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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itrification efficiency associated with incorporation of the diffrent carbon substrates with the anaerobic
sludge was investigated. For this each kinetic constant such as methane reaction and specific denitrification
rate (SDNR) were determined in each treated sludge. In the pure methanogenesis, the specific
methanogenesis activity (SMA) value was the highest at 0.76COD/g VSS··day when the acetate was
incorporated with the anaerobic sludge which has already been adapted at consistent C/N ratio 5 for
reatively higher denitrifier population. The anaerobic dinitrificaition and methanogenesis reaction were
dependent on both the types of carbon substrate and sludge showing the higher denitrificaition reaction
constant at 1.96 hr-1 with incorporation of acetate with the anaerobic sludge at C/N ratio 5 than any other
carbon sources examined. When the glucose was introduced as electron donor for the anaerobic sludge
adapted with different carbon substrates the SDNR showed the highest value with the sludge adapted to
glucose followed by the sludge adapted to piggery sludge and ace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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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탈질반응(Denitrification)은 에너지원(energy source)

으로서 전자공여체를 요구하는 일종의 호흡공정이다.

탈질 박테리아는 대부분 종속 양형(heterotrophic)이

며 질산염을 질소가스(N2)로 환원하기 위해 유기탄소

원을 필요로 한다. 종속 양형 탈질에서는 처리대상

폐수의 전자공여체가 부족하면 알코올, 포도당, 아세

테이트 등의 추가적인 외부탄소원의 공급이 이루어져

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1990년대 초부터

혐기성 공정의 후속처리 대안으로서 단일 반응조 내

에서 혐기성 탈질반응이 연구되었고, 이를 이용한 유

기물과 질소의 통합처리가 제안되었다(Hanaki et al.,

1989; Akunna et al., 1992; Akunna et al., 1994; Lin

and Chen, 1995; Park et al., 2005). 질산성 질소의 탈

질반응은 메탄생성 반응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제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Akunna et al., 1992; Park et

al., 2005), 실제로 후속되는 질산화 공정으로부터 질산

화된 유출수를 혐기성 반응조로 반송시킴으로써 80-

90%의 유기물과 질소제거 효율을 달성하 다(Garuti,

1992; Tilche et al., 1994; Bernet et al., 2000;

Mosquera-Corral et al., 2001; Park et al., 2008). 또한

혐기성 반응조 내에서 탈질과 메탄화 동시반응에 대

한 연구가 수행된 후, 단일 혐기성 반응기에서 유기물

과 질소의 동시 제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

에 있다(Akunna et al., 1992; Garuti et al., 1991). 여

러 연구자들에 의해 기존의 혐기성 반응조를 고율 혐

기성 반응조로 개량하여 혐기성 탈질/메탄화 동시반

응에 의한 폐수처리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혐기성 반응기에 주입된 질소

산화물은 탈질과 메탄반응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Lin and Chen, 1993), Kluber 등(1997)

은 메탄생성 반응에서 질소산화물을 첨가하면 질소산

화물이 메탄생성반응에 직·간접적으로 저해가 나타

난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Manuel 등(1998)은 메탄

생성 반응의 저해는 질소산화물 자체의 향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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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기성 슬러지 내에서 탈질미생물의 성장과 관련된다

고 주장하기도 하 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

이 혐기성 반응조 내에서 탈질반응과 메탄반응에 있

어 슬러지 내의 탈질균과 메탄생성 고세균(Archaea)

의 비와 C/N 비 등은 질소산화물의 탈질반응 및 메

탄생성 반응에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기작은 분명하지 않다.

Akunna 등(1993)은 혐기성 슬러지의 ammonification

은 glucose 또는 glycogen 등의 당류 탄소기질을 선호

한다고 보고하 다(Akunna et al., 1993). 반면, 산생성

반응에서 생산되는 유기산(VFA)을 이용하여 질산성

질소를 탈질반응에 의해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하

다. 또한 Baloch 등(2006)은 산생성 반응조를 반송

된 질산성 질소의 제거에 활용할 수 있으며, 생산된

VFA를 직접 이용함으로써 부족한 유기탄소를 보충

하여 완전한 탈질반응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 고,

Park 등(2009)은 질소산화물을 반송하여 산생성 슬러

지의 탈질능력을 평가한 결과 탈질반응과 유기산 생

성이 동시에 발현되는 것을 보고하 다.

한편 생물학적 탈질기술이 유기물과 질소를 효과적

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C/N 비, 질소부하율, HRT 및

공정의 배열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연구되었으

나, 기질의 종류 및 sludge type에 따른 탈질 특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Jorgensen and

Tiedje(1993)의 혐기성 슬러지의 탈질능력 평가를 시

작으로 Quevedo 등(1996)은 유입기질(Acetate,

Glucose)을 달리하여 입상형 메탄슬러지의 탈질속도

를 측정한 결과 각각 1.65 kg·N-NO3
-/kg·VSS·

day 및 0.58 kg·N-NO3
-/kg·VSS·day로 acetic

acid가 탈질반응시 탄소원으로서 이용이 용이한 것으

로 보고하 다. 그러나 Cuervo-Lopez 등(1999)은

acetate, lactate, glucose 등의 기질을 이용하여 탈질특

성을 관찰한 결과 탈질속도는 비슷하 으나 Lactate

를 탄소원으로 사용하 을 때 질소부하율에 따라 슬

러지 부상문제가 발생한다고 하 다. 이와 같이 유입

기질에 따른 탈질속도는 연구자에 따라 상이한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혐기성 슬러지의 적응 기질

에 따른 탈질능력을 관찰하고자 탄소기질로서 포도당

이외에 다른 기질(acetate, piggery wastewater)등을

사용하여 탈질 및 메탄반응의 변화 및 SDNR(Specific

Denitrification Rate) 등 각각의 반응속도 상수들을 결

정하 다.

재료 및 방법

Sludge 적응을 위한 연속실험 장치 적응기질 종류

에 따른 혐기성 슬러지의 탈질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회분식 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속식 실험 장치를

운전하 다. 입상형 슬러지는 축산폐수를 적용한 연

속식 TPAD(two phase anaerobic digestion) 반응조에

서 채취하여 각각의 기질을 적응시켰다. 이 때 적응실

험 장치는 상향류식 슬러지 블랭킷(USB)과 혐기성

여과상(AF)을 결합한 장치를 이용하 으며, 유입기

질의 SCOD 농도와 유량을 조절하여 유기물 부하율

(OLR)을 0.25에서 1.0까지 증가하면서 운전하 으며,

발생된 gas는 AF(anaerobic filter) 상단에 연결된 gas

포집용 비닐백에 포집하 다(Fig. 1. a).

산생성 슬러지를 이용한 회분식 실험 질산성 질

소가 첨가될 경우 혐기성 산생성 슬러지에 의한 탈질

반응이 산생성 반응에 미치는 향을 관찰하 다. 슬

러지는 연속식 실험장치의 산생성 반응조에서 채취하

는데, 질산염이 포함된 최종 유출수를 산생성 반응

조에 반송하기 전과 반송 후에 적응된 슬러지를 각각

채취하여 탈질반응과 산생성 거동을 관찰하 다. 증

류수를 이용하여 산생성 슬러지를 3-4회 이상 수세하

여 슬러지에 부착되어 있는 유기물을 제거한 후 300

mL 시료병(serum bottle)에 식종하 다. 헬륨

(helium)가스를 이용하여 잔류 용존산소를 제거한 후

미리 제조한 포도당(glucose) 용액을 이용하여 반응조

내의 최종 COD 농도가 600 mg/L가 되도록 조절하

다. 질산칼륨(KNO3)을 이용하여 초기 COD/N비를

0~20 범위에서 변화시키면서 탈질반응과 산생성 반

응을 관찰하 다. Table 1은 회분식 실험에 사용된 합

성폐수의 성상이다. 일정 COD/N비에 따라 포도당과

질산성 질소를 주입한 혼합액을 회전식 교반기(rotary

shaker)에 고정 후 35℃에서 교반시키면서 반응을 시

작하 다. 반응 초기 pH는 7.0∼7.5 범위로 조절하

으며 일정한 반응시간 간격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질

소산화물, COD, 유기산 등의 농도를 측정하 다.

비탈질속도(Specific Denitrification Rate, SDNR) 실험

SDNR 실험은 Akunna 등(1993)의 실험방법을 변형

하여 실험하 다. SDNR 실험은 100 mL 용량의

serum bottle을 사용하 고, 질산염은 질산칼륨을 첨

가하여 반응조 내의 질산염의 농도가 133 mg·NO3
--

N/L 가 되게 조정하 다. 기질은 포도당, 아세테이트,

메탄올 및 프로피오네이트를 COD 기준으로 1.5 g/L

로 고정하 다. pH는 7.5로 고정하 으며, 질소가스로

30분간 퍼징(purging)한 후, 중온(35℃)에서 시간에

따라 5 mL씩 균일하게 시료를 채취하여 질산염의 농

도를 측정하 다. SDNR은 미생물(MLVSS)당 질산

염의 제거속도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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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항목

질산성 질소(NO3
--N) 및 아질산성 질소(NO2

--N)

등의 음이온 농도는 conductivity detector가 설치된

ion chromatography(Metrohm modular, Switzerland)

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휘발성 지방산(Volatile

Fatty Acid; VFA)은 liquid chromatography(HPLC

9600, YoungLin,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암모

니아성 질소는 Nessler법(NH4
+-N Distillation method,

HACH, USA)을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CODcr은

closed reflux 및 colorimetric method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총질소 및 알칼리도(alkalinity) 등의 기타 분석항

목은 Standard methods(1999)에 준하여 측정하 다.

결과 및 고찰

적응기질 종류에 따른 혐기성 슬러지의 탈질속도

슬러지 기질적응을 위한 연속식 반응기에서 유기물 제

거거동 Fig. 2는 입상형 혐기성 슬러지의 기질적응

을 위해 운전된 상향류식 슬러지 블랭킷(USB) 반응

조에서 포도당과 아세테이트를 메탄생성 반응의 탄소

기질로 이용하 을 때, 제거거동을 나타내었다. 운전

초기에는 SCOD의 농도를 500 mg/L 내외로 조절하

여 낮은 부하율(OLR)에서 실험하 으며, 정상상태

(steady state)에 도달 후, 1,000 mg/L로 증가하여 실

험하 다. 이 때 질산염을 주입하지 않은 완전 혐기성

상태에서 슬러지를 각각의 탄소기질에 적응하 다.

아세테이트와 포도당을 기질로 이용할 경우 최종단계

에서 SCOD 제거효율은 각각 85, 75%로 아세테이트

의 메탄전환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유출되는 농

도는 평균적으로 각각 230, 170 mg/L로 안정적이었

다.

Fig. 3은 각각의 유기물부하율(OLR)에서 적응된 기

질종류에 따른 메탄가스 발생량을 나타내었다. 실험

시작 후 30일부터 유기물 부하율을 2.0 g·SCOD/L·

day로 운전하 을 때, 포도당과 아세테이트 기질을

주입한 반응조에서 각각 0.29, 0.32 L/day의 메탄가스

를 발생하 다. SCOD 제거효율은 안정적이었고, 제거

된 유기물을 기준으로 계산된 이론적인 메탄가스 발

Substrate as SCOD (mg/L)

Carbon source(SDNR test)

electron acceptor(SDNR test)

Serum bottle volume(mL)

MLVSSS (mg/L)

Phosphate buffer (mg/L)

(adjusted to pH 7.0)

Mineral salts (mg/L)

Acclimated with C/N ratio of 10~5Acclimated with NO3
-

Granule sludge from USB reactor

Glucose, Acetate ; 1,500 mg/L(as N)

KNO3 ; 150 mg/L (as N)

120

2,500

KH2PO4

K2HPO4

Alkalinity(NaHCO3)

CaCl2·2H2O

MgCl2·6H2O

FeCl3·4H2O

MnCl2·4H2O

270

350

180

75

100

20

0.5

Table 1. Components of the synthetic wastewater used for batch tests.

F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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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량의 95% 이상이었다.

포도당과 아세테이트 기질로부터 메탄회수율이 높

은 약 50일 이후를 정상상태로 판단하고, 실험기간동

안 슬러지를 채취하여 회분식 탈질 및 메탄생성 실험

을 수행하 다.

Acetate 기질에 적응된 혐기성 슬러지의 탈질속도

Fig. 4는 단일 탄소기질로서 아세테이트에 적응된 혐

기성 슬러지를 이용한 탈질실험 결과이다. 실험초기

질산염과 SCOD의 농도는 각각 30 및 600 mg/L로

조절하여 C/N 비를 약 20정도로 하 다. 탈질반응에

필요한 유기성 전자공여체로서 아세테이트와 포도당

을 이용하 는데, 아세테이트를 전자공여체로 이용하

을 때 질산염제거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혐기성 슬러지의 탈질반응에 있어서 이미 적응된

탄소기질 이외의 기질을 전자공여체로 이용할 경우,

질산염 유입에 대한 적응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요

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세테이트와 포도당

의 경우 질산염 농도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간이 각

각 2시간 및 5시간이었다. 기존 실험에서 혐기성 슬러

지에 의한 질산염 제거거동과 유사하게 중간생성물인

아질산염이 생성하 다가 연속적으로 제거되었으며,

아세테이트와 포도당의 경우 질산염 비탈질속도

(SDNR) 값이 각각 0.007, 0.001 g·NO3-/g·VSS·

day이었다. 한편 질산염의 탈질반응으로 생성된 아질

산염의 농도가 최대값에 도달하 을 때 메탄가스가

발생하 으며, 아질산염에 의한 메탄생성 반응의 저

해는 관찰되지 않았다.

미생물학적 분석이나 메탄생성 미생물의 군집구조

에 대한 분석은 수행되지 않았으나, 아세테이트를 이

용하는(acetotrophic) 메탄생성 미생물이 우점종이라

고 판단한다면, 가수분해 단계에 관여하는 산생성 미

생물(acidogens)들의 활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을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혐기성 소화의 최종단계에서

아세테이트를 기질로 이용하는 완전 혐기성 슬러지에

의한 질산염 제거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동일한 기질

을 탈질반응의 전자공여체로 이용할 때 비교적 짧은

적응시간으로 빠른 탈질속도를 나타내었다. 반면 포

도당을 기질로 이용한 탈질반응도 진행하 는데, 적

응시간이 오래 걸리고 속도도 낮은 편이었다. 이는 혐

기성 슬러지의 기질에 대한 적응여부가 탈질과 메탄

생성 동시반응에 중요한 향인자로서 작용함을 시사

하고 있다.

Manuel 등(1998)은 순수 배양된 대표적인 메탄생성

미생물 Methanosarcina mazei와 탈질미생물

Pseudomonas stuzeri를 이용한 혐기성 탈질과 메탄생성

반응의 상호관계 실험결과에서 15 mM의 질산염이 존

재하는 상태에서도 Methanosarcina mazei에 의해 메탄

가스는 발생하 으나, Pseudomonas stuzeri를 메디아

용액에 식종할 경우 메탄생성 반응이 정지되며, 이러

한 저해 향은 탈질미생물의 성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보고하 고, 또한 아질산염 및 N2O 등의 중간생성

물도 저해인자로서 작용함을 입증하 다. 한편, Kluber

등(1997)은 이와 유사한 실험으로부터 순수 배양된

Methanosarcina barkeri와 Methanobacrerium bryantii

등의 메탄생성 미생물도 탈질 미생물의 성장과정에서

발생되는 중간생성물에 의해 저해를 받는 것으로 보

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아세테이트 단일기질에 적응된 완전

혐기성 슬러지는 질산염이 존재할 때 메탄생성 반응

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일정한 적응기간을 거쳐 탈질

반응이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의 연구들은 순수 배양된 탈질 미생물의 성장과 탈질

반응에 의한 메탄 생성반응의 저해작용을 규명하고자

하 으나, 혐기성 슬러지에서 탈질미생물의 생존여부

및 메탄생성 미생물의 탈질능력 여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보고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다양한 혐기성

미생물 군집에 의한 탈질과 메탄생성 동시반응 그리

Fig. 2. SCOD removal in USB reactors fed with acetate and
glucose as a sole carbon source.

Fig. 3. Methane gas production rates in USB reactors fed with
acetate and glucose as a sole carbon source.

11(214-221)  2009.8.24 8:50 PM  페이지217



218 박상민·전항배·박찬일·소규호·박노백

고 이들 간의 상호 공생관계(syntrophic relationship)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Glucose 기질에 적응된 혐기성 슬러지의 탈질속도

Fig. 5는 단일 탄소기질로서 포도당에 적응된 혐기성

슬러지를 이용한 탈질실험결과이다. 탈질반응에 필요

한 유기성 전자공여체로서 아세테이트와 포도당을 이

용하 는데, 아세테이트를 탄소기질로 적응된 슬러지

에서 실험결과와 상반된 경향을 나타냈다. 일반적으

로 탈질반응과 메탄생성 활성도에 가장 효율적인 기

질로 알려진 아세테이트에 비해 포도당을 이용하 을

경우 상대적으로 적응시간이 짧고 탈질속도 또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혐기성 슬러지가 포도당 단일

기질에 적응되었기 때문이며, 각각의 기질에 대하여

비탈질속도(SDNR)를 측정한 결과 포도당과 아세테이

트의 경우 각각 0.01, 0.005 g·NO3
-/g·VSS·day이었

다. 한편, 탈질반응과 메탄생성 반응이 거의 유사한 경

향을 보 고, 메탄가스 발생량도 유사하 다. 적응된

기질과 탈질반응에 이용된 전자공여체가 동일 할 경

우, 동일한 양의 질산염 유입에 대하여 아세테이트보

다 오히려 포도당이 빠른 탈질속도를 보 는데 이는

포도당에 적응된 완전 혐기성 슬러지에서 더 많은 미

생물들이 탈질에 관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포도당에 적응된 혐기성 슬러지의 경우 최종적으로

메탄가스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아세테이트에 적응된

슬러지에 비해 가수분해와 산생성에 관여하는 미생물

(acidogens)과 메탄생성 미생물(methanogens)의 상호

작용이 활성화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기존의 실

험결과에서와 같이 산생성슬러지도 탈질반응에 의해

질산염을 제거할 수 있으며, 그 속도가 메탄생성 슬러

지와 유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상호관계에 의

해 탈질반응이 더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결

과적으로 가수분해/산생성 단계와 메탄생성 단계에서

성장하는 혐기성 미생물의 상호작용은 혐기성 슬러지

의 탈질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탄생성 슬러지의 탈질속도 비교 Fig. 6은 다른 종

류의 탄소기질 축산폐수, 포도당 및 아세테이트에 적

응된 혐기성 메탄생성 슬러지에 의한 탈질속도를 비

교하 으며, 이는 동일한 질산염농도에서 동일한 전

자공여체로서 포도당을 주입한 결과이다. 적응된 기

질에 따라 메탄생성 반응의 활성도가 최대로 안정되

었을 때 탈질실험을 수행한 결과 포도당, 축산폐수,

아세테이트의 순으로 비탈질속도(SDNR)가 높게 나

타났다. 각각의 비탈질속도는 0.01, 0.004 및 0.003

gNO3
-/g·VSS·day 이었다. 아세테이트에 적응된 슬

러지의 탈질속도가 축산폐수에 적응된 슬러지의 것과

거의 유사하 는데, 이는 순수 메탄생성 슬러지에 의

한 탈질반응은 기질의 적응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작

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는 혐기성 소화과정에서 각각의 탄소기질과

슬러지의 종류에 따라 비탈질속도를 비교하여 정리하

다. 포도당에 적응된 슬러지가 가장 큰 값을 나타내

었고, 이는 가수분해/산생성 단계와 메탄생성 단계에

Fig. 4. Nitrate removal and methane production by the sludge
fed with acetate as a sole carbon source.

Fig. 5. Nitrate removal and methane production by the sludge
fed with glucose as a sole carbon source.

Fig. 6. SDNR value of methanogenic sludge acclimated with
various subst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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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성장하는 각각의 미생물군의 상호관계가 탈질속도

를 증가시킨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산생성 슬

러지에 의한 비탈질속도(SDNR)는 메탄생성 슬러지

와 거의 유사하 다.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ig. 7~8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USB 반응조에서 채취한 입상 슬러

지의 SEM 분석 결과이다. 4가지 기질에 적응된 입상

슬러지 모두 다양한 형태의 구형(coccus), 사상성

(filamentous) 혐기성 미생물과 군집(cluster)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각의 기질에 장기간 적응되었기 때

문에 메탄생성균의 상변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기질 특성에 맞는 Methanosarcina, Methanothrix,

Methanogenium, Mathanobrevibacter, Methanomicrobium

등이 우점화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분자생물

학적 미생물의 군집특성 연구가 필요하다.

적 요

본 연구에서는 혐기성 슬러지의 적응 기질에 따른

탈질능력을 관찰하고자 탄소기질로서 포도당 이외에

기질등을 사용하여 탈질 및 메탄반응의 변화 및

SDNR(Specific Denitrification Rate) 등을 관찰하 다.

순수 메탄생성 슬러지에서 아세테이트를 사용하

을 경우, SMA 값은 0.76 gCOD/g·VSS·day로 가장

높았고, SDNR 측정결과 탈질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C/N 비 5에 적응된 슬러지에서 아세테이트를

탄소기질로 사용하 을 경우에 가장 높은 1.38 g·

NO3
--N/g·VSS·day이었다.

혐기성 탈질반응 및 메탄 생성반응은 탄소기질 및

슬러지의 종류에 따라 향을 받았고, C/N 비 5에 적

응된 슬러지에서 다른 탄소기질보다 아세테이트를 사

용하 을 경우에 탈질반응상수 값은 1.96 hr-1로 가장

Sludge type

Acidogenic

Methanogenic

SDNR,

g·NO3
-/g·VSS·day

Substrate

denitrification

Glucose

Glucose

Acetate

Glucose

Acetate

Glucose

0.003

0.004

0.007

0.001

0.005

0.01

Acclimated 

substrate

Piggery

Piggery

Acetate

Glucose

Table 2. SDNR values according to the sludge types and substrates.

Fig. 7. SEM analysis of granular sludge acclimated in USB reactors feed with acetate(a) and glucose(b) as a sole carbon source.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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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다.

다양한 탄소기질에 적응된 혐기성 슬러지에 포도당

을 전자공여체로 이용하여 비탈질속도(SDNR)를 측

정한 결과 포도당, 축산폐수, 아세테이트 기질에 적응

된 슬러지 순으로 나타났다. 탄소기질에 대한 미생물

의 적응여부와 혐기성 소화공정 각 단계에서 성장하

는 미생물군(bio-community)의 상호공생관계가 탈질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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