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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develop constructed wetlands for treating hydroponic wastewater in greenhouse, actual constructed 
wetlands were used the obtained optimum condition in previous study, and the removal rate of pollutant in the 
water according to 4 kinds connection method of piping such as system A (UP-UP stream), system B 
(UP-DOWN system), system C (DOWN-UP stream) and system D (DOWN-DOWN stream) were 
investigated. Removal rate of biochemical oxygen demand (BOD), chemical oxygen demand (COD), 
suspended solids (SS), total nitrogen (T-N) and total phosphorus (T-P) by system A (UP-UP stream) 
connection method in actual constructed wetlands were slightly higher than other systems. At the system A, 
the removal rate of BOD, COD, SS, T-N and T-P were 88, 77, 94, 54 and 94%, respectively. Under different 
hydroponic wastewater loading, the removal rates of pollutants were higher in the order of 75 L m-2 day-1 ≒ 
150 L m-2 day-1 ≧ 300 L m-2 day-1. Therefore, optimum connection method was system A for treating 
hydroponic wastewater in green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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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

       

서     언

양액재배는 토양이 없는 상태에서 작물생육에 필요한 양

분을 수용액 상태로 공급해 줄 수 있어 최근 원예 및 화훼 

생산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재배면

적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Göhler and Molitor, 

2002; Nelson, 1998). 현행 양액을 사용하는 방식은 비순환

방식이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MAF, 2004), 비순환방식에

서 배출하는 폐양액량은 공급량의 약 20%정도이다. 시설하

우스에서 배출되는 폐양액은 BOD와 같은 유기물함량은 낮

은 반면에 질소 함량이 약 100～250 mg L
-1
, 인 함량이 약 

15～30 mg L
-1
정도로 높게 배출되는 특성이 있으며 (Lee at 

al., 2007), 이 중 질소는 작물에 흡수되고 약 33～43% 정

도가 질산성질소로 배출되고 있어 인근 수계 부영양화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 (Lee et al., 1996; Lee et al., 1999). 

폐양액 내의 질소와 인은 수질 오염을 유발시키는 오염

원이지만 대부분이 작물 흡수가 용이한 형태이므로 농업적 

측면에서 볼 때 비료로써 재활용 가치가 높아 그 동안 폐양

액의 재활용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Choi 

et al. 2011; Zhang et al., 2006). 

폐양액을 양액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비순환

식 시스템을 순환 시스템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러나 순

환식 양액재배를 도입하는 경우 양액을 순환시키는 시스템

이 추가되어 비순환식 양액재배 보다 시설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으며, 폐양액 중 함유된 무기성분의 불균형으로 

인해 작물의 생육 불량과 근권 병원균을 확산시킬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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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characteristics of the hydroponic wastewater used.

Items pH EC DO BOD COD SS T-N T-P
dS m-1 --------------------------------------- mg L-1 -----------------------------------------

Average 7.0 1.32 6.7 5.37 20.17 26.85 105.0 13.18
Standard 
deviation

±0.31 ±0.21 ±0.3 ±1.2 ±2.6 ±2.2 ±12.5 ±2.3

Table 2. Chemical characteristics of filter media used.

Items pH EC O.M T-N T-P K Ca Mg Na Fe Mn
1:5 dS m-1 % ------------------------------------------ mg kg-1 ----------------------------------------------

Average 8.4 0.07 0.37 27.0 37.2 1,030 201,418 1,957 132 2,153 63.6
Standard 
deviation

±0.6 ±0.02 ±0.08 ±2.6 ±4.2 ±213 ±4,524 ±265 ±42 ±165 ±6.5

Table 3. Physical characteristics of filter media used.

Porosity Bulk density d10 d60 Uniformity coefficient
% g cm-3 mm mm d60 d10

-1

32 1.48 1.3 3.2 2.46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독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해

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Park et al., 2008). 또

한 이들 순환시스템들은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고, 순환되는 

배양액속에 들어있는 미립자 상태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가적으로 모래여과장치와 같은 기능의 부가장치

를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실제 농민이 사용하기에 많은 어려

움이 있는 실정이다. 

시설하우스에서 배출되는 폐양액은 유기물함량이 매우 

낮고 질산성질소와 인의 함량이 높아 일반적인 생물학적인 

처리법에 의해 처리가 불가능하여 직접처리하는 연구는 거

의 없으며,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부레옥잠과 같은 담수 수

생식물을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어진 바 있으나, 처리효율이 

매우 낮아 배출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었다 

(Park et al., 2008). 

현재 시설하우스의 폐양액은 수질환경보전법상 산업체 

폐수로 분류되어 배출 기준으로 규제되고 있으며, 특히 

T-N 60 mg L
-1 

및 T-P 8 mg L
-1
이하로 규제하고 있어 폐

양액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재활용 할 수 있는 환경친화형 

폐양액 처리기술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Ministry of 

Environmental, 2005; Park et al., 2008; Seo, 1999). 이에 

본 연구진은 선행연구 (Park et al., 2008; Seo et al., 2010)

를 통해 인공습지를 이용하여 폐양액을 효과적으로 처리하

기 위한 조합방법, 여재 등 다양한 인자별 최적조건을 구명

하였으나, 실제 현장에 적용되어 소형 인공습지에서 수행한 

기초실험을 기반으로 폐양액 처리를 위한 인공습지의 가능

성에 대한 연구만 진행되었으며, 실제 시설하우스 현장에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최적조건을 

이용하여 실제 시설하우스 양액재배지에 인공습지 폐양액 

처리장을 설계 및 시공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인 폐양액 처

리 최적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수평흐름조 연결방식에 따

라 system A, B, C 및 D로 구분하여 정화효율을 평가하였

으며, 선정된 시스템의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폐양

액 부하량별 수처리 효율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재료   현장 인공습지 폐양액 처리장치에 사용된 

폐양액은 경남 농업기술원 내 딸기 시설하우스에서 배출되

는 폐양액을 사용하였다. 공시 폐양액의 화학적 특성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질소 함량은 105 mg L
-1
이었

고, 총 인 함량은 13.18 mg L
-1
이었다. 

공시 여재는 여재채취장에서 채취한 여재를 사용하였으

며, 화학적 특성은 Table 2에서 보는 것과 같다. 현장 폐양

액처리장에는 왕사와 인의 흡착능이 우수한 방해석을 1:1로 

혼합한 여재를 사용하였다. 각 사용된 여재의 유효입경 (여

재를 입경 순으로 나열하였을 때 작은 입경으로부터 중량 

10%되는 부분의 여재의 입경; d10)은 1.2 mm이었으며, 균등

계수 (여재를 입경 순으로 나열하였을 때 작은 입경으로부

터 중량 60%에 해당되는 입경과 10%에 해당되는 입경과의 

비; d60 d10
-1
)는 2.46이었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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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ystem A (B) System B

(C) System C (D) System D

Fig. 1. Diagrams of hydroponic wastewater treatment plant.

실험장치   현장 인공습지 폐양액처리장은 최적조합이

었던 HF (수평흐름조)와 HF (수평흐름조)를 연결하여 1개 

시스템으로 하였으며, 수평흐름조 연결방식을 Fig. 1과 같

이 system A, B, C 및 D로 달리하여 시공하였다. 두 수평흐

름조의 크기는 각각 가로 2.0 m × 세로 2.0 m × 높이 1.0 

m로서 용량이 4.0 m
3
되게 시공하였다. 

사용된 여재는 1차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선행연

구 (Seo et al., 2010)에서 최적여재였던 왕사:방해석=1:1로 

혼합한 여재를 사용하였고, 여재 주입위치는 하부에서 높이 

0.9 m까지 충진하였다. 각 HF조는 체류시간을 증가시키기 

위해 조를 4등분하였다. 현장 폐양액처리장의 폐양액 흐름

은 HF조에 폐양액을 표면에 유입시켜 수평여과방식으로 처

리한 후 상부에서 유출되게 하였고, 유출된 1차 처리수는 

자연유하식으로 2차 HF조의 상부로 유입하게 되게 하였다. 

2차 HF조에 유입된 폐양액은 수평여과방식으로 처리하여 

최종 유출되게 하였다. 

실험방법 및 조사시기   현장 인공습지 폐양액처리장

에서 system별 정화효율 평가는 HF (Horizontal flow)-HF 

조합형 인공습지에서 HF조의 연결방식에 따라 system A, 

B, C 및 D로 구분한 후 폐양액 유입량을 150 L m
-2 

day
-1
되

게 유입하여 BOD, COD, SS, T-N 및 T-P의 처리효율을 각

각 조사하였다.

폐양액의 부하량에 따른 수처리 효율 조사는 최적 system

하에서 폐양액 부하량에 대한 대응성을 조사하기 위해 시설

하우스에서 배출되는 폐양액을 75, 150 및 300 L m
-2 

day
-1

되게 달리 유입하여 BOD, COD, SS, T-N 및 T-P의 처리효

율을 각각 조사하였다.

각 조건별 실험은 2개월간 조사되었으며, 시료의 채취는 

매달 처음 1주간은 1주 3회 3반복, 2주부터는 주 2회 3반복

으로 분석한 결과를 통계처리 (SPSS 19 version)하여 각 조

건에서의 수처리 효율을 조사하였다.

분석방법   수질분석은 수질오염공정시험법과 APHA의 

standard method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하였다 (Kim et 

al., 2001; APHA, 2005). BOD는 윙클러 아지드화나트륨 변

법, COD는 산성 과망간산칼륨법, SS는 유리섬유여과지법, 

T-N 은 자외선 흡광광도법, T-P는 아스코르빈산 환원법으

로 각각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폐양액 처리를 위한 system별 수처리 효율   현장 폐

양액처리장에서의 system별 BOD 처리효율을 조사한 결과

는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폐양액 원수의 BOD 함량은 

평균 5.37 mg L
-1
정도로 폐양액 자체의 유기물 농도는 일

반적인 생활하수에 비해 매우 낮았다. 1차 처리수 중의 

system별 BOD 처리효율은 system A 및 B가 각각 46 및 

47%이었고, system C 및 D는 각각 62 및 63%로 system C 

및 D가 system A 및 B에 비해 약간 더 높은 경향이었다. 이

와 같은 결과는 system C 및 D의 1차 처리조의 경우 폐양액

이 처리조의 상부에서 하부방향으로 수직여과됨으로 인해 

폐양액과 여재의 접촉시간이 길기 때문이며, 반면에 system 

A와 B의 1차 처리조의 경우 폐양액이 상부로 유입되어 수평

방향으로 흘러 상부에서 유출됨으로 인해 폐양액과 여재의 

접촉 시간이 짧기 때문이다.

1차 처리된 후 2차 처리수 중의 시스템별 BOD 처리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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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moval rate of pollutants in the water under different connection method in hydroponic wastewater treatment plant.

은 system A, B, C 및 D는 각각 88, 81, 85 및 76%로 

system A가 다른 system에 비해 약간 높은 처리효율을 보

였다. 따라서 HF-HF 조합형 폐양액처리장에서 효과적으로 

BOD를 처리하기 위한 최적조건은 system A이었다.

현장 폐양액처리장에서의 system별 COD 처리효율을 

조사한 결과는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폐양액 원수의 

COD 함량은 평균 20.17 mg L
-1
이었고, 1차 처리수 중의 

system별 COD 처리효율은 system A 및 B는 각각 35 및 

36%이었고, system C 및 D는 각각 53 및 51%로 system C 

및 D가 system A 및 B에 비해 약간 더 높은 경향이었다. 이

와 같은 결과는 BOD와 유사한 경향으로 system C 및 D의 1

차 처리조의 경우 폐양액이 처리조의 상부에서 하부방향으

로 수직여과됨으로 인해 폐양액과 여재의 접촉시간이 길기 

때문이며, 반면에 system A와 B의 1차 처리조의 경우 폐양

액이 상부로 유입되어 수평방향으로 흘러 상부에서 유출됨

으로 인해 폐양액과 여재의 접촉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이다.

1차 처리된 후 2차 처리수 중의 처리조 연결방법별 COD 

처리효율은 system A, B, C 및 D는 각각 77, 70, 74 및 67%

로 system A가 다른 system에 비해 약간 높은 처리효율을 

보였다. 따라서 HF-HF 조합형 폐양액처리장에서 효과적으

로 COD를 처리하기 위한 최적조건은 system A이었다.

현장 폐양액처리장에서의 처리조 system별 SS 처리효율

을 조사한 결과는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폐양액 원수

의 SS 함량은 평균 26.85 mg L
-1
정도로 폐양액 자체의 SS 

농도는 일반적인 생활하수에 비해 매우 낮았다. 이는 양액 

조제시 SS 함량이 거의 없는 지하수나 수돗물을 이용하여 

조제하기 때문이며, 폐양액 중 SS 함량의 대부분은 유입된 

양액이 상토를 거치면서 상토내 부유물질이 유출되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1차 처리수 중의 system별 SS 처리효율은 system A 및 B

는 각각 64 및 63%이었고, system C 및 D는 71 와 72%로 

system C 및 D가 system A 및 B에 비해 약간 더 높은 경향

이었다.

1차 처리된 후 2차 처리수 중의 system별 SS 처리효율은 

system A, B, C 및 D는 각각 94, 91, 93 및 92%로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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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다른 system에 비해 약간 높은 처리효율을 보였다. SS

의 처리는 인공습지 폐양액처리장에서 여재에 의한 여과 작

용이 주된 처리이기 때문에 1차 처리수와 2차 처리수의 SS 

처리효율이 다른 항목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SS성분의 여과는 궁극적인 처리가 아니고 물리적인 분리과

정이기 때문에 여과된 SS를 일으키는 현탁물질은 입자상태

로 처리조내에 잔류하게 된다. 이렇게 잔류하는 현탁입자들

은 대부분 무해하지만 오염성분들은 미생물에 의한 생물학

적 분해, 용해된 후 식물에 의한 흡수 및 기타 화학반응을 

거치면서 궁극적으로 처리된다 (Jo, 2003).

현장 폐양액처리장에서의 처리조 system별 T-N 처리효

율을 조사한 결과는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폐양액 원

수의 T-N 함량은 평균 105 mg L
-1
정도이었다. 이는 양액 

제조시 식물생장에 필요한 주성분인 질소를 다량 주입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때 주입된 질소는 대부분 NO3-N 형

태이었다. 

1차 처리수 중의 system별 T-N 처리효율은 system A 및 

B는 각각 25 및 25%이었고, system C 및 D는 각각 27 및 

27%로 system C 및 D가 system A 및 B에 비해 미미하게 높

았다. 1차 처리된 후 2차 처리수 중의 연결방법별 T-N 처리

효율은 system A, B, C 및 D는 각각 54, 50, 52 및 55%로 

system A 및 D가 다른 system에 비해 약간 높은 처리효율

을 보였으나 그 차이는 미미하였다. 이와 같이 인공습지 축

산폐수처리장에서 질소 처리를 위한 탈질반응에서 BOD와 

COD 등의 유기물이 탈질의 제한인자로 작용하게 되는데 양

액 조제 특성상 유기물 함량이 매우 낮아 연결방법에 따라 

별 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Kim et al., 2011). 

이상의 결과를 미루어 볼 때 T-N을 효과적으로 처리하

기 위한 system은 A와 D이었다.

현장 폐양액처리장에서의 처리조 system별 T-P 처리효

율을 조사한 결과는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폐양액 원

수의 T-P 함량은 평균 13.18 mg L
-1
정도로 일반적인 생활

하수 중의 T-P 함량에 비해 2-3배 정도 높은 결과를 보였

다. 이는 양액 제조시 식물생장에 필요한 주성분인 인을 다

량 주입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때 주입된 인은 대부분 

PO4-P 형태이었다.

1차 처리수 중의 system별 T-P 처리효율은 system A 및 

B는 각각 63 및 62%이었고, system C 및 D는 각각 72 및 

70%로 system C 및 D가 system A 및 B에 비해 약간 더 높

은 경향이었다. 1차 처리된 후 2차 처리수 중의 system별 

T-P 처리효율은 system A, B, C 및 D는 각각 94, 91, 93 및 

92%로 전반적으로 system에 따라 별 차이 없이 높은 처리

효율을 보였다. 일반적인 습지에서의 T-P의 처리기작은 인

산염의 침전, 기질에의 흡착, 수생식물에 의한 흡수 및 조류

와 세균에 의한 흡수 등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

공습지에서 인 처리는 대부분 흡착과 침전에 의해 주로 처

리되며, 식물흡수에 의한 흡수나 미생물에 의한 처리량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Seo et al., 

2006). 이로 인해 인공습지 오폐수처리장의 설계 시공시 인

의 흡착능이 우수한 여재 선정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결과가 

보고되었고 (Seo et al., 2003; Kim et al., 2011), 본 연구진

의 폐양액처리장 관련 선행연구 (Seo et al., 2010)에서도 

인의 흡착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해석을 혼합하여 충진하

였다. 이는 방해석 주성분이 대부분 CaCO3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정석탈인법에 의해 인이 높은 제거효율로 처리되기 때

문이다. 정석탈인법을 이용한 인 처리는 인을 함유하는 물

에 인산칼슘으로 되는 동종동계종의 화합물과 접촉시키면 

탈인제인 방해석 위에 인산칼슘이 생성, 정석하는 현상을 

이용한 정석 탈인법으로 수중의 인은 Ca이온과 반응하여 난

용성인 hydroxyapatite [Ca5(OH)(PO4)3]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eyman, 1998). 이상의 결과를 미루어 볼 때 

폐양액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최적 조건은 system 

A이었다. System A에서 폐수배출기준 만족 여부를 조사하

기 위해 유입수와 처리수 중의 BOD, COD, SS, T-N 및 

T-P 함량은 조사한 결과 (Fig. 3) BOD, COD, SS 및 T-P는 

폐수배출기준을 만족하면서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였으

며, T-N의 경우는 운전초기에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만족하

지 못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안정화되고 탈질

효율이 높아지면서 폐수배출기준을 만족하였다.

인공습지 폐양액 처리 시스템에서 부하량별 수처리 

효율   폐양액의 부하량에 따른 수처리 효율 조사는 system 

A에서 폐양액 부하량에 대한 적응성을 평가하기 위해 폐양

액 부하량을 75, 150 및 300 L m
-2
 day

-1
로 달리하여 조사하

였다.

방류수에서 부하량별 BOD 처리효율은 폐양액 부하량에 

따라 별 차이 없이 87% 이상의 높은 처리효율을 보였다 

(Fig. 3). 부하량에 따른 COD의 처리효율은 1차 처리수의 

경우 폐양액 부하량에 따라 별 차이 없이 약 34-36% 정도

이었으며, 2차 처리수의 경우도 부하량에 따라 별 차이가 

없이 76% 이상의 높은 처리효율을 보였다. 폐양액 부하량에 

따른 SS 처리효율은 1차 처리수의 경우 폐양액 부하량에 따

라 별 차이 없이 모든 부하량에서 64-65% 범위이었고, 2차 

처리수의 경우도 폐양액 부하량에 따라 별 차이 없이 약 

93% 이상 높은 처리효율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미루어 볼 때 본 폐양액처리장에서 BOD, 

COD 및 SS 처리효율은 부하량에 따라 별 차이 없이 안정적

인 처리효율을 보였다. 특히, 본 인공습지 시스템은 SS 함

량이 일반 생활하수에 비해 낮아 부하량과 관계 없이 안정

적으로 처리가 되었다. 하지만 고농도로 유입되는 인공습지 

하수처리장 (Seo et al., 2006)과 인공습지 축산폐수처리장 

(Park et al., 2011a)의 연구에서는 부하량이 증가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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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ariation of pollutants in the water in hydroponic wastewater treatment plant (●, Raw water; ◇, HF (1st) in HF-HF system; 
△, HF (2nd) in HF-HF system).

BOD, COD 및 SS 처리효율은 부하량이 증가하면서 감소하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폐양액 부하량에 따른 T-N의 처리효율을 조사한 결과는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부하량에 따른 T-N 처리효율은 

1차 처리수의 경우 폐양액 부하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감

소되는 경향으로 폐양액 부하량 75 L m
-2 

day
-1
에서 28%정

도로 가장 높았다. 1차 처리된 후 2차 처리수의 경우 부하량

별 T-N 처리효율은 폐양액 부하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감소되는 경향이었고, 폐양액 부하량에 따른 T-N 처리효율

은 부하량 75 L m
-2 

day
-1
가 55% 정도로 부하량 300 L m

-2 

day
-1
이상에서의 52%에 비해 약간 높은 경향이었으나, 그 

차이는 미미하였다. 

일반적으로 폐양액 중 질소는 NH4-N과 NO3-N으로서 구

분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NO3-N으로 존재한다. NO3-N은 

NH4-N과 달리 음전하이기 때문에 (-)하전인 토양입자에 

부동화 되지 않으므로 훨씬 더 유동성이 크며, 침투수와 함

께 잘 이동하는 특징이 있다 (Park et al., 2003). 따라서 현

장 폐양액처리장에서 효과적인 T-N 처리를 위해서는 여재

의 흡착에 의한 처리보다는 생물학적 탈질에 의해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현재 배출되는 폐양액은 유기

물함량이 낮아 일반적인 생물학적 탈질기작으로 질산성질

소를 처리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장 폐양액처리장에서 폐양액 부하량에 따른 T-P 처리

효율은 1차 처리수의 경우 폐양액 부하량에 따라 별 차이 없

이 약 63-65%정도이었다. 1차 처리된 후 2차 처리수 중의 

부하량별 T-P 처리효율은 폐양액 부하량에 따라 별 차이가 

없이 91% 이상의 높은 처리효율을 보였다. 이는 본 처리장

에 사용된 여재 중 방해석은 CaO 함량이 약 56%정도로 매

우 높아 대부분의 인이 Ca-P로 침전되었기 때문으로 사료

된다 (Kim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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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moval rate of pollutants in the water under different hydroponic wastewater loading in hydroponic wastewater treatment 
plant (□, 1st treatment; ▨, 1st + 2nd treatment)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현장 폐양액처리장에서 폐

양액 부하량에 따른 수처리 효율을 조사한 결과 system A

의 BOD, COD, SS, T-N 및 T-P 처리효율은 각각 87-89, 

76-79, 93-94, 52-55 및 91-94%로 부하변동에 대한 대응

성이 높고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처리되었다. 

요     약

질소 및 인 함유 폐양액 처리를 위한 최적 인공습지 시스

템을 선정하기 위해 처리조의 연결방식을 달리하여 최적 

system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최적조건하에서 폐양액 부하

량에 대한 적응성을 평가하였다. 현장 폐양액처리장에서 시

스템별 정화효율을 평가한 결과 system A의 BOD, COD, 

SS, T-N 및 T-P의 처리효율은 각각 88, 77, 94, 54 및 94%

로서 다른 시스템에 비해 가장 높은 정화효율을 보였다. 현

장 폐양액처리장에서 폐양액 부하량별 수처리 효율을 조사

한 결과 system A의 BOD, COD, SS, T-N 및 T-P의 처리효

율은 폐양액 부하량에 따라 별 차이 없이 각각 87-89, 

76-79, 93-94, 52-55 및 91-94%로 전반적으로 높고 안정

적으로 처리되었다. 하지만 T-N의 처리효율은 55% 정도 수

준으로 폐수배출기준을 안정적으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질소 

처리효율을 좀 더 향상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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