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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establish the biological reaction characteristics of the marine products industry waste-

water which contains high concentrations of organic matter and saline. As the S/I is varied from 0.3 to 1.2, the results

were follows : the observed ultimate anaerobic biodegradability varied from 72.0 to 88.0%, the first order reaction rate

varied from 0.1735 to 0.3420 day−1 and the second order reaction rate varied from 0.0132 to 0.0295 day−1. When S/

I was 0.9, the first order reaction rate had a maximum value, but the variations of the second order reaction rate were

less than 1st-order reaction rate. When the operation time exceeded 2 days the gas production rapidly increased. The

source of this rapid increase was due to that the activity of the granular sludge used in this study being faster than that

of conventional sludge. Under aerobic condition, the characteristics of organic matter were as follows: the marine indus-

try wastewater used in this study contained about 81%of biodegradable matter, and it was divided into readily bio-

degradable COD(Ss), slowly biodegradable COD(Xs), soluble COD(Si) and inert suspended COD (Xi). The

percentages of each COD were 87.3%, 23.9%, 6.4% and 12.4% respectively. 

Keywords : ultimate anaerobic/aerobic biodegradability, saline wastewater

I. 서  론

우리나라 해안선을 중심으로 산재해 있는 수산물가공

업체에서 발생되는 수산물 가공폐수는 고농도의 부유

물질과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처리에 많

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 이러한 수산물

가공폐수에 적용되는 공법은 대부분 재래식 활성슬러

지 공법을 적용하고 있어 처리공정에 따라 다양한 폐

수성상을 보이는 수산물 가공폐수의 안정적인 처리는

어려운 실정이다1).

일반적으로 수산물 가공업체의 폐수발생공정은 세척

수, 청소수등이 폐수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자숙이

나 탈수 공정에서는 발생량은 적으나 그 오염도가 매

우 높은 특징이 있다. 특히 탈염공정에서는 해수와 담

수를 혼합한 물을 사용하고, 염장 공정에서 사용되는

염화나트륨(NaCl)은 폐수 내 염분농도를 증가시키는 주

요 원인이기도 하다.1)

처리공정에 따라 염분농도를 함유하는 수산물 가공폐

수는 호기, 혐기성 처리시 생물학적 생분해를 저하시킨

다고 보고되고 있는데,2) 호기성 조건에서는 포기조내

용존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포기조내 호염성 미생물이

우점하게 되므로 미생물 상이 단순해지고, 질산화 과정

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고농도 폐수처리에

적합한 혐기성 공정시에도 혐기성 미생물에 영향을 미

쳐 그 처리효율을 감소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3-5)

수산물 가공폐수의 경우 기질의 특성이 다양하게 형

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한 처리공정을 선택하기에 앞

서, 폐수 자체 성상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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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수산물 가공폐수

의 기질특성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

에서는 고농도의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수산물 가공

폐수의 처리에 앞서 호기, 혐기성 조건에 따른 최종 생

분해 특성을 분석하여 안정적인 수산물 가공폐수 처리

공법 결정을 위한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

행되었다.

II. 실험재료 및 방법 

1. 실험장치 및 시료

수산물가공폐수의 혐기, 호기성 최종 생분해도를 측

정하기 위하여 Fig. 1과 같은 회분식 반응조를 제작하

여 최종생분해도를 측정하였다. 

혐기성 반응조는 400 ml의 Erlenmeyer Flask를 이용

하였고, 반응조 내의 발생가스 측정은 Richard(1989)6)

가 제안한 U-type manometric 방법을 이용하였다. 혐

기성 생분해도 실험은 일정한 교반속도와 온도유지를

위하여 Shaking incubator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호기성 최종 생분해도 측정에 사용된 회분식 실험장

치는 투명한 아크릴로 제작되었으며 유효용적인 6.5 l,

두께 0.5 cm, 높이는 45 cm, 지름은 15 cm로 제작하

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대상 시료는 강원도 G시의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발생되는 폐수로서 주원료는 오징어와 문

어를 이용한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수산물 가공폐

수의 주요 성상은 Table 1과 같이 pH 7~8, TCODcr

은 2,200~2,500 mg/l, TBOD 1,300~1,500 mg/l로 평균

TBOD/TCOD 비는 0.6, 영양염류인 T-N은 110~120

mg/l, T-P는 30~35 mg/l 범위로 조사되었다.

2. 실험방법

혐기성 최종생분해도는 실험전 미생물 제한요소와 반

응환경 제한요소를 최소화시켜 기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이 혐기성 반응의 주된 제한인자로 작용하도록 하

였다. 실험기간 동안 온도는 35oC를 유지하여 온도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였다. 혐기성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생성되는 주된 문제점인 Volatile Fatty Acids(VFA, 유

기휘발산) 축적에 따른 메탄 생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알칼리도를 충분히 공급하였고, 초기 pH는 7.3으

로 조정하고, KH2PO4를 이용해 C:N:P비를 유지하고,

Trace element를 미량 주입하여 혐기성 미생물이 성장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유지하였다. 실험전 반응조

에 질소 가스를 주입하여 호기성 조건을 완전히 제거

하였다. 또한 식종균 자체의 분해에 의해 발생되는 가

스의 양을 배제하기 위하여 식종균만을 주입한 반응조

를 동일한 조건에서 운전하였다. 

수산물 가공폐수의 호기성 생분해성 평가를 위하여

반응조내 MLSS 농도는 4,000~ 4,500 mg/l를 유지하였

다. 초기 반응조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초기에는

2 hr 간격으로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유기물 제거가 어

느정도 발생한 후에는 4 hr 간격으로 실험을 수행하였Fig. 1. Photograph of Laboratory Unit.

Table 1. Characteristics of marine products industry wastewater

Concentrations  Range (mg/l)

pH 7.0 - 8.0

TCODcr 2,200 - 2,500

SCODcr 1,800 - 2,100

TBOD5 1,300 - 1,500

SBOD5 900 - 1,200

MLSS 4,000 - 4,500

SS 200 - 300

T-N 110 - 120

NH3-N 90 - 100

T-P 30 - 35

Alkalinity(as CaCO3) 700 - 800

NaCl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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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총실험을 수행한 시간은 100 hr로 하여 충분한 반

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혐기성 최종생분해도 

본 연구에서는 반응속도가 빠른 granular sludge를 대

상으로 S/I(Substrate/Inoculum) 변화에 따른 혐기성 최

종 생분해도실험을 실시하였다. S/I의 변화를 준 것은

sewage sludge의 경우 대부분의 유기물이 세포벽을 차

단하게 되므로, 혐기성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여 최

종적으로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생성하기까지 긴 시간

이 필요하기 때문이다.7)

최종생분해도 분석은 Kang and Tritt8)이 제시한

graphical statistic analysis 방법을 적용하였는데, 이 방

법은 운전시간이 무한대로 접근할 때, 특정 시간 t에서

초기의 총 휘발성 고형물(TVSo)에 대한 잔존하는 총

휘발성 고형물의 비를 선형회귀로 분석하여 산출하게

된다. 이때 반응종료후의 시간에서 존재하는 최종 VS

에 대한 최초 혼합액의 VS비를 시료의 분해 어려운

물질(NBDF)로 정의하여 혐기성 최종 생분해도(UAB)

는 UAB=(1−NBDF)×100와 같은 관계식으로 산정하게

된다. 따라서 UAB는 1/t를 x축, TVSt/TVSo를 y축으

로 할 때, 시간을 무한대로 운전한다고 가정하고 운전

종점에서 y축으로 연장선을 그어 y축과 만나는 점이 분

해 불가능한 분율(NBDF)이 된다.

수산물가공폐수의 S/I비에 따른 최종 생분해도 및 가

스발생량은 Fig. 2와 3에 제시하였는데, S/I 비 0.3~1.2

ratio의 변화에 따라 최종 생분해율은 72.0~88.0%로 조

사되었으며, S/I비가 증가하면서 분해율이 점차 증가하

다 S/I 비 1.2에서는 분해율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정된 최적 S/I 비는 0.9에서 최종 생분해

율은 88.0%로 조사되었으며, S/I 비가 증가할수록 반응

종료시간 또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 분해속도 상수 산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산물 가공폐수의 기질은 초반

에 비교적 빠른 속도로 분해되다가 분해속도가 떨어지

기 시작하는 전이구간을 거쳐 분해속도가 초기의 1/10

수준 이하로 감소하는 전형적인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

는 기존의 많은 연구자들이 수행한 바와 같이 분해시

간(t)와 ln(So/Se)를 도식한 기울기로부터 1차 분해속도

상수 값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Fig. 4에 S/I 변화에 따른 일차반응속도 상수 K1 값과

이차반응속도 상수 K2 값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S/I 비

0.3에서의 K1과 K2의 분해속도 상수는 각각 0.1735,

0.0295 day−1, S/I 0.6에서는 0.2978, 0.0245 day−1, S/

I 0.9에서는 0.4741, 0.023 5 day−1, S/I 1.2에서는

0.3420, 0.0132 day−1로 산정되었다. 실험결과 S/I 변화

에 따라 1차 분해속도 상수인 K1이 점차 증가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으나 S/I 0.9 이상에서는 오히려 감소하

는 것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에서는 S/I가 0.9에서 초기

반응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2차 분해속

도 상수 K2의 경우 초기 반응이 거의 종료되어 S/I 변

화에 따라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메탄 발생율이 기질 이용 속도에 비례한다고 가

Fig. 2. Ultimate anaerobic biodegradability of marine products

industry wastewater.

Fig. 3. Cumulative methane production of marine products

industry wastewater.

Table 2. Summary of ultimate anaerobic biodegradability test

Sludge S/I
Operation 

time(hr)

UB

(%)

TVS removal

at the end(%)

Granular

0.3 240 72 71

0.6 288 82 83

0.9 336 88 87

1.2 528 83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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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때, 실험결과 각 기질의 종류에 상관없이 각 S/I

비가 증가 할수록 전체적인 반응 속도는 느려지고 이

러한 결과는 기질의 농도 증가가 미생물의 기질 이용

율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라고 보고한 Tritt and Kang8)의

결과와도 유사하게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산정된 분해속도 상수는 김9)이 보고한

축산폐기물 K1 0.036~0.046 day−1, K2는 0.0166~

0.0225 day−1 값에 비하여 높은 값을 보였으나, 이는

각 기질특성에 따라 분해속도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기

인한 것이다.

2) 가스발생량 산정

Liabres-Luengo 등10)은 혐기성 회분식 반응조에서 초

기 지체기는 메탄발생율이 최대가 되는 반응점 까지 계

속되며, 이 반응기간은 미생물의 성장, 새로운 환경 등

으로 인해서 미생물의 활동이 반응의 제한인자로 작용

하는 초기 순응기(Lag Phase)라고 설명하였다.

S/I 변화에 따른 가스발생량을 측정한 결과를 Fig. 5

에 제시하였는데, S/I비가 높을수록 초기 가스발생량이

증가하다가 S/I 1.2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조

사되어, 1)절에서 언급한 결과와 유사하게 조사되었다.

혐기성 생분해에서 초기 지체기는 유기성 물질인 수

산물가공폐수 속에 포함되어있는 높은 염소이온의 영

향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초기 1일

정도의 지체기를 가진 후 2일째부터 메탄 발생량이 급

격히 증가하였다. 김 등9)은 3일 정도의 지체기와 4일후

측정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메탄가

스의 발생은 초기 1일 정도의 지체기를 가진 후 2일째

부터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granular sludge가 일반 sewage sludge보다 활동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호기성 최종생분해도

유기물을 분해특성으로 구분하면, 생물학적 분해 가

능한 유기물(biodegradable)과 생물학적 분해 불가능한

유기물(nonbiodegradable)로 구분되며, 분해가능한 물질

은 빨리 분해지는 물질(readily, SS)과 천천히 분해되는

물질(slowly, XS)로, 분해 불가능한 물질은 난분해성 용

존성 물질(nonbiodegradable, SI)과 난분해성 부유물질

(nonbiodegradable, XI)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SS의

분석은 Henze12)이 제안한 직접 측정하는 방법,

Ekama13), Kappeler 등14)이 제안한 OUR 측정과 반응

조내 기질 소모량에 의한 결정등이 있으며15) 본 연구에

서는 반응조내 기질 소모량에 의한 결정법을 적용하였

다. SI는 Ekama 등13)이 제안한 SCOD와 BOD20의 관

계에서 적용한 식, XI는 Henze 등12)이 제시한 식을 적

Fig. 4. First-order decay rates of marine products industry waste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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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1) 유기물 제거

호기성 최종생분해도 및 기질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원폐수에 대하여 시간에 따른 유기물 제거실험을 실시

한 결과를 Fig. 6에 나타냈는데, 초기 원폐수의 초기

TCODcr와 SCODcr의 농도는 각각 1,743.5, 1300.0

mg/l였으며 최종 반응 후의 TCODcr 농도는 215.2 mg/

l SCODcr는 1992 mg/l, 최종 제거효율은 각각 87.7,

84.7%로 조사되었다.

반응초기 기질의 급격한 감소하는 SCODcr의 기질

소모되는 변곡점을 이용하여 기질의 SS(Readily

biodegradable organics)를 산정할 수 있는데, 실험결과

빠르게 소모되는 기질의 변곡점은 HRT 9 hr에서 나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때 SCODcr 농도는

287.9 mg/l이였으며 제거효율은 초기 SCODcr의 78.4%

로 나타났다. HRT 9 hr에서 SS가 소모된 폐수는 그

이후 점차 처리효율이 감소되었으며, HRT 100 hr의 최

종 제거효율은 84.7%로 조사되었다

2) 기질특성 분석

Fig. 7의 (a)와 (b)는 수산물 가공폐수의 기질특성을

산정하기 위하여 CODcr와 BOD 및 시간에 따른 유기

물 제거효율 관계를 제시한 것이다. 

원폐수의 TCODcr와 SCODcr 농도는 2,355.6,

1,720.4 mg/l, TBOD20과 SBOD20 농도는 1,911.0,

1,568.0 mg/l로 조사되었다. 여기서 SCODcr과 SBOD20

을 이용하여 생물학적 분해불가능한 용존유기물(SI)을

산정하면 152.4 mg/l로 원폐수 SCOD의 약 8.6%인 것

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SCODcr과 SBOD20으로 산정

한 SI값은 원폐수 자체의 SI뿐 아니라 미생물 신진대사

에 의해 생성되는 SI 부분까지 포함하게 되므로 실제

수산물 가공폐수의 SI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보정이 필

요하다. 따라서 원폐수의 생물학적 분해 불가능한 용존

성 유기물(SIi)과 미생물 신진대사에서 발생되는 용존성

유기물(SI.p)을 산정하여야 된다. 미생물 신진대사에 의

Fig. 5. Graphical illustration of ultimate biodegrad ability of marine products industry wastewater.

Fig. 6. Variation of CODcr removal efficiency during H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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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발생되는 물질을 산정하기 위하여 Fig. 7(b)에 제시

된 바와 같이 실제 원폐수와 100%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물질의 차를 이용하게 된다. 

원폐수와 glucose의 초기 SCOD는 각각 1,300.0,

1,458.4 mg/l였으며 최종 SCOD는 199.2, 112.8 mg/l로

조사되었는데, 두 기질의 농도를 동일조건으로 보정하

면 원폐수의 SIi와 미생물에 의해 생성된 SIp는 각각

151.1, 12.8 mg/l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원폐수에 함유되어 있는 생물학적 분해불가

능한 용존유기물성분의 함유계수인 YI(SI.i/ST.i: 폐수내

의 용존성 inert COD/폐수의 용존성 COD)와 미생물

신진대사로 생성되는 inert 물질의 생성계수인 YP(SI.p/

(ST.i-SI) : 신진대사로 인한 생성 inert COD/분해된 용

존성 COD)는 각각 0.1162와 0.087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BOD와 COD의 관계와 회분식 실험등에 의

해 측정된 결과를 종합하면 수산물가공폐수에 함유하

고 있는 생물학적 분해 불가능한 유기물 SI.i는 용존

COD의 11.6%로 조사되었고, 생물학적 처리과정 중 미

생물의 신진대사로 생성되는 inert 물질인 SI.P는 약

2.7%로 조사되었다. 이는 Orhon 등16)이 보고한 낙농폐

수에서 약 6~7%, 임 등17)이 보고한 돈사폐수에서 약

8% 보다 낮은 수치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가공

공정에서 해동 및 세척수 등의 일반 담수가 사용되어

용존성 분해불가능한 물질의 비율이 적게 나타난 것으

로 사료된다. 

부유성 난분해성 물질인 XI는 COD와 BOD20의 관계

를 이용하여 [(TCOD−SCOD)−(TBOD20−SBOD20)]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는데 산정된 XI는

292.2 mg/l로 총 COD의 12.4%로 조사되었다. 그 외

생물학적 분해가 느린 Xs의 성분은 XS=TCOD−

(SS+SI+XI)의 물질수지 계산에 의해서 산정하였다.12) 상

기의 물질수지식을 이용하여 산정된 Xs 값을 계산한

결과 약 562.6 mg/l로 유입 TCOD에 대하여 약

23.9%로 조사되었다.

원폐수 기질 분석 결과 SS는 68.4%로 조사되었으며,

Xs는 12.7%로 조사되었다. SI는 6.5%로 조사되었으며,

XI는 12.4%로 조사되었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분해

가능한 유기물과 분해 불가능한 유기물은 각각 81.1,

18.9%로 조사되었다.

IV. 결  론

수산물가공폐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

시하기 위해 수행된 생물학적 반응특성 실험결과 다음

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S/I 0.3~1.2 범위에서의 혐기성 최종 생분해도는

72.0~88.0%로 조사되었으며, S/I 0.9에서 가장 높은 제

거효율을 나타냈고 S/I 1.2에서는 생분해도가 오히려 감

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S/I 비가 증가 할수록

반응종료 기간이 증가하였다.

2. S/I 0.3~1.2 범위에서의 일차반응속도는 0.1735~

0.3420 day−1, 이차반응속도는 0.0132~0.0295 day−1로 조

사되었다. 반응속도상수 분석결과, S/I 0.9에서 일차반

Fig. 7. XI, SI, and SI.i calculation of marine products industry

wastewater.

Table 3. Result of CODcr fraction in marine products

industry wastewater

Items
Concentration

(mg/l)

TCOD

(%)

SCOD

(%)

Influent TCOD 2,355.6 100.0 137

Influent SCOD 1,720.4 73.0 100.0

SS 1,349.7 57.3 78.4

XS 563.0 23.9 -

Soluble 219.1 9.3 12.8

Suspended 343.9 14.6 -

SI 150.8 6.4 8.8

XI 292.1 12.4 -

BD Organics 1,912.8 81.2 91.2

NBD Orgaincs 442.8 81.2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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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속도도 가장 크게 조사되었고, 이차 반응속도의 경우

S/I 변화에 따라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3. 가스발생량 측정결과, 1일간의 지체기를 거치고 반

응 2일째부터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문헌결과와 비

교하면 반응속도가 빠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granular sludge가 일반 재래식 슬러

지보다 활동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4. 호기성 생분해 기질특성을 분석한 결과, 총 유기물

의 81.2%, 용존성 유기물의 91.2%가 분해가능한 유기

물이였으며, 총유기물의 57.3%, 용존성 유기물의

78.4%가 빨리 분해되는 Ss 성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생물학적으로 분해 불가능한 유기물은 용존 COD

의 약 8.8%로 조사되었으며, 미생물의 신진대사과정에

서도 약 2.7%의 난분해성 물질이 생성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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