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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는 규칙적이고 컴팩트한 구조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de Bruin et al., 2004), 우수한 

침전성(Khan et al., 2013), 높은 바이오매스 유지(Tay 

et al., 2001) 및 충격 부하에 견딜 수 있는 장점(Yang et 
al., 2008)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하·폐수 처리를 위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호기성 그래

뉼 슬러지의 형성과 유지에는 연속회분식 반응조의 사용

이 유리하며(Morgenroth et al., 1997) 운전조건, 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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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different Hydraulic Retention Times (HRTs) on the contaminant 

removal efficiency using Aerobic Granular Sludge (AGS). A laboratory-scale experiment was performed using a sequencing 
batch reactor, and the Chemical Oxygen Demand (COD), nitrogen, orthophosphate removal efficiency, AGS/MLSS ratio, and 
precipitability in accordance with the HRT were evaluated. As a result, the COD removal efficiency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the reduction in HRT, and at a HRT of 6 h, the removal rate was slightly increased owing to the increase in 
organic loading rate. The nitrogen removal efficiency was improved by injection of influent division at a HRT of 6 h. As the 
HRT decreased, the MLSS and AGS tended to increase, and the sludge volume index finally decreased to 50 mL/g. In 
addition, the size of the AGS gradually increased to about 1.0 mm. Therefore, the control of HRT provides favorable 
conditions for the stable formation of AGS, and is expected to improve the contaminant removal efficiency with the selection 
of a proper operation strategy.

Key words : Aerobic granular sludge, Sequencing batch reactor, Hydraulic retention time, Nitrogen, Mixed liquor susp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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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율, 폭기강도, 침전시간 및 수리학적 체류시간

(Hydraulic Retention Time, HRT) 등의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Rosman et al., 2014). 이에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변수 조절을 통하여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의 형성조건 및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연구를 수

행하였다(Li et al., 2017; Tan et al., 2019).
기존 연구에 의하면 반응조의 오염원 제거효율 최적

화를 위하여 적절한 HRT를 유지하고 제어하여야 한다

는 연구결과가 있다(Fang and Yu, 2000; Fang and Yu, 
2001). HRT는 생물학적 처리 시, 미생물이 유입되는 기

질과 오염원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수리학적 조건으로

써, Beun et al.(1999)은 짧은 HRT가 호기성 그래뉼 슬

러지의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Pan 
et al.(2004)은 HRT를 1~24시간으로 조절하며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의 오염원 제거효율, 형성 특성에 관한 연

구를 수행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짧은 HRT가 유리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경우, 유입수 변수 고

정을 위하여 제조된 합성폐수를 이용한 연구가 대부분이

며 실제 하수를 이용한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 관련 연구

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Yae et al.(2018)의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를 이용한 

하수처리에 관한 연구에서는 유입 하수 성상을 분석한 

후, 합성폐수를 제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하수처리

공정 내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를 적용하기 위하여 실제 

하수를 이용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Kim et al.(2016)은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를 이용한 RO 
(Reverse Osmosis) 농축수의 생물학적 처리에 관한 연

구를 수행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실제 폐수를 이용한 연

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가 적용된 연속회분식 반

응조를 이용하여 실제 하수를 채취하여 유입수로 주입하

였으며, HRT 변경에 따른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의 오염

원 제거효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조건별 유기물, 질소 제거효율을 분석하였으며 

MLSS (Mixed Liquor Suspended Solids), AGS/MLSS 
비율 및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의 침강성과 물리 강도 등

의 평가를 실시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하수 성상 및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된 실제 하수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기흥레스피아 분배조에서 직접 채수하여 사용하

였으며 채수된 원수는 실험 전 고형물 성분을 제거한 후 

사용하였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유입수 C/N (Carbon/ 
Nitrogen) 비가 5 이하일 경우,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의 

안정성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Liu 
et al., 2003, Liu et al., 2007), 실험에 사용된 하수의 경

우, 전체 운전기간 동안의 평균 C/N 비가 6.8로 나타나 

실험에 적합한 하수로 판단되었다. 호기성 그래뉼 슬러

지는 실험실 규모의 반응기에서 자체 배양한 0.2 mm 이
상 크기의 슬러지를 선별하여(80 mesh/0.2 mm STS 
Sieve) 사용하였으며 전체 운전기간 동안의 유입수 성상

을 Table 1에 나타냈다.

2.2. 실험장치 및 운전조건

실험은 Fig.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효용적 5 L의 아

크릴 재질의 반응기를 사용하였다. 원수 유입은 반응조 

하단 포트를 통하여 유입시켰으며, 처리수는 교환율

(Volume Exchange Rate, VER) 50%를 적용하기 위하여 

Parameters
Influent

Min. Max. Average Standard deviation

pH 6.6 7.5 7.1 0.2

Alkalinity (mg/L) 152.0 350.0 185.4 25.4

CODCr (mg/L) 160.0 334.0 264.0 24.0

T-N (mg/L) 27.0 50.0 38.6 3.7

NH4
+-N (mg/L) 16.0 36.7 26.2 4.6

PO4
3--P (mg/L) 2.5 8.0 3.8 0.7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influ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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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hotograph of the lab. scale reactor.

반응조 중간 포트를 통하여 유출시켰다. 연속회분식 반

응조의 운전조건은 각각 4, 6 및 8 cycle로 구분하였으

며, 이에 따른 HRT는 각각 12, 8 및 6시간으로 점차적으

로 감소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Beun et al., 1999; Pan 
et al., 2004). 또한 8 cycle 운전시에는 질소 제거효율 증

대를 위한 분할주입을 실시하기 위해 1차 유입 후, 포기

반응 75분 시점에 2차 유입이 되도록 설정하였다. 단계

별 운전시간은 유입&반응(10분), 포기(150~330분), 침
전(10분) 및 유출(10분)으로 설정하였다. 전체 운전기간 

동안의 수온은 23.8±1.3 , 포기반응 동안의 용존산소

(Dissolved Oxygen, DO)는 1.0~2.0 mg/L로 유지되었

다. 고형물 체류시간(Solid Retention Time, SRT)은 20
일로 유지하였다. 전체 운전기간 동안의 기기 장비 자동

운전은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제어 프

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실험실 규모 연속회분식 반응조

의 운전조건을 Table 2에 나타냈다.

2.3. 수질분석 및 현미경 관찰

시료의 유기물(Chemical Oxygen Demand, COD)과 

질소(NH4
+-N, NO3

--N, T-N), 오르토인산염(PO4
3-P) 

성분은 흡광광도계(DR-4000, Hach,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고형물은 MLSS와 MLVSS (Mixed 
Liquor Volatile Suspended Solids)를 분석하였다. 또한 

HRT 변경에 따른 SVI30 (Sludge Volume Index) 값을 

분석하여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의 침전 특성을 평가하였

다. AGS/MLSS 비율의 경우, 슬러지 채취 후, 0.2 mm 
이상 크기와 이하 크기의 슬러지를 선별(80 mesh/0.2 
mm STS sieve) 및 분석하여 산정하였다. 모든 실험 절

차는 standard methods (APHA, 2008)를 기준으로 분

석하였다. 또한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의 견고함과 강도

를 평가하기 위해 운전종료 후의 슬러지를 채취하였으며 

120 rpm의 교반기로 회전하여 유체 내 물리적인 힘을 가

하였다. 이때 시간(초기, 60분 및 120분)에 따른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를 크기별로 구분하고 건조중량으로 각각

의 분율(%)을 계산하여 슬러지 해체현상이 발생하는지 

평가하였다.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의 외형 변화 및 표면 

특성은 광학현미경(CX-31, Olympus, Japan)을 이용하

였으며 채취된 슬러지를 0.17 mm 두께의 커버 글라스

(cover glass)로 덮어 40배율에서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유기물 제거효율

Fig. 2에는 조건별 HRT 변경에 따른 유기물 거동을 

나타냈다. 분석결과 HRT 12, 8 및 6시간에서 유기물 평

균 제거효율은 각각 87.4, 87.7 및 93.2%로 나타났다. 
12시간과 8시간의 HRT에서의 유기물 제거효율은 HRT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Phase Operation periods
(days)

Cycle time 
(hrs)

HRT*

(hrs)
Aeration

(min)

(4 cycle) 1-26 6 12 330

(6 cycle) 27-52 4 8 210

(8 cycle) 53-77 3 6 150
*HRT: Hydraulic Retention Time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s of the lab. scale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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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ofile of COD concentration at different HRT.

6시간의 HRT에서는 다소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6
시간의 HRT에서의 제거효율 상승은 반응시간 감소로 

인하여 증가된 유기물 부하율에 의해 호기성 그래뉼 슬

러지의 유기물 제거 효과가 다소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

다.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는 유기물 부하가 높을수록 안

정성과 제거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Wang et al., 2019) 본 연구 또한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

다. 또한 6시간 HRT에서의 분할주입 실시로 인하여 호

기성 그래뉼 슬러지의 질소 제거 시 탈질에 필요한 탄소

원으로 유기물을 이용하여 제거효율이 다소 향상된 것으

로 판단된다.
연속회분식 공정에서의 오염원 제거 성능은 유기물 

부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Mohan et 
al., 2007). Muda et al.(2011)은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

가 적용된 연속회분식 공정을 이용하여 HRT를 6시간에

서 24시간까지 증가시키는 조건으로 섬유(textile) 산업

폐수 처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유기물 부하율이 

증가함에 따라 유기물 제거효율 또한 상승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Rosman et al.(2014)는 HRT를 24, 12 및 6
시간으로 감소시키는 조건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유
기물 부하율이 증가함에 따라 유기물 제거효율 또한 증

가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유기물 제거효율 

증가의 원인을 증가한 MLSS와 이에 따른 미생물의 활

성도가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연

구 또한 후술할 MLSS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HRT 6시
간에서 MLSS 및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의 농도가 점차

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선 연구와 유시

한 경향을 나타냈다.

3.2. 질소 및 오르토인산염 제거효율

Fig. 3, 4에는 조건별 HRT 변경에 따른 암모니아성 

질소와 총질소의 거동을 나타냈다. 암모니아성 질소의 

경우, HRT 12, 8 및 6시간에서 유기물 평균 제거효율은 

각각 96.4, 96.1 및 97.2%로 도출됐으며 우수한 처리효

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총질소의 경우, 각각 48.5, 47.0 
및 60.1%로 나타났다. 총질소의 제거 경향을 살펴보면 

HRT 12, 8시간에 비하여 6시간일 경우, 전체 운전기간 

동안 추가적인 무산소(anoxic) 반응조건이 없는데도 불

구하고 다소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운전기간 동안

의 처리수는 국내 방류수 수질기준 20 mg/L 이하를 대

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유
입수 분할주입에 의한 유입기간 동안의 질산성 질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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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질율 상승과 둘째, AGS/MLSS 비율 및 AGS 크기 증

가(내부 무산소 layer)에 의한 동시 질산화 탈질 반응의 

두 가지 원인으로 추론할 수 있다(Zeng et al., 2003; de 
Kreuk et al., 2005). 따라서 향후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 

기반 하수처리공정 운영 시, 질소 제거효율 상승을 위하

여 분할주입에 의한 운영전략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5에는 조건별 HRT 변경에 따른 오르토인산염의 

거동을 나타냈다. 분석결과 HRT 12, 8 및 6시간에서 오

르토인산염 평균 제거효율은 각각 45.6, 40.9 및 55.9%
로 나타났다. SRT를 일정하게 유지하였음에도 HRT 6
시간에서의 오르토인산염의 제거효율 상승은 질소 제거

와 마찬가지로 AGS/MLSS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호기

성 그래뉼 슬러지 내부(내부 혐기 layer)의 인 축적 미생

물(Phosphorus Accumulating Organism, PAO)의 비

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Bassin et al., 
2011; Winkler et al., 2011; Cetin et al., 2018). 또한 

오르토인산염 제거는 향후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 기반 

하수처리공정 운영 시, 응집제를 사용하여 제거효율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3. MLSS 및 물리적 특성

Fig. 6에는 조건별 MLSS 및 AGS 농도, AGS/MLSS 
비율의 거동과 SVI30을 나타냈다. 본 연구의 운전초기 

MLSS, AGS 농도는 각각 2,410, 1,580 mg/L였으며 

AGS/MLSS 비율은 65.6%를 나타냈다. HRT가 감소함

에 따라 MLSS와 AGS의 농도는 점차적으로 상승하였

으며, 최종적으로 각각 4,070, 3,560 mg/L까지 증가하

여, AGS/MLSS 비율은 87.5%까지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HRT가 감소함에 따라 미생물에 미치는 영양물

질 부하량이 증가하여 MLSS와 AGS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짧은 HRT를 유지할수록 호기성 그래뉼 슬러

지 형성에 유리하다는 기존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Beun et al., 1999; Pan et al., 2004; Li et al., 
2017).

SVI30의 경우, 운전이 지속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초기 76 mL/g의 슬러지 침전성

은 향상되어 운전종료 시, 50 mL/g를 나타냈다. 이는 운

전이 지속될수록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의 비율이 높아지

고 크기가 커짐에 따라 슬러지 비중이 증가하였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되며, 전체 운전기간 동안 짧은 침전시간

(10분)을 유지함으로써 침전성이 다소 불량한 슬러지를 

지속적으로 배출한 결과로 설명이 가능하다(Su et al., 
2013; Szabó et al., 2016; de Sousa Rollemberg et al., 
2018).

Fig. 7에는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의 견고함과 강도 평

가를 위한 교반 실험 후의 건조중량 비율을 크기별로 구

분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초기 건조중량의 경우, 0.6 이
상, 0.4~0.6, 0.2~0.4 및 0.2 mm 이하가 각각 52.8, 
24.8, 19.0 및 3.4%로 나타났다. 교반 120분 후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의 해체현상이 발생하여 0.2 mm 이하 크

기의 비율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분석결과 

0.2 mm 이하의 건조중량 비율이 0, 60 및 120분에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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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0.8 및 0.4%로 나타나 교반에 의한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 해체현상과 안정성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향후 scale-up을 통한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 기반 파일롯 플랜트(pilot plant) 또는 테스트 베

드(test bed) 공정 운영시에는 현장에 적합한 슬러지의 

안정성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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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sults of dried weight percentage of AGS with 
stirring strength.

3.4. 광학현미경 관찰

Fig. 8에는 조건별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호기성 그래

뉼 슬러지의 관찰결과를 나타냈다. 운전시작 시의 슬러

지는 약 0.2 mm 크기를 유지하였으며 HRT가 감소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

으며 운전종료 시점에는 AGS/MLSS 비율 증가와 함께 

약 1.0 mm 크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슬러지

는 표면에 미세한 털 모양이 관찰되었으며, 이러한 털 모

양은 사상균으로도 볼 수 있으나, 슬러지의 입자가 커지

기 위해 필요한 가교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Liu et 
al., 2014; Hamza et al., 2018). 또한 슬러지 크기 증가

의 원인은 앞서 기술한 AGS/MLSS 비율 증가에 의해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점진적으로 감소된 HRT는 호기성 그

래뉼 슬러지 형성에 유리한 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Beun et al., 1999; Pan et al., 2004; Li et al., 2017).

4. 결 론

HRT 변경에 따른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의 오염원 제

거효율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

을 도출하였다.
1) HRT 감소에 따라 유기물 제거효율의 유의미한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HRT 12, 8 및 6시간에서의 제

거효율은 각각 87.4, 87.7 및 93.2%로 나타났다. HRT 6
시간에서의 제거효율 상승은 유기물 부하율 증가에 의한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의 유기물 제거능력 또한 동시에 

향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질소 제거효율의 경우, 암모니아성 질소는 전체 운

전기간 동안 평균 95% 이상의 안정적인 제거효율을 나

타냈으며 총질소는 HRT 12, 8 및 6시간에서 각각 48.5, 
47.0 및 60.1%로 나타났다. HRT 6시간에서의 제거효

율 상승은 유입수 분할주입에 의한 질산성 질소의 탈질

율 상승과 AGS/MLSS 비율 및 크기 증가에 의한 동시 

Fig. 8. Morphology observation of AGS at different HRT, ((a) 12 hrs; (b) 8 hrs; (c) 6 hrs, (40 magnification by optical 
micro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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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산화 탈질 반응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MLSS, AGS 농도는 HRT가 감소함에 따라 점차

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운전종료 시점에서 

각각 4,070, 3,560 mg/L까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AGS/MLSS 비율은 초기 65.6%에서 87.5%까지 상승

함으로 인하여 앞서 오염원 제거효율 증가 원인의 설명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SVI30 값은 AGS 농도 

증가와 함께 점차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초기 76 mL/g에
서 최종적으로 50 mL/g을 나타내 안정적인 침전성을 확

인하였다.
4) 광학현미경 관찰결과, HRT가 감소함에 따라 점차

적으로 크기가 증가하여 초기 약 0.2 mm 크기의 슬러지

가 운전종료 시점에서 약 1.0 mm까지 증가하는 것을 관

찰할 수 있었으며 이는 미생물 간의 가교역할 증가와 

AGS/MLSS 비율 증가에 의해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5) 본 연구에서는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의 오염원 제

거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실제 하수를 이

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HRT 세분화를 통한 

연구(6시간 이하 및 12시간 이상), scale-up을 통한 호기

성 그래뉼 슬러지 기반 파일롯 플랜트(pilot plant) 또는 

테스트 베드(test bed) 공정 운영을 위한 설계인자 도출, 
그래뉼 안정성 실험 등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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