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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effectively treat the domestic sewage that was produced on a small-scale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 in order to encourage an ecologically friendly environment, a small-scale sewage treatment
apparatus using natural purification methods that consisted of an aerobic and an anaerobic plots were
constructed. The efficiency of sewage treatment according to the sewage loading was investigated to obtain
the optimum sewage loading in small-scale sewage treatment apparatus. Removal rate of pollutants
according to the sewage loading were in the order of 150 L m-2 day-1 300 L m≒ -2 day-1 > 600 L m-2
day-1. Therefore, the optimum sewage loading was 300 L m-2 day-1. Under the optimum sewage loading,
removal rate of BOD, CODMn, turbidity, T-N and T-P were 99, 94, 99, 49 and 89%, respectively. However,
to satisfy the water quality standard in effluent in small-sclae sewage treatment apparatus for domestic
sewage treatment, the low removal efficiency of T-N and T-P must be improved. So to improve the
removal rate of T-N and T-P, the efficiency of sewage treatment according to the improved sewage
treatment process such as, re-treatment at aerobic plot, anaerobic condition of aerobic plot, changing the
filter media sizes and the depths in anaerobic plot, and also addition of oyster shells to filter media at
anaerobic plot were investigated. In case of 150 cm depth in anaerobic plot with filter medium A
(effectivity particle size 1.50 mm) and addition of oyster shells to filter media at anaerobic plot, removal
rate of T-N and T-P in both plots were increased by 10 and 3%, and 14 and 7% in comparison with 100
cm depth in anaerobic plot with filter medium B (effectivity particle size 0.95 mm), respectively. The
optimum improved sewage treatment process in small-scale sewage treatment apparatus were 150 cm depth
in anaerobic plot with filter medium A and addition of oyster shells to filter media at anaerobic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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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형성되었으나 인구증가 및 산업의 발달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의 수요량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수질 오

염이 점차 심화되고 있어 하천수질 보전대책이 절실히 요구

되는 실정이다1,2).
생활하수는 수질오염의 주된 원인이며 우리나라 현재인구

약 천명이 배출하는 생활하수 발생량은 일 약46,878 1 16,273
천톤에 이르고 있다 현재 도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주.
로 활성슬러지법을 이용한 기계식 공법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에서 처리되어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으나 농어촌 등에서는,
하수관거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하수가 처리되지 않고 하천이나 바다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어촌의 소규모로 발생하는 하수.
는 하수 총 발생량의 약 정도이며 하수 발생량이 일10% , 1

톤 이하인 마을이 약 를 차지하고 있다50 89% 3).
현행 농어촌의 소규모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한 공법

은 도시생활하수의 처리공법인 활성슬러지법 장기폭기법 산, ,
화구법 고도합병정화시스템 토양피복형접촉산화공법 고효, , ,
율오수정화법 및 혐기호기접촉순환법 등 여 종류의 기계식20
처리공법들이 보급되고 있으나 이들 기계식 공법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기술인력이 필요하고 시설비 및 전,
력소비가 과다할 뿐만 아니라 기계고장시 악취가 발생되는

등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4).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환경친화형 자연정화공법으로는 토

양처리방법 산화지법 식물을 이용한 처리법 습지처리법 휴, , , ,
경지를 이용한 처리 및 삼림토양침투에 의한 처리 등이 있으

나 이러한 자연정화공법은 하수처리 과정 중 악취가 발생되,
거나 공극이 폐쇄되어 투수속도가 저하되며 과다한 부지면적

이 소요되고 또한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오수 유입량의 큰,
변동으로 처리효율이 저하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5).
농어촌 지역과 같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지역 특성에

맞게 하수의 발생지점인 각 가정이나 마을단위로 하수를 처

리하는 발생원 처리개념을 도입하고 하수처리공법을 선정하,

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시설비 부지면적 유지관리비 등 경제, ,
성과 유지관리의 용이성 슬러지 처리 및 처분의 간편성 유, ,
입하수량 및 수질변화에 대한 대응성 고도처리의 가능성 및,
증축의 용이성 동절기 처리효율의 안정성 처리 기술의 보급, ,
및 발전성 등과 같은 기준을 토대로 선정하도록 해야 할 것

이다5).
본 연구는 농어촌 등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하수를 자연

정화공법 의한 인공습지에서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

형 하수처리장치를 호기성조 및 혐기성조로 구분하여 시공한

다음 최적 하수 부하량을 조사하기 위해 하수 부하량별 오염,
물질의 처리효율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최적 하수 부하량하.
에서 앞으로 강화될 방류수 수질기준 질소( 20 mg L-1 및 인

2 mg L-1 을 만족시키면서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최적)
수처리 공정개선 방안을 조사하기 위하여 방류수의 호기성조

에의 재처리 호기성조의 혐기성화 혐기성조의 깊이와 여재, ,
입경 변경 및 여재에 굴패각 혼합유무 등으로 수처리 공정을

개선하여 오염물질의 처리효율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공시재료

소형 하수처리장치에 사용된 공시 하수는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였으며 공시 여재는 경남 사천시 국도골,
재에서 채취한 여재를 사용하였다 공시 하수의 이화학적 특.
성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 평균Table 1 BOD 278 mg L-1

및 이 평균T-N 56.9 mg L-1로 일반적인 생활하수의 성상을

나타내었다 하수 처리장치에 사용한 여재의 이화학적 특성.
은 과 같이 입경이 다른 여재 및 의 두 종류Table 2 3 A B∼
여재를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여재의 입경은 본 연구자의 자,
연정화공법에 의한 하수처리장에서 최적여재 선정 결과에 준

하였다6) 여재 및 의 유효입경. A B (d10 은 각각 및) 1.5 0.95
이었으며 균등계수mm , (d60 d10

-1 는 각각 및 이었) 2.00 2.42
다 일반적으로 인공습지에 적합한 여재의 균등계수는 이하. 5

Table 1. Chemical characteristics of the sewage used

BOD CODMn Turbidity T-N NH4-N NO2-N NO3-N T-P

(mg L…………… -1)…………… (NTU) (mg L…………………………………………… -1)……………………………………………
278±54 133±38 227±74 56.9±18.6 38.2±12.4 0.06±0.01 0.2±0.1 8.7±2.5

Data represent mean ± standard deviation (n=72).

Table 2. Chemical characteristics of the filter media used

Filter media
pH O.M T-N T-P K Ca Mg

(1:5H2O) (%) (mg kg……………………………………… -1) ………………………………………
Filter medium A 7.9 0.79 8.52 2.06 635 790 215

Filter medium B 7.3 1.31 13.07 2.16 1,251 775 210

* O.M : Organic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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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모든 여재가 이를 만족하였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에.
이식한 공시 수초는 갈대 달뿌리풀 물억새 삿갓사초 노랑, , , ,
꽃창포 및 골풀을 주 한림녹화건설에서 구입하여 이식하였( )
다 하수처리장에 이식된 수초는 호기성조에는 갈대 및 달뿌.
리풀을 재식거리 되게 이식하였으며 혐기성20 cm × 20 cm ,
조에는 물억새 삿갓사초 노랑꽃창포 및 골풀을 호기성조와, ,
동일한 재식거리로 이식하였다.

호기 혐기 조합형 소형 하수처리장치 설계 및 시공-

호기 혐기 조합형 소형 하수처리장치는- Fig. 과 같이 호1
기성조와 혐기성조를 연결하여 개 시스템을 제작하였으며1 ,
호기성조와 혐기성조의 크기는 각각 가로 세로100 cm ×

높이 로서 용량이100 cm × 100 cm 1 m3 되게 제작하였다.
하수처리장 호기성조에는 여재 유효입경 혐기A( 1.50 mm),
성조에는 여재 유효입경 를 각각 주입하였다 호B( 0.95 mm) .
기성조에는 통기관을 각조의 바닥과 하부에서 위치에50 cm
설치하여 자연통풍이 되게 하였다 하수처리장치에서의 하수.
의 흐름은 호기성조에 하수원수를 유입시켜 수직여과방식으

로 하수를 처리하여 유출된 호기성조 처리수는 자연유하식으

로 혐기성조로 유입되게 하였다 혐기성조에 유입된 호기성.
조 처리수는 수평여과방식으로 처리되도록 하였고 혐기성조,
에서 여재와 처리수의 체류시간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혐기성

조를 등분하였으며 등분된 각 조에서의 하수 흐름은 지그4 , 4
재그 방향으로 흐르게 하였다.

호기 혐기 조합형 소형 하수처리장치에서 수처리 공정개선-

호기 혐기 조합형 소형 하수처리장치에서 질소와 인의 처-
리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종 방류수의 호기성조 재처리,
호기성조의 혐기성화 혐기성조의 깊이와 여재입경 변경 및,
여재에 굴패각 혼합유무로 수처리 공정을 각각 개선하여 수

처리 효율을 각각 조사하였다 최종 방류수의 호기성조 재처.
리에 따른 수처리 공정개선 방법은 모든 설계조건은 상기 호

기 혐기 조합형 소형 하수처리장치와 동일하나 하수처리장에-
서 방류되는 300 L m-2 day-1의 방류수를 호기성조에 10%
인 30 L m-2 day-1을 호기성조에 재주입하였다 호기성조의.
혐기성화에 따른 수처리 공정개선 방법은 모든 설계조건은

상기 호기 혐기 조합형 소형 하수처리장치와 동일하나 호기-
성조의 이중통기관을 막고 수위를 여재 표면까지 높여서 호

기성조를 혐기성화하였다 혐기성조 깊이 및 여재입경 변경.
에 따른 수처리 공정개선 방법은 상기 호기 혐기 조합형 소-
형하수처리장치의 호기성조는 동일하나 혐기성조의 크기를

가로 세로 높이 로서 여재 깊이0.82 m × 0.82 m × 1.5 m
를 로 제작하되 가로 및 세로의 폭을 줄여 혐기성조 전1.5 m
체 용적은 1 m3로 상기 호기 혐기 조합형 소형 하수처리장치-
와 동일하게 하였다 또한 크기의 혐기성조에 주입되. 1.5 m
는 여재는 여재 및 의 두 종류로 각각 달리 하였다 여재A B .
에 굴패각 혼합에 따른 수처리 공정개선 방법은 모든 설계조

건은 상기 호기 혐기 조합형 소형 하수처리장치와 동일하나-
혐기성조에 주입한 여재 에 굴패각을 섞어서 주입하였B 10%
다 이때 사용한 굴패각의 입경은 여재의 입경과 동일하게 하.
였다.

운전조건 및 조사시기

공시 하수를 호기성조 전체 표면에 일정량씩 골고루 자연

유하식으로 유입시켰다 본 소형 하수처리장치에 유입한 하.
수유입량은 호기 혐기 조합형 소형 하수처리장치에서 부하량-
별 수처리 효율조사의 경우 일 및1 150, 300 600 L m-2

day-1로 하였고 수처리 공정개선에 따른 수처리 효율조사의,
경우 일1 300 L m-2 day-1 되게 하였다 하수처리장치의 운.
전기간 중의 계절별 평균기온은 봄이 여름이12.9 , 25.1 ,℃ ℃
가을이 및 겨울이 이었고 연평균기온은16.1 1.07 , 13.℃ ℃

이었다 그리고 계절별 상대습도는 봄이 여름이8 . 57.3%,℃
가을이 및 겨울이 이었고 연평균 상대습도75%, 73% 57.7% ,

는 이었다 소형 하수처리장치에서 하수처리효율 조사66.3% .
시기는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매달 실시하였으며2000 9 2001 9 ,

Table 3.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filter media used. Values for porosity, d10, d60 and the uniformity coefficient (d60

d10
-1) are mean of triplicate analyses. Values for hydraulic conductivity (Ks) are means±SD (n=3)

Filter media Porosity (%) Bulk density
(g cm-3)

d10

(mm)
d60

(mm) d60 d10
-1 Ks

(m day-1)

Filter medium A 37 1.58 1.50 3.00 2.00 1234

Filter medium B 34 1.59 0.95 2.30 2.42 650

100㎝

100㎝

100㎝ 60㎝

20㎝

80㎝

10㎝

Effluent

Raw
water Plastic plate

Gravel

100㎝
Filter media A, B

Aerobic bed

Anaerobic bed

Gravel

Filter medium A

10㎝
Ventilation pipe

Soil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sewage treatment apparatus
for sewag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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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한달 동안은 하수처리장치를 시운전하였다 시료의 채.
취지점은 하수원수 호기성조 처리수 및 혐기성조 처리수인,
방류수로 하였으며 시료의 채취는 매달 처음 주부터 주까, 1 3
지는 주 회 마지막주에는 주 회씩 분석하여 매달 총1 1 , 1 3 , 6
회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이용하여 각 조건별 하수처리 효,
율을 구하였다.

분석방법

수질분석은수질오염공정시험법 과 의(2000) APHA standard
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하였다methods(1995) 7,8) 는 윙. BOD

클러아지드화나트륨변법, CODMn은산성 KMnO4법, Turbidity
는 Portable turbidimeter(HACH, Model 2100P, USA),

은 자외선 흡광광도법T-N , NH4 은 인도페놀법-N , NO2 은-N
디아조화법, NO3 은 부루신법 및 는 아스코르빈산 환-N T-P
원법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호기 혐기조합형소형하수처리장치에서부하량별수처리효율-

처리효율 을 조사한 결과 하수원수의BOD (Table 4) BOD
는 평균 278 mg L-1이었고 호기성조 처리수의 는 하수, BOD
부하량 300 L m-2 day-1까지의 경우 12.9 14.2 mg L～ -1로

하수 부하량에 따라 별 차이 없었으나 하수 부하량, 600 L
m-2 day-1의 경우 16.7 mg L-1로 처리효율이 약간 감BOD
소하였다 하지만 방류수의 처리효율은 하수 부하량에. BOD
따라 별 차이 없이 모든 부하량에서 이상 처리되어 방류98%
수중의 는BOD 4.1 5.7 mg L～ -1정도로서 현행 방류수 수질

기준9)인 20 mg L-1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앞.
으로 방류수 수질기준9)이 10 mg L-1로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매우 잘 처리되었다 일반적으로 자.
연정화공법을 이용한 인공습지 하수처리장에 있어서 의BOD
감소는 호기성조 여재의 표층에서 주로 분해되는데 이는 이

층에 반응기질과 산소가 풍부하여 박테리아의 생장과 활력

이 가장 좋기 때문이다4,6) 본 소형 하수처리장치는 이중통기.
관의 자연통풍과 수초에 의한 뿌리주위의 산소공급으로 인해

호기성조 전체에서 미생물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타

공법에 비해 처리효율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었다BOD .
CODMn 처리효율 을 조사한 결과 하수원수의(Table 4)

CODMn는 평균 133 mg L-1이었으며 호기성조 처리수의,
CODMn 처리율은 와 유사한 경향으로 하수 부하량BOD 300
L m-2 day-1까지의 경우 로 안정적으로 처리되86.5 87.0%～
었으나 하수 부하량, 600 L m-2 day-1의 경우 CODMn 처리

효율이 로 약간 감소하였다 또한 방류수의82.2% . CODMn 처

리효율은 전반적으로 호기성조 처리수에 비해 더욱 더 높아졌

으며 모든 조건에, 서 이상 처리되어 방류수중의91% CODMn

는 7.7 11.7 mg L～ -1정도로서 현행 방류수 수질기준9)인

40 mg L-1을 만족하면서 매우 안정적으로 처리되었다 그리.
고 호기성조에서 CODMn 처리효율은 전반적으로 처리BOD
효율에 비해 약간 낮았는데 이는 에는 화학적으로는, COD
안정하여 잘 분해되지 않으면서 미생물에 의해서 잘 분해되

는 유기물이 함유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방류수.
중의 처리효율은 혐기성조의 긴 체류시간으로 인해COD

처리효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BOD .
탁도 처리효율 을 조사한 결과 하수원수의 탁도(Table 4)

는 평균 227 mg L-1이었으며 하수 부하량에 따른 호기성조,
처리수의 탁도 처리효율은 모든 조건에서 이상이었다95.6% .
호기성조에서 처리된 후 혐기성조를 통과한 방류수의 탁도

처리효율은 호기성조 처리수에 비해 더욱 더 높아졌으며 모,
든 조건에서 이상 처리되어 방류수 중의 탁도는 약99% 0.
9 1.0 mg L～ -1정도로서 매우 높은 처리효율을 보였다 일반.
적으로 자연정화공법에 의한 탁도의 처리는 주로 여과기능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여과는 궁극적인 처리가 아니고

물리적인 분리과정이기 때문에 탁도를 일으키는 현탁물질은

입자상태로 처리조내에 잔류하게 된다 이렇게 잔류하는 현.
탁입자들은 대개가 무해하지만 오염성분들은 미생물에 의한

생물학적 분해 용해된 후 식물에 의한 흡수 기타 화학반응, ,
을 거치면서 궁극적으로 처리된다4).

처리효율 을 조사한 결과 하수원수의T-N (Table 4) T-N
함량은 평균 57 mg L-1정도이었으며 호기성조 처리수 중의,

처리효율은 정도로 하수 부하량에 따라T-N 27.1 36.9%～
큰 차이가 없었다 호기성조에서 처리된 후 혐기성조를 통과.
한 방류수 중의 처리효율은 정도로 모든T-N 48.3 50.0%～
부하량에서 호기성조 처리수에 비해 증가되었다 모든 하수.
부하량에서 방류수 중의 함량은T-N 28.5 29.4 mg L～ -1정

도로서 현행 방류수 수질기준9)인 60 mg L-1의 약 절반수준

이하로 처리되어 안정적으로 처리되었다 등. Huang 10)이 인

공습지에서 생활하수처리에 관한 실험에서 질소의 처리율이

범위라고 하였고 와33 45% , Lee Kim～ 11)은 식물을 이용한

오수의 고도처리를 위한 실험에서 처리효율이 라고T-N 40%
하였으나 본 하수처리공법은 이들 공법에 비해 질소 처리효,
율이 약 정도 높았다 하지만 앞으로 방류수 수질기준5% . 9)이

60 mg L-1에서 20 mg L-1로 강화됨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처리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T-N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수원수의 NH4 및-N NO3 함량은 각각 평균-N 38.2
및 0.2 mg L-1정도로 하수의 대부분은 NH4 형태이었으-N
며 호기성조 처리수 중의, NH4 함량은-N 6.4 11.7 mg L～ -1

정도로 하수원수에 비해 급격히 감소한 반면에 NO3 함량-N
은 22.5 24.9 mg L～ -1 정도로 하수원수에 비해 급격히 증가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호기성조의 바닥과 하부(Table 4).
에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이중통기관에 의한 자연통50 cm
풍이 여재층내의 미생물에게 충분한 산소를 공급함으로서 호

기성조내의 질산화 반응이 원활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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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된다 또한 호기성조 처리수 중의. NH4 함량은 하수 부-N
하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증가한 반면에 NO3 함량은-N
하수부하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감소하였는데 이는 하수,
부하량 증가가 질산화미생물과 하수의 접촉시간을 감소시켜 질

산화율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방류수 중의. NO3-N
함량은 호기성조 처리수로부터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으로서

이는 혐기성조로 유입된 NO3 이 미생물에 의해 탈질되어-N
N2나 N2 로 휘산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혐기성O .
조에서 탈질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는데 이것은 호기성조에,
서 대부분의 유기물이 제거되어 혐기성조에서 탈질에 필요한

수소공여체가 부족하고 용존산소의 존재로 인해 탈질시 미,
생물이 NO3 을 적게 소모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N .
본 인공습지 하수처리장에서 질소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는 수처리 공정개선을 통해 혐기성조에서 탈질을 위한 충분

한 유기물을 공급하거나 용존산소를 더욱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처리효율T-P (Table 을 조사한 결과 하수원수의4) T-P
는 평균 8.70 mg L-1이었으며 하수 부하량별 호기성조 처,
리수의 처리효율은 하수 부하량T-P 300 L m-2 day-1까지

는 이었으나 하수 부하량70.1 72.4% , 600 L m∼ -2 day-1 이

상부터 처리효율이 로 약간 감소하였는데 이는T-P 57.5% ,
하수 부하량 증가로 인해 호기성조에서 하수의 조내의 체

류시간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방류수 중의. T-P
처리효율은 호기성조 처리수에 비해 더욱 더 높아졌으며,

하수 부하량 및150, 300 600 L m-2 day-1에서 각각 89.6,
및 로 하수 부하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감소89.2 75.8%

하는 경향으로서 이는 하수 부하량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

적으로 하수의 조내 체류시간이 점점 감소함으로서 생기는

현상으로 특히 본 하수처리장에서 인의 주요 처리기작인

여재에 의한 인의 흡착 및 침전량이 짧은 체류시간으로 인

해 감소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하수처리장에서 방류.
수 중의 함량은T-P 0.9 2.1 mg L～ -1정도로서 현행 방류수

수질기준9)인 8 mg L-1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

므로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의. T-P
방류수 수질기준9)이 8 mg L-1에서 2 mg L-1로 강화됨에 따

라 보다 안정적인 인 처리를 위해서는 처리효율을 향T-P
상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와. Lee Kim11)은 실험실적 오

수처리 실험에서 처리율이 라고 하였고T-P 25 30% , Yoon～
등12)은 인공습지 하수처리장의 처리율은 약 이었T-P 63%
는데 이에 비하여 본 실험에서의 처리율은 이상, T-P 75.9%
으로 매우 높게 처리되었다 자연정화공법을 이용한 하수.
처리장에서 인 처리의 주요 처리기작은 미생물의 분해 침,
전 여과 및 흡착인데 부하량이 처리조의 용량을 초과할 경,
우에 누적되었던 인 성분이 세척에 의해서 또는 용출되어

오히려 유출수의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4) 이상의 결.
과를 미루어 볼 때 본 소형 하수처리장에서 BOD, CODMn,
탁도 및 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최적 부하, T-N T-P
량은 300 L m-2 day-1이었다.

Table 4. Removal rate of pollutants in the water according to the sewage loading in a small-scale sewage treatment
apparatus

Items

Sewage loading (L m-2 day-1)

150 300 600

Treated water
in aerobic bed Effluent Treated water

in aerobic bed Effluent Treated water
in aerobic bed Effluent

BOD
(mg L-1)

14.2±1.7
(94.9)

4.4±1.2
(98.4)

12.9±2.2
(95.4)

4.1±0.8
(98.5)

16.7±2.3
(94.0)

5.7±1.0
(97.9)

CODMn

(mg L-1)
18.0±2.5
(86.5)

9.4±1.8
(92.9)

17.3±1.6
(87.0)

7.7±1.4
(94.2)

23.7±2.3
(82.2)

11.7±1.6
(91.2)

Turbidity
(NTU)

8.2±0.7
(96.4)

0.9±0.1
(99.6)

8.1±0.5
(96.4)

0.9±0.2
(99.6)

9.9±0.3
(95.6)

1.0±0.4
(99.6)

T-N
(mg L-1)

35.9±5.8
(36.9)

28.5±2.6
(50.0)

36.9±3.6
(35.1)

28.8±3.8
(49.4)

41.5±6.0
(27.1)

29.4±4.9
(48.3)

NH4-N
(mg L-1) 6.4±2.8 5.5±2.1 7.4±3.0 5.7±2.6 11.7±3.3 9.5±2.4

NO3-N
(mg L-1) 24.9±4.4 18.3±2.9 24.4±5.2 17.7±2.8 22.5±4.8 16.1±3.7

NO2-N
(mg L-1) 0.3±0.1 0.7±0.3 0.2±0.1 0.8±0.2 0.2±0.1 0.9±0.3

T-P
(mg L-1)

2.4±0.5
(72.4)

0.90±0.2
(89.6)

2.6±0.7
(70.1)

0.94±0.1
(89.2)

3.7±1.2
(57.5)

2.1±0.7
(75.9)

( ) : Removal rate of polluta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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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 혐기 조합형 소형 하수처리장치에서 수처리 공정개-

선에 따른 수처리 효율

호기 혐기 조합형 소형 하수처리장치에서의 최적 부하량-
인 300 L m-2 day-1 조건하에서 질소와 인의 처리효율 향상

을 위한 수처리 공정개선에 따른 수처리 효율은 에서Fig. 2
보는 바와 같다.

방류수의 호기성조 재처리에 따른 방류수 중의 오염물질

의 처리효율 을 조사한 결과 방류수를 호기성조에 재(Fig. 2a)
처리한 조건의 및 처리효율이 재처리 하지 않은T-N T-P 조

건에 비해 각각 씩 높아졌으나 반면에 및2% , BOD CODMn의

처리효율이 각각 및 씩 낮아졌다 따라서 본 하수처리장2 4% .
에서 방류수의 호기성조 재처리로 수처리 공정을 개선한 경

우 질소와 인의 처리효율은 약간 향상되었으나 유기물인,
와BOD CODMn의 처리효율이 상대적으로 약간 감소되었으

므로 이 공정개선 방법은 유기물 처리효율 감소에 대한 대책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호기성조의 혐기성화에 따른 방류수 중의 오염물질의 처

리효율 을 조사한 결과(Fig. 2b) BOD, CODMn 및, T-N T-P
처리효율은 호기성조의 혐기성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감소되

는 경향으로 특히 및 처리효율은 각각 및T-N T-P 15 20%
정도 낮아졌다 따라서 호기성조를 혐기성화로 수처리 공정.
을 개선한 경우 대부분의 오염물질의 처리효율이 감소하여

이 공정개선 방법은 수처리 효율향상을 위해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혐기성조의 깊이 및 여재 입경 변경에 따른 방류수 중의

오염물질 처리효율 을 조사한 결과(Fig. 2c) BOD, CODMn

및 탁도의 처리효율은 혐기성조의 깊이 및 여재 입경에 따라

별 차이 없이 각각 및 로 매우 높98 99, 92 94 98 99%∼ ∼ ∼
은 처리효율을 보였다 의 처리효율은 혐기성조. T-N 1.5 m
깊이에서 여재 유효입경 및 유효입경A( 1.50 mm) B( 0.95

를 사용한 경우가 각각 및 로서 대조구인 혐기mm) 59 70%
성조 깊이에서 여재 를 사용한 경우에 비해 각각1 m B 10
및 향상되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혐기성조의 깊이가21%

로 깊어짐에 따라 심층에서 용존산소가 점점 감소되어1.5 m
혐기성조건이 좋아지고 이로 인해 탈질율이 높아지기 때문으

로 사료된다 탈질율은 용존산소 농도가. 0.2 mg L-1일때는 0
mg L-1일때 보다 약 정도 감소하는 경향이므로50% 13) 탈질

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혐기성조를 용존산소 농도가

낮은 혐기성화 조건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의 처리효. T-P
율은 혐기성조 깊이에서 여재 및 를 사용한 경우1.5 m A B
가 각각 및 로서 대조구인 혐기성조 깊이에서92 93% 1 m
여재 를 사용한 경우에 비해 각각 및 향상되었다 이B 3 4% .
상의 결과로 볼 때 전반적으로 혐기성조 깊이에서 표1.5 m
면적이 넓은 여재 유효입경 가 여재 유효입경B( 0.95 mm) A(

에 비해 높은 오염물질 처리효율을 보였다 하지만1.50 mm) .
하수처리장 운전 개월 후 이들의 투수속도를 조사한 결과3
혐기성조 깊이에서 여재 의 경우 투수속도가1.5 m B 0.13 ×

10-4 m sec-1로서 혐기성조 깊이에서 여재 의1.5 m A 0.79
× 10-4 m sec-1과 대조구인 혐기성조 깊이에서 여재1 m B
의 0.85 × 10-4 m sec-1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여 혐기성조

깊이에서 여재 의 경우 장기간 운영시 공극폐쇄 현1.5 m B
상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혐기성조 깊이.
및 여재 입경을 이용한 최적 수처리 공정개선 방법은 혐기성

조 깊이에서 여재 유효입경 로서 하수처1.5m A( 1.50 mm)
리장에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으면서 질소와 인의 처리효율

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본 공정개선.
방법은 혐기성조의 깊이를 로 깊게 하고 표면적으로1.5 m
줄임으로서 그 동안 인공습지의 문제점이었던 넓은 부지면적

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여재에 굴패각 혼합 유무에 따른 방류수 중의 오염물질의

처리효율 을 조사한 결과(Fig. 2d) BOD, CODMn 및 탁도의

처리효율은 여재에 굴패각 혼합 유무에 따라 별 차이 없이

각각 및 로서 전반적으로 비슷한 경향97 99, 93 94 99%∼ ∼
이었다 하지만 및 의 처리효율은 굴패각을 혼합한. T-N T-P
경우 각각 및 로서 여재에 굴패각을 주입하지 않은63 96%
것에 비해 및 향상되었다 이는 굴패각의 경우 다공성14 7% .
의 큰 표면적 분말의 표면적이( 5 7 m～ 3 g-1 으로 인해 흡착)
에 아주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들 표면에 미생물들의

활착이나 오염물질 질소 및 인 의 흡착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
사료된다14) 등 의 보고에 의하면 인공습지에서 굴. Seo (2005)
패각의 흡착능력은 833 mg kg-1로 모래나 쇄석 등의 다른

여재에 비해 매우 높은 흡착능력을 보였고 이들 굴패각을 사,
용하면 인공습지에서 인의 포화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하

였다 특히 본 하수처리장치내의 여재에 굴패각을 혼합한 조.
건은 여재에 굴패각을 혼합하지 않은 조건에 비해 높은 T-P
처리효율을 보였는데 이는 탈인재인 굴패각에 의한 정석탈인

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석탈인법은 수중의 인을 이. Ca
온과 반응하여 난용성인 Hydroxyapatite [Ca5(OH)(PO4)3]
로 정석 처리하는 방법이다4) 정석탈인법의 반응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Ca2+ + 3PO4
2- + OH Ca→ 5(OH)(PO4)3

탈인재로 사용된 굴패각의 주성분은 칼슘으로 정37.6%
도이며 이를 CaCO3로 환산하면 가 되어 거의 대부분이94%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들을 인이 함유된 하수를 일

정시간 체류시키면 표면 침전반응을 통하여 하수 중의 인을

처리할 수 있다4) 정석 탈인법의 영향인자는 탈인재 이외에도.
이온농도 및 공존 이온농도 등이 있다 과pH, Ca . Ferguson

King15)의 연구에 의하면 의 결정화는Hydroxyapatite pH,
농도 알카리도 및 불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Mg , , pH

가 높으면 결정생성속도가 증가하지만 와 탄산은 결정생Mg
성을 방해한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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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농어촌 등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하수를 자연정화공법

의한 인공습지에서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형 하수처

리장치를 호기성조 및 혐기성조로 구분하여 시공한 다음 최,
적 하수 부하량을 조사하기 위해 하수 부하량별 오염물질의

처리효율을 조사한 결과 호기 혐기 조합형 소형 하수처리장-
에서 전반적으로 하수 부하량이 증가함에 따라 오염물질의 처

리효율이 점점 감소하는 경향으로 특히 하수부하량 300 L m-2

day-1 이상에서 수처리효율의 감소폭이 약간 컸다 따라서 본.
소형 하수처리장에서 BOD, CODMn 탁도 및 를, , T-N T-P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최적 부하량은 300 L m-2 day-1

이었고 이 때의 방류수 중, BOD, CODMn 탁도 및, , T-N
의 처리효율은 각각 및 로 현행 방류T-P 99, 94, 99, 49 89%

수 수질기준을 만족하면서 안정적으로 처리되었다 하지만.
본 소형 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 중의 및 함량은 각T-N T-P
각 및28.5 29.4 0.9 2.1 mg L～ ～ -1 정도로서 앞으로 질소와

인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각각 및20 2 mg L-1로 강화됨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수처리를 위해서는 및 처리효T-N T-P
율을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최적 하수 부하량.
하에서 질소와 인의 강화될 방류수 수질기준 질소( 20 mg L-1

및 인 2 mg L-1 을 만족시키면서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최적의 수처리 공정개선 방안을 조사하였다 호기 혐기 조합. -
형 소형 하수처리장에서 수처리 공정개선 중 질소 및 인의

처리효율 향상이 가능한 방안은 혐기성조의 깊이 및 여재 입

경 변경과 여재에 굴패각을 혼합한 방법이었다 혐기성조의.
깊이 및 여재 입경 변경 조건 중 혐기성조 깊이에서1.5 m
여재 유효입경 를 사용한 경우 및 의A( 1.50 mm) T-N T-P
처리효율을 각각 및 향상시켰고 여재에 굴패각 혼합10 3% ,
한 경우 및 의 처리효율을 각각 및 향상시켰T-N T-P 14 7%
다 또한 동일한 조의 체적하에서 혐기성조의 깊이를 로. 1.5 m
깊게한 것은 혐기성조 깊이 에 비해 부지면적을 약1 m 33%
정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굴패각을 사용,
한 것은 폐기물의 재활용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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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ter media without oyster shells□
: Filter media with oyster shells▩

c) Changing the filter media size and the depth in
anaerobic plot

d) Addition of oyster shells to filter media at anaerobic
plot

Fig. 2. Removal rate of pollutants in effluent according to the improved sewage treatment process in small-scale sewage
treatment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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