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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Aerobic Granular Sludge, 
AGS)에 관한 연구는 연속회분식 반응조(Sequencing 
Batch Reactor, SBR)를 이용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졌다(Wirtz and Dague, 1996; Morgenroth et 
al., 1997; Beun et al., 1999). 최근까지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를 이용한 Pilot 규모의 연구(Liu et al., 2010; 
Isanta et al., 2012; Morales et al., 2013; Wei et al., 
2014), Full 규모의 연구 및 실증화 연구가(Giesen et 
al., 2013; Li et al., 2014; Pronk et al., 2015) 수행되어 

왔다.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는 호기성 조건에서 미생

물 자가 고정화를 통해 형성된 미생물 군집체이며, 
다양한 생물학적 기능을 가진 수백 종의 미생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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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the applicability of aerobic granular sludge (AGS) in the advanced sewage treatment 

process. Simulated influent was used in the operation of a laboratory scale reactor. The operation time of one cycle was 4 h and 
the reactor was operated for six cycles per day. The volume exchange ratio was 50%. The influent was injected in divisions of 25% 
to increase the removal efficiency of nitrogen in every cycle. As a result, the removal efficiencies of CODCr and TN in this reactor 
were 98.2% and 76.7% respectively. During the operation period, the AGS/MLVSS concentration ratio increased from 70.0% to 
86.7%, and the average SVI30 was 67 mL/g. The SNR and SDNR were 0.073 0.161 kg NH4

+-N/kg MLVSS/day and 0.071
0.196 kg NO3

--N/kg MLVSS/day respectively. These values were higher or similar to those reported in other studies. The 
operation time of the process using AGS is shorter than that of the conventional activated sludge process. Hence, this process can 
replace the activated sludg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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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 또한 높은 미생물 농도를 유지할 수 있고, 침
전성이 우수하여 공정시간 단축 및 컴팩트한 플랜트의 

설계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De Bruin et al., 2004).
국내 방류수 수질기준의 변천사에 대해 살펴보면, 

90년대 이전에는 유입하수의 농도가 낮아 하수처리장

에서는 BOD 및 SS와 같은 유기물질 제거 중심의 처

리 공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급속한 도시화 및 인구 

증가로 인해 다량의 영양염류가 방류수역으로 유입되

어 하천의 부영양화가 심각해지면서, 질소 규제가 강

화되었다. 이후 부영양화 및 조류발생 억제의 중요성

이 높아지면서, 환경부에서는 한강본류 단위유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중 BOD의 수

질 기준을 2021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

지 10 mg/L에서 4.5~7 mg/L으로 강화할 것을 제정하

였고(MOE, 2016), 방류수 수질기준 중 T-N 항목을 

20 mg/L에서 10 mg/L로 강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

재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적용되는 여러 공정들의 

방류수 T-N 농도는 평균 9.8 mg/L으로(MOE, 2014),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하수고도처

리 공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속회분

식 공정에서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의 하수처리에 관

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가 방류

수 수질기준 강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하수고도처리 공

법으로서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먼저 Batch test
를 통해 운전조건을 설정하였고, 호기성 그래뉼 슬러

지의 동역학적 인자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연속회분

식 반응기를 이용하여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의 영양

물질 제거효율 및 침전성 변화 등을 평가하였다.

2. 실험재료 및 방법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가 주입된 실험실 규모의 연

속회분식 반응조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차례대로 

운전하였다. 첫째, Batch test를 통해서 운전조건을 결

정하였고, 이후 Lab. test 1을 실시하여,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의 동역학 인자 값을 도출하여 다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들과 비교하였다. 둘째, Lab. test 2를 통해 

연속회분식 공정을 이용한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의 

유기물 및 질소 제거효율을 평가하였다. 셋째, 운전기

간 동안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의 농도 및 비율 변화를 

관찰하였다. 넷째, 운전기간 동안 호기성 그래뉼 슬러

지의 침전성 측정 및 평가를 실시하였다.

2.1. 하수 성상 및 실험재료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기흥 레스피아의 분배조

에서 채수한 하수의 성상을 분석한 후, 실험을 위한 원

수의 성상을 결정하였으며 Table 1에 나타내었다. 이
후 인공하수를 제조하여 유입수로 사용하였고, Table 
2에 나타내었다. 실험에 사용된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

의 경우, Pilot 규모에서 배양된 0.1~0.2 mm 크기의 

슬러지를 채취하여 사용하였고, 반응조 내의 초기 

MLVSS 농도는 2,550 mg/L이었다.

2.2. 동역학 인자 도출방법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의 운전 조건과 동역학 인자 

값을 구하기 위해 2017년 6월 19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Lab. test 1을 실시하였다. 초기 반응조 내 

MLVSS의 농도는 2,500 mg/L이었고, 교환율은 50%
이었다. 유입수는 인공하수를 이용하였고, 각 영양물

질의 물질거동을 통해 무산소 조건과 포기 조건의 반

응 시간을 결정하였다. 이후 각 영양물질의 물질거동

에서 시간별 영양물질 농도를 측정하였고, 비질산화 

속도(Specific Nitrification Rate, SNR)와 비탈질 속도

(Specific Denitrification Rate, SDNR)를 다음의 식 

(1), (2)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CODCr NH4
+-N T-N PO4

3--P pH Alk SS

mg/L mg/L mg/L mg/L mg/L mg/L

Average 320 29 38 3.5 7.27 200 90

STD 4.6 0.9 0.9 0.7 0.3 16.6 26.1

STD : Standard deviation

Table 1. Characteristics of se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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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여기서, 
SNR = 비질산화 속도(kg N/kg MLVSS·day)
(NH4

+-N)I = 초기 암모니아성 질소 농도(mg/L)
(NH4

+-N)E = 후기 암모니아성 질소 농도(mg/L)
X = 반응조 내 MLVSS 농도(mg/L)
T1 = 포기 조건 반응 시간(hr)

 × 


 

                (2)

여기서, 
SDNR = 비탈질 속도(kg N/kg MLVSS·day)
(NO3

--N)I = 초기 질산성 질소 농도(mg/L)
(NO3

--N)E = 후기 질산성 질소 농도(mg/L)
X = 반응조 내 MLVSS 농도(mg/L)
T2 = 무산소 조건 반응 시간(hr)

2.3. 실험장치 및 운전조건

아크릴 재질의 유효 용량 5 L의 반응조를 제작하였

으며, 원수 유입 및 처리수 유출을 위해 한쪽 벽면에 

포트를 설치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장치의 형태는 

Fig. 1에 나타냈다. 공정별 시간은 Batch test를 통해 

결정하였고, 동역학인자 도출을 위해 설정한 Lab. test 
1의 공정별 시간은 유입 및 무산소 공정, 포기 공정, 
침전 공정, 유출 공정 각각에서 60 min, 120 min, 10 
min, 50 min 이었다. 동역학인자 도출 이후 Lab. test 2
에서는 효율적인 질소 제거를 위해 원수를 분할 주입

하였다. Lab. test 1 및 Lab. test 2의 공정별 시간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1 cycle 운전시간은 4 hr이었

고, 교환율은 50%이었다. 실험에 사용된 전체 운전시

간을 제어하기 위해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제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Fig. 1. Lab. scale SBR reactor.

2.4. 수질분석 및 현미경 관찰

질소 분석은 분광광도계(MECASYS, OPTIZEN 
POP QX)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동역학 인자 도출 

이후 영양물질 제거효율을 관찰하기 위하여, 처리수

의 수질분석을 주 2회 실시하였다. 반응조 MLVSS 및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 농도는 Gravimetric method에 

의거하여 주 1회 측정하였다(APHA, 1998). 그리고 

Name Stock solution g/L

Organic source Glucose (320 mg COD/L) 0.3

Ammonium source NH4Cl (38 mg NH4
+-N/L) 0.145

Alkalinity source NaHCO3 (200 mg CaCO3/L) 0.336

Inorganic salt

KH2PO4 15 (1 mL/L)

MgSO4·7H2O 10 (5 mL/L)

CaCl2 3.75 (1 mL/L)

FeSO4·6H2O 0.25 (1 mL/L)

MnSO4·(4-5)H2O 7.68 (1 mL/L)

Trace mineral solution (2 mL/L)

Table 2. Composition of synthetic se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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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cylinder를 이용해 SV30, SVI30 값을 구하여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의 침전성 변화를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동역학 인자 도출

본 연구에서는 결정된 Lab. test 1의 운전조건에서 

NH4
+-N, NO3

--N의 물질거동을 확인하였고, 평균값을 

Fig 2을 통해 나타내었다. 그리고 2.2의 식 (1), (2)를 

통해 도출된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의 SNR 값은 0.073 
kg NH4

+-N/kg MLVSS/day, SDNR 값은 0.071 kg 
NO3

--N/kg MLVSS/day이었으며, 순간 최대 SNR 값
은 0.161 kg NH4

+-N/kg MLVSS/day, 순간 최대 

SDNR 값은 0.196 kg NO3
--N/kg MLVSS/day로 나타

났다. 본 연구의 결과의 확인을 위해 호기성 그래뉼 슬

러지를 이용한 SNR과 SDNR 값과 일반 활성 슬러지

를 이용한 다른 연구들의 SNR과 SDNR 값을 비교한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Fig. 2. Kinetic study of NH4
+-N and NO3

--N.

3.2. 영양물질 제거효율

동역학 인자 도출 이후 Lab. test 2를 실시하였고, 
Fig. 3을 통해서 2017년 7월 3일부터 2017년 8월 24
일까지 CODCr, NH4

+-N, T-N의 원수, 처리수 농도와 

제거효율을 나타내었다.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의 표

면에는 유기물을 산화시키는 종속영양 미생물이 분포

Time (min)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Lab. test 1
(1 cycle) Fill&mix Aeration S Draw

Lab. test 2
(1 cycle) Fill&mix Aeration Fill&mix Aeration S Draw

S : Settling time (10 min)

Table 3. Experimental conditions of this study

Author
SNR 

(kg N/kg MLVSS·day)
SDNR 

(kg N/kg MLVSS·day)
Process

This study 0.07~0.16 0.07~0.20 AGS & SBR

Chiu et al., 2007 0.01~0.04 - SBR

Baeze et al., 2004 0.03~0.05 - A2/O

Randall et al., 1992 0.03~0.05 - BNR

Kim et al., 2013 - 0.01~0.09 MLE & SBR

Kujawa and Klapwijk, 1999 - 0.02~0.14 AS

Henze, 1989 - 0.07~0.14 AS

Kim et al., 2016 - 0.12~0.21 AGS & SBR

Lee, 2010 0.02~0.08 0.07~0.35 A2/O

Kim and Joo, 2012 0.04~0.07 0.10~0.29 SBR

Table 4. Comparison of reported kinetics (SNR, SD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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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고, 질산화에 관여하는 독립영양 미생물이 그 

아래층에 분포하고 있으며, 탈질에 관여하는 혐기성 

미생물이 가장 내부에 분포하고 있다(Fig. 4). 이에 따

라 유기물 산화, 질소 제거가 하나의 반응조 내에서 가

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ao et al., 2011).
본 연구에서 유입수의 CODCr 농도는 305~320 

mg/L으로 평균 311.7 mg/L이었다. 처리수의 CODCr 
농도는 12~26 mg/L으로 평균 20.9 mg/L이었고, 평균 

제거효율은 93.3%로 나타났다.
NH4

+-N의 제거 효율은 유입수 농도(29~31 mg/L: 
평균 29.88 mg/L)와 처리수 농도(0.1~0.9 mg/L: 평균 

0.54 mg/L)를 비교하면 98.2%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T-N의 제거효율은 유입농도(37~39 mg/L: 평균 38.13 
mg/L)와 처리수 농도(7~12 mg/L: 평균 8.88 mg/L)의 

비교에서 76.7%로, 확인된 결과로부터 하나의 반응조 

내에서 유기물 산화 및 질소 제거가 동시에 가능하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 

및 MLVSS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탈질 효율이 증가

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3.3.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의 농도 및 비율 변화

본 연구의 MLVSS 및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의 초

기농도는 각각, 2,550 mg/L 및 1,800 mg/L이었고, 초
기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의 농도는 전체 MLVSS 농
도의 약 70% 비율을 차지하였다. 운전기간 동안 

MLVSS 및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의 농도 변화를 Fig. 
5를 통해 나타내었다. 운전기간 동안 MLVSS는 2,550 
mg/L에서 2,900 mg/L으로 약 350 mg/L 증가하였고,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는 1,800 mg/L에서 2,500 mg/L

Fig. 3. CODCr, NH4
+-N and T-N concentration of influent, effluent and removal efficiency during operation time.

Fig. 4. The schematic diagram of microbial community
(Left : activated sludge, Right : Aerobic granular sludge) (Royal Haskoning,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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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약 700 mg/L 증가하여, 전체 MLVSS 농도에서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의 비율이 70.0%에서 86.8%까

지 증가하였다. 이는 짧은 침전시간(10 min)으로 인해 

침전성이 낮은 슬러지들이 유출되는 반면, 침전성이 

좋은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는 반응조 내에 유지되었

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침전성이 좋은 호

기성 그래뉼 슬러지가 반응조 내에서 선택적으로 성

장함에 따라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는 4 set의 반응조 침전

시간을 각각 5, 10, 15, 20분으로 설정하고, 다른 조건

들(4 h/cycle, 유입 및 유출 공정 시간 각각 5 min)은 

동일하게 하여 SBR 운전을 실시한 Qin(2004) 등의 

연구결과인 침전시간이 짧을수록 반응조 내의 전체 

MLVSS 농도에서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4.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의 침전성 변화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의 침전특성을 살펴보기 위

하여 슬러지 부피 지수(Sludge Volume Index, SVI)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슬러지는 혐기-호기의 교호조건에서 침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Janczukowicz et al., 2001), 반응

조 내 슬러지의 SVI30 값이 80 SVI30 120의 범위

일 때 유출수의 탁도 및 SS 농도가 낮게 유지되는 것

으로 밝혀져 있다(David et al., 1993). Lee(2009) 등의 

연구에서는 고분자 응집제를 이용하여 짧은 시간에 

형성된 입상형태의 슬러지를 연속회분식 반응기에 주

입하여 이때 SVI 값은 62~65 mL/g임을 밝히고 있다

(Lee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응집제를 사용하지 

않고 생성된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를 반응조에 주입

하여 운전한 결과, SV30 값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

만, 반응조 내의 MLVSS는 증가하였기 때문에 SVI30 
값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운전기간 동안 SVI30 
값은 65~69 mL/g의 범위로 나타났고, 평균 67 mL/g
으로 우수한 침전성을 보였다.

4. 결 론

하수고도처리 공법으로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를 

이용한 공정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 도출된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의 

SNR 값은 0.073~0.161 kg NH4+-N/kg MLVSS/day
이고, SDNR 값은 0.071~0.196 kg NO3

--N/kg 
MLVSS/day으로, 일반 활성 슬러지를 이용한 다른 연

구들의 SNR과 SDNR 값에 비해 높거나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으며, 도출된 인자 값은 호기성 그래뉼 슬러

지를 이용한 하수처리 공정 설계인자로 활용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를 주입한 연속회분식 공

정에서 운전기간 동안 CODCr의 평균 제거효율은 

93.3%이었고, NH4
+-N의 평균 제거효율은 98.2%이

었다. T-N의 평균 제거효율은 76.7%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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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LVSS and AGS concentration profiles during 
operation time.

Fig. 6. SV30 and SVI30 profiles during oper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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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간 동안 처리수 T-N의 농도가 감소하는 현상은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 및 MLVSS 농도의 증가에 따

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3) 운전기간 동안 반응조 MLVSS는 약 350 mg/L 

증가하였고,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는 약 700 mg/L 증
가하였다. 결과적으로 하수처리에 사용된 호기성 그

래뉼 슬러지의 비율은 70.0%에서 86.7%까지 증가하

여, 반응조 내에서 높은 비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4) 본 연구에서 운전기간 동안 호기성 그래뉼 슬러

지의 SVI30 값은 평균 67 mL/g으로 일반적인 활성슬

러지의 SVI30 값(50 SVI30 150)에 비해 낮게 나

타났다. 이에 따라 연속회분식 공정에 주입된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는 일반적인 활성슬러지에 비해 침전성

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본 연구에서는 수질기준 강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하수고도처리 공법으로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를 이용

한 연속회분식 공정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실제 하수를 이용한 영양물질 처리효율 평가, 수
온변화에 따른 영양물질 처리효율 평가 및 생물학적 

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 슬러지의 효과적인 제

어 방법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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