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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 filtration 기술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기 바란다.Q1

생물학적	처리나	화학적	처리,	또는	물리학적인	처리	등	한	가지	기술에	기반하던	하수	처리	기술들이	융합되는	
추세에	있다.	가뭄으로	인한	하수	재이용,집중강우로	발생하는	초기우수(CSO/WWF)처리,	수질	기준	강화	
필요성이나	내분비계	호르몬	등에	따른	신규	규제는	과거와	다른	복합기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Membrane	
기술과	생물학적	처리를	결합시킨	MBR이나	다양한	종류의	Media를	이용하여	생물학적	처리와	여과	기능을	
결합시킨	Bio-filtration	기술은	그런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MBR은	최고의	수질을	만들어	공업용수나	상수로	
재이용하는	데	사용되지만	주기적인	membrane	교체,	막의	세정을	위한	전력과	약품	소모가	많고	유지관리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Bio-filtration을	이용한	수질은	MBR보다	못하지만	조경용수나	관개용수,	친수공간	조성,	청소	용수	등에	재이용	
가능한	수질을	보다	경제적으로	만들어	낸다.	결국	모든	기술들은	강,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	요구나	사용처,	
그리고	경제성을	따져	사용해야	한다.	재이용	계획도	없고	방류	수질도	엄격하지	않은	곳에서	MBR이나	Bio-
filtration같은	고가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술한	바와	같이	Bio-filtration은	Biological	treatment와	Physical	filtration이	결합된	기술이다.
고형물	농도가	낮고	Nitrate,	Perchlorate	같은	용존성	물질	제거가	목표인	지하수	등의	처리	시에는	
Biological	treatment	기능을	강화하여	사용하고	하수	1차	처리나	초기	강우	유출수(WWF:	Wet	Weather	
Flow)	처리	같이	고형물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여재막힘에	의한	잦은	역세를	방지하기	위한	Physical	filtration	
기능	강화가	중요하다.	통상적인	하수처리에서는	생물학적	처리와	여과기능	모두가	다	잘	작동해야	하는데	다양한	
처리	목적에	따라	잘	작동하는	Bio-filtration	기술과	엔지니어링	능력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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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랑	물재생센터	조감도 송도	물	재이용	사용처

Bio-filtration을 이용한 수질은 조경용수나 관개용수, 친수공간 조성, 청소 
용수 등에 재이용 가능한 수질을 보다 경제적으로 만들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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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F는	본래	가축분뇨의	Tertiary	treatment	용으로	개발되었다.	한국은	좁은	국토에서	소규모로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들이	가축분뇨를	살포할	부지나	처리	기술,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	결국	정부가	나서	
식수로	사용하는	Surface	water	오염	방지를	위해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을	짓게	되었다.	
가축분뇨는	오염물질	농도가	하수	대비	보통	100배	이상	높고	난분해성	COD와	질소	제거가	가장	골치	아픈	
문제이다.

BBF는	가축분뇨	주처리	공정에서	제거되지	않은	NBD(난분해성	물질)를	오존을	이용하여	BD(Bio-degradable)	
물질로	전환한	뒤에	잔류한	유기물과	질소를	제거하기	위한	후처리	기술로	개발	되었다.	주	공정을	거쳐	후처리	
공정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도	통상	높은	고형물(SS:	Suspended	Solid)	농도를	유지하므로	이	경우에	BBF
는	하부의	Fixed	media를	통해	SS를	제거한	후	Floating	media로	폐수가	들어	오도록	Dual	media를	
사용한다.	단일	여재만	사용할	경우	SS가	Floating	media에	너무	빨리	쌓여	역세가	자주	이루어	지기	때문이다.	
BBF는	하수에	버금	가는	가축분뇨	방류	수질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였고	BKT가	10년	이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거의	100%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하여	왔다.

처음엔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BBF를 개발하게 
되었다고 들었다. 개발 동기와 성과는?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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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좁은 국토에서 소규모로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들이 가축분뇨를 
살포할 부지나 처리 기술,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



BBF는	고농도	가축	분뇨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하수나	지하수로	적용	영역을	확대하였다.	하수나	지하수는	농도가	
낮아	Floating	media	하나만으로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	Media	표면에	미생물	부착을	극대화하여	처리	
속도를	증가	시킴과	동시에	반응조	사이즈와	부지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여	경제성을	높인다.	BBF가	신규	하수	처리	
시설뿐만	아니라	부지	제약이	있는	기존	하수	처리장의	질소	제거나	강화된	방류	수질	충족을	위한	Retrofitting에	
많은	실적을	갖게	된	동기이다.	BBF는	하수를	재이용하여	10년	이상	중국	산동성에서	발전소	냉각용수를	공급하여	
왔고	인천	송도	인공호수에	유지용수를	공급하거나	당진	등에서	하수를	재이용하여	갈수기에	농업용수를	공급해	
왔다.	한편	BBF를	이용한	첫	오염	지하수	정화	프로젝트가	미국	California	주의	City	of	Barstow에서	진행	
중이다.	BBF는	기존	지하수	정화	기술인	Ion	exchange나	RO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Brine	water나	농축수를	
생산하지	않고	생물학적으로	질소나	Perchlorate,	Selenium	등을	제거한다.	아울러	활성탄	등을	이용한	타	Bio-
filtration	기술과	비교하여	여재	유실이	없어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여재를	계속	순환시키는	FBR(Fluidized	bed	
reactor)보다는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강점이	있다.	

지난	15년	간	5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적용한	BBF는	아래와	같이	수없이	많은	최초,	최고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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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하수나 지하수 정화분야로 BBF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던데…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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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 하수 처리장

고속여과(primary treatment) 및  주처리공정(secondary treatment) 적용

아시아 최대 하수 처리장(서남)의 현대화 사업에 고속여과(primary treatment) 적용 
세계 최초로 1차 처리와 초기강우 유출수(WWF) 처리를 동시에 하는 생물막 여과 기술

RO 농축수에 포함된 질소 제거에 사용된 최초의 생물막 여과 기술

한국 최초로 중국에 수출한 하수 주처리 기술   
중국 곡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 SDPR 적용(A2O+ BBF),  
2003년 설계,  2008년 9월 가동개시

한국 기술 최초로 미국 WERF의 LIFT program 가입

한국 최초로 미국에서 Title 22를 획득한 하수 처리 기술(지하수 분야 Title 22 절차 진행 중)

한국에서 최초로 오염 총량제(TMDL: Total Maximum daily load)가 실시된 
광주에 최초 적용

가축분뇨 처리 적용된 최초의 Bio-filtration 기술 
포천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2005년 가동개시    
보령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2006년 가동개시 

Main-stream AMX에 적용된 최초의 Bio-filtration 기술 (LA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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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대 하수 처리장(서남)의 현대화 사업에 고속여과(primary treatment) 적용 
세계 최초로 1차 처리와 초기강우 유출수(WWF) 처리를 동시에 하는 생물막 여과 기술

한국 최초로 미국에서 Title 22를 획득한 하수 처리 기술(지하수 분야 Title 22 절차 진행 중)

BBF의	강점은	크게	Versatile,	Proven,	Innovative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고농도	
가축분뇨에서	지하수,	하수	처리까지	BBF의	광범위한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하수는	생물학적	질소	처리	외에	Bio-
filtration	기술로는	유일하게	1차	처리와	WWF까지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재다능(Versatile)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규모와	분야에서	50여	개	이상의	BBF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미국에서는	Title	22
나	LIFT	Program을	통하여	기술을	입증하여	왔다.	생물막	여과	기술	분야	후발	주자인	BKT는	타	기술과의	
융합과	지속적인	혁신으로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예를	들어	최근	가장	혁신적인	기술	중	하나로	꼽히는	
AMX(Anammox)	기술에	BBF를	결합하여	종균	유출을	방지하고	최고	수준의	수질을	확보한다.	아울러	BBF를	
구성하는	가장	혁신적인	기술인	Media는	Bio-filtration	기술	최초로	BBF가	하수	1차	처리나	간이	공공	하수	
(WWF:	Wet	Weather	Flow)까지	영역을	확장하여	미국	WERF의	LIFT	program에	등록	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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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F의 강점이나 특징은 무엇인가?Q4
Innovation Beyond Waste

BKT was listed on LIFT program at WEFTEC 2015BBF의	강점

생물학적처리	공정별	고형물	함량비율	비교표

지하수
초기우수 
처리

하수 
1차처리

하수 
3차처리

하수 
2차처리

InnovativeProven

Versatile

Suspended Solid

Dissolved Solid



www.tomorrowwater.com

한국	최초로	오염	총량제를	실시한	경기도	광주에	처음	
BBF를	적용했을	때,	하수	유입으로	받는	힘을	잘못	
계산한	탓에	산기관	연결	부분이	모두	파손되어	물위로	
떠	오른	적이	있었다.	부지가	협소한	처리장은	BBF
반응조의	여재층	중간에	산기관을	설치하는데	상부는	
공기를	공급하여	질산화를	시키고	하부는	탈질을	
위한	무산소구간으로	구성한다.	즉	질소제거	공정인	
MLE공정을	세워	놓은	형태라고	보면	된다.	이	경우	
compact한	구성은	가능하지만	산기관이	여재	이동에	
따른	힘을	부담하게	되어	파손이	발생한	것이다.	현재는	
반응조	내의	부력	등을	충분히	감안한	구조계산을	통해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	있다.

또	기억에	남는	것은	온도에	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물막여과	기술은	현존하는	생물학적	처리공정	중	
가장	수온에	대한	영향이	적은	공정이다.	일반공정의	
경우	13℃이하	에서는	질산화율이	급격이	저하되는데	
생물여과공정은	8℃에서도	안정적인	질산화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1년	중	수온이	가장	낮은	
설(구정)	전후에	시운전을	시작한	경우가	많았다.	어떤	
경우에는	지하수나	하천수가	유입되어	유입수온이	7℃
이하인	경우도	있어	마음	편하게	명절을	보낸적이	없다.	
많은	현장을	경험한	지금은	적어도	8℃	이상만	되면	BBF
가	안정적인	질산화를	이룬다는	점을	신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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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F 상용화 과정에서 그 숱한 문제와 
난관을 만났다고 들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Q5
Innovation Beyond Waste

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정작 회사를 파산 일보 직전으로 끌고 간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였다.  
200억원을 받고 300억원을 써서  
$30M Man 이라는 별명을 얻게된 중랑 하수 
처리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자.

Q6.1 우선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Q6

개인적으로나	회사	차원에서	사연이	많은	사업이다.	
중랑하수처리장은	서울시	한	복판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초의	처리장으로	대한민국	하수처리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곳이다.	1970~80년대에	건설된	처리장이라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서울시가	하수처리장	현대화	및	
지하화	3단계	계획을	세웠고	그	중	1단계	사업에	BBF
가	적용된	것이다.	실제로는	기존에	포스코가	개선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여러	이유로	설계유량	대비	50%밖에	
처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작된	실질적인	최초의	현대화	
사업이다.	

턴키방식으로	진행된	본	사업은	현대건설과	GS건설이	
경쟁하였는데	최초	설계시에	현대건설은	프랑스	데그레몽	
기술을,	GS건설은	베올리아	기술을	적용했었다.	제안서	
제출	1달을	남겨놓고	GS가	국산기술을	사용하기로	
결정하는데,	유로화가	급등하여	경제성	확보에	문제가	
생겼고	기술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설계진행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턴키보고서를	
작성해	본	사람은	제안서를	1달	안에	수정하고	완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	알	것이다.	시간이	촉박했지만	
BBF와	유사한	베올리아생물막	여과로	기본	구도가	잡힌	
상태여서	큰	변화	없이	여재만	바꾸어	사용하기로	전제하고	
제안작업에	들어	갔다.	그런데 기존 베올리아 설계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암모니아성 
질소의 규제 없이 총질소만 규제하는 한국의 방류수 
기준을 악용하여 하수 내의 암모니아를 전량 제거하지 않고 
부분질산화 후 외부 탄소원을 넣어 탈질하는 방식으로 
공사비를 줄이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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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OLIA 기술비교 및 문제점

암모니아성	질소가	방류되면	BOD보다	4.57배의	수계	내의	
산소를	더	소모하게	되어	환경적으로	더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규제를	한다.	또	다른	한가지	문제는	베올리아	설계대로	
부분	질산화할	경우	매년	20억	원에	달하는	외부	탄소원을	
넣어	탈질을	해야	하는	구조라	하수	처리장	존속	기간인	
30~40년간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VEOLIA 질소제거공정

유입 부분질산화 부분탈질

외부탄소원 주입

방류

문제1 문제2

BOD대비		
4.57배의	산소를	소모하는

암모니아 유출

수계 생태계 파괴 연간 20억원 이상 
세금낭비

외부 탄소원 사용

부강테크 질소제거공정

유입 완전탈질 완전질산화

(외부탄소원 무사용)반송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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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렇게	설계할	경우	여재	층을	통과하는	하수량이	
두	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기존	반응조	사이즈가	베올리아	
설계	보다	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제안서	제출	기한을	생각할	때	거대한	토목	
구조물	변경은	불가능한	옵션이었다.	우리는	당시	타사	
대비	우수한	성능을	보이던	우리	여재를	통해	이	문제를	
풀기로	했다.	기존	모든	생물막	여과기술들이	적용하던	
설계기준	대비	절반의	반응조	사이즈로	이	대규모	
처리장의	하수를	처리한다는	무모한	도전에	나셨던	
것이다.	생물막	여과	부분에서	후발	주자인	우리회사가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절대로	세계시장에서	베올리아	
같은	선두	주자와	경쟁할	수	없다는	절실함,	앞	선	
프로젝트에서	얻은	결과에	대한	과신,	그리고	사업	
수주에	대한	우리의	욕심이	어우러진	결론이었다.	

돌이켜	보면	그때	우리가	보유한	여재를	너무	과신했었던	
것	같다.	여재의	통수능을	너무	높게	예측했고,	
공기주입에	따른	통수능	저하를	간과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였다.	더구나	그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발에	
들어	간	여재는	번번히	우리의	기대를	져	버렸다.	결국	
우리는	신형	여재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운을	
바라는	마음으로	계약	기간에	쫓겨	기존	여재를	납품하게	
된다.

우리는	영리	기업의	목표가	이익	창출이라고	하나	그	
업을	영위하면서	지켜야	할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믿었다.	많은	고민	끝에	암모니아성	질소	Zero
를	만들어	방류하고	약품사용량이	최소화	되도록	완전	
질산화와	유입수	내의	유기물을	이용한	탈질	방식으로	
설계	변경을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결정했다.	

BBF 중랑 복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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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여재 반송을 위한 컨베이어벨트 작업

신규여재 통수능 실험

우리는 영리 기업의 목표가 이익 
창출이라고 하나 그 업을 영위하면서 

지켜야 할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믿었다. 



공사가	완료되고	시운전이	시작되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그때	나는	미국지사	발령을	받아서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시운전팀에서	
설계유량을	처리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유는	
여재의통수능에	한계가	있어	하수가	설계유량의	70%
정도	밖에	유입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다.	소식을	접하고	
서둘러	귀국해서	한	달동안	현장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았으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우리가	찾은	
유일한	해결	방법은	통수능이	개선된	여재로	기존	여재를	
전량	교체하는	것이었다.	늦었지만	다행인	것은	마침	그	
때	우리가	사전에	설정한	성능을	충족시키는	신형여재	
개발이	완료되어	현장	테스트를	거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재교체	및	산적한	문제를	현장	직원들에게	맡기고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의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	없었다.	1년여에	걸친	여재교체	작업이	이루어	지는	
동안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기술적	
한계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무능함을	깨닫게	되었고,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이유로	안전율	없이	설계를	한	
결과에	대해	뼈저린	반성을	하게	되었다.	

지하	현장에서	1m	높이로	쌓았을	때	축구장	5.5개를	덮을	
분량의	여재를	교체하고	재	이용이	불가능한	종전	여재를	
폐기하는	데	엄청난	노력과	비용을	쏟아	부었다.	

GS에서	받은	돈이	200억	인데	회사가	쏟아	부은	돈이	
300억이	넘어	12년간	흑자	경영을	하던	회사가	2016
년부터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부도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다행히	지난	달부터	진행된	12번의	준공	채수	
결과,	우리는	설계	유량	전량을	방류	수질	이하로	완벽히	
처리하였다.	현장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전사적인	
지원에	힘	입은	결과이다.	중소기업이	짊어	지기	힘든	
경제적인	손실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지만	우리는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해내는	책임정신을	보여	주었고	세계최고의	
생물막여과기술을	가제	되었다.	앞으로도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중랑의	교훈을	되새겨	실수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설사	실수가	있더라고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갖게	된것은	큰	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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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장 반송 대기중인 기존여재들

Q6.2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가?

1m 높이로 쌓았을 때 축구장 5.5개를 

덮을 분량의 여재를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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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문제를 해결하며 BBF의 핵심 
기술로 떠 오른 신형 Media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기 바란다.

Q7
중랑하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한	일등공신인	신형	십자형	여재는	3가지	면에서	혁신을	이루었다.	

우선	여재	사이	공간이	늘어	여과	과정에서	고형물을 억류하는 능력이	극대화	되었다.	일반적으로	완전	구형의	공극율이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신규여재는	이보다	높은	공극률을	자랑하다.여재층에	고형물을	더	많이	붙잡아	놓을	수	있다는	것은	더	
많은	양의	하수를	역세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운전의	편의성과	경제성에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둘째는	여재	비표면적의 증가이다.	일정	공간에	위치한	여재에	얼마나	많은	미생물을	부착시킬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여재비표면적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단위	부피당	오염물질	제거속도가	증가를	의미한다.		

셋째는	구조적인 안정성이다.	물속에	위치하기	때문에	부력을	받는	상부	여재는	하부에	위치하는	여재의	부력까지	견뎌야	
한다.	기존여재와	달리	신규여재는	상부에	사람이	올라서도	변형이	없을	정도로	구조적인	강도가	증가되었다.	현존하는	많은	
부상식여재가	압력에	의하여	찌그러지거나	축소되어	지속적인	보충이나	교체가	필요한	반면	신규	여재는	반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최고의	여재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신규여재의	혁신적	기능은	그	동안	생각해	보지	않은	새로운	시장을	여는	원동력이	되었다.	기존중력식 침전지 면적의 
5-10%만으로 1차처리가 가능하여 부지 제약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거나 초기 우수(WWF) 처리 시 고형물과 용존성 BOD를 모두 
처리할 수 있게 만들었다.	한편	본	신형여재는	차세대	하수	처리	기술인	Mainstream	Anammox에도	적용될	예정이며	여재	
유출이나	변형	등으로	지속적인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타사의	여재	대체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BBF 신형 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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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BBF와 관련 사업의 전망과 
비전이 있다면?Q8

여재	혁신으로	얻은	성과에	전사적으로	추진 중인 Water industry 4.0을 접목하려	한다.	당사는	현장에서	얻은	각종	
데이터를	시뮬레이터와	연결하여	설계	자동화와	처리장	최적	운전이	가능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에	있다.	
고객이	유입	수질과	방류수	기준	및	부지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물질	수지(Mass	balance)가	나오고	
기본적인	설계도면과	3D	도면이	생성되는	것이다.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생성된	기본	자료에	질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최종적인	설계를	마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장에서	시운전	시	추가된	자료로	최적	운전이	가능하다.	이미	version	1
의	데모	프로그램이	완성되어	시험	운영에	돌입한	바,	프로세스가	갖는	우수성	외에	IT	기술을	접목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고객	서비스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회사는	그저	단순히	마시거나	사용한	뒤	버리고	정화해서	내	보내는	전통적인	물의	개념에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기능을	더	하도록	하자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수를	재	이용하여	인공하천을	만든	인천	송도의	경우처럼	
청계천에도	하수를	재이용한	물이	공급되길	바란다.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물”이라는	우리의	비전에	따르면	물은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부동산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열섬	효과나	미세먼지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INDUSTRY 4.0

IoT

IoT

Big Data

Big Data

AI 3D 
Printing

1. Design

3. Operation

2. Construction

AI

Concept of Water Industry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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