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의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물, 

SMART WATER CITY
지속가능한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방안



오늘날의 도심내 하수처리시설

도심 속의 갇힌
하수처리장

2018-2015년 간

서울 인구 45배 / 주택 80배 증가

중랑물재생센터

탄천물재생센터

서남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1963

인구 집중에 따른 하수처리 용량 부족

7,80년대 지어진 하수처리시설로 내구연한 도래

하수 처리에 소요되는 막대한 운영비

하수처리장

현대화 필요



현대화 어떻게 해야하나

달라진 설계조건

• 우,오수관 관거정비에 따른 유입수질 상승

•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

• 합류식 지역, 강우시 미처리 하수 처리 방안 마련 (2015년)

• 막대한 관거 변경 비용

• 이전부지 매입 등 행정문제

• 주민 반대 (혐오시설)

하수처리장의 역할 증가 부지 이전의 제약 요소BUT,
부지
한계

부지 활용율을 높이고 공사비는 절감

- 기존 처리장 부지를 줄여 여유부지 창출 및 활용
- 도시 재생과 수익 창출 기여

부지 집약 / 완전 지하화
기존 부지 내

01 부지 부족 해결



현대화 어떻게 해야하나

•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통합소화 사업
활성화 정책

• 바이오가스화 사업 증가

에너지 자립, 시대적 요구

02 에너지 자립

• 시설 고도화에 따른 처리장 운영비 증가

• 하수슬러지 외 에너지원 부족 문제

 하수처리장의 에너지 소비/생산 균형 확보

지속적인 운영비 증가

에너지 자립화 실현,

유기성폐기물 자원화
- 폐기물 처리 비용 ZERO화
- 지구온난화, 악취,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 해결
- 에너지 저소비 공정, 에너지 최대 생산 방안 도입

안정적 하수도 재정 기반 확보



현대화 어떻게 해야하나

• 인구증가와 도시화, 산업발전, 기후변화
로 물 부족 현상 가속화

• 수자원의 지역적, 계절적 불균형 심화

도시 물 부족 문제

건전한 물 순환 구조 조성

- 도심 내 수변 공간 조성 등 주민 삶의 질 향상
- 도시재이용수, 조경/친수 용수 활용으로 도시 물부족 해결

도시 가치 창출, 

하수 재이용

03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물

• 소중한 대체 수자원으로 하수의 인식 전환

• 물생산시설의 도시 내 확보

 지속가능한 친환경 수자원 확보

확대되는 하수 재이용



1

하수처리장이
시민친화공간으로,

부지집약 / 완전지하화

완전지하화된하수처리시설은더이상혐오시설이아닌시민친화공간으로재창조됩니다.
Smart Water City 실현을위해부지집약화는필수입니다. 



부지집약을 통한 현대화

세계 최초 대형하수처리장 일차침전지 대체

서울시 중랑 물재생센터



부지집약을 통한 현대화

250,000톤/일 기준
동일처리 용량



1

부지집약을 통한 가치 창출

하수처리장,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과 수익
주민 친화 공간



미래에너지자립
도시실현

에너지자립화

과거에너지다소비시설이었던하수처리장은미래에너지생산플랜트로써도시운영에
필요한 에너지의근원이됩니다. 

경제적인하수처리,에너지생산증대를통한에너지자립은미래 Smart Water CIty기본요소입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처리하던

하 · 폐수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도시 내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미래 도시의 심장이 됩니다.

하수처리장이
도시의 에너지 생산
플랜트가 됩니다.

에너지 자립 실현의 KEY, 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및전력판매
홍천친환경에너지타운



에너지 저소비 공정, 
저감 운영 기술 적용

에너지 자립 도시의 하수처리장

- 일차처리 시설 도입으로 후속 생물반응조
에너지 사용량 저감

- 경제적인 고농도 반류수 처리기술 AMX 도입
(외부탄소원 미사용, 70% 에너지 절감)

경제적 반류수 처리기술 AMX 대표적 에너지 다소비 기술 MBR 전력량 비교

Conventional  Process

363.6 kW/m³
103.8원/m³

MBR Process

976.9 kW/m³
103.8원/m³

3배



- 일차처리시설 도입으로 에너지원 최대 회수

- 슬러지, 침출수,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폐자원 통합소화

- 열가수분해+혐기소화를이용한에너지생산극대화

이차슬러지

0.25 m³gas/kg

일차슬러지

0.55 m³gas/kg VS

2배

일·이차슬러지 가스발생량 열가수분해 도입 효과

에너지 자립 도시의 하수처리장

에너지원 최대 확보
에너지 발생 극대화

50%증가

30% 감소



에너지 자립 도시의 하수처리장

Well-balanced & Well-organized

Energy Production Process



도시의가치를
높이는물

하수재이용

하수처리수재이용으로건전한물순환구조를조성하고도심내수변공간조성으로
주민삶의질향상에기여합니다. 

하수재이용수는도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등수자원으로활용되어
물부족문제까지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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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물

“테크놀로지를 내세우기 보다는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환경을 도시에서 제공한다”

- 세종스마트시티

“친환경물 특화도시 ‘스마트 Water 시티”

- 부산에코델타시티

친水가치를 높여

도시브랜드창출, 시민삶의질향상, 경제적부가가치창출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물

도심내하천유지용수 공업용수 도시용수

하수재이용을통한
도시내지속가능한친환경수자원생산



SWC, 미래 하수처리 모델

PROTEUS BBF vDAF

BBF

RO

Proteus
(WWF)

열가수분해
(COWT)

소화조
(BEAD)

탈수 건조

AMX
(side stream)

발전설비

부지집약

완전지하화

에너지자립

하수

재이용



미래의대도시

인구도시집중가속화

에너지사용량증가

폐기물발생량증가

하수처리장이
시민친화공간으로

부지집약/ 완전지하화 유기성폐기물자원화

에너지자립
도시실현

도시가치창출
주민삶의질향상

하수재이용

도시 구성의 필수 요소인
물과 에너지의 건전한 순환이 포함된

지속가능한 도시

지속 가능한

SMART CITY

WATER



A Clean and Beautiful World
Beyond Waste

www.bkt21.co.kr

Thank You!

https://nomorehour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