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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계처리란 분뇨, 가축분뇨, 침출수, 기타 산업폐수 등 고농도의 폐수들을 인근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여 해당 사업체의 부담
을 덜어주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2018년 하수도 통계 기준국내 하수처리장의 약 4.5%인 187개소의 하수처리장에서 연계처리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비용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내 지자체에서 하수처리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진은 현재 연계처리수를 부과하는 산정방식에서 문제가 되는 점을 해결하고자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연계처리제도가 하수처리단가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성을 분석하였고, 이 중 상관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주요 인자를 개선안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기존 산정방식에 세 가지 부분을 개선한 개선안을 제시하였고, 산정방법과 기존 문헌값을 통한 산정사례
를 함께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연계처리를 시행하는 지자체에서 참고하고, 하수도조례 등을 개정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연계처리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 연계처리, 하수처리장, 상관성 분석, 요금 개선

Abstract

Linked treatment refers to a system that relieves the burden of the business by linking high concentrations of wastewater 
such as human waste, manure, leachate, and other industrial wastewater to nearby municipal wastewater treatment 
plants(MWTPs). In 2018, 187 MWTPs, which are about 4.5% of the total domestic MWTPs, have implemented a linked 
treatment system, but local governments are having difficulties in operating sewage treatment due to lack of reasonable 
cost estimation standards. Therefore, we proposed an improvement plan to solve the problem in the calculation method 
that currently imposes linked wastewater. To this end, the effects and correlations of the linkage treatment system on 
the sewage treatment unit were analyzed, and among them, the main factors with the highest correlation were applied 
to the improvement plan. As a result, an improvement plan that improved three parts of the existing calculation method 
was presented, and the calculation method and the calculation case using the existing literature values   were also presented. 
This can be used as a basis for future reference by local governments to implement linkage treatment, and to revise 
local sewerage ordinance and is believed to be helpful in operating a rational linkage system.

Key words : Linked treatment, MWTP, correlation analysis, cost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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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환경부에서 발간한 2018년 하수도통계에 따르면 국내 하

수처리장 총개소 수는 4,111개소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 중

에서 약 4.5% 수준인 187개소에서 연계처리 제도를 시행

하고 있다. 연계처리란 분뇨, 가축분뇨, 음페수, 침출수, 산

업폐수인 고농도 폐수들(이하 연계처리수)을 인근 하수처

리장으로 연계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본래 연계처

리 시스템은 국내 하수처리장의 낮은 C/N비를 개선시키고

(Choi et al., 2012), 2012년 런던협약에 의해 해양투기가 

금지된 이후 처치곤란한 고농도의 음폐수 등을 처리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계처리수는 공공하수도 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의하면 분뇨, 가축분뇨, 음폐수, 침출수 등을 연

계처리하는 경우 총질소 및 총인의 오염부하량이 설계유입

오염부하량의 10%이내까지 전처리한 후 연계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10%를 초과해서 들어오거

나, 다양한 연계처리수가 혼합되어 들어오거나, 투입되는 

시간이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

으로 투입되는 경우도 있어 국내 지자체에서 하수처리 운

영에 난항을 겪고 있다(Hong et al., 2006).

또한, 연계처리수는 유입하수와 병합되어 들어올 뿐만 아

니라, 침사지, 1차침전지, 혐기소화조 등 하수처리장 마다 

유입구가 다양하여 연계처리 유입부하량을 실시간으로 파

악하기가 매우 힘들며, 지자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오

염물질이기 때문에 지침상의 기준을 조금 초과하더라도 막

을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연계처리수의 특성상 유량은 

작지만 농도가 매우 높고(Kim et al., 2019), 산업폐수의 경

우는 중금속이나 독성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미생

물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된다(Im and Gil, 2018). 이에따

라 국내에서 음폐수(Park et al., 2016)와 슬러지탄화공정

수(Han et al., 2019)가 하수처리장에 연계되었을 때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진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지자체나 위탁업체 입장에서는 

연계처리 비용이라도 합리적으로 받아서 하수처리장 운영

이 원활하게 되도록 해야하지만, 비용산정기준이 적합하지 

않게 되어있어 이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국내 연계처리 비용 산정기준은 연계처리수 종류에 

따라 크게 산업폐수와 비산업폐수(음폐수, 침출수, 분뇨, 가

축분뇨)로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다. 산업폐수의 경우 ｢물환

경보전법｣ 별표 13(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기준

으로 배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준 초과유무에 상관없이 

발생량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지불하도록 되어있다. 반면, 

비산업폐수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계유입오염부하

량의 10%를 배출허용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해당 부하량

에 상응하는 농도를 초과할 경우에만 요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이때의 부과 기준은 각 지자체의 하수도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식을 적용하게 되어있

다. 수질하수도 사용료는 수질초과농도에 시간당 폐수 배출

량과 조업시간, Kg 단가(유기물 및 부유물 250원, 총 질소 

및 총 인 500원)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별로 

계산하는 산식의 적용원리는 모두 동일하나 Kg부하에 단가

를 적용하는 오염물질 항목은 지자체별로 다르다. 예를 들

어 서울과 부산은 유기물, 부유물, 총질소, 총인을 모두 계

산식에 넣게 되어 있는 반면, 광주나 울산은 유기물과 부유

물질만 계산식에 넣도록 하고 있으며, 세종시와 제주시는 

항목기준이 없어 연계처리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다. 즉, 같은 부하로 연계처리수가 유입되더라도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요금이 다르며, 받지 못하는 지역도 있

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계처리수가 발생한 

만큼 합리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비용산정기준을 재확립하

고자 하며, 이에 따른 요금개선안을 제시하여 연계처리 비

용산정기준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계처리 현황

연계처리 비용산정 기준을 작성하기 위해 현재 국내 연계

처리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Table 1은 2018년 하수도통

계에 의거하여 지역별, 연계처리수 종류별 평균 연계처리량

을 정리하였다. 국내에서 연계처리를 시행중인 하수처리장

은 총 187개소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시행중

인 지역은 경기도로 187개소 중 40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평균 연계처리량을 종류별로 구분하였을 때, 분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서울(2,901.7 톤/일)로 나타났으며, 

축산의 경우 경상북도(118.7 톤/일), 침출수의 경우 대전

(566.0 톤/일)이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연계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기타 연계처리수의 경우 대부분이 산업폐수

이므로 공장단지가 많이 있는 울산(59,728.9 톤/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2.2 상관성 분석

연계처리와 하수처리비용간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3가지 인자를 설정하였고, 각 인자

에 따른 BOD제거단가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Fig. 

1). 3가지 인자는 첫째, ‘연계처리수 종류’, 둘째, ‘연계처리 

유입량’, 셋째, ‘연계처리 유입부하’를 정하였다. BOD제거

단가는 인건비, 전력비, 총인약품비, 처리장약품비, 슬러지

처리비, 개보수비(기타)로 구성되어 있어 연계처리 여부에 

따라 변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석방법은 2017년 하수처

리장 운영결과조사표(환경부)를 활용하였으며, 연계처리를 

시행중인 하수처리장 187개소 중에서 BOD제거단가가 기

재되어있는 하수처리장 183개소를 대상으로 상관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2.3 요금산정방안

현행 제도에서 연계처리수에 대한 부과는 공공하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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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총질소 및 총인의 설계유입부하 10%를 기준으로 

초과할 경우에만 수질하수도 사용료 산식을 적용하고 있으

며, 주요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질

소 및 인의 설계유입부하 10% 이내로 들어올 경우에는 부

과를 할 수 없게 되어있다. 둘째, 유기물질의 경우 대부분 

유입부하의 10%를 훨씬 초과하게 들어오지만 총 질소와 

총인의 기준으로만 부과를 하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못하다. 

셋째, 지자체별로 수질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이 달라 부과

할 수 있는 금액이 지역별로 다르다는 점이다. 현재 물환경

보전법에 의거한 수질하수도 사용료 산식은 아래 그림과 

Region
Number of 

facilities

Average linked wastewater flow rate(Ton/day)

Human waste Livestock Leachate
Others

(Industrial sewage) 

Seoul 4 2,901.7 0.0 276.1 205.3

Busan 4 713.2 0.0 275.6 14,338.7

Daegu 3 702.0 0.0 401.1 131.6

Incheon 2 1,126.3 36.7 0.0 1,322.7

Gwangju 2 511.1 0.0 494.0 3,908.0

Daejeon 1 939.3 0.0 566.0 403.1

Ulsan 2 141.3 0.0 333.2 59,728.9

Sejong 2 33.8 0.0 0.0 0.0

Gyeonggido 40 120.1 66.1 1.0 299.2

Gangwondo 13 92.4 26.8 81.1 25.7

Chungcheong bukdo 13 113.2 17.5 56.4 424.2

Chungcheongnamdo 13 79.9 23.4 54.2 11.9

Jeollabukdo 14 60.2 33.7 104.7 3,996.5

Jeollanamdo 20 37.7 26.6 51.5 102.1

Gyeongsangbukdo 27 47.8 118.7 21.9 6.7

Gyeongsangnamdo 20 54.4 24.1 77.8 356.7

Jeju 7 90.9 21.1 136.5 10.6

Total 187 456.8 23.2 172.4 5,016.0

Fig. 1. Correlation analysis schematic

Fig. 2. Cost calculation of domestic linked wastewater

Table 1. Average linked wastewater flow rate by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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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Fig. 2) 기본적인 산식구조는 수질항목별 오염부하량

(Kg)에 Kg단가를 적용하여 모두 더하는 방식이다. 이때 지

역별 하수도조례에 따라 포함시키는 수질항목 개수가 달라

진다. 예를 들어 서울과 부산의 경우는 유기물질, 부유물질, 

총 질소, 총 인을 모두 포함시키지만, 다른 지역은 총 질소

는 포함시키지 않는 식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산

정식을 근거로 하되 3가지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첫

째, 요금 산정 시 지역별로 상관없이 모든 수질항목을 포함 

시킬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둘째, 2005년부터 유지된 수질

항목별 단가에 대해서 소비자물가 지수 증가분을 고려하여 

기본 단가를 상승시켰다. 셋째, 상관성 분석결과 가장 높은 

영향을 주는 인자를 적용하여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상관성 분석결과

3.1.1 연계처리수 종류

연계처리수의 종류와 하수처리비용간의 상관성을 살펴보

기 위해 연계처리수 종류별 BOD제거 단가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Fig. 3에 표기하였다. 2가지 종류 이상의 연계처

리수를 혼합하여 받는 처리장은 제외하였고, 단일종류의 연

계처리수를 받는 하수처리장끼리만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

하였다. 먼저 분뇨만 연계처리하는 하수처리장 43개소를 

대상으로 BOD제거 단가를 분석한 결과, 톤당 291-9,845

원으로 중앙값 기준으로는 1,545원 정도로 나타났다. 가축

분뇨만을 연계처리하는 하수처리장은 10개소로 분류되었으

며, 톤당 873-4,759원 중앙값 기준으로는 2,432원으로 나

타났다. 침출수의 경우는 15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톤당 839-10,904원으로 가장 범위가 넓게 나타났으며, 중

앙값 기준으로 가장 높은 처리단가인 2,573원으로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류에 해당하는 음폐수와 공장폐수 

등을 연계처리하는 하수처리장 11개소를 분석한 결과 

563-3,217원으로 중앙값 기준으로 1,605원으로 나타났다. 

Fig. 3. Charges by type of linked wastewater

연계처리수 종류별로 BOD제거 단가를 분석한 결과 가축

분뇨나 침출수를 처리하는 비용이 약 2,500원대로 비용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분뇨나 기타(산업폐수) 연

계처리수를 처리하는 데는 약 1,500원대로 가축분뇨나 침출

수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진은 상기 결과가 연계처리수의 평균농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기존문헌들을 토대로 연계처

리수 별 BOD 농도를 조사하였다. 아래 표는 연계처리수 종

류별 BOD 범위와 중앙값을 분석한 결과이다. BOD처리 비

용이 높게 형성되어 있던 가축분뇨나 침출수를 살펴본 결과 

중앙값 기준으로 각각 24,625mg/L, 63,325mg/L로 BOD농

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BOD처리 

비용이 낮게 형성되었던 분뇨나 산업폐수 등은 중앙값 기준

으로 각각 7,494mg/L, 190-494mg/L로 가축분뇨나 침출수

에 비해 확실히 농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연

계처리수 성분이 BOD제거 단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연계처리수 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1.2 연계처리 유입량

연계처리 유입량과 하수처리비용간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Linked wastewater
BOD concentration (mg/L)

Reference
Range Median

Human waste 106 - 16,059 7,494
•Yoo et al., 2010
•Kim et al., 1991

Manure 10,400 - 59,875 24,625

•Ryu et al., 2017
•Lee et al., 2014
•Im and Gil, 2014
•Jeon and Na, 2004

Leachate 40,952 - 76,320 63,325
•Moon et al., 2009
•Yun et al., 2013
•Choi et al., 2014

Industrial sewage
(Textile and dyeing)

5 - 1,300 190
•Ha and Jung, 2013
•Ahn et al., 2016
•Seo et al., 2014

Industrial sewage
(Plastic)

33 - 1,726 494 •Oh et al., 2017

Table 2. BOD concentration by type of linked waste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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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연계처리유량이 낮은 하수처리장부터 높은 순으로 분

류하고, 연계처리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BOD제거 단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경향을 살펴보았다. 해당 결과는 아래 

Fig. 4에 나타냈으며,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큰 상관성은 

찾기 어려웠고 상관성을 나타내는 지표 R값도 0.0035로 매

우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20,000톤/일 이상 연계처리를 유

입하는 하수처리장은 모두 BOD제거 단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진이 판단했을 때 연계처리량이 BOD제

거 단가에 미치는 영향이 낮게 나온 원인은 유입수 대비 연

계처리 유량이 매우 작기 때문으로 판단하였다. 연계처리제

도를 실시중인 183개소 하수처리장의 유입수 대비 연계처

리 유량을 분석한 결과 평균 0.12%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농도와 유량을 같이 고려할 수 있는 부하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3.1.3 연계처리 유입부하

앞서 연계처리수 종류가 BOD제거 단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연계처리수 농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연계처리수 유량은 BOD제거 단가에 큰 영향을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연계처

리 유입부하와 하수처리비용간의 상관성 분석을 실시하고

자 하였다. 전체유입부하는 2017 하수도운영결과조사표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며, 연계처리 부하는 유입량 자료는 있

으나 각 처리장의 연계처리수 농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문헌조사를 통해 확보한 Table 2의 농도값(중

앙값)을 활용하여 구하였고, BOD기준으로만 계산하였다. 

첫 번째 분석은 Fig. 5 (a)에 나타내었는데 각 처리장의 전

체유입부하대비 연계처리 유입부하를 낮은 순서부터 차례

대로 분류화하였고, 이때의 BOD제거 단가 경향을 살펴보

았다. 물론 유입량과의 상관성(R=0.0035)보다는 올라갔으

나, R값이 0.0614로 여전히 상관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

였다. 이에 두 번째 분석은 183개소의 유입부하대비 연계

처리수부하를 11개의 구간으로 계급화하여 각 부하구간별 

평균 BOD제거단가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Fig. 5 (b)에

서 확인할 수 있듯이 R값이 0.8956으로 상관성이 매우 올

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요금 개선안

본 연구진은 현행 수질하수도 사용료 산식에 3가지 부분

을 개선한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첫째, 지역별 하수

도조례에 수질하수도 사용료 산식을 적용할 때 포함되는 

수질항목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둘

째, ‘기본부과금액의 증액’으로 기존 유기물질 및 부유물질

의 kg단가가 250원, 총질소 및 총 인이 500원이었는데, 이

를 각각 350원과 650원으로 증액시켰다. 수질하수도 사용

료 산식이 적용된 2005년 부터 소비자물가는 약 33%가 증

가하였기 때문에, 기본단가도 이에따라 약30%정도 인상시

킨 금액으로 제안하였다. 셋째, ‘연계처리부하에 따른 부과

계수’이다. 앞서 분석한 상관성 분석결과에 따르면 유입부

하대비 연계처리부하의 비율에 따라 BOD제거단가 또한 

밀접하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유입부하 대비 

연계처리부하비율에 따라 차등부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해당 세 가지 개선안을 적용한 표를 아래 

Table 3에 정리하였으며, 부과계수(b)의 경우 각 지자체 예

산과 지역특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3가지 

안(Case 1, 2 ,3)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현실화율이 국내평균보다 높은 경우는 부과계

수가 낮게되어 있는 Case 1을 선택할 수 있으며, 평균적인 

Fig. 4. Charges by linked wastewater flow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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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계수를 활용하고 싶은 경우는 Case 2, 현실화율이 국

내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부과계수가 높은 Case 3을 활용할 

수 있다. Table 4는 한 하수처리장을 예시로 실제 부과금계

산을 적용해보았다. 연계처리수 종류는 분뇨와 침출수가 혼

합으로 들어온다고 가정하였고, 유량과 연계처리농도 및 설

계유입농도는 예시로 적용하였다. 평균적인 사례를 적용하

(a) Before classifying the loading ratio

(b) After classifying the loading ratio

Fig. 5. Charges by linked wastewater loading ratio compared to total influent load

Table 3. Unit price according to linked load ratio compared to design inflow load

Pollutant
Basic
(₩)

Linked wastewater loading ratio compared to total influent load (%)

0~5 5~10 10~20 20~30 30~40 40~50 50over

Imposition factor(b) : Case 1/2/3 (Unit: 100₩) 

BOD, COD
350

9/11/12 10/12/13 11/13/14 12/14/15 13/15/16 14/16/17 15/17/18
SS

TN
650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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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Case 2의 부과계금을 적용하였다. 최종계산은 초

과농도(연계처리농도에서 설계유입농도를 차감한 값)에 유

량과 부하단가(기본부과요금에 부하별 차등구간을 적용한 

값을 더한 값) 곱해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인 연계처리 요금 개선안을 제안하

기 위하여 3가지 개선안을 적용하였으며, 적용인자를 찾기

위해 연계처리 제도가 BOD제거 단가에 미치는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계처리수 종류에 따른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가축분

뇨와 침출수를 연계처리하는 하수처리장은 비교적 높은 처

리단가를 형성하였으며, 분뇨나 기타(산업폐수)연계처리수

를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은 상대적으로 처리단가가 낮게 나

타났다. 이는 연계처리 농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2) 연계처리수 유입량과 BOD제거단가와는 큰 상관성이 

없었으나, 농도와 함께 고려된 연계처리 부하와의 상관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하구간을 계급화하여 

분류한 후에 상관성을 분석을 실시한 결과 R값이 0.8956으

로 매우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따라서 연계처리 부하를 개

선안에 적용시키고자 하였다. 

3) 본 연구진이 제안하는 개선안은 지역별로 차이점이 없

도록 수질항목을 모두 포함시켰으며, 소비자물가지수 증가

에 따른 부하기본단가 상승, 부하구간별 적용가능한 부과계

수 도입을 적용시켰다. 단, BOD항목만을 활용하여 도출한 

점과 지역별 하수도조례를 수정해야 된다는 점에서 한계점

이 있으며, 경제성 평가 등을 통한 후속연구를 통해 더 실

용성이 높은 수정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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