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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G  알고리즘을 이용한 해수취수시스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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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 해수취수시스템의 경우 해수오염, 부유물질, 취수의 불안정 및 유지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해수취
수의 어려움이 발생하곤 하였다. 이와 같은 단점을 극복하고자 매설식 해수취수시스템을 개발하여 격포항에 설치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의 거동을 검토하고자, 수질관측 및 3차원 수치모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취수시스
템에 대하여 총 5회에 걸쳐 COD, 총질소, 총인, PH 그리고 부유물질에 대하여 수질분석을 수행한 결과, COD, 총질
소, 총인, PH의 경우 취수 전 ‧ 후 저감 효과는 미미하였다. 그러나 부유물질의 경우 수산용수 1급 5 mg/L 이하로 정
화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수치모형은 유한체적법 기반의 CFX 모형과 RNG k-  알고리즘을 선정하였으며, 여과사, 외
부관 지름 및 두께를 재현하기 위해서 다공성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수치모의 실험을 수행한 결과, 2중관 구조가 
내외부 관 사이의 공간에 의해 압력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흐름 상태나 안정적인 취수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분
석되었으며, 취수관을 다열 배치하였을 때 중앙 취수관과 비교하여 양쪽 취수관에서 유량이 0.98배로 감소하였지만 
유동의 간섭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Abstract  Seawater intake systems have significant problems due to seawater pollution, suspended solids, unstable 
intake and maintenance etc. An underground type seawater intake system was newly developed to overcome the 
existing weaknesses and was facilitated in Gyukpo port. In this study, to check the performance of the new 
system, the samples for water quality and the 3-D numerical modeling test were conducted. The five times test 
included the COD, total nitrogen, total phosphorus, pH, and suspended solid for the intake system. The analyses 
show that the COD, total nitrogen, total phosphorus, PH showedminor changes before and after. On the other 
hand, the change in suspended solids was significant and water was purified below 5 mg/l, first level fisheries 
water, after. The numerical model adopted the RNG k-  algorithm and the CFX model based on the finite 
volume method. The porosity algorithm was used to reproduce filtered-sand, outer diameter, and thickness. The 
numerical results showed that the double pipe is advantageous in that it provides a uniform pressure between 
the inner and outer pipe for the flow to be stable. In addition, the use of multiple intake pipes did not interfere 
with the discharge reduction of 0.98 at the both intake pipes compared with the central intake pipe."

Key Words : Underground-type Seawater Intake System, Double Pipe, Porosity Method, RNG k-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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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해수는 해수담수화, 발전소 냉각수, 해양심층수에 의

한 음용수, 어항의 어시장 공급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때 사용되는 해수를 취수하는 방법은 
직접 해수를 취수하는 방식(Open seawater intake)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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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Small individual seawater intake
Seawater Intake

in outside the harbor 

Seawater Intake 

in inside the harbor 

intake 

system

▪direct intake from individual 

sources using small pump

▪intake from outer port using submerged 

pump and conveyance to storage

▪intake from inner port using pumping 

and direct piping system

amount ▪small sized intake ▪medium sized intake ▪medium sized intake

Advantage

▪easy to install and maintain ▪relatively good water quality ① good water quality as result of sea 

water filtering

② less variation of the amount of intake

③ maintain clean facility

Shortcoming

① vulnerable to suspended 

materials from inner port

② expensive to maintain

① require large pump capacity due to 

long pipe line

② weak to weather condition

➂ difficult and expensive to maintain 

outer port facilities 

① high initial expenses due to

   broad and deep digging

② temporary intake system

   needed during maintenance

③ difficult to construct due to

   large sized pipe burial

④ difficult to repair after

   subsidence of large pipe

⑤ long construction duration

[Table 1] Methods of Seawater Intake System

수층에서 취수하는 방식(Beachwell intake)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 해수를 취수하는 방식의 경우 연안의 해
수오염 및 부유물질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때 전처
리설비가 복잡해지고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단점이 있
다. 이러한 단점으로 인하여 최근에는 깨끗한 원수를 얻
을 수 있는 해수 대수층에서 취수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해수 대수층에서 취수하는 방식의 경우 시
설 및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어항 주변의 어시장에 해수를 공급
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내에 시공된 해수취수시스템으로
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알려져 있고 이들의 장단점을 분
석하면 Table 1과 같다. 이처럼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 해상 기상에 민감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해수를 취
수할 수 있는 시설, 최대한 유지관리가 용이한 시설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외 경우 소규모 해수취수
시스템에 대한 개선 방안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며, 정수
공정에서 유공관을 설계함에 있어서 전산유체역학적 기
법을 활용하여 유공관 설계인자들을 도출한 연구는 진
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수공정에서 유공관의 경우 균
등한 압력으로 일정한 유량을 유출시키는 설비로 취수
시 최대한 균등하게 유량을 취수할 수 있도록 설계인자
를 도출함에 있어서 유사하기 때문에 기존 연구결과들 
검토하였다.  

조영만 등(2010)은 정수공정에서 상용 CFD 프로그램
인 Fluent을 이용하여 유공관에서 유공의 직경, 개수, 배
치간격, 길이 등 설계인자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유공
관 설계에서 유공 면적비가 작아질수록 유출 균등성은 
그에 비례하여 향상되며 또한 동일한 면적비에서 유공

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유출량 균등성은 향상된다고 제
안하고 있다[1]. 또한 조영만 등(2011)은 정수공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압력수 확산공정에 대해 혼합거리, 확산
관의 크기, 위치 등을 전산유체역학 기법을 활용하여 제
시하였다. 상용 CFD 프로그램 활용은 정수처리공정의 
진단과 개선에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정수공정 효울 증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 제안하고 있다[2]. 김지호 등(2013)은 취수관 폐색을 
제어하기 위한 매설식 해수취수시스템 개발에 대하여 
현장검증 및 3차원 수치모의 실험을 통해 매설식 해수취
수설비의 타당성을 제안하였다[3]. 홍익대학교 과학기술
연구소(2011) 및 김태원 등은 CFX 모형을 이용하여 근
거리 해수취수시스템에 대하여 3차원 수치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4, 5].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해수취수시스템에서 제기된 문
제점들을 최대한 개선한 매설식 해수취수시스템에 대하
여 검토하였다. 현재 격포항에 설치되어 있는 매설식 해
수취수시스템에 대하여 전산 유체역학적 진단을 통해 
설비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수치해석 방법
은 향후 해수취수시스템 설치에 설계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수치해석 방법

2.1 RNG k-ε알고리즘

격포항에 설치된 매설식 해수취수시스템에 대하여 3
차원 수치모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몇 가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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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결해야 한다. 첫째 2 mm 여과사를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 둘째 여과층 내에 매설되어 있는 2중관 구조에
서 외부관의 경우 지름 및 두께가 몇 mm 정도를 이를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 매개변수 계산 및 기법을 적용하였다. 

여과사의 경우 2 mm 단위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여과사를 단위입자로 인식하여 수치모의 격자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공극을 갖는 솔리드로 해석할 수 
있는 다공성 알고리즘(Porosity algorithm)을 적용하였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투수계수 추정방법 중의 
하나인 Creager가 제안한 입도별 투수계수에서 을 
평균입경 2.0 mm로 가정하면 투수계수( )는 1.8 cm/s 
이다[4, 6]. 따라서 이 투수계수를 식 (1)에 대입하여 계
산하면 손실계수(Quadratic coefficient)는 1.341×108이며, 
이 값은 여과사의 물성치로 수치모의 프로그램 입력자
료로 적용하였다.

    

 ․ 


(1)




 


 ․ ․  (2)

여기서, 는 투수계수(m/s) = 0.018 m/s, 
[․  ]는 여과사내 유체속도,  는 여과유량 
= 7,500 t/day = 0.0868  , 는 여과면적 = 21 m 

x 11 m = 231  ,  는 여과사 공극률 = 0.3,  는 
해수밀도 = 1,028  , 는 중력가속도이다. 

외부관은 중심간격 5 mm, 직경 2 mm의 구멍을 갖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관과의 간격은 6 mm이다. 
취수관의 길이는 20 m로 관경의 길이와 비교하여 외부
관 직경 및 두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수치기법상 유한요
소법 및 유한체적법이더라도 이를 정확히 재현하기는 
격자 생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을 극복하기 위해서 외부관은 공극을 갖는 솔리드로 가
정하여 해석하였으며, 관의 두께 또한 얇아서 해석의 수
렴성이 낮아지므로 관의 두께를 4배 늘려서 해석하였다. 
동일한 압력손실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원래의 손실계
수의 1/4을 적용함으로써 외부관의 두께가 증가하였어
도 외부관을 통과한 후의 압력손실은 동일하게 된다. 외
부관의 손실계수는 식 (3)으로 구할 수 있다. 

    

 ․ 




(3)




 

 ․  ․  ․  (4)

여기서, 는 환산 계수 =      ,  

는 로 실험을 통해 결정되는 변수,  
는  

로 실험을 통해 결정되는 변수,   = ,  

 =  , 는 여과사내 유체속도 = 

 ․  ․    = 7.830×10-3 m/s,  는 외
부관 유공의 직경 = 0.002 m,   는 외부관 공극
률 = 0.16 =  , 는 해수의 동점성계수 = 1.17×10-6 

 ,  는 중력가속도이다. 식 (3)과 (4)를 이용하여 
계산된 손실계수는 × 이다. 외부관의 두께를 
4배 확대하였기 때문에 실제 적용되는 손실계수 값은 
×이다. 

해수취수시스템에 대하여 수치모의를 수행하기 위해
서는 수치기법상 유한차분법을 기반으로는 하는 모형은 
몇 mm 간격에 대하여 격자를 구성하는 것이 어렵기 때
문에 유한요소법 또는 유한체적법을 기반으로하는 모형
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모형은 CFX이다. CFX는 
ANSYS 사에서 개발한 3차원 유체해석 프로그램으로 
수치기법은 유한체적법이다. 지배방정식은 연속방정식, 
운동량 방정식 그리고 Volume fraction 운송방정식이다. 
지배방정식과 메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FX에서 제공
하는 난류모형은 zero 방정식, standard    방정식, 

RNG    방정식, Reynold Stress 방정식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zero 방정식, standard    방정식보다 
계산 시간은 길지만 복잡한 난류 흐름을 더욱 정확하게 
모의할 수 있기 때문에  RNG    방정식을 선정하였
다. Reynold Stress 방정식은 와점성계수를 가정하지 않
는 모형으로    모형들보다는 너무 계산시간이 길기 
때문에 선정하지 않았다. 본 모형은 해석 대상이 매우 
복잡한 형상을 가졌다 하더라도 형상 및 격자를 생성할 
수 있으며, 고체와 유체의 접촉면에서의 흐름을 정확하
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7].

본 연구에서는 취수관 길이와 비교하여 유공의 제원
이 너무 작은 경우에 대하여 수치모의를 수행하는 방법 
및 취수시설에 대하여 수리학적 기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여과성에 대한 수질개선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질관측을 
수행하였다. 

2.2 매설식 해수취수시스템

현재 격포항에 설치된 매설식 해수취수시스템은 부유
몰질 농도가 높아 양질의 해수를 직접 취수하기 곤란한 
해안에서 해중에 여과사를 이용한 여과지를 설치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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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질이 저감된 해수를 2중관 구조의 취수관을 이용하
여 직접 취수하고, 취수된 해수를 어촌 등 사용처에 직
접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시설은 여과된 해수를 취수함
으로써 취수시설의 효율을 극대화하였으며, 취수지에 직
접 강제 역세척 장치를 설치하여 취수관의 폐색으로 인
한 취수시설의 가동중단을 효율적으로 방지했다. 매설식 
해수취수시스템은 기존의 해수취수시스템(소규모 개별 
해수취수시스템 및 항외 해수취수시스템)이 갖고 있던 
단점인 취수 수질의 불안정성에 따른 어류폐사, 공급수
량의 부족 및 고가의 유지관리비 문제를 해결한 취수시
설이다. 

격포항에 설치된 매설식 해수취수시스템(Fig. 1 참조)
은 취수관 주변 2 mm 직경의 모래를 여과제로 이용하여 
취수성능과 역세척 효율을 높였으며, 여과사의 두께는 
취수관 중심으로 상부는 2 m, 하부 1 m 포설하여 여과
성능을 높였다. 격포항의 경우 간조와 만조의 차이가 7.0 
m로 해수면의 복원력을 이용하여 여과에 가해지는 투과
압력을 변화시켜 여과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지역적 
잇점을 가지고 있으며, 간조시의 수위와 여과사의 상부
가 일치하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다. 취수관은 스트레이
너형과 유공관형의 장점을 조합한 2중관 구조로서, 외부
관은 타공판을 둥굴게 말아 내부관의 외측에 연속적으
로 용접하여 구성하였다. 내‧외부관 사이에 6 mm 간격
을 둠으로써 서로 다른 크기를 가지는 유공이 형성된 내
외부관 사이의 유입/유출압 버퍼 공간을 형성하였다. 외
부관은 여과사가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압력
집중에 의한 여과사의 석화현상으로 내부관의 유공이 
폐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관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직경 2 mm의 타공판으로 구성하였다. 강제 세척시
설로서, 산기관을 통한 공기분사와 취수관을 통한 역세
척수의 공급으로 여과사의 공극을 메우는 슬러지를 부
유시키고 부유된 슬러지를 포집관을 통해 포집하는 방
식으로 여과사를 주기적으로 세척할 수 있는 장점을 가
지고 있다. 또한 매립설치로 취수관, 역세척장치 등을 해
저 지반에 매립하여 폭풍 등 외력에 의해 해수취수시스
템의 손상을 방지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였고, 
해수 취수부를 해저 지반에 매립함에 따라 취수지역의 
해상 기상 악화에 따른 파손을 최소화하여 해수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해수 취수 및 공급을 위한 
펌프, 역세척을 위한 송풍장치 등을 콘크리트 구조물의 
펌프실 내부에 배치하여 펌프 등의 고장 확인 및 수리가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유지관리 인원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하였다. 

 

(a)                       (b)
[Fig. 1] Underground-type Seawater Intake System

         (a) Seawater Intake Facility (b) Pipe

2.3 유지관리 시스템

현재 격포항에 설치된 매설식 해수취수시스템의 경우 
관리인원이 취수 현황을 수기로 작성하고 있는 실정이
다. 작성 항목들은 시간, 조위현상(밀물 또는 썰물 현황 
등), 펌프 작동 유무 등이다. 이와 같이 수기로 작성하는 
것보다는 향후 유지관리 시스템(Fig. 2 참조)을 설치할 
경우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설치 시스템 구상
은 다음과 같다. 

조위관측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구축한 국가해양관
측정보와 연계한다면 조위 변화에 따른 취수량을 정확
히 표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감시제어시스템에서 조
위변화에 따른 취수량 검토 및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보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통
해 자료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향
후 스마트폰과 연계한 표출시스템을 적용한다면 현장에
서 관리자가 손쉽게 해수취수 관리시스템을 관리 운영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Maintenance Control System

Tidal Observation Supervisory Control System
- Connection to tidal 
  observation data of 

KHOA

-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intake pump

- check up gross duty of water

Information History System
- Date arrangement for tidal, 

intake pump, gross duty of 
water, etc

[Fig. 2] Maintenance Control System 

 
3. 결과 및 고찰

3.1 여과층을 이용한 전처리

여과층을 설치한 목적은 우선적으로 부유물질 저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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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소규모 해수취수시스템의 경우 어항 주변의 어시
장, 회센터 및 횟집에 해수를 주로 공급하는 용도로 이
용되는데, 부유물질이 함유된 해수의 경우 어류에 악영
향을 미친다. 부유물질의 유기성 성분은 물속에 체류하
면서 분해되어 DO를 소모시키는 작용을 하며, 무기질소
와 무기인 등의 무기성 성분 등은 부영화현상을 일으키
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어류의 아가미에 부착되어 
어류를 폐사시키기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
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과층을 설치하여 수질 모
니터링을 수행하였다. 검토한 수질항목은 COD, 총질소, 
총인, PH 그리고 부유물질에 대하여 격포항 주변 외항
과 내항 그리고 취수된 해수에 대하여 COD, 총질소, 총
인, PH 그리고 부유물질 수질항목에 대하여 저감효과를 
검토하였다. 측정일자는 2011년 8월 30일부터 10월 30
일까지 총 5회에 대하여 수질측정을 수행하였다. 수질 
모니터링 결과, COD, 총질소, 총인, PH의 경우 취수후 
저감 효과가 미미하였다. 부유물질의 경우 해양환경기준
에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하천수 수질환경기준
의 경우 수산용수1급, 2급의 부유물질 기준이 25 mg/l 
이하로만 제시되어 있어 변별성이 없으므로 호소수 수
질환경기준을 검토한 결과, 어류를 장기간 보전하는데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질의 경우 호소수 
수질환경 기준상 15 mg/L 이하(수산용수 2급), 5 mg/L 
이하(수산용수 1급) 이하로 제시되어 있다. 부유물질 개
선효과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는 Fig. 3과 같으며, 여과층
을 이용하여 취수된 해수는 수산용수 1급 5 mg/L 이하
로 정화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3] Result of Suspended Material (SS)

3.2 2중관 구조

격포항에 설치된 매설식 해수취수시스템은 2중관 구
조로 일 계획취수량은 7,500 이며, 3개의 취수관
에서 취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취수관으로

0.029  (= 29.75  )가 취수되도록 펌프가 설
치되어 있다. 원래 격포항의 취수시설은 4개의 취수관을 
갖지만 1개는 예비용으로 실제 취수시는 3개의 취수관
만 사용한다. 따라서, 금회 수치모의 경우 상류 경계조건
은 수위, 하류는 펌프로 강제취수를 하기 때문에 계획취
수량 조건을 부여하였다. 

설치된 해수취수시스템의 경우 4개의 취수관(지름 
0.5 m)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여과층에 매설된 취수관의 
경우 투수계수가 0.018 m/s로 취수시 2.5 m 간격으로 배
치된 취수관 사이의 간섭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격자 생성문제로 인해 하나의 취수관만 
모의하였다. 현재 취수관 내 유공배치 현황은 Table 2와 
Fig. 4와 같다. Fig. 5는 단일관 수치모의 격자 생성도이다. 

[Table 2] Holes Interval and Number for Pipe

1 2 3 4 5 6 7 8

Upper Holes Interval (m) 0.8 0.6 0.5 0.5 0.5 0.5 0.5 0.5

Number of Holes 3 4 5 5 5 5 5 5

[Fig. 4] Sketch of upper holes

 

[Fig. 5] Grid Generation for Intake Pipe

    section

outer pipe
1 2 3 4 5 6 7 8

Nothing 4.03 4.06 3.98 3.89 3.64 3.68 3.29 3.19 

Exist 4.31 3.74 3.68 3.52 3.60 3.60 3.56 3.76 

[Table 3] Intake Discharge for each section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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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외부관 유‧무에 대하여 취수관으로 계획취수량
이 유입되는지를 검토하였다. Table 3은 Fig. 3에서 표시
된 구간별 유입유량을 검토한 결과이다. 외부관이 없는 
경우 유입최대유량과 최소유량의 차는 0.873 kg/s, 구간
별 유입유량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 0.336 kg/s인 반
면, 외부관이 있는 경우는 유입최대유량과 최소유량의 
차는 0.788 kg/s, 구간별 유입유량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
과, 0.255 kg/s이다. 이처럼 외부관을 갖는 2중관 구조의 
취수관 형태가 좀 더 균등하게 유량을 취수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부관 유‧무에 대하여 유속분포를 검토한 결과는 
Fig. 6, 7과 같다. Fig. 5는 종방향에 대한 유속분포도를 
검토한 그림이며, Fig. 6은 Fig. 3에서 각각의 단면에 대
한 유속분포를 검토하여 XS#1, 4, 8번 단면에 대하여 유
선 및 유속 벡터도를 도시한 그림이다. 외부관이 없는 
경우는 취수부에서 멀어질수록 유속분포는 편향되고, 불
규칙한 흐름이 분포하였으며, 큰 와류(vortex)가 발생하
였다. 이는 취수관으로 유입되는 흐름의 특성이 불균등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외부관이 있는 경우는 관 
내부에서 흐름특성이 대칭적이며, 안정적인 형태로 취수
부까지 고른 유속분포가 발생하였다.

(a)

(b)
[Fig. 6] Velocity Distribution for x-z cross section

         (a) There is not outer pipe.

         (b) There is outer pipe. 

            (a)                     (b)

 

(c)                       (d)

 

(e)                       (f)

  

(g)                       (h)

 

(i)                         (j)

  

(k)                        (l)
[Fig. 7] Velocity Distribution for y-z cross section

         There is not outer pipe. (a) (c) (Section 1) 

         (e) (g) (Section 4)      (i) (k) (Section 8)

         There is outer pipe.     (b) (d) (Section 1) 

         (f) (h)  (Section 4)      (j) (l) (Section 8)

3.3 다열관 분석

취수관을 2.5 m 간격으로 3열로 배치되어 있을 경우, 
취수시 간섭 현상을 검토하였다. 이때 취수관 20 m,  3
열에 대하여 격자를 적용할 경우 계산 시간 및 저장 용
량의 한계로 인해 관의 길이는 5 m로 설정하여 분석하
였다(Fig. 8 참조). 상류 경계조건은 수위, 하류경계조건
은 취수량 조건을 부여하였다. 

수치모의 결과 취수량은 좌열이 29.25 kg/s, 중앙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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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 kg/s, 우열이 29.29 kg/s로 가운데 기준으로 양옆이 
약 1.6 % 감소하였다. 그러나 1.6 %의 취수량 감소는 취
수량 변화에 큰 영양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현재 설치된 2.5 m의 간격이 주변 관의 영향을 
주지 않는 적절한 간격이라고 판단된다. 취수부에서 2.5 
m 떨어진 부분에 대하여 유속분포를 검토한 결과, 취수
시 간섭현상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8] Grid Generation for multiseriate pipe

[Fig. 9] Velocity Distribution for multiseriate pipe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해수취수시스템에서 제기된 문
제점들을 반영하여 격포항에 설치된 매설식 해수취수시
설에 대하여 수질모니터링 및 3차원 수치모의 실험을 수
행하여 수리학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2011년 8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5회에 대하
여 수질항목은 COD, 총질소, 총인, PH 그리고 부유물질
에 대하여 격포항 주변 외항과 내항 그리고 취수된 해수
에 대하여 수질분석을 수행하였다. 수질 모니터링 결과, 
COD, 총질소, 총인, PH의 경우 취수후 저감 효과가 미
미하였다. 부유물질의 경우 DO의 고갈, 부영화현상 유
발, 어류의 아가미에 부착되어 어류를 폐사시키기는 원
인이 되기 때문에 호소수 수질환경 기준에 의거하여 검
토한 결과, 여과층을 이용하여 취수된 해수는 수산용수 
1급 5 mg/L 이하로 정화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매설식 해수취수시스템에서 2 mm 여과사 및 2중관 
형태로 구성된 취수관에서 외부관 유공의 지름 및 두께
가 몇 mm에 불과하여 이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공극을 
갖는 솔리드로 가정하여 해석하였으며, 또한 수치기법에

서 유한체적법을 기반으로하는 CFX 모형을 선정하여 
현재 설치된 취수관에 대한 수리학적 거동을 해석하였다. 

외부관이 있는 경우, 즉 2중관 구조가 내‧외부 관 사
이의 공간에 의해 압력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흐름 
상태나 안정적인 취수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
으며, 취수관을 다열 배치하였을 때 양측의 유량이 0.98
배로 감소하였지만 간섭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격포항에 설치된 해수취수시스템은 여과층 내 
취수관을 매설하는 방식을 통해 부유물질 저감 및 2중관 
구조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취수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설치방법 및 
검토결과는 향후 해수취수시스템 설계시 기초자료로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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