 94%의 비교적 낮은 SS 제거효율을 예측하였으며 이

는 낮은 고형물 농도영역에서 침강속도를 과소 평가 하였기 때문이다.

두 개의 침전모델 비교는 고형물 분포가 개별 입자의 침강특성에 영향을 받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SS 제거효율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고형물 제거효율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침강속도 값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류수 SS 농도를 실험값과 유사하게 예측하는 DSM을 모델을 사용하

여 최종침전지의 유동특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SVI 함수로 주어진 침강속도모델 역시 DSM

과 유사한 유동특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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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8 Calculation results with discrete settling model (Vs = 5.0×10-4 m/s)

Fig. 4.19 Calculation results with monodisperse settling model

(V0=1.1×10-3m/s, Vmax = 5.0×10-4 m/s)

4. RTD 분석 및 모델검증

방사성 추적자 실험이 개발된 CFD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최종침전지에서 수행되었다.

Fig. 4.20에서 Fig. 4.22는 벽면 근처에서 측정된 RTD 곡선(실선)과 수치해석 결과(점선)를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채널수 (CH)는 수평방향으로 3개의 서로 다른 수심을 갖는 방사

성 추적자의 위치를 나타낸다. 최종 침전지의 내부 유동형태를 가시화하기 위해 방사성 추

적자를 앞장의 실험결과에서 제시한 벽면 근처와 유입구가 위치한 중앙 지점에서 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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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로 측정하였으며 이를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개발된 모델을 검증하고자 하였

다.

입구영역에서 실험값은 중앙 값을 대신하여 벽근처 값을 사용하였다. 이는 실제 침전지

의 유입구 형상과 달리 2차원 수치모델은 처리유량이 전체 유입 단면적으로 균일하게 유입

되는 평균유속 가정을 하였기 때문에 젯트류의 특성을 보이는 침전지 중앙에서 측정된

RTD 곡선보다는 평균 유속의 특성을 보이는 벽 근처에서 측정된 자료와 비교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 방법을 채택하였다.

방사성 추적자로부터 측정된 RTD 분석결과 최종침전지의 유입구 형상 및 유입조건의

영향을 받는 부분은 침전지 전장의 30% 에 해당되는 영역으로 판단되며 계산된 RTD 곡선

과 측정치는 비교적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특히 Fig. 4.20의 CH1은 수표면 근처에서 측정

된 값으로 바닥 근처에서 측정된 CH3에 비해 초기 검출시간과 최고농도 도달시간이 늦게

나타났으며 입구에서 16m 떨어진 지점의 수심1.4 m에서 측정된 CH5 보다도 검출시간이

늦어 수표면이 역흐름의 영향을 받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CH3의 RTD는 최고

농도 도달 후 급격히 감소하는 곡선을 나타낸 반면 수표면의 RTD 곡선은 서서히 감소되는

결과를 보여 강력한 바닥밀도류와 수표면 역흐름의 유동특성을 반영하였다. 결국 침전지 바

닥에서 가장 빠른 도달시간과 급격한 감소를 보이는 RTD 곡선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고형물질이 제거되는 침강부에서는 2차원 모델과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 벽에

의한 전단력 효과를 최소화하고 2개의 유입구로부터 유입되는 실제유속이 이론적으로 계산

된 평균유속에 근접해지는 유입구가 위치한 폭방향 2.3m 지점에서 측정된 RTD 곡선을 사

용하여 개발된 모델을 검증하였다.

Fig. 4.21에서 제시한 방사성 추적자의 측정지점은 동일한 수심에서 출구방향으로 24m,

32m, 39m에서 측정된 결과로 계산된 RTD 곡선과 비교적 일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CH8,

CH11, CH14에서 최고농도 도달시간은 각각 100분, 97분, 127분으로 측정되어 출구방향으

로 갈수록 방사성 추적자가 늦게 도달하는 농도 지체현상을 나타내었으며 유입부에 비해

최고농도 도달 후 서서히 감소되는 곡선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RTD 곡선은 유입부에서

형성된 강력한 바닥 밀도류가 서서히 감소되고 있음을 보여 부유고형물질이 침강하기에 유

리한 영역으로 판단된다. RTD 곡선 분석 결과로부터 고형물질 침강하기 좋은 침전영역은

대략 전체 침전조 전장의 50% 정도로 예측된다.

Fig. 4.22에 제시한 CH13~CH20의 자료는 유출부에서의 RTD 곡선을 나타낸다. 그림에

나타난 것과 같이 3차원 형상의 수표면 웨어가 존재하는 유출부는 2차원 모델의 한계로 인

해 측정자료와 계산된 RTD 곡선에 실질적인 차이를 나타내었고 수치해석 결과인 RTD 곡

선이 비교적 늦게 검출되는 경향을 보였다. CH16과 CH17은 웨어가 존재하는 위치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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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근처와 중심부에서 측정된 RTD 곡선으로 190분과 175분에서 최고 농도를 나타내었으

며 수심이 깊어질수록 RTD 곡선의 차이는 감소하였다. CH20은 수표면 웨어를 통해 월류

된 방류수가 합류되어 최종 방출되는 지점에서 측정된 RTD 곡선으로 191분에서 최고 농도

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유출부에서 측정된 최고농도 도달시간은 침전지의 설계 체류시간

인 180분과 유사하였다.

개발된 수치해석 모델의 RTD 곡선은 방사성 추적자를 활용한 RTD 측정자료와 비교적

일치된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유출부의 정확한 유동형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출구

형상인 수표면 웨어의 월류와 합류식 방출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Fig. 4.20 Comparison of dimensionless RTDs in the inlet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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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1 Comparison of dimensionless RTDs in the settling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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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2 Comparison of dimensionless RTDs in the withdrawal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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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사성 추적자 거동

고형물질을 함유한 유체가 정상상태에 도달한 후 액체상태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임펄

스 형태로 폭기조 후단에 주입하였다. 그러므로 두개의 구성요소인 추적자와 물 혼합물이

실험조건을 모사하기 위해 모델화되었다.

Fig 4.23 은 시간경과에 따른 방사성 동위원소의 전체 공간에서의 농도분포를 보여준

다. 추적자는 유입수가 균등하게 침전조로 유입되도록 하는 분배조에서 SS의 침강 없이

주변유체와 초기 균일한 혼합이 이루어진다. 이후 추적자는 강력한 밀도류에 의하여 침전조

바닥에서 고농도를 보이다가 Fig. 4.23(a)와 (b)에서 보듯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바닥 흐름

을 따라 출구쪽으로 흘러가게 된다.

Fig. 4.23(c)와 (d)에서 추적자는 정류벽 뒷부분에서 수표면 재순환수에 의해 고농도를

보이며 침전지 바닥에 형성된 고농도의 추적자 역시 서서히 사라지게 된다. 일정시간 경과

후 정류벽 후단의 추적자는 Fig. 4.23(e)와 같이 침전영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Fig. 4.23(f)와 (g)에 나타낸 것처럼 방사성 추적자가 유출영역으로 도달한 후 상향흐름

으로 타고 확산하며 유출웨어를 통해 방출되게 된다. 대략 3시간이 경과후 대부분의 추적자

를 침전지를 통과하여 유출되며 이는 침전지의 평균체류시간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다. 결

국 시간에 따라 예측된 방사성 추적자의 거동으로부터 추적자는 강력한 바닥밀도류의 영향

으로 인해 침전지 바닥에서 일찍 검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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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3 Radiotracer distribution with the elapse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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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적설계를 위한 응용 연구

가. 수력학적 유입조건

■ Fr 수

Fig 4.24 (a)에서 (c)는 원형 이차 침전조안에서 Fr 수가 0.27, 2.0그리고 3.86 일 때 수

치적으로 계산된 유동특성을 보여준다. Fig 4.24 (d)는 일반적인 밀도류의 계산결과를 보여

준다. 낮은 Fr 수의 경우 수치 모델은 현장에서 실측되는 높은 연행가입 현상과 밀도 폭포

류를 보여준다. 유입수가 침전지 바닥에 부딪히는 지점까지의 거리는 Fr 수가 증가할수록

점차적으로 증가되다가 유입수의 농도가 제로에 근접해지면서 바닥 충돌은 사라지게 된다.

즉 유입수가 침전지의 수표면을 따라 단락류를 형성하게 된다. 이와 같이 높은 Fr 수 조건

에서입구 정류벽의 설치는 직접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 무차원 Fr

수로 나타나는 수력학적 부하는 침전지에 형성된 밀도류의 공간분포와 강도에 영향을 주며

이는 또한 방류수 수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Fig, 4.25는 다양한 Fr 수에 대하여 직경 방향으로 바닥 밀도류의 강도를 보여준다. 바

닥밀도류의 전체 유량은 침전조 바닥으로부터 재순환 영역의 가장 낮은 지점까지 수평속도

분포를 적분하여 계산한다. 낮은 Fr 수의 경우, 입구근처의 유입영역에서 연행가입되는 유

량이 매우 크며 유입수에 대한 바닥흐름의 상대적 강도가 크게 나타난다. 이는 낮은 Fr 수

가 강력한 하향속도를 유발하고 이로부터 이 영역의 낮아진 정압은 더 많은 유체를 연행가

입하기 때문이다.

Fig 4.26은 침전지 유출영역에서 침전지 바닥으로부터 수직 위치에 따른 상향류 강도를

보여준다. 지역적 상향류 강도는 Fr 수가 감소할수록 증가하며 이는 Fig. 4.25에서 보여준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결국 천천히 침강하는 고형물질이나 침강이 어려운 플록들은

낮은 Fr 수 조건에서 유출부에 형성된 상향류에 의해 재부유될 가능성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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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4 Streamlines in a secondary circular clarifier under different densimetric 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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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5 Strength of bottom density current for the different Fr

Fig.4.26 Strength of local upward flow in withdrawal zone for the different Fr

■ 온 도

Fig. 4.27 (a)는 고농도로 유입되는 부유고형물질의 영향을 고려한 유동장으로 침전지의

이상적인 균일유동의 형태를 벗어나 유입부에 밀도폭포현상, 침강부의 강력한 바닥흐름과

수표면 역흐름, 그리고 유출부 상향흐름을 형성하였다.20) 주변 유체보다 2℃ 따뜻한 물이

유입되는 Fig.4.27 (b)는 부유고형물질에 의한 밀도차로 인해 침전지 바닥을 따라 흐르다가

침전지의 2/5 지점에서 유입된 부유고형물질의 대부분이 Fig. 4.27(b)와 같이 침강되어 초기

운동량을 상실하고 난 후 온도에 의한 부력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 지점은 유입부에서 대략

18~20 m 떨어진 곳으로 계산되며 유출부 표면의 찬 유체가 아래로 하강하여 유입수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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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곳에서 정체영역을 형성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유입유량이 적고 부유고형물질의 농

도가 높은 경우 더욱 명확하게 예측되었다. Fig. 4.27 (b)의 유입부에서는 Fig. 4.27 (a)에서

나타난 밀도폭포현상과 바닥밀도류 등의 유동특성을 보였으나 고형물질이 침강되고 난 후

에는 온도에 의한 밀도차가 우세해지면서 상향흐름을 형성하였다.

Fig. 4.27 는 부유고형물질의 등농도 곡선으로 수표면 온도손실을 고려한 Fig. 4.27 (b)의

경우 바닥밀도류가 약화됨에 슬러지가 유출부로 이동되는 현상이 감소되었으며 유출부로

갈수록 수직형 등농도 곡선을 나타내었다. 온도차에 의해 상향 흐름이 형성된 지점에서는

이미 대부분의 고형물질이 침강되고 난 후이나 침강이 어려운 콜로이드성 물질의 재부유

등이 우려된다. 그러나 Fig. 4.27 (a)와 동일한 유입조건에서 겨울철 수표면 냉각을 고려한

경우 침전지는 고형물질로 인한 강력한 바닥밀도류의 감소와 수표면 냉각으로 인해 부유고

형물질의 하류 이동이 감소하여 이의 제거효율이 약간 증가되었다.

Fig. 4.27 에서 알 수 있듯이 온도는 침전지 바닥에서 높으며 출구로 갈수록 감소하여

침전지 끝 벽에서 가장 낮게 계산되었다. 침전지 끝 벽 근처의 수직방향 온도가 수표면 온

도와 같아지면서 유체는 수표면 웨어를 통해 방출되지 못하고 Fig. 4.27 (b)와 같이 끝 벽으

로부터 하향하여 상향흐름이 형성된 하부지점까지 침전지 아래쪽으로 넓은 정체영역을 형

성하였다.

결국 겨울철 외부에 설치된 침전지는 수표면 냉각에 의해 유도된 수직대류흐름으로 인

해 부유고형물질의 침강이 방해 받을 수 있으며 개방형 침전지에서 1~2℃ 정도의 온도감소

는 겨울철에 일반적인 현상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유입유량이 작고 냉각속도가 가장 높

은 새벽녘에 온도 손실이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침전지 유입구가 침전지 하부에

위치한 경우 온도차에 의해 야기된 수직대류 유동에 의해 고형물질의 제거효율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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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7 Flow characteristic of a secondary rectangular clarifier in winter

나. 기하학적 구조

■ 입 구

고농도 MLSS 의 높은 밀도로 인해 유입수는 침전조로 유입되자 마자 바닥으로 떨어져 위

치에너지 Ep (ρgh) 를 바닥 밀도류로 전환시키며 이 속도는 침전지의 평균유체속도보다 매우

높은 값을 나타낸다. 보통 이차 침전지에서는 고농도 SS가 유입되므로 위치에너지의 유입이

운동량 에너지(ρwv2) 의 유입보다큰것을 간략한 계산을 통해알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서는유입구위치변화에 따른 침전지 내부유동특성을 수치해석을 통해계산하였다.

Fig. 4.28 은유입구위치에 따른 수평방향 속도를 침전지 입구와비교적 가까운 부분에서 계

산된 결과를 보여준다. 유입구에서 10m 떨어진 부분에서 수평방향 속도분포를 비교한 Fig.

4.28 (a)의 경우 유입구 위치가 낮아질수록 최대 수평방향 속도,즉 밀도류의 크기가 작아졌으

며 비교적 균일한 유동분포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밀도류 크기의 차이는 유입구에

서멀어질수록줄어들었으며 침강영역으로갈수록 유입구 위치의 영향이 감소됨을알수 있었

다. 결국 부유고형물질의 침강이종료된 후에는더이상의 위치에너지가 바닥 밀도류로 전환되

지않고있음을판단할 수있었다.

Fig. 4.29 는 Fig. 4.26 과 동일한 조건에서 부유고형물질의 농도분포를 보여준다. 유입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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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높을수록 20mg/L의 등농도 곡선이 출구방향으로 휩쓸려 가는 현상을 나타내었으며

방류수의 SS농도 또한 증가됨을알 수 있었다. Fig. 4.29(c)의낮은 유입구 위치는 침전지에 형

성되는 밀도류를 감소시켜 침전지 전단부에서 SS의 침강을 유도한다. 슬러지의 짧은 이동 거

리는 결국 방류수의 SS 제거효율을 증가시킨다. 단순히 입구설계를 통해 완벽한 밀도류의 차

단은쉽지않으나전장이짧은침전지의 경우낮은 유입구의 높이는 밀도류의강도를 저감시킬

수있는 하나의 설계인자로고려되어야 한다.

Fig. 4.28 Strength of density current with the inlet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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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9Distributions of SS concentration in a secondary clarifier

■ 정류벽

침전지 유입부에 설치된 정류벽의 주요목적은 유입수를 침강부 전면에 골고루 배분시

켜 유속의 감소와 유체를 평행하게 흐르게 하여 와류를 최소화시킬 뿐 아니라 단락류를 없

애고 슬러지부 근처에서 과대한 유속이 생기지 않도록 함으로써 침전효과를 높이는데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최종 침전지에 입구 정류벽 설치에 따른 방류수 수질의 향상 정도

를 수치해석방법을 통해 평가하였다.

배플과 함께 흐름의 유적선이 Fig 4.30에서 보여지 듯 비교되고 있다. 배플이 없이 높

은 Fr 의 경우, 침전 영역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유입된 부유고형물질은 약간의 침

전변화를 일으키고 정화조를 통하여 빠져 나갔다. 그러나 입구영역에 배플의 설치는 출구로

의 직접적인 표면류를 막을 수 있고 높은 Fr에서 고형물 제거율을 20%에서 70%로 증가 시

킬 수 있다. 입구에서의 높은 ss와 낮은 유입속도, 낮은 Fr flow, 이러한 개별의 현상은 각

각의 구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유입영역에서의 밀도 하강류와 침전영역에서의 넓은 재순

환 그리고 유출영역에서의 상승류가 관찰된다. 흐름 패턴과 낮은 Fr 흐름에서의 정화조 역

할은 배플의 유무에 상관없이 유사하다. 그러나 편승류는 배플이 없을 경우 상당히 줄어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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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31은 Fig. 4.29와 동일한 조건에서 정류벽을 설치했을 경우의 속도벡터장을 보여준다.

Fig. 4.31 (a)의 입구 정류벽은 상부 유입수가 밀도저류로 유입되도록 하며 밀도가 높은 저류부의

수력학을 제어해준다. 이경우 정류벽은 유입수가 출구로직접흐르는것을 방지하여주므로 방류

수의 평균 SS농도는 정류벽이없는 5.15mg/L에서 3.88mg/L로 향상되었다. 그러나 유입부에서

흐름이 균등하게 배분되더라도 정류벽 직후에서 유입수와 침전지 내부의 밀도차이에 의해

강력한 바닥흐름과 수표면 역흐름과 같은 밀도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4.31 (b)에서와같이 유입구가 중간에 위치한 경우 입구 정류벽의 설치는 방류수 수질개선

에크게영향을주지않았다.

반면 Fig. 4.31 (c)의 하부에 위치한 유입구에 설치된 정류벽은 침전지 상부 유입수가 입구전단

에서 밀도폭포류를 형성하는것과 동일하게 정류벽직후에서 밀도폭포류를 형성하므로오히려

침전지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정류벽을타고넘어가는 유입수와 수표면

에서 연행가입되는 유체는 침전지 바닥에서 강력한 바닥 밀도류를 형성하여 0.1mg/L에서

1.14mg/L로 출구 SS 농도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유출부에서 감소된 상향흐름은 유입구

위치가 높은 Fig. 4.31 (a)와 (b) 에 비해낮은 방류수농도를 나타내어 정류벽설치에 관계없이낮

은유입구 위치는 밀도류를 어느정도감소시켜주는것을알수 있었다.

Table 2.9은유입구 위치와 정류벽설치에 따른 침전지의 정화성능을 출구에서 계산된 방류수의

SS농도로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나타낸것이다. Table 2.9 으로부터 유입구 위치에 따른 정류벽의

존재는침전지의 성능을 개선시킬수도있으며반대로저하시킬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

로 다양한 수력학적 변수에 대한 조직적인 수치해석 연구는 최종 침전지의 부유고형물질 제거성

능을 증가시킬 수 있음과 동시에 수력학적 구조물의 최적 설계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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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0 Comparison of streamlines with the existence of baffle

Fig. 4.31 Velocity vector field with inlet baffle at the various inlet positions

Table 2.9 Relative SS concentration in the efflu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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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정류벽

입구 정류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탱크 안에 단락류와 와류를 최소화하며 유입수를

일정하게 분사시키는 것이다. 입구 정류벽은 또한 침전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슬러지 영역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과도한 속도를 제어한다. 그러나 입구 정류벽 후단의 밀도류는 유입

수와 주변 유체사이의 밀도 차에 의해 유발된다. 또한 밀도류는 비록 흐름이 입구 영역 안

으로 균일하게 분사되지만 슬러지를 입구 영역으로부터 멀리 이동하도록 만든다. 추가적인

중간 정류벽의 설치는 이미 침전된 고형물질이 유출영역으로 쓸려가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

움을 준다. 왜냐하면 중간정류벽이 기존에 형성된 강력한 바닥 밀도류가 중간 정류벽을 타

고 흘러가도록 하여 이를 어느 정도 소멸시키기 때문이다.

Fig 4.32는 중간 정류벽 설치유무에 따른 침전지 수평방향 거리 20m와 30m에서 바닥

밀도류의 강도와 SS 농도분포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중간 정류벽이 없는 침전조(Std)

를 정류벽이 있는 침전지(MidB)와 비교한 Fig 4.32 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바닥 밀도류와

표면 역류의 속도는 중간 배플 설치 후에 출구 쪽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벽 쪽에서 고형물질의 반향 효과가 예측되지만 유출되는 부유고형물질의 농도는 상당

히 개선된 것을 Fig. 4.32(b)를 통해 알 수 있다. 중간 정류벽의 구조물 안에 갇힌 고형 입

자는 침전지로 방금 유입된 MLSS 내 고형물질과 효율적으로 접촉하여 응집의 기회가 높아

지게 되므로 중간 정류벽까지의 하부 구조적 공간에서 슬러지 응집현상은 침전지의 성능을

증가시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를 수치해석 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중간 정류벽의 수력학적 단략류를 최소화하여 유입유체의 체류시간을 증가시켜 준다.

비록 이와 같은 구조의 정류벽의 실질 적용에는 제한이 있지만 중요한 설계사항으로 고려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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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2 Flow characteristics as a function of intermediate baffle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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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구

본 연구에서 고려한 수영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최종침전지의 출구는 수표면에 설치

된 웨어를 통해 방출되며 시험기간 중 표면부하율은 대략 14m3/m2∙day로 측정되었다. 2

차원 모델에서 수표면에 떠 있는 톱니모양의 웨어를 정확히 모사하기는 어려웠으나 웨어가

위치한 부분에서 침전지 끝부분까지 출구로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특히 최종침전지의 유출부는 상향류가 존재하는 부분으로 이미 침강된 부유고형물질의

재부상이 가능한 영역이므로 출구형상은 침전지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이다. 그러

므로 본 연구에서는 출구형상을 변경하여 유출부의 유동특성과 이에 따른 부유고형물질의

제거효율을 비교∙검토하였다.

Fig.4.33은 기존의 수표면 출구웨어(TW)와 침전지 끝 벽 상부(SW)에 출구를 설치한 경우

유출부에서 상향류의 강도(QUP/Q0)와 일정 수심에서 부유고형물질의 농도(C/Cin)를 나타낸

결과이다. 유출부의 위치는 수표면 웨어가 존재하는 부분부터 침전지 끝 부분까지 가정하였

으며 유출부 위치에 따라 상향류와 농도 곡선을 비교하였다. Fig. 3(a)로 부터 수표면 출구

웨어가 존재하는 경우 상향류는 서서히 증가하여 침전지 전장의 0.9 위치에서 최고를 나타

낸 반면 끝 벽 출구의 경우에는 출구 바로 전 위치에서 높은 상향류를 나타내었다. 끝 벽

출구의 경우 실질적인 유출부 영역이 전체 침전지 전장의 10% 정도까지 감소되므로 부유

고형물질이 침강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되어 침전지의 성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출

구 전방에서의 강력한 상향류로 인한 고형물질의 재부상이 우려되었다.

끝 벽 출구의 최종 방류수 농도는 유입농도(Cin)로부터 침전지 종단에서 0.3%를 나타내

었으나 수표면 출구웨어의 경우에는 전체 수표면적에서 방출되는 평균농도로 계산하여야

한다. Fig.4.33(b)에서 알 수 있듯이 최종 방류수의 농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99% 이상

의 제거효율을 나타내었고 중간 수심에서 계산된 농도는 끝 벽 출구가 비교적 낮은 결과를

제시하여 강력한 상향 흐름이 존재하기 전에 대부분의 고형물질이 침강된 것으로 판단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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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33 Flow characteristics with the configuration of out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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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 차원 모델

■ 3차원 프로그램 검증

2003년 11월에 실시한 추적자 실험결과로부터 최종침전지 3개 영역(유입부, 침강부, 유출부)

에 대한 체재시간분포곡선(Residence Time Distribution Curves)을 3차원 프로그램으로부터 계

산한 RTDs 결과와 비교하여 Fig. 4.35 ~Fig. 4.37 에 나타내었다. 특히 2차원 모델에서 실제 침전조

유입속도와 측벽 전단력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사성 추적자의 측정위치를 변경하여 모델

을검증하였으나 3차원 모델에서는 실측된폭방향 측정위치와동일한지점에서 모델검증이이루

어졌다.

개발된 3차원침전조모델은크게두개의 하부모델(sub-model)로 고농도의고형물질이 유입

되는 정상상태 모델(steady state model)과 방사성 추적자가 순간 투입되는 비정상 상태 모델

(unsteady state model)로 구성되어 있다. 부유고형물질이 유입되는 3차원 정상상태 모델(3-D

steady state clarifier model)로부터 침전조 내부 유동장 및 농도장이 우선적으로 계산되며, 이로

부터 방사성 추적자의 거동을 계산하기 위한 3차원 비정상 상태 모델을 실행하여 추적자의 시간-

농도분포곡선을 각계측기가 위치한격자점으로부터 도출한다.

특히 3차원 침전조 모델은 운동량 지배 방정식(momentum equation)에서 고형물질에 의한

밀도차로부터 발생하는 강력한 부력의 영향(buoyancy effect)으로 인해 계산도중 발산 및 변동

(divergence and oscillation)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수렴(Convergence)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본

모델에서는 계산결과의 수렴을 위해 반복 계산시 유동에 대한 완화계수(Relaxation factor)를 다

음식과같이조절하여 적용하였다.

  
  

  



 

여기서 
 = 전단계 반복계산(iteration)에서 계산된값

α  =완화계수

이외에도 3차원 침전조 모델의 검증을 위해 입구 난류 강도에 대한 조직적인 변수연구를 수

행하여난류입구강도(turbulent intensity)를 3%로 설정하였다.

3차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부터 계산된 RTDs 는 침전지 수표면 근처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좁은폭의 포물선 형태의곡선을 나타내었다. 이는 3차원 모델에서주유동방향(z 방향)으로강력

한 밀도류를 형성하여 폭방향 (x 방향)과 수직방향 (y 방향)으로 대류확산에 의한 영향이 비교적

적게반영되었기때문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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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Ds곡선에서 최고농도 도달시간은 침전지 전 영역에걸쳐추적자 실험결과와 일치하였으

나 초기농도 도달시간은 침강부와 유출부에서 약간 지체되어 검출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그러

나 초기농도 도달시간은극미량의 추적자농도의 검출시간을 나타낸것으로 이와같은 차이는 침

전지의 유동특성을평가하는데 있어큰영향을 미치지않을것으로 사료된다.

2차원 프로그램결과로부터 도출한 RTDs 곡선과 달리 3차원 프로그램으로부터 계산된

RTDs곡선은 수표면에 위치한 3차원 형상의 출구웨어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였기때문에 유출부

최고농도도달시간이 Fig. 4.37 에서와같이실험결과와 비교적 일치하고있다.

■ 방사성 추적자 거동

Fig.4.38 은 검증된 3차원 장방형 침전조 프로그램으로부터 폭기조 후단에 투입된 방사

성 추적자의 시간에 따른 거동을 폭방향 2.5m의 YZ 면에서 나타낸 것이다. 폭기조 후단에

주입한 방사성 추적자는 침전지에 형성된 밀도류의 영향으로 침전지 바닥을 따라 흐르다

가 출구웨어를 통해 유출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Fig. 4.38 (a)는 방사성 추적자의 시간에 따른 농도분포로 10분 후 추적자는 입구 분배

조를 지나 배플 뒤쪽 바닥부에 고농도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추적자는 침전지 내부에 형

성된 강력한 바닥 밀도류로 인하여 바닥에 고농도 영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Fig. 4.38 (b),

(c), (d)에서와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류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수표

면 역흐름으로 인하여 추적자는 Fig. 4.38 (d)와 (e)에서와 같이 배플 뒤 상부에서 농도가

일정시간 동안 지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90분 후 추적자는 침전지 전장의 3/5 지점까

지 도달하였으며 이후 유출부의 상향흐름으로 인해 Fig.4.38 (f)와 같이 3시간 후에는 수직

방향으로 고농도의 추적자가 빠져나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주입된 방사

성 추적자는 RTDs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6 시간 경과 후에는 대부분의 추적자가 침

전지를 빠져나가고 일부 미량의 추적자는 침전지의 정체된 영역에 머문 후 서서히 빠져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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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4 3-Dimensional grid generation of a final rectangular clar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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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5 Flow characteristics in the XY plane along the horizontal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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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6 Velocity vector fields in the YZ plane for a 3-D coordi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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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7 Velocity vector fields in the XZ plane for a 3-D coordin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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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8 Suspended solids concentrations in the YZ plane for a 3-D coordin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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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9 Suspended solids concentrations in the XZ plane for a 3-D coordin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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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0 Comparison of RTDs calculated from 3-D model in the inlet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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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41 Comparison of RTDs calculated from 3-D model in the settling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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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2 Comparison of RTDs calculated from 3-D model in the withdrawal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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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3 Radiotracer distribution with the elapsed time in a 3-D coordin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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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4 Radiotracer distribution with the elapsed time in a 3-D coordinate (c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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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산업생산공정에 추적자 이용기술 개발하여 이를 산업화하고 환경을 위한

추적자이용기술 확립 및 지원체재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사성추적자기술을 이용

한 산업공정 분석능력의 고급화로 정유, 화학, 시멘트 등 장치산업의 설계, 건설 및 운

전기술의 획기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환경 분야 추적자기술은 환경모델의 검증으

로 환경모델의 정확성 향상 및 환경관리기술 고급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사성 추적자 및 밀봉동위원소를 이용한 산업진단 기술의 산업화를 위하여, 고기능

추적자 계측장비/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으며,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의 실제 플랜트를

대상으로 다양한 현장 검증실험을 통해 개발기술을 산업체에 기술이전을 하였다. 환경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는 추적자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안환경 추적기술을 개발하고

월성 및 해운대 해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연안 정비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하수처리장의 침전조 구조변경 효과와 저수시설의 누수현

상 규명을 위해서도 활용하였다. 방사성추적자를 이용한 환경시설 진단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신기술 인증을 획득하였다. 이로 인하여

국내 환경시설 기술의 유용성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기술의 산업화을 위한 발

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고에너지 감마선 측정 및 영상 이미지 기법을 이용한 반응기 단

면 밀도측정기술개발 등 향후 신기술에 대한 기반연구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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