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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e assessment results of the non-point source pollutant removability of bio-block using waste sewage 

sludge, at the reactor’s initial operation stage, the removal efficiency of COD was slightly unstable. 

However, after the reactor was stabilized, the COD removal efficiency was higher in the reactor filled with 

bio-blocks compared to the reactor filled with broken stones. In terms of nitrogen and phosphorus, their 

removal efficiency was unstable at the initial stage of the reactor operation. This phenomenon was 

investigated through the bio-block elution experiments. Results indicated that nitrogen and phosphorus were 

eluted from the bio-blocks affecting their removal at the initial operation. Furthermore, based on elution tests 

conducted after the dry ashing of the waste sewage sludge, part of the nitrogen and phosphorus was eluted 

similar to the bio-block elution test results, although considerable amounts of nitrogen and phosphorus were 

reduced compared to the sludge cake. Prior to the use of the waste sewage sludge bio-blocks as a filter 

medium to remove non-point source pollutants, a stabilization period of 10 days was required. After the 

stabilization process, results showed similar characteristics as general aggregates. Moreover, to use the 

bio-block as a filter medium for the non-point pollutant removal, the filling ratio of 75% was the most 

suitable as it resulted in the highest nitrogen removal efficiency after the stabiliz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waste sewage sludge can be suitably recycled as a mixed raw material for the 

bio-blocks, with satisfactory application as a filter medium in artificial wetlands, stormwater runoff problems, 

stream water pollutants to eliminate non-point source pollu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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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우리나라의 하수보 률은 2018년 기  공공하수처리구역 

인구보 률 기 으로 93.9%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하수슬러지 발생량은 4,172,570톤/년이다(ME, 2019). 한, 

산업의 고도화  국민들의 생활수 이 향상되면서 하수  

폐수 증가, 하수처리장증설 등의 이유로 하수슬러지의 양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Kwon et al., 2020). 하수

슬러지는 그 특성상 유기물  양염류를 다량 함유하고 있

다. 그리고 런던 약으로 인해 2006년 해양오염방지법 시행 

규칙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 처리방법  하나

인 해양투기 방법이 면 지됨에 따라 량 육상처리를 실

시하고 있다. 육상처리는 악취 민원, 높은 처리비용, 매립지 

공간 확보 등의 문제 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 으로 

인하여 슬러지 감량화가 두되고 있는 실정이다(Shin et al., 

2018). 슬러지의 안정 이고 지속 인 육상처리를 해 재활

용, 소각, 건조 등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Yoon, 2021) 그  하수슬러지 재활용 기술로는 하수슬러지

를 이용한 투수블럭(Kim et al., 2015), 연료화(Rhee, 2009), 

비료화(Kang et al., 2010; ME, 2010)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한편, 비 오염물질은 인간의 다양한 토지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며, 주로 강우시 우수에 포함되어 하천 등 다양한 수

계로 유입된다. 이 게 유입되는 비 오염물질 내에 포함된 

유기물, 질소  인은 하천이나 호소로 유입시 수질악화로 

이어지고 있으며(Drake et al., 2014; Liu et al., 2018; Zafra 

et al., 2017), 녹조  부 양화를 일으키는 주 원인물질로 

작용하고 있다(Hallin and Pell, 1998). 이러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해 재 비 오염물질 감시설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 으로 비 오염의 

감은 비 오염 감 시설이나 장치를 설치하는 구조 인 방

법과 LID나 GI 기법을 이용하여 비 오염물질이 감되도록 

토지이용을 계획하는 비구조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다(Jeon 

et al., 2018). 그  장치를 설치하는 구조  방법으로는 여

과형이나 인공습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 경우 여재의 흡착 특성이 장치의 효율에 매우 요한 역

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감시설에 있어 정 여재의 선정

과 여과 속도, 여과 장치의 설계 등은 비 오염물질의 효율

 제어에 매우 요한 인자이다. 일반 으로 질소와 인 제

거를 한 흡착 여재는 침투에 용이한 공극구조와 오염물질 

제거를 해 물리･화학  흡착에 유리한 특성을 가진 쇄석, 

모래, 활성탄, 제올라이트 등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Jung et 

al., 2002; Kim et al., 2018; Ryoo and Choi,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수슬러지를 재활용하여 만든 여재

(Bio-block)와 일반 으로 흡착 여재로 많이 이용되는 쇄석

과의 유기물  양염류 제거 특성을 비교해 Bio-block이 

비 오염물질 제거 여재(Bio-block)로서 용 가능한지 평가

해보았다.

2. Materials and Methods

2.1 여재  유입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여재(Bio-block)의 제조방법은 Kim et 

al. (2015)에서 사용된 방법을 따랐다. 우선 하수슬러지와 황

토  토를 혼합(하수슬러지:황토: 토 혼합비 15:65:20)후 

기로(Thermolyne, 62700)의 운 은 최  실온에서 500℃까

지 온도를 올려 소성 후 1시간 동안 유지시킨 후 900±10℃까

지 온도를 높인 후 기로 내에서 상온까지 방랭을 실시하여 

제조한 것을 사용하 다. 이 게 제조된 Bio-block은 압축강

도 1,600 N/cm2, 흡수율 30.24%, 투수계수 16.8×10-4 cm/sec의 

물성특성을 보 으며, 조구로 사용된 쇄석은 유효입경 1.96 

mm, 균등계수 1.61인 것을 사용하 다. 비 오염물질(유기물 

 양염류) 제거 실험에 사용된 유입수 조성은 Kim (2006), 

Wee et al. (2008)  Kang (2009)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바

탕으로 평균 농도를 산정하여 제조하 으며, 유기물(Carbon) 

source로 glucose를 이용하여 화학  산소요구량(Chemical 

oxygen demand, COD) 약 38 mg/L가 되게 하 으며, 질소

(Nitrogen) source로는 NH4Cl을 이용하여 총질소(Total 

nitrogen, T-N) 기 으로 약 5.4 mg/L로 하 다. 인(Phosphate) 

source는 KH2PO4를 이용하여 총인(Total phosphorus, T-P) 기

으로 약 0.37 mg/L가 되게 조제하 다.

2.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 이용된 실험실 규모 반응조는 내경 100 mm, 

높이 250 mm로 제작하 으며, 반응조 총 용량은 약 2.0 L(유

효용량 약 1.9 L)이었다. 반응조는 총 4개를 제작하 으며, 1개

는 조구로 쇄석만을 충진하 다. 나머지 3개는 Bio-block과 

쇄석을 충진하 으며, 충진한 Bio-block의 개별 크기는 40× 

20×15 mm이다. 반응조 내 Bio-block의 충진율은 각각 25%, 

50%, 75%이며, 유입수는 정량펌 를 이용하여 1.9 L/day 

(HRT 12hr)를 반응조 하부로부터 상향류 식으로 연속 으로 

주입하 고 유출수를 이용하여 1Q(1.9 L/day)의 반송을 실시

하 다(Fig. 1). 시료채취는 1일 간격으로 실시하 으며, 채수

된 시료는 즉시 수소이온농도(Hydrogenion concentration, pH), 

F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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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도도(Electrical conductivity, EC)를 측정하 다. 그리고 

크롬산 COD (CODCr), T-N, T-P 실험방법은 수질오염공정

시험방법(ME, 2017)에 하여 실시하 다.

2.3 용출실험

여재로 사용된 Bio-block과 Bio-block 제조시 사용한 하수

슬러지를 처리 형태에 따른 슬러지 내 함유되어 있는 질소

와 인을 측정하기 하여 용출시험을 실시하 다. Bio-block

은 순수에 넣어 진탕기(SK-760M, (주)제이오텍)를 이용하여 

20℃, 200 rpm에서 12시간 진탕하 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 형태에 따른 용출실험은 탈수 슬러지(함수율 81%), 

건조 슬러지(함수율 9.3%), 회화 슬러지를 이용하 으며, 여

기서 회화슬러지를 조제하기 한 기로(Thermolyne, 62700)

의 운 은 여재 제조시와 동일하다. 한, 슬러지 처리 형

태에 따른 용출실험은 순수에 넣어 12시간 간격으로 연속 진

탕하 으며, 진탕한 시료는 고액분리를 해 원심분리기

(CENTRIFUGE BR 4, JOUAN)를 이용하여 3000 rpm으로 

20분간 원심분리 하 다. 고액분리된 상등액을 채취하여 

membrane filter (0.45 μm)를 이용하여 여과한 후 총질소(T-N)

와 총인(T-P)분석을 실시하 다.

3. Results and Discussion

3.1 Bio-block 충진율에 따른 제거효율

제조한 인조합성 강우유출수의 pH는 7.23이었으며, 운 기

간(35day) 동안 Bio-block을 충진하지 않은 조구(쇄석)  

Bio-block을 각각 25%, 50%, 75%를 충진한 반응조 모두 pH

는 큰 변화 없이 7.0~8.0 수 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인조합

성 강우유출수의 EC는 평균 0.255 dS/m이었으며, 운 기간동

안 조구의 평균 EC는 0.290 dS/m, Bio-block을 각각 25%, 

50%  75%를 충진한 반응조의 경우 각각 0.286, 0.283, 

0.281 dS/m로 Bio-block의 충진율이 증가할수록 EC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COD 제거효율은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반응조 운  

기 약 85%의 제거효율을 보 다가 일시 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 으나 반응조 운  18일까지 서서히 감소하는 경

향을 보 다. 반응조 운  18일 까지는 다소 불안정한 처리효

율을 보 는데 이는 반응조가 안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

로 보여지며, 반응조 내 여재로 사용된 Broken stone  Bio- 

block 표면에서 존재하는 용존성 유기물이 탈착되어 나오면

서(Watson et al., 1989) COD 제거효율이 낮아진 것으로 단

된다. 하지만 반응조 운  약 19일부터 제거효율은 서서히 증

가하다가 이후 곧바로 안정된 값을 나타내었다. 조구로 사

용된 broken stone만을 충 한 반응조의 경우 Table 1에서 보

는 바와 같이 평균 77.9%의 제거효율을 보 으며, Bio-block

을 각각 25%, 50%  75% 충 한 반응조의 경우 각각 평균 

78.2%, 78.4%  76.5%를 보여 Bio-block을 충 한 반응조가 

쇄석만을 충 한 반응조에 비해 약간 높은 제거효율을 보

다. 그러나 제거효율의 차이가 크지 않고 Bio-block 충 율에 

따른 제거효율의 차이 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T-N 제거효율은 Fig.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Bio-block 충진

율에 따라 다소 다르기는 하나 기 약 1주일 동안은 제거효

율에 있어 상당한 변폭을 보여주었으며, 조구로서 쇄석만을 

충진한 반응조에서도 동일한 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재의 표면 등에 잔존하고 있던 오염물질의 향인 것

으로 상되며, 여재  Bio-block에 의해 질소가 흡착 제거될 

경우 일반 으로 반응조 운  기에 높은 제거효율을 보이

다가 서서히 감소하여 과 에 도달하는 것이 일반 인 흡착 

메커니즘이나 본 반응조 내에서 질소의 제거는 미생물에 의한 

Influent

(mg/L)
Control

25% 

Bio-block

50% 

Bio-block

75% 

Bio-block

Max. 46.0 88.1 89.7 93.9 94.9

Min. 32.7 66.5 57.5 60.1 62.6

Average 37.5 77.9 78.2 78.4 76.5

S.D. 3.6 5.7 6.2 6.8 7.0

Table 1. Changes in COD removal efficiency according to 

bio-block filling ratio (Unit : %)

Fig. 3. Changes in T-N removal efficiency according to 

bio-block filling ratio.

Fig. 2. Changes in COD removal efficiency according to 

bio-block filling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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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산화  탈질에 의해 제거되는 것이 주 제거 기작(Gersbeng 

et al. 1983; Kim et al., 2006; Reddy et al., 1989)이어서 여재

에 의한 질소의 흡착 제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단된다.

기 start-up 단계에서 제거효율은 Control, 25%, 50%  

75% Bio-block을 충진한 반응조에서 각각 약 32.1%, 36.9%, 

42.0%  45.3%를 나타내어 충 비율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정상상태에서 반응조의 T-N 평균 제거효율은 Control, 

25%, 50%  75% Bio-block을 충 한 반응조에서 각각 

43.8%, 44.7%, 52.8%  77.2%로 나타나 75%를 Bio-block으

로 충진한 반응조에서 가장 높은 제거효율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2). 질소 제거를 해 여재(모래, 제올라이트, 

굴껍질)를 이용하여 T-N 처리시 T-N 제거효율이 71.5~80.2%

를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는데(Seo, 2014) 본 Bio-block을 75% 

충 한 반응조에서 다른 여재들과 유사한 제거효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P 제거효율은 Fig.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Bio-block을 각

각 50%, 75% 충진한 반응조의 경우 반응조 운 기 start-up 

기간  유출수의 T-P 농도가 증가하여 유입수내 T-P 농도보

다 높게 나타나는 상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상은 운

기간 내 상당기간 지속되었으며, 이는 무기성 인이 반응조 내 

충진한 여재 등에서 용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한 Yang 

(2002)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처럼 반응조 운 기에 유기물  양염류 제거효율에 

있어서 다소 불안정한 결과를 보 는데 이를 확인하기 하

여 Bio-block의 질소  인 용출실험을 실시하여 본 결과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T-N이 약 6.58 mg/kg, T-P가 약 

1.52 mg/kg 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io-block 제조시 소

성과정을 거치면서 슬러지 내에 존재하는 인  질소가 감소

되고 Bio-block 내에 고정화되어 용출되지 않을 것이라 상

하 으나 실제로는 Bio-block으로부터 질소와 인이 용출되어 

반응조 운  기 유기물  양염류 제거효율에 있어서 다

소 불안정한 경향을 나타냈던 것으로 단된다. 

3.2 하수슬러지 처리 형태에 따른 질소  인 

농도변화

소성과정을 거친 Bio-block 내에서 질소와 인이 고정화되지 

않고 용출됨에 따라 하수슬러지 처리 형태에 따른 질소  

인 농도 변화를 확인하여 보았다. 그 결과 Fig. 5에 나타난 바

와 같이 인의 경우 탈수 슬러지, 건조 슬러지  회화 슬러지

에서 각각 2,184 mg/kg, 3,180 mg/kg  221 mg/kg이 용출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화시킨 슬러지는 탈수 슬러지에 비해 

8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슬러지를 회화시킴으로서 슬러

지 내 함유되어 있는 인의 농도를 상당량 감할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질소는 Fig.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탈수 슬러

지, 건조 슬러지  회화 슬러지 각각 13,312 mg/kg, 11,846 

mg/kg  923 mg/kg으로 나타났으며, 회화시킨 슬러지의 경

우 탈수 슬러지에 비해 T-N 농도가 93.0%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나 슬러지를 회화시킴으로서 부분의 질소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하수슬러지를 혼합하여 제조한 Bio-block을 

양염류 제거를 한 골재 용으로 용하는 경우 슬러지 내

에 잔존해 있는 인  질소가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

으로 단되어 회화시킨 슬러지의 인  질소 용출특성을 12

시간 간격으로 11일간 실시하 다. 그 결과 Fig.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T-P의 경우 용출 시험 기간에 총 321.4 mg/kg이 

용출되었으며, 2.5일에 약 50%, 8.5일에 90%의 인이 용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T-N의 경우는 Fig.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용출시험 기간에 총 108.4 mg/kg이 용출되었으며, 4일에 약 

50%, 9일에 약 92%의 질소가 용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화

시킨 슬러지의 기간별 용출특성 결과를 Bio-block 충진율에 

따른 질소 인 제거효율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본 결과 하수

Fig. 4. Changes in T-P removal efficiency according to 

bio-block filling ratio.

Influent

(mg/L)
Control

25% 

Bio-block

50% 

Bio-block

75% 

Bio-block

Max. 7.9 58.2 53.1 58.6 92.8

Min. 7.0 31.6 36.9 42.0 45.3

Average 7.3 43.8 44.7 52.8 77.2

S.D. 0.2 9.1 5.1 4.4 15.5

Table 2. Changes in T-N removal efficiency according to 

bio-block filling ratio (Unit : %)

Influent

(mg/L)
Control

25% 

Bio-block

50% 

Bio-block

75% 

Bio-block

Max. 0.40 40.7 41.1 23.9 27.1

Min. 0.33 23.0 11.7 3.9 5.6

Average 0.37 33.1 26.4 16.1 18.2

S.D. 0.02 5.0 10.0 5.9 5.8

Table 3. Changes in T-P removal efficiency according to 

bio-block filling ratio (Unit : %)

T-N(mg/kg) T-P(mg/kg)

Bio-block 6.58 1.52

Table 4. Bio-block elution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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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지를 이용한 Bio-block의 비 오염물질(유기물  양

염류) 제거 여재로 사용시 운 기간 약 10일 정도의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며, 일정기간 안정화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하수

슬러지를 이용한 Bio-block이 일반 인 골재와 유사한 특성

을 보임에 따라 비 오염물질(유기물  양염류) 제거 여

재로 충분히 용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그리고 Bio-block 

충진율에 따른 유기물  양염류 제거효율을 최종 으로 

평가해 본 결과 유기물  인의 경우 충진율에 따른 제거효

율 차이는 미미하 으나 질소 제거에 있어서 다소 높은 제거

효율을 나타내었던 충진율 75% 정도가 가장 합할 것으로 

단된다. 한, 하수슬러지가 Bio-block 제조시 혼합원료로 

충분히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게 제조된 

Bio-block은 강우시 비 오염원들에 의해서 향을 받는 강

우 유출수(run-off), 오염된 하천수  인공습지공정 등에서 

유기물  양염류 제거를 한 여재로 충분히 용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4. Conclusion

하수슬러지를 이용한 Bio-block의 유기물  양염류 제

거 가능성 평가를 실시하여 본 결과 COD는 반응조 운

기에 제거효율이 다소 불안정 하 으나 반응조 안정화 이후 

COD 제거효율은 쇄석만 충진한 반응조보다 Bio-block을 충

진한 반응조에서 높은 효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질소  인의 경우에도 반응조 운  기에 제거효율이 

다소 불안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를 Bio-block 용출실

험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Bio-block에서 질소와 인이 용출

되어 운 기에 질소와 인 제거에 있어서 다소 향을 끼쳤

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하수슬러지를 회화시켜 용출실험

을 실시하여 본 결과 탈수슬러지에 비해 질소와 인은 상당량 

감되었으나 질소와 인이 일부 용출되어 나오는 것으로 확

인 되었다. 그리고 회화시킨 슬러지의 기간별 용출특성 실험

결과와 Bio-block 충진율에 따른 질소 인 제거효율 실험결과

를 비교하여 본 결과 하수슬러지를 이용한 Bio-block을 비

오염물질 제거 여재로 사용시 운 기간 약 10일 정도의 안정

화 기간이 필요하며, 일정기간 안정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일반 인 골재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io-block을 비 오염물질(유기물  양염류) 제거 여재로 

사용시 충진율은 질소제거에 있어서 다소 높은 제거효율을 

나타내었던 75%가 가장 합할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하수슬러지가 Bio-block 제조시 혼합원료로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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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eluted T-N concentration according to the sludge 

pretreatmen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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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eluted T-P concentration according to the sludge 

pretreatmen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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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hanges in the eluted T-N concentration based on 

the oper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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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게 제조된 Bio-block은 

강우시 비 오염원들에 의해서 향을 받는 강우 유출수(run- 

off), 오염된 하천수  인공습지공정 등에서 유기물  양염

류 제거를 한 여재로 충분히 용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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