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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서의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규제하는 MEPC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국제 조약의 발표에 따라 선박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및 분뇨폐수를 처리
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 앞서 SBR 및 MBR 복합 공정의 고도수처리장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MED 인증을 받은 대용량 선박용 STP (Sewage Treatment Plant)를 Bench-scale로 변형 및 
소규모로 제작하여 반응조 운전 인자를 도출하며, 생활하수 및 분뇨폐수 등에 포함된 유기물 및 영양염류를 
제거하는 데 이용되는 반응조 내 혐기 및 호기성 미생물의 종 분석과 미생물의 거동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반응조는 저류 및 혐기성조, 생물반응조, 막분리조 및 슬러지 농축조로 구성된 SBR 및 MBR 복합공정을 적

용하였다. 규격은 W : 302 mm × L : 566 mm H : 501 mm의 용량으로 아크릴을 이용해 제작되었다. 본 공정으로
는 정량펌프를 통해 유입된 원수가 유량조정 역할 및 스크린이 포함된 혐기조를 거쳐 폭기조로 유입되며, 교반 
및 폭기 공정을 운전 주기에 따라 반복적인 공정을 거친 후 중공사 막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는 일련의 과정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각 구간별 처리수를 채수하여 미생물 종 분석을 실시하며, 혐기성 및 호기성 미생물의 DO 
변화 및 F/M비 등에 따른 거동을 연구한다. 본 연구실험장치의 전경과 계통도를 Fig. 1, 2에 나타내었다.

Fig. 1. Picture of bench-scale STP. 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Bench-scale STP.

3. 결과 및 고찰
미생물을 지표로의 활용은 형태적 특징과 운동성 등을 가장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활성슬러지공

법에서는 원생동물이 가장 많이 이용된다. 활성슬러지에서의 생물은 물리적, 화학적 환경(영양분, 영양염류, 수
온, DO, pH, 독성물질 등)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환경(포식 경쟁, 저해작용 등)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나며, 각 반응조 내에서 F/M비, DO, SRT 등에서 지표성이 높은 미생물들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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