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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구온난화에 따른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

라 우리나라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계획 

아래 2020년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0 %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Prime Minister´s 

Office, 2012)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의 관점에서 상하수도시설 분야에서도 설계 및 운

영 시 온실가스 발생량, 에너지 자립화 문제, 그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상하수도 시설은 수질, 대기, 폐기물의 3대 사

후처리시설 중의 하나로 인간 생활의 최종 산물

을 자연으로 환원시키는 접점이라는 점에서 그 

기능과 역할, 그리고 친환경성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2012). 그러나 상하수

도시설의 경우 운영상 성능 위주의 시설 설치로 

인하여 탄소배출 저감 등의 지구환경문제에 대

한 고려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의 계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운영, 해체 및 개조 등의 전 단계에서 기

능성, 경제성 및 환경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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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carbon emissions and energy consumption were evaluated to establish a design strategy which has 

low energy consumption and carbon emission production, by using life cycle energy (LCE) and life cycle CO
2
(LCCO

2
) calculation 

methods in life cycle management(LCM) tools. After improvement design projects, the energy consumption and CO
2
 emission 

were calculated and compared in three sewage treatment plants (STPs), which are A STP, B STP, and C STP. The reduction of 

carbon emissions was 28,020.1 ton CO
2-
e/yr, 37,399.6 ton CO

2-
e/yr and 8,788.3 ton CO

2-
e/yr, respectively. Production of energy 

was 792 TOE/yr, 1,235 TOE/yr and 1,023 TOE/yr, respectively. 

  As a result, the estimation of energy and energy self-sufficiency was 5.1 %, 14.5 % and 23.5 %, respectively.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e LCM can be contributed to establish strategy for energy and carbon emission reduction in sewage treatment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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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방식 중 하나가 전

과정관리(LCM, Life Cycle Management)기

법이다. LCM은 제품의 환경적, 경제적, 기술

적, 사회적 측면을 다루는 개념, 기술 및 그 진

보과정과 관점을 통하여 지속적인 환경성 향상

을 이루기 위해 조직된 기관 및 문서들의 통합체

계라고 정의되고 있다(Jo, 2011). 이러한 LCM

의 적용을 위해 LCA(Life Cycle Assessment), 

LCC(Life Cycle Cost)분석, LCCO
2
(Life Cy-

cle CO
2
)분석, LCE(Life Cycle Energy)분석, 

MFA(Material Flow Analysis) 등의 기법이 활

용되고 있다(Bae,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

스 저감효과가 큰 설계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LCM의 세부기법 중 LCE 분석 및 LCCO
2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장 개선에 따른 에너

지 자립율과 탄소배출량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설

계단계의 LCM 현장적용성과 실현가능성을 분

석하고,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절감요소를 설

계에 반영함으로써 저탄소녹색성장의 추진 방향

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연구대상으로는 총 3곳의 하수처리장을 선정

하였으며, 대상 하수처리장은 소화조의 효율개

선 및 활용공사를 통해 에너지 자립율을 극대화

시킴으로써 하수처리장 운영 시 발생하는 온실

가스를 줄이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각 하수처리장에 대한 시설개요를 Table 1

Table 1. Summary of wastewater treatment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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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ceptual diagram of LCM system

에 나타내었다. A 하수처리장의 경우 520,000 

m3/d의 시설용량으로 운전되고 있었으며 표준

활성슬러지 공법 및 4 stage-BNR 공법을 이

용하고 있었고, B 하수처리장의 경우 500,000 

m3/d의 시설용량으로 운전되고 있었으며 NPR 

공법을 이용하고 있었다. C 하수처리장의 경우 

150,000 m3/d의 시설용량으로 운전되고 있었

으며 표준활성슬러지 공법 및 4 stage-BNR 공

법을 이용하고 있었다.

2.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Fig. 1(Park, 2012)에 나타

낸 LCM기법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시설의 개선

을 통한 탄소배출량과 에너지 절감 및 생산에 따

른 에너지 자립율을 산정하고자 하였다. 하수도 

시설의 온실가스 발생량 산정을 위해 LCM도구 

중의 하나인 LCCO
2
 분석기법을 이용하였으며, 

에너지 자립율 산정을 위해 LCE 분석기법을 이

용하였다. 

2.2.1 LCCO
2
 분석

LCCO
2
 분석은 시설 또는 제품의 원료 채취

단계에서부터 최종 폐기단계에 걸쳐 발생되는 

CO
2
의 총량을 의미한다(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2011). LCCO
2
 분석 역시 LCM

을 구성하는 세부 기법 중의 하나이며, 본 연구

에서는 소화조 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 생산 

및 고효율 기자재 도입에 따른 에너지 절감, 또

한 그 결과로 나타나는 온실가스 저감량을 평가

하기 위한 기법으로 사용되었다. LCCO
2
 분석을 

이용하여 CO
2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온실가스를 

함께 고려하여 평가범위 내에서의 탄소배출량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하수도 시설 특성에 부합

된 탄소배출량 평가 방법론을 제시한 상하수도

시설의 LCM 가이드라인(이하 상하수도 LCM) 

및 방법론(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2012)에 따라 분석을 

수행하였다. 상하수도 LCM은 IPCC 가이드라

인(IPCC, 2006), ISO Standard 14064, 65 및 

GHG Protocol(WRI/WBCSD, 2004) 등 국제

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적 표준 방법론 등을 이용

하여 구축되었으며, 그 분석절차를 Fig. 2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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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었다. 

연구대상인 3곳의 하수처리장에서는 소화조 

효율개선 및 활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개선사업

을 실시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사업

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하수도 시설과 관련된 온

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 중 식 1)(IPCC, 2006)

과 같은 혐기성 소화에 따른 산정방법을 이용하

였다.

 E
a
 = SG

a 
× C

CH4,a 
× GWP

CH4
     식 1)

E
a
 :  혐기성 작용 프로세스에서 발생된 CO

2 
배

출량(ton CO
2
-e/yr)

SG
a
 : 연간 발생된 가스의 총 부피(m3/yr)

C
CH4,a

 :  연간 발생된 가스 내 메탄의 양(ton 

CH
4
/m3)

GWP
CH4

:  메탄의 지구온난화 지수(ton CO
2
-e/

ton CH
4
)

또한, 시설 운영 시 소비되는 연료로 인한 온

실가스 배출량은 아래 식 2)(IPCC, 2006)를 통

해 산정하였다. 

 E
f
 = FF

f 
× EC

f
                      식 2)

E
f
 : 연료 소비로 인한 CO

2
 배출량(ton CO

2
-e/yr)

FF
f
 : 연소된 연료의 양(TJ)

EC
f
 : 연료별 온실가스 배출계수(kg GHG gas/TJ)

2.2.2 LCE 분석

하수처리장에 대한 에너지 생산 및 절감량 산

정을 위해 LCE 분석기법을 이용하였다. LCE 

분석은 최종적으로 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에 명

시된 에너지열량환산기준 중 총발열량을 적용하

여 TOE(Ton of Oil Equivalent)를 산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2011) 상하수도 시설의 LCE 분

석절차를 Fig. 3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LCE 분석을 통해 소화조 효율

개선 등을 통한 에너지 생산량 및 고효율 기자

재 도입을 통한 에너지 절감량을 산정하였으며, 

TOE 및 에너지 자립율은 아래 식 3), 4)를 통해 

산정하였다.

TOE = 에너지 사용량(생산량) × 

 총발열량 ÷ 107(TOE/kcal)       식 3)

에너지 자립율(Ministry of Environment, 

2010)은 하수처리장의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을 

하수처리장 에너지 소비총량과 개선 후 에너지 

Fig. 2. LCCO
2
 analysis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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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OE analysis procedure by LCE

생산량의 합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에너지 자립율(%) = 에너지 생산량/(에너지 

     소비량 + 에너지 생산량) × 100          식 4)

3.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하수처리장의 개선을 통한 온

실가스의 저감량 및 에너지 자립율을 산정하였

다. 연구대상 3곳의 하수처리장 개선 후,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요소를 크게 두 가지로 구

분하여 분석하였는데, 첫 번째로 소화조 효율개

선 및 활용공사, 두 번째로 고효율 기자재 선정 

시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의 경우 소화가스를 이

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슬러지 건조시설 및 

소화조 가온보일러에 공급함으로써 사용에너지

가 절감되고 그에 따라 온실가스의 저감을 가져

올 수 있다. 두 번째의 경우 인버터 제어, 고효

율 전동기, 고효율 농축기 및 트러스 교반기 등

의 사용을 통해 에너지 사용을 절감함으로써 온

실가스 발생을 저감 시킬 수 있다.

3.1 온실가스 저감량

연구대상 3곳의 하수처리장 개선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량을 LCCO
2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 Table 2에 나타내

었다. 하수처리장 개선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저

감 요인은 크게 3가지로 구분가능하다. 첫 번째

는 소화가스 활용에 따른 메탄발생회피로 인한 

저감, 두 번째는 고효율 기자재 도입, 세 번째

는 자연 채광을 통한 조명장치 대체로 인한 저

감이다.

온실가스 저감량 산정을 위한 각 처리장별 메

탄 함유량은 에너지 분석과 동일하게 적용하였

으며, IPCC 가이드라인(IPCC, 2006)에 따라 

메탄의 GWP(Global Warming Potential) 25 

(BSI, 2011)를 적용하여 CO
2
-e로 환산하였다. 

고효율 기자재 도입의 경우, 기존 설비 대비 도

입 설비의 저감량을 산정하였으며, 전력절감에 

따른 에너지 열량은 전력발열량을 이용하여 환

산하였고(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2012), 2008년 기준 전력 탄소배출계수를 적용

하였다(Korea Power Exchange, 2008).

A 하수처리장의 경우 개선사업을 통해 생산

된 에너지를 소화조 가온보일러와 슬러지 건조

시설에 공급하였다. 이를 통해 27,617.0 ton 

CO
2
-e/yr의 온실가스가 저감되는 것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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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고효율 기자재 도입을 통한 온실가

스 발생 저감량은 403.1 ton CO
2
-e/yr이며, 이 

중 트러스 교반기, 다단 교반기 등의 고효율 교

반기를 통한 저감량이 약 210.3 ton CO
2
-e/yr

로 고효율 기자재 도입 요소 중 절감효과가 가장 

큰 요소였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A 하수처리장

의 경우 개선공사 시 기존 구조물을 그대로 활용

하여 자연채광을 통한 저감요인은 도출되지 못

하였다. 앞서 분석된 두 가지 저감요소를 통해 A 

하수처리장의 총 온실가스 저감량은 28,020.1 

ton CO
2
-e/yr로 나타났다.  

B 하수처리장의 경우 개선사업을 통해 생산

된 에너지는 소화조 가온보일러에 공급하고 남

는 잉여가스를 차량연료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36,948.2 ton CO
2
-e/yr의 온실가스가 저

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효율 기자재 

도입을 통한 온실가스 발생 저감량은 449.3 ton 

CO
2
-e/yr로 분석되었다. B 하수처리장의 경우, 

건축물 신규 및 증설 시 자연채광을 이용토록 하

였으며, 이를 통한 조명설비 대체효과로 에너지 

절감효과 및 온실가스 저감이 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약 2.1 ton CO
2
-e/yr의 온실가스가 저감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선사업을 통한 B 하

수처리장의 총 온실가스 저감량은 약 37,399.6 

Fig. 4. Result of Green house gas reduction by Design element

Table 2. Result of Green house gas reduction by LCCO
2
     

A STP B STP C STP

Production of energy by an-
aerobic digester efficiency 

Improvement project
27,617.0 36,948.2 8,358.6

High-
Efficient 
Energy 
Equip-
ment

Inverter control 18.1 22.0 15.8

High-Efficient 
Motors

4.3 4.6 3.9

Concentrator 170.4 170.4 184.2

Stirrer 210.3 252.2 221.8

LED lamp - 0.1 0.2

total 403.1 449.3 426.0

Replacement of lighting 
instruments Result from 

Natural lighting
- 2.1 3.7

Total 28,020.1 37,399.6 8,788.3

(unit: ton CO2-e/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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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s and assumptions A STP B STP C STP

Energy consumption

Common Conditions

-  Energy consumption of a facilities before improvement and used to 
improve facilities were considered

-  Heating Value was follow Enforcement Regulations for Energy Act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 2012)

energy
paraffin, diesel, elec-

tricity, LNG
diesel, electricity

paraffin, diesel, 
electricity

Energy production

Common Conditions

 - energy production method was using digestion gas
 - methane Heating Value: 8,560 kcal/m3, 
 - methane density: 0.000717 ton CH/m3CH4 
 - No gas leak during the energy production
 -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heat loss

digestion gas
production 1,541,100 m3/yr 2,061,840 m3/yr 1,789,500 m3/yr

methane content 60 % 70 % 60 %

digestion gas supplier
digester heating, 

Sewage Sludge Dry-
ing Process

digester heating, 
biogas vehicle fuel

digester heating, 
steam supply and 
power generation 

(Waste heat recovery 
rate 38 %)

Table 3. Conditions and assumption of LCE

ton CO
2
-e/yr로 나타났다.

C 하수처리장의 경우 개선사업을 통해 생산된 

에너지는 소화조 가온보일러와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하였다. 이를 통해 8,358.6 ton CO
2
-e/yr

의 온실가스가 저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효율 기자재 도입 및 자연채광을 통한 온실가

스 발생 저감량은 429.7 ton CO
2
-e/yr로 분석

되었으며, 개선사업을 통한 총 온실가스 저감량

은 8,788.3 ton CO
2
-e/yr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3곳의 하수처리장 개선사업을 통한 

요인별 온실가스 저감량 및 총량을 도식화하여 

Fig. 4에 나타내었다. 메탄발생 회피를 통해 3곳

의 하수처리장에서 총 72,923.8 ton CO
2
-e/yr

의 온실가스가 저감되었으며, 고효율기자재 도

입으로 총 1,278.4 ton CO
2
-e/yr, 자연채광을 

통한 조명장치 대체로 A 하수처리장을 제외한 2

곳의 하수처리장에서 총 5.8 ton CO
2
-e/yr의 

온실가스가 저감되었다. 연구대상 3곳의 총 온

실가스 저감량은 74,208 ton CO
2
-e/yr으로 분

석되었다. 

3.2 에너지 자립율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3곳의 하수처리장 개

선사업 전·후의 에너지 소비량 및 생산량을 산

정하여 그에 따른 에너지 자립율을 평가하였다. 

처리장별 분석조건 및 가정 사항을 Table 3에 나

타내었으며, 처리장별 메탄 함유량은 보수적 산

정을 위해 최소 함량을 고려하였다. C하수처리

장의 경우 열병합 발전을 통한 에너지 생산 시, 

발전기 효율은 보수적 산정을 위해 최소 효율인 

30 %를 적용하였다. 연구대상 3곳의 하수처리

장 모두, 생산된 에너지는 열 손실 없이 전량 사

용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3.2.1 A 하수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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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수처리장 개선사업 전·후의 에너지 생

산량, 소비량 및 자립율 산정결과를 Fig. 5에 나

타내었다. A 하수처리장의 경우 개선사업 전 에

너지 사용 현황 조사 결과, 경유, 전력 및 LNG 

등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총 에너

지 소비량은 총 15,798 TOE/yr로 분석되었다. 

상세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경유는 관리동 난방

과 소화가스 발생량 부족 등의 이유로 소화조 가

온용 보일러 연료로, LNG의 경우, 슬러지 처리

시설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었다. 개선 전 에너지 

생산량은 523 TOE/yr로 분석되었으며, 생산된 

에너지 전량 모두 소화조 가온 보일러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었다. 개선 전 에너지 생산 및 사용

량을 분석한 후 식 4)에 대입하여 에너지 자립율

을 산정한 결과 3.2 %로 분석되었다. 

개선사업 후 에너지 사용량은 14,747 TOE/

yr로 분석되었으며, 에너지 사용량 중 신규전력

은 처리장 개선에 따른 신규 설비의 동력을 의미

한다. 에너지 생산량의 경우 개선사업을 통해 총 

792 TOE/yr의 에너지가 생산되었으며, 생산된 

에너지는 소화조 가온에 154 TOE/yr, 남은 638 

TOE/yr의 소화가스 전량은 슬러지 건조시설 공

급되었다. 이것을 식 4)에 대입하여 에너지 자립

율을 산정한 결과 5.1 %로 확인되었다. 

개선사업 결과 1.9 %정도의 자립율 향상효과

를 볼 수 있었다.

3.2.2 B 하수처리장

B 하수처리장의 개선사업 전·후의 에너지 생

산량, 소비량 및 자립율 산정결과를 Fig. 6에 나

타내었다. 

B 하수처리장의 경우 개선사업 전 에너지 사

용 현황 조사 결과, 경유, 전력을 에너지원으

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총 에너지 소비량은 총 

6,986 TOE/yr로 분석되었다. 개선 전 소화조에

서 발생되는 소화가스는 소화조 가온용 보일러 

연료로 사용되고, 남은 잉여가스는 소각처리 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선 전 에너지 생

산 및 사용량을 분석한 후 식 4)에 대입하여 에너

지 자립율을 산정한 결과 8.7 %로 분석되었다. 

개선사업 후 에너지 사용량은 7,292 TOE/

yr로 분석되었다. 에너지 생산량의 경우 개선사

업을 통해 총 1,235 TOE/yr의 에너지가 생산

되었으며, 생산된 에너지는 소화조 가온에 282 

TOE/yr, 남은 953 TOE/yr의 소화가스 전량은 

처리장 인근의 CNG 버스 차량연료화를 위해 공

급되었다. 이것을 식 4)에 대입하여 에너지 자립

율 산정 결과 14.5 %로 확인되었다. 

개선사업 결과 5.8 %정도의 자립율 향상효과

를 볼 수 있었다.

3.2.3 C 하수처리장

C 하수처리장의 개선사업 전·후의 에너지 생

산량, 소비량 및 자립율 산정결과를 Fig. 7에 나

타내었다. 

C 하수처리장의 경우 개선사업 전 에너지 사

용 현황 조사 결과, 실내등유, 경유 및 전력을 에

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총 에너지 소비

Fig. 6. Energy self-sufficiency in B wastewater treatment plant

Fig. 5. Energy self-sufficiency in A wastewater treatment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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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총 3,284 TOE/yr로 분석되었다. 개선 전 

소화조에서 발생되는 소화가스는 소화조 가온용 

보일러 연료로 사용되나, 동절기에는 발생량이 

부족하여 실내 등유를 보조 연료로 사용하고 있

었다. 개선 전 에너지 생산 및 사용량을 분석한 

후 식 4)에 대입하여 에너지 자립율을 산정한 결

과 20.5 %로 분석되었다. 

개선사업 후 에너지 사용량 및 생산량은 각각 

3,324 TOE/yr, 1,023 TOE/yr로 분석되었다. 

C 하수처리장의 경우, 시설 내 슬러지 처리시설

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처리장 인근에 소화가

스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없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열병합 발전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생산계획을 수립하였다. 소화가스 

발전시스템을 통한 전력생산량은 식 3)를 통해 

산정하였으며, 산정된 전력생산량을 TOE로 환

산한 결과 557 TOE/yr로 분석되었다.

열병합을 통해 발생된 폐열과 개선 후 발생된 

소화가스 중 일부는 소화조 가온 보일러로 공급

되며, 이를 통하여 생산된 에너지는 466 TOE/

yr로 분석되었다. 에너지 생산량 및 소비량 산

정결과를 식 2)에 대입하여 처리장 개선사업 후 

에너지 자립율을 산정한 결과 23.5 %로 확인되

었다. 

개선사업 결과 3.0 %의 자립율 향상효과를 

볼 수 있었다.

4. 결론

LCM 기법을 이용한 하수처리장 개선에 따른 

탄소배출량 및 에너지 자립율 산정에 관한 연구

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①  연구대상 3곳의 하수처리장 개선사업을 통

한 온실가스 저감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의 설계단계에서 LCM의 세부기법 중 

LCCO
2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고효율 기자

재 선정 등의 소화조 효율개선 설계 요소별 

온실가스 발생량을 정량화 하였다. 이를 통

해 각 하수처리장의 설계 및 운영 시 온실

가스 저감을 위한 의사결정 지표로 활용하

였으며, 그 결과 A 하수처리장, B 하수처

리장, C 하수처리장에서는 각각 온실가스

가 약 28,020.1 ton CO
2
-e/yr, 37,399.6 

ton CO
2
-e/yr 및 8,788.3 ton CO

2
-e/yr

정도 저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②  연구대상 3곳의 개선사업 전·후 에너지 

사용량 및 에너지 생산량을 LCM 세부 기

법 중 하나인 LCE 분석기법을 통해 정량

화 하였으며, 도출된 에너지 사용량 및 생

산량을 통해 에너지 자립율 평가를 실시하

였다. 그 결과, A 하수처리장의 경우 개선

사업 전·후 각각 3.2 %, 5.1 %의 자립율

을 나타내었으며, 개선 전 대비 1.9 %의 자

립율 향상효과를 나타내었으며, B 하수처

리장은 개선사업 전·후 각각 8.7 %, 14.5 

%로 5.8 %의 자립율 향상, C 하수처리장

의 경우 개선사업 전·후가 각각 20.5 %, 

23.5 %로 3.0 %의 자립율 향상을 나타내

었다.

③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절약문제와 온실가

스 배출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

점에서 상하수도시설의 개선사업의 설계 

단계에 LCM 기법을 적용하여, 고효율 기

자재 및 소화가스 활용방안 수립 등의 의사

결정 시 여러 대안 중 에너지 및 온실가스

를 고려한 의사결정 tool로의 가능성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인증제도 및 설계 품질보

증 항목으로 LCM 세부 기법 중 설계단계 

분석 값을 추가 하는 등의 제도적 정비가 

Fig. 7. Energy self-sufficiency in C wastewater treatment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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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된다면 시설물의 설계단계에서 LCM 

기법의 현장적용성 및 실현가능성이 높아

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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