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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상수도 관리

1. 상수도 보급현황

서울의 상수도는 미국인 콜브란과 보스윅이 1903년 12월 9일 고종황제로부터 

상수도의 시설경영에 관한 특허를 받아 1908년 9월 1일 뚝도 수원지에 정수시

설을 건설하여 공급한 것이 최초이며 당시 1일 생산능력은 12,500톤/일, 급수인

구는 125,000명이었다.

<그림 2-7-1> 연도별 상수도 보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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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46년에 3개 정수장(뚝도, 노량진, 구의 : 시설용량 152,100㎥/일)에서 

1977년에는 5개 정수장(뚝도, 노량진, 구의, 보광동, 영등포 : 시설용량 216.6만㎥/ 

일)으로 확대되었으며, 2004년에는 시설 노후 및 경쟁력이 저하된 구의#1,2 공장, 

노량진, 신월, 선유 및 보광동정수장을 폐쇄하고, 6개 정수장(광암, 암사, 구의, 

뚝도, 영등포, 강북)을 운영중이며 2008년말 현재 생산시설 용량은 510만㎥/일에 

급수인구 1,011만 여명, 상수도 보급율은 100%에 이르고 있다.

2. 취수･정수 및 급수현황

2-1. 취수현황

한강은 서울을 비롯한 1,800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으로써 취수량은 시설용량 

기준 1,408만톤/일이며, 이중 서울시가 587만톤/일이고 나머지 821만톤/일은 

수도권지역 취수시설용량이다.

실취수량은 824만톤/일이며 이중 서울시가 338만톤/일(43.2%), 수도권지역에서 

470만톤/일(56.8%)을 취수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실취수량중 팔당호가 23만톤/일 

(6.8%)이고 잠실수중보상류 지역이 315만톤/일(93.2%)을 취수하고 있다.

<그림 2-7-2> 취수장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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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취수장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7-1> 취수장 현황

취   수   장 공    급
정수장명취 수 장 명 만톤/일 년도 면적(천㎡) 취수구

계 587

수공
팔당#1
하남시

(260) ’79 64 22
L=14 광암

암사 암사 산1

171 ’86

’98
17.7

5.3
L=33
L=30

암사#1 : 139
#2 :  32

구의 광장18-2 96 ’84 8.2 5.2
L=50 구의

자양 자양 701 145 ’86 15.3 5.0
L=24 뚝도

풍납 풍납 417 70 ’91 3.6 5.1
L=100 영등포

강북 남양주 와부 도곡리 1124 105 ’98 5.7 4.3
L=20 강북

2-2. 정수현황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정수처리능력은 1908년 12,500톤/일의 용량에 급수인구 

125,000명이었으나 2008년말 현재 510만톤/일에 급수인구 1,046만 명으로 당시 보

다 시설용량은 408배, 급수인구는 84배의 규모로 증가하였다.

1992년 이전까지는 수돗물 공급량에 대한 시설용량이 여유가 없어 운영에 어

려운 점이 많았으나, 1998년 이후에는 충분한 정수시설을 확보하고 있어 안정적

으로 급수를 할 수 있게 되어 수돗물의 출수 불량 등의 문제는 완전히 해소된 

상태이다. 2008년도 서울의 수돗물 사용량은 전체 1,089,800천톤중 가정용 

726,718천톤(66.7%), 영업용 242,627천톤(22.3%)과 업무용, 목욕탕용, 기타 순으

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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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2> 정수장별 시설용량 및 급수 현황
(2007.12.31)

정  수

사업소

시설용량

(만톤/일)

급수세대

(세대수)

급수인구

(명)
해당사업소 급  수  구  역

계 510
4,046,067 10,421,718

8개 사업소 25개구  517개동
100.00%

광  암 80
264,657 699,714

강동
송파(28), 강동(3)

※2개구 32개동6.71%

구  의 65

692,585 1,769,986

동부, 북부

광진(16), 성동(6), 중랑(20), 

동대문(25), 강북(14), 도봉(9), 

노원(4)

※7개구 94개동
16.98%

뚝  도 75

499,763 1,194,009
중부, 서부, 

동부

종로(17), 중(15), 용산(20), 

마포(18),성동(14), 서대문(8), 

성북(2)

※7개구 94개동
11.46%

영등포 30

552,847 1,500,377 강서,

남부(금천구 

일부)

양천(20),강서(27),금천(8),구로(10)

※4개구 65개동14.4%

암  사 160

1,204,116 3,069,919 강서(구로구 

일부)

남부, 강남,

강동

영등포(22), 구로(9), 금천(5), 

동작(20), 관악(27), 서초(18), 

강남(26), 강동(18), 송파(1)

※9개구 146개동
29.46%

강  북 100

832,099 2,187,713 중부, 서부, 

동부(동대문

구 일부)

북부

종로(3), 마포(2), 동대문(6), 

성북(20), 강북(8), 도봉(8), 

노원(20), 은평(19), 서대문(16)

※ 9개구 102개동
20.99%

서울의 수돗물은 11개의 생산과정을 거쳐 생산된다. 우선 취수장에서 취수된 

원수는 6개 정수장으로 운반되어 아래와 같은 생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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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3> 처리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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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장 : 한강물을 펌프로 취수하여 정수장에 보내는 곳

∘전염소 : 미리 원수를 소독하여 세균 등 사멸 및 수질개선

∘분말활성탄 : 물의 맛, 냄새를 향상시켜주기 위해 투입

∘혼화지 : 원수와 정수약품을 혼합하는 곳

∘응집지 : 불순물과 약품을 접촉시켜 덩어리를 형성하는 곳

∘침전지 : 엉겨붙은 덩어리를 중력으로 침전시키는 곳

∘여과지 : 침전지에서 가라앉지 않은 미세입자를 여과하는 곳

∘후염소 : 세균 등을 사멸하고 수도꼭지까지 소독성분이 잔류하도록 최종 염소를 투입하는 곳

∘정수지 : 생산된 수돗물(정수)를 저장하는 곳

∘펌프실 : 정수를 배수지 또는 각 가정으로 밀어내는 곳

∘배수지 : 수돗물을 각 가정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높은 곳에 저장하는 곳

2-3. 수돗물 유수율 현황

서울시의 유수율은 2000년 72%에서 2008년말 기준 92.5%로 대폭 향상 

되었으며, 이는 ’9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후배관 정비사업과 누수탐지 등 

유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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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4> 수돗물 생산량 및 유수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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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배수･급수현황

서울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배급수관은 총 12,337㎞이다.

배급수과정의 수질개선과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배관 교체공사를 

1984년부터 실시해 온 결과 2008년까지 재개발사업지역내 노후관을 제외한 

전량 교체를 완료하였다.

<표 2-7-3> 배･급수관 정비실적

구  분
총
연장

정비
대상

실 적
(’84~’08)

최근 3년간 정비실적

소계 ’06 ’07 ’08
연  장(㎞) 12,337 12,337 12,260 303 70 120 113

  ※ 재개발지역내 노후관 77㎞는 재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정비예정

또한 배수지 용량은 235만톤으로 13.7시간 급수능력에서 2020년까지 

257만톤 용량으로 확충하여 급수능력을 15.0시간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무단수 급수체계가 확립되고 수용가의 물탱크, 저수조가 필요 없는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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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 체계가 구축되어 안정된 급수와 배･급수과정에서 수질이 변질되는 문제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이를 통해 정수장에서의 계획생산과 24시간 일정한 정수생산으로 수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정수장 유지관리에도 정기적인 순환정비가 가능하여 정수장 

최적화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표 2-7-4> 배수지 저수능력 확충계획

2008 ⇒ 2011년 ⇒ 2020년

106개소 235만톤 109개소 241만톤 114개소 257만톤

3. 상수원 관리

3-1. 상수원 수질관리

<그림 2-7-5> 생물경보장치를 이용한 상수원수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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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의 수질관리는 6개 취수장 모두 원수 수질자동감시장치가 설치되어, 

탁도, pH, 시안, 페놀 등 수질을 24시간 자동감시하고 있으며, 구의취수장에 

생물경보장치를 도입하여 물벼룩을 이용 원수에 대한 유해물질 감시와 독극물 

테러대비 경보망을 구축하는 등 수질사고에 대응하고 있으며, 또한 한강 상수원 

주변 36개 지점을 지정하여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

<표 2-7-5> 상수원 수질조사 및 검사

구 분 자동측정 감시 한강수계 수질검사 취수원수에 대한 수질검사

검사지점
6개 취수원

(광암, 암사, 구의,
 자양, 풍납, 강북)

30개 지점
(남한강8, 북한강9, 팔당지류천8, 

한강교량5)

6개 취수원
(광암, 암사, 구의, 자양, 풍납, 

강북)

검사항목

7개 항목 31개 항목

탁도,pH,수온,페놀,
시안,NH3-N,TOC

∘주간검사 : pH, BOD, SS, DO, NH3-N, COD, T-P, 
            T-N, TOC, 전기전도도, 수온, 질산성질소
∘월간검사 : 대장균군, ABS, F
∘분기검사 : Cd, Pb, Hg, 유기인, As, CN, Cr+6, PCB, 
             페놀, Se, 카바닐,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안티몬,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검사주기 24시간 연속측정 월, 분기 1회 주간, 월간, 분기 1회

3-2. 먹는물 수질검사항목 확대

우리나라는 1990년 수질기준 항목 28항목에서 확대해 2005년 현재 55항목 이

외에 환경부감시항목 20항목을 설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2005

년 7월 현재 법적항목 55항목과 우리시 자체감시 90항목(환경부감시항목 20항

목 포함)을 합하여 총 145항목(WHO 권장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보

건기구(WHO)의 먹는물 수질지침(Guidelines for drinking-water quality) 변경시 

이와 연계하여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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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6> 먹는물 수질기준 확대

확대일자 확   대   항   목
수질기준
항    목

비고

1990.01.11 THMs(트리할로메탄) 28 (1)

1991.07.04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말라티온, 세레늄,  페니트로티온, 33 (5)

1992.12.15 카바릴, 1.1.1-트리크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크르로에틸렌

37 (4)

1994.04.23 알루미늄 38 (1)

1994.07.01 디클로로에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43 (5)

1996.05.21 사염화탄소, 1.1-디클로로에틸렌 45 (2)

2000.07.01 클로로포름, 보론 47 (2)

2002.06.21 분원성대장균, 대장균, 잔류염소,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50 (3) 1항목 
제외

2003.07.01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트리크롤로로아세토니트릴, 할로아세틱에시드(말라티온 제외) 55 (5)

※ (   )내는 추가 항목 수

<표 2-7-7> 선진 외국의 음용수 수질기준 지정 현황

구  분 한  국 미  국 영  국 프랑스 독  일 일  본 WHO

항목수 55(90) 87(15) 53(8) 63 51 50(27) 145

※ 한국 : (  )는 서울시감시항목, 일본 : (  )는 수질관리목표설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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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8> 우리나라 먹는 물 수질기준(55개 항목)
(단위 : mg/L)

연번 항    목 기    준 연번 항    목 기    준

1 일반세균 100CFU/ml이하 29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0.1 이하

2 총대장균군 불검출/100㎖ 30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0.09 이하

3 대장균 불검출/100㎖ 31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0.004이하

4 분원성대장균군 불검출/100㎖ 32 할로아세틱에시드 0.1이하

5 납(Pb) 0.05 이하 33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0.003이하

6 불소(F) 1.5 이하 34 벤젠 0.01이하

7 비소(As) 0.05 이하 35 에틸벤젠 0.3이하

8 세레늄(Se) 0.01 이하 36 톨루엔 0.7이하

9 수은(Hg) 0.001 이하 37 크실렌 0.5이하

10 시안(CN) 0.01 이하 38 1.1디클로로에틸렌 0.03이하

11 6가크롬 0.05 이하 39 사염화탄소 0.002이하

12 암모니아성질소 0.5 이하 40 경도 300이하

13 질산성질소 10 이하 41 KMnO4 소비량 10이하

14 카드뮴(Cd) 0.005 이하 42 냄새 이취 없을것

15 보론(B) 1.0 이하 43 맛 이미 없을것

16 페놀 0.005 이하 44 동 1.0이하

17 총트리할로메탄 0.1 이하 45 색도 5도이하

18 클로로포름 0.08 이하 46 세제 0.5이하

19 다이아지논 0.02 이하 47 수도이온농도 5.8 - 8.5

20 파라티온 0.06 이하 48 아연 3.0이하

21 페니트로티온 0.04 이하 49 염소이온 250이하

22 카바릴 0.07 이하 50 증발잔류물 500이하

23 1.1.1-트리클로로에탄 0.1 이하 51 철 0.3이하

24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이하 52 망간 0.3이하

25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이하 53 탁도 0.5NTU이하

26 디클로메탄 0.02 이하 54 황산이온 200이하

27 유리잔류염소 4.0 이하 55 알루미늄 0.2이하

28 크로랄하이드레이트 0.0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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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9> 서울시 자체 감시항목(90개 항목)

구  분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5

항목수 10 15 26 36 45 58 66 90

(단위 : mg/L)

구 분 항      목 서울시수질기준 구 분 항      목 서울시수질기준

미 

생 

물

분원성연쇄상구균 불검출/250mL

유 

기 

물

2,4-DB 0.09
녹농균 불검출/250mL 2,4-D ※ 0.03

살모넬라 불검출/250mL 시마진 0.002
쉬겔라 불검출/250mL 클로로탈로닐 0.05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 불검출/50mL 엔도설판 0.03
크립토스포리디움 TT 알드린 3×10-5

지아디아 TT 디엘드린 3×10-5
저온일반세균 500CFU/mL 벤타존 0.3

바이러스 TT 엔드린 0.0006
레지오넬라 TT 헵타클러 0.0004

무 

기 

물

니켈 0.02 헵타클러-에폭사이드 0.0002
칼륨 12 EPN 0.006

안티몬 ※ 0.02 펜토에이트 0.0001
아질산성질소 1 메틸디메톤 0.0001

나트륨 200 디클로르보스 0.008
베릴륨 0.004 펜타클로로페놀 ※ 0.009

몰리브덴 0.07 MCPB 0.0001
탈륨 0.002 메톨라클러 0.01

우라늄 0.015 페노브카브 0.03
은 0.1 이프로벤포스 0.008

주석 - 1,3-디클로로프로펜 0.02

유 

기 

물

스티렌 ※ 0.02 몰리네이트 0.006
에틸렌디브로마이드 ※ 0.0004 디메토에이트 0.006

벤조피렌 ※ 0.0007 클로르피리포스 0.03
1,2-디클로로에탄 0.03 글라이포세이트 0.7

염화비닐 ※ 0.0003 메틸파라티온 0.1
클로로에탄 ※ - 부타클러 -

1,4-디클로로벤젠 0.3 퍼메트린 0.1
MTBE 0.02

소
독
부
산
물

포름알데하이드 ※ 0.9
모노클로로벤젠 0.1 브로모클로로아세토니트릴 ※ -

1,2-디클로로프로판 0.04 모노클로로아세틱에시드 ※ 0.06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 0.008 모노브로모아세틱에시드 ※ 0.06
디(2-에틸헥실)아디페이트 ※ 0.4 디브로모아세틱에시드 ※ 0.06

마이크로시스틴 0.001 디브로모클로로메탄 0.1
터부틸아진 0.007 브로모디클로로메탄 0.06

헥사클로로부타디엔 0.0006 브롬산이온 0.01
1.,2-디클로로벤젠 1 클로로피크린 -

1,2-디클로로에틸렌 0.05 브로모클로로아세틱에시드 0.06
1,4-다이옥산 ※ 0.05 브로모포름 0.1

노닐페놀 0.3 2-클로로페놀 ※ 0.3
1,1-디클로로에탄 - 2,4-디클로로페놀 ※ 0.2
1,3-디클로로벤젠 - 2,4,6-트리클로로페놀 ※ 0.2

비스페놀A 0.1 정수
처리
인자

에피클로로히드린 0.0004
알라클러 ※ 0.02 총유기탄소 5
카보푸란 0.007 입자수 -

※ 1. 미생물 항목 중 수질기준 TT : Treatment Technique(정수처리에 관한 기술기준을 의미함)

   2. * 환경부 감시항목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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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10> 수질검사항목 변천과정

연 도 별 총 항 목 환경부 수질기준항목 서울시 감시항목

2005.7 145 55 항목 90 항목

2003.1 121 55 항목 66 항목

2002.7 105 50 항목 55 항목

2001하반기 105 47 항목 58 항목

2001상반기 92 47 항목 45 항목

2000 86 47 항목 39 항목

1999 81 45 항목 36 항목

1998 71 45 항목 26 항목

1997 62 45 항목 17 항목

1996 59 43 항목 16 항목

1995 53 43 항목 10 항목

1994 37 37 항목 미지정

1993 37 37 항목 미지정

1992 37 37 항목 미지정

1991 33 33 항목 미지정

1990 29 29 항목 미지정

1989이전 28 28 항목 미지정

4. 수돗물 수도꼭지 수질검사 강화

4-1. 아리수 품질확인제 실시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의 수질은 국제적인 수준이나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수도꼭지물은 옥내급수관 노후와 물탱크 관리소홀로 인해 녹물출수 

등 수돗물 신뢰를 떨어뜨리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2001년부터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시행하여 고객이 직접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수도사업소의 수질검사요원들이 아파트, 학교, 단독주택 등을 방문하여 

수질검사뿐만 아니라 옥내배관상태, 물탱크관리실태 등 수도시설 전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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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을 무료로 실시하여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잔류염소가 부족한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수요가와 함께 원인조사 후 개선방법을 안내하는 등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통하여 수돗물을 검사한 결과 직수 수도꼭지 수돗물은 

대부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물탱크를 경유한 수도꼭지 수돗물은 

잔류염소가 소모되어 수질기준인 0.1mg/L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한 수돗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물탱크 

청소 및 옥내급수시설의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검사목표 : 2008 ~ 2010년까지 서울시 전가구(260만 가구)

◦수질검사항목

- 1차 : pH, 잔류염소, 탁도, 철, 구리

- 2차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아연, 망간, 암모니아성질소, 염소이온

       ※ 1차 수질기준 부적합시 2차 항목 검사 실시

4-2. 법정수도꼭지 수질검사

가. 수도꼭지

수도꼭지 수질검사는 수도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매월 

급수인구 3만명당 1개 수도꼭지에 대하여 6항목(잔류염소, 탁도,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pH)을 검사토록 하고 있다.

검사지점은 서울시 전 지역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총 860지점을 월 1회 이상 

검사하고 있으며, 검사방법은 상수도연구소 및 수도사업소에서 매일 20~30개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매월 860지점에 대한 관말수도꼭지 수질검사결과 정수장에서 탁도가 

0.05NTU에서 가정 수도꼭지 0.12NTU 정도로 증가하였으나 이는 수도꼭지 

탁도 수질기준 0.5NTU에 만족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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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부 민관합동 수질확인 검사

환경부가 주관하여 수돗물 신뢰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상수도 

사업자가 아닌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정수장 및 수도꼭지 등에 

대하여 시민 참여하에 수질확인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사업으로 

시 전역 355개 수도꼭지에 대하여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년간 710점에 대해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55항목)을 검사한 결과 1지점이 수질기준에 

초과하였으며, 나머지 709개 채수지점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한 

지점은 저수조를 장기 미청소로 인한 것으로 청소 후 개선되었으며, 수질검사 

자료는 환경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4-3. 수돗물평가위원회 수질검사

수도법 제30조 규정 및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로서, 상수도 수질전문가, 시민, 시민단체의 장, 언론인, 시의원 등 총 

15명의 순수민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능은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와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 자문 등이다.

수돗물평가위원회는 매월 원수, 정수, 수도꼭지물, 물탱크수를 직접 채수하여 

검사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수질기준 이내로 만족하고 있으며 결과는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게재･공표하고 있다.

4-4. 서울시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운영

수질자동감시시스템은 취수원수에서부터 공급과정의 수도꼭지까지 24시간 

실시간으로 수질상태를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공급과정의 대 

배수지, 가압장, 공원 및 수도꼭지지점 60개소에 설치하여 실시간 수질상태를 

감시하여 수질 이상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질자료를 축적하여 공급계통의 

수질향상을 도모하도록 전국에서 최초로 자동측정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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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구분
정수장명

검사항목
먹 는 물
수질기준

수 질 검 사 결 과(55개 항목)

광암 암사 구의 뚝도 영등포 강북

1
미
생
물

일반세균 100CFU/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 대장균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 분원성대장균군
5 건

강

상

유

해

영

향

무

기

물

질

납 0.05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6 불     소 1.5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7 비     소 0.05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8 셀  레  늄 0.01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9 수      은 0.001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 시      안 0.01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1 6가 크롬 0.05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2 암모니아성질소 0.5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3 질산성질소 10이하 1.8 1.5 1.7 1.8 1.9 1.7

14 보          론 0.3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5 카    드    뮴 0.005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6 페      놀 0.005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설치일자 : 2005.6.12

○측 정 망 : 60개소(배수지 37, 가압장 12, 수도꼭지 11)

○측정항목 : 5항목(탁도, 잔류염소, pH, 전기전도도, 수온)

○시민공개 : 2008년 3월 22일부터 3항목(탁도, 잔류염소, pH)

<그림 2-7-6> 측정망 구성도

<표 2-7-11> 수돗물 수질 검사결과(2008년)
    (단위 :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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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건

강

상

유

해

영

향

무

기

물

질

다 이 아 지 논 0.02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8 파 라 티 온 0.06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9 페니트로티온 0.04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0 카  바  닐 0.07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1 1.1.1-트리클로로에탄 0.1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2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3 트리클로로에틸렌 0.03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4 디클로로메탄 0.02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5 벤      젠 0.01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6 톨  루  엔 0.7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7 에틸벤젠 0.3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8 크  실  렌 0.5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9 1.1-디클로로에틸렌 0.03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0 사염화탄소 0.002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1 1,2-디브로모-3-클로로프
로판

0.003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2

소
독
제
및
소
독
부
산
물

유리잔류염소 4.0이하 0.49 0.65 0.58 0.62 0.57 0.67

33 총트리할로메탄 0.1이하 0.0140 0.0110 0.0100 0.0090 0.0090 0.0070

34 클로로포름 0.08이하 0.01006 0.00775 0.00738 0.00634 0.00726 0.00550

35 클로랄하이드레이드 0.03이하 0.00077 0.00328 0.00339 0.00174 0.00206 0.00142

36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0.1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7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0.09이하 0.00064 0.00155 0.00144 0.00105 0.00101 0.00101

38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0.004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9 할로아세틱에시드 0.1이하 0.0051 0.0123 0.0114 0.0077 0.0074 0.0070

40

심

미

적

영

향

물

질

경    도 300이하 56.9 65.4 64.3 68.8 62.2 61.0

41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이하 1.25 1.20 1.18 1.66 1.26 1.12

42 냄    새 무  취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43 맛 무  미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44 동 1이하 0.0009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5 색    도 5도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6 세    제 0.5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7 수소이온농도 5.8 ~ 8.5 7.20 7.25 7.21 7.27 7.28 7.02

48 아    연 1이하 0.0023 0.0003 0.0008 0.0004 불검출 불검출

49 염소이온 250이하 13 15 15 18 15 14

50 증발잔류물 500이하 96.8 99.7 102.1 92.5 104.1 96.8

51 철 0.3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2 망    간 0.3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004

53 탁    도
0.5NTU이
하

0.049 0.050 0.049 0.040 0.043 0.042

54 황산이온 200이하 12 16 12 10 13 10

55 알 루 미 늄 0.2이하 0.033 0.031 0.027 0.027 0.026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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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하수도 관리

1. 하수도의 기능 및 연혁

1-1. 하수도의 기능

하수도는 인간생활로부터 발생하는 오수 및 우수를 위생적으로 배제하거나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된 하수관, 빗물펌프장, 물재생시설 등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따라서 하수도의 주요기능으로는 주거환경･위생의 보전과 우수배제를 

통한 도시피해를 방지하고, 하천･바다･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가. 주거환경 위생의 보전

하수를 신속하게 배제하여 유행병, 해충발생, 악취 등을 방지하고 주거환경의 

위생 및 미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나. 우수배제를 통한 도시재해의 방지

도시의 인구 조밀화에 의한 자연 유수지의 감소, 포장면적, 주택면적의 

증가에 따른 우수의 지하 침투량 감소 등에 따라 침수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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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는 물질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위생적으로도 큰 피해를 초래하는 위험이 

있으며, 하수도는 이 같은 도시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수를 신속하게 

배제하는 치수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다.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하수도는 국지적인 주거환경위생의 보존뿐만 아니라, 인간의 거주지역에서 

발생하는 오탁량이 그 수용체인 공공수역(강, 호소, 바다 등)이 갖는 

자정작용의 한계를 초월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오탁수를 

처리하는 것을 그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다.

1-2. 서울시 하수도의 연혁

가. 한성부 시대

서울의 하수도는 서울을 왕도로 정한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당시 도성내의 하수를 성외로 유출시키는 청계천은 우기에는 범람으로 인한 

가옥침수가 극심하였다. 또한 하수구도 여기에 연결되어 있어 불결상태도 

극심하여 전염병이 발생하는 등 당대 난문제의 하나로 되어 왔는데 태종 

11년(1411년) 개거도감을 설치한 이래 주로 청계천을 개수, 준설해 왔었다.

나. 경성부 시대

일제의 침략으로 1910년 한일합방이 이루어진 경성부 시대에는 1917년부터 

1941년까지 4기로 나누어 225km의 하수도 개수공사가 이루어져서 근대적 

하수도가 설치되었다.

다. 서울특별시 시대

해방 후 1949~1950 청계천 준설을 하고, 1954년 전후 복구사업으로 하수도 

개량공사를 착수하여 많은 발전을 해왔다. 1970년대 이후에는 개거를 

콘크리트관이 주종을 이루는 관거시설에 의한 빗물처리 위주의 하수도 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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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었으며, 특히 저지대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유수지 빗물펌프장을 건설하여 

침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 데 투자가 이루어졌다.

또한, 하수에 의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으로서 

하수처리에 대한 검토가 최초로 거론되어 1976년에는 국내 처음으로 하루에 

15만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청계천 물재생시설을 건설하였다. 

1979년에는 21만톤 규모의 중랑물재생시설을 건설하여 가동에 들어갔으며 

계속하여 서남, 난지, 탄천물재생시설을 건설하여 1987년에는 하루 311만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을 완공하여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8년부터는 

본격적인 하수처리 시대를 맞게 되었다. 하수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원인자부담금 원칙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를 1984년부터 징수해오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제반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발생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4개 물재생시설에 270만톤/일 규모의 물재생시설 증설 

공사를 시작하여 1998년 완료함으로써 총 581만톤/일으로 시설용량을 갖추게 

되었고, 물재생시설 방류수 수질기준강화에 따라 하수고도처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추진(기존시설 개수⇒운영분석⇒고도처리시설도입)을 위해 

1단계로 중랑 46만톤 / 일, 탄천, 서남, 난지 물재생시설 기존시설 개수를 우선 

착수하여 2007년 완료하였다.

또한, 하수관은 10,261km(2007년12월말)로서 빗물처리 위주로 시설을 

확충하여 왔으나 하수관의 파손, 이음부 불량 등으로 말미암아 하수가 새어나가 

지하수, 토양,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지하수가 하수관 내에 

들어와서 물재생시설로 유입되고 있어 맑은 물을 처리하게 되는 등 처리효율을 

저해하고 있다. 이를 시정키 위하여 1992년부터 하수관에 내시경 카메라(CCTV)를 

이용 정밀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조사결과 평균 4.0m마다 1개소가 불량한 것으로 

판명되어, 이것을 시정을 위하여 하수관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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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수도시설 및 관리현황

2-1. 하수관 보급

하수관(개거포함)의 계획면적 및 시설면적은 360.5㎢이고, 2007년말 현재 

총연장은 10,251km이다. 하수의 배제방법은 대부분 빗물과 오수를 한 개의 

관으로 처리하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으나, 고덕･가락･개포･목동･상계동･중계동 

등 1980년대 이후의 신개발지는 우수와 오수를 별도의 관으로 처리하는 분류식 

하수도로 설치하여 빗물을 원활하게 배제하고, 하수처리 효율을 높이도록 

하였다. 하수관의 유형과 배제방식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7-12> 하수관의 유형별 현황
(2007.12.31, 단위 : km)

계 원형관 사각형거 개  거 U형측구

10,261 7,603 935 114 159

<표 2-7-13> 하수 배제방식별 현황
(2007.12.31)

구  분 단  위 계 합 류 식 분 류 식

연  장 km 10,261(100%) 8,812(86%) 1,449(14%)

면  적 ㎢ 360.5(100%) 313.4(86.9%) 47.1㎢(13.1%)

2-2. 물재생시설(하수처리시설)

서울에는 중랑, 탄천, 서남, 난지 등 4개 물재생시설이 있으며, 처리시설 규모는 

현재 581만톤/일이다. 한강, 중랑천 등 하천변에 설치된 차집관거는 생활하수를 

모아서 물재생시설로 운반함으로써 하수가 하천에 방류되는 것을 방지하여 

하천의 오염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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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14> 물재생시설 현황(2008년)

시 설 명 처리용량(만톤/일) 처 리 방 법 위      치

계 581

중    랑 171

․ 표준활성슬러지법   

(125만톤/일)

․ A2O 공법(46만톤/일)

성동구 차장터 5길 10

탄    천 110 표준활성슬러지법 강남구 남부순환로 6610

서    남 200 표준활성슬러지법 강서구 양천길 546

난    지 100 표준활성슬러지법 경기 고양시 덕양구 자유로 116

2-3. 하수처리 경로

가정생활이나 공장등 사업장처리수에서 발생된 하수는 합류식 또는 분류식 

하수관을 통하여 물재생시설에서 처리한 후 하천이나 바다 등 공공수역(서울의 

경우 하천)으로 방류되는데, 그 경로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2-7-7> 하수처리 경로도

∙합류식 하수도

가정 : 주방,
욕실, 화장실

공장 등 사업장
처리수 폐 수

 공공하수도
  (합류식)

  우   수

  배수설비
 (옥내관등)  우수토실 차집관거 물재생시설

(하천)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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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 주방,

욕실, 화장실

배수설비

(오수관)

공공하수도

(오수관)

우   수

공장등
사업장처리수

폐 수

물재생시설

배수설비

(우수관)

차집관거

공공하수도

(우수관)
(하천)방류

강우시 일정량 

이상은(하천) 방류

∙분류식 하수도

2-4. 유지관리

하수시설은 시설종류별로 시장과 구청장이 구분 관리하고 있다. 시장은 

물재생시설과 차집관거를 관리하고, 구청장은 그 외 하수관거와 부대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하수시설 유지관리의 주요내용은 물재생시설의 경우, 처리장 시설의 적정한 

운영･가동과 침사지･차집관내 퇴적물의 준설, 슬러지의 운반처분, 기타 각종 

시설･구조물의 안전관리 등이다. 하수관거의 경우는 구조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와 하수관내 퇴적토사의 준설을 통한 침수방지 등이며,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및 장비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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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15> 물재생시설 운영인력 현황
                                                           (2008.12.31)

시 설 명 계 일반 및 기능직 별 정 직 비 고

계 628 624 4

중    랑 181 179 2

난    지 149 147 2

탄    천 122 122 2000.4.1민간위탁

서    남 176 176 2001.8.1민간위탁

<표 2-7-16> 구청 하수관 유지관리 인력 및 장비 현황
                                                           (2007.12.31)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인        력 명 543

장 비

계 대, 조 249

바 켓 준 설 기 조 207

운 반 차 량 대 42

3. 하수처리대책

3-1. 하수관거 정비

하수관의 단면이 적어 우기시 침수되거나, 하수관거의 설치년도가 오래되어 

잦은 파손으로 안전상 문제가 있는 하수관을 개량･정비한다. 주택신개발지역에 

대하여는 분류식 하수관을 설치토록 하여 정화조 없는 주거지를 조성토록 하고, 

하수처리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2008년도에 하수관 정비실적은 

총 1,696억원을 투자하여 250㎞를 개량･정비하였다.

하수관 정비사업은 노후 불량하수관을 정비하여 하수의 유출을 막아 토양과 

지하수,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고, 지하수가 하수관내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물재생시설에 처리할 필요가 없는 맑은 물의 유입을 막아 하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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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을 높인다. 또한, 장래 수세식변소의 물을 하수도에 바로 넣도록 하여 분뇨 

수거차 없는 거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하수관 내부를 

내시경 카메라(CCTV)를 이용하여 정밀조사한 후 토사의 퇴적이 과다한 구간, 

관내의 지장물 파손으로 인한 도로 침하 위험지역 등에 대해서는 시급히 보수토록 

하고 불량상태에 따라 지속적으로 하수관을 정비해 나가고 있다.

<표 2-7-17> 하수관 정비실적
                                                                (2007.12.31)

구 분
관   종   별 (㎞) 사업비

(억원)계 사각형거 원형관 U형측구

계 227 64 162 1 1,554

신  설 9 1 8 - 88

개  량 218 63 154 1 1,466

하수관의 정밀조사 및 기본설계는 서울시 전체를 16개 배수구역의 239개 

배수분구로 나누어 1992년부터 2001년 9월까지 완료하였다.(용산, 욱천, 마포, 

망원, 청계, 뚝도, 중랑, 안양천, 홍제, 불광, 반포, 강서, 노량진, 창릉, 성내, 탄천)

정비공사는 관거조사 결과 불명수 등이 심한 강북지역부터 배수분구 단위로 시

행하여 12개 배수분구(원효, 미아1, 창전, 아현, 신촌, 신당, 하월곡, 효자, 망원, 

금호, 마장, 전농)의 관거정비를 완료하였고, 2008년 사업으로 6개 배수분구 (구로

2, 상도2, 등촌1, 홍제, 종암, 녹번2)의 실시설계와 7개 배수분구(성수2, 수유2, 쌍

문2, 가회, 장안, 면목1, 서교))의 실시설계 및 정비공사를 4개 배수분구 (회현, 동

부이촌, 응암1, 월계1,2,)에 대하여 정비공사를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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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하수처리시설 확충

가. 추진방향

도시환경의 근간이 되는 하수도시설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하수관내의 지장물을 제거하고, 파손관을 보수하거나 갱생하며, 분류식지역의 

우･오수관이 잘못 연결된 것을 시정함과 동시에 홍수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하수관을 확대･개량하는 것이다. 이러한 하수관 정비사업은 시민의 통행과 

주차문제, 경제성 등을 분석하여 굴착개량과 비굴착공사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하수처리시설은 단계별로 증설하되 1998년 2기 물재생시설 증설공사가 

완료되어 발생하수 전량을 처리하고 있으며, 고도처리 사업을 시행하여 방류 

수질을 크게 향상시킬 계획이다.

물재생시설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는 2003년부터는 발생슬러지를 소각 등 

재활용 처리토록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물재생시설 내에 700톤/일 

규모의 처리시설 설치공사를 2002년 9월 완료하여 처리중이며, 아울러, 혐오 

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물재생시설은 시민을 위한 녹지공원, 체육공간, 주차시설 

기타 전시장 시설 등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나. 하수관거 정비계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1992년부터 하수관거에 대한 정밀조사 및 기본설계를 

착수하여 2001년 완료하고, 1995년부터 정비공사를 단계적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2038년까지 배수분구별로 사업우선 순위에 따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배수불량 등 우선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하수관거 신설 및 개량사업도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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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18> 하수관 정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투 자 계 획

비 고2007년이전
(기투자)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추진

내용

단위개량정비 1,571㎞ 1,764km 1,850㎞ 3,023㎞

종 합  정 비 254㎞ 312km 368㎞ 2,453㎞

계
1,825㎞
(33.3%)

2,076km

(37.9%)

2,218㎞
(40.5%)

5,476㎞
(100%)

총사업비 5,257,300백만원 1,233,300 232,400 200,000 3,624,900

다. 물재생시설 고도처리시설 도입

중랑 등 4개 물재생시설에서 하루 581만톤의 처리시설용량을 갖추고 

발생하수 전량을 2차 처리(중랑 46만톤 고도처리)중이며, 물재생시설 방류수질을 

강화한 하수도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고도처리공사를 시행중에 있다.

<표 2-7-19> 2008.1.1부터 강화된 방류수질기준(2001.10.5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단위 : ㎎/L)

구  분 BOD COD SS(부유물) T-N(총질소) T-P(총인) 대장균(개/mL)

개정전 20이하 40이하 20이하 60이하 8이하 3,000이하

현 행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이하

2003년 고도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상세설계 등을 거쳐 2004년 2월 공사를 

착수하였고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총  4,967억원이며, 1차로 중랑물재생 시설에 

46만톤/일 규모의 고도처리공정을 우선 도입하고 탄천, 서남, 난지 등 3개 물재생 

시설은 기존시설 개선을 통하여 방류수질을 일부 개선하고, 운영분석 후 2차로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사업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2차로 

사업을 2007년 6월 착수, 2012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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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가지내의 하수관으로부터 하천으로 유입되는 하수를 모아서 물재생 

시설까지 운반하기 위한 차집관거는 2008년말 445㎞로서 하수처리구역 내 

용량이 부족하거나 미설치된 지역의 발생하수를 전량 차집 처리하기 위하여 

신･증설공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표 2-7-20> 차집관거 신･증설계획
 (단위 : 억원)

사업기간 사업개요 총사업비 2001이전 2002 2003 2004 2005 2006이후

1999~2011 L=48.5㎞ 400 127 23 50 110 28 62

라. 물재생시설 친환경적 공원화 추진

당초 도심외곽에 설치 운영되어 왔던 물재생시설이 제반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처리장 주변이 주거지역과 인접된 형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주거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물재생시설의 상부를 일부 

복개하여 체육공원을 조성하거나 친환경적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물재생시설 공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탄천물재생시설의 경우 복개공원화 계획중 1단계 10,283㎡을 2004년 7월에 

완료하고, 2단계 15,600㎡을 2007년 10월 완료하였으며, 또한 1처리장 

49,700㎡에 대한 복개공원화를 2010년 12월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다.

중랑, 서남물재생시설은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부지의 효율적 

이용과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2008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단계로 중랑은 우선 25만톤/일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시행하여 2013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이고, 서남은 36만톤/일에 대해 시설현대화 사업을 2009년부터 

공사 착수하여 2015년 6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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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완료(2처리장)

- 복개면적 : 10,283㎡
- 사업기간 : ’99.12 ~’04.7

- 사 업 비 : 104억원

- 주요시설 : 테니스장, 어린이놀이터, 자연학습장 등

◦ 2단계 사업추진중(2처리장)

- 복개면적 : 15,600㎡
- 사업기간 : ’04.12 ~ ’07. 10

- 사 업 비 : 102.3억원

- 주요시설 : 주차장(310면), 녹지공원 등

◦ 3단계 사업추진중(1처리장)

- 복개면적 : 49,700㎡
- 사업기간 : ’06.2 ~’10.12

- 사 업 비 : 500억원

- 주요시설 : 체육시설, 녹지공원 등

서남물재생센터의 경우 2009년 1분기 유휴부지 공원화 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마곡지구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기존 수처리시설의 시설 집약화를 

추진하여 친환경적인 물재생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서남물재생센터 공원화 사업

- 위    치 : 제1처리장 옆 유휴부지

- 규    모 : 160,000㎡
- 사 업 비 : 46.3억원

- 주요시설 : 녹지공원, 체육시설



제7장 상하수도 관리 _ 503

마. 하수슬러지 처분방안 개선

하수슬러지는 함수율이 높고(75~80%) 냄새가 발생하여 매립 또는 

해양배출로 처분하여 왔으나 처분과정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과 

해양배출시 발생되는 해양오염 등 2차오염이 예상되고 있으며, 2003년 7월부터 

하수슬러지는 직매립을 금지하고 소각, 시멘트 원료로 활용, 고화후 복토재로 

활용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이 개정(2000.7) 되었다.

이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단계별 슬러지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다.

우선 총 700톤/일(중랑･탄천물재생시설에는 200톤/일 규모의 건조시설, 서남･ 
난지물재생시설에는 150톤/일 건조 후 90톤을 소각하는 소각시설) 규모의 

슬러지 처리시설을 2002년 9월에 준공하여 운영중이다.

또한, 수도권매립지에 2,000톤/일 규모의 광역처리시설 건설을 위해 2006년 

1월 환경부, 경기도, 인천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함께 건설 및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8년 12월까지 1단계로 1,000톤/일 건설하여 

운영하고, 나머지 1,000톤/일 규모의 시설은 2008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11년 1월말까지 완료 할 계획이다.

이중 서울시 하수슬러지 처리량은 1,000톤/일이며, 해양투기 금지를 규정한 

런던협약 ’96의정서에 적합하고, 친환경적･안정적으로 하수슬러지를 처리하여 

가능한 깨끗한 이미지의 국제도시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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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

1. 수집･운반

1-1. 분  뇨

2008년 수거된 분뇨의 양은 2007년 24,954kL 보다 약 9% 적은 22,743kL이었고 

일평균으로는 2007년 68.4kL보다 6.3kL가 적은 62.1kL가 수거되었다.

수거방법은 각 구청(대행업체)에서 동별, 지역별로 수거일정을 정하여 

7~15일 간격으로 순회･수거하고 있으며, 주민이 직접 신고를 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표 2-7-21> 월별 분뇨 수거실적(2008)
(단위 : kL)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거량 22,743 1,391 1,230 1,769 2,080 2,330 2,034 2,129 2,098 1,994 2,232 1,791 1,665

일평균 62.1 44.9 42.4 57.1 69.3 75.2 67.8 68.7 67.7 66.5 72.0 59.7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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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화조오니

2008년 12월 서울시의 정화조 수는 모두 608,346개소이며, 정화조오니의 

발생량은 3,755,605kL(일평균 10,255kL)이며, 2007년도는 3,657,385kL (일평균 

10,020kL)이었다.

정화조 소유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연 1회 이상 청소를 하

여야 하고,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 2-7-22> 월별 정화조오니 수거실적(2008)
(단위 : kL)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
거
량

3,755,605 305,887 247,182 327,494 330,209 323,692 318,572 322,681 290,480 284,949 327,083 336,610 340,766

일
평
균

10,255 9,867 8,524 10,564 11,007 10,442 10,619 10,409 9,370 9,498 10,551 11,220 10,992

청소방법은 각 구청에서 정화조 소유자에게 청소요금 및 용량이 기재된 청소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고, 정화조 소유자는 각 구청 청소과 또는 정화조 대행업체에 

전화로 청소실시 일자를 약속하면, 대행업체에서는 지정된 일자에 청소를 하게 

된다.

2. 처리시설

서울시에서 수거되는 정화조오니 및 분뇨는 중랑･서남･난지물재생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처리시설로 운반되어 처리된다.

분뇨･정화조오니 처리시설 용량은 9,600kL/일(중랑 3,100kL/일, 서남 2,000kL/일, 

난지 4,500kL/일)로써 분뇨와 정화조오니를 혼합하여 처리하고 있다.

분뇨 및 정화조오니의 처리방법은 협잡물 처리기로 협잡물을 제거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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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조에서 농축시키고 그 상징수는 물재생시설로 보내 처리하고 농도가 

높아진 찌꺼기는 혐기성 소화조에 투입 분뇨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그림 2-7-8>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방법

오니 → 협잡물
처리기

→ 농축조 → 혐기성
소화조

→ 탈수 → 매립

(12시간) 30일 ↓

여액 
물재생시설

일부 정화조오니를 처리한 탈수케익은 유기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지렁이 

먹이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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