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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40) BWMS에서 중화장치 이용 시 중화효율성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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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적인 선박평형수처리시스템(BWMS,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은 미생물 살균을 위해 사용되는 산

화제의 중화를 위해 중화처리 장치를 포함한다. 이러한 중화 처리장치의 구조는 외부로부터 중화제와 청수를 공급
받아 혼합하고, 물과 혼합된 중화제를 저장하는 저장 탱크와 혼합된 중화제를 메인 배관으로 공급해 주는 중화제 
공급부로 구성된다. 이러한 중화제 공급부에서 밸러스트 배관으로 물과 희석된 중화제가 주입될 때, 중화제의 최적
량을 투여하기 위하여 배관의 유량 및 교반 장치에 따른 중화효율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화장치를 통해 중화제가 주입된 후, 배관의 거리에 따른 TRO 농도변화를 통하여 De-ballasting시 
최적 유량과 중화 장치의 교반효율을 위한 와류생성장치의 변화에 따른 중화효율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배관의 유량에 따른 중화제(Sodium thiosulfate) 유량별 TRO농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수 20 L에 

Sodium thiosulfate 2 kg 을 섞어 중화제를 제조한 후, 전기분해장치를 통하여 TRO농도 10 ppm를 발생시킨 
후, 각각 배관의 유량 200 m3/h와 300 m3/h의 조건에서 중화펌프를 조절하여 배출되는 중간부와 후단부에서 
각각 채수하여 TRO농도를 측정하였다. 중화장치의 교반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와류생성장치의 형태변화
를 비교하여 각각의 TRO농도 변화를 확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Table 1. 중화펌프량의 변화에 따른 TRO농도 변화

중화펌프유량 중간부 TRO (ppm) 후단부 TRO (ppm)
9 s / 100 ml 0.8 0.7
10 s / 100 ml 1.0 0.9
14 s / 100 ml 2.9 2.8
16 s / 100 ml 5.5 5.2  

중화펌프유량 중간부 TRO (ppm) 후단부 TRO (ppm)
9 s / 100 ml 1.0 0.6
10 s / 100 ml 1.4 0.8
14 s / 100 ml 2.8 2.3
16 s / 100 ml 5.4 4.8

- BWMS 유량 200 m3/h, 전기분해장치 TRO농도 10 ppm 일 때    - BWMS 유량 300 m3/h, 전기분해장치 TRO농도 10 ppm 일 때

              

Fig. 1. 와류생성장치 A 타입.                  Fig. 2. 와류생성장치 B 타입.

각각 배관의 유량 300 m3/h일 때, 중화펌프의 유량이 커질수록 TRO농도가 낮아졌으며, 200 m3/h일 때와 비
교하면 중간부에서 0.1~0.4 ppm, 후단부에서 0.1~0.5 ppm정도 TRO농도가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배관
의 유량이 클수록 중화제의 교반효율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와류생성장치의 A 타입과 B 타입
을 비교하여 TRO농도를 측정한 결과 0.05 ppm정도의 TRO농도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와류생성장치의 변
화보다 배관의 유량에 따른 교반이 중화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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