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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case that the average velocity within rectangular-shaped sedimentation basin is less than 1.5cm/sec, and Froude number
-6

less than 10 , it can not be expected that the longitudinal baffle improves the sedimentation efficiency. Also, since relatively
lower velocity increases the effect of geostrophic body force, asymmetric flow pattern on a plane occurs within the basin. From
the results of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simulation, in the case that the highest velocity within rectangular-shaped
-6
sedimentation basin is over 1.5cm/sec, and Froude number over 10 , it can be expected that the longitudinal baffle installed

within rectangular-shaped sedimentation basin improves the sedimentation efficiency.
Key words : Sedimentation basin, Longitudinal baffle, Froude number, Wet test,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simulation
주제어 :

1. 서 론

조의 적정성이라 할 수 있는데, 수리구조의 적정성은 장폭
비, 수리부하률, 월류부하율, Reynolds 수 또는 Froude 수

침전은 정수처리 공정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 널리 사용되

등의 기준 만족 여부로 통상 평가된다 (김정현 등., 2005,

는 공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침전의 중요성에도

Vittal & Raghav, 1997). 국내 정수장의 경우 침전지내 수

불구하고 급격한 유량의 변동, 부적합한 수리구조, 국부적인

리 구조상의 문제점으로 가장 지적이 많이 되는 부분은 유입

에너지의 소산, 단락류 및 밀도류의 생성 등의 문제점으로

정류벽의 정류공과 Froude 수의 불만족이다 (김정현 등.,

인해 처리효율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

2005). 현재 상수도 시설기준에서는 침전지 유입 정류벽의

다 (Kawamura, 1981, Prabhata & Aditya, 1996).

정류공은 약 6%로, Froude 수의 경우 10 이상으로 제시․

-6

침전지의 실제 입자 제거 효율은 지내 흐름거동과 밀도차,

권고하고 있다 (환경부, 2004). 그러나 침전지의 수리구조

중력침전, 응집 및 슬러지의 퇴적과 같은 물리적인 요인에

에 있어서 Reynolds 수와 Froude 수의 기준을 동시에 만족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Jayanti와 Narayanan, 2004).

시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이는 식(1)에서 나타낸

이러한 침전지의 효율을 지배하는 근본적인 변수는 수리 구

것과 같은 충분한 동수반경(R)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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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A/P ............................................ 식(1)

박세진 등은 실규모 장방형 침전지를 대상으로 약 3개월간

로써 비교적 쉽게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06년
의 비교 실험(도류벽의 설치지와 미설치와의 비교)와 CFD
여기서, A는 수류단면적을, P는 윤변의 길이를 나타낸다.

모사기법을 통해 도류벽의 설치가 침전효율을 약 20%정도
제고시키며, 슬러지 발생량도 평균 20%이상 증가시키는 것

상기 동수반경이 크면 클수록 Reynolds 수는 증가하고,

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박세진 등(2006)의 연구에서는

Froude 수는 감소한다. 이에 정수처리에 적용되는 장방형

장방형 침전지내의 도류벽이 침전효율을 증가시킴을 확인

침전지에서 Froude 수를 10 보다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동

-6

하였으나, 도류벽이 어떠한 수리조건에서 침전효율을 극대

수반경을 감소시켜야한다. 식(1)에서 동수반경을 감소시키

화 시키는지의 기작 연구는 미비하였다.

기 위해서는 수류단면적을 감소시키거나, 윤변을 증가시켜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방형 침전지내에 설치된 도류벽이

야한다. 전체적인 수류단면적의 감소는 큰 공사비가 소요되

침전효율의 향상을 가져오기 위한 최소한의 수리거동 조건

어야 하나 윤변을 증가시키는 것은 중간 도류벽을 설치함으

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ig. 1 A_정수장 공업용 침전지(총 10지) 배치도

(a) 7지(비교대상지)
Fig. 2 설치현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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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8지(임시도류벽 설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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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침전지 시설현황

구분

항목

시설기준

시설현황

기본 사항

설계유량

-

385,000㎥/일
(현재 1,458㎥/hr로 운전)

구조
상단고 여유
침전지 형식
정류벽 유공비
유효수심
지수
1지의 크기
용량 (체류시간)
평균유속
표면부하율
장폭비
슬러지 제거방법
제거기의 형식
슬러지 배제방식
침전수 월류방법
월류웨어 부하
상승유속

장방형(직사각형)
30cm 정도
6% 정도
3.0～5.5m
2지 이상
3～5시간
0.4m/min이하
21.6～43.2㎥/일․㎡
1 : 3 ～8
350～400㎥/m․일
58～86㎥/㎡․일

장방형(직사각형)
30cm
횡류식 침전지
4.83% (Φ=10cm, 384개/지)
5.0m
10지
16.1m,W×75m,L×5.0m,H
3.8시간
0.33m/min
31.9㎥/일․㎡
1 : 4.6
기계식
수중대차식
전동밸브식
월류트러프식
170.7㎥/m․일
71.4㎥/㎡․일

구조 및 형상

용량 및 지수

슬러지 제거

침전수 월류

Table 2 Reynolds 수와 Froude 수

구분
유량(㎥/일)

온도

속도
(m/sec)

35,000
(지당 17,500)

20℃

0.0025

Reynolds 수

Froude 수

7지(기존지)

8지(도류벽
설치지)

7지(기존지)

8지(도류벽
설치지)

7,760

5,611

2.0×10-7
(부적정)

2.9×10-7
(부적정)

국내 A_정수장을 대상으로 도류벽을 설치한 침전지와 미설

침전지의 개요를 나타낸 것이다. A_정수장은 당초 장방형

치(설치지와의 대조군으로 선택)와의 침전 효율을 wet test

침전지 10개 지를 대상으로 385,000m3/일을 처리하도록

를 통해 평가한 후, 전산유체역학(CFD; Computational

설계되어 있으나, 실험 기간 동안(2008. 8월～10월)에는

Fluid Dynamics)기법을 이용하여 원인을 규명하였다. 또한

2개 지를 대상으로 35,000m /일을 처리하고 있었다. 실험

궁극적으로 도류벽이 설치되어 운전 중인 실규모의 타 정수

기간 동안 8지와 7지로 유입되는 유량은 17,500m3/일이며

장 장방형 침전지와의 비교 및 모사를 통해 도류벽의 효과를

다음 Table 2에서는 이러한 운전 조건에서 침전지내의

도모할 수 있는 수리학적 조건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Reynolds 수와 Froude 수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도류벽이

3

설치된 8지와 7지의 침전수 탁도는 HACH사의 탁도계(모

2. 실험방법

델: 1720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탁도는 연속적으로 측
정하였으며, 2008년 10월 10일 오후 12시부터 10월 12일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선정한 A_정수장은 다음 Fig. 1과

오후 11시 50분까지 10분마다 측정하였다.

같은 배치를 가지고 있다. 도류벽은 2008년 8월 공업용 장
방형 침전지 8지에 설치하였다. Fig. 1 사진에 도시된 임시

상기 Table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상수도시설기준(환

도류벽의 재질은 타포린 이며, 두께는 3mm, 높이는 4m,

경부, 2004)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방형 침전지내의

2

침전지 유입부로부터 길이는 41m(면적은 164m )로 설치

Reynolds 수의 기준은 10,000이하를 권장하고 있으며,

되어 있다. Table 1은 설계 유량 및 운전 유량을 대상으로

Froude 수의 경우에는 1.0×10 이상을 권장하고 있다. 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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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7지(도류벽 미설치지) Wire frame 및 격자 생성 작업결과(Cell 수 약 600,00개)

(b) 8지(임시도류벽 설치지) Wire frame 및 격자 생성 작업결과(Cell 수 약 600,000개)
Fig. 3 CFD Pre-processing

에 A_정수장 장방형 침전지에서 운전유량을 대상으로 기준
값과 비교한 결과 Froude수의 경우 부적정한 것으로 검토되
었다.

3.1 지배방정식
유입수가 침전지 내로 유입되어 유출구를 통해서 유출되
는 과정에서 유체의 물리적인 성질의 변화는 아래 연속방정
식과, 운동량 방정식 등의 지배방정식에 의해 설명될 수 있

3. CFD 모사 방법

다.
본 모델링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식은 아래의 두 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7지 (비교대상지; 도류벽 미설치지)와

연속방정식

8지(임시도류벽 설치지)내 수리거동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하
기 위하여 전산유체역학을 이용하여 지내 수리거동을 모사
하였다. 이에 모사결과는 두 지의 탁도 제거효율 비교 결과
에 대해 원인을 규명하는데 이용하고자 하였다. 다음 Fig.
3은 CFD 모사를 위해 당 정수장 침전지를 단순화한 것이다.
CFD는 수작업으로 해석이 불가능한 복잡한 구조물내의
유동장 해석을 FDM(Finite Difference Method)기법을 이
용하여 작은 셀로 분할하여 각각의 경계조건을 두어 해를
구해내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침전지내 도류벽이 수리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하기 위해 상용 전산유체 프로그
램인 CFX 11.0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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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ρ V = 0

식(2)

모멘텀 방정식(Navier-Stokes Equation)

∂V
1
2
+ ( V⋅∇)V =- ρ ∇P + ν∇ V + F
∂t
식(3)
여기서, ρ 는 밀도, V 는 속도(각 방향 속도성분), t 는
시간, P 는 압력 그리고 ν 는 동점성계수를 나타낸다.

2008-10-10 오후 12:00:00
2008-10-10 오후 12:50:00
2008-10-10 오후 1:40:00
2008-10-10 오후 2:30:00
2008-10-10 오후 3:20:00
2008-10-10 오후 4:10:00
2008-10-10 오후 5:00:00
2008-10-10 오후 5:50:00
2008-10-10 오후 6:40:00
2008-10-10 오후 7:30:00
2008-10-10 오후 8:20:00
2008-10-10 오후 9:10:00
2008-10-10 오후 10:00:00
2008-10-10 오후 10:50:00
2008-10-10 오후 11:40:00
2008-10-11 오전 12:30:00
2008-10-11 오전 1:20:00
2008-10-11 오전 2:10:00
2008-10-11 오전 3:00:00
2008-10-11 오전 3:50:00
2008-10-11 오전 4:40:00
2008-10-11 오전 5:30:00
2008-10-11 오전 6:20:00
2008-10-11 오전 7:10:00
2008-10-11 오전 8:00:00
2008-10-11 오전 8:50:00
2008-10-11 오전 9:40:00
2008-10-11 오전 10:30:00
2008-10-11 오전 11:20:00
2008-10-11 오후 12:10:00
2008-10-11 오후 1:00:00
2008-10-11 오후 1:50:00
2008-10-11 오후 2:40:00
2008-10-11 오후 3:30:00
2008-10-11 오후 4:20:00
2008-10-11 오후 5:10:00
2008-10-11 오후 6:00:00
2008-10-11 오후 6:50:00
2008-10-11 오후 7:40:00
2008-10-11 오후 8:30:00
2008-10-11 오후 9:20:00
2008-10-11 오후 10:10:00
2008-10-11 오후 11:00:00
2008-10-11 오후 11:50:00

Turbidity(N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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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1.20

1.00

0.80

0.60

0.40

0.20
탁도(7번지)

탁도(8번지)

0.00

Time (yyyy-mm-dd-hh:mm:ss)

Fig. 4 Wet test 결과 (7지(도류벽 미설치지) 및 8지(임시도류벽 설치지))

(a) 바닥에서 3m되는 지점의 평면에서의 velocity vector (b) 바닥에서 3m되는 지점의 평면에서의 velocity contour

(c) 좌안 벽면에서 2m지점의 측면에서의 velocity vector (d) 좌안 벽면에서 2m지점의 측면에서의 velocity contour

Fig. 5 7지(도류벽 미설치지) CFD 모사결과 (유입유량 : 17,500m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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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내고 있다.

3.2 난류 모델링
일반적으로 난류 상황에서 모멘텀의 전달을 모델링하기 위

Fig. 5 (b) 평면도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흐름방향의 첫

해서는 k-ε 모델이 대부분 사용되며, 본 연구에서는 난류

번째 트라프 선단에서 유속이 빠른 유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가 등방성 방향으로 분포된다고 가정하는 Standard k-ε

모사되었다. 또한 (c)와 (d)의 측면도로부터 알 수 있는 사

모델을 사용하였다.

실은

트라프

하단에서

급격한

상향유속과

말단벽

(end-wall) 부근에서 사류(eddy flow)가 발생하는 것으

3.3 경계 조건

로 관측되었다. 본 모사 결과 (a)와 (b)의 평면도에서 좌안

본 연구에서는 침전지의 자유수면은 평면적이며 마찰이 없

과 우안이 비대칭으로 나타나는 데, 이는 Stovin과 Saul이

다고 가정하였다. 그 이유는 공기와 접촉하고 있는 자유 수
면에서의 마찰력은 무시할 정도로 작기 때문이다. 그리고
측벽면과 바닥면 그리고 중간 정류벽의 표면은 No-Slip
Condition을 적용하고, 잘 알려진 Prandtl 이론에 의해 유체
의 점성에 의한 표면 박리현상이 발생한다는 가정을 적용하
였다 (Currie, 1993).

나타나며, 이는 지구 자전에 따라 발생하는 편향력의 영향
때문임을 밝힌바 있다(Stovin and Saul, 1998).
다음 Fig. 6는 8지(임시도류벽 설치지)를 대상으로 CFD
모사한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Fig. 6과 Fig. 5를 비교할 때, 도류벽의 설치로 인해 예측
할 수 있는 침전지내 흐름의 개선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바닥에서 3m되는 지점의 유속 분포에 유속이 빠른 분포가

4. 결과 및 고찰

도류벽을 중심으로 이분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내 유속의 저
감 등 개선된 흐름의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단지, 좌안의

4.1 탁도 제거 효율
두 침전지의 침전수 탁도를 측정하는 동안 원수의 탁도는
39.4~46.3NTU의 범위로 측정되었다. 각 원수는 3일 동안
매일 오전 12시에 측정하였으며, 두 침전지 매일 오는 원수
의 탁도는 동일하게 측정되었으며, 혼화 및 응집이 양호한
조건을 Jar-test에 측하여 결정하였다. 본 wet test는 두
침전지간 상호 비교가 목적이므 매각 침전지 매일 오는 원수
3

의 탁도 및 유량(각 지 매17,500m /일)을 동일하게 유지시
켰다. 또한 원수의 수질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한
혼화지 부터였으며, 두원수에 대상으로 3일 동전단의 3단
응집지에서의 응집 교반강도(G값) 및 응집기의 모양이 서
로 동일시하였다. 다음 Fig. 4는 7지(도류벽 미설치지)와
8지(임시도류벽 설치지)의 침전수 탁도를 비교한 결과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7지의 경우 실험기간동안 평균탁도는
0.78NTU로 측정되었으며, 8지의 경우 0.76NTU로 측정
되었다. 수치상으로 3%의 탁도 제거율의 향상을 가져왔지
만, 큰 의미를 두기에는 어렵다. 이미 박세진 등도류006)의
논문에서 도류벽의 설치 효과를 검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도류벽의 설치에 측한 침전효율이 향상되는
현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연구자들일)낮은 가동율에
따라 나타난 3일 내 Froude 수의 작음을 그 원인으로 착안
하고 추후 CFD 모사를 통하여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4.2 CFD 모사 결과
상기 wet test의 원인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CFD
를 이용하여 각 지의 흐름 거동을 모사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
고자 한다. 다음 Fig. 5는 7지(도류벽 미설치지) 모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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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침전지내의 흐름이 좌변과 우변이 비대칭적으로

경우 유속이 느리고 말단 벽면 부근에서 유속이 저감하는
부분의 분포가 우안보다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6

이와 같은 결과에서 Froude 수가 10 보다 작을 정도로 지
내의 유속이 작은 경우에 도류벽의 역할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Fig. 5 및 6의 모사결과에서 나타난 지내의
최대 유속은 약 0.6cm/sec이며, 이 때 Froude 수는 2.0
~2.9×10-7로 도출되어 진다. 또한, 관심계(Control
volume)내에서의 낮은 유속은 편향력(일종의 체력; Body
force)의 영향을 증대시켜 상기 Fig. 5 및 6과 같이 비대칭
적인 흐름양상이 나타나기 쉽다(Currie, 1993). 본 연구와
비슷한 연구를 수행한 박세진 등(2006)의 논문에서 대상이
되었던 실규모 장방형 침전지내의 최대 유속은 1.5cm/sec
이상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roude 수를 10-6이상으
로 유지시키면서 지내 최대 유속이 약 1.5cm/sec가 될 수
3

있는 유량으로 각 지당 유입유량 100,000m /일을 선정하여
CFD 모사를 수행하였다. 이 조건에서 7지(도류벽 미설치
-6

지)에서의 Froude 수는 6.8×10 , 8지(임시도류벽 설치
-6

지)에서의 Froude 수는 7.8×10 으로 권장 기준을 만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Fig. 7은 7지(도류벽 미설치지)에
3

유입유량이 100,000m /일로 유입될 경우를 CFD로 모사한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Fig. 7 (b)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유량을 100,000m3/일로
증가시킨 경우, Fig. 5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트라프
선단에서 빠른 유속이 관측되었으며, 유속은 1.5cm/sec이
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c)와 (d) 측면도에서 나타나듯이,
트라프 하단에서 급격한 상승유속과 말단벽 부근에서 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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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바닥에서 3m되는 지점의 평면에서의 velocity vector (b) 바닥에서 3m되는 지점의 평면에서의 velocity contour

(c) 좌안 벽면에서 2m지점의 측면에서의 velocity vector (d) 좌안 벽면에서 2m지점의 측면에서의 velocity contour
Fig. 6 8지(임시도류벽 설치지) CFD 모사결과 (유입유량 : 17,500㎥/일)

(a) 바닥에서 3m되는 지점의 평면에서의 velocity vector (b) 바닥에서 3m되는 지점의 평면에서의 velocity contour

(c) 좌안 벽면에서 2m지점의 측면에서의 velocity vector (d) 좌안 벽면에서 2m지점의 측면에서의 velocity contour
Fig. 7 7지(도류벽 미설치지) CFD 모사결과 (유입유량 : 100,000m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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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바닥에서 3m되는 지점의 평면에서의 velocity vector (b) 바닥에서 3m되는 지점의 평면에서의 velocity contour

(c) 좌안 벽면에서 2m지점의 측면에서의 velocity vector (d) 좌안 벽면에서 2m지점의 측면에서의 velocity contour
Fig. 8 8지(임시도류벽 설치지) CFD 모사결과 (유입유량 : 100,000m3/일)

흐름이 발생하고 상향류와 분리된 순환흐름이 관측되었다.

프 상단 앞쪽 부분 이외에 일정하게 진행되는 안정된 흐름을

궁극적으로 유입유량 및 유속이 증가되었을 때, Fig. 5의

보여주고 있다. 또한 Fig, 8의 (c)와 (d)로부터 도류벽 미설

평면도와 비교하였을 때 좌안과 우안 흐름의 대칭성이 향상

치지에 지해 전체적으로 velocity contour의 기울기가 감소

된 것을 관측할 수 있었으며, 이는 침전지내의 흐름에 영향

되는 현상이 관측되었다.

을 주던 편향력 부분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었
다. Fig. 8은 8지(임시도류벽 설치지)에 유입유량이
3

100,000m /일로 유입될 경우를 CFD로 모사한 결과를 도
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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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장방형 침전지내에 설치된 도류벽이 침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침전지내에 도류벽의 설치는

효율의 향상을 가져오기 위한 최소한의 수리거동 조건을 제

윤변을 증가시키고, Froude 수의 증가를 가져와 흐름을 더

시하고자하였다. 이에 국내 A_정수장을 대상으로 도류벽을

욱더 안정화시킬 것을 예상하였는데, Fig. 8의 (b)트라프

설치한 침전지와 미설치(설치지와의 대조군으로 선택)와의

상단 앞쪽 속도흐름에 있어 미설치지와 비교하여 저감된 유

침전 효율을 wet test를 통해 평가한 후, 전산유체역학

속의 분포가 관찰되었다. 기존 침전지에 중앙 도류벽을 설치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기법을 이용하여

한 경우, 중앙도류벽의 벽면효과가 더해져서 전체적인 지내

원인을 규명하였으며, 궁극적으로 도류벽이 설치되어 운전

의 유속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Fig. 7 (b)에서 나타나

중인 실규모의 타 정수장 장방형 침전지와의 비교 및 모사를

듯이 흐름선단에서는 파형의 등고선(빨간색)이 생겨 흐름

통해 도류벽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수리학적 조건을 제시

이 말단으로 갈수록 불안정한 양상을 보임에 비해 도류벽이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단 속도 등고선(빨간색)이 트라

같다.

상하수도학회지,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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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t-test 및 CFD 모사 결과로부터 도류벽 설치지와
미설치지

내의

유입유량이

작은

경우(지내유속이

-6

1.5cm/sec이하, Froude 수가 10 보다 작은 경우), 도류벽
의 침전효율 제고 효과를 볼 수 없었으며, 지내의 낮은 유속
은 편향력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증가시켜 흐름방향으로 좌
우대칭적인 수리구조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평면상에서 비
대칭적인 흐름이 나타났다. 또한 낮은 지내 유속 조건 및
-6

of Flow Distribution Channels, Journal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ASCE, Vol. 106, pp.321-333.
5. Currie, I. G., (1993) Fundamental mechanics of fluids,
McGraw-Hill, New York.
6. Matko, T., Fawcett, N., Sharp, A., and Stephenson, T.
(1996) Recent Progress in the numerical modelling of
wastewater sedimentation tanks, Trans, IChem, 74B,
pp.245-257.

Froude 수가 10 보다 작은 조건에서는 도류벽이 지내의

7. Vittal, N. and Raghav, M. S. (1997) Design of

흐름을 안정시키고 침전 효율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하

Single-Chamber Settling Basins, ASCE, Journal of

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CFD 모사를 통해 조사한 바,

Environmental

최대 지내 유속은 1.5cm/sec가 되며, Froude 수의 경우
-6

10 보다 큰 경우에 도류벽의 침전효율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유량이 증가시켜 최대 지내 유속은 1.5cm/sec가 되며,
Froude 수의 경우 10-6보다 큰 경우, 중앙 도류벽의 벽면효
과가 더해져 전체적인 지내의 유속이 감소하고, 속도경사의
기울기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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