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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2009년 3년 동안 농업용저수지 및 담수호 826개소의 수질 조사결과(총 1,840회), 10.4%
에 달하는 192회의 조사에서 농업용수 수질기준인 35 mg/m3

를 초과하고 있었으며, 조류 대발생 기

준인 100 mg/m3
이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15회로 농업용수원의 녹조발생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런 농업용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해 생태친화적인 방법인 먹이 연쇄를 이용한 녹조제어 실험을 

실시하였다. 우선, 녹조가 발생하는 수역에서 식물플랑크톤을 섭식하는 천적생물인 동물플랑크톤

을 분리하여 대량배양 할 수 있는 현장장치를 개발하여 운영해보았다. 
천적생물 대량배양장치는 충남 당진군 송악면 전대리에 위치하고, 녹조발생이 빈번한 소규모 농

업용저수지인 전대저수지에 설치하여 배양능 실험을 실시해보았다. 시설규모는 천적생물(동물플

랑크톤) 배양조를 기준하여 5 m3 × 2조, 총 10 m3
으로 설치하였고, 체류시간으로 유입량을 결정하여 

원수 분리조와 식물플랑크톤(먹이공급) 배양조의 규모를 결정하였다.
각각의 배양조건에 따른 배양효과분석을 실험해 본 결과, 먹이생물(식물플랑크톤) 배양조의 체

류시간은 식물플랑크톤의 특성상 3일 조건이 가장 적절하게 나타났으며, 동물플랑크톤 배양조는 

체류시간 4일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최적조건으로 판명되었다.
천적생물의 배양에 필요한 먹이생물의 적절한 공급을 위해 먹이 공급 비율에 따른 배양효과 분석 

결과, 먹이원 50 %에 원수 50 %를 공급했을 때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먹
이 공급이 클 경우(60 %) 오히려 먹이생물 과잉공급에 따른 저해효과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원
수분리조는 25㎛ 메쉬망+에코톤매트 미설치 조건, 인공식물섬의 적정 피복률은 80 %보다 40 % 피
복율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적생물 배양장치는 적용 저수지에 따라 시기별로 운영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조건별로 

특성을 잘 반영하여야하며, 특히, 원수분리조의 분리막 상태관리, 유입․유출 유량관리, 수중교반장

치와 먹이생물 공급비율 조정, 먹이생물 관리, 식물 및 동물 플랑크톤 배양상태 관리, 살포장치의 관

리 등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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