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고온성 종균제에 의한 제지 폐수 처리
4.1 서론
21C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인류는 보다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계속적
으로 과학과 첨단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하지만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환경
오염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자주 나타나면서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오염 문제는 전 인류의 관심사로 부
각되었고 서구 선진공업국들은 오래 전부터 정부 지도 하에 이에 대처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각종 새로운 환경법을 만들고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고 각종 환경단체들이 즐비하게 늘어나 기업들의 환경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펄프제지공업은 화학공업, 철강공업, 전자산업 등과 같이 전형적인 용수산업
으로 자리잡고 있다. 종이는 현대에 들어와 정보 산업의 발달에 따라 기하급수
적인 수요의 확대로 생산량이 급증하였는데 이에 따르는 펄프제지공장의 폐수
배출량이 증가되고 있다. 제지폐수는 COD에 비해 BOD가 낮고 하천이나 해안
방류시 부유물질(미세한 섬유질, 콜로이드물질)의 침전에 의한 2차 수질오염을
유발한다. 펄프제지용수는 각 공정에 있어서 처리세정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기
타 냉각수, 온도조절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수자원은 주로 하천수, 지표수, 복류
수 등을 이용하고, 기타 우물물도 사용한다.1,2)
전 산업에서 원료용수와 제품처리, 세정으로 사용되는 용수의 합계는 전 용
수의 약 23%정도에 불과하나, 펄프제지용수는 85%정도가 공정에 있어서 처리
용수로서 사용되고 있고, 냉각용에 사용되는 것은 불과 5%정도이다. 그러므로
펄프제지공업의 용수의 수질은 상당히 중요하다.1,2)
대부분의 제지폐수 처리는 생물학적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폐수 내에
존재하는 유기물 중 생물에 의해서 분해 가능한 유기물을 미생물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방법이다. 생물학적 처리에 이용되는 미생물은 대부분 중온성 이기
때문에 급격한 온도변화에 사멸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겨울철 및 여름철
의 온도변화는 미생물의 사멸을 야기하고, 이는 곧 처리수질악화로 이어지게
된다.62) 온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냉각설비로도 온도저하에 한계를 갖게되고, 폭
기조의 온도는 39℃에서 50℃까지 올라가게 된다. 이로 인해 미생물의 사멸이

초래되고 따라서 미생물을 이용하여 폐수를 처리하는 공장의 방류수 수질은 악
화되게 된다.64)
본 장에서는 온도변화에 따른 미생물의 변화를 파악하는 동시에 고온성 종균
제를 투여하여 제지폐수를 처리할 때의 처리수질을 측정 분석하였다. 이로 인
해 고온에 의한 미생물의 사멸을 억제함으로서 제지 폐수의 처리수질의 악화를
막고 그 적정 투여량을 알아봄으로서 종균제 사용비를 절감할 수 있기 위함이
다.

4.2 연구사
활성슬러지 공정은 1914년 영국의 Ardeb과 Lockett에 의하여 개발되었는데
폐수를 호기성상 태에서 안정화시키는 활성 미생물의 생산과 관련지어 명명되
었으며, 많은 이론들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부유성장법 중 하나인 활성슬
러지 공정은 세균, 원생동물, 후생동물 등으로 이루어지는 혼합미생물 집단(활
성슬러지)을 사용하여, 효소의 존재하에서 하․폐수 중의 유기 오탁물질을 산
화 분해한 후, 최종 침전지에 두어 활성슬러지 혼합액을 고액 분리하여 청정한
처리수를 얻는, 현재 가장 널리 쓰여지고 있는 처리법이다.65)
활성슬러지법은 계속적으로 변형되어 발전해 왔다. 먼저 장기폭기공정
(Extended Aeration System)은 상용 하수처리장에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다음
으로는 산호구(Oxidation ditch)인데 이것은 계란 모양의 도랑으로 이루어져 있
고 폐수 폭기를 위해서는 1개 혹은 그 이상의 회전식 로터 폭기장치가 사용된
다. 다단계 폭기법(step Aeration)은 폭기조 측면에 있는 유입구를 통하여 유입
됨으로 인하여 폭기조 안에서의 유입수 분포를 균등화시키고 산소이용 효율을
높인다. 접촉안정법(Contract Stabilization)은 폐수를 적은 용량의 접촉조에서
20～40분 정도의 짧은 접촉시간동안 미생물과 접촉시킨 후 혼합수는 침전조로
유입되고 침전된 슬러지는 4～8시간의 체류시간으로 운전되는 안정조로 이동된
다. 완전혼합 폭기조는 폭기조내의 균등한 폭기를 유도한 공정이며 이 공법은
충격부하나 독성물질 유입에 내성이 강하다. 고율 활성슬러지법은 고농도 폐수
를 처리하는데 사용되며 표준 활성슬러지 공정에서 보다 매우 높은 BOD 부하
에서 운영된다. 순수 산소폭기법은 순수 산소가 대기중의 산소보다 전달 효율
이 높은 것에 착안한 공정이다. 순수 산소를 폭기조에 공급함으로 인하여 폭기
조내 용존산소 농도가 높게 유지되고 따라서 높은 처리효율과 소량의 슬러지가
생산되는 현상이 발생한다.66)
최근 국내의 용수의 소비량은 공업용수 사용량의 증가와 인구의 대도시 집중
화,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용수
부족현상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추후 수년 내에 물 부족현상은 심각한 사
회문제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결책으로 새로운 수자원의 개
발, 용수절감, 폐수의 고도처리, 공업용수의 재활용 등 Closed System화에 중요
성이 부각되어 새로운 공정들이 많이 운영되어 발전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활

성슬러지 공정들은 오존처리기술, 활성탄처리기술, 고도산화기술, 막분리기술
등과 결합하여 현장 조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활성탄 처리는 분말활성탄, 입상활성탄, 생물활성탄으로 나누어지며, 막분
리기술은 Micro-filtration, Ultra-filtration, Reverse-Osmosis, Nano-filtraion,
전기투석법 등의 종류가 있고, 고도산화기술에는 오존을 활용하여 Ozone/high
pH, Ozone/H2O2, Ozone/UV, H2O2/UV 등의 종류가 있다.67)
또한 이러한 공정들의 처리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미생물을 이용한 종균제
사용법이 새로이 대두되어 연구되고 있다. 생물학적 폐수처리 공정에서 박테리
아와 원생동물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종균제(種菌劑)는 이름 그대로 발
효나 배양을 위한 미생물 종자를 의미하며, 우수한 성질의 균과 충분한 수의
생균수(Viable counter)와 목적에 맞게 이용되므로 미생물에 의해 처리효율을
높이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종균제가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요건들을 이해하고 공정상 수질에 적합한 우수한 종균제를 선택하는 것이다.68)

4.3 이론적 배경
4.3.1. 활성슬러지법의 원리
부유성장법중 하나인 활성슬러지 공정은 세균, 원생동물, 후생동물 등으로 이
루어지는 혼합미생물 집단(활성슬러지)을 사용하여, 효소의 존재 하에서 하․폐
수 중의 유기오탁물질을 산화, 분해한 후, 최종 침전지에 두어 활성슬러지 혼합
액을 고액분리하여 청정한 처리수를 얻는, 현재 가장 널리 쓰여지고 있는 처리
법이다. 미생물과 영양적으로 균형을 이룬 하폐수를 폭기조에서 공기로 폭기,
혼합하면 여러 가지 호기성 미생물이 폐수중의 유기오탁물을 분해, 산화하며
증식한다. 이 사이 폭기, 교반, 혼합에 의해 미생물과 유기, 무기의 부유입자가
응집하며, 침강성이 좋은 활성슬러지가 형성된다. 이러한 활성슬러지는 다수의
호기성 미생물 응집체로 유기물의 흡착력과 산화분해력이 아주 강하고, 또 고
액분리성도 아주 좋은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활성슬러지의
조성은 C5H7O2N으로 나타낸다.69)
1) 활성 슬러지법의 가시적인 지표71,72)
(1) 색깔
색깔은 빈약한 슬러지와 건강한 슬러지를 구별하는 지표로서, 호기성 조건
하에서 건강한 활성슬러지는 암갈색을 나타내는 반면, 충분한 공기를 공급받지
못한 슬러지는 전형적으로 매우 어둡고 검은 색깔을 나타낸다. 폭기조에서는
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화학적인 염료들과 같은 몇몇의 물질들로 인해 여느 때와
조금 다른 색깔이 나타날 수도 있다.
(2) 냄새
적절하게 설비를 운영한다면 냄새 또한 지표가 된다.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시설에서는 불쾌한 냄새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폭기조에서 채취한 건강한 혼합
액 시료는 가벼운 곰팡이 냄새가 난다. 그러나 슬러지가 부패하게 되면, 매우
어두운 색깔과 함께 썩은 달걀(황화수소 가스)냄새와 같은 악취가 난다.

(3) 포말
거품 또한 설비의 가동상태에 대한 실마리를 준다. 유출수에서 소용돌이치
는 하얀 거품덩어리는 부유고형물 농도가 높다는 것을 암시하며, 폭기조내에서
물결치는 투명한 거품은 체류시간이 매우 짧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슬
러지 폐기율을 감소시켜야 한다. 진하고 어두운 거품 덩어리는 오래된 슬러지
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므로 슬러지 폐기율을 증가시켜야 한다. 거품은 하수
관거로 버려지는 화학약품에 기인하기도 한다.
(4) 조류의 성장
처리시설의 벽면과 월류언(weir)에서의 과다한 조류성장은 유입수내의 높은
영양상태를 암시한다. 조류가 자라기 위해서는 인(P) 뿐만 아니라 질소(N)도
필요하다. 몇 종류의 조류는 대기로부터 질소를 고정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
다.
(5) 폭기 형태
물속에 떠 있는 기계식 폭기장치로부터 산기되는 형태는 폭기장치의 몸날이
적절한 깊이로 잠수되어 있는가를 나타낸다. 아주 조금 밖에 산기되지 않는다
는 것은 폭기장치의 적절치 못한 잠수 정도를 의미한다. 폭기조에서의 낮은
DO 농도 또한 적절치 못한 폭기장치 몸날의 잠수 정도를 나타낸다.
(6) 유출수의 청정도
침전지 유출수에서의 높은 부유고형물은 공정의 효율 악화를 나타내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유출수 분석 결과가 2차 침전지의 점검을 지적할 때까지는
유출수의 고형물 농도가 높게 관찰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고형물의 유출이
침전지 월류언 근처의 한 지점을 집중된다면, 월류언이 수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많은 양의 유량이 보다 낮은 월류언 부위로 집중될 것이다. 그리고
물이 월류언을 넘쳐흐르면서 침전지 바닥으로부터 고형물을 밀어 올리게 될 것
이다. 만약 고형물 유출이 월류언의 전 부위에 걸쳐 일어난다면, 침전 특성이
열악한 슬러지가 생겨남을 나타내는 것이다.
(7) 기포
2차 침전지에서의 기포 발생은 슬러지를 너무 오랫동안 잔존시켰음을 나타

내는 것으로서 반송률을 증가시켜야 한다. 침전지내의 슬러지층(sludge
blanket)이 너무 깊으면 바닥 부위에 있는 슬러지가 혐기화(부패)되어 기포를
발생시키는 황화수소(H2S)와 이산화탄소(CO2) 가스를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운전상의 문제점들을 야기 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기포가 상승하면서 생물학
적 floc의 아래에 포착되어 동반 상승을 일으킴으로써 침전지 유출수와 함께
월류언 위로 유실되기 때문이다.
(8) 부상물질
침전지 표면의 부상물질이나 찌꺼기 층(scum layer)은 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원폐수내에 기름이나 유지류가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들은 침전을 방해하
고 BOD 제거 효율 감소의 원인이 된다. 2차 침전지에서의 찌꺼기 층 또한 폭
기조 내부로 너무 많은 공기가 산기되었음을 암시하며, 형성된 공기 방울은 침
전지에 침전되기보다는 floc을 상승시키는 원인을 제공한다. 부상물질의 농도가
1～2㎎/L를 초과한다면, 폭기조 내부의 DO 농도를 점검하여야 한다.
(9) 그 외의 지표들
① 고형물 퇴적
반응조 모퉁이에서의 고형물 퇴적 또는 표면 폭기식이나 산기식 폭기장치
사이에서의 고형물 퇴적은 폭기조내에서의 빈약한 혼합을 나타낸다. 이러한 문
제는 막대기로 문제 지점들을 탐침해봄으로서 알 수 있다. 고형물 퇴적은 침사
지 또는 1차 침전지의 비효율적인 운전에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폭기조내 칸
막이의 적절한 배치는 혼합 양상을 개선하고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고형물 퇴적은 폭기조의 유효용적을 감소시키고 BOD 제거효율에 해로운 영향
을 주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며, 빈약한 침전과 악취 문제를 발생시키
는 혐기성 지대를 야기 시키기도 한다.
②흐름형태
반응조내의 단락류(short-circuiting)는 때때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이다. 단락류는 반응조로 유입되는 원폐수가 유입구에서 유출구로 직
통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설계치 이하의 체류시간과 비효율적인 운전을 초래
한다. 때로는 반응조내에서의 거품 발생 부유고형물이나 부상물질의 관찰에 의
해 단락류를 인지할 수 있다. 적절한 칸막이의 설치가 종종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도 한다.
③난류형성
폭기조내의 난류 또한 문제점을 인지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완전 혼합
반응조에서는 조 전역에 걸쳐 균일한 난류 형태를 나타낸다. 비정형 난류 형태
는 구멍이 막힌 산기관, 불충분한 표면폭기 또는 폭기장치의 부적절한 위치에
의해 야기될 수 있다.
④촉감
만약 펌프, 송풍기 또는 그 외의 설비들이 정상보다 뜨겁게 느껴진다면 경
제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되어야 한다. 펌프와 관로에서의 지나친 진
동을 인식한 후에는 심각한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보정되어야 한다.
2)활성 슬러지의 분석지표71,72)
(1)각종 환경인자의 영향
활성슬러지의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인자로서는 온도, pH, 용존산소농도,
영양물질 농도와 중금속 등의 독성물질이 있다.
①온도
미생물 생존온도의 저온한계는 원형질이 동결하기 시작하는 5℃이며, 고온
한계는 원형질의 변성이 시작되는 온도로, 생존 가능 범위와 성장 가능 범위는
일반적으로 다르다. 활성슬러지처리의 최적온도는 20～30℃이며, 10℃ 이하,
35℃이상에서는 처리 능력이 낮아진다. 생물처리에 대한 온도의 영향을 수량적
으로 나타내기 위해 온도계수 θT를 이용한다.
=

․․․․․․․․․․․․․․․․․․․․․․․․․․․(4-1)

γT γ20θT(T-20)

이때,γT= 수온 T℃일때의 반응률, γ20 = 수온 20℃일 대의 반응률,
θT = 온도계수
활성슬러지법에서 온도계수 θT는 1.0～1.041의 값을 가지고 1.04를 대표값으
로 이용한다.

② pH
활성슬러지는 환경의 변화에 순응하는 능력이 아주 높기 때문에 다소의 pH
변동에는 충분히 견딜 수 있다. 일반적으로 Bacteria는 4.0～9.5의 pH영역에서
성장할 수도 있으나 pH 4이하에서는 H+에 의한 박테리아 산소의 변질이 일어
나며, pH 9.5이상에서는 OH-에 의한 저해작용을 받는다고 한다.
Alfmon과 Dithmer는 박테리아의 성장을 위한 pH 영역은 5～9로 보고하였다.
Metcalf and Eddy와 Eckenfelder는 유기물 분해를 위한 생물학적 처리의 최적
pH는 6.5～7.5라고 하였다. 생물학적공법으로 폐수를 처리할 때 원폐수의 pH가
위의 영역을 벗어날 때 악영향의 하나로 슬러지 Bulking이 생긴다. Fig. 4-1은
대부분의 미생물 성장속도에 대한 pH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여기서 pH는 효소
의 활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인자 중의 하나이다.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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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Effectiveness of pH with growing velocity of microorganism

③ 용존산소(DO)
일반적으로 호기성 생물학 처리에서는 DO를 통상 1～2 mg/L정도는 유지하
여야 하나 오니가 혐기성 상태가 나타날 시 1시간 방치는 2분, 2시간 방치는 5
분이면 부족했던 산소가 회복된다고 한다. Fig. 4-2는 폭기시간 과 유기물 농도
및 용존 산소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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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Change of aeration time and dissolved oxy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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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슬러지 처리의 한계 DO농도는 0～0.5 mg/L전후로, 통상 1～2 mg/L이상
이면 좋다고 알려져 있다. 활성슬러지의 산소이용속도는 하수의 유입구 부근에
서 높고, 출구에 가까워짐에 따라 낮아지기 때문에 폭기조 출구의 DO를 너무
지나치게 높이면 동력비가 많이 들고, 활성슬러지의 자기분해에 의해 활성슬러
지 플록이 해체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미생물을 DO와 관련시키면 호
기성, 혐기성, 임의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혐기성 미생물은 호흡을 위해서 용
존산소가 아닌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산소를 이용한다. 따라서 SO4-2나
NO3-등과 같은 산화물에서 산소를 섭취하고 그 결과 H2S나 N2와 같은 물질을
생성시킨다.
④ 영양물질
활성슬러지의 성장에 필요한 질소, 인 또는 무기원소의 부족이 원인으로 활
성슬러지가 그 처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들을 보충해 줄
필요가 있다. 유입폐수 중의 BOD와 질소, 인의 비는 일반적으로 Eckenfelder가

제안한 BOD:N:P=100:5:1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필요량은 활성슬러지의
운전관리법, 특히, 활성슬러지의 평균체류시간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⑤ 유독물질
활성슬러지의 활동을 저해하는 하․폐수 중의 유독물질로서 중금속, 합성유
기화합물, 농약, 합성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물질은 호흡계와 효소반응계
를 저해하며, 활성슬러지의 처리능력을 크게 낮추어 처리수질의 악화를 일으킨
다. 중금속은 다량으로 유입되면 폐수처리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활성
슬러지에 흡착된 슬러지계로 이행하기 때문에 잉여슬러지의 처리, 처분시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전술한 화학약품과 화합물의 영향은 근본적으로 농도, 온
도, 그리고 접촉시간에 대한 함수이다. 접촉시간과 온도가 증가할수록 상대적으
로 독성은 증가한다. 일정한 접촉시간과 온도에서 미생물 활동에 대한 농도의
영향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자극, 억제, 사멸의 순으로 나타나게된다.저해물
질은 활성오니를 구성하는 미생물의 호흡활성 또는 기질제거 능력을 저하시키
는 등 미생물에 직접 저해작용을 하는 것을 말하지만 그 외에도 활성오니 처리
시설에서 처리능력을 저하시키는 물질이 많이 있다.
활성오니처리시설에서 저해물질은 종류도 다양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
의 저해물질이 상호결합 또는 반응하여 활성저해 상승작용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Table 4-1은 활성오니법에서 처리수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의 한계농
도를 표시한 것이다.72)
Table 4-1. Limit concentration of toxic material
Acid Alkali S

NaCl Fe Cu Cr

Cd

Form ABS
CN aldehyde

Limit
>pH 5～25 5,000～ 100 1 2～10 1～5 1～1.6
Conc. <pH
6,000
(mg/L) 5 9～9.5

800

20

C6H5OH Zn Ni Cl2 As C2H5OH C5H4(OH)2 C6H5NH2 B.H.C D.D.T

Limit
Conc. 250 5～13 1～6 0 0.7 15,000
(mg/L)

600

Toxic Toxic Toxic

(2) 활성 슬러지법의 영향 인자71)
① 활성슬러지 농도(MLSS)
폭기조 내의 정화의 주역인 활성슬러지 미생물 농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일반적으로 MLSS(Mixed Liquor Suspended Solids)로 약칭된다. 일반적으로
표준 활성슬러지법에서의 MLSS는 1,500～3,000 mg/L, 고율 활성슬러지법에서
는 4,000～5,000 mg/L이다.71)
② 미생물의 증식속도
미생물은 다른 생물에 비하여 형태가 대단히 작으나 증식속도 및 물질의 전
환기능은 아주 크며 일반적으로 무성생식을 한다. 미생물의 증식시 대부분의
세균이나 편모충류는 세로로 분열하고 섬모충류는 가로로 분열한다. 미생물의
증식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도기, 대수증식기, 정상증식기, 내생성장기로 나
누어지고 증식속도는 대수증식기에 식 4-2～4-4와 같이 나타난다.71,72)
dN/dt = μN․․․․․․․․․․․․․․․․․․․․․․․․․․(4-2)
여기에서 N : 미생물의 개체수
μ : 비증식 속도
dt : 배가시간
식 4-2를 적분하면 식 4-3과 같다.
lnN/N0 = μt․․․․․․․․․․․․․․․․․․․․․․․․․․(4-3)

여기에서 N0 : 최초의 개체수
비증식속도 μ와 배가시간 t와의 관계는 식 4-4와 같다.
t=

ln 2

μ

=

0.693

μ

․․․․․․․․․․․․․․․․․․․․․․․(4-4)

Table 4-2에 각종 미생물의 증식속도를 나타내었다. 표에서 배양온도와 조건
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비교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미생물의 세포가 작
아질수록 비증식 속도는 커진다. 세균이나 효모는 조류나 원생동물의 비증식속
도에 10배 이상이나 된다.

Table 4-2. Growing velocity of microorganism
Growth rate Temp. Cell dry
Microorganisms
μ(day) t (hr)
(℃) weight (mg)
Bacteria Bacillus megatherium
31.8 0.52
30
3.8×10-9
Escherichia coli
59.1 0.28
37
4.0×10-10
Phodopsevdomonas spheroides 6.9 2.4 34
Nitrosomonas sp.
1.3 12.7
25
staphylococcus aureus
37.6 0.44
37
1.5×10-10
Algae Anabaena cylindrica
0.66 25.0
25
Microcystis aeruginosa
0.64 25.9
25
Navicula minima
0.97 17.1
25
Chlorella ellipsoidea
2.5 6.7
25
Selenastrum capricornutum
1.9 8.7
25
1.9×10-8
Yeast Sacchatamyces cerevisiae
8.3 2.0
20
7.1×10-8
Protozoa Vorticella microstoma
3.3 5.0
20
3.9×10-6
Epistylis plicatilis
1.6 10.2
20
Colpidium campylun
3.6 4.7
20
1.6×10-6
Paramecium caudalum
1.4 12.0
25
3.0×10-4
Tetrahymena pyriformis
5.3 3.1
30
1.4×10-6
Colpoda steinii
5.5 3.0
19
1.2×10-6
Stentor coeruleus
0.75 22.1
20
5.0×10-3
Aspidisca costata
1.2 13.6
20
Metazoa Rotaria sp.
0.28 59.1
20
Philodina sp.
0.23 72.
20
1.8×10-4
Lecane sp.
0.31 54
20
Aeolosoma hemprichi
0.35 47.3
20
3.8×10-4
Nais sp.
0.12 138
20
6.6×10-3
Pristina sp.
0.12 138
20
Dero sp.
0.07 238
20

③ BOD 부하
BOD 부하에는 단위 용적당 BOD 부하로 표시하는 BOD용적부하와 단위 활
성슬러지당의 BOD부하로 표시하는 BOD-SS부하의 2가지 표시법이 있다.

․BOD 용적부하=

( kg BOD/ m

3

․ ․․․․․․․․․․․․․(4-5)

․

Q

d) =

S0

Vr

이때, Q = 유입 폐수의 유량, m3/d
S0= 유입수의 BOD농도, kg/m3
Vr= 폭기조의 용적, m3
BOD 용적부하량은 활성슬러지농도와는 무관하게 높은 정화율을 얻을 수 있
는 범위를 경험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폭기조의 용적 결정에는 편리한 지표이
다.
․ ․․․․․․․․․․(4-6)
․
․BOD 슬러지부하
․
이때, X = 폭기조내 활성슬러지 농도, kgMLSS/m3
( kgBOD/kgMLSS

d) =

Q

Vr

S0

X

BOD-SS 부하는 일정치 이상으로 높게 하면 일반적으로 제거율이 저하하고
처리수질의 악화를 일으킬 경우가 많다. 표준 활성슬러지법은 BOD용적부하
=0.3～0.8(kgBOD/m3․d), BOD 슬러지부하=0.2～0.4(kgBOD/kgMLSS․d)에서
운전된다.
④ F/M 비(kgBOD/kgMLVSS․d)
미생물의 섭취대상, 즉 먹이는 유기물과 무기물로 분류될 수 있다. 유기물을
주로하는 미생물을 heterotrophic 미생물이라하고 무기물을 주로하는 미생물을
autotrophic 미생물이라 한다. 폐수처리에서는 heterofrophic 미생물이 많이 출현되
는데 유기물 F(food)와 미생물 M(microorganism)과의 관계를 표시하면 Fig. 4-3과
같다.

F
F
M
M

시간 ( t )
Time
Fig. 4-3. Change of relation between food and microorganism.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의 섭취분해는 미생물의 증가를 초래하므로 양분의 공
급과 폭기조내의 미생물양 간에는 알맞는 평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분의 미생
물을 폐슬러지로 제거하게 되는 데 이 평형을 F/M비라 한다.
F/M비 = ․․
․․․․․․․․․․․․․․․․(4-7)
θ ․
이때, X = 폭기조내의 활성슬러지 농도, mgMLSS/L
θh = 폭기조의 수력학적 체류시간
Q

Vr

S0

X

S0

=

h

X

⑤ 폭기시간(aeration time)
활성슬러지법에서 폭기시간으로는 반송슬러지를 고려하지 않는 폭기시간
ta(hr)와 반송슬러지를 고려한 폭기시간 Ta(hr)의 두가지 표시법이 있다. 유입수
량 Q(m3/d), 반송수량 Qr(m3/d), 폭기조 용적 Vr(m3)로 하면, 양자의 폭기시간
은 다음과 같다.
․․․․․․․․․․․․․(4-8)
t

a

( hr )

=

24V r

Q

, T

a

( hr )

=

24V r

Q+Q r

일반적으로는 폭기시간은 반송슬러지를 고려해 넣지 않은 하수의 폭기시간
ta를 가르키며, 표준 활성슬러지법에서는 6～8시간이다.
⑥ 슬러지 일령(Sludge age)
슬러지 일령(day)은 유입수내 부유물질의 폭기조에서의 평균 폭기시간을 의
미하며, BOD부하에 대신하는 활성슬러지 공정의 조작 변수의 하나이다. 폭기
조유입수 중의 SS농도를 SS(kg/m3)로 하면, 슬러지 일령은 다음과 같다.
Sludge age( day) =

․
․ ․․․․․․․․․․․․․․․․․․․․(4-9)

Vr
Q

X

SS

슬러지 일령이 0.5～4일의 범위를 넘으면, 활성슬러지의 침강성은 현저하게
악화하며, 표준 활성슬러지법에서는 2～4일로 운전되고 있다.
⑦ 활성슬러지의 평균체류시간
활성슬러지의 평균 체류시간은 활성슬러지 처리공정에서 다루어지는 활성슬
러지 미생물량을 기초로, 활성슬러지 미생물이 폭기조내에 평균 몇 일간 보유
되는가를 나타내는 경우(Sludge retention time, SRT, tr)와, 최종 침전지를 포
함한 활성슬러지 처리 과정 내에 활성슬러지 미생물이 평균 몇 일간 보유되는
가를 나타내는 경우(Mean cell residence time, MCRT, tct)가 있다.
SRT =
이때,

폭기조 내의 총 활성슬러지 미생물량
폐슬러지 및 처리수 중의 MLSS

=

Vr

․

X

Q wX r + Q e X e

․․․․․(4-10)

= 폐슬러지 유량, m3/d
= 반송슬러지 MLSS 농도, mg/L
= Q - Qw = 처리공정에서 나오는 유출수 유량, m3/d
= 유출수 내의 MLSS 농도, mg/L
․ ․․․(4-11)
처리 공정 내의 총 미생물량
MCRT= 활성슬러지
=
폐슬러지 및 처리수 중의
Qw

Xr

Qe

Xe

( V r + V s)

MLSS

이때,

Vs

= 최종 침전지 용적, m3

X

Q wX r + Q eX e

활성슬러지의 평균 체류시간은 본래 폭기조 내에서 새롭게 성장한 활성슬러
지 미생물이 몇 일간 처리 공정 내에 보유되며, 폐수의 처리에 관여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MCRT를 써서 운전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71)
⑧ 슬러지 지표(Sludge Indicator)
슬러지 지표는 활성슬러지의 침전특성을 나타내며 이것에는 슬러지 용량지표
SVI(Sludge Volume Index)와 슬러지 밀도지표 SDI(Sludge Density Index)가
있고, 최종침전지에서의 활성슬러지의 고액분리의 양호정도를 점검하며, 슬러지
반송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SVI는 활성슬러지 혼합액을 30분간 정치, 침전시킨 경우의 1g의 활성슬러지
가 차지하는 용적을 mL수로 나타낸 것이고, SDI는 동일한 방법으로 30분간 정
치한 경우의 침전슬러지 100 mL중에 함유된 활성슬러지를 g수로 나타낸 것이
다. SVI와 SDI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4-12)
정상적인 활성슬러지의 SVI는 50～100이지만, 벌킹을 일으키면 SVI가 300～
400 이상이 되고, 최종 침전지에서의 고액분리가 어려워진다. SVI는 상당히 변
하므로, SVI가 커진 경우에도 충분히 처리될 수 있도록, 중소규모의 처리장에
서는 SVI 200이상, 대규모 처리장에서는 SVI 150이상에서 최종침전지를 설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71,72)
SDI =

100

SVI

⑨ 반송비
활성슬러지 법에서는 폭기조의 활성슬러지농도 X를 소정농도로 유지하기 위
해 최종 침전지 슬러지를 폭기조로 반송할 필요가 있다. 이 반송슬러지농도 및
반송비 관리는 활성슬러지법의 운전조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의 하나이다.7o)
3) 반응조에서 출현하는 미생물
(1) 생물상의 지표

미생물상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현하는 미생물상으로부터 슬러지
의 상태를 진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 대책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상에 나
타나는 생물종의 분포와 그 구성의 특성을 조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① 활성슬러지의 생물상
폐수 중에 함유된 용해성의 유기물은 세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섭취되지만,
미소동물은 이러한 유기물을 영양원으로 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폐수의 정
화는 세균등의 미생물이 주된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원
생동물과 대형동물등의 완전동물성 영양의 미생물이 공존하지 않으면 폐수는
정화되지 않는다.73)
활성슬러지는 300～1,000㎛의 부정형의 Floc이고, 주로 세균이 응집된 것이
다. 이러한 floc의 주위에는 미소동물이 부착되어 있거나 포복하고 있다. 폭기
조의 혼합액을 정치하면, 통상적으로 5～10분 사이에 상등액과 활성슬러지가
분리되며 양호한 활성슬러지에서는 30분 정도의 침전시간에서 상등액은 투명하
게 된다.74)
폭기조는 늪과 같은 수중 환경을 형성하지만 폭기에 의하여 계속해서 격렬하
게 교반되므로 덩치가 큰 생물이 존재하기에는 극히 부적절하다. 활성슬러지에
출현하는 미생물의 크기는 1mm 전후이다. 활성슬러지에 출현하는 주요 미생물
은 세균과 원생동물이나 활성슬러지의 종류에 따라서 균류나 미소후생물의 나
타나는 경우도 있다.75)
ⓐ세균
폐수 중의 용해성 유기물을 직접 섭취하는 것은 주로 세균이다. 활성슬러지
를 구성하고 있는 세균 중에서 현미경에 의하여 항상 확인할 수 있는 것은
floc 형성 세균으로 알려져 있는 Zoogloea ramigera, 사상체를 형성하는
Sphaerotilus natans이다.
Zoogloea 는 활성슬러지 floc의 본체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균체가 젤라틴
상의 물질에 싸여져서 막대형이나 구름 형태로 증식한다. 실제의 활성슬러지에
출현하는 Zoogloea의 전형적인 floc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 현재에는 여러
개의 세균이 floc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Sphaerotilus는 간균이 투명한 꼬투리 가운데에 늘어선 사상체를 형성하고, 이
러한 사상체는 가식적으로 나뉘어서 갈라지는 일이 많다. Sphaerotilus가 상당

수 증식하게 되면 bulking이 일어나고, 최종 침전지에서의 고액분리는 불가능
하게 된다. 이들 외에도 활성슬러지 중에는 많은 종류의 세균이 출현하나 배양
시험의 결과에서는 Achromobacter, Alcaligenes, Bacillus, Flavobacterium,
Pseudomonas 등에 속하는 것이 많다.75)
ⓑ 원생동물
원생동물은 세균과 함께 폐수의 정화를 지배하는 생물이며, 더욱이 처리장
관리의 적절성을 나타내는 지표생물이다. 활성슬러지 중에는 여러 가지의 원생
동물이 출현하지만, 양적 질적으로 가장 많이 확인되고 있는 것은 섬모충류이
다. 활성슬러지 중에 나타나는 원생동물은 약 80종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
다.69)
ⓒ 미소후생동물
활성슬러지에 등장하는 미소후생동물은 일반적으로 윤충류와 선충류이다. 윤
충류로는 Rotifer, Philodina, Lecane, Notommata, Lepadella, Colurella 등이
있으나 개체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 선충류는 일반적으로 Dorylaimus,
Rhabdolaimus, Rhabidits, Diplogaster 등이 있다. 또한 이러한 후생동물은 활
성슬러지 내에서 세균과 원생동물 및 활성슬러지의 조각 등을 섭취한다.73,74)
ⓓ 균류
균류는 진균류 혹은 곰팡이라고도 부르며, 조균류, 뇌균류, 불완전 균류 등이
있다. 많은 종류(사상균)는 실모양의 균사를 번성하게 분기시켜 망상의 집합체
(균사체)를 만든다. 사상체의 폭은 세균보다 상당히 커서 5～20㎛의 것이 많다.
효모는 뇌균류에 포함되며, 타원형 혹은 구형의 단세포이다. 균류의 분류는 생
식기관의 형태 및 포자형성의 방법등이 중요한 기준으로 되어 있으며, 확인을
하려면 배양이 필요하다. 정상적인 활성슬러지에서는 균류는 우점적으로 출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균의 증식이 방해받을 만한 환경에서는 세균을 대신해
서 균류의 증식이 일어난다.
ⓔ 조류
활성슬러지 중에 규조류 및 염조류 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들 조류는
최종 침전지의 slime이 탈락하여 반송슬러지에 혼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상당

한 장시간 폭기로서 MLSS의 농도가 낮은 경우에는 폭기조 중에서 조류가 증
식하는 일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활성슬러지 중에서는 조류가 증식하지 않는
다. 활성슬러지에 조류가 존재했다고 해도 그 역할은 전체의 정화에서 본다면
무시할 정도이다.
② 활성슬러지 관리를 위한 지표생물
앞에서 언급한 미소동물 및 기타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미생물들은 활
성슬러지의 적절성과 처리시설의 관리상태 등을 판정할 수 있는 좋은 지표로
되고 있다. 운전상태에 따른 미생물상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나타내면 Fig. 4-4
와 같다.47)
ⓐ 활성 슬러지가 양호할 때 출현하는 미생물
- 미생물의 특성 : 각종 미소 후생동물 및 흡관층류와 같이 고착성이거나 혹
은 꿈틀거리는 종류이다.
*Voticella : 몸통은 원형에 가까우며 몸체 반대쪽의 가지를 floc에 확실하게
고착시킨다. 가지 중간에는 실모양이 있으며 나선상으로 신축성을 갖는다.
*Epistylis : 개체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2개로 나누어진 수축하지 않는 가지를
갖는다. 세포의 일부분은 대단히 크다. 수질이 양호할 때부터 해체하는 상태
까지 양호하게 나타난다.
*Aspidisca : 타원각형으로 뒤쪽에 다리털과 같은 돌기가 있다. 세포의 크기는
30～160㎛이며, 출현은 양호기에서 해체가 될 때까지이며 용존산소가 높고
pH가 다소 산성에 있을 때이다.
*Carchesium : 개체를 갖고 가지중에 실모양이 있으나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
중간에 유입 BOD 가 높게 되면 개체수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Tokophrya : 흡관은 머리 윗부분에 있으며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진 것과, 몇
개의 다발로 된 것도 있다.
*Podophrya : 몸체는 원형으로 가지를 갖고 흡수관은 세포전에 분포한다. 분열
된 초기단계에서 는 섬모가 있지만 성숙한 충체는 섬모를 잃어버린 대신
흡관을 가지면 세포의 크기는 50～90㎛이다. 원생동물을 잡아먹는 생활
을 하기 때문에 부유성의 원생동물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양호
기를 지나 해체하여 처리수에 SS가 많을 때까지 폭넓게 관찰된다.
*Entoosiphon : 체형의 특징은 원형의 집을 갖고 세포중앙에 세포와 거의 같은

길이의 흡입튜브를 갖으며 세포의 길이는 30～50㎛이다. 출현 환경은 양
호기부터 해체기의 상태에 걸쳐 나타나며, 폭기조 내의 유기물이 대단히
작고 pH가 산성일 때가 많다.
Wealthy activated sludge
①Name : Vorticella, Epistylis, Opercularia,
Aspidisca Carchesium
②Life : Adhere to the Floc
③Floc : Large, strong
↗
↘
Medium
Medium
①Name : Fungi, Amoeba, Euplotes, Oxytrica,
①Name : Litonotus, Chilodonella, Oxytricha Stentor, Euglypha, Litonotus, Diffugia,
②Life : Large size, To have no settled Anthophysis, Colepes, Spirostomum, Arcella,
occupation
Amphiliptus
③Floc : Large, strong floc and suspended ②Life : Large size, To have no settled
floc
occupation
③Floc : Bulk floc,
↖
↙
High F/M ratio → Low F/M ratio
Go bad because of low F/M ratio
Worse activated sludge
①Name : Bodo ,Oikomonas, Monas, Pleuromonas,
Cycoidium, Colpidium, Colpoda, Paramecium,
Amoeba,
②Life : Small, suspended or adhere to floc
③Floc : suspended floc

Fig. 4-4. Relation between microorganism at different activated sludge
conditions.
ⓑ 활성 슬러지 상태가 불량할 때 출현하는 미생물
- 미생물의 특성 : 비교적 운동성이 빠른 미생물로서 상태 악화시는 편모충
류가 점유하는 비율이 높다. 극단적으로 악화시는 미생물의 출현이 거의

없으며 분산성의 세균류가 다량 관찰된다.76)
*Bodo : 한 쪽에 두 개의 편모가 있으며 그중 한 개는 뒤쪽을 향하고 있다. 세
포 크기는 0～25㎛이다. 부하가 대단히 높거나 유기물이 부패하고 폭기
조가 정지 상태일때 많이 나타난다.
*Zoogloea : 응집성이 없기 때문에 다량 관찰 될 때는 처리수에 부유 분산상
세균이 많다. 출현환경은 BOD, SS부하가 갑자기 높거나 DO가 낮아지는
두 가지의 경우이다.
*Plevromonas : 오니의 주변을 돌며 편모를 부착하기도 하고 세포의 크기는
6～10㎛이다. 출현환경은 해체현상이 심할 때와 산소 부족 및 유기물은
작지 않지만 floc 주변의 자기 산화한 세균이 많은 경우이며 부하가 높을
때 출현
*Oikomonas : 몸체 앞부분이 입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편모는
1개이다. 세포의 크기는 5～20㎛이며 출현 환경은 폭기 부족, 과부하일
경우가 많다.
*Colpoda : 충체는 콩모양으로 세포구는 측면의 중앙으로부터 약간 윗 부분에
있고 세포구는 톱니 모양으로 체내에 깊이 열려있는 것이 특징이며 출현
환경은 BOD-SS부하가 0.6～0.7일 때가 가장 많으며 pH가 높을 때,
NH-N농도가 높을 때 출현
*Monas : 충체는 구형으로 활동적으로 움직인다. Monas는 2개의 섬모를 갖지
만 필히 전방을 향하여 섬모는 늘어져 있으며 부착하는 종류도 있다. 출
현환경은 폭기조에 유기물이 없고 슬러지가 해체할 때 다량으로 나타난
다.
*Uronema : 충체는 알모양으로서 대리부분에 섬모는 없다. 세포의 크기는 대
부분 25～50㎛이며, 출현환경은 폭기 부족이나 과부하일 경우가 많다.
ⓒ 활성 슬러지가 불량할 때부터 회복할 때까지 출현하는 미생물
*Litontus : 몸체는 flask 모양으로 가늘고 긴 머리를 갖는다. 머리부분의
오른쪽에만 섬모가 있다. 출현환경은 부하가 높을 때부터 양호하게 될 때
까지 똑같이 관찰된다.
*Chilodonella : 충체는 알모양이고 앞쪽 윗 부분에 돌기된 부분을 갖는다. 출현

환경은 처리수에 유기물이 잔류되어 있을 때부터 양호할 때까지 나타난
다.
ⓓ 활성 Sludge가 분산 및 해체 시 혹은 해체기미가 나타나는 상태에서 출현
하는 미생물.
- 미생물의 특성 : 육질 충류가 대표적 지표생물로서 근족충류, 외부사류, 편
모충류, 섬모충류 등으로 구분된다.
*Amoeba : 50㎛이상의 Amoeba를 말한다. 해체시에는 급증하며 floc
을 흩어지게 한다. 출현 환경은 부하가 적고 용존산소가 충분하여 floc
에 압밀성이 없을 때 많다. Amoeba가 다량 출현할 때 처리수가 양호할
때도 있으나 그대로 안전하게 되면 pin floc이 많게 된다.
*Peramenama : 층계는 실린다 모양이나 꼬리 부분이 평평하게 절단된 것이 특
징이고 세포의 크기는 20～70㎛이며, 출현 환경은 부하가 낮고 용존산소
가 높을 때부터 오니가 흩어질 때까지 관찰되나 개체수는 많지 않다.
*Rotaria : 머리 부분의 섬모가 운동하여 움직인다. 충체의 크기는 500～300㎛
이며, 다리부분을 floc에 흡착해서 머리의 섬모 모양의 고리로 물결을 일
으켜 부유하는 세균과 미소원생동물을 흡입한다. 출현환경은 부하가 낮고
오니가 해체를 시작해서 용존산소가 충분할 때 나타나며 폭기조에서 질산
화가 일어나 pH4로 되어도 관찰된다.
*Oxytricha : 충체는 타원형으로 개구부는 Euplotes와 같은 모양이고 전단부에
있다. 세포 크기는 100～150㎛이며 유기물이 양호하게 상화된 환경에 많
이 출현한다. 그러나 이때의 용존산소가 높거나 낮거나 양쪽 다 관찰된다.
*Phibdina : 특징은 발가락이 4개가 있고 머리에 눈알이 있다. 충체의 크기는
300～1000㎛이며 출현 환경은 유입 유기물이 완전히 산화되어 있지만 큰
floc이 남아 있을 때가 많다.
*Spirostomum : 충체는 긴 사다리 모양으로 1～3㎜이고 원생동물중에서 가장
크다. 출현환경은 부하가 낮고 용존 산소가 높은 처리장에서 질산화가 일
어날때가 많다. 처리수의 투시도는 양호한 상태이다.
*Stentro : 꼬리부분이 좁고 섬모는 개구부를 포함해서 몸 전체가 나사모양이

다. 몸 길이는 1～2㎜이고 출현 환경은 용존 산소가 높을 때에 한하며 부
하가 낮고 처리수가 양호할 때 많이 나타난다.
*Blepharisma : 몸은 가늘고 길며 몸길이의 반이 개구부이다. 세포의 좌측에는
섬모가 없지만 우측에는 큰 막을 갖는다. 강한 일광 아래서 증식하며 출
현 환경은 폭기조 중의 유기물이 양호하게 산화되었을 경우가 많다.
*Arcella : 입의 구멍이 중앙에 있다. 충체의 크기는 30～250㎛이며 출현환경
은 처리수가 양호할 때가 많고 폭기조에서는 질산화가 일어나 pH가 산성
일 경우가 많다. SRT가 길 때에도 관찰이 되며 또 용존산소가 낮아도 출
현하지만 처리수가 양호할 때가 많다. 그러나 용존 산소가 갑자기 낮아지
거나 다른 조건이 급격히 변화하여서는 충체는 몸이 깨어지고 검어지게
된다. 급격한 증식은 과잉 폭기 후 많이 나타난다.

4.4 재료 및 방법
4.4.1 공시 재료

1) 원폐수
화장지를 제조하는 G제지공장의 원폐수를 사용하여 실험을 하였다. 백상지
제지공정이나 고지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화장지 제지회사의 경우보다 원폐수
오염부하가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그 이유로는 제지공정에서 발생되는 오염
물질에 우유팩 재생과정에서 부가적으로 많은 오염물질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원폐수 수질분석은 5회 채취하여 실험하고 평균값으로 얻어진
수치를 아래 Table 4-3에 나타내었다.
Table 4-3. Characteristic of original wastewater

Item

Sample
Oringinal wastewater (㎎/L)

BOD
472

COD
673

SS
1,870

2) 1차 처리수
오염부하량이 상당히 높은 수치로 나타나므로 공정상에서 생성된 원폐수는
그대로 2차처리(생물학적처리)반응조로 유입될 경우 활성오니의 활성에 장해를
유발하므로 물리화학적 방법으로 1차 처리를 거친 후 활성슬러지 폭기조로 유
입되어야만 한다.
G제지공장의 경우 1차 처리방법으로 air-flotation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때
응집제로는 alum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폭기조로 이송시 미생물 활성에 끼칠
수 있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NaOH를 첨가하고 pH를 중성 부분으로 조
절하고 있었다.
G제지공장의 1차 처리수는 본 실험에 이용된 시료로서 실험시 미생물 증식
기간을 포함하여 본 실험이 수행되어지는 동안 1회에 280～300ℓ를 채취하여
실험실로 이송하고 4℃ 냉장보관하여 반응조에 투입되었다. 아래 표 Table 4-4
에 나타난 수치는 본 실험이 수행되어지는 동안 원폐수와 함께 5회 채취하여
실험 분석한 평균값이다.

Table 4-4. Characteristic of wastewater after air-flotation treatment
I t e m BOD
COD
SS
Sample
Wastewater after
166.25
223.75
104
air-flotation treatment (㎎/L)

3) 종균제
본 실험에 사용된 종균제는 다음과 같다.
① Cell-bio-P: 청림 C&C 제조. 분말상. 최적온도가 40～50℃인 고온성 미생물
로 이루어져 있으며, 첨가된 미생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생물
고분자 물질 생산 및 전분, 단백질 그리고 지방효소를 동시에 생
산하는 Bacillus polymyxa, cellulose 분해효소 생산 과 식물성
기름과 광유에 대한 유화활성 및 자화능을 가진 B.
subtilis, 그리고 알칼리성 단백질 분해효소 생산과 cellulose
분해활성을 가진 B. pumilus등의 미생물이 3.9×109 CFU/g
함유되어 있어 제지폐수 및 난분해성 성분폐수의 COD 제거
효율 개선효과가 뛰어나며, 대부분의 미생물은 floc을 자체적
으로 형성할 수 있는 생물 고분자물질을 생산하는 종균제이
다.
② Bio-sound-S: 신일미생물화학 제조. 분말상.
* CFU (colony forming unit): 하나의 미생물이 하나의 colony을 형성하여
개체수 를 셀 수 있는 단위

4.4.2 실험 방법
1) 실험 장치
실험장치는 생물학적 반응조로 모식도는 Fig. 4-5에 나타내었다. 운전은 연속
식으로 24시간 내내 완전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으며, 전기 패널
에서 운전모드를 조정할 수 있게 되어있다.
① 원수저장탱크
원수저장탱크는 크기가 1000W×800L×1000H로 총용량이 800L이며, 부대설비

로 원수이송펌프(형식: Metering펌프, 최대용량 430mL/min)가 설치되어 있다.
② 1차 침전조
1차 침전조는 크기: φ300×400H, 용량: 36L, 표면적부하율: 6m3/m2․day로 투
명 PVC로 제조되었다.
③ 생물반응조
폐수내 부유물질 및 유기물질 등의 오염물질을 생물학적으로 제거하고자 설
치한 생물반응조(폭기조)는 폭 220㎜, 길이 230㎜, 높이 700㎜의 크기로서 유효
수심이 520㎜이다. 산소 공급을 위해 생물반응조 바닥에 산기관을 설치하였으
며, 공기의 주입은 자동 DO(dissolved oxygen)sensor에 의해 low-2 ㎎/L,
high-4 ㎎/L의 범위로 송풍기에 의해 자동으로 공급되게 되어 있다. 자동온도
조절 장치가 있어 원하는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다.
④ 최종침전조
크기나 용량 등은 1차 침전조와 같고, 부대설비로 오니 반송 펌프가 설치되
어 슬러지를 반송시킨다.
Automatic DO control sensor
Automatic thermostat

Inflow
Original
wastewater

Original wastewater pump
storage tank

Aerator
No. 1.
sediment
cistern

Activated sludge
reactor cistern
Abandonment
Abandonment

pump
Test sample

No. 2.
sediment
cistern

Treated
wastewater
cistern

Fig. 4-5. Schematic diagram of activated sludge process.
2) 실험 방법

본 실험은 G제지공장의 활성슬러지를 실험실 폭기조에 충전하여 20일간 종
균제를 투여하지 않고 폭기조를 운영하며 5일마다 온도를 10℃씩 변화하여 처
리효율의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그 후 20일간 새로운 폭기조에서 Bio-sound-S
를 seeding시에는 200 ㎎/L를 투입하고 매일 20 ㎎/L씩 투여하며, 마찬가지로
온도를 5일마다 10℃씩 변화하여 처리효율을 측정하였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폭기조에서 20일 동안 Cell-bio-P를 seeding시에는 200 ㎎/L를 투여하고 매일
20 ㎎/L씩을 투여하였으며, 온도를 5일마다 10℃씩 변화하여 처리효율을 관찰
하였다. 최종적으로 20일 동안 새로운 폭기조에서 Cell-bio-P를 종전의 두 배로
처리하며 5일 마다 10℃씩 변화하여 처리효율을 측정하였다. 전반적인 실험 조
건은 Table 4-5와 같다.
Table 4-5. Experimental condition
Item
pH
DO[㎎/L]

Temperature[℃]

Hydraulic retention time[hr]
BOD : N : P
F/M ratio

4.5 결과 및 고찰

Value
6.5～7.5
2～4

20℃～50℃
12
100 : 5 : 1
0.23

4.5.1 온도에 따른 오염물 제거 효율 및 침전성
네 개의 폭기조(종균제를 주입하지 않은 폭기조, 기존에 공장에서 사용하던
종균제를 주입한 폭기조, 고온성 종균제를 주입한 폭기조, 고온성 종균제를 두
배로 주입한 폭기조)의 온도를 20～50℃까지 변화시키면서 SS, BOD, COD의
제거율의 변화와 SVI(Sludge Volume Index)의 변화를 Fig. 4-6～4-9에 나타내
었으며, 그 평균치를 Fig. 4-10～4-13에 나타내었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20℃와 30℃의 적정한 온도에서는 고온성 종균제를 사용한 폭기조가 약간 우수
하게 나타날 뿐, 네 개의 폭기조가 거의 비슷한 효율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적정 온도에서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이유는 고온성 종균제에 포함된
미생물의 유기물 및 섬유에 대한 활성효소의 분비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주목
할 만한 점은 온도가 40℃와 50℃로 증가할 경우에 발생하였다. 30℃에서 40℃
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고온성 종균제를 주입한 두 개의 폭기조와 종균제를 주
입하지 않거나 기존의 종균제를 주입한 폭기조의 제거율의 차이가 눈에 띠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고온성 종균제를 주입한 폭기조의 경우에는 고온으로의
온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출발점과 거의 유사한 처리효율을 지속적으로 나타내
는 데 반하여 종균제를 주입하지 않은 폭기조와 기존의 종균제를 사용한 폭기
조의 경우에는 10～20%까지 오염물 제거율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는 고온으로 인한 폭기조내의 미생물이 사멸함에 따라 처리율이 저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SVI(Sludge Volume Index) 수치는 낮을수록 압밀비가 좋아
침강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Fig. 4-9와 Fig. 4-13에서 볼 수
있듯이 고온성 종균제를 사용한 폭기조의 경우 고온성 종균제를 사용하지 않은
폭기조보다 더 낮은 SVI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고온성
종균제를 사용하지 않은 폭기조의 경우 미생물의 사멸현상과 사상균의 번식으
로 인해 슬러지 벌킹 현상이 일어남으로 인해 플록의 압밀비가 낮아져서 높은
SVI를 나타낸 것이며, 고온성 종균제를 사용한 폭기조의 경우에는 미생물의 사
멸현상이 억제되어 높은 압밀비로 인해 슬러지의 침강성이 양호해졌기 때문에
더 낮은 SVI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고온성 종균제의 주입량의 변화에
따른 오염물 제거효율의 변화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안정
적인 처리효율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그래프상의 개요에 대한 설명

NT : 종균제를 주입하지 않고 운전한 폭기조
OT : G 제지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던 Bio-Sound-S를 주입한 폭기조
HT 1 : Cell-bio-P를 주입한 폭기조
HT 2 : Cell-bio-p를 HT 1의 두 배만큼 주입한 폭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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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The change of SS removal efficiency on change of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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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The change of BOD removal efficiency on change of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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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The change of COD removal efficiency on change of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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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 The change of sludge volume index on change of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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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0. Average SS removal efficiency on change of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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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1. Average BOD removal efficiency on change of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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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2. Average COD removal efficiency on change of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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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3. Average sludge volume index on change of temperature.

4.5.2 온도변화에 따른 미생물의 변화
Fig. 4-14～4-18에 나타난 미생물의 사진은 현미경에 화상분석기를 부착하여
촬영한 것이다. Fig. 4-14～16에 나타낸 미생물의 사진은 활성슬러지가 양호할
때 출현하는 미생물들이다. 이들은 전체적으로 폭기조의 온도가 20℃와 30℃일
때 출현하였으며, 특히 고온성 종균제를 사용한 폭기조의 경우 40℃와 50℃에
서도 출현하여 고온에서도 활성슬러지가 양호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8,10,11)
Fig. 4-17과 4-18에 나타난 미생물의 사진은 활성슬러지가 불량할 때 출현하
는 미생물들이다. 이들은 고온성 종균제를 사용하지 않은 폭기조에서 40℃이상
의 고온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이를 통해 고온성 종균제를 사용하지 않은 폭기
조의 경우 고온에 의한 미생물의 사멸현상에 의해 활성슬러지가 악화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고온성 종균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생물인 Bacillus polymyxy,
Bacillus subtilis, Bacillus pumilus 등은 고온인 40～50℃에서도 생육가능한 미
생물들이며, 생물고분자물질, 유기물, oil 및 cellulose 분해효소를 생산하는 미
생물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76)

Fig. 4-14. The microscopic photograph of Voticella (×1,000).

Fig. 4-15. The microscopic photograph of Opercularia (×1,000).

Fig. 4-16. The microscopic photograph of Aspidisca (×1,000).

Fig. 4-17. The microscopic photograph of Bodo (×1,000).

Fig. 4-18. The microscopic photograph of Paramecium (×1,000).
4.5.3 고온성 종균제 사용 여부에 따른 플록의 압밀 상태
Fig. 4-19, 4-20에 고온성 종균제를 사용한 폭기조와 사용하지 않은 폭기조
의 50℃에서의 활성슬러지 플록의 압밀 상태를 관찰한 현미경 사진을 나타내었
다. 그림에서 고온성 종균제를 사용하지 않은 폭기조의 경우 고온성 종균제를
사용한 폭기조 보다 사상성 세균에 의한 벌킹현상을 나타냄으로서 압밀성이 떨
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고온에서의 미생물의 사멸현상에 의해 사상균의
개체수가 늘어나고, 슬러지 벌킹 현상이 일어나서 압밀비가 낮아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고온성 종균제를 사용한 폭기조의 플록은 슬러지 벌킹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 압밀성이 떨어지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Fig. 4-19. The microscopic photograph of floc using thermal
microbial inoculants (×400).

Fig. 4-20. The microscopic photograph of floc using
microbial inoculants of old (×400).

3.6 결론
고온성 종균제를 이용하여 온도변화에 따른 오염물 제거효율 및 침전성을 검토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상온에서의 오염물 처리효율 및 침전성에서도 고온성 종균제를 사용한 폭기
조의 경우 높은 처리효율을 나타내었다.
(2) 40～50℃의 고온에서의 처리효율은 고온성 종균제를 투여한 폭기조의 경우가
다른 폭기조 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침전성 또한 고온성 종균제가
우수하게 나타났다.
(3) 상온과 고온 모두 고온성 종균제를 투여한 폭기조에서 폭기조 처리지표인 원
생동물의 출현이 더 빠르게 나타났으며, 사상균 단락현상이 더 우수하여 사상
균에 의한 슬러지 벌킹현상이 발생되지 않았다.
(4)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고온성 종균제를 이용하여 제지 슬러지의 벌킹현상
을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