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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하수처리 수질초과 방지 PROCESS

◎ 기준치 설정

구분 COD SS T-N T-P

수질기준 40 10 20 0.5

총량기준 - - - 0.3

보증수질 20 5 20 0.3

자체기준 20 5 18 0.2

경보기준 17 7 19 0.25

◎ 단계별 조치 사항

구    분 내    용 비    고

자체기준 초과

1) 비상연락망 가동(근무자 → 공정담당자) 

2) 유입, 방류수, 탈리여액 및 분뇨 연계수 육안 확인

(고농도 유입시 채수 및 영상촬영)

3) 송풍기/총인/종침 등 중요 설비류 점검  

4) 총인처리시설 약품 투입 상태 현장 확인

5) 키트 및 수분석 실시(상황 해제시 까지 필요 분석 

수행)

6) 반응조 공정인자 변경(수질상승에 따른 대응 → 

유입유량, DO, 총인 약품량, 내부반송 유량 등)

▷ SS 경우

① 계면상태 현장 확인(평상시 일3회 이상 측정)

② 계면월류 또는 월류가능시 계면조절 및 외부 반송

량 증가

– 반송량은 월류 또는 월류가능지 계열 3% 이하로 

증가. 기타 공정담당자와 협의

③ 슬러지 인발량 증가

- 인발량은 생슬러지 유량 감소 가능분까지 잉여슬

러지 유량 증가시킴. 기타 공정담당자와 협의 

④ 생물반응조 PAC 주입량 증가

- 1,2단계 토크 1바퀴 이상 증가.



구    분 내    용 비    고

자체기준 초과

▷ T-N 경우

① 키트 수분석 실시(1,2단계 및 방류측정)

② 분석결과에 따라 분배조 유입유량 조절

   - 수질결과값이 높은 단계 유량 감소시킴

③ 유입유량 감소

   - 관로수위가 5.6M이하인 경우 유입수문 지속적

으로 조절

▷ T-P 경우

① 키트 수분석 실시(1,2단계 및 방류측정)

② 분석결과에 따라 총인처리시설 PAC 주입량 증가

③ 주입량 증가후 1시간후 지속적으로 높을시

총인 및 반응조 PAC주입량 증가시킴

▷ COD 경우 

① COD는 동작불량 상태 확인

기타 공정담당자 지시에 따름.

7) 기타 수질 개선사항 검토 및 변경

경보기준 초과

1) 비상연락망 가동(환경 선임 → 운영팀장) 

  - 운영팀장은 필요시 정비팀장에게 연락

2) 수질초과 원인 파악 및 대책 강구

3) 공정별 분석에 따른 상황판단 → 비상 긴급 대처

(안) 강구(무방류 또는 유입부하 감소, 약품추가투입 

등)

4) 공정별 분석과 체류시간등을 통해 수질초과 지속 

또는 감소 예측

▷ SS 경우

① 지속적으로 계면상태 확인 및 조절

② 외부 반송량 증가

– 반송량은 월류 또는 월류가능지 계열 3% 이하로 

추가 증가. 

③ 슬러지 인발량 증가

- 인발량은 생슬러지 유량 감소 가능분까지 잉여슬

러지 유량 추가 증가시킴.

④ 유입유량 감소

- 관로수위가 5.6M이하인 경우 유입수문 지속적으

로 조절  



구    분 내    용 비    고

경보기준 초과

▷ T-N 경우(자체기준 초과와 동일)

① 키트 수분석 실시(1,2단계 및 방류측정)

② 분석결과에 따라 분배조 유입유량 조절

   - 수질결과값이 높은 단계 유량 감소시킴

③ 유입유량 감소

   - 관로수위가 5.6M이하인 경우 유입수문 지속적

으로 조절

▷ T-P 경우(자체기준 초과와 동일)

① 키트 수분석 실시(1,2단계 및 방류측정)

② 분석결과에 따라 총인처리시설 PAC 주입량 증가

③ 주입량 증가후 1시간후 지속적으로 높을시

총인 및 반응조 PAC주입량 증가시킴

▷ COD 경우(자체기준 초과와 동일) 

① COD는 동작불량 상태 확인

기타 공정담당자 지시에 따름.

※ 경보기준 3회 초과시 실험실 근무자 비상소집

TMS 1회 초과

1) 비상연락망 가동(운영팀장→사업소장)

2) 종합분석 : 시설 이상유무, TMS계측기 이상유무 

확인후 

3) TMS 1회 초과 시 자동채수기 가동 판단

- 수질 미초과로 판단시 자동채수기 가동. 

TMS 3회 초과

1) 비상연락망 가동(사업소장→본사)

2) 내부/외부요인/기기오류/분석오차등 판단하여 본

사 보고

3)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방안 마련

4) 상황정리후 발주처(주무관청 보고)



Process Check List

담당 팀장 소장

일  자 :                                          근무자 :              

구분 점검항목
실시

여부
이행내용

자체기준 

초과

· 비상연락망 가동

· 유입,방류,탈리여액,연계수 육안 확인

- 채수 및 사진,동영상 촬영 여부

· 송풍기,탈수기,총인설비,종침등 주요설비 확인

· 총인처리시설 약품투입상태 현장 확인

· 종침계면 현장 확인 및 조절

· 키트 또는 수분석 실시

- 상황해제시까지 필요항목 반복 분석

· 반응조 공정인자 변경여부

- 반송량,유입량,송풍량,약품투입량등

경보기준 

초과

· 비상연락망 가동

· 공정담당자 처리효율 개선 방안 강구

· 자체기준 초과후 수질분석 및 공정인자 변경

여부 

TMS 

1회초과

· 비상연락망 가동

· 운영팀장 처리효율 개선 방안 강구

· 시설이상 유무, TMS 측정기 이상유무 확인

· 자체기준 초과후 수질분석 및 공정인자 변경

여부 

· TMS 자동채수기 가동여부

TMS 

3회초과

· 비상연락망 가동

·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방안 마련

· 내부/외부요인/기기오류/분석오차등 판단

기타 특이사항 및 조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