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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cost effectiveness in line with total phosphorus 

standard enforcement of public sewage treatment facilities. The additional cost for the total 

phosphorus removal process was calculated to analyze the cost effectiveness of the 

advanced water purification process.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T-P removal by coagulation sedimentation was 

more efficient than the advanced water purification facilities in terms of facilities 

investment cost, and if the coagulation filteration was used for T-P removal, the 

activated carbon process among the advanced water purification techniques was more 

efficient in terms of facilities investment cost.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the T-P removal process that will be additionally 

introduced according to the tightening of the effluent T-P standard were analyzed within 

a limit. The actual benefits of improved T-P concentration in the water source will 

provide diverse values, including the leisure water, environment improvement water, 

eco-system in the water source and industrial water, in addition to the advanced water 

pu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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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팔당호는 1973년에 축조된 인공호로서 유역은 

총 면 이 23,800km
2
이고, 이  북한강유역이 37%, 

남한강유역이 60%, 경안천유역이 3%로 구성 되어 있

다. 팔당호는 당  수력발 을 하여 건설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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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나 재는 국내 최  규모의 역상수원으로서 더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총 담수량은 2억 

4,400만m
3
이며, 재 3,381천톤/일을 취수하여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원에 용수를 공 하고 

있다[1]. 이러한 상수원 지역을 보호하기 하여 

수도법에 의거 상수원보호지역,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거 수질보  특별 책지역, 한강수계 상수원 수

질개선  주민지원 등에 한 법률에 의거하여 

수변구역 등으로 지정하여 상수원을 리해 오고 

있다. 한 난분해 유기물질  자연 인 난분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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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물질의 생성으로 인한 공공수역의 수질을 

리하기 하여 2010년 1월부터 하천의 수질환경기

에 COD와 T-P를 추가하 고[11], 2012년 1월부

터 공공하수처리시설(일하수처리용량 500m3/d 이

상) 방류수의 T-P기 을 4단계로 구분하여 Ⅰ지역

은 0.2mg/L 이하, Ⅱ지역은 0.3mg/L 이하, Ⅲ지역

은 0.5mg/L 이하, Ⅳ지역은 2.0mg/L 이하로 강화

시켰다[10].

  한편, 1996년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

에 T-P항목이 추가된 이 후에 단계 으로 더욱 

더 강화되면서 우리나라의 하수처리공법은 활성슬

러지공법에서 생물학  양염류 제거공법

(Biological Nutients removal : BNR)으로 환되

었다. 이에 따라 2009년 말 재 500m
3
/d 이상 가

동 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432개소이고, 이 

 BNR공법이 용된 시설은 357개소로서 83%를 

차지하고 있다. 용된 고도처리 공법별로 살펴보

면, SBR계열이 134개소(37.5%)로 가장 많고, A
2
/O

계열 98개소(27.5%), Media계열 80개소(22.4%), 특

수미생물 23개소(6.4%) 그리고 기타 22개소(6.2%)

순으로 운 되고 있다[6].

  이와 같이 정부의 다양한 수질규제정책에도 불

구하고 한강 권역 표지 에 한 지난 10년

(1999∼2008)간 T-P의 평균농도는 팔당 지  

0.047 mg/L로 호소 수질환경기 에 용하면 팔당

호지 이 Ⅲ등 , 물 지 이 Ⅲ등 의 수질을 보

이고 있다[2]. 한 이러한 농도는 OECD 양단계 

 단계별 목표수질 설정 황에서 부 양(0.1∼

0.035 mg/L)단계에 속하고 있는 실정이다[12]. 

  한편 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 리제 시행에 따라 수도권 상류 호소 수질을 

향상시키기 해 오염원으로 배출되고 있는 공공

하수처리시설들의 T-P 처리공정 도입을 검토하

다[5]. 4 강 리 유역에 설치되는 보의 향

에 따른 녹조발생을 방지하기 하여 ’10년 71개

소, ’11년 164개소의 T-P 감처리시설을 단계

으로 하수처리장에 도입할 계획을 수립하 다. 이

에 팔당호의 수질을 개선하기 하여 T-P기 을 

강화하고, 이를 수하기 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에 T-P 처리시설을 팔당호 상류 수계에 추가 도

입할 경우 수기일 때 T-P의 수질개선 효과를 

QUALKO2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북한강의 

T-P농도는 0.025mg/L에서 0.023mg/L, 남한강은 

0.056mg/L에서 0.040mg/L, 경안천은 0.233mg/L에

서 0.146mg/L까지 T-P이 개선되어 팔당호로 유입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4].

  그러나 T-P 처리시설이 도입되지 않으면 2012

년부터 강화되는 방류수 T-P기 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재 팔당상수원의 연평균 수질이 Ⅲ등

(호소환경기 )에 해당됨으로서 정부에서 제시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평가지침에 따라 고도

정수처리시설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8]. 

  따라서 정부에서는 안 한 상수원을 확보하기 

하여 2006년 이후 국 24개 정수장을 상으로 

고도정수처리공정의 도입계획을 수립하 다. 이  

14개 정수장이 수도권지역에 집 되어 있다. 이는 

팔당상수원의 조류 과다번식으로 발생되는 독성물

질  맛․냄새 유발물질 등을 제거하기 하여 

수도권지역에 집 시켰다[7].

  이와 같이 정부에서는 안 한 상수원을 확보하

기 하여 상수원 상류지역에 수질환경기  강화, 

방류수 수질기  강화 등 다양한 수질규제정책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확충 등 오염원 삭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수원의 수질개선으로 인한 경

제  가치를 직 비용으로 평가한 사례는 거의 없

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2년부터 강화되는 공

공하수처리시설의 T-P기  강화에 따라 공공하수

처리시설에 T-P 처리시설이 추가․설치되는 비용

과 상수원을 사용하는 정수시설에 고도정수처리시

설이 추가․도입되는 비용을 비교․분석하여 상수

원의 수질개선으로 인한 경제  가치를 평가하고

자 하 다.

2. 연구방법

2.1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T-P 처리시설이 추가 도입

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기 하여  팔당호 

상류수계인 북한강, 남한강, 경안천과 팔당호유역

에 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상으로 분석하

다. 북한강은 청평  방류지 에서, 남한강은 충주

 방류지 에서, 경안천은 최상류지 에서 팔당호 

유입지 까지 조사구간으로 설정하 다.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유역 내에 치한 공공하수

처리시설  북한강 유역 9개소, 남한강 유역 29개

소, 경안천 유역 8개소, 팔당호 유역 9개소를 상

으로 분석하 다.

  팔당호 상류 수계에 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55개소에 용한 T-P 처리시설은 물리․화학  

처리시설, 물리  처리시설, 화학  처리시설 등으

로 구분하여 검토하 다. 한 물리  처리시설로

는 여과설비(MDF, MCF, 사여과 등), 화학  처리

시설로는 약품투입시설(Alum), 물리·화학  처리시

설로는 약품(Alum)+여과설비, 약품(PAC)+여과설

비, 고속응집침 공정으로 구분하여 용하 다. 

2.2 정수처리시설 

  정수처리시설은 팔당호와 한강을 취수원으로 이

용하여 처리하는 정수장을 상으로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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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 유역 개소수
배출부하량 

(m3/day)

북한강

본류 7 30,315

조종천 2 7,311

소계 9 37,626

남한강

달천 7 72,908

섬강 5 107,172 

청미천 2 12,532 

양화천 1 685 

복하천 3 28,805 

흑천 2 2,387 

본류 9 27,714 

소계 29 252,203 

경안천 8 109,410

팔당 9 4,828

총계 55 404,067

Table 1. Status of public sewage treatment 

facilities in the watershed

지역 정수장명 취수원
시설용량 평균처리용량

(㎥/day) (㎥/day)

서울특별시

등포 풍납 300,000 236,008  

암사 암사 1,600,000 1,139,312  

구의 구의 650,000 502,473  

뚝도 자양 750,000 483,548  

암 팔당 800,000 224,873  

강북 강북 1,000,000 721,502  

인천

부평 풍납, 팔당 580,000 296,037  

노온 팔당 75,000 2,921 

남동 팔당 542,000 179,709  

수산 팔당 623,000 250,267  

공 풍납 250,000 220,649  

경기도

복정3 한강 280,000 238,899  

비산 팔당 122,000 49,744  

포일 팔당 174,000 77,749  

청계천(통합) 팔당 182,000 57,295  

까치울 팔당 235,000 263,589  

안산 팔당 83,000 51,602  

연성 팔당 260,000 82,265  

과천 팔당 50,000 20,546  

군포 팔당 110,000 58,860  

청계 팔당 38,000 13,136 

고 풍납 137,000 60,151  

수자원공사

반월 팔당 190,000 110,029  

와부 팔당 215,000 116,499  

성남 팔당 786,000 379,318  

시흥 팔당 101,000 55,951  

수지 팔당 916,000 505,293  

덕소 팔당 450,000 267,999  

일산 팔당 250,000 182,263  

Table 2. Status of water purification facilities that take water from the Han River and Paldang Lake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도사업자가 팔당호

와 한강을 이용하는 정수장은 서울특별시 6개소, 

인천 역시 5개소, 경기도 11개소, 수자원공사 7개

소가 운 되고 있으며, 총 29개 정수장  고도정

수처리시설이 설치된 반월정수장을 제외한 28개 

정수장을 상으로 조사하 다[9]. 

2.3 T-P기  강화에 따른 비용분석

(1) 공공하수처리시설

  T-P기  강화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추가 

비용은 T-P 처리시설 설치  운 에 소요되는 

수질개선 비용이며, 방류수 수질개선에 한 소요 

비용은 직 수비용을 이용하 다. 

  팔당호 상류 수계에 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55개소  T-P기  강화에 따라 T-P 처리시설의 

추가 도입이 필요한 17개소에 하여 시설별 시설

투자비와 ton당 시설투자비를 산출하 다. 추가 시

설투자비는 재 생물학  처리공정에 추가되는 

처리비의 개념이며, 약품처리공정과 여과공정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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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도입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추가 유지 리비는 방류수 T-P기  강화에 따

라 추가로 소요되는 유지 리비이며, 실제 소요되

는 공공하수처리시설별 유지 리비를 단하기 

해 2008년도 시설별 유지 리비를 기 으로 시설

별 추가 유지 리비와 ton당 유지 리비를 산출하

다. 한 T-P 처리시설의 운 방식은 상시 운

하는 것으로 용하 으며, 장 Test 결과 약품비

는 8% Alum(3 mol-Al/mol P) 주입량을 기 으로, 

력비는 65원/kwh을 2008년 평균 처리용량 기

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용하여 시설별 추가 

유지 리비를 산정하 다[1]. 

(2) 고도정수처리시설

  팔당호 상류 수계에 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T-P 처리시설이 도입되지 않으면 팔당상수원의 

부 양화가 심화된다. 이에 부 양화로 야기되는 

맛․냄새유발물질, 조류독성물질 등을 제거하기 

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추가 도입을 검토하 다. 

고도정수처리시설에 한 추가 도입 비용은 정수

처리시설  팔당호와 한강을 취수원으로 이용하

는 정수장을 상으로 직 수비용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추가 비용을 산정

하기 하여 정수장 설계시설용량(m
3
/d)을 기 으

로 추가 시설투자비와 ton당 시설투자비를 산정하

고, 일평균생산량(m3/day)을 기 으로 추가 유지

리비와 ton당 유지 리비를 산출하 다. 유지

리비는 활성탄처리공정의 경우 약품비(신탄구입비, 

재생비, 운반투입비)와 력비(65원/kwh)를 사용하

으며, 오존처리공정은 액체산소구입비(135원/kg), 

력비(65원/kwh)를 고려하여 산정하 다[3]. 

  고도정수처리시설별 비용 산정을 하여 환경부

와 수자원연구소에서 제시한 자료를 이용하여 수

식화한 비용함수식, 즉 식 (1)∼식 (6)을 용하

다. 고도정수처리의 시설투자비용에는 식 (1)∼식 

(4)을 용하여 오존-GAC처리공정, , 후 오존-G

AC처리공정, 활성탄처리공정  오존처리공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 으며, 고도정수처리시설

의 유지 리비는 객 인 자료의 구축이 미비하

여 수자원연구소에서 제시한 활성탄 처리공정과 

오존처리공정의 비용함수식인 식 (5)∼식 (6)을 

용하여 산출하 다[3][7].

(가) 고도정수처리시설별 시설투자 비용함수식

후 오존-GAC 처리공정

  Y=643.18X 0.6686                              (1)

․후 오존-GAC처리공정

  Y=232.49X 0.8736                              (2)

활성탄 처리공정

  Y=294.96X 0.7926                              (3)

오존 처리공정

  Y=4737.6e 0.0016X                             (4)

X : 시설용량 (m3/day)

Y : 시설투자비

(나) 고도정수처리시설별 유지 리 비용함수식

활성탄 처리공정

  Y=5.9X -8E-16                              (5)

오존 처리공정

  Y=296.58 -0.0988                             (6)

  X : 일 처리용량 (m3/day)

  Y : 유지 리비

2.4 비용효과분석

  공공하수처리시설의 T-P기  강화에 따른 비용

효과분석은 연구구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T-P 

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비용과 연구 상 정

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추가 도입하는 비용을 

상으로 비교․분석하 다. 비용효과분석에서는 

기 , 재가치화 지수, 할인율을 고려하 다.

(1) 기   할인율

  비용효과분석에 이용된 비용은 2008년을 기 으

로 설정하 으며, 직 수비용을 사용하여 시설투

자비와 유지 리비로 구분하여 산정하 다. 식 (7)

을 이용한 시설투자비는 2008년을 기 으로 가치

를 용하 으며, 유지 리비는 내구연한 30년을 

기 으로 용하 고, 할인율은 고도정수처리시설 

비용 산정에 사용된 4.5%를 동일하게 용하여 비

교ㆍ평가하 다[3].

PWF=
(1+r)

n
-1

r(1+r)
n
                            (7)

  PWF(Present Worth Factor) : 재가치화 지수

  r = 할인율 

  n = 년

(2) 비용효과분석

  공공하수처리시설의 T-P기  강화에 따른 비용

효과분석은 강화되는 T-P기 을 QUALKO2모델에 

용하여 수질개선효과를 분석하 을 때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T-P 배출부하량을 삭감시키기 하여 

소요되는 추가 비용과 재의 방류수 수질기 이 

유지되면 팔당호에 지속 으로 T-P가 유입됨에 

따라 상수원의 부 양화 발생이 우려되고, 이에 따

른 냄새, 맛 유발물질, 독성물질 등을 제거하기 

하여 소요되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추가 비용을 

이용하여 실시하 다.

  비용효과를 분석하기 하여 T-P 배출부하량을 

삭감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강화되는 T-P기

을 수하기 하여 추가되는 응집침 법과 응집

여과법의 ton당 추가 처리비용과 고도정수치리시

설인 후 오존-GAC처리공정,  후 오존-GAC처리

공정 활성탄처리공정, 오존처리공정별 ton 당 처리

비용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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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장명
시설용량

2008년 T-P평균

배출농도
기시설비용

도입 정 처리시설

㎥/day ㎎/L 10
6
원

충주 75,000 0.964 4,125.0 교반침 시설

원주 130,000 1.252 6,500.0 교반침 시설

여주 15,000 1.341 1,260.0 교반침 시설

장호원 10,000 1.711 900.0 화학  시설+교반침 시설

신 800 1.36 100.8 화학 시설 +여과시설

청평 6,200 1.468 37.2 화학 시설

삼회 1,000 0.965 6.0 화학 시설

화도1 25,000 0.744 150.0 화학 시설

흥천 500 1.582 3.0 화학 시설

창 리 500 0.784 3.0 화학 시설

삼 2 650 0.83 3.9 화학 시설

조안 200 0.767 1.2 화학 시설

분원 1,900 1.006 11.4 화학 시설

음성 7,000 1.283 700.0 화학 시설 + 교반침 시설

왕 6,000 1.168 660.0 화학 시설 + 교반침 시설

지평 1,000 1.272 120.0 여과시설

내속 4,000 0.944 480.0 여과시설

Table 4. Calculation of initial cost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of phosphorus removal process in the public 

sewage treatment facilities

구분 처리시설 개소수 추가 도입 처리시설 개소수

물리 처리시설 여과시설(MDF, MCF 등) 12 화학 시설 7

화학 처리시설 화학 시설(Alum) 5
여과시설 2

교반침 시설 3

물리 
화학 처리시설

화학 시설(Alum)+여과시설 25 - -

화학 시설(PAC)+여과시설 4 - -

고속응집침 1 - -

도입 정 - 4
화학 시설 1

화학 시설+교반침 시설 2

미 도입 - 3
화학 시설+교반침 시설 1

화학 시설+여과시설 1

폐쇄 - 1 - -

총계 55 17

Table 3. Status of the physiochemical phosphorus removal process to be introduced additionally

3. 결과  고찰

3.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추가 비용 산정

(1) T-P 처리시설 용 상 선정

  팔당호 상류 공공하수처리시설(55개소)의 T-P 

처리시설에 한 장조사 결과는 Table 3에 나타

낸 바와 같이 T-P 처리시설을 도입한 공공하수처

리시설이 30개소, 물리  처리시설 도입이 12개소, 

화학  처리시설 도입이 5개소, 향후 도입 정시설

이 4개소, 미도입시설이 3개소로 조사되었으며, 산

업단지폐수처리장(음성) 1개소는 재 폐쇄된 것으

로 조사되었다. 물리․화학  처리시설이 도입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정별 황은 물리  처

리시설인 여과설비(MDF, MCF, 사여과 등)도입이 

12개소, 화학  처리시설인 약품투입시설(Alum)도

입이 5개소, 물리·화학  처리시설인 약품(Alum)+

여과설비가 25개소, 약품(PAC)+여과설비가 4개소, 

고속응집침  1개소가 가동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T-P기 이 강화됨에 따라 

화학  처리시설인 약품투입시설만 추가 설치해야 

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8개소 으며, 물리  처

리시설인 여과시설만 처리해야 하는 시설은 2개소, 

교반침 시설은 3개소로 조사되었다. 물리․화학  

처리시설인 약품투입  교반응집침 시설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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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initial cost by Physico-chemical treatment process

구분
화학

시설

화학 시설+

교반침 시설

여과

시설

총 시설투자비 

(10
6
원)

215.7 14,145 600

총 시설용량

(㎥/day)
39,590 24,300 5,000

ton당 

시설투자비(원/ton)
6,000 58,210 120,000

Table 5. Initial cost per ton by treatment process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of phosphorus removal 

process

a) Chemical facilities cost

b) Chemical facilities+assition process cost

소, 약품투입  여과시설은 1개소로 총 17개소가 

방류수 T-P기 을 수하기 하여 T-P 처리시

설을 추가로 도입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추가 비용 산정

  공공하수처리시설 55개소  방류수 T-P기 을 

강화하 을 때 추가 도입이 필요한 17개소에 하

여 시설투자비를 산출하 으며, 상시설 55개소 

 강화되는 방류수 T-P기 을 수하기 하여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43개소에 하여 2008년 공

공하수처리시설 평균 처리비용을 기 으로 유지

리비를 산출하 다.

(가) 추가 시설투자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추가 으로 소요되는 시설

투자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17개소  T-P 처리

시설을 해 여과설비가 도입되어 있는 경우는 단

순약품투입시설(응집교반조  침 조 제외)을 기

본으로 산출하 다. 여과설비가 없고 여유부지가 

있는 규모 공공하수처리장의 경우 응집교반  

침 조를 포함한 약품침 법을 기 으로 약품투입

시설만 설치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의 경우 

여과설비를 추가하는 것을 기 으로 시설투자비를 

산출하 다.

  추가 도입이 필요한 T-P 처리시설별 추가 시설

c) Agitation sedimentation facilities cost 

d) Physico-chemical treatment process cost

  

투자비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4,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화학  처리시설인 약품투입시설만 추

가로 설비할 경우 용량에 따라 1.2∼150×10
6
원, 물

리  처리시설인 여과설비만 추가하는 경우 120∼

480×106원, 교반침 시설을 추가하는 경우 1,260∼

4,125×10
6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한 약품투입시설과 교반침 시설을 추가로 

설비할 경우 용량에 따라 660∼900×106원이 소요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물리․화학 처리시설

인 약품투입시설과 여과시설을 동시에 추가할 경

우 100.8×106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기술연구(강원 학교 산업기술연구소 논문집), 제31권 A호, 201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총인기  강화에 따른 비용효과분석

- 141 -

처리
장명

시설용량
(㎥/day)

2008년 평균 
처리용량
(㎥/day)

2008년 
T-P평균
배출농도 
(㎎/L)

강화
되는 
기
(mg/L)

추가 
시설투자비
(106원)

추가 유지 리비

(원/day) (106원/year) (원/ton)

리 5,000 3,220 0.783 0.2 0 418,550 153 130.0 
청평 6,200 4,967 1.468 0.2 37 1,399,736  511 281.8 
삼회 1,000 296 0.965 0.2 6 59,425  22 200.8 
화도1 25,000 21,872 0.744 0.2 150 2,608,739  952 119.3 
화도2 18,000 14,973 0.672 0.2 0 1,557,763  569 104.0 
삼 1 200 194 0.807 2 0 0 0 0.0 
시우 200 136 0.759 2 0 0 0 0.0 
송 250 248 0.8 2 0 0 0 0.0 
서종 900 630 0.157 2 0 0 0 0.0 
용인 48,000 38,164 1.133 0.2 0 7,766,396  2,835 203.5 
매산 150 403 0.422 0.2 0 29,627  11 73.5 
오포 16,000 9,255 0.955 0.2 0 1,540,418  562 166.4 
곤지암 23,000 16,218 0.279 0.2 0 299,050  109 18.4 
도척 4,000 2,192 0.406 0.2 0 108,396  40 49.5 
경안 40,000 39,823 0.443 0.2 0 2,125,493  776 53.4 
남한산성 1,200 708 0.733 0.2 0 92,257  34 130.3 

주 25,000 14,957 0.394 0.2 0 651,565  238 43.6 
내속 4,000 1,501 0.944 0.5 480 330,478  121 220.2 
음성 7,000 7,027 1.283 0.5 700 1,362,123  497 193.8 

음성(소이) 250 - - 0.5 0 0 0 0.0 
미원 700 515 0.777 0.5 0 31,034  11 60.3 
괴산 4,000 3,626 0.351 0.5 0 0 0 0.0 
수안보 14,000 6,677 0.447 0.5 0 0 0 0.0 
충주 75,000 55,995 0.964 0.5 4,125 8,355,836  3,050 149.2 
단월 2,000 1,239 0.794 0.2 0 170,269  62 137.4 
이천 30,000 27,328 1.068 0.2 0 5,180,609  1,891 189.6 
흥천 500 243 1.582 0.2 3 83,221  30 342.5 
횡성 7,200 6,735 0.372 0.5 0 0 0 0.0 
원주 130,000 113,976 1.252 0.5 6,500 22,680,841  8,279 199.0 

문막(공업) 1,500 401 2.379 0.2 0 200,249  73 499.4 
문막(농공) 1,500 961 2.654 0.2 0 523,195  191 544.4 
동화(농공) 900 123 0.674 0.2 0 22,847  8 185.8 
가남 3,000 1,267 1.404 0.3 0 314,457  115 248.2 
왕 6,000 6,418 1.168 0.3 660 1,488,872  543 232.0 

장호원 10,000 6,260 1.711 0.2 900 2,573,548  939 411.1 
지평 1,000 524 1.272 0.2 120 207,326  76 395.7 
용문 3,900 2,461 0.378 0.2 0 105,461  38 42.9 
여주 15,000 12,358 1.341 0.2 260 3,809,456  1,390 308.3 
사 700 400 1.303 0.2 0 106,144  39 265.4 
신 800 706 1.36 0.2 101 404,314  148 572.7 

천서리 700 168 1.575 0.2 0 60,417  22 359.6 
곡수 700 294 1.104 0.2 0 67,982  25 231.2 
산북 850 974 1.331 0.2 0 249,809  91 256.5 
창 리 500 163 0.784 0.2 3 30,873  11 189.4 
양평 16,000 10,872 0.539 0.2 0 822,108  300 75.6 
강하 5,700 2,765 0.654 0.2 0 348,040  127 125.9 
양서 3,000 1,600 0.455 0.2 0 98,922  36 61.8 
능내1 200 186 0.834 2 0 0 0 0.0 
능내2 200 198 0.829 2 0 0 0 0.0 
삼 2 650 385 0.83 0.2 4 62,929  23 163.5 
조안 200 201 0.767 0.2 1 34,957  13 173.9 
동 2,000 2,200 0.439 0.2 0 124,549  45 56.6 

분원 1,900 580 1.006 0.2 11 111,861  41 192.9 
귀여 150 133 0.819 2 0 0 0 0.0 
삼성 250 253 0.643 2 0 0 0 0.0 

Table 6. Calculation of additional treatment cost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of phosphorus removal process  by 

public sewage treatment facilities

(나) ton당 평균 추가 시설투자비

  공공하수처리시설 55개소  추가 시설투자가 

필요한 공공하수처리시설 17개소에 한 추가 시

설투자비 내역을 공정별 ton당 추가 시설투자비로

산출하면 Table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약품설비만 

투자할 경우에는 ton당 6,000원의 추가 시설투자

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여과설비를 

추가하여 약품+여과설비로 투자할 경우 ton당 

120,000 원의 추가 시설투자비가, 응집교반조  

침 시설을 포함한 약품침 법의 경우 ton당 

60,000원의 추가 시설투자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산

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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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량

((㎥/day)

T-P 평균 농도

(㎎/L)

추가유지 리비

(원/ton)

426,953 1.004 160.7

Table 7. Average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 

per ton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of phosphorus 

removal process

Fig. 2.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 according 

to the T-P concentration in the effluent

(다) 추가 유지 리비

  공공하수처리시설 55개소  추가 유지 리비가 

소요되지 않는 공공하수처리시설 12개소를 제외한 

43개소에 한 추가 유지 리비는 2008년 일평균

처리량을 기 으로 산출하 다. T-P기  강화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연간 총 유지 리비는 

25,046×106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

다. ton당 추가 처리비용은 Table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공공하수처리시설  문막에 치한 농공하

수처리장  폐수처리장이 544.4원/ton․day, 499.4

원/ton․day로 ton당 추가 처리비용이 가장 높게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Table 6과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방류수의 T-P농도가 2.37

9～2.654mg/L로 다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T-P농도보다 매우 높은 상태이므로 강화되는 방

류수의 T-P기 을 수하기 하여 사용되는 약

품비와, 력비의 사용이 가장 높았기 때문인 것으

로 단된다.

  강화되는 방류수의 T-P기 을 4개 지역으로 구

분하여 연구 상 43개소에 하여 용하 을 경

우 Ⅰ지역에서는 문막 농공하수처리장이 544.4원

/ton․day로, Ⅱ지역에서는 가남 공공하수처리장

(248.2원/ton․day), Ⅲ지역에서는 원주공공하수처

리장(199.0원/ton․day)의 추가 유지 리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ton당 추가 처리비

용이 가장 게 소요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Ⅰ지

역에서는 곤지암 공공하수처리장(18.4원/ton․day), 

Ⅱ지역에서는 왕 공공하수처리장(232.0원/ton․

day)으로 조사되었으며, Ⅲ지역에서는 괴산, 수안

보, 횡성 공공하수처리장(0.0원/ton․day)으로 조사

되었다. Ⅲ지역에 치한 괴산, 수안보, 횡성공공하

수처리장의 경우는 재 T-P 처리시설으로도 강

화되는 방류수 수질기 을 수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 리비가 추가로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라) ton당 평균 추가 유지 리비

  방류수의 T-P기 을 수하기 하여 상수계

에 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T-P 처리시설을 

추가로 설비할 경우 ton당 소요되는 평균 추가 유

지 리비는 Table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160.7 원

/ton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3.2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추가 비용 산정

(1) 고도정수처리시설 용 상 선정

  팔당호와 한강을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정수처리

시설은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총 29개소이

며, 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이 기존 설치된 반월정

수장을 제외한 28개 정수장에 하여 맛․냄새물

질을 제거하기 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추가 도

입하는 것으로 용하 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활

성탄공정(GAC, PAC), 오존공정,  후 오존+활성

탄공정 등을 상으로 용하 다. 

(2)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추가 비용 산정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추가 비용 산정은 공공하수

처리시설 방류수의 T-P을 제거하기 한 처리시

설이 추가로 도입하지 않을 경우 팔당호유역의 부

양화가 지속 으로 심화됨으로서 정수처리시설

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추가 도입하는 것으로 

용하여 비용을 산출하 다. 

(가) 추가 시설투자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추가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공정별 추가 총 비용은 Table 8과 Fig. 3에 나타낸 

바와 후 오존-GAC처리공정은 2,671,735×10
6
원, 

‧후오존-GAC처리공정은 3,463,741×10
6
원, 활성탄

처리공정은 705,390×106원, 오존공정은 334,773×106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나) ton당 평균 추가 시설투자비

  추가 도입되는 고도처리시설별 ton당 추가 시설

투자비는 Table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후 오존-G

AC처리공정은 231,139원, 후 오존-GAC처리공정

은 299,657원, 활성탄처리공정은 61,025원, 오존처

리공정은 28,962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추가 유지 리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추가 도입하여 운 하는데 

소요되는 유지 리비는 Table 9와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활성탄처리공정은 92,909×10
6
원/year, 오

존처리공정은 25,126×106원/year, 오존-활성탄처

리공정은 118,035×10
6
원/year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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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설용량

(㎥/day)

후 오존-

GAC처리공정

후-GAC

오존처리공정
활성탄처리공정 오존처리공정

시설투자비(10
6
원) 11,749,000 2,671,735 3,463,741 705,390 334,773

ton당 비용(원/ton) 11,749,000 231,139 299,657 61,025 28,962 

Table 8. Initial cost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purification facilities due to eutrophication

구분

평균

처리량

활성탄

처리공정

오존

처리공정

오존-활성탄

처리공정

활성탄

처리공정

오존

처리공정

오존-활성탄

처리공정

(㎥/day) (106원/year) (106원/year) (106원/year) (원/ton) (원/ton) (원/ton)

유지 리비 6,738,455 92,909 25,126 118,035 50 14 64

Table 9. Additional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purification 

facilities due to eutrophication

Fig. 4.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water purification 

facilities due to eutrophication 

Fig. 3. Initial cost by process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water purification facilities 

due to eutrophication

(라) ton당 평균 추가 유지 리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추가 도입하여 운 하는데 

소요되는 ton당 유지 리비는 Table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활성탄처리공정은 50원/ton, 오존처리공

정은 14원/ton, 오존-활성탄공정은 64원/year이 소

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3 T-P기  강화에 따른 비용효과분석

  공공하수처리시설의 T-P기  강화에 따라 방류

수의 T-P를 제거시키기 하여 소요되는 추가 비

용과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비용에 

하여 비용효과 분석을 실시하 다.

  비용효과분석을 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T-P 제거를 해 추가 도입되는 응집침 법과 응

집여과법에 한 추가 시설투자비와 추가 유지

리비를 산출하 고, 안 한 상수원을 확보하기 

한 고도정수처리시설  활성탄처리공정, 오존처리

공정, ․후 오존-활성탄처리공정에 한 추가 시

설투자비와 추가 유지 리비를 산출하여 비교 분

석하 다.  

  T-P 제거를 해 응집침 법을 도입하 을 때 

ton당 추가 처리비용은 Table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후 오존-활성탄처리공정은 5.15배(241,447

원), 후 오존-활성탄처리공정은 3.07배(172,929원), 

활성탄처리공정은 1.05배(2,815원)로 추가 시설투자

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어 응집침

법이 고도정수처리시설보다 비용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응집여과법이 도입되었을 때 추

가 시설투자비의 ton당 처리비용은 Table 10에 나

타낸 바와 같이 고도정수처리시설  후 오존-

활성탄처리공정은 2.38배(173,657원), 후 오존-활성

탄처리공정은 1.83배(105,139원)로 T-P 처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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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정 공정별 시설투자비(원/ton)
비용효과분석

비율
1)

액(원)
2)

T-P 처리시설 응집침 공정 58,210 1.00 0

고도정수

처리시설

후 오존-활성탄공정 231,139 3.97 172,929

․후 오존-활성탄공정 299,657 5.15 241,447

활성탄공정 61,025 1.05 2,815

T-P 처리시설 응집여과공정 126,000 1.00 0

고도정수

처리시설

후 오존-활성탄공정 231,139 1.83 105,139

․후 오존-활성탄공정 299,657 2.38 173,657

활성탄공정 61,025 0.48 -64,975

Table 10. Cost-effectiveness analysis by process with respect to the initial cost

구분 유지 리비(원/m
3
)

비용효과분석

비율
1)

액(원)
2)

T-P 처리시설 161 1.00 0

고도정수처리

시설

활성탄처리공정 50 0.31 -111

오존처리공정 14 0.08 -147

Table 11. Cost-effectiveness analysis by process with respect to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

주1. 비율은 각각의 고도정수처리시설별 추가시설투자비를 T-P제거공법의 추가 시설투자비로 나눈 비율임.
주2. 금액은 각각의 고도정수처리시설별 추가시설투자비에서 T-P제거공법의 추가 시설투자비를 뺀 금액임.

설인 응집여과법이,  활성탄처리공정은 0 .48배 

(-64,975원)로 고도정수처리시설  활성탄처리공

정이 더 비용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T-P 

처리시설(응집침 법, 응집여과법)과 고도정수처리

시설(활성탄처리공정, 오존처리공정)의 추가 유지

리비에 한 비용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연구 상 수계의 방류수의 

T-P기  강화에 따른 T-P 처리시설의 ton당 추가 

유지 리비는 161원으로 나타났고, 고도정수처리시

설인 활성탄처리공정은 50원, 오존처리공정은 14 

원으로 T-P 처리시설의 유지 리비가 더 높게 나

타났다. 이는 하수의 수질특성상 응집에 소요되는 

약품사용량이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비하여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로 안 한 팔당상수원 확보  

강화되는 방류수 T-P을 수하기 한 T-P 처리

시설이 도입되는 안과 재 시행 인 방류수 

T-P기 을 유지하게 되면 팔당호의 부 양화로 

인하여 냄새․맛 유발물질을 제거하기 하여 고

도정수처리시설을 추가․도입하는 안에 하여 

비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T-P 제거를 한 응집침

법을 도입할 경우 추가 시설투자비 부문에서는 

방류수 수질기  강화에 따른 T-P 처리시설을 도

입하는 안이 비용효과분석에서 고도정수처리시

설 도입보다 더 효과 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응집

여과법을 도입시 시설투자비부문에서 고도정수처

리시설  활성탄처리공정이 더 효과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T-P기  강화에 따라 추가

도입되는 T-P 처리시설에 한 효과분석을 고도

정수처리시설에 한정 으로 비교 검토하 으나, 실

제로 상수원의 T-P농도가 개선됨에 따른 효과는

여가용수, 환경개선용수, 수자원의 생태계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가치를 제공함으로 T-P 처리시설

도입에 따른 기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 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T-P기  

강화에 따른 비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55개소  T-P 처리시설을 

하여 추가 시설투자가 필요한 공공하수처리시설 

17개소에 한 공정별 ton당 시설투자비는 약품설

비만 투자할 경우에는 6,000원/ton, 약품+여과설비

로 투자할 경우 120,000원/ton의 시설투자비가, 약

품침 법의 경우 ton당 58,210원/ton의 시설투자비

가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으며, 연구 상 유역

의 공공하수처리시설 55개소  방류수 수질기

을 수하기 하여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43개소

에 한 ton당 소요되는 평균 유지 리비는 160.7

원/ton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2) 고도정수처리시설별 ton당 추가 시설투자비를 

분석한 결과 후․오존-GAC처리공정은 231,139원/t

on, ․후 오존-GAC처리공정은 299,657원/ton, 

활성탄처리공정은 61,025 원/ton을 나타냈고, 처리

공정별 유지 리비는 활성탄처리공정이 50원/ton, 

오존처리공정이 14원/ton, 오존-활성탄처리공정이 

64 원/ton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공공하수처리시설에 T-P 처리시설 도입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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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수처리시설 도입에 한 비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T-P 제거를 한 응집침 법을 도입할 경우 

추가 시설투자비 부문에서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도

입보다 더 효과 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응집여과

법을 도입시 추가 시설투자비 부문에서는 고도정

수처리시설  활성탄처리공정이 더 효과 인 것

으로 분석되었다. 

(4) 방류수 T-P기  강화에 따라 추가 도입되는 

T-P 처리시설에 한 효과분석을 고도정수처리시

설에 한정 으로 비교 검토하 으나, 실제로 상수

원의 T-P농도가 개선됨에 따른 효과는 고도정수

처리 이외에 여가용수, 환경개선용수, 수자원의 생

태계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가치를 제공함으로서 

기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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