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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건의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서울의 상주인구, 사업장인구 등은 정체상태에 있으나 정화조오니가 주축

을 이루는 분뇨수거량은 매해 증가하여 2009년에 시설용량을 과한 양이 

수거됨(시설용량 1일 10,500kL, 2009년 수거량 10,603kL).

◦늘어난 분뇨수거량은 분뇨처리시설의 확충을 요구하는 반면, 해당시설의 

주변주민들은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을 거부하는 등 재정운 과 민원 리 

측면에서 불편을 래함.

◦분뇨수거량의 증가는 건물의 형화, 이에 따른 청소량의 증가, 연 1회 이

상 청소의무화 등이 복합된 결과이므로 무엇보다 청소시기를 변경하여 분

뇨수거량을 일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2. 연구 목적

◦정화조의 실제 이용인구와 정화조의 수질정화성능을 조사하여 정화조 청

소시기 변경가능성과 분뇨수거량 감잠재력을 평가함.

◦분뇨수거량의 감이 공공재정 운  원활화, 시민의 수수료 부담 완화, 지

구환경부하 감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

◦분뇨수거량 감사업을 시행하기 한 청소시기 변경기 과 차, 변정

비 사항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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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내용 및 방법

◦ 황조사：정화조와 련된 국내외 기 , 서울의 정화조 활용실태를 분석

하며, 하수도법, 미국의 정화조 련 규정, 각 자치구의 정화조 리 장을 

활용함.

◦정화조 이용실태 분석：이용인구, 설계인구, 이를 토 로 한 이용률을 분

석하며, 조사표본을 선정하여 주민등록인구, 학생수, 이용객수 등을 직  

조사하고 설계인구는 정화조 리 장으로부터 확보함.

◦정화조 수질정화 성능분석：조사표본을 선정하여 BOD(생물화학  산소

요구량)와 SS(부유성 고형물)의 제거율을 산정하며, 시료를 채취하여 외부

기 에 수질오염항목(BOD, SS, Cl- 등)의 분석을 의뢰함.     

◦분뇨수거량 감가능성 평가：분석조건을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규모를 

악한 후 감잠재량, 감에 따른 공공비용, 시민수수료, 온실가스량을 

분석함.

Ⅱ. 주요 결과

1. 서울에서 활용되는 정화조의 규모는 실수요를 1.6배 초과

◦서울의 측가능한 정화조 이용인구는 약 2,460만이지만 실제로 보유하고 

운 되는 정화조(약 61만개소)의 총규모는 약 4천만인임.

◦ 공유효용량은 3,958,799㎥이고 연 1회 이상 청소라는 정부규정에 따라 

수거된 정화조오니량은 공유효용량의 99%인 연간 3,906,908㎥임.

◦정부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정화조구조인 부패탱크식(임호 탱크식 포함)

의 분뇨수거량은 체수거량의 69%임(주거시설 70%, 교육시설 10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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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인구보다 은 정화조용량으로 인하여 연 2회 이상 청소하는 정화조

에서의 오니발생량은 체발생량의 4%임.

2. 건축물용도에 관계없이 많은 정화조가 당초 설계보다 과소이용 상태

◦ 부분의 주거시설 정화조는 정이용(설계인구의 100% 이내)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단독주택 56%, 공동주택 46%는 과소이용(설계인구의 50% 

이내) 상태임.

◦문화  집회시설(극장, 공연장 등), 매  업시설(백화 , 쇼핑센터 

등), 교육연구  복지시설(학교, 도서  등), 업무시설(오피스텔 등) 등도 

정이용(설계인구의 100% 이내) 상태이며, 특히 학생수의 감소로 학교시

설의 58%는 과소이용(설계인구의 50% 이내) 상태임.

◦ 매  업시설  지하철역사는 다른 시설과는 다르게 체로 과 이용

(설계인구의 100% 이상)이 이루어지며, 모든 건축물용도의 일부에서 과

이용 한 존재함.

3. 표본정화조의 73%가 법정 정화조의 성능인 BOD 50% 이상 제거를 

만족 

◦22개소 표본  16개소의 정화조가 BOD 50% 이상의 제거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정화조 이용인구의 정성  청소 후 경과시간과는 련이 없음.

◦SS 50% 이상의 제거성능을 확인한 결과, 22개소 표본  1개소만이 미달

되며, 18개소(82%)가 SS 70% 이상의 제거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화조 이용인구의 정성  청소 후 경과시간과는 무 함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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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은 정화조의 SS 기능을 중시하고 정화조 유효용량을 확인하여 

청소시기를 결정

◦단독주택의 1/3 이상에 정화조가 설치된 미국의 정화조 청소시기는 슬러지

나 스컴이 정화조 유효용량의 1/3 는 1/2에 도달하 을 때이며, 정화조 

청소업자가 확인함.

◦정화조 유효용량을 확인하지 않을 때는 2~5년마다 1회 청소하는데 지역마

다 다름. 

5. 정화조 청소시기 변경에 부적합하고 현재와 같이 연 1회 이상 청소

가 바람직한 정화조 다수 존재

◦정상가동하지 않는 폭기방식 등 호기성방식의 정화조

◦이용과정에서 유효용량이 축소된 정화조

◦ 정이용(이용인구가 설계인구의 50~100%) 는 과 이용(이용인구가 설

계인구의 100% 이상) 정화조

◦BOD 50% 이상 제거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정화조

◦정화조 소유자가 연 1회 이상 청소를 원하는 정화조

6. 이상의 내용들을 반영하여 예측한 분뇨수거량 저감량은 2009년

(3,958,779㎥) 서울시 수거량의 8~14% 범위

◦청소시기 변경을 “주거․교육시설”에만 용할 경우에 연간 감잠재량은 

298,855㎥, “주거․교육시설”을 포함하여 “ 체시설”로 확장할 경우의 연

간 감잠재량은 536,48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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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수거량 감은 분뇨처리시설의 설치비  운 비 감으로 이어지며, 

“주거․교육시설”에 용할 때 연간 15억원, “ 체시설”에 용할 때 연간 

26억원이 감됨.

◦분뇨수거량 감에 따른 시민들의 수수료 약액은 “주거․교육시설”에 

용할 때 연간 55억원, “ 체시설”에 용할 때 연간 94억원임.

◦분뇨수거량 감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량은 “주거․교육시설”에 

용할 때 연간 1,970톤 CO2-eq.(경유차량 시내버스 10 량), “ 체시설”

에 용할 때 연간 3,547톤 CO2-eq.(경유차량 시내버스 30 량)임.

Ⅲ. 정책건의

1.  “주거 ․ 교육시설” 정화조의 이용인구와 성능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

는 ‘2년 이내’에 청소하도록 청소조건을 완화하며, 다음의 조건을 모

두 만족해야 함.

◦조건1. 부패탱크식 정화조(임호 탱크식 정화조 포함)

◦조건2. 계획인구(정화조 리 장) 비 재 이용인구(주민등록인구 는 

학생수 등)가 100분의 50 이내

◦조건3. 정화조 배출수의 BOD가 유입수 BOD의 100분의 50 이내

◦조건4. 공유효용량(정화조 리 장) 비 최근 정화조 청소량이 100분의 

90 이상

◦조건5. 정화조 소유자가 정화조 청소시기 변경을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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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청소시기 변경사항
▪2년 이내 

  *현재 매년 1회 이상

적용조건

▪부패탱크식(임호프탱크식 포함) 또는 유입부ㆍ유출부 T관 설치 등 

고액분리를 보장하는 구조 

▪계획인구 대비 이용인구가 100분의 50 이하

▪BOD 제거성능 50% 이상

▪준공유효용량 대비 최근 청소량이 100분의 90 이상

▪정화조 소유자가 청소시기 변경신청 

<표 1> “주거ㆍ교육시설” 정화조 청소시기 변경기준 및 적용조건

2. “주거 ․ 교육시설외 시설” 정화조의 이용인구와 성능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청소하도록 청소조건을 완화하며, 다음의 조

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조건1. 부패탱크식 정화조(임호 탱크식 정화조 포함)

◦조건2. 청소 1년 경과시 에서 공유효용량(정화조 리 장) 비 잔여유

효용량(슬러지층과 스컴층 제외 용량)이 2/3 이상

◦조건3. 정화조 배출수의 BOD가 유입수 BOD의 100분의 50 이내

◦조건4. 공유효용량(정화조 리 장) 비 최근 정화조 청소량이 100분의 

90 이상

◦조건5. 정화조 소유자가 정화조 청소시기 변경을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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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청소시기 변경사항
▪2년 이내

  *현재 매년 1회 이상

적용조건

▪부패탱크식(임호프탱크식 포함) 또는 유입부ㆍ유출부 T관 설치 등 

고액분리를 보장하는 구조 

▪청소후 1년 경과시점에서 정화조 준공유효용량 대비 잔여유효

용량이 2/3 이상

▪BOD 제거성능 50% 이상

▪준공유효용량 대비 최근 청소량이 100분의 90 이상

▪정화조 소유자가 청소시기 변경신청 

<표 2> “주거ㆍ교육시설외 시설” 정화조 청소시기 변경기준 및 적용조건

3. 정화조의 청소시기 변경은 소유자의 변경신청, 자치구의 검토, 결정 

및 통보 등의 순서로 진행함.

◦“주거․교육시설”의 변경 차

<그림 1> “주거 ․ 교육시설”의 정화조 청소시기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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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교육시설외 시설”의 변경 차

<그림 2> “주거 ․ 교육시설외 시설”의 정화조 청소시기 변경 절차 

4. 정화조의 청소시기 변경을 위해서는 ｢하수도법｣의 관련규정 개정

이 필요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리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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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수정안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9

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

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

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

4.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소

의 휴업ㆍ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 중지, 그 밖에 부득

이한 사유로 내부청소 기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9

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

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

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

4.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

소의 휴업ㆍ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 중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또는 낮은 정화조 이용률, 충분한 

잔여유효용량, 그 밖의 타당한 사유(삽입)로  내부

청소 기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표 3> 정화조 청소시기 변경을 위한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시

5. 정화조 청소시기 변경을 위한 저변정비 사항

◦정화조 청소시기 변경 신청양식 개발

◦변경신청에 수반되는 수수료 책정：“주거․교육시설”과 “주거․교육시설

외 시설”로 분리 필요

◦정화조 성능지표로써 SS 활용 극 검토：BOD와 병행 는 BOD의 체

지표로 활용

◦정화조 잔여유효용량 측정기법 개발 는 도입：슬러지층과 스컴층의 부

피측정방법 개발 는 외국에서 활용되는 기술 도입

◦분뇨 수집운반업자의 문성 배양 는 업무 부여：시료채취, 슬러지층과 

스컴층의 부피측정, 구조  안정성 평가 등

◦정화조의 설계  유지 리에 한 정부주도의 총체  검 추진：정화조 

이용인구 산정방법 변경, 정화조 성능 확인, 성능확인 지표 개발, 잔여유효

용량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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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9년 서울에서 하루에 수거되는 분뇨량은 10,602㎥이다. 그러나 랑물재

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서남물재생센터 등에 설치되어 있는 서울시 보유 분

뇨처리시설의 1일 처리용량은 10,500㎥이다. 따라서 이미 수거량이 시설용량을 

약 100톤 과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은 이러한 증가추세가 앞으

로도 지속되리라는 망이다. 따라서 분뇨수거량 증가에 한 책마련이 시

하다. 그러나 새로운 시설을 확보하거나 기존시설을 증설하는 방법은 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 하고 있다. 하수량의 감소로 하수처리장의 시설용

량을 여나가는 상황에서 분뇨수거량만 증가하는 상은 정책결정자들의 시

각에서도 수 하기 어려운 것 한 사실이다.

분뇨수거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건물의 형화에 비례하여 정화조도 규모

로 설치되기 때문이다. 정화조에 류된 내용물(슬러지나 스컴)의 양에 계없

이 무조건 연 1회 이상 정화조를 청소하도록 하는 ｢하수도법｣의 규정도 분뇨수

거량의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미국은 1880년  반부터 정화조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미국 주택의 1/4 

는 1/3이 여 히 정화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공하수도가 보 되지 않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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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활용된다. 정화조의 운 에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큰 차이 은 정화조 청

소시기와 단기 이 다르다는 이다. 우리나라는 연 1회 이상 청소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나 미국은 정화조에 류된 내용물을 확인하여 청소시기를 결정하

고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을 때에는 지역에 따라 2~5년마다 청소를 한다. 일반

으로 내용물(슬러지나 스컴)이 유효공간의 1/3 는 1/2을 차지하면 청소하지

만, 이 한 지역마다 차이를 보인다. 결국 미국에서는 정화조의 기능이 정상

으로 작동하지 못할 때, 는 그러한 상황이 우려될 때가 정화조를 청소할 시

인 셈이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정화조법(1983. 5. 18 법률 제43호)1) 

제10조(정화조 리자의 의무)에서 매년 1회 정화조를 보수 검하고 청소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정화조의 크기를 나타낸다. “인조”

는 정화조의 크기를 결정하거나 청소량을 상할 때에 편리한 기 으로 사용된

다. 이는 미국도 동일하다. 따라서 정화조를 실제로 이용하는 인구가 설치 당시

의 정화조의 계획인구보다 작다면 정화조의 용량은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정화조의 용량이 여유가 있다면, 정화조의 청소주기는 조정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분뇨수거량을 일 수도 있다. 서울의 상주인구는 1천3백만명 수

에서 정체되어 있으나 분뇨수거량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수

의 정화조 이용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 을 두고 수행한다.

첫째, 정화조의 실제 이용인구와 정화조의 수질정화성능을 조사하여 정화조 

청소시기 변경  분뇨수거량의 감가능성을 평가한다.

둘째, 분뇨수거량의 감이 공공재정 운 , 시민의 수수료 부담, 지구환경부

하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다.

셋째, 분뇨수거량 감사업을 이행하기 한 청소시기의 변경기 과 차, 

제도정비, 기술개발사항 등 사업추진방안을 제안한다.  

1) 財團法人日本環境整備敎育センター, 1986, 淨化槽の維持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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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이 연구는 크게 황조사, 정화조 이용실태 분석, 정화조 수질정화성능 분석, 

분뇨수거량 감가능성 평가, 청소시기 변경 시행방안 등으로 구분된다.

황조사에서는 정화조와 련하여 우리나라의 용량결정, 구조, 운 방법 등

에 한 규정을 정리한다. 정화조의 역사가 매우 긴 미국을 상으로 련 규정

을 조사하고 우리나라와 비교한다. 정화조 리 장에 나타난 서울의 정화조의 

개소, 크기, 형식, 청소량 등을 분석한다(제2장).

정화조 이용실태 분석은 정화조의 설계인구와 이용인구의 악에 을 둔

다. 우선 정화조를 건축물용도 즉, 주거시설, 문화  집회시설, 교육연구  복

지시설, 매  업시설 등으로 구분한 후 다시 세분하여 실제 이용인구 악

을 한 표본을 정한다. 주택은 행정 산망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인구로부터 이

용인구를 악하고, 학생수는 서울시 교육청의 통계자료를, 백화  등은 매출

자료에 나타난 고객수 등을 이용하여 이용인구를 악한다. 설계인구는 정화조

리 장에서 확인한다. 최종 으로 설계인구 비 이용인구를 산출하여 이용

률을 결정한다(제3장 제1 ).

정화조 수질정화성능은 정화조 이용실태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이용률과 정

화조 리 장의 최근 청소시기를 토 로 선정된 수질조사 표본의 정화조 배출

수를 분석하여 평가한다. 수질지표는 생물화학  산소요구량(BOD)과 부유성

고형물(SS)이다. 정화조 성능은 BOD와 SS의 치와 제거율을 산출하여 평

가한다(제3장 제2 ).

분뇨수거량 감가능성은 재의 조건에서 정화조 청소시기를 변경할 수 있

는 정화조의 개소 는 청소량을 토 로 평가한다. 감가능성의 평가는 청소

시기의 변경을 검토할 수 있는 정화조의 조건설정이 선행된다. 감량이 결정

되면 이를 토 로 공공재원 감효과, 시민의 수수료부담 완화효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효과도 분석한다(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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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화조 청소시기 변경사업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청소시기

를 변경할 수 있는 정화조의 조건을 확정한다. 정화조 소유자의 변경신청에서

부터 자치구의 평가, 최종 인 통보까지의 행정 차를 마련한다. 련된 제도

의 변경과 향후 정리되고 개발되어야 할 여건  기술도 정리한다(제5장).

<그림 1-1> 연구의 절차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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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정화조 기능 및 분포 실태

제1절 정화조의 기능

1. 분뇨의 발생 및 성상

정상인은 하루에 변 1회, 소변 6회 등 총 7회의 배설을 한다고 한다. 그 양은 

략 1리터 정도이며 1.6리터(소변 1.5리터, 변 0.1리터)라는 주장도 있다. 공

학 으로 이들의 오염부하는 BOD 20,000mg/L(심화식, 2010), SS 27,500mg/L 

(서울시 내부자료, 2009)이다. 배설된 분뇨는 <그림 2-1>과 같이 수세식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등 여러 생시설과 분뇨 련설비를 거치

고 최종 으로 분뇨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다. 분뇨는 차량

을 이용하여 분뇨처리시설로 운반되는데, 정화조오니와 생분뇨로 구분된다. 정

화조오니는 분뇨정화조를 청소할 때 발생하는 분뇨이며, 서울의 경우 분뇨는 

부분 정화조오니로 수거된다(<표 2-1>). 정화조는 합류하수 거지역에 치하

면서 수세식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든 건물에 의무 으로 설치된다. 생분뇨는 재

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건물이나 장소에서 발생한다. 근래에는 부분의 건물

이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어 2009년 생분뇨 수거량은 <표 2-1>과 같이 

1일 46kL(분뇨수거량의 0.4%)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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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서울의 분뇨 흐름

서울에는 3개소의 분뇨처리시설이 가동 이며 1일 총 10,500kL의 시설용량

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2009년 반입된 분뇨량은 1일 10,602kL로 이미 처리시

설의 시설용량을 과하고 있다(<표 2-1>). 

시설명
시설용량

(kL/일)
반입구역

처리량(kL/일, 2009년)

정화조오니 생분뇨 계

중랑시설 4,000

전량：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일부：중구, 송파, 강동 

3,555 24 3,579

서남시설 2,000
전량：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일부：영등포, 송파, 강동
2,755 11 2,766

난지시설 4,500

전량：종로, 용산, 은평, 서대문, 마포, 

서초, 강남 

일부：중구, 영등포

4,246 11 4,257

계 10,500 - 10,556 46 10,602

자료：서울시 내부자료, 2009, 물재생센터 분석결과.

http://hiseoulwater.seoul.go.kr/popup/p_statistics01.html

<표 2-1> 서울시 분뇨처리시설 운영현황(200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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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BOD 20,000mg/L, SS 27,500mg/L인 배설상태의 분뇨는 정화조와 재래

식 화장실을 거치면서 성상이 변화한다. 정화조오니는 수세식 화장실의 세정수

로부터 분리된 고형물과 스컴을 연 1회 이상 청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정화

조에 유입된 분뇨와 세정수  액체 부분은 부분 하수 거로 배출되고 정화

조에 류된 고형물과 스컴은 장과정에서 생물학  분해가 일어난다. 서울 3

개 분뇨처리시설의 정화조오니 성성분석결과인 BOD 8,674~11,343mg/L, SS 

6,558~19,761mg/L는 배설분뇨와의 차이를 잘 보여 다. 배설분뇨와 가장 유사

할 수 있는 재래식 화장실에서 수거된 생분뇨의 성상( 랑시설과 난지시설 반

입 생분뇨의 BOD 13,638~16,059mg/L)도 배설분뇨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재래식 화장실의 배설분뇨도 실제로는 1~3개월 정도 보  후에 수거되기 때문

이다. 미국의 정화조오니와 비교할 때 서울의 정화조오니는 농도가 체로 높

다. 이는 미국의 경우 청소주기가 2~5년으로 서울보다 정화조에서의 체류시간

이 길고 서울처럼 분뇨만이 아닌 생활하수 체를 처리하기 때문일 것이다(<표 

2-2>).

구분 BOD COD SS VS(%) TN TP

중랑시설
정화조오니 11,343 9,812 19,761 85.9 1,510 175

생분뇨 13,638 12,044 34,178 76.4 2,655 298

서남시설
정화조오니 7,209 3,236 6,558 - - -

생분뇨 - - - - - -

난지시설
정화조오니 8,674 - 8,000 - - -

생분뇨 16,059 - 19,000 - - -

미국
정화조오니 6,480 12,862 70.2 588 210

생분뇨 - - - - - -

자료：서울시 내부자료, 2009, 물재생센터 분석결과.

U.S. EPA, 2002, Onsite Wastewater Treatment Systems Manual.

<표 2-2> 정화조오니 및 분뇨의 성상 예

(단위：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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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화조 구조

정화조는 개인하수처리시설2)의 하나로 건물 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한 시설이다. ｢하수도법｣은 합류식 하수 거 지역 

내의 건물과 공공하수도가 보 되지 않은 지역 에서 오수가 소량 배출되는 

건물에는 정화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표 2-3> 참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5조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  규격 등의 기 을 정하고 있

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화조의 총유효용량은 1.5㎥ 이상으로 하

고, 처리 상 인원이 5명을 과하는 경우에는 5명당 0.5㎥ 이상을 가산한다. 

둘째, 침   소화실(부패실)은 <그림 2-2>와 같이 2실 이상 4실 이하로 구분

하여 직렬로 연결한다. 셋째, 제1부패조의 유효용량은 총유효용량의 1/2로 하고 

나머지 유효용량 1/2은 제2, 3부패조  제4부패조의 용량으로 한다. 넷째, 최종

실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하되, 그 장치의 아래로부터 오수가 통과하는 구조로 

하며, 쇄석층 는 이에 하는 여재 부분의 부피는 총유효용량의 5% 이상 

10% 이하로 하여 이를 해당 유효용량에 가산한다.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6.26>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

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나.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

시설로서 건물 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

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

2.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 하수관거 설치지역만 해당한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표 2-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하수도법 시행령)

2)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하수도법｣ 제2조 제1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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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우리나라의 부패식 정화조 구조

정화조 최소유효용량 1.5㎥(5인 기 ) 는 5인 과당 0.5㎥ 가산이라는 총

유효용량 산정기 은 정화조의 공학  크기를 략 으로 보여 다. 5인 과

당 0.5㎥를 가산하는 것은 1인당 0.1㎥ 즉, 100리터를 확보하는 것과 동일하다. 

결국 화장실 세정수의 1인당 1일 사용량이 50리터이므로 정화조의 공간 100리

터는 화장실 세정수를 정화조에 2일(=100리터÷50리터) 동안 머무를 수 있게 하

는 공간을 의미한다. 같은 계산방법을 최소유효용량에도 용하면 1인당 정화

조 용량이 300리터(=1,500리터÷5인)이므로 정화조에서 세정수가 머무르는 시

간은 6일(=300리터÷50리터)로 늘어난다. 그 지만 우리나라의 정화조 설치기

에서는 이러한 체류시간의 개념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정화조의 구조 인 차이 이 거의 없다. 차이가 있다면  

미국은 유입수가 정화조 내부에서 최소 24시간 이상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을 확

보하도록 규정한다는 이다(U.S. EPA, 1980). 학계에서 권장하는 정체류시

간은 2~3일이다. 미국 정화조의 일반 인 형태는 <그림 2-3>과 같이 길이와 폭

의 비율이 3:1 정도이고, 수심은 최소 36인치, 유입부와 유출수의 수면차는 2~3

인치이며 유입부 T   유출부 T 은 수심의 30~40%까지 잠기도록 설계한다. 

단독주택의 정화조 총유효용량은 2.8~5.6㎥로 가족수 등에 따라 다양하다

(Tchobanoglous and Schroeder,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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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S. EPA, 2005, A Homewner’s Guide to Septic systems; WERF, 2010, Evalu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Septic Systems.

<그림 2-3> 미국의 부패식 정화조 구조

3. 정화조 성능

우리나라는 정화조의 물리  는 생물학 인 기능에 한 구체 인 규정 없

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방류수 수질이 BOD를 50% 이상 제거하도

록 하고 있다(<표 2-4>). 생분뇨의 1인 1일 배출량이 1리터, BOD 20,000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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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일 화장실 세정수 사용량 50리터를 감안하면 화장실 세정수 는 정화조 

유입수의 BOD는 400mg/L이다. 여기에 BOD 제거율 50%를 용하면 정화조 

배출수의 BOD는 200mg/L 이하이다. 

한편 정화조의 BOD 제거성능이 실제로는 50%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징

후들도 여러 곳에 있다. <표 2-5>와 같이 기존 연구자료에 따르면 BOD의 제거

율이 12%, 39%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정부의 사업도 이러한 상을 보이는데 

‘한강수계 오염총량 리계획수립 지침’(환경부고시 제2009-8호)에서는 정화조

를 통과한 오수의 BOD 삭감률을 25%로 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정화조의 

기능에 있어서 BOD 제거는 언 조차 없고, 고형물(침 물로 제거)과 유지방성

분(스컴으로 제거)의 제거만을 주요 역할로 보고 있다3). BOD의 제거는 부차

인 성능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25~50% 수 이다. 이러한 사항들을 감안할 때 

정화조의 BOD 제거율은 25~50% 정도이며, 정화조의 기능은 BOD보다는 고형

물의 제거가 우선이고, BOD 제거는 부차 인 효과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3) ‣A properly functioning tank will convert the bulk of solids into liquid waste through 

the processes of digestion and hence, decomposition.

(자료：SEPTIC TANKS: THE REAL POOP, http://cecalaveras.ucdavis.edu/realp.htm) 

‣The septic tank removes solids by holding wastewater in the tank, allowing the solids 

to settle and scum to rise to the top.

(자료：Septic Tank Maintenance, http://cecalaveras.ucdavis.edu/septic.htm)

‣The main function of the septic tank is to remove solids from the wastewater and provide 

a clarified effluent for disposal to the drain field.

(자료：Septic Tank, http://www.ainspect.com/CMContent/septic/septic_tank.html)

‣The septic tank stores and partially digests settled and floating organic solids in sludge 

and scum layers.

(자료：U.S. EPA, 2002, Onsite Wastewater Treatment Systems Manual.)

‣The septic tank get solids to settle out (forming sludge) and oil and grease to float to 

the surface (as scum). It also allows partial decomposition of the solid materials.

(자료：U.S. EPA, 2005, A Homeowner’s Guide to Septic Systems.)

‣Septic tank uses time and gravity to separate wastes into three layers: i) heavy materials, 

ii) light materials, iii) liquids with some suspended solids.

(자료：The Ontario New Home Warranty Program, 1998, A New Homeowner’s Guide 

to Septic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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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역 항목 방류수 수질기준

하수도법시행규칙 

[별표 3]

수변구역 및

특정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65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ℓ) 100 이하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50 이상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 

지침(환경부고시 2009-8)

합류식처리구역

미처리구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삭감부하비4) 0.25(25%)

<표 2-4>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연구자 제거율(%) 비고

신응배 등(1990) 

▪BOD：39%

▪COD：36%

▪SS：44%

수리학적 체류시간 2일

이광호 등(1993)

▪BOD：12%

▪COD：17%

▪SS：33%

-

임봉수 등(2004)

▪BOD：63%(전체)

▪BOD：78%(주기적 청소)

▪BOD：40%(미청소)

정화조 표본조사

자료：신응배 등, 1990, “가정용 정화조의 신모델 개발연구”, J. KSWPRC, pp. 42~52.

이광호 등, 1993, “가정용 정화조에서의 포기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폐기물학회지, 제10권 제2호, 

pp. 235~243.

임봉수 등, 2004, “단독정화조 오수처리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환경공학회 2004 춘계학술연구발표회 논

문집, pp. 1305~1306.

<표 2-5> 부패탱크식 정화조의 성능연구 예

미국의 정화조 설계  리기 과 그 외 련자료 등에서 발췌하여 정화조 

역할과 기능, 성능에 해서 아래에 정리하 다. 이는 정화조의 처리능력을 이

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다.

◦미국은 공공하수도 미보 지역의 모든 생활하수  사업장 하수를 정화조

에서 처리

4) 한강수계 오염총량 리계획수립 지침(환경부고시 제2009-8호)

   제2조(정의) 7. “삭감”이란 오염물질이 수질환경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하기 하여 발생된 

오염물질을 제거 는 감시키는 것을 말하고 “삭감부하량”이라 함은 삭감을 통해 제거 는 

감된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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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로 유입된 하수는 력에 의해서 고형물이 침 되는 슬러지층, 유류

가 부상하는 스컴층, 간층인 정화층으로 분리(U.S. EPA, 2005 ; The 

Ontario New Home Warranty Program, 1998)

◦정화조로 유입된 총고형물의 60~80%는 류

◦ 류 고형물의 40%는 생물학 으로 분해(U.S. EPA, 2002)

◦BOD는 일반 으로 25~50% 제거(Crites and Tchobanoglous, 1998; U.S. 

EPA, 2005)

◦유류는 70~80%, 인은 15% 제거(U.S. EPA, 1980) 

4. 정화조 청소

우리나라의 정화조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리

기 )에 의거하여 연 1회 이상 의무 으로 내부청소를 해야 한다. 

주기 (연 1회 이상)으로 정화조를 청소해야 하는 우리와 다르게 미국은 복

수의 청소기 을 용하고 있다. 미국의 환경정책을 장하는 환경청(Environ-

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유입부 T 과 유출부 T 을 기 으로 슬러

지나 스컴이 일정 거리에 도달하면 청소하거나 3~5년마다 청소를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보다 구체 인 로써 온타리오(Ontario)시는 슬러지  스컴이 

유효용량의 1/3 는 30%에 도달하거나 2~4년마다 청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슬러지와 스컴의 유효용량 유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고 검

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리규정에 의거하여 일정 간격으로 청소

를 한다(<표 2-6>). 미국의 청소규정에서 나타난 슬러지나 스컴에 의한 유효용

량의 변화 검은 BOD보다는 SS 제거가 정화조의 본질 이고 기본 인 역할

임을 명확히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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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시기 자료

3~5년：정화조 검사에서 스컴층이 유입부 T관 하단부터 6인치 

이내이거나 슬러지층이 유출부 T관 하단부터 12인치 이내
U.S. EPA(2005)

2~4년：정화조 검사에서 폐기물이 유효용량의 1/3 또는 30% 

이상 점유

The Ontario New Home Warranty Program 

(1998)

스컴층이 유출부 하단부터 3인치 이내이거나 슬러지층이 유출

부 하단부터 6인치 이내 
U.S. PHS(1957)

슬러지+스컴이 정화조 깊이의 1/2~2/3보다 많으면 U.S. EPA(2002)

슬러지+스컴이 정화조 용량의 1/3과 같으면 U.S. EPA(2002)

슬러지+스컴이 정화조 용량의 1/4과 같으면 GDPUD(2009)

5년 또는 그 이상 Phillip et al.(1993)

10년마다 SLOC(2008)

슬러지가 부상하고 유출부 T관으로 스컴이 넘치면 U.S. EPA(2002)

<표 2-6> 미국의 다양한 정화조 청소기준 

제2절 서울의 정화조 실태

서울시에 분포하고 있는 정화조의 개소, 인조량, 공유효용량, 청소량, 형식, 

청소간격 등의 실태를 악하 다. 정화조 실태분석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는 정화조 청소를 담당하는 업체들의 정화조 리 장(2010년 기 )을 확보하여 

이루어졌다.

1. 개소수

2010년 10월 재 서울 역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는 총 611,242개소에 달

한다(<그림 2-4>). 정화조 크기별로 살펴보면 50인조 미만의 소형이 77%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1,000인조 이상의 형정화조는 1% 정도이다. 건축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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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별로는 주거시설에 80%의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고, 매  업시설과 업

무시설에는 각각 7%, 8%가 설치되어 있다.

<그림 2-4> 정화조 크기별ㆍ건축물용도별 개소수(총 611,242개소)

 

2. 인조량

인조는 정화조의 용량을 간단하게 나타내는 용어로 하루에 정화조를 이용하

는 이용인원을 의미한다.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는 총 40,125,139인조

이고, 1,000인조 이상의 형과 50인조 미만의 소형이 각각 30%, 22%를 차지한

다(<그림 2-5>). 건축물용도별로는 개소수와 마찬가지로 주거시설과 업무시설

이 부분을 차지하여 주거시설 49%, 업무시설 30%이다. 서울의 상주인구

(10,464,051인, 2009년 기 ), 사업장인구(4,001,944인, 2007년 기 ), 수도권  

지방에서의 서울 유입인구(3,371,975인, 2006년 기 )5)는 재 서울시에 설치

되어 있는 정화조 총규모의 정성 여부를 보여 다. 일반인의 1일 7회 소변 

 주택에서 소변을 보는 횟수는 3.9회6)로 추정되고, 이것이 정화조 1인조에 

5) 수도권교통본부, 2007, ｢2006 수도권가구통행실태조사｣.

6) 1인 1일 주택 수세식 화장실 물사용량 : 50리터



20  분뇨정화조 이용실태 분석을 통한 분뇨수거량 저감가능성 평가

해당하여 서울시 상주인구인 10,464,051인과 같다. 나머지 3.1회의 배설은 주택

이외의 장소인 사업장, 공 화장실 등에서 이루어지며 정화조 이용인구로는 

8,317,579인(=10,464,051인×3.1/3.9)에 해당한다. 한편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서

울에서 활동하는 직장인 는 용무를 해 잠시 들르는 인원과 같이 서울 이외

의 거주인원이 서울에서 활동할 수 있는데 이 인원의 악은 쉽지 않다. 따라서 

사업장종사자와 서울 외곽에서 유입인구(5,861,320인=(4,001,944인+ 3,371,975

인)×3.1/3.9)를 이러한 인원으로 보면 서울에서 정화조를 이용하는 인원은 

24,642,950인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인원을 정화조 인조수와 비교하면 61%로 

서울에는 실제 이용인구보다 1.6배 정도 많은 정화조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다. 

<그림 2-5> 정화조 크기별ㆍ건축물용도별 인조량(총 40,125,139인조)

 

3. 준공유효용량

공유효용량은 인조량과 마찬가지로 정화조의 크기를 부피(㎥)로 나타낸 것

이다.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는 총 3,958,779㎥이고 1,000인조 이상의 

   수세식 화장실 1회 세정수량 : 13리터

   화장실 사용횟수 : 3.9회(=50리터÷13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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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과 50인조 미만의 소형이 각각 27%, 25%를 차지한다(<그림 2-6>). 인조량

과 공유효용량은 한 계를 갖는데 유효용량이 1인당 0.1㎥씩 가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효용량(㎥)은 인조량(인)의 략 1/10 수 이고 실제로 서

울의 인조량 비 유효용량은 9.9%7)이다.

<그림 2-6> 정화조 크기별ㆍ건축물용도별 준공유효용량(총 3,958,779㎥)

 

4. 최종청소량

공유효용량이 3,958,779㎥인 정화조에서 수거되는 정화조오니량, 즉 청소

량은 연간 3,906,908㎥이다(<그림 2-7>). 이 양은 공유효용량의 99%에 해당

한다. 엄 히 말해 연 1회 이상 청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유효용량과 최종청

소량은 같거나 최종청소량이 더 많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종청소량이 

3% 더 다. 이러한 상은 정화조에 이상이 생겨 유효용량이 축소되었거나 연 

1회 청소를 하지 않았거나 하는 등의 상 때문에 래되었을 것이다.

7) 3,958,779÷40,125,139×100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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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정화조 형식별 개소수 및 청소량 

<그림 2-7> 정화조 크기별ㆍ건축물용도별 청소량(총 3,906,908㎥)

5. 정화조 형식

정화조는 처리방법에 따라서 부패탱크식, 임호 탱크식, 폭기식, 살수여

과식, 살수형부패탱크식, 수미생물 식 등 종류가 다양하다. 부패탱크식․

임호 탱크식(이상 기성)과 폭기식․살수여과식(이상 호기성 는 임의

성) 등 기타 형식의 2가지 유형으로 정화조를 분류하여 개소수와 청소량을 살

펴보았다(<그림 2-8>). 부패탱크식․임호 탱크식이 446,850개소로 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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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를 차지하여 서울의 정화조는 기성 방식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폭기

식․살수여과식 등 호기성 방식은 164,388개소로 27%를 차지한다. 청소량에서

는 부패탱크식․임호 탱크식의 청소량이 69%를 차지한다.

부패탱크식․임호 탱크식 정화조만을 상으로 하여 건축물용도별로 개소

수와 청소량을 살펴보았다(<그림 2-9>  <그림 2-10>). 개소수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정화조가 주거시설 정화조의 78%를 차지하는데, 이는 구조가 간단하고 

설치비용이 렴하며 유지 리가 용이한 기성품이 주거시설에 많이 보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소량은 주거시설이 49%, 업무시설이 30%로 부분을 차

지한다. 주거시설의 정화조 청소물량  부패탱크식․임호 탱크식 비 은 

69.9%(=1,310,006/1,874,731×100)이고 교육시설의 부패탱크식․임호 탱크식 

비 은 100%이다.

<그림 2-9> 부패탱크식ㆍ임호프탱크식 정화조의 건축물용도별 개소수(총 446,85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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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부패탱크식ㆍ임호프탱크식 정화조의 건축물용도별 청소량(총 2,686,799㎥)

6. 청소간격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

소를 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부분의 정화조는 1년마다 청소를 실시한다. 

그러나 이용인구 비 정화조 용량이 부족한 곳은 연 2회 이상 청소를 하는데, 

서울의 경우는 연간 청소량의 4%가 연 2회 이상 청소하는 정화조에서 발생한

다(<그림 2-11>). 

<그림 2-11> 건축물용도별 연 2회 이상 청소량(전체 대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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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분뇨수거량 저감가능성 평가

제1절 이용인구

정화조의 계획 이용인구와 실제 이용인구를 악하기 해서 ｢하수도법｣ 제

34조 제3항  제35조 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제2009-197호 ‘건축물의 용도

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 상인원 산정방법’에 의거하여 건축물 용도별로 

표본을 선정하 다(<표 3-1>). 표본은 부패탱크식 는 임호 탱크식에 한정하

여 선정하 고, 공유효용량과 최종 청소시기, 청소간격 등을 고려하 다. 표

본을 부패탱크식 는 임호 탱크식에 한정한 이유는 ｢하수도법｣에서 부패탱

크식만을 정화조 처리형식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부패탱크식 정화조에 설치된 

유입부  유출부 T 이 화장실 세정수를 상부 스컴층과 하부 슬러지층 사이로 

유입하도록 유도하고 스컴과 슬러지의 외부유출을 막아 안정 으로 정화조 역

할을 수행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주거시설, 교육시설과 같이 모집

단이 풍부한 시설의 표본은 구, 동 문구, 등포구8)로 이루어진 표본지역에

서 선정하 고 업무시설, 문화시설, 쇼핑센터 등 모집단이 드믄 시설은 표본지

8) 구는 난지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 처리권역 표본지역, 동 문구는 랑물생센터 분뇨처리

시설 처리권역 표본지역, 등포구는 서남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 처리권역 표본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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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표본수(개소) 조사항목

주거시설

단독주택 74 주민등록인구

공동주택 72 주민등록인구, 단지 세대수

기숙사 8 정원/면적

문화 및 

집회시설
극장 5 면적/좌석수, 일평균 관객수

판매 및 

영업시설

백화점 및 쇼핑센터 10 면적, 일평균 출입인원

지하철역 8 변기수, 일평균 승객수, 화장실 이용객수

의료시설 병원 10 병상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29 학생수, 교직원수

중고등학교 33 학생수, 교직원수

도서관 7 면적/좌석수, 일평균 출입인원, 직원수

업무시설 오피스텔 10 주민등록인구, 세대수

계 266

<표 3-1> 정화조 실제 이용인구 조사표본 및 조사항목

역을 서울시 역으로 확장하여 선정하 다.

정화조의 계획 이용인구는 정화조 리 장의 인조이다. 실제 이용인구는 주

민등록인구, 기숙사 등의 정원, 매장 등의 평균 출입인원  람객수 등이며, 

장조사와 자치구의 조로 악하 다. 실제 이용인구는 그 로 활용하거나 

정화조 이용인구로 환산하는 소정의 차를 거쳐 산출하 다. 주거시설의 정화

조 실제 이용인구는 주민등록인구나 정원을 악하여 그 로 용하 다. 그 

외 문화  집회시설, 매  업시설, 업무시설의 정화조 실제 이용인구는 

악된 이용인구를 토 로 실성을 반 한 새로운 산정방법을 만들어 계산하

다. 산정식은 <표 3-2>와 같다.

정화조의 실제 이용인구는 시설 이용인원에 화장실 이용률과 인조계수를 곱

하여 산정한다. 여기서 시설 이용인원은 승객수, 객․ 람객수, 출입인원 등

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일평균 인원이다. 화장실 이용률은 시설을 이용하는 동

안 화장실의 이용 빈도를 의미하며, 이용객이 평균 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시

간을 3.2시간으로 나  것이다. 만약 시설 이용시간이 2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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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시설 이용인원×화장실 이용률×인조계수

1) 시설 이용인원：승객수, 관람객수, 출입인원 등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

2) 화장실 이용률 = 시설 이용시간/3.2시간×0.5

   ‣ 3.2시간：평균 화장실 이용시간의 간격

   ‣ 0.5：시설 이용시간(체류시간)이 2시간 이내일 경우에만 적용 

3) 인조계수 = 1/3.9×0.6

   ‣ 3.9：주택에서의 평균 화장실 이용횟수

   ‣ 0.6：남자 소변기 물 사용량 반영

<표 3-2> 정화조 실제 이용인구 산정방법

0.5를 곱하여 빈도를 보정한다. 3.2시간9)은 일반 인 사람이 평균 으로 화장

실을 이용하는 간격이고, 0.5는 시설 이용시간이 2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화장실

을 이용할 확률이 반으로 어드는 것을 의미한다10). 주택에서 상주인구의 

1일 소변 횟수는 3.9회라고 제2장에서 언 하 다. 이용인구를 정화조의 인

조로 환산하기 해 시설을 이용한 인원의 화장실 이용횟수를 주택의 소변 

횟수인 3.9회로 나 어 다. 특히 남자소변기는 물사용량이 기 때문에11)  0.6

이라는 보정계수도 사용한다.

시설 이용시간과 1인의 화장실 이용간격(3.2시간)을 조합하여 화장실 이용률

을 결정하는 방법이 타당한가를 확인하기 해 시설 이용인구와 화장실 출입인

구의 확인이 쉬운 서울시청역(1호선 화장실 1개소)과 청구역(6호선 화장실 1개

소)을 상으로 역사 이용인구와 화장실 출입인구를 실측하 다. 서울시민의 1

회 지하철 탑승시간이 44분(0.7시간)이므로 화장실 이용간격(3.2시간)과 결합하

 9) 화장실 이용시간 간격 = [24시간-8시간(취침)]÷5회(화장실 이용횟수) = 3.2시간

- 24시간  평균 8시간의 취침시간을 제외한 16시간을 화장실 이용 가능시간으로 본다.

- 정상인은 1인1일 평균 7회의 화장실을 이용하나 보통 취침 후로 각각 1회씩 이용하므로 

화장실 이용횟수는 5회로 계산한다.  

10) 장확인조사에서 이러한 상이 실제로 나타남. 아래에서 상세 기술함.

11) 1회당 여자 변기 13리터, 남자 소변기 4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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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단독주택의 정화조 설계인구 대비 이용인구

<그림 3-2> 공동주택의 정화조 설계인구 대비 이용인구

면 역사 이용인구의 22%(=0.7/3.2×100)가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실

측결과는 11~13% 수 이었고 44분이라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배설을 참

거나 외출 에 배설을 한다고 단되었다. 화장실 이용률 산정식에서 시설 이

용시간이 2시간 이내일 때의 보정계수 0.5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반 한 것이다. 

1. 주거시설

주거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로 구분하여 조사하 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설계인구 비 이용인구와 그 비율을 살펴본 결과, <그림 3-1>  

<그림 3-2>와 같이 부분 정화조의 이용인구가 설계인구보다 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실제 이용률이 50%에도 미치지 않는 표본수가 단독주택 59%,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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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46%로 략 반을 차지한다. 물론 일부 정화조는 설계인구가 이용인구

보다 많으며, 특히 일부 공동주택은 실제 이용률이 200%를 과하는 경우도 있

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건축물용도에서도 건물마다 이용률이 다를 수 있고 

일률 인 경향을 보이지 않음을 보여 다.

기숙사의 실제 이용인구는 기숙사의 정원과 건물연면 을 토 로 분석하

다. 건물연면 으로부터 기숙사 이용인구의 산출은 환경부고시 제2009-197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 상인원 산정방법’을 따랐다. 정

원을 이용한 이용인구와 설계인구를 비교한 결과, 부분의 기숙사가 이용인구

보다 큰 정화조를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표본의 50%는 실제 이용률이 50% 이

하 다. 건물연면 을 토 로 산출한 이용인구와 설계인구의 비교는 기숙사 정

원을 이용한 이용인구와  다른 결과를 보 다. 8개소의 표본  50% 이하

의 이용률을 보인 표본은 2개소에 불과하고 3개소는 이용률이 200%를 과하

기도 하 다(<그림 3-3>). 실제에 근 한 이용인구가 건물연면 보다는 정원임

을 감안할 때 기숙사는 체로 이용률이 설계보다 낮은 경향이 있다.

<그림 3-3> 기숙사의 정화조 설계인구 대비 이용인구

2.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  집회시설의 표본으로 단독건물의 극장  공연장을 선정하 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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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용인구는 최근 3년 동안의 연간 객수를 조사하여 이 연구에서 제안한 

산정식12)을 이용하여 환산하 고, 환경부의 정화조 처리 상인원 산정방법13)

인 건물연면 에 의해서도 이용인구를 산출하 다.

객수로부터 산출한 이용인구는 계획인구보다 낮았으며, 모든 표본의 이용

률이 50% 이하 다. 건물연면 으로 환산한 이용인구도 모든 표본에서 설계인

구보다 낮았다(<그림 3-4>).

<그림 3-4> 극장ㆍ공연장의 정화조 설계인구 대비 이용인구

3. 판매 및 영업시설

매  업시설의 표본은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백화 과 쇼핑센터, 지하

철역에서 선정하 다. 시설 이용인원의 경우 백화   쇼핑센터는 연간 시설 

출입인원으로부터, 지하철은 지하철운 기 이 매해 발간하는 각 지하철역사

의 승객수로부터 확보하 다.

백화   쇼핑센터는 부분 표본의 이용인구14)가 설계인구보다 훨씬 었

12) N= 객수×화장실이용률×인조계수

- 화장실이용률의 시설이용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13) 환경부고시 제2009-197호의 산정방법：N=0.08×면

14) N= 객수×화장실이용률×인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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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백화점 및 쇼핑센터의 정화조 설계인구 대비 이용인구

다. 90%의 표본은 정화조 이용률이 50%에도 미치지 않았다. 반면, 환경부 고시

에 의한 산출방법인 건물연면 을 이용한 이용인구15)는 설계인구를 모두 과

하 다. 

지하철역사의 정화조 이용인구는 서울도시철도와 서울메트로가 발표한 역사

별 승객수로부터 산출하 다. 설계인구 비 실제 이용인구16)는 체로 이용인

구가 설계인구를 과하 다. 표본의 50%는 이용률이 200%를 넘었다. 환경부

의 산출방법은 지하철역사의 경우 변기수17)를 토 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어 변

기수도 함께 조사하여 이용인구를 산정하 다. 변기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이용

인구는 설계인구에 훨씬 미치지 못했으며, 많은 시설의 이용률이 50% 이하

다. 결국 재 정부의 이용인구 산출방법은 실 인 이용인구를  반 하

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지하철역사의 정화조들이 실수요보다 작게 

설계된 경향을 보인다. 

- 화장실이용률의 시설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 인조계수에서 백화   쇼핑센터는 주로 여성들이 이용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남자 소변기 

물사용량인 0.6은 반 하지 않는다.

15) 환경부고시 제2009-197호의 산정방법：N=0.15×면

16) N=승객수×화장실이용률×인조계수

- 승객수는 서울도시철도(2009)와 서울메트로(2009)를 참고하 다.

- 화장실이용률의 시설이용시간은 44분으로 2시간 이내이므로 0.5를 용한다.

17) 환경부고시 제2009-197호의 산정방법：N=16×[남자 변기수+(1.5×여자 변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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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지하철역의 정화조 설계인원 대비 이용인구

<그림 3-7> 의료시설의 정화조 설계인구 대비 이용인구

4. 의료시설

입원실을 갖춘 의료시설들을 표본으로 선정하고 지역 보건소의 도움을 얻어 

병상수를 악하 다. 환경부고시 제2009-197호에서 병원의 정화조 이용인구 

산출기 이 병상수18)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부분 병원의 이용인구가 설계

인구의 범  는 이내에 있었다. 물론 일부 표본은 이용인구가 설계인구를 

과하기도 하 다(<그림 3-7>).

18) 환경부고시 제2009-197호의 산정방법：N=3.5×병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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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학교의 정화조 설계인구 대비 이용인구

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교육연구  복지시설은 학교와 도서 을 상으로 조사하 다. 학교는 유치

원․ 등학교, ․고등학교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표본을 선정하 고, 도서

은 서울시 역에서 표본을 선정하 다. 학교의 이용인구는 환경부고시에 따라 

학생  교직원수19)를 악하여 산정20)하 고, 도서 의 이용인구 한 환경

부고시 제2009-197호에 따라 도서 의 연면 을 조사하여 산출하 다. 도서

의 경우에는 출입인원을 조사하여 이 연구에서 제안한 산정방법으로 실제 이용

인구를 별도로 산정하 다. 

학교의 설계인구와 이용인구의 비교에서 90% 이상의 표본이 설계인구에 비

해 이용인구가 은 결과를 보 다. 더욱이 58%의 학교는 정화조 이용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 다(<그림 3-8>). 이는 갈수록 학생수가 감소하여 학교 

설립 당시에 비해 재학생수에 큰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일 것이다. 

도서 의 정화조 이용인구는 시설마다 다른 특성을 보 다. 출입인원을 이용

하여 산출한 이용인구21)와 설계인구를 비교할 때 이용률 50% 이하, 50~100%, 

19)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교육통계(http://www.sen.go.kr/main/services/index/index.action)

20) 환경부고시 제2009-197호의 산정방법

- 유치원, 등학교：N=0.25×(학생수+교직원수)

- 고등학교：N=0.33×(학생수+교직원수)

21) N=출입인원×화장실이용률×인조계수 

- 화장실이용률의 시설 이용시간은 평균 4시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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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도서관의 정화조 설계인구 대비 이용인구

100% 이상에 시설들이 고루 분포한다. 도서 시설의 건물연면 을 이용하여 

산출한 이용인구22)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그럼에도 실제 출입인원을 이

용하여 산출한 실제 이용률이 연면 을 토 로 산출한 이용률보다 낮은 경향이

있다(<그림 3-9>).

6. 업무시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의 일종이고 주로 세 당 1인이 이용하므로 실제 이용

인구의 악이 용이하여 표본으로 선정하 다. 실제 이용인구는 장조사를 통

해 확인하 고, 건물연면 을 이용한 이용인구는 환경부고시23)에 하여 산출

하 다. 

업무시설은 실 거주인구에 의하든 연면 을 토 로 산정한 이용인구든 설계

인구보다 매우 낮았으며, 모든 시설의 이용률이 50%에 미치지 못했다(<그림 

3-10>).

22) 환경부고시 제2009-197호의 산정방법：N=0.075×면

23) 환경부고시 제2009-197호의 산정방법：N=2+0.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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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오피스텔의 정화조 설계인구 대비 이용인구

제2절 정화조 성능

1. 조사방법

정화조는 수세식 화장실의 세정수를 2일 이상 류하여 세정수 내의 고형물

은 슬러지로, 유분은 스컴으로 분리하고 나머지 유체는 배출수로 방류한다. 따

라서 정화조로 유입하는 SS와 배출수의 SS를 측정하면 정화조가 제거 는 

류하는 고형물의 양을 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화조 내용물은 연 1

회 이상 청소하며 부산물을 정화조오니라 부른다. 슬러지와 스컴은 류과정에

서 생물학  분해가 일어나 분해성 고형물이 감소한다. 이 기능은 정화조 유입

수와 배출수의 BOD를 측정하여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정화조가 제2부패조 

는 방류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화조 배출수의 시료채취와 분석은 비교  

용이하다. 그러나 정화조 유입수의 시료채취와 분석은 쉽지 않은데, 이는 고형

물과 물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표 인 시료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배설분뇨의 일반 인 성상에 화장실 세정수에 의한 희석배율을 보정하여 

정화조 유입수의 농도를 산출한다. 희석배율은 배설분뇨의 일반 인 염소이온

농도(Cl-)와 측정된 정화조 배출수의 염소이온농도를 비교하면 산출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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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설분뇨로부터 정화조 배출수  정화조오니까지의 물질변화 모식도, 정

화조의 수질오염물질 제거율 산정을 한 수질측정항목, 제거율 계산방법은 

<그림 3-11>  <표 3-3>과 같다.

<그림 3-11> 정화조의 수질변화 모식도 및 성능평가 시료채취

▪ BOD 제거율 =
BODin*- BODout

×100
BODin

 

1) BODin = 
생분뇨 BOD

희석배율**

2) 희석배율 =
생분뇨의 염소이온농도

유출수 염소이온농도 - 세정수 염소이온농도

*   생분뇨 BOD：20,000mg/L
**  생분뇨의 염소이온농도：5,500mg/L
*** 세정수의 염소이온농도：0mg/L

▪ SS 제거율 =
SSin*- SSout

×100
SSin

 

1) SSin = 
생분뇨 SS

희석배율**

2) 희석배율 =
생분뇨의 염소이온농도

유출수 염소이온농도 - 세정수 염소이온농도

*   생분뇨 SS：25,000mg/L
**  생분뇨의 염소이온농도：5,500mg/L
*** 세정수의 염소이온농도：0mg/L

<표 3-3> 정화조의 BOD 및 SS 제거율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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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정화조 성능의 확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계인구보다 이

용인구가 많거나 은 경우에 정화조의 BOD 는 SS의 제거율이 차이를 보이

는지를 확인한다. 둘째, 정화조의 내용물을 청소하고 나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BOD 는 SS의 제거율이 변화하는지를 확인한다. 셋째, 이상의 조건들이 우리

나라에서 정하는 정화조의 BOD 제거성능 50% 이상을 수하는 데에 일정한 

특성을 보이며 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해서이다. 

이에 따라 정화조 성능조사를 한 표본은 <표 3-4>와 같이 제3장 제1 에서 

기술한 정화조의 실제 이용률, 청소경과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 다. 무엇

보다 정화조의 실제 이용률이 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정화조 이용인구의 조사

에서 이용률이 분석된 표본  실제 이용률이 명확한 단독주택(다세  포함), 

공동주택, 기숙사, 학교를 상으로 선정하 다. 제3장 제1 에서 지하철역사는 

실제 이용률이 매우 높은, 즉 정화조가 과소 설계되어 과도한 이용이 이루어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개소의 지하철역사를 인 으로 추가하

여 정 이용과 과  이용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 다. 

총 28개의 표본을 선정하 으나 방류수조 맨홀뚜껑이 아스팔트로 포장되었

거나 옥내 내부포장으로 인하여 폐된 경우, 맨홀뚜껑이 열리지 않는 5개 표본

은 시료채취가 불가능하 다. 2개소의 지하철역사  과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1개소의 정화조는 방류수조까지 분뇨가 유출되어 시료채취를 포기하 다. 

이러한 지  6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22개 표본에서 시료를 채취하 다(<표 

3-4>). 시료채취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실시하 고, 서울시 보건환경연

구원에서 BOD, SS, 총질소, 총인, 염소이온농도 등 5개 수질항목을 분석하 다

(분석결과는 부록 참조). 이 연구에서는 BOD와 SS에 해서만 배출수의 BOD, 

SS 농도  각각의 제거율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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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코드 건축물 유형 청소 경과시기 정화조 이용률(%) 비고

Y-01 단독주택 15개월 60 시료채취 불가

Y-02 단독주택 11개월 60

Y-03 단독주택 3개월 200 시료채취 불가

J-01 단독주택 5개월 11

D-01 단독주택 8개월 26

D-02 단독주택 3개월 30 시료채취 불가

D-03 단독주택 3개월 73

Y-04 공동주택 10개월 11

Y-05 공동주택 4개월 23

Y-06 공동주택 7개월 57

Y-07 공동주택 4개월 70 시료채취 불가

Y-08 공동주택 7개월 147 시료채취 불가

Y-09 공동주택 11개월 398

J-02 공동주택 6개월 33

D-04 공동주택 1개월 64

D-05 공동주택 4개월 388

D-06 기숙사 10개월 19

G-01 학교(초등) 2개월 63

Y-10 학교(중고등) 6개월 66

Y-11 학교(초등) 4개월 79

Y-12 학교(초등) 7개월 102

Y-13 학교(중고등) 9개월 126

Y-14 학교(중고등) 1개월 165

D-07 학교(중고등) 3개월 36

D-08 학교(중고등) 6개월 23

D-09 학교(중고등) 9개월 26

J-03 지하철역 7개월 51

JR-01 지하철역 1개월 23,257(월2회 청소) 시료채취 불가

<표 3-4> 정화조 성능조사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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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정화조 성능조사 표본(다세대, 공동주택, 학교)

<그림 3-13> 정화조 성능조사 표본의 정화조 현황 및 시료채취

2. BOD 제거성능

22개 표본 정화조의 배출수 BOD는 5~190mg/L의 큰 편차를 보 다. 먼  우

리나라 정화조 유입수의 BOD를 400mg/L, 법정 처리율 50% 이상을 용할 경

우 배출수의 BOD는 200mg/L 이하여야 하는데, 22개소 정화조의 배출수는 모

두 이 기 을 만족하 다. 정화조의 이용정도를 과소이용(설계인구 비 이용

인구 비율 는 이용률 50% 이하), 정이용(이용률 50~100%), 과 이용(이용

률 100% 이상)으로 구분하고 배출수 BOD 농도를 비교한 결과, 과소이용 정화

조의 배출수 농도 5~150mg/L, 정이용 10~190mg/L, 과 이용 20~180mg/L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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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정화조 이용률에 따른 정화조 성능(BOD 농도)

으로 정화조의 이용정도에 따른 뚜렷한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정화조 청소 

이후 정화조 이용기간도 배출수의 BOD 농도에 별다른 향을 주지 못하는데, 

정이용(이용률 50~100%)이 이루어지는 조건에서 청소 후 2개월이 경과한 정

화조의 배출수 BOD가 130mg/L인 반면, 7개월이 경과한 정화조의 BOD는 

15mg/L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혼재 상은 과소이용, 과 이용 모두에서 나

타나고 있다. 미국 환경청은 화장실 세정수의 BOD를 237mg/L으로 보고 있다

(U.S. EPA, 1992). 우리나라 정화조 유입수의 BOD도 이와 같고 국내규정에 따

라 정화조가 50% 이상을 제거해야 한다고 보면 배출수의 BOD는 120mg/L 이

하이어야 한다. 이 조건에서는 22개의 표본  7개소(약 30%)가 120mg/L를 

과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그림 3-14>).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정화조 배출수의 BOD 제거율(50% 이상) 만족여부

를 확인하기 해 <그림 3-14>의 BOD 분석결과에 배출수의 염소이온농도를 

이용한 희석배수를 보정하여 정화조의 BOD 제거율을 산출하 다. 체 인 

BOD 제거율의 분포는 25~90% 범 이다(<그림 3-15>). 먼  국내기  5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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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정화조 이용률에 따른 정화조 성능(BOD 제거율)

상에 해당하는 표본수는 22개  16개소로 73%이다. 미국 환경청은 화장실 세

정수의 BOD를 237mg/L으로 보고 있다(U.S. EPA, 1992). 우리나라 정화조 유

입수의 BOD가 미국과 같다고 가정하면, 국내규정에 따라 50% 이상 제거할 때 

배출수의 BOD는  120mg/L이다. 이 120mg/L는 우리의 유입수 추정농도 400mg/L

를 기 으로 70%에 해당한다. 이 수 , 즉 70% 이상의 제거율을 갖추어야 한다

면 이를 만족하는 표본수는 22개  23%에 불과하다. BOD 제거율은 정화조의 

이용정도(과소이용, 정이용, 과 이용)에 따라서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오히

려 과소이용, 정이용일 때 50% 이상 제거율을 보이는 표본의 수가 상 으

로 더 많았다. 정화조 청소 이후 경과시간과 BOD 제거율의 련성을 확인하기

는 어렵다. 

<그림 3-16>과 <그림 3-17>은 이상에서 기술한 BOD 농도와 BOD 제거성능

을 주택과 비주택 표본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서도 정화조 이용

률, 청소 후 경과시간에 따른 BOD 제거율의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건축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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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주택의 정화조 이용률에 따른 정화조 성능(BOD 제거율)

<그림 3-17> 비주택의 정화조 이용률에 따른 정화조 성능(BOD 제거율)

형에서는 비주택의 BOD 제거율이 주택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만약 우리나라의 실제 정화조 유입수의 BOD가 미국처럼 230mg/L 정도이고 

여기에 우리의 기 인 제거율 50% 이상을 용한다면 많은 정화조는 성능미달 

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정화조 유입수의 농도와 

제거성능 50% 이상을 보유한 정화조가 훨씬 많은 것이 배출수의 BOD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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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정화조 이용률에 따른 정화조 성능(SS 농도)

통하여 나타난 사실이고, 동시에 BOD 50% 제거라는 기 에 미치지 못하는 시

설도 있다는  한 확인하 다.

3. SS 제거성능

｢하수도법｣에는 정화조 배출수의 SS 제거율 는 농도에 한 기 이 없다. 

그 지만 모든 종류 하폐수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 에서 BOD와 SS의 농

도를 동일하게 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일반  경향을 감안하여 정화조 배출수

의 SS 농도를 200mg/L(우리나라 BOD 기  용)와 120mg/L(미국의 유입수 

BOD 농도 용)로 설정했다. 그리고 표본 정화조의 배출수 SS 농도와 비교하

다. 체 으로 배출수 SS 농도는 5~180mg/L로 BOD와 유사했다. 200mg/L

를 과하는 표본은 무했으며, 120mg/L를 과하는 표본도 3개소(22개소의 

14%)에 불과했다. 정화조 이용률이나 청소 후 경과시간에 따른 규칙 인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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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정화조 이용률에 따른 정화조 성능(SS 제거율)

변화경향도 확인되지 않는다(<그림 3-18>).

<그림 3-19>는 BOD에서와 동일하게 SS의 제거율을 50% 는 70% 이상으

로 설정하고 표본 정화조의 SS 제거율과 비교하고 있다. 체 으로 SS 제거율

은 35~98% 수 으로, BOD의 제거율보다 매우 높다. 국내기  50% 이상을 만

족하지 못하는 표본은 1개소이다. 70%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정화조도 4개소인 

18%에 불과하다. SS 제거율과 정화조 이용률 는 SS 제거율과 청소 후 경과

시간 사이에는 어떠한 규칙성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정화조 설치건물을 주택과 

비주택으로 분리하여 살펴본 결과에서도 이용률, 청소 후 경과시간, SS 제거율 

사이에는 유의한 특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건축물유형에서는 비주택의 SS 제거

율이 체로 더 높은 것 같다(<그림 3-20>, <그림 3-21>).

체 으로 표본 정화조들은 1개소를 제외하고 모두 SS 제거율 50% 이상의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체로 BOD보다 높은 제거율을 보인다. 정화조 이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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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주택의 정화조 이용률에 따른 정화조 성능(SS 농도)

<그림 3-21> 비주택의 정화조 이용률에 따른 정화조 성능(SS 농도)

이나 청소 후 경과시간은 SS 제거율과 련성이 없으며, 비록 1개소이지만 SS 

제거율이 50%에 미치지 못한 것은 기본 으로 성능이 열악한 정화조들도 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다.

정화조 이용률(주택) 정화조 이용률(주택)

정화조 이용률(비주택) 정화조 이용률(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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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분뇨수거량 저감가능성

1. 분뇨수거량 저감여건 검토

지 까지 사용 인 정화조의 실제 이용인구와 설치 당시의 설계인구를 비교

하 다(제3장 제1 ). 사용 인 정화조의 이용률(설계인구 비 이용인구)과 

청소 후 경과시간을 변수로 두고 정화조의 성능(BOD와 SS 제거율)도 평가하

다(제3장 제2 ). 제2장에서는 정화조 리 장을 토 로 서울에 설치된 정화조

의 개수, 크기, 구조, 청소량 등도 분석하 다. 동시에 정화조의 역사가 길고 지

도 많은 정화조가 사용되는 미국의 실태와 기 에 해서도 검토하 다. 

이 연구의 기본목 은 분뇨수거량의 감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며, 그 방법

은 연 1회 이상으로 규정된 정화조의 청소시기를 변경하는 것이다. 청소시기의 

변경은 분뇨수거량의 감을 의미한다. 즉 청소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이유가 

정화조의 용량에 충분한 여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화조의 용

량에 여유가 있다는 것을 증빙하기 해서는 당  계획인구보다 실제 이용인구

가 고, 법 인 성능기 인 BOD 제거율도 만족시키는 등 논리 인 제조건

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만족해야 한다. 

지 까지의 기 조사를 통해서 정화조 청소시기의 변경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분뇨수거량을 일 수 있는 정  상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에 설치된 정화조 크기(인조수)는 측가능한 실수요를 크게 넘어

서서 1.6배에 이르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측한 서울의 정화조 이용인구는 

1일 2,460만인 정도인데, 서울에 설치된 정화조의 총규모는 약 4천만인조이다

(제2장).

둘째, 설계인구보다 실제 이용인구가 은 정화조가 매우 많으며, 이러한 

상은 모든 건축물유형에서 나타난다. 특히 단독주택 정화조의 59%, 공동주택의 

46%, 교육시설(학교)의 58%는 이용인구가 설계인구의 50% 이하에 불과하다

(제3장 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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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부분의 정화조들은 법정 BOD 제거율 50% 이상의 성능을 만족하고 

있으며, SS 제거율은 BOD보다 더 높다. 정화조 성능은 이용률(설계인구 비 

이용인구)이나 청소 후 경과시간에 직 인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재 우리나라의 정화조들은 매우 안정된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 같다(제3장 

제2 ).

넷째, 다양한 청소기간(2~5년)  청소시기 별방법(내부 유효공간 실태 조

사)을 활용하는 미국의 와 이상의 결과들을 감안할 때 연 1회 이상 의무 으

로 청소하는 우리나라의 정화조 청소시기를 변경함으로써 분뇨수거량을 감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그 지만 지 까지의 연구결과가 분뇨수거량을 무조건 감할 수 있다는  

정  부분만을 설명해주지는 않았다. 청소시기를 변경할 수 없는 정화조도 있

고, 다른 하폐수처리에 용되는 원칙 는 기 ,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며, 무엇

보다 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화조의 운 과 정화조 청소의 근본목 이 흔들리

지 않아야 한다. 한 정화조 소유자의 의사가 최우선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정화조의 청소시기 변경과 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정화조가 구조 으로 안정 인 것은 아니다. 통 인 정화조는 

기성반응(부패탱크식)에 기 하여 고액분리가 잘 일어나도록 3단분리조(1부

패조, 2부패조, 방류조) 는 유입부와 유출부 T 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우리

나라 법규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정화조 형식이다(<그림 2-2>, <그림 2-3>). 한

때 폭기식, 살수여상식 등 호기성 방법의 정화조들이 형건물이나 공동주

택을 심으로 보 되었으나 이들 부분은 재 과도한 에 지소비를 이유로 

정상 으로 운 되지 않고 있다. 결국 이들은 불완 한 부패탱크식 정화조로 

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상 으로 고액분리가 이루어지기를 기 하기는 어렵

다24). 서울의 정화조 청소량  부패탱크식(임호 탱크식 포함)에서 수거된 정

24) 특히 유입부  유출부에 T 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유입부  유출부의 치가 고형물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50  분뇨정화조 이용실태 분석을 통한 분뇨수거량 저감가능성 평가

화조오니량은 연간 2,686,799㎥(68%), 폭기식 등 호기성방식에서 수거된 

양은 1,219,230㎥(32%)이다.

둘째, 모든 정화조가 정상 인 용 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상은 

당 에 과소로 설계되었거나, 정상 으로 건설되었으나 이용과정에서 정화조

가 다른 구조물의 아래에 묻  청소를 바르게 할 수 없거나, 옹벽이 붕괴되어 

유효용 이 축소되는 등의 상에서 비롯되고 있다. 당  과소설계에 따른 연 

2회 이상 청소로 발생하는 정화조오니량은 연간 73,337㎥, 이용과정에서 용량

축소로 인한 정화조 용  51,871㎥ 등 체 설계유효용 의 약 3%가 용  과소 

 용  축소의 상을 보이고 있다.

셋째, 정화조 설계인구보다 실제 이용인구가 더 많은 정화조도 다수 있다. 

지하철역사 정화조의 경우에는 조사한 정화조의 75%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

다. 단독주택 10%, 공동주택 11%, 교육시설 7%도 이용인구가 설계인구보다 

많다.

넷째,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BOD 제거율 5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는 성

능의 정화조가 있다. 표본조사 상  체의 27%, 주택 정화조의 36%, 비주택 

정화조의 22%가 50% 이하의 BOD 제거율을 보 다. 특히 BOD 제거율은 정화

조 이용률이나 정화조 청소 후 경과시간과 련성을 보이지 않았고, 주택, 사업

장과 같이 정화조가 설치된 건축물용도와도 무 하 다. 

다섯째, 장조사 과정에서 일부 정화조 리자 는 소유자는 연 1회 이상

의 주기 인 청소를 원하고 청소시기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그 이유는 정화조의 청소는 ‘모기의 서식을 인다’, ‘악취를 인다’, ‘정

화조 청소기간의 연장은 스컴을 고화시켜 청소를 방해한다’ 등이었다.

여섯째, 청소시기를 변경하기 해서는 이용인구 확인, 정화조 배출수의 수

질분석 는 여유 유효용량 확인 등 복합 인 검증이 불가피하다. 정화조 이용

인구 악이 정화조의 여유용량을 확인하는 가장 논리 인 방법이지만 BOD 

제거율과 직 인 연 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배출수 수질의 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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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특히 이용인구의 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화조 여유용량을 직  

확인하고 배출수 수질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여유용량이 발생한다고 하여 이를 산술 으로 청소시기에 반 하기

는 곤란하다. 일반 으로 부분의 시설은 10~30%의 여유율을 고려하여 설계

되며, 환경분야의 많은 시설들이 시설용량의 70~90% 범 에서 가동되고 있다. 

한 ｢하수도 시행령｣에서 정화조 용량이 이용인구보다 200% 이내에서 부족한 

경우 연 1회에서 6개월 1회로 청소기간을 단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25). 

이 개념을 청소시기의 변경에 투 하면 이용률이 50% 이내일 경우에는 2년마

다 1회 이상 정화조를 청소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2. 분뇨수거량 저감가능량 평가

정화조 이용실태와 정화조 성능분석 등을 통해서 재 서울에서 사용 인 

정화조 에서 청소시기의 변경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분뇨수거량을 감할 수 

있는 정화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 로 청소시기를 변경하기 한 조

건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다.

25)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건물 등의 증축 등에 한 특례) ②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 통

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정화조가 설치된 건물 등의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여도 방류수 수질기 의 수가 가능한 경우. 

이 경우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는 법 제

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한 개선내역 타당성 검

토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하수처리구역 안

증가하는 오수 발생량을 포함하여 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200 이하

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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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여건들을 반 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정화조만이 청소시기의 변경 가

능성이 있는 상으로 단된다.

1) 정화조 이용인구

◦정화조의 설계인구와 비교하여 실제 이용인구가 50% 이내인 정화조로 주

로 주거시설, 교육시설(학교)과 같이 객 인 이용인구의 확인이 가능한 

시설의 정화조

◦정화조 청소 후 1년이 경과한 시 에서 슬러지층과 스컴층이 정화조 유효

용량의 1/3에 미치지 못한 정화조로 주로 매  업시설, 공공시설 등 

유동인구로 인하여 정확한 이용인구의 악이 곤란한 시설의 정화조

2) 정화조 구조

◦부패탱크식과 같이 2단 이상의 칸막이로 탱크가 분리되어 있거나 유입부 

T  는 유출부 T 과 같이 고형물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정화조

◦부패탱크식 는 임호 탱크식 정화조

3) 정화조 성능

◦｢하수도법｣의 배출수 수질기 인 BOD 제거율 50%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정화조

4) 정화조 관리

◦1년 이내에 정화조를 청소하 고, 최근 청소에서 정화조오니량이 공유

효용량과 같거나 100분의 90 이상인 정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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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기준 내     용

1) 정화조 조건

▪주거ㆍ교육시설

▪전체시설

▪주거ㆍ교육시설 청소량：2,073,457㎥

▪전체시설 청소량：3,906,908㎥

   *정화조관리대장

▪이용인구 50% 이하 

  이용 정화조

▪50% 이하 이용 주거ㆍ교육시설 정화조：59%

▪50% 이하 이용 전체시설 정화조：56%

   *정화조이용 표본조사결과

2) 정화조 구조
▪부패탱크식

(임호프탱크식 포함)

▪전체 청소물량 중 부패탱크식 청소물량：69%

   *정화조관리대장

3) 정화조 성능 ▪BOD 제거율 50% 이상
▪표본 중 BOD 제거율 50% 이상 정화조：73%

   *정화조성능 표본조사결과

4) 정화조 관리
▪청소량이 준공량의 

  100분의 90 이상

▪청소량 대비 준공유효용량의 비：97%

   *정화조관리대장

5) 기타
▪청소시기 변경 요구자

▪2년마다 1회 이상 청소

▪청소시기 변경 요구자：실제 시행 후에 파악 가능

▪2년마다 1회 이상 청소：제도적 결정사항으로 즉시 적용 

가능

6) 산출

산출방법

분뇨수거량 저감가능량

= 청소량×50% 이하 이용정화조 비×부패탱크식 청소물량 비

×BOD제거율 50% 이상 정화조 비×청소량 대비 준공유효용

량의 비÷2(청소기간) 

적용(주거ㆍ교육시설)

분뇨수거량 저감가능량

= 2,073,457㎥×0.59×0.69×0.73×0.97÷2

= 298,855㎥/연 또는 819㎥/일

적용(전체시설)

분뇨수거량 저감가능량

= 3,906,908㎥×0.56×0.69×0.73×0.97÷2

= 536,484㎥/년 또는 1,464㎥/일

<표 3-5> 분뇨수거량 저감잠재량 산출과정 및 결과

5) 기타

◦정화조 소유자가 원하는 정화조에 한정하여 청소시기 변경

◦최  청소시기는 2년 이내

<표 3-5>는 주거․교육시설에 이상의 원칙을 용한 경우와  주거․교육시

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에 이상의 원칙을 용할 경우의 분뇨수거량 감잠재

량 산출과정과 결과를 보여 다. 양자를 분리한 것은 주거시설과 교육시설의 

경우 정화조 이용인구의 악이 용이하여 정화조 청소시기의 변경여부를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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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분뇨수거량 저감잠재량

<그림 3-23> 분뇨수거량 저감잠재량과 시설용량 

단할 수 있고 제도 도입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먼  주거․교육시설의 정화

조  이상에서 기술한 조건에 해당하는 정화조를 2년마다 1회 이상 청소하면 

연간 30만㎥, 1일 800㎥의 분뇨수거량을 일 수 있다. 연간 30만㎥은 연간 정

화조오니 수거량 3,958,779㎥의 약 8%에 해당한다. 한 1일 800㎥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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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운  인 시설용량 10,500kL의 약 8%에 해당하여 이미 시설용량을 과

하고 있는 서울시 분뇨수거량을 시설용량 이내로 유지할 수 있다(<그림 

3-23>). 한편 이상의 원칙을 주거시설과 교육시설은 물론이고 체시설에 용

하면 체 감량은 연간 54만㎥( 체 수거량의 14%), 1일 1,500㎥(서울시 시

설용량의 14%)로 확 될 것이다. <그림 3-22>는 재의 총 분뇨수거량과 주

거․교육시설  체시설에 청소시기를 변경할 경우의 분뇨수거량 감잠재

량을 비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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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분뇨수거량 저감효과 분석

제1절 공공재원 절약

서울시민은 분뇨수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수료 형태로 부담하고 있다. 분뇨

처리시설의 건설비는 서울시가, 운 비는 자치구가 부담하고 있다. 결국 서울

에서 발생한 분뇨처리를 해 일부 역에는 공공재원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제3장에서는 정화조 청소시기를 변경할 경우 서울에서 연간 감될 수 있는 

분뇨수거량을 평가하 다. 주거시설과 교육시설에 용하는 경우 연간 감량

은 298,855㎥(1일 819㎥)이고, 체시설에 용하는 경우 연간 감량은 536,484

㎥(1일 1,470㎥)이었다. 이러한 감량은 분뇨처리시설에 한 수요를 여 련

된 설치비용과 운용비용도 연동하여 감하게 한다.

분뇨처리시설의 설치비용과 운 비용은 분뇨처리시설의 기능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표 4-1>과 같이 분뇨처리시설에서는 수거된 분뇨를 물리 으

로만 처리하고, 이후 본격 인 정화는  하수처리시설에서 이행하는 경우 분뇨 

1㎥당 시설비 913원, 시설운 비 4,000원 등으로 처리비용이 매우 렴하다. 반

면에 분뇨처리시설이 BOD 10mg/L 이하와 같이 하수처리시설에 버 가는 기

능을 갖춘 경우에는 분뇨 1㎥당 시설비 27,022원, 시설운 비 27,024원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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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내    용

이물질제거+하수병합

(방류수 BOD 

약 6,000mg/L)

시설

투자비

▪참고시설：서울분뇨처리시설(2,000kL/일)

▪시설투자비：10,000백만원

▪1kL당 투자비：913원(=10,000백만원÷2,000kL÷365일÷15년) 

  *광주위생처리장 719원

시설

운영비

▪참고시설：서울분뇨처리시설

▪1kL당 반입료：3,500원

▪1kL당 운영비：4,000원(악취제어 강화로 상승 예상) 

  *광주위생처리장 3,075원

생물학적전처리+하수병

합(방류수 BOD 200mg/L

이내)

시설

투자비

▪참고시설：부산위생사업소(3,500kL/일)

▪시설투자비：181,600백만원

▪1kL당 투자비：9,477원

  (=181,600백만원÷3,500kL÷365일÷15년) 

시설

운영비

▪참고시설：부산위생사업소(3,500kL/일)

▪시설운영비：6,000백만원

▪1kL당 운영비：4,697원

  (=6,000백만원÷3,500kL÷365일) 

공공분뇨처리시설 방류수

(방류수 BOD 30mg/L 

이내)

시설

투자비

▪참고시설：부안분뇨처리시설(80kL/일)

▪시설투자비：4,274백만원

▪1kL당 투자비：9,758원(=4,274백만원÷80kL÷365일÷15년) 

  *신안분뇨처리시설은 42,923원 

시설

운영비

▪참고시설：부안분뇨처리시설(80kL/일)

▪1kL당 운영비：24,719원(출처：환경관리공단, www.konetic.or.kr)

  *신안분뇨처리시설은 107,362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방류수 BOD 10mg/L 

이내)

시설

투자비

▪참고시설：후쿠오까 汚泥再生處理센터(146kL/일)

▪시설투자비：270백만엔(100엔≒800원)

▪1kL당 투자비：27,022원(=270백만엔×8÷146kL÷365일÷15년)

시설

운영비

▪참고시설：후쿠오까 汚泥再生處理센터(146kL/일)

▪시설운영비：180백만엔

▪1kL당 운영비：27,024원(=180백만엔×8÷146kL÷365일)

자료：유기영, 2007, ｢분뇨수거량 증가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표 4-1> 분뇨처리시설의 기능에 따른 처리비용의 차이 예 

막 한 처리비용이 소요된다.

서울의 분뇨처리시설은 분뇨를 물리 으로 처리한 후에 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매우 간단한 공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주거․교육시

설의 정화조 청소시기를 변경할 경우 공공비용 감액은 연간 15억원, 체 시

설로 확  용할 경우 연간 공공비용 감액은 연간 26억원에 이른다(<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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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정화조오니 수수료 내역
▪기본요금：0.75㎥까지 22,448원(서울시 평균)

▪초과요금：0.75㎥를 초과한 양의 0.15㎥당 1,590원(서울시 평균)

정화조오니 수수료 산정방법 22,448원+(청소량-0.75㎥)÷0.1㎥×1,590원

자료：심화식, 2010, ｢오수ㆍ분뇨 정화조 관리 매뉴얼｣.

<표 4-3> 정화조오니 수거수수료 산정방법 

구분 주거ㆍ교육시설 전체시설

청소량 저감량 298,855㎥/년 536,484㎥/년

초기투자비
273백만원

(=298,855㎥/년×913원/㎥) 

490백만원

(=536,484㎥/년×913원/㎥) 

운영비
1,195백만원

(=298,855㎥/년×4,000원/㎥) 

2,146백만원

(=536,484㎥/년×4,000원/㎥) 

계 1,468백만원 2,636백만원

<표 4-2> 분뇨수거량의 저감에 따른 공공비용 절감액 

제2절 시민부담 완화

정화조의 청소비용은 기본요 과 과요 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요 은 

가장 은 정화조의 청소와 련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오물청소법에서 규정한 최소 정화조크기 0.75㎥에 용되는 청

소수수료이다26). 과요 은 기본량인 0.75㎥를 과한 양에 비례하여 일률

으로 부과된다. 서울 자치구들은 동일한 산정구조를 가지되 기본요 과 과요

의 요율은 독자 으로 결정하고 있다. 최근 수수료들의 평균치는 기본요 의 

경우 22,448원이고 과요 의 경우 0.75㎥를 과한 청소량 0.1㎥당 1,590원이

다. 수수료 산정방법은 <표 4-3>과 같다.

26) 오물청소법이 폐지되고 이후 분뇨 리를 장하는 법률인 ｢오수 분뇨  축산폐수 처리에 

한 법률｣(1991년 3월 8일 제정)은 정화조의 최소크기를 1.5㎥로 규정함. 재 분뇨 리는 

｢하수도법｣에서 다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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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는 분뇨수거량을 감할 경우,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정화조오니

에 한 수수료 감액을 보여주고 있다. 주거․교육시설의 정화조 청소시기를 

변경할 경우 연간 55억원의 수수료를 감할 수 있고, 체시설로 확 할 경우

에는 수수료 감액이 연간 94억원으로 늘어난다.

구분 주거ㆍ교육시설 전체시설

청소량 저감량 298,855㎥/년 536,484㎥/년

평균 청소량

4.2㎥/정화조

[=(1,907,011㎥+210,106㎥)÷(490,866개소

+8,394개소)]

6.4㎥/정화조

(=3,906,908㎥÷611,242개소)

동등 정화조수
71,156개소

(=298,855㎥÷4.2㎥)

83,826개소

(=536,484㎥÷6.4㎥)

수거수수료

77,303원/개소

[=22,448원+(4.2㎥-0.75㎥)÷0.1㎥×1,590원

/0.1㎥]

112,283원/개소

[=22,448원+(6.4㎥-0.75㎥)÷0.1㎥ ×1,590원

/0.1㎥]

수수료 절감액
5,501백만원

(=77,303원/개소×71,156개소)

9,352백만원

(=112,283원/개소×83,826개소)

<표 4-4> 분뇨수거량 저감에 따른 시민들의 수수료 절감액

제3절 환경부하 저감 

환경부하 감량은 온실가스 감량을 이용하여 살펴본다. 

정화조오니 청소량이 감소하면 정화조로부터 분뇨처리시설까지 정화조오니

를 운반하는 차량의 원료소비가 고 동시에 분뇨처리시설의 력소비도 게 

된다. 정화조오니의 운반에는 재용량 2.5톤, 5톤, 8톤, 14톤 등 여러 유형의 

차량이 투입되며 수거비용을 이기 해 가능하면 재용량이 큰 차량의 투입

이 우선 으로 이루어진다. 이들 차량의 정화조오니 1㎥당 연료소비량은 경유

를 기 으로 2.5톤의 경우 4.7리터, 16톤의 경우 1.4리터 등 큰 차량일수록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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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가 다. 이는 소형차량은 소형정화조의 청소를, 형차량은 상 으로 

큰 용량의 정화조 청소를 담당하고 형정화조일수록 차량까지의 분뇨의 양수

거리가 짧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평균 인 특성을 반 할 때 정화조오니 1㎥당 

연료소비량은 2.2리터로 산출된다. 한편 분뇨처리시설의 표 인 에 지는 

력이며, 분뇨의 교반, 이물질 분리기 가동, 악취제거를 한 공기포집, 탈취용 

연소기 가동 등에 주로 사용된다. 랑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의 운 실태에 

따르면 분뇨 1톤당 2.2kWh의 력이 소비된다. <표 4-5>는 정화조오니 수거차

량의 연료소비량  분뇨처리시설의 력소비량을 산출하기 한 기 자료를 

보여 다.

구분 내     용

정화조오니 

수거차량 경유소비량

▪2.5톤 수거차량：4.7리터/㎥

▪5톤 수거차량：2.9리터/㎥

▪8톤 수거차량：2.4리터/㎥

▪14톤 수거차량：1.4리터/㎥

정화조오니 

수거차량 수거물량 담당량

▪2.5톤 수거차량：4.6%

▪5톤 수거차량：31.7%

▪8톤 수거차량：18.3%

▪14톤 수거차량：45.4%

정화조오니 

1톤당 수거차량 경유비소비량

▪2.2리터/㎥

 (=4.7리터/㎥×4.6%+2.9리터/㎥×31.7%+2.4리터/㎥×18.3%+1.4리터/㎥

×45.4%)

분뇨처리시설 전력소비량
▪2kWh/㎥

 *중랑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 운영자료

자료：서울특별시, 2001, ｢서울시 생활폐기물 청소원가 분석연구｣.

유기영, 2007, ｢분뇨수거량 증가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표 4-5> 온실가스배출량 산출 기초자료 

<표 4-6>은 분뇨수거량 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량 산출결과를 나타낸다. 

주거시설과 교육시설 정화조의 청소시기를 변경할 경우, 온실가스배출량 감

량은 1,070톤 CO2-eq.이고 체시설로 확  용할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량이 3,546톤 CO2-eq.이다. 서울에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여 운행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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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버스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115톤 CO2-eq.이다. 따라서 주거시설  교

육시설의 정화조 청소시기를 변경할 경우 온실가스 감량은 약 10 의 시내버

스에서 배출되는 양에 해당하고 체시설에 용할 경우에는 30 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한다.

구분 주거ㆍ교육시설 전체시설

청소량 저감량 298,855㎥/년 536,484㎥/년

수거차량 

경유사용 절감량

657,481리터

(=298,855㎥/년×2.2리터/㎥)

1,180,265리터

(=536,484㎥/년×2.2리터/㎥)

처리시설 

전력사용 절감량

597,710kWh

(=298,855㎥/년×2kWh/㎥)

1,072,968kWh

(=536,484㎥/년×2kWh/㎥)

온실가스 배출 절감량

▪수거차량：1,705톤 CO2-eq.
1)

▪처리시설：271톤 CO2-eq.
2)

▪계：1,970톤 CO2-eq. 

▪수거차량：3,061톤 CO2-eq.톤
1)

▪처리시설：486톤 CO2-eq.
2)

▪계：3,547톤 CO2-eq. 

주：1) 경유사용량(리터)×8,540(순발열량)/107×0.837(배출계수)×44/12 

2) 전력사용량(mWh)×0.453(2008년 배출계수) 

<표 4-6> 분뇨수거량 저감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량



제1   청소시기 변경기  정립

제2   청소시기 변경신청  처리 차

제3   변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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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분뇨수거량 저감사업 추진방안

제1절 청소시기 변경기준 정립

재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정화조 청소기 은 연 1회 이상이다. 이 연구에

서 정화조 이용인구, 정화조 수질오염물질 제거성능, 미국의 정화조 리기 , 

각 자치구의 정화조 리 장을 살펴본 결과,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2년 이내

에 청소하여도 정화조의 기본기능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 다.

정화조의 실제 이용인구 악 는 확인의 용이성에 따라 “주거․교육시설”

과 “주거․교육시설외 시설”로 건축물을 구분하 고, 이 경우 정화조 청소시기

를 변경할 수 있는 조건에 다소 차이가 있다. “주거․교육시설”은 주민등록인

구, 학생수․교직원수 등 정화조의 실제 이용인구의 악이 비교  용이하다. 

반면 “주거․교육시설외 시설”은 시설 이용인구가 주로 유동인구로 이루어져 

이용인구의 악이 쉽지 않고 객 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거․교육시설외 

시설”은 정화조 내 유효공간을 실제로 확인하는 등의 “주거․교육시설”과는 다

른 조건이 필요하다(<표 5-1>).

 “주거․교육시설”의 청소시기 변경을 한 조건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

고,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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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청소시기 변경기준 및 적용조건

청소시기 변경사항
▪2년 이내

  *현재 매년 1회 이상

시설유형

주거ㆍ교육시설

▪부패탱크식(임호프탱크식 포함) 또는 유입부ㆍ유출부 T관 설치 등 고액

분리를 보장하는 구조 

▪계획인구 대비 이용인구 100분의 50 이하

▪BOD 제거성능 50% 이상

▪준공유효용량 대비 최근 청소량이 100분의 90 이상

▪정화조 소유자가 청소시기 변경신청 

주거ㆍ교육시설외

시설

▪부패탱크식(임호프탱크식 포함) 또는 유입부ㆍ유출부 T관 설치 등 고액

분리를 보장하는 구조 

▪청소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정화조 준공유효용량 대비 잔여유효용량이 

2/3 이상

▪BOD 제거성능 50% 이상

▪준공유효용량 대비 최근 청소량이 100분의 90 이상

▪정화조 소유자가 청소시기 변경신청 

<표 5-1> 정화조 청소시기 변경기준 및 적용조건

첫째, 정화조의 기능을 안정 으로 보장할 수 있는 부패탱크식(임호 탱크식 

포함)에 한정한다.

둘째, 정화조 리 장에 나타난 계획인구(인조) 비 재의 이용인구가 100

분의 50 이하이어야 한다.

셋째, 정화조 배출수의 BOD를 측정하여 제거능력이 유입수 비 50% 이상

이어야 한다.

넷째, 정화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구조물의 손상이 없다는 증거로 정화조

리 장의 공유효용량 비 최근 청소량이 100분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다섯째, 정화조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청소시기를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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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청소시기 변경신청 및 처리 절차

<그림 5-1> “주거ㆍ교육시설”의 정화조 청소시기 변경 절차

정화조 청소시기의 변경은 정화조 소유자의 변경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할 자치구의 내용검토, 변경여부의 결정, 통보 등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주

거․교육시설”의 경우 정화조 소유자는 소재지, 이용인원 등으로 이루어진 소

정양식을 작성하여 청소시기 변경을 신청한다. 이때 수수료도 납부한다. 자치

구 담당자는 <표 5-1>의 용조건들과의 상응여부를 검토한다. 검토과정에는 

주민등록담당자, 수집운반업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등의 조가 필요하다. 

특히 수집운반업체는 정화조 배출수의 시료채취 역할을 담당한다. 자치구 담당

자는 최종 으로 신청된 정화조의 청소시기 변경여부를 단하고 그 결과를 신

청자에게 통보한다. 차는 <그림 5-1>과 같다. “주거․교육시설외 시설”은 신

청서에 정화조 소재지만을 기재하며, 자치구 담당자의 내용검토단계에서 수집

운반업체의 잔여유효용량 확인작업이 필요하다(<그림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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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주거ㆍ교육시설외 시설”의 정화조 청소시기 변경 절차 

제3절 저변정비

 지역이 하수처리구역에 해당하는 서울시의 경우도 모든 정화조는 ｢하수

도법 시행규칙｣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리기 (시행규칙 33조)에 의거하여 

연 1회 이상 청소를 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조건에 해당할 경우 정화조 

청소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하수도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

요하며 그 내용은 <표 5-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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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개정안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9조제2

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

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

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

4.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소의 휴

업ㆍ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 중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로 내부청소 기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9조제2

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

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

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

4.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소의 

휴업ㆍ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 중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또는 낮은 정화조 이용률, 충분한 잔여유효용량, 

그 밖의 타당한 사유(삽입)로  내부청소 기간을 지킬 필요

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표 5-2> 정화조 청소시기 변경을 위한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시

법규의 정비 이외에 정화조 청소시기의 변경이 가능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

은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먼  정화조의 신청에 알맞은 신청양식이 개발되어야 한다. 양식에는 담당자

의 검토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항목도 함께 명기하고 최종 으로 결과통

보양식으로도 활용되어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그 원인을 신청자가 분명하게 확

인할 수 있게 한다.

다음으로 정화조 청소시기 변경신청에 수반되는 수수료가 책정되어야 한다. 

“주거․교육시설”은  사회 기반시설이자 공공성이 강하다. 따라서 이들의 신청

수수료는 ‘수집운반업체 배출수 시료채취비용’에 상응하는 수 이 하고, 

생활용수, 수돗물 등을 무료로 분석해주는 근래의 서비스시스템에 비춰볼 때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분석 수수료는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주거․교육시설외 시설”은 시설운 이 리행 와 련성이 높고 정화조의 

규모가 체로 크다. 따라서 이들 시설의 신청수수료는 ‘수집운반업체 배출수 

시료채취비용 + 보건환경연구원 수질분석 비용 + 기타 행정비용’을 감안하여 

결정하여도 무리가 없다.

재 정화조의 성능지표인 BOD의 제거율을 앞으로는 SS로 변경하거나 양자

를 함께 정화조 성능지표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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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주요 기능은 SS의 분리와 류이며, BOD의 제거는 슬러지가 류된 기간

에 일어나는 부차 인 생물학  분해기능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도 정화조의 성능에 SS를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제거율 60% 이상27)이 

한 것 같다. 단기 으로 BOD와 SS를 함께 사용하고 장기 으로는 SS로 단일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주거․교육시설외 시설”의 정화조 청소시기 변경을 해서는 정화조의 잔

여유효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

다면 시 하게 도입되어야 한다. 잔여유효용량은 스컴층의 두께와 슬러지층의 

두께를 악하여야만 산출이 가능하며, 결국 핵심은 스컴층의 두께와 슬러지층

의 두께를 측정하는 기술이다.

더불어 분뇨수집운반업체가 문화되어야 한다. 재의 수집운반업체는 정

화조의 치를 정확히 기억하고 효과 으로 정화조오니의 양수장비를 가동하

는 수 에 한정되어 있다. 주로 형정화조를 이용하는 “주거․교육시설외 시

설”의 정화조 청소시기 변경을 해서는 잔여유효용량 측정과 정화조 배출수의 

시료채취가 필요하다. 미국의 를 볼 때 정화조의 실제 인 청소시기를 결정

하는 것은 사실상 분뇨수집운반업의 역할이고, 정화조 검사가 없을 경우에만 

지역의 련법규에 따라 2~5년마다 1회 이상 청소를 한다. 수세식 화장실에서

부터 정화조, 토양트 치, 련 악취제어시설 등까지 모든 개인하수처리시설과 

연 시설이 분뇨수집운반업자의 문 인 단과 조언에 의해 운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향후 정화조 리에 다양성을 추구하기 해서는 분뇨수집운반업체

들의 문성 향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화조와 련된 제도와 기술이 총체 으로 검되어야 한다. 우

선 정화조 이용인구를 산정하는 기 이 실 이지 못하다. 특히 지하철역사, 

27) 미국에서 정상 인 정화조의 일반 인 SS 제거성능을 60~80%로 보고 있고, 이 연구의 표본

조사에서 모든 정화조가 SS 제거성능 50% 이상을 발휘하고 있고, 22개 표본  20개소

(90%)는 SS 제거성능 60% 이상 보유(<그림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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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등이 그러하다. 근래에는 자식 승차권,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불 등 

고객수를 악할 수 있는 수단들이 늘고 있다. 연면 보다는 실제 인 인구를 

산출기 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정화조의 성능에 한 믿음이 없고 이를 확인

하는 실제 인 연구가 없는 것도 문제다. 심지어 정화조에 유입되는 수질을 정

확히 악하거나 분석하는 기 과 기법도 정립되어 있지 않다. 재 활용되는 

표치에 한 신뢰도 약하다. 실규모의 실험을 통해 우리나라의 법규에서 공

식 으로 인정하는 구조의 정화조가 어느 정도 수질정화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하고 이를 토 로 재 규정된 BOD 50% 이상 제거가 

타당한 수 인지, BOD가 정화조의 합당한 성능지표인지, SS를 체지표로 활

용할 수 있는지를 확정해야 한다.



제1   주요결과

제2   정책건의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

6

장

결

론

및

정

책

건

의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77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분뇨처리시설의 시설용량(1일 10,500톤)을 과하여 

반입되는 분뇨수거량을 이는 방안의 하나로 정화조의 청소시기 변경가능성

과 감가능량을 평가하 다. 이를 해 서울의 정화조 활용실태, 정화조의 실

제 이용인구, 정화조의 수질오염물질 제거성능을 조사하 다. 감사업이 공공

비용 감, 시민의 수수료 부담 완화, 온실가스 배출량 감에 미치는 편익도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 정화조 청소시기를 변경하는 차, 제도 변경, 기타 

변정비사항을 제안하 다.

주요결과  정책건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절 주요결과

1) 서울에서 활용되는 정화조의 규모는 실수요를 1.6배 초과

◦서울의 측가능한 정화조이용인구는 약 2,460만인데 반해 실제로 보유하

고 운 되는 정화조(약 61만개소)의 총규모는 약 4천만인임.

◦ 공유효용량은 3,958,799㎥이고 연 1회 이상 청소라는 정부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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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된 정화조오니량은 공유효용량의 99%인 연간 3,906,908㎥임.

◦정부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정화조구조인 부패탱크식(임호 탱크식 포함)

의 분뇨수거량은 체수거량의 69%임(주거시설 70%, 교육시설 100% 등).

◦이용인구보다 은 정화조용량으로 인하여 연 2회 이상 청소하는 정화조

에서의 오니발생량은 체발생량의 4%임.

2) 건축물용도에 관계없이 많은 정화조가 당초 설계보다 과소이용 상태

◦ 부분의 주거시설 정화조는 정이용(설계인구의 100% 이내)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단독주택 56%, 공동주택 46%는 과소이용(설계인구의 50% 

이내) 상태임.

◦문화  집회시설(극장, 공연장 등), 매  업시설(백화 , 쇼핑센터 

등), 교육연구  복지시설(학교, 도서  등), 업무시설(오피스텔 등) 등도 

정이용(설계인구의 100%이내) 상태이며, 특히 학생수의 감소로 학교시

설의 58%는 과소이용(설계인구의 50% 이내) 상태임.

◦ 매  업시설  지하철역사는 다른 시설과 다르게 체로 과 이용

(설계인구의 100% 이상)이 이루어지며, 모든 건축물용도의 일부에서 과

이용 한 존재함.

3) 표본정화조의 73%가 법정 정화조의 성능인 BOD 50% 이상 제거를 만족 

◦22개소 표본  16개소의 정화조가 BOD 50% 이상의 제거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정화조 이용인구의 정성  청소 후 경과시간과는 련이 없음.

◦SS 50% 이상의 제거성능을 확인한 결과, 22개소 표본  1개소만이 미달

되며, 18개소(82%)가 SS 70% 이상의 제거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화조 이용인구의 정성  청소 후 경과시간과는 무 함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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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은 정화조의 SS 기능을 중시하고 정화조 유효용량을 확인하여 청소시

기를 결정

◦단독주택의 1/3 이상에 정화조가 설치된 미국의 정화조 청소시기는 슬러지

나 스컴이 정화조 유효용량의 1/3 는 1/2에 도달하 을 때이며, 정화조 

청소업자가 확인함.

◦정화조 유효용량을 확인하지 않을 때는 2~5년마다 1회 청소하는데 지역마

다 다름. 

5) 정화조 청소시기 변경에 부적합하고 현재와 같이 연 1회 이상 청소가 바람

직한 정화조 다수 존재

◦정상가동하지 않는 폭기방식 등 호기성방식의 정화조

◦이용과정에서 유효용량이 축소된 정화조

◦ 정이용(이용인구가 설계인구의 50~100%) 는 과 이용(이용인구가 설

계인구의 100% 이상) 정화조

◦BOD 50% 이상 제거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정화조

◦정화조 소유자가 연 1회 이상 청소를 원하는 정화조

6) 이상의 내용들을 반영하여 예측한 분뇨수거량 저감량은 2009년(3,958,779

㎥) 서울시 수거량의 8~14% 범위

◦청소시기 변경을 “주거 교육시설”에만 용할 경우에 연간 감잠재량은 

298,855㎥, “주거 교육시설”을 포함하여 “ 체시설”로 확장할 경우의 연간 

감잠재량은 536,484㎥임.



80  분뇨정화조 이용실태 분석을 통한 분뇨수거량 저감가능성 평가

<그림 6-1> 분뇨수거량 저감잠재량

<그림 6-2> 분뇨수거량 저감잠재량과 시설용량 

◦분뇨수거량 감은 분뇨처리시설의 설치비  운 비 감으로 이어지며, 

“주거 교육시설”에 용할 때 연간 15억원, “ 체시설”에 용할 때 연간 

26억원이 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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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수거량 감에 따른 시민들의 수수료 약액은 “주거 · 교육시설”에 

용할 때 연간 55억원, “ 체시설”에 용할 때 연간 94억원임.

◦분뇨수거량 감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량은 “주거 · 교육시설”에 

용할 때 연간 1,970톤 CO2-eq.(경유차량 시내버스 10 량), “ 체시설”에 

용할 때 연간 3,547톤 CO2-eq.(경유차량 시내버스 30 량)임.

제2절 정책건의

1) “주거ㆍ교육시설” 정화조의 이용인구와 성능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청소하도록 청소조건을 완화하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조건1. 부패탱크식 정화조(임호 탱크식 정화조 포함)

◦조건2. 계획인구(정화조 리 장) 비 재 이용인구(주민등록인구 는 

학생수 등)가 100분의 50 이내

◦조건3. 정화조 배출수의 BOD가 유입수 BOD의 100분의 50 이내

◦조건4. 공유효용량(정화조 리 장) 비 최근 정화조 청소량이 100분의 

90 이상

◦조건5. 정화조 소유자가 정화조 청소시기 변경을 원하는 경우

구분 내     용

청소시기 변경사항
▪2년 이내

  *현재 매년 1회 이상

적용조건

▪부패탱크식(임호프탱크식 포함) 또는 유입부ㆍ유출부 T관 설치 등 고액분리를 

보장하는 구조 

▪계획인구 대비 이용인구 100분의 50 이하

▪BOD 제거성능 50% 이상

▪준공유효용량 대비 최근 청소량이 100분의 90 이상

▪정화조 소유자가 청소시기 변경신청 

<표 6-1> “주거ㆍ교육시설” 정화조 청소시기 변경기준 및 적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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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ㆍ교육시설외 시설” 정화조의 이용인구와 성능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

는 ‘2년 이내’에 청소하도록 청소조건을 완화하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

해야 함.

◦조건1. 부패탱크식 정화조(임호 탱크식 정화조 포함)

◦조건2. 청소 1년 경과시 에서 공유효용량(정화조 리 장) 비 잔여유

효용량(슬러지층과 스컴층 제외 용량)이 2/3 이상

◦조건3. 정화조 배출수의 BOD가 유입수 BOD의 100분의 50 이내

◦조건4. 공유효용량(정화조 리 장) 비 최근 정화조 청소량이 100분의 

90 이상

◦조건5. 정화조 소유자가 정화조 청소시기 변경을 원하는 경우

구분 내     용

청소시기 변경사항
▪2년 이내

  *현재 매년 1회 이상

적용조건

▪부패탱크식(임호프탱크식 포함) 또는 유입부ㆍ유출부 T관 설치 등 고액분리를 

보장하는 구조 

▪청소후 1년 경과시점에서 정화조 준공유효용량 대비 잔여유효용량이 2/3 이상

▪BOD 제거성능 50% 이상

▪준공유효용량 대비 최근 청소량이 100분의 90 이상

▪정화조 소유자가 청소시기 변경신청 

<표 6-2> “주거ㆍ교육시설외 시설” 정화조 청소시기 변경기준 및 적용조건

3) 정화조의 청소시기 변경은 소유자의 변경신청, 자치구의 검토, 결정 및 통보 

등의 순서로 진행

◦“주거ㆍ교육시설”의 변경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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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주거ㆍ교육시설”의 정화조 청소시기 변경 절차

◦“주거․교육시설외 시설”의 변경 차

<그림 6-4> “주거ㆍ교육시설외 시설”의 정화조 청소시기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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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화조의 청소시기 변경을 위해서는 하수도법의 관련규정 개정 필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리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개정 

원안 수정안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

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

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

4.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소의 

휴업ㆍ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 중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청소 기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

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

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

4.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소

의 휴업ㆍ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 중지, 그 밖에 부득

이한 사유 또는 낮은 정화조 이용률, 충분한 잔여유효

용량, 그 밖의 타당한 사유(삽입)로  내부청소 기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표 6-3> 정화조 청소시기 변경을 위한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시

5) 정화조 청소시기 변경을 위한 저변정비 사항

◦정화조 청소시기 변경 신청양식 개발

◦변경신청에 수반되는 수수료 책정：“주거․교육시설”과 “주거․교육시설

외 시설”로 분리 필요

◦정화조 성능지표로써 SS 활용 극 검토：BOD와 병행 는 BOD의 체

지표로 활용

◦정화조 잔여유효용량 측정기법 개발 는 도입：슬러지층과 스컴층의 부

피측정방법 개발 는 외국에서 활용되는 기술 도입

◦분뇨 수집운반업자의 문성 배양 는 업무 부여：시료채취, 슬러지층과 

스컴층의 부피측정, 구조  안정성 평가 등

◦정화조의 설계  유지 리에 한 정부주도의 총체  검 추진：정화조 

이용인구 산정방법 변경, 정화조 성능 확인, 성능확인 지표 개발, 잔여유효

용량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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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수질정화 성능부 록

표본

코드
구분

정화조

이용률(%)

BOD

(mg/L)

SS

(mg/L)

총질소

(mg/L)

총인

(mg/L)

염소이온

(mg/L)
비고

D-01 단독 26 146 178 144 16 82

D-02 단독 30 - - - - - 채취불가

D-03 단독 73 84 140 83 9 47

D-04 공동 64 185 106 139 15 75

D-05 공동 388 173 122 117 13 79

D-06 기숙사 19 29 8 20 2 21

D-07 학교 36 80 75 177 13 112

D-08 학교 23 73 58 92 7 61

D-09 학교 26 5 6 21 1 12

G-01 학교 63 131 62 113 9 66 

J-01 단독 11 26 44 119 15 68 

J-02 공동 33 77 33 58 7 29

J-03 지하철역 8 44 20 106 11 63 

JR-01 지하철역 3,578 - - - - - 채취불가

Y-01 단독 60 - - - - - 채취불가

Y-02 단독 60 128 100 132 12 73 

Y-03 단독 200 - - - - - 채취불가

Y-04 공동 11 122 56 118 12 60 

Y-05 공동 23 120 72 131 13 81 

Y-06 공동 57 12 12 48 4 25 

Y-07 공동 70 - - - - - 채취불가

Y-08 공동 147 - - - - - 채취불가

Y-09 공동 398 67 39 87 10 54 

Y-10 학교 66 186 114 207 13 118 

Y-11 학교 79 20 9 72 5 41 

Y-12 학교 102 28 31 55 4 38 

Y-13 학교 126 95 64 85 6 49 

Y-14 학교 165 19 6 46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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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 Use of Septic Tank and Possible Amount 

of Pumped Septage to Cut down in Seoul

Kee-Young Yoo ․ Young-Ran Kim ․ Jin-Ah Jeong

There, in Seoul, were collected septage of 10,603tons per day, which 

exceeded daily capacity of Seoul’s total night soil treatment facilities by about 

100 tons. This is likely to be caused by both installation of bigger septic tanks 

coupling with larger buildings and regulation to enforce all septic tanks to be 

pumped once a year or m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ossibility to cut down collected septage 

through reducing pumping frequency, to estimate possible amounts of pumped 

septage to cut down, and to recommend improvement in legal base.

All septic tanks in Seoul are over 600 thousand units, covering around 40 

million peoples. However, actual use populations are merely 25 million, 61% 

of total capacity.

In actual use of less than 50%, detached dwellings and apartments are 59% 

and 46%, respectively, showing no relevance to building use or duration of run 

after last pumping.

Central code describes performance requirement for septic tank in numeric 

form, more than 50% of decomposition of Biochemical Oxygen Demand 

(BOD). Characteristics of effluents revealed that 73% of septic tanks satisfied 

the requirement without relevance to building use or duration of run after last 

pumping like actual use of septic tanks.

U.S.A. puts emphasis on the detention of settable or floatable solids as a 

major performance of septic tank and determines pumping time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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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pection of individual septic tank. The inspection includes measuring the 

remaining available volume of tank not occupied by sludge layer and scum 

layer, or 1/2 ~ 2/3 of originally designed volume. If there were no inspection, 

tanks should be cleaned between every 2 and 5 years according to local codes.

On the contrary to above findings affirmative to change pumping time, 

biologically aerobic type tank, deformation of tank, excessive use, higher use 

than that the designed value, and negative attitude of owner or manager 

seemed to act as unfavorable ones to.

536,484㎥ per year was estimated as the amount of septage possibly to cut 

down, which is upto 14% of amount pumped in 2009. Local governments can 

reduce capital and management cost of 1.5~2.6 billion won a year for new 

night soil treatment facilities, citizen can save septage collection fee by 

5.5~9.4 billion won a year, and emission of global warming gas can be 

reduced by 1,970~3,547ton CO2-eq..

Some septic tanks possibly change their pumping time from every year to 

every two years in case tank owners want to change pumping time. However, 

they should meet essential prerequisites; anaerobic type (including Im-Hoff 

type), low actual use less than 50%, good BOD removal efficiency more than 

50%, volume of septage more than 90% of the designed thank volume.

Changing the pumping time would demand an administrative process,  

comprising of application from owners, review by competent authorities and 

notice of results.

Implementing the pumping time change program must be backed up by 

‘sewerage law’ and need application form and determination of charge rate. 

Also, adopting suspended solids (SS) as a performance index, developing tools 

to measure the remaining available volume of tank and checking the overall 

aspect of our septic tank system should be followed.



영문요약  99

Table of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Objectives

2. Methodologies

Chapter 2 The Facts about Septic Tanks

1. Function of Septic Tanks 

2. Status of Septic Tanks in Seoul

Chapter 3 The Potential to Cut down Collected Septage  

1. Actual Use Population

2. Pollutant Removal Efficiency

3. Possible Amount of Septage to Cut down 

Chapter 4 Benefits from Reduced Septage

1. Capital and Management Cost for New Night Soil Treatment Facilities 

2. Citizens’ Burden on Collection Fee

3. Emission of Global Warming Gas

Chapter 5 Measures to Implement the Program

1. Implementation Scheme

2. Administrative Process

3. Improvement in Law and System Related

Chapter 6 Major Results and Policy Recommendation

1. Major Results

2. Policy Recommendation

References

Appendix 



시정연 2010-PR-24

분뇨정화조 이용실태 분석을 통한 

분뇨수거량 저감가능성 평가

발 행 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발 행 일 2010년 11월 30일

발 행 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391

전화 (02)2149-1157  팩스 (02)2149-1120

값 6,000원  ISBN 978-89-8052-760-1 935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속합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제2장 정화조 기능 및 분포 실태
	제1절 정화조의 기능
	제2절 서울의 정화조 실태

	제3장 분뇨수거량 저감가능성 평가
	제1절 이용인구
	제2절 정화조 성능
	제3절 분뇨수거량 저감가능성

	제4장 분뇨수거량 저감효과 분석
	제1절 공공재원 절약
	제2절 시민부담 완화
	제3절 환경부하 저감

	제5장 분뇨수거량 저감사업 추진방안
	제1절 청소시기 변경기준 정립
	제2절 청소시기 변경신청 및 처리절차
	제3절 저변정비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주요결과
	제2절 정책건의

	참고문헌
	부록
	영문요약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fals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None)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3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tru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Arial-Black
    /Arial-BlackItalic
    /Arial-BoldItalicMT
    /Arial-BoldMT
    /Arial-ItalicMT
    /ArialMT
    /ArialNarrow
    /ArialNarrow-Bold
    /ArialNarrow-BoldItalic
    /ArialNarrow-Italic
    /ArialUnicodeMS
    /CenturyGothic
    /CenturyGothic-Bold
    /CenturyGothic-BoldItalic
    /CenturyGothic-Italic
    /CourierNewPS-BoldItalicMT
    /CourierNewPS-BoldMT
    /CourierNewPS-ItalicMT
    /CourierNewPSMT
    /Georgia
    /Georgia-Bold
    /Georgia-BoldItalic
    /Georgia-Italic
    /Impact
    /LucidaConsole
    /Tahoma
    /Tahoma-Bold
    /TimesNewRomanMT-ExtraBold
    /TimesNewRomanPS-BoldItalicMT
    /TimesNewRomanPS-BoldMT
    /TimesNewRomanPS-ItalicMT
    /TimesNewRomanPSMT
    /Trebuchet-BoldItalic
    /TrebuchetMS
    /TrebuchetMS-Bold
    /TrebuchetMS-Italic
    /Verdana
    /Verdana-Bold
    /Verdana-BoldItalic
    /Verdana-Italic
  ]
  /NeverEmbed [ true
    /Baskerville-BT
    /BernhardFashion-BT
    /Blippo-BlkBT
    /Bodoni-BdBT
    /Bodoni-BdBTItalic
    /Bodoni-BkBT
    /Bodoni-BkBTItalic
    /BrushScript-BT
    /CentSchbook-BT
    /CentSchbook-BTBold
    /CentSchbook-BTBoldItalic
    /CentSchbook-BTItalic
    /CommercialScript-BT
    /Cooper-BlkBT
    /Cooper-BlkBTItalic
    /Courier10-BTBold
    /Courier10-BTBoldItalic
    /DomCasual-BT
    /Freehand591-BT
    /FuturaBlack-BT
    /GoudyOlSt-BT
    /GoudyOlSt-BTBold
    /GoudyOlSt-BTBoldItalic
    /GoudyOlSt-BTItalic
    /Hebraica
    /Hobo-BT
    /KachbalB
    /KachbalL
    /KachbalM
    /Liberty-BT
    /MogfilL
    /MogfilM
    /MurrayHill-BdBT
    /NemoB
    /NemoL
    /NemoM
    /NemoXB
    /Newtext-BkBT
    /OCR-A-BT
    /OCR-B-10-BT
    /Orator10-BT
    /Orbit-B-BT
    /ParkAvenue-BT
    /San02B
    /San02L
    /San02M
    /San60B
    /San60L
    /San60M
    /San60R
    /San60SB
    /SanAcB
    /SanAcL
    /SanAcM
    /SanBgB
    /SanBgL
    /SanBgM
    /SanBiB
    /SanBiL
    /SanBiM
    /SanBkB
    /SanBkL
    /SanBkM
    /SanBkXB
    /SanBoB
    /SanBoL
    /SanBoM
    /SanBrB
    /SanBrL
    /SanBrM
    /SanBsB
    /SanBsL
    /SanBsU
    /SanBsUL
    /SanCnB
    /SanCnL
    /SanCnM
    /SanCrB
    /SanCrK
    /SanCrL
    /SanCs
    /SanDaB
    /SanDaL
    /SanDaM
    /SandArB
    /SandArCXB
    /SandArL
    /SandArM
    /SandArXB
    /SandAtB
    /SandAtCXB
    /SandAtL
    /SandAtM
    /SandAtXB
    /SanDaU
    /SanDaUL
    /SandDsB
    /SandDsCB
    /SandDsL
    /SandEgB
    /SandEgCB
    /SanDfB
    /SanDfS
    /SanDfT
    /SanDjB
    /SandJg
    /SanDjL
    /SanDjM
    /SanDjO
    /SandKg
    /SandKm
    /SandMtB
    /SandMtL
    /SandMtM
    /SandSaB
    /SandSaL
    /SandSaM
    /SanDsL
    /SanDsM
    /SandSm
    /SandSpB
    /SandSpL
    /SandSpM
    /SandStB
    /SandStCB
    /SandSwL
    /SandSwM
    /SandTg
    /SandTm
    /SanEgL
    /SanEgM
    /SanEpB
    /SanEpL
    /SanEpM
    /SanGg
    /SanGm
    /SanGw
    /SanHgB
    /SanHgL
    /SanHgM
    /SanHy
    /SanIgB
    /SanIgL
    /SanIgM
    /SanIgX
    /SanJhB
    /SanJhR
    /SanJhU
    /SanJs
    /SanKbB
    /SanKbL
    /SanKbM
    /SanKdB
    /SanKdS
    /SanKdT
    /SanKrB
    /SanKrL
    /SanKrM
    /SanKsB
    /SanKsL
    /SanKsM
    /SanMcB
    /SanMcL
    /SanMcU
    /SanMrB
    /SanMrJ
    /SanMrL
    /SanMrM
    /SanMsB
    /SanMsL
    /SanMsM
    /SanMuB
    /SanMuL
    /SanMuM
    /SanNaB
    /SanNaL
    /SanNaM
    /SanNk
    /SanNsB
    /SanNsL
    /SanNsM
    /SanOy
    /SanPkB
    /SanPkL
    /SanPkM
    /SanPuB
    /SanPuW
    /SanScB
    /SanScL
    /SanScM
    /SanSfB
    /SanSfL
    /SanSfU
    /SanSg
    /SanSk
    /SanSoB
    /SanSoL
    /SanSoM
    /SanSrB
    /SanSrL
    /SanSrM
    /SanStL
    /SanStM
    /SanSwB
    /SanWi
    /SanYb
    /SanYs
    /SketchB
    /SketchL
    /SketchM
    /Stencil-BT
    /Swis721-BT
    /Swis721-BTItalic
    /ToodamB
    /ToodamL
    /ToodamM
    /TypewriteB
    /TypewriteL
    /TypewriteM
    /Untitled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15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fals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fals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15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fals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fals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None)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863900275284e8e55464e1a65876863768467e5770b548c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9069752865bc666e901a554652d965874ef6768467e5770b548c5217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c0020006400650072002000650067006e006500720020007300690067002000740069006c00200064006500740061006c006a006500720065007400200073006b00e60072006d00760069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7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1006600200066006f0072007200650074006e0069006e0067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a0075007600650072006c00e40073007300690067006500200041006e007a006500690067006500200075006e00640020004100750073006700610062006500200076006f006e00200047006500730063006800e400660074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1006400650063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760069007300750061006c0069007a00610063006900f3006e0020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f006e006600690061006e007a006100200064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650072006300690061006c00650073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72006f00660065007300730069006f006e006e0065006c007300200066006900610062006c0065007300200070006f007500720020006c0061002000760069007300750061006c00690073006100740069006f006e0020006500740020006c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Utilizzare queste impostazioni per creare documenti Adobe PDF adatti per visualizzare e stampare documenti aziendali in modo affidabile. I documenti PDF creati possono essere aperti con Acrobat e Adobe Reader 5.0 e versioni successive.)
    /JPN <FEFF30d330b830cd30b9658766f8306e8868793a304a3088307353705237306b90693057305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92884c3044307e30593002>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waarmee zakelijke documenten betrouwbaar kunnen worden weergegeven en afgedrukt.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3006f006d002000650072002000650067006e0065007400200066006f00720020007000e5006c006900740065006c00690067002000760069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7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6006f0072007200650074006e0069006e0067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1006400650071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2000760069007300750061006c0069007a006100e700e3006f002000650020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3006f006e0066006900e1007600650069007300200064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65007200630069006100690073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c0020006a006f0074006b006100200073006f007000690076006100740020007900720069007400790073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5006e0020006c0075006f00740065007400740061007600610061006e0020006e00e400790074007400e4006d0069007300650065006e0020006a0061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61006d0069007300650065006e002e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73006f006d00200070006100730073006100720020006600f60072002000740069006c006c006600f60072006c00690074006c00690067002000760069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610076002000610066006600e40072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suitable for reliable viewing and printing of business document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e44c988b2c8c2a40020bb38c11cb97c0020c548c815c801c73cb85c0020bcf4ace00020c778c1c4d558b2940020b3700020ac00c7a50020c801d569d55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1200 12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