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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study is the result of an practical operation analysis for the full scale fishery product wastewater treatment plant 
with immersed MBR (iMBR) process. Since fishery product industries show a wide range of wastewater generation by the season, 
design and operation of the equalization basin are very important factor. The aeration system for the equalization basin mixing can 
save the chemical consumption for followed system through the restriction of acid fermentation. The concentrations of wastewater 
primary DAF process treated were BOD 2,291 mg/L, CODMn 530 mg/L, SS 256.8 mg/L, T-N 38 mg/L, T-P 13.5 mg/L respectively. 
It was considered that iMBR is the most efficient biological process for high salinity content wastewater since It is irrelevant to 
the capability of the sludge precipitation. SADp and SADm were 0.31, 26.5 m3/hr･m3 respectively. In iMBR process, the critical 
F/M ratio was derived at 0.08~0.10 gBOD/gMLSS by analysing the correlations between MLSS, normalized TMP and temperature. 
The effluent concentrations were BOD 1.8 mg/L, CODMn 12.4 mg/L, SS 1.0 mg/L, T-N 7.85 mg/L, T-P 0.1 mg/L and removal effi-
ciencies were 99.9%, 97.6%, 96.3%, 95.7%, 97.8% respectively.
Key Words : Saline Wastewater, iMBR, SADm, Normalized TMP, Permeability

요약 : 본 연구는 실제 운영되는 수산물 가공 산업폐수의 immersed MBR (iMBR)공정을 이용한 폐수처리시설 운영 결과에 

대한 실증적 고찰을 수행한 것이다. 수산물 가공 산업의 특성상 일별, 월별 유량 변동이 심하여 유량조정조의 설계 및 운전

방법이 중요하며, 유량조정조 교반시 포기식 교반을 적용하면 산발효 방지를 통하여 후속 응집/부상 공정의 약품비 절감이 

가능하다. 동 현장은 유량조정조, 가압부상조, iMBR을 거쳐 방류하며, 이때 가압부상조를 거쳐 iMBR로 유입되는 BOD, CODMn, 
SS, T-N, T-P의 농도는 2,291 mg/L, 530 mg/L, 38 mg/L, 256.8 mg/L, 13.5 mg/L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가공 폐수와 같이 고농

도의 염이 함유된 폐수의 생물학적 처리는 슬러지의 침강성과 관계없는 침지식 중공사막을 이용한 iMBR 공법을 적용하는것

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iMBR 공정의 주요 에너지 소모 요인인 공기세정에 대한 운영 값의 검토 결과 SADm값이 0.31 
m3/hr･m2 membrane area이었으며, SADp값은 26.5 m3/hr･m3 permeate으로 상용화된 평막 대비 월등히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산소, 혐기, 호기 탈기조로 구성된 침지식 중공사막이 결합된 iMBR 공정에서 막오염 지표인 Normalized 
TMP와 온도, MLSS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F/M비가 0.08~0.10 gBOD/gMLSS에서 임계 F/M 값을 나타냈다. 생물반응조에서

의 BOD, CODMn, SS, T-N, T-P의 처리수질은 각각 1.8 mg/L, 11.0 mg/L, 1.1 mg/L, 11.0 mg/L, 0.24 mg/L으로 운전되었으며, 
제거율은 99.9%, 97.9%, 96.3%, 95.7%, 97.8%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수산물 가공폐수, 침지식 iMBR, SADm, Normalized TMP, Permeability 

1. 서 론

산업의 발달과 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수록 최

근 well being 식품으로 각광받는 것이 수산물이다. 수산물 

소비에 대한 세계적 추세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1977년 7.3 
kg/capita/yr에서 1997년 14.0 kg/capita/yr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2020년 예상되는 소비량은 16.2 kg/capita/yr
으로 보고된바 있다.1)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1년에는 42.2 
kg/capita/yr에서 2013년 53.8 kg/capita/yr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2) 2011년 기준 1일 1인당 어패류 소비량으로 보

면 한국 159 g, 일본 147 g, 중국 890 g, 프랑스 95 g, 뉴질

랜드 71 g, 노르웨이 146 g, 스페인 116 g, 미국 59 g으로 우

리나라가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수산물 산업은 어업중심의 1차 산업에서 수산업의 유통, 
식품공급 및 가공 등을 포괄하여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

며, 이와 맞물려 산업이 확대되면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폐수 및 악취발생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역사회의 민원으로 

대두되는 실정이다. 특히 미처리된 상태로 배출되거나 불완

전하게 처리된 처리수가 연안해역에 배출되는 경우 적조현

상이 발생하여 연안 수산업 양식 산업을 심각하게 저해한다.3) 

또한 해양수산부는 단순원료 판매위주의 산업구조에서 고

부가가치 창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최근 수산가공식품산

업 발전대책(2014.9.4)을 발표한바 있어4) 이에 따른 수산물

가공폐수의 발생량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은 가공자재에 따라 수산동물 

및 수산식물로 분류하고, 가공방법에 따라 식용, 공업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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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chematic diagram of full scale plant process.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수산동물중 식용 가공을 주업으

로 하는 처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에 국한하였다.
수산물 가공 공정은 제품형태에 따라 건제품․염장품․

통조림․냉동품․해조가공품․연제품(어묵)․조미가공품 

등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건제품 공정은 염장․세척․건

조 과정을, 폐류는 해수 세척 및 탈각 공정을 거쳐 자숙․

조미․건조 과정 등을 거치게 된다. 수산물 가공업은 어종

과 계절의 변화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여 여러 형태의 가

공 공정 별로 발생되는 폐수 특성 또한 상이하다.
수산물 가공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은 중소규모 영세업체

이며 폐수처리의 법적 규제가 엄격하여 사업주의 폐수처리

에 대한 경영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국가

에서는 업종 전문화 및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업체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차집하여 산업폐수 처리시설에

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수산물 가공 폐

수처리는 물리, 화학적 처리와 생물학적 처리 및 이들을 조

합한 공정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수산물 가공폐

수의 경우 계절별, 요일별, 조업별로 성상의 변동이 심한 폐

수 발생 특성과, 고농도 유기물, 질소 및 인 농도와 높은 염

성분은 생물학적 처리에 충격부하 및 이차침전지에서의 낮

은 침강성을 초래하여 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전이 곤란

한 실정이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하변동에 대처가 뛰어나고, 생물

반응조 슬러지의 침강성과 관계없이 운전 가능한 침지식 분

리막이 생물반응조와 결합한 iMBR (immersed Membrane 
Bioreactor) 공정의 실증 플랜트인 G시 소재 수산물 가공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의 운영 결과에 대한 실증적 고찰을 

통하여 향후 유사현장 설계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수행

되었다.

2. 실증 처리시설 운영 방법

2.1. 폐수 특성

2.1.1. 폐수 배출

본 산업단지내에는 23개업체가 상주하여 이중 20여개 업

체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폐수가 배출되고 있으며, 전체 

폐수 배출업체중 상위 9개 업체가 수산물 가공업체로서 전

체 폐수발생량의 80~90%를 배출하고 있다. 폐수 발생 업체

의 업태현황은 오징어 및 명태관련 가공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2.1.2. 폐수 농도 특성

운전 특성 검토를 위하여 약 24개월간 운전한 자료를 분

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일별, 월별 배출특성을 고찰하였다. 
각 단위 공정별 BOD, CODMn, SS, T-N, T-P는 수질오염 공

정시험법에 준하여 분석하였다.5)

2.2. 수산물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공정 구성

폐수처리시설은 2010년 3월 준공하여 가동중에 있으며 

시설규모는 일 최대 2,600 m3/일이며 주처리공정인 iMBR 
(immersed Membrane Bioreactor) 반응조는 2계열로 운전하

고 있다. Fig. 1에서 보여주는 황탈질(Sulfur Denitrification 
Tank) 반응조의 경우 iMBR 반응조만 운전하여도 방류수 수

질기준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별도의 운전을 하지 않는 관계

로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고찰을 하지 않았다.

2.3. 침지식 MBR 공정 운전

2.3.1. 분리막 구성

실증 플랜트에서 사용된 분리막 사양은 Table 1과 같다. 
Fig. 2는 본 현장에 설치된 분리막 프레임을 보여주는 것으

로 25 m2의 모듈 18EA가 1개의 Frame으로 프레임당 막면

적은 450 m2이다. 프레임은 각 계열별 6 Sets가 설치되어, 인
버터가 설치된 자흡식 펌프와 연동되어 운전된다.

또한 프레임 하부에 설치된 분리막 세정용 산기관을 통한 

공기공급은 24시간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며, 가역적 막오염 

원인인 중공사막 표면에 슬러지가 퇴적되는 것을 제어함과 

동시에 호기조내 유기물 제거에 관여하는 종속영양미생물

과 질산화에 관여하는 독립영양미생물의 전자수용체인 산

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Table 1. The specification of submerged membrane

Manufacturer Mitsubishi rayon 

Membrane material polyvinylidene fluoride MF

Membrane configuration Hollow fiber

Outer diameter 2.8 mm

Inner diameter 1.1 mm

Membrane area per module 25 m2

Nominal pore size 0.4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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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schematic diagram of membrane frame.

Table 2. The design criteria of iMBR

Influent flow
2,600 
m3/d

Aerobic MLSS
6,000~15,000 

mg/L

HRT
(hrs)

Anoxic 11.1 Internal recycle ratio 400%

Anaerobic 3.7 Membrane area (m2) 5,400 m2

Oxic 30.5 Operating flux 0.5 m/d (20.8LMH)

Exhausted 
tank

1.6
Operating permeat-

ing pump cycle
7 min On
1 min Off

Total 46.9 SADp (Nm3/hr･m3) 15.4

SRT (days) 35 SADm (Nm3/hr･m2) 0.31

SADp : Specific Air Demand per Permeate
SADm : Specific Air Demand per membrane area

2.3.2. iMBR 운전 

iMBR 반응조는 질소 인 고도처리를 위해서 무산소, 혐
기, 호기, 탈기조로 구성되며, 호기조내 Fig. 2의 분리막을 

설치하고 자흡식 펌프를 이용한 정유량제어로 처리수를 배

출하는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응조 후단에 설치된 탈

기조는 호기조에서 월류하는 MLSS내 존재하는 산소를 탈

기하여 반응조 앞단 무산소조로 내부반송시 탈질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다음의 Table 2는 본 현장에 적용

한 iMBR 설계 기준이다.

2.3.3. 분리막 세정

분리막설비의 세정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분리막 표면에 고형물 부착방지를 위한 공기 및 수류에 의

한 상시 세정, 둘째 처리수를 활용하여 NaOCl 300 mg/L을 
2 L/m2의 양을 약 20~30분간 In-Out 방식으로 역주입하는 

방법으로 주기가 일주일 간격인 주간세정, 셋째 막오염이 

누적되는 매분기 혹은 초기운전차압 7.2 kPa 대비 15~20 

kPa 이상 상승시 NaOCl 3,000 mg/L을 주간세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역주입하는 계내 세정, 넷째 필요시 호기조 밖으

로 인양하여 세정조에 침지시켜 NaOCl 또는 Citric Acid 등
으로 약액세정하는 계외세정(Out of system cleaning) 등이 

있다. 분리막 오염을 대비한 약액세정설비로 NaOCl 저장탱

크, 약품주입펌프를 설치하였으며, 처리수를 역세수로 이용

하기 위하여 역세펌프가 운영되었다.

3.결과 및 토의

3.1. 폐수 발생 특성

3.1.1. 유입수 특성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산업단지 주요 수산물 가공 공장은 

오징어와 명태관련 가공식품을 주로 생산하는 공장이다. 오
징어 가공처리공정에서의 주요 폐수는 해동, 할복 후 내장

제거, 세척공정 등에서 배출되고, 명태 가공처리 폐수는 수

세 및 바닥청소에 의한 폐수가 주로 배출되며 오징어 가공 

처리와의 차이점은 별도 내장 제거 공정이 없는 것이다.6) 수
산물 가공폐수는 고농도의 유기물 및 질소와 고농도의 염

(2,000~18,000 mg/L as NaCl)을 함유하고 있다. 수산물 가

공폐수는 지방성분, 단백질등이 다량 포함되어 유기물 질소 

인의 농도가 높다. Table 2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
까지 24개월 동안 유량조정조에서의 폐수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유량조정조 내에서 침적되는 슬러지는 부패가 빠르고 악

취 발생과 함께 위생상의 문제를 동반하여 민원을 야기하므

로 유량조정조 설계시 구조물 복개가 필요하고, 유량조정

조의 균질화를 위한 교반은 산기방식 적용으로 산발효 억

제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농도 수

산물 가공폐수의 경우 유량조정조에서 저류시간 경과에 따

라 산발효가 진행하여 pH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후

속 공정인 가압부상조 공정에서 과량의 NaOH 약품이 소요

될 우려가 있다. 
총질소대비 유기성 질소와 암모니아성 질소의 구성비가 

3:1~1:3으로 업체내 개별저류조에서 배출되는 시기, 유량조

정조내 체류시간 및 반응형태에 따라 상당한 성상변화가 이

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공공정 중에서 발생하

는 탈염 및 염장공정에서 유출되는 NaCl은 폐수의 염분농

도를 증가시키는 주원인으로 이는 후속 생물학적 공정에서 

호염성 미생물이 우점하여 미생물 상이 단순해지고, 원생동

Table 3. Characteristics of fisheries process wastewater such 

as cuttlefish and pollack (unit : mg/L)

Concentration BOD CODMn TSS T-N T-P

Maximum 4,787 1,843 2,395 568.4 94.7

Minimum 3,118 1,124 933 282.7 44.0

Average 3,698 1,345 1,325 398.8 64.7

Standard deviation 433 164 277 68.3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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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증식이 억제되어 슬러지의 침감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3) 또한 폐수내 포함된 염분은 삼투압 현상으로 

미생물 세포벽을 파괴시킴으로서 용존성 유기물의 농도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7) 본 현장에서는 유입수내 높은 염

농도로 인한 슬러지의 침강성 불량과 관련 없이 생물학적 고

도처리 공정을 운전할 수 있는 iMBR 공정 적용의 결정적 배

경이 되었다. 또한 고농도 염이 존재하는 폐수에서 생물학적 

질산화시 질소화합물은 암모니아성 질소에서 아질산성 질소

까지만 전환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원인

으로 염분이 Nitrosomonas보다 Nitrobacter에 더 큰 저해작

용을 한다고 보고하였으며8) 염도가 증가할수록 포기조내 산

소용해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바 있다.9) 
본 현장에서는 운전초기 안정적 운전을 유지할 수 있는 용

존산소 공급이 부족하여 공기공급시스템을 보강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운전 염분 농도와는 무관한 단순 보강이었다.

3.1.2. 유입 유량 및 가압부상조 제거 특성

우리나라 수산물 가공업체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고, 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업체에 따라 조업 시간별, 계절별, 가공 형태별 농도 

편차가 크다.16) Fig. 3은 1일 유입량을 보여주는 것으로 최

대 유입량은 2,619 m3/일, 최소 518 m3/일 평균 1,511 m3/일
로 일별 유입 변동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Fig. 4는 월별 유

입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조업 특성상 10월부터 이듬해 1
월까지 폐수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7

Fig. 3. Influent flow of equalization tank.

Fig. 4. Production of Influent flow as months.

Fig. 5. The removal rate of organics and nutrients on DAF pro-
cess.

월 최소발생량 대비 10월 최대발생량은 145.4%로 월별 유입

량의 편차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운영시 유량조정조의 역할이 중요하고, 비수기와 성

수기에 따른 최적의 운전조건에서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생

물학적 공정 특성상 계열별 분리 구성 및 외부의 충격부하

를 효율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iMBR 공정의 운영이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량조정조에서의 pH는 최소 pH 4.51, 
최대 pH 8.56으로 운영되어 최적 응집/부상 조건 도출시 pH 
조절에 필요한 NaOH, Alum 및 고분자 응집제의 약품소모

량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유량조정조 설계시에는 pH 저하

가 일어나는 산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공기 교반 방식이 바

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가압부상조는 고농도 취기가 발생하여 악취 발생에 

따른 주요 민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동절기 기온 급강

하에 따른 동파 문제가 발생하므로 건축구조물 내에 설치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압부상조의 세부적인 운전조건은 타 

연구에 의해서 보고된바 있어 본 논문에서는 생략하였다.10)

Fig. 5는 분석 기간 중 가압부상조에서 제거되는 유기물, 
영양물질의 농도 및 제거율을 나타낸 것으로 가압부상조에

서 유출되는 처리수는 후속 공정인 iMBR 공정으로 유입하

며 평균 농도는 BOD 2,291 mg/L, CODMn 530 mg/L, SS 
38 mg/L, T-N 256.8 mg/L, T-P 13.5 mg/L으로 나타났다. 
BOD, CODMn, SS, T-N, T-P는 각각 38.8%, 60.9%, 97.2%, 
35.0%, 79.2%의 제거율을 보여주고 있다. 생물학적 처리시 

일반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종속영양미생물의 BOD : N : P 
비율은 100 : 5 : 1이며, 가압부상조 처리수의 평균 비율은 

100 : 11.2 : 0.6로 후속 생물학적 공정에서 추가적인 PO4
3--P의 

주입이 요구된다. 동 현장의 초기시운전 당시 유입폐수의 

영양물질 균형을 고려하지 않아 생물학적 처리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추가적인 인(PO4
3--P)주입으로 처

리의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3.2. 침지식 중공사막 MBR 운전

3.2.1. iMBR 운전 특성

iMBR 공정의 성공 여부는 분리막 오염의 효율적 억제로

서 침지막에 대한 Gas(air) sparging에 의한 세정이 현재까지

는 상용화되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연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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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공기 세정 없이 진동에 의해 세정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상용화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10) 본 현장에서는 상시 공기 세정 및 NaOCl에 의

한 약품세정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9월경에는 

성수기 유입유량 증가를 대비하여 계외세정을 실시하고 있다. 
iMBR 공정에서 공기세정에 대한 이론적인 최적값은 정의할 

수 없는 것으로 상용화된 분리막 성능 비교시 적정 SADm은 

0.2~0.4 m3/hr･m2 membrane area으로 보고된 바 있다.11) 
본 현장에서는 Table 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SADm값이 

0.31 m3/hr･m2 membrane area으로 일반적인 설계값에서 중

간정도의 에너지 효율을 나타냈다. 또한 설계 SADp 값은 

15.4 m3/hr･m3 permeate이며, 실제 평균 유입유량이 년평균 

1,511 m3/일으로 58.1%임을 고려할 경우 26.5 m3/hr･m3 per-
meate으로 SADp값이 60~90 m3/hr･m3 permeate인 K 사의 

상용화된 평막과 대비하여 에너지 효율이 월등하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리막의 형태가 다발형 중공사형으로 

potting되어 있어서 packing density가 크기 때문이다. 침지

식 중공사막 MBR 공정의 막오염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중

공사 내부에 작용하는 driven force를 나타내는 TMP (Trans 
Membrane Pressure)가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본 현장에 

활용한 iMBR 운전 시스템은 정유량제어 방식으로 일정한 

유량의 여과수를 생산하며, 운전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차압

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운전된다.
본 현장의 경우 침지식 중공사막의 TMP를 나타내는 압력

계가 지하 공동구에 설치되어 생물반응조 운전수위보다 아

래에 위치함으로 위치 수두에 따른 현장 측정값은 33.3 kPa
을 나타내었으나, 운전 초기 운전정지시 계측기가 26.1 kPa를 

나타내는 것을 고려할 경우 초기 차압은 7.2 kPa으로 산정 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운전시 TMP는 7.2 kPa이며, 운전시간

이 경과함에 따라 Fig. 6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7.2 kPa~23 
kPa으로 운전하였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9월경에는 성

수기 유량증가를 고려하여 계외세정을 실시하였으며, Fig. 6
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매년 비슷한 시기의 fouling rate를 

분석하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차압의 증가속도(dTMP/dt)가 

0.101에서 0.124 kPa/d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eld R. W. 등15)에 의하면 MBR 공정에서는 임계플럭스

(Critical Flux=


) 이하에서는 foulants의 축적이 이

Fig. 6. The characteristics of TMP during 2 yrs.

루어지지 않는다고 정의하였다.13)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론적

인 critical flux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며, MBR 설
계 및 운전 조건이 상이한 상태에서는 초기투자비와 유지

관리비를 고려하여 절충값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개념을 Sustainable flux로 정의하였다.14) 동 현장에서

는 Sustainable flux (design flux)를 Table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0.5 m/d로 설계하였지만 실제 운영 Flux는 유입유량을 

고려할 경우 월등히 낮은 0.26 m/d로 갑작스런 TMP 증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는 충분히 안정된 Sustainable flux로 

운전된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막투과유속은 분리막 공극을 통과하여 배출되

는 여과수의 점도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막투과유속, TMP 
및 Permeability는 다음 식 (1), (2)17)에 따라 특정 온도에 대

하여 Normalization 할 수 있다.

µT = -9.802 × 10-6T3 + 1.130 × 10-3T2 - 5.79310-2T + 1.785 (1)

 


 (2)

where, µT : Water viscosity at current temperature
µT0 : Water viscosity at reference temperature
J : Flux observed
JT0 : Flux at reference temperature

Fig. 7에서 보여주는 TMP는 25℃를 기준으로 온도변화에 

따라 Normalized TMP로 표현한 것이다. 식 (2)에서 나타

낸 바와 같이 막투과유속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

는데 본 현장에서는 정유량 제어 방식으로의 운전으로 차압

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온도증가와 Normalized 
TMP는 정비례 관계에 있으며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 밝혀

졌듯이18) 정상적인 공기세정 및 운전조건하에서는 MLSS 자
체가 막오염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SRT 및 F/M비가 월

등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17) 본 연구에서는 별

도의 SMP는 분석하지 못하였지만 Fig. 7에서 보여주는 바

와 같이 F/M비 변화 경향과 Normalized TMP 변화가 유사

Fig. 7. The comparison of Temperature, Normalized TMP (@25 
℃), MLSS and F/M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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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comparison of Permeability and Influent flow.

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Normalized TMP가 갑자기 증

가하는 임계 F/M비는 0.08~0.10 gBOD/gMLSS으로 나타났

다. 이 값은 향후 유사현장 폐수처리 MBR 적용시 중요한 운

전인자일 것으로 판단된다. 본 현장에서는 비수기인 3월부

터는 무산소조 및 혐기조에서 인방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슬

러지 인발량을 증가시켜 결국 SRT를 감소시킴으로서 안정

적 운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 또한 매년 9월경에는 분리막의 

계외세정을 실시한 후 이어지는 성수기를 대비하여 MLSS
를 높게 유지함으로써 임계 F/M비 이하로 운전하므로 동절

기의 상대적 낮은 수온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TMP를 유지

할 수 있었다.
Fig. 8은 처리장의 단위압력당 막투과유속 관계를 나타내

는 Permeability와 유입유량과의 관계를 나태낸 것으로 그림

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분석기간 내내 유사한 경향을 나

타내는 것으로 보아 심각한 막오염 현상은 발생하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된다.

3.2.1. 생물반응조 운전 효율

생물학적 공정은 Table 2에서 제시한 조건을 기준으로 운영

하였다. Fig. 7에서 보여준 MLSS 변화는 비수기에는 6,000~ 
9,000 mg/L, 성수기에는 10,000~15,000 mg/L으로 운전하여 

F/M비를 0.08 kgBOD/kgMLSS 이하로 유지하면서 성공적인 

운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 Fig. 9는 가압부상조 처리후의 MBR 
생물반응조에서 처리된 후 분리막으로 여과된 투과수에 대

한 BOD, CODMn, SS, T-N, T-P의 농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BOD의 경우 1.2~1.8 mg/L에서 평균 1.5 mg/L를 보여주고 

Fig. 9. The concentration of effluent pollutants on iMBR process.

있으며, 제거효율은 99.9% 이상의 높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

다. CODMn의 경우 8.5~14.7 mg/L에서 평균 11.0 mg/L을 보

여주고 있으며, 제거효율은 폐수임에도 불구하고 97.6%의 

높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다. 비교적 높은 유기물 농도에 비

해 안정적 처리효율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수산물 가공폐

수의 높은 생분해도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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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높은 염농도로 인한 삼투압 현상으로 미생물 세포벽이 

파괴됨으로써 MLSS의 침전성 불량으로 이차침전지에서의 

슬러지가 유실된다는 점을 주장한다.4) 이는 결국 생물반응

조에서 안정적인 SRT를 유지하기 곤란하여 원활한 운전이 

이루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처리장에서 고

농도 유기물에서 발생하는 SMP (Soluble Microbial Products)
에 의한 CODMn 잔류 현상이 관찰되지 않은 이유는 침출수

와 축산폐수와 같은 생물학적 body를 거쳐 기질로서 유입

되는 폐수와는 달리 수산물 가공폐수의 경우 높은 생분해도

로 인하여 안정적 처리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합성폐수를 적용하여 Cl-이 생물학적 유기물 제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보고에 의하면, 연속식 흐름을 가지는 SBR
공정의 CODMn 실험에서 NaCl 8,000 mg/L 이하에서는 생

물학적 처리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8,000 mg/L 이상에서

는 유기물 제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8) SS의 경우 

0.4~2.1 mg/L, 평균 1.1 mg/L으로 동 현장에 사용한 분리막

의 공극크기가 Table 1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평균 0.4 µm임

을 고려할 경우 이론적으로는 처리수에서 SS가 검출되지 않

아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중공사막의 파단에 의하여 SS
가 유실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역시 별도의 조치 없이 지속

적으로 운전시 중공사막 파단면에 슬러지가 침적되어 파단

현상이 복구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더 이상의 슬

러지 유실이 제어된다. 또한 분리막에서 고농도 염이 함유된 

상태로 배출된 처리수는 저류조에서 체류시간이 경과함에따

라 화학적 반응에 의해 침전물을 형성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T-N의 경우 유출수질범위는 4.3~16.3 mg/L이며, 평균 11.0 

mg/L를 보여주고 있으며, 제거효율은 평균 95.7%이다. 이는 

일반적인 하수처리시설에서 T-N 제거율이 평균 75~80%의 수

준에서 처리되는 것에 비하여 월등히 우수한 효율로 수산물 

가공폐수와 같이 고농도의 염을 함유한 폐수 경우에도 안정

적 운전 조건을 확립할 경우 완벽한 생물학적 질소 제거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 보고에 의하면 Cl- 
농도가 증가할수록 NO2

--N이 높게 검출된다고 보고하였으

며, Cl- 농도가 18,200 mg/L 이상에서 질산화에 영향을 준다

고 하였다.12) 따라서 본 현장에 유입되는 Cl-의 농도가 2,500~ 
4,000 mg/L임을 고려할 때 초기 순응기간만 경과하면 생물

학적 처리 및 완벽한 질소제거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T-P의 경우 가압부상조에서 응집/부상시 제거되는 양

으로 인하여 오히려 후속공정에서 안정적 생물학적 처리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첨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운전기간 동안 

처리수의 T-P 농도는 0.03~1.14 mg/L에서 평균 0.24 mg/L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때의 제거율은 97.4%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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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수산물 가공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의 현장 운영 자료에 

대한 실증적 고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1) 수산물 가공 산업 특성상 일별, 월별 유량 변동이 심하

여 유량조정조의 설계 및 운전방법이 중요하며, 유량조정조 

교반시 폐수의 산발효 방지를 위하여 교반 방식을 포기 방

식으로 할 경우 pH 저감 방지를 통하여 후속 응집/부상 공

정 약품비 절감이 가능하다.
2) 가압부상조를 거쳐 iMBR 반응조로 유입되는 BOD, 

CODMn, SS, T-N, T-P는 각각 2,291 mg/L, 530 mg/L, 38 
mg/L, 256.8 mg/L, 13.5 mg/L이며 이때의 제거효율은 각각 

38.6%, 60.8%, 97.2%, 33.9%, 78.7%을 보여주었으며, 이때 

T-P의 경우 후속 생물학적공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PO4
3-- 

P의 별도 주입이 필요하다.
3) 수산물 가공 폐수와 같이 고농도의 염이 함유된 폐수의 

생물학적 처리 공법은 슬러지의 침강성과 관계없는 침지식 

중공사막을 이용한 MBR 공법이 바람직하며 설계시 산소공

급량은 충분한 용량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4) SADm 값이 0.31 m3/hr･m2 membrane area으로 일반적

인 설계값인 20~40 m3/hr･m2 membrane area의 중간값을 보

여주고 있다.
5) SADp 값은 31.8 m3/hr･m3 permeate으로 용화된 평막 

대비 SADp값이 60~90 m3/hr･m3 permeate임을 고려할 경우 

월등히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6) 수산물 가공폐수 iMBR 공정을 대상으로 현장 적용시 

온도, MLSS, TMP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F/M비 0.08~0.10 
gBOD/gMLSS에서 Normalized TMP가 급속히 증가하는 임

계 F/M비 값을 나타냈다.
7) 무산소, 혐기, 호기 탈기조 구성된 침지식 중공사막이 

결합된 MBR 반응조에서의 BOD, CODMn, SS, T-N, T-P의 

처리수질은 각각 1.5 mg/L, 11.0 mg/L, 1.1 mg/L, 11.0 mg/L, 
0.24 mg/L으로 운전되었으며, 제거율은 99.9%, 97.9%, 96.3%, 
95.7%, 97.8%으로 나타나 안정된 처리효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8) 이후, 수산물 가공폐수의 iMBR적용시 분리막의 오염 

형태와 원인에 대한 상세 연구가 더 수행되어 막오염이 저

감된 iMBR 공법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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