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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pilot-scale experiment of floodplain filtration with a filtration depth of 3.6m was performed employing flood/rest 
type raw-water supply system in an effort to find ways to improve river water quality by additional treatments of discharged efflu-
ent from sewage treatment plant. Soil samples were taken from 3 sites including Gumi, Daegu and Gimhae along the Nakdong 
river. Reductions of infiltration rates following increases in operating time was investigated in each soil sample, along with the 
analysis of removal efficiencies of various pollutants according to different depths and infiltration rates. The results show incremen-
tal development of clogging on the soil surface with increases in operation time, and illustrate exponential decrease in the infiltra-
tion rate. The time required for the removal of the clog from the soil surface was longer than 2 weeks for all soil samples analyzed.
The stable infiltration rates for soils were 5 m/day for Gumi and for Daegu and Gimhae was 1 m/day. In unsaturated soils dis-
solved oxygen levels increased following the increase of filtration depth, suggesting that alternating application of flood and rest for
raw-water supply effectively keeps the soil environment aerobic. For all soils, the nature of pollutant removal depending on the depth
of filtration remained the same regardless of the infiltration rate. Most of the BOD and turbidity were removed within 1.2 m, 
about 30% of COD was removed within 3.6m and was expected to be removed further with increases in filtration depth. Nitrifica-
tion occurred near the surface of all soils;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removal of nitrogen in the filtration depths tested in 
this study. Although removal rate of phosphorus was low for Gumi’s soil, it was high enough for other soils, suggesting that the 
method developed in this study could significantly improve river water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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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추가로 처리하여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범람/휴지식 홍수터여과에 대한 

파일럿 규모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대상토양은 낙동강의 구미, 대구, 그리고 김해에서 얻었으며, 각 토양별로 운전경과에 따
른 침투율 감소현상과 여러 침투율에서 각종 오염물질의 여과거리에 따른 제거율을 조사하였다. 실험결과 운전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표층에서 폐색이 점차 발달하였고 이에 따라 침투율이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였다. 표층의 폐색제거에 필요한 주
기는 모든 토양에서 2주 이상이었고, 안정적인 침투율은 구미토양의 경우 5 m/day, 대구와 김해 토양의 경우에는 1 m/day이
었다. 불포화대에서는 여과거리 증가에 따라 용존산소의 농도가 오히려 증가하여 범람/휴지를 번갈아 적용하는 방식이 토양
을 호기환경으로 유지하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모든 토양에서 침투율이 증가하여도 여과거리에 따른 오염제거특성은
거의 일정하였다. BOD와 탁도는 모든 토양의 여과거리 1.2 m에서 대부분 제거가 가능하였으며, COD는 3.6 m 여과에서 30% 
이상 제거되었고 여과거리가 증가하면 그 제거율이 다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모든 토양의 표층부근에서 질산화반응
이 진행되었으나 실험된 여과거리에서는 질소의 제거가 거의 없었다. 구미토양에서는 인 제거율이 낮았으나 다른 토양에서
는 인 제거율이 상당하거나 매우 높아서 본 공법을 잘 활용하는 경우 하천수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주제어 : 홍수터여과, 범람/휴지, 3차처리, 폐색, 여과수질

1. 서 론

우리나라의 하천에 특징적인 넓은 홍수터와 홍수터토양

의 좋은 투수성을 이용하여 오염된 하천수나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토양여과를 통해 정화한 후 하천에 방류하거나 

오염된 하천수로부터 깨끗한 여과수를 얻어 상수원수로 사

용하기 위한 공법으로 홍수터여과가 제안되어 그 가능성이 

연구되었다.4) 이들은 문헌조사를 통해 토양대수층처리 등

의 외국기술들을 소개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하천특성에 적

당한 홍수터여과 방식을 제안하였고, 주요 하천의 여러 지

점에 대해 원반형 부압침투계를 이용한 현장측정을 통해 불

포화흐름해석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지형도를 이

용하여 주요하천의 홍수터 면적을 구하고 불포화흐름 해석

용 전산코드인 HYDRUS-1D10)를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홍수

터여과 용량을 산정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주

요하천에는 폭이 100 m 이상인 홍수터의 면적이 90 km2 이
상이고 이를 이용한 처리용량은 하루 180,000,000 m3 이상

이어서 이중의 일부만을 활용하여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전량 처리할 수 있어 하천수질 개

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양질의 상수원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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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홍수터여과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첫째는 홍

수터의 토양표면에서 원수를 침투시키기 위한 원수공급체

계, 둘째는 오염된 원수가 정화되도록 홍수터 토양을 통과

시키는 과정, 그리고 셋째는 깨끗해진 여과수를 토양의 일

정한 깊이에서 수평집수관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회수하는 

회수체계이다. 효율적인 홍수터여과를 위해서는 이들 과정

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적절한 설계 및 운전방식이 정립되

어야 하며, 유사한 외국의 공법들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이 

공법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건에서의 실험을 통한 자료축적이 필요한 실정이다.
홍수터여과의 실규모 적용에 필수적인 설계요소를 확보하

기 위하여 홍수터 표면에서의 최적 원수공급방식에 대한 실

험적 연구가 김과 김29)에 의해 수행되었다. 홍수터여과와 같

은 토양처리에서 중요한 요소는 토양표면에서의 폐색을 방

지하여 높은 침투율을 유지하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폐색

방지를 위해서 수주-수개월 동안 침투지를 담수시키고 수

일-수주 동안의 건조를 교대로 적용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

되고 있다.11~14,17) 그러나 이러한 장기간의 담수/건조 방식

은 토양층을 호기환경으로 유지하는데 불리하고, 조류나 해

충의 억제에도 불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홍수시 침투지가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얕은 수

심으로 짧은 기간 동안 토양표면을 범람시킨 후 역시 짧은 

시간 동안 범람을 중단(휴지)하는 방식이 최와 김4)에 의해 

제안되었다. 김과 김29)은 낙동강의 상류, 중류, 그리고 하류

의 홍수터 토양에 대해 가장 큰 침투율을 얻을 수 있는 범

람/휴지시간을 알기 위해 다양한 지속시간의 범람/휴지를 실

험하였고, 현장의 출수대 실험을 통해 범람반경과 이에 도

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측정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 토

양표면에서의 침투율이 홍수터여과의 제한요소일 것으로 판

단되는 투수성이 낮은 토양에서는 30분/15분의 범람/휴지

시간에서 침투율이 최대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연

구에서는 홍수터여과로 인해 발생한 토양표면에서의 폐색

현상을 파악하였고, 투수계수가 작은 토양일수록 폐색현상

이 크고, 투수계수가 가장 작은 김해토양의 경우 8일간의 

운전으로 투수계수가 25%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홍수터여과의 실규모 적용시 원수의 지표면 공급방식에 

더하여 원수가 홍수터 토양을 통과하면서 정화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는 수평집수관 등 여과수 회수

설비의 설치깊이와 운영방식 등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원

수의 지표면 공급방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기 때문이

다. 홍수터여과에서 하천수에 함유된 유기오염물과 질산성

질소가 제거되는 현상에 대한 실험적 연구는 Kim,5) Chung 
등6)에 의해 수행된 바 있고, 홍수터여과에 대한 수학적 모

델링이 Chung 등7)에 의해 수행된 바 있다. 이들 연구에서 

유기오염물과 질산성질소는 토양깊이 약 50 cm에서 거의 

대부분 제거되며, 질소산화물의 종류별 거동에 대한 분석

을 통해 수리학적 부하율이 클수록 탈질효율이 증가함을 밝

혔으며 아산화질소가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양도 예측하였

다. Jeong 등8)은 식생이 발달한 경우 유기오염물과 질소의 

제거효율이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김 등5)은 토양에 도시하

수의 2차 처리수를 통과시킨 실험에서 하천수와 마찬가지

로 높은 유기오염물과 질소의 제거효율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침투율이 매우 낮은 0.31 
m3/m2-day(또는 m/day) 이하의 조건에서 수행되었을 뿐 아

니라 지표면에 균일하게 원수를 공급하는 방식을 택하였기 

때문에 이를 실규모의 설계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실규모 홍수터여과의 원수공급체계에 대한 김과 김29)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대의 침투율을 얻을 
수 있는 원수공급방식을 적용하는 모래통 실험에서 토양깊

이에 따른 수질개선정도를 토양의 투수계수별로 파악한다. 
또한, 토양표면의 폐색현상을 관측하고 폐색을 방지할 수 

있는 건조주기를 파악하여 홍수터여과의 실규모 설계 및 운

영에 대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2.1. 시험조의 구조 및 배치

실험은 N 하수종말처리장의 야외에서 수행하였다. 시험조

는 직경 136 cm, 높이 145 cm인 원통형 플라스틱 용기로 

모두 3개를 세워서 사용하였으며, 1번과 2번 시험조는 지

표면에서 60 cm 높이에, 그리고 3번 시험조는 지표면에서 

30 cm 높이에 설치하였다. 모든 시험조의 측면 바닥에는 

배수구를 뚫고, 여기에 줄눈이 다수 설치된 외경 5.4 cm, 
두께 2 mm인 PVC관을 王자 형태로 수평으로 연결하여 배

수를 위한 집수관으로 사용하였으며, 직경 15~20 mm 크기

의 자갈을 10 cm 두께로 깔고 이를 부직포로 덮은 후 다시 

홍수터 토양을 120 cm 깊이로 채웠다. 토양은 낙동강의 상

류, 중류 그리고 하류 지점인 구미(구미시 임수동), 대구(대
구시 달성군 구지면), 그리고 김해(김해시 대동면)의 홍수

터에서 얻었으며, 구미토양에 대한 실험이 완료된 후 대구, 
그리고 김해토양의 순서로 실험하였다. 각 토양의 입도 및 

유기물 함량은 적정한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며, Table 1에 

나타내었다. 모든 시험조 상부의 15 cm는 비워두어서 원수 

또는 유입수를 토양표면에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였다. 원수공급장치는 내경 5 cm의 PE관

을 토양표면의 시험조 벽면에 부착하여 원형으로 설치하

고, 이 PE관에 5 cm 간격으로 직경 5 mm의 구멍을 다수 

뚫어 원수나 유입수가 토양표면으로 분출되도록 하였다. 2
번과 3번 시험조는 비닐뚜껑을 씌워 대기와 햇빛을 차단하

였으며, 비닐이 부풀거나 수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1번과 

2번 시험조의 측면 바닥에는 직경 1 cm의 구멍을 뚫고 여

기에 투명한 비닐튜브를 연결하여 연직방향으로 세워서 시

험조 바닥에서의 압력수두를 관측하는 마노메터로 사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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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apparatus.

Table 1. Particle size distribution and organic content of the soils

Site
Particle size distribution (%) Organic 

content (%)~0.05 mm 0.05~2.0 mm 2.0 mm~

Gumi
Daegu
Gimhae

1.58
7.23
1.45

89.61
89.46
97.72

8.81
3.31
0.83

0.55
0.98
0.69

2.2. 시험조 연결

1번과 2번 시험조의 배수구에는 여과수 수집조를 연결하

여 배수구에서 나오는 여과수를 수집하였다. 수집조는 수

평단면적이 1.63 m2이고 높이가 55 cm이며 외기와 차단된 

직육면체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여과수는 다

음 시험조의 토양표면으로 송수함으로써 3개의 시험조를 

직렬로 연결하여 하나의 연직 토양층으로 기능하도록 하였

다. 이때 간헐송수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수집조의 수심이 

45 cm로 깊어지면 송수펌프가 작동하고 수심이 40 cm로 

얕아지면 송수를 중단하였다. 실규모 홍수터여과에서는 범

람/휴지를 번갈아 가며 원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토양중의 

흐름은 파상의 연직 불포화흐름을 나타낸다. 따라서 간헐

송수방식을 통해 3개의 시험조를 통한 물 흐름이 하나의 

깊은 토양층에서의 파상적인 불포화흐름과 가급적 비슷해 

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여과수 수집조의 맨 위쪽은 내경 

1.2 cm, 두께 2 mm인 비닐튜브에 연결하였고 이 비닐튜브

의 다른 쪽 끝은 다음 시험조의 상부공간에 연결하여 수집

조 내부의 수위변동에 따라 수집조 내부의 공기가 다음 시

험조 상부의 공기와 소통되도록 하였다.

2.3. 토양가스 소통

1번과 2번 시험조에서는 범람시 토양표면 전체를 통해 물

이 유입되어 토양가스가 토양중에 갇히게 된다. 따라서 토

양가스의 출입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배기구를 설치하였

으며, 이는 내경 5 cm인 PVC관을 시험조의 안쪽 벽면에 

밀착하여 연직으로 세우고 여기에 토양표면으로부터 60 cm, 

90 cm 지점에 내경 2 cm, 길이 110 cm인 끝이 막힌 PVC
관을 시험조의 중심방향으로 수평으로 연결한 것이다. 이 

수평관의 아래쪽 면에는 10 cm 간격으로 직경 5 mm의 구

멍을 다수 뚫어 공기의 유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1번 시험조의 바닥에서 20 cm 높이에도 시험조 벽면을 뚫

고 앞에서와 같은 수평관을 1개 설치하였으며, 그 끝에 내

경 1.2 cm인 비닐튜브를 연결하여 2번 시험조 상부의 공기

부위에 연결하였다. 이는 1번 시험조에서 2번 시험조로 여

과수가 간헐적으로 송수됨에 따라 토양가스가 두 시험조 

사이를 왕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개의 시험조가 하나의 

불포화 토양층으로 기능하도록 돕기 위함이었다.

2.4. 포화대 모사를 위한 시험조

3번 시험조의 여과수 배출구에는 내경 5 cm, 두께 2 mm
인 투명한 비닐튜브를 연결하였으며, 비닐튜브를 연직상방

으로 90~140 cm만큼 세워서 여과수를 배출함으로써 포화

수면의 높이를 토양표면에서 약 3 cm에 일정하게 유지하

였다. 비닐튜브의 출구높이가 일정하지 않은 것은 모래의 

투수계수와 통과유량이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방

식은 3번 시험조가 포화대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으

며, 실제의 홍수터여과에서 불포화대뿐 아니라 포화대에서

도 일어나는 수질개선현상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2.5. 토양의 안정화 및 투수계수 측정

시험조에 토양을 채운 직후 5일 동안은 2번과 3번 시험

조의 뚜껑을 열고 원수(하수처리장의 2차 처리수)를 공급

하면서 장치를 가동하여 토양을 안정화하였으며, 침하가 

발생하여 토양별로 15~25 cm 깊이의 토양을 시험조의 토양

표면에 보충하였다. 1번 시험조에서는 토양을 보충하기 전

에 표층토양 약 3 cm를 제거하여 안정화 과정의 토양폐색

을 배제하였다. 안정화가 끝난 직후 토양의 포화투수계수

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1번 시험조의 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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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ome characteristics of the effluent from the wastewater treatment plant

Temperature
(℃)

pH
BOD5 CODCr T-N T-P Turbidity

(NTU)( mg/L)

Range 11.4~19.8 6.5~7.1 0.6~5.8 11.5~26.3 12.0~20.7 0.4~3.4 0.5~4.2

를 막고 시험조에 원수를 채워서 시험조 바닥의 수두가 토

양표면의 수위와 같아지도록 하였다. 그 후 토양표면에 범

람을 지속하여 토양표면의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배

수구를 일부 열어서 여과수가 배출되도록 하였으며, 24시간 
후 토양표면의 수위와 시험조 바닥에서의 수두 차이를 유

량과 함께 Darcy의 법칙에 대입하여 결정하였다. 이때 유량

측정은 메스실린더와 스톱와치를 이용하였다. 수조바닥의 수
두는 모두 10분 이내에 일정한 값으로 수렴했으며, 더 오래 
기다린 이유는 여과수에 기포가 더 이상 혼합되지 않고 완

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2.6. 원수공급장치 및 방법

원수공급방식으로는 김과 김29)의 연구에서 대구와 물금토

양에서 최대의 침투율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30분
/15분의 범람/휴지를 1번 시험조에 적용하였다. 시험조의 표

면을 범람시키기 위하여 원수를 간헐적으로 공급하였으며, 
범람 동안은 수심이 약 1 cm로 감소하면 원수가 시험조의 

토양표면에 유입되도록 하였고 수심이 증가하여 약 3 cm
에 이르면 원수 유입이 중단되도록 수위 감지기와 펌프를 

연계하는 장치를 부착하였다. 펌프는 타이머를 부착하여 범

람과 휴지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험조로 유입

하는 유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적산유량계(세화정밀, SHW- 
50)를 사용하였고, 이를 매일 관측하여 침투율을 산정하였

다. 실험에 사용된 장치의 개요도는 Fig. 1에 나타내었고, 
원수인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수질자료는 Table 2에 나타내

었다.

2.7. 수질분석

시험장치의 운전이 진행됨에 따라 침투율이 점차 감소하

였으며, 각 토양별로 3가지 침투율에서 원수와 각 시험조 

유출수의 수질을 분석하였다. 분석항목은 CODCr과 DO (Dis-
solved Oxygen), BOD5, pH, T-N, NH4-N, NO3-N, NO2-N, 
T-P, PO4-P, 탁도 등을 측정하였다. BOD는 Standard Method 
(APHA, 1998)로 그리고 COD, 질소, 인은 HS-3100 Water 
Analyzer(휴마스사, 대한민국)로 분석하였다. DO는 Pro ODO 
(YSI사, 미국)로, pH는 692 pH/Ion meter (Denver사, 미국)
로, 그리고 탁도는 LP2000 (Hanna사, 이태리)으로 분석하였

다. 모든 시료의 분석은 3회 반복 수행하였으며, 그 평균을 

취하였다.

2.8. 건조주기

본 연구에서는 원수공급을 위해 범람/휴지를 번갈아 적용

하는 방식을 택하는 한편 일정기간의 운전 후에는 상당한 

시간 동안 토양표면을 건조시켜 침투율 회복을 관측하였다. 

이를 위해 침투율이 초기 침투율의 약 10%까지 감소하면 

1번 시험조의 토양표면을 48시간 동안 건조시켰다. 건조기

간 동안 2번과 3번 시험조는 밀폐상태를 유지하면서 가동

은 중지하여 실규모의 운전상태를 모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침투율 변화

모든 실험에서 운전경과에 따라 표층에 폐색이 점차 발

달하였고, 이에 따라 침투율은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였으

며, 이를 Fig. 2에 나타내었다. 구미, 대구, 김해토양의 포화

투수계수는 각각 0.160 cm/sec, 0.035 cm/sec, 0.046 cm/sec
이어서 하류인 김해에서 채취한 토양의 투수계수가 중류인 

대구의 토양보다 오히려 조금 더 컸다. 투수계수 대비 초기 

침투율은 구미토양의 경우 약 1/2이었고 대구와 김해토양의 
경우에는 약 1/4이었다. 이는 투수계수가 0.046 cm/sec인 유

리알로 채운 칼럼에 수력경사를 1로 고정한 하상여과 모형

실험에서 초기 침투율이 46 m/day로 투수계수와 거의 같은 

값을 보인 김 등20)의 연구결과와 비교되며, 같은 수력경사 

조건에서 본 연구의 초기 침투율이 투수계수 값에 비해 더 

작은 것은 범람과 휴지를 번갈아 적용하였기 때문으로 판

단되었다. 구미토양의 첫번째 운전주기에서 침투율 감소는 

비교적 완만한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토양의 안정화 

과정이 아직도 진행되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구미토양에

서 운전시작 후 35일, 54일이 지났을 때 토양표면을 48시
간 건조하였고, 71일 경과 후에는 기계장치 고장으로 5일
간 건조하였다. 건조기간 동안에 토양표면의 슬러지 케익

이 건조되어 균열이 발생하여 크기가 약 5 cm, 두께가 약 

2~3 mm 정도되는 박편으로 분리되었으며, 박편의 가장자리

가 위로 오므라드는 형태로 토양표면과 분리되었다. 35일 

후 건조시에는 이들 박편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

에서 원수를 공급하였으나, 이 후 이루어진 실험에서는 건

조시에 발생하는 박편을 토양표면에서 완전히 제거한 후 원

수를 공급하였다. 71일 경과시 건조 후 침투율 회복은 다른 
경우보다 다소 높은 값을 보였는데, 그 원인은 건조기간이 

5일로 길었기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35일 후 건조시에는 박편을 제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

고 침투율이 다른 경우와 비슷하게 회복되었으며, 이는 건

조 후 새로 원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건조된 박편이 공급

되는 물에 떠밀려 모래표면이 일시적으로 노출되었기 때문

으로 판단되었다. 박편제거와 상관없이 건조 직후 침투율은 
항상 최초 침투율의 약 80% 이상으로 회복되었으며, 운전

과 건조가 계속되어도 이 회복율이 감소하지는 않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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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a). Temporal variation of the infiltration rate of Gumi soil.

로 관측되었다. 이는 모래층 내부에서 발생하는 폐색이 일

정수준 이상으로 진행되지는 않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

으며, 구미토양의 경우 모래층의 내부폐색에서 초기 침투

율의 약 20%만큼 침투율을 감소시키고, 표층의 슬러지 케

익이 발달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침투율이 더욱 감소한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슬러지 케익이 완전히 발달하여도 침

투율은 일정한 값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았으며, 구미토양

의 경우 첫번째 주기의 끝 부분에서 침투율이 일시적으로 

3 m/day(또는 m3/day-m2)까지 감소하였으나 네번째 주기에

서 알 수 있듯이 운전이 상당기간 더 지속되더라도 침투율

이 약 5 m/day 또는 투수계수 값의 3.5% 이하로 감소하지

는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김 등20)도 하상여과 모형실험에서 

침투율 감소에 대한 원인을 슬러지 케익과 모래층의 내부

폐색으로 나누었으며, 슬러지 케익이 완전히 발달한 경우 

전체 침투율 감소에 대한 이들 각각의 기여도를 71%와 29%
로 보고하여 구미토양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김 등20)은 토양깊이에 따른 미생물의 농도분

포를 측정하였으며, 모래층 내부의 폐색에 대한 원인이 토

양 중에서의 미생물 생장이라고 하였다. 한편, 구미토양의 

두번째 주기에서 침투율 감소는 다른 주기에 비해서 더 급

격히 진행하는데 이는 박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약 2일간의 운전 후에는 

침투율 감소가 더 이상 급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침투율도 

다른 주기에 비해 작지 않아서 투수계수가 매우 큰 경우에

는 매번의 건조시마다 박편을 제거하지 않는 운전방법도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대구와 김해토양의 경우 동절기 실험으로 인해 조류생장

이 덜 활발하여 구미토양과 달리 건조 후 슬러지 케익에 의

한 박편이 토양표면의 일부에만 형성되었으며, 박편이 형성

되지 않는 부위는 표층 약 5 mm 깊이가 경화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이들 토양에서는 박편 및 경화층 제거 후 구미

토양에 비해 침투율이 오히려 더 많이 회복되었으며, 이로

부터 입자가 작은 토양의 경우 입자가 큰 토양에 비해 표

면폐색이 토양층 내부의 폐색보다 더 큰 침투율 감소를 일

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화층은 건조 후 쉽게 부스

러지는 특성을 보였다. 대구와 김해토양의 경우 구미토양

에 비해 초기 침투율이 더 작고 침투율 감소도 더 급격한

데, 이는 이들 토양이 구미토양에 비해 더 세립질이기 때문

으로 판단되었다. 이들 토양에서 안정적인 최종 침투율은 

약 1 m/day 또는 투수계수 값의 약 2.5%이었다. 한편, 구미

토양의 첫번째 주기와 비교하면 이들 토양에서 운전의 지

속가능주기는 구미토양에 비해 짧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

다. 대구토양의 경우 운전주기가 16일로 구미토양의 첫번

째 주기에 비해 더 짧았지만, 이 실험이 진행되었던 2010
년 1~2월에 기록적인 겨울추위로 수온이 낮아지고 물의 점

도가 증가하였음을 감안하면 대구토양도 김해토양의 경우

와 크게 다르지 않은 운전주기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

다. 대구토양에 대한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최저기온은 영

하 11°C에 이르 으나 결빙은 발생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얻은 대구와 김해토양의 안정적인 최종 침투율은 비슷한 

투수계수의 토양에 대한 하상여과의 침투율 0.92 m/day20)

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기적인 휴지로 인해 토양표

면에서의 범람시간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조

건의 하상여과에 비해 작지 않은 침투율을 보인 것은 범람/
휴지 방식이 폐색을 억제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

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Bouwer 등15)은 투수계수 대비 14~ 
20%의 침투율을 얻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적당한 건조주

기를 적용하는 경우 누적 침투율은 이들과 유사한 값을 얻

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2에서 굵은 점은 여과수의 수

질을 분석하였음을 나타낸다.



125大韓環境工學會誌 論文

범람/휴지식 홍수터여과에서 폐색현상 및 수질개선도 연구

대한환경공학회지 제33권 제2호 2011년 2월

Fig. 2(b). Temporal variation of the infiltration rate of Daegu soil.

Fig. 2(c). Temporal variation of the infiltration rate of Gimhae soil.

3.2. 수질개선

3.2.1. 구미토양

구미토양에 대한 실험에서 여과거리에 따른 수질지표의 

변화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시료는 운전시작일로부터 78일, 
82일 그리고 93일째에 채취하였고, 이때의 침투율은 각각 

30.7 m/day, 12.3 m/day, 6.6 m/day이었다. 원수의 DO농도는 
6~10 mg/L이었으며, 침투율에 상관없이 1번 시험조를 통과

하면서 1 mg/L 정도 증가하였고 2번 시험조에서는 0.1~0.4 
mg/L정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이들 시험조가 주기

적으로 휴지상태로 운영되어 공기가 쉽게 유출입하였기 때

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3번 시험조를 통과하면서

는 모든 침투율에서 0.1~0.4 mg/L정도 감소하였는데 이는 

3번 시험조가 포화대로 운영되어 외부공기가 차단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원수의 COD농도는 침투율이 감소하

는 순서대로 각각 19.1 mg/L, 19.3 mg/L, 18.4 mg/L이었으

며, 시험조 3.6 m 통과에서 각각 6.0 mg/L, 6.3mg/L, 7.0 
mg/L씩 제거되어 유출수의 농도는 각각 13.1 mg/L, 13.0 
mg/L, 11.4 mg/L로 낮아졌고, 그 제거율은 침투율에 상관

없이 약 35%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5개월 동안 불포화

깊이 1 m와 포화깊이 0.5 m를 통과시킨 칼럼실험에서 용존

유기탄소의 제거율 32%를 얻은 차 등21)의 연구결과와 유사

하였다. 본 연구에서 최초 1.2 m 여과에서 많은 양의 COD
가 제거되고 포화대에서도 상당한 COD가 제거됨을 알 수 

있는데, 초기 1.2 m에서의 높은 제거율은 COD농도가 높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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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a). COD, DO, BOD concentration and turbidity profiles along the filtration depth (Gumi soil).

Fig. 3(b). Nitrogen concentration profiles along the filtration depth (Gumi soil).

Fig. 3(c). Phosphorus concentration profiles along the filtration depth (Gumi soil).

때문이고 또한, 본 연구에서 따로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토

양표면의 슬러지 케익에서 많은 양의 COD가 제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포화대에서의 적지 않은 제거율은 체

류시간이 불포화대보다 더 크기 때문으로 판단되었고, 이
로부터 여과거리가 더 큰 실규모의 경우 더 높은 COD제거

율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토양층 내부의 COD
제거는 대부분 토양표면에서의 흡착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

었다.27) 한편, 원수의 BOD는 1.2~1.4 mg/L이고 탁도는 0.7~ 
1.7 NTU이었으며, 침투율에 관계없이 1.2 m 여과에서 대부

분 제거되었다. 이는 슬러지 케익층에서의 높은 제거율에 

기인하고, 또한 표층부근에서 농도가 가장 높아 그 제거율

도 높았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전체 토양깊이 3.6 m 여과

에서 잔류BOD는 약 0.3 mg/L로 80% 정도의 제거율을 보였

으며 잔류탁도도 0.1~0.3 NTU로 약 80%의 제거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Bouwer와 Rice19)의 보고와도 대략 일치한다.

원수의 질소는 대부분의 질산성질소와 약간의 유기질소

로 구성되었다. 모든 침투율에서 초기 1.2 m의 여과에서 질

산성질소의 농도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폭은 매우 적

었고 암모니아성 질소의 농도는 감소하였으나 그 농도는 매

우 낮았다. 아질산성질소의 농도는 매우 낮았으며, 전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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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a). COD, DO, BOD concentration and turbidity profiles along the filtration depth (Daegu soil).

Fig. 4(b). Nitrogen concentration profiles along the filtration depth (Daegu soil).

Fig. 4(c). Phosphorus concentration profiles along the filtration depth (Daegu soil).

으로 여과거리에 따른 질소의 농도변화는 무시될 수 있을 

정도였다. 이는 높은 용존산소의 농도로 인해 탈질이 발생

하지 않았고 여과초기의 1.2 m에서 유기물 분해와 약간의 

질산화만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여과거리에 따

른 유기오염물과 질소의 제거율이 침투율에 따라 다르지 

않고 거의 같은 현상은 하상여과에 대한 안 등22)의 연구와

도 일치하며, 이로부터 토양여과에서 가급적 높은 침투율

을 유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인의 

제거율은 모든 침투율에서 5% 이하였다. 이러한 인 제거율

은 Bouwer와 Rice19)의 보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이며, 구
미토양의 경우 침투율이 매우 크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3.2.2. 대구토양

대구토양에 대한 실험에서 여과거리에 따른 수질지표의 

변화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시료는 운전시작일로부터 1일, 
4일, 9일에 채취하였고, 이때의 침투율은 각각 5.7 m/day, 
2.5 m/day, 1.0 m/day이었다. 원수의 DO농도는 9.0~11.0 mg/L
이었으며, 침투율이 5.7 m/day와 2.5 m/day인 경우에는 1번 

시험조에서 각각 1.3 mg/L, 0.3 mg/L씩 증가하였다. 그러나 

침투율이 1.0 m/day인 경우에는 1번 시험조에서 1.1 mg/L만

큼 감소하였으며, 이는 원수의 BOD농도가 5.8 mg/L로 높고 
대부분의 BOD가 1번 시험조에서 제거되었으며, 이 과정에

서 DO가 많이 소모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모든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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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a). COD, DO, BOD concentration and turbidity profiles along the filtration depth (Gimhae soil).

투율에서 2번 시험조에서는 DO농도가 증가하였으며, 증가

된 농도는 0.7~1.4 mg/L이었다. 3번 시험조에서는 모두 약 

0.1 mg/L 정도 감소하여 구미토양에서와 유사한 경향을 나

타내었다. 원수의 COD농도는 18.3~21.0 mg/L이었으며, 그 

농도곡선은 구미토양에서와 거의 같은 형태를 나타내었다. 
COD제거율은 침투율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고 약 30% 정
도였으며, 제거율은 낮지만 포화대에서도 COD가 제거되어 

여과거리가 더 긴 실규모의 경우에는 더 높은 COD제거율

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편, 원수의 BOD농

도는 구미토양에 대한 실험에서과 비슷한 값이었으나 침투

율이 1.0 m/day인 경우에는 BOD값이 5 mg/L로 다소 높았

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1.2 m 여과에서의 BOD값은 0.6 mg/L
로 크게 낮아져서 다른 경우에서와 유사하였다. 1번 시험

조에서의 탁도제거는 구미토양에서와 비슷하였으며, 침투

율이 1.0 m/day인 경우 높은 BOD농도와 함께 유기성 탁질

로 판단되는 높은 탁도의 원수가 유입되었으나 1.2 m의 여

과에서 대부분 제거되었다. 그러나 2번과 3번 시험조에서

는 침투율에 상관없이 시험조 통과에서 오히려 탁도가 증

가하여 3번 시험조 유출수에서는 약 9 NTU로 다소 높은 값

을 보였다. 이는 투수계수 측정 등의 사전 실험을 위해 상

당한 기간동안 운전된 1번 시험조와 달리 짧은 시간동안만 

운전된 점과 Table 1에서 알 수 있듯이 세립질 농도가 큰 

것에 기인하며, 아직 시험조의 토양이 완전히 안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무기성 탁도로 판단되었다. 대구토

양에 대한 실험에서 COD, BOD, 탁도 등이 초기 1.2 m의 

여과에서 많이 제거된 것은 구미토양에서와 마찬가지로 슬

러지 케익에서의 활발한 제거와 높은 농도로 인한 제거효

율 증가에 기인한다고 판단되었다.
여과거리에 따른 질소의 농도변화는 크지 않았으며 그 경

향은 구미토양에 대한 실험에서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인

의 제거율은 구미토양과 달리 상당히 높아서, 원수에서는 

2.0~3.3 mg/L이었고 3.6 m 여과에서 1.2~1.7 mg/L가 제거되

어 유출수에서는 0.8~1.6 mg/L으로 35~66%의 제거율을 보

였고, 다른 오염물과 마찬가지로 침투율 증가에 따른 제거

율 저하는 발견되지 않았다. 토양내에서 인의 제거는 칼슘

과 마그네슘에 의한 침전 또는 알루미나와 철에 의한 고정

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 토양은 

인의 제거에 필요한 조건을 가진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21) 
본 연구에서의 이러한 인 제거율은 차 등21)의 연구와 비교

되며, 그들은 인 농도가 3.7 mg/L인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토양칼럼 1.5 m에 통과시켜 거의 100%에 달하는 인 제거

율을 얻었다고 한다. 대구토양에서 인 제거율이 더 낮은 것

은 투수계수 등 사용된 모래의 특성과 침투율 등의 운전조

건이 달랐기 때문으로 판단되었으며, 차 등21)의 연구에서보

다는 낮지만 대구토양에서 얻은 인의 제거율도 상당히 높

고 특히 포화대에서의 여과거리에 따른 인 농도 변화곡선

의 기울기가 급하여 여과거리가 더 길어지면 인 제거율을 

충분히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우리나라 주요하

천은 충적층이 잘 발달해 있어서23) 홍수터여과를 적용하는 

경우 그 여과거리를 20 m 이상까지도 확보할 수 있다. 따라

서 하수처리장 방류수에 포함된 3 mg/L 정도의 인은 대구

토양을 이용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모두 제거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되었다. 보통의 경우 여과거리가 증가하면 깊은 

토양층에서는 혐기화의 가능성이 크고, 혐기환경에서는 불

용상태의 3가 철이 2가 철로 용출하면서 착화합물을 이루

고 있는 인이 동반 용출하므로 여과수의 인 농도를 높이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24)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원수공급방식은 호기대의 깊이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호기

대에서 질산화를 촉진하여 토양중에서 이동이 자유로운 질

산성질소의 농도를 높이므로26) 토양중에서 철이 환원되는 

위치를 토양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 Anderson25)

에 의하면 질산성질소의 농도가 1.1 mg/L 이상인 경우에는 

철의 용출뿐 아니라 이에 동반하는 인의 용출도 억제되므

로 본 공법을 적용하는 경우 여과거리를 충분히 길게 하여 

인 제거효율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부분적인 탈질에 의한 유

기물과 질소제거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3.6 m 여과에서 질소가 

제거되지 않고 질산성질소로 전환되는 것은 더 깊은 층에

서 인과 유기물을 동시에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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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b). Nitrogen concentration profiles along the filtration depth (Gimhae soil).

Fig. 5(c). Phosphorus concentration profiles along the filtration depth (Gimhae soil).

3.3.3. 김해토양

김해토양에 대한 실험에서 여과깊이에 따른 수질지표의 

변화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시료는 운전시작일로부터 1일, 
5일, 15일에 채취하였고, 이때의 침투율은 각각 8.1 m/day, 
2.4 m/day, 1.7 m/day이었으며, 다른 토양에서와 마찬가지로 
침투율은 오염제거율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DO농도는 1번 시험조 여과에서 상당히 감소하여 구미나 대

구토양과 약간 다른 형태를 보였으며, 이는 원수에 BOD와 

암모니아성질소의 농도가 다소 높아 DO를 더 많이 소모하

였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DO는 2번 시험조에서 

다시 증가하며, 범람/휴지식 원수공급의 잇점이라 할 수 있

었다. COD와 BOD의 제거율은 대체로 다른 토양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고, 탁도는 운전이 계속됨에 따라 점차 안정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원수의 암모니아성질소 농도는 다른 

토양에 대한 경우보다 약간 더 높았으나 전체적으로 질소

곡선은 다른 토양에서와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그러나 인

은 초기 1.2 m의 여과에서 대부분이 제거되었고, 3.6 m 여
과에서는 거의 100% 제거되어 비슷한 투수계수를 가진 대

구토양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제거율을 보였으며, 이로부터 

낙동강 중하류 홍수터에 토양여과를 적용하여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처리하는 경우 매우 높은 인 제거율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pH는 6.5~7.1이었고 여

과거리에 따른 값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4. 결 론

실제 홍수터 토양에 범람/휴지식 토양여과를 적용하여 하

수처리장 방류수를 추가로 처리하는 파일럿 실험을 수행하

였으며,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운전이 지속됨에 따라 표층의 폐색이 발달하여 침투율이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토양

층 내부폐색에 의한 침투율 감소는 초기 침투율의 20% 이
상 증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험에 사용된 모든 토양에서의 적절한 운전주기는 혹한

기에는 약 2주, 그 외 기간에는 약 3주 이상이었으며, 실험

에 사용된 토양의 안정적인 침투율은 구미토양의 경우 약5 
m/day, 대구와 김해 토양의 경우에는 약 1 m/day 정도임을 

알 수 있었다.
표층 폐색현상의 경우 하절기에는 조류의 생장으로 인한 

녹색의 슬러지 케익이, 동절기에는 경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하절기에 형성된 슬러지 케익의 경우 약 2
일간의 건조 기간을 거친 후 손으로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박편으로 분리되었으며, 동절기에 형성된 경화층의 경우에

도 건조기간을 거친 후에는 쉽게 부스러지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그리고 건조기간 적용 후 측정한 침투율의 경우 최초 

침투율의 약 80%까지 회복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과거리에 따른 오염물질제거 특성의 경우 모든 토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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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침투율 변화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

었다. 용존산소의 경우 원수의 BOD와 암모니아성질소의 

농도가 높지 않은 경우에는 토양종류에 상관없이 불포화대

에서는 증가하고 포화대에서는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이
로써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범람/휴지식 원수공급이 토양층

을 호기환경으로 유지하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BOD
의 경우 표층 1.2 m에서 대부분 제거 되었으며, COD의 경

우에는 토양의 종류와 상관없이 약 30~35% 정도의 제거율

을 보였다. 하지만 여과거리가 수m 이상으로 증가하는 실규

모 운전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높은 제거율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본 실험의 경우 질소의 제거율

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토양전체가 호기

성으로 유지되어 탈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되

었다.
인 제거율의 경우 투수계수가 큰 구미토양의 경우 낮은 

효율을 보였으나, 투수계수가 적은 대구, 김해 토양의 경우

에는 높은 효율을 보였다. 이로써 충분한 여과거리를 확보

할 수 있는 지역의 경우 원수에 함유된 인 성분을 높은 효

율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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