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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장치의 TRO 농도는(표 1) 0.5m일 때 0.3ppm, 1m 일 때

1. 개요 및 연구목적1
일반적인 선박평형수 처리 시스템은 미생물 살균을 위해

0.1, 1.5m일 때 0으로 1.5m의 배관 이후에 기준치(TRO

사용되는 산화제의 중화를 위해 중화처리 장치를 포함한다.

0.1ppm 미만) 이하로 유지 되었다. Tip의 TRO 농도는 0.5m

이러한 중화 처리장치의 구조는 외부로부터 중화제와 청수

일 때 0.15ppm, 1m 일 때 0.1, 1.5m 일 때 0으로 1.5m의 배

를 공급받아 혼합하고, 물과 혼합된 중화제를 저장하는 저

관 이후에 기준치(TRO 0.1ppm 미만) 이하로 유지 되었다.

장 탱크와 혼합된 중화제를 메인 배관으로 공급해 주는 중

Control의 TRO 농도는 0.5m일 때 1.25ppm, 1m 일 때 1.25,

화제 공급부로 구성된다. 이러한 중화제 공급부에서 밸러스

1.5m 일 때 0.22m, 2m 일 때 0.1ppm, 3m 일 때 0.07ppm으로

트 배관으로 물과 희석된 중화제가 주입될 때, 인라인 배관

적어도 3m 배관 이후에 기준치(TRO 0.1ppm 미만) 이하로

이 너무 짧으면 완전히 중화되지 않고 De-ballasting 되는 문

유지 되었다.

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라인 배관의 거리
에 따른 TRO 농도와, 일정한 유량의 인라인 배관에 추가적
인 와류 생성 장치 및 Tip을 설치하여 추가 장치들의 혼합

표 1. 중화제 희석을 위한 Tip/와류생성장치/Control 의 거리별
TRO 농도 비교

성능을 효과적으로 평가하였다.
Tip

2. 연구방법
실험에 사용된 중화제는 Sodium thiosulfate 이며 청수 :
중화제

=

1:1의

비율로

희석하였다.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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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은

520ml/min 이였으며, 인라인 배관의 유량은 20m/sec, TRO
10ppm 으로 유지하였고 TRO는 Hach의 DR900을 이용하여
측정했다.

3. 결과 및 고찰
TRO 10ppm, 유량 20m/sec의 인라인 배관에 Sodium
thiosulfate 50%을 520mL/min으로 Injection 시켰을 때의 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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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m

4. 결 론
본 연구는 기존의 중화처리 장치의 물리적인 문제점을 실
험을 통해 규명하였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장치 적용 가능성을 확증 하였다. 해당 연구는 기존 선박평
형수 처리 시스템에서 중화제 희석 및 중화제 투입부 기계
설계를 위한 기초연구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