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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udyon theTreatmentofSw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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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2/O ProcessCombinedwith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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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stock raising wastewater is containing organic matter and
nitrogenofhighconcentration,thereismuchdifficultysingeneralbiological
system.Specially,nitrogen ingredientcan cause wealth effectevilifis
flowedinrivers.
MostofpubliclivestockwastewaterdisposalfacilitiesoperatedinKorea

havemanydifficultiesintreatingwastewaterbecauseofunstablequantity
andqualityofinflow watersuchastoosmallquantityofinflow andtoo
high or too low concentration than planned. In particular, high‐
concentrationlivestockwastewaterismixedwithbulking agentssuchas
sawdustandricehullsforcompostingorimpoundedinareservoirfora
longtimeandscatteredatfarmsbut,becausethereisnoadequatemethod
ofturningitintocompostorliquidfertilizer,manypubliccomplaintsare
raisedrelatedtobadodorsandwatercontamination.
Different from traditionalactivated sludge processes,the proces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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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ranecoupledactivatedsludgesystem canseparatesolidfrom liquid
regardlessoftheprecipitation,bulkingandbubblingofsludge.Inaddition,it
maintains the high concentration ofMLSS in the reactor and,as a
consequence,maximizesthecapacityofbiologicaltreatmentandcopeswith
theloadoforganicmattersefficiently.
The present study purposed to investigate the efficiency of MBR

(membranebioreactor)thatcoupledA2O withmembraneintreatingswine
wastewaterthatcontainshigh‐concentrationorganicmattersandnitrogen,
the efficiency of removing organic matters,nitrogen and phosphorus
according to MLSS and recycleratio,and thebehaviorofnitrogen by
process,andtoexaminethetoxicityofnitrificationbyfreeammonia(FA)
andfreenitrousacid(FNA).
Recycleratiosatstep1,2and3were300%,300% and500% respectively,

and MLSS wasmaintained at3,000～4,000mg/L,6,500～8,000mg/L and
6,500～8,000 mg/L respectively. The material of the membrane was
hydrophilized polysulfone and the surface area of the membrane was
0.1507m3.Themembranewassoakedinanaerationtankandfiltered.
Removalefficiencywas99.9% forSS,98.7% forBOD,90.2% forCODCr,

81.2% forT-N,90.6% forNH3-N and 64% forT-P.In thisresearch,
treatmentefficiencyincreasedalongwiththeincreaseofrecycleratioand
MLSS.Inaddition,therewasinfluencebyfreeammonia(FA)butnotoxicity
ofnitrificationbyfreenitrousacid(F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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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인구가 증가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육류 소비량이 늘어나고 가축 사
육형태가 대규모화,집단화되고 축산폐수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3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돼지사육두수는 10,419천두로 양돈폐수 발생량은

89,606㎥/day이며,축산폐수 발생량 중 양돈폐수의 점유율이 64%를 차지하고
있다.양돈사육 규모별로는 대규모 사육농가인 허가대상이 64%,중규모 사육농
가인 신고대상이 28%이며,기타 100두 이하의 규제대상 미만인 소규모농가가
8%를 차지하고 있다.1)

양돈폐수는 공공처리시설이나 개별 농가에서 운영하는 자가처리시설에서 처
리되고 있으나,소규모 농가의 경우 처리시설이 없거나 처리시설이 있더라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양돈폐수는 유기물,SS,T-N,T-P등의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 적절하게 처

리하지 않고 환경에 배출될 경우 하천수 및 호소수등 공공수역의 수질악화를
초래하고,토양,지하수 및 해양오염의 원인이 된다.
대부분의 양돈폐수 처리시설에서는 고형물질을 제거한 후 활성슬러지,장기

폭기,라군,산화구,살수여상,호기성 소화,액상부식,혐기성 소화 등과 같은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또 최근에는 질소와 인을 제거하기 위
해 생물학적 질소․인 제거 공법,막분리법,고도산화법 등의 고도처리공정이
추가로 설치되어 운영되는 곳도 있다.2)

국내에서 가동되고 있는 대부분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는 계획유량보다
훨씬 적은 양이 유입되거나 계획농도보다 훨씬 높은 농도로 유입되는 등 유입
수의 유량과 수질이 불안정하여 적정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또한 고농
도 축산폐수를 톱밥,왕겨 등의 수분조절제를 사용하여 퇴비화하거나 저장소에
장기간 저류시킨 후 농지에 살포하고 있지만,부적당한 퇴비화나 액비화 시설
에서 야기되는 악취,수질오염 등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막 결합형 활성슬러지 공정은 전통적인 활성슬러지 공정에 비하여 슬러지의

침전성,벌킹,거품현상에 관계없이 고액분리가 가능하고 또한 반응조의 MLSS
농도를 높게 유지하므로 생물학적 처리능력을 극대화하여 유기물 부하변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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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돈폐수중의 유기물,질소 및 인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공

정으로,이를 위하여 A2/O공법과 분리막을 결합한 membranebioreactor를 이
용하여 MLSS와 반송비에 따른 유기물,질소 및 인의 제거효율과 공정별 질소
의 거동과,FreeAmmonia(FA)및 FreeNitrousAcid(FNA)에 의한 질산화 독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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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양돈폐수

1.양돈폐수의 발생량 및 오염부하량

양돈폐수는 분뇨와 축사세정수의 형태로서 발생된다.평균체중이 60kg인 돼지
는 분 1.6kg/두/day,뇨 2.6kg/두/day로 총 4.2kg/두/day의 분뇨를 배설하며
세정수의 발생량은 평균 4.4L/두/day이라고 보고하였다.3)분의 평균 수분함량
은 74.1%,뇨 98.4%이며 분뇨의 수질항목별 발생량은 Table1과 같다.또한 돼
지분뇨의 오염물질 부하량은 BOD120.8g/두/day,SS408.2g/두/day이라고 보
고하였다.5)

구분 계 분 뇨 세정수
발생량 (L/두/day) 8.6 1.6 2.6 4.4

SS 농 도 (mg/ℓ) 254,810 254,257 553 -
오염부하 (g/두/day) 408.2 406.8 1.4 -

BOD 농 도 (mg/ℓ) 71,939 68,187 4,543 -
오염부하 (g/두/day) 120.8 109.0 11.8 -

CODMn 농 도 (mg/ℓ) 66,939 63,146 3,793 -
오염부하 (g/두/day) 110.9 101.0 9.9 -

T-N 농 도 (mg/ℓ) 13,124 8,518 4,606 -
오염부하 (g/두/day) 25.6 13.6 12.0 -

T-P 농 도 (mg/ℓ) 2,300 2,152 148 -
오염부하 (g/두/day) 3.8 3.4 0.4 -

Table1.Contaminantofpigexcrement

  국립환경연구원의 보고에 의하면 조사결과로 계절별 양돈폐수발생량은 봄
7.6ℓ/두/day,여름 10ℓ/두/day,가을 4.0ℓ/두/day및 겨울 2.4ℓ/두/day정
도이다.MWPS-18(1985)에서는 비육돈의 발생량은 60KgdlfEo4.44kg/두/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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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kg일 때 5.9kg/두/day발생되고 모돈의 경우 10.2kg/두/day가 배설된다고 보
고하였다.이를 근거로 체중에 따른 분뇨발생량을 정식화 하면 다음 식(2-1)과
같다.4),5)

               (2-1)
여기서,

MP:일일 돼지두당 분뇨발생량,kg/두/day
WP:돼지체중,kg

2.양돈폐수의 성상에 따른 분류

양돈폐수는 분뇨,음용수와 청소수 및 사료 찌꺼기 등으로 구성된다.발생량
은 사육두수,사육방법,계절에 따라 변하며,특히 양돈 규모가 수집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우리나라 양돈사육 농가의 80～90% 정도는 슬러리 양돈이며,
발생 양돈폐수의 함수율은 95%이상이다.슬러리 양돈은 노동력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널리 보급되어 있지만 분뇨의 수분함량이 높아 퇴비화에 다량의 수
분조절제가 필요한 문제점이 있다.
양돈사에서 분뇨를 수거하는 방법은 고상바닥의 톱밥양돈, 스크레이퍼

(scraper)양돈,슬러리양돈으로 구분된다.발생분뇨의 성상도 수거방법에 따라
각각 다르다.톱밥양돈 및 스크레이퍼 양돈에서 발생된 분뇨는 함수율이 낮기
때문에 별도의 처리 없이 수분조절제와 혼합하여 퇴비화가 가능하므로 비가림
퇴적사만 갖춘다면 문제발생 소지가 적다.그러나 슬러리 양돈에서 발생된 폐
수는 함수율이 높기 때문에 전량 퇴비화 할 때는 수분조절제가 다량 소요된다.
액비화의 경우 유기물 분해를 위해 6개월 이상 부숙기간이 요구되고,시비시기
를 맞추기 위하여 대용량의 저류조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생물학적 처리 공
정으로 정화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또한 다량의 고형물을 함유한 축산폐
수를 직접 생물학적 공정으로 처리할 때는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다.
양돈폐수의 관리는 발생분뇨의 성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형태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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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톱밥양돈
깔개양돈에서 제거된 고상 혼합물은 침출수 방지턱이 있는 비가림 퇴비화 시

설을 설치하여 일정시간 부숙한 후 자가처리(농공지살포 등)하거나 인근 축분
퇴비공장으로 반출하여 처리한다.

나.스크레이퍼에 의한 돈슬러리
스크레이퍼 양돈에서 발생되는 고형물은 수분조절제와 적절히 혼합하여 비가

림된 퇴비화시설(기계적교반,퇴적송풍식,더미퇴비사 등)에서 일정 기간 부숙
시킨후 자가처리하거나 인근 축분퇴비공장으로 반출하여 처리하고,액상물은
저류조에서 전처리하여 다음 공정에 따라 관리한다.

다.슬러리양돈의 분뇨처리
슬러리 양돈에서 발생되는 돈슬러리는 함수율이 높고 고농도 유기물이기 때문

에 고ㆍ액 분리 등의 전처리가 필수적이다.고ㆍ액분리된 돈슬러리 중 고형물
질은 퇴비화하고 액상물은 저농도 액비(Liquidfertilizer)로 가공하여 농경지로
환원시키기 위해서는 단수저류식 액비화처리 시스템이 아닌 고온호기성 시스템
과 같은 액비화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돈슬러리의 효율적인 처리방법이다.

3.양돈폐수 자원화 기술

분과 뇨가 혼합되어 배출되는 양돈폐수의 처리방법으로는 퇴비화가 많이 사용
된다.다른 처리방법으로는 액비화법,깔집축사법,발효증발법,화력건조법,안
정화법 등이 있다.일반적으로 또한 분뇨의 분리 및 혼합 여부 그리고 축사 시
설의 규모 및 관리 방법에 따라 적절한 처리방법이 선택된다.

가.액비화법
분뇨 혼합액을 대형 저류조에서 장기가 부숙시켜 유기물을 안정화하여 최종

처리수를 농지나 초지에 환원하는 방법이다.조작이 간단하고 시설비가 저렴하
여 비교적 많이 보급된 방법이나,주로 봄,가을에만 살포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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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정한 액비 살포면적은 돼지 한 마리당 농경지 2,300㎡(696평)가 확보되
어야 하므로 어려운 면이 있다.

나.퇴비화법
축사 바닥에 짚,톱밥,왕겨 등의 수분조절재를 5㎝ 두께로 깔고 돼지를 사육

하면 돼지가 배설한 분뇨가 짚이나 톱밥과 혼합된다.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뇨와
혼합된 짚이나 톱밥을 퇴비사로 이송하여 최종 건조,발효처리하는 방법이다.
톱밥발효방법과 발생된 슬러지 형태의 분뇨에 수분조절재만 첨가하여 건조기와
교반기로 퇴비화하는 방법이 있다.가축 분뇨를 유기성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지역에 따라 톱밥,수피 등 수분조절제 값의 차이가 크고
비용이 많이 든다.수피 등을 바닥에 깔아줄 경우 돼지 발목에 상처가 발생될
수 있다.축산폐수가 대량 발생되어 충분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비점오
염원으로서 작용되기도 한다.

다.화력 건조법
축분과 톱밥을 혼합하고 유류,전기 등의 열을 이용하여 건조시키는 방법이

다.중ㆍ소규모 축산 농가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퇴비화 개념보다는 건조
개념이 강하다.처리시간이 짧고(75분～85분/톤)처리시설의 소요면적이 적은 편
이다.열원에 소요되는 연료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4.양돈폐수의 생물학적 처리법

생물학적처리 방법으로 표준 활성슬러지법,장기 폭기방식,회분방식,2단 폭
기방식,산화구 방식,간헐폭기 방식,폭기식 라군법 등이 실용화되고 있다.

가.활성슬러지법
일반적으로 축산페수처리에서 2차 처리로 사용되고 있다.공기를 공급하여 활
성슬러지를 증식시켜 유기성 오염물질을 흡착․분해시키는 방법이다.비교적
대규모 처리시설에 주로 사용된다.운전방식에 따라 회분식과 연속식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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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회분식은 폭기조가 침전조를 겸하고 있어서 장치가 간단하다.유지관리가
쉽고 비용도 적게 드는 편이다.폐수를 희석하여 일정한 농도로 조절하여 처리
하여야 하는 법적 문제점이 있다.

나.산화구법
깊이 1m 정도의 도랑을 형성하여 폭기장치에 의하여 폐수를 순화시키면서

처리하는 방법이다.연속식은 대규모시설,회분식은 소규모시설에 적합하다.

다.살수여상법
여상 표면에 부착된 미생물막에 의하여 폐수 중의 유기물을 산화 분해되는

방법이다.비교적 구조가 간단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소규모처리시설에 적
합하다.

라.폭기식 라군법
넓고 얕은 연못에 폐수를 넣고 자연 부숙시키는 방법으로서 공기 공급방법에

따라 혐기성,임의성,호기성으로 구분된다.임의성은 상부는 호기성,하부는 혐
기성 반응이 진행된다.처리방식에 따라 회분식과 연속식으로 구분된다.회분식
은 큰 폭기조에서 저부하의 폐수를 긴 체류시간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넓은
부지 면적이 필요하다.연속식은 대규모 축산시설에서 대량의 폐수를 연속적으
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마.생물막법
살수여상법,회전원판법,접촉폭기법 등이 있다.활성오니법과 조합시켜 사용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처리후 최종방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나
연구는 미흡한 상태에 있다.

바.혐기성 처리법
슬러리 상태의 가축분뇨를 혐기성 처리하여 유기물을 감소시킨다.발효과정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다.도시하수 또는 분뇨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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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농축 슬러지의 감축을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고농도의 축산폐수는
혐기성 소화처리하여 유기물을 처리하고,생산되는 메탄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한다.

라.질소 인 제거 방법
축산폐수를 활성슬러지법 등으로 처리하여도 영양염류는 제거되지 않고 유출

되어 하천이나 호수에 부영양화를 초래한다.간헐폭기법,혐기호기순환법,혐기
호기회전원판법,제한폭기방식,간헐폭기방식이 있다.간헐 폭기식에서는 BOD
용적부하 0.5kg/m3/day와 원오수의 N/BOD비 0.2정도로 처리하여 질소 95%,
인 80%이상 제거된다.실제 폐수의 N/NOD비는 약 0.37정도이므로 적용에 어
려움이 있다.주성분이 규산,칼슘인 여재를 폭기조에 충진하여 인을 Hydroxy
aphatide로서 제거하는 방법도 있다.

마.A2/O공법
생물학적으로 질소와 인을 동시에 제거하기는 방법이다.
A/O공법의 혐기성 구역 다음에 무산소공간을 추가하여 질산화된 혼합액을

반송하고,그곳에서 질산을 환원하는 방법이다.
보통 3개의 혐기조,3개의 무산소조와 4개의 호기조로 구성된다.혐기조에서

인 방출,무산소조에서 탈질산화,호기조에서 질산화 및 인 섭취 등이 유도된
다.반송슬러지 내의 질산성 질소는 혐기조의 인 방출을 저해한다.유기물 농도
가 낮으면 처리효율이 저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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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생물학적 질소제거

질소는 생물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이며 세포단백질 질량의 약 12%를 차지
한다.자연계에 유기질소,무기질소,질소 Gas로 존재한다.일반하수의 암모니아
는 60～70%,유기질소는 30～40%이다.
생물학적 질소제거 메카니즘은 첫째,미생물이 NH3-N를 동화(Assimilation)하

여 세포로 합성하고,두 번째 호기성 조건에서 NH3-N를 NO3--N로 전환시키는
질산화(Nitrification)반응과 발생된 질산염을 무산소(Anoxic)조건에서 질소가
스(N2)형태로 전환되어 제거한다.
질소제거율은 활성슬러지공정 10～30%,기타 생물학적 공정은 70～80%정도

이다.

1.생물학적 질산화

질산화에 관여하는 미생물들과 탈질과정에 관여하는 미생물들은 종류나 생장
특성이 서로 크게 다르다.암모니아의 산화하는 미생물에는 호기성 독립영양 미
생물(AerobicAutotrophicMicroorganism)인 Nitrosomonas와 Nitobacter가 대표적이
다.이러한 질산화균은 무기 질소 화합물을 질산화하여 증식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무기성 탄소(CO2)를 세포합성에 이용한다.
질산화 반응식은 다음 식(2-2)과 식(2-3)와 같다.

NH4++1.5O2 NO2-+2H2+H2O (2-2)
          (Nitrosomonas)

NO2-+0.5O2 NO3- (2-3)
            (Nitrobacter)

NH3-N는 Nitrosomonas에 중간물질인 NO2--N로 전환된다.NO2--N는 Nitrob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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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NO3--N로 전환된다.두 종류에 균에 의하여 암모니아가 완전히 산화
되며 식(2-4)와 같이 총괄 반응으로 나타낼 수 있다.

NH4++2O2 NO3-+H2O+2H+ (2-4)

산화에 필요한 표준 자유에너지는 NH3-N는 58～84 kcal/mole,NO2-N는
17.5kcal/mole이다.
NH4+이 NO2-로 산화하는 데 산소 3.43g,NO2-이 NO3-로 산화하는 데 산소

1.14g이 필요하므로 NH4+의 완전산화에 필요한 산소요구량은 4.57gO2/gN이다.
반응에서 생성되는 에너지는 질산화 미생물들이 무기 탄소원(CO2,CO32-,

HCO3-)으로부터 자신에게 필요한 유기물을 합성하는데 사용하므로 질산화가
질산화 미생물과 매우 밀접하게 행동한다.
이 미생물종들은 각 반응단계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세포성장과 유지에 사용하

고 생합성에 필요한 탄소원으로 CO2를 사용하는 화학독립영양 미생물이다.
NH3-N 1g을 NO3--N로 완전히 산화하는데 알칼리도 7.14g/gN와 산소 4.57
g/gN이 소모된다.NO2-와 NO3-을 제거하는 방법은 임의성 종속영양 미생물에
의해 질소가스로 환원시키는 이화작용이다.생물학적 질소변환 과정은 다음 식
(2-5),(2-6)으로 나타내었다..

15O2+13NH4+ 10NO2-+3C3H7NO2+23H++4H2O (2-5)
(Nitrosomonas)

5CO2+NH4++2H2O 10NO3-+C3H7NO2+H++5CO2 (2-6)
(Nitrobacter)

박테리아 세포성장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앞의 반응 식(2-1)과 (2-2)에서 얻
어지는 에너지는 미생물의 세포합성에 이용된다.Nitrosomonas와 Nitrobacter에 의한
세포합성과 소비된 산소와의 관계를 나타낸 합성-산화(synthesis-oxidation)반응
식은 다음 식 (2-7),(2-8),(2-9)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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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NH4++76O2+109HCO3-

C5H7NO+54NO2+57H2O+104H2CO3 (2-7)
(Nitrosomonas)

400NO2-+NH4++4H2CO3+HCO3-+195O2
C5H7NO2+3H2O+400NO3- (2-8)

(Nitrobacter)

NH4++1.83O2+1.98HCO3-

0.021C5H7NO2+1.041H2O+0.98NO3-+1.884H2CO3 (2-9)

질산화 양론식으로부터 NH3-N 1g제거에 대해서 산소는 4.33g,알칼리도
(CaCO3)는 7.14g이 소멸되며,새로운 세포는 0.15g,무기탄소는 0.08g이 소
비된다.

2.질산화 반응의 영향인자

가.온도
질산화 반응은 4～45℃범위에서 일어나며,최적반응온도는 Nitrosomonas는 약

35℃,Nitrobacter는 35～42℃이다.
질산화는 온도와 관련성이 매우 크며,10～20℃ 범위에서 Nitrosomonas의 최

대 성장률(Maximum growth rate)은 10℃ 증가마다 2배로 증가한다.Van't
hoff-Arrhenius식과 매우 일치하며 실제 설계에서 Nitrosomonas의 최대성장
율에 대한 온도의 영향(5～30℃)은 식 (2-9)이 사용된다.

μ̂ (2-10)
여기서,

T: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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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DO
성장제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용존산소의 영향은 식 (2-11)와 같이 나타낸다.

   


 
(2-11)

여기서,
DO:용존산소농도,㎎/L
KDO :반포화농도,㎎/L

여기서 관찰된 KDO값은 0.15～2.0㎎/L범위이다.산소는 산화반응에 사용되
며,이론적 NOD(TheorecticalNitrogenousOxygenDemand)는 4.57㎎/L이다.
용존산소농도는 질산화 반응에서 중요하다.즉,용존산소 농도가 감소하면 용

존산소는 미생물의 성장 제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따라서 용존산소에 의해서
질산화율이 저하되지 않게 설계하여야 한다.즉 DO농도가 1㎎/L이하로 저하
되지 않게 운영한다.Nitrosomonas는 DO 1.5～2.0㎎/L,Nitrobacter가 DO 3.
0～4.0㎎/L에서 질산화에 별 영향이 없다.

다.pH 와 알칼리도
질산화에 대한 pH의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질산화 미생물 성장의 최적 pH

범위는 7.5～8.6이다.질산화 반응에서 알칼리도가 소모되면 pH가 변동된다.암모
니아 산화 후 남아있는 알칼리도가 50㎎/L(asCaCO3)이하이면 알칼리도를 첨
가하여야 한다.즉,알칼리도는 공정의 완충작용(Buffer)으로 작용하며 알칼리
도가 부족하면,pH가 낮아지고,질산화에 방해요인으로 작용된다.

라.SRT(SludgeRetertionTime)
생물학적 처리 시설에서 유기물은 매우 풍부하여 Heterotrophic박테리아의

성장속도는 질산화 박테리아의 성장속도보다 매우 크다.따라서 적정 MLSS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잉여슬러지를 폐기시킬 경우 질산화 박테리아가 유출되
기 쉽고,호기조의 질산화 박테리아를 충분히 유지하기 위해서 Heterotrophic박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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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 성장 속도보다 높은 SRT에서 운전하여야 한다.

3.생물학적 탈질소화

탈질(Denitrification)은 많은 이용하는 유기탄소원으로서 벤젠과 같은 방향족
화합물은 불가능하다.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탄소원은 메탄올,에탄
올,초산,도시하수 및 공장폐수 등이다.다음 Table2는 탄소원의 탈질율을 나
타내었다.

Carbonsources Denitrificationrates
(gNO3-N/gVSS-day) Temperature(℃)

Methanol 0.21～0.32
0.12～0.90

25
20

Sewage 0.03～0.11
0.072～0.72

15～27
-

Endogenous
Metabolism 0.017～0.048 12～20

Table2.Denitrificationrateswithvariouscarbonsources

생물학적 탈질은 미생물이 혐기성 상태에서 호흡하기 위하여 최적 전자수용
체(Terminalelectronacceptor)로서 작용하는 NO3--N를 환원시키는 것을 말한
다.무산소상태(Anoxiccondition)에서 탈질반응이 일어나며,이러한 반응을 혐기
성 호흡(Anaerobicrespiration)이라고도 한다6).
탈질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미생물은 Pseudomonas,Micrococcus,Bacillus,

Achromobacter등이 있다.이들 미생물은 질산염이나 산소를 전자수용체로 사용
하기 때문에 종속영양세균에 속한다.질산염 환원반응은 다음 식 (2-12)과 같다.

NO3-→ NO2-→ NO→ N2O→ N2 (2-12)
(1단계)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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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질화는 보통 2단계로 일어나는데 첫 번째 단계는 NO3--N가 NO2--N로 전
환되는 과정이고,두 번째 단계는 두 가지의 중간 생성물을 거치면서 NO2--N
가 N2gas로 전환되는 과정이다.이 두단계를 흔히 이화작용(Dissimilation)이라
한다.한편,탈질 미생물은 동화작용(Assimilation)과정에서 Anoxic상태에서
NO3--N가 NO2--N를 지나 암모니아로 전환되며,암모니아는 박테리아의 세포합
성에 이용되는데 메탄올(CH3OH)을 전자공여체로 사용할 경우의 반응식은 다음
식 (2-13),(2-14),(2-15)와 같다.

6NO3-+2CH3OH 6NO2- 2CO2+4H2O (2-13)

6NO3-+3CH3OH 3N2 +3CO2+3H2O+6OH- (2-14)

위 식(2-12)와 (2-13)에서 총괄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6NO3-+5CH3OH 5CO2+3N2+7H2O+6OH- (2-15)

탈질반응 중에 알칼리도가 증가하며 환원되어진 N21g당 3.75g의 알칼리도
가 증가되며,이로 인해 질산화 과정에서 감소 알칼리도가 회복된다.Table3은
탈질반응에서 질소변화와 세포 증식에 관한 식을 나타내었다.

ReactionReactionReactionReaction EquationEquationEquationEquation

Nitrogen

dissimilation

1) Nitrate to nitrite
NO3

----+0.33CH3OH →

  NO2
----+0.33H2O+0.33H2CO3

2) Nitrite to nitrogen gas
NO2

----+0.5CH3OH+0.5H2CO3→

  0.5 N2+1.33H2O+HCO3
----

3) Nitrate to nitrogen gas
NO3

-+0.833CH3OH+0.167H2CO3 →

  0.5 N2+1.33H2O+HCO3
-

Synthesis - denitrifiers
14CH3OH+3NO3

----+4H2CO3 →

  3C5H7O2N+3HCO3
----+20H2O

Table 3. Removal nitrogen and cells biosynthesis of denit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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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탈질소화 반응의 영향인자

가.DO
DO는 탈질소화에 필요한 전자전달체계의 절대적인 효소 생산을 억제한다.또

한 전자수용체로 산소를 사용하는 것이 질산염(Nitrate)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한다.따라서,양쪽이 다 존재하는 경우에는 산소 호흡이 우
선된다.DO농도가 0.2mg/L이상에서는 탈질반응에 방해를 받으며,DO농도가
0.13mg/L에서 탈질 반응이 중지된다.

나.pH와 알칼리도
탈질 미생물은 질산화미생물에 비하여 pH에 덜 민감하지만 pH 6.0이하와

pH 8.0이상에서는 억제작용을 받는다.탈질소화 반응에서 알칼리도가 생성되
며 질산염 1㎎이 탈질될때 과정에서 이론적으로 알칼리도 0.57mg(asCaCO3)
이 생성된다.알칼리도의 이론적인 생성량은 질산화 반응에서 제거된 알칼리도
의 약 1/2이므로 pH가 상승한다.따라서 유입수의 알칼리도가 높으면 탈질소화
반응에서 알칼리도가 생성되어 pH를 상승시키고 질산화가 저해된다.

다.온도
탈질소화 온도는 미생물의 성장속도와 NO3--N의 제거 속도에 영향을 준다.

한편 탈질소화는 0～50℃범위내에서 이루어지며,일반적으로 5～30℃의 범위에
서 진행된다.일반적으로 Arrhenius의 법칙인 식 (2-16)을 따른다.

(2-16)
여기서,

K :반응속도,mole/sec
A :상수
E:활성화에너지,cal/mole
R:기체상수,0.082atm/mol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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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절대온도,0K

수정된 Arrhenius식이 탈질소화의 온도 의존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다음 식(2-17)과 같다.

 
 (2-17)

여기서,
KT :T℃에서의 반응속도,day-1

K20:20℃에서의 반응속도,day-1

θ :온도상수(1.025～1.15)

5.FreeAmmonia(FA)및 FreeNitrousAcid(FNA)에 의한 질산화 독성

특정 pH,온도에서 NH3-N는 물에 녹아 유리암모니아(FA :FreeAmmonia)
와 암모늄 이온(NH4+)으로 존재한다.암모니아와 NH4+의 화학 평형식은 식
(2-18),(2-19)와 같다.

NH4++OH-→ NH3+H2O (2-18)

 


⋅
⋅



 
 (2-19)

여기서,
Kb:암모니아 평형식의 이온화 상수
Kw :물의 이온화 상수
Kb/Kw :e(6,344/273+℃)

수중 생물 및 미생물에 대한 독성은 FA가 FNA보다 훨씬 크다.FA는 물의
pH와 온도에 따라 좌우되며 Fig.1에 나타낸 바다.같이 pH가 높을 수록,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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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아질 수록 증가한다.
또한 NO2-도 특정 조건에서 질산이온과 FreeNitrousAcid(FNA)간에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그 화학 평형식은 다음 식(2-20),(2-21)과 같다.

    →  (2-20)

 


⋅


⋅
 (2-21)

여기서,
Ka:e(-2,300/273+℃)

이온 강도가 큰 경수나 염분농도가 높은 물은 FA비율이 감소한다.Fig.1에
서 FA농도가 10mg/L 이상인 Zone1에서는 Nitrosomonas와 Nitrobacter가
모두 독성의 영향을 받는다.FA농도가 0.1～10mg/L 사이인 Zone2에서는
Nitrobacter만이 독성을 받는다.Zone3는 질산화 미생물에 대해 전혀 독성이
없는 완전 질산화 구간이다.

Fig.1.Postulatedrelationshipsoffreeammoniaandfreenitrous
acidinhibitiontonitrifyingorg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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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N를 통한 탈질소화는 NO3--N에 의한 탈질소화에 비해 60%의 탄소원
만 필요하다.그러나 NO2--N를 이용한 탈질소화는 암모니아 농도가 1～5
mg/L정도 이어야만 Denitrificaion만 일으키고 Nitrification은 억제 할수 있다.
pH 조절에 의해 탈질소화를 억제하는 HNO2(FNA)농도는 0.13 mg/L이다.
Nitrosomonas의 성장은 고형물 체류시간에 의해 지배를 받고,Nitrobacter는
기질이 제한된 상태에서 성장한다.NO2--N 까지의 질산화는 NO3--N까지 질산
화시키는 경우에 비해 75%의 산소만을 필요로 한다.최고의 질산화 속도를 얻
기 위해서는 암모니아의 Nitrosomonas에 대한 독성을 억제시켜야 하며,
Nitrobacter에 대한 암모니아 독성 농도는 유지시켜야 한다.7)

Nitrosomonas의 경우 FA 10～150mg/L,Nitrobacter에는 FA 0.1～10mg/L
에서 방해를 받고 FNA 0.22～2.8mg/L 농도에서 질산화 세균의 대사작용이
저해된다고 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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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생물학적 인 제거

활성슬러지 공정에서 인은 세포합성,침전,미생물 플록에 의한 흡착에 의해
제거된다.인제거율은 RBC(RotatingBiologicalContactors)공정에서는 10～30%,
Tricklingfilter에서는 30%,활성슬러지 공정에서 30～50%정도이다.활성슬러지의
인함량은 1～2%정도이지만 이 비율을 더 높임으로서 인의 방출 및 과잉섭취 현
상을 이용하여 미생물의 각종 물질대사에 필요한 생화학적 당량 이상의 인을 효
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인 과잉섭취는 플러그흐름(Plug-flow)형태의 호기조
이전에 혐기조를 두어 이룰 수 있다.혐기상태하에서 인은 세포로부터 용액중으
로 방출된다.이때 미생물들은 용존 BOD를 섭취하고 이어지는 폭기로 인을 섭
취하도록 한다.
혐기상태(최종전자 수용체로 용존산소나 Nitrate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하에서

Formate,Acetate,Butylate나 다른 저분자 지방산과 같은 탄소원은 확산에 의해
세포막을 통하여 전달된다.불용성 지방형태의 PHB(poly-β-hydroxybutylate)
로 전환하여 저장하고,이 때에 유기된 정인산 (ortho-P)을 용액내로 방출시키
는데,이 현상을 인 방출(Phosphorusrelease)이라고 한다.혐기성조건 다음에
호기성으로 바꾸어주면 인 제거 미생물은 저장되었던 PHB를 분해하여
ATP(AdenosineTriphosphate)를 합성하고,이를 이용하여 용액으로부터 정인
산을 섭취하여 poly-P로 합성하여 세포내에 저장시킨다.이 현상을 인 과잉 섭취
(Phosphorusluxuaryuptake)라고 한다.
질산염의 농도가 10㎎/L이상 초과시 non-poly-P미생물들은 빠르게 분해하

는 물질을 우선적으로 이용한다고 한다.9)

일반적인 미생물 중의 인 함량은 건조중량 기준으로 1.5～3.0%이며,세포체
내에 핵산,인지질,조효소의 구성성분 등으로 존재한다.인을 함유하고 있는
잉여슬러지를 폐기할 때 10～30%의 인 제거 효과가 유발되나,혐기․호기공정
을 이용하는 경우 인 함량은 일반적으로 36%정도에서부터 최저 13.92%에까지
이르기도 하므로 같은 양의 슬러지를 폐기할 때 더 높은 인 제거 효율을 얻을
수 있다.
생물학적 인 제거 시스템은 슬러지 중에 인 제거 능력이 관찰된 이후 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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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ss)을 가하는 방법으로서,호기조 앞에 혐기 접촉조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
이 대두 되었다.이후 혐기조내에는 호기성 전자 수용체가 배제되어야 할 필요
성이 알려졌고 최근에 들어서는 혐기조 내에서 단순 기질의 역할과 필요성이
대두되어지고 있다.
생물학적 인 제거 기전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기초한다.첫째,물은 과량의

인을 다중인산으로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둘째,이러한 미생물은 혐기조
에서 생성된 단순 발효기질들을 이용하여 그들의 세포내에 저장산물로서 동화
시킬 수 있으며,이러한 과정에서 인의 방출을 포함한다.셋째,호기조에서 에
너지는 저장된 산물의 산화에 의해 공급되어지고,세포내 다중인산의 축적량은
증가된다.이러한 인 제거 기전의 개략도는 Fig.2과 같다.

BEPR steps

A
N
A
E
R
O
B
I
C

       SBOD

non-poly-P bacteria → fermentation

VFA

     poly-P bacteria → ← E (PP→Pi)

storing PHB in cell

A
N
O
X
I
C

       (PP←Pi) E ← degradation

CO2 + H2O + Cell

Fig.2.BiologicalExcessPhosphorusRemovalsteps.

생물학적 인 제거방법은 바로 활성슬러지 내에 인을 고농도로 축적시키는 것
으로 다중인산과 PHB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억압조건을 부여해야 한
다.호기성 상태에서 다중인산의 축적은 과잉축적(Overplus)과 과잉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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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xurayUptake)의 두가지 거동으로 이루어 지는데,과잉축적은 어떤 박테리
아가 일시적으로 제한영양소인 인의 적당한 공급을 저지 당했다가 순차적으로
인이 풍부한 상황에 노출되면 발생하고 이때 다중인산염의 축적 속도는 매우
빨라지며,과잉섭취는 인 이외의 필수요소가 제한되었을 때 발생한다.이러한
방출 현상과 과잉섭취를 유기물의 분해 과정과 함께 나타내면 Fig.3과 같다.

Fig.3.Organicandnitrogen variation ofthe anaerobic
/anoixcconditions.

인의 세포 내부 축적은 외부로부터 기질의 공급이 세포가 필요한 양보다 많을
때 일어나며,화합물은 외부로부터 에너지 공급이 세포의 최소유지량보다 적
을 때 이용된다.poly-P미생물이 혐기성에서 저장된 다중 인산을 방출하고 호
기성 상태에서 성장을 위해 세포내부 저장물질을 사용하므로 이런 물질로 인하
여 폐수내의 인을 제거한다.
생물학적 인 제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혐기성 상태에서 탄소의 저장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혐기성 상태에서 기질이 가해져야하고
NO3--N와 산소 같은 전자 수용체의 유입이 극소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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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막의 분류

막은 “두 상을 분리하여 수송되는 물질에 대하여 선택적인 장벽으로 작용하
는 얇은 막”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막분리 공정은 기상 혹은 액상의 혼합물
을 막 양면의 농도차,압력차,전위차 등에 의해 현탁입자나 미생물등을 여과분
리하고 용존성 물질을 제거하는 분리,농축,정제하는 공정이다.특정 처리대상
물질의 성상,구동력 등의 차이로 인해 정밀여과(MF),한외여과(UF),나노여과
(NF),역삼투(RO)등으로 나눌 수 있다.또한 막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Poresize를 측정하는 데 우선 전자현미경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여러 가지
크기의 분자량을 갖는 용질을 사용하여 막여과 실험을 하고 그 배제율을 측정
하는 것에 의하여 막의 분획분자량(Molecularweightcuroff)을 구할 수 있다20).
막분리법은 적용범위가 소량시설에서 대규모 처리시설까지 적용사례가 늘고있는
추세이며,외국의 경우 1980년대 일본에서는 대형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
를 중수도로서 재활용하기 위하여 중수처리 장치로써 분리막 생물반응조를 사용
하고 있으며,미국이나 캐나다,호주에서도 침지식 분리막 모듈에 대한 많은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1.여과방식에 따른 분류

여과방식은 크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나누어진다.막의 표면에 유속을 주어
여과하는 교차흐름 방식(Crossflow filtration)방식과 유입수의 대부분을 전량
여과하는 전량여과 방식(Dead-endfiltration)이 있다.

가.교차흐름 방식(Crossflow filtration)
교차흐름 방식의 경우 분리막 모듈이 생물 반응조 외부에 위치하는데 순환펌

프를 사용하여 슬러지를 분리막 모듈로 이송시킨다.모듈에 공급된 슬러지는
분리막 표면에 교차흐름을 형성시킴으로써 막표면에 가해지는 전단응력을 이용
하여 케이크층의 형성을 억제한다.관형(Tubular)모듈을 사용할 경우 협잡물이
포함된 고농도의 슬러지에 대한 불리막의 저항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 양돈폐수



- 23 -

혹은 식품폐수와 같이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매우 높고 협잡물이 다량 포함된
폐수에 적용될 경우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전될 수 있다.그러나 운전 방식
상의 한계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단점을 지닌다.분리막의 오염을 완화시키고자
분리막 표면에서의 유속을 크게하기 위해 과다한 에너지가 소모된다.일본의
경우 1㎥의 폐수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전력비는 표준 활성슬러지의 경우
0.3㎾h인데 반해 교차여과막을 이용하는 막결합형 활성슬러지 시스템에서는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설계해도 약 3～3.5㎾h정도로 보고되고 있다.10)분리막
모듈 및 순환에 필요한 펌프,기타 배관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침지형 공법에 비
해 상대적으로 많다.교차흐름 여과에서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막 표면
에서 높은 유속을 유지해야 하므로 고용량 펌프가 필요한데,이때 펌프의 임펠러
등에 의해 발생한 전단응력에 의해 미생물이 손상되어 활성이 떨어지고 미생물
농도가 감소할 수 있다.11)펌프에 의해 발생한 열에 의해 호기조의 온도가 상승
하여 미생물의 활성도가 떨어질수 있으므로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설
계가 필요하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현재는 협잡물이 다량 포함된 양돈폐수나
기타 식품폐수를 제외한 일반적인 오수에는 침지형 막분리 시스템이 적용된
MBR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12)..

나.전량여과 방식(Dead-endfiltration)
전량여과 방식은 기존의 여과 방식과 같이 유입량의 일부분을 여과하고 막에

서 포착한 제거 대상 물질을 소량의 세정수등과 함께 간헐적으로 배출하는 방법이
다.공급되는 원수를 대부분 여과시키는 방법이므로 펌프의 용량이 작아 에너
지 효율이 양호하지만,막의 막힘이 빨리 일어난다.또한 공기세정을 조합하여
세정수만을 이용하는 방법에 비해 배수량을 적게 할 수 있다.

2.공경별 막의 종류

막은 membrane의 종류와 구조,형태 및 재질 등으로 분류 할 수 있으며,일
반적으로 생체막과 합성막(인공막),다공질막과 비다공질막,대칭성막과 비대칭
성막,단일막과 복합막,균질막과 불균질막,유기막과 무기막,친수성막과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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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막,하전막과 비하전막 등으로 나누어 진다.실제 사용되는 분리막의 공경
(Poresize)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되고,공경에 따른 막의 분류 및 제거물질
과 응용기술은 Table4에 나타내었다.

MFMembrane UFMembrane NFMembrane RO Membrane

기능 용액 중의 고체입
자을 분리

용액 중에 녹아 있
는 큰 용질을 분리

용액 중에 녹아 있
는큰용질을분리

용매와 용질을 거
의 완전하게 분리

분리대상 분리입경
0.025～10㎛

분획분자량
1,000～300,000Da
(Daltons)

분획분자량
350～1,000Da
(Daltons)

염류-분획분자량
350Da(Daltons)

조작압력
(×100kPa)

가압방식 :
2정도 이하
흡인방식 :
0.6정도 이상

가압방식 :
3정도 이하
흡인방식 :
0.6정도 이하

2～15

해수담수화 :
50～75

함수탈염 :
4～40

제거대상물 현탁물질,세균류,
조류,원충류 등

현탁물질,세균류,
조류,원충류,바
이러스 등

소독부생성물 전
구물질,농약,
음이온계면활성제,
색도,Ca․Mg이온,
증류잔류물등

염소이온, Na이온
등의 용해염류

응용기술
와인 등의 무균여과,
무균수의 제조,혈
장여과

무균수의 제조,
유분혼합물의 분리,
과즙의 청정화,
혈액분리

경수연화처리,
함수의 탈염처리

해수의 탈염,IC용
초순수의 제조,투
석액의 원액희석용
순수의 제조

Table4.Specificofmembraneandapplicationtechnology

가.ROMembrane(ReverseOsmosisMembrane)
역삼투막의 원리는 반투막에 의하여 용액과 용매가 격리되어 있을 때 용매가

용액쪽으로 이동하는 정삼투압 현상에서 정삼투압보다 더 큰 압력을 가하면 삼
투압 방향이 역으로 작용하여 용액쪽으로 용매가 반투막막을 통과하여 용액은
농축되고 용매가 분리된다.이런 원리로 용액중의 임의의 물질을 분리,농축,
분류하는 방법을 역삼투압막이라고 한다. 역삼투막의 재질로는 Cellu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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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tate나 AromaticPolyamide를 위시하여 최근에는 염용액을 99%까지 제거
시킬 수 있는 복합막이 개발되었다.
이 복합막은 지지층 위에 염제거 효과가 큰 고분자 박막을 형성시킨 것으로

지지막은 기계적강도가 크고 내화학약품성이 큰 Polysulfone이 주로 사용되며,분
리층은 Cellulose-triacetate등이 주로 사용된다.
현재 해수의 담수화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NFMembrane(NanofiltrationMembrane)
NF막은 계면활성법에 의한 복합막으로 폴리아미드,설폰화폴리설폰 등을 소재

로 하여 분획분자량 및 특성이 RO와 UF막의 중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분
리원리는 RO와 같은 용액의 확산을 이용하지만 RO막에 비해 낮은 압력에서도
높은 투과플럭스(Flux)를 얻을 수 있다.NF는 일부 염을 저지하여 유기물에 대
해 200～500정도의 분획분자량을 갖고 10Å(200～500)의 가상 공극을 갖고,해
수의 담수화에 사용되는 RO와 구분하기 위해서 명명된 것이다.

다.UFMembreane(UltrafiltrationMembrane)
한외여과막은 반투막을 이용하여 저분자와 고분자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물에 용해된 고분자의 농축과 정제에 이용되고 있다.Poresize는 0.001～0.1㎛를
가지며 1～10kgf/㎠의 압력을 구동력으로 분리가 이루어진다.UF막은 보통 이
방성구조로 되어 있으며,선택분리기능을 가진 표면활성층과 이를 지지하는 다
공성 지지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Fig.4는 UF막의 단면모형이다.표면활성층의 기공크기는 콜로이드성

물질의 분별이 가능할 정도로 크기가 작고 미세하므로 분리능력을 ㎛단위로 표
시하지 않고 걸러낼 수 있는 분자량의 크기인 분획분자량으로 나타낸다.UF공
정에서 투과플럭스를 지배하는 인자는 막의 저항,막면에 생성된 농도분극층 또
는 Gel층의 저항이며 투과플럭스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난류(Turbulence)를
크게 하거나,인위적으로 Gel층을 제거하는 방법이 막의 재질로는 Cellulose
유도체가 일반적이고 Polysulfone가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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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Schematicshapeofultrafiltrationmembrane.

라.MFMembrane(MicrofitrationMembrane)
MF는 다른 막분리 공정에 비해 높은 투과플럭스를 가지며,재래식 공정(침

전,여과부상,원심분리)에 비해 투과 수질이 좋은 분리 공정이다.수중에 존재
하는 대부분의 오염물질(0.05～10㎛)을 제거 가능하나 공경(Poresize)이 다른
막에 비해 크기 때문에 콜로이드가 공극안으로 유입되어 내부 폐색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MF막의 저해 요인이 된다.높은 투과플럭스와 세척이 용이하고
경제성 및 적용의 용의함 등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막의 재질로는
셀룰로오즈나 나이론, PVC(Polywinyl Chloride), PP(Polypropylene),
PE(Polyethylene)등 여러 고분자 물질이 적합하다.

3.모듈의 종류

모듈이란 막을 용기에 적합하도록 만든 여과기를 말하며 막이 운전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장 작은 단위를 “모듈”이라고 하며 압력지 용기와 유입부,농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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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과부로 구성된다.
막 오염을 막기 위해 투과유속에 변화를 주어 막 오염을 방지하고 투과 유속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연구되어지고 있다.막 모듈의 형태 및 유체의 흐름 과정의
변화는 막 표면에서의 농도분극과 케이크 층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막 모듈에
변화를 주는 방법으로는 모듈의 구조나 형태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다.13)

가.관상형(Tubular)모듈
관상형 모듈은 내압용기의 내측에 관상의 막 Element를 여러개 모아둔 것을

말한다.막의 충진 밀도는 작지만 유로의 단면이 크므로 현탁입자를 함유한 액
체에 대해서 사용 가능하다.관상형에는 유기막과 무기막이 있는데 유기막
Element는 다공질 지지관에 막을 고정시켜 단관을 사용하나,무기막 Element는
단관외에 여러개의 막 Element를 고정시킨 Monolith형태가 있으며 Fig.5에 나
타내었다.

Fig.5.Tubulartypemodule.

나.중공사(Hollow fiber)모듈
중공사 모듈은 원통형의 압력용기 내부의 원형튜브 주위로 수천에서 수만개

의 투과 공극을 가진 섬유성 실을 배열시킨 형태로 반투막을 통과한 투과수만
이 중공사 내부로 들어와 집수관을 통해 외부로 빠져나간다.다수의 중공사 막
을 묶어 만들어 모듈 단위부피당 막면적을 크게 할 수 있고,통수 방식은 막 내
측에 유입하는 내압식과 막 외측으로 원수를 유입하는 외압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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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지식 한외여과 중공사막 모듈의 경우 모듈의 제작시에 막 투과 유효면적을
넓히기 위해 충진밀도를 무리하게 높이면 중공사막들이 서로 엉키게 되어 투과
플럭스가 감소하게 된다.이를 위해서는 하나의 단위 모듈 당 중공사막들의 적절
한 수의 충진밀도를 가져야 한다.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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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절 침지식 막분리 활성슬러지 공정

침지식 막분리 공정은 분리막 모듈을 폭기조에 침지시키기 때문에 순환펌프
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전형적인 A2/O공정에서는 반송액을 혐기조 다음에 있
는 무산소조에 유입시키지만,변형된 형태의 A2/O로서 혐기조의 MLSS농도를
고농도로 유지하기 위하여 반응조를 무산소조-혐기조-호기조(MBR)순으로 배
열하고 반송액을 Oixc조에 주입한다.
혐기조에서는 유기물을 이용하여 인을 방출시키고 무산소조에서는 고농도인 유

기물의 농도를 낮추고 호기조에서 반송된 NO3--N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탈
질균을 이용하여 탈진화반응을 유도하여 N2gas로 환원시켜 질소를 제거하기
위한 조이며,혐기조와 무산소조는 산소의 외부유입을 막기 위하여 상부를 밀폐
시켰다.반응조 상부에는 폐수의 부패 방지 및 MLSS를 부유상태로 균일하게 혼
합되도록 수중교반기를 설치하였고 호기조에서는 미처리된 유기물을 제거하고
질산화를 유도하고 분리막 하단부에 설치된 산기관에서 방출되는 공기방울들의
상향류는 미생물에 산소를 공급함과 동시에 폭기조를 혼합하는 역활을 한다.
또한 중곡사막의 표면을 따라 상향하여 분리막에 적절한 전단응력을 가하거나
중공사들의 유동에 의해 케이크층이나 콜로이드 입자 등의 제거에 의한 막 오
염 억제도 동시에 이루어진다.여과수는 흡임펌프를 이용해 유출수부를 감압하
여 얻게 된는데,보통 막 투과압력이 0.5bar이상인 조건에서 운전되며,침지
된 막을 통하면서 압력차에 의해서 고형물질과 깨끗한 투과수가 분리된다.
일반적으로 미생물 농도는 4,000～3,000MLSSmg/L정도로 다른 공정들에 비
해 매우 높게 유지되며,잉여슬러지의 발생량이 적으므로 별도의 처리는 불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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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내용 및 방법

제1절 실험장치

본 연구에 사용한 실험장치는 원수조,무산소조,혐기조 및 호기조(MBR)로
구성되며,여과,역세 및 온도를 자동제어 할 수 있고,DO,차압,여과량,ORP,
pH 등이 자동모니터링 되도록 컴퓨터에 연결하였다.또 membrane이 침적된
호기조의 수위를 레벨센서가 감지하여 원수를 유입하며,반응기내의 온도가 20
～25℃로 유지되도록 항온수조 내에서 실험하였다.Fig.6에 실험장치의 개략도,
Fig.7에 실험장치 및 제어판의 사진을 나타내었다.

PPPPM M

Air compressor

Inffluent PPPP

Oxic
Anoxic Anaerobic

PPPP

Water bath

PPPPPPPPM M

Air compressor

Inffluent PPPPPPPP

Oxic
Anoxic Anaerobic

PPPPPPPP

Water bath

Fig.6.Schematicdiagram ofexperimentalMBR

Fig.7.Photographyofautomaticcontrolmembrane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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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기는 두께 8mm인 투명 아크릴로 제작하였다.반응기의 용량은 총 130L
로서 무산소조와 혐기조는 각각 30L이고,호기조는 70L이며 내부에 2개의 중공
사형 막 모듈을 설치하였다.
막 모듈은 높이 30cm,상부외경 5cm,하부외경 33cm인 원추형으로서 아

크릴 및 PVC제품이며,접합제로 접합하여 제작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중공사
형 막을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였다.Fig.8에 중공사형 막이 조립된 막 모듈의
사진을 나타내었다.

Fig.8.Photography of hollow
fibermembranemodule.

실험에 사용한 중공사형 막은 HydrophilizedPolysulfone재질로 2개의 모듈에
막이 80개 설치되어 있으며 국내의 Kolon사 제품으로 인장력 및 내구성이 강
하여 물리적으로 쉽게 파손되지 않으며 막오염이 적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막의 규격은 외경 2mm,내경 0.8mm,길이 30cm,공경
0.3㎛이며,인장력 25㎏f/fiber,초기 flux는 425LMH(m3/m2․hr)이며,막의
총면적은 0.1507m3이다.Table5에 실험에 사용한 막의 특성과 규격을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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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Characteristics
OuterDiameter 2.0㎜
InnerDiameter 0.8㎜
Length 30㎝
Poresize 0.3㎛
Type Hollow fiber

Purewaterflux 425LMH
10㎪

TensileStrength 25㎏f/fiber
Material HydrophilizedPolysulfone

Membranenumbers
inmodule 80

Membranesurface
areainmodule 0.1507㎡

Table5.Characteristicsandsizeofmembraneusedthis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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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실험대상 폐수의 특성 및 분석방법

1.실험대상 폐수

실험대상 폐수는 인천시에 소재한 S농장 양돈폐수처리장의 1차 침전조 유출
수를 채수하여 사용하였다.축사 청소수가 배출될 경우에는 청소전에 퇴적된
고형물이 배출되어 오염물질의 농도가 2배 이상 큰 차이를 보였다.
실험대상 폐수의 BOD는 6,915mg/L,CODCr는 12,929mg/L,T-N은 2,316

mg/L,NH3-N은 1,733mg/L으로 유입되었으며,유입 수질을 Table6에 나타내
었다.
각 반응조의 유입수 및 유출수의 수질은 약 100일 동안 매주 4회 분석하였다.

Parameters
ConcentrationofRaw Water
Range Average

pH 7.5～8.8 8.1
TSS(mg/L) 1,330～5,400 2,960
VSS(mg/L)
BOD(mg/L) 3,700～13,020 6,920
CODCr(mg/L) 9,400～19,260 12,930
TOC(mg/L) 3,450～5,890 3,450
TKN(mg/L) - -
NH3-N(mg/L) 1,250～2,670 1,730
NO2--N(mg/L) 0.0～24.1 7.7
NO3--N(mg/L) N․D N․D
T-N (mg/L) 1,510～3,070 2,320
T-P(mg/L) 47.8～105.8 71.8

Table6.WaterqualityofRaw Water

2.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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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항목의 분석은 수질오염공정시험법과 StandardMethod에 준하여 실험하
였으며,Table7에 수질항목별 분석방법을 나타내었다.
고형물질의 분석은 유입수 10～20 mL 및 유출수 100～250 mL를 각각

GF/C,여과지로 여과한 후 건조하여 TSS를 구하고,건조된 GF/C여과지를 다시
회화로에 넣고 550℃에서 30분간 회화하여 휘발된 질량을 측정하여 VSS를 구
하였다.

ParametersParametersParametersParameters MethodMethodMethodMethod

pH IQ240(USA) pH meter

Alkalinity Titrimetric Method (as CaCO3)

TSS and VSS

Standard Method (Gravimetric)

GF/Cfiltering, Drying at 105-110˚C, 

Drying GF/C, Ignition at 550~600˚C

TCODCr and TCODMn

Standard Method 

(K2Cr2O7, KMnO4 Closed Reflux 

Method)

TOC
TOC Analyzer

(Analytikjena, Multi N/C 3000)

TKN TKN Method

NH3-N Ultraviolet Method

NO2
--N, NO3

--N 
Ion Chromatography Method 

(Dionex, DX-100) 

T-N Ultraviolet Method

T-P Ultraviolet Method

Table7.Waterqualityanalytical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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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반응조의 운전방법

실험에 사용한 접종슬러지는 국립환경연구원내 폐수처리장의 생활계 반송슬
러지를 채취하여 1주일 동안 순응시킨 후 사용하였다.호기조의 DO는 표준활
성슬러지 공정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농도(2.0 mg/L)와 비슷한 1.5～3
mg/L를 유지하였다.
MLSS및 반송비에 따른 오염물질의 제거율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리학적 체

류시간(HRT)을 20일로 고정하고,Step1에서는 MLSS농도 3,000～4,000mg/L
및 반송비 300%,Step 2에서는 MLSS농도 6,500～8,000 mg/L 및 반송비
300%,Step1에서는 MLSS농도 6,500～8,000mg/L및 반송비 500%로 변화시
키면서 운전하였다.
실험기간 중에 슬러지는 인발하지 않았으며,원수가 연속공급 되었기 때문에

외부탄소원은 사용하지 않았다.
다음 Table8에 운전형태별 반응조의 운전조건을 나타내었다.

Operation
parameters Step1 Step2 Step3

HRT 20day 20day 20day

MLSS(Oxic) 3,000～4,000mg/L 6,500～8,000mg/L 6,500～8,000mg/L

Recyclerate 300% 300% 500%

Table8.Operatingconditionofreactor

본 연구에서는 유입수의 질소 성분을 막분리 기술과 A2/O를 결합시켜 질소
제거효율을 높이고자 하였으며,질산화 미생물은 종속영양미생물에 비해 성장
속도가 느리며 충격부하에 민감하기 때문에 반응조내 미생물 농도를 높게 유지
하는 것이 처리 효율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따라서 미생물의 침
강 특성에 관계없이 고액 분리를 가능하게 하여 안정적인 처리수를 얻을 수 있
게 함과 동시에 반응조 내의 미생물 농도(MLSS)를 기존 활성슬러지 공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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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배 높게 유지하기 위해 MBR 공정을 적용시켜 MLSS와 반송비에 따른
각 공정의 유기물 및 T-N,NH3-N의 제거율 및 FreeAmmonia(FA)및 Free
NitrousAcid(FNA)에 의한 질산화 독성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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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과 및 고찰

제1절 TSS농도의 변화 및 제거율

반응기의 운전기간 동안 유입수의 TSS농도는 2,200～6,900mg/L이고 평균
3,323mg/L이었고,축사 청소수가 유입될 때 농도가 큰 값을 보였다.처리수의
TSS농도는 9～22mg/L이고,대체로 평균 16.3mg/L의 일정한 값을 나타내었
다.Step1,2및 3모두 제거율의 차이는 미미하였으며 운전기간 동안의 평균
제거율은 99%로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MBR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고형물이 거의 제거되지만 막의 노후되어 터지거

나 오염되어 한계압력 이상으로 작용되면 파손되어 고형물질이 누출될 수 있
다.28)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파손에 의한 고형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
여 2중 막으로 설치하였다.
TSS의 제거율은 운전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약간씩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여과가 진행됨에 따라 배제된 물질들이 막의 표면에 gel
층이나 입자층을 형성하여 막의 공극을 폐색시켜 공극이 작아지는 효과를 유발
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Fig.9에 step1,2및 3에서 유입수 및 처리수의 TSS농도와 제거율을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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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유기물질의 농도 변화 및 제거율

1.BOD농도의 변화 및 제거율

Fig.10과 11에 유입수와 유출수의 TBOD와 SBOD농도 및 제거율을 나타내
었다.반응기의 운전기간 동안 유입수의 BOD농도는 3,704～13,020mg/L이고
평균 6,915mg/L이며,가동 후 30일경에 막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유기물이 누
출되어 BOD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
BOD 제거율은 평균 98%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Step1이 97%,Step2가

99%,Step3이 99%로서 운전형태에 따른 BOD 제거율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한편 처리수의 평균 BOD농도가 78.9mg/L로서 축산폐수 방류수 기준인 150

mg/L보다 훨씬 낮으며 안정적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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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1.VariationofSBODconcentrationandremovalefficiency.

Fig.12에 운전형태별 BOD 농도를 나타내었다.Step1에서 무산조소 71%,
혐기조 5%,포기조 14%이고,Step2에서 무산소조 82%,혐기조 2%,포기조
9%이며,Setp3에서 무산소조 74%,혐기조 0%,포기조 16%로 반응조별 BOD
제거는 무산소조에서 평균 75%이상의 제거율을 보여 대부분의 BOD가 제거됨을
볼 수 있는데,이는 반송에 의한 유입농도의 희석효과 및 반송액중의 아질산,
질산농도로 인해 탈질 반응이 일어나 유기물이 소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처리수의 제거율이 높은 이유는 막자체에 미생물들이 부착되어 생물막을
형성하여 대부분의 미생물들과 부유물질이 제거되었다고 사료된다.일반적인 활
성슬러지 MBR의 경우 BOD제거율이 낮다고 하였으나,16)99%의 높은 제거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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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ODCr농도의 변화 및 제거율

Fig.13과 14에 운전형태별 유입수 및 처리수의 TCODCr및 SCODCr농도 및
제거율을 나타내었다.
반응기의 운전기간 동안 유입수의 CODCr농도는 9,400～19,260mg/L이고,평

균 12,919mg/L이다.운전기간 동안 평균 CODCr제거율은 90%이상 높은 제거
효율을 나타내었고,Step1이 90.1%,Step2가 90.2%,Step3이 90.6%로서 운
전형태에 따른 CODCr 제거율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유기물의 부하량 변화에
관계없이 처리수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Step1,2및 3에서 유출수의 평균 TCODCr농도는 1218mg/L이고, Step1,2

및 3의 BOD농도 68.33mg/L와 비교하면 처리수중에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
지 않은 난분해성 유기물이 많이 잔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돈 폐수중의 유기물을 물리적․생물학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사료된다.김 등17),Giuseppe등18)과 Barker등19)은 축산폐수의 생물학적처리공정
에서 미생물의 생성과 사멸에 따른 대사과정의 부산물로서 SMP(Soluble
MicrobialProduct)가 다량 생성되어 잔류함으로써 처리수의 수질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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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4.VariationofSCODCr concentrationandremovalefficiency.

Fig.15는 각 Step1,2,3의 반응조별 CODCr의 농도 변화 추이로 나타내었다.
Step1에서 무산조소 47%,혐기조 -11%,포기조 24%이고,Step2에서 무산소
조 54%,혐기조 -18%,포기조 18%이며,Setp3에서 무산소조 25%,혐기조
5%,포기조 23%로 반응조별 CODCr제거는 혐기조에서 1차 제거되고,고형물질
속에 포함되어 있는 CODCr이 막에 의해 배제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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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질소의 제거특성

1.T-N농도의 변화 및 제거율

Fig.16에 운전형태별 유입수 및 처리수의 T-N농도 및 제거율을 나타내었다.
반응기의 운전기간 동안 유입수의 T-N농도는 1,506～3,066mg/L이고,평균

2,316mg/L이며,평균 T-N제거율은 81.2%의 제거효율을 나타내었고,Step1,
Step2및 Step3에서 각각 73.3%,83.1%,87.3%의 제거율을 나타내었다.Step
1과 2의 MLSS의 변화에 따른 T-N제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으
며 이는 질산화균과 같은 성장속도가 느린 미생물의 농도를 높게 유지 할수 있
어 높은 질산화율을 얻을 수 있다.20)Step2와 3의 반송비에 따른 변화에도 제
거율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고,호기조에서 질산화가 되고 호기조에
반송된 NO2--N 및 NO3--N가 혐기성조와 무산소조에 의한 무산소조건에서 탈
질이 일어나 질산화 박테리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아지면서 제거율이 증가
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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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7에 Step별 반응조의 T-N농도를 나타내었다.
Step1에서 무산조소 48%,혐기조 -2%,포기조 18%이고,Step2에서 무산소

조 64%,혐기조 -6%,포기조 20%이며,Setp3에서 무산소조 62%,혐기조
-4%,포기조 2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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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H3-N농도변화 및 제거율

Fig.18에 운전형태별 유입수 및 유출수의 NH3-N농도와 제거율을 나타내었
다.
반응기의 운전기간 동안 유입수의 NH3-N농도는 1,248～2,670mg/L이고,평균

1,733mg/L로서 유입되며,처리수의 농도는 Step 1,2및 3에서 각각 81.4
mg/L,150mg/L,52mg/L로서 제거율은 각각 81.4%,89.3% 및 99%이었다.
운전 30일 이후부터 호기조의 NH3-N농도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45일경에 안

정화되었다.질산화 미생물의 반응시스템에 대한 적응기간이 길고,유기물 분해
속도도 다른 미생물에 비하여 느려서 안정화되기까지 45일 정도가 소요된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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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8.VariationofNH3-Nconcentrationandremovalefficiency.

Fig.19에 Step별 반응조의 NH3-N농도를 나타내었다.
Step1에서 무산조소 49%,혐기조 2%,포기조 26%이고,Step2에서 무산소

조 73%,혐기조 -2%,포기조 16%이며,Setp3에서 무산소조 66%,혐기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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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조 30%로 호기조에서 질산화가 일어나 대부분 제거되며,호기조와 처리수
를 비교해보면 막자체에서는 NH3-N의 이온 크기가 너무 작아서 막에 의한 물
리적 제거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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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인 제거 특성

Fig.20에 운전형태별 운전기간 동안 유입수 및 유출수의 인농도 및 제거율
을 나타내었다.
반응기의 운전기간 동안 유입수의 인농도는 47.8～105.8mg/L이고,평균 71.8

mg/L이며,유출수의 농도는 Step1,2및 3에서 각각 23.4mg/L,24.1mg/L,
22.8mg/L로서,평균 제거율은 64.6%이고,Step1,2및 3의 제거율은 각각
62.6%,60.9% 및 69.3%이었다.
인제거 효율이 비교적 높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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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0.VariationofT-Pconcentrationandremovalefficiency.

Fig.21은 Step별 반응조의 인농도를 나타내었다.
Step 1에서 무산조소 -1%,혐기조 -17%,포기조 23%,유출수 60%이고,

Step 2에서 무산소조 -59%,혐기조 -58%,포기조 62%,유출수 100%이며,
Setp3에서 무산소조 -77%,혐기조 -67%,포기조 15%,35%로 무산소조,혐기
조,포기조로 미생물에 의해 축적되는것을 알 수 있으며,막에 의해 배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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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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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R에서 활성슬러지조에 철이나 알루미늄이온을 투여할 경우 인은 불용성
염의 형태로 군체를 만들게 되고 이 군체는 반응조 바닥에 침전되거나 또는 분
리막에 의해 제거된다.21)

인 제거 측면에서는 호기조에 직접 A ,Fe계열의 금속염을 응집제로 투여
함으로써 APO4또는 FePO4등의 침전물을 형성,제거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
으며,대략 80～90%의 제거 효율을 나타내고 있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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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FA(Freeammonia)및 FNA(Freenitrousacid)에 의한
질산화 독성

폭기조에 NH3및 NO2-가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으면 생물반응조 기질의 활성
이 저하되므로 생물학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22)Nitrosomonas는 FA 10～150
mg/L에서 방해를 받고,Nitrobacter는 FA 0.1～10mg/L에서 방해를 받으며,
FNA 0.22～2.8mg/L에서는 질산화 세균의 대사작용이 저해된다.23)

본 연구에서는 실험에 사용한 양돈폐수 중에 함유된 FA(Freeammonia)및
FNA(Freenitrousacid)가 질산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각 Step별
FA농도 및 FNA농도를 측정하였으며,Table9에 각 Step별 공정별 FA농도를
나타내었다.
각 Step별 공정의 FA농도는 12.6～160.8mg/L로서 모두 Nitrosomonas저해

기준 10mg/L및 Nitrobacter의 저해기준 0,1mg/L를 훨씬 초과하고 있으므로,
Nitrosomonas및 Nitrobacter의 생육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쳐 질산화율이 저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Step1 Step2 Step3
Influent 160.8 54.5 114.9
Anaerobic 156.6 46.1 112.4
Anoxic 99.2 39.5 99.5
Oxic 57.9 38.0 12.6
Effluent 1.4 1.3 0.6

Table9.FreeAmmonia(FA)conentrationofeachstep
unit:mg/L

Table10에 각 Step별 공정별 FNA농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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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정별 농도는 모두 0.1mg/L이하이며,FNA에 영향을 받는 호기성조에서
모두 0.8mg/L이하로 측정되었고 이는 FNA에 의한 Nitrobacter의 생존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Step1 Step2 Step3
Influent 0.00131 0.00241 0.00032
Anaerobic 0.00001 0.00017 0.00005
Anoxic 0.00071 0.00014 0.00009
Oxic 0.00382 0.00233 0.00152
Effluent 0.00891 0.00764 0.00594

Table10.FreeNitrousAcid(FNA)conentrationofeachstep
unit: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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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각 Step별 공정별 질소화합물의 거동
Fig.22,23및 24에 각 Step별 반응조의 질소화합물의 거동을 나타내었다.
Step1,2및 3에서 NH3-N의 평균 제거율은 각각 81.4%,89.3% 및 99%로
Step3로 갈수록 질산화가 잘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Step1,2및 3에서
모두 완전 탈질산화까지는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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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질산화율 및 탈질소율

질산화율은 0.018～0.101gNH3-N/gMLVSS/day로 나타났으며,탈질소율은 혐
기조에서 0.015～0.196 gNOX-N/gMLVSS/day, 무산소조는 0.011～0.149
gNOx-N /gMLVSS/day로 모두 1차 반응만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었으며,다음
Fig.26은 질산화율과 탈질소율을 구하여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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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Flux및 막오염

실험기간동안 membrane의 Flux변화를 Fig.25에 나타내었다.운전은 5분 흡
인 5분 역세로 운전되었으며,운전기간동안 호기조내의 산기관 및 역세척에 의
한 물리적인 세척만 하였다.Flux의 측정은 처리수 및 흡인시간을 이용하여 계
산을 통하여 측정하였고,Flux곡선이 비교적 완만히 감소하는데 이는 막외부
에 미생물에 의한 Biofilter의 영향으로 보여지며 운전기간 중 약 60일 정도에
Flux가 0.5(L/㎡/day)에서 Fouling이 걸린상태로 판단되어 이때 막의 화학적
세정 또는 소생이 필요하다.
침지형 MBR을 이용한 실험에서 Flux는 반응조내의 MLVSS농도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고 보고하였다.24)미생물 농도가 케이크 저항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며 MLSS가 증가 할수록 Cake저항이 커진다고 하였다.그러나 최근에 연구
되고 있는 막오염 인자는 Cake층 형성에 의한 오염보다는 주로 ECP(Exocellular
polymer)와 같은 미생물의 대사산물에 의한 막오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ECP는 생물반응기의 운전 조건이나 미생물의 상태에 따라 그 양이 변하
며 막오염의 주된 원인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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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기존의 N․P 동시제거 공정인 A2/O공법과 UF분리막을 결합한 Membrane
Bioreactor를 이용하여 MLSS와 반송비에 따른 양돈폐수의 유기물,N 및 P의
제거율을 조사하였다.또 FreeAmmonia와 Freenitrousacid에 의한 질산화
특성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유입기간 평균 TSS의 제거율은 99%이었고,유출수의 농도는 9～22mg/L
이었다.운전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제거율이 점점 향상되었으며,안정적으로 운
전되었다.

2.운전기간 평균 BOD의 제거율은 99%이었고,유출수의 평균 농도는 78.9
mg/L로서 방류수 수질기준인 150mg/L보다 훨씬 낮았으며 안정적으로 처리하
였다.

3.유입수의 평균 TCODCr농도는 12,919mg/L이고 평균제거율은 90%이상이었
으며,운전형태에 따른 제거율의 차이는 미비하였다.유출수의 농도가 1,218～
810mg/L로서 난분해성 유기물이 다량 함유함을 알 수 있다.

4.운전기간 유입수의 T-N 농도는 2,316mg/L이고 평균제거율은 81.2%이었다.
MLSS농도가 높고,순환비가 클 때 제거효율이 가장 우수하였다.

5.운전기간 유입수의 평균 T-P 농도는 4.8～105.8mg/L이고 평균제거율은
64.6%이었으며 MLSS농도가 높고 순환비가 클때 제거율이 가장 우수하였다.

6.각 Step별 공정의 FA농도는 12.6～160.8mg/L로서 Nitrobacter와 Nitrosomonas
저해기준보다 훨씬 초과하여 미생물의 생육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쳐 질산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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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각공정별 FNA농도는 무두 0.1mg/L이하로서 미
생물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MembraneBioreactor를 이용하여 양돈폐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물리,화학적 방법으로 고형물과 유기물을 제거한 후 처리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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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한글:막결합형 A2/O공법을 이용한 양돈폐수 중의 유기물
및 질소제거에 관한연구

영문:A StudyontheTreatmentofSwineWastewater
byA2/OProcessCombinedwithMembrane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다 음 -
1.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기억장치에의 저장,전송 등을 허락함

2.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ㆍ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배포ㆍ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저장,전송 등은 금지함.
4.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ㆍ출력을 허락함.

동동동의의의여여여부부부 :::동동동의의의(((OOO )))조조조건건건부부부 동동동의의의((( )))반반반대대대((( )))

2005년 8월 일

저작자: 조 홍 표 (서명 또는 인)

조조조선선선대대대학학학교교교 총총총장장장 귀귀귀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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