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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noxic/Oxic Basins combined with Iron Electrolysis

Young-Gyu Kim†

Department of Environmental Science, Yong In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experiment is to better understand the nitrogen and phosphorus removal ratio

according to operating conditions in an iron electrolysis system consisting of an anoxic basin, aerobic basin, and

iron precipitation apparatus. 

Methods: Iron electrolysis  consists  of an iron precipitation reactor composed of  iron plates in oxic and anoxic

basins. We studied the inte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N and T-P removal rates and F/M ratio, and the C/N

ratio and BOD removal rate.

Results: The F/M ratio and the T-N and T-P removal rate per unit area have interrelation coefficients of 0.362

and 0.603, respectively. The removal rate per MLVSS and the T-N and T-P removal rate per unit area have

respective interrelation coefficients of 0.49 and 0.59. 

Conclusions: The removal rate of T-N and T-P increased with the increasing F/M ratio in the influent, and they

also linearly increased in proportion to the C/N ratio of influent and BOD removal  rate of the reactor.

Keywords: phosphorus, Nitrogen, iron electrolysis, F/M ratio, iron, C/N ratio

I. 서 론

하수처리장등에서 방류되는 영양염류, 질소와 인

등이 호소수나 하천으로 유입되어 부영양화를 일으

키고 조류등의 성장하여 정수처리에 지장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질소와 인을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처

리공정들이 개발되고 상용화되고 있다. 인 제거는 알

럼이나 철염등을 응집제를 사용하여 제거하는 화학

적인 방법과 혐기조와 호기조를 이용한 생물학적인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1,2) 응집제로 많이 사용되는

알럼(Al2(SO4)3·14.3 H2O)은 치매현상을 일으키는 알

츠하이머의 원인물질로 알루미늄계통의 응집제가 정

수장에 유입될 경우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

다. 하수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의 인 농도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어 하천의 오염뿐만 아니

라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

물학적인 방법으로 질소와 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F/M비를 유지하고, 유입수의 탄소원과 질소

농도비(C/N ratio), 탄소원과 총인 농도(C/P ratio) 비

가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식단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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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많이 이용하므로 하·폐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유기물질이 상대적으로 적어 유입수의 C/N 비가

낮아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데 어려움이 많다.3,4)

동절기에는 미생물의 증식이 어려워 일정한 미생물

량을 유지하기 위해 슬러지의 폐기량을 감소시키므

로 미생물체류시간이 길어지고 폐기되는 인 함량이

적어 인의 제거효율이 매우 낮아진다. 따라서 최근

에는 인을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전기분해방법이 많

이 시도되고 있다.5)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공법은

질산염을 무산소조로 내부반송시켜 무산조로 유입된

유입수의 유기탄소원을 이용하여 탈질을 시키며 호

기조에서는 인산염을 철 전기분해장치로 보내어 용

출된 철과 결합을 시켜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공법

이다. 본 연구에서는 계절에 관계 없이 질소와 인제

거율이 높고 유기물부하가 낮은 우리 나라의 하수처

리에도 적합한 무산소조, 호기조 및 철 전기분해장

치에서 단위공정별 질소와 인의 제거 특성을 분석하

고 C/N 비, F/M 비, BOD 이용율이 MLVSS당 질

소와 인 제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II. 실험재료 및 방법

1. 실험장치

본 연구는 하루에 50.7 m3/일를 처리하는 무산소조,

호기조, 철 전기분해장치로 구성된 공정으로 질산화

/탈질화를 통하여 유기물과 질소를 제거하고 인을 철

전기분해장치의 철 극판에서 석출된 철화합물과 결

합시켜 제거하는 공정으로 Fig. 1과 같다. 침전조에

서 무산소조로 반송되는 슬러지반송율은 0.5Q, 호기

조에서 무산소조로 반송하는 내부반송율은 1.0Q로

하였고, 체류시간은 8.0 hr로 유지하였다. 호기조의

DO는 2.0~4.0 mg/l로 유지시켰고, MLSS는 2,000

~4,000 mg/l이고, 호기조의 체류시간은 4.0hr를 유지

하였다. 철 석출장치에서 석출된 철을 이용하여 인

을 제거하기 위한 철 전기분해장치의 구성은 철 석

출조와 철판모듈 그리고 철 석출조에서 인위적으로

철판의 산화를 촉진시키고 생물반응조내 완전혼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산기관 등으로 구성하였

다. 철 전기분해장치에 사용된 철 석출장치의 크기

는 W300 mm×L1,500 mm×H500 mm (0.15 m3)로 전

기분해에 사용된 철판 모듈은 철 재질 SS41, 철판

간격 14 mm, 6개의 철판으로 구성된 철판 모듈을

장치 반응조에 침지하였다. 침지된 철판전극에 흐르

는 전압은 6 V, 전류는 60 A로 일정하게 흐르도록

제어하였다. 

2. 실험방법 및 분석방법

시료채취는 유입수와 최종 처리수 그리고 각 단위

공정의 유출수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료의

성상 및 운전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 있는 시료

를 채취하여 즉시 분석하였다. 시료 채취 후 BOD,

T-N과 T-P는 공정시험법6)과 standard method(USA)7)

로 분석하였다. 

III. 결 과 

 

1. 철석출을 이용한 공정에서의 BOD, T-N 및 T-

P 제거효율

유입수는 BOD가 74.0~385.0(평균 219.9)mg/l, T-

N은 32.3~77.3(평균 54.57)mg/l, T-P는 1.38~12.57

(6.71)mg/l이었으며 처리수의 농도는 1.1~6.5((3.6)

mg/l, T-N은 4.3~15.7(10.4)mg/l, T-P는 0.05~0.74

(0.43)mg/l로 처리효율은 각각 98.3%, 80.5%와 90.8%

로 나타났다. 유입수의 C/N(BOD/T-N)비는 1.9~7.1(4.0),

F/M 비(kgBOD/kgMLVSS·d)는 0.18~0.79(0.45), 철

판의 단위면적당 인부하량이 (kgBOD/m3·d)는 0.29

~1.66(0.87)로 나타났다. MLVSS에 따른 T-N 제거

율( mgT-N/gVSS·d)은 45.6~146(92.7), MLVSS에 따

른 T-P 제거율( mgT-P/gVSS·d)은 3.4~23.7(13.9)을

나타내고 있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anoxic · oxic pilot-plant

combined with iron electro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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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M비와 용적당 T-N 및 T-P의 상관성

반응조의 MLVSS당 BOD로 표시되는 F/M비가

0.18~0.79 kgBOD/kgVSS·d로 증가함에 따라 MLVSS

당 T-N의 제거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

관계수는 0.3616으로 작게 나타났다. F/M비가 증가

함에 따라 MLVSS 당 T-P의 제거율도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상관계수는 0.603로 MLVSS 당 T-

N 제거율보다는 상관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C/N(BOD/T-N)비와 용적당 T-N 및 T-P 제거

율의 상관성

유입수의 T-N당 BOD로 표시되는 C/N비(kgBOD/

kgT-N)가 0.179~0.792로 증가할수록 MLVSS당 T-N

의 제거율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나 상관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N비가 증가함에 따라

MLVSS당 T-P의 제거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상관계수는 0.347로 나타나 MLVSS당 T-N 제

거율보다는 상관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Variation of T-P concentration in influent and

effluent.

Fig. 3. Variation of T-P concentration in influent and

effluent.

Table 1. Concentration of influent, effluent and removal

effect

Components Influent Effluent
Removal 

effect(%)

BOD(mg/L)
74.0-385

(219.9)

1.1-6.5

(3.6)
98.3

T-N(mg/L)
32.3-77.3 

(54.6)

4.3-15.7

(10.4)
80.5

T-P(mg/L)
1.38-12.6 

(6.71)

0.05-0.74

(0.43)
90.8

Table 2. Operating conditions of Iron electrolysis

Components
 Influent concentration 

Minimum Maximum Average

BOD/TN Ratio 1.9 7.1 4.0

F/M Ratio

(kgBOD/kgMLVSS·d)
0.18 0.79 0.45

BOD Loading weight 

(kgBOD/m3·d)
0.29 1.66 0.87

T-Nremoval rate

( mgT-N/gVSS·d)
45.6 146 92.7 

T-Premoval rate

( mgT-P/gVSS·d)
3.4 23.7 13.9 

Fig. 4. Relationship between T-N removal rate and F/M

ratio.

Fig. 5. Relationship between T-P removal rate and F/M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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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LVSS 당 BOD 제거율과 MLVSS 당 T-N

및 T-P 제거율의 상관성

입수의 MLVSS당 BOD 제거율이 증가하면서 MLVSS

당 T-N의 제거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관

계수는 0.49로 나타났다. MLVSS당 BOD 제거율이 증

가하면서 MLVSS당 T-P의 제거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관계수는 0.59로 나타나 MLVSS당 T-N

제거율보다는 상관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5. 단위면적당 철의 석출량과 단위철당 인제거율

실험시작 30분 동안 철판의 단위면적당 철의 석출

량은 1.811-1.872 mgFe/cm2 Iron·day이였고, 단위철

당 인제거율(mg PO4-P/mg Fe)도 0.75-0.77 mg PO4-

P/ mg Fe로 전류밀도가 같을때는 단위표면적당 철

석출량과 단위철당 인의 제거율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고 찰

계절에 관계 없이 질소와 인제거율이 높게 나타

난 것은 고 유기물부하가 낮은 우리 나라의 하수

처리에도 적합한 무산소조, 호기조 및 철 전기분해

장치에서 단위공정별 질소와 인의 제거 특성을 분

Fig. 6. Relationship between T-N removal rate and C/N

ratio.

Fig. 7. Relationship between T-P removal rate and C/N

ratio.

Fig. 8. Relationship between T-N removal rate and BOD

removal rate.

Fig. 9. Relationship between T-P removal rate and BOD

removal rate.

Table 3. Fe Precipitation mass per Unit Area

Fe Precipitation per 

Area

(mg Fe/cm2 

Iron·day)

Phosphorus 

removal rate per Fe

(mg PO4-P/mgFe)

Phosphorus 

removal rate per 

Area

(mg PO4-P/cm2 

Iron·day)

1.872 0.77 1.297

1.811 0.76 1.386

1.871 0.7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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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고 C/N 비, F/M 비, BOD 이용율이 MLVSS

당 질소와 인 제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호기조에서 질산화를 시켜 무산소조에서 탄

소원을 이용하여 질소를 제거하며 인 제거는 혐기

조가 없어 인의 방출과 호기조에서의 인을 과잉섭

취하는 공정이 없어 철 전기분해장치에서 석출된

나노 철입자로 인을 제거하는 공정이다. 그러나 혐

기조가 필요 없어 혐기조에서 인제거에 이용되는

유기물의 소모를 막고 무산소조의 탈질에 필요한

유기탄소원으로 이용할 수 있어 질소제거에 도움이

된다. 석출된 철 입자는 물리적 반응에 의하여 인

을 제거하며 이온화된 철이 인과 화학적 반응으로

인을 제거하는 공정이다.8) 유입수의 T-P는 1.38~

12.57(6.71)mg/l이었으며 처리수의 T-P는 0.05~0.74

(0.43)mg/l로 처리효율은 90.8%로 나타나 일반적인

생물학적공정에서 인제거율은 약 58% 보다는 높으

며 응집제를 넣은 95%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유입수 T-N은 32.3~77.3(평균 54.57)mg/l,

처리수 T-N은 4.3~15.7(10.4)로 처리효율은 80.5%

로 높게 나타났다. C/N비 4를 기준으로 알럼을 넣

을 경우에 질소 제거 효율이 52%로 나타났으나,9)

본실험에서 T-N의 처리효율이 80.5%로 철 전기분

해장치에서 질소효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혐기조가

없어 유입수의 모든 탄소원이 무산소조의 탈질원으

로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Ti/lr02를 양극으

로 SUS 316L을 음극으로 사용한 전기분해 반응조

에 간접산화조를 설치하여 T-N, T-P의 제거율은 각

각 88%, 75%를 나타나 철 전기분해장치와 비슷한

효율을 나타내고 있다.10) 석출된 철에 인이 제거되

는 것은 Sahset Irdemez등11) 의 연구처럼 전기분해

에 의해 석출된 철 이온과 용해성 인이 결합되어

제거되는 화학적 반응과 석출된 입자상 철 표면에

인이 흡착되어 제거되는 물리적 반응에 의하여 철

산화물 형태로 침전되어 제거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Cheong12)의 연구에서도 막분리법에서 인제거율이

떨어지나 철염을 주입후 약 44%의 인제거율이 향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Sahset Irdemez11)등의 연구에

철판을 사용하였을때 인제거율 9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철의 주입은 인의 제거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응조에 투입된 철판의 유

효표면적당 인부하량이 증가할수록 인제거율이 감소

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는 반응조에 투입된 철

표면에서 적갈색의 FeO·nH2O 철산화물이 부식되면

서 점차 2가 및 3가 철이온을 공유하고 있는 입자

성 Fe3O4로 전환됨에 따라 철표면이 검은색으로 변

화된 상태에서 철전극의 이온화가 저하되었기 때문

으로 파악하였다.13)

본 실험에서 유입수의 C/N(BOD/T-N)비는 1.9

~7.1(4.0), F/M 비(kgBOD/kgMLVSS·d)는 0.18~0.79

(0.45), 철판의 단위면적당 인부하량이 (kgBOD/m3·d)

는 0.29~1.66(0.87)로 나타났다. MLVSS에 따른 T-N

제거율( mgT-N/gVSS·d)은 45.6~146(92.7), MLVSS

에 따른 T-P 제거율( mgT-P/gVSS·d)은 3.4~23.7(13.9)

을 나타내고 있다. 무산소조, 호기조, 철 전기분해

장치를 갖춘 5.8-6.6L의 반응조에 J하수처리장의 유

입수를 이용한 공법의 반응조 F/M 비(kgCOD/

kgMLVSS·d)는 0.296~0.309일 때 인의 제거율은 83-

89%로 나타났다.14) 본 실험에서는 MLVSS당 BOD

로 표시되는 반응조 F/M비가 0.18~0.79 kgBOD/

kgVSS·d일 때 MLVSS당 T-N의 제거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관계수는 0.36으로 낮게 나타

났다. F/M비(kgCOD/kgMLVSS·d)가 증가하면서

MLVSS당 T-P의 제거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상관계수는 0.603으로 나타나 MLVSS당 T-N

제거율보다는 상관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입수

T-P의 부하량이 클수록 인제거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상관계수는 0.7441)로 하고 나타났다. 본 실험의

MLVSS당 T-P의 제거율의 상관계수 0.603보다는 높

게 나타났다. 초음파로 슬러지를 깨서 탄소원을 반

응조에 넣은 UNR공급의 C/N비는 2.36 일 때 질소

제거율은 50.8%로3) 본 실험의 C/N 4일때에 비해 질

소제거율 80.5%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유입

수의 C/N비가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입수의 T-N

당 BOD로 표시되는 C/N비(kgBOD/kgT-N)가

1.9~7.1(4.0)으로 증가할수록 MLVSS당 T-N의 제거

율이 증가하는 것은 탄소원이 무산소조의 탈질에너

지로 소모되어 질소가 제거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나

생물학적 처리실험은 C/N 비 외에도 반응조의 MLSS

농도, 유입수의 온도, F/M비 등이 작용하여 상관성

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C/N비가 증가함에

따라 MLVSS당 T-P의 제거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상관계수는 0.347로 MLVSS당 T-N 제거

율보다는 상관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입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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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VSS당 BOD 제거율이 증가하면서 MLVSS당 T-

N의 제거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관계

수는 0.49로 나타났다. MLVSS당 BOD 제거율이 증

가하면서 MLVSS당 T-P의 제거율도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상관계수는 0.59로 나타나 MLVSS당

T-N 제거율보다는 상관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

험시작 30분 동안 철판의 단위면적당 철의 석출량

은 1.811-1.872 mgFe/cm2 Iron·day이였고, 단위철당

인제거율( mg PO4-P/ mg Fe)도 0.75-0.77 mg PO4-P/

mg Fe로 전류밀도가 같을 때는 단위표면적당 철 석

출량과 단위철당 인의 제거율은 큰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무산소조, 호기조, 철 전기분해장치로 구성된 철

전기분해장치에서 유입수의 C/N(BOD/T-N)비, F/M

비(kgBOD/kgMLVSS·d) 및 철판의 단위면적당 인부

하량이 질소 및 인 제거율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유입수의 MLVSS당 BOD로 표시되는 F/M비가

0.179~0.792 kgBOD/kgVSS·d로 증가함에 따라 단

위면적당 T-N의 제거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상관계수는 0.3616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T-P의 제거율도 F/M비가 증가함에 따라 단

위면적당 T-P의 제거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상관계수는 0.603로 T-N보다는 상관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입수의 MLVSS당 BOD로 표시

되는 C/N비가 0.179~0.792 kgBOD/kgVSS·d가 증

가함에 따라 단위면적당 T-N의 제거율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나 상관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유입수의 MLVSS당 BOD 제거율이 증가하면서

면적당 T-N의 제거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상관계수는 0.49로 나타났다. MLVSS당 BOD 제

거율이 증가하면서 면적당 T-P의 제거율도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관계수는 0.59로 나타나 T-

N보다는 상관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철판의 표

면적당 철의 석출량은 1.811-1.872 mgFe/cm2Iron·day

이였고, 단위철당 인제거율(mg PO4-P/mg Fe)도 0.75-

0.77 mg PO4-P/mg Fe로 전류밀도가 같을때는 단위

표면적당 철 석출량과 단위철당 인의 제거율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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