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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hisresearch,MBR andTiO2 photocatalystoxidationreactionhavebeen
usedforadvancedtreatmentofwastewaterforreuse.
Membraneseparation instead ofprecipitation tank wasused forremoving

suspendedsolids,andtheywereremovedcompletelyusingthedevelopedMBR
process.Theremovalefficienciesoftotalnitrogenandphosphorouswerelow,
andthepermeateflux decreasedwithtimeduetofouling ofthemembrane.
Therefore,wedevelopedcellimmobilizationsupportcarrierusingwastelimeto
enhancenutrientsremovalefficienciesand toreducemembranefouling.The
effectsofimmobilizedsupportcarriervolumefractionandaerationrateonthe
membrane separation and nutrients removalefficiencies have been studied.
WhenTiO2powderwasusedasaphotocatalyst,ithastoberecoveredfrom
water.Therefore,TiO2coatingprocessonsupportcarrierwithsol-gelmethod
wasproposedandphotodegradationratewasmeasure.
Thesupportcarrierdevelopedinthisresearchisporousonewhosesurfaceis

rough enough to immobilizecells.Astheaeration rateand supportcarrier
volume fraction are increased, the membrane separation efficiency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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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d.Totalnitrogen removalefficiency was increased with increased
effectiveMLSSconcentrationandeffectiveSRT.Anoxicconditionsoftheinner
supportcarrierenhancenitrogenandphosphorousremovalefficienciesandalso
increased the phosphorous adsorption on waste lime support carrier.The
removalefficiencyofCODcrbyphotocatalyticdegradationofhumicacidwas
85%.ThepowderrecoveryproblemsofTiO2powderprocessweresolvedwith
TiO2coatingofsupportcarrierprocess.
From thisresearch,itwasfound thatthemembranecoupled with fixed

phasebiofilm reactorisaneffectivewastewatertreatmentsystem toenhance
membraneseparationandnutrientsremovalefficiencies.UsingTiO2coatingon
thesurfaceofsupportcarrier,TiO2 powderrecoveryproblem wascompletely
solved and nonbiodegradable organic waste was removed. The process
developed in this research can be used forpracticalwastewatertreat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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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III장장장...서서서 론론론

고도 산업의 발달과 인구의 도시 집중현상에 의해 물에 대한 수요량은 급증하고
있으나 수자원의 오염 및 부족으로 인하여 용수원의 확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
고 있어 하․폐수의 고도처리 및 용수의 재활용 공정 개발이 필요하다.특히,호수
등의 폐쇄성 수역에 있어서는 유기성 물질뿐만 아니라 질소․인 등의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영양염류의 축적이 더욱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폐수로부터 질산염 또는 인산염 제거를 위해 이용되고 있는 기술로는 이온교환

수지법,생물학적 탈질,화학적 환원,역삼투압법,전기 투석법,화학적 침전법 등이
있다.생물학적 탈질공정은 유기물이 다량 함유된 폐수 처리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
법으로 가장 경제적이라고 알려져 있으나,국내 폐수 특성상 대부분의 경우 외부
유기탄소원의 공급이 필요하며 환경변화에 따른 시스템 제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또한 최근에는 인 제거를 위한 응집 침전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응집제를 직접 폭기조에 첨가하는 활성슬러지법 등이 개발되었지만,고가의 약품비
와 증가된 폐슬러지의 처리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인 제거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담체에 고정된 미생물을 이용하여 하․폐수를 처리하는 생물막 공정(biofilm

process)은 부유 상태의 미생물을 이용하는 활성슬러지법과는 달리 담체에 미생물
을 부착시켜 운전하는 방법으로 생물막내 미생물이 하․폐수와 접촉하는 형태 및
담체 종류에 따라 살수여상법,회전원판법,고정생물막 반응조 및 유동층 생물막
반응조 등으로 분류된다.생물막 반응조는 담체에 미생물이 부착되어 생물막을 형
성하므로 증식속도가 느린 미생물도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증식할 수 있어서 외부
로 유출되는 슬러지량이 적고 미생물종이 다양하게 출현하여 온도,pH,충격부하
및 난분해성물질에도 강하다.또한 생물막을 형성하므로 활성슬러지법과는 달리 슬
러지 팽화현상으로 인한 슬러지 부상 등이 없어 운전관리가 용이하며,운전특성상
단위체적당 미생물농도를 높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이와 같은 활성슬러지 공정이나 담체 공정들은 생물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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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해 가능한 용존 물질을 제거한 후,미생물과 처리수를 분리하기 위한 침전조
가 사용된다.이 침전조의 성능은 운전조건에 따라 변하는 슬러지의 침강속도에 의
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침전조 설치에 따른 넓은 부지면적이 필요하여 경제적인
제약의 문제점이 있다.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생물학적 처리
공정의 침전조를 분리막으로 대체한 막 결합형 활성슬러지 공정(MBR,Membrane
Bioreacto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막 결합형 활성슬러지 공정은 기존 생물학적 처리공정과는 달리 부유고형물이

없는 깨끗한 유출수를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으며 미생물의 농도를 높게 유지할
수 있어 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고,미생물과 처리수를 분리하기 위한 최종 침전조
가 필요치 않으므로 부지면적도 줄일 수 있어 소규모화를 꾀 할 수 있다.그러나
분리막 여과시 발생하는 농도 분극(concentration polarization)현상과 막 오염
(membranefouling)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공정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떨어뜨리게 된다.이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대부분의 정수처리 시스템은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처리 후 3차 처리

로서 살균을 위한 염소 소독 및 오존처리 등을 이용하고 있다.이러한 3차 처리 기
술 중 염소 소독의 경우 미생물에 대한 살균 효과는 우수하나 잔류율이 높아 발암
물질인 trihalomethane,chlorophenol등의 부산물을 생성한다는 단점이 있다.오존
처리의 경우 과잉의 오존 접촉에 의한 잉여 오존의 2차 처리와 오존의 기상으로
이탈,발암물질인 bromate발생 등의 문제가 있다.이에 반해 광촉매(photocatalyst)
반응은 최근 각광받는 고도산화처리 (AOP,AdvancedOxidationProcess)기법의
하나로서 ․OH 라디컬(radical)의 생성에 의해 박테리아 및 미생물의 불활성 효과
가 우수하고,난분해성 유기물질의 제거효과가 탁월하며,부산물이 생기지 않는 장
점을 가지고 있다.한편 광촉매 반응장치는 대기처리 시스템과 비교하여 수처리 시
스템에서 분말의 광촉매를 이용할 경우 회수 설비를 위한 고가의 장치가 필요하다.
최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국외의 경우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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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상업화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실험실 수준의 연구에 그치고 있
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수처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MBR

과 TiO2광촉매 산화반응을 이용한 하․폐수 고도처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용수의
재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MBR 공정은 분리막을 활성슬러지 공정의 최종 침전조를 대신해 사용함으로써

최종단계에서의 완벽한 고액분리가 가능하다.그러나 무기영양염류인 질소와 인의
제거효율이 낮으며,분리막의 오염문제로 인하여 플럭스를 증가시키는데 한계가 있
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막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전 조건을 모색하고자 침
지형 중공사막(submergedhollow fibermembrane)을 결합한 연속회분식 반응조
(SBR,sequencing batch reactor)를 이용하여 혐기-호기-무산소 단계로 구성된
MBR(A/O/A)공정과 혐기 및 무산소 단계 없이 호기 단계로만 구성된 MBR(-/O/-)
공정을 운전하여 각 공정의 막 여과 특성을 조사하고 유기물 및 영양염류 제거 특
성을 비교하였다.
최근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처리․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기물 중 폐

석회가 인 제거에 필요한 다량의 칼슘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 미생물 부착이 용이하도록 높은 표면 거칠기를 가지며,
생물막이 잘 형성될 수 있는 기공이 큰 담체를 경제적인 방법으로 제조하고자 폐
석회를 사용하여 담체를 제조하였으며,합성폐수를 이용한 성능실험을 통하여 폐석
회 담체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국내에 적용된 생물학적 영양염류 제거(BNR,BiologicalNutrientRemoval)공정

의 효율 저하 원인은 유입 원수의 낮은 C/N비로 인한 질소․인의 처리에 필요한
탄소원(carbonsource)부족으로 지적되어 왔다.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SBR 공
정에서 생물학적 영양염류 제거를 위한 외부탄소원으로서 음식물 쓰레기 발효액
(FLFW,FermentedLeachateofFoodWaste)의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낮은
C/N비 하수의 SBR공정에 음식물 쓰레기 발효액을 공급하여 발효액 첨가량 및 온
도 변화에 따른 유기물 및 질소와 인의 제거효율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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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침지형 MBR공정에서 부영양화를 유발하는 영양소 중 하나인 인의 제거율
을 향상시키고 막 오염을 완화시키고자 본 연구에서 제조한 폐석회 담체를 이용한
막결합형 고정상 생물막 공정에서 공기 유량 및 담체 충진율 변화에 따른 막 여과
특성을 조사하고 유기물 및 영양염류 제거 특성을 비교하였다.
한편,TiO2를 이용한 광촉매 시스템은 수용액상의 유기성․무기성 오염물질을 처

리할 경우 광산화반응에 의한 처리효율의 우수성은 입증되었으나,TiO2분말을 수
중에 현탁시키기 때문에 수처리 후 TiO2분말을 재처리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광촉매 시스템의 분말 회수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장균 및 오염물질
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자 본 연구에서 제조한 폐석회 담체에 졸-겔법으로 TiO2를
코팅하여 수처리 시스템에 이용하였으며,열처리 온도에 따른 TiO2의 상변화를 조
사하였다.또한 광촉매 시스템의 수계 내에 존재하는 Cl-,OCl-등의 음이온 종들
이 광촉매 표면에서 질소 제거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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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IIIIII장장장...침침침지지지형형형 MMMBBBRRR공공공정정정에에에서서서 막막막 여여여과과과 특특특성성성

IIIIII---111...연연연구구구배배배경경경 및및및 목목목적적적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하․폐수 처리공정은 구성이 간단하고 경제적이므로 가장
널리 쓰이는 공정 중의 하나이나,유기물 부하변동 및 생물학적 상태에 따른 슬러
지 팽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미생물과 처리수의 침전분리가 원활하게 이루
어지지 않아 유출수 내의 고형물 농도 증가로 인한 수질 변동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일반적인 생물학적 처리공정의 침
전조를 분리막으로 대체한 막 생물반응조 (MBR,MembraneBioreactor)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있으며,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MBR공정은 기존 생물학적 처리공정과는 달리 부유고형물이 없는 깨끗한 유출

수를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으며 미생물의 농도를 높게 유지할 수 있어 처리 효율
을 높일 수 있고,미생물과 처리수를 분리하기 위한 최종 침전조가 필요치 않으므
로 부지면적도 줄일 수 있어 소규모화 할 수 있다.그러나 분리막 여과시 발생하는
농도분극현상과 막 오염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떨어뜨리게 된다.이에 대한 방안은 지속적으
로 연구되고 있으며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막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전 조건을 모색하고자 침

지형 중공사막(submergedhollow fibermembrane)을 결합한 연속회분식 반응조
(sequencingbatchreactor)를 이용하여 혐기-호기-무산소 단계로 구성된 MBR(A/O/A)
공정과 혐기 및 무산소 단계 없이 호기 단계로만 구성된 MBR(-/O/-)공정을 운전
하여 각 공정의 막 여과 특성을 조사하고 유기물 및 영양염류 제거 특성을 비교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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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222...이이이 론론론

IIIIII---222---111...MMMBBBRRR공공공정정정의의의 개개개념념념

폐수처리 공정에 널리 쓰이고 있는 활성슬러지 공정(activatedsludgeprocess)은
최종 처리단계인 침전조에서 미생물의 침강성을 이용하여 미생물과 처리수의 혼합
액을 고액분리(solid/liquidseparation)한다.이때 생물학적 상태에 따라 슬러지 팽
화(sludgebulking)나 슬러지 부상(sludgerising)이 발생하게 되면 미생물의 침강
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수질 변동이 과다하게 된다.또한 슬러지의 침강성이 악화되
어 팽화나 거품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응조의 미생물이 유실되어 반응조 내의 농도
가 점차 낮아지게 되므로 처리수질의 악화를 초래한다.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
고자 일반 활성슬러지 공정의 침전조 대신 분리막을 도입하여 미생물과 처리수를
분리하는 공정을 막 결합형 활성슬러지 공정(MBR,MembraneBioreactor)이라고
한다1).

IIIIII---222---222...MMMBBBRRR공공공정정정의의의 분분분류류류

MBR 공정은 여과 방식에 따라 교차흐름 방식(crossflow type)과 침치형 방식
(submergedtype)으로 나눌 수 있다(Fig.Ⅱ-1).교차흐름 방식은 분리막 모듈이
폭기조 외부에 설치되어 있으며,순환펌프를 사용하여 미생물과 처리수의 혼합액을
분리막 모듈로 순환시키면서 가압하여 여과를 수행한다.이때 분리막 표면에 교차
흐름을 형성시켜 막 표면에 가해지는 전단응력(shearstress)으로 케이크 층의 형
성을 억제한다.교차흐름 방식은 운전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널리 상용화되지
못하였으며,최근에는 교차흐름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침지형 방식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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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bbb)))

Fig.Ⅱ-1.Schematicdiagram of(a)crossflow typemembrane
bioreactorand(b)submergedtypemembranebio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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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지형 방식은 분리막 모듈이 폭기조 내부에 설치되어 있으며,분리막과 감압펌
프(suctionpump)를 연결하여 흡입 여과하는 방식이다.이 감압펌프의 사용으로 인
해 교차흐름에서 사용되는 순환펌프의 사용이 불필요하다.또한 폭기조에 설치된
산기관의 공기방울에 의해 상향류가 발생하여 분리막의 표면에 전단응력을 가하여
분리막 표면의 케이크 층을 억제함으로써 막 오염을 방지한다.
그러나 교차흐름 방식이나 침지형 방식 모두 분리막 사용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

한 현상인 막 오염과 농도 분극(concentrationpolarization)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이 문제점을 얼마만큼 해결하느냐에 따라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결정된다.

IIIIII---222---333...MMMBBBRRR공공공정정정의의의 장장장․․․단단단점점점

MBR 공정은 생물학적 처리공정의 최종 침전조를 분리막으로 대체하여 사용함
으로써 최종 단계에서의 완벽한 고액분리(solid/liquidseparation)가 가능하며 일반
적인 장점은 다음과 같다.

-생물반응조 내부의 미생물이 고농도로 유지되고 부유물이 완전히 제거되므로 처
리수질이 매우 양호하다2).

-고형물 체류시간(SRT,SolidsRetentionTime)이 충분히 길어서 슬러지 자동산화
(auto-oxidation)가 유도되어 슬러지 발생량이 적으며3),질산화 미생물 (nitrifying
bacteria)이 고농도로 유지되어 질산화(nitrification)가 촉진 된다4).

-고농도의 미생물 농도가 유지되므로 수리학적 체류시간(hydraulicretentiontime,
HRT)이 기존 공정의 50% 이하이다.

-일반 활성슬러지법의 경우 생물학적 상태에 따라 슬러지의 침강성이 변하므로
처리수의 수질 변동이 크지만,MBR의 경우 생물학적 상태에 관계없이 처리
수의 수질이 거의 일정하다.



- 9 -

한편 MBR공정은 생물학적 처리공정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
으므로 MBR공정의 설계시 이러한 단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슬러지 발생량이 적으므로 슬러지 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무기 영양물질인 질소
와 인의 제거율이 기존 생물학적 처리보다 낮다.

-기존 생물학적 처리시스템의 경우 처리유량의 범위가 넓어 첨두부하에 대한 대
처 능력이 크지만,MBR은 분리막의 오염 문제로 인하여 플럭스 값을 높게 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설계량을 넘어서는 오․폐수가 유입될 때 대처 능력이 떨어
진다.

- 분리막 오염이 일정수준 이상 진행되면 처리 가능한 유량의 제한으로 잉여
오․폐수가 발생할 수 있다.

IIIIII---222---444...막막막 오오오염염염

111)))막막막 오오오염염염 모모모델델델 및및및 해해해석석석

분리막에 관한 물질이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막 분리 공정의 운전조건과 물리적
특성을 고려한 수학적 모델에는 모세관 모델(Caillarymodel),필름이론 모델(Film
theorymodel),직렬여과저항 모델(Resistanceinseriesmodel)등이 있다.막 오염
현상을 설명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직렬여과저항 모델의 막 투과 플럭
스(permeateflux)와 막 투과 압력(TMP,TransmembranePressure)의 관계는 다
음 식(1)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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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permeateflux(m3/m2․sec)
Δ :transmembranepressure(TMP)(kg/m․sec2)
μ :viscosityofthepermeate(kg/m․sec)
:totalmembraneresistance(m-1)

이 때 총 여과저항(Rt,totalmembraneresistance)은 분리막에 의한 고유 막 저
항(Rm,membraneresistance),막 표면 위에 형성되는 입자의 케이크 층에 의한 케
이크 층 저항(Rc,cakelayerresistance)및 용질과 분리막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비가역적 표면 흡착 또는 세공 막힘에 의한 오염 저항(Rf,foulingresistance)의 합
으로 나타낼 수 있다.

  




    

 ‥‥‥‥‥‥‥‥‥‥ (2)

따라서 여과저항 모델에 근거한 위의 식에서 각 저항 값을 실험적으로 구하여
막 여과 공정의 각 운전조건 및 운전 시스템에서의 분리막 성능 및 막 오염 특성
을 평가할 수 있다.이때 총 여과저항(Rt)은 운전이 종료된 후 최종 막 투과 플럭
스와 막 투과 압력을 이용하여 계산 할 수 있다.특히 식(2)에서의 각 저항들 중에
케이크 층 저항(Rc)은 분리막의 재질 또는 미생물 플록의 형태와 관계없이 총 저항
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6).
또한 막 모듈은 그 형태에 따라 중공사막의 밀집도가 달라진다.이에 따라 운전

중 미생물 플록에 의한 중공사막간 막힘(inter-fiberclogging)양상이 다르므로 막
오염의 진행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7).이것은 막 모듈의 형태에 따라 공기의 흐름
과 중공사 막의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이며8),중공사막의 밀집도가 높을수록 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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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의한 중공사막간 막힘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게 된다.Shimizu9)등은 기하학
적 장애 상수(:geometrichindrancecoefficient)를 정의하였으며,플럭스를 예측
하는데 다음과 같은 관계를 유도하여 관형 세라믹 막에 적용하였던 모델식을 확대
적용하였다.

 



‥‥‥‥‥‥‥‥‥‥‥‥‥‥‥‥‥‥‥‥ (3)

     ⋅⋅
⋅ ‥‥‥‥‥‥‥‥‥ (4)

 :measurefluxforhollow fibermodules(m3/m2․sec)

 :fluxundertheuniform fluidityoffeed(m3/m2․sec,

regardedasthevalueforatubularceramic
membranemodule)

 :liftvelocity(m/s)

  :filtrationconstant(kg0.5/m-1.5)
 :geometrichindrancecoefficient
 :air-liquidtwo-phaseflow velocity(m/s)

 :mixedliquorsuspendedsolids(kg/m3)



- 12 -

222)))막막막 오오오염염염 인인인자자자

MMMLLLSSSSSS(((MMMiiixxxeeedddLLLiiiqqquuuooorrrSSSuuussspppeeennndddeeedddSSSooollliiiddd)))농농농도도도의의의 영영영향향향
MBR 공정에서 미생물의 농도가 막 오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미생물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막 오염이 급속도로 진행된다는 것
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Visvanathan등10)은 MLSS를 4,574mg/L에서 7,476mg/L로 증가시키면서 미생

물의 농도에 따른 운전압력의 증가를 관찰하였는데,MLSS농도가 증가할수록 운
전압력이 매우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Shimizu등9)은 세라믹 관형막을
이용한 침지형 여과에서 MLSS의 농도가 8,000mg/L이하일 경우에 MLSS의 농
도와 정상상태의 플럭스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이때 플럭스는 MLSS 농도의
-0.5승에 비례하였으며,중공사막을 이용한 침지형 여과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를
보인다고 하였다.
Ueda등11)은 높은 MLSS농도에서는 질산화가 잘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활성슬

러지 점도의 증가로 인해 막 투과압력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고하였고,안정적인 운
전을 위해서는 잉여슬러지(excesssludge)를 제거해 주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그
러나 Lee등12)은 부유성장 및 부착성장 시스템에서 MLSS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막 운전 압력의 상승정도가 완화되었다고 보고하였다.

EEEPPPSSS(((EEExxxtttrrraaaccceeelllllluuulllaaarrrPPPooolllyyymmmeeerrriiicccSSSuuubbbssstttaaannnccceeesss)))의의의 영영영향향향
막 오염은 수리학적 인자들뿐만 아니라,생물학적 인자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

게 된다.일반적으로 활성슬러지 플록은 전체적으로 음전하를 띄며 미생물(주로
bacteria)과 무기입자(silicates,calcium phosphate,ironoxideetc.)와 체외고분자물
질(EPS),그리고 다가(multi-valence)양이온의 물리 화학적 상호작용에 의해 결합
되어 있다13).
반응조 내에 존재하는 미생물은 운전조건이나 환경이 변화하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EPS의 분비량을 달리하는데,이때 분비된 EPS는 막 표면에 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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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겔 층(gellayer)을 형성하여 막 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또한 EPS가
존재하면 오히려 bioflocculation에 방해가 되어 침강성이 좋지 않아지고,점도의
상승으로 막의 오염을 유발한다.
Nagaoka등14)은 활성슬러지 플록에서 추출된 EPS의 총유기탄소(TOC,Total

OrganicCarbon)를 측정하여 슬러지 내의 EPS가 혼합액(mixedliquor)의 점도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또한 점도와 막의 저항과의 선형적인 관계를 도출하여 EPS
의 증가가 막 오염의 요인임을 검증하였다.장15)은 막 오염 원인은 활성슬러지 플
록보다 미생물에 의해 분비되거나 용혈 되면서 발생하는 EPS가 활성슬러지 플록
자체보다 막 여과저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EPS의 양을 정량화하여
막 오염 인자로 설명하였다.

분분분리리리막막막 재재재질질질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영영영향향향
MBR공정에서 분리막의 재질은 소수성이 커질수록 여과저항이 커져 막 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Futamura 등8)은 친수성(hydrophilicity)재질과 소수성
(hydrophobicity)재질의 폴리에틸렌(polyethylene)계 분리막을 이용하여 막 여과
실험을 수행하였다.그 결과,소수성 재질의 분리막이 친수성 재질의 분리막 보다
막 투과 압력의 상승속도가 빨랐으며 이로 인해 소수성 분리막이 친수성 분리막
보다 막 오염 진행속도가 빠르다고 보고하였다.

HHHRRRTTT(((HHHyyydddrrraaauuullliiicccRRReeettteeennntttiiiooonnnTTTiiimmmeee)))의의의 영영영향향향
활성슬러지 공정뿐만 아니라 MBR공정에서도 수리학적 체류시간(HRT)의 변화

는 반응조로 유입되는 유기물 부하량의 변화를 의미한다.유기물 부하량이 변화하
면 미생물의 농도와 특성에 변화가 생겨 막 오염에 영향을 미친다.Visvanathan등
16)은 침지형 MBR공정에서 HRT를 변화시키며 막 오염을 관찰하여 최적 HRT를
알아내었다.실험을 통하여 HRT가 12hr일 때 가장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었으
며,HRT가 3hr일 때 처리효율은 별다른 변화는 없었으나,보다 짧은 HRT인 경
우에는 미생물 농도가 크게 증가하여 급격한 운전 압력의 증가를 보였다고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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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온온온도도도의의의 영영영향향향
식(1)에 나타낸 바와 같이 투과플럭스는 점도에 반비례하고,점도는 온도의 함수

이므로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증가하며,점도의 증가는 투과플럭스의 감소를 유발
한다.이는 미생물 혼합액의 점도가 높아짐에 따라 막에 형성되는 케이크 층의 공
극률과 두께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보고되었다17,18).Shimizu등19)의 연구 결과에
서도 온도가 감소할수록 용액의 점도가 증가할 뿐 아니라 플록(floc)의 크기가 작
아지게 되어 막 투과플럭스가 감소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입입입자자자 크크크기기기의의의 영영영향향향
Barbusinski등20)에 의하면 활성슬러지 플록의 크기는 고형물 체류시간(SRT,

SolidsRetentionTime),유기물 부하량 등에 영향을 받으며,특히 SRT가 감소할
수록 플록의 크기는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정밀여과막의 경우 5㎛ 이상의 플록의 경우는 막 오염의 오염원이 아니며,0.45

㎛ 이하의 용융 콜로이드성 물질이 막 오염에 주요 인자이다.활성슬러지 플록의
크기가 작을수록 막 표면에 형성되는 케이크 층의 다공성이 감소되어 케이크 층
저항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막 투과 압력이 더 빨리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입자 크기의 영향은 침지형 분리막에서 보다 특히 십자흐름 여과에서 더 크게 나
타난다.막 표면에 십자흐름이 형성되면 입자들의 케이크 형성은 분리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분리막으로부터 반대방향으로 작용하는 역전달(backtransport)힘
의 두 성분에 의해서 결정된다21).이때 입자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역전달 속도가
증가하여 입자가 막 표면에 덜 쌓이게 된다.
Lahoussine-Turcaud등22)은 타닌산,휴민산과 카올린 현탁액을 여과하는 실험에

서 입자크기와 여과특성의 연관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입자의 크기가 0.2㎛일
경우에 막 오염이 가장 급격히 진행되었으며,3㎛ 이상일 경우에는 막 오염에 거
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또한 0.001㎛～3㎛의 입자를 포함하는 현탁액에 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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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알루미늄계열 응집제를 투여하였을 경우에 입자 크기가 100㎛ 이상으로 커지
게 되어 막 오염을 억제할 수 있었다.

333)))막막막 오오오염염염 억억억제제제 방방방법법법

간간간헐헐헐 흡흡흡입입입(((IIInnnttteeerrrmmmiiitttttteeennntttsssuuuccctttiiiooonnn)))
침지형 MBR 공정에서 여과수의 흡입 방식은 연속 흡입(continuoussuction)과

간헐 흡입(intermittentsuction)방식으로 나뉘며,막 오염 진행정도는 여과 방식에
따른 적정 주기에 영향을 받는다.
Yamamoto등23)은 낮은 압력에서 간헐 여과방식을 채택할 경우,회복 불가능한

중공사막의 엉김 현상이나 그로 인한 막힘 여과 현상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연속
흡입하는 방식보다 간헐 흡입이 유리하다고 제안하였다.
송 등24)은 유기물의 오염 부하가 낮은 하수를 중수로 재이용하기 위하여 생물학

적 처리 없이 막분리법만에 의한 처리 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이 때 침지형
분리막을 사용하여 간헐 여과를 수행하였는데,흡입/정지시간이 10분/2분인 경우가
여러 조건 중 막 오염 억제 효과가 가장 우수하다고 보고하였다.Chiemchaisri등
25)은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침지형 MBR 공정에서 흡입/정지시간이 5분/5분인 간
헐 여과 방식을 채택하였으며,Futamura등8)은 흡입/정지시간이 13분/2분인 간헐
여과 방식으로 운전하였다.Benitez등26)은 흡입/정지시간을 4분/16분 주기로 운전
하여 HRT를 10.5시간으로 유지하면서 장기간동안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폭폭폭기기기///제제제트트트 폭폭폭기기기(((AAAeeerrraaatttiiiooonnn///JJJeeetttaaaeeerrraaatttiiiooonnn)))
MBR공정의 운전 시간이 경과할수록 분리막 표면에 케이크 층이 쌓여 막 오염

을 초래한다.침지형 MBR 공정에서 폭기에 의한 상향류는 중공사막을 흔들어 주
면서 막 표면에 적정한 전단응력(shearstress)을 가하여 케이크 층을 제거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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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염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이때 상향류의 난류는 중공사막이 흔들리
는 정도를 결정하므로 여과조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Ueda등26)은 공
기유속을 증가시킴으로써 폭기에 의한 케이크 제거효과를 높여 막 오염의 감소를
유발하지만,특정 공기유속 이상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즉 폭기에
의한 케이크 제거효과가 공기유속과 직접적으로 비례하지는 않으며 최적값이 존재
하고,생물 반응조에 충분한 산소공급과 에너지 절감을 고려하여 최적값을 결정해
야 한다.공기유속이 장기간 동안 감소되는 경우 케이크 층이 누적되어 폭기에 의
한 케이크 제거효과가 감소되고 흡입압력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한다.그러나,7일
동안 흡입을 정지하고 폭기만 함으로써 분리막 모듈을 세정하는 효과를 나타내 흡
입압력을 원래 값으로 회복할 수 있었다.또한 공기유속을 증가시키지 않고도 산기
관의 개수를 줄이거나,막 모듈을 적은 면적에 집적시켜 폭기강도,즉 단위 면적당
공기유속을 증가시켜 케이크의 제거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Chiemechairi등27)은 직렬로 연결된 공기 노즐을 통해 제트 폭기를 한 결과

여과수 플럭스를 향상 시킬 수 있었고,HRT를 단축시킬 수 있었으며 장기간 안정
적으로 운전할 수 있었다.또한 Chiemechairi등17)은 40～50LPM의 고유속으로 90
분 운전 주기에 1분간 제트 폭기를 실시한 결과 막 오염을 억제하여 화학적 세정
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전이 가능하였다.

역역역세세세척척척(((BBBaaaccckkkfffllluuussshhhiiinnnggg///BBBaaaccckkkwwwaaassshhhiiinnnggg)))
역세척은 여러 가지 막분리 공정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막 오염 완화방법이다.

주로 역세척은 여과수나 적절한 화학 세정제,기체를 주입하여 수행하게 된다.역
세척으로 분리막 표면에 쌓이게 되는 입자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며,세정제
등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할 경우에는 내부 세공의 오염물질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임임임계계계플플플럭럭럭스스스(((CCCrrriiitttiiicccaaalllfffllluuuxxx)))
비가역적인 막 오염 현상의 원인은 주로 콜로이드 입자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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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이드 성분이 분리막의 표면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플럭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
는데,콜로이드 성분의 침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플럭스를 임계플럭스(Critical
flux)라고 한다.임계플럭스는 수력학적 조건과 입자의 성질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투과플럭스는 임계플럭스 이하에서 막 투과압력(TMP,
Transmembranepressure)에 비례하고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하다28,29).

응응응집집집제제제 및및및 기기기타타타 첨첨첨가가가물물물
MBR공정에 응집제를 첨가하면 작은 콜로이드 입자들의 응집이 일어나며 막 오

염 현상이 완화된다.Lee등30)에 의하면 제올라이트를 첨가해도 막 오염 현상이 완
화되었는데,이것은 기존 활성슬러지 보다 비저항 값이 작은 단단한 플록이 형성되
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 18 -

IIIIII---333...실실실험험험 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IIIIII---333---111...실실실험험험 재재재료료료

111)))침침침지지지형형형 분분분리리리막막막 반반반응응응조조조

본 실험에 사용한 반응조는 투명 아크릴 재질의 유효 부피(effectivevolume)27
L,운전주기당 처리 부피(workingvolume)9L인 직사각형(30×30×45cm)구조로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며,실험 장치를 Fig.Ⅱ-2에 나타내었다.
분리막은 정밀여과 중공사형막 (SUR234LF,MitsubishiRayonCo.,Japan)을 사

용하였으며,분리막의 세부 사항을 TableⅡ-1에 나타내었다.막 모듈(membrane
module)은 실험실 규모에 적합하도록 막 면적 0.2m2인 H자 형태 모듈로 제작하
였으며,방수제로 polyurethane수지를 사용하여 말단부를 밀봉한 후 투과수의 집
수선에 연결하였다.H자 형태 막 모듈을 반응조에 수직 방향으로 세워 반응조 외
부 지지대에 고정하여 반응조 내부의 중앙에 위치한 산기관의 상부에 설치하였다.
또한 막 투과압력(TMP,TransmembranePressure)을 측정하기 위해 막 모듈 상단
에 PVC관을 연결하여 압력계(pressuregauge)를 설치하였다.반응조 내 호기 조
건과 공기방울에 의한 상향류 발생을 유도하여 분리막 표면의 케이크 층을 억제하
고자 반응조 하단에 내경 6mm의 산기 노즐을 설치하고 airblower를 이용하여
공기를 공급하였다.
원수 유입량 및 처리수 유출량의 자동 조절을 위하여 유입 및 유출 펌프

(peristalticpump,Masterflex,ColeParmerInstrumentCo.,USA)에 timer를 설치
하였고,분리막 여과시 막의 물리적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흡입펌프(suction
pump)와 airblower에 자동제어 timer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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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합합합성성성 폐폐폐수수수

실험 중 분석 물질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탄소원으로 glucose(200
mg/LasCOD)를 사용하고 질소원 및 인산원으로는 각각 NH4Cl(40mg/LasN)
과 KH2PO4(5mg/LasP)를 사용하였고 완충 용액으로 NaHCO3를 사용하여 합성
폐수를 제조하였으며,합성폐수의 조성은 TableⅡ-2에 나타내었다.또한 미량의
무기 영양물질은 농축용액으로 제조하여 외부 미생물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
해 멸균기(autoclave)로 120℃,1.5kgf/cm2하에서 20분간 멸균한 후 4℃에서 냉
장 보관하여 필요한 양만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333)))활활활성성성 슬슬슬러러러지지지

활성슬러지는 광주광역시 소재 하수처리장의 슬러지 반송라인에서 채취한 후 실
험실에서 50mesh체를 이용하여 협잡물을 제거하고 본 연구의 합성폐수와 같은
조성으로 활성 슬러지를 장기간 순응시킨 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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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Ⅱ-2.Schematicdiagram oftheMBR(MembraneBio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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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Ⅱ-1.SpecificationsoftheMembrane

Manufacturer Mitsubishi Rayon Co.

Module type Hollow fiber

Pore size 0.4 ㎛

Material Polyethylene

Hydro-property Hydrophilic

Surface area 0.2 m2

Outer diameter 540 ㎛

Inner diameter 360 ㎛

TableⅡ-2.CompositionofSyntheticWastewater

Composition Concentration (mg/L)

Glucose 200.00(as COD)

NH4Cl 40.00(as N)

NaHCO3 250.00

KH2PO4 5.00(as P)

KCl 4.70

FeCl3․6H2O 0.38

CaCl2․2H2O 10.00

MnSO4․H2O 2.16

MgSO4․7H2O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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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333---222...실실실험험험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에서는 연속회분식 반응조를 이용하여 혐기-호기-무산소 단계로 구성된
MBR(A/O/A)공정과 혐기 및 무산소 단계 없이 호기 단계로만 구성된 MBR(-/O/-)
공정의 운전주기를 6,8및 12hr/cycle로 변화시키면서 막 여과 특성을 조사하고
유기물 및 영양염류 제거 특성을 비교하였다.
두 공정의 유입 및 유출 시간은 운전주기의 변화에 관계없이 30분과 90분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투과플럭스를 30L/m2hr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운전주기를 6,
8및 12hr/cycle로 변화시킴에 따라 HRT는 각각 18,24및 36hr로 결정되어 진
다.운전주기 변화에 따른 HRT 증가로 인한 시간 배분은 MBR(A/O/A)공정의 경
우 혐기(anaerobic),폭기(aerobic),무산소(anoxic)단계에 적정 배분하였으며,MBR(-/O/-)
공정의 경우 폭기(aerobic)단계를 늘어난 시간만큼 연장하였다.
MBR(A/O/A)및 MBR(-/O/-)공정의 운전조건을 TableⅡ-3에 나타내었으며,

운전주기 변화에 따른 각 공정의 단위 주기(1cycle)당 배분시간을 Fig.Ⅱ-3에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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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Ⅱ-3.MBROperatingConditions

Operating Condition Value

Temperature (℃) 25(±2)

Flux (L/m2hr) 30

TMP (kPa) < 30

Air flow rate (L/min) 5

DO (㎎O2/L) < 6

MLSS (mg/L) 4,000 (±500)

SRT (day) 30

Effective volume (L) 27

Working volume (L) 9

Pulsation time (min) 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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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Ⅱ-3.ThechangeofMBRoperationconditions((a)6hr/cycle,
(b)8hr/cycle,(c)12hr/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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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333---333...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111)))부부부유유유 미미미생생생물물물 농농농도도도(((MMMLLLSSSSSS,,,MMMLLLVVVSSSSSS)))

MLSS(MixedLiquorSuspendedSolids)의 분석은 standardmethods31)를 이용하
여 수행하였다.반응조 내의 부유 미생물 시료를 채취하여 유리섬유 여과지
(Whatman,GF/C,UK)로 여과한 후 105℃에서 2시간 동안 건조하여 방냉한 후
질량을 측정하여 MLSS를 구하였다.MLVSS(MixedLiquorVolatileSuspended
Solids)는 MLSS를 측정한 후 건조시료를 550℃에서 15분 동안 강열하여 휘발된
질량을 측정하여 구하였다.

222)))케케케이이이크크크 비비비저저저항항항(((SSSpppeeeccciiifffiiiccccccaaakkkeeerrreeesssiiissstttaaannnccceee)))

분리막 표면의 농도 분극현상에 의해 형성되는 케이크 층은 분리막의 여과저항
을 증가시킴으로써 막 오염을 증가시킨다.미생물 floc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 케이
크 비저항을 회분식 여과실험을 통하여 측정하였으며,케이크 층의 비저항 값을 다
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 
 ‥‥‥‥‥‥‥‥‥‥‥‥‥‥ (5)

 :specificcakeresistance(m/kg)

 :cakelayerresistance(m-1)

 :membranesurfacearea(m2)
 :MLSS(kg/L)×filtratevolum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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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화화화학학학적적적 산산산소소소 요요요구구구량량량(((CCCOOODDD)))

용존 유기물의 농도를 COD(ChemicalOxygenDemand)로 나타내었다.COD의
측정은 DR4000(HACH,USA)를 이용하여 크롬산화법에 의해 측정하였다.시료를
채취하여 COD reactor(HACH,USA)에 넣고 150℃에서 2hr동안 산화시킨 후
실온에서 방냉하여 62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COD 농도는 최종 처리수
COD 농도와 반응조 내의 SCOD(SolubleCOD)농도를 측정하였으며,SCOD의 경
우 유리섬유 여과지(Whatman,GF/C,UK)로 여과한 후 측정하였다.

444)))체체체외외외고고고분분분자자자 물물물질질질(((EEEPPPSSS)))

체외고분자 물질(EPS,ExtracellularPolymericSubstances)추출방법으로는 미
생물의 용혈이 적고 추출 효율이 가장 양호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열처리법
32)을 이용하여 추출하였으며,추출된 EPS는 단백질(protein)과 탄수화물(carbohydrate)
성분을 측정하여 MLVSS(g/L)에 대한 값으로 환산하여 총량(식 (6))으로 하였
다33).

‥‥‥ (6)

SSSaaammmpppllliiinnnggg
반응조 내 활성슬러지를 20mL채취하여 3,200rpm으로 30min동안 원심분리

하였다.원심분리 후 상등액은 버리고 남은 시료를 증류수로 2회 세척하였다.식염
수(saltsolution)를 시료와 같은 양으로 넣어 재현탁(resuspension)시킨 후 100℃
오븐에서 1hr동안 가열한 후 상온에서 냉각시켰다.냉각된 현탁액을 다시 3,200
rpm으로 30min동안 원심분리하여 상등액만을 취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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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당당당류류류(((cccaaarrrbbbooohhhyyydddrrraaattteee)))측측측정정정
다당류 성분은 phenol-sulfuricacid법34,35)으로 측정하였다.시료 0.6mL에 5%

phenol용액 0.36mL와 농황산(con-H2SO4)를 2.16mL를 넣고 즉시 vortexmixer
로 혼합하였다.시료를 실온에서 방냉시킨 후 48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검량선은 glucose를 표준물질로 사용하여 작성하였으며,Fig.Ⅱ-4에 나타내었다.

단단단백백백질질질(((ppprrrooottteeeiiinnn)))측측측정정정
단백질 성분은 lowry법36)에 의해 측정하였다.시료 1.0mL에 같은 양의 2N

NaOH와 lowry reagent 1.0 mL를 넣고 10 min 동안 방치하였다.Folin-
ciocalteuphenolreagent0.1mL를 넣고 혼합하여 30min동안 방치한 후 750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검량선은 BSA(BovineSerum Albumin,SIGMA)를 표
준물질로 사용하여 작성하였으며,Fig.Ⅱ-5에 나타내었다.

555)))미미미생생생물물물 입입입도도도 분분분석석석

미생물 floc의 입자 크기 및 분포를 측정하기 위하여 레이저 산란방식(laser
scattering)의 입도분석기(MalvernMastersizerE,UK)를 사용하여 0.1～600㎛ 범
위에서 측정하였다.

666)))기기기 타타타

용존 산소(DO,DissolvedOxygen)와 pH는 각 센서를 반응조 상부에 설치하여
측정하였으며,질소 및 인 성분은 standardmethod31)에 의하여 분석하였다.분석
항목 및 측정방법을 TableⅡ-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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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Ⅱ-4.ListofAnalyticalMethods

Items AnalyticalMethods Instruments

Temp. Directmethod pH meter
(Corning,440,USA)

pH Electrodemethod pH meter
(Corning,440,USA)

DO Electrodemethod DOmeter
(Orion,810,USA)

TN UV spectrophtometricmethod
(220nm)

UV/VISspectrophotometer
(Shimadzu,UV-2101PC,Japan)

NH4+-N Indo-phenolmethod
(630nm)

UV/VISspectrophotometer
(Shimadzu,UV-2101PC,Japan)

NO3--N UV spectrophtometricmethod
(215nm)

UV/VISspectrophotometer
(Shimadzu,UV-2101PC,Japan)

PO43--P UV spectrophtometricmethod
(880nm)

UV/VISspectrophotometer
(Shimadzu,UV-2101PC,Japan)

TP Ascorbicacidreductivemethod
(880nm)

UV/VISspectrophotometer
(Shimadzu,UV-2101PC,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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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444...결결결과과과 및및및 고고고찰찰찰

본 연구에서는 막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MBR공정의 운전조건을 모색하고자
batch여과 실험을 수행하여 용존산소(DO,DissolvedOxygen)가 막 여과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또한 연속회분식 반응조를 이용하여 MBR(A/O/A)공
정과 MBR(-/O/-)공정의 운전주기를 6,8및 12hr/cycle로 변화시키면서 운전하
여 막 여과 특성을 조사하고 유기물 및 영양염류 제거 특성을 비교하였다.

IIIIII---444---111...막막막 여여여과과과 특특특성성성

111)))DDDOOO변변변화화화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막막막 여여여과과과 특특특성성성

MBR 공정에서 막 여과 특성에 미치는 용존산소의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DO 농도를 0.2,1.5및 7mg/L로 변화시키면서 회분식 여과 실험을 수행하여 막
투과압력(TMP,TransmembranePressure)를 조사하였다.
Fig.II-6에 나타낸바와 같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TMP의 변화는 0.2mg/L의
낮은 DO농도의 경우 30분 이내에 20kPa에 도달하였며,1.5mg/L및 7mg/L
의 DO 농도의 경우 각각 80분 및 100분 후에 20kPa에 도달하였다.DO 농도
7mg/L인 경우가 0.2mg/L인 경우보다 3배 이상의 긴 시간 동안 안정된 TMP
에서 운전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DO농도를 0,1,2,3,4및 5mg/L로 변화시키면서 운전하여 DO농도 변화

에 따른 막 여과저항(Rm,Rc,Rf,Rt)을 구하여 TableII-5에 나타내었다.케이
크 층 저항(Rc,cakelayerresistance)은 MBR내 DO 농도가 낮을수록 증가하
였으며,총 여과저항(Rt,totalmembraneresistance)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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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II-5.MembraneResistancesofMBRforVariousDOConcentrations

(×1011/m )

DO Rt Rm Rm+Rf Rf Rc

5 10.72 6.5 6.88 0.38 3.84

4 12.40 6.5 6.95 0.45 5.45

3 19.48 6.5 7.08 0.58 12.40

2 21.69 6.5 7.14 0.64 14.55

1 24.72 6.5 7.52 1.02 17.20

0 56.72 6.5 8.10 1.60 48.62

Measuredwithbatchfiltrationusingstirred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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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미미미생생생물물물 입입입도도도 변변변화화화

미생물 floc의 크기가 작을수록 막 표면에 형성되는 케이크 층의 다공성이 감소
되어 케이크 층 저항이 증가하게 된다.이로 인해 막 투과 압력이 더 빨리 증가하
게 되어 막 운전시간이 감소한다.MBR(A/O/A)및 MBR(-/O/-)공정의 투과플럭
스를 30L/m2hr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운전주기를 8hr/cycle로 운전하여 미생물 입
도 변화를 조사하였다.Fig.Ⅱ-7,8에 나타난바와 같이 MBR(A/O/A)에서의 floc
크기가 MBR(-/O/-)에서의 floc크기보다 더 작았다.Willen등37,38)에 의하면 DO
농도가 높을수록 커다란 floc이 형성된다고 하였으며,혐기성 조건에서는 활성슬러
지의 floc이 해체되고 호기성 조건에서는 floc이 재형성된다고 하였다.따라서
MBR(A/O/A)의 평균 미생물 입자 크기가 MBR(-/O/-)에서 보다 작게 나타난 것
은 MBR(A/O/A)의 혐기 및 무산소 단계에 의한 미생물 floc의 해체에 의한 것이
며,MBR공정의 폭기 및 혐기 시간이 미생물 플록의 크기 및 운전시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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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HHHRRRTTT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영영영향향향

HRT 증가에 따른 막 여과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MBR(A/O/A)및
MBR(-/O/-)공정의 운전주기를 각각 6hr/cycle(HRT 18hr),8hr/cycle(HRT
24hr)및 12hr/cycle(HRT 36hr)로 변화시키면서 운전하여 투과압력(TMP,
TransmembranePressure)를 조사하였다.TMP는 막 여과 단계 동안 측정하였으
며,TMP가 막의 상용차압인 30kPa에 도달하면 반응조에서 막을 꺼내 고압수로
물리적 세척을 수행하여 초기 투과압력으로 회복시킨 후 사용하였다.이때 각 공정
의 투과플럭스를 30L/m2hr로 일정하게 유지하였으며,HRT 증가에 따른 TMP를
조사하여 Fig.Ⅱ-9에 나타내었다.
운전주기 6hr/cycle(HRT 18hr)에서는 짧은 HRT로 인하여 MBR(A/O/A)및
MBR(-/O/-)의 TMP가 급격히 증가되었으며,이 등39)이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하
였다.이것은 짧은 HRT로 인하여 막 표면에 케이크 층 형성이 빠르게 진행되고
막 여과 단계전의 호기 단계에서 공기 방울에 의한 케이크 층 탈착이 원활하게 이
루어지지 않아 막 오염을 유발한 것이라 사료된다.MBR(A/O/A)에서 HRT 증가에
따른 막 여과 특성은 HRT 18hr인 경우 6일간 운전 후 투과압력이 30kPa에 도
달하였으며,HRT를 24hr및 36hr로 증가시킬수록 각각 12일 및 20일로 운전기
간이 연장되었다.MBR(-/O/-)에서 HRT 증가에 따른 막 여과 특성은 HRT 18hr
인 경우 6일간 운전 후 투과압력 30kPa에 도달하였으며,HRT를 24hr및 36hr
로 증가시킬수록 각각 15일,26일로 운전기간이 연장되었다.따라서 MBR(A/O/A)
공정과 MBR(-/O/-)공정의 HRT를 증가시킴으로써 막의 운전 기간의 연장을 유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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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EEEPPPSSS에에에 의의의한한한 막막막 여여여과과과 특특특성성성

침지형 MBR 공정에서 생물학적 인자에 의한 막 오염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MBR(A/O/A)및 MBR(-/O/-)공정의 운전주기를 6,8및 12hr/cycle로 변화시켜
운전하여 6일이 경과한 후 각 공정의 EPS(ExtracellularPolymericSubstances)총
량 및 EPS내 성분을 조사하였다.

EEEPPPSSS총총총량량량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영영영향향향
EPS총량(mg/gVSS)은 EPS의 주성분과 미생물 농도와의 관계를 나타낸 식(6)

으로부터 계산하였으며,MBR(A/O/A)및 MBR(-/O/-)공정에서의 운전주기 변화
에 따른 EPS총량(mg/gVSS)을 Fig.Ⅱ-10에 나타내었다.각 공정에서의 EPS총
량(mg/gVSS)은 운전주기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으며,이것은 기존 미생물에
서는 EPS가 축적되어 증가하게 되지만 새롭게 합성된 미생물에서는 EPS가 소량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MBR(A/O/A) 및 MBR(-/O/-)의 운전주기 12 hr/cycle에서 EPS총량(mg/g

VSS)은 각각 77.8및 69mg/gVSS로 나타나 MBR(-/O/-)에서 보다 MBR(A/O/A)
에서 EPS가 더 많이 분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이것은 용존산소 농도 증가에 따
라 EPS가 증가한다는 신 등40)의 연구 결과와 비교할 때 상반된 결과이다.이와 같
이 용존산소 농도가 MBR(-/O/-)보다 더 낮은 MBR(A/O/A)에서 EPS총량(mg/g
VSS)이 높게 나타난 것은 MBR(A/O/A)공정의 혐기 및 무산소 단계에서 미생물
의 활성과 대사과정 등이 달라져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사료된다.

EEEPPPSSS내내내 CCC///PPP비비비의의의 영영영향향향
EPS내의 탄수화물(carbohydrate)과 단백질(protein)은 미생물 세포 외각의 고분

자 물질로서 높은 점성을 형성하는 주된 성분이며,MBR공정에서 막 오염의 주된
요인이다.이러한 고분자 물질은 반응조 내 미생물의 플록 형성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다른 부유 물질의 부착을 가능하게 하며,막 표면의 부착 층 형성과 반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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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액의 유기물 농도 상승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1).
Mukai등42)의 연구에서는 막 결합형 생물 반응 공정에서 EPS 내 C/P비가 큰

반응조에서 투과수량이 낮게 나타났다.또한 신 등43)의 연구에서는 EPS총량이 낮
은 경우에서도 C/P비에 따라 막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게 달라지므로 침지
형 MBR운전시 EPS총량뿐만 아니라 EPS내 단백질 농도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하였다.
MBR(A/O/A)및 MBR(-/O/-)공정의 운전주기 변화에 따른 EPS내 단백질에

대한 탄수화물의 비(C/P비,carbohydrate/proteinratio)를 조사하여 Fig.Ⅱ-11에
나타내었다.각 공정에서 운전주기 증가에 따른 C/P비는 감소하였으며,막 오염이
완화되어 운전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었다.따라서 막 여과 특성에 미치는 EPS의
영향은 EPS총량뿐만 아니라 EPS내 C/P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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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444---222...DDDOOO및및및 pppHHH의의의 거거거동동동

111)))DDDOOO거거거동동동

MBR(A/O/A)및 MBR(-/O/-)공정의 운전주기를 6,8및 12hr/cycle로 변화시
키면서 운전하여 단위 cycle동안 운전단계에 따른 DO 거동을 조사하여 Fig.Ⅱ
-12(a)～(c)에 나타내었다.
운전주기 6hr/cycle의 각 공정에서 DO 거동은 호기 단계 초기에 폭기로 인하여

20분 이내에 급격히 증가하여 질산화와 탄소산화에 필요한 산소가 소모되면서 5
mg/L로 안정되었다(Fig.Ⅱ-12(a)).또한 MBR(A/O/A)에서는 폭기가 완료되는 시
점 이후 무산소 단계동안 DO가 감소되었으나,MBR(-/O/-)에서는 연속적인 폭기
로 인하여 오히려 DO가 증가하였다.이러한 현상은 운전주기를 8,12hr/cycle로
증가시킴에 따라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Fig.Ⅱ-12(b),(c)).MBR(A/O/A)에서 DO
거동은 운전주기 6및 8hr/cycle인 경우 1cycle당 무산소 단계 시간이 짧게 배분
되어 DO가 미처 1mg/L이하로 안정되지 않았으나,운전주기 12hr/cycle인 경우
1cycle당 무산소 단계가 90분으로 길게 배분되어 DO가 0.4mg/L로 안정되었다.
따라서 MBR(A/O/A)공정에서 폭기 및 무산소 단계의 시간을 적절히 배분하여

무산소 조건에서 탈질화를 원활하게 유도함으로써 공정의 효율적인 운전을 모색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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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pppHHH 거거거동동동

MBR(A/O/A)및 MBR(-/O/-)공정의 운전주기를 6,8및 12hr/cycle로 변화시
키면서 운전하여 단위 cycle동안의 운전단계에 따른 pH 거동을 조사하여 Fig.Ⅱ
-13(a)～(c)에 나타내었다.각 공정에서 pH 거동은 호기 단계의 폭기 시간 동안 질
산화가 진행됨에 따라 감소하여 미생물의 활성이 저하되는 pH 5이하로 낮아졌다.


    

 → ‥‥‥(7)
    

  

      
 →   

   ‥‥‥(8)

식(7)에 의하면44),질산화 과정 중 발생하는 H+를 중화시키기 위해,1몰의 암모
니아성 질소가 질산성 질소로 변화되면서 1.98몰의 중탄산(8.64mg HCO3-/mg
NH4+-N)을 소비하기 때문에 질산화가 일어나는 호기 단계에는 pH가 낮아지게 된
다45).그리고 식(8)에서와 같이46)탈질 과정 중에 알칼리도가 일부 회복되어 pH가
상승하게 되는데,만일 수계에 충분한 양의 알카리도가 존재하지 않으면 낮은 pH
로 인해 탈질화는 억제를 받는다.
MBR(A/O/A)에서는 호기 단계에서 질산화가 완료된 후 무산소 단계에서 탈질화

가 진행됨에 따라 pH가 상승되었으나,MBR(-/O/-)에서는 연속적인 폭기로 인하여
원활한 탈질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pH가 상승되지 않았다.MBR(A/O/A)공정의 운
전주기를 6,8및 12hr/cycle로 증가시킴에 따라 무산소 단계의 pH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으며,폭기 후 무산소 단계 시간이 길게 배분될수록 탈질화가 원활하게 이루
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한편 여과 단계에서는 막의 유동을 위한 재폭기로 인해
잔류 암모니아성 질소의 질산화가 이루어져 pH가 약간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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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444---333...질질질소소소의의의 거거거동동동

MBR(A/O/A)및 MBR(-/O/-)공정의 운전주기를 6,8및 12hr/cycle로 변화시
키면서 운전하여 단위 cycle동안의 운전단계에 따른 질소의 거동을 조사하여 Fig.
Ⅱ-14(a)～(c)에 나타내었다.
MBR(A/O/A)및 MBR(-/O/-)공정의 원수 유입 단계에서 암모니아성 질소가

약간 감소한 것은 전(前)주기 운전 후 반응조 내 잔존 처리수에 용존 되어 있던 산
소에 의해 암모니아성 질소가 산화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그 후 호기 단계의
폭기시간 동안 질산화가 진행됨에 따라 암모니아성 질소는 감소되었고 질산성 질
소는 증가하였다.MBR(A/O/A)공정의 운전주기를 6,8및 12hr/cycle로 증가시
킬수록 폭기 후 무산소 단계가 길어짐에 따라 질산성 질소의 제거효율이 증가하였
으며,12 hr/cycle에서는 질산성 질소가 3 mg/L 까지 감소되었다.그러나
MBR(-/O/-)공정에서는 폭기 후 무산소 단계의 부재로 인하여 탈질화가 원활하
게 이루어지지 않아 질산성 질소 제거효율이 낮았다.
따라서 질산성 질소 감소 속도는 DO 농도(Fig.10(a)～(c))에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또한 질소 제거효율은 호기/무산소 비가 작아질수록 즉,무산소 단계가
길어질수록 질소 제거 효율이 증가한다는 허 등4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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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444---444...유유유기기기물물물 및및및 영영영양양양염염염류류류 제제제거거거 특특특성성성

111)))유유유기기기물물물 제제제거거거

MBR(A/O/A)및 MBR(-/O/-)공정의 운전주기를 6,8및 12hr/cycle로 변화시
키면서 운전하여 처리수의 SCOD(SolubleChemicalOxygenDemand)농도 및 제
거효율을 조사하여 Fig.Ⅱ-15에 나타내었다.
각 공정의 운전주기가 증가함에 따라 SCOD 제거율은 증가하였으며,운전주기

12hr/cycle에서 각 공정의 SCOD 제거효율은 각각 97% 및 96%의 높은 제거효율
을 보였다.장15)의 연구 결과에서도 기존 활성슬러지 공정에 분리막을 결합한
MBR공정의 유기물 제거효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 하였다.
이것은 분리막에 의한 고액분리 과정에서 부유고형물 뿐만 아니라 고분자 형태

의 유기물도 동시에 배제되어 생물학적 분해 기회를 증진시켰기 때문이다.또한 침
전분리에 따르는 미생물 유실(washout)이 발생하지 않아 반응조 내에 다양한 미
생물군을 유지할 수 있어 유기물의 생물학적 분해가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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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영영영양양양염염염류류류 제제제거거거

MBR(A/O/A)및 MBR(-/O/-)공정의 운전주기를 6,8및 12hr/cycle로 변화시
키면서 운전하여 처리수의 영양염류 제거효율을 조사하여 Fig.Ⅱ-16,17에 나타내
었다.
MBR(A/O/A)공정에서 총질소(TN,TotalNitrogen)제거율은 운전주기가 6,8

및 12hr/cycle로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다(Fig.Ⅱ-16).이것은 운전주기가 증가
할수록 단위 cycle내 호기/무산소 단계 시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질산화 및 탈질화
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총 질소 제거율이 증가한 것이다.또한 처리수 방출을 위한
막 여과 단계에서 막의 유동을 위한 재폭기로 인해 잔류 암모니아성 질소의 질산
화가 이루어져 TN 제거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MBR(-/O/-)공정에서는 폭기 후 무산소 단계의 부재로 인하여 탈질화가 이루어지
지 않아 수계내의 질소 성분은 질산화에 의한 아질산성 질소나,질산성 질소로 전
환된 형태로만 존재하게 되어 총 질소 제거율이 낮게 나타났다.
생물학적 인 제거 메커니즘은 혐기 조건에서 인 과잉 방출이 이루어지고 혐기

조건에서 호기 조건의 전환을 통해 미생물에게 압박(stress)을 주어 필요 이상의
인을 과잉 섭취하게 하여 이 미생물을 포함한 잉여 슬러지를 일정량 폐기함으로써
인을 제거하게 된다.결국 생물학적 인 제거에 있어서 인 방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즉,혐기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위와 같은 인 제거 메커니즘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며 혐기 조건에서의 인 방출량에 따라서 생물학적 인 제거 정도가 결정된다.
MBR(A/O/A)공정에서 총인(TP,TotalPhosphorus)제거율은 운전주기가 6,8

및 12hr/cycle로 증가함에 따라 각각 36.8%,47.0% 및 65.4%로 증가하였다(Fig.
Ⅱ-17).이것은 운전주기가 증가할수록 단위 cycle당 초기의 혐기 단계 증가로 인
해 인 방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인 제거율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그러나
MBR(-/O/-)공정에서는 혐기 단계의 부재로 인하여 운전주기 변화에 관계없이 6,
8및 12hr/cycle에서 8～22%의 낮은 인 제거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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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555...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에서는 막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MBR공정의 운전조건을 찾고자 연
속회분식 반응조를 이용하여 MBR(A/O/A)및 MBR(-/O/-)공정의 운전주기를 6,8
및 12hr/cycle로 운전하여 막 여과 특성을 조사하고 유기물 및 영양염류 제거 특
성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DO 변화에 따른 막 여과 특성은 DO농도가 증가할수록 안정된 TMP에서 장기
간 운전이 가능하였으며,MBR 공정의 호기 및 혐기 시간이 미생물 플록의 크
기 및 운전시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MBR공정의 운전주기(HRT)가 증가할수록 EPS내 C/P비가 감소하여 막 오염
이 완화되었다.따라서 막 여과 특성에 미치는 EPS의 영향은 EPS총량뿐만 아
니라 EPS내 C/P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HRT를 증가시킴으로써 막의 운전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MBR(A/O/A)공정에서는 운전주기가 증가함에 따라 호기/무산소 단계 시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질산화 및 탈질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총 질소 제거율이 증가
하였다.그러나 MBR(-/O/-)공정에서는 폭기 후 무산소 단계의 부재로 인하여
탈질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계내의 질소 성분은 질산화에 의한 아질산성 질소
나,질산성 질소로 전환된 형태로만 존재하게 되어 총 질소 제거율이 낮게 나타
났다

4.MBR(A/O/A)공정에서는 운전주기가 6,8및 12hr/cycle로 증가함에 따라 혐
기 단계 증가로 인해 인 방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인 제거율이 각각 36.8%,
47.0% 및 65.4%로 증가하였다.그러나 MBR(-/O/-)공정에서는 혐기 단계의 부
재로 인하여 운전주기 변화에 관계없이 8～22%의 낮은 인 제거율을 나타내었다.



- 59 -

따라서 MBR(A/O/A)및 MBR(-/O/-)공정의 HRT를 증가시킴으로써 막의 운전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으며,특히 MBR(A/O/A)공정은 유기물 및 영양염류의 동
시 제거가 가능한 고도처리 시스템으로서 매우 유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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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ⅢⅢⅢ 장장장...폐폐폐석석석회회회 담담담체체체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고고고정정정생생생물물물막막막 공공공정정정

ⅢⅢⅢ---111...연연연구구구배배배경경경 및및및 목목목적적적

최근 산업발달과 도시화에 의한 인구 집중으로 인하여 도시하수,산업폐수,축산
폐수 등에 의한 유기물질,질소 및 인의 오염 부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하천
및 호소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다.폐수로부터 질산염 또는 인산염 제거를 위해
이용되고 있는 기술로는 이온교환수지법,생물학적 탈질,화학적 환원,역삼투압법,
전기 투석법,화학적 침전법 등이 있다48).생물학적 탈질공정은 유기물이 다량 함유
된 폐수 처리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가장 경제적이라고 알려져 있으나,국내
폐수 특성상 대부분의 경우 외부 유기탄소원49)의 공급이 필요하며 환경변화에 따른
시스템 제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또한 최근에는 인 제거를 위한 응집 침전법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응집제를 직접 포기조에 첨가하는 활성슬러지법
등이 개발되었지만,고가의 약품비와 증가된 폐슬러지의 처분에 따른 문제점50)이
발생되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인 제거 방법이 필요한 실정
이다.
담체에 고정된 미생물을 이용하여 하․폐수를 처리하는 생물막 공정(biofilm

process)은 부유 상태의 미생물을 이용하는 활성슬러지법과는 달리 담체에 미생물
을 부착시켜 운전하는 방법이다.생물막 공정은 미생물이 하․폐수와 접촉하는 형
태 및 담체 종류에 따라 살수여상법,회전원판법,고정생물막 반응기 및 유동층 생
물막 반응기 등으로 분류된다.생물막 반응기는 담체에 미생물이 부착되어 생물막
을 형성하므로 증식속도가 느린 미생물도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증식할 수 있어서
외부로 유출되는 슬러지량이 적고 미생물종이 다양하게 출현하여 온도,pH,충격부
하 및 난분해성물질에도 강하다.또한 생물막을 형성하므로 활성슬러지법과는 달리
슬러지 팽화현상으로 인한 슬러지 부상 등이 없어 운전관리가 용이하며,운전특성
상 단위체적당 미생물농도를 높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현재 많은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51).생물막의 형성은 미생물이 담체표면에 전달되어 초기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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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초기 부착공정과 부착된 미생물이 성장하면서 생물막을 형성하는 생물막 성
장공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52).미생물의 초기부착에는 담체의 표면 거칠기나 미세
기공과 같은 요소들이 큰 영향을 미치므로 미세기공이 많거나 담체의 표면이 거칠
어야 한다53).
본 연구에서는 초기 미생물 부착이 용이하도록 높은 표면 거칠기를 가지며,생물

막이 잘 형성될 수 있는 기공이 큰 담체를 경제적인 방법으로 제조하고자 최근 발
생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처리․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석회를 사용하여 담
체를 제조하였다.또한 본 연구에서 제조한 폐석회 담체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자 합성폐수를 이용한 성능실험을 통하여 폐수 중 영양염류 제거효율을 조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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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222...이이이 론론론

ⅢⅢⅢ---222---111...생생생물물물막막막 공공공정정정

111)))생생생물물물막막막 공공공정정정의의의 개개개념념념

생물막 공정은 고체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미생물을 이용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폐수와 연속식 또는 간헐식으로 접촉시키는 공정이다54).생물막은 물리적․미생물
학적인 관점에서 매우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미생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
자 공여체와 전자 수용체 및 영양염류 등이 확산이나 대류와 같은 이동에 의해 생
물막 내의 미생물로 전달되어야 한다.매질과 용액이 접할 경우 용액 중의 미생물
이 매질 표면에 흡착되어 초기 부착(initialattachment)이 이루어진다.부착된 미생
물은 기질분해와 함께 증식하여 점액질의 얇은 생물막(biofilm)을 형성 한다55).
생물막 공정은 침지형 생물 여과법(submerged biologicalfilter),회전 원판법

(rotatingbiologicalreactor),살수여상법(tricklingfilterprocess)등의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침지형 생물 여과법은 미생물이 부착되는 담체의 상태에 따라서 고
정상(fixedphase)과 유동상(fluidizedphase)으로 구분할 수 있다.

222)))생생생물물물막막막 공공공정정정의의의 장장장․․․단단단점점점

생물막을 이용한 폐수처리 공정의 장점은 증식속도가 느린 미생물도 외부로 유
출되지 않고 다양한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슬러지 일령(sludgeage)이 길
다.슬러지의 자기산화가 촉진되기 때문에 폐슬러지의 발생량이 적으며,고농도의
미생물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생물학적 처리 능력을 증가 시킬 수 있다.그리고 부
착성장 미생물은 급격한 유기물 부하나 독성 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56).또한
다양한 미생물종이 군집을 형성함으로써 온도나 pH 변동,충격부하 및 난분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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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유입에 따른 대체 능력이 뛰어나고,매질에 미생물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슬러
지 팽화현상으로 인한 슬러지 부상 등과 같은 문제점을 줄일 수 있다57,58).

생물막 공정이 갖는 단점은 미생물의 과다한 성장에 의한 담체의 막힘 현상 및
미생물막의 탈리 현상에 의한 처리효율 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그리고 생물
막 공정 역시 일반적인 활성슬러지 공정과 마찬가지로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용존 물질을 제거한 후,미생물과 처리수를 분리하기 위한 침전조가 사용되고 있
다.이와 같은 공정에서 사용되는 침전조의 성능은 운전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슬러
지의 침강 속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침전조 설치에 따른 넓은 부지면적이
필요하여 경제적인 제약이 따르는 문제점이 있다59).

333)))생생생물물물막막막 담담담체체체의의의 종종종류류류 및및및 조조조건건건

생물막 담체의 형태에 따른 분류를 TableⅢ-1에 나타내었다.담체는 적용 대상
에 따라 재질과 형태를 달리하는데 미생물이 쉽게 부착되고 상용화될 수 있는 담
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60).

(1)미생물이 쉽게 부착되어 생물막이 형성되어야 한다.
(2)비표면적과 공극률이 크고 통수저항이 적어야 한다.
(3)화학적,생물학적으로 안정하고,물리적 강도가 커야 한다.
(4)유체 흐름에 대한 저항이 적어야 한다.
(5)휨,파괴 및 마찰에 대한 충분한 기계적 저항과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6)가격이 낮아야 하고 공급이 안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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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막의 형성은 미생물이 담체 표면에 전달되어 초기에 부착하는 초기 부착공
정과 부착된 미생물이 성장하면서 생물막을 형성하는 생물막 성장 공정으로 나눌
수 있다61).
미생물의 초기 부착에는 담체의 표면 거칠기나 미세기공과 같은 요소들이 큰 영

향을 미치므로 미세기공이 많거나 담체의 표면이 거칠어야 한다62).미생물이 부착,
성장하여 생물막을 형성하면 활성탄에서 존재하는 것과 같은 미세기공은 미생물로
곧 막히게 되므로 미세기공과 관계되는 비표면적,진밀도 및 흡수율은 생물막 형성
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63).보통 폐수처리에 관여하는 미생물의 크기는 1～10
㎛ 정도이며,생물막 반응기에 접종하는 미생물의 플록 크기가 미생물이 분비하는
세포외 고분자 물질(EPS)에 의해 1㎛에서 1,000㎛ 또는 그 이상의 크기를 가지
므로 생물막이 전단응력을 피해 잘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려면 그 이상의 기
공 크기를 가져야 한다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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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Ⅲ-1.ClassificationsofSupportingMedia

Types of Media Contents

Shapelessgranulated
media

Sand,Quartzstone,Volcanicrock,
Coke,Coalcinder,Oystershell,
Plasticpiece,Corkpiece,
Woodpiece,Flock,etc.

Definiteformed
granulatedmedia

Intaloxsaddles,Rachingrings,
Plastictubing,Pall-rings,etc.

Pole-like,lace-like
media

Woodpole,Branchoftree,
Lace with numerous radial fiber
rings,etc.

Plate-likemedia Woodplate,Plasticnet,
Corrugatedplastic,etc.

Porousblock-like
media

Porousplastictubing,
Honeycombtubing,etc

Mat-likemedia Saranmat,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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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생생생물물물막막막의의의 구구구조조조

일반적으로 생물막은 두 개의 지역으로 분류되는데,하나는 basefilm이고 다른
하나는 surfacefilm이다.이 두 지역 모두 미생물 집합과 EPS에 의해 결합된 입자
성 물질로 구성된다.미생물에 의해 분비되는 EPS는 생물학적 floc형성과정에 관
여하는 중합체(polymer)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생물막 내에서 이루어진 세포
의 집합체들은 한 가지 종류인 경우가 드물다.생물막 내에서는 여러 종의 세포가
서로에게 기질과 대사산물을 교환하면서 생리학적으로 협동하여 하나의 집합체를
이루고 있다65).이러한 생물막은 영양물질과 박테리아,균류,원생동물,후생동물이
혼합되어 존재하는 하나의 생태계이며,이 중 박테리아가 오염물질의 제거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대부분의 수계에서 발견되는 박테리아는 부착할 수 있
는 표면이 존재하면 부착성장을 하게 된다.
매질 표면에 형성되는 생물막은 유기물의 흡착,미생물의 이동과 부착,미생물의

증식에 따른 생물막의 성장,생물막의 탈리(desorption)와 같은 과정을 거치며 이루
어진다66).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되는 유기물은 표면현상에 의해 매질 표면으로 흡
착된다.유기물의 흡착과 함께 용액중의 미생물이 확산 및 난류에 의해 매질 가까
이 이동하여 표면에 부착된다.
생물막의 형성 기작은 매우 복잡하며 여러 단계로 일어난다.먼저 유기성 분자가

매질 표면에 흡착(adsorption)되어 초기막(conditioning film)을 만들고 그 표면에
미생물이 가역적 상태의 흡착을 한다.그 위에 미생물이 분비하는 주로 다
당류(polysaccharide)로 구성된 체외물질(extracellularpolymer)이 단단하게 결합
되고,분비물질 중 용해성 또는 부유성 유기물의 분해가 일어나게 된다67).생물막에
의한 폐수처리는 폐수가 생물막 표면을 통과하면서 용존 유기물은 막내로 확산되
어 미생물에 의해 대사되며,콜로이드상 유기물은 막 표면에 흡착된 후 체외효소
(extracellularenzyme)에 의해 용해되어 이용된다.막 표면 근처의 미생물들은 유기
물 농도가 높기 때문에 빠른 성장을 보이나 표면 아래쪽은 유기물이 부족한 상태
이다.용존 산소 역시 막 내부로 확산되어 호기성 대사에 이용되는데,생물막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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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워지면 표면에서 산소가 소모되므로 혐기성 층은 표면의 호기성 층과 고형매질
표면 사이에 생기게 된다.생물막이 어느 정도 두꺼워져 유기물이 막 내부까지 들
어가지 못하면 매질 표면의 가까운 곳에서 미생물들이 내생호흡(endogenous
respiration)을 하게 되므로 매질 표면에의 부착력을 상실하게 된다.이 때 폐수가
생물막을 통과하여 매질로부터 생물막의 탈리가 일어나고,매질 표면에는 새로운
생물막이 생성된다.여상 매질로부터 떨어져 나온 생물막은 최종 침전조에서 폐수
와 분리되어 제거된다.

555)))생생생물물물막막막의의의 성성성장장장과과과 탈탈탈리리리

생물막 여상은 박테리아의 부착 능력에 기초를 두며,기술적으로 성장과 탈리가
조성된 사이의 평형상태에서 안정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부부착착착
박테리아는 매질 표면에 부착하며,이들은 사실상 부착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다.

생물막의 형성은 매질이 폐수와 접촉하기 시작하여 약 14일 정도 경과한 후에 이
루어진다.생물막 생성은 깨끗한 표면에서 보다 약간 거친 표면에서 더 쉽게 성장
한다.부착되지 않은 박테리아는 쉽게 공정 밖으로 유실된다.

생생생물물물막막막의의의 탈탈탈리리리
유기물질의 제거는 박테리아의 지속적인 성장과 생물막 두께의 성장과 일치한다.

먼저 수리학적인 침식은 생물막의 표면에서 지속적으로 작용하고,바깥쪽 면에서
정상적인 탈리(desorption)가 일어난다.회전원판의 회전속도와 살수여상의 수리학
적 부하는 탈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경험적 요인으로 설명되지만,물의 흐름은 탈리
를 일으킬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물 흐름만으로는 탈리가 일어나지 않는다68).
생물막의 바닥에서 굶주린 박테리아의 분해는 부착을 약하게 한다.생물막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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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두껍게 성장하는 경향을 가지며,생물막의 바닥에는 단지 부분적인 기질이 스며
들고 있다.호기성 여상에서의 반응속도는 산소에 의해 제어되고,혐기성 여상에서
의 반응은 생물막의 바닥에서 일어난다.생물막 내부에서의 강한 침윤과 형성된 거
품은 부착을 파괴하며,충분이 얇아진 막은 수리학적 침식에 의해 일부는 완전하게
탈리(desorption)될 것이다.여상은 탈리와 재생의 상태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따라
서 생물막은 성장과 탈착을 반복하게 되어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게 된다69).

666)))생생생물물물막막막 폐폐폐수수수처처처리리리 공공공정정정

생물막을 이용한 폐수처리 공정에서는 슬러지 일령이 길고 슬러지의 내생호흡이
촉진되기 때문에 폐슬러지의 발생량이 적다.또한 다양한 미생물종이 군집을 형성
함으로써 온도나 pH 변동,충격부하 및 난분해성 물질 유입에 따른 대처능력이 뛰
어나고,여재에 미생물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슬러지의 팽화현상으로 인한 슬러지
부상등과 같은 문제점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그러나 생물막 폐수처리 공
정에서는 우선적으로 생물막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70).
생물막을 응용한 공정으로는 전통적인 살수여상법(tricklingfilter)이나 회전원판

법(rotatingbiologicalreactor)등의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이때 미생물의 탈
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생물막을 형성시킬 여재의 종류는 유입수의 속도에 따라 다
르게 선택해야 한다.살수여상법에서는 유입수의 속도가 낮은 경우는 돌이나 슬래
그를 사용하고 높은 유입 속도에서는 플라스틱을 담체로 사용한다.회전원판법에서
는 표면적을 넓게 만든 폴리에틸렌 담체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담체의 표면적은
미생물이 부착 성장 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
최근에는 침지형 생물 여과법인 침지형 고정상/유동상 담체 공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Odegaard등71)은 미생물의 탈착을 막기 위하여 원통형
고분자 담체의 내부 공간을 비워 미생물을 담지시킨 부착 성장 시스템을 개발하였
으며,실험결과 미생물의 농도가 증가하여 처리효율이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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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222---222...인인인의의의 제제제거거거

우리나라 호소수의 부영양화는 질소보다는 인의 과다 유입에 의한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부영양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의 제거가 필수적이다.과거에는 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하여 왔으나 경제적이면서도 효율이
높은 생물학적 인 제거 방법이 개발되면서 미생물을 이용하여 인을 제거하는 생물
학적 처리시설이 많이 도입되었다.그러나 인 방출 기준이 강화되면서 화학적인 방
법과 생물학적 방법을 병행하여 처리하는 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111)))화화화학학학적적적 인인인 제제제거거거 원원원리리리

폐수 내의 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화학적 처리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
로 소석회,알루미늄 또는 철을 포함하는 금속염을 첨가하게 된다.이 경우 금속이
온과 정인산(orthophosphate)의 형태로 존재하는 인이 반응하게 된다.이러한 첨가
제를 투여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72).

(1)유입수 내 인의 농도
(2)유입수의 알칼리도 및 부유 고형물의 농도
(3)첨가제의 가격
(4)첨가제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
(5)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의 유무
(6)슬러지 폐기 방법
(7)공장 내의 다른 공정과의 화합성
(8)첨가제의 투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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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슬러지 공정에서 인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입되는 염의 종류를 소석
회,알루미늄 및 철 계열의 금속염으로 나누어 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석회를 첨가할 경우에는 발생하는 슬러지가 농지에 버려질 경우 알루미늄이나

철을 포함하는 슬러지 보다 안전하고 가격이 싸다는 장점이 있으나,칼슘 이온과
탄산 이온이 반응하여 탄산칼슘 침전물을 형성하므로 그 투여량이 유입수의 인 농
도 보다는 알칼리도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따라서 알칼리도가 높은 유입수를 처리
할 경우 슬러지 발생량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또한 용액의 pH가 증가하기 때문에
미생물의 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소석회와 인산 이
온이 반응하여 제거되는 반응은 다음과 같다.

      →   ↓  ‥‥(9)

알루미늄을 포함한 금속염에는 대표적으로 Al2(SO4)3나 NaAlO2가 있는데,이러
한 알루미늄을 포함한 염을 사용할 경우에는 미생물 혼합액내의 미생물 분포
(micro-population)에 영향을 주게 된다.이 경우에는 protozoa와 rotifer가 가장 많
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72).Alum (Al2(SO4)3)과 인의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  

 →

↓ 

  ∼

‥‥‥‥‥(10)

철을 포함하는 금속염에는 철의 산화수가 3가인 염화철(Ⅲ)(ferric chloride;
FeCl3)혹은 황산 철(Ⅲ)(ferricsulfate;Fe2(SO4)3)과 철의 산화수가 2가인 염화철
(Ⅱ)(ferrouschloride;FeCl2)혹은 황산철(Ⅱ)(ferroussulfate;FeSO4)등이 있다.
염화철(Ⅲ)과의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 ↓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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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제거 방법에 따른 슬러지 발생 총량은 화학적 밥법이 생물학적 방법 보다 많
다.그러나 최종적으로 슬러지를 폐기할 때 혐기성 소화를 시키게 되는데 생물학적
으로 인을 제거한 경우에는 혐기성 조건에서 인을 방출하게 된다.그리고 이때 방
출된 인은 Mg2+와 NH4+가 존재할 경우 struvite(MgNH4PO4)를 형성하여 관로나
열교환 장치에 스케일(scale)을 형성하므로 안정적인 운전이 어렵다.반면에 화학적
으로 인을 침전 제거할 경우에는 슬러지를 처리할 때에 인이 방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생물학적인 인 제거보다 유리하다73).

222)))생생생물물물학학학적적적 처처처리리리 공공공정정정에에에 화화화학학학적적적 처처처리리리의의의 도도도입입입

방류수의 인 농도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생물학적 인 제거와 화학적 인 제거를
병행하는 공정들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Yamamoto등74)은 일반 활성슬러지 공정에서 팽화를 일으키는 미생물은 주로 황
환원 미생물임을 밝히고,응집제로 FeCl2를 주입하면 황 환원 미생물의 성장을 억
제시킴으로써 팽화를 방지함과 동시에 높은 인 제거율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Bliss등75)은 하수처리 공정에서 유입수를 소석회로 전처리한 후 생물학적 방법

으로 처리하였을 경우의 질산화와 인 제거율에 대하여 연구하였다.연구 결과,소
석회의 투여로 인하여 반응조 내에 충분한 알칼리도가 유지되고 폭기로 인해 충분
한 산소가 공급되므로 질산화가 우수하게 나타났으며,인 역시 화학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제거되어 유출수의 암모니아와 인의 농도를 모두 1mg/L이하로 유지시킬
수 있었다.
이76)는 침지형 막분리 활성슬러지 공정에서 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폭기조 내에

alum을 첨가하였는데,인 제거와 여과 특성 개선에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화학적 인 제거를 위해 응집제를 투여하였을 경우 생물학적 처리 공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의견이 양분되는데,생물학적 처리 공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77,78)과 이와는 반대로 FeSO4를 첨가하였을 경우 미생물 내에 고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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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인 축적이 저해 된다79)는 의견이 있다.
응집제를 투여하였을 경우에는 인의 화학적 제거뿐만 아니라 COD와 부유 고형

물의 제거가 향상되고 활성슬러지의 팽화나 거품발생 현상 등이 감소한다는 장점
이 있다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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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333...실실실험험험 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에서는 초기 미생물 부착이 용이하도록 높은 표면 거칠기를 가지며,생물
막이 잘 형성될 수 있는 기공이 큰 담체를 경제적인 방법으로 제조하고자 최근 발
생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처리․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석회를 사용하여 담
체를 제조하였다.선행 연구로서 폐석회 첨가량 및 pH 변화에 따른 인 제거 특성
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회분식 실험을 실시하였으며,본 실험에서는 제조한 폐석회
담체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합성폐수를 이용한 성능실험을 통하여 폐수 중
영양염류 제거효율을 조사하였다.

ⅢⅢⅢ---333---111...실실실험험험 재재재료료료

111)))회회회분분분식식식 실실실험험험

본 연구에서는 KH2PO4(JunseiChemicalCo.일본)와 증류수를 사용하여 50～800
mg/LPO4-P용액을 제조하여 회분식 실험에 사용하였으며,폐석회를 150℃에서
2시간 건조시킨 후 사용하였다.건조 폐석회의 성분분석은 XRD(RigakuD/MAX-3C,
Japan)를 사용하여 scanspeed2deg/min으로 분석하였으며,Fig.Ⅲ-1에 나타난바
와 같이 주성분은 CaCO3로 구성되어 있다.

222)))영영영양양양염염염류류류 제제제거거거 실실실험험험

폐수는 실험기간 중 분석 대상물질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도시하
수의 특성을 나타내는 BOD,N,P등을 주성분으로 제조하여 사용하였으며,그 성
상은 TableⅢ-2와 같다.반응기는 아크릴 재질을 사용하여 유효 용적 3L(반응영
역 2L,침전영역 1L)규격으로 4조를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며,반응조 양쪽에 담체
를 충진 하기위한 철망을 설치하였고,반응조 중앙에는 산기 장치를 설치하여 양쪽
으로 원활한 산소 공급과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반응기의 개략도는 Fig.Ⅲ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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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Ⅲ-1.XRDpatternsofwastel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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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Ⅲ-2.CompositionofSyntheticWastewater

Components Concentration (mg/L) Remarks

Glucose 200(as COD) Carbon source

NH4Cl 40(as N) Nitrogen source

KH2PO4 8(as P) Phosphors source

NaHCO3

CaCl2․2H2O

MgSO4․7H2O

FeCl3․6H2O

KCl

250

10

50

0.375

4.7

Miner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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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luent tankEffluent tank

Waste waterWaste water

Feed pumpFeed pump

Air blowerAir blower
Flow meterFlow meter

Support carrierSupport carrier

WasteWaste--sludge valvesludge valve

Suction pumpSuction pump

Effluent tankEffluent tank

Waste waterWaste water

Feed pumpFeed pump

Air blowerAir blower
Flow meterFlow meter

Support carrierSupport carrier

WasteWaste--sludge valvesludge valve

Suction pumpSuction pumpSuction pumpSuction pump

Fig.Ⅲ-2.Schematicdiagram of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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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333---222...실실실험험험 방방방법법법

111)))회회회분분분식식식 실실실험험험

회분식 실험에서 사용한 합성폐수는 500mL삼각플라스크에 KH2PO4와 증류수
로 250mL씩 제조하여 사용하였으며,폐석회를 첨가하여 일정시간 교반하면서 침
전반응을 수행하였다.폐석회 첨가량에 따른 인 제거효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반응
초기 PO43--P 용액의 농도를 100mg/L로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폐석회 첨가량을
4～14g/L로 증가시켜 교반하였고,PO43--P용액의 농도 증가에 따른 폐석회의 인
제거효율을 조사하고자 폐석회 첨가량을 8g/L로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PO43--P용
액을 50～800mg/L로 증가시켜 교반하였다.또한 응집보조제 투입 및 pH 변화에
따른 인 제거효율을 조사하고자 폐석회와 Al2(SO4)3를 동시에 첨가하여 일정시간
교반하면서 침전반응을 수행하였다.

222)))폐폐폐석석석회회회 담담담체체체 제제제조조조

본 연구에서는 폐석회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2종류(No.1,No.2)의 담체를 제조
하였다.No.1담체는 커들란(TakedaChemicalCo.Japan)을 첨가하여 거대기공을
만들었으며,담체의 제조공정을 Fig.Ⅲ-3(a)에 나타내었다.PH 조절 시약은 2N의
NaOH 및 HCl(Junsei Chemical Co. 일본) 용액을 조제하여 사용하였으며,
autoclave(HB-506-6,HanbaekScientificCo.)을 이용하여 열처리 한 후 냉동건조
기 (SFDSM06,SamwonCo)로 동결 건조시켜 상온에서 보관하였다.No.2담체는
점토 및 무기바인더를 첨가하여 미세기공을 만들었으며,제조공정을 Fig.Ⅲ-3(b)
에 나타내었다.프레스를 이용하여 25kgf/cm2의 압력으로 압축하여 beadtype으로
성형하고 건조과정을 거쳐 1,100℃에서 30분 동안 소성하여 담체를 제조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조한 폐석회 담체(No.1,No.2)의 물성을 TableⅢ-3에 나타내었으
며,각 담체의 표면을 SEM으로 촬영하여 Fig.Ⅲ-4(a),(b)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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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te limeWaste lime Dissolving curdlanDissolving curd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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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hydrating (-70 ℃, 48hr)Dehydrating (-70 ℃, 48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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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ing  (120 ℃,  30min)Heating  (120 ℃,  30min)

Dehydrating (-70 ℃, 48hr)Dehydrating (-70 ℃, 48hr)

Fig.Ⅲ-3(a).Manufactureprocessofsupportcarrier(No.1)withwastelime
andcurd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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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ing, 24 hr (Room temperature)Drying, 24 hr (Roo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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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tering (1100 ℃, 30 min)Sintering (1100 ℃, 30 min)

Water addition
(Adjust of water content 20~25%) 

Water addition
(Adjust of water content 20~25%) 

Molding Molding 

Fig.Ⅲ-3(b).Manufactureprocessofsupportcarrier(No.2)withwastelime
andadd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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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Ⅲ-3.PhysicalPropertiesofSupportCarrier

                    
                      Support carrier
 Property   No. 1 No. 2

 Specific gravity of absolute dry

 Specific gravity of saturated surface dry

 Water absorption(%)

 Compress strength(kgf/cm2)

 B.E.T. surface area(m2/g)

 Average micro pore diameter(㎛)

1.19

1.72

44.50

21.00

5.25

340.00

1.58

2.01

27.50

190.00

2.63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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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Ⅲ-4(a).SEM photographsofNo.1supportcarrier(×50).

Fig.Ⅲ-4(b).SEM photographsofNo.2supportcarrier(×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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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영영영양양양염염염류류류 제제제거거거 실실실험험험

본 연구에서 제조한 담체 중 폐석회와 커들란을 혼합한 No.1담체를 철망에 넣
어 반응기 내부 양쪽에 고정시켰다.반응기 중앙에 설치된 산기 장치를 이용하여
주입되는 공기가 양쪽으로 순환되게 하여 반응기 내 DO 농도를 5mg/L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였다.실험에 사용된 폐석회 담체는 한 변이 약 12mm인 정육면체
기공성 구조이며,담체 내부의 기공구조를 Fig.Ⅲ-5에 나타내었다.
활성슬러지는 광주 소재 하수처리장의 슬러지 반송라인에서 채취한 후 100㎛

체로 걸러서 이물질을 제거하여 실험실에서 합성폐수로 장기간 적응시킨 후
MLSS농도 5,000mg/L로 조절하여 담체에 고정화시켰으며,빠른 초기 미생물 부
착을 위해 하루 동안 폭기만 하고 폐수를 유입시키지 않았다.담체 충진율 변화에
따른 질소 및 인의 제거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담체를 반응기 부피에 대해 각각
10%,20% 및 30%를 충진 하였으며,비교 실험을 위하여 하나의 반응기에는 담체
를 충진하지 않고 MLSS농도를 3,000mg/L로 맞추어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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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Ⅲ-5.SEM photographsofporestructureforsupportcarrier(×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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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333---333...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111)))담담담체체체의의의 물물물성성성

세라믹 담체의 물리적 성질을 고찰하기 위하여 KSF2503의 측정방법81)에 따라
비중 및 흡수율을 측정하였다.

절대건조 비중(Specificgravityofabsolutedry)


   ‥‥‥‥‥‥‥‥‥‥‥‥‥‥‥‥‥‥‥‥(12)

표면건조 포화상태의 비중(Specificgravityofsaturatedsurfacedry)


   ‥‥‥‥‥‥‥‥‥‥‥‥‥‥‥‥‥‥‥‥(13)

흡수율(Waterabsorptionpercent)
  


×  ‥‥‥‥‥‥‥‥‥‥‥‥‥‥‥‥‥(14)

여기서 A :대기 중 시료의 노 건조무게 (g)
B:대기 중 시료의 표면건조 포화상태의 무게 (g)
C:물 속에서의 시료의 무게 (g)

222)))담담담체체체의의의 압압압축축축 강강강도도도

담체의 압축강도(kgf/cm2)는 레오메타(COMPAC-2100)를 이용하여 load cell1
kg,tablespeed60mm/min의 조건에서 5회 측정하여 평균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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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담담담체체체의의의 표표표면면면 특특특성성성

미생물이 부착되지 않은 담체를 cell에 투입하고 carriergas로 질소를 불어넣어
-196℃로 유지하면서 B.E.T.표면 측정기(MicromerticInstrumentCo.,ASAP
2010)로 표면적을 측정하였다.
미생물이 부착되지 않은 담체의 표면 상태는 금을 피복하고 전자주사현미경

(SEM, JEOL, JSM-840A)으로 관찰하였으며, 미생물이 부착된 담체는 2%
glutaraldehyde용액에 24시간 동안 침적시켜 미생물을 고정화하는 과정을 거쳐 순
수 증류수로 3번 세척한 후,20%,50% 및 70% 에탄올 용액에서 20분간 탈수시키
고 100% 에탄올 용액에 침적시킨 후 건조시킨 다음 금을 피복하여 SEM으로 관찰
하였다.

444)))기기기 타타타

시료는 반응기의 sample port를 이용하여 채취 즉시 GF/C filter와 0.45 ㎛
membranefilter로 여과하여 standardmethod31)에 의하여 분석하였으며,TableⅡ
-4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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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444...결결결과과과 및및및 고고고찰찰찰

ⅢⅢⅢ---444---111...회회회분분분식식식 실실실험험험

폐석회 첨가량에 따른 인 제거효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반응 초기 PO43--P용액
의 농도를 100mg/L로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폐석회 첨가량을 4～14g/L로 증가시
켜 교반하여 폐석회 첨가량과 반응시간에 따른 인 제거 특성을 조사하였다.Fig.
Ⅲ-6에 나타낸바와 같이 PO43--P100mg/L의 폐수에 폐석회 첨가량을 4g/L,6
g/L및 8g/L로 증가시키면서 반응시킨 결과 반응시간 20분 이내에 PO43--P제거
율은 각각 69.08%,85.13% 및 96.96%로 증가하였으며,폐석회 첨가량을 10g/L,12
g/L 및 14g/L로 증가시킨 경우의 PO43--P 제거율은 각각 98.44%,98.99% 및
99.00%로 나타나 폐석회 첨가량 8g/L이상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PO43--P용액의 농도에 따른 인 제거효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폐석회 첨가
량을 8g/L로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PO43--P용액을 50～800mg/L로 증가시키면서
반응시켰다.Fig.Ⅲ-7에 나타낸바와 같이 PO43--P용액 농도 50및 100mg/L에서
의 PO43--P평균 제거율은 각각 95.22% 및 97.64%로 높게 나타났으나,PO43--P용
액 농도를 200,400및 800mg/L로 증가시킨 경우의 PO43--P평균 제거율은 각각
74.70%,36.89% 및 13.88%로 감소하였다.따라서 인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한 폐석
회 첨가량은 PO43--P용액 농도 100mg/L에 대하여 8g/L이며,폐수 중에 함유되
어 있는 PO43--P농도에 대한 폐석회의 적정 첨가량은 1:80정도임을 알 수 있었
다.
응집보조제 투입 및 pH 변화에 따른 인 제거효율을 조사하고자 PO43--P 용액

농도 100mg/L에 대하여 폐석회와 Al2(SO4)3를 첨가하여 폐수의 pH 변화에 따른
인 제거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실험 결과 Figure8,9에 나타낸바와 같이
4g/L의 폐석회만을 첨가한 경우(pH 8.8)PO43--P평균 제거율은 73%이었으며,4
g/L의 Al2(SO4)3만을 첨가한 경우(pH 2.5)PO43--P평균 제거율은 10%로 매우 낮
았다.그러나 4g/L의 폐석회와 4g/L의 Al2(SO4)3을 동시에 주입한 경우(pH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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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PO43--P평균 제거율은 99%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일반적으로 pH 9
이상의 높은 pH에서는 칼슘 이온과 인의 결합에 의한 침전 반응이 매우 빠르게 일
어나고 낮은 pH에서는 매우 느리게 일어난다82)고 알려져 있으나,본 실험에서는
폐석회와 Al2(SO4)3의 응집 보조 작용에 의한 반응 촉진으로 pH 7에서 빠른 침전
반응이 일어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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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444---222...영영영양양양염염염류류류 제제제거거거 특특특성성성

본 연구에서 제조하여 영양염류 제거 실험에 사용한 폐석회 담체(No.1)표면의
SEM 사진을 Fig.Ⅲ-10에 나타내었다.Fig.Ⅲ-10에서 보는바와 같이 담체 표면에
크기가 10～50㎛ 정도인 기공과 100～500㎛ 정도인 기공이 관찰되었으며,기공이
없는 부분도 매우 거칠게 보였다.거친 표면은 표면의 부착점이 많고 흡착된 미생
물의 피난처가 되어 유체의 전단응력으로부터 미생물을 보호하여 미생물의 탈착속
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거친 표면이 미생물의 부착에 효과적이라고 보고된 이 등83)

의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제조된 담체는 표면이 충분히 거칠어서 미생물이 잘 부
착될 수 있다고 사료되었다.또한 담체 기공의 지름이 미생물 크기보다 1～5배 클
때 미생물 축적이 최대로 된다고 보고한 Murray84)의 연구 결과와 비교할 때 큰 기
공을 가지는 담체가 미생물이 전단응력에 대해 잘 피난할 수 있어 개발된 담체의
표면은 미생물이 부착되고 생물막이 형성되어 군집을 이루면서 성장할 수 있는 서
식처로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미생물을 담체에 고정화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에서 합성폐수로 장기간 적응시킨

MLSS농도 5,000mg/L가 들어있는 반응기에 담체를 충진시켜 2시간이 경과한 후
미생물이 철망과 담체에 부착되기 시작하는 것을 관찰하였다.2일 후 고정화 담체
의 생물막이 형태를 갖추었으나 부유하는 미생물도 다소 관찰되었다.4일 후에는
생물막이 완전한 형태를 이루었으며,반응기 내에 부유하는 미생물이 거의 존재하
지 않았다.운전 종료 후 담체에 부착된 생물막의 SEM 사진을 Fig.Ⅲ-11에 나타
내었으며,내부 생물막이 큰 플럭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담체 충진율 변화에 따른 질소 및 인의 제거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MLSS농도

5,000mg/L로 고정화시킨 담체를 반응기 부피에 대해 각각 10%,20% 및 30%를
충진 하였으며,비교 실험을 위하여 다른 하나의 반응기에는 담체를 충진 하지 않
고 MLSS농도를 3,000mg/L로 맞추어 운전하였다.
폐석회 담체에 고정화시킨 MLSS농도는 5,000mg/L이므로 이론적인 반응기내

유효 MLSS(effectiveMLSS)농도는 담체 충진율이 10%이면 3,200mg/L(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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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mg/L+0.9×3,000mg/L)이며,담체 충진율이 20% 및 30%이면 각각 3,400
mg/L및 3,600mg/L이다.Louis등85)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담체 충진율이 증가할
수록 반응기내 유효 MLSS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SRT(mixedliquorSRT)
를 동일하게 유지하여도 담체 충진율이 증가하면 유효 SRT(effectiveSRT)는 증가
하여 질산화율을 높일 수 있다.또한 Moper86)은 담체표면에서부터 담체중앙부 사
이에 산소농도 구배가 형성되며,질산성질소와 유기물이 담체의 기공을 통해서 담
체 내부에 형성된 무산소지역에 도달했을 때 탈질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Fig.
Ⅲ-12에 나타낸바와 같이 반응기내의 담체 충진율에 따른 질소 제거율은 담체를
충진하지 않은 경우에는 60% 이하이었으나,담체를 10%,20% 및 30%를 충진한
경우에는 각각 78%,84% 및 88%로 증가하였다.이것은 담체 충진율이 증가할수록
반응기내 유효 MLSS농도 및 유효 SRT가 증가하여 질산화율이 높아졌고,담체
내부에 무산소상태가 형성됨으로 인하여 원활한 탈질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사
료된다.또한 Fig.Ⅲ-13에 나타낸바와 같이 인 제거율은 담체를 충진하지 않은 경
우에는 10% 이하이었으나,담체를 10%,20% 및 30%를 충진한 경우에는 각각
69%,82% 및 88%로 증가하였으며,이것은 폐석회 담체의 주성분인 칼슘 이온과
폐수 중의 인산 이온이 반응하여 난용성의 hydroxyapatite(Ca5(OH)(PO4)3)로 생성
되어 인 제거율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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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Ⅲ-10.SEM photographofthesurfaceofwastelimesupportcarrier.

Fig.Ⅲ-11.SEM photographoftheinteriorofsupportcarrierafter
immo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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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Ⅲ-12.VariationsofNH4+-N removalefficiencyfordifferentpackingratio
(Temperature25±1℃,InfluentNH4+-N 40mg/L,HRT 12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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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Ⅲ-13.VariationsofPO43--Premovalefficiencyfordifferentpackingratio
(Temperature25±1℃,InfluentPO43--P8mg/L,HRT 12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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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555...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에서는 폐석회를 재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폐석회를 이용하여 미생물
부착이 용이한 기공이 크고,표면 거칠기가 큰 담체를 제조하여 폐수 중의 영양염
류 제거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선행 연구로서 폐석회 첨가량에 따른 인 제거 특
성을 조사하고자 회분식 실험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폐석회 첨가량에 따른 인 제거 특성에 대한 회분식 실험을 수행한 결과 인의 효
과적인 처리를 위한 폐석회 첨가량은 PO43--P용액 농도 100mg/L에 대하여 8
g/L이며,폐수 중에 함유되어 있는 PO43--P농도에 대한 폐석회의 적정 첨가량
은 1:80정도임을 알 수 있었다.

2.제조된 담체는 크기가 10～50㎛ 정도인 기공과 100～500㎛ 정도인 기공을 지
닌 다공성 구조이며,담체 표면이 충분히 거칠어서 미생물이 부착하기에 알맞은
생물막이 형성되어 군집을 이루면서 성장할 수 있는 서식처로 적합하였다.

3.반응기내 담체 충진율에 따른 질소 제거율은 담체 충진율이 증가할수록 반응기
내 유효 MLSS농도 및 유효 SRT가 증가하여 질산화율이 높아졌고,담체 내부
에 무산소상태가 형성됨으로 인하여 원활한 탈질화가 이루어졌다.또한 인 제거
율은 담체를 충진하지 않은 경우에는 10% 이하이었으나,담체를 10%,20% 및
30%를 충진한 경우에는 각각 69%,82% 및 88%로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폐석회를 재활용하여 담체로 사용할 경우 폐수처리장의 영양염류 제거효
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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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ⅣⅣⅣ 장장장...음음음식식식물물물 산산산발발발효효효액액액을을을 이이이용용용한한한 영영영양양양염염염류류류 제제제거거거 공공공정정정

ⅣⅣⅣ---111...연연연구구구배배배경경경 및및및 목목목적적적

최근 SBR 공정은 도시 하수․산업 폐수․축산 폐수 등에 함유된 영양염류
(nutrients)를 제거하기 위하여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며87),생물학적 처리공정에서
만족할만한 처리수를 얻기 위해서는 유입수의 유기물 농도와 총질소 농도의 비
(C/N비)가 적절히 유지되어야 한다.국내에 적용된 생물학적 영양염류 제거(BNR,
BiologicalNutrientRemoval)공정의 효율 저하 원인은 유입 원수의 낮은 C/N비로
인한 질소․인의 처리에 필요한 탄소원(carbonsource)부족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국내 대부분의 하수에는 아세트산,프로피온산 및 부틸산 등의 용존성 유기물
함량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생물학적 고도처리 공정의 제한 요인이 되고 있다.미국
의 경우 A/O(Anoxic/Oxic)공정과 이의 변법들의 실용적인 기술이 개발되고 특허
화 되었으며,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UCT(UniversityofCapeTown)공정을
중심으로 각종 고도처리 공정들이 실제 하수처리장에 적용되고 있다88).그러나 영
양염류를 제거하고자 C/N비가 낮은 국내 하수에 외국의 공법을 직접 적용하기 위
해서는 외부탄소원(externalcarbonsource)의 공급이 필수적이다.또한 일반적인
생물학적 방법으로 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인 제거 미생물이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건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과잉 인 제거 미생물이 쉽게 선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적절한 유기물 농도와 인 농도의 비(C/P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외부탄소
원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89).최근 생물학적 영양염류 제거를 위한 외부탄소원으로
이용 가능한 아세트산 및 메탄올 등을 이용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아세
트산은 실제 적용시 pH 조절의 어려움과 비용이 고가인 문제점이 있고,메탄올의
경우에는 일부 슬러지의 적응성과 탈질속도 저하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90,91).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외부탄소원의 대처 방안으로 1차 슬
러지나 유기성 도시폐기물을 산발효시켜서 얻은 상등액을 메탄올이나 아세트산 대
신 외부탄소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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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대안 중 하나로서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시킨 유기산을 C/N비가
낮은 국내도시의 하․폐수 처리에 외부탄소원으로 적용한다면 효과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저비용으로 생물학적 영양염류 제거 공정을 운영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기존의 슬러지처리시설에서 발
효 및 탈수시킨다면 별도의 시설비용 없이 탈수과정을 통해서 얻은 저염분 슬러지
는 토양개량재로 사용할 수 있다.따라서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의 연계처리는 유기
성폐기물의 자원화를 극대화시키면서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SBR공정에서 생물학적 영양염류 제거를
위한 외부탄소원으로서 음식물 쓰레기 발효액(FLFW,Fermented Leachate of
FoodWaste)의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낮은 C/N비 하수의 SBR공정에 음식물
쓰레기 발효액을 공급하여 발효액 첨가량 및 온도 변화에 따른 유기물 및 질소와
인의 제거효율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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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222...이이이 론론론

ⅣⅣⅣ---222---111...외외외부부부 탄탄탄소소소원원원

대부분의 하수에서는 아세트산(acetic acid) 등과 같은 쉽게 분해 가능한
COD(RBDCOD,ReadilyBiodegradableCOD)함량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생물학적
영양염류 제거(BNR,BiologicalNutrientRemoval)공정에 필요한 탄소원의 공급이
영양염류 제거에 대한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9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BNR 공정의 혐기조,무산소조 및 호기조

등의 각 반응조 체류시간을 최적화하거나,methanol,sodium acetate및 aceticacid
등과 같은 인공 합성 유기물을 외부탄소원으로 이용한다.그러나 경제적인 면을 고
려하여 일차침전지나 농축조,혐기성 소화조 등을 발효조로 개량하거나 별도의 슬
러지 발효조를 설치하여 여기서 생성된 분해 가능한 BOD(SBOD,SolubleBOD),
단쇄휘발성 지방산(SCVFA,ShortChainVolatileFattyAcid)등의 쉽게 분해 가
능한 유기물(RBO,ReadilyBiodegradableOrganic)을 BNR공정의 혐기조 또는 무
산소조에 탄소원으로 투입하는 발효 방법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95～99).
대부분의 외부탄소원 유기물은 전체가 탈질에 이용되는 기질이 아니며,외부탄소

원에 함유된 유기물 중 생물학적으로 쉽게 분해되는 COD에 의한 탈질만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탄소원에 함유된 RBDCOD의 함량이 외부탄소원 선정에 중요
한 인자가 된다100).또한 미생물은 에너지 대사과정과 효소의 합성에서 미생물 군
집의 유전적 선택성에 따라 다른 전자공여체를 가지기 때문에 탈질시 소비되는
COD 요구량이 다르고,외부탄소원 선정시 1g의 질산성 질소를 탈질하기 위한
COD소모율이 외부탄소원 선정시 중요한 인자가 된다101).
Kujawa등100)에 의하면 탈질과정에서는 3가지 기울기가 관찰되는데,처음에 나

타나는 가장 큰 기울기는 생물학적으로 쉽게 분해되는 COD(RBDCOD,Readily
BiodegradableCOD)에 의한 것이고,다음으로는 생물학적으로 느리게 분해되는
COD(SBDCOD,SlowlyBiodegradableCOD)에 의해서 그리고 마지막은 미생물의



- 98 -

내생탈질에 의한 것이다.탈질과정에서의 기울기는 탈질율로 표현되며,RBDCOD
의한 탈질율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가수분해와 발효에 의해 SBDCOD는 탈질을 위
한 전자공여체로 사용되기 전에 RBDCOD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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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222---222...SSSBBBRRR공공공정정정

연속 회분식 반응기(SBR,SequencingBatchReactor)는 활성슬러지법의 변형공
법으로서 한 반응기 내에서 유입,반응,폭기,침전,배출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공정이다.따라서 2차 침전지나 반송슬러지가 필요 없고,반응단계에서 폭기에 의
해 질산화가 일어나며,폭기 후 비폭기 교반운전단계에서 무산소상태가 진행되므로
탈질이 일어나게 된다.또한 SBR 공정은 압출류법(plugflow)과 동일한 동력학적
특성을 가지며,연속회분식 반응기를 여러 개 설치하여 운전할 경우에는 연속흐름
혼합형 반응기(CFSTR,ContinuousFlow StirredTankReactor)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102).
SBR공정은 외부조건에 부응하는 유연성이 커 응용 범위가 광범위한 특성을 가

지고 있다.즉 요구수질에 맞추어 운전 주기의 기간 조정 및 주기 내의 운전조건
변화,산소농도,혼합강도 등을 조절할 수 있고,반응조 내 미생물과 기질의 접촉은
완전혼합에 의해 이루어져 단회로 현상을 피할 수 있다.전형적인 SBR공정의 단
위 주기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진다.

-유입(fill):반응조에 폐수를 주입하는 단계로 방류단계에서 상등액은 유출시키
고 반응조 내의 남은 슬러지에 방류한 부피만큼의 폐수를 유입시킨다.

- 반응(reaction):미생물에 유기물 및 영양염류를 처리하는 단계이며,혐기
(anaerobic),호기(aerobic),무산소(anoxic)단계를 거치면서 폐수 내의 유기물
및 영양염류를 처리한다.

-침전(settling):운전조건 내의 반응이 완결된 후,반응조의 정지 상태로 혼합액
의 슬러지와 처리수를 고액 분리(solids/liquidseparation)한다.

-방류(draw):고액 분리가 끝난 후,상등액의 처리수를 방류한다.
-대기(idle):단위 주기의 운전이 완결 된 후 새로운 폐수가 유입될 때까지 기다
리는 단계로 잉여 슬러지를 폐기하기도 한다.이 기간은 유입량이 적을 시에는
길게 하고,많을 시에는 짧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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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생생생물물물학학학적적적 질질질소소소 제제제거거거

질소 순환 과정 중 생물학적 질소 제거를 위한 두 가지 중요한 기작은 세포 합성
에 이용되는 동화작용(bacterialassimilation)과 호기 조건(aerobiccondition)에서의
독립영양 미생물(autotrophicbacteria)에 의한 질산화(nitrification)와 무산소 조건
(anoxic condition)에서 종속영향 미생물(heterotrophic bacteria)에 의한 탈질화
(denitrification)과정인 이화작용(bacterialdisassimilation)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수계에서의 질소 순환 과정을 Fig.Ⅳ-1에 나타내었다.

세세세포포포합합합성성성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질질질소소소 제제제거거거
미생물(C5H7O2N)내에 함유되어 있는 질소의 함량은 건량 기준으로 약 12～13%

이다.따라서 잉여 슬러지로서 생성되어 폐기되는 휘발성 고형물 내에는 폐수에서
제거된 12～13%의 질소가 포함되어 있다.이에 따라 암모늄 형태의 질소가 새로운
세포 형성에 동화되어 제거된다.제거될 수 있는 질소의 양은 미생물의 순 증식량
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에 폐수의 유기물 양이나 시스템의 운전조건에 따라 달라진
다.생물학적 처리과정에서 세포가 합성됨에 따라 세포구성에 필요한 만큼의 질소
가 제거되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 (15)

 :yieldcoefficient(gVss/gBOD)
 :degradablefractionofMLVSS

 :endogenousdecayrate(gVSS/gVSS-day)

 :organicloadingrate(lbBOD/lbVS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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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Ⅳ-1.Nitrogentransformationinbiologicaltreatmentprocesses
(① Nitrification,② Denit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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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질질산산산화화화(((nnniiitttrrriiifffiiicccaaatttiiiooonnn)))
하수 내에 존재하는 질소는 대부분 암모니아와 유기질소 형태로 존재하는데,유

기질소는 가수분해 되어 암모니아성 질소(NH4+-N)로 분해된다.암모니아성 질소
(NH4+-N)는 질산화 미생물에 의해 아질산성 질소(NO2--N)와 질산성 질소
(NO3--N)로 전환된다.질산화 반응을 일으키는 미생물은 독립영양 미생물로서 무
기질소 화합물 형태의 질소를 산화함으로써 발생된 에너지를 세포성장과 유지에
이용한다.질산화 반응은 다음과 같이 두 단계를 거쳐 일어나게 된다.

→ (bynitrosomonas)‥‥(16)

→ (bynitrobacter)‥‥‥‥‥‥‥‥‥(17)

이 두 반응을 하나의 반응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18)

위 반응에서 보는 것과 같이 NH4+는 nitrosomonas에 의해 NO2-로 산화된 후
nitrobacter에 의해 NO3-로 산화된다.위의 반응에서 (16)의 반응보다 (17)의 반응
이 쉽게 진행되는데 (16)의 반응은 3개의 산소 원자가 요구되나 (17)의 반응은 1개
의 산소 원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화시키는데 적은 양의 에너지가 소요된다.또한
nitrosomonas는 nitrobacter보다 매우 환경조건에 민감하며,nitrosomonas의 증식
속도가 nitrobacter보다 훨씬 낮으므로,전체 질산화 반응의 율속 단계는 (16)반
응이라 할 수 있다.
질산화가 일어나기 위한 한계 DO는 2mg/L로,DO 공급이 충분히 유지되어야

하며 그 이하가 될 경우 산소가 한계 영양소(limitingfactor)가 되어 질산화 진행
이 느려지면서 결국 반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또한 질산화가 진행되면서 알카리
도(alkalinity)가 소모되어 pH가 5이하가 되면 nitrosomonas의 활성이 저하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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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고되었다103).
이와 같이 nitrosomonas와 nitrobacter에 의하여 암모늄이 완전히 산화되는 총괄

적인 에너지 반응식은 세포의 물질구성 경험식인 C5H7O2N를 이용하여 다음의 식
으로 나타낼 수 있다.

  

 →       




‥‥‥(19)

  

  


  

→     




‥‥‥‥‥‥‥‥‥‥‥(20)

이를 질산화균에 대한 totalsynthetic-oxidationreaction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
다.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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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탈탈질질질화화화(((dddeeennniiitttrrriiifffiiicccaaatttiiiooonnn)))
탈질반응은 미생물이 무산소(anoxic)상태에서 호흡을 위하여 산소대신 NO3-,

NO2-등을 최종 전자수용체(electronacceptor)로 이용하여 N2,N2O,NO로 환원시
키는 과정을 말한다.이때,박테리아는 유기탄소를 탄소 및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며,
질산염은 이 미생물들에 의하여 에너지대사에서 전자수용체로 사용된다.용존산소
가 충분한 상태에서는 산소를 최종 전자수용체로 이용하나 용존산소가 부족하거나
없는 상태에서는 NO3-,NO2-등을 전자수용체로 사용하게 된다.산소는 일반적으로
다른 무기성 전자수용체보다도 낮은 산화 환원전위를 가지므로,더 많은 ATP가
호기성 호흡으로부터 만들어진다.이것은 미생물의 생성이 무산소 조건하에서 훨씬
적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해준다104).
탈질과정은 Pseudomonas,Bacillus,Micrococcus 등 임의성 종속영양미생물
(facultativeheterotrophics)에 의해 진행되며,여러 경로가 있으나 대표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 
→  →  →  ‥‥‥‥‥‥‥‥‥‥‥‥(22)

일반 유기물의 경우:
     


 →   

   ‥‥(23)

탈질반응에서는 환원된 질소 1g당 2.9～3.0g의 알칼리도가 증가하게 되며,최종
산물의 형태는 미생물 종류와 pH에 따라 다르나 대부분 N2로 방출되게 된다.NO3-

환원을 위한 전자공여체는 유기물이며 메탄올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대
부분의 생물학적 질산화/탈질화 공정에서 탈질화 시킬 폐수 내에는 박테리아에 의
하여 질산염이 질소 가스로 변화시키는데 충분한 탄소에너지(유기물)가 있어야 한
다.이 탄소 소요량은 폐수나 미생물 세포와 같은 내부 공급원 또는 외부 공급원에
서 공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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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생생생물물물학학학적적적 인인인 제제제거거거

생물학적 인 제거는 활성슬러지 내의 인 축적 미생물(PAOs,Phosphorus
Accumulating Organisms)에 의해 이루어지며,인 제거 경향은 인 부하한계
(phosphorusloadinglimit)와 인 축적한계(phosphorusstoragelimit)로 분류할 수
있다.인 축적한계는 일반 활성슬러지 공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을 과잉으로 섭
취할 수 없는 경우로서 활성슬러지의 세포 내 인의 함유량은 약 1.5～2.0%(P/VSS)
이다105).반면에,인 부하한계는 미생물이 인을 과잉으로 섭취하여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슬러지 내의 인 함유량이 최대가 되기 전까지는 인
의 부하가 증가하여도 양호한 인 제거율을 보여주며,슬러지 내 최대 인 함유량
(maximum phosphoruscontent)이상으로 인의 부하가 높아지면 인의 제거능에 한
계를 나타내어 결국 인 제거율은 감소하게 된다.
유입수 내의 COD와 인의 농도비(C/P비)는 인 제거 미생물이 이용 가능한 유기

물과 용해성 인과의 비로서,과잉 인 제거 공정의 운전지표로 고려해야 할 점이다.
인 제거 미생물이 최대 인 함유량에 도달하는 C/P비를 한계 C/P비(limitingC/P
ratio)로 정의한다.C/P비가 한계 C/P비 보다 작은 경우에는 슬러지 내 인 함유량
이 거의 일정하고 슬러지 인출을 통해 고정된 양의 인을 제거할 수 있으며,유출수
의 인 농도는 C/P비가 감소할수록 증가하게 된다.반면에,C/P비가 한계 C/P비 보
다 큰 경우에는 슬러지 내 인 함유량이 인 부하 변동에 비례하며,유출수의 인 농
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106).
유기물질의 종류 및 부하는 반응조 내의 미생물 군집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운전인자이며,인 방출 및 섭취 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생물학적 과잉
인 제거 공정이 정상상태로 운전될 때 혐기 조건 중 인 방출과 동시에 유기물질의
약 61～89% 가량이 섭취되며,유입수내에 VFA(VolatileFattyAcid)가 존재할 경
우 미생물의 인 섭취율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7).과잉 인 제거 특
성에 미치는 유기산 영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유기산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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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왔다.Randall107)은 유기산이 인 방출 및 ATP합성에 깊이 관여함을 발표하
였으며,Winter108)는 생물학적 인 제거 공정은 유기산 중에서 아세트산에 의한 영
향을 가장 크게 받으며,인 제거 공정에 아세트산을 첨가함으로써 인 제거율을
200%까지 향상시킬 수 있었다.또한 Randall107)은 유기산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실
험한 결과 유기산의 종류에 따라서 인 방출과 섭취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며,
초산이 가장 좋은 효과를 보였고,그 다음은 유기산의 탄소수가 증가함에 따라 인
방출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같은 유기산 중에서도 분자구조가 가지형
구조를 갖는 것이 비가지형 구조보다 높은 인 방출율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Fig.Ⅳ-2에 생물학적 인 제거 공정의 메카니즘을 나타내었다.인 제거 미생물은

혐기상태에서 세포내에 축적되어 있던 poly-P가 가수분해 되면서 발생되는 에너지
를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유기산을 섭취하고,이를 PHB(Poly-β-HydroxylButyrate)
로 전환시켜 세포내에 저장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동시에,세포 내 흡수 및
저장되어 있던 정인산은 용액 내로 방출되어 용액 내의 인 농도는 크게 증가하게
된다.외부조건이 호기 상태로 전환되면 방출되었던 인산은 다시 poly-P의 형태로
저장되며,혐기 상태에서 생성된 PHB는 분해되어 에너지로 이용하게 된다.그러므
로 PHB와 poly-P의 생성은 인 제거 기작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으로 고려된다109).
이들 poly-P미생물들은 혐기성 상태에서 정상 호기성 상태의 신진대사 경로(TCA
회로)와 다른 경로를 택하게 되는데 즉,세포내의 다중 인산을 분해해서 ATP를 합
성하며,이 ATP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쉽게 분해될 수 있는 기질을 세포내로
능동 수송하여 PHB를 합성하거나 세포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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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tho-P

Fig.Ⅳ-2.Biologicalphosphorusremoval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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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333...실실실험험험 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ⅣⅣⅣ---333---111...유유유기기기산산산 발발발효효효

유기산 발효액은 광주광역시 소재의 C대학교 학생 식당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을
수거하여 분쇄한 후 5L용량의 발효조를 이용하여 생산하였다.발효조는 HanilR
& D사의 BioG-8BatchTopFermentationSystem을 사용하였으며,Fig.Ⅳ-3에
나타내었다.발효조의 운전조건은 발효온도 및 교반속도를 30℃(±2℃)및 80rpm
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 10일간 운전하였으며,발효기간 동안 음식물 쓰레기의 pH
는 조절하지 않았다.충분히 발효된 유기산은 4,000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등액을 취하여 4℃에서 냉장 보관하였으며,그 특성을 TableⅣ-1에 나타내었
다.

TableⅣ-1.CharacteristicsofFermentedLeachateofFoodWaste

Components Concentration 

CODcr
Total 34,530 mg/L

Soluble 26,800 mg/L

SS
Total 4,545 mg/L

Soluble 3,920 mg/L 

Nitrogen
TKN 1,680 mg/L

NH4
+-N 665 mg/L

Phosphorus
T-P 130 mg/L

PO4
3--P 32 mg/L

VFAs as CODcr 9,802 mg/L

pH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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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Ⅳ-3.Photographdiagram offermentation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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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333---222...영영영양양양염염염류류류 제제제거거거 공공공정정정

폐수는 실험기간 중 분석 대상물질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도시하
수의 특성을 나타내는 BOD,N,P등을 주성분으로 제조하여 사용하였으며,그 성
상은 TableⅣ-2와 같다.
SBR공정의 반응기는 아크릴 재질을 사용하여 총용적 5L인 원통형 구조로 4조

를 제작하였으며,Fig.Ⅳ-4에 나타낸바와 같이 각 반응기내에 교반기 및 산기 장
치를 설치하여 원활한 혼합과 폭기를 유도하였으며,유입 및 유출 펌프에 타이머를
부착하여 운전조작이 자동제어 되도록 하였다.
활성슬러지는 하수처리장 반송슬러지를 약 1개월간 합성기질로 순치시킨 슬러지

를 MLSS3,000mg/L로 맞추어 각 반응기에 분주하였다.총용적 5L인 SBR공정
반응기의 유효용량은 3L로 운전하였으며,각 운전주기의 유입과 유출시간동안 1.5
L의 처리용량을 유입,배출시켰다.SBR 공정의 HRT 및 SRT를 각각 48시간 및
20일로 유지하였으며,SBR의 운전주기는 Fig.Ⅳ-5에서와 같이 24시간을 1
cycle(15minfill,6hranaerobic,10hraerobic,4hranoxic,2hraerobic,1.5
hrsettling,15mindraw)로 하여 운전하였다.각 반응기에 유기산 발효액을 무산
소 단계 초기에 첨가하였다.하나의 반응기는 비교실험을 위하여 유기산 발효액을
첨가하지 않았으며,이 때 유입 기질의 C/N비는 3.2이었다(RUN 1).유기산 발효액
첨가량은 각 반응기 내 C/N비를 각각 5(RUN 2),10(RUN 3),20(RUN 4)으로 맞
추어 증가시켰으며,외부탄소원으로서 유기산 발효액 첨가에 따른 각 운전조건의
운전단계별 DO와 pH 및 영양염류의 거동을 조사하였다.또한 각 반응기의 반응
온도를 10～30℃로 변화시켜 유기산 발효액 첨가량 및 온도 변화에 따른 유기물
과 영양염류의 제거 특성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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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Ⅳ-2.CompositionofSyntheticWastewater

Components Concentration (mg/L) Remarks

Glucose 160(as COD) Carbon source

NH4Cl 50(as N) Nitrogen source

KH2PO4 10(as P) Phosphors source

NaHCO3 150 Alkalinity

CaCl2․2H2O

MgSO4․7H2O

FeCl3․6H2O

KCl

10

50

0.375

4.7

Miner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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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Ⅳ-4.Schematicdiagram ofsequencingbatchreactor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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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Ⅳ-5.Operationsequenceandtimedistributioninacycle.



- 113 -

ⅣⅣⅣ---333---333...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시료는 각각의 SBR반응기의 sampleport를 이용하여 초기 150mL를 순환시켜
준 후 50mL를 채취 즉시 GF/C filter와 0.45㎛ membranefilter로 여과하여
standardmethod31)에 의하여 분석하였으며,TableⅣ-3에 분석방법 및 분석기기를
나타내었다.

TableⅣ-3.AnalyticalMethodsandInstrument

Item Methods and Instrument

pH

DO

COD

TKN

NH4
+-N

NO3
--N

T-P

PO4
3--P

VFAs

    pH meter (Conning pH meter 440)

    DO meter (Orion model 810)

    Closed reflux calorimetric method (Hach DR-2000)

    Standard methods (UV spectrometer, Shimadzu)

    Standard methods (UV spectrometer, Shimadzu)

    Standard methods (UV spectrometer, Shimadzu)

    Standard methods (UV spectrometer, Shimadzu)

    Standard methods (UV spectrometer, Shimadzu)

    Chromatographic method (HPLC, Aminex HPX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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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444...결결결과과과 및및및 고고고찰찰찰

ⅣⅣⅣ---444---111...pppHHH 및및및 DDDOOO의의의 거거거동동동

질소와 인을 동시에 제거하기 위한 SBR 공정에서 각 운전조건에 대한 적절한
DO와 pH의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생물학적 질소․인 제거 공정의 인 제거
bacteria가 혐기 단계에서 원활한 인 방출을 하기 위한 DO의 제한 농도는 0.3
mg/L 이하이며,무산소 단계에서 탈질반응을 위한 DO의 제한 농도는 0.2mg/L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110).
Fig.Ⅳ-6(a),(b)에 나타낸바와 같이 각 운전조건별 1cycle동안의 운전단계에

따른 DO의 거동은 유기산 발효액을 첨가하지 않은 RUN 1의 경우와 유기산 발효
액을 첨가한 RUN 3의 경우 모두 반응 초기 안정된 DO 농도가 혐기와 무산소 단
계에서 0.1mg/L이하의 농도로 유지되었다.따라서 인 방출 및 탈질산화 기작에
산소가 방해요소로 작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각 운전조건별 1cycle동안의 pH 변화는 유기산 발효액을 첨가하지 않은 RUN

1의 경우 호기 단계 초기의 pH 7.3에서 호기 단계 종료 직전에는 pH 6.5까지 감소
하였고,유기산 발효액을 첨가한 RUN 3의 경우에는 6.7에서 6.2까지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호기 단계에서는 질산화 반응결과 H+생성으로 인하여 pH 감소 현상이 일
어난 것으로 사료된다.또한 혐기 단계에서는 초기에 탈질산화로 인하여 pH가 증
가하고 그 후 지방산 생성으로 인하여 pH 감소 현상이 일어났다.따라서 고농도의
질소원을 함유하는 폐수의 영양염류 제거 공정에서 pH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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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Ⅳ-6(a).VariationofDOandpH inacycle(RU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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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Ⅳ-6(b).VariationofDOandpH inacycle(RU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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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444---222...유유유기기기산산산 발발발효효효액액액 첨첨첨가가가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유유유기기기물물물 및및및 영영영양양양염염염류류류 제제제거거거 특특특성성성

111)))유유유기기기물물물 제제제거거거 특특특성성성

생물학적 처리공정을 거친 유출수 중의 SCOD구성 성분은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유기물의 일부가 남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불가능한
유기물이거나 미생물의 대사과정에서 재생성된 것이다111).Fig.Ⅳ-7에 유기산 발효
액 첨가량 증가에 따른 각 SBR공정에서 1cycle당 배분시간에 의한 SCOD 농도
변화를 나타내었다.RUN 1,RUN 2,RUN 3및 RUN 4의 각 SBR공정에서 평균
SCOD 농도는 반응 초기 혐기 단계에서 각각 56,58,62및 68mg/L로 나타났으
며,호기 단계 후 유출수에서는 각각 28,29,32및 40mg/L로 나타나 유기산 발효
액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출수 중의 SCOD 농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유기산 발효액에 존재하는 유기물 중 생물학적으로 분해 불가능한 유기물
이 유기산 발효액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였으며,무산소 단계 후
폭기 시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유기물의 완전 분해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출수 내
SCOD 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또한 RUN 4의 경우 높은 C/N비 유기산
발효액 첨가로 인하여 무산소 단계에서 SCOD 농도가 높게 나타나 첨가한 유기산
발효액에 미생물이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유기물이 다량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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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질질질소소소 제제제거거거 특특특성성성

생물학적 공정에서 질소의 제거는 생물학적 질산화와 탈질반응,암모니아성 질소
의 탈기 및 미생물의 세포합성 등으로 이루어지며,질산화와 탈질반응의 영향인자
는 pH,DO,온도,SRT,C/N비,NOx-N 농도 및 탄소원의 종류 등이다.Fig.Ⅳ-8,
9에 유기산 발효액 첨가량 증가에 따른 각 SBR 공정에서 1cycle당 배분시간에
의한 질산성 질소와 암모니아성 질소의 거동을 나타내었다.질산성 질소의 농도는
무산소조에서 유기산 발효액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Fig.Ⅳ-8).암모
니아성 질소의 농도는 혐기 단계에서는 높게 나타났지만 폭기가 시작되면서 질산
화가 진행됨에 따라 암모니아성 질소의 제거율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RUN 1,
RUN 2,RUN 3및 RUN 4의 각 SBR 공정에서 평균 암모니아성 질소의 농도는
반응 초기 혐기 단계에서 각각 18,21,24및 26mg/L로 나타났으며,호기 단계의
2시간 후에는 각각 9,7,2및 2mg/L로 나타났다(Fig.Ⅳ-9).이와 같이 호기 단계
에서 암모니아성 질소의 제거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질산화와 세포의 합성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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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Ⅳ-8.VariationofNO3--N concentrationina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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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인인인 제제제거거거 특특특성성성

Fig.Ⅳ-10에 유기산 발효액 첨가량 증가에 따른 각 SBR공정에서 1cycle당 배
분시간에 의한 인의 거동을 나타내었다.유기산 발효액을 첨가하지 않은 RUN 1의
경우에는 혐기 단계와 호기 단계에서 인 방출과 과잉 섭취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유기산 발효액을 첨가한 RUN 2,RUN 3및 RUN 4의 경우에서는 유기산 발효액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물학적 인 제거 기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RUN 1,
RUN 2,RUN 3및 RUN 4의 각 SBR공정에 사용한 기질의 C/P비는 각각 16,25,
50및 100이었으며,C/P비가 증가할수록 혐기단계에서의 인 방출 및 호기단계에서
의 인 흡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인 제거효율이 향상되어 유출수 내 평균 인 농도
는 각각 6.3,4.5,2.5및 2mg/L로 감소하였다.이러한 결과는 혐기단계에서 생물
학적 인 방출은 BDCOD (BiodegradableCOD)를 섭취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과적인 인 방출을 위해서는 BDCOD의 존재가 필수적이며,C/P비가 증가할수록
인 제거율이 증가한다는 Meinhold등1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그러나 C/P비 100
인 경우(RUN 4)에는 C/P비가 충분히 큼에도 불구하고 C/P비 50인 경우(RUN 3)
와 비교하여 유출수 중의 농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이것은 혐기조건에서
유기물에 의한 PHB형성이 저해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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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Ⅳ-10.VariationofPO43--Pconcentrationina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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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444---333...반반반응응응 온온온도도도 변변변화화화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유유유기기기물물물 및및및 영영영양양양염염염류류류 제제제거거거 특특특성성성

외부탄소원으로서 유기산 발효액 첨가량 증가에 따른 각 SBR공정의 반응 온도
를 10～30℃로 변화시켜 유기물 및 영양염류 제거율을 조사하여 Fig.Ⅳ-11,12,
13에 나타내었다. Fig.Ⅳ-11에 나타낸바와 같이 유기산 발효액을 첨가하지 않은
RUN 1의 경우 SCOD제거율은 반응 온도 20℃～30℃에서는 72% 정도이었으며,
반응 온도 10℃ 부근에서는 70%로 제거율이 다소 감소하였다.유기산 발효액을
첨가한 RUN 2,RUN 3및 RUN 4의 경우 SCOD 제거율은 20℃～30℃에서는
각각 71%,69% 및 65% 정도이었으며,반응 온도 10℃ 부근에서는 각각 69%,
68% 및 63% 정도로 약간 감소하였다.이것은 반응 온도 저하로 인하여 미생물의
활성이 저하되어 SCOD제거율이 감소하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Fig.Ⅳ-12에 나타낸바와 같이 암모니아성 질소 제거율은 유기산 발효액 첨가량

증가에 따른 RUN 1,RUN 2,RUN 3및 RUN 4의 경우 반응 온도 20℃～30℃
에서는 각각 81%,91%,97% 및 98%로 높은 제거율을 보였으며,반응 온도 10℃
부근에서는 각각 50%,55%,60% 및 65%로 급격하게 감소하여 생물학적 질소 제
거는 반응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음을 알 수 있었다.이러한 결과는 질산화가 5～
45℃ 범위에서 가능하고 질산화 최적온도는 25～35℃ 임을 제시한 Eckenfelder113)

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Fig.Ⅳ-13에 나타낸바와 같이 유기산 발효액을 첨가하지 않은 Run1의 경우 용

존성 인의 제거율은 반응 온도 20℃～30℃에서는 37% 정도로 유지되었으며,반
응 온도 10℃ 부근에서는 32% 정도로 약간 감소하였다.한편 유기산 발효액을 첨
가한 RUN 2,RUN 3및 RUN 4의 경우에서는 유기산 발효액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용존성 인의 제거율은 20℃～30℃에서는 각각 55%,75% 및 80% 이상으로
증가하였고,반응 온도 10℃ 부근에서는 각각 51%,72% 및 77% 정도로 나타났으
며,반응온도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았다.따라서 외부탄소원으로 첨가한 유
기산 발효액이 유기물 및 영양염류 제거에 효과적으로 이용되었으며,10℃ 부근의
낮은 온도에서는 미생물 중 질산화균이 탈질균보다 온도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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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이 감소하였고 상대적으로 인 제거율은 온도보다 SRT 나 BDCOD 농도에 크
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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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Ⅳ-11.EffectofoperationtemperatureonSCODremoval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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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Ⅳ-12.EffectofoperationtemperatureonNH4+-N removal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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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Ⅳ-13.EffectofoperationtemperatureonPO43--Premoval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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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555...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에서는 외부탄소원으로서 음식물 유기산 발효액을 SBR공정에 첨가하여
생물학적 영양염류 제거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유기산 발효액 첨가량 및 반응
온도 변화에 따른 유기물 및 영양염류 제거효율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유기산 발효액 첨가량 변화에 따른 각 SBR공정에서 SCOD 농도는 유기산 발
효액에 존재하는 유기물 중 생물학적으로 분해 불가능한 유기물이 유기산 발효
액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여 유출수 중의 SCOD 농도가 증가
하였다.

2.질산성 질소의 농도는 무산소조에서 유기산 발효액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
소하였으며,암모니아성 질소의 농도는 혐기 단계에서는 높게 나타났지만 폭기
가 시작되면서 질산화가 진행됨에 따라 암모니아성 질소의 제거율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이와 같이 호기 단계에서 암모니아성 질소의 제거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질산화와 세포의 합성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3.유기산 발효액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혐기 단계와 호기 단계에서 인 방출과
과잉 섭취가 관찰되지 않았으나,유기산 발효액을 첨가한 경우에서는 C/P비가
증가할수록 혐기 단계에서의 인 방출 및 호기 단계에서의 인 흡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인 제거효율이 향상되었다.

4.반응 온도 변화에 따른 각 SBR공정에서 10℃ 정도의 낮은 반응 온도에서는 미
생물 중 질산화균이 탈질균보다 온도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 활성이 감소하였으
며,SCOD와 인 제거율은 반응 온도 변화에 따른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반
응 온도보다 SRT나 BDCOD농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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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ⅤⅤⅤ 장장장...막막막 결결결합합합형형형 고고고정정정상상상 생생생물물물막막막 공공공정정정

ⅤⅤⅤ---111...연연연구구구배배배경경경 및및및 목목목적적적

물에 대한 수요량은 급증하고 있으나 수자원의 오염 및 부족으로 인한 용수원의
확보 문제와 유기성 물질뿐만 아니라 질소․인 등의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영양염
류의 축적으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어 하․폐수의 고도처리 및 용수 재
활용 시스템의 공정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폐수 중 유기물 제거를 위한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활성슬러지

공정은 과다한 폭기조 용량을 필요로 하고 슬러지 팽화현상이 자주 발생되며 부하
변동에 대처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어 운전과 유지관리에 난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
져 있다.이러한 결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담체를 이용한 생물막 공정은 미생물에
게 담체 내부의 넓은 부착면적을 제공함으로써 부유 미생물뿐만 아니라 부착 미생
물의 존재로 인한 고농도의 미생물을 이용하여 처리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
을 지니고 있다.그러나 이와 같은 활성슬러지 공정이나 담체 공정들은 생물학적으
로 분해 가능한 용존 물질을 제거한 후 미생물과 처리수를 분리하기 위한 침전조
가 사용되고 있다.위의 두 공정에서 사용되는 침전조는 운전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슬러지의 침강 속도에 의해 성능이 크게 영향을 받으며,침전조 설치에 따른 넓은
부지면적이 필요하여 경제적인 제약이 따르는 문제점이 있다59).
특히 유동상 생물막 반응조는 일반적인 활성슬러지 공정보다 침전 성능이 낮은 단
점이 있다.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정상 생물막 공정에 침지형 중공사
분리막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정이 막결합형 고정상 생물막 공정이다.
최근까지 활성슬러지 반응조에 분리막을 결합한 공정에 대한 연구보고는 많이

이루어진 반면,고정상 생물막 반응조에 분리막을 결합한 새로운 공정에 대한 연구
보고는 아직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특히 막결합형 고정상 생물막 공정은
기존의 MBR공정과 달리 반응조 내에 고형상 담체가 존재하여 막 오염 특성이 다
르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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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침지형 MBR공정에서 부영양화를 유발하는 영양소 중 하
나인 인의 제거율을 향상시키고 막 오염을 완화시키고자 본 연구실에서 폐석회와
무기바인더를 사용하여 제조한 담체 No.2를 이용한 막결합형 고정상 생물막 공정
에서 공기 유량 및 담체 충진율 변화에 따른 막 여과특성을 조사하고 유기물 및
영양염류 제거 특성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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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222...이이이 론론론

ⅤⅤⅤ---222---111...막막막 결결결합합합형형형 고고고정정정상상상 생생생물물물막막막 공공공정정정의의의 개개개념념념

활성슬러지 공정이나 담체를 이용한 생물막 공정들은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용존 물질을 제거한 후 미생물과 처리수를 분리하기 위한 침전조가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정에서 사용되는 침전조는 운전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슬러지의 침강
속도에 의해 성능이 크게 영향을 받으며,침전조 설치에 따른 넓은 부지면적이 필
요하여 경제적인 제약이 따르는 문제점이 있다.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정상 생물막 공정에 침지형 중공사 분리막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정이 막결
합형 고정상 생물막 반응조(M-CFPBR,Membrane-CoupledFixedPhaseBiofilm
Reactor)공정이다.

ⅤⅤⅤ---222---222...막막막 결결결합합합형형형 고고고정정정상상상 생생생물물물막막막 공공공정정정의의의 막막막 오오오염염염 인인인자자자

111)))막막막 모모모듈듈듈형형형태태태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영영영향향향

막 모듈은 그 형태에 따라 중공사막의 밀집도가 달라진다(Fig.Ⅴ-1).이에 따라
운전 중 미생물 플록에 의한 중공사막간 막힘(inter-fiberclogging)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 막 오염의 진행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7).이것은 막 모듈의 형태에
따라 공기의 흐름과 중공사 막의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이다8).중공사막의 모듈 형
태를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해 보면 Fig.Ⅴ-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중공사막
의 밀집도가 높을수록 미생물에 의한 중공사막간 막힘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게
된다.
Futamura8)는 Fig.Ⅴ-2에 나타낸 B형과 E형의 모듈형태에 대한 막 오염의 진행

도를 비교하였는데,E형이 B형에 비하여 폭기에 의한 세정효과가 우수하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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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또한 Shimizu등9)은 고농도의 MLSS에서는 급격한 엉김을 방지하고,여과
가 일어나는 막 면적(effectivemembranearea)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
한 중공사막 간격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침지형 평막의 경우에는 평막 사이가 너무 넓을 경우에는 폭기에 의한 효과가

적고 너무 좁을 경우에는 미생물이 엉기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Kubota사의 침
지형 평막 모듈은 막 사이의 거리를 7mm로 설계하였다114,115).Gunder116)는 활성슬
러지 공정에 Kubota사의 평막과 Zenon사의 중공사막을 도입하여 유입수의 유량
변동에 대한 안정성과 처리효율 면에서 기존의 침전조를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이 때 평막 사이의 거리를 8mm로 설계하여 운전하였으며,
두 형태의 막에 대한 투과도(permeability)는 평막일 경우가 더 높은 결과를 나타
내었다.

222)))기기기타타타 첨첨첨가가가물물물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영영영향향향

막분리 공정에 응집제를 도입할 경우 입자의 크기가 응집에 의하여 증가하여 막
세공의 막힘 현상이나 입자가 막 표면에 쌓이는 현상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콜로
이드 입자의 불안정화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메커니즘이 존재한다117).
(1)전기 이중층의 압축 (Doublelayercompression)
(2)흡착에 의한 전하 중화 (Adsorptionandchargeneutralization)
(3)침전물의 체 거름 (Enmeshmentinaprecipitate)
(4)흡착에 의한 입자간의 가교 (Adsorptionandinterparticlebridging)
Milisic118)은 규조토를 여과 보조제로 사용하여 유입수에 섞어주면서 투여할 경우

투과율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Cross119)는 응집제를 사용하여 세포 외 효소를
분리하였는데,중공사형 정밀여과막을 사용할 경우 특히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Peuchot등120)은 crossflow 정밀여과에서 응집을 병행함으로써 입자의 크기가 증
가되어 막 표면에 입자가 쌓이는 것을 억제하여 여과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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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1 region2

region3 region4

Fig.Ⅴ-1.Sludgeaccumulationcharacteristicsunderdifferentpackingdensities
(region1:totallydispersed,region2:partiallyaccumulated,
region3:completelyaccumulatedandregion4:surfaceclog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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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Ⅴ-2.Typesofsubmergedhollow fibermembranemod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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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222---333...인인인의의의 제제제거거거

호소수의 부영양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의 제거가 필수적이며,인 방출 기준
이 강화되면서 화학적인 방법과 생물학적 방법을 병행하여 처리하는 시설이 늘어
나고 있다.폐수 내의 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소석회,알루미늄 및 철을
포함하는 금속염을 첨가하게 된다.
금속염을 투여하는 위치는 공정의 특성과 원하는 처리 정도에 따라 다양하며,

Fig.Ⅴ-3에 나타낸바와 같이 약품을 투여하는 위치에 따라 primarycoagulation,
simultaneouscoagulation,post-coagulation 및 post-precipitation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Primarycoagulation는 유입수에 약품을 직접 투여하게 되는데,이때에는 폐수가

폭기조로 유입되기 전에 정인산 및 부유 고형물 등이 일부 제거된다.그러나 이 경
우에는 유기산 및 고분자인산(polyphosphate)은 제거되지 않으며,폭기조에 유입되
기 전에 인이 과도하게 제거될 경우,유기물 부하량이 높은 폐수에 대하여는 폭기
조 내의 인 부족현상이 발생하게 되며,약품의 투여량이 매우 많아지고 이에 따라
슬러지의 발생량이 증가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Simultaneouscoagulation은 폐수가 폭기조에 유입되기 바로 직전,혹은 슬러지

반송선에 직접 투여하게 되는데,이 경우에는 미생물 혼합액의 침강성이 증대되어
팽화에 의한 문제점이 감소하며 설치시 추가로 투자해야 되는 비용이 적다는 장점
이 있다.그러나 무기염의 축적으로 인해 MLSS 농도가 크게 증가하여 적절한
BOD제거를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MLSS농도를 유지해야 하며,과도하게 폭기를
할 경우에는 무기염과 미생물로 이루어진 플록이 파괴되어 침강성이 저하될 수 있
다는 단점이 있다.
Post-coagulation은 폭기조와 침전조의 중간 지점에 약품을 투여하는데,이 경우

에 존재하는 인은 대부분이 정인산으로 존재하여 인 제거 효율이 높으며,설치 시
추가로 투자해야 하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투여 방법이라 할 수 있
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무기염과 미생물로 이루어진 플록이 폭기조로 반송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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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simultaneouscoagulation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BOD 제거를 위해서는 높은
MLSS농도를 유지해야 하며,과도한 폭기에 의한 처리 수질의 악화도 주의해야
한다.
Post-precipitation은 이차 침전지로부터 나오는 유출수에 약품을 투입하여 혼합

하고,별도의 침전조에서 침전시킨 후 최종 유출수를 얻을 수 있는데,이 경우 무
기염이 포함된 슬러지가 폭기조로 유입되지 않고,가장 높은 효율의 인 제거를 보
이지만,추가적으로 혼합조와 침전조가 필요하므로 설치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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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Ⅴ-3.Phosphorusremovalprocessusingcoagulants:(a)primarycoagulation,
(b)simultaneouscoagulation,(c)postcoagulation,and(d)post
precip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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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333...실실실험험험 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ⅤⅤⅤ---333---111...실실실험험험 재재재료료료

111)))실실실험험험 장장장치치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실 규모의 막 결합형 생물막 반응조 장치를 Fig.Ⅴ-4
에 나타내었다.막 결합형 생물막 반응조는 투명 아크릴 재질의 A/O(Anoxic/Oxic)
type의 침지형 MBR로 구성되어 있으며,각 반응조의 용적은 50L이다.
분리막은 정밀여과(MF,Microfiltration)중공사형 막 모듈(UMF824,Mitsubishi

RayonCo.,Japan)을 사용하였으며(Fig.Ⅴ-5),분리막의 세부사항을 TableⅤ-1에
나타내었다.막 모듈(membranemodule)은 실험실 규모에 적합하도록 막 면적 0.2
m2인 H자 형태로 제작하였으며,방수제로 polyurethane수지를 사용하여 말단부를
밀봉한 후 투과수의 집수선에 연결하였다.H자 형태 막 모듈을 반응조에 수직 방
향으로 세워 반응조 외부 지지대에 고정하여 반응조 내부의 중앙에 위치한 산기관
의 상부에 설치하였다.또한 막 투과압력(TMP,TransmembranePressure)을 측정
하기 위해 막 모듈 상단에 PVC관을 연결하여 압력계(pressuregauge)를 설치하
였다.생물막 형성을 위해 사용한 담체는 본 연구에서 제조한 폐석회 담체(No.2)
를 철망에 넣어 MBR내부에 고정시켰다.반응조 하단에 내경 6mm의 산기 노즐
을 설치하고 airblower를 이용하여 공기를 공급하였으며,공기방울에 의한 상향류
발생을 유도하여 분리막 표면의 케이크 층을 억제하고자 하였다.또한 반응조 중앙
에 설치된 산기 장치를 이용하여 고정된 폐석회 담체 사이로 공기가 순환되게 하
여 반응기 내 DO농도를 5mg/L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였다.
원수 유입량 및 처리수 유출량의 자동 조절을 위하여 유입 및 유출 펌프

(peristalicpump,Masterflex,ColeParmerInstrumentCo.,USA)에 timer를 설치
하였고,분리막 여과시 막의 물리적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흡입펌프(suction
pump)와 airblower에 자동제어 timer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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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Ⅴ-4.Schematicdiagram ofmembrane-coupledfixedphasebiofilm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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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Ⅴ-5.Photographofsubmergedhorizontaltypehollow fibermembrane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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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Ⅴ-1.SpecificationsoftheMembrane

Manufacturer Mitsubishi Rayon Co.

Module type Hollow fiber

Pore size 0.1 ㎛

Material Polyethylene

Hydro-property Hydrophilic

Surface area 0.2 m2

Outer diameter 270 ㎛

Inner diameter 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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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활활활성성성 슬슬슬러러러지지지

활성슬러지는 광주광역시 소재 하수처리장의 슬러지 반송라인에서 채취한 후 실
험실에서 50mesh체를 이용하여 협잡물을 제거하고 본 연구의 합성폐수와 같은
조성으로 활성 슬러지를 장기간 순응시킨 후 사용하였다.

333)))부부부착착착 성성성장장장 미미미생생생물물물

생물막 부착 성장에 이용된 담체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직경 2～5mm인 bead
type의 폐석회 담체(No.2)이며,그 특성을 TableⅤ-2에 나타내었다.폐석회 담체
에 미생물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활성슬러지 반응조에 담체를 약 2주 동안 침지․
순환시켜 부착 성장 미생물 농도를 5,000mg/L정도로 유지하였다.

444)))합합합성성성 폐폐폐수수수

실험 중 분석 물질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탄소원으로 glucose(200
mg/LasCOD)를 사용하고 질소원 및 인산원으로는 각각 NH4Cl(40mg/LasN)
과 KH2PO4(8mg/LasP)를 사용하였고 완충 용액으로 NaHCO3를 사용하여 합성
폐수를 제조하였으며,합성폐수의 조성은 TableⅤ-3에 나타내었다.또한 미량의
무기 영양물질은 농축용액으로 제조하여 외부 미생물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
해 멸균기(autoclave)로 120℃,1.5kgf/cm2하에서 20분간 멸균한 후 4℃에서 냉
장 보관하여 필요한 양만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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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Ⅴ-2.PhysicalPropertiesofWasteLimeSupportCarrier(No.2)

 Specific gravity of absolute dry

 Specific gravity of saturated surface dry

 Water absorption(%)

 Compress strength(kgf/cm2)

 B.E.T. surface area(m2/g)

 Average micro pore diameter(㎛)

1.58

2.01

27.50

190.00

2.63

50.00

TableⅤ-3.CompositionofSyntheticWastewater

Components Concentration (mg/L) Remarks

Glucose 200(as COD) Carbon source

NH4Cl 40(as N) Nitrogen source

KH2PO4 8(as P) Phosphors source

NaHCO3

CaCl2․2H2O

MgSO4․7H2O

FeCl3․6H2O

KCl

250

10

50

0.375

4.7

Miner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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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333---222...실실실험험험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에서는 폐석회로 제조한 담체를 이용한 막 결합형 고정상 생물막(M-CFPBR)
공정에서 공기 유량 및 담체의 충진율 변화에 따른 막 여과특성을 조사하고 유기
물 및 영양염류 제거 특성을 비교하였다.
담체에 미생물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본 연구실에서 제조한 직경 2～5mm인

beadtype의 담체(No.2)를 활성슬러지 반응조에 약 2주 동안 침지․순환시켰다.
미생물 농도를 5,000mg/L정도로 부착 성장시킨 담체를 철망에 넣어 MBR내부
에 고정시켰다.
막 결합형 고정상 생물막 공정에서 MBR내로 유입되는 공기의 유량이 너무 적

거나 담체를 너무 많이 충진하면 공기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기 유량을 5～9LPM으로 조절하면서 담체 충진율을 10～30%로 변
화시켜 실험을 수행하여 적정 공기 유량 및 담체 충진율을 조사하였으며,운전 조
건을 TableⅤ-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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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Ⅴ-4.OperatingConditionfortheExperiment

Operating Condition Value

Temperature (℃) 25(±2)

Flux (L/m2hr) 18

TMP (kPa) < 30

Air flow rate (L/min) 5~9

Media volume fraction (%) 10~30

DO (㎎O2/L) < 6

MLSS (mg/L) 4,000 (±500)

HRT (hr) 12

Working volume (L) 50

Pulsation time (min) 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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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333---333...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111)))부부부유유유 미미미생생생물물물 농농농도도도(((MMMLLLSSSSSS,,,MMMLLLVVVSSSSSS)))

MLSS(MixedLiquorSuspendedSolids)의 측정은 standardmethods31)를 이용하
여 수행하였다.반응조 내의 부유 미생물 시료를 채취하여 유리섬유 여과지
(Whatman,GF/C,UK)로 여과한 후 105℃에서 2시간 동안 건조하여 방냉한 후
질량을 측정하여 MLSS를 구하였다.MLVSS(MixedLiquorVolatileSuspended
Solids)는 MLSS를 측정한 후 건조시료를 550℃에서 15분 동안 강열하여 휘발된
질량을 측정하여 구하였다.

222)))부부부착착착 성성성장장장 미미미생생생물물물 농농농도도도

담체에 부착된 미생물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반응조 내의 미생물이 부착된
담체 10개를 임의로 취하여 105℃에서 3hr동안 건조 시킨 후 질량을 측정하였
다(ⓐ).부착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0.1N NaOH 용액에 의한 chemical
cleaning과 Sonication(BRANSON 5210,USA)을 이용한 physicalcleaning을 1
hr동안 동시에 수행하였다.Cleaning한 담체를 초순수로 세척한 후 105℃에서 1
hr동안 건조 시킨 후 질량을 측정하였다(ⓑ).ⓐ와 ⓑ의 질량 차이를 이용하여 반
응조 내 부착 성장 미생물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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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여여여과과과 저저저항항항 측측측정정정

총 여과저항(Rt,totalmembraneresistance)은 분리막에 의한 고유 막 저항(Rm,
membraneresistance),막 표면 위에 형성되는 입자의 케이크 층에 의한 케이크
층 저항(Rc,cakelayerresistance)및 용질과 분리막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비가역
적 표면 흡착 또는 세공 막힘에 의한 오염 저항(Rf,foulingresistance)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 (1)

  




    

 ‥‥‥‥‥‥‥‥‥‥ (2)

:permeateflux(m3/m2․sec)
Δ :transmembranepressure(TMP)(kg/m․sec2)
μ :viscosityofthepermeate(kg/m․sec)
:totalmembraneresistance(m-1)

 :membraneresistance(m-1)

 :cakelayerresistance(m-1)

 :foulingresistance(m-1)

여기서 Rm 값은 사용하기 전의 분리막에 초순수를 투과시켜서 분리막 자체가 갖
는 여과저항을 구한 것이며,운전 종료 후 9L/min의 수돗물로 중공사 막 사이의
케이크 층과 겔 층을 제거한 다음 초순수를 투과시켜 여과 저항을 측정하여 Rm과
Rf의 합을 구하였다.운전 종료 시점의 Rt를 계산하여 이로부터 Rm,Rc및 Rf를 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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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비비비저저저항항항 및및및 케케케이이이크크크 층층층의의의 압압압축축축 계계계수수수 측측측정정정

미생물 플록이 주성분인 케이크 층의 비저항은 분리막에 의해 입자들이 완전히
배제되면서 생기는 농도 분극에 의하여 막 표면에 입자가 쌓이면서 형성되는 여과
저항을 말한다.
미생물 floc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 케이크 비저항을 batch여과실험을 통하여 측

정하였다.회분식 여과 실험에 stirredcell장치 (Amicon8200,USA)를 이용하였
다.미생물 혼합액을 50mL취하여 매우 낮은 압력에서 (< 0.7bar)에서 천천히
여과를 하여 미리 케이크 층을 만든 후,실험하고자 하는 압력을 가하여 플럭스를
측정하여 정상상태의 플럭스에 이르면 그때의 플럭스를 이용해 비저항을 계산하였
다.비저항 측정 실험은 비교반 조건에서 수행하였으며,실험 장치를 Fig.Ⅴ-6
에 나타내었다.분리막은 0.22㎛의 세공크기를 가진 친수성 PVDF막 (Millipore,
USA)을 사용하였다.케이크 층의 비저항은 식(5)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 
 ‥‥‥‥‥‥‥‥‥‥‥‥‥‥ (5)

 :specificcakeresistance(m/kg)

 :cakelayerresistance(m-1)

 :membranesurfacearea(m2)
 :MLSS(kg/L)×filtratevolume(L)

케이크 층의 압축계수는 미리 케이크 층을 만든 후에 압력을 변화시켜 가면서
케이크 층의 비저항 값을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식(24)을 이용하여 압력에 따른 케
이크 층의 압축계수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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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compressibilityconstant
 :specificcakeresistanceatstandardpressure(m/kg)

 :transmembranepressure(Pa)

555)))비비비산산산소소소 소소소모모모율율율 측측측정정정

미생물의 활성은 SOUR(SludgeOxygenUptakeRate)을 측정하여 살펴보았다.
활성슬러지를 3200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 속에 잔류하는 기질 성
분을 제거하였다.삼각플라스크에 원심분리한 활성슬러지(MLVSS 6,000mg/L)를
넣은 후 DO전극을 꽂고 300mL의 합성폐수(COD 250mg/L)를 넘치게 넣어 플라
스크에 잔류하는 산소를 제거하였다.즉시 반응기를 밀봉하여 외부공기와 차단시키
고,용존산소 농도의 감소 속도를 시간에 따라 측정하였다.

 





    



 ×   

 × 






‥‥‥‥(25)

555)))미미미생생생물물물 입입입도도도 분분분석석석

미생물 floc의 입자 크기 및 분포를 측정하기 위하여 레이저 산란방식(laser
scattering)의 입도분석기(MalvernMastersizerE,UK)를 사용하여 0.1～600㎛ 범
위에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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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Ⅴ-6.Experimentalsetupformeasurementofspecificcake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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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막막막 표표표면면면의의의 케케케이이이크크크 층층층 형형형태태태

중공사 분리막 표면 위에 형성된 케이크 층의 형성 상태를 SEM(Scanning
ElectronMicroscopy,JSM-35,JEOL,Japan)을 통하여 관찰하였다.

777)))기기기 타타타

용존 산소(DO,DissolvedOxygen)와 pH는 각 센서를 반응조 상부에 설치하여
측정하였으며,질소 및 인 성분은 standardmethod31)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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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444...결결결과과과 및및및 고고고찰찰찰

본 연구에서는 폐석회로 제조한 담체를 이용한 막 결합형 고정상 생물막 공정에
서 공기 유량 및 담체의 충진율 변화에 따른 막 여과특성을 조사하고 유기물 및
영양염류 제거 특성을 비교하였다.

ⅤⅤⅤ---444---111...막막막 여여여과과과 특특특성성성

111)))공공공기기기 유유유량량량의의의 변변변화화화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막막막 여여여과과과 특특특성성성

막 결합형 고정상 생물막 공정에서 막 여과 특성에 미치는 공기 유량의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담체의 충진율을 20%로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MBR내 유입 공
기 유량을 5,7및 9LPM으로 증가시키면서 여과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Ⅴ-7에 나타낸바와 같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TMP의 변화는 5LPM의 낮

은 공기 유량의 경우 500hr이내에 30kPa에 도달하였며,7LPM 및 9LPM의 공
기 유량의 경우에는 각각 660hr및 750hr후에 30kPa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막 여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TMP의 변화는 공기 유량이 증가할수록 막

오염이 완화되었으며,공기 유량 9LPM인 경우가 5LPM인 경우보다 1.5배 이
상의 긴 시간 동안 안정된 TMP에서 운전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222)))담담담체체체 충충충진진진율율율의의의 변변변화화화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막막막 여여여과과과 특특특성성성

막 결합형 고정상 생물막 공정에서 막 여과 특성에 미치는 담체 충진율의 영향
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MBR 내 유입 공기 유량을 5LPM으로 일정하게 유지시키
고 담체의 충진율을 10%,20% 및 30%로 증가시키면서 여과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Ⅴ-8에 나타낸바와 같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TMP의 변화는 담체를 충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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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경우(control)에는 160hr이내에 30kPa에 도달하였으며,10% 및 20%의
담체 충진율의 경우 각각 280hr및 500hr후에 30kPa에 도달하여 담체 충진율
이 증가할수록 막 오염이 완화되어 막 여과 시간이 증가하였다.그러나 30%의 담
체 충진율의 경우에는 580hr후에 30kPa에 도달하여 20%의 담체 충진율의 경우
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이것은 담체 충진율이 너무 큰 경우 반응조 내 유
입 공기의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막 결합형 고정상 생물막 공정의 담체 충진율은 20% 정도가 적당할 것

으로 사료된다.

333)))공공공기기기 유유유량량량 및및및 담담담체체체 충충충진진진율율율 변변변화화화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막막막 여여여과과과 특특특성성성의의의 비비비교교교

공기 유량 및 담체의 충진율 변화에 따른 막 여과 특성을 비교한 결과 20%의
동일한 담체 충진율 조건에서 공기의 유량이 증가할수록 막 여과 시간이 증가하였
다 (Fig.Ⅴ-7).이러한 경향성은 담체 충진율을 변화시킬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또한 5LPM의 동일한 공기 유량에서 담체 충진율이 증
가할수록 막 여과 시간이 증가하였으며,20% 이상의 충진율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
지 않았다(Fig.Ⅴ-8).
따라서 공기 유량과 담체 충진율이 증가할수록 막 오염이 완화되어 막 여과 시

간이 증가하며,반응조 내 충진된 담체 사이로 원활한 공기 순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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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Ⅴ-7.Effectofairflow rateonTMP(using20% supportcarrier
volume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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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Ⅴ-8.EffectofsupportcarriervolumefractiononTMP(at5LPM
airflow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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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비비비저저저항항항 및및및 압압압축축축 계계계수수수의의의 측측측정정정

친수성 PE분리막을 사용한 MBR공정에서 총 여과저항(Rt)중 케이크 층 저항
(Rc)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입자 크기 증가에 따른 케이크 층 비저항에 대한
영향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첫째,막 세공에 입자가 침투하여
세공 막힘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막 오염을 감소(reduceporepenetration)시킬 수
있고,둘째,입자 크기의 증가로 막 표면에 쌓이는 케이크의 비저항이 감소(more
porouscakelayer)하게 되며,마지막으로 막 표면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역전달
속도가 증가(enhancebacktransport)하게 된다(Fig.Ⅴ-9).
폐석회 첨가가 케이크 층 비저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압력

을 변화시켜 가면서 비저항 값을 측정하여 Fig.Ⅴ-10에 나타내었다.폐석회를 첨
가하지 않은 활성슬러지의 경우에는 압축 계수(n)가 0.9이었으나,폐석회를 4g/L
및 8g/L를 첨가한 활성슬러지의 경우에는 압축 계수(n)가 각각 0.72와 0.70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이 폐석회를 첨가한 경우의 압축 계수(n)가 낮아지는 것은 폐석
회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생물이 케이크 층의 주성분을 이루지만,폐석회를
첨가한 경우에는 단단한 무기 침전물과 미생물이 케이크 층을 이루기 때문에 상대
적으로 케이크 층이 압력에 따라 적게 압축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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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Ⅴ-9.Possiblemechanismsoffluxenhancementbycoa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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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Ⅴ-10.Specificcakeresistance()andcompressibility()ofactivated

sludgeandwastelimeaddedsludges:unstirred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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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미미미생생생물물물의의의 활활활성성성 (((SSSOOOUUURRR)))

운전시간에 따른 미생물의 활성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속적으로 폐석회를
투입하여 5일,15일 및 30일 후의 SOUR(SpecificOxygenUptakeRate)을 측정하
였다.SOUR은 초기 60초간의 DO감소 속도를 미생물 농도(MLSS)로 나누어 계산
하였다.각 시점에서의 SOUR을 TableⅤ-5에 나타내었으며,무기염의 축적이 과
다할 경우 미생물의 활성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TableⅤ-5.SpecificOxygenUptakeRates

Dosing 

period

Activated sludge Waste lime (4g/L) added 

activated sludge

Waste lime (8g/L) added 

activated sludge

5 days

15 days

30 days

31.0

-

-

32.0

29.0

28.5.

31.2

-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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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미미미생생생물물물의의의 입입입도도도 변변변화화화의의의 영영영향향향

막 결합형 고정상 생물막 공정에서 담체 충진율을 20%로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공기 유량의 변화에 따른 미생물 floc의 크기를 측정하여 Fig.Ⅴ-11에 나타내었다.
공기 유량이 5LPM에서 9LPM으로 증가함에 따라 미생물 floc의 크기가 61㎛에
서 34㎛로 감소하였는데,이것은 공기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체의 혼합 강도가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일반적으로 미생물 floc의 크기가 감소하면 막 운전
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본 연구의 막 결합형 고정상 생물막
공정에서는 공기 유량이 증가하여 미생물 floc의 크기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막
운전 시간이 증가하였다.이것은 미생물 floc크기의 감소가 막 운전시간에 미치는
영향보다 공기 유량의 증가로 인한 유체의 혼합 강도 및 담체의 마찰력의 증가가
막 운전 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막 결합형 고정상 생물막 공정에서 반응조 내 유입 공기 유량을 5LPM으로 일

정하게 유지시키고,담체 충진율 변화에 따른 미생물 floc의 크기를 측정하여 Fig.
Ⅴ-12에 나타내었다.담체 충진율이 10%에서 30%로 증가함에 따라 미생물 floc의
크기가 72㎛에서 48㎛로 감소하였는데,이것은 담체와 담체 및 담체와 미생물
floc의 충돌 빈도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또한 담체 충진율이 증가함에
따라 미생물 floc의 크기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막 운전 시간이 증가하였는데,이
것은 기존의 MBR공정과는 달리 막 결합형 고정상 생물막 공정의 반응조 내에 고
형상 폐석회 담체가 존재하여 막 오염 특성이 달라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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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aaarrrtttiiicccllleeeDDDiiiaaammmeeettteeerrr(((㎛㎛㎛)))

Fig.Ⅴ-11.Effectofairflow rateonparticlesizedistribution
(at20% supportcarriervolumefraction).

PPPaaarrrtttiiicccllleeeDDDiiiaaammmeeettteeerrr(((㎛㎛㎛)))

Fig.Ⅴ-12.Effectofsupportcarriervolumefractiononparticlesize
distribution (at5LPM airflow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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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막막막 표표표면면면의의의 케케케이이이크크크 층층층의의의 형형형태태태

운전 종료 후 막 표면에 형성된 케이크 층의 형태를 SEM(ScanningElectron
Microscopy)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사용하지 않은 새 막의 표면은 기공의 형태
가 명확히 관찰되었다(Fig.Ⅴ-13(a)).운전 종료 후 담체를 충진하지 않은 MBR의
막 표면은 두꺼운 케이크 층이 형성되어 기공이 거의 보이지 않았으나(Fig.Ⅴ
-13(b)),담체를 20% 충진한 MBR의 막 표면은 기공의 형태가 부분적으로 관찰되
어 막 표면의 게이크 층 형성이 완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Ⅴ-13(c)).
따라서 MBR공정에 폐석회 담체를 충진시킨 막 결합형 고정상 생물막 공정은 막
표면의 케이크 층 형성이 완화되어 막 여과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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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irgin membrane surface

(c) Used membrane surface

    (with support carrier)

(b) Used membrane surface 

    (without support carrier)

Fig.Ⅴ-13.SEM imagesofcakelayeronmembranesurfaces(×4,500)



- 162 -

ⅤⅤⅤ---444---222...영영영양양양염염염류류류 제제제거거거 특특특성성성

본 연구에서는 막 결합형 고정상 생물막 공정에서 반응조 내 유입 공기 유량을
5LPM으로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담체 충진율 변화에 따른 영양염류 제거 특성을
비교하였다.
미생물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담체는 본 연구실에서 제조한 직경 2～5mm

인 beadtype의 폐석회 담체(No.2)이며,담체 표면의 SEM 사진을 Fig.Ⅴ-14(a)
에 나타내었다.Fig.Ⅴ-14(a)에서 보는바와 같이 폐석회 담체(No.2)의 표면에 크
기가 10～50㎛ 정도인 기공이 관찰되었으며,기공이 없는 부분도 거칠게 보였다.
담체의 거친 표면은 흡착된 미생물의 피난처가 되어 유체의 전단응력으로부터 미
생물을 보호하여 미생물의 탈착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83),지름이 큰 기공을 가
진 담체는 미생물의 축적을 최대로 유지할 수 있다84).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조
한 폐석회 담체(No.2)는 표면이 충분히 거칠어서 미생물이 잘 부착될 수 있으며,
충분한 크기의 기공 구조로 되어 있어 미생물이 생물막을 형성하여 군집을 이루면
서 성장할 수 있는 서식처로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었다.운전 종료 후 고정상 담체
에 형성된 생물막의 SEM 사진을 Fig.Ⅴ-14(b)에 나타내었으며,폐석회 담체(No.
2)에 부착된 내부 생물막은 큰 플럭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막 결합형 고정상 생물막 공정에서 담체 충진율 변화에 따른 질소 및 인의 제거

율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MLSS농도 5,000mg/L로 고정화시킨 담체를 반응
기 부피에 대해 각각 10%,20% 및 30%를 충진하여 막 여과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비교 실험을 위하여 담체를 충진 하지 않고 MLSS농도를 4,000mg/L로 맞
추어 막 여과 실험을 수행하였다.담체 충진율이 증가할수록 반응기내 실 MLSS
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실 SRT(effectiveSRT)가 증가하여 질산화율을 높일
수 있으며85),담체표면에서부터 담체중앙부 사이에 산소농도 구배가 형성되어 탈질
산화가 이루어진다86).
Fig.Ⅴ-15에 나타낸바와 같이 MBR내 담체 충진율 증가에 따른 질소 제거율은

담체를 충진하지 않은 경우에는 60% 이하이었으나,담체를 10%,20% 및 3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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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진한 경우에는 각각 82%,88% 및 91%로 증가하였다.이것은 담체 충진율이 증
가할수록 반응조내 실 MLSS농도 및 실 SRT가 증가하여 질산화율이 높아졌고,
담체 내부에 무산소 상태가 형성됨으로 인하여 원활한 탈질산화가 이루어졌기 때
문으로 사료된다.
Fig.Ⅴ-16에 나타낸바와 같이 인 제거율은 담체를 충진하지 않은 경우에는 10%

이하이었으나,담체를 10%,20% 및 30%를 충진한 경우에는 각각 72%,85% 및
89%로 증가하였으며,이것은 폐석회 담체의 주성분인 칼슘 이온과 폐수 중의 인산
이온이 반응하여 난용성의 hydroxyapatite(Ca5(OH)(PO4)3)로 생성되어 인 제거율
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담체 충진율을 증가시킴에 따라 막 오염이 완화되어 막 여과 시간을 연장

시킬 수 있었으며 안정된 처리효율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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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Ⅴ-14(a).SEM imageofthesurfaceofwastelimesupportcarrier(No.2).

Fig.Ⅴ-14(b).SEM imageoftheinteriorofsupportcarrierafterimmo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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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555...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에서는 폐석회로 제조한 담체를 이용한 막 결합형 고정상 생물막 공정에
서 공기 유량 및 담체의 충진율 변화에 따른 막 여과특성을 조사하고 영양염류 제
거 특성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공기 유량 및 담체의 충진율 변화에 따른 막 여과특성을 비교한 결과 20%의 동
일한 담체 충진율 조건에서 공기의 유량이 증가할수록 막 여과시간이 증가하였
다. 또한 5LPM의 동일한 공기 유량에서 담체 충진율이 증가할수록 막 여과
시간이 증가하였으며,20% 이상의 충진율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따라
서 막 오염을 완화시키고 막 여과 시간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반응조 내 충진
된 담체 사이로 원활한 공기 순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시간의 경과에 따른 TMP의 변화는 담체를 충진하지 않은 경우에는 160hr이
내에 30kPa에 도달하였으나,담체 충진율을 10%,20% 및 30%로 증가시킴에
따라 각각 160hr,280hr및 500hr까지 막 여과 시간을 연장 시킬 수 있었으
며 안정된 처리효율을 얻을 수 있었다.

3.MBR내 담체 충진율에 변화에 따른 질소 제거율은 담체 충진율이 증가할수록
반응조내 실 MLSS농도 및 실 SRT가 증가하여 질산화율이 높아졌고,담체 내
부에 무산소상태가 형성됨으로 인하여 원활한 탈질산화가 이루어졌다.또한 인
제거율은 담체를 충진하지 않은 경우에는 10% 이하이었으나,담체를 10%,20%
및 30%를 충진한 경우에는 각각 72%,85% 및 89%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폐석회 담체를 이용한 막결합형 고정상 생물막 공정은 막 오염을 완화시
켜 막 여과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으며,영양염류의 제거효율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처리효율을 얻을 수 있으므로 용수 재활용을 위한 고도처리 시스템으로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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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ⅥⅥⅥ 장장장...TTTiiiOOO222광광광촉촉촉매매매 산산산화화화 반반반응응응

ⅥⅥⅥ---111...연연연구구구배배배경경경 및및및 목목목적적적

현재 대부분의 정수처리 시스템은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처리 후 3차 처리
로서 살균을 위한 염소 소독 및 오존처리 등을 이용하고 있다.이러한 3차 처리 기
술 중 염소 소독의 경우 미생물에 대한 살균 효과는 우수하나 잔류율이 높아 발암
물질인 trihalomethane,chlorophenol등의 부산물을 생성한다는 단점이 있다121).오
존 처리의 경우 과잉의 오존 접촉에 의한 잉여 오존의 2차 처리와 오존의 기상으
로 이탈,발암 물질인 bromate발생 등의 문제가 있다122).
이에 반해 광촉매(photocatalyst)반응은 최근 각광받는 고도산화처리 (AOP,

AdvancedOxidationProcess)기법의 하나로서 ․OH 라디컬(radical)의 생성에 의
해 박테리아 및 미생물의 불활성 효과가 우수하고,난분해성 유기물질의 제거효과
가 탁월하며,부산물이 생기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123).한편 광촉매 반응장치
는 대기처리 시스템과 비교하여 수처리 시스템에서 분말의 광촉매를 이용할 경우
회수 설비를 위한 고가의 장치가 필요하다124,125).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많은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국외의 경우 어느 정도 산업화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실험실 수준의 연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126).
따라서 기존의 광촉매 시스템의 분말 회수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장균 및 난분해

성 유기물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자 기계적 안정성이 높은 고효율성 광촉매 담
체를 제조하여 열처리 온도에 따른 TiO2의 상변화 및 구조·화학적 특성을 조사하
였다.또한 광촉매를 수처리 시스템에 적용하여 수계 내에 존재하는 Cl-,OCl-등
의 음이온들이 광촉매 표면에서 질산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코팅한 담
체를 연속 실험에 사용하여 H2O2첨가량 변화 및 광 조사시간에 따른 humicacid
시료에 대한 CODcr농도의 변화를 조사하여 광분해 효율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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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222...이이이 론론론

ⅥⅥⅥ---222---111...광광광촉촉촉매매매의의의 개개개념념념

광촉매는 광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촉매 반응을 하는 물질을 말한다.즉 광화학
반응을 가속시키는 물질을 말하며,광화학 반응에 직접 참여하여 소모되지 않아야
한다.입자-파동성이라는 광의 이중성 개념은 20세기에 Plank와 Einstein에 의해서
확립되었으며,광화학 이론을 이해하기 위하여 자주 이용된다.광자(photon)와 관련
된 전자복사 에너지는 파장의 크기에 따라 변하며,광자의 mole(Avogadronumber)
농도는 식(26)으로부터 계산된 에너지이다.이 양(quantity)을 Einstein이라 부른다.

     ‥‥‥‥‥‥‥‥‥‥‥‥‥‥‥‥(26)

광촉매는 분자상태로 용액 중에 존재하는 균일계 광촉매와 매질에 입자상으로
분산되어 있는 불균일계 광촉매로 분류할 수 있으며,불균일계 광촉매가 주로 응용
대상이 된다.불균일계 광촉매는 대부분 반도체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반도체 표
면에 광에너지를 조사하면 띠 분리가 일어나 원자가 전자(valanceelectron)와 전도
띠 사이에 bandgap이 생성된다.
넓은 띠 간격(bandgap)을 갖는 반도체 금속 산화물들은 수용액 층에서 독성 유

기화합물을 분해하는 광촉매로서 사용되고 있으며127,128),특히 TiO2/UV 계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129-130).반도체 광촉매로서 TiO2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다른 반도체 물질에 비하여 화학적․광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기 때문이다.
이산화티타늄(TiO2)과 같은 반도체 광촉매는 자외선 복사선이 비춰질 때,UV 광

자들이 충돌하여 전자 띠 안의 bandgap전역에서 원자가 전자(valanceelectron)
를 들뜨게 한다.수용액 중에 잠긴 anatase형 TiO2반도체에 자외선을 조사시켜 발
생되는 정공(h+)들은 수산화물 이온(OH-)과 광반응하여․OH 라디컬(radical)을 생
성하는데,이것은 다양한 유기 화합물을 산화시킬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산화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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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된다131).정공이 직접적으로 유기물과 반응하거나 유기물질들이 다른 반응성
기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반응하여 분해 반응을 유발시킨다 할지라도,정공으로
부터 생성된 ․OH radical에 대한 유기화합물의 파괴는 광화학 반응이 주요한 메
커니즘으로 작용 된다132,133).광분해에 사용되는 자외선은 태양 혹은 수은등과 같은
인공 자외선으로부터 얻어진다.그러나 전자-정공 쌍들을 생성시키는 데 필요한 광
자들은 반도체 광촉매의 bandgap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져야한다.

ⅥⅥⅥ---222---222...광광광산산산화화화 반반반응응응 메메메커커커니니니즘즘즘

본 연구에서 반도체 광촉매로 사용한 TiO2는 bandgap의 에너지가 3.2eV이고,
이를 파장으로 환산하면 380nm에 해당한다.광촉매 TiO2는 빛을 흡수하여 전자
(e-)와 정공(h+)을 발생한다.광촉매 표면에 반도체 특성을 갖는 적당한 bandgab
(CB-VB)에너지에 해당하는 빛 에너지를 조사하면 전자가 채워져 있는 가전자대
(VB,ValenceBand)의 전자는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전자가 비어있는 전도대(CB,
ConductionBand)로 여기하게 된다.가전자대에는 전자가 빠져나간 자리가 비게
되고 이것을 정공(hole)이라 하며 전도대로 여기된 전자를 여기 전자(exitedelectron)
라 한다.정공과 전자는 쌍을 이루게 되며 전하 분리쌍(chargeseparationpair)또
는 정공-전자쌍(hole-electronpair)을 이룬다.
전자와 정공은 대단히 강한 환원력과 산화력을 가지고 있다.정공은 표면의 물

분자를 산화시켜 자신은 원래의 상태로 되고 산화된 물분자는 ․OH radical을 형
성한다134-136).이 radical은 강력한 산화물질인 오존보다 큰 산화력을 갖는다.여기
된 전자는 재결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으면 물 등과 반응하여 과산화수소를 형성
하게 된다.이렇게 발생된 과산화수소도 강력한 산화작용을 하게 된다.만약 촉매
표면에 흡착된 유기물이 없으면 정공-전자쌍은 재결합하여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
다.광촉매 반응의 작용은 정공-전자쌍간의 재결합과 산화-환원 반응의 경쟁 반응
이며,전하 분리쌍의 유지 시간이 길수록 산환-환원 반응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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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광촉매의 성능은 가능한 긴 수명의 정공-전자쌍의 유지이다.정공 또는
전자 중 어떤 한 종을 먼저 제거하여 주면 재결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지므로
계속적으로 반응이 유도된다.광산화 반응의 메커니즘을 Fig.Ⅵ-1에 나타내었다.

Fig.Ⅵ-1.Reactionmechanism ofTiO2photocat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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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222---333...물물물과과과 TTTiiiOOO222의의의 상상상호호호작작작용용용

TiO2의 광촉매 작용의 활동도는 물과 고체 경계면에서의 흡착과정에 의해 현저
하게 영향을 받는다137).TiO2표면이 (액체 또는 증기로서)물에 노출되어 일어나는
하이드록시화 반응은 물분자의 부분적인 해리과정에 따라 공동으로 불포화 된 Ti4+

이온들의 표면에서 흡착과정을 통해 진행된다.즉 루이스 염기로 행동하는 물분자
가 Ti4+이온을 흡착하여 물 표면에서 생성된 ․OHradical이나 과산화 음이온(․O22-)
radical까지 양성자 전달반응을 진행 시킨다.
유기 폐수 중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유기화학종을 TiO2광촉매-광분해 기술로 산

화 처리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38-139).유기화합물은 주로 정공에
의한 산화반응식(식 26)으로 분해될 수 있으며,CO2나 H2O와 같은 무해한 물질로
전환된다.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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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222---444...TTTiiiOOO222광광광촉촉촉매매매의의의 구구구조조조

TiO2의 구조에는 판티탄석(anatase),금홍석(rutile)및 예추석(brookite)의 세 종
류가 있다.Anatase형은 tetragonal구조이며,rutile형은 변형된 tetragonal구조로
기둥 모양 또는 바늘 모양의 결정으로 적갈색,적색 및 흑색 등을 띈다.Brookite형
은 Ti에 O가 6배위한 비틀린 8면체의 모서리를 공유하는 trigonal구조이다.
Rutile과 anatase는 공통적으로 Ti4+이온 주위에 6개의 O2-이온이 둘러싸여 있는

TiO2팔면체구조를 갖는다.두 결정 구조의 차이는 팔면체의 뒤틀림과 반복구조의
차이로 특정 지어진다.Rutile에서의 O2-이온 팔면체는 규칙적이지 않고 미세하게
뒤틀린 사방정계로 표현되나,anatase에서는 팔면체가 매우 심하게 뒤틀려 사방정
계보다 대칭성이 크게 떨어진다.그리고 Ti-Ti간 거리는 anatase가 rutile보다 크나
Ti-O의 거리는 anatase가 rutile보다 짧다140).또한 rutile형의 구조는 각 팔면체가
10개의 다른 팔면체와 접하고 있는 반면,anatase형은 각 팔면체가 8개의 다른 팔
면체에 접하고 있다.이러한 구조적 차이에 의해 anatase와 rutile간의 밀도와 전기
적인 결합의 차이가 나타난다.
Anatase및 rutile의 이론적인 밀도는 각각 3.94및 4.27이며,평균 굴절률은 두께

550nm인 박막의 경우 각각 2.57및 2.74이다141).전기적인 결합 상태는 anatase
(3.2 eV)가 rutile(3.0eV)보다 약간 높은 띠 간격을 가지며,광양자 효율도
anatase가 rutile보다 높다.이는 rutile표면에서 전자와 양공의 빠른 재결합 반응
이 일어나고,표면에 달라붙은 반응물들의 수와 표면 위의 수산화기의 양이 대조적
으로 anatase보다 rutile이 더 적기 때문이다142).Rutile형과 anatase형의 구조를
Fig.Ⅵ-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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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utiletype (● titanium,○oxygen)

(b)Anatasetype(● titanium,○oxygen)

Fig.Ⅵ-2.Structureof(a)rutiletypeTiO2and(b)anatasetypeT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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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222---555...광광광촉촉촉매매매 코코코팅팅팅 기기기술술술

TiO2광촉매 코팅 기술은 코팅 방법에 따라 습식 코팅법과 건식 코팅법으로 나
누어진다.습식 코팅법은 접착층을 담체에 담지하는 방법으로 dip-coating,screen
printingcoating,spincoating및 sol-gelcoating등이 있다.건식 코팅은 기체상
의 화학종을 진공 혹은 강압상태에서 코팅하는 방법으로 CVD나 PVD등이 있다143).
용액중에서 광촉매를 제조하는 방법은 주로 sol-gel법이 사용된다.Sol-gel방법

은 출발물질을 가수분해/중․축합반응으로 1㎛ 크기 이하인 콜로이드 입자를 분산
시켜 sol상태의 화합물로 만든 후 담체에 접촉하여 gel을 형성시킨 다음
calcination또는 pyrolysis과정을 거쳐 산화물 또는 복합 산화물을 만드는 방법이
다.Sol-gel방법의 출발원료는 가용성 알콕사이드(alkoxide),염,산화물,수산화물
및 착화합물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이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알콕
사이드이다.금속 알콕사이드는 쉽게 가수분해 되고 중합되어 gel을 형성한다.금속
알콕사이드는 일반 유기 용매에 잘 녹고,입자 성장시 화학반응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대부분의 알콕사이드 화합물은 가수분해가 빨라 반응속도를 조절해야 하며,
가격이 비싸다.그러나 가수분해 반응을 조절하면 입도 분포가 균일한 구형의 분말
입자를 형성할 수 있다.여러 가지 반도체 콜로이드(Fe2O3,WO3,ZnO,TiO2)가
sol-gel법에 의해서 합성되었다.특히,TiO2광촉매를 실험실에서 합성하는 경우 대
부분이 sol-gel법에 의해 만들어지며 출발 물질로는 TiCl4나 Ti(OCH(CH3)2)4가 주
로 사용된다.Sol-gel방법의 경우 주로 넓은 표면적을 필요로 하는 TiO2촉매를
만드는데 유리하게 이용되고 있으며,CVD 방법으로 증착된 TiO2박막은 주로 전
기적 용도로 사용된다.Titanium alkoxide계열은 제조가 쉽고 안정하며,부식성이
없어 건조한 분위기에서 장시간 보관할 수 있고 값이 싸면서도 순도가 높아 산업
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Titanium alkoxide계열에 속하는 화합물에는 titanium
tetraethoxide(TTE),titanium tetraisopropoxide(TTIP)등이 있다.이 중 TTIP
는 titanium alkoxide계열 중에서 가장 증기압이 높고(1torr,52℃),안정성이 뛰
어나 널리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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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333...실실실험험험 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ⅥⅥⅥ---333---111...실실실험험험 재재재료료료

111)))시시시약약약 및및및 재재재료료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약은 Aldrich제,Sigma제 및 Merk제의 특급 시약을 사용
하였으며,모든 시약의 농도는 3차 증류수를 사용하여 조절하였다.광촉매 TiO2는
Degussa의 p-25와 Aldrich의 TiO2를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특성을 TableⅥ-1에
나타내었다.또한 코팅제로는 Aldrich의 titanium tetrachloride(TiCl4;99.9%)와
titanium tetraisopropoxide(TTIP;97%)등을 사용하였다.
광촉매 지지체로는 본 연구에서 폐석회로 제조한 담체(No.2)를 사용하였으며,

아세톤과 초음파 세척기 (BRANSON 5210,USA)를 이용하여 세척한 다음 광촉매
코팅을 위한 지지체로 사용하였다.

222)))실실실험험험 장장장치치치

본 연구에서 사용한 광촉매 산화 반응장치를 Fig.Ⅵ-3에 나타내었다.반응기 컬
럼은 SUS재질을 사용하여 900mm(직경)×1,800mm(길이)×8mm(두께)의 원
통형 구조로 2조를 제작하였으며,외벽은 은박 코팅을 하여 광에너지가 손실되는
것을 차단하였다.광반응기 내부에 광촉매 담체를 충진하고 중심부에는 UV lamp
를 넣어 고정할 수 있는 원형 석영관(quartztube)을 설치하였다.또한 반응조 하
부에 내경 6mm의 산기 노즐을 2단으로 설치하고 airblower를 이용하여 일정한
유속으로 공기를 공급하였으며,광촉매 담체 사이로 원활한 공기의 순환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원수 유입량 및 처리수 유출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유량
조절 펌프(peristalticpump)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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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Ⅵ-1.PropertiesofTiO2Photocatalyst

Property             TiO2 Degussa Aldrich

Surface area (m2/g) 47 7.4

Particle size (㎛) 3.3 3.4

Band gap (eV) 2.93 3.13

Density (g/cm3) 1.2 3.9

Structure Anatase, Rutile Ru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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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te waterWaste water

Feed pumpFeed pump

Air blowerAir blower

Flow meterFlow meter

Flow control tankFlow control tank

Suction pumpSuction pump

UV lampUV lamp

TiOTiO22 coated beadcoated bead

Waste waterWaste water

Feed pumpFeed pump

Air blowerAir blower

Flow meterFlow meter

Flow control tankFlow control tank

Suction pumpSuction pump

UV lampUV lamp

TiOTiO22 coated beadcoated bead

Fig.Ⅵ-3.Schematicdiagram ofphotocatalytic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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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333---222...실실실험험험 방방방법법법

111)))회회회분분분식식식 실실실험험험

광산화 반응에서 촉매의 종류,성질 및 광원은 중요한 영향인자로 작용한다.본 연
구에서는 분말형(Degussap-25TiO2와 AldrichTiO2)TiO2를 이용한 회분식 실험
을 수행하여 광촉매의 형태에 따른 광분해 효율을 조사하였다.또한 음이온 화학종
인 Cl-및 OCl-이온을 첨가하여 광산화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질산화율을 조사하였다.

222)))광광광촉촉촉매매매 제제제조조조

TiO2광촉매를 제조하기 위하여 출발물질로 titanium tetrachloride(TiCl4;99.9%)
와 titanium tetraisopropoxide(TTIP;97%)를 사용하였으며,sol-gel방법에 의한
제조 과정을 Fig.Ⅵ-4에 나타내었다.
코팅 지지체는 폐석회로 제조한 담체(No.2)를 사용하였으며,코팅하기 전에 아

세톤과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하여 지지체에 부착된 미량의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
한 후 사용하였다.코팅막은 매번 코팅한 후 상온에서 2시간 동안 건조시켰으며,
100℃에서 12시간 건조시킨 후 500℃까지 열처리 하였다.분석용 코팅 매체는 30
mm ×70mm 의 slideglass를 이용하였으며,TiCl4및 TTIP로부터 제조한 코팅막
결정형의 특성 및 투광도를 조사하였다.또한 제조한 광촉매의 유기물 분해율을 고
찰하고자 Fig.Ⅵ-3의 광반응 장치에 코팅 담체를 충진하여 연속 실험을 수행하였
으며,H2O2첨가량 변화 및 UV 조사시간에 따른 humicacid시료에 대한 CODcr
농도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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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Ⅵ-4.Schematicdiagram forthepreparationofTiO2films
bysol-gel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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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333---333...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에서 제조한 광촉매의 코팅 용액 및 코팅막의 특성은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JEOL JSM-840A)과 FE SEM (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Microscope,HitachiS-4700)을 이용하여 표면 특성 및 코팅막의 두께를
분석하였다.SEM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관찰한 후 전자선 조사에 의해 방출되는
X-선 신호를 plusprocess에서 측정한 후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 (A/Dconverter)
를 거쳐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키는 방법으로 코팅된 표면의 정량 및 정성 분석을
실시하여 코팅 유무를 파악하고 line-profile을 통해 코팅면의 TiO2의 농도를 측정
하였으며,mapping을 실시하여 코팅이 고르게 되었는지를 파악하였다.
코팅막의 결정형은 XRD (X-rayDiffraction,RigakuD-Max3C)를 이용하여 X

선 회절 분석을 실시하여 관찰하였다.코팅막의 투광도는 UV/VISspectrophotometer
(UV-2101PC,Shimadzu)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코팅막의 부착강도는 상온에서
용액의 pH를 7.0±1.5로 조절하여 코팅막을 침수시킨 후 교반기를 이용하여 300
rpm으로 교반하였으며,또한 동일한 조건에서 2시간 동안 초음파 처리한 후 코팅
막의 탈피여부를 조사하였다.광촉매에 의한 humicacid의 광분해 효율은 CODcr
및 UV/VIS흡광도를 측정하여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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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444...결결결과과과 및및및 고고고찰찰찰

ⅥⅥⅥ---444---111...회회회분분분식식식 실실실험험험

111)))촉촉촉매매매 형형형태태태의의의 영영영향향향

일반적으로 광촉매의 표면에서 전자와 정공이 생성되며,이로 인해 발생된 라디
칼에 의하여 표면에 흡착된 물질을 산화-환원 반응시키게 된다.그러므로 촉매의
결정구조,비표면적,평균 입자크기 및 밀도 등의 광촉매 표면 특성이 광산화 반응
에 있어 중요한 영향 인자로 작용한다.본 연구에서는 광촉매 형태에 따른 광분해
특성을 알아보고자 DegussaP-25제품의 TiO2 (anatase․rutiletype)와 Aldrich
제품의 TiO2(rutiletype)를 회분식 실험에 사용하여 총질소 제거효율을 비교하였
다.
실험에 사용한 광촉매 TiO2의 입도 분포를 SEM으로 관찰하여 Fig.Ⅵ-5에 나타

내었다.두 제품의 입도 분포상황을 비교해 보면 DegussaP-25TiO2가 Aldrich
TiO2보다 더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비표면적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
다.광촉매 DegussaP-25TiO2와 AldrichTiO2를 사용한 회분식 실험에서 총질소
제거효율을 조사하여 Fig.Ⅵ-6에 나타내었으며,DegussaP-25TiO2를 사용한 경
우가 AldrichTiO2를 사용한 경우에서 보다 총질소 제거효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비표면적이 클 경우가 비표면적이 적을 경우에 비해,표면에서의 광활성
site수가 생성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144)에 광촉매 반응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
으로 사료된다.또한 촉매를 입상 형태로 처리할 경우에 밀도가 작은 것이 수처리
시에 부유 미립자로 현탁되어 있기 때문에 밀도가 클 경우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가진다.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도 분말형 TiO2를 수처리에 이용할 경우 anatase
형과 rutile형이 7:3의 결정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비표면적이 크고 밀도가 낮은
DegussaP-25의 TiO2가 Aldrich사의 TiO2에 비해 총질소 제거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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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gussaP-25TiO2 (b)AldrichTiO2

Fig.Ⅵ-5.TiO2particleimagesphotographedwithFE-SEM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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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Ⅵ-6.EffectofphotocatalystonTN removal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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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광광광촉촉촉매매매 표표표면면면의의의 영영영향향향 인인인자자자

Kiwi등145)은 광촉매의 특성상 촉매 표면에서 발생하는 전자와 정공에 반응하는
여러 가지 화학종들의 영향으로 산화-환원반응이 민감하게 작용한다고 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음이온 화학종이 광촉매의 산화-환원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Cl-및 OCl-이온을 수용액에 첨가하여 질산화율을 조사하였다.

CCClll---의의의 영영영향향향
Abdullah등146)은 광촉매 TiO2의 활성이 NaCl의 농도 증가에 따라 감소한다고

하였다.또한 SO42-,PO43-,Cl-이온 등은 TiO2촉매의 광활성을 감소시키는 음이
온 화학종으로 전자(electron)와 정공(hole)이 일정한 potential이상의 에너지를 받
아서 생성된 TiO2촉매의 광활성된 site를 차폐시켜 촉매의 활성 site수가 감소되
어 광촉매의 활성이 낮아진다고 하였다.Kazuhiko등147)에 의하면 Cl-이온이 산화
radical인 OH 및 HO2등의 생성을 방해하여 radical에 의한 산화율을 감소시켜 광
촉매 효율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Kamel등148)은 수용액 속에 존재하는 Cl-이온이 광촉매 표면에서 생성된 ․OH

radical(식 28)과 반응하여 ․OH radical의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광촉매 산화 반응
을 방해하는 부반응을 하게 된다고 제안하였다(식 29).

   → ⋅ ‥‥‥‥‥‥‥‥‥‥‥‥‥‥ (28)

  ⋅ →    ‥‥‥‥‥‥‥‥‥ (29)

본 연구에서도 Fig.Ⅵ-7에 나타낸바와 같이 Cl-농도 10-2M인 수용액에서 광촉
매 산화 반응의 실험을 수행한 결과,NO3--N의 생성율이 감소하였다.이것은 수용
액 중에 존재하는 Cl-이온이 ․OH radical과 반응하여 촉매 표면에서 발생하는 정
공의 수를 감소시켜 광촉매 산화 반응에 방해 작용을 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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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CCClll---의의의 영영영향향향
본 연구에서는 OCl-이온이 광촉매의 산화-환원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

아보고자 OCl-농도 10-2M인 수용액에서 광촉매 산화 반응의 실험을 수행하여 질
산화율을 조사하였다.
Fig.Ⅵ-8에 나타낸바와 같이 TiO2광촉매 산화 반응에 의한 NO3--N의 생성율

은 OCl- 이온이 존재하는 수용액의 경우가 OCl- 이온이 존재하지 않은 원수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전자수용체인 OCl-이온이 광촉매 산화 반응에
서 발생하는 전자와 결합하여 산화력을 가지는 OCl-radical로 작용한 것으로 예측
된다.또한 이것은 OCl-이온 자체로는 산화력을 가지지 않지만 UV가 조사되는 광
반응에서 물이 광분해 되어 발생하는 전자를 받아서 OCl- radical이 생성되거나,
OCl-이온이 광촉매 표면에서 발생하는 전자를 수용하여 OCl-radical이 생성된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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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Ⅵ-7.EffectofCl-onnitrateformation(DegussaP-25TiO20.5g/L,
NH4+-N 400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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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광광광촉촉촉매매매 담담담체체체의의의 구구구조조조 특특특성성성

일반적으로 코팅막의 부착 강도는 코팅 후 코팅막의 열처리 온도를 증가시킴에
따라 증가시킬 수 있지만149),코팅막의 다공성도 손상되므로 광분해용 코팅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TIP및 TiCl4로부터
제조한 졸을 사용하여 형성시킨 코팅막의 부착 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2회 코팅
한 후 상온에서 12시간 건조한 후 실험을 수행하였다.상온에서 pH 7.0±1.5로 조절
한 수용액에 코팅막을 침수시킨 다음 교반기를 이용하여 300rpm으로 교반시킨 경
우 코팅막은 안정하였으나,동일한 수용액의 조건에서 2시간 동안 초음파 처리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탈피되는 현상을 보였다.
TTIP및 TiCl4로부터 제조한 코팅막을 열처리하여 온도에 따른 결정형의 특성을

조사하였으며,XRD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Fig.Ⅵ-9에 나타내었다.담체에 졸
을 코팅한 후 25℃에서부터 500℃까지 열처리하여 XRD를 분석한 결과,TiCl4로
부터 유래한 TPS(Titanium PeroxoSolution)를 이용한 코팅막은 25℃에서 건조
한 경우에도 anatasetype의 결정형을 나타내었다.반면에 TTIP로부터 제조한 졸
은 400℃ 이하에서는 무정형(amorphous)이었으며,400℃이상의 고온에서 열처리
할 경우에 비로소 anatasetype의 결정형이 나타났다.따라서 TiCl4로부터 유래한
TPS (Titanium PeroxoSolution)를 사용하여 코팅막을 제조할 경우 저온에서도
anatasetype의 결정형을 가지므로 내열성 및 비내열성 등의 코팅매체에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코팅막의 투광도는 두께 10mm의 slideglass에 코팅하여 관찰하였으며,slide

glass에 코팅된 광촉매를 FE-SEM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Fig.Ⅵ-10).0.5M의
TiCl4로부터 제조한 코팅막의 코팅횟수에 따른 투광도를 조사하여 Fig.Ⅵ-11에 나
타내었다.코팅을 1회 실시한 경우 350～650nm의 파장범위에서는 약 60～80%의
투광도를 보였으며,350nm 이하의 파장에서는 투광도가 급격히 감소하여 300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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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파장영역에서는 거의 0에 가까운 투광도를 나타내었다.코팅횟수가 증가함
에 따라 투광도가 감소하였으며,이것은 코팅횟수의 증가에 따라 코팅막의 두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또한 Kozuka등150)의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코팅막
의 두께 변화에 따른 TiO2가 나타내는 굴절률의 변화에 의하여 다양한 간섭색상을
나타내었으며,코팅횟수를 5회 이상 증가시킨 경우에도 약 350nm 이상의 파장영
역에서는 비교적 높은 투광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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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Ⅵ-9.CrystalformationtemperatureofTiO2thinfilmswiththesols
madeusingTTIPandTiC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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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Ⅵ-10.FE-SEM imageofTiO2filmswithsol-gel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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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조한 TiO2코팅 담체의 광 분해효율을 알아보고자 광반응 장치에
코팅 담체를 충진하여 연속실험을 수행하였다.시료는 humicaicd의 CODcr농도를
50mg/L로 조제하여 사용하였으며,H2O2첨가에 따른 광분해율을 조사하였다.
UV/VIS흡광도를 이용하여 관찰한 결과 humicacid는 190～900nm의 파장범위

에서는 특수한 흡수파장을 나타내지는 않았으며,가시광선 영역에서는 낮은 흡광도
를 나타내었다.또한 흡광도가 감소할수록 humicacid의 고유한 자황색의 색상이
줄어들었다.상수처리에서는 humicaicd가 나타내는 색상의 제거가 수질의 질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그러므로 흡광도가 줄어든 것은 광반응에 의한 초기
시료의 직접적인 유기물의 감소에 대한 정보는 아니지만,간접적인 오염물의 제거
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다.Fig.Ⅵ-12에 나타낸바와 같이 UV 파장범위에 따른
humicacid의 흡광도 변화는 UV 파장을 증가시킴에 따라 점차 감소하였으며,특히
250～550nm 파장범위에서 큰 감소율을 나타내었다.또한 H2O2의 첨가량 변화에
따른 humicacid의 흡광도 변화는 350nm 파장에서 H2O2를 첨가하지 않을 경우에
는 10% 정도의 감소율을 나타내었으나,H2O2를 10～50mM 첨가하였을 경우에는
약 95% 이상의 높은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광촉매 담체를 이용한 UV/H2O2system에서 UV 조사시간에 따른 humicacid의

CODcr변화를 관찰하여 Fig.Ⅵ-13에 나타내었다.CODcr은 시료에 존재하는 유기
물의 간접적 지표로서 광반응에 의한 유기물의 분해정도를 판단하는데 흔히 사용
된다.Humicaicd의 CODcr농도를 50mg/L로 조제하여 시료로 사용한 UV/H2O2
system에서 UV 조사시간을 증가시킴에 따라 CODcr은 점차 감소하였다.UV 조사
시간 80분 후 H2O2첨가에 따른 CODcr의 제거율은 H2O2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에
는 약 25% 정도의 감소율을 나타내었으며,H2O2를 10～50mM 첨가한 경우에는
85% 이상의 높은 제거율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H2O2를 첨가함에 따라 흡광도 감소율이 증가하고 CODcr제거율이 향

상된 것은 H2O2에 의해 생성된 ․OH radical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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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555...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광촉매 시스템의 분말 회수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장균 및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자 기계적 안정성이 높은 고효율성 광촉
매 담체를 제조하여 광산화 반응에 대한 실험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광촉매 산화반응은 촉매의 형태에 영향을 받으며,수용액 중에 Cl-이온이 존재
할 경우 암모니아성 질소의 광분해 반응에 방해 작용을 받는데,이것은 Cl-이온
이 광촉매 표면에서 발생하는 라디칼과 반응하여 정공의 수를 감소시키고 촉매
표면에서의 Cl- 이온의 압축효과로 광활성 site를 차폐시키기 때문이라 사료된
다.또한 OCl-이온이 존재할 경우에는 TiO2광촉매 산화반응에 의한 질산화가
촉진되는데 이것은 전자수용체인 OCl-이온이 광촉매 산화반응에서 발생하는 전
자와 결합하여 산화력을 가지는 OCl-라디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2.광촉매 담체를 이용한 UV/H2O2system에서 UV 조사시간에 따른 humicacid의
CODcr은 UV 조사시간을 증가시킴에 따라 점차 감소하였다.UV 조사시간 80분
후 H2O2 첨가에 따른 CODcr의 제거율은 H2O2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
25% 정도의 감소율을 나타내었으며,H2O2를 10～50mM 첨가한 경우에는 85%
이상의 높은 제거율을 나타내었다.이와 같이 H2O2를 첨가함에 따라 CODcr제
거율이 향상된 것은 H2O2에 의해 생성된 ․OH radical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광촉매 TiO2를 담체에 코팅한 후 수처리에 이용할 경우 분말형 시스템의
분말회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대장균 및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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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ⅦⅦⅦ 장장장...종종종 합합합 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에서는 폐수를 고도처리하여 용수로 재활용하고자 MBR과 TiO2광촉매
산화반응을 이용한 하․폐수 고도처리 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1.막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MBR 공정의 운전조건을 모색하고자 연속회분식
반응조를 이용하여 MBR(A/O/A)및 MBR(-/O/-)공정의 운전주기 변화에 따른
막 여과 특성을 조사하고 유기물 및 영양염류 제거 특성을 비교하기 위한 실험
을 수행하였다.그 결과 MBR(A/O/A)및 MBR(-/O/-)공정의 HRT를 증가시킴
으로써 막의 운전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었으며,특히 MBR(A/O/A)공정은 유
기물 및 영양염류의 동시 제거가 가능한 고도처리 시스템으로서 매우 유익할 것
으로 기대된다.

2.폐석회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생물 부착이 용이한 기공이 크고 높은 표면
거칠기를 갖는 담체를 제조하여 폐수 중의 영양염류 제거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조한 담체는 미생물이 서식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기공을 지닌 다
공성 구조이며,담체 표면이 충분히 거칠어서 미생물이 부착하기에 적합하여 생
물막이 잘 형성되었다.또한 반응기내 담체 충진율이 증가할수록 반응기내 유효
MLSS농도 및 유효 SRT가 증가하여 질산화율이 높아졌고 담체 내부에 무산소
상태가 형성됨으로 인하여 원활한 탈질화가 이루어졌으며,특히 인 제거에 매우
효과적이었다.따라서 폐석회를 재활용하여 담체로 사용할 경우 폐수처리장의
영양염류 제거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외부탄소원으로서 음식물 유기산 발효액을 SBR공정에 첨가하여 생물학적 영양
염류 제거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유기산 발효액 첨가량 및 반응 온도 변화
에 따른 유기물 및 영양염류 제거효율을 조사하였다.그 결과 유기산 발효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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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유기산 발효액을 첨가하여 C/N비 및 C/P비를 증
가시킬수록 혐기 단계와 호기 단계에서의 질소 및 인 제거 기작이 원활하게 이
루어져 영양염류 제거효율이 향상되었다.또한 반응 온도 변화에 따른 각 SBR
공정에서 10℃ 정도의 낮은 반응 온도에서는 미생물 중 질산화균이 탈질균보다
온도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 활성이 감소하였으며,SCOD와 인 제거율은 반응
온도 변화에 따른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반응 온도보다 SRT 나 BDCOD
농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폐석회로 제조한 담체를 이용한 막 결합형 고정상 생물막 공정에서 공기 유량
및 담체의 충진율 변화에 따른 막 여과특성 및 영양염류 제거 특성을 조사하였
다.그 결과 20%의 동일한 담체 충진율 조건에서 공기의 유량이 증가할수록 막
여과시간이 증가하였다.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TMP의 변화는 담체를 충진하
지 않은 경우에는 160hr이내에 30kPa에 도달하였으나,담체 충진율을 10%,
20% 및 30%로 증가시킴에 따라 각각 160hr,280hr및 500hr까지 막 여과 시
간을 연장 시킬 수 있었으며 영양염류의 제거효율이 향상되었다.따라서 담체를
이용한 막결합형 고정상 생물막 공정은 막 오염을 완화시켜 막 여과 시간을 연
장시킬 수 있으며,영양염류의 제거효율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처리효율을 얻을
수 있으므로 용수 재활용을 위한 고도처리 시스템으로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사
료된다.

5.기존의 광촉매 시스템의 분말 회수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장균 및 난분해성 유기
물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자 기계적 안정성이 높은 고효율성 광촉매 담체를
제조하여 광산화 반응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그 결과 광촉매 담체를 이용
한 UV/H2O2system에서 UV 조사시간에 따른 humicacid의 CODcr은 UV 조사
시간을 증가시킴에 따라 점차 감소하였으며,H2O2첨가에 따른 CODcr의 제거율
은 H2O2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 25% 정도의 감소율을 나타내었으며,
H2O2를 첨가한 경우에는 85% 이상의 높은 제거율을 나타내었다.따라서 광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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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2를 담체에 코팅한 후 수처리에 이용할 경우 분말형 시스템의 분말회수 문제
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대장균 및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폐석회로 제조한 담체를 이용한 막 결합형 고정상 생물
막 공정은 폐기물을 재활용함과 동시에 막 여과 특성을 개선할 수 있으며,영양염
류 제거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도처리 시스템으로서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또한 TiO2광촉매 담체를 수처리에 이용할 경우 분말형 시스템의 분말회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난분해성 유기물질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MBR공정과 TiO2광촉매 산화반응을 이용한 하․폐수 고도처
리 시스템은 용수를 재활용할 수 있는 중수도 시스템으로서 매우 실용적이며,다양
한 공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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