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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토양 관리

1. 토양환경보전의 필요성

토양은 공기, 물과 더불어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 및 토양생명체의 생존 

기반이라는 절대적인 기능을 갖고 있으며, 환경의 핵심 부분이다. 토양은 

인위적인 증식이 거의 불가능하며, 한정된 환경용량을 지니고 있다. 이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환경을 유지･보전하는 물질순환 기능과 유해물질의 혼입에 대한 

여과･완충 기능 및 자연균형조절 기능과 같은 생태적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산업시설의 생산활동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각종 중금속, 유･무기 화합물 등은 

토양에 침투되어, 토양생태계의 균형파괴와 오염물질의 집적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오염물질 중에서도 대기나 수질오염물질의 경우에는 

자연현상에 의하여 확산･희석되거나 자체적으로 정화･제거되는 경우도 기대할 

수 있으나, 토양오염은 인위적인 복원을 하기 전에는 자연적인 정화나 치유 

등을 기대하기 어렵고, 국소적 오염상태가 계속 유지되므로 환경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토양은 일단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되돌릴 수 없거나 또는 상실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한 곳일지라도 그 회복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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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된다. 또한, 토양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도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평소에 이에 대한 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 동안 

토양오염의 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진 것은 토양오염은 대기나 수질오염과는 달리 

그 영향이 서서히 나타나며, 그 피해가 식량, 사료, 지하수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산업발달에 따라 토양 

오염물질이 점차 다양화되고 오염이 심화되며, 오염지역이 확산되는 등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환경상의 문제가 야기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토양오염에 대한 관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2. 토양오염 물질별 관리수단

토양을 오염시키는 물질은 개별 환경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의 모든 

오염물질이 대상이라 할 수 있으나, 공기나 물, 폐기물 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토양을 오염시키는 물질의 관리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 

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기존의 법령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다.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된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저장시설에서의 누출 등 직접적으로 

토양을 오염시키는 경우와 간접오염의 결과로 오염된 토양을 개선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다. 특히, 직접오염원 중에서도 석유류 저장시설 등 오염의 개연성이 높은 

일부 시설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 상시 관리하고 있다.

<표 2-8-1> 오염물질별･매체별 관리법령

오염유발형태 오염매체 오 염 물 질 관리법령

직접오염 누출 등 중금속, 석유류, 유독물질 등 토양환경보전법

간접오염

대    기 매연, 먼지 등 대기환경보전법

수    질 하수, 폐수 등 수질환경보전법

폐 기 물 쓰레기, 분뇨 등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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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1> 오염물질별･매체별 관계

저장시설 누출
(석유류･유독물)

↓
수질오염

(하수･폐수)
→ 토  양

(지하수)
← 대기오염

(매연･먼지)

↑
폐기물 오염
(폐기물･분뇨)

3. 토양환경보전법 개요

3-1. 목적 및 범위

우리나라는 1995년 1월 5일 토양환경보전법을 제정･시행하면서 본격적인 

토양오염지역조사 및 오염토양정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토양환경 

관리의 기본틀을 마련하였다.

과거 수질환경보전법 및 광산보안법이 토양오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그 대상이 농지 및 폐광산의 토양오염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이 사실상 토양오염을 규제하는 최초의 법이라고 

볼 수 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의 방지뿐만 아니라 오염된 환경의 개선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개별 환경법규들에 비해 진일보한 면이 

있다 하겠다.

그러나 현행 토양환경관리체제는 토양오염조사 및 정화를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표토의 유실･침식 방지와 같은 

양질의 토양보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다양하고 복잡한 

토양오염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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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토양오염도 측정망,

토양오염실태조사 대상지점 대책 불요

(제11, 13조)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우려기준 이내

     
토양오염우려기준초과 (제5, 11조)

토 양 정 밀 조 사
 

 우려기준 이내

토 양 오 염
우려기준초과

 토 양 오 염
 대책기준초과

(제12, 15조,
15조의2)

(제17, 20, 
21조)

토양오염 방지조치 토양보전 대책지역 지정관리

 - 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 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 오염토양의 정화

 - 오염물질 투기 금지, 시설 제한
 - 오염물질의 제거, 시설의 철거

(제18, 19조)

대책계획 수립･시행

 - 대책계획의 수립･시행
 - 오염토양 개선사업

이에 2001년과 2004년에 토양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토양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오염원인자 책임을 대폭 강화, 토양오염물질을 누출･유출시에는 

신고토록 하고, 토양정화업 등록제도와 토양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제도 도입하는 등 오염토양에 대한 조사･정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토양환경관리의 기본틀을 발전적으로 

유지하면서 토양오염실태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오염토양을 적극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2. 관리체계 

토양환경의 관리는 토양오염의 예방을 위한 사전관리와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는 사후관리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림 2-8-2> 토양오염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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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의 오염원관리는 오염의 개연성이 높고 위해가 심한 물질을 상시 취급하는 

시설을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한편, 비지정 오염원에 

대하여는 토양오염실태조사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다

오염판단의 기준은 토양오염대책기준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이 있으며, 그 기준은 

농경지를 포함하는 가지역과 공장･산업지역을 포함하는 나지역으로 구분하여 

달리 설정하였다.

오염 토양의 개선사업은 오염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 시행하여 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무과실 책임원칙을 적용하였다.

3-3. 토양오염물질

중금속 8종(Zn, Ni, Cd, Cu, As, Hg, Pb, Cr+6), 유류(BTEX, TPH, 동･식물성유 

제외), 유기인화합물, TCE, PCE, PCB, 페놀류, 시안화합물, 불소화합물 등 

17항목을  토양오염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3-4. 토양오염기준

토양오염의 정도가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토지의 이용중지, 시설의 설치금지 등 규제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오염 

상태를 토양 오염대책기준으로 설정하고, 대책기준의 약 40% 정도로 더 이상의 

오염이 심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오염수준을 토양오염우려기준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면 오염물질의 제거, 방지시설의 설치, 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등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며,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면 토양보전  

대책지역의 지정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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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2> 토양오염우려기준(17항목)
                                          (단위 : mg/kg)

구분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

크롬
아연 니켈

불  소

화합물

유기인화

합물
PCB

시  안

화합물
페놀류 BTEX TPH TCE PCE

“가” 

지역
1.5 50 6 4 100 4 300 40 400 10 - 2 4 - 500 8 4

“나” 

지역
12 200 20 16 400 12 800 160 800 30 12 120 20 80 2000 40 24

<표 2-8-3> 토양오염대책기준(16항목)
(단위 : mg/kg)

구분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

크롬
아연 니켈

불  소

화합물
PCB

시  안

화합물
페놀류 BTEX TPH TCE PCE

“가” 지역 4 125 15 10 300 10 700 100 800 - 5 10 - 1200 20 10

“나” 지역 30 500 50 40 1000 30 2000 400 2000 30 300 50 200 5000 100 60

1. 가 지역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대･과수원･목장용지･임야･학교 용지･하천･ 
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수목･잔디 식생지에 의한다)･유원지･종교용지 및 사적지인 

지역

2. 나 지역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공장용지･도로･철도용지 및 잡종지인 지역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목 구분에 관계없이 나지역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적용한다.

   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경우

   나. 가지역에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또는 유류에 의한 토양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 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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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토양오염에 대한 원인자 책임의 강화

토양오염에 대한 피해배상은 물론 오염토양의 정화책임도 함께 원인자  

책임으로 규정하고 오염원인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운영한 자 뿐만 아니라 양수･경매 등으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를 모두 토양오염원인자로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운영･소유자로 하여금 토양 

오염예방에 힘쓰게 하고 시설･부지의 거래시에 방치된 오염토양을 적기에 

정화처리 되도록 함은 물론 자발적인 토양오염조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하였다. 

3-6. 토양환경 평가제도의 도입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도 오염에 따른 피해배상 및 정화책임을 

지게 됨에 따라 양도･양수 당시에 부지의 토양오염여부를 명확히 조사하여 

원인자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부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양도･양수인이 부지의 토양오염을 사전에 조사하여 토양오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양도･양수 당시에 

실시된 토양환경평가 결과에 대한 증거가치를 부여함으로써, 토양오염의 

책임소재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고 토양환경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하였다.

3-7. 토양오염 조사체계 개선

개정법에서는 서울시장 및 구청장이 매년 다른 오염우려지역을 선정하여 

오염실태를 조사하는 토양오염실태조사 체계로 개편하였다.

시장 및 구청장은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양오염지역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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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원인자로 하여금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양오염지역에 대한조사 및 정화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하였다.

3-8.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관리체계 개선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유류, 유독물저장시설, 송유관시설 등에 한정하여 

관리함으로써 관리 대상을 축소한 면이 없지 않았었다.

따라서 토양오염 유발시설중 유류･유독물저장시설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하고, 폐기물매립지, 폐광지역 등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건축물 및 장소 등을 포괄적으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규정하여 관리체계를 이원화하였다.

3-9. 토양오염 신고 및 투기금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유출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조사를 하여 오염된 토양에 대하여는 오염원인자에게 

정밀조사명령 및 정화명령을 하도록 하여 토양오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하여 오염의 확산을 막도록 하였다. 또한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정화과정에서 누출･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하여 오염토양의 적정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3-10. 토양정화업 등록 및 토양정화검증 제도 도입

과거에는 토양정화를 누구나 할 수 있고, 오염토양의 정화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토양정화업 등록제를 도입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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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자는 등록을 하도록 하고 토양정화과정과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함으로써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 등 토양정화 수요자가 오염부지의 

정화를 안심하고 의뢰할 수 있게 되었으며 토양 정화과정에서 정상정화 여부를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부실정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토양오염 방지대책

4-1. 토양오염 우려지역 실태조사

서울시는 토양환경보전법의 제정･시행을 계기로 1997년부터 지역 토양측정망을 

설치･운영하여 오다가 2001년부터는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로 전환 토양에 대한 오염도 변화추이 등 종합적인 오염실태를 파악하여 

장래 예측 가능한 토양오염정책을 수립하고, 적절한 토양보전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그림 2-8-3> 2008 서울시 평균 토양오염도와 토양오염우려기준(나지역)의 비교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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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토지용도별 면적 점유비율과 조사대상지역 오염원의 규모 및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1997년에 90지점, 1998년부터 2004년까지는 

145지점, 2005년 156지점, 2006년 162지점, 2007년 209지점, 2008년도에는 

212지점에 대하여 매년 1회 토양오염물질에 대해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실태조사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오염원으로부터 거리별, 토층별 오염도와 오염총량 등을 정밀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오염토양 개선사업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표 2-8-4> 2008년도 실태조사 결과(지역별 토양오염도 현황)

(단위 : mg/kg)

  조사지역

   (지역수)

항목(기준)

전체 

오염도

(212)

공장 및

공업지역

(15)

폐기물

적치·매립

·소각지역

(10)

교통관련

시설지역

(52)

사고발생 

민원유발

등 지역

(1)

기타토지

개발등 

지역

(34)

공단등 

주거지역

(7)

어린이

놀이터지역

(87)

공장폐수

유입지역

(6)

Cd (1. 5) 0.040 0.018 0.053 0.031 0.110 0.034 0.001 0.061 0.030

C u  ( 5 0 ) 4.509 4.978 4.810 6.014 5.561 2.802 0.919 4.529 3.507

A s  ( 6 ) 0.757 0.577 0.887 0.803 0.10 1.107 0.305 0.539 0.670

H g  ( 4 ) 0.024 0.016 0.024 0.029 0.110 0.032 ND 0.015 0.062

Pb (100) 4.979 3.218 5.182 6.425 6.02 3.721 7.085 5.410 4.211

Cr+6 (4) ND ND ND ND ND ND ND ND ND

Zn (300) 114.397 91.864 94.903 170.436 110.13 104.443 155.6 92.218 68.454

N i  ( 4 0 ) 15.375 10.637 14.772 13.513 36.15 17.192 11.228 17.866 12.594

F  (400) 177.256 183.444 165.235 210.533 299.9 189.294 286.2 158.439 182.475

유기인(10) ND ND ND ND ND ND ND ND ND

PCB (12) ND ND ND ND ND ND ND ND ND

C N  ( 3 ) ND ND ND ND ND ND ND ND ND

Phenol(4) ND ND ND ND ND ND ND ND ND

BTEX(80) 0.358 ND ND ND ND ND 3.938 ND ND

TPH(500) 78.077 ND 71.5 90.347 ND ND 300.025 ND 382.1

T C E  ( 8 ) ND ND ND ND ND ND ND ND ND

P C E  ( 4 ) ND ND ND ND ND ND ND ND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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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관리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축물 및 장소 

중에서 오염의 개연성, 위해정도, 대상시설수, 행정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송유관시설 

등에 대하여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1의 제4류 

위험물 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 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전체 저장시설의 합계용량의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제조업, 유독물 판매업, 유독물 보관･ 
저장업, 유독물 사용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 유독물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중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송유관시설은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를 말한다.

<표 2-8-5>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대상 석유류

유 별 구  분 대              상

제4류

제1석유류 아세톤, 휘발유 등 인화점이 21℃ 미만인 것

제2석유류 등유, 경유 등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인 것

제3석유류 중유 등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것

제4석유류 기계유 등 인화점이 200℃ 이상인 것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는 당해 시설의 내용, 토양오염 방지조치에 

관한 계획을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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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주유소
산업시설

기타
(난방시설등)

석유류 유독물

서울시 계 955 724 78 3 150

종 로 30 11 19

중 구 21 18 3

용 산 30 21 9

성 동 39 33 4 2

광 진 35 30 5

동대문 32 27 2 3

중 랑 26 26

성 북 40 37 3

강 북 29 21 6 2

도 봉 30 22 4 4

노 원 26 25 1

은 평 38 31 5 2

서대문 30 22 8

마 포 22 18 4

양 천 35 30 5

강 서 62 41 18 3

구 로 37 29 4 1 3

금 천 28 20 6 2

영등포 71 47 6 18

동 작 21 15 6

관 악 29 25 2 2

서 초 71 47 5 19

강 남 73 56 17

송 파 70 47 11 12

강 동 30 25 5

의하여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설치자는 매년 1회 신고일 또는 완공검사일로부터 

6월 이내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토양 

오염 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검사주기를 3년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표 2-8-6>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현황(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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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하수 관리

1. 미래의 수자원 지하수

1-1. 지하수 개요

지하수는 ｢지층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로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약수 또는 깨끗한 물로 인식되어지고 있고 상수도가 

보급되기 이전까지 주된 식수원이었다.

<그림 2-8-4> 지하수 흐름도



522 _ 2008 Environment of Seoul

대부분의 지하수는 강우에 의하여 지표에 떨어진 물의 일부가 토양층을 

침투하여 중력에 의해 지하로 이동하면서 지하매체내의 공극을 채워 형성되고, 

위치에너지가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암석의 공극이나 균열을 따라 

이동하며 주변 지질환경에 따라 지표로 분출되어 샘을 이루기도 한다. 

국토해양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6)에 우리나라의 지하수 이용은 수자원 

총량 (1,240억톤/년)의 3%인 37억톤/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에는 일반관정 11,322개공에서 26,606톤/년(2007년기준)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2. 서울의 지하수 부존현황

지하수 부존특성은 지층의 투수성과 저류성에 따라 정해지며 지층의 고결도에 

따라 충적층 지하수와 암반층 지하수로 구분되며, 서울지역의 수문지질단위는 

미고결 퇴적물, 화강암, 변성암인 편암과 편마암으로 나뉘며 지하수 산출성은 

미고결 퇴적물, 화강암, 편마암, 편암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하수 부존량을 부피개념에 따른 부존량계산법으로 산출하게 되면 지표로부터 

암반층 심도 100m이내에서는 14.8억톤 정도가 서울지역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지하수 개발･이용현황

2-1. 일반관정 이용량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1년간 서울의 평균지하수 이용량은 36,667천㎥/년  

이었다. 연간 지하수이용량은 1997년에 44,840천㎥/년이었으나 그 후에 

감소하여 2007년에는 26,606㎥/년으로서 평균이용량보다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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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지하수개발밀도(공/㎢)
1인당 지하수이용량

인구(천명) 1인당이용량(㎥/년/인)

1997 26.3 10,389 4.32

1998 25.6 10,321 3.70

1999 24.7 10,321 3.62

2000 24.6 10,373 3.95

2001 25.9 10,331 4.01

2002 24.3 10,281 3.86

2003 23.7 10,277 3.73

2004 22.4 10,287 3.49

2005 21.5 10,162 3.15

2006 20.2 10,356 2.72

2007 18.7 10,421 2.55

평균 23.4 10,319.91 3.34

<표 2-8-7> 서울시 지하수 개발 및 이용현황

연도

총  계 생 활 용 공 업 용 농 업 용 기 타 용

개소수
(공)

이용량
(천㎥/년)

개소수
(공)

이용량
(천㎥/년)

개소수
(공)

이용량
(천㎥/년)

개소수
(공)

이용량
(천㎥/년)

개소수
(공)

이용량
(천㎥/년)

1997 15,955 44,840 13,186 38,434 515 5,515 2,078 352 176 538

1998 15,521 38,158 12,562 32,365 600 4,847 2,090 404 269 541

1999 14,957 37,403 12,033 31,233 534 2,455 2,118 2,145 272 1,570

2000 14,921 40,930 11,895 33,153 551 3,581 2,214 2,614 261 1,580

2001 15,714 41,426 11,380 31,446 758 3,642 2,610 3,020 966 3,317

2002 14,702 39,649 10,172 30,294 510 2,096 3,368 3,864 652 3,395

2003 14,383 38,338 10,282 31,439 482 1,880 3,434 3,576 185 1,443

2004 13,584 35,854 9,524 30,248 442 1,697 3,507 3,180 111 729

2005 13,000 32,052 9,055 27,020 440 1,930 3,418 2,715 87 387

2006 12,224 28,195 8,288 23,839 390 1,281 3,465 2,735 81 340

2007 11,322 26,606 7,521 22,309 343 1,164 3,394 2,797 64 335

평균 14,208 36,677 10,536 30,162 506 2,735 2,881 2,491 284 1,289

1997년 부터 2007년 동안 11년간의 지하수관정 평균개발밀도는 단위면적당 

약 23.9공/㎢이며 1인당 평균 지하수이용량은 약 3.51㎥/년/인이었다. 1인당 

지하수 이용량은 2006년이 2.72㎥/년/인으로서 1990년대 후반기보다 낮아진 

상태이다.

<표 2-8-8> 서울시 지하수 개발밀도 및 1인당 지하수 이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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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인구추정에 따른 목표연도별 지하수이용량은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추정치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9> 서울시 향후 지하수 이용량 추정

연  도
현  황 추 정 연 도

2006 2010 2015 2020

지하수이용량(천㎥/년) 28,195 37,496 35,796 34,218

2-2. 지하철 지하수 이용량

지하철건설에 따라 자연 발생되고 있는 깨끗한 지하수를 건천화되어 있는 

인근 하천으로 흘려보내 하천의 수질을 개선함과 아울러 하수처리장의 운영  

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지하철지하수 배출 전용관로｣ 설치사업을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하였다.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좋은 것으로 조사된 55개 역사에 전용관로를 설치하여 

매일 약 60천톤의 깨끗한 지하수가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다. 또한 방류지점에는 

계류폭포, 인공연못 등 수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표 2-8-10> 지하철 발생 지하수 활용현황
(단위 : ㎥/일)

연도별 발생량
이    용    량

계 하천방류 도로청소 공원용수 화장실세척 도상청소 건물용수

2005 142,135 94,932 88,260 2,438 2,384 963 184 703

2006 143,064 96,209 89,786 2,579 2,149 849 192 654

2007  97,211 64,279 62,429  333  293 1,019  12 193

2008 91,070 63,004 61,524 354 253 822 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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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11> 지하철 지하수 배출 전용관로 설치현황

연도별 계
2002년
까지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설치개소수 57 36 3 11 3 2 - 2

<그림 2-8-5> 지하철 지하수 활용사례

▲군자역 본선

    

▲마천역 본선

    

    ▲노원･마들역 당현천 방류

3. 지하수 인･허가 관리

지하수 수위 및 수질저하 등 각종 지하수 관련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종합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허가제와 신고제를 병행하여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하수 개발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있다.

허가대상은 농림어업 목적의 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50톤(토출관의 안쪽 

지름이 50㎜)을 초과하는 경우 및 기타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00톤(토출관의 

안쪽지름이 40㎜)을 초과하는 경우이고 신고대상은 1일 양수능력이 1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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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인 경우(안쪽지름이 40㎜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및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농림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로(안쪽지름이 50㎜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재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및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자연용출수 및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개발･이용하는 경우는 허가･신고 대상에서 면제된다.

<표 2-8-12> 지하수 이용･개발 신고 및 허가기준

용    도 대    상 비  고

가 정 용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면  제

동력장치가 
있는 경우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토출관직경 32㎜이하) 신고(종전면제)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이하 신  고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초과 허  가

농 업 용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면  제

동력장치가 
있는 경우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이하 신  고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초과 허  가

국방･군사용
1일 양수능력 30톤미만(토출관직경 32㎜이하) 신고(종전면제)

1일 양수능력 30톤이상(토출관직경 32㎜초과) 신  고

일 반 용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이하 신  고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초과 허  가

전시 등 대비 
비상급수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  고

재해 등 대비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  고

지하수보전구역내

1일 양수능력 30톤이상 또는 토출관직경이 32㎜ 이상인 
경우(용도에 관계없음)

허  가

1일 양수능력 30톤미만 또는 토출관직경이 32㎜ 미만인 경우 신  고

※ 지하수법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 신설

- 굴착행위 : 지하수기초 및 영향조사공, 오염관측정, 75㎜이상 지질조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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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6> 지하수 이용･개발 흐름도

개발･이용자

지하수영향조사

개발･이용신고 개발･이용허가  

이행보증금 예치

공사착공

준공신고 ･ 준공한 날로부터 1월이내

시설확인 ･ 준공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준공확인필증

<표 2-8-13> 지하수 이용･개발 신고 및 허가현황
(단위 : 공,㎥/년)

구분
계 허가시설 신고시설 경미 및 기타시설

관정수 이용량 관정수 이용량 관정수 이용량 관정수 이용량

1998 15,521 38,157,980 2,012 18,656,559 11,361 18,415,579 2,148 1,085,842

1999 14,957 37,403,020 1,986 17,224,959 10,701 19,277,044 2,270 901,017

2000 14,921 40,929,580 1,881 20,273,663 10,544 19,032,033 2,496 1,623,886

2001 15,714 41,425,977 1,931 18,101,050 11,823 21,923,108 1,960 1,401,819

2002 14,702 39,649,469 1,712 18,006,852 12,943 20,701,542 47 941,076

2003 14,383 38,338,080 1,536 16,877,758 12,822 20,868,335 25 591,987

2004 13,584 35,853,744 1,381 16,184,241 12,182 19,520,904 21 148,599

2005 13,000 32,052,155 1,363 13,498,799 11,617 18,371,142 20 182,215

2006 12,224 28,195,324 762 9,368,989 11,444 18,632,801 18 193,535

2007 11,322 26,605,892 466 7,850,937 10,841 18,537,394 15 217,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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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수 보전 관리대책

4-1. 지하수 보조관측망 및 수질측정망 구축･운영

지하수는 지표수와 달리 토양오염원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수량 및 수질변화를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지하수 자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지점에 지하수 자동관측시설을 설치하여 Network을 

구성하고 지하수 수질현황과 수질변화 추세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지하수 오염 

예방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표 2-8-14> 지하수 보조관측망 및 수질측정망 설치현황(2007)

구     분 설치개소 측정회수 측정항목

보조관측망 119 매시간 수위, 수온, 전기전도도

수질측정망 100 매년 2회 수질기준 설정항목

4-2. 지하수 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폐공 원상복구

지하수법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지표 또는 

지중으로부터 오염물질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취수정으로 오염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지표상부에 

콘크리트로 상부보호공을 설치하고 지표하부에는 케이싱을 암반층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토지굴착 후 토지와 케이싱 사이의 공간에는 차수용 시멘트를 주입하여 

그라우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하수 이용시설을 종료하거나 폐쇄할 

경우에도 지표의 오염물질의 직접 지하수층 유입 방지를 위하여 폐공의 

케이싱이나 파이프 등을 제거한 후 불투성 재료를 주입하여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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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지하수오염의 통로 역할을 하는 폐공의 관리를 위하여 원상복구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있으며, 지하수법이 시행된 1994년이후 2006년말까지 

18,651개소의 폐공을 원상 복구한 바 있다.

<표 2-8-15> 폐공 원상복구 현황

계 2003년까지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비 고

19,272 15,806 1,023 861 961 621

<그림 2-8-7> 폐공 원상복구 절차

주변환경 검토
∙주변환경과 지질조건 검토

∙폐공 주위 오염원의 존재여부 검토

폐공 제원조사

∙우물의 심도, 구경, 지하수위, 케이싱의 구경, 심도 및  재질 등 조사

∙펌프의 종류, 설치심도 등

폐공내 이물질제거
 및 우물소독

∙수중모터펌프 등 양수장비 등 제거

투수성재료
(모래등 주입)

∙오염이 안된 깨끗한 모래 주입

∙브릿지 현상 발생여부와 다짐상태 및 모래 유출여부 점검

상부보호공 시설 제거
∙상부보호공의 헐기 및 부수기로 터파기 실시

  (심도 대략 1~1.5m정도)

케이싱 제거
∙유압잭, 포크레인 등 장비 이용

∙인발이 불가능한 지표 1m하부까지 절단

불투수성 재료 주입 ∙시멘트 밀크 : 지표면 하부 1m에서 자연수면 까지

지표부 표면처리
∙30cm두께로 시멘트몰탈 타설

  (배합비는 시멘트와 모래 1:2)

주변정리 ∙주변 환경에 어울리게 주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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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8> 폐공의 형태

모터펌프 및 보호시설물이 없는 경우

   

모터펌프는 없고 보호시설만 있는 경우

모터펌프와 보호시설이 모두 있는 경우

   

모터펌프와 보호시설물이 모두 있는 경우

4-3. 지하수 오염우려시설 관리

서울시는 지하수 오염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지하수의 외부 오염원인으로 

예상되는 사용 중지된 지하수관정, 공사용 지하수관정 및 지반조사 시추공,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취약시설 내 지하수 관정 등을 일제조사･정비하고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유해물질의 누출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지하저장탱크(주유소 등) 주변 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연 2회 지하수 

수질기준 항목과 BTEX(벤젠, 에틸벤젠, 톨루엔, 크실렌)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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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지하수 수질검사 항목
음용수
(46항목)

생활용수
(20항목)

농･어업용수
(14항목)

공업용수
(14항목)

비  고

1 수소이온농도(pH) 5.8 ~ 8.5 5.8 ~ 8.5 6.0 ~ 8.5 5.0 ~ 9.0

2 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5,000/100mL - -

3 질산성질소(NO3-N) 10이하 20이하 20이하 40이하

4 염소이온(Cl-) 250이하 250이하 250이하 500이하

5 카드뮴(Cd) 0.005이하 0.01이하 0.01이하 0.02이하

6 비소(As) 0.05이하 0.05이하 0.05이하 0.10이하

7 시안(CN) 0.01이하 불검출 불검출 0.2이하

8 수은(Hg) 0.001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4.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시행

서울시 지하수업무의 체계화를 도모하고 수질을 보호, 과잉채수로 인한 지하수 

고갈 및 오염예방을 위해 2003년 8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학술용역 수행으로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수의 부

존 특성 및 개발 가능량 산정, 지하수 보전구역 선정검토, 지하수의 수량 및 수질

관리 등으로 구성되었다.

4-5. 지하수 수질관리

지하수의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는 음용수 2년 1회(일 30톤이하는 3년1회), 생활･공업･농업용수는 3년에 

1회로 실시한다. 지하수의 수질기준으로는 음용수의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기준 

(46항목)을 적용하고, 지하수법 제20조제2항 및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 관한규칙 

제11조 규정에 용도별로 생활용수(20개 항목), 농업･공업용수(14개 항목)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표 2-8-16> 지하수 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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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지하수 수질검사 항목
음용수
(46항목)

생활용수
(20항목)

농･어업용수
(14항목)

공업용수
(14항목)

비  고

9 유기인 -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 페놀(Phenol : C6H5OH) 0.005이하 0.005이하 0.005이하 0.01이하

11 납(Pb) 0.05이하 0.1이하 0.1이하 0.2이하

12 6가크롬(Cr+6) 0.05이하 0.05이하 0.05이하 0.1이하

13 트리클로로에틸렌(TCE) 0.03이하 0.03이하 0.03이하 0.06이하

14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1이하 0.01이하 0.01이하 0.02이하

15 일반세균 100CFU/mL 100CFU/mL - -

16 1.1.1트리클로로에탄 0.1이하 0.15이하 0.3이하 0.5이하

17 벤젠(Benzene) 0.01이하 0.015이하 - -

18 톨루엔(Toluene) 0.7이하 1이하 - -

19 에틸벤젠(Ethyle Benzene) 0.3이하 0.45이하 - -

20 크실렌(Xylene) 0.5이하 0.75이하 - -

21 불소(F) 1.5이하 - - -

22 세레늄(Se) 0.01이하 - - -

23 암모니아성질소(NH3-N) 0.5이하 - - -

24 보론(B) 0.3이하 - - -

25 다이아지논(Diazinon) 0.02이하 - - -

26 파라티온(Parathion) 0.06이하 - - -

27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0.003이하 - - -

28 폐니트로티온(Fenitrothion) 0.04이하 - - -

29 카바릴(Carbaryl) 0.07이하 - - -

30 디클로로메탄 0.02이하 - - -

31 1.1디클로로에틸렌 0.03이하 - - -

32 사염화탄소(Carbon etrachloride) 0.002이하 - - -

33 경도(Hardness) 300이하 - - -

34 과망간산칼륨소비량(KMnO4) 10이하 - - -

35 냄새(Oder) 무취 - - -

36 맛(Taste) 무미 - - -

37 동(Cu) 1이하 - - -

38 색도(Color) 5도이하 - - -

39 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 : ABS) 0.5이하 - - -

40 아연(Zn) 1이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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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지하수 수질검사 항목
음용수
(46항목)

생활용수
(20항목)

농･어업용수
(14항목)

공업용수
(14항목)

비     고

1 일반세균 5,300 5,300 - -

2 총대장균군 8,800 14,800 - -

3 대장균･분원성대장균 8,400 - - -

4 납(Pb) 6,100 6,900 6,900 6,900

NO 지하수 수질검사 항목
음용수
(46항목)

생활용수
(20항목)

농･어업용
수

(14항목)

공업용수
(14항목)

비  고

41 증발잔류물(Total solids) 500이하 - - -

42 철(Fe) 0.3이하 - - -

43 망간(Mn) 0.3이하 - - -

44 탁도(Turbidity) 1NTU이하 - - -

45 황산이온(SO4
-2) 200이하 - - -

46 알루미늄(Al) 0.2이하 - - -

47 대장균･분원성대장균군 불검출/100mL - - -

수질검사기관(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으로는 조사전문기관(한국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 등 6개 기관),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검사기관(국립환경연구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16개 기관), 수도법에 의한 일반수도 사업자(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도 농업기술원, 기타 국립환경 

과학원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이 있다.

<그림 2-8-9> 지하수 수질검사 절차도

수질검사 안내
(구  청) ⇒ 신  청

(이용자) ⇒ 시료채취 및 봉인
(구 청) ⇒ 검사기관 의뢰

(이용자)

수질검사 비용은 시 보건환경연구원 기준으로 음용수 255,600원, 생활용수 

143,100원, 공업･농업용수는 109,400원이다.

<표 2-8-17>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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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지하수 수질검사 항목
음용수
(46항목)

생활용수
(20항목)

농･어업용수
(14항목)

공업용수
(14항목)

비     고

5 불소(F) 9,300 9,300 - -

6 비소(As) 7,700 7,700 13,900 13,900

7 세레늄(Se) 6,600 - - -

8 수은(Hg) 6,600 10,600 10,600 10,600

9 시안(CN) 11,300 13,100 13,100 13,100

10 6가크롬(Cr+6) 3,900 6,900 6,900 6,900

11 암모니아성질소(NH3-N) 2,300 - - -

12 질산성질소(NO3-N) 7,200 5,400 5,400 5,400

13 카드뮴(Cd) 6,100 6,100 6,900 6,900

14 페놀(Phenol) 9,300 7,800 7,800 7,800

15 다이아지논

15,600 - - -16 파라티온

17 페니트로티온

18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11,500 - - -

19 카바릴(Carbaryl) 15,700 - - -

20 1.1.1-트리클로로에탄

19,600 13,900 13,900 13,90021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22 트리클로로에틸렌(TCE)

23 사염화탄소

13,600

-

- -

24 1.1-디클로로에틸렌

25 디클로로메탄

26 벤젠(Benzene)

13,600

27 톨루엔(Toluene)

28 에틸벤젠

29 크실렌(Xylene)

30 경도 2,400 - - -

31 과망간산칼륨소비량 2,800 - - -

32 냄새 600 - - -

33 맛 300 - - -

34 동(Cu) 6,100 - - -

35 색도 2,6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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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지하수 수질검사 항목
음용수
(46항목)

생활용수
(20항목)

농･어업용수
(14항목)

공업용수
(14항목)

비     고

36 세제 9,200 - - -

37 pH 300 800 800 800

38 아연(Zn) 6,100 - - -

39 염소이온(Cl-) 3,900 2,900 2,900 2,900

40 증발잔유물 2,900 - - -

41 철(Fe) 6,100 - - -

42 망간(Mg) 6,100 - - -

43 탁도 400 - - -

44 황산이온(SO4
-2) 11,800 - - -

45 알루미늄(Al) 6,100 - - -

46 보론(B) 3,100 - - -

47 유기인 - 20,300 20,300 20,300

계 255,600 143,100 109,400 109,400

4-6.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민방위 사태 발생시 주민들에게 음용수 및 생활용수로 공급할 수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점검 및 수질검사를 시행하여 상시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시는 매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표 2-8-18>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현황(2008)
         (단위 : 개소)

계
정부지원 및 자치구 시설 공 공 시 설 민간지정시설

소 계 음용수 생활용수 소 계 음용수 생활용수 소 계 음용수 생활용수

1,322 154 24 130 141 37 104 1,027 90 937

시설점검은 시 주관 정기점검(2회/년, 정부지원 및 자치구시설)과 자치구 

자체 점검(1회/월, 동사무소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점검사항은 

장비･ 기기의 정비 및 작동여부, 안내표지판 설치, 주변청소 상태를 중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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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하고, 미흡한 시설은 즉시 보수하여 상시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수질관리는 법정수질검사 주기보다 강화된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음용수는 년 4회(법정검사 1회/2년), 생활용수는 3년 1회 실시하고 있다. 수질 

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관정은 관정주변 청소, 양수, 소독 등 수질개선 

조치하여 수질관리 강화를 하고 있다.

4-7. 지하수 특별회계 설치･운영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각 자치구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재원조성은 시 보조금, 지하수이용부담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주요재원은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징수하게 

될 지하수이용부담금이 될 것이다.

특별회계의 사용용도는 각종 지하수 조사,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관리, 원상복구,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 보조관측망의 

설치･운영,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4-8.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지하수 분야 중요업무의 자문을 위하여 2003년 5월부터 각계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된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설치, 매년 2회 정도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주요 자문사항으로는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 및 기타 지하수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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