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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활성슬러지 공법(Activated sludge system)은 유기물질을 제거하는 

생물학적 폐수처리 공법 중의 하나로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가장 널리 사

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는 포기조(Aerator)내에서 

유입폐수와 바이오플록(Bio-floc)을 접촉시킨 다음 침전조에서 고액분

리 하는 방법이다. 이 공법의 필요 장치 중 포기시스템(Aeration 

system)에 의한 처리방법은 활성슬러지 공법 중 가장 에너지 집약적인 

시스템으로 하수처리장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40%를 차지하며 연간 

1,561억원의 전력비가 소요되고 있다고 보고된다. 최근 하ㆍ폐수처리장

의 비경제적인 산기장치는 에너지 효율적인 미세기포식 산기장치로 교체

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수처리장 폭기시스템에 초미세기포를 적용하기 위해 

초미세기포(Sub-micron)의 산소전달효율을 측정하였다. 공기유량을 기

존 에어레이터와 SMB 장치에서 50 ml/min으로 동일하게 유입시키고 

운전한 결과 상수의 산소 포화농도는 각각 8.6mg/L, 36.71mg/L로 나

타났으며, 산소전달계수는 5.562 , 5.61 로 나타났다. 산소전달효율

은 21.5%, 91.5%로 나타났다. 이는 SMB 기포장치가 믹싱챔버와 호스

를 통한 전단력으로 인하여 기포가 잘게 깨지면서 1㎛ 이하의 기포가 

발생하면서 수중에서의 접촉 시간과 접촉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높은 

산소전달효율을 보인다. 

미생물 성장계수 산출을 위해 산소섭취율을 측정한 결과 각각 3.465 

, 9.03 으로 나타나 SMB 기포 적용시 산소전달계수

의 증가가 미생물의 산소섭치율을 높여 미생물의 활성도를 높이는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미생물의 생산계수 측정시 각각 0.605, 0.637로 나

와 SMB 적용시 미생물의 생산계수가 높아지는 것을 알수 있었다. SMB 

적용시 미생물의 산소섭취율이 향상되고, 미생물이 산소를 전자공여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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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기질 섭취 및 기질을 이용한 세포합성도 또한 향상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반속도 상수()를 추정한 결과, GB가 16.72 mg/L, SMB가 

6.71 mg/L가 나와 SMB 적용으로 미생물의 기질에 대한 친화력을 높여 

기질에 대한 반응속도를 높이게 되고 미생물의 성장속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또한 미생물이 사용하기 쉬운 산소의 형태

로 공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Sub-micron 기포, 산소전달계수, 미생물 성장, 미생물 산소

섭취율, 세포생산계수, 반속도 상수

학  번: 2015-2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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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활성슬러지 공법(Activated sludge system)은 유기물질을 제거하는 

생물학적 폐수처리 공법 중의 하나로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가장 널리 사

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는 포기조(Aerator)내에서 

유입폐수와 바이오플록(Bio-floc)을 접촉시킨 다음 침전조에서 고액분리 

하는 방법이다. 이 공법의 필요 장치 중 포기시스템(Aeration system)

에 의한 처리방법은 활성슬러지 공법 중 가장 에너지 집약적인 시스템으

로 하수처리장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40%를 차지하며 연간 1,561억원의 

전력비가 소요되고 있다고 보고된다. 최근 하ㆍ폐수처리장의 비경제적인 

산기장치는 에너지 효율적인 미세기포식 산기장치로 교체되고 있는 추세

이다.

포기(Aeration)는 미생물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공기와 물의 경계면에서의 물질 전달에 의하여 일어난다. 이때 기포의 크

기, 체류시간, 그리고 기-액간의 혼합(교반)과 접촉 등이 기-액간의 물

질전달속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산소전달속도를 증가시키

기 위해 기포분쇄, 물질첨가, 액상교반 및 반응기 구조개선 등 여러 가지 

기술들이 국내외에서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 대부분 경제

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산기방식에 비해 특별히 적용되고 있지 않다. 

하수의 생물학적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포기조 내의 용존

산소(Dissolved Oxygen, DO) 농도가 충분하도록 유지되어야한다. 만약 

DO 농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미생물의 성장이 억제되어 사상균

(Filamentous micro-organisms)이 주종을 이루게 되고 결국에는 침전

율이 저하되어 벌킹(Bulking)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와 반대로 필요 이

상의 포기는 에너지 낭비일 뿐만 아니라 과산화로 인한 미생물의 자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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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촉진시키고 과대한 난류를 유발하여 바이오 플록이 파괴되어 핀 폴

록(pin-floc)현상을 초래하여 결국 침전율 저하와 방류수의 수질의 악화

를 유발하게 된다. 적절한 DO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하수처리효율을 향

상시키고 에너지 또한 저감 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다.

높은 산소전달효율을 갖는 1㎛ 이하의 Sub-micron 기포는 높은 기-

액 계면으로 물과의 접촉 면적이 증가되고, 기포의 물리적 안정성으로 긴 

시간동안 잔류하는 체류시간이 긴 특징이 있다. 이러한 Sub-micron 기

포를 기존의 산소전달시스템에 적용한다면 처리 효율 및 에너지 저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Sub-micron 기포를 하수처리 폭기 공정에 적용 전 

기초 연구에 있다. 세부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Sub-micron 기포의 산소전달 효율 비교 및 평가

2. Sub-micron 기포의 미생물 산소이용률 및 미생물 동역학 계수 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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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고찰 및 이론적 연구

2.1 미세기포

일반적으로, 미세기포는 직경이 ㎛수준에 해당하는 기포로 지칭되고 있

으며, 미세기포를 활용하는 분야에 따라, 유체물리분야에서는 수백 ㎛이

하, 생리활성분야에서는 10 ~40 ㎛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포크기를 미세

기포로 정의하고 있으며 연구자들마다 그 정의가 조금씩 차이를 보이며 

대체적으로 10~100 ㎛의 범위를 수렴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미세기포(Sub-micron bubble)를 미세기포 보다 더 작은 1 ㎛ 이하의 

기포라고 정의를 하였다. 

2.1.1 미세기포의 발생원리

미세 기포 적용범위는 점차 넓어지고 있다. 과거 미세 기포는 DAF 정

수장에서의 수처리 용도로만 사용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농업, 치료, 세

척 등 그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다량의 미세 기포

를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기포를 용이하게 만들 수 있는 conventional 형태의 기포 발생장치들이 

개발되고 있다. 

DAF 공정에서 활용하는 기포발생장치는 고압순환수펌프, 공기압축기, 

공기․순환수 접촉탱크(가압수조)로 구성되어 있다. 공기압축기를 통해서 

접촉탱크의 압력을 5 ~ 6 atm으로 유지한다. 이러한 높은 압력에서 순

환수를 주입하기 위하여 고압순환수펌프를 활용한다. 접촉탱크에서는 높

은 압력으로 헨리법칙에 따라 물속에 공기가 녹아 들어간다. 공기가 물에 

잘 녹아들어가기 위하여 충전재를 활용하거나 분사위치 등을 조절함으로

서 접촉면적을 넓게 해주어야 한다. 기체-액체 혼합 상태의 가압수는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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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탱크 유출구나 노즐을 통해 압력의 급강하로 미세기포가 발생된다. 이

와 같이 DAF 공정에서 활용되는 기포발생장치는 장치가 복잡하고 운전

이 어렵다. 또한 고압순환수펌프와 공기압축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운전비

용이 높다.

Conventional한 기포발생 장치들은 대부분 펌프와 노즐을 기반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 장치는 기존의 장치와 비교하였을 때 saturator 없이 기

포를 생산하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운전이 가능하며 그 크기가 

작아 휴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

에 적용 가능하며 미세기포 관련 연구에서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기존 기포의 발생원리는 핵화현상, 물리적인 주입, 기포의 파괴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핵화 현상은 과포화되어 있는 물의 압력을 갑자기 

낮추거나 온도를 높임으로써 물 속에 녹아있던 공기들이 핵을 형성하고 

이들이 모여 기포를 형성하는 원리이며 DAF 정수장에서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원리이다. 물리적으로 주입하는 것은 물 안에 공기를 물리적인 방

법으로 가두는 방법으로 폭포나 분수에서 물의 움직임에 공기가 갇혀 기

포가 되는 것이나 빨대로 물에 공기를 불어 넣을 때 기포가 되는 현상에

서 관측된다. 마지막으로 기포의 파괴는 물 속에 있던 기포가 물리적인 

힘이나 다른 원인에 의해 파괴되어 새로운 기포가 발생되는 원리이다. 관

이나 호스를 지나는 동안 전단력을 이용해 기포를 파괴한 연구도 있다. 

(Fig. 1)

Fig. 1 The bubble breaking up in the pipe by shear 

stress (Sato and Saito,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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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미세기포의 특징

미세기포는 작은 기포의 크기로 인해 일반적인 기포(macro-bubble)와

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기포는 수중에서 상승하여 물의 

표면에서 소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미세기포는 이와는 다르게 수중

에서 수축, 소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1 ㎛이하의 Sub-micron 

기포는 수중에서 상승하지 않고 서서히 사라지는 특성이 있으며, 오랜 시

간 동안 존재하는 것으로 연구되며, 15일 이상 수중에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Fig. 2) 직경이 50 ㎛ 미만인 미세기포의 경우, 부상하면

서 기포가 수축하다가 소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포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기포의 표면적이 증가하여, 기-액 계면이 넓어지며, 기

포와 액체 간 접촉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기체전달 효율이 증가하게 된

다.

이와 더불어 기포의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미세기포 내부 압력이 증가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young-Laplace식에 의해 설명

되어 진다. 

∆     (1)

△P는 기포내부의 압력 변화량이며, σ는 표면장력, r은 기포의 직경을 

나타낸다. 기포는 기-액 계면에 둘러싸인 상태이며, 그 표면에는 물의 표

면 장력이 작용한다. 표면장력은 표면을 최대한 작게 만드는 힘이 작용하

기 때문에, 구형의 계면을 가지는 기포의 표면장력은, 기포 내부의 기체

를 압축하는 힘으로써 작용할 수 있다. Takahashi (2005)에서는 이러한 

압력상승과 관련하여, 기체용해량은 압력에 비례한다는 헨리의 법칙에 따

라, 미세기포 크기 감소에 따른 기포 내 부분압 증가에 의한 기체용해도

가 증가가 결과적으로, 기체전달효율을 증가 시킨다고 하였다. 낮은 레이

놀드 수 조건에서 Viscous liquid 내 있는 구형 고체의 부상속도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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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Stokes’ law를 통해 설명된다.

Fig. 2 Flotation characteristics 

 

∆
     (2)

여기서  : the terminal velocity according to the Stokes’ law

        : gravitational acceleration

        ∆: the difference in density between the sphere and 

the surrounding fluid

        : the diameter of the sphere

        : fluid viscosity

Stokes’s law에 따르면 기포의 크기가 작을수록, 기포의 부상속도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기포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 

부상속도가 줄어들게 되면, 기포가 수중에 잔류하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

어 용존산소를 전달하는 접촉시간이 길어져 기체전달효율을 증가하게 한

다. 

Song(201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나노기포는 15일 이상 생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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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도 나노기포가 한번 생성되면 

쉽게 사라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Yonung-Laplace 공식에 따르면, 나

노기포의 내압은 상압에 비해 매우 크므로, 나노기포는 상압환경에서 나

노기포 용액 내에 안정된 상태로 존재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노기포는 

Attenuated total reflectance infrared spectroscoscopy(ATR-IR)를 

통해 확인된 나노기포 계면의 Hard hydrogen bone에 의한 hard 

interface나 나노기포의 군집에 의한 diffusion shield 등에 의해 나노기

포 내부의 기체가 확산되는 것이 방지되어 나노기포 용액 내에서 장기간 

생존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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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산소전달효율

2.2.1 산소 전달 이론

기체 전달이란 기체가 어느 한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 전달되는 공정

으로 보통 기체 상태로부터 액체 상태, 또는 액체 상태로부터 기체 상태

로 전달되는 공정을 말한다. 활성 슬러지 공정의 경우 수중의 산소를 공

급하는 것은 활성슬러지 처리나 호기성 소화 같은 호기성 공법에서는 주

요한 영향 인자로 작용한다. 산소는 용해도가 낮고 전달속도도 느리므로 

호기성 하수처리에서 필요한 산소를 대기와 접하는 보통의 기-액 계면을 

통해서는 공급이 곤란하여 필요한 양의 산소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액 계면을 만들어야 하며 필요한 산소는 공기나 기포를 물속의 인위

적으로 주입시켜 기체와 물에 경계면을 넓혀줌으로서 산소를 더 공급할 

수 있다. 하수처리장에서는 수심 10m 깊이에서 포기한 예도 볼 수 있으

며 유럽에서는 30m까지 깊이를 사용한다. 오리피스를 통하여 액체를 통

과시켜 기포를 부수어서 작은 기포를 만들기 위해 수리학적 전단장치가 

사용되기도 한다. 터빈의 중앙 밑으로 기포를 집어넣어 분산시키는 터빈 

교반기도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조 내의 액체를 교반하고, 그것을 작은 

물방울의 행태로 대기에 노출시키는 두 가지 목적으로 설계된다. 

이러한 산소 전달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하여 수많은 이론들이 제안

되어 왔지만, 그 중 가장 간단하고 많이 쓰이는 것은 Lewis 와 whitman

에 의해 1924년에 발표된 이중막 이론(Two-film theory)이다. Higbie

에 의해 제안된 침투모델, Danckwertz에 의해 제안된 표면 갱신 모델 등

은 더욱 더 이론적이고 관련된 물리적 현상을 더 많이 고려하고 있다. 그

러나 이중막 이론이 가장 많이 쓰이는 이유는 95%이상의 경우에 있어서 

복잡한 이론에 의한 결과와 같은 결과를 타나내기 때문이다. 결과가 일치

하지 않는 나머지 5%의 경우에서도 어느 것이 옳은지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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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이중막 이론(Two-film theory)

이중막 이론은 Fig. 3에서 보는바와 같이 기체-액체의 경계면에 이중

막이 존재한다는 물리적 모델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이론은 2개의 중요

한 가정이 있다. 즉, (1) 두 상 간의 물질전달 속도는 상계면 양측 상을 

통한 확산속도에 의존한다. (2) 상계면에서는 확산성분에 대한 저항이 없

다. 

기체가 기체상으로부터 액체상으로 이동할 경우 기체는 기체상->기체

막->액체막->액체상의 경로로 이동하게 된다. 액체가 충분히 교반된다

면 액체상에서의 이동속도는 매우 빠를 것이며 액체상과 기체상 사이의 

두 개의 막이 기체의 이동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암모니아

와 같이 물에 대한 용해도가 큰 기체는 기체막을 통과할 때 가장 큰 저항

을 받게 되고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와 같은 용해도가 낮은 기체는 액체

막을 통과 할 때 가장 큰 저항을 받게 된다. 

Fig. 3 Conceptual diagram of Two film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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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총괄산소 이동계수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액체로 이동할 경우 공기 중의 산소농도는 난류

상태 하에서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또 액측도 포기에 의한 혼합 교반 작

용으로 산소농도는 일정하다고 가정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소이동에 대한 

저항은 양쪽 경계막내에 존재하는 것 이외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산소

와 같이 물에 녹기 어려운 난용성 가스의 경우 액체 경계막 저항보다 가

스 경계막 저항쪽이 훨씬 작게 된다. 액측의 경계농도를 , 기상중의 산

소분압 P에 평형이 되는 라 하면 산소이동현상은 액경막내의 분자확산

에서 설명 할 수 있다.

Fick의 확산법칙에 따라 분자이동속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


     (3)

위식에 2중 경막설을 적용하면, 산소이동속도는 아래와 같이 된다. 

  ∙

 
 


∙  ∙      (4)

여기서, N=면적 A를 통과하는 산소이동속도, kg/hr

D=확산계수, 

A=기-액접촉면적, ㎡

dC/dx = 기 액 접촉면적에 대한 연직방향의 농도구배, kg/

㎥·m

=액경막의 두께, m

=물질이동계수, m/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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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액 접촉면적에서 액상에서의 포화산소농도, kg/㎥

C=액상의 산소농도, kg/㎥

위 식에서 체적 내에서의 산소이동속도를 고려하면, 단위 체적당의 기

액접촉면적은 A/V=a(1/m)가 된다. 그러나 a, 은 실측은 곤란하기 때

문에, 일반적으로 ·A/V를 로서 일체화시켜서 총괄산소전달계수를 

구하고 산소이동을 설명한다.

2.2.4 깨끗한 물에서의 산소전달

깨끗한 물에서 총괄 산소전달계수를 결정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ASCE(1992)에 의한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실험방법은 먼저 아황산나

트륨을 집어넣어 주어진 부피의 물에서부터 용존산소를 제거한 후 포화농

도에 이르도록 재포기를 하는 것이다. 포기 중에 탱크 내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여러 지점에서 계속 DO를 측정한다. 각각의 측정지점

에서 얻어진 데이터는 간단한 형태인 질량전달 모델에 의해 분석되어 있

다. 

 

  
      (5)

여기서,  = 총괄 기체 전달 계수

        = t시간에 용액 중의 농도, mg/L

        = 헨리의 법칙에서 주어진 용액 중 기체의 평형농도

        = 초기농도

식 (5)는 와 무한히 긴 시간동안 포기를 하였을 때 얻어지는 평형농

도 
를 예측한다, 이때 식 (5)의 대신 

를 사용한다. 재포기 실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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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동안 각 측정점에서 측정된 DO값의 수직분포를 비선형회귀분석으로 식 

(5)에 맞춘다. 이와 같이, 각 측정점에서의 와 
의 추정치를 구할 수 

있다. 이 추정치는 표준조건과 비교하여 보정되고, 표준산소 전달속도

(DO가 0일 때 단위시간당 용존되는 산소의 양)는 조정된 값과, 상응

하는 
값과 탱크부피를 곱한 값의 평균값으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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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산소섭취율(Oxygen Uptake Rate, OUR)

2.3.1 세포 호흡(Cellular respiration)

모든 미생물은 성장을 위한 에너지와 세포로서 물질원으로 무생물 공급

원(Abiotic)을 이용한다.  미생물에 의한 영양대사로는 기질이 세포에 이

용되고 분해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이화과정과 세포가 에너지

를 소비하여 새로운 세포물질을 합성하는 동화과정이 있다. 세포에 의해 

기질사용을 에너지 방출의 메커니즘으로 볼 때 호흡과 발효가 있다. 

호흡은 유기 또는 무기 화합물이 전자 공여체로 작용하고 무기화합물이 

최종 전자 수용체로 작용하여 ATP를 생성하는 대사공정이 있으며, 유기 

또는 무기기질은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 소비되고, 전자가 방출되면서 산

화되어지고 이 산화에너지로부터 ATP가 생성된다. 호기성 호흡은 산소

가 최종 전자수용체로 사용되고 이것은 로 환원되어 진다. 발효는 유

기화합물이 산화되면서 전자를 방출하고 에너지를 생산하나, 전자수용체

는 좀 더 산화된 다른 유기화합물이며 이는 에너지 소비로 인하여 환원된

다. 

세포호흡이란 고분자의 유기화합물을 단계적으로 산화시키면서, 그 화

합물의 결합에너지로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의 일부를 자유에너지를 얻어

내는 것이다. 생체 내에서 자유에너지는 화학에너지의 형태인 ATP의 고 

에너지 인산화합물로 전환된다. 세포호흡에 의해 만들어진 ATP 형태의 

에너지는 체내의 필요한 물질 합성,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사

용된다. 

2.3.2 산소섭취율의 정의

미생물에 대한 산소섭취율의 측정은 호기성 미생물의 활성도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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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서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실험실 규모로 실행되어 왔으며, 호기성 조

건의 하수처리 공정에 활용하여 하수 내 유기물 부하상태의 측정 및 이에 

따른 공정의 변화시점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하수처리공정 시 미생물의 지속적인 성장 및 생존을 위하여 산소의 공

급은 필수적이며, 미생물은 그들의 성장에 요구되는 필수적인 화합물을 

합성하기 위하여 유기성 탄소가 포함된 폐수 내 유기물을 섭취하는데 산

소를 이용한다. 이것은 BOD의 감소와 미생물의 성장에 밀접한 관련이 있

고, 이는 하수처리 공정 내 탄소성 물질의 제거율로 표현할 수 있다. 

미생물이 산소를 사용하는 율, 즉 산소섭취율은 미생물 활성도의 척도

로 사용할 수 있다. 즉, 높은 산소섭취율 수치는 높은 미생물 활성도를 

낮은 산소섭취율 수치는 낮은 미생물 활성도를 나타낸다. 산소섭취율과 

COD는 서로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관계를 이용하여 일시적인 

부하조건에서 최종 유출수의 수질을 예측할 수 있다. 미생물은 유기물 소

비와 미생물 유지 활동 과정에서 산소를 소비하므로 산소섭취율의 측정에 

의하여 미생물의 활성도 파악이 가능하다. 

기포로부터 세포의 셀에 산소가 전달되는 과정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ig. 4)

(ⅰ) 기포의 외부에서 기액 – 계면으로 전달

(ⅱ) 기액-계면으로 이동

(ⅲ) 기포 주위의 상대적으로 정체 된 액체 필름을 통한 확산.

(ⅳ) 액체를 통한 전달

(ⅴ) 세포 주위의 상대적으로 정체된 액체 필름을 통한 확산

(ⅵ) 액체 세포의 경계면을 통한 이동. 세포가 floc을 이뤘다면 고체

를 통해 각 셀로 확산이 일어남

(ⅶ) 반응이 일어나는 곳까지 세포질을 통해 산소 전달

(ⅷ) 산소 소모와  생산과 같은 생물화학적 반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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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생성된 가스의 역방향으로 이동 

호기성 미생물은 에너지를 기질의 산화로부터 얻게 되는데 Fig. 5에 그 

과정을 나타낸다. 에너지는 ATP의 생성에 쓰이며, ATP는 새로운 세포 

생성과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다른 기능에 쓰인다. 



- 16 -

Fig. 4 (a) step of oxygen transfer from gas bubble to cell (b) Oxygen 

concentration profile from gas bubble to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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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pathway of chain respiratory aerobic bacteria. (b) A schematic of 

the biological reactions expected to occur in an aerobic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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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산소섭취율 측정방법

산소섭취율 측정법이란 특정한 조건에서 생물학적 산소 소모율(Biological

oxygen uptake)을 측정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다수의 호흡률 측정

기는 다음과 같이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미생물이 존재하는 액상

에서의 산소 농도 감소율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DO 미터를 사용하여 액

상에서의 산소 농도 감소율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DO 미터를 사용하여 

액상의 용존산소 농도의 변화를 측정한다. 다른 하나는 미생물이 존재하

는 액상으로 산소 전달률을 측정하는 것으로 기상의 산소 농도와 액상의 

산소농도가 평형을 이룬다는 가정 하에서 기상의 산소 농도의 변화를 측

정하는 것이다. 재폭기에 의한 OUR측정방법이 대부분의 OUR 측정 시 

이용되는 보편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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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종속영양미생물 동역학 계수

2.4.1 종속영양 미생물의 생산계수의 결정

산소이용율과 미생물성장 혹은 기질이용과의 관계는 미생물의 대사를 

통해 제거되는 COD가 새로운 세포의 합성과 산소이용율로 측정될 수 있

는 산소이용율에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 + △     (6)

여기서, △ = t시간 후에 제거되는 COD농도(mg/L)

       △=t시간 까지 누적산소소모량(cumulative oxygen uptake, 

mg /L)

       △=t시간 후에증가한 미생물 농도(mgVSS/L)

기질의 물리적인 탈기나 화학적인 산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식(6)은 

호기성상태에서 기질제거에 대한 완전한 물질수지식이 된다. 

한편, 미생물의 생산 계수(Y)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7)

식 (7)의 양변을 △로 나눈 뒤 정리하면 식(8)이 된다. 

∆

∆ ∆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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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식 (7)과 식 (8)을 연립하면 식 (9)와 같은 Y에 관한 식이 

되고 이 식을 이용하여 Y값을 추정할 수 있다. 

∆

∆      (9)

종속영양 미생물의 생산계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용존 물질로만 구성된 

폐수에서 성장하는 미생물의 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입자상 COD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폐수의 일부를 여과한 후 회분식 

반응조에 주입하고, 정상상태의 반응조에서 적은 양의 미생물을 식종한

다. 가능한 한 높은 용존 COD 농도의 시료를 사용하고, 초기 COD 농도

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미생물 농도로 식종하여야 한다. 이것은 

가, 사멸되어서 제거되어서 제거되는 미생물이 없을 때 성장한 미생물

의 양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며, 이것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

법은 기질에 대해 상대적으로 미생물 양을 적게 하는 것이다. 샘플은 미

생물의 성장과정을 알기 위한 TCOD와 SCOD를 측정하기 위해 일정간격

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미생물 COD는 TCOD와 SCOD의 차이로 계산될

수 있으며, 생산계수는 SCOD 차이에 대한 미생물 COD에 대한 비로 정

의 될 수 있다. 

 ∆
∆

     (9)

일반적으로 를 결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생물 COD를 제거되는 

SCOD의 함수로 도시하여 얻어진 직선의 기울기를 사용해 구하는 것이

다. 또한, 미생물양을 측정할 때, COD 단위가 아닌 부유물질 측정에 의

해 직접 측정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생산계수는 측정에 사용된 TSS나 

VSS 항목으로 표현된다.  결정에서 오차는 다양한 폐수의 유기물질의 

비율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를 위해 모든 노



- 21 -

력을 기울여야 한다.

2.4.2 종속영양 미생물의 호기성 성장

Ekama 등에 의하면 종속영양 미생물의 m ax는 단위 시간동안에 존재

하는 Active biomass 당 생성된 active biomass의 양으로 정의 될 수 

있으며, 그 단위는 mgAVSS/maAVSS/d 또는 /d 로 나타낸다. 또한, 생

물학적으로 빠르게 분해되는 기질의 최대 이용율()과 의 식으로 표

현될 수 있다. (Ekama et al., 1986)

m ax     (mgAVSS/mgAVSS/d)     (10)

는 회분식 실험 시작단계의 최대 OUR에 비례한다. 

     (11)

여기서, =슬러지의 COD/VSS 비율= 1.48 mgCOD / mgVSS

OUR= 초기 최대 산소 섭취율(mgO/Lㆍhr)

=회분식 반응조에 첨가된 MLVSS의 농도(mgVSS/L)

=회분식 반응조에 첨가된 유입원수의 부피 (L)

=회분식 반응조에 첨가된 미생물 혼합액의 부피 (L)

=active biomass

또한 전통적인 방법으로도 m ax 를 추정할 수 있다. 

즉, COD와 VSS 농도를 측정함으로써 m ax 를 구할 수 있다. 기질 농

도를 다르게 한 수 개의 반응조를 준비한 후 기질 농도에서의 비성장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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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 growth rate, μ)을 추정한다. 

 ∆

ln  ln
     (12)

여기서, =초기 미생물 농도(mg VSS/L)

=t시간 후의 미생물 농도(mg VSS/L)

△t =시간의 증분

즉, 각 기질농도에서의 시간과 lnX 사이의 관계를 plotting하면 그 기울

기가 바로 μ가 된다. 

위 식과 같이 각 기질농도에서의 시간변화에 따른 ln X의 증가량을 구

한 후 기질농도와 그 때의 비성장율을 plot한 후 monod equation을 이

용하여 비선형회귀분석(nonlinear regression)을 하면 m ax 를 추정할 

수 있다. 

     (13)

여기서, S=기질농도(mg/L)

=반속도 상수(half saturation coefficient,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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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onod equation

2.4.3 산소이용율의 미생물 성장 data로의 전환

 ∆
∆

     (14)

위 식을 △COD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된다. 

∆  

∆


  
  ∆      (15)

로 변환되며, ∆는 새로 생성된 세포의 양(△X)과 단위 미생물

당 단위 COD(the unit COD per unit of biomass, )로 표현할 수 있

다. 이 관계는 식 (16)과 같다. 

∆  ∆×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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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은 산소이용율 data를 미생물의 농도로 변환하기 위해서 사용된

다. 그러므로 미생물의 성장률(μ)이나 반속도 상수() 추정 시 산소이

용율만 알면 일정시간 경과후의 미생물 농도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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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장치 및 방법

3.1 실험장치

3.1.1 기포발생장치

본 연구에서는 Sub-micron 기포장치와 일반적인 기포장치(GB)에 산

기석(aeration stone)을 연결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Sub-micron 기포

장치는 펌프가 회전함으로서 물이 흡입되며, 공기흡입밸브를 통해서 공기

가 자연적으로 흡입된다. 흡입된 공기와 물은 펌프내부의 impeller에 의

해 섞이며, 큰 공기덩어리는 잘게 쪼개진다. Mixing chamber에서는 물과 

공기가 다시 혼합되고 가압된다. 또한 호스를 통과하면서 전단력으로 인

해 물과 공기가 혼합 및 가압되고 깨지면서 가압수가 유출구를 통해 대기

압 상태로 배출되면서 압력급강하로 미세기포가 발생한다. 본 장치를 통

해 1 cycle 운전 시 DO농도는 14~15 mg/L이며, 지속적으로 순환 시 

본 실험결과에서는 36.5 mg/L까지 DO 농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sub-micron 기포 발생 여부는 초음파 조사 후의 milky water 관측 

여부로 판단하였다.

Fig. 7 Bubble generator(SMB, 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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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실험장비 및 분석방법

미생물량은 Standard Method에 따라 휘발성 부유 고형물 농도로 측정

하였다. COD 측정은 H3300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였다. DO측정

은 YSI Proodo를 사용하였다. DO 미터는 Optical 센서를 통해 빛의 발

광의 생애주기를 이용한다. 산소가 없을 때에는 빛의 생애주기 신호가 최

고가 되고 산소가 센서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빛의 생애주기는 짧아지게 

된다. 이러한 관계를 센서 밖의 산소 분압과 빛의 생애주기의 관계를 통

해 DO를 계산하게 된다. 

Fig. 8에 DO 미터의 측정 원리를 나타내었다. 

Fig 8 Principle of DO meter(YSI PRO ODO)



- 27 -

3.2 실험방법

3.2.1 기포크기측정

Sub-micron 기포를 측정하기 위해 공초점 현미경(Confocal Microscopy)

을 이용하여 기포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공초점 현미경은 세포구조를 연구할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최근 반도

체 부품 및 재료의 3차원 미세구조를 관측하는 데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시료부터 대물 렌즈를 거쳐 광검출기에 이르는 빛의 경로상에 바늘 구

멍(pinhole)을 설치하여 시료의 특정한 단면을 통과하는 빛(특정 단면의 

영상)만을 걸러 낸다. 이 바늘 구멍을 시료의 두께 방향과 평행하게 적당

히 이동시켜 입체 영상을 구현한다. (Fig. 9)

또한 DO 농도와 기포 평균 크기의 상관관계를 추정한 Kim(2015)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포크기를 추정하였다. DO농도 측정 원리 및 기포 

크기 분포 함수를 바탕으로 DO 농도와 기포 평균 크기의 상관관계를 설

명할 수 있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Fig. 9 Principle of confocal mic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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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Bubble size distribution affecting DO concentration.  

DO미터에 있는 membrane에는 고유의 mesh size가 있으며 이보다 작

은 기포의 경우 DO미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DO 농도를 높게 만든

다. 따라서 DO 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포의 범위는 Fig. 10에서 

mesh size ()보다 작은 기포들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포들의 양은 기포

의 평균 크기가 작아질수록 (    ) 그 양이 많아지며 따라서 DO 

농도도 더 높게 올라가게 된다. DO 미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기포

의 양은 각 기포 크기 분포 함수에서 mesh size()까지의 누적함수로 

표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8)

여기서 산소 분압과 전류량은 선형의 관계를 가지므로 이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 
  

       (19)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기포크기에 따른 DO 농도 그래프의 형태를 추정

하고 최소자승법을 통해 계수를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 추정식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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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도출된다. 이 때의 R2 값은 0.991로 산정되었다. 이러한 관계식을 

이용한다면 sub-micron 기포의 크기를 보다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다.

  × 

  
        (20)

where,   

          

          

          

3.2.2 산소전달효율(Oxygen transfer rate) 측정

Sub-micron 기포와 일반 산기장치를 이용한 산소전달효율을 비교 및 

평가하기 위해서 증류수(4 L)를 이용해 산소전달실험을 실시하였다. 반

응조의 유효용량은 4 L, 공기공급량은 50 ml/min으로 조절하였으며, 반

응조 하부를 통해 공기를 공급하였고, 1시간동안 실험을 진행하였다. 표

준온도인 20±1 ℃를 유지하였다. 

산소전달효율 측정 실험은 증류수의 DO농도를 1 mg/L 이하로 만들기 

위하여 아황산나트륨()과 촉매제인 염화코발트()를 사용하여 

탈기시켰다. DO 농도를 1 mg/L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는 양론적으로 7.9 

mg/L의 아황산나트륨이 필요하나 실제 주입량은 필요량의 10~20 %정

도 과잉 투입하여 실험한다. 이때 촉매로 이용되는 염화코발트는 1 L 당 

8 mg/L를 주입한다. 이와 같이 DO 농도를 1 mg/L이하까지 탈기 시킨 

후 Sub-micron 기포장치와 일반 산기장치를 통해 다시 반응조 내 폭기

하여 포기시간에 따른 DO농도 및 수온을 측정하여 기액 간의 산소전달계

수()를 식(5)를 이용하여 구한다. 이를 이용하여, 표준산소전달율

(SOTR), 표준산소전달효율(SOTE), 표준폭기효율(SAE)을 산출하여 

SMB 장치와 GB 장치를 비교하였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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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chematic of measuring oxygen transfer rate

Parameters Units
Methods and 

Apparatus



(Volumetric mass transfer 

coefficient)

  dC/dt=Cs-Ct)

SOTR

(Standard Oxygen transfer 

rate)

g 
SOTR=(20)∙(20)∙

V

SOTE

(Standard Oxygen transfer 

efficiency)

% SOTE=


SOE

(Standard aeration 

efficiency)
g/kwh SAE=



Table. 1 Analytical methods at oxygen transfer coeffic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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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산소섭취율(Oxygen uptake rate, OUR) 측정

산소섭취율(OUR) 측정은 DO 미터를 이용하여 5분마다 실시간으로 측

정하여 빠르게 소모되는 기질에 대한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되는 희석수는 SMB 발생장치와 GB 발생장치에서 충분한 폭기를 통

해 용존산소가 포화 될 때까지 충분히 운전하여 반응조에 투입하였다. 미

생물은 서울시 T하수처리장의 반송 슬러지조에서 Seeding 후 적응시켰

다. 1.5시간 이상 충분한 폭기를 하여 미생물의 내생호흡단계라고 판단될 

때 산소섭취율 실험을 수행하였다. 슬러지 0.5 L와 과폭기 된 증류수 

1.5 L, 글루코즈(150 ppm)를 넣어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독립영양미생

물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Thiourea 20 ppm을 넣어 실험을 진행하

였다. 이때의 반응조의 mlss는 1,000 mg/L였다. 

Fig. 12 Schematic of measuring Oxygen uptak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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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측정

미생물의 생산계수(Y)를 구하기 위해서 누적산소소모량과 COD의 저감

율을 이용한 식 (9)를 적용하였다. 

∆

∆     (9)

독립영양미생물(autotrophic biomass)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20 mg/L의 thiourea를 첨가하여 실험을 하였다. 실험은 180분동안 실시

하였으며 초기 COD는 128 mg/L 였다. OUR은 DO meter를 가지고 매 

5분 간격으로 측정하였고 COD의 농도 변화는 매 30분마다 측정하였다. 

3.2.5  추정 실험

 추정 실험에는 4개의 OUR 반응조가 사용되었다. 각각의 반응조는 

기질(COD) 농도를 달리하여 운영(50, 100, 150, 200)하였고, 독립영양

미생물의 활동을 배제하기 위해 20 mg/L의 Thiourea가 첨가되었다. 식 

(13)을 이용하여 비선형회귀분석(nonlinear regression)으로 를 추정

하였다. OUR은 매 10분 간격으로 측정하였고 OUR을 미생물 성장 data

로 전환하기 위해 식(17)을 사용하였다. 각 기질농도에 대해 미생물 성

장 data를 plot하면 그 기울기는 식 (12)에 의해 μ가 되고 각 기질농도

에 대해 μ값을 plotting하여 값을 추정하였다. 한편 를 추정하기 위

해 μ와 기질농도를 plotting하면 와 m ax를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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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고찰

4.1 Sub-micron 기포 크기 측정 결과

Sub-micron 기포장치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공초점 현미경과 DO 

미터의 DO농도를 이용한 기포크기 추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공초점 현미

경을 통한 기포크기 측정 결과는 Fig. 13과 같다. 20개 샘플을 채취하여 

기포의 크기를 측정한 결과 평균 842.2 nm였다. 또한Kim(2014)의 DO 

미터의 멤브레인 사이즈를 통한 기포의 사이즈 추정 방식인 식(20)을 이

용하여 기포의 크기를 추정한 결과 790 nm가 나왔다.(Fig. 14)

공초점 현미경을 통한 기포크기 측정과 DO농도를 통한 기포크기 추정 

결과, 각각 842 nm, 790 nm가 나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Sub 

-micron 기포장치가 1 ㎛ 이하의 작은 기포를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Fig. 13 Measuring size of sub-micron bub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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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The estimation of SMB size by DO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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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산소전달효율 평가

4.2.1 산소전달 평가

Sub-micron 기포 장치와 일반 기포 장치의 산소전달효율을 평가하기 

위해 시간에 따른 DO 농도 변화를 Fig. 15와 table 2에 나타내었다. 반

응조 내 탈기를 하기 위해서 아황산나트륨과 염화코발트를 주입하여 DO

의 농도를 1 mg/L 이하로 떨어뜨린 후 각 장치에 50 ml/min의 공기를 

주입하면서 폭기를 시작하여 DO농도를 30초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GB는 DO 농도를 0.88 mg/L까지 탈기한 후 폭기를 시작하였으며, 56

분 후 최고 농도인 8.6 mg/L에 도달하였다. SMB는 0.3 mg/L까지 탈기 

한 후 폭기를 시작하여 50분 후 36.71 mg/L에 도달하였다. SMB 기포

장치의 최고 농도는 GB의 4.3배 높았으며, SMB generator 내부의 

Chamber와 호스의 전단력으로 인해 기포가 지속적으로 깨져 작은 기포

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DO 농도가 빠르게 상승하여 GB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SMB의 경우 GB의 경우보다 단시간에 DO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는

데 이는 SMB 제너레이터의 Chamber와 호스의 전단력을 통해 기포가 

깨지면서 물에 혼합되어 미세한 기포, 1㎛ 이하의 기포가 형성되고 시간

이 지날수록 1㎛ 이하의 SMB의 양이 많아져 DO농도가 지속적으로 올라

가는 것으로 보인다. 기포의 직경이 작아지면서 동일 공기량 당 액체와의 

접촉 면적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산소전달효율이 높아지고 상승속도가 

느려져 액체와의 접촉시간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GB보다 높은 산소전

달효율과 DO의 빠른 상승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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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Comparison of DO concentrations between GB and SMB

Time(min) DO(mg/L, GB) DO(mg/L, SMB)

0 0.88 0.3

5 3.44 8.02

10 5.51 17.8

15 6.71 24.11

20 7.39 28.13

25 7.84 31.4

30 8.09 32.54

35 8.29 34.65

40 8.4 35.55

45 8.46 35.77

50 8.5 36.71

55 8.56 35.44

Table 2 Variation of DO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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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산소전달계수(),  표준산소전달율(SOTR), 표준산소전달효율

(SOTE) 표준폭기효율(SAE) 평가

(1) 산소전달계수()

산소전달율은 산소전달계수() 산출을 통해 가능하다. ASCE  standard 

(1984)에 의하면 산소전달효율을 측정하기 위해, 탈기된 깨끗한 물을 재

폭기하여, 포화농도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및 용존산소 측정값을 기반으로 

제안된 물질전달모델을 적용하고 있으며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1)

여기서, =시간 t일 때 용존산소 농도

=수중 용존산소 포화농도

=산소전달계수

위의 식을 적분하면 아래와 같다. 

ln 

   ×    (22)

여기서, =초기 용존산소 농도

산소전달계수() 식(22)을 바탕으로 좌항의 용존산소 농도와 우항의 

시간과의 관계에 대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산출할 수 있다. 용존산

소 측정시, 온도조건이 항상 같지 않기 때문에 산출된 에 대해서 온도

보정을 해야하나, 본 실험에서는 온도를 20 ℃에 맞춰 실험을 진행하여 

온도에 대한 보정을 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실험을 진행하는 중,  산출과정에서 고려하는 수중포화

농도()를 적용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Fig15에서 볼 수 있듯이 SMB

의 경우 가동 6분 후에 20 ℃에서의 수중포화농도인 9.092 mg/L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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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서, SMB의 DO 변화 중 가장 높은 용존산소농도인 36.71 mg/L를  

로 적용하였다. 또한 GB의 경우 수중포화농도를 도달하지 못하고 56분

에 최대포화농도인 8.6 mg/L에 도달하여 최대포화농도에 도달한 이 값

을 로 적용하였다.  

측정된 의 값은 GB의 경우 5.562  , SMB의 경우 5.61  의 값

이 나왔다. SMB의 값이 약간 크게 나왔다.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은 이

유는 의 값이 상대적으로 SMB가 크기 때문에 값이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은 물질이동계수()와 단위 체적당 기-액 접촉면

적(a)의 곱이다. 기포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기-액 접촉면적이 커지며 접

촉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의 값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Fig. 16 Comparison of oxygen transfer coefficient between GB and 

S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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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산소전달효율(SOTR)

표준산소전달효율은 반응조 내 단위시간당 산소용해량으로 볼 수 있으

며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23)

여기서, (20)=20℃에서의 산소전달계수

(20)=20℃에서의 포화 산소농도(mg/L)

V=포기조 유효용량(㎥), 4L

위 식을 이용하여 표준산소전달효율(SOTR)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GB는 0.191 , SMB는 0.824 이 나왔으며, SMB에서 단위시

간당 산소용해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소전달계수는 비슷하게 

나왔지만 의 값이 상대적으로 SMB가 크기 때문에 산소용해량이 크게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3) 표준산소전달효율(SOTE)

표준산소전달효율은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24)

여기서, =산소공급량

위 식으로 계산한 결과 GB는 21.3 %로 일반적인 산기장치의 산소전달

효율이 나왔으며, SMB의 산소전달효율은 91.5 %로 높게 나왔다. 

Sub-micron 기포는 수중에서 접촉 시간과 접촉 면적이 증가하여 산소전

달효율이 높게 나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일반 하수처리장에서 사용하는 

산기관의 산소전달효율이 10~30 %인 것에 비해 높게 나왔지만 본 실험

에서는 작은 볼륨으로 실험을 진행하여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Sub-micron 기포를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치가 개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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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90% 이상의 산소전달효율을 판단된다. 

(4) 표준폭기효율(SAE)

표준폭기효율(SAE)은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g/kwh)    (25)

여기서, Power input = 동력

GB의 표준폭기효율은 0.17 g/kwh, SMB의 표준폭기효율은 0.10 

g/kwh가 나왔다. SMB 기포장치는 효율적으로 SMB를 발생하기 위해 2

개의 펌프를 통해 SMB가 발생한다. 2개의 펌프가 가동되어 전력 사용량

이 GB 기포발생장치에 비해 6배 많아 표준폭기효율은 GB가 더 좋은 것

으로 나타났다. 

GB와 SMB의 산소전달효율 평가를 종합한 결과 Table. 3과 같으며, 1 

㎛이하인 SMB의 발생으로 동일한 공기를 주입하였을 때, 산소전달효율

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ir flow

(ml/min)

Temper

ature

(℃)


(mg/L)


(mg/L)


  

SOTR

()
SOTE

(%)

SAE

(g/kwh)

GB
50 20

0.83 8.6 5.562 0.191 21.3% 0.17

SMB 0.88 36.71 5.61 0.824 91.5% 0.10

Table. 3 Results of oxygen transfer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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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산소섭취율(Oxygen uptake rate, OUR) 측정

종속영양미생물의 산소섭취율(OUR)을 측정하기 위해서 회분식 생물반

응조에 GB 및 SMB에서 증류수를 산소가 포화될 때까지 충분히 운전한 

후 비교적 쉽게 분해가 되는 글루코즈(150ppm)를 첨가하여 투입하였다. 

이때 독립영양미생물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Thiourea를 20ppm 첨

가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회분식 생물반응조 내에서 내생호흡단계라 판

단되는 1.5시간 이상의 충분한 폭기 시간을 주어 기존의 탄소원 및 용존

성 물질을 제거하였으며, 산소가 포화된 증류수를 투입 후에는 추가적인 

기질은 공급하지 않았다. 낮은 F/M비에서는 세포 증식보다는 세포내 기

질을 저장하고 축적하는 현상이 우선시되고 반대로 높은 F/M비에서는 기

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세포내 기질 저장보다는 세포 증식이 지배적이

기 때문에 동력학적 계수 추정 실험에서 F/M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다고 보고하고 있다. 

GB 및 SMB를 충분히 포화시킨 증류수를 투입한 반응조 내의 용존산

소는 초기농도는 각각 6.73 mg/L, 11.47 mg/L였다. Fig. 17은 내생호

흡단계의 시간에 따른 DO곡선을 나타낸다. GB의 내생호흡단계의 산소섭

취율은 일정하게 감소되는 현상을 보이나 SMB의 내생호흡단계의 산소섭

취율은 40분간 급격하게 감소를 보이다가 이후 감소세가 완만해졌다. 이

때의 기울기는 내생호흡단계일 때의 산소섭취율로 볼 수 있으며 GB는 추

세선의 기울기가 y=-0.0471x + 6.4005로 내생호흡단계일 때 산소섭

취율은 0.0471 mg /L/sec이며, SMB는 추세선의 기울기가 y=-0.0511x 

+ 8.2818로 내생호흡단계의 산소섭취율은 0.0511 mg /L/sec로 내생

호흡단계의 산소섭취율이 SMB가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GB는 산소섭취율이 일정한 형태를 보였지만 SMB의 경우 초반에 산소

섭취율이 상당히 빠른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SMB의 높은 산소전달효율

로 초기에 기질의 반응속도가 빨라, 산소섭취율이 빠른 것으로 보이며, 

40분 이후부터는 SMB와 SB의 산소소모율이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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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Variation of DO concentration between GB and MBS

Fig. 18은 각 장치의 시간에 따른 산소섭취율을 나타내었다. 40분간의 

평균 산소섭취율을 구해보면 GB는 3.465 mg /L-hr로 나타났으며, 

SMB는 9.03mg /L-hr로, 높은 산소전달효율을 가진 SMB가 GB에 비

해 종속영양미생물 산소섭취율의 향상에 영향을 주고 미생물의 액티비티

를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기질의 제거는 GB가 30.6 mg/L, 

SMB가 38.3 mg/L로 SMB 적용시 COD 저감률이 좀 더 큰 것으로 나왔

다. 

종속영양미생물의 산소섭취율은 주입한 하수의 생분해도와 관계한 것으

로 반응 초기의 높은 호흡률은 하수중에 쉽게 분해되는 유기물에 의한 호

흡에 기인하여 (readly biodegradable substrate)성분이라 할 수 있으

며, 이어지는 완만한 감소를 보인 호흡률은 하수 중에 천천히 분해되는 

유기물에 의한 호흡이며 (slowly biodegradable substrate)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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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Oxygen uptake rate of GB and SMB

Time

(min)

DO concentrations

(mg/L)

Oxygen uptake rate

(mg Oxygen / L-hr)

GB SMB GB SMB

0 6.73 11.47 0 0

10 5.9 9.01 4.98 14.76

20 5.48 7.35 2.52 9.96

30 4.95 6.27 3.18 6.48

40 4.42 5.45 3.18 4.92

50 3.93 4.83 2.94 3.72

60 3.45 4.32 2.88 3.06

70 3.01 3.88 2.64 2.64

80 2.63 3.5 2.28 2.28

90 2.27 3.17 2.16 1.98

100 1.95 2.88 1.92 1.74

110 1.64 2.63 1.86 1.5

120 1.34 2.4 1.8 1.38

130 1.06 2.2 1.68 1.2

140 0.78 1.93 1.68 1.62

150 0.56 1.77 1.32 0.96

160 0.37 1.63 1.14 0.84

Table. 4 Variation of DO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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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동역학 계수(biological kinetic parameter)

4.4.1 생산계수()

생산계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식 (9)를 이용하여 초기 기질농도와 나

중 기질 농도, 그리고 누적산소소모량(cumulative oxygen uptake) 값이 

요구된다. Fig. 19와 Fig. 20에 GB와 SMB에 대한 시간에 따른 COD의 

변화와 누적산소소모량을 나타내었다. GB의 경우 100분 이후에 산소소

모량이 일정하게 나타났다. 초기 COD농도는 128.51 mg/L 이고 90분이 

지난 후 COD값은 110.68 mg/L로 △COD값은 17.83 mg/L가 된다. 또

한 90분 동안의 누적산소소모량(△

)은 7.05 mg /L로 나타났다. 그러

므로 GB의 생산계수는

  

 =0.605 

가 된다. 

Fig. 19 Determination of yield factor(Y) of 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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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B의 경우, 150분 후 산소소모량이 일정하게 나타나, 150분동안 △

COD는 34.97 mg/L, 누적산소소모량(△

) 12.71 mg /L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SMB의 생산계수는 

  

=0.637 

가 된다.

160분 동안의 실험결과는 GB의 COD제거율보다 SMB의 COD제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SMB의 높은 산소전달효율로 인해 미생물

의 산소섭취율이 향상되고, 미생물이 산소를 전자공여체로 활용하여 기질

섭취 및 기질을 이용한 세포합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

과로 SMB가 GB보다 가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Fig. 20 Determination of yield factor(Y) of S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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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min) GB SMB

0 128.51 128.37

30 118.21 116.41

60 115.83 109.81

90 110.68 107.73

120 108.04 100.75

150 102.23 93.4

180 101.61 84.22

Table. 5 COD removal by 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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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min) GB SMB

0 0 0

10 1.03 1.68

20 1.89 3.73

30 2.71 4.92

40 3.47 5.86

50 4.24 6.71

60 4.98 7.46

70 5.69 8.18

80 6.37 8.85

90 7.05 9.48

100 7.67 10.09

110 7.76 10.66

120 7.76 11.21

130 7.76 11.74

140 7.77 12.24

150 7.77 12.71

160 7.77 13.09

Table. 6 Cumulative oxygen uptake by 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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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추정 

를 추정하기 위해서 기질농도(COD)를 각각 다르게 한 4개의 OUR 

반응조를 운영하였다. 각 반응조의 초기미생물 농도는 625 mgVSS/L로 

일정하게 맞춰주었다. 를 구하기 위해 먼저 각 기질 농도에서의 성장률

(specific growth rate, μ)을 구해야한다. 이를 위해 각 반응조에서의 

누적 산소소모량을 구하고 이를 토대로 미생물 농도에 관한 데이터로 변

환해야 한다. 4개의 각 반응조에서의 누적 산소소모량을 산출하여 Fig. 

21과 Fig. 22에 나타내었다. 

Fig. 21 Cumulative oxygen uptake according to each substrate 

concentration of 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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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Cumulative oxygen uptake according to each 

substrate concentration of SMB

Time

(min)

GB SMB

50ppm 100ppm 150ppm 200ppm 50ppm 100ppm 150ppm 200ppm

0 0 0 0 0 0 0 0 0

10 1.17 1.14 1.32 1.23 2.02 3.77 2.39 5.85

20 1.86 1.9 2.3 2.28 3.16 5.3 4.47 7.12

30 2.47 2.63 3.18 3.21 4.07 6.26 6.14 8.26

40 2.95 3.31 3.96 4.06 4.87 7.09 7.41 9.39

50 3.51 3.95 4.67 4.84 5.56 7.77 8.43 10.37

60 4.01 4.55 5.29 5.47 8.36 9.28 10.43

70 4.5 5.1 5.87 5.92 8.88 10.02 10.8

80 4.96 5.64 6.26 10.65 11.27

90 6.76

Table 7 Cumulative oxygen consumption according to each 

substrate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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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섭취율 실험결과와 동일하게 SMB 적용시 산소섭취율이 높았으며, 

실험 초기에 모든 기질에서 산소를 빠르게 소모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SMB로 인하여 미생물의 액티비티가 향상되었고, 기질에 대한 친밀

도를 향상시켰기 때문에 산소섭취율이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각 기질농도에 대한 누적산소소모량을 이용하여 식 (17)을 이용하여 

미생물 농도에 관한 data로 변환 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Fig. 23과 Fig. 

24에 나타냈으며 자세한 값은 Table 8과 같다.

Fig. 23 Biomass concentration according to each substrate 

concentration of 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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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Biomass concentration according to each substrate concentration 

of S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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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min)

GB SMB

50ppm 100ppm 150ppm 200ppm 50ppm 100ppm 150ppm 200ppm

0 625 625 625 625 625 625 625 625

10 629.3 629.1 629.8 629.5 635.5 644.5 637.4 655.3

20 631.8 631.9 633.4 633.3 641.4 652.5 648.2 661.9

30 634.0 634.6 636.6 636.7 646.1 657.5 656.8 667.8

40 635.7 637.0 639.4 639.8 650.2 661.8 663.4 673.7

50 637.8 639.4 642.0 642.6 653.8 665.3 668.7 678.8

60 639.6 641.6 644.2 644.9 　 668.3 673.1 679.1

70 641.4 643.6 646.4 646.5 　 671.0 676.9 681.0

80 643.0 645.5 　 647.8 　 　 680.2 683.4

90 　 　 　 649.6 　 　 　 　

Table. 8 Biomass concentration according to each substrate 

concentration of GB and SMB



- 53 -

식 (12)에 따라 각 기질 농도와 table 8에 나타나 있는 미생물 농도 

data를 plot하면 그 기울기가 바로 μ값이 된다. 각 기질농도 대한 μ값

은 각각 Fig.25와 Fig. 26 같고, table 9에 정리하였다. 

Fig. 25 μ values for each substrate concentration in GB

Fig. 26 μ values for each substrate concentration in S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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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rate 

concentration(mg/L)

Specific growth rate

GB SMB

50 0.58 1.34

100 0.66 1.45

150 0.73 1.44

200 0.70 1.47

Table. 9 μ values for each substrate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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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값과 각 기질농도를 plot한 후 비선형회귀분석으로 식 (13)을 fitting

하면 의 값을 구할 수 있다. 비선형회귀분석은 sigmaplot을 사용하였

다. Fig. 27, Fig. 28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실험을 통해 값은 GB 

16.72 mg/L, SMB 6.71 mg/L의 값을 얻었다. SMB의 산소전달효율의 

증가로 미생물의 기질에 대한 친화력을 높여 기질에 대한 반응속도가 향

상되고 미생물의 성장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Sub-micron 기포가 수중에서 미생물이 이용하기 쉬운 산소를 공급함을 

알 수 있다. 

Fig. 27 Microbial growth curve using monod equation 

of 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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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Microbial growth curve using monod equation 

of SMB

GB SMB

OUR 3.465 9.03

 0.604 0.636

(mg/L) 16.72 6.71

Table. 10 Kinetic parameters of biomass growth between 

GB and S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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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미세기포를 하수처리장에 적용하기 위하여 동일한 공

기를 사용한 일반 기포 장치와 산소전달계수 및 생물학적 동역학 계수를 

추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Sub-micron 기포를 하수처리 폭기 공정에 적

용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아래와 같다. 

1. 산소전달효율을 파악하기 위해 청수를 이용하여 GB(일반산기장치)와 

SMB(sub-micron bubble) 기포장치에서 공기유량을 50 ml/min으로 

동일하게 유입시키고 운전한 결과, 산소의 최대 포화농도는 각각 8.6 

mg/L, 36.71mg/L로 나타났다. GB의 산소전달계수는 5.562  , SMB

의 산소전달계수는 5.61  , 산소전달효율은 GB가 21.5 %, SMB가 

91.5 %로 Sub-micron 기포 적용시 높은 산소전달효율을 보였다. 이는 

SMB 기포장치가 믹싱챔버와 호스를 통한 전단력으로 인하여 기포가 잘

게 깨지면서 1㎛ 이하의 기포가 발생하면서 수중에서의 접촉 시간과 접

촉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높은 산소전달효율을 보인다. 

2. 미생물의 성장계수 산출을 위해 각각의 산기장체에서 산소가 포화된 

증류수를 이용하여 생물반응조에 투입 후 산소섭취율을 측정한 결과 각각 

3.465 , 9.03 으로 나타나 SMB 기포 적용시 산소

전달계수의 증가가 미생물의 산소섭치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미생물의 산소섭취율이 증가하여 미생물의 액티비티가 증가하여 미생

물의 기질 이용, 세포 생산 등 여러 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것으로 보인

다. 

3. 미생물의 생산계수 측정시 각각 0.605, 0.637로 나와 SMB 적용시 

미생물의 생산계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SMB 적용 시 미생물의 

산소섭취율이 향상되고, 미생물이 산소를 전자공여체로 활용하여 기질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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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및 기질을 이용한 세포합성도 또한 향상되는 것으로 보인다. 

4. 반속도 상수()를 추정한 결과 SMB가 16.72 mg/L, 6.71 mg/L가 

나와 SMB 적용으로 미생물의 기질에 대한 친화력을 높여 기질에 대한 

반응속도를 높이게 되고 미생물의 성장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SMB이 미생물이 이용하기 쉬운 산소의 형태로 공급하여 미

생물의 활성도를 높여 기질 제거율을 향상시킴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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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tivated sludge system is one of biological wastewater 

treatment methods to remove organic matter. It is the most 

widely used methods in wastewater treatment plants. In the 

aerator, where oxygen is sufficiently supplied, the wastewater 

influent is brought into contact with bio-floc, followed by 

solid-liquid separation in the settling tank. The aeration system is 

the most energy-intensive system in the activated sludge 

process, accounting for 40% of the total energy, which cost 

approximately 15.6 billion won of energy consumption in the 

Korea. In recent years, overpriced anaerobic devices in sewage 

treatment plants have been replaced with energy efficient 

micro-aerosol generators.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are:

To evaluate and compare the oxygen transfer coefficients 

in both general bubble generator and a sub-micron bubble (SMB) 

generator.

To understand the effect on the microbial kinetic 

parameter of biomass growth for biological treatment in 

wastewater treatment plants when the SMB is applied.

Oxygen transfer efficiency of the SMB was measured in order 

to apply them in the aeration system of wastewater treatment 

plant. As a result, when the air flow was equally injected at 50 

ml/min from the general aerator and SMB unit, the oxy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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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ation concentrations was found to be 8.6 mg/L and 36.71 

mg/L respectively, and the oxygen transfer coefficients were 

5.562  , 5.61  . Oxygen transfer efficiency was 21.5 % and 

91.5 % respectively. 

The oxygen uptake rate of the microorganisms was 3.465 and 

9.03, respectively. SMB made increase oxygen uptake rate and 

microbial activity.

The result of yield coefficient was 0.605, 0.637 respectively 

which indicating that adapting sub-micron bubble (SMB), causes 

coefficient increase. Microorganisms utilize oxygen as an electron 

donor and cell synthesis using substrates and substrates intake 

are also improved. The result of half velocity constant, GB was 

16.72 mg/L, SMB was 6.71 mg/L. as a result, SMB application 

enhances the affinity of the microorganism to the substrate, which 

increases the reaction rate to the substrate and affects the 

growth rate of the microorganism. SMB supplied oxygen which 

microorganisms use easily.

Student Number: 2015-2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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