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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수장,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의 배출수 처리공정에서 고 농도의 슬러지 선별, 이송 및 약품 투입량 조절을 위한 

기준으로 슬러지 농도계가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슬러지 농도계의 정도 향상과 문제점 개선을 통해 배출수 처리

공정의 운영 효율화와 자동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센서를  다중빔으로 설계 및 최소편차 선형평균 필터링을 적

용하여 농도계의 정도 향상과 안정성을 실현하였으며, 부단수 방식의 센서  착탈 설계로 배출수 시설  운영중에도 유

지관리가 가능토록 하였다. 이렇게 구현된 다중빔 방식 슬러지 농도계의 성능을 Pilot Plant를 통하여 다양하게 검증

하였다.

ABSTRACT

A concentration meter is widely used at purification plants, sewage treatment plants and waste water treatment 
plants to sort and transfer high concentration sludge and to control the amount of chemical input. This study has been 
prepared for improving efficiency of operation on sludge processes and to establish a basic for factory automation by 
accuracy improvement and problem solution of sludge concentration meter.  The concentration meter’s accuracy and 
stability is improved by applying multi-beam sensors and minimum deviation linear average filtering. Furthermore 
maintenance without cut-off of water in sludge operation is possible by detachable sensors. The performance of 
multi-beam concentration meter has been variously verified by the  pilot plant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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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수장,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의 배출 슬러지 처

리공정에 고농도의 슬러지 선별 및 슬러지내 포함된 수

분제거를 위하여 다양한 탈수설비(밸트 프레스, 필터 

프레스, 원심 분리기등)를 운영하고 있다[1,2].
배출수 처리 공정의 제어를 위하여 배관내 흐르는 슬

러지 농도값을 측정하여 약품투입량(Polymer등) 조절

을 위한 중요한 인자로서 농도계가 사용되고 있으며, 
설치 및 구조가 간편하고 가격이 저렴한 초음파 농도계

가 가장 많이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다[3]
고농도의 슬러지 인발 및 탈수과정의 적정한 약품투

입, 탈수기 연동운전 등을 통한 운영 원가절감은 물론 

배출슬러지의 감소 등 환경보존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슬러지 자동배출시스템 구축에 농도값은 자

동화 공정의 중요한 인자로 활용되어 진다. 그러나 기

존의 농도계는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정도관리가 필요

한 구조로 되어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정도가 떨어져 결

국 공정제어용이 아닌 감시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

으로 슬러지 자동 배출시스템에 적합한 초음파 농도계 

개발이 필요하다[4,5].
현재 국내 농도계는 대부분 외국산 수입제품에 의존

하고 있으며, 제품이 고가이고, 단종이나 고장 등에 따

른 신속한 유지관리가 어렵다.
보급률이 높은 초음파농도계의 경우 1조의 초음파 

송·수신 센서를 탑재하여 농도를 측정하는 싱글빔 방

식으로서 슬러지에 함유된 이물질(Gas, Air층)이 혼입

될 경우 감쇄량이 증가하거나 초음파가 수신부에 전

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 결과로 실제 농도값 

보다 낮 은 값을 출력하거나 헌팅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슬러지가 정체된 상태에서 최초 슬러지 공급펌프가 

가동될 경우 일정시간 동안 슬러지 형상이 안정화되지 

않아 측정값이 불안정 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관
내에 센서를 삽입하여 측정하는 유통형 농도측정방식

으로 인해 운영시 센서 표면의 슬러지침착에 따른 센서 

감도와 오차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6,7] 
농도계의 유지관리를 위해 먼저 슬러지 처리공정을 

정지하여야 하며, 농도계를 탈착하기 위해 농도계의 

Flange를 풀 경우 그림1와 같이 배관 내 잔류 슬러지가 

유출되게 된다. 또한 별도로 설치된 청수 배관에서 청

수로 슬러지 농도계 배관 내부를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하며, 탈착시 전문공구 준비와 Bypass배관에 설치된 밸

브 작동을 하여야 한다. 

그림 1. 공구를 이용한 센서 탈착 및 배관내 슬러지 유출

Fig. 1 Removal sensors using tools and discharging of 
sludge from the pipeline

그림 2. 드레인배관 막힘현상과 교정을 위한 청수라인

Fig. 2 Stopped drain pipeline and clear water pipeline 
for correction

초음파 농도계의 교정 작업시는 상기 배관의 청소를 

완료한 후 농도계 배관라인에 교정시약(청수)을 투입

하여 0점 교정(보정)작업을 하여야 하는 등 많은 인력

과 10시간 이상의 작업 소요시간 및 열악한 작업환경

으로 교정 작업이 거의 어려운 실정이며, 그림2에서와 

같이 교정 작업을 위해 검출부에 드레인 밸브와 청수

유입 배관이 설치되었으나 드레인 밸브의 슬러지 막힘 

현상 및 청수에 슬러지 함유로 교정의 정확도가 떨어

진다.
또한 센서 교체나 교정 작업을 위해 별도의 바이패스 

배관을 설치하는 등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되고 있으며 

배관내부에 슬러지가 체류하게 된다.
배출된 슬러지는 매립, 해양투기, 소각 등의 방식으

로 처리되어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국제적으

로 슬러지 해양투기방지법이 규정됨에 따라 배출슬러

지에 대한 절감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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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국가 R&D 연구과제로

서 “중소기업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을 ㈜리테

크와 공동으로 수행하여 배출수 처리시설 운영 중에도 

유지관리와 세정 및 교정 작업이 가능하도록 부단수 방

식의 농도계 개발과 싱글빔의 단점을 개선한 다중빔 방

식을 접목한 초음파 슬러지 농도계를 개발하여 슬러지 

농도계의 정도향상과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Ⅱ. 초음파 농도계의 원리

초음파란 일반적으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

수 (20 ~ 20,000Hz) 이상의 음파를 말하며, 전파 속도가 

물질의 특성에 따라 다르고, 전파 중에 이물질이나 매

질의 경계면을 만나면 반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각

종 계측 센서나 비파괴검사, 의료 영상 진단 등에 활용

된다[9,10].
초음파농도계는 그림 3과 같이 초음파 센서를 배관

에 삽입시켜 송신자에서 발사된 초음파가 유체내 슬러

지에서 감쇄 되어 수신자에게 전달되며, 초음파 감쇄량

의 정도를 연산해서 슬러지 농도를 측정한다. 초음파의 

감쇄량은 유체내의 슬러지농도에 따라 비례 증가하며 

이를 이용하여 농도값을 산출한다[11,12].

  

그림 3. 초음파농도계 측정원리

Fig. 3 mesurement principal of ultrasonic concentration 
meter 

슬러지 농도계별 측정원리를 표1과 표2에 기술하였

으며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현재 초음파 슬러지 농도

계가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다.

표 1. 농도계 측정원리-1
Table. 1 measurement principle of concentration meter-1

초음파 농도계 가압소포식 초음파농도계

단관에 초음파 센서를 삽

입시켜 각각의 송신자 에

서  발사된 초음파가 유체 

내 슬러지에서 감쇄 되어  

 수신자에 전달되며, 초음

파 감쇄량의 정도를    연산

해서 슬러지 농도를 측정

하는 방식

주기적으로 일정량의 슬러지를 

SAMPLING 하고, 슬러지 중의 

기포를 실린더를 이용하여 가압

제거한 후 초음파식과 같은 방법

으로 농도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가압소포를 위하여 콤프레셔,조
작패널 및 기계설비가 부속품으

로 필요.

표 2. 농도계 측정원리-2
Table. 2 measurement principle of concentration meter-2

마이크로파 농도계 광학식 농도계

배관을 흐르는 피측정물에 마이

크로파를 주사시켜 피측정물을 

투과한 후의 수신파의 속도변화

를 위상지연형식으로 감지하여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

물 또는 액중에서 현탄(분
산)되어 있는 물질에 따라 

광이 산란되어 투과광이 감

소되고 산란광이 증가 하는 

것을 이용하여 농도를 측정

표 3. 측정방식별 농도계 설치현황(K-water)
Table. 3 current installation status of concentration 
meters in K-water 

구   분 측정원리 종   류 보급률

광학식 광학식 근적외광 산란방식 5%

초음파 
비소포식

초음파 감쇄법 80%
가압소포식

마이크로파
반사강도식 반사파 강도감쇠법

15%
위상차방식 투과파의 위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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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초음파 다중빔 농도계 설계 및 개발

3.1. 개발 개요

정수장의 분배조 ↔ 저류조 ↔ 탈수기 구간과 하·폐
수처리장의 슬러지 처리공정(1차 침전조, 농축조, 폭기

조, 2차 침전조, 저류조, 탈수기등)의 슬러지농도를 실

시간 계측할 수 있도록 부단수식의 센서 탈부착 및 휴

대용 교정 장치를 통해 세정 및 교정 작업과 유지관리

가 편리하도록 하였다. 다중빔 방식의 설계와 측정값의 

필터링을 통해 기포의 영향을 최소화 하였고, 정도개선

과 안정적인 출력값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3.2. 농도계 구성도

그림4는 초음파 농도계 구성도로서 농도계는 단관 

FLANGE 취부형태로 배관에 장착되어 실시간 슬러지

농도에 대한 감쇄량을 측정하는 검출부와 검출부에서 

수신된 감쇄량을 연산과정을 거쳐 외부로 농도값을 디

스플레이 장치로 표시 및 전기적신호 또는 통신방식으

로 출력하는 변환기로 구성된다.
오염된 센서의 주기적인 공기 세정을 위한 자체내장 

콤퓨레셔와 센서 교정을 위한 휴대용 교정 Kit를 설계 

개발 하였다.

그림 4. 초음파 농도계 구성도

Fig. 4 Structure of ultrasonic concentration

3.3. 변환기 설계 및 기능

변환기 전체 설계 규격은 표4와 같으며, 싱글빔 방식

의 단점인 기포나 Gas유입시 실제 농도값 보다 낮게 측

정하거나 헌팅 하는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그림5
의 농도계 변환부 블록도와 같이 초음파 송·수신 센서

를 4조로 구성하여 개별 센서로 부터 입력되는 측정값

들의 상호 편차를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가장 편차가 큰 

값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의 측정값을 산술평균 함으로

서 센서 중에서 교정 불량 또는 고장이나 기포 등으로 

인한 측정오차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5. 농도계 변환부 블록도

Fig. 5 Block diagram of concentration’s convertor

표 4. 변환기 설계 규격

Table. 4 Converter design specifications

항 목 설계 규격

초음파 

송.수신 

회로

각 송.수신회로가 독립적으로 4채널로 구성되

어 3MHz 교류신호를 송신하였을 때 수신회로

에서 측정된 전압을 이용하여 송신값의 감쇄정

도를 연산

표시부 LCD WG1286A 128X64DOT

절환부
증폭1회로를 통해 송.수신 4회로의 신호를 절

환한다.멀티플렉서 MX399

증폭부
수신신호가 일정레벨이 되도록 발신신호를 증

폭, 증폭기 VCA810, GAIN 80dB(±40dB)

CPU CPU HD64F2357F (Hitachi, 16BIT Micro 
processor)

메모리
ROM 128Kbyte, RAM 8Kbyte, 외부메모리

(RAM 256Kbyte),클럭 20MHZ

알람

출력부

DRY CONTACT농도값 HIGH/LOW 설정 및 

접점 출력

출력부 4  ~ 20 mA, RS485(MODBUS) 통신

배관내 슬러지 흐름이 없을 경우 슬러지가 침강하였

다가 최초 슬러지공급(이송)펌프가 기동하면 일정시간 

동안 배관내 슬러지 유체형상이 불균일하여 측정값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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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크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림6에서처럼 슬러지공급펌프

의 최초 기동 후 일정시간 경과부터 농도 측정을 시작

하는 조건운전기능을 구현하였다.(지연시간 설정: 초단

위 최대300s)

그림 6. 조건운전 Flow Chart
Fig. 6 Flow chart of conditional operation

3.4. 검출기 설계 및 기능

그림 7과 같이 검출기는 SUS로 제작하여 부식을 방

지하도록 하였으며, 센서 표면은 초음파 지향성을 고려

하여 최대한 곡면으로 처리함으로써 슬러지 침착을 최

대한 억제하도록 하였다.
센서 탈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초음파센서 케이

블을 콘넥터식으로 제작하였으며 휴대용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보정)작업을 고려하여 IP67등급으로 제작

하였다. 초음파 송·수신 센서는 채널1, 채널2, 채널3, 채
널4의 4SET의 다중빔을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하

였다.
      

그림 7. 농도계 검출기 설계 및 개발

Fig. 7 Designing and development of concentration’s 
convertor

운영중 센서에 슬러지 침착을 억제하기 위해 그림 8
와 같이 콤프레셔를 판넬에 내장하였으며, 세정라인은 

유체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센서 하단부에 홀

(1.5mm)을 통해 센서 표면으로 공기를 분사하여 주기

적으로 자동세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8. 자동세정운전 Flow Chart개발

Fig. 8 Development of auto cleared operation flow chart

그림 9와 같이 부단수 방식의 초음파 슬러지 농도계 

설계로 유지 관리시 운영 중에도 센서의 착탈이 가능 

하도록 하여 기존의 바이패스 배관과 밸브의 설치가 필

요 없게 되어 설치비 및 공간이 절약되게 되었다.또한 

센서의 탈착시 전문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손으

로 쉽게 탈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9. 기존 농도계 배관구조와 신규 부단수식 배관구조

Fig. 9 existing concentration pipeline vs new non-cut off 
pipeline

3.5. 교정 Kit 설계 및 기능

그림 10과 같이 배관 구경별 교정이 가능한 휴대용교

정 장치를 개발하여 초음파센서 교정(보정)작업을 2시
간 이내 쉽고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하였다. 

좌·우 대칭으로 초음파센서를 삽입할 수 있도록 하우

징을 설치하였으며 가장자리 초음파센서 송신판은 고

정되어 있고 휴대용 교정 장치 내부에 초음파센서 수신

판 슬롯이 배관구경별로 설치되어 구경 변경이 가능하

도록 하였다.
센서 교정(보정)작업은 먼저 초음파 농도계 구경과 

똑같이 휴대용 교정 장치의 구경을 초음파센서 수신판

을 이동 삽입하여 동일하게 한 후 초음파 농도계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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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된 초음파 송·수신 센서를 인출하여 휴대용 교정 장

치에 좌·우 대칭으로 삽입하고, 0점 교정(보정)은 청수

에서 초음파센서 채널별로 측정된 초음파 감쇄값을 입

력하면 완료되며  LAB 교정은  LAB 시약을 넣은 후 0
점 교정과 같이 채널별로 측정된 초음파 감쇄값을 입력

하면 모든 교정 작업이 완료된다.

그림 10. 휴대용 교정 Kit
Fig. 10 Portable correction kit

Ⅳ. 실험 및 결과 고찰

4.1. 실험개요

설계 및 개발한 초음파 다중빔 슬러지 농도계의 성능

을 시험하기 위하여 표 5 및 그림 11과 같이 Pilot 설비

를 구성하고 그림 12 및 그림 13과 같이 저류탱크에 표

준농도의 기준이 되는 카올린분말과 청수를 혼합하여 

표준농도 별 싱글빔 농도계와 초음파 다중빔 농도계가 

측정하는 실시간 데이터를 상호 비교 하여 성능을 평가

하였다.

표 5. Pilot Plant 주요구성 설비

Table. 5 Major component facilities of pilot plant 

구    분 규    격 비    고

저류탱크 및 

교반기(SUS)
 5㎥교반기 

0.75KW
시료수 저장 및 

침강방지

슬러지공급펌프
2.2KW

인버터 운전
시료수 공급

전자유량계 전자식100A 유속 측정

초음파농도계 4CH 100A 농도측정

압력계, 온도계 0-10kg/cm 온도, 압력 감시

공급라인 SUS 100A

RTU
(데이터 로거) Cimon 실시간 데이터 

저장

그림 11. Pilot Plant 전체 구성도

Fig. 11 Process pilot plant

교정작업

(영점: 청수)

시료수 유입

(카올린용액으로 제조)

계측 및 저장

데이터 비교

그림 12. Pilot Plant 시험 절차

Fig. 12 Experiment procedure of pilot plant 

그림 13. Pilot 시험

Fig. 13 Pilot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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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방법 및 결과

카올린용액 1.45%, 1.8%, 1.91%, 3.69%의 시료수를 

제조하여 저류탱크에 일정 수위가 되도록 넣은 후 설치

된 순환 펌프를 기동하여 시료수가 순환하도록 한다. 
배관에 설치된 싱글빔 방식 농도계 데이터와 다중빔 방

식 농도계 데이터(4개 센서)의 산술평균값과 오차를 상

호 비교하였다.
실험결과 카올린 표준용액 1.45%에 대하여 그림14

에서와 같이 싱글빔 초음파농도계는 0.86%, 다중빔의 

경우 0.7%의 오차를 보였다. 
그림15는 카올린 표준용액 1.91%에 대해서 싱글빔 

초음파 농도계 –0.49%, 다중빔 농도계 –0.3%오차를 

보였다. 

그림 14. 싱글빔과 다중빔 데이터 값(표준농도 1.45%)
Fig. 14 Data between single beam and multi beam 
(standard concentration 1.45%)

그림 15. 싱글빔과 다중빔 데이터 값(표준농도 1.91%)
Fig. 15 Data between single beam and multi beam 
(standard concentration 1.91%)

다음으로 초음파 다중빔 농도계의 4개 센서에 대한 

측정값의 전체평균방식과 센서의 농도 측정값중 편차

가 가장 큰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의 센서값에 의한 

선별평균(최소편차선형평균) 방법을 상호 비교하였다.
실험결과 그림16과 그림17 에서와 같이 카올린표준

용액 1.8%에 대하여 전체평균은 –0.72%, 선형평균은 

–0.39%, 카올린표준용액 3.69%에 대하여 전체평균은 

–0.68%, 선형평균은 0.17%의 오차를 보여 전체적으로 

싱글빔 보다는 다중빔이 다중빔 중에서도 전체 평균보

다는 선형평균처리를 할 경우 훨씬 오차 정도가 우수하

고 안정성도 향상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림 16. 다중빔 농도계 전체평균과 선별평균(농도 1.8%)
Fig. 16 Whole average and selected average of multi 
beam(concentration 1.8%)

그림 17. 다중빔 농도계 전체평균과 선별평균(농도 3.69%)
Fig. 17 Whole average and selected average of multi 
beam(concentration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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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향후 연구

부단수 방식의 초음파 다중빔 슬러지 농도계 설계 및 

개발로 기존 농도계의 가장 큰 문제점인 세정 및 교정 

작업, 유지관리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신속하

면서도 간편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Pilot Plant 실험을 통하여 측정데이터에 대한 

최소 편차 선형평균 필터링을 적용하여 개발한 농도계

가 기존 농도계보다 정도 향상과 데이터의 안정성 측면

에서 우수함을 검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수장,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등 슬

러지 처리 공정의 운영 효율화 및 자동화에 기여하고 

운영 원가절감은 물론 배출 슬러지 감소 등 환경보존까

지 효과를 기대하는 슬러지 자동 배출시스템 구축에 필

요한 농도계로 활용될 수 있으며 국내 농도계 수입 의

존도를 탈피하여 수입대체와 국내 관련 산업의 활성화

도 기대가 된다.
향후 실제 플랜트에 적용하여 현장에서의 적용성과 

실제 측정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알고리즘 적용 연구 개

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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