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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hallow water withdrawal systems have been replaced with a selected withdrawal system to keep stable raw water quality 
in spite of occurrence of algae and muddy inflow. Before reconstruction of the water intake tower in Yongdam reservoir 
supplying water to Gosan water treatment facility, we have predicted flow patterns of inflowing water into the water intake 
tower for various withdrawal conditions. It has been predicted that the water in the withdrawal layer is significantly inflowed 
from the front with fast velocity into the water intake tower irrespective of withdrawal depth, while the water away from the 
withdrawal layer is withdrawed a little from the side with slow veloc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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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여름철 집중되는 강수량을 포함하여 계절적 

또는 지역적 강수량 편중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공적인 다목

적댐과 용수댐 저수지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

공 저수지는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탁수 유입과 고온

수기(여름철과 초가을)에 발생하는 조류로 인해 양질의 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곤 한다.

저수지의 물은 활용처에 따라 표층수, 중층수, 심층수를 

구분하여 취수를 하게 된다. 중층이하 심층수를 취수하여 방

류하는 경우 저수온으로 인해 농업활동에 냉해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수온이 높은 표층수를 취수하여 방류

하고 있다. 하지만 표층수를 취수하는 경우에는 탁수 유입과 

이취미 문제를 일으키는 조류 유입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

기도 한다. 따라서, 저수지 내의 물의 상태와 물의 활용처에 

따라 적절한 수심의 물을 취수할 수 있는 선택취수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져 선택취수 시스템을 갖추는 곳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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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취수 설비가 증가함에 따라 취수설비와 선택취수방법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정호 등(1)은 운문호

에 대하여 고온수기 조류 발생기간 동안 식물플랑크톤과 냉

해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선택취수 수심에 대하여 조

사하였고, 신재기 등(2)은 용담호의 탁수환경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표층수 방류 시스템은 탁수의 침강성을 저하시켜 

상층부의 탁도를 장기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조사한 

바 있다. 또한, 정선아 등(3)은 표면취수와 선택취수에 따른 

탁수층 제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선택취수에 따른 탁수 

제거율을 비교하였다.

한편, 취수설비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연구도 수행

되었다. 임하호와 용담호에 설치된 취수문에 대하여 유동해

석을 통해 수문에 작용하는 힘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취수문

의 구조적/진동적 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4, 5)

본 연구에서는 용담호에서 표층취수를 하여 고산정수장에 

원수를 공급하는 취수탑을 개선하기에 앞서, 취수탑 주위 유

동해석을 통해 선택취수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효

과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표층취수와 심층취수 각 1 케이스, 

중층취수 2 케이스를 대표 케이스로 설정하고 취수수심에 따

라 취수탑 주위의 유입유동특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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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utational domain and boundary conditions

Fig. 1 Schematic diagram of a water intake tower

2. 전산해석방법

2.1 해석 대상
취수탑이란 저수지의 물을 취수하기 위해 수문 또는 밸브

를 설치한 탑 모양의 구조물이다. Fig. 1은 본 연구대상인 용

담호에 설치되어 고산정수장에 원수를 공급하는 취수탑의 

개략도이며, 취수탑 내부에는 총 6개 게이트로 구성된 4.5 

m × 37.5 m 크기의 직선다단형 타입의 롤러게이트 수문이 

설치되어 있다. Fig. 1에 나타낸 수문 개방형상은 표층취수

를 하는 경우이며, 중층취수시에는 수문간 분리를 통해 취수

하며, 심층취수시에는 6개 수문을 모두 끌어올려 심층수를 

취수하게 된다. 취수한 물은 3.2 m × 3.2 m 단면의 도수터

널을 통해 정수장으로 흘러가게 된다.

취수탑 유입부와 취수탑에서 도수터널로 연결되는 부분은 

유동박리를 방지하고 유입저항을 줄이기 위하여 타원형상으

로 되어있다. 한편, 하절기 표층의 조류유입을 방지하기 위

하여 설치된 조류유입차단막은 고려하지 않았다.

한편, 저수지 바닥면의 해발고도는 EL. 222.0 m이며, 저

수지 수위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동안의 하절기

(6월∼10월) 평균수위(EL. 250.8 m)로 설정하여, 수심은 

28.8 m로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2.2 지배방정식 및 전산해석기법
취수탑 유입유동을 해석하기 위한 지배방정식은 아래 식

(1, 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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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설비 주변의 수면은 거의 변화가 없으므로(4) 자유표

면을 고려하지 않은 대신, 수면을 미끄러짐 벽면으로 가정하

고 중력가속도를 고려하여 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취수탑 내외부는 유속의 차이가 커서 레이놀즈 수도 큰 차

이를 나타내게 되어 다양한 유동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예측

하는 표준 k-ε 모델식(3, 4)을 사용하여 난류 유동을 예측하

였으며, 벽면에서는 표준 벽함수를 사용하였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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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상용소프트웨어인 FLUENT를 이용하여 유

동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대류항 계산에 있어서는 2차 정확도

를 갖는 upwind 방법을 사용하였다.

2.3 해석격자 및 경계조건
Fig. 2는 취수탑의 유입유동패턴을 예측하기 위하여 사용

한 전산해석영역과 경계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도수터널을 

통해 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x 방향으로 설정하고, 저수지 내 

수심 방향을 z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취수탑 주위 유동이 경

계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지않도록 입구 경계를 취수탑에서 

500 m 이상 멀리 떨어진 위치에 설정하고, 출구 경계는 취

수탑에서 220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정하였다.

입구 경계에서 유속 경계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취수시 수

심에 따른 유입유동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본 연구에

서는 입구경계조건으로 압력 경계조건을 부여하였으며, 출

구경계조건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동안의 하절

기(6월∼10월) 일평균 취수량(11.0 m3/s)에 대하여 유속 경

계조건을 부여하였다.

한편, 저수지 수면은 미끄러짐 벽면 조건을 부여하고, 저

수지 바닥면과 취수탑 벽면 등에는 no-slip 경계조건을 부

여하였으며, 저수지 내 성층화된 유동을 고려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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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D view of the surface mesh

(b) Mesh on the symmetry plane of y=0

Fig. 3 Computational meshes (841,360 cells for the half geometry)

Fig. 3은 전산유동해석에 사용된 격자를 나타내고 있다. 

취수탑 및 전체해석영역은 y=0인 평면을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계산량을 줄이고자 실제 전산해석에서는 Fig. 3(a)에 

나타낸 격자의 반만 구성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계산 격자는 대부분 6면체 격자로 구성되었으며, 취수위

치에 따라 달라지는 수문 형상 부분에서 벽면에서는 6면체 

격자를 사용하고 Fig. 3(b)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부 영역

에서는 삼각 프리즘 격자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유속이 빠른 취수탑 내부와 도수터널에서는 점성 경계층 

유동을 모사하기 위하여 최소 격자 크기가 약 5 cm인 미세

한 격자를 생성하였다. 대칭면을 기준으로 절반의 형상에 대

하여 생성한 격자는 수문의 취수위치에 따라 841,360개에서 

888,060개의 격자로 구성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취수수심에 따른 수문 개방 조건
수면의 1번 수문부터 저수지 바닥층의 6번 수문까지 총 6

개의 수문으로 구성된 다단형 롤러게이트는 취수수심에 따

라 Fig. 4와 같이 개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취수수문의 

개방폭을 5.0 m로 설정하였고, 표층취수를 하는 경우 수면

부터 수심 5.0 m까지 개방을 하게 되면 4∼6번 수문은 바닥

면에 겹쳐지게 된다. 수심 10.0 m ∼ 15.0 m에서 취수하는 

경우에는 3번과 4번 수문을 분할하게 되고, 수심 15.0 m ∼
20.0m 에서 취수하는 경우에는 4번과 5번 수문을 분할하게  

(a) Case-A

  

(b) 8Case-B

(c) Case-C

  

(d) Case-D

Fig. 4 Various open cases for the multi-blade roller gate

되며, 심층취수를 하는 경우에는 6번 수문을 바닥에서 5.0 

m 들어올려 취수를 하게 된다. 표층취수가 아닌 경우에는 수

위가 낮아 1번 수문이 수면 위에 존재하게 되어 유동해석에

서는 고려하지 않게 되었다.

3.2 표층취수 시 유입유동패턴
다양한 취수수심에 따른 유동패턴을 조사하기에 앞서 가

장 기본적인 케이스로 표층(수심 0.0 m ∼ 5.0 m) 취수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유입유동특성을 분석하였다.

표층취수를 하는 경우(Case A)에 대하여 전산유동해석을 

수행하고 예측된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y=0의 대칭

면에서 살펴본 유동패턴으로 취수탑 외부에서는 유속이 매우 

느리고, 취수탑으로 유입되면서 유속이 빨라지게 되며 단면

적이 작은 도수터널에서 유속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취수수문을 넘어 취수탑 내부로 들어온 유동은 수문 

뒤편에서 수문의 진동을 발생할 여지가 있는 와류를 발생하

게 된다. 취수수문의 표층쪽 1번 수문 뒤편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와류가 발생하게 되고, 바닥쪽 4∼6번 수문 뒤편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와류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표층

쪽 1번 수문이 바닥쪽 6번 수문보다 하류에 위치하고 있으

나, 반대로 상류에 위치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갑수 등(4)이 유

동해석을 수행한 결과에도 수문 뒤편에 와류가 발생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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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elocity magnitude

(b) Streamlines

Fig. 5 Predicted flow patterns on the symmetry plane for 

the shallow water withdrawal case

Fig. 6 3-D particle tracking lines

입구유동의 3차원적인 유동패턴을 살펴보기 위하여 유입유

동의 입자추적선을 Fig. 6에 나타내었다. 취수탑 유입부

(trash rack 위치, x=0.0)로부터 8.0 m 떨어진 위치(x=-8.0)

에서부터 10초 간격으로 700초 동안 이동한 경로를 나타낸 것

으로 점선(dashed line)과 같이 입자들 사이를 1회씩 건너뛰

면서 입자추적선을 나타내었다. 표층의 경우 빠르게 유입되면

서 입자 간격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반면, 심층의 경우에는 

700초 동안에도 매우 미미한 경로만큼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표층취수를 하는 경우 심층수는 거의 취수되지 

않으며, 대부분 표층수가 취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층수의 유입패턴을 비교하기 위하여 Fig. 7은 저수지 

수면(z=250.8)과 1.0 m의 수심(z=249.8)에서의 속도크기와 

유선을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취수탑 유입부가 bell 

mouth형상으로 되어 있어 유동박리현상없이 자연스럽게 유

(a) Velocity magnitude

(b) Streamlines

Fig. 7 Comparison of flow patterns on z-plane

입되고 있으며, 표층에서의 속도크기는 수문의 위치에서 가

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취수탑 내부 저수지 수면에서는 와

류가 발생하는 것을 예측하였고, 그 와류는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점차 작아져서 사라지게 되었다.

한편, 취수탑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동패턴을 나타내기 위

하여 취수탑 유입부 위치(x=0.0)에서 입자추적을 시작하

되 -3,000초(50분전)에서 150초까지 10초간격으로 입자를 

표시하여 Fig. 8에 나타내었다. 표층에서는 유속이 빨라 입

자추적선의 길이도 길고 추적선 간의 간격도 넓은 반면, 심

층에서는 유속이 느려 입자추적선의 길이도 짧게 나타나고 

있다. 취수탑 정면뿐만 아니라 측면에서도 자연스럽게 유입

되고 있으며, 유속이 빠른 표층은 유선이 정면에서 유입되는 

반면 유속이 느린 심층으로 갈수록 유선은 측면과 후면에서 

휘어져 들어와 정면에서의 유입량이 줄고 상대적으로 측면

과 후면의 유입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으나 조류유입차단막은 Fig.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취수탑 유입부로부터 8.1 m 떨어진 

위치에서 가로와 세로 33.0 m의 크기로 취수탑을 둘러싸고 

있다. 이러한  조류유입차단막 설치위치를 기준으로 취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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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Front Side Rear Total

0.0∼5.0 1.94 1.13 0.17 3.24 

5.0∼10.0 1.54 1.05 0.17 2.76 

10.0∼15.0 0.99 0.90 0.16 2.04 

15.0∼20.0 0.55 0.75 0.08 1.38 

20.0∼25.0 0.31 0.58 0.13 1.02 

25.0∼28.8 0.11 0.27 0.11 0.48 

Sum 5.43 4.68 0.82 

Table 1 Predicted flow rate on the surface where 

the algal fence is installed

(unit: m3/s)

(a) Front view

(b) Back view

Fig. 8 Flow patterns of inflowing water into the water intake tower

Fig. 9 Velocity vector profiles on the symmetry plane

11.0 m3/s 중 정면, 측면, 후면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예측하

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정면에서 유입되는 유량은 전체 

유량의 49.7%인 5.43 m3/s이며, 측면에서는 42.8%인 4.68 

m3/s이 유입되고, 후면에서는 7.5%인 0.82 m3/s가 유입된

다. 측면은 좌우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입면적은 정면

이나 후면의 2배가 되며, 한쪽 측면에서는 전체 유량의 

21.4%가 유입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수심에 따른 유입유량도 분류를 하였으며, 표층취수를 하

는 경우이므로 수면에서 수심 10.0 m 내에서 총 유량의 

55.0%인 6.00 m3/s가 유입되고, 수심 5.0 m 까지의 표층에

서는 총 유량의 29.7%인 3.24 m3/s이 유입되고 있다. 수심

이 깊어짐에 따라 유입유량은 줄어들며, 수심 25.0 m보다 더 

깊은 심층에서는 0.48 m3/s이 유입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편,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정면에서 유입되는 유량은 크

게 줄어 심층에서는 측면에서 유입되는 유량보다도 적게 유

입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심 25.0 m보다 더 깊은 심층

에서는 정면에서 유입되는 유량이 0.11 m3/s인 반면, 측면에

서 유입되는 유량은 2배 이상 큰 0.27 m3/s로 예측되었다. 

이는 Fig. 8(b)의 입자추적선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속

이 느린 심층의 경우 취수탑 정면보다 측면에서 보다 많은 

유량이 유입되는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후면 유입량

은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유입량이 줄어들긴 하지만 상대적

으로 그 차이는 크지 않다.

취수탑 외부에서 내부로 유입되는 유속의 변화 양상을 살

펴보기 위하여 y=0의 대칭면에서 취수탑 유입부(trash rack 

위치)를 기준으로 취수탑 내부 2.0 m 지점(x=2.0)부터 취수

탑 외부 20.0 m지점(x=-20.0)까지의 속도 벡터를 Fig. 9에 

나타내었다.

취수탑 유입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유속이 매우 느

린 반면, 취수탑으로 유입되면서 점차 유속이 빨라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취수탑에 다가오더라도 바닥면

에서의 유속은 매우 느리며, 취수를 하는 표층에서의 유속만 

빨라지고 있다.

취수탑으로 유입되면서 변화하는 u-속도와 w-속도의 패

턴을 Fig. 10에 나타내었다. u-속도와 속도크기를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는 Fig. 10(a)를 보면, 최고 유속은 동일하지만 

거의 모든 수심에서 속도크기는 u-속도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EL. 235m ∼ EL. 245m 사이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대칭면에서는 y방향의 v-속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

에 속도크기와 u-속도의 차이는 Fig. 10(b)에 나타낸 z방향

의 w-속도 영향으로 인해 나타나게 된다.

이를 보다 정량적으로 비교하고자 유입 위치에 따라 최대 

u-속도, 최대 w-속도와 그 때의 수심을 Table 2에 나타내

었다. x=-20.0 위치에서의 최고 u-속도는 0.0062 m/s에 

불과하지만, x=-10에서는 0.0208 m/s, x=-4.0에서는 

0.0752 m/s, x=0.0 인 trash rack 위치에서는 0.228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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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velocity

(b) w-velocity

Fig. 10 Velocity profile variations for the streamwise direction

Positions
Max. u-vel.

(m/s)

Max. w-vel.

(m/s)

Water level at 

Max. w-vel.

x=-20.0 0.0062 0.0015 EL. 237.3 m

x=-10.0 0.0208 0.0067 EL. 240.3 m

x=-4.0 0.0752 0.0230 EL. 242.6 m

x=0.0 0.228 0.068 EL. 244.1 m

x=2.0 0.333 0.143 EL. 245.2 m

Table 2 Max. u-, w-velocity and its water level for 

the streamwise direction

x=2.0 위치인 취수탑 내부에서는 0.333 m/s로 증가하여 

x=-20 위치에서보다 50배 이상 증가하였다.

한편, w-속도는 x=2.0에서 최고 0.143 m/s로 예측되었

으며, 이는 x=-20.0의 최고 w-속도 0.0015 m/s보다 90배 

이상 증가된 유속이다. 또한, 최고 w-속도를 갖는 수심은 

x=-20.0에서 EL. 237.3 m였지만,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x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EL. 245.2 m까지 상승하고 있다.

3.2. 선택취수 수심에 따른 유입유동패턴
취수수심에 따른 수문의 다양한 개방 케이스(Fig. 4 참조)

      Velocity magnitude               Streamlines

 

(a) Case-B

 

(b) Case-C

 

(c) Case-D

Fig. 11 Flow patterns on the symmetry plane for withdrawal depth

에 대하여 유동해석을 수행하여 취수수심에 따른 유동특성

을 살펴보았다. 표층취수를 하는 경우 y=0 대칭면에서 속도 

크기와 유선을 Fig. 5에 나타낸 바 있으며, 중층취수와 심층

취수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Fig. 11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표층, 중층, 심층취수에 관계없이 취수된 물의 대부분은 

취수 수심에서 유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취수탑 

유입부에 설치된 trash rack의 아래에는 댐 바닥에 가라앉

은 퇴사의 유입을 막는 3.0 m 높이의 퇴사유입방지벽이 설

치되어 있다. 이로 인해 취수수문을 모두 5.0 m만큼 개방하

였지만 심층취수의 경우 퇴사유입방지벽으로 인해 실제 유

입 면적이 좁아지게 되어 다른 케이스에 비해 유입유속이 빠

르게 예측되고 있다.

모든 케이스에서 취수 수문 뒤쪽에는 와류가 발생하고 있

다. 중층취수를 하는 Case B와 C의 경우에는 취수지점을 기

준으로 취수탑 내 표층과 심층쪽에서 각각 와류가 발생하고, 

심층취수를 하는 경우에는 수문 뒤쪽에 커다란 와류가 발생

하고 있으며, 퇴사유입방지벽 뒤쪽에도 작은 와류가 발생하

고 있다. 이러한 와류는 수문의 진동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와류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고 안정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취수수심에 따른 유입유동패턴을 비교하기 위하여 Fig. 8

과 동일한 방법으로 만든 입자추적선을 나타내어 Fig. 12에 

비교하였다. 취수수심에 관계없이 취수탑 정면뿐만 아니라 

측면과 후면에서 유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취수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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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A

 

(b) Case-B

(c) Case-C

 

(d) Case-D

Fig. 12 Comparison of flow patterns of inflowing water for 

withdrawal depth

(a) u-velocity

(b) w-velocity

Fig. 13 Comparison of u- and w-velocity profiles at x=0 on 

the symmetry plane for withdrawal depth

과 멀어져서 유속이 느린 곳에서의 입자들은 이동거리가 짧

아 입자추적선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고, 느린 유속으로 인

해 관성력이 작아 취수탑 정면보다는 측면에서의 유입이 증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취수수심에 따라 유입유동 속도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

하여 y=0의 대칭면 위의 취수탑 유입부(x=0)에서 u-속도와 

w-속도의 패턴을 비교하여 Fig. 13에 나타내었다. 표층취수

를 하는 Case-A의 경우 수면보다 0.5 m 낮은 EL. 250.3 m

에서 0.228 m/s의 최대 u-속도를 가지며, 심층취수를 하는 

Case-D의 경우 퇴사유입방지벽의 존재로 인해 0.567 m/s

의 매우 빠른 유속이 예측되었다. 중층취수를 하는 Case-B

와 C의 경우 최대 u-속도는 취수수심 중앙보다 각각 0.3 m

와 0.6 m 낮은 EL. 238.0 m와 EL. 232.7 m 위치에서 

0.185 m/s와 0.210 m/s로 나타났다. 최대 u-속도를 갖는 

수심이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수심보다 조금 낮게 예측된 것

은 도수터널이 취수탑 아래에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취수수심에 따른 w-속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층취수인 

Case-A의 경우 중층과 심층의 물이 표층으로 올라오게 되

어 w-속도는 모두 양(+)의 값을 갖게 되고, 중층취수인 

Case-B와 C의 경우 취수수심을 중심으로 위쪽에서는 음(-)

의 w-속도를 갖고 아래쪽에서는 양(+)의 w-속도를 갖게 되

며, 심층취수인 Case-D의 경우에는 퇴사유입방지벽보다 낮

은 수심을 제외하면 모두 음(-)의 w-속도를 갖게 된다.

한편, 표층취수를 하는 경우 x=0 위치에서 최대 u-속도

를 갖는 수심과 동일한 EL. 250.3 m에서 w-속도는 최대가 

되고, 중층취수를 하는 Case-B와 C의 경우에는 최대 u-속

도를 갖는 수심과 거의 동일한 수심에서 하강하는 표층수와 

상승하는 심층수가 만나 w-속도가 0이 된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용담호에서 고산정수장으로 원수를 공급하

는 취수탑에 대하여 취수수문을 5.0 m 개방하여 표층, 중층, 

심층취수하는 경우 취수탑 유입유동패턴 특성을 예측ㆍ분석

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어내었다.

1) y=0의 대칭면에서 살펴본 유동패턴은 취수탑 외부에서

는 유속이 매우 느리고, 취수탑으로 유입되면서 유속이 빨라

지게 되며, 단면적이 가장 작은 도수터널 내부에서 유속이 

가장 빠르게 나타났다.

2) 표층취수를 하는 경우 취수탑 내부 저수지 수면에서는 

와류가 발생하였으나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점차 사라졌으

며, 취수탑 유입부는 bell mouth형상으로 되어 있어 유동박

리가 일어나지 않았다.

3) 표층, 중층, 심층취수에 관계없이 취수된 물의 대부분

은 취수 수심에서 유입되고 있다. 취수수심에서는 유속이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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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주로 정면에서 유입되는 반면, 취수수심과 멀어져서 유

속이 느린 곳에서는 취수탑 정면보다는 측면에서의 유입이 

증가하였다.

4) 표층취수를 하는 경우 x=0 위치에서 최대 u-속도를 

갖는 수심에서 최대 w-속도를 나타내었으며, 중층취수를 하

는 경우에는 최대 u-속도를 갖는 수심과 거의 동일한 수심

에서 하강하는 표층수와 상승하는 심층수가 만나 w-속도가 

0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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