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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experiment is to understand the phosphorus removal ratio effects of iron plates

per unit of surface area through the iron electrolysis system, which consists of an anoxic basin, aerobic basin,

and iron precipitation apparatus. 

Methods: Iron electrolysis, which uses an iron precipitation reactor in anoxic and oxic basins, consisted of iron

plates with total areas of 400 cm2, 300 cm2 and 200 cm2 respectively. The FNR process was operated with a

hydraulic retention time and a sludge retention time of 12 hours and three days, respectively. Wastewater used

in the experiments was prepared by dissolving KH2PO4 in influent water.

Results: The iron plates 400 cm2 (16.6 mA/cm2), 300 cm2 (13.3 mA/cm2) and 200 cm2 (7.3 mA/cm2) in surface

area in the phosphorus reactor had respective phosphorus of 2.4 mg/l, 2.7 mg/l and 3.2 mg/l in the effluent

and phosphorus removal respective efficiencies of 90.3%, 89.1% and 87.1%. The effluent in the reactor,

where the iron plate was not used, had relatively very low phosphorus removal efficiency showing

phosphorus concentration of 15.3 mg/l and a phosphorus removal efficiency about 38.3%. Phosphorus

removal per ferrous was 0.472 mgP/mgFe in the iron electrolysis system where the surface area of iron was

low. Phosphorus pollution load per active surface area and the phosphorus removal efficiency had an

interrelation of RE = −0.27LS + 89.0 (r = 0.85). 

Conclusion: With larger iron plate surface area, the elution of iron concentration and phosphorus removal

efficiency was higher. The removal efficiency of phosphorus has decreased by increasing the initial phosphate

concentration in the iron electrodes. This shows a tendency of decreasing phosphorus removal efficiency

because of decreasing of iron deposition as the phosphorus pollution load per active surface area incr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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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오폐수처리 공정에서 화학적 탈인법으로 가장 널

리 사용되고 있는 응집제(Coagulant)로써 알루미늄

염(Al)과 철염(Fe)의 금속염(metal salt)에 의한 응집

침전방법이 가장 많으며, 인의 제거는 침전지에서 불

용성인의 형태로 침전, 제거 된다.1) 인을 제거하기

위해 가장 많이 쓰이는 알루미늄은 치매를 일으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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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철

을 응집제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철석출장치

를 이용하여 철을 석출시켜 인을 제거함에 따라 기

존 생물학적 인제거 공정과는 달리 생물학적 인제거

를 위한 유기물의 소모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유기물부하가 낮고 C/N비가 낮을 경우

혐기조에서 인의 용출을 위해 유기물이 사용되어 실

질적으로 탈질에 필요한 탄소원이 부족하게 된다. 또

한 동절기에는 생물학적 반응조의 미생물량을 높이

기 위해 SRT를 길게 유지할 경우에는 인제거율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방류수 인의 수질기준을 만

족시키며, 탈질을 위한 탄소원의 소모를 줄이기 위

해서는 화학적 인 제거공법이 요구되고 있어 방류수

수질기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처리공정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1-3) 전기화학적 방법에 의한

질소화합물의 제거,4) 입자상 철 충전복극전해조에 의

한 구리의 제거등에 연구,5) 철판과 알루미늄판을 넣

었을때 인의 제거효율 향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다.6) 점차 강화되는 수질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서는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생

물학적처리공법이나 막분리공법에 인을 제거하는 화

학적 공법의 도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7,8) 본 연구

에서는 혐기조의 인의 방출과 호기조의 인의 과잉섭

취를 통하여 인을 제거하는 기존의 생물학적처리와

달리 무산소조, 호기조, 철 석출장치로 구성된 생물

반응조에서 호기조의 유입수를 철석출장치로 유입시

켜 철을 용출시키고 인과 결합시킨 후 인을 제거하

는 공정을 선정하였다. 철 전기분해공법인 FNR

(Ferrous Nutrient Removal)의 운전에 있어서 중요인

자인 철판의 단위표면적당 인부하량이 인 제거율에

미친 영향과 철판의 면적이 일정할 때 유입인의 농

도에 따른 인 제거율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II. 실험재료 및 방법

1. 실험장치

각 공정별 운전조건은 무산소-호기공정과 철석출

장치로 구성하였으며, 무산소조와 호기조, 침전조의

용량은 각각 5.8, 8.4, 6.6 L 이였고 호기조 내 DO

농도는 2.0∼4.0 mg/L의 범위로 유지하였다. 이때,

각 철 전기분해장치의 철판전극에 흐르는 전압은 모

두 6 V였으며, 철판의 두께가 10 mm인 것을 사용하

였으며, 철판의 간격은 20 mm였다. 반응조에 유입

되는 유입원수는 J하수처리장의 유입수를 이용하였

으며, 유기물 및 영양염류의 농도를 조정하기 위하

여 인산이수소칼륨(KH2PO4), glucose(C6H12O6)와 질

산암모늄(NH4NO3)을 이용하여 조제하였다.

2. 실험방법 및 분석방법

FNR-1 반응조의 운전은 Table 1과 같이 철판의 유

효표면적을 각각 400 cm2, 300cm2, 200cm2로 구성

한 3개의 반응조와 철판을 투입하지 않은 대조군으

로 구성하여 철판의 유효면적에 의한 철석출량과 인

제거율을 파악하였다. 4개의 반응조 모두 동일하게

12시간의 수리학적 체류시간(HRT)과 3일의 고형물

체류시간(SRT)으로 유지시켜 운전하였으며, 유입수

중 인의 농도는 인산이수소칼륨(KH2PO4)을 투여하

여 24.8 mg/l가 되도록 하였다. FNR-2 반응조와 FNR-

3 반응조는 철판의 유효표면적을 각각 50 cm2, 25 cm2

로 하여 유입수 인의 농도를 각각 41.8 mg/l, 29.3 mg/l,

20.7 mg/l로 하였으며 대조군 반응조는 20.7 mg/l로

유지하였다. 반응조에 투입된 철판에 양극과 음극을

24시간 단위로 교대로 사용하여 음극의 철표면에 스

케일(scale)이 형성되어 철산화물의 석출속도가 저하

되는 현상을 예방하여 양쪽 철판표면 모두에서 계속

Fig. 1. Schematic diagram of FNR Process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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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철이 석출되도록 하였다. 시료 채취 후 즉시

pore size가 0.2 µm인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MLSS, MLVSS, SS, PO4-P는 Standard Methods9)에

따라 측정하였고, CODMn의 측정은 공정시험법에 따

라 실험하였다. 용존산소 (Dis-solved Oxygen, DO)

농도와 pH는 실시간 자동 측정기 (Inolab Multi-

Parameter Level 3)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총철

은 AAS(Model Z8100)으로 분석하였다.

III. 결 과 

1. 철판의 표면적에 따른 인제거효율

인 제거효율은 Table 1 과 같이 철판 표면적이 각

각 400 cm2, 300 cm2, 200 cm2 인 반응조의 전류밀

도는 각각 16.6 mA/cm2, 13.3 mA/cm2, 7.3 mA/cm2

으로 나타났다. 처리수의 인의 농도는 각각 2.4 mg/l,

2.7 mg/l, 3.2 mg/l으로 인의 제거율은 각각 90.3%,

89.1%, 87.1%로 나타났으며 철판을 투입하지 않은

반응조의 처리수의 인농도는 15.3 mg/l로 나타났다.

철석출장치의 철판에 전압 6V를 주고 투입된 철판

표면적이 각각 400 cm2, 300 cm2, 200 cm2 일때 석

출된 철의 평균농도는 각각 81.7, 67.4, 44.8 mg/l로

나타나 철판 표면적이 클수록 철표면에서 석출되는

철의 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 철판의 표면적에 따른 방류수 철 농도의 변화

반응조에 투입된 철판의 유효표면적의 변화에 따

른 처리수중 철의 농도의 변화는 Fig. 3과 같이 실

험 초기에 증가하다가 16일이 경과한 후에 철 농도

가 최고 1.12 mg/l로 증가하였으며 철이 용존 되어

있는 유기물과 결합하면서 평균 철농도가 약 0.5 mg/l

이하로 낮아졌다. 

3. 철판의 표면적이 50 cm
2
 일때의 유입수 인의

농도변화에 따른 인제거효율

용해성 인의 평균제거율은 Fig. 4와 같이 인부하

량이 가장 낮은 반응조 No.3에서 92.8%로 가장 높

았으며, 이때 반응조 내 철의 평균농도는 79.4 mg/l

Table 1. Operating conditions in FNR-1 Process

Parameters
FNR-1 Process

No.1 No.2 No.3 No.4

Effective surface

area of iron (cm2)
400 300 200 -

Total Fe (mg/l) 81.7 67.4 44.8 -

PO4-P

Infuent 24.8 24.8 24.8 24.8

Effluent 2.4 2.7 3.2 15.3

R.E.(%) 90.3 89.1 87.1 38.3

mg P/mg Fe 0.274 0.328 0.472 -

F/M

(kgCOD/kgMLVSS)
0.105 0.102 0.097 0.089

MLSS (mg/l) 3,130 3,100 3,160 3,030

MLVSS (mg/l) 2,140 2,210 2,310 2,520

MLVSS/MLSS Ratio 0.68 0.71 0.73 0.83

SVI(ml/g) 67 74 82 109

HRT(hr)/SRT(day) 12/3 12/3 12/3 12/3

Fig. 2. Variation of PO4-P removal rate with the surface

area of Iron in FNR-1 Process.

Fig. 3. Variation of Iron of effluent with the surface area

of Iron in FNR-1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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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또한, 반응조 No.2에서의 평균 인 제거율은

석출된 철의 농도가 61.2 mg/l인 조건에서 87.4%로

나타났고, 반응조 No.1에서는 석출된 철의 평균 농

도가 54.3 mg/l인 조건에서 86.1%로 나타났다. 반면

에, 철을 투입하지 않은 대조 반응조에서는 38.2%

로 나타나 반응조에 유입되는 인부하량에 거의 관계

없이 철을 투입한 반응조에서 인 제거율이 49.2%

이상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출된 철산화물 당

제거된 인의 양은 유입수의 인의 농도가 클수록 크

게 나타나 반응조 No.1에서 약 0.663 mgP/mgFe인

데 비하여 유입수의 농도가 낮은 반응조 No.3에서

는 0.242 mgP/mgFe로 나타났다. 철판표면에서 석출

된 철의 평균농도는 유입되는 용해성 인의 농도가

높을수록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원인은 철

이 석출되는 양극의 철판표면에 부착된 용해성 인의

반응몰수가 높게 유지되어 전위차 에너지가 감소되

었기 때문에 철의 이온화율도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4. 철판의 표면적이 25 cm
2 일때의 유입수 인의

농도변화에 따른 인제거효율 

용해성 인의 평균제거율은 Fig. 5와 같이 인부하

량이 낮은 반응조 No.3에서 78.3%로 가장 높았으며

석출된 철의 평균농도가 35.4 mg/l이었다. 인부하량

이 높은 반응조 No.1와 반응조 No.2에서 석출된 철

의 평균농도가 각각 41.3 mg/l, 44.2 mg/l인 상태에

서 용해성 인의 평균제거율은 77.5%와 75.8%로 나

타났다. 반면에, 철판이 투입되지 않은 대조 반응조

에서는 유입수의 인농도가 20.7 mg/l인 조건에서 용

해성 인의 평균제거율은 28.5%로 나타났다. 유효표

면적 변화에 따른 인 제거에 관한 실험결과는 반응조

에 투입된 철의 유효표면적이 25 cm2인 상태에서는

철의 석출량 당 제거된 용해성 인의 양은 반응조 No1,

Table 2. Operating conditions in FNR-2 Process

Parameters
FNR-2 Process

No.1 No.2 No.3 No.4

Effective surface area 

of iron (cm2)
50 50 50 -

Total Fe (mg/l) 54.3 61.2 79.4 -

PO4-P

Infuent 41.8 29.3 20.7 20.7

Effluent 5.8 3.7 1.5 12.8

R.E.(%) 86.1 87.4 92.8 38.2

mg P/mg Fe 0.663 0.418 0.242 -

F/M

(kgCOD/kgMLVSS)
0.296 0.298 0.309 0.258

MLSS (mg/l) 3,180 3,080 3,120 3,170

MLVSS (mg/l) 2,300 2,290 2,210 2,640

MLVSS/MLSS Ratio 0.72 0.74 0.71 0.83

SVI(ml/g) 75 84 96 120

HRT(hr)/SRT(day) 8/6 8/6 8/6 8/6

Fig. 4. Variation of PO4-P removal rate with the influent

P concentration when the surface area of Iron is

50 cm2 in FNR-2 Process.

Table 3. Operating conditions in FNR-3 Process

Parameters
FNR-3 Process

No.1 No.2 No.3 No.4

Effective surface area 

of iron (cm2)
25 25 25 -

Total Fe (mg/l) 41.3 44.2 35.4 -

PO4-P

Infuent 41.8 29.3 20.7 20.7

Effluent 9.4 7.1 4.5 14.8

R.E.(%) 77.5 75.8 78.3 28.5

mg P/mg Fe 0.785 0.502 0.458 -

F/M

(kgCOD/kgMLVSS)
0.305 0.301 0.313 0.294

MLSS (mg/l) 41.3 44.2 35.4 -

MLVSS (mg/l) 3,260 3,340 3,170 3,150

MLVSS/MLSS Ratio 2,450 2,480 2,390 2,540

SVI(ml/g) 92 96 107 149

HRT(hr)/SRT(day) 8/6 8/6 8/6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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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 No.3에서 각각 0.785, 0.502, 0.458 mgPO4-P/

mgFe 범위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인제거를 위해 반

응조에 투입한 철의 석출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철판 표면적에 부착하는 유기물의 양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철판의 표면적당 인 부하량과 인 제거율의 상관관계

FNR 공정에서 반응조에 투입된 철판의 유효표면

적당 인부하량과 인 제거효율의 상관관계를 본 결과

는 식 (1)에서처럼, 철판의 유효표면적당 인부하량이

증가할수록 인제거율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원인은 철산화물의 표면적당 흡착될 수 있는

인의 양이 한정되어 있어 석출된 철의 양에 따라 인

제거량은 고정되어 있고, 또한 철판유효표면적당 인

의 부하량이 높을수록 철이 이온화되는 양극 철판표

면에 용해성 인의 반응 몰수가 높게 유지되며 전기

화학당량을 유지하는 전위차가 감소되어 철의 이온

화율도 감소되기 때문이다. 철의 전기분해 작용에 의

해 용해성 인의 제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반응

조에 투입되는 철판의 이온화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세척이나 유기물의 농도가 적은 방류수등을 활용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석출장치를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공정 중 투입되는 철판의 최적 유효표

면적산출은 식 (1)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RE = −0.27LS + 89.0 (r = 0.85)

RE =요구되는 용해성 인제거율, %

LS =철유효표면적당 인부하량, mgP/cm2·day (1)

IV. 고 찰

철판의 표면적에 따른 인제거효율은 철판표면적이

클수록 인의 제거율도 높게 나타났으며,8) 철판을 투

입하지 않은 반응조의 처리수의 인농도는 15.3 mg/l

로 인제거율은 약 38.3%로 나타나 철을 투입한 반

응조 보다 인의 제거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석출

된 철에 인이 제거되는 것은 Sahset Irdemez등6) 의

연구처럼 전기분해에 의해 석출된 철 이온과 용해성

인이 결합되어 제거되는 화학적 반응과 석출된 입자

상 철 표면에 인이 흡착되어 제거되는 물리적 반응

에 의하여 철산화물 형태로 침전되어 제거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10-14)

Cheong등8)의 연구에서도 막분리법에서 인제거율

이 떨어지나 철염을 주입후 약 44%의 인제거율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Sahset Irdemez6)등의 연

구에 철판을 사용하였을때 인제거율 90%까지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 철의 주입은 인의 제거에 큰 역

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판 표면적이 200 cm2

인 반응조의 전류밀도는 7.3 mA/cm2이며 인의 제거

율은 87.1%로 나타났으나 Sahset Irdemez등의 연구

처럼 1 mA/cm2 의 낮은 전류밀도에서도 인의 제거

효율이 90%로 높게 나타났다. 본 실험에 사용한 원

수는 하수처리장의 유입수에 인산이수소칼륨(KH2PO4)

를 넣었지만 Sahset Irdemez등은 증류수에 인산이수

소칼륨(KH2PO4)를 넣고 실험하여 인의 처리효율이

Fig. 5. Variation of PO4-P removal rate with the influent

P concentration when the surface area of Iron is

25 cm2 in FNR-3 Process.

Fig. 6. Relation of PO4-P removal efficiency(%) and P

loading/surfac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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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인의 제거율이 높게 나

타난 것은 운전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철판의 철산

화물이 수용액으로 용해되어 혼합되면서 인과 결합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석출된 철산화물 당 제거된

인의 양은 반응조에 투입된 철판의 유효 표면적이

200 cm2로 가장 적은 반응조에서 약 0.472 mgP/mgFe

인데 비하여 철판의 유효표면적이 400 cm2로 가장

큰 반응조에서는 0.274 mgP/mgFe로 상대적으로 낮

게 나타났다. 철판의 표면적이 50 cm2 일때의 유입

수 인의 농도변화에 따른 용해성 인의 제거율이 인

부하량이 가장 낮은 반응조에서 9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철판의 표면적이 25 cm2 일때의 유입수 인

의 농도변화에 따른 인제거효율도 인부하량이 낮고

미생물량이 적은 반응조에서 78.3%로 가장 높았다.

인제거를 위해 반응조에 투입한 철의 석출량을 증가

시키기 위해서는 유기물질이 적은 방류수를 투입하

거나 철판 표면적에 부착하는 유기물의 양을 감소시

키기 위한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

응조에 투입된 철판의 유효표면적당 인부하량과 인

제거효율의 상관관계를 보면 철판의 유효표면적당

인부하량이 증가할수록 인제거율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원인은 철산화물의 표면적당 흡

착될 수 있는 인의 양이 한정되어 있어 석출된 철

의 양에 따라 인 제거량은 고정되어 있고, 또한 철

판유효표면적당 인의 부하량이 높을수록 철이 이온

화되는 양극 철판표면에 용해성 인의 반응 몰수가

높게 유지되며 전기화학당량을 유지하는 전위차가

감소되어 철의 이온화율도 감소되기 때문이다. 운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음극 철판표면의 일부분은 검

은색의 산화물로 피막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데 이는 철자체의 표면적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

상이며 이로 인하여 철석출량이 감소할 수 있다.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을 주기

로 양극으로 사용된 철판을 음극으로 음극 철판은

양극으로 바꾸어 주어 음극의 철판표면에서 scale이

형성되는 것을 억제하여야 균일한 철염이 석출될 수

있다. 반응조에 투입된 철표면에서 적갈색의 FeOnH2O

철산화물이 부식되면서 점차 2가 및 3가 철이온을

공유하고 있는 입자성 Fe3O4로 전환됨에 따라 철표

면이 검은색으로 변화된 상태에서 철전극의 이온화

가 저하되었기 때문에 철봉표면에 스케일(scale)이

부착된 실험적 관찰과 일치하였다.15) 철의 전기분해

작용에 의해 용해성 인의 제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서는 반응조에 투입되는 철판의 이온화율을 증가시

키기 위한 세척이나 유기물의 농도가 적은 방류수등

을 활용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무산소조, 호기조, 철석출장치로 구성된 철 전기분

해장치에서 철판의 단위표면적당 인부하량이 인제거

율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철판을 넣은

반응조와 넣지 않은 반응조 모두 동일하게 12시간

의 수리학적 체류시간(HRT)과 3일의 고형물 체류시

간(SRT)으로 유지시켜 운전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철판 표면적이 많을 수록 석출되는 철의 농도가

많고 인의 제거율은 90.3%로 높게 나타났으나 철판

을 투입하지 않은 반응조의 인제거율은 약 38.3%로

낮게 나타났다. 석출된 철산화물 당 제거된 인의 양

은 반응조에 투입된 철판의 유효 표면적이 가장 적

은 반응조에서 약 0.472 mgP/mgFe인데 비하여 철판

의 유효표면적이 가장 큰 반응조1에서는 0.274 mgP/

mgFe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철판의 유효표

면적당 인부하량과 인 제거효율의 상관관계에서 인

제거율은 RE = -0.27LS + 89.0 (r = 0.85)으로 나

타나 철판의 유효표면적당 인부하량이 증가할수록

인제거율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철의 전기

분해 작용에 의해 용해성 인의 제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반응조에 투입되는 철판의 이온화율을 증

가시키기 위한 세척이나 유기물의 농도가 적은 방류

수등을 활용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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