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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지하수의 과도한 추출로 인한 해수의 침투와 지구온

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해안 지역의 하수

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염분 함유 폐수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Li et al., 2017), 양식 산업 증가에 따라 필연적

으로 발생되는 염분 함유 폐수는 기존의 하·폐수 처리시

설의 처리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Wang et al., 2017). 특히 고농도의 염분 함유 폐수의 

생물학적 처리시, 삼투압 현상으로 인하여 세포액의 수

분이 배출되어 미생물 세포질의 부피가 줄어드는 원형질 

분리 현상이 유발되며 미생물의 활성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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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iological treatment of high salinity wastewater using Aerobic Granular Sludge (AGS). In 

laboratory scale’s experiments research was performed using a sequencing batch reactor, and evaluation of the denitrification 
reac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jection condition of salinity concentration, surface properties of microorganisms, and  sludge 
precipitability was perform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alinity concentration increased up to 1.5%,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nitrogen removal efficiency; however, it showed a tendency to decrease gradually from 2.0% 
onward. The specific denitrification rate (SDNR) was 0.052 0.134 mg NO3

--N/mg MLVSS (mixed liquor volatile suspended 
solid)·day. The MLVSS/MLSS (mixed liquor suspended solid) ratio decreased to 76.2%, and sludge volume index (SVI30) was 
finally lowered to 57 mL/g. Using an optical microscope, it was also observed that the initial size of the sludge was 0.2 mm, 
and finally it was formed to 0.8-1.0 mm. Therefore, salinity injection provides favorable conditions for the formation of an 
AGS, and it was possible to maintain stable granular sludge during long-term operation of the biological treat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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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다(Min et al., 2018). 이에 염분 함유 폐수의 생물

학적 처리효율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처리방법이나 반응

조 유형을 개발하고 있으나(Tan et al., 2019) 기존 연구

의 경우, 일반 활성슬러지를 이용하여 염분 폐수의 유기

물 제거효율, 질산화 반응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Choi et al., 2010; Kim and Kang, 2012) 고농도 염분

이 생물학적 탈질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량적인 

연구 및 염분 함유 폐수의 생물학적 처리방안에 관한 연

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하·폐수처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호기성 그

래뉼 슬러지는 활성슬러지 대비 고농도 미생물 보유, 높
은 처리효율, 우수한 침전성 및 충격부하에 강한 저항성 

등으로 인하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Wei et al., 2015; 
Yae et al., 2018).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를 이용한 염분 

함유 폐수처리에 관한 연구의 경우, 국외를 중심으로 수

행되어 왔으며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의 형성 특성, 그래

뉼 안정성 및 미생물 군집분석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

루고 있다(Li et al., 2017; Ou et al., 2018; Carrera et 
al., 2019).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염분 중 NaCl 성
분만을 포함하는 연구가 중점적으로 수행되었으며(Li 
and Wang, 2008; Taheri et al., 2012) 해수 내 포함된 

다양한 이온성 물질을 고려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속회분식 공정을 이용하여 

다양한 염분 조건에 대한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의 생물

학적 탈질 반응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으며, 조
건별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의 탈질 효율 평가, 침전성 분

석 및 표면 관찰 등을 통하여 염분 함유 폐수의 효율적인 

생물학적 처리에 목적을 두었다.

2. 실험재료 및 방법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가 주입된 실험실 규모의 연속

회분식 반응조를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첫째, 폐수 내 염분의 주입조건에 따른 질산성 

질소의 탈질 반응을 평가하였다. 둘째, 질산성 질소의 탈

질 반응 해석에 따라 생물학적 처리공정 설계에 필요한 

동역학적 인자인 비탈질율(Specific Denitrification Rate, 
SDNR)을 도출하였다(Fernández-Nava et al., 2008). 
셋째, 염분 주입조건에 따른 슬러지 침전성 분석(Sludge 
Volume Index, SVI30)을 실시하였다(Li et al., 2014). 
넷째,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슬러지 외형 변화 및 표면 

특성을 관찰하였다.

2.1. 염분함유 폐수 성상 및 실험재료

염분함유 폐수는 실제 해수 성상을 참고로 하여 합성

폐수를 제조하여 사용하였다(Park, 2011). 3.0%의 최대 

염분농도를 희석하여 조건별 유입 원수의 성상(0.5, 1.0, 
1.5, 2.0, 2.5 및 3.0%)을 결정하였으며 Table 1에 나타

냈다. 탈질에 필요한 유기탄소원은 CH3COONa·3H2O, 
질산성 질소는 NaNO3, 염분은 KCl, NaCl, MgCl2, 
CaCl2, MgSO4·7H2O 및 NaHCO3 (SAMCHUN 
Chemical, Korea)를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는 실험실 규모의 반응기에서 

자체 배양한 0.2 mm 이상의 크기를 갖는 슬러지를 선별

하여 (80 mesh/0.2 mm STS Sieve) 사용하였다. 실험 

진행에 앞서 약 1개월간 무산소 조건을 유지하며 유기물

과 질산성 질소를 주입하여 탈질 미생물을 배양하는 운

전을 실시하였으며, 점차적으로 염분농도를 증가시켜

(0.1, 0.2, 0.3 및 0.4%), 급격한 고농도 염분 주입에 의한 

Mode
(Salinity) Cl- Na+ SO4

2- Mg2+ Ca2+ K+ HCO3
-

1 (0.5%) 2,783.3 1,516.7 395.0 200.0 66.7 66.7 23.3 

2 (1.0%) 5,566.7 3,033.3 790.0 400.0 133.3 133.3 46.7 

3 (1.5%) 8,350.0 4,550.0 1,185.0 600.0 200.0 200.0 70.0 

4 (2.0%) 11,133.3 6,066.7 1,580.0 800.0 266.7 266.7 93.3 

5 (2.5%) 13,916.7 7,583.3 1,975.0 1,000.0 333.3 333.3 116.7 

6 (3.0%) 16,700.0 9,100.0 2,370.0 1,200.0 400.0 400.0 140.0 

Table 1. Characteristics of salinity wastewater (Unit: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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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에 미치는 충격 부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2.2. 실험장치 및 운전조건

실험에 사용된 반응기를 Fig. 1에 나타냈다. 반응기는 

유효용적 5 L의 아크릴 재질의 반응기를 사용하였으며 

원수 유입 및 처리수 유출을 위한 포트를 설치하였다. 단
계별 운전시간은 유입, 무산소, 침전, 유출 및 휴지 단계

에서 각각 10 min, 300 min, 20 min, 10 min 및 20 min
이었다. 반응조의 1 cycle 운전시간은 6 hr이며 반응조 

유입수 체적 대 유효 체적의 비율인 교환율(Volume 
Exchange Rate, VER)은 50%이었다. 전체 운전시간의 

제어 및 각 기기 장비의 자동운전 구현을 위하여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제어 프로그램을 사

용하였다. 또한 무산소 단계에서의 탈질 반응은 알칼리

도를 생성하여 pH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pH 조절을 7.0
7.5 범위로 유지하기 위하여 pH meter (pHC101-01, 

Hach, USA)를 PLC와 연결하였으며, pH가 7.5 이상 상

승할 경우, 정량펌프가 작동하여 1N의 HCl이 주입되도

록 설정하였다. 실험실 규모 반응기의 운전조건을 Table 
2에 나타냈다.

염분 주입조건에 따른 질산성 질소의 탈질 반응을 평

가하기 위해 조건별 질산성 질소의 농도는 30 mg/L로 

고정하였으며 염분 주입량을 0.5, 1.0, 1.5, 2.0, 2.5 및 

3.0%까지 증가시키며 실험을 실시하였다. 초기 반응조 

내 MLSS (Mixed Liquor Suspended Solid), MLVSS 
(Mixed Liquor Volatile Suspended Solid)는 각각 

3,740, 3,370 mg/L였으며, 각 조건별 탈질 반응의 비교

를 위하여 무산소 반응기간 동안 30 min 간격으로 시료

를 채취하여 질산성 질소의 환원율을 MLVSS 농도로 표

준화한 비탈질율(SDNR)을 도출하였다.

2.3. 수질분석 및 광학현미경 관찰

시료의 질산성 질소(NO3
--N)는 흡광광도계(DR-4000, 

Hach,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고형물은 MLSS와 

Fig. 1. Schematic diagram of lab. scale reactor.

Vol. (L) Flow (L/day) Cycles/day pH HRT (hrs) SRT (days) Temp. ( )

5 10 4 7.0 7.5 12 20 25

Operation time for 1 cycle (min): Fill(10) Anoxic(300) Settle(20) Draw(10) Idle(20)
C/N ratio (mg COD/mg NO3

--N): 2.7, Salinity injection (%): 0.5, 1.0, 1.5, 2.0, 2.5 and 3.0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s of lab. scale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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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VSS를 분석하였다. 또한 염분 주입 농도에 따른 호

기성 그래뉼 슬러지의 침전 특성 평가를 위하여 SVI30을 

분석하였으며, 각 염분 유입 조건별 반응 종료 시점에서 

슬러지를 채취하여 분석하였다. 실험 절차는 모두 

Standard methods (APHA, 2008)에 준하여 분석하였

다.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의 외형 변화 및 표면 특성은 광

학현미경(CX-31, Olympus, Japan)을 이용하였으며 채

취된 슬러지를 0.17 mm 두께의 커버 글라스(cover 
glass)로 덮어 40배율에서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질산성 질소 제거효율

Fig. 2에는 조건별 염분 주입농도에 따른 질산성 질소

의 탈질 거동을 나타냈다. 분석결과 염분 주입농도 0.5, 
1.0, 1.5, 2.0, 2.5 및 3.0%에서 질산성 질소의 평균 제거

효율은 각각 95.1, 93.9, 94.2, 92.2, 86.6 및 80.1%로 나

타났다. 염분 주입농도가 1.5%까지 증가함에 따라 제거

효율의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2.0%의 주입농도

부터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2.0, 2.5 및 

3.0%의 주입농도에 따른 운전시작 시점에서의 처리수 

농도가 각각 4.9, 7.6 및 10.3 mg/L로 나타났으며 약 1
2주간의 운전 후 제거효율이 점차적으로 회복되는 현

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Nam(2015)의 고염분 폐수에서 호염성 미생물의 분

리 및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폐수처리 슬러지에서 분

리한 세균을 고염분 실제 폐수에 적용하여 염분에 대한 

내성 정도를 확인하였으며, 측정된 분리 세균은 3%의 

NaCl 염분을 포함한 실제 폐수에서도 원활한 성장을 달

성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를 호염성(halophile) 미생

물의 증가에 의한 결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2.0, 2.5 
및 3.0%의 염분 조건에서 관찰된 약 1 2주간의 운전 

후의 질산성 질소 제거효율 회복 현상은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 내 염분 내성을 지닌 호염성 미생물이 증가된 결

과로 간접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Jo 
et al.(2017)의 수산물 가공폐수 내 염분이 황 탈질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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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sults of NO3
--N concentration with salinity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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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상수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동일

한 30 mg/L의 유입수 질산성 질소 농도에서 염분 농도

가 5,000 7,000 mg Cl-/L일 경우, 질산성 질소의 제거

효율은 54.0 68.2%로 나타내며 9,000 mg Cl-/L에서

는 약 44.5%까지 제거효율이 저하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본 연구에서 도출된 1.0% (5,566.7 mg 
Cl-/L), 1.5% (8,350.0 mg Cl-/L) 염분 주입조건에서의 

질산성 질소 제거효율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결과를 나

타내고 있는데 이는 본 연구대비 다소 짧은 운전기간(50
일)에 의해 탈질 미생물이 염분에 순응하는 기간이 짧았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2. 동역학적 인자 도출 (SDNR)

Fig. 3에는 조건별 염분 주입농도에 따른 질산성 질소

의 탈질 거동을 분석하여 도출된 SDNR 값을 나타냈다. 
분석결과 염분 주입농도 0.5, 1.0, 1.5, 2.0, 2.5 및 3.0%
에서 SDNR 값의 평균은 각각 0.134, 0.127, 0.116, 
0.081, 0.079 및 0.052 mg NO3

--N/mg MLVSS·d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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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sults of SDNR value with salinity injection.

전반적인 SDNR 분석결과, 염분 주입농도가 증가함

에 따라 SDNR 값 또한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1.5%의 염분 주입농도까지의 저하율은 다소 낮은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의 주입농도부터는 질산성 질소 

제거효율 저하와 마찬가지로 SDNR 값 또한 다소 큰 폭

으로 저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Ji et al.(2018)은 아질

산성 질소 축적 그래뉼 슬러지를 이용하여 단계적 염분 

증가에 의한 부분 탈질화 성능 및 미생물 군집 형성을 분

석하였다. 연구결과 0%에서 1.5%까지의 염분(NaCl)을 

단계적으로 주입한 결과, 탈질율은 선형적으로 감소한다

고 보고하고 있으며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모든 미생물 종에는 염분에 대한 한계 농도

가 있으며, 그 이상의 한계 농도 존재시에는 활동성이 저

하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단계적 염분 증가에 의한 미

생물 염분 순응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Yu et al.(1999)은 높은 염분농도에서 탈질 반응에 미

치는 영향인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0%에서 

5.0%까지의 염분(NaCl)을 단계적으로 주입한 결과, 
SDNR 값은 0.332에서 0.035 NO3

--N/mg MLVSS·d까
지 감소함을 보고하였으며, 생물학적 탈질 반응조의 적

정 염분농도를 3%로 제안하고 있다. 앞서 보고된 연구들

의 경우, 반응조 형태, 염분 주입조건(NaCl 단독 주입), 
운전조건, 슬러지 종류 등에 있어 본 연구에서 수행된 내

용과 차이가 있으므로 절대적인 비교는 다소 어려우나, 
염분 주입농도가 증가할수록 미생물의 활동성 및 처리효

율 저하가 발생하는 내용에 있어, 본 연구와 유사한 내용

을 보고하고 있었으며 도출된 SDNR의 경우, 호기성 그

래뉼 슬러지에 기반한 염분 함유 폐수 처리를 위한 생물

반응조 설계 시, 기초자료 및 설계인자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3. MLSS 및 SVI30

Fig. 4에는 조건별 MLSS, MLVSS의 거동을 나타냈

으며, Fig. 5에는 SVI30을 나타냈다. 본 연구의 운전초기 

MLSS, MLVSS 농도는 각각 3,740, 3,370 mg/L였으

며 염분 주입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MLSS 농도는 점차

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 3.0% 염분 주입농도의 

운전종료 시점에서 4,630 mg/L까지 증가하였다. 반면 

MLVSS는 3,530 mg/L를 나타내 MLSS 대비 큰 변화

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체 MLSS에서 

MLVSS가 차지하는 비율은 초기(0% 염분) 90.1%에서 

운전종료(3.0% 염분) 시 76.2%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냈다.
Park and Lee(2015)는 고농도 질산성 질소를 함유한 

산세폐수의 칼슘이온 주입에 따른 탈질 반응에 관한 연

구를 수행하였으며, MLVSS/MLSS 비율은 칼슘이온 

미주입 시 74.8%에서 1,000 mg/L의 칼슘이온 주입 시 

69.2%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칼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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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 주입량이 증가할수록 미생물 표면에 칼슘이온이 흡

착되어 슬러지 비중이 증가된다고 분석하였으며 칼슘이

온의 미생물 표면흡착은 칼슘이온이 탈질 반응 시 pH가 

상승함에 따라 OH- 이온과의 결합에 의해 CaOH2의 침

전물 형성으로 슬러지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염분 주입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MLVSS/MLSS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염

분에 함유되어 있는 양이온과의 결합을 통하여 슬러지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SVI30의 경우, 염분 주입농도가 증가됨에 따라 삼투압 

증가, 미생물 플럭 해체 현상 등으로 인하여 침전성이 불

량한 슬러지가 관찰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분석결과는 

반대로 침전성이 점차 양호해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염
분 주입농도 증가에 따른 SVI30 값의 경우, 초기 94 
mL/g에서 운전종료 시점에서 57 mL/g까지 선형적으로 

낮아져 슬러지의 침전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앞서 분석한 MLSS 증가에 의한 결과임과 동

시에 짧은 침전시간(20 min) 유지를 통하여 미생물 응집

체를 가속화하며 침전성이 다소 불량한 슬러지를 지속적

으로 배출하는 선택압(selection pressure) 운전전략(Su 
et al., 2013; Szabó et al., 2016; de Sousa Rollemberg 
et al., 2018)에 의한 결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3.4. 광학현미경 관찰

Fig. 6에는 조건별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미생물 관찰

결과를 나타냈다. 앞서 MLSS와 SVI30 분석결과에서 기

술한 바와 같이 전체 운전기간 동안 미생물 플럭 해체 현

상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염분 주입농도가 증가할수록 

점차적으로 뚜렷한 모양의 슬러지를 직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초기 0.2 mm 크기의 호기성 그래뉼 슬

러지는 MLSS 증가와 함께 약 0.8 1.0 mm 크기까지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해수에 함유된 염분이 

미생물의 체외고분자 물질의 형성을 촉진시키고, 밀도가 

높아지며 응집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일반 미생물의 호기

성 그래뉼 슬러지화를 가속화 할 수 있다는 Li et 
al.(201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SRT와 염분 조건 변경에 따른 해양 미생물의 그래뉼 

슬러지 형성을 관찰한 Corsino et al.(2019)의 연구에서

는 40 g NaCl/L의 염분 주입농도에서 평균 약 4 mm 크
기의 그래뉼 슬러지가 형성되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Ou et al.(2018)은 0%에서 9.0%까지 단계적으로 염분

을 증가시킴에 따라 고농도 염분이 폐수의 밀도를 증가

시켜 반응조 내 큰 크기의 슬러지만 유지될 수 있으며 호

기성 그래뉼 슬러지화를 유도하는 주요 변수로 고려하고 

있다.
앞선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고농도 염분은 호기성 그

래뉼 슬러지 형성에 유리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으며, 다양한 염분 조건에 따른 생물학적 처리시스

템의 장기간 운영에 따라 호염성 미생물의 우점화를 통

하여 안정적인 그래뉼 슬러지를 유지할 수 있음을 나타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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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sults of SVI30 value with salinity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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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를 이용한 고농도 염분 함유 폐

수의 생물학적 탈질 반응 평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

론을 도출하였다.
1) 1.5%의 염분 주입농도까지 질산성 질소의 제거효

율의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2.0%의 주입농도부

터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3.0%의 주입농도에서 80.1%의 

제거효율을 나타냈다. 또한 2.0%의 주입농도부터 탈질 

반응이 다소 저해됨이 관찰되었으나 약 1 2주간의 운

전 후 제거효율이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호

기성 그래뉼 슬러지 내 염분 내성을 지닌 호염성 미생물

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2) 염분 주입농도에 따라 도출된 호기성 그래뉼 슬러

지의 SDNR 값은 0.052 0.134 mg NO3
--N/mg 

MLVSS·d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이는 호기성 그래뉼 슬

러지 기반 고염분 함유 폐수의 생물학적 처리 시의 공정

개발 및 생물반응조 설계인자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전체 운전기간 동안의 MLSS 농도는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운전종료 시점에서 4,630 
mg/L까지 증가하였으나 MLVSS는 3,530 mg/L를 나

타내 MLSS 대비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염분

에 함유된 양이온이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와 결합하여 

슬러지 비중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SVI30 값은 MLSS 증가와 함께 점차적으로 감소하였

으며 3.0%의 염분 주입농도에서 57 mL/g을 나타내 우

수한 침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광학현미경 관찰결과, 염분 주입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뚜렷한 모양의 슬러지를 관찰할 수 있

었으며 초기 0.2 mm 크기의 슬러지는 약 0.8 1.0 mm
까지 형성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염분 주입은 호

기성 그래뉼 슬러지의 형성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점진적으로 증가된 염분 주입농도

는 생물학적 처리시스템의 장기간 운전시 호염성 미생물

의 우점화를 통하여 안정적인 그래뉼 슬러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6. Morphology observation of AGS during the operation periods using microscope at various salinity injection, ((a) 
0.5%; (b) 1.0%; (c) 1.5%; (d) 2.0%; (e) 2.5%; (f) 3.0%, (40 magnification by optical micro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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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 연구에서는 고염분 조건에 따른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의 탈질 반응 평가를 위하여 실제 해수 성상과 유

사한 합성폐수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실제 해수를 이용한 탈질 반응 평가, 미생물 군집분석을 

통한 호염성 미생물 우점화 분석 및 장기간 운전에 따른 

운전전략 최적화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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