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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

7.1 개인하수처리시설 세부 설치현황

7.1.1 개요

개인 하수도란 건축주가 해당 건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고자 설치하는 시설물

과 그 부대 시설물이다.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란 건물에서 발생한 오수를 침전 및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다. 또한, 하수 처리 구역이란 하수를 공공 하수 처리 시설에 유입해 

처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하수처리구역 밖에 짓는 건물의 1일 오수 발생량이 2㎥를 초과하면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1일 오수 발생량 2㎥ 이하면 ‘정화조’를 설치한다. 하수 처리 구역 

안에 짓는 건물에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면 정화조 시설을 갖춘다.

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이전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건축연면적 

1,600㎡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설치토록 한 시설이었으나, 이 법이 하수도법에 통합되면서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다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로 규모

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

정화조에는 화장실 오수만 유입되지만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화장실 오수 뿐 아니라 부엌, 세탁 

등 모든 잡배수도 모두 유입되어 처리되고 있다. 

<표 7.1-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기준

구  분 설치할 시설

설치대상

(법 34조1항,

영24조2항,4항)

하수처리구역 밖

오수발생량 2㎥/일 초과 건축물 오수처리시설

특별대책지역 또는 4대장법의 수변구역에서 

수세식변기를 설치하거나 오수발생량이 

1㎥/일을 초과하는 건축물

오수처리시설

오수발생량이 2㎥/일 이하 건축물 정화조

하수처리구역 안 수세식변기를 설치하는 건축물 정화조

설치제외대상

(법 34조 1항

 각호)

1.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2. 분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 하수도법 제34조, 영 제24조, 규칙 제25조 및 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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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현황

가. 정화조

1) 처리용량별 정화조 현황

2014년 기준 서울시의 정화조는 총 588,57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서울시의 모든 정화조는 

하수처리구역 내에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처리용량별로 보면 10인조 이하가 143,369개소

(24.4%)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다. 

<표 7.1-2> 서울시의 처리용량별 정화조 설치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10인조
이하

11~20
인조

21~30
인조

31~50
인조

51~100
인조

101~500
인조

501인조
이상

2012년

소계 597,482 164,840 140,914 89,519 89,555 56,614 46,740 9,300

하수처리구역내 597,482 164,840 140,914 89,519 89,555 56,614 46,740 9,300

하수처리구역외 - - - - - - - -

2013년

소계 593,436 172,870 134,903 83,891 94,639 52,918 45,073 9,142

하수처리구역내 593,436 172,870 134,903 83,891 94,639 52,918 45,073 9,142

하수처리구역외 - - - - - - - -

2014년

소계 588,573 143,369 123,072 79,693 115,121 65,144 50,169 12,005

하수처리구역내 588,573 143,369 123,072 79,693 115,121 65,144 50,169 12,005

하수처리구역외 - - - - - - - -

 자료) 하수도통계(2013~2015)

2) 처리방식별 정화조 현황

아래 표에는 처리방식별 정화조 현황을 나타내었다.

살펴보면 부패탱크가 376,697개소로 전체의 6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임호프탱크 및 살수형 부패탱크 등 부패탱크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3> 서울시의 처리방식별 정화조 설치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부패탱크
임호프
탱크

살수형
부패탱크

살수여상 폭기방법 접촉폭기 기타

2012년

소계 597,482 375,500 86,420 52,334 57,746 476 20,872 4,134

하수처리구역내 597,482 375,500 86,420 52,334 57,746 476 20,872 4,134

하수처리구역외 - - - - - - - -

2013년

소계 593,436 369,140 91,918 55,511 48,924 2,148 21,143 4,652

하수처리구역내 593,436 369,140 91,918 55,511 48,924 2,148 21,143 4,652

하수처리구역외 - - - - - - - -

2014년

소계 588,573 376,697 58,504 57,298 43,870 6,399 14,465 31,340

하수처리구역내 588,573 376,697 58,504 57,298 43,870 6,399 14,465 31,340

하수처리구역외 - - - - - - - -

  

 자료) 하수도통계(2013~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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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별 정화조 현황

아래 표에는 서울시의 정화조 분포현황을 구청별로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성북구의 경우 36,714개소(6.2%)로 가장 많은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

원구가 11,573(2.0%)개소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4> 서울시의 구청별 정화조 개소수
(단위 : 개소)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서울특별시 597,482 593,436 588,573

종로구 23,527 23,578 22,930

중구 14,784 14,520 14,608

용산구 22,028 22,050 22,229

성동구 20,174 18,468 18,103

광진구 25,849 25,809 25,785

동대문구 29,423 29,540 29,557

중랑구 29,633 29,507 29,398

성북구 36,564 36,815 36,714

강북구 29,224 29,147 28,774

도봉구 16,434 16,423 16,308

노원구 11,790 11,815 11,573

은평구 36,253 35,863 35,107

서대문구 25,108 24,768 24,445

마포구 26,400 26,047 25,653

양천구 20,252 20,178 19,483

강서구 24,871 24,883 24,696

구로구 21,451 21,595 21,598

금천구 16,200 16,029 15,987

영등포구 25,274 25,128 24,932

동작구 22,998 22,841 22,879

관악구 35,723 35,584 35,344

서초구 16,837 16,744 16,534

강남구 22,745 22,273 22,259

송파구 23,628 23,593 23,597

강동구 20,312 20,238 20,080

 자료) 하수도통계(2013~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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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수처리시설

2014년 기준 서울시 오수처리시설은 총 3,121개소가 설치되어있으며 하수처리구역내 2,931개

소(93.9%), 하수처리구역외 190개소(6.1%)로 대부분이 하수처리구역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표 7.1-5> 서울시의 처리용량별 오수처리시설 설치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2㎥/일
이하

3~10
㎥/일

11~20
㎥/일

21~50
㎥/일

51~100
㎥/일

101~500
㎥/일

501㎥/
일이상

2012년

소계 3,187 76 113 168 582 706 1,089 453

하수처리구역내 3,063 64 96 141 528 696 1,085 453

하수처리구역외 124 12 17 27 54 10 4 -

2013년

소계 3,163 74 133 186 776 893 910 191

하수처리구역내 2,999 60 100 150 714 881 904 190

하수처리구역외 164 14 33 36 62 12 6 1

2014년

소계 3,121 34 185 200 711 815 799 377

하수처리구역내 2,931 18 150 157 641 801 788 376

하수처리구역외 190 16 35 43 70 14 11 1

자료) 하수도통계(2013~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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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현황

7.2.1 방류수 수질 현황

○ 다음 사항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 측정하거나 측정

대행 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한다.

  1) 200㎥/일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2천명/일 이상인 정화조：6개월마다 1회 이상

  2) 50~200㎥/일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천명/일~2천명/일 미만인 정화조：연 1회 이상

○ 내부청소

  1) 정화조 :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실시

           (단,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식품 접객업, 숙박업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2) 오수처리시설은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 실시 후 발생된 찌꺼기는 탈수처리 또는 위탁처리(분뇨수집･운반업자) 할 것

(단,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은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표 7.2-1> 서울시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실적
(단위 : 개소)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오수처리시설

시설수 3,187 3,163 3,121

청소대상 3,181 2,890 3,019

청소실시시설수 3,223 3,379 3,224

정화조

시설수 597,482 593,436 588,573

청소대상

계 596,142 512,666 560,386

년1회 584,771 500,337 548,781

년2회 11,371 12,329 11,605

청소실시시설수

계 570,175 538,471 542,386

년1회 557,686 525,925 531,670

년2회 12,489 12,546 10,716

자료) 하수도통계(2013~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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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때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

  1) 정화조의 경우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2)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표 7.2-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구분 1일 처리용량 지역 항목 설치할 시설

오수처리시설

50㎥ 미만

수변구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10이하

부유물질(㎎/L) 10이하

특정지역 및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20이하

부유물질(㎎/L) 20이하

50㎥ 이상 모든 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10이하

부유물질(㎎/L) 10이하

총질소(㎎/L) 20이하

총인(㎎/L) 2이하

총대장균군수(개/㎖) 3,000이하

정화조 11인용 이상

수변구역 및 

특정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65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100이하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50이상

토양침투처리방법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

가. 1차 처리장치에 의한 부유물질 50% 이상 제거

나. 1차 처리장치를 거쳐 토양침투 시킬 때의 방류수의 부유물질 250㎎/ℓ 이하

골프장과 스키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0㎎/ℓ 

이하, 부유물질은 10㎎/ℓ 이하. 숙박시설이 있는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5㎎/ℓ 이하, 부유물질은 5㎎/ℓ 이하

 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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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지도점검 현황

과거 3년간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점검대상시설에 대해 평균 25%정

도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지도점검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7.2-3> 정화조 지도점검 결과
(단위 : 개소)

구분
점검
대상
시설

점검
시설

위반
시설

위반내역

수질기준
초과

내부청소
미실시

기술관리인 
미선임

기타

2012년
상반기 108,096 24,597 33 - 7 - 26

하반기 108,099 1,381 30 - - - 30

2013년
상반기 108,217 24,666 24 - 4 - 20

하반기 108,220 1,392 10 - - - 10

2014년
상반기 3,332 807 19 - - - 19

하반기 3,374 1,227 15 - 6 - 9

 자료)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결과 (2012~2014년,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내부자료)

<표 7.2-4>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결과
(단위 : 개소)

구분
점검
대상
시설

점검
시설

위반
시설

위반내역

수질기준
초과

내부청소
미실시

기술관리인 
미선임

기타

2012년
상반기 1,193 284 6 - - - 6

하반기 1,193 413 10 6 - - 4

2013년
상반기 1,211 242 1 - - - 1

하반기 1,219 441 12 9 - - 3

2014년
상반기 712 192 2 1 - - 1

하반기 704 337 9 9 - - -

 자료)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결과 (2012~2014년,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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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방안

7.3.1 개인하수처리시설 존치현황

<그림 7.3-1> 서울시 대규모 개발지구내 정화조 분포현황

<표 7.3-1> 서울시 대규모 개발지구내 정화조 분포현황

구분 번호 지구명 개소 구분 번호 지구명 개소

균촉지구

1 합정 435 

뉴타운

지구

11 천호 1,316 

2 홍제 500 12 은평 127 

3 세운 1,151 13 수색,증산 3,003 

4 미아 1,116 14 가재울 1,556 

5 청량리 661 15 북아현 3,657 

6 상봉 1,221 16 아현 2,844 

7 구의,자양 632 17 돈의문 848 

8 천호,성내 516 18 한남 4,894 

뉴타운

지구

1 방화 1,863 19 창신,숭인 3,139 

2 신정 1,091 20 길음 1,981 
3 영등포 833 21 미아 2,008 
4 신길 6,239 22 왕십리 468 
5 가리봉 1,132 23 장위 7,960 
6 시흥 1,829 24 이문,휘경 5,650 
7 신림 1,974 25 중화 2,453 
8 노량진 2,604 26 상계 1,598 
9 흑석 5,630 27 전농,답십리 5,651 
10 거여,마천 3,139 계 8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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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2> 각종 개발지구내 정화조 분포현황

<표 7.3-2> 서울시 각종 개발지구내 정화조 분포현황

구분 정화조 개소

지구단위계획 73,973 

뉴타운개발사업 81,716 

도시개발사업 397 

정비사업 43,378 

주택재개발사업지구(예정) 11,949 

주택재건축사업구역(예정) 23,686 

택지개발예정지구 428 

기타사업(아파트지구개발) 1,864 

기타(보금자리,국민임대) 392 

기타 3,870 

합계 24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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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뉴타운사업과 균등촉진지구 등 대규모 개발지구내의 분뇨정화조는 서울시 전체 

588,573개 중 약 241,653개로서 41.1%에 해당하므로 지구단위사업 등의 각종 소규모사업

도 포함하면 많은 수의 정화조를 철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서남 물재생센터로 유입되는 마곡택지개발지구도 우수와 오수의 분류식을 원칙으로 설치하

고, 정화조는 설치하지 않으므로 향후 하수악취에 대한 민원은 상당수 없거나 적을 것이다.

○ 따라서, 이와 유사한 형태로 향후 개발되어지는 지역은 분류식을 원칙으로 하여 정화조를 설

치하지 않고 분뇨를 직접 유입시키도록 한다.

○ 다만, 물재생센터로의 원활한 이송이 가능하도록 오수전용 간선관로의 부설계획을 점차 도입

하고 차집관로의 우수토실은 선별차집토록 개선하고, 필요시 저류조를 설치하여 분뇨의 하천

방류에 대한 사고위험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7.3.2 개인하수도 관리지역 지정

｢하수도법 제34조｣상 공중위생의 향상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개인하수도를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개인 하수도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현재 서울

시에 개인하수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7.3.3 개인하수도 개선 및 관리방안

가. 개인하수도 정책 동향

1) 정책 및 법제분야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개인하수도 관리체계 포함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계획 및 설치, 정비,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

◦ 정화조의 단계적 오수처리시설 전환 추진

 →  하수처리구역 밖 수질관리가 시급한 지역 정화조 신규 설치 금지 등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예산 지원 확대

 →  설치사업비 대상 범위 확대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주체 전환(공공관리제 도입)

 →  설치비용 및 유지관리비용을 지자체에 납부하고 지자체가 설치 및 운영관리

 →  시범사업 2개소 추진(ˋ11년 횡성, 단양) → ˋ13년 전국 확대 추진 

 →  개인들의 개별적인 관리에서 지자체 관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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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 및 시공설치 분야

◦ 개인하수도 설계･시공을 위한 시설기준 마련(2012년)

 → 계획부터 시공까지 처리공정별로 구체적인 설계기준 마련

◦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기준 마련(2012년)

 →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성능검사 표준기준 마련, 검사기관 확대

◦ 준공검사 신청시 시공관련 사진첨부 의무화 규정 신설

◦ 설계･시공업자에 대한 책임의식 부여

 → 준공검사 부적합시 설계･시공업자에 과태료 부과

◦ 교육 및 홍보 강화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상하수도협회 등에 지자체 공무원 교육과정 신설

◦ 개인하수도 유지관리 매뉴얼 마련

 → 관리업자, 기술관리인 등이 손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제작

◦ 주기적으로 개인하수도 정보교류의 장 마련(매년 1회 실시 중)

 → 개인하수도 종사자 및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 연찬회 개최

◦ 개인하수도 기술지원단 마련

 → 관계전문가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기술지원 실시

나. 문제점

1) 정책 및 법제상의 문제점

◦ 하수처리구역의 확대 및 하수관로 확충 중심의 정책으로 제도 및 예산 지원이 공공하수도

에 집중

◦ 하수처리구역 밖 오수발생량이 2㎥/일 이하는 오수관리대상에서 제외하여 정화조만 설치

◦ 설계･시공 및 준공 검사 부적합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은 소유주이며, 소유주 소관 설계･
시공되어 불량 사례가 많음

2) 관리체계의 문제점

◦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시설 관리 업체 소수

 → 시설관리 능력 저하 우려

◦ 규제완화차원에서 전문 관리인의 상시근무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하여 비전문가에 의한 관

리 가능성 커짐

 → 관리능력 및 책임의식 부족, 환경의식 결여 등의 문제점 발생 우려로 안정적인 처리 기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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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운영상의 문제점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시 FRP시설은 시공과 동시에 지하에 묻히게 되므로 준공 검사만 

통과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인한 불량시공 사례 많음

◦ 설계치에 비하여 낮은 유량과 농도로 인해 준공검사에는 통과하나 향후 일반적인 운전조

건에서는 안정적인 수질을 유지할 수 없음

◦ 준공검사 후 시설의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담당공무원의 

인력 부족 및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위탁관리를 실시

하지 않는 관리 시설은 정확한 소재지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

◦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업종에 따라 발생농도가 다양하며 발생유량 변동 폭이 큰 특징이 있

으며, 하수처리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건물 소유주가 자가 관리하는 경우 방류수 수

질기준을 준수하기가 어려운 실정

 →  유량 변동에 따른 설치기준 없음

◦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저가불량제품 사용으로 안정적인 처리 기대 불가

 →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미준수, 환경부 

표본조사 결과 50% 이상이 저가의 불량 FRP재질 사용

4) 공공수역에 미치는 영향

◦ 하수처리구역 밖의 하수발생량은 전체 하수발생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적으나, 배출부하

량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공공수역에 미치는 영향이 큼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장비가 노후화되고 내부 청소 및 

관리가 불량한 상황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의 체류시간이 과다하여 부패가스의 발생으

로 악취가 발생하며 각종 해충이 번식하여 공공수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

5)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의 문제점

◦ 하수처리구역 밖의 50㎥/일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전문 위탁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

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수처리구역 안에 존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정화조 형태로 관리

하도록 되어 있어 전문 위탁관리 의무를 제외한 상황으로 하수처리구역 안에 개인하수처

리시설이 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고 하천으로 직접 방류되는 시설이 상당수가 존재하

여 처리되지 않을 경우, 방류하천 수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 하수처리구역 밖 50㎥/일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신규시설은 법 시행 후기존 

시설은 2012년부터 질소, 인 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설계, 시공업체 및 위탁

관리 업체 기술수준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인력 부족 및 잦은 인사이동으로 

고도처리에 대한 설계를 검토하기에는 역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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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하수도 관리방안

1) 정화조 사용의 단계적 금지 및 오수처리시설 의무화

◦ 2007년 하수도법을 개정하면서 하수처리구역 밖의 오수발생량 2㎥/일 미만의 시설들에 대

해서는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한다.

  → 전문적인 유지관리 곤란, 전력소비 증대, 더 넓은 부지 필요, 설치비용 증가 등의 현실

적인 문제 고려

◦ 당분간은 현행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단독정화조 대신에 오

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점진적으로 이를 의무화한다.

  → 정화조 설치 대상이지만 수계영향이 큰 지역을 시범사업대상으로 선정하여 오수처리시

설의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과 전문기술을 지원

  → 수질관리를 위해 배출부하량을 시급히 줄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정화조

를 오수처리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 조례 제정으로 오수처리시설 의무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일본 사례)

2) 개인하수도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가) 설치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

◦ 환경개선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농어촌 구조개선특별회계 사업

에서도 개인하수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수도사업의 범위 내에 개인하수처리

시설 포함 추진

◦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국고나 지방비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과의 형평성 고려 필요(오수배출량 10㎥/일 미만 부담금 면제)

나) 유지관리비에 대한 지원

◦ 환경공영제와 같은 개별지원방식보다는 사용료제도 도입 후 이에 대해 보조

  →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환경공영제는 확대하기 위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전문기관에서 담당하고 서울시에서 하수도 요금과 같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 검토 필요(일본 사례)

다) 원인자부담금과 사용료 제도 적용

◦ 개인하수도시설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 부과, 전문기관 관리제도 도입 검토한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서울시에서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는 제도 도입 필요(일본 사례)

  → 국가와 서울시, 개인이 설치비용을 분담하고 유지관리비용(하수도 사용료와 동일한 수준)

을 납부하는 대신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서울시가 직접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는 방식



Ⅶ- 14

  → 공공하수도와 동일하게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대신 전문기관

이 관리할 경우 공공하수도와의 형평성 제고 가능

3) 개인하수도 전문관리제도 도입

◦ 인접 지자체와의 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형태의 전문 관리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

◦ 몇가지 모델을 정하여 적절한 형태의 관리기구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환경청 산하(혹은 한국환경공단 산하)의 개인하수도관리 지원단

 → 강원도 산하의 개인하수도관리 지원단

 → 서울시가 주도하는 사회적 기업 형태의 전문 관리기구

4) 개인하수도 설계기준 마련

◦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설계에 적용 가능한 각 공정별 최소한도의 용량 등 단위 공정별 

설계기준 제정 고려

◦ 준공검사 이전 사전검사 실시제도 도입 고려지원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업자의 자발적인 준수사항 준수 유도

5)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공무원 및 종사자 교육 강화

◦ 담당 공무원의 경우 지도점검 등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이론과 현황, 제도 및 관련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과정 마련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종사자나 관리자, 기술관리인의 전문성 제고와 관리체계 확보를 위

한 교육 강화와 자격 및 인증제도 등 도입 검토

◦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주와 관련 업무 종사자들을 위한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