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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in wastewater treatment plants (WWTPs), renewable energy applications such as small 
hydropower, solar energy, and wind energy are popular. However, it should be noticed that energy originated from operation 
of wastewater treatment process can be reduced through optimized operation based o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energy. In 
this research, the relationship to the various operational variables and influent factors was explored using correlation analysis 
and decision tree algorithm. Due to the non-linear characteristics of the process, it was difficult to find clear linear patterns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However, decision tree algorithm showed its usefulness in uncovering hidden patterns that 
consume energy. As operational factors, influent flowrate, the amount of aeration, nitrate recycling pumping rate, and sludge 
wasting pumping rate were selected as important factors. For environmental factors associated with influent compositions and 
removal rate, BOD and T-N removal rate were selected as significant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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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1)

지 까지 하수처리장은 수계 수질의 보 을 하여 필연

으로 에 지를 소비하는 국가기반산업 의 하나로 인식

되어 왔다. 환경부는 2010년 하수처리시설의 에 지자립화

기본계획에서 수많은 국가기반시설  하수처리장이 소비

하는 력량은 약 16억 kWh이며, 국내 체 력소비량의 

약 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발표하 다. 하수처리시설 에

지자립화기본계획의 목표는 2030년까지 하수처리시설 에

지 자립율 50%를 달성하는 것이며, 이를 해 환경부는 

고효율 설비 도입 지원, 미활용 에 지(소화가스, 소수력, 하수

열 등) 이용 지원, 자연에 지(풍력, 태양 ) 생산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수처리시설의 에 지 감  에 지자립율 증 의 방

안은 주로 두 가지로 나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노후

설비 교체 과정에서의 에 지 감 시설 도입  공정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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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이다. 하수처리장의 력 원단 는 약 0.28 kWh/m3 
 2.35 kWh/kgBOD 이며 (MOE, 2008), 에 지 소비량  

폭기조의 송풍기를 가동하기 해 약 30% 이상이 소요되고 

펌 류의 가동 한 큰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Kim et al., 2010; Park, 2008). 이에 따라, 에 지 감 

시설의 도입은 주로 인버터형 터보블로워의 도입이나 미

세기포장치의 도입, 고효율탈수기 등으로 제안할 수 있으

며, 공정 최 운 은 반송슬러지율 설정 최 화나 폭기량 

설정 최 화 등으로 제안할 수 있다. 폭기조 송풍기의 

력소비율이 높으므로, 폭기조의 최  용존산소량을 결정하

고 제어함으로써 유출수질을 안정 으로 유지하면서 폭기

량을 감할 수 있는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어 왔다(Jun 
et al., 2002; Kim et al., 2014; Kim et al., 2012).
두 번째는, 신재생에 지의 도입  하수처리장 내 에

지 생산 시설의 활용이다. 하수처리장에서의 신재생에 지

의 도입은 주로 소화가스를 이용한 가스발 (Kang et al., 
2010; Woo and Han, 2010), 태양 발 , 풍력발   소수

력 발 (Chae et al., 2013), 하수열 활용(Jung, 2003)을 

심으로 용되고 있다(Kim et al., 2010; Yoon et al., 2014). 
그러나 각각의 하수처리시설마다 용할 수 있는 신재생에

지의 종류가 범용 이지 않아 용시 철 한 경제성 평

가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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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cess flowchart of target wastewater treatment plant.

Cho et al. (2012)은 국내 공공하수처리장의 에 지 소비

황  효율성을 평가하고 하수처리장의 에 지 소비량은 

주로 하수 유입수의 성상과 가동률에 따라 향을 받는 것

으로 분석하 다. 공법상으로는 A2/O 공법이 가장 에 지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하수처리장 에 지 효

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해 펌  력사용량, 단 공정

별 에 지 소비량 등의 보다 구체 인 정보의 수집이 필요

함을 지 하 다. 이는 곧, 폭기량의 최 화에 국한된 기존

의 에 지 감사례들에 비해 보다 다양한 운 인자들의 

최 운 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최 운 을 목표로 한 연구

사례로는, 다변량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에

지 소비상태를 진단하고, 운 자가 새로운 운 방안을 제

시할 경우 그에 따른 에 지 감량을 추정하여 제안할 수 

있는 다 회귀분석을 활용한 측모델 개발을 들 수 있다

(Shin, 2013; Shin et al., 2015). 이 듯 에 지 효율성을 

분석한 사례나 에 지 효율성을 높이기 한 의사결정지원 

도구 개발 등의 사례가 존재하지만, 운 변수나 환경변수의 

조건에 따른 에 지 소비량의 변화에 한 조사는 정량

으로 수행된 바가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하수처리장의 변

수들 간의 계는 비선형 이며 불확실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 인 통계분석 기법으로는 기존 연구

에서 지 된 것과 같은 인과 계를 검증할 만한 가시 인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장 규모의 하수처리장에서 1년 동안 수

집된 에 지 소비량과 운 자료를 바탕으로, 하수처리장 내 

생물학  처리공정에서의 에 지 소비량과 운 변수와의 

계를 탐구하 다. 이를 해, 우선 으로 하수처리장 운

변수와 에 지 소비량 사이에 존재하는 계를 상 분석

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한, K-평균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에 지 소비량을 그룹화하고 각 그룹별로 향인자를 알아

보았다. 마지막으로, 운 변수와 에 지 소비량 사이에 존

재하는 패턴을 추출하기 하여, 하수처리장의 운 변수와 

유입수 부하  제거율이 에 지 소비량과 가지는 연 성

에 한 패턴을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통하여 추출하 다.

2. Materials and Methods

2.1. 상 하수처리시설

연구 상이 되는 하수처리시설은 처리용량 680,000 m3/일
로 운 되는 A2/O 공정으로 선택하여 분석하 다. 이는 하

수처리장의 처리규모가 클수록 력소비량이 증가한다는 

Cho et al. (2011)의 분석 결과에 의해, 처리규모가 클수록 

에 지 소비량과 향변수들의 사이에 뚜렷한 패턴이 존재

할 것으로 추측되었기 때문이다. 2014년 해당 하수처리시

설의 일평균 유입유량은 504,932 m3/일이었으며, 에 지 소

비량의 평균은 87,577 kWh/일이었다. 상 하수처리시설의 

공정도를 Fig. 1에 제시하 다.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일까지의 일 단

의 운 자료 225 데이터셋을 수집하여 활용하 으며, 수집

한 항목은 강우량, 기온, 상 습도, 일조시간, 유입 유량, 
수온, 유입수의 pH, BOD, COD, SS, T-N, T-P, 호기조 내 

DO, MLSS, MLVSS, SVI, 슬러지반송율, 질산염회송율, 
SRT, 폭기량, 유출수 BOD, COD, SS, T-N, T-P, 1차 침

조 슬러지 폐기유량, 잉여슬러지 폐기유량이었다. 수집된 

데이터의 평균  표 편차를 아래 Table 1에 제시하 다. 
더불어 본 연구의 목표변수가 되는 에 지 소비량의 연간 

패턴을 Fig. 2에 제시하 다.

2.2. 정규성 분석  상 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이변량 상 계분석을 통하여 에 지 소비

량과 연 이 있는 운 변수를 살펴보았다. 이변량 상 계

분석이란, 두 변수 간에 존재하는 계를 Pearson의 상 계

수나 Spearman의 순 상 계수 등을 도출하여 알아보는 통

계  기법을 말한다. 이 때 상 계라 함은 분석의 상이 

되는 두 변수 간에 존재하는 선형 계에 을 둔 것이며, 
두 변수 간에 선형 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와 그 방향, 그
리고 그 강도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상 계수는 -1부터 1
까지의 값을 가지며 상 계수의 부호를 통하여 양의 상

계 혹은 음의 상 계가 존재함을 단할 수 있다. 상 계

수의 값으로는 계의 강도를 악할 수 있는데, 값

이 클수록 계의 정도가 강함을 의미한다. 표 인 상 계

수로는 Pearson의 상 계수를 들 수 있는데, 변수들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 사용된다.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

는 변수들 간의 상 계수는 Spearman의 서열상 계수를 통하

여 알아보아야 한다. 변수가 정규분포를 이루는지를 악하기 

한 분석 방법으로는 Kolmogorov-Smirov 검정과 Shapiro- 
Wilk 검정이 있는데, 체 으로 변수를 구성하는 자료의 개

수가 클 경우(2000개 이상)에는 자를, 그 지 않을 경우 후

자의 방법론을 사용한다. 그러나 자료의 개수가 2000개 보다 

큰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보수 으로 정규성을 단하고

자 할 경우에는 Kolmogorov-Smirov 검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를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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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on of the variables collected from the target plant
Variables Description Unit Mean Standard deviation

rainfall Rainfall mm 11.1 16.1
airtemp Air temperature C 13.6 9.2
humidity Relative humidity % 57.0 18.6
lighthr Lighthr hr 6.5 4.1
flowrate Influent flowrate m3/d 504,389.3 57,059.1
watertemp Water temperature C 18.1 5.0
phin Influent pH - 7.5 0.1
BODin Influent BOD concentration mg/L 245.5 93.3
CODin Influent COD concentration mg/L 103.0 32.8
Ssin Influent SS concentration mg/L 253.7 94.5
Tnin Influent T-N concentration mg/L 37.2 10.0
Tpin Influent T-P concentration mg/L 5.1 1.6
Doaer DO at aeration tank mg/L 2.1 0.3
MLSS MLSS at A2/O process mg/L 2,345.2 189.9
MLVSS MLVSS at A2/O process mg/L 1,939.1 187.0
SVI Sludge Volume Index mL/g 195.7 81.4
returnrate Ratio of return sludge flowrate to the influent % 38.0 4.3
innerreturn Ratio of inner return sludge flowrate to the influent % 108.7 15.4
SRT Sludge Retention Time d 22.9 6.0
aeration Volume of Aeration m3/d 1,195,562.6 127,200.8
BODout Effluent BOD concentration mg/L 0.6 0.4
CODout Effluent COD concentration mg/L 5.8 1.1
Ssout Effluent SS concentration mg/L 1.0 0.2
T-Nout Effluent T-N concentration mg/L 9.5 1.4
T-Pout Effluent T-P concentration mg/L 0.1 0.0
wsludge1s Wasting sludge rate from 1st clarifier m3/d 2,917.0 887.6
wsludge2s Wasting sludge rate from 2nd clarifier m3/d 2,916.9 690.0
elec Consumed electricity kWh/d 87,992.7 10,320.6

Fig. 2. Annual trends of energy consumption and flowrate of target wastewater plant.

Kolmogorov-Smirov 검정을 사용하여 정규성을 탐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한 상 계수를 선택하여 도출하 다.

2.3. K-평균 군집분석

K-평균 군집분석은 표 인 비계층  군집분석으로서, 
변수의 자료를 주어진 개수의 그룹으로 나 는 통계기법이

다. 변수의 자료를 주어진 그룹 개수에 해당하는 수만큼 

기의 그룹 심을 의미하는 기값을 설정하고, 설정된 

기값으로부터 각 자료가 가지는 거리를 계산하여 가장 

가까운 거리를 가지는 자료를 각 그룹에 할당하며 그룹 

심을 다시 계산한다. 이 게 하여 새로이 계산되는 심값

이 기존의 심값과 차이가 없을 때까지 이 과정은 반복된

다. 알고리즘의 특성상 이상치에 민감하다는 단 을 가지고 

있으나, 가장 표 이며 간단한 군집화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 지 소비량에 하여 K-평균 군집

분석을 수행하고 에 지 소비량의 각 그룹의 소속에 따라 

나머지 운 인자  환경변수들에도 그룹을 할당한 후 분산

분석을 통하여 에 지 소비량이 높을 때 유의한 차이를 보

이는 변수들을 알아보고 그룹별 상 도분석을 실시하 다.

2.4. 의사결정나무분석

의사결정나무는 심 상이 되는 변수를 몇 개의 소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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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 factor with energy comsumption
Variable name Flowrate Watertemp Rainfall pHin BODin SVI

Correlation coefficient 0.317 0.611 0.291 -0.328 -0.173 -0.134
Variable name returnrate innerreturn SRT aeration BODout Ssout

Correlation coefficient -0.154 -0.326 -0.277 0.606 -.0440 0.321

으로 분류하거나, 분류를 한 모형을 활용하여 측을 수

행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다. 분석 결과가 나무구조로 표

되며 이는 쉽게 IF-THEN 구조의 규칙으로 표 될 수 있어 

회귀분석이나 신경망 모형에 비해 연구자가 개발된 모형을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다양한 의사결정나

무의 활용방안 , 자료로부터 규칙을 찾아내고 이를 이용

하여 미래의 사건을 측하는 경우 측(Prediction) 모형으

로, 심 상이 되는 변수를 비슷한 특성을 가지는 몇 개

의 그룹으로 분할하고 각 그룹별 특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경우 세분화(Segmentation)의 용도로 활용된다. 본 연구에

서 의사결정나무는 목표 변수인 에 지 소모량을 몇 개의 

그룹으로 분할하고 각 그룹별로 어떠한 독립변수에 의하여 

분류가 진행되는지를 해석하기 해 사용되었다.
의사결정나무는 나무구조가 시작되는 마디인 뿌리마디

(root node), 하나의 마디로부터 분리되어 나간 2개 이상의 

마디를 의미하는 자식마디(child node), 자식마디의 상  마

디인 부모마디(parent node), 그리고 각 나무 기의 끝에 

치하는 끝마디(terminal node)로 구성된다. 하나의 부모마디

로부터 자식마디들이 형성될 때, 어떤 입력변수를 이용하여 

어떻게 분리하는 것이 목표변수의 분포를 가장 잘 구별해 

주는지를 악하여 자식마디가 형성되는데, 목표변수의 분

포를 구별하는 정도를 순수도 는 불순도를 계산함으로써 

단한다(Kang et al., 2001). 이 때, 독립변수의 순수도란 

목표변수의 특정 범주에 따라 개체들이 뚜렷한 패턴을 가

지며 분포할 때 높아지는 것이다. 상 변수를 설명하기 

한 자식마디를 형성해나가는 분리기 에 따라 CART, 
ID3, C5.0, CHAID 등의 알고리즘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연속형 변수에 F-검정을 활용하여 

용가능하며 다지분리를 수행하는 CHAID 알고리즘을 사

용하여 각 향인자의 그룹별 에 지 소비량이 어떻게 세

분화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의사결정나무 추출 작업은 SPSS 
v.18.0을 사용하여 수행하 으며, 최  트리 깊이에는 제한

을 두지 않았고, 한 노드에 포함되어야 하는 자료의 개수

는 최종 노드의 경우 3, 상  노드의 경우 5로 두고 의사

결정나무분석을 수행하 다.

3. Results and Discussion

3.1. 상 도분석

Table 1에 제시된 변수들에 하여 수집된 자료를 상

으로 Kolmogorov-Smirov 검정을 수행하여 변수들이 정규

성을 만족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총 28개 변수에서 정규성

을 보이는 변수는 유입수 T-N 농도, 반응조 내 MLSS와 

MLVSS, 유출수 COD  T-N 농도에 불과하 다. 따라서 

자료가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을 때 사용되는 Spearman의 

순 상 계수를 활용하여 상 도 분석을 수행하 다. 아래 

Table 2에는 유의한 상 계수(p=0.05)를 나타내었던 변수와 

그 상 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가장 뚜렷한 상 계수를 보

이는 것은 수온(0.611)과 폭기량(0.606)이었다. 그 외에 유

입유량(0.317), 유출수 SS농도(0.321)가 약한 상 계를 보

다. 반응조 내 DO를 결정하기 한 수온과 폭기량이 에

지 소비량과 높은 상 계수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

이나, 펌 의 가동량과 연 이 있는 변수들은 상 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집된 자료에 내재된 

잡음(noise)으로 인해 상 계가 드러나지 않았거나, 단순

한 이변량 상 계수를 도출하는 것으로는 변수들 간의 

계를 해석하기에 부족하 음을 의미할 수 있다.

3.2. 군집화  상 계수 도출

수집된 자료들  에 지 소비량(elec)을 K-평균 군집화 

방법을 통하여 2,3,4,5개 그룹의 개수를 주어 군집화한 결

과, 3개 그룹이 가장 당하다고 단하 다. 군집의 합

도는 일차 으로 군집에 속한 자료의 개수가 한지와 

나 어진 변수의 개별 그룹간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존

재하는지에 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단하게 된다. 
력 소비량을 서로 다른 세 그룹으로 나눔과 동시에 각각의 

력 소비량이 속한 그룹에 따라서 나머지 변수들의 개개

의 측정치를 할당하여 평균과 표 편차를 계산한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 다.
일원배치 분산분석의 결과로 인해, 력 소비량이 높을 

때(group 3) 타 그룹에 비해 유의한(p=0.05) 높은 평균을 

보인 변수는 기온, 상 습도, 유입유량, 수온, 유입수 pH와 

폭기량임을 확인하 다. 기온과 상 습도는 유입수 유량  

폭기량과 한 련이 있으므로 타당한 결과라고 단된

다. 그러나 군집화  평균비교를 통해서도 펌  가동량에 

한 변수는 연 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3.3. 에 지 소비량과 향인자 간의 패턴 추출

3.3.1. 운 변수들과 에 지 소비량 사이의 패턴

에 지 소비량을 하수처리시설 운 의 측면에서 감하

고자 할 때 가장 우선 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직

으로 력을 소비하는 폭기량과 다양한 액체를 이송하기 

한 펌 유량들일 것이다. 따라서, 기존 연구자들에 의해 

가장 력소비량과 한 연 이 있는 것으로 지 된 바 있

는 유량(flowrate), 폭기량(aeration), 질산염회송율(innerreturn), 
슬러지회송율(returnrate), 1차 침 지 슬러지폐기유량(wsludge1s), 
잉여슬러지 폐기유량(wsludge2s)을 우선 으로 선택하고, 공
정의 폭기량이나 반송율에 향을 미칠 수 있는 SVI, MLSS, 



상 분석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통한 하수처리시설의 에 지 소비량과 운 인자의 계 분석

Journal of Korean Society on Water Environment, Vol. 32, No. 3, 2016

257

Table 3. Basic statistics of each group
group 1 group 2 group 3

n=66 n=81 n=77
 s  s  s

rainfall 7.4 9.9 15.4 22.5 9.4 12.0 
airtemp 7.1 6.5 11.5 8.1 21.6 6.2 
humidity 50.3 15.9 56.0 19.0 63.7 18.2 
lighthr 7.0 3.5 6.5 4.1 6.1 4.6 
flowrate 471,215.2 55,998.9 514,916.2 60,268.5 521,750.5 40,845.6 
watertemp 14.9 4.0 16.6 4.1 22.3 3.3 
phin 7.5 0.1 7.4 0.1 7.4 0.1 
BODin 255.1 83.3 260.5 109.0 221.6 78.9 
CODin 102.4 23.3 107.7 41.7 98.7 28.7 
Ssin 238.5 71.0 267.4 116.4 252.4 85.1 
Tnin 38.3 8.5 37.3 10.7 36.2 10.5 
Tpin 5.0 1.2 5.1 2.0 5.2 1.6 
Doaer 2.1 0.2 2.2 0.3 2.1 0.3 
MLSS 2,355.6 210.7 2,336.4 197.5 2,345.6 163.2 
MLVSS 1,969.7 220.8 1,933.3 188.9 1,919.1 148.7 
SVI 194.4 74.0 220.5 94.8 170.7 63.5 
returnrate 39.2 4.3 37.6 4.9 37.3 3.3 
innerreturn 117.0 17.3 108.0 15.4 102.2 9.4 
SRT 26.2 7.1 21.7 5.4 21.3 4.2 
aeration 1,122,787.2 46,699.8 1,132,777.1 83,677.2 1,323,988.6 112,823.2 
BODout 0.8 0.5 0.7 0.4 0.4 0.3 
CODout 6.0 1.1 5.5 1.2 5.9 0.9 
Ssout 0.9 0.2 1.0 0.3 1.1 0.2 
T-Nout 9.8 1.3 9.2 1.4 9.7 1.2 
T-Pout 0.1 0.0 0.1 0.0 0.1 0.0 
elec 76,584.2 3,749.1 85,945.3 3,103.0 99,925.2 5,350.6 
wsludge1s 2,787.1 552.8 3,154.0 942.3 2,779.0 1,010.8 
wsludge2s 2,721.9 729.4 3,085.2 765.5 2,906.9 511.6 

BOD 부하(BODloading), T-N 부하(TNloading)을 입력변수

로 하여 에 지소비량(elec)을 세분화해 보았다(Fig. 3).
도출된 의사결정나무는 총 노드의 개수는 18개로, 최종 

노드 수가 10개, 트리 깊이는 5의 구조로 도출되었다. 에
지 소비량에 가장 향력이 있는 변수는 최상  노드에 

치하게 되는 폭기량(aeration)으로서, 폭기량 1,255,406 m3/d
를 기 으로 에 지 소비량은 82,918.2 kWh/d를 심으로 

하며 157개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는 그룹(Node 1)과 99,883.6 
kWh/d를 심으로 하는 67개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는 그

룹(Node 2)으로 나뉘게 된다. 그 다음으로 향력이 있는 

변수는 유량과, 일반 으로 유량의 2~3배로 운 되는 것이 

합한 질산염회송율로 선택되어, 기존 연구자들의 조사 결

과 보고와 일치하 다. 유량과 질산염회송율이 크면 클수록 

에 지 소비량은 커지는 패턴을 의사결정나무로부터 발견

할 수 있음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차 으로 에

지 소비량에 미치는 향인자는 1차 슬러지  잉여 슬

러지 폐기량(wsludge1s  wsludge2s)이며, 최상  노드로

부터 폭기량과 유입유량  슬러지 폐기량들에 의해 분류

되어 내려온 에 지 소비량을 좀 더 세분화 하는 향인자

로 폭기량이 마지막에 다시 호출되는 것(Node 5, Node 14)

으로 보아, 모든 운 인자들 에서도 가장 결정력이 있는 

향인자는 역시 폭기량임을 알 수 있다.
도출된 의사결정나무를 검증하기 해, 2013년 12월 1일

부터 31일까지의 일간 운  데이터를 활용하여 트리에 

용해 본 결과, 31개 데이터셋  27개가 Node 8로 분류되

고, 4개 data가 Node 11로 분류되었다. Node 8로 분류된 

27개 데이터셋의 에 지 소비량(elec) 값의 평균은 79,602, 
표 편차는 8,945로서 도출된 트리의 Node 8의 평균인 

79,465와 표 편차 8,325와 매우 유사하 다. 한 Node 
11로 분류된 4개의 데이터셋의 에 지 소비량(elec)의 평균

은 90,147.5 (표 편차 5,086)로서 도출된 트리의 Node 11
의 에 지 소비량 평균인 88,475 (표 편차 6,032)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3.3.2. 유입부하  제거율과의 계

하수처리 공정의 에 지 소비량에 직 으로 향을 미

치는 펌  유량이나 폭기량은 유입부하  해당 하수처리

장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제거율에 의해 결정되므로, 본 연

구에서는 유입부하  제거율과 하수처리장 에 지 소비량

과의 계를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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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cision tree for energy consumption with operational variables.

Fig. 4. Decision tree for energy consumption with influent loadings and removal rates.

각 수질항목의 % 제거율과 유입부하를 변수로 생성하여 

유입유량과 함께 입력변수로 설정하고, 앞서와 동일한 방법

에 의하여 의사결정나무를 도출하여 Fig. 4에 나타내었다.
유입부하와 제거율만을 입력변수로 하여 의사결정나무를 

도출하는 것보다는, 유입부하에 내재되어 있기는 하나 유량

을 통하여 의사결정나무의 첫 번째 노드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 보다 합리 으로 상세한 의사결정나무를 도출할 수 

있었다. 도출된 의사결정나무는 총 16개의 노드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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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으며, 최종 노드 수가 6 개, 트리 깊이 4로 구성되었

다. Fig. 4에 의하면, 첫 번째 분류기 으로 선택되는 것이 

유량(flowrate)이었으며, 두 번째로 선택된 분류기 이 BOD 
제거율이었다. 한, 세 번째의 분류기 으로 유량과 T-N 
제거율이, 네 번째의 분류기 으로는 T-P 부하가 선택되어, 
하수처리장에서의 력소비량에 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수질 련 인자는 BOD 제거율  T-N 제거율과 T-P 부하

라고 단할 수 있다. 다만 Node 3에서 생되는 Node 7
과 Node 8이 T-N 제거율이 높아질수록 에 지 소비량이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으나 확인한 바 

이는 Node 7에 포함되는 33개의 데이터셋은 T-N 부하가 

연평균 9.85 kg/d에 비해 평균 11.4 kg/d로 높은 T-N 부하

량을 가진 조건이어서, 상 으로 높은 폭기량을 주었던 

경우에 해당하 다. 자료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숨은 패

턴이 의사결정나무를 통해 추출되었다는 것은, 각 수질항목

의 유입수 부하와 공정에서의 제거율이라는 인자가 간

으로 에 지 소비량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가시

으로 보여 다.
도출된 의사결정나무의 검증을 해, 2013년 12월 1일부

터 31일까지의 일간 운 자료를 상으로 트리에 용해 

본 결과, 31개의 데이터셋  25개가 에 지소비량(elec)의 

평균 79,504.7의 값(표 편차 9,242.3)을 가지며 Node 7(에
지소비량(elec)의 평균 80,184.4)로 분류되었다. 한 나머

지 4개의 데이터셋은 에 지소비량(elec)의 평균 90,147.5의 

값을 가지며 Node 5(평균 89,738.7)로 분류되어 도출된 의

사결정나무의 분류가 타당하게 이루어짐이 검증되었다.

4.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하수처리장의 실제 운 자료를 바탕으로, 
하수처리시설의 력 소비량을 결정짓는 폭기량  각종 

펌 유량과 같은 운 인자  유입수 유량  부하, 제거

율 등의 환경인자와 에 지 소비량이 가지는 계를 상

계분석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하수처

리장의 에 지 소비량과 유입유량  각종 펌 유량은 단

순히 1년치의 운 자료로 상 도 분석을 수행하 을 경우

에는 뚜렷한 양의 상 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의
사결정나무 분석을 통하여 하수처리장 운 인자와 에 지 

소비량 사이의 계를 분석한 결과 하수처리장 유입유량과 

질산염회송율  슬러지폐기유량 등의 각종 펌 유량은 에

지 소비량과 한 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불

어, 유입수 부하나 각 수질항목의 제거율 한 간 으로 

에 지 소비량에 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의사결정나무 분석 기법은 선형 으로는 쉽게 단되지 

않는 변수들 간의 계를 규칙의 형태로 이끌어내기에 유

용한 방법이다. 이러한 을 활용하여 수행된 본 연구는 

하수처리장에서의 에 지 소모량과 그 향인자들의 계

를 규칙의 구조로 가시화시킨 사례로서 충분히 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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