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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Nitrite accumulation is essential for constructing an anammox process. As the pH in the reactor exerts a complicated 
and strong influence on the reaction rate, we investigated its effects upon treatment of an ammonic wastewater (2,000 mgN/L) 
through modeling and experiment. The modeling results indicated that the reaction stability is strongly affected by pH, which 
results in a severe reduction of the ‘stable region’ of operation under alkaline environments. On a coordinate of the total ammonia 
nitrogen (TAN) concentration vs. pH, the maximal stable reaction rates and the maximal nitrite accumulation potentials could be 
found on the ‘stability ridge’ that separates the stable region from the unstable region. We achieved a stable and high ammonia 
oxidation rate (~6 kgN/m3-d) with a nitrite accumulation ratio of ~99% when operated near the ‘stability ridge’. The optimum pH 
that can be observed in experiments varies with the TAN concentrations utilized, although the intrinsic optimum pH is fixed. The 
direction of change is that the optimum operational pH falls as the TAN concentration increases, which is in excellent accordance 
with the observations in the literature. The optimum operational pH for 95% nitritation was predicted to be ~8.0, whereas it was 
~7.2 for 55% partial nitritation to produce an anammox feed in our experimental conditions.
Key Words : Ammonia, Nitritation, Nitrite Accumulation Potential, Optimum pH, Reaction Stability

요약 : 아질산화 반응을 통한 nitrite 축적은 단축질소제거 혹은 anammox 공정 수립을 위해 필수적이고 이 반응의 속도가 전

체 질소제거공정의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부유 미생물 연속류 반응기에서 pH 농도가 암모니아 폐수
(2,000 mgN/L) 처리에 주는 복잡하고 다양한 영향 들을 modeling과 실험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modeling 연구 결과 
반응의 안정성(stability)은 pH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free ammonia 저해가 심해지는 알칼리성 환경일수록 안정적 운
전 영역(stable region)은 축소되었다. 기질과 pH의 좌표 상에서 stable region과 unstable region을 가르는 경계(stability ridge) 근
처에서 안정적인 최대반응속도를 얻을 수 있고, 이 운전조건에서 아질산 축적 가능성도 최대가 되었다. stability ridge 근처의 
조건에서 반응기를 운전한 결과 아질산화속도는 안정적으로 약 6 kgN/m3-d까지 얻을 수 있었고, 아질산축적율은 약 99% 이
었다. 그러나 unstable region에서는 부하증가를 통한 반복된 교란 결과 유출수 암모니아 농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상승
하였다. Modeling 결과 고유(intrinsic) 최적 pH 값을 고정하여도 실험에서 관찰되는 최적 운전 pH는 사용 기질의 농도가 높을
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문헌에서 보고된 경향과 일치 하였다. 본 연구의 modeling 조건에서 95% 아질산화
(5%는 암모니아로 잔존)를 위한 최적 운전 pH는 ~8.0인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anammox 유입수 생산을 위해 55% 아질산화 
하려 할 때의 최적 운전 pH는 ~7.2로 낮아 졌다.
주제어 : 암모니아, 아질산화, 아질산 축적 잠재력, 최적 pH, 반응 안정성 

1. 서 론

단축질소제거1~3) 혹은 SHARON (Single reactor system for 
High activity Ammonium Removal Over Nitrite)4) 공정이 

소개되면서 아질산화(nitritation) 영향 인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 졌다.2,5,6) 그 후 anammox7,8) 반응이 발견되고 

획기적인 질소제거 방법으로 인정받으면서 아질산화 공정

은 필수불가결한 전단 공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아질산

화는 nitrification의 두 번째 단계인 NO2
-(아질산)의 산화를 

억제하여 아질산을 반응기내에 축적하는 반응을 일컫는다. 
그러나 이 반응의 중요성에 비해 아질산화 혹은 부분아질산

화(partial nitritation, 암모니아의 일부만을 아질산으로 전환)
를 달성하기 위한 설계/운전 인자에 관한 종합적 연구는 미

흡하다. 많은 연구가 아질산화에 영향을 주는 특정 인자에 

초점이 맞추어 진 관계로 연구들 간에 상반된 주장이 있는가

하면 전체로서 각 인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잘 알려

지지 않은 상태이다. 일례로 free ammonia (FA, NH3)가 주된 

영향인자라는 주장5,9)이 있는가 하면 낮은 용존산소(DO) 농
도가 보다 중요한 인자라는 주장10)이 있고, 짧은 HRT(혹은 

SRT)가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가 하면11) 훨씬 긴 

SRT서 아질산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경우도 많다.12,13)

아질산화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은 이 반응의 활용에 장애

가 될 소지가 크다. 본래 아질산화 반응은 느린 편인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흔히 쓰는 DO를 낮춘다든지 하는 등의 억

제적(suppressive) 운전방식은 아질산화 반응속도를 더욱 낮

추기 때문이다. 문헌들을 보면 완전질산화(complete nitrifica-
tion) 반응기의 단위용적당 암모니아 제거능력은 ~5 kgN/m3-d 
정도14)인데 비해 아질산화의 경우는 약 1~3 kgN/m3-d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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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3,15,16)로 상당히 낮다. 더욱이 anammox 혹은 탈질 반응

기의 질소제거 능력이 5 kgN/m3-d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으

므로8,13) 전체 질소제거 공정에서 아질산화 공정이 일종의 

rate-controling 공정이 되고, 가장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될 공산이 크다. 그러므로 아질산화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

는 연구가 anammox 공정 혹은 아질산화-탈질을 통한 단축

질소제거 공정의 효율 증대를 위해 긴요하다.
아질산화 반응과 pH 간의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하고 흥

미롭다. 암모니아 산화로 인한 H+ 생성 및 이로 인한 과도

한 pH 저하가 반응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아질산산화균

(nitrite oxidizing bacteria, NOB)의 성장억제에 큰 영향을 주

는 FA의 농도가 pH의 함수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암모니

아산화균(ammonia oxidizing bacteria, AOB)의 직접적 기

질이 NH4
+가 아니라 NH3 즉 FA라는(그러므로 높은 pH 일

수록 AOB 성장에 유리) 연구 결과가 있는가 하면,17,18) 과
도한 FA 농도는 AOB의 활동도 저해한다.5,19) 대체로 알칼

리성 환경이 아질산화에 유리하나 고농도 폐수에서는 오히

려 독이 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암모니아의 자가저해(self- 
inhibition)적 성질은 또한 반응의 안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고농도 혹은 높은 pH 환경에서 FA inhibition으로 인해 

암모니아 산화속도가 점점 느려질 수 있는데, 높은 암모니아 

농도의 anammox 반응조 유입수를 생산하는 경우 이러한 불

안정성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NOB의 선택적 도태의 다

른 중요 수단인 free nitrous acid (FNA, HNO2)의 농도는 산

성에서 급격히 높아지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낮

은 pH가 유리할 수도 있다.20,21) Partial nitritation 공정의 목

표가 반응속도와 반응 안정성을 높이되 nitrite의 축적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므로, 적정 pH는 아질산화에서의 여러 

영향인자 들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부유 미생물 연속류반응기(continuous stirred 

tank reactor, CSTR)를 이용한 고농도 암모니아 폐수(2,000 
mgN/L)의 부분아질산화에서 pH의 복잡다단한 영향을 model-
ing과 실험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반응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아질산화 속도를 극대화하는 pH 조
건을 여러 암모니아 제거율에 대해 정량적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Modeling의 기본이 되는 암모니아 산화 kinetic equa-
tion의 선정과 그 배경, 특히 AOB의 직접기질 선택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 졌다.

2. 연구방법

2.1. Modeling

pH가 아질산화 반응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pH가 영향을 주는 여러 반응들을 수식화하고, 이를 하나의 

kinetic equation으로 엮어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영향은 물론 각각의 영향(예로 pH자체의 고유 영

향 혹은 FA농도를 변화시킨 데 따른 저해의 영향 등)을 파

악할 수 있다. 아질산화 반응의 변수(영향인자)로 기질농도

와 pH 외에 이들에 따라 변하는 FA 및 FNA 농도가 있고, 
DO 농도 및 반응온도도 매우 중요하다. 그 외, 세포 생성

에 필요한 무기탄소와 영양염류 공급도 필수적이나 이들은 

대부분의 폐수에서 충분히 함유되어 있거나 간단히 보충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다.
본 연구를 위한 kinetic equation은 상기 중요 인자들을 두

루 포함하고 있는 Van Hulle 등18)이 제안한 growth equation
을 차용하였다.

AOB AOB

I, NH I, HNONHAOB 3 3 2

AOB AOB AOB

NH NH HNOS, NH I, NH I, HNO3 3 23 3 2

AOB max

K KS
K +  S K +  S K +  S

μ μ=
 

AOB

AOBDO
minAOB AOB opt,AOB

DOS,DO

pH

pH

AOB
max2

pH -pH

(T-T )

-1+10

KS [  (T - T )] 1 - e
K +  S K

{ }c
a⎛ ⎞

⎜ ⎟
⎝ ⎠

(1)

SNH3 = FA = (mgN/L) (2)

SHNO2 = FNA = (mgN/L) (3)

여기서, µAOB
max는 최적 pH, 최적 온도, 포화 DO 및 기질 조

건에서 FA, FNA 저해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에 얻어 질 수 있는 가상적인 최대 비성장속도(hypothetical 
maximum specific growth rate (d-1))이다. SNH3, SHNO2 및 SDO

는 각각 NH3-N, HNO2-N, DO 농도(mg/L)이고, KS,NH3, KS,DO

는 각각 NH3, DO에 대한 반포화속도상수(mg/L)이다. KI는 

NH3 혹은 HNO2에 의한 저해상수(mg/L)이다. KS,NH3와 KI,NH3

는 모두 NH3 농도를 변수로 갖는 상수들이나 전자는 기질

에 대한 affinity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 값이 작을수록 비성

장속도는 커진다. 반면 KI,NH3는 NH3의 독성영향을 표현하

기 위한 상수로서 이 값이 작을수록 비성장속도는 작아진

다. 식 (1)의 다른 변수들이 일정할 때 µAOB의 극대치는 

에서 발견된다. Tmax와 Tmin는 각각 

성장이 가능한 최고 및 최저 온도이고, a, c는 온도상수이다. 


와 

는 각각 고유(intrinsic) 최적 pH(균의 효소

반응을 극대화하는 최적 농도)와 pH 상수이다.
식 (1)은 기질이용에 대한 Monod equation을 기본으로 하

고, FA 및 FNA 저해, DO 농도, pH 값, 반응온도의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 식 (1)의 가장 큰 특징은 AOB 성장의 직접

적인 기질로 전통적인 총암모니아 농도(TAN, NH4
+ + NH3) 

대신 FA 농도를 사용한 것이다. 동일한 pH 환경에서 일어

나는 질산화 반응에서는 기질을 어느 쪽으로 보든 결과가 

같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실제 환경에서 pH가 일정하게 유

지되기는 어려움)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pH가 7 혹은 8일 

때 두 농도의 차이가 각각 약 100배, 10배가 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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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tch tests to estimate KS and KI

Orgamisms Parameters
Initial concentration (mgN/L)

pH Suppresing agent Estimation method
TAN (mgN/L) TNN (mgN/L)

AOB

KS,FA
11 26 51 106 380 930 - - - - - - 8

Sodium azide
(1.5 mg/L)

NLR*
KI,FA

KI,FNA 25, 60, 95
50, 500, 1000, 2000

(as FNA : 0.01, 0.1, 0.2, 0.4)
7 DLP**

NOB

KS,FNA
- - - - - - 12 52 95 205 490 905 7 - NLR

KI,FNA

KI,FA 5, 14, 50, 110 (as FA : 0.4, 1, 3, 8) 25, 55, 100 8 Allylthiourea (10 mg/L) DLP
† Operating conditions : Temperature 30℃, Dissolved oxygen >6.0 mg/L, Cell concentration 1,500~2,000 mg/L (dry basis), Overall sampling time 
1~2 hrs, Sampling interval 10 min

* Non-linear regression, ** Direct linear plot method

다. FA를 직접적인 기질로 보는 근거는, 다수 실험결과에서 

TAN을 기질로 할 때는 pH에 따라 반포화속도상수 KS 값
이 크게 변동하나 FA를 기질로 하면 거의 일정해 지는데 

있다.17,18) 한편 Park과 Bae5)의 연구에서는 pH 변화에 상응

하는 KS 값 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아직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나 일단 여기서는 Van Hulle 등18)의 제안을 따랐다. 
FA, FNA 농도에 의한 저해영향은 noncompetitive inhibition 
model을 적용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식의 단순성이 매력

적이다. Noncompetitive inhibition으로 보는 근거가 제시되

지는 않았으나 일종의 경험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

다. Park과 Bae5)의 실험분석 결과도 FNA에 의한 저해는 non-
competitive inhibition에 가까웠으며, FA의 경우는 uncom-
petitive에 좀더 가까웠으나 noncompetitive inhibition model
을 적용해도 결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Van Hulle 등18)의 제안을 그대로 수

용하였다. pH 항과 온도 항은 관찰된 결과에 맞춘 경험식

들로 각각 Henze22)의 제안과 modified Ratkowsky model23)

을 따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암모니아 산화 속도에 초점을 맞추어 식 

(1)을 비기질소비속도(q, specific substrate utilization rate) 
식으로 변형한 후 이를 q^

max에 대한 상대적 값 q*로 나타낸 

식 (4)를 사용하였다.

AOB AOB

I, NH I, HNONH3 3 DO2

AOB AOB AOB AOB

NH NH HNO DOS, NH I, NH I, HNO S,DO3 3 23 3 2

* AOB
AOB

max

K KS S
K +  S K +  S K +  S K +  S

qq
q

= =)
 

AOB

AOB

min
AOB opt,AOB

pH

pH

AOB
max2

pH -pH

.(T-T )

-1+10

K
[  (T - T )] 1 - e

K
{ }c

a⎛ ⎞
⎜ ⎟
⎝ ⎠ (4)

여기서, qAOB와 q^
max는 각각 µAOB/Y, µAOB

max/Y이며(Y는 세

포합성계수), 따라서 q^
max는 가상적 최대비기질소비속도로, 

자가저해적 성격을 갖는 암모니아 산화에서는 실제로 관찰

될 수 없는 값이다. 식 (4)는 AOB에 관한 식이나 동일한 형

태를 NOB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q*
NOB를 계산할 수 있다.13) 

이 경우 기질 및 상수의 값들은 상황에 맞게 변경되어야 한

다. 이 때, q*
AOB /q*

NOB 비를 nitrite accumulation potential 

(NAP)로 볼 수 있으며,13) 이 값이 커질수록 반응기 내에 아

질산 축적이 용이해 진다.

NAP = q*
AOB / q*

NOB (5)

2.2 반응기 및 실험

반응기는 5 L 용량의 포기조와 같은 크기의 침전조로 구

성되었다. CSTR로 운전하였으며, 온도, pH 및 DO controller
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과 제어가 가능하게 하였

다. 특히 pH는 online pH controller (ISTEK pH-910)를 이용

하여 알칼리(bicarbonate) 혹은 산 용액을 주입하여 원하는 

값을 유지하였다. 혐기성소화를 거친 축산폐수의 수질을 

모사하기 위해 TAN 농도 약 2,000 mgN/L, 분해성 COD 약 

800 mg/L의 합성폐수를 조제하여 사용하였고, 하수처리장 

활성슬러지로 식종하였다. 원활한 아질산화 반응을 위해 충

분한 량(10,000 mg/L)의 알칼리도를 주입하였다. 
Modeling에 필요한 KS 및 KI 값은 AOB, NOB 각각에 대

해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모든 실험은 500 mL Erlenme-
yer flask를 이용하여 회분식으로 진행하였으며, air diffuser, 
pH meter, DO meter를 장착하고 수온은 30 ± 1℃를 유지하

였다. 초기 암모니아 및 아질산 농도 범위 10-1,000 mgN/L
에서 최대 6개의 기질농도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Table 
1). AOB 분해속도 실험 때는 NOB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

해 sodium azide (NaN3)를 주입하였고, 반대로 NOB 분해속

도 실험 때는 필요시 AOB를 억제하기 위해 allylthiourea 
(ATU)를 주입하였다. FA inhibition 영향을 보고자할 때는 

FA 농도가 충분히 커질 수 있도록 pH를 8.0으로 조절했고, 
FNA inhibition 영향을 보고자할 때는 충분한 FNA 농도 확

보를 위해 pH 7.0을 유지하였다(Table 1). 회분식 실험 개시 

후 1-2 시간 동안에 얻은 data로부터 기질농도(Y축)와 시간

(X축) 좌표 상에서 분해속도가 최대가 되는 직선부의 slpoe
를 그 때의 반응기 내 미생물 농도(1,500-2,000 mg/L)로 나

누어 비기질소비속도(q)를 구하고, 최고속도 slope가 형성된 

직선부의 평균 기질농도(S)13)를 취하여 여러 쌍의 S-q data
를 구하였다. 획득한 S-q data로부터 KS,FA,AOB, KI,FA,AOB와 

KS,FNA,NOB 그리고 KI,FNA,NOB 값을 비선형회귀분석(non-lin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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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ariations in q*
AOB at various substrate concentrations and pH with (a) no pH limitation, no FA/FNA inhibition, (b) direct pH 

effect, but no FA/FNA inhibition, (c) with direct pH effect and FA inhibition only, and (d) direct pH effect and simultaneous 
inhibition by FA and FNA. 

regression analysis)으로 구하였다. 한편, non-substrate inhibi-
tion(즉, AOB에 대한 FNA 저해와 NOB에 대한 FA 저해) 
상수인 KI,FNA,AOB와 KI,FA,NOB는 direct linear plot method5)로 

구하였다. 기타 시험방법과 분석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을 따

랐고, 자세한 내용은 다른 문헌30)에 수록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기질농도와 pH 변화에 따른 q*
AOB

Fig. 1은 반응기 내 TAN 농도와 pH가 변할 때 예상되는 

q*
AOB를 여러 경우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식 (2)를 사용하

여 계산하였고, 사용된 인자 값은 Table 2와 같다. 인자 값들 

중 KS와 KI는 본 연구에서 직접 구하였고, KDO는 여러 문

헌에 보고된 값들의 평균치이며, 온도항과 pH항에 필요한 

값들은 Van Hulle 등18)을 따랐다. 온도 항 중 min와 max  

의 값들은 Van Hulle 등18)이 실험 data로부터 외삽(extrapola-
tion)을 통해 얻은 것이다. 최저 성장온도가 10.12℃로 다소 

Table 2. Kinetic parameters for the model calculations

Kinetic parameters  

Source Para-
meter

Definition AOB NOB

KS half-max-rate concentration (mgN/L)
4.70 
(FA)

0.02 
(FNA)

This studya)

KDO half-max-rate concentration (mgDO/L) 0.50 1.00 Literature*

KI,NH3 inhibition concentration (mgNH3-N/L) 12a) 0.95b) This study

KI,HNO2 inhibition concentration (mgHNO2-N/L) 0.33b) 0.06a) This study

Tmax
Maximum temperature at which 
growth is observed

56.06

Van 
Hulle18)**

Tmin
Minimum temperature at which 
growth is observed

10.12

a
Temperature dependency coefficients

0.045

c 0.046

KpH pH range 8.21

pHopt intrinsic optimum pH 7.80 7.23 Assumed 

*Average of 20 reported values.13)

**Temperature coefficients for AOB and NOB are considered same.
a)By non-linear regression following the reference.5)

b)By the direct linear plot metho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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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난 것은 35℃에 적응된 미생물을 써서 단기간의 

batch test로 얻은 결과이어서 미처 저온에 적응하지 못한 때

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AOB에 대한 고유 최적 pH(pHopt) 
값은 가정치를 썼으며, 이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실험결과

를 이용하여 검토하려 한다. q*
AOB값은 TAN 1% 변동(즉, 

20 mgN/L)마다, 그리고 pH 0.1 단위 변동마다 계산하였으

며, Sigmaplot (ver. 12)을 이용하여 등가선을 그렸다.
Fig. 1(a)는 pH의 직접적 영향이나 기질저해가 없다고 가

정할 경우 예상되는 q*
AOB 값, 즉 기질농도, DO 및 온도의 

영향만을 나타낸 것이다. DO와 온도는 각각 1.5 mg/L, 30 
℃로 고정했으므로 두 항의 값(각각 0.75와 0.56)은 상수이

다. 온도에 의한 속도감소가 다소 과도해 보이나 이는 미생

물의 종류, 적응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실험을 통해 보정할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온도를 일정

한 것으로 가정했으므로 온도 항이 상수화 되어 다른 분석

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Van Hulle등18)의 제안 값을 그대

로 차용하였다. 따라서 포화기질 농도에서 얻을 수 있는 

q*
AOB 극대치는 0.41(0.75 × 0.56)이다. Fig. 1(a)의 q* 값은 

오직 기질(FA)농도에 의해서만 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

다. 따라서 등가선 상에서는 FA 농도가 동일하므로 이 그

림은 반응기 내 FA농도가 TAN, pH에 의해 어떻게 변해 가

는지 그 방향성을 알게 해 준다. 즉, pH 상승에 따라 q* 값
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기질(FA) 농도가 pH 한 단위 증

가 시 마다 거의 10배 증가하기 때문이다. Fig. 1(b)는 pH의 

직접적 영향을 추가한 것이다. 미생물은 과도한 산성 혹은 

알칼리성 환경에서는 활동하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고유 최적 pH는 7.8이었으나 기

질효과 때문에 Fig. 1(b)에서는 pH 8.0 근처에서 가장 높은 

q* 값을 보이고 있다.
Fig. 1(c)는 다시 FA inhibition 영향을 부가한 것인데, 전

체적으로 q* 값이 크게 낮아졌고 알칼리성 환경일수록 그 

영향이 심해지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적정 pH는 FA in-
hibition 때문에 이제 산성 쪽으로 이동하였는데, 반응기 TAN 
농도에 따라 변하는 모습이다(파선, pH optima). 이 결과는 

다수의 연구보고에서 질산화 반응의 최적 pH 값을 상당히 

다르게 보고24,25)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생각된

다. 아질산화균들은 오직 암모니아만을 기질로 사용하므로 

다양한 기질을 분해하는 종속영양세균에 비해서는 최적 pH 
값의 변화가 적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 보고된 값들

은 6.524)에서 9.125)로 광범위한데, Fig. 1(c)는 고유 최적 pH
가 동일해도 기질 농도에 따라 관측되는 최적 pH가 크게 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q* 극대치는 
  근처, TAN 200 

mg/L 조금 아래서 관찰되고 있으나, 이 결과는 FNA inhibi-
tion이 배제된 것이다. Fig. 1(d)는 마지막으로 FNA inhibition
까지 고려한 그림이다. 본 연구는 연속류반응기에서 산화

된 암모니아가 전량 아질산으로 축적되는 것을 가정하고 있

으므로 유출 TAN 농도가 낮을수록 반응기내 아질산의 농

도가 높아진다. FNA 분율은 낮은 pH에서 커지므로 그림에

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FNA inhibition 효과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FA inhibition에 비해 그 영향은 적다. 
파선은 여러 TAN 농도에 대한 최적 pH 값들을 연결한 것

으로 pH optima로 명명된 바 있다.13) 예로, 유출수 TAN 농
도를 900 mg/L로 유지하고자 할 때 반응속도가 가장 빨라

지는 pH는 약 7.5가 된다. 실선은 pH가 고정될 때 최대의 반

응속도를 내는 기질농도를 연결한 선이다. 즉, 임의의 pH(예
로, 7.5)에서 최대 아질산화 속도는 TAN 약 340 mg/L에서 

관찰될 것이고 이 농도(critical concentration, Sc)보다 더 높

은 농도에서는 FA inhibition이 과도해져 속도가 떨어지게 된

다. Sc보다 높은 기질농도에서는 반응이 불안정해 지므로 유

입수질이나 부하 등 운전조건이 변하는 환경에서는 steady 
state를 유지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TAN ~900 mg/L, pH 
7.5에서 암모니아 부하를 6시간 동안 6% 올린 결과 유출수 

TAN 농도는 일평균 약 150 mg/L씩 증가하여 회복되지 않았

다(상세자료 생략). 질산화 CSTR 반응기 운전 초기 암모니아 

농도가 너무 높으면 전혀 처리가 되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으

로 생각된다. 따라서, Fig. 1(d)의 실선은 stability ridge13)로 

부를 수 있고, stability ridge의 우상 측은 unstable region이 

된다. CSTR에서 안정된 반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전 

조건이 stability ridge 좌하 측 stable region에 머물러야 한

다. 안정된 최대 반응속도는 pH optima와 stability ridge의 

교점(좌측 X)에서 나타나고, 본 연구의 조건에서는 pH 7.8, 
TAN 140 mg/L (Sopt)이다. Fig. 1 (d)에서 stability ridge는 또

한 안정된 반응이 보장된 최대 반응속도를 얻는데 필요한 pH
와 TAN을 지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아질산화 반

응을 얻기 위해서는 stable region을 지키되 가급적 stability 
ridge 가까이에서 운전될 필요가 있다. 다만, TAN < Sopt에서

는 pH optima 선상의 조건에서 최대 반응속도가 된다. Sopt보

다 높은 TAN 농도에서 pH optima는 unstable region에 위치

하므로 이 농도 범위에서는 최적 pH보다 조금 낮추어 운

전할 필요가 있다. Fig. 1(d)는 얻고자 하는 유출수 농도에 따

라 적정 운전 pH가 상당히 달라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Anammox 유입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약 55% 아질산화 

(잔존 TAN ~900 mg/L)가 필요하므로 반응조 pH는 7.25를 

넘지 말아야 한다(그림의 우측 X). 그러나 95% 이상의 아

질산화 효율을 원한다면(잔존 TAN < 100 mg/L) pH는 약 

8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반응속도 면에서는 유리하다.

3.2. 획득 가능한 최대 nitirte accumulation potential

Stability ridge가 최적 운전조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때 NOB가 도태되고 아질산이 축적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stability ridge 상의 TAN과 TNN (total nitrite 
nitrogen, nitrite + nitrate) 및 pH 값에 대해 q*

NOB를 계산하

고 이로부터 식 (3)을 이용하여 NAP를 계산하였다(Fig. 2). 
Khan과 Bae13)는 반응의 안정성이 보장된 범위에서 최대 

NAP는 stability ridge 선상에서 얻어지는 것을 밝힌 바 있

다. Fig. 2에 보인 바와 같이 저농도(TAN< ~ 35 mg/L)를 제

외하고는 모든 범위에서 NAP가 2를 초과하였다. Khan과 

Bae13)의 문헌연구에 의하면 NAP 2 이상에서 아질산 축적



233J. Korean Soc. Environ. Eng.

암모니아 폐수의 부분아질산화에서 최적 운전 pH의 변동

대한환경공학회지 제38권 제5호 2016년 5월

Table 3. Summary of the reactor performance for the different operational conditions

Nominal 
ARR (%)

Operational 
days

Controlled or Observed Calculated

STAN

(mg/L)
pH

DO
(mg/L)

SRT
(d)

MLVSS†

(mg/L)
NAR
(%)

ALR
(kgN/m3-d)

SAOR
(kgN/kgVS

SAOB-d)
NAPa) q*a

Correlation coefficient 
b/t SAOR and q*

pHopt :7.8 pHopt :7.23

90% 251-272 (PI) 185±10 ~7.5 1.7±0.2 8 7450±280 (0.43) ~99% 6.17±0.02 1.709 5.8 0.108

0.999 0.8475% 280-294 (PII) 485±25 ~7.1 2.1±0.5 8 6520±200 (0.40) ~99% 6.18±0.03 1.668 7.2 0.084

55% 352-365 (PIII) 900±25 ~7.1 2.2±0.03 5.5 5500±185 (0.37) ~99% 6.15±0.05 1.664 12.2 0.081
a)under the given experimental conditions of DO, pH, temperature, STAN and NAR.
†Values in the (  ) are the estimated fractions of active biomass of AOB(Xa, AOB) under the given operating conditions based on Rittman and McCarty.26)

Note : ARR=ammonium removal rate; NAR=nitrite accumulation ratio; ALR=ammonium loading rate; SAOR=specific ammonium oxidation rate).

Fig. 3. Daily profile and performance of CSTR (TAN : 2,000 mg/L, Temp : ~30℃).

Fig. 2. Variations in nitrite accumulation potential at various sub-

strate concentrations on the stability ridge (S0 : 2,000 
mgN/L, temp : 30℃ and DO : 1.5 mg/L).

율이 예외 없이 약 95%를 상회하였으므로 stability ridge에 

근접한 조건에서의 반응기 운전은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

과를 기대하게 한다. 이에 대해서는 실험결과를 통해 다음 

절에서 추가로 논의하려 한다.

3.3. 반응기 운전 및 결과

Fig. 1(d)로 보인 modeling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CSTR
을 운전하였다. Fig. 3은 운전 개시 후 243-331일 사이의 반

응기 운전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나머지 기간의 운전 데이

터는 다른 문헌에 수록되었다.30) 이 기간 동안 유입수질

(2,000 mgN/L)과 HRT(수리학적체류시간, 8 h)는 일정하게 

유지하였고 따라서 암모니아 유입부하도 약 ~6.2 kgN/m3-d
로 일정하였다. SRT는 phase I-II에서는 8일, phase III에서

는 5.5일로 유지했고 pH는 phase I에서는 ~7.5, phase II-III
에서는 ~7.1로 조절하였다. DO는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했

으나 암모니아 제거율 감소와 함께 초기 약 1.5에서 약 2.1- 
2.2 mg/L로 증가하였다. pH가 7.5 (phase I)에서 7.1 (phase 
II)로 낮아지면서 유출수의 TAN 농도(TANeff)는 평균 185
에서 485 mgN/L로 높아졌다. DO 증가로 약간의 반응속도 

증가효과(약 7%)가 있었음에도 잔존 암모니아 농도의 상승

을 막지는 못했다. 이는 Fig. 1(d)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pH
가 반응속도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임을 보여 준다. 
phase II에서 phase III로 넘어 가면서 SRT(고형물체류시간)
을 8일에서 5.5일로 감소시킨 결과(이 때 pH, DO는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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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수 TAN 농도는 다시 ~900 mg/L로 증가하였다. TAN
과 TNN의 농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출수 중의 nitrate 농
도는 ~10 mgN/L 이하를 유지하여 nitrite 축적이 원활하였다.

Phase I-III의 결과를 Table 3에 요약하였다. 표의 왼쪽은 

조절되거나 관찰된 값들이며, NAP부터 그 오른쪽은 modeling 
혹은 수식을 통해 계산한 값이다. Fig. 1(d)로부터 추정된 q*

값과 관찰된 단위 활성미생물당 암모니아 산화속도(SAOR)
는 높은 상관관계를 유지하였다(상관계수 0.99). 이 결과는 

식 (1)로부터 생성된 Fig. 1(d)의 q*값으로부터 믿을 만한 기

질분해속도 예측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식 (1)
을 수립하는데 사용된 가정과 인자 값들이 총체적으로 수용

가능 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Van Hulle 등18)이 제안한 
= 7.23을 쓰면 SAOR

과 q*의 상관계수는 0.84로 낮아지며, 이는 
값 추정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Fig. 1(d)에서 
값이 달라져도 stable region의 범위

는 달라지지 않는다(즉, stablity ridge 불변). 55% 산화시(TAN 

900 mg/L) 최적 운전 pH는 
  7.8에서나 

  7.23

에서나 7.25로 차이가 없다. 그러나 반응속도가 최대가 되는 

운전조건은 달라진다. 
  7.8일 때는 운전 pH 7.8, TAN 

140 mg/L에서 약 0.13의 q* 최대치를 보인 반면(Fig. 1(d)), 


  7.23일 때는 운전 pH ~7.4, TAN ~400 mg/L에서 q* 

극대치(~0.11)를 보이고, pH ~7, TAN 2,000 mg/L에서 최

대치(~0.13)를 보였다(상세자료 생략). 한편, 다음 Fig. 4는 

Fig. 1(c)로부터 추출한 q*값을 pH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고

유 최적 pH 값 
은 7.8로 동일함에도 관찰되는 최적 

pH는 기질농도에 따라 변하고 있다. TAN 농도 5, 50, 혹은 

1,000 mg/L에서 batch 실험을 수행 한다면 각각 pH 약 8.6, 
8.1, 7.3에서 최대 반응속도를 얻게 되는데, 이러한 경향은 

Suzuki 등17)의 실험 data를 분석하여 얻은 Quinlan25)의 관찰

결과와 일치한다. 그는 TAN 3.1, 9.5, 48, 238 mg/L에서 각

Fig. 4. Variations in observed optimum pH for AOB at various 
substrate concentrations (TAN : 5-2,000 mg/L, Temp : 30 
℃, DO : 1.5 mg/L).

각 약 9.1, 8.8, 8.5, 8.2의 최적 pH 값을 얻었다. 또한, Van 
Hulle 등18)은 TAN 1,000 mg/L에서 7.23을 얻었고, Park 등27)

은 상이한 반응기들에서 채취한 세 종류의 슬러지를 써서 

TAN 35-65 mg/L에서 공히 약 8.5 내외의 최적 pH 값을 얻

었는데, 이는 Fig. 4의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들은 선정된 반응속도식과 반응상수들을 써

서 얻은 결과이므로 이것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

다. FA에 의한 저해상수 KI 값이나 AOB에 대한 직접기질

을 FA, TAN 중 어느 것으로 하는가가 stability ridge 위치

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반포화속도상수 Ks 
값도 문헌마다 일정하지 않은데,5,29) 이 또한 stability ridge 
위치에 상당한(특히, 저농도 폐수 처리에서) 영향을 줄 것이

다. 확인된 AOB 만도 5종류의 속(Genera)에 25종 이상이 있

으므로28) 균의 종류에 따라 반응 특성이 달라 질 수 있고, 
또한 적응 정도에 따라 KI,5,18) Ks5,29) 등 상수 값이 다르게 

관찰되고 있으므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들은 아직은 하나의 경향으로 이해

해야 할 것이다. 

4. 결 론

고농도 암모니아 폐수의 부분아질산화에 대한 modeling 
및 반응기 운전을 통해 다음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부유미생물 연속류 반응기에서 반응의 안정성은 pH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알칼리성 환경일수록 안정적 

운전 영역(stable region)은 축소된다.
2) 기질과 pH의 좌표 상에서 stable region과 unstable re-

gion을 가르는 경계(stability ridge)에서 단위미생물당 최대

반응속도를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고, 이 운전조건에서 아

질산 축적 잠재력도 최대가 된다. 반응기 운전 결과 아질산

화 속도는 약 6 kgN/m3-d까지 관찰되었고, 아질산 축적율

은 약 99%였다.

3) 고유 최적 pH 값(
)이 일정하드라도 관찰되는 최

적 pH는 실험에 사용된 기질 농도에 따라 크게 변동하며, 
고농도 일수록 최적 pH는 낮게 관찰된다. 본 연구의 반응기

에서는 
가 약 7.8인 것으로 추정되며, modeling 결과 

운전 최적 pH는 TAN 5, 50, 1,000 mg/L에서 각각 8.6, 8.1, 
7.3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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