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빗물 저장 탱크 설치 조성 안내

우리시에서는 2007년부터 소형빗물이용시설 설치시 설치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소중한 수자원인 빗물을 잘 받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빗물 저장 탱크

<소형 빗물 저장탱크> <빗물이용시설 이용>

위 그림이 빗물저장탱크의 설치 예시 입니다.

지붕 또는 옥상의 물받이로부터 빗물을 모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탱크입니다.

보조대상이 되는 빗물 저장탱크는 2톤이하 저장탱크입니다.

사업내용 및 지원절차

○ 대상지역 : 서울시 전역

○ 사업기간 : 2021. 2. 18. ~ (예산 범위 내 선착순)

○ 보조대상 탱크 용량 : 600ℓ(0.6㎥) ~ 2,000ℓ(2㎥) 

○ 지원금액 : 기준공사비의 90%이내 (10%는 신청인 부담)

              (지원금 : 1,938~2,174천원) 

  

○ 지원절차

  - 설치업체를 선정 후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세요

    (요청시 AS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리스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 보조금 대상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설치합니다. 

  - 설치 후 완료신고서와 비용청구서를 다시 제출해주세요.

기준공사비 및 제품안내

○ 지원금액은 기준공사비의 90%가 지원됩니다.

○ 설치업체는 자유롭게 선정하실 수 있으며 제품 디자인, AS기간과 범위 등을 

   비교한 후 적합한 업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효과

○ 개별적으로는 작지만 시민 여러분의 동참으로 큰 효과가 있습니다.

○ 빗물탱크는 빗물이 하수도로 유입되는 양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뿐만 아니라 저장된 

빗물은 조경, 청소 및 작물재배용수로 사용함으로써 수도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설치후 유지관리

○ 필터를 수시로 점검하시어 쓰레기나 낙엽, 진흙 등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필터를 꺼내어 청소가 가능한 제품으로 선택하세요)

○ 특히, 많은 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필터를 점검하여 홈통이 막히지 않도록 관리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장탱크를 미리 비워 주십시오.

○ 겨울철(12월~2월)에는 탱크 및 배관, 펌프 내 빗물을 비워 동파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 주십시오.

신청방법

  자치구 관련부서에 연락하여 주시면 신청방법 등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신청기간 : 2021. 2. 18. ~ (예산 소진시)

   ☎ 전 화 : 관할 자치구 빗물이용시설 관리부서(뒷면 참고)

              및 다산콜센타(120) 문의

2021년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및 설치 방법안내



소형 빗물이용시설 보조금 한도 및 문의처

 보조금
(단위 : 천원)

빗물탱크용량 0.6㎥ 1.0㎥ 2.0㎥

기준설치비 2,154 2,277 2,415

최대보조금 1,938 2,049 2,174

* 기준설치비에는 펌프 설치비 350천원(전기공사비 포함) 추가된 금액

최대보조금 = 기준설치비 × 0.9

 자치구별 연락처 안내

연번 자치구 해당부서 연 락 처 연번 자치구 해당부서 연 락 처

1 종로구 치수과 2148-3224 14 마포구 환경과 3153-9264

2 중  구 환경과 3396-5615 15 양천구 녹색환경과 2620-4856

3 용산구 맑은환경과 2199-7665 16 강서구 환경과 2600-4014

4 성동구 치수과 2286-5804 17 구로구 환경과 860-2878

5 광진구 치수과 450-7892 18 금천구 치수과 2627-1852

6 동대문구 맑은환경과 2127-4372 19 영등포구 치수과 2670-3859

7 중랑구 맑은환경과 2094-2432 20 동작구 맑은환경과 820-9859

8 성북구 치수과 2241-3653 21 관악구 녹색환경과 879-6274

9 강북구 환경과 901-6746 22 서초구 물관리과 2155-7139

10 도봉구 환경정책과 2091-3235 23 강남구 환경과 3423-6212

11 노원구 치수과 2116-4170 24 송파구 환경과 2147-3270

12 은평구 환경과 351-7623 25 강동구 치수과 3425-6415

13 서대문구 환경과 330-87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