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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Lake

동절기

호수는 따뜻한 물의 자연 순환으로 인해 더 건강 해지고 아래로

내려가는 차가운 물은 산소의 공급원이 됩니다.

 양분과 오염 물질은 호수 바닥에 정착합니다!

 호수에 들어가는 오염원을 줄여야 합니다!

자연 순환 조류 번화 없음

용존산소량
양호

물 순환

영양분을 포함한 퇴적물

따뜻한 물

차가운 물



Cross Section 
of Golf Course 

Lake

물이 정체 상태입니다.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이 자연스럽게 섞이지
않습니다.

하절기 호수의 상태는 동절기의 상태와 반전됩니다. 호수 깊은 곳에서
표층으로 자연 순환하지 않습니다.

 호수의 바닥에 가까운 깊은 곳의 물에서는 산소 수준이 고갈됩니다!
 호수에 들어가는 오염원을 줄여야합니다!

하절기

차가운 물

따뜻한 물

영양분을 포함한 퇴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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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조류층은 종종 상부층의 온난한 안정된 조건에서
발생합니다!

반전층 자연 순환 없음, 냉수 및 온수 혼합

퇴적물에서 영양염을 방출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용존 산소의 농도가 낮음!

인공적인 탈성층화(강제순환)는 호수의 얕은 층과 깊은 층 사이에

순환하는 물의 순환을 증가시키고 따라서 산소의 공급량 또한

증가 시깁니다.

차가운 물

따뜻한 물

영양분을 포함한 퇴적물



Artificial 
Destratification

• TUF Aeration은 TUF 및 Aerator를 통해 물을 반복적으로 순환시켜 이루어집니다..

• 물의 순환을 위한 흡입 매니폴드(water intake manifold)는 호수의 여러 부분에서

펌프를 통해 물을 끌어 당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특히 물의 움직임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어서 정체되는 경향이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흡입구는 가능한 낮게 설치하되 조류나 진흙으로 막히지 않도록 적절한 방비 및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 물은 저압 및 고압 영역이 난류를 일으켜 합금 접촉 비율을 증가시키는 TUF를 통해

반복 순환됩니다. Aerator Chamber의 공기와 혼합되어 물속의 미네랄과 영양소의

미세한 변화를 가져오고, 산소 증가는 미네랄의 전기적 전하를 변화시켜 더 부드러운

물로 더 건강한 물을 만듭니다. 공기의 플럼(plume)이 표면으로 상승하여 열 흐름을

생성합니다.

• 이것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에 의해 달성 될 수 있습니다.

– 호수의 가장 낮은 지점에 설치되는 TUF와 Aerator 또는

– TUF로 컨디셔닝된 분수는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상층수와 하층수 사이의 온도, 산소 및 영양분의 차이를 줄이는 순환 패턴이 만들어

집니다.

• 인공적인 탈성층화는 조류의 번식을 감소시킬 수 있다.

• TUF와 Aerator를 통과한 물줄기에서 침전물의 인을 감소시키고 따라서 영양물질의

조류를 굶게 만든다.

• 조류를 물 기둥 깊숙이 혼합하고 빛을 받아 그들을 굶어 죽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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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솔루션

처리 시스템

 터브플로/에어레이터

 필터링시스템

반전층

차가운 물

따뜻한 물

영양분을 포함한 퇴적물

Spray Water - A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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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인공 순환
주기 생성

조류 번화
없음

용존산소량
양호

물 순환

따뜻한 물

차가운 물

영양분을 포함한 퇴적물

Spray Water
- Aeration

처리 시스템

 터브플로/에어레이터

 필터링시스템



TUF(T7000)+Aerator

를호수에설치해서

수질을개선하고녹

조를방지하는문제

에대한회신

문) 수심이 5미터 정도인 호수라면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좋은가?
답) 가급적 압력이 높은 펌프를 사용해서 TUFA 처리수가 멀리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해줄 것.

TUFA를 호수 바닥에 가까이 설치한다면 이상적이지만, 이 경우 높은 수압으로 인해
TUFA 처리수를 멀리까지 살수하기 어려울 것이니 고압의 펌프를 사용할 것을 권하는
것이다. (호수바닥에 가까이 설치하면 호수 밑에 오랜 기간에 걸쳐 쌓인 퇴적물이 위로
솟구쳐서 호수의 탁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으니, 바닥에서 1.5-2미터높이 정도가 적합할
것임)

TUFA의 물 흡수는 매니폴드 타입으로(흡입구가 2개인 Y자 모양이나 포크 모양인 3개
흡입구) 만들어 호수 여러 방향에서 물을 끌어들여 TUFA로 들어가도록 하면 좋다.

펌프를 수중에 설치하면 고장이 나기 쉽고 수리하기도 어려우므로, 펌프를 지상에
펌프하우스를 지어 설치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비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SKID에 펌프를 얹어 설치하고 TUFA까지 배관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이용한다면 펌프
고장 시에도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문) TUFA의 순환(Circulation)횟수는?
답) 순환횟수가 많을수록 효과는 더 클 것이다. 다만, 녹조는 주간의 물 온도가 높아질 때
발생확률이 높으므로 시스템의 가동은 타이머를 활용하여 주간에서 저녁시간까지
최대 18시간 가동하면 좋을 것이나 이는 녹조의 상태를 보아가며 가동시간을 줄일 수
있다.

문) 몇마력 펌프를 사용해야 하나?
답) 이점은 펌프엔지니어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T7000을 사용하는 경우는 , 수심 5미터 깊이에 설치한다면 충분한 압력의 분당
5,000리터~7,000리터 펌프유량을 선택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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