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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배출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는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이에따라 산업시

스템 전반에 걸쳐 미활용되는 폐열 사용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발전소를 비롯한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열 및 온배수를 활용하여 열대작물재배, 넙치 등 농어업분야 재활용에 대한 연구와 적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발전소 온배수 형태로 버려지는 폐열을 활용한 국내외 활용사례를 살펴보고 강원도 영월 LNG복합발전소의 온배

수를 활용한 철갑상어 양식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경제성 분석에서는 투자 리스크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

해서 규모를 작게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3단계에 걸친 시범사업계획의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사업운영기간은 10년

(2012~2021)으로 가정하고 현지조사로 확보한 기초통계량에 근거하여 단계별 외부 차입금 규모를 80%와 40%로 구분함으

로써, 차입금 규모에 따른 운영 기간 내(10년) NPV(순 현재가) 및 경제성(B/C)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외부차입금이 총 투

자금액의 80%를 차지하는 경우에는 B/C가 1.79인데 반해 차입규모가 40%인 경우에는 1.81로 향상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외

부차입금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보다 큰 경제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로 발전소 폐열

을 활용한 철갑상어 양식의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를 통한 고부가가치 지역발전 사업 아이템 도출

이 가능할 것이며, 더불어 지자체의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용어 기후변화, 발전소 온배수, 철갑상어 양식, 경제성 분석

ABSTRACT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 of change in global climate which is worsening as days go by and to preemp-

tively cope with strengthened restriction on carbon emission, the government enacted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in 2010 and selected green technology and green industry as new national growth engines. For this rea-

son, the necessity to use the un-utilized waste heat across the whole industrial system has become an issue, and studies on

and applications of recycling in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fields such as cultivation of tropical crops and flatfishes by

utilizing the waste heat and thermal effluent generated by large industrial complexes including power plants are being

actively carried out. In this study, we looked into the domestic and overseas examples of having utilized waste heat aban-

doned in the form of power plant thermal effluent, and carried out economic efficiency evaluation of sturgeon aquacul-

ture utilizing thermal effluent of Yeongwol LNG Combined Cycle Power Plant in Gangwon-do. In this analysis, we

analyzed the economic efficiency of a model business plan divided into three steps, starting from a small scale in order to

minimize the investment risk and financial burden, which is then gradually expanded. The business operation period was

assumed to be 10 years (2012~2021), and the NVP (Net Present Value) and economic efficiency (B/C) for the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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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10 years) were estimated for different loan size by dividing the size of external loan by stage into 80% and 40%

based on the basic statistics secured through a site survey. Through the result of analysis, we can see that reducing the

size of the external loan is an important factor in securing greater economic efficiency as, while the B/C is 1.79 in the

case the external loan is 80% of the total investment, it is presumed to be improved to 1.81 when the loan is 40%. A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economic efficiency of sturgeon aquaculture utilizing thermal effluent of power

plant can be secured, it is presumed that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items with high added value can be derived though

this, and, in addition, this study will greatly contribute to reinforcement of the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KEYWORDS climate change, thermal effluent of power plant, sturgeon aquacculture, economic analysis

1. 서 론

우리나라는 2008년 녹색성장을 화두로 지속가능발전의

필요성에 국가역량을 모으고 있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

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

패러다임이다. 이러한 신국가 패러다임을 위해 정부는 저

탄소 녹색성장을 국정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지속가

능 발전과 녹색성장을 위해서 기후변화는 근본문제를 제

공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신국가 패러다임 논의에 있어 필

수 불가결한 내용일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국제적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한 대

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다양한 정책과 기술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인 발전소

폐열 활용 방안은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발전소 주변 농

어업의 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 현재 활발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발전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화력발전소 주변에서 냉각수로 사용

되고 수온이 높은 상태로 배출되는 온배수의 환경오염 문

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위한 적절한 대안이 필요한 실

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발전소 온배수 활용 사례분석을 통해,

영월 LNG복합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를 활용한 철

갑상어 양식의 경제성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 적용 가능성

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2. 발전소 온배수 현황 및 활용사례

2.1 발전소 온배수 발생현황

발전소 온배수는 해수나 담수를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여 수온이 높은 상태로

방출되는 배출수를 의미하는데 고온으로 인한 생태계의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발전소 온배수 발생의

근본 원인은 낮은 열효율에 기인하고 있으며 현재의 기술

하에서 원자력발전의 경우 35%, 기력발전은 40%, LNG

복합발전은 약 51%의 열효율을 가지고 있다. 2010년 현

재 우리나라에서는 약 30여개의 발전소에서 1일 평균 1억

3천만 톤의 발전 온배수가 배출되고 있으며 3년간 배출량

통계를 살펴보면 연간 553억 톤에 이르고 있다. 100만 kw

급 발전소 1기에서 사용하는 해수의 양은 초당 약 50-60

톤으로 우리나라의 전력사용량이 중가 함에 따라 발전 온

배수도 증가하고 있어 기후변화를 가속시킴은 물론 주변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자력발전에서 발생하는 온배수가 전체의 50%에 가

까우며(표 1, 한국수력원자력, 2005), 이에 따라 원자력발

전 주변지의 온배수 처리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화력 및 복합발전소에서 발생

하는 온배수 활용에 대한 연구는 초기단계이며 원자력발

전에서 발생하는 온배수에 대한 연구들이 주변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이는 반면 화

력발전에서 발생하는 온배수에 대한 연구들은 경제적 활

용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발전회사의 지

역사회 기여에 대한 관심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다.

2.2 발전소 온배수 활용 사례

우리나라에서 현재 발전소 온배수를 시설원예농업에

활용한 사례는 남제주 화력발전소가 최초로 제주도 서귀

포시에 한국남부발전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소형 기력발

전소로 온배수 배출량은 연간 1.2톤이다(한국전력공사,

1992). 이 온배수를 활용하여 서귀포시 안덕면 주변 5,265 m2

면적에 망고와 귤을 재배하고 있다.

수산업 부문에서는 1964년 김천화력발전소에서 진주조

개를 온배수 확산해역에 월동시키는 시도가 이루어진 사

례를 시작으로 1983년 영동화력발전소에서 넙치양식에

본격적으로 활용하면서 이후 온배수의 활용범위와 어종

이 확대되고 있다(표 2, 한국해양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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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 시설 및 사업계획

3.1 영월 LNG복합발전소

영월천연가스발전소는 2010년 11월 30일 준공된 국내

최초 국산 대용량 가스터빈을 사용하는 친환경 복합화력

발전소로서 강원지역 및 중부내륙에 안정적인 전력공급

을 목적으로 강원도 영월군 정양리 702번지 246,000 m2의

부지에 총 848MW의 천연가스 설비용량으로 설립되었다.

영월 LNG복합발전소는 강원지역에서의 총 설비용량

3,233MW중에서 약 26%를 점유하고 있으며 발전량은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1).

3.2 온배수 발생현황

영월천연가스발전소는 수도권 및 중부내륙의 부하변동

에 신속 대응하는 첨두 부하형 발전소이며 복수기 냉각에

담수를 사용하는 냉각탑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국내업

체가 공급한 첫 번째 가스터빈이 설비되어 가동되고 있다

. 여기서 발생되는 온배수는 철저하게 환경오염원이 제거

된 맑고 깨끗한 남한강에서 취수된 물로서 시설원예농업

이나 양식업에 활용될 때 수질문제에 있어서는 안전한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배출되는 온배수의 원수성분은 환경

표 1. 우리나라 발전단위별 온배수 배출 현황

업체명 배출단위 배수량(억 톤/년) 설계 ∆T(oC)

한국남부발전

(주)

하동화력 33.3 6.4

영남화력 1.2 8.0-8.3

신인천복합 10.7 7.0

부산복합 6.1 8.2

남제주화력 2.9 7.0

소계 54.2

한국남동발전

(주)

삼천포화력 27.3 6.4-9.5

영동화력 2.5 9.2

여수화력 1.3 6.4-9.4

영흥화력 38.2 6.4

소계 69.3

한국서부발전

(주)

태안화력 36.3 7.7

평택화력 7.6 10.0

서인천복합 4.9 6.4

소계 48.8

한국동서발전

(주)

당진화력 28.6 6.4-6.8

호남화력 6.4 8.8

동해화력 4.0 7.2

울산화력/복합 9.3 7.0-10.0

소계 48.3

한국중부발전

(주)

보령화력/복합 46.4 6.4-7.0

서천화력 2.5 9.4

인천화력/복합 5.6 7.0-10.2

제주화력 2.1 7.0

소계 56.6

한국수력원자력

(주)

고리원자력 41.8 4.7

영광원자력 81.6 7.4

월성원자력 47.0 8.2

울진원자력 80.0 7.2

소계 250.4

표 2. 우리나라 온배수의 수산업 활용 사례

구분 시기 장소 이용방법 비고

태동기

1964 감천화력 확산구역 진주조개 월동

1983 영동화력 육상수조 넙치양식

1984~1987 삼천포화력 확산구역 방어, 진주조개 월동, 발전소 가동 중지로 폐사

확대기

1988~1990 보령화학 육상수조 어류, 꽃게, 전복 종묘생산

1990~1993 보령화학 육상수조 어류 종묘 생산

1994~1997
영광원자력 육상수조 성어생산

보령화력 육상수조 어류 종묘생산

1998~2000 월성원자력 육상수조 종묘생산, 성어생산

성숙기
2000년대 초반

보령:사업 종료, 영광: 직영, 월성:양식연구소 위탁운영, 영동화력, 

화동화력:민간업체에 의한 온배수 양식확대

2010 온배수를 활용한 수족관 개관, 온배수 활용 바다목장사업 선정

그림 1. 강원지역 발전현황과 영월천연가스발전소의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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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설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며 냉

각탑 보충수는 여과된 원수(Treated Raw water)가 사용된

다. 현재 동계기준 영월발전소의 온배수 배출 현황은 표

3과 같다.

영월천연가스발전소 냉각용 온배수의 유량은 약 30,000

ton/hr이며 온배수의 온도는 약 30 oC이고 발전소가 가동

되는 한 연중 상시 공급이 가능하여 발전소 정기점검(약

1회/2년, 1개월간) 등 정지기간을 제외하고는 온배수 사용

에 제약이 없다. 냉각탑은 HAMON KOREA에서 제작된

습식 향류형(건식 Provision)으로 총 14Cell의 냉각탑이 있

으며 동계에는 10개의 Cell만 운영되고 있고 증발 손실은

온배수 유량의 1.634%로 약 490 ton/hr 로서 냉각탑 온배

수가 보유하고 있는 열량은 30,000,000 kcal/hr(1 Cell당)로

이를 화석연료인 휘발유로 환산해보면 3,750 liter/hr에 해

당하는 양이다. 또한 최대 7개의 cell에서 배출되는 온배

수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3.3 온배수 활용 시범사업

영월 LNG복합발전소 온배수 활용 시범사업을 위한 부

지는 현지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발전소에서 부터의

거리 및 토양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그림 2과 같이 계획

하였으며, 소규모 토지들을 묶어 연차별 혹은 일괄 구매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범사업시행 원칙

은 사업 실패의 리스크와 운영주체의 비용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규모를 작게 시작해서 점차 확대시키는 방향으

로 3단계의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기본시설

을 구축하고 운영노하우를 습득하는 토대를 구축하고, 2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습득한 온배수 활용 노하우 및 사

업 참여 인원을 확대하며, 3단계에서는 1~2단계에서 구축

된 유무형의 자산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소득 창출과 관광객을 유인하는 등 관광사업과 연계한 친

환경 지연 명품 생산 집적단지를 만들고자 한다. 단계별

시범사업은 1단계(2012년-2013년, 500평 규모 비닐하우

스 1개동), 2단계(2015년까지, 비닐하우스 3개동), 3단계

(2020년까지, 비닐하우스 5개동)으로 계획하였다.

4. 시범사업의 경제성 분석

4.1 평가항목

경제성평가(economic estimation)는 계획하고 있는 사업

의 경제적 효율성을 분석하여 투자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다양한 투

자사업의 대안에서 후보사업의 비용과 효과를 분석하여

투자의 최적화를 기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기 때

문에 정부의 정책결정에 기준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인 평

가기법이 필요하게 된다. 경제성평가는 타당성 조사를 통

하여 어느 투자 대안이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경제적, 사

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갖고 있는가, 또는 재무

적으로는 채산이 맞는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이를 위해 투자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각종 편

익과 비용의 총계를 산정하여 분석하는 기법인 경제성분

석(economic analysis)을 사용하게 된다(심명필, 2001).

투자결정의 합리성 여부가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현저하다. 일반적으로 투자안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기법으로는 순현가법(NPV, Net Present Value)과 내부수익

률법(IRR, Internal Rate of Return)이 널리 사용하고 있다.

순현가법은 주주 부의 극대화라는 기업의 목표에 부합되

는 가장 합리적인 투자안 평가방법이다. NPV법의 최대

장점은 구체적으로 예상수익 규모를 추정 가능하다는데

있다. 단점은 투자규모가 다른 프로젝트 중 어느 투자안

을 선택할 것인가는 판단 곤란하다. IRR법은 NPV로 비교

하기 힘든 경우, 예를 들어 투자규모가 다른 프로젝트 중

어떤 걸 선택하느냐 판단할 때 유용하다. 즉, 내부수익률

(투자수익률)이 높은 투자안을 선택하면 된다. IRR법은

계산 결과가 흔히 접하는 수익률로 표시되기 때문에 이해

가 쉽다는 것이 장점이다(류문현, 2008).

이러한 이유로 실무자들은 경제성 분석을 하게 되는 경

우 NPV는 산출하지 않고 IRR만을 산출하고 마는 경우가

많다. 이는 NPV를 산정하려고 할 때 적용하게 되는 자본

비용을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따라서 경제성의 평가

표 3. 영월천연가스발전소 온배수 배출 현황(동계기준)

유량 온도 보유열량

30,000 ton/hr 약 30 oC 30,000,000 kcal/hr (1 Cell당)

그림 2. 온배수 활용 시범사업 예정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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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산출된 IRR과 내부적인 목표수익율과 IRR값을 비교

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그런데, NPV는 기업가치의

증가분을 계량화 할 수 있고 묵시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재투자수익율이 IRR에 비해 합리적이므로 NPV방식으로

경제성을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NPV 방식으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산출된 편

익과 비용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사업계획 기간이 여러 해

또는 수십 년일 경우가 편익과 비용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고 비용은 사업초기에 편익은 후기에 장기간에 걸쳐 발

생하게 되므로 할인율(discount rate)을 적용하였다. 또한

할인율이 변할 때 사업 타당성도 변하므로 할인율이 변했

을 때 사업타당성이 얼마나 혹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자율변화에 대한 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

을 실시하였다.

4.2 사업 타당성분석

본 연구의 시범사업에서는 다음을 기본가정으로 하여

철갑상어 양식의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① 설비 구축기간 : 건설기간은 초단기로 가정, 본 분석

에서는 고려하지 않음 

② 운영기간 : 10년 (2012~2021)

③ 총사업비 구성 : 설비비, 운영관리비(인건비 포함),

세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

(1) 설비비운영비 : 불변가격(2011년 기준)

(2) 세금반영 

- 총사업비에 부가가치세 포함(10%)

- 주민세 포함, 법인세 22.0%

(3) 이자비용 :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조달

 금리로써 구성은 

- 설비투자비와 운영비 조달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80%)

- 예비비(연평균 운영비) 조달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10%)

④ 수익 : 철갑상어 생산물의 판매액으로, 2011년 기준

    불변가격을 가정

⑤ 할인율 : 매래 수익 및 비용에 대한 현재가 산정을

위한 할인율로, 공기업 투자사업 예비타당성 지침

(2011년 1월)에서 제시한 실질할인률 5.5% 적용

⑥ 예비비 : 년 평균 운영비의 10% 적용

이러한 기본가정에 기반 하여 설비규모는 표 4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비용, 생산량, 판매단가를

가정하였다.

각 시나리오별 총 투자비용의 차입비율이 80%와 40%

일 때를 비교 분석하였다. 1단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80%를 차입, 운영시에는 운영기간 동안 현금유출 금액은

285,856만원이며, 철갑상어 판매에 따른 현금유입액은

525,000만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철갑상어 양식을 위한 법

인 설립 및 활동에 따른 연도별 법인세액과 차입금에 따

른 지급이자 등을 산출하고 현금 유입 및 유출에 따른 경

표 4. 분석을 위한 설비규모

1단계. 5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 설비 1개동

설비비용

비닐하우스 3,000 (만원/2년)

다중보온커튼 1,500 (만원/10년)

수조설비 10,000 (만원/10년)

침전조 7,000 (만원/10년)

배수 및 정화시설 4,000 (만원/10년)

모터·펌프시설 1,000 (만원/1년)

운영비용 인건비 4,000 (만원/년)×2(인) = 8000

치어비 4,500 (만원/년)

사료비 2,000 (만원/년)

전기료 1,200 (만원/년)

생산량 15,000 (kg/년)

판매가격 35,000 (원/kg)

2단계. 5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 설비 3개동

설비비용
5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 설비 1개동 규모의 비용×3

운영비용

3단계. 5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 설비 5개동

설비비용
5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 설비 1개도 규모의 비용×5

운영비용

표 5. 1단계 차입비율 80%시 수익성 분석                                                                                            (단위 : 만원)

구 분 전 체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현금유입 525,000 52,500 52,500 52,500 52,500 52,500 52,500 52,500 52,500 52,500 52,500

현금유입현재가치 395,725 49,763 47,169 44,710 42,379 40,170 38,075 36,090 34,209 32,426 30,735

현금유출 285,856 53,257 24,332 27,735 24,332 27,735 24,332 27,735 24,332 27,735 24,332

현금유출현재가치 220,765 50,481 21,861 23,619 19,641 21,221 17,647 19,066 15,855 17,130 14,245

순현금흐름 239,144 △ 757 28,168 24,765 28,168 24,765 28,168 24,765 28,168 24,765 28,168

NPV 174,961 △ 718 25,308 21,090 22,738 18,949 20,429 17,024 18,354 15,296 16,490

B/C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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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 분석결과 10년간 운영에 따른 NPV가 174,961 만원

이며, B/C가 1.79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5).

동일 시나리오에서 40% 차입, 운영시에는 NPV가 177,501 만

원이며, B/C가 1.81로 나타났다(표 6). 2단계 및 3단계 시

나리오에서 차입비율에 따른 NPC의 변화는 표 7과 같다.

여타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판매가 및 생산량

변동에 따른 손익분기점 분석을 위해 500평 규모의 비닐

하우스 1개동 기준으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판매가는 여타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kg 당

최소 15,161 원 이상이 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으며, 생산량은 여타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연간 최소 6,498 kg을 생산하여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표 8).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기후변화대응 능력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발전소 온배수 형태로 버려지는 폐열 활용

사례에 대한 조사와 시간당 약 3만톤의 온배수를 배출하

고 있는 강원도 영월지역의 LNG복합발전소를 연구대상

지로 하여 국내에서는 적용되지 않은 온배수를 활용한 철

갑상어 양식의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제분석 분석에서는 투자 리스크와 재정부담을 최소

화하기 위해서 규모를 작게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

는 3단계에 걸친 시범사업으로 계획하였으며, 사업운영

기간은 10년(2012~2021)으로 가정하고 현지조사로 확보

한 기초통계량에 근거하여 단계별 외부 차입금 규모를

80%와 40%로 구분함으로써, 차입금 규모에 따른 운영 기

간 내(10년) NPV(순 현재가) 및 경제성(B/C)을 추정하였

다. 분석결과 외부차입금이 총 투자금액의 80%를 차지하

는 경우에는 B/C가 1.79인데 반해 차입규모가 40%인 경

우에는 1.81로 향상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외부차입금 규

모를 축소하는 것이 보다 큰 경제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로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철갑상어 양식의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

타남에 따라 이를 통한 고부가가치 지역발전 사업 아이템

도출이 가능할 것이며, 더불어 지자체의 기후변화대응 역

량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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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1단계 차입비율 40%시 수익성 분석                                                                                            (단위 : 만원)

구 분 전 체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현금유입 525,000 52,500 52,500 52,500 52,500 52,500 52,500 52,500 52,500 52,500 52,500

현금유입현재가치 395,725 49,763 47,169 44,710 42,379 40,170 38,075 36,090 34,209 32,426 30,735

현금유출 282,592 52,557 24,070 27,421 24,070 27,421 24,070 27,421 24,070 27,421 24,070

현금유출현재가치 218,224 49,817 21,626 23,352 19,430 20,981 17,457 18,850 15,684 16,936 14,091

순현금흐름 242,408 △ 57 28,430 25,079 28,430 25,079 28,430 25,079 28,430 25,079 28,430

NPV 177,501 △ 54 25,543 21,357 22,949 19,189 20,619 17,240 18,525 15,489 16,644

B/C 1.81

표 7. 단계별 차입비율에 따른 수익성 분석                                                                                            (단위 : 만원)

구 분 전 체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단계
80% 차입 524,882 △2,153 75,923 63,271 68,213 56,846 61,286 51,073 55,063 45,887 49,471

40% 차입 532,504 △163 76,630 64,072 68,848 57,566 61,857 51,720 55,575 46,468 49,932

3단계
80% 차입 874,803 △3,588 126,539 105,452 113,689 94,743 102,144 85,122 91,772 76,478 82,452

40% 차입 887,506 △272 127,716 106,787 114,747 95,943 103,094 86,200 92,625 77,447 83,220

표 8. 순익분기점 분석                                                                                                              (단위 : 만원/10년)

구 분 현금유입 현금유출 순현금흐름 NPV  B/C

판매가(원/kg) 15,161 227,415 220,387 7,028 0.000 1.00 

생산량(kg/년) 6,498 227,415 220,387 7,028 0.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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