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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의 해수 취수구에는 하절기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주변 해상의 각종 부유물 등이 다량 유입되어 해수를 

이용한 터빈 냉각 설비에 고장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해양생물의 유입으로 인한 발전정지 및 

출력감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생물의 유입상태를 감시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군

탐지기의 경우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 및 식별분해능의 저하로 그 신뢰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2cm 이하

의 미세 해양생물의 다량 유입상태를 감시하기 위하여 연구된 것으로서 다중 트랜스듀서를 통하여 미세 해양생물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입상태를 모니터링 하여 경보장치를 작동함으로써 해양생물의 유입

으로 인한 유입장치의 고장을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해양생물 유입 감시 시스템은 다중 트랜스듀서, 초음파 제어장치, 수중체 제어장치, 무선통신장치, 그리고 실

시간 운용 및 후처리 프로그램부로 구성되어 있다. 다중트랜스듀서는 초음파 제어장치와 연결되어 해양생물의 유무

를 확인하기 위한 초음파를 발사하며 발사된 초음파의 반사파를 수신한다. 초음파 제어장치는 수중체 제어장치와 데

이터와 전력을 동시에 공급하는 동축케이블로 연결되어 전력선 통신방식으로 데이터를 교환한다. 수중체 제어장치는 

무선 통신장치에 연결되어 원격으로 실시간 운용 및 후처리 프로그램부에 연결되어 있다.

본 시스템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운용시험을 실시하였다. 게 떼나 새우 떼를 대신할 수 있는 재료로 5~15mm 

크기의 마사토나 5~10mm 크기의 황토 볼을 수면 위에 뿌려주고 이것이 수류에 의해 취수구 쪽으로 흘러가는 중에 감

시 시스템에 감지되는지 여부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개발된 해양생물 유입 감시 시스템은 Fig. 1에 보이는 바와 같

이 이들의 유입 상태를 잘 감지하여 화면에 표시해주었으며 과도한 량이라고 판단되는 즉시 알람을 울려 주었다.

향후 본격적으로 게 떼나 새우 떼와 같은 해양생물이 집중 유입되기 시작하는 7,8월이 되면 Fig. 2와 같이 현장에 

설치된 감시 시스템이 취수구를 통과하여 지나가는 미소 해양생물들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발전설비를 보호할 수 있

게 될 것이며, 또한 이들 해양생물의 유입 시기, 유입 형태, 유입량 등과 같은 데이터들이 축적되면 향후 감시 시스

템의 보다 효과적인 작동과 타 발전소나 설비에의 적용 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Fig. 1  해양생물 유입 감지 화면(예)           Fig. 2  현장에 설치된 감시 시스템의 수중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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