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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utrophication has occurred due to the inflow of various water pollutants in many Korean reservoirs with low 

depth, and algal blooms of surface layer and low oxygenation of deep layer have repeated every year. There are several 

existing technologies to alleviate the stratification of reservoirs, but it is difficult to apply them in field sites due to the 

necessity of electric power and low economic efficiency. In this study, a non-powered water circulation system using natural 

energy of wind and water flow has been developed, and two test-beds constructed in the reservoirs with different conditions 

and examined its field applicability. Through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simulation, it has been shown that the 

water circulation system could induce the downward flow to mitigate the stratification between surface and deep layers, and 

its influence radius could reach about 30 m. As a result of long-term monitoring of the test-beds, various water quality 

improvement effects have been observed such as moderation of DO fluctuation by water circulation, reduction of DO 

supersaturation and prevention of excessive pH rising. In order to improve the applicability of the water circulation system,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review countermeasures against flood and depth conditions of each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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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의 많은 저수심 저수지들은 다양한 수질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인해 부영양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해마다 반복적으로 

표층의 녹조 발생과 저층의 빈산소화를 겪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저수지의 성층현상을 완화하는 기존 기술들이 

있으나 대부분 동력이 필요하며 비경제적인 측면으로 인해 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바람과 수류의 자연에너지를 

활용하는 무동력 수류순환시스템을 개발하고 상이한 조건을 갖는 두 저수지를 대상으로 테스트베드를 구축, 운영하여 현장적용성을 

검토하였다. 수류순환시스템을 모사한 전산유체역학 (CFD) 모의 결과, 하향류가 유도되어 표층과 심층 사이의 성층현상을 완화시키고, 

영향반경은 약 30 m에 달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테스트베드에 대한 장기 모니터링 결과, 수류순환 작용에 의해 DO의 변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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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의 많은 호수 및 저수지에서 다양한 수질오염물

질의 유입으로 인한 부영양화와 정체수역 증대, 유속감

소 및 일조량 증가로 인한 녹조의 대량 발생 등이 사회

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Kim and Hwang 2004). 국내 

18,000여 개의 저수지의 경우 90% 이상은 5 m 이하의 

얕은 수심을 가지고 있으며 (Choi et al. 2015), 수심이 

2 m 이하인 얕은 저수지에서도 농도 및 온도 성층이 형

성되고, 저층의 용존산소농도 (DO, dissolved oxygen)

가 2 mg/L 이하로 떨어지는 빈산소화가 발생할 수 있다

는 연구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 (Park et al. 2017). 이러

한 저수지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대량 증식으로 인한 부

영양화의 경향성이 높으며, 인위적인 오염원이 유입될 

경우에는 부영양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저수지 본

래의 이수 목적을 상실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Lee 2011). 최근 들어 산업의 고도화와 인구 증가 및 밀

집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저수지로 유입되는 인

위적인 오염물질의 양이 크게 늘고 있어 수질이 악화되

어 가는데 반하여, 이를 보전하고 개선하는 방안은 미

흡하여 수질관리에 차질을 빚고 있다 (Bang et al. 2008). 

저수지의 대부분은 농업용수원 또는 상수원으로 이용

되기 때문에 수질개선의 중요성 또한 점점 부각되고 있

는 실정이다 (Kim 2010, Song 2012).

국내 대부분의 저수지의 경우 생성연도가 오래되었

고, 깊은 퇴적층을 가지며, 유역 내 임야의 면적이 상대

적으로 넓고, 인위적인 방류시설이 없어 부영양화가 지

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Choi 2016, Lee et al. 2003, 

Joo et al. 2017). 저수지의 부영양화가 지속됨으로써 

표층에는 과도한 조류가 발생하게 되고, 정체현상으로 

인해 수류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대발생 상태

가 지속된다 (Park et al. 2007). 이때 표층에서는 조류

의 영향으로 DO 과포화 상태가 나타나고, 사멸된 조류

가 침강하여 분해됨에 따라 저층에서는 빈산소화 및 혐

기화 상태가 나타나게 된다. 또한 마이크로시스틴, 아

나톡신 등 독성물질 유발, 맛･냄새물질 (2-MIB, 

Geosmin) 발생, 침강된 유기체로부터의 영양염류 (인･

질소 등) 용출, 퇴적층으로부터의 중금속 (Mn, Fe) 용

출에 기인하는 흑수 및 적수 현상 발생, 유해가스 (메탄, 

황화수소, 암모니아 등) 발생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Jung and Kim 2009).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1) 인위적 수류순환을 

통한 성층현상 파괴, 2) 폭기를 통한 직접적인 산소 공

급, 3) 살조제 및 응집제 투여, 4) 퇴적물의 준설, 5) 조류 

및 수초의 직접 제거 등이 시행되고 있다 (Lee 2006, 

Lee et al. 2013). 최근 수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

고 상대적으로 적용이 용이한 여러 성층 저감대책의 도

입이 검토되고 있다. 상용화되어 있는 성층 저감대책으

로는 인공폭기와 대류식 순환방식 및 밀도류 확산방식 

등이 있다. 인공폭기는 저층부에 압축공기를 공급하여 

심층수를 상승시키고 수체의 전체적인 혼합을 도모함

으로써 성층현상 및 심층의 무산소 상태를 완화하는 방

법으로, 수심이 얕은 저수지에서는 오히려 수직순환을 

유발하여 심층의 영양염류가 표층으로 공급됨으로써 

조류의 과성장에 기여할 우려가 있다 (Kim et al. 2003). 

대류식 순환방식은 임펠러를 이용한 물순환 방식이고 

(Park et al. 2006), 밀도류 확산방식에서는 표층과 심층

의 물을 수온약층에 확산시키는 기법이 활용된다 (Lee 

et al. 2014). 위에서 기술한 방식들은 모두 동력을 필요

로 하기 때문에 설치장소에 제한이 따르고 경제적 측면

에서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심층폭기

의 경우 성층을 파괴하지 않고 무산소 상태의 심층에 직

접 공기를 주입함으로써 금속이온 (Mn, Fe 등)을 산화

시키거나 저질로부터의 인 용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과

도한 시설비 및 유지비용의 문제로 인해 대규모로 도입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Kim et 

al.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기술들이 갖고 있는 단점

을 보완･개선하여 자연에너지를 사용하는 무동력 수류

순환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해당 시스템은 조류가 집중

완만하게 하고, DO 과포화 현상을 저감하며, pH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는 등 다양한 수질개선 효과가 관찰되었다. 본 수류순환시스템의 

현장적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홍수시 및 저수심 조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어: 부영양화, 저수심 저수지, 성층현상, 수류순환, 수질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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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번성하고 있고 DO가 풍부한 표층수를 직접 심

층부로 하강 유도함으로써 정체된 수역의 수질개선에 

기여한다. 본 기술은 바람에 의해 생성된 표층수를 심

층부로 하강 유도시키는 원리를 채택하고 있어, 영양물

질을 고농도로 함유하고 있는 심층수를 상승시킬 때 발

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함과 동시에, 빈산소화된 심층에 

DO가 풍부한 표층수를 공급하여 심층폭기 방식과 동

일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내에 일반적

인 5 m 이내의 얕은 수심의 저수지에 적용이 용이하도

록 디자인하여 범용성을 높였다. 선행 연구논문에서는 

무동력 수류순환시스템의 구조와 원리를 소개하고, 공

릉저수지 (경기도 파주시 소재, 계곡형) 테스트베드의 

운영결과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조류의 번성으로 인

해 DO 및 pH가 과도하게 상승한 표층수를 심층으로 하

강시킴으로써 정체된 수역의 수질개선에 기여함을 확

인하였다 (Jang et al. 2018). 

기존 연구의 후속으로 선행 테스트베드와는 다른 특

성을 갖는 기흥저수지 (경기도 용인시 소재, 평지형)에 

신규 테스트베드를 추가로 구축 및 운영하였다. 본 논

문에서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무동력 수류순환시스

템의 전산유체해석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결과를 제시하는 한편, 두 테스트베드의 운전결과를 비

교･고찰하고, 현장적용성 제고방안을 검토하였다.

2. 연구방법

2.1 무동력 수류순환시스템 개요

바람과 수류에너지를 이용하여 수층의 성층화와 저

층의 빈산소화를 방지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무동

력 하향류 수류순환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그 원리는 바

람에 의해 유도된 표층의 취송류를 활용하여 별도의 외

부동력 없이 수체 하부 방향으로의 물순환을 유도함으

로써 성층현상을 완화하는 시스템이다 (Fig. 1). 해당 

시스템의 상부에는 1) 바람을 맞아 취송류의 방향과 항

상 수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바람판 (wind blade)과 2) 

전체 시스템에 부력을 제공하는 부력체 (float)가 있으

며, 하부에는 3) 표층수를 하강시켜 하향의 물순환을 유

도하는 패널시스템 (panel system) 등이 위치한다. 우

리나라에서 바람에 의해 유도된 취송류는 바람의 방향

으로부터 우측으로 약 15 - 20° (18.6°) 정도 편향되어 

형성된다는 보고를 바탕으로, 바람판과 패널시스템을 

15°이격시킨 형태로 제작하여 취송류의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하향류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Jang et al. 

2018).

2.2 전산유체역학 (CFD) 모의

수류의 형성특성, 수류순환시스템의 영향반경 및 조

(a) (b)

Fig. 1. Principle of non-powered water circulation system: (a) Feature of water circulation system, and (b) Sectional 
view of wind-driven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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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거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CFD를 통한 모의를 수행

하였다. Fig. 2와 같이 해석모델을 구축하였고, 해석조

건은 Table 1과 같다. 가로 100 m × 세로 100 m × 깊이 

4 m (수심 3 m)로 해석범위를 설정하였고, 해당 해석범

위의 중심에 수류순환시스템을 배치시켰다. 바람판 

(wind blade)은 수면 밖에 위치시켰고, 패널시스템 

(panel system)은 풍향에 의해 형성된 수류의 흐름을 분

석하고자 물속에 수직으로 위치시킨 후 모의하였다. 

Mesh의 최소길이는 0.025 m로 설정하였다.

2.3 테스트베드 구축 및 모니터링 (1차: 공릉저수지, 

2차: 기흥저수지)

수류순환시스템의 현장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2곳에 테스트베드를 구축･운영하고 모니터링을 실시

하였다. 테스트베드의 설치지점은 1차 공릉저수지 (경

기도 파주시 소재) 및 2차 기흥저수지 (경기도 용인시 

소재)이다. 모두 평균수심 5 m 이하의 저수심 저수지로

서 성층현상이 뚜렷이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다. 공릉저

수지의 경우 상류지역에 산지, 골프장, 경작지 및 주거

지가 위치하고 있어 하절기를 중심으로 조류 발생이 심

화되는 곳이다. 농업용 저수지로서 봄철 농번기에 농업

용수 공급에 따른 심한 수심 저하가 나타난다. 저수지 

전체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산곡풍의 영향을 받는다 

(계곡형 저수지). 반면에, 기흥저수지는 평지에 위치하

며, 시민의 접근성이 좋아 휴식공간으로서의 활용도가 

큰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상류에 하수처리장 및 친수

시설 등 다양한 시설물들이 위치하고 있다 (평지형 저수

지). 두 저수지의 특성에 대하여 Table 2에 정리하였다.

수류순환에 따른 수질개선 효과를 모니터링하기 위

하여, 표층 (수표면으로부터 약 30 cm 지점) 및 심층 (패

널시스템의 직하부 지점)에 실시간 수질분석센서를 장

착하였다. 모니터링은 2016년 10월부터 2019년 6월 현

재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수류순환시스템의 

Fig. 2. Simulation model of CFD.

Table 1. Conditions of CFD simulation

Condition Range

Range of total simulation 100 m × 100 m × 4 m

Size of panel 6 m (W) × 2.5 m (D)

Angle between wind blade and panel system 15°

Distance between panel system and bottom 0.5 m

Water depth 3 m

Wind speed 5 m/s

Algae distribution depth 0.5 m from water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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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지점 (monitoring site)과 대조지점 (control site)

의 위치는 Fig. 3과 같다. 설치지점의 경우 유속이 적당

히 느리며, 패널시스템의 하부 위치보다 수심이 0.5 m 

이상 깊은 곳을 선정하였고, 대조지점은 설치지점에서 

최소 100 m 이상 떨어진 곳으로 하였다. 실시간 수질분

석센서로는 기술과환경㈜에서 제작한 다항목측정기

를 사용하였으며, 수온, DO, DO saturation, pH, 전기

전도도 (conductivity), TDS (total dissolved solid) 및 

회전각 (compass)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 DB화 하였

다. 기타 사항은 기존 논문 (Jang et al. 2018)에서 더욱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전산유체역학 (CFD) 모의 결과

무동력 수류순환시스템에 대한 CFD 모의 결과는 

Fig. 4와 같다. Fig. 4 (a)와 (b)에서는 유체흐름 (유동, 

fluid flow)에 대해 모의하였다. 패널시스템에 대해 수

직 방향으로 각각 A-A’, B-B’, C-C’ 및 D-D’의 네 구간

으로 구분하여 각 평면에 대하여 도시하였다. A-A’, 

B-B’, C-C’ 및 D-D’의 네 구간 모두에서 바람에 의해 

수표면에 취송류의 수류가 형성되고, 이 수류가 패널시

스템의 유도에 따라 각 단면별로 수직 방향의 하향류를 

형성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이때의 최고 유속은 0.5 

Table 2. Monitoring conditions

Classifications 1st test-bed: Gongneung reservoir 2nd test-bed: Giheung reservoir

Location
∙ Janggok-ri, Jori-eup, Paju-si, 

Gyeonggi-do, Korea
∙ Gomae-ro, Giheung-gu, Yongin-si, 

Gyeonggi-do, Korea

Specifications
∙ Average depth: 2.2 m
∙ Surface area: 0.4 km2

∙ Average depth: 3.2 m
∙ Surface area: 2.6 km2

Monitoring period ∙ Oct. 2016 ∼ Aug. 2017 ∙ Sep. 2017 ∼ present

Features
∙ Upstream conditions: cultivated land, golf 

course, mountain and residential area

∙ Target site of water quality improvement 
Project (by Ministry of Environment)

∙ Upstream conditions: several wastewater 
treatment plants

∙ Frequent citizen’s visit

(a) (b)

Fig. 3. Monitoring and control sites: (a) Gongneung reservoir, (b) Giheung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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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로 모의되었다. 각 mesh별로 x축, y축 및 z축에 대

한 벡터량으로부터 유속을 계산하고, 전체 해석범위 내

에서의 수류순환 효과로 환산하였을 때, 약 39.1 m3/s로 

산정되었다. 이 값은 5 m/s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고 

있을 때 본 시스템에 의해 기대할 수 있는 수류순환 효

과 총량의 추정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Fig. 4 (c)와 (d)에는 본 시스템의 유무에 따른 수체 

내 밀도의 분포와 조류 입자들의 거동을 모의한 결과를 

도시하였다. 본 시스템이 장착된 Fig. 4 (c)의 경우에는 

수류순환 효과 및 조류 입자들의 하향 거동이 뚜렷하게 

모의되었으나, 대조지점을 모의한 Fig. 4 (d)의 경우에

는 바람이 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체에 대해 성

층이 완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모의 결

과를 바탕으로 성층 완화 효과가 전체 해석범위 (단면 

100 m) 내에서 전방 및 후방으로 30 m 이상의 거리에까

지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해당 수류순환시스템

의 영향반경은 약 30 m로 추정하였다.

3.2 테스트베드 장기 모니터링 결과

기존의 1차 테스트베드 (공릉저수지, 계곡형) 분석

결과를 통해서 얕은 수심의 저수지에서도 온도 및 여러 

수질인자의 농도 성층이 뚜렷하게 형성되고, 수류순환

시스템이 풍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회전하며, 정상적으

로 구동되는 기간에는 표층과 심층의 DO 및 pH를 포함

한 여러 수질인자의 차이 (농도 성층)를 현저하게 저감

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 (Jang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기흥저수지 (평지형)에 2차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표층과 심층에 대

해 모니터링 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5에 나타내었다.

해당 모니터링 기간 중 5월 말부터 8월 말까지 간헐

적으로 시스템의 작동 (회전)이 중단되거나 수심이 낮

아 매우 불안정한 시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농업용수 공급과 저수지 준설 및 공원 조성공사를 

위해 본 수류순환시스템을 설치한 지점의 수심이 기존 

(a) (b)

(c) (d)

Fig. 4. Results of CFD simulation: (a) Distribution of fluid flow, (b) Sectional distribution of fluid flow, (c) Water density 
and algal distribution with water circulation system, (d) Water density and algal distribution without water circulation 
(control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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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5. Time-series variation of water quality items at 2nd test-bed: (a) compass, (b) DO, (c) DO saturation, (d) water 
temperature, (e) pH and (f) con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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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7 m에서 3 - 4 m 전후로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2

차 테스트베드에 적용된 패널시스템의 높이가 4 m에 

달하여 5 m 이상의 수심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회전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약 3개월에 걸쳐 반복되

었다. 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간에는 표층

부와 심층부 모두에 대해 안정적으로 DO 5 mg/L 이상

을 유지하고 있으나, 운전이 불안정해진 시기에는 심층

의 극심한 빈산소화 현상이 관찰되었다. 표층과 심층의 

DO 농도 차이가 최대 15 mg/L 이상까지 벌어지고, 표

층의 DO 과포화 상태 또한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수온, pH 및 전기전도도 또한 본 시스템의 운영이 불

안정해진 시기 (5월 말 - 8월 말)에 표층과 심층의 차이

가 커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본 수류순환시스템이 정상적으

로 운영되는 시기에는 표층과 심층 사이의 지속적인 수

류순환 작용에 의해 다양한 수질인자의 농도 성층이 완

화되는 반면, 적절히 운영되지 않는 시기에는 저층부의 

빈산소화가 심해지는 등 여러 수질적 문제가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1차와 2차 테스트베드는 각각 계곡형과 평지형이라

는 차이가 있으며, 두 테스트베드의 운전 결과를 비교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전각 (compass)은 계곡형 저

수지인 1차 테스트베드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일주기 변동이 더 뚜렷한 산곡풍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

된다. 그러나 기타 장기간에 걸친 여러 수질항목들의 

시계열 거동으로부터 이 회전각의 차이가 본 수류순환

시스템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둘째, 1차 테스트베드는 봄철 (5월 초 이후)의 

심각한 가뭄 및 농업용수 사용에 따른 수심 저하로 인

해, 2차 테스트베드는 여름철 (6월 이후)의 준설로 인한 

고탁수와 저수심에 영향을 받았다. 두 테스트베드 모두

에서 저수심 조건에서 한시적으로 수류순환시스템이 

정상적으로 회전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수류순환 효

과가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질항목별로 

비교하면, DO 및 pH의 경우 두 테스트베드에서 유사한 

농도로 관찰되었으며, 조류의 영향 또한 비슷한 수준으

로 분석되었다. 전기전도도는 2차 테스트베드가 전체

(e)

(f)

Fig. 5. Time-series variation of water quality items at 2nd test-bed: (a) compass, (b) DO, (c) DO saturation, (d) water 
temperature, (e) pH and (f) conductivity.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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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높게 측정되었으나 이는 상류에 여러 하수처리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평지형 저수지의 특성에 따른 것

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1차 및 2차 테스

트베드에서 각 수류순환시스템의 운영상의 차이점은 

크지 않았으며, 대상 저수지의 수리적, 수질적 특성에 

부합하는 적절한 위치선정 및 설계가 보다 중요한 것으

로 사료된다.

3.3 현장여건에 따른 수류순환시스템 적용방안

1차 및 2차 테스트베드는 수질적 조건, 유역의 여건 

및 수심 등 여러 측면에서 상이하기 때문에 각 현장여건

을 반영한 적용방안을 검토하였다. 1차와 2차에 도입한 

수류순환시스템의 개선 및 비교사항은 Fig. 6에 나타내

었다.

2차 테스트베드의 현장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

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바람판 (wind blade)과 패널

시스템 (panel system) 사이의 이격각을 15°로 유지하

면서도 구조적 안정성을 제고하도록 바람판의 구조를 

일자형에서 지그재그형으로 개량하였다. 2) 전체 시스

템을 띄우는 부력체 (float)의 재질을 STS (Stainless 

steel)에서 HDPE (high density poly-ethylene)의 기성

품으로 대체하였다. 3) 1차 테스트베드 (수심 약 3 m)에 

비해 2차 테스트베드의 수심이 6 m 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하부에 위치하는 패널시스템을 기존의 단단 (單

段)구조에서 2개의 층을 가진 2단구조로 변경하였다. 

각 단은 6 m (W) × 2 m (H)의 크기를 기본으로 하는 모

듈형으로 제작하였다. 각 단과 프레임 사이에는 힌지 

구조를 도입하여 홍수시 수류에 대한 무리한 저항을 줄

일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검토

를 통하여 향후 현장적용 단계에서 대상 수체의 수심이

나 홍수시 대책 등 다양한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 수류순환시스

템의 현장적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용대상 저수

지의 수심 및 계절적 변동특성, 이수특성, 홍수시 및 저

수심 조건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a)

(b)

Fig. 6. Comparison of water circulation system between 1st and 2nd test-beds: (a) 1st test-bed and (b) 2nd test-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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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국내 저수심 저수지의 성층현상을 완화하여 수질을 

개선하는 수류순환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수류순환

시스템의 수류순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전산유체

역학 (CFD) 모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계곡형 및 평지형 

테스트베드를 각각 구축하여 장기간에 걸쳐 표층부와 

심층부의 수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수질

개선 효과를 검증하였다. 상이한 조건을 갖는 두 테스

트베드의 운전 결과를 바탕으로 무동력 하향류 수류순

환시스템의 현장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본 수류순환시스템을 모사한 전산유체역학 (CFD) 

모의 결과, 수류순환시스템에 의해 하향류가 유도

되어 표층과 심층 사이의 성층현상을 완화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수체의 비중 및 조류 입자의 거동에 

대한 모의결과로부터 수류순환시스템의 영향반경

은 약 30 m에 달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2) 테스트베드에 대한 표층과 심층의 장기 실시간 모

니터링 결과, 수류순환시스템의 수류순환 작용에 

의해 (1) DO의 일주기 효과 및 변동폭을 완만하게 

하고, (2) DO가 100% 이상으로 과포화되는 것을 저

감하며, (3) pH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여 적정 수

준으로 유지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수심의 국

내 저수지에서 조류 발생에 따른 영향을 저감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3) 본 수류순환시스템의 현장적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는 적용대상 저수지의 수심, 이수특성, 홍수시 및 

저수심 조건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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