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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을 위한 수평 우류식 응집지 최적 설계인자도출
- 필리핀 불라칸 광역상수도 사례 Optimal Design Parameters for Energy-consuming Horizontal
Round-the-end Baffled Channel Flocculation Basin
Environmental protection has become a major issue in the world. Environmental problems
have been discussed seriously at the highest level. Also scientists, engineers and senior
officials have been working on ways of limiting damage caused by man to the natural
environment.
Today, ministers and senior government officers are working together to make the world
a safer place. Conserving water resource is a top priority and concerns in both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So water supply system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ystem.
The main objective of the project is to develop a water treatment plant to supply potable
water for the fast growing population of Bulacan province and in order to satisfy the
current and future demand projections until 2045. The limited requirements of the
ITB(Invitation to Bidder) and other several necessary conditions in the Philippines are
considered initially such as high electric power costs, drinking water standard and raw
water quality. Conventional treatment process is finally chosen because it satisfies and
complies with the whole conditions. However, for the requirement of reducing energy,
certain process needs to be changed from a general conventional process into the most
optimum alternative. The Horizontally Round-The-End baffled channel type flocculation
basin is thought to be the optimum unit process in this project because there's no energy
requirement. This article was supplemented by methodologies of detailed design about
horizontally round-the-end baffled channel type flocculation basin and verified using CFD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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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당 사업의 발주처는 필리핀 상하수도청(MWSS,
“불라칸 광역상수도 사업(Bulacan Bulk Water

Metropolitan Waterworks and Sewerage

Supply Project)”
은 메트로 마닐라에 공급되는 상

System)이며,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산미구엘(San

수원수의 발원지인 불라칸주에 상수원수를 배분하

Miguel Philippines)과 한국수자원공사(K-

여 오염된 지하수를 소독만으로 공급하던 기존 공급

water)가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체계를 개선하고, 보급률을 높여 다수의 시민들이

Company)을 구성하여 낙찰되었으며, 설계·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수장 및 광역상수도 송수

달·시공권자(EPC, Engineering Procure-

관로를 시공·운영하는 BOT(Build-operate-

ment Construction)는 한진중공업이고, (주)유

tranfer) 형태의 민간투자사업(PPP)이다.

신은 입찰설계 및 실시설계에 참여하였다.

[그림 1] 사업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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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ystem Layout

2. 사업대상 지역의 상수도 공급현황

와 같이 누수율(NRW, Non-Revenue Water)
이 WD별로 73~12%로 평균 31%를 상회하고 있

사업대상지역의 물 공급은 중앙정부의 자금을 지

다. 낮은 유수율에 따른 비효율적인 상수도 공급으

원받아 지자체 단위로 설비를 시공하여 상수도를 공

로 평균 물값은 톤당 464원으로 소득수준에 비하여

급하고 있으며, 그 주체는 각 Water Districts

높고(국내 전국평균 660.4원, 참고문헌 7)), 특히

(WDs)가 맡고 있다. 당 사업의 해당 WDs는 총 24

마닐라에 가까운 일부지역에서 공급받고 있는 광역

개이며, Feasibility Study(FS Report, 참고문

상수도의 물값은 평균 913원으로 2배 이상 차이나

헌 1)에 따르면, 해당지역의 수요량은 386,000㎥/

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정수장 유지관리비에 가장

일, 현재 공급량은 298,000㎥/일로 상수도 보급률

큰 영향을 미치는 인건비가 저렴한 대신에 전력비가

은 68%가 채 못 되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수원

아시아에서 2번째로 높아(국내 산업용전력비용과

을 지하수(296,000㎥/일)에 의지하지만 염분침투

비교대비 2배 이상), 유지관리비를 낮출 수 있는 공

에 따라 점차 폐쇄되는 심정이 많은 실정이다. 그 외

정의 구성이 필수적 조건이다.

에도 노후화된 배수관로에 누수가 많아, [표 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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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불라칸 지역 무수량 분석결과(2000~2010)

Service Area

Production(㎥)

Billed Water(㎥)

무수량(㎥)

NRW %

Balagtas

1,098,000

658,385

439,615

40

Bocaue

2,148,408

1,751,827

396,581

18

Bulakan

2,690,364

1,965,105

725,259

27

Calumpit

5,131,572

3,937,687

1,193,885

23

Hagonoy

7,343,460

5,807,833

1,535,627

21

Santa Maria

4,147,068

3,505,290

641,778

15

Marilao

5,700,552

4,615,529

1,085,023

19

12,105,504

3,288,048

8,817,456

73

Obando

1,985,472

1,373,500

611,972

31

Plaridel

3,967,272

3,411,708

555,564

14

Angat

1,630,344

1,308,355

321,989

20

Baliwag

6,484,224

5,130,847

1,353,377

21

Bustos

2,502,180

2,203,229

298,951

12

Norzagaray

2,366,820

1,747,224

619,596

26

San Miguel

1,761,060

1,411,901

349,159

20

San Ildefonso

1,889,904

1,419,491

470,413

25

62,952,204

43,535,961

19,416,243

31

Meycauayan City

Total

한다는 조건이다. SPC에서 분석한 장래 인구 및 수

3. 정수장 설계

요량 추정에 따라 일평균생산량은 324,000㎥/일이
며, 첨두계수 1.2를 적용한 정수장 시설용량은

3.1 정수처리 프로세스

388,000㎥/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마지막 추가
3.1.1 제한조건

원수확보에 대한 부담은 덜었으나, 일반적인 경험식

입찰안내서(ITB, Invitation to Bidder)에 따

(참고문헌 5))을 적용하였을 때 388,000㎥/일의 정

라 설계를 위한 제한 조건은 크게 3가지로 정수장

수장은 보통 10ha가 넘게 부지가 소요되는 바 5.5ha

위치는 San Jose Del Monte 지역으로 하며, 그

의 부지조건이 가장 큰 제한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부지는 5.5ha이다. 배분된 원수는 388,800㎥/일
이며, 수요량 추정에 따라 추가 시설이 필요하면 관련

3.1.2 원수 분석

토지매입 및 원수확보방안은 사업자가 제시하여야

당 사업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원수는 같은 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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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공급받는 San Jose Del Monte 정수장의 11

적확률 탁도는 9.2 NTU, 95% 누적확률 탁도는

년간(2000~2010년) 탁도를 분석하여 유추할 수

59.3NTU로 나타나 설계탁도는 누적확률 탁도

있었으며, [표 2]와 같다.

90%인 40NTU를 적용하고, 비상시 120NTU까지

전체 3,887일 중 200NTU 초과 발생일수는 1%

처리하는 것으로 당 시설을 계획하였다. 또한 최종

에 못 미치는 35일로 매우 양호한 수준이며, 이를

처리목표수질은 필리핀 먹는 물 수질기준에 따라

[그림 3]과 같이 누적확률분포로 분석하면 50% 누

5NTU로 계획하였다.

[표 2] SJDM 정수장 원수 탁도 분석결과(2000~2010)

연도

2010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최대

268.0 3,341.0 186.6

569.0

194.6

259.4

540.0

177.4

625.0

196.7

310.0

28.1

24.7

26.0

29.8

10.4

11.3

11.8

17.9

평균

17.2

2009

(단위 : NTU)

29.9

15.1

[그림 3] 탁도 누적확률분포 분석(SJDM, 2000~2010)

3.1.3 주요 처리공정 결정

다. 추가적으로 전력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응집

전술한 여러 제한 조건,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

지 믹서(Mixer)를 대신하여 우류식 응집지를 적용

비용, 양호한 원수 수질, 낙찰을 위해선 시공·운영

하였으며, 슬러지 라군을 설치하여 탈수기 및 농축

비를 최소화해야 경쟁력이 확보되는 민간제안사업

조의 전력사용을 배제하였다.

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재래식 처리공정을 선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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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BBWSP Water Treatment Plant Layout

[그림 5] Process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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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ion(참고서적 3))을 우선으로 검토하고 일부 누

3.2 설계기준 결정

락조항에 대해서는 정수장설계에 저명한 Kawa일반적으로 정수장 설계를 위해서는 용량계산을

mura의 저서 Integrated design and opera-

위한 설계기준 결정이 중요한 과정이다. 당 사업에

tion of water treatment facilities 2nd

서는 ITB에 국가 기준(National Code) 또는 미국

Edition(참고서적 4))을 참고하였다. 일반적으로

수도협회 기준(American Water Works Asso-

개발도상국은 자국의 별도 기준을 가지기보다는

ciation(AWWA) Standard)를 준수하도록 되어

AWWA의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술

있으나, 필리핀 내 관련 규정(국가 기준)이 없으므로

한 [표 3]과 같은 설계기준은 추후 프로젝트에 유용

AWWA Water treatment plant design, 5th

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3] Water Treatment Plant Design Criteria

Division

AWWA

BBWSP Conformance
Phase 1

Phase 2
15.9 sec

Rapid Mixing

Detention Time

10~60 sec(AWWA 7.11)

14.9 sec

Flocculation
Basin

Detention Time

16.67~25 min(AWWA 7.20)

20.4 min

20~70 s (AWWA7.16)

20~70 sec

20~70 sec-1

Number of basin

At least 2(AWWA 8.2)

8 cells

8 cells

Detention Time
Sedimentati
on Basin
He
(Conventio
Length to width ratios
-nal)
Surface Loading Rate
Sedimentation
He
Basin
(Tube or
Plate)
Mean upflow velocity

Rapid
Filtration
Basin

Treated Water
Reservoir

21.7 min

Energy Gradient

-1

1.5~2.0hr(AWWA 8.8)
2.1~4.3m(AWWA 8.8)
3:1~6:1(AWWA 8.9)

not adopted

1.0~2.0m/hr(AWWA 8.57)
0.83~2.50(Kawumura p.150)
Tube and settlers: Stilling
zone is needed(AWWA 8.32)
- Minimum depth : 2.4~3.0m

Stilling zone is secured
- Minimum depth : 2.4m

Tube settlers: 2.4~7.3m/hr
(AWWA 8.57)

5.65m/hr

Filtration rates(single)

60~150m/d(AWWA 9.9~9.10)

Filtration rates
(Dual and mixed-media)

168~480m/d(AWWA 9.9)

Filtration rates
(deep-bed)

120~408m/d(AWWA 9.9)

Minimum Quantity

5~10% of plant capacity
(AWWA 22.36)
19,400~38,800㎥
(Q=388,00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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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넓어지므로 국내에서는 사용 빈도가 매우 적은

3.3 우류식 응집지에 대한 세부설계

반면, 용지 매수가 용이하고 에너지 수급이 좋지 않
3.3.1 개요

으며 많은 기계장치에 대한 유지관리에 부담을 느끼

우류식 응집지(Round-the-end baffled

는 개발도상국에 어울리는 공정이다.

channel type flocculation basin)는 응집을 위
한 에너지를 기계식 믹서(Mixer)의 교반을 통하여

3.3.2 문헌고찰

얻는 것이 아니라 유로를 통해 교반이 진행되고 배

우류식 응집지를 설계에 적용하기 위하여 3.2절의

플(baffle)의 모서리를 돌면서 유량의 반전에 의해

설계기준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문헌에 나타난 기준

생기는 수리학적 플럭 형성지로 친환경적 단위공정

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다. 에너지 사용은 최소화 할 수 있지만 소요부지
[표 4] 문헌고찰에 따른 각종 설계기준
1) AWWA, Water treatment plant design, 5th edition

항

목

기 준

속도경사 G

20~70S-1

체류시간 T

10~30 min

비

고

2) KAWAMURA, Integrated design and operation of water treatment facilities, 2nd edition

항

목

기 준

도류벽간 간격

최소 0.75m

최소수심

1.0m 이상

체류시간

최대유량시 20분 이상

G×T

3×104~2×105

비

고

비

고

3) David Hendricks, Fundamental of water treatment unit processes

항

목

기 준

Channel width

최소 0.45m

Water width ratio

0.5~2.0

Channel Velocity

0.15~0.4m/s

3.3.3 상세설계 및 검증

한 수두손실을 계산하는 것이다. 산출된 수두손실을

우류식 응집지를 설계하는 기본 원리는 각 단계별

이용하여 각 단계별 격벽(Baffle)을 통과하는 유속

속도경사 G[T-1]를 결정하고 그 속도경사에 필요

을 산정하고, 그 유속을 이용하여 격벽의 길이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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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방법이 Kawamura의 우류식 침전지 설계

다. 산정된 인자들을 3.3.2에서 검토한 각종 설계기

법이다. 따라서 AWWA Standard에 따라 속도경

준을 바탕으로 [표 5]와 같이 적정성여부를 검증하

-1

사를 단계별로 70, 35, 20S 로 결정하고 용량계산

였으며, 산정제원은 [표 6]과 같다. [표 5]에 나타난

을 수행하였다. 용량계산 결과, 격벽(Baffle)의 열

적용 및 비고는 최종 설계 결과 및 기준준용여부

린 폭은 각 단계별 250, 460, 760mm로 산정되었

를 나타낸 것이다.

[표 5] 우류식 응집지 설계 검증
1) AWWA, Water treatment plant design, 5th edition

항

목

기 준

적 용
-1

속도경사 G

70, 35, 20S

20~70S

10~30 min

체류시간 T

비 고
-1

OK

20 min

OK

2) Kawaura, Integrated design and operation of water treatment facilities, 2nd edition

항

목

기 준

적 용

비 고

도류벽간 간격

최소 0.75m

1.6~2.5m

OK

최소수심

1.0m 이상

2.5m

OK

체류시간

최대유량시 20분 이상
4

20 min

5

3×10 ~2×10

G×T

OK
4

5.1×10

OK

기 준

적 용

비 고

Baffle space

최소 0.45m

1.8~2.7m

OK

Water depth ratio

0.5~2.0

1.25

OK

Channel Velocity

0.15~0.4m/s

0.17~0.47m/s

OK

3) David Hendricks, Fundamental of water treatment unit processes

항

목

[표 6] 우류식 응집지 제원(검·보정 전)

Division

1st step

2nd step

3th step

Channel size(mm)

250

460

720

Channel width(mm)

2,000

2,000

2,000

Channel velocity(m/s)

0.472

0.259

0.165

Headloss/ea(m)

0.205

0.051

0.017

No. of bafle/ea

12

10

8

Baffle space(mm)

1,800

2,200

2,700

70

35

20

-1

G-valu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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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CFD 모델링 검증 및 보정

입력하였으며, 총 2.5m의 유효깊이에서 바닥으로

3.3.3절의 상세설계 및 검증은 문헌에 나타난 기

부터 0.01m, 0.8m 1.6m 높이의 단면을 나누어

준을 토대로 수행된 설계결과로서, 실제 시공시 유

흐름을 분석하였다. 개선 전 CFD 결과를 보면 진한

체의 흐름을 확인하고 미처 검증하지 못한 인자가

회색 부분으로 나타난 부분이 사수구역으로서, 전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CFD(Computational

단면적에 고르게 흐름이 발생하지 않고 불균등한 흐

fluid dynamic)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름과 단락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력인자는 용량계산에서 산출된 인자를 그대로
[표 7] CFD 결과(검·보정 전)

0.01m

0.8m

1.6m

문헌상의 각종 기준에는 사수구역 발생에 따른 기

다. 개선 후의 CFD결과는 [표 9]와 같으며, 주요 흐

준 및 검토사항이 별도로 없으므로, 좀 더 응집지의

름 단면인 0.8m와 1.6m 높이에서 사수구역이 줄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CFD 결과를 바탕으로

고 단락류가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표 8]과 같이 Baffle 설치제원을 변경하였
[표 8] 우류식 응집지 제원(검·보정 후)

Division

1st step

2nd step

3th step

Channel size(mm)

670

800

1,000

Channel width(mm)

2,000

2,000

2,000

Channel velocity(m/s)

0.278

0.252

0.189

Headloss/ea(m)

0.106

0.068

0.038

No. of bafle/ea

18

14

14

Baffle space(mm)

1,200

1,600

1,600

50

40

30

-1

G-valu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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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CFD 결과(검·보정 후)

0.01m

0.8m

4. 결론
일반적으로 정수장 설계에서 최적의 공정선정은

1.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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