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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하수처리수 재이용계획

8.1 총    설

8.1.1 계획의 목적

우리나라의 수자원은 부분 강수를 이용하고 있으나 강수량의 계 편차

가 심해 우기인 7～8월에 체 강수량의 60% 이상이 집 되고 있어 건기에

는 수량부족 상을 겪고 있으며 지역 인 수자원의 편 으로 일부 지역에서

는 용수부족으로 생산활동에 차질을 빗고 있다. 그러나 용수부족 문제의 해

결을 해 필요한 다목 수도시설의 확충은 개발 단가의 상승 지역

주민의 반발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우며 지방자치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이

러한 상은 더욱 심화될 망이다. 한 한강 유역에 시행 정인 오염총량

제가 도입되면 하수처리장의 오염 배출량의 감이 요구될 것이다.최근 환경

부에서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한 다양한 지침 기 을 제시하고

있으며,하수도법내 의무 으로 처리수의 5%를 재이용 하도록 되어있다.

서울시 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는 처리수는 1일 약 400만㎥/일에 달하며

이를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에 한 재이용을 극 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8.1.2 계획의 개요

체 처리수의 5%이상 재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 으며,물재생 센터별 계획

재이용량은 다음과 같다.

(단 :㎥/일)

구  분 계 중  랑 난지 탄  천 서남

하수처리량(일평균) 4,272,000 1,360,000 733,000 743,000 1,436,000

처리수 재이용량 410,111 280,070 25,860 50,546 53,635

장내
용수

잡용수 91,075 20,000 19,800 17,680 33,595

기타 92,066 53,570 6,060 32,396
40

연못 이용수

장 외 용 수 226,970

200,000
하천유지용수

3,000도로 청소수
3,500계류시설

-
470

조경용수
20,000

( 수도 이용)

하수처리량 비 (%) 9.6% 20.6% 3.5% 6.8% 3.7%

주) 회 시설 화 사업시 화 시설용량의 5%에 해 재이용 계획 수립,하수도 과학 재이용수 5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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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재이용 현황 조사

8.2.1 전국 현황

‘06년말 재 년간 약 61억톤의 하수처리수 약 7.0%인 4.2억톤을 재이용하

고 있으며 재이용률은 차 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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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1> 전국 하수처리 및 재이용 실적 

<표 8.2.1> ’06년 전국 하수처리수 재이용량 (환경부, 2006)(천㎥/년, %)

지 역 하수처리량(A) 처리수재이용량(B) 재이용률(B/A×100)
합 계 6,062,105 421,833 7.00%
서 울 1,641,607 28,033 1.70%
부  산 442,815 24,957 5.60%

  구 419,089 67,621 16.10%
인  천 219,220 44,964 20.50%
주 213,524 6,925 3.20%

  209,703 3,747 1.80%
울  산 137,195 6,016 4.40%
경기도 1,345,594 92,931 6.90%
강원도 134,427 9,194 6.80%
충  북 118,147 5,681 4.80%
충  남 154,933 75,840 49.00%

  북 233,127 11,475 4.90%
  남 151,329 7,956 5.30%
경  북 310,611 17,873 5.80%
경  남 290,545 18,278 6.30%
제주도 40,239 342 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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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서울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가. 4개 물재생센터 재이용 현황

재 서울시의 하수처리수 재이용 황은 과도한 시설투자비 운 비,재이

용수의 제한 사용 등의 이유로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한,처리

장이 도시외곽에 존재하여 수요처가 제한 이므로 랑처리장에서 일부만 장내

용수로 사용하고 다른 처리장에서는 장내용수만으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고

있다.

나. 중랑 물재생센터 처리수 재이용 현황

1)재이용 시설개요

<표 8.2.3> 중랑물재생센터 처리수 재이용 처리시설 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유 량 100,000㎥/일

처리방식 고도처리(A2O)→ 여과 ⇒ 오존소독 → 펌 로

사업비 69.2억원 (추가시설 2.2억원 포함)

시설내용

-오존소독시설 :오존발생기,액체산소탱크,배오존처

리기 등

-펌 시설 :펌 400마력 ×4 (양정 55m,1 비)

-청계천 유지용수 류조 :2,400㎥/일

※ 평상시 도로청소용수 등으로 재이용을 한 추가

시설

-공 펌 ,연결 로 L=440m, 수탑 1개소

2)재이용 용도 수량

가)재이용방법

○ 비상시 :청계천 유지용수로 공

○ 평상시 :도로청소용수,구내 잡용수,군자역 지하철 차량기지 세척수로

이용

나)재이용량 :총 23,8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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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4> 중랑 물재생센터 하수처리수 재이용 실적(2007)

구  분 계 중 랑

하수처리량 4,571,633 1,427,672

처리수재이용량 115,805 23,809

장내

용수

소 계 115,628 23,677

세척수 34,125 4,173

냉각수 28,974 9,553

청소수 4,477 3,543

희석용수 2,019 1,249

기타 46,033 5,159

장외

용수

소 계 177 132

하천유지용수 22 22

기타 155 110

하수처리량 비(%) 2.5 1.7

※ 동차 세척수는 ‘07.12월부터 사용 정(공사발주 )

자료) 랑하수처리장

3)공 수질

<표 8.2.5> 중랑 물재생센터 처리수 재이용 처리시설 목표수질

(단 :㎎/L,MPN/100ml)

구   분 BOD SS T-N T-P 대장균군수 비   고

2차처리 20이하 20이하 60이하 8이하 3,000이하

고도처리 10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이하 ‘08.1.1시행

공 계획
수질

3이하 3이하 10이하 1이하 1,000이하

처리수질 1.5 1.0 6.057 0.515 120 8.23일 측정

자료) 랑하수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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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난지 물재생센터 처리수 재이용 현황

<표 8.2.9> 난지물재생센터 처리수 재이용 실적(2007년)

구  분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 난 지

하수처리량 4,571,633 724,388

처리수재이용량 115,805 17,770

장내

용수

소 계 115,628 17,770

세척수 34,125 10,759

냉각수 28,974 -

청소수 4,477 934

희석용수 2,019 -

기타 46,033 6,077

장외

용수

소 계 177 -

하천유지용수 22 -

기타 155 -

하수처리량 비(%) 2.5 2.5

다. 탄천 물재생센터 처리수 재이용 현황

1)처리시설 잡용수

<표 8.2.6> 탄천물재생센터 처리수 재이용 실적(2006년)

구   　분 재이용량 비　고

사여과수

세척수
2.0㎥/분×60분×24h×1

2.0㎥/분×60분×8h×1

2,880㎥/일

960㎥/일

3,840㎥/일×365

=1,401,600㎥/년
세척수

냉각수 4.0㎥/분×60분×12h×1 2,880㎥/일
2,880㎥/일×365

=1,051,200㎥/년
냉각수

축 수 0.24㎥/분×60분×4h×1 346㎥/일

19,066㎥/일×365

=6,959,090㎥/년
기타

２차

처리수

소포수
＃1

4.5㎥/분×60분×24h×2

0.5㎥/분×60분×24h×3

12,960㎥/일

2,160㎥/일

＃2 3㎥/분×60분×10hr×2 3,600㎥/일

희석수

8월

9월

10월

11월

12월

60,051㎥/월

128,398㎥/월

110,743㎥/월

44,360㎥/월

42,164㎥/일

385,716㎥/년 희석용수

총 　계 9,797,6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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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처리시설외 재이용

<표 8.2.7>  탄천 물재생센터 처리수 재이용 실적(2007년)
(단 :톤/일)

구  분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 탄천

하수처리량 4,571,633 828,790

처리수재이용량 115,805 46,879

장내

용수

소 계 115,628 46,834

세척수 34,125 922

냉각수 28,974 13,679

청소수 4,477 -

희석용수 2,019 770

기타 46,033 31,463

장외

용수

소 계 177 45

하천유지용수 22 -

기타 155 45

하수처리량 비(%) 2.5 5.7

자료)탄천물재생센터

라. 서남 물재생센터 처리수 재이용 현황

<표 8.2.8> 서남 물재생센터 처리수 재이용 실적(2007년)
(단 :톤/일)

구  분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 서 남

하수처리량 4,571,633 1,590,783

처리수재이용량 115,805 27,347

장내

용수

소 계 115,628 27,347

세척수 34,125 18,271

냉각수 28,974 5,742

청소수 4,477 -

희석용수 2,019 -

기타 46,033 3,334

장외

용수

소 계 177 -

하천유지용수 22 -

기타 155 -

하수처리량 비(%) 2.5 1.7

자료)서남물재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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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중수도 이용현황

서울시의 수도 시설은 4개 처리구역에 52개소로 사용용량은 약 7,389㎥/일

정도로 주용도는 화장실 용수,청소용수,조경용수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표 8.2.10>  서울시 중수도 사용 실적

건축물명 주    소
연면적
(㎡)

처리용량
(㎥/일)

중수도
이용수량
(㎥/일)

용  도

계(52개소) 　 4,697,719 17,484 7,389

흥국생명보험 종로구신문로1가-226번지 72,054 250 210 화장실용수

백화 강동구천호동455-8 74,081 600 600 －

뉴존빌딩 구신당동251번지 45,436 200 － －

신동아화재 구태평로2가28-1 49,922 250 250 －

SK텔 콤(주)
구을지로2가36-1외

35필지
91,688 100 10 －

(주)우건설
구남 문로5가

631번지외49필지
－ 100 100 －

국립 앙박물 용산구용산동6가168-6 - 64 40 -

성동종합

행정마을
성동구행당동168-161 54,445 30 30 화장실용수

테크노마트 진구구의동546-4 78,000 1,300 600
화장실,

청소용수

백화 성북구길음3동509-2 88,702 50 50 화장실용수

롯데백화

미아
강북구도 로60 73,166 300 60 화장실용수

세 란스병원 서 문구신 동산9-1 － 900 300 －

고려아카데미텔 마포구아 동437-3 29,307 90 70 화장실용수

마포트라펠리스 마포구도화동39-1외8 15,600 100 － －

첨단IT콤 스
마포구상암동

DMC구역내C-5블럭
152,569 250 250 화장실용수

목동타워41 양천구목1동917-9 101,346 200 100 화장실용수

(주)KT

IT정보센타
양천구목1동924번지 90,209 90 30 화장실용수

(주)한무쇼핑센타

- 백화
양천구목1동916번지 161,951 1,130 300

화장실용수,

조경수,

청소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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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건축물명 주    소
연면적
(㎡)

처리용량
(㎥/일)

중수도
이용수량
(㎥/일)

용  도

에스비에스

(SBS)
양천구목1동920번지 62,661 600 100

화장실용수

조경수

청소용수

한항공(주) 강서구공항동360-1 128,317 400 110 화장실용수

신도림포스빌 구로구구로동26번지 63,985 200 － 화장실용수

신도림복합빌딩 구로구신도림동337번지 187,697 160 － 화장실용수

라임빌딩 구로구구로동3-25외31 283,043 740 － 화장실용수

시흥유통상가 천구시흥3동984번지 151,891 500 330 화장실용수

리버타워빌딩 등포구여의도61-5 74,625 120 － －

한국산업은행 등포구여의도동16-3 99,839 100 62 －

융감독원 등포구여의도동27 65,817 150 50 －

KT여의도지 등포구여의도동28-2 － 100 － －

롯데백화

악
악구신 방동 18,150 100 70 －

스포타임 서 구양재동24번지 30,755 60 60

화장실

조경

청소용수

서울고속터미 서 구반포동19-4 86,973 450 － －

센트럴시티 서 구반포동19-4 267,224 900 370 화장실용수

농수산물유통센타

(H센타)
서 구양재동232번지 17,634 250 50 －

서 동

아크로비스타
서 구서 동1685 78,174 150 － －

서 동SR

주상복합
서 구서 동1542-6 43,248 250 － －

(주) 자동차

빌딩
서 구양재동231번지 124,909 90 90

화장실

조경용수

삼성생명(주) 서 구서 동1321-1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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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건축물명 주    소
연면적
(㎡)

처리용량
(㎥/일)

중수도
이용수량
(㎥/일)

용  도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강남구삼성동159-8 129,011 500 314

화장실

청소소화

조경용수

포스코센타 강남구 치동892 180,973 300 － －

군인공제회 강남구도곡동467-12 83,047 150 80
화장실,

조경용수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강남구삼성동159 109,069 200 200

화장실,

조경용수

LG유통(GS타워) 강남구역삼동679번지 141,151 300 109
화장실,

조경용수

림아트로빌 강남구도곡동467-12 83,077 350 － －

(주)코엑스

기술지원

강남구삼성동159번지

무역센타
－ 1,100 500 －

강남 융센타 강남구역삼동737번지 － 600 － －

한무컨벤션(주)오

크우드호텔
강남구삼성동159번지 9,026 40 8 화장실용수

동부 융센타 강남구 치동891-10 57,021 200 40 화장실용수

라마다르네상스

호텔
강남구역삼동676 72,205 300 － －

LIG손해보험(주) 강남구역삼동649-11 26,490 70 26 화장실용수

한신인터밸리24
강남구역삼동

707-34외11
80,337 100 － 화장실용수

롯데월드(잠실) 송 구잠실동40-1 581,645 1,850 1,820 －

롯데호텔(본 ) 구소공동1번지 181,249 100 － －

자료)2007상수도 통계,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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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국내외 사례

가. 국내

1)하수 고도처리수의 하천유지용수 활용( 구 신천)

○ 개요 :하수처리수를 하천유지용수로 활용

○ 용량 :100천㎥/일의 처리수를 다시 속모래여과하여 신천 상동교까지 압송

<그림 8.2.2> 신천 하천 유지용수 공급전(좌), 후(우)

2)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 이용(천안하수처리장)

○ 공 년도 :1995년~

○ 상농가 :347가구(180ha)

○ 공 지역 :천안시 용곡동,신방동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일원

○ 사 업 비 :350백만원

○ 농업용수 공 량 :1,343천㎥/년

○ 공 시기 :3월 ~8월

○ 운 비( 기요 ):3,340천원/년

3)하수처리수의 하천유지용수 이용(부천하수처리장)

○ 사업기간 :2001년 ～ 2004년

○ 사 업 비 :20,809백만원

○ 용공법 :입상황생물막여과 +UV소독

○ 시설용량 45,000㎥/년,송수 로 L=8.69㎞,D=700～600㎜



8-11

4)하수처리수의 하천유지용수 이용(안양 석수하수처리장)

○ 규 모 :2단계처리장 300천톤/일 37.5천톤/일에 하여 재이용

○ 고도처리시설,사여과시설,송수가압장

○ 송수 로 :13km(안양천 9km,학의천 4km)

○ 안양천과 학의천 하천유지용수 공 :안양천 15.5천㎥일,학의천 21천㎥/일,

처리장내용수 1천㎥/일

○ 소요사업비 :10,300백만원

나. 해외사례

1)일본

가)오 아이(落合)하수처리장

○ 4,000㎥/일 화장실 용수(동경도청 등)로 사용,50톤/일은 막여과후 공원내

실개천으로 이송,이송된 처리수는 실개천에서 순환됨

○ 냄새는 생물탈취후 활성탄 탈취 용

○ 실개천 생태공원은 주민들이 신체와 하며 이용하는 시설로 유지용

수 50㎥/일은 모래여과 처리수에 추가로 막분리(마이크로+역삼투막)를

용하고 있음.

나)아리아께(有明)하수처리장(9월 13일 오 )

○ 수도로써 방류량의 1/2을 재생수로 처리하여 주변지역의 공동주택(아

트)에 화장실용수를 공 함

○ 처리수의 재활용 :처리된 물의 일부를 사여과 섬유여과 처리하여 부

도심일부에 화장실 용수,모노 일(유리까모메) 차 세정수,잡용수 등

으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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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계획의 기본 방향

최근 개정된 하수도 시행령에 의하면 처리수의 재이용을 의무화하여 법제화 되

어 체 처리수의 5%를 재이용토록 되어 있다.반면 서울시의 실제 하수처리수

재이용양은 년간 16억㎥ 처리실 비 28백만㎥으로 1.7%에 그치고 있어 처리

장 재이용량을 더욱더 진 시킬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 하수도법 시행령 제17조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 

법 제21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리수를 공업용수·화장실용수·살수용수·세차

용수·청소용수·조경용수 등(이하 "재이용수"라 한다)으로 이용하거나 공 하여

야 하는 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하며,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재이용수로 이용하거나

공 하여야 하는 양은 1일 하수처리량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한다.

한 2007년도 10월에 공공하수도 시설 설치 사업 업무지침에 의하면 개정된

하수도법을 근간으로 한 세부 수행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엄무지침(환경부, 2007. 10) 검토

1)공공하수도 리청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하수처리수 재이용계획을 반 하여

야 하며,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하수처리수 재이용계획을 반드시 반

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① 1일 하수처리용량 5,000㎥/일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일 하수처리량의

5%이상을 재이용수로 이용 는 공 하여야 한다.

② 세척수,청소수 등 장내용수 공공하수처리시설내에 주민친화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의 조경용수는 량 하수처리수로 재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야 한다.

③ 규모 택지개발지역의 청소용수,조경용수,공장 산업단지의 공업용수,

농업용수,도심지내 하천의 건천화 방지를 한 하천 유지용수,수변공원

생태공원의 조경용수 등으로 재이용 범 를 확 하는 방안을 극 강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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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지역이나 물 수요가 많은 지역은 지역순환 역순환 시스템을

도입하여 처리수 재이용율을 선진외국의 주요도시 수 으로 향상.

㉯ 아 트단지나 산업단지 등 신규개발사업 추진을 한 환경 향평가

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시 처리수 재이용계획을 으로 검토할 계획임.

2)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수 재이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우선 으로 재

이용수의 공 생성과 련 법령에 합한 수질기 을 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설계보고서에 지역의 특성을 반 한 재이용계획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① 규모 택지개발,도시 재개발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역의 경우에는

하수처리수를 수세식 화장실용수,소방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책을 수

립․제시하여야 한다.

② 인근지역에 농경지,목 지 등이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하수처

리수를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특히,지역여

건상 갈수기에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재이용이 필

요한 경우에는 재이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인근지역에 산업단지 공장이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하수처

리수를 냉각수,세척수 등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설문조사 등을 통

하여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④ 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운 으로 인근 도심 하천의 건천화를 방

지하기 하여 하수처리수를 하천 유지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제시

하여야 한다.

⑤ 도시지역의 수변공원 생태공원의 조경용수와 도로의 살수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3)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 방안은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국고 추가지원 등 인센티 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공업용수,농업용수로 재이용하기 한 처리시설, 류시설 등은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비에서 지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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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노후화된 시설은 개․

보수 추가시설 설치계획을 설계내역에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3.1 재이용수 권고 수질

가. 중수도의 수질기준

수도법에서 수도의 용도를 수세식변소용수,살수 세차용수 등으로 구분하

고 있다.수세식 변소용수의 경우,비록 기존 수도수질기 에 장균 등의 항

목이 있으나 유기물이 존재하는 하수재이용수(BOD10mg/L이하)를 장기간 사

용하면 비록 약간의 잔류염소가 있더라도 배 망에 생물막(biofilm)의 형성이

명백하여 결과 으로 미생물학 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처리 리기 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특히 재이용수를 수세식 변소에 사용하는 경우,생리구조

상 여성사용자에 한 건강상의 해 등에 한 검토나 연구가 사회인식 상 아

직까지 없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구  분
수세식 

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비    고

장균
군수

불검출/100mL 불검출/100mL 불검출/100mL 불검출/100mL

잔류염소
(결합)

0.2㎎/ℓ이상일 것 0.2㎎/ℓ이상일 것 - 0.2㎎/ℓ이상일 것

외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 것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 것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 것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 것

정량화가 힘든 모호한
지표

탁도
2NTU를 넘지
아니할 것

2NTU를 넘지
아니할 것

2NTU를 넘지
아니할 것

2NTU를 넘지
아니할 것

생물학
산소요구량
(BOD)

10㎎/ℓ를 넘지
아니할 것

10㎎/ℓ를 넘지
아니할 것

10㎎/ℓ를 넘지
아니할 것

10㎎/ℓ를 넘지
아니할 것

수세용수 배 망에
생물막 축 으로

미생물학 오염 우려

냄새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냄새측정의 어려움.
용 시 정량화지표
개발 필요

pH 5.8~8.5 5.8~8.5 5.8~8.5 5.8~8.5

색도
20도를 넘지
아니할 것

- -
20도를 넘지
아니할 것

화학
산소요구량
(CODMn)

20㎎/ℓ를 넘지
아니할 것

20㎎/ℓ를 넘지
아니할 것

20㎎/ℓ를 넘지
아니할 것

20㎎/ℓ를 넘지
아니할 것

BOD와 복.난분해성
분율의 지표가 될 수
있으나 CODMn으로는

의미 없음

비고
하수재이용수

권고 기 과 복.

<표 8.3.1> 중수도의 수질기준(수도법 제3조 관련, 2006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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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하수처리수 재이용관련 수질권고기준(환경부 2005)

재이용 수질기 은 법제화된 것이 없으며 다만 환경부의 권고기 이 있다.방

류수 기 은 기타지역에서 BOD,SS가 각각 20mg/L이며 TN은 60mg/L로

상당히 높게 되어 있다.수도법의 수도 기 을 보면 BOD는 10mg/L이며

SS 신 탁도로 규정하고 있으며,질소와 인에 한 기 은 설정되어 있지 않

다.따라서 방류수 수질기 이나 수도 수질기 으로는 재이용 수질의 기 으

로 삼기에는 부 하다.이에 환경부에서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해 용도별

로 별도의 권고기 을 마련하고 있다.용도별로는 청소용수,조경용수,유지용

수,친수용수,농업용수 공업용수의 6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질기 을 정

해 놓고 있다.

<표 8.3.2> 중수도의 수질기준(수도법 제3조 관련, 2006년개정) 

(단 :mg/L)

항  목 BOD SS TN TP 미량물질 등 비   교

방류수

특별지역 ≤10 ≤10 ≤20 ≤2 - N제거정도 낮음

기타지역 ≤20 ≤20 ≤60 ≤8 - N제거정도 낮음

수도 기 ≤10 ≤2NTU 없음 없음 잔류(결합)염소, 장균 N기 없음 

재이용 권고기 ≤10 ≤10 ≤10 ≤1 속류,총 장균군 용도별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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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3.3> 국내 하수처리수 재이용관련 수질권고기준(환경부 2005)

수질항목 청소용수1) 조경용수2) 유지용수3) 친수용수4) 농업용수5) 공업용수6)

pH 5.8～8.5 5.8～8.5 5.8～8.5 5.8～8.5 6.0～8.5 6.5～8.5

SS(㎎/L) 6이하 10이하

BOD(㎎/L) 10이하 10이하 10이하 3이하 8이하 6이하

COD(㎎/L) 20이하 20이하

DO(㎎/L) 2이상 2이상 2이상

탁도(NTU) 2이하 2이하 10이하

잔류염소(㎎/L)
7)

0.2이상 -

냄새 불쾌하지않음 불쾌하지않음 불쾌하지않음불쾌하지않음

색도(도) 20이하 20이하 40이하 10이하

외 불쾌하지않음 불쾌하지않음

Cl
-
(㎎/L) 250이하 250이하

T-N(㎎/L)
8)

10이하 10이하

T-P(㎎/L)
8)

1이하 1이하

Al(㎎/L) 5이하

As(㎎/L) 0.05이하

B-total(㎎/L) 0.75이하

Cd(㎎/L) 0.01이하

Cr
+6
(㎎/L) 0.05이하

Co(㎎/L) 0.05이하

Cu(㎎/L) 0.2이하

Pb(㎎/L) 0.1이하

Li(㎎/L) 2.5이하

Mn(㎎/L) 0.2이하

Hg(㎎/L) 0.001이하

Ni(㎎/L) 0.2이하

Se(㎎/L) 0.02이하

Zn(㎎/L) 2이하

ABS(㎎/L) 1.0 1.0 0.5이하

CN(㎎/L) 불검출

PCB(㎎/L) 불검출

총 장균군수
(개/100mL)

불검출 불검출 1,000이하 불검출 200이하 1,000이하

주 1.청소․세차용수,수세식 화장실 변기 세척용수,도로청소용 살수용수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용

2.연못,가로수,공원 골 코스와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용

3.하천의 건천화에 따른 유지용수 공 하천기능 유지,낚시 ,물놀이 등 크리에이션 활동 가능

4.수 등 인체에 직 가능한 경우에 용

5.논 농사용 개용수로 이용하는 경우에 용.밭농사,화훼용수 등은 수요처와 별도 의하여 결정

6.산업용 냉각용수로 이용하는 경우에 용.다회 순환 냉각수,공정수,보일러용수 등은 수요처와 의 결정

7.염소 소독하는 경우에만 용

8.하수처리장 방류수수질기 과 같이 겨울철(12월～3월)에는 T-N60㎎/L,T-P8㎎/L을 용

※ 재이용 수질권고기 은 하수처리장에서 최종 처리하여 송수하는 수질에 하여 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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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국의 하수처리수 재이용관련 권고수질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에서 방류수에는 2차 처리기 과 NPDES를 용하고 있

으나,재이용의 경우에는 각주별로 개별 으로 기 을 정하고 용도별로 허가하

고 있는데 매우 다양하며 농도의 범 도 큰 편이다.그러나 재이용수의 지하수

충진용이나 식용작물에 직 개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기 을 용하고 있다.

항  목
연방 하수 

2차처리 기준
연방 NPDES

 (처리장 개별규제)
재이용 사례별 농도 

범위
비    고

BOD 30 2차처리 이하 5~70mg/L 17개주/총32개주  

SS 30 상동 5~90mg/L 15개주/총32개주 

T-N - 상동 2~10mg/L 4개주/총32개주 

P - 상동 1mg/L 2개주/총32개주

미량물질 없음 – 용도별 다양

용도별 허가 지하수

충진,식용 농작물 등

은 강한 규제

<표 8.3.4> 미국의 하수 재이용수의 수질범위

다음으로 세계 여러 나라와 미국 몇 개주의 재이용 련 수질기 은 생성에

을 맞추어 장균이나 분변성 장균에 기 규제치를 가지고 있다.그

러나 이 기 은 국가별로 분석기 이나 편차가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생 인 측면의 수질지표( 장균수,기생충알 등)에서도 존재 유무를 포함하여

큰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여타 BOD,TSS등의 항목에서도 매우 편차

가 큰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수질 수치는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이 각 국가나

지역의 수자원 수질 상황과 한 계가 있으며 그 수치는 WHO나 EPA

에서 권고한 포 권고지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목 에 따라 변형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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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지역
분변성 

대장균(CFU
/100ml)

총대장균군
(cfu/100 ml)

기생충알 
(#/L)

BOD5
(ppm)

탁도
(NTU)

TSS
(ppm)

DO
(% Sat)

pH
잔류염소
(ppm)

호주(New

SouthWales)
<1 <2/50 -- >20 <2 -- -- -- --

아리조나 <1 -- -- -- 1 -- -- 4.5-9 --

캘리포니아 -- 2.2 -- -- 2 -- -- -- --

기 로스 50 -- -- 10 -- 10 -- -- --

ECbathing

water

100(g) 500(g)
-- --

2(g)
-- 80-120 6-9 --

2,000(m) 10,000(m) 1(m)

랑스 <1,000 -- <1 -- -- -- -- -- --

로리다(m)
샘 75%

25
-- -- 20 -- 5 -- -- 1

독일(g) 100(g) 500(g) -- 20(g) 1-2(m) 30 80-120 6-9 --

일본(m) 10 10 -- 10 5 -- -- 6-9 --

이스라엘 --
2.2(50%)

12(80%)
-- 15 -- 15 0.5 -- 0.5

이탈리아 -- -- -- -- -- -- -- -- --

쿠웨이트

날 것으로

먹지 않는

수확물
--

10,000 -- 10

--

10

-- --

1

쿠웨이트

날 것으로

먹지 않는

수확물

100 -- 10 10 1

오만

11A
<200

--

-- 15

--

15 -- 6-9

--
오만

11B
<1000 -- 20 30 -- 6-9

남아 리카 0(g) -- -- -- -- -- -- -- 1

스페인 -- 2.2 -- 10 2 3 -- 6.5-8.4 --

텍사스(m) 75(m) -- -- 5 3 -- -- -- --

튀니지 -- -- <1 30 30 7 6.5-8.5 --

UAE -- <100 -- <10 -- <10 -- -- --

국

Bathing

Water

Criteria

100(g) 500(g)

-- --

2(g)

-- 80-120 6-9 1
2000(m) 10000(m) 1(m)

USEPA(g)

샘 14개

,90%가

0

-- -- 10 2 -- -- 6-9 1

WHO

(잔디 개)

100(g)
-- -- -- -- -- -- -- --

2000(m)

<표 8.3.5> 물 재이용지역의 주요 수질항목별  가이드라인과 규제기준(USEPA)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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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수질기준 마련시 고려사항

용도구분은 기존 수도와 재이용 권고기 에 의거하여 크게 청소용수,농업

용수,조경용수,유지용수,친수용수,공업용수,지하수 충진 음용수 보충

등으로 구분하 으나 환경 생태계에 한 향,인체 여부 등에 따라 더

욱 세 하게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용도별 구분 고    려    사    항

청소용수

수세식변소용수

인체의 이 가능하고 배 에 생물막 형성이 염려되므로 기

존 수도의 수질기 에서 유기물 항목(BOD,COD), 장균

냄새 ․ 색도 등에 엄격한 기 도입

살수․세차용수
수세식 변소용수에 해 상 으로 낮은 기 용,심미 요

인 고려

농업용수

식용작물

인체에 간 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든 항목에 엄

격한 기 용,특히 속 미량 유해물질에 해서도

고려,염도 고려

비식용작물

국내외에서 하수재이용 시 가장 많이 용하고 있으며,기존

농업용수에 간 개하는 형태로 사용하여왔으므로 식용작물

에 비해 상 으로 낮은 기 용,염도 고려

조경용수

공공시설물의

조경용도

심미 요인을 고려하여 냄새,색도 고려, 생성을 고려하여

장균 등 기 마련,

근성이 낮은

녹지의 조경
고도의 수질이 요구되지 않음.

유지용수
오염총량제와 연 하여 목표수질 달성하기 한 재이용수 수

질기 설정, 는 목 하천의 재수질을 고려하여 설정

친수용수

인체 용수
인체의 을 고려하여 수 용수 수 는 음용수 수 으로

고려

인체비 용수

상 으로 낮은 수질을 요구하나 부 양화 등을 고려하여

양염류 기 마련,

습지의 경우,질소,인 등 양염류와 유해물질 등의 처리수

이 높아야 함.

공업용수 원칙 으로 사용자(공장)의 필요성과 요구에 따라 결정됨

지하수 충진
오염물질이 지하수원에 축 될 수 있으므로 엄격한 기 마련

필요

음용수 보충
간 음용수자원으로 활용되나 음용수 수 의 기 필요하

며 엄격한 기 필요

<표 8.3.6> 용도별 수질기준 마련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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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재이용수 이용상의 문제점

○ 수자원 책과 수도의 이용 가능성

-물수 분균형이 산되는 지역에서는 수 이용을 포함하는 수원확보

가 불가피한 실정이다.그러나 비교 물수 이 박하지 않는 지역에

처리비용이 비싼 수도를 보 할 필요성은 그다지 시 하지는 않다.

○ 기술상의 문제

- 수의 용도별 합 처리기술의 개발

-부식,슬라임 등의 장애요인 해결

-상수도와 수도의 오 합 방지 책

- 수도 배 의 상수도,하수도 가스공 등의 배 과의 구분 등

○ 생상의 문제

-물사용 단계에서의 오음,오사용 방지

-세균,바이러스 등의 병원성 미생물의 효과 인 제거

-냉각탑이나 처리공정 등에서 발생되는 휘발물질의 비산에 따른 나쁜 향

-색도 냄새 등에 의해 심미 거부감 발생

○ 비용의 문제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한 시설 설치 운 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수

도 사용 감 등에 의한 편익보다 높아 경제 손해 발생으로 재이용수

사용을 회피

∙ 비용 : 기 설치비용(공 로),유지 리 운 비 등

∙ 편익 :상수도 요 물이용부담 등 감비용

※ 재이용 공 로를 신설함에 따라 사업비 증가 민원우려

○ 수요처 확보의 문제

-하수처리장이 도심 외곽지역에 치하여 인근에서 수요처를 확보할 수

없어 장외 재이용율이 낮은 실정 :장내용수는 70.8%로 세척수ㆍ냉각수

등으로 사용,장외용수는 29.2%이며 주로 하천유지용수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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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하수처리수 재이용 계획

8.4.1 장내 용수 계획 

가. 개요

서울시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은 부분 장내용수로 이용되고 있다.

장내용수라 하면 일반 으로 소포수나,세척수,냉각수 등 처리장 운 용수와

연못이나 녹지 살포를 한 조경용수로 한정될수 있다.

최근 사회 인식 변화로 인해 하수처리장에 한 공간활용에 한 심이 증가

되고 있다.

서울시의 4개 물재생센터는 골 장을 포함한 체육공원이나 생태공원 조성에

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이로인한 추가 인 처리수 재이용의 수요가 상된다.

서울시 물재생센터의 공간 이용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8.4.1> 용도별 수질기준 마련 시 고려사항

물재생센터명 주요공간 활용계획 면적(㎡)

랑 가로생태공원,체육공원,물재생 체험 공원 38,980

탄천 체육공원,자연학습공원,민자시설 115,597

서남 체육문화공원,집약화 계획수립 부지(공원조성) 268,530

난지 피칭연습장,간이골 장(6홀) 269,451

나. 중랑물재생센터

○ 기존 체육시설 등 토지이용 황을 반 한 체육공원 조성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임

○ 개발가용지 근성이 용이한 고자동차 매매센터 인 부지에 가로공원 조

성과 조성후 효과를 극 화할 수 있는 남측 나 지를 활용한 생태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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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4.2> 중랑 물재생센터 토지이용 계획표

구  분 면적(㎡) 도입시설 비  고

가로공원 13,090
• 산책로,휴계시설,벽천,생태습지,맨발체험장

• 배드민턴장,족구장 등

체육공원 13,510
• 축구장,농구장,테니스장,배드민턴장,인라인

트랙 등

생태공원 12,740 • 반딧불이 생육장,생태습지,생태숲 등

소 계 38,980

다. 난지물재생센터 

•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며 향후 민간에서 수익성과 지역주민의 편의 등을 고려

하여 세부시설을 제안,조성토록 함

• 활용가능 부지의 여건 상 크게 3개의 공간으로 구분됨

• 근성 시설이용성 등을 고려하여 클럽하우스를 앙에 도입하고 그 주

변으로 타석 연습장,피칭연습장 퍼블릭 6홀을 연계할 수 있도록 공간을

계획

<표 8.4.5> 토지이용 계획표

구  분 면적(㎡) 도입시설 비 고

피칭연습장

(Par-3,9홀)
24,100

•Par-3골 코스,9홀 /생태연못 휴게시

설 등
제안

간이골 장(6홀) 245,351

•퍼 릭 코스 6홀 /클럽하우스,골 연습장

(타석)

•생태연못 생태계류,휴게시설 등

제안

계 269,451

라. 탄천 물재생센터

○ 체육활동 기능과 문화휴양기능의 유기 인 공간배치로 이용객들의 다양한

체육 문화 활동을 충족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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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공간별 효율 인 연계 순환이용체계가 가능한 진출입 동선계획 수립

○ 민자시설과 공공시설의 원활한 연계이용이 가능토록 사업추진계획 수립

○ 민자시설은 향후 민간에서 수익성과 지역주민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제안

<표 8.4.3> 탄천 물재생센터 토지이용 계획표

구   분 면적(㎡) 도입시설 비  고

체육문화공원 49,500
• 다목 문화 장,향기원,벽천,산책로

• 축구장,배드민턴장,게이트볼장 등

자연학습공원 27,060 • 주차장,산책로,주민운동시설 등

민자시설 39,037 - 제안

소계 115,597

마. 서남 물재생센터

○ 시설지별로 이용객의 특성과 주변지역에서의 근성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

계획 수립

○ 공공시설과 시설 집약화 계획부지의 특성에 따라 토지이용 구분하며 시행

○ 복개 활용지역과 유휴지 활용지역에 따라 부지형태 황을 최 한 살릴

수 있는 공간 배치 계획

<표 8.4.4> 서남 물재생센터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적 (㎡) 도입시설 비   고

체육문화공원
73,070

•축구장,테니스장,X-게임장,하키 용구장

• 화원,생태연못 등
복개공원

10,680•주차장 유휴지활용지역

시설 집약화

계획수립 부지

51,000•제1처리장 동축

133,780•제2처리장

소계 268,530



8-24

8.4.2 장외 처리수 재이용 수요처 검토

장외에서 사용되는 처리수 재이용 실 은 랑물재생센터의 도로 청소용수,

지하철 차량 세척용수,청계천 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무한 실 이

다. 특히 국내 처리장에서 하천 유지용수로 사용 실 이 높은것에 비해 서

울의 경우 이러한 실 이 조한데 그 원인은 건천화된 하천 하류가 상시 하

천수량이 풍부한 한강이나 랑천,안양천에 연결되어 경제 이나 수질 인

측면에서 하천수를 가압하여 건천화된 하천에 공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

이다.

비교 장외 처리수 재이용으로 활용도가 높은 것이 지하철 차량 세척이나

도로 청소용수인데 이를 해서는 행정 인 지원이나 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 하천 유지용수

하천 유지용수는 부 양화 방지를 해 양염류(질소,인)농도가 큰 향을 미

치는데 서울시의 경우 고도처리 3차처리로 한 수질을 확보하지 못하여

하천유지용수로의 재이용 실 이 부진하 다.그러나 서울시는 서울 동북권 지

역주민의 오랜 염원인 동북권 르네상스와 랑천 주운계획의 성공 인 실 을

해 랑천과 지류 소하천에 친수가능한 하천유지유량 공 방안을 계획하 다.

1)배경

❍ 랑천을 심으로한 동북권역의 하천을 친수 가능한 하천으로 환하기

해 깨끗하고 풍부한 물을 안정 으로 공 필요

❍ 랑천 주운계획과 연계하여 수변도시로서 상승효과 거양

❍ 지류 소하천에 물공 을 해 지층 조사결과 취수량 부족으로 안 필요

❍ 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수의 재활용 물 순환도시 인 라 구축 필요

2) 랑천 수계 하천유량 분석

❍ 랑천 본류의 유량은 부분이 의정부 물재생센타에서 방류되는 유량으로

서 친수목 으로 활용은 곤란 (시설용량 :20만㎥/일,수질 :BOD8.2ppm)

-갈수기 유량 :16만㎥/일 (처리장 13만㎥/일,자연유량 3만㎥/일)



8-25

❍ 지류 소하천은 부 건천상태로서 2010년까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시행 임

▸공 유량은 랑천 합류부에서 하상여과방식으로 취수하여 최소 유지유량

을 공 (소하천별 5,000~15,000톤/일,총계획유량 76,000톤/일) 정이나

▸유량부족으로 내부순환방식 용 친수 수질로 부 합

3)하천 친수용수 공 방안

❍ 공 량은 5개 소하천의 계획 유량이 76,000㎥/일 이나 최소 유지수량이므로

소하천과 본류의 충분한 친수유량 주운유지유량 확보차원에서 200,000

㎥/일 공 계획

(공 물량 약 20,000㎥/일 은 장래 동북권 심업무지역에 공 정)

4)재생수 활용 련 환경 인 문제 검토

❍ 제기된 문제

-언론상 :잔류 의약물질 검출 등으로 환경오염 우려

-청계천 용수공 시 :환경호르몬,냄새,거품발생 등의 향을 고려 한강

수 사용 결정

❍ 랑고도처리 방류수 활용에 한 연구 ․ 자문내용

-보건환경연구원(2004~2007년):잔류의약품 19종 조사결과 의약물질을

제외한 부분은 유효하게 제거

-상수도 연구원 :먹는물 수질기 42개항목등 총83개 항목 검사결과 일반

세균등 6개항목 기 과 되었으나 여과 소독처리시 기 이내 처리가능

-시정연 연구 ('06.4):환경호르몬으로 인한 인체 해성은 실제로 문제

가 발생한 경우는 없으며,활성탄 흡착산화 생물막(BAF)여과처리 공

정으로 처리가능

-부산 교수 :의약품 27종 조사결과(2008.4)24개 항목은 검출되지 않았음

※ 3개항목 검출됨( 재 국내 규정기 없음)

- 문가 자문(2회):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방안은 물부족 국가로서

시 에서 한 방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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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국․내외 에서 물재생용수를 이용 하천 유지용수 친수공간으로 극

활용되고 있음

-고도처리 여과(생물막 +활성탄)를 시행할 경우 환경부기 친수용수

기 을 만족하므로 랑천 지천에 재생수를 활용하고자 함

  사업개요

❍ 상하천 : 랑천 본류 수계 우이천 등 5개하천

❍ 공 물량

-기존 디스크필터여과 ＋ 활성탄 여과 +오존소독 :10만㎥/일 (BOD 3㎎/L수 )

-신설 생물막여과 +활성탄 여과 ＋ UV소독 :10만㎥/일 (BOD2~3㎎/L수 )

❍ 공 시설

-송출시설

• 펌 장 압송펌 (H=82m):20만㎥/일

• 로 규격 연장 :D1,400~1,200,1열 17km

-여과시설 :생물막여과시설(BAF)신설 10만㎥/일 (소요면 5천㎡)

활성탄 여과 신설 20만㎥/일 (소요면 5천㎡)

-소독시설 :자외선(UV)소독시설 10만㎥/일

※ 의정부 물재생센타 방류수질을 친수용수로 가능하도록 의정부시에 수

질 개선 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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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호수 유지용수

호수나 연못의 유지용수는 물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부 양화에 더욱더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어 수질의 문제가 요하다.

따라서 서울시내의 주요 호수의 유지용수는 지하수나 계곡수로 충당하고 있으

며 부족시에는 상수원수를 이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정한 수질에 한 확보가 어려워 별도의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

우도 있어,하수처리수를 호수수로 사용하기에는 양염류 농도 감을 한

처리가 선행되어야 될 것이다.

<표 8.4.7> 서울시 주요 호수 및 연못 현황

호소명
면적
(㎡)

담수량
(m³)

바   닥 

수처리 시설

수원
용량

(m³/hr)
공정

용산가족공원연못

보라매공원연못

여의도 지당

여의도 잔디마당

여의도 생태

마루공원연못

천호동공원연못

길동생태공원연못

간데메공원연못

서울 과천 수지

서울 붕어 장

서울 반 도 지

서울 조 수 지

서울 원지동연못

어린이 공원 환경

어린이 공원 생태

악산 낙성

악산 호수공원

남산공원연못

한옥마을 청학지

한옥마을 어지

석 호수

구암공원연못

6,000

9,070

3,532

476

629

70

1,667

4,900

900

179,910

4,050

1,900

23,055

4,609

4,867

900

400

2,486

600

810

120

147,400

5,186

6,000

18,140

3,532

476

629

56

1,000

4,900

1,140

764,690

4,050

540

219,000

8,200

7,300

900

480

1,740

480

650

100

737,000

10,372

토

토사

방수시트+ 토

방수시트+ 토

방수시트+ 토

콘크리트+자갈

방수시트+자갈

토

콘크리트+자갈

토

자갈

토사

토사

토

토

토

콘크리트

콘크리트+자갈

방수시트+자갈

방수시트+ 토

방수시트+자갈

토사 자갈

암반

25

25

43

17

18

42.5

25

①

①+② 

②

②

②

②

①+②

수돗물

지하수

지하수

지하수

지하수

수돗물

수돗물+지하수

지하수

지하수

계곡수

계곡수

계곡수

계곡수

계곡수

지하수

지하수

수돗물

계곡수

수돗물

지하수

지하수

한강

지하수+수돗물

①:응집,침 ,②: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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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량 세척용수

랑 물재생센터에서 군자역 차량 세척용수 공 을 해 별도의 공 시설을 설

치하고 있으며,추후 100㎥/일이 공 되고 있다.

처리수를 재이용하는 취지는 좋지만 재와 같이 상수도 요 이 렴한 상황에

서 차량 세척용수로 처리수를 확 공 하기 해서는 일정 이상의 사용량이

확보되어야 될 것이다.

물재생센터 인근의 지하철 차량기지 황은 다음과 같다.

<표 8.4.8> 처리장 인근 차량기지 현황

물재생센터명 차량기지명 비   고

랑 군자 2007년말부터 공

난지 행신(KTX)

탄천 -

서남 방화

<그림 8.4.1> 처리장 인근 차량기지(좌:군자, 우: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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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도로 청소용수

서울시의 경우 도로청소 차량을 이용한 도로내 물세척을 시행하고 있으나 부

분 지하철 역사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처리수를 도로청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랑물재생센터에서 178㎥/일을

랑구청에 공 하고 있는 외 타 물재생센터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우천시 인한 고농도의 기우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가 시키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도로 노면 청소는 청천시 확 용되어야 될 것이다.

최근 단순한 차량을 이용한 방법보다 진보된 자동청소 시스템인 클린로드 시스

템이 서울시에 시범 도입된바 있다.

도로 청소수에 한 수요 증가가 상되며,하수처리수를 공 토록 극 인

검토가 필요할것으로 단된다.

<그림 8.4.2> 서울시의 클린로드 시스템

특히 뉴타운 등 새로이 도로망을 구성하는 규모 개발계획 등에 극 인 도

입으로 처리수 재이용을 검토토록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으로 처리장과 인 한 뉴타운이나 규모 개발지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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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4.9> 서울시 물재생센터 인근 대규모 개발지역

구  분 개소수 수요지역

규모

개발지

랑 6
ㆍ시범-왕십리 ㆍ2차 농-답십리

ㆍ2차 랑, 화 ㆍ3차 동 문구 이문,휘경

난지 4
ㆍ3차 은평구 수색,증산 ㆍ2차 서 문 가재을

ㆍ상암택지개발지구

탄천 4
ㆍ3차 송 -거여 마천 ㆍ문정택지개발지구

ㆍ장지택지개발지구

서남 3
ㆍ2차 강서구-방화 ㆍ발산택지개발지구

ㆍ마곡택지개발지구

바. 공원 및 골프장 유지용수

서울시에 소재한 골 장은 2개소 있으며 최근 김포공항 인근과 부천시 경계에

36홀 골 장에 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일반 으로 골 장의 물수요량은 단일 수요처로서는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편

(18홀당 1,500㎥/일)로 공 시 상당히 많은 처리수를 공 할수 있을것으로 단

되나,골 장 리자들은 잔디 상태에 조경용수 수질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처리수의 한 수질확보와 공 방법에 한 정성이 건이 될 것

이다.

<표 8.4.10> 서울시내 골프장 및 공원 현황

구  분 개소수 수 요 지 역

골 장 용수 3 ㆍ태릉골 장,남성 퍼블릭 골 장,김포공항 골 장(계획)

공원용수 21

ㆍ월드컵공원,서울 공원,길동자연생태공원,남산공원,여의도 공원,

보라매공원,낙산공원,독립공원,용산공원,천호동공원,어린이 공

원, 등포공원,훈련원공원,간데메공원,샛마을공원,성수공원,매

화공원,응 공원, 마루공원,환구단공원,롯데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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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마곡지구내 재생수 공급

1)추진배경

○ 세계 인 탄소제로화 도시를 건설하려는 마곡지구의 개발 방향과 일맥상

통하는 재생 자원 활용(상수도 0.587㎏CO2/㎥,재생수 0.3㎏CO2/㎥)

○ 서남물재생센터의 고도처리사업 추진으로 방류수질의 상당한 개선(2차처

리 BOD7이하,3차처리 3이하)이 기 되는 바 재이용의 가치가 충분함

○ 수도 시설 설치 의무화(물의 재이용 진 지원에 한 법률-정부입

법,'09.6.2)

▽ (종 )숙박업,공장 등 개별시설물 → (확 ) ․산업단지,택지개

발사업 등 개발사업

○ 앙 정부에서도 탄소-녹색성장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여 극 시행

2)재생수 용도 소요량

○ 시설용량 :20,000(㎥/일)

▽ 설계용량 산정 :산출량 31,834㎥ ⇒ 용 20,000㎥(산출량의 약 63%)

-마곡지구 개발사업이 장기사업(2031년)으로 진행되므로 수요가 진

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일부 상시설은 수도 설치를 기피할

것으로 상.

(단 :㎥/일)

총  계

화장실 세정수
조경
용수

도로
청소주거

용지
상업
용지

업무
용지

공공
시설

연구복합
용지

기타시설
(의료, 
종교)

합계 34,314 2,480 3,326 9,075 1,232 13,907 3,193 1,086 15 

1안 17,927 × ○ ○ ○ × ○ ○ ○

2안 31,834 × ○ ○ ○ ○ ○ ○ ○

3안 34,314 ○ ○ ○ ○ ○ ○ ○ ○

※ 화장실 세정수 :상수 사용량 비 주거 26.4%,상업ㆍ업무ㆍ공공시설 36% 용

조경용수 :녹지면 에 연평균 가뭄 비 개용수량을 곱하여 용수량 산정

도로청소용수 :청소용 살수차 는 Cleanroad조성을 통해 용수량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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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사례 비교

구   분 기준년도 면적(㎡) 계획인구
(인)

수요량
(㎥/일)

시설용량
(㎥/일)

비  고

송도 2020 12,668,000 1,421,200 39,967 13,000

- 총 이용 수요량의 약 

33% 적용

- 시설용량 30,000(㎥/일) 

로 증설 계획중 

마곡지구 2020 3,363,000 417,987 34,314 20,000
- 총 이용 수요량의 약 

58% 적용

-송도지구 시설용량 :가정용,학교용,기타용수 등 약 67%를 최 설계에서 제외

-송도지구의 경우 상수사용 추정량과 빌딩규모별 사용수량에 한 추정량의 평균값에 수형 변기

(약 27% 감효과)를 고려하여 수용량 산정(빌딩규모별 사용수량의 약 50%)

-송도,마곡 토지연면 비 건물연면 :송도 150~200%,마곡 200~420%

3)공 로

○ 마곡지구내 상수도계획 평면도를 기 로 주거용지를 제외한 지역에 재생

수를 공 하는 방안으로 로배치

▽ 상수도 로 설치공사시 재생수 공 로(D75㎜ ~D400㎜)동시 시공

▽ 총 로연장 :약 15,806m

▽ 서남물재생센터를 시 으로한 망해석을 통해 효율 인 수설비 마련

○ 마곡지구 상수도 배 설치시 수도 공 로 동시 시공으로 로 매설

비용 감 상

4)재생수 공정 사업비

○ 재처리 공정 검토

▽ 산출기 :계획시설용량 20,000㎥/일,공 로연장 :15㎞

-1안 :모래여과지 +활성탄여과지 +염소소독

• 사업비:122억원(송도:시설용량 13,000톤/일,사업비:176억,완료시기 2009.5)

• 유지 리비 :9.2억원/년 (126원/톤/일)

-2안 :생물막여과(SBF)+UV +염소소독

• 사업비:118억원(부천시:시설용량45,000톤/일,사업비:208억원,완료시기2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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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리비 :6억원/년 (82원/톤/일)

※ 사업비는 안 비교를 해 2004년이후 년 5%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산정

 

구  분 1안(인천 송도) 2안(부천)

장  점

- 공공용, 국제업무용, 상업용, 도로
청소, 조경용수 등 복합시설에  공
급하는 것으로 설계

- 최신시설(사업기간'06.11~'09.5)
- 품질 우수(냄새, 색도 제거)
- 수질 양호․ BOD(1~3), TP 0.3내외

- 유지관리비 저렴
- 재생수 수질 양호
  ․ 설계 : BOD 6, TP 1, 색도 20
  ․ 현황(평균) : BOD 0.9, TP 0.3

단  점 - 유지관리비 고가

- 도시생활용수 사용 실적 미미

  ㆍ 대부분 시민 강 지용수  
공업용수로 사용

- 상대적으로 시설 낙후
  (사업기간 '01. 3~'04. 7)

검  토  ◉

※ 개략 사업비 산정 공법을 비교코자 하는 것으로 최종 공법은 기본 실시설계에서 검토

5)요 산정

○ 송도 사례

(단 :원/㎥)

구   분 중수공급단가
상수도 사용단가

계 상 수 도 물이용부담금 하 수 도

톤당원가
(원/톤)

464.2 1,204.0 780 130 294.0

※ 자료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 리 사용요 부가 원가산정(인천송도 2005년 기 )

○ 우리시 용(안)

▽ 송도에 비하여 기 투자비용(생산시설비, 로설치비 등)이 게 투입되

어,재생수 공 단가는 450원/㎥ 정도로 상되나,정확한 비용은 기본

실시설계 단계에서 산정.

6)수요자 측면 타당성 평가

○ 비 용

▽ 재생수 요 (안):4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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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 익 :28억원/년

▽ 상수도요 +물이용부담 :840원/㎥(업무용,300㎥ 과 사용)

▽ 연간 비용 감효과 :(840-450)×20,000㎥/일 ×365=2,847백만원

7)공 자 측면 타당성 평가

○ 비 용

▽ 사업비 :약 122억원

-재처리시설(60)+공 로(50)+기본 실시설계(5.5)+감리비(6.5)

▽ 유지 리비 추정 :9.2억/년 (126원/톤/일)

※ 서남물재생센터의 시설 화 사업과 병행추진시 비용 감 가능

○ 편 익 :87억/년

▽ 직 편익( 매수익):450원/톤 ×20,000톤/일 ×365일 =32.85억/년

▽ 간 편익

-상수원 확보 비용 감 :751.8원/톤 ×20,000톤/일 ×365일 =54억

-기후변화 비 탄소 녹색성장 차원의 탄소배출량 감효과 :0.45억/년

-오염부하량 감 효과 :0.33억/년

○ 경제 타당성 분석

▽ 제조건

-공 물량 :최 2,000톤/년 공 후 10년후 최종 20,000톤/년 가정

-할인율 :4.5%,할인기간 :사업완료후 20년까지

▽ 분석결과

-직 편익 순 재가치(NPV):8,991백만원(직․간 편익 고려시 58,498백만원)

-비용편익비(B/CRatio):1.45(간 편익 고려시 3.95)



8-35

8.4.3 처리수 재이용 사업비

처리수 재이용을 한 시설계획에는 랑 물재생센터의 하천유지용수 계획과

서남 물재생센터의 수도 이용계획이 있으며 사업비는 다음과 같이 계획하

다.

<표 7.4.24> 처리수 재이용 사업비

(단 :백만원)

센터별 과 목 합 계 2009년 2010년 2011년 비 고

합계

계 40,200 300 33,900 6,000

설계비 550 300 250 -

시설비 39,000 - 33,350 5,650

감리비 650 - 300 350

랑

계 28,000 - 28,000 -

설계비 - - - -
하천 리과

시행

시설비 28,000 - 28,000 -

감리비 - - - -
하천 리과

시행

서남

계 12,200 300 5,900 6,000

설계비 550 300 250 -
물 리정책과

시행

시설비 11,000 - 5,350 5,650

감리비 650 - 300 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