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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사업의 시행효과

14.1 사업의 효과분석

서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실행에 따른 사업효과 분석은 각각의 사업,즉

거분야,처리장분야,신재생에 지분야,유지 리분야등 분야별로 효과를 산

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왜냐하면,각각의 사업분야가 서로간의 향을 미치

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가 어려워 결국 각 사업분야별로 효과가 복되

어 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본 용역에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반 인 사업효과를 다음과 같

이 크게 직 인 효과와 간 인 효과로 구분하 다.

○ 직 인 효과

-하수 거개선에 따른 하수처리량 감소효과

-신재생에 지 도입에 따른 효과

○ 간 인 효과

-하수 거사업에 따른 주민의 지불의사액 추정

-하수 거 확률년수 상향조정에 따른 홍수피해 감에 따른 간 피해액 감

-분뇨직투입시 메탄가스(CH4)의 포집 재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효과

정화조오니 청소비 감효과

14.1.1 직접적인 효과

가. 하수관거개선에 따른 하수처리량 감소효과

서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직 인 효과는 재의 약 30%의 불명수

량을 향후 2020년도에까지 20%수 으로 감소시켜 약 10%의 하수처리량을

감하는 것이다.따라서,서울시의 향후 하수처리량은 2015년부터 어들기 시작

하여 2020년에는 2010년 비 하루 약 217,691㎥이 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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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되는 하수처리량은 두가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먼 ,하수처리에 들어가

는 운 비용(동력비,약품비)이 감소하게 되고,하수처리를 한 후 발생하는 슬

러지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환경부의 하수도운 결과보고서(2007)에서 조사된 2006년 기 서울시 4개 물

재생센터의 력비 약품비,슬러지처리비는 다음과 같다.

처리장
명

하수처리
단   가
(원/톤)

하    수
처리비용
(천원/년)

 전력비  약품비  슬러지처리비 

 비용
(천원/년)

처리단가
(원/톤)

비용
(천원/년)

처리단가
(원/톤)

비용
(천원/년)

처리단가
(원/톤)

랑 95.3 50,065,383.0 7,075,612 13.5 2,973,899 5.7 8,442,661 16.1

탄천 80.8 25,650,956.0 3,928,094 12.4 1,024,879 3.2 3,599,170 11.3

서남 64.3 39,944,167.0 7,300,823 11.8 1,176,838 1.9 7,421,505 12.0

난지 90.3 28,138,242.0 3,374,207 10.8 660,279 2.1 3,883,658 12.5

평균 82.67 35,949,687 5,419,684 12.13 1,458,973 3.23 5,836,748 12.98

<표 14.1.1>   물재생시설별 운영비용

물재생센터의 운 비용 4개 물재생센터의 력비,약품비,슬러지처리비의

평균값을 이용한 불명수량 감소에 따른 감비용은 다음 표와 같이 2015년도

에는 약 1,290백만원,2020년에는 약 970백만원의 추가 인 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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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0 2015 2020

일평균 하수량 4,488,209 4,363,949 4,270,518

감 하수량 124,260 93,431

연간 감 하수량 　 45,354,900 34,102,315

하루 감비용 　 3.53 2.65

연간 감비용 　 1,289.89 969.86

<표 14.1.2> 불명수량 감소에 따른 하수처리량 절감편익

(단 :톤,백만원)

14.1.2 간접적인 효과

가. 하수도 관련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의 지불의사액

하수도 련시설 사업에 따른 주민들의 간 효과를 측정하기 한 수단은 설문

등을 통한 가상 시장에 기반을 두어 환경자원의 가치를 직 으로 유도하게

하는 진술선호방법(StatedPreferenceMethod;SP) 하나인 가상가치평가법

(ContingentValuationMethod;CVM)을 이용한다.가상가치평가법은 주민들이

하수도 련 시설사업에 따라 얼마만큼의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

WTP)이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하는 것이고,도출된 추정액은 하수도 련 시설

사업의 가치 편익를 나타내게 된다.선행 연구 하수도시설 사업에 따른

주민의 지불의사액을 추정한 선행연구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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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자 평가대상 설문대상 설문방법 WTP 출판연도

수질오염의 사회 비용

계량화 연구 -한강수계를

심으로

김 임

민동기

정회성

임 정

김미숙

한강의

여가용기치,

식수용가치

서울,경기,

강원 총

2,164명

개별면

조사

여가용 가치

월 4,768~5,468원
1999

충주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한 주민의

지불의사액 추정을 한

CVM 용에 한 연구

정동환

박규홍

진 선

조 무

하수도시설확

충사업

충주

상하류지역

주민

1,200가구

개별면

방식
월 3,411~4,841원 2004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안동ㆍ임하 유역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한

지불의사액 추정

정동환

박규홍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안동ㆍ임하

유역

주민

800가구

개별면

조사
월 3,086원 2005

조건부가치평가법을 활용한

공공사업의 경제 타당성

분석

김종

조문기

하수 거

정비 사업

구미시 주민

1,998가구

개별면

조사
월 2,865원 2005

<표 14.1.3> 하수도시설사업에 대한 WTP 선행연구 

선행연구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하수도 련 사업을 통한 주민들의 지불의

사 액은 각 연구마다 편차가 있지만,약 2,865원~5,468원까지 다양한 지불의사

액이 도출되었다.이들 연구 정작 하수도 련 사업을 통한 3개의 연구는

최 4,841원의 지불의사를 보인 반면,하수도사업에 따른 수질개선의 향에

해서는 최 5,468원의 지불의사를 나타냈다.이러한 결과는 지불의사액을 도

출하는 표본지역의 소득에 따라 향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하수도시설과 련된 연구 한강권역을 상으로 한 정동환

외(2004)년도 자료 선택형 정 액 질문형인 가구당 매월 약 3,411원의 지

불의사액을 반 하기로 한다.1)

1)환경정책에 한 편익을 추정하고자 하는 방법 에 와 같이 기존에 환경정책에 한 편익을 추정한 연

구결과를 수집하여 편익이 (benefittransfer)방법으로 연구자가 원하는 지역에 용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

하는 방법이 있음.하지만,이러한 편익이 의 합성을 평가하기 해서는 보다 더 많은 연구실 이 필요로

하며, 어도 연구자가 원하는 지역에 해 직 평가된 가치에 한 연구결과가 있어야 편익이 에 따른 연

구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검증해야 하나, 재 서울시에 한 하수도시설에 련된 연구결과가 조사

되지 않기 때문에 편익이 방법은 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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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수관거 확률년수 상향조정에 따른 홍수피해 저감에 따른 간접피해액 

하수 거 확률년수를 행 지선 5년,간선 10년에서 지선10년,간선 30년으로

상향시키게 되면,이에 따라 상습침수지역의 경우 홍수로 인한 피해를 일 수

있다.따라서,이에 따른 홍수피해를 회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며,결국 이

는 상습침수지역의 홍수피해액을 편익으로 간주할 수 있다.

국가수자원 리종합시스템에 따르면,1971년부터 2001년까지의 서울특별시의

평균 홍수피해액은 연간 약 7,006백만원으로 집계하고 있다.

다. 온실가스 저감효과 및 정화조 청소비 절감효과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지구온난화에 한 심이 더 커지고 있다.

이와 련된 지구온난화 물질이 여러 가지 있지만,하수도정비와 련한 온실

가스로는 이산화탄소(CO2),메탄(CH4),일산화이질소(N2O)가 표 이며,정부

UN에서는 다양한 인센티 를 동원하여 각국에서 온실가스를 이도록 유도

하고 있다.분뇨직투입에 따라 메탄가스를 포집하고 재이용을 통한 온실가스를

감시키게 된다면,이는 청정개발체제(CleanDevelopmentMechanism;CDM)

를 이용하여 정부 유엔기후변화 약(UNFCCC)에서 탄소배출권(Certified

EmissionReductions;CERs)으로 인정받아 배출권거래소에서 화폐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특히,메탄가스의 경우 지구온난화에 한 유발계수가 높기 때문

에(이산화탄소 비 21배),더욱더 경제 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상된다.2)

하지만,각 정화조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의 포집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고,이

와 련된 연구가 무한 실정에서 이에 련된 편익은 포함하지 않기로 한다.

2)2008.5.5일 재 EUA CERs시세는 장외선도거래분이 CO₂Ton당 €25.05로,원단 로 환산하면 약 톤당

33,980원이고,이를 메탄으로 간주했을 경우 톤당 약 713,580원으로 추정된다.(출처 :www.pointcarb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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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 경제성 분석 및 사업 타당성 검토

가. 경제성 분석의 전제조건

서울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한 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 할인율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간한 「 비타당성 수행을 한 일반

지침 수정ㆍ보완 연구(2004.12)」에서 제시한 실질 사회 할인율 5.5%를

용하 다.

○ 직 편익의 경우 불명수량이 개선되는 2015년부터 용시켰고,간 편익의

경우 2010년부터 용시켰다.

○ 편익의 산정 기간은 2010년부터 사업완공후 25년이후인 2035년까지로 감안

을 했으며,실제 으로 각 시설별 내용연수에 따라 각 년도마다 편익이 틀

려지게 되지만 편익을 각 사업의 내용연수에 따라 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

으므로,사업완료후 15년으로 가정한다.

○ 유지 리비의 경우 거 차집 거의 경우 사업비에 보수개량비가 책정되

어있기 때문에 감안하지 않기로 하고,물재생시설과 오수 계펌 장,본청

자치구청에 해서만 향후 상가능한 유지 리비를 가정한다.

나. 경제성 분석 

비용편익분석은 다음의 순 재가치(NetPresentValue;NPV)와 비용편익비

(CostBenefitRatio;CBR)의 평가지표에 의해 산정된다.

○ 순 재가치는 편익의 총 재가치와 비용의 총 재가치와의 차에 의해 산출

되고,산출된 순 재가치가 정(正 )의 값일 경우 사회경제 측면에서 효율

인 정책사업으로 평가한다.

     
  




 

여기서, =t년차의 편익

 =t년차의 비용

 =사회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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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기간

○ 비용편익비는 편익의 총 재가치와 비용의 총 재가치와의 비교에 의해 산

출한고,산출된 비용편익비가 1보다 큰 경우 사회경제 측면에서 효율

정책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를 사회 인 할인율에 의해 재가치로 환하여 계산기간내

에 집계한 편익

  = 를 사회 인 할인율에 의해 재가치로 환하여 계산기간

내에 집계한 비용

 =사회 할인율

 =계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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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합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용

소계 14,615,292 488,923 737,606  837,130  760,758  1,192,893  1,110,707  1,059,929  1,053,749  1,222,403  1,052,676  1,019,164  1,118,024  

시설개선증

분비용
8,819,652 225,971 474,132 577,544 505,951 943,687 867,840 824,046 825,185 1,001,417 839,456 813,821 920,602 

유지보수비 5,795,640 262,952 263,474 259,586 254,807 249,206 242,867 235,883 228,564 220,986 213,220 205,343 197,422

비용의 재가치 8,676,618 439,274 628,155 675,745 582,082 865,141 763,541 690,649 650,826 715,632 584,141 536,061 557,403 

편익

소계 20,201,060 0 776,119 776,119 776,119 776,119 776,119 777,409 777,409 777,409 777,409 777,409 777,089 

직 편익 21,967 0 0 0 0 0 0 1,290 1,290 1,290 1,290 1,290 970 

간 편익 20,179,093 　 776,119 776,119 776,119 776,119 776,119 776,119 776,119 776,119 776,119 776,119 776,119 

편익의 재가치 9,536,063 0 660,954 626,496 593,835 562,877 533,533 506,559 480,150 455,119 431,392 408,903 387,426 

순편익　 5,585,768 -488,923 38,513 -61,011 15,361 -416,774 -334,588 -282,520 -276,340 -444,994 -275,267 -241,755 -340,935

순편익의

재가치
859,445 -439,274 32,798 -49,249 11,753 -302,264 -230,008 -184,090 -170,676 -260,513 -152,749 -127,159 -169,977

<표 14.1.4> 단계별 비용, 편익, 순편익의 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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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비용

소계 197,422 197,422  197,422  197,422  197,422  197,422  197,422  197,422  197,422  197,422  197,422  197,422  197,422  197,422  197,422  

시설개선증분비용 　 　 　 　 　 　 　 　 　 　 　 　 　 　 　

유지보수비 197,422 197,422 197,422 197,422 197,422 197,422 197,422 197,422 197,422 197,422 197,422 197,422 197,422 197,422 197,422

비용의 재가치 93,296 88,432 83,822 79,452 75,310 71,384 67,662 64,135 60,791 57,622 54,618 51,771 49,072 46,514 44,089 

편익

소계 777,089 777,089 777,089 777,089 777,089 777,089 777,089 777,089 777,089 777,089 777,089 777,089 777,089 777,089 777,089 

직 편익 970 970 970 970 970 970 970 970 970 970 970 970 970 970 970 

간 편익 776,119 776,119 776,119 776,119 776,119 776,119 776,119 776,119 776,119 776,119 776,119 776,119 776,119 776,119 776,119 

편익의 재가치 367,228 348,084 329,937 312,737 296,433 280,979 266,331 252,446 239,286 226,811 214,987 203,779 193,155 183,086 173,541 

순편익　 579,667 579,667 579,667 579,667 579,667 579,667 579,667 579,667 579,667 579,667 579,667 579,667 579,667 579,667 579,667 

순편익의 재가치 273,933 259,652 246,116 233,285 221,123 209,595 198,669 188,311 178,494 169,189 160,369 152,008 144,084 136,572 129,452 

<표 계속> 단계별 비용, 편익, 순편익의 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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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총편익은 약 20,201,060백만원이고 총비용은 14,615,292백만원으로 B/C

Ratio는 1.10로 나타났고,NPV는 859,445백만원으로 나타나 서울시의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의 사업은 타당한 것으로 단된다.

총편익
(B)

총비용
(C)

순현재가치
(NPV)

비용편익 비율
(B/C Ratio)

비고

20,201,060 14,615,292 859,445 1.10

ㆍ직 편익 간 편

익 고려

ㆍ실질할인율 5.5% 용

<표 14.1.5> 서울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B/C 분석

(단 :백만원)

서울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경제성 분석은 부분 간 편익에 따라

B/CRatio가 1을 넘어 사업의 타당성을 나타내고 있으나,직 편익만을 고려했

을 경우 편익보다 비용이 훨씬 더 많아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다.하지만,이는 하수도사업이 공공재 성격의 사업으로 나타나는 상이며,

하수도의 정비를 통해 일반 주민들이 보다 쾌 한 환경을 릴 수 있다는 것이

보편 인 사고라면 간 편익을 감안하여 B/C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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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14.2.1 공공수역의 수질한경 현황

본 계획구역은 한강과 한강으로 유입하는 각종 지천들로 수역이 형성되어 있

는데 재 방류지 인 랑천4,뚝도 행주 측정소의 수질 황은 다음표에

서 알 수 있듯이 하천수질환경기 등 상 BOD기 으로 랑물재생센터 방

류지 인 랑천4측정소 지 은 매우나쁨(Ⅵ)등 이며 탄천물재생센터 방류

지 인 뚝도 측정소 지 은 약간좋음(Ⅱ)등 이고 서남과 남지물재생센터 방

류지 인 행주 측정소 지 은 보통(Ⅲ)등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14.2.1> 서울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B/C 분석

측정소
유량

(㎥/일)
pH

Do
(㎎/L)

BOD
(㎎/L)

COD
(㎎/L)

SS
(㎎/L)

비 고

랑천4 2,073,600 7.2 8.4 15.7 10.7 11.3 랑

뚝도 7,776,000 7.8 10.2 2.5 4.1 11.4 탄 천

행주 11,232,000 7.6 8.9 3.7 5.4 11.3 서남･난지

자료:환경부 수질측정망 운 자료(2007년 평균)

14.2.2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효과

재 서울시에서는 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뿐만 아니라 하수 거 조사 정

비기본설계를 1992년 시행하여 년차별로 거정비사업을 시행 에 있으며 방

류수질개선을 하여 재 표 활성슬러지공법으로 운 인 4개 물재생센터

를 고도처리사업을 통하여 하수 의 유기물뿐만 아니라 호소의 부 양화를

유발하는 질소와 인 등의 양염류까지 제거할 수 있는 시설개선사업을 추진

에 있다. 한 2007년에 랑물재생센터 제1․2처리장 46만㎥/일에 하여

고도처리로 환하여 운 에 있고 2012년 이후에는 방류하천의 수질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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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류지점의 하천수질 예측

하천의 수질 측은 하천의 특성 인근도시와의 계,유입오염원의 종류와

부하량 등을 고려한 종합 인 검토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그러나 실

으로 이러한 종합 인 측은 어렵기 때문에 본 계획에서는 하수처리수가 공공

수역에 유입되어 미치는 향만을 고려하여 혼합수질공식을 이용하여 방류지

의 수질을 측하 다.

 

․․

여기서, :방류지 의 혼합수질(BOD,㎎/ℓ)

 :하천수량(㎥/일,하수처리 방류수 제외)

 :하수처리 방류수량(㎥/일)

 :하천의 수질(㎎/ℓ,하수처리 방류수 제외)

 : 재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ℓ)

나. 수질 예측

1)기본 자료

수질 측을 한 기본자료는 ‘4 강수계 총량 리 목표수질․유량측정 성과․

평가 보고서 (2009.4환경부 물환경정책국,국립환경과학원,4 강 물환경연구

소)’의 자료를 이용하 다

명 칭

측정 위치 유량 및 수질

비 고

행정구역명 경도 위도
유량
(㎥/s)

BOD5

(㎎/ℓ)

한강 G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124-06-49 37-32-33 452.2 2.1

탄천 A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정동 127-07-29 37-27-51 19.8 11.9

랑 A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27-03-12 37-41-00 6.0 11.3

한강 H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 동 126-57-38 37-30-54 507.7 4.3

안양 A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26-52-32 37-30-21 13.5 9.9

한강 I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126-48-53 37-35-53 547.7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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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질자료에 각 물재생센터의 2008년 평균 방류량 수질을 포함한 자료

는 다음과 같다.

주)기타는 CSOs등 타 수량 오염부하량

2)고도처리시설 도입이후 수질 측 자료

고도처리 방류수질은 10㎎/ℓ이하 이지만 평균값임을 감안하여 7.0㎎/ℓ로

용하 고,타 수질 수량은 기본자료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 다.

고도처리시설 도입이후의 한강 수질은 한강H 지 에서 4.3㎎/ℓ→ 4.148㎎/ℓ,

한강I지 에서 4.9㎎/ℓ→ 4.628㎎/ℓ로 좋아지지만,환경기 Ⅱ등 (BOD3.0

㎎/ℓ 이하)에는 미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따라서 기우수 CSOs등

기타 유입 오염부하량을 이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