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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고농도의 연계처리수를 인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고 있으나, 합리적이지 못한 연계처리 요금제도로 인해 지자체에
서 하수처리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나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가 필수기반시설
인 하수처리장은 일반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를 받기 때문에 경제성 평가를 실시한 사례가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
구진은 선행연구를 통해 기존 연계처리 부과금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분석
을 실시하여 개선안을 적용하였을 때 기존 대비 얼마나 경제성이 개선될 수 있는지 비교평가를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환경시설의 예비타당성 평가 자료와 노후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진행 시 책정한 비용인자와 편익인자를 참고하였고, 연구진
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연계처리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익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기존에는 
B/C(Benefit/cost)값이 상당히 낮았으나, 연구진이 제안한 개선안을 적용하였을 경우 B/C값이 1에 가깝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진이 제안한 연계처리 부하에 따라 연계처리 부과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매우 합리적이
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 연계처리, 하수처리장, 요금 개선, 경제성 분석, 비용-편익 분석

Abstract

Recently, high-concentration linked wastewater has been introduced into a nearby municipal wastewater treatment 
plants(MWTPs), but it is difficult to MWTP in local governments due to an unreasonable linked treatment charge 
system, and there is insufficient evidence or data to prove this. However, the MWTP, which is a national essential 
infrastructure, is generally exempt from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so there have been no cases where economic 
evaluation was conducted. Therefore, we proposed an improvement plan that can compensate for the disadvantages 
of the existing linked processing charges through previous studies. In this study, a comparative evaluation of how much 
economic feasibility can be improved compared to the existing ones when applying the improvement plan by conducting 
an economic analysis. For this, reference was made to the preliminary feasibility assessment data of the existing environmental 
facilities and the cost factors and benefit factors established during the modernization of the old sewage treatment 
facilitie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B/C(Benefit/cost) value was quite low in the past, but when the improvement 
proposal proposed by the researchers was applied, it was confirmed that the B/C value increased close to 1. Therefore, 
it is considered to be very reasonable to calculate the linkage processing charge according to the linked wastewater 
load proposed by the researchers.

Key words : linked treatment, MWTP, cost improvement, economic analysis, Cost-Benefi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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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3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R&D, 정보화 등 대규

모 재정 투입이 예상 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

조달 방법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의미한다(KDI, 

2016). 예비타당성 평가는 1999년 도입되었으며 기획재정

부 주관하에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2018년 기획재

정부가 국가개정법을 개정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는 과기정통부로 위탁하였다. 조사대상은 총 사

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Park, 2014). 하지만, 국가 필수 기반시설인 하수처리장의 

경우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 면

제대상에 속하여 경제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수처리장의 운영목적이 수익창출이 아니라고 해도 재정

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지자체에서 해당 사업소를 운영하기

가 매우 힘들게 된다(Lee and Cheong, 2011). 특히, 연계

처리제도를 시행 중인 하수처리장은 운영난이도가 증가하

게 되면서 인력비, 전력비, 약품비 등이 증가하게 되어 일

반 하수처리장에 비해 더욱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

다(Choi et al., 2015). 

연계처리 제도란 분뇨, 가축분뇨, 침출수, 산업폐수 등 고

농도의 폐수를 폐수처리시설 내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경

우, 인근 하수처리장으로 일부 또는 전량을 연계하여 처리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Kim and Shin, 2012). 이러한 연계

처리수는 비록 유량은 적지만 매우 고농도이기 때문에 하

수처리장의 유입수와 혼합되면서 유입 부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Im and Gil, 2018),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입장에

서는 충격부하 및 중금속과 같은 독성물질 유입으로 인한 

처리효율 감소 등 방류수 수질과 관련된 운영상의 문제점

을 감수하게 된다(Im and Gil, 2016). 특히, 비용적인 측면

에서도 필연적으로 연계처리수로 인해 증가한 유입부하와 

중금속 등을 처리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따

라서, 연계처리수가 유입되는 유량과 농도에 따라 연계처리

수를 연계시키는 사업장(폐수처리장, 음폐수 처리시설 등)

을 대상으로 연계처리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Kim et al., 

2019). 하지만, 연계처리수에 의한 하수처리장의 영향 및 

연계처리수 처리로 인한 비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적절

한 연계처리 비용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Jeong 

et al., 2016). 이에 본 연구진은 본 연구를 진행하기 앞서 

연계처리 요금 개선안을 먼저 제안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

에서는 경제성 평가를 통해 해당 개선안이 기존의 요금산

정방식에 비해 객관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또

한, 경제성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연계처리를 시행중인 하수

처리시설에서 소요되는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방법

2.1 대상 하수처리장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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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연계처리 제도를 시행하는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중규모급 이상의 시설용량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공공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공법 분류에 따른 분류 결과 

A2O공법이 큰 보편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에서 시설의 용량과 연계처리수 종류, 하수처리의 

공법등을 대표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 1개소를 선정하였고, 

경제성 평가를 위해 운영비내역과 유입수성상 등 내부자료

를 협조 받아 활용하였다. 아래 Table 1은 해당 사업소의 

시설용량, 연계처리 유량, 하수처리공정과, 연계처리수의 

종류를 정리하여 나타내었다(Lee et al., 2011).

2.2 요금 개선안

현재 각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연계처리수에 대한 요금 부

과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총질소 및 총인의 설계유입부하 

10%를 기준으로 초과할 경우에만 수질하수도 사용료 산식

(수질항목별 오염부하량에 Kg단가를 적용하여 모두 더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때 지역별 하수도 조례에 따라 

포함시키는 수질항목 개수는 조금씩 다르다. 이에, 본 연구

진은 선행연구를 통해 현재 연계처리 유입에 대해 부과하

고 있는 수질하수도 사용료 산식에서 3가지 문제점을 개선

한 계산식을 제안하였다. 첫째,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수질항목을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 Kg 부

하에 적용되는 수질항목 기본단가를 증액시키는 것이다. 수

질하수도 사용료 산식이 적용된 2005년도부터 소비자물가

는 약 33%가 증가하는데, 기본단가도 이제까지 변동이 없

었던 것을 감안하여 약30%정도 인상시킨 금액을 제안하였

다. 기존 유기물질 및 부유물질의 Kg단가가 250원, 총질소 

및 총 인이 500원이었는데, 이를 각각 350원과 650원으로 

증액시켰다. 셋째, ‘연계처리부하에 따른 부과계수’이다. 선

행연구의 상관성 분석결과에 따르면 유입부하대비 연계처

리부하의 비율에 따라 BOD제거단가 또한 밀접하게 상승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유입부하 대비 연계처리부하

비율에 따라 차등부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해

MWTP Flant volume(m3/day) Linked flow(m3/day) Operating process Linked wastewater

K plant 450,000 26,740  A2O Human waste, leachate, others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earch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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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세 가지 개선안의 모식도를 Fig. 1에 나타내었으며, 적

용할 수 있는 부과단가 표를 아래 Table 2에 정리하였다. 

부과계수(b)의 경우 각 지자체 예산과 지역특성에 따라 유

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3가지 안(Case 1, 2 ,3)을 제시

하였다. Case 1은 900원부터 1,500원까지 연계처리부하에 

따라 적용할 수 있으며, 가장 부하단가가 낮게 적용되는 경

우이다. Case 2는 마찬가지로 연계처리 부하에 따라 적용

할 수 있는 단가를 나타냈으며, Case 1보다는 단가 범위가 

높으며 1,100원부터 1,700원까지 적용할 수 있다. Case 3

은 1,200원부터 1,800원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

하며, 세 가지 경우 중에서 가장 높은 단가 범위이다.

2.3 경제성 분석 방법

현행 요금징수안과 본 연구진이 제안한 요금개선안을 적

용했을 때 얼만큼 경제성이 개선되는지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CBA)방

법을 이용하여 요금개선도에 따른 편익을 분석하였다. 비용

편익분석은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의 하나로 사업

이나 정책의 시행을 통한 편익과 소요비용을 추정하여 비

용보다는 편익이 클 때 예산의 효율성과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정책을 시행한다. 비용편익분석이라

는 용어는 미국 홍수통제법(Flood Control ACT)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후생경제학을 이론적 근거로 한다(Boo, 

2017). 일반적으로 비용대비 편익의 비율(B/C ratio)이 1.0 

이상이거나 순현가(NPV, Net Present Value)가 0보다 큰 

경우 경제성 측면에서 타당성을 확보한다고 판단하고 사업

을 시행하게 된다. 하지만 하수처리장과 같은 국가의 필수

적인 기초인프라 사업은 이러한 B/C ratio 가 1을 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어 경제성평

가를 실시하지 않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계처리제도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 비용편익분석, 순현가법, 내부수익

율을 분석하였다.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

은 사업기간 동안 현금 유출과 현금 유입을 같게 만들어주

는 이자율을 뜻하며,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

라고 볼 수 있다. IRR은 사회적 할인율*인 4.5%보다 높게 

나오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3. 연구결과

3.1 비용 및 편익 인자 도출

하수처리장은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의 자료가 없어서 하수처리장 노후개선이나 하수재이용시

설 등을 설치시 활용되었던 편익인자들을 참고하였으며, 연

계처리시 발생할 수 있는 편익인자들을 고려하였다. 비용인

자로는 하수처리시설 초기공사비와 하수처리 운영비를 사

용하였으며, 편익인자로는 연계처리 부과금(수질하수도사

용료)으로 발생하는 편익, 연계처리수를 받음으로써 하수 

재이용 활용증가에 대한 편익, 소화가스 발생량 증가에 따

른 편익, C/N비 개선에 의한 메탄올 투입비용 절감편익, 

수질개선을 통한 시민 건강개선 편익을 선정하였다. 본 분

석에 활용된 비용 및 편익 인자들을 아래 Table 3에 정리

하여 나타내었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charge improvement plan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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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편익분석에 사용되는 요소 중 하나인 할인율은 일반적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적용하는 사회적 할인율 4.5%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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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비용항목

우선, 비용항목의 경우 해당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했을 때

의 공사비용을 먼저 산정하였다. 2006년도에 복개형으로 1

차 공사를 하였고, 2009년도에 고도처리공사를 진행함으로

써 추가 공사비용이 산정되었다. 복개형공사비는 토목, 건

축, 기계, 전기, 조경 항목으로 구분하였으며, 공사비는 아

래 추정공식(MOE, 2010)을 활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였

다. K사업소 전체 공사비를 산정한 후 연계처리에 대한 비

용만 고려하기 위해 전체유입량 대비 연계처리수의 유량비

율(5.86%)을 적용하였다.

토목 – Y= 7.4524 × Q0.7256 × a ··················(Eq. 1)

건축 – Y= 14.259 × Q0.5202 × a ··················(Eq. 2)

기계 – Y= 26.805 × Q0.5673 × a ···················(Eq. 3)

전기 – Y= 47.132 × Q0.4231 × a ···················(Eq. 4)

조경 – Y= 1.4633 × Q0.6879 × a ··················(Eq. 5)

고도 – Y= 7.8941 × Q0.7363 × a ··················(Eq. 6)

※ Y는 공사비, Q는 일처리유량, a는 물가상승률

두 번째 비용항목은 하수처리비용을 고려하였다. 하수처

리비용은 인건비, 전력비, 총인약품비, 찌꺼기 처리비, 찌꺼

기 발생비, 개보수비, 기타 항목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연

간 발생한 총 비용을 산정한 후, 연계처리수의 부하가 설계 

유입부하 대비 차지하는 비율(질소기준 18.49%)을 곱하여 

연계처리수를 처리하는데 소비되는 비용을 산정하였다. 이

때, ‘설계 유입부하 대비 연계처리의 부하’는 연계전 유입

수질과 연계후 유입수질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계처리 부하

를 산정한 후 설계유입부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3.1.2 편익항목

연계처리 부과금은 기존의 수질하수도사용료로 계산하였

을 때 징수하는 금액을 먼저 산정하였고, 본 연구진이 제안

한 개선안을 적용했을 때의 부과금도 계산하였다. 수질하수

도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유입농도와 연계처리농도, 

연계처리유량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소의 협조를 

받아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기존산정 방식은 1) 연계처리농

도에서 설계유입농도를 제하여 초과농도를 구하고, 2) 초과

농도에 유량을 곱하여 부하를 계산한 뒤 3) Kg 부하당 단

가(유기물질 250원, 총 질소 및 총인 500원)를 곱하여 구하

게 된다. 본 연구진이 제안한 개선안도 상기 과정과 동일한 

과정으로 계산하나, Kg단가만 다르게 적용하면 된다. 기본 

단가를 유기물질 350원, 총 질소 및 총인 650원으로 계산

하고 부하별 단가계수를 기본단가에 더해서 새로운 총 Kg

단가를 적용하면 된다.

기존 – 초과농도 × 유량 × Kg단가 ··············(Eq. 7)

개선 – 초과농도 × 유량 × Kg단가

(증가단가+부하별 부과계수) ···············(Eq. 8)

재이용수 활용 편익의 경우 K사업소의 총 재이용량과 중

수도 금액을 곱한 뒤 설계유입부하대비 연계처리 부하비율

(질소기준 18.49%)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소화가스 재이용

에 대한 편익은 하수도 통계에 기재되어 있는 총 발생가스 

재활용양(㎥/년)에 메탄가스 단가(원/㎥)를 적용하여 총 메

탄가스 가격을 구하고, 여기에서 설계유입부하대비 연계처

리 부하비율(질소기준 18.49%)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메

탄올 투입비용 절감편익은 연계처리수가 유입되기 전의 

C/N비와 연계처리수가 혼합된 뒤의 C/N비를 비교하여서 

증가분 만큼 메탄올이 절감되었다고 판단하여 톤당 메탄올 

가격(397,600원)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질

개선을 통한 시민 건강개선 편익의 경우 프랑스에서 활용

한 수치를 활용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전체의료비중 오수처

리로 인해 예방되는 비율을 0.92%로 계산하였고(OECD, 

2009), 해당 수치를 인용하였다. K사업소에 할당되는 총 

인구의 의료비를 계산하기 위해 하수처리 인구를 구하였으

며, OECD에서 2009년에 발간한 세계의료현황:한국편 보

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1인당 평균의료비 1688달러로 계산

하였다. K사업소에 할당되는 총 의료비중 0.92%를 오수처

리에 의해 예방되는 편익으로 계산하였고, 이 중에서 설계

유입부하대비 연계처리부하비율(18.49%)을 곱해주어 연계

처리수를 처리함으로써 예방되는 편익이라고 가정하였다.

3.2 비용 편익 분석

상기 비용항목(2개)와 편익항목(5개)를 활용하여 비용 편

익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Table 3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K사업소가 지어진 2006년부터 2036년까지(30년) 사회적 

할인율 4.5%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총 편익 현재가를 총

비용 현재가로 나누어주면 B/C ratio 값이 되며, 총 편익 

현재가에서 총비용 현재가를 제한 값이 순현재가치(NPV, 

net persent value)가 된다. 마지막으로 먼저, 현행 기준으

로 연계처리 부과금을 받는다고 가정하였을 때 실시한 결

과 총비용 현재가는 165,208,674,305원으로 계산되었으며, 

총 편익 현재가는 123,637,857,265원으로 계산되었다. 이

에 따른 B/C 값은 0.748이 나왔으며, NPV는 –41,570백

Cost
1 2

Initial construction cost Increased operation cost by linked wastewater

Benefit

1 2 3 4 5

Charges by linked 
wastewater

Benefits of reused 
water

Benefits of digestive 
gas

Benefits of reducing 
methanol input costs

Benefits for improving 
citizens' health through 

water quality improvement

Table 3. Unit price according to linked load ratio compared to design inflow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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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IRR은 0.66%로 나타났다. 즉 현행 기준으로는 수익

성이 나올 수 없는 재무상태임을 의미하며, 지자체에서 하

수처리장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Case 1-3은 본 연구진이 제안한 개선안을 각각 적용했을 

경우의 경제성 수치를 나타낸다. Case 1은 부하별 단가가 

가장 낮은 범위이며, Case 2가 보통, Case 3이 부하별 단가

를 가장 높게 산정한 경우이다. Case 1의 부하단가를 적용

했을 경우 B/C값은 0.954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며, NPV는 

–7,665백만원, IRR은 3.83%까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ase 2를 적용할 경우에는 B/C값이 0.986, NPV

가 –2,271백만원, IRR이 4.32%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Case 3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B/C값이 0.998, NPV가 –

300백만원, IRR이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

로 개선안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B/C값이 거의 1에 가깝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현실적으로 연계처

리 부과금 조정만으로 하수처리장의 운영을 흑자경영으로 

바꾸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나, 현재의 기준으로는 타당한 

연계처리 요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3.3 정책점 시사점

현재 기준으로 K사업소에서 연계처리 부과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였을 때, 약 6,356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매우 합리적이지 못한 금액임을 앞선 경제성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Fig. 2는 본 연구진이 제안한 개

선안을 적용했을 때 K사업소에서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연

계처리 부과금을 정리하였다. Case 1을 적용할 경우 기존

대비 31% 증가한 8,317백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Case 2와 3을 적용했을 경우 기존대

비 각각 36%, 38% 증가한 금액인 8,629백만원, 8,743백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의 경제성지표를 확인했을 때 

B/C값이 1에 가깝게 증가하는 것을 보아 연계처리 부과금

을 연계처리 부하에 따라 책정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것으

로 판단된다. 다만, 본 개선안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물환경보전법 내 수질하수도 사용료 산식과 지자체의 하수

도조례를 수정하는 등 개정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곧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하수처리장에서 연계처리 부과금 제도를 

개선하였을 때의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여 기존 대비 경제

성지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였고 연구결과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1)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소비되는 

비용과 발생하는 편익을 고려하여 비용항목 2개, 편익항목 

5개를 설정하였다. 비용항목은 하수처리장 건설비와 하수

처리비용을 선정하여 총 비용에서 연계처리수가 차지하는 

Existing Case 1 Case 2 Case 3

B/C 0.748 0.954 0.986 0.998

NPV(million) -41,570 -7,665 -2,271 -300

IRR(%) 0.66 3.83 4.32 4.47

Fig. 2. Charges by linked wastewater according to case

Table 4. Economic analysis results by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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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편익항목은 연계처리 부과금

(수질하수도사용료)으로 발생하는 편익, 하수 재이용 활용

증가에 대한 편익, 소화가스 발생량 증가에 따른 편익, 

C/N비 개선에 의한 메탄올 투입비용 절감편익, 수질개선

을 통한 시민 건강개선 편익 이상 5개를 선정하였다.

2)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존 수질하수도 사용료 

산식을 구해 부과금을 받게 된 경우 B/C값이 0.748로 경제

성이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진이 제안

한 개선안을 적용하였을 경우 Case 1-3에 따라 각각 

0.954, 0.986, 0.998로 수익성 사업판단의 기준인 1에 가깝

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K사업소에서 기존방식으로 부과금을 받게 될 경우 연

간 6,356백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연구진이 

제안한 개선안을 적용할 경우 연간 8,317-8,743백만원까

지 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추

후 물환경보전법과 지자체별 하수도조례 등을 개정할 때 

또는 지자체별 하수처리 예산을 편성할 때 근거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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