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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 요

1.1. 배경 및 목적

m 지하공간 개발로 최근 10년간 유출지하수 발생량이 약 18%(‘11년 16.6만톤/일 

→ ‘20년 19.6만톤/일) 증가하고 있다. 유출지하수의 하수도 방류 시 하수도요금 

증가로 건축물 등에서 지하수 활용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나, 활용방법ㆍ기준 등 

체계적인 활용에 대한 매뉴얼이 부재하였다. 특히, 「지하수법」에서 유출지하수의 

활용용도별 적용 수질기준이 모호하여 실제 현장에서 활용을 위한 수질기준 

적용에 혼란이 있었다. 이에, 유출지하수 업무 특성상 시설물 및 건축물의 

계획‧설계 단계부터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m 본 서울특별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은 유출지하수의 활용 극대화를 위해 

계획에서 준공까지의 생애주기 단계별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설 및 건축물 등의 유출지하수 활용 시 이용방안 및 절차, 유지관리 등의 

안내로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유출지하수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법적근거

m 「지하수법」 상의 유출지하수 관련 법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시행령 

제14조의2(유출지하수의 용도) 및 시행규칙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를 

따른다.

m 「지하수법」 제9조의2는 2021년 1월 5일에 관련 내용이 개정되었으며, 시행일은 

2022년 1월 6일이다. 본 가이드라인은 시행 전 현행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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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법적근거

지하수법 u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지하수법 시행령 u 제14조의2(유출지하수의 용도)

지하수법 시행규칙 u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 법령 개정 및 세부내용은 ‘부록1, 2(p.72-7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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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

유출지하수 관련 법‧제도

적용범위

업무처리 요령

수질검사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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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유출지하수 관련 법‧제도

m 「지하수법」 제9조의2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m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 (유출지하수의 용도)

m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2.2. 적용범위

2.2.1. 유출지하수 관리대상

m 지하철‧터널 등의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설하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에 관리대상에 속한다.

✔ 지하철 및 터널, 대형 건물 등의 지하공간에 구조물 건설 시 지하수위 이하로 시공하는 경우 

유출되는 지하수를 집수조 등에 모아 밖으로 배출시키는데 이렇게 배출되는 지하수를 

“유출지하수” 라고 한다(건설교통부, 2001).

시설물 또는 건축물 내 유출지하수 집수시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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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이용대상시설

가) 「지하수법」 상의 유출지하수 이용대상 [2022. 1. 5.까지 적용]

m 지하수의 유출 감소대책 및 이용계획의 수립‧시행 대상

- 지하철‧터널 등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설하는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 지하철 역사, 터널, 전력구, 통신구 1개소에서 1일 300톤, 건축물 1동에서 1일 30톤

나) 개정된 「지하수법」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대상 [2022. 1. 6. 시행]

m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 및 이용계획 수립‧시행 대상

* 「지하수법」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개정 2021. 1. 5.> [시행일 : 2022. 1. 6.]

- 지하철‧터널 등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설하는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 그 밖에 유출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 

시설물

* 이용계획 수립‧시행 시기 변경: (현행) 준공 후 기준 이상 유출 시

                          (개정)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후 기준 이상 유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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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업무처리 요령

(현행) 지하수 유출 감소대책

      수립‧신고

(개정) 발생현황 신고

¡ 지하철ㆍ터널 등의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 특‧광역시에 21층 이상,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

¡ 규칙별지 제12호의2 서식 신고서에 유출지하수 

유량측정자료, 감소대책 첨부

신고증 교부
¡ 규칙별지 제12호의3 서식

(지하수 유출감소대책 신고증)

준공 후 지하수가 

계속 유출되는 경우

¡ 지하철 역사, 터널, 전력구, 통신구 각 1개소에서 

300톤/일 이상 유출 시

¡ 건축물 1동에서 30톤/일 이상 유출 시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수립‧신고

¡ 규칙별지 제13호 서식

¡ 유량측정자료, 수질검사서,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첨부

신고증 교부
¡ 규칙별지 제14호 서식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

개선명령

¡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미시행, 이용계획 미시행 또는 

이용률이 낮을 시

¡ 사유 및 이행기간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

¡ 2회에 한하여 이행기간 연장 가능

이행완료 통보
¡ 이행완료 후 15일 이내(규칙별지 제10호 서식)

¡ 이행완료 증명서류 및 현장사진 첨부

이행완료 확인 ¡ 이행완료 통보를 받은 후 15일 이내 확인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환경부, 2020) 참고

【 유출지하수 관리 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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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지하수 유출 감소대책 수립ㆍ신고

m 지하철ㆍ터널 등의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아래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지하철 역사, 터널, 전력구, 통신구 1개소에서 1일 300톤, 건축물 1동에서 1일 30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21층 이상의 건축물 적용시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 연면적 산정시에는 지하층의 면적을 포함한다.

m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기준 이상의 지하수가 

유출되는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하수 유출감소대책 신고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지하수 유출감소대책 신고서”

(첨부)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 자료,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

※ 신고서 양식은 ‘부록3(p.78-83)’ 참고

✔ 지하수 유출감소대책으로 신규시설 누수방지공법과 기존시설 누수방지공법이 있다.

✔ 신규시설 누수방지공법

- 도막재와 시트재의 복합방수 공법 : 접착유연형 도막 방수재+아스팔트시트 등

- 특수금속방식시트를 이용한 복합공법 : 특수경질시트, 방식특수시트, 조인트 보강재

- 자착식 고무 아스팔트시트 방수공법 : 자착력을 보유한 고무 아스팔트 시트

- 미가황 고무시트 방수공법 : 상온 가황형 고무시트(미가황 고무 시트)

- 초속경화 뿜칠형 도막 방수공법 : 초속경 폴리우레아 수지

✔ 기존시설 누수방지공법

- 주입 공법 : 직접 주입법과 간접 주입법

- 줄눈실링 공법 : 신추줄눈, 수축줄눈, 시공줄눈, 콘드조인트 등

- 표면도막 공법 : 균열부나 결함부에 각종 화학 도료를 코팅

- 쉬트방수 공법 : 균열을 가진 콘크리트면 위에 탄성고무쉬트 부착

출처: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 (환경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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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인에게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 서식의 지하수 유출감소대책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m (감소대책) 2021년 1월 5일 지하수법 개정, 2022년 1월 6일 시행

✔ 2022년 1월 6일부터는 개정된 「지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하수 유출 감소대책 

수립‧신고 절차가 없어지고,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자는 해당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 발생형환 신고는 추후 개정된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2.3.2.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수립ㆍ신고

m 지하수 유출 감소대책을 수립ㆍ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준공 이후 지하철 

역사, 터널, 전력ㆍ통신구 각 1개소에서 300톤/일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거나 

건축물 1개동에서 30톤/일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지하수가 

유출된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용도로 유출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서”

(첨부)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및 수질검사서,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

※ 신고서 양식은 ‘부록3(p.78-83)’ 참고

✔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는 유출지하수 감소대책을 수립ㆍ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유출되는 

지하수의 이용에 한한 것이며, 당 시설물이나 건축물에서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하 

굴착 후 집수정을 설치하는 등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시설 용량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m 유출지하수의 이용용도 :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유출지하수의 용도)

- 생활용수 중 소방용ㆍ청소용ㆍ조경용ㆍ공사용ㆍ화장실용ㆍ공원용 또는 냉난방용

-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 유출지하수도 소중한 지하수자원이므로 가능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위생과 사용 후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가능한 

유출지하수 이용 용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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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3.3. 개선명령

m 지하수의 유출저감대책 또는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않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선 사유 및 이행기간 등을 

명백히 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m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기간 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그 기간을 처음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이행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m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아래의 개선명령 

이행완료 서류와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선명령 이행완료 통보서”

(첨부) 개선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현장사진

※ 신고서 양식은 ‘부록3(p.78-83)’ 참고

m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완료 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유출되는 지하수량은 최종적으로 집수되어 배출되는 수량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지하철의 

경우 일정 구간에서 유출되는 지하수가 집수되어 A역사로 배출될 경우 그 수량을 A역사의 

유출량으로 하며, 터널의 경우 입출구부로 배수되는 유량을 본 시설물의 지하수 유출량으로 

한다. 따라서 유출되는 지하수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해 공사의 시공사로 하여금 최종 

배출지점에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최근 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을 단지별로 공유하거나 단지내 지상구간을 녹지화하고 

지하주차장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 건축물 1개동의 적용기준은 지하주차장 

집수조로 유입된 망(집수조가 다수인 경우 이를 합산)을 해당 주차장 상부의 아파트 동수로 

나누어 적용한다.

출처: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 (환경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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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수질검사

m 유출지하수의 안전한 이용, 환경성 제고 및 지속적인 수질 확보 등을 고려한 

수질검사 및 정기수질검사가 필요하지만, 유출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한 규정 및 

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m 따라서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유출지하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지하수법」을 

기반으로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및 수질관리에 대해 권고하는 방안을 제4장 

관리방안의 수질관리에서 안내하였다(p.54-63 참고).

* 유출지하수에 대한 환경부 수질기준 마련 시에는 환경부 기준을 적용한다.

2.4.1. 적용범위

m 유출지하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주기는 「지하수법」 내 지하수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를 기반으로 하며,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유출지하수 용도별로 

아래 표와 같은 수질검사주기를 권고한다.

용 도 구 분 수질검사주기

음용수 § 음용으로 이용 시(민방위 비상급수시설) 2년

생활용수

§ 화장실용, 공원용 등 3년

§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 보건위생과 사용 후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3년

(권장)
§ 냉‧난방용 원수 이용 시

공업, 농‧어업용수 § 공업용, 농‧어업용 3년

기타 하천유지용수
§ 활용 후 여분을 하천유지용으로 이용 시

§ 하천유지용으로만 이용 시

1년

(권장)

비고
1) 유출지하수 정기수질검사 주기는 마련된 법‧제도가 없으므로, 권고주기를 바탕으로 각 이용시설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검사주기를 적용하는 것을 권장.
2) 비상급수시설, 공공급수용 지하수, 상수원수, 먹는샘물 및 수도 등의 타 법에 의해 관리되는 용도로 이용 시

수질검사도 해당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
3) 냉‧난방용수의 권고 수질검사 주기에 대한 상세 내용(KSI3003)은 [부록7] 참고.

【 용도별 정기 수질검사대상 및 권장검사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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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수질검사 관련 법‧제도

m 「지하수법」 : 제20조(수질검사 등)

m 「지하수법」 시행령 : 제29조(수질검사 등), 제30조(수질검사전문기관 등),

제31조(수질검사의 항목 등)

m 지하수수질보전규칙 : 제10조(수질검사대상), 제11조(지하수의 수질기준),

제12조(수질검사의 주기), 제13조(수질검사의 절차),

제14조(검사기관), 제15조(수질검사결과 통보서)

2.4.3. 업무흐름도

유출지하수 이용자 ¡ 수질검사결과서 비치

수질검사의뢰

¡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수립 시

¡ 검사주기(권고)

  - 유출지하수를 이용할 경우 2~3년마다 1회

    (하천유지용수의 경우 1년마다 1회)

시료채취
¡ 시료채취 3일전까지 신청인, 시장‧군수에게 통보

¡ 수질검사기관이 시료채취 후 봉인, 시료채취확인서 작성

수질검사 실시 ¡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수질검사 기록을 2년간 보존

통 보

¡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즉시 통보

(수질규칙 별표 제5호 서식)

¡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통보

수질개선 조치

¡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조치사항

  - 시설물 점검 및 오염원 투입여부 확인

  - 이용중지 또는 관로를 이용한 하수방류

  - 수질개선(지하수의 정수처리 및 이용시설의 보완)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환경부, 2020) 참고

【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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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업무처리 요령

가)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m 유출지하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주기는 「지하수법」 내 지하수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를 기반으로 하며,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유출지하수 용도별 

수질검사주기를 권고한다(p.12, p.54-63 참고).

m 수질검사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 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유출지하수를 공공급수용 또는 음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먹는물 

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출처: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 (환경부, 2020)

m 유출지하수 이용 용도변경 시에는 수질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용도변경 신청을 

하도록 한다.

✔ 하천유지용수 추가 이용 및 용도 변경시 하천유지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성적서를 첨부하여 

용도변경을 하도록 한다.

m 유출지하수 원수가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도 정수처리를 하여 이용목적에 

맞는 수질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 유출지하수를 정수처리 후 사용 

가능하다.

✔ 정수처리를 할 수 없는 유출지하수 시설이 특정 또는 일반오염물질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용중지 또는 금지하거나 관로를 이용한 하수방류를 의무화하여 재이용을 철저히 

금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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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정수처리 후 다른 용도로 이용 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다른 법률 내 지하수 수질검사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 음식점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지하수법」과 「식품위생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지하수 수질검사 항목 및 검사주기를 따라야 한다.

       - 다만 지하수법에서는 “원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식당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질검사 시 “원수”를 대상으로 하였다면 「지하수법」 정기수질검사에 대체할 수 있다.

출처: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 (환경부, 2020)

나) 수질검사전문기관 :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수질검사전문기관 등)

- 지하수조사전문기관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환경공단, 지하수법 제26조2에 따라 설립된 협회

-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

✔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부록5(p.92-93)’를 

참고하며, 국립환경과학원,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특‧광역시의 

상수도 연구소‧수질검사소, 기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을 말한다.

✔ 먹는물 검사기관에서도 지하수의 수질기준 검사가 가능하다.

-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도농업기술원

-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수질검사기관

✔ 「지하수법」 제20조(수질검사 등)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위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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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질검사 절차

m 유출지하수 이용자가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수질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지하수수질검사 접수‧처리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신청(서면, 구술, 통신수단을 이용)을 접수 후 지하수수질검사 

접수‧처리 기록부에 기록(처리기한 7일)하고 2년간 보관

* 필요시, 관내 수질검사 대상자에게 사전에 유선 안내 또는 안내문 발송

m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수질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기간을 정하여 시료채취 3일전까지 검사받을 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m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수질검사 신청인이 보는 앞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봉인하고 

수질규칙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지하수수질검사시료 채취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접수된 날로부터 3일 단위로 기록부를 검토하여 현지확인 건수, 출장 경로 등을 감안하여 

출장일정을 결정

✔ 통보사항 : 현지출장 일시, 출장자, 준비사항

✔ 준비사항 : 4L 이상 시료채취용기(재질은 유리 또는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 류)

✔ 현장출장 시 필요사항 : 봉인지, 지하수수질검사시료, 채취확인서, 테이프, 도장, 줄자,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설치신고서 사본

※ 봉인지 지질 및 규격

• 지질 : 한지 또는 잘 찢어지지 않는 지질

• 규격

↑

40mm

↓

지하수수질검사 시료용

검사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290mm →

• 글자색 : 흑색(인쇄 또는 용지에 직접 자필)

출처: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 (환경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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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수질검사 대상 시설 지역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의한 

시료채취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산간 등의 지역인 경우에는 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시료채취 및 봉인을 한 후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m 시료채취 및 봉인을 하는 공무원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수질검사 전문기관이 

환경분야 시료채취 및 수질분석에 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m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주기는 이용용도에 따라 음용수 2년,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는 3년을 권장하며, 기타 보건위생과 사용 후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청소용, 조경용, 공사용, 소방용, 냉난방용 등)의 경우 3년마다 

검사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하천유지용수의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하던 

현행 하천방류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주기와 같이 1년마다 검사하는 것을 

권장한다.

라) 수질검사의 방법

m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시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5호 및 제6호

5.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폐수 및 같은 조 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6.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먹는물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시행 2021. 2. 8.]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시행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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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질개선 등

m 유출지하수 수질검사의 결과가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다음의 조치를 

시행하고, 조치의 상세 내용을 문서에 기록하는 것을 권장한다.

- 이용중지 또는 이용금지 (하수배출)

- 유출지하수의 정수처리

- 집수조, 관로 등 이용시설의 청소 및 보완

바) 수질검사 항목

m 음용 :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 설정 항목

m 생활용, 공업용, 농‧어업용 : 수질규칙 [별표 4]에 의한 지하수의 수질기준 설정 항목

m 그 외 용도 : 지하수 수질기준 및 서울특별시 유출지하수 용도별 세부 수질 

유지관리기준 권고 항목

✔ ‘유출지하수’는 ‘지하수’이므로, 현행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지하수의 

수질기준)의 용도별 수질기준을 적용

✔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 2호에 따른 기타용도(예, 하천유지용수)는 하수도법 및 

물환경보전법 규정의 청정지역 배출기준을 참고하여 목표수질기준 권고

✔ 수질검사 항목 관련 내용은 제4장 관리방안의 수질관리 페이지(p.54-5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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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관련 부서

q 유출지하수 부서 및 유관부서 안내

m 서울특별시 유출지하수 담당 부서는 물순환안전국이며, 유출지하수 관리 및 이용시설 

설치 관련 부서는 도시, 소방, 지역발전 및 안전 관련 부서 등이 있다.

m 서울특별시 유출지하수 이용 관련 본부‧사업소는 보건환경연구원,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도로사업소, 공원 관련 본부‧사업소 등이 있다.

서울특별시 조직도

서울특별시 본부‧사업소

【 서울특별시 조직도 및 본부‧사업소 】



서울특별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

20 ┃ 

m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별 유출지하수 담당 팀은 다음 표와 같다.

연

번
자치구 과명 팀명

연

번
자치구 과명 팀명

-
서울

특별시
물순환정책과 토양지하수팀 13 서대문 안전치수과 기전팀

1 종 로 치수과 지하수팀 14 마 포 치수과 기전팀

2 중 구 치수과 지하수팀 15 양 천 치수과 하수기전팀

3 용 산 맑은환경과 환경지도팀 16 강 서 물관리과 지하수팀

4 성 동 치수과 기전팀 17 구 로 환경과 환경보전팀

5 광 진 치수과 치수기전팀 18 금 천 환경과 수질관리팀

6 동대문 맑은환경과 생활환경팀 19 영등포 환경과 환경설비팀

7 중 랑 맑은환경과 생활환경팀 20 동 작 치수과 하수기전팀

8 성 북 치수과 기전관리팀 21 관 악 치수과 기전팀

9 강 북 안전치수과 기전팀 22 서 초 물관리과 기전팀

10 도 봉 물관리과 기전팀 23 강 남 치수과 지하안전관리팀

11 노 원 치수과 하천설비팀 24 송 파 환경과 환경문화팀

12 은 평 치수과 지하수기전팀 25 강 동 맑은환경과 생활환경팀

【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유출지하수 담당부서 현황(2021년 6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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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활용방안

3.1. 검토절차

m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한 검토절차는 유출량 조사, 유출 영향 평가 및 감소대책 

마련, 이용계획 수립, 유출지하수 모니터링 등의 4개의 검토절차로 구분될 수 있다.

m 유출량 조사

- 설계 단계인 신규시설의 경우는 지하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지하수 유출량을 

예측하여야 하고 기존시설인 경우는 시공 및 운영 단계에서 유출량을 

측정하여야 함

m 유출 영향 평가 및 감소대책 마련

- (영향 평가) 지하수위 변동 및 지반침하 등 유출지하수가 구조물 인근 지역에 

미치는 안전위해 영향요소가 있을 경우, 유출지하수 발생에 따른 영향을 

별도로 평가하여야 함

- (감소대책 마련) 필요시, 유출 영향 평가 이후 지하수 유출로 인한 

지반안전성이 우려되는 지점과 우려되지 않는 지점에서도 지하수 유출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유출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m 이용 계획 수립

- 유출 영향 평가 결과 지하수 유출로 인한 영향이 미미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한 후에도 지속적인 유출지하수가 발생할 시에는 적극적인 이용계획을 

검토하고 수립 및 적용하여야 함

m 모니터링

- 지하수 유출로 지반침하, 지하수 고갈, 수질오염 등 심각한 지하수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 시공, 운영까지 전 단계에서 장기적인 유출지하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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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유출지하수를 관리하고자 하는 지하시설물의 공사전, 공사중, 공사후까지 진행 

중인 시기에 따라 앞서 제시한 관리방안 절차에 대한 흐름 절차 및 세부 수행 

방안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 공사전: 지하수 영향 조사, 유출량 예측, 유출지하수 영향 평가, 저감공법 

검토, 지하수위 계측계획 수립 등으로 구분

- 공사중: 유출량 측정, 유출지하수 영향평가, 활용방안 세부검토, 지하수위 

점검 및 관리 등으로 구분

- 공사후: 유출량 측정, 유출지하수 영향평가, 활용방안 검토, 지하수위 점검 

및 관리 등으로 구분

공사전 공사중 공사후

지하수 

영향조사

유출량 

측정

유출량 

측정

지하수‧지반 

정밀조사

시설물

유출량 측정

시설물

유출량 측정

유출량 

예측

유출지하수

영향평가

유출지하수

영향평가

(필요시)

유출량 개략 

및 정밀예측
주변 영향 검토 주변 영향 검토

유출지하수

영향평가 저감공법 적용 저감공법 검토

주변 영향 

검토
활용방안 

세부검토

활용방안 

검토

저감공법 

검토
수질 조사 수질 조사

계측계획 

수립
이용계획 마련 이용계획 적용

이용계획 검토
지하수 

점검‧관리

지하수 

점검‧관리

【 유출지하수 관리를 위한 주요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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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사 전‧중‧후 관리방안

3.2.1. 공사 전

m 지하시설물 “공사 전” 단계에서 유출지하수 발생이 예측될 시, 관리를 위한 업무 

상세 흐름 순서도는 다음과 같다.

지하수 영향조사
지하수

영향

조사
지하수‧지반 

정밀조사

¡ 공사부지 지하수위 관측

  : 지하수위 최대 지연변동량 산정

¡ 지하지질 및 수리특성 분석

유출량 예측

유출량

평가유출량 개략 

및 정밀예측

¡ 계략 예측-보수적으로 산정된  

         매개변수와 해석해 이용

¡ 정밀 예측-수치모델 이용

유출지하수

영향평가 유출

영향

평가

및

감소

대책

마련

주변 영향 

검토

¡ 주변 공사장 존재 여부 등 영향 검토

  - 지하수위 강하량 예측

  - 지반침하량 예측

저감공법 검토

¡ 유출저감 공법 설계반영

  - 지하수 영향 최소화 공법

  - 흙막이가시설, 차수시설 등

계측계획 수립

¡ 지하수위 관측계획 설계 반영

  - 유출량, 지하수위 및 수질 등

  - 지하수, 지반 조사공 관측공 활용 모니

터링

이용계획 검토 ¡ 필요시 활용방안 검토 및 수립

【 유출지하수 관리 업무흐름도 - 공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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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공사 중

m 지하시설물 “공사 중” 단계에서 유출지하수 발생 시의 관리를 위한 업무 상세 

흐름 순서도는 다음과 같다.

유출량 측정

유출량

평가시설물

유출량 측정

¡ 유량계 설치 등 시설 형태에 적합한 

방법으로 유출량 측정

유출지하수

영향평가 유출

영향

평가

및

감소

대책

마련

주변 영향 검토

¡ 주변 공사장 존재 여부 등 영향 검토

  - 지하수위 강하량 정밀 평가

  - 지반침하량 정밀 평가

저감공법 적용 ¡ 필요시 누수방지 및 차수공법 적용

활용방안 

세부검토

이용

계획

수립

수질 조사
¡ 수질조사결과, 필요시 정수 및 적합한 

이용방안 세부검토

이용계획 마련

¡ 시공 중 발생되는 유출량의 규모에 따라 

이용계획을 마련하여 관로나 펌프 등 

미리 설치

지하수 

점검‧관리

¡ 지하수/지반변형/유출량계측기 운영

  - 계측관리 강화: 시공사 및 감리사

¡ 유사시(수위강하, 지반침하 등) 전문가 

함동점검

  - 유지보수 및 복구반 운영

모니

터링

【 유출지하수 관리 업무흐름도 - 공사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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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공사 후

m 지하시설물 “공사 후” 단계의 유출지하수 발생 시의 관리를 위한 업무 상세 흐름 

순서도는 다음과 같다.

유출량 측정

유출량

평가시설물

유출량 측정

¡ 유량계 설치 등 시설 형태에 적합한 

방법으로 유출량 측정

유출지하수

영향평가(필요시)
유출

영향

평가

및

감소

대책

마련

주변 영향 검토 ¡ 주변 공사장 존재 여부 등 영향 검토

저감공법 검토 ¡ 필요시 누수방지 및 차수공법 적용

활용방안 검토

이용

계획

수립

수질 조사
¡ 수질조사결과, 필요시 정수 및 적합한 

이용방안 검토 (정기검사)

이용계획 적용

¡ 다양한 활용방안 적용

  - 거점집수시설 설치 및 다용도 이용, 

조경 및 수변시설, 건축물 용수 

공급, 냉난방 및 하천유지용수 등

지하수 

점검‧관리

¡ 시공 완료 후에도 일정기간 지하수위 

및 유출량 지속 관측

  - 유사시 관측빈도 증가 또는 상시관측

¡ 활용 관련 시설 유지관리 및 

정기수질검사

모니

터링

【 유출지하수 관리 업무흐름도 - 공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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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이용계획 수립

m 유출지하수는 생활용수 중 소방, 청소, 조경, 공사, 화장실, 공원 또는 

냉난방용으로 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로도 유출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다.

m 유출지하수 이용 시 발생 시설물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검토하며, 이후 여분을 거점시설 및 하천유지용수 등의 외부활용을 통해 

하수배출이 없는 유출지하수의 최대 활용을 권장한다.

✔ 지하시설물 및 건축물 등의 지하층 설계‧개발 단계부터 유출지하수를 고려한 이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이용계획 수립 시 유출지하수 활용에 대한 적정성(관련 시설 설치 가능여부 

등), 경제성 및 주변 지하수 영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 유출지하수 활용방안은 주로 아래와 같다.

- 화장실용수, 청소용수, 냉난방용수

- 유출지하수 거점시설 용수, 조경용수, 살수 및 소방‧공사용수, 하천유지용수 등

✔ 유출지하수 활용에 있어 여러 방식의 용도를 복합적으로 적용 및 이용 가능하다.

✔ 정수시설을 설치하여 수처리 과정을 통해 수질기준(먹는물 수질기준 등)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과 같은 음용수 등으로도 이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등)

【 유출지하수 활용 프로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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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주요 활용방안

3.4.1. 활용방안 검토

m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수립할 시에 유출지하수 발생량별, 또는 주변 입지 

상황별로 이용용도를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 활용방안별로 기본적인 수질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음용수, 냉난방용수 등의 경우에는 

정수장치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최종적인 활용방안은 유출량, 입지, 수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구 분 활용방안 비 고

§ 50톤/일 이하 -생활용수(건축물 기타용수), 소규모 조경용수(수변시설)

수질기준

충족 시

적용

(p.56-58

참고)

§ 51톤/일 ~ 100톤/일
-도로수변시설(실개천 등), 소방용수, 도로청소용수,

분수용수, 거점집수시설, 공사용수 등

§ 101톤/일 ~ 150톤/일
-거점집수시설, 하천유지용수,

대규모 조경용수(인공하천 등), 공사용수 등

§ 151톤/일 ~ 300톤/일
-100평이하 면적 건물 냉난방용수, 하천유지용수,

대규모 조경용수(인공하천 등), 공사용수 등

§ 301톤/일 ~ 1,000톤/일 -중형 건물 냉난방용수, 하천유지용수

§ 1,000톤/일 이상 -대형 건물 냉난방용수, 하천유지용수

참고: 유출지하수 활용 개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2018)

【 유출지하수 유출량별 이용방안 】

구 분 활용방안 비 고

§ 활용 가능한 대형건축물 주변 -건물 생활용수, 냉난방용수

수질기준

충족 시

적용

(p.56-58

참고)

§ 산업단지 -다용도 급수전 공급

§ 하천 인근 (500m 이내)
-하천유지용수

또는 조경용수 활용 후 하천유지용수로 이용

§ 대규모개발지역 -공사용수, 민방위급수시설

§ 주거지역 -단지내 조경용수, 냉난방용수, 민방위급수시설

§ 소방서 인근, 구청 인근 -소방용수, 도로청소용수

참고: 유출지하수 활용 개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2018)

【 유출지하수 주변 입지별 이용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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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하천유지용수

m 하천유지용수로의 이용은 기존 하천전용배출관로 또는 신규 하천전용배출관로를 

신설하여 이와 같은 전용관로를 통해 유출지하수를 하천에 배출하여 하천의 수량 

확보 및 수질 개선 등의 하천 기능회복 효과를 도모하는 방안이다.

✔ 대부분 터널‧지하철 등과 같은 지하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하천유지용수로 이용한다.

✔ 서울특별시에서 하천의 기능회복을 위해 지하철 지하수 배출전용관로 설치 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

m 특징 및 주요 검토사항

- 다양한 용도로 활용 후 하천유지용수로 이용 가능

- 기존 관로를 공동으로 이용 시 공사비 절감 효과

- 배출관로 설치 가능여부

- 인근 하천 유무 (500m 이내)

- 인근 하천전용배출관로 유무

전력구 정릉천 방류 종합운동장역(9호선) 활용 후 탄천 방류

노원역, 마들역(7호선) 당현천 방류 통신구 도림천 방류(분수형)

【 하천유지용수 활용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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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냉난방시설용수

m 냉난방용수로의 이용은 유출지하수를 열원으로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냉난방에 

이용하는 방안이다.

m 기존 지열 냉난방시스템은 착공을 통한 여러 개의 지하수공을 개발하여 지하수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반면, 유출지하수를 이용할 경우 착공 없이 냉난방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유출지하수를 지열에너지와 연계하여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냉난방에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 활용방안이다.

[ 참 고 ]

✔ 지열 냉난방시스템

  - 연중 일정하게 유지되는 지하수 및 지중열을 온도를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중 

유일하게 냉방과 난방을 동시에 활용 가능

  - 여러 개의 지하수공을 개발하거나 소수의 깊은 지하수공(수십~수백미터)을 개발하고, 

히트펌프를 사용하여 지하수를 열원으로 이용

   ※ 기존 방식(공랭식)과 지열 간의 히트펌프 경제성 검토 결과, 100평 기준 업무용 시설을 

대상으로 공랭식 히트펌프 시스템 이용 시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보다 생애주기비용이 약 

1.15배 큰 것으로 나타남(서울특별시, 2018)

✔ 유출지하수 냉난방시스템

- 지열 냉난방시스템의 시설을 기반으로 천공 없이(지하수공 개발 없이) 시설물 내로 유출되는 

지하수를 이용하여 냉난방 열원으로 이용 → 지열 냉난방시스템 대비 시스템 구축 비용 

절반 정도 감소

  - 열교환기로 공급된 지하수가 일정량의 에너지를 제공하고 배출되면 유출되는 새로운 

지하수가 열교환기로 들어오게 되어 원하는 만큼의 온도차를 일정하게 유지가 가능하여 

기존의 가스 및 전기를 이용한 냉난방에 비해 80% 정도의 비용을 절감

m 특징 및 주요 검토사항

- 기존 지열 냉난방시스템 대비 저렴한 설치비

- 활용 후 순환된 지하수를 조경용수 등의 타 용도로 재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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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냉난방시설 활용 (에어컨 등)

✔ 기존에 팬코일유닛(FCU, Fan Coil Unit)이나 냉매용 실내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따로 교체하지 않고 활용여부 검토 가능

- 실외중 공랭식은 반드시 교체가 필요하며, 냉각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활용이 가능

- (온도) 유출지하수의 연중 온도 확인

: 하절기 30℃ 이하

: 동절기 10℃ 이상

✔ 유출지하수 온도는 집수조로 유입되는 유출수를 기준으로 한다.

✔ 유출지하수의 일반적인 연중 온도 범위 : 12℃ ~ 23℃

- (수질) 철, 망간 및 탄산칼슘 등과 같은 불순물 제거 필요

✔ 유출지하수를 열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질측정 및 시설관리를 실시하여 청정도를 

판단해야 한다.

- (하절기) 우수(빗물 등)로 인한 탁도 상승 등

- (동절기) 제설제(염화칼슘 등)에 의한 ph변화 발생 ⇒ 배관 부식 우려

✔ 수처리장비는 수질에 따라 적정한 성능이 필요하므로 획일적 구성은 어려우나, 개방형인 경우 

프리필터, 샌드필터 등의 설치 검토가 필요하다.

- 냉난방 설비에 배관 여과지와 같은 불순물 제거용 필터를 설치하여 관로 부식 및 침전물 

발생에 대한 관리(정기적 약 6개월~1년마다 관로 청소 등)를 권장

- (수량) 건축물 규모에 따른 최소 유출지하수량 확인

✔ 냉난방시 유출지하수 소요량 개략 산출

- 냉난방면적 10평 기준 1RT*당 10∼12LPM**

  예) 냉난방면적 : 1,000평

      운전시간 : 10시간/일

      100RT × 11LPM × 60분/시간 = 66톤/시간 × 운전시간 = 660톤/일

*RT : 냉동 톤(Ton of Refrigeration), 1RT=약 3,320kcal/h

**LPM : 분당 흐르는 유체량(Liter Per Minute)

✔ 냉난방면적 100평 시설의 최소 유출지하수량은 약 66톤/일이다. (일 10시간 운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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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냉난방시설과 관련한 경제성 분석 결과, 유출지하수를 건물 냉‧난방에 이용 시 

하루 150톤당 연간 약 58백만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됨 

(서울특별시, 2016c)

* 하루 평균 1,000톤 이상 유출되는 20개소(양평역 등 20개역, 38,259톤/일)의 유출지하수를 

건물 냉‧난방에 활용시 연간 약 137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서울특별시, 2016c)

✔ 냉난방시설의 개략 공사비 산출 (히트펌프 제외)

   - 지열시스템 : 500만원/RT (지중부 60%, 지상부 40%)

     *시스템의 구성방법과 설비요소에 따라 달라짐

m 유출지하수를 포함한 타 에너지(수열 등)도 함께 활용 시 기존 설비 대비 초기 

투입비용 회수는 4~5년 정도이고, 제2롯데월드의 경우는 6~7년 정도로 추산함 

✔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 및 시행령 15조에 따라 공공건축물을 1천제곱미터 이상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다.

- 신재생에너지 종류에는 ‘지열에너지’ 포함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

✔ 단, 해당 법에서의 지하수 이용 에너지는 지열에너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출지하수를 

이용 시 재정적인 지원은 받지 못한다. 향후 유출지하수 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참고: 삼양에코너지(주) 홈페이지 참고: ㈜지지케이 내부자료

냉난방시스템 개략도 개방형 또는 밀폐형 열교환기 시스템 모식도

【 유출지하수 냉난방시스템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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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냉난방용수 활용사례

1. 고려대학교 냉‧난방에너지로 활용

m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의 유출지하수는 온도변화(여름 15~19℃, 겨울 14~17℃)가 

적어 라이시움관, 포스코관 등에 냉‧난방에너지(1,500톤/일)로 사용(관로길이 180m), 

에너지 절약률도 설치 전 대비 64.8% 절감, 투자원금(약 10.89억원) 회수기간은 약 

4.9년으로 기대.

m 유출지하수 864톤/일을 고려대학교 건물 2개동의 냉난방용으로 공급하여 이용, 연간 

1억 3천만원의 전력비 절감.

m 2014년 6월 냉‧난방시설 설치 후 1년 정도 경과시점에 이물질(토사 등)로 열교환기 

내 세관을 청소하였으나, 지하수의 품질은 양호함.

* 관로가 막히는 경우에 대비하여 유입구 전단에 오토필터를 준비하고 있으나,

유출지하수의 품질이 양호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음

2. 지하철 4호선 길음역사 냉방용으로 활용

m 길음역의 유출지하수는 여름철(6~9월)에 15~19℃이며, 3년간 역사 냉방용으로 사용 

(당초 30.1℃ → 26.1℃) 결과, 에너지 절감 효과(기존 대비 약 47%) 우수, 지하수 

품질이 우수(육안관찰, 수돗물 수준)하여 관로가 막히는 현상이 없음.

m 에너지비용도 기존 냉동기 설치 대비 유출지하수를 이용함에 따라 초기투자비 약 1억 

5천만원 절약, 연간 전력 등 운전경비 5천4백만원, CO2 생산비 7백만원이 절감되어 

기존 냉동기 사용 대비 약 47%(연 6천1백만원) 절감.

m 특히, 냉방기간 중 7월말과 8월초에 유출지하수의 온도가 19℃로 다소 높아지는 

시기에만 냉동기를 추가 가동할 뿐 나머지 기간에는 지하수만으로 냉방.

m 냉방은 유출지하수를 저수조에서 펌핑하여 열교환기로 보내 저온 회수(약 5℃) 후 

하천으로 방류함으로써 기존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아 추가적인 설비 불필요.

3. 센트럴시티 빌딩 냉‧난방에너지로 활용

m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 1,780톤/일을 주변 건축물인 센트럴 

빌딩에 냉난방용 원수로 공급.

출처: 에너지시책 추진실태 (서울특별시, 2016), 서울특별시 내부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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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거점집수시설 설치 및 다용도 이용

m 거점집수시설은 인근 유출지하수 발생지점들의 유출수를 모아두는 집수시설(집수조 

등)을 지상이나 지하에 설치한 후 한 곳으로 집수하여 필요한 목적에 따라 저수지처럼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비하는 방안이다.

✔ 주로 설치되어 활용하는 경우에는 도로청소용 급수차 활용, 소방용수 공급활용, 조경용수 공급 

등이 있으며, 산업단지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공업용 또는 냉각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집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대규모의 활용시설이 있는데 한군데만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구청이나 소방서에 설치하여 구청에서 도로청소용이나 소방용수로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m 특징 및 주요 검토사항

- 다양한 용도로 이용 가능

- 공간의 제약이 큼

- 주변 시설의 수요조사 등 필요

- 거점집수시설의 관리

【 거점집수시설 및 활용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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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2021년 서울시는 스마트물순환도시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 

전력구에서 발생하여 버려지던 유출지하수를 중랑구 망우로(상봉역~중랑역) 

보차도 구간의 클린로드&쿨링포그, 생태수경관 및 물이용시설 등에 활용하여 

통합 물순환 관리, 물순환시설의 다양‧집양화 및 IT를 접목한 모니터링‧홍보 

등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사업이다.

- 유출지하수 1,276톤/일 이용 및 관리, 보차도 960m 구간에 저류박스, 

침투트렌치 등의 시설 구성, 기존 집수정 및 펌프시설 개선 등

✔ 사업 예산 : 3,000백만원 (클린로드&쿨링포그 + 빗물관리 + 유출지하수 활용 등)

- 설계비 300백만원, 공사비 2,700백만원(‘22~)

출처: 서울특별시 스마트 물순환 도시 조성사업(2021)

【 거점집수시설 유출지하수 활용 사업 종합계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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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실개천 등 공원용수

m 유출지하수 활용도가 큰 것 중 하나인 공급방안으로 공원부지가 유출지하수 발생지점 

주변에 위치한 경우 유출지하수를 이용하여 안정된 수량을 공급하는 방안이다.

✔ 지하수 온도는 대체로 15℃ 내외로 연간 수온변화가 적다는 특성을 활용하여 여름철에 

청량감을 주기 위한 지하철 역사 인근의 공원에 벽천을 조성하거나, 또는 시민의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에 방류하여 실개천 등 친수공간 조성시 유출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다.

m 직접적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닿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로 활용할 경우, 공급 시 

정수장치를 같이 설치하여 수질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m 주요 검토사항

- 관로 설치 경로

- 수처리장치 설치 여부

- 도로 등 장애물 조사 필요

경의선숲길 연남구간(공항철도 유출지하수) 남산 실개천(명동역 유출지하수)

남부순환로(방이역 유출지하수) 대학로(혜화역 유출지하수)

【 공원용수 활용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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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2020년 서울시에서는 양천공원 유출지하수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주변건물인 

목동센트럴프라자에서 하수도로 버려지고 있는 유출지하수를 양천공원의 실개천, 

화장실, 잔디광장 점적시설, 녹지관수 등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 유출지하수 전용관로 238m, 저류조(30톤) 및 정수처리시설 설치

✔ 총 공사비 : 398백만원

- 관로공사비 46백만원, 저류조 설치 82백만원, 정수설비공사 105백만원, 기타제잡비 165백만원

양천공원(실개천과 안개분수)

【 인근건축물 유출지하수 활용 시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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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청소용수

m 청소용수는 해당 용도 집수시설에 배관을 연결하거나 급수전을 설치하여 

건축물과 같은 시설물 외벽 또는 인근 도로 등의 청소에 유출지하수를 이용하는 

방안이다.

m 물청소차에 유출지하수를 급수하여 청소하거나, 자동으로 도로를 청소하는 

클린로드 시스템이 있다.

m 클린로드는 도로 중앙선에 작은 사각형 모양으로 설치된 시설물로서 도로면에 

물을 분사하여 도로를 청소하는 시스템이며, 추가적으로 황사ㆍ미세먼지 저감 

또는 도시 폭염으로 인한 열섬완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m 주요 검토사항

- 안정적 용수공급 위한 유출지하수량

- 안전한 수질 적합 여부 

- 혼잡도, 도로 및 집수조 등 현장여건  

m 세종대로(코리아나호텔~서울광장)에 연장 340m, 노즐 135개, 유량은 3.6톤/분의 

규모로 설치되어있으며, 광화문역사(5호선)의 유출지하수를 이용하여 매년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매일 3회, 회당 5분간 가동하고 있다.

m 클린로드 시스템 가동 결과, 미세먼지 수치는 약 18% 감소, 설치 지역 대비 

6%의 저감효과가 발생하였다.

✔ 클린로드 시스템 가동 시 젖은 노면으로 인한 운전자의 위험을 우려하여 중앙분리대에 안내 

전광판 21개소를 설치해 살수 전‧후 상황을 안전운행 → 살수 예정 → 물청소 중의 3단계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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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2020년 서울시에서는 유출지하수를 활용, 도심지 열섬현상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쿨링&클린로드’ 5개소를 설치하였다. 효창공원앞역, 군자본선, 

종로3가역, 을지로4가본선, 증미역에서 나오는 유출지하수를 인근도로의 청소용수로 

사용하는 사업이다.

- 총연장 1,278m, 총사업비 19억 투입, 향후 40여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임

연번 유출지하수발생처 도로명 총 연장(m) 사업비 비 고

계 5개소 - 1,278 19억  

1 효창공원앞 원 효 로 275 4억

2 군자본선 천호대로 180 5억

3 종로3가 종 로 243 3억

4 을지로4가본선 종 로 405 3억

5 증미 양 천 로 175 4억

【 2020년 유출지하수 쿨링&클린로드 설치 사례 】

세종대로 클린로드(2007) 양천로 클린로드(2020)

【 클린로드시스템 활용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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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그 외 기타용수

가) 정수처리 후 각종 용수 이용

m 유출지하수를 정수 처리하여 기존 상수도를 이용한 용수 공급을 대신하여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정수처리를 위한 원수를 유출지하수로 이용하며 정수 처리 

후 해당 용도의 수질기준을 충족한다면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한 방안이다.

✔ 정수시설을 설치하여 수처리 과정을 통해 수질기준(먹는물 수질기준 등)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과 같은 음용수 등으로도 이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m 주요 검토사항

- 초기 정수 처리시설의 설치 비용 및 설치 공간 등

- 안전한 먹는물 수질 적합 여부

서남병원 음용시설 외부 및 내부시설

【 비상급수시설(음용수) 활용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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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공함양

m 학술적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 중인 유출지하수를 인공함양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있다. 인공함양은 보통 지하수공 또는 지표를 통해 물을 주입하는 방식을 지칭하며, 

지하로 물을 주입하여 지하수에 유입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m 지하수 배출량이 지하수 개발가능량의 80% 이상일 때 인공함양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으며, 80% 이내라도 지하수위의 영향이 클 경우 인공함양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국토해양부, 2009).

✔ 인공함양은 함양지의 수리학적, 지질학적, 지형적, 사회적 및 경제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 일반적인 인공함양 방법에는 주입법과 확수법이 있다.

지하배관을 이용한 인공함양 지하수위 저하 지역에서 유출지하수 인공함양

공원 내 인공호수를 통한 유출지하수 함양

출처: 서울특별시 지하수관리계획(2015-2024) (서울특별시, 2016)

【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인공함양 모식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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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활용 사례

3.5.1. 국내 사례

가) 유출지하수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환경부)

m 2020년부터 환경부에서 유출지하수 활용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유출지하수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수장작을 선정,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관명
제안내용 개  략 

공사비
(백만원)유출지점 활용량(톤/일) 활용안

대전

도시철도공사

대전지하철 1호선

(중구청역)
500

터널 청소용수, 화장실용수, 

조경용수 등
506

용인시청 용인실내체육관 225
지붕살수용수, 도로청소용수, 

조경용수 등
617

【 2020년 공모 선정 결과 】

m (대전지하철) 시범사업을 통해 연간 약 18만톤의 수자원을 절감하고, 20년간 

설치운영으로 1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사업으로 검토됨

m (용인실내체육관) 시범사업 6개월 가동 시, 연간 약 1만8천톤의 수자원을 

절감하고, 20년간 설치운영 시에는 약 15억원의 경제적 효과 및 광역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시민의 건강편익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검토됨

대전지하철 1호선 용인실내체육관

【 기본설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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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기관
제안내용 개  략

공사비
(백만원)유출지점 활용량(톤/일) 활용안

부산교통공사 부산지하철 문현역 790 냉난방 에너지원 500

경기도 시흥시 서해선 지하철 신천역 450
신천근린공원 용수,

도로살수 용수 등
296

경기도 고양시 3호선 지하철 백석역 355 클린로드 용수 등 500

※ 설계과정에서 공사비는 변경될 수 있음

【 2021년 공모 선정 결과 】

m (부산교통공사) 부산지하철 2호선 문현역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냉난방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제안

✔ 유출지하수는 대기온도에 비해 계절별 온도변화가 적어 열원에 안정성이 있으며, 냉난방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경우, 연료를 직접 연소하지 않는 무공해 에너지로 탄소중립에 기여.

m (시흥시) 서해선 신천역에 유출되는 지하수를 공원 조경용 및 도로 살수용으로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제안 (연간 약 1억 6천만 원의 상하수도 요금 절감 예상)

m (고양시) 지하철 3호선 백석역에서 유출되는 지하수를 중앙로 청소용수로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제안

부산교통공사 시흥시 고양시

【 기본설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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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전도시철도 역사 유출지하수 활용

m 대전시에서는 대전도시철도 14개 역사에서 발생하는 터널 내 유출지하수를 

이용하여 청소‧조경용수, 화장실용수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생활용수 기준에 합격하여 공공 및 민간부문에 적극 활용 중이다.

- 공공부문 : 물 축제, 하천유지용수, 도로청소용수, 공원용수, 분수대용수, 조경용수,

           청소용수, 화장실 세정수, 냉각수 등

- 민간부문 : 건설공사 용수, 분수대용수, 조경용수, 청소용수, 화장실용수, 냉각수 등

✔ 또한, 수요처 조사 및 급수탑 등의 거점집수시설을 통하여 역사의 유출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발생량

(톤/일)

활용현황

역사 위생용수
외부 

위생용수
청소, 기타 하천방류

14개역 1개소 5개소 9개역
판암~대동, 중앙로~중구청, 

시청~월평, 유성온천~월드컵경기장
시청사

신흥, 중앙로, 중구청, 

현충원, 월드컵경기장

대동천, 대전천, 

유성천

6,470 253 613 5,604

출처: 대전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

【 대전도시철도 유출지하수 활용현황 】

신흥역 공공용수 

활용시설/조경용수

중교로 분수 및 

미니계류시설/분수용수

중앙로역 휴식공간 

(인공폭포 등)조성

터널 물청소 활용 

배관 설치 / 청소용수

(개요) 신흥역 인근 하천 

20톤 용량 물탱크 

설치

(효과) 1일 최대 20톤 

가량의 공공용수로 

활용

(사용량) 1일 약 16톤 

(개요) 중앙로역 

배수펌프실에 

전용펌프 설치 → 

배관 → 분수 및 

미니계류시설 → 

대전천 방류

(효과) 친수공간 조성

(사용량) 1일 약 430톤

(개요) 대전천변 지하수 

계류시설 및 

벽천분수 공급

(효과) 인공폭포 등 

침수시설 활용, 

폭포용수 공급

(사용량) 1일 약 430톤

(개요) 배수펌프실 입구에 

터널 청소용 고압 

물청소차에 지하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밸브 설치

(효과) 터널 물청소용수 

지하수 사용으로 

상수도요금 절감

(사용량) 연간 약 1,460톤

출처: 대전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

【 대전 역사 유출지하수 활용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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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해외 사례

가) 일본 이치노하시 공원 수변공간 조성

m 일본의 경우, 대표적으로 이치노하시 공원 수변공간 조성 이용사례가 있다.

- (위치) 히가시 아자부 3초메의 아자부주방역 인근

- (특징) 도영 오에도선, 도쿄메트로 남북선이 교차, 지하케이블 터널 등

      지하시설물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

- (이용) 후루천 수로로 방류, 고가도로 하부에 지상 공간에 공원을 조성

m 세부내용

- (사업 개요)

ú 위치 : 도쿄도 미나토구 히가시아자부 3-9-1

ú 정비목적 : 하천의 정화, 경관의 향상

ú 수원 : 지하케이블 터널 유출지하수

ú 관리자 : 도쿄도 미나타구

ú 시설제원 : 연장 50m, 분수폭 500cm, 유량 350톤/일, 수질 BOD 3mg/L,

           사업비 3.1억엔, 사업명 이치노하시공원 개조공사

✔ 유출지하수의 흐름은 2.2km의 지하수터널 5개소에서 나오는 유출지하수를 40톤의 저수구에 

집수하여 게이트분수 1, 2와 중앙분수에 이용하고, 이를 다시 100톤의 저수구에 집수하여 

수로 양변에 설치한 아치분수에 이용한다.

출처: 서울특별시 유출지하수의 이용실태와 활용방안 (서울연구원, 2018)

【 유출지하수 이용 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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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노하시 공원 내 분수 】

m 이 외 키타큐슈시의 시얏코 시냇물 사례가 있다.

- 시얏코 시냇물 사업 개요

ú 명칭 : 시얏코 시냇물

ú 정비목적 : 친수기능의 확보, 경관의 향상

ú 수원 : 신칸센 터널 내 침출수

ú 관리자 : 키타큐슈시

ú 시설제원 : 연장 131.5m, 수로폭 150cm, 수로심 20cm,

            사업비 1.86억엔(국비 1/3, 시 2/3), 사업명 시야가타니 수변재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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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열에너지의 해외 이용 사례

m 스웨덴 스톡홀름의 대규모 지역난방시스템

✔ 스웨덴 스톡홀름은 수열 활용도가 높은 지역난방시스템 활용도시이다. 스톡홀름 

난방수요의 80%는 지역난방이며, 스톡홀름 내 단독주택의 35% 이상이 자체 

열교환기를 소유하고 있다.

✔ 1980년대 지역난방을 위해 대용량 히트펌프가 다수 설치되었으며, 이는 당시 

스웨덴의 원자력발전소 운영으로 전력이 과잉 공급되어 생산된 전기를 국내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 초기에는 히트펌프 설치를 위해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전기료와 시설 설치료 덕분에 기존에 운영되었던 화석연료 기반의 영병합발전(CHP)에서 

전기 히트펌프를 이용한 열 생산으로 점차적으로 대체되었다. 지역난방을 통해 

공급되는 난방에너지량은 연간 약 5,700GWh이며, 열원의 44%는 주변의 해수, 

하수, 호수, 지하수를 에너지원으로 한 수열에너지이다. 스톡홀름의 대표적인 대용량 

히트펌프는 해수를 이용한 Vartan Ropsten 지역의 히트펌프와 하수를 이용한 

Hammarby 지역의 히트펌프이다.

✔ 스톡홀름은 1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스웨덴에서 가장 큰 Malaren 호와 

발틱해가 만나는 연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데 

지리적 이점이 있다. 여름에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5m 수심의 지표수를 취하고 

겨울에는 온도가 약 3℃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15m 수심의 해수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고, 열에너지 수송을 위한 수요처와의 

거리가 가까워서 효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기본적인 난방수요는 히트펌프를 

운용하지만 수요가 최고치를 달하는 동절기에는 전기‧석유보일러를 보조로 사용한다.

✔ 냉방수요가 증가하면서 스톡홀름에서는 지역냉방을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전통적인 

개별에어컨 냉각방식에 비해 전력소비를 80% 감소시킬 수 있었다. 지역냉방은 

여름철, 겨울철 전기 수요가 최고일 때, 전기소비와 전력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이중효과가 있다. 특히 지역냉방의 경우 개별 냉방장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건물 

내 가용면적이 늘어나면서 건물주에게 경제적 이점을 줄 수 있다.

출처: 서울시 수열에너지 이용 확대 전략 (서울연구원, 2020)



서울특별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

50 ┃ 

m 미국 뉴욕 코넬대학교의 호소수를 이용한 냉방

✔ 미국 뉴욕주에 위치한 코넬대학교는 2007년 탄소중립 대학을 선언하였고, 태양광, 

수력, 수열, 폐열활용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캠퍼스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호소수 냉방시스템, 열병합 발전소 건설, 석탄 사용 제거, 

태양열 발전소 건설 등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0% 이상 저감하였다.

✔ 호소수를 이용한 냉방시스템(LSC: Lake Source Cooling)은 담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 

이용 사례로 들 수 있다. 코넬대학교는 1994년부터 근처의 카유가(Cayuga) 호수의 

심층수 활용 계획을 수립한 이후, 2000년부터 호수의 심층수를 교내 건물의 냉방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 LSC 시설의 초기 비용은 약 5,850만 달러로 기존 냉각기를 새 냉각기로 교체하는 

비용보다도 더 많이 소요되었으나,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화석연료 사용 

절감을 고려하여 투자하였다. 2000년 가동된 이후로 전통적 냉방 방식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의 약 85%(연평균 2,500만KWh)를 절약하고 있다.

출처: 서울시 수열에너지 이용 확대 전략 (서울연구원, 2020)

에너지활용시스템 호소수 활용 냉방시스템(LST) 구조

출처: 서울시 수열에너지 이용 확대 전략 (서울연구원, 2020)

【 코넬대학교 활용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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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관리방안

4.1. 수질관리

4.1.1. 수질관리기준

m 유출지하수도 지하수이므로, 현행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지하수의 수질기준)의 용도별 수질기준을 적용

- (용도별 구분) 음용수,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공업용수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5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수질검사서 제출시에도 적용

✔ 「지하수법」 상 유출지하수의 활용용도별 적용 수질기준이 없어 실제 현장에서 활용을 위한 

수질기준 적용에 혼란이 있다. 특히, 유출지하수 업무처리 절차 중 수질검사서를 이용계획서와 

함께 제출하게 되어있으나 수질항목 및 용도별 기준에 대한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 이용계획 

수립에 애로사항이 있다.

m 유출지하수 수질관리기준

- 유출지하수는 지하수의 수질기준 중 용도별 수질기준을 적용하고,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 2호에 따른 기타용도(하천유지용수)는 하수도법 및 물환경보전법 

규정의 청정지역 배출기준을 참고하여 목표수질기준을 권고

* 유출지하수에 대한 환경부 수질기준 마련 시에는 환경부 기준을 적용한다.

✔ 공사, 소방용, 조경용, 청소용 등 보건위생과 사용 후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의 

생활용수는 지하수법 상 정기수질검사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유출지하수의 활용방안으로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일정 수준의 수질확보가 필요하다.

✔ 따라서 활용용도별 별도의 세부 수질 유지관리기준(권고)을 마련하여 유출지하수 정기수질검사 

시에 이를 권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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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수립‧시행

①

지하수의

수질기준

∙ 지하수의 용도별(음용, 생활, 농‧어업, 공업) 

수질기준 적용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 그 밖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용도

  : 하천유지용수(하수도법 및 물환경보전법 배출기준 

청정지역 참고하여 적용)

  ※ 이용계획 신고 시 용도별 수질검사서 첨부

ê

이용계획 시행 ∙ 수질기준에 맞는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시행

ê

유출지하수

유지관리

②

서울시 용도별

세부 수질

유지관리기준

(권고사항)

∙ 유출지하수의 용도별 수질 유지관리기준 적용(권고)

- 음용, 농‧어업, 공업용수

: ‘지하수의 수질기준’ 각 용도기준

- 생활용수 및 기타

  ․ 화장실용, 공원용

: ‘지하수의 수질기준’ 중 생활용수 기준

  ․ *기타 보건위생과 사용 후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

   *청소용, 조경용, 공사용, 소방용 등 및 기타(하천유지용수)

   : 용도별 세부 수질 유지관리기준(안) 

【 유출지하수 수질기준 적용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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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출지하수 활용 용도별 수질기준 : 이용계획 수립 신고 시

m 음용수 : 먹는물 수질기준(먹는물관리법 제5조)

m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공업용수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지하수의 수질기준)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별표 4]                                          (단위: mg/L)

                   이용목적별  

  항목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공업용수

일반

오염

물질

(4개)

수소이온농도(pH) 5.8∼8.5 6.0∼8.5 5.0∼9.0

총대장균군 5,000 이하
(군수/100mL) - -

질산성질소 20 이하 20 이하 40 이하

염소이온 250 이하 250 이하 500 이하

특정

유해

물질

(16개)

카드뮴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비소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시안 0.01 이하 0.01 이하 0.2 이하

수은 0.001 이하 0.001 이하 0.001 이하

다이아지논 0.02 이하 0.02 이하 0.02 이하

파라티온 0.06 이하 0.06 이하 0.06 이하

페놀 0.005 이하 0.005 이하 0.01 이하

납 0.1 이하 0.1 이하 0.2 이하

크롬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이하 0.03 이하 0.06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1.1.1-트리클로로에탄 0.15 이하 0.3 이하 0.5 이하

벤젠 0.015 이하 - -

톨루엔 1 이하 - -

에틸벤젠 0.45 이하 - -

크실렌 0.75 이하 - -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염소이온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어업용수
       나. 지하수의 이용 목적상 염소이온의 농도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해수침입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염소이온 농도가 증가한 경우
     2)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가 생활용수의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경우에는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 유출지하수 활용 용도별 수질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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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기타용도(하천유지용수)

항 목 단 위 하천유지용1)

총대장균군 군수/100mL 1,000 이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mg/L 5 이하

총유기탄소량(TOC) mg/L 15 이하

부유물질(SS) mg/L 10 이하

총인(T-P) mg/L 0.2 이하

총질소(T-N) mg/L 20 이하

철2) mg/L 2 이하

비고 1) 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중 1일 하수처리용량 500톤 이상의

I지역 기준(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 한강의 경우, III지역에 속함)을 따른다.

     2) 하천유지용수 수질 관리기준 철 항목 추가(목표수질기준 항목)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청정지역 용존성철 함유량 2.0 이하를 적용한다.

※ 환경부에서 유출지하수에 대한 수질기준 제정 시, 해당 유출지하수 수질기준을 따른다. 

【 유출지하수 기타용도(하천유지용수) 수질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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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울특별시 용도별 세부 수질 유지관리기준(권고) : 정기수질검사 시

m 음용수, 농‧어업용수, 공업용수 : 지하수법의 각 수질기준

m 생활용수 및 기타용수

- 화장실용, 공원용 : 지하수법의 생활용수 수질기준

- 기타 보건위생과 사용 후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 등

(청소용, 조경용, 공사용, 소방용, 냉난방용 등) 및 하천유지용수

: 용도별 세부 수질 유지관리기준(권고)

항 목 단 위 조경용1)
공사‧소방

‧청소용2)
냉난방용3) 하천유지용

수소이온농도(pH) - 5.8~8.5 5.8~8.5 6.5~8.0 -

탁도 NTU 2 이하 2 이하 12.6 이하 -

총대장균군 군수/100mL 1,000 이하 1,000 이하 - 1,000 이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mg/L 5 이하 5 이하 - 5 이하

총유기탄소량(TOC) mg/L - - - 15 이하

부유물질(SS) mg/L - - - 10 이하

총인(T-P) mg/L - - - 0.2 이하

총질소(T-N) mg/L - - - 20 이하

염소이온 mg/L 250 이하 - 200 이하 -

황산이온 mg/L - - 200 이하 -

암모늄이온 mg/L - - 1.0 이하 -

칼슘경도 mg/L - - 150 이하 -

철 mg/L - - 1 이하 2 이하

비고
1)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1) 중수도 용도별 수질기준 중 조경용수 기준을 따른다.
2)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1) 중수도 용도별 수질기준 중 세척․살수용수 기준을 따른다.
3) 냉동‧공조용 냉각수 수질관리 요구사항(KSI3003), 2019.10월 개정을 따른다. [부록7] 참고.

※ 환경부에서 유출지하수에 대한 수질기준 제정 시, 해당 유출지하수 수질기준을 따른다.

【 서울특별시 유출지하수 용도별 세부 수질 유지관리기준(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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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수질검사

m 유출지하수의 안전한 이용, 환경성 제고 및 지속적인 수질 확보 등을 고려한 

수질검사 및 정기수질검사가 필요하다.

m 수질검사는 아래와 같은 시기에 수행하는 것을 권고한다.

-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수립 시

- 유출지하수 이용 관련 시설 완공 후

- 정기수질검사 시기

가) 수질검사 주기

m (최초)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수립 단계에서 실시

m (정기) 유출지하수의 경우 지하대수층에서 유출되어 바깥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으므로, 유출지하수의 수질검사는 3년에 1회를 실시하는 것을 권고

✔ 기타용도(하천유지용수)의 경우에는 연 1회 실시를 권고한다.

✔ 추후 유출지하수 정기수질검사에 대한 규정 및 제도가 수립된다면 이를 따르도록 한다.

나) 수질검사 절차 (방법 1 또는 방법 2로 수질검사 의뢰)

m 방법 1: 담당구청 검사신청 상담 (서면, 구술, 전화) → 출장일시 통보 → 공무원 

현장출장 및 봉인실시 (출장전 신청인은 채수용기 준비 완료) → 검사의뢰 

(신청인이 직접 수질검사 기관에 검사의뢰, 당일중 의뢰) → 검사성적서 

발급 (수질검사기관에서 구청 및 신청인에게 각 1매 송부)

m 방법 2: 수질검사기관에 검사신청 상담 → 출장일시 통보 → 현장출장 (검사기관에서 

직접 채수하므로 신청인은 채수용기 준비 불필요) → 검사성적서 발급 

(수질검사기관에서 구청 및 신청인에게 각 1매 송부)

m 수질검사 시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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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출지하수 수질검사의 경우, 검사기관에 검사를 원하는 수질항목을 직접 요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검사항목 오인 방지)

- 지하수 생활용수 수질기준 항목 또는 용도별 세부 수질 유지관리기준(권고) 항목

✔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시 가까운 검사기관을 찾아 의뢰한다. 민간업체나 지하수 개발업체에 

의뢰해 진행할 경우 직원이 방문하여 해주기도 하지만, 공공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할 때는 

수질검사용 시료를 본인이 직접 채취하여 수질검사 기관에 방문해 전달해야 할 수 있다.

✔ 유출지하수 시료채취 시에는 폴리에틸렌 용기, 유리병, 무균채수용기 등이 필요하며, 

온‧오프라인 의료기기상사에서 구입할 수 있다. 채수량은 검사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4L 이상의 시료를 채취한다.

✔ 집수조로 유입되는 지하수 유출구를 통해 시료를 채취하도록 하며, 해당 방법이 어려울 

시에는 집수조의 지하수를 직접 채수한다. 채수용기는 반드시 해당 지하수로 3~5회 

씻어내도록 한다.

✔ 채수용기에 시료를 받을 때에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천천히 용기에 가득 담도록 하며, 

마개를 닫을 때에는 용기의 입구나 마개 안쪽에 손이나 이물질이 닿아 시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시료의 채취가 끝나면 바로 4℃ 이하의 저온상태로 검사기관까지 운송해 수질검사를 

신청한다. 최대한 채수 후 바로 전달해야 하며, 당일 수질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 수질검사전문기관 :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수질검사전문기관 등)

- 지하수조사전문기관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환경공단, 지하수법 제26조2에 따라 설립된 협회

-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

✔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부록5(p.92-93)’를 

참고하며, 국립환경과학원,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특‧광역시의 

상수도 연구소‧수질검사소, 기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을 말한다.

✔ 먹는물 검사기관에서도 지하수의 수질기준 검사가 가능하다.

-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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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도농업기술원

-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수질검사기관

✔ 지하수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전문기관은 위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함

라) 수질검사 항목 및 내역

m 수질검사 항목

- 생활용수, 농‧어업 및 공업용수, 기타용도(하천유지용수)

: 수질규칙 [별표 4] 및 유출지하수 기타용도 수질기준(p.57) 항목

- 유출지하수 이용용도별 수질 유지관리기준(권고) 항목

m 수질검사 내역 (시험수수료 금액표(제7조관련) <개정 2019. 12. 20.> 기준)

- 생활용수 : 20항목 – 120,000원

- 농‧어업 및 공업용수 : 13항목 – 97,600원

- 기타(하천유지용수) : 7항목 – 44,700원

- (유지관리) 조경용수 : 5항목 – 19,200원

          공사‧소방‧청소용수 : 4항목 – 15,300원

          냉난방용수 : 7항목 – 26,000원

✔ 수질검사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별표]시험수수료 금액표(제7조 관련)는 ‘부록4(p.84-91)’ 참고.

[ 참 고 ]

✔ 유출지하수 활용 용도별 수질기준 (p.56)

✔ 유출지하수 기타용도(하천유지용수) 수질기준 (p.57)

✔ 서울특별시 용도별 세부 수질 유지관리기준(권고) (p.58)

※ 수질검사 비용은 검사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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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별표]시험수수료 금액표(제7조 관련)                                (단위: 원)

                  이용목적별  

  항목

용도별 수질기준 수질 유지관리기준(권고)

생활용
농ㆍ

어업용
공업용

기타용

(하천)
조경용

공사‧

소방‧

청소용

냉난방용1)

일반

오염

물질

(4개)

수소이온농도(pH) 300 300 300 - 300 300 300

총대장균군 14,800 - - 14,800 14,800 14,800 -

질산성질소 7,200 7,200 7,200 - - - -

염소이온 3,900 3,900 3,900 - 3,900 - 3,900

특정

유해

물질

(16개)

카드뮴 6,100 6,100 6,100

- - - -

비소 7,700 7,700 7,700

시안 11,300 11,300 11,300

수은 6,600 6,600 6,600

다이아지논
15,600 15,600 15,600

파라티온

페놀 9,300 9,300 9,300

납 6,100 6,100 6,100

크롬 3,900 3,900 3,900

트리클로로에틸렌

19,600 19,600 19,600테트라클로로에틸렌

1.1.1-트리클로로에탄

벤젠

13,600 - -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유지

관리

기준

(안)

항목

(10개)

탁도

- - -

- 400 400 400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5,800 5,800 5,800 -

총유기탄소량(TOC)2) - - - -

부유물질(SS) 2,800 - - -

총인(T-P) 3,400 - - -

총질소(T-N) 3,700 - - -

황산이온 - - - 11,800

암모니아성질소 - - - 10,800

칼슘경도3) - - - -

철 6,900 - - 6,900

합 계 126,000 97,600 97,600 37,400 25,200 21,300 34,100

비고 1) 냉난방용 수질유지관리 검사 항목은 별도로 제정된 금액이 없으며, 비용이 상이할 수 있음
     2) 총유기탄소량(TOC)의 경우, 환경부에서 제정된 시험수수료 금액이 없음
     3) 칼슘경도의 경우, 환경부에서 제정된 시험수수료 금액이 없음
     ※ 수질검사 비용은 검사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위 내역표는 참고용으로만 이용바랍니다.

【 유출지하수 용도별 수질검사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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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하수의 주요 오염물질별 특성 및 처리방법

항목
오염물질 특성

오염원 위해성 처리방법

질산성질소 비료, 하수, 가축분뇨 등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음용시

6개월 미만의 유아는 호흡 부족

및 유아청색증 유발

이온교환수지

역삼투압법

총대장균군
자연, 인간 또는 동물의

배설물

일반적으로 무해하나, 병원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염소소독, UV,

오존처리

대장균 인간 또는 동물의 배설물

설사, 경련, 구역질, 두통 또는 

기타증상 등 단기간의 영향을 줄 수 

있음

염소소독, UV,

오존처리

불소
자연의 토양과 암석비료,

알루미늄공장의 배출

9세 이하의 아동에게 반상치 유발

뼈 질환 등을 야기

응집침전, 전해법

활성알루미나

역삼투압법

염소이온
염소화합물의 용해

자연, 분뇨 및 가정하수

위해성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은

확인되지 않음
이온교환

황산이온 유기물질 함유 공장폐수 유입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나,

일부 설사를 경험할 수 있음
이온교환

납
인쇄‧도금공장 폐수

급배수관의 부식

유아‧어린이는 신체적 및 정신적

발달장애를 유발할 수 있음

성인은 신장 문제 및 고혈압 야기

응집침전+여과,

이온교환

아연
자연의 광석에 존재

공장 및 광산폐수

불쾌한 맛을 느낄 수 있음

일부 사람은 설사 등을 경험할 수 있음

석회연화,

이온교환,

응집여과

구리
자연의 광석으로 존재

전선 및 건축자재

장기간 음용시 일부사람이

위장통증을 경험할 수 있음

응집침전,

활성탄 흡착,

오존산화

망간 자연수에서 철과 함께 공존
장기간 음용시 일부사람이 신경장애

및 언어장애를 경험할 수 있음

염소산화,

과망간산화,

오존산화+응집침전

철 토양, 암석, 광물에 존재
장기간 음용시 일부사람이

혈색증을 경험할 수 있음

염소산화,

과망간산화,

오존산화+응집침전

탁도 물속의 부유물질 건강상 직접적인 영향없음
여과

응집침전

TCE 1차 금속산업 제조과정이나 

이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사용 

과정에서 배출

장기간 노출시 두통, 현기증, 졸음 등의 

신경계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음

화학처리,

생물학적 정화 등PCE

참고: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 (환경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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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시설관리

4.2.1. 이용시설의 운영‧유지관리

m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 이후 이용하는 과정에서 시설의 노후화, 관리부실로 

인한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어 관리 및 유지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m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에 관한 유지관리 규정 및 지침이 없는 관계로 환경부에서 

제정한 「물 재이용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관련 

이용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유지관리 방법을 안내한다.

가) 이용시설의 표시

m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이 타 시설, 상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등과 혼용되지 않도록 

계획과 설계단계부터 주의해야 한다.

m 유출지하수 이용수의 배관설비는 외관상, 타 용도의 배관과 쉽게 구별될 수 

있도록 배관의 표시, 형상, 색을 달리하여 배관작업 및 관리를 하도록 한다.

나) 이용시설의 유지관리 주기

m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구성장치와 설비는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권장한다.

-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한 

위생 및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청소를 권장한다.

*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지관리 주기와 수질검사 주기를 함께 고려하여 수행을 권장

m 이용시설의 운영에 있어 시설 오작동시 문제 해결을 위해 시설 점검 시 주요 

항목들을 기록한 점검표 등을 작성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 이용시설 수량과 수질의 관리 

m 이용시설의 운영 시에는 유출지하수 유입‧발생량, 수질분석 자료 등을 기록하여 

시설 도입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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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을 위한 수량과 수질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이를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는 것을 권장한다.

- 수질은 유출지하수 정기수질검사 주기에 따라 기록하며, 수질검사 성적서를 

참고한다.

- 수량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일 단위로 수행하나 필요에 따라 관리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에서는 유출지하수 발생 및 이용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은 최소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권장하고 있다(서울특별시 물순환정보 공개시스템 등에 이용 및 현황 파악).

시설 점검내용
점검주기 청소

주기
비고

매월 6개월 1년

집수

설비

1. 집수조의 퇴적물, 부유물 및 오물점검

2. 집수조 주변으로부터의 유입 또는 유출 유무의 

점검

3. 집수조 관련 설비의 손상 점검

4. 송수관 내 퇴적물, 오물의 유입, 관로 누수점검

○

○

○

○

1년

청소주기는

주변 조건에 

따라 변화

부속

장치

1. 유량계, 송수펌프 등의 점검

2. 소독설비 등 간이정수처리 장치 점검

○

○

이용

설비

1. 이용시설의 오염상태, 폐색, 침전물 등 점검

2. 조경시설의 조류, 벌레 등의 발생여부 확인

3. 유입관로의 손상 및 침전물로 인한 배관 녹슴, 

막힘 등 점검

○

○

○

참고: 물 재이용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한국상하수도협회, 2013)

【 유지관리 점검 내용 및 주기 예 】

날 짜
지점명

(집수조가 여러개일 경우)

발생량

(톤/일)

이용량

(톤/일)
비 고

2021.00.00. 집수조-1 000 000 000

※ 이용현황, 방류 하천 명칭 및 발생량 산정방법 등의 상세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 관리하는 것을 권장.

참고: 물 재이용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한국상하수도협회, 2013)

【 발생 및 이용량 데이터시트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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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용시설의 유지관리

m 유지관리 원칙

1. 유출지하수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2.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을 만들어 발생량, 이용량, 누수 및 정상 

가동 점검, 청소일시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3. 이용시설의 일부가 고장 또는 노화에 의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일정기준의 수질이 얻어지지 않을 때는 즉시 수리를 하여야 한다.

4. 이용시설의 운영 관리자는 이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며 이상이 발생될 경우 즉시 

그 상황을 관계자에게 알리고 이것을 이용하는 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이용시설의 운전 및 보수점검에 따른 안전위생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다.

6. 비음용수로 이용되는 유출지하수를 잘못하여 음용하지 않도록 유출지하수 이용에 

대한 내용을 표시한다.

7. 해충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장치를 강구한다.

8. 오물, 폐기물 등이 집수조 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깨끗하게 관리되도록 한다.

9. 청소 시 저류조를 비워 작업하는 경우에는 미리 유독가스, 질식성 가스 등의 

점검이나 산소결핍의 유무의 조사를 선행하고, 필요시 환기 등 기타의 조치를 

강구한다.

참고: 물 재이용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한국상하수도협회, 2013)

m 유출지하수 이용 시 송수 및 배수 관로의 막힘 및 녹슴에 유의하여 관리한다.

✔ 냉난방용수로 이용 시 냉동‧공조용 냉각수 권고 수질기준을 따르며, 초과할 경우 수처리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존 장비 설치 시 모래 등의 이물질을 여과하는 장치 등 설치 필요)

✔ 유출지하수 이용 시 심미적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침전물을 발생시켜 관로 부식 및 막힘의 

주요 원인이 되는 항목에 대한 관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심미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 탁도, 철, 망간 등

-관로 부식 및 침전물 발생 항목: (붉은색) 철, 망간, (흰색) 탄산칼슘 등

m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중 정수처리 시설과 같은 처리시설이 있다면,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지침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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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하수법」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현행>

① 지하철ㆍ터널 등의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이로 인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8. 6. 8.>

② 제1항에 따른 대책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 또는 

건축물 등의 준공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8. 6. 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5. 30.]

<개정 2021. 1. 5> [시행일: 2022. 1. 6.]

①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발생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1. 지하철ㆍ터널 등 지하시설물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3. 그 밖에 유출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 시설물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 

등의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8. 6. 8., 

2021. 1. 5.>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1. 1. 5.>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생현황 및 

제2항에 따른 이용계획을 매년 환경부령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⑥ 제2항에 따른 지하층 공사의 완료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 5.>

[전문개정 2011. 5. 30.]

[시행일 : 2022. 1. 6.] 제9조의2

유출지하수 관련 법‧제도 개정 안내[부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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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하수법」 제37조의3 (벌칙)

<현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6., 2021. 1. 5.>

5. 제22조제1항ㆍ제27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업무 

또는 지하수정화업을 한 자

[전문개정 2011. 5. 30.]

[시행일 : 2022. 1. 6.] 제37조

<개정 2021. 1. 5> [시행일: 2022. 1.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6., 2021. 1. 5.>

5.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1. 5. 30.]

[시행일 : 2022. 1. 6.] 제37조의3

q 「지하수법」 제39조(과태료)

<현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1의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 유출감소대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용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1. 5. 30.]

<개정 2021. 1. 5> [시행일: 2022. 1.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제9조의2 관련 호 삭제

[전문개정 2021. 1. 5.]

[시행일 : 2022. 1. 6.] 제39조

q 「지하수법」 제40조(과태료)

<현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제9조의2 관련 호 없음

[전문개정 2011. 5. 30.]

<개정 2021. 1. 5> [시행일: 2022. 1.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 유출 

발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21. 1. 5.]

[시행일 : 2022. 1. 6.]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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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하수법」 중 유출지하수 관련 발췌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 지하철ㆍ터널 등의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이로 

인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8. 6. 8.>

② 제1항에 따른 대책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 또는 건축물 등의 

준공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8. 6. 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5. 30.]

제14조의2(유출지하수의 용도)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4. 11. 11.>

1. 생활용수 중 
소방용ㆍ청소용ㆍ조경용ㆍ공사용

ㆍ화장실용ㆍ공원용 또는 
냉난방용

2.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전문개정 2011. 12. 30.]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설하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하수 유출량의 규모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1., 2018. 6. 8.>

1. 지하철 역사(驛舍) 1개소: 1일 

300톤

2. 터널, 전력구(電力溝) 및 

통신구(通信溝) 각 1개소: 1일 
300톤

3. 제1항에 따른 건축물 1동: 1일 

30톤

③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준 이상의 

지하수가 유출되는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지하수 
유출감소대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0. 31.>

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 자료

2.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

<뒷장 계속>

유출지하수 법률 3단표[부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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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인에게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지하수 
유출감소대책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0. 31.>

⑤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준 이상의 
지하수가 유출된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1.>

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및 
수질검사서

2.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1.>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개선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ㆍ이행기간 등을 명백히 
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1.>

<뒷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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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7항의 이행기간 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이행기간을 2회(매회 

연장기간은 처음 이행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이행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1., 2016. 

12. 30.>

⑨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가 
그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선명령 

이행완료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1.>

1. 개선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완료 
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1.>

[전문개정 2012. 2. 23.]

<뒷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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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6.>

5.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저감대책(低減對策) 또는 

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1. 5. 30.]

제3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1의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 유출감소대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용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1. 5. 30.]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1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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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14.11.7.>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감소대책

내용

지하수 유출량

㎥/일

유출 위치

누수방지 공법

감소공사

내용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시공업체명 대표자(주소)

공사개요

   「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유출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2.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è 접수 è 선람 è 검토 è 결재 è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유출지하수 신고 관련 서식[부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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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의3서식] <신설 2013.10.31>

  신고번호 제    호

신고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유출 위치 지하수 유출량

㎥/일

누수방지공법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시공업체명 대표자(주소)

「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을 신고하였으므로 이 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ㆍ ㆍ 직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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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11.7.>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이용계획

내용

유출 위치 용도

지하수 유출량

㎥/일

이용계획량

㎥/일

시설공사

내용

시공업체명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대표자(주소) 등록번호(전화번호)

공사개요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및 수질검사서

2.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è 접수 è 선람 è 검토 è 결재 è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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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3.10.31>

  신고번호  제    호

신고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유출 위치

지하수 유출량

㎥/일

이용계획량

㎥/일

용도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신고하였으므로

이 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ㆍ ㆍ 직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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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 12. 30.>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통보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통 보

내 용

시설명

이행완료 내용

이행완료일

시공업체
업체명(주소) 대표자 성명(전화번호)

[ ]「지하수법」 제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 ]「지하수법」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 ]「지하수법」 제9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9항

[ ]「지하수법」 제10조제3항 본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에 따라 이행완료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통보인

제출서류

1. 시정명령 등 조치 또는 개선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삭제 <2016. 12. 30.>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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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처리절차

  이 통보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통 보 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통 보 서  작 성

             

                 통 보
▶ 접수

(이행일부터 15일 이내)

▼  

선람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

현장 확인

▼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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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별표] <개정 2019. 12. 20.>

시험수수료 금액표(제7조 관련) 발췌

분야 시험항목 수수료(단위: 원)

악취시험 1. 직접관능법(直接官能法)

2. 공기희석관능법

3. 기기분석법

  가. 암모니아

  나. 황화수소

  다. 메틸메르캅탄

  라. 황화메틸

  마. 이황화메틸

  바. 트리메틸아민

  사. 스티렌

  아. 아세트알데히드

36,700

36,500

34,400

83,000

83,000

83,000

83,000

53,900

48,000

50,100

수질검사[폐수ㆍ

하수ㆍ오수ㆍ하천

수ㆍ호소수(湖沼

水)에 대한 검사만 

해당한다]

1. 온도

2. 수소이온농도

3. 용존산소

4.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5. 화학적 산소요구량

6. 투과율법에 의한 색도(色度) 측정

7. 부유물질

8. 노말헥산 추출물질

9. 노말헥산 추출물질 중 광유류

10. 염소이온

11. 암모니아성 질소

12. 아질산성 질소

13. 질산성 질소

14. 총질소

300

800

2,800

5,800

7,300

2,900

2,800

6,000

15,400

2,900

10,800

2,800

5,400

3,700

시험수수료 금액표[부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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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용존 총질소

16. 인산염인

17. 총인

18. 용존 총인

19. 페놀류

20. 시안

21. 불소

22. 크롬

23. 아연

24. 구리

25. 카드뮴

26. 납

27. 망간

28. 니켈

29. 철

30. 비소

31. 원자흡광광도법에 의한 셀레늄 측정

32. 6가 크롬

33. 수은

34. 알킬수은

35. 유기인

36. 폴리염화비페닐(PCBS)

37. 음이온 계면활성제

38. 휘발성 저급 탄화수소류

39. 클로로필 a

40. 전기전도도

41. 총 대장균군

  가. 하천수ㆍ호소수

  나. 폐하수

3,700

5,600

3,400

3,400

7,800

13,100

7,400

6,900

6,900

6,900

6,900

6,900

6,900

6,900

6,900

13,900

6,000

6,900

10,600

17,400

20,300

125,200

13,200

13,900

1,300

3,000

14,800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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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분원성(糞原性) 대장균군(하천수ㆍ호소수에 대한 

시험만 해당한다)

43. 대장균(수영 등 물놀이 용수에 대한 시험만 해당

한다)

44. 생태 독성

11,400

12,600

455,000

수질검사(먹는물

ㆍ먹는샘물등에 

대한 검사만 해당

한다)

1. 일반세균

2. 저온 일반세균

3. 총 대장균군

4. 분원성 대장균군

5. 대장균

6. 분원성 연쇄상구균

7. 녹농균

8. 아황산환원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

하는 성질)포자 형성균

9. 쉬겔라

10. 살모넬라

11. 여시니아

12. 바이러스

13. 원생동물

14. 수소이온농도

15. 맛

16. 냄새

17. 색도

18. 구리

19. 카드뮴

20. 납

21. 아연

22. 알루미늄

23. 망간

5,300

6,100

8,800

8,400

6,200

9,200

13,100

5,300

14,600

15,900

28,100

1,304,600

535,200

300

300

600

2,600

6,100

6,100

6,100

6,100

6,100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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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철

25. 셀레늄

26. 비소

27. 수은

28. 6가 크롬

29. 탁도(濁度)

30. 경도(硬度)

31. 유리탄산

32. 증발잔류물

33.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34. 잔류염소

35. 염소이온

36. 암모니아성 질소

37. 질산성 질소

38. 시안

39. 페놀류

40. 세제

41. 불소

42. 황산이온

43. 유기인계 농약

(다이아지논ㆍ파라티온ㆍ페니트로티온만 해당한다)

44. 카바릴

45. 휘발성 유기물질류

  가. 총 트리할로메탄ㆍ트리클로로에틸렌ㆍ

테트라클로로에틸렌ㆍ1,1,1-트리클로로에탄

  나. 디클로로메탄ㆍ벤젠ㆍ톨루엔ㆍ에틸벤젠ㆍ

크실렌ㆍ1,1-디클로로에틸렌ㆍ사염화탄소

46. 보론(B)

6,100

6,600

7,700

6,600

3,900

400

2,400

2,500

2,900

2,800

3,700

3,900

2,300

7,200

11,300

9,300

9,200

9,300

11,800

15,600

15,700

19,600

13,600

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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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클로랄하이드레이트ㆍ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ㆍ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ㆍ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ㆍ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48. 할로아세틱에시드

(디클로로아세틱에시드ㆍ트리클로로아세틱에시드만 해당한다)

21,400

29,200

수처리제 1. 수소이온농도

2. 비중

3. 염기도(鹽基度)

4. 염화물

5. 건조감량

6. 체 잔류물

7. 암모니아성 질소

8. 황산이온

9. 물 불용물(不溶物)

10. 염기치환용량

11. 경도(硬度)

12. 비소

13. 수은

14. 정인산염

15. 산 불용성 회분

16. 유리알칼리

17. 유리산

18. 페놀가

19. 알킬벤젠설폰산염(ABS)가

20. 메틸렌블루 탈색력

21. 요오드 흡착력

22. 염화나트륨

23. 철

24. 3가철

1,900

1,100

4,700

2,900

2,100

4,300

7,000

9,600

2,600

9,600

3,300

9,600

9,100

5,100

9,100

2,800

2,900

9,000

7,200

5,600

3,000

4,900

9,300

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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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가철

26. 납

27. 카드뮴

28. 크롬

29. 망간

30. 셀레늄

31. 아연

32. 황산

33. 강열잔류물

34. 유효염소

35. 산화알루미늄

36. 알긴산나트륨

37. 인산염

38. 규산염

39. 산화칼슘

40. 황산동

41. 수산화나트륨

42. 이산화규소

43. 이산화염소

44. 폴리아민 함량

45. 에피클로로히드린 및 총 클로로프로판올

8,000

9,700

9,700

10,300

9,600

8,100

9,500

1,700

6,000

3,600

4,000

4,100

6,400

9,400

4,100

2,600

3,000

7,200

3,000

3,400

14,800

유독물시험 1. 확인시험

2. 함량시험

성분당 23,300

성분당 23,300

폐기물시험 1. 수소이온농도

2. 수분

3. 고형물

4. 강열감량

5. 유기물 함량

6. 기름 성분

4,000

2,200

2,200

4,000

4,000

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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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안

  가. 함유시험

  나. 용출시험

8. 유기인

  가. 함유시험

  나. 용출시험

9. 폴리염화비페닐(PCBS)

  가. 함유시험

  나. 용출시험

10. 휘발성 저급 염소화 탄화수소류

  가. 함유시험

  나. 용출시험

11. 할로겐화 유기물질

  가. 함유시험

(휘발성 물질에 대한 시험만 해당한다)

  나. 함유시험

(비휘발성 물질에 대한 시험만 해당한다)

  다. 용출시험

(휘발성 물질에 대한 시험만 해당한다)

  라. 용출시험

(비휘발성 물질에 대한 시험만 해당한다)

12. 크롬ㆍ구리ㆍ카드뮴 또는 납 등 중금속

  가. 함유시험

  나. 용출시험

13. 비소

  가. 함유시험

  나. 용출시험

18,200

22,200

25,100

29,000

188,000

123,000

27,400

28,200

12,800

20,200

43,800

23,100

성분당 39,100

성분당 15,100

13,700

1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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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수은

  가. 함유시험

  나. 용출시험

15. 6가 크롬

  가. 함유시험

  나. 용출시험

8,800

11,800

13,300

17,700

비고

1. 위 표에 열거되지 않은 시험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그 시험항목과 유사한 시험항목에 대한 

수수료의 금액에 따른다.

2. 수질검사 중 분원성 대장균군과 총 대장균군의 경우 같은 시료에 대하여 두 항목을 함께 

분석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추정시험에 대한 비율을 빼고 수수료를 산정한다.

3. 배출가스 중 다이옥신 측정을 위한 기술료는 266,000원으로 하고, 토양오염도검사 시료 

채취비는 43,600원으로 한다.

4. 시설 확인검사 및 인증시험 입회(수시검사, 결함 확인검사를 포함한다) 시 시험 대상 시설 

또는 장비가 둘 이상인 경우 수수료의 산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각각의 시설 또는 장비가 동시에 시험이 가능한 경우 하나의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해서는 

위 표의 수수료를, 나머지에 대해서는 위 표 수수료의 25％를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나. 각각의 시설 또는 장비가 동시에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시설 또는 장비별로 위 

표의 수수료를 적용하여 합산한다.

5. 인증 생략 대상 차량 확인의 현지조사 수수료 산정 시 인증 생략 신청 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 

1대에 대해서는 위 표의 수수료를, 나머지에 대해서는 위 표 수수료의 25％를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6. 토양오염검사 수수료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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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현황 (2021년 6월 기준)

연번 지정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1 한강청 제2호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 김정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8사길 29
02-2637-1234

2 한강청 제4호 ㈜산업공해연구소 이기채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45-30 남성프라자빌딩 10층
02-2026-1274

3 한강청 제6호 ㈜한국종합공해시험연구소 박태현
서울 구로구 경인로 53나길 23 

그린빌딩 2층,3층,4층
02-2060-7875

4 한강청 제7호
한국수자원공사 

한강권역본부

한강유역

본부장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649-1 02-2150-0376

5 한강청 제8호 코웨이㈜ 김동현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1층 02-870-5177

6 한강청 제9호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소장
경기도 시흥시 광석동 146-1 

연성정수장내
031-481-2741

7 한강청 제10호
부천시 정수과

(까치울정수장)
부천시장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작동 

산60-8
032-625-3353

8 한강청 제12호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광교정수장)
사업소장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119
031-228-4871

9 한강청 제15호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

연구원
김경식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02-2102-2598

10 한강청 제16호 ㈜워트랩생활환경연구원 이성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4-17
031-292-4476

11 한강청 제19호 한경대학교 태범석
경기도 안성시 석정동 67 

한경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502호
031-670-5637~8

12 한강청 제20호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소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1
031-8075-4543

13 한강청 제22호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공동기기원

김관수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02-880-4967

14 한강청 제23호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사업소장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1416번길 22
031-729-4145

<뒷장 계속>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현황표(한강)[부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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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정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15 한강청 제26호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소장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52(고촌읍)
031-980-5685

16 한강청 제27호 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소장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매산리 산107번지
031-324-4256

17 한강청 제30호 (사)KOTITI시험연구원 김정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41번길 29, 2층
02-3451-7445

18 한강청 제32호 ㈜청룡환경 윤정섭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20 209호, 403호
02-851-3811~5

19 한강청 제33호 ㈜피엘아이환경기술연구원 배제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 

132번길 33 휴먼스카이밸리 

310호

031-8013-4570

20 한강청 제35호 (재)환경보건기술연구원 백영만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02-26
02-6210-1400

21 한강청 제36호 ㈜혜성환경 장공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79번길 35
031-473-3413-5

22 한강청 제37호 농협경제지주㈜축산연구원 고종열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대신두길 

42-21
031-659-1386

23 한강청 제38호 워터스 생활환경연구소 이동훈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140번길 

46, 1210~1212호
031-689-3231

24 한강청 제40호 ㈜다솔물환경연구소 방완문
경기도 하남시 초광산단로 126, 

우일빌딩 3층
031-772-4538

25 한강청 제41호 중앙생명연구원㈜ 박종언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54번길 50
031-844-1720

26 한강청 제42호 ㈜키위수질시험센터 김대민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150, 

851호
031-790-0030

27 한강청 제43호 한국환경공단 장준영

인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C동 

환경기술연구소 208호

032-590-4904

28 한강청 제44호 SK매직㈜ 화성공장 류권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효행로 250 031-299-5833

29 한강청 제45호 ㈜국토엔지니어링 김미옥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43-26
031-296-8808

30 한강청 제46호 ㈜일영랩 김홍래
경기도 화성시 반월길12번길 

9-11
031-237-3301

31 한강청 제47호 ㈜한국수질시험연구소 정고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84 시콕스타워 1203호
070-4694-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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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m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q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의 시공 자격

m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의 제2조10항에 의거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다.

- "시공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제조기업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관련 건설업을 등록한 기업

다.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관련 공사업을 등록한 기업

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따라 관련 공사업을 등록한 기업

마.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건설·공사·시공업을 등록한 기업

m 지열에너지의 경우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시공업(1종 또는 2종)을 등록한 

천공공사면허 보유 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거 보링‧그라우팅사업 

또는 「지하수법」 제22조에 의거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을 등록한 기업이 

시공 가능하다.

지열시스템 설비의 시공 자격[부록6]



┃부 록┃

┃  95

q KSI3003 : 냉각수 원수의 요구 수질 및 냉각수 수질 관리 목표

m 냉각수 원수가 갖추어야 할 요구 수질과 냉각수 수질의 관리 목표는 아래 표와 같다.

✔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의 요구 수질 또는 관리 목표를 제시한 것이며,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 

사용자가 합리적 판단에 따라 정한 관리 기준이 있거나, 특별한 사용 환경에서는 관리 항목과 

기준(요구 수질 또는 관리 목표)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구분 항목 단위
냉각수 원수

요구 수질

냉각수 수질

관리 목표

목표 냉각수

시스템 영향(참고)

부식 스케일 생성

필수

관리

항목

pH(25℃) - 6.0~8.0 6.5~8.0 ○ ○

전기전도율(25℃) μS/cm ≤200 ≤800 ○ ○

염화물 이온 mg Cl-/L ≤50 ≤200 ○ -

황산 이온 mg SO4
2-/L ≤50 ≤200 ○ -

산 소비량 (pH4.8) mg CaCO3/L ≤50 ≤200 - ○

칼슘 경도 mg CaCO3/L ≤50 ≤150 - ○

참고

항목

탁도 NTU ≤2.75 ≤12.6 ○ ○

철 mg Fe/L ≤0.3 ≤1.0 ○ ○

암모늄 이온 mg NH4/L ≤0.2 ≤1.0 ○ ○

이온상 실리카 mg SiO2/L ≤10 ≤50 ○ ○

랑게리아 지수 - - -1.0~0.0 ○ ○

비고  1) ○표는 부식 또는 스케일 생성 영향에 관계되는 인자를 나타낸다.
      2) 항목의 명칭과 단위는 KSI3206을 따른다.
      3) 산 소비량(pH 4.8)을 ‘M-알칼리도“라고도 한다(KSB6224 참조).

【 냉각수 원수의 요구 수질 및 냉각수 수질관리 목표 】

냉동‧공조용 냉각수 수질관리 요구사항[부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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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KSI3003 : 냉각수와 냉각수 원수의 수질 검사

m 냉각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검사 주기에 따라 냉각수와 냉각수 

원수에 대한 수질 검사를 권장한다.

✔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의 요구 수질 또는 관리 목표를 제시한 것이며,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 

사용자가 합리적 판단에 따라 정한 관리 기준이 있거나, 특별한 사용 환경에서는 검사 주기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구분 항목
검사 주기 (권장)

냉각수 원수(보충용) 냉각수

필수

관리

항목

pH(25℃) 월 1회 월 2회

전기전도율(25℃) 월 1회 월 2회

염화물 이온 월 1회 월 1회

황산 이온 월 1회 월 1회

산 소비량 (pH 4.8) 월 1회 월 1회

칼슘 경도 월 1회 월 1회

참고

항목

탁도 월 1회 월 1회

철 월 1회 월 1회

암모늄 이온 월 1회 월 1회

이온상 실리카 월 1회 월 1회

랑게리아 지수 월 1회 월 1회

【 수질 검사 항목 및 검사 주기 】

구분 점검 항목 점검 주기 (권장) 부적합 시 경향

강제 배수

장치

전기전도율 설정값은 바른가

주 1회

부식, 스케일 및

슬라임 발생

전기전도율 감지기는 바르게 계측하는가

자동 밸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냉각수 및

수질 상태

혼탁 또는 부유물이 없는가

월 1회녹물 발생이 없는가

적조 현상이 없는가

냉각탑

내외부

스케일 및 슬라임 등이 없는가

월 1회금속 부위에 부식 진행이 없는가

수초가 생성되어 있지 않은가

냉각수 원수

보충 장치

냉각수 원수 공급 조정 설정값이 바른가

일 1회
농축 심화 및

냉각탑 운전 장해
냉각수 원수 과부족 현상이 없는가

수조 내 냉각수 수위는 정상인가

【 냉각수 시스템의 점검 항목 및 점검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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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Q&A 자료는 2021년 01월 05일 개정된 「지하수법」 상의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과 

관련하여 유출지하수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질의답변 자료로, 향후 법률 개정 등에 

따라 답변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q 유출지하수 적용범위

공사 중에 발생하는 지하수도 유출지하수에 해당 되는지?

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 규정에 의거, 지하철‧터널 등의 지하시설물을 설치하고

자 하는 자는 이로 인하여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

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하수 유출 감소대책에도 불구하고 당해 시설 또는 

건축물 등의 준공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에

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 정한 이용용도에 맞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한 유출지하수는 “해당 시설 또는 건축물 등

의 *준공 후에 발생하는 지하수”를 말하는 것임

* 지하수법 제9조의2 관련 조항은 <2021. 1. 5.> 개정되어 <2022. 1. 6.> 시행될 예정이며, 

동 조항의 개정사항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위 내용을 따름 (부록1 참고)

이용계획 수립‧시행 대상에 해당 안될 때 유출지하수 사용이 가능한지?

이용계획 수립‧시행 대상에 해당이 안될 때에도 유출지하수 이용이 가능하고 신

고에 대한 의무는 없으나, 유출지하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수질관리 및 시설 

유지관리에 유의해야 하며, 주기적인 유출지하수 발생 및 이용현황에 대한 관리

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권장함

유출지하수 Q&A[부록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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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계획 수립‧시행 대상 중 건축물 21층 이상은 지하까지 합해서인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의 9호에 따라 지하를 제외한 지상 21층임

터널공사 시 터널을 나누어 시공할 경우 터널 개소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유출되는 지하수량은 최종적으로 집수되어 배출되는 수량을 의미하며, 배출되는 

구간에 유량계를 설치하고 유출지하수 현황을 파악해야 하므로, 당초 계획된 지

하철 역사 또는 터널의 집수시설을 기준으로 준공 후 유출되는 지하수량을 산정 

후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q 유출지하수 신고

공사 중 유출지하수에 대한 신고를 해야하는 시기는 언제인지?

지하수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유출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동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기준 이상의 지하수가 유출되는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하수 유출감소대책 신고서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에서는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

얼(2016년, 서울특별시)」을 통해 공사장에서 유출지하수가 발생 시, 안전관리를 

위해 발생 즉시 신고토록 하고 있음

준공 이후 유출지하수를 이용하지 않아도 신고해야 되는지?

준공 후 유출지하수를 이용하지 않아도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며, 현행 지하수법에서는 준공 후 일정규모 이상으로 계속 유출되

는 지하수에 대하여는 그 이용을 의무화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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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지하수 이용 관련 공사는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체만 가능한지,

아니면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체가 아니여도 가능한지?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서에서 시공업체에 대한 기준은 「지하수법」에 지하수개

발‧이용 시공업체라고 명시된 바가 없어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체가 아니라도 

시공 가능하나, 이용용도에 따른 관련 법률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지열설비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의 제2조10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공자 관련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계절에 따라 유출량 변동이 큰 경우에는 유출량을 어떻게 하는지?

유출지하수의 발생량은 당해 시설물 준공 시에 측정되는 유출지하수의 양이 기준

이 되어야 할 것이며, 준공 후에는 연 2회로 나누어 하루에 발생하는 유출지하수

량을 평균하여 파악하는 것을 권장함

q 유출지하수 이용

관리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될 경우 얼마나 이용을 해야 하는지?

유출지하수의 이용량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은 없으나, 지하수법 

및 본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유출지하수의 낭비를 방지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해 시설의 여건이나 수질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유출지하수 전체를 

이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유출지하수도 지하수 개발‧이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유출지하수는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대

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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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지하수 이용 중 발생량이 감소하면 어떻게 하는지?

서울특별시에서는 유출지하수 발생 및 이용현황을 연 2회 확인하고 있으므로, 해

당 지점의 발생량 감소에 대한 현황 파악이 가능하여,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수립

‧시행 신고를 한 이후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시설 상황 및 이용

종료에 대한 내용을 유출지하수 담당 지자체 및 공무원에게 신고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을 타 이용시설과 연결하여 사용해도 되는지?

관련 시설 설치 담당자 및 유출지하수 담당자와 시설 검토를 우선적으로 수행할 

것을 권장하며, 수질 및 관리기준을 충족하여 설치가 가능하다면 충분히 유출지

하수를 연결하여 이용이 가능함

유출지하수를 우수관로에 연결하여 배출하더라도 하수도요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하수도요금은 하수도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되오니 해당 하수도 

구청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 (서울특별시 조례) 유출지하수 사용요금: 사용량 구분 없이 400원/톤

유출지하수 이용 후에 남은 양을 하수도 배출 시 하수도요금이 부과되는지?

유출지하수 이용 후 다시 하수도 배출 시 기존 하수도 이용요금이 부과되는 항목

을 유출지하수에 대한 항목으로 적용 가능함

* 유출지하수 이용 유도를 위해 각종 사용료 감면 제도 마련 및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되도

록 추진 등의 제도 개선‧마련이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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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지하수 이용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또는 지원금 같은 것이 있는지?

현재까지는 유출지하수 이용을 위한 지원은 없는 상황이지만, 이용시설에 대한 

상수도 비용이 따로 소요되지 않는 점, 하수도 요금이 절감되는 점 등의 경제성

을 고려하여 유출지하수 활용 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음

* 유출지하수 이용 유도를 위해 각종 사용료 감면 제도 마련 및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되도

록 추진 등의 제도 개선‧마련이 진행 중임

유출지하수를 타 이용 희망자가 이용했을 경우, 비용을 청구해도 되는지?

지하수는 국가의 공적자원으로서, 이를 제3의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이용은 불가함

q 유출지하수 수질

수질기준 초과 시 정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수배출 하여야 하는지?

유출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질검사를 한 결과 부적합하다면 유

출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으나,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 정한 다른 용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처리 등의 시설 설치 등의 방안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을 권장함

유출지하수가 탁하고 악취가 심하게 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유출지하수 집수시설 내 하수 등의 오염물질이 흘러들어오고 있는 가능성이 있어 

하수관이나 정화조 등의 오염원인을 찾아 고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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