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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n operational data set was analysed by establishing a path model to figure out the actual cause-effect relationship of 

a wastewater treatment plant (WWTP); in particular, for the effluent concentrations of T-N and T-P. To develop the path models, data 
sets of operational records including effluent concentrations and operational factors were obtained from a field scale WWTP of 
680,000 m3 of treatment capacity. The models showed that the relationship networks with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variables for objective expressions indicated the strength of each relationship. The suggested path models were verified according to 
whether the analyzation results matched known theories well, but sophisticated minute theoric relationships could not be cropped out 
distinctly. This indicates that only a few paths with strong theoric casual relationships were represented as measured data due to the 
high non-linearity of the mechanism of the removal process in a biological wastewater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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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현재까지 하수처리장에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축

적되어 왔다. 실제로 수집된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적절

하게 전처리하여 사용한다면, 이러한 데이터들은 처리장 

운영자들에게 공정의 상태를 이해하고 비정상적인 상태

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상당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Yoo et al,, 2006; 
Moon, 2011). 통계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하수처리시설

의 인과관계 구조를 탐구하고자 하는 연구 사례가 존재

하나(Franz et al., 1996; Lee and Moon, 2005; Lee 
and Sun, 2007; Son et al., 2014), 대부분의 연구가 이

변량 단순상관계수 분석이나 각 변수의 분포 특성을 탐

구하는 데 그쳤을 뿐, 변수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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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는 탐구하지 않았다. 축적된 데이터들의 내부에 

숨겨진 정보는 다변량 통계적 기법에 의하여 추론해낼 

수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에는 회귀분석, 주성분 분석, 군
집분석 및 판별분석 등이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Piovoso and Kosanovich, 1996; Raich and Cinar, 
1996; Aguado et al., 2008; Alvarez et al, 2009, Moon 
et al., 2009; Dürrenmatt et al., 2012; Kim et al., 
2016). 그러나 이러한 탐색적 통계분석 방법은 변수들 

간의 분포형태를 탐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가시적인 객관적 수치로서 제

공해주지는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 활용된 경로분석은 Sewall Wright(1889~ 

1988)라는 유전학자에 의해 개발된 분석방법으로서 회

귀분석이 발전된 형태이며, 회귀분석과 다르게 다수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사용 가능하므로 각 변수 간 인

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변수 간 총효과(total effect), 직접효과(direct 
effect), 변수 간에 다중적으로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해

석할 수 있는 간접효과(indirect effect)도 자연스럽게 측

정 할 수 있다.
환경 분야에 대한 경로분석 기법 적용은 수질에 관한 

인식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수질 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인자를 분석한 사례와(Levêque and Burns, 
2017), 유역 수질 모델링을 위한 베이지안 모델 구축의 

기본으로 경로분석을 활용한 사례(Feng and Yi, 2018)
를 들 수 있다. 이렇듯 환경을 주제로 한 사회적인 조사분

석의 연구에서부터 수치적 모델링의 분야까지 다양하게 

경로모델이 활용될 수 있으나, 하수처리시설의 인과관계 

분석에 대해서는 연구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없다. 그 이

유는 생물학적, 물리·화학적 하수처리의 이론적 지식이 

이미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하

수처리시설의 운영자료가 나날이 축적되어 의미 있는 통

계적 분석이 가능해진 지금,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

론이 측정된 자료들 중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존재하

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질소와 인을 처리할 수 있는 고도처리

공정인 A2O공정을 사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D 시에 위치

한 S 하수처리장을 연구 대상 하수처리장으로 선정하여 

유출수 질소, 인과 관련된 내부 운전 변수들을 확인하고 

그들 사이의 인과 방향과 그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유출수의 질소 및 인 농도로 대상을 한정한 이유는, 일반 

하수처리장에서의 탄소 제거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높은 

효율로 달성되는 데 반해 질소와 인의 경우는 탄소제거

에 비해 그 영향인자가 다양하고 다중적인 메커니즘을 

가지며, 유출수 수질 규제치를 만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운전자가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유출수 

질소와 인에 대한 경로도형과 잠재변수가 포함된 구조방

정식 모형을 도출하여 경로 계수를 통해 영향 정도가 높

은 경로를 확인하고 이론적 지식과 일치하는지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변수들의 이론적인 지식에 기초한 

영향관계를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봄으로써 좀 더 객관

적으로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하수처리시설의 제거 이론

이 실제적으로 누적된 자료에도 통계적 특성을 가지고 

내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연구대상 하수처리장 및 데이터구성

본 연구의 대상 하수처리장은 처리용량 680,000 
m3/day의 S 하수처리장으로 고도처리공정인 A2O 공정

을 채택하였다. 대상 하수처리장의 3년간(2005~2008) 
수집된 일별 운전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의 

변수는 기상관련 변수와 하수처리공정의 각 지점에서의 

수질변수, 그리고 운전 변수들로 총 60가지가 수집되었

다(Table 1). 수집된 데이터를 구조방정식 모형에 활용

하기 전에, 결측치 제거 및 변수 선정의 데이터 전처리 과

정을 수행하였다. 유입수와 유출수 수질변수의 경우 1일
의 1개 값의 자료가 존재하였으나 반응조 내부에서 제거

반응과 운전변수의 인과관계를 보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

구되는 반응조 내부에서 측정된 수질변수는 1일 1개 값

이 존재하지 않아 다량의 결측치가 발생하여, 결측된 날

의 데이터를 삭제한 결과 데이터 셋의 수가 334개로 감

소하였다. 이 데이터들을 다시 SPSS ver 18.을 이용한 

랜덤추출을 통하여 2개의 그룹으로 나누었고 1그룹은 모

형 구축, 2그룹은 모형 검증을 위해 사용하였다.

2.2. 경로모델 구축

경로분석은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의 방향성을 모형

화한 경로모델(Path Model)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는 

이론적인 가설을 바탕으로 변수들 간의 직접적인 영향 또

는 간접적인 영향을 화살표를 이용하여 그림으로 나타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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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Variables

Weather
conditions Air temperature(℃), Rainfall, Humidity

Inflow
(mixture water) Flow(m3/d), Water temperature(℃), pH, BOD(mg/L), COD(mg/L), SS(mg/L), T-N(mg/L), T-P(mg/L)

Primary settling tank
Water temperature(℃), pH, BOD(mg/L), COD(mg/L), SS(mg/L), T-N(mg/L), T-P(mg/L), Alkalinity, 

S-BOD, HRT(hr)

Bioreactor

Flow(m3/d), Water temperature(℃), pH, DO(mg/L), MLSS(mg/L), MLVSS(mg/L), SVI, Sludge 
return(m3/d), Sludge return ratio(%), F/M ratio, BOD loading(Kg/m3·d), SRT(d), A-SRT(d), Internal 

sludge return ratio(%), ORP(mV), PO4-P(mg/L), NH4-N(mg/L), NO3-N(mg/L), Air flow(m3/d), 
Reactor Volume(m3),  HRT(hr)

Final settling tank Water temperature(℃), pH, BOD(mg/L), COD(mg/L), SS(mg/L), T-N(mg/L), T-P(mg/L), Alkalinity, 
HRT(hr)

Effluent Flow(m3/d), Water temperature(℃), pH, BOD(mg/L), COD(mg/L), SS(mg/L), T-N(mg/L), T-P(mg/L), 
Colon bacillus

Table 1. Variables of collected data

초기 모형을 만드는 단계와 그 모형에 측정된 데이터를 

직접 대입하여 경로를 구성한 가설에 대한 타당성을 검

증함으로써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다. 경로분석을 통해 인과관계 사이의 직접효과와 간접

효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총 효과까지 모두 확

인할 수 있다. 경로분석을 통해서 두 변수 사이의 경로계

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경로계수의 방향과 통계적 유

의성에 따라 가설의 지지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표준화 

경로계수를 이용하여 모형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과관

계의 정도를 서로 비교할 수 있다. 다만 표준화 경로계수

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유의성 검정통계량을 살펴보아

야 한다. 주로 사용하는 검정통계량은 C.R.(Critical 
Ratio) 값과 유의확률인 p-value로, C.R.값은 절대값이 

1.96 이상, p-value는 0.05 보다 작아야 95% 신뢰수준

에서 유의하다고 판단하게 된다(Shin, 2013). 본 연구에

서는 IBM의 SPSS ver. 18에 포함된 AMOS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경로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목표

하는 유출수 T-N과 T-P에 관한 각각의 경로분석을 수행

함에 있어,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통해 도출된 변수 중에

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가장 기초가 되는 소수의 변

수로 기초도형을 구성하고 그 도형의 적합도를 평가지수

를 통해 확인(초기 경로모형 도출)하였다. 만약 기초도형

이 “적합”에 해당하면 변수추가와 적합도 확인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모형을 확장하였고, 가장 타당한 

변수들을 포함하고 모형의 적합도와 경로계수의 유의수

준을 만족하는 도형을 최종적으로 도출(경로모형 수정)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유출수 T-N의 경로도형

3.1.1. 초기 경로모형

초기 경로모형(Fig. 1.(a))은 유출수 T-N을 포함하

여 총 7개의 변수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생물반응조 공

기량(Bioreactor_Air volume), 생물반응조 반송율

(Bioreactor_Sludge R), 생물반응조 DO (Bioreactor_ 
DO), 생물반응조 MLSS (Bioreactor_MLSS), 호기조 

NO3-N (Aerobic_NO3-N)와 NH4-N 농도(Aerobic_ 
NH4-N), 유출수 T-N 농도(Effluent_T-N)이다. 이는 유

출수 호기조의 NO3-N 농도와 호기조의 NH4-N의 농도

가 유출수 T-N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지

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론적 경로모형을 수립한 후 가

장 좋은 적합도 지수를 나타내는 모형을 획득하기 위해 

변수를 추가 혹은 제거하며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는 반

복적 작업을 수행하였다. 수립된 초기 경로모형의 타당

성 및 적합성을 확인해 본 결과, Q값=2.303, GFI= 
0.991, AGFI=0.945, CFI=0.983, RMSEA=0.089로 나

타났고 이는 RMSEA를 제외하고는 모두 적합의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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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itial model   (b) Modified model

Fig. 1. Path model about T-N.

Classification Goodness-of-fit criterion
Model development Model valiation

Result fitness or not Result fitness or not

Q value below 3  2.303 Fitness 1.373 Fitness

GFI above 0.9 0.991 Fitness 0.976 Fitness

AGFI
above 0.85
(above 0.8) 0.945 Fitness 0.938 Fitness

RMSEA below 0.05
(below 1.0)

0.089 Not
(Fitness)

0.047 Fitness

CFI above 0.9 0.983 Fitness 0.979 Fitness

Table 2. Results of Goodness-of-fit criterion about T-N path model (Initial model)

속하였다. 각각의 경로가 가지는 방향성과 유의성의 결

과로서, Table 3에 각 경로의 표준화 경로계수값과 그의 

p-value를 나타내었다. 각각의 경로에 대한 표준화 계수 

값의 유의성을 검정해본 결과(p<0.05), 생물반응조의 

MLSS가 호기조의 NO3-N 농도와 NH4-N 농도에 영향

을 주는 경로계수 값 그리고 호기조 NH4-N이 유출수 

T-N으로 가는 경로계수 값이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하

지 않다고 판별되었다. 이러한 경로를 제외하고 유의한 

경로계수를 비교해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영향 정도가 

높은 경로는 3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생물반응조의 반송

율과 생물반응조의 MLSS 농도의 관계가 다른 관계들보

다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호기조 NO3-N 
농도와 유출수 T-N 농도의 인과관계 그리고 생물반응조 

반송율과 생물반응조 DO 농도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연관성을 가진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본 모형에서 

도출된 표준화 경로계수 값에 기초하여 상대적으로 유출

수 T-N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경로를 선정해 본다면, 생
물반응조 반송율이 반응조 DO 농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

것이 호기조 NO3-N에 영향을 미쳐 최종적으로 유출수 

T-N 농도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경로라고 사료된다. 
이렇게 도출된 경로도형을 검증하기 위해 2그룹으로 

나누었던 데이터 중 모형 구축을 위해 사용한 그룹을 제

외하고 남은 그룹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검증은  경로

도형 도출 과정과 마찬가지로 AMOS 프로그램으로 수행

되었는데, 도출된 모형에 결합하는 데이터 파일만 바꾸어

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나온 적합도 결과를 기반으로 판

단하였다. 적합도 평가 결과, Q값=1.373, GFI=0.976, 
AGFI=0.938, RMSEA=0.047, CFI=0.979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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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p-value

Bioreactor_DO     ← Bioreactor_Air volume -0.24 0.001

Bioreactor_MLSS  ← Bioreactor_Air volume 0.62 0.000

Bioreactor_DO    ← Bioreactor_Sludge R 0.46 0.000

Bioreactor_MLSS  ← Bioreactor_Sludge R -0.18 0.015

Aerobic_NO3-N    ← Bioreactor_DO 0.25 0.001

Aerobic_NH4-N    ← Bioreactor_DO 0.21 0.006

Aerobic_NO3-N   ← Bioreactor_MLSS -0.05 0.553

Aerobic_NH4-N   ← Bioreactor_MLSS 0.08 0.315

Effluent T-N     ← Aerobic_NO3-N 0.61 0.000

Effluent T-N     ← Aerobic_NH4-N 0.08 0.188

Table 3. Results of path coefficient about T-N path model (Initial model)

Classification Goodness-of-fit 
criterion

Model development Model valiation

Result fitness or not Result fitness or not

Q value below 3  1.652 Fitness 2.111 Fitness

GFI above 0.9 0.967 Fitness 0.958 Fitness

AGFI
above 0.85
(above 0.8) 0.907 Fitness 0.881 Fitness

RMSEA below 0.05
(below 1.0)

0.063 Not
(Fitness)

0.082 Not
(Fitness)

CFI above 0.9 0.989 Fitness 0.980 Fitness

Table 4. Results of Goodness-of-fit criterion about T-N path model (Modified model)

(Table 2) 모형이 적합함을 의미하였다.

3.1.2 경로모형 수정

유출수 T-N 농도와 운전 인자간의 인과관계 파악을 

위해 도출한 두 번째 경로도형은 Fig. 1.(b)에 나타내었

다. 본 모형은 초기 경로모형에 생물반응조로 들어가는 

유입수의 농도 변수를 추가하여 도출하고자 하였다. 적
합한 모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생물반응조로 유입되는 

BOD, COD, T-N 농도(Bioreactor in_BOD, Bioreactor 
in_COD, Bioreactor in_T-N)가 추가된 반면, 생물반응

조의 공기량(Bioreactor_Air volume) 변수는 삭제되었

다. 본 경로도형의 적합도는 Table 4에 정리하였는데, 모
든 기준에 대해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이 

경로도형은 유출수 T-N과 관련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나

타내기에 알맞은 모형으로 사료된다. 
유출수 T-N에 관하여 도출된 최종 경로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값과 p-value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유의수

준 검정통계량인 p-value가 0.05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경

로가 4가지 존재하는데, 이들은 생물반응조 유입수 T-N
에서 호기조 NH4-N로의 경로, 생물반응조 DO에서 호

기조 NH4-N로의 경로, 호기조 NH4-N에서 호기조 

NO3-N로의 경로, 호기조 NH4-N에서 유출수 T-N로의 

경로이다. 이들의 경로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로들의 관

계를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인과관계 정도가 높은 경로

는 3가지로 요약되었다. 생물반응조 유입수 BOD 농도

와 생물반응조 MLSS 농도의 관계, 반응조로 유입되는 

T-N 농도와 유출수 T-N 농도 사이의 관계, 생물반응조 

유입수 T-N농도와 호기조의 NO3-N 농도의 관계가 높은 

연관성을 지닌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경로도형에서 유출수 T-N 농도와 관련 인자들과의 

관계를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경로는 2가지 경로로 판단

된다. 그 중 첫 번째는 생물반응조 유입수 BOD 농도가 반

응조 MLSS에 영향을 주고 이는 또 생물반응조 반송율의 



1078 조영대․이슬아․김민수․김효수․최명원․김예진

Classification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p-value

Bioreactor_MLSS ← Bioreactor in_BOD 0.97 0.000

Bioreactor_Sludge R ← Bioreactor in_BOD 0.28 0.000

Aerobic_NO3-N    ← Bioreactor in_BOD 0.36 0.000

Bioreactor_MLSS  ← Bioreactor in_COD -0.56 0.000

Effluent T-N       ← Bioreactor in_COD -0.83 0.000

Bioreactor_MLSS  ← Bioreactor in_T-N 0.29 0.003

Aerobic_NH4-N    ← Bioreactor in_T-N 0.08 0.303

Effluent T-N       ← Bioreactor in_T-N 1.19 0.000

Aerobic_NO3-N    ← Bioreactor in_T-N 0.60 0.000

Aerobic_NH4-N    ← Bioreactor_DO -0.04 0.567

Aerobic_NO3-N    ← Bioreactor_DO 0.28 0.000

Effluent T-N       ← Bioreactor_DO 0.17 0.000

Bioreactor_Sludge R ← Bioreactor_MLSS 0.40 0.000

Effluent T-N       ← Bioreactor_Sludge R -0.14 0.000

Aerobic_NO3-N    ← Aerobic_NH4-N -0.11 0.093

Effluent T-N       ← Aerobic_NH4-N 0.06 0.124

Effluent T-N       ← Aerobic_NO3-N 0.31 0.000

Table 5. Results of path coefficient about T-N path model (Modified model) 

변화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 유출수 T-N 농도에 도달하

는 경로이다. 다른 한 가지 경로는 생물반응조 유입수 

T-N 농도가 호기조의 NO3-N 농도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는 최종적으로 유출수 T-N 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는 경로이다. 
랜덤추출되어 마련된 검증을 위한 데이터셋을 활용하

여 도출된 모형의 검증을 수행한 결과, Q값=2.111, 
GFI=0.958, AGFI=0.881, RMSEA=0.082, CFI=0.980
으로, 모두 적합도 기준을 만족하므로 본 모형은 유출수 

T-N 농도와 관련 운영 인자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3.2 유출수 T-P의 경로도형

3.2.1 초기 경로모형

유출수 T-P에 관하여 도출된 초기 경로도형(Fig. 
2.(a))에는 유출수 T-P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관련 

변수가 포함되었다. 포함된 변수로는 생물반응조 유입수 

T-P(Bioreactor in_T-P), 생물반응조 DO (Bioreactor 
_DO), 혐기조 PO4-P (Anaerobic PO4-P), 생물반응조 

반송율(Bioreactor_Sludge R), 호기조 PO4-P (Aerobic 

PO4-P)이다. 본 모형의 적합도는 Table 5에 정리하였다. 
적합도 판별 결과 모두 적합하였고 모형의 표준화 경로

계수 값과 그 유의수준을 검정하기 위한 p-value를 

Table 6에 정리하였다. 유의성 검정결과, 2가지 경로가 

유의수준을 벗어났는데 이는 생물반응조 유입수 T-P에
서 생물반응조 DO로의 경로와 생물반응조 DO에서 호

기조 PO4-P로의 경로이다. 이 경로를 제외하고 본 경로

도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계수 값을 보이는 경로는 2가
지로 요약된다. 호기조의 PO4-P 농도와 유출수 T-P 농도

와의 관계, 생물반응조로 유입되는 T-P 농도와 혐기조의 

PO4-P 농도와의 관계가 높은 연관성을 지닌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최종적으로 본 경로도형에서 경로계수 값이 

유의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로는 생물반응조 유입

수 T-P에서 혐기조 PO4-P을 지나 호기조 PO4-P에 영향

을 주고 끝으로 유출수 T-P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라고 분석되어, 이론적 지식에 걸맞는 인과관계가 입증

되었다.
본 모형을 검증해본 결과, Q값=1.659, GFI=0.974, 

AGFI=0.931, RMSEA=0.063, CFI=0.981로 나타났다. 
적합도 기준을 모두 만족하므로 본 모형은 T-P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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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itial model   (b) Modified model

Fig. 2. Path model about T-P.

Classification Goodness-of-fit criterion
Model development Model valiation

Result Fitness or not Result Fitness or not

Q value below 3  1.263 Fitness 1.659 Fitness

GFI above 0.9 0.981 Fitness 0.974 Fitness

AGFI above 0.85
(above 0.8)

0.949 Fitness 0.931 Fitness

RMSEA
below 0.05
(below 1.0) 0.040 Fitness 0.063

Not
(Fitness)

CFI above 0.9 0.995 Fitness 0.981 Fitness

Table 6. Results of Goodness-of-fit criterion about T-P path model (Initial model) 

Classification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p-value

Bioreactor_DO ← Bioreactor in_T-P -0.09 0.261

Anaerobic_PO4-P ← Bioreactor in_T-P 0.63 0.000

Bioreactor_Sludge R ← Bioreactor in_T-P 0.45 0.000

Aerobic_PO4-P ← Bioreactor_DO 0.02 0.783

Aerobic_PO4-P ← Anaerobic_PO4-P -0.43 0.000

Aerobic_PO4-P ← Bioreactor_Sludge R -0.16 0.020

Effluent T-P ← Aerobic_PO4-P 0.86 0.000

Table 7. Results of path coefficient about T-P path model (Initial model)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알맞은 모형이라

고 사료된다.

3.2.2 경로모형 수정

유출수 T-P에 대한 최종 경로도형을 Fig. 2.(b)에 나

타내었다. 이는 초기 경로모형에 생물반응조로 유입되는 

BOD 농도(Bioreactor_in_BOD)가 추가된 모형으로 적

합도는 Table 5에 나타나 있듯이 모두 만족하는 수준을 

나타내었고 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결과 값은 Table 7
에 나타내었다. 유의성 검정결과 4개의 경로계수 값이 유

의수준을 벗어나 신뢰할 수 없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제외된 경로는 유입수 BOD에서 혐기조 PO4-P로의 경

로, 유입수 BOD에서 생물반응조 반송율로의 경로, 유입

수 T-P에서 생물반응조 반송율의 경로, 생물반응조 DO
와 호기조 PO4-P와의 경로이다. 이를 제외하고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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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Goodness-of-fit criterion
Model development Model valiation

Result Fitness or not Result Fitness or not

Q value below 3  1.902 Fitness 1.949 Fitness

GFI above 0.9 0.969 Fitness 0.967 Fitness

AGFI above 0.85
(above 0.8)

0.913 Fitness 0.908 Fitness

RMSEA
below 0.05
(below 1.0) 0.074 Fitness 0.076

Not
(Fitness)

CFI above 0.9 0.987 Fitness 0.982 Fitness

Table 8. Results of Goodness-of-fit criterion about T-P path model (Modified model) 

Classification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p-value

Bioreactor_DO       ← Bioreactor in_BOD 0.36 0.044

Anaerobic_PO4-P    ← Bioreactor in_BOD 0.20 0.174

Bioreactor_Sludge R  ← Bioreactor in_BOD 0.30 0.071

Bioreactor_DO       ← Bioreactor in_T-P -0.42 0.021

Anaerobic_PO4-P    ← Bioreactor in_T-P 0.45 0.001

Bioreactor_Sludge R  ← Bioreactor in_T-P 0.18 0.269

Aerobic_PO4-P      ← Bioreactor_DO 0.02 0.783

Aerobic_PO4-P      ← Anaerobic_PO4-P    -0.43 0.003

Aerobic_PO4-P      ← Bioreactor_Sludge R  -0.16 0.017

Effluent_T-P ← Aerobic_PO4-P      0.86 0.001

Table 9. Results of path coefficient about T-P path model (Modified model)  

정도가 높은 경로는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생물반

응조 유입수 T-P 농도에서 혐기조 PO4-P로의 경로와 호

기조 PO4-P에서 유출수 T-P로의 경로이다. 이는 T-P의 

초기 경로모형에서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도 생물반응조 유입수 T-P에서 혐기조 

PO4-P와 호기조 PO4-P를 지나 유출수 T-P로 영향을 미

치는 경로가 유의하다고 사료된다. 검증결과, Q값

=1.949, GFI=0.967, AGFI=0.908, RMSEA=0.076, 
CFI=0.982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두 적합하다고 판별되

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도처리공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하수

처리장을 대상으로 유출수 질소, 인과 관련된 농도 및 운

전인자들의 영향 관계를 확인해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수

행하였다. 경로도형은 이론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기초모

형을 만들고 그 모형에 변수들을 추가하며 적합도를 확

인하면서 모형을 확장하고 최적의 모형을 도출하였다. 
경로분석을 수행한 결과, 유출수 T-N에 관해서는 생물

반응조 유입수 BOD 농도가 반응조 MLSS에 영향을 주

고 이는 생물반응조 반송율의 변화로 이어지며 최종적으

로 유출수 T-N 농도에 영향을 준다는 경로와, 생물반응

조 유입수 T-N 농도가 호기조의 NO3-N 농도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는 최종적으로 유출수 T-N 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경로만이 유의하였다. 유출수 T-P에 관하

여는, 생물반응조 유입수 T-P 농도에서 혐기조 PO4-P로
의 경로와 호기조 PO4-P에서 유출수 T-P로의 경로만이 

유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이론적으로 알려진 복잡한 인과

관계는 사실상 데이터로는 뚜렷이 드러나지 않으며, 소
수의 강한 이론적 인과관계를 가지는 경로만이 측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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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서 드러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단순한 이변량 상관계수로는 확인될 수 없는 것

이다. 이는 생물학적 처리공정이 가지는 변수간의 복잡

한 상호관계가 가지는 불확실성이 데이터에 내재되기 때

문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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