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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improvement of nitrogen and phosphorus removal in SBR using the elutriated acids from the food waste as an external 
carbon source was investigated in this study. The food waste was elutriated at 35°C and pH 9 to produce the external carbon 
source. The elutriate of food waste were continuously collected. The elutriated liquid contained VFAs of 39,180 mg/L 
representing soluble COD of 44,700 mg/L. The SBR showed poor denitrification and EBPR (enhanced biological phosphorus 
removal) without elutriated VFAs addition. An average denitrification rate was 0.4 mg NOx-N/g MLVSS/day. In turn, EBPR 
was also inhibited by this poor denitrification because the remaining nitrate in anaerobic phase resulting a poor denitrification. 
On the other hand, the denitrification in anoxic phase significantly improved with an elutriated VFAs addition. Nitrate removal 
was 82% while the denitrification rate was 2.9 mg NOx-N/g MLVSS/day with 18.4 mL/cycle of elutriated VFAs. With the 
enhanced denitrification, nitrate concentration in anaerobic phase could effectively be controlled to a very low level. The 
elimination of nitrate inhibition in anaerobic phase resulted enhancement of EBPR. The specific phosphate release rate was 1.9 
mg PO4

3--P/g MLVSS/day with less than 0.5 mg/L of PO4
3--P concentration.

keywords : External carbon source, Food waste, SBR, EVFAs

1. 서 론1)

음식물쓰 기는 수분함량이 높고, 쉽게 부패되는 특성으

로 인해 매립  소각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한 다

각 인 처리 안이 논의되어 왔다. 음식물쓰 기의 사료화

는 가장 좋은 자원 재이용 방법이지만, 선도유지를 한 

수거체계, 합한 음식물쓰 기 성분유지, 가축질병 등의 

문제 이 있다. 한 퇴비화도 퇴비로 인한 토양 내 염분

축   수요처확보의 문제 이 있다. 1997년 7월에 개정

된 폐기물 리법에서는 2005년 1월부터 시 단  이상에서

는 쓰 기 매립장에 음식물 쓰 기를 직매립하는 행 의 

지를 규정하고 있어, 음식물쓰 기 발생량의 59% 이상을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음식물쓰 기 처리 실정으

로서는 새로운 음식물쓰 기 처리방법이 연구되어야 할 것

이다(임 등, 2002). 음식물쓰 기를 세정산발효공정으로 처

리하면, 음식물쓰 기의 많은 유기성분이 가용화(solubi-
lization)  산발효(acid fermentation)되어 VFAs를 생산하

는데, 이는 하수고도처리의 외부탄소원으로 이용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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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음식물쓰 기의 부피감소(volume reduction) 
 탈수기능으로 발생슬러지가 크게 감소하게 된다.
SBR 공정은 단일의 반응조에서 유입, 반응, 침   유

출이 진행되므로 운 이 간단하고, 유지 리비가 게 소요

되어 ․소규모 하수처리에 효율 인 처리방법으로 알려

지고 있다. SBR 공정은 산소주입과 혼합의 조 이 용이하

여 반응조 하나만으로도 기, 호기  무산소 상태를 변

화시킬수 있어 생물학  고도처리를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입수의 조건에 따라 히 반응시간

도 조 할 수 있다. 
국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에는 RBCOD(readily 

biodegradable COD) 함량이 부분 부족하기 때문에, BNR 
(biological nutrient removal)공정에서 양염류 제거에 필

요한 탄소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SBR 공정의 탈질

과 인제거 과정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서는 외부탄소

원의 주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음식물쓰 기를 세정산발효시켜 VFAs가 

주성분인 세정산발효액을 생산하고, 그성상을 조사하 으

며, 세정산발효액을 SBR 공정의 무산소 단계에 주입하여 

질소와 인의 제거효율을 투입 과 비교․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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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acid elutriation reactor and SBR process.

2. 재료  방법

2.1. 실험장치

2.1.1. 세정산발효 공정

음식물쓰 기의 산발효액을 생산하기 한 실험은 유효

용량이 10 L인 원통형 아크릴 반응조를 이용하여 항온실

(35±1°C)에서 운 하 다. 세정수는 반응조의 상부로 유입

되고, 유출수는 하부의 sampling port를 통해 유출되었다. 
Fig.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세정산발효 실험 장치와 SBR 
실험장치의 모식도이다.

2.1.2. SBR 

SBR 실험장치는 총 용 이 20 L이고, 유효용 이 16 L
인 아크릴로 제작된 반응조와 유입 류조로 구성되어있다. 
반응조 내에는 미생물과 기질의 원활한 을 해 회

속도 가변형 교반기를 부착하 고, 호기 단계에 포기를 

해 산기 을 설치하 다. 타이머를 이용하여 유입수의 유입

과 유출, 공기주입, 혼합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 다. 

2.2. 운  조건  방법

2.2.1. 세정산발효 공정

본 실험에 사용된 음식물쓰 기는 D시 음식물쓰 기 하

수병합처리 시설의 처리 과정  쇄 선별기와 자

력선별기를 거치고 원심분리 에서 채취하 다. 음식물쓰

기의 TS, VS, TCOD, TKN  TP 농도는 각각 114,400 
mg/L, 103,000 mg/L, 432,000 mg/L, 10,640 mg/L  

36,180 mg/L이었으며, 함수율은 약 80% 다. 실험실에서 

입자크기를 5 cm 정도로 쇄하여 사용하 으며, 음식물쓰

기는 성상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하여 4°C 이하로 냉장 

보 하 다. 10 L의 반응조에 5 L의 음식물쓰 기를 pH 9
로 조정하여 채운 다음, 35°C 항온실에서 운 하 다. pH 
9의 세정수를 기 5일간은 4 L/d, 그 후로는 2 L/d로 10
일 동안 계속 세정 유출시켰다. 

2.2.2. SBR

실험에 사용된 유입수는 D시 하수처리장에서 침사지만을 

거친 하수를 채취해 이용한 것으로, 국내 하수 성상에 비

해 COD가 약간 높은 농도를 보 으나, 상치에 미치지 

못하여 glucose와 NH4Cl을 주입하여 평균 COD 농도를 약 

250 mg/L로, 질소농도를 약 30 mg/L로 조 하 다. Table 
1에 유입수의 성상을 제시하 다. 

체 유입수의 양은 24 L/d로, 1 cycle 당 8 L가 유입되

어 하루 동안 3 cycle로 운 되었다. 반응조의 유효용 은 

유입이 종료되었을 때 16 L이고, 유출이 종료되었을 때는 

8 L이다. SRT는 20일로 MLSS 농도는 약 2,800～3,200 
mg/L로 유지하 다. 호기조에서의 DO농도는 반응 기에

는 3～4 mg/L, 부분의 질산화 반응이 끝났을 때는 6～7 
mg/L 정도로 유지되었다. 실험은 20°C 항온실에서 수행되

었다. 유입수는 성상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해 4°C 이하

로 냉장 보  후, 유입시는 일시 으로 유입수가 50°C의 

항온수조를 통과하게 해 온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 다. 
Fig. 2는 SBR 반응조의 운 주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 

주기의 유입시간은 30분, 반응시간은 기, 호기  무산소 

조건에서 각각 1시간 30분, 3시간  2시간, 침 과 유출은 

각각 30분으로 구성하 다.
잉여슬러지는 호기시간이 끝난 시 에서 하루 800 mL 

씩 폐기하 고, 무산소상태가 시작하는 시 에서 음식물쓰

기의 산발효액(18.4 mL)를 투입하 다. 무산소상태에 투

Table 1. Characteristics of raw wastewater
Parameters Range Average

pH 7.2~7.5 7.3
TSS 100~340 220
VSS 52~330 190

TCODcr 237~311 246
SCODcr 84~178 135

TKN 27.4~31.1 29.1
NH4

＋-N 20.2~26.6 22.9
TP 3.6~6.5 4.5
SP 1.4~3.2 2.2

Unit: mg/L, except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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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BR operation with an addition of elutriated VFAs from food waste.

입된 SCOD의 양은 유입 SCOD의 약 76%에 해당하는 것

으로, 호기상태에서 생성된 NO3
-
의 60%를 제거하기 해 

필요한 COD량을 이론 으로 계산하여 얻은 값이다.
실험은 음식물쓰 기를 투입하지 않고 반응조가 안정될 

때까지 한달 여 동안 운 한 다음, 산발효액을 투입하여 

운 하 다. 두 실험 모두 다음 Fig. 2와 같이 조건에서 운

하 는데, 유입과 기 기간에는 유입수가 반응조 내에 

남아있는 미생물과 하여 인의 방출과 탈질이 진행된

다. 호기성 조건에서는 질산화와 인의 과잉섭취 상이 발

생하며, 무산소상태에서는 주입된 외부탄소원을 기질로 하

여 후탈질이 일어난다. 침 기간에 고액분리가 되어 상등액

이 유출된다. 

2.3. 분석 방법

2.3.1. 세정산발효 공정

세정산발효액의 분석항목으로는 pH, TCODcr, SCODcr, 
TKN, NH4

+-N, TP, SP, acids(acetate, propionate, butyrate, 
valerate, lactate, formate), Cl- 등이었다. VFAs(volatile fatty 
acids)는 UV 검출기와 유기산 분석 컬럼(Aminex HPX- 
87H, Bio-Tad, Inc., U.S.A)이 장착된 HPLC(Shimazu 
Model LC-10AD, Japan)로 측정하 다. HPLC를 측정하기 

한 처리로 4,000 rpm으로 15분 동안 원심분리 시킨 

후, 상등수를 채취하여 0.45 ㎛ 여과지(Micron Separations, 
Inc.)로 여과한 후 측정하 다. 그 외의 분석항목은 

Standard Method(APHA, 1998)에 하여 실험하 다. 

2.3.2. SBR

유입수와 처리수에 해서 pH, TCODcr, SCODcr, TKN, 
NH4

+-N, NO3
--N, TP  SP의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처리

수는 각각의 반응이 끝나는 시 에서 완 혼합 상태일 때 

시료를 채취하여 여과한 후 각 성분을 측정하 다. 유출수

는 침  후 상등액을 취한 것이다. 

3. 결과  고찰

3.1. 세정산발효 공정

3.1.1. pH 변화  슬러지 부피 감소

세정산발효 실험은 SBR 공정의 외부탄소원을 생산하기 

해 10일 동안 회분식으로 수행하 다. Fig. 3은 음식물쓰

기 세정산발효액의 pH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 으로 

산발효를 거치는 동안 생성되는 유기산에 의해 반응조내의 

알카리도가 감소되어 기유입 pH보다 산발효 공정을 거

친 유출수의 pH가 더 낮게 나타난다. 본 실험에서는 음식

물쓰 기를 pH 9로 조정(NaOH 주입)하여 유입기질로 사

용하 으며, 세정산발효조 유출수의 pH는 평균 5.4로 나타

났다. 이것은 생성된 유기산에 의한 pH감소를 나타내는 것

으로, 특히 반응조 운 후 기 3일 동안 세정산발효조 유

출수의 pH가 매우 낮은값을 나타내는 것은 유기산 생산이 

이 기간 에 활발히 진행된 것이라고 사료된다.
음식물쓰 기의 VS성분이 SCOD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VS감량과 더불어 세정을 통해 반응조 하부에서 슬러지 농

축이 일어나게 된다. 음식물쓰 기의 부피는 실험 시작 시 

5 L에서 10일후 3.2 L로 감소하 으며, 슬러지 부피 감소

율은 36%로 나타났다. 하수일차슬러지를 유입기질로 사용

한 박 등(2004)의 연구에서 슬러지 부피 감소율이 76%(pH 
9 는 11)로 나타난 결과에 비교하여 아주 낮은 값을 나

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음식물쓰 기의 구성성분  

동물의 와 같은 무기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부피감소율이 

낮아진 것으로 단된다. 음식물쓰 기 처리과정을 통해 

무기성분을 제외시킨다면 더 높은 부피 감소율을 기 할 

수 있으며, 높은 부피 감소는 음식물쓰 기 처리를 용이하

게 하여, 경제 일 것으로 사료된다.

Fig. 3. Variation of pH with operating time.

3.1.2. 세정산발효액 성상

세정산발효 공정에 의해 생산된 SCOD와 VFAs를 Fig. 4
에 나타내었다. 체 운 기간 10일  기 3일 동안 

체 SCOD 생산량의 97% 이상이 세정 유출되었으며, 체 

SCOD 생산량의 약 60%가 VFAs로 회수되었다.
SBR 실험에 외부탄소원으로 사용된 세정산발효액은 세

정산발효 공정의 1일과 2일에서 회수한 세정유출수를 혼합

한 것으로, 성상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실험에 사용한 음식물쓰 기의 세정산발효액은 TCOD와 

SCOD 농도는 각각 50,900 mg/L 44,700 mg/L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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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elutriated acids and VFAs content
Items pH TCOD SCOD TKN NH4-N TP SP Cl- VFAs

4.6 50,900 44,700 966 377 430 302 3,300 39,180

HLa HAc HPr HBu HVa Total VFAs
36,340 1,320 400 280 840 39,180

Unit : mg/L

Table 3. TCOD and SCOD concentrations in SBR during the operating cycle

MLSS MLVSS
TCOD SCOD

Influent Effluent Influent Anaerobic Aerobic Anoxic
without an addition of 

elutriated VFAs 3,019 2,419 246 38 135 35 25 23

with an addition of 
elutriated VFAs 3,921 3,218 199 24 63 28 18 17

Unit : mg/L

TKN과 암모니아 농도는 각각 966 mg/L와 377 mg/L로 높

았으나, 실제 투입했을 때 반응조에 미치는 향은 1.11 
mg/L 정도로 낮았다. TP와 SP 농도 역시 각각 430 mg/L, 
302 mg/L로 높았으나, 반응조 내부에서는 0.49 mg/L 정도

의 향만을 나타냈다. VFAs는 총 39,180 mg/L 정도로 높

게 유지되어 외부탄소원으로 합하며, 이는 주입 즉시, 
탈질을 한 유기탄소원으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상되

었다. 특히 Cl-
농도는 3,300 mg/L로 나타나, 송 등(2002)의 

연구에서 제시한 유기물제거와 질산화에 향을 주는 농

도인 8,000 mg/L와 20,000 mg/L에 비교해 매우 낮은 농도

값을 나타내므로, 제거효율에 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사

료된다.

Fig. 4. Variation of SCOD and VFAs concentration with 
operation time.

음식쓰 기를 기질로 하여 생산된 VFAs는 그 부분이 

lactic acids로 이는 우리나라 음식의 특징으로 발효 식품인 

김치 등이 많기 때문에 음식물쓰 기에도 상당량의 발효미

생물, 특히 젖산균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2에 발생된 VFAs의 양도 함께 제시하 다. 

3.2. SBR 실험결과

3.2.1. 유기물 제거

SBR 실험 시작 후 약 30일 경과한 시 에서 체로 안

정 인 유출수질을 나타내었다. 운  기간  반응조의 

MLSS 농도는 약 3,000 mg/L정도로 유지되었으며, 음식물

쓰 기 세정산발효액 주입  유출수의 TCOD농도는 평균 

38 mg/L로 유입 COD의 85%의 제거율을 보 다. 부분

의 COD는 기 단계에서 제거되었는데, 유출수 에 남아

있는 COD 성분은 생물학 으로 분해 불가능한 성분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제거율은 음식물쓰 기 세정산발

효액 주입 후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주입된 음식물쓰

기 세정산발효액은 부분 탈질 과정에서 소모된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3에 SBR반응조의 각 단계별 평균 유기물 

농도를 정리하 다. 

3.2.2. 음식물쓰 기 세정산발효액 주입 유무에 따른 질소 

 인의 거동

음식물쓰 기 세정산발효액을 주입하지 않았을 경우 SBR 
공정에서는 체로 90%이상의 높은 질산화율을 보 으나, 
유출이 종료되었을 때 반응조에 남아있는 8 L에는 탈질 되

지 못한 NO3
-N가 기성 공정에서 탈질되는 것만 찰

할 수 있었을 뿐, 무산소조에서의 탈질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무산소단계에서의 SDNR(specific denitrification rate)
은 평균 0.4 mgNOx-N/gMLVSS/day로 나타났으며, 이는 

탈질 반응에 사용될 탄소원의 부족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
로 인해 기 단계에서 인의 방출에 사용될 유기물이 탈질 

반응에 이용되어 인의 방출이 충분하게 일어나지 못하여 

인의 제거에도 향을  것으로 사료된다(최 등, 1994). 
기 단계에서의 SPRR(specific phosphate release rate)은 

평균 1.0 mgPO4
3--P/gMLVSS/day로 나타났으며, 유출수의 

PO4
3--P 농도는 1.1 mg/L정도로 유입된 인의 62%가 제거

되었다. 다음 Fig. 5는 음식물쓰 기 세정산발효액 주입

의 SBR 공정 1 cycle 체 반응에 걸친 질소와 인의 농도

를 30분 간격으로 조사한 값으로 체 공정에서 질소, 인
의 거동을 나타내었다. 
본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호기 단계에서 OUR 실험을 병

행하 는데, Fig.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체 호기 시간이 

시작된 후 약 1시간 40분경이 경과하여 뚜렷한 OUR의 변

화를 찰할 수 있었다. 이는 본 공정에서 필요한 호기 시

간은 2시간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상할 수 있다. 
음식물쓰 기 세정산발효액을 주입한 후 SBR 반응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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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rofile of NH4
+, NO3

-, NO2
-, and PO4

3- concentra-
tions in SBR during the operating cycle without 
elutriated VFAs from the food waste.

Fig. 6. Result of OUR test.

서 질소와 인의 거동은 다음 Fig. 7에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음식물쓰 기 세정산발효액 주입 후 질산

화 되었던 NO3
--N의 부분이 탈질 되었고, SDNR(specific 

denitrification rate)이 평균 2.9 mgNOx-N/gMLVSS/day로 

증가하 다. 무산소단계에서 부분의 탈질이 이루어지므로 

기 단계에서의 탈질 양이 미미하여 인의 방출에 향이 

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 단계에서의 SPRR(specific 
phosphate release rate)은 음식물쓰 기 세정산발효액 주입 

후 평균 1.9 mgPO4
3--P/gMLVSS/day로 주입 의 약 두배 

정도 증가하 으며, 호기 단계에서 인의 과잉 섭취가 원활

히 이루어져 유출수의 PO4
3--P 농도가 0.4 mg/L로 매우 낮

게 나타났다. 
Table 4에 음식물쓰 기 세정산발효액을 외부탄소원으로 

주입하기 과 후의 비반응율(specific reaction rate)를 정리

하 다. 

Fig. 7. Profile of NH4
+, NO3

-, NO2
-, and PO4

3- concent-
rations in SBR during the operating cycle with 
elutriated VFAs from the food waste. 

Table 4. Specific reaction rate

Without an 
addition of 

elutriated VFAs

With an 
addition of 
elutriated 

VFAs
SNR1)(mgNH4

+-N/gMLVSS/day) 6.7 4.7

SDNR2)(mgNOx-N/gMLVSS/day) 0.4 2.9

SPRR3)(mgPO4
3--P/gMLVSS/day) 1.0 1.9

SPUR4)(mgPO4
3--P/gMLVSS/day) 1.4 1.8

SNR : specific nitrification rate
SDNR : specific denitrification rate
SPRR : specific phosphate release rate
SPUR : specific phosphate uptake rate

4. 결 론

본 연구는 음식물쓰 기의 산발효액이 생물학  하수고

도처리 공정의 외부탄소원으로 사용되기 한 가능성을 검

토하기 해 SBR 공정을 이용하여 수행하 다. 
1) 체 세정산발효 공정 운 기간(10일)  기 3일 동안 

총 SCOD 생산량의 97% 이상이 세정 유출되었으며, 
체 SCOD 생산량의 약 60%가 VFAs로 회수되었다. 기
질로 이용된 음식물쓰 기의 부피 감소율은 36%로 나

타나, 경제 인 음식물쓰 기 처리 방법으로서의 가능성

을 보여주었다.
2) 18.4 mL의 음식물쓰 기 세정산발효액 주입으로 SDNR

이 평균 0.4 mgNOx-N/gMLVSS/day에서 2.9 mgNOx-N/ 
gMLVSS/day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기 단계에서의 SPRR은 음식물쓰 기 세정산발효액 

주입  평균 1.0 mgPO4
3--P/gMLVSS/day 에서 주입 후 

평균 1.9 mgPO4
3--P/gMLVSS/day 로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 질산성 질소로 인한 인 방출에 한 해 향

이 감소하 다.
4) 호기 단계에서 실시한 OUR 실험에서 기에는 약 27 

mgO2/L/hr을 보 으나, 1시간 40분 후에는 약 10 
mgO2/L/hr로 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공정에

서의 호기 시간은 약 2시간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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