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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pplication point of Net3FM system 
in sewage treatment plant.

PF6) 일체형 완속교반침전조와 섬유여과기를 이용한 하수처리장 
반류수 내 인 제거에 따른 경제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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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급속한 개발정책 및 산업화로 인해 다량의 생활하수와 공장폐수가 유입되어 국내 호소의 절반 이상이 부

영양화 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이며, 한강 및 낙동강 등의 대형 하천 본류에서도 매년 여름철 심각한 녹조현

상이 관찰되고 있어 하수처리 공정에서의 인 제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생물학적 처리로는 인 제거에 한계가 있어 일반적으로 화학적 처리를 병행한다. 그러나 현재의 화학적 인 처

리공법은 넓은 부지면적과 많은 양의 응집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 및 유지비용이 높다. 따라서 보다 

작은 공간에서 우수한 제거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인 제거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수처리장 내 총 인 제거를 위해 개발한 일체형 완속교반/침전 그물망 압착식 섬유여과시

스템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또는 반류수 내 인 처리에 적용했을 경우에 따른 경제성을 검토하고

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일체형 완속교반/침전 그물망 압착식 섬유여과시스템에 의한 

하수처리장 내 총 인 제거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2 단계로 나

누어 실시하였다. 1 단계에서는 방류수 내 T-P 농도를 0.2 

mg/L 수준으로 저감시키기 위해 본 개발시스템을 적용하여 

Fig. 1에서와 같이 하수처리공정 후단(A)의 방류수와 탈수조 

후단(B)의 반류수를 제어하는 경우에 대해 약품비용과 전력비

용을 비교․검토하였으며, 2 단계에서는 반류수를 제어하는 경

우 일반적인 응집침전시스템과 본 개발시스템의 설치면적, 약

품비용 및 전력비용을 비교하였다. 이때 시스템 운전비용 산정은 B시 G 하수처리장에서의 일체형 완속교반/

침전 그물망 압착식 섬유여과시스템 Pilot plant 운전결과를 활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단계 실험인 하수처리공정 후단(A)에서 T-P 농도는 0.446 mg/L이며, 이를 0.2 mg/L로 저감시키기 위해 

약 3.7 ppm의 PACl(17%)을 주입해야 한다. 따라서 약 1,097 L/day의 응집제가 필요하다. 반면 탈수조 후단

(B)에서의 T-P 농도는 89.9 mg/L이며, 제거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69% 이상을 제거해야 한다. Al/P 

몰비 3 이상에서 T-P 제거율은 90% 이상이었으며, 이를 기준으로 443 ppm 정도의 PACl(17%)을 주입하였으

며, 이 경우 약 460 L/day의 응집제가 필요하였다. 연간 소요비용은 A와 B 각각 95,997천원과 40,241천원으

로 반류수를 처리하는 B가 약 1/2.4로 나타나 경제적으로 매우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전력비 또한 B 과

정에서 소요되는 전력비가 A의 경우에 비해 1/117 정도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실험에서 1400 

㎥/day의 반류수를 제어할 때 본 개발시스템의 연간 약품비용(40,241천원)이 일반적인 응집침전시스템의 연

간 약품비용(67,068천원)보다 약 1.67배 적었다. 전력비용 또한 본 개발시스템의 경우 946천원/yr으로 일반적

인 응집침전시스템의 1,577 천원/yr 보다 약 1.7배 저렴하였다. 그리고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부지면적의 경

우 응집침전시스템의 1/7 정도에서 설치가 가능하므로 부지확보 면에서도 경제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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