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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하ㆍ폐수 처리를 위한 분리막 기술은 지난 20년 동안 꾸
준히 응용되어왔고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하ㆍ폐수의 재
이용 기술과 고도처리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고 신뢰성 있

는 기술로 인정되어 왔다. 특히, 침지형 MBR(Submer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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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cis@hoseo.edu
Tel: 041-540-5744 Fax: 041-540-5748

Membrane Bioreactor)공정은 완벽한 고-액 분리가 가능하
고 안정된 처리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하수

처리에 적용되고 있으며 실적 또한 증가 추세에 있다.1)

MBR이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ㆍ폐수 처리
에 광범위하게 적용하는데 제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것

은 막오염(membrane fouling) 문제이다. 즉, 분리막 표면에 
발달하는 케이크층(cake layer)으로 인한 유출수의 생산속
도 즉, 플럭스(flux)가 저하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 때
문이다. 안정적인 유출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또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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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Membrane bioreactor(MBR) processes have been widely applied to wastewater treatment for last decades due to its 
excellent capability of solid-liquid separation. However, membrane fouling was considered as a limiting factor in wide application of the
MBR process. Excess aeration into membrane surface is a common way to control membrane fouling in most MBR. However, the ex-
cessively supplied air is easily dissipated in the reactor, which results in consuming energy and thus, it should be modified for effective
control of membrane fouling. In this study, cylindrical tube was introduced to MBR in order to use the supplied air effectively. Mem-
brane fibers were immersed into the cylindrical tube. This makes the supplied air non-dissipated in the reactor so that membrane fouling
could be controlled economically. Two different air supplying method was employed and compared each other; nozzle and porous 
diffuser which were located just beneath the membrane module. Transmembrane pressure(TMP) was monitored as a function of airflow 
rate, flux, and ratio of the tube area and cross-sectioned area of membrane fibers(Am/At). Flow rate of air and liquid was regulated to 
obtain slug flow in the cylindrical tube. With the same flow of air supply, nozzle was more effective for controlling membrane fouling
than porous diffuser. Accumulation of sludge was observed in the tube with the nozzle, if the air was not suppled sufficiently. Reduc-
tion of membrane fouling was dependent upon the ratio, Am/At. For diffuser, membrane fouling was minimized when Am/At was 0.27,
but 0.55 for no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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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침지형 MBR 공정에서 막 오염과 플럭스 감소의 주요 원인인 케이크층에 의한 저항을 저감하기 위하여 분리막 모듈의 외
부에 원통형 관을 도입하 다. 도입된 원통형관 안에 노즐과 산기관을 적용하여 공기 주입량에 따른 공기와 액체의 2상흐름(Two
phase flow)중 slug 흐름을 유도하여 공기 방울에 의한 막세정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 다. 실험결과 동일한 유량의 공기를 공급할
경우 노즐에서 발생한 공기방울이 원통형관으로 유입되면서 효율적인 slug 흐름을 형성으로 산기관을 사용한 공급 방식보다는 막
오염 방지에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노즐로 공급되는 공기의 유량을 최적화하지 않는다면 원통형 관의 벽 부분부터
활성슬러지 혼합액이 퇴적하게 되거나 막간에 슬러지가 퇴적되어 관 내부의 급격한 막힘 현상이 발생하여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오히려 산기관보다 급격한 막오염 현상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원통형 관 내부에 침지된 분리막의 면적의 최적 비율, Am/At

가 비율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기관의 경우에는 Am/At 비율이 0.27일 때 최소화된 막오염이 관찰된 반면에, 노즐
의 경우에는 Am/At 비율이 0.55일 때 막오염이 최소값을 보 다. 따라서 상승하는 공기방울에 의한 막오염 저감효과는 관 내부의 중
공사막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Am/At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산기관과 노즐의 경우 그 최적비율은 각각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원통형관, 공기 방울, 공기 세정, 분리막의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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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플럭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막의 물리ㆍ화학

적 세척을 통한 막 오염의 제거 또는 막의 교체가 요구된

다. 그러나 이것은 침지형 MBR 공정의 운전 및 유지관리 
비용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2)

막 오염에 의한 플럭스 감소는 일반적으로 저항(resistance)
값으로 표시되며 저항은 크게 가역(reversible)저항과 비가
역(irreversible)저항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분리막의 미
세 기공이 막히는 현상은 비가역적이고, 시간 경과에 따라 
막 표면에 형성되는 케이크층(Cake layer)의 퇴적으로 인한 
저항은 가역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3) 막오염에서 대부
분을 차지하는 가역적 저항의 제어를 위해 사용되는 전형

적인 방법은 분리막 표면으로 과잉의 공기를 공급하여 발

생한 전단력(shear force)으로 인해 케이크층의 발달을 저
해하는 것이다. 막 오염 제어를 위해 막 표면으로 공급되
는 공기는 생물 반응조 내부의 활성슬러지 미생물들의 대

사과정을 위해서도 사용된다.
그러나 활성슬러지의 대사과정에 소모되는 공기의 양보

다 필요 이상의 과잉 공기가 공급되기 때문에 송풍을 위

한 유지비용이 과다하게 상승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공급
되는 에너지에 비해 그 효과는 그리 효율적이지 않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 표면으로 과잉 공급되는 공기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침지형 MBR 
공정에서 막 오염과 플럭스 감소의 주된 원인인 케이크층

에 의한 저항을 저감하기 위해서 공급하는 과잉공기를 최

적화하기 위해 분리막 모듈의 외부에 원통형 관을 도입

하 다. 원통형 관의 도입은 공기방울이 생물반응조 내부
로 분산되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 막 표면에 체류하는 
시간을 연장하여 주는 효과를 주기 위함이다. 또한 공기
와 액체의 2상흐름(Two phase flow)에 의해 발생하는 막
세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막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막 모듈을 원통형 관 내부에 

위치시키고, 노즐 또는 다공성 산기관을 원통형 관 하부
에 위치시킨 후에 유입 공기량의 변화 및 관 내부의 막 

모듈이 차지하는 단면적에 따른 막오염 저감 정도를 정량

화하 다. 막간차압(Trans-Membrane Pressure, TMP)의 변
화와 케이크층과 미세기공 막힘의 저항값을 각각 측정하

여 원통형 관 도입에 따른 정량화를 꾀하도록 하 다.

2. 재료 및 실험 방법
2.1. 활성슬러지 배양
본 실험에서 사용된 활성슬러지는 충남 C시의 환경사업
소의 폭기조 혼합액을 채취한 후 실험실에서 합성폐수로 

약 6개월간 순응시킨 후에 사용하 다. 합성폐수의 주요 
탄소원으로는 포도당을 사용하 고 주요 질소원으로는 황

산암모늄을 사용하 다. 합성폐수의 조성 및 농도를 Table 
1에 제시하 으며, 활성슬러지를 배양하기 위한 운전조건
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1. Composition of synthetic wastewater
Composition Unit Concentration

Glucose mg/L 983.7
Peptone mg/L 737.3

Yest extract mg/L 98.2
(NH4)2SO4 mg/L 830.0

KH2PO4 mg/L 263.2
MgSO4 - 7H2O mg/L 196.7
MnSO4 - 4H2O mg/L 17.7

Fecl3 - 6H2O mg/L 1.0
CaCl2 - 2H2O mg/L 19.7

NaHCO3 mg/L 123∼1,230

Table 2. Operation condition of activated sludge reactor
operating condition 

 Parameter Unit Values
F/M ratio gCOD/gMLSS 0.20∼0.25

Hydraulic retention time hr 10∼12
Solids retention time day 20

Aeration zone volume L 10
Settling time min 30
Air flow rate L/min 2.0

pH - 7.0±0.3
Temperature ℃ 20±3

MLSS mg/L 6,000∼6,500

2.2. 원통형 관이 침지된 MBR의 특성 및 운전방법
여과 실험에 사용된 분리막은 중공사(Hollow fiber)형태
로 소수성 재질을 친수성으로 개질한 PE(Polyethylene)재질
로 만들어졌고, 공칭공경은 0.4 µm인 정 여과(microfiltra-
tion)막으로 특성 및 사양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원통형 관이 도입된 MBR의 플럭스를 24 L/m2

․h로 일
정하게 유지하면서, Run 1, Run 2, 그리고 Run 3을 운
하 다. 원통형 관 내부에 삽입되는 분리막 모듈은 막 면
적에 따라 Run 1(총 막표면적 = 0.0034 m2), Run 2(총 막
표면적 = 0.0051 m2), Run 3(총 막표면적 = 0.0102 m2)의 
형태로 구분하 다. 이는 각각 중공사막 10, 15, 30가닥씩
을 모듈로 만들어 원통형 관 내부에 위치하게끔 한 것이다. 
원통형 관 내부에 침지된 중공사막이 차지하는 단면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유입되는 공기가 상승하면서 지나가

Table 3. Specification of the used membrane
 Characteristics

Type Hollow fiber
Material PE, Polyethylene(Hydrophilic)
Pore Size 0.4 µm

Outer Diameter 0.52 mm
Filtration mode Out-in
Manufacturer Mitsubisi co.,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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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pecification of the membrane module immersed in 
the cylindrical tube.

는 경로의 면적 분율이 다르며 막오염의 정도도 다를 것

으로 예상된다. 또한, 운  플럭스에 따라 막 오염 정도

가 다르기 때문에 플럭스를 24와 35 L/m2
․h로 변화시켜

가며 막오염을 관찰하 다.
원통형 관은 내경의 지름이 10 mm이고, 길이가 150 mm
인 원통형 투명 아크릴 관을 사용하 다. 원통형 관의 하
부는 공기 방울의 포집을 위하여 길이가 45 mm이고, 하
부의 내경이 50 mm인 원추형으로 만들었다. 분리막 모듈 
및 원통형 관의 사양을 Fig. 1에 나타내었다.
실험 전 미리 정상상태에 도달한 활성슬러지를 8 L의 
원통형 아크릴 반응기로 분취한 다음 Fig. 2에 나타난 생
물반응기에 원통형 관을 결합하지 않은 분리막 모듈(con-
trol)과 원통형 관에 삽입된 분리막 모듈(Run 1, 2, 3)을 
각각 침지시킨 후 연동 펌프(Cole-parmer instrument Co., 
USA)를 사용하여 여과하 으며, TMP가 일정하게 유지되
는 시점에서 운전을 종료하 다.

MBR의 내부는 활성슬러지의 혼합과 산소공급을 위한 
포기용 산기관이 바닥에 환형으로 각각 설치되었으며, 원
통형 관 내부로 막오염 저감을 위해 공급되는 산기 장치

는 산기관과 노즐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실험하 다. 포
기용 공기는 유량 1 L/min로 고정하여 공급하 다. 원통형 
관 내부의 2상 흐름의 유체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활성슬
러지 혼합액(액체)의 관 내부에서의 상승 유량을 측정하
다. 원통형 관 내부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혼합액을 전자
저울(Sartorius LP220s. Germany)로 유도하여 시간에 따른 
질량 변화를 측정하 다. 단위시간동안 측정되어 컴퓨터로 
전송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액체의 질량을 부피로 환산하

Fig. 2. Schematic of experimental setup of the MBR.

여 액체만의 유량을 정량화하 다. 원통형 관 내부로 유입
되는 기체의 유량은 유량계로 0.5, 1.0, 1.5, 2.0 L/min로 
조절하 다. 이렇게 측정된 액체와 기체 유량을 바탕으로 
2상흐름의 방식을 조절하 다.

2.3. 막 오염 및 TMP 측정
공기공급량 변화 및 원통형 관 내부의 막이 차지하는 

면적 변화에 따른 막오염 정도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플럭

스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TMP의 변화를 측정하 다. 이를 
위하여 연동펌프 전단 부분에 디지털 압력게이지(ZSE40F, 
SMC, Co., Japan)를 설치하여 여과시간에 따른 TMP의 변
화자료를 컴퓨터로 전송하고 이를 관찰하여 막오염을 정

량화하 다.
측정된 TMP와 직렬저항모델(Resistance in series model)4)

을 이용하여 저항값을 계산하여 막 오염 정도를 정량화하

다.

)()( fcmT RRR
TMP

R
TMPJ

++
==
µµ (1)

J = flux, µ = viscosity of permeate, RT = total resistance, Rm = 
intrinsic membrane resistance, Rc = cake layer resistance, 
Rf = pore fouling resistance이다.
막 자체의 저항 Rm은 활성슬러지를 여과하기 전에 초순

수를 여과하면서 측정된 TMP값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막 
표면에 활성슬러지의 퇴적현상으로 TMP가 40 kPa에 도달
하거나 운전개시 후 600분이 경과되면 연동펌프를 중지하
고 얻어진 TMP 자료를 이용하여 총저항(Rt)을 구하 다. 이
후 막표면에 퇴적된 케이크층을 제거한 후 초순수로 여과

하면서 얻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막내부 저항(Rf)를 구하
다. 각 저항값을 구하기 위해 Table 4에 제시된 조건으로 
MBR을 운전하 다.

3. 결과 및 고찰
3.1. 원통형 관 내부의 2상흐름 분석
노즐과 다공성 산기관을 사용하여 공기유량을 0.5, 1.0, 

1.5, 2.0 L/min로 증가시켜가면서 원통형 관 밖으로 유출
되는 활성슬러지 혼합액의 유량(Ql)을 조사하 다. 노즐과 
다공성 산기관에서 측정된 슬러지의 혼합유량(Ql)은 큰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Table 4. Operating condition of MBR for measurement of 
membrane fouling

Parameter Range
Permeate flux(L/m2․hr) 24/35

HRT(h) 10∼12
SRT(day) 25∼30

MLSS(mg/L) 6,000∼6,500
Temperature(℃)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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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유량(Qg)과 액체유량(Ql)값이 측정되면 다음 식 (2)를 
이용하여 기⋅액유량비(ε)를 계산할 수 있다.

lg

g

QQ
Q
+

=ε (2)

일반적으로 ε 값에 따라 2상흐름의 형태가 바뀐다. ε 값
이 증가함에 따라 관 내부에서의 2상흐름 형태는 Fig.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bubble, slug, churn, annular flow 등
으로 변화한다. 원통형 관안에서의 bubble 흐름은 기체가 
일정한 방울 모양의 형태를 형성하며, slug(또는 plug) 흐
름은 공기방울이 원통형 관안을 가득채운 상태로 달팽이

(또는 총알) 모양을 형성한다. Churn 흐름은 불안정한 상
태로 거의 모든 액체가 관 벽으로 흐르고, 크고 작은 공기
방울이 지속적으로 흘러가는 형태를 나타낸다. 마지막으
로 annular 흐름은 관 벽에 액체가 흐르고 중심에는 작은 
공기방울이 형성되어 분산되어있는 형태이다.5,6)

중공사형 또는 관형 분리막 내부의 2상흐름이 slug flow 
형태의 흐름을 유지하면 막오염을 방지하는데 매우 효과적

이며, slug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ε 값의 범위는 0.2 < ε < 
0.9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7,8) 본 연구에서도 유량 데이터
를 이용하여 ε 값을 계산하여 Table 5에 제시하 다. 노즐
과 다공성 산기관의 ε 값 모두 유사하며, slug 흐름 형태를 
형성하기에 적합한 ε 값의 범위(0.2 < ε < 0.9) 안에 드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Fig. 3. Two phase flow patterns in vertical upflow in a cylin-
drical tube.

Table 5. Uprising activated sludge flow rate according to air 
supply in the tube

Air flow rate(Qg)
(L/min)

Uprising sludge flow 
rate(Q l)
(L/min) lg

g

QQ
Q
+

=ε

Nozzle Porous diffuser Nozzle Porous diffuser
0.5 0.45 0.46 0.52 0.52
1.0 0.71 0.76 0.59 0.57
1.5 0.69 0.77 0.69 0.66
2.0 0.68 0.74 0.76 0.73

3.2. 원통형관 내부 공기 주입방식에 따른 막오염 방
지의 효과

Fig. 4(a)는 원통형 관에 총 막표면적이 0.0034 m2(중공
사 10가닥)으로 구성된 막 모듈(Run 1)을 MLSS 농도가 
6,500 mg/L인 생물반응기에 침지시킨 후, 일정한 플럭스 
24 L/m2

․h로 고정하여 운전시간 600분 동안 또는 TMP
가 40 kPa에 도달 할 때까지 여과하면서 관찰된 TMP 변
화이다. 원통형 관 하부에 산기관과 노즐을 위치하게 하고 
유량을 변화시켜가면서 공기를 공급하 다. 또한 생물반
응기 하단에 원통형 관을 침지시키지 않은 대조군(control)
을 두어 동일한 조건으로 운전하 다. 이 때 원통형 관을 
사용한 모듈과 동일한 유량으로 산기관을 통하여 공기를 공

급하여 원통형관의 침지 효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하 다.
대조군의 분리막 모듈은 공기 공급유량이 0.3 L/min에서 

1.0 L/min로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TMP가 40 kPa에 
도달 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에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공기 공급유량이 0.3 L/min에서 1.0 L/min로 증가하
을 경우, Rc+Rf 값은 4.71(1012×m-1)에서 4.56(1012×m-1)으
로 감소하는데 그쳤다. 막 표면의 케이크 층 퇴적 현상을 
저감하기 위해서 공기공급량을 약 3배 이상 증가시켰음에
도 불구하고, 막오염을 완화시키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기방울이 막 표면으로 집중되
지 않고 생물반응조 전체로 분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모듈을 원통형 관에 침지한 경우, 원통형 관을 
사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TMP가 40 kPa에 도달 할 때
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연장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
를 들면, 대조군의 유량이 0.3 L/min인 경우 약 300분이 소
요되는 반면에 원통형관에 산기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600
분 운전하여도 TMP가 약 30 kPa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
았다. 또한 원통형관에 노즐을 사용한 경우에는 600분 운
전하여도 TMP가 약 24 kPa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아서 
산기관보다 노즐이 막오염 방지에 보다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1 mm 직경을 가지고 있는 노즐에서 발
생하는 공기방울이 10 mm 원통형관으로 유입되어 효율적
인 slug 흐름을 형성하 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그러나 원통형 관에 산기관을 사용하여 주입공기 유량을 

0.3 L/min에서 0.5 L/min로 증가하 을 경우 오히려 TMP
가 더욱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각각의 실험에서 
사용한 분리막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저항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분리막 자체의 저항 즉, Rm 값은 분
리막에 따라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측정된 TMP만으로는 
정확한 막오염 정도를 비교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분리막 
자체의 저항에 의한 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Fig. 4(a)의 
TMP 데이터를 변환하여 Rt/Rm비로 나타내었다. Fig. 4(b)
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원통형 관에 산기관을 사용하

여 주입공기 유량을 0.3 L/min에서 0.5 L/min로 증가하
을 경우 Rt/Rm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막오염
이 저감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통형 관을 도입하여 막을 
그 내분에 침지하는 것이 막오염 방지에 효과적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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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Variation of TMP and Rt/Rm ratio as a function of 

time under different air supply regime.

할 수 있었다. 또한 산기관을 사용한 공기공급 방식보다
는 노즐의 사용이 막오염 방지에 보다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3.3. 원통형관 내부 막모듈의 플러스 변화에 따른 막
오염

원통형 관에 중공사 15가닥(총 막표면적 = 0.0051 m2)으
로 구성된 모듈(Run 2)을 MLSS 농도가 6,200 mg/L인 생
물반응기에 침지시킨 후, 플럭스를 24 L/m2

․h와 35 L/m2
․

h로 변화해가면서 운전시간 600분 또는 TMP가 40 kPa에 
도달할 때까지 TMP 변화를 관찰하 다. 측정된 TMP를 
분리막 자체의 저항에 의한 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Rt/Rm 
비율로 변환하여 나타내었다. 원통형 관 내부로 주입되는 
공기의 유량은 모두 0.3 L/min로 동일하게 유지하 다.
플럭스를 24 L/m2

․h로 낮게 운전한 경우가 35 L/m2
․

h로 높게 유지한 경우보다 Rt/Rm 증가율이 적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산기관보다
는 노즐을 사용한 공기주입이 막오염 감소에 보다 효과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플럭스를 높게 유지하면서 여과하면

Fig. 5. Variation of Rt/Rm ratio as a function of time under 
different regime of air supply and flux.

활성슬러지 혼합액이 막 표면으로의 이송(convection)이 증
가하기 때문에 케이크층이 더욱 발달하게 되고 따라서 막

오염이 증가하는 것이다. 특히 임계플럭스(critical flux) 이
상으로 여과하면서 운전할 경우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9)

그런데 노즐을 이용하여 0.3 L/min의 유량으로 공기를 
공급하 을 경우, 220분까지는 Rt/Rm 비율이 서서히 증가
하다가 그 이후에 갑작스런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은 플럭스를 24 L/m2

․h 또는 35 L/m2
․h로 운전하는 

경우 모두 나타났다. 실험이 종료된 후 원통형관 상부를 
관찰하여 본 결과 활성슬러지 혼합액이 중공사 가닥과 가

닥 사이에 축적되어 관 내부가 폐쇄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일한 유량으로 공기를 공급한 산기관의 경우에
는 이러한 막힘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산기관의 경우에
는 공기방울이 원통형 관 내부에 골고루 분포하면서 상

승하기 때문에 관 내부의 특정한 부분에 공기가 편중되거

나 존재하지 않을 확률이 노즐보다는 덜한 편이다. 그러나 
노즐의 경우에는 공기방울이 연속으로 수직상승하면서 관

의 벽 부분보다는 중앙에 편중되어 공기가 공급된다. 따라
서 공급되는 공기 유량이 충분하지 않다면 관의 벽 부분부

터 활성슬러지 혼합액이 퇴적하게 되어 관 내부의 급격한 
막힘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노즐을 통해 
공급되는 공기 유량이 충분하다면 또는 아직 관 벽을 따

라 슬러지의 퇴적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관 내부에 형성되
는 slug 흐름으로 인해 노즐의 막오염 제어효과가 산기관
보다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앞 절과 본 절의 
실험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즐을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슬러지 퇴적의 또 다른 이

유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원통형관 내부에서 차지하고 
있는 분리막의 체적이다. 즉, 원통형 관 내부에 침지되어 
있는 중공사의 갯수가 증가할수록 막이 차지하는 체적은 

증가하며, 중공사막의 길이는 모두 동일하므로 관 내부에
서 막이 차지하는 단면적(Am)도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침
지된 분리막의 갯수가 증가하면 막의 단면적(Am)과 원통
형관의 단면적(At)의 비율, Am/At 역시 증가한다. 노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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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ffuser

(b) nozzle
Fig. 6. Variation of Rt/Rm as a function of time with different 

runs; (a) diffuser, (b) nozzle.

통해 수직상승하는 slug 흐름에 의한 막 표면의 scouring 
효과는 Am/At 비율에 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이는 원통형관 내부에서 중공사막이 차지하고 있는 단
면적 비율에 따른 막오염 저감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을 시사하고 있으며 다음 절에서 이를 설명하 다.

3.4. 원통형 관 내부 막모듈이 차지하는 부피에 따른 
막오염 방지효과

원통형관 내부의 중공사막의 가닥수를 각각 10가닥(Run 
1), 15가닥(Run 2) 30가닥(Run 3)으로 만들어 원통형관 내
부에 침지시키고, 동일한 공기 공급유량(0.5 L/min)과 플
럭스(24 L/m2․h)를 유지하면서 TMP를 관찰하 고, 이를 
바탕으로 Rt/Rm 비율을 계산하여 나타내었다.
산기관의 경우 Run 1이 가장 급격한 Rt/Rm 증가를 보
고, Run 2의 증가율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
통형관 내부에서 막이 차지하는 단면적 비율(Am/At = 0.18)
이 가장 적은 Run 1의 공기세정 효과가 가장 적었다. 이
는 막모듈이 관 내부에서 차지하는 단면적이 적기 때문에 
주입된 공기 대부분이 막모듈로 향하지 못하고 관 내부의 
빈 공간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저항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

이다. 따라서 단면적 비율, Am/At이 0.18에서 0.27로 증가
한 Run 2의 경우 운전시간 600분 기준에서의 Rt/Rm 비율

Table 6. Comparison of RT/Rm for each run

Air supply
method

Unit RT/Rm ratio
Am/At 0.18 0.27 0.55

Flux(L/m2․h) 24
Run Run 1 Run 2 Run 3

Porous 
diffuser

Air flow 
rate

(L/min)

0.3 5.33 1.99 -
0.5 4.41 2.03 2.63
1.0 - 2.65 4.60
1.5 - - 2.83

Nozzle
Air flow 

rate
(L/min)

0.3 4.17 1.84 -
0.5 2.14 2.41 1.81
1.0 - 2.59 2.33
1.5 - - 2.54

이 Run 1에 비해 약 54% 정도 감소하 다. 이는 막의 단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여 주입된 공기 대부분이 

막의 세정에 알뜰히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단면
적 비율, Am/At을 다시 0.27에서 0.55로 증가한 Run 3의 경
우 600분에서의 Rt/Rm 비율은 오히려 Run 2보다 30% 정
도 증가하 다. 이는 관 내부가 막모듈로 가득 차서 주입
된 공기가 효과적으로 관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세

정 효과가 저하하여 저항값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노즐의 경우에는 Run 2가 가장 급격한 Rt/Rm 
증가를 보 고, Run 3의 증가율이 가장 적었다(Fig. 6b). 
Run 1에서 Run 2로 Am/At 비율이 0.18에서 0.27로 증가
하 을 경우 600분에서의 Rt/Rm 비율은 산기관의 경우와
는 달리 약 13% 정도 증가하 다. 다시 막면적을 증가시킨 
Run 3의 경우에는 Rt/Rm 비율이 Run 2에 비해서 25% 정
도 감소하여 제일 적은 Rt/Rm값을 보 다. 이는 노즐로부
터 상승하는 공기방울이 중공사 가닥과 가닥 사이에서 효

과적으로 slug 형태를 형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막의 단면적이 적은 Run 1의 경우에는 막과 관의 벽 사이
에서 slug 흐름이 형성되어 막오염이 감소되었으나 막의 
단면적이 증가한 Run 2의 경우에는 중공사와 관 벽 사이
의 간격이 좁아져서 slug 흐름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생
각된다. 그러나 막의 단면적이 더욱 증가한 Run 3의 경
우에는 중공사막과 관 벽 사이의 간격은 더욱 좁아지기 때

문에 공기방울이 중공사 가닥 사이사이로 흘러가는 slug 
흐름을 형성하여 막오염이 감소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Am/At 비율이 증가 또는 감소
함에 따라 막오염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막오염을 보이는 최적 Am/At 비율
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산기관의 경우 중공사막 20가닥이 
침지된 Run 2에서 최소화된 막오염이 관찰된 반면에, 노
즐의 경우는 중공사막 30가닥이 침지된 Run 3에서 막오
염이 최소화되었다. 결국 상승하는 공기방울에 의한 막오
염 저감효과는 관 내부의 중공사막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Am/At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산기관과 노즐의 경우 그 
최적비율은 각각 다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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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MBR 공정에서 막 오염 저감을 위해 원통형 관을 도입
하 다. 원통형 관 내부에 분리막 모듈을 위치시키고 공급
되는 공기가 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여 공기에 의

한 세정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 다. 산기관과 노즐을 이
용하여 공기를 공급하는 방식을 달리하고 공기공급 유량 

변화에 따른 2상흐름 여부를 관찰하 다. 또한 플럭스를 
달리하거나 원통형 관 내부에 침지되는 막의 개수를 변화

시켜가면서 막오염 저감 효과를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

론을 도출하 다.

1) 동일한 유량의 공기를 공급할 경우에 산기관을 사용
한 공급 방식보다는 노즐을 사용하는 것이 막오염 방지에 
보다 효과적이었다. 이는 노즐에서 발생한 공기방울이 원
통형관으로 유입되면서 효율적인 slug 흐름을 형성하기 때
문이라고 추정된다.

2) 그러나 노즐에 공급되는 공기의 유량이 충분하지 않
다면 원통형 관의 벽 부분부터 활성슬러지 혼합액이 퇴적

하게 되어 관 내부의 급격한 막힘 현상이 발생하여 일정시

간이 경과하면 오히려 산기관보다 급격한 막오염 현상을 보

다.
3) 원통형 관 내부에 침지된 분리막의 개수가 증감(Am/ 

At 증감)함에 따라 막오염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막오염을 보이는 최적 Am/ 
At 비율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기관의 경
우에는 Am/At 비율이 0.27일 때 최소화된 막오염이 관찰된 
반면에, 노즐의 경우에는 Am/At 비율이 0.55일 때 막오염
이 최소값을 보 다. 따라서 상승하는 공기방울에 의한 막
오염 저감효과는 관 내부의 중공사막이 차지하고 있는 비

율, Am/At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산기관과 노즐의 경우 
그 최적비율은 각각 다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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