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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최근 해수담수화 공정은 기존의 증발법을 대신하여 

역삼투(RO) 해수담수화 공정이 적용되는 추세이다. 

역삼투막을 이용한 담수화 공정에서는 역삼투막의 막

오염 저감과 수명연장을 위해 막오염을 발생시키는 

물질을 제거하는 전처리 공정이 중요하다. 정밀여과

(Microfiltration, MF)와 한외여과(Ultrafiltration, UF)를 

이용한 해수담수화 전처리 공정은 해수에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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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이드성 물질, 입자성 물질, 미생물 및 일부 유기

입자를 효과적으로 제거함에 따라 안정적인 수질확보

가 가능하며 역삼투막의 막오염을 감소시키는 장점으

로 인해 적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Brehant et al., 

2003; Xu et al., 2010; Valavala et al., 2010; Voutchkov, 

2010). 또한 분리막 전처리 공정은 기존 방식에 비해 

적은 부지 면적을 필요로 하므로 투자비용, 화학약품 

및 슬러지 처리 비용의 감소, 환경에의 악영향 감소 

등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enthorne et 

al., 2007; Kim et al., 2013). 분리막을 이용한 공정에서 

여과공정 중 발생하는 막오염은 처리수량을 감소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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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 of chemically enhanced backwash(CEB) coping with algal(Heterosigma Akashiwo) inflow was evaluated

in the seawater desalination pretreatment process using ceramic membrane. In order to confirm the possibility of long-term

filtration operation, the recovery rate of transmembrane pressure(TMP) due to the CEB using NaOCl was examined. When

the membrane flow rate was 83.3 LMH, the TMP was maintained within 200 kPa for 84 hours in seawater influent. As 

the algal counts of 30,000 cell/mL were injected into the influent of seawater, however, the TMP rapidly increased and 

exceed maximum value. Membrane fouling caused by the algae was very poorly recovered by usual physical backwash.

The CEB was performed for 30 min(3 min circulation / 27 min immersion) with 300 mg/L of NaOCl. As a result of the

CEB application, it was possible to maintain a stable operating of filtration during 10 days and the average recovery rate

of TMP by the CEB was 98.1%.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CEB using NaOCl is very effective in removal of membrane

fouling by algae, resulted in stable membrane filtration for the long-term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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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시설의 효율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

는 분리막 공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점 

중 하나이다. 발생된 막오염은 막의 회복을 위해 물리

세정과 약품세정을 진행해야 한다. 분리막의 세정 방

법으로는 크게 약품세정과 물리세정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막오염 정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막

표면의 오염에 의한 가역 막오염은 물리세정에 의해 

회복이 가능하며 공극에 형성된 비가역 막오염은 약

품세정을 통해 회복할 수 있다. 약품세정은 강염기

(Sodium hydroxide) 및 강산성(Citric acid) 등의 화학약

품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Allabashia et al., 2007). 그러

나 빈번한 약품세정은 분리막의 수명을 감소 또는 성

능 저하 등의 문제를 유발하며 이는 전체 시스템의 

효율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alumina와 silica 등

으로 구성된 세라믹 막의 경우 내구성이 고분자에 비

해 우수하고 기계적 강도가 우수한 특징으로 고압을 

이용한 역세척이 가능하여 주기적인 역세를 통해 가

역적 막오염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고 고플럭스 

조건에서 여과가 가능하므로 시설의 회수율을 증가시

킬 수 있다. 또한 산, 염기 등의 약품에 대한 내화학성

이 우수하므로 비가역적 막오염의 효과적인 제어가 

가능하며 약품세정에 의한 막의 특성변화가 적기 때

문에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Field et al., 2008). 

세라믹 막은 일반 유기막 보다 초기투자 비용이 크지

만, 높은 투과 성능과 막의 긴 수명, 그리고 낮은 운전 

비용으로 높은 투자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homas et al., 2010). 해수담수화 공정에

서 막오염을 발생시키는 다양한 원인 중 적조현상에 

의한 harmful algal blooms(HAB)의 발생은 해수 내 높

은 미생물과 번식에 의해 생성되는 다양한 물질에 의

해 해수담수화 공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Careon et 

al., 2010). Algal blooms에 의한 막오염은 RO 공정에 

비하여 전처리로 적용되는 MF/UF에 상당히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ha, 2013; Gabelich et 

al., 2006; Ladner, 2009). Ladner(2009)의 연구에 의하면 

70,000 cell/mL 의 조류를 포함한 해수가 RO 공정에 

유입되었을 때 24 시간 이후에도 투과수량이 90% 이

하로 감소하지 않았으나 MF/UF 공정의 경우 수분 이

내로 매우 빠르고 심각한 막 오염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류에 의해 발생한 막오염은 조류 자체

보다는 조류로부터 발생하는 유기물질 에 의한 영향

이 크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가역적 오염이 증가하

는데 이는 물리세척에 의한 회복율이 감소하고 약품

세정의 주기를 단축시키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을 의

미한다. 적조를 유발하는 조류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5~50 ㎛의 크기를 가지므로 MF/UF 막에 의해 쉽게 

제거 되지만 급격한 투과수량 감소를 유발하며, 고농

도의 조류 유입(105 cell/mL)시 cake layer를 형성하여 

막 오염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onnelye 

et al., 2004). 특히, 침편모조류종인 Heterosigma 

akashiwo에 의한 적조현상으로 캐나다, 미국, 칠레 등

을 비롯 중국, 일본 등의 온난해역에서 연어와 방어 

등의 어종에 대한 수산 피해사례가 발표된 것으로 조

사되었다 (Khan et al., 1997; Kim et al., 1990; Kim et 

al., 1996; Kim, 2006; Lee et al., 2014). 국내의 경우, 수

온이 20℃ 이상인 5월에서 9월 사이 남해안 및 동해

안 반폐쇄성 내만해역에서 발생하며 2010년 이후 최

대 45,000 cell/mL의 농도로 검출되었으며 아직까지 

보고된 피해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본, 

캐나다 등에서는 어류 치사를 일으킨 사례가 있다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Heterosigma 

akshiwo 종은 유해성 조류 종과 달리 어업 피해 등의 

직접적인 영향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조류로

부터 발생하는 유기물질 등이 막의 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류로부터 발생하는 유

기물질인 AOM(algal organic matter)은 자연적인 세포

주기나 hydrodynamic shear에 의해 세포가 파괴되면서 

발생하며 0.2 ㎛ 이하의 크기를 갖기 때문에 pore 

blocking에 의한 막오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Bonnelye et al., 2004). 해수담수화 공정에서 일부 

AOM은 MF/UF 막을 통과하여 RO 막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해수 내 존재하는 박테리아의 

기질로 작용할 경우 조류 자체보다 더 심각한 막 오

염을 유발할 수 있다 (Rosenberger et al., 2006; Cha,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라믹 분리막을 이용한 해

수담수화 전처리 공정에서 적조현상을 유발하는 조류

종인 Heterosigma akashiwo를 주입하여 조류 유입이 

세라믹 막여과 공정의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

였다. 또한 효율향상을 위해 유지세정(Chemically 

enhanced backwash, CEB)을 적용하여 조류에 의해 오

염된 분리막의 회복정도를 관찰함으로써 세라믹 분리

막의 해수담수화 전처리 공정의 장기운전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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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방법

2.1. 대상원수 특성

실험은 경상남도 거제군 동부면에 설치된 플랜트 

내에 세라믹 분리막 lab scale 장치를 설치하여 실시하

였다. 플랜트에 유입되는 유입수 및 조류 주입 시 원

수성상은 다음의 Table 1에 나타내었다. 유입수는 현

장에 설치된 원수 공급라인을 통해 50 ㎛ 공극의 전

처리 필터를 거쳐 유입되도록 구성하여 기후에 큰 영

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수질 확보가 가능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water qualities

Sea
water

Seawater with 
Heterosigma Akashiwo

(30,000 cell/mL)

Turbidity(NTU) 1.56 2.412

DOC(mg/L) 1.32 2.16

UV254(/cm) 0.012 0.014

pH 8.5 8.2

TDS(mg/L) 38,400 39,200

2.2 분리막 및 실험장치

실험에 사용된 분리막은 ceramic(Al2O3) 재질의 상용화

된 monolith type의 정밀 여과막(공극 크기 0.1 μm, 

Metawater, Japan)을 사용하였으며 유효 막면적은 0.035 

m2이며 55개의 채널로 구성되었다(Table 2). 실험에 사용

된 장치(Fig. 1)는 정유량제어 방식으로 투과플럭스를 

83.3~208.6 L/m2/hr(LMH)으로 조정하여 수행하였으며 

한계차압을 500 kPa으로 설정하여 초과시 운전을 중지하였다. 

Fig. 1. The schematic diagram of lab-scale ceramic MF system.

세라믹막 공정의 1cycle은 90분 여과 후, 약 1분간 물리세

척 및 급수, 배수 등의 공정을 실시하였으며 물리세정은 

고압수(500 kPa)를 분리막 외측으로 주입하여 채널 내측

을 통해 배출되게 한 후 배관 내 잔류하는 배출수를 고압

공기(500 kPa)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장기운

영 실험은 유지세정(CEB)을 포함하여 수행하였으며 유

지세정 농도는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약품세정(CIP, 

Clean in place) 조건인 NaOCl 3,000 mg/L의 1/10 농도인 

300 mg/L를 유지세정 조건으로 설정하였으며 1일 1회(3분 

순환, 27분 침지) 유지세정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분리막 모듈은 차아염소산(NaOCl) 3,000 mg/L와 구연산

(Citric acid) 10,000 mg/L 용액을 이용하여 침지식으로 약품

세정을 실시하여 초기상태로 회복시켜 재사용하였다.

2.3 조류 배양 및 spiking test

본 실험에 사용된 조류종인 Heterosigma akashiwo의 

특성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Heterosigma akashiwo는 

Table 2. Characteristics of membrane

Ceramic membrane Type Contents Membrane Module

Material Ceramic(Al2O3)

Type Inner-pressured type monolith

Nominal pore size 0.1㎛
Dimension (Φ)30mm × 100mm(L)

Size of channel f 2.0mm

Number of channel 55

Membrane surface area 0.035m2

pH range of acceptable 1 - 14

Max. Operating pressure 1,961 kPa

Manufactory Meta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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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조식물문(Chromophyte)에 속하는 침편모조류로서 

대체적으로 8~25 μm 정도의 크기를 가지며 조류 내 

독성은 보고된 바 없으나 여름부터 초가을에 번식하

는 조류로 황색의 카로틴 계열 색소를 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im, 2008; Lee et al., 2014). Heterosigma 

akashiwo는 단일항목에 의한 적조예보 및 발령기준이 

없이 기타 편모조류에 포함되어 관찰하며 적조 예비

주의보 10,000 cell/mL이상, 적조 주의보 30,000 

cell/mL이상, 적조 경보 50,000 cell/mL 이상이며 보편

적으로 10m 이내의 얕은 표면에 무리지어 나타나고 

증식이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2018). 실험에 사용된 조류는 한국해

양과학기술원 해양시료도서관을 통해 Heterosigma 

akashiwo (관리번호:LIMS-PS-0562) 50mL를 분양 받아 

배양하였으며 배양 조건은 Table 4에 나타내었다. 3 L

의 유리칼럼을 이용하여 조도 및 암조건 각 12시간, 

조도 3000 lux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배양기 측면에 

LED형광등을 설치 하였으며 25℃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BOD 인큐베이터를 사용하여 배양하였다(Fig. 

2). 세포 셀 계수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식물성플

랑크톤 현미경계수법｣을 이용하여 hemocytometer로 

25개의 박스 안에 cell을 계수하는 직접현미경 계수법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Table 3. Characteristics of Heterosigma akashiwo

Size 8~25 μm 

Season Summer - Autumn

Color of carotene Yellow

Red tide watch Over 30,000 cell/mL 

Red tide alert Over 50,000 cell/mL

Toxic Unreported

   

Fig. 2. Culture of Heterosigma akashiwo(Left : subculture, Right : after 2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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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ulture conditions of Heterosigma akashiwo

Condition

Photoperiod 12hr Light : 12hr Dark

Temperature 25℃
Illumination 3000 lux

Salinity TDS 33,000 mg/L

3. 결과 및 고찰 

3.1 처리수질

해수원수 내 Heterosigma Akashiwo spiking을 통한 

세라믹 분리막의 조류대응 실험에서 처리수질 탁도는 

조류 유입 여부에 관계없이 0.1 NTU 이하를 유지하였

으며 DOC와 UV254는 조류 유입여부에 따라 0.9~1.58 

mg/L, 0.01~0.012 /cm의 값을 보였다. 처리수를 RO 공

정에 유입할 경우, RO 막의 오염을 예측하기 위해 사

용되는 SDI15 분석 결과는 SDI15 2 이하를 유지하며 해

수담수화 RO 공정의 전처리로서 적용이 가능함을 확

인하였다. 처리수의 조류 계수를 위해 현미경계수법을 

실시한 결과 처리수에서 조류는 검출되지 않았다.

3.2 조류 유입에 의한 세라믹 분리막의 공정 특성 분석

조류 유입에 따른 Ceramic 무기막의 운영효율 평가

를 위해 투과 플럭스 83.3 LMH 조건에서 수행된 운영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으며 Part I은 일반해수 유입

(초기 – 약 84시간), Part II는 Part I 이후, Heterosigma 

Akashiwo를 30,000 cell/mL의 농도로 주입하여 평가하

였다. 초기 가동 후 약 36시간동안 운전결과, 차압은 

58 kPa(초기차압 : 26 kPa)로 약 32 kPa의 차압이 상승

하였다. 이후, 차압이 상승하여 60시간 이후 차압이 

약 200 kPa을 초과하였으나 이후 안정화 되어 130 kPa

의 차압을 유지하였다. 약 84시간의 일반해수에 대한 

운영효율 평가 이후 Heterosigma Akashiwo를 주입하여 

평가한 결과, 조류 유입에 의해 차압이 급격하게 상승

하였으며 약 12시간(약 96시간)만에 한계차압을 초과

한 553 kPa의 차압을 보였다. 물리세척에 의해 차압이

337 kPa(약 41%)로 회복되었으나 가동 이후 2시간만

에 543 kPa로 한계차압을 초과하여 세라믹 막여과 장

치의 운전을 종료하였다. 종료 후 물리세척을 3회 실

시하여 302 kPa로 차압을 회복하였으나 물리세척으로 

회복된 막간차압은 조류 재유입으로 인해 차압이 다

시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어 운영을 종료하였다. 

3.3 조류 부하 정도에 따른 운전조건 도출

일반해수 유입조건에서 조류 유입에 따른 운영효율 

평가를 수행한 후, 조류 부하 정도에 따른 운영효율을 

비교하기 위해 가동 초기부터 조류를 30,000 cell/mL

의 농도로 주입하였으며 앞의 실험과 동일한 운전조

건인 83.3 LMH 조건에서의 운전 결과를 Fig. 4에 나

타내었다. 가동 이후, 약 48시간동안 막간차압은 121 

kPa 이하를 유지(초기차압 12 kPa)하며 안정적이었으

나 이후, 차압이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상승하여 50시

간 이후부터 운영 종료 시점까지 차압은 약 247 kPa 

Fig. 3. TMP variation of desalination pretreatment using ceramic membrane(Part I : only seawater, Part II : seawater with
Heterosigma Akashiwo 30,000 cell/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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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여 최고차압 368 kPa까지 상승하였다. Table 5에 

제시한 일반해수와의 비교 결과에서 동일시간 대비(약 

70시간) 일반해수에서의 막간차압은 174 kPa 상승한 

반면, 조류 유입시에는 356 kPa 상승하여 일반해수 대

비 약 2배의 차압이 상승하였다. 이는 해수담수화 전처

리 공정에서 조류유입은 막여과 공정의 막간차압 상승

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조류유입으로 인해 막간차압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4 조류 유입시 유지세정(CEB) 적용을 통한 플럭스 

회복율 검토

조류 spiking 시 세라믹 무기막을 이용하여 약 70시

간 동안 운전한 결과, 최종차압은 368 kPa 로 한계 차

압인 500 kPa 미만으로 나타났으나 장기운영이 불가

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지세정(CEB) 공정의 적용을 

위해 최적 유지세정 조건을 설정하였다. Liang and 

Gong (200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조류 및 박테리아

에 의한 막오염 발생시 NaOH, NaOCl, citric acid를 이

용한 유지세정에서 NaOCl은 강력한 산화제로써 조류

와 박테리아 등 미생물을 불활성화 시키고, EPS에 의

해 생성된 gel layer를 저해하고 파괴하며 NOM을 산

화시켜 친수성을 증가시키면서 유기물에 의한 막오염 

제어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사

에서 제시하는 약품세정 조건인 NaOCl 3,000 mg/L의 

1/10 농도인 300 mg/L를 유지세정 조건으로 설정하였

으며 1일 1회(3분 순환, 27분 침지) 유지세정을 수행

하였다. 유지세정을 적용하여 약 10일간 연속운전을 

진행한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으며 종료 시점의 차

압이 50 kPa(초기차압 15 kPa) 이하로 유지세정을 적

용하지 않은 Fig. 4와 비교할 경우 매우 안정적인 운

영이 이루어졌다. 유지세정을 적용한 운전기간 동안 

총 13회의 유지세정이 진행되었으며 유지세정 결과는 

Table 6에 나타내었다. 운전기간 동안의 최고 차압은 

84 kPa(초기차압대비 62 kPa 상승)이며 1일 평균 38.6 

kPa의 차압이 상승하였다. 평균 플럭스 회복율은 

98.1%(최소 81.8% - 최대 117.4%)로 세라믹 무기막의 

상태가 유지세정에 의해 초기상태로 회복되었다. 이

를 통해 세라믹 분리막을 이용한 해수담수화 전처리 

공정에서 조류유입시 NaOCl을 이용한 유지세정이 효

과적이며 안정적인 차압관리를 통해 장기운전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4. Variation of TMP by influent of Heterosigma Akashiwo(30,000 cell/mL).

Table 5. Comparison of TMP at different influent seawater conditions

Initial TMP
(kPa)

After filtration TMP
(4,000 mins) (kPa)

TMP variation
(kPa)

Only seawater 26 200 174

Seawater with Heterosigma Akashiwo
(30,000 cell/mL)

12 368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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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terosigma Akashiwo spiking 결과에서 유지세정 유

무에 따른 운영효율 비교를 위해 여과 종료시점에서의 

약 1일간의 차압을 Fig. 6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유

지세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Fig. 4의 해당 구간인 운

전시간 50시간에서 70시간까지 약 20시간동안 250 kPa 

의 차압이 상승하였으며 최고 차압은 368 kPa이었다. 

물리세척에 의해 차압이 일부 회복되지만, 유입된 조

류가 누적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차압이 상승한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유지세정 공정을 적용한 경우, 12번째 

유지세정이 수행되기 전의 차압(운전시간 약 9.5일)이 

84 kPa에서 세정 후 31 kPa로 회복(플럭스 회복율 85.5 

%)되었으며 차압이 77 kPa로 상승한 뒤 13번째 유지세

정을 수행한 결과 23 kPa(플럭스 회복율 117.4 %)로 회

복되어 초기(0분) 상태인 15 kPa 에 가깝게 회복되었

다. 유지세정의 적용유무에 따른 운전차압 비교결과, 

유지세정을 적용한 경우 유지세정을 적용하지 않은 실

험에 비해 약 4배의 시간을 운전하였으나 차압이 100 

kPa 이내로 매우 안정적이며 상승된 차압은 유지세정 

수행에 의해 대부분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

서 세라믹 분리막을 이용한 해수담수화 전처리 공정에

서 조류 유입 시, 안정적인 장기운전을 위해 유지세정

이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5. TMP variation of CEB using NaOCl(300mg/L).

Table 6. Result of CEB using NaOCl(300 mg/L) at Heterosigma Akashiwo spiking test

No.
Initial TMP

(kPa)
Before CEB

(kPa)
After CEB

(kPa)
△TMP
(kPa)

Flux recovery rate
(%)

1 15 76 23 61 86.9

2 23 54 24 31 96.8

3 24 43 21 19 115.8

4 21 37 20 16 106.3

5 20 42 24 22 81.8

6 24 50 23 26 103.8

7 23 62 25 39 94.9

8 25 56 25 31 100

9 25 64 25 39 100

10 25 81 22 56 105.4

11 22 84 31 62 85.5

12 31 77 23 46 117.4

13 23 77 33 54 81.5

Average 38.6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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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고플럭스 조건에서 조류 유입시 유지세정(CEB) 

평가

Heterosigma Akashiwo spiking 실험에서 유지세정을 

적용하여 83.3 LMH 조건에서 평가한 결과, 장기 운전

시에도 매우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고플럭스 조건에서의 적용성 평가를 위해 막여과유속

을 208.3 LMH로 조정하여 실험하였다(Fig. 7). 초기차

압은 30 kPa 이었으나 여과 후 약 10시간만에 차압이 

247 kPa을 상승하여 유지세정을 실시한 후 여과를 다

시 시작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약 10시간만에 차압이 

200 kPa 을 초과하여 막여과유속을 166.6 LMH로 조

정하였다. 막여과유속을 조정한 이후 여과 종료시 최

고차압이481 kPa까지 상승하였으나 유지세정 이후 약 

72 kPa(플럭스 회복율 92.4%)로 회복되었다. 유지세정 

이후 여과공정에서 최고차압은 450 kPa, 유지세정 후 

102 kPa(플럭스 회복율 92.1 %)로 회복됨을 보였으나 

여과 재개시후 약 14시간 만에 480 kPa로 차압이 상

승하여 운전을 종료하였다. 유지세정에 의한 플럭스 

회복율이 92% 이상으로 높지만 고플럭스의 운전조건

으로 인해 차압상승이 매우 빠르게 발생하며 유지세

정으로 회복되지 않은 막오염원이 누적되어 지속적으

로 초기차압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막 표

면에 제거되어 축적된 조류가 유지세정에 사용된 300 

mg/L 농도의 NaOCl에 의해 대부분 회복되나 일부 제

거되지 않은 비가역적 오염이 유지세정 이후에도 잔

류함에 따라 초기차압이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는 것

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막여과 시설 운영 시에는 

운전조건 및 유입수질(조류 유입농도 등) 조건에 따라 

유지세정 주기 및 약품 농도 등의 재선정이 필요하며 

Fig. 6. Comparison of TMP variation at end of operating date(with and without CEB).

Fig. 7. TMP variation at high flux condition(with C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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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조건에 따라 적정 유지세정 조건 도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세라믹 분리막을 이용한 해수담수화 

전처리 공정에서 조류(Heterosigma Akashiwo) 유입이 

막여과 공정에 미치는 영향과 NaOCl을 이용한 유지

세정(CEB)의 플럭스 회복율 평가를 통해 공정의 장기

운전 가능성을 실험하였다. 유입수의 조류 유입 여부 

및 유지세정, 막여과유속 조건 등을 조정하여 실험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1) 막여과유속 83.3 LMH 조건에서 일반해수 유입 

시, 운전시간 84시간 동안 약 200 kPa 이내의 차압을 

유지하였으나, 해양조류종인 Heterosigma Akashiwo 

30,000 cell/mL 주입 후 약 12시간 만에 차압이 553 

kPa로 상승하여 한계차압을 초과한 것을 확인하였다. 

물리세척에 의해 일부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재

여과시 차압이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조류유입 시

에는 물리세척에 의한 회복에 한계가 있으며, 막여과 

공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유지세정 공정이 필수

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일반해수와 조류 유입시 세라믹 분리막을 67시

간 동안 운전한 결과, 조류유입 시 일반해수에 비하여 

동일시간 대비 약 2배의 차압이 상승함을 보였다. 막

여과 공정에서 차압상승은 역세주기의 단축, 공정 회수

율 감소와 같은 시설의 효율 저하를 야기하며 실험을 

통해 유입된 조류가 막여과 공정의 효율을 저하시키는 

직접적인 오염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조류에 의해 형성된 막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NaOCl 300 mg/L, 30분(3분 순환/27분 침지)의 조건을 

유지세정 조건으로 설정하여 1일 1회(여과 14회 후) 

수행한 결과, 약 10일간 총 13회의 유지세정을 수행한 

결과, 플럭스 회복율은 평균 98.1%로 막의 상태가 대

부분 초기상태로 회복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세라믹 분리막을 이용한 해수담수화 전처리 공

정에서 조류 유입 시 NaOCl을 이용한 유지세정이 매

우 효율적이며 장기운전 시에도 안정적인 운전이 가

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4) 막여과유속을 166.6, 208.3 LMH로 조정하여 평

가한 결과, 유지세정에 의해 92% 이상 회복되었으나 

여과에 의한 차압 상승이 매우 급격하게 발생하여 1

일 1회의 유지세정에서의 운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된다. 추후 유입조류의 농도 및 운전조건에 따라 장기

운전을 위한 최적 유지세정 조건 도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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