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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a de-watering filtrate treatment and the possibility of securing biological treatment 
capacity by changing the structure of the secondary clarifier. Accordingly, the column test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polymer in the de-watering filtrate on sludge sedimentation. Also, the characteristics of de-watering filtrate processing was eva-
luated through batch test and continuous processing oper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sludge settling velocity increased with higher 
polymer concentration, and that effluent SS concentration was found to decrease. Regarding processing characteristics of de-watering 
filtrate, the removal efficiency of TSS and TBOD5 increased as the length of secondary clarifier was longer. Also, comparing in-
jections into anoxic tank and secondary clarifier, de-watering filtrate by continuous infusion treatment process showed stability in 
both conditions. Therefore, by modifying the structure of secondary clarifier, efficient processing of de-watering filtrate is expected 
to be possible and processing capacity of small sewage treatment plants is considered to be improved.
Key Words : De-watering Filtrate, Secondary Clarifier, Sludge Blanket, Processing Capacity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이차침전조의 구조개선을 통해 탈수여액 처리와 생물학적 처리용량 확보의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있다. 이에 따른 연구의 절차로는 탈수여액 내 함유된 polymer가 슬러지 침전에 미치는 영향을 column test를 통해 평가하였
으며, 회분식 실험과 연속식 처리공정운전을 통해 탈수여액의 처리 특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슬러지 침강속도는 polymer 
주입율이 증가할 수 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상징수의 SS 농도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탈수여액의 처리 특
성은 이차침전조 내통 길이가 길수록 탈수여액 내 함유된 TSS 및 TBOD5의 제거효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연속
식 처리공정 적용 결과는 탈수여액 주입위치를 각각 무산소조와 이차침전조에 주입한 경우를 비교하였을 때 두 조건에서 모두 
안정적인 방류수질을 보였다. 따라서 이차침전조의 구조개선을 통해 탈수여액의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규모 하수처리장의 경우 처리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탈수여액, 이차침전조, 슬러지 계면 층, 처리용량

1. 서 론

우리나라의 하수도 사업은 단기간에 하수도 보급률을 높

이고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장에 집중 

투자해 왔다. 그러나 하수관거의 구조적인 모순과 관거의 

재질 및 노후화로 인해 침입수(Infiltration/Inflow, I/I)의 문

제가 대두되고 있다.1) 이에 따라 소규모 하수처리장의 경우 

시설 용량 부족 및 처리효율 저하 문제를 겪고 있는 실정이

다.2) 2012년도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은 487 
개소로 유입 하수량의 경우 19,578천톤/일(하수처리량 일평

균 18,667천톤, 연평균 68억톤)이며, 계획 대비 가동율은 78.6 
%로 적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시설용량

을 초과하여 하수처리시설 가동율이 100% 이상인 곳은 67 
개소로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 이러한 

이유로는 하수도 보급률 증가, 관거 노후에 따른 우수와 지

하수 유입, 상수누수율 증가 및 처리구역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이에 따라 환경부 및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시설 용량 증설, 관거 정비 및 간단한 시설 개량 

등을 통해 대책 마련을 강구중에 있다. 또한 하수도 보급률 
증가, 합류식 관거의 우수 유입 및 처리구역 확대 등에 따

른 하수처리시설 용량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슬러지 처리공

정에서 발생되는 반류수는 유입 단계로 재순환 되어 생물학

적처리시설에 부하량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대규

모하수처리시설 반류수의 경우에는 유입유량의 0.72~2.60% 
미만으로 소화공정과 탈수시설을 거쳐 발생되는 반면 소규

모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탈수시설에서 발생되는 탈수여액

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소규모하수처리장은 대규모하

수처리장과 비교하였을 경우 생물학적처리 공정단계로 재순

환되는 탈수여액의 성분이 대부분 고형물로 이루지고 있다

는 차이가 있다. 반류수를 처리하기 위한 공정은 물리화학

적 처리 공정과 생물학적처리공정으로 구분되는데 ammonia 
air stripping, stream stripping, MAP precipitation, SHA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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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iew of secondary clarifier (b) Run 1 (c) Run 2 (d) Run 3

Fig. 1. Schematic diagram of batch test.

ANANOX 공정과 아질산화-아탈질 공정 등이 대표적이다.5,6) 
그러나 기존의 공정들은 pH 유지, 관내 스케일 형성 및 안

정적인 공정운영이 어렵고 대규모 시설 추가의 문제점을 가
지고 있다. 최근에는 처리시설의 대규모 증설을 피하고 기존 

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침전조 개선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차침전조는 부유물질(Suspend 
Solids, SS)의 법적수질기준과 각종 시설기준을 만족해야 하

는 측면에서 볼 때 최종적으로 안정적인 방류수질을 도모하

는 역할을 가진 공정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차침전조 후

단에 추가적인 여과 및 화학적 처리시설의 설치를 통해 안

정적인 SS 방류수질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이차침전조 

운영은 더 이상 고액분리를 위한 단위 공정이 아닌 전체 공

정의 부하량 감소를 위한 생물학적 처리시설로써의 접근이 

필요하다.
침전조 개선과 관련된 연구들은 일차침전조를 이용한 연

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는 단지 유입수질 저

감을 위한 연구로써 본 연구에서는 이차침전조의 구조개선

을 통해 탈수여액의 고형물 제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한 수질저감 측면과 동시에 탈수여액을 이차침전조에서 처

리함으로써 생물학적 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확보하는데 연

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차침전조 구조 변경을 통한 탈수여

액 처리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1) 실험실 규모의 column test 
(2) 이차침전조 회분식실험 (3) 개선된 이차침전조가 적용된 

연속식 처리공정의 조건별 운전을 실시하였다.

2. 연구방법

2.1. Column test

탈수여액 내 함유된 polymer에 의한 이차침전조 내 슬러

지 침강속도 증대를 연구가설로 세웠으며, 이를 평가하기 위

해 Y하수처리장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polymer를 이용하

여 column test를 실시하였다.7) 탈수여액 내 함유된 polymer
에 의한 침전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column test를 진행하였

으며 실험 운전조건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Polymer 및 

슬러지의 경우 Y하수처리장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제품

(NALCO PROCEDIM HE-1500, cation flocculant)을 사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polymer의 경우 양이온성 응집제로

Table 1. Operation parameters of column test

Para-
meter

Diame-
ter (m)

Height
(m)

Volume
(L)

Initial ML-
SS (mg/L)

Mode : polymer injection (%)

Value 0.72 1.25 5 2,500 0 0.05 0.10 0.20 0.30

써 끊는 점 100℃, 비중 1.03 (25℃), 점도 1,200 cps 및 휘발

성분 함량 27.9%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탈

수 시 사용되는 폴리머는 양이온계를 사용 중에 있다.8,9) Y
하수처리장에서 탈수 시 사용되는 polymer 주입농도는 약 

0.3~0.5%로 처리유량 대비 약 1%의 약품량이 주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탈수과정을 거친 후 탈수여액 내 함유된 polymer 
농도를 처리유량과의 희석율(1/100)을 고려하여 최소 0.05%
로 예상하였으며, 폴리머 주입유량의 변동성과 최적 폴리

머 주입량 도출을 위해 최대 0.3%의 폴리머를 주입하였다

(Table 1 polymer injection). 슬러지 주입과 동시에 슬러지

의 계면 높이를 측정하였으며, Y하수처리장의 평균 잉여슬

러지 농도 인 10,000 mg/L를 만족하는 슬러지 배출 농도 도
달 시간(Tu) 값을 측정하였다. 또한 상징수 SS 분석을 통해 

침전효율을 평가하였으며, 농축슬러지에 대한 SEM 분석을 

통해 슬러지 표면 특성을 평가하였다.

2.2. Batch test 

이차침전조 구조적 변경을 통한 탈수여액 처리특성을 회

분식 실험을 통해 도출하였다. 이차침전조의 구조적 설계 측

면에서는 표면부하율(Overflow Rate, OVR)과 고형물부하율

(Solids Loading Rate, SLR)이 가장 중요한 인자이다. 일반적

으로 생물학적 영양소 제거를 위해 적용하는 OVR 및 SLR 
설계 값의 경우 각각 16~28 m3/m2

･d 및 5~8 kg/m2
･h로 문

헌에 나타나있다.10) 그러나 하수처리장 이차침전조의 경우 

대부분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어 침전조의 표면적

을 쉽게 개선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표면

적 대신 침전조 내통(Center Well, CW) 길이를 변경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탈수여액 내 함유된 오염물질 제거 특성

을 평가하기 위해 이차침전조의 내통 길이를 변화하였다

(Fig. 1(b)~(d)).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탈수여액 주입

율에 따라 Mode 1-6으로 구분하였으며, 침전조 내통길이에 

따라 Run 1-3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실험에서

는 이차침전조 구조변경과 상향류식 유체흐름을 통해 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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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iological treatment (b) Secondary clarifier (c) Dewatering process (d) Dewatering filtrate

Fig. 2. View of pilot plant ((a) Biological treatment, (b) Secondary clarifier, (c) Dewatering process and (d) Dewatering filtrate).

(a) Reactor 1 (b) Reactor 2

Fig. 3. Schematic diagram of pilot plant (Reactor(a) and Rector(b)).

Table 2. Operation conditions of batch test

Item
Mode 

1
Mode 

2
Mode 

3
Mode 

4
Mode 

5
Mode 

6

D.F. injection 
ratea) (%, L)

0, 0 5, 4 10, 8 20, 16 30, 24 40, 32

C.W.D.b)

Run 1 (m) 0.4 0.4 0.4 0.4 0.4 0.4 

Run 2 (m) 0.3 0.3 0.3 0.3 0.3 0.3 

Run 3 (m) 0.2 0.2 0.2 0.2 0.2 0.2 
a) De-watering filtrate injection rate
b) Center-well depth

여액이 침전조 내부 슬러지 계면 층(Sludge Blanket, SB)을 

통과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Fig. 1(a)). 또한 이차침전조 

슬러지 계면 층의 높이는 Mode 별로 동일하게 유지한 후 

탈수여액 주입율에 따라 기존의 침전조에 적용된 내통길이

와 본 연구에 적용된 내통길이를 비교하여 처리특성을 평

가하였다.

2.3. Pilot plant

이차침전조 구조변경에 따른 선행 실험결과를 토대로 생

물학적공정과 구조변경 된 이차침전조가 적용된 pilot plant 
운전을 통해 생물학적 처리효율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Pilot plant가 설치된 현장은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Y하

수처리장으로 시설용량 3,900 ton/day, (P/L-II) 처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처리장이다. Pilot plant 운전은 기존의 처리

방법과 비교하기 위하여 탈수여액을 무산소조에 주입하는 

방법(Reactor #1)과 이차침전조에 주입하는 방법(Reactor #2)
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Fig. 2~4). 운전기간은 2012년 04
월부터 2012년 12월에 걸쳐 진행되었고 모드별 운전 조건

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또한 Mode 6에서는 소규모하수

Fig. 4. View of secondary clarifier.

Table 3. Experimental conditions of dewatering filtrate injection

Parameter
Mode

1
Mode 

2
Mode 

3
Mode

 4
Mode 

5
Mode 

6

Reactor #1a)

(%, L)
5, 40 10, 80 15, 120 20, 160 40, 320 40, 320c)

Reactor #2b)

(%, L)
a) MLE + Dewatering filtrate injection to anoxic
b) MLE + Dewatering filtrate injection to secondary clarifier
c) Addition influent to Reactor #2

처리장에서의 설계유량 초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Reactor 
#2의 무산소조로 유입수를 추가적으로 주입하여 생물학적 

처리용량 확보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Mode 6의 실험

방법의 경우 Mode 5의 조건에서 탈수여액 주입율을 각각 

40%로 유지하면서 Reactor #2의 무산소조로 추가적인 유입

수(40%)를 주입하여 두 반응조의 HRT를 동일하게 유지하였

다. Mode 1~5의 경우 Reactor 1에는 Y하수처리장과 동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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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무산소조로 탈수여액을 주입하였으며, Reactor 2에는 무

산소조로 유입되는 탈수여액을 2차침전조로 유입시켰다. 즉, 
Reactor 2의 경우 생물학적처리공정의 수리학적체류시간(Hy-
draulic Retention Time, HRT)이 Reactor 1에 비해 탈수여액 

주입량만큼 길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인 추

가적인 유입유량 확보를 위해 Mode 6에서는 Reactor 2에 2
차침전조가 처리하는 탈수여액 양 만큼의 유입수를 무산소

조로 유입시켜 처리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4. 수질분석방법

시료 채수는 매일 동일한 시간에 실시하였으며, 시료의 항

목별 분석 방법은 Standard Methods (APHA, 2005)에 준하

여 분석하였다.11)

3. 결과 및 고찰

3.1. 탈수여액 주입을 통한 슬러지 침전특성 평가 : 
Column test

탈수여액 내 함유된 polymer에 의한 이차침전조 내 슬러

지 침전특성 결과를 Table 4, 5 및 Fig. 5에 나타냈다. 실험결

과는 Mode 1 (Polymer injection 0%)의 경우 슬러지 배출농

도(10,000 mg/L)를 만족하는 높이가 0.31 m로 측정되었으

며, 침전 시간은 약 210분이 소요되었다. 또한 polymer가 주
입된 Mode 2-5에서 슬러지 침전특성을 도출한 결과 슬러지

Table 4. The height of the interface as time elapses and the 

suspension settles

Time
(min)

Height of interface in column (m)

Mode 1
(0%)

Mode 2
(0.05)

Mode 3
(0.1)

Mode 4
(0.2)

Mode 5
(0.3)

1 1.245 1.240 1.215 1.200 1.180

2 1.240 1.229 1.180 1.150 1.140

3 1.235 1.215 1.155 1.085 1.065

4 1.225 1.200 1.100 0.880 0.850

5 1.212 1.185 0.940 0.740 0.700

6 1.200 1.168 0.830 0.650 0.600

7 1.190 1.150 0.750 0.600 0.575

8 1.175 1.135 0.690 0.570 0.540

9 1.160 1.115 0.650 0.550 0.510

10 1.140 1.095 0.620 0.510 0.490

20 0.890 0.871 0.435 0.385 0.390

30 0.770 0.717 0.355 0.340 0.350

40 0.680 0.630 0.323 0.315 0.330

50 0.610 0.560 0.300 0.300 0.320

60 0.565 0.520 0.280 0.277 0.300

90 0.450 0.419 0.240 0.252 0.270

120 0.400 0.360 0.225 0.240 0.255

180 0.320 0.310 0.208 0.215 0.235

Table 5. Area requirement based on column test results; Mode 
1-5

Parameter Mode 1 Mode 2 Mode 3 Mode 4 Mode 5

TSS (mg/L) 16 12 9 9 8

Tua) (min) 210 180 45 40 55

νb) (m/h) 0.63 0.94 3.32 3.85 4.05

Ac) (m2) 0.0040 0.0038 0.0009 0.0008 0.0011
a) Time to reach desired underflow concentration 
b) Interface subsidence velocity
c) Area required for sludge thickening : Q․Tu/H0

Fig. 5. Sludge blanket height for the time : Mode 1~5. 

배출농도(10,000 mg/L)를 만족하는 시간은 각각 180, 45, 40 
및 55분으로 나타났다. Mode 별 실험 결과 Mode 2에서 

Mode 3으로 변경하였을 때 Tu 값이 급속히 짧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침전속도 또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각 Mode별 슬러지 계면 상징수 TSS, 침전속도(ν) 및 농

축에 요구되는 면적(A)을 분석한 결과 polymer 주입율이 

0.1%까지 증가할수록 상징수의 TSS 농도는 점차 감소되고 

침전속도는 증가하였으며, 농축에 요구되는 면적은 감소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polymer 주입량 0.1% 이상부터

는 침전속도 및 Tu 값이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12)의 연구에서는 응집보조제를 주입한 결과 플럭의 크

기가 증가되면서 침전 속도가 약 33~55% 정도 증가한다고 

보고하였고, 김13)의 연구에서는 플록의 입경과 밀도에 따른 

미세 미립자의 침전율 특성을 평가한 결과 플록의 입경 크

기가 증가함에 따라 침강속도는 최소 0.00073 mm/s에서 최

대 0.052 mm/s까지 증가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기존 문헌과 마찬가지로 polymer가 슬러지의 응

집을 유도시키며 플록의 크기를 증가시켜 침전속도가 증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Fig. 6에는 SEM 분석 결과를 
나타냈으며, polymer의 주입 시 슬러지에 가교 된 polymer
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Mode 1-5((a)-(e))까지 주입율이 증

가할수록 표면에 부착된 polymer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column test를 토대로 탈수여액에 함유된 

polymer에 의해 이차침전조 내 슬러지의 침전 속도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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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de 1 (b) Mode 2 (c) Mode 3

(d) Mode 4 (e) Mode 5

Fig. 6. SEM picture polymer of sludge surface : Mode 1-5.

되어, 이차침전조 내 추가적인 탈수여액 주입이 가능할 것으

로 사료된다. 기존 연구 논문을 검토한 결과 무기응집제(Alum, 
FeCl3 and PAC)를 생물학적처리 공정으로 주입할 경우 활

성도 및 질산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있다.14,15) 또한 

날코코리아(NALCO Korea)에서 제공된 PROCEDIM HE- 
1500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는 급성기준으

로 물벼룩에게 저 독성(10~100 mg/L/48 hr, Lethal Concen-
tration of 50%)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있지만, 활성슬

러지 내 미생물에 미치는 독성을 평가한 자료는 없으며 기존 

연구논문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잔존 polymer에 의

한 생물학적 처리공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2. 이차침전조 구조 변경을 통한 탈수여액 처리특성
평가 : Batch test

회분식 실험에 사용된 유입수(생물학적처리 이차침전조 상

징수) 및 탈수여액의 특성을 Table 6에 나타냈다. 대규모하

수처리장의 반류수의 경우 유입유량대비 0.72~2.60 %로 평

균 1.73%로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슬러지 처

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류수는 고농도(TSS 200~9,085 TN 
77~822 TP 4.5~44916))이며,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빈

번하여 반류되는 경우 주처리 공정에 고부하를 야기시켜 생

물학적 질소제거의 효율을 저해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대규모하수처리장에 발생되는 반류수는 농축조 상징액과 혐

기성 소화조 상징액 그리고 탈수기의 탈리여액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에 반해 Y하수처리장 이차침전조 상징수 및 탈

수여액의 경우 BOD는 대부분 TSS에 의한 입자성 BOD 성
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규모 하수처리장에 비해 현저히 

낮은 농도를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원인은 Y하수처리장은 

소규모하수처리장으로 폐기된 슬러지의 경우 농축조에서 슬

Table 6. Characteristics of influent and de-watering filtrate ; Ba-
tch test unit : mg/L, except BODL/VSS : g/g

Parameter

Influent (secondary 
clarifier supernatant)

Dewatering filtrate

Ave. (Min.~Max.) Ave. (Min.~Max.)

TBOD5 40.8 (39.0~43.0) 335.0 (329.0~342.0)

SBOD5 3.2 (3.0~4.0) 2.8 (2.4~3.6)

TSS 41.0 (38.0~45.0) 424.0 (416.0~432.0)

VSS 35.0 (33.0~38.0) 347.0 (342.0~354.0)

BODL/VSS 1.80 (1.77~1.84) 1.92 (1.83~1.96)

러지 저류조를 거쳐 최종 탈수시설 유입되어 처리되고 있으

며, 슬러지 저류 과정에서 민원에 의한 악취 방지를 위해 포

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TBOD5와 TSS의 경우 각각 

평균 40.8 및 41 mg/L로 법적 방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후단 여과기를 거친 후 2010년도 

평균 방류수질은 각각 3.7 및 3.3 mg/L로 나타났다. 따라서 

Y하수처리장의 경우 이차침전조에서 발생되는 고형물을 효
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공정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존문헌17,18)에서는 단위 VSS 당 단위 BODL 비
(g BODL/g VSS)를 1.42로 나타내고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

는 이차침전조 상징수 및 탈수여액에서 각각 1.80과 1.92 g 
BODL/g VSS의 수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소규모 하

수처리장 탈수여액 성상의 경우 여과 및 탈수시설에서 발생

되는 고농도 고형물(부유물질) 성분이 주를 이루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탈수여액 내 함유

된 부유물질 제거에 초점을 두어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차침전조 구조변경과 탈수여액 주입량 변화(이차침전조 

내통 주입)에 따른 처리 특성 평가 결과를 Table 7 및 Fig. 7
에 나타냈다. 탈수여액 주입량(Mode 1-6) 변화에 따른 TBO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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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BOD5 (b) TSS (c) BODL/VSS

Fig. 7. TBOD5 and TSS effluent concentration and BODL/VSS ratio with mode (de-watering injection dosage) and run (center-well 
depth).

Table 7. TBOD5 and TSS effluent concentration and BODL/VSS 
ratio with mode (de-watering injection dosage) and run 
(center-well depth)

Parameter
TBOD5 Ave.(Min.~Max.)

Run 1 (0.4 m) Run 2 (0.3 m) Run 3 (0.2 m)

Mode 1 23.4 (22.0~25.0) 34.4 (32.0~36.0) 30.4 (28.0~32.0)

Mode 2 24.0 (23.0~26.0) 29.0 (28.0~30.0) 30.0 (28.0~32.0)

Mode 3 23.0 (22.0~25.0) 29.0 (27.0~32.0) 28.0 (26.0~30.0)

Mode 4 24.0 (22.0~26.0) 35.2 (34.0~37.0) 34.4 (34.0~35.0)

Mode 5 29.6 (28.0~32.0) 33.6 (30.0~36.0) 38.4 (37.0~40.0)

Mode 6 33.6 (31.0~36.0) 38.4 (37.0~40.0) 37.6 (37.0~39.0)

Parameter
TSS Ave. (Min.~Max.)

Run 1 Run 2 Run 3

Mode 1 24.0 (22.0~26.0) 22.0 (19.0~24.0) 32.0 (29.0~34.0)

Mode 2 17.0 (15.0~19.0) 15.0 (13.0~18.0) 13.0 (11.0~14.0)

Mode 3 19.0 (16.0~23.0) 13.0 (10.0~16.0) 15.0 (14.0~17.0)

Mode 4 21.0 (17.0~25.0) 17.0 (14.0~19.0) 17.0 (15.0~19.0)

Mode 5 20.0 (17.0~24.0) 19.0 (14.0~22.0) 18.0 (15.0~21.0)

Mode 6 17.0 (16.0~19.0) 20.0 (18.0~23.0) 20.0 (17.0~24.0)

Parameter
BODL/VSS Ave. (Min.~Max.)

Run 1 Run 2 Run 3

Mode 1 2.04 (1.86~2.21) 3.82 (3.72~3.92) 2.54 (2.28~2.88)

Mode 2 3.63 (3.42~3.72) 5.45 (5.26~5.62) 4.51 (4.16~4.84)

Mode 3 2.10 (1.98~2.22) 4.06 (3.86~4.23) 3.99 (3.68~4.22)

Mode 4 2.86 (2.68~2.96) 6.24 (6.18~6.29) 6.54 (6.47~6.66)

Mode 5 3.61 (3.48~3.77) 5.68 (5.54~5.88) 6.81 (6.62~6.96)

Mode 6 4.11 (3.89~4.28) 6.73 (6.48~6.96) 7.14 (7.08~7.22)

unit : mg/L, except BODL/VSS : g/g

처리특성의 경우에는 Run 1, 2 및 3 조건 모두 Mode 1 (0%)
에서 3 (10%)까지는 일정한 처리 농도를 보였으며, Mode 
4 (20%)부터 처리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차침

전조 내통 길이 변화에 따른 결과는 내통길이(Run 1 (0.4 
m)→ Run 3 (0.2 m))가 감소할수록 처리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탈수여액 주입량(Mode 1-6) 변화에 따른 

TSS 처리특성의 경우에는 탈수여액 미 주입 시 Run 1, 2 및 

3에서 각각 24.0, 22.0 및 32.0 mg/L의 TSS 농도를 나타냈

으며, 탈수여액을 5% 주입 시 각각 17.0, 15.0 및 13.0 mg/L

로 미 주입 대비 29.17, 31.82 및 59.38%로 처리효율이 증

가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탈수여액 5% 이상부터는 

일정한 처리농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이차침전조 내

통 길이가 증가할수록 탈수여액이 슬러지 계면 층을 통과하

는 시간이 증가되고, 슬러지 층과 접촉하는 면적이 증가하

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Batch test 실험결과 탈수여

액 주입량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켰을 경우 방류 TSS의 경우 

Mode 1(0%) 대비 Mode 2에서 최대 약 59% 이상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BOD의 경우 mode 1~3까지 일정

한 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는 탈수여액을 주입

하였을 경우 탈수여액의 미 주입 조건에 비해 높은 BODL/ 
VSS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즉 탈수여액 미주입 시 월류

되는 고형물에 의한 BOD 보다 탈수여액 주입 시 월류되는 

고형물에 의한 BOD 농도가 높기 때문에 BOD 농도가 감소

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Steiner19)은 활성슬러지에 있는 

박테리아를 둘러싸고 있는 점액층은 주로 polymer로 이루

어져 있고 정전기적 또는 물리적인 힘으로 결합되어 있다

고 보고하고 있다. Rideau20)은 입자성 물질이 활성슬러지

내로 유입되면 점액층의 3차원적인 구조에서 가교(bridge) 
되며, 이 활성슬러지는 정체된 상태에서 그대로 침전되는데 

액상 내의 부유성 물질이 플록 덩어리에 의해 걸러져서 함

께 침전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생물응집(bio-floccula-
tion)은 활성슬러지 표면에 유기물이 흡착되는 동안 일어나

며, 이런 과정에서 exocelluar polymers는 부유 및 콜로이드 

물질을 응집에 의해서 제거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기존문헌

과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비추어 볼 때 이차침전조 구

조변경에 따라 탈수여액 처리가 가능한 것은 침전조 내부에 
존재하는 슬러지 층이 탈수여액 내 함유된 부유물질을 여과 

및 흡착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BODL/ 
VSS ratio를 분석한 결과 탈수여액 주입율에 따라 BODL/VSS
의 값은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Run 1
에서의 BODL/VSS ratio가 Run 2와 Run 3에 비해 낮은 경향

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슬러지 층을 탈수여액이 통과

하면서 탈수여액 내 포함된 부유물질이 슬러지 계면 층의 

여과 및 흡착으로 인해 제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방류 TBOD5와 BODL/VSS의 관계를 통해 슬러지 계

면 층을 거치는 시간과 접촉 면적이 SS 처리수질에 매우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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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Removal efficiencies of pilot plant ; Mode 1~6

Parameter
Removal efficiencies (%) Ave. (Min.~Max.)

Mode 1 Mode 2 Mode 3 Mode 4 Mode 5 Mode 6

#1

TBOD5 93.8 (92.5~95.2) 93.4 (91.3~95.2) 93.1 (90.8~95.2) 94.2 (92.1~95.9) 95.2 (92.5~97.4) 94.7 (93.3~96.0)

TSS 91.1 (87.8~93.3) 91.3 (88.4~94.0) 92.8 (88.9~96.1) 93.4 (85.6~96.4) 95.1 (91.5~97.2) 96.0 (94.6~97.7)

T-N 68.5 (61.8~74.3) 70.2 (59.5~77.3) 71.0 (63.8~77.6) 74.1 (67.1~82.1) 77.5 (68.1~84.9) 79.2 (72.3~87.2)

#2

TBOD5 94.3 (91.5~95.8) 93.6 (91.9~95.9) 94.4 (92.2~95.9) 94.7 (92.0~96.5) 95.7 (93.9~97.1) 95.6 (93.8~96.5)

TSS 94.1 (89.6~96.4) 93.3 (89.7~95.8) 93.4 (89.4~96.3) 95.3 (93.2~99.0) 95.6 (93.7~97.7) 95.9 (93.9~97.3)

T-N 69.0 (61.4~75.5) 70.4 (63.4~78.3) 71.0 (65.8~78.6) 75.1 (70.3~80.8) 79.7 (70.5~85.7) 80.6 (75.3~85.4)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로 판단된다.

3.3. 이차침전조 개선을 통한 연속식 운전특성 평가 결과 : 
Pilot plant

Pilot plant 운전기간 동안의 탈수여액 성상을 Table 8에 나

타내었다. TBOD5 및 TCODCr은 각각 최소 20.0, 44.8 mg/L, 
최대 320.0, 462.3 mg/L 및 평균 67.0, 158.2 mg/L 값을 나타

냈다. TSS의 농도는 최소 23.0 mg/L, 최대 356.0 mg/L 및 

평균 116.0 mg/L를 보였으며, NH3-N, NO3
--N 및 PO4

3--P의 

용존성 이온농도는 각각 평균 0.2, 1.6 및 0.2 mg/L의 값을 

나타냈다. 탈수여액 성상을 분석한 결과 용존성(Soluble) 오
염원의 농도 대비 입자상(Particulate) 오염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회분식 실험에서 사용된 탈수여액 

성상과 유사한 농도를 보였으며, 소규모 하수처리장 탈수여

액 성상의 경우 여과 및 탈수시설에서 발생되는 고농도 고형

물(부유물질)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Pilot plant 운전은 탈수여액 주입방법을 무산소조에 주입

하는 방법(Reactor #1)과 이차침전조에 주입하는 방법(Reactor 
#2)으로 구분하였다. Batch test 선행 연구 결과 내통길이가 

0.4 m(내통길이/침전조 전체길이 비율 : 0.82)로 하였을 경우 

가장 높은 효율을 나타냈으며, 이에 따라 pilot plant의 침전

조 또한 내통길이와 침전조 전체길이 비율을 0.82로 하여 

Table 8. Characteristics of influent and de-watering filtrate ; 
Pilot plant

Parameter
De-watering filtrate (mg/L, except pH)

Min. Max. Ave.

pH  6.2  7.5  6.7

Alkalinity 28.0  68.0  50.0

TBOD5 20.0 320.0  67.0

TCODCr 44.8 462.3 158.2

SCODCr 17.3  62.3  32.7

TSS 23.0 356.0 116.0

VSS 14.0 224.0  80.6

T-N 10.6  32.6  18.6

NH3-N  0.2  4.8  0.9

NO3
--N  1.6  7.9  4.0

T-P  0.3  5.6  2.6

PO4
3--P  0.2  1.7  0.6

제작 운전하였다. 운전 조건은 탈수여액 주입율(유입유량 대

비)을 각각 5, 10, 15, 20, 40, 40 (addition influent to reactor 
#2)%로 설정하였으며, 방류수질과 제거율을 비교하였다. 조
건별 Pilot plant 유입, 방류 및 제거효율을 Table 9 및 Fig. 
8~10에 나타냈다.

실험결과는 탈수여액 주입율 증가에 따라 Reactor #1과 #2 
조건에서 TBOD5, TSS 및 TN 방류수 농도가 일정한 것으로 

Fig. 8. Effluent concentrations of TSS with variational dewatering 
filtrate injection rate. ; Mode 1~6.

Fig. 9. Effluent concentrations of TBOD5 with variational dewate-
ring filtrate injection rate. ; Mod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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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ffluent concentrations of TN with variational dewatering 

filtrate injection rate. ; Mode 1~6.

나타났다. 이는 column 및 batch test 결과에서 도출한 poly-
mer에 의한 침강속도 증가 및 이차침전조 내통 길이 증가

에 따른 슬러지 계면 층의 여과 역할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Mode 6에서 Reactor #2에 유입유량을 무산소조

에 추가로 주입하여 두 반응기의 HRT를 동일 시 하여 운전

한 결과 안정적인 방류수질을 나타냈으며, Reactor #1과 #2
에서 유사한 제거효율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실험 결과를 토

대로 탈수여액을 개선된 이차침전조를 이용하여 유입유량 

대비 40%까지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생물학적공

정의 추가적인 처리용량 확보 가능성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

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권21)의 연구에서는 이차침전조의 Center-well 개선을 통해 

슬러지가 생물여과층을 형성함으로써 미세입자의 부상 및 

탈질가스로 인한 슬러지부상 억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

고하였다. 김22)의 생흡착을 이용한 하수의 유기물, 질소 및 

인 제거에 관한 연구에서는 생흡착조 내부의 슬러지 계면 층

에 의해 SS 성분이 제거됨을 보고하였으며, 유입수에 포함

되어 있는 SS성분이 생흡착조와 일차침전지를 거치면서 80% 
이상 제거되고 이후 질산화조와 재포기조를 거치면서 잔여 

SS성분이 제거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권23)의 연구에서 유지

관리문제와 추가부지확보가 수월하지 않은 소규모 처리장의 

경우, 침전조 내통을 이용한 구조적 변경으로 시설용량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하수처리공정 이차침전조의 구조개

선을 통해 고형물 부하율 증가에 따른 플록 상승과 내생탈

질에 의한 슬러지 부상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된 침전조 내

에 탈수여액을 주입하여 생물학적공정의 유입 부하량 감소 

및 처리용량 확보의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탈수여액 내 함유된 polymer 성분에 의해 이차침전조 

내 슬러지의 침강속도가 증가하였으며, 상징수의 TSS 농도 

또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polymer가 미세한 플록

을 응집 및 가교현상으로 침전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2) 이차침전조 내통 길이 증가에 따라 TBOD5 및 TSS의 

방류 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슬러지 계면 

층이 유입되는 탈수여액을 여과 및 흡착하는 역할을 하여 안

정적인 유기물 방류 수질을 보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차침

전조 내부로 탈수여액의 주입량을 변화하여 주입한 결과, 
20%까지는 방류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 이
상부터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3) 개선된 이차침전조가 적용된 pilot plant 규모 반응기를 

운전하였으며, 탈수여액 주입 위치를 무산소조와 이차침전

조로 구분하여 탈수여액을 5~40%까지 주입한 결과 두 조건

에서 모두 안정적인 방류수질을 나타냈다. 이는 column 및 

batch test 결과에서 도출한 polymer에 의한 침강속도 증가 

및 이차침전조 내통 길이 증가에 따른 슬러지 계면 층의 여

과 및 흡착 역할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4) pilot plant 현장 평가 실험 결과를 토대로 탈수여액을 

유입유량 대비 40%까지 이차침전조로 주입하여 처리가 가

능하며, 생물학적공정의 추가적인 처리용량 확보 가능성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탈

수여액 내 함유된 polymer 성분에 의한 침전효율 향상으로 

후단의 여과기에 대한 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5)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탈수여액의 원소분석을 통

해 함유된 폴리머 농도의 정량 분석이 필요하며, 무기․유

기 응집제 종류, 수온 및 탈수여액 수질특성 변화에 따른 생

물학적공정에 미치는 영향, 침강속도 및 처리효율을 평가해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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