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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equencing batch reactor (SBR) was operated under different pH conditions to better understand the influence of pH to 
granulation in enhanced biological phosphorus removal systems. Granules from the SBR were also investigated using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and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X). Considerable decreases in the amount 
of phosphorus released per substrate provided under anaerobic conditions and the content of biomass polyphosphate under 
aerobic conditions were observed when pH was changed from 7.5 to 7.0, followed by 6.5. Aerobic granulation was also 
observed at pH 7.0. A number of bacteria with the typical morphological traits of tetrad-forming organisms (TFOs) were 
observed at pH 7.0, including large members of cluster. Filamentous bacteria were also there in large numbers. The occurrence 
and growth of granules were further enhanced at pH 6.5. A SEM analysis showed that the aerobic granules had a compact 
microbial structure with shaperical shape and morphologically consisted of aggregates of small coccoid bacteria and 
filamentous bacteria encapsulated by extracellular polymeric substance. The main material ions identified by EDX moreover 
revealed that the structural materials for polyphosphate in the granules include phosphorus, potassium and calcium. Therefore, 
these results strongly suggested that PAOs are a dominant population in the microbial community of the aerobic gran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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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생물성장의 필수 양소인 인은 질소와 더불어 하수로부

터 히 제거되지 않고 방류되면 폐쇄성 수역에 부 양

화와 같은 심각한 수질문제를 일으키는 물질로 생물학  

제거 방법이 리 사용되고 있다. 생물학  인 제거 방법

은 기성 조건에서 세포 내 폴리인산을 인산염으로 분해

하여 에 지를 생산하고 유기물을 섭취하여 PHB (Poly-
hydroxybutyrate)를 세포 내에 합성‧ 장하며, 호기성 조건

에서 PHB를 에 지  성장의 탄소원으로 이용하여 인을 

섭취하고 성장하는 인 축  미생물의 생리학  특성을 이

용한다. 이 과정에서 인 제거의 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미생물로는 Betaproteobacterial polyphosphate-accumulating 
organisms (PAOs) (여상민과 이 옥, 2002; Crocetti et al., 
1999)와 Actinobacterial PAOs (Kong et al., 2005) 등이 알

려져 있다. 그러나 생물학  인 제거 공정은 PAOs의 우

화를 해 기성과 호기성으로 구성된 복잡한 공정이 필

요하며, 때로는 갑작스럽게 처리능력이 하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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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세포 내에 리코겐을 축 하는 Glycogen-accumulating 
organisms (GAOs) (Crocetti et al., 2002)나 Tetrad-forming 
organisms (TFOs) (Wong et al., 2004)의 우 화는 인 제거 

능력을 더욱 하시켜 처리능력을 측하기 어렵게 한다. 
GAOs나 TFOs는 세포 내에 폴리인산 신 리코겐을 축

하는 을 제외하고는 PAOs와 생리학 으로 매우 유사

하며, 독특한 구균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들 미생물은 

기성 조건에서 PAOs와 탄소원 섭취에 있어서 경쟁 계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출 과 우 화는 인 제거 효율을 심각

하게 하시킨다.
한편 생물학  인 제거 공정에서 pH 조정에 의한 GAOs

의 제어방법이 Filipe 등(2001a, 2001b)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 방법은 기성 조건에서 pH가 7.25 이상일 때, PAOs보
다 GAOs의 유기물 섭취 속도가 크게 하되는 생리학  

특성을 이용하여 GAOs의 성장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기존 

활성 슬러지 공정에 간단히 용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높은 pH 운 조건이 활성 슬러지에 어

떠한 향을 미치는지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최
근 pH 7.5에서 운  인 생물학  인 제거 회분식 반응기

(Sequencing batch reactor: SBR)를 pH 6.5로 낮추어 운

한 결과, 격한 pH 변화가 미생물의 군집뿐만 아니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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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학  특성에도 큰 향을 미쳐 일반 으로 활성 슬러지 

공정에서는 잘 찰되지 않는 그래뉼의 출 과 성장이 이

례 으로 찰되기도 하 다(Ahn et al.,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물학  인 제거를 해 다양한 pH 조건에서 

SBR을 운 하는 동안 생성된 그래뉼이 pH 변화  인 제

거 능력과 어떤 상 계를 갖는지를 알아보기 해 그래

뉼의 구성성분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질분석 결과와 함

께 논의하 다.

2. 연구방법

2.1. SBR의 운

다양한 pH 운 조건에서 생물학  인 제거 효율을 평가

하기 해 1 L 용량의 SBR (B. Braun, UK)을 약 20°C로 

유지되는 실험실에서 합성폐수를 이용하여 약 1년 동안 운

하 다. pH 7.5에서 28일, pH 7.0에서 48일, pH 6.5에서 

110일 등 총 186일간 운 하 고, 재 성 확인을 해 pH
를 6.5에서 7.5로 높여 70일, pH 7.0에서 77일 그리고 pH 
6.5에서 46일 등 총 193일간 추가 으로 운 하 다. 이 

때 필요한 pH 운 조건은 콘트롤러(505, LH Fermentation, 
UK)를 사용하여 유지하 다. SBR의 운 주기는 유입수 주

입 5분, 기성 조건 115분, 호기성 조건 195분, 침  30분 

그리고 처리수 배출 15분 등 총 360분을 1 사이클로 하루

에 4 사이클로 하 다. 1 사이클 당 0.5 L의 합성폐수를 

처리하여 12시간의 수리학  처리시간을 유지하 으며, 호
기성 조건 종료 직  약 36 mL의 슬러지를 제거하여 7일
의 고형물체류시간을 유지하 다. 운 기, 원활한 SBR 
운 을 해 UCT 공정의 호기조에서 채취한 슬러지를 식

종하 으며, 합성폐수는 1 L 당 CH3COO･Na 512.5 mg (150 
mg-C/L), NaH2PO4･2H2O 85.3 mg (17 mg-P/L), NH4Cl 100.8 
mg, MgSO4･7H2O 180 mg, KCl 72 mg, CaCl2･2H2O 14 mg, 
n-allylthiourea 2 mg, yeast extract 5 mg, peptone 5 mg 그
리고 미량원소 0.3 mL (Smolder et al., 1994a)로 구성되었

다. 한편 미생물의 반응을 원활히 하기 해 기성  호

기성 조건 동안 교반기를 이용하여 분당 약 300 rev.의 속

도로 교반하 으며, 호기성 조건을 유지하기 해 분당 

450 mL의 공기를 스테인리스 산기 을 통해 공 하 다. 
이 때 용존산소농도는 호기성 조건 기에 약 2~3 mg/L로 

유지되다가 증가하여 종료 직 에 약 8 mg/L까지 증가하

다.

2.2. 화학  분석

세포 내 PHB와 리코겐을 분석하기 해 27일(pH 7.5), 
76일(pH 7.0)  133일(pH 6.5)에 기성 조건이 종료되기 

직  슬러지를 채취하여 동결 건조하 다. PHB 분석을 

해 메탄놀을 이용해 만든 10% sulfuric acid와 100% 
chloroform으로 동결 건조한 슬러지로부터 100°C에서 24시
간 동안 추출한 HB를 chrompack capillary column (CP- 
Sil5CB, Varian, USA)을 장착한 가스크로마토그라 (3900, 
Varian, USA)로 정량하 다(Satoh et al., 1996). 한 리

코겐 분석을 해 0.6N HCl로 동결 건조한 슬러지로부터 

121°C에서 1시간 동안 추출한 루코스를 hexokinase 
enzyme glucose kit (Thermo, Australia)로 정량하 다(Filipe 
et al., 2001a). 한편 인산염, 총인  MLSS는 Standard 
Method (APHA, 1999)의 실험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2.3. SEM-EDX 분석

그래뉼 표면을 분석하기 해 182일(pH 6.5)에 호기성 

조건이 종료되기 직  그래뉼을 채취하여 2.5% glutaralde-
hyde 용액에서 12시간 동안 고정하고 아세톤(0~100%, v/v)
으로 탈수한 후, 임계  건조(CDP 030, Bal-Tec, UK)와 탄

소 코 을 실시하 다(田中敬一, 1992). 그 후 자 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S150, Cambridge, 
UK)과 에 지 분산형 엑스선 분 기(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X) (Link AN 10,000, Link system, UK)를 

이용하여 그래뉼 표면의 구성성분을 분석하 다.

3. 결과  고찰

3.1. pH 변화와 인 제거

pH 변화에 따른 생물학  인 제거 능력을 평가하기 해 

pH 7.5, 7.0 그리고 6.5의 운 조건에서 SBR을 약 1년간 

운 하 고, 그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운 기, pH 
7.5에서 SBR 운 과 함께 기성 조건에서의 인 농도가 

속히 증가하여 20일만에 약 113.5 mg-P/L에 도달하 고, 
호기성 조건에서는 13일부터 0.1 mg-P/L 이하의 인 농도가 

유지되어 높은 처리효율이 찰되었다. 이는 운 기 식종 

미생물이 합성폐수에 잘 응하고 인 제거 미생물의 우

화도 원활히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단된다. 한편 29일부

터 pH를 7.5에서 7.0으로 낮추어 운 한 결과, 기성 조건

에서의 인 농도가 속히 감소하여 47일에 약 62.1 mg-P/L
까지 감소하 고, 호기성 조건에서의 인 농도는 속히 증

가하여 36일에 약 17.4 mg-P/L까지 악화되었다. 그러나 54
일부터 기성 인 방출 능력이 회복되어 61일에는 약 84.3 
mg-P/L까지 인 농도가 증가하 고, 호기성 조건에서의 인 

농도도 기성 인 방출 능력의 감소 추세가 격히 어든 

32일부터 호기성 인 제거 능력이 빠르게 회복되어 45일부

터 0.1 mg-P/L 이하의 인 농도가 유지되었다. 더욱이 77일
부터 pH를 7.0에서 6.5로 낮추어 운 한 결과, 기성 조건

에서의 인 농도가 더욱 감소하여 약 72.6 mg-P/L까지 감소

하 으나 호기성 조건에서는 다른 pH 조건과 같이 높은 

인 제거 효율이 유지되었다.
한편 각각의 pH 운 조건에서 기성 조건 동안 제거된 

유기물 당 인 방출량, PHB 합성량  리코겐 사량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는데 pH가 낮을수록 

기성 조건에서 섭취한 유기물 당 인 방출량과 PHB 합성량

은 감소하나 리코겐의 사량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pH 7.5에서 인 방출량과 PHB 합성량은 0.586 
mM-P/mM-C와 0.640 mM-C/mM-C로 모든 pH 운 조건 

에서 가장 높았으나 리코겐 사량은 0.304 m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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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mount of phosphorus and intracellular relevant compounds transformed for enhanced biological phosphate removal 
during anaerobic stage
Period
(days) pH ∆P/∆C

(mM-P/mM-C)
∆PHB/∆C

(mM-C/mM-C)
∆Glycogen/∆C
(mM-C/mM-C)

20~28 7.5 0.586 0.640 0.304
54~76 7.0 0.423 0.367 0.495

77~186 6.5 0.375 0.328 1.303
187~256 7.5 0.469 n/a n/a
257~333 7.0 0.430 n/a n/a
334~379 6.5 0.362 n/a n/a

n/a: not available

Fig. 1. Daily effluent P concentrations at the end of anaerobic 
and aerobic stages of the SBR under different opera-
tional pH conditions.

mM-C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pH 7.0에서의 인 방출량과 

PHB 합성량은 0.423 mM-P/mM-C와 0.367 mM-C/mM-C로 

각각 27.8%와 42.7%가 감소하 고 리코겐 사량은 

0.495 mM-C/mM-C로 62.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pH 6.5에서도 인 방출량과 PHB 합성량이 0.375 

mM-P/mM-C와 0.328 mM-C/mM-C로 pH 7.0의 운 조건

과 비교해 각각 11.3%와 10.6%가 감소하 으나 리코겐 

사는 1.303 mM-C/mM-C로 163.2%나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pH 조건에 따라 생물학  인 제거 공정과 

련된 미생물의 기성 유기물 섭취 능력의 변화와 PHB를 

합성하는데 필요한 에 지 공 원의 차이 때문으로 단된

다. pH 조건이 낮을수록 기성 조건에서 PAOs의 유기물 

섭취 능력은 크게 하되지만 GAOs나 TFOs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ilipe et al., 2001b). 따라서 낮은 

pH 조건에서 PAOs가 섭취하지 못한 유기물 일부를 사상

균을 포함하는 일반종속 양미생물이 섭취하여 성장했기 

때문에 PHB 합성량이 감소한 것으로 단된다. 한편 

PAOs는 PHB 합성에 필요한 에 지와 환원력을 폴리인산

과 리코겐에서 각각 얻기 때문에 리코겐 사량이 

지만 GAOs나 TFOs는 리코겐에서 모두 얻기 때문에 

사량이 상 으로 많다. pH 6.5에서 산염을 PHB로 합

성하는데 GAOs는 PAOs 보다 약 3.8배의 리코겐 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Filipe et al., 2001c; Smolder

Fig. 2. Methylene blue-stained micrograph of mixed culture 
from the SBR at pH 7.0 (Diamond-ended-arrow: 
tetrad-forming organisms and circle-ended-arrow: 
filamentous bacteria).

et al., 1994b). 따라서 낮은 pH 조건에서 PAOs가 섭취하지 

못한 유기물 일부를 GAOs나 TFOs가 섭취해 PHB를 합성

했기 때문에 은 양의 인 방출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리

코겐 합성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단된다.
한편 pH 운 조건을 7.5에서 7.0으로 낮추었을 때, 호기

성 조건에서의 인 농도가 크게 증가한 33일부터 미생물 생

태계의 변화가 일어나 Fig.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TFOs의 

형태를 가진 미생물과 사상균의 출 이 찰되었다. 이 때 

슬러지 폴리인산 함유량은 9.7% (pH 7.5)에서 6.8% (pH 
7.0)와 6.0% (pH 6.5)로 크게 감소하 고 리코겐 함유량

은 11.0% (pH 7.5)에서 14.4% (pH 7.0)와 15.4% (pH 6.5)
로 증가하 다. 이들 TFOs는 세포 내에 폴리인산 신 

리코겐을 합성하여 장하는 미생물로 기성 조건에서 

PAOs와의 탄소원 경쟁 때문에 생물학  인 제거 능력을 

크게 하시킨다. 표 인 미생물로 Defluviicocus 련 

TFOs (Wong et al., 2004)가 리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GAOs의 형 인 생리학  특성을 가진 Defluviicocus 
련 사상균(McIliroy et al., 2010)도 보고되었다. 따라서 낮

은 pH 조건에서 TFOs나 사상균의 우 화는 PAOs와의 탄

소원 경쟁을 통해 생물학  인 제거 공정의 효율을 크게 

하시킬 뿐만 아니라 슬러지의 침 성도 악화시킬 수 있

는 만큼 이들 미생물의 우 화 방지를 해서는 높은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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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서의 운 이 바람직할 것으로 단된다.
한편 pH 변화에 따른 생물학  인 제거 능력의 변화를 

확인하기 해 187일부터 pH를 6.5에서 7.5로 높여 70일간 

운 한 후, pH 7.0에서 77일간, pH 6.5에서 46일간 운 한 

결과, pH가 낮을수록 기성 조건에서의 인 농도 감소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pH 7.5에서 기성 조건에서의 인 농

도가 SBR 운 기 pH 7.5에서 찰된 인 농도보다 약 

21% 었는데 이는 pH 6.5에서 우 화한 TFOs가 pH 7.5
에서 부 제어되지 못하고 일부가 살아남아 PAOs와 지속

인 탄소원 경쟁을 했기 때문으로 단된다. 그러나 pH 
7.0과 6.5에서 기성 조건에서의 인 농도는 SBR 운 기

와 거의 동일하 고, 호기성 조건에서는 모든 pH 운 조건

에서 0.1 mg-P/L 이하의 인 농도가 유지되었다.

3.2. 그래뉼 생성

SBR 운 기, pH 운 조건을 7.5에서 7.0으로 낮추어 

운 하 을 때, 호기성 조건에서 인 농도가 일시 으로 증

가하 으나 곧 회복되어 양호한 유출수를 얻을 수 있었는

데 이 때 인 제거 능력의 회복과 함께 직경 1 mm 이하의 

작은 그래뉼의 출 이 찰되었다. 생성 기 그래뉼은 형태

학 으로 비교  도가 낮은 형태를 띠었지만 운 시간의 

경과와 함께  그래뉼의 모습을 갖추었다. 더욱이 pH를 

7.0에서 6.5로 낮추었을 때도 Fig. 3에 나타낸 것과 같이 

그래뉼의 성장이 계속 찰되어 약 1~2 mm까지 성장하

으며, 활성 슬러지의 부분이 그래뉼 형태로 존재하고 일

부만 부유성 슬러지로 존재하 다. 이 때 MLSS의 농도는 

그래뉼 생성과 함께 증가하여 27일에 약 2,900 mg/L (pH 
7.5), 76일에 약 4,500 mg/L (pH 7.0), 183일에 약 5,600 
mg/L (pH 6.5)를 나타내었다. 이는 격한 pH 변화가 활성 

슬러지의 생리학  특성에 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추정되

는데 이 과정에서 미생물체외 사산물(extracellular polymeric 
substances: EPS)의 분비가 진되어 사상균과의 집합체 형

성을 통해 최종 으로 그래뉼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단된

다. 생물학  처리공정에서 찰되는 미생물의 집합체나 그

래뉼의 생성은 기질 고갈과 같은 미생물 성장조건의 악화

에서 기인하는 환경  스트 스가 EPS 생산에 여하는 

유 자의 발 을 진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Rainey et 
al., 1993; Warine et al., 1990).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기

성 조건에서 PAOs의 기질 섭취에 큰 향을 미치는 낮은 

pH 운 조건이 환경  스트 스로 작용하여 EPS의 분비를 

진해 그래뉼 형성의 트리거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단된다. 한편 pH 7.0에서 찰되었던 부유성 슬러지 내 

TFOs가 pH 6.5에서는 거의 찰되지 않았다. 이는 낮은 

pH 조건에서 GAOs가 PAOs보다 기질 섭취에 있어서 우

를 한다는 기존 연구결과(Fillip et al., 2001a, 2001b)와는 

상이한 결과이지만 이는 PAOs가 그래뉼 형성을 통해 유기

물 섭취 능력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특
히 량의 EPS 분비와 이를 통한 그래뉼 형성이 PAOs에
게 성장조건이 좋지 않은 환경으로부터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기 때문에 낮은 pH 운 조건에서도

Fig. 3. Mixed culture and granules from the SBR at pH 6.5.

PAOs가 TFOs와의 탄소원 경쟁에 있어서 우 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pH 6.5에서 리코겐의 

사량이 격히 증가한 을 감안하면 그래뉼 내에 일정

량 TFOs가 PAOs와 함께 공존하거나 성장조건의 변화에 

따른 일부 PAOs의 생리학  특징이 TFOs와 유사하게 변

화했기 때문으로 단된다(Zhou et al., 2008). 한편 pH의 

운 조건을 6.5에서 7.5로 다시 높여 SBR을 운 하 을 때 

속한 그래뉼 해체가 찰되었는데, 이는 높은 pH 조건에

서 PAOs의 성장조건이 개선됨에 따라 EPS 분비량 감소가 

그래뉼 해체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3.3. 그래뉼의 구조

그래뉼 표면의 구조를 분석하기 해 SEM을 이용하여 

그래뉼 표면을 찰한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형태학

으로 사상균과 구균이 함께 서식처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찰되었으며, 이들 미생물들은 EPS로 두텁게 둘러싸

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래뉼 형성 과정에서 사

상균이 일정부분 구조  매트릭스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으

로 단된다. 한편 EDX를 이용하여 그래뉼 표면의 구성성

분을 분석한 결과, Fig. 5에 나타낸 것과 같이 P를 비롯하

여 Ca, K, Fe, Cu  Zn가 그래뉼 표면의 주요 구성원소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구성원소 에서 상 으로 가

장 강한 피크를 나타낸 P와 Ca, K는 그래뉼을 구성하는 

PAOs의 세포 내 축 된 폴리인산에서 기원한 것으로 여겨

지며, Fe와 Cu, Zn은 세포 구성원소나 EPS에 흡착된 합성

폐수 내 미량원소에서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일반 으로 

PAOs가 폴리인산을 세포 내에 축 하기 해서는 인산염

의 세포막 통과가 필요하지만 인산염이 가지고 있는 3개의 

음 하 때문에 K나 Mg 혹은 Ca와 같은 1가 혹은 2가 양

이온이 필요하며, 이 에서 K와 Mg이 기성 인 방출에 

여하고 Ca는 폴리인산의 안정화에 여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Imai et al., 1988; WEF, 2006). 따라서 그래뉼을 

구성하는 성분  1가 양이온인 K나 2가 양이온인 Ca가 

Mg보다 상 으로 강한 피크가 검출된 EDX 분석 결과에 

기 하면 K와 Ca가 세포 내 폴리인산의 합성에 요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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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M image of a granule surface at pH 6.5.

Fig. 5. EDX diagram of a granule at pH 6.5.

할을 수행한 것으로 단된다(Schonborn et al., 2001). 한
편 EDX 분석에서 강하게 검출된 P와 Ca의 피크는 수산화

인회석(Hydroxylapatite: HAP) 혹은 인산마그네슘암모늄

(Magnesium ammonium phosphate: MAP)에서도 기인할 수 

있다. HAP는 인산염, Ca  OH와의 반응으로 형성되고 

MAP는 Mg과 NH3와의 반응으로 형성되는데 활성 슬러지 

공정에서도 찰되는 결정체이다. 특히 MAP는 낮은 pH에

서도 형성이 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Çelen and 
Türker, 2001). 따라서 인산염 일부가 HAP나 MAP의 형태

로 제거되어 그래뉼 표면에 EPS로 둘러싸여 존재하게 되

면 EDX 분석 시 강한 P와 Ca의 피크가 검출될 수 있다. 
그러나 유입수의 Ca 농도가 약 3.8 mg/L에 지나지 않고 

EDX 분석 시 Mg 피크가 약하게 검출된 을 감안하면 

HAP나 MAP 보다는 그래뉼 표면에 존재하는 PAOs의 세

포 내 폴리인산에서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생물학  인 제거를 수행하는 SBR을 다

양한 pH 조건에서 운 하는 동안 생성된 그래뉼이 어떤 

과정을 통해 생성되었는지 알아보기 해 그래뉼 표면의 

구성성분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질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운 조건과 그래뉼 생성과의 계를 도출하고자 하 다. 다
양한 pH 운 조건에서 SBR을 운 하는 동안 pH를 7.5에
서 7.0으로 변화시켰을 때 형태학 으로 느슨한 구조를 가

진 직경 1 mm 이하의 그래뉼이 출 하 고, pH를 7.0에서 

6.5로 재차 변화시켰을 때 그래뉼 성장이 더욱 진행되어 

직경 약 1~2 mm까지 성장하 다. 이 때 SEM-EDX 분석

에서 그래뉼 표면에 EPS로 둘러싸인 사상균과 구균이 

찰되어 그래뉼 형성과정에서 사상균의 구조  매트릭스 역

할이 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래뉼 표면은 P와 

K. Ca가 주요 구성성분이었는데 이는 PAOs의 세포 내에 

존재하는 폴리인산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pH가 낮을수록 리코겐의 함량이 높아지고 PHB와 폴리

인산염의 함량이 낮아진 을 고려하면 그래뉼 내에 PAOs
와 함께 TFOs가 일정량 공존하거나 PAOs의 생리학  특

성이 TFOs와 유사하게 변화했을 가능성이 강하게 시사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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