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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각종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의 에너지화 사업은 

버려지던 자원으로 부터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전

력, 스팀, 연료를 회수하는 것으로서, 국가적 에

너지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보율

을 높임은 물론,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해

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MOE, 2009). 또한, 

이러한 에너지 회수시설이 집적된 종합 에너지화 

단지는 개별 시설설치에 비해 기반시설 조성면

에서 유리하고, 시설간의 상호보완적인 운영, 비

용절감 그리고 홍보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

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화 시설은 처리과정에서 슬러지 

건조 응축수나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세정수 등 다

양한 종류의 폐수가 발생하며, 특히, 매립지내 종

합에너지화단지의 경우 침출수까지 포함하여 그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주변수계에의 영향과 민원

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

라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처리수를 단지내 조경

용수, 청소용수, 공정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고 방

류수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별 시설별로 

이러한 수 처리시설을 갖추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

이 크고, 아울러 기술적인 이유로 무방류 자체도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각 에너지화 시설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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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의 수질, 단지의 성격과 입지 특성 등을 활

용하여 합리적인 처리체계를 갖춤으로써 처리수 

재이용의 극대화와 무방류를 달성할 수 있는 수 

처리 기획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서 수도권매립지를 

대상으로 발생 침출수와 폐수 등을 각각의 특성

에 따라 통합 및 분리처리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

다. 또한, 바이오리엑터 매립장 운영기술, 매립

가스 발전시설과의 연계 등 시설 및 입지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수 처리 설계방법론을 제시하

였으며, 향후 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 내에 에너

지화 단지 또는 시설을 건설·운영할 경우 무방

류시스템 도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지

연구 대상지인 수도권매립지는 총 면적 

14,050,000 m2으로, 수도권 57개 시·군·구

로부터 배출되는 생활 및 건설폐기물 그리고 사

업장 폐기물을 반입처리(3,271천톤, 2012)하고 

있다. 제1매립장은 1992년 4월 매립을 시작하

여 2000년 10월 매립을 완료하였고, 제2매립장

은 2013년 7월말현재 매립공정률 약 82 %로서, 

2016년말 매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7년부터는 1,033,000 m2의 제3매립장 1단

계 시설에서 약 7 ∼ 8년간 총 2 × 106 m3의 폐

기물을 매립하고, 이후 2, 3단계 시설에서 매립

이 진행될 계획이다. 아울러, 스팀터빈 방식 매

립가스 발전소가 2007년 3월부터 가동 중으로, 

2012년도 기준, 제1, 2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약 

689 m3/min의 매립가스를 이용하여 382,131 

MWh/년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동 매립지에는 2019년 완료를 목표로 수도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을 조성중으로, 기존 슬러지 

자원화시설 외에 생활 및 건설폐기물 SRF(Solid 

Recovered Fuel) 제조, 슬러지 건조연료화, 

SRF 전용 보일러,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음폐

수)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등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시설들이 연차별로 입지할 

예정이며(SLC, 2009), 이 가운데 주요 시설들

은 Table 1과 같다. 

현재, 이러한 각종 에너지화 시설에서 발생되

는 폐수는 기존의 침출수처리시설에서 병합처리 

되고 있다. 동 시설은 전탈질 생물반응조와 화

학응집침전 공정을 중심으로 하는 6,700톤/일 

용량으로, 처리수는 전량 인근 수역으로 방류되

고 있다. 

2.2 시스템 분석 및 재설계 절차

수 처리체계 개선을 위한 재설계를 위해서는 

모든 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작업절차를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8단

계의 작업절차를 규정하고 단계별로 분석과 검

Table 1. Facilities of environmental energy town in SUDOKWON landfill site

Facilities Energy recovery method Scale(ton/day)

SRF manufacturing for municipal waste
Mechanical treatment* 200

Mechanical and biological treatment 2,000

SRF manufacturing for construction waste Mechanical treatment 4,000

Solid form fuel manufacturing 
from sludge

1st stage*
Rotary killen type drying

1,000

2nd stage 1,700

SRF boiler Steam recovery 600

Biogas production from food waste water* Medium temperature digestion 845

Sludge solidification for landfill cover* Pozzolan reaction 1,600
* under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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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를 거치며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재설계의 목표는 모든 처리수를 완전 

무방류하는 것으로 하였다. 

두 번째, 배출원 및 기존 수 처리 체계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였다. 배출원 조사는 배출시설

의 종류, 발생량과 수질을, 그리고 수 처리체계 

조사는 처리시설의 규모와 공법, 처리대상수의 

양 및 수질, 처리수의 수질과 처리단가를 대상으

로 하였다. 이 두 가지의 조사에는 모두 장래의 

예상 상황과 계획을 반영하였으며, 현재 가동중

인 시설은 내부 운영자료, 그리고 계획시설은 관

련 연구보고서 등 예측자료를 활용하였다. 

세 번째, 현재와 장래의 물수요량과 사용처 및 

요구 수질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용수는 수돗물, 기타는 재활용수

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용도별 물의 소요

량을 산출하기 위하여 현재의 용수량에 장래 계

획된 여러 사업을 감안하였다. 

네 번째, 모든 처리대상수에 대하여 통합 또

는 분리처리를 결정하였다. 규모의 경제 및 수질 

안정성 확보, 그리고 기존 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상호보완적이거나 유사한 수질 및 소량의 

처리대상수는 통합하였다. 반면, 수질특성이 통

합처리나 처리수의 재이용을 어렵게 하는 경우

는 분리 대상으로 하였다. 

다섯 번째, 이렇게 통합과 분리를 결정한 후 

기존 침출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처리대상수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였다. 

여섯 번째, 기존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않게 

되는 처리대상수의 종류와 양을 연도별로 분석

한 뒤 물의 재이용에 가장 적합한 처리방안을 제

시하였다. 

일곱 번째, 이상의 계획에 따른 처리 후에도 

잔존하는 재이용 불가능한 물량에 대해서는 본 

연구 대상지가 매립지인 점을 감안하여 그 특성

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끝으로 무방류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처

리방식과 기존 처리방식에 대해서 경제성 평가

를 하였다. 평가에는 시설의 건설운영비와 물의 

절감 및 판매이익과 같이 직접적인 비용과 편익

만을 계상하였다. 이상 설명된 작업방법과 절차

는 Fig. 1과 같다. 

3. 결과 및 고찰

3.1 폐수 등 발생 및 물 수요 전망

침출수는 현재 제1, 2매립장에서 발생되고 있

고, 2017년부터는 제3매립장에서 추가로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된다. Fig. 2(a)에서 볼 수 있듯, 

발생량은 199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

여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장기간 큰 변화

Fig. 1.  Working process of establishing zero discharge system 
for SUDOKWON landfill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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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SLC, 2012). Fig. 2(b)

는 제1, 2매립장 발생 침출수의 통합 평균 수질

이다. BOD와 COD는 제2매립장 침출수가 발생

하기 시작한 2001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낮아진 

뒤 현재는 안정추세이며, 반면, T-N과 Cl-는 매

립초기부터 현재까지 비교적 비슷한 농도를 유

지하고 있다. 이미 매립된 폐기물량과 비교하여 

추가로 매립되는 양이 상대적으로 적고, 환경에

너지종합타운 조성이 마무리되면 무기성 폐기물 

중심으로 매립이 진행되기 때문에 향후, 침출수 

수질은 현재보다 낮은 농도로 서서히 변화될 것

으로 판단된다. 

Fig. 3은 대기오염방지설비 폐수, 음폐수 소

화처리수(소화수)를 제외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의 각 시설에서 발생되는 전체 일반 폐수량 및 이

들이 통합처리 될 경우의 평균 수질이다. 발생량

은 2013년 1,368톤/일에서 2019년에 3,409톤/

일로 증가하고, 수질은 최대 BOD 768 mg/L, 

COD 851 mg/L, T-N 624 mg/L 정도로 분석

되었다. 

환경에너지종합타운에서 현재 운영 중인 시설

들과 향후 건설될 시설들의 연도별 예상 발생 폐

수(대기오염방지설비 폐수 포함), 소화수 그리고 

침출수의 양은 Fig. 4와 같았다. 최대 발생량은 

2017년도의 7,589톤/일이었는데, 이는 이후 설

치되는 에너지화 시설의 폐수발생량 증가량보다 

제2매립장 최종복토 이후의 침출수 감소량이 더 

크기 때문이다. 

Fig. 2. Leachate generation rate and its water quality

(a)

(b)

Fig. 3.  Generation quantity and mean concentration of waste 
water from environmental energy town

Fig. 4.  Generation quantity of three major kinds of effluents from 
SUDOKWON landfill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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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에서 2012년도 한해 사용한 수

돗물은 1,423,865톤이었다. 단위 시설 중 가장 

많은 사용량은 50 MW 매립가스 발전소의 냉각

용수 2,491톤/일이었다. 물 수요량은 각종 시설

의 입지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

는 6,440톤/일로서, 2012년의 약 1.65배에 이

를 것으로 예상되었다. 물 수요량을 사용용도별 

수질기준을 감안하여 수돗물, 고급 및 저급 재활

용수로 나누어 산정한 결과는 Fig. 5와 같았으

며, 전체의 약 69.9 %는 재활용수의 사용이 가

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2 기존 처리체계 변경

3.2.1 처리대상수의 분리와 통합

침출수처리시설 병합처리수의 수질은 법적

기준보다 크게 낮아 양호하였으나, 그동안 재활

용이 불가능하여 전량방류하게 된 원인은 염분

(Cl-)이었다. 2012년도 평균 염분농도는 침출수 

3,590 mgCl-/L, 소화처리수 3,778 mgCl-/L 

그리고 폐수의 경우는 100 mgCl-/L 미만이었

다. 이에 따라 병합처리 된 전체 방류수 염도는 

평균 2,115 mgCl-/L으로 식생의 고사와 시설물

의 부식 유발로 인해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었다. 따라서 침출수와 소화수는 폐수와 분리하

는 것이 타당하였다. 또한 침출수와 소화수는 염

분 외에 여타 수질이 상이하므로 이 역시 분리

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외 소량이지만 환경에너

지종합타운내 시설의 대기오염방지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염도(SO
4
2-)와 T-N 등이 고농

도이다. 따라서 기존 처리시설에 병합할 경우 전

체 수 처리 체계에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처리수의 재활용도 어렵게 하기 때문에 분리 처

리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상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와 폐수류를 수질특성과 수량을 

고려하여 분리하면 Table 2와 같이 Type1 ∼ 

Type3로 분류가 가능하였다. 

3.2.2 기존 처리시설의 용도 전환(Type1 처리)

Fig. 3과 같이 환경에너지종합타운내 시설에

서 발생하는 폐수(Type1)는 기존의 침출수처리

시설의 생물학적 처리공정에 문제가 없는 수질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현 침출수처리시설은 

생물학적 공법중 전탈질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

며, Fig. 2(b)에서 볼 수 있듯, 침출수의 BOD가 

낮아짐에 따라 2012년도 C/N 비는 0.1에 불과

하여 탈질처리를 위해서는 탄소원을 별도로 공

급해야하는 실정이다(Jeong et al., 2003). 반

면, 기존의 침출수처리시설을 폐수처리시설로 

전환할 경우, 2019년 기준 C/N비는 1.5로 현

재보다 개선되고, 아울러 T-N의 경우도 1,438 

mg/L에서 518 mg/L로 오염부하가 낮아져 처

리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게 된다. 처리량에 있

어서도, 2019년에 처리해야할 환경에너지종합

타운의 폐수는 약 3,409톤/일로서, 현 침출수 

발생량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4개의 계열로 되

어 있어 계열 운전도 가능하다. 즉, 이후 발생될 

폐수는 모두 침출수처리시설에서 종래의 공법으

로 처리하고, 침출수는 단계적으로 배제하고 염

분제거가 가능한 타 공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

람직하였다. 

3.2.3 신규 공법의 도입(Type2, Type3 처리)

침출수처리시설이 단계적으로 폐수처리시설

로 전환될 경우 침출수(Type2) 처리를 위해 신

규도입이 필요한 공법은 염분을 제거할 수 있

Fig. 5. Expected water demand by required water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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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인 역삼투막법(RO : Reverse Osmo-

sis)과 RO 농축액 등 처리가 곤란하여 소멸시켜

야 할 대상수(Type3)의 경제적 처리방법인 바

이오리엑터(Bioreactor) 매립장 운영공법(SLC, 

2003)이다. RO는 기존 침출수처리시설의 생물

학적 처리를 거치지 않은 침출원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다(SLC, 2003). 침출수처리시

설에 계열분리 운영방식을 도입할 경우, 전체 4

개 계열중 폐수처리용 외에 2개 계열은 침출수 

처리를 위해 사용 가능하나, 이 경우, 바이오리

엑터 매립장운영에 따른 질소와 염의 농축우려

를 해소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처리비 상승과 

막오염의 우려는 오히려 커지는 문제가 있기 때

문이다(Lee et al., 2011). 

RO 시설의 규모는 바이오리엑터 매립장의 운

영시점과 그 방식에 영향을 받으며, RO의 회

수율에 따른 농축액 발생량과 소화수 등 주입

수 총량을 감안하여야 한다. 또한, 주입방식에 

따라 체류시간이 달라지며(Christopher et al., 

2012), 단회로를 통해 주입수가 단기간에 재 배

출될 경우 RO 시설의 규모가 커져야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바이오리엑터 매립공법 도입시 매

립장내부의 수리적인 해석과 모니터링을 통해 최

적의 주입방식을 선택하고, 여기에 맞춰 RO 시

설의 단계적 사업 추진시기와 그 규모를 조절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RO 시

설과 바이오리엑터 시설을 도입할 때는 종래의 

매립장 사후관리방식을 보다 강화하여 우수침투

를 최소화함으로써 물수지를 안정화 시킬 필요

가 있다. 바이오리엑터 공법으로 소멸 대상수를 

처리할 경우 매우 경제적일 뿐 아니라, 극심한 

매립장 내부 건조로 인한 폐기물의 생물분해 저

하와 이에 따른 매립가스 발생량 감소 및 안정화 

속도 저하라는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Kim et al., 2012; Rhee et al., 2012; Trian-

tafillopoulos et al., 2001). 처리해야할 물량은 

Type3인 RO 농축수, 소화수, 대기오염방지설

비 폐수 등 3종류로서, 2017년에 2,068톤/일로 

최대치를 보이고 이후 유사한 수준이었다.

기존 연구결과 제2매립장에 적합한 주입정의 

형태는 Fig. 6과 같았으나(SLC, 2011), 주입처

리해야 할 주입수의 종류에 따라 고형물 농도와 

점도가 다르므로 주입정 설계시 자갈층이나 유공

주입관의 공극의 크기를 설계할 때 이점을 고려

하거나, 또는 고탁도, 고점도의 소화수 등에 대

해서는 screening이나 응집침전처리와 같은 별

도의 후처리 후 주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제2매립장을 대상으로 바이오리엑터 매립장 

도입을 위한 관련 연구결과, 초기 24 %의 수분

함량에서 RO 농축액 320톤/일과 1,800톤/일의 

소화수 주입을 가정하여 계산한 경우 10년 후 수

분은 32.3 %로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수리적

인 안정성은 상당기간 문제가 없었다. 또한 Cl-

를 지표로 하는 비반응성 물질의 매립장내 농도

변화(Kjedsen et al, 2002), 검토결과, 초기 침

출수가 3,278 mgCl-/L일 때 상기의 주입조건

에서 10년 후의 침출수 농도는 3,238 mgCl-/

L로서, RO 농축액 외에 소화수를 추가로 주입

하는 경우에도 빗물의 유입과 내부 수분의 증

가로 인해 실질적인 농도증가는 보이지 않았다

(Chun, 2012). 

Fig. 6. Side elevation of injection well for bioreactor landf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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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3가지 Type의 처리대상수와 이들에 대

한 적용공법 및 필요한 처리시설 등을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3.3 재활용수 생산량 및 변경된 처리체계

이상의 무방류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존 처리

체계를 전면 변경할 경우, 처리시설별 처리수량

과 이로부터 생산되는 재활용수는 Table 3과 같

Table 2. Grouping of waste water and leachate from SUDOKWON landfill site and their requested treatment techniques and facilities

Types Type 1 Type2 Type 3

Sorts
Waste water

(Environmental 
energy town)

Leachate
(1st, 2nd, 3th landfill)

① AWW1)

② RO concentrate
FWW2)

Quantity (ton/day) 3,000 ~ 3,700 2,500 ~ 3,000 900 ~ 1,200 845

Characteristics
(mg/L)

Cl- under 100 
COD 100 ~ 6,000

T-N 50 ~ 700

Cl- 2,500 ~ 3,800
SS 50 ~ 100

COD 1,000 ~ 1,500 
T-N 1,000 ~ 1,700

① SO4
2- 31,000 ~ 39,000

① NH4 + over 7,500
② Type2 × 3.5 ~ 4

Cl- 3,500 ~ 4,000
SS 3,500 ~ 14,000

COD 6,000 ~ 30,000 
T-N 1,500 ~ 3,500

Treatment goal
Reduction(COD,T-N)

Water recycling
Remove(Cl-)

Water recycling
Economical extinction

Treatment facility
Leachate treatment 

facility(denitrification+
chemical coagulation)

(MF or UF)3)+RO
·1,015ton/day(‘ 15)
·2,200ton/day(‘ 16)

Bioreactor landfill
(2nd landfill(‘ 15,‘ 16))

Usage of recycling water
Landscape architecture,  

street cleaning, etc.
Cooling water for power 

plant
Moisture supply for landfill waste

1) Waste water from air pollution protection facility
2) Digester water of food waste water
3) Micro filtration, Ultra filtration for pre-treatment 

Treatment facility Kinds of water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Total

Generation1) 5,049 5,005 5,373 6,385 7,589 7,417 7,200

Treatment2) 5,326 5,282 6,679 7,115 8,542 8,298 7,988

Recycling water production 153 153 724 4,600 5,521 5,421 5,297

Leachate  
treatment 

facility

Treat-
ment

Sub-total 5,111 5,067 5,163 2,788 3,153 3,233 3,339

Leachate 2,736 2,592 1,655 0 0 0 0

Waste water 1,358 1,358 2,663 2,788 3,153 3,233 3,339

Digester water 845 845 845 0 0 0 0

RO concentrate 62 62 0 0 0 0 0

AWW3) 110 210 0 0 0 0 0

Water production(low qual.) 0 0 0 2,788 3,153 3,233 3,339

RO
Treatment(leachate) 2154) 215 1,0155) 2,5426) 3,321 3,069 2,746

Water production(High qual.) 153 153 724 1,812 2,368 2,188 1,958

Bioreactor
Treat-
ment

Sub-total 0 0 501 1,785 2,068 1,996 1,903

RO concentrate 0 0 291 730 953 881 788

Digester water 0 0 0 845 845 845 845

AWW 0 0 210 210 270 270 270

1) Total generation of leachate and all kinds of waste water
2) Treated quantity by leachate treatment facility, RO and bioreactor
3) Waste water from air pollution protection facility
4) RO demonstration facility(300ton/day)
5) Set up RO facility(800ton/day, recovery rate 71.3 %)
6) Set up RO facility(2,200ton/day, recovery rate 71.3 %)

Table 3. Annual treatment quantity by three kinds of facilities and production quantity of recycling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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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기존 침출수처리시설은 단계적으로 폐수

처리시설로 전환되어 2016년부터는 재활용이 가

능한 염도수준(250 ㎎Cl-/L)이하로 처리수를 생

산하게 되며, 생산량은 2016년부터 3,000톤/일 

내외였다. 수질은 조경용수, 청소용수, 공정용수 

등 저급수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RO 생

산수는 현재의 시범시설(300톤/일)부터 소량 생

산되나, 전체 시설이 설치 완료되는 2016년부터 

2,000톤/일 내외의 고급 재활용수가 본격적으

로 생산되어 50 MW 발전소의 냉각용수로 공급

이 가능했다(Park et al., 1997). Fig. 5의 연도

별로 재활용수 소요량과 비교하면 고급 재활용

수는 다소 생산량이 부족했으며, 반면 저급 재활

용수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었다. 

아울러 지금까지 설명된 바와 같이, 무방류를 

위해서 기존 수 처리 체계를 전면 재설계할 경우 

변경된 수 처리 체계는 Fig. 7과 같다. 

3.4. 경제성 평가 

Table 4는 기존의 수 처리체계를 그대로 유지

할 경우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무

방류 방식으로 전환했을 경우의 2017년 기준 경

제성 평가결과이다. 기존 방식의 경우 Table 2

의 Type1 ∼ Type3의 처리 대상수를 침출수처

리시설에 모두 병합처리 하는 방식이다. 이 경

우 Type3의 오염물질 부하량으로 인해 6,000

톤/일 이상의 처리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약 

2,500톤/일 규모의 신규 폐수처리시설 건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동 신규 처리시설의 

처리수는 저급수로 모두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

로 하였다. 개선방식의 경우, 바이오리엑터 매립

장 운영에 따른 가스증산과 이로 인한 발전수익

의 증대가 예상되고, 이외에도 무방류로 인한 간

접적 이익은 대단히 크지만 계량화가 어려우므

로 이 부분은 제외하였다. 즉, 비용부문은 시설

의 설치비와 연간 운영비의 증감, 그리고 수익

의 부분은 수돗물 절감액과 재활용수 판매수입

의 두 가지 직접이익만을 계상하였다. 

평가 결과에 의하면 Table 4와 같이 무방류 

방식의 도입이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즉, 건설·운영비중 직접이익을 

감한 실 운영비에서 기존 방식은 연간 전체 수 

처리비가 18,129백만원인 반면, 무방류 방식은 

Evaluation item
Treatment system

Present Remodeled

Net cost(①-②) 18,129 15,789

Construc-
tion1)

·
operation 

cost
(①)

Sub-total 18,764 16,985

RO
Construction - 2,491

Operation - 2,658

Bioreactor
Construction - 1,595

Operation - 1,500

New 
facility2)

Construction 1,464 -

Operation 2,512 -

Leachate treatment facility 14,454 8,407

Digestion facility 334 334

Direct 
benefit

(②)

Sub-total 635 1,196

Cost saving(Tap water) 635 635

Sales profit3) - 561

(unit : million won)

1) Depreciation cost of 20 years was accounted
2) New waste water treatment facility(2,500ton/day) 
3) 50 % of tap water unit cost was applied for recycling water

Table 4.  Economical evaluation between present treatment sys-
tem and remodelled system for zero discharge

Fig. 7. System remodelling result for zero dischar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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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9백만원으로, 연간 2,340백만원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었다.

4. 결 론

수도권매립지내 침출수와 환경에너지종합타

운에서 발생되는 폐수 등을 무방류 하기 위한 기

존 수 처리 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했으

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수도권매립지 전체 배출수 총 발생량은 

2017년도에 7,589톤/일으로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다. 용수 소요량은 

2019년 기준 6,440톤/일로서 2012년의 

약 1.65배에 달하게 되며, 용수 중 69.9 %

는 재활용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2.  무방류를 위해서는 모든 처리 대상수를 염

도(Cl-) 등을 기준으로 총 3개의 유형으로 

분리하고, 기존 침출수처리시설의 폐수처

리시설로의 전환, RO와 바이오리엑터 매

립장 운영공법을 도입하여 상호연계 할 필

요가 있었다. 

3.  기존 수 처리체계를 전면 개선할 경우 2016

년부터 무방류가 가능했고, 3,000톤/일 이

상의 저급 재활용수와 2,000톤/일 내외의 

고급 재활용수 생산이 가능하였다. 

4.  종래의 방식과 개선된 방식간의 경제성 평

가결과, 실 건설·운영비에 있어서 기존 

방식은 전체 수 처리를 위해 18,129백만

원/년, 개선방식은 15,789백만원/년으로 

무방류방식이 경제적으로도 타당하였다. 

즉, 단지의 특성을 잘 분석하여 기존시설

과 신규 공법의 상호 연계적인 방식을 채택

할 경우, 무방류 방식의 도입이 기술적으

로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고비용

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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