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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20) 전류밀도와 접촉시간이 활성슬러지의 막 오염 저감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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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MBR (Membrane Bio-reactor)은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그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투과 플럭스

가 감소하는 막 오염 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MBR의 막 오염을 완화하기 위
해 도입된 전기응집(electro-coagulation) 공정의 중요한 운전 인자인 전류밀도와 접촉시간 및 막 오염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활성슬러지 현탁액의 농도 (MLSS)가 막 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아울러 막 오염 
속도를 전기응집의 운전변수인 전류밀도와 접촉시간의 함수로 표현하는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전기응집 실험은 직류전원을 이용하여 회분식 형태로 수행되었다. 알루미늄 전극을 사용하였으며 전극간 거

리는 50 mm로 고정하였다. 활성슬러지 현탁액이 완전혼합될 수 있도록 자-테스터로 교반하며 수행하였다. 회
분식 교반 셀을 사용하여 막 여과 실험을 수행하였고 직렬여과저항 모델을 이용하여 여과저항을 계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MLSS가 다른 세 가지 활성슬러지 현탁액을 서로 다른 전류밀도와 접촉시간 동안 인가하는 일련의 전기응

집 실험 후 막 여과를 수행하였다. 막 여과 실험에서 얻은 플럭스 (J/Jiw) 자료를 이용하여 총 오염 저항 (Rt, 
= Rc+Rf) 값과 전기응집을 수행하지 않은 대조군의 총 오염 저항 값의 비율, Rt/R0을 계산하였다. 총 오염 저항 
값이 대조군 대비 10% 감소할 때 필요로 하는 전류밀도와 접촉시간의 상관관계식을 각각의 MLSS 농도에서 
도출하였다(식 1-3 Fig. 1.).

MLSS = 4,500 ± 300 mg/L 일 때, 
                        (1)

MLSS = 6,500 ± 300 mg/L 일 때, 
                        (2)

MLSS = 8,500 ± 300 mg/L 일 때, 
                       (3)

t: 시간, : 전류밀도, Rt: 시간 t일 때 총 오염 저항, R0: 시간 t=0 일 때 총 오염 저항

Fig. 1. Correlation between contact time and current density to the fouling resistance (Rc+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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