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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astewater treatment plants (WWTPs) are required to meet the reinforced discharge standards which are differentiated 
as 0.2, 0.3 and 0.5 mg-TP/L for the district I, II and III, respectively. Although most of WWTPs are operating advanced biological 
phosphorus removal system, the supplementary phosphorus treatment facility using chemical addition should be required almost at all
WWTPs. Therefore, water quality data from several exemplary full-scale plants operating phosphorus treatment process were analyzed
to evaluate the reliability of removal performance. Additionally, a series of jar tests were conducted to find optimal coagulants dose
for phosphorus removal by chemical precipitation and to describe characteristics of the reaction and sludge production. Chemical 
costs and the increasing sludge volume in physicochemical phosphorus removal process were estimated based on the results of jar 
tests. The minimum coagulant (aluminium sulfate and poly aluminium chloride) doses to keep TP concentration below 0.5 and 0.2 
mg/L were around 25 and 30 mg/L (as Al2O3), respectively, in the mixed liquor of activated sludge. In the tertiary treatment facility, 
relatively lower coagulant doses of 1/12~1/3 the minimum doses for activated sludge were required to achieve the same TP con-
centrations of 0.2~0.5 mg/L. Increase in suspended solids concentration due to chemical precipitates in mixed liquor was estimated 
at 10~11%, compared to the concentration without chemical addition. When coagulant was added into mixed liquor, chemical (alu-
minium sulfate) cost was estimated to be 4~10 times higher than in secondary effluent coagulation/separation process. Sludge pro-
duction to be wasted was also 4~10 times higher than secondary effluent coagulation/separ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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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우리나라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생물학적 인 제거공정을 운전하고 있으나, ‘12년부터 지역구분(I, II, III)에 따라 각각 

0.2, 0.3 및 0.5 mg/L로 강화되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을 이용한 추가적인 인 처리시설을 적용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강화된 총인의 수질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적용된 물리화학적 처리기술 성능의 구체적인 운영자료 구
축을 위하여, 화학적 응집제 사용 중인 인 처리시설 중 모범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국내 시설의 운영 데이터를 분석하여 처리
성능을 평가하였다. 또한, jar 테스트를 이용해 물리화학적 인 제거공정 적용 시 최적 응집제 주입율 도출, 인 제거 및 슬러지 
발생특성을 관찰하고 약품비용과 슬러지 발생증가량을 산정하여 실처리장에 응집제 적용 시 예상되는 경제성 분석을 하였
다. 활성슬러지를 이용한 jar 테스트 결과, 0.5와 0.2 mg/L 이하의 총인 농도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응집제(황산알
루미늄, 폴리염화알루미늄)의 주입농도는 각각 25와 30 mg/L (as Al2O3)이며, 2차 처리수의 경우에는 동일한 총인 농도를 달
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응집제 주입농도가 활성슬러지에 비해 약 1/12~1/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jar 테스트 결과, 활성슬러지
에 응집제를 주입할 경우에 고형물 농도가 약 10~11%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편, 활성슬러지에 응집제를 주입하는 
경우의 응집제(황산알루미늄) 구입비는 2차 처리수에 주입하는 경우에 비해 약 4~10배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산정되었다. 또
한, 슬러지 발생량은 약 4~10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주제어 : 인제거, 화학물질 첨가, 응집, 비용, 슬러지

1. 서 론

우리나라는 표준활성슬러지 공법을 중심으로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하수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을 지속

적으로 확충하였고, 1990년대 중반이후에는 생물학적 고도

처리공법을 도입하여 질소․인의 영양염류제거 공정을 확

충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아직도 우리의 호소

는 인의 농도에서 부영양화호에 해당되며,1,3) 또한 OECD 영
양단계 및 단계별 목표수질 설정현황에서 부영양(0.1~0.035 
mg/L)단계에 속하여1~3) 조류발생이 가능한 수준이며 이에 

더 낮은 농도의 배출이 요구된다. 특히 총인은 조류 등의 

주요 성장제한요인으로 환경관련법 상 수질환경기준, 배출

기준에 총인 농도가 규정되어 있으며, 2011년부터 2015년
까지 추진되는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의 대상물질로서 

BOD와 TP가 선정된 상태이다. 이에 정부는 유역중심의 수

질관리 방법으로 점오염원에 대한 기준을 2012년부터 강화

하고, 이 강화된 수질기준(수역에 따라 0.2~0.5 mg/L로 강화

됨)은 현재의 수질 기준 2 mg/L(겨울철 8 mg/L)에서 대폭 

강화되어 세계적 규제 수준에 육박한다. 이 총인의 요구수

준은 생물학적 처리만으로는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어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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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처리와 물리화학적 처리의 복합적인 처리방식이 제안

되고 있다.
인은 생물학적 공정에서는 미생물에 흡수되어 침전물의 

형태로, 화학적 공정에서는 응집제에 화학적 또는 물리적으

로 결합된 침전물의 형태로 제거되나, 생물학적 처리에서 

미생물에 흡수되는 양은 한계가 있어 대략 1 mg/L를 달성

가능한 최저농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4,5) 미국 EPA6) 보
고서에서는 본 보고서에서 관찰한 시설들에서 2차처리에 

생물학적 고도처리 공정을 적용하여 운전할 경우, 총인 농

도는 종종 0.3 mg/L 이하까지 감소한 것을 관찰하였다. Jeya-
nayagam7)는 입자성 인은 고형물 제거 시 거의(0.05 mg/L 
이하) 제거되지만, 인 축적미생물(PAO, phosphorus accumu-
lation organisms)을 이용한 생물학적 인 제거공정이나, 화
학침전을 이용하는 용존성 인 제거공정에서는 0.1 mg/L 정
도가 기술적 한계 농도라고 보고하였다. 전통적인 생물반

응조와 후속되는 침전지에서 달성할 수 있는 총인 방류농

도는 0.5~1.0 mg/L 범위로 보고되었으며,5,8) 2차 침전지 이

후의 3차 처리시설은 제거성능에 따라 0.1 mg/L 이하의 낮

은 방류농도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12) 
이는 초저수준의 인을 방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고액분

리공정(여과, 침전, 부상 등)이 필요하며 고액분리공정의 성

능에 따라 초저수준의 제어가 추가로 가능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또한,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에서 침전지의 효율

이 우수할 경우, 침전지 후단에 추가적인 여과공정을 설치

하지 않아도 최저 0.7 mg/L 이하의 총인 농도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7) 그러므로 매우 낮은 농도의 인을 방

출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처리와 함께 물리화학적 처리의 

병행이 요구된다. 응집제를 투여하는 방법은 기존의 처리

시설에 간단한 추가 설비로 효율적인 인제거가 가능하며 급

격한 유입수질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9)

특히, 4대강의 안정적인 수자원으로서의 수질확보를 위

하여 강화되는 총인 수질기준은 초고도의 총인 처리수준을 

요구하므로 이를 위한 기술의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강화된 수질기준에 적합한 인 처리 및 관리방안에 

관한 기술적 자료와 사례축적이 국내에서는 미흡한 실정이

어서 4대강 관리지역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므로, 체계적이고 구체화된 기

술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상기 수준을 만족시키

기 위해 인 농도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낮추는 처리기술 적

용의 가용성 여부와 비용에 대한 자료의 필요성이 대두되

어,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가동 중인 물리화학적 인처리 시

설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응집

제 및 슬러지 발생량 등의 경제요인 분석을 통하여 추후 강

화될 수질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추가적으로 사용될 화

학물질(응집제)을 이용한 인제거 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jar 테스트를 통해 최적 

응집조건과 슬러지 발생량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활성슬러

지 혼합액의 응집방식과 2차 처리수의 응집방식에 의한 인 

제거 결과로 응집제 주입량, 인 제거성능 및 슬러지 발생량 

등을 비교, 평가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국내 하수종말처리장 물리화학적 특성조사

‘12년부터 지역별(I, II, III지역)로 차등적용 예정인 총인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화

학적 응집시설의 추가적 확충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장사

례 연구와 축적된 정보가 부족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

내의 적용사례와 관련적용기술을 조사하였다. 국내의 물리

화학적 인처리를 운전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대상

으로 운전현황 자료를 설문 조사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전

화, 이메일, 방문을 통한 설문지를 배포․수집하였다. 현재, 
응집제를 적용하여 인처리 방법은 생물학적 처리공정의 포

기조 후단에 응집제를 주입하는 방식과 2차 처리수를 대상

으로 응집/고액분리공정을 운전하는 방식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국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례를 조사하고 각 시설의 

유입수질 및 처리성능을 분석하였다.

2.1.1. 2009년도 1년간 월평균 조사자료(12회) 수집

장기간 물리화학적 인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4개의 

하수처리장(이하 I-1, B-1, I-2 및 N 시설)에서 2009년도 1
년 동안 운영한 자료를 수집하고, 월평균값으로 총인의 유

입 및 유출 성능을 분석하였다. 장기간 운전하고 있는 상기 

4개의 처리장 중 3개 처리시설(I-1, B-1 및 I-2 시설)은 응

집/침전공정을, 1개 시설(N 시설)은 포기조 응집공정을 운전

하고 있으며 장기간 안정적인 운전을 하고 있어 운전값을 

수집하고 그 성능변화를 나타내었다.

2.1.2. 2010년 1~5월(5개월간 조사자료) 수집

상시 및 비상시 운전을 포함하여 정상적인 총인의 유입농

도 범위에서 처리성능이 우수한 물리화학적 인 처리시설을 

운전하고 있는 6개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K, D, I-3, P, B-1 
및 B-3 시설)을 선정하여 일별 유입수질 및 방류수질을 설

문조사 및 데이터 분석하였다. 선정된 처리시설 중 P, B-1 
및 B-3은 2차 처리수 응집공정을 운전하고 있으며, 나머지 

처리시설(K, D, I-3)들은 포기조 응집공정을 운전하고 있

다. 2010년 1~5월(3~5개월간)에 걸쳐 선정된 시설의 일별 

총인의 유입 및 방류농도를 조사하고, 기초 통계분석을 통

해 처리시설별, 처리공정별 처리성능을 평가하였다. 국내 인 
처리시설의 운영사례와 처리성능의 분석을 통해 강화되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가능성을 진단하고, 인 처리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2.2. jar 테스트(jar test)

인근 K, G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포기조(총인농도: 4.4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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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erformance of wastewater treatment in a long time (12 months).

와 2차 침전지(총인농도: 0.7, 1.98 mg/L)에서 각각 채취한 

활성슬러지와 침전지 상등수를 대상으로 jar 테스트를 실시

하여 인 제거를 관찰하였다. 채취한 시료를 1 L 용량 비커

에 각각 분취하여 급속교반을 수행하면서 미리 설정된 응집

제 주입율에 따라 응집제를 주입하였다. 급속교반(180 RPM) 
1분, 완속교반(40 RPM) 10분, 침전 30분 후 상징액을 채취

하여 분석항목을 측정하였다. Jar 테스트에 사용된 응집제

는 황산알루미늄(Aluminium Sulfate, Alum, 함량 7% as 
Al2O3)과 폴리염화알루미늄(Poly Aluminium Chloride, PAC, 
함량 17% as Al2O3, 염기도 35%)이었다. 응집제 주입농도는 
활성슬러지의 경우 0~35 ppm (as Al2O3) 범위로 조절하였

으며, 2차침전수의 경우 0~15 mg/L (as Al2O3) 범위로 조절

하여 목표로 하는 수질이 달성되도록 실험을 수행하였다. 
분석항목은 TP, PO4-P, CODCr 등을 측정하였다. 완속교반이 
진행되는 동안 혼합액 시료를 채취하여 고형물 농도(MLSS, 
SS)를 측정하였다. 정인산염(PO4

3--P)은 0.45 µm 멤브레인 

여과지를 이용하여 거른 후 여액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장기간 성능(월 평균값, 12개월)

국내의 물리화학적 인 처리시설을 운전하고 있는 4개 공

공하수처리시설(이하 I-1, B-1, I-2 및 N 시설)을 대상으로 

연간(2009) 월평균 총인의 유입 및 유출수질을 조사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간 월평균 수질 데이터를 수집하여 

장기간(12개월)에 걸친 인 처리시설 성능의 안정성을 평가

하였다. 현재 실제 규모의 처리시설에서 운전하고 있는 인 

처리공정은 포기조(생물반응조) 후단에 응집제를 주입하여 

기존 2차 침전지에서 침전제거하는 방식(이하 포기조 응집

공정)과 2차 침전지 유출수에 응집제를 주입하고 추가적인 

고액분리시설에서 제거하는 방식(이하 2차 처리수 응집공

정)으로 분류된다. 조사대상 처리시설 중 1개 시설(N 시설)
은 포기조 응집공정을 운전하고 있으며 3개 시설(I-1, B-1, 
I-2 시설)은 추가적인 응집/침전시설을 설치하여 2차 처리수 

응집공정을 운전하고 있다.
전체 조사대상 시설의 월평균 총인 유입농도는 2.9~13.8 

mg/L 범위이며 평균 5.1 mg/L이었다. 월평균 총인 방류농

도는 0.11~2.38 mg/L 범위로 평균 제거효율은 84.1%로 우

수하였으나, 개별 시설에 따른 처리성능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설의 대부분은 현행 총인 방류수

질기준(2.0 mg/L)에 준해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강화되는 

수질기준을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향후 2012년 인 처리

시설의 처리성능강화가 요구된다. 한편, 이들 시설에서 각

각 평균농도와 상위 95%에 해당하는 농도(95th 백분위수 

농도)의 비, 즉 변동계수(VF; variability factor)를 계산하여 

방류수질의 월별 변동폭과 장기적인 처리의 안정성을 비교

하였다. B-1과 I-1 처리시설은 2차 처리수 응집공정을 운전

하는 시설로 변동계수가 1.30~1.39 범위인 반면, I-2와 N 처
리시설은 각각 2차 처리수 응집공정과 포기조 응집공정을 

운전하는 시설로 변동계수가 각각 1.49 및 1.50으로 상대적

으로 높았다(Table 1). 따라서 계절별 원수수질, 적용 공정

의 성능 및 기타 환경․운전인자를 고려한 시설의 최적 운

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I-1 처리시설의 2009년 총인의 월평균 유입농도와 방류농

도는 각각 5.20~7.96 및 0.35~0.93 mg/L 범위이다. 평균 제

거효율은 90%이었으며, 전체 평균농도와 중간값 농도는 각

각 0.61 및 0.65 mg/L이다(Fig. 1). B-1 처리시설의 2009년 

월평균 총인 유입농도는 2.98~4.83 mg/L, 방류농도는 0.11~ 

Table 1. Performance of wastewater treatment in a long time 
(12 months)

Name Area Min. Max. Ave. STD. 95th a VFb Process

I-1 I 0.351 0.931 0.610 0.177 0.846 1.39 co/prc

B-1 III 0.106 0.291 0.211 0.051 0.273 1.30 co/pr

I-2 III 0.853 2.380 1.564 0.511 2.325 1.49 co/pr

N III 0.328 1.299 0.792 0.324 1.190 1.50 ae/cod

a 95% value in total value
c Variability Factor : 95%/average value
b secondary effluent coagulation/precipitation
d aeration tank coa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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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erformance of wastewater treatment in a short time (3~5 months).

0.29 mg/L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평균 제거효율은 94%
로 조사대상 시설 중 가장 우수하였으며, 전체 평균농도와 

중간값 농도는 모두 0.21 mg/L로 안정적인 처리성능을 보

여주었다. I-2 처리시설의 2009년 월평균 총인 유입농도와 

방류농도는 각각 5.04~13.76 및 0.85~2.38 mg/L 범위로 상

대적으로 높았다. 인 처리시설을 2009년 9월부터 가동을 

시작하여 제거효율이 향상되었으나, 유입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방류농도는 1.0~2.0 mg/L 범위로 유지되어 가동 이전

의 수질에 비해 크게 향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N 처
리시설의 2009년 월평균 총인 유입농도는 2.88~3.95 mg/L 
범위이었으며 방류농도는 0.33~1.30 mg/L 범위로 수질 변

동폭이 다소 큰 편이었다. 평균 제거효율은 76%이었으며, 
전체 평균농도와 중간값 농도는 각각 0.79 및 0.91 mg/L이

었다. 조사대상 4개 처리시설의 월평균 수질을 조사한 결과, 
월평균 총인 방류농도는 0.11~2.38 mg/L 범위이다(Table 1). 
한편, B-1 처리시설을 제외하고 인 처리방식에 따른 성능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 방류수질

을 근거로 판단할 때, 대부분의 시설(B-1 제외)은 지역구분

에 따른 향후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 이는 현재 가

동되고 있는 인 처리시설은 현행 총인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수준으로 운전되고 있기 때문이며, 처리성능

을 향상시키고 방류수질을 낮게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서는 추가적인 총인 처리를 위한 응집제를 더 주입하고 지

속적인 수질 모니터링 및 처리설비와 운전조건의 최적관리

로 운영을 안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2.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단기간 성능(일 평균값, 3~5
개월간 자료)

상시 및 비상시 운전을 포함하여 물리화학적 인 처리시설

을 가동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조사하고 유입 및 방

류수질을 분석하였다. 이들 처리시설 중 정상적인 총인의 

유입농도 범위에서 처리성능이 우수한 시설 6 개소(이하 K, 
D, I-3, P, B-1 및 B-3 시설) 처리시설의 자료를 분석하였

다. 선정된 처리시설 중 P, B-1 및 B-3은 2차 처리수 응집

공정을 운전하고 있으며, 나머지 처리시설들은 포기조 응

집공정을 운전하고 있다. 2010년 1~5월에 걸쳐 선정된 시

설의 일별 총인의 유입 및 방류농도를 조사하고, 기초 통계

Table 2. Performance of wastewater treatment in a short time 
(3~5 months)

Name Area Min. Max. Ave. STD. 99th a VFb Process

K II 0.085 0.540 0.171 0.115 0.525 3.07 ae/co

D II 0.073 0.382 0.241 0.049 0.356 1.48 ae/co

I-3 II 0.024 0.771 0.311 0.19 0.698 2.18 ae/cod

P III 0.014 0.774 0.111 0.134 0.649 5.84 co/prc

B-1 III 0.045 0.398 0.120 0.075 0.343 2.86 co/pr

B-3 II 0.01 0.342 0.079 0.076 0.328 4.13 co/pr
a 99% value in total value
b Variability Factor : 99%/average value
c secondary effluent coagulation/precipitation
d aeration tank coagulation

분석을 통해 처리시설별, 처리공정별 처리성능을 평가하였

다. 총체적인 자료의 범위는 Table 2와 Fig. 2에 나타내었다.

3.2.1. K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전사례

2010년 1~5월 기간 동안 K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인 처리

시설 일별 운전결과를 분석하였다(Fig. 3). K 시설은 포기

조 응집공정을 운전하고 있으며, 총인 유입농도는 3.13~ 
5.42 mg/L 범위이었다. 방류농도는 0.09~0.54 mg/L 범위로, 
평균농도(중간값)는 0.17(0.12) mg/L로 양호한 수질을 나타

내었다. 그러나 상위 99th 백분위수에 해당하는 농도가 일

시적으로 0.53 mg/L에 달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변동계

수(평균농도에 대한 비)는 3.07로 비교적 변동폭이 큰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2). 조사기간 동안 총인 방류농도는 0.10~ 
0.15 mg/L 범위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 반면, 방류농도가 0.3 mg/L (II지역 향후 방류수수

질기준)을 초과하는 일수가 21일로 전체 조사일수의 14%
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주로 동절기(1~2월)에 발생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동절기에 인 처리시설의 운전관리 

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3.2.2. D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전사례

2010년 1~4월 기간 동안 D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인 처리

시설 일별 운전결과를 분석하였다(Fig. 3). D 시설은 포기조 
응집공정을 운전하고 있으며, 총인 유입농도는 3.59~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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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iciency of phosphorus in K (left) and D wastewater plant (right).

Fig. 4. Efficiency of phosphorus in I-3 (left) and P wastewater plant (right).

mg/L이었다. 방류농도는 0.07~0.38 mg/L 범위로, 평균농도

(중간값)는 0.24(0.24) mg/L이었다. 상위 99th 백분위수에 해

당하는 농도는 0.36 mg/L이었으며, 이에 해당하는 변동계

수는 1.48로 비교적 안정적인 처리성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조사기간 동안 총인 방류농도는 0.20~ 
0.25 mg/L 범위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류농도가 0.3 mg/L (II지역 향후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

하는 일수가 14일로 전체 조사일수의 12%를 차지하였는

데, 이는 주로 동절기(1월)에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2.3. I-3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전사례

2010년 1~3월 기간 동안 I-3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인 처

리시설 일별 운전결과를 분석하였다(Fig. 2, 4). I-3 시설은 

포기조 응집공정을 운전하고 있으며, 총인 유입농도는 0.49~ 
3.63 mg/L 범위로 비교적 낮았다. 방류농도는 0.02~1.21 
mg/L 범위로 큰 폭으로 변동하였으며, 1.0 mg/L를 초과한 

경우를 제외한 평균농도(중간값)는 0.32(0.31) mg/L이었다. 
1.0 mg/L를 초과한 경우를 제외한 상위 99th 백분위수에 해

당하는 농도는 0.70 mg/L이었으며, 이에 해당하는 변동계수

는 2.18이었다(Table 2). 조사기간 동안 총인 방류농도는 전

체 농도범위에 걸쳐 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방
류농도가 0.3 mg/L (II지역 향후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

는 일수가 전체 조사일수의 58%를 상회하였다. 또한, 방류

농도가 0.5~1.2 mg/L 범위인 일수가 전체 조사일수의 23%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4).

3.2.4. P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전사례

2010년 1~5월 기간 동안 P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인 처리

시설 일별 운전결과를 분석하였다(Fig. 4). P 시설은 2차 처

리수 응집공정을 운전하고 있으며, 2차 처리수의 총인값으

로 응집조 유입농도는 1.03~3.38 mg/L 범위로 큰 폭으로 변

화하였다. 일별 방류농도는 0.01~0.77 mg/L로, 평균농도(중
간값)는 0.11(0.06) mg/L로 매우 양호한 수질을 보였다. 반
면, 상위 99th 백분위수에 해당하는 농도는 0.65 mg/L로 일

시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해당하는 변

동계수는 5.84로 방류수질의 변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조사기간 동안 일별 총인 방류농도의 74% 이상

이 0.1 mg/L 이하로 분포하였다. 반면, 방류농도가 0.5 mg/L 
(III지역 향후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일수가 7일로 

전체 조사일수의 5%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주로 동절기

(1~2월)에 집중되어 있으며, 1.0 mg/L를 초과하는 경우도 발

생하였다(Fig. 4). P 처리시설의 인 제거성능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동절기에 생물학적 2차 처리공정 및 

인 처리시설의 최적 유지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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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iciency of phosphorus in B-1 (left) and B-3 wastewater plant (right).

3.2.5. B-1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전사례

2010년 1~4월 4개월 동안 B-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인 처

리시설 일별 운전결과를 분석하였다(Fig. 5). B-1 시설은 2
차 처리수 응집공정을 운전하고 있으며, 총인 유입농도는 

2.32~5.05 mg/L 범위를 보였다. 일별 방류농도는 0.05~0.40 
mg/L 범위, 평균농도(중간값)는 0.12(0.10) mg/L로 양호한 

수질을 보였다. 또한, 상위 99th 백분위수에 해당하는 농도

는 0.34 mg/L로 비교적 안정적인 처리성능을 유지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변동계수는 2.86이었다(Table 2). 조사기간 

동안 일별 총인 방류농도의 70% 이상이 0.05~0.15 mg/L 범
위에 분포하였다. 또한, 방류농도가 0.5 mg/L (III지역 향후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0.3 
mg/L (II지역 향후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일수가 5
일로 전체 조사일수의 4%를 차지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방

류수질을 유지하였다.

3.2.6. B-3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전사례

2010년 1~4월 4개월 동안 B-3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인 처

리시설 일별 운전결과를 분석하였다(Fig. 5). B-3 시설은 2
차 처리수 응집공정을 운전하고 있으며, 일별 총인 방류농

도는 0.01~0.3 mg/L 범위, 평균농도(중간값)는 0.08(0.06) 
mg/L로 매우 양호한 수질을 보였다. 또한, 상위 99th 백분

위수에 해당하는 농도는 0.33 mg/L로 비교적 안정적인 처

리성능을 유지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변동계수는 4.13로 

높은 편이었다(Table 2). 조사기간 동안 일별 총인 방류농도

의 80% 이상이 0.10 mg/L 이하에 분포하였다. 또한, 방류

농도가 0.3 mg/L (II지역 향후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일수가 1일에 불과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제거성능을 유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 5).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한 국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적용

된 인 처리공정은 포기조 응집공정과 2차 처리수 응집공정

으로 구분되며 후속되는 고액분리시설은 모두 침전공정이 

적용되고 부상, 여과 등의 기타 공정이 적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설 별 총인 일평균 방류농도를 조사

한 결과, 포기조 응집공정의 경우 0.17~0.32 mg/L 범위인 

반면, 2차 처리수 응집공정의 경우 0.08~0.12 mg/L 범위로 

분포하였다. 또한, 각각의 인 처리공정별 전체적인 총인 평

균농도는 각각 0.23 및 0.10 mg/L로, 2차 처리수 응집공정

이 상대적으로 처리성능이 우수하였다(Fig. 1, 2). 그러나 각

각의 공정에서 일최대농도는 0.38~0.77 mg/L 및 0.34~0.77 
mg/L 범위로 유사하였으며, 간헐적으로 1.0 mg/L을 초과하

는 경우도 발생하여 시설운전의 최적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변동계수로 평가한 방류수질의 변동폭은 2
차 처리수 응집공정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방류수 

평균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한편, 2차 처리수 

응집공정은 평균적으로 더 낮은 방류농도를 유지할 수 있

으나, 3차 처리시설(응집 및 고액분리시설)의 더욱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해 미국 EPA6)

에서 총인 고도처리(화학적 처리병용)를 적용하고 있는 시

설에 대한 설문조사한 문헌에 따르면 약품주입과 일련의 

여과기술을 적용하여 방류 인(TP)농도를 매우 낮게 방류하

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총인 뿐 아니

라 본 공정을 통해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부유고형

물(TSS), 분원성 대장균(Fecal Coliform Bacteria) 등과 같은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오염물질을 같이 줄일 수 있었

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각 시설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술은 2차 처리공정에서 생물학적 고도처리(EBNR)
를 적용하여 3차 응집/여과 공정에 앞서 총인 농도를 최대

한으로 낮추어 후속되는 응집/여과공정의 성능향상 및 운

영비(특히 약품비 및 처리비)를 절감하였다. 이 설문조사에

서 생물학적 고도처리 기술 적용 예에서 총인 농도가 종종 

약 0.3 mg/L 이하로 저감한 시설도 관찰되었다고 보고하였

으며, 추가적인 응집제와 여과공정을 적용하여 지역에 따

라 0.05~0.2 mg/L 범위의 기준을 만족시키며 월평균 방류

농도는 0.02~0.1 mg/L 의 매우 낮은 농도로 방류되고 있다

고 현장조사 결과로 보고하였다. 또한 유지비도 생물학적 

고도처리시설이 잘 운영될 경우 약 50% 정도의 운영비 저

감을 보고하였다.6)

현재 인 처리공정을 가동 중인 처리시설의 사례를 종합적

으로 평가할 때, 평균 방류농도는 향후 강화되는 총인 방류



218 大韓環境工學會誌 論文

박혜영․박상민․이기철․권오상․유순주․김신조

Journal of KSEE Vol.33, No.3 March, 2011

Table 3. Operation factors and optimal coagulant (alum) doses in Jar test

Process Coagulant
TP
(%)

PO4-P
(%)

Alkalinity
(%)

CODCr

(%)

Minimum amount (ppm as Al2O3) & removal efficiency (%)

0.5 mg/L goal 0.3 mg/L goal 0.2 mg/L goal

Aeration tank
coagulation

(TP: 4.4 mg/L)

PAC 97.5a 99.7a 44.2a 63.4a 24.93 (88.6%) 26.69 (93.2%) 27.61 (95.9%)

Alum 96.6a 99.4a 84.6a 31.4a 24.62 (87%) 27.66 (92%) 29.55 (94.8%)

Secondary effluent 
coagulation-1
(TP: 0.7 mg/L)

PAC 86.5b 98.4b 27.8b 44.9b 1.93 (32.4%) 4.24 (59.5%) 5.81 (73%)

Alum 88.5b 96.8b 33.2b 46.9b 2.46 (35.95%) 4.85 (62%) 6.52 (74.3%)

Secondary effluent 
coagulation-2

(TP: 1.98 mg/L)

PAC 93.4c 95.1c 27.8c 43.1c 7.37 (74.7%) 9.15 (84.8%) 10.36 (90%)

Alum 95.5c 98.8c 46.8c 45.4c 5.98 (74.7%) 7.40 (84.8) 8.33 (90%)

a Operation factors' (TP, PO4-P, Alkalinity, CODCr) reduction (%) as TP reduction with input PAC, ALUM (30, 35 ppm respectively) in aeration tank 
coagulation

b Operation factors' (TP, PO4-P, Alkalinity, CODCr) reduction (%) as TP reduction with input PAC, ALUM (30, 35 ppm respectively) in secondary 
effluent coagulation-1

c Operation factors' (TP, PO4-P, Alkalinity, CODCr) reduction (%) as TP reduction with input PAC, ALUM (30, 35 ppm respectively) in secondary 
effluent coagulation-2

수수질기준(지역구분에 따라 0.2~0.5 mg/L)을 준수할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최대 또는 순간농도가 0.5 mg/L 
이상으로 검출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인 처리시설

의 철저한 수질 모니터링과 최적 유지관리가 중요한 것으

로 판단된다. 특히, 총인 방류농도의 증가는 생물학적 2차 

처리공정의 처리성능이 저하되고 인 처리시설의 부하량이 

증가하는 동절기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관찰됨에 따라 

특히 동절기의 생물학적 고도처리공정 및 인 처리시설의 최

적운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jar 테스트 결과

응집제 Alum과 PAC을 포기조 채취수(TP: 4.4 mg/L) 및 

2차 침전지 상등액 채취수(실현장 2곳 채취, TP: 0.7, 1.98 
mg/L)에 alum 농도를 0~35 ppm (as Al2O3)범위로 여러 단계

로 조절하여 주입하고 인 제거 성능을 관찰하였다(Table 3). 
응집제를 주입한 결과는 응집제 종류에 따른 인 제거성능

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동일한 주입율(as Al2O3)에서 PAC
을 주입한 경우 약간 우수한 제거성능을 보였다. 먼저 포기

조 채취수 실험에서 강화된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주입량 

결정 실험에서는 총인 0.2 mg/L 이하의 수질을 달성하기 위

한 주입량은 두 가지 응집제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25~30 
mg/L 범위였다. 이 때 총인과 정인산염의 최종 농도는 각각 
0.11~0.17과 0.01~0.08 mg/L 범위로 낮았으며 총인에 대한 

정인산염(PO4
3-)의 비는 77~83%에서 응집제 35 ppm 주입 

후 약 1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CODCr 제거효율은 

31~36% 범위로 초기 13.7~14.2 mg/L에서 9.0~9.4 mg/L까

지 낮아짐을 관찰하였다. 반면, PAC의 경우 Alum에 비해 

알칼리도 소비량이 적어 pH 감소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알칼리도는 PAC은 90.5 mg/L에서 40 mg/L으로, Alum
은 84.4 mg/L에서 13.0 mg/L으로 낮아졌다.

두 번째 TP농도가 0.7 mg/L인 현장 폐수의 테스트 실험은 
응집제는 0~15 mg/L (as Al2O3) 범위로 조절하여 주입하였

으며 총인 농도 0.2 mg/L 이하의 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주

입율은 6~9 mg/L범위로 포기조 채취수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2차 처리수를 대상으로 응집공정을 적

용할 경우, 활성슬러지 포기조에 주입하는 경우에 비해 응

집제 주입량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 총인과 정인산염의 최종 농도는 각각 0.11~0.15와 0.02~ 
0.04 mg/L 범위이었으며 총인에 대한 정인산염의 비는 약 

10~27%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CODCr 제거효율은 45~ 
47% 범위로 응집제 종류에 관계없이 유사하였으며, 응집

제 주입율이 낮았기 때문에 알칼리도 소비량과 pH 감소폭

은 큰 차이가 없었다.
세 번째 TP 농도가 1.98 mg/L인 현장 폐수의 실험은 총

인 0.2 mg/L 이하의 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주입율은 10~12 
mg/L 범위로 초기 농도 0.7 mg/L의 처리수에 비해 약간 높

은 편이었으나 활성슬러지에 비해 주입율이 대폭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총인과 정인산염의 최종 농도는 각

각 0.13~0.16과 0.02~0.08 mg/L 범위이었으며, 총인에 대한 

정인산염의 비는 약 2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CODCr 
제거효율은 43~45% 범위로 응집제 종류에 관계없이 유사

하였으며, 활성슬러지의 경우와도 유사하였다. 한편 응집

제 주입율이 낮았기 때문에 알칼리도 소비량과 pH 감소폭

은 큰 차이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PAC는 낮은 pH의 조건에서는 Al3+, AlOH2+, 

Al(OH)2+와 같은 monomer의 형태가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응집효과가 낮으며, Al13O4(OH)24
7+ 등의 폴리

머 형태가 pH 7인 중성 부근에서 많이 존재하여 응집효과

가 높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용존성 인의 경우 pH의 영향

이 크며 입자성 인의 경우 pH의 영향이 적다고 보고하였

다.9)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PAC 적용이 효율이 높아 실현장

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 실험결과에서도 PAC가 상

대적으로 사용 시 CODCr제거 효율과 Alkalinity가 적게 소

요되어 더 유리한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19大韓環境工學會誌 論文

총인 수질기준강화를 위한 국내 하수종말처리장의 물리화학적처리 특성조사 및 경제성 분석

대한환경공학회지 제33권 제3호 2011년 3월

Table 4. Sludge production and cost analysis (Capacity: 10,000 m3/d)

Capacity: 10,000 m3/d

Item

Object Activated sludge tank Secondary treatment effluent

initial TP (mg/L) 3.85 0.78

Coagulant Aluma

Coagulant amount
(m3/d)

Goal
(mg/L)

0.5 3.52 0.35

0.3 3.95 0.69

0.2 4.22 0.93

Coagulant cost
(1,000 won/d)

Goal
(mg/L)

0.5 365.8 36.5

0.3 410.9 72.1

0.2 439.0 96.9

Sludge productionb

(ton/d)
Goal

(mg/L)

0.5 0.568 0.057

0.3 0.638 0.113

0.2 0.682 0.151

Sludge costc

(1,000 won/d)
Goal

(mg/L)

0.5 40.328 4.047

0.3 45.298 8.023

0.2 48.422 10.721

Total costd

(1,000 won/d)
Goal

(mg/L)

0.5 406.128 40.5

0.3 456.198 80.1

0.2 487.422 107.6

Increased coste

(won/ton)
Goal

(mg/L)

0.5 40.6 4.05

0.3 45.6 8.01

0.2 48.7 10.76

※ Aid coagulant cost for secondary treatment effluent : 11,400~22,800 won/d (input 0.3~0.6 mg/L) could be needed additionally.
a Alum (7% as Al2O3) : 80 won/kg (public procurement service: 2006 acceptance bid)
b sludge production calculation for activated sludge tank and second treatment effluent (moisture content: 96%, 97% respectively in assumption)
c sludge cost = sludge production (ton/d)×71,000 won/ton (korea environmental cooperation, 2009)
d total cost = coagulant cost (1,000 won/d)+sludge cost (1,000원/d except for aid coagulant)
e increased cost (won/ton) = total cost/10,000 ton

위의 결과에서 보듯이 포기조처리수, 2차처리수-1 (0.7 
mg/L), 2차처리수-2 (1.98 mg/L)의 응집경향은 PAC, Alum
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2차 처리수에 응집제

를 주입하는 경우 포기조처리수에 주입시보다 응집제 양을 

대폭 절감할 수 있었다. 응집제의 투입점에 대한 효과는 위

의 샘플 실험결과에서도 명확히 나타나듯이 포기조의 경우 

BOD가 방해물질로 작용하여 응집제 요구량이 증가하지만, 
침전조 유입직전에 투입할 경우는 적절한 와류형성과 응집

시간을 필요로 하며 수리학적 체류시간이 긴 2차 침전조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부지가 좁은 실 현장에서는 매우 이상

적이다. 그러나, 한국환경공단3)의 시범운영 결과를 보면, 포
기조 후단에 응집제를 투여하여 총인제거를 실시한 4개소의 
실현장 운영자료를 분석한 결과 응집제 투여의 화학적 처

리만으로도 기술적으로 하수처리수의 TP 방류수질을 0.12~ 
0.41 mg/L 수준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안정적인 방류수질 측

면을 고려할 때 0.5 mg/L 이하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2차침전지 이후 별도의 여과시설 운

영 시 여과시설의 형식 및 운전 조건에 따라 더 낮은 수준

의 TP를 방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했다. 본 연구에서도 

2차 침전조 처리수에 응집제를 투입할 경우는 별도의 응집

설비와 고액분리시설이 요구되나 소모되는 응집제의 양을 

최소화 할 수 있고 그 처리성능도 매우 높을 것이며, 이에 

본 실험에서 도출된 응집제 주입위치와 목표수질에 따른 

응집제 요구량의 실험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3.4. 경제성 분석

jar 테스트 결과를 근거로 목표수질에 따라 활성슬러지 응

집공정과 2차 처리수 응집공정에 요구되는 응집제(Alum) 
구입비와 슬러지 발생량을 예측하고 상호 비교하였다(Table 
4). 테스트 실험에서 사용된 응집제는 PAC, Alum 두 가지

를 사용하였으나, 두 응집제의 처리효율이 크게 차이가 나

지 않아 저렴한 Alum을 기준으로 경제성 분석을 하였다. 
처리용량 10,000 m3/일의 처리시설을 기준으로 응집제 주입

량과 구입비를 산정하였으며, 응집제 주입에 의해 증가한 

MLSS(활성슬러지)와 SS(2차 처리수) 농도를 측정하여 그 

증가량으로부터 슬러지 발생량을 예측하였다.
2차처리수에 Alum을 주입해 10,000 m3/일을 처리하는 시

설을 기준으로 하여, 총인 농도를 0.2~0.5 mg/L로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주입량은 0.35~0.93 m3/일로 활성슬러지 

응집실험의 3.52~4.22 m3/일에 비해 약 1/10~1/5 수준으로 

절감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를 근거로 계산된 응집제 

구입비는 포기조 응집의 경우 2차 처리수 응집에 비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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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다만, 활성슬러지

와 2차 처리수의 총인 및 고형물농도, 약품종류, 교반조건 

그리고 기타 수질 및 환경조건 등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2차 처리수 응집실험의 경우에서 플

록의 효과적인 성장과 침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응집보조

제의 적용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응집보조제는 

응집공정 중 응집제와 같이 주입하여 주로 응집입자의 밀

도를 증가시켜 침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며 실제 

고속응집침전공정, ACTIFLO 공정 등에서 보조제를 사용

하여 효율제고가 가능하다.10)

활성슬러지에 30 mg/L (as Al2O3)의 Alum을 주입할 경우, 
응집제 주입 전의 MLSS 농도에 비해 약 10~11%(건조무

게)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반면, 2차 처리수

에 12 mg/L의 Alum을 주입할 경우, 고형물(SS) 농도의 증

가량은 응집제를 주입하지 않은 활성슬러지 MLSS 농도의 

0.6~1.7%에 해당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를 근거로 계

산된 슬러지 발생량은 포기조 응집공정이 2차 처리수 응집

공정에 비해 약 4~10배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 슬러지 발생량은 농축슬러지의 함수율을 활성슬러지의 

경우 96%, 응집제 슬러지의 경우 97%로 가정하여 계산한 

것이며, 슬러지 발생량을 예측하여 Table 4에 경제성 분석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처리비 증가액은 활성슬러지 시

료(총인농도: 3.85 mg/L)를 대상으로 할 경우 40.6~48.7 원
/m3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2차 처리수 시료(총인농도: 0.78 
mg/L)인 경우 4.05~10.76 원/m3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이 결

과는 탈수 보조제 등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응집보조제를 주입하면 Alum 응집의 경

우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등의 연구보고에서 입

자의 불안정화를 보완하여 침전공정으로 제거하면 제거효

율이 1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1~13) 그러므로 

현장에서 적용 시 응집보조제 사용으로 응집제 사용을 절감

하여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한국환경공단3)

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4개의 시범운영 지역에서 총인 

처리강화 연구를 실시한 결과 활성슬러지 후단에 응집제를 

투입하여 응집시켜 처리한 연구의 실제 운영비용 증가액은 

10.2~20.9 원/톤인 것으로 보고 하였고, 총인 농도의 범위는 
0.12~0.41 mg/L 수준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미국 EPA6)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각 현장에서 응집제 

사용으로 인한 총인 제거 공정에서 유지 및 운영비용은 각 

실 현장(혹은 지자체) 마다 매우 다르며 구체적 수치를 제

시하지는 않았으나, 상승분을 포함한 월별하수도 요금이 

적당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일련의 연구결과들을 종합적으

로 분석해 보면 응집제 투여 위치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슬러지 발생량 및 추가 운영비 등의 요인이 활성슬러지 후

단투입과 2차 처리수 투입에 따라 크게 차이가 발생하며, 
활성슬러지조 후단 투입 시 혹은 저농도 총인 달성을 위해 

과량의 응집제 투입 시, 생물반응조 질산화 미생물 저해 등

의 추가적 문제 발생을 고려해야한다.3,14,15) 이에 2차 침전

지 이후 별도의 고액분리시설을 운영하여 시설의 형식 및 

운전 조건에 따른 최적화 및 경제적 운영 방안에 대해 고

려해야 한다.

4. 결 론

2012년부터 시행되는 총인 방류농도 강화에 맞추어 현재 

국내에 운영되고 있는 물리화학적 처리시설의 운영자료 조

사를 통해 총인제거의 성능 분포를 나타내고, jar테스트를 

이용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총인의 제거응집특성과 예상되

는 운영비 방안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2년부터 강화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총인 방류수수

질기준은 지역(I, II, III)에 따라 각각 0.2, 0.3, 0.5 mg/L로 

설정됨에 따라 추가적인 인제거 공정이 필요하며, 응집제 

투여 위치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슬러지 발생량 및 운영비 

증액 등 요인이 활성슬러지 후단투입과 2차 처리수 투입에 

따라 크게 차이가 발생한다. 처리비 증가액은 활성슬러지 

시료(총인농도: 3.85 mg/L)를 대상으로 할 경우 40.6~48.7 원
/m3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2차 처리수 시료(총인농도: 0.78 
mg/L)인 경우 4.05~10.76 원/m3의 범위의 증액이 예상되며 

응집보조제 등의 사용여부와 유지관리의 최적화로 경제성

제고가 가능하다. 또한, 실험실에서 수행한 기초실험 결과, 
활성슬러지의 경우 0.5 mg/L와 0.2 mg/L 이하의 총인 농도

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응집제 주입량은 각각 

25 mg/L와 30 mg/L (as Al2O3)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약 20% 이상 과잉 주입할 필요

가 있어 응집제 구입비가 증가하며 반면, 2차 침전수의 경

우에는 활성슬러지에 주입하는 양의 약 1/3~1/12이 요구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실에서 수행한 jar 테스트 결과에

서 응집제 주입에 따른 슬러지 발생량은 활성슬러지의 경

우 약 10~11%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나, 현장

의 경우에는 고형물 및 기타 염류의 농도와 응집제 주입량 

등에 따라 증가될 것이며 활성슬러지 응집공정의 슬러지 

발생량은 2차 처리수 응집공정에 비해 약 4~10배 정도가 많

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응집제 주입을 통한 인 처리공정을 가동 중인 처리

시설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평균 방류농도는 향

후 강화되는 총인 방류수수질기준(지역구분에 따라 0.2~0.5 
mg/L)을 준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최대 또는 순

간농도가 0.5 mg/L 이상으로 검출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하므로 인 처리시설의 철저한 수질 모니터링과 최적 유지관

리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총인 방류농도의 증가

는 생물학적 2차 처리공정의 처리성능이 저하되고 인 처리시

설의 부하량이 증가하는 동절기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관

찰됨에 따라 특히 동절기의 생물학적 고도처리공정 및 인 처

리시설의 최적운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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