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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11) 섬유여과기를 이용한 유수지용 수질정화시스템 개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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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P시 U 유수지 내에는 저류조와 인공습지로 구성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U 유수지의 높
은 부하량으로 인해 인공습지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질악화로 인해 오히려 악취발생
원으로 지목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인공습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본래 목적인 하천수질개선을 위해
서는 평상시 유지용수로 이용되는 유수지 하천수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U 유수지 내 인공
습지의 수질 및 악취개선을 목표로 수질정화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운전조건변화에 따른 유수지 하
천수 내 오염물질 제어특성을 살펴보았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의 수질정화시스템은 Inline mixing(응집)-완속교반/침
전-섬유여과공정으로 구성하였으며, 현장설치 및 운전을 통해 습지
유지용수인 U 유수지 하천수를 처리함으로써 인공습지의 수질개선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수질정화시스템 운전변수로는 원수유입속도, 침전슬러지 배출속도 
및 방법, 응집제 주입량 등을 설정하였으며, 응집제는 Al계열의 상업
용 PACl (polyaliminum chloride)을 이용하여 Al/P 몰 비가 1.0~4.0
이 되도록 조절하여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기간 동안 U 유수지 유입 하천수 내 CODMn, SS, T-P 및 T-N의 농도는 각각 11.0~32.5, 
11.6~113.7, 0.658~1.352 및 6.5~43.4 mg/L로 실측되었으며 변동범위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질정화시스
템에 의한 유수지 하천수 내 오염물질 제거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응집제 주입량을 변화시키면서 처리수 내 
오염물질 농도를 살펴보았다. 유입수 내 SS 농도가 104.7 mg/L일 때 Al/P 몰 비가 1.0에서 4.0으로 증가할수
록 제거율이 증가하여 유출수 내 SS 농도가 15.5 mg/L(제거율 85.2%)에서 4.7 mg/L(제거율 95.5%)로 낮아
졌다. 본 연구범위 내에서 Al/P 몰 비 증가에 따라 오염물질 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은 COD, T-P, T-N 항목에
서 모두 동일하였다. 한편 T-P의 경우 유입수 내 농도가 1.196 mg/L였으며, 유출수 내 농도는 Al/P 몰 비가 
1.0일 때 0.280 mg/L(제거율 76.5%)에서 Al/P 몰 비가 4.0일 때 0.05 mg/L(제거율 95.8%)로 감소되었다. 

수질정화시스템으로 유입되는 엄궁유수지 내 하천수의 평균 농도가 SS 95.6 mg/L, T-P 1.352 mg/L, 
COD 30.5 mg/L 및 T-N 25.72 mg/L일 때 처리수의 평균농도는 SS 6.7 mg/L, T-P 0.064 mg/L, COD 24.6 
mg/L 및 T-N 9.45 mg/L 이며, 시스템 처리수를 유입수로 한 인공습지에서의 유출수는 SS 5.9 mg/L, T-P 
1.123 mg/L, COD 22.3 mg/L 및 T-N 21.209 mg/L로 나타났다. 

수질정화시스템에 의한 인공습지의 수질 개선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스템 가동을 중지한 후 U 유수
지 하천수를 인공습지로 유입시켜 1일 및 2일 후의 인공습지 유출수 수질을 검토하였으며, 1일 후의 수질은 
SS 53.9 mg/L, T-P 2.270 mg/L, COD 28.9 mg/L 및 T-N 26.419 mg/L, 2일 후의 수질은 SS 87.6 mg/L, 
T-P 2.155 mg/L, COD 36.5 mg/L 및 T-N 25.479 mg/L로 오염물질의 농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수질정화시스템의 정상운전기간은 대략 60일 정도로 시스템 가동에 의한 인공습지의 기능회복 여
부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시간이긴 하나, 인공습지의 수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확히 평가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응집-완속교반/침전-섬유여과 공정인 수질정화시스템은 타 여과장치에 비해 
설치면적이 약 1/7정도로 적게 요구되었으며 여과기의 성능적인 측면과 전력비 등 연간 유지관리비 측면에
서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Fig. 1. 수질정화시스템 개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