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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 ․ 처분계획

8.1 기초조사
8.1.1 개 요

하수도에서의 찌꺼기(슬러지)라 함은 정수, 하수, 산업폐수, 분뇨 등의 처리과정에서 물리․화학적으로 분리시
킨 최종부산물로 일반적으로 처리공정에 투입되어 증식된 불용성 고형분인 미생물덩어리로 수분함량이 
95%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이상인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슬러지)는 유기물의 함량이 높아 부패성이 크고 각종 병원균이 존재
하기 때문에 악취를 유발시키고 보건 위생상 유해하며 높은 함수율로 인하여 용적이 크다. 따라서 찌꺼기 
최종 처분시 취급과 운반을 용이하게 하고 부피를 감소시켜 처분비용을 절감하며 유기물을 분해하여 2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찌꺼기를 안정화 시키고 병원균을 사멸시켜 위생상 안전화 하는데 찌꺼기(슬러지) 
처리의 목적이 있다.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방식은 최종처분의 형태, 지역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농축, 소화, 
탈수 및 매립으로 이어지는 단위공정의 합리적인 조합에 의해 결정되어지며, 이때 찌꺼기의 특성 및 처리
효율, 시설규모, 최종처분 방안, 입지조건, 건설비 및 유지관리비, 관리의 난이성, 환경오염 대책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처분기술로 현재까지 실용화된 공정만도 수십 종에 달하며, 최근에는 다양한 찌꺼
기(슬러지) 재이용 기술 개발이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계획에서는 수원시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찌꺼기(슬러지)처리를 위한 다양한 처리․처분방법
을 검토하여 수원시 지역여건에 적합하고 환경오염저감 및 처리비용을 절감시키며 하수찌꺼기의 재활용, 
자원화도 실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8.1.2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처분 현황 및 문제점
가. 하수찌꺼기 발생량 및 처분 현황

수원시는 2012년 기준 총 2개소의 하수처리시설에서 567천톤/일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확보하고 있으나, 실제 하수처리량은 529천톤/일이며 이에 따른 하수찌꺼기량은 
하수발생량의 0.46kg/㎥에 해당되는 연간 88,228톤(일평균 241.7톤/일)정도 발생되고 있다. 
또한 하수찌꺼기를 발생량 대비 100%를 전량 처분하고 있으며, 재활용 83.5%, 소각 6.5%, 
연료화 9.7%, 기타 0.3%로 최종 처분 되고 있다.
한편, 2011년 이후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수원시에서는 기존 2개소 및 신설예정인 황구
지천 하수처리시설의 발생 하수찌꺼기 처리방안이 필요하며 현재는 시설용량 450㎥/일 규모
의 하수슬러지 건조⋅자원화처리시설이 운영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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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처분계
획 수원시 하수찌꺼기 처분현황<표 8.1-1> 

ㅊ

구  분
하수

처리용량
(톤/일)

찌꺼기 발생량 처분량(톤/년)
연평균
(톤/년)

일평균
(톤/일)

단위
발생량
(kg/㎥)

재활용 육상
매립 소각 해양

투기 연료화 기타

2007년 489,709 80,430 220.4 0.45 - - - 80,430 - -
2008년 489,709 69,693 190.9 0.38 - - - 69,693 - -
2009년 496,000 69,693 190.9 0.37 - - - 69,693 - -
2010년 513,908 98,942 271.1 0.53 - 8,634 - 15,923 74,385 -
2011년 512,589 84,319 231.0 0.44 - 21 1,848 20,838 61,612 -
수원 475,449 81,887 224.3 0.47 - - - 20,275 61,612 -

서호1) 37,140 2,432 22.5 0.61 - 21 1,848 563 - -
2012년 529,292 88,228 241.7 0.46 73,671 - 5,722 - 8,595 240
수원 490,259 79,497 217.8 0.44 73,535 - 5,722 - - 240
서호 39,033 8,731 23.9 0.61 136 - - - 8,595 -

자료 : 하수도통계(2008-2013, 환경부)
주1 : 2011년 서호하수처리시설은 9월15일부터 가동. 연가동일 108일로 산정

하수처리시설별 하수찌꺼기 처리현황(2012년)<표 8.1-2> 
ㅊ

구분 시설용량
(톤/일)

찌꺼기
발생량
(톤/년)

처분량(톤/년) 비고재활용 소각 연료화 기타
수    원 520,000 79,497 73,535 5,722 - 240

서  호  천 47,000 8,731 136 - 8,595 -
계 567,000 88,228 73,671 5,722 8,595 240

처리율 (%) 100 83.5 6.5 9.7 0.3
자료 : 하수도통계(2013, 환경부)

나. 하수처리시설별 찌꺼기(슬러지) 처리시설 운영현황
1) 수원 하수처리시설

수원 하수처리시설은 시설용량 520,000㎥/일로서 이중 1처리시설(220,000㎥/일)은 2009년에 고도처리
(TEC-BNR공법)개량공사를 완료하여 운영중이며 2처리시설(300,000㎥/일, 4STAGE-BNR공법)과 함께 
운영중이며 이들 시설에 대한 하수찌꺼기 처리계통 및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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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찌꺼기(슬러지)처리 계통

▪처리계통
-1처리시설

생슬러지 → 산발효조 → 농축조 → 소화조 →
탈 수↑ → 건조

잉여슬러지 원심
농축기 → → 연료화

-2처리시설
초침 슬러지 → 농축조

→ 오니저류조 → 탈  수 → 건조
종침 슬러지 → 원심농축기 → 연료화

▪주요시설
구 분 1처리 2처리
농축조 φ15.0m x He3.0m x 4지 φ12.0m x L30.0m x He3.5m x 24지
소화조 ∅17.0m×H10.0m×8조 미 설 치
탈수기 150kg․DS/m․hr×3.0m×5대, 벨트프레스 120kg․DS/m․hr×3.0m×8대, 벨트프레스

자료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결과 조사표

나) 탈수케익 발생량 원단위
탈수케익 발생량<표 8.1-3>  

ㅊ

구   분 하수처리량(㎥/일) 탈수케익 발생량(톤/일) 발생량 원단위(kg/㎥)
2007년 489,709 220.4 0.45

2008년 489,709 190.9 0.38

2009년 496,000 190.9 0.37

2010년 513,908 271.1 0.53

2011년 512,589 231.0 0.44

2012년 529,292 241.7 0.46

자료 : 하수도통계(2013, 환경부)

2) 서호 하수처리시설
서호하수처리시설은 시설용량 47,000㎥/일로서 하수찌꺼기 처리계통 및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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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처분계
획 가) 찌꺼기(슬러지)처리 계통

하수찌꺼기
(슬러지)발생 → 농 축 → 혼합조 → 탈  수 → 건조연료화, 퇴비화
▪주요시설

구 분 서호하수처리시설
원심 농축기 30㎥/hr 2대
원심 탈수기 20㎥/hr 2대

자료 : 서호하수처리시설 운영결과 조사표(2012),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표(2012)

나) 탈수케익 발생량 원단위
탈수케익 발생량<표 8.1-4>  

ㅊ 구   분 하수처리량(㎥/일) 탈수케익 발생량(톤/일) 발생량 원단위(kg/㎥)
2011년1) 37,140 22.5 0.61
2012년 39,033 23.9 0.61

자료 : 하수도통계연보(2012~2013)
주1 : 2011년 서호하수처리시설은 9월15일부터 가동. 연가동일 108일

4) 수원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운영중)
해양환경관리법(기존 해양오염방지법은 2008.1.20부로 폐지) 및 환경부 슬러지 종합대책 등에 따라 하
수슬러지 해양배출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2011년 이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었다. 따라서 
수원시에서는 해양 배출되고 있는 하수슬러지에 대한 관리 및 최종처분대책으로 육상처리를 위한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2005.5)을 수립하고 건조⋅자원화시설(처리용량 450㎥/일)을 계획, 시공하여 
현재 시설 운영 중에 있으며 주요 시설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시설개요
ㅊ 구   분 시 설 개 요
공 사 명 ㆍ수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목표년도 ㆍ2022년
위    치 ㆍ수원하수처리시설 내
처리형식 ㆍ간접건조방식

시설규모
ㆍ처리용량 : 450톤/일(180톤/일,45톤/일×각2기)
ㆍ가동일수 : 333일/년
ㆍ건조능력(함수율) : 79% → 10%
ㆍ건조슬러지(부산물) 함수율 : 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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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ㅊ

구   분 시 설 개 요

처리대상 
슬러지량
(톤/일)

구   분 함수율 ‘04 ‘06 ‘08 ‘10 ‘12 ‘14 ‘16 ‘18 ‘20 ‘22

수원 
기존

80
96 106 115 123 129 134 138 138 138 138

증설 143 157 171 182 191 196 196 196 196 196
서호천

75
43 45 47 47 47 47 47

황구지천 30 30 30 30 30
원천리천 4 4 4 4 4
소   계 239 262 286 348 366 411 416 416 416 416

인접지자체(오산) 76 29 29 53 53 87 87 87 87 87 87
합   계 79 267 291 339 400 452 497 502 502 502 502

부산물 
처리 ㆍ슬러지 건조기 → 양생기 → 시멘트원료, 토양개량제 등

사업비 ㆍ총 315억원

공사기간 ㆍ2009. 12. 준공
자료 : 1.수원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2005.5)

나) 처리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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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처분계
획 다)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운영현황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운영현황<표 8.1-5>  
ㅊ

구   분 하수찌꺼기 발생량(톤/년) 건조시설 처리량(톤/년) 지자체처리
계 수원1) 서호1) 오산2) 광주2) 소계 수원2) 서호2) 오산2) 광주2) (톤/년)

2010년 108,121 90,308 - 12,682 5,131 92,198 74,385 - 12,682 5,131 15,923

2011년 108,762 82,249 4,174 12,436 9,903 88,125 61,612 4,174 12,436 9,903 20,637

2012년 110,417 79,497 8,595 12,125 10,200 104,455 73,535 8,595 12,125 10,200 5,962

자료 : 1.하수처리시설 운영결과 조사표(2010~2012) 
2.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유입량자료

라)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의 문제점
◦ 수원시의 하수찌꺼기 발생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인접지자체인 오산시와 광주시의 하수

찌꺼기를 협약에 의해 연계처리하고 있다.
◦ 수원시의 하수도 보급률 및 분류식화 지역의 증가로 하수의 유입하수량 및 수질의 증가와 방류

수질 강화에 의한 추가시설의 도입으로 지속적으로 하수찌꺼기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며, 최종 목표연도인 2035년을 기준으로 일평균 약 715.7톤/일(인접지자체 협약처리물량 포
함)의 하수찌꺼기 발생이 예상된다.

◦ 현재 수원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은 가동율 및 처리효율을 100%로 산정하여 처리용량과 시설용량
을 동일하게 보고있으나, 실제 운영시에는 가동율과 처리효율로 인하여 처리용량보다 적은 하
수찌꺼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미처리된 하수찌꺼기는 외부업체를 통해 위탁처리되고 있는 실정
이다.

◦ 따라서, 수원시 발생 하수찌꺼기를 전량 자체처리(100%)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하수찌꺼기 처리
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8.1.3 하수찌꺼기의 발생특성 및 성상
가. 발생특성

하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는 유입하수의 특성, 하수처리 방법, 하수 고형물 농도 
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발생 공정별로 조사⋅분석하여 찌꺼기 처리⋅처분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계획에서는 하수찌꺼기의 일반적인 성상 및 수원시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하
수의 특성 및 성상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하수찌꺼기의 일반적인 성상
국내 하수도 시설기준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하수찌꺼기의 성상별 구성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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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찌꺼기의 성상(미국)<표 8.1-6> 
ㅊ

특  성 1차 찌꺼기 소화된 1차 찌꺼기 잉여 찌꺼기
범위범 위 대 표 치 범 위 대 표 치

총 고형물(TS, %) 2.0~7.0 4 6.0~12.0 10.0 0.83~1.16
휘발성 고형물 
(VS, TS중 %) 60~80 65 30~60 40.0 65.1~79.3
그리스와 지방질

(에테르에 용해성 TS중 %) 6.0~30.0 - 5.0~20.0 - -
단백질(TS중 %) 20~30 25 15~20 18 -
질소(N, TS중 %) 1.5~4.0 2.5 1.6~6.0 3.0 2.4~5.0
인(P2O5, TS중 %) 0.8~2.8 1.6 1.5~4.0 2.5 2.8~11.0

칼륨(K2O, TS중 %) 0~1.0 0.4 0.0~3.0 1.0 -
셀룰로스(TS중 %) 8.0~15.0 10.0 8.0~15.0 10.0 -

철 (황화물 제외, TS중 %) 2.0~4.0 2.5 3.0~8.0 4.0 -
규사(SiO2, TS중 %) 15.0~20.0 - 10.0~20.0 - -

pH 5.0~8.0 6.0 6.5~7.5 7.0 6.5~7.5
알칼리도(mg/L CaCO3) 500~1,500 600 2,500~350 3,000 580~1,100

유기산(mg/L, HAc) 200~2,000 500 100~600 200 1,100~1,700
열량(kcal/kg) 2,800~5,600 4,200 1,500~3,800 2,200 -

자료 : 하수도시설기준(2011, 환경부)

다음 표는 우리나라의 생하수찌꺼기와 잉여하수찌꺼기의 성상을 미국의 현황과 비교한 자료로
서, 대부분의 항목에서는 큰 차이점이 없으나 VS가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특징이 있다.

생하수찌꺼기의 성상<표 8.1-7> 
ㅊ

처리시설 pH 습윤 비중건조 비중 COD/
BOD

BOD/
SS

COD/
SS

TSS
(%)

VSS
(%TSS)

TS
(%)

VS
(%TS)

중랑천(Ⅰ) 5.6 1.01 
~1.02 1.3 ~1.83.4 ~3.7 0.27 

~0.36
0.87 

~1.28 4.2 ~6.0 41~49 4.5 ~6.2 40~41
중랑천(Ⅲ) 6.4 1.006 1.35 4.1 0.3 1.04 2.27 51 2.35 51

탄 천 - 1.01 1.52 3.9 0.18 0.69 2.9 47 - -
난 지 - 1.013 1.61 2.8 0.29 0.72 3.4 37 - -
안양천 - 1.025 1.72 2.35 0.27 0.65 5.84 35 - -
미 국 5~8 1.02 1.4 - 0.5 ~1.11.2 ~1.6 - - 2~7 64~93

자료 : 하수도시설기준(201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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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처분계
획 잉여하수찌꺼기의 성상<표 8.1-8> 

ㅊ

처리시설 pH 습윤 비중건조 비중 COD/
BOD

BOD/
SS

COD/
SS

TSS
(%)

VSS
(%TSS)

TS
(%)

VS
(%TS)

중랑천(Ⅰ) 6.5 1.002 
~1.003

1.21 
~1.26 3.0~3.3 0.26 

~0.38
0.84 

~1.13 1.0 ~1.4 60~62 1.15 
~1.45 54~59

중랑천(Ⅲ) 6.9 1.0008 1.09 2.49 0.33 0.83 0.91 
~0.9 60 0.93 

~0.96 60
중랑천(Ⅲ) 6.3 1.0024 1.21 2.58 0.34 1.14 1.29 56 1.36 56

탄 천 - 1.0015 1.25 2.09 0.58 1.05 0.7 
~0.85 50 - -

미 국 6.5~8 - 1.08 - - 2.17 - - 0.83 
~1.16 61~88

자료 : 하수도시설기준(2011, 환경부)

한편, 하수찌꺼기의 함수율 및 유기물 함량은 하수찌꺼기 처리 및 자원화 공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다. 예를 들어 소각 처리할 때는 유기물 함량에 따른 발열량이 중요인자로 작용하며, 퇴비화에서는 미
생물이 이용 가능한 영양원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다음 표는 지역별로 하수찌꺼기의 일반적인 성상을 분석한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함수율이 높아짐에 따라 유기물의 함량이 증가되며 이에 따라 탈수효율은 저하되는데 아래 
표에서 처럼 탈수효율은 도시지역 > 공단지역 > 농촌지역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기물의 함량은 공단 
> 농촌 > 도시지역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기물질이 많은 농촌지역 찌꺼기의 경우 퇴비화로 재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반면에, 중금
속이나 유해물질이 포함될 소지가 많은 공단, 도시지역 발생찌꺼기는 비료관리법 등에서도 사용을 제한
하고 있다. 

지역별 하수찌꺼기의 성상<표 8.1-9> 
ㅊ

지    역 수분함량(%) 유기물함량(%) 회분함량(%)습량기준 건조기준

농촌지역
최  대 83.1 12.3 73.1 22.3
최  소 65.3 6.0 35.3 5.2
평  균 78.35 10.82 51.95 10.66

도시지역
최  대 80.1 14.4 61.8 19.5
최  소 66.3 8.4 31.0 8.9
평  균 73.83 11.68 44.82 14.65

공단지역
최  대 81.6 14.1 65.9 14.3
최  소 72.0 9.2 45.0 5.8
평  균 78.0 12.14 45.84 9.6

평균값
최  대 83.1 14.4 73.1 14.65
최  소 65.3 6.0 31.0 5.2
평  균 76.52 11.48 50.23 11.96

자료 : 폐하수슬러지의 처리 및 자원화 현황 및 전망 (1999, 폐기물학회지, 서울산업대 배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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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하수찌꺼기의 발생특성
국내의 2012년도 하수찌꺼기 연간 발생량은 3,625천톤으로 매년 인구의 증가와 하수처리시설의 꾸준
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하수도 보급률 및 분류식 관거 도입의 증가와 방류수질의 강화로 향후 
단위 하수처리량당 하수찌꺼기 및 전체 발생총량도 증가될 전망이다.
2012년 현재 전국에 546개소(500㎥/일 이상)의 하수처리시설이 가동되고 있으며, 국내 연도별 하수찌
꺼기 발생량은 다음 표와 같다.

국내 연도별 하수찌꺼기 발생량<표 8.1-10> 
ㅊ

구 분 처리시설
개소수

시설용량
(천㎥/일)

실제처리량
(천㎥/일)

슬러지 
Cake발생량

(톤/년)
단위슬러지 

발생량
(㎏/㎥)

비   고

2007년 357 23,816 18,287 2,744,201 0.411
2008년 403 24,430 18,351 2,817,357 0.421
2009년 438 24,754 18,469 3,027,829 0.449
2010년 470 24,935 18,603 3,080,043 0.454
2011년 505 25,018 19,369 3,095,948 0.438
2012년 546 25,066 19,730 3,624,451 0.503

자료 : 하수도통계(2013, 환경부)
3) 수원시 하수찌꺼기의 발생특성

수원시의 2012년도 하수찌꺼기 연간 발생량은 79,497톤/년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하수처리용량 1㎥당 하수찌꺼기 발생량은 다음 표와 같다.

하수처리시설용량 1㎥/일 당 하수 찌꺼기 발생량(수원하수처리시설)<표 8.1-11> 
ㅊ

구 분 실제처리량
(㎥/년)

슬러지 Cake발생량
(톤/년)

단위슬러지 발생량
(㎏/㎥) 비   고

계 1,129,164,499 399,712 0.354
2008년 226,384,243 69,693 0.308
2009년 222,119,965 69,693 0.314
2010년 235,141,251 98,942 0.421
2011년 221,050,718 81,887 0.370
2012년 224,468,322 79,497 0.354

자료 : 하수도통계(2009~2013, 환경부)

4) 수원시 발생 하수찌꺼기의 성상
수원시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하수찌꺼기의 성상을 각 하수처리시설별 하수찌꺼기 운영 자료와 
「수원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기본설계 보고서(2005.5)」에서 기수행한 성상조사 및 자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발생 하수찌꺼기의 일반적 특성 및 원소조성, 중금속 함량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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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처분계
획 가) 하수처리시설별 찌꺼기의 탈수 후 함수율

탈수찌꺼기의 함수율<표 8.1-12> 
ㅊ 구   분 단 위 2010 2011 2012년 평  균

수  원
1처리 % 81.6 80.6 83.0 81.7
2처리 % 79.6 79.3 79.8 79.6

서   호 % - - 80.2 80.2
자료 : 수원시 환경사업소, 서호하수처리시설

나) 수원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기본설계 보고서(2005.5)
하수찌꺼기의 성상분석<표 8.1-13> 

ㅊ

구    분 수원 하수처리시설 비  고1처리 2처리

3
성
분

수  분(%) 85.0 84.1
가연분(%) 10.0 12.9
회  분(%) 5.0 3.0

원
소
조
성

탄소 C(%) 5.2 5.8
수소 H(%) 0.8 1.1
산소 O(%) 2.8 4.7
질소 N(%) 1.2 1.3
 황  S(%) - -
염소 Cl(%) - -

원소분석
(kcal/kg)

저위 20.8 86.9
고위 574.6 651.6

단열열량계 
분석(kcal/kg)

저위 47.8 120.1
고위 601.5 684.8

자료 : 수원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기본설계 보고서(2005.5)
황, 염소는 0.1미만



Ⅷ-11

다) 자체성상분석 결과
ㅊ

분석항목 수원 제1처리시설 수원 제2처리시설 서호처리시설
‘11.04.27 ‘11.11.10 ‘11.04.27 ‘11.11.10 ‘13.03.21 ‘13.09.17

비소(AS) 불검출 25.90 불검출 22.30 5.87 불검출
카드뮴(Cd) 1.73 1.56 1.62 1.17 1.20 0.50
구리(Cu) 336.0 398.00 306.0 363.00 246.16 189.91
납(Pb) 불검출 34.00 불검출 26.10 21.54 15.64

수은(Hg) 0.73 0.84 0.49 0.56 불검출 불검출
저위발열량 158.6 45.0 434.6 366.8 - -

수분 84.2 84.3 79.4 79.4 - -
회분 4.1 4.9 4.9 6.0 - -
황분 0.6 0.8 0.3 0.1 - -

자료 : 2011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결과 조사표, 2013년 서호하수처리시설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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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처분계
획8.1.4 계획 하수찌꺼기(슬러지)량 추정

가. 하수찌꺼기 발생량 추정
수원시에서는 현재 수원시 모든 하수처리시설과 인근지자체(오산시, 광주시)에서 발생하는 하
수찌꺼기를 처리하기 위해 처리용량 450㎥/일 규모의 하수슬러지 건조⋅자원화시설을 운영 
중에 있다.  따라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하수찌꺼기의 발생
량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 상위 및 관련계획상의 발생량에 의한 방법
◦ 하수처리인구 원단위 적용에 의한 발생량 검토
◦ 계획하수처리량 원단위 적용에 의한 방법
◦ 물질수지 적용에 의한 방법
◦ 계획수질 및 부하량에 의한 발생량 검토

1) 상위 및 관련계획상의 발생량 검토
가) 하수슬러지관리 종합대책(수정)(2008.5, 환경부)
- 2011년에 318.0톤/일 발생 예상, 처분방식은 재활용(시멘트원료) 계획

ㅊ

처리시설명 시설용량
(천㎥/일)

2007년 슬러지 처리현황(톤/일) 2011년
예상발생량

(톤/일)
처리계획계 해양투기 매립 소각 재활용

수원 520 220.4 220.4 - - - 318.0 시멘트원료
계 520 220.4 220.4 - - - 318.0

자료 : 하수슬러지관리 종합대책(수정)(2008.5,환경부) p.27

나) 수원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기본설계보고서(2005.5)
- 2022년에 460톤/일 발생 예상,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용량 450톤/일 결정

ㅊ

처리시설명 단위 목표연도별 찌꺼기 발생량
2010년 2016년 2022년

수원시 톤/일 311 373 373
인접지자체
(오산,광주) 톤/일 53 87 87

계 톤/일 364 460 460
자료 : 수원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기본설계보고서(2005.5)

다) 수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보고서(2007.6)
- 2025년에 309톤/일 계획 찌꺼기 발생량 산정.

ㅊ

처리시설명 단위 목표연도별 찌꺼기 발생량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황구지천 톤/일 - - 23 24
서    호 톤/일 - 23 23 24
수    원 톤/일 257 261 252 261

계 톤/일 257 284 298 309
자료 : 수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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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수처리시설별 계획자료
ㅊ 처리시설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비  고

수원
1단계1) 189.7 189.7 189.7 189.7 189.7
2단계2) 207.3 207.3 207.3 207.3 207.3
합계 397.0 397.0 397.0 397.0 397.0

서호3) 27.8 27.8 27.8 27.8 27.8
오산 71 71 71 71 71 협약물량
광주 84 84 84 84 84 협약물량
계 579.8 579.8 579.8 579.8 579.8

자료1 : 수원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2012)
자료2 : 수원하수2처리장 개량사업 실시설계(2014.1) 2025년 찌꺼기 발생량 적용
자료3 : 안성천 단위유역 유역하수도 정비계획 보고서(안) (2014, 환경부)

2) 하수처리인구 원단위 적용에 의한 발생량 검토
수원시 하수처리시설의 기존 운영자료 및 하수처리 인구를 조사하여 하수처리 인구당 하수찌꺼기의 최
대, 평균, 최소 발생량에 대한 원단위를 산정한 후 장래 하수처리 계획인구에 인구원단위를 적용하여 
하수처리시설별 하수찌꺼기 발생량을 예측하였다.

하수처리인구당 하수찌꺼기 발생 원단위 
<표 8.1-14> 

ㅊ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수원
하수처리인구(인) 1,072,036 1,079,807 1,086,444 1,100,327 1,036,729
하수찌꺼기 발생량

(톤/년) 69,693 69,693 98,942 84,319 79,497
하수처리인구 원단위

(kg/인⋅일) 0.18 0.18 0.25 0.21 0.21

서호
하수처리인구(인) - - - - 93,704
하수찌꺼기 발생량

(톤/일) - - - - 8,731
하수처리인구 원단위

(kg/인⋅일) - - - - 0.26
자료 : 하수도통계연보
주 : 1.하수처리인구 원단위 : 하수찌꺼기발생량(kg/일) ÷ 하수처리인구(인) 

2.하수찌꺼기 발생량은 연중 월별 최대, 평균, 최소값임
3.하수처리인구는 통계연보상의 공공하수처리인구를 시설용량대비로 배분함

최근 5년간 하수처리 인구당 하수찌꺼기 발생량은 수원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평균 0.18~0.25kg/인⋅일
이며, 서호하수처리시설은 평균치 0.26kg/인⋅일로 조사되었다.
장래 하수찌꺼기 발생량을 예측하기 위한 본 계획의 적용 원단위는 가장 최근에 조사된 2012년 원단위
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원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평균 0.21kg/인⋅일을 적용하였
고, 서호하수처리시설의 경우는 평균 0.26kg/인⋅일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본 보고서 제 3장에서 계획한 장래 목표연도별 하수처리 계획인구를 발생 원단위에 적용하여 
2020년에서 2035년까지 하수찌꺼기 발생량을 예측한 결과, 목표년도 2035년의 경우 수원 하수처리시
설은 평균 238.8톤/일로 나타났으며, 서호 하수처리시설은 26.7톤/일로 나타났으며, 황구지천 처리시설
은 26.7톤/일로 나타나 수원시 전체 발생량은 평균 292.3톤/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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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하수처리인구 원단위에 의한 하수찌꺼기 발생량 예측<표 8.1-15> 

ㅊ 구 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비고

수원

하수처리계획인구(인) 1,077,568 1,118,091 1,134,777 1,142,919
하수처리인구 원단위

(kg/인⋅일) 0.21 0.21 0.21 0.21
하수찌꺼기 발생량

(톤/일) 226.3 234.8 238.3 240.0

서호
하수처리계획인구(인) 97,396 101,058 102,566 103,302 파장,송죽
하수처리인구 원단위

(kg/인⋅일) 0.26 0.26 0.26 0.26
하수찌꺼기 발생량

(톤/일) 25.3 26.3 26.7 26.9

황구지천
하수처리계획인구(인) 93,251 96,758 98,202 98,906 입북,구운,금곡
하수처리인구 원단위

(kg/인⋅일) 0.26 0.26 0.26 0.26
하수찌꺼기 발생량

(톤/일) 24.2 25.2 25.5 25.7

계 275.8 286.3 290.5 292.6
주 : 1) 서호 및 황구지천 처리시설은 중간처리로 하수처리시설용량을 고려하여 계획인구를 적용함.

2) 수원하수처리시설은 서호 및 황구지천 중간하수처리시설 처리인구를 제외한 전체인구로 계산

3) 하수처리량 원단위 적용에 의한 발생량 검토
수원시 하수처리시설의 기존 운영자료를 조사하여 하수처리량에 대한 하수찌꺼기의 최대, 평균, 최소 발
생량 원단위를 산정한 후 장래 계획하수량에 원단위를 적용하여 하수처리시설별 하수찌꺼기 발생량을 
예측하였다.

하수유입량당 하수찌꺼기 발생 원단위<표 8.1-16> 
ㅊ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수원
하수유입량(㎥/일) 489,709 496,000 513,908 512,589 490,259
하수찌꺼기 발생량

(톤/년) 69,693 69,693 98,942 84,319 79,497
하수유입량 원단위

(kg/㎥) 0.39 0.38 0.53 0.45 0.44

서호천
하수유입량(㎥/일) - - - - 39,033
하수찌꺼기 발생량

(톤/년) - - - - 8,731
하수유입량 원단위

(kg/㎥) - - - -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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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하수도통계연보
주 : 1. 하수처리량 원단위 : 하수찌꺼기발생량(톤/년) ÷ 365일 ÷ 하수처리량(㎥/일) x 1,000

2. 하수찌꺼기 발생량은 하수도통계연보의 연간발생량임.
3. 하수유입량 원단위는 연간 하수찌꺼기 발생량과 하수유입량을 기초로 산정된 원단위를 적용하였으므로 상기 표의 하수처리량과 찌
   꺼기발생량으로 계산시와는 원단위 값이 상이할 수 있음
4. 2011년 서호하수처리시설은 운영기간이 1년 미만으로 하수처리량 및 슬러지발생량을 수원에 포함하여 산정

최근 5년간 하수처리량에 대한 하수찌꺼기 발생량은 수원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평균 0.38~0.53kg/㎥
이며, 서호 하수처리시설은 평균 0.61kg/㎥로 조사되었다.
장래 하수찌꺼기 발생량을 예측하기 위한 본 계획의 적용 원단위는 가장 최근의 운영자료인 2012년 원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원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평균 0.44kg/㎥을 
적용하였고 서호 및 황구지천 하수처리시설은 평균 0.61kg/㎥을 발생 원단위로 적용하였다.
그리고 본 보고서 제4장에서 계획한 장래 목표연도별 계획하수량을 발생 원단위에 적용하여 2020년에
서 2035년까지 하수찌꺼기 발생량을 예측한 결과, 목표년도 2035년의 경우 수원 하수처리시설은 평균 
229.1톤/일, 서호 하수처리시설은 평균 28.7톤/일, 황구지천 처리시설은 평균 28.7톤/일로 나타났으며, 
수원시 전체 발생량은 286.5톤/일로 나타났다.

하수처리량 원단위에 의한 하수찌꺼기 발생량 예측<표 8.1-17> 
ㅊ

구 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수원
계획하수량(㎥/일) 524,945 505,569 514,681 519,161 510,482
하수처리량 원단위

(kg/㎥) 0.44
하수찌꺼기 발생량

(톤/일) 231.0 222.5 226.5 228.4 224.6

서호
계획하수량(㎥/일) 47,000 47,000 47,000 47,000 47,000
하수처리량 원단위

(kg/㎥) 0.61
하수찌꺼기 발생량

(톤/일) 28.7 28.7 28.7 28.7 28.7

황구지천
계획하수량(㎥/일) - 45,000 45,000 45,000 45,000
하수처리량 원단위

(kg/㎥) 0.61
하수찌꺼기 발생량

(톤/일) - 27.5 27.5 27.5 27.5
계 259.7 278.7 282.7 284.6 280.8

4) 물질수지에 의한 발생량 검토
최근에 계획된 「수원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2012년)」, 「수원하수2처리장 개량사업
(2014)」, 「서호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2008년)」에서는 2025년 하수찌꺼기 발생량을 다음과 
같이 예측하였으며, 해당 발생량이 2035년 까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Ⅷ-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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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물질수지에 의한 발생량 예측<표 8.1-18> 

ㅊ

처리시설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비  고

수원
1처리1) 189.7 189.7 189.7 189.7 189.7 W/C 81.4%
2처리2) 207.3 207.3 207.3 207.3 207.3 W/C 79%
합계 397.0 397.0 397.0 397.0 397.0

서호3) 35.9 35.9 35.9 35.9 35.9 W/C 78%
황구지천* - 34.4 34.4 34.4 34.4

오산 71 71 71 71 71 협약물량
광주 84 84 84 84 84 협약물량
소계 587.9 622.3 622.3 622.3 622.3

건
조

시설용량(톤/일) 450 450 450 450 450
처리용량(톤/일) 405 405 405 405 405 가동효율90%

초과량 182.9 217.3 217.3 217.3 217.3
자료1 : 수원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2012)
자료2 : 수원하수2처리장 개량사업 실시설계(2014.1) 2025년 찌꺼기 발생량 적용
자료3 : 서호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실시설계보고서(2008.9, 수원시) 2025년 찌꺼기 발생량 적용
* : 서호하수처리시설 발생물량을 용량비율로 적용

5) 계획수질 및 삭감부하량에 의한 발생량 산정
수원시는 오염총량제 시행으로 향후 개발 및 분류식화에 의한 유입하수량 및 유입수질의 증가와 강화된 
방류수질에 의해 하수찌꺼기 발생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부하량에 의한 발생량을 검토
하였다.

계획수질 및 부하량에 의한 발생량 검토<표 8.1-19> 
ㅊ

구 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수원

유입유량 (㎥/일)  524,945  505,569  514,681  519,161  510,482 
유입수질 (SS) 142 164 174 182 190
방류수질 (SS) 10 10 10 10 10

발생부하량 (kg/일) 74,542 82,913 89,554 94,487 96,992
삭감부하량 (kg/일) 69,293 77,858 84,408 89,296 91,887

발생슬러지량 (톤/일) 330.0 370.8 401.9 425.2 437.6

서호

유입유량 (㎥/일) 47,000 47,000 47,000 47,000 47,000
유입수질 (SS) 159 169 171 190 192
방류수질 (SS) 5 5 5 5 5

발생부하량 (kg/일) 7,473 7,943 8,037 8,930 9,024
삭감부하량 (kg/일) 7,238 7,708 7,802 8,695 8,789

발생찌꺼기량 (톤/일) 34.5 36.7 37.2 41.4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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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ㅊ

구 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황구
지천

유입유량 (㎥/일) - 45,000 45,000 45,000 45,000
유입수질 (SS) - 176 178 179 195
방류수질 (SS) - 5 5 5 5

발생부하량 (kg/일) - 7,920 8,010 8,055 8,775
삭감부하량 (kg/일) - 7,695 7,785 7,830 8,550

발생찌꺼기량 (톤/일) - 36.6 37.1 37.3 40.7

협약 오산 71 71 71 71 71
광주 84 84 84 84 84

계 519.5 599.1 631.2 658.9 675.2
주 : 1. 인접지자체 협약물량은 2025년 이후 동일한 것으로 적용.(지자체 협의시 변경될 수 있음.)

2. 하수찌꺼기량 산정시 함수율은 79% 적용
3. 발생량은 삭감부하량에 의한 개략산정으로 처리공법 및 운영방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하수찌꺼기 발생량 비교 
각 산정방법별 하수찌꺼기 발생 예측량을 처리시설별로 비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하수찌꺼기는 하수와는 달리 중간 처리시 1~2일간의 저장 공간 확보가 가능하여 
발생과 동시에 처리해야하는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단위에 의한 발생량 예측시 적용 원단
위는 평균 원단위 값을 적용하였다.

산정방법별 하수찌꺼기 발생 예측량 비교<표 8.1-20>                       (단위 : 톤/일)
ㅊ 구 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비고

수원

관련계획 1 318.0 - - - - 2011년
관련계획 2 373 373 - - -
관련계획 3 261 252 261 - -
처리시설별4) 397.0 397.0 397.0 397.0 397.0
하수처리인구 224.4 226.3 234.8 238.3 240.0
계획하수량 231.0 222.5 226.5 228.4 224.6
물질수지 397.0 397.0 397.0 397.0 397.0
부하량 330.0 370.8 401.9 425.2 437.6

서호

관련계획 1 - - - - -
관련계획 2 - - - - -
관련계획 3 23 23 24 - -
처리시설별5) 27.8 27.8 27.8 27.8 27.8
하수처리인구 23.1 25.3 26.3 26.7 26.9
계획하수량 28.7 28.7 28.7 28.7 28.7
물질수지 35.9 35.9 35.9 35.9 35.9
부하량 34.5 36.7 37.2 41.4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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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표 계속>

ㅊ

구 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비고

황구
지천

관련계획 1 - - - - -
관련계획 2 - - - - -
관련계획 3 - 23 24 - -
처리시설별 - - - - -

하수처리인구 - 24.2 25.2 25.5 25.7
계획하수량 - 27.5 27.5 27.5 27.5
물질수지 - 35.9 35.9 35.9 35.9
부하량 - 36.6 37.1 37.3 40.7

인접
지자체

관련계획 1 - - - - -
관련계획 2 87 87 - - -
관련계획 3 - - - - -
처리시설별 155 155 155 155 155

하수처리인구 - - - - -
계획하수량 - - - - -
물질수지 155 155 155 155 155
부하량 155 155 155 155 155

계

관련계획 1 318.0 - - - -
관련계획 2 460.0 460.0 - - -
관련계획 3 284.0 298.0 309.0 - -
처리시설별6) 579.8 579.8 579.8 579.8 579.8
하수처리인구 247.5 275.8 286.3 290.5 292.6
계획하수량 259.7 278.7 282.7 284.6 280.8
물질수지 587.9 623.8 623.8 623.8 623.8
부하량 519.5 599.1 631.2 658.9 675.2

자료 : 관련계획 1) : 하수슬러지 종합대책(수정)(2008.5, 환경부)
2) : 수원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기본설계보고서(2005.5)
3) : 수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2007.6, 수원시)
4) 수원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2012, 수원시)
5) 수원하수2처리장 개량사업 실시설계(2014.1, 수원시)
6) 안성천 단위유역 유역하수도 정비계획 보고서(안) (2014, 환경부)
7) 수원시 협약물량

주 : 처리시설별 자료는 2025년 발생량이 2035년까지 동일한 것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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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예측방법별 하수발생량은 다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기존 계획 및 기존 발생량 원
단위에 의한 발생량은 향후 분류식화에 의한 유입수질의 상승 및 오염총량제 등에 의한 방류수질의 강
화로 인한 하수찌꺼기 발생량의 증가를 고려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계획에서는 향후 수원
시의 도시개발, 분류식화 및 오염총량제 시행에 의한 하수량의 증가, 유입수질 상승 및 방류수질 강화 
등의 계획이 반영된 부하량에 의한 방법으로 예측한 발생량을 적용하였다.

나. 하수슬러지 건조․자원화시설 규모의 적정성 검토
전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가동중인 수원 및 서호하수처리시설과 신설 예정인 황구지천
하수처리시설, 협약에 의한 인접지자체 오산시 및 광주시와 단계별 하수찌꺼기량을 산정한 결
과는 다음 표와 같다.

계획수질 및 부하량에 의한 발생량 검토  <표 8.1-21>                      (단위 : ㎥/일)
ㅊ 구 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수원시
수원 330.0 370.8 401.9 425.2 437.6
서호 34.5 36.7 37.2 41.4 41.9
황구 - 36.6 37.1 37.3 40.7

인접지자체 오산 71 71 71 71 71
광주 84 84 84 84 84

계 519.5 599.1 631.2 658.9 675.2
주 : 1. 인접지자체 협약물량은 2025년 이후 동일한 것으로 적용.(지자체 협의시 변경될 수 있음.)

2. 하수찌꺼기량 산정시 함수율은 79% 적용
3. 발생량은 삭감부하량에 의한 개략산정으로 처리공법 및 운영방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원시에서는 「수원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
(2009.3)」을 수립하고 처리용량 450㎥/일 규모의 하수슬러지 건조⋅자원화시설을 2009.12
월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다. 여기서 처리된 최종 슬러지는 건조 후 화력발전소 보조연
료 및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운영중인 시설은 가동율 및 운영효율을 100%로 산정되어 가동율 고려시 처리시
설의 용량이 부족한 상태이며, 향후 도시개발에 따른 처리인구증가, 분류식화에 의한 유입수질
의 증가 및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방류수질 강화로 하수찌꺼기량이 증가함에 따라 하수찌꺼
기 처리시설의 용량 증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다. 하수슬러지 발생량 증가에 따른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용량 검토
1) 가동율을 고려한 기존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용량 검토

민간위탁운영중인 수원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은 연간 330일을 가동하는 것으로 수원시와 민간운영시간 
협약이 되어있으며, 연간 가동율은 약 90%로 현재시설 450톤/일로 실제 처리 가능량은 405톤/일 정도
이나 시설의 잦은 가동중지로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현재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운영효율 개선
사업을 시행하여 일일 405톤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보수공사를 진행중에 있다.

2) 가동율 및 운영효율을 고려하여 처리시설의 용량을 산정한 결과 최종 목표연도인 2035년에 380톤/일의 
처리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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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처분계
획 계획수질 및 부하량에 의한 발생량 검토<표 8.1-22>                        (단위 : 톤/일)

ㅊ 구 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비고

수원시
수원 330.0 370.8 401.9 425.2 437.6
서호 34.5 36.7 37.2 41.4 41.9

황구지천 - 36.6 37.1 37.3 40.7
인접지자체 오산 71 71 71 71 71

광주 84 84 84 84 84
계 519.5 599.1 631.2 658.9 675.2

건조 시설용량 450 450 450 450 450 가동율
90%처리용량 405 405 405 405 405

초과량 114.5 194.1 226.2 253.9 270.2
가동율 및 운영효율을 고려한

처리시설 시설용량
127.2 215.7 251.3 282.1 300.2 가동율 90%
159.0 269.6 314.2 352.6 375.3 운영효율

80%
처리시설 시설용량 380

주 : 1. 인접지자체 협약물량은 2025년 이후 동일한 것으로 적용.(지자체 협의시 변경될 수 있음.)
2. 하수찌꺼기량 산정시 함수율은 79% 적용
3. 발생량은 삭감부하량에 의한 개략산정으로 처리공법 및 운영방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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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 및 처분계획
하수찌꺼기의 처리･처분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직매립 금지 및 해양투기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해 
지금까지의 하수찌꺼기 처리방식에 대한 중장기 정책방안을 수립해야 할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하수 찌꺼
기의 발생원으로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외국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한
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하수찌꺼기를 포함한 폐기물의 해양 배출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면서 2011년 이후 
해양배출 전면중단하고 있지만 기존 법규 및 제도, 육상처리시설 확충사업 지연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
는 실정이다. 
하지만 선진국과 같은 하수찌꺼기 최종처분에 따른 인간 및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및 찌꺼기 
재활용을 촉진하는 2차적인 자원화 관점에서 기존 법규 및 규제에 대해 지속 검토하여 바람직한 하수찌꺼
기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원시의 하수찌꺼기 처리계획 수립에 앞서 국내 
하수찌꺼기(슬러지)처분현황, 하수찌꺼기 처리 지침 및 관련 규정, 국외 하수찌꺼기 재활용 사례 등을 아래
와 같이 요약 정리하였다. 

가. 국내 하수찌꺼기(슬러지) 발생 및 처리․처분현황
최근 5년간 전국의 하수찌꺼기 발생량은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등으로 해마다 증가되고 있으
며 상당부분이 해양배출로 처분되었으나 2012년 이후 중단되었으며, 재활용, 소각 등 육상처
리는 많이 증가되었다.

최근 5년간 하수찌꺼기 발생  및 처분현황  <표 8.1-23>                   (단위 : 톤/년)

구 분
하수 

처리시설
(개소)

발생량
처분량

이월량
계 재활용 육상매립 소각 해양투기 연료화 기타

2008년 403 2,817,357 2,817,056 533,638 103,904 458,205 1,721,309 - - 301

2009년 433 3,027,829 3,024,336 739,736 440,783 416,255 1,427,561 - - 3,493

2010년 470 3,080,043 3,080,043 635,318 337,966 544,592 1,314,087 238,697 9,382 -

2011년 505 3,095,948 3,095,441 802,318 261,262 87,868 1,010,322 223,257 110,413 507

2012년 546 3,624,451 3,607,743 1,233,561 531,119 1,276,141 - 322,414 244,507 16,708
자료 : 하수도통계(2013, 환경부)

2012년 말 전국의 하수찌꺼기 최종 처분현황을 살펴보면 재활용 34.2%, 소각 35.4%정도로 
나타났으며 수원시의 경우 총 88,228톤/일 발생량 중 재활용 73,671톤/년(83.5%), 연료화 
8,595톤/년(10%), 소각 5,722톤/년(6%)로 처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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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처분계
획 국내 하수찌꺼기 처리현황(2012년)   <표 8.1-24>                          (단위 : 톤/년)

구 분
하수
처리
시설

발생량
처분량 이

월계 재활용 육상매립 소각 해양
투기 연료화 기타

전국 546 3,624,451 3,607,743
(100%)

1,233,561
(34%)

531,119
(15%)

1,276,141
(35%)

-
(0%)

322,414
(9%)

244,507
(7%) 16,708

서울특별시 4 550,047 547,047 253,359 113,362 49,004 - 62,243 69,080 3,000

부산광역시 12 175,563 175,563 2,506 162,056 11,000 - - - -

대구광역시 7 124,053 124,053 119,234 4,819 - - - - -

인천광역시 10 99,746 92,015 500 47,837 - - 34,493 9,185 7,731

광주광역시 2 87,232 81,465 - - - - - 81,465 5,767

대전광역시 2 90,998 90,998 79,329 11,669 - - - - -

울산광역시 7 511,781 511,781 - - 511,781 - - - -

세종시 2 5,481 5,481 5,481 - - - - - -

경기도 128 935,597 935,546 270,022 104,352 443,958 - 50,439 66,773 51

수원시 수원 79,497 79,497 73,535 - 5,722 - - 240 -
서호 8,731 8,731 136 - - - 8,595 - -

강원도 50 84,608 84,608 45,990 4,545 9,731 - 24,342 - -

충청북도 33 132,528 132,528 54,255 7,179 59,081 - 12,013 - -

충청남도 54 128,629 128,595 47,539 7,504 58,037 - 4,360 11,155 34

전라북도 44 161,363 161,359 136,203 - - - 21,883 3,273 4

전라남도 65 95,750 95,744 28,787 16,764 17,514 - 30,795 1,884 6

경상북도 55 209,140 209,032 58,115 38,282 60,577 - 52,059 - 108

경상남도 63 206,024 206,017 106,950 12,131 55,459 - 29,787 1,692 6

제주도 8 25,912 25,912 25,292 620 - - - - -
자료 : 하수도통계(2013, 환경부)
주 : ( )는 구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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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현황(2013.3,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96개, 총 9,517톤
/일 용량의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이 가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처분현황은 건조, 고화처리를 
통해 하수찌꺼기를 감량화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36개소, 3,616톤/일), 소각(17개소, 2,237톤
/일), 탄화(16개소, 675톤/일), 부숙화(14개소, 281톤/일), 고화(13개소, 2,708톤/일)이었다.

국내 가동중인 하수찌꺼기 처분시설 현황<표 8.1-25> 
연번 시도 시군 처리장명 구분 사업기간 용량

(㎥/일) 처리공법 사업비
(백만원)착수 준공

　 98개 114개 처리시설 　 　 12,613  1,480,396

1 수도권매립지

기존고화 운영중 1998 1998 1,050  고화 3,700
1단계 운영중 2007 2008 1,000  고화 39,800
2단계 운영중 2008 2011 1,000  건조연료화 80,698
3단계 설계중 2008 2015 1,000  건조연료화 170,000

2 서울

중랑 운영중 2000 2002 200  건조연료화 8,635
난지 운영중 2000 2002 150  소각 11,294
서남 운영중 2000 2002 150  소각 12,375
탄천 운영중 2000 2002 200  건조연료화 9,008

3 부산
강변 운영중 2008 2008 200  고화 1,489

해운대 운영중 2005 2005 48  건조혼소 421
부산 건설중 2007 2013 550  건조연료화 75,000

4 대구 대구 운영중 2007 2011 270  고화 63,599
5 광주 광주 운영중 2007 2011 330  건조연료화 39,496
6 대전 대전 설계중 2009 2014 100  건조연료화 49,600
7 울산 울산 운영중 2006 2011 300  소각 33,652
8

강원

태백 태백 운영중 2009 2011 15  건조혼소 2,440
9 홍천 홍천 운영중 2009 2010 10  건조혼소 2,200
10 원주 원주 운영중 2010 2013 100  건조연료화 22,050
11 속초 속초 운영중 2007 2010 20  건조혼소 3,000

12 춘천 춘천1 운영중 2008 2011 90  건조혼소 11,542
춘천2 설계중 2013 2014 600 건조혼소 2,993

13 인제 인제 설계중 2012 2013 10 건조화 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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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표 계속>

연번 시도 시군 처리장명 구분 사업기간 용량
(㎥/일) 처리공법 사업비

(백만원)착수 준공
14

경기

양평 양평 운영중 2001 2003 40  소각 3,970
15 구리 구리 운영중 1998 1999 70  소각 3,456
16 성남 성남 운영중 1999 2001 180  소각 7,615
17 용인 용인 운영중 2006 2011 180  소각 45,009
18 의왕 의왕 운영중 2008 2010 10  건조 1,047
19 수원 수원 운영중 2003 2010 450  건조연료화 29,338
20 연천 연천 운영중 2011 2011 14  건조혼소 1,602
21 부천 부천 운영중 2005 2007 300  소각 33,623
22 포천 포천 운영중 2005 2006 40  소각 8,300
23 안성 안성 운영중 2007 2008 30  탄화 3,739
24 시흥 시흥 운영중 2007 2009 200  건조혼소 14,600
25 안산 안산1 운영중 1998 1999 150  소각 7,720

안산2 운영중 2003 2007 100  소각 10,000
26

충북

청주 청주 운영중 1997 2000 90  소각 12,772
27 제천 제천 운영중 2000 2000 20  건분화 386
28 청주 청주 운영중 2008 2012 90  소각 19,925
29 충주 충주 운영중 2010 2012 60  건조연료화 11,970
30 음성 음성 건설중 2010 2013 20  건조연료화 5,859
31 진천 진천 설계중 2012 2014 20 건조자원화 4,000
32

충남

공주 공주 운영중 2008 2011 40  부숙화 9,622
33 논산 논산 운영중 2008 2011 30  탄화 7,500
34 당진 당진 운영중 2007 2009 30 고화 4,109
35 보령 보령 운영중 2007 2009 20  탄화 5,798
36 서산 서산 운영중 2009 2012 30  건조연료화 11,000
37 서천 서천 운영중 2008 2010 8  부숙화 4,239
38 아산 아산 운영중 2007 2011 60  건조혼소 7,782
39 천안 천안 운영중 2007 2011 150  탄화 27,902
40 태안 태안 운영중 2009 2011 10  탄화 4,000
41 계룡 계룡 건설중 2010 2013 20  건조연료화 5,000
42

전북
군산 군산 건설중 2009 2014 150  건조연료화 35,300

43 김제 김제 운영중 2009 2012.2 30  탄화 5,609
44 남원 남원 운영중 2008 2011 30  탄화 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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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연번 시도 시군 처리장명 구분 사업기간 용량

(㎥/일) 처리공법 사업비
(백만원)착수 준공

45

전북

부안 부안 운영중 2009 2011 20 탄화 6,600
46 완주 완주 운영중 2008 2012 35 탄화 8,114
47 익산 익산 건설중 2006 2014 120 건조연료화 19,800
48 전주 전주 건설중 2007 2015 150 소각 40,000
49 정읍 정읍 운영중 2009 2012.6 40 고화 9,600
50 고창 고창 운영중 2007 2009 10 부숙화 4,351
51

전남

강진 강진 운영중 2008 2011 10 부숙화 2,695
52 광양 광양 운영중 2007 2010 25 건조매립 2,373
53 목포 목포 운영중 2006 2011 80 건조연료화 10,919
54 무안 무안 운영중 2008 2010 10 탄화 4,666
55 순천 순천 운영중 2006 2011 60 탄화 10,495
56 완도 완도 운영중 2008 2011 5 건조혼소 1,500
57 진도 진도 운영중 2009 2011 4 건조혼소 1,953
58 해남 해남 운영중 2008 2013 10 고화 3,561
59 화순 화순 운영중 2008 2010 10 고화 3,561
60 장성 장성 운영중 2006 2007 5 건조혼소 708

삼계 설계중 2011 2014 5 건조혼소 1,250
61 구례 구례 운영중 2007 2009 5 고화 2,000
62 나주 나주 운영중 2007 2009 8 고화 3,539
63 담양 담양 운영중 2007 2009 7 소각 2,341
64 보성 보성 운영중 2006 2009 8 부숙화 3,208
65 영암 영암 운영중 2004 2005 30 소각 4,500
66 여수 여수 운영중 2004 2006 110 건조연료화 15,020
67 고흥 고흥 운영중 2007 2008 15 건조혼소 2,184
68

경북

구미 구미1 운영중 2001 2005 160 소각 7,572
구미2 설계중 2012 2014 250 소각 43,750

69 김천 김천 운영중 2005 2007 20 건조혼소 4,280
70 상주 상주1 운영중 1999 2002 24 건조혼소 2,917

상주2 운영중 2008 2011 25 탄화 7,952
71 경주 경주 운영중 2006 2011 90 건조연료화 16,500
72 안동 안동 운영중 2008 2011 50 부숙화 11,332
73 울진 울진 운영중 2006 2010 5 고화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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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처분계
획<표 계속>

연번 시도 시군 처리장명 구분 사업기간 용량
(㎥/일) 처리공법 사업비

(백만원)착수 준공
74

경북

의성 의성 건설중 2009 2013 15  건조연료화 5,878
75 포항 포항 운영중 2008 2012 130  건조연료화 22,162
76 김천 김천 운영중 2010 2011 50  건조연료화 10,900
77 경산 경산 건설중 2011 2014 14  건조혼소 2,775
78 고령 고령 운영중 2007 2009 10 부숙화 3,999
79 칠곡 칠곡 운영중 2007 2009 50 부숙화 10,120
80 문경 문경 운영중 2005 2006 30  부숙화 4,500
81 영덕 영덕 운영중 2007 2008 7  건조혼소 700

82

경남

고성 고성1 운영중 2007 2010 10  부숙화 3,123
고성2 운영중 2003 2003 5  부숙화 1,140

83 사천 사천 운영중 2006 2011 24  건조혼소 4,324
84 의령 의령 운영중 2006 2010 15  탄화 5,547
85 진주 진주 운영중 2006 2010 100  탄화 19,172

86 창원
진해 건설중 2008 2013 50  건조 13,600
마산 운영중 2006 2008 200 소각 23,813
창원 운영중 2006 2007 20  건조혼소 1,590

87 창녕 창녕 운영중 2007 2010 10  부숙화 4,411
88 하동 하동 운영중 2009 2011 10  고화 2,964
89 함안 함안 운영중 2007 2010 15  건조혼소 4,858
90 함양 함양 건설중 2011 2013 10  건조혼소 2,500
91 거제 거제 운영중 2007 2009 30 부숙화 9,545
92 김해 김해 운영중 2006 2008 100 탄화 17,348
93 남해 남해 운영중 2007 2009 10 탄화 3,362
94 밀양 밀양 운영중 2007 2009 10 부숙화 2,994
95 양산 양산 운영중 2006 2009 120 건조혼소 16,973
96 통영 통영 운영중 2006 2007 15  건조혼소 300
97 거창 거창 설계중 2012 2014 12 건조연료화 3,600
98 제주 제주 제주 운영중 2006 2011 70  고화 11,700

자료 : 전국 하수슬러지관리 처리시설 현황(2013.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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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주요도시의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 및 처분계획 검토
수원시와 유사한 대규모 주요도시의 하수찌꺼기(슬러지)의 처리, 처분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보고서(2009.6)
◦ 계획슬러지 발생량 기준 각 4개소 물재생시설의 기존 슬러지처리시설(건조, 소각, 지렁이 퇴비화시설)과 

기 확보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고형화 시설용량(1,000톤/일)을 고려하여 감량화 시설계획과 광역슬
러지 3단계 처리시설용량에 지분(650톤/일) 확보계획 수립

◦ 감량화 시범시설의 설치 운영결과 및 슬러지발생량 추이를 고려하여 단계별 시설계획
서울특별시 하수슬러지 단계별 시설계획  <표 8.1-26>                        (단위:톤/일)

ㅊ 구   분 계 중랑 난지 탄천 서남 비고

계 광역시설 650 145 135 170 200 고화
감량시설 2,393 707 443 486 757

1단계
광역시설 650 145 135 170 200 (‘09-‘11)
감량시설 270 110

(‘09-‘13) - - 160
(‘09-‘15) 시범사업

2단계 감량시설 2,123 597
(‘14-‘20)

443
(‘16-‘20)

486
(‘16-‘20)

597
(‘16-‘21)

 2020년 시설용량 검토(감량화 확장시설 미가동시) 
<표 8.1-27>               (단위:톤/일)

ㅊ 구   분 계 중랑 난지 탄천 서남
계획슬러지량(감량전) 2,393 707 443 486 757

감량화시설 계획
(감량율 15% 

적용)

계 270 110 - - 160
시범설치용량 270(40) 110(16) - - 160(24)

확대설치용량 - - - - -
감량후 계획슬러지량 2,353 691 443 486 733

기존 및 기확보된 
시설용량

소계 1,710 547 309 318 536
건조 400 200 - 200 -
소각 300 - 150 - 150

지렁이퇴비화 10 - 10 - -
고화 1,000 347 149 118 386

추가 처리시설용량 643 144 134 168 197
주 : ( )는 감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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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처분계
획 2020년 시설용량 검토(감량화 확장시설 가동시) <표 8.1-28>                  (단위:톤/일)

ㅊ

구   분 계 중랑 난지 탄천 서남
계획슬러지량(감량전) 2,393 707 443 486 757

감량화시설 계획
(감량율 15% 

적용)

계 2,393(359) 707(106) 443(66) 486(73) 757(114)
시범설치용량 270(40) 110(16) - - 160(24)

확대설치용량 2,123(319) 597(90) 443(66) 486(73) 597(90)
감량후 계획슬러지량 2,034 601 377 413 643

기존 및 기확보된 
시설용량

소계 1,710 547 309 318 536
건조 400 200 - 200 -
소각 300 - 150 - 150

지렁이퇴비화 10 - 10 - -
고화 1,000 347 149 118 386

추가 처리시설용량 324 54 68 95 107
주 : ( )는 감액량

◦ 사업비
광역슬러지 처리시설 사업비 <표 8.1-29>                                   (단위:백만원)

ㅊ 구   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비고
계 92,250 29,063 35,888 27,299

2단계 24,000 12,000 12,000 -
3단계 68,250 17,063 23,888 27,299

감량화 시설 사업비(시범사업제외) <표 8.1-30>                             (단위:백만원)
ㅊ 구   분 계 중랑 난지 탄천 서남

계 38,178 10,769 7,901 8,736 10,772
2014년 398 398 - - -
2015년 1,728 1,728 - - -
2016년 2,741 1,728 292 323 398
2017년 8,325 1,729 1,902 2,103 2,592
2018년 8,328 1,729 1,902 2,103 2,594
2019년 8,328 1,729 1,902 2,103 2,594
2020년 8,330 1,729 1,902 2,104 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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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보고서(2005.12)
◦ 기존 탈수방식(Belt Press→원심탈수기) 개선 및 추가탈수(전기탈수) 도입계획
◦ 슬러지처리의 광역화처리 개념도입

2020년도 부산광역시 하수슬러지 처분계획 <표 8.1-31>                      (단위:톤/일)
ㅊ

구   분 탈수케익 처분계획 소요예산
(억원) 광역처리발생량(톤/일) 탈수방식 중간처리 최종처분

수영 97 추가탈수 건조+소각 소각재매립
건설자재화 213.5 수영

장림 112 추가탈수 건조+소각 소각재매립 80.2 장림(위탁)
남부 100 추가탈수 건조+소각 소각재매립

건설자재화 213.3 남부
녹산 65 방식개선 건조+소각 소각재매립 14.8 장림
신호 5 기존 건조+소각 소각재매립 - 장림
강동 10 기존 건조+소각 소각재매립 - 장림

해운대 41 기존 건조+소각 소각재매립 - 해운대
동부 55 기존 건조+소각 소각재매립

건설자재화 - 수영
영도 20 기존 건조+소각 소각재매립

건설자재화 - 남부
중앙 63 기존 건조+소각 소각재매립

건설자재화 - 남부
정관 22 기존 건조+소각 소각재매립 200.0 정관
기장 15 기존 건조+소각 소각재매립 - 정관

문오성 1 기존 건조+소각 소각재매립 - 정관
횡계 3 기존 건조+소각 소각재매립 - 정관
계 609 721.8

3) 울산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보고서(2008.9)
◦ 울산광역시의 하수찌꺼기 관리계획은 소각처리로 6개 공공하수처리시설 전체 발생하수찌꺼

기를 소각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중
◦ 울산광역시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설치 사업이 진행중이므로 소각시설 설치(300톤/일)를 통

하여 하수찌꺼기 처분계획을 수립
◦ 초과분에 대한 소각시설의 증설 유무는 단계별 하수찌꺼기 발생현황을 비교･분석하여 합리

적인 방안을 수립토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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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처분계
획  울산광역시 하수찌꺼기 발생량 예측<표 8.1-32>                           (단위 : 톤/일)

ㅊ

구   분 1단계
(2010년)

2단계
(2015년)

3단계
(2020년)

4단계
(2025년) 비 고

하
수
찌
꺼
기

용    연 67 46 48 52
온    산 40 60 69 78(63)
회    야 15 17 18 20
언    양 9 16 29 32
방 어 진 45 52 59 64
호    계 2 1 1 1
굴    화 - 28 31 26
강    동 - 4 4 5
농    소 - 60 69 75(60)

계 177 283 328 353(323)
위생처리장 10.40 - - -

합  계 187.4 283 328 353(323)
주 : 1. 위생처리장은 2010년 이후 온산하수처리시설과 연계처리 계획

2. (   )는 2025년 온산, 농소하수처리시설에 15톤 하수찌꺼기 감량화 시설 도입시 발생 찌꺼기량

4) 대전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보고서(2005)
◦ 슬러지 최종처분 방안은 잠정 처리방안으로 금고동 위생매립장에 육상매립(고화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항구 처리방안으로 슬러지 소각 또는 탄화공법 등으로 처분계획
 대전광역시 하수슬러지 발생량 산정<표 8.1-33>

ㅊ 구   분 처리시설명 단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하수슬러지
발생량

대전 톤/일 181.1 314.2 357.2 390.3 390.3 
흑석 톤/일 0.2 0.3 0.5 0.5 0.5 

3,4공단 톤/일 23.4 32.6 35.7 38.5 38.5 
계 톤/일 204.8 347.2 393.4 429.3 429.3 

가동부하율
대전 % 100.0 90.0 90.0 90.0 90.0 
흑석 % 60.0 70.0 85.0 100.0 100.0 

3,4공단 %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슬러지
산정결과

대전 톤/일 181.1 282.8 321.5 351.3 351.3 
흑석 톤/일 0.1 0.2 0.4 0.5 0.5 

3,4공단 톤/일 23.4 32.6 35.7 38.5 38.5 
계 톤/일 204.6 315.6 357.6 390.3 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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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상매립+고화처리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2010년 기준)<표 8.1-34>
ㅊ

구   분 처리시설명 단위 2005년 2015년 2020년 2025년

육상매립 110 - 306
(2,700원/톤)

- 554
(13,800원/톤) 4,503

고화처리 200 240 3,139
(43,000원/톤)

504
(13,800원/톤)

소각 및 고화시설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2020년 기준)<표 8.1-35> 
ㅊ

구  분 처리량
(㎥/일)

공사비
(억원)

년간 유지관리비
(백만원) 비 고

소각시설 360 540 5,782(44,000원/톤)
탄화시설 360 540 9,855(75,000원/톤)

5)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보고서(2007.11)
◦ 2011년까지 건설되는 슬러지는 수도권 매립지에 350톤/일 지분 유지하고 초과되는 슬러

지량은 2012년 까지는 해양투기와 병행하여 처리토록 계획
◦ 350톤/일을 초과하는 슬러지는 수도권 매립지내에 하수슬러지 처리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 

결과를 통해 처리시설 및 처리방식을 결정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의 단계별 설치계획<표 8.1-36> 

ㅊ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가동예정년도 2008 2011.2 2011.2

시설명 고화시설 고화시설 퇴비화, 탄화, 건조 -

슬러지처리
(톤/일)

수도권전체 1,000 1,000 1,100 3,100
인천시분 100 250 350

◦ 수도권 광역자원화시설 미반영분에 대한 처리계획
계획대상량 산정<표 8.1-37>                                              (단위 : ㎥/일)

ㅊ

구  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비 고
슬러지발생 예측량 364.4 546.9 598.1 621.3

수도권 광역
자원화시설 처리량 100 350 350 350

계획 대상량 264.4 196.9 248.1 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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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슬러지 최종처분 시설계획 <표 8.1-38>                                    (단위 : ㎥/일)

ㅊ 구  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비고
슬러지발생량 364 547 598 621

광역처리 시설용량 100 350 350 350

광역처리외 슬러지량 264 197 248 271
시설용량 - 200 275 -

6) 대구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보고서(2009.6)
◦ 대구광역시 서부하수처리시설내에 슬러지 건조고화시설(Q=300톤/일)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 각 하수처리시설 발생슬러지를 서부하수처리시설로 차량 이송후 최종 고화처리된 슬러지는 

매립시설 복토재로 재활용
대구광역시 처리시설별 탈수슬러지 발생량 <표 8.1-39>                       (단위:㎥/일)

ㅊ

구  분 감 량 화 전 감량화후2010년 2015년 2020년
달서천 75.0 75.0 73.0 39.1
북  부 34.0 38.0 43.0 20.0
서  부 130.0 137.0 138.0 68.7
신  천 185.0 199.0 202.0 91.6
현  풍 - 7.5 19.0 19.0

계 424.0 456.5 475.0 238.4

다.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 관련 지침 및 법규
하수찌꺼기(슬러지)의 처리에 대한 상위 계획 및 관련 법규, 지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1) 하수슬러지관리 종합대책(수정)(2008.5, 환경부)
가) 추진배경
▪ 런던협약 ‘96의정서 발효와 함께 하수슬러지를 포함한 폐기물의 해양배출기준을 대폭 강화(해양환

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06.2.21)
  - 제1기준은 2008년 8월, 제2기준은 2011년 2월부터 해양배출 금지
▪ 2007년 5월 수립한「하수슬러지관리 종합대책」을 기본으로 그간 지자체별 사업계획 변경 등을 감

안하여 종합대책 수립
나) 관리목표
▪ 2011년 말 까지 하수찌꺼기(슬러지)처리시설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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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011년 말>
해양배출 : 68.5% → -
재 활 용 : 18.5% → 69.5%
소    각 : 11% → 29%
매    립 : 2% → 1.5%

▪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제도 정비
다) 추진방향
▪ 처리방법의 다변화 추진

- 지역특성에 적합한 재활용 방법 채택
→ 매립지 인근지역은 고화 처리하여 복토재 활용 
→ 소량발생 및 농촌지역은 퇴비화
→ 생활폐기물 소각장에 여유가 있는 지자체는 혼합소각
  ※ 전용 소각시설의 설치는 가급적 지양
→ 시멘트회사 인근지역은 시멘트 원료화 

▪ 하수슬러지 관련 규정 제․개정 추진
- 하수슬러지 연료화 규정 제정(´08년말)
→ 하수슬러지 에너지제품의 기준설정 등

▪ 재활용산업 육성 및 신기술 보급 추진
- 재활용 제품 전시회 및 재활용 기술 보유업체 Workshop 등을 통한 기술 보급 지속 추진

라) 하수찌꺼기(슬러지)처리시설 단계별 확충계획
▪ 2008~2011년까지 총 5,883억원을 투자하여 수도권 광역 자원화시설 1개소를 포함하여 소각시설 

16개소, 재활용 시설 52개소 등 총 68개소 처리시설 확충
- 국고 3,074억원, 지방비 2,809억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확충계획<표 8.1-40> 
ㅊ

구   분 처리시설별 개소수 용량
(톤/일)

총사업비(억원)
계 국고 지방비

계 - 68 7,307 5,883 3,074 2,809
소 계 소 각 16 1,310 1,621 785 836

재활용 52 5,997 4,262 2,289 1,973
수도권광역 

1단계 재활용 1 2,000 370 115 255
1기준초과
또는 우려

소 각 1 7 7 5 2
재활용 6 1,450 1,407 475 932

2기준초과
및 기타

소 각 15 1,303 1,614 780 834
재활용 45 2,547 2,485 1,699 786

주 : 수원시는 제2기준 초과 기준 지자체에 해당



Ⅷ-34

제8장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처분계
획 ▪ 제2기준 초과 등 시설 지자체

- 소각시설 15개소(1,303톤/일), 재활용시설 45개소(2,547톤/일) 설치계획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확충계획(제2기준 초과시설 지자체)<표 8.1-41> 

ㅊ

처리
시설별 개소 수 해당 시․군 용 량

(톤/일)
총 사업비(억원) 

계 국 고 지방비
계 60 - 3,850 4,099 2,479 1,620

소 각 15
광주, 서천, 목포, 완도, 용인, 
마산, 울산, 청주, 전주, 홍천,
서산, 홍성,  계룡, 구례, 나주

1,303 1,614 780 834

재활용 45

대전, 천안, 공주, 논산, 남원,
 순천, 광양, 담양, 해남, 화순,
 강진, 무안, 경주, 울진, 상주,
 안동, 사천, 진주, 의령, 창녕,
 제주, 수원, 보령, 고창, 보성,

 고령, 칠곡, 양산, 거제, 고성(증설),
 밀양, 남해, 함안, 춘천, 아산, 
 의왕, 완주, 포항, 진해, 광주,
 고양, 군산, 정읍, 김제, 익산 

2,547 2,485 1,699 786

마) 하수찌꺼기(슬러지) 재활용계획
▪ 2011년에는 하수슬러지가 10,259톤/일 발생이 예상되며, 시․도별로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 

7,136톤/일(69.5%), 소각 2,974톤/일(29%), 매립 149톤/일(1.5%) 처리
- 매립처리(149톤/일)는 매립가스 회수시설이 있는 매립장 60톤/일, 단순 직매립 89톤/일임
- 소각처리(2,974톤/일)는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연계처리 685톤/일, 슬러지 전용소각시설 2,289톤

/일임
2011년도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계획<표 8.1-42> 

ㅊ

구  분 계 해양
배출

매립 소각 재활용소계 직매립 가스화 소계 생활연계 전용
발생량
(톤/일) 10,259 - 149 89 60 2,974 685 2,289 7,136

구성비(%) 100 - 1.5 0.9 0.6 29.0 6.7 22.3 69.5 

▪ 재활용량 7,136톤/일은 복토재 3,808톤/일(53.4%), 탄화 1,301톤/일(18.2%), 시멘트원료 912톤/일
(12.8%), 녹생토 373톤/일(5.2%), 퇴비화 368톤/일(5.2%), 연료화 308톤/일(4.3%)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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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하수찌꺼기(슬러지) 재활용계획 <표 8.1-43>                      (단위:톤/일, %)
ㅊ

구  분 합계 복토재 탄화 시멘트 원료 녹생토 퇴비화 연료화 지렁이
분변토

합계 7,136
(100) 

 3,808
(53.4) 

1,301
(18.2) 

912 
(12.8)

373
(5.2) 

368
(5.2) 

308
(4.3) 

66
(0.9) 

서울 1,611  1,133 100 200 165 - - 13 
경기도 1,966 1,338 9 473 120 - 17 9
부산 529 529 - - - - - -
대구 219 219 - - - - - -
인천 372 372 - - - - - -
광주 287 - - - - - 287 -
대전 323 - 323 - - - - -

기타 지자체 1,829 217 869 239 88 368 4 44
바) 하수찌꺼기(슬러지) 에너지화 계획 
▪ 에너지화 가능 하수처리시설은 23개소로 약 1,600톤/일의 하수슬러지를 건조․탄화 등의 과정을 통

해 354톤/일 고형연료 생산 
◦ 석탄 화력발전소, 시멘트 소성로 등에서 연료로 우선 이용

- 전국의 석탄 화력발전소 9개소에서 54,244천톤/년의 석탄을 사용 중이며, 일정비율의 고형연
료(건조슬러지 등) 혼소 가능

- 고형연료를 전량 발전용 연료로 사용시 하루 153톤의 역청탄을 대체하여 연간 약 33억원 절
감 및 26억원 상당의 온실가스 배출권 발생

- 건조슬러지 등의 고형연료를 석탄 화력발전소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형연료의 제품기
준” 설정 등 관련 규정 제정

(※화력발전소의 주연료인 석탄과의 혼소시험결과 대기배출기준 준수 가능
  → 슬러지 전용소각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지자체도 에너지화 방법으로 시설설치계획 변경 유

도
▪ 소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소화조 효율개선 사업을 시행하여 슬러지 발생량

의 감축 및 에너지화 도모
◦ 소화조 용량 4,500㎥ 이상의 33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소화조 효율개선 사업 및 

가스이용 사업 시행
◦ 소화가스를 발전용 연료 등으로 사용시 연간 232억원의 연료 대체 효과 및 36억원 상당의 

온실가스 배출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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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에너지화 및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대상 하수처리시설 현황<표 8.1-44> 

ㅊ

시도별
에너지화 가능 하수처리시설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대상 하수처리시설
처리시설명 처리계획량

(톤/일) 처리시설명 가스발생량
(㎥/일)

계 23개소 1,609 33개소 325,100
서울 난지 100 중랑, 탄천, 난지, 서남 165,490
부산 - - 수영, 강변, 남부 32,810
대구 - - 달서천, 신천, 서부, 북부 25,880
인천 - - 가좌, 승기 6,520
광주 광주 제1, 2 287 광주 제1, 2 18,650
대전 대전, 흑석 323 대전 8,395
울산 용연 8,415
경기 부천, 의왕, 안성 26 수원, 성남 등 33,154
강원 - - 춘천, 원주 6,020
충남 천안, 보령, 논산 163 - -
전북 군산, 익산, 완주 288 군산 6,932
전남 순천, 무안 65 목포 667
경북 포항, 경산 167 포항, 김천, 구미 5,759

경남 진주, 김해, 의령, 남해, 
합천 190 마산, 진주 6,408

2)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 관련 법규현황
가) 폐기물관리법

  [별표 5의2] <개정 2014.1.17>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제14조의3제2항 관련)

5. 동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 폐식용유 및 음식료품의 제조·유통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농경지의 퇴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퇴비는 「비료관리법」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에 

맞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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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먹이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에 따

른 검정방법에 따라 검정을 한 결과가 「사료관리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

정 및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에 맞아야 한다.

13. 유기성 오니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하여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 매립시

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 제조된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하

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적합하게 재활용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명·원료 등을 표시하고, 제품의 제조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14. 폐산·폐알카리를 수처리제로 사용하는 경우
  가. 수처리제의 수요자와 계약이 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수처리제로 사용하는 폐산·폐알카리는 수소이온농도 외의 오염물질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청정지역의 오염물질 배출허
용기준 이내인 것에 한한다.

  다. 폐산·폐알카리를 수처리제로 사용할 수 있는 처리시설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22. 지정폐기물이 아닌 동ᆞ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상의 물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유기성 오니 또는 왕겨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가. 유기성 오니를 고형화하거나 고화 처리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규격

표시인증을 받은 보도블록 등 경량골재를 제조하거나 탄화시켜 재활용제품의 원료

로 사용하는 경우

  나. 동ᆞ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 또는 왕겨를 생물학적 처리방법

으로 처리하여 비료를 제조하는 경우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동ᆞ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 또는 왕
겨와 이들을 원료로 하여 생산된 비료는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설정 또는 
지정된 보통비료의 공정규격 또는 부산물비료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다. 유기성 오니를 고화하여 생산한 고화처리물을 별표 11 제2호나목2)차)의 규정에 

적합하게 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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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산된 고화처리물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

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이나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

시험기준 또는 한국산업규격(KS F 2322, KS F 2314)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

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가) 수소이온농도(pH): 12.4이하

    나) 수분함량: 50퍼센트 이하

    다) 투수계수: 1.0×10-7㎝/sec이상 1.0×10-3㎝/sec이하

    라) 일축압축강도: 0.10MPa 이상

    마) 유해물질 함량: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2지역 기준 이내

  라. 하수처리오니를 가공하여 비탈면녹화토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1) 하수처리오니를 가공하는 경우 제13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용도 

및 방법에 따른 부숙 공정을 거쳐야 한다.

   2) 가공된 비탈면녹화토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이나 공정시험기준이 없는 경우

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가) 수소이온농도(pH): 5.5 이상 8.0 이하
    나) 비소, 카드뮴, 구리, 납, 니켈, 불소, 6가크롬, 시안, 페놀, 수은, 아연 및 석유계총

탄화수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
   비고: "비탈면녹화토"란 절·성토 공사 등으로 발생한 비탈면의 낙석방지, 생태복원 또

는 녹화에 사용하는 인공토양을 말한다.
31.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가연성 고형폐기물 또는 유기성 폐기물을 법 제2조

제7호나목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3)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오니(지정폐기

물은 제외한다)를 가공하여 연료를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

    가) 제조된 연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용할 것
      (1)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된 유기성 오니를 가공하여 제조

한 연료: 화력발전소 또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사용하되, 총 연료사용량의 5퍼센트 
이내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발생된 유기성 오니를 가공하여 제조한 연료: 화력발전
소에서 사용하되, 총 연료사용량의 0.5퍼센트 이내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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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유기성 오니 연료의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3
천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유기성 오니에서 일부 에너지를 회수한 후 
가공하는 경우에는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2천킬로칼로리 이상이어야 한다.

    다) 가공된 연료는 수분 함유량 10퍼센트 이하, 회분 함유량(건조된 상태 기준) 35
퍼센트 이하, 황분 함유량(건조된 상태 기준) 2퍼센트 이하, 길이(원형인 경우에
는 지름) 40밀리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회분 함유량이 35퍼센트를 초과하더
라도 이를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35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다.

    라) 연료로 재활용하는 유기성 오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 시험
ᆞ분석방법에 따른 시험결과(건조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가 다음의 기준에 적
합하여야 한다.

      (1) 수은: 킬로그램 당 1.20밀리그램 이하
      (2) 카드뮴: 킬로그램 당 9.0밀리그램 이하
      (3) 납: 킬로그램 당 200.0밀리그램 이하
      (4) 비소: 킬로그램 당 13.0밀리그램 이하
  7) 음식물류 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상의 물질을 포

함한다), 유기성 오니, 동ᆞ식물성 잔재물 및 동물의 사체를 혐기성 소화 등의 방
법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ᆞ보급ᆞ이용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
른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경우

  다. 제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폐기물을 시멘트 소성로에서 보조연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1) 지정폐기물을 재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2) 및 3)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폐기물만

을 재활용하여 시멘트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시멘트 소성로에서 보조연료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고형연료제

품의 품질 시험ᆞ분석방법"에 따른 시험결과(저위발열량 외의 항목은 건조된 상

태를 기준으로 한다)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납: 킬로그램 당 200밀리그램 미만

     나) 구리: 킬로그램 당 800밀리그램 미만

     다) 카드뮴: 킬로그램 당 9밀리그램 미만

     라) 비소: 킬로그램 당 13밀리그램 미만     

     마) 수은: 킬로그램 당 1.2밀리그램 미만

     바) 염소농도: 무게의 2퍼센트 미만

     사) 저위발열량: 킬로그램 당 4,500킬로칼로리 이상

   3) 2)에도 불구하고 폐목재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납: 킬로그램 당 30 밀리그램 이하

     나) 구리: 킬로그램 당 800 밀리그램 미만

     다) 카드뮴: 킬로그램 당 2.0 밀리그램 이하



Ⅷ-40

제8장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처분계
획

     라) 비소: 킬로그램 당 2.0 밀리그램 이하

     마) 수은: 킬로그램 당 1.0밀리그램 이하

     바) 염소농도: 무게의 2 퍼센트 이하

     사) 저위발열량: 킬로그램 당 3,500킬로칼로리 이상

4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나)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육상 직매립이 금지된 상태이후로 2008년 말 기준 하수찌꺼기 최종처분은 해양투
기가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수찌꺼기 해양배출규제와 관련된 국제 협약인「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대한 해양오염방
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f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s)」으로 런던협약(1972년)과 1994년 당사국 지위획득, 그리고 1996년 개정의정서의 발효와 함
께 하수찌꺼기를 포함한 폐기물의 해양배출기준이 대폭 강화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해양환경관리
법(2008.1.20부로 해양오염방지법 폐지)으로 해양배출이 금지(2014.1.1.부)되었다.

  [별표 6] <개정 2013.12.30>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에 배출가능한 폐기물(제12조제1항 관련)

1. 확산식처리방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 다만, 나목 및 다목의 폐기물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 중 다음의 것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4)부터 15)까지 

및 73)의 배출시설에서 배출된 폐수 및 그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발생된 액상
의 것(음식물류 폐기물을 원료로 사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제외한
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각 목에 해당하
는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의 것(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
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오니(수분의 함량이 95％ 미만이
거나 고형물의 함량이 5％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의 것

    1) 나목1)의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공정오니 및 그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발생된 것
    2) 나목2)의 처리시설에서 발생된 것

다) 비료관리법
농림수산식품부의 비료관리법에서는 비료공정규격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36호)으로 비료에 대하여 
그 주성분의 최소량 또는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타 주성분의 효능유지에 필요한 부가성
분의 함유량 등 비료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규제하고 있다. 비료공정규격을 살펴보면 읍·면 단위 농어
촌지역 생활하수찌꺼기는 사전 분석 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로 지정되어 있고 도시 및 공단지역 폐수
처리찌꺼기는 사용 가능한 원료에 분류되어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비료화는 어려운 현실이다.

라)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12-256호, 2012.6.7.]



Ⅷ-4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13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

류 폐기물 및 유기성오니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숙(腐熟)공정"이라 함은 원료의 함수율을 조정하여 부숙시설 등에서 유기물을 분해

하는 1차 발효공정과, 1차 발효 후 남아있는 악취 또는 병원성미생물을 제거하거나 
미분해된 유기물을 분해하여 안정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2차 발효공정을 말한다.

2. "부숙시설"이라 함은 부숙공정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부숙토"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과 유기성오니가 부숙공정을 거친 것을 말한다.
4. "후부숙공정"이라 함은 퇴적물 또는 반응기 내의 온도가 실온까지 떨어진 후 잔존되어 

있는 악취 및 병원성미생물을 제거하거나 1차 발효에서 미분해된 유기물을 분해하여 
안정화시키는 데 소요되는 2차 발효공정을 말한다.

5. "통기개량제"라 함은 부숙토 제조원료에 첨가하여 호기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
극형성을 유도하는 물질로서 톱밥, 왕겨, 볏집, 나무껍질 등을 말한다.

6. "지렁이분변토"라 함은 지렁이가 유기성오니 등을 섭취·소화한 후 배설한 것을 말한
다. 

7. "고화처리"라 함은 유기성오니와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이하 "고화제"라 한다)의 이
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혼합하여 흙과 유사한 물리적 성상의 고체로 만드
는 것을 말한다.

8. "고화시설"이라 함은 유기성오니와 고화제를 혼합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9. "고화처리물"이라 함은 유기성오니를 고화제와 혼합하여 고화처리한 생성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유기성오니,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생물학적 폐기물처리시설, 부숙시설, 지렁

이 사육시설 또는 고화시설 등을 이용하여 부숙토, 지렁이 분변토 또는 고화처리물을 
생산하여 토지개량제 또는 매립시설 복토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료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 및 비료의 원료로 사
용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시료채취 및 측정방법) 
① 부숙토와 지렁이분변토의 시료채취 및 측정방법은 비료관리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숙토 모집단의 편성 및 
시료의 최소수, 부숙도 측정방법 등은 별표 1에 의한다.

②고화처리물의 시료채취 및 측정방법은 별표 6에 규정된 폐기물공정시험기준 및 토양오염
시험기준 및 KS 규격에 따른다. 

 제2장 부숙토로 재활용하는 방법
 제5조(폐기물배출자의 원료공급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유기성오니를 부숙토 생산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자(이하 "폐기
물배출자"라 한다)는 별표 2의 부숙토의 원료로 사용가능한 폐기물로서 별표 3의 부숙
토 원료기준에 적합한 당해 폐기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폐기물배출자(유기성오니 배출자에 한한다)는 부숙토 생산자에게 공급 하고자 하는 폐기
물의 사전분석검토 결과와 별표 3에 규정된 등급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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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함수율을 60퍼센트 이하로 조정한 후 부숙시설에서 퇴적시키거나 반응기에 넣어서 유
기물을 분해하여 안정화시켜야 한다.

2. 부숙대상 물질에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통기장치 또는 뒤집기 장치를 설치·운영하여 
적정온도를 유지시켜야 한다.

3. 부숙대상 물질은 부숙시설에서 1차 발효공정과 후부숙공정을 거쳐야 하며, 1차 발효
공정 중에 3일 이상은 지속적으로 50℃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부숙토를 부숙시설로부터 반출·사용하기 전에 별표 4의 부숙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동안 후부숙공정을 거쳐야 한다.

5. 부숙토에는 유리, 플라스틱, 돌 등 이물질(異物質)이 건조중량을 기준으로 1퍼센트 이
상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매립시설 복토용으로 사용하는 부숙토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6. 부숙공정을 마친 부숙토와 부숙공정을 거치지 않은 원료는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부숙토 생산자는 별표 4의 부숙토 제품기준에 표시된 항목을 측정하여 제품기준에 적합

하지 아니한 부숙토를 출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부숙토 생산자는 1년 동안 생산된 부숙토의 2분의1 이상을 보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부숙토의 표시 및 사용)

① 부숙토 생산자는 생산된 부숙토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별표 5의의 부숙토 생산자 보
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별표4의 "가"등급 부숙토는 토지개량제 또는 매립시설 복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는 경우 사람의 식용 및 가축(가금류 및 어류 포함)의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작물 등을 재배하는 토지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로절개지 외의 토지
에는 1천평방미터당 연간 4톤 이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별표 4의 "나"등급 부숙토는 매립시설 복토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부숙토의 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산한 부숙토를 재부숙 하거나 판매한 부숙토를 회수하
도록 부숙토 생산자에게 조치 할 수 있다. 

1. 별표4의 "가"등급 부숙토로서 유해물질이 제품기준보다 1퍼센트 이상 초과하는 경우
2. 별표4의 "가"등급 부숙토로서 유기물함량이 22.5% 미만인 경우
3. 부숙도가 제품기준보다 10퍼센트 이상 초과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부숙토와 같은 날 생산된 동일명칭의 부숙토에 대하
여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할 때 모집단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 모집단에 한하여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제9조(기록보존) 유기성오니를 부숙토 원료로 공급한 유기성오니 배출자 및 부숙토 생산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
2.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정보를 부숙토 사용자에게 알려주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포장

용기 견본, 계약서 등을 말하며, 생산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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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지렁이 분변토로 재활용하는 방법
 제10조(지렁이 분변토로 재활용하는 방법) 유기성오니 등을 지렁이 분변토로 재활용하고자 하

는 자는 각 호의 재활용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표 3의 부숙토 원료기준에 적합한 폐기물을 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성

오니를 원료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의 부숙토 원료로 사용 가능한 폐기물에 
적합한 유기성오니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렁이 사육시설은 개폐(開閉)가 가능한 환기시설, 지렁이가 사육장 밖으로 나가는 것
을 막기 위한 시설 및 지렁이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는 급수장치를 설치·운영하여
야 한다.

3. 지렁이 사육시설내의 유기성오니는 수소이온농도, 함수율, 공기량, 온도 등이 지렁이 
생육조건에 적절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지렁이 먹이로 사용하기 위한 유기성오니의 저장·부숙시설은 저장·부숙과정에서 발
생하는 악취 또는 가스를 환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지렁이 먹이로 사용하기 위한 유기성오니는 지렁이 사육시설 면적 100평방미터당 9
톤 이상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지렁이 분변토의 기준) 토지개량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지렁이 분변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렁이 분변토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 
이하이어야 한다.

2. 지렁이 분변토를 비료관리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
료채취기준에 따라 시료를 만들어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으로 시험한 질산성질소
(NO3-N) 농도는 암모니아성질소 (NH3-N) 농도보다 높아야 한다.

 제4장 매립시설 복토재로 재활용하는 방법
 제12조(고화처리물을 매립시설 복토재로 재활용하는 방법) 유기성오니를 고화 처리하여 매립

시설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재활용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최종 복토재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유기성오니를 고화 처리할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유기성오니를 사용하여야 한
다.

2. 유기성오니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 고화제를 고르게 혼합할 수 있는 시설 및 배합
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시설, 고화처리물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조를 설치·운영하여
야 한다.

3. 제2조제8호에 의한 고화시설은 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또는 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제5장 매립시설 토지개량제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법
 제14조(고화처리물을 매립시설내 토지개량제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법)

① 재활용 확대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유기성오니를 고화처리하여 매립시설 토지개량제 및 
기반성토용으로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활용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매립지 경계내의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 자연상태인 양질의 토사와 혼합하여 사용하여
야 한다.

2. 제12조의 재활용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토지개량제로 재활용할 때에는 제13조의 품
질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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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라 재활용하려는 자는 토지개량제 활용계획을 매년 미리 제출하여 환경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된 주변지역의 토양오염도 등 환
경영향을 분기 1회 이상 조사·평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까지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부정
적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그 사용
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고화처리물 사용의 기록보존) 유기성오니를 이용하여 고화처리물을 생산하는 자는 다
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측정결과
2. 제14조제1항에 따라 고화처리물을 토지개량제로 사용한 경우 사용장소, 장소별 사용

량 등에 대해 기록한 증명 서류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
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5일까지로 한다.

3) 국외 하수찌꺼기 재활용 사례
가) 시멘트 원료, 녹생토로 활용과 에너지 회수[중랑물재생센터]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는 24만평의 방대한 규모로 10개 자치구의 생활하수 하루 171만 톤과 11개 자
치구의 정화조 오니 4천kL를 처리하고 있으며, 하수찌꺼기 케익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건조(함수율 10%)해 시멘트 원료와 녹생토로 활용하는 하수찌꺼기 건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하수찌꺼기 건조시설은 하루 200톤의 규모로 지난 2002년 7월에 완공됐으며 간접가열식, 원형디스크형
의 건조 방식으로 분집포집기, 콘덴서, 악취제거설비 등의 방지시설을 가지고 있다.
중랑물재생센터는 폐열회수 재활용으로 화석연료 제로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버려지는 건조배가스 
등 폐열을 회수하여 소화조 가온에 재활용하고 소화조 가온에 사용하던 소화가스를 하수찌꺼기 건조시
설에 확대 공급하는 에너지 순환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시가스 사용량이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보일러 
설비 대기오염배출저감시설 겸 유동층 폐열회수기를 설치했으며, 하수찌꺼기 건조배가스(수증기) 세정을 
겸한 폐열회수설비를 설치했다.
이렇게 회수에너지자원 재활용을 통해 23억원의 예산을 저감했으며, 하수찌꺼기 건조시설 운영비를 획
기적으로 절감했다. 또, 하수찌꺼기 건조처리량 증대로 해양 및 토양오염을 방지하는 한편, 건조 하수찌
꺼기 에너지화 추진으로 경쟁력을 강화했다. 에너지 회수 재활용으로 CO₂배출량 감축 및 대기배출시
설 유지관리는 한층 수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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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시설 에너지 절감실적<표 8.1-45> 
ㅊ

연료명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3월현재)

건조시설사용연료 도시가스
전용

도시가스 +
바이오가스

도시가스 +
바이오가스

도시가스 +
바이오가스

도시가스 +
바이오가스

도시가스 +
바이오가스

바이오가스
전용

도시가스
(L.N.G)

사용량(천㎡) 3,707 3,398 1,602 2,165 1,061 477 -
지출액(백만원) 1,521 1,484 792 1,254 702 317 -

소화가스
(바이오
가스)

공급량(천㎡) - 502 4,308 3,021 5,277 9,024 1,927
지출액(백만원) - 100 833 785 1,613 2,163 629

건조시설 처리과정<그림 8.1-1> 

나) 하수찌꺼기 자원화(탄화) 시설[김해시 하수찌꺼기 자원화 처리시설]
김해시 하수찌꺼기 자원화 처리시설은 하루 100톤의 하수찌꺼기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수찌꺼
기 탄화설비, 하수찌꺼기 처리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사업비 174억 원이 들었으며 지난 2006년 6월 
공사를 시작해 2008년에 완공됐다. 
김해시는 하수찌꺼기를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바탕으로 하수찌꺼기의 적정처리로 토양 
및 해양오염을 예방하고 영구적 하수찌꺼기 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자연환경의 보존에 기여하고 있다.
이 처리시설은 기존의 부숙화, 고화, 소각 등의 방법이 아닌 탄화처리 방법으로 부산물의 재활용이 가능하
고, 감량효과가 우수하며 폐열 활용이 가능하는 등 장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수찌꺼기 탄화는 무산소 또는 저산소 상태에서 하수찌꺼기에 열을 가하여 가스, 액체, 고체로 분해되
는 열분해 기술이다. 탄화처리 방법은 감량률이 우수하고 탄화물 장기보관이 가능한, 발생가스를 재이용
하는 에너지 절약 시스템이다.
하수찌꺼기 탄화처리는 대기오염 물질 및 악취 등 2차 환경 오염유발이 적으며, 탄화물의 유상판매 가
능성으로 경제성 확보가 기대된다. 또, 발생가스가 비교적 무해하며 배출량도 적고, 단시간 처리 및 대
량처리가 가능하다.
◦ 하수찌꺼기 탄화물의 재활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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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처분계
획  ⋅흡착, 탈취제, 흡음, 방음제 → 오염하천 정화, 하수고도화

 ⋅적조궤물질, 해저저질개선제, 인공어초 → 해양 환경개선
 ⋅축산폐수 혼합제→ 퇴비화, 제습, 제설제 → 활성탄 대용
 ⋅토양개량제, 원예용 퇴비부자재, 복토제 → 산성토양 개량
 ⋅철강 가탄제 → 코크스 혼합
 ⋅보조연료 → 화훼단지, 농가 및 발전소 보조연료
탄화물 처분은 수요처 확보 및 경제성 측면에서 철강보온재로 활용된다. 철강보온재 수급량은 조강생산
량의 약 0.05%로 수요처 확보가 우수하고, 탄화물은 보온재 원료와 성상이 유사하여 대체 가능성이 뛰
어나기 때문이다.
김해시 하수찌꺼기 자원화처리시설은 운영관리비 절감과 전문기술자 확보를 위해 민간 위탁 운영(톤당 
7∼8만원)되고 있으며, 하수찌꺼기의 재활용과 적정처리로, 토양, 해양오염 예방 및 자연환경보존에 기
여하고 있다. 또, 버려지는 소화가스 및 폐열을 재이용함으로써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 정책은 물
론 이미지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재이용으로 온실가스 저장 등 환경오염 예방
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수찌꺼기를 이용한 탄화물을 생산, 1일10t(t당 1만원)생산, 연간 2800여만원
을 수익을 창출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탄화처리 과정<그림 8.1-2> 

다) 하수찌꺼기 부숙화(퇴비화)시설[고성 하수찌꺼기 부숙화시설]
경남 고성군이 운영하고 있는 하수찌꺼기 부숙화(퇴비화)시설은 전국 지자체를 대표하는 우수사례로서 
발생 하수찌꺼기를 100% 재활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하수찌꺼기 부숙화(퇴비화)시설을 설치하여 운
영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된 퇴비는 공원 조경수, 도로변 가로수 및 임야 수목에 시비하여 버려
지는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여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천이라는 점에서도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하수찌꺼기 부숙화시설 공정의 특징
⋅입형 다단 원통형 장치 : 3단으로 이루어진 발효단이 입형으로 디자인되어 소요부지 최소

⋅야적식에 비하여 빠른 반응시간 : 3~4주간 소요되는 야적식에 비하여 1~2주 이내에 퇴비의 안
정화 가능

⋅각 단계별 분해과정 조절가능 : 3단계로 발효퇴비화 과정이 구분되어 있어 각 단계의 제어와 일정
한 품질의 퇴비생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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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균 및 잡초종자 사멸 : 55℃이상 3일 이상 유지로 병원균 및 유해 종자 사멸
⋅밀폐형 발효조 : 전과정이 밀폐되어 발생악취의 제어가 용이

하수찌꺼기 부숙토 생산현황(2005년)<표 8.1-46> 
ㅊ 부숙토 원료활용 부숙토 생산량 감량율(%) 부숙토 반출량 잔량

1,198.3 138.1 88 132 6.1
경남 고성군이 운영하고 있는 하수찌꺼기 부숙화(퇴비화)시설은 2009년까지 하수찌꺼기 전체 발생량의 
40%를 해양투기방식으로 처리하였다. 2010년 4월 현재는 100% 부숙화하여 5.23t/일의 생산량을 나타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외 하수찌꺼기 재활용 사례<표 8.1-47> 
ㅊ

재활용 분야 사  례
1.퇴비화를 통한 재활용
⋅하수찌꺼기를 톱밥, 덤불조각 등과 혼

합하여 퇴비화 후 적정 처리공정을 거
쳐 상품화

⋅미국 King County : 하수찌꺼기를 퇴비 상품화하여 판매
⋅미국 매사추세츠주 스프링필드시 등에서 다수의 하수찌꺼기 퇴비화시설을 가동

중 및 확대
2.산림지에의 이용
⋅산림지 토양의 지력, 산림 생장의 증

가로 산림생태계 및 야생동물의 서식
에 도움

⋅미국 Sevilleta 국립 야생보호지역 적용
 - 식물체들의 성장이 증대되어 토양표면의 물리적 성질을 향상
  (하수찌꺼기 처리효과로 강우시 유수의 발생량이 감소)

3.토양개량제로 이용
⋅경작지, 목초지, 과수원 등이 지력증가

와 식물체 생장을 위한 유기질비료로 
이용

⋅스위스 Zurich시 하수찌꺼기 건조후 조경 및 녹농지 이용
⋅일본 삿보르시 : 하수찌꺼기를 유기질 토지개량제로 이용
⋅미국 Rio Puerco Watershed 유역: 건조처리된 하수찌꺼기를 Rio Puerco 인근 

목초지대 토양 표면 살포로 목초생산력 향상
⋅미국 콜로라도주 Gunnison : 목장지대 살포후 방목횟수 증가
⋅미국 공군사관학교 : 사관학교 소유의 자연 수풀지역에 살포
  (식생 증가, 토양침식 방지, 야생동물 서식처의 향상)

4.폐광지대 및 토양오염지 복원에의 이용
⋅폐광지대에 탈수 처리된 하수찌꺼기를 

이용하여 표토를 복원

⋅호주 Hunter Valley지역
 - 폐광지역에 탈수처리된 하수찌꺼기를 이용, 농경지로 이용
⋅미국 콜로라도주 : Granada 인근지역의 모래사막화지역의 식생복원을 위하여 

하수찌꺼기 이용
⋅Pennsylvania주 Dauphin county 사례
 - 건조처리하여 기계적으로 잘게 부수어 고운 가루화한 하수찌꺼기를 폐탄광지

역에 살포하여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로 복원
5.매립지 복토재로의 이용
⋅탈수 등의 후처리 공정을 거친 후 다

른 물질과 혼합하여 매립지 복토재 이
용

⋅벨기에 Flanders 지방 : 모래와 혼합후 복토재 이용
⋅미국 뉴저지주 Middlesex County지역 : 생석회 및 시멘트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와 혼합하여 고화처리후 복토재 이용
6.인공토, 석재로 활용
⋅후처리 공정을 거친후 다른 물질과 혼

합하여 재활용
⋅미국 메사추세츠주 Salem지역 : 인공토로 제조하여 상품화
⋅일본 S사 : 하수찌꺼기 소각재와 알루미나, 석재를 혼합하여 용융⋅탈기후 하

천호안용 석재로 개발
7.건축재료로의 재활용
⋅탈수 등의 후처리 공정을 거친 후 다

른 물질과 혼합하여 건축 재료로 재활
용

⋅싱가포르에서는 탈수 등의 처리 공정을 거친 하수찌꺼기를 분쇄 후 적색 진흙
과 섞은 다음 고온으로 가열하여 경벽돌을 생산

⋅일본의 東京都에는 벽돌공장 운영 : 소각재를 이용한 벽돌을 재조(벽돌보다 견
고하고 내구성 강, 제조비용 고가, 친환경적 제품)

8.찌꺼기를 발전용 연료로 이용
⋅하수찌꺼기는 일정 처리과정을 거친 

후 근처의 화력발전소로 운반, 발전 
연료로 이용

⋅영국의 Glasgow시
 - 건조된 하수찌꺼기는 Longannet 화력발전소에서 분말상태의 석탄과 혼합되어 

발전용 연료로 전량 이용(매년 약 107천만톤(수분함량포함)의 하수찌꺼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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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처분계
획8.2 계획의 기본방향

8.2.1 계획의 기본방향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처분방식은 최종 처분형태, 지역특성 및 여건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조합

되어 질 수 있으며 특히 환경부 정책방향에 견주어 환경부하를 감소시키는 자연 순환 방식을 도입하고 재활
용하거나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세부적인 처리방식 선정시에는 해당지역 하수찌꺼기의 발생 특성 및 처리효율, 시설의 규모, 최종처리
방법, 입지여건, 건설비 및 유지관리비, 관리의 난이도, 환경오염의 대책 등을 합리적으로 비교․검토․평가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처리방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수찌꺼기의 처리·처분계획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처리효율, 관리의 용이성, 경제성 및 환경영향 등의 항
목에 대하여 검토하는데 일반적인 처리방식 선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처리방식 선정을 위한 흐름도 
<그림 8.2-1> 

처리의 안정성 처 리 효 과 처리의 유연성
⋅안정된 처리의 지속성
⋅기후, 기온 등의 변화에 대한 처리

의 안정성
⋅유입 부하변동에 대한 대응성
⋅장래 조건변화에 대한 대응 가능성

기술상의 관리성 유지관리성 작업상의 관리성
⋅고도의 관리기술 필요 여부
⋅기기 보급상태
⋅보수, 점검의 난이도
⋅운전지표의 확립 여부

⋅기계 운전조작의 난이도
⋅필요 작업인원의 정도
⋅약품 등 취급 및 확보의 난이도
⋅작업상 위험성

초 기 투 자 비 경  제  성 유 지 관 리 비
⋅건설비
⋅부지 면적

⋅에너지 절약형 및 내구성 기기의 선
정

주변 환경에의 악영향 여부 환 경 영 향 작업환경조건

처리방식선정
한편 국내 하수처리공법으로 많이 적용되고 있는 표준활성슬러지법 수처리 공정특성상 발생되는 하수찌꺼

기는 유기물, 함수율이 높은 경우가 많아 하수찌꺼기 처리시 기본적으로 안정화와 무해화, 감량화가 필수적이
다. 따라서 지역여건과 각 처리공정의 기술적,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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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안을 선정하여야 하며 적용할 수 있는 처리⋅처분방안은 다음과 같다.
하수찌꺼기 처리⋅처분방법의 분류 <그림 8.2-2> 

구분 처리공정 처리방안 처리방식

전
처
리
공
정

농  축 중력농축 자연침강형, 회전드럼형
원심농축 Basket형(입형), 분리판형, Solid Bowl(횡형)

부상분리농축 분산공기부상법, 용해공기부상법, 전해부상법
안정화 혐기성 소화 소화온도 상온(무가온)소화, 저온소화

중온소화, 고온소화
소화조의 형태 재래식 혐기성 소화조, 고율 소화조

1단 소화조, 2단 혐기성 소화조
혐기성 접촉 소화조

호기성 소화
개  량 수세,약품조정,열처리,동결용해처리
탈  수 자연 건조 건조상, 건조용 라군

기계 탈수 진공탈수, 가압탈수, 원심탈수, 벨트프레스탈수, 스크류프레스

중
간
처
리
공
정

중간처리 소  각 연소가스의 유동방향 향류방식, 병류방식, 중간류방식
상향식방식, 하향식방식
상향류와 하향류의 중간류방식

연소공정 1단연소, 다단연소
연 소 법 분해연소, 표면연소, 증발연소, 감압증발연소
소각로의 형식 다단로상, 유동상, 회전로상, Rotary Kiln

열건조 Flash Drying, 분무건조, 회전건조, 다중효용 증발
열분해 고온고압 열분해공정, 저온저압 열분해공정

습식산화
용  융 코크스상용융, 표면용융, 선회용융, 아크용융
고형화 콘크리트고형화, 아스팔트고형화, 플라스틱고형화, 소결, 용융
고  화 시멘트 고화

최
종
처
리
공
정

최종처분 매  립 육상매립 복토재 공급 Trench방식, Area방식, Ramp방식
매립층 내부 혐기성 매립구조, 혐기성 위생매립
분해성상 개량형 위생매립, 준호기성 매립

호기성 위생매립
복토방법 투기식, Sandwich식, Cell방식
 폐기물의
 유무해성

차단형 처분장, 안전형 처분장
관리형 처분장, 침전지형 처분장

수면(해면) 매립
   재활용 퇴비화 퇴적, 통기방식, 입형원통방식, 입형다단방식

횡형교반방식, 원형교반방식
건설 자재화 소각재의 이용, 용융슬래그의 이용

연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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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처분계
획 하수찌꺼기 처리․처분 계획시 고려사항<표 8.2-1> 

ㅊ 고려사항 내  용
환경 친화적
처리․처분계획

하수찌꺼기에는 중금속 및 병원균 등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토양 및 지하수 등의 
주위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안정적인 
처리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경 제 적 인
처 리 방 법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방안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라 할지라도 유지관리비 및 
초기투자비가 과다할 경우 재원조달 및 유지관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인 최종처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발생지역에서
처리 가능화

하수찌꺼기는 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역내에서 발생되는 하수찌꺼기는 가능한 한 그 지역내에서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역내 처분에 한계가 있고 부득이 타지역 처분을 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시와의 협의가 요구되며 퇴비화등 하수찌꺼기의 재이용을 할 경우에는 지역 
내외의 유통기구 및 소비가능량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상황변화에
대응한 처분방식

장래 신기술의 개발에 따른 처분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하수찌꺼기 처리․처분방식 선정기준<표 8.2-2> 
ㅊ 고려사항 내  용

처  리
효  과

처 리 의
안 전 성 ∙항상 안정된 고효율이 얻어지는가 ∙기후, 기온 등에 좌우되지 않는가
처 리 의
유 연 성 ∙유입부하변동에 적응성이 높은가 ∙장래의 조건변화에 대응이 가능한가

관리성
기술상의
관 리 성

∙고도의 운전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
∙기기의 보급실적이 높은가
∙정기점검, 보수의 개소가 적은가

∙특정의 유자격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가
∙운전지표가 확립되어 있는가
∙수처리시설로의 반송수 부하가 적은가

작업상의
관 리 성

∙기기 운전조작이 용이한가
∙작업인원이 적게 소요되는가

∙약품 등의 입수, 확보가 용이한가
∙작업상의 위험성이 없는가

경제성
초    기
투 자 비

∙건설비가 저렴한가
∙처리시설 부지면적이 적게 소요되는가

∙건물 내에 설치해야 하는가

유    지
관 리 비

∙유지관리비는 저렴한가
∙유틸리티의 사용량은 적은가

∙소자원, 소에너지에 부합하는가
∙기기의 내구성이 높은가

환  경
영  향

주변환경 ∙주변환경에의 악영향은 없는가
작업환경 ∙작업환경은 양호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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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최종처분 방식별 경제성 검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수찌꺼기처리시설 과부족현상의 대책방안으로 하수찌꺼기처리시설을 신설하여 

수원시 및 인접 지자체(협약물량) 발생 하수찌꺼기를 수원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에서 최종 처리⋅처분토록 
계획하였다. 

향후 수원시 하수찌꺼기 발생량 <표 8.2-3>                               (단위 : 톤/일)
ㅊ 구    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수원
수원 361.3 391.5 442 465.7 473.5
서호 37.6 39.6 42.1 43.4 43.6

황구지천 - 39.6 42.1 43.4 43.6
인접지자체 오산 71 71 71 71 71

광주 84 84 84 84 84
계 553.9 625.7 681.2 707.5 715.7

주 : 1. 인접지자체 협약물량은 2025년 이후 동일한 것으로 적용.(지자체 협의시 변경될 수 있음.)
2. 하수찌꺼기량 산정시 함수율은 79% 적용
3. 발생량은 삭감부하량에 의한 개략산정으로 처리공법 및 운영방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또한 향후 개발계획 등 외부요인에 의한 하수찌꺼기 발생량이 금회 계획 하수찌꺼기처리량을 초과 할 경우 수원, 

서호, 황구지천 하수처리시설에 감량화 등 추가 시설을 고려할 수 있으며 관련지침상의 처분방식별 슬러지처리시설
의 건설비 및 시설규모별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처리공법별 건설비 <표 8.2-4>                                            (단위 : 억원)
ㅊ 구  분 소  각 탄  화 건  조 고  화 부 숙 화

20톤 미만 3.0 2.7 2.5 2.2 (3.3) 2.2 (3.3)
50톤 미만 2.7 2.5 2.3 1.9 (2.8) 1.9 (3.3)
100톤 미만 2.5 2.2 2.0 1.5 (2.2) 1.5 (2.2)
150톤 미만 2.3 2.0 1.8 1.4 (2.0) 1.4 (2.0)
200톤 미만 2.0 1.8 1.6 1.2 (1.8) 1.2 (1.8)
200톤 이상 1.8 1.6 1.4 1.1 (1.5) 1.1 (1.5)

주 : ( ) : 고화/부숙화 공법에서 전단에 건조시설을 부착하는 경우
자료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지침(2012. 환경부)

시설규모별 가중치<표 8.2-5> 
ㅊ 구  분 25이하 50이하 100이하 150이하 200이하 200이상 비  고

가중치 1.5 1.25 1.0 0.9 0.8 0.7
자료 :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2014.2, 환경부)
주 : 가중치 적용시는 처리시설 톤당사업비 2억원 적용

2010년 6월 환경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환경공단 환경자원시설처에서 조사한 2010년 현재 가동 및 건설중
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처리방법별 톤당 사업비 현황 및 운영비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이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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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처분계
획 처리방법별 톤당 사업비 현황<표 8.2-6> 

ㅊ 구  분 전용소각 혼합소각 건  조 탄  화 고  화 부숙화
설치단가

(백만원/톤) 145 192 201 290 278 345

처리방법별 톤당 운영단가<표 8.2-7> 
ㅊ 구  분 전용소각 혼합소각 건  조 탄  화 고  화 부숙화

운영단가
(원/톤) 62,768 78,960 56,894 257,000 63,409 109,471

처리방법별 톤당 설치 및 운영단가<그림 8.2-3> 

2012년 2월22일 해양투기 금지로 하수찌꺼기 처리를 위해 정부·지자체간 유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하
수찌꺼기처리시설 처리량 외 과부족 하수찌꺼기 시설용량의 조기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적, 지
리적 특성에 맞는 처리공법 결정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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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찌꺼기 처분시설 비교표<표 8.2-8> 
ㅊ 구  분 소  각 고  화 건  조 퇴비화 비 고

처리방법
탈수케익 중의 
유기물을 열분해 발효, 고화 후 매립장 

복토재료 활용
탈수케익 중의 
수분함량 감소후 
시멘트원료로 활용

발효제를 혼합, 숙성, 
퇴비화

소요시간 즉시 약 7일 즉시 약 2개월
최종처분량 21.3 톤/일 100 톤/일 71.3 톤/일 150 톤/일
총시설비 30,000백만원 24,000백만원 20,000백만원 20,000백만원
경    비 50,000원/톤 35,000원/톤 50,000원/톤 40,000원/톤

장    점

․최대감량가능
․위생적임
․재이용 및 폐열이용 
가능
․최종처분 용이

․침출수 및 유해성분의 
누출방지
․매립작업 양호
․비교적 경제적임

․재이용 가능
․처리기술 간단
․최종처분단계에서 비
상시 대처 용이

․부숙토 등으로 재활용 
가능
․매립시설 불필요
․2차 환경오염 적음

단    점

․시설투자비 과다
․2차오염 방지 시설 
필요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
으로 민원 소지가 큼
․고급인력 필요

․고화제 소요
․응결시간 소요
․처리중 악취발생
․감량효과 적음
․매립장 복토재 활용불
가시 수 요처 확보문
제

․별도의 악취처리 시설 
필요
․재이용 수요처 확보문
제
․보조연료 수요처확보문
제
․처리비용 과다

․많은 부지소요
․일시적 유해성분 발생
시 처리불가
․비료로 사용불가
․대규모 처리장에 는 
부적합

검토의견

 ․퇴비화의 경우 비료로 사용은 불가하고 부숙토로의 사용은 가능하나 사용처 확보에 어
려움이 있고, 소요부지면적이 넓어 별도부지가 필요하므로 대규모 하수처리장에는 부적
절함.

 ․건조의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처분을 위해 재활용 수요처가 확보되어야 하나, 재활
용에 따른 처리비용이 과다하므로 타공정의 전처리공정으로 적합

 ․소각시설은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국내 적용실적이 가장 많고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
한 공정이나, 민원의 소지가 크고 처리비용이 고가임

 ․고화의 경우 시설비나 운영비가 비교적 적게 소요되어 경제적이나 처리중 악취발생 및 
처리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감량효과가 적고 매립장 복토재료 활용불가시 수요처 확보 
어려움.

 ․상기에서 나타난 처분시설별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최종처분 시 수요처를 조사하
여 수원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처분시설을 도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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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8.3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분방법(처리방법 포함)

전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하수찌꺼기 처리처분공정은 크게 전처리공정과 중간처리공정, 최종
처리공정으로 구분되는데 전처리공정은 폐기물관리법상의 중간처리전의 단계로 농축, 안정화, 개량, 탈수와 
같은 감량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며 중간처리는 탈수찌꺼기를 재이용 또는 최종처리하기 위하여 퇴비화, 고화, 
연료화, 건조, 소각, 탄화, 용융 등을 하는 공정이다. 그리고 최종처리는 전처리 또는 중간처리공정에서 발생
된 처리부산물을 매립 또는 재이용하는 것이다. 

본 계획에서는 하수찌꺼기의 농축, 안정화, 탈수 등의 전처리(감량화) 방법과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의 처분
방법으로 크게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8.3.1 하수찌꺼기(슬러지) 전처리(감량화) 방법 
가. 찌꺼기 농축

일반적으로 하수찌꺼기 농축의 목적은 처리할 하수찌꺼기의 부피를 감소시켜서 후속 하수찌꺼
기 처리시설(소화조, 탈수시설)의 용량감소 및 처리효율을 증가시켜 하수찌꺼기 최종 처분을 
용이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하수 찌꺼기량은 함수율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농축에 의해 찌꺼기 함수율을 낮추어 주
면 후속처리시설의 용량을 줄일 수 있고 그에 따른 시설비와 운전비를 절감시킬 수 있다. 
하수찌꺼기 농축방법은 중력식, 부상식, 원심분리식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중력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찌꺼기 성상 변화에 따라 침강성 및 농축성이 나빠지고, 여름철에 농축
찌꺼기의 농도가 낮아지거나 찌꺼기 일부가 부상하여 고형물 회수율이 나빠지는 단점이 있다. 
한편, 부상식 및 원심분리식의 경우는 기계적 농축 방법이므로 중력식에 비해 동력비가 많이 
필요하게 되어 유지관리비가 비싸다.
각 방법에 대한 비교․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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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방법의 비교<표 8.3-1> 
ㅊ 구  분 중력식 농축 부상식 농축 원심분리식 농축

개  요

⋅하수찌꺼기 비중에 의한 중력
침전으로 압밀침전 원리를 이
용 압밀된 하수찌꺼기를 하수
찌꺼기 제거기(Scraper)로 회
수하는 방식

⋅고압상태의 용존공기가 저압상
태에서 미세 기포와 접족하면서 
하수찌꺼기를 포집·부상시켜 
고액분리 후 분리된 하수찌꺼기
는 저류 농축조에서 탈기하는 
방식(용존공기부상법)

⋅기계적인 회전에 의한 원심력을 
이용하여 하수찌꺼기를 분리, 
분리관을 통해 원심 작용으로 
회수하는 방식

형  식
⋅자연침강형
⋅회전드럼형

⋅Basket형(입형)
⋅분리관형
⋅Solid Bowl(횡형)

⋅분산공기 부상법
⋅용해공기 부상법
⋅전해 부상법

주대상
찌꺼기

⋅1차하수찌꺼기 + 잉여하수찌꺼
기

⋅1차하수찌꺼기
⋅석회하수찌꺼기

⋅활성슬러지 또는 살수여상 슬러
지와 같이 비교적 가벼운 슬러
지

⋅잉여하수찌꺼기

⋅잉여하수찌꺼기

설 계
기 준

⋅혼합농축시 : 25~70㎏/㎡/일
⋅생찌꺼기 : 90~120㎏/㎡/일 
⋅잉여찌꺼기 : 20~40㎏/㎡/일

⋅100~200㎏/㎡/일 ⋅6~25L/s

농 축
효 과

⋅하수찌꺼기 성상에 따라 SS 회
수율 및 농축찌꺼기 농도가 일
정치 않음

⋅회수율이 높고, 중력법에 비해 
농축하수찌꺼기 농도가 높으며, 
특히 잉여하수찌꺼기와 같이 침
강성이 나쁜 하수찌꺼기에 대해 
효과 좋음

⋅운전조건을 조절할 수가 있고 
고농도의 하수찌꺼기를 얻을 수 
있으나 부상법보다 SS회수율이 
낮음

⋅정밀한 전처리 필요

장 점

⋅운전조작 및 유지관리 용이
⋅시설비 최소
⋅약품사용이 없음
⋅저장과 농축이 동시 가능
⋅상징수의 수질이 양호
⋅국내외 적용실적이 많고 운전

기술이 축적

⋅부지면적이 작다.
⋅시설비 중위
⋅고형물 회수율이 비교적 높음
⋅약품주입 없이도 운전 가능

⋅취기가 적거나 거의 없음
⋅부지면적이 작음

단 점

⋅인발 하수찌꺼기를 정확하게 
제어하지 않으면 부패된 하수
찌꺼기나 저농도 하수찌꺼기를 
인발할 위험이 있음.

⋅악취 발생과 부상현상에 의해 
수질이 악화 우려

⋅잉여하수찌꺼기는 소요면적이 
큼

⋅기기가 많이 필요하며 소음 및 
진동이 발생

⋅감시조작 인자가 많아 운전조작
이 복잡

⋅하수찌꺼기가 수면에 부상하여 
외관이 나쁘다.

⋅동력비가 많이 소요
⋅다른 방법보다 소요면적이 큼

⋅고속회전에 의한 소음 및 진동
이 발생

⋅조작상 공급펌프의 정지나 하수
찌꺼기 인발시간의 조정이 어려
우며 숙련도를 요함.

⋅시설비, 유지관리비가 고가
⋅유지관리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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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나. 찌꺼기 안정화

찌꺼기 안정화의 목적은 ① 병원균의 감소, ② 악취의 제거, ③ 부패억제 감소 또는 제거에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안정화 공법은 찌꺼기중의 휘발성 혹은 유기물 부분의 운전에 
영향을 받는다. 찌꺼기의 유기물 부분에서 미생물의 번식을 허용하면 병원균이 잔류하고, 악취
가 나며, 부패가 일어나기 쉽다.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를 제거하는 안정화 방법은 다음
과 같다.
▪ 휘발성 부분의 생물학적 감량
▪ 휘발성 부분의 화학적 산화
▪ 찌꺼기내에 미생물이 생존하기 힘든 조건으로 만들기 위한 약품주입
▪ 가열에 의한 찌꺼기의 살균 또는 멸균
하수찌꺼기 안정화 방법으로는 1) 석회안정화, 2) 열처리, 3) 혐기성소화, 4) 기타 (염소산화법, 
호기성소화법)등이 있다. 

1) 석회안정화(Lime Stabilization)
석회안정화 공법은 미처리된 찌꺼기의 pH를 12 이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양의 석회를 첨가하여 찌
꺼기중의 미생물 성장을 억제시켜 부패, 악취발생 및 기타 보건상의 문제발생을 감소시키는 공법이다.
석회안정화 공법은 탈수를 하기 전에 석회를 첨가하느냐 또는 탈수 후에 석회를 첨가하느냐에 따라 크
게 전석회 처리와 후석회 처리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후석회 처리 안정화가 전석회 처리 안정화에 비
하여 건조석회의 사용이 가능하므로 탈수찌꺼기에 물의 첨가가 필요 없으며, 탈수장치가 필요 없고, 석
회 찌꺼기 탈수 장치의 스케일링(Scaling) 문제와 유지관리문제가 용이하다는 면에서 유리하다. 이러한 
석회안정화 공법은 미국의 경우 N-Viro Soil 등과 같은 상업화된 제품으로 개발되어 토지개량제 또는 
비료의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전형적인 후석회처리 방식(Roediger Pittsburgh)<그림 8.3-1> 

석  회
사이로

주입장치

로타리
벨  브

진동기

배출공기 여과기

밸트여과기의
슬러지 Cake

콘베이어

교반기 저장용기

2) 열처리
열처리는 연속적인 방법으로서 압력용기에 찌꺼기를 계기압 2,760kN/㎡과 온도 260℃에서 약 30분 
정도의 단시간에 가열처리한다. 열처리는 안정화와 개량을 겸한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 개량공법으로 분
류된다. 열처리된 찌꺼기는 화학약품의 사용없이 쉽게 탈수할 수 있다. 찌꺼기를 고온, 고압으로 처리하
면 열의 작용으로 결합수가 방출되며 고형물질이 응집된다. 또한, 단백질 성분의 가수분해가 일어나 세
포가 파괴되어 용해성 유기화합물과 암모니아성 질소가 방출된다. 그러나 열처리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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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3) 혐기성소화

혐기성소화는 생물학적 폐수처리시설의 가장 오래된 형태로서 반응조내 분자상태의 산소가 존재하지 않
는 상태에서 유기물 및 무기물의 분해가 이루어진다. 현재까지 주된 용도는 하수처리, 폐수처리 및 일
부 공장폐수처리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혐기성소화는 일차침전지와 생물학적 찌꺼기의 혼합액이 유기물이 혐기성 상태에서 생물학적으로 메탄
(CH4) 및 탄산가스(CO2)를 포함하는 다양한 최종생성물로 변환되며, 이 과정은 기밀성(氣密性) 반응조내
에서 일어난다. 연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주입된 찌꺼기는 반응조내에 장기간 남아 있게 된다.  안정화
된 찌꺼기는 반응조로부터  연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제거되며, 이 찌꺼기는 유기물 및 병원균의 함량이 
낮고 부패되지 않는다.
흔히 사용되는 혐기성 소화조는 저율 및 고율소화조로서, 저율소화공정에서는 소화조내의 찌꺼기를 흔
히 가열하지 않고 혼합하지도 않는다. 저율공정의 고형물 체류시간은 30~60일 정도이다. 반면 고율소
화공정은 소화조내의 찌꺼기를 가열하고 완전히 혼합한다. 고율소화조의 고형물 체류시간은 흔히 15일 
또는 그 이하로 운전한다. 이러한 두 가지 기본공정의 혼합형이 “2단 공정(Two-Stage Process)”으
로서 두번째 단계의 일차적인 기능은 상징액을 소화된 고형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지만 여분의 소화 및 
가스생산이 일어나기도 한다.

전형적인 혐기성 소화조<그림 8.3-2> 

(A)

슬러지
유입구

가스제거

상징수
유출구

슬러지
제거구

소화슬러지

활성소화슬러지

상징수층

가스저장

스컴층

슬러지
유출구

슬러지
유입구

가스저장

고정덮개

슬러지
가열기

부유식
덮  개

상징수
유  출

슬러지
유  출

소화슬러지

상징수층

가스저장
스컴층

소화조 가스 유출구

슬러지
유입구

(C)

(B)

슬러지
유입구

가스저장

고정덮개

슬러지
제거구

CH4 + CO2

슬러지
가열기

혼합기

혼합기

1단계 : 완전혼합 2단계 : 중화

(A)재래식 표준 일단식 공정,  (B)고율 완전혼합식 단단식 공정,  (C) 2단식 공정
4) 기  타

하수찌꺼기 안정화 방법으로는 상기의 방법 이외에도 호기성 소화법, 염소산화법 등이 있다. 호기성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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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화법은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의 분해작용으로 병원균의 100% 멸균이 가능하지만 소요부지면적이 넓고 

동력비가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염소산화법은 염소가스를 하수찌꺼기에 주입하여 단기간
에 화학적으로 산화하여 탈수건조하는 방식이지만 염소가스와 찌꺼기가 접촉시 염산이 생성되어 중금속
이 용해되어 상징수로 용출되는 문제점이 있어 소규모 처리시설에만 이용된다.

다. 찌꺼기 개량
하수찌꺼기 개량의 목적은 탈수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며, 주로 이용되는 방법은 약품을 사
용하는 화학적 개량과 열처리 방법이 많이 사용되며, 약품 처리시 약품요구량을 줄이기 위해 
세정방법도 이용한다. 

1) 화학적 개량(Chemical Conditioning)
약품처리에 의한 개량은 탈수효율이 높고, 이용이 용이하며, 경제적인 방법으로서 처리할 찌꺼기의 성상
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약품 처리시 90~99%의 함수율을 가진 유입찌꺼기를 65~85%로 함수율
을 낮출 수 있다.
약품처리에 의한 개량은 주로 진공여과(Vacuum Filtration), 벨트형 여과기(Belt Filter Press), 원심분리
(Centrifugation) 및 압력여과(Filter Press) 등의 기계적인 탈수에 앞서 주로 행하며, 주입되는 약품으로
는 염화철 소석회, 황산알루미늄 등의 무기 응집제와 유기 폴리머 응집제를 사용한다.

2) 세정(Elutriation)
찌꺼기 개량방법 중 비교적 간단한 세척방법은 찌꺼기의 알카리도를 낮추기 위하여 세척수로 세척하여 
개량을 한다. 그러나 세척시 찌꺼기의 미립자가 분해되어 배출되는 단점이 있으므로 대규모 처리시설에
는 적합치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열처리(Heat Treatment)
열처리는 일정한 압력하에서 일시적으로 찌꺼기에 열을 가하여 안정화시키는 공법으로 고형물질을 응집
시키고 젤(gel)상태의 구조를 파괴하여 고형물질의 친수성을 감소시키며, 그 결과로 찌꺼기는 쉽게 살균
되고 탈수된다. 열처리는 다른 찌꺼기 처리법으로 안정화 혹은 개량시키기 힘든 생물학적 찌꺼기 처리
에 가장 유용한 방법이다. 그러나 대규모 처리시설(보통 20,000㎥/일 이상)이나 공간이 협소한 경우 투
자비가 상당히 소요되어 비경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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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꺼기의 개량방식<표 8.3-2> 
ㅊ 항  목 약 품 개 량 열  처  리 세      정

원  리
⋅찌꺼기에 응집제를 첨가하여 

입자의 결합을 촉진시켜 탈수
성을 향상시킨다.

⋅안정과 개량이 동시에 행해지는 
공정으로 Zimpro 방식이 대표
적임

⋅응집제 소요량이 많이 요구되
는 알카리도를 제거시키기 위
해 세정을 하며, 여과로 효율
을 향상시킨다.

특  성 ⋅기계탈수에 주로 적용하며 국
내 보급실적 다수

⋅부피감량 효과가 크며, 유기물 
산화도가 매우 낮음

⋅찌꺼기의 미립자가 분해되어 
배출되는 단점이 있음

라. 찌꺼기 탈수(Dewatering)
하수찌꺼기를 탈수시키는 목적은 찌꺼기 내의 수분을 제거하여 처분해야 할 찌꺼기의 양을 감
소시켜 취급과 운반의 용이성은 물론 위생매립 또는 소각시 감량화 및 안정화의 요건을 충족
시키기 위함이다.
찌꺼기의 탈수방법으로는 기계식 탈수와 건조상이 있으며, 찌꺼기 건조상의 경우는 시설비는 
적게 들지만 소요부지가 넓어 국내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과거에는 건조상을 탈수방식으로 적용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탈수효율이 좋고 유지관리
가 편리한 기계식 탈수방식을 대부분 적용하고 있다.

하수찌꺼기 탈수방식 비교<표 8.3-3> 
ㅊ 구   분 기계식 탈수 자연건조(건조 여상상)

기후 ⋅관계 없음 ⋅우천시 사용불능, 계절에 민감
처리 소요시간 ⋅기계로 탈수하므로 처리시간이 짧음 ⋅바람 등의 자연에 의해 처리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
처리효율 ⋅탈수기 기종별로 약간 차이가 있으나 대체

로 탈수효율이 좋음 ⋅탈수효율이 기계탈수에 비해 많이 떨어짐
2차 공해 

(악취, 위생문제 등)⋅기계로 처리하므로 2차 공해 적음 ⋅실외 노출 처리되므로 2차 공해 유발

유지관리
⋅전력비 및 응집제 소요가 많으나 인력 경

감
⋅운전조작은 대체로 간편

⋅기계 처리방법에 비하여 전기료나 응집제
가 들지 않으나 인력이 많이 소요되며, 원
시적인 방법

시설비 및
소요부지

⋅건조상에 비해 시설비는 비싼 편이나 소요
부지가 작음

⋅시설비는 적게 드나 소요부지가 큼

한편, 기계식 탈수에는 기종에 따라 가압탈수, 원심탈수, 벨트 프레스탈수 등으로 분류된다. 그 
중 원심탈수기는 소요부지는 적게 드나 동력이 많이 소요되며, 소음․진동의 문제, 탈리액의 고
형물 부하가 높다는 단점이 있으며, 벨트프레스는 적용실적이 많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나 고형
물 회수율이 다소 낮으며, 유입찌꺼기의 성상에 따라 운전효율에 영향을 크게 받는 단점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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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기계식 탈수기의 비교<표 8.3-4> 

ㅊ 항  목 Filter Press(가압) 원심탈수기 Belt Press
원리 ⋅찌꺼기를 여포에 감싼 후 가

압탈수
⋅원심력에 의한 농축분리 ⋅여포사이의 찌꺼기를 압축탈

수
하수찌꺼기 조정⋅농축이 필요하고, 소화하수찌

꺼기의 세척이 다소 필요 ⋅불필요 ⋅가압탈수기와 비슷
여포의 
세 정

⋅필요수량 : 보통
⋅세정수압 : 6~8㎏/㎠

⋅필요수량 : 적음 ⋅필요수량 : 많음
⋅세정수압 : 3㎏/㎠ 이하

소 음 보 통 보 통 적 음
동 력 많 음 많 음 적 음

소요면적 많 음 적 음 적 음

보수
⋅여포교환 : 1~2회/년
⋅로울러 및 Seal set :
  2년 주기로 교환

⋅6,000시간 주기로 Screw교환
⋅로울러 및 Seal set :
  2년 주기로 교환

⋅여포교환 : 1~2회/년

케이크 배 출 ⋅싸이클마다 여과실 개방과 여
포이동에 따라 배출 ⋅Screw에 의해 연속배출 ⋅여포의 이동에 의한 연속배

출
케이크 함수율 55 ~ 65% 75 ~ 80% 72 ~ 80%

약품 주입 ⋅Ca(OH)2  25~40%
⋅FeCl3  7~12% ⋅고분자응집제 0.7~1.0% ⋅고분자응집제 0.3~0.8%

여과속도
(㎏․DS/m/hr) 3 ~ 5 - 100 ~ 180

작업환경 ⋅개방형으로 냄새와 습기가 많
아 환풍 탈취 필요

⋅폐쇄형으로 냄새는 적으나 환
풍 고려 ⋅가압탈수기와 비슷

운전성 ⋅용이 ⋅완전 자동 가능 ⋅완전 자동 가능
주 : 여포교환은 8hr/일 운전시 조건. 케이크 함수율은 혼합 생찌꺼기 농도 3~4 % 조건

8.3.2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분방법 
하수찌꺼기의 최종처분은 해양투기 또는 하수찌꺼기 소각재의 매립 등과 같이 무용한 물질로 폐기하는 방

법과 유용한 가치를 갖는 물질로서의 재활용이라는 두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찌꺼기 처리의 최종 산물인 탈수케이크를 상기 두가지의 최종 산물로서 처리하는 과

정을 중간처리 라고 하며, 이와 같은 중간처리공정에는 건조, 소각, 용융, 열분해, 퇴비화, 고화 등이 있다.
가. 찌꺼기 중간처리 방법
1) 건조

가) 개요
하수찌꺼기 건조 설비는 녹지, 농지 이용 등의 유효 이용목적으로 한 수분량 조절과 소각, 용융 처리의 
에너지 절약화 및 안정화 또는 다양한 용도의 적합한 취급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하수찌꺼기
를 건조하기 위해서는 건조방식에 상관없이 잠열로서 다량의 에너지를 투입해야 하므로 건조의 효율화
를 도모하기 위하여 하수찌꺼기 건조설비의 공장인 탈수 조작의 단계에서 가능한 수분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조하수찌꺼기의 함수량 설정은 이용 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녹지, 농지 이용이나 토양개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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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대략 20% 이하이다. 소각 처리나 용융 처리의 전처리로서 건조하는 경우는 소
각로 등 형식 등에 따라 적절한 함수량으로 조정한다.
건조는 하수찌꺼기의 재활용(토양화, 시멘트자원화 등)이나 소각, 용융, 도시쓰레기 혼소 등에서 매우 중
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조로의 열원은 일반적으로 소화가스나 벙커 C유, 중유 등이 이용될 수 
있으나 유동상 소각로와 같이 배가스의 온도가 800℃이상 고온인 경우에는 폐열보일러를 설치하여 폐
열을 하수 찌꺼기 건조에 이용할 수 있다.

나) 건조방식의 분류
건조는 하수찌꺼기의 처리목적, 건조방식, 건조방법 및 건조기의 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건조방식의 분류 <표 8.3-5> 
ㅊ 구   분 종  류
하수찌꺼기 처리목적 ⋅완전건조, 부분건조

건조방식 ⋅연소열 이용 : 직접건조, 간접건조
⋅가열방식 이용 : 직접가열건조방식, 간접가열건조방식

건조방법 ⋅Flash Drying, 분무건조, 열회풍건조, 간접가열건조, 감압증발건조
건조기 형식 ⋅유동상건조기, 드럼건조기, 디스크건조기, 패들건조기

(1) 하수찌꺼기 처리목적에 따른 분류
￭완전건조
완전건조란 찌꺼기의 수분함량이 약 5~30% 이하인 상태를 말하며, 주로 찌꺼기의 재활용을 위해 
사용된다. 
재활용을 위한 찌꺼기의 건조는 찌꺼기의 부피와 무게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고형물(DS)농도를 높
이고, 부패, 변질을 방지하며 병원균을 사멸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취급이 용이하고 위험성이 없다. 또
한 장기간 저장도 가능하며 필요시 소각 또는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 

완전건조 계통도<그림 8.3-3> 

농 업 비 료

산 업 시멘트

하 수 
찌꺼기 탈 수 건 조 RDF 연 료

소각재
매 립

소 각
소각재
재활용

매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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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 부분건조

부분건조는 수분 함수율 높은 하수찌꺼기를 직접 소각하거나 도시쓰레기를 혼합 소각할 경우 수분증
발에 많은 연료가 소모되므로 소각로 투입 전단계에 건조로를 설치하여 미리 하수찌꺼기를 적절히 
건조하는 방식으로서 수분함량은 50%이상 정도이다. 함수율이 있어 장기간 저장하면 부패 및 운반이 
곤란하며 재활용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건조 후 바로 처리해야 한다.

부분건조 계통도
<그림 8.3-4> 

소각재
매 립

하 수 
찌꺼기 탈 수 건 조 소 각

소각재
재활용

(2) 건조방식에 따른 분류
하수찌꺼기 건조방식에 따라 연소열을 이용한 직접건조방식과 증기를 이용한 간접건조방식이 있으며 
건조방식 비교는 다음과 같다.

건조방식의 비교<표 8.3-6> 
ㅊ

구    분 직 접 건 조 방 식 간 접 건 조 방 식
건조방식 
및 원리

⋅열풍 발생로에서 열풍을 발생시켜 습윤 재
료를 직접 접촉시켜 주로 대류 전열에 의
해 수분을 제거하는 방식

⋅장치내의 벽체를 통해서 전도 전열에 의해 
가열한 재료의 수분을 제거하는 방식

배기
가스

가스량 크  다 적  다
입자상물질  많다(1~10g/N㎥) 적다(0.1~2g/N㎥)
온 도(℃) 낮  다 높  다

가스처리장치 크  다 작  다
열 효 율(%) 75 ~ 80 50 ~ 70

장   점
⋅건조속도가 빠르다.
⋅점착성이 큰 Sludge에 유리
⋅자동운전이 가능
⋅설비가 간단하고 소요부지가 적음
⋅건조 효율이 비교적 높다.

⋅건조 Sludge의 성분변화가 적다.
⋅대기오염이 비교적 적다.
⋅건조시간이 길어 건조효율이 높다.
⋅폭발 위험성이 적다.
⋅악취발생이 적다.

단   점
⋅대기 오염의 우려가 있다.
⋅건조 Sludge의 성분변화가 크다.
⋅폭발위험성이 산재한다.
⋅고온으로 부식, 산화가 되기 쉽다.
⋅악취발생이 많다.

⋅건조속도가 느리다.
⋅자동운전이 비교적 어렵다.
⋅설비가 복잡하고 소요부지가 큼
⋅단독운전시 연료손실이 크다.
⋅별도의 보일러설비가 필요하다.

건조기 형식 ⋅드럼, 유동상, 기류, 밴드 등 ⋅패들, 디스크, 씬필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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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조기 형식에 따른 분류
건조기 형식은 열원의 종류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열원으로는 열풍과 열매체 또는 이를 조합한 
방식 등이 있다.

건조기 형식에 따른 분류<표 8.3-7> 
ㅊ

구 분 열풍 건조기 열매체 건조기 혼합식 건조기

원리
⋅가스상의 열풍으로 찌꺼기와 

직접 접촉(대류)하여 건조하는 
방식

⋅열을 열매체에 전달한 후 열
매체가 다시 열전도 현상을 
통해 찌꺼기에 현열 또는 잠
열을 전달하여 건조하는 방식

⋅열품과 열매체를 조합한 방식
으로 대류와 전도에 의한 방
식

건조기 형식 ⋅드럼, 회전, 체인컨베이어 ⋅디스크, 패들, 다단식 ⋅유동상

건조기 형식별 특징 비교<표 8.3-8> 
ㅊ

형식
항목

직접 건조회전(드럼)(Rotary) 
건조기 밴드(Band) 건조기 기류(Spray) 건조기 유동상(Fluidized bed) 

건조기

원리
⋅회전하는 원통 드럼내에 

피건조물을 교반축으로 파
쇄 교반열풍과 접촉하여 
건조하는 방식

⋅피건조재료를 벨트 등에 
놓고 투입구에서 출구까지 
이송하는 사이에 열풍믈 
불어넣어 연속적으로 건조
하는 방식

⋅열풍의 흐름속에 재료를 
분산 공급하여 피건조물이 
열풍과 동반 건조하는 방
식

⋅하부가 다공판으로 제작된 
용기에 하부에 열풍을 불
어넣어 피건조물을 부유 
유동하면서 건조시키는 방
식

열원 석유, 경유, LNG, LPG 등 좌동 좌동 좌동
처리용량 대~소 중~소 소 중~소

건조
함수율 약 10%정도 약 10%정도 약 5%정도 약 5%정도
열효율 대, 중 중 대 대

장점

⋅기계구조가 간단
⋅대량처리에 적합
⋅건조수분 조절용이
⋅간접방식 대비 열효율이 

다소 높음
⋅비교적 열용량 계수가 큼

⋅기류방향을 Down Flow와 Up 
Flow를 조합하여 재료층 상
하의 수분얼룩을 억제

⋅비교적 배기온도 높음
⋅열효율 높음
⋅다양하게 적용가능

⋅피건조물 입자의 열풍중 
분산효과 우수

⋅건조시간이 짧음
⋅작은 입경 건조 용이
⋅단일건조 처리에 적합
⋅종형으로 소요면적 작음

⋅열용량계수 큼
⋅유동상온도가 균일하여 균

일한 제품 생산 가능
⋅처리능력이 커서 설치면적

이 작음
⋅유지보수가 용이

단점

⋅설치면적이 과다 소요
⋅점착성 물질에 불리
⋅고온에 의한 기계의 열변

형 문제 있음
⋅저온에서는 각 입자간의 

균일한 건조가 어려움

⋅재료 투입구, 출구에서 열풍 
유출 또는 외기유입 가능성 
높음

⋅외기 유입으로 열효율 저
하 초래

⋅건조기내 피건조물의 균일
한 표면배열 필요

⋅가연성재료에서 분진폭발, 
화재 등 위험

⋅회전건조기에 비해 풍압이 
높고 동력소모가 큼

⋅설계제작 어려움

⋅유동상 재료는 응집이 쉬
워 유동성 나쁨

⋅투입부분에서의 유동불량 
발생

⋅입경분포가 넓은 경우 처
리곤란

⋅큰 입자 처리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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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처분계
획<표 계속>

ㅊ

형식
항목

직접 건조회전(드럼)(Rotary) 
건조기 밴드(Band) 건조기 기류(Spray) 건조기 유동상(Fluidized bed) 

건조기

원리
⋅다수의 원통형디스크 및 

자켓에 통과하는 스팀의 
열을 이용하여 간접 건조
하는 방식

⋅스팀으로 자켓과 패들을 
가열하여 가열된 패들이 
서로 회전하면서 간접 건
조하는 방식

⋅2종류의 여러 원판을 배
치, 중앙의 교반익에 의
해 피건조물을 하부로 이
동해가면서 간접 건조하
는 방식

⋅원통내부에 수십개의 사
각 얇은 막판과 자켓으로 
구성되어 피건조물을 간
접 건조하는 방식

열원 스팀 또는 열매체 좌동 좌동 좌동
처리용량 중~소 중~소 대~중 중~소

건조
함수율 약 20%정도 약 30%정도 약 20%정도 약 5%정도
열효율 소 소 소 중, 소

장점

⋅패들에 비해 구동부위가 
적어 유지보수 간단

⋅디스크사이의 간격조절을 
통한 전열면적 최대화

⋅1축식으로 건조물이 셀측
면으로 배출 가능

⋅혼합효과 우수
⋅밀폐형으로 악취발생 최

소화
⋅점착성 제품에 좋음
⋅두축의 패들이 서로 엇갈

려 있어 피건조물의 이공
이 원활함

⋅비교적 문진 발생이 적음
⋅체류시간 조정이 가능
⋅대용량처리 용이
⋅설치면적이 작음

⋅밀폐형으로 악취발생 최
소화

⋅전열면적이 넓어 건조시
간 짧음

⋅고수분 슬러지 또는 액상
슬러리 처리가능

단점

⋅축이 진동, 수축팽창문제
로 디스크 크기 및 수량
을 무한정 키울 수 없음

⋅고온 직접 열풍식에 비해 
열효율이 다소 떨어짐

⋅패들이 교차교반시 마찰에 
의한 마모가 심함

⋅구조가 복잡하고 유지보
수가 어려움

⋅고온 직접 열풍식에 비해 
열효율이 다소 떨어짐

⋅구조가 복잡
⋅기계적 구동부가 많아 유

지보수가 어려움
⋅급격한 압력변화, 온도변

화에 대처능력 낮음
⋅내부구조가 복잡하여 유

지보수가 어려움

다) 국내․외 건조기 운영 현황
국외의 건조기 운영현황<표 8.3-9> 

ㅊ

구    분 건조기 수량 건조 시스템
하 수 폐 수 부분건조(35~65%) 완전건조(15%이하)

독    일 150 13 20 143
영    국  19  2  4  17
프 랑 스  20  5  4  14
이탈리아  23  2  -  25
스 페 인   9  -  4   5
네덜란드  17  4  9   8
일    본  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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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건조기 운영현황<표 8.3-10> 
ㅊ 시,도 시,군 처리용량(톤/일) 처리공법 운영현황 가동년도 비고

서울
중랑 200 건조연료화 운영중 2002
난지 150 소각 운영중 2002
서남 150 소각 운영중 2002
탄천 200 건조연료화 운영중 2002

부산 해운대 48 건조혼소 운영중 2005
광주 광주(총) 330 건조연료화 운영중 2011
울산 울산 300 소각 운영중 2011

강원
태백 15 건조혼소 운영중 2011
홍천 10 건조혼소 운영중 2010
속초 20 건조혼소 운영중 2010
춘천 90 건조혼소 운영중 2011

경기

양평 40 소각 운영중 2003
구리 70 소각 운영중 1999
성남 160 소각 운영중 2001

용인(총) 190 소각 운영중 2011
의왕 10 건조 운영중 2010
수원 450 건조연료화 운영중 2010
연천 14 건조혼소 운영중 2011
부천 300 소각 운영중 2007
포천 40 소각 운영중 2006
시흥 200 건조혼소 운영중 2009
안산1 150 소각 운영중 1999
안산2 100 소각 운영중 2007

충북
청주 90 소각 운영중 2000
제천 20 건분화 운영중 2000
청주 90 소각 운영중 2012

충남 아산 60 건조혼소 운영중 2011

전남
광양 25 건조매립 운영중 2010
목포 80 건조연료화 운영중 2011
완도 5 건조혼소 운영중 2011
진도 4 건조혼소 운영중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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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처분계
획<표 계속> 

ㅊ 시,도 시,군 처리용량(톤/일) 처리공법 운영현황 가동년도 비고

전남

담양 7 소각 운영중 2009
영암 30 소각 운영중 2005
여수 110 건조연료화 운영중 2006
고흥 5 건조혼소 운영중 2008
장성 5 건조혼소 운영중 2007

경북

구미 160 소각 운영중 2005
김천 20 건조혼소 운영중 2007
상주 10 건조혼소 운영중 2002
경주 90 건조연료화 운영중 2011
김천 50 건조연료화 운영중 2011
영덕 7 건조혼소 운영중 2008

경남

사천 30 건조혼소 운영중 2011
함안 15 건조혼소 운영중 2010
마산 200 소각 운영중 2008
양산 120 건조혼소 운영중 2009
창원 20 건조혼소 운영중 2007
통영 15 건조혼소 운영중 2007

주) 지자체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현황(2012.4, 환경부)

2) 소 각
가) 개요
소각은 공기 중의 산소를 이용하여 가연성 물질을 연소시키는 방법으로 최근의 매립지난 해소를 위한 
폐기물의 감량화, 유기물의 무기물화를 위한 화학적·생물학적 안정화, 잡균, 부패성 물질 처리를 위한 
안정화 등의 폐기물의 처리공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소각은 연소시 발생하는 잉여열을 이용
하여 발전이나 난방 등으로 재이용할 수 있어 비교적 발열량이 높은 도시폐기물 처리 등에 많이 활용
되어 왔으며, 유해폐기물의 경우 하수찌꺼기 특성상 안정화 및 안전화 효과보다는 매립장의 한계 등을 
극복하기 위한 감량화 문제가 우선시되면서 대도시를 위주로 추진되어왔다. 탈수 케익에 비해 혐오감이 
적고, 다른 처리시설에 비해 소요부지면적이 작아 현재 선진 외국에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기존의 매
립방법에서 소각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소각은 고열을 취급하는 방법이므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효율성이나 안정성 등이 소각 대상물
질에 따라 변화하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과 매립을 비롯한 해양배출 등 타 처리
방법에 비하여 처리비가 고가이며 유지관리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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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찌꺼기 소각의 장․단점<표 8.3-11> 
ㅊ

장   점 단   점
⋅감량율이 높아(10~20%) 처리가 용이
⋅처리가 힘든 유해 폐기물의 처리에 적합하고, 

위생적으로 안전한 처리가 가능
⋅부패성이 없음
⋅열량이 높은 찌꺼기 소각시 소각 여열을 이용 가능
⋅기후와 상관없이 24시간 처리가 가능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
⋅도시 주거지역과 인접할 경우 민원발생 우려
⋅초기투자비와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
⋅적정 기술이 필요

나) 소각방식의 분류
하수찌꺼기 소각에 사용되는 소각방식은 국가별,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연소가스의 유
동방향, 연소공정, 고체연소방법, 소각로 형식 및 구조에 의한 분류 등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
다. 

소각방식의 분류<표 8.3-12> 
ㅊ

구   분 종   류

연소가스 유동방향
⋅향류방식, 병류방식, 중간류방식
⋅상향류방식, 하향류방식
⋅상향류와 하향류의 중간류방식

연소공정 ⋅1단연소, 다단연소
연소법 ⋅분해연소, 표면연소, 증발연소, 감압증발연소

소각로 형식 ⋅다단로상, 유동상, 회전로상, 로타리킬른, 사이클론

최근 찌꺼기 소각시설 건설추세는 건조와 병행하여 소각하는 기술로써, 이전의 직접 소각시 보조연료 사
용에 따른 운영비 상승부분을 소각폐열을 활용한 찌꺼기 건조기술을 혼합함으로써 경제성을 회복한 상태
이다. 또한 소각시 발생되는 소각재는 생활폐기물 소각재와 달리 입자가 작고 고르며, 중금속 함유량도 
적어 처리부산물인 찌꺼기 소각재를 시멘트원료 등으로 재이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의 경우 소각기술은 생활쓰레기, 산업폐기물 및 하수찌꺼기 소각로의 계속적인 설치 및 운영으로 시
행착오를 겪어오면서 이에 대한 기술이 많이 축척되고 전국에 여러 소각시설이 건설 가동 중에 있다. 그
러나 대부분의 소각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이 외국의 핵심 소각로를 기술제휴로 건설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아 찌꺼기 소각 활성화를 위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찌꺼기 소각기술 개발에 매진해야 한다.
선진 일본의 경우 대부분 유동상 소각로가 지배적이며 지난 수년간 소각로 발전방향 및 기술동향을 살
펴볼 때 유동상이 증가추세이며, 국내 또한 하수찌꺼기 소각처리를 위해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소각
로형식도 대부분 유동상이다.
주요 소각로중 스토카식, 유동상식, 다단식식, 로타리 킬른식, 싸이클론식 소각로에 대한 비교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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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처분계
획 하수찌꺼기 소각로 형식 비교<표 8.3-13> 

ㅊ

구   분 스토카(Stoker)식 
소각로 유동상식 소각로 다단로(Multiple 

Hearth)식 소각로
로타리 킬른 

(Rotary Kiln)식 
소각로

싸이클론(Cyclone)
식 소각로

구조 및 
원리

⋅소각로 하부에 설
치된 고정화 격자
와 이동화 격자가 
교차이동 하면서 
폐기물의 건조, 연
소, 후연소의 3단
계를 거쳐 소각하
는 방식

⋅로 하부에서 열풍 
또는 상온공기를 로
내에 주입, 유동매체 
유동상을 형성시켜
서 매체 온도를 
700~800℃ 유지하
면서 유동 연소하는 
방식

⋅입형 원통 내부에 
6~10 단으로 구분
된 로상과 교반 
Arm으로 구성 되어 
있고 상부에서 투
입되어 하부로 이
송되면서 소각하는 
방식

⋅횡으로 약간 경사
로 설치된 회전원
통에 투입된 폐기
물은 회전으로 인
해 교반혼합되어 
입구부터 건조, 연
소의 과정을 거쳐 
소각하는 방식

⋅싸이클론 원리를 
이용하여 건조된 
슬러지는 로내부 
외곽으로 선회류하
며 하향운동하여 
배출되면서 소각하
는 방식

소각가능
폐 기 물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슬러지

혼소
(혼소비율 제한 약 
30%)

⋅생활폐기물(전처리
필요)

⋅산업폐기물(슬러지)
⋅생활폐기물+슬러지

(전처리 필요, 혼소 
제한 없음)

⋅생활폐기물(전처리
필요)

⋅산업폐기물(슬러지)
⋅생활폐기물+슬러지

(전처리 필요, 혼소 
제한 없음)

⋅생활폐기물
  (전처리필요)
⋅산업폐기물(슬러지,

폐유,폐플라스틱 
등)

⋅생활폐기물+슬러지
(전처리 필요, 혼소 
제한 없음)

⋅산업폐기물(건조슬
러지, 분체성 소각
만 가능)

슬러지
소각성 불량 우수 우수 보통 보통
규모의 
적합성

중대형 적합
(100톤/일 이상)

중소형 적합
(100톤/일 이하)

중대형 적합 (100톤/
일 이상)

중대형 적합
(100톤/일 이상)

소형 적합 
(50톤/일 이하)

처리량범위
(kg/시) - 50~6,000 50~6,000 100~3,000 100~3,000

건설비 1.5 1.0 1.5 1.4 1.2
유지관리비 1.5 1.0 1.4 1.3 1.2

내구성 중 대 대 중 대
열부하량

(㎉/㎥⋅시) 60,000~150,000 150,000~450,000 70,000~150,000 70,000~100,000 -

소요면적 중 소 중 대 소
분진발생량
(g/N㎥) 0.5~1 5~30 0.85~2 3~6 -

강열감량 10%이내 5%이내 10%이내 10%이내 5%이내

국내실적
⋅하수슬러지 : 없음
⋅혼합소각 : 5개소
(생활폐기물+슬러지)

⋅하수슬러지 : 다수
⋅혼합소각 : 3개소
(생활폐기물+슬러지)

⋅하수슬러지 : 없음
⋅혼합소각 : 없음
(생활폐기물+슬러지)

⋅하수슬러지 : 없음
⋅혼합소각 : 없음
(생활폐기물+슬러지)

⋅하수슬러지 : 없음
⋅혼합소각 : 없음
(생활폐기물+슬러지)

국내기술 
수준 ⋅경제성확보 단계 ⋅상용화 단계 ⋅상용화 단계 ⋅상용화 단계 ⋅실용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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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ㅊ

구   분 스토카(Stoker)식 
소각로 유동상식 소각로 다단로(Multiple 

Hearth)식 소각로
로타리 킬른 

(Rotary Kiln)식 
소각로

싸이클론(Cyclone)
식 소각로

장  점

⋅국내외 실적이 가
장 많고 기술이 안
정적이고 신뢰성 
높음

⋅대소규모를 막론하
고 안정연소 가능

⋅연속 운전시 운전
조작이 용이하고 
자동화 가능

⋅로 열부하율이 커
서 반응시간이 빠
르고 소각시간이 
짧음

⋅슬러지와 같은 분
체성 소각 우수

⋅과잉공기가 적어 
대기오염물질 배출
량이 적음

⋅광범위한 폐기물 
취급 가능

⋅연소가 완만하여 
안정적임

⋅다기능영역에 의해 
높은 연소효율

⋅수분함량 높은 폐
기물도 가능

⋅슬러지성상 및 투
입량 변동에 대응
성 양호

⋅연속운전 가능하며 
고장빈도가 작음

⋅체류시간은 로의 
회전속도로 자유로
이 제어 가능

⋅배출분진 농도가 
비교적 낮음

⋅건조슬러지(함수율
8%정도) 경우 보조
연료없이 소각 가
능

⋅소요전력이 적음
⋅소각로가 컴펙트하

여 설치면적 작음

단  점

⋅혼합소각 비율이 
30%내외로 제한적

⋅시동정지 소요시간
이 김(1~2시간)

⋅배출가스가 많아 
연소가스처리비용 
큼

⋅기계적 구동부분이 
많아 유지관리비 
많이 소요

⋅분진 발생율이 다
소 높음

⋅순간연소이므로 연
소가 불안정적임

⋅유동매체의 손실로 
인한 보충 필요

⋅대형 고형물 경우 
파쇄 등의 전처리 
설비 필요

⋅연소체류기간이 길
어 온도응답이 매
우 낮음

⋅구동부가 많아 유
지보수 어려움

⋅늦은 응답 때문에 
보조연료 사용조절 
어려움

⋅연소가스중 분진함
량 높음

⋅적은 처리량에 높
은 시설비 소요

⋅고점착성 슬러지가 
킬른 벽면에 부착
되기 쉬움

⋅간헐운전에는 부적
당

⋅소각전 분쇄 등의 
전처리 필요

⋅슬러지 함수율이 
매우 낮아 건조 방
식이 직접건조로 
한정적임

⋅연소효율이 낮으며 
소각로내 온도조절
이 어려워 클링커 
발생

다) 국내⋅외 소각로 운영현황
국내 소각로 운영현황<표 8.3-14> 

시도 시군 처리장명 구분 사업기간 용량
(㎥/일) 처리공법 사업비

(백만원)착수 준공

서울
난지 운영중 2000 2002 150  소각 11,294
서남 운영중 2000 2002 150  소각 12,375

부산 해운대 운영중 2005 2005 48  건조혼소 421
울산 울산 운영중 2006 2011 300  소각 33,652

강원

태백 태백 운영중 2009 2011 15  건조혼소 2,440
홍천 홍천 운영중 2009 2010 10  건조혼소 2,200
속초 속초 운영중 2007 2010 20  건조혼소 3,000

춘천 춘천1 운영중 2008 2011 90  건조혼소 11,542
춘천2 설계중 2013 2014 600 건조혼소 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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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처분계
획<표 계속>

시도 시군 처리장명 구분 사업기간 용량
(㎥/일) 처리공법 사업비

(백만원)착수 준공

경기

양평 양평 운영중 2001 2003 40  소각 3,970
구리 구리 운영중 1998 1999 70  소각 3,456
성남 성남 운영중 1999 2001 180  소각 7,615
용인 용인 운영중 2006 2011 180  소각 45,009
의왕 의왕 운영중 2008 2010 10  건조 1,047
연천 연천 운영중 2011 2011 14  건조혼소 1,602
부천 부천 운영중 2005 2007 300  소각 33,623
포천 포천 운영중 2005 2006 40  소각 8,300
시흥 시흥 운영중 2007 2009 200  건조혼소 14,600
안산 안산1 운영중 1998 1999 150  소각 7,720

안산2 운영중 2003 2007 100  소각 10,000
충북 청주 청주 운영중 1997 2000 90  소각 12,772

청주 청주 운영중 2008 2012 90  소각 19,925
충남 아산 아산 운영중 2007 2011 60  건조혼소 7,782
전북 전주 전주 건설중 2007 2015 150 소각 40,000

전남

완도 완도 운영중 2008 2011 5 건조혼소 1,500
진도 진도 운영중 2009 2011 4 건조혼소 1,953
장성 장성 운영중 2006 2007 5 건조혼소 708

삼계 설계중 2011 2014 5 건조혼소 1,250
담양 담양 운영중 2007 2009 7 소각 2,341
영암 영암 운영중 2004 2005 30 소각 4,500
고흥 고흥 운영중 2007 2008 15 건조혼소 2,184

경북
구미 구미1 운영중 2001 2005 160 소각 7,572

구미2 설계중 2012 2014 250 소각 43,750
김천 김천 운영중 2005 2007 20 건조혼소 4,280
상주 상주1 운영중 1999 2002 24 건조혼소 2,917

경북 경산 경산 건설중 2011 2014 14  건조혼소 2,775
영덕 영덕 운영중 2007 2008 7  건조혼소 700

경남

사천 사천 운영중 2006 2011 24  건조혼소 4,324
창원 마산 운영중 2006 2008 200 소각 23,813

창원 운영중 2006 2007 20  건조혼소 1,590
함안 함안 운영중 2007 2010 15  건조혼소 4,858
함양 함양 건설중 2011 2013 10  건조혼소 2,500
양산 양산 운영중 2006 2009 120 건조혼소 16,973
통영 통영 운영중 2006 2007 15  건조혼소 300

자료 : 전국 하수슬러지관리 처리시설 현황(2013.3, 환경부)

국외 소각로 운영현황<표 8.3-15> 
ㅊ 구   분 계 유동상 다단로 로타리 킬른 용융로 전기로 기타 비고

일본 254 163 66 5 20 - - 하수
찌꺼기미국 268 54 196 2 -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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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  융
가) 개 요
용융(Melting)이란 중유, 석탄 등의 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사용하여 폐기물 등을 약 1,300℃이상
의 고온에서 액체 상태로 만드는 공정으로서 용융슬래그와 용융 비산재를 포함하여 배가스를 생성하는 
단위공정을 말한다. 즉,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주로 열분해 잔재물이나 소각재, 하수찌꺼기를 1,20
0℃~1,600℃의 온도에서 용융하게 되면 함유되어 있던 다이옥신류는 열에 의해 파괴되며 중금속류는 
일부 비산되고 나머지는 슬래그의 망상구조 내에 안정화되어 용출의 우려가 없게 되는 것이다.
최근의 하수찌꺼기의 감량화와 찌꺼기에 포함된 중금속 등의 문제로 인하여 찌꺼기 안정화에 관심이 커
지고, 찌꺼기 소각후 소각재를 매립 처분하는 것보다 용융 슬래그화하여 도로용 자재, 건축용 자재 등
으로의 재이용하고자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용융방식은 소각재의 경우 1/2~1/3의 감량화가 가능하고 용융슬래그가 노상재료 등의 토목 골재로 재
이용 가능하며, 매립의 경우 중금속 용출 가능성이 적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아직 폐기물이나 소각
재에 대한 용융기술의 완성도가 낮고 용융설비의 건설비나 운영비 등의 경제성이 다소 부족한 단점이 
있다.
일반적인 찌꺼기 용융처리방안의 타 처리방안과 대비시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찌꺼기 용융처리의 장․단점<표 8.3-16> 
ㅊ 구   분 종   류

⋅처리주기 단기간
⋅소각재,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 유해폐기물 등과 

혼합처리 가능
⋅감량효과 가장 우수
⋅처리부산물의 무해화
⋅재활용가능성이 높음
⋅처리부산물의 장기 보관성이 용이함
⋅폐열 활용이 가능

⋅처리부산물 재이용 사례부족으로 수요처 확보 어려움
⋅고도의 숙련기술이 필요해 운영관리 난이
⋅국내 설치 사례 없음
⋅기술적 신뢰성, 안정성 미흡
⋅국내외 기술 수준 낮음
⋅건설비, 처분비가 가장 고가

한편, 용융과 소각은 유사하지만 로 내부의 온도 차이에 의해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 특징, 유지관리, 운
전 용이성,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하수찌꺼기 용융과․소각처리 비교<표 8.3-17> 
ㅊ 구   분 용   융 소   각 (유동상)

적용대상물 유기성, 무기성 건조찌꺼기 소각재 유기성 찌꺼기, 분체형 소각물
로내 온도 1,200 ~ 1,600℃ 750 ~ 900℃

일 반 특 징

⋅가연가스발생 및 중금속 고정
⋅부피 감량 매우 우수함
⋅슬래그 재활용 가능
⋅50톤/일 이상 대용량 부적합
⋅고온유지 위한 연료필요
⋅배가스량이 많음

⋅건설비 적음
⋅부피감량 우수함
⋅내부구조 간단하고, 유지보수 용이
⋅열회수 용이하고 간헐운전가능
⋅위생적이고 최종처분 용이함

유지관리 어 려 움 쉬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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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처분계
획<표 계속>

ㅊ 구   분 용   융 소   각 (유동상)
건 설 비 2.3 1.0
운 영 비 1.3 ~ 1.5 1.0

국내 기술수준 기술 불안정, 국내 기술검토단계 기술 안정적, 국내 실증설비 가동
나) 용융처리방식의 분류
용융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폐기물을 직접 용융시키는 직접용융방식과 소각재를 용융시키는 재 용융방식
으로 나눌 수 있다. 
하수찌꺼기의 경우 주로 연료 용융방식이 적용되며 이중 선회 용융방식이 최근에 개발 보급 중이다. 그
러나 일본에서 약 10개소 운영 중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가동실적이 없다.

용융방식의 종류<표 8.3-18> 
ㅊ 직접 용융방식(Direct Melting Type) 재 용융방식(Ash Melting Type)

⋅코크스 베드 용융방식
⋅프로판 가스산소 용융방식

연료 용융방식 전기 용융방식
⋅표면 용융방식
⋅코크스 베드 용융방식
⋅내부 용융방식
⋅선회 용융방식

⋅아크 용융방식
⋅플라즈마 용융방식
⋅전기저항 용융방식
⋅유도가열 용융방식

4) 고  화
가)개 요
하수찌꺼기의 고화는 탈수된 찌꺼기에 고화제를 첨가하여 찌꺼기의 물리화학적 성상을 개선하고 최종처
분시 작업능률의 촉진, 중금속류 등 유해물질의 무해화, 안정화를 도모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탈수케이크 함수율은 75∼85% 정도로 토질 역학적 강도가 연약하여 육상매립으로 처리할 
경우 불도저, 작업차량 등의 매립작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해양투기에 대해서는 수중에
서의 케이크 붕괴, 함유물질의 용출 등의 방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하수찌꺼기를 고화처리할 경우에는 하수찌꺼기의 최종처분 상황, 형태 등에 따라 고화제의 선택, 
혼열비, 혼열기계의 종류 등이 결정되며, 찌꺼기와 고화제의 혼합에는 일반적으로 전단작용을 이용하여 
균일한 분산혼합을 할 수 있는 혼열기가 사용된다.
주요 고화제로서는 보통 포틀랜드시멘트, 조강시멘트, 고로시멘트 등 각종 시멘트, 알루미늄계 특수시멘
트, 아스팔트, 플라스틱, 생석회 등이 있으며 일반적 고화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매립재로써 충분한 강도, 지지력이 얻어져야 할 것
◦ 고화 시간은 단시간으로 용적증가가 적을 것
◦ 장시간 안정된 고화 능력을 보유, 붕괴하지 않을 것
◦ 고화제 자체에 유해물을 포함하지 않을 것
◦ 혼합반죽 작업이 용이하며 가격이 저렴할 것
◦ 안정공급이 가능할 것

나) 고화방식의 분류
(1) 생석회를 이용한 고화(Lime based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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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찌꺼기는 생석회를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을 혼합시키면 흡수발열반응이 일어나 하수찌꺼기 중의 
수분을 화합수의 형태로 거둬들이고 석회자체의 수화반응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 수분이 증발되면서 
하수찌꺼기 중의 수분이 감소되고 압밀이 촉진된다. 또한 석회의 칼슘이온이 물에 분산되어 있는 토
립자에 가해지면 토립자의 표면에 흡착되어 있던 Na+, K+, Mg2+ 등이 Ca2+에 의해 치환되고 이로 
인해 서로 반발하고 있던 토립자가 접근할 수 있게 되어 단결화가 이루어지는 이온교환반응이 진행
된다.
이온교환반응 후에는 점토 성분으로부터 수중에 용출된 콜로이드 실리카와 콜로이드 알루미나가 증가
하여 석회의 Ca2+와 반응하여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복잡한 화합물을 형성하는 포졸란 
반응이 진행되고 이들 반응 생성물들은 장기간에 걸쳐 생성되어 이들이 결합재로 돼서 고화가 되고 
강도, 내구성이 발휘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석회가 공기 중의 탄산가스와 반응해서 탄산칼슘(CaCO3)
을 형성하는 반응이 일어나 흙을 고결시켜 하수찌꺼기가 안정한 상태를 보이게 된다.

(2) 시멘트의 고화(Cement based Processes)
소량의 고화제로써 단시간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알루미늄계 특수시멘트이다. 이 시멘트는 단
시간에 응결화되며 동시에 탈취, 유해물의 흡착, 고착성을 높이는 작용이 있다. 반면에 보통의 포틀랜
드 시멘트, 조강시멘트 등은 단기간에 강도를 얻기 힘들며 첨가량도 많이 필요해서 고화제로서의 효
과가 미약하다. 따라서 알루미늄계 특수시멘트를 고화제로 하여 탈수케이크의 중량에 대해 약 10%의 
고화제와 약 10%의 소각재를 혼합해서 혼합반죽한 후, 양생장소에서 2 ~ 3일간 정치한 후 처분지
에 반출할 경우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시멘트 고화법은 그 동안 많이 사용하였
으나 성형풍이 산에 약하고 분진의 pH가 높을 경우에는 납(Pb)의 용출이 쉽게 되므로 일본에서는 
’94년 분진처리 관련법의 재개정 이후로는 처리물의 안정성이 부족하여 근래에는 거의 이용하지 않
는 방법이다.

(3) 아스팔트 고화(Asphalt based Processes)
아스팔트를 혼합제로 이용한 아스팔트 고화는 하수찌꺼기를 아스팔트와 혼합반죽하여 고화 처리한 후 
토질역학적 강도를 동시에 유해물이 용출·확산되지 않도록 안정화한다.
아스팔트를 고화제로 한 연속식 아스팔트 고화공정은 함수율 5 ~ 10% 정도로 건조하기 위해 90℃ 
정도로 가열한 하수찌꺼기와 170℃로 용융한 아스팔트를 하수찌꺼기 고형물당 25 ~ 28% 정도 첨
가해 혼합 반죽한다. 이 후 80℃ 정도로 공기냉각한 혼합 반죽물을 성형기에 공급하여 고화시킨다.
고화물의 밀도는 성형전의 약 2배로서 감량화를 도모한다. 압축강도는 장기간에 걸쳐 물과 접촉한 후
에도 강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유해물질(시안제외)도 고화되어 용출량이 상당히 감소하는 장점이 있
다.

(4) 제강전로 슬래그를 이용한 고화
본 처리기술은 하수찌꺼기의 고화처리에 폐기물인 제강전로슬래그 분말을 주 고화제로 하고 소량의 
생석회를 보조 고화제로 이용하는 처리기술이다. 현재, 제강제철공정에서 다량 발생하고 있는 제강전
로슬래그는 대부분이 매립 처분되고 있으나 슬래그 내에 CaO 성분이 다량 함유된 특성을 이용하여 
하수찌꺼기와 혼합하여 고화시키고 있으며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며, 기술도 개발되어 있다.
본 고화처리는 제강전로 슬래그와 하수찌꺼기와 같은 폐기물을 매립지 복토재 등으로 재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생석회 및 고화제의 경우,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다량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에서 본 방안은 경제적으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기술자료 
검토결과, 일축압축 강도면에서 다른 고화 방식과 유사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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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처분계
획 하수찌꺼기 고화방식 비교<표 8.3-19> 

ㅊ 형식
항목 시멘트 고화 석회 고화 제강전로 슬래그 고화 열중합제 고화

원리

⋅포틀랜드 시멘트와 석회, 
점토, 실리카혼합물을 
함께 혼합하여 하나의 
단일체와 같은 
최종물질을 만드는 
고화방식

⋅석회를 미세한 
포졸란(Pozzolan) 물질 
(Fly ash, Slag, 
Cement-Kiln Dust) 및 
폐기물과 혼합하여 
고화하는 방식 

⋅제강전로 슬래그 분말과 
분말생석회를 혼합 
사용하수 탈수슬러지를 
고화하는 방식

⋅건조시킨 폐기물을 
고온에서 열가소성물질과 
혼합한후 냉각하여 
고화하는 방식

고화제 ⋅시멘트 ⋅석회 ⋅제강전로 슬래그 ⋅아스팔트, 폴리에틸렌 등
고화

보조제 ⋅석회, 점토 등 ⋅비산재, 슬래그 등 ⋅석회 -

설치비 소 소 소 대
운전비 소 소 소 대

장점

⋅원료가 풍부하고 저렴
⋅시멘트 혼합과 

처리기술이 축적
⋅찌꺼기 건조나 탈수가 

필요치 않음
⋅화학적 변화 대응성 우수
⋅용출특성을 밀폐제로 

코팅하여 향상 가능
⋅시멘트량으로 고화물 

강도 조절 가능

⋅가격이 매우 싸고 널리 
이용 가능

⋅공정에 요구되는 
운전조작이 간단하고 
용이

⋅두가지 폐기물을 동시 
처리 가능

⋅설치비, 운전비 저렴

⋅매립처분되고 있는 
제강슬래그사용으로 
처리단가 절감

⋅화학적 개량측면에서 
병원균 감소효과

⋅유기물 분해로 악취 억제
⋅설치비, 운전비 저렴
⋅고화부산물을 복토재로 

활용 가능

⋅건조상태 처분으로 
폐기물 감량율 우수

⋅화학적으로 안정하여 
장기적 안정성 보장

단점
⋅시멘트 등의 첨가제는 

폐기물 무게를 가중시킴
⋅낮은 pH에서 폐기물 

성분 용출가능성 있음

⋅시멘트 등의 첨가제는 
폐기물 무게를 가중시킴

⋅낮은 pH에서 폐기물 
성분 용출가능성 있음

⋅제강슬래그 발생원이 
한정적이므로 공급 및 
운반이 제한적

⋅복잡한 장치, 숙련된 기술 
필요

⋅화재 위험 있음

국내실적 1개소(수도권매립지) 1개소(순천, Pilot) 1개소(광양, Pilot) -
다) 국내⋅외 고화시설 운영현황

국내 고화시설 운영사례
<표 8.3-20> 

시도 시군 처리장명 구분 사업기간 용량
(㎥/일) 처리공법 사업비

(백만원)착수 준공

수도권매립지 기존고화 운영중 1998 1998 1,050  고화 3,700
1단계 운영중 2007 2008 1,000  고화 39,800

충남 당진 당진 운영중 2007 2009 30 고화 4,109
전북 정읍 정읍 운영중 2009 2012 40 고화 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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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시도 시군 처리장명 구분 사업기간 용량

(㎥/일) 처리공법 사업비
(백만원)착수 준공

전남
해남 해남 운영중 2008 2013 10 고화 3,561
화순 화순 운영중 2008 2010 10 고화 3,561
구례 구례 운영중 2007 2009 5 고화 2,000
나주 나주 운영중 2007 2009 8 고화 3,539

경북 울진 울진 운영중 2006 2010 5 고화 1,639
경남 하동 하동 운영중 2009 2011 10  고화 2,964
제주 제주 제주 운영중 2006 2011 70  고화 11,700

자료 : 전국 하수슬러지관리 처리시설 현황(2013.3, 환경부)

국외 고화시설 운영사례
<표 8.3-21> 

ㅊ 구분 시  설  명 시설규모 고화제 고화물 활용
일본 동경 슬러지 고화시설 120~240㎥/hr 시멘트, 생석회 방파제 매립토
미국 뉴저지 미들섹스카운티 1,300톤/일 시멘트부산물(CKD), 생석회 복토재, 농업원예용

오하이오주 톨레도 150톤/일 생석회부산물(LKD), 발전소소각재 복토재, 조경용
캐나다 온타리오주 리빙스턴 외 1개소 120톤/일 생석회부산물(LKD), 생석회 복토재, 농업용

5) 퇴비화
가) 개  요
하수찌꺼기는 질소와 같은 비료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통기성 확보 등과 같이 물리적으로 토양을 개
량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찌꺼기를 호기성으로 발효시켜 안정화한 후 농지로 환원하
는 처분방법이 소도시를 위주로 검토되고 있다.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므로 악취를 감소시키고 
비교적 안정한 재료를 만들 수 있으며, 분해 중에 생긴 발효열에 의해서 병원성 미생물을 살균함으로써 
유기성 폐기물의 생물학적 안정화가 가능하다. 퇴비화된 찌꺼기는 탈수찌꺼기에 비해 취급이 우수하며, 
토양개량제(토목재료) 등의 유효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
의 퇴비화는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찌꺼기 퇴비화 처리방안의 기술적 측면에서 타 처리방안과 비교시 다음과 같은 주요 장단점이 있다.

찌꺼기 퇴비화 처리의 장․단점<표 8.3-22> 
ㅊ 장      점 단     점

⋅호기성 분해로 인해 악취발생 적음
⋅감량 효과 양호
⋅발효열에 의한 유해세균 및 기생충 살균
⋅토지 개량제, 비료 등 유효자원으로 재활용 가능
⋅국내외 기술 수준 양호
⋅유해 배출가스 발생이 없어 환경영향 없음

⋅유기성 찌꺼기에만 처리가 국한 
⋅사용자 인식 미흡과 법적 규제로 인해 수요처 확보 

곤란
⋅찌꺼기내 중금속 등 영향으로 토양오염유발 초래
⋅제품화된 퇴비에 대한 정기적 검사 필요
⋅비교적 소요면적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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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반적인 퇴비화 외에 지렁이를 이용한 퇴비화가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퇴비화에 포함될 수 있
다. 즉, 흔히 말하는 호기성퇴비화의 경우 호기성조건하에서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분해로 인해 유기물을 
무기물화 함으로서 안정화시키는 것을 말하며, 지렁이를 이용한 퇴비화는 지렁이에 의한 유기물의 섭취, 
분해 후 배출함으로서 유기물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 퇴비화를 하기 위한 기본조건
① 퇴비화를 위한 시설규모는 퇴비수요량 예측값에 적합한 양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장조사 등에 의해 품질목표의 설정과 수요량의 예측을 행한 후 퇴비 생산량을 설
정하며 물질수지를 기초로 한 퇴비화 계획 하수찌꺼기 케이크양을 설정한다. 또한 시설의 가동중지
시 대체처리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시설의 계열수를 복수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하수찌꺼기 케이크는 분뇨, 식물에 유해한 병원균, 기생충알, 잡초종자 등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
으므로 보건 위생상 고온살균효과를 고려하여 퇴비는 분해온도
65℃ 이상에서 2일 이상 경과 하도록 한다.

③ 퇴비의 품질목표는 다음과 같으며 하수찌꺼기 케이크의 성상, 퇴비화의 방식, 시비시의 상황, 법령기
준 등을 감안한다.

  - 시비시 작물이나 식물 등의 육성을 촉진하고 장해를 일으키지 않을 것
  - 저장 및 시비시 취급성이 좋을 것
  - 제품 퇴비 중에 함유된 중금속 등이 토양, 작물 등에 축척되지 않을 것
④ 퇴비화 시설은 처리장이나 수요처와의 위치관계, 주변 환경 등이 경제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지조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⑤ 투입조건은 품질목표 이외에도 하수찌꺼기 케이크의 함수율, 퇴비의 반송율, 첨가물의 첨가율 등을 

고려한 물질수지 또는 열수지를 기초로 하여 설정한다.
다) 퇴비화 적용시 고려사항

(1) 품질관리
찌꺼기로 생산한 퇴비의 품질에 대해서는 사용목적에 맞도록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
보하여야 한다.
퇴비화의 원료가 되는 탈수 케이크 중에 유해물질이 미량이라도 들어 있으면 퇴비화된 제품퇴비 속
에도 잔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하수찌꺼기로 생산한 퇴비를 농지에 사용할 경우에는 유의하여야 한
다. 퇴비를 작물에 사용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한 부산물비료에 관한 규제치를 만족시키는 제
품이어야 한다.

부산물비료의 규제치 <표 8.3-23>                                            (단위:㎎/㎏)
ㅊ 구    분 크  롬 납 카드뮴 수  은 비  소 구  리 아  연 니  켈
함유농도 300이하 150이하 5이하 2이하 50이하 300이하 900이하 50이하

자료 : 보통비료 중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와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비료관리법 제10조1항 관련 비료관리법 시행령, 
2013.3.23 시행)

(2) 위생처리
하수찌꺼기 중에는 병원균, 기생충, 바이러스 및 잡초씨 등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
한 위생처리가 필요하다. 위생처리란 찌꺼기 퇴비 사용자의 건강에 대한 안전성과 작물에 대한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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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상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는 것을 말하며, 유해생물에 대해서는 분해온도 65~70℃ 이상의 상태
가 1~2일 이상 지속되면 일반적으로 위생 처리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제품화하여 공급할 퇴비에 대
해서는 반드시 정기적인 확인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3) 유통체계
퇴비는 연중 지속적으로 생산되므로 농가의 수급시기와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저장체계
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도시부근의 녹지대나 공원, 도로 및 건설현장 등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
한 시장 확보도 고려하여야 한다.
상기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하수찌꺼기의 퇴비화 방안은 작물의 생육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
히 고려하여야 하므로 유기물이 안정되어 있어야 하고, 병원균이나 기생충뿐만 아니라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안전하여야 한다. 또한 퇴비화의 촉진을 위해서는 품질관리 이외에도 적절하고 
항구적인 유통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이 동시에 확립되어야만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라) 퇴비화 방식
퇴비화(발효) 장치는 통기 및 혼합방식에 따라 퇴적통기, 입형원통, 입형다단, 횡형교반 및 원형교반 방
식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퇴비화(발효) 장치의 분류<그림 8.3-5> 
스쿠퍼식

횡형 발효조

샤벨식

페달식

발효장치 입형 다단 발효조

낙호식

사이로식(A)

입형 발효조

사이로식(B)

(1) 퇴적통기 방식
이 방법은 찌꺼기와 반송퇴비 또는 첨가물을 혼합하여 수분 또는 pH를 조절한 후 일정 높이로 퇴적
하고, 하부에서 공기를 공급하여 발효시킨다. 발효는 비가 적은 지역에서는 옥외에서 하지만 보통은 
옥내에서 하는데 퇴적고를 2m 정도로 하고 악취방지를 위해 혼합물의 상부를 약 30cm 정도 숙성퇴
비로 덮거나, 배출가스를 강제로 혼입하여 숙성퇴비 사이를 통과시켜 처리한다. 통기는 송풍기로부터 
통기관을 이용해 주입하는 간단한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뒤집기는 보통 불도저를 이용한
다. 이 방법은 설치비가 저렴하나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

(2) 입형원통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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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발효조의 형상이 원통으로 하부에 퇴비 배출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통기는 하부로부터 하고 찌꺼기는 

반송퇴비 및 톱밥 또는 왕겨 등의 첨가물과 혼합한 후 발효조의 상부에서 투입한다. 자중에 의해서 
혼합물은 하부로 이동하는데, 발효조 내에서는 교반을 하지 않으므로 혼합물 중의 미생물 우점종의 
천이는 자연법과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다. 필요부지면적은 횡형 발효조에 비해서 적고, 발효조내의 
기계적인 장치는 퇴비배출장치만 필요하므로 비교적 조작이 간단하나 퇴적고에 한계가 있는데, 약 
5m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입형다단 방식
입형의 발효조 내부를 몇 개로 분리하여 공기를 각 소실의 하부로부터 보내고 상부에서 배출되게 한
다. 상단의 소실에서 하단의 소실에 혼합물을 보내는 방법으로는 개폐식, 회전날개방식 등이 있으며, 
이 장치에 의해 큰 덩어리의 혼합물이 분쇄되어 혼합물 내부의 발효가 촉진된다. 본 방식은 발효조를 
수직방향으로 설치하므로 부지면적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그만큼 기계장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운
전조작, 유지관리, 보수의 면에서 입형원통방식 보다 복잡하다.

(4) 횡형교반 방식
발효조가 횡형으로 설치되어 기계식 뒤집기에 의해서 혼합물이 분쇄, 혼합 및 이동이 이루어지며, 뒤
집기 기계의 종류는 카터필더, 바스켓 및 스쿠류형 등이 있고, 통기는 하부에서 행한다. 본 장치는 구
조적으로 많은 발효조를 횡으로 배열 가능하며, 발효조는 상부가 개구형이므로 발효상태를 관찰하기 
쉽고 기기 수리가 손쉬운 특징을 갖고 있다. 한편 입형에 비해 넓은 부지면적이 필요하고, 개구부가 
넓기 때문에 악취방지대책이 비교적 곤란한 단점이 있다. 따라서 발효조 상부에 신축자재로 덮개를 
하거나 강제흡입방식에 의하여 악취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5) 원형교반 방식
원형의 발효조 내부에 많은 스크류 또는 회전날개를 설치하여, 뒤집기를 하는 장치이다. 이 방식은 
자체에서 혼합물을 충분히 교반할 수 있고, 발효전에 혼합장치가 필요 없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교반
부의 유지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마) 국내외 퇴비화 처리시설 적용 사례
하수찌꺼기를 퇴비화 처리하는 국내외 처리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내 찌꺼기 퇴비화 처리시설 현황<표 8.3-24> 
ㅊ 구 분 처리시설 사업기간 시설용량(㎥/일) 사업비(백만원) 비고

충남 공주 2008~2011년 40 9,622 부숙화
서천 2008~2010년 8 4,239 부숙화

전북 고창 2007~2009년 10 4,351 부숙화

전남 강진 2008~2011년 10 2,695 부숙화
보성 2006~2009년 8 3,208 부숙화

경북

안동 2008~2011년 50 11,332 부숙화
고령 2007~2009년 10 3,999 부숙화
칠곡 2007~2009년 50 10,120 부숙화
문경 2005~2006년 30 4,500 부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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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

구 분 처리시설 사업기간 시설용량(㎥/일) 사업비(백만원) 비고

경남

고성1 2007~2010년 10 3,123 부숙화
고성2 2003~2003년 5 1,140 부숙화
창녕 2007~2010년 10 4,411 부숙화
거제 2007~2009년 30 9,545 부숙화
밀양 2007~2009년 10 2,994 부숙화

서울 난지 - 10 - 지렁이사육

전남
함평 1999년 5 130 지렁이사육
영암 2004년 2 24 지렁이사육
광양 2000년 1 37 지렁이사육

자료 : 1.부숙화 시설 현황 : 지자체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 현황(2013.3, 환경부)
2.지렁이 사육시설 현황 : 유기성 오니 처리종합대책(2006,환경부)

국외 찌꺼기 퇴비화 처리시설 현황<표 8.3-25> 
ㅊ 시설명 시설용량(톤/일) 비고

秋田市 콤포스트 센타 외 9개소 0.92 ~ 75 입형 다단식
創數市 玉島 下水處理場 외 5개소 0.6 ~ 10 횡형 스쿠프식

福岡市 下水 콤포스트 시설 외 4개소 13.4 ~ 150 입형 발효조(사이로)
山形市 前明石 케이크 처리장 외 1개소 1.7 ~ 14.3 횡형 발효조(샤벨식)

자료 : 일본 하수도국 하수도부(1991)

6) 연료화
가) 개  요
찌꺼기의 연료화 기술은 하수찌꺼기를 재활용하여 환경 친화적이고 경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찌
꺼기에 열량보조제와 화학첨가제를 혼합하여 성형, 건조시켜 사용용도에 따라 과립, 펠릿, 브리켓 형태
의 연료를 생산함으로써 기존의 폐기물 단순처리 개념에서 벗어나 대체 에너지원을 생산, 제품화하는 
재활용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도시폐기물(쓰레기, 폐타이어, 폐프라스틱 등)의 연료화(RDF)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나 하수찌
꺼기는 상대적으로 낮은 발열량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이 저조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하수찌꺼기의 연료
화 방안은 하수찌꺼기의 최종처분을 용이하게 하고, 고가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점에서 대단히 유망
한 자원화 방안으로 주목받게 되면서, 최근에 하수찌꺼기에 포함되어 있는 가열성물질인 유기물의 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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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에너지를 에너지자원으로 이용하려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탈수케이크의 함수율은 

70~80%이므로 직접 연료로 사용할 수는 없으나 건조 등의 적정처리를 통해 수분을 효율적으로 제거
한다면 건조 케이크는 저품위의 석탄에 버금가는 열량을 함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하수찌꺼기를 다
양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하수찌꺼기의 연료화방안은 타 처리방안과 대비시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다.

찌꺼기 연료화 처리의 장․단점<표 8.3-26> 
ㅊ

장      점 단     점

⋅처리주기가 단기간
⋅연료제품으로 활용 가능하여 수익성 확보시 경제성 

우수
⋅비교적 환경영향 적음
⋅건설비, 운영비 저렴
⋅소요면적 작음

⋅연료제품 특성이 안정적이지 못함
⋅유기성 찌꺼기에만 처리가 국한됨
⋅수요처 확보가 용이치 않음
⋅찌꺼기 자체 발열량이 낮아 보조제 필요
⋅국내 설치 사례 적음

나) 하수찌꺼기 연료화 방안
하수찌꺼기의 연료화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수찌꺼기의 함수율이 매우 높아서 상대적으로 유기물분
의 농도가 낮아지게 되어 그 열적 가치를 현재화하기 어려운 점이다. 하수찌꺼기의 연소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연연료가 가능한 열량이상의 발열량을 가져야만 한다. 따라서 하수찌꺼기의 함수율을 효율
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된다.
하수찌꺼기를 소각하는 경우, 연료가 안전하게 계속되게 하려면 1,200㎉/㎏ 정도의 열량이 필요하며, 
하수찌꺼기만을 소각하기 위해 설계된 다단로나 유동상로에서도 800㎉/㎏ 정도가 필요하다. 하수찌꺼
기의 유기물 함량이 60% 일 때 800℃이상의 발열량을 갖기 위해서는 하수찌꺼기의 함수율은 60%이
하 이어야 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탈수법으로는 70~80%의 함수율을 가진 하수찌꺼기 탈수케이크가 얻어지게 되며, 
따라서 이것은 열적 가치를 갖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수찌꺼기의 연료화를 위해서는 추가 처리가 도입
되어야 하며 하수찌꺼기를 연료화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탈수하수찌꺼기를 더욱 건조하여 하수찌꺼기에 포함된 가열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방법
 ◦ 하수찌꺼기에 미분탄 같은 가연물을 첨가, 탈수 또는 건조하여 연료로 사용하는 방법
 ◦ 하수찌꺼기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을 열분해하여 가연성 유분과 숯(Char) 및 가스화 하는 방

법

다) 찌꺼기 연료화 방식 비교 
찌꺼기 연료화 방식은 건조한 찌꺼기를 직접 고형연료로 이용하는 방법과 첨가제를 가한 찌꺼기를 연료
로 사용하는 방법 및 건조한 찌꺼기를 열분해하여 그 생성물을 연료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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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꺼기 연료화 방식 비교<표 8.3-27> 
ㅊ

구  분 고형연료화 액체 연료화직접 연료화 보조제 투입 연료화

원리
⋅찌꺼기내 가연성분의 열량을 

이용하기 위하여 다량의 수분을 
건조한 후 압축 성형하는 방식

⋅찌꺼기와 열량보조제를 혼합한 
후 건조하여 압축 성형하는 
방식

⋅고온고압으로 찌꺼기내 
연료화 성분 또는 
재이용성분을 액체 상태로 
추출하는 방식

공정 ⋅찌꺼기 → 건조 → 압축 → 
성형 → 제품

⋅혼합(찌꺼기+첨가제) → 건조 
→ 압축 → 성형 → 제품 -

첨가제 없음 고 발열량물질
(유연탄, 폐플라스틱, 폐유 등) 없음

연료조건
(발열량)

양호
(2,500~3,500Kcal/kg)

우수
(4,000~6,000Kcal/kg) 우수

설치비 소 중 대
운전비 소 중 대

장점

⋅기계구조가 간단하고 유지보수 
용이

⋅설치비, 운전비 저렴
⋅운전용이
⋅소요면적 작음

⋅기계구조가 간단하고 유지보수 
용이

⋅첨가제 투입으로 건조효율 증가 
및 안정적 연료제품 생산 가능

⋅설치비, 운전비 보통
⋅운전용이

⋅연료화성분의 다각적 이용 
가능

⋅연료화 성분 균일

단점

⋅첨가제가 없어 열량변화 심함
⋅연료사용 어려움
⋅악취 발생 우려

⋅첨가제 투입으로 추가경비 소요
⋅수요처 미확보시 추가 폐기물 

처리비 상승
⋅악취발생 우려

⋅설치비, 운전비가 매우 고가
⋅설비가 복잡하고 소요면적 

큼
⋅고도의 숙련기술 필요
⋅기술개발 초기단계
⋅처리부산물 발생
⋅입지제약 따름

6) 탄화
가) 개 요 
하수찌꺼기 탄화기술은 새로운 하수찌꺼기 자원화 기술로서 생성된 탄화제품은 목탄, 생활탄과 비슷한 
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양 개량재, 탈수조제 등 다양한 유효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하수찌꺼기 유
효이용법이다.
탄화처리는 탈수 하수찌꺼기를 수분 약 40%로 건조하여 직경 수㎜의 입자상으로 성형한 뒤에 탄화로
에서 공기를 차단하여 약700~800℃의 온도에서 20~30분간 건류를 시키면 메탄, 에탄, 에틸렌 등의 
건류가스가 발생하게 되면서 나중에 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탄화제품이 생성하게 된다.
건류 가스는 탄화로를 가온하기 위한 열원으로서 유효이용하며 또한 탄화제품은 냉각, 가습의 유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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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용자재로서 이용하게 된다.

한편, 탄화공정은 기존의 소각공정과 유사하지만 기술적인 차이가 있으며 기존 소각로의 고수분 찌꺼기
를 효율적으로 소각하기 위한 건조, 소각공정 병행 시스템을 탄화원리를 기초하여 공기를 차단함으로써 
소각공정을 탄화공정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 기술도 개발 되고 있다. 

탄화 기술과 소각처리의 차이<표 8.3-28> 
ㅊ 구    분 탄화(열분해) 단     점

열이동 ⋅흡열반응 ⋅발열반응
물리화학적 반응형태 ⋅분해(저산소) ⋅연소 (산소공급)

송풍량 및 배기가스 ⋅무산소, 저산소로 공기송풍이 최소, 
배기량이 적음

⋅완전연소를 위한 공기공급이 
필요송풍량에 비례하여 배기량이 많음

장치의 형태 ⋅밀폐형 ⋅개 방 형
에너지회수방법 ⋅기름 및 가스상의 연료 ⋅폐열회수에 의한 지역난방 및 발전

2차오염 ⋅배기가스 오염농도 낮음 ⋅다이옥신, 중금속 등의 2차 오염물질에 
대한 우려

에너지공급방법 ⋅폐기물 분해에 의해 발생되는 유류 및 
가스와 보조연료

⋅폐기물의 연소에 의한 자체 발생열 및 
보조연료

나) 탄화방식 비교
탄화방식은 열원과 열접촉 방식에 따라 직접가열식과 간접가열식이 있으며 탄화로 구조에 따라 스크류
식과 로타리 킬른식, 회전로상식 등이 있다.

탄화방식 비교<표 8.3-29> 
ㅊ

구  분 직접가열 
회전로상식 직접가열 킬른식 간접가열 

회전로상식 간접가열 스크류식 간접가열 킬른식

원리

⋅원통현상의 입형로
로서 찌꺼기가 회전
로상 벽면부로 투입, 
교반날개에 의해 중
심부로 이동하며 건
조, 탄화

⋅무산소 상태에서 가
열하여 열분해 가스
화를 유도

⋅로 내의 온도와 건
조, 탄화조건이 선
회 흐름에 의해 균
일하게 조성
되어 효율이 높음 

⋅경사형 킬른을 회전
시키는 직화형 탄화
로로서 찌꺼기의 헤
드압과 킬른의 회전
으로 찌거기를 순차
적 이동

⋅버너의 연소가스를 
직접 킬른내부에 불
어넣으면 찌꺼기가 
건조, 연소, 열분해 
되면서 건류

⋅완전밀폐형으로 내
부 중앙축 날개를 
회전시켜 약 600℃
의 내부가열면에 원
심력으로 피탄화물
을 엷은 막 상태로 
접촉시켜 급속 가열
하여 약 30~60분
간 탄화

⋅상하 4~6단의 스크
류 컨베이어가 있는 
외열형 탄화로 로서 
찌꺼기는 상단부터 
순차적 이동

⋅버너로 외부
케이싱 가열하면 반
송중인 찌꺼기는 열
분해되어 건류

⋅건류 가스는 케이싱 
외부 상단 노즐로부
터 외열실 내부로 
분출되어 직접연소

⋅외열실 내부의 경사
형 Retort를 회전시
켜 찌꺼기 순차적 
이동

⋅버너로 외부케이싱 
가열하면 반송중인 
찌꺼기는 열분해되
어 건류

⋅건류 가스는 Retort 
노즐로
부터 외열실 내부로 
분출되어 직접연소

운전 ⋅연속식 ⋅연속식 ⋅회분식 ⋅연속식 ⋅연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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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ㅊ

구  분 직접가열 
회전로상식 직접가열 킬른식 간접가열 

회전로상식 간접가열 스크류식 간접가열 킬른식

장점

⋅대량처리 적합
⋅구조가 간단하고 기

계적 구동부위가 적
어 유지관리 용이

⋅장치가 소형
⋅설치면적 작음
⋅설비투자비와 운전

비 저렴
⋅탄화체류시간 짧음
⋅탄화물중 휘발분 함

량이 적음

⋅대량처리 적합
⋅구조가 간단하고 기

계적 구동부위가 적
어 유지관리 용이

⋅장치가 소형
⋅설비투자비와 운전

비 저렴
⋅탄화체류시간 짧음
⋅탄화물중 휘발분 함

량이 적음

⋅광범위 폐기물 적용
(혼합처리 가능)

⋅함수율 98%이상 액
상 폐기물도 직접 
탄화 가능

⋅운전비 저럼
⋅설치면적 작음
⋅조작이 간단하며 연

속 자동운전 가능
⋅다이옥신 등 유해물

질 발생 적음

⋅건류가스 연소로 다
이옥신 발생 없음

⋅건류가스 직접연소
로 폭발 우려 없음

⋅컨베이어 반송으로 
탄화시간 제어 용이

⋅설치면적 작음
⋅분쇄혼합효과로 균

질제품 생산

⋅건류가스 연소로 다
이옥신 발생 없음

⋅건류가스 직접연소
로 폭발 우려 없음

⋅스크류식 대비 구조 
단순하여 유지관리 
용이

단점

⋅표면 연소로 다이
옥신 발생 우려

⋅안정연소/건류/배출
제어 어려움

⋅탄화물 제품 얼룩 
발생 우려

⋅정지후 잔류 탄화물
이 발화될 우려

⋅표면 연소로 다이옥
신 발생 우려

⋅안정연소/건류/배출
제어 어려움

⋅탄화물 제품 얼룩 
발생 우려

⋅정지후 잔류 탄화
물이 발화될 우려

⋅설비투자비 고가
⋅회분식으로 초기운

전과 품질관리 어려
움

⋅저장 및 공급설비 
용량 큼

⋅탄화체류시간 김

⋅직화형 대비 설치비 
및 운영비 고가

⋅구조가 복잡하여 유
지관리 어려움

⋅탄화체류시간 김

⋅직화형 대비 설치비 
및 운영비 고가

⋅설치면적 큼
⋅잔류가스 완전배제 

곤란
⋅탄화제품 비균일
⋅탄화체류시간 김

적용
실적

⋅국내-1개소(김해)
⋅국외-일본 1개소

⋅국내-없음
⋅국외-없음

⋅국내-없음
⋅국외-일본 5개소

⋅국내-1개소(안성)
⋅국외-일본 2개소

⋅국내-없음
⋅국외-일본

나. 찌꺼기 최종처분 방법
1) 해양투기

해양투기는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하고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지정된 해역에서 
적정한 처리방법에 의하여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서 육지에서 연안으로 유입되는 오염부
하를 경감하고 연안 환경의 보전과 어업권 및 여가공간 등 연안역 이용공간을 보호하고 매립지 확보난
의 완화 등 경제적 손실방지 및 안전한 처리를 도모하는데 그 기본 취지가 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런던협약 ‘96의정서 등 국제협약에 부응하고 무분별한 하수찌꺼기 해양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규를 통해 엄격한 규제항목과 규제기준에 의해서 허용하고 있다.

가) 국제협약 등 해양배출 규제사항
하수찌꺼기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 동향은 1972년 채택된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배출에 
대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으로, 통상 런던협약(London Convention)을 들 수 있다. 런던협약에서는 
하수찌꺼기의 해양배출처리가 가능하나, ’96년 개정의정서가 2006년 3월 발효되어 해양배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수찌꺼기의 해양배출 요건으로 육상처리가 불가한 과학적 이유, 바다에 버려도 해양생태계 등에 해가 
없다는 입증, 그리고 불가피하게 해양배출을 하더라도 최소화 입증 등의 책무가 뒤따르게 되어있기 때
문이다. 런던협약과 개정된 의정서의 주요 비교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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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72런던협약과 ’96개정의정서 비교<표 8.3-30> 

ㅊ

｀72런던협약 96개정의정서
⋅모든 물질의 해양투기는 가능하지만, 아래 열거한 

물질의 해양투기를 금지
 - 유기할로겐 화합물
 - 수은과 수은화합물
 - 카드뮴과 카드뮴화합물
 - 지속성 프라스틱류
 - 원유와 그 폐기물
 - 방사성 폐기물
 - 생물․화학전을 위하여 생산한 물질

⋅모든 물질의 해양투기는 불가능하지만, 아래 열거한 
물질의 해양투기를 허용

 - 준설물질
 - 하수오니
 - 생선 및 생선가공 과정 발생폐기물
 - 선박, 플랫폼, 해상인공구조물
 - 비활성, 무기질 지질물질
 - 천연성 유기물질
 - 컨테이너, 고철 및 벌크형태의 폐기물
⋅폐기물 해양투기전 재활용, 재사용 등 육상처리 방안 

강구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
  (｀93년 개정) ⋅해양투기 폐기물은 유해성분 제거 또는 감소후 처리

⋅｀95.12.31까지 산업폐기물투기금지
  (｀96의정서 허용물질 제외, ｀93년 개정)

⋅폐기물의 특성, 생태계 영향, 투기장 모니터링 등 
폐기물투기 사전․사후 평가체제 도입

나) 하수찌꺼기 처리를 위한 환경부 정책 방향
하수찌꺼기 해양배출 규제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발표한 하수슬러지 종합대책(수정)(2008.5, 환경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런던협약 ‘96의정서 발효와 함께 하수슬러지를 포함한 폐기물의 해양배출기준을 대폭 강화(해양환

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06.2.21)
    - 제1기준은 2008년 8월부터 해양배출 금지
    - 제2기준은 2011년 2월부터 해양배출 금지
▪ 2007년 5월 수립한「하수슬러지관리 종합대책」을 기본으로 그간 지자체별 사업계획 변경 등을 감

안하여 종합대책 수립
▪ 2011년 말까지 하수찌꺼기(슬러지)처리시설 완비하여 2011년 해양배출 0%목표

다) 해양환경관리법을 통한 해양배출 규제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에 의거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에 대하여 해양투기를 인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12조에서는 해양 배출이 가능한 육상폐기물의 종류를 지정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양환경관리법 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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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해양배출금지 등)
① 누구든지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없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육상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에 한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
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하게 할 수 있는 폐기물 중 제76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폐기물위탁자가 위탁처리를 신고한 폐기물에 한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자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하게 할 수 있는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검사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에게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배출해역의 신청 및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12조

제12조 (해양배출이 가능한 육상폐기물의 종류 등)
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은 별표 6과 같

고, 그 배출해역 및 처리방법은 별표7과 같다.
②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인지 여부를 검사할 때에는 법 제

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및 별표 8의 처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2) 하수찌꺼기의 재활용

우리나라는 근래까지 대부분의 하수찌꺼기를 단순히 매립 또는 해양투기로 최종 처분하여 왔으나 여러 
선진국처럼 퇴비화를 통한 녹⋅농지 이용, 탄화 및 연료화 등을 통한 대체 에너지원 활용, 소각 등을 
통한 건설자재 이용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이 활발히 연구, 진행되고 있다. 

가) 지렁이를 이용한 퇴비화
(1) 지렁이 퇴비화의 원리

▪ 자연생태계에서 건초, 식물체, 동물의 분뇨 등 다양한 유기물질이 미생물에 의해 1차 분해
▪ 최종적으로 지렁이에 의해 식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분해
▪ 지렁이는 유기물을 먹이로 섭취하여 분변토로 배설하는데 12~20시간 소요
▪ 섭취된 유기물은 지렁이 체내의 사낭에서 분쇄되어 각종효소 및 장내미생물에 의해 식물이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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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수 가능한 물질로 변환

▪ 지렁이 분변토는 크기가 작고 단립구조로 되어 있어 공극률이 크므로 토양의 보수성과 통기성
을 유지

(2) 재활용방안 및 효과
ㅊ 구    분 재활용 방안 및 효과
재활용방안 ⋅낚시미끼, 양어 및 축산사료, 식물성장 촉진제, 의약품원료 등

분변토효과
⋅보습성, 흡수성, 통기성을 향상시킴.
⋅부숙 과정에서 암모니아 질소 발생으로 인한 산소 결핍 및 열이 발생하지 않음.
⋅입자가 곱고 부드러워 취급용이

지렁이의
중 금 속
제거효과

⋅지렁이를 이용한 찌꺼기 퇴비화 적용시 중금속에 의한 지렁이 생태 영향 검토
⋅찌꺼기에 포함된 중금속이 지렁이 체내에 축적되어 분변토에는 중금속 감소
⋅분변토는 퇴비 이용, 지렁이는 식용이외의 용도로 이용(낚시미끼 등)

(3) 지렁이를 이용한 퇴비장 형식
ㅊ구    분 자동화 사육장 상자형 사육장 고정상 사육장
개  요 ⋅연속단(10~15단)을 구성 사육⋅사육상자에 분해하여 

2~3단으로 구성 ⋅반하우스 형태의 대지에 사육

장단점
⋅초기투자비 소요
⋅완전자동화로 소요인력이 적음.
⋅다층구조로 소요부지가 작음.

⋅초기투자비 적음.
⋅2~3층 구조로 소요부지가 큼.
⋅인력소모가 큼.
⋅차량 및 운반기계 필요

⋅초기투자비가 적음.
⋅단층구조로서 소요부지가 큼.
⋅인력소요가 많음.
⋅차량 및 운반기계 필요

(4) 지렁이 사육장 공정
ㅊ 구    분 내  용

저장호퍼 ∙ 하수찌꺼기를 호퍼에 일시 저장하여 투입량을 조정함
웜비오

(worm-bio)
접종공정

∙ 하수찌꺼기에 특수 배양된 (worm-bio)접종으로 지렁이가 선호하는 미생물상을 정착하여 
사육장치로 이송

먹이급이 ∙ 웜비오(worm-bio)가 접종된 하수찌꺼기는 자동공급장치에 의해 사육장위에서부터 공급
∙ CCTV를 통해 모니터로 확인

다단식 사육장치
∙ 다단식 사육장치(6단)에 지렁이를 사육(소요공간부지 : 재래식의 10~20%)
∙ 사육장상부에서 공급된 하수찌꺼기는 중력에 의해 점진적으로 하부로 이동
∙ 사육장의 두께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 산소공급이 원활토록 함

지렁이와 
분변토의

자동수확 및 
생산

∙ 사육장하단에서 배출된 분변토와 지렁이는 컨베이어에 의해 선별기로 이송
∙ 분별토는 선별되고, 지렁이와 분해가 덜된 물질은 사육장으로 재순환
∙ 지렁이의 순환은 선별기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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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수찌꺼기의 Compost화
(1) 퇴비화 현안사항

하수찌꺼기의 Compost는 하수찌꺼기의 녹·농지 이용의 한 형태로서 급속히 개발되어 온 
기술로서, 일반적으로 Compost화의 기술은 하수찌꺼기 중의 유기물을 호기성 조건하에서 
미생물의 활동에 의해 분해 또는 무기화 함으로써 취급 및 저장을 용이하게 하고 생육작
물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위생적으로 안정된 물질을 생산하는 처리시설이다. 따라서 현재 
하수찌꺼기의 Compost는 이들 조건을 만족한 공정 하에서 생성된 것이라야 한다. 
하수찌꺼기 Compost화 공정에서의 현안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하수찌꺼기의 Compost화를 행하는 전제로서, 발효조에 투입하는 혼화물의 함수율 조정을 위해 

지금까지는 탈수케이크의 수분조정법으로 Compost의 반송, 볏짚, 왕겨, 톱밥 등의 조대 유기물 
첨가 방법을 이용하였으나, Compost의 원료가 되는 탈수케이크의 함수율이 높을수록 수분조정
제의 양도 증가하고, 따라서 수분 조정제의 저류나 반송설비의 증대화, 발효조의 용량증대에 따
른 건설비의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되었다. 따라서 Compost의 원료가 되는 탈수케이크의 함수
율을 저감할 수 있는 하수찌꺼기 탈수기의 선정이 중요하다.

▪ 자원절약을 고려할 경우, 하수찌꺼기 탈수공정에서 첨가하는 약품은 소석회 및 염화 제2철의 무
기응집제보다 고분자응집제를 첨가하는 것이 하수찌꺼기의 Compost화를 행함에 있어서 단위하
수찌꺼기 고형물에 대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단, Compost를 산성토양의 개량에 유용하게 
할 경우에는 석회를 첨가한 탈수케이크를 사용하는 편이 좋다.

▪ Compost 녹․농지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료가 되는 탈수케이크의 중금속 농도는 현
행 특수비료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만 한다. 주로 Compost의 원료가 되는 탈수케이크는 생활오
수를 처리한 하수찌꺼기가 주체로 되어 있다. 그러나 장기간의 Compost 이용에 수반한 중금속
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조사와 연구를 행할 필요가 있다.

부산물 비료의 규제치 <표 8.3-31>                                          (단위:㎎/㎏)
ㅊ 구    분 크  롬 납 카드뮴 수  은 비  소 구  리 아  연 니  켈
함유농도 300이하 150이하 5이하 2이하 50이하 300이하 900이하 50이하

자료 : 보통비료 중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와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비료관리법 제10조1항 관련 비료관리법 시행령, 
2013.3.23 시행)

(2) 향후 과제
▪ 장기간의 Compost 이용에 따른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Monitoring 시스템의 확립
▪ Compost의 유통체제의 정비(저장관리, 유통도, 품질보전 및 가격설정), 탈수케이크의 함수율 저

감화 대책(하수찌꺼기 탈수기의 선정 및 2차 탈수법)
▪ 품질의 안정화, 범용성이 있는 Compost의 가공(파렛트 및 파일)
▪ 발효열의 회수이용기술 개발 및 기기의 자동제어화 
▪ 수요자의 의향, 수요 및 장래 예측 등의 시장조사

다) 건설자재로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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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처분계
획 하수찌꺼기(특히 소각회)의 건설자재로의 유효이용에 대해서는 지금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건설자재로의 유효 가능 용도로는 아스팔트 필러, 노상 및 노반재, 시멘트 원료 등이 있다.
(1) 아스팔트 필러
소각회를 아스팔트 필러로서 사용할 경우 종래부터 사용되고 있는 석회암 분말을 필러로서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연화점이 높고 침입도가 작다. 또 안정도 및 수침입의 저항성이 크고 밀도, 공극률, 포화
도는 큰 차가 없다. 따라서 석회암 분말에 비하여 손색이 없고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다.

(2) 노상 및 노반재
소각회는 노상재료를 이용 가능한 공학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관거 공사의 되메우기 재료로서 사용
이 가능하다. 노반재료는 경 교통로에 한해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큰 응력이 작용하는 표층에 가까운 
부분에 사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소각회는 노반재로 이상적 입도분포에서 아주 세
립·균일한 재료이므로 입자의 맞물림에 의한 강도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경량골재
소각회를 조립 및 소성하여 입도가 조정된 소성품에 대해 골재성상과 콘크리트 성상을 조사한 결과, 
일반경량골재 및 구조용 경량골재로서 만족할 만한 생성이 가능하다. 또 소각회에 벤토나이트를 가해
서 한 소성에 대해서는 조립성은 하암보다 보기 좋고 소성에 대해서 충분히 기술관리를 필요로 하지
만 물성, 강도를 비교할 경우 시판중인 인공경량골재와 동등한 품질을 확보할 수가 있다.

(4) 시멘트 원료
하수찌꺼기 소각회 중에는 시멘트의 주성분인 CaO, SiO2, Fe2O3, Al2O3가 80% 이상 함유되어 있고, 
소각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재래의 시멘트 원료에 적량 첨가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소각회를 보통 Portland Cement와 같이 사용하여 시멘트 원료로 일부 활용하는 국내외 사례가 있다.

(5) 벽돌재료
소각회 중의 CaO 함유량이 적고 규산의 함유율이 높으면 벽돌의 소성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소각회
에 일정량의 점토 또는 규사를 첨가하면 보통 벽돌의 주원료로서 이용할 수 있다. 경량 골재 및 벽돌
재료에 관해서는 양질점토와 같은 첨가물의 공급 확보와 증유가 필요하게 되고, 종래의 원재료의 감
소분을 고려하여도 절약이 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문제점
① 아스팔트 필러, 노상 및 노반이용에 있어 소각회는 아주 자잘한 미분말이기때문에 비산하기 쉽고 

작업성이 나쁘다. 
② 건설자재로서의 장기적 안정성과 2차 공해에 대해서는 확증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③ 소각회의 성분조정이 불균일하다.
④ 건설자재의 원료가 되는 소각회의 생성조성을 균일하게 하고 생산품으로서 아주 적합한 것으로 

하기 위해 하수찌꺼기 자체의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⑤ 하수찌꺼기로부터 생산이라고 하는 불리한 점의 해소와 수요처 확보를 위한 생산비용, 운영방법 

및 유통경로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⑥ 소각회로부터 생성한 건설자재의 사용 후 장기적 안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라) 탄화물의 재활용
탄화시설 설비의 하수찌꺼기 감량율은 약 92% 정도이며 최종 발생된 탄화물은 주로 골프장, 조경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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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수목용 및 잔디용 성토 조성재 원료로 사용되며 그 사용범위와 활용분야는 다음과 같다.
탄화물의 활용분야<표 8.3-32> 

ㅊ 사 용 범 위 활   용   분   야 비  고
다공 흡착성 ⋅환경오염물질 흡착 및 수질 정화제 

(오수정화 및 방류수 SS 제거제)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활용이 
가능하며, 소화조의 
메탄가스 등을 
원료로도 사용이 가능

미생물 활성 ⋅퇴비 발효 촉진제
토양 활성 ⋅절개지 녹화 자재
대체 연료 ⋅비닐하우스 난방용 보조 연료

흡수·흡유성 ⋅탈수 보조제 및 폐유 흡착제(해양오염 제거제)
환 원 성 ⋅고로 환원제 , 가탄제 , 보온재 (제철공정)

8.3.3 하수찌꺼기(슬러지) 최종처분 계획
 가. 수원시 하수찌꺼기 최종 처리방안

수원시에서는 환경부의 하수슬러지 종합처리대책 및 정책방향에 부응하고 광역시 전역에서 발
생하는 하수찌꺼기(슬러지)의 합리적 처리처분을 위해 「수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투자
사업(2005.5)」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하수찌꺼기 처리방안으로 건조 후 연
료화 방안을 선정하고 현재 시설용량 450㎥/일 규모의 건조⋅자원화시설을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장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및 오염총량 계획을 고려하여 「수원 하수2처리시설 개량사
업 실시설계(2014.1)」를 완료 현재 2016년 준공목표로 공사중에 있으며, 고도처리 개량공사
가 완료된 수원제1하수처리시설 또한 오염총량제 수질준수를 위해 BOD 저감시설을 추가 설
치하여야 하므로 하수찌꺼기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원시 발생하수찌꺼
기 및 인접지자체 협약물량까지 전량을 최종 처리․처분하도록 계획하였다.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계획(케익기준)<표 8.3-33>                        (단위 : 톤/일)
ㅊ 구  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30년

수원시
수원 370.8 401.9 425.2 437.6
서호 36.7 37.2 41.4 41.9

황구지
천 36.6 37.1 37.3 40.7

인접
지자체

오산 71 71 71 71
광주 84 84 84 84

계 599.1 631.2 658.9 675.2
건
조

시설용량 450 450 450 450
처리용량 405 405 405 405

초과량 194.1 226.2 253.9 270.2
주 : 초과량은 하수찌꺼기 발생량의 건조화시설 용량(450㎥/일)에 대한 초과분임(운영효율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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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처분계
획 나. 수원시 하수슬러지 최종슬러지 처리․처분방안

수원시의 하수찌꺼기 최종처리방안 계획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 혼합찌꺼기는 하수찌꺼기건조화시설에 건조 후 화력발전소 보조연료 및 시멘트 원료로 공급
○ 운영중인 하수찌꺼기건조화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하수찌꺼

기 처리시설을 신․증설하여 발생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고장 등 건조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할 경우 외부 위탁업체에 위탁처리
최종슬러지 처리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혼합슬러지

슬러지건조화시설 용량 이내 =
⋅탈수후 건조화시설
  →화력발전소 보조연료
  →시멘트 원료

슬러지건조화시설 용량 초과시 =
⋅탈수후 건조화시설 
   →화력발전소 보조연료
   →시멘트 원료
⋅초과분은 위탁처리

수원시 하수슬러지 최종 처분계획<표 8.3-34>                        (단위 : 톤/일)
ㅊ 구    분 단기 계획(2019년) 장기계획(2020년 ~ 2035년)

개    요 ∙수원시(수원,서호) 자체슬러지발생량 처리
∙인접지자체(오산, 광주) 협약물량 위탁처리

∙수원시(수원, 서호, 황구지천) 자체 
슬러지발생량 처리

∙인접지자체(오산, 광주) 협약물량 위탁처리

발생량 ∙수  원  시 : 364.5 톤/일
∙인접지자체 : 155 톤/일

∙수  원  시 : 520.2 톤/일
∙인접지자체 : 155 톤/일

처리시설 용량 기존 시설 : Q = 450 톤/일 
(Q = 405 톤/일)

기존 시설 : Q = 450 톤/일
증설 시설 : Q = 380 톤/일

(Q = 675 톤/일)
자체처리량 ∙수  원  시 : 364.5 톤/일 ∙수  원  시 : 520.5 톤/일

∙인접지자체 : 155 톤/일
자체처리 및

민간위탁 처리 ∙인접지자체(오산, 광주) : 155 톤/일 -

운영방안

∙현 슬러지 처리시설(시설용량 Q = 450 톤/일)의 가동율 고려시 시설용량 부족으로 
수원시 발생량 및 인접지자체 발생슬러지 전량 처리는 불가능함.

∙단기계획 기간중 이송거리가 가까운 수원시 발생슬러지를 우선 처리하고, 인접지차체 
슬러지 발생량 중 추가처리 가능량외 초과분은 민간위탁처리하고,

∙처리시설 용량이 증가되는 2020년 이후 부터 수원시 및 인접지자체 협약물량을 
전량처리토록 계획

주 : (  )는 가동율 및 운영효율을 고려한 실처리 용량 기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