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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BIO-CLOD on advanced wastewater

treatment for enhanced removal efficiency and meeting the stringent discharge water requirements of wastewater

treatment plants.

Methods: Two experimental apparatuses consisting of anaerobic, anoxic and aeration tanks were operated. One

included a BIO-CLOD cultivation tank. Organic and nutrient parameters and removal efficiency were analyzed

by pH, BOD, CODcr, SS, T-N and T-P. 

Results: The average removal efficiencies of BOD, COD and SS from the apparatus with BIO-CLOD tank

installation were 95.5%, 88.6% and 92.9%, respectively, and these were higher than the results from the

apparatus without BIO-CLOD. The average TP removal efficiency with BIO-CLOD tank marked 56.0%, higher

than the 47.3% from the apparatus without one. BIO-CLOD showed a higher performance for TN removal at

49.6%, compared to the result without BIO-CLOD of 34.3%

Conclusion: By reaction with BIO-CLOD, ammonia removal was effective in the aeration tank, as was

phosphorus release in the anaerobic tank. Phosphorus luxury uptake and nitrification in aeration tank proceeded

smoothly. The application of BIO-CLOD can improve the decrease of odor and settleability of activated sludge in

a wastewater treatment plant, as well as increase the removal efficiency of organic and nutrient materials in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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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11년 전국 3,363개소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전체 시설용량은 25,228천톤/일이며, 그 중 생물학

적 처리는 7,469천톤/일, 고도처리는 17,759천톤/일

으로서 70.4%가 고도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1,2)

기본적인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은 혐기조에서는 인

방출이 일어나고, 무산소조에서는 질산성질소와 아

질산성질소가 환원되어 질소가스를 생성하는 탈질공

정이, 포기조는 유기물산화와 질산화 및 인 제거 공

정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총인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면서, 추가적인 인 제

거를 위해 물리화학적 공정이 도입되어, 응집제를 투

여해야 하는 인 제거 공정이 부가되어 복합공정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다양한 하수처리공법 중에서 바실러스균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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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B3(Bio-Best-Bacillus)공법은 질소·인 제거 이외

에도 높은 유기물제거와 악취제거가 동시에 가능하

다는 장점이 있다. 토양이나 식품에 서식하는 바실

러스균을 선택적으로 배양하고 우점화시켜 활성슬러

지공정과 호기성소화공정에 주입함으로써 유기물 제

거효율도 높이고, 악취문제도 해결한 예가 있다.3) 또

한 기존의 우점화된 바실러스균을 이용하여 높은 유

기물과 영양염류를 포함하는 매립지 내 침출수를 대

상으로 처리한 결과, 매우 높은 처리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4) 등은 망상형회전식 바실러

스 접촉장치를 이용한 하수처리에서 유기물과 질소,

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유출수 농도와 높은 슬러지

침강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생물막의 혐기성화 단

계에서도 악취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고도처리공정에 시판되고

있는 BIO-CLOD를 사용하여 포기조내의 활성 미생

물과 접촉시킴으로써, 유기물 및 영양염류 제거 효

율을 증강시키고자 하였다. BIO-CLOD의 주성분은

토양에서 채취한 토양미생물과 부엽토미생물 및 청

국장에서 분리한 청국장미생물 등으로부터 바실러스

류의 미생물 대사물질로, 여기에 응집효과가 있는 철

분 및 규산분을 첨가 가공한 것이다. 성11)은 시판되

고 있는 미생물제 중의 하나인 매질(Biothrough)를

사용하여 활성 슬러지공정에서 포기조 내부와 외부

에 설치하여 실험한 결과, 분리된 반응조에 Biothrough

를 추가 설치할 경우, 슬러지 침강성에는 더 효과적

이라고 하였고, 박15)은 침전조에서 바실러스균이 세

포벽 외부에 점액층의 다당류 망상구조를 이루어, 점

액층의 접착력에 의해 슬러지의 침강성을 증대하여

유기물 제거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고도처리공정 후단에 주입되

는 화학적 응집제는 인 제거에는 탁월한 효과를 주

지만 경제적 비용과 알루미늄염의 자연계로의 방출

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하수처리

공정에 친환경적인 BIO-CLOD를 추가하여, 바실러

스균과 철분에 의해 활성슬러지와 영양염류의 응집

및 침전효율 향상을 통한 영양염류의 제거효율을 검

토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실험장치 및 운영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장치는 Fig. 1에서와 같이

아크릴 재질로 제작된 혐기조, 무산소조, 포기조,

접촉포기조, 침전조로 구성되는 기존의 반응조(Non

F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Table 1. Operating conditions

Item
HRT

(hr)

Capacity

(L)

Anaerobic Tank 0.5 0.63

Anoxic Tank 1.5 1.88

BIO-CLOD Tank 0.024 0.03

Aerobic Tank 2.4 3.0 

Fixed Media Aerobic Tank 1.2 1.5

Sedimentation Tank 3.4 4.0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municipal wastewater

Parameters Min. ~ Max. Average Conc.

pH 7.0 ~ 7.4 7.2

BOD 96 ~ 116 104

CODCr 176 ~ 209 182

SS 51 ~ 88 70

VSS 28 ~ 48 39

T-P 2.6 ~ 3.7 3.0

PO4

3--P 0.12 ~ 1.2 0.77

NH3

+-N 13.3 ~ 21.4 15.8

NO2

--N 0.06 ~ 0.64 0.3 

NO3

--N 0.38 ~ 2.90 1.58

T-N 22.1 ~ 26.8 24.6

Note. *unit : mg/L except for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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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CLOD)와, 포기조 전단에 BIO-CLOD 접촉조

가 추가된 BIO-CLOD 반응조(BIO-CLOD)를 구성

하였다. 처리용량은 30 L/day이었으며, 각 반응조의

크기와 용량은 Table 1에 요약하였다. 접촉포기조

에서 혐기조로의 내부순환율은 100%이었으며 슬러

지 반송율은 20%, 폐슬러지유량은 약 2% 내외로

운전하였다. 사용된 시료는 경기도 G하수처리장의

저류조에서 채수한 것으로, 시료의 성상은 Table 2

와 같다.

2. 분석항목 및 방법

반응장치로의 유입수는 월 3회, 처리수는 주 3회 분

석하였고, 항목은 pH(Accumet25, Fisher), BOD(YSI58),

CODCr(Spectronic21, Milton Roy Com.) 및 SS(MOV-

112, Sanyo)를 분석하였다. 영양염류 분석을 위해서

는 T-P(UV-1601, Shimadzu), T-N(TM2200, Kjeltec)

및 NO2
--N, NO3

--N, PO4
3--P 등의 음이온 분석에는

LC-10AD와 CDD-6A(Shimadzu)를 이용하였으며, 분

석방법은 수질오염공정시험법 및 Standard Method14)

에 준하여 실험하였다. 

3. BIO-CLOD 접촉조

바실러스는 공기 중은 물론 토양, 건초, 먼지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는 호기성 또는 통성혐기성의

간균으로 보통 그람양성균이다. 환경조건에 따라 내

생포자를 형성하고 포자는 열, 방사선 및 화학물질

등에 대하여 강한 내성이 있으며 성분적으로 디피

코린산의 칼슘염을 다량으로 함유한다고 알려져 있

다. 또한 균체의 크기, 포자의 형태와 균체내에서

의 위치, 당의 이용과 생성물, 질산환원의 유무, 고

농도의 식염존재 하에서의 생장 유무 등의 성질에

따라 종으로 분류되기도 하며, 대부분 탄소원으로

당, 아미노산, 유기산 또는 알코올 등의 단순유기

화합물을 이용한다.5) 부엽토 등의 토양에서 채취한

토양미생물과 부엽토미생물, 청국장에서 분리한 청

국장미생물 등의 바실러스류를 순수분리하고 고형

화시켜 미생물덩어리로 만든 BIO-CLOD(M25,

Biomeca Inc., Korea) 25 g을 넣은 BIO-CLOD 접

촉조의 용량은 0.03 L이며, 원수의 10%가 호기 조

건에서 포기조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ESEM(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Carl

Zeiss Model SUPRA 55VP)를 이용하여 형태와 성

분을 분석하였으며, BIO-CLOD의 성분은 Fig. 2와

Table 3과 같다. 

III. 결 과

1. BIO-CLOD 적용 여부에 따른 유기물 및 질

소, 인 제거 특성

G하수처리장 유입수를 대상으로 BIO-CLOD 접촉

조를 설치한 반응조(BIO-CLOD 반응조)와 BIO-

CLOD를 설치하지 않은 기존 반응조에 대한 유기물

및 영양염류의 제거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150일

간의 운전 결과를 비교하였다.

BIO-CLOD 적용여부에 대한 두 반응조의 유입수

Fig. 2. Profile of elements in the BIO-CLOD.

Table 3. Characteristics of BIO-CLOD

Item Content

C 27.9 wt%

H 1.12 wt%

O 45.4 wt%

N 2.8 wt%

S 2.0 wt%

Al 4.1 wt%

Si 9.7 wt%

Ca 3.6 wt%

Fe 1.6 wt%

P 0.7 wt%

Water content 8.56~12.4 wt%

Loss of ignition 18.9~23.9 %

Total bacterial counts 2.4x108~1.6x1011cf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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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유출수의 BOD, CODCr SS의 농도 및 제거효율

은 Fig. 3 -Fig. 4에 정리하였으며, 질소와 인 제거효

율과 유입 및 유출수의 농도는 Fig. 5-Fig. 6에 나타

내었다. 

두 반응조에 동일하게 유입수가 들어가도록 하였

으며, Table 4에 BIO-CLOD 반응조와 기존 반응

조에서의 유기물 및 영양물질 제거특성을 비교하였

다. 유입수 BOD는 평균 104 mg/L로 유지되었지만,

BIO-CLOD 반응조에서는 4.7 mg/L로 유출되어

95.5%의 BOD 제거율을 보인 반면, 기존 반응조에

서는 11.1 mg/L로 유출되어 BOD 제거율89.4%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ODCr 제거

Fig. 3. Variation of BOD, CODCr and SS removal

efficiency with BIO-CLOD addition.

Fig. 4. Variation of influent and effluent concentration for

BOD, CODCr and SS with BIO-CLOD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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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과 SS 제거율에서는 그 차이가 미미 하였다.

영양염류에서는 T-P농도로 평균 3.0 mg/L로 유입

되었지만, BIO-CLOD 반응조에서 1.3 mg/L로 처리

되어 T-P 제거율이 56.0%인 반면, 기존 반응조에서

는 처리수 T-P농도가 11.1 mg/L로, T-P 제거율은

47.3%이었다.

평균 유입 T-N농도가 24.6 mg/L로, BIO-CLOD 반

응조의 처리수 T-N은 12.4 mg/L(제거율 49.6%)이었

으나, 기존 반응조의 처리수 T-N은 16.2 mg/L로, T-

N 제거율이 34.3%에 그쳤다.

2. BIO-CLOD 반응조에서 단위공정별 질소, 인

제거효율 

BIO-CLOD 반응조에서 각 공정에 따른 질소, 인

농도분포를 Table 5와 Fig. 9에 나타내었다. 포기조

에서의 인 제거율은 96%를 보여 혐기조에서 인 방

Fig. 5. Variation of T-P and T-N removal efficiency with

BIO-CLOD addition.

Fig. 6. Variation of influent and effluent concentration for

T-N and T-P with BIO-CLOD addition.

Table 4. The characteristics of effluent concentration and removal efficiency of BIO-CLOD and Non BIO-CLOD

Parameters
 BIO-CLOD Effluent conc.

(mg/L)

Removal

(%)

Non BIO-CLOD Effluent conc.

(mg/L)

Removal 

(%) 

BOD 1.6~9.6(4.7) 90.8~98.5(95.5) 5.9~16.0(11.1) 84.6~94.3(89.4)

CODCr 7.2~32(20.7) 82.4~99.0(88.6) 14.0~42.0(29.0) 76.9~92.2(84.2)

SS 1.5~8.5(4.9) 87.8~97.9(92.9) 2.5~11.2( 5.9) 84.0~96.4(91.5)

T-P 1.0~1.6(1.3)  46.7~66.7(56.0) 1.1~2.4(11.1) 20.0~63.3(47.3)

T-N  9.7~14.4(12.4) 41.5~60.6(49.6) 12.3~22.5(16.2) 8.5~50.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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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과 포기조에서 인의 과잉흡수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NH4
+-N는 16 mg/L로 유입되어

포기조를 거쳐 유출수는 0.8 mg/L로 95%의 제거율

을 보였다. 반면 질산염농도는 1.5 mg/L로 유입되었

지만, 포기조에서 질산화로 20 mg/L로 증가하였고,

그 유출수를 내부순환으로 무산소조로 보내져 탈질

이 이루어짐으로써 무산조에서 8.4 mg/L로 낮았으나

유출수는 13 mg/L로 다소 높았다. 

3. BIO-CLOD의 효과 분석

BIO-CLOD는 비중이 0.764 g/mL으로 가볍고, 영

양체 및 포자체의 혼합형태로 증식된 바실러스를 고

형화 후 성형한 것이다. BIO-CLOD 접촉조에서 용

출 및 증식되면서 활성화된 바실러스와 포기조내의

활성화된 미생물(MLSS)과의 상승작용이 유기물 제

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BIO-CLOD

반응조와 기존반응조에서 유기물제거 및 영양염류

제거에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BIO-CLOD의 효과 지속성을 평가하기 위해, Fig.

7과 같이 BIO-CLOD 접촉조에서 150일 운전 후의

BIO-CLOD의 상태를 S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고형화될 때 투입된 일부 바실러스의 영양체가 그대

로 굳어진 모습을 확인함으로써 장기간 사용 가능함

을 알 수 있었다.

BIO-CLOD는 생물학적 하수처리공정에서 포기조의

활성미생물과 상호작용이 원활하여 질소제거뿐만 아

니라 처리장내 악취제거에도 관여하므로 이에 대한

batch test를 하였다. Fig. 8은 일반적인 악취성분인 암

모니아, H2S 및 methyl mercaptane(MMC) 중에서 반

응이 빠른 methyl mercaptane을 대상으로 농도

0.184 ppm의 소화슬러지를 이용하여 batch test한 것이다.

BIO-CLOD를 주입한 것과 주입하지 않은 것에서

약 24, 48, 72시간 경과후 시간별로 측정한 것으로

BIO-CLOD를 주입한 경우, 0.0 ppm, 0.004 ppm,

0.004 ppm으로 24시간내에 악취성분이 100% 제거

되었으며, BIO-CLOD를 주입하지 않는 곳에서는

0.03 ppm, 0.03 ppm, 0.04 ppm으로 24시간내에 84%

Fig. 7. Profile of BIO-CLOD scale bar 2 µm.

Fig. 8. Profile of methyl mercaptane(MMC) concentration

in digested sludge. 

Table 5. Characteristics of wastewater treatment in BIO-

CLOD process

Item Influent Anarobic Anoxic Aerobic Effluent

T-P 3.7 23 27 40 1.6

NH3

+-N 16 14 9.1 2.0 0.8

NO3

--N 1.5 6.9 8.4 20 13

Note: *unit : mg/L

Fig. 9. Profile of T-P, NH4

+-N and NO3-N concentration in

anaerobic, anoxic and aerobic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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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거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악취제거 효과에 대

한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IV. 고 찰

엄3)의 바실러스균을 이용한 처리에서 88%의 COD

제거율을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BIO-CLOD

적용여부에 따라, BOD 제거율은 평균 89.4%에서

95.5%, CODcr 제거율은 평균 84.2%에서 88.6%로

서 BIO-CLOD적용에 차이가 나타남으로써 유기물

제거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BOD 제거량에 대한 MLSS 발생량16)은 유입되는

유기물질을 이용하는 미생물의 생장속도로서, 제거

되는 유기물질에 대한 호기성 미생물 발생량을 나타

내는 것으로 BIO-CLOD 반응조에서는 0.66 kgMLSS/

kgBODㆍd로 기존 반응조 0.65 kgMLSS/kgBOD·d

와 근소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또한 포기조

내 미생물량의 지표인 MLSS 농도는 BIO-CLOD 반

응조에서는 1,462~4,476 mg/L(평균 3,230 mg/L)였고,

기존 반응조에서는 1,165~4,737mg/L(평균 2,708 mg/

L)로서 BIO-CLOD 반응조의 포기조내 MLSS농도를

평균 500 mg/L 정도 높여주지만 과잉으로 생성되지

않았다. 폐기되는 슬러지량에서도 BIO-CLOD 반응조

에서는 390~510 mL, 기존 반응조에서는 380~480 mL

를 배출시키며 두 반응조를 동일한 조건으로 하기

위해 포기조내 MLSS농도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BIO-

CLOD의 역할은 유기물 및 영양염류 제거 이외에도

침전지에서 침강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은 침강성을 높여 줄 수 있는 근거로서

바실러스 균이 분비하는 점액질이 미생물 플럭을 응

집시켜 침강속도를 높여준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

서도 침강성의 지표인 SVI에서 기존 반응조의 SVI

는 73~102로 평균 86였으며, BIO-CLOD 반응조의

SVI는 53~70로 평균 61을 나타내어 BIO-CLOD의

적용으로 침강성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성11)등은 부식질로 만들어진 매질을 이용한 실험

에서 슬러지의 침강율을 높였는데 침강효율을 높인

요인 중의 하나는 BIO-CLOD 성분을 구성하는 성

분과 같은 Al, Fe, Ca 등 양이온의 응집력과 BIO-

CLOD를 이루고 있는 바실러스가 세포벽 외부로 분

비되는 점액층에 의해 침전지에서 침강성을 높여 유

출수의 수질을 높여준 것으로 생각된다15).

T-P의 제거율은 COD/T-P비가 중요한 인자로서 김8)

의 실험에서는 COD/T-P비가 56에서 유출수의 인 제

거율이 72%까지 높을 수 있는 것에 비해 김4)등의

연구에서는 50%였다. 본 연구에서는 COD/T-P비 61

이였고, BIO-CLOD 반응조에서는 T-P 제거율이 평

균 56.0%이며, 기존 반응조에서는 평균 47.3%이였

으며 BIO-CLOD 반응조 유출수의 T-P농도가 1.3 mg/L

이하로 총인 방류수 수질기준(2mg/L, 지역기준)에

적합한 안정적인 처리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포기조내 MLSS농도에 대한 T-P 제거속도를

보면, 본 연구의 HRT 2.4시간 조건에서 BIO-CLOD

반응조에서 0.27 mgT-P/Gmlss ·hr이며, 기존 반응조

에서는0.18 mgT-P/gMLSS·hr로, 저포기 HRT 8시간

의 결과인 0.28 mgT-P/gMLSS.hr10)에 상응 될 만큼

의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T-N 제거율의 경우, BIO-CLOD 반응조에서

평균 49.6%를 기존 반응조에서는 평균 34.3%를 나

타낸 것으로 보아 반응조내 BIO-CLOD의 적용이 영

양염류 제거효율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

로 판단된다. 

NH4
+-N의 경우, BIO-CLOD 반응조에서 96%의 높

은 NH4
+-N 제거율은 질산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으

로 일반적인 공정9)에서와 유사하였지만, 유출수의 질

산염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질산

염이 질소가스로 전환되는 무산소조의 체류시간이

1.5시간으로 짧아 무산소조에서의 탈질기능을 충분

히 발휘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기존의 하수처리공정에 응집제 주입 없

이 친환경적으로 BIO-CLOD를 넣은 미생물 접촉조

를 설치한 BIO-CLOD 반응조를 운전하여 유기물 및

영양염류의 제거효율을 검토하였으며, 또한 BIO-

CLOD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 반응조를 동일한 조건

에서 운전하여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BOD 제거율은 BIO-CLOD 반응조에서 평균

95.5%였으며 기존 반응조에서는 평균 89.4%였고,

COD제거율은 BIO-CLOD 반응조에서 평균 88.6%

였으며, 기존 반응조에서는 평균 84.2%로서 BIO-

CLOD가 유기물 제거에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2. TP 제거율은 BIO-CLOD 반응조에서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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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이였으며, 기존 반응조에서는 평균 47.3%였으

며, TN 제거율에서는 BIO-CLOD 반응조에서는 평

균 49.6%였고, 기존 반응조에서는 평균 34.3%로서

BIO-CLOD를 적용한 반응조에서 제거율이 향상되

었음을 알 수 있었다.

3. BIO-CLOD 반응조의 포기조에서의 인 제거율

및 암모니아 제거율은 95% 이상을 보여주어 혐기조

에서 인 방출과 포기조에서의 인의 과잉흡수 및 질

산화는 원활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4. BIO-CLOD를 이루고 있는 바실러스균의 특성

과 양이온성분들의 응집력은 침전지에서의 침강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으며 악취제거에도 관여하였지만

이에 대한 기작과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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