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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고도의 산업화  경제 성장으로 인해 생활수 이 향상

되고 그에 따른 식생활 문화도 과거 곡류 주에서  육

류  유가공제품의 소비형태로 증가하고 있다. 가축 분뇨 

 특히 돼지는 BOD기 으로 인간분뇨에 비해 5배가 넘

는다. 이처럼 오염 부하량이 폐수 발생량에 비하여 크기 

때문에 정 처리를 하지 않고 공공수역에 방류하게 되면 

하천의 수질악화  호수의 부 양화를 래하며 악취  

해충 피해 등의 원인이 되어 심각한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될 수 있다.
2001년 기 으로 축산폐수 발생량은 130,912m3/day이고, 

그  북 지역의 발생량은 13,427m3/day로 체 10%를 

차지하고 있다(환경부, 2002).
우리나라 축산업의 경우, 일반 농가에서는 보통 규제규모

미만(소8두, 돼지36두미만)의 소수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하천으로 방류되어 

하천오염을 가 시키고 부 양화의 원인으로 두되고 있

다. 이에 따라 규제미만 축산농가에 한 리와 질소․인

에 한 규제강화 그리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확충 

 개별농가에 한 지원 등 오염 감을 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차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Chung,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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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축산폐수 처리방법의 경우 주로 생물학  처리방

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축산폐수 내의 양소 제거를 한 

연구는 SBR, A/O공정, 간헐포기공정, A2O 공정 등에 활성 

슬러지를 이용하여 수행 에 있으며 축산폐수의 생물학  

인제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해 화학   물리  처리

방법도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다(최, 2001).
2002년을 기 으로 라북도 내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8

개소에서 축산폐수처리방법으로는 주로 액상부식법(5개소)
이 이용되며 그 외 막분리법, B3, 호기성 생물학  처리법

이 이용되고 있다( 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2002).
질소  인에 한 방류수 수질규제가 1999년부터 질

소․인의 기 이 60mg/L와 8mg/L로 강화되고, 이 농도의 

1/2수 까지로 고도 처리수질을 요구하고 있다(나, 2001). 
그러나, 기존 생물학  처리방법으로는 상당량의 난분해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축산폐수를 처리하여 방류수 수질기

을 만족시키기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새로운 고도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축산폐수 내 난분해성(Non-degradable) 유
기물질을 제거하여 배출수질에 합한 최  처리방안이 도

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응집  고 산화법

(AOP) (강, 1994) 에 하나인 Fenton(Fenton, 1894; Harber 
and Weiss, 1934) 산화공정을 이용하여 폐수 내 유기물질 

 색도 제거를 목 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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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remove organics and color in livestock wastewater using coagulation and 
Fenton oxidation process. After coagulation process as 1st treatment, organics in 1st treatment water were removed by using 
OH radical produced in Fenton oxidation process. Removal efficiencies of CODMn and color were 87.2% and 95.7% 
separately. At that time, the ratio of Fe2+/ H2O2 was 0.8～1.0, and range of reaction pH was effective at the pH of 3.5 ～ 3.8. 
The Reaction time of 120min more than 60min or 90min was sufficient in Fenton process. Removal efficiency of organics was 
higher two- or multi-stage treatment than one-stag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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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재료  방법 

본 실험에 사용된 폐수는 생물학  처리공법으로 운 되

고 있는 북 왕궁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의 폐수로써 유량균

등조에서 응집․침 조로 유입되기  축산폐수를 이용하

다.
Table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축산폐수의 성상을 나타내

었다. 
분석방법은 Table 2와 같으며 Standard Method(APHA, 

1992)와 수질공정시험법(환경부, 2000)에 근거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본 실험은 축산폐수 원수를 1차처리로 응집․침  공정

을 실시한 후 2차 처리로 1차 처리수에 잔존해 있는 유기

물질, 인 그리고 색도제거를 해 Fenton 산화공정을 이용

하 다. 실험에 사용된 폐수는 북 익산 왕궁축산폐수 처

리장으로 유입되는 축산폐수 원수이며 응집․침  공정에 

사용된 응집제는 염화철염(FeCl3, 36%)이며, Fenton 산화공

정에 사용된 Fenton reagent는 황산철염(FeSO4, 6.4%)와 과

산화수소(H2O2, 35%)를 이용하 다. pH 조   철염과 과

Table 1. Characteristics of W. Livestock Wastewater
Parameters  Range(mg/L)

pH  7.4 ～ 8.0

BOD  2,240 ～ 2,592

CODMn  2,840 ～ 3,160

CODCr  9,620 ～ 10,490

SS  9,850 ～ 11,050

T-N  630 ～ 700

T-P  250 ～ 350

NH3-N  540 ～ 610

NO2-N  0.1 ～ 0.3

NO3-N  0.2 ～ 0.6

Alkalinity  3,150 ～ 3,950

Table 2. Anaytical method of water quality analysis

   Parameter         Analytical Method

pH pH meter

CODMn Winkeler-adzide method
(5-day BOD test)

CODCr Korean Standard Method
(Acidic Method)

SS Korean Standard Method
(Dried at 105°C)

T-P Korean Standard Method
(Ascorbic acid method at 880nm)

Alkalinity Standard Method
(2320P, Titration Method)

Color Korean Standard Method
(Adams-Nickerson Method)

Table 3. Operation condition of coagulation and sedimenta-
tion process 

Step

Reaction Condition

velocity
(RPM)

Time
(min)

Rapid Mixing  220～250 2

Slow Mixing 50～70 20

Sedimentation - 60

Table 4. Operation condition of Fenton oxidation process

Step
Reaction Condition

velocity
(RPM)

Time
(min)

pH adjustment 100 10

Rapid Mixing  220～250 90

Neutralization 100 10

Slow Mixing  50～70 30

Sedimentation - 90

산화수소의 주입이 용이하게 하기 해 응집  Fenton 산
화공정 실험시 Jar-tester를 사용하 다.
응집․침  공정에서는 1L 비이커에 축산원수를 각각 

1L씩 담아 놓고 응집제를 단계별로 주입한 후 속교반과 

완속교반 그리고 침 의 공정을 거친 후 상등수를 sam-
pling하여 분석하 다.

Fenton 산화공정은 응집․침  공정 처리수 1L에 황산철

염과 과산화수소를 각각 주입하고 pH 조정, 속교반, 
화, 완속교반, 침 의 순서로 하여 실험을 실시한 후 상등

수를 가지고 분석하 다. 응집  Fenton 산화공정의 운

조건은 다음 Table 3과 Table 4와 같다. 

3. 실험결과  고찰

3.1. 응집침  공정

본 실험에서는 상폐수를 우선 1차 처리로 응집 침 공

정을 수행하 다. 염화철염을 응집제로 하여 응집제 주입량

을 단계별(360.0～2,520.0mgFeCl3/L) 증가시켜 주입하고 실

험을 한 결과 TCODMn, TCODCr, SS, T-P 제거효과를 Fig. 
1～Fig. 4에 나타내었으며 침  pH에 따른 TCODMn의 제

거효과는 Fig. 5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나타냈듯이 응집제의 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각 성분의 제거효과는 증가하 으나 정 주입량 이상으로 

주입시에는 오히려 제거효과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한 철염으로 인한 슬러지양이 증가하는 을 고려하여 

정 주입량은 1,800mgFeCl3/L로 선택하 다. 
이 경우 TCODMn, TCODCr, SS은 각각 92.0%, 84.8%, 

99.3%의 제거효율을 보 으며 색도는 진한 암갈색에서 약

간 진한 노랑색을 띄었다. 한 T-P는 294mg/L에서



조창우․유재웅․정팔진

한국물환경학회지 제20권 제6호, 2004

612

Fig. 1. CODMn removal efficiency for increasing FeCl3 
dosage.

Fig. 2. CODCr removal efficiency for increasing FeCl3 
dosage.

Fig. 3. SS removal efficiency for increasing FeCl3 dosage.

Fig. 4. T-P removal efficiency for increasing FeCl3 dosage.

Fig. 5. Effect of flocculation pH on CODMn removal.

9.2mg/L로 97% 이상의 제거효율을 보여주었다.
슬러지 발생량은 처리수량의 약 18%～20%를 차지하

다.
그러나 응집공정을 거친 처리수에 존재하는 유기물질과 

부유물질은 여 히 방류수 수질 기 을 넘는 상태이며 색

도 한 진한 노랑색을 띄고 있으며 BOD5/CODCr ratio도 

0.22～0.33으로 여 히 생물학  처리가 어려운 폐수이므

로 후속처리를 필요로 하 다.
Fig. 5와 같이 floc을 원활하게 뭉치게 하기 해 완속 

교반을 할 경우 pH를 각각 산성, 성, 알칼리성 상태로 

하여 침 을 시켰다. 
그 결과 pH가 산성일 때 즉 응집제 주입 후 pH 조정이 

없는 경우가 성이나 알칼리성 상태보다 유기물 제거면에

서 좋은 결과를 보 으며 후속처리공정으로 산성상태에서 

수행하는 Fenton 산화공정을 이용해야 하므로 굳이 pH 조
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 

3.2. Fenton 산화공정

1차 처리수를 원수로 하여 2차 처리공정으로는 Fenton 
산화공정을 이용하 으며 Fenton reagent(FeSO4와 H2O2)의 

주입비, 주입량에 따른 상물질의 제거효과를 측정하고 산

화반응시간  반응 pH 그리고 침  pH를 단계별로 변화

를 주어 실험을 실시하여 정 반응시간과 pH를 알아보았

다. 한 Fenton 산화반응에서 scavenger로 작용하는 알칼

리도의 향에 해서도 알아보았다.
Fe2+/H2O2 ratio를 0.35, 0.55, 0.75, 1.0 그리고 2.0의 5단

계로 단계별로 주입한 결과 Fig. 6과 같이 주입비가 0.75인 

경우 CODMn의 제거효율이 가장 좋았으며 주입비가 1.0이
상일 경우에는 철이온의 과잉 주입 때문에 OH 라디칼을 

소모하게 되어 유기물을 산화시키는데 필요한 OH 라디칼

이 게 반응하게 되므로 CODMn이 증가하게 되었다.
Fig. 7과 나타냈듯이 산화 반응시간별에 따른 CODMn의 

제거효과를 살펴보면 반응시간이 증가할수록 제거 효과면

에서는 좋으나 120분 이후의 제거효과 차이는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정 반응시간을 120분으로 하 다. 
정 반응 pH와 침  pH를 알아보기 해 반응시 pH는 

3.0부터 5.0까지 0.5씩 단계별로 증가시켰으며 침  pH는 

6.5～8.5범 에서 5단계로 나 어 실험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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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Variation on CODMn removal at difference Fe2+/H2O2 
ratio.

Fig. 7. Variation on CODMn at each difference reaction time.

Fig. 8. Variation on CODMn at each difference reaction pH.

Fig. 8에서 나타냈듯이 반응 pH는 3.0에서 4.0사이에서 

제거효과가 좋으며 pH가  높아지는 경우 제거효과도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pH를 조정하기 해 사용되는 약품비를 고려하여 정 

pH는 3.5에서 3.8사이 다.
침 시 pH의 범 는 Fig. 9와 같이 pH6.5～7.0에서는 제

거효과가 높지 않았으나 pH가 7.0이상에서는 효율  색도

제거에도 효율 이었으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으므로 침

시 정 pH는 7.2～7.5로 선택하 다. 
Fenton 산화 처리시 알칼리도의 향을 알아보면 폐수 

의 탄산 이온(HCO3
-)이 다량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Fig. 9. Variation on CODMn at each difference coagulation 
pH.

Fig. 10. Variation on CODMn for increasing alkalinity.

OH 라디칼과 우선 으로 반응하여 상 으로 유기물분해

에 방해조건으로 작용한다.
Fig. 10는 단계 으로 알칼리도가 증가함에 따라 COD의 

제거효과에 해 나타내고 있다.
알칼리도가 증가함에 따라 COD의 제거효과도 상 으

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응집  Fenton 산화공정을 이용하여 축산폐수의 유기물

질  색도제거에 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응집제로 FeCl3를 이용한 응집․침  공정을 이용한 실

험 결과 정 주입량은 1,800mgFeCl3/L이며 TCODMn, 
TCODCr, SS와 T-P 각각 92.0%, 84.8%, 99.3%, 96.9%의 

제거효율을 보 으나 방류수 수질기 에는 합하지 않

으며 색도 한 진한 노랑색을 띠므로 후속공정이 필요

하 다.
2. 후속처리로 Fenton 산화공정을 이용한 결과 정 주입

비(Fe2+
 / H2O2 ratio)는 0.75～0.80범 이며 반응시간은 

120분, 반응 pH는 3.5～3.8, 최종 응집 pH는 7.0～7.5이
며, 정 주입조건으로 실험한 결과 처리수의 TCODMn

의 제거효율은 88.1%(34.5mg/L), SS는 96.0%(2mg/L)이
며 인은 98.9(0.1mg/L) 색도는 육안으로 확인시 투명한 

처리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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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칼리도가 높은 경우에는 탄산이온이 OH 라디칼과 

반응하게 되어 Fenton 시약의 주입량이 증가하게 되며 

제거효과 한 감소하 다. 
3. 응집  Fenton 산화공정으로는 폐수내에 존재하는 질

소성분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질소제거 목 으로 제

올라이트 양이온 흡착제를 이용한 후속공정이 필요하

다.
4. Fenton 산화공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처리하기 한 

방법으로 슬러지를 Fenton 시약으로 재이용할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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