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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방류수역 수질 보호를 위해 엄격한 하수처리

장 배출수 영양염류농도 기준이 적용되고 있고

(http://jcstp.okjc.net/main/contents/con-

tentsMain.do?menuNo=649), 영양염류제거를 

위한 경제적이고 안정된 기술이 하수처리에 적용

되고 있다. 하수중의 영양염류인 질소 와 인을 가

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제거하기 위해 생물학적 공

법이 사용되는데, 이는 유기물질만 제거하는 일

반적인 활성슬러지 공법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

다. 생물학적으로 하수 중의 질소와 인을 제거하

는 고도처리 공법은 활성슬러지 공법과 다르게 높

은 생물반응조 MLSS(Mixed Liquor Suspend-

ed Solids)농도와, 반응조간에 MLSS를 순환시

키는 내부반송이 있는 특성이 있다 (Metcalf and 

Eddy, 2003). 고농도 MLSS는 생물반응조 후단

에서 고액 분리를 수행하는 이차침전지에 높은 고

형물 부하를 야기하는데, 일반 활성슬러지 공법

에 사용되는 장방형 이차침전지를 사용하는 경

우 침전슬러지를 호퍼로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 길어 내생 탈질 및 부패에 의한 슬러지 부상으

로 인한 처리수 SS농도 상승과 반송슬러지를 간

헐적으로 인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국환경

공단, 2006). 여기에서 반송슬러지를 간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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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re are two types of rectangular secondary clarifier at biological nutrient removal (BNR) facility to settle MLSS; 

conventional activated sludge secondary clarifier and Gould Type I clarifier. In this study, the performances of two types at respec-

tive biological nutrient removal facility are compared using weekly operational data. Surface Overflow Rate (SOR), Surface Loading 

Rate (SLR), Sludge Volume Index (SVI), secondary effluent SS concentration are studied. It has found that Gould Type I has 3.5 

times less average secondary effluent SS concentration that is 2.4 mg/L than that of conventional activated sludge secondary 

clarifier. Both SOR and SLR have shown little effect on secondary effluent SS concentrations at Gould Type I clarifier in contrary 

that SOR affects the secondary effluent SS concentrations at conventional activated sludge rectangular secondary clarifier. From  

this study, it is recommended that Gould Type I must be considered for secondary clarifier when  BNR plant is des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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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발하는 것은 호퍼에서의 슬러지 농축을 유도

하기 위함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생물학적 고

도처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농도 

MLSS유입 인한 슬러지 부상을 방지하고 지속

적인 고농도 MLSS 반송슬러지 인발을 통해 안

정적인 생물반응조 운전을 유도해야 한다. Fig. 

1의 (a)는 일반 활성슬러지 공법에 사용되는 장

방형 이차침전지이고, (b)는 Gould Type I이

라고 불리는 생물학적 고도처리 공법에 사용되

는 장방형 이차침전지이다(Wahlberg, 2001). 

이 두 침전지의 차이는 생물반응조로 MLSS를 

반송시키기 위해 침전슬러지를 회수하는 호퍼의 

위치와 침전슬러지를 모으는 sludge collector

의 순환 방향이다. 일반 활성슬러지 공법에 사

용되는 장방형 침전지의 호퍼는 침전지 MLSS 

유입부 바로 하단에 위치하고 침전지 바닥에서

의 sludge collector 이동은 침전지 유체흐름 방

향과 반대이나, 생물학적 고도처리에 사용되는 

Gould Type I 이차침전지의 호퍼는 이차처리

수 유출부 바로 하단에 위치하고 침전지 바닥에

서의 sludge collector 이동 방향은 침전지 유체 

흐름 방향과 동일하다. 

일반 활성슬러지 공법에 사용되는 장방형 이

차침전지가 생물학적 고도처리 공법에 사용되

는 경우에는 침전된 MLSS가 유입부에 위치한 

호퍼로 이송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내

생 탈질 및 부패에 의해 슬러지 부상 현상 발

생 및 sludge collect에 의해 이송되는 침전슬러

지가 침전지 유체 이송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이

송되면서 이송되는 침전 슬러지 농도를 떨어뜨

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Water 

Pollution Control Federation, 1985). 이 같

은 이유로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에 일반 활성

슬러지 공법 장방형 침전지를 사용한 국내 하

수처리장에서는 슬러지 부상과 낮은 반송슬러지 

MLSS농도로 인해 처리장 운영을 원활하게 하

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2006). Whalberg (1995)는 일반활성슬러지 공

법 이차침전지는 Gould Type I에 비해 침전지 

운전성능이 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컴퓨터 시

뮬레이션을 통한 일반 활성슬러지공법 이차침전

지와 Gould Type I에 대한 평가가 제시되었는

데, Gould Type I 처리수의 SS농도가 매우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희 등, 2005). 그러므

로 국내 생물학적 고도처리에 적용된 일반 활성

슬러지 장방형 이차침전지와 Gould Type I 이

차침전지 운영결과를 비교해서 안정적인 생물학

적 고도처리공법 운전을 위한 장방형 이차침전

지의 제시가 필요하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유사한 생물학적 고도처리 공법

을 가지나 이차 침전지로 일반 활성슬러지 공

법에서 사용하는 침전지와 Gould Type I 침전

지가 설치된 두 개의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연

구를 수행하였다. 일반 활성슬러지공법의 이차

침전지를 사용하는 생물학적 고도처리시설은 경

기도 S시 P하수처리장, 그리고 Gould Type I

이 적용된 생물학적 고도처리시설은 경기도 N

시의 J하수처리장이다. P 및 J하수처리장은 일

Fig. 1. Clarifier types for this study

(a) Conventional activated sludge Secondary Clarifier 
type at P Sewage Treatment Plant

(b) Gould Type I Secondary Clarifier type at J Sewage 
Treatment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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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침전지를 가지는 A2O 및 그 변법으로 운전되

고 있으며, P처리장은 47,000 m3/일의 처리용

량을 가지고 2009년부터 운전하였으며, J처리

장은 14,000 m3/일 용량으로 2010년부터 운전

하였다. 인 제거나 침전효율 증대를 위한 생물

반응조의 약품투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두 처리장의 포기조 MLSS가 이차침전지에 유

입되어 침전되는 관계로 이차침전지에서의 침

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포기조 MLSS농도, 

SVI(Sludge Volume Index), 그리고 반송슬러

지 반송율, 처리장 유입수량 및 이차침전지 처리

수 SS(Suspended Solids)농도를 파악하였다. 

P처리장은 매일 이들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반

면에 J하수처리장은 주별로 분석하는 관계로 본 

연구에서의 P하수처리장 운전 자료는 주 평균을 

계산하여 이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처

리장의 2012년도 1년간 운전 자료를 이용하였

다. 이차침전지 사양은 Table 1에 있으며, 물리

적 사양과 2012년 평균 운전 자료를 이용해서 

각 침전지에서의 년 평균 운영자료는 Table 2

에 있다. 

3. 결과 및 고찰

3.1 일반 활성슬러지 공법 이차침전지와 동일한 

형태의 P하수처리장 이차침전지를 운전 현황

P하수처리장의 이차침전지는 Fig. 1의 (a)와 

같이 일반 활성슬러지공법에서 사용하는 이차침

전지와 동일한 형태로 호퍼(sludge hopper)는 

침전지 유입부 하단에 위치하고 침전지 상부의 

scum은 침전지 말단 상부에서 수집하고, 침전 

슬러지 수집은 침전지내 유체 흐름과 반대 방향

으로 이동하는 Sludge Collector에 의해 수행된

다. 이 침전지 전단에는 유입수 유량을 균등화

시키는 정류벽(flow equalization plate)이 설

치되어 유입수가 침전지 단면에 골고루 퍼져서 

유입되도록 하였다. Fig. 2(a)는 이차침전지 수

리학적 부하와 처리수 SS농도, (b)는 고형물부

하와 처리수 SS농도를 보여준다. (a)에서는 9

주차의 낮은 SOR에서 처리수 SS농도가 증가

하고 또한 수리학적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처

리수 SS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는데, 9주

차에 낮은 SOR에서 처리수 SS농도가 증가하는 

현상은 이후 설명될 높은 반송율에 의해서 발생

P Sewage Treatment Plant J Sewage Treatment Plant

Clarifier Type Conventional Activated Sludge Process Gould Type I

Average flow per unit rectangular clarifier, m3/day 1623 2140

Average clarifier Influent MLSS concentration, mg/L 3520 4025

Average SVI, mL/g 217 230

Average Recycle ratio, % 82 102

Average RAS MLSS concentration, mg/L 6353 7455

Average surface overflow rate, m3/ m3·day 13.1 11.3

Average surface loading rate, ㎏/m3·day 82.6 92.3

Average Secondary Effluent SS Concentrations, mg/L 8.54 2.39

Location
P Sewage 

Treatment Plant
J Sewage 

Treatment Plant

Clarifier Type
Conventional 

Activated 
Sludge Process

Gould Type I

Number of Clarifier 16 8

Clarifier 
Dimension

length, m 31.8 30.3

width, m 3.9 6.2

Area, m2 124.02 187.86

Average 
Depth, m

3.6 4.2

Table 1.  Physical dimensions of secondary clarifiers at P and 
J STPs

Table 2. Average clarifier operation data at P and J STPs i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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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현상으로 파악된다. (b)에서는 고형물 부하

가 처리수 SS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Fig. 3(a)는 폭기조 MLSS농도와 

처리수 SS농도, (b)는 폭기조 MLSS SVI와 처

리수 SS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폭기조 MLSS 

농도와 SVI는 처리수 SS농도에 영향을 주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4(a)는 반송율과 반송

슬러지 MLSS농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반송율이 

120 %인 경우 반송슬러지 농도는 4100 mg/L까

지 떨어지고, 반송율이 60 %인 경우에는 7000 

mg/L내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

이 반송율과 반송슬러지 MLSS농도는 반비례하

는 것은 반송비가 작은 경우 호퍼에서의 이송된 

침전슬러지 농축이 수행되나, 반송비가 증가하

면 호포에서의 슬러지 농축이 약화되어 반송슬

러지의 MLSS농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된다

고 판단된다 (Water Pollution Control Fed-

eration, 1985). Fig. 3(a)에서 10주차의 폭기

조 MLSS농도는 4112 mg/L,  Fig. 4(a)에서 9

주차의 반송율은 108 %, 반송슬러지 MLSS농

도는 4557 mg/L로 나타나, 농축율은 1.11로 나

타났다. 그러나 45주차의 폭기조 MLSS농도는 

3357 mg/L, 반송율 54 %, 반송슬러지 MLSS

농도는 7342 mg/L로 농축율은 2.18로 반송율

에 따라 이차침전지에서 MLSS농축 정도는 그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인 생

물학적 고도처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생물반응

조에 고농도의 MLSS를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

해 다량의 MLSS가 이차침전지로터 생물반응조

로 반송해야 하는데, 활성슬러지 공법 이차침전

지를 사용하는 P처리장의 경우 반송율이 108 %

인 경우 농축율은 1.11, 반송율이 54 %인 경우 

농축율이 2.18로 나타나, 반송량과 관계없이 반

송슬러지로 공급되는 MLSS 총량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반송량 조절에 의한 생물

반응조로의 MLSS공급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므로 생물반응조에 다량의 MLSS공

급하여 반응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에 반송

율 증가에 의한 MLSS총량 공급은 불가능한 것

으로 나타났다.

Fig. 4(b)는 반송율과 처리수 SS농도를 보여

주는 것으로 반송율이 높을수록 처리수 SS농도

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ig. 2(a)에서

는 SOR이 높을수록 처리수 SS농도가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P처리장 이차침전지는 호

퍼가 침전지 전단에 있어 반송수는 침전지 전단

에서 인발되는 관계로 반송수량이 증가해도 침

전지 내부에는 처리장 유입수량만 흘러 반송수

량은 침전지 내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

나 SOR의 증가는 처리장 유입수량의 증가로 발

생되므로 증가된 유량은 침전지 내부 유체 흐름

을 영향을 준다. 이 같이 침전지 내부 흐름에 영

향을 주지 않은 반송량 증가 그리고 영향을 주는 

SOR 증가에 의해 처리수 SS농도가 증가하는 경

향은 처리수 SS농도 증가 원인이 침전지 내부 유

체 흐름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유입수량 및 반

송수량이 모두 통과하는 침전지 유입부 정류판 

(Fig. 1(a)의 Inflow Equalization Plate)에 의

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즉, 반송수량 및 SOR

증가에 의해서 침전지에 유입하는 유량이 증가

하면 처리수 SS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침전지 전단 정류판 통과 수량 증가

에 의해 발생된 마찰력에 의해 MLSS 플록 해체

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추정되나 이에 대

한 사항은 추가 연구를 통해 파악되어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Fig. 11 (a)는 P하수처리장 이차침

전지 상부 모습인데, 침전슬러지의 부패 및 내생 

탈질로 부상된 부유 슬러지가 다량 존재하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3.2 Gould Type I 형태의 J처리장 이차침전지를 

운전 현황 

J처리장의 이차침전지는 Fig. 1의 (b)와 같

이 호퍼는 침전지 유출부 하단에 위치하고 침전

지 상부의 scum은 침전지 앞단 상부에서 수집

하고, 침전 슬러지 수집은 침전지내 유체 흐름과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Sludge Collector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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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수행된다. Fig. 5(a)는 이차침전지 수리학

적 부하와 처리수 SS농도, (b)는 고형물부하와 

처리수 SS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수리학적 부

하가 증가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처리수 SS농도

가 증가하였지만 곧 안정되는 것을 보여주었고, 

고형물 부하는 처리수 SS농도에 영향을 주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Wahlberg 

등(1994)이 제시한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이들

(a) Surface overflow rates and secondary effluent 
SS concentrations

(b) Sludge loading rates and secondary effluent 
SS concentrations

Fig. 2. Weekly surface overflow, surface loading rate and secondary effluent SS concentration profiles in 2012 at P STP

(a) Aeration tank MLSS and svecondary effluent 
SS concentrations

(b) Aeration tank MLSS SVIs and secondary effluent 
SS concentrations

Fig. 3. Weekly Aeration tank MLSS concentration, SVI and secondary effluent SS concentration profiles in 2012 at P STP

(a) RAS percentages and RAS MLSS concentrations (b) RAS percentages and secondary effluent 
SS concentrations 

Fig. 4. RAS percentage, RAS MLSS concentration and secondary effluent SS concentration profiles in 2012 at P S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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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는 미국 San Jose Creek Water Rec-

lamation Plant의 Gould Type I 이차침전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차처리수 SS농도는 수리

학적 부하와 고형물부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으로 제시하였다. Fig. 6 (a)는 폭기조 MLSS농

도와 처리수 SS농도, (b)는 폭기조 MLSS SVI

와 처리수 SS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P하수처

리장과 동일하게 폭기조 MLSS 농도와 SVI모두 

처리수 SS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Fig, 7(a)는 반송율과 반송슬러지 MLSS

농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15주차의 반송율이 92 

%인 경우 반송슬러지 MLSS농도는 7600 mg/L

이고 49주차 반송율이 120 %인 경우 반송슬러지 

MLSS농도는 8000 mg/L로 P처리장의 이차침

전지와 다르게 반송슬러지 MLSS농도는 반송율

과 관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반송율과 

반송슬러지 MLSS농도가 관계가 없는 것은 슬러

지 수집기에 의한 침전슬러지의 호퍼로의 이송

방향이 침전지 내 유체흐름 방향과 동일하여 지

속적으로 농축된 침전슬러지가 호포로 이송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Fig. 6(a)에서 15주차의 폭

기조 MLSS농도는 3735 mg/L이고 Fig. 7(a)에

서 15주차의 반송율은 92 %, 반송슬러지 MLSS

농도는 7600 mg/L로 나타나, 농축율은 2.03

로 나타났다. 그리고 49주차의 폭기조 MLSS농

도는 4875 mg/L이고, 반송율은 120 %이고 반

송슬러지 MLSS농도는 8000 mg/L로 농축율은 

1.64로 반송율에 따라 이차침전지에서 MLSS농

축 정도는 P처리장 이차침전지에 비해 그 차이

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7(a)의 반송율과 

Fig. 6(a)의 폭기조 MLSS농도를 비교하면 48

주차부터 반송율이 증가함에 따라 폭기조 MLSS

농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P하수처리장과 

다르게 반송율 조절을 통한 생물반응조 MLSS농

도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7의 (b)

는 반송율과 처리수 SS농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P처리장 이차침전지과 다르게  반송율과 SS농

도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이침전지 유입수량 변화에도 처리수 

SS농도가 안정적인 것은 J처리장 Gould Type 

I 이차침전지 유입부가 P처리장 이차침전지에

서 사용하는 정류판이 아니라 Fig. 1(b)의 유입

부 확산장치 (inlet Diffuser)(Water Pollution 

Control Federation, 1985)로 인한 것으로 판

단된다. 유입부 산기장치는 반송슬러지를 포함

한 침전지 유입수량 증가에도 효과적으로 유입

수에 의한 침전지 말단 방향으로의 운동력을 제

어하였고, 이하 더불어 수량 증가에 따른 MLSS 

플록 해체를 방지했기 때문이라 판단되나 이에 

대한 사항은 추가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판

단된다. Fig. 11 (b)는 J하수처리장 이차침전지 

상부 수표면 사진인데, P하수처리장과 다르게 

슬러지 부상으로 인한 부유슬러지가 없음을 보

여주고 있는데, 이는 침전슬러지 이송방향이 유

(a) Surface overflow rates and secondary effluent 
SS concentrations

(b) Sludge loading rates and secondary effluent 
SS concentrations 

Fig. 5. Weekly surface overflow, surface loading rate and secondary effluent SS concentration profiles in 2012 at J S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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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흐름 방향과 동일하여 침전슬러지의 호퍼로의 

이송 시간이 P하수처리장 이차침전지보다 빨라 

내생 탈질 및 부패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3.3 P 및 J처리장 이차침전지 운전 현황 비교

이차침전지 형태에 따른 운전 형황 비교를 위

해서는 각 침전지에서의 수리학적 부하량(SOR), 

고형물 부하량(SLR), 수표면 부유물질 상태 그

리고 처리수 SS농도를 파악해야 한다. Fig. 8은 

각 처리장 이차침전지 SOR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두 침전

지 모두 동일한 SOR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두 침전지 모두 25주차부터 39주

차 사이에 SOR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강우

에 의한 I/I(Infiltration/Inflow, 유입/유출)에 

의해 각 처리장에 유입 하수량이 증가해서 발생

한 현상으로 파악된다. Fig. 9은 각 침전지에서

의 SLR를 보여주고 있는데, P처리장 이차침전

지가 1년 내내 80 kg/m2·일 내외로 운전되고 

있는 반면에 J처리장은 그 값이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J처리장의 SLR이 증가하는 

것은 이차침전지 유입수가 되는 폭기조 MLSS

농도가 높아져서 발생한 현상이다. Fig. 10은 각 

침전지에 유입되는 폭기조 MLSS 농도를 보여

주고 있는데, J 처리장의 폭기조 MLSS농도는 

42주차까지 4000 mg/L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가 이후 농도를 높혀 5000 mg/L까지 높였으나, 

P처리장의 폭기조 MLSS는 Fig. 2의 SOR증가

(a) Aeration tank MLSS and secondary effluent 
SS concentrations

(b) Aeration tank MLSS SVIs and secondary effluent 
SS concentrations

Fig. 6. Weekly Aeration tank MLSS concentration, SVI and secondary effluent SS concentration profiles in 2012 at J STP

(a) RAS percentages and RAS MLSS concentrations (b) RAS percentages and secondary effluent 
SS concentrations

Fig. 7. RAS percentage, RAS MLSS concentration and secondary effluent SS concentration profiles in 2012 at J S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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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역비례해서 그 농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반송슬러지를 통해 충분한 MLSS

를 공급하지 못해서 발생한 현상으로 파악된다. 

Fig. 11은 각 이차침전지에서의 수표면 부유물질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a)의 일반활성슬러지 

공법 이차침전지의 경우에는 침전슬러지의 내생 

탈질 및 부패에 의해 부유물질이 수표면에 많은 

반면에, (b)의 Gould Type I에서는 뷰유물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Gould Type I 

이차침전지 수표면에 부유물질이 없는 것은 침

전지 바닥 침전슬러지 수집방향과 침전지 내 유

체 흐름방향이 동일해서 침전슬러지가 신속하

게 sludge hopper로 이송되어 내생탈질 및 부

패에 요구하는 체류시간를 충족시키지 않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일반 활성슬러지 

공법 이차침전지의 경우에는 슬러지 수집방향과 

유체흐름 방향이 반대로 형성되어 침전슬러지가 

sludge hopper로 이송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

어 침전슬러지 내생탈질 및 부패에 필요한 시간

을 제공하여 슬러지 부상에 의해 침전지 표면

에 부유물질을 존제하게 한다고 판단된다. Fig, 

12는 각 침전지 처리수 SS농도를 보여주고 있

는데, J처리장은 1년 동안 최대 3.8 mg/L, 최

소 1.2 mg/L, 평균 2.4 mg/L, 표준편자 0.56 

mg/L로 유입수량 및 반송수량 변화에 의한 영

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P처

리장은 최대 15.9 mg/L, 최소 3.8 mg/L, 평균 

8.5 mg/L, 표준편자 3.14 mg/L로 유입수량 및 

반송수량 변화에 의한 영향이 크고, 이차처리수 

평균농도도 J처리장에 비해 3.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이차처리수 SS농도가 차이나

는 것은 각 침전지 유입부 형태 및 침전슬러지 

이동 방향에 따른 플록 형성 과정 차이와 침전슬

러지 내생탈질 및 부패에 의한 부유물질 존재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P하수처리장 이차침전지 

유입부의 정류판은 유입 MLSS 플록을 해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에 J하수처리장 이차침전

지 유입부 확산장치(inlet Diffuser)는 Parker 

등(1996)이 제시한 생 응집(Bioflocculation) 현

상을 촉진시켜 미세플록 유출을 방지하여 이차

처리수 SS농도를 낮추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그리고 Gould Type I의 침전슬러지 이

송방향과 침전지 유체 흐름 방향은 동일하여 생 

응집(Bioflocculation)으로 생성된 거대 플록은 

침전지 말단 호퍼로 이송되는 반면에 일반 활성

슬러지 이차침전지의 침전슬러지 이송방향과 침

전지 유체 흐름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형성되

어 플록이 해체될 수 있어 (Water Pollution 

Control Federation, 1985) 처리수 SS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P하수처리장 이

차침전지 수표면에는 침전슬러지의 내생탈질 및 

부패에 의한 부유물질이 존재하는 반면에 J하수

처리장 이차침전지 수표면에는 부유물질이 존재

하지 않아 이차처리수의 SS농도가 낮아진 것으

로 판단된다.

Fig. 8.  Weekly surface overflow rate profile in 2012 at P and J STP Fig. 9.  Weekly surface loading rate profile in 2012 at P and J S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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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결 론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에 적용된 일반 활성슬

러지 공법의 장방형 이차침전지와 Gould Type 

I 이차침전지의 1년간 주 평균 및 주별 운전 자료

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일반 활성슬러지 공법 장방형 이차처리수 

SS 농도는 처리장 유입수량 및 반송수량 

변화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Gould 

Type I 이차침전지에서는 그 영향이 미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ould Type I 

유입부에 설치된 유입부 확산장치에 의해 

침전지 유입수량 증가에 의한 플록 해체 현

상을 방지했기 때문이라 판단되나 이에 대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일반 활성슬러지 공법 장방형 이차처리

수 평균 SS 농도는 8.5 mg/L인 반면에 

Gould Type I 이차처리수 평균 SS농도는 

2.4 mg/L로, 3.6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Gould Type I 침전지 유입부

에 설치된 유입부 확산장치에 의한 생 응집

(Bioflocculation)과 내생탈질 및 부패에 

의한 슬러지 부상에 의한 부유물질이 없어

서 발생한 현상이라 판단된다. 

3)  일반 활성슬러지 공법 이차침전지 반송슬

러지 MLSS농도는 반송율 증가에 따라 농

도가 떨어지는 반면에, Gould Type I 침전

지의 반송슬러지 MLSS농도는 반송율 변

화에 민감하지 않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Gould Type I 침

전지의 sludge collector 침전슬러지 이송 

Fig. 11.  Secondary clarifier surface pictures at respective treat-
ment plant.

(b) Secondary clarifier surface at P STP

(a) Secondary clarifier surface at J STPFig. 10.  Weekly aeration tank MLSS concentration profile in 
2012 at P and J STP

Fig. 12.   Weekly secondary effluent SS concentration profile in 
2012 at P and J S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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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이 침전지내 유체 이송방향과 동일해

서 침전지 말단에 설치된 슬러지 호퍼에 지

속적으로 고농도의 침전슬러지를 이송시키

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4)  장방형 이차침전지를 생물학적 고도처리 

시스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낮은 이차처

리수 SS농도와 높은 반송슬러지 MLSS농

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Gould Type 

I 침전지가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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