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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F 다상유동 해석을 이용한 침사지 유동특성 연구

윤정환†

Study on flow characteristics of the grit chamber using VOF multi-phase flow 
simulations

Jong-Hwan Yoon†

Abstract It is essential to accurately predict the change in water level, velocity, and flow rate for each 
passage of the grit chamber according to the operating conditions of the pump. In this study, VOF 
multiphase flow analysis was performed, and the flow characteristics of the grit chamber were 
predicted. As a result of simulations, the sedimentation phenomenon after the entrance of the grit 
chamber channel is expected to occur on the side walls. When 6 channels are used, the average speed 
of the channels is about 52% of the design standard, and when 4 channels are used, the value 
increases to 74% of the design standard. The average water level in the channels tends to decrease 
as the flow velocity increases, and the water level in the absorption well with a larger flow rate is 
maintained lower than that in the absorption well with a smaller flow rate.

Key Words : Grit Chamber(침사지), CFD(전산유체역학), Multiphase Flow(다상유동), Free Surface
(자유표면)

1. 연구개요 및 연구목표

국내의 많은 하수처리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침사지(grit chamber)들이 가동 중이며, Fig. 1과 같

이 하수처리장은 일반적으로 침사지, 1차 침전지, 

포기조, 생물반응조, 2차 침전지, 총인처리설비, 소

독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침사지는 하수 처리과정

의 전반부에서 물에 비해 비중이 큰 흙이나 모래 

등의 침사물(sediment)은 바닥으로 침전시켜 제거

하고, 물에 비해 비중이 낮은 플라스틱이나 목재 

등의 부유물은 스크린 설비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다. 침사지 후단에 위치한 유입펌프장에 설치된 펌

프들을 이용하여 하수를 하수 처리장의 다음 단계

로 운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침사지가 정상적으

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 유입펌프장 및 펌프 속으

로 이물질이 흡입되어 하수처리장의 운전에 악영

향을 주거나, 심각한 경우 하수처리장의 운영을 중

단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침사지는 하수처리 

과정뿐만 아니라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설

치되어 토사 유출을 방지하는 데에 쓰이기도 한다.

하수처리장 내의 침사지와 관련한 최근 국내 연

구는 찾을 수 없었으며, 발전소 전단에서 유입되는 

유사를 제거하기 위한 침사지(sedimentation basin)

의 유동특성을 파악한 연구들과 1차침전지 혹은 2

차침전지 내부의 유동현상 및 입자거동을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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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figuration example of sewage treatment 
plant

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Choi 등 은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와 PIV(Particle 

Image Velocimetry)실험을 이용하여 장방형 침전지

의 유입배플 및 유출배플 위치 및 형태가 침전지

의 수리학적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가장 

효율적인 배플 위치 및 형태를 제안하였으며, Lee 

등은 침전지 내부유동을 모사하기 위하여 입자추

적기법을 이용한 CFD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입자 

직경이 입자 도에 비해 민감도가 큰 결과를 도

출하였다(1-2). Park 등은 장방형 침전지내에 설치된 

도류벽이 침전효율의 향상을 가져오기 위한 조건

을 제시하였으며, Kim 등은 입자추적기법을 이용

한 CFD 해석을 수행하여 유역변경식 수력발전소 

취수구로 유입되는 침사지의 침사효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대안들을  평가하였다(3-4). An 등은 침사

효율을 평가하기 위해 부유사 확산-이송 모형을 

기반으로 유사의 침강과 재부상을 모의할 수 있는 

유사모형을 적용하였으며, 고농도의 유사 세립자

의 유입에 따른 도류 형성과 부유사의 부력침강

을 재현하였다(5). Park 등은 국내 정수장 내에 운전 

중인 병렬 상향류식 침전지를 대상으로 CFD 해석 

및 ADV(Acoustic Doppler Velocimeter) 유동계측을 

이용하여 유출수의 수질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였

다(6-7). 또한 유출수의 수질 차이를 해결하기 위하

여 분배수로의 수리구조 개선안을 CFD를 이용하

여 최적화하고, 수질을 실측하여 개선안의 효율성

을 검증하였다. Choi 등은 정수장의 장방형 침전지

를 대상으로 Lagrangin 기법을 적용하여 플럭 입자

의 거동을 모사하여 침전지 효율을 검토하였다(8). 

환경부 하수도 설계기준은 침사지는 일반적으

로 하수중의 직경 0.15 mm 정도 또는 0.2 mm 이상

의 비부패성 무기물 및 입자가 큰 부유물을 제거

하여 방류수역의 오염 및 토사의 침전을 방지하고 

또는 펌프 및 처리시설의 파손이나 폐쇄를 방지하

여 처리작업을 원활히 하도록 펌프 및 처리시설의 

앞에 설치한다고 되어있으며, 침사지는 첨두유량 

유입시에도 그리트(grit)제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또한 침

사지의 평균유속은 0.30 m/s, 체류시간은 30~60초

를 표준으로 한다고 설정되어있다(9). 그러나 실제 

하수처리장 침사지 운전 중에는 계절적 요인에 따

라 유입 유량의 증감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설계

기준에 맞춰 운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실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침사물의 직

경 및 도 또한 환경부 기준에 비해 다양하며, 침

사물의 퇴적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주기적인 

준설 작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다. 특

히, 여러 개의 유로로 구성된 침사지에서 다수의 

펌프들을 구동하는 경우, 유입펌프의 운전조건에 

따른 각 유로별 수위 및 유속, 유량변화를 정확하

게 예측하는 것이 침사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에

서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 형상을 대상으로 상용 

프로그램 ANSYS CFX를 이용하여 VOF(Volume of 

Fluid) 다상유동 해석을 수행하고, 운전조건 변화

에 따른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의 유동특성을 예측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출된 유동해석 결과들은 

침사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전, 특히 침전특

성 예측을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해석방법 및 해석조건

2.1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의 형상

본 연구에 적용한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 흡수정

의 형상을 Fig. 2 에 나타내었다. 침사지는 6개의 

유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침사지 전단에 위치한 유

입부에서 6개의 침사지 유로로 균등하게 유동을 

분배하도록 설계되었다. 실제 침사지 유로에는 부

유물을 제거하기 위한 조목스크린, 세목스크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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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3D model of the grit chamber and 
absorbent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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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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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ertical central planes

Horizontal central 
plane

(b) Horizontal central plane

Fig. 3. Vertical and horizontal central planes used 
to display simulation results

세목 스크린과 침사물을 제거하기 위한 침사인양

기 등이 설치되어 복잡한 유로를 구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계장치를 제외한 침사지의 기본 

유로만을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각 유로의 

입구와 출구에는 상하로 움직이는 수문들이 설치

되어 각 유로들을 독립적으로 개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각 수로의 중앙부에는 주위에 비해 바

닥이 깊게 설계된 구간에 침사인양기가 설치되어 

퇴적된 침사물을 자동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설

계되어 있다. 침사지 유로 전반부는 수문을 통해 

유입된 하수의 속도를 감소시켜 침사물이 잘 침전

될 수 있는 적정 속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확대관 

형상으로 설계되었으며, 각 수로의 뒷부분은 다시 

축소관 및 출구 수문이 설치되어 있다. 흡수정에는 

6개의 유입펌프에 연결된 유입 파이프들이 위치하

고 있으며, 1~3 수로와 4~6 수로에서 유출된 하수

가 각각 나뉘어져 유입되도록 설계되었다. 상하 두 

개로 나눠진 흡수정의 중앙벽면에는 상단 흡수정

과 하단 흡수정 사이에 과도한 수위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결통로가 만들어져 있다.

Fig. 3은 결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 수직 

및 수평단면의 위치를 나타낸 그림이다. 침사지 각 

유로의 입구 수문에서부터 8m 거리 수직단면을 

침사인양기 전단, 33m 거리 수직단면을 침사인양

기 후단, 51m 거리의 수직단면을 흡수정 단면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각 수로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6

개의 수직단면을 각 수로의 수직중앙단면으로 정

의하였다.

2.2 VOF 다상유동 해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CFD의 지배방정식은 다

음과 같으며, 각각 질량, 운동량, 스칼라 보존방정

식을 나타낸다(10).



 




  (1)



 





  
















(2)



 




 



 





(3)

와 는 각각 검사체적과 검사면을 나타내며, 

는 검사면과 수직방향인 면적 벡터의 성분을 

나타낸다. 와 는 생성항 및 확산계수를 각각 나

타낸다.

다상유동 해석방법 중의 하나인 VOF 기법은 침

사지의 하수 유동과 같이 물과 공기사이에 명확하

게 자유표면이 존재할 때 유동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접근방법이다. VOF 기법은 지정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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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서 각 상(phase)의 체적비(volume fraction)를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여러 물성치의 전달 방정

식을 순차적으로 계산한다. 체적비는 각 상태의 존

재 확률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동해석과 동시에 자

유표면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침

사지 및 유입펌프장내 흡수정 내부유동은 하수와 

공기, 침전물 및 부유물 등의 입자로 이루어진 다

상 유동이기 때문에 물과 공기의 자유표면을 예측

하고, 하수 내부의 입자의 거동을 동시에 계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접근방법이지만, 해석 난이도 

및 정확도, 계산시간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물과 공기만을 고려하여 VOF기법을 적용한 2상 

유동해석을 진행하였다. VOF 해석에서는 각 위치

에서 개의 상이 존재하는 경우, 각 상의 체적비 

의 전체 합은 항상 1인 조건 


  을 만족

한다. 하나의 상태가 차지하는 체적 은 체적비 

와 검사체적의 곱   으로 표현되며, 

검사체적의 도는 각 상의 체적비와 도의 곱을 

모두 합한 값  


  으로 가정한다. 총압은 

정압과 각 상들의 동압을 각각 더한 

   





  으로 설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물과 공기 두 상의 체적비를 

제외한 나머지 물성치가 동일하게 전달되는 것으

로 가정하여 균질 다상유동(homogeneous multiphase 

flow) 해석을 진행하였다. 물과 공기가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는 침사지 및 흡수정의 유동해석에서

는 각 상의 물성치를 따로 계산하는 비균질 다상

유동 해석 방법이 비해 균질 다상유동해석이 계산

시간도 절약할 수 있으며, 안정적으로 수렴하는 장

점이 있다. 임의의 물성치 의 균질 다상유동의 

전달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 (4)

이때 속도는   




, 확산계수는 

 


로 각각 계산한다.

위의 식은 다음에 표시한 각 상태의 전달 방정

식들을 모두 합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

  ∇∙∇

 

(5)

이 때 는 상들 사이의 전달에 의해 증가한 값

을 나타낸다.

2.3 격자 및 해석조건

Fig. 4는 전체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 흡수정의 

격자형상을 나타내었다. 생성된 격자의  전체 엘리

먼트의 수는 8,076,211개 이며, 벽면의 경계층과 자

유표면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하여 ANSYS mesh

의 inflation 기능을 이용하여 최대 30개의 벽면 격

자를 구성하였다.

Table. 1에 해석을 수행한 6가지 해석조건을 나

타내었다. Case 1~3은 6개의 수문을 모두 열어 6개 

수로를 모두 사용한 경우이며, Case 4~6는 2번과 5

번 수로의 수문을 닫고 4개의 수로만을 사용하여 

수로 내부의 유속을 증가시켜 가능한 퇴적위치를 

후단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운전조건을 모사하였

다. 실제 운전은 모든 펌프를 자유롭게 가동할 수 

(a) Horizontal cross section

(b) Vertical cross section

Fig. 4. The mesh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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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simulation cases

Used Channel
Numbers

Flow Rate of 
Pump 2

Flow 
Rate of Pump 5

Case 1 1, 2, 3, 4, 5, 6 150,000 (m3/day) 150,000 (m3/day)

Case 2 1, 2, 3, 4, 5, 6 200,000 (m3/day) 100,000 (m3/day)

Case 3 1, 2, 3, 4, 5, 6 200,000 (m3/day) 0 (m3/day)

Case 4 1, 3, 4, 6 150,000 (m3/day) 150,000 (m3/day)

Case 5 1, 3, 4, 6 200,000 (m3/day) 100,000 (m3/day)

Case 6 1, 3, 4, 6 200,000 (m3/day) 0 (m3/day)

Table 2. VOF multiphase simulation condition

Analysis Type Steady State

Multiphase Model VOF Model

Number of Elements 8,076,211

Turbulence Model SST

Heat Transfer Model Isothermal

Turbulent Wall Functions Automatic 

Inlet Condition Opening Condition

Inlet Water Level 2 (m)

있지만, 해석에서는 상부와 하부 흡수정의 중앙에 

각각 위치한 2, 5번 펌프만을 구동하는 조건으로 

해석을 진행하였다. Case 1, 2, 4, 5의 펌프 총유량

은 300,000 (m3/day)으로 설계 기준치와 동일하며, 

Case 3, 6의 펌프 총유량은 200,000 (m3/day)으로 설

계 기준치 보다 낮은 유량에서 운전하는 경우를 

모사하였다.

Table. 2에 해석조건을 간략하게 나타내었다. 정

상유동해석을 진행하였으며, SST난류모델, 등온조

건, Automatic wall function 기능을 적용하였다. 입

구의 수위는 모든 케이스에서 2m로 고정하였으며, 

입구는 opening 조건으로 CEL(CFX Express 

Language)를 사용하여 고정된 압력 및 VOF 분포

를 설정하였다. 출구조건은 outlet으로 설정하였으

며, 각 펌프의 체적유량을 속도로 변환하여 입력하

였다.

3. 결과 및 토론

Fig. 5는 Case 1에서 VOF 다상유동 해석을 통해 

계산된 자유표면을 나타낸 결과이다. 자유표면은 

(a) Grit chamber and inlet section

(b) Pump station absorbent well

Fig. 5. 3D result of water and air free surface 
(Case 1)

물과 공기의 체적비가 모두 0.5인 면, 즉 물과 공기

의 체적비율이 50%인 면을 추출하여 계산되었다. 

국부적인 수위변화가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전

단에서 후단으로 진행함에 따라 수 cm 수준으로 

수위가 감소하고 있으며, 비정상적인 자유표면 파

동현상이 관찰된다. 유입부에서 침사지로 들어오

는 구간에는 유동을 원활하게 분배하기 위하여 설

치한 높이 2.1미터의 6개의 분배벽 상부에도 하수

가 넘쳐 고여 있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2번과 

5번 펌프와 연결된 파이프 이외의 4개의 파이프 

내부에는 펌프로 유입되는 유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표면이 존재한다.

Fig. 6은 펌프 가동조건 변화에 따른 수평 중앙

단면에서의 속도벡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유로가 약 45도 각도로 기울

어져 있으며, 비정상적인 거동으로 인하여 대칭적

으로 펌프를 구동하고 있는 Case 1 결과에도 완벽

한 대칭 결과를 보이지는 않는다. 각 침사지 유입

부에서는 제트와 유사하게 유동이 분출된 후 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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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

(b) Case 2

(c) Case 3

(d) Case 4

(e) Case 5

(f) Case 6

Fig. 6. Velocity vectors of the horizontal central plane

(a) Case 1

(b) Case 2

(c) Case 3

(d) Case 4

(e) Case 5

(f) Case 6

Fig. 7. Velocity vectors of the channel 1 vertical 
central plane 

의 폭이 증가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분출된 

유동은 제트폭이 증가함과 동시에 6개의 수로로 

유입되지만, 일부 유동은 상하 두 개의 큰 와동을 

형성하며 재순환하고 있다. 이 두 와동이 각 침사

지 유로에 대한 유동분배 및 전반적인 유동구조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침사지 

유로로 유입되는 유동의 진입각도는 수로에 따라 

명확하게 차이가 발생하여, 수로에 따라 상부 혹은 

하부의 벽면으로 향하고 있다. Case 1에서는 1, 2, 

4 번 수로 입구에서 하부로 향하는 유동방향을 보

이는 반면, 3, 5, 6 번 수로의 입구 수문에서는 상부

로 향하는 유동방향을 보인다. 그러므로 침사지 입

구에서의 퇴적현상은 수로별로 다른 특성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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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좌우 벽면에서 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구 수문 근처의 유동방향은 Case 2 에서도 2번 

수로를 제외한 다른 수로에서 Case 1과 유사한 특

성을 보인다. 2번 수로에서는 입구에서 볼 때 약간 

오른 쪽으로 향하던 유동이 좌측으로 이동한 특성

이 보이며, 이는 2번 수로 뒤에 위치한 펌프 2의 유

량이 증가함에 따라 2번 수로 내부의 유동이 직접

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Case 

3에서는 유입부의 제트유동의 방향이 상부로 급격

하게 휘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1번 

및 2번 유로로 유입되는 유동이 상부벽면으로, 즉 

앞에서 관찰할 때 왼쪽 벽면으로 치우치는 반면, 3

번 유로에서는 하부벽면으로 유동 방향이 변경됨

을 알 수 있다. Case 4에서는 Case 1과 동일한 전체 

유량을 유지하며, 유로를 축소하였기 때문에 유로

내의 속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입구에서의 유동의 방향은 1, 4 수로의 경우 하부

로 2, 6 수로의 경우 상부로 향하고 있다. 수문에서

의 속도는 1m/s 이상의 높은 값을 보이지만 수문

을 통과한 침사제거기 전단에서도 높은 유속이 관

찰된다. Case 5에서는1번 수로 입구의 수문에서 유

동의 방향이 상부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으며, 

Case 4에 비해 유속이 보다 증가한 것을 알 수 있

다. Case 6의 경우 Case 5와 비슷한 유동특성을 보

이지만, 4번과 6번 유로의 유속이 급격히 감소하여 

침사지의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흡수정 내부의 연결수로를 통하여 약간

의 유동이 발생하고 있지만 1, 3 수로와 4, 6 수로

의 유속차가 매우 큰 것을 관찰할 수 있다.

Fig. 7은 펌프가동 조건 변화에 따른 수로 1의 

수직중앙단면 속도벡터를 나타낸 결과이다. 입구 

수문에서 가장 높은 속도분포를 보이며, 수문상부

에서는 아랫방향, 수문하부에서는 상부방향으로 

유동이 진행하는 vena contract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수문을 통과한 유동은 전반적으로 상부로 향

하고 있으며, 이는 유입되는 수문의 중심 높이

(z=0.6m)가 중심 수위 (z=1m)에 비해 하부에 위치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류로 진행할수록 점

차 수심이 깊어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유동분포

를 보이며, 침사인양기 위치에서는 다시 상승하였

다 하강하는 유동분포를 보인다. Case 2는 Case 1

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반면, Case 3에서는 

입구 수문 근처에서 전혀 다른 유동특성을 보인다. 

이는 Fig. 6 의 결과에서 나타낸바와 같이 유로 입

구 수문에서의 유동방향이 상부에서 하부로 변경

되는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Case 4에서는 

유로의 개수가 6개에서 4개로 감소함에 따라 1번 

유로에서 유속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Case 5에서는 Case 4에 비해 침사인양기 

바닥에서의 속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Case 6은 Case 5와 유사하지만 전체적으로 

감소된 속도분포를 보인다. 수직 중앙단면에서의 

속도분포는 펌프가동 조건 및 수로에 따라 매우 

다양한 특성을 보이며, 수심 및 침사지 입구 수문

에서의 위치(x)에 따른 변화가 심한 것을 확인하였

다. 침사지내부의 적절한 유속은 0.3m/s로 규정되

어 있지만 이는 수로내부의 속도분포가 매우 균일

한 것을 가정하여 선정한 값으로 이에 대한 추가

적인 연구 및 침사지 형상변화에 따른 침전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8은 펌프 가동조건 변화에 따른 침사인양기 

전단의 평균속도를 비교한 결과이다. Case 1에서는 

전반적으로 대칭적인 형상을 보이며, 3(4)수로 1(6) 

수로 2(5)수로의 순서를 나타내었다. Case 2에서는 

1~3수로의 후단에 위치한 펌프 2의 체적유량을 이 

펌프 5의 2배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Case 1 과 유사

한 경향을 유지한 상태로 1~3수로의 평균유속이 증

가하고 4~5수로의 평균유속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

생하였다. Case 3에서는 Case 2와 동일한 조건에서 

5번 펌프를 정지시켰기 때문에 Case 2에 비해 전체 

수로의 유속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Case 1~2

의 평균속도는 설계기준의 52% 인 0.156m/s 로 낮

게 분포하여 침사인양기 전단에서 지속적인 침전

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의 수로를 가동한 

Case 4~5의 결과는 Case 1~2의 결과에 비해 높은 

설계기준 대비 74%인 0.222m/s 로 나타났다. 침사

지의 설계기준에 비해 침사인양기 전단의 속도분

포가 모든 케이스에서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침사

인양기 전단에서 퇴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전

반적으로 낮게 나온 속도값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입구 수위가 설계 입구 수위 보다 높기 때문에 발

생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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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3

(b) Case 4~6

Fig. 8. Area averaged velocity at the front of the 
grit remover

(a) Case 1~3

(b) Case 4~6

Fig. 9. Area averaged velocity at the rear of the 
grit remover

Fig. 9는 침사인양기 후단의 평균속도를 비교한 

결과이다. 침사인양기 전단에 비해 후단 수로폭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침사인양기 전단의 속도분포 

결과와 거의 동일한 형태를 유지한 채 평균속도의 

크기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침사인양기 전단

의 속도분포는 침사물이 침사인양기 구간에 적절

하게 퇴적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전침

사인양기 후단의 낮은 속도분포는 흡수정 쪽으로 

입자들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Fig. 10은 수로별 수직중앙단면에서의 수위변화

를 나타낸다. 초기 수위 2m로 유입된 하수는 흡수

정까지 약 10cm 정도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Case 1의 경우 각 수로별 수위차는 크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침사지 입구 수문(x~0)을 통과할 

때 에너지 손실이 크게 발생하여 수위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침사지 내부 수

로 (0<x<40)에서는 수로별 수위차에 비해 하류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파동에 의한 수위차가 

더 크게 관찰된다. Case 2에서는 미세하지만 1~3 

수로의 수위가 감소하고, 4~6수로의 수위가 증가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Case 3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보다 확연하게 나타난다. 펌프 2와 펌프 5

를 동일한 유량조건으로 운전하는 Case 1에 비해 

펌프 2의 상대적인 유량이 증가하는 Case 2에서 

수로 1~3으로 진행하는 유속이 증가하여 더 큰 에

너지 손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위를 유지하는 현상이 관찰된다. 수로 4~6에서

는 유속의 감소로 인해 에너지 손실 또한 감소하

여 진행 방향으로 수위 변화가 작아짐에 따라 전

반적으로 높은 수위분포를 나타낸다. Case 3 에서

는 전체 유량이 Case 1~2에 비해 33% 감소하였기 

때문에 모든 수로에서 수위가 상승한 현상이 관찰

된다. Case 4는 Case 1과 유사하게 수로별 수위의 

차이를 분별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4개의 유로만

을 사용하여 각 수로에서 평균속도가 증가한 관계

로 수위가 Case 1에 비해 더 낮게 형성되었다. Case 

5에서는 Case 4의 유사하지만 수로 1~3의 수위가 

보다 감소하고, 수로 4~6의 수위가 증가하는 특징

을 나타냈으며, Case 6은 Case 4와 5에 비해 수위

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보인다.

Fig. 11는 펌프 가동조건 변화에 따른 침사인양

기 전단 평균수위를 나타낸다. Case 1에서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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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

(b) Case 2

(c) Case 3

(d) Case 4

(e) Case 5

(f) Case 6

Fig. 10. Elevation of the free surface along the 
channel’s vertical central planes.

(a) Case 1~3

(b) Case 4~6

Fig. 11. Area averaged elevation of the free 
surface at the front of the grit remover.

수로에서 거의 동일한 수위를 유지하는 반면, Case 

2에서는 수로 4~6의 수위가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

다. Case 3에서는 전반적으로 수위가 증가하지만, 

수로 4~6의 수위가 수로 1~3에 비해 높은 경향을 

유지한다. 4개의 수로만을 사용하는 Case 4~6의 결

과는 Case 1~3의 결과와 유사한 수위 분포를 보이

지만, 유속 및 에너지 손실이 증가하여 수위가 낮

게 형성되었다. 

Fig. 12는 침사인양기 후단의 평균수위로 Fig. 11

의 침사인양기 전단과 거의 동일하거나 미세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후단으로 유동이 진행할

수록 벽면 전단응력으로 인해 수위가 점차 감소하

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침사인양기 뒷부분에 위치

한 축소부와 유출 수문으로 인해 수위가 상승하는 

요인이 동시에 존재하여 침사인양기 전단 및 후단

의 수위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Fig. 13은 흡수정의 평균수위로 Case 1에서는 흡

수정 상하부의 수위가 거의 동일하며, Case 2에서

는 유속이 증가한 흡수정 상부의 수위가 감소하고 

유속이 감소한 흡수정 하부의 수위가 상승하였다. 

Case 3에서는 유량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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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3

(b) Case 4~6

Fig. 12. Area averaged elevation of the free 
surface at the rear of the grit remover.

(a) Case 1~3

(b) Case 4~6]

Fig. 13. Area averaged elevation of the free 
surface at the absorbent well.

수위가 상승하지만 흡수정 상부가 하부에 비해 낮

은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Case 4~6의 결과는 Case 1~3의 결과와 정확하게 

동일한 경향의 움직임을 보이지만, 마찰저항 증가

로 인해 흡수정의 수위가 전반적으로 낮게 형성되

었다. 이러한 결과들에서 동일한 입구수위 조건에

서 수문을 이용하여 열려있는 침사지의 개수를 감

소시키면, 침사지 내부에서 유속과 마찰저항이 동

시에 증가하여 침사지 후단 흡수정의 자유표면 수

위를 낮추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Fig. 14는 펌프 가동조건 변화에 따른 수로별 질

량유량 결과를 나타낸다. Case 1에서는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유량이 감소하는 특성이 보이며, 수로 

1과 수로 6에서 최저값을 보인다. Case 2에서는 수

로 1~3의 유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수로 

4~6의 유량은 감소하는 특성을 보인다. Case 3에서

는 수로 4~6의 유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며, 수로 

1~3의 유량 또한 약간 감소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Case 4에서는 중앙의 유로 3과 유로 4에서 높은 유

량을 갖는 반면, 중앙에서 먼 유로 1과 유로 6에서 

10% 정도 낮은 유량을 갖는다.

(a) Case 1~3

(b) Case 4~6

Fig. 14. Comparison of mass flow rate of the grit 
chamber chan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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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VOF 기법을 적용한 유동해석을 이용하여 침사

지 내부의 이상 유동 특성을 분석한 결론은 다음

과 같다. 

1) 침사지 수로 입구에서의 퇴적현상은 입구 좌우 

벽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 6개의 수로를 사용할 경우, 침사인양기 전단의 

평균속도는 설계기준치의 52% 수준이다. 

3) 4개의 수로를 사용할 경우, 침사인양기 전단의 

평균속도는 설계기준치의 74% 수준이다.

4) 침사지 수로 유속이 증가할수록 수로의 평균 수

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5) 유출유량이 큰 흡수정의 수위가 유출유량이 작

은 흡수정에 비해 낮게 유지된다.

6) 중앙에서 가까운 수로에서 높은 유량을 갖는 특

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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