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도시에서 오수와 우수를 배제하는 관거 방식은 분류식과 합류식으로 나뉜다. 환경부에서는 점진적 분류식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미 발전된 도시에 매설된 하수관거를 바꾸기에는 어려움이 매우 많다. 2019년 환경부 하수도 통계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에서 분류식 

하수관로의 비율은 20.4 %이고, 부산광역시는 43.4 %이다(Ministry of Environment, 2020). 서울은 전체 430.2 km2 처리구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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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arget site, Goejeongcheon flows through downtown of Saha-gu, Busan and it connects to the Nakdong-gang estuary. But 

non-point pollutants and sewage sludge are partially flowing into the stream and deposited. As a result, dissolved oxygen 

concentrations of the stream were observed close to the anaerobic condition. Multistage Vortex Aerator was applied for restoring this 

urban stream. It dissolves oxygen by repeatedly causing collisions between water and oxygen by vortex flow. The changes in water 

quality and odor were monitored for 2 months while circulating 1 m3/min of water with 22 ppm dissolved oxygen. As a result of the 

operation, the dissolved oxygen was improved from slightly Bad (4)~Bad (5) to Good (1b)~Normal (3) grade, and the total phosphorus 

concentration was decreased by 76 % on average. In the case of complex odor, a maximum reduction of 84.5 % was observed on the 

day the entire river was anaerobic. Through this study, we evaluated the feasibility of applying pure oxygen and Vortex Aerator for the 

the stream restor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for full-scal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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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와류에 의해 물과 산소의 충돌을 반복적으로 일으켜 산소를 용존시키는 Multistage Vortex Aerator를 하천 정화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현장인 괴정천은 부산시 사하구 도심을 흘러 낙동강 하구로 연결되는데, 우천 시에는 비점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평시에도 하수 슬러지가 일부 유

입되어 퇴적을 반복함에 따라 하천수의 용존산소 농도가 혐기성 상태에 가까웠다. 산소농도가 최소 0.1 ppm인 하천수를 흡입하여 22 ppm 이상

으로 산소를 용존시켜 분당 1 m3을 순환시켰을 때, 하천에 나타나는 수질과 악취 변화를 2개월간 모니터링하였다. 운영 결과, 용존산소가 하천 

전체적으로 약간 나쁨(4)~나쁨(5)에서, 좋음(1b)~보통(3) 등급으로 개선되었고, 총인 농도는 평균 76 % 감소되었다. 복합악취는, 하천 전체가 

혐기화된 측정일에 최대 84.5 % 저감을 관찰할 수 있었다. 

검색어 : 악취제어, 하천정화, 순산소, 용존산소, 와류용해기, 수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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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km2, 부산은 전체 631.1 km2 처리구역 중 273.9 km2 가 

분류식이다. 합류식 하수도에서는 비가 오면 하수처리장 용량 이상

의 오수와 우수를 처리 없이 방류하는데 이는 하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평시에도 노후화 또는 오접된 관로를 통해 오수의 

일부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슬러지가 하천 바닥에 퇴적되면서 하천

은 점점 혐기화되고 주변에는 악취가 발생한다(Yoo et al., 2017).

도심 속의 소하천은 주민들의 휴식처가 되어야 하는데, 관로를 

통해 유입되는 각종 오수와 슬러지는 악취를 유발하여 하천의 환경 

기능을 저하시킨다. 도심 하천의 수질과 악취 제어를 위해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Alp and Melching, 2011; Campolo 

et al., 2001; Kim, 2015; Kim et al., 2019; Woo, 2009; Yoo 

et al., 2017) 미국 일리노이 주의 시카고에 위치한 시카고 수로 

시스템은 총 길이 122.8 km이며, 선박의 이동과 생활 및 산업 

폐수 관리, 레크리에이션 등을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도심하천이

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의 하수처리 플랜트 3개소와 연결되어 있어 

수질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24시간 중 16시간 이상 용존산소 농도를 

6 mg/L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폭기 장치를 운용하고 있다. 이탈리

아의 Arno 강에서도 수질 관리를 위해 폭기 장치를 사용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저수지의 성층화 방지와 수질 관리를 위해 

수중 폭기 기술이 폭넓게 적용되어 왔고, 이를 에너지 효율과 수질 

측면에서 최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Kim et 

al., 2006; Kim et al., 2010; Lee et al., 2012; Yum et al., 2008). 

적절한 산소의 공급은 하천과 하수도 모두에서 중요하다. 산소 

농도가 낮으면 휘발성 지방산과 황화수소가 생성되어 불쾌한 냄새

가 나는 혐기성 상태가 되며, 고농도의 황화수소는 작업자의 죽음을 

초래하기도 한다(Huisman et al., 2004). 그래서 산소 전달 분야는 

미국 토목학회(ASCE)에서도 standard method를 제공하며, 여러 

환경 공정 또는 시스템에서 산소의 전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기술이 발전되어 왔다. 산소 전달 방법에는 기체-액체 계면을 통해 

기체를 확산시키는 방법, 반투과성 막을 통해 기체를 액체로 방출하

는 방법 등이 있다. 산기 장치를 적용할 때 오리피스 크기, 기포 

크기, 장치가 물에 잠기는 깊이, 공기 또는 산소의 유속, 장치의 

파울링 등이 중요한 요소이다(Demoyer et al., 2003; Fayolle 

et al., 2007; Garrido-Baserba et al., 2017; Gillot et al., 2005; 

Rosso and Stenstrom, 2005; Zhou et al., 2013; Zhuang et 

al., 2016) 미세 다공성 산기 장치는 다공성 물체를 통해 압축 

공기를 방출하여 작은 기포를 만든다. 미세 기포는 높은 에너지 

효율로 인해 하수 처리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술 중 하나가 되었다. 

이때의 산소 전달 효율은 침지 깊이, 장치 수 및 기포의 표면적에 

비례한다(Kang, 2015; Kim, 2015). 또한 공기 흐름 속도는 기포의 

거동에 영향을 준다. 유속이 높을수록 기포가 커지고 비표면적이 

작아지며 기포의 상승 속도가 빨라진다. 이러한 요소는 기체와 

액체 사이의 접촉 시간을 줄인다(Rosso and Stenstrom, 2005). 

미세 기포 산기 장치에 의한 산소 전달 효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고 역세척 압력은 점차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산기 

장치의 기공이 막히거나 폴리머 멤브레인의 오리피스 특성이 변경

되기 때문이다. 두 가지 효과 모두 공정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전력비용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주기적인 세척이 필요하다(Rosso 

and Stenstrom, 2006). 또 다른 폭기 장치에는 기체-액체 계면의 

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해 기계적 에너지를 사용하여 큰 기포를 미세 

기포로 전단하는 수중 터빈 또는 제트 디퓨저 등이 있다. 또한 도시 

홍수 제어를 위해 물을 빠르게 배수하는 데 사용되는 와류 유량 

조절기 (Vortex Regulator)를 통한 산소전달 효율이 연구된 바 

있다(Wójtowicz and Szlachta, 2016). 산소의 전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기 대신 고순도 산소 기체를 주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기 

중에는 21 %의 산소가 존재하지만 만일 90 % 순도의 산소를 사용할 

경우 헨리의 법칙에 따라 포화농도가 90/21배 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즉, 1기압 20 °C에서 공기를 사용할 때 물에 용존될 수 있는 산소의 

포화농도는 9.08 mg/L이지만, 90 % 산소를 사용할 때는 38.9 

mg/L까지 포화농도가 상승하여 더 많은 산소를 용존시킬 수 있다.

하천과 호소의 수질 관리를 위해 산소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물과 퇴적물의 경계면에서 초미세기포가 영양염류 용출에 어떤 

특성을 미치는지 평가된 사례가 있으며, 인과 질소를 저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초미세 기포의 주입을 제안한 바 있다(Kang, 2015; 

Yoon, 2018). 생태하천의 복원과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로는, 

낙동강 유역을 대상으로 SWAT 모형을 이용하여 수생태계적 취약

구간을 선정한 사례와, 서울 도심지역의 샛강에 대해 흐름 정체와 

수질 악화 원인을 분석한 사례가 있다(Kang, 2014; Kang, 2019). 

도심하천의 수질과 악취 관리를 위해 공학적인 방법을 대규모로 

이용한 사례 중 하나인 부산시의 동천은, 북항의 바닷물을 상류로 

도수하여 하루에 5만 톤을 흘려보내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고, 도수 

후 용존산소와 COD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Cho 

et al., 2010; Cho et al., 2016). 본 연구의 대상지인 괴정천은, 

부산시 사하구 도심을 가로질러 흐르며 낙동강 하굿둑의 바다 

방향과 연결되어 있어 조위의 영향을 받는 감조하천이다. 1980년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하천 유로 정비 사업 이후로 하천의 

대부분이 복개되었고, 하천보다는 하수도에 가까운 기능을 하고 

있었다. 2017년 생태하천 복원공사를 기점으로 수질과 악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주변의 상권과 주거지역이 확장되면서 

친수공간의 역할이 대두되었으나 악취 관련 민원이 많은 곳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 순산소와 Vortex Aerator를 이용해서 

하천의 용존산소를 효과적으로, 장기간 증가시킬 수 있을까? 2) 

용존산소가 증가하면 수질과 악취의 개선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날

까? 두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저자의 지식에 

의하면, 와류를 이용하는 형태의 산기 장치와 순산소를 이용하여 

하천을 정화하는 연구 사례는 국내외 처음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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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하천

본 연구의 대상지는 부산광역시 괴정천의 개거 구간으로, Fig. 1에서 

붉은색 선으로 표시되었다. 사하구에 위치한 괴정천은 전체 연장이 

5.37 km이고, 개거부의 연장은 0.63 km, 복개된 연장은 4.74 

km이다. 개거부 중 217 m 구간에 대한 수질과 악취 변화를 모니터

링하였다. 복개 구간은 왕복 6차선 도로와 주차장으로 활용 중이며, 

주변에는 주거지와 시장 등이 빽빽하게 자리 잡고 있다. 하천의 

시점은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산 1-44번지이며, 종점의 개거 구간은 

생태 및 경관 보전지역 및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낙동강 하구로 

연결된다. 하폭은 하류부는 40 m 내외이고 상류부는 10~15 m이다. 

괴정천 유역 토지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유역 면적은 4.78 km2 

중 임야가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주거지, 도로 순으로 

나타났다. 괴정천 유역 내에서는 기상학적 특징을 볼 수 있는 관측소

가 존재하지 않아 부산 기상청의 기상 연보를 분석한 결과 강우량은 

1,495 mm이며, 최저기온은 –12.6 °C, 최고기온은 36.7 °C이며, 

연평균 기온은 14.5 °C이고, 연평균 습도는 65.4 %이다. 본 연구의 

대상지는 원래 복개 구간이었다가 2017년 생태하천 사업으로 조성

된 개거 구간이며, 조위의 영향을 받아 하천 수위가 수시로 변한다. 

괴정천의 수위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다대포항의 물때표를 

기준으로 하여 수위를 예측하여 계산한 결과, 평균적인 수위는 

최소 31 cm에서 최대 127 cm이었다.

2.2 시험시설

괴정천 현장에 Fig. 2의 시험시설이 설치되었다. (a) 산소발생기 

2대, (b) Multistage Vortex Aerator (MVA) 1대, (c) 수중 펌프 

1대로 구성되었다. Fig. 2(c)는 시험 장치의 간단한 원리를 보여준

다. 수중 펌프로 끌어올린 1 m3/min의 하천수와 산소발생기를 

통하여 발생된 50 L/min의 산소를 MVA 입구에 주입하여, 내부에

서 용해시킨 후 분당 1 m3을 하천으로 배출한다. 주입하는 산소의 

농도는 평균 90 %를 유지하였고, 배출되는 산소공급수의 용존산소 

농도는 평균 22 ppm 이상을 상시 유지하였다. 산소공급수의 용존산

소 농도는 MVA의 끝단에 위치한 샘플 채수용 밸브를 열어 얻은 

샘플에서 측정하였다. 이와 같은 순환을 24시간 반복하여 2개월간 

운영하였다. 하천수가 MVA 내부에 체류하는 수리학적 시간

(HRT)은 1.4분이다. 장치는 상류 지점인 공영주차장으로부터 115 

m 하류 지점(L-4, Fig. 4)에 설치하였고, 설치지점에서 하천수를 

흡입하여 MVA 에서 용해한 후, 설치지점의 25 m 상류 지점(L-3)

으로 관을 연결하여 하천의 수면 아래로 배출하였다. 위 시험시설 

일체를 MVA 시스템이라 칭하였다. 

2.3 Multistage Vortex Aerator (MVA)

본 연구에 적용된 Vortex Aerator는 (주)더존코리아에서 개발한 

제품으로 Fig. 3에 세부구조가 나타나 있다. 원통형 구조의 입구에 

액체와 기체 주입구가 있으며, 기체 주입구를 통해 산소가 주입되어 

물과 함께 구조물 안으로 들어간다. 실린더 내부는 11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는 엘보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다. 각 엘보 

파이프는 중심축에서 360/11° 각도로 입구를 회전시켜 설치되어 

있고, 내부 원형 구조에 의해 형성된 와류를 통해 기체와 액체, 

즉 산소와 물이 혼합되고, 11단을 통과하면서 충돌 횟수가 증가하고 

더 많은 산소가 용해된다. 이 장치는 Multistage Vortex Aerator 

(MVA) 라고 하는데, 내부에서 확산(Diffusion), 분산(Dispersion) 

및 이송(Advection) 현상이 발생한다. 확산은 산소-물 경계면에서 

Fig. 1. Goejeongcheon’s Location and Test Site (Red Line)

(a) (b)

(c)

Fig. 2. Test Site and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 (a) Oxygen 
Generator (b) Multistage Vortex Aerator (MVA) (c) Schematic 
Diagram of Pilot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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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Stagnant layer를 통해 산소를 이동시키는 분자 단계의 브라운 

운동이다. 이 층을 통한 이동은 일반적으로 전체 산소 이동 속도를 

제어하며 포화 산소농도와 물의 산소 농도 차이에 비례하게 된다. 

포화 농도는 물이 기체와 평형을 이룰 때의 물속에 용존된 기체의 

농도이다. Henry의 법칙에 따르면 물에 용존된 기체의 포화 농도는 

기체의 종류, 물과 접촉하는 기체의 분압 및 적용된 총 압력의 

함수가 된다. 고순도 산소를 사용할 경우 산소의 분압이 공기보다 

높아져서 포화 농도가 선형 비례하여 증가한다. 또한 펌프에 의해 

가해지는 실린더 내부의 압력은 포화 농도를 증가시켜 산소 전달 

속도를 증가시킨다. 원통형 구조를 통한 이송은 난류를 유도하여 

Stagnant layer의 두께를 줄이고 기체와 물의 계면 면적을 증가시켜 

산소 전달 속도를 증가시킨다. 실험에 사용된 MVA의 직경은 350 

mm, 길이는 2,300 mm, 내부 엘보 직경은 100 mm이다. 산소 

발생기도 동일사의 제품을 사용하여 90 % 이상 농도의 산소를 

만들어 실험에 이용하였다.

2.4 악취 및 수질 측정

하천 현장에 설치한 MVA 시스템은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 간 운영하였다. 9월은 장치의 안정화 기간으로 수질 

및 악취 항목을 측정하지 않았고, 10월과 11월에 총 9회에 걸쳐 

측정하였다. 시험장치 설치지점을 기준으로 상류와 하류에서 총 

10개의 지점에서 시료 2L를 채수하였다. 시료는 Lamotte사의 

code1087 채수기를 이용하였으며, 채수 전 채수기는 현장에서 

하천수로 5회 이상 세척하여 시료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

였다. 용존 산소는 현장에서 직접 측정하였고, 다른 분석 항목들은 

채수통을 밀봉하여 실험실로 이동 후 각 항목별 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Table 1의 DO, SS, COD, T-N, T-P, 복합악취를 측정하였다. 

YSI사의 다항목 수질 측정기, 휴마스 HS-2300PLUS, OMX-SRM 

(Shinyei)를 사용하였고, 발색시약에 의한 흡광도법을 통하여 측정

하였다. 부유물질은 수질오염공정시험법에 제시되어 있는 SS 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복합악취의 측정은 시료 채취를 한 채수병을 

연구실로 이동시킨 후, 시료가 든 채수병을 충분히 흔들고 채수병을 

열어 그 입구에서 1분마다 값을 측정하여 총 3분간 측정한 값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Fig. 3. Structure of Multistage Vortex Aerator (MVA)

Fig. 4. Sampling Points for Water Quality and Odor Analysis

Table 1. Water Quality and Odor Parameters

Location
Parameters

Water quality Odor

Site DO -

Lab SS, COD, T-N, T-P Complex o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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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및 수질 분석 지점은 개거구간 634 m에서 공영주차장이 

위치한 상류 지점에서부터 인도교가 위치한 지점까지의 구간에서 

총 10개의 측정 지점을 선정하였다. 측정지점은 Fig. 4에 표시되어 

있으며, 하천의 흐름 방향의 좌안은 L-1부터 L-5로, 우안은 R-1부

터 R-5로 표시하였다. 현장에 설치한 시험 장치의 부피와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하천의 중앙지점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좌안에 설치하였고, 따라서 수질의 변화는 좌안에서 집중될 것을 

예상하였다. 괴정천은 감조하천이므로 하천의 수위가 물때에 따라 

변동이 심한 것을 고려하여 시료 채취는 일정한 수위인 약 70 cm 

일 때 시료 채취하였다.

3. 결 과

3.1 용존산소 변화

괴정천 현장에 MVA 시스템을 설치한 후, 2개월간 운영하는 

동안의 용존산소 농도 변화가 Fig. 5에 나타나 있다. L-1부터 

(a) Oct. 08 (23.7 °C) (b) Oct. 11 (17.5 °C)

(c) Oct. 15 (17.2 °C) (d) Oct. 18 (20.8 °C)

(e) Oct. 22 (17.1 °C) (f) Oct. 26 (15.9 °C)

Fig. 5. Dissolved Oxygen Concentrations at the Left and Right Sides Along the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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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 L-3, L-4, L-5까지의 길이는 50, 90, 115, 207 m이다. 하천의 

우안 R-1부터 R-5까지도 마찬가지이다. 각 그래프에서 검은색 

선이 MVA 시스템이 설치된 좌안의 용존산소 농도를, 붉은색 

선은 하천 우안의 용존산소 농도를 나타낸다. 하천의 폭은 약 40 

m이고, 분당 1 m3의 하천수를 용해시켜 토출했을 때 반대편으로 

어느 정도 영향이 나타나는지 평가하고자 했다. MVA 시스템은 

L-3 지점에서 하천수를 흡입하여 MVA 내부에서 약 22 ppm으로 

산소를 용해시킨 후 L-4 지점에 산소공급수를 토출시키는 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L-3과 L-4, R-3과 R-4 사이에서는 용존산소의 

변화를 면밀하게 측정하였다.

10월 8일과 10월 15일, 10월 18일, 10월 22일은 하천 우안의 

용존산소 농도가 1 ppm 이하였다. 2개월간 9회 측정 횟수 중 

4회가 혐기성 상태를 보였다는 것은 수질오염이 심각하다는 것과 

혐기화에 따른 강한 악취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을 보여준다.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의 생활환경 기준에 의하면, 용존산소 농도 

2 ppm 이하는 매우 나쁨 6등급으로,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운’ 상태이다. 실제로 본 연구의 연구원들

은 혐기화가 지속되는 기간에 물고기가 죽어서 떠오르는 것도 

여러 차례 관찰한 바 있다.

모든 그래프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현상은, 1) 좌안의 산소농도가 

L-3에서 급격히 오르다가 L-4까지 줄어든다. 2) L-4와 L-5의 

용존산소는 L-1과 L-2보다 높게 유지된다. 3) 우안 R-3부터 R-4사

이의 산소농도 변화는 좌안 L-3부터 L-4사이의 패턴을 따라가지만, 

변화 정도가 좌안에 비해 크지 않다. Fig. 5(j)는 10월부터 11월까지 

9회 측정값의 평균을 나타낸다. 하천 우안의 용존산소는 R-1 지점에

서 2.1 mg/L로 가장 낮았고, 산소공급수가 토출되는 L-3 지점에서 

6.8 mg/L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개월 평균 용존산소 농도 기준 

수질 등급은, 괴정천 전체적으로 약간 나쁨(4)~나쁨(5) 등급이었고, 

고농도 산소 용존된 산소공급수를 토출시킨 지점근방에서 좋음

(1b)~보통(3) 등급으로 개선되었다. 

Fig. 6은 L-1, R-1 지점으로부터 L-5, R-5 지점까지, 각 지점에서

의 용존산소 농도 변화를 나타낸다. MVA 시스템이 설치된 곳으로

부터 가장 상류 지점인 L-1과 R-1의 상태를 나타내는 (a)를 보면, 

매우나쁨 (6)등급 상태가 10월 8일, 15일, 18일, 22일, 30일에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에서 L-2와 R-2 지점은 50 m 

하류 지점으로 10월 말로 가면서 용존산소 농도가 4 mg/L 정도로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에서는 L-3지점에서 대부분의 

기간 동안 보통 (3)등급으로 개선된 것을 볼 수 있고, R-3 지점은 

(g) Oct. 30 (10.8 °C) (h) Nov. 09 (14.3 °C)

(i) Nov. 22 (12.3 °C) (j) Average of Oct.~Nov.

Fig. 5. Dissolved Oxygen Concentrations at the Left and Right Sides Along the River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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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 이후로 보통 (3) 등급에 가깝게 개선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L-3과 R-1을 비교한 (e)를 보면, L-3의 산소농도가 R-1에 

비해 평균 4.6 mg/L 최대 7.3 mg/L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3.2 영양염류, 유기물, 부유물질의 변화 

Fig. 7(a)는 시험 기간 동안 총인과 총질소의 농도변화를 보여준

다. 총인은 하천과 호소의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인데, 

물속에 포함된 인의 총량을 말한다. 총인의 농도는 R-1에서 10월과 

11월 사이 모든 측정일에 0.1 mg/L 이하였는데, 이는 하천수 

수질기준으로 약간 좋음(2) 등급을 나타낸다. 하천에는 총인이 

부영양화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은 없으나, 호소에서는 

총인농도가 0.03~0.1 mg/L 사이에 있을 때 중부영양, 0.01~0.03 

mg/L 사이에 있을 때 중영양으로 평가한다. 수체가 이동하지 않는 

호소와 수시로 이동하는 하천의 환경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으나 유속이 매우 느린 감조하천인 괴정천의 경우 호소의 

특성으로 고려해볼 때, 중영양~중부영양 상태로 볼 수 있다. 

R-1 지점에 비해 MVA 시스템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L-3 지점에서 총인 농도는 20~91 %까지 평균적으로 76 %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천수에 존재하는 박테리아는 세포 안에 

다중 인산염 형태로 인을 저장할 수 있는데, 혐기성 조건에서 임의성 

박테리아는 단쇄 지방산을 분해하여 아세트산염을 세포내로 축적

하는 과정에서 저장된 다중인산염으로부터 인을 방출한다. 호기 

(a) L-1 and R-1 (b) L-2 and R-2 

(c) L-3 and R-3 (d) L-4 and R-4 

(e) L-3 and R-1 (f) Rainfall and Temperature

Fig. 6. (a)~(e) Dissolved Oxygen Concentrations with Time at Each Points (f) Rainfall and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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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서는 저장된 다중인산염의 산화 과정에서 에너지가 생성되

고 세포내의 다중인산염 저장은 증가된다(Kim and Jun, 2011). 

따라서 호기 조건의 배출구에서 총 인의 저감은 박테리아의 인 

섭취에 따른 효과로 보인다. 

총질소는 무기성과 유기성 질소의 질소량의 합계인데, 암모니아

성 질소, 질산성질소, 아질산성질소 및 유기질소 등이 포함된다. 

동일한 두 지점에서 총 질소의 농도를 나타낸 Fig. 7(b)에서, R-1 

지점의 총 질소는 0.2 mg/L에서 4.9 mg/L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호소영양상태 판정기준을 참고하면 1.5 mg/L 이상은 부영양화 

상태에 해당된다. 호소 특성으로 고려해볼 때 괴정천의 질소농도는 

빈번하게 부영양화 상태를 보였다. R-1지점에 비해 L-3지점에서 

총 질소의 농도는 6~28 %까지, 평균적으로 22 % 적게 나타났다. 

10월 26일에는 L-3 지점에서 총 질소가 R-1에 비해 51 % 낮은 

농도를 보였다. 이는 Figs. 6(a) and 6(c)와 같이 10월 26일 이전에 

R-1지점에서 혐기조건이, L-3 지점에서 호기조건이 형성되면서 

하천의 감조에 따른 수체의 상하류 이동에 따라 호기와 혐기 조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호기 상태일 때 질산화 박테리아의 

활성화로 질소 화합물이 질산이온으로 산화되는 질산화 (


→





→




)가 일어나고, 혐기 상태에서 탈질 (


→




→



→


)이 일어나 수중의 질소 이온이 저감되었을 것으로 사료

된다. Fig. 6(f)에 의하면 10월 26일 전후로 비가 전혀 오지 않았으므

로, 강우에 의한 희석 효과는 배제할 수 있다. 

Fig. 8은 동일 지점에서 COD와 SS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a)를 

보면,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5.1 mg/L에서 20 mg/L로 다양하게 나타났

다.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으로 볼 때 매우 나쁨 (6)등급(11 mg/L 초과)에 

해당되는 기간이 6개 측정일이었고, 일부 측정일에서 약간 나쁨(5) 

에서 약간 좋음(2)등급을 나타냈다. MVA를 가동하기 시작한 초기 

2회의 측정일을 제외하면, 10월 15일 이후 모두 L-3지점이 R-1 지점보

다 COD 농도가 평균 10 %, 최대 54 %까지 낮은 경향을 보였다. 

Fig. 8(b)은 부유물질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L-3지점의 SS농도

는 모든 측정기간에 20 mg/L이하의 값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반면, 

R-1 지점에서는 급격히 증가했다가 줄어드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L-3 지점의 SS는 모든 측정 기간 동안 매우 좋음(1a) 등급(25 

mg/L 이하)에 해당된다. COD와 SS의 저감은 MVA에 의해 용존

산소 농도가 상승해서 미생물의 호기성 분해가 활발하게 진행되었

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천수와 슬러지 등의 유입과 유출이 

지속되는 하천 현장의 특성상 어느 하나의 이유로 특정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다. 

(a) (b)

Fig. 7. (a) Total-Phosphorus and (b) Total-Nitrogen Concentrations with Time at L-3 and R-1

(a) (b)

Fig. 8. (a) COD and (b) SS Concentrations with Time at L-3 and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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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복합악취

Fig. 9는 MVA 시스템을 운영한 2개월간의 복합악취 세기를 

일자별로 하천 길이방향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복합악취는 단위가 없는 상대적인 강도를 나타내는데, 상대적인 

비교시 측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된다.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10월 8일부터 11월 22일까지 

모든 측정일에 좌안의 복합악취가 우안보다 낮은 점이다. MVA 

시스템이 L-3을 중심으로 하천의 좌안에 설치되었고, 수체의 이동 

방향에 따라 좌안이 산소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감조하천이므로 수체가 양방향으로 이동하므로 산소전달

의 효과가 시스템 운영지점의 상류와 하류에 모두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Fig. 9의 그래프 중 눈에 띄게 복합악취가 높은 (a), 

(c)는 10월 8일과 10월 18일인데, 일부 구간에서는 복합악취 세기

가 100 이상이었다. 동일 일자의 용존산소를 살펴보면 Figs. 5(a) 

and 5(d)에서 매우 혐기성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동일 일자에 

MVA 시스템에 의한 복합악취 감소 효과가 두드러졌는데, 10월 

18일의 경우 좌안에서 최대 84.5 % 적은 값을 보였다. 10월과 

11월의 복합악취 평균값을 나타낸 (i)를 보면 2개월간의 평균 악취 

(a) Oct. 08 (b) Oct. 11 

(c) Oct. 18 (d) Oct. 22 

(e) Oct. 26 (f) Oct. 30

Fig. 9. Complex Odor at the Left and Right Sides Along the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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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를 알 수 있는데, R-3 지점에서 52.7, R-4 지점에서 52.9인 반면 

L-3 지점에서 22.7, L-4 지점에서 23.3으로 61.3 %와 57.0 % 낮은 

복합 악취 세기를 보였다. 이는 L-3와 L-4사이에 MVA 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소농도를 증가시켰기 때문으로, Fig. 5(j)에 의하면 

R-3~R-4구간보다 L-3~L-4구간의 2개월 평균 산소농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악취 저감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도심을 흐르는 소하천에 Vortex Flow를 이용한 

산기장치로 순산소를 고농도로 용해시켜 하천으로 산소공급수를 

토출하여 순환시키는 시스템을 2개월간 운영하면서 하천의 수질과 

악취 변화를 평가하였다. Multistage Vortex Aerator는 인라인 

형태로 1.4분의 체류 시간 안에 고농도로 하천수를 용존시킬 수 

있었고, 파울링으로 인한 시스템의 중지 없이 운영할 수 있었다. 

결과를 요약하면,

(1) 용존산소의 경우, 하천 전체적으로 약간 나쁨(4)~나쁨(5) 등급

에서, 고농도 산소 용존된 산소공급수를 토출시킨 지점근방에

서 좋음(1b)~보통(3) 등급으로 개선되었다. 

(2) 총인 농도의 경우, 20~91 %까지 평균적으로 76 % 감소되었다. 

(3) 총 질소의 경우, 0.2~4.9 mg/L로 호소영양상태 판정기준으로 

부영양화 상태에 해당되는데, 6~28 %까지, 평균적으로 22 % 

감소되었다. 

(4) COD의 경우, MVA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한 초기 2회의 

측정일을 제외하면, 평균 10 %, 최대 54 %까지 낮은 경향을 

보였다. 

(5) SS는, MVA 시스템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지점에서 

모든 측정 기간 동안 매우 좋음(1a) 등급(25 mg/L 이하)을 

보였다. 

(6) 복합악취는, 하천 전체가 혐기화된 일자에 최대 84.5 % 저감을 

관찰했다. 2개월 평균을 비교했을 때 하천의 우안에서 52.7~ 

52.9인 반면, 좌안에서 22.7~23.3으로 61.3 %와 57.0 % 낮은 

복합 악취 세기를 보였다. 

이를 통해 도심 하천의 수질과 악취의 제어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었다. 소하천일지라도 연구대상 지역은 길이가 200 m 이상, 

폭이 40 m 이상으로 수심 0.7 m로 가정해도 수체의 부피는 56,000 

m3이상이다. 여기에 고농도 산소 용존수를 하루에 1,440 m3 (2.5 %)만

(g) Nov. 09 (h) Nov. 22 

(i) Average of Oct.~Nov. 

Fig. 9. Complex Odor at the Left and Right Sides Along the River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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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순환시킨 것이다. 따라서, 수질개선의 효과가 국부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실제 현장에 스케일업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산소의 생산비용과 생산 장치의 내구성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악취를 정량·정성적으로 기기분석을 

하지 못하고 상대적인 비교만이 가능한 현장용 측정기를 사용한 

한계가 있다. 추후 이를 보완한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MVA 시스템은 오염이 심한 하천, 유수지, 호소 등의 

용존산소 농도를 증가시켜 악취원을 저감하고 수질을 개선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순산소를 

이용하여 하천의 악취와 수질을 개선하는 국내외 첫 사례로 의미가 

있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실규모의 하천 정화 시스템으로 

스케일업할 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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