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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assess the removal efficiency on nitrogen, phosphorus and organic carbon in wastewater

by spatial separation and internal recycling in a modified oxidation ditch process (modified OD). The performances of

the modified OD were evaluated via laboratory-scale experiments. The process was operated at hydraulic retention times

of 6-48 hours and solid retention times of 17-38 days. We found that organic carbon removal efficiency increased after

the modified OD operation period. T-N removal efficiency remained stable; average T-N concentration of effluent was

8.02 mg/l after modified OD operation. In contrast, T-P concentration of effluent was over 1 mg/l. Nitrogen and phos-

phorus removal efficiency of modified OD at HRT 12 hr were 83.1% and 74.1%, respectively. Also, maximum effi-

ciency was found at SRTs from 20 to 30 days. T-N removal efficiency was 83.1% at a C/N ratio from 3.0 to 3.5.

However, T-N removal efficiency decreased at C/N ratios over 3.5. Also, T-P removal efficiency increased with HRT

at C/P ratios in the same condition. Maximum efficiency was 74.1% at a C/P ratio from 25 to 28. T-N removal efficiency

was 79.2% and T-P removal efficiency was 65.3% after M4 mode operation (added to the internal recycle line connected

to the anoxic reactor). The modified OD with spatial separation and internal recycling developed in this study is, there-

fore, believed to be an improvement for solving problems in the nutrient removal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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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안전한 수자원과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날로 엄격하

게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수질기준에 적합한

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체계를 유기물 처리에서 질소·

인 처리로 전환하고자 1990년대부터 고도처리공정을 개

발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 이후부터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설치된 하수처리시설을 고도처리

공정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사업이 본격화되어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고도처리개선이 시행되었으

나, 중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서는 탈질·탈인 기술의 부

족으로 인해 대안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가 진행 중

에 있다.1) 

국외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A2O, Modified

UCT, Modified Bardenpho 공정 등의 완전혼합, 내부

순환형 탈질·탈인 공정을 하수처리에 적용되었으며2)

1980년대 후반부터는 중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적합한

탈질·탈인 산화구 변법(Modified Oxidation Ditch)인

PID, Bio-denitro, Bio-denipho등을 연구하여 1990년대

부터 본격적인 실용화를 하고 있다.3) 그러나, 이 공정

들은 자국의 하·폐수 성상에 맞도록 개발되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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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입수의 BOD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의

하수에 대해서는 계획된 처리효율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4,5)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서 이용되

고 있는 산화구(Conventional oxidation ditch) 공정은

대부분 고도처리로 설계된 것이 아니고, 유기물제거를

주목적으로 설치되어 산화구의 형태 및 관련 장치들로

고도처리개선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

정이다.6) 특히, 국내에 설치된 대부분의 산화구내부에

는 폭기와 내부순환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 로터형 표

면폭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국내외에서 개발된 산화

구 변법(Modified oxidation ditch)은 유로변경 및 간헐

포기7)를 사용하고 있어 유로변경시에 로터형 표면포기

기가 과부하되어 표면 포기기의 작동을 정지시킬 가능

성이 매우 크다. 또한, 고도처리개선을 위한 산화구공

정을 적용하기 위해 시간적 분할을 위해 토목구조물을

일부 변경하거나 침전지를 추가하는 등 공사의 범위가

커져 경제성이 떨어진다.1,7-10)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개발된 산화구변법

과 다르게1,7-9) 기개발된 공간분리형 고도처리공법(A2O

등)을 산화구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산화구내에

격벽을 이용하여 공간적 분할을 통한 유입하수 중의 유

기물과 질소·인의 처리특성을 연구하여 이를 통해 중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운전인

자를 얻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실험장치

실험장치는 기존 산화구공정(Conventional OD)과

개선된 산화구변법(Modified OD)과의 비교를 위해

2개의 아크릴 반응조를 제작하였다. 산화구의 규격은

200 mmW × 910 mmL × 340 mmH이며, 산화구의 수

로폭은 85 mm이다. 산화구 끝 부분은 물의 흐름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반원형으로 제작하였으며, 유속편중

으로 슬러지 퇴적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름 80 mm,

높이 220 mm인 반원형 유도벽을 설치하였다. 

하수유입, 내부반송 및 외부반송의 정량조절을 위해,

튜브관을 이용하여 peristaltic 펌프로 조절하였다. 유입

수조는 교반장치가 있는 원통형 반응조(60 l)로 제작하

였으며, 조내 온도는 15~20oC로 유지하였다. 산화구내

의 MLSS는 3,000~5,000 mg/l, 슬러지반송율은 100%

로 조절하였다. 침전지는 유효용량 10 l로 장방형으로

제작하였고, 외부반송을 조절을 위한 저류지(유효용량

F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66 이영신·오대민

Journal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Vol. 37(1)

5 l)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기존 산화구공정은 산화구 반응조에 로터형 표면포기

기(Rotor) 2대를 40 mmH의 깊이로 침수시켜 50 rpm으

로 회전하여 공기공급 및 순환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

선된 산화구변법은 Fig. 1과 같이 산화구 반응조내에

격벽을 이용하여 혐기조(A), 무산소조(B), 호기조(C)

로 제작되었고 반응조별 상태를 측정하고자 각 반응조

측부에 벨브를 설치하였다. 실험조건에 따라 호기조에

필요한 산소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산기장치에 Flow

meter(평균 45 l/min)를 설치하였다.7) 각 반응조의 DO

농도는 혐기조(0~0.5 mg/l), 무산소조(0~1.0 mg/l), 호기

조(2.5~3.0 mg/l)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였다. 산화구내의

흐름을 유도하고 슬러지혼합을 위해 수중펌프 2대를 흐

름방향으로 설치하였다. 

2. 실험방법

실험조건에 따라 기존 산화구공정과 개선된 산화구변

법을 비교하고, 개선된 산화구변법의 적정 HRT를 설정

하기 위해 각각 6 hr, 8 hr, 12 hr, 24 hr, 48 hr의 체류

시간을 구분하여 유기물 및 영양물질 제거효율을 통한

최적의 HRT(수리학적 체류시간)를 선정하였다. 

SRT(미생물체류시간) 변화(17~38일)에 따른 유출수를

대상으로 질소, 인의 변화를 알아보고, 유입하수의 유

기물, 질소, 인 부하와 C/N비, C/P비에 따른 처리특성

을 분석하였다. 또한, 개선된 산화구변법의 공정인 혐

기조, 무산소조, 포기조의 영양염류 형태별 변화추이와

내부반송유무에 따른 변화 추이를 관찰하였다.

본 연구에 이용된 유입하수는 충청남도 S시의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침사지 유출수를 이용하였으며, 하수성

상은 Table 1과 같았다. 또한, 슬러지는 같은 시설의

포기조에서 직접 채취하여 Activity와 MLSS(3,000~

5,000 mg/l) 조건을 만들기 위해 반응조에서 10일동안

순응배양시킨 후 유입하수를 유입시켰다. 이때, 슬러지

의 인함량은 약 3.8~7.9%를 나타내었다. 실험기간은 슬

러지 순응기간(10일)을 포함하여 총 70일로 운전하였으

며, Table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각 모드별 10일로 운

전하였다. 

시료는 각 모드별로 1일 간격으로 채취하였으며, 측

정항목으로는 유입수, 유출수 및 산화구내 각 반응조를

대상으로 pH, BOD5, CODMn, T-N, T-P, DO, MLSS

등을 측정하였고, 반응조별 NH3-N, NO2-N, NO3-N,

PO4-P 등 영양물질을 형태별로 측정을 하였다. 각 항목

별 수질분석방법은 Standard Methods 및 환경오염공정

시험법에 준하여 분석하였다.11,12)

III. 결과 및 고찰

1. 기존 산화구공정과 개선된 산화구변법의 유기물

및 영양염류 제거효율 비교

기존 산화구공정과의 비교를 위해 개선된 산화구변

법의 실험조건 중 운전조건이 같은 M5 모드와 유기

물 및 영양염류 제거효율을 비교하여 Fig. 2에 나타내

었다. 

정상 운전기간동안 유출수 BOD는 두 조건 모두

20 mg/l 이하로 나타났으며, BOD 제거효율은 90.3%에

서 93.4%로 개선된 산화구변법으로 운전시 제거효율이

소폭 증가하였다. 또한, BOD와 함께 COD 항목도

75.0%에서 78.3%로 증가되어 산화구 개선이 유기물제

거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산화구공정의 유출수 T-N 농도는 평균 20.35

mg/l로 나타났으며, 개선된 산화구변법은 평균 9.86

mg/l로 방류수수질기준을 만족하여 안정적인 제거효율

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T-P 제거효율은 기존 산화구

공정이 15.6%을 보인 반면, 개선된 산화구변법은

Table 2. Operation condition of laboratory-scale oxidation ditch process

Mode
Conventional OD Modified OD

M1 M2 M3 M4 M5 M6 M7

Period (day) 10 10 10 10 10 10 10

HRT (hr) 24 6 8 12 24 48 12

Internal recycling - ○ ○ ○ ○ ○ -

SRT (day) 17~38 17~38 17~38 17~38 17~38 17~38 29~38

Table 1. Characteristics of influent wastewater

Parameters Average Range

pH 007.03 6.77~7.52

Alkalinity (mg/l CaCO3) 165.0 112.1~210.6

BOD5 (mg/l) 115.4 100.7~126.8

CODMn (mg/l) 054.7 43.1~59.5

T-N (mg/l) 038.60 29.9~42.1

T-P (mg/l) 003.7 3.2~4.8

TSS (mg/l) 120 9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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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로 증가하였다. 다만, T-P 제거효율은 높았지만

유출수의 인 농도가 1 mg/l 이상으로 고효율의 처리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HRT 변화에 따른 유기물 및 영양염류 처리특성

개선된 산화구변법의 운전기간동안 고효율의 질소, 인

제거를 위한 적정 HRT를 알아보기 위해 6 hr, 8 hr,

12 hr, 24 hr, 48 hr으로 운전한 결과(M2~M6 모드),

HRT와 유기물 및 영양염류 제거효율과의 관계를 Fig. 2

에 나타내었다.

전체 운전기간동안 유출수의 BOD는 4.69~12.56

mg/l었으며, M2 모드에서 M4 모드로 HRT가 증가됨에

따라 HRT 12 hr에서 93.2~96.2%로 최대 제거효율을

나타내었다. 기존 산화구공정과 체류시간(24 hr)이 같은

M5 모드로 운전모드를 변경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

(91.9~94.9%)이 나타났으나, 기존 산화구공정보다 효율

면에서는 높게 나타났다. 이후 HRT 48 hr인 M6 모드

에서는 89.9%까지 제거효율이 낮아졌다. 

COD 항목도 BOD와 비슷한 경향으로 대부분

12.0 mg/l 이하의 수질로 나타났으며, M4 모드에서 최

대 제거효율(86.2%)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된 산화구변법의 운전기간동안 유출수의 T-N은

6.7~19.3 mg/l로 나타났으며, HRT 12 hr에서 83.1%의

최대 제거효율을 보였다. 이후 체류시간이 증가할수록

제거효율은 소폭 감소하나 12 mg/l 이하의 수질을 유지

하였다. 

유출수 중 T-P는 평균 50%의 제거효율을 보이며,

HRT 12 hr인 M4 모드에서 최대 74.1%의 제거효율을

보였다. M2 모드를 제외하고 M3, M5, M6 모드의 제

거효율은 평균 50% 이상의 안정적인 처리가 되고 있

Table 3. Comparison of removal efficiency in oxidation ditch

Parameters
Conventional OD Modified OD

Influent Effluent Average removal (%) Influent Effluent Average removal (%)

BOD (mg/l) 103.0~115.6 07.7~12.5 90.3 103.1~121.6 5.3~9.1 93.4

COD (mg/l) 052.5~56.1 11.9~15.7 75.0 048.8~56.0 9.5~13.6 78.3

T-N (mg/l) 030.7~36.2 18.7~24.0 36.9 036.1~41.0 9.3~10.6 74.6

T-P (mg/l) 003.4~4.0 02.9~3.2 15.6 003.9~4.5 1.5~2.0 56.1

Fig. 2. Variation of influent, effluent concentration and removal efficiency with H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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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체류시간이 짧은 M2 모드의 경우 30%의 제거

효율을 보였는데, 이는 반응조내에 탈질을 위한 유기

물의 부족현상 및 침강특성의 저하에 기반된 것으로

판단된다.8) 

따라서, 본 연구에 적용된 개선된 산화구변법의 적정

HRT는 유기물 및 영양염류 제거가 최대제거효율을 나

타낸 12 hr으로 판단된다.

3. 미생물체류시간(SRT)에 따른 처리특성

활성슬러지 공법의 SRT는 약 5~15일이며, 일반적으

로 BNR 공정은 일반 활성슬러지공법에 비해 긴

15~30일의 SRT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또한,

SRT가 길수록 슬러지발생량 또는 슬러지 인발량이 줄

어 인제거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7)

본 연구에 적용된 개선된 산화구변법은 한 반응조에

서 격벽을 이용한 혐기, 무산소, 호기가 이루어져 질

소 및 인을 처리하는 공정으로 전체 운전기간동안

SRT 변화에 따른 질소 및 인의 처리특성을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질소와 인은 SRT가 증

가함에 따라 유출수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

SRT가 30일 이후로 길게 유지하면 제거효율의 저하를

가져오게 되므로 본 실험조건으로 운전하여 유출수 농

도가 낮게 나타난 SRT 20~30일 이내로 운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SRT에 따른 처리특성을 위해 각 모

드별(M2-M7 모드)로 운전된 산화구변법의 T-N 제거효

율은 44.5~83.1%(평균 67.0%), T-P 제거효율은 23.5~

74.1%(평균 48.1%)로 낮은 제거효율을 나타내었다. 또

한, T-P의 경우 SRT 20~30일 이내에서는 HRT가 증

가할수록 유출수 농도가 감소하였으며, SRT가 29~38일

로 증가한 M7 모드에서는 실험초기에 유출수가 유입

수보다 높은 농도로 유출되어 제거효율이 낮게 나타났

으나, 이후 안정적인 감소폭을 나타내었다.16)

4. 유입하수 성상에 따른 처리특성

기존 산화구공정과 개선된 산화구변법의 운전기간 동

Fig. 4. Effect of influent loading rate on removal efficiency in Oxidation ditch.

Fig. 3. Effect of T-N and T-P concentration with S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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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공정내 유입하수의 유기물 및 질소, 인의 부하율에

따른 유출수의 처리특성은 Fig. 4와 같다. 

국내 재래식 산화구의 유입 BOD 부하율은 0.08~

0.48 kg BOD/m3/d로 제시되고 있으며, 영양염류 제거

를 목적으로 한 일반적인 산화구변법은 0.14~0.98 kg

BOD/m3/d로 제시되고 있다.7,10) 본 연구결과, 기존 산화

구공정에서는 유입 BOD 부하율은 0.10~0.12 kg BOD/

m3/d 범위에서 유출수 BOD 농도는 평균 10.4 mg/l이

하로 90.3% 이상의 제거효율이 나타났다. 또한, 개발된

산화구변법은 유입 BOD 부하율은 0.05~0.48 kg BOD/

m3/d 범위에서 유출수 BOD 농도는 8.3 mg/l 이하의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92.6% 이상의 안정적인 제거효

율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운전기간동안 COD 부하율

에 대한 제거효율을 보면, COD 부하율 0.02~0.19 kg

COD/m3/d의 범위에서 최소 65% 이상의 COD 제거효

율을 얻을 수 있었다.

T-N의 경우 전체 운전기간동안 T-N부하율은 0.02~

0.15 kg TN/m3/d의 범위에서 평균 62.4%의 T-N 제

거효율을 얻을 수 있었다. T-N 제거효율은 유입부하

가 0.1 kg TN/m3/d이상은 제거효율이 감소하는 경향

이 있으며, 기존 산화구공정은 36.9%의 제거효율을

나타냈다. 

호기조건에서 질산화된 유입수중의 질소는 무산소조

건으로 전환된 이후 유입수중의 유기물을 탄소원으로

이용하여 탈질을 수행하게 되어 C/N비가 2.5이상에서

적절한 탈질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4)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유입하수의 C/N비와 T-N 제거효

율의 관계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유입하수의 C/N비는

2.6~4.0(평균 3.1)의 범위를 보였다. 기존 산화구공정은

유입하수의 C/N비 변화와 상관없이 일정한 T-N 제거

효율을 보였다. 반면, 개선된 산화구변법은 C/N비가

3.0~3.5일 때 T-N 제거효율은 최대 83.1%를 보였으나,

3.5 이상일 때는 오히려 T-N 제거효율이 감소되었다.

생물학적 인제거를 위해 유입하수 중 충분한 유기물

이 필요하여 기존산화구공법과 개선된 산화구변법의 유

기물부하와 유출수 총인농도와 제거효율을 비교하여

Fig. 6에 나타내었다.

기존 산화구공정은 유입 유기물부하(0.102~0.115 kg/

m3/d)에 관계없이 일정한 효율을 보인 반면, 개선된 산

화구변법은 유입 BOD 부하율 0.120~0.520 kg/m3/d

범위로 유입시 HRT 변화에 따라 T-P 제거효율이 다르

게 나타났으며, 유입 BOD 부하율 0.2 kg/m3/d 이하로

감소하면, 오히려 T-P 제거효율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Fig. 5. Effect of influent C/N ratio on T-N removal efficiency in Oxidation ditch.

Fig. 6. Effect of influent BOD loading rate on T-P removal efficiency in Oxidation d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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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인 제거는 PAOs(Phosphate Accumulation

Organisms)가 혐기성 조건에서 VFA(Volatile Fatty

Acid)를 섭취하면서 인산염을 방출하고, 호기성 조건에

서 인산염을 과잉섭취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인 제거

효율이 증가하려면, 혐기성 조건에서 인 방출에 큰 영

향을 미치는 유입수내 VFA 농도가 높아야 하므로, 유

입수의 C/P는 매우 중요하다.15,16)

본 연구의 운전기간동안 유입수의 C/P비가 T-P 제거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Fig. 7에 나타내었다. 개선된 산

화구변법은 유입수의 C/P비가 같은 범위에 있을 경우

HRT가 증가될수록 T-P 제거효율도 함께 증가하였으

며, C/P비가 25-28 범위에서 최대 T-P 제거효율

(74.1%)을 보였다.

4. 반응조내 질소 및 인 거동특성

개선된 산화구변법은 격벽을 설치하여 혐기조, 무산

소조, 호기조로 공간분리가 되어 하수내의 유기물 및

질소, 인을 제거하는 공정이다. 각각의 반응조 내부에

서 질소 및 인의 거동을 Fig. 8에 나타내었다. 

공간적으로 분할된 혐기조, 무산소조, 호기조로 구성

된 기존 다단완전혼합형 BNR(Biological Nutrient

Removal) 공법은 국내 저농도하수에 적용할 경우 혐기

조 후단의 무산소조건시 탈질효율이 낮아질 수 있는 문

제점이 있다.7) 질소계열인 NH3-N, NO3-N, NO2-N의

각 반응조별 거동에 대한 분석결과, 포기조에서 질산화

와 무산소조에서 탈질반응을 거침에 따라 질소제거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H3-N은 혐기조에서

19.6~27.8 mg/l로 나타났으며, 무산소조 17.5~26.6 mg/l,

포기조 4.5~6.4 mg/l의 농도범위를 나타내었다. 또한,

NO3-N는 혐기조에서 4.9~9.2 mg/l, 무산소조 3.7~6.9

mg/l, 포기조 1.1~11.0 mg/l로 나타났다. NO2-N는 반응

조 전반에 걸쳐 1.0 mg/l 이하로 나타났다. 

한편, 인계열인 PO4-P의 유출수농도는 1.1~4.4 mg/l의

농도범위를 나타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인 처리효율

이 낮은 이유는 혐기조에서 낮은 질산성 질소농도와 적

은 유기물부하로 인한 기질부족으로 인해 인 방출기능Fig. 7. Effect of influent C/P ratio on T-Premoval efficiency.

Fig. 8. Concentration of Ammonia, Nitrate, Nitrite and Ortho-P in a d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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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7)

 

5. 내부반송에 따른 질소, 인 제거특성 비교

개선된 산화구변법의 내부반송에 따른 질소 및 인의

제거는 M4와 M7 모드를 비교하여 Table 4에 나타내

었다.

공정내에 내부반송라인이 포함된 M4 모드의 T-N 유

출수 농도는 평균 8.0 mg/l, T-N 제거효율은 79.2%로

나타났으며, 내부반송라인이 포함되지 않은 M7 모드는

평균 10.5 mg/l, T-N 제거효율은 71.9%로 나타났다.

또한, M4 모드에서 내부반송이 진행되는 동안 무산소

조로 유입되는 반송수의 질산성질소 농도가 1.4~5.0

mg/l가 소모되어 최대 83.1%의 제거효율을 보였다. 이

는 내부반송라인을 무산소조에 연결하여 혼합하기 때

문에 M7 모드보다 M4 모드가 효율적인 탈질산화 반

응이 유도된 것으로 판단된다.17) 

한편, 질산성질소가 poly-P 박테리아들의 이용가능한

기질감소를 야기시키고, 인 제거효율을 저하시키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17) 본 연구결과, 내부반송이 포함된

M4 모드의 경우 무산소조에서의 평균 5.5 mg/l의 질산

성질소농도로 인한 인방출 저해현상으로 인의 제거효

율이 65.3%로 나타났으며, M7 모드에서는 무산소조의

질산성질소 평균 7.5 mg/l의 농도로 인해 인 제거효율

이 내부반송이 있는 M4 모드보다 적게 나타났다. 

IV. 결  론

기존의 산화구공정과 차별적으로 격벽을 이용하여 산

화구의 공간적인 분리를 통해 유기물과 질소·인의 동

시처리를 도모하고자 개선된 산화구변법을 통해 실제

하수를 대상으로 연속운전하며 유입·유출수의 영양물

질 및 유기물의 제거효율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정상 운전기간동안 유기물 제거는 기존 공정에 비

해 소폭 증가하였으며, 유출수의 T-N은 평균 9.86 mg/l

로 개선된 산화구변법이 안정된 제거효율을 보인 반

면, 유출수의 T-P 농도가 1 mg/l 이상으로 나타나 고

효율 처리를 위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2. 개선된 산화구변법의 운전기간동안 적정 HRT를

알아본 결과, HRT 12 hr에서 질소 및 인 각각 83.1%,

74.1%의 최대효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SRT의 경우, 최

대처리효율을 보인 20~30일 이내로 운전해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3. 개선된 산화구변법은 C/N비가 3.0~3.5일 때 T-N

제거효율은 최대 83.1%를 보였으나, 3.5이상일 때는 오

히려 T-N 제거효율은 감소되었다. 또한, 유입수의 C/P

비가 같은 범위에 있을 경우 HRT가 증가될수록 T-P

제거효율도 함께 증가하였으며, C/P비가 25-28 범위에

서 최대 T-P 제거효율(74.1%)을 보였다.

4. 내부반송라인을 무산소조에 연결하여 혼합한 M4

모드의 T-N 제거효율은 79.2%로 나타났으며, T-P 제거

효율이 65.3%로 나타나 탈인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추

가적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소규모 하수처리장의 하나인 산화구 공정에 격벽을

이용하여 혐기, 무산소, 호기조건으로 공간분리가 가능

하도록 하여 기존 BNR((Biological Nutrient Removal)

공법과 같은 고도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된 산화구변법의 유기물 및 질소, 인 처리

특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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