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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rtificial rainwater reservoir installed in urban areas for recycling rainwater is an eco-friendly facility for reducing 
storm water effluence. However, in order to recycle the rainwater directly, the artificial rainwater reservoir requires an 
auxiliary system that can remove non-point source pollutants included in the initial rainfall of urban area. Therefore, 
the conventional soil filtration technology is adopted to capture non-point source pollutants in an economical and efficient 
way in the purification system of artificial rainwater reservoirs. In order to satisfy such a demand, clogging characteristics 
of the sand filter layers with different grain-size distributions were studied with real non-point source pollutants. For 
this, a series of lab-scale chamber tests were conducted to make a prediction model for removal of non-point source 
pollutants, based on the clogging theory. The laboratory chamber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by permeating two types 
of artificially contaminated water through five different types of sand filter layers with different grain-size distributions. 
The two artificial contaminated waters were made by fine marine-clay particles and real non-point source pollutants 
collected from motorcar roads of Seoul, Korea. In the laboratory chamber experiments, the concentrations of the artificial 
contaminated water were measured in terms of TSS (Total Suspended Solids) and COD (Chemical Oxygen Demand) 
and compared with each other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sand filter layers. In addition, the accumulated weight 
of pollutant particles clogged in the sand filter layers was estimated. This paper suggests a prediction model for removal 
of non-point source pollutants with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such as the grain-size 
distribution and composition, and change in the hydraulic conductivity and porosity of sand filter layers. The lumped 
parameter   related with the clogging property was estimated by comparing the accumulated weight of pollutant particles 
obtained from the laboratory chamber experiments and calculated from the prediction model based on the clogging theory. 
It is found that the lumped parameter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amount of the pollutant particles clog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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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ores of sand filter layers. In conclusion, according to the clogging prediction model, a double-sand-filter layer 
consisting of two separate layers: the upper sand-filter layer with the effective particle size of 1.49 mm and the lower 
sand-filter layer with the effective particle size of 0.93 mm, is proposed as the optimum system for removing non-point 
source pollutants in the field-sized artificial rainwater reservoir.

 

요   지

인공 빗물 저류조는 도심지에 설치되어 빗물의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한 친환경 우수유출 저감시설이나 지면에 

내린 빗물을 직접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심지의 초기강우에 포함된 고농도의 비점오염원을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이 

수반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 빗물 저류조에 적용할 수 있는 비점오염원 정화시설로서 경제성과 정화효율이 

우수한 토양여과시설을 채택하여 실제 비점오염물질에 대한 모래 정화층의 입도분포에 따른 폐색특성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일련의 실내 챔버시험을 수행하고 폐색이론에 의한 비점오염원 제거 예측 모델을 제시하였다. 우선, 실내 

챔버시험은 미세입자로 구성된 점토와 서울시내 도로에서 채집된 실제 비점오염원으로 제조된 인공 오염수를 이용하

여, 5종류의 다양한 입도로 구성된 모래 정화층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실내 챔버시험에서는 모래 정화층에 유입 

및 유출된 인공 오염수의 TSS(총 부유물질)와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를 측정하여 오염입자의 크기에 따른 모래 

정화층의 정화효율을 평가하였고, 정화층 간극에 폐색되는 비점오염입자의 누적무게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모래 

정화층의 폐색특성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비점오염원 제거 예측모델을 모래 정화층의 입도와 구성에 따른 

특성과 투수계수 및 간극률의 변화 조건을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실내 챔버시험과 예측 모델로부터 산정한 모래 정화

층에 폐색된 입자의 누적무게를 비교하여 폐색특성 지표인 Lumped parameter 를 추정하였으며, 는 모래 정화층에 

폐색되는 오염입자의 양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모래 정화층의 폐색 예측모델로부터 현장 인공 빗물 

저류조에 적합한 최적의 비점오염 제거 시스템으로 유효입경 1.49mm(상부)와 유효입경 0.93mm(하부)의 모래로 구성

된 이중 정화층을 제시하였다.

Keywords : Non-point source pollutant, Soil filter, Rainwater recycling, Clogging, Lumped parameter

1. 서 론

최근 도시지역의 비점오염원 관리와 원활한 물순환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환경부, 소방방재청, 국

토교통부 등의 관련 부처를 통해 빗물의 재활용 및 우

수유출 저감시설의 보급을 노력하고 있고, 현재 저영향

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기법의 도입을 적

극 검토하고 있다. LID 기법은 자연의 물순환 체계에 미

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발 

대상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토지계획과 저류, 침투, 여과, 

증발산 등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개별 기술요소 적용

에 의한 불투수면 감소를 통해 빗물의 표면유출을 억제

하고 토양 침투를 증진시켜 물순환 체계의 개선과 오염

저감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3). 정부는 2012년 제2차 비점오염원 

관리종합대책에서 LID 기법 적용 확대를 추진과제로 

발표하였고, 환경부는 LID 기법과 관련된 각종 지침과 

매뉴얼을 제시하였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0a; 

Ministry of Environment, 2013). 그리고 2013년 4월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환경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평택 고덕신도시 8만 2,000m2
의 부지를 대상으로 LID 

기법의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다.

인공 빗물 저류조는 이러한 LID 기법 중 빗물 저류와 

빗물 침투의 기능을 겸비한 친환경 우수 저감시설로 도

시지역의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

한 목적으로 현재 활발한 연구 및 개발이 추진되고 있

다. 그러나 지면에 내린 빗물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

기 위해서는 도심지의 초기 세척효과(first flushing effect)

에 의한 초기 강우 유출수에 다량 함유된 비점오염물질

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초기 세척효과란 강우가 

시작된 최초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강우 유출수에 포

함된 비점오염물질의 농도가 최대로 높아졌다가 시간

이 지날수록 점차 오염물질의 농도가 낮아지는 특성을 

의미한다.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도심지의 초기 강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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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

며(John and Steven, 1997; Michael et al., 1998; Torben 

et al., 1998; Roh et al., 2004), 인공 빗물 저류조를 이용

한 빗물의 재활용을 위해서는 빗물의 침투 및 저류 이전 

단계에서 초기 강우 유출수에 포함된 비점오염원을 일

정 농도 이하로 저감시킬 수 있는 정화시설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공 빗물 저류조에 최적화된 

비점오염원 정화시설을 선정하기 위해 비점오염물질의 

처리를 위해 제안되는 다양한 방법 중 토양여과기술을 

적용하여 초기 강우 유출수에 포함된 비점오염원의 제

거효율을 평가하였다. 토양여과기술은 여러 선행 연구

결과로부터 경제성과 정화효율의 우수성이 입증되었다

(Bahgat et al., 1999; Cho et al., 2009; Hsieh et al., 2005; 

Rodgers et al., 2004; Seigrist et al., 1987). 특히 토양여

과기술에서 여과기술의 핵심 설계인자인 오염물질의 

입도분포에 적합한 최적의 간극 크기를 갖는 여재 선정

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입경으로 구성된 모래 

정화층을 대상으로 실내 챔버시험을 수행하여 모래 정

화층의 비점오염원에 대한 정화효율을 대표적인 비점

오염원 평가지표인 TSS(총 부유물질)와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를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모래 정화층

에 비점오염원이 함유된 강우 유출수의 유입과 유출이 

반복됨에 따라 비점오염입자는 여과와 흡착 현상에 의

해 모래 정화층의 간극 내에 점차 퇴적하게 된다. 퇴적

이 지속됨에 따라 모래 정화층의 간극은 비점오염입자

로 폐색되어 간극률이 저하되고, 이로 인하여 지반의 투

수계수가 감소되어 단위 시간당 침투량도 현저하게 감

소하게 된다(Kim et al., 2009). 이러한 모래 정화층의 

폐색특성은 비점오염원에 대한 정화성능과 밀접한 관

련이 있기 때문에 모래 정화층의 비점오염원에 대한 정

화 메커니즘을 이론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해 폐색이론으로부터 모래 정화층의 입도분포에 따른 

특성과 투수계수와 간극률의 변화를 고려하여 이론적

으로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작은 입경의 미세입자

로 구성된 해성점토와 실제 도로에서 채집된 비점오염

원으로 제조된 인공 오염수를 이용하여, 아크릴 챔버에 

조성된 5종류의 다양한 입자 크기와 구성이 다른 모래 

정화층을 대상으로 실내 챔버시험을 수행하였다. 본 논

문에서는 실내 챔버시험 결과와 이론해로부터 산출된 

결과를 비교하여 폐색이론에서 제시된 Lumped parameter 

가 오염입자의 폐색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이러한 모래 정화층의 폐색특성을 이론적으로 평가하

여 현장 인공 빗물 저류조를 위한 비점오염원 정화에 

최적화된 모래 정화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비점오염입자의 정화층 침투에 관한 폐색이론

2.1 인공 오염수의 모래 정화층 침투 모사

일정한 농도를 갖는 현탁액 상태의 오염수를 정화층

에 유입하여 오염수가 정화층 모래의 간극에 침투하였

을 때, 전수두 차에 의해 모래 정화층 간극 내에 오염수

의 흐름이 발생한다. 오염수에 포함된 미세한 오염물질

이 모래 간극을 통과할 때, 미세입자들은 물리적인 힘과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 간극 내에 흡착되어 점차 쌓이게 

된다. Reddi and Bonala(1997)는 이러한 현탁액이 토양 

필터층을 통과할 때 폐색되는 현상을 수학적 이론해로 

규명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Reddi and Bonala(1997)

가 제안한 폐색이론과 기본물성 시험으로 산정한 실험

값으로 폐색모델을 검토하였다. 시험 횟수 증가에 따른 

모래 정화층 간극 내 퇴적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폐색모

델로 예측하고, 실내 챔버시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2.2 폐색이론과 Lumped parameter 

Lee et al.(2004)은 슬러리 쉴드 터널 굴착 시 슬러리

가 지반으로 침투하는 현상으로부터 슬러리의 안정성

을 평가하기 위해 폐색이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종선

은 폐색이론을 이용한 그라우트 침투 프로그램(Step-wise 

Numerical Calculation; SWNC)을 구성하여 시멘트 그라

우트재의 침투 특성을 규명하였다(Kim et al., 2009; Kim, 

2010). 본 연구에 적용된 폐색모델은 Lee et al.(2004)에

서 제시된 지반 내 간극에 폐색된 입자의 총 무게를 산

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수립하였고, 폐색이론으로부터 

폐색된 입자의 양을 산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일정한 초기농도를 갖는 현탁액이 다공질체로 구성

된 필터층 상부에서 정상류에 의한 하방향 침투 현상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단위 부피에서 입자의 유동을 고

려한 지배방정식은 편미분방정식 형태로 Gruesbeck and 

Collins(1982)에 의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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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bability of particle capture in pore tube equivalent to 

fraction of total flow in annulus between r and (r-θa) 

(Rege and Fogler, 1988) 

여기서, =간극수 내 입자의 농도; =초기간극률; 

=입자퇴적후의 간극률; =단위간극부피당 퇴적된 입자

의 양; =유출속도(discharge velocity); =공간; =시간

이다.

식 (1)은 다음 식과 같이 간단하게 정리하여 나타낼 

수 있다(Lee et al., 2004). 









  (2)

여기서,  = 간극 내 투수속도(seepage velocity, )

이다.

식 (2)에서 세 번째 항인 


은 시간에 따른 흡착량과 

흐름유체 내 입자 농도의 비례관계에 따라 식 (3)과 같

이 표현할 수 있으며(Ives, 1987; Kim, 2010), 따라서 식 

(2)는 다음의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4)

여기서, = 필터계수(particle deposition coefficient)

식 (4)로부터 시간과 공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한 필터

층의 단위 간극부피당 세립분의 퇴적량 을 구할 

수 있고, 에 단위 간극면적 를 곱하고 적분하여 

필터층에 퇴적된 세립분의 깊이별 총 무게를 다음 식 

(5)와 같이 구할 수 있다. 

 








∙  (5)

여기서, 간극면적  ∙이다.

식 (5)를 정리하여 Lee et al.(2004)은 다음과 같은 필

터층에 퇴적된 세립분의 깊이별 총무게를 구하는 식 (6)

을 제시하였다.








∙










∙

 

 


∙∙∙∙ (6)

식 (6)은 시간에 따른 필터층의 깊이별 폐색된 입자의 

총 무게를 구하는 식으로, 를 구하기 위해서는 

필터계수 λ가 필요하다. λ는 흐름유체의 농도와 흡착량

을 연관짓는 계수로서 흡착량은 λ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Kim, 2010). Reddi and Bonala(1997)는 ‘Particle 

capture probability approach'를 적용하여 이론적으로 필

터계수 λ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λ는 식 (7)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7)

여기서, 는 간극튜브의 유효길이, m과 b는 간극

반경 r에 대한 대수정규분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

타내며 , , 는   
, (  )와 같이 

Lumped parameter 와 유동입자의 크기 로 표현되는 

값이다.

식 (7)을 이용하여 간극튜브의 유효길이, 필터의 간극

과 연관된 상수 m과 b, 유속 유동입자의 크기 및 Lumped 

parameter 를 이용하여 상수 를 구할 수 있다. 

는 입자의 퇴적량 산정에 중요한 인자이며,  값에 

따라서 거리에 따른 퇴적량 분포가 변화된다(Kim et al., 

2009; Kim, 2010). 를 식 (6)에 대입하여 시간에 따

른 필터층의 깊이별 폐색된 입자의 총 퇴적량(무게)을 

구할 수 있다.

는 필터층을 구성하는 흙의 간극 반경, 현탁액 내 

유동입자의 입경, Lumped parameter 에 의해 결정되

며 는 유동입자에 작용하는 중력, 관성력, 유체역학적 

힘, 전기 이중층 및 Van der Waals 힘과 관련된 계수로 

Gruesbeck and Collins(1982), Rege(1988), Rege and Fogler 

(1988)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의 크기가 클수록 Fig. 1

과 같이 간극 튜브에서 유동입자가 퇴적할 수 있는 점선

으로 된 경계의 범위가 커지므로 입자의 퇴적량이 증가

된다. 반대로 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입자의 퇴적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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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clay sample 

Specific gravity

(Gs)

Liquid limit

(LL, %)

Plastic limit

(PL, %)

Plastic index

(PI, %)

Soil 

classification 

2.72 73.8 30.4 43.4 CH

(a) Clay sample (b) Non-point source pollutants sample

Fig. 2. Grain size distribution curves for pollutants

작아진다. Rege and Fogler(1988)는 Lumped parameter 

를 구하기 위해 KCl의 농도가 0에서 0.01 M의 범위를 

갖는 벤토나이트 현탁액을 적용한 시험을 수행하여 가 

1에서 10까지 변화하는 것을 제시하였고, 이 값을 실내

실험에 의해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본 논문에서는 모래 정화층 시료에 대한 실내 챔버시

험 결과로부터 를 구하기 위한 인자들의 값을 정한 

후, 식 (6)에 대입하여 산정한 유동입자의 누적무게와 

챔버시험에서 측정된 모래 정화층에 폐색된 오염입자

의 누적무게를 비교 및 분석하여 Lumped parameter 를 

추정하였다.

 

3. 시험 시료

3.1 인공 오염수 제조용 시료

3.1.1 해성점토

실내 챔버시험에서 정화층의 정화효율을 평가하기 

위하여 가상의 인공 오염수의 제조에 사용된 시료는 부

산 신항에서 채취한 해성점토이며, 200번 체를 통과한 

0.075mm 이하 크기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부산 신항 

해성점토를 물과 혼합하여 실내 챔버시험을 위한 인공 

오염수를 제조하였다. 

점토 시료의 기본물성은 Table 1과 같이 비중이 2.72, 

소성지수는 43.4%의 고소성을 나타내며 통일분류법상 

CH로 분류된다.

3.1.2 비점오염원 건조시료

실제 비점오염원에 대한 모래 정화층의 정화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시 도로현장에서 채취한 비점오염

물질을 이용하여 오염수에 함유될 비점오염원 시료를 

제조하였다. 시내도로에서 채집한 비점오염물질을 직경 

10mm 체와 직경 0.25mm 체로 2회로 나누어 체가름하

여 입경 0.25mm 이하의 비점오염원 건조시료를 준비하

였다.

1차 체가름된 비점오염물질의 입도분포 결과로부터 

비점오염원 건조시료의 최대입경은 약 7%의 누적통과

율을 보이는 입경 0.25mm로 결정되었다. 2차 체가름 후 

채집된 전체 비점오염원 중량의 약 4% 정도에 해당되

는 양의 비점오염원 건조시료를 얻었고, 이를 점토 시료

의 경우와 같이 물과 혼합하여 정화층에 유입하기 위한 

오염수의 제조에 사용되었다. Fig. 2는 점토와 1차 체가

름과 2차 체가름된 비점오염원 시료의 입도분포 곡선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기본 물성시험을 통하여 비점오염원 건조시료는 비

중이 2.49이며, 통일분류법에 의해 입도가 불량한 모래

인 SP로 판정되었다. 또한 비점오염원 건조시료에 포함

된 비점오염 성분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성분 분석시

험이 수행되었다. 비점오염원 건조시료의 성분 분석대

상을 대표적인 비점오염군인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페

놀, 유기염류인 질소와 인, 중금속으로 크게 5종류의 항

목으로 분류하여 세부 성분들의 함량을 측정하였다.

성분분석 시험결과, 기존 문헌자료에서 조사된 대부



28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제30권 제6호

Table 2. Component analysis result of non-point source pollutant sample 

 Component Value (mg/kg) Analysis method Measuring equipment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Benzo(a) pyrene 2.565
EPA Method

8270 C

GC-MSD (Gas Chromatography

- Mass Selective Detector)

7890A/ 5975C (Agilent)

Fluoranthren 0.855

Pyrene 0.750

Phenols

Phenol 4
EPA Method

8041

GC-FID (Gas Chromatography

- Flame Ionization Detector)

7890A (Agilent)Pentachlorophenol 1.790

P 

(Phosphorus)
T-P 199.125

EPA Method 

365.1 / Ascorbic Acid

UV-Vis (Ultraviolet-Visible)

Lambda25 (Perkin Elmer)

N

(Nitrogen)

T-N 1,967
Standard Method

4500 - Norg
NO3-N 11.2

TKN 1,955.8

NH4-N 84
Standard Method

4500 - Norg / Titration
-

Heavy

Metals

Al 5,825.5

EPA Method

6010 B

ICP-OES

(Inductively Coupled Plasma 

- Optical Emission Spectra)

Optima 7300 DV (Perkin Elmer)

As 2.496

Cu 121.902

Cd 1.364

Hg 0.505

Ni 19.319

Zn 833.795

Cr 55.028

Pb 77.644

Hg 0.505
EPA Method 

7473

Direct Mercury Analyzer

DMA-80 (Milestone)

분의 비점오염 성분들이 검출되었으며, Table 2에 비점

오염원 건조시료의 성분에 따른 검출량과 성분분석에 

사용된 방법 및 장비명을 정리하였다. TSS와 COD와 같

은 무기염류는 실내 챔버시험의 측정인자이기 때문에 

무기염류를 제외한 나머지 비점오염 인자들을 대상으

로 성분분석을 수행하였다.

도시지역의 강우 유출수에서 검출되는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화합물(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은 피부접촉과 섭취에 대한 독성물질로 극소량의 

농도에서도 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9.7 × 10-4mg/L의 

농도에서 10-6
의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

다(Choi and Shin, 1997). 미국 EPA의 음용수로서 사용

되는 지표수 내 PAHs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0.0028mg/L

이며(U.S. EPA, 1983), 비점오염원 건조시료의 성분 분

석결과 일반적인 PAHs인 Benzo(a) pyrene(2.565mg/kg), 

Fluoranthren(0.855mg/kg), Pyrene(0.75mg/kg)이 EPA의 

기준보다 약 260배∼900배 정도 많은 양이 검출되었다.

폐놀계 화합물은 석탄 변환, 나무 보존, 금속 주조, 제

지 제조 등의 산업 전반에 걸쳐 배출되는 독성 물질이며 

위험 오염물로 분류된다(Caza et al., 1999). 페놀에 대한 

유전과 면역 독성 효과, 발암성을 나타내는 연구 결과들

이 보고되었으며, 이로부터 페놀은 자연환경은 물론 인

간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Hori et al., 2006). 환경부의 음용수 수질기준에 의하면 

페놀의 농도를 0.005mg/L로 제한하고 있으며, 비점오염

원 건조시료의 Phenol은 4mg/kg, Pentachlorophenol은 

1.79mg/kg로 측정되어 기준치의 최대 약 800배의 양이 

검출되었다.

인과 질소는 자연상태에서 유기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

하며 심각한 부영양화와 물의 변색 및 부패로 인한 악취

의 원인이 된다. 인 성분인 T-P는 199.125mg/kg로 측정

되었고, 질소 성분인 T-N(1,967mg/kg), NH4-N(84mg/kg), 

NO3-N(11.2mg/kg), TKN(1,955.8mg/kg)으로 T-P와 함

께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대표적인 중금속 성분으로 알루미늄, 비소, 구리, 카

드뮴, 수은, 니켈, 아연, 크롬, 납 등이 있으며 특히, 수

은, 구리, 납은 인체에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금속 성분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 Al(알루미늄)이 약 5,826mg/kg과 Zn(아연)이 약 

834mg/kg으로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고 Hg(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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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verage concentration of metal in stormwater for usage land of urban area in America (Pitt and Barron, 1990) 

Pollutants

(mg/L)

Residence

/Industry

street

Industry

area

street

Residential

area

Parking lot

Commerce

/Industry

Parking lot

Industry

/Unpave A, 

Parking lot

Industry

/Unpave B, 

Parking lot

Al 181 4,520 2,500 558 11,600 3,140

Cd 0.46 55.7 35.3 2.6 - 1

Cr 3 11 290 19.6 1.5 6.5

Cu 10 410 285 39.3 390 13.3

Pb 15.8 56.3 66.7 45.4 65.5 28

Ni 2.23 19.9 35.3 33.1 30 73.3

Zn 37.5 67.5 64 178 81.5 28.3

Table 4. Material properties of sand filter layers (sample 1~4)

Soil properties Sample 1 Sample 2 Sample 3 Sample 4

Effective size (D10, mm) 0.27 0.50 0.93 1.49

Uniformity coefficient (Cu) 1.40 2.10 1.65 2.01

Gradation coefficient (Cc) 0.96 0.85 0.96 1.08

Specific gravity (Gs) 2.75 2.74 2.74 2.63

Hydraulic conductivity (cm/sec) 0.038 0.053 0.157 0.294

Fig. 3. Grain size distribution curves for filter layers (sample 1~4)

Pb(납), Cu(구리)의 성분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 다음 

Table 3은 Pitt and Barron(1990)에 의해 조사된 미국 도

시지역의 토지이용별 강우 유출수에서 검출된 중금속 

평균농도를 정리한 표이다. 중금속은 주로 공업지역, 도

로 및 주차장 등의 토지이용구역에서 다량 검출되는 것

으로 조사되었으며, 비점오염 건조시료에 함유된 중금

속의 양과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다. 

3.2 정화층 모래 시료

기본 물성시험과 체분석 시험을 통해 모래 정화층 조

성에 사용된 유효입경이 다른 4종류 모래의 입도특성을 

규명하였다. Table 4는 모래 정화층 시료의 기본물성 시

험결과이며, Fig. 3은 모래 정화층 시료의 입도분포 곡

선이다.

3.3 모래 정화층 시료의 상, 하수도시설기준 검토

시험에 사용된 모래 정화층 시료에 대해 환경부의 상

수도시설기준(Ministry of Environment, 2010b)과 하수

도시설기준(Ministry of Environment, 2011)에 제시되어 

있는 여과용 모래에 대한 이용 기준을 검토하였다. 상수

도와 하수도시설기준에 제시된 여과공정에는 급속여과

와 완속여과 공정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것은 

급속여과 공정에 해당한다. 급속여과란 원수 중의 현탁

물질을 약품으로 응집시킨 후에 입상 여과층에서 비교

적 빠른 속도로 물을 통과시켜 여재에 부착 및 체거름 

작용으로 탁질을 제거하는 고액분리공정을 의미한다

(Ministry of Environment, 2010b). 상수도시설기준에는 

여재용 모래의 유효입경과 각종 기본 물성에 관한 범위

가 상세히 제시되어 있으나, 하수도시설기준에는 사용

자가 적절한 여재를 선정하도록 되어있고 기본 물성에 

관한 자세한 범위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수도시설기

준에 제시된 여과용 모래의 사용 기준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급속여과 모래의 유효입경은 0.45mm∼1.0mm의 범

위에서 선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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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chematic diagram of lab-scale chamber test system

(2) 급속여과 모래의 균등계수(Cu)는 1.7 이하로 제한한

다. 균등계수가 큰 모래 사용 시 역세척을 하고 나면 

조립자의 모래는 하층에 모이고, 세립자의 모래는 

상층에 모여 폐색되기 쉬워져 충분한 여과지속시간

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균등계수의 상한을 정해 균

등계수 1.7 이하의 모래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여과 

모래의 균등계수는 낮을수록 좋으나, 너무 낮은 경

우 모래의 생산 원가를 상승시켜 모래 구입비용이 

높아진다.

(3) 급속여과 모래의 비중은 2.55∼2.65의 범위로 정한

다. 자연 모래의 비중은 2.55∼2.65의 값을 가지며, 

비중이 2.55 이하인 경우에 유기성 물질 및 다공성 

모래가 혼입될 수 있다. 또한 비중이 2.65 이상인 경

우에는 석회석, 중금속 류의 광석이 혼입될 가능성

이 있다.

(4) 급속여과 모래의 입경 범위는 최소입경 0.3mm 이

상과 최대입경 2.0mm 이하이며, 오차범위 1% 이하

의 기준을 지켜야한다. 이것은 입도분포 10%의 입

경 이하와 입도분포 60%의 입경 이상의 한계 범위

를 정해 분급의 경향이 극단적으로 커지는 것을 예

방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유효입경이 0.93mm인 모래의 비중

은 2.74이며 유효입경이 1.49mm인 모래의 균등지수(Cu)

는 2.01로 이는 상수도시설기준에 제시된 급속여과 모

래의 적용 기준보다 다소 높다. 그러나 인공 오염수를 

제조하기 위한 비점오염원 건조시료의 최대 입자크기

인 0.25mm를 고려하였을 때, 유효입경 0.93mm와 유효

입경 1.49mm의 모래 정화층의 시험결과 비교가 필요하

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은 초기 30분에서 1시간 동안 

내린 우수 유출수에 포함된 비점오염 인자를 정화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인공 빗물 저류조에 적용된 모래 

정화층의 짧은 저류기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상수도시설기준에 제시된 범위보다 다소 큰 유효

입경의 모래를 적용하여, 단일 정화층과 서로 다른 유효

입경의 모래로 조성된 이중 정화층의 비점오염 정화효

율 및 오염물질입자의 폐색 정도를 평가하였다.

                

4. 실내 챔버시험

4.1 시험 장비의 구성과 시험 방법

실내 챔버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시험장비의 구성은 

Fig. 4와 같고, 시험장비는 모래 정화층을 조성할 수 있

는 아크릴 챔버, 오염수를 분산하여 정화층에 유입시키

기 위한 플라스틱 통 및 펌프, 전자식 유량계, 오염수를 

연속으로 교반시켜 일정한 농도로 공급하기 위한 2톤 

용량의 FRP 물탱크와 교반기로 구성되어 있다. 

실내 챔버시험은 물(tap water)과 점토를 혼합한 가상

의 오염수를 적용한 시험과 물(tap water)과 비점오염원 

건조시료를 혼합한 오염수를 적용한 시험으로 구분하

여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인공 오염수 제조에 사용된 

오염물질 시료에 따라 규격이 서로 다른 2종류의 챔버

를 제작하였으며, 1차 챔버는 점토로 제조된 오염수를 

적용하였고, 2차 챔버는 실제 비점오염물질로 제조된 

오염수를 적용하였다. 채집된 실제 비점오염물질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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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filter layers with different effective particle size and composition

Layer A Layer B Layer C Layer D Layer E

Effective size

(D10, mm)
0.27 0.5 0.93 1.49

1.49 (upper layer), 

0.93 (lower layer)

(a) Layer A (b) Layer B (c) Layer C

Fig. 5. Removal efficiency of TSS with testing cycle

구한 인공 오염수 제조용 비점오염원 건조시료의 양이 

소량이기 때문에, 비점오염원을 함유한 인공 오염수의 

모래 정화층 통과유량을 작게 축소하여 실내 챔버시험

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비점오염원 건조시료를 혼합

한 오염수를 적용한 실내 챔버시험은 1차 챔버의 규격

인 40cm × 30cm × 60cm보다 작은 20cm × 30cm × 

60cm 규격의 챔버가 제작되었다.    

아크릴 챔버에 Table 5와 같이 입도와 구성이 다양한 

정화층 모래를 40cm 높이까지 조성한 후 인공 오염수를 

유입하였다. 오염수는 2톤 용량의 물탱크에 비점오염원 

건조시료와 물을 150∼1,000ppm 농도로 혼합되도록 투

입한 후, 오염수 내 점토와 비점오염원 입자의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탱크에 교반기를 설치하여 지속적으

로 교반하였다. 두 시험에서 챔버에 조성된 정화층의 부

피에 대한 오염수 유입량의 비율이 같도록 각각 정화층 

단위체적(1cm3)당 8.33 × 10-4L의 오염수를 정화층에 10

분 동안 유입시켰다. 즉, 모래 정화층에 점토를 혼합한 

오염수를 4L/min의 유량과 비점오염원 건조시료를 혼합

한 오염수를 2L/min의 유량으로 10 분 동안 유입 후 배

수하였고, 이 과정을 1회로 하여 100회 이상을 반복하였

다. 각 시험 횟수마다 유입되는 오염수의 농도와 시료 

통과 후 유출되는 오염수의 농도를 TSS(Total Suspended 

Solids)와 COD(Chemical Oxigen Demand)를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TSS는 수질오염공정시험법에 따라 공기펌

프와 탈수장치를 이용하여 유출된 오염수가 여과지를 

통과하며 여과되는 부유물질의 무게를 측정하여 산출

하였고, COD는 HACH사의 COD LR kit을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4.2 시험 결과

4.2.1 점토를 함유한 오염수에 대한 모래 정화층의 

정화효율 평가 결과

점토를 함유한 가상 오염수에 대한 정화효율 평가시

험은 유효입경 0.27mm, 0.5mm, 0.93mm의 모래로 구성

된 정화층 A, B, C에 4L/min의 유량으로 10분간 오염

수를 유입하고 정화층을 통과 후 배출하는 것을 1회로 

하여 200회 반복하였다. 1, 5회에서 유입, 유출되는 오

염수의 TSS와 COD를 측정하였고, 10회부터 100회까

지는 매 10회마다 측정하였다. 또한 100회 이후에는 매 

20회마다 유입, 유출되는 오염수의 TSS와 COD를 측정

하였다.

Fig. 5와 Fig. 6은 유입-유출 시험 반복에 따른 TSS와 

COD의 제거효율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TSS와 COD의 

제거효율은 유입 오염수의 TSS와 COD에 대한 제거된 

TSS와 COD의 비의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제거효율(Removal efficiency) 

=유입농도
유입농도유출농도 ×100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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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ayer A (b) Layer B (c) Layer C

Fig. 6. Removal efficiency of COD with testing cycle

(a) Layer A (b) Layer B (c) Layer C

Fig. 7. Total removed TSS with testing cycle

정화층 A의 경우, TSS의 제거효율은 43.5%∼91.6%, 

COD의 제거효율은 44.7%∼72.5% 범위이며 TSS와 COD

의 제거효율은 시험이 반복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화층 A는 대상 정화층 A, B, C 중에서 TSS와 

COD에 대해 가장 높은 정화효율을 나타내었다.

정화층 B의 경우, TSS의 제거효율은 5.0%∼50.6% 

범위로 전반적으로 약 40.3%의 일정한 제거효율을 유

지하였고, COD의 제거효율은 3.3%∼100.0% 범위로 시

험이 반복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화

층 B는 TSS의 경우 다른 정화층들과 비교하였을 때 중

간 정도의 정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COD의 정화효

과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화층 C의 경우, TSS의 제거효율은 7.1%∼44.0% 

범위로 전반적으로 약 17%의 일정한 제거효율을 유지

하였고, COD의 제거효율은 7.4%∼40.9% 범위를 나타

내었다. COD의 제거효율은 100회까지 약 30%의 제거

효율을 일정하게 유지하였으나 100회 이후 점차 감소하

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정화층 C는 다른 정화층들 보다 

TSS와 COD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제거효율을 나타

내었다.

정화층 B와 C에서는 비교적 큰 간극 때문에 부분적

으로 음(-)의 제거효율 값이 산출되었다. Fig. 5와 Fig. 6

의 정화층 B와 정화층 C의 그래프에서 TSS와 COD의 

제거효율이 음(-)의 값을 갖는 지점은 유입되는 오염수

에 비하여 유출되는 오염수의 농도가 높은 것을 나타내

며, 이것은 정화층 A보다 상대적으로 큰 간극 때문에 

유입되는 오염수가 시료에 흡착되어 있던 오염물과 함

께 유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7은 유입-유출 시험 반복에 따라 제거되는 TSS

의 누적무게(Total removed TSS)를 그램(g)단위로 나타

낸 그래프이다. 제거되는 TSS의 누적무게는 다음 식으

로 산정하였다.

유입 오염수의유출 오염수의
×유입량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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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ayer C (b) Layer D (c) Layer E

Fig. 8. Removal efficiency of TSS with testing cycle

(a) Layer C (b) Layer D (c) Layer E

Fig. 9. Removal efficiency of COD with testing cycle

각 정화층에서 제거되는 TSS의 누적 무게는 유입-유출 

시험이 진행되면서 점차 증가하여 마지막 시험 후 정화층 

A(120회)에서 3,201.2g, 정화층 B(200회)에서 3,048.5g, 

정화층 C(200회)에서 1,421.9g이 산출되었다. 따라서 정

화층 A에서 가장 많은 TSS가 제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4.2.2 비점오염원을 함유한 오염수에 대한 정화층의 

정화효율 평가 결과

비점오염원 건조시료의 입경은 0.075mm 입경 이하

의 점토보다 3∼4배 더 크기 때문에 유효입경 0.27mm, 

0.5mm의 모래 대신, 상대적으로 간극의 크기가 큰 유효

입경 0.93mm, 1.49mm의 모래로 구성된 정화층 C, D, 

E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이 함유된 오염수를 이용한 실

내 챔버시험을 수행하였다. 모래 정화층에 유입-유출된 

오염수의 TSS와 COD 측정을 위해 1, 5회와 이후 매 10

회마다 시료를 채취하였다. 정화층 C는 초기에 발생된 

폐색으로 인해 1, 5, 10, 20, 30회까지만 측정하였고, 정

화층 D와 E는 1, 5,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회에서 측정하였다.

Fig. 8과 Fig. 9는 유입-유출 시험 반복에 따른 TSS와 

COD의 제거효율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정화층 C에서 TSS 

제거효율은 89.0%∼100.0%, COD 제거효율은 82.0%∼
96.0% 범위이며 TSS와 COD의 제거효율은 시험이 반

복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정화층 D의 경우, TSS 제거효율은 74.0%∼96.0% 범

위로 시험이 반복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고, COD 제거효율은 약 77.0%에서 100.0% 범위로 일

정한 경향 없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변화하는 모습

을 나타냈다. 따라서 비교적 큰 입자(유효입경 1.49mm)

로 구성된 정화층 D의 경우에 충분한 COD 제거를 기대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화층 E의 경우, TSS 제거효율은 70회까지는 89.0%

∼98.0% 범위로 증가하다가 70회부터는 98.0%∼94.0% 

범위로 약간 감소하였다. 유입수의 TSS가 70회부터 223 

mg/L∼388mg/L의 범위로 다소 증가하며 이에 따라 유출

수의 TSS도 다소 증가되었기 때문에 TSS의 제거효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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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ayer C (b) Layer D (c) Layer E

Fig. 10. Total removed TSS with testing cycle

  

(a) Layer A (b) Layer C

Fig. 11. Clogging of clay particle after test completion

미소하게 감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시험 횟수에

서 TSS 제거효율은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정화

층 E의 TSS 정화효과는 매우 양호한 것을 알 수 있다. 

COD 제거효율은 96.0%∼100.0% 범위이며 TSS의 경우처

럼 대부분의 시험 횟수에서 매우 높은 제거효율을 보였다.

Fig. 10은 유입-유출 시험 반복에 따라 제거되는 TSS의 

누적무게(Total removed TSS)를 그램(g)단위로 나타낸 그

래프이다. 각 정화층에서 제거되는 TSS의 누적 무게는 유

입-유출 시험이 진행되면서 점차 증가하여 마지막 시험 후 

정화층 C(30회)에서 159.6g, 정화층 D(100회)에서 358.1g, 

정화층 E(100회)에서 471.3g이 산출되었다. 따라서 정화

층 E에서 가장 많은 TSS가 제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5. 모래 정화층의 폐색특성

5.1 실내 챔버시험 종료 후 정화층의 폐색 상태

5.1.1 점토가 혼합된 가상의 인공 오염수에 의한 정

화층 폐색

정화층 A(유효입경 0.27mm)는 비교적 빠르게 폐색이 

진행되어 시험 횟수 80회 이후부터 월류수량이 발생하

여 시험을 반복할수록 월류수량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정화층 상부로부터 침전되는 오염물의 양이 많아지면서 

대부분의 오염물이 정화층 상부에서 폐색되었다.

정화층 B(유효입경 0.5mm)는 유효입경과 투수계수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유입-유출 200회 동안 점토입자의 

폐색 정도가 크지 않아 시료 표면위로 오염수의 수위가 

상승하지 않았다. 시험 종료 후 정화층을 육안으로 관찰

한 결과, 정화층 B의 경우 정화층 A와는 달리 오염수 

유입 후 오염물이 정화층 표면에 폐색되지 않고 정화층 

하부에 주로 남아있었고, 이것은 오염물 입자들이 단지 

일시적으로 정화층 시료의 상부에 흡착되었다가 오염수

의 유입-유출이 반복됨에 따라 배수되는 오염수의 흐름

에 의해 점차 하부로 이동되어 쌓인 것으로 판단된다. 

정화층 C(유효입경 0.93mm)도 정화층 B와 마찬가지

로 유효입경과 투수계수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시료 표

면위로 오염수의 수위가 상승하지 않았다. 정화층 C에

서도 Fig. 11과 같이 오염수 유입 후 오염물이 정화층 

표면에 폐색되지 않고 시료 하부에 주로 남아있는 것을 

관찰하였다. Fig. 11은 시험 종료 후 A와 C 정화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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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ayer C (b) Layer D (c) Layer E

Fig. 12. Clogging of non-point source pollutant after test completion

(a) Sand particles (b) Clogging of non-point source pollutant particles in sand pores

Fig. 13. Image of SEM (magnified by a factor of 600)

점토 입자의 폐색된 상태를 보여준다.

5.1.2 비점오염원을 함유한 인공 오염수에 의한 정

화층 폐색

정화층 C(유효입경 0.93mm)는 상대적으로 낮은 투수

계수로 인하여 시험 초기부터 오염수의 수위가 상승하

였고, 이로 인하여 정화층 상부에 오염물이 쌓이기 시작

하면서 대부분의 오염물이 정화층 상부에서 폐색되었

다. 또한 32회부터는 오염수가 정화층을 통과하지 못하

고 정화층 위로 정체되었고, 시험 종료 후 정화층 상부

에서 대부분의 폐색이 발생했다.

정화층 D(유효입경 1.49mm)는 비점오염원 입자들이 

정화층 모래 사이에 고르게 퍼져 부분적으로 폐색되었

다. 이것은 정화층 D의 입경과 투수계수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오염수의 흐름이 원활하여 비점오염원 입

자들이 정화층에 전체적으로 여과된 것으로 보인다.

정화층 E(유효입경 1.49mm(상부), 유효입경 0.93mm

(하부))의 경우, 비점오염원 입자들은 상부 유효입경 

1.49mm 모래 정화층 내부에 고르게 퍼져서 부분적으로

만 폐색이 되었다. 이것은 상부 시료를 통과한 오염물이 

하부시료를 통과할 때, 정화층 C의 시험 시와 마찬가지

로 하부 정화층의 상대적으로 낮은 투수계수로 인하여 

오염수가 원활히 통과하지 못하고 하부와 상부 정화층

의 경계로부터 폐색이 시작되어 오염물질 입자들이 상

부 정화층 모래입자 사이에 고르게 퍼져 쌓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12는 시험 종료 후 각 정화층의 

비점오염원이 폐색된 상태를 보여준다.

실내 챔버시험 종료 후, 모래 정화층 표면에 폐색된 

비점오염입자의 상태를 FE SEM(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하여 촬영하

였다. FE SEM의 확대 배율을 50배에서 1,500배까지 늘

려가며 비점오염입자의 폐색된 상태를 순수 모래입자

와 비교하였다. Fig. 13(a)는 유효입경 1.49mm의 모래를 

600배율로 촬영한 사진이고, Fig. 13(b)는 비점오염입자

가 유효입경 1.49mm의 모래 정화층에 폐색된 상태를 

600배율로 촬영한 사진이다. Fig. 13의 사진들로부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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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Influential factors adopted in clogging model for sand filter layers

Properties Sample 1 Sample 2 Sample 3 Sample 4

Effective size (D10, mm) 0.27 0.50 0.93 1.49

Hydraulic conductivity (cm/sec) 0.038 0.053 0.157 0.294

m -2.812 -1.656 -1.225 -0.414

b 0.285 0.46 0.309 0.624

Average size of migration particle (mm) 0.0065 0.0065 0.0065, 0.02 0.02

Specific gravity of pollutant particle 2.72 2.72 2.49, 2.72 2.49

  (cm) 0.911 0.911 0.911 0.911

Initial concentration of contaminated water, C0 (g/cm3) 0.00075 0.00075 0.0003, 0.00075 0.0003

세 비점오염입자가 모래 정화층 간극 내에 폐색된 양상

을 미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5.2 실내 챔버시험 결과와 이론해 비교

폐색이론에서 는 필터층의 간극 내 입자의 퇴적량 

계산에 매우 중요한 계수이며, 가 클수록 필터층의 

간극 내 입자의 퇴적량이 증가하여 필터층의 간극이 폐

색될 가능성이 크다(Kim et al., 2009). 는 식 (7)로부

터 간극튜브의 유효길이, 모래 정화층 내 간극 크기 대수

분포의 평균 m과 표준편차 b, 유동입자의 크기, Lumped 

parameter 를 대입하여 구할 수 있으며, 다른 인자들과 

달리 는 유동입자에 작용하는 다양한 힘과 관련된 계

수로서 실험결과로부터 추정해야 한다(Reddi and Bonala, 

1997).

전술한 폐색이론을 적용하여 정화층 모래의 초기 투

수계수 값에서부터 유입 횟수가 반복될 때 간극률과 투

수계수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현탁액을 정화층에 유입

하는 횟수가 반복됨에 따라 폐색현상에 의해 간극률은 

저하되며, j+1번째 단위시간 동안 변화되는 지반의 간극

률과 투수계수를 Kim et al.(2009)와 Kim(2010)에서 제

안된 다음의 식 (10)과 식 (11)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10)

여기서, i는 일차원 공간 상에 i번째 위치를 의미한다. 

투수계수의 변화는 Kozeny-Carman 식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Kim, 2010), 간극비의 변화만을 고려하였을 때 

다음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11)

식 (10)과 식 (11)에서 각 단계마다 변화된 간극률과 

투수계수의 값을 구할 수 있으며, 변화된 간극률과 투수

계수의 값을 식 (6)에 대입하여 폐색되는 현탁액 입자의 

무게를 산정한 후 각 오염수 유입횟수 마다 산출된 입자

의 무게를 더하여 누적무게를 산정하였다. 또한 폐색모

델에서 간극에 폐색된 입자의 누적무게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인자들은 실내 챔버시험을 위한 각 정화층의 기

본물성 시험결과를 적용하였고,  값을 얻기 위해 필

요한 모래 정화층의 간극과 관련된 상수 m과 b는 다음

과 같은 과정으로 구할 수 있다.

흙 입자의 반경으로부터 간극 반경으로 변환하기 위

해 Arya and Dierolf(1989)는 다음과 같은 식 (12)를 제

시하였다.

  










 (12)

여기서, =간극의 반경; =흙입자의 반경; =간극

비; =간극튜브의 유효길이

Arya and Dierolf(1989)는 실험을 통해 간극튜브의 유

효길이 를 0.911cm로 가정할 때 실험값과 잘 일치함

을 보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를 0.911cm을 적용

하였다.

정화층 모래의 입도분포를 식 (12)를 이용하여 간극

반경의 분포로 변환할 수 있으며 간극 반경을 ln(r)로 표

시한 대수분포도에서 m은 ln(r)의 평균값이고, 표준편차 

b는 다음 식으로 산출할 수 있다.

 ∙빈도수  (13)

 

다음 Table 6에 각 모래 정화층 시료에 대한 폐색모델

에 적용된 인자들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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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ayer A (b) Layer B (c) Layer C

Fig. 14. Comparison of theoretical and measured values of total removed TSS for contaminated water with clay particles

(a) Layer C (b) Layer D (c) Layer E

Fig. 15. Comparison of theoretical and measured values of total removed TSS for contaminated water with non-point source pollutants

다양하게 가정된 Lumped parameter 를 적용한 폐색모

델과 실내 챔버시험에서 산정된 폐색 입자들의 누적무게

를 비교하여 각 정화층에 대한 적합한 Lumped parameter 

를 추정하였다. Fig. 14는 점토를 함유한 오염수 적용 

시, 정화층 A, B, C에 대한 폐색모델과 실내 챔버시험에

서 얻어진 입자의 누적무게를 비교한 그래프이고, Fig. 

15는 비점오염원을 함유한 오염수 적용 시 정화층 C, 

D, E에 대한 폐색모델과 실내 챔버시험에서 구한 입자

의 누적무게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폐색모델과 실내 챔버시험을 비교한 결과로부터 점토를 

함유한 가상 오염수를 적용한 경우에 Lumped parameter 

는 정화층 A에서 1∼2, 정화층 B에서 2.5∼3.2, 정화층 

C에서 2.4∼3.3의 범위를 나타냈다. 한편, 비점오염원

을 함유한 오염수를 적용한 경우에 Lumped parameter 

는 정화층 C에서 3, 정화층 D에서 4.5, 정화층 E에서 

3(하부)과 4.5(상부)로 추정되었다. 폐색모델에서 Lumped 

parameter 는 모래 정화층의 유효입경이 클수록 증가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두 층으로 구성된 정화층 E의 경우 이론식으로 구한 

값과 실험 결과값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상부

와 하부의 입도분포가 다른 이중층으로 구성된 정화층

의 폐색현상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다층으로 구성된 정화층의 폐색이론에 관한 연구가 보

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빗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인공 빗물 저

류조의 비점오염원 제거 시스템으로 모래 정화층을 적

용하여, 모래의 입도와 구성이 다른 5종류의 정화층을 

대상으로 입경 0.075mm 이하의 해성점토와 입경 0.25mm 

이하의 비점오염원 건조시료로 제조된 2종류의 인공 오

염수를 이용한 실내 챔버시험을 수행하였다. 실내 챔버

시험 결과로부터 비점오염입자에 대한 폐색특성과 폐

색이론에 의한 비점오염원 제거 예측 모델에 관한 연구

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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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연구에 적용된 유효입경 0.93mm와 유효입경 1.49 

mm의 모래 정화층 시료는 환경부의 상수도시설기

준에 제시된 급속여과 모래의 적용 기준보다 다소 

높으나, 비점오염원 건조시료의 최대 입자크기와 초

기 강우를 정화하기 위한 짧은 저류기간을 고려하

여 다양한 유효입경의 모래 정화층 시료와 함께 실

내 챔버시험에 적용되어 비교, 분석되었다. 실내 챔

버시험 결과, 유효입경 0.93mm와 유효입경 1.49mm

의 모래 정화층은 실제 비점오염원에 양호한 정화

효율을 나타내었다.       

(2) 실내 챔버시험 동안 유입-유출된 오염수의 TSS와 

COD를 측정하여 각 정화층의 비점오염원 제거효율

을 평가한 결과, 미세입자인 점토를 함유한 오염수

를 적용한 시험에서 오염수의 유입-유출이 120회까

지 진행된 모래 정화층 A(D10=0.27mm)는 TSS 제거

효율 43.5%∼91.6%, COD 제거효율 44.7%∼72.5%

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비점오염원을 함유

한 오염수를 적용한 시험의 경우 오염수의 유입-유

출이 100회까지 진행된 이중층으로 구성된 모래 정

화층 E(D10=1.49mm(상부), D10=0.93mm(하부))는 TSS 

제거효율 89.0%∼98.0%, COD 제거효율 96.0%∼
100.0%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정화층 A와 정화층 E

는 모두 100회 이상의 시험 횟수를 진행하여 충분한 

사용 기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초기 강우 내 비점오

염입자의 입도 특성에 따라 인공 빗물 저류조의 정

화층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폐색모델에서 폐색되는 비점오염입자의 양을 구하

기 위해 필요한 계수 Lumped parameter 를 실내 

챔버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추정한 결과, 정화층 모

래의 유효입경이 0.27mm∼1.49mm의 범위로 증가

함에 따라 Lumped parameter 는 1∼4.5의 범위로 

증가하였다. 또한 모래 정화층의 간극 내에 폐색되

는 비점오염입자의 양은 Lumped parameter 가 커

질수록 증가하여, Lumped parameter 는 모래 정화

층에 폐색되는 오염입자의 양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 챔버시험으로부터 적절한 

Lumped parameter 를 적용한 폐색모델은 현장 인

공 빗물 저류조의 모래 정화층을 이용한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용량 산정 및 사용기간 예측을 위하여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실내 챔버시험 결과, 유효입경 0.93mm(하부), 유효

입경 1.49mm(상부)의 모래로 이층으로 구성된 정화

층 E가 가장 많은 양의 비점오염입자를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효입경이 같은 모래로 구

성된 단일 정화층의 폐색현상은 주로 정화층 표면 

부근에서 관찰된 반면, 정화층 E의 폐색현상은 유효

입경이 큰 상부 정화층 모래의 간극에 고르게 퍼져 

부분적으로 내부에 폐색된 것이 관찰되어 이로부터 

정화층 E는 상부 정화층의 내부 간극을 이용하여 

많은 양의 비점오염입자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유효입경이 다른 모래로 이층으

로 구성된 이중 정화층은 현장 인공 빗물 저류조를 

위한 비점오염원 정화시설로 적합한 정화층 형식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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