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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organic matter and biomass was characterized by using respirometry based on 

ASM No.2d (Activated Sludge Model No.2d). The activated sludge models are based on the ASM 

No.2d model, published by the IAWQ(International Association on Water Quality) task group on 

mathematical modeling for design and operation of biological wastewater treatment processes.

 For this study, OUR(Oxygen Uptake Rate) measurements were made on filtered as well as 

non-filtered wastewater. Also, GC-FID and LC analysis were applied for the estimation of 

VFAs(Volatile Fatty Acids) COD(S_A) in slowly bio-degradable soluble substrates of the ASM 

No.2d. Therefore, this study was intended to clearly identify slowly bio-degradable dissolved 

materials(S_S) and particulate materials(X_I). In addition, a method capable of determining the 

accurate time to measure non-biodegradable COD(S_I), by the change of transition graphs in the 

process of measuring microbial OUR, was presented in this study. Influent fractionation is a 

critical step in the model calibrations. From the results of respirometry on filtered wastewater, 

the fraction of fermentable and readily biodegradable organic matter(S_F), fermentation 

products(S_A), inert soluble matter(S_I), slowly biodegradable matter(X_S) and inert particular 

matter(X_I) was 33.2%, 14.1%, 6.9%, 34.7%, 5.8%, respectively. The active heterotrophic 

biomass fraction(X_H) was about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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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에서는 하수 내에 존재하는 유기물과 미생물량 분액을 위해 미생물 호흡률 측정기(Respirometer)

를 구동하여 미생물에 의한 산소 섭취율(OUR : Oxygen Uptake Rate)을 측정하고, CG-FID 혹은 LC를 

활용하여 VFAs(Volatile Fatty Acids)를 측정하였다. 유기물은 IAWQ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Water Quality)의 ASM(Activated Sludge Model)에서 명시된 유기물 분류법에 따라 분액 하였으며, 

ASM 중에서도 ASM No.2d를 기초하여 분액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슬러지를 첨가하지 않은 하수 원액의 

미생물 호흡률 측정과 더불어 기존의 방법과는 다르게 여과한 하수의 미생물 호흡률 측정과 VFAs 측정을 

수행하여 하수에 포함된 유기물량을 추정하였다. 이는 기존의 하수 원액을 이용한 미생물 호흡률 측정 방법

에 있어 천천히 생분해되는 용존성 유기물질(S_S)에 의한 산소섭취율과 천천히 생분해되는 입자성 유기물

질(X_S)에 의한 산소섭취율이 동일 그래프 안에 형성되어 정확하게 구분되지 못하는 단점과 슬러지 세척으

로 인한 실험의 오차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또한 용존성 난분해 COD(S_I)을 측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

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미생물 호흡률 측정 과정에서 그래프의 변화를 보고 정확한 용존성 난분해 COD(S_I)

의 측정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여과한 하수를 대상으로 미생물 호흡률 측정과 VFAs 측

정을 통하여 추정한 유기물 분액 결과 용존성 난분해 COD인 S_I는 12.2g/㎥로 Total CODCr 기준으로 

6.9%, 발효 부산물인 S_A는 24.76g/㎥로 Total CODCr 기준으로 14.1%, 발효 가능한 유기물질인 S_F는 

58.54g/㎥로 Total CODCr 기준으로 33.2%, 천천히 생분해되는 입자성 유기물질인 X_S는 61.1g/㎥로 

Total CODCr 기준으로 34.7%, 입자성 난분해 COD인 X_I는 10.2g/㎥로 Total CODCr 기준으로 5.8%로 추

정되었다. 종속영양 미생물량인 X_H는 9.3g/㎥로 Total CODCr 기준으로 5.3%로 추정되었다.

 핵심용어: 유기물 분액, ASM No.2d 모델, 미생물호흡률 측정, COD 분액 

1. 서론

ASM(Activated Sludge Model)을 활용하여 하

수처리시설의 공정모사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대상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유입수에 대

한 유기물 분액이 수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상 

하수처리장의 유입수 분액이 수행되지 않고 타 하

수처리장의 유입수 분액 결과를 서술한 논문을 활

용하거나, 공정시험방법에 의해 측정된 실험 결과

를 바탕으로 비율에 의한 분액을 수행하여 공정 모

사가 수행된 사례가 종종 발견되었다. 이는 하수처

리장을 대표할 수 있는 공정 모사 결과가 아니라는 

치명적인 단점과 공정 모사 결과를 추후 하수처리

장의 운전인자 값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제

기되었다. 또한 대상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유

입수질을 대표할 수 없는 유기물 분액 결과를 바탕

으로 수행된 공정 모사 유출 수질과 실제 하수처리

장의 유출 수질을 맞추기 위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

행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매개변수를 수정하는 오

류도 발생하였다. 이는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에 미

생물 호흡률 측정에 의한 유기물 분액 방법이 보급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미생물 호흡률 측정법에 의

한 유기물 분액을 수행하였으며, 현재 많은 공정 

모사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하수 원액과 슬러지를 활용하여 미생물 

호흡률을 측정하는 실험은 산소 섭취율 속도가 빨

라 실험 수행 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는 반면, 천천

히 생분해되는 용존성 물질과 입자성 물질을 그래

프의 곡선 추이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함에 있어서 

정확히 구별되질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슬러

지 세척으로 인한 측정의 정확도가 낮아 오차가 커

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미생물 호흡률을 측정하

는데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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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respirometer.

이를 보완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여과한 하수를 

활용한 미생물 호흡률 측정법을 제시하였다. 여과

한 하수를 활용한 미생물 호흡률 측정은 IAWQ에

서 제시한 ASM No.2d에 기초하여 실시하였다.

ASM No.2의 경우 생물반응조에서의 가수분해

를 포함한 혐기성 분해, 호기성 분해, 질소화합물

의 질산화 및 탈질, 인의 생물학적 과잉섭취 등을 

모델링 할 수 있는 Monod식 형태의 17개의 생물

학적 동역학 반응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SM 

No.1 모델에 인제거 모델이 포함된 형태이다. 또

한 ASM No.2d의 경우 ASM No.2에 무산소조에

서 인 흡수와 동시에 탈질반응이 있는 미생물 반

응식을 추가한 모델이다. ASM No.2d에서 요구하

는 유입수 분액 항목은 총 20개에 달한다. 그 중 

유기물질은 크게 입자성 유기물질과 용존성 유기

물질로 나누어지며, 용존성 유기물질은 다시 용존

성 난분해 COD(S_I)와 쉽게 생분해되는 용존성 

유기물질로 나누어진다. 그 중 쉽게 생분해되는 

용존성 유기물질은 발효부산물(S_A)과 발효 가

능한 물질(S_F)로 나뉘어져 용존성 유기물질은 

총 3가지 항목이 된다. 또한 입자성 유기물질의 

경우 입자성 난분해 COD(X_I)와 천천히 생분해 

되는 입자성 유기물질(X_S)로 세분화된다. 이와

같이 유기물질은 총 5가지 항목으로 세분화된다. 

미생물의 경우 종속영양미생물(X_H)과 독립영양

미생물(X_AUT) 그리고 인축척 미생물(X_PAO, 

X_PP, X_PHA)로 세분화된다1).

 본 연구에서는 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유입

수를 대상으로 공정시험방법 및 DR4000을 활용

하여 일반적인 하수의 유입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ASM No.2d에서는 유기물질을 세분화한 

S_A, S_F, S_I, X_S, X_I와 미생물량을 세분화

한 X_AUT와 X_H의 총합으로 정의한다2).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유기물질인 S_A, S_F, S_I, 

X_S, X_I와 미생물량인 X_AUT와 X_H를 추정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유입수

를 대상으로 공정시험방법 및 DR4000을 활용하

여 일반적인 하수의 유입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

한 ASM No.2d에서는 유기물질을 S_A, S_F, 

S_I, X_S, X_I, X_AUT, X_H로 총 7개의 세분화

하였으며 미생물 호흡률 측정법(Respirometry)

과 GC-FID를 활용한 VFAs를 측정하여 COD 분

액을 수행하였다.

2.1 미생물 호흡률 측정

2.1.1 미생물 호흡률 측정기의 구성

[Fig.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미생물 호흡률 측

정기(Respirometer)는 산소량을 측정하기 위한 

센서와 산소 개폐 밸브가 내장된 본체와 연결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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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s Concentration (Range)

BOD5 126.0 (96.0~140.4)

CODCr 176.1 (149.3~188.4)

T-N 22.1 (18.6~32.0)

T-P 2.6 (2.1~4.1)

TSS 99.0 (48.0~99.0)

[Table 1]  Wastewater Characteristics        Unit : ㎎/L

Components Concentration (Range)

BOD5 2.3 (2.3~6.6)

CODCr 22.6 (11.2~23.7)

T-N 11.7 (8.6~19.1)

T-P 1.74 (0.2~1.94)

TSS 8.0 (6.7~12.2)

[Table 2]  Effluent Characteristics        Unit : ㎎/L

는 입출력 카드가 내장된 컴퓨터와 순도 99.99%

의 순산소가 저장된 산소가스탱크, 8구 교반기

(8-Stirring Base)인 SB-8, 그리고 순환식 항온

수조 장치인 DB-400C plus로 구성되어 있다.

2.1.2 하수처리장 유입하수 채수

유입하수는 공정시험법에 기초한 TKN과 NO3-N, 

NH4-N, PO4-P 그리고 TSS, 알칼리도 등을 세부

적으로 측정하였다. 유입하수는 강우수 및 반려수 그

리고 분뇨투입 등이 혼합되지 않은 순수 하수만을 채

수하여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1차 침전조 전단에서 

채수하였다. [Table 1]은 본 논문에서 미생물 호흡

률 측정기에 사용되는 하수의 성상을 보여주고 있으

며, 하단의 괄호 값은 나머지 실험에 대해서 실측된 

값의 범위를 보여주고 있다.

2.1.3 하수처리장 유출하수 채수

유출수는 [Table 2]와 같은 성상을 지니고 있

으며, 최종 방류구에서는 오존 처리 및 막여과 등

이 이루어지므로 2차 침전조 유출수를 채수하여 

실험하였다. [Table 2]에서 보여 지는 유출수질 

값은 본 논문에서 하수처리장 공정 모사를 수행한 

후 비교 값으로 활용되어지며, 하단의 괄호 안에 

값은 나머지 실험 항목에서 실측된 값의 범위를 보

여주고 있다.

2.1.4 여과된 하수를 주입한 미생물 호흡률 측정

하수에 슬러지를 주입하여 미생물 호흡률을 측정

하는 방법의 경우 하수 원액에 슬러지를 첨가하여 

호흡률을 측정하기 때문에 그 반응 시간과 내생호

흡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너무 빠르다는 단점이 있

었다. 이는 유입 하수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

인 생활하수의 경우 하수 내 미생물이 존재하기 때

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하수에 슬러지를 주입하

여 미생물 호흡률을 측정한 후 슬러지의 내생호흡

에 의한 감소량을 삭감시키는 실험방법의 경우 

S_S의 값이 SCODCr 값에 비해 60% 이상 낮게 분

석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S_I를 논문 인용 

값인 30㎎/L와 합산을 해도 SCODCr값에 근접한 

수치를 보여주지 않았다. 또한 S_A 측정값보다도 

낮게 분석된 경우도 있었다. 본 연구에 활용된 유입

하수의 경우 TCODCr 값이 176.1㎎/L인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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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DCr 값은 106.3㎎/L으로서 용존성 COD가 전

체 COD 중에 60.4%를 차지하고 있으며, TSS의 

경우도 99.0㎎/L 으로서 다른 하수에 비해 높은 값

을 보여주고 있어 F_TSS_COD 값이 0.56 정도로 

분석되어졌다. 이러한 일반적인 분석결과를 바탕으

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험방법으로 미생

물 호흡률을 측정하여 S_S와 X_S를 산정하였다.

(1) 반응병 No.1에 여과된 하수만을 주입하여 

미생물 호흡률 측정

반응병 No.1은 S_S에 의한 미생물 호흡률 측정을 위

해 여과한 하수(Filtered Wastewater) 200mL와 

ATU용액(1L에 질산화 억제제인 ATU(Allylthiourea)

를 10g을 넣어 제조) 0.6mL(ATU 6㎎) 주입하였다. 

미생물 호흡률 측정 시간은 100시간으로 하였다. 또한 

미생물 호흡률 측정 간격은 1시간으로 하였다.

(2) 반응병 No.2에 여과된 하수만을 주입하여 

미생물 호흡률 측정

반응병 No.2은 반응병 No.1과 마찬가지로 S_S

에 의한 미생물 호흡률 측정을 위해 여과한 하수

(Filtered Wastewater) 200mL와 ATU용액(1L

에 질산화 억제제인 ATU(Allylthiourea)를 10g

을 넣어 제조) 0.6mL(ATU 6㎎) 주입하였다. 이

는 반응병 No.1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조건을 동

일하게 주어 측정한 것이다. 미생물 호흡률 측정 

시간은 100시간으로 하였다. 또한 미생물 호흡률 

측정 간격은 1시간으로 하였다.

(3) 반응병 No.3에 하수 원액을 주입하여 미생

물 호흡률 측정

반응병 No.3는 반응병 No.1과 반응병 No.2에서 

얻은 실험결과와 비교분석과 X_S를 추정하기 위

하여 유입하수 원액 200mL와 ATU용액(1L에 질

산화 억제제인 ATU(Allylthiourea)를 10g을 넣

어 제조) 0.6mL(ATU 6㎎) 주입하였다. 미생물 

호흡률 측정 시간은 100시간으로 하였다. 또한 미

생물 호흡률 측정 간격은 1시간 간격으로 하였다.

(4) 반응병 No.4에 희석한 하수 원액을 주입하

여 미생물 호흡률 측정

반응병 No.4의 경우 반응병 No.1과 반응병 No.2 

그리고 반응병 No.3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유입

하수를 5배 희석하여 그 중 200mL와 ATU용액

(1L에 질산화 억제제인 ATU(Allylthiourea)를 

10g을 넣어 제조) 0.6mL를 주입하였다. 반응병 

No.4에서 희석하는 이유는 유입하수 원액의 경우 

반응시간이 너무 빨라 OUR 측정시 S_S에 의한 미

생물 호흡률과 X_S에 의한 미생물 호흡률이 구분 

안 될 경우를 대비하여 천천히 분해되는 결과를 얻

고자 희석을 하였다. 미생물 호흡률 측정 시간은 

20시간으로 하였다. 또한 미생물 호흡률 측정 간격

은 30분 간격으로 하였다.

반응병 No.1부터 반응병 No.4 까지의 결과를 바

탕으로 반응병 No.1에서 S_S의 양을 식(1)을 사

용하여 추정하였으며, 미생물 호흡률 측정 종료 후 

반응병 No.1에서 COD값을 측정하여 S_I을 추정

하였다. 반응병 No.2부터 반응병 No.4에서 X_S의 

양은 식(2)를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반응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S_S와 X_S의 곡선이 구별

이 안 갈 경우 T_S=S_S+X_S라 정의하고 반응병 

No.1의 값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S_S=
OC1

……………………… (1)
1-Y_H

 X_S=
OC2

……………………… (2)
1-Y_H

 X_S = T_S-S_S   ……………………… (3)

Y_H는 heterotrophic biomass의 yield coefficient

 : 0.67gCOD/gCOD3),5)

채수한 유입 하수는 한 개의 시료 당 미생물 호흡

률 측정 실험시 4개의 반응병에 나누어 투입되어 

총 4개의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 채수한 유입하수

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미생물 호흡률 측정 실험

을 Test 1(Influent 1), Test 2(Influent 2) 등으

로 표현하였으며, 미생물 호흡률 측정 실험시 채수

한 유입 하수를 여과하거나 혹은 원액을 정량 투입

하는 반응병은 각각 반응병 No.1, 반응병 No.2 등

으로 표현하였다. 즉, Test 1에는 반응병 No.1에



J.of KORRA, Vol. 17, No. 1, 2009

원저  여과한 하수와 하수원액의 VFAs 측정과 미생물 호흡률 측정법을 이용한 하수의 유기물 분액 방법에 한 연구   63

서 반응병 No.4까지 4개의 미생물 호흡률 측정이 

이루어지며, Test 1(Influent 1)과 다른 날짜에 

채수한 유입 하수는 Test 2(Influent 2)로 하여 

반응병 No.1에서 반응병 No.4로 이루어진다.

2.1.5 하수만을 주입한 미생물 호흡률 측정

하수의 생분해 특성에서 일반적으로 하수와 슬러

지를 혼입하여 호흡률을 측정하지만 하수에 슬러

지를 혼입하지 않고 하수만을 주입한 호흡률을 측

정하여 하수 내 종속영양미생물(Heterotrophic 

Biomass, X_H, ASM No.2 and ASM No.2d) 농

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하수 내 미생물 

성장에 따른 호흡률 증가 곡선을 사용하여 측정하

게 되는데 별도의 슬러지의 주입 없이 하수만의 호

흡률을 측정하면 하수 내 미생물의 하수의 풍부한 

기질을 사용하여 성장하는데 이때 성장과 더불어 

호흡률이 증가하게 된다. 이 증가하는 호흡률 곡선

을 ASM No.1이 제공하는 미생물 성장식에 대입

하여 미생물 농도를 정량화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하수 원수를 사용하여 호흡률을 측정하면, 하

수 내 미생물량이 많고 기질이 풍부하여 원하는 미

생물 성장에 따른 호흡률 증가 곡선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희석하여 반응병에 500mL를 주입하고 질

산화 억제를 위한 ATU용액을 1.5mL(ATU 15

㎎) 주입하여 미생물 호흡률을 측정한다.

ASM No.1에서 기질과 산소가 풍부한 조건에서 

종속영양미생물의 성장률은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하여 표현된다.

dX_H
= mu_H×X_H-b_H×X_H    …… (4)

dt

위 식을 적분하면 식(5)와 같다.

  X_H(t)=X_H(0)･ℯ(mu_H-b_H)･t …………… (5)

미생물 농도가 X_H(t)일 때 OUR(t)는 식(6)과 

같다.

OUR(t)=
1-Y_H ･ mu_H ･ X_H(t) …… (6)
Y_H

식(5)를 식(6)에 대입하고 자연로그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식(7)이 된다.

lnOUR(t)=ln
1-Y_H ･ mu_H ･ X_H(0)/24
Y_H

 
+(mu_H-b_H)･ t

  ………… (7)
24

시간에 따른 lnOUR(t) 그래프를 통하여 직선의 

기울기와 y절편 값을 얻으면, 아래 식을 이용하여 

초기 미생물 농도를 구할 수 있다.

X_H =
ℯ(y-intercept)･24

  … (8)4),6)1-Y_H ･(slope･24+b_H)
Y_H

X_H는 X_I값을 추정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어진다.

X_I = TCOD-S_S-X_S-S_I-X_H-X_AUT

         ……………………………………… (9)

2.2 VFAs COD

VFAs COD 측정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총량을 위한 습식법과 세부 구성물질인 HAc, 

HPr, HBu 등 각각의 양을 측정하기 위한 GC분석

법이 있다. 습식법의 경우에는 DiLallo 적정법으로 

측정 가능하고 GC분석법의 경우 불꽃 이온화 검출

기인 FID(Flame Ionization Detector)가 있어야 

분석가능하다. CG-FID를 활용한 VFAs COD 측

정은 유입수를 500mL 취하여 4℃, 10,000rpm에

서 10분간 원심분리(Centrifuge)하였고, 여기서 

얻은 상등액을 다시 Cellulose Nitrate Membrane 

Filter(Whatman, 0.45㎛)를 사용하여 여과한 후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은 Gas Chromatography

를 사용하였고 분석조건은 다음과 같다.

ⅰ) Colume : Capillary Column 0.35 Micrometer

ⅱ) Detector : FID(Flame Ionization Detector)

ⅲ) Carrier Gas : He

ⅳ) Condition : Oven Temp : 120℃

            Injection Temp : 200℃

            Detection Temp : 220℃

또한 LC로도 측정이 가능하며, LC로 측정할 경

우 [Fig. 2]과 같이 1.2㎛GF/C로 필터링을 하고 

다시 0.45㎛ 맴브레인 필터로 필터링한 샘플을 제

조하여 LC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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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0.45㎛ membrane filter and tube for sampling.

[Fig. 3]  OUR line graph of filtered influent wastewater in the reactor bottle No.1. 

Test No.
TCODCr

(㎎/L)
SCODCr

(㎎/L)
OC1

(㎎-O2/L)
Y_H

S_S
(㎎/L)

%TCODCr

(%)

Test 1 176.1 106.3 27.5 0.67 83.3 47.3 %

Test 2 176.1 106.3 26.9 0.67 81.5 46.3 %

Test 3 167.2 99.3 24.3 0.67 73.6 44.0 %

Test 4 167.2 99.3 23.1 0.67 70 41.9 %

[Table 3]  Results of Graph Analysis and Calculation

3. 결과 및 고찰

3.1 S_S와 S_I의 추정

3.1.1 S_S의 추정

여과한 하수 200mL와 ATU 0.6mL를 첨가한 반

응병 No.1 시료의 OUR 변화는 [Fig. 3]과 같았

다. 그래프를 분석해 보면 첫 번째 커브와 두 번째 

커브는 S_S의 분해에 따른 미생물의 호흡률이며, 

세 번째 커브는 내생 호흡에 따른 미생물의 호흡률

로 분석되었다. [Fig. 3]에서 첫 번째 커브와 두 

번째 커브의 면적이 식(1) OC1이다. OC1은 시간

(hr)×시간당 투입된 산소의 량(㎎-O2/L-hr)이

므로 산정하면 27.5㎎-O2/L가 산정된다.

이렇게 산정된 OC1을 1-Y_H로 나누어 주면 

83.3333㎎/L가 산정되어 이 값을 S_S값으로 추

정하였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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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OUR of the influent wastewater in the reactor bottle No.1. 

[Fig. 5]  OUR graph for the influent wastewater (Reactor bottle No.2). 

3.1.2. S_I의 추정

S_I는 [Fig. 3]에서 첫 번째 커브와 두 번째 커

브 후 내생호흡으로 전환되기 전에 3시간 정도 호

흡률이 없는 기간이 발생한다. 이때 미생물 호흡률 

측정 실험을 종료하고 반응병에서 시료를 채수하

여 CODCr을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12시간 후의 

반응병 농도를 측정하여 S_I값을 추정하는데 OUR 

실험 결과에 따르면 12시간 후 반응병에서는 유기

물 분해가 진행 중인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이는 

미생물 호흡률 측정을 위한 실험이 희석배율, 유기

물 농도, 미생물 농도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

에 없으며 S_I를 추정하기 위해 반응병 내 하수를 

CODCr 분석하여 추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시간

의 결정은 미생물 호흡률 측정 상황을 보면서 결정

하는 것이 가장 논리적인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Fig. 4]에서 첫 번째 커브와 두 번째 커브는 하수 

내 종속영양미생물(Heterotrophic Biomass)에 

의한 S_S의 분해로 추정되어지며, 16시간 뒤 내생

호흡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S_I 

추정 시 12시간 후의 SCODCr값 보다는 미생물 호

흡률 측정기(Respirometer)의 반응병에 여과된 

하수와 ATU용액 0.6mL만을 주입하여 미생물 호

흡률을 측정하여 내생호흡 전단에서 미생물 호흡

률 측정 실험을 종료하고 반응병 내 하수의 CODCr

값을 측정하여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사료된다.

[Fig. 4]와 [Fig. 5]에서와 같이 반응병 No.1

과 반응병 No.2에서 내생호흡으로 전환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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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거의 비슷하였으며, 반응병 No.2에서 1시간 정

도 후부터 내생호흡이 진행되었다. [Fig. 5]를 보

면 미생물 호흡률 측정 시작 후 16시간 때까지 호

흡률이 측정되었으며, 그 이후로는 호흡률이 측정

되지 않았다. 따라서 반응병 No.2의 미생물 호흡

률 측정 실험을 중단하고 CODCr을 측정하여 S_I를 

추정하였다. 반응병 No.1의 경우 기존에 설정해 

놓은 100시간 반응을 진행하고 미생물 호흡률 측

정을 종료하였다.

여과된 하수에 대하여 첫 번째로 미생물 호흡률

을 측정(Test 1)하여 S_S와 S_I를 추정한 결과, 

여과된 하수의 미생물 호흡률 측정을 통하여 S_S

는 반응병 No.1에서는 83.3㎎/L, 반응병 No.2에

서는 81.5㎎/L가 추정되었다. 또한 반응병 No.1에

서 반응이 종료된 후 S_I는 11.2㎎/L가 추정되었

으며, 반응병 No.2에서는 12.2㎎/L가 추정되었다. 

전체 SCODCr값 대비 S_S+S_I가 반응병 No.1에

서는 88.9%와 반응병 No.2에서는 88.1%로 각각 

분석되었다.

여과된 하수에 대하여 두 번째로 미생물 호흡률

을 측정(Test 2)하여 S_S와 S_I를 추정한 결과, 

여과된 하수의 미생물 호흡률 측정을 통하여 S_S

는 반응병 No.1에서는 73.6㎎/L, 반응병 No.2에

서는 70.0㎎/L가 추정되었다. 또한 반응병 No.1에

서 반응이 종료된 후 S_I는 10.4㎎/L가 추정되었

으며, 반응병 No.2에서는 10.2㎎/L가 추정되었다. 

전체 SCODCr 값 대비 S_S+S_I가 반응병 No.1에

서는 84.6%와 반응병 No.2에서는 80.8%로 각각 

분석되었다. Test 1과 Test 2에서 SCODCr 값보

다 S_S+S_I가 낮게 분석되는 주된 이유는 S_S 내

에 존재한 S_A가 하수 채수 후 실험실로 이동하면

서 분해되어 정확한 값이 반영이 안 된 문제점이 

분석되었으며, 여과하는 과정과 하수의 특성 실험

을 하는 일련의 과정이 동시에 수행되지 않고 시간

적인 차이가 발생하여 S_A가 분해되었을 가능성

과 여과하는 과정에서 S_S+S_I가 X_S와 X_I와 

함께 존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1.3 S_F와 S_A의 추정

S_A는 VFAs 측정 결과 Test 1에서는 24.76㎎

/L, Test 2에서는 19.29㎎/L로 분석되었다. 하지

만 S_A는 하수처리장에서 유입수를 채수하여 실

험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쉽게 분해되어 실험실

에서 분석하는 시점에서는 실제 하수에 포함되어 

있는 값보다 적은 값을 나타낼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미생물 호흡률 측정으로 추정

되어진 S_S+S_I 값이 분석되어진 SCODCr 값보다 

적게 추정되었을 경우 SCODCr -(S_S+S_I) 차이

만큼 X_I 값으로 추정하는 것 보다는 2차 침전조 

유출 수질 데이터 중 T-P와 비교 분석하면서 

S_A값을 보정하여 하수처리장 공정 모사를 수행

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 하수처리장 2차 침전조 

유출 수질 데이터 중 T-P와 비교 분석하면서 

S_A값을 보정하는 이유는 VFAs COD인 S_A는 

인 제거 기작에서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하수처리장 설계시 외부탄

소원에 대한 첨가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 BOD5값

을 이용한 수식을 활용하여 산정하고 판단한다. 하

지만 정확한 외부탄소원 첨가 유무를 판단하기 위

해서는 하수내에 S_A의 정량을 분석하고 방류수 

T-P를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결정되면 하수처리장 공정모사를 통하여 첨가 유

무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3.1.4 X_S의 추정

X_S의 추정을 위해 반응병 No.3에서 측정된 미

생물 호흡률을 분석하였다.

[Fig. 6]을 보면 미생물 호흡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S_S와 X_S에 의한 호흡

률을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5시

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미생물 호흡률이 급감했기 

때문에 5시간을 경계로 S_S와 X_S을 산정하였다.

[Table 4]에서 S_S가 68.8㎎/L으로 산정되었

으며, X_S의 경우 75.5㎎/L으로 산정되었다. 하지

만 [Table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여과된 하수의 

호흡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S_S가 분석되었다.

또한 입자상 COD의 농도는 TCODCr-SCODCr 

=69.8㎎/L인데 반해 미생물 호흡률에 의해 추정

된 X_S는 75.5㎎/L로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는 여

과된 하수의 호흡률은 S_S에 의한 미생물 호흡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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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OUR graph for the influent wastewater (Reactor bottle No.3).

Test No.
OC1

(㎎-O2/L)
OC2

(㎎-O2/L)
Y_H

(gCOD/gCOD)
S_S

(㎎/L)
X_S

(㎎/L)

Test 1 22.7 24.6 0.67 68.8 75.5

[Table 4]  Results of Graph Analysis and Calculation

Test No.
TCODCr

(㎎/L)
SCODCr

(㎎/L)
OC1

(㎎-O2/L)
Y_H

S_S
(㎎/L)

%TCODCr

(%)

Bottle 1 176.1 106.3 27.5 0.67 83.3 47.3 %

Bottle 2 176.1 106.3 26.9 0.67 81.5 46.3 %

Bottle 3 176.1 106.3 22.7 0.67 68.8 39.1 %

[Table 5]  Results of Graph Analysis and Calculation

과 내생호흡에 의한 미생물 호흡률이 명확히 구분

되는 반면, 유입하수 원액의 경우 S_S에 의한 미생

물 호흡률과 X_S에 의한 미생물 호흡률이 명확하

게 구분되지 않는 문제점에서 발생된 것으로 분석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입하수원액에 대

한 모든 면적(OCT)을 구하여 미생물 호흡률에 의

한 T_S(=S_S+X_S)를 추정하여 X_S를 추정하였

다. 즉, [Table 6]과 같이 OCT와 T_S를 산정하

고, 식(10)에 대입하였다.

1차 유입수(Test 1)에 대한 S_S의 경우 

SCODCr 값에 가장 근접한 83.3㎎/L을 선택하여 

X_S를 추정하였다. 2차 유입수(Test 2)에 대한 

S_S의 경우 SCODCr 값에 가장 근접한 73.6㎎/L

를 선택하여 X_S를 추정하였다.

T_S=S_S + X_S  ………………………  (10)

[식 10]에 [Table 6]의 T_S와 S_S를 대입하

면 아래와 같다.

1차 유입수 실험(Test 1)에서 144.3㎎/L = 

83.3㎎/L + X_S

2차 유입수 실험(Test 2)에서 124.5㎎/L = 

73.6㎎/L + X_S

∴ 1차 유입수 실험에서 X_S = 144.4㎎/L - 

83.3㎎/L = 61.1 ㎎/L

∴ 2차 유입수 실험에서 X_S = 124.5㎎/L - 

73.6㎎/L = 50.9 ㎎/L

식(10)을 활용하여 X_S의 추정결과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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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No.
OCT (㎎-O2/L) Y_H

(gCOD/gCOD)
T_S

(㎎/L)OC1 (㎎-O2/L) OC2 (㎎-O2/L)

Test 1
22.7 24.6

0.67 144.3
47.3

Test 2
18.4 22.7

0.67 124.5
41.1

[Table 6]  Results of Graph Analysis and Calculation

[Fig. 7]  OUR and lnOUR graph of wastewater for X_H. 

61.1㎎/L와 50.9㎎/L로 추정되었다.

3.1.5 X_H의 추정

하수 원액을 사용한 반응병 No.3의 미생물 호흡

률 측정 결과인 [Fig. 7]을 사용하여 X_H를 추정

하여 보았다.

추정식은 y=0.5428x - 0.1244로 분석되었으

며, R2=0.7162로 분석 되었으며, 식(8)에 대입하

여 X_H를 추정하였다 이때 Y_H는 0.67과 b_H는 

0.24를 사용하였다. 식(8)을 계산한 결과, X_H는 

3.24mg/L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하수 원액을 사

용하여 X_H를 추정하기에는 반응이 너무 빨리 진

행되어 X_H 값의 신뢰도가 낮아지는 문제점이 발

생하였다. 반응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반응병 No.4

와 같이 희석한 하수원액을 대상으로 미생물 호흡

률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X_H를 추정하

는 방법이 있다.

하수 원액을 5배 희석하여 미생물 호흡률을 측정

한 반응병 No.4의 측정 결과인 [Fig. 8]를 사용하

여 X_H를 추정하여 보았다. [Fig. 8]에서 5.5시간 

이후에는 미생물 호흡률이 1.8㎎-O2/L-Hr로 급감

하여 반응시작 후 5시간까지 미생물 호흡률이 증가

하는 값에 자연로그를 취하고, 그 취한 결과를 바탕

으로 추세선을 입력하였다. 식(8)에서 기울기와 y 

축 절편 값은, 각각 0.2112과 0.013으로서 이를 식

에 대입하고 Y_H는 0.67, b_H는 0.24를 각각 대입

하여 계산한 결과, X_H는 9.3mg/L로 분석되었다.

3.1.6 X_AUT의 추정

X_ATU의 추정을 위하여 BOD 센서에 ATU를 

첨가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비교분석하여 

[Table 7]의 결과를 얻었다. 결과를 보면 TBOD5

에서는 값의 차이가 2㎎/L 발생하였으나, SBOD5

의 경우 오히려 ATU를 첨가한 것이 더 높게 발생

하였다. 따라서 값의 차이는 교반과 여과과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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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OUR and lnOUR graph of wastewater for X_H. 

Influent Influent + ATU

Constituent Value Constituent Value

TBOD5 120 ㎎/L TBOD5 + ATU 118 ㎎/L

SBOD5 43 ㎎/L SBOD5 + ATU 48 ㎎/L

[Table 7]  Value of Influent Used by BOD Sensor

한 차이라 파악되고 X_ATU는 존재하지 않는 것

으로 분석하였다.

3.1.7 유기물 및 미생물량 분액 결과

ASM No.2d에서 TCODCr은 식(9)와 같다. 식

(9)의 X_AUT는 3.1.6절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으

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X_AUT를 제외한 나머지 항

목에 대하여 COD 분액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의 대상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유입수의 COD 

분액 결과는 [Table 8]과 [Table 9]과 같다.

[Table 8]은 여과된 하수를 대상으로 유기물 

및 미생물을 분액한 결과이며 [Table 9]는 기존

의 방법으로 하수원액을 대상으로 유기물 및 미생

물을 분액한 결과이다. [Table 8]과 [Table 9]

를 분석해 보면 S_I의 양에서 하수원액을 대상으

로 분액한 것이 높게 산정되었으며 이는 공정 모사

시 2차 침전조 유출수질에 영향을 주며, 또한 반응

조 내 TSS의 양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S_I을 측정하는 시간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데 앞서 분석한 것과 같이 반응이 진행 중일 

때 S_I를 측정하여 분석값이 높게 측정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Table 8]과 [Table 9]에서 천천

히 생분해되는 입자성 유기물질인 X_S와 천천히 

생분해되는 용존성 유기물질인 S_S의 값도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데 기존의 방법에 의하면 쉽게 미생

물이 섭취할 수 있는 유기물질이 적게 산정되기 때

문에 혐기조나 무산소조에서 미생물의 활동 및 인

방출 및 탈질화의 반응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

석되어진다. 하지만 현재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자

료를 분석해 보면 인방출 및 탈질화에 문제점이 없

는 것으로 분석되어지기 때문에 여과한 하수를 이

용한 유기물 및 미생물 분액 방법이 그래프 분석에

서 좀 더 정밀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실험 결과 X_I의 값이 10.2(%TCODCr)로 타 지

역의 COD 분액 결과인 5.8(%TCODCr)보다 높게 

분석되었으며, 입자상 물질에 대한 값들이 전체적

으로 낮게 분석되었다. [Table 10]과 비교하였을 

경우에도 TCODCr이 상대적으로 높은 하수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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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 component Concentration (㎎/L) % (%TCODCr)

S_I 12.2 6.9

S_A 24.76 14.1

S_F 58.54 33.2

X_S 61.1 34.7

X_I 10.2 5.8

 X_H 9.3 5.3

Total 176.1 100

[Table 8]  Results of the COD Fraction used Filtered Wastewater

COD component Concentration (㎎/L) % (%TCODCr)

S_I 17.7 10.1

S_A 24.76 14.1

S_F 44.04 25.0

X_S 75.5 42.9

X_I 4.8 2.7

 X_H 9.3 5.3

Total 176.1 100

[Table 9]  Results of the COD Fraction used Principal Wastewater

COD component In this study (㎎/L)(%TCODCr) Other study (㎎/L)(%TCODCr)

S_I 12.2 (6.9%) 5.7 (1.2%)

S_A 24.76 (14.1%) 87.4 (18.1%)

S_F 58.54 (33.2%) 174.8 (36.1%)

X_S 61.1 (34.7%) 204.2 (42.2%)

X_I 10.2 (5.8%) 6.2 (1.3%)

 X_H 9.3 (5.3%) 5.4 (1.1%)

Total 176.1 483.7

[Table 10]  Typical Characteristics of Settled Domestic Sewage in Other Study and in This 
Study

성상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Table 10]에서 비교된 값은 경기도 G시의 하

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유입하수에 대하여 미생물 

호흡률 측정과 VFAs의 측정, 그리고 공정시험방법

으로 실측한 자료이다. 본 연구 대상지역 하수의 경

우 G시의 하수처리장 유입수와 비교했을 때 

TCODCr값이 약 1/3 정도 밖에 되지 않으나, 하수 

내 미생물량인 X_H는 약 1.7배(%TCODCr)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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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S_I의 경우 본 연구 대

상지역의 하수가 2.14배(%TCODCr) 정도 높게 분

석되었다. 이는 유출수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

로 S_I에 대한 저감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하수처리장 내부에 축적되어 슬러지 

폐기로만 처리되는 것으로 가정되어지는 X_I 역시 

연구 대상지역에서 높게 분석되었다. 반면 X_S의 

경우 약간 낮게 분석되었다. X_I의 경우 하수처리장

에서 유입수를 채수한 후 실험실로 운반 도중에 분

해되고 또한 VFAs가 측정되기 전까지 분해된 S_A

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정모사를 수행할 때 분석

한 유출수 T-P 값과 비교 분석하면서 보정하였다.

4. 결론

하수에 미생물이 충분한 경우, 2개의 반응병에 

여과한 하수를 사용하여 미생물 호흡률을 측정하

여 S_S와 S_I를 추정하였다. 첫 번째 반응병의 경

우 40시간 이상의 반응시간을 주어 S_S와 내생호

흡으로 인한 OUR을 측정하였다. 두 번째 반응병에 

대해서는 S_S의 분해가 종료된 후 내생호흡으로 

전환되기 직전에 OUR이 없는 상태에서 실험을 종

료하여 CODCr을 측정하여 S_I를 추정하였다. X_S 

추정을 위하여 세 번째 반응병에 하수 원액을 주입

하여 미생물 호흡률을 측정하였다. 하수 원액에 대

한 미생물 호흡률 측정은 반응시간이 빠르게 진행

되기 때문에 S_S와 X_S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되

지 않으므로 내생호흡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S_S와 

X_S를 분해하면서 소모되는 산소량을 측정하고 

이를 T_S라 정의하였다. 즉, T_S=S_S+X_S로 하

여 여과된 하수를 측정하여 추정한 S_S를 빼주어 

X_S 추정하였으며, 측정된 유입수의 입자성 COD

값(TCODCr-SCODCr)을 활용하여 비교 분석하였

다. 이렇게 미생물 호흡률 측정 결과 Test 1과 

Test 2 등 총 6회에 걸쳐 측정한 결과 값 중에 입

자성 COD와 용존성 COD 값을 각각 비교 분석하

여 전체적으로 오차가 적은 값을 유입수에 대한 유

기물 분액 결과값으로 선택하였다.

여과한 하수를 사용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

법으로 미생물 호흡률 측정과 VFAs 측정을 통하

여 추정한 유입수 분액 중 유기물질(COD) 분액 

결과 S_I는 12.2g/㎥로 Total CODCr 기준으로 

6.9%, S_A는 24.76g/㎥로 Total CODCr 기준으

로 14.1%, S_F는 58.54g/㎥로 Total CODCr 기준

으로 33.2%, X_S는 61.1g/㎥로 Total CODCr 기

준으로 34.7%, X_I는 10.2g/㎥로 Total CODCr 

기준으로 5.8%, X_H는 9.3g/㎥로 Total CODCr 

기준으로 5.3%로 추정되었다. 반면 하수원액을 사

용하여 기존의 방법으로 미생물 호흡률 측정과 

VFAs 측정을 통하여 추정한 유입수 분액 중 COD 

분액 결과 S_I는 17.7g/㎥로 Total CODCr 기준으

로 10.1%, S_A는 24.76g/㎥로 Total CODCr 기

준으로 14.1%, S_F는 44.04g/㎥로 Total CODCr 

기준으로 25.0%, X_S는 75.5g/㎥로 Total CODCr 

기준으로 42.9%, X_I는 4.8g/㎥로 Total CODCr 

기준으로 2.7%, X_H는 9.3g/㎥로 Total CODCr 

기준으로 5.3%로 추정되었다.

 실험 결과 여과한 하수를 사용하여 추정된 용존성 

유기물은 SCODCr 대비 89.3%, 하수 원액을 사용하

여 추정된 용존성 유기물질은 SCODCr 대비 80.9%

가 산정되었다. 용존성 유기물질의 경우 여과한 하

수를 사용한 미생물 호흡률 측정 방법이 SCODCr값

을 잘 표현해 주고 있었다. 이는 용존성 유기물질과 

입자성 유기물질이 공존된 상태에서 미생물 호흡률

을 측정하는 것 보다는 여과한 하수를 사용하여 용

존성 유기물질을 추정하는 것이 SCODCr값의 반영

을 잘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과한 하수를 사용하여 미생물 호흡률을 측정

함으로서 S_S와 X_S의 정확한 구분이 가능하고 

S_I의 측정 시점을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점, 그

리고 GC 혹은 LC 등을 활용한 S_A의 측정으로 정

확한 유기물 분액을 실시할 수 있는 장점 등이 있

었으나, 기존의 방법보다는 반응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었으며, 미생물호흡률 측정기 센서 등에 

실험값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의 문제점 

역시 발생하였다. 앞으로 많은 실험을 통하여 데이

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유기물 분액방법에 체계

적으로 확립할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며, 분액 결과

값을 보정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상관관계 등을 분

석하는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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