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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2) 기계식 여과장치를 이용한 담수조류 제거에 관한 연구

김도희
목포해양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1. 서론 

매년 연안에서 발생되고 있는 적조를 포함한 담수 조류의 대 발생으로 인해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

되고 있다. 담수 조류의 번식으로 상수도의 여과폐쇄, 이취미의 유발, 소독 부산물의 증가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Choi et al., 2003). 특히 4대강 공사로 조성된 보에서 매년 담수 조류가 대량 발생하여 사회,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안, 하천, 저수지 및 호소에서 대량 발생하는 조류

를 기계식으로 제거하기 위해 콘 필터형 여과장치를 개발하였다. 아울러 개발된 장치의 현장 적용성 및 조류

제거율 평가를 위해 현장에서 조류가 대량 발생된 시간에 장치의 조류의 제거효율을 평가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하천, 저수지 및 호수에서 대량으로 번식하는 담수 조류 전체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거하고자 20 ㎛ 
여과재 공극을 사용해서 20 ㎛ 이상의 조류를 제거 대상으로 성능시험을 실시하였다(Im et al., 2003).  DO, 

투명도, 탁도, 수온 등의 일반수질 항목을 수질공정시험법(MEK, 2014)에 따라 분석하였다. 장치에 의한 조류 

제거효율을 평가하기 위해 먼저 장치 내로 유입, 유출되는 물의 유량과 조류의 농도를 측정하여 매번 조류의 

유입량과 제거되는 양으로부터 장치에 의한 조류의 제거 효율을 평가하였다. 조류 제거율는 Chlorophyll-a와 

수중에 부유하는 SS와 유기물의 양으로 대표되는 VSS의 유입된 후 유출 제거되는 양으로부터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2014년 8월 30일, 9월 13일, 9월 28일 3회 현장의 일반수질 조사 결과 수온은 23∼25℃, DO는 8.2∼11.9 

㎎/l 으로 담수 조류가 번성하기 좋은 환경조건이었고, 투명도가 0.7∼1.2 m, 탁도는 12.7∼33.5 NTU, 

Chlorophyll-a 농도가  17.04 ㎍/l 으로 담수 조류가 대량으로 번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Chlorophyll-a

의 제거효율은 8월 30일 33∼71%(평균 51±16%), 9월 13일 31∼62%(평균 44±12%), 9월 30일 85∼88%(평

균 87±2%)으로 전체적으로 약 61%의 제거효율을 보였다. SS의 제거효율을  8월 30일 25∼42%(평균 

35±8%),  9월 13일 38∼73%(평균 54±24%),  9월 30일  26∼65%(평균 41±16%)으로 전체적으로 약 40%의 

제거효율을 보였다. VSS 제거효율은 8월 30일 36∼66%(평균 46±12%),  9월 13일 37∼57%(평균 45±8%),  

9월 30일 31∼42%(평균 37±4%)로 전체적으로 약 43%의 제거효율을 보여 앞서의 SS의 제거효율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현장에 적용 여과장치 내 스크루 브러시의 처리능력에 부하가 증가되어 Filter의 기능이 감소될 수 있어 

제거되는 조류의 양에 따라서 이동속도와 조류의 제거 량을 조절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연안양식

장과 하천, 저수지, 호소에서 대량 번식하는 조류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서식하는 수심에 따라서 

장치의 여과재 공극 크기와 설치수심의 조절이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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