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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ile various aspects affect river water quality, reduction of water flow rate during dry seasons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causing severe water pollution in river water environmen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easibility of 
applying a physicochemical method (sand filtration + ozonation) for improving river water quality within a short period. The 
parameters analyzed and assessed were CODcr, BOD, SS and color. The source river water had a severe pollution level 
showing COD 8.8~17.2 mg/L (ave. 11.9 mg/L), BOD 4.8~13.3 mg/L (ave. 8.3 mg/L), SS 9.0~22.1 mg/L (ave. 12.8 mg/L) and 
color 34.4~77.1 degree (ave. 56.5 degree) during the experimental periods. The variation trends showed a relatively low 
correlation between BOD and COD and between color and COD, while SS showed very low correlation with other parameters. 
The combined process of sand filtration and ozonation showed averaged removal efficiency of COD 37.2%, BOD 48.4%, SS 
60.1% and colority 45.1%, respectively. The marked change of BOD level from 8.3 mg/L to 4.3 mg/L under the experimental 
conditions in this study implied the improvement of class V to class III set by the river water quality standard in Korea.

keywords : COD, Color, Ozonation, River water quality, SS

1. 서 론1)

최근 4 강 살리기 사업 등 하천환경에 변화를  수 있

는 여러 가지 사업이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천이 지니

는 다양한 역할  기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업은 가까운 

미래뿐만 아니라 상당히 먼 미래까지 향을  것으로 사

료된다(민경석, 2011; 환경부, 2010). 그런데 이러한 규모 

하천환경 변화사업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산재해 있는 오염

원에 의한 하천수질의 변동가능성은 향후에도 지속 으로 

남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강우 특성상 유량이 매우 많은 

6~8월에 비하여 갈수기인 12~2월에는 하천유량이 매우 

어 수질에 크게 향을 주고 있다(고익환 등, 2008; 국토

개발연구원, 1988; 이형진 등, 2007; 최지용, 2001). 이러한 

강우특성의 변화가 없는 한, 국내 소규모 하천은 국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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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변 오염원에 따라 수질악화 험이 상존한다. 본 연구

에서는 이런 배경에서 국지 으로 다양한 오염원이 분포하

는 소하천, 특히 난분해성 물질  색도 증가 물질 배출로 

인해 수질이 크게 변화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그 사례의 

하나로 특정 지역의 소하천의 하천수질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한 방안으로 오존산화처리를 용해 보았다.
국내에서 하천수의 처리를 통한 수질개선 연구가 지속

으로 수행되어 왔는데 주로 생물학  방법  자연여과 방

식이 혼용된 공정이 이용되었다(남 수, 2008; 문성진, 
2005; 박재로와 방천희, 2004; 조주연, 2001). 한 정부에

서 하천오염원 리에 지속 으로 투자한 결과 BOD의 개

선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으나, 아직도 COD･TOC 등 유기

오염물 특히 난분해성 유기오염물질의 개선을 한 노력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환경부, 2010).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북부 지역의 한 하천을 상으로 그 수질을 개선하기 한 

한 처리 방법으로 부유고형물･색도･난분해성물질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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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location of the site at which the test equipment was installed.

를 한 공법을 신속한 처리를 통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물리화학  처리 공정에 을 두어 검토하 다. 본 연구 

상인 하천수의 경우 강우특성에 따라 오염도가 크게 변

화하기 때문에 물리화학  처리 방법만으로 처리 공정을 

구성하여 오염이 심한 시기에 주로 운 을 하여 처리 효율

을 높이는 것이 경제 일 수 있다. 먼  고형물을 제거하

기 해 모래여과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이어서 화학 산화방

법으로는 하천수의 pH는 성인 7.0 근처에서 변화하므로 

공정의 단순성을 해 별도의 pH 조정 없이 용이 가능

한 오존처리를 하는 것으로 구성하 다(강 원 등, 2002).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모래여과와 오존산화공정을 

수처리 방법으로 선정하여 상하천인 신천의 실제 하천수

를 처리하 다. 먼  BOD  COD 기여도가 높은 SS(부
유 고형물)를 모래 여과를 통해 제거하여 오염도를 감한 

후 색도와 난분해성물질 제거를 해 오존산화 처리를 수

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직  하천수 처리의 실공정 용 

가능성을 검토하 다.

2. 연구방법

2.1. 실험 장소

실험이 행해진 곳은 경기도 북부 한탄강 유입 소하천의 

하류부(Fig. 1) 다. 지류유입이 있기  한탄강의 수질은 

상류에서는 상당히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고 하천 수

질환경 등 으로 볼 때 Ia 등 에 해당한다. 하지만 소하천 

합류 후에는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 소하천의 오염된 하천

수가 분리수로를 통해 유입된 후에는 수질이 크게 악화되

어, 한탄 교 하류구간에서 BOD 기  III 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연천군, 2009).

2.2. 실험장치

직  하천수 처리를 한 모래여과  오존처리시설 공

정도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 장치

는 모래여과기･오존 조와 함께 액체산소･오존발생기･배

오존 괴기･냉각기 그리고 역세수 확보조로 구성되었다. 
이 시설을 하천으로부터 약 20 m 높이에 설치하 으며, 3마
력 펌 (PA-2280-T, 한일펌 , Korea)와 10마력 펌

(IPVH-1033, 한일펌 , Korea)를 이용하여 하천수를 본 장

치에 유입하 다. 유입수의 부유물질 제거를 해 모래여과

조를 통과시킨 후에 200 L/min의 유속으로 오존 조(1 
m×1 m×2 m)에 유입시켰다. 모래여과조는 압력식 하향류

식 속여과조로 높이 1.4 m･직경 1.2 m, 모래여과재층의 

높이는 50 cm로 하 으며, 역세에 의해 모래에  부착

된 고형물을 제거토록 하 고, 여과속도는 약 120 m/day로 

하 다. 오존 조에서 오존산화 처리된 물은 모래여과조

의 역세수를 확보하기 한 장조(1 m×1 m×1 m)를 통과

한 후 일부는 모래 역세에 사용되고 일부는 다시 오존처리

조로 유입되도록 하 으며, 일부는 하천으로 최종 방류시켰

다. 사용된 오존발생장치(에스워터(주), 한국)는 오존 발생

을 해 99.999%의 순수한 액체산소를 원료 가스로 하여 

무성방 을 통해 오존을 최  200 g/hr까지 생산할 수 있

다. 냉각방식으로는 수냉식을 이용하여 8%이상의 고농도 

오존을 발생시키도록 하 으며, 오존 기내로 공 되는 

오존은 순환되는 처리수와 이 에서 혼합되어 오존

조로 유입되도록 하 다. 오존 기에서 배출되는 배오존 

가스는 배오존 괴기에서 괴되어 배출되도록 하 으며, 
이 과정에서 열이 발생되므로 냉각기를 설치하여 약 19°C
로 유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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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Raw water ② Sand filtration vessel ③ Ozone contactor ④ 
Backwash water vessel ⑤ Discharge line ⑥ Oxygen storage tank 
⑦ Ozone generator ⑧ Chiller ⑨ Ozone destructor ⑩ Off-gas

Fig. 2. A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equipment.

본 연구에서는 26일간 연속해서 하천수를 처리하 고, 유
입 하천수  처리수의 BOD･CODCr･SS･색도를 분석하 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매일 하천수를 펌 에 의해 끌어들이

기 때문에 수질을 균등하게 만드는 유량조정조가 없어 수질 

변화가 있는 하천수를 그 로 처리 원수로 사용하 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하천수의 모래여과  오존처리의 효율을 

평가하기 한 항목으로 BOD･CODCr･색도･부유물질(SS)을 

수질오염공정시험 기 (환경부, 2000)에 의해 분석하 다. 
투입된 오존량과 용존오존농도를 정량하기 하여 비실

험을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오존발생장치  오

존 장치 조건에서 기체 오존 발생량과 용존오존농도를 

분석하 다. 오존 발생기에서 생성되는 가스상 오존의 농도

(wt %)는 오존모니터링 분석기(Model H1, In USA, Inc.)를 

이용해 결정하 으며 순산소의 유입속도와 생성된 오존가

스농도에 의해 생성된 가스상 오존발생량(g/hr)을 결정하

다. 한 용존오존발생량의 측정은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된 

식과 오존이 주입된 용액의 흡 도를 근거로 산출되었다

(Da Silva et al., 2006; Santana et al., 2009). 용액의 흡

도는 UV/Visible spectrophotometer(HS-3300, 휴마스, 한국)
을 이용하여 254 nm에서 측정되었다.

 

  (1)

여기서 ʋEOP는 용존 오존 발생량(g/hr), A는 254 nm에서 

측정된 흡 도, GA는 산소 는 오존의 유량(dm3/s)을 나타

낸다. 그리고 ε는 254 nm에서 오존의 흡 계수를 나타낸 

것으로 3,024 dm3/mol/cm이다. ℓ은 흡 도 측정시 원

Fig. 3. The relationship between ozone production and ozone 
concentration as a function of oxygen supply flowrate 
under the experimental conditions.

과 셀의 거리(0.63 cm)이며 M은 오존 분자량을 나타낸다. 
한 용존오존농도는 식 (1)에서 산출된 용존오존 발생량에 

의해 계산되었다.
Fig. 3은 산소공 유량에 따른 오존발생장치의 오존발생

량(g/hr)  발생오존농도(wt %)를 나타낸다. 무성방 (silent 
discharge)에 기반한 거의 모든 오존발생장치는 Fig. 3과 같

이 공 해주는 산소 유량이 증가하면 오존발생량은 증가하

며, 반면에 기체 오존의 농도는 하되는 특징을 보여 다

(강 원 등, 2002; 한국오존 회, 2007). 이는 산소공 량이 

증가되면 이에 따라 오존발생량이 늘어나지만 산소공 량

에 비해 오존의 발생량이 크지 않아 결과 으로 희석되는 

효과를 갖게 되며, 한 방 내에서 무성방 시 오존의 

생성과 괴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 산소공 량 증가가 

그 로 오존발생량 증가로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산소공 량에 따라 오존발생량  오존농도가 변화하므

로 이에 따라 물속에 용존되는 오존농도의 값도 변화될 것

으로 상된다. 이를 알아보기 해 산소공 유량을 변화시

키면서 물속에 용존된 오존 농도의 계를 조사하 다. 
Fig. 4는 산소유량을 5, 15, 20, 25 L/min로 변화시킬 때 

용존오존농도의 변화를 측한 것이다. 오존 투입 시작 후 

4분 경과 시 용존오존농도를 측정한 후 매 4분마다 시료를 

채취하여 용존오존농도의 시간에 따른 추이를 조사하 다.

Fig. 4. Dissolved ozone concentration as a function of oxygen 
supply flow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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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Variations of raw water quality for the experimental period
Title BOD5 (mg/L) CODMn (mg/L) SS (mg/L) Color (degree) Remarks

Range of measured values 4.8~13.3 8.8~17.2 9.0~22.1 34.4~77.1
Average 8.3 11.9 12.8 56.5 Arithmetic average

Standard deviation 2.5 2.0 3.2 10.4

실험조건에서 용존오존의 양은 산소유량의 변화와 한 

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산소유량의 증가로 용

존오존농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산소유량 증가

에 따른 용존오존농도의 차이는 어드는 것으로 이해된다. 
Fig. 4에서 보듯이 산소유량 20 L/min와 25 L/min에서 용

존오존농도의 차이가 상 으로 크지 않다.
이 자료에 기 하여 BOD, COD, SS  색도의 제거 경

향  제거 효율을 평가하기 한 본 실험에서는 산소공

유량을 20 L/min로 고정하여 진행하 다. 이 조건에서 오

존발생기의 오존발생량은 약 50 g/hr, 발생되는 오존농도는 

약 6.8% 다.

3. 결과  고찰

3.1. 유입하천수의 수질 변동

유입하천수의 수질변화 측정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

다. 실험 결과, BOD는 4.8~13.3 mg/L의 범 에서 변화하

고, 산술평균값은 8.3 mg/L 다. COD는 8.8~17.2 mg/L의 

범 에서 변화하 고 산술평균값은 11.9 mg/L 다. SS는 

9.0~22.1 mg/L의 범 에서 변화하 고 산술평균값은 12.8 
mg/L 다. 색도는 34.4~77.1 mg/L의 범 에서 변화하 고 

산술평균값은 56.5 mg/L 다. 이와 같이 변동성이 큰 하천

수를 유량조정조 없이 동일한 공정으로 처리할 경우 그 처

리효율도 달라지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 으로 강우특성에 

따라 하천수의 성상  부유고형물의 변동이 가장 큰 편이

며, 유입되는 오염물의 변동에 따라 BOD, COD  색도 

등이 상당히 변화될 수 있다.
Fig. 5는 이들 4가지 오염물질의 부하변동을 그래 로 나

타낸 것이다. 일반 으로, BOD와 COD는 그 원리상 서로 

계가 하다. 그런데 이러한 상 성은 난분해성 물질의 

함유비율이 높은 경우 별로 나타나지 않게 된다. 상 성분

Fig. 5. Variations of raw water COD, BOD, SS and color for 
26 days.

석을 한 결과, BOD와 COD간의 상  계수는 0.27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데, 일차 으로 난분해성물질을 함유한 공장폐수 등

의 유입이 많은 것 때문으로 이해된다. 색도 역시 COD와 

이론상 계가 깊은데 상 성 분석을 한 결과 상  계수가 

0.45로 비교  높지 않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SS가 

다른 항목들과 상 성이 별로 없이 변동하고 있는 것이다. 
SS와 COD간의 상  계수는 -0.04, SS와 BOD간의 상 계

수는 0.25, SS와 색도간 상 계수는 0.17로 매우 낮게 나타

났다. 이는 SS 유발 물질에 토양이나 암석 기원 무기성분 

등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3.2. COD 값에 미치는 모래여과  오존처리의 향

Table 2는 모래여과와 오존산화에 의한 COD 제거 결과

를 나타낸다. 모래여과에 의한 COD 제거율은 주로 SS 제
거에 의한 감량과 COD 유발 유기물의 모래 표면에의 흡

착에 의한 것이다. Table 2에서 보듯이 이 부분의 COD 제
거율은 평균 4.5% 정도로 비교  낮은 편이다. SS성분의 

COD 구성 부분이 다는 것은 주로 용존성 COD 성분이 

주된 부분이라고 단할 수 있다. 용존성 물질이 COD 성
분의 주된 부분인 경우, 일반 으로 이 물질은 BOD 유발 

물질과 복되는 측면이 있다. 만약 BOD 유발 물질과 상

이한 오존산화 특성을 보인다면, 이 부분은 개 생물학

으로 분해가 어려운 난분해성 물질로 분류된다. 이러한 난

분해성 물질은 오존산화에 의해 부분산화되면 생분해도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오존산화에 의한 효율이 높지 않더

라도 하천으로 되돌려질 때 쉽게 생물학 으로 분해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Fig. 6에서 보듯이 하천수의 COD 감 경향은 원수의 

COD 증감 경향과 거의 같으며, 특별히 화학 으로 쉽게 

제거되는 경우는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 상 하천수는

Fig. 6. The variations of COD values by combined treatment 
of sand filtration and ozo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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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D removal rate by combined treatment of sand 
filtration and ozonation

Day Raw water
(mg/L)

Sand filtration Ozonation
After

treated
Removal
rate (%)

After
treated

Removal
rate (%)

1 13.6 12.8 5.9 8.6 32.8 
2 13.6 12.3 9.6 7.6 38.2 
3 10.3 9.8 4.9 6.2 36.7 
4 17.2 17.2 0.0 11.5 33.1 
5 11.4 10.8 5.3 7.4 31.5 
6 10.9 10 8.3 6.5 35.0 
7 10.3 10.3 0.0 6.8 34.0 
8 9.7 9.7 0.0 6.1 37.1 
9 10.3 10 2.9 6.8 32.0 

10 9.7 9.2 5.2 6.2 32.6 
11 10.9 10.4 4.6 6.1 41.3 
12 11.7 10.8 7.7 7.1 34.3 
13 13.1 12 8.4 7.6 36.7 
14 10 10 0.0 6.5 35.0 
15 11 10.8 1.8 7.1 34.3 
16 12.3 11.9 3.3 8.1 31.9 
17 11.3 10.9 3.5 7.1 34.9 
18 14.3 13.4 6.3 8.6 35.8 
19 12.3 12.0 2.4 8.0 33.3 
20 12.6 11.8 6.3 7.6 35.6 
21 12.0 11.3 5.8 7.7 31.9 
22 11.1 11.1 0.0 7.4 33.3 
23 16.8 15.8 6.0 10.8 31.6 
24 13.3 12.0 9.8 8.1 32.5 
25 8.8 8.4 4.5 5.5 34.5 
26 10.8 10.3 4.6 7.2 30.1 

Average 11.9 - 4.5 - 34.2
Standard
deviation 2.0 - 3.0 - 2.5

COD 성분이 무기물질 함량은 상당히 고 거의 부분 난

분해성 유기물질일 것으로 추측된다.

3.3. BOD값에 미치는 모래여과  오존처리의 향

Table 3은 모래여과와 오존산화에 의한 하천수내 BOD 
제거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래여과에 의한 BOD 제거

율은 평균 6.2% 정도로 나타났으며, 이는 BOD 유발 물질

이 부분 용해성 물질이며, 고형물이 아님을 의미한다. 그
지만 이 제거율은 앞서 살펴본 모래여과 시 COD 값의 

감소보다는 큰 값이어서 모래에 의해 흡착된 물질이 무기

성분 보다는 유기성분이 많음을 알 수 있다.
Fig. 7은 실험기간동안 BOD값의 변동을 보여주고 있다. 

오존산화에 의한 BOD 제거율은 44.9%로 비교  높은 편

이다. 이는 용존되어 있는 BOD 유발물질이 오존산화에 의

해 제거되면서 BOD 감소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보통 

폐수 속의 고분자성이나 거 분자 난분해성 물질은 오존산

화에 의해 생분해도가 증가되어 BOD 측정시 값의 증가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 연구 상 하천수의 경우

Table 3. BOD removal rate by combined treatment of sand 
filtration and ozonation

Day Raw water
(mg/L)

Sand filtration Ozonation
After

treated
Removal
rate (%)

After
treated

Removal
rate (%)

1 5.4 4.9 9.3 2.4 51.0 
2 5.2 4.8 7.7 2.3 52.1 
3 5.8 5.6 3.4 2.6 53.6 
4 6 5.6 6.7 3.4 39.3 
5 5.5 5.0 9.1 2.8 44.0 
6 5.2 4.8 7.7 2.9 39.6 
7 5.2 4.8 7.7 2.9 39.8 
8 9.7 9.4 3.1 5.2 44.7 
9 10.3 10 2.9 6.2 38.0 

10 8.2 7.6 7.3 3.8 50.0 
11 8.8 8.0 9.1 4.5 43.8 
12 9.8 9.4 4.1 3.8 59.6 
13 11.2 11.0 1.8 5.6 49.1 
14 8.2 7.7 6.1 4.1 46.8 
15 8.8 8.1 8.0 4.5 44.4 
16 11.8 11.4 3.4 5.8 49.1 
17 11.3 10.9 3.5 6.1 44.0 
18 9.5 9.0 5.3 6.0 33.3 
19 7.8 7.5 3.8 4.7 37.3 
20 8.7 7.9 9.2 4.3 45.6 
21 8.7 8.3 4.6 5.1 38.6 
22 7.5 6.8 9.3 4.9 27.9 
23 13.3 12.0 9.8 7.9 34.2 
24 12.5 11.8 5.6 5.3 55.1 
25 4.8 4.6 4.2 2.1 54.3 
26 5.6 5.1 8.9 2.4 52.9 

Average 8.3 - 6.2 - 44.9
Standard 
deviation 2.5 - 2.5 - 7.5

Fig. 7. The variations of BOD values by combined treat-
ment of sand filtration and ozonation.

에는 이와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 경우 난

분해성 물질이더라도 작은 분자 물질일 것으로 상된다.

3.4. SS값에 미치는 모래여과  오존처리의 향

수처리 공정의 하나로 모래여과를 본 연구 상 하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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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에 도입한 이유는 SS 제거를 한 것이었다. 실제로 앞

서 살펴보았듯이 모래여과에 의한 COD  BOD의 제거율은 

6% 이하로 낮았던데 비해, SS제거율은 Table 4에서 보듯

이 평균 11.6%로 상 으로 높은 비율이다. 물론 이 결과

가 보여주듯 여 히 SS 제거율 역시 그리 높은 편은 아니

Fig. 8. The variations of SS values by combined treatment 
of sand filtration and ozonation.

Table 4. SS removal rate by combined treatment of sand 
filtration and ozonation

Day Raw water
(mg/L)

Sand filtration ozonation
After

treated
Removal
rate (%)

After
treated

Removal
rate (%)

1 14.6 12.9 11.3 6.3 51.2 
2 10.1 8.8 12.9 3.7 58.2 
3 13.4 11.2 16.1 4.5 59.8 
4 10.1 8.9 11.9 4.0 55.1 
5 14.1 12.3 12.8 5.2 57.7 
6 10.2 9.6 6.4 4.3 55.0 
7 11.0 9.8 10.5 4.3 56.1 
8 12.0 10.8 9.6 5.0 53.7 
9 18.3 16.2 11.5 8.1 50.0 

10 12.4 11.0 11.3 5.1 53.6 
11 10.3 8.8 14.6 4.1 53.4 
12 9.0 8.0 11.1 3.9 51.3 
13 10.5 8.9 15.2 4.3 51.7 
14 10.1 8.5 15.8 3.8 55.3 
15 14.1 12.8 9.2 5.3 58.6 
16 12.2 10.9 10.7 4.7 56.9 
17 22.1 19.5 11.8 8.9 54.4 
18 12.7 11.7 7.9 5.1 56.4 
19 20.8 18.7 10.1 9.1 51.3 
20 12.9 11.3 12.4 5.6 50.4 
21 12.5 11.8 5.6 6.1 48.3 
22 12.8 11.2 12.5 5.6 50.0 
23 13.1 11.0 16.0 4.9 55.5 
24 12.7 10.7 15.7 5.4 49.5 
25 11.2 10.3 8.0 3.2 68.9 
26 10.3 9.2 10.7 3.2 65.2 

Average 12.8 - 11.6 - 54.9
Standard
deviation 3.2 - 2.9 - 4.8

며, 이는 하천수내에 작은 부유물이 크게 많지 않다는 것

을 보여 다. 오히려 오존산화에 의한 SS 제거율이 54.9%
로 매우 높은데, 이는 SS물질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무기

물질이거나 산화분해되는 물질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투입

한 오존량 비 높은 SS 제거율을 나타낸다고 볼 때, 무기

성분의 물질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

다. Fig. 8에서 보듯이 원수의 수질 경향과 모래  오존산

화에 의한 처리수질 경향이 매우 유사하므로 SS 물질은 비

교  작고 입자분포가 안정 일 것으로 상된다.

3.5. 색도값에 미치는 모래여과  오존처리의 향

Table 5는 색도 처리에 한 각 공정의 효율을 나타내고 

있다. 모래여과에 의한 색도 제거율은 평균 5.0%로 상당히 

낮은 편이며, 특히 모래여과에 의해 흡착이 가능한 색도물

질의 비율이 높지 않음을 나타낸다. 많은 염료물질은 흡착

으로 상당히 많이 제거될 수 있는 것에 비해 본 연구 상 

하천수내 색도물질은 매우 분자량의 용존성 색도물질로 

이해된다. 오존산화에 의한 색도 제거율은 41.2%로 모래여

Table 5. Color removal rate by combined treatment of sand 
filtration and ozonation

Day Raw water
(mg/L)

Sand filtration Ozonation
After

treated
Removal
rate (%)

After
treated

Removal
rate (%)

1 55.1 52.6 4.5 33.7 34.3 
2 55.3 54.7 1.1 31.5 42.0 
3 51.1 51.0 0.3 30.6 39.9 
4 49.8 47.3 5.0 28.8 37.3 
5 50.6 49.9 1.4 29.2 40.9 
6 53.0 51.0 3.9 27.3 44.7 
7 51.6 49.4 4.2 29.0 39.7 
8 57.3 55.5 3.2 30.3 43.9 
9 48.8 46.0 5.7 20.6 52.2 

10 45.8 44.9 1.8 23.1 47.8 
11 48.8 45.1 7.7 25.7 39.7 
12 58.4 57.8 1.0 35.1 38.8 
13 67.4 65.7 2.6 40.5 37.3 
14 49.3 48.5 1.5 28.9 39.8 
15 55.9 53.8 3.8 29.0 44.4 
16 54.5 52.6 3.5 26.7 47.5 
17 56.1 48.1 14.3 23.1 44.5 
18 74.5 66.3 11.0 32.1 45.9 
19 66.6 61.0 8.3 27.4 50.6 
20 59.4 58.2 2.1 38.4 33.3 
21 77.1 66.8 13.4 35.2 40.9 
22 73.1 69.0 5.5 32.7 49.7 
23 65.2 58.6 10.1 40.4 27.9 
24 70.4 68.2 3.0 45.4 32.5 
25 34.4 30.8 10.5 20.9 28.8 
26 40.80 40.60 0.5 21.80 46.1 

Average 56.5 - 5.0 - 41.2
Standard
deviation 10.4 - 4.0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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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Improvement of river water quality by combined treatment of sand filtration and ozonation

Day
Removal rate (%) by sand filtration + ozonation BOD-based water quality degree

COD BOD SS Color Raw water After treated
1 36.8 55.6 56.7 38.8 IV II
2 44.1 55.8 63.6 42.8 IV II
3 39.8 55.2 66.3 44.6 IV II
4 33.1 43.3 60.4 47.8 IV III
5 35.1 49.1 63.1 47.0 IV II
6 40.4 44.2 57.8 50.5 IV II
7 34.0 44.4 60.7 47.5 IV II
8 37.1 46.4 58.2 45.0 V IV
9 34.0 39.8 55.7 62.7 VI IV

10 36.1 53.7 58.9 58.2 V III
11 44.0 48.9 60.2 53.4 V III
12 39.3 61.2 56.7 36.2 V III
13 42.0 50.0 59.0 26.4 VI IV
14 35.0 50.0 62.4 47.6 V III
15 35.5 48.9 62.4 47.4 V III
16 34.1 50.8 61.5 51.5 VI IV
17 37.2 46.0 59.7 58.0 VI IV
18 39.9 36.8 59.8 41.7 V IV
19 35.0 39.7 56.3 50.3 IV III
20 39.7 50.6 56.6 30.3 V III
21 35.8 41.4 51.2 36.2 V IV
22 33.3 34.7 56.3 40.7 IV III
23 35.7 40.6 62.6 26.7 VI IV
24 39.1 57.6 57.5 17.6 VI IV
25 37.5 56.3 71.4 62.1 III II
26 33.3 57.1 68.9 60.4 IV II

Average 37.2 48.4 60.1 45.1 V III
Standard deviation 3.2 6.9 4.3 11.4 -

Fig. 9. The variations of colority values by combined treat-
ment of sand filtration and ozonation.

과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 이다. 일반 으로 오존은 이

결합을 갖는 색도 유발 기능기(functional group)에 선택

으로(selectively) 반응하여 색도를 쉽게 제거하는 특징이 

있으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그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COD  BOD 제거 결과와 련해서 논의했

듯이, 본 연구 상 하천수내 색도 유발 물질은 난분해성 

물질  무기성분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Fig. 9에서 보듯이 색도 감의 경향은 원수와 처리수가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상당히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어 개 분자 물질에 의한 색도일 것으로 추측된다. 20
일 근처에서 모래여과에 의한 색도 제거가 높은 것은 하천

수내 증가된 탁질 성분의 SS 물질이 색도를 유발했으며, 
모래여과에 의해 비교  높은 효율로 처리된 것으로 보인

다. 모래여과를 거친 후 색도의 제거 경향과 오존산화에 

의한 색도 감 경향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색도 물질 

역시 상당히 안정 인 분자물질이 주된 구성 부분일 것

으로 측된다.

3.6. 모래여과  오존처리에 따른 수질항목별 처리 

효율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하천수의 BOD･COD･SS･색도에 

한 모래여과와 오존산화의 조합에 의한 처리효율을 종합하

면 Table 6과 같다. 각 항목별로 모래여과와 오존산화 처리 

효율을 더한 값으로 체 처리효율(%)을 나타내었다. 이 

때, BOD 제거율은 평균 48.4%로 물리화학  처리만으로 

비교  양호한 처리 효율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네 가지 

분석 항목 에서 SS 제거율이 60.1%로 가장 높은 제거율

을 나타내었다. BOD 제거율이 48.4%, 색도 제거율이 

45.1%로 나타났고, COD 제거율은 37.2%로 다른 항목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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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e removal rate of water quality parameters by 
combined treatment of sand filtration and ozonation.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수질 인자들 사이의 

계를 고려하여 검토해 볼 수 있다.
Fig. 10은 Table 6의 처리효율 결과를 하나의 그래 에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COD 제거율과 SS 제거율

은 그 경향이 서로 상당히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

고 BOD와 COD의 경향도 어느 정도 유사하다. 이에 비해 

색도 제거율의 경향은 상당히 변동이 심하며, 일치하지 않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흔히 색도 유발 물질은 이 결합

을 가진 화합물로 자연기원 유기물질 는 염료 등의 물질

로 오존산화에 의해 COD 감소와 유사한 경향으로 제거되

는데, 본 연구 상의 하천수는 이러한 일반 인 사실과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체 경향으로는 BOD 제거

율이나 COD 제거율에 비해 SS 제거율과 색도 제거 경향

이 비교  유사성이 있는 편이므로 색도가 무기물과 연

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색도 유발 물질에 

해서는 추가 인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3.7. 모래여과  오존처리에 의한 하천수질 개선 효과

Table 6에 BOD 기 으로 수질환경기  등 을 원수와 

처리수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여기서는 BOD기 의 등

만을 제시하 다. 측기간 동안 원수는 평균 으로 BOD
값이 8.3 mg/L로 국내 수질환경기  등 상 V등 에 해당

하 다. 이에 비해 [모래여과+오존산화]에 의한 처리수는 

평균 으로 4.3 mg/L의 값을 보여 III등 에 해당하 다.

3.8. 향후 연구 내용

본 연구논문에서 제시한 로 하천수를 직  모래여과 

 오존처리를 실제 장에 용할 경우 수질 개선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공정을 실제 장에 용하기 

해서는 경제성  실제 국내 강우특성을 고려할 때, 수
질의 조건에 따라 갈수기 등 일부 시기에 집 으로 운

하는 방안이 실 일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공정의 유

지 리를 해서는 간헐 인 사용이 하지 않을 수 있

다. 이런 을 감안하여 자들은 다음과 같은 을 고려

해 추가 인 연구를 진행 에 있다.
1) 본 연구에서는 하천수의 수질을 BOD･COD･SS･색도에 

국한해서 분석하 다. 이 정보 이외에 T-N, T-P, 속 

성분 등에 한 분석  처리 정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2) 본 연구에서는 원수를 하천에서 취수한 후 유량조정조

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일롯 장치에 유입시켜 실험을 

함으로써 매일 매일 변화하는 수질의 원수를 화시키

지 못하고 그 로 처리하 으며, 결과 으로 처리효율에

서 안정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 고 최 화하기 어려

웠다.
3) 본 연구의 처리 상 지 에서의 하천수 유량은 수문학

 특성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데, 본 연구는 2개월 이내

의 제한된 기간에 실험을 수행하 기 때문에 이에 한 

충분한 자료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4) 본 연구를 통해 처리된 하천수의 유량  그 수질에 따

라 실제 하류에서의 수질 개선 결과를 측하면 처리수

의 수질 목표를 합리 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를 해 수질 측모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4. 결 론

수처리 분야에서 오존산화방법은 주로 정수처리 부분에

서 사용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오존발생장치  응용기술의 

발 으로 폐수처리에도 활발히 용되고 있다(강 원 등, 
2002; Da Silva and Jardim, 2006). 한 오존은 매우 짧은 

생존기간을 가지고 있어 보건  해성이 낮기 때문에 오

염 장에서 직 인 용이 매우 높은 방법으로 본 연구

는 오염된 하천수에 직 인 용가능성을 보이기 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스상 오존은 수 의 반응물질

과 잘 반응하지 않는 반면, 용존 오존은 수 오염물질과 

직  반응하기 때문에 가스상 오존보다는 용존 오존의 효

율 인 생산이 요구된다. 즉 생산된 오존 자체반응에 의한 

소멸은 가스상일 때 주로 발생되므로 용존상태로의 환이 

오존 처리에서 매우 요한 운 요인이 된다. 결론 으로 

오존 처리에서 오염물질의 직 인 제거는 가스상 오존보

다는 용존성 오존에 제한되며, 한 처리 조건을 결정하

기 해서는 가스상 오존농도에 의하기 보다는 용존성 오

존농도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용존오존농

도의 증가에 따라 하천수의 COD  BOD 그리고 색도의 

제거효율은 증가되었다. 그러나 결과에 의하면 오존산화에 

의해 COD 물질이 BOD 물질로의 환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색도물질이 생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 

하천에 상당부분의 난분해성 물질이 포함된 것을 의미하며, 
결과 으로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 방법의 직  용은 

어려울 것이다. 약 2개월간 하천수의 오존 처리 모니터링 

결과는 평균 으로 5 수 이하의 수질이 3 수 정도로 개

선되는 효과를 보 으므로 생물학  처리의 처리 방법으

로 용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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