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제지폐수의 난분해성물질에 의한 잔류
COD원 분석
6.1 서론
현재 국내 폐수처리장에서는 점차 강화되고 있는 수질 기준과 총량 규제에
따른 부과금의 산정등 외부적인 요건과 수질 처리 비용의 절감이라는 내부적인
요건에 따라 새로운 폐수처리 공법의 적용과 기존 폐수처리 시스템을 효과적으
로 운영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도출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미생
물의 자정능력에 의존하는 생물학적 폐수처리의 경우 미생물의 처리한계에 미
치는 난분해성 물질의 존재유무에 따라 처리수질의 농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폐
수처리 시스템의 적절한 운전관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난분해성 물질의 혹은 처
리한계 물질의 규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어렵다.
국내 제지폐수의 경우 화학펄프를 이용한 제지 생산 공정만을 가동하는 폐수
처리장은 처리 수질이 저농도로 일정 하게 배출되어 큰 문제점이 없으나 원료
생산공정을 갖추고 있는 폐수 처리장의 경우 대부분 부하변동이 심하고 폐수
잔류 COD 농도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폐
수처리 공법적 특성을 활용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잔
류 COD성분인 난분해성 원인 물질의 본질부터가 파악되지 않음으로서 적정
공법에 대한 활용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폐수처리장의 처리효율을 향상 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한
계 COD 원인물질을 규명하여 보다 효율적인 폐수처리장 운전 관리방안을 도
출하고자 한다.

6.2 연구사
미생물 생리학과 분자생물학의 발전에 따른 유전공학의 진보는 오염조절을
위한 생물공학 기술분야의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이러한 노력은 폐수처리에서
생물공학의 활용에 촛점을 맞추어 왔으며 폐수처리를 위한 유전공학적인 방법
과 고정화 기술의 개발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폐수처
리에 이용되는 미생물의 균주개량 및 유전자 조작등에 의한 미생물의 대사 및
기능에 대한 정보의 부족 때문에 전통적인 집적배양기술에 의해 분리된 미생물
이 상업화되고 있다.
유기성 폐수의 처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생물학적 처리공정
은 아직도 그 처리기작이나 처리 미생물의 구성 등이 알려지지 않은 많은 부분
이 있다. 이러한 이유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우선적으로 공학적인 접근에 기인
하는 것과 폐수의 다양성 및 복합성에 대한 생물학적 가변성에 기인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최근 생물공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이를 환경에 접목시키
려는 많은 연구자들의 노력에 의해 미생물에 의해 처리되는 생물기작의 원리가
상당히 밝혀 지고 있다. 또한 균주의 개량기술을 이용한 난분해성 혹은 생물독
성물질의 한계농도증가와 처리효율의 증대에 따른 경제적 비용의 절감등의 효
과가 나타나고 있다. 결국 유기성 폐수의 생물학적 처리시 효율성을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이에 관여하는 미생물의 선별과 선별된 미생물을 어떻게 이용하며
반응기 내에서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가 유기성 폐수의 처리를 위한 성공적인
지표로 제공될 수 있다.

6.2.1 Bioaugmentation의 이용

폐수처리공정의 일부를 개선하기 위해 자연환경에서 분리된 미생물을 선별적
으로 이용하는 것을 bioaugmentation이라 하며 반응조내에 생분해도를 유지 혹
은 증가시키기 위해 선별된 미생물을 첨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Bioaugmentation은 증가된 BOD의 제거와 sludge volume의 감소, sludge소
화조의 혼합배양액이용, 탄화수소화합물 및 유해성 유기화합물의 생분해도 증
가 등에 활용되어진다 그러나 순응기간의 필요와 접종후 생물반응조 내에서의
생육결핍과 낮은 생존성 등이 결점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런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85,86).

6.2.2 미생물 효소의 이용

효소는 폐수처리공정에서 유기물의 생물전환과 가수분해에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으며 phosphatase, aminopeptidase 그리고 esterase 등의 일부 효소는 폐
수 시료에서 검정되어 왔다. 또한 생물독성화합물의 처리능을 개선시키기 위해
미생물이 생산하는 효소제제를 실제 폐수처리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되
고 있다. 이러한 효소이용기술은 폐수처리 공정내에서 미생물에 의해 과잉 생
산된 다당류를 감소시키는 특이 효소의 이용으로 설명되어 지고 있다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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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고정화 미생물의 이용

일부 폐수처리공정은 자연적으로 고정화된 미생물을 기초로 하고 있다. 활성
오니 공정상에서 응집된 미생물과 살수여상의 암석표면과 플라스틱 표면의 부
착미생물이 고정화 미생물의 설명에 좋은 보기이다. 폐수처리에 이용되는 유동
상 반응조는 모래 혹은 다른 입자의 표면에 미생물을 고정화 시킨 것으로 혐기
성 폐수처리에 이용되고 있다. 미생물의 고정화 기술에는 entrapment,
adsorption, covalent binding 등이 있으며 고분자를 이용한 미생물의 캡슐화 기
술도 개발되고 있다. 고정화 기술의 사례로서 covalent bonding을 이용해
chitin 표면에 고정화시킨 P seudomonas속세균에 의한 염소화폐놀의 분해와
polyacrylamidehydrazaid에 고정화된 Alcaligenes속에 의한 고농도 폐놀화합물
의 분해 등이 보고되었으며 polyethylene grycol 수지에 고정화된 질산화 세균
을 이용해 활성오니의 질산화를 촉진시키는 방법 등이 보고되고 있다88).

6.3 이론적 배경
6.3.1 Xenobiotics의 생물학적 처리

산업 폐수에는 생분해성 유기물과 더불어 합성 유기화합물과 같은 난분해성
유기물 혹은 생물독성물질도 검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성분의 유입은 폐수처리
효율의 저하와 생물학적 처리의 한계에 이르게 하는 중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물학적 처리에 의한 유기화합물의 제거는 폐수의 조성과 처리유형, 고
형물 체류시간(SRT)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전형적인 호기성 생물학적 처리는
용존성 유기탄소의 약 85%까지 제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able 6-1은 생
물학적 처리 후 남은 용존성 유기화합물의 절반이 humic, fulvic, hymathomelanic acid로 구성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탄수화물과 단백질등 쉽게
분해될 수 있는 유기물은 용존성 유기물의 약 2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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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 Distribution and category of organic compounds
from biological treated effluent
otal COD (%)
Trickling filter stabilization pond
Proteins
21.6
21.1
Carbohydrates
5.9
7.8
Tannins and lignins
1.3
2.1
Anionic detrgents
16.6
12.2
Ether extracts
13.4
11.9
Fulvic acid
25.4
26.6
Humic acid
12.5
14.7
Hymathomelanic acid
7.7
6.7
T

Ac

tivated sludge
23.1
4.6
1.0
16.0
16.3
24.0
6.1
4.8

기성 생물학적 처리의 활성오니와 살수여상에 의한 생물독성물질의 제거에
관한 연구에서 활성오니법이 생물독성을 나타내는 유기화합물을 검정 한계 이
하까지 감소시키는 매우 효율적인 공정으로 조사되었다. Table 6-2는 생물학적
처리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제거에 관한 조사 결과로서 활성오니공정이
나 살수여상공정 모두 volatile organic compound를 91%이상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semivolatile compound 는 살수여상에서 41%～91%, 활성오니에서
57%～96%의 제거율을 보여 활성오니공정의 효율성을 입증하고 있다 ).
Linear alkylbezene sulfonate(LAS)와 같은 음이온 계면활성제도 활성오니공
정에서 99%이상 제거되며 양이온 계면활성제는 활성오니의 생분해 뿐만 아니
라 흡착과 침전에 의해 제거된다. 플라스틱 공업에 이용되는 phthalate ester는
활성오니의 미생물에 의해 신속하게 분해되어진다. 이러한 유기합성화합물의
생분해도는 분자 크기가 클수록 감소된다.
호

90

Table 6-2. Elimination of volatile and semi-volatile organic
compounds by biological treatment
ollutants
Semivolatile compounds
Bis(2-ethylhexyl)phthalate
Dibutylphthalate
Naphthalene
Phenanthrene
Pyrene
Fluoranthene
Isophorone
Bis(2-chloroethyl)ether
p-Dichlorobenzene
Phenol
2,4-Dichlorophenol
Pentachlorophenol
Lindane
Heptachol
Volitile compounds
Carbon tetrachloride
1,1-Dichloroethane
1,1-Dichloroethylene
Chloroform
1,2-Dichloroethane
Bromoform
Ethylbenzene
P

emoval

% R

i ling filter

Tr ck

7

6

81
89
90

83
85
65
31

86
91

55
41
4

6

64

tivated sludge

Ac

71
71
9

5

93
91
92
9

6

64
94
91

86
60
57
67

90

81

92

97

>97

>97

89
87
82
>98

8
95
68
>98
9

6.4 재료 및 방법
6.4.1 TLC 분석
난분해성 폐수성분의 정성, 정량분석을 위한 기초자료의 도출을 위해 성분물
질의 전개용매에 따른 이동성의 차이로 물질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조건은 전개용매로 아세트나이트릴(CH CN) 과 증류수(DW)를 80 : 20 으
로 조정하였으며 시료는 원심분리후 상등액을 20번 spotting 하여 전개하였다.
전개 plate는 silica F254(merck) 이었으며 발색시약은 30% H SO 로 발색하여
UV 254 nm에서 전개물질을 확인하였다.
3

2

4

6.4.2 HPLC 분석
C상에 나타난 물질을 보다 세분화된 물질로 정성분석하기 위해 HPLC
(LC-10AD, Shimadzu co. Ltd., Japan)로 분석하였다. 시료 100 ㎕와 CH CN
400 ㎕를 혼합하여 원심분리(12,000 rpm) 한 후 상등액 400 ㎕를 취하여 최종
30～40 ㎕로 농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Column은 각각 C18, sugar 그리고
GPC를 사용하였으며, 이동상은 각각 CH CN：H O(60：40), H2O, 그리고 H O
를 이용하였으며, flow rate는 각각 0.8, 0.5 그리고 0.5 ml/min이었다. 검출은
UV 254 nm에서 하였고, injection volume은 10 ㎕이었다.
TL

3

3

2

2

6.4.3 Gas Chromatography 분석
폐수시료에 함유된 탄화수소계열의 물질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
으로 실시하였다. 시료 100 ml을 ethyl acetate 100 ml로 추출한 후 상등액을
evaporation하여 최종 2 ml의 ethyl acetate에 녹여 GC (Varian 3400 CX GC,
USA)로 분석을 하였다. GC 분석에 사용된 column은 DB-1 capillary column
(30m×0.32mm, J&W Scientific, USA)을 사용하였고, column의 온도는 40℃ 에
서 3분간 유지한 후 5℃/min의 속도로 300℃까지 승온 시켰다. Injecter와
detecter 온도는 각각 250℃와 300℃로 조정하였고 carrier gas는 N 를 사용하
였다.
2

6.4.4 총당정량
henol-Sulfuric acid 방법을 이용하여 폐수시료중 총당을 분석하였다. 표준
곡선은 glucose를 정량 발색하여 490 nm의 흡광도 값으로 표준화 하였다. 실험
에 사용된 시약은 5% phenol(v/v)과 농축 sulfuric acid이며, UV-160A
Spectrophotometer (Shimadzu co. Ltd. Japan)를 사용하였다.
P

S

ample 200 ㎕

added 5% Phenol 200 ㎕
mix
added 1 ml Sulfuric acid
after 10 min mixing
after 30min Measurment (490 nm)
6.4.5 Lignin 정량

earl-Benson 법을 이용하여 폐수시료중 리그린을 발색 정량하였다. 표준물
질은 sodium lignosulfate를 정량 발색하여 430 nm의 흡광도 값을 환산 정량하
였으며 이를 표준곡선으로 시료중 리그닌을 정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시약은
초산(1+9),
NaNO
(0.1g/ml)
그리고 2.0 M NH OH이며, UV-160A
Spectrophotometer (Shimadzu co. Ltd. Japan)를 사용하였다.
P

2

4

6.5 결과 및 고찰
문용지 제조회사인 P사의 폐수처리장을 대상으로 폐수내의 난분해성
COD원을 조사하였다. 생물학적 폐수처리효율 증진을 위한 과정으로서 생물학
적 처리한계 COD원의 분석이 첫 번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COD와
BOD 값의 수치해석으로만 처리효율을 짐작할 수 있었으나 실제 처리효율의
제한성에 대하여서는 이들 수치로는 알 수 없는 실정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생
물학적인 처리효율의 한계성을 가지게된 원인물질의 규명을 위해 폐수의 발생
원과 폐수처리장내에서 각 폐수처리장별 폐수를 각각 대비하여 조사하였다. 제
지폐수의 오염물 구성원은 펄프유래의 리그닌, 셀루로우스, 헤미셀루로우스, 탄
닌 등 탄수화물 성분과 제지공정에 투입되는 유기성 약품, 폐지 탈묵과정에서
용출되어 나오는 수용성 잉크입자 등이 제지폐수의 용존성 COD원의 구성원으
로 추정되어지며 이들 중 벤젠기를 가진 약품 및 페놀유도체 화합물 등이 난분
해성 물질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원인 물질의 규명을
위해 연간 폐수처리장의 생물학적 처리효율성을 조사하고 폐수 발생원별 잔류
COD원을 분석하여 이를 활용하여 폐수처리장의 처리효율 상승을 이끌어 내고
자 하였다.
신

6.5.1 폐수처리장 수질기초분석
폐수처리장의 연간 수질 변화 및 폐수의 생물학적 처리효율을 알아보기 위하
여 TOC, CODmn, CODcr, BOD, MLSS, pH, N, P 등을 1년간 월 2회 폐수처
리장 각각의 구간 및 폐수 발생 구간에서 채취하여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는
Fig. 6-1, 6-2, 6-3에 수록하였다. P사 폐수처리장의 경우 3개 폐수처리공정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생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1폐수공정, 생산공정과
원료공정에서 벌생되는 폐수를 합하여 처리하는 2폐수공정, 원료공정에서 발생
되는 폐수를 처리하는 3폐수공정이 있다. Fig. 6-1은 1폐수 처리장의 연간 수질
변화를 조사한 결과로서 5월에서 9월사이에 유량변동 및 유기물부하의 변동폭
이 크게 발생하였으나 생물학적 처리효율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1폐수 처리
장 유입원수의 연간 평균 TOC는 314 mg/l, 1차처리수(예비폭기조)의 연간 평

균 TOC 215 mg/l 이었으며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친 #2-1, #2-2 폭기조 처
리수의 경우 각각 43.6 mg/l, 48.5 mg/l 로서 TOC의 생물학적 제거효율은
79.8%, 77.5%로 나타났으며 CODmn의 경우 생물학적 처리효율은 각각 77.9%,
77.3%로서 비교적 양호한 처리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BOD의 경우는
#2-1, #2-2 폭기조에서 모두 98% 이상의 높은 처리 효율을 나타내었는데 이
경우에서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유기원의 제거효율은 현재의 폭기조 운전
조건으로도 이미 최대로 충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처리수의 연 평균
BOD/COD의 비가 0.15 이하로 처리수를 구성하는 COD성 물질은 대부분 미생
물이 분해하기 어려운 물질로 구성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Fig. 6-2는 2폐수 처리장의 연간 수질 변화를 조사한 결과로서 유입 원수에
대한 유기물 부하변동은 대체적으로 심한 편이었으며 SPC에서의 물리화학적
처리효율은 COD 15.2%, BOD 10.4% 으로서 유입 원수의 유기물 형태는 대부
분 용존성 비 전하물질로 추정되었다. 2폐수 처리장의 연평균 COD는 유입 원
수 326.9 mg/l, SPC 처리수 277.2 mg/l, #2-4 순산소조에서 86.1 mg/l 로서
COD의 생물학적 처리율은 68.9 % 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BOD는 각각 450.6
mg/l, 403.7 mg/l, 11.1 mg/l 로서 생물학적 BOD 제거율은 97%이상의 높은 활
성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1폐수와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처리수의 BOD/COD 비
율은 0.15이하의 난분해성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1, 2폐수 처리
장의 생물학적 처리가 효과적으로 운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분해성 물질
로 인해 COD 제거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3폐수 처리장은 생산공정폐수가 일부 유입되고 있지만 대부분 원료공정상에
서 발생되는 폐수의 유입으로 부하가 높으며 원료공정 특성상의 물질들이 유입
되어지리라 예상된다. Fig. 6-3은 3폐수 처리장의 연간 수질 변화를 조사한 결
과이다. 유입원수의 경우 용존성 COD변화는 최대 1,353 mg/l에서 최소 873
mg/l으로 연평균 1,094 mg/l이었으며 #1-3 침전처리수의 경우 최대 898 mg/l,
최소 413 mg/l, 연평균 512 mg/l로 조사되었다. 이때 화학침전처리의 용존성
COD제거효과는 약 53%정도로 비교적 적당한 효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생물학적 처리효율을 보면 #2-6 순산소 처리조에서의 연 평균 COD는 239
mg/l 로서 #1-3침전처리수에 비해 약 53%의 생물학적 처리효과를 가지고 있음
을 알 수 있었으며 #2-3 폭기조에서의 연 평균 COD는 162.7 mg/l로서 #2-6
처리조 대비 약 32%의 제거할성을 나타내고 이었으며 3폐수 유입수 COD원에
대한 연 평균 생물학적 처리효율은 약 68%로 조사되었다. 반면 1, 2 폐수처리

장과 같이 3폐수 BOD원의 제거효율은 #2-6 순산소조를 거치면서 약 96%의
제거효율이 나타나고 #2-3 폭기조에서 여분의 BOD원을 제거하여 전체적으로
약 98% 이상의 높은 생물학적 처리활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일반적인 제지폐수의 표준활성오니방법에 의한 생물학적 처리효율로서 COD
65～70%, BOD 90～95% 정도로 나타나는 효율성보다 현장 효율성이 높다는
것은 현장 관리 조건이 비교적 충실한 상태이며 따라서 적정 운전 조건인 상태
로 운전되어지고 있음을 판단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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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 Annual variation of water quality in the 1st wastewater.

OC

2폐수 TOC

T

350
300
250

원수
RW
S PC
SP
2-4#2-4
순산소

C

200
150
100
50

Nov-01

Oct-01

Sep-01

Aug-01

Jul-01

Jun-01

May-01

Apr-01

Mar-01

Feb-01

Jan-01

0

CODmn

2폐수 SCO Dmn

S

600
500
400

RW
원수
SP
SPC
2-4#2-4
순산소

C

300
200
100

Nov-01

Oct-01

Sep-01

Aug-01

Jul-01

Jun-01

May-01

Apr-01

Mar-01

Feb-01

Jan-01

0

BOD5

2폐수 SBO D5

S

700
600
500
400

원수
RW
SPC
SP
2-4#2-4
순산소

C

300
200
100

Nov-01

Oct-01

Sep-01

Aug-01

Jul-01

Jun-01

May-01

Apr-01

Mar-01

Feb-01

Jan-01

0

2폐수 MLSS

MLSS

4500
4000
3500
3000

2-4
순산소
#2-4

2500
2000
1500

Nov-01

Oct-01

Sep-01

Aug-01

Jul-01

Jun-01

May-01

Apr-01

Mar-01

Feb-01

Jan-01

1000

Fig. 6-2. Annual variation of water quality in the 2nd waste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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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 Annual variation of water quality in the 3rd wastewater.

able 6-3에 나타난 결과는 각 폐수처리장의 생물학적 처리시설의 적정 운
영조건을 알아본 결과로서 Table 6-4와 같이 일반적인 순산소활성오니법과 표
준활성오니법의 운전인자와 비교해 보면 1, 2폐수처리장의 경우 적정 범위에서
운전되어짐을 알 수 있으나 3폐수처리장의 경우 #2-6 순산소조의 경우 설계 운
전조건보다 상향되어 고부하로 운전되고 있고 #2-3폭기조의 경우는 저부하로
운전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폐수의 특성상 운전조건이 달라 질 수 있으며
3폐수의 경우와 같이 난분해성 유기원이 다량 존재할 경우 일반적인 설계 기준
치를 준수하기보다는 폐수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운전조건이 필요로 하며 실제
현장의 BOD 및 COD의 제거효율과 비교해 보면 적절한 운전조건임을 알 수
있었다.
T

Table 6-3. A quater average F/M ratio of the each A/T
1/4
#2-1

기조
1st
#2-2
폭기조
#2-4
nd 순산소
#2-6
d 순산소
#2-3
폭기조
폭

2

3r

.
0.26
0.16
0.96
0.03
0 23

2/4

.8
0.47
0.54
1.00
0.04
04

3/4

.5
0.19
0.45
1.37
0.03
02

4/4

.8
0.29
0.52
1.18
0.06
02

verage
0.31
0.30
0.42
1.13
0.04

A

Table

6-4. The operating condition with OA/T & A/T
O gen O ) Aeration (A/T)
DO at Aeration (mg/l)
4～10
1～10
Aeration time (hrs)
1～3
6～8
MLSS (mg/l)
3,000～4,000
1,500～2,000
BOD (kgBOD/m .day)
0.9～2.4
0.8
F/M (kgBOD/kgMLVSS)
0.3～0.6
0.2～0.4
Recyle sludge ratio (%)
20～100
20～30
Residual sludge
0.5～0.8
0.7～1.0
(kgVSS/kg removal BOD)
xy

( A/T

3

6.5.2 TLC를 이용한 폐수성분분석
폐수에 존재하는 복합적인 유기원은 각각의 유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따라
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여러 가지 미지시료의 분석방법이 있는데 물질의 분
자량에 따른 분석, 물질이 가지고 있는 탄소의 구조와 특성, 용매에 따른 물질
의 이동특성등에 따른 정량 정성적인 분석방법 등 물질에 따라 단일 혹은 여러
가지 방법을 혼합하여 물질을 규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폐수의 잔류 COD원이
될 수 있는 유기원을 크게 분류하여 주요한 원인물질을 최종 방류수와 비교 분
석하면서 찾아보고자 하며 본 연구에서는 폐수내에 용존되어 있는 미지물질의
초기 분류를 위해 특정 용매에 대한 물질의 이동특성을 이용한 정성 분석방법
인 TLC (Thin Layer Chromatography)법을 이용하였다.
Fig. 6-4는 각 폐수처리장에서 채취한 폐수시료를 원심분리 한 후 용존성 물
질만을 니트릴아세테이트를 이용한 전개용매에 전개시킨 결과로서 각 폐수처리
장에서 거의 유사한 Rf값을 가지고 있는 전개특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생산공정과 원료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 중 공통적 특징을 가진 물질이
최종적으로 폐수 중에 남아있는 난분해성 유기원 중 하나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폐수와 2폐수는 거의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었는데 특히 Rf값이 높은 밴

는 화학침전 처리조 보다 옅은색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생물학적 처리조인
#2-1, #2-2, #2-4 폭기조에서 여기에 상응하는 물질이 분해되고 있음을 의미하
고 있다.
Fig. 6-5와 6-6은 3폐수 처리장에 유입되는 원료공정폐수를 비교 분석한
TLC 결과로서 발색방법을 달리하여 황산 발색과 254 nm에서의 자외선 발색으
로 구분하였다. Fig. 6-5는 3폐수 원수와 침전처리수, #2-6 순산소처리수, #2-3
폭기처리수, DIP 공정수, TMP 공정수를 각각 전개용매로 전개시켜 황산 발색
한 결과로서 생물학적 처리조의 경우에 발색된 물질이 결국 미분해된 유기원으
로 추정되며 이는 발생원 폐수와 비교해 보면 동일한 Rf값을 나타내는 DIP 공
정수에서 유래된 물질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유기물 부하량이
높은 TMP 공정수보다 생물학적으로 난분해성 물질이 DIP 공정수에서 유래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Fig. 6-6은 발생공정수를 세분하여 DIP1+2, DIP3,
DIP4 공정수와 TMP 공정수를 3폐수와 비교하여 전개하였다. Rf값이 높은 밴
드는 DIP 공정수와 TMP 공정수가 가진 공통적인 물질로 추정되며 이는 생물
처리가 가능한 물질로 판단되나 아래에 나타난 밴드는 각 공정별로 상이한 Rf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본 결과에서는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COD 유발물질로서
DIP1+2, DIP4 공정수에서 유래된 물질로 판단되었다.
Fig. 6-7은 신문원지 및 신문지를 알칼리 조건에서 열수로 가수분해한 후 이
를 전개용매로 전개한 결과이다. 3폐수 원수와 비교하여 Rf값이 높은 영역은
각종 생산용지와 신문지 가수분해 물질과 거의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폐수 전개영역의 낮은 Rf값의 대역에는 일치되는 물질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Rf값이 높은 대역의 물질은 지종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포함
되어 있는 물질로 판단되며 이들 물질이 폐수계 내로 유입되어 중요 COD원으
로 구성되어 있음을 추정된다. 반면 이들 물질은 Fig. 6-6과 같이 생물학적 분
해가 일어나는 물질임을 알 수 있으나 폐수전개도에서 Rf값이 낮은 영역의 물
질은 지종과는 연관성이 없이 발생공정상에서 유출되는 물질로 판단된다. 이상
의 결과는 페수 전개도에서 나타난 2개의 중요 영역 중 하나는 생물분해가 가
능한 종이가 가진 천연 탄수화물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고
지탈묵등 원료 공정상에서 투입되는 약품 혹은 그 추출물질로서 추정할 수 있
었다.
드

1 2 3 4 5 6 7 8 9 10 11
Fig. 6-4. TLC analysis of the each treated wastewater.
1: 1st raw, 2: 1st pre-aeration, 3: #2-1, 4: #2-2, 5: 2nd raw,
6: 2nd spc , 7: #2-4, 8: 3rd raw, 9: 3rd ppt, 10: #2-3, 11: #2-6

1 2 3 4

5 6

Fig. 6-5. TLC analysis with H 2SO 4 treatment of
the 3rd wastewater.
1: 3rd raw, 2: #1-3, 3: #2-6, 4: #2-3, 5: DIP, 6: TMP

1 2 3 4 5 6 7 8
Fig. 6-6. TLC analysis with UV treatment of the
3rd wastewater.
1: 3rd raw, 2: DIP1+2, 3: DIP3, 4: DIP4,
5: TMP, 6: #1-3, 7: #2-6, 8: #2-3
ig. 6-8은 제지공정상 나타날 수 있는 각종 고분자 탄수화물을 가수분해 후
3폐수 시료와 비교한 결과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폐수 시료의 Rf값이 높은 영
역과 일치하는 물질로서 리그닌 가수분해물이 유사한 Rf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는 결국 목재 유래의 리그닌과 그 유도산물이 종이 원지에 잔
존하고 있으며 이들 물질이 폐수의 COD원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
다.
Fig. 6-9는 원료공정상에 투입되는 각종 첨가제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로서
첨가시료를 각각 채취하여 시중에 나오는 신문지를 고지 재생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하여 각 처리조건에서의 물질을 전개하였다. 첨가시료는 탈묵제 1, 탈묵제
2, 탈기제, 세척제로서 각각의 구성성분은 지방족 계면활성제가 주성분이었다.
전개 결과에서 세척제를 처리한 전개영역이 3폐수 원수의 전개 Rf값과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로서 세척제 자체의 영향성인지 혹은 세
척제로 유래된 다른 물질인지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우며 또한 기타 첨
가시료의 폐수내 영향성도 이 결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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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 6-10은 폐수시료에서 전개된 물질 중 Rf값이 높은 영역이 리그닌 유도
물질임을 확인하는 실험으로 리그닌 유도물질로 알려진 vanillin, cophenyl
alcohol, coumarin 등을 폐수시료와 비교 분석하였다. 실험결과 폐수시료와 유
사한 리그닌 유도 물질은 sinapinic acid 와 syringic acid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리그닌이 고분자형태로 폐수에 유입되는 것 보다 가수분해의 과정
을 거친 유도산물의 형태로 폐수내에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종전
국내 제지폐수의 생물학적처리에 있어 백색부후균 등을 이용한 리그닌 분해 양
상을 리그닌 자체의 분해양상에서 리그닌 유도산물의 분해양상으로 제지폐수의
생물학적처리 관점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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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7. TLC analysis of news paper dehydration.
1 : Low-text, 2 : Hi-text, 3 : News paper A,
4 : News paper B, 5 : News paper (black),
6 : News paper (color), 7 : 3rd raw waste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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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8. TLC analysis of lignin, acrylamide,
polysaccharide dehydration.
1 : Xylan, 2 : C.M.C, 3 : Lignin, 4 : Starch,
5 : Acryl amide, 6 : 3rd ww

1 2
3 4 5 6 7 8
Fig. 6-9. TLC analysis after treatment of news paper.
1. 3rd RW, 2. News paper, 3. NP + DIA I, 4. NP + DIA II
5. NP + DFA (SF), 6. NP + Hi-cleaner, 7. #2-3 aeration tank
8. #2-6 Oxygen tank
RW; raw wastewater, NP; news paper, DIA; deinking agent
DFA; deforming agent

1 2 3 4 5 6 7 8 9 10 11
Fig. 6-10. Comparative analysis of lignin derivatives.
1, 2: coniferyl alcohol, 3, 4: coumarin, 5, 6: sinapinic acid,
7, 8: syringic acid, 9, 10: vanillin, 11 : 3rd raw wastewater

6.5.3 HPLC를 이용한 폐수성분분석
개의 상 사이에서 혼합물 개개의 성분이 분배되는 정도가 다른 성질을 이
용하여 각각의 성분을 분리하는 기술, 즉 두개의 상중 1개의 상은 표면적이 넓
은 고정상을 많이 쓰고, 이동상으로는 불활성기체를 사용하거나 혼합물을 녹이
면서 반응하지 않는 액체를 사용한다. Liquid chromatography는 이동상을 액체
를 사용하는 경우로, 이경우 시료가 두상에 대해서, 어떤 상호작용으로 일정한
분배 혹은 분포계수를 갖게 되어 상호 분리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HPLC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hpy)는 GPC (gel permeate column)방
식으로. 이는 다공성 충진제를 채운 컬럼을 사용하여 용액중 에서 분자의 크기
에 따라 분리하는 방법으로 폐수속의 미지물질을 분리하였다.
Fig. 6-11부터 Fig. 6-16는 3폐수 시료를 발생공정과 비교하여 물질을 검출
한 결과로서 폐수원수의 경우 4.5분대의 RT값을 가진 물질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이 물질은 1차 응집 침전과정에서 대부분 소멸되고 RT 2.2 물질과 RT
4.8의 물질이 주종으로 전환되고 생물학적 처리를 거친 이후의 물질분석에서
다시 RT 2.2와 RT 1.9의 물질이 최종적으로 남아서 방류 COD원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Fig. 6-12과 6-13에서 RT 2.2 이상의 물질은 생물
분해가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었으나 본 그래프상의 물질분류는 10,000 이하
의 분자량을 가진 물질만을 검출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상대적으로 고분자 보
다 저분자의 물질이 잔류되어 있음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물질의 정확한 동
정은 예상될 수 있는 시료와의 비교 검토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며 예상 시료
에 대한 검토작업으로서 Fig. 6-14, 6-15, 6-16에 나타낸 DIP 공정수를 비교하
였다. 그림에서 1+2DIP 공정수가 3폐수 원수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으
며 각 공정수별로 주요 구성물질이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
의 결과에서 HPLC를 이용한 물질분석은 TLC 결과와 비교해 보면 생분해가
일어나는 물질은 당화합물이거나 리그닌 유도체일 가능성이 크며 이들의 분해
정도를 TLC 결과에 비해 명확히 알 수 있었다.
두

Fig. 6-11. HPLC analysis of the 3rd raw wastewater.

Fig. 6-12. HPLC analysis of sedimentate treated of
the 3rd wastewater.

Fig. 6-13. HPLC analysis of the 3rd wastewater (#2-6).

Fig. 6-14. HPLC analysis of the wastewater of 1+2DIP process.

Fig. 6-15. HPLC analysis of the wastewater of 3DIP process.

Fig. 6-16. HPLC analysis of the wastewater of 4DIP process.

ig. 6-17, 6-18, 6-19는 폐수에 함유된 당화합물을 규명하고 잔류 당성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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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석용 칼럼을 이용하여 조사한 HPLC 결과이다. 제지폐수는 종이의 주원료
인 cellulose 성분을 목재에서 추출 해리 조합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발생되
는 폐수로서 목재유래의 당 화합물인 cellulose, hemicellulose, lignin, mannan,
xylane 등이 용출되어 폐수의 주요성분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들 물질이 폐
수내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cellulose, xylane, mannan이 각
각 가수분해 후 단당으로 전환될 수 있는 glucose, xylose, mannose를 표준으
로 하여 비교 검토하였다.
Fig. 6-17은 3폐수 원수를 추출하여 당분석한 결과로서 표준물질의 체류시간
은 9.5분에서 glucose, 10.6분에서 xylose, 13.2분에서 mannose가 검출될 수 있
는데 결과와 같이 원수성분 속에는 많은 양의 glucose가 검출되고 있으며 또한
xylose와 mannose도 일부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폐수내의 당 화합물의
주요 성분은 cellulose를 비롯하여 일부 xylane, mannan 등의 고분자 당화합물
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당화합물중 Fig. 6-18, 19의 결과와 같
이 생물학적 처리를 거치는 동안에 cellulose 유래의 glucose는 거의 소멸되어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xylane 유래의 xylose와 mannan 유래의 mannaose는 일
부 감소되고 있으나 여전히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xylane,
mannan 등의 고분자 당 화합물이 분해되지 않고 여전히 잔류되어 잔류COD
원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xylane, mannan
등은 일반미생물에 의해 생물분해가 다소 까다로운 물질로 알려져 있으나 적응
된 미생물에 의해 생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폐수 처리장에서는 적절한 운전조
건으로 이를 조절하면 잔류 당에 의한 COD부하를 조금이라도 감소시킬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glucose
xylose
mannos
e

Fig. 6-17. Sugar analysis on the 3rd raw wastewater by HPLC.

glucose
xylose

Fig. 6-18. Sugar analysis of 3rd wastewater (#2-6)
by HPLC.

mannose
xylose

Fig. 6-19. Sugar analysis of 3rd wastewater (#2-3)
by HPLC.

6.5.4 GC를 이용한 폐수성분분석
C (gas chromatography)는 고정상위로 불활성기체(N , H 등)를 흘려보내
휘발성 물질을 분리하는 것으로 주로 탄화수소계열의 물질을 분석하는데 이용
된다. 본 연구에서는 폐수내 탄화수소 물질을 분석함으로서 제지공정 상에서
첨가될 수 있는 탈묵제, 탈기제, 세척제 등의 계면활성물질이 폐수처리장으로의
유입되어 생물학적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검토하고 기타 탄화수소
물질이 최종적으로 잔류된다면 어디서 유래된 물질인가를 파악하고자 GC를 실
시하였다. Fig. 6-20은 표준물질의 체류시간을 조사한 결과로서 decane(C ),
hexadecane(C 6) 등 알칸계 탄화수소를 이용하여 적정분석조건에 따른 체류시
간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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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0. Gas chromatogram of standard hydrocarbon compounds.

ig. 6-21부터 Fig. 6-26까지는 폐수시료를 ethyl acetate로 추출하여 이를
1000배 농축한 후 GC로 검출한 결과이다. Fig. 6-21의 1폐수 원수의 GC 검출
결과를 표준물질의 체류시간과 비교해보면 C 8과 C 등의 탄화수소화합물이
검출되고있으나 Fig. 6-22의 결과와 같이 #2-1폭기조를 거치면서 어떤 물질도
검출되지 않았는데 이는 폭기조에서 C 8 등의 탄화수소 화합물을 생물분해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검출되는 량이 미량이라 시료 채취 상황에 따라 오차
의 범위도 클 것으로 판단된다.
2폐수의 GC분석 경향은 1폐수의 경향과 거의 유사하였는데 원수의 GC분석
경향에서 체류시간 24분대의 C 5의 탄화수소가 주요 성분으로 검출되며 C 8,
C , C 5의 탄화수소 화합물이 검출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폐수의 생물학적
처리조(#2-4)를 거친 결과에서 대부분의 탄화수소 화합물이 제거되고 있지만
C 과 C 5 계열의 탄화수소 화합물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탄소계
열의 물질이 결국 한계 COD원을 구성하는 요소로 판단된다.
Fig. 6-25는 3폐수 원수의 GC분석 경향으로 1, 2폐수원수의 GC 결과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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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면 C 계열의 탄화수소는 각 폐수에 공통적으로 함유된 물질로 판단되며
C , C 계열의 탄화수소 는 3폐수에만 존재하고 있으며 C 8 과 C 5 계열의 탄
화수소의 비중이 1, 2폐수에 비해 훨씬 줄어들었다. 그러나 3폐수의 생물학적
처리결과인 Fig. 6-26의 결과에서 3폐수의 주요 발생성분으로 추정된 C 와 C
계열의 탄화수소가 현격히 줄어들고 C 와 C 5 계열의 탄화수소가 잔류되어
나타나고 있는 결과는 1, 2폐수와 3폐수의 주요한 난분해성 COD 원인물질이
원료공정과 생산 공정에서 공통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물질임을 나타내고 있으
며 이러한 결과들은 TLC 결과에서 제시한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Fig. 6-27과 Fig. 6-28은 폐지 해리과정의 제지 원료공정상에서 유기 부원료
로 주로 사용되는 탈묵제를 폐수의 GC와 비교하기 위하여 폐지 탈묵제의 원액
을 일정비율 희석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탈묵제 A의 경우 주요성분이 C , C ,
C 의 탄화수소가 주로 포함된 계면활성화합물로 분석되었으며 탈묵제 B의 경
우는 주요 구성탄소가 C 이상의 고분자 탄화수소화합물로 이루어진 계면활성
화합물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상의 두가지 탈묵제와 3폐수와의 연관성을
GC로 비교한 결과 주요 구성 탄소계열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결과
는 탈묵제성분이 폐수의 COD 구성물질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난분해성 COD
원인물질로 제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타 부원료로서 탈기제와 세척제 등의 유기원에 대한 GC 분석은 Fig.
6-29의 탈기제 A, Fig. 6-30의 탈기제 B, Fig. 6-31의 세척제로 나타내었다. 탈
기제 A과 탈기제 B는 거의 유사한 계열의 탄화수소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었으
며 세척제는 휘산성이 강한 탄화수소 계열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결
과에서도 폐수의 잔류성분과 유사한 계열의 탄화수소 계열은 확인 할 수 없었
다. 그러나 이러한 GC 결과는 각 부원료 성분이 폐수처리장의 생물학적 처리
에 미치는 생물 독성등에 관한 영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잔류 탄화수소
의 계열성으로 미루어 이들 성분이 폐수처리장내에 유입되는 농도가 주요 성분
보다 대비함량이 낮아 GC로 검출되지 않을 수 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 제
시로는 미흡한 점이 있지만 현재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현상에서 GC분석결과
들을 살펴보면 폐수속에 잔류되어 있는 난분해성 COD 물질은 생산공정과 원
료공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물질로 파악되며 또한 폐지 탈묵제 등
부원료들의 영향은 파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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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1. Gas chromatogram of the 1st raw wastewater.

Fig. 6-22. Gas chromatogram of the 1st aeration tank
(#2-1) supernatant.

Fig. 6-23. Gas chromatogram of the 2nd raw wastewater.

Fig. 6-24. Gas chromatogram of the 2nd wastewater
(#2-4) superna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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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5. Gas chromatogram of the 3rd raw waste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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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6. Gas chromatogram of the 3rd wastewater
(#2-3) superna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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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7. Gas chromatogram deinking agen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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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8. Gas chromatogam of deinking agent (B).

Fig. 6-29. Gas chromatogram of deforming agent (A).

Fig. 6-30. Gas chromatogram of deforming agent (B).

Fig. 6-31. Gas chromatogram of the cleaner.

ig. 6-32와 Fig. 6-33은 원료공정상의 발생폐수의 성상이 고지탈묵제 처리
종류에 따라 어떤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고지 해리 공정
에서 직접 채취한 시료를 GC로 분석한 결과이다. 탈묵제 II을 사용한 처리수는
자체의 GC 경향과는 다른 탄소수 20개 이하에서 주요성분이 검출되고 있으나
탈묵제 I를 사용한 처리수는 탄소수 27개 이상에서 탄화수소화합물이 검출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3폐수의 생물학적 처리수(Fig. 6-34)와 발생공정수인 DIP
공정수(Fig. 6-35)을 비교하여 보면 탈묵제 II을 처리한 탈묵해리수와 유사한
탄소성분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탈묵제의 폐수에 대한 영향성이 탈묵제 자체의 영향성 보다
탈묵효율이 높으므로서 고지에서 탈리되어 나오는 친수성 탄화수소화합물을 새
로이 형성하여 이들이 폐수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추정되었다.
F

Fig. 6-32. Gas chromatogram of filtrate after deinking
agent (II) treatment.

Fig. 6-33. Gas chromatogram of filtrate after deinking
agent (I) treatment.

Fig. 6-34. Gas chromatogram of wastewater of the
aeration tank (#2-3).

Fig. 6-35. Gas chromatogram of the wastewater of
DIP process.

C상에 나타난 결과와 HPLC와 TLC 상에 나타난 분석결과는 생산공정과
원료공정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물질이 잔류 COD원을 구성하는 난분해
성 물질로서 리그닌 유도산물과 xylane과 같은 고분자 당 화합물이 한 축을 이
루고 있으며 원료 공정 상에서 주로 나타나는 탄소 20개 내외의 탄화수소 화합
물이 또 다른 잔류 COD 원으로 추정 할 수 있었다. 여기서 탄화수소 화합물의
정성 적인 분석을 위해 GC-MS를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물질의 동정을 실시하
였다(Fig. 6-36.). 시료의 준비는 TLC 에 이용된 silica를 흡착재로 하여
column을 준비하였고, 여기서 3폐수 원수를 원심 분리한 상등수를 아세트니트
릴로 전개하여 이를 methanol 에 용출, 농축 과정을 거쳐 준비하였다.
GC-MS 분석결과 폐수의 생물학적 처리 후에 잔존되는 탄화수소계 물질로
12개의
물질이 검출되었고, 이 중 주요성분으로 5-Acetyl-6-methylBenzimidazolone, bis(1,1-dimethylethyl)-phenol, 3-(1-methylethyl)-phenol,
Benzenamine 등이 폐수 잔류 주요 성분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성분은 주로 잉
크 염료 혹은 형광 염료에서 유래된 성분과 binder와 같은 경화용 에폭시 수지
에서 용출된 성분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지 해리 시 탈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잉크와 수지 성
분이 유화 과정을 통해 수용화 됨으로서 원료공정 폐수에 함유될 수 있으며 또
한 생산 공정에서 펄프의 표백을 위한 형광 염료의 사용과 에폭시 수지의 이용
등 직접적인 부 원료 첨가에 의해 혹은 고지원료의 사용 등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생산공정 폐수 내에 함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결국 이러한 물질
의 증감에 따라 폐수의 처리효율이 가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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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6. GC-MS analysis of the remained hydrocarbon
compounds in wastewater.

6.5.5 폐수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부원료 성분 조사
C 등의 분석 결과에서 폐수내 잔류 COD 성분은 리그닌 유도체와 고분자
당 화합물 그리고 해리 과정에서 용출될 수 있는 잉크염료와 수지성분 등이 주
성분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제지 공정 상에 첨가되는 부원료
중 탈묵제, 탈기제, 세척제 등은 계면활성제로 이루어진 유기성 물질로서 이들
이 폐수 잔류 성분 분석상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용량이 많고, 생물학적 처
리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활성오니 미생물의 생
분해율과 생물독성평가를 위한 호흡율을 각각 조사하였다.
Table 6-5의 생분해성 실험은 한국 공업 규격에 따른 계면 활성제 실험 방
법을 일부 변형하여 초기 시료량을 탈묵제 1%, 탈기제 0.5%, 세척제 0.3%로
조정하여 3일간 활성오니 미생물의 적응 기간을 거쳐 3일 반복 실험으로 결과
를 TOC로 나타내었다. 이때 대조구는 접종된 활성오니를 완전 멸균하였는데,
이는 실험시료 성분의 흡착, 증발 등에 의한 감량 손실을 보정 하기 위하여 실
시하였다. 제지공정에 이용되는 탈묵제와 탈기제, 세척제의 생분해율은 각각 1
2～19%, 4.9%, 4.7%로 일반적인 세제 성분의 생분해율에 비해 현격히 낮은 값
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이들 물질이 폐수내로 유입되었을 때 폭기조의 낮은 체
류시간으로 이들 물질의 미생물 분해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폭기에 의한 휘산 증발, 생물 흡착등 물리 화학적 방법에 의해 일부 제거되고
나머지 소량의 성분이 최종적으로 잔류 COD를 구성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Table 6-6은 이들 부원료의 호흡율을 조사한 결과로서 폭기조 미생물에 미
치는 독성 영향 등을 평가 할 수 있었는데, 결과에서 탈묵제는 농도가 증가할
수록 상대 호흡율이 증가하였다.
미생물의 호흡이 빨라지고 산소 소모량이 증가 할 경우 유기원 부하의 증가
를 의미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탈묵제가 폭기조 미생물의 유기원으로서
독성 영향은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반면 탈기제와 세척제는 농도가 증가할
수록 급격히 감소됨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이들 물질이 미생물 호흡을 방해하
는 물질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고농도의 경우 폭기조 미생물 독성을 유
발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100 mg/l이하의 저 농도에서는 세척제
의 영향은 다소 나타날 수 있으나 탈기제의 생물독성 영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
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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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5. The biodegradation rate of additives by activated sludge
nitial
Control Treatment Biodegradation
TOC (mg/l) TOC (mg/l) TOC (mg/l)
(%)
Deinking agent (A)
7149
6461
5191
19.6
add 1%
Deinking agent (B)
5342
5267
4597
12.7
add 1%
Deforming agent
446
344
327
4.9
add 0.5%
Hi-Cleaner
461
211
201
4.7
add 0.3%
I

Table 6-6. The respiration rate of additives

amples
Activated sludge
Deinking agent A
S

Deinking agent B

Cleaner

Deforming agent

dded Conc. Oxygen consumption
(mg/l)
(ΔDO)
Endorespiration
2.66
(γ′)
10,000
6.73
1,000
3.31
100
2.38
10
2.79
10,000
6.47
1,000
3.30
100
2.44
10
2.59
10,000
0.37
5,000
0.43
1,000
0.77
100
1.37
10,000
0.20
5,000
1.16
1,000
2.48
100
2.74
A

6.5.6 폐수잔류 당화합물과 리그닌 정량

elative
respiration
1.00
2.53
1.24
0.89
1.05
2.43
1.24
0.91
0.97
0.14
0.16
0.29
0.52
0.07
0.44
0.93
1.03
R

생물학적 처리를 거친 폐수내에 잔류하는 잔존 물질은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어려운 난 분해성 물질과 분해가 가능하지만 체류시간이 짧아 배출수에 포함되
는 미 분해성 물질로 구성되는데, 1폐수와 2폐수의 경우 생물학적 처리를 거친
배출수의 BOD 값이 평균 10 mg/L 이하로서 잔존 COD원은 대부분 난 분해성
물질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3폐수의 경우 배출수의 평균
BOD 값이 20 mg/L 이하로 미분해 물질이 일부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난분해성 물질로 쉽게 정량화 할 수 있는 물질은 고분자 당 화합물과 리그닌
유도 산물로서 이는 총당 분석과 리그닌 함량 분석을 비색 정량 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Fig. 6-37과 Fig. 6-38는 각 폐수 공정별 리그닌 함량과 총당 함량을
측정한 결과로서 리그닌과 총당에 대한 생물처리활성이 비교적 높은 결과를 나
타내고 있다.
생물 분해가 어려운 리그닌의 경우 폐수 내에 유입되기전 공정상에서 대부분
알칼리 가수 분해를 통해 리그닌 유도체로 전환되어 이를 이용하는 미생물의
활성을 통해 제거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총당의 경우 셀룰로스등 고분자 섬
유상 물질이 1차 화학처리로 걸러지고 용존성 성분으로 남은 고분자 당 화합물
이 미생물에 의해 저분자 당 알콜 등으로 전환되어 더 이상 분해되기 어려운
Xylitol 등의 성분으로 잔류 농도를 구성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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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7. The lignin concentration of each wastewter
treatment process.
1: 1st raw, 2: Pre-aeration, 3: #2-1, 4: #2-2, 5: 2nd raw,
6: SPC, 7: #2-4, 8: 3rd raw, 9: 3rd ppt, 10: #2-6,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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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8. The total sugar concentration of each wastewter
treatment process.
1: 1st raw, 2: Pre-aeration, 3: #2-1, 4: #2-2, 5: 2nd raw,
6: SPC, 7: #2-4, 8: 3rd raw, 9: 3rd ppt, 10: #2-6, 11: #2-3

리그닌을 가수분해 한 후 이를 TOC (Fig. 6-39)와 COD (Fig. 6-40)로 환산
한 결과 TOC 대비 0.4 과 COD 대비 0.6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예비 실험 과
정을 통해 xylan, cellulose, mannan, starch 등을 COD 값으로 환산하면 대부분
0.8～1.2(평균1.0) 값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이를 이용해 리그닌과 총당의 측정
치를 COD로 환산해 내고, 다시 각각의 COD 값에 대한 비율을 조사한 결과
(Table 6-7) 1폐수의 잔류 COD 값에 대한 리그닌과 총당 함유 비율은 42～
51%로 조사되었고, 2폐수의 잔류 COD 값에 대해 약 30%, 3폐수 잔류 COD
값에 대해 약 50%로 각각 조사되었다.
폐수별 리그닌 잔류 농도는 1폐수보다 2폐수에서 COD 대비 높게 나타났으
나 잔류 당 농도는 오히려 1폐수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폐수 공법
상 1폐수 활성오니 공정과 2폐수 순산소 공정의 차이로 3폐수 #2-6 순산소와
#2-3 활성오니 공정상의 처리 경향과 유사한 결과로서 리그닌의 경우 활성오니
공정에서 높은 제거 효율을 나타내고 있고, 총당 화합물은 산소 포화도가 높은
순산소 공정에서 높은 제거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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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9. The standard curve between lignin and T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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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40. The standard curve between lignin and COD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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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7. The comparison of COD sources with residual constituent
of wastewater

OC CODmn Lignin Lignin T.sugar T.sugar Lig+T.S
(mg/L)
(mg/L)
(mg/L) /COD(%) (mg/L) /COD(%) /COD(%)
1st RW
192
317
219
41
99
31
72.0
Sediment
199
261
87
19
35
13
32.0
1st aeration
37
68
15
13
27
39
52.0
2nd aeration
47
71
9
7.6
25
35
42.5
2nd RW
170
298
150
16.7
84
28
44.7
DAF
138
248
121
29.0
77
31
60.0
Pure O
52
88
35
23.8
6
6
29.8
3rd RW
1238
1419
534 22.5 279
19
41.5
Sediment
809
709
408
34.4
118
16
50.4
Pure O
215
279
89
18.9
63
22
40.9
Aeration
129
156
45
17.3
53
33
50.3
T

2

2

6.6 결론
. 폐수 잔류 COD원으로 생산공정폐수의 경우 lignin 유도체 및 일부 잔류 탄
수화물이 검출되고 있으나 이들의 농도는 처리효율이 높을수록 감소하고 낮을
수록 증가하고 있어 이는 미생물의 유기원 제거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입을 예상할 수 있으며 그 원인물질로는 생물독성이 고농도에서 나타나며 생
분해도가 4% 정도인 세척제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이러
한 물질의 폐수처리장 유입에 세심한 주의와 사용량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있
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 원료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경우 잔류 COD원은 복합적인 것으로 추정되
며 COD원으로 lignin 유도체 및 xylane과 같은 고분자 탄수화물이 주요 부분
을 구성하고 있으며 미생물 대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탈묵제, 탈기제 등 생분
해도가 낮은 지방산알콜계 유도체와 탈묵 후 형성된 잉크입자 혹은 잉크바인더
등이 처리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탈묵 효과
가 높은 탈묵제II의 경우 잉크성분의 폐수내 잔존율이 높아지고 따라서 폐수의
난분해성 부하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판단되어 진다.
이러한 원인물질에 대한 폐수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은 탈묵 공정에서 유리된
잉크성분의 폐수 유입 전 단계에서의 처리 등 난분해성 COD부하의 저감을 우
선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폐수처리장내 폭기조 미생물에 의해 이들 물질
에 대한 충분한 체류시간이 요구됨에 따라 이에 따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Ⅶ. 총괄 결론
본 연구에서는 벌킹현상을 제어하기 위하여 고온성 종균제를 이용하여 미생
물 사멸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고온성 종균제를 폭기조에 투입하여 생물학적
처리를 하였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종균제의 미생물과 고온성 종균제내에
있는 미생물의 상온 및 고온에서의 활성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20～50℃로 온
도변화를 주면서 대조실험을 실시하여 고온성 종균제를 통해 미생물 사멸현상
을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고, 실제 벌킹이 발생되는 제지 폐수를 대상
으로 벌킹원인균인 선상세균의 생물학적 억제기작의 하나로서 일정기질 이상의
농도에서 플록형성세균에 비해 선상세균의 비증식속도가 느린점에 착안하여 플
록형성세균을 이용한 벌킹억제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벌킹제어의 가능성을 분석
하였고, 물리적 처리방법중의 하나인 응집 침전법으로 Jar-tester를 이용하여
무․유기 응집제를 첨가할 때의 최적 응집조건을 결정해 보고자 하였다. 가장
효율적인 급속 및 완속 교반시간을 정하고, 적정 pH, 적정 투입량 및 최적 투
입지점에 대한 평가를 응집침전법에 의한 처리효율(BOD, COD, SS, Turbidity)
을 비교하여 실시하였다. 슬러지를 효율적으로 여과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가
압 여과시험을 채택하여 응집제의 종류 및 첨가량 그리고 압력의 변화를 주면
서 제지폐수의 여과 특성 실험을 하였다. 이상의 실험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 응집 침전시 체류시간에 따른 SS와 BOD5 제거효율은 체류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표면부하율은 감소하였다. 응집제의 종류에 따른 탁도 변
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약품 교반 실험을 한 결과 PAA가 황산알루미늄보다
응집 효과 면에서 약간 우수하였다. 응집인자 중 교반시간이 응집효과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floc 형성시 응집제와의 접촉시간, 접촉강도 등에
영향이 민감한 것으로 사료되며, 일정한 반응시간 즉, 급속교반시간 3분, 완
속교반시간 15분에서부터는 교반시간이 증가하여도 탁도 제거효율에 미치는
영향이 둔화되었다. pH가 응집제에 미치는 영향은 PAA, 황산알루미늄 모두
6.5～7사이에서 응집이 잘 이루어졌다. 적정 응집제 투여량은 PAA 80 mg/L,
Al (SO ) 320 mg/ℓ일 때 가장 처리 효과가 우수하게 나타났다. 고분자 응
집제와 황산알루미늄의 혼합비에 따른 오염물 제거효율은 미세한 차이를 나

1

2

4 3

타내었으므로 응집제의 비용에 따라 적절히 혼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
각된다. 응집조건을 변화시키며 플록의 기계적 강도를 측정한 결과는 급속교
반전에 응집제를 주입한 경우가 더 좋은 강도를 나타내었으며 300 rpm으로
갈수록 더 좋은 강도를 나타내었다.
.

가지 응집제(FeCl , Alum, CaCl , Polymer)중에서 가장 여과 효과가 좋
은 것은 단위시간당 여액량이 많고 여과속도가 빠른 FeCl 였다. 응집제의 주
입량이 많아질수록 여액량이 많고 여과속도가 빨랐으며, 일정한 조건하에서
압력이 높아지면 여액량이 많아지고 여과속도가 빨라졌다. 여과를 시켜주면
여과전의 탁도에 비해 약 80～90%의 탁도가53 제거되었다. 여러 가지 조건
의 변화를 주면서 본 실험을 한 결과 응집제의 증가 및 압력이 높아질수록
여과 효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으며, 폐수 부하량의 분석에 따른 결과와
여과속 도 및 여액량과의 관계로부터 최적응집제의 선택과 주입량등의 결정
가능성 을 제시할 수 있었다.
2

네

3

2

3

. 상온에서의 오염물 처리효율 및 침전성에서도 고온성 종균제를 사용한 폭기조의
경우 Bacillus의 섬유분해 활성효소에 의해 높은 처리효율을 나타내었다.
40～50℃의 고온에서의 처리효율은 고온성 종균제를 투여한 폭기조의 경우가 다
른 폭기조 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침전성 또한 고온성 종균제가 우수하
게 나타났다. 상온과 고온 모두 고온성 종균제를 투여한 폭기조에서 폭기조 처리
지표인 원생동물의 출현이 더 빠르게 나타났으며, 사상균 단락현상이 더 우수하
여 사상균에 의한 슬러지 벌킹현상이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고온성 종균제를 이
용하여 제지 슬러지의 벌킹현상을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3

.

4

원인균으로는 Type 021N이 주 우점종으로 나타났다. 회분식, 연속식
pilot을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 기초 폭기조 활성슬러지의 미생물 개체군의 대
수 증식 후 최적화는 60시간으로 조사되었으며, 반면 floc 형성 세균을 첨가
하였을 때는 각각 24시간과 36시간으로 나타났다. 대상폐수의 연속 운전에서
처리수질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침강성 조사에서 SV30의 경우 운전 7일차
이후 침강속도의 차이가 나타나면서 운전 13일차에는 floc형성 미생물 처리
구에서 50%이한 낮아졌다. 유입수의 평균 COD 104.8 mg/L에서 대조구 처리
수의 경우 평균 COD는 52 mg/L이었으나, floc형성 미생물 처리구의 처리수
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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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평균 35 mg/L로 높은 처리효율이 나타나 회복시간 단축과 처리수질의 개
선으로 벌킹 제어가 가능함을 나타내었다.
5. 폐수 잔류 COD원으로 생산공정폐수의 경우 lignin 유도체 및 일부 잔류 탄
수화물이 검출되고 있으나 이들의 농도는 처리효율이 높을수록 감소하고 낮
을수록 증가하고 있어 이는 미생물의 유기원 제거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
의 유입을 예상할 수 있으며 그 원인물질로는 생물독성이 고농도에서 나타나
며 생분해도가 4% 정도인 세척제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원료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경우 잔류 COD원은 복합적이며 lignin 유도체 및
xylane과 같은 고분자 탄수화물이 주요 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미생물 대사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탈묵제, 탈기제 등 생분해도가 낮은 지방산알콜계 유
도체와 탈묵 후 형성된 잉크입자 혹은 잉크바인더 등이 처리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어 탈묵 효과가 높은 탈묵제II의 경우 잉크성분
의 폐수 내 잔존율이 높아지고 따라서 폐수의 난분해성 부하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판단되어 진다.

- 54 -

인용문헌
.
2.
3.
4.
5.
6.
7.
8.
9.

조준형, 펄프․종이폐수처리기술, 강원대학교 출판부, 9～13p (2000).
환경부, 공장폐수의 발생과 처리 (2001).
환경부, 환경통계년감. 6. 584p (2000).
환경처, 한국환경연감. 848p (2000).
오계헌 외5, 폐수 미생물, 동화기술 (1996).
송홍규 외1, 환경 미생물학, 동화기술 (1995).
서정원, 최신미생물학, 형설출판사 (1991).
Kiff, R.J., A study of the Factors Affecting Bioflocculation in the Activated
Sludge Process, Wet. Pollut. Control, Vol.77 (1978).
이정구, 슬러지 벌킹현상의 원인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출판
사, 38p (1995).
10. Veronique Pellegrin, Morphological and biochemical Properties of a Sphaero
-tilus sp. solated from paper mill slimes. Appl. Environ. Microbiol. 65 :
p156～162 (1999).
11. Williams T. M., Richard F. Unz., Isol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filamentous bacteria resent in bulking activated sludge. Appl. Microbiol.
Biotechnol. 22 : p273～282 (1985).
12. Williams T. M., Richard F. Unz., Filamentous sulfur bacteria of activated
sludge : Characterization of Thiothrix, Beggia toe, and Eikelboom Type
021N strains. Appl. Environ. Microbiol. 49 : p887～898 (1985).
13. Chang Y, Jone T.P. Edward S.K., Coparative study of diffrernt iron
Compounds in inhibition of Sphaerotilus growth. Appl. Environ. Microbiol.
38 : p385～389 (1979).
14. Chudoba J., V. Ottova, V. Modera., Control of activated sludge
filamentous bilking -III. Effect of sludge roading. Water Res. 8: p231～
237 (1974).
15. Richard, M.G.,G.P. Shimizu, and D.Jenkins., The Growth physiology of
the filamentous organism type 021N and its significance to activated
sludge bulking. J. Water Pollut. Control Fed. 57 : p1152～1162 (1985).
16. Bitton G., Wastewater Microbiology, 1st Ed., Wiley. New york (1994).
1

- 55 -

. 정재춘, 김남천., 활성오니에서 발견된 사상 세균, 원생동물 및 후생동물의
유형과 우점도 분석. Kor. J. Appl Microbiol. Biotechnol. 23 : p365～371
(1995).
18. 정재춘.,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회전 원판체에서 발견된 사상 세균. Kor. J. Appl
Microbiol. 28 : 33 7～344 (1990).
19. 박영식, 구기우, 이석렬, 나영수, 서정호, 송승구., 생물막 형성에 미치는
Sphaerotilus natans 의 영향. KSEE. 19 : p1259～1268 (1997).
20. 유명진, 이윤석, 안승구, 장지수. 우수 미생물 폭기조 첨가법에 의한 난분
해성 폐수 생물학적 처리 효율향상에 관한 연구. J. KSEE. 13 : p153～
164 (1991).
21. Blanch, H.W, "Engineering Challenges of Genetic Engineering," (1985).
22. L.D. Benefield, et al Process Chemistry for Water and Wastewater
Treatment Biotechnology and Bioengineering Symp, No. 13 pp. 467～
479. (1983).
23. Warren L. McCabe and Julian C. Smith, Unit Operations of Chemical
Engineering, 4th ed. McGraw - Hill, (1985).
24. Camp, T. R, and P. C stein ; Velocity Gradients and Internal Work in
Fluid Motion, J. Boston soc. of AV. Engers, 30, 219 (1943).
25. Ames, R. ; opermming the Slow Mix Velocity Gradient at the South
Water Filtr ation plant, Report No. 6, Bureau of Water, city of chicago
Ⅲ.
26. Letterman, R. D, Quon, J. E, and Gemmel, R. A. ; Influence of Rapid
Mix parament on flocculation, Jour AWWA, Vol. 65, No. 11, Nov,
p.716 (1973).
27. Rafael, A. V. ＆ Letterman, R. D ; optimizing flocculator powerlnput,
A.M.ASCE, p. 251, 261. Apr. (1976).
28. Jawes, C. R ; "Considering sludge production in the selection of
coagulants" Jour. AWWA, Vol. 74, No. 3, pp. 148～151, (1982).
29. T.R. Camp ; flocculation and flocculation Basin, proc. A. S. C. E, Vol.
79. sep. No. 283. (1955).
30. W. Black Jeffcoat ＆ J. Edward Sinyley ; The Effect of Alum
Concentration and chemical - Addition Times on coagulation, Jour
AWWA Vol. 67, p.177 (1975).
17

- 56 -

. Black, A. P ＆ Hannah, S. A ; Electrophoretic studies of Turbidity
Removal By coagulation with Aluminium Sulfate. Jour AWWA, Vol. 53,
p.438 (1961).
32. Jawes, C. R ; "Considering sludge production in the selection of
coagulants" Jour. AWWA, Vol. 74, No. 3, pp. 148～151, (1982).
33. L.D. Benefield, et al Process Chemistry for Water and Wastewater
Treatment Biotechnology and Bioengineering Symp, No. 13 467～479p
(1983).
34. Lidstrom, M. E., Directed Genetic Modification of Potentially Useful
Micro-Organisms, Biotechnology and Bioengineering Symp, No. 13 pp.
239～244. (1983).
35. 김환기「고농도 활성 슬러지에 의한 회분식 폐수처리공정 개발에 관한 연
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1).
36. Letterman, R. D, Quon, J. E, and Gemmel, R. A. ; Influence of Rapid
Mix parament on flocculation, Jour AWWA, Vol. 65, No. 11, Nov,
p.716 (1973).
37. Warren L. McCabe and Julian C. Smith, Unit Operations of Chemical
Engineering, 4th ed. McGraw - Hill, (1985).
38. Maude
A.D.
and R.L. Whitmore, "A Generalized Theory of
Sedimentation", J. Appl. Phys. (Br.) 9, p 477, (1958).
39. Black, A. P ＆ Hannah, S. A ; Electrophoretic studies of Turbidity
Removal By coagulation with Aluminium Sulfate. Jour AWWA, Vol. 53,
p.438, (1961).
40. W. Black Jeffcoat ＆ J. Edward Sinyley ; The Effect of Alum
Concentration and chemical - Addition Times on coagulation, Jour
AWWA Vol. 67, p.177, (1975).
41. T.R. Camp ; flocculation and flocculation Basin, proc. A. S. C. E, Vol.
79. sep. No. 283. (1955).
42. Camp, T. R, and P. C stein ; Velocity Gradients and Internal Work in
Fluid Motion, J. Boston soc. of AV. Engers, 30, 219 (1943).
43. Ames, R. ; opermming the Slow Mix Velocity Gradient at the South
Water Filtr ation plant, Report No. 6, Bureau of Water, city of chicago Ⅲ.
44. 涊頔 ․丹保憲仁 ; フロツキユレータ 合理的 設計 水道協會誌 (1972).
45. 丹保憲仁 ; 凝集沈澱 に於ける 諸問題點 衛生工學創刊號, 昭 33.8 (1972).
31

- 57 -

6. Letterman, R. D, Quon, J. E, and Gemmel, R. A. ; Influence of Rapid
Mix parament on flocculation, Jour AWWA, Vol. 65, No. 11, Nov,
p.716 (1973).
47. Rafael, A. V. ＆ Letterman, R. D ; optimizing flocculator powerlnput,
A.M.ASCE, p. 251, 261. Apr, (1976).
48. Manickam, T. and Gaudy, A, F, Qualitative-Quantitative shock of
Activated sludge, Journal WPCF, Vol, 51, No. 8, pp. 2033-2042, (1979).
49. Stiefel, R.C. and Wasguagtom, E.R., Aeration of Concentrated Activated
sludge, Biotechnolgy and Bioengineering, val. 8, pp. 379-388, (1996).
50. Washington, D.R, Clesceri, L.S., Harde, F.W., and Young J.C.,
Ultrafiltration for the Coltrol of Recycle Salids in a Biological System,
Americal Society, April 13-18 (1969).
51. Baker, D.R, Loehr, R.C. and Anthonism, A.C., Oxygen Transfer at High
Solids Concentrations, Jr. of the Environmental Engineering Div., ASCE,
pp. 759-774,oct. (1975).
52. Levich, V.G., Physicochemical Hydrodynamics, Prentice-Hall, New York,
pp 213～ 219 (1962).
53. Fuchs. N.A., The Mechanics of Aerosol, Peragmen Press, Oxford, pp.
334 (1964).
54. Tambo, N. Hozumi, h, Physical. Characteristics of flocs-Ⅱ. strength of
floc Water Res., 13, 421～427 (1979).
55. Tambo, N., watanabe, Y., Physicial. Characteristics of flocs-Ⅰ. The floc
density function and aluminium floc, water Res, 13, 409～419 (1979).
56. Bennet. C. O. and Meyer. J. F., Momentum and Heat Transfer, 3rd edn,
McGwaw-Hill New York, Ch. 15. p. 224 (1982).
57. M. Shirato, T. Murase, M. Iwata,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studies in
Expression, Memoirs of the Faculty of Engineering, Nagoya University, Vol 38,
No. 1, May, 42～85p (1996).
58. Shirato, M., T. Targaki, R. Mori and K. Sawamoto, J. Chem. Eng.
Japan, 1, 86, (1968).
59. Shirato, M., T. Aragaki, E. Iritani, J. Chem. Eng. Japan, 13, 61 (1980).
60. Shirato, M., T. Aragaki, E. Iratani, M. Wakimoto, S. Fujiyoshi and S.
Nanda, J. Chem. Eng. Japan, 10, 54, (1977).
4

- 58 -

61. Manickam, T. and Gaudy, A, F, Qualitative-Quantitative shock of
Activated sludge, Journal WPCF, Vol, 51, No. 8, 2033-2042p, (1979).
62. Stiefel, R.C. and Wasguagtom, E.R., Aeration of Concentrated Activated
sludge, Biotechnolgy and Bioengineering, val. 8, pp. 379-388, (1996).
63. Glenn M. Tillman, Primary Treatment at Wastewater Treatment Plants
(1992).
64. Allan M. Springer, Industrial Environment Control (Pulp & paper industry)
Second Edition, TAPPI (1993).
65. 조준형, 펄프․종이폐수처리기술, 강원대학교 출판부, 96～98p (2000).
66. 조준형, 펄프․종이폐수처리기술, 강원대학교 출판부, 136～150p (2000).
67. 조준형, 여과케이크의 압착탈수조작에 관한 연구, 목재공학 Vol. 18, No. 1, 3～
9p (1990).
68. 김갑진, 폐수의 생물학적 처리와 미생물 종균제, 고합생명공학연구소, (2000).
69. 조영일, 이수구외, 폐수처리공학, 동화기술교역, 85～88p (1988).
70. Kiff, R.J., A study of the Factors Affecting Bioflocculation in the Activated
Sludge Process, Wet. Pollut. Control, Vol.77 (1978).
71. Howards, Peavy, 환경공학, 동화기술 (1995).
72. Y.S. Park, D.S. Kim, K.H. Ahn, K.H. Suh, S.K. Song, 산업廢水처리를
위한 호기성 생물막 유동층 반응기의 硏究, J. of KSSEE, Vol. 15, No. 6,
pp. 821-828. (1993).
73. 오계헌 외5, 폐수 미생물, 동화기술, 45～49p (1996).
74. 송홍규 외1, 환경 미생물학, 동화기술, 69～81p (1995).
75. 서정원, 최신미생물학, 형설출판사, 72～77p (1991).
76. 정재춘, 김남천., 활성오니에서 발견된 사상 세균, 원생동물 및 후생동물의
유형과 우점도 분석. Kor. J. Appl Microbiol. Biotechnol. 23 : p365～371
(1995).
77. 이정구, 슬러지 벌킹현상의 원인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출판
사 (1995).
78. Williams T. M., Richard F. Unz., Filamentous sulfur bacteria of
activated sludge : Characterization of Thiothrix, Beggia toe, and Eikelboom
Type 021N strains. Appl. Environ. Microbiol. 49 : p887～898 (1985).
79. Chudoba J., V. Ottova, V. Modera., Control of activated sludge
filamentous bulking -III. Effect of sludge roading. Water Res. 8: p231～
237 (1974).
- 59 -

80. Richard, M.G.,G.P. Shimizu, and D.Jenkins., The Growth physiology of
the filamentous organism type 021N and its significance to activated
sludge bulking. J. Water Pollut. Control Fed. 57 : p1152～1162 (1985).
81. 유명진, 이윤석, 안승구, 장지수. 우수 미생물 폭기조 첨가법에 의한 난분해
성 폐수 생물학적 처리 효율향상에 관한 연구. J. KSEE. 13 : p157 (1991).
82. 박영식, 구기우, 이석렬, 나영수, 서정호, 송승구., 생물막 형성에 미치는
Sphae rotilus natans 의 영향. KSEE. 19 : p1278～1282 (1997).
83. 정재춘.,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회전 원판체에서 발견된 사상 세균. Kor. J. Appl
Microbiol. 28 : 33 7～344p (1990).
84. 조준형, 펄프․종이폐수처리기술, 강원대학교 출판부, 92～96p (2000).
85. Nico Boon, Johan Goris, Paul De Vos, Willy Verstratte, Eva M. Top,
2000, Bioaugmention of activated sludge by an indigenous 3-chloroaniline-degrading Comamonas testosteroni strain, I2gfp , Appl. Environ.
Microbiol., 66, 7, 2906～2913
86. Johnson, L.M., et al. 1985. Microbiology in pollution control: From bugs
to biotechnology. Dev. Ind. Microbiol. 26: 365-376
87. Nobuyuki Katagiri, Yuji Tsutsumi, Tomoaki Nishida, 1995, Correlation
if Brightening with Cumulative Enzyme Activity Related to Lignin
Biodegradation during Biobleaching of Kraft Pulp by White Root Fungi
in the Solid-State Fermentation System, Appl. Environ. Microbiol., 61,
2, 617～622
88. Paula M. van Schie, L. Y. Young, 1998, Isol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phenol-degrading denitrifying bacteria, Appl. Environ. Microbiol., 64,
7, 2432～2438
89. Manka, J., et al. 1974. Characterization of organics in secondary
effluents. Environ. Sci. Technol. 8: 1017-1020
90. Hannah, S.A., et al. 1988. Removal of organic toxic pollutants by
trickling filter and activated sludge. J. Water Pollut. Control Fed.
60:1281-1283

- 60 -

The Study on the Bulking Control and the Characteristics
of Filtration and Sedimentation by Chemical
and Biological Treatment

Sung-Ho, Lee
Department of Wood Science and Technology
Graduate School,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edimentation chatacteristics such as SS, BOD, and COD removal
efficiency of wastewater in the toilet paper mill using milk carton were
examined. Optimum dosage of coagulant, rapid mixing time and slow mixing
time were determined by turbidity, SS, COD, BOD5 and then equation for
treatment efficiency was suggested. Mechanical strenth of floc was
determined by turbidity.
For the coagulant, polyacrylamide (PAA) is more efficient for removing
pollution than the aluminium sulfate. Effective mixing ratios of PAA and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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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uminium sulfate to remove polltion are 70：30 and 30：70. The lowest
turbidity was showed when rapid mixing at 300 rpm after coagulant
injection was applied. That which indicate the highest point of floc's
mechanical strength.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pulp and paper industry use a lot of water.
As a result, a large amount of the wastewater is dischanged in the pulp
and paper industry. This study was investigated to prevent the
environmental pollution terribly faced with our society nowadays. In the
wastewater of pulp and paper, there are so many things in the wastewater
like fiber, filler, and other organic solvent etc. So we must remove them
from our environment. This study was investigated to expriment on tst of
impressed filtration with the kind and quantity of coagulant and the
variance of pressure. We used feds, alums, CaCl , and polymer as a
coagulant and these pressure was 49, 96, 147, and 196 kPa, respectively.
According to this study, we measured the speed of filtration and turbidity
measuring filtered water. According to the values, we know the fact that as
the consistency of the coagulants and pressure were high and the filtration
was good.
The wastewater of toilet paper mill recycling recovered milk carton was
used as a raw material for this study according to the actual mill
conditions, hydraulic retention time was adjusted to 12 hours and F/M
(food/microorganism) ratio was adjusted to 0.23. Temperature of aeration
basin was vaied from 20℃ to 50℃. The change of microorganisms and
removal efficiency of pollutant were investigated at the varied temoerature
of basin. Aeration basin using high thermal microbial inoculants showed
more removal efficiency of SS, COD than aeration basin using conventional
microbial inoculants at high temperature. Floc consolidation of aeration basin
using high thermal microbial inoculants added sludge was better than that
of sludge from aeration basin using conventional microbial inoculants.
The paper mill wastewater actually generating bulking was used to apply
to the spot. Batch and continuous pilots were used in this study. Optimal
time after propagating generation of activated sludge in aeration basin b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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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ng floc forming microorganism was 24 and 36 hours while optimal time
of activated sludge in original aeration basin was 60 hours. Showing the
difference of sedimentation velocity at 7th day after operating a pilot
continuously. SV
was decreased to 50% at 13th day. COD value in
aeration basin with floc forming microorganism was 35 mg/L while COD
value in original aeration basin was 52 mg/L. It was indicated that
application of floc forming microorganism can control the bulking of paper
mill wastewater by shortening of recovery time and improving of pollution
removal efficiency.
The efficiency of biological treatment on the COD sources of each
wastewater basin were 78% (1st RW), 69% (2nd RW), and 68% (3rd RW),
respectively. The treatment efficiency of BOD was above 98%. The major
causing materials of residual recalcitrant COD sources were koji, xylane like
a macromolecules from pulp, and lignin derivatives. In the case of
production process wastewater, the microbial activity decreased to causing
inflow cleaner which have biological toxicity into the wastewater basin. In
the case of raw materials process wastewater, the composition of
recalcitrant COD sources were determined to benzimidazolon, bezenamine,
and bisphenol like a hydrocarbon compounds that were deinking agent and
deforming agent such as organic compounds which have low biodegradation
property, dyes such as ink paticles from deinking process, and resinoid.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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