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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ilot-scale coagulation and sedimentation processes were operated to investigate the T-P (Total phosphorus) removal

efficiency. A multiple regression model was also derived to predict the water quality improvement effect with river water

characteristics.  The inflow rates for the pilot-scale facility were 157–576 m3/day, and the coagulant doses were in the

range of 13.7–58.5 mg/L (average 38.9 mg/L) for PAC (Poly alum chloride) and 16.5–62.1 mg/L (average 36.0 mg/L) 

for alum. The results found that the influent BOD (Biochemical oxygen demand) and T-P concentrations were 4.9 mg/L

and 0.115 mg/L, and the removal efficiencies were 52.7% and 59.4%, respectively. T-P removal efficiencies on wet 

weather days were higher by 10% than dry weather days because influent solids influenced T-P's coagulation process. 

The pH of river water was 6.9–7.8, and the average pH was 7.3. Although the pH variation was not significant, the 

trend showed that the treatment efficiency of T-P and PO4-P removal increased. Thus, the pH range considered in this

study seems to be appropriate for the coagulation process, which is essential for phosphorous removal. The T-P removal

efficiencies were 19.6–93.3% (average 59.2%) for PAC and 16.4–98.5%(average 55.9%) for alum; thus, both coagulants 

showed similar results. Furthermore, the average coagulant doses were similar at 42.4 mg/L for PAC and 41.3 mg/L

for alum. When the T-P concentration of the effluent was compared by the [Al]/[P] ratio, the phosphorus concentration

of the treated water decreased with an increasing [Al]/[P] ratio, and the lowest T-P concentration range appeared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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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호소수질의 오염물질 지표인 총인(Total phosphorus, 
T-P)은 하천으로부터 유입되어 호소 내 정체되는 영

양 염류로서 부영양화를 발생시키는 주요 인자로 환

경정책 기본법에서 그 농도를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

다 (Seo et al., 2014). 
국내의 경우 환경부는 2010년 이후 총질소와 총인

에 의한 하천 등의 부영양화 발생과 조류증식에 따른 

하천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원 저감시

설의 도입과 하수처리시설의 수질강화를 시행하였으

며 이 중 영양염류 관리가 용이한 총인처리를 대상으

로 하천수질 개선이 시행되고 있다. 
2019년 4월 18일 수자원공사는 ｢상수원비점오염관

리전문가 세미나｣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립환경과학

원에서 2015년 전국오염원 조사결과 전국의 호수와 

하천 등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물질은 유기물 중 

67.6%를 차지하며, 특히 총인(T-P) 중 비점오염물질

은 64.9%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로 인해 댐 

상류 식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물복지 향상을 위한 유역 물환경 관리체

계 관점을 개발에서 관리로, 수량 위주에서 수량･수
질･수생태 통합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

이다.
T-P와 같은 영양염류의 발생은 점오염원(생활하수, 

산업페수, 축산분뇨 등) 및 비점오염원(농경지, 도로, 임
야 등)의 오염물질 유입이 주요 원인이나, 조류 및 수생

식물 등에서 수계 내 자체 생산되는 유기물질량이 전체 

부하량의 약 25∼30%로 보고되고 있다 (Ministry of 
Environment, 2009). 호소의 부영양화를 발생시키는 주

요인자인 T-P 처리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

나 물리적인처리 방법으로는 농도가 낮고 유량이 많은 

큰 호소 내 T-P 처리 시 한계가 있다 (Ministry of 

Environment, 2009). 특히, 새만금호는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중 총인 수질 기준 강화,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 및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의 상류대책과 호소 내 

준설 등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에도 불구하

고 수질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Ministry 
of Environment, 2011). 하천을 통한 오염물질 유입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새만금

호의 부영양화 방지를 위한 수질개선 방안으로 조류 

성장 미생물을 억제하는 인자를 제어할 수 있는 처리방

법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생물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탄소원인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Biochemical oxygen demand, 
BOD)과 영양물질인 총질소(Total nitrogen, T-N), T-P가 

있으나 BOD와 T-N은 처리조건이 까다롭고 시간이 많

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T-P는 화학적 응집에 의해 

제거가 쉽고 확실하며, 반응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다. 
T-P 제거를 위한 화학적 응집공정은 수처리에 많이 사

용되는 방법이지만 국내외적으로 대규모 호소에 대한 

적용사례가 많지 않아 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

한 실정이다 (Ministry of Environment, 2009). T-P 성분

은 용해도가 낮아 수중에서 플록(Floc)의 생성이 용이

하며, 응집제 투입으로 수중에서 침전물을 생성하여 

침전함으로써 제거된다 (Han and Kang, 2012). 호소수의 

T-P 처리효율은 응집제 종류, 응집제 투입량, 교반속

도 및 호소의 수리학적 체류시간 등과 같은 주요 인

자에 의해 결정된다. 응집공정에서 교반은 공정수 내

에 응집제를 순간적으로 균일하게 분산시켜 수중입자

의 불안정화를 유도하는 공정으로 교반속도 및 교반

시간에 따라 응집효율에 영향을 미친다 (Song et al., 
2006; Jun et al., 2007). 일반적으로 T-P 제거를 위해 알

루미늄 계열(Poly aluminium chloride, PAC, Aluminum 
sulfate, Alum 등) 및 철염 계열(Poly ferric chloride, 
PFC) 등의 응집제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Shin et 

the [Al]/[P] ratio of 10–30. A season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quations were derived from the relationships between 

10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T-P concentration of effluent). This study could help lake water quality maintenance,

reduce eutrophication, and improve direction settings for urban planning, especially plans related to developing waterfront

cities.

Key words: River water quality, Influencing factor, Removal efficienc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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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최경수･이채영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Water and Wastewater Vol. 35, No. 5, October 2021

al., 2016). 그러나 응집제를 이용한 T-P 처리는 수중

에서 많은 경쟁반응(알칼리도, pH 등)에 의해 직접적

으로 응집제의 필요량을 반응식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실험을 통해 응집제 종류 및 투입량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Metcalf and Eddy Inc., 
2014). 

호소의 수질개선은 하천으로 유입되는 영양염류인 

T-P가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천수의 물리·
화학적 연구가 많지 않아 T-P 처리를 위한 인자도출 

및 처리수질 예측이 불가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하천수를 대상으로 파일럿 규모의 총인처

리 시설을 운영하여 수질 개선을 위한 주요인자인 

T-P 처리효율을 검토함으로써 하천의 수질개선 가능

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하천

수의 수질개선 효과를 예측하기 위한 관계식을 도출

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2.1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파일럿 규모의 시설 운영을 통하여 

하천수의 수질특성을 분석하였 으며, 모니터링 결과

를 바탕으로 유입수질에 따른 처리효율을 평가 및 수

질예측하기 위한 관계식을 도출하였다.
파일럿 규모의 시설 운영 시 기상조건에 따른 영향을 

위하여 수온에 따른 처리효율을 평가하였으며, 유입수

질특성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pH와 알칼리도에 

따른 시설의 처리효율과 강우 시와 비강우 시의 월별 

유입수질 분포, 처리효율 분석을 통하여 계절별 유입수

질 평가 및 계절별 처리효율을 분석하였다. 시설운영을 

위한 응집제 선정은 PAC(폴리염화알루미늄) 및 Alum
(황산알루미늄)의 처리효율을 비교하여 파일럿 규모의 

시설운영 결과를 토대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총인처리시설의 운영조건에 따른 방류수 수

질예측식을 도출하였다. 

2.2 재료 및 실험방법

총인처리를 위한 파일럿시설은 유량확보의 안정성 

및 홍수 등 자연 재해에 대한 시설의 안정성, 새만금

호 유입부인 만경강과 인접한 S공공하수처리시설 내  

화학적 총인처리공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응집침전

공법을 선정하여 설치하였다 (Table 1, Fig. 1). 시설용

량은 Froude의 상사법칙을 기초로 산정된 수리학적 

상사모형과 실제 시설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산정하였

다 (Kawamura, 2000). 

2.3 운전조건

본 연구는 2016년 8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

지 약 11개월 동안 수행하였으며, 분석기간 내 수온은 

1.4∼29.8℃(평균수온 13.6℃)의 범위로 측정되었다. 
분석기간 중 강우일수는 94일이었으며, 강우량은 0.10
∼95.2 mm/일의 범위로 측정되었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pilot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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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inflow river water concentration 
from pilot-scale total phosphorus treatment facilities

Item Unit
Concentration

(Min. - Max. (Avg.))

BOD mg/L 0.9-14.0 (4.47)

COD mg/L 2.6-19.3 (9.95)

SS mg/L 2.0-75.0 (18.4)

T-P mg/L 0.029-0.719 (0.113)

PO4-P mg/L 0.003-0.491 (0.061)

T-N mg/L 2.830-15.700 (7.850)

Chlorophyll-a mg/m3 0.9-87.8 (8.40)

pH - 6.9-7.8 (7.3)

Alkalinity mg/L as CaCO3 35.7-100.9 (74.76)

분석기간 중 파일럿규모 총인처리시설의 처리유량은 

197∼576 m3/일(평균 466 m3/일)로 운영되었다. 운영

기간 중 응집제 종류(PAC 및 Alum)에 따른 T-P 및 

PO4-P의 처리효율 평가를 위하여 149일은 처리유량에 

맞춰 PAC를 13.7∼58.5 mg/L(평균 38.9 mg/L)로 주입

하였으며 128일은 Alum을 16.5∼62.1 mg/L(평균 36.0 
mg/L)로 주입하여 운전하였다. 

운전기간동안의 하천수 유입수질은 Table 2와 같이 

분석되었으며, T-P 및 PO4-P의 농도는 각각 0.029∼
0.719 mgP/L(평균 0.113 mg/L) 및 0.003∼0.491 mgP/L
(평균 0.061 mgP/L)로 낮게 나타났다.

2.4 모니터링 방법

2.4.1 수질 모니터링 주기 및 방법

수질 모니터링은 파일럿 규모 총인처리시설의 유

입수 및 방류수를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모니터링 

결과는 강우 시와 비강우 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시설의 유입수 및 방류수를 월간 20회씩 

채수하였으며, 강우 시에는 비점오염물질의 유입으

로 인해 하천의 수량 및 수질이 비강우 시와 달리 시

간별로 변화하므로 강우량 5 mm 이상의 강우에 대

해 강우시작 후 2시간 이후부터 2시간 간격으로 유

입수와 방류수에 대해 6회씩 채수하여 수질 모니터

링을 수행하였다. 

2.4.2 수질 분석 항목 및 방법 

수질 모니터링을 위한 수질 분석은 총 11개 항목으로 

현장측정 가능한 4개 항목(수온, pH, 탁도 및 알칼리도)
과 실험실에서 측정 가능한 7개 항목인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성 고형물

(Suspended solids, SS), 총질소(T-N), 총인(T-P), 인산

염(PO4-P), Chlorophyll–a을 측정하였으며, 강우 시 및 

비강우 시의 조건에 따라 분석하였다. 

2.5 다중회귀분석

파일럿 규모 총인처리시설의 수질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계절별 하천수의 총인처리 효율을 예측할 수 

있는 상관관계식을 도출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은 식 (1)에 제시된 것과 같이 2개 이상

의 독립변수들(x1, x2, x3...)과 종속변수(Y) 사이의 관

계를 분석하는 통계적 기법으로 추가적인 독립변수를 

도입함으로써 오차항의 값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Min et al., 2012). 

Table 1. Facility specifications of pilot scale total phosphorus treatment facility

Item Line Volume (m3)
Specification
(m×m×m)

HRT Type

Sedimentation tank 1 3.9
1.2×1.8×1.8

(W×L×H)
9.3 min

Natural sedimentation 
type

High-speed
induction mixer

1 1.2
0.9×0.9×1.5

(W×L×H)
3.0 min

Mechanical type
180RPM×0.75kW

Low-speed
induction mixer

2 15.1
2.1×4.0×2.1

(W×L×H)
40.0 min

Mechanical type
90RPM×1.5kW

Clarifier 1 82.9
Ø6.5×2.8

(Ø×H)
4.0 hour

Gravity drive type
0.077RPM×0.75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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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dependent variable of multiple regression model 
for prediction of processing efficiency

No. Item

1 Water temp(℃)

2 Inflow(m3/d)

3
Coagulant dosage

(kg/d)

PAC

Alum

4 - 7
 Inflow concentration

(mg/L)

BOD

SS

T-P

PO4-P

다중회귀모형의 일반적인 형태는 종속변수(Y)의 변

화(변동)가 얼마나 유의성을 갖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로 결정계수(R2)가 1에 가까울수록 유의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다중회귀계수의 경우 독립변수(x)에 따

라 통계량(t)은 t≥±1.96, 유의계수(P)는 P≤0.05 이내

로 연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1)

Y = 예측값

 = 모든 독립 변수( through )가 0일 때 Y의 값

 = 각각의 독립변수

 =상수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파일럿 규모 총인처리시설

의 방류수 내 수질항목의 처리효율로 선정하였으며, 독
립변수는 분석기간 중 변동이 미미한 pH 및 Chlorophyll
–a를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7개의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Table 3).

3. 결과 및 고찰

3.1 하천수 특성별 처리효율 분석

온도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총인처리효율을 고찰

한 결과 일반적으로 화학반응에서 온도의 변화는 반응

속도 및 처리효율에 영향을 미치며 운영 기간 중 수온

영향에 대한 유의성을 검토한 결과(P≤0.05)는 0.04583
로 나타났으며 T-P 제거효율에 있어서 in-T-P(0.00115) 
보다 in-PO4-P(0.00052)에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Fig. 2. Effect of water temperature on total phosphorus removal 
efficiency.

강우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은 빗물에 의한 수질의 

변동으로 응집에 미치는 영향은 pH 및 알칼리도 저

하, 초기세척(First flush)으로 지칭되는 초기강우 유출

수에 함유된 비점오염부하의 상승 등이 대표적이다. 
단일 변수로써 강우가 파일럿 규모 총인처리시설의 

T-P 처리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아래의 Fig. 3과 같이 강우 시 유입수의 SS 농
도가 급격하게 증가됨에 따라 유입수 내 T-P 및 PO4-P 
농도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강우 

시 T-P 및 PO4-P 처리효율의 상승은 유입수 내 SS 농
도가 T-P 제거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판단되며 강우기

간 및 비강우기간을 상호 비교한 결과 강우 시 

T-P(51.7%) 처리효율은 비강우 시(66.3%)와 비교하여 

평균 28.2% 이상 높게 나타났다 (Table 4). 
하천수의 pH는 다양한 인자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그 양상도 매우 복잡하다. 그 중 오염물질의 유입을 

비롯하여 강우와 세균의 활동 및 조류 번식 등에 의

해 상당히 변화된다.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변동과 세

균의 산화분해 등이 일정하다는 전제에서 pH는 강우

에 의해 하강할 수 있고 조류(Algae)의 증가에 따라 

상승을 유발한다. 
본 연구의 총인처리 파일럿규모의 시설에서 측정한 

유입수 pH는 6.9∼7.8의 범위이었으며 평균 pH 7.3을 

나타내었다.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하천수의 pH가 하강

하는 시기에 총인처리효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알칼리

제(NaOH) 투입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4). 
유입수 중의 알칼리도는 35.7∼100.9 mg/L as CaCO3

의 범위였으며 평균 74.8 mg/L as CaCO3를 나타내었

다. 응집제의 주입량과 유출수의 알칼리도를 고려한 

알칼리도 소요량은 22.1∼33.2 mg/L as CaCO3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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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하천수(유입수)의 알칼리도는 소요량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어 별도의 알칼리제 투입은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었다 (Fig. 5). 또한 처

리수의 알칼리도는 36.8∼83.6 mg/L의 범위를 나타

내었으며, 평균 67.8 mg/L이었다. 이러한 처리수질은 

환경상태를 비롯하여, 부식방지 한계농도인 20 mg/L
를 넘고 있어 용수 사용에도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T-P 평균농도는 0.099 mgP/L에서 0.163 mgP/L의 범위

를 나타내었고, 월별 유입수 PO4-P 평균농도는 0.027 
mgP/L에서 0.064 mgP/L를 나타내었으며, 전반적으로 용

존성 인의 유입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수계

에 유입되는 오염원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월별 유입

수 내 T-P 및 PO4-P의 평균농도 변화는 강우, 영농시기, 
하천유량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월별 유입수 T-P 및 PO4-P 평균농도는 풍수기에서 

갈수기로 진행되는 동안 감소하였다가 3월부터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경향은 갈수기에 농지에 살포되었던 비료 

성분이 농업배수의 형태로 유출되고, 시간이 경과함

에 따라 토양 내 축적되어 있던 인 성분이 점차 감소

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시기 강우가 거의 

없어(9월 11일에서 3월 4일 사이에 5 mm 이상 강우 2
회) 지표상에 축적되었던 비점오염물질이 하천으로 

많이 유입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1월의 경우 T-P 평균농도가 일시적으로 급상승하는 

것은 파일럿 시설 취수지역인 만경강 본류의 유량 감소의 

영향으로 추정되며, 3월부터 동계기간 동안 토양에 축

적되었던 비점오염물질이 강우로 인해 하천에 유입됨

과 동시에 영농을 시작하기 위해 하천 수문을 폐쇄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체 내 농도가 상대적으

로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Fig. 4. Effect of influent pH on total phosphorus removal 
efficiency.

Fig. 3. Influence of rainfall on Inflow suspended solids.

Table 4. Influence of rainfall on Inflow T-P

Item

Rainfall Rainless

T-P
(mg/L)

PO4-P
(mg/L)

Removal efficiency(%) T-P
(mg/L)

PO4-P
(mg/L)

Removal efficiency(%)

T-P PO4-P T-P PO4-P

Min. 0.042 0.001 32.4 12.5 0.029 0.003 9.5 12.0

Max. 0.299  0.205  87.7 97.2 0.719 0.491 81.0 91.9

Avg. 0.130  0.057  66.3 72.5 0.114 0.061 51.7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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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lkalinity dosage evaluation for total phosphorus treatment.

Table 5. Monthly influent T-P concentrations in pilot plant (Unit : mg/L)

Item
2017 2018

Aug. Sept. Oct. Nov. Dec. Jan. Feb.

Monthly avg. 
T-P 0.140 0.129 0.121 0.099 0.111 0.151 0.125 

PO4-P 0.063 0.060 0.034 0.027 0.040 0.042 0.038

Item
2018

-
Mar. Apr. May. Jun. Jul. Aug.

Monthly avg.
T-P 0.13\7 0.136 0.143 0.150 0.145 0.163 -

PO4-P 0.065 0.050 0.058 0.056 0.064 0.056 -

Table 6. Monthly T-P removal efficiency in pilot plant (Unit : %)

Item Date (Year. Month.) BOD COD SS T-N T-P PO4-P Chl-a

T-P
removal

efficiency

17. 8. 69.1 29.1 55.1 6.5 66.1 68.6 71.7 

17. 9. 78.6  27.7 53.8 9.1 73.7 82.2 73.1 

17. 10. 67.9  11.8 22.9 4.0 44.9 75.7 58.2 

17. 11. 53.4  12.3 34.9 5.3 48.8 58.5 50.3 

17. 12. 53.5  8.7 37.4 5.6 52.0 60.6 33.3 

18. 1. 68.8  7.7 40.6 3.4 56.2 65.8 43.2 

18. 2. 74.3  14.2 42.5 2.8 57.0 71.0 54.7 

18. 3. 66.8  15.6 20.9 6.8 61.0 78.7 57.6 

18. 4. 80.6  24.1 43.8 7.9 59.7 80.0 72.2 

18. 5. 73.4  27.4 48.1 8.9 65.2 86.6 72.5 

18. 6. 62.1  18.5 37.7 6.9 52.5 65.6 50.9 

18. 7. 72.7  32.0 45.6 6.6 64.0 81.4 61.8 

18. 8. 72.1  28.1 42.0 8.0 61.4 69.0 52.4 

Avg. 68.7  19.8 40.4 6.3 58.7 72.6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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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강우 시와 강우 시 월별 처리효율을 비교한 결과 

비강우 시는 T-P 및 PO4-P의 평균 처리효율이 58.7% 
및 72.6%로 나타났으며 처리효율의 변화는 유입수의 

농도변화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Table 6, Table 
7). 파일럿규모의 시설로 유입되는 하천수의 수질이 

낮아지는 10월부터 처리효율은 점차 낮아졌다가 3월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

들로부터 유입수질은 강우, 계절별 하천수량, 영농시

기에 따라 상이하므로 향후 인처리시설 운영시 계절

에 따라 처리수량, 약품량, 교반강도 등의 조절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강우 시의 경우 총 6차 조사의 

T-P 평균 처리효율이 68.2%, PO4-P는 74.4%로 나타나 

비강우 시의 평균 처리효율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위의 결과로부터 강우 시와 비강우 시의 T-P 처리

효율 차이는 10.3%로 강우 시 처리효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PO4-P는 0.9%로 강우 시와 비

강우 시의 처리효율이 큰 차이가 없어 용존성 PO4-P 
처리효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6).

SS의 강우 시 및 비강우 시의 평균 처리효율은 각

각 53.9% 및 40.4%로 강우 시가 비강우 시에 비해 처

리효율이 33.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에 따

른 T-P는 약 16.1% 증가한 반면 PO4-P는 2.4%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나 강우로 유입되는 부유성 물질이 인

의 제거에 작용하는 응집과 침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되며, 강우 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T-P 부하 저감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Fig. 6. Comparison of removal efficiency by item in rainy or dry season.

Table 7. T-P removal efficiency at rainfall (Unit : %) 
Item BOD COD SS T-N T-P PO4-P

Rainfall 1 84.6 51.3 80.6 7.8 82.0 92.1 

Rainfall 2 70.9  18.9 58.0 7.4 65.7 74.7 

Rainfall 3 69.4  14.5 36.0 8.1 73.9 80.2 

Rainfall 4 76.5  29.8 36.2 7.1 59.4 86.9 

Rainfall 5 81.2  41.4 67.3 13.9 72.6 68.7 

Rainfall 6 74.8  22.1 45.5 6.2 55.4 43.9 

Avg. 76.2  29.7 53.9 8.4 68.2 74.4 

Table 8. Coagulant dosage and T-P removal efficiency by coagulant type

Item
Coagulant dosage (ppm) T-P removal efficiency (%)

Item PAC Alum PAC Alum

Coagulant type

Min. 4.76 16.53 19.6 16.4

Max. 69.17 67.90 93.3 98.5

Avg. 42.42 41.30 59.2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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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집제 주입량에 따른 처리효율 분석을 위해 통상의 

상수 및 하수처리에 사용되는 대표적 응집제인 폴리염

화알미늄(PAC)과 액체황산 알루미늄(Liquid aluminium 
sulfate, LAS 또는 Alum)을 이용하였다.

파일럿 시설에서 하천수의 T-P 처리효율은 PAC 및 

alum 모두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T-P의 처리효율을 

기초로 응집제 PAC과 alum를 비교한 결과, PAC의 T-P 
처리효율은 19.6∼93.3%(평균 59.2%), alum의 T-P 처리

효율은 16.4∼98.5%(평균 55.9%)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응집제 투입율은 PAC이 평균 42.4 mg/L, alum이 

41.3 mg/L로 서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Table 8).
응집제의 선정은 투입하는 알루미늄 몰농도[Al] 및 

유입원수 중 인의 몰농도[P]의 비인 [Al]/[P]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분석기간에 유출수의 T-P는 [Al]/[P]비
가 상승함에 따라 처리수의 인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기간 중 인처리효율이 높은 상위 10%(T-P 
처리효율 : 77.2-93.3%) 결과의 [Al]/[P]비 평균은 2.86
으로 나타났다 (Table 9, Fig. 7). 

[Al]/[P] 비에 의한 PAC와 alum의 알루미늄의 소요

량은 alum이 약 21.8%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약품비 톤당 단가로 비교하는 경우 3.6원/톤으로 PAC
에 비해 alum이 31.3%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다. T-P의 처리효율이 큰 차이가 없고 운영비 절감을 

고려한다면 alum을 주응집제로 선정함이 타당할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응집제 주입률 선정에 있어서는 하천수의 수

질이 일정한 갈수기 약 2개월(2018년 11∼12월) 동안 

응집제 투입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T-P 처리효율

을 평가하였다. 평가에 사용된 응집제는 PAC와 alum
으로 하였으며, 응집 효과는 두 응집제가 유사 하다는 

Table 9. Al/P ratio and T-P removal efficiency by coagulant type

Item
[Al]/[P] Ratio [Al]/[P] Ratio

[Al]/[PT-P] [Al]/[PPO4-P] [AlPAC]/[PT-P] [AlAlum]/[PT-P]

Min. 1.03 0.66 1.47 1.03

Max. 10.07 27.31 9.63 10.07

Avg. 3.29 7.57 3.66 2.86

    

Fig. 7. Effluent T-P and PO4-P concentration by [Al]/[P] ratio.

Table 10. Coagulant dosage and T-P removal efficiency
Coagulant dosage (mg/L) T-P removal efficiency (%) Coagulant dosage (mg/L) T-P removal efficiency (%)

29.6 52.9 47.6 61.8 

33.1  54.5 52.4  64.6 

38.3  51.5 57.2  68.8 

42.2  54.0 62.7  56.4 

Average of T-P removal efficiency(%)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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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하에 응집제 주입량만을 변화시켜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투입된 응집제는 최소 29.6 mg/L에서 최대 62.7 
mg/L의 농도변화를 통해 처리 효율이 50% 이상으로 

유지되는 범위에서 분석되었다(Table 10). 약품농도 

변화에 따른 전체 운전기간동안의 평균 처리효율은 

57.6%를 나타내었다. 응집제 주입량의 증가에 따라 

전반적으로 T-P 처리효율은 증가하였으나 응집제 농

도 60 mg/L 이상에서는 처리효율이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이는 응집제의 양이온이 과다하

여 재안정화 됨으로써 플록이 해체 또는 침전되지 않

은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성을 고려할 때 최적 응집제 투입농도는 42∼

52 mg/L의 범위로 판단되며, 평균 처리효율인 57.6%
를 기준으로 약 45 mg/L로 나타났다. 

유입 인농도에 따른 응집제 주입량을 평가한 결과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T-P 처리시설의 응집제 투입

량은 평균 처리효율을 감안한다면 응집제의 종류에 

관계없이 42∼52 mg/L의 범위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1. T-P and BOD removal efficiency prediction formula using multiple regression model   
Item Prediction formula using multiple regression model

PAC
T-P         

BOD   










Alum
T-P         

BOD   










Where:  = 수온 (℃),   = 유입유량 (㎥/d),  = 응집제(PAC or Alum) (kg/d),   = 유입BOD농도 (mg/L),
  = 유입SS농도 (mg/L),   = 유입T-P농도 (mg/L),   = 유입PO4-P농도 (mg/L)

(a) T-P Removal efficiency using PAC (b) BOD Removal efficiency using PAC

(c) T-P Removal efficiency using Alum (d) BOD Removal efficiency using Alum

Fig. 8. Verification of T-P and BOD removal efficiency using prediction formula by PAC and alum do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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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파일럿 실험결과를 이용한 수질예측

응집제를 사용한 운영자료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모

형의 인처리효율 예측을 위해 7개의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유출수 T-P 농도)와의 관계를 신뢰도를 의미하는 

결정계수(R2)는 0.76-0.86의 신뢰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1, Fig. 8). 
7개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유출수 농도)와의 관계

를 통해 산정된 다중회귀분석 결과 통계치(±1.96 이

상), 유의확률(0.05 이하)로 산정하였으며, 참고문헌인 

｢파일럿 플랜트 규모에서 일체형 침전부상공정

(SeDAF)의 설계인자 및 운전특성에 대한 실증적평가｣
(Jang et al., 202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seDAF 공정에 

있어서도 응집제 주입농도는 T-P, 탁도, SS, COD와는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나 PO4-P와는 상관관계가 

크지 않은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응집제 사용에 

따른 유효한 상관관계를 갖는 항목은 유입SS, 유입

T-P 농도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또한 BOD의 경우는 응집제 주입에 따른 T-P 제
거와 동시에 BOD 처리효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

으며 수온의 영향에도 크게 영향을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2). 

4. 결  론

본 연구결과 새만금 유역의 수질 모니터링 결과, 유
입수 평균 T-P 및 BOD 농도는 각각 0.115 mgP/L 및 

4.9 mgP/L이며, 처리효율은 각각 59.4% 및 52.7%로 

확인되었다. T-P는 수온변화보다 유입수질 및 응집제 

주입량 등 운전인자들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

으나, PO4-P는 수온변화에도 처리효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유입수 중 pH는 6.9∼7.8의 범위로 평균 pH 7.3으로 

적정하였고 유입수 pH의 상승에 따라 T-P 및 PO4-P의 

처리효율은 상승하는 추이를 나타내었으며 처리수의 

알칼리도는 36.8∼83.6 mg/L의 범위로 평균 67.8 
mg/L, 알칼리도 소요량은 22.1∼33.2 mg/L as CaCO3로 

별도의 알칼리제 투입 없이도 높은 처리효율의 기대

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PAC과 alum의 알

루미늄 소요량에 있어서는 alum이 약 21.8% 낮은 것

으로 경제성 측면에서 PAC에 비해 alum이 31.3% 절
감으로 alum을 주응집제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중회귀모형의 유출수 

처리효율 T-P 및 BOD 농도식의 조정된 결정계수는 

PAC의 경우 0.67과 0.82로, alum의 경우는 0.82와 0.93
으로 나타나 유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량(t)값과 유의확률계수(P)에 영향을 받는 독립변수는 

T-P 처리효율의 경우 PAC 주입량,  유입 T-P, PO4-P
였으며, BOD 처리효율의 경우 수온과 유입BOD, 
PO4-P로 나타났다. 

위의 같이 산정된 농도 예측식의 경우 전국하천의 

수질현황이 연구대상 지역과 유사한 수계일 때, 부영

양화 발생의 저감을 위한 T-P의 호소수 수질관리 범

위 선정이 가능하여 수변도시 개발계획 시 도시계획 

방향설정에 도움이 되며, 오염총량제 실시지역의 경우 

하천 내 유출된 비점오염원의 처리방안을 도입하여 도

시개발을 위한 부하량 확보의 인센티브를 통한 경제성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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