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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sewage was fed with up flow direction into a reactor equipped with a screw to circulate media that had 
lower specific gravity than water. It was observed that the media in the reactor could be circulated by a screw with reverse flow 
of the sewage feeding from the top to the bottom direction. Under these conditions, concentrations of inflow and outflow pollutants 
were measured at the filtration unit. Experimental results revealed stable circulation of the media with a screw in the reactor. 
Circulation of the media in the reactor showed more efficiency in removing the pollutants (particulate matters and organics) than 
no circulation. The maximum removal efficiencies of suspended solid (SS), chemical oxygen demand (CODmn), and total phosphorus 
(T-P) were 96%, 72% and 65%, respectively. Improvements for SS, CODmn and T-P removals with circulation of media were 
52.38%, 43.14% and 118.12% respectively, compared to those without circulation.
Key Words : Self-Cleaning Filteration, Media, Suspended Solid (SS), Media Circulation Time (MCT)

요약 : 본 연구에서는 내부에 여재순환용 스크루가 장착된 여과장치에 물보다 비중이 작은 여재를 충진한 후 오수를 상향류

로 유입하였다. 반응기 내부의 여재가 스크루에 의해 상부에서 하부로 오수의 흐름에 반하여 원활히 순환되는지 확인하였으

며 이 과정에서 여과장치에 의한 오염물질의 제거양상을 살펴보았다. 실험결과 내부 스크루에 의한 여재의 안정적인 순환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여재 순환주기에 따른 오염물질의 제거효율은 순환주기가 길어질수록 여과작용이 원활히 진행되어 입

자상 물질과 유기물질이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처리효율은 SS, CODmn, 그리고 T-P순으로 각각 96%, 
72%, 65%를 보였으며, 이는 여재가 순환되지 않는 경우보다 각각 52.38%, 43.14%, 118.12%의 처리효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자기세정 여과장치, 여재, 부유물질, 여재순환주기

1. 서 론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시설의 밀집화 및 도시집중화로 

인해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하수발생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시민의식의 향상 및 환경보존의 필요성 체감

으로 인해 오염물질의 안정적인 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특히 하수처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하수의 안정적

인 처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1) 이러한 수질오염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시설은 지속적으로 건설되

어 왔고,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또한 점차적으

로 강화되어 왔다. 이처럼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

하고 있어, 처리시설의 확장없이 기존 하수처리시설 만으

로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안정적으로 준수하기는 거

의 불가능한 실정이다.2,3) 

기존의 하수처리시설은 유기물, 부유물질, 영양염류의 단

순제거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제한된 수자원으로 인해 향

후 하수처리는 상수원 보호뿐 아니라 하수처리수의 수자원

화 개념까지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생활용수 수준의 초

고도 하수처리는 상수원수 2급수에 해당하는 수질 확보기

술로 초고도 처리와 유해물질의 적절한 처리 및 관리가 필

요하다.4,6)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부유물질 및 입자성 

물질의 배출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다양한 고도처리기술들

이 개발 또는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하수처리장의 대부분

은 일반 여과법 및 막분리가 병행된 활성슬러지법 등이 널

리 적용되고 있다.7~10)

기존 공법으로 사용되어 오는 활성슬러지법의 문제점으

로는 유기물 농도가 매우 낮은 우수나 하천수가 유입이 되

거나 산업장 방류수 등이 병합처리 되거나 또는 겨울철 수

온이 낮을 때 처리효율이 저하하여 목표수질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또한 유지관리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부
하변동이 큰 경우에 대처하기 어렵고, 잉여오니가 다량 발

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 수 있다.11) 특히 다량의 

슬러지 발생과 사상균 등의 증식에 의한 슬러지 벌킹현상, 
잉여슬러지가 발생량이 적고, 유기물 뿐만 아니라 질소, 인
과 같은 영양염류를 제거율이 낮아 문제시된다.12~14) 따라

서 이러한 활성슬러지 공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

정 후단에 모래여과탑 이나 막분리와 같은 여과처리시설을 

병합하여 운전하여 처리수질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310 J. Korean Soc. Environ. Eng.

모성영․이풀잎․김범수․이태진

Journal of KSEE Vol.38, No.6 June, 2016

Fig. 1. Photograph of Lab-Scale : (a) schematic diagram of self-cleaning filtration unit. (b) photograph of the experimental equipment.

국내 대부분의 하수처리시설에서 적용되고 있는 모래여

과법은 응집, 침전, 여과 및 소독처리에 의존하고 있어 수

질악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 하수처리에

서 오염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응집제를 주입하게 될 경

우에는 모래여과지의 폐색으로 인한 여과장애를 초래함과 

아울러 비경제적인 처리가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현

실이다.15~17) 또한 잦은 역세척으로 공정의 운영이 까다롭

기도 하다. 막분리 공법을 적용한 여과시설은 역세척 또는 

파울링의 문제와 더불어 적지 않은 설치비와 과다한 운영

비는 현장적용에 많은 어려움을 수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병합 활성슬러지

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단점들을 보완하고자 향후 

강화가 예상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처하고, 처리효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여과시설의 불완전한 요소인 역세척 

과정이 없이 연속적으로 여과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기

세정형 여과장치를 사용하여 방류수 기준에 적합한 처리수

를 얻고자 하였다.18,19) 자기세정형 여과장치는 여과장치 내

부에 스크루를 삽입하여 스크루에 의해 여재를 하단부로 이

송하며, 이송과정에서 탈리된 입자상 물질은 중력침전에 의

해 연속적으로 하단으로 배출하고, 상향류의 여과기능은 연

속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자기세정 여과장치는 역세척 공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운영

이 단순하고 부지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기존의 여과처리공법으로 오수를 

처리하였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세정

형 여과장치를 설치하고 오수의 처리효율을 살펴보았다. 이
를 위하여 자기세정 여과장치의 여재의 순환에 따른 수질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여재의 순환주기에 따른 수질처리의 

안정성 등을 관찰해 보았다. 또한 비교 연구를 위해 기존의 

여과장치와 같이 여재의 순환이 없는 상태에서 변화도 분

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연구결과는 여과장치의 개

선에 관한 것으로 타 연구자의 여과장치 개발에 접근방법

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오수 또는 폐수에 함유한 입자상 물질이

나 유기물질을 제거에 관한 것으로 비중이 물보다 가벼운 

Polypropylene (PP) 재질의 여재를 반응기에 충진한 후 오

수를 상향류로 여재를 통과하여 여재의 여과기능과 여재 표

면에 성장한 생물막에 의해 입자상 물질과 하수 내 유기물

질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2.1. 실험장치

Fig. 1은 실험에서 사용된 lab Scale 규모의 자기세정 여과

장치를 모식화한 그림과 사진을 나타낸다. 여재 깊이에 따

른 유출수의 수질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상단, 중단, 하단에 

설치된 유출라인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

된 자기세정 여과장치는 여재가 충진된 반응기로 안쪽에는 

상․하부가 개방된 원형통으로 둘러싸인 스크루가 있고, 스
크루 상․하단부는 스크러버 암이 장착되어 일체형으로 구

성되어 있다. 반응조 높이는 30 cm, 직경 13 cm, 반응조 총 

부피는 약 4 L이며, 반응조 내 스크루의 길이는 15 cm, 외
경 4 cm로 구성되었으며 반응기는 투명아크릴 재질로 제작

하였다. 
스크루를 둘러싸고 있는 내부가이드 원형관은 가능한 한 

스크루에 직경과 같도록 하여 여재가 스크루 외곽으로 흐

를 수 없도록 제작되었다.20) 스크루는 반응기 상단부의 여

재를 하단부로 이송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스크러버 

암은 반응조의 윗단․아랫단에 설치하였다. 윗단에 위치한 

스크러버 암은 상단에 있는 여재를 스크루 내부로 여재가 

원활히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였으며, 하단에 위치한 스

크러버 암의 역할은 여재의 거름작용에 의해 포획된 입자

성 물질이나 과도하게 자란 미생물막을 탈리시켜 주어 상

단부로 여재가 부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탈
리된 입자성 물질은 중력 침전 현상에 의해 반응기 아래로 

침전하게 된다. 오수를 주입하는 유입구는 반응기 하단부에 

위치하며 이때 유입구는 반응기에 충진된 여재의 하단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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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of self-cleaning filtration unit

Item Unit

Filter material Acrylic

Flux (L/day) 276

HRT (min) 11

Velocity (cm/min) 1.47

RPM 10

치하여 여재층 전면으로 오수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유
출구는 반응기 상단부에 위치하되 내부 스크루 최 윗단 보

다 아래쪽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반응조 내부의 스크루의 회전속도를 10 rpm을 유지하기 

위해 교반모터를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공정유량은 Table 
1과 같다.

2.2. 여재제원

실험에서 사용된 접촉여재로는 비중이 물보다 가볍고 플

라스틱의 원료인 Polypropylene (PP)을 사용하였으며, 약 3 
mm의 직경의 입상형 발포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반응조 부

피의 60% (v/v)를 충진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여재의 제원

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2.3. 유입수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합성폐수는 여과장치가 활성슬러지 

공정 후단부에 위치되는 것을 가정하여 일반적으로 활성슬

러지 유출수의 농도와 유사하게 설정하여 반응기에 유입되

었으며 합성폐수의 농도는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다. 운
전기간동안 유입 및 유출수를 일일 2회 주기적으로 채취하

였으며 SS, CODmn, T-N, T-P 등의 분석은 수질오염공정시

험법에 준하여 실험하였다.

2.4. 실험방법

여재 순환주기에 따른 오염물질의 제거특성을 분석하기 

Table 2. Specifications of polypropylene media

Structure Characteristics

Average media size (mm) 3.0

Media shape rounded granular

Media density (kg/m2) 0.89~0.92

Media material lightweight plastic

Heat-resistant 120℃

Table 3. Characteristics of synthetic wastewater used in this 
study

Parameter Concentration (mg/L)

CODmn 18 ± 0.3

SS 20 ± 0.5

T-N 2.0 ± 0.2

T-P 0.1 ± 0.1

위해 식 (1), (2)와 같이 0차 반응식을 이용하였다. 이를 토

대로 일정시간마다 측정된 반응조 내의 유입수 농도 및 유

출수의 농도 값을 나타내었으며, 제거율 또한 산출하였다.

or 
or ∙or ∙  (1)

  ∙ (2)

여기서 Ce는 반응조 내의 유입수 농도(mg/L), Corg는 초기 

유입수의 농도(mg/L), Cout은 유출수의 농도(mg/L), Vorg는 

총 부피(L), Vout은 유출수의 부피(L), k는 반응속도 상수, t
는 수리학적 체류시간(min)을 각각 나타낸다. 식 (1), (2)를 

이용하여 산출된 Ce, Cout의 값은 SIGMA PLOT 2002 (SPSS 
Science, UK) software을 이용하여 나타내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여재순환형 여과장치의 운전가능성 평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기세정형 여과장치는 역세척 없

이 연속적인 오수의 여과작용을 수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

어서 안정적 여과기능의 확보를 위해서는 내부에 장착된 스

크루에 의한 여재의 순환이 원활히 진행되고, 하단 스크러

버암과 여재의 순환으로 입자성 물질이 적체되지 않고 하단

부로 침전 하강되는 작용이 원활하게 수행되어져야 한다. 
위에 열거한 기능들을 확인하기 위해 Fig. 2의 그림과 같

Fig. 2. Self-cleaning filtration unit : (a) initial step of the operation 

of the unit, (b) operation of the unit with circulation of 
media by the screw, (c) operation of the unit without cir-
culation of the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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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응기 내부에 장착된 스크루와 스크러버 암을 10 rpm
으로 회전시키면서 오수를 하단부에 유입하였다(Fig. 2(a)). 
일정 시간 운전을 연속적으로 진행하였을 때 Fig. 2(b)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여재 하단부에서 입자성 물질과 과도

하게 자란 미생물 막이 탈리하여 반응기 하단부로 중력되었

고, 반응기 내 여재는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연속 순환되었

으며 여재는 폐색현상 없이 순환되며 여재층을 형성하는 것

을 볼 수 있었다. 
비교실험을 위해 여재의 순환이 없이 오수의 유입이 연속

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Fig. 2(c)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입자성 물질과 미생물막의 형성으로 반응기 내부 여재 사이

의 공극에 막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육안으로 뚜렷이 확

인할 수 있었고 부착된 입자성물질로 인해 여재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게 되고 결국 여재층이 붕괴되어 여재층이 전

체적으로 붕괴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반응기 내부의 장치된 스크루에 의한 여재순환없이 

오수가 연속적으로 유입되었을 때 여재 사이의 공극에서 입

자성 물질 및 미생물막이 형성되며 반응기의 폐색현상이 

도래하게 되고, 결국 부가적인 역세척 공정이 반드시 필요

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여재순환을 시키지 않아

서 여재층이 붕괴된 상태에서 내부 스크루를 회전하여 여

재를 순환하였을 때 여재에서 입자들은 탈리되어 여재층이 

복원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탈리된 입자성 물질은 중력 침

전에 의해 서서히 가라 앉아 하단부로 이동하게 됨을 관찰

할 수 있었다. 

3.2. 여재순환에 따른 수질의 변화 특성

여과장치에서 여재의 순환 없이 오수를 유입하는 경우 폐

색으로 인한 여재층의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고 여

재의 순환을 유지하면서 오수를 유입하여 유입과 유출수의 

SS, CODmn, T-N 그리고 T-P 등을 측정하면서 오염물질 농

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실험기간은 총 90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실험시작부터 58

일 동안은 여재를 순환시키며 오수를 유입하였으며 그 이

후 32일 동안은 여재를 순환시켜주지 않고 실험을 진행하

였다. 스크루의 회전에 의해 여재가 여재층의 상부에서 하

부로 이송되면서 한 바퀴 완전히 순환하는 시간을 여재순

환주기(MCT)로 볼 때 여재순환주기는 1시간으로 설정하였

으며, 먼저 여재순환 유무에 따른 SS의 실험결과를 Fig. 3
에 나타내었다. 초기 약 9일 동안은 반응기가 장치되고 적

응되는 기간으로 처리효율이 서서히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

내다가 정상상태가 된 약 13일 이후부터 유입수 및 유출수 

평균 농도는 각각 25.2 mg/L 및 7.8 mg/L로 처리효율이 평

균 69.05%였으며, 체류시간에 따른 최대처리효율은 96%이

었다. 운전 시작 후 58일차부터 여재순환을 하지 않은 상태

로 오수의 유입이 진행되었으며 약 90일 후 여재의 물리적 

붕괴가 관찰되었을 뿐 아니라 유출수의 SS 농도는 약 9.2 
mg/L로 유출수의 농도가 상승하며 제거효율이 약 63.5%로 

여재를 순환시켰을 경우 순환시키지 않았을 때보다 처리효

Fig. 3. The removal characteristics of SS according to media 
circulation : (a) initial step of the operation of the unit, 
(b) operation of the unit with circulation of media by 
the screw, (c) operation of the unit without circulation of 
the media. 

Fig. 4. The removal characteristics of CODmn according to 
media circulation : (a) initial step of the operation of the 
unit, (b) operation of the unit with circulation of media 
by the screw, (c) operation of the unit without circula-
tion of the media.

율이 약 52.4%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4는 여재순환여부에 따른 CODmn의 유입 및 유출수

의 변화양상을 나타낸 그래프로, 여재순환을 하였을 경우의 

평균 유입 CODmn가 18.1 mg/L, 유출수의 농도는 5.6 mg/L
로 제거율이 약 69.1%로 다소 높게 관찰되었으며, 체류시

간에 따른 최대처리효율은 72%이었다. 여재순환을 하지 않

은 시점인 58일 이후의 경우에는 평균 유출수의 농도가 9.1 
mg/L로 제거효율이 약 50.3%로 여재를 순환시켰을 경우 순

환시키지 않았을 때보다 처리효율이 약 43.1% 높아지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제거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앞선 SS의 

실험과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PP 여재층에서 유기

물질의 분해는 미생물이 여재에 부착 성장하여 유기물질을 

분해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접촉여재의 필터에서 

미생물막에 의한 유기물질의 분해는 이전 연구에서 이미 보

고된 바 있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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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removal characteristics of T-N according to media 
circulation : (a) initial step of the operation of the unit, 
(b) operation of the unit with circulation of media by the 
screw, (c) operation of the unit without circulation of the 
media.

Fig. 6. The removal characteristics of T-P according to media 
circulation : (a) initial step of the operation of the unit, 
(b) operation of the unit with circulation of media by the 
screw, (c) operation of the unit without circulation of the 
media.

Fig.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T-N의 경우 여재가 순환이 되

고 있는 시점에서의 유입수의 평균농도는 1.9 mg/L, 유출수

의 농도 1.7 mg/L로 처리효율은 약 10.5%로 관찰되었다. 이
와 반대로 여재를 순환시켜 주지 않았을 경우의 실험결과 

평균 유출수의 농도는 1.8 mg/L로 제거율은 약 5.3%로 나

타냈다. 이는 여과기능을 하는 여과장치의 특성상 생물학적 

질소제거에 필요한 혐기와 호기의 조합으로 구성된 반응기 

운영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 낮은 제거효율을 나타난 것

으로 판단되었다.22)

Fig. 6은 여재순환여부에 따른 T-P의 제거양상으로 평균 

유입수 및 유출수의 농도는 각각 0.2 mg/L, 0.08 mg/L로 분

석되어 약 58.1%의 처리효율을 나타냈으며, 체류시간에 따

른 최대처리효율은 65%이었다. 반면, 여재를 순환시켜 주

지 않았을 경우의 실험결과 T-P의 평균 유출수는 0.14 mg/L
이었으며 제거효율은 약 29.8%로 여재를 순환시켰을 경우 

순환시키지 않았을 때보다 처리효율이 약 118.12%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P 또한 앞선 실험결과와 동일하게 

여재순환이 없는 경우 처리효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알루미늄, 철 및 칼슘과 같은 화합물질을 첨가하여 

슬러지의 발생을 최소화시키면서 인의 제거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행연구결과23~27)에 따라 응집제를 반응조에 직

접 투입할 경우 보다 높은 인의 제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되었다.

3.3. 여재 순환주기에 따른 오염물질의 제거특성

여재순환주기를 2, 8, 32 hr로 각각 변화시켜 각 순환주기

에 따른 오염물질의 제거율을 비교해 보았다. 여기서 여재

순환주기가 길어지는 것은 여재층에서 스크루에 의한 여재

의 이송이 느리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7은 여재순환주기에 따른 SS의 변화특성을 나타낸 

그림이며, 0차반응식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약 12일간 운

전한 그래프이며, 실험에서 반응조로 유입되는 SS의 초기 

유입수는 약 20 mg/L이었다. 여재순환주기 별 평균 유출수 

농도는 각각 12, 9 그리고 3 mg/L로 측정되었다. 또한, 고
농도에 대한 처리효율을 비교하고자 6일 후에 유입수의 농

도를 약 50 mg/L로 유입시켰다. 이때 유출수의 농도값은 27, 
11, 2 mg/L로 나타내었다. 따라서 여재순환주기가 길어질수

록 처리효율이 최대 96% 제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

한 결과는 여재의 순환주기가 느리게 진행될수록 여재의 공

극률과 여재층의 높이에 따라, 또는 생물막 형성을 통한 미

생물의 생물학적 제거에 의해 높은 처리효율을 가진다고 보

고된 기존의 연구와28)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Fig. 8은 CODmn의 여재순환주기변화에 따른 각각의 처

리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초기 유입수 농도는 약 18 mg/L
이며, 여재순환주기별 처리수의 유기물 농도를 살펴본 결과 

14.9, 6.3, 5 mg/L로 여재의 이송이 느리게 진행될수록  유출

Fig. 7. Variation of SS concentration by Media Circulation Time 
(MCT) ; legend on the graph represents experimental 
results. line on the graph represents theoretical values 
calculate Eq. (2). R2 = 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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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Variation of CODmn concentration by Media Circulation 

Time (MCT) ; legend on the graph represents experi-
mental results. line on the graph represents theoretical 
values calculate Eq. (2). R2 = 0.94.

Fig. 9. Variation of T-N concentration by Media Circulation Time 

(MCT) ; legend on the graph represents experimental 
results. line on the graph represents theoretical values 
calculate Eq. (2). R2 = 0.91.

수의 농도가 점점 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거효율 

또한 32 hr으로 순환하였을 경우 최대 72%로 SS에서 관찰

된 결과와 동일한 양상을 나타낸다. 특히 Moore29)의 연구

에 의하면 충진 여재에 따른 공극률은 부유물질 차단 및 부

착 미생물의 성장에 중요한 설계인자로 작용된다. 이에 적

당한 여재의 크기로는 2~6 mm라고 알려져 있다. 본 실험에 

사용된 여과장치는 2~3 mm 크기인 PP여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유기물 탈질에 효과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 9에서는 여재순환주기에 따른 처리수의 질소 농도를 

나타내었다. 반응조로 유입되는 유입농도는 평균 2.0 mg/L
이며, 주기에 따른 유출수의 평균농도는 1.71 mg/L로 나타

나 본 여과장치에 의한 T-N의 제거는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실험(Fig. 5)에서 지적된바와 같이 이는 체

류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유기물 제거효율이 높아지고 폭기

조 및 질화조 내에서 질산화반응이 활발히 일어나는 이전

Fig. 10. Variation of T-P concentration by Media Circulation Time 

(MCT) ; legend on the graph represents experimental 
results. line on the graph represents theoretical values 
calculate Eq. (2). R2 = 0.79.

연구에서 보고된 바와는21) 달리 본 여과장치에서 질소제거

를 위한 혐기와 호기의 조합이 잘 구성되어 있지 않은 관계

로 T-N 제거율이 다른 오염물질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Fig. 10은 여재순환주기에 따른 인의 유출농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며, 0차반응식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초기 유입 

T-P의 농도는 약 0.1 mg/L로 유출수의 농도는 각각 0.08, 
0.06 그리고 0.05 mg/L로 나타나 여재의 순환주기가 길어

질수록 낮은 유출수의 농도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6일 후 

T-P의 유입농도가 평균 0.07 mg/L로 상승함에 따라 유출수

의 농도 또한 각각 0.05, 0.04 그리고 0.02 mg/L로 나타났

다. 따라서 제거율 또한 앞선 실험들과 비슷한 양상으로 여

재순환주기가 길어질수록 제거율이 최대 65%까지 나타난 

것으로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 부유물질, 유기물, 질소 및 인 처리율에 있어 

여재순환주기가 길어짐에 따라 유출농도가 낮아지고, 제거

율은 높아졌다. 이는 본 연구에 적용된 공정이 부착성장 미

생물을 이용한 처리공정인 것으로 사료되어지며, 이는 부착

성장 미생물을 이용하여 높은 처리효율을 보인 여러 문헌과 

같은 양상을 따르고 있다.30,31)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오수처리 후단부에 장착되는 모래여과탑 

또는 막분리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여재순환형 여과장치

를 이용하여 오염물질의 안정적 처리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자 수행된 실험으로, 본 실험을 통하여 나타난 실험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자기세정여과장치는 반응조에 물보다 비중이 작은 PP
여재를 사용하여 부유여과층을 형성하도록 구성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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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스크루를 이용하여 반응기 상단부의 여재를 하단부로 

이송하고 손실수두를 줄여주기 위해 스크러버 암을 장치하

였을 때 역세척공정없이 원활하게 여과기능을 수행함을 확

인하였다. 그러나 여재의 순환과 스크러버 암의 회전이 없

을 경우 여재 사이의 공극에 막힘 현상이 나타나 반응기 내 

폐색현상이 도래됨을 알 수 있었다.
2) 스크루 및 스크러버 암의 회전이 있을 경우에 따른 유

입수 및 유출수의 SS, CODmn, T-N, T-P를 측정한 결과, 
SS의 최대 처리유입수 농도는 약 25.2 mg/L, 유출수의 농

도는 평균 7.8 mg/L로 처리효율은 약 69.1%로 나타났다. 
CODmn의 유입수 농도는 약 18.1 mg/L일 때 유출수는 약 

5.6 mg/L로 처리효율은 평균 69.1%로 나타났고, T-N의 실

험결과 유입수의 농도는 1.9 mg/L일 때, 유출수는 1.7 mg/L
로 약 5.8%의 제거효율을 보였다. 그리고 T-P의 유입수 농

도는 0.2 mg/L, 유출수 평균 0.08 mg/L로 약 58.1%로 제거

효율이 나타났다. 
3) 비교실험을 위해 여재층에서 여재의 회전없이 여과장

치가 운전되었을 때 유입수 및 유출수의 SS, CODmn, T-N, 
T-P를 실험한 결과, SS의 유입수 농도는 약 25.2 mg/L일 때 

유출수의 농도는 평균 9.2 mg/L로 처리효율은 평균 63.5%
로 나타났다. CODmn의 유입수 농도는 약 18.1 mg/L일 때 

유출수는 평균 9.1 mg/L로 처리효율은 평균 50.3%로 나타

났고, T-N의 실험결과 유입수의 농도는 1.9 mg/L일 경우 유

출수는 평균 1.8 mg/L로 약 5.8%의 제거효율을 보였다. 그
리고 T-P의 유입수 농도는 0.2 mg/L, 유출수 평균 0.14 mg/L
로 29.8%로 제거효율이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의 여과장치

와 같이 여재층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보다 여재층에서 여

재의 순환이 일어날 때 훨씬 더 높은 제거효율을 확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각 실험항목의 최대 처리효율은 SS, CODmn, 그리고 

T-P순으로 96%, 72%, 65%를 보였으며, 여재를 순환시켰

을 경우 순환시키지 않았을 때 보다 각각 52.38%, 43.14%, 
118.12%의 처리효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여재의 순환이 제거효율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여재순환형 여과장치를 이용하였을 때 여재순환주기에 

따른 유기물 및 부유물질의 제거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2, 8 
또는 32 hr로 변화시켜 SS, CODmn, T-N, T-P의 실험을 분

석한 결과, 순환주기가 길수록 (여재의 이송속도가 낮을수록) 
안정된 처리수질이 나타났으며, 고액분리 및 탈리가 잘 진행

되어 유기물 및 부유물질의 제거에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

되었다. 반면, T-N의 경우 다른 실험에 비해 낮은 제거율을 

보여 추후 질소제거를 위해서는 혐기와 호기의 종합이 가능

한 공정과 연계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결과 스크루에 의해 여재층을 구성하는 여재를 강

제적으로 상부에서 하부로 순환하여 여재를 낮은속도로 이

동하게 하였을 때 역세척 공정없이 안정적으로 오수처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처리는 여재의 이동에 따

른 마찰에 의해 여재공극사이에 붙은 입자성 물질이 탈리

되어 하부로 침강하여 고액분리가 원활하게 수행되는 것으

로 판단하였으며, 일부 유기물질의 처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여재 표면에 미생물막이 형성되어 미생물에 의한 유

기물질의 분해가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보다 현장

성 있는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응집제가 투여 되었을 때 오

염물질의 거동 또는 응집제에 과다 투여에 의한 여과층의 

폐색 여부 등 수반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볼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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