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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experiment on phosphorus removal was performed by using microbubble liquid film flotation tank with 
microbubble module. After dissolving gas and liquid in dissolving tank, microbubble liquid film system created microbubbles in equal 
size under fixed low pressure. After being passed through A2O and m-O3 process, secondary treatment wastewater was used as influent 
in phosphorus removal process. When the T-P concentration of influent was 2.89 mg/L, alum(8%, 30 mg/L) was injected into a micro-
bubble flotation tank, the treatment resulted 94% of T-P removal rate. Remaining T-P concentration was less than 0.2 mg/L, which is 
in accord with the effluent quality standard. Seasonal variations in water temperature showed no differences in T-P removal property. 
When the inflow concentration of SS was 1.0 mg/L or more, it served as coagulation nuclei in the coagulation process. In that con-
dition, average T-P removal rate was higher than 97%. When 50% of floated scum was returned, coagulator Al included in scum 
assisted the injected coagulator and maximized the coagulation efficiency of pollutant. In such treatment, the T-P concentration was 
measured as 0.18 mg/L and satisfied the outflow water quality standard, which is 0.2 mg/L or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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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에서는 미세기포 액막화 부상조를 이용하여 인 제거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미세기포 액막화 부상조는 기

체용해탱크를 이용하여 부상 전 기․액을 충분히 용해시킨 후 일정한 저 압력으로 동일한 미세기포를 생성하도록 하는 방법
을 사용하였다. A2O 공정과 m-O3(미세기포 생성장치와 오존용해탱크가 결합된 공정)복합공정을 거친 2차 유출수를 인 제거 
공정의 유입수로 사용하였으며, 원수의 T-P 농도가 2.89 mg/L일 때, 8%의 Alum을 30 mg/L의 농도로 주입하였을 경우 T-P 제거
율이 94%를 나타내었고, T-P의 방류수수질기준인 0.2 mg/L 이하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는 
T-P 제거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SS의 유입농도가 1.0 mg/L 이상일 시 SS가 응집공정 내의 seed 역할을 하여 평균 T-P의 
제거율이 97% 이상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부상스컴을 50% 반송할 경우, 부상스컴 내에 포함되어 있는 응집제 성분 Al이 
주입되는 응집제의 역할을 보조하여 오염물질의 응집효율을 극대화 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T-P의 방류수
수질기준 0.2 mg/L 이하를 만족하는 0.18 mg/L의 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제어 : 미세기포, 미세기포 액막화 부상조, 인, 기체용해탱크, 응집

1. 서 론

인은 하수처리에서 미생물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영양

염류로서, 하수처리 공정에서 배출되는 막대한 양의 인은 조

류성장의 원인이 되어 하천의 부영양화를 유발한다.1)

1993년부터 2005년까지 물관리 정책으로 하수처리 및 하

수도시설에 투자된 비용은 약 26조원으로2) BOD등 4대강 대

부분의 하천에서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

나, 상대적으로 영양염류 등에 대해서는 대책이 미흡하여 총

인 등의 증가로 하천의 부영양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매
년 각 하천수계의 과조류 발생문제와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화학물질 증가 및 난분해성 유기물질 유입 등 새로운 오염

원의 증가로 인해 수질관리 지표 및 정책에도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하수처리장의 대부분은 질소와 인을 동시

에 처리하는 고도처리를 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현 하수처리

장의 처리수수질 총인기준을 강화시켜 2012년 1월 1일부터 

1일 하수처리용량 500 m3 이상의 하수처리 시설에서 방류하

는 수질의 총인 기준을 방류수역 4지역으로 구분해 I지역 

0.2 mg/L 이하, II지역 0.3 mg/L 이하, III지역 0.5 mg/L 이
하, IV지역 2.0 mg/L 이하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2) 

이는 현재보다 최고 10배 낮추어진 기준이므로 총인의 농도

를 낮추기 위해 용해성 상태의 인을 불용성 상태의 침전물

로 전환하는 방법 등 최근 응집과 미세기포를 이용한 부상

조의 고액분리기술로 인을 제거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3)

본 연구에서 이용한 미세기포 액막화 부상조는 일반적인 

가압에 의한 부상조와 다르게 기체용해탱크를 이용하여 부

상전 기․액을 충분히 용해시킨 후 일정한 저 압력으로 동

일한 미세기포를 생성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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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ception of pilot plant of flotation system use microbubble.

본 연구는 방류수의 인제거를 위해 응집 및 미세기포 액

막화 부상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최적 약품 주입량에 의한 

인의 제거와 경제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부상 슬러지를 재순

환함으로써 현장에 적용 가능한 미세기포 액막화 부상조 시

스템개발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2.1. 실험 장치

미세기포 액막화 부상조 실험에 사용된 유입수는 G시 하수

사업소에 설치된 15 m3/day 규모의 생물학적 처리공정(A2O) 
과 microbubble-Ozone을 이용한 슬러지 가용화 공정(m-O3)을 

거친 2차 처리수를 유입원수로 이용하였다.
m-O3공정에서 잉여슬러지를 인발하지 않고 가용화시키면 

인이 시스템 내부에서 계속 순환됨으로서 방류수의 인 농도

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증가된 인이 포함된 2차 처리수를 

유입수로 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에 이용한 Pilot Plant의 개략도와 각 반응조의 제원을 

Fig. 1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주요 공정은 급속교반조와 완

속교반조, 부상분리조, 처리수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 

필요 시설로는 부상슬러지 폐기조, 기체용해장치, 미세기포생

성 모듈, 응집제 주입설비가 있다.

Table 1. Dimension of reactor

Reactor Dimension

Flotation tank 500 W×1,000 L×750 H (mm) 

Coagulant tank 350 W×700 L×500 H (mm)

Rapid mixer 180 RPM

Alum pump 7.1 L/hr

Alum tank 20 L

2.2. 실험방법 및 분석항목

본 연구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11개월간 

운전하였고, 응집제로는 여러 폐수에 적용이 가능하고, 결정

이 부식성과 자극성이 없으며 취급이 용이한 Alum을 이용

하였다. Alum 주입 시 플럭이 가벼운 단점이 있으나, 본 실

험에서는 응집된 플럭을 부상 분리시켜 인을 제거하기 때문

에 8% 농도의 Alum을 사용하여 30 mg/L 주입하였으며, 가
압펌프의 운전압력은 2.5 kgf/cm2, 가압순환수 순환율 20%, 
스컴 반송율 50%, 교반강도(G)는 완속교반 215 s-1 급속교반 

37s-1로 운전하였다. 응집제에 의해 발생한 부상분리조의 부

상스컴은 부상분리조 후단에 설치된 부상스컴 폐기조로 이

송되고, 폐기된 부상스컴 중 일부는 스컴반송펌프를 이용하

여 급속교반조로 반송시켰다.
시료 채취는 각 공정별로 시료의 성상, 유량, 유속 등의 변

화를 고려하여 대표성 있는 시료를 채취하고자 하였다. Pilot 
plant에서 시료는 순간시료채수(grab sample)방법으로 채취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분석항목으로는 SS, BOD5, CODMn 

과 T-N, T-P 및 PO4-P 이며, 모든 시료의 분석방법은 수질오

염공정시험법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유입수의 특성

3.1.1. 유기물 변화 

인제거 실험기간 전의 유입수 수질자료를 분석하였다. 2007 
년 9월 1일부터 2008년 7월 31일까지 11개월 동안 생물학

적 처리공정과 microbubble-Ozone을 이용한 슬러지 가용화 

공정을 거친 2차 처리수를 분석하였다. 유입원수의 수온은 

최저 12.4℃에서 최고 26.8℃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실증 플

랜트가 실내에 위치하여 겨울철에도 약간 높은 수온을 유지

하여 평균 18.8℃의 수온을 나타내었다. pH는 평균 7.1을 나



44 大韓環境工學會誌 論文

이순화․강현우․이세한․권진하․정계주

Journal of KSEE Vol.34, No.1 January, 2012

Fig. 2. Variation of influent BOD5 and CODMn.

타내었으며, 실험기간 동안 pH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2에는 유입수의 BOD5와 CODMn 농도 변화를 나타내

었다. 유입수의 BOD5는 평균 5.4 mg/L를 나타내었고, CODMn 

은 평균 7.5 mg/L로 나타났다.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bC 
OD를 조사한 결과, bCOD의 평균은 5.5 mg/L로 조사되었으

며, 이는 Grady et al.4)가 제시한 bCOD/BOD의 생분해성의 일

반값 1.64에 비하여 1.02 값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유입수가 생물학적으로 처리되는 생분해성 유

기물질에 비해 난분해성 물질이 20% 정도 포함됨으로서 2
차 처리수의 생분해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전체 COD 중 SCOD가 차지하는 비율은 68.5%로 나타났

으며, 이는 미생물이 분해 가능한 물질을 나타내는 분율로

서 유입수의 bCOD 분율과 비슷한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3.1.2. 영양염류 변화

Fig. 3에는 유입수의 T-N, T-P의 농도 변화 및 PO4-P의 농

도를 나타내었다. T-N의 평균 유입 농도는 7.9 mg/L로 유입

되었으며 T-P 및 PO4-P의 경우 각각 평균 3.2 mg/L, 2.4 mg/L 

Fig. 3. Variation of influent T-N, T-P and PO4-P.

로 유입되었다.
T-P는 총인으로 유기성인과 무기성인(PO4-P)의 합으로 나

타내며 총인을 100%로 볼 때 70~80%를 무기성 인으로 본

다. 유입수의 T-P의 경우 1.4~4.8 mg/L의 변동 폭으로 유입

되었으며, 유입수 중의 PO4-P의 평균 농도는 2.4 mg/L로 조

사되었다. 따라서 유입되는 T-P의 약 75%가 PO4-P 형태의 

용존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2. 최적 약품 주입량

Fig. 4에는 Alum 8%의 주입량에 따른 T-P의 제거량 변화와 

처리율을 나타내었다. 원수의 T-P 농도가 2.9 mg/L일 때, 실
내실험(5회)으로 Alum 주입량을 결정하기 위해 Alum을 0~ 
60 mg/L로 증가시켰을 때의 처리율을 나타내었다.

Alum 주입량을 20 mg/L까지 증가시켰을 때, T-P의 처리율

은 직선적으로 비례하여 제거율이 증가하였으나, 방류수수질

기준인 0.2 mg/L 이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0 mg/L 주입 이후의 제거율은 완만하게 변화하였으며, 처
리수의 T-P 농도를 0.2 mg/L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T-P 
제거율이 93% 이상 제거가 가능한 Alum의 양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Alum 양을 30 mg/L 주입했을 경우 T-P 제거율이 94 
%를 나타내었으므로 본 연구의 Alum 주입량을 30 mg/L로 

결정하였다. Fig. 5에는 회분식으로 실험한 Al/P의 값을 나

Fig. 4. Concentration and removal rate of T-P depending on 
alum dose.

Fig. 5. Effects of Al/P mole ratio on the removal rate of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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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었다. Pilot plant에 미세기포 액막화 부상조를 설치하여 

A2O공정과 m-O3공정을 함께 운전 할 때의 Al/P의 값을 알아

보기 위하여 응집제 첨가농도 CAl을 구하기 위한 식은 식 (1) 
과 같다.

Alm
P

C
C insp

Al ××= . (1)

여기서, CAl = Al 첨가농도

P = 인의 원자량

Csp.in = 유입 인의 농도, 
m = 첨가 몰비

유입수당 액체 Al 첨가량 RAl･L (ml/m3)은 식 (2)와 같이 정

의된다.

∙ ××
××

×∙×



×∙


(2)

여기서, ρ = 응집제 Al의 비중(1.32)
O = 산소의 원자량

CAl･L = 응집제의 농도(%)

본 연구에서는 농도 8%인 Alum 30 mg/L를 주입하였으

므로 RAl･L값은 1.68 mg/L로 조사되었고, 유입되는 T-P의 

평균농도를 3 mg/L로 가정하고 그 중 P의 농도에만 해당하

는 Al : P의 몰비 값을 구한 결과 2.8로 조사되었다.
이론적으로는 알루미늄과 인은 몰비로 1 : 1 반응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회분식 실험 결과 Fig. 5의 그래프에

서 Al/P의 값이 0.5에서 1.5의 비율까지는 T-P의 제거율이 비

례적으로 증가하였으나 Al/P의 값이 2.0 이상에서는 T-P의 제

거율의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며 90% 이상의 T-P 제거율을 나

타내었다. 그러나 실제 인 부상조를 이용하여 연속식 실험결

과, Al/P의 값은 2.8로 조사되었다.
정리하면, Al : P의 몰비 이론 계산값은 1 : 1이나, 회분식 실

험에서 Al : P의 몰비 값이 1.5 : 1로 값이 증가하였고, 인 제

거 부상조를 운전한 경우 회분식보다 Al : P 몰비 값이 더 많

이 증가되어 2.8 : 1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응집반응은 실제 폐수에 의해서 변하는 경쟁반

응이므로 이론상 계산 Alum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이 필요하

며, 인 부하의 일변화와 주기적인 변화는 약품의 주입량을 변

하게 하므로 실험값을 기초로 하여 유량과 인의 부하를 고

려해야 한다. 또한 응집제 Alum은 인과 결합하여 AlPO4의 

침전생성 뿐만 아니라 유입수의 Sweep floc 형성 및 SS에도 

부착하므로, 이론적 계산값 보다 더 많은 Alum의 양이 필요

하다.
따라서 Pilot plant를 운전할 시에 많은 변수들이 생길 수 있

고, 안전율 또한 고려해야 함으로 이와 같은 Al : P 몰비의 차

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적 약품 주입량을 조사한 결과, 인 방류수 수질기준 0.2 
mg/L를 만족시키기 위해 부상조에 주입하는 30 mg/L의 8% 
Alum은 유입되는 인과 2.8 : 1로 반응하여 인 제거율 98%를 

나타내어 미세기포 액막화 부상조에 의한 인의 제거가 잘 이

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3. 수온 변화에 따른 제거특성

수온 변화에 따른 T-P제거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유입수온

이 20℃ 이상일 때를 하절기, 16℃ 미만일 때를 동절기로 나

누어 실험을 실시하였다. 하절기 동안 유입수의 수온은 20.0~ 
27.1℃로 평균 23.6℃을 나타내었고, 동절기의 유입수온은 

12.4~15.9℃로 평균 14.2℃로 조사되어 동절기가 하절기보다 

약 10℃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6은 하절기와 동절기의 오염물질 제거율을 비교한 그

래프를 나타내었다. BOD5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 걸쳐 동절

기의 제거율이 하절기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Fig. 7은 하절기와 동절기의 T-P 제거율을 나타낸 그래프이

다. 하절기와 동절기를 비교한 결과, T-P의 경우 하절기 97.3 
%, 동절기 97.4%로 별다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오염물질 제거가 미생물의 활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물

Fig. 6. Comparison of removal rate between summer and winter.

Fig. 7. Comparison of T-P removal rate between summer and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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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lationship between influent SS concentration and ef-
fluent T-P concentration.

리․화학적 처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공정이므로 온도의 

고저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4. 유입수의 SS 농도 변화에 따른 인 제거율

유입수의 SS 농도 변화에 따른 유출수의 T-P 농도를 Fig. 8
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 기간 동안 유입된 SS의 농도는 최소 0.43 mg/L에서 

최대 5.84 mg/L로 유입되었다. SS의 유입농도가 1.0 mg/L 이
상일 시 T-P의 제거율은 평균 97% 이상이고, 유입농도가 0.7 
mg/L 이하일 때는 T-P 제거율이 86%로 조사되었으며, T-P의 

방류수 수질기준인 0.2 mg/L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그 이상의 

농도로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SS 유입농도에 따라 제거되는 T-P의 농도를 분석

한 결과, 유입수의 SS가 적을수록 T-P의 제거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S의 농도가 최소 1.0 mg/L 이상 유입되

어야 SS가 응집공정 내의 seed 역할을 하여 플럭과 더 많은 

충돌기회를 가질 수 있음으로 T-P를 제거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부상 Scum 반송여부에 의한 제거

유입 SS의 영향에 따른 인 제거율을 실험한 결과, 유입 SS 
가 1.0 mg/L 이하일 때는 T-P의 방류수수질기준을 만족시키

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여 반응조의 seed 주입을 위한 부상

조의 스컴을 재순환 시키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부상슬러지

의 발생량을 측정하기 위해 부상분리조의 스키머에 의해 제

거되는 부상슬러지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부상슬러지의 발

생량은 평균 15 L/day 정도로 확인되었으며, Alum 투입 시의 

적당한 부상스컴 반송율과 부상스컴 내의 미반응 Alum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실시하였다. 유입수의 평균 

T-P 농도가 1.5 mg/L일 때 Alum 30 mg/L를 투입하여 부상스

컴의 반송율 변화에 따른 유출수의 T-P 농도 변화를 분석한 

그래프를 Fig. 9에 나타내었다.
이 실험은 주입된 Alum 중의 일부 미반응된 Al 농도가 스

컴에 포함되어 있다는 가정을 하고, 응집제를 일정하게 투입

했을 때 스컴의 반송율에 따라 응집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

Fig. 9. Variation of T-P concentration depending on scum re-
cycle rate.

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처리수의 수질은 유입수

의 수질변화에 비해 비례적으로 제거율 차이가 조금 나타났

으며, 대체적으로 높은 유입수의 처리수가 처리율은 좋은 것

으로 나타났다.
반송스컴을 투입하지 않은 경우의 유출수 수질은 0.3~0.5 

mg/L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나 반송스컴 투입 후에는 제거율

이 증가하여 반송스컴 30% 이상 투입 시 유출수의 T-P 농도

가 50% 이상 제거되었다.
스컴 반송율이 30%일 때 T-P의 처리수는 0.26 mg/L의 농

도로 나타났으며, 50%의 부상스컴을 반송시켰을 때는 방류

수수질기준 0.2 mg/L 이하를 만족하는 0.18 mg/L의 농도가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의 스컴 반송율을 50%로 정하고 하

루 반송스컴의 양을 7.5 L/day 정하였으며, 동일한 응집제 투

입 시 반송스컴양에 비례하여 제거율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

아 스컴 내의 잔류 Al이 응집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Alum 30 mg/L를 투입하여 응집․부상시킨 부상 

슬러지 그 자체에 미반응된 Al이 존재하여 인 제거 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Fig. 10에는 유입수 인 농도가 평균 

2.81 mg/L일 때 응집제를 투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 부상

스컴 50%를 응집반응조로 재순환하여 처리하였을 때의 효

과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Fig. 10. Variation of T-P removal rate in terms of lapse time 
without alum dose under scum re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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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로 응집제 투입 없이 5시간까지 부상스컴의 반송

만으로도 50% 정도의 T-P가 제거되었으며, 이는 부상스컴

을 반송하지 않고 Alum 10 mg/L를 주입할 때와 비슷한 효

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반송되는 부상스컴 

내에 포함되어 있는 응집제 성분 Al이 주입되는 응집제의 

역할을 보조하여 오염물질의 응집효율을 증가시키고 있음

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부상스컴 미반송 시에는 오염물질 처

리에 사용되는 응집제의 역할이 반송 시에 비해 상대적으

로 줄어들기 때문에 오염물질 처리율이 저하되는 것으로 사

료된다.
이 결과로 부상스컴 내의 응집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Al의 

일부가 응집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반송스컴 내 고형

물의 응집을 위한 seed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입 SS의 농도가 너무 낮은 경우, 응집반응식에 의해 결정

된 응집제 양을 투여하더라도 입자분자 상호간의 응집작용

이 쉽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부상스컴을 반송시키

면 부상조 내의 잔류 응집제 및 SS의 역할을 하여 처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부상슬러지를 반송

시키는 것이 인 제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6. 처리수 수질

Fig. 11은 모든 운전조건을 갖추었을 때의 유출수의 수질

을 항목별로 나타낸 것이다.
A2O 공정과 m-O3 복합공정을 거친 2차 유출수를 유입수

로 이용하여 8% Alum을 30 mg/L의 농도로 급속여과조에 

투입한 후에 완속여과조와 microbubble을 이용한 부상조를 

거친 후의 유출수를 분석하였다. 이때 발생되는 부상슬러

지 중 50%를 다시 응집조로 반송하였으며, 평균수온 19.
1℃, pH는 6.84로 조사되었다. 유출수의 BOD5와 CODMn의 경

우, 각각 평균 3.14 mg/L, 4.02 mg/L의 농도로 유출되었으며 

제거율은 47.4%, 44.7%를 나타내었다.
T-N의 유입은 7.9 mg/L였던 농도가 4.5 mg/L의 유출수 농

도를 나타내어 평균 39%의 제거율을 나타내었다. BOD5와 

CODMn, T-N의 경우, A2O 공정의 2차 유출수를 유입수로 사

용하였기 때문에 이미 처리된 깨끗한 유입원수지만, 미세

Fig. 11. Effluent concentration.

기포 액막 부상공정을 거친 후 약간 개선 된 것을 알 수 있

었다. T-P의 경우 유출수의 농도가 0.08 mg/L를 나타내었으

며, 이는 방류수수질기준인 0.2 mg/L를 만족시키는 좋은 결

과를 나타내었고 제거율 또한 97%에 달했다.
PO4-P의 경우 평균 2.49 mg/L의 농도로 유입되었으나, T- 

P와 마찬가지로 약 97%의 제거율을 나타내어 PO4-P의 농도

는 0.07 mg/L로 최종 유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SS의 유

입농도는 평균 4.0 mg/L였으나, 인제거 공정에서 응집제의 

결합이 일어나 플럭 형성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응집공

정 내의 seed 역할을 함으로써 93%의 SS 제거효과가 나타났

으며 평균 0.26 mg/L의 농도로 유출되었다.
따라서 미세기포를 이용한 미세기포 액막화 부상법의 처리

로 인해 A2O공정과 m-O3공정에서 해결하지 못한 T-P 농도를 

수질기준인 0.2 mg/L 이하로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BOD5와 

CODMn, T-N 및 SS의 유출수 농도도 더 좋아진 것으로 조사

되었다.

4. 결 론

1) A2O 공정과 m-O3 복합공정을 거친 2차 유출수인 인 제

거 공정의 유입수의 경우, BOD5와 CODMn의 평균농도는 5.4 
mg/L, 7.5 mg/L이고, T-N은 평균 7.8 mg/L, T-P는 평균 3.2 
mg/L, SS는 평균 4.4 mg/L의 농도를 나타내었고, 이 유입수

의 T-P 농도가 2.9 mg/L일 때, 8%의 Alum을 30 mg/L 주입

하였을 경우 T-P 제거율이 94%를 나타내어 방류수수질기준

인 0.2 mg/L 이하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수온변화에 따른 제거특성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

어 조사한 결과, 동절기의 제거율이 하절기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온도에 의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3) 유입수의 SS농도 변화에 따른 인 제거율을 조사한 결과, 

SS의 유입농도가 1.0 mg/L 이상일 시 T-P의 제거율은 평균 

97% 이상이고, SS가 응집공정 내의 seed 역할을 하여 플럭

과 더 많은 충돌기회를 가질 수 있음으로 T-P를 제거하는 데

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유입원수의 T-P 농도가 저농도일 경우 부상스컴의 반송

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부상스컴 내에 포함되어 있는 

응집제 성분 Al이 주입되는 응집제의 역할을 보조하여 오염

물질의 응집효율을 극대화시키고, 50%의 부상스컴을 반송시

켰을 경우 T-P의 방류수수질기준 0.2 mg/L 이하를 만족하는 

0.18 mg/L의 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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