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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한 농업용수 재이용시스템 경제성 분석

Economic Analysis of Wastewater Reuse Systems for Agricultural Irr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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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ny studies have reported additional treatment is needed to use wastewater for agricultural purpose. Economic consideration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o establish infrastructure for agricultural reuse because of a large amount of water use in irrigation 
and relatively low water quality requiremen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economic analysis of wastewater reclamation 
and reuse systems for agriculture. A system dynamics approach considering complexity and dynamics in the wastewater reuse systems 
was used for the economic analysis, which are related with social, environmental, and economic problems. Sensitivity and benefit 
cost analysis for wastewater reuse systems was conducted through the established economic assessment model. The result of sensitivity 
analysis showed that water resources development and installation cost were the most sensitive for total benefits and costs, respectively. 
The scenario-based test of the organized economic assessment model shows marginal cost ranges and enables decision-makers to decide 
reasonable cost for the wastewater reuse systems for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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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신규 농업용수 개발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

라, 댐 개발과 관련한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운 것이 현실이

다. 하지만, 시설재배지 증가에 따른 용수의 계절적 수요 변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가뭄 (Kim et al., 2011)을 대비하기 위

해서는 대체수자원 개발이 시급하다. 지난 2012년 봄 가뭄 당시, 

충청남도는 천안하수처리장을 포함하여 11개 하수처리장에서 하

루 2만 9천 m3의 하수처리수를 572 ha의 농경지에 공급한 바 

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는 연중 일정한 수량을 보이며, 다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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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Park, 2007) 가뭄 시 비상용

수를 포함하여 주요한 농업용수 대체수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상황에서 Kim et 

al. (2009)에 따르면, 일처리용량 500 m3 이상의 전국 270여개 

하수처리장 중 132개소가 직간접적으로 농업용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은 농

업용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으며, 하수처리수를 농업

용수로 이용할 경우, 환경 및 보건위생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

향을 초래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Mara and Cairncross, 

1989; Peasey et al., 2000; Jang et al., 2010; Park, 2011). 

따라서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목적에 

맞는 재처리가 필요하다.

농업용수는 생활 및 공업용수에 비해 그 수요량이 많고, 상대

적으로 낮은 기대수질을 가짐 (Yang and Abbaspour, 2007)에 

따라,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

로 합리적인 재처리시스템이 필요하다. 기존의 하수재이용을 위

한 재처리시스템은 공업용수 등의 목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

러한 처리공정의 용수 단가는 농업용수로 적용하기에는 너무 비

싼 경우가 많다. Park (2011)은 제주 판포지구 하수재이용사업

에서 염도를 제거하기 위한 재처리시스템을 개발 및 적용하였으

며, 이 때 처리비용은 시설비를 포함하여 용수 1 m3당 160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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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재처리시스템의 경제

성이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 재이용을 위한 광범위한 실용화에 

있어서 제한요인이 되고 있다.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 재이용에 따른 인체위해성 (Asano et 

al., 1992; Ayres et al., 1992; Petterson, 2001; Forslund et 

al., 2010), 작물생육 및 수확량 (Pereira et al., 2011; Cirelli 

et al., 2012), 토양 및 수질에의 영향 (Stevens et al., 2003; 

Kang et al., 2007; Jang et al., 2012) 등을 포함한 생태 및 

환경영향뿐만 아니라 하수재이용을 위한 수처리시스템 (Liberti 

et al., 2000; Jimenez, 2005)과 재이용 수질기준 (Mara and 

Cairncross, 1989; Blumenthal et al., 2000; WHO, 2006) 및 

적지선정 (Vasiloglou et al., 2009) 등의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

되어 왔지만 경제적인 처리비용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다. Haruby (1997; 1998)는 이스라엘에서의 하수 처리수준과 

재이용 위치에 따른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 재이용에 대한 국가

차원의 경제성 분석을 실시한 바 있으며, Chu et al. (2004)와 

Yang and Abbaspour (2007)는 선형계획법을 이용하여 중국에

서의 하수재이용 잠재성을 평가한 바 있다. 이들 연구는 하수재

이용에 따른 비용과 편익에 관한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고, 기술

적, 경제적 제한조건 하에서 잠재 하수재이용량을 산출한 것으

로서 수처리시스템의 경제성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또한, 수

처리 및 재이용시스템의 실제 적용은 지역별 수자원 이용 및 농

업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농업용수 재이용시스템의 경제성 분석은 앞서 연구된 내용에

서와 같이 생태 및 환경영향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술적, 경제

적 측면과 관련한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현상을 파악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다음에 소개

될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하였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접근방

법은 사회 ․ 경제 ․ 환경적 (socioeconomic environmental) 시스템

의 비선형 거동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Khan 

et al., 2009). Nasiri et al. (2012)은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인

구, 경제성장, 그리고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시나리오에 따른 도

시에서의 하수재이용계획에 적용한 바 있으며, Ryu et al. (2012)

은 지속가능한 수자원계획과 관리를 위한 모델링 도구로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농업용수 수요의 80 % (MLTM, 2011)

를 차지하는 논용수량을 대상으로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한 

농업용수 재이용시스템 경제성 평가모형을 구축하였다. 구축한 

모형을 바탕으로 재처리시스템의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고, 관개면적과 처리수준에 따른 합리적인 재처리

시스템 비용을 산정하고자 한다.

II. 재료 및 방법

1. 시스템 다이내믹스

시스템 다이내믹스 (system dynamics)는 Forrester 등의 산

업공학자들에 의해 체계화된 시스템 분석기법으로 1961년에 소

개되었다 (Forrester, 1961). 이는 복잡한 현상을 동태적이고 순

환적인 인과관계의 시각 (dynamic feedback perspective)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거나, 이러한 이해에 기초한 컴퓨터 모델을 구축

하여 복잡한 인과관계로 구성된 현상이 어떻게 동태적으로 변해 

나가는지를 실험해 보는 방법론이자 프레임 (framework)이라고 

할 수 있다 (Jung and Joo, 2005). 따라서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일회적인 사건, 모형 변수의 정확한 측정과 변수의 추정값을 구

하기보다는 목표 변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동태적인 변

화를 보이는지에 관심을 둔다 (Meadows, 1980).

단선적 사고는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들을 나열하고, 그 

요인들에 대한 가중치를 정하는 사고방식으로 (Richmond, 1993) 

인과관계가 단일 방향으로만 흐르고, 서로 독립적인 독립변수들

이 종속변수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Kim et al., 1999). 

그러나 현실에서의 인과관계는 쌍방향으로 흐르면서 서로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동태성을 띠고 있다. 현대사회는 수행 기능의 

복합성과 그것을 구성하는 하위요소들의 상호 연관성 혹은 의존

성을 가지므로, 단선적 사고에서 최적해를 구하는 원리는 비현

실적인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Shin, 2011). 더군다나 이와 같은 

성격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피드백구조를 이해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시스템 내부에서 찾으

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Jung and Joo, 2005). 따라서 전체를 

이해하면서 부분의 역할을 강조하고, 부분간의 상호연관성 및 의

존성을 강조하는 사고 틀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Jung, 2012), 

이를 위해 시스템 다이내믹스 접근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피드백 구조와 함께 인과지도 (causal 

loop diagram)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방법이다 (Qi et 

al., 2009). 인과지도란 여러 개의 인과관계를 서로 연결시켜 놓

은 도식으로, 시스템 전체를 한눈에 조망하도록 허용하는 생각의 

지도이다. 인과지도를 이용하여 우리는 수많은 인과관계가 어떻

게 결합되어 시스템 전체를 형성하는지 이해할 수 있으며, 복잡

다기한 시스템의 거동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생성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Kim, 2004). 일반적으로 인과지도는 3가지 요소로 구

성된다 (Hall et al., 1994). 첫째, 화살표를 사용하여 변수와 변

수 간의 인과관계의 방향을 표시한다. 화살표의 기점이 영향을 

주는 변수이며, 화살표의 종점이 영향을 받는 변수이다. 둘째, 화

살표와 함께 (＋)와 (－)기호를 사용하여 인과관계 방향을 표시

한다. 화살표 방향표시 부분의 (＋)기호는 두 요소가 같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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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ausal loop diagram of critical system components 
for wastewater reuse systems

으로 변화하는 것을 뜻하고, (－)기호는 두 요소의 변화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여러 개의 인과관계들이 하나의 

폐쇄된 환류를 형성할 때, 이를 피드백 루프 (feedback loop)

라고 한다 (Weick, 1979). (＋)기호들과 짝수의 (－)기호들로 

구성된 피드백 루프를 양의 피드백 (positive feedback) 루프, 

또는 강화 피드백 (reinforcing feedback) 루프라고 한다. 이처

럼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피드백 루프와 반대로 시스템을 일정한 

목표치로 이동시키는 안정적인 작용을 일으키는 피드백이 음의 

피드백 (negative feedback) 루프이다. 음의 피드백 루프는 홀

수 개의 (－)기호를 가지며, 목표지향형 피드백 (goal seeking 

feedback) 또는 안정화 피드백 (balancing feedback) 루프라

고도 한다 (Jung, 2012). Fig.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하수재

이용 시스템의 피드백 구조이다. 하수재이용 시스템은 재이용량 

(water reuse quantity), 하수재이용시스템 비용 (wastewater 

reuse cost), 관개면적 (Irrigated area)이라는 세가지 주요 요

인으로 구성된다. 이 시스템은 재이용량 → 재이용시스템 비용 

→ 재이용량으로 이어지는 음의 피드백 루프와 재이용량 → 관

개면적 → 재이용량으로 이어지는 양의 피드백 루프로 구성된다.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한 모델링 과정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가 되는 시스템의 경계를 확정하는 과정

인 문제의 인식에서 시작한다. 문제를 인식한 후에는 문제를 야

기시키는 여러 원인들이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가를 피드백 

시각에서 고찰하고 인과지도를 작성하는 개념화단계를 거치게 

된다. 개념화를 바탕으로 컴퓨터 모형을 구축하고, 모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형의 행태를 분석한다. 작성된 모형에서 보

여지는 주요 변수들의 행태를 중심으로 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하

며 (Barlas, 2002), 모형의 타당성이 입증되면 적절한 시나리오

를 통해서 시스템의 가상적 거동을 모의함으로써 목표 변수가 

시스템의 조건에 따라 어떤 동태적 변화를 보이지를 확인 할 수 

있다. Fig. 2는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한 모델링 과정의 흐름

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Vensim 

PLE (Eberlein, 2007)를 이용하였다. Vensim은 VENTANA사

에서 개발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서 시

Fig. 2 Flowchart of system dynamics modeling

스템 다이내믹스의 그래픽 기능이 강화된 소프트웨어이다. 이러

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응용하여 복잡한 사회현상이 어떻게 

거동하는지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기술로서 가상현실에서 실제 

현상과 같은 실험을 행함으로써 과학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Lee et al., 2007).

2.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나리오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재이용하기 위한 재이용시스템의 비

용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재처리용량과 수처리시스템의 처리수

준이다. 재이용시스템의 처리용량은 관개면적에 따른 필요수량

에 의해 결정되며, 재이용시스템이 적용되는 지역에 따라 하수처

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관개면적과 처리수준, 두 

가지 요인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구축하였다.

가. 관개면적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재처리시스템의 처리용량은 관개논에서의 

재이용량과 같다. 재이용량은 재처리수를 관개하는 관개면적에 

의해서 계산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수혜면적 10 ha, 20 ha, 

30 ha, 40 ha, 그리고 50 ha를 기준으로 재처리용량을 산정하여 

Table 1과 같이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Table 1 Scenarios of wastewater reuse systems for Irrigated 
area

Scenario
Irrigated area 

(ha)

Reuse quantity

(102 m3/year)

Treatment capacity 

(m3/day)

I1 10 727 1,728

I2 20 1,454 3,456

I3 30 2,181 5,184

I4 40 2,908 6,912

I5 50 3,635 8,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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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ausal loop diagram for the wastewater reuse systems

Table 2 Scenarios of wastewater reuse systems for water 
treatment level

Scenario Zone
BOD

(mg/L)

T-P

(mg/L)

T1 Ⅰ  ≤5 ≤0.2

T2 Ⅱ  ≤5 ≤0.3

T3 Ⅲ ≤10 ≤0.5

T4 Ⅳ ≤10 ≤2.0

시나리오에 따른 재이용량은 연평균 관개량을 727 mm (Im et 

al., 2000)로 가정하여 결정하였으며, 시스템의 처리용량은 단위

용수량을 0.002 m3/sec ․ ha로 가정하여 결정하였다.

나. 처리수준

재이용량과 함께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수질은 재이용시스템의 

비용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를 위해 구축한 시나리오에

서의 처리수준은 Table 2에서와 같이 1일 하수처리용량 500 m3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말한다. 하수처

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중 수질오염총량 관리 대상물질인 BOD

와 T-P 항목을 재이용시스템의 경제성 평가에 사용하였는데, 이

는 BOD 항목은 처리수준에 따라 농업용수 수질기준 및 재이용 

수질기준 8 mg/L를 만족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처리비용을 발생

시키며, T-P 항목의 경우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재이용함으

로써 수체로의 T-P부하량을 줄여주는 편익을 발생시키기 때문

이다. 또한,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수질은 방류수 수질기준과 같

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3.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이란 임의의 입력변수의 변화에 따른 결과의 변

화량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민감도 지수 

(sensitivity index, SI)를 사용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민감도 지수를 이용한 민감도 분석방법은 예측모형의 입력변수

들을 동일한 비율로 변화를 주어 민감도 지수를 산정하고, 이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입력변수의 결과치에의 영향정도를 평가하고

자 할때 사용한다 (Hoffman and Gardner, 1983). 

구축한 경제성 평가 모형의 입력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은 각 

입력변수를 일정 비율 (±50 %)로 변화시켜 모의된 결과치를 바

탕으로 다음 식 (1)을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Hong, 1993).



  (1)

여기서, D＋50 %와 D－50 %, 그리고 Dsted는 각각 입력변수의 기준

치에 대한 50 % 증감에 따른 결과치와 입력변수의 기준치에 따

른 결과치를 의미한다.

III. 결과 및 고찰

1.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

가. 인과지도

인과지도 모델링은 시스템의 동태적 변화의 원인이 되는 피드

백 루프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으며, 모형의 전체적인 인과순환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Jung and Joo, 2005)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통한 문제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

이다.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 재이용을 위한 경제적인 수처리시

스템의 비용을 산정하고, 재이용 시스템 전반의 동태성을 분석하

고자 Fig. 3과 같이 인과지도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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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tock-flow diagram for the wastewater reuse systems

본 연구에서 구축한 인과지도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크게 

재이용시스템의 비용과 재이용량으로 구성되는 음의 피드백 루

프와 관개면적과 재이용량으로 구성되는 양의 피드백 루프가 두 

축을 이룬다. 재이용시스템 비용은 설치 (Installation) 및 유지관

리 (Operation, Repair and Maintenance), 그리고 수처리 (Water 

Treatment) 비용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은 재이용량이 많아

질수록 증가하며, 재이용시스템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순환적 피

드백 구조를 가지는 동태적 상호작용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관개면적은 농가편익 (Farm Benefits) 및 사회적 편익 (Social 

Benefits)과 각각 양의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며, 농가편익과 사

회적 편익이 증가할수록 관개면적이 늘어나고, 이는 재이용량

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관개면적의 증가는 수확량증가 

(Increasing Crop Yields)와 시비량저감효과 (Reducing Fertilizer 

Use)를 통해 농가편익에 기여함과 동시에, 수자원확보 (Acquiring 

Water Resources)와 수질개선효과 (Water Quality Improvement)

를 통해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키며 이들은 모두 관개면적을 증가

시키는 양의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게 된다 (Park, 2007; 2011).

이렇게 작성된 인과지도는 수처리시스템의 합리적인 비용산정

을 가능하게 하며, 시스템 구성요소의 변화에 따른 재이용시스템 

비용에의 영향을 동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프레임을 제공한다.

나. 저량-유량 지도

인과지도는 저량 (stock)과 유량 (flow)의 변수를 가지는 저량

-유량 지도 (stock-flow diagram)로 나타낼 수 있다. 피드백 체

계의 관점에서 문제를 인식하는 사고방식은 컴퓨터의 도움을 받

을 때 더욱 정확하게 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인간의 두뇌능력으

로는 한두 가지의 피드백 인과관계를 이해하거나 시스템의 전개

양상을 추론할 수 있지만, 3가지 이상의 피드백 인과관계가 형성

되어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 동태적 변화를 추론하기란 거

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작성된 인과지도를 컴퓨터 상에서 모의할 

수 있도록 구체화된 시뮬레이션 모형으로 전환시켜야 하는데 이

를 저량-유량 지도라고 부른다 (Jung, 2012). 저량변수는 시스

템 안에서 축적되는 변수로 특정 시점에서 시스템의 상태를 나

타내며, 유량변수는 시스템 안을 흘러 다니는 변수로 시스템의 

활동을 반영한다 (Vlachos et al., 2007). 본 시스템에서는 순이

익 (Net Benefit), 농가편익, 사회적 편익, 수처리비용, 그리고 유

지관리비용 등이 저량변수이며, 수자원확보효과, 증수효과, 시비

량저감효과, 하천수질개선효과 등이 유량변수가 된다. 또한, 저량

과 유량변수 외에도 저량과 유량의 활동이나 상태에 대한 지표

로서 저량과 유량의 계산을 쉽게하기 위한 보조변수 (auxiliary 

variable)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개발비용단가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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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Development Cost), 연평균 수확량 (Average Rice 

Yields), 수매가격 (Purchasing Price), 비료가격 (Fertilizer 

Price), 증수율 (Increasing Rate), 관개수 회기율 (Return Flow 

Rate) 등이 사용되었다. 다음 Fig. 4는 Vensim을 이용하여 재

이용시스템의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모형화한 저량-유량 지도

이다.

2. 농업용수 재이용시스템 경제성 평가모형

가. 기본가정

농업용수 재이용시스템 경제성 평가모형을 구축하기위해 경제

성 분석의 기초 요소인 할인율, 내용연수, 그리고 유지관리비용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수자원사업에 대한 경제성분

석은 분석기간 동안 편익과 비용을 산정하여 합산하여야 하나 

각기 다른 기간마다 다른 크기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명목

가치 그대로 비교하기 어려우므로 이것을 모두 현재가치로 바꾸

어 주어야 한다 (Kim et al., 2007). 따라서 돈의 시간적 가치를 

반영하여 미래가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 (interest rate)

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 ․ 보완 연구’ (KDI, 

2008)의 5.5 %를 적용하였다. 하수처리장의 건설 및 유지관리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기

간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경제성 분석에서는 시설물의 

경제적 측면이 중요하므로 투자시설물의 내용연수 (lifetime)를 

기준으로 사업분석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하수처리장의 내용연

수는 하수처리장의 운영 및 기술의 한계로 일반적으로 20년으로 

산정한다 (Cho, 2012). 또한, 하수처리장의 유지관리비는 내용연

수 동안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슬러

지처리비, 개보수비 등과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개보수비에 따

른 비용 등으로 구성되며, 농업용수재이용 시스템과 같은 공사기

간이 짧은 공사계획의 경우에는 완공 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나. 모형변수

Vensim을 이용하여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통한 농업용수 재

이용시스템 경제성 평가모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 변수들과 

모형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인 수식과 값을 사용하여 수식

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농업용수 재이용시스템 경제

성 평가모형의 기본 모형은 다음 그림과 같다.

Fig. 5 Basic structure of benefit cost model for the waste-
water reuse system

이 기본 모형에 대한 수식을 나타내면 다음 식 (2)와 같다. 즉, 

시간에 따른 순편익의 변화는 총편익과 총비용의 차이로 표현할 

수 있다.




  (2)

여기서, N은 순편익 (Net Benefit), B는 총편익 (Total Benefits), 

C는 총비용 (Total Costs), 그리고 t는 시간을 의미한다. 차분형

식의 위 식은 다음의 적분형태로 Vensim에 적용할 수 있으며, 

N0는 순편익의 초기값을 나타낸다.

 




 (3)

총편익은 농가편익 (Farm benefits)과 사회적 편익 (Social 

benefits)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재이용하게 되면 농가는 증수효과 (Increasing Crop Yields)와 

시비량저감효과 (Reducing Fertilizer Use)를 얻을 수 있다. 증

수효과는 하수에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는 영양물질에 기인한 바

가 크기 때문에 시비량저감효과와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농가편익 산정 시, 수확량증가에 따른 편익과 시비량저감에 따른 

편익 중 더 큰 값만을 농가편익으로 산정하였다. 사회적 편익은 

수질개선효과 (Water Quality Improvement)와 수자원확보효과 

(Acquiring Water Resources)로 구성하였다. 수질개선효과는 

논에서의 수질개선효과를 정량화한 것으로, 하수처리수를 농업

용수로 재이용함에 따라 논 포장에서 하수가 다시 처리되어 하

천으로의 오염부하가 줄어드는 것을 수익화한 것이다.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위해 환경부에서 제시한 총인에 대한 단위처리비용

을 기준으로 논에서의 총인삭감량을 편익으로 산정하였다. 수자

원확보효과의 경우, 수자원을 개발하거나 활용함에 있어 그 기능

을 다른 기술적 방식으로 대체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대상 수자

원의 가치로 평가하는 대체비용법 (replacement cost approach) 

(Yeo et al., 2009)을 이용하여 하수재이용시 확보할 수 있는 

수자원량을 편익으로 산정하였다. 이를 위해 다목적댐 용수개발

단가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고, 1 m3당 300원의 용수단가

를 적용하였다.

총비용은 유지관리비용과 설치비용, 그리고 추가적인 수처리

비용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Choe and Kim (2003)과 Cho 

(2012)는 하수통계연보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시설처리용량과 설

치비용 및 유지관리비용과의 관계를 수식화한 바있다. 하지만, 

농업용수 재이용시스템의 경우, 기존의 하수처리장에 추가적인 

시설을 설치하거나 소규모의 단순한 수처리시스템을 가진 독립



Table 3 Descriptions of Model Variables and modeling logic

Variables Description Modeling Logic Unit Reference

Stock
variables

Net Benefit
Net benefit by using wastewater reuse system 
(WRS)

[Total Benefits]-[Total Costs] won

Farm Benefits
Total benefits from private sector by using 
WRS

MAX([Increasing Crop Yields], [Reducing Fertilizer 
Use])

won Park (2011)

Social Benefits Total benefits from public sector by using WRS
[Acquiring Water Resources]＋[Water Quality 
Improvement]

won Park (2011)

Water Treatment 
Cost

Additional costs of effluents treatment to satisfy 
agricultural water quality standard for BOD

[BOD Treatment Cost]×[Water Treatment Level]
×[Water Reuse Quantity]

won ME (2012)

Operation, Repair 
and Maintenance 

Cost
Costs of operation and maintenance for WRS

[Unit Operation, Repair and Maintenance Cost]×
[Water Reuse Quantity]

won
ME (2012)
Park (2011)

Flow
variables

Increasing Crop 
Yields

Benefits from increased crop yields by using 
WRS

[Purchasing Price]×[Average Rice Yields]×
[Increasing Rate]×[Irrigated Area]

won/year Park (2011)

Reducing Fertilizer 
Use

Benefits from decreased use of fertilizer by 
using WRS

[Fertilizer Price]×[Average Amount of Fertilizer 
Used]×[Reducing Rate]×[Irrigated Area]

won/year Park (2011)

Water Quality 
Improvement

Benefits from improved water quality by using 
WRS

[Purification Rate of Paddy Fields]×[T-P Treatment 
Cost]×[Return Flow Rate]×[Irrigated Area]×[Average 
Irrigated Amount]×[Water Treatment Level]

won/year
Park (2011)

MLTM (2011)
ME (2012)

Acquiring Water 
Resources

Benefits from acquired water resources by 
using WRS

[Water Resources Development Cost]×[Average 
Irrigated Amount]×[Irrigated Area]

won/year Park (2011)

Auxiliary
variables

Irrigated Area Area Irrigated with reclaimed wastewater Scenarios ha

Water Treatment 
Level

Water treatment level according to the effluents 
water quality standards

Scenarios Dimensionless

Water Reuse 
Quantity

Wastewater reuse quantity for agriculture [Irrigated Area]×[Average Irrigated Amount] ton

Purchasing Price Government purchase price of rice 1,300 won/kg KOSIS (2012)

Average Rice Yields Paddy rice yields 6,500 kg/ha KOSIS (2012)

Increasing Rate Increasing effect of paddy rice yields 0.18 Dimensionless Park (2011)

Fertilizer Price Fertilizer price 750 won/kg

Average Amount of 
Fertilizer Used

Average amount of fertilizer used in paddy 
fields

110 kg/ha Jang (2009)

Reducing Rate
Fertilizer reduction effect in paddy field of 
reclaimed wastewater irrigation

0.5 Dimensionless
Jeong et al. 

(2011)

Purification Rate of 
Paddy Fields

Purification rate of paddy fields for Irrigated 
water

0.7 Dimensionless Park (2011)

T-P Treatment 
Cost

Wastewater treatment cost to satisfy agricultural 
water quality standard for T-P

41,161 won/ton ME (2012)

Return Flow Rate
The rate of return flow from paddy fields to 
water stream

0.35 Dimensionless MLTM (2011)

Average Irrigation 
Amount

Average irrigation amount in paddy fields 7,270 ton/ha․ year
Im et al. 
(2000)

Water Resources 
Development Cost

Water resources development cost according 
to the replacement cost approach

300 won/ton

BOD Treatment 
Cost

Wastewater treatment cost to satisfy agricultural 
water quality standard for BOD

3,952 won/ton ME (2012)

Unit Operation, 
Repair and 

Maintenance Cost

Unit cost of operation and maintenance for the 
WRS

80 won/ton

Interest Rate Interest rate during lifetime of the WRS 0.055 Dimensionless KDI (2008)

Unit Conversion 
Factor-year

Unit conversion factor to adjust unit of the 
WRS 

1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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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처리장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에 의한 하수

처리장 설치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실제로 농업용수 재이용시스템이 설치된 제주 판포와 월정

하수처리장의 경우 기존의 하수처리장보다 저렴한 수준의 설치

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 2011).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농업용수 재이용시스템이 설치된 하수

처리장이 매우 적기 때문에 총편익을 먼저 산정하여 이에 따른 

한계비용 (marginal cost)을 도출하였다. 또한, 추가적인 수처리

비용은 처리수준에 따라 농업용수 수질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

우, BOD에 대해 추가적으로 수처리를 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BOD 

1 kg당 3,952 원의 처리비용을 고려하였다 (ME, 2012). 본 연

구를 위해 구축한 경제성 평가모형에 사용한 모형변수에 대한 

설명은 Table 3과 같다.

다. 모형검정

모형을 적용하기에 앞서 구축된 모형의 적용성을 평가해야 한

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의 경우 구축된 모형을 변수조작을 

통해서 실측자료와 비교를 통해 모형을 검정하거나 실측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목표변수의 변화양상을 통해 모형을 검정할 수 

있다 (Stave, 2003). 본 연구에서는 실측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입력변수의 변화에 따른 순편익의 예상 거동을 통해서 

모형의 적용성을 검정할 수 있다. 다음 Fig. 6은 시간에 따른 순

편익의 변화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초기 설치비용으로 인해 초기

에는 음의 순편익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농가편익과 

사회적 편익의 영향으로 순편익이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 목표변수의 일반적 거

동 중 하나로 (Ford, 2009), 할인율을 고려하여 구축한 모형의 

목표변수가 기대하는 변화양상을 잘 나타냄을 의미한다.

라. 민감도 분석

재처리시스템의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

Fig. 6 Result of model simulation for Net Benefit

고자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가지는 입력변수인, 수매가격, 수확

량, T-P 처리비용, 수자원개발비용단가, BOD 처리비용, 유지관

리비용, 그리고 설치비용 등에 대하여 식 (1)을 사용하여 민감도 

지수를 산정하였다. 수매가격과 평균조곡생산량 입력변수의 기준

치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년간 (1991 

～2010)의 평균값인 1300 원/kg, 6500 kg/ha를 각각 기준 수

매가격과 기준 평균조곡생산량으로 사용하였다. 수자원개발비용

단가는 최근에 건설된 댐의 개발비용 300 원/ton을 기준단가로 

사용하였으며, T-P와 BOD의 기준 처리단가는 2011년도 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분석결과에서 제시하는 처리비용인 

41,161 원/ton, 3,952 원/ton을 각각 사용하였다. 유지관리비용

은 판포하수처리장에 설치된 재이용시스템의 유지관리비용인 80 

원/ton을 기준 유지관리비용단가로 사용하였으며 설치비용은 최

대설치비용이 순편익을 0으로 만드는 값을 사용함으로써 간접적

으로 시스템 전체의 순편익에 대한 민감도를 고려할 수 있게 하

였다. 민감도 분석 시, 편익부분은 총편익에 대하여, 비용부분은 

총비용에 대하여 각각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I4와 T5 시나리오

를 기준으로 한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민감도 분석결과,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재이용함에 있어서 

재이용 시스템의 총편익에는 수자원개발비용단가가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며, 반면 T-P 처리비용은 다른 변수에 비해 상대적으

로 작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비용에 대해서는 재

이용시스템 설치비용이 BOD 처리비용 및 유지관리비용에 비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 시나리오 적용 결과

할인율 5.5 %와 내용연수 20년을 고려하여 시나리오에 따른 

농가편익과 사회적 편익 등을 산정한 결과 및 이에 따른 한계비

용은 다음 Table 5와 같다.

농가편익의 경우 증수효과가 항상 시비량저감효과보다 크며 

관계면적에 따라 일정한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Table 4 Results of sensitivity analysis based on the sce-
nario I4 and T5

Parameters Unit standard value sensitivity index

Benefit

Purchasing Price won/kg 1,300 0.400

Average Rice Yields kg/ha 6,500 0.300

T-P Treatment Cost won/ton 41,161 0.027

Water Resources 

Development Cost
won/ton 300 0.573

Cost

BOD Treatment Cost won/ton 3,952 0.015

Operation Repair and 

Maintenance Costs
won/ton 80 0.153

Installation Costs 106 won 1,99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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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ssessment results of the marginal cost for wastewater reuse system (106 won)

Scenarios
Farm Benefits Social Benefits

Marginal Cost
Increasing Crop Yields Reducing Fertilizer Use Total Water Quality Improvement Acquiring Water Resources Total

T1 and I1 192  5 192  1 275 276 468

T1 and I2 384 10 384  3 550 553 937

T1 and I3 576 16 576  4 825 829 1,405

T1 and I4 768 21 768  5 1,100 1,105 1,873

T1 and I5 960 26 960  6 1,375 1,381 2,341

T2 and I1 192  5 192  2 275 277 469

T2 and 2 384 10 384  4 550 554 938

T2 and I3 576 16 576  6 825 831 1,407

T2 and I4 768 21 768  8 1,100 1,108 1,876

T2 and I5 960 26 960 10 1,375 1,385 2,345

T3 and I1 192  5 192  3 275 278 470

T3 and I2 384 10 384  6 550 556 940

T3 and I3 576 16 576 10 825 835 1,411

T3 and I4 768 21 768 13 1,100 1,113 1,881

T3 and I5 960 26 960 16 1,375 1,391 2,351

T4 and I1 192  5 192 13 275 288 480

T4 and I2 384 10 384 26 550 576 960

T4 and I3 576 16 576 39 825 864 1,440

T4 and I4 768 21 768 52 1,100 1,152 1,920

T4 and I5 960 26 960 65 1,375 1,440 2,400

Table 6 Maximum expected installation cost of wastewater 
reuse systems (106 won)

Scenario
Maximum expected 

installation cost (A)

Installation cost (B)

(Cho, 2012)
Ratio of A to B

I1 399 4,953 0.09

I2 799 7,404 0.11

I3 1,198 9,790 0.12

I4 1,597 11,936 0.13

I5 1,996 13,920 0.14

편익에서는 수자원확보효과가 수질개선효과보다 큰 효과를 나타

냈으며, 총편익에서는 농가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큰 비중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편익에 따른 한계비용은 처리

수준보다 관개면적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며, 관개면적이 커질수

록 한계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감도 분석결과 재이용시스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설

치비용에 대해 관개면적 시나리오별 최대설치비용을 산정하면 

Table 6과 같다. 설치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민감도 분

석의 기준치를 사용하였다.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 재이용시스템의 최대 설치비용은 시나

리오에 따라 약 4 억원에서 20억원의 범위를 나타내며, 수혜면

적이 10 ha 증가할수록 4억원 정도의 추가적인 설치비용이 발생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Cho (2012)에 의해서 산출된 바 있는 

처리용량과 설치비용의 관계식으로부터 산정되는 일반 공공하수

처리장의 설치비용과 비교해 보면, 농업용수 재이용시스템의 설

치비용이 일반 공공하수처리장 설치비용의 10분의 1수준인 것으

로 나타났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논용수량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과 관련한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는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 

재이용시스템의 경제성을 분석하기위해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

법을 이용하였다. 농업용수 재이용시스템의 경제성을 분석하고

자 관개면적과 처리수준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Vensim을 이용하여 경제성 평가모형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하여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 재

이용시스템을 평가하기위한 인과지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

로 Vensim을 이용하여 저량-유량 지도를 작성하였다.

2.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을 통해 모형변수를 정의하고, 

모형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수식화함으로써 농업용수 재이용시

스템 경제성 평가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경제성 평가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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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도를 분석하기위하여 민감도 지수를 산정하여 민감도를 분

석하였다. 분석결과, 총편익에 대해서는 수자원개발비용단가가, 

총비용에 대해서는 설치비용이 가장 큰 민감도를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3. 구축한 모형을 바탕으로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농가편익과 사회적 편익을 산정하였고, 그에 따

른 한계비용을 도출하였다. 농가편익의 경우 증수효과가 시비량

저감효과보다 크며 관계면적에 따라 일정한 값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사회적 편익에서는 수자원확보효과가 수질개선효

과보다 큰 효과를 나타냈으며, 총편익에서는 농가편익보다 사회

적 편익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편익에 

따른 한계비용은 처리수준보다 관개면적에 더 큰 영향을 받으

며, 관개면적이 커질수록 한계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구축한 농업용수 재이용시스템 경제성 평가

모형은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재이용함에 있어, 재처리시스

템의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고 재처리시

스템의 합리적인 비용을 제안함으로써 경제적인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 재이용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 간접재이용시스템 개발과 적용” 과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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