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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evaluate the environmental load occurring from the whole life cycle of a facility, LCA (Life Cycle Assessment)

adopted by ISO is not only applied as an individual product but rather a complicated system involving buildings and/or infra-

structure in a wide range of scope. The introducing of LCA to a wastewater reuse facility will assist to understand not only the

treatment of water contaminants but also the overall system related to the interaction of involved, potential issues. This research

implemented LCA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wastewater reuse facility. The results show that a fresh water aquatic Eco-tox-

icological Impact (88.3%) is the largest environment concern and the maintenance & operation phase has the most impact on

the environment utilizing life cycle for the wastewater reuse facility. The civil works and chemical treatments in the main-

tenance & operation phase led to the biggest environmental impact.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provide pertinent data of

investigating opportunities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not limited to public officers regulating environmental policies, and

could be used to make decisions for an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sign in the initial phase of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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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제품의 제조,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부하를 평가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채택한 전과정평가

(LCA)는 개별 제품뿐만 아니라 건축물이나 사회기반시설과 같은 복잡한 시스템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LCA를 도입하는 것은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다른 여러 활동의 상호 작용을 포함한

전체적인 시스템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전과정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대한 전과정 영

향평가를 수행하였다. 전과정 영향평가의 결과, 수계생태독성이 88.3%로 가장 큰 환경부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단계는 운영 및 유지관리단계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종합적인 환경부하를 정량화

함으로서 환경정책 수립자에게 환경 개선의 기회를 규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건설 초기단계에서 친환경

적인 설계를 위한 의사결정시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용어 : 전과정 평가,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환경부하, 지속가능한 개발,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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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지금 세계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키워드 아래에서 그

린 레이스(Green race)를 하고 있는 중이다. 녹색성장은

1992년 리우에서 리우선언과 세부실천 방안인 “Agenda 21”

을 채택한 이후에 온실가스 저감 및 배출제한을 위한 본격

적인 노력에 관한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았다. 한국은 아직

의무감축대상국에는 속해있지 않으나 녹색성장을 위하여 “국

가에너지 기본계획 5대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2010년에

는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건설업은 생태계의 파괴 및 자연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

다 줄 수 있는 산업으로 인식이 되어 있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28개 산업분류에서 건설업이 3번째로 많은 이산화탄

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박필주 외, 2009).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자재의 사용과 새로운 설계기법 및 시공기법의 적용

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얼마만큼 환경부하

를 줄일 수 있는지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도구의 개발이 필

수적이다.

하수처리 재이용시설은 하수중의 오염물질을 최대로 제거

하여 배출수계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하수처리

재이용시설의 주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단계에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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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자재의 제조 및 현장까지의 수송을 포함한 구조물의 시공

뿐만 아니라 운영단계 및 유지보수단계에서 관련된 에너지

소비량 및 각종 환경오염물질 등을 고려하면 환경부하는 다

른 구조물에 비하여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건설단계, 운영단

계 그리고 해체·폐기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에서 발생

되는 환경부하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함으로서 하수처리수 재

이용시설의 건설로 인한 지구환경문제의 영향과 기여도를 파

악하여 건설 초기단계에서 친환경적인 설계를 위한 의사결

정시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한외여과 및 역삼투압 방식의 하수처리수 재이

용시설의 건설초기단계인 시공단계부터, 운영단계, 해체·폐

기단계에 이르는 전과정 동안의 환경부하를 평가하였다. 재

이용 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전과정 평가를 위한 목록을

분석하였으며, 한국인정원(KAB)이 지식경제부,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원으로 국제표준인 ISO

14040s를 도입하여 객관적으로 정량적 환경성 평가를 수행

하기 위해 개발한 PASS(Product Assessment for Sustainable

Solutions)를 이용하여 각 단계별로 어느 정도의 환경부하가

발생되는지 정량화하고, 종합적인 환경부하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시범사업으로 실제 운영 중인 하수

처리 재이용시설도 있으나 건설단계에 대한 이전 자료가 보

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제안된 재이용시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평가방법은 국제적 표준 인증제도

인 ISO 14000 Series에 따라 환경부하를 평가하였다. 시스

템 경계로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과 관로 9.4 km를 고려

하였다. 그림 1은 연구의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2. 전과정 평가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전과정 평가(LCA)는 정의된 시스템의 전과정(Life Cycle)에

서 원료의 채취, 생산품의 가공 및 사용 그리고 처분과 관련된

투입물과 산출물의 목록을 취합하여 처리하고, 이러한 투입물

및 산출물과 관련된 잠재적 환경부하를 평가하여 얻은 결과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해석함으로서 제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공

정과 관련된 환경적 영향과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는 기술이다

(ISO 14040, 2006). 사회기반시설의 전과정평가(Infrastructure

Life Cycle Assessment, ILCA)는 시설의 자재 및 설비 제조로

부터 시공, 운영단계에서 발생되는 그리고 구조물의 최종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입물과 산출물과

관련된 잠재적 환경부하를 평가 대상으로 한다.

국내외적으로 LCA의 할당방법, 영향평가방법, LCA를 이

용한 의사결정, 친환경적인 설계(Design for Environment,

DfE), Simplified LCA, 환경성과 경제성의 비교 등 다양한

방법론과 이를 적용하는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외의 전과정평가 사례들은 주로 제조업의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일부 사

회기반시설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LCA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상하수도 시설물

환경관리공단(2003)은 하수도시설의 설계, 건설, 폐기를 포

함하여 전과정적 사고를 중점적으로 도입하여 시설을 분석,

6개 영향범주에 한하여 평가함으로서 하수도시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박광호 외 (2005)는 BNR

계열의 고도처리공정을 적용한 하수처리장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여 전체 단계 중에서 운영단계까지만의 분석을 실시

하였다. 투입자재 및 건설장비별 에너지 사용량을 도출하였

고 운영단계에서는 하수처리장 내의 각 공정별 사용되는 전

력과 화학약품 사용량을 이용하여 환경부하량을 산정하였다.

Pasqualino 외(2009)는 LCA 기법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시설

의 현황을 파악하고 환경부하를 줄일수 있도록 개선점을 파

악하는 의사결정툴을 제시하고 있다.

2.2 도로시설물

일반국도 및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장비사용에 의하여 발생하

는 환경부하량과 자재생산, 건설 그리고 유지·보수단계의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SOX, NOX, CO2 등의 배출물질들을 정

량화하여 제시하여, 이를 통해 건설분야의 환경부하량을 평가

할 수 있도록 하였다(박광호, 1999; 황용우 외, 2000).

2.3 교량 시설물

교량시설물과 관련하여 개략적인 환경부하량 산정지침을그림 1. 연구의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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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 연구로는 강구조교량과 콘크

리트교량에 대해 지역적 경제적 인자를 고려한 평가방법을

제시한 연구(김도균, 1995)와 강박스 거더교와 PSC 거더교

를 대상으로 47단계의 세부공정으로 분류하여 환경영향 범

주별로 분석을 수행한 연구(이태규, 2009)가 있다.

2.4 발전 시설물

강명휘 외(2002)는 발전연료(우라늄)에 대한 전과정을 고

려하여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특성화 결과를 제시하였고, 고

광훈 외(2005)는 원자력 및 화력발전시스템의 건설, 운영,

해체·폐기단계의 전과정을 고려하여 8대 영향범주의 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European Commission

(1995)은 에너지원별 환경영향 분석, 환경위험도평가, 환경외

부비용분석 등을 수행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방법을 이용하

여 외부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이용해 에너지정책 의사결정

지원수단으로 활용하였다.

3.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의 전과정 평가

3.1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우리나라 하수도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1일 하수처리용

량이 5000 m3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는 1일 하수처리

량의 5% 이상을 재이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007년 기

준 연간 6.4톤으로 총하수처리량의 9.9%에 그쳐 미미한 수

준이나, 정부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촉진 시범사업추진으로 점

차 증가추세('01년 2.9%, '07년 9.9%)에 있으며, 2016년까

지 12.4억톤, 총 발생량의 19%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에 있다

(환경부, 2009). 국외의 경우에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이 제3의

물산업(The Third Water Utility)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대부분 하수

처리수를 재이용하고 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소재의 사용 및 청

정생산기술의 개발에 앞서 복잡하고 다양한 하수도산업의 환

경부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본격적인 수단의 검토가

필요하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전과정 평가를 효과적으

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이용시설의 건설단계와 운영단계 그

리고 폐기단계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한 환경평가가 활성화 되

어야 할 것이며, 그 연구대상은 그림 2와 같다.

3.2. 전과정 평가의 범위설정

3.2.1 기능단위(Functional Unit) 설정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기능은 하수 재처리 기능으로 정

의하였다. 기능단위와 기준흐름을 별도로 분리하여 고려하지

않고 본 연구에는 일반적으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분석시

기준으로 활용되는 유입량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따라서 기

능단위와 기준흐름은 1인당 1 m3을 처리하는 능력으로 산정하

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2에 나타내었다.

1일 유입량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재 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은 일일최대하수량을 기준

으로 한다.

*하수처리시설 개별공정의 시설기준이 수리학적체류시간

(HRT)을 중심으로 설정된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유입 및 유출 유량은 정량적 데

이터가 명확히 확보되어 있다.

3.2.2 시스템경계(System Boundary)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서는 그림 3과 같이 관로와 재이

용시설의 각 처리공정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시스템경계를 설

정하였다. 단,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건설단계와 해체·

폐기단계를 포함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건설단계 데

이터 수집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이용시설

의 운영단계는 100% 고려가 가능하지만 건설단계는 투입

물질량에 대해서 100% 파악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건

설단계를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토목공사, 기계공사, 전

기공사, 조경공사, 건축공사로 구분하고, 각 공사중 건설단계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공사를 구분하기 위해서 투

입 비용을 근거로 분석을 수행하여 토목공사와 기계, 전기공

사까지를 범위로 포함하도록 결정하였다. 또한 운영단계는

사용 전력량, 약품 사용량, 유지보수 자재투입량을 범위로 포

함하였고, 해체·폐기단계는 해체, 폐기물운송, 매립, 소각,

재이용에 따른 에너지소비량을 범위로 결정하였다.

3.2.3 데이터 범주(Data Category)

전과정평가(LCA)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수집되어

야 하는데 연구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 범주를 사전

에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과정 동안의

표 1. 국외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환경부, 2009)

국가명 일본
미국

(플로리다)
미국

(캘리포니아)
싱가포르 호주 이스라엘 쿠웨이트

재이용율
(%)

1.4%(05년)
(53.6만톤/일)

52%(01년)
(220만톤/일)

10%(02년)
(170만톤/일)

6.7%(03년)
(9.1만톤/일)

7.3% 10% 15%

그림 2.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단계별 연구대상

표 2. LCA기능 및 기능단위 

구분 내용

기능 하수를 재처리하는 기능

기능단위/기준흐름 1일 1톤의 하수를 재처리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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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재와 에너지에 관련된 투입물과 산출물을 포함하였다.

또한 대기배출물(CO2, NOX, PM, CO 등 대기오염물질),

수계배출물(BOD, COD, SS, T-N, T-P 등 수질오염물질),

폐기물(슬러지 및 슬러지 내 중금속 Sd, Cu, Zn, Pb, Fe,

Cr 등)이 모두 필요한 데이터 범주이다.

3.2.4 데이터 품질요건(Data Quality Requirement)

전과정평가(LCA)의 국제 규격인 ISO 14040's에서는 연구

수행시 데이터의 품질요건을 사전에 설정한 후 이에 따라 데

이터를 수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데이터의 품질을 투

명하게 공개함으로서 결과적으로는 연구결과의 품질을 보장하

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필수적인 데이터 품질

요건은 시간적범위, 지역적범위, 기술적범위의 세가지 항목을

꼽을 수가 있으며,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9년도의 데이

터로 설정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는 국내 하수처리수 재이용시

설 지역이며, 기술적 범위는 현재 통용되는 기술로 하였다.

3.2.5 할당(Allocation Procedures)

할당 절차는 시스템 내에 여러 공정이 물리적으로나 경제

적으로 서로 귀속되어 있어 하위 공정(Sub-process)의 환경

부하 값을 산출하고자 할 때 발생된다. 일반적으로, 할당은

에너지, 중량 또는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수행되어

진다. 일차적으로 초기 시스템경계가 설정된 후에는 연구의

효율성을 위해서 투입 및 산출되는 물질 중에서 영향을 적

게 미치는 것을 제외하였다. 제외된 물질을 결정하는 기준은

중량을 고려하여 제외기준을 설정하였다.

3.2.6 가정 및 제한사항

*건설단계는 기 건설된 구조물에 대하여 사용된 모든 자

재를 분석할 수 없고, 건설 당시 사용된 각종 기자재와

연료 등을 평가하는 것도 불가능하여 이에 대해서는 설

계상의 주요 투입자재들을 추정하여 적용하였다.

*원료 및 원부자재의 정확한 재질은 파악하지 못한 경우

에는 가능한 조성정보를 취합하였다.

*국가 데이터베이스(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LCI

DB)에 해당 물질의 데이터가 없는 경우, 공신력 있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해외 데이터베이스(ETH-ESU 96

library DB)를 적용하였다.

*수송과정에 대한 고려시 도시간 최단거리를 산출하여 적

용하였다.

3.3 전과정 목록 분석

전과정 목록분석은 그림 4와 같이 ISO14044에서 제시한

절차에 준하여 수행하였다.

전과정평가(LCA)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단계, 운영단

계, 폐기단계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각 단계별로 연구 목적에 맞추어 데이터를 수집하

였다.

*건설단계의 공종별 자재 사용량은 설계 내역서를 활용하

여 토목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공사 시 에너지 사용량은 장비 투입종류와

투입대수를 활용하여 경유량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운영단계는 유지보수 자재 사용량, 에너지 사용량, 약품

사용량으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자재 사용량

은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데이터를 계산하여 산출하였으

며, 에너지 사용량은 연간 전력량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약품사용량은 UF, RO, 공정약품사용량으로 구분하여 데

이터를 수집하였다.

*해체·폐기단계는 시설물 해체와 폐기물 수송, 재처리 공

정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각 주요자재의 재질로 구분하여 LCI 데

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재

질별 데이터를 건설단계, 운영단계, 해체·폐기단계로 구분

하여 S/W에 입력하여 최종적인 목록 결과값을 도출하였다.

3.3.1 건설단계 목록분석

1) 시공장비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건설시 사용되는 시공장비의 투입

수량, 장비명 및 규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각 사용 장비들

은 1일 8시간 동안 작업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각 장비별 시간당 연료소비량을 이용하여 건설

단계에 투입된 시공장비가 사용한 총 연료사용량을 다음 식

(1)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산정된 연료사용량을 LCI DB를

이용하여 목록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3. 시스템 경계설정

그림 4. 목록분석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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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 Qk : 시공단계 연료 사용량(l)

Ek : k장비 투입 수량(대)

Tk : k장비 사용시간(hr)

Sk : k장비 연료소비량(l/hr·대)

2) 건설자재

건설자재에 대한 목록분석은 토목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

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토목공사에서는 재이용시설 건설시

사용되는 시멘트, 철근, 모래, 골재, 철근, 레미콘, 아스콘에

대하여 종류, 재질 및 투입량을 파악하였고, 기계/전기공사는

전선 및 케이블류, 금속 지지대류, Pump류, Tank류, 설비류

등으로 분류하여 재질 및 중량을 파악하여 각 기기의 재질

과 상응하는 LCI DB를 이용하여 목록분석을 수행하였다.

3.3.2 운영단계 목록분석

1) 보수자재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건설시 사용한 자재를 시설물과 관

로로 구분하였고, 수선/교체율과 수선/교체주기를 고려하여

보수자재 물량을 산정하였다. 수선율은 주택법과 조달청 고

시에 의거하여 산정하였으며, 내구연한은 50년으로 가정하여

보수자재 물량을 산정 후 각 재질과 상응하는 LCI DB를

이용하여 목록분석을 수행하였다.

2) 전력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계수명(50년) 동안 사용할 전

력을 시설사용 전력과 관로전력으로 분류하고, MJ 단위로

산정하여 목록분석을 수행하였다.

3) 약품

설계수명(50년) 동안 재처리 공정에 사용되는 약품 사용량

을 UF, RO, 공정약품사용량으로 구분하여 산정 후 목록분

석을 수행하였다.

3.3.3 해체 및 폐기단계 목록분석

일반적으로 구조물이 건설되어 사용된 이후 본래의 목적으

로 사용할 수 없게 되기까지 구조물의 수명이라 하며, 이러

한 수명이 지나게 되면 구조물을 해체·폐기하게 된다.

그림 5와 같이 구조물을 해체하게 되면 해체공사를 통하여

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벽돌, 폐목재, 토사 등의 건설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고, 발생한 폐기물은 수집 운반되어 매

립, 소각, 재이용 등의 최종처리단계를 거쳐 처분하게 된다.

그리고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을 분석하여 표 3과 같

이 매립, 소각, 재활용 비율을 산출하였으며, 해체에 의해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방법별로 수송하여 최종 처분하는 것

으로 가정하였다.

1) 해체 및 폐기물 수송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해체시 투입되는 건설장비로 인

한 에너지소비량은 건설장비의 시간당 연료소비량과 시간당

작업량을 적용하여 산정하였고, 해체된 폐기물을 최종처분하

기 위하여 매립지로 수송하는데 소비되는 에너지는 일반적

으로 해체폐기물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는 덤프 15톤 트럭으

로 수송한다고 가정하여 목록분석을 수행하였다.

2) 최종처리

최종 처리는 상술한 바와 같이, 매립, 소각, 재활용으로 분

류하여 목록분석을 수행하였다. 폐기물의 매립은 폐기물처리

업체 조사 결과 로더를 이용하여 전량 폐기하는 것으로 조

사 되는 바, 로더의 에너지소비량을 적용하였으며, 소각의 경

우는 기존의 연구논문(조균형, 2005)을 참조하여 폐기물 소

각시 발생하는 에너지소비량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폐기

물 재활용은 야적장으로 반입된 폐기물을 1차 선별하기 위

한 백호, 크러셔와 1차 작업을 마친 폐기물을 투입장으로

운반, 투입하기 위한 로더, 백호, 파쇄작업을 위한 크러셔가

필요하며, 소요 장비에 대한 시간당 연료소비량과 시간당 작

업량을 적용하여 에너지소비량을 산정하였다.

3.4 전과정 영향평가

3.4.1 전과정에서 CO2 배출량에 대한 평가

목록분석 수행결과를 이용하여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CO2 배출량을 전과정 단계별로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전과정 동안 CO2의 배출량은 1.01E+08 g-CO2으로 나타났

으며, 이를 재처리용량과 비교하여 1 L를 재처리할 때 CO2

배출량은 5.53E-05 g-CO2/L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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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해체 및 폐기단계 목록분석

표 3. 폐기물 분류에 따른 매립, 소각, 재활용 비율(한국폐기물협회,
2009)

구분
매립
(%)

소각
(%)

재활용
(%)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0.1 0.0 99.9

폐아스팔트콘크리트 0.0 0.0 100.0

폐벽돌 6.0 0.0 94.0

가연성
폐기물

폐목재 0.1 12.4 87.5

폐합성수지 0.2 83.7 16.2

폐섬유 40.8 25.5 33.1

비가연성
폐기물

건설오니 22.0 0.0 78.0

폐금속류 4.6 0.0 95.4

폐유리 39.2 0.0 60.8

건설폐토석 5.1 0.1 94.8

혼합건설폐기물 13.4 0.6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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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단계별 CO2 배출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운영단계에서 90.8%로 가장 많은

CO2 배출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해체·폐기단계에서

는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2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영향평가

물질이 어떠한 환경영향을 야기하는지를 파악하여 해당 영

향범주별로 분류하는 분류화와 영향범주 내에서 각 물질들

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평가하는 특성화, 하나의 영향범주

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일정기역, 일정기간 동안 영향범주에

기여하는 총 환경영향으로 나누는 정규화, 영향범주들 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나타내는 가중치 부여과정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단일 수치화된 환경지수를 PASS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그림 7에 수행과정을 나타내었다.

1) 특성화 결과

① 영향범주별 특성화 비교

목록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

과를 그림 7과, 표 5 및 표 6에 나타내었다.하수처리수 재

이용시설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의 대부분은 지구

온난화가 1.01E+08 kg CO2-eq/kg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정 단계별로 살펴보았을 때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단계, 운영단계, 해체·폐기단계

중 90.7%로 운영단계에서 가장 큰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단계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건설단계에서의 영향평가 결과는

그림 9와 같으며, 지구온난화가 82.21%로 가장 큰 환경영향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간독성, 해양생태독

성, 수계생태독성 순으로 환경영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운영단계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영단계에서의 영향평가 결과는

그림 10과 같으며, 건설단계와 비슷하게 지구온난화가

82.99%로 가장 큰 환경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음으로 인간독성, 해양생태독성, 수계생태독성 순으로 환경

영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체 및 폐기단계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해체·폐기단계에서의 영향평가 결

과는 그림 11과 같으며, 지구온난화(72.32%)와 자원고갈

(26.93%)이 가장 큰 환경영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간독성, 수계생태독성, 산성화 순으로 환경영향

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CO2 배출량 결과 

구분
CO2배출량

(g-CO2)
1 L 재처리 시 CO2배출량

(g-CO2/L)

건설단계 8.73E+06 4.78E-06

운영단계 9.17E+07 5.02E-05

해체/폐기단계 5.41E+05 2.96E-07

Total 1.01E+08 5.53E-05

그림 6. 단계별 CO2 배출 비율

그림 7. PASS 수행과정

그림 8. 환경영향 특성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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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향범주별 주요인자 분석

●자원고갈

자원고갈에 대한 특성화 모델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 한국

형 영향평가방법론의 자원고갈에 대한 상응인자는 자원의 매

장량과 소비량을 고려한 것이다. 영향 기여도는 운영단계 중

약품 투입 과정에서 5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

로는 폐기물 처리과정 19.6%, 폐기물 수송과정 13.6% 순으

로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성화

산성화의 기준물질은 SO2이며, 산성화의 특성화인자는 산

성화를 유발하는 물질에서 방출되는 Proton(H+)의 수를

SO2 당량으로 나타낸다. 기여도는 운영단계 중 약품 투입

과정이 92.3%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나머지 7.7%는 건설자

재와 보수자재 투입물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

영향물질을 살펴보면 건설, 운영, 해체·폐기단계 모두 SO2,

NOx가 평균 50.2%, 46.1%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영양화

부영양화의 기준물질은 PO4
3− 또는 NO3이며, 이들 물질은

표 5. 환경영향 범주별 특성화 결과

영향범주 건설단계 운영단계 해체/폐기단계 종합

ADP(자원고갈)
(1/yr)

3.62E+04 2.91E+05 2.01E+05 5.29E+05

AP(산성화)
(kg SO2-eq/kg)

2.06E+04 5.41E+05 1.11E+03 5.62E+05

EP(부영양화)
(kg PO4

3-eq/kg)
8.62E+03 5.56E+04 7.57E+01 6.43E+04

FAETP(수계생태독성)
(kg 1,4 DCB eq./kg)

1.49E+05 1.50E+06 2.04E+03 1.65E+06

GWP(지구온난화)
(kg CO2-eq/kg)

8.73E+06 9.17E+07 5.41E+05 1.01E+08

HTP(인간독성)
(kg 1,4 DCB eq./kg)

1.22E+06 9.75E+06 2.28E+03 1.10E+07

MAETP(해양생태독성)
(kg 1,4 DCB eq./kg)

4.35E+05 6.58E+06 6.35E+01 7.01E+06

ODP(오존층파괴)
(kg CFC 11-eq/kg)

7.21E-01 3.35E+01 8.98E-04 3.42E+01

POCP(광화학산화물)
(kg ethylene eq./kg)

1.40E+04 2.48E+04 4.05E+01 3.88E+04

TETP(토양생태독성)
(kg 1,4 DCB eq./kg)

4.34E+03 6.22E+04 3.83E-01 6.66E+04

그림 9. 단계별 특성화 결과

 그림 10. 건설단계 범주별 특성화 결과

그림 11. 운영단계 범주별 특성화 결과

그림 12. 해체 및 폐기단계 범주별 특성화 결과

그림 13. 자원고갈에 대한 잠재적 환경영향



− 262 − 大韓土木學會論文集

가장 중요한 부영양화 기여물질 중 하나이다. 영향 기여도는

운영단계 중 약품 투입과 토목공사 보수자재 투입물이 각각

73.0%, 13.0%이며, 건설단계는 토목공사의 건설자재 투입물

인자가 13.2%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계생태독성

재처리수 생산을 위한 투입물들의 환경영향 잠재성에 대한

기여를 나타낸다. 주요 원인으로는 운영단계의 토목공사 보

수자재와 약품 투입 과정이 각각 50.1%, 35.9%로 수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토목

공사 건설자재 투입물과 기계공사의 보수자재 투입물이 각

각 8.0%, 4.9%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물질이 적외선을 흡수하는 능력을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지수화하여 표현한다. 한국형 영향평가

방법론은 100년의 시간기준으로 GWP값을 계산한다. 기여도

는 운영단계 중 약품 투입과정에서 77.0%, 토목공사 보수자

재 투입과정에서 11.2%, 토목공사 건설자재 투입과정에서

7.7%, 기타 공정에서 4.1%를 기여하고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영향인자는 76.4% 이상 이산화탄소

에 의한 영향이며, N2O도 23.5%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인간독성

인간독성은 각종 중금속 및 화합물에 의해 인간에 미치는

그림 14. 자원고갈에 대한 잠재적 환경영향

그림 15. 부영양화에 대한 잠재적 환경영향

그림 16. 수계생태독성에 대한 잠재적 환경영향

그림 17. 지구온난화에 대한 잠재적 환경영향

그림 18. 인간독성에 대한 잠재적 환경영향

그림 19. 해양생태독성에 대한 잠재적 환경영향

그림 20. 오존층 파괴에 대한 잠재적 환경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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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을 말하며, 인간독성에 대한 상응인자는 대기 및 수계에

미치는 오염물질의 영향으로 세분하여 나타낸다. 주요 이슈

로는 건설, 운영, 해체·폐기단계 모두 대기와 수계가 같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계의 경우는 NOx, Ni,

Dust 등이 영향을 미치며, 수계에서는 대부분 PAH의 영향으

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Ba, Benzene 등도 미량이나마 기

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양생태독성

해양생태독성에 대한 상응인자는 해양계에 미치는 오염물

질의 최대 허용농도를 이용하여 구한다. 주요 원인으로는 운

영단계의 토목공사 보수자재 투입물이 58.7%로 해양계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약품

투입과정과 기계공사 보수자재 투입물이 각각 25.2%, 9.9%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존층 파괴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의 정도는 CFC-11에 의한 오존감

소를 기준으로 나타낸다. 기여도는 운영단계 중 약품 투입

과정에서 97.3%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토목공사와 기

계공사의 건설자재 및 보수자재 투입량에서 미비하게 영향

그림 21. 광화학산화물에 대한 잠재적 환경영향

그림 22. 토양생태독성에 대한 잠재적 환경영향

표 6. 환경영향 범주별 정규화 결과

영향범주 건설단계 운영단계
해체/폐기
단계

종합

ADP 1.46E+03 1.17E+04 8.09E+03 2.12E+04

AP 5.17E+02 1.36E+04 2.78E+01 1.41E+04

EP 6.58E+02 4.25E+03 5.78E+00 4.91E+03

FAETP 9.95E+04 9.99E+05 1.36E+03 1.10E+06

GWP 1.58E+03 1.66E+04 9.78E+01 1.83E+04

HTP 8.25E+02 6.59E+03 1.54E+00 7.41E+03

MAETP 5.62E+00 8.49E+01 8.19E-04 9.05E+01

ODP 1.77E+01 8.24E+02 2.21E-02 8.41E+02

POCP 1.36E+03 2.40E+03 3.93E+00 3.77E+03

TETP 2.66E+03 3.82E+04 2.35E-01 4.09E+04

표 7. 환경영향 범주별 가중화 결과

영향범주 건설단계 운영단계
해체/폐기
단계

종합

ADP 3.36E+02 2.70E+03 1.87E+03 4.91E+03

AP 1.86E+01 4.89E+02 1.00E+00 5.09E+02

EP 2.50E+01 1.61E+02 2.19E-01 1.87E+02

FAETP 1.43E+04 1.44E+05 1.96E+02 1.58E+05

GWP 4.55E+02 4.78E+03 2.82E+01 5.26E+03

HTP 8.67E+01 6.92E+02 1.62E-01 7.79E+02

MAETP 8.09E-01 1.22E+01 1.18E-04 1.30E+01

ODP 5.17E+00 2.40E+02 6.44E-03 2.46E+02

POCP 8.85E+01 1.56E+02 2.55E-01 2.45E+02

TETP 5.75E+02 8.25E+03 5.08E-02 8.82E+03

표 8. 환경영향 범주별 파라미터 기여도

영향범주
건설단계 운영단계 해체·폐기단계

Materials Energy O&M Materials Chemical Energy Break up Disuse

ADP 0.1 0.0 0.1 1.4 0.0 0.5 0.5

AP 0.0 0.0 0.0 0.3 0.0 0.0 0.0

EP 0.0 0.0 0.0 0.1 0.0 0.0 0.0

FAETP 8.0 0.0 48.5 31.7 0.0 0.1 0.1

GWP 0.3 0.0 0.4 2.3 0.0 0.0 0.0

HTP 0.0 0.0 0.2 0.2 0.0 0.0 0.0

MAETP 0.0 0.0 0.0 0.0 0.0 0.0 0.0

ODP 0.0 0.0 0.0 0.1 0.0 0.0 0.0

POCP 0.0 0.0 0.0 0.1 0.0 0.0 0.0

TETP 0.3 0.0 3.5 1.1 0.0 0.0 0.0

Total 8.8 0.1 52.8 37.1 0.0 0.6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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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설단계와 해체·폐기단계의

주요영향 물질은 88.5% 이상이 Halon이며, 운영단계의 경우

는 Cl2이 92.4% 이상이며, Halon도 7.1%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광화학산화물 형성

광화학적산화물은 생물체에 해로운 물질로서 대기중에 있

는 VOCs나 일산화탄소가 태양광선과 반응함으로서 생길 수

있으며, 광화학산화물을 생성하는 물질을 에텐(C2H4)을 기준

으로 광화학산화물 생성정도를 구한다. 환경영향은 운영단계

의 약품 투입 과정에서 54.2%, 토목공사 건설자재 투입물에

따른 영향이 34.9%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 영향물질을 살

펴보면 건설단계의 경우 94.8%가 CO이며, 운영단계와 해

체·폐기단계는 SO2가 각각 52.6%, 91.5%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나머지 CH4, CO의 영향도 미미하게 나

타났다. 

●토양생태독성

토양생태독성에 대한 상응인자는 토양계에 미치는 오염물

질의 최대 허용농도를 이용하여 구한다. 주요 원인으로는 운

영단계의 토목공사 보수자재 투입물과 약품 투입 과정에서

각각 60.5%, 21.9%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다음으로는 기계공사 보수자재 투입물이 11.0%, 토

목공사 건설자재 투입물이 4.2%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2) 정규화 결과

정규화 기준값을 특성화 결과에 각각 적용한 결과 표 6과

같이 분석되었다. 특성화 결과와는 다르게 수계생태독성범주

(FAETP), 토양생태독성범주(TETP), 자원고갈(ADP), 지구온

난화(GWP) 순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특성화 결과에서 높게

평가되었던 지구온난화(GWP)는 정규화 기준 값이 커 정규

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값이 작아짐을 알 수 있다. 

3) 가중화 결과

지식경제부에서 개발한 영향평가 방법론을 사용하여 특성

화 수행 후 정규화와 가중치 부여 결과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의 재처리수 생산을 위한 투입물과 산출물에 따른 환경

지수는 1.79E+05 이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투입물,

산출물에 대한 가중화 결과는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

계생태독성 대한 환경영향이 전체의 약 88.3%를 차지하고

있다. 

4. 전과정 평가의 결과 및 고찰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환경측면의 주요이슈를 규명하고, 환

경측면 규명화 과정에서 발견된 사항들에 대한 신뢰성을 높

이기 위해 연구과정에 대하여 평가(Evaluation)를 수행하였다.

4.1 주요 이슈 규명

재처리수 생산의 주요 환경이슈를 규명하기 위해 가중화

결과를 이용하여 영향범주별 Total 값을 기준으로 각 영향범

주에 미치는 각각의 파라미터 기여도를 백분율로 분석한 결

과 표 8의 내용과 같이 분석되었다.

환경측면의 주요이슈로는 운영단계의 시설물 유지보수 과

정과 약품처리 과정에서 52.8%와 37.1%, 건설단계에 투입

되는 자재에서 8.8%로 수계생태독성 영향범주가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다음으로는 토양생태독성

과 지구온난화 영향범주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명되었

다. 또한 전체 환경영향의 90.0%가 운영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시설물 유지보수 과정 중 아스콘의 사용과 약

품처리 과정 중 스케일방지제(Anti-scalant), 응집제(PAC)의

사용으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환경영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설물 유지보수시 관로 포장에 사용되는 아스콘과 RO공정

에 사용되는 스케일방지제(Anti-scalant), 응집제(PAC)의 투

입량을 조절하거나 친환경 자재로 대체하면 환경영향을 개

선 할 수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2. 평가

4.2.1 완전성 검사

완전성 검사란 연구결과를 뒷받침할 만큼 충분한 데이터의

대표성 확보 여부와 데이터의 품질이 범위 정의에서 정의한

수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뜻한다. 

국내에선 아직 하수처리수 재이용 및 보급이 아직 초기단

계로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데이터수집 대상의

범위가 협소했으며, 사업정보의 외부유출을 꺼리는 회사가

많아 데이터 수집은 1개 사업으로 국한되었다. 그러나 하수

처리수 재이용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중 일정규모

(100,000 m3/일) 이상의 재이용수 처리용량을 갖는 1단계

대상지역이 3개소에 지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데이터

에 대한 최소한의 대표성은 확보되었다고 본다. 한편, 하수

처리수 재이용시설 전과정에 투입되거나 산출되는 상위 및

하위흐름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국내의 지식경제부 DB를 사

용하였으며, 국내에 구축되지 않은 DB에 대해서는 외국의

SimaPro DB를 사용하였다. 외국 DB가 아닌 국내 DB로

대체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국내 DB가 구축되지 않은 상

황 또한 고려하였다. 상기한 데이터의 대표성과 품질 검사

결과 데이터의 완전성은 100%를 만족하지 못하므로 향후

적합한 자료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하겠다.

4.2.2 민감도 검사

일반적으로 민감도 검사는 수집된 데이터 및 적용 방법론

에 대하여 이들이 연구결과에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고, 결론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의 불확실성 여부를 평가함으

로서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최근 건설프로젝트의 수행에 있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는 건설자재의 수량에 따라 환경부하량의 변화

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주요이슈 규명에서 운영단계 중 약품

처리 과정이 37.1%의 환경영향에 기여하는 것을 고려하여

건설단계의 주요 건설자재의 변화에 대한 민감도 분석과 운

영단계 중 약품처리량의 변화에 대한 민감도 검사를 수행하

였다. 

표 9는 건설 주요자재와 약품처리량을 각각 A사례 20%,

B사례 10%, C사례 -10%씩 수량을 증가시키면서 시뮬레이

션한 결과이다. 증가량과 감소량에 따라 나타난 수치 중 큰



第31卷 第2D號 · 2011年 3月 − 265 −

영향을 미치는 투입물은 아스콘과 약품이며, Steel, Stainless

의 경우는 증감량에 따른 편차가 미비하여 총 환경부하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전과정 동안 아스콘과 약품의 상대

적인 양에 따라 발생하는 총 환경부하량이 크게 변함을 나

타낸다. 전과정 동안 가장 많은 수량을 소비하는 아스콘과

약품을 최적화하거나 친환경 자재로 대처한다면 환경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전과정 동안 해당 공사의 특성에

따라 투입 물량의 변화가 예상된다면 투입 물량의 변화에

따른 총 환경부하량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투입 물량에 따른 전과정의 총 환경부하량 민감도

분석은 향후 발생 가능한 재이용시설의 환경영향평가에 대

응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민감도 검사를 수행한 결과 규명된 주요

이슈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의 신뢰도를 확보했다고 판단된다. 

4.2.3 일관성 검사

일관성 검사는 연구에서 설정한 가정 및 적용 방법론들이

범위정의에서 정의한 것과 어느 정도 일관되게 진행되었는

지를 검사하는 단계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절

차는 ISO 14040에서 제시한 절차에 준하여 수행되었다. 특

히 영향평가의 경우에 범위정의에서 정의한 바대로 의무적

요소인 특성화 분석뿐만 아니라 정규화와 가중화를 추가로

분석하여 연구결과를 해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수행이

범위정의에서 설정한대로 수행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충

분한 일관성을 확보했다고 사료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녹색성장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활발히 추

진 중인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건설단계, 운영

단계, 해체·폐기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부하량을 전과정평가(LCA)기법을 적용하여 정량화하고,

이를 통하여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을 10가지 환경영향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0개 영향범주 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수계생태독성이

88.3%로 가장 큰 환경부하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영향요인으로는 레미콘, 아스콘, 약품투입물 중 스케일 방지

제가 주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전과정 중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

치는 CO2 배출량은 운영단계에서 90.8%로 가장 높은 배출

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단계는 8.7%, 해체·폐

기단계는 0.5%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단계 중에서

도 약품처리 과정이 가장 높은 CO2를 배출하였으며, 이는

약품처리 과정의 개선이 CO2 배출을 저감 시킬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건설단계에서는 87.5%가 토목공사, 11.8%가 기계공사에

투입자재에 의한 환경영향으로 나타났으며, 운영단계에 투입

되는 보수자재와 사용되는 각종 약품 및 에너지에 대해서는

53.2%가 토목공사 보수자재에 의한 환경영향이며, 약품처리

과정에 사용되는 화학약품도 41.3%의 환경영향으로 나타났

다. 해체단계에는 환경영향의 51.3%가 재활용 공정, 35.7%

가 수송과정에 사용되는 에너지에 의한 환경영향이 큰 것으

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전과정에서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단계는 운영단계로, 이는 분석기간 50년 동안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에너지와 약품을 사용하기 때

문이며,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의 환경영향을 개선하기 위

해서는 유지보수 및 약품처리를 최적화하거나 친환경 자재

로의 대처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이용 및 보급

이 아직 초기단계로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

제 운영데이터가 아닌 설계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것에

대한 오차가 있을 것이다. 또한 환경부하량을 정량화하는데

있어 국내에 구축되지 않은 DB에 대해서는 외국의 DB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국내실정을 정확히 맞추지 못하는 요인

으로 향후 국내에 적용 가능하고 세계적인 지구환경문제에

적절한 인자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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