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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BOD처리를 위주로 구축 되었고 이로 인해 생활 

하수 중 질소, 인 성분의 농도증가는 부영양화 현상으로 인한 녹조 발생을 초래하여 방류수역의 수 환경 악
화와 더불어 수자원 이용 등에 큰 피해를 끼치게 된다. 하천, 호수 등으로 영양염류 물질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하절기 녹조현상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연간 평균 하천수질의 악화가 심화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동부권에 위치하여 인근 시가지 지역과 기존 인구밀집 취락지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는 서귀포시 S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직접적인 운영 자료를 통한 하수처리 공정별 수질
특성을 검토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S공공하수처리장은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에 위치하여 있으며 여기에서는 단일 반응조에서 하수의 유입-

반응-침전-방류과정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하수를 유입시켜 생물학적으로 유기물과 질소, 인을 제거하는 공법
인 SBR을 일부 변형한 ICEAS 공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3. 결과 및 고찰
3.1. 유입 하수량 
2008년-2012년의 동안의 유입하수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월별 유입하수량은 최소 1,441 m3/일-최대 

3,228 m3/일 범위에서 유입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평균 유입하수량은 2,677 m3/일로 설계유입하수량(4,000 
m3/일) 대비 66%를 차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최근 1년간(2012년) 일별 유입하수량은 일평균 
2,677 m3/일로(일최소 1,394 m3/일-일최대 5,181 m3/일 유입되어 최대/최소 비는 약 3.7배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2. 유입수질의 특성 
2012년 1년 동안 월간 유입수질의 평균농도는 BOD 78.2 ㎎/L, COD 45.5 ㎎/L, SS 48.3 ㎎/L, T-N 

21.077 ㎎/L, T-P 3.248 ㎎/L로 T-N항목을 제외한 전항목이 설계기준보다 낮게 유입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연중 유입수 농도의 일간변화는 BOD 46.9-108 ㎎/L, COD 29.0-62.5 ㎎/L, SS 37-64 ㎎/L, T-N 14.794 
-25.701 ㎎/L, T-P 2.301-3.976 ㎎/L 범위로 최대/최소비는 1.5배-2.3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조사되었다. 

3.3. 방류수질의 특성 
2012년 1년 동안 방류수의 평균 수질은 BOD, COD, SS, T-N 및 T-P는 각각 2.2 mg/L, 10.9 mg/L, 1.6 

mg/L, 6.072 mg/L, 1.137 mg/L으로 각각의 유입수의 평균 농도인 78.2 mg/L, 45.5 mg/L, 48.3 mg/L, 21.195 
mg/L, 3.166 mg/L에 대해 97.1%, 76.0%, 96.7%, 71.3%, 63.2%의 최종 처리효율을 보였으며, 이들 방류수의 
수질은 수질기준에 훨씬 미달되는 매우 양호한 처리 수질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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