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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0mg/L로 대폭 강화되었으며, 슬러지의 장기 체류에
따라 발생되는 망간 및 클로로포롬 등이 문제시 되고 있

배출수 슬러지는 원수로부터 바람직하지 못한 성분

는 실정이다.

을 제거하는 많은 공정에 의해서 발생된다. 하·폐수처
리장 슬러지의 처리·처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

또한, 각 사업장에 따라 제조사별로 상이한 제어로직

행되어 왔으나, 정수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의 처리 처

프로그램을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로 정수장에 공통으로

분에 대해서는 많은 환경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

적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모듈로 개발함으로서 배출수

구하고 상대적으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 고도화 및 물시장 개방화에 따른 IT 분야 경쟁력을

하지만 정부의 배출수 시설에 대한 관심과 수질관리기

강화하여 과학적인 공정 운영으로 방류수 수질의 안정화

준의 강화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및 운영 효율 향상하고자 본 과제를 수행하였다. 상하수
도 공정감시제어용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정수장 배출수 처

Data Acquisition) 시스템을 살펴보면, 40여 개의 정수

리시설은 24시간 연속적으로 운전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장에 9개사 감시제어설비(DCS, PLC)에 탑재되어 있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현장제어, 원격감시 형태로 주간,

다. SCADA에 탑재된 제어로직은 제조사별 종속적이

주중에만 운영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운전

고 정수장 환경에 따라 개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태는 수자원공사 및 주요 지자체가 유사하다. 이러한

사용 언어 또한 상이하여 호환성이 없고, 전문 개발자

운전 방식은 배출수 단위공정에서 부분적 자동(주로 수

만이 프로그램 구현 및 변경이 가능함으로써 고비용이

위연동) 운전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방류수 수질 강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 자동화

화에 따라 SS(Suspended Solid) 농도 20mg/L에서

프로그램에 오류 발생 시 자체 문제해결이 어렵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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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HMI(iWater)

감시제어설비
현장 설비

■HMI(Human Machine Interface) 표준화
- 자체 표준화 브랜드 iWater 사용
•사용자 편의성 향상
•통합 운영 HMI 구현 용이성

■제조사별 다양한 감시제어설비
- 40개 정수장에 9개사 설비
•유지보수 효율성 저하
•구축 및 유지보수 시 비용 과다

그림 1. 제어로직 구현 위치 비교

슬러지 발생량 자동 산출
①수집기 : 원격자동운전
②슬러지 자동 배출, 적체 해소
③침전지 배슬러지지 연계운전
: 유량, 수질, 수위, 시간

①수집기 : 원격자동운전
②배출수지 배슬러지지 연계운전
: 유량, 수위

착수

①회수수질개선
TMS

수위계
①슬러지 적정 배출
②누수감시·차단

침전지

배출수지 유량계
유량계

유량계

방류

회수

다기능감시
수위계
수집기

재처리시설
①상징수 수질(10mg/L) 준수
②월류 weir 균등
③계면측정 신뢰 향상

수위계

방류조
복합탈수기
약품자동주입장치
액상폴리머

분배조

유량계

저류조
①수집기 : 원격자동운전
②슬러지 균질 배출
③조정조-농축조 연계운전
: 수질, 계면, 유량, 수위

슬러지 잔류량 자동 산출

배슬러지지
유량계, 농도계
유량제어

농축조
①균등 분배

유량계, 농도계

탈수기둥
유량계, 농도계

①설계슬러지(97%↓) 배출
②슬러지 자동 배출, 래빗홀 방지
③농축조-저류조-탈수기
연계운전 : 유량, 계면, 농도, 수위

슬러지 배출량 자동 산출

탈리액수조

①탈수기 자동운전
②효율 향상(함수율 75%↓)
③탈리액 저감

슬러지 처리량 자동 산출

그림 2. 정수장 배출수 공정 운영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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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다 상이한 SCADA 사용으로 기술력 축적의 한계

된다. 배출수 공정 운영은 낮은 자동화 수준, 운영 인력

가 있다. 따라서, 그림 1에서와 같이 감시제어설비가 아

에 의한 수동운전으로 이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닌 별도의 HMI(Human Machine Interface)와 연계한

를 통하여 정수처리공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

S/W 제어로직 구현으로 제조사 종속성을 탈피하고, 표

록 설비 개선 및 S/W 로직을 구현하였다. 그림 2는 일

준화된 로직을 구현이 시급한 상황이다.

반적으로 운영되는 정수장 배출수 공정운영 흐름도이
며, 각 공정 연계자동운영을 위한 모식도이다.

2. 본 론

1) 공정 운영 효율화를 위한 설비개선
배출수 공정에서 처음 슬러지가 발생되는 침전지는

일반적으로 배출수 처리공정은 정수처리공정으로부

배출수 전 계통 부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터 침전 또는 여과 슬러지가 유입되며 회수·조정·농

부하 절감을 위해 기존 Butterfly에서 유압식 Ball V/V

축·탈수 및 처분의 단계로 구분된다. 최초 침전지에서

로 개선하여 슬러지 발생량을 대폭 절감하였다. 조정조

슬러지가 배출되어 도착되는 조정시설(배슬러지지, 배

(배슬러지)는 침전지에서 유출된 슬러지를 처리하며,

출수지), 농축시설(농축조, 저류조) 및 탈수시설로 구성

기존에는 슬러지의 오랜 적체로 인한 혐기화로 특정수

비고
- M : 밸브용 Motor
- P : Pump
- D : 농도계(Density Meter)
- L : 수위계(Level Meter)
- T : 슬러지 두께 측정기(Thickness Meter)
- SS : 수질계측기
- COD : 수질계측기
- pH : 수질계측기

스케줄러

침전지
M

D

L
M

P

회수펌프

배출수지
M

[1,996㎡]

M

[1,440㎡]

스케줄러,
수위제어

스케줄러, 수위
체류시간제어

배슬러지
M

P

[3,926㎡]

L

M

농도, 수위
체류시간제어
M

P D

[109㎡]
스케줄러,
수위제어

T

농축조
M

SS COD pH

M

P D

SS

방류수

이차침전지

- 침전지 : 대차(스케쥴), 밸브(PLC)
- 배슬러지 : 펌프(SS, 체류시간, 수위, 운영시간), 교반기(수위)
- 농축조 : 펌프(체류시간, 수위, 농도, 운영시간)
- 저류조 : 펌프(탈수기 연계)
- 탈수기 : 가동/정지/저류조 수위, 운영시간)

그림 3. 배출수 연속/연동운전 제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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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배출수 공정 실시간 물질수지 분석을 위한 메인 화면

그림 5. 침전공정 제어로직 구성화면

질 유해물질이 발생하였다. 이를 개선코자 산기관 형식

•메인 구성화면

의 Air Blower를 설치하여 혐기화를 방지하였다. 농축

배출수 단위공정에 대한 종합 감시화면으로 각 공정

조는 배슬러지에 유입되며, 슬러지와 탈수기 탈리여액

의 설비운영 상황을 표시하고, 공정별 슬러지 양과 고형

이 인입되었으며, Overflow 된 물이 하천으로 방류되

물 양을 표시하여 적체구간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고, 조 하부에 정체된 슬러지는 저류조로 이송된다. 탈

한 상단에는 알람 및 제어상황 발생 시 이벤트가 발생하

리여액에 의한 농축조 교란현상 방지를 위하여 조정조

여 근무자가 용이하게 인지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

로 배관을 이설하여 방류탁도 상승을 억제하였고, 장기
간 정체에 따른 망간/클로로포롬 문제를 해결코자 체류

•침전지 구성화면

시간을 72시간 내로 제한하여 운영토록 하였다. 저류

침전공정은 슬러지 수집기를 스케줄에 따라 제어하

조와 탈수기는 원심탈수기를 도입하여 함수율은 다소

는 공정으로 입력된 시간에 대차가 자동으로 가동되게

높아질 수 있으나, 설비 단순화를 통한 자동화에 유리

되며, 이때 슬러지 인발밸브 연동운전과 조정조 수위에

하도록 하였다.

따른 인발밸브 차단 등에 대해서는 PLC 로직을 이용하
여 운영토록 하였다.

2) 배출수 공정 자동화 제어로직 구현
그림 3에서는 배출수 공정 24시간 연속/연동을 위한

•회수조 구성화면

공정별 운영 방안을 기술하였다. 배출수 공정은 지속적

회수(배출수지)조는 회수펌프 자동제어를 위하여 기

으로 발생되는 슬러지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

존 PLC 로직에서 운영 중이던 수위에 따른 대수운전을

를 위해서는 각 지별 수위가 너무 낮게 혹은 높게 유지

제어로직에 구성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펌프 막힘 판단

하지 않도록 슬러지 이송펌프 및 밸브 제어가 필요하다.

및 호기별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제어하도록 하였다. 슬

이를 위해서 공정별 스케줄러 및 수위제어를 기본으로

러지 이송펌프는 수동운전 중이며, 밸브와 연동운전이

배출수 연속/연동운전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하였다.

구성되어 있지 않았고, 슬러지 계면계가 설치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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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면에 따른 제어가 불가하여 제어로직에서 스케줄링
에 의한 제어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조정지 구성화면
조정지(배슬러지)는 유입밸브는 침전슬러지 유입에
따른 수위 상승 시 Overflow 방지를 위하여 High High
수위 알람과 연동하여 유입밸브를 차단하고, High 수위
로 저하되면 밸브가 자동으로 Open 되도록 하였다. 기
존 PLC 시퀀스에서는 High High 발생시 Valve Close
신호만 연계되어 있었다. 슬러지 이송펌프 제어는 연동
그림 6. 회수공정 제어로직 구성화면

되지 않은 펌프와 밸브를 연동운전 가능토록 하였으며,
조정지 목표체류시간인 24시간 내 슬러지 배제를 위하
여 슬러지 이송펌프 회전수 제어를 하였다. 또한 방류수
수질 안정화를 위하여 COD와 SS 목표 농도 초과 시 이
송펌프 운전을 단계적으로 Off 하도록 구성하였다. 산
기관은 당초 이송펌프와 연동하여 이송펌프 가동 시에
만 동작하도록 시퀀스를 구성하였으나 망간농도가 높아
상시 운전하고 있으며, 산기관 운영을 위하여 최소 1m
이상의 수위를 유지하여야만 한다.
•농축조 구성화면
농축공정에서는 슬러지 이송펌프와 유입밸브를 제어

그림 7. 조정조 제어로직 구성화면

하고 있다. 슬러지 이송펌프는 농축조에 쌓인 계면높이
를 파악하고, 최소 수위 이상인 경우와 저류조 최대 수위
이하인 경우 수위 조건이 만족하게 되며, 이와 더불어 스
케줄링에 따른 해당 펌프와 선택된 밸브를 제어토록 하
였다. 유입밸브는 농축조 계면수위 High High 도달 시
Valve를 Full Close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때 탈
수기 및 조정조 이송펌프 등이 농축조 수위 등과 연동되
어 원활하게 작동되어야만 농축 분배조의 Overflow 발
생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농축조에 사용되
는 농도, 계면계 등은 계측기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으
므로 선택 배제 가능토록 구축하였다.

그림 8. 농축조 제어로직 구성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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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2차 침전지 제어로직 구성화면

그림 10. 탈수공정 제어로직 구성화면

그림 11. 공정별 설비운영 가능 여부 상태화면 구성

그림 12. 태그 기반 연계 운영 구성화면

•2차 침전공정 구성화면

심탈수기로 교체하였다. 탈수기는 저류조 수위, 폴리머

2차 침전공정은 진공흡입식 수집기로 주 1회 정도 가

탱크수위, 호퍼 중량 등과 스케줄러가 연계하여 운전이

동하고 있으며, 전진 명령과 후진 명령을 약 30분 주기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원심탈수기는 기동 및 정지 시

로 따로 내리고 있었다. 이를 제어로직에 개선 반영하여

일정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고려한 로직 설계가 필

요일과 스케줄 도래된 수집기를 가동하고, 전진 명령을

요하다.

수행한 후 후진 명령을 자동으로 수행토록 하였다.
•상태화면
•탈수공정 구성화면
탈수기는 기존 벨트프레스의 노후 및 복잡성으로 원

제어로직 화면은 상태화면을 두어 자동운전 가능 여
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자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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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 어떠한 원인으로 운영되지 않는지를 확인 및 조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태그 설정을 통하여 타 사
업장에도 손쉽게 적용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하였다.
댐 원수를 사용하고 있는 많은 정수장들이 배출수 망
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망간은 계측하기 까다로
운 항목으로 수질관리자가 간헐적으로 측정한 자료를

3) 데이터 분석을 통한 수질 안정화 방안

통해 분석한 결과와 배출수 계측인자와 비교분석하여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인하여 SS 및 망간/클

보았다. 수질시험을 통해 확보된 6~8월 사이 망간은

로로포롬 관리가 중요하다. 표 1에서는 지표 관리의 어

8ppm에서 2ppm으로 저감되었다. 이때 관련 자료를 분

려움을 겪고 있는 SS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원인

석한 결과 농축조 수위와 동일 추세선을 그리고 있음을

인자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정수처리를 위해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망간 발생 억제를 위해서 농

사용되는 활성탄 투입에 따른 SS 상승요인이 크며, 농

축조 수위를 낮게 운영하도록 하였다.

축조/조정조의 농도도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일반적으로 농축조 충격부하에 따른 SS 상승은

4) OPC 통신을 이용한 로직 범용화

운영자들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여 적정량을 농축조에

배출수 제어로직은 시범구축사업장을 통한 프로그램 검

공급하고 있어 데이터 상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증 후 국내 및 해외 사이트에 설치 가능하도록 OPC(OLE

방류수 SS 회귀분석 결과는 표 2와 같이 다중상관계

for Process Control)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다양한 HMI

수가 0.77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방류

와 연계운전 가능토록 개발되었다. 또한 분석을 위한 트

수 수질에 대한 사전 모델링 구성으로 수질을 예측하여

렌드 및 음성경보 등이 상호 연동될 수 있도록 하였다.

방류수질 안정화에 기여하리라 사료된다. 또한 방류수
SS, COD의 실시간 계측값을 받아 농축조에 유입되는
슬러지를 제어하여 하천에 방류되지 않는 조치 등을 취

변수

활성탄
투입량

농축조
농도

조정조
농도

상관계수

0.6

0.49

0.35

변수

원수
탁도

TMS PH

조정조
수위

상관계수

0.31

0.3

0.27

3. 결 론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정수장 배출수 처
리시설은 24시간 연속적으로 운전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주간, 주중에만 운영하고 있다. 하천에 방류되는 수질
은 SS(Suspended Solid) 농도가 20mg/L에서 10mg/
L로 대폭 강화되었으며, 슬러지의 장기체류에 따라 발
생되는 망간 및 클로로포롬 등의 문제시 되고 있는 실
정이다. 따라서, 배출수 전 공정(침전~탈수)의 물질수
지분석을 통하여 Time Scheduling 기반 연속/연동운

표 1. 방류수 SS 영향인자 상관관계 분석

전 실시로 국내 최초 배출수공정 자동운전 프로그램을
구분

다중
상관계수

결정계수

표준
오차

값

0.77

0.59

1.14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공정 제어로직 프로그램의 업체
종속을 탈피하고, 운영자의 휴먼 에러를 방지하고, 24

표 2. 방류수 SS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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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HMI 연계

분석 및 음성경보

해외 HMI 연계

그림 13. OPC 통신 및 음성경보 알림

또한, 기존 PLC 로직 구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Soft

것이다. 하천에 방류되는 수질 측면에서도 체류시간 제

ware 로직을 기반으로 하여 유사 사업장에 적용 가능하

어 등을 통하여 방류 탁도를 개선하고, 망간/클로로포

도록 개발하였다. 따라서, 40여 개소의 자체 사업장에 적

롬 등 발암물질 방류 등을 저감하여 하천 생태계 보호에

용을 통한 제어로직 구축비 절감은 물론 지자체 및 해외

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업장에도 적용한다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원고를 받습니다
월간 계장기술이 참신한 원고를 받습니다. 소장하고 있는
원고나, 평소에 소개됐으면 하는 내용을 기사로 작성하여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기고 기술정보 연재 산업동향
& 전망 / 자세한 사항은 본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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