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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osphorus is a vital resource for sustaining agriculture and nutrition, but a limited non-renewable resource. This paper

aimed to derive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phosphate, ammonia and metals of waste activated sludge (WAS) by 

process of activated sludge for application of magnesium ammonium phosphate (MAP) crystallization system. WAS used

in the experiment was obtained in each activated sludge process, such as A2O, MLE (Modified Ludzack Ettinger), and

oxidation ditch. WAS was analyzed for the behavior of phosphate ammonia and metallic materials according to pH 

and microwave conditions.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phosphate, nitrogen, and metal material behavior of each WAS

according to the microwave and pH conditions, the release path of the polyphosphate contained in the cells into the 

phosphate form by analyzing the phosphorus release rate of the excess sludge of various microbial community structures

was confirmed. These results are believed to be able to estimate the origin of the released phosphate. In additi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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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미국이나 중국 등과 같은 자원부국들이 인을 

전략자원으로 분류하여 인광석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규제하기 시작하였으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나라에는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 및 다양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다양한 방법 중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어 

버려지는 인을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방안이 부각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인은 

약 2만8천 톤에 이르는데 이것은 연간 인광석 수입량

의 약 40%에 해당한다 (MOE, 2015). 따라서 이와 같

이 버려지는 인을 적절한 방법으로 회수하여 재이용

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 창출 및 수입대체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수처리공정 구성은 제거하고자 하는 영양물질의 

종류에 따라 크게 질소와 인으로 구분된다.  먼저 질

소 제거는 무산소조와 호기조로 구성된 MLE 
(Modified ludzack ettinger) 공정이 사용된다. 이 공정

에서 암모니아성 질소는 호기성 조건에서 아질산 혹

은 질산성 질소로 산화된 후(Eq. 1), 무산소 조건에서 

질소 가스로 환원되어(Eq. 2) 제거되는데 일부 인도 

제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CCarty, 1972). 

인 제거는 혐기조와 호기조로 구성된 EBPR(Enhanced 
biological phosphate removal) 공정이 사용된다. 이 공

정에서 인은 세포 내에 인산염(PO4
3-)을 폴리인산으로 

세포에 축적하는 폴리인산 축적미생물(Polyphosphate 
accumulating organisms)에 의해 제거된다 (Tchobanoglous 
et al., 2004). 하지만 질소 혹은 인 등 제거하기 위한 

각각의 단독 물질을 제거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질
소와 인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도록 혐기조, 무산소조 

및 호기조가 함께 병합되어 있는 A2O(Anaerobic, 
anoxic and oxic) 공정에 기반을 둔 생물학적 영양염류 

제거 공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기존의 질소 제거 

공정에서는 높은 에너지비용(폭기)과 추가 유기탄소

원이 필요하나, 최근 미생물 전기화학 시스템(MES)은 

미생물 전기화학 반응을 이용하여 폐수처리하고, 에
너지 및 희귀 금속을 회수하는 등의 여러 연구도 진

행 중에 있다 (Chai et al., 2020).  
  기존 활성슬러지 공법에서는 폴리인산 축적미생

물은 혐기조와 호기조로 구성된 생물학적 인 제거 공

정에서 우점화 한다. 이와 같이 복합 생태계에서 이들 

미생물이 우점화 할 수 있는 것은 혐기성 조건에서 

유기산을 섭취하여 PHA(Polyhydroxyalkanoate)로 축적

하고, 호기성 조건에서 이를 이용하여 성장할 수 있기 

evaluation of the behavior of phosphate, nitrogen, and metal substances according to microwave heating and pH for 

each activated sludge process was carried out in a batch test, and the amount of phosphate released was in the order

of A2O, MLE, and oxidation dich processes. These results confirmed that phosphate emission was closely related to the

dominance of polyphosphate-accumulating microorganisms, whereas in the case of ammonia, it was found that the 

composition of extracellular polymers and the characteristics of influent water were more affected than the dominance

of specific microorganisms. The amount of metal released had a direct effect on the reaction pH condition, and the

amount of metal ions released from the WAS released under alkaline conditions formed a metal compound with phosphate

and ammonia, resulting in less release. 

Key words: Magnesium ammonium phosphate (MAP), Microwave heating, Phosphorus recovery, Polyphosphate-accumulating

organisms (PAOs), Waste activated sludge (WS)

주제어: 인산암모늄마그네슘, 마이크로웨이브 열처리, 인 회수, 인축적미생물, 잉여슬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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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Seviour et al., 2003). 혐기성 조건에서 이들 

미생물은 탄소원 섭취 및 축적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

기 위해 세포 내에 축적하고 있던 폴리인산을 인산염

으로 분해하여 세포 밖으로 배출한다. 더욱이 이들 미

생물은 60˚C 부근의 고온 환경에 노출되면 탄소의 흐

름과는 관계없이 세포 내 폴리인산 일부를 인산염으

로 분해하여 나머지 폴리인산과 함께 방출하는 생리

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Kuroda et al., 2002). 따라서 

적절한 방법으로 잉여슬러지를 가온하여 세포 내 폴

리인산을 방출시켜 회수할 수 있다면 탈리 여액이나 

소화조 상등수 등에서 회수하던 기존의 인 회수보다 

높은 수율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을 결정화하여 회수하는 방법은 크게 HAP(Hydroxy 

apatite)법과 MAP(Magnesium ammonium phosphate)법
이 있으며, 최근 Fischer (2011)은 MFC(Microbial fuel 
cell) 기술이 소화된 하수슬러지에서 인산염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먼저 HAP 결정화법은 인산염

(PO4
3-), 칼슘(Ca2+) 및 수산화물(OH-)의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수산화인회석의 결정화 현상을 이용한다. 
이 방법에서는 고농도 인을 함유한 반류수 등에 Ca2+ 
및 OH-를 주입하여 과포화상태의 조건을 형성시킨 후 

종결정과 접촉시켜 여재의 표면에 결정체를 석출시키

는데 인산염 농도가 낮은 경우 탄산과 경쟁반응하기 

때문에 탈탄산 등의 전처리가 요구된다. MAP 결정화

법은 혐기성 소화조에서 발생하는 반류수에서 인산염

과 암모니아의 자원화 기술로 개발되었으며, 마그네

슘(Mg2+), 암모늄(NH4
+) 및 인산염(PO4

3-)의 반응에 의

해 생성되는 인산마그네슘암모늄(MgNH4PO4∙6H2O)의 

결정화 현상을 이용한다 (Eq. 3).

   
  

    →

 ∙  (solid) (3)

일반적으로 MAP 결정화법은 결정 생성속도가 빠

르기때문에 탈인재를 충전하지 않고 운전되며 약염기

성 조건에서 운전된다. MAP 결정체의 생성과정은 온

도가 큰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는 혐기성 소화 슬러지

의 탈수여액, 잉여슬러지 등이 대상폐수가 되는 경우

가 많아 온도보다는 대부분 pH 영향이 크다고 보고되

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반류수, 탈수여액 및 잉

여슬러지에 적용이 적합한 MAP 결정법 적용을 위한 

방법으로 연구를 접근하고자 하였다.

잉여슬러지 가온은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활성 슬러

지 공정을 기반으로 하는 하수처리장에서는 혐기성 소

화조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열교환법이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열교환에 의한 가온

은 많은 시간이 요구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microwave
를 이용한 가온이 많은 연구 중에 있다. Microwave를 이

용한 가온법은 물질자체에 발생되는 열을 이용하므로 열

교환법보다 에너지 손실이 적고 가열의 균일성이 좋아 

열효율이 높으며, 세포를 파괴하여 인 방출 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Liao et al., 
2005). 또한 방출되는 인산염의 양은 슬러지 내 폴리인산

의 함량, 온도 및 시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Hirota et al., 2010).
이에 본 논문에서는 활성슬러지의 공정별 잉여슬러

지 채취하여 microwave 가온법을 이용한 조건별 인산

염, 암모니아 및 금속물질의 거동을 분석하고, MAP 
결정화 시스템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A2O, MLE 및 산화구 등 활성슬러지 공정에

서 채취한 잉여슬러지를 microwave를 이용하여 pH 변
화에 따른 인산염, 암모니아 및 금속물질의 방출량을 

분석하였다.

2. 재료 및 실험방법

2.1 잉여슬러지 특성

다양한 활성 슬러지 공정에서 얻은 잉여슬러지를 

microwave로 가온할 때 얼마나 많은 양의 인과 질소

가 방출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회분식 실험을 실시하였

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잉여슬러지는 인과 질소를 동시

에 제거하는 A2O 공정, 질소제거에 특화된 MLE 공정

과 유기물 제거에 특화된 산화구 공정에서 각각 채취

하였다. A2O와 MLE 공정의 잉여슬러지는 광주광역시 

송대 하수처리장에서, 산화구 공정은 전라남도 영암

하수처리장에서 채취하였다. 

2.2 회분식 인산염 방출 

회분식 방출 실험은 pH 조건 5, 7, 9, 11에서 실시하

였으며, pH 조절은 NaOH≥97%(Sigma-Aldrich, USA)
와 H2SO4 99.9%(Sigma-Aldrich, USA)를 각각  0.1 N로 

제조하여 조절하였다. pH 조절이 완료된 시료는 유리

병에 100 ml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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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tch test conditions for phosphate release

pH Microwave

5 -

7 1 Cycle : Run(1 min), stop(4 min)

9 (9 cycle)

11 -

Microwave에 의한 가온 실험은 700 W 출력의 microwave 
(LMF-020BMW, 롯데전자)를 이용하였으며, 조사 1분, 
정지 4분을 1사이클로 45분 동안 총 9사이클을 반복

하여 인산염 방출정도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2.3  분석방법

잉여슬러지를 가온시 방출되는 물질을 분석하기 위

해 인산염을 포함한 암모니아와 중금속을 분석하였다. 
Microwave로 잉여슬러지를 가온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인산염과 암모니아 농도는 시간별로 주사기로 채취한 

샘플을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고형물을 분리하였고, 
상등액을 유리섬유필터(GF/C)로 여과 후 분석을 실시하

였다. 또한 중금속 농도는 유리섬유 필터로 여과한 여과

액을 멤브레인 필터로 재여과 후 ICP(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meter) (Optima 5,300 DV, PerkinElmer, 
USA)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각각의 활성 

슬러지 공정에서 얻은 잉여슬러지에 폴리인산축적 미생

물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0.1% 메틸렌

블루로 염색하여 디지털 이미지 촬영기가 부착된 생물

광학현미경(BL-11T, 대명과학)으로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활성슬러지 공정에 따른 잉여슬러지의 특징

활성슬러지 공정에 따라 microwave 가온에 의한 잉

여슬러지에서 인 및 질소 방출량을 확인하기 위해 먼

저 유입하수의 제거 목적에 따른 공정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질소와 인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A2O 공
정, 질소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MLE 공정, 유기물 제

거를 목적으로 하는 산화구 공정을 선정하였다. 각각

의 공정에서 채취한 잉여슬러지의 인 함량은 각각 평

균 6.0, 3.8 및 2.6%로 인과 질소를 동시에 제거하는 

A2O 공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MLE와 산화구 

공정 순으로 나타났다. 

(a) A2O Process

(b) MLE Process

(c) Oxidation ditch

Fig. 1. Methylene blue dyeing result of WAS according to 
activated sludge process.

일반적으로 활성슬러지 공정에서 인 제거 기작은 

공정 구성이나 운전 조건에 따라 다양한데 크게 3가
지로 나눌 수 있다. 폴리인산 축적 미생물에 의해 세

포 내에 인산염이 폴리인산으로 축적되어 잉여슬러지

와 함께 제거되는 경로, 활성 슬러지의 성장 과정에서 

세포의 구성원소로 동화되어 제거되는 경로, 마지막

으로 활성 슬러지의 floc에 흡착되어 제거되는 경로이

다 (Seviour et al., 2003). 따라서 microwave를 이용하

여 활성 슬러지를 가온하는 동안 배출되는 인산염의 

양은 잉여 슬러지 내에 폴리인산 축적 미생물이 얼마

나 우점화 하고 있는지, 잉여슬러지를 구성하는 미생

물의 세포들이 얼마나 파괴되는지 그리고 활성 슬러

지의 floc은 어느 정도 파괴 되는지에 크게 의존될 것

이라 사료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활성슬러지 공정에서 얻

은 잉여슬러지를 메틸렌블루로 염색하여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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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에 나타났듯이, 메틸렌 블루로 염색된 클러스터는 

A2O, MLE 및 산화구 공정 순으로 나타났다. MLE 공정

도 A2O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나타났지만 염색

된 클러스터가 상당량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A2O의 경우 폴리인산 축적 미생물이 혐기

조에서 탄소원 섭취에 다른 종속영양 미생물보다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어 우점화가 가능했기 때문이라 판단

된다. 반면 MLE 공정에서는 혐기조가 존재하지 않고 

무산소조만 존재하여, 폴리인산 축적 미생물은 아질산

성 질소 혹은 질산성 질소가 존재하여 탈질균과의 탄소

원 섭취 경쟁으로 인해 폴리인산 축적 미생물의 우점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이라 사료된다. 산화

구 공정의 경우 염색된 클러스터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

으며, 일부 염색된 미생물들도 생물학적 고도처리 공정

의 잉여슬러지에서 관찰된 폴리인산 축적 미생물의 생

태학적 특징과는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표적인 폴리인산 축적미생물은 Candidatus 
Accumlibacter Phosphatis(Hesselmann et al., 1999; 
Crocetti et al., 2000) 및 Actinobacteria(Kong et al., 2005)
가 존재하는데 산화구 공정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3.2 Microwave 가온에 따른 인산염 방출 평가

활성슬러지 공정에 따른 잉여슬러지를 이용하여 

pH 조건에 따른 인산염 방출량을 확인하고자 하였으

며, pH 조건은 5, 7, 9 및 11로 회분식으로 진행하였

다. Fig 2에 나타났듯이, 인산염 방출농도는 A2O, 
MLE 및 산화구 공정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메틸렌 

블루 염색에서 관찰된 미생물 군집과도 유사한 결과

를 나타냈으며, 잉여슬러지 내 폴리인산 축적 미생물

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잉여 슬러지의 인 함량

이 높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인산염의 배출량에도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산염 방출은 

pH 조건과도 밀접한 관계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A2O공정과 MLE 공정의 경우 pH 5의 조건에서 가장 

많은 인산염이 방출되었으며 다음으로 pH 11, 7, 9 순
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화구 공정에서는 pH 11 조건

에서 가장 많은 인산염이 방출되었으며, 나머지 조건

에서는 거의 방출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산성 혹은 알칼리 조건이 잉여 

슬러지를 구성하는 floc이나 미생물 세포를 파괴하여 

인산염 방출을 유도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a) A2O

(b) MLE

(c) Oxidation ditch

Fig. 2. Mass of phosphate released from WAS according to 
pH condition.

활성슬러지 공정에 따른 잉여슬러지를 이용하여 

microwave를 이용한 가온에 대한 인산염 방출량을 확

인하고자 하였으며, pH 조건 5, 7, 9 및 11에 따라 회

분식으로 진행하였다. Fig 2에 나타났듯이, 인산염 방

출농도는 A2O, MLE 및 산화구 공정 순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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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메틸렌 블루 염색에서 관찰된 미생물 군집과

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잉여슬러지 내 폴리인

산 축적 미생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잉여 슬

러지의 인 함량이 높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인산염의 

배출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

(a) A2O

(b) MLE

(c) Oxidation ditch

Fig. 3. Mass of phosphate released from WAS of with/without 
microwave.

산염 방출은 pH 조건과도 밀접한 관계가 나타남을 확

인하였다. A2O 공정과 MLE 공정의 경우 pH 5의 조건

에서 가장 많은 인산염이 방출 되었으며 다음으로 pH 
11, 7, 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화구 공정에서는 pH 
11 조건에서 가장 많은 인산염이 방출되었으며, pH 5, 
9, 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pH 5에서는 잉여슬러지 침전성이 좋고 상등액

이 맑은 점을 감안하면 floc의 파괴나 해체가 일어나

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Zhang (2013)에 따르면 생

물학적 고도처리 공정에서 제거되는 총인의 최대 

10%는 세포 외 고분자 물질에 포획되어 제거된다고 

보고하였으며, 세포 외 고분자 물질의 조성 및 그 함

량은 공정 구성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한 이러한 물질은 흡착력이 좋기 때문에 탄소원을 비

롯해 여러 가지 영양물질을 저장하는 기능을 하며, 세
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세포의 성장(Growth)과 

사멸(Lysis) 과정에서 배출되는 인과 암모니아, 금속이

온도 이들 물질의 매트릭스에 축적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Wingender et al., 1999).
따라서 pH 조건에 따라 인이 제거되거나 다시 재용

출 될 수 있다. 즉, 폴리인산 축적 미생물에 의해 제거

되는 인산염은 약알칼리성 조건에서 재용출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잉여 슬러지에 흡착되어 제거된 인

도 강알칼리성 조건에서 플록의 해체와 분해에 의해 

다시 용출될 수 있다. 반면 약산성 조건에서는 MAP
와 같이 금속이온과 반응하여 제거되는 인이 이들 물

질의 용해로 재용출 가능성이 있어, pH 조건에 따라 

Fig. 4. Result of precipitating the WAS obtained in the A2O 
process after microwave heating under the conditions 
of pH 11 (left) and pH 5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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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염의 방출과 제거가 동시에 일어나며, 그 과정이 

microwave를 이용한 가온이 촉매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pH 11의 조건에서 pH 5 보다 낮은 인

산염 방출을 보인 것은 폴리인산 축적 미생물의 생리

학적 특징에 의한 생물학적 인산염 방출과 강알칼리

성 조건에서 인산염의 화학적 제거가 동시에 이루어

졌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3.3 Microwave 가온에 따른 암모니아 방출 평가

Microwave를 이용하여 다양한 pH 조건으로 부터 

잉여슬러지에서 인산염을 방출시키는 동안 다양한 종

류의 물질들이 함께 방출되며, 이 중에서 미생물의 세

포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인 암모니아도 인산염과 함

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Fig. 5는 microwave를 이

용하여 잉여 슬러지에서 인산염을 방출시키는 동안 

함께 배출되는 암모니아의 거동을 나타낸 것으로 활

성슬러지공정에 따른 방출량은 상당히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A2O 공정에서 채취한 잉여 슬러지의 경우, pH 

5와 7의 조건에서는 상당량의 암모니아가 방출되었지

만 pH 9와 11의 조건에서는 소량만 방출되었다. 반면

에 MLE 공정에서 얻은 잉여 슬러지의 경우, pH 조건

에 따라 방출량에 다소의 차이가 관찰되기는 했지만 

모든 pH 조건에서 암모니아가 방출되었고, 그 방출량

은 A2O 공정에서 얻은 잉여 슬러지의 경우와 비교해 

약 2배 이상 높았다.
한편, 산화구 공정에서 얻은 잉여 슬러지의 경우는 

pH 11의 조건에서 소량의 암모니아가 방출되었지만 

나머지 pH 조건에서는 거의 방출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상기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잉여 

슬러지를 구성하는 미생물 군집의 구조적 차이에서 

따른 인산염과 금속이온의 방출량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폴리인산축적 미생물은 세포질의 pH를 일

정하게 유지하려는 항상성(Homeostasis)을 가지고 있

다고 보고되고 있다 (Bond et al., 1999). 일반적으로 

높은 pH 조건에서 세포질의 pH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수소이온의 세포 내 수송이 필요하지만 수소

이온은 세포막을 잘 투과하지 못하며, 이에 폴리인산

축적 미생물은 양성자 역수송 시스템(Proton anti-port 
system)을 이용해 H+과 Mg2+ 또는 K+을 교환하여 pH
를 유지한다 (Bond et al., 1999). 또한 폴리인산축적 

미생물은 호기성 조건에서 인산염을 섭취하여 폴리인

산으로 축적하는 과정에서 음으로 강하게 대전되어 

있는 이들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Mg2+와 K+의 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폴리인산 축적 미생물은 인

산염과 함께 Mg2+와 K+를 방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인산염과 함께 배출된 금속이온 중 

Mg2+이 인산염 및 암모니아와 결정화 반응을 하면 

MAP 결정체를 형성하므로 높은 pH 조건에서 인산염

과 암모니아 농도는 낮게 관찰될 수 있다. 또한 K+도 

알칼리성 조건에서 인산염과 암모니아 대신 Mg2+과 

반응하여 SMP(Magnesium potassium phosphate)을 형성

할 수 있다. 
MAP 결정화 공정에서 필요한 암모니아의 거동은 

미생물의 생리학적 특징에 기반 한 인산염 방출과 달

리 microwave의 물리적 작용에 의해 방출되었을 것으

로 추측된다. 암모니아는 폴리인산  축적 미생물의 인

산염 대사과정과 달리 Mg2+ 및 K+이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부분의 암모니아는 microwave 조사 과정에

서 활성 슬러지 플록의 해체나 미생물 세포의 파괴에 

의해 방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Microwave로 잉여 

슬러지를 가온하는 동안 상당량의 단백질과 다당류들

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Eskicioglu et al., 
2007), 이중에서 단백질은 다시 암모니아로 전환되어 

배출되는데 이는 온도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따라서 A2O 공정의 잉여 슬러지에 비해 

폴리인산 축적 미생물의 우점화가 낮은 MLE 공정에

서는 Mg2+과 K+과 같은 금속 이온의 대사가 상대적으

로 적어 microwave 조사 과정에서 이들 물질의 방출

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이들 금속 이온에 의

해 금속 화합물의 생성이 제어되기 때문에 MAP 결정

화에 의해 제거되는 암모니아는 MLE 공정의 잉여 슬

러지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관찰되었을 것으로 판단된

다. MAP 결정체는 pH 조건이 낮게 운전되는 활성 슬

러지 공정에서도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elen 
and Turker, 2001). 또한 A2O 공정에서 얻은 잉여 슬러

지의 경우, pH 5와 7의 조건에서 pH 9와 11의 조건보

다 암모니아 방출량이 많게 관찰된 것도 낮은 pH 조
건에서 암모니아가 MAP와 같은 금속 화합물로 제거

되는 양이 적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은 양이 방출

된 것처럼 관찰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다른 측면에서 이와 같은 결과의 원인을 검토

해 보면 각각의 활성 슬러지 공정으로 유입되는 유입

수의 성상에 따라 암모니아의 배출량이 다르게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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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2O

(b) MLE

(c) Oxidation ditch

Fig. 5. Result of WAS ammonia nitrogen concentration of 
with pre-heating.

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음식물 폐수나 분뇨를 연계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암모니아로 쉽게 분해 가

능한 물질이 플록이나 세포 외 고분자 물질에 흡착되

어 암모니아 방출량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

을 것으로 사료된다.

(a) A2O

(b) MLE

(c) Oxidation ditch

Fig. 6. Result of WAS ammonia nitrogen concentration 
according to pH condition.

Fig. 6는 pH 조건에 따른 잉여슬러지에서 방출되는 

암모니아성 질소를 측정한 결과이며, 활성슬러지 공

정 및 pH 조건에 관계없이 소량의 암모니아 방출만 

관찰되었다. 특히, A2O 공정에서는 암모니아 방출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나, MLE 공정과 산화구 공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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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pH 11에서 미량이기는 하지만 A2O 공정과 비교

해 상당량의 암모니아 방출이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상기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강알칼리성 조건

인 pH 11에서 세포 외 고분자 물질의 해체와 이때 방

출되는 인산염과 암모니아, 금속이온이 반응하여 생

성되는 금속 화합물과의 밸런스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3.4 금속이온 거동 평가

Microwave를 이용하여 pH 조건 따른 잉여 슬러지

를 가온 시 방출되는 중금속 농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Microwave로 가온하기 

전, 잉여 슬러지의 상등액에서는 주로 Mg, Ca와 K가 

검출되었고, 미량의 Cu와 Fe도 검출되었다.
Microwave의 pH에 따른 상등수의 경우 pH 5와 7의 

조건에서는 Mg과 K의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지만 나

머지 중금속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pH 11의 조건에서는 Mg와 Ca의 농도가 감소하

였고, K의 농도는 크게 증가하였지만 pH 5와 7에서의 

농도와 비교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l의 

농도도 함께 증가하였으며, 특이점으로 가온하기 전의 

잉여 슬러지 상등액과 가온한 후의 pH 5와 7의 조건에

서 검출되지 않은 Fe와 Zn이 pH 11에서 검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microwave로 잉여 슬러지를 가열하

는 동안 인산염과 암모니아, 금속이온이 배출되고, 이
들 물질은 특정 pH 조건에 따라 서로 반응하여 금속 

화합물을 형성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또한 잉여 슬

러지를 가열할 때 배출되는 인산염과 암모니아, 금속

이온은 크게 폴리인산 축적  미생물과 세포외고분자

물질에서 기인하며, 우선 폴리인산 축적 미생물은 인

산염을 섭취하여 세포에 폴리인산을 축적할 때, 다양

한 종류의 금속이온을 함께 대사하기 때문에 금속이

온도 함께 축적된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세포 

내의 폴리인산의 체인 수는 40 전후로 알려져 있는데 

음으로 강하게 하전 되어 있어 Mg2+와 같은 금속이온

의 존재가 생물학적 인 제거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이와 같은 생리학적 특징 때문에 잉여 슬

러지가 고온이나 강알칼리성 조건에 노출되면 인산염

을 방출하게 되는데 이때 Mg2+와 K+ 등 금속이온도 

함께 방출된다. 그러나 이 대사과정에서 암모니아는 

배출하지 않는다.

Table 2. Measurement result of heavy metals released from 
waste activated sludge according to conditions[pH, 
Microwave With(W)/Without(W/O)] 

[Unit : mg/L]

Microwave W/O W/

Metals pH 5 pH 7 pH 11

Mg 12.76 36.74 35.47 9.93

Ca 22.45 24.32 21.93 9.89

Fe - - - 9.84

Cu 0.21 0.24 0.28 9.95

Zn - - - 9.76

Al 0.35 0.01 0.73 9.98

K 38.62 107.52 106.02 117.62

한편, 이들 물질들은 세포 외 고분자 물질에서도 방

출된다. 세포 외 고분자 물질에서는 폴리인산 축적 미

생물의 세포가 분해되면서 배출되는 인, 질소 및 중금

속이 축적되고, 다시 이들 물질들이 미생물에 의해 대

사되는 과정이 반복된다. 일례로 세포에서 방출된 폴

리인산은 세포 외 고분자 물질에서 파이로 인산염과 

인산염으로 분해되고, 다시 미생물에 의해 대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microwave로 잉여 슬러지

를 가온할 때, 세포 외 고분자 물질의 분해과정에서 

인산염, 암모니아 및 다양한 중금속이 배출될 수 있

다. 다만 Mg2+와 K+를 제외하고 Ca2+를 비롯한 나머지 

중금속은 폴리인산 축적 미생물에 의해 대사되지 않

기 때문에 세포 외 고분자 물질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주요 금속이온의 농도 변화는 microwave로 

잉여 슬러지를 가온할 때 인산염의 거동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4. 결  론 

본 논문은 MAP 결정화 시스템 적용을 위하여 활성

슬러지의 공정별 잉여슬러지의 인산염, 암모니아 및 

금속물질의 거동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A2O, MLE 및 산화구 등 활성슬러지 공정에서 획

득한 잉여슬러지를 microwave를 이용하여 pH 변화에 

따른 인산염, 암모니아 및 금속물질의 거동을 분석하

기 위해 회분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

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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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공정에서 채취한 잉여슬러지의 인 함량은 

각각 평균 6.0, 3.8 및 2.6%로 인과 질소를 동시에 제

거하는 A2O 공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MLE와 

산화구 공정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메틸렌 블루로 

잉여슬러지를 염색하여, 폴리인산축적 미생물이 얼마

나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염색

된 클러스터는 A2O, MLE 및 산화구 공정 순으로 나

타났으며, 이는 A2O의 경우 폴리인산 축적 미생물이 

혐기조에서 탄소원 섭취에 다른 종속영양 미생물 보

다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어 우점화가 가능했기 때문

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양한 구조의 미

생물 군집을 가지고있는 잉여슬러지의 인 방출량 분

석을 통해 세포 내에 포함된 폴리인산을 인산염 형태

로 배출시키는지,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잉여슬러

지 가열하는 동안 세포나, floc이 얼마나 파괴되는지, 
그리고 방출된 인산염의 기원이 어디인지 등을 추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활성슬러지 공정별 microwave 가온 및 pH에 따른 

인산염, 질소 및 금속 물질 거동 평가는 회분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인산염 방출량은 A2O, MLE 및 산화구 

공정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질소 거동을 확인하기 위

한 암모니아 방출량은 MLE, 산화구 및 A2O 공정 순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산염 배출량은 폴리

인산축적 미생물의 우점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반면 암모니아의 경우 특정 미생물의 

우점화 보다는 세포 외 고분자 물질의 구성이나 유입

수의 특징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물질 

방출량은 반응 pH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으며, 
알칼리성 조건에서 방출된 잉여슬러지에서 방출된 금

속이온이 인산염과 암모니아와의 금속화합물을 형성

하여 방출량이 적게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MAP 
결정화 시스템 도입시 고효율 인회수를 위한 전처리 

조건 선정시 중요한 결과로 사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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