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Ⅹ  - 1

10.1 사업의 효과분석

2030하수도정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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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사업의 시행효과

10.1 사업의 효과분석

서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실행에 따른 사업효과 분석은 각각의 사업, 즉 관로분야, 처리장분

야, 신재생에너지분야, 유지관리분야등 분야별로 효과를 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각각의 사업분야가 서로간의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가 어려워 결국 각 사업분

야별로 효과가 중복되어 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용역에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전반적인 사업효과를 다음과 같이 크게 직접적인 효

과와 간접적인 효과로 구분하였다.

○ 직접적인 효과

- 하수관로개선에 따른 하수처리량 감소효과 

-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효과

○ 간접적인 효과

- 하수관로사업에 따른 주민의 지불의사액 추정

- 하수관로 확률년수 상향조정에 따른 홍수피해 저감에 따른 간접피해액저감

- 분뇨직투입시 메탄가스(CH4)의 포집 및 재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효과 및 정화조슬러지 청소

비 절감효과

10.1.1 직접적인 효과

가. 하수관로개선에 따른 하수처리량 감소효과

서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는 현재의 약 30%의 불명수량을 향후 2030

년도까지 20%수준으로 감소시켜 약 10%의 하수처리량을 절감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의 

향후 하수처리량은 2015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 2030년에는 2010년대비 하루 약 217,691㎥

이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절감되는 하수처리량은 두가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먼저, 하수처리에 들어가는 운영비용(동

력비, 약품비)이 감소하게 되고, 하수처리를 한 후 발생하는 슬러지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

다. 환경부의 하수도운영결과조사표(2014)에서 조사된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의 전력비 및 약

품비, 슬러지처리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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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1-1> 물재생시설별 운영비용

처리장명
하수처리
단   가
(원/톤)

하    수
처리비용
(천원/년)

 전력비 
 비용

(천원/년)

 약품비 
비용

(천원/년)

 슬러지처리비 
비용

(천원/년)

중랑 104.4 48,591,769.0  15,365,729 4,086,368 9,436,046

탄천 146.6 39,756,852.0  7,251,849 3,954161 5,849,892

서남 105.4 57,757,899.0  13,661,425 7,339,678 10,669,082

난지 241.4 46,929,999.0  6,827,346 3,084,668 7,222,027

평균 149.45 48,259,129.75 10,776,587.25 4,616,218.75 8,294,261.75

물재생센터의 운영비용 중 4개 물재생센터의 전력비, 약품비, 슬러지처리비의 평균값을 이용한 

불명수량 감소에 따른 절감비용은 다음 표와 같이  2025년도에는 년간 약 2,319백만원, 2030

년에는 약 2,353백만원의 추가적인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10.1-2> 불명수량 감소에 따른 하수처리량 절감편익
(단위 : 톤, 백만원)

구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일평균 하수량 3,929,583 3,778,019 3,735,492 3,692,351

절감 하수량  151,564 42,527 43,141

연간 절감 하수량 　 55,320,860 15,522,355 15,746,465

하루 절감비용 　 22.65 6.36 6.45

연간 절감비용 　 8,267.70 2,319.82 2,3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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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가) 방류지점의 하천수질 예측

하천의 수질예측은 하천의 특성 및 인근도시와의 관계, 유입오염원의 종류와 부하량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종합적인 예

측은 어렵기 때문에 본 계획에서는 하수처리수가 공공수역에 유입되어 미치는 영향만을 고

려하여 혼합수질공식을 이용하여 방류지점의 수질을 예측하였다.

 

․․

여기서,   : 방류지점의 혼합수질(BOD, ㎎/ℓ)

 : 하천수량(㎥/일, 하수처리 방류수 제외)

 : 하수처리 방류수량(㎥/일)

 : 하천의 수질(㎎/ℓ, 하수처리 방류수 제외)

 : 현재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ℓ)

나) 수질 예측

(1) 기본 자료

수질예측을 위한 기본자료는 ‘한강서울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 한강물환경연구소 측정

자료’와 물환경정보시스템의 수질자료를 이용하였다.

<표 10.1-3> 시경계 지점 유량 및 수질자료

명 칭

측정 위치 유량 및 수질

비 고
행정구역명 경도 위도

유량
(㎥/s)

BOD5
(㎎/ℓ)

한강 G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124-06-49 37-32-33 528.6 2.4

탄천 A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정동 127-07-29 37-27-51 13.9 9.4

중랑 A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27-03-12 37-41-00 5.2 5.7

안양 A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26-52-32 37-30-21 8.3 5.6

물재생센터의 유량 및 수질은 물재생센터 운영 월보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금회 계획에서 

산정한 처리구역별 CSOs 월류량을 기타 항목에 입력하여 수질을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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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별 사업계획

향후 계획된 수질개선의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1-4> 단계별 사업계획

구    분 2020년 2025년 2030년

CSOs 저류조

(㎥/일)

소계 55,000 169,000 -

탄천 - 53,000 -

중랑 9,000 47,000 -

난지 - - -

서남 46,000 69,000 -

간이공공 

하수처리시설

(㎥/일)

소계 1,220,000 11,050,000 -

탄천 - 2,390,000 -

중랑 500,000 2,510,000 950,000

난지 - 2,100,000 -

서남 720,000 1,600,000 1,500,000

차집제어

탄천 ◎ - -

중랑 - ◎ -

난지 - ◎ -

서남 - ◎ -

총인처리시설

(방류수질 5mg/L)

탄천 ◎ - -

중랑 ◎ - -

난지 ◎ - -

서남 ◎ - -

차집관로복선화

(m)

소계 14,557 - 74,850

탄천 14,557 - -

중랑 - - 20,709

난지 - - 26,145

서남 - - 27,996

(3) 사업별 계획 저감량 산정

❍  간이공공 하수처리시설

  - 일평균 처리량(㎥/d) = 일평균 CSOs 발생량(㎥/d) X 시설용량 대비 처리량(㎥/㎥)

  - 시설용량 대비 처리량은 탄천처리구역 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 

      → (3Q 모델 CSOs 발생량 - 1.2Q 모델 CSOs 발생량)/시설용량

  - 일평균 부하량(㎥/d) = 일평균 처리량(㎥/d) X (현재 방류수질(mg/L) - 계획 방류수

질(mg/L))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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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Os 저류조

  - 일평균 처리량(㎥/d) = 시설용량(㎥/d) X 연간 월류횟수(27회) / 365일

❍  총인처리시설

  - 2020년 준공 후 현재 방류수질에서 5mg/L로 저감하여 방류

❍  차집제어

  - 일평균 저감 부하량(kg/d) = 해당년도 일평균 부하량(kg/L) X 처리율(13.3%)

  - 처리율은 탄천처리구역 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하였으며, 각 처리구역별 CSOs 

분석 후 정확한 값 산출 가능

<표 10.1-5> 사업별 수질 저감량

구    분 계 2020년 2025년 2030년

사업별

수질저감량

(BOD, 

mg/L)

계 1.28 0.53 0.47 0.28

CSOs저류조 0.06 0.02 0.04

간이공공 

하수처리시설
0.41 0.03 0.21 0.17

차집제어 0.21 0.05 0.16

준설,물청소,관로정비 0.24 0.15 0.06 0.03

총인처리시설 0.26 0.26

차집관로복선화 0.10 0.02 0.08

<표 10.1-6> 단계별 수질 저감계획

구    분 현 재 2020년 2025년 2030년

한강I지점 수질 

(BOD, mg/L)
4.63 4.10 3.63 3.35

(4)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효과

현재 서울시에서는 방류수질 개선을 위해 간이공공 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등을 

2020년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에 2030년에는 한강I 지점(행주대교 부근)의 수질이 

4.63mg/L에서 3.35mg/L까지 감소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향후 물재생센터의 초고도처

리시설이 설치되면 물놀이 가능한 수준까지 수질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현재부터  2030년까지 수질을 예측한 물수지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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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1> 향후 수질 예측 물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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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1> 향후 수질 예측 물수지도(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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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간접적인 효과

가. 하수도 관련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의 지불의사액

하수도 관련시설 사업에 따른 주민들의 간접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수단은 설문등을 통한 가상 

시장에 기반을 두어 환경자원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유도하게 하는 진술선호방법(Stated 

Preference Method ; SP) 중 하나인 가상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을 이용한다. 가상가치평가법은 주민들이 하수도관련 시설사업에 따라 얼마만큼의 지불의사액

(Willingness to Pay ; WTP)이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하는 것이고, 도출된 추정액은 하수도관

련 시설사업의 가치 및 편익를 나타내게 된다. 선행 연구 중 하수도시설 사업에 따른 주민의 

지불의사액을 추정한 선행연구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0.1-7> 하수도시설사업에 대한 WTP 선행연구 

제목 저자 평가대상 설문대상 설문방법 WTP 출판연도

수질오염의 사회적 비용 계량화 

연구 - 한강수계를 중심으로

김광임 

민동기 

정회성 

임현정 

김미숙

한강의 

여가용기치, 

식수용가치

서울, 경기, 

강원 총 

2,164명

개별

면접조사

여가용 가치

월 4,768~5,468원
1999

충주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관한 주민의 

지불의사액 추정을 위한 CVM 

적용에 관한 연구

정동환 

박규홍 

진영선 

조중무

하수도시설확

충사업

충주댐 

상하류지역 

주민 

1,200가구

개별

면접방식
월 3,411~4,841원 2004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안동ㆍ임하댐 유역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지불의사액 추정

정동환 

박규홍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안동ㆍ임하댐 

유역 주민 

800가구

개별

면접조사
월 3,086원 2005

조건부가치평가법을 활용한 

공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김종대 

조문기

하수관로

정비 사업

구미시 주민 

1,998가구

개별

면접조사
월 2,865원 2005

위 선행연구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하수도 관련 사업을 통한 주민들의 지불의사금액은 각 연

구마다 편차가 있지만, 약 2,865원~5,468원까지 다양한 지불의사금액이 도출되었다. 이들 연구 

중 정작 하수도 관련 사업을 통한 3개의 연구는 최대 4,841원의 지불의사를 보인 반면, 하수

도사업에 따른 수질개선의 영향에 대해서는 최대 5,468원의 지불의사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

는 지불의사액을 도출하는 표본지역의 소득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본 연구에서는 하수도시설과 관련된 연구 중 한강권역을 대상으로 한 정동환 외(2004)년도 

자료 중 선택형 적정금액 질문형인 가구당 매월 약 3,411원의 지불의사액을 반영하기로 한

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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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수관로 확률년수 상향조정에 따른 홍수피해 저감에 따른 간접피해액 

하수관로 확률년수를 지선10년, 간선 30년으로 상향되어, 이에 따라 상습침수지역의 경우 홍수

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홍수피해를 회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

며, 결국 이는 상습침수지역의 홍수피해액을 편익으로 간주할 수 있다.

국가수자원관리종합시스템에 따르면, 1971년부터 2001년까지의 서울특별시의 평균 홍수피해액

은 연간 약 7,006백만원으로 집계하고 있다. 

다. 온실가스 저감효과 및 정화조 청소비 절감효과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지구온난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지구

온난화 물질이 여러 가지 있지만, 하수도정비와 관련한 온실가스로는 이산화탄소(CO2), 메탄

(CH4), 일산화이질소(N2O)가 대표적이며, 정부 및 UN에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동원하여 각국

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분뇨직투입에 따라 메탄가스를 포집하고 재이용을 

통한 온실가스를 저감시키게 된다면, 이는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를 이용하여 정부 및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탄소배출권(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 CERs)으로 인정받아 배출권거래소에서 화폐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메탄

가스의 경우 지구온난화에 대한 유발계수가 높기 때문에(이산화탄소 대비 21배), 더욱더 경제

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2)

그러나 각 정화조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의 포집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고, 이와 관련된 연구가 

전무한 실정에서 이에 관련된 편익은 포함하지 않기로 한다.

1) 환경정책에 대한 편익을 추정하고자 하는 방법 중에 위와 같이 기존에 환경정책에 대한 편익을 추정한 연구결과를 수
집하여 편익이전(benefit transfer) 방법으로 연구자가 원하는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이 있음. 하지
만, 이러한 편익이전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연구실적이 필요로 하며, 적어도 연구자가 원하는 지역
에 대해 직접 평가된 가치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어야 편익이전에 따른 연구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검증해야 하
나, 현재 서울시에 대한 하수도시설에 관련된 연구결과가 조사되지 않기 때문에 편익이전 방법은 적용하지 않음. 
2) 2008.5.5일 현재 EUA CERs 시세는 장외선도거래분이 CO₂Ton당 €25.05로, 원단위로 환산하면 약 톤당 33,980원이고, 이를 
메탄으로 간주했을 경우 톤당 약 713,580원으로 추정된다. (출처 : www.pointcarb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