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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계 인 요소와 자연 인 요소를 연계한 마을하수처리 실증 랜트의 가동후 공정별 수질분석  자

료수집개시: 2008년 9월20일에 착수하여 1주에 1회 간격으로 재까지 공정별 26회의 장방문과 수질

조사를 실시하 다. 질산화 환율은 70∼80%로 훌륭하나 탈질은 탄소원 부족으로 조하 다. 그 이

유는 유기물질은 처리 단계인 바이오필터에서 부분 제거되었기 때문으로 참여기업과 의하여 바

이오 필터 체류시간 감축방안 수립하여 운 한 결과 탈질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유기물질 제거효

율은 상시 으로 90% 이상의 제거효율 달성할 수 있었다.  

1. 서론

우리나라 농 의 생활환경은 과거 수십 년 동안 

환경개선을 한 기 투자의 빈약으로 늘어나는 오염 

부하량에 한 정화능력이 미미한 형편이다. 

하수 발생량과 시설의 규모가 작은 소규모 하수처리시

설은 기존 하수도법에 규정된 차이행이 힘들고 운

리 인력의 장 상주가 어려우며 시설 산 부족 등

으로 시설 설치 우선순 가 낮았다. 

농어 의 인구 변화, 산업구조의 변천  농어 의 

화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이 고안되어야 하고 처리시

설의 도입과 용에 있어 각 특성에 맞는 시스템 창안

과 오수처리 후 재이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농 에는 생태학  개념을 용하여 오수의 자

연  정화와 재이용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마을하수처리시설에 한 문지식  경험의 부족으

로 리 기술에 한 뒷받침이 없어 운   문제발생

시 처리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가 많다. 담당인력의 부족으로 처리시설의 체계 인 

검과 유지보수 등이 원활하지 못하다.

우리나라 부분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지역의 

운   유지 리 담 리자는 해당 지자체의 일반 

행정직 직원이 배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문

을 요하는 운   유지보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고 지역에 따라서는 한 명의 담당자가 시설을 리

하기에는 매우 힘든 처리시설이 많고 각 시설 간 이격

거리가 멀어 혼자 검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이 실

인 어려움이다. 이에 필요한 문기술 습득을 한 기

술교육도 첩된 업무의 과 으로 수료가 힘든 형편이

며 빈번한 인자변동으로 경험축 의 지속성이 없는 상

태이다.

행 하수도 리규정은 처리시설에 한 유지 리 

검으로 해당 시, 군의 담당자가 월 1회 이상 자체 인 

시료채취  분석을 시행하고 결과에 한 기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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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운 리

에 한 객 인 검이나 상태 악 등이 없으므로 

운   유지 리와 련한 상 기 으로부터 어떠한 

감독도 받지 않는 체계이므로 이에 한 보완이 필요

한 실정이다.

시설 설치 후 유지 리를 한 계획 수립에서 가장 고

려되어야 할 사항은 유지 리 비용  운 의 용이성

과 방류수 허용 기 을 만족하는 처리효율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이 용되도록 하는 일이다.

상기한 기존의 마을하수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을 

해결하고 부지확보 가능성이 마을 단 의 소규모 분

산지역에서 1차, 2차 처리는 기존의 범용 기계식 처

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방류수계의 특성상 처리수질

의 향상이 필요할 경우 추가 인 2차 처리와 함께 

양소, 병원성 미생물의 제거를 목표로 하는 자연

처리법의 용을 고려해볼만하며, 최종 방류수의 수

질향상을 한 방안으로 기계 , 생물학 인 공법 

일변도에서 탈피하고, 국내 여건에 합한 생물학  

처리공정과 자연정화처리 공정을 통합한 마을하수도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시 으로 단된다. 

2. 실험방법  재료

2.1 처리공정

[그림 1]에는 처리공정도  각 공정의 제원, 운 조

건을 제시하 다. 공정의 구성은 기조, 포기식 바

이오필터, 지하 흐름형 습지로 되어있다. 수리학  

체류시간(HRT)은 최소 24시간에서 최  48hrs이 되

도록 용량을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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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처리공정도  단 공정의 제원

처리시설은 [그림 2]에 제시한 것처럼 처리공정의 

자연채  온실화  공원화를 통하여 동 기에도 운

이 가능하고 마을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 다(충남 공주시 자연과 환경 보유: 마을

하수도 실증 랜트).

[그림 2] 처리시설의 온실화

2.2 처리성능 모니터링  평가

모니터링 기간은 2007년 9월 19일에서 2008년 7월15

일까지로 평균 으로 1주에 1회 장방문을 통하여 

시료채취와 운 검검  유지 리활동을 하 다. 모

니터링 항목으로 유량, pH, DO, Alkalinity, Total과

soluble COD, TN, NH3-N, NO3-N, TP, PO4-P 다.

모니터링 기간의 시간  분포는 식물 성장기와 비성

장기로 나 어 실시하 다. 수질분석 방법은 수질 

오염공정 시험법(환경부, 1999), Standard Method 

(AWWA, WEF, APHA, 1993)에 따라 실시하 다.

3. 결과  고찰

3.1 처리성능의 평가

각 공정별 수질을 확률그래 로 나타냄으로서 

처리성능뿐 만 아니라 시스템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도구로 유용하다. 로그확률그래 에서 각 직선의 기

울기가 할수록 처리 안정성이 하됨을 의미한다. 

SS의 경우 습지에서 가장 큰 폭의 제거를 보이고 

있어 Polishing 기능이 탁월함을 알 수 있다.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TP의 제거도 마찬가지로  습지

에서의 식물흡수와 여과, 흡착에 의해 제거율에 가

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COD, TN, 

TKN도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처리 공정인 

기계  처리공법과 자연형 처리공법이 상호보완 으

로 한 오염물질 제거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

로 밝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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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공정별 유기물질의 확률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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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총 성능평가 지표

처리 시스템의 안정성을 평가할 때 보통 체 기간

의 80%에 해당하는 최종 처리수의 농도(P80)와 10%

에 해당하는 농도(P10)의 비, 즉 P80/P10를 안정도 

계수(stability coefficient)를 이용한다. 그림 1의 확

률 그래 로부터 처리수의 COD에 한 안정도 계

수는 3.53으로 매우 안정 인 처리성능을 보 고 

P10과 P80 COD 농도는 6.5∼23.0으로 매우 낮은 수

의 처리가 가능하 다. 

자연형 처리공법의 최  단 은 처리성능이 계  

요인 즉 기온, 수온에 의해 크게 향을 받는 다는 

이다. 본 연구개발 과제를 통하여 계  요인이 

처리성능  안정도에 미치는 향을 검토하는 기회

를 제공하 다. 

본 처리기술에서 COD와 TN의 경우 계  요인은 

처리성능과 큰 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TP의 경우 성능(P50)에 있어서 성장기에 효율이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처리 안정도는 비성장기

에 비해 불량한 것으로 밝 졌다.

총 으로 본 처리기술을 통하여 마을하수를 처리

했을 경우 SS의 경우 평균 으로 98%,  총 COD의 

91%를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TN과 TP의 경우 제거효율이 30.8%와 

36.8%로 상 으로 낮은 것처럼 보이나 수치는 일

반 기계  처리공법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표 1] 총  오염물질 제거효율

Parameters
Maximum 

(%)

Minimum 

(%)

Average 

(%)

SS 100.0 90.2 98.0

Turbidity 95.3 63.4 83.6

TCOD 99.8 66.2 90.7

SCOD 100.0 60.0 87.7

TN 74.8 4.2 30.8

TKN 78.6 -2.1 44.2

NH3-N 95.8 8.4 60.2

TP 76.6 -5.5 36.8

PO4-P 71.4 -61.9 7.99

3.3 질소제거효율

질소의 제거경향을 악할 수 있도록 마을하수와 각 

공정별 질소를 수 에 존재하는 형태(암모니아, 질

산성질소, 유기성 질소 등)별로 검토하 다.   

지면부족으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검토한 결

과에 따르면 수온이 5℃정도의 낮게 유지되는 동계

기간에도 안정 으로 총질소의 함량이 부분 20 

mg/L 내외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냈음. 

한 최종 으로 배출되는 질소성분의 부분이 일

부 동계기간을 제외하면 상 으로 암모니아와 유

기성질소성분은 매우 낮은 수 으로 감소하 다. 이

는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수 의 용존산소를 소비

시킬 수 있는 잠재성을 사 에 수생 시스템에서 제

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수계 안정  측면

의 고려로서 필요한 환경 친화 인 처리시스템이라

고 단된다. 기존의 유기물제거 주의 활성 슬러

지 공정의 유출수는 방류수 수질기 (특별 책구역

의 질소배출농도 15 mg/L 이하)을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하수처리장의 질소제거를 해 부산물의 

발생을 일 수 있으며 환경 친화 인 자연처리시스

템을 도입하는 것은  다른 안 인 질소제거 방

법이라 단된다.

4. 요약  결론

기계 인 요소와 자연 인 요소를 연계한 마을하수

처리 실증 랜트의 가동후 공정별 수질분석  자료

수집개시: 2008년 9월20일에 착수하여 1주에 1회 간

격으로 재까지 공정별 26회의 장방문과 수질조

사를 실시하 다. 질산화 환율은 70∼80%로 훌륭

하나 탈질은 탄소원 부족으로 조하 다. 그 이유

는 유기물질은 처리 단계인 바이오필터에서 부

분 제거되었기 때문으로 참여기업과 의하여 바이

오 필터 체류시간 감축방안 수립하여 운 한 결과 

탈질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유기물질 제거효율

은 상시 으로 90% 이상의 제거효율 달성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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