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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포기 시스템을 이용한 유기성 슬러지의 감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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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에서 오염물 해양투기는 하수슬러지 처리방식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2009년 이후 적용되어 
온 음식폐기물과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 오염 방지에 관한 런던 협약에 따라 2013부터 엄격한 법적 제재가 예상된다.

따라서, 고농축 유기 슬러지 처리 를 위한 고효율 포기 시스템을 사용한 현장 실험실 테스트가 하수 및 산업폐수처리
장에서 적용이 되었다. 연구 결과는 고효율 포기 시스템이 유기성 슬러지의 감량화에 매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고효율 포기 시스템을 이용한 슬러지 소화시 유기물 제거율은 56.2 ~ 85.8 

%이었다. 이러한 결과가 일반 하수 처리효율보다 낮지만, 고효율 포기 시스템의 처리대상 슬러지가 공장 폐수임을 
고려할 때 매우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슬러지 평균 제거 효율은 약 25.2 %이었다. 셋째로 고효율 포기 시
스템에 의한 슬러지 처리비용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효율 포기 시스템이 높은 고농
도 슬러지를 함유하거나, 산업페기물이거나 고농도의 강열잔류 고형물(FS)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소규모 하수 및 폐
수 처리장의 현장 처리에 더욱 효과적이다.

주제어 : 런던협약, 해양투기, 고효율 포기 시스템, 슬러지 감소, 처리성 평가시험    

Abstract  In Korea, ocean dumping has been widely used as the ultimate disposal of sewage sludge. However, 
ocean dumping of food wasted and sewage sludge from 2013 is expected to legally restricted as London 
convention on marine pollution prevention has been effective in 2009.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HEAS in treating the environmental pollution load caused by 
organic high concentrated sludge. Thus, onsite laboratory scale treatability test using HEAS was adopted to treat 
the high concentrated organic sludge from sewage and industrial wastewater treatment plant.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the HEAS is useful to reduce the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organic 
high concentrated sludge. Specific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organic removal after the sludge digestion using the high efficiency aeration system was 55.2-85.8%. 

Although these results were lower than those from the general sewage treatment, the high efficiency aeration 
system could be evaluated as efficient, considering the object sludge contained the industrial waster water.

2. The average removal efficiency was about 25.2%. 
3. It was revealed that sludge digestion by the high efficiency aeration system could effectively contribute to 

the sludge treatment cost. Especially, the high efficiency aeration system is more applicable to the  onsite 
treatment of small sewage and wastewater treatment plant that contains high solid content sludge, industrial 
wastewater sludge, high fixed solid sludge

Key Words : London convention, ocean dumping, High Efficiency Aeration System, sludge reduction, 
Treatability test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보건환경학과 박사과정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보건환경학과 교수(교신저자)
논문접수: 2012년 10월 30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2년 11월 20일



디지털정책연구 제10권 제10호(2012.11)

222

1. 서론

1914년 국의 Arden과 Lockett에 의해 개발된 활성

슬러지공법(Activated sludge process)은 지난 100년간 

구미제국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하수와 폐수처리를 

한 기본처리법이 되어왔다[6,20,21]. 우리나라의 경우

에도 부분의 도시하수처리장과 공장폐수처리시설로 

용되고 있다[10]. 

하수와 폐수 의 유기물과 고형물질, 그리고, 양물

질 등은 미생물을 배양한 포기조에서 미생물의 호기성 

산화에 의해 미생물세포로 합성되면, 최종 으로 침 지

에서 미생물 세포덩어리인 슬러지(sludge)상태로 침 , 

제거되게 된다. 결국 하·폐수 의 오염물질은 슬러지상

태로 제거되게 되는데, 이때의 슬러지는 고농도의 세포

덩어리이므로 유기물함량과 수분함량이 매우 높으므로 

히 처리하지 않으면 환경 으로 한 향을 미칠 

수가 있다[1,20]. 

그리하여 한 슬러지처리는 오염물질을 환경 으

로 안정화시키고, 슬러지의 고형물함량을 감소시킴으로

서 한 최종처분에 의해 하·폐수가 완결된다고 볼 수

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 470개의 하수처리시설에서 연

간 3,080,043㎥의 하수슬러지가 발생되었으며, 그  해양

배출로 처리되는 양이 1,314,087㎥ (42.7%)으로 가장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소각 544,592㎥(17.7%), 재

활용 635,318㎥(20.6%), 육상매립 337,966㎥(11.0%) 등으

로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11]. 그러나, 슬러지의 

해양투기는 오염원을 육상에서 해양으로 옮겨놓는  문

제는 이제 국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9,12]. 

특히 우리나라도 2009년 폐기물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 오염 방지에 한 약인 런던 약에 한 의

정서에 가입하 고, 2013년부터 음식물폐기물과 폐수와 

하수슬러지에 한 해양투기가 범 하게 규제될 정

이다[8,13].

이와 같이 우리나라와 같이 발생되는 슬러지의 상당

량을 실 으로 해양투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슬

러지를 감량화하기 한 연구와 노력이 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며, 국가  지자체, 산업체, 그리고, 학계 등에서

도 지속 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14,15,16].

본 연구에서는 슬러지의 안정화와 감량화를 한 

한 장처리를 하여 고농도의 유기물 부하와 질소 

물질 부하 등에 강하고, 효율 인 처리가 가능한 고효율 

포기시스템 반응조를 용하고자 시도하 다[27]. 고효

율 포기시스템 반응조는 재래식 활성슬러지공법의 포기

조내 포기시스템을 획기 으로 개선한 공법으로 독일의 

Vogelpohl교수 등에 의해 개발되어 COD 용 부하율 

120kg/㎥·d까지 운 하 으며, Brauer교수는 COD 용

부하율 800kg/㎥·d까지 운 하는 등 고농도의 오염부하

에 합한 처리방법이다[22, 23, 26]. 고효율 포기시스템 

반응조의 기본 인 원리는 생물학  처리시 세균에 의한 

유기물의 제거는 세균표면으로 달되는 물질 달에 의

해 제한되므로 제트노즐을 이용하여 반응조내 수 의 산

소 달  기질의 달을 향상시킴으로서 효과 인 폐수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25,28] 국외  국내에 

있어서 음식물폐수, 도시폐기물 매립지침출수, 축산폐수, 

화학공장폐수, 피 폐수 등 다양한 폐수에 용되어 왔

다[2,4,5,24].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농도의 유기성슬러지에도 

용이 가능한 고효율 포기 시스템을 이용하여 도시하수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보다 처리가 어려운 폐수 처리

장의 고농도 유기성슬러지의 처리성 평가시험

(Treatability test)를 수행함으로서 재 요한 안으

로 두되고 있는 하·폐수처리장의 유기성슬러지로 인한 

환경오염부하를 실질 으로 감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2.1 실험장치 및 운전조건

고효율 호기성 소화조인 고효율 포기시스템을 실험실 

규모(Laboratory Scale)의 실험을 장에서 실시하 다. 

실험에 사용된 반응조는 직경 0.2(m) 높이 2.5(m) 부피 

78.5(L)를 3개의 반응조를 사용하 고, 고효율 반응조의 

내부순환을 해서 2.1L/min, 3m(H)의 순환펌 를 이용

하 다. 송풍기는 200L/min, 0.2kg/㎤를 이용하 으며, 

유입슬러지는 슬러지 장조에 정량펌 를 설치하여 주

입하 다. 체 인 반응조는 다음 [Fig. 1]과 같고, 체 

운 기간은 약 3개월간 3개의 반응조를 상으로 온도별

(상온(15℃), 25℃, 35℃), 부하별(5kg·VSS/㎥·d, 

10kg·VSS/㎥·d)로 실험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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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고효율 포기 시스템의 처리계통도 

고효율 포기시스템을 이용한 호기성 소화의 운 조건

은 다음 <표 1>과 같다.

Parameter 5kg·VSS/㎥·d 10kg·VSS/㎥·d

Temp(℃) 15 25 35 35

HRT(day) 1.28 1.28 1.28 0.64

<표 1> 고효율 포기 시스템의 운전조건

2.2 수질 및 슬러지성상 분석방법

고효율 포기시스템을 이용한 유기성슬러지의 처리성

평가를 하여 수질  슬러지의 성분분석을 수행하 다. 

수질분석은 T폐수처리장에서 실제 발생한 유기성슬러지

를 상으로 용한 고효율 포기 반응조의 유입수

(influent)와 유출수(effluent)를 채취하여 수질  슬러지

의 특성을 분석하 다.

주요 수질분석 항목은 BOD 등 6개 항목에 해서는 

우리나라의 수질오염공정시험법과 폐기물공정시험법에 

의거하여 분석하 으며[17,18], CODCr은 미국의 

Standard Method에 의거하여 분석하 다[29].

3. 결과 및 고찰

3.1 유기성슬러지 분석결과

실험에 사용된 슬러지는 산업단지지역의 공장폐수와 

생활오수를 혼합하여 생물학 으로 처리한 2차 침 지에

서 발생한 슬러지로서 구체 인 슬러지의 주요 성상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듯이 본 처리 상 슬러지의 분석결과, 

BOD5 5,980-10,850 mg/L, CODCr 18,900-36,700 mg/L, 

CODMn 5,120-11,720 mg/L, FS 4,800-8,410 mg/L, VS  

4,480-9,100 mg/L, TS 9,280-17,510 mg/L 범 로서, 평

균은 각각 BOD5 7,986 mg/L, CODCr 26,849 mg/L, 

CODMn 8,987 mg/L, FS 6,398 mg/L, VS  6,333 mg/L, 

TS 12,731 mg/L 인 것으로 나타났다. 슬러지의 

CODCr/BOD5가 2.96로서 일반하수처리장 하수의 

CODCr/BOD5 2.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슬러

지  VS/TS비는 0.51로서 일반 인 도시하수처리장 슬

러지의 VS/TS비인 0.6-0.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 이것은 단지내 공장폐수의 유입으로 인한 향인 

것으로 단된다.

성상 범 (mg/L) 평균(mg/L)

 pH

 BOD5
 CODMn
 CODCr
 FS

 VS

 TS

  5.9 

 5,980  

5,120  

18,900

  4,800

  4,480  

9,280

-

-

-

-

-

-

-

  8.0 

10,850  

11,720  

36,700

 8,410

 9,100  

17,510

  7.0

  6,523

  8,420

  19,295

  6,605

  6,790

  13,395

<표 2> 유기성 슬러지 분석결과

3.2 슬러지의 유기물제거특성

고효율 포기시스템을 이용한 15℃에서의 슬러지 소화

시 유기물제거를 확인한 결과,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

이 유기물지표인 생물화학  산소요구량(BOD) 제거율

은 80.3%, 화학  산소요구량(CODMn)은 55.3%, 화학  

산소요구량(CODCr)은 47.1%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은 일반 하수처리장슬러지의 생물화학  산소요구량 제

거율이 보통 90%인 것과 비교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으나, 이것 한 슬러지성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공

장폐수의 향인 것으로 단된다. 그 지만, 슬러지내 

유기물제거를 통하여 슬러지의 안정화가 상당부분 이루

어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3.3 슬러지의 고형물제거특성

고효율 포기시스템을 이용한 슬러지 소화시 슬러지 

감량화를 확인하기 하여 슬러지고형물 제거율을 비교

해본 결과,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15℃에서의 FS 

제거율은 18.9%, VS 제거율은 27.3%, TS 제거율은 

23.1%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으로 23% 후의 슬러

지 감량화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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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BODInf
(mg/L)

BODEff
(mg/L)

BOD

제거율(%)

CODMnInf
(mg/L)

CODMnEff
(mg/L)

CODMn
제거율(%)

CODCrInf
(mg/L)

CODCrEff
(mg/L)

CODCr
제거율(%)

범
5,980 -

10,850

1,010 -

2,320

71.9 -

86.5

5,120 -

11,720

2,330 -

5,710

37.1 -

63.5

18,900 -

36,700

10,310 -

20,160

43.6 -

53.9

체 평균 7,986 1,581 80.2 8,987 4,016 55.3 26,849 14,200 47.1

<표 3> 고효율 포기시스템에 의한 슬러지의 유기물제거 

구분
FSInf
(mg/L)

FSEff
(mg/L)

FS 

제거율(%)

VSInf
(mg/L)

VSEff
(mg/L)

VS 

제거율(%)

TSInf
(mg/L)

TSEff
(mg/L)

TS 

제거율(%)

범
4,800 -

8,410

37,40 -

6,810

9.1 -

26.2

4,480 -

9,100

3,610 -

5,650

13.4 -

39.8

9,280 -

17,510

7,350 -

12,460

11.7 -

33.0

체 평균 6,398 5,188 18.9 6,323 4,596 27.3 12,721 9,783 23.1

<표 4> 고효율 포기시스템에 의한 슬러지의 고형물제거

3.4 반응조의 온도영향분석

슬러지의 소화는 크게 슬러지의 생물학  분해에 의

한 안정화와 슬러지내 고형물의 함량을 감량화하기 한 

것이다. 고효율 포기시스템을 이용한 슬러지 소화시 반

응조의 계 별 특성을 살펴보기 하여 반응조의 온도변

화에 따른 유기물과 고형물의 변화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일반 으로 생물학  공법의 경우 미생물에 의한 반

응이기 때문에 반응조의 온도에 따른 향이 매우 큰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실험결과에서도 미생물 사와 

마찬가지로 온도에 상승함에 따라 유기물과 고형물의 제

거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Fig. 2]에서 보듯이 고효율 포기시스템에서의 온도에 

따른 유기물제거효과는 BOD5는 15℃에서 80.3%, 25℃에

서 82.2%, 35℃에서 85.9%로서 7.0% 정도 상승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CODMn은 15℃에서 57.1%, 25℃에서 

57.1%, 35℃에서 59.6%로서 4.2%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CODCr은 15℃에서 47.1%, 25℃에서 47.8%, 

35℃에서 49.0%로서 3.3%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 온도상승에 따른 제거효과는 BOD5 > CODMn > 

CODCr 순서로 나타났듯이 상 으로 생물분해가 용이

한 유기물성분이 온도에 따른 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Fig. 2] 고효율 포기시스템에 의한 온도에 따른 유기물제거
(BOD5)

[Fig. 3]에서 보듯이 고효율 포기시스템에서의 온도에 

따른 고형물제거효과는 FS제거율이 15℃에서 18.8%, 2

5℃에서 21.0%, 35℃에서 23.7%로서 4.9%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VS는 15℃에서 26.7%, 25℃에서 

29.6%, 35℃에서 31.7%로서 5.0%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TS는 15℃에서 22.7%, 25℃에서 25.3%, 35℃

에서 27.7%로서 5.0%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온도상승에 따른 제거효과는 VS = TS > FS 순서

로 나타났으나, 고형물의 경우에도 온도에 따른 향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효율포기시스템에 의한 슬러지소화시 고형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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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고효율 포기시스템에 의한 온도에 따른 고형물제거(TS)

[Fig. 4] 고효율 포기시스템에 의한 슬러지의 고형물제거

FS비율이 18.8-23.7%정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다음 [Fig.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FS와 VS의 

제거율이 비슷한 수치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에 해서는 아직 학술 으로 확실하게 규명된 것

은 아니지만 Adams 등에 의하면, 소화과정동안 슬러지

의 VSS 함량만이 감소하고, Fixed, Non-Volatile 

Suspended Solids(FS)의 분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

장하고 있다.[19] 그러나, Randall등은 Adams의 주장과 

반  의견을 발표하 으며, 호기성 소화과정시에도 폐활

성슬러지의 Fixed Suspended Solids(FS)가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19]. 이와 같은 감소는 Fixed Solids의 고

형물안에 들어있는 미생물 세포의 용균이 일어나고, 부

유(Suspended)상태에서 용해(Soluble)상태로 형태가 변

화하면서 다소간의 FS물질도 감소하는 것으로 단된다. 

국내의 학 논문 등에 따르면 FS의 비율이 감소 는 제

거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 듯이[3,7], 본 실험결

과에서도 슬러지소화과정에서 일부의 FS물질의 분해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3.5 슬러지처리 비용분석

고효율 포기시스템에 의한 고농도 유기 슬러지의 소

화는 온도(15℃, 25℃ 35℃)에 따라 다소간의 제거율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효율이 낮은 15℃에서의 평균값을 

표값으로 하여 비용을 산정하 다. 실험기간 체 인 

TS 유입농도가 6,700 mg/L 유출농도가 5,150 mg/L정도

가 감소한 것으로 산정하여 슬러지 처리비와 반응조 운

비를 비교하여 계산하 다.

(1) 슬러지 처리비: 

① 1,236㎥/HRT 0.64일 = 1,930㎥/일 유기슬러지 처리

② TS 유입 1.32%(VS 49.7%, FS 50.3%), 유출 

1.2%(VS 47.0%, FS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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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량  Cake량 141.5ton/일, 감량 후 Cake량 

124.8ton/일

④ 유기 Cake 처분비 : 

54,300원/ton 기 하여 계산하면

슬러지 감량 의 슬러지 처리비: 141.5ton/일×365일/

년 × 54,300원/ton = 2,804,459,250원/년

슬러지 감량후의 슬러지 처리비: 124.8ton/일×365일/

년 × 54,300원/ton = 2,473,473,600원/년

슬러지 감량후 약비용: 2,804,459,250원/년 - 

2,473,473,600원/년 = 330,985,650원/년으로서 년 3억 3

천만원의 슬러지 Cake 처분비가 감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그러나, 고효율 포기시스템의 반응조를 운 하기  

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고효율 포기시스템의 운 비용은 

다음과 같다.

(2) 고효율 포기시스템의 반응조운 비: 

순환 Pump 1 /BJR 1기, 송풍기 1 /BJR 2기를 기

하여 소요 력비를 계산하면, (110kW/  x 2  + 

75kW) x 24시간/일 x 365일/년 x 70원/kWH = 

180,894,000원/년 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실제 인 슬러지처리 감비:

슬러지 감량후 약비용 330,985,650원/년 - 

180,894,000원/년  = 150,091,650원/년으로서 매년 1억 5

천만원의 슬러지처리비가 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고효율포기시스템을 이용한 슬러지소화는 

슬러지고형물의 감소를 통하여 비용을 감할 수 있는 

효과 인 방법으로 단된다. 특히 일반하수뿐만이 아니

라, 고형물농도가 높거나, 유기물 부하가 높은 소규모 오

폐수처리장의 장처분시 한 처리공법이라고 단

된다.

4. 결론

하·폐수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고농도의 유기성슬러지

를 상으로 고효율포기시스템을 용하여 유기성슬러

지의 처리성 평가시험(Treatability test)를 수행한 결과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본 실험 상 슬러지의 분석결과, BOD5 7,986 mg/L, 

CODCr 26,849 mg/L, CODMn 8,987 mg/L, FS 6,398 mg/L, 

VS  6,333 mg/L, TS 12,731 mg/L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슬러지  VS/TS비(VS/TS ratio)는 0.47로서 일

반 인 도시하수처리장 슬러지의 VS/TS비인 0.6-0.7보

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고효율 포기시스템(High efficiency aeration 

system)을 이용한 슬러지 소화시 유기물제거를 확인한 

결과, 유기물 제거율은 55.2%∼85.8%인 것으로 나타났

다. 평균 BOD제거율과 총 COD제거율은 80.2%∼85.8%

와 55.2∼59.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은 일반 하수처

리장의 유기물제거율이 보통 80∼90%인 것과 비교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공장폐수의 향

인 것으로 단된다. 

3. 고효율 포기시스템을 이용한 슬러지 소화시 슬러지 

감량화(sludge reduction)를 확인하기 하여 슬러지고형

물 제거율을 비교해본 결과, FS 제거율은 18.8∼23.7%, 

VS 제거율은 26.8∼31.7%, TS 제거율은 22.8∼27.7%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으로 25.2% 후의 슬러지 감량

화를 나타나고 있다. 

4. 일반 으로 생물학  공법의 경우 미생물에 의한 

반응이기 때문에 반응조의 온도에 따른 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실험결과에서도 미생물 사와 

마찬가지로 온도에 상승함에 따라 유기물과 고형물의 제

거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에 따라 유

기슬러지의 발생량을 감소시킴에 따라 실질 인 슬러지 

처리비 부담을 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고효율 포기시스템에 의한 슬러지소화(sludge 

digestion)는 특히 고형물농도가 높거나, 공장폐수 등 FS 

비 이 상 으로 높은 소규모 하폐수처리장의 장처

리(onsite treatment)에 효과 인 처리공법으로 추천할만

한 공법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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