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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신물환경정책동향

-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입지규제지역확

- 수산물양식시설배출수수질기준설정및관리지침제정

- 수질측정정도보증시행지침제정

- 한강수질개선특별종합 책추진5개년성과평가

- 환경부, 개등미규제가축을오분법상사육동물로관리키로

15 물관련국내외동향및새소식

- 낙동강등3 강수계물이용부담금부과율조정

- 빗물자료관(Rainwater Museum) 개관

- 세계환경장관, 금년3월제주에서물문제중점논의

- 수질오염사고매년감소추세

- 수질오염행위신속, 철저하게추적

-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출범

- 조류예보제실시 상호소확

- 공공기관발주공사에환경신기술우선활용

- 물환경정보종합사이트서비스개시

33 물절약정책

44 4 강주요지점의수질추이

- 4 강주요지점연도별수질현황

- 수계별강수량및댐방류량현황

C o n t e n t s . . .
제목을클릭하시면해당페이지로이동합니다.

mailto:jkleenier@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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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낙동강∙금강∙ 산강 수계 주요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시설 등의 상류 일부

집수구역을 인체 및 생태계에 유해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신규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으로 새로이 지정하

여 유해물질에 의한 상수원 수질오염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 이 경우 새로이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원료∙부원료 또는 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생산공정 중 화학반응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이 생성되어 폐수로 발생하는 공장은 입지가 금지된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사람의 건강,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주는 수질오염물질

로서, 현재 페놀, 수은, 구리, 납 등 17개 물질을 지정

최신물환경정책동향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입지규제지역확

- 낙동강∙금강∙ 산강수계상수원상류일부지역에 해수은, 카드뮴등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입지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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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병원시설, 사진시설 등 주민편의시설과 같이 불가피하게 입지가 필요한 경우

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시 입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 으며

� 유해성이 낮은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을 배

출하는 시설의 경우 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전혀 배출하지 않고 재이용하면

서 사고에 비한 누출차단 시설 등을 갖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사전 전문가 검

토 등을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여 날로 발전하는 환경기술의 발전을 수용

하고자 하 다.

※ 미국, 일본의 경우 폐수무방류시설이 각각 140여개소, 25개소 등이 운 되고 있

으며, 설치 사유는 폐수 방류가 금지된 지역에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 배수기준이

엄격한 경우, 수질오염에 한 민원 발생, 상수원 부족 등의 제반 여건을 해결할

목적임

�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은 1990년부터 팔당호, 청호, 낙동강 물금∙매리지역 일부

에 해서만 지정하여 운 하여 왔으나 낙동강∙금강∙ 산강수계의 수질관리 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환경부∙건설교통부 및 수계별 시∙도가 합동으로 수립한 3 강 물

관리종합 책(1999~2000)의 일환으로 제한지역을 확 하는 것이다.

� 지정 지역은 3 강 수계의 특별 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및 취수시설 등의 상류

집수구역으로서

� 낙동강 수계는 당초 10읍∙면(570㎢)가 103읍∙면(3,386㎢)로 약 6배 증가하고,

금강 수계는 당초 27읍∙면(722㎢)가 100읍∙면(4,576㎢)로 6.3배 증가하며, 산

강∙섬진강 수계는 당초 지정된 지역이 없었으나 신규로 19읍∙면(918㎢)을 지정

한 것이다.

※ 팔당호 유역('99.10) : 40읍∙면(2,102㎢) → 75읍∙면(3,926㎢)

임진강 유역('02.9) : 20읍∙면(1,042㎢) → 25읍∙면(1,296㎢)

� 1998~2002년까지 3 강 수계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증가 현황을 보면 낙동

강 수계는 225개소가 896개소로 3배 증가, 금강 수계는 89개소가 419개소가 4배 증

가, 산강∙섬진강 수계는 60개소가 170개소로 2.8배 증가하고 있어, 상수원에 직접

적인 향을 미치는 상류 일부 지역에 해서는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으로 정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증가를 막는 것이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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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향후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를 현행 17종에서 점차 확 할

계획으로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2004년에는 클

로로포름과 1,2-디클로로에탄 등 2종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클로로포름: EPA 발암구분B등급, 유기화학플라스틱제품, 금속표면처리시발생

1,2-디클로로에탄: EPA 발암구분B등급, 유기화학플라스틱제품, 제약업에서발생

�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상수원이 수은, 페놀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에 의해 오염되어 급수

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하는 수질오염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 낙동강, 금강,

산강∙섬진강 수계의 상수원에 의존하는 주민은 더욱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상세정보는http://www.me.go.kr 참조

<제공: 환경부산업폐수과> 

� 환경부는 수산물 양식시설에 하여 시∙도지사가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배출수의 수질기준을 정하고, 별도의

시설 또는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수산물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 및 관

리지침」을 제정하여 실질적인 오염원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 본 지침은 수산물양식업계 및 표자, 시∙도관계공무원, 해양수산부, 국립완경연

구원 등 수산업계,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합동으로 2000. 10월이후부터 현지조사,

간담회 개최, 추가조사에 의한 보완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하 다.

� 금번에 제정된 지침의 주요내용은 수산물 양식장의 배출수 수질기준 지침치 및 기준설

정시 고려사항, 동시설의 지도∙점검시 고려사항, 사료 및 사육조건의 개선, 침전시설

의 설계 및 설치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물양식시설배출수수질기준설정및
관리지침제정

- 양식수조면적의20%이상의침전시설등의시설기준에서배출수수질기준체계로전환관리

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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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양식장 시설별 적용 상어종은 유수식 양식장은 송어, 양만장은 뱀장어, 수

조식 육상양식시설은 모든어종이 해당되며, 송어를 양식하는 유수식 양식장과 뱀장

어를 양식하는 양만장은 BOD, SS를 정하고, 광어, 숭어 등 바다어종을 양식하는

수조식육상 양식시설은 COD, SS를 정하 다.

� 동 수질기준은 지역과 시설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유수식양식장과 수조식육상

양식시설은 배출수 농도에서 유입수 농도를 뺀 순증가 허용농도를, 양만장은 선별

및 출하시의 배출수 순간농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상세정보는http://www.me.go.kr 참조

<제공: 환경부산업폐수과>

�주요내용: 수질측정단계별작업절차서작성지침, 운 기관별추진내용및추진일정규정

� 작성지침

� 기기교정 : 현장측정기 교정∙확인 방법, 교정절차서 및 작성예

� 수질측정망 현장측정기 교정∙확인 방법(환경부고시)

� 시료채취 : 시료채취 방법, 작업절차서 작성요령 및 작성예

� 수질측정망 시료채취 정도관리 방법(환경부고시)

� 시료분석 : 시료분석 절차서 작성요령 및 작성예

� 수질측정망 측정정도관리 방법(환경부고시)

� 자료평가 : 신뢰도 평가방법, 평가절차서 작성요령 및 작성예

� 수질측정망 정도평가 방법(환경부고시)

� 추진내용

� 운 단계별 작업절차서 작성 지침 마련∙시달(환경부)

� 지침에 따른 기관별 작업절차서 작성∙운 (환경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26

개 기관)

수질측정정도보증시행지침제정

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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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주체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측정망 운 개별기관

� 운 절차

※ 환경부가 매년 고시하는 수질측정망 운 계획에 의거 기관별 측정지점, 횟수

는 기 정해져 있음

� 문제점

� 기기교정 : 기기교정시 교정방법 및 절차를 표준화∙문서화하여 관리하는 절

차 미흡

� 시료채취 : 하천수, 호소수 등 각 측정지점에 적합한 시료 채취방법 및 절차에

한 문서화 미비

� 시료분석 : 분석자의 지식, 경험, 숙련 정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

소화하기 위한 작업절차 문서화 미비

� 자료평가 : 측정자료의정확도에 한평가기준과방법등이규정되어있지않음

� 수질측정자료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한 수질측정 단계별 작업절차의 표준문서

화 필요 � 수질측정 정도보증 시행지침 제정

정도보증제의필요성

기기교정 � 시료채취 � 시료분석 � 자료평가

� 추진일정

� 1차년(2003년) : 기기교정분야 지침 작성(완료)

� 2차년(2004년) : 시료채취분야 지침 작성∙운

� 3차년(2005년) : 시료분석분야 지침 작성∙운

� 4차년(2006년) : 자료평가분야 지침 작성∙운

� 기 효과

� 수질 데이터 신뢰성 향상

- 전 과정 표준문서로 수질측정자료에 한 객관적 근거 제시

- 분석자의 능력에 따른 수질분석자료의 인위적 변동요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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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 분석능력 제고

- 측정자료에 한 평가로 수질측정망 운 기관의 분석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

마련

- 담당자변경시교육이용이하고수질측정망에서요구하는분석수준에신속히도달

※상세정보는http://www.me.go.kr 참조

<제공: 환경부수질정책과> 

� 환경부는 '98년 수립한 한강수질개선특별종합 책의 추진실태에 한 감사원 감사결

과('01.9~10) 및 국정감사('02) 시정요구와 관련하여 금년 1년간 한강 책의 추진성

과('98~'02)를 점검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보완되어야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

간평가를 실시하고, '03.12.29 그 결과를 발표하 다.

※ '98년 한강특별 책 목표 : '05년까지 팔당호 BOD 1.0, 잠실 1.8, 임진강 1.8, 소

양호 0.9, 충주호 0.7㎎/ℓ

� 정부는 당초 수도권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수변구역 지정 등 오염예방정책을 강화하

고, 배출기준 강화 및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오염삭감 책을 추진하며, 물이용부담금

을 도입, 상수원지역에 한 지원을 폭 강화하는 한편 수계관리위원회 설치 등 수질

관리 행정체계를 개편하는 책을 내놓았다.

� 오염예방정책 추진성과

- 남∙북한강, 경안천 양안 1~0.5㎞를 수변구역(191.3㎢)으로 지정하여 음식점,

숙박시설 등 오염원의 입지 금지

한강수질개선특별종합 책추진5개년성과평가

- 팔당호(BOD 1.5→1.2㎎/ℓ), 잠실(2.6→1.8㎎/ℓ) 상수원수질개선

- ‘05년까지팔당호는BOD 1.15㎎/ℓ, 잠실은1.5㎎/ℓ로개선전망

- 오염총량제의무화등보완정책추진, 1급수목표달성에최선

배경및목적

책추진성과

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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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강, 경안천 및 이에 접한 1차 지류 양안 5㎞내 국∙공유림을 보안림(131

천㏊)으로 지정, 산림훼손 등 형질변경 제한

- 수변구역 등 토지 438천평(750억원)을 매입

- 광주시 등 특별 책지역내 7개 시∙군이 오염총량제 시행 준비중

� 오염물질삭감 책 추진성과

- '02.1월부터 상수원지역의 하수처리장 하수처리기준과 수변구역내 오수처리시설

의 방류수 기준 폭 강화(BOD 20→10㎎/ℓ)

- '02년까지 수질개선에 1조 6,731억원(계획 비 98%)를 투자,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관거 정비에 투자액의 90%를 배분

- 하수처리율은 '97년 58.5%에서 '02년말 74.1%로 제고

� 상수원 주민 및 지자체 지원

- '02년 수돗물 1톤당 11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여 연평균 2,500억원의 수계

관리기금 조성

- '02년까지 주민지원에 2,100억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운 비 3,041억원, 토지

매수에 750억원 등 7,432억원 지원

� 물관리행정체계 개편

- 한강물관리 의사결정기구인 수계관리위원회 설치('99.4)

- 한강 물관리전담기구인 한강유역환경청 설치('99.8)

- 한강감시 정규 조직화('99.5)

� 수질평가에 따르면 상수원 주변지역에 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등 수질관리 여건이 악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8년 한강 책 총 40개 수계구간중 85%인 34개소가 1등급(19

개소) 또는 수질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강유역하수처리율실적및전망

계 '98~'02 '03~'05 비고('98이전)

계획 109(901) 68(490) 41(411)

실적(전망) 111*(999) 37(400) 74(599) 21(443)

하수처리율 74.1% 82% 58.5%

(단위:개소수, (용량):천톤/일)

* 하수처리장의개소수에는증설포함(실제'05년처리장은113개소임)

수질개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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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숙천, 경안천, 달천, 문산천, 충주댐하류-복하천합류점까지 한강본류구간 하천과

괴산호는 수질이 다소 악화

� 팔당호 수질은 '02년 1.4㎎/ℓ, '03년 1.2㎎/ℓ(1~10월)로서 수질이 개선되고 있

으나, '02년 목표 1.2㎎/ℓ에 미달

� 서울시 주상수원인 잠실수중보는 팔당호 수질개선, 잠실수중보~팔당구간의 상수

원보호구역 규제 준용 등 상수원 관리강화로 '05년 BOD 목표인 1.8㎎/ℓ를 '02년

도에 이미 달성

※ '99.8월부터 잠실상수원에서 취사, 낚시, 야 , 유선행위 등 오염행위를 금지하고,

그간 성행하던 어업, 유선업 등 90개 업소 보상∙철거 완료('00년, 128억원)

� 임진강은 책전보다 수질이 크게 개선되어 '05년 목표를 이미 달성

� 환경부는 당초 계획 로 팔당호 수질이 크게 개선이 되지 않은 사유로

� 상수원주변 오염원 증가

- 교통망 확충, 준농림지 아파트 건설 가속화 등으로 상수원 주변지역 인구는 크게

증가하 으나, 효과적 응 미흡

※ 특별 책지역내 인구는 '97년 51.3만명에서 '02년 65만명으로 연평균 4.8%증

가(전국 평균증가율 0.7%)했고, 이중 경안천 유역은 연평균 7.5%씩 증가

- 축산은 '98년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연평균 3.6% 증가, 산업폐수도

예측증가율(연평균 1.2%)보다 약 3배 증가(연평균 4.7%)

�「 개발- 하수처리」식 개발행태

- 지자체에서 하수처리장 용량이 부족한데도 개발사업을 허가하여 하수처리장 증

설기간중에 처리용량을 크게 초과하여 수질 악화

※ '02년말 구리∙남양주시 발생 하수 일 5~6만톤이 구리하수처리장 용량을 초과

하여 왕숙천에 방류되고 있으며, 용인하수처리장은 일 4~5천톤의 미처리수가

경안천에 방류되어 수질이 크게 악화

'97 '02 '03 '05목표

팔당호(BOD ㎎/ℓ): 1.5 � 1.4 � 1.2 � 1.0

경안천(BOD ㎎/ℓ): 4.8 � 6.4 � 4.7 � 3.7

왕숙천(BOD ㎎/ℓ): 10.0 � 19.2 � 24.5 � 5.2

잠 실(BOD ㎎/ℓ): 2.6 � 1.8 � 1.8 � 1.8

임진강(BOD ㎎/ℓ): 2.4 � 1.7 � 1.8 � 1.8

수질개선애로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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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오염원증가에 효과적 응을 위한 오염총량제가 임의제로서 적기 시행이

어렵고, '02년부터 본격 추진키로 계획된 비점오염원 관리 책 추진이 지연되고 있

으며, 수질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이 미흡한 점 등을 들었다.

�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수질재예측 결과 '05년 잠실상수원은 BOD 1.5㎎/ℓ로서 '05

년도 목표(1.8㎎/ℓ)를 초과 달성하고, 팔당호는 BOD 1.15 ㎎/ℓ로서 1급수 목표에

는 다소 미달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 경안천(4.0㎎/ℓ), 왕숙천(9.8㎎/ℓ)은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팔당호 수질은 개선되고 있어, 1급수에서 서식하는 물고기 종이 증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 '03년 국립환경연구원 한강물환경연구소 조사결과, 수질등급 1급수지역에서 주

로 서식하는 배가사리, 버들치, 쏘가리, 참마자 등 51개체가 나와 팔당호 수질이

개선추세임을 증명

� 환경부는 이와 같은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팔당호 1급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 하수처리용량 범위내 개발, 오염심화유역 오염총량제 의무화

- 오염원이 증가하는 유역을 중점관리유역으로 지정하여 하수처리용량 범위에서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리 강화

※ 수질개선목표를 고려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시행, 개발사업의 환경성 검

토 강화, 방류수기준 강화 등 추진

- 수질오염이 심하고 계속 악화추세에 있는 유역은 오염총량제 시행 의무화

(※ 수질평가절차등 세부안을 마련, '04년 한강법 개정추진)

� 고도처리공법 도입, 하수관거 정비 등 환경기초시설 완비

- 환경기초시설은 '05년까지 계획 로 투자(9,318억원)

�하수처리기준을 BOD 10 → 5㎎/ℓ로 강화 방안 추진

�'04년 완공 신∙증설 하수처리장의 조기 정상 운

※ 용인하수처리장 증설(12천톤, '04.3월), 남양주 진건하수종말처리장 신설(80천

톤/일, '04.5월) 준공 예정으로, '03.12월 현재 시운전중

- 팔당상수원 9개 시∙군 하수관거 정비 시범사업(6,500억원)

보완정책방향

수질개선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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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5년간 하수관거 개∙보수(151㎞) 및 신설(697㎞)로 하수누수 방지 및

불명수를 차단하여, 하수처리장 유입수질을 설계기준 85%로 개선

- 범정부 차원의 비점오염원 관리 책 수립 및 법제화('04 수질환경보전법 개정),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확 추진

� 축산분뇨 관리체계의 획기적 개선

- 친환경농업육성과 축산분뇨 재활용 시책을 연계하여 자원화 확 및 축분비료 이

용 촉진을 위한 유통체계 구축

※ 농림부, 지자체, 농∙축협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축산분뇨 자원화 추진협의

회」구성('04.3)하여 역할 및 지원방안 협의

- 세 소규모 축산폐수처리를 공공처리 중심으로 전환

�개별농가 저장후 농∙축협 등에서 일괄수거 처리∙자원화

�공동재활용시설 설치비 지원 인상 추진(보조 30%→80%)

�「팔당수질정책협의회」를 모델로 유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수질관리

체제 정립

- 지역주민 표, 지자체, 환경부와 정책협의회를 구성('03.11), 상호협력을 토 로

자율적인 수질보전 실천방안 마련

- 지역주민의 생업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 세축산농, 하천부지 경작 등)을

규제보다는 지원과 자율관리를 통한 수질개선 유도

�환경부는 팔당호 1급수 달성시기를 최 한 앞당기기 위하여 중간평가에서 제시된 정책

방안을'04년에관계부처및지역사회와협의하여세부계획을마련∙추진하는한편,

� '05년도에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중∙장기 계획인「한강 권역 수질보전기본계획」

('06~'15) 수립시에 신규 정책수단 강구, 최신기술 적용, 투자확 등 세부추진계

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근거 : 수질환경보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상세정보는http://www.me.go.kr 참조

<제공: 환경부유역제도과> 

향후계획

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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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축산폐수 관리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사∙연구사업 결과를 토 로

축산폐수관리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여관련법령을개정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

� 환경부는 현행 규제 상인 소∙돼지 등 8종의 가축외에 개∙염소∙타조 등을 오분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관리에관한법률)의 사육동물에 포함하고, 허가 상 축산폐

수배출시설의 질소∙인 방류수수질기준을 현행 특정지역에만 적용되던 것을 기타지역

까지 확 하는 등 축산폐수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 오분법상 규제 상에서 제외된 개∙염소∙타조 등 미규제 가축을 오분법상 사육동

물에 포함하여 축산폐수 관리 강화

- 오분법상 미규제 상 가축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로 관리

하여 왔으나 사실상 관리가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하 음

※ 오분법상 사육동물(8종) : 소∙젖소∙말∙돼지∙양∙사슴∙닭∙오리

� 축산폐수배출시설 규제를 오염부하량 기준으로 조정하고, 배출시설 규제기준을 면

적과 함께 사육두수도 병행 규제(개정안 별첨)

- 현행 규제면적을 오염부하량으로 환산할 경우 한우 비 젖소는 71%, 돼지는

282% 많은 수준으로, 규제가 상 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젖소는 현행 규제면적의

75%, 돼지는 50% 수준으로 강화

- 축사 등 배출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규제하므로써 축사 단위 면적당 많은 가축을

사육하는 문제점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배출시설 면적규제와 함께 사육두수도

병행 규제

� 축산폐수배출시설 질소∙인의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을 현행 특정지역 허가 상

시설에서 기타지역 허가 상 시설까지 확

- 기타지역의 허가 상 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특정지역기준(질소 260㎎/ℓ, 인

50㎎/ℓ)의 2배 수준(질소 500㎎/ℓ, 인 100㎎/ℓ)으로 설정

환경부, 개등미규제가축을오분법상
사육동물로관리키로

- 개∙염소∙타조등미규제가축을규제 상가축에포함

- 축산폐수배출시설규제기준을현행면적과함께마리수도병행규제

- 허가 상축산폐수배출시설의질소∙인방류수수질기준을현행특정지역에서기타지역까지

적용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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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가 작은 신고 상 축산농가에서 질소∙인을 처리하기에는 경제적∙기술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적용 제외(신고 상 이하의 소규모 축산농가의 폐수는 축산

폐수공공처리시설 유입처리 유도)

� 이번에 개정될 축산폐수 관리제도는 관계부처, 전문가 및 축산농가 등의 의견을 수렴

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관리에관한법령을 '04년초에 개정할 계획임

※상세정보는http://www.me.go.kr 참조

<제공: 환경부생활오수과> 

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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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부과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낙동강수

계는 톤당 100원에서 '04년도 110원, '05년도 120원으로, 금강 및 산강∙섬진강

수계는 톤당 120원에서 '04년도 130원, '05년도 140원으로 각각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수질개선사업 및 상수원상류 규제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99.8월 한강수계에 이어 '02.7월 낙동강, 금강, 산강∙섬진강수계

광역상수원으로부터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주민 및 기업체 등에게 부과해 오고

있으며,

물관련국내외동향및새소식

낙동강등3 강수계물이용부담금부과율조정

- 낙동강수계톤당100원에서'04년도에110원, '05년도에120원으로조정

- 금강, 산강∙섬진강수계는톤당120원에서'04년도에130원, '05년도에140원으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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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율은 수계별로 매 2년마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물관련기관의 장으로 구성

된「수계관리위원회」에서 상수원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소요 재원을 고

려하여 조정하고 있다.

� 현재 물이용부담금은 일반가정의 경우 수도요금과 합산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금번 부

과율 조정으로 4인가족 기준 가구당 월 200원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 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은 수계별로 설치되어 있는 수계관리기금에 납입되어 상수원 상

류지역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 비 지원, 수변구역 등의 토지매수, 녹지조성 등 상

수원 수질개선사업 및 상류규제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에 쓰여지며,

� 수계별 물이용부담금 징수액은 낙동강수계가 '04, '05년도 각각 1,331억원, 1,452

억원이며, 금강수계 492억원, 553억원, 산강∙섬진강수계는 426억원, 460억원

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이번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으로 인한 투자 재원의 확충으로 낙동강, 금강 및 산

강∙섬진강수계의 상수원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이 앞으로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상세정보는http://www.me.go.kr 참조

<제공: 환경부유역제도과> 

수계별∙연도별물이용부담금부과율

연도별 \   수계별 낙동강 금강 산강∙섬진강 한강

2003
100원/톤

(1,210억원)
120원/톤
(439억원)

120원/톤
(394억원)

120원/톤
(2,595억원)

2004
110원/톤

(1,331억원)
130원/톤
(492억원)

130원/톤
(426억원)

120원/톤
(2,692억원)

2005
120원/톤

(1,452억원)
140원/톤
(553억원)

140원/톤
(460억원)

미 정
('04년도에조정예정)

※(     )는물이용부담금징수예상액

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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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물이용에 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최초로 경기도 의왕

시 소재 갈뫼중학교(교장 : 九)에 한국빗물모으기운동본부(회장 : )가 주관

하고 환경부가 후원한‘빗물자료관’이 설치되었다.

� ’빗물자료관’은 학교의 3, 4층 약 275 ㎡의 유휴공간에 2개의 전시실과 체험실 및 자

료준비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우기 및 상자료, 체험 시설, 세계 각국의 빗물 자료

등을 전시하게 된다.

� 전시 내용 : 세계 및 우리나라의 물문제, 빗물의 집수 및 다양한 활용 방법, 홍수 및

가뭄 관련 자료, 빗물이용의 역사, 우리나라의 각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빗물의

실태, 외국의 빗물이용 현황 등에 관한 포스터와 상자료 및 서적 등

� 이번에 설치되는 빗물자료관은 학생은 물론 일반인을 상으로 빗물의 소중함을 일깨

우고 빗물에 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교육 및 홍보의 장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되고 있다.

� 외국의 경우 독일, 일본, 만 등에서 빗물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촉진하는 제도를 운 하고 있

다. 일본의 스미다시청, 만의 타이뻬이 시립 동물원은 빗물을 정원용수, 화장실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한편, 시민교육∙홍보의 장으로도 활용하는 표적인 성공사례이다.

� 우리나라의 빗물이용은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최근 들어 월드컵경기장(인천, 전, 전

주, 서귀포), 경기도내 16개 학교, 서울 기숙사, 육군 노도부 , 등에 빗물이용시설

이 설치되어 청소, 조경, 세면, 화장실용수 등으로 빗물을 이용하고 있으며 광진구에

건축중인 스타시티에 3천톤급 시설이 설치될 예정 등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정부에서는 2001.3월 수도법을 개정하여 지붕면적이 넓은 체육관(2,400㎡, 1,400석

이상)을 상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빗물시설의 적정 관리지침을 제정

한 바 있으며

빗물자료관(Rainwater Museum) 개관

- 국내최초로빗물자료관개관, 일본에이어세계에서2번째

- 빗물관련국내외의문화적∙기술적자료를수집전시하고교육및홍보시설로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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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설치된 시설들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경제성, 운 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한 후 빗물이용시설 확산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한편, ‘빗물자료관’이 위치한 갈뫼중학교에는 지난 2002년 11월 빗물이용시설(120

톤)이 학교단위로는 최초로 설치된 후 빗물을 이용한 연못 조경시설이 설치되어 가동

되고 있다. 

※상세정보는http://www.me.go.kr 참조

<제공: 환경부수도정책과> 

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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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3월 아시아에서 최초로 제주에서 개최되는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환경장관

회의에서는 국제사회가 당면한“물문제”에 하여 중점 토의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

하기로 하 다. 물문제는 현재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일 뿐 아니라 빈곤, 환경

보전, 위생, 농업, 안보 등 다른 국제사회 현안과도 긴 히 연계되어 있어 UN은 2000

년 이후 물문제의 해결과 물분야의 국제협력을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최우선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아울러, UN은 2000년부터 경제

사회분야의 핵심사업인 새천년프로젝트(일명:WEHAB사업)의 5개분야(물∙에너

지∙보건∙농업∙생물다양성)중 물분야를 첫번째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 특히, 회의에서 환경장관들은 물문제와 관련된 위생(Sanitation) 및 인간정주

(Human Settlements)의 환경적 측면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확정된 세

부의제로는 첫째, 물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제고 방안(Capacity building) 및 빈곤퇴치

(Poverty Reduction) 전략, 둘째 물문제의 과학적 평가(Scientific Assessment), 셋

째 안전한 물공급과 공공 위생, 넷째 물의 생산과 소비행태 변화 및 인간 정주 등이 중

점 토의될 예정이다. 

� 아울러 세계환경장관회의와 병행하여 개최되는 (특별)집행이사회(Committee of

Whole)에서는 환경상태평가사업(State of Environment)의 중간보고와 국제환경관리

체계(International Environmental Governance)에 한논의가이루어질예정이다.

� 환경상태평가사업(SOE)은 UNEP이 세계 주요지역의 담수상태, 해양상태, 기후변

화상태, 기질, 생물다양성 등에 한 조사 및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UN차원

에서 국제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결정의 기본적인 자료와 정보를 생산하는

UNEP의 핵심사업이다.

세계환경장관, 금년3월제주에서
물문제중점논의

- 2004 UNEP 세계환경장관회의의핵심의제는국제사회가당면한물문제이며, 특히물문제와

관련된위생및인간정주의환경적측면중점논의

�그외환경상태평가사업(SOE)와국제환경관리체제(IEG)를실무회의에서논의

- 제주도는동회의의성공적개최를위한적극적지원으로동북아리조트형컨벤션산업의

중심지로도약계획

국제사회가당면한“물문제”논의위해전세계환경장관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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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환경관리체계(IEG)는 날로 복잡해져가는 지구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처

해 나가기 위하여 환경관련 국제기구의 기능조정, 재원확보 및 적절한 조직(체

계)을 구축하고자 하는 논의로 최근 프랑스 등 일부 유럽국가는 현재 UNEP의

UN 기구내에서의 위상과 예산부족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UNEP

을 현재 UN산하기관에서 독자적 예산권과 권한을 가진 UN의 전문기구형태인

UNEO(UN Environmental Organization)로 개편하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 금년회의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되므로 범지구적 환경문제에 한 논의뿐만 아

니라 아시아의 지역환경문제에 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 질 예정으로 있

다. 매년 봄철이면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발생하는 황사(Dust & Sandstorm)문제

와 황해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북서태평양해양보전계획(NOWPAP: the

Northwest Pacific Action Program)에 한 UNEP차원의 추진현황이 보고∙토

의될 예정이다.

� 회의기간중 제주 국제컨벤션센터내 별도 전시관에서 개최될 환경산업∙기술전은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품과, G7∙차세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결과 개

발된 수출경쟁력이 높은 우수한 환경신기술(수처리기술, 용융소각 시스템 등 사후

처리기술) 등을 전시∙홍보함으로써 환경산업 관련 제품과 기술의 수출확 를 위

한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환경정책중 4 강

물관리종합 책, 쓰레기 종량제 등 선진정책들을 소개하는 환경정책홍보전과

UNEP의 주요정책 및 홍보물 전시회도 개최될 계획으로 있다.

� 제주도는 국제회의중에서도 엄격한 회의절차와 까다로운 회의장 시설을 요구하는

UN의 장관급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자체지원단을 구성하여 회의를 적

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회의가 열릴 국제컨벤션센터는 최신식 시설과 장비를 갖추

고 있어 국제회의 개최장소로서 손색이 없으며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진 제주를 동

북아 리조트형 컨벤션산업의 중심지로 이끌어 가기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보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세계의 환경장관과 국제기구 관

계자들이 참가하는 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룰 경우 아름다운 제주도의 전 세계적인

홍보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UNEP회의를계기로제주는리조트형컨벤션산업의중심지로발돋움

■엠블렘상징

‘ 생명미래깨끗한물’

적색과 청색으로 구성된 둘레의 태

극문양은음과양의조화를상징하

는것으로우주만물이음양의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으로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

을 희구하는 한민족( )의 이

상을담고있습니다. 

또한 지구를 감싸고 있는 태극문양

은 우리나라가 이번 회의의 주최국

임과 아울러 문 UN을 표현하고

있어 UN회원국들이 지구를 보호

하려는굳센의지를담고있습니다.

중앙의 지구는 세계를 나타내며 파

랑 색은 깨끗한 물과 오 양을, 녹

색은 푸른 자연과 아름다운 지구

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

위의 녹색의 나뭇잎은 충만한 생명

력의 표현으로서 후세들의 희망찬

미래를 상징함과 아울러 환경적으

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발전에

한염원을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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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는http://www.me.go.kr 참조

<제공: 환경부UNEP 특별집행이사회준비기획단>

� 설립

� UN 인간환경회의('72, 스톡홀름)의 권고 및 제27차 UN총회('72) 결의에 의

거 '72년 설립(본부: 케냐 나이로비, 사무총장 : Klaus T∙pfer)

� 기능

� 환경분야에서의 국제협력 증진 및 정책권고

� 환경관련 유엔활동의 방향 설정과 조정

� 세계 환경상태의 지속적 검토∙평가 등

� (특별)집행이사회(Governing Council)

� UNEP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지역배분원칙에 따라 58개 이사국(아시아 13,

아프리카 16, 라틴아메리카 10, 동유럽 6, 서유럽 및 기타 13)으로 구성

- 기타 UN회원국∙WTO 등 국제기구와 NGO는 Observer로 참가

- 우리나라는 UN 총회에서 4차례('87~'89, '94~'97, '98~'01, '02~'05)

집행이사국으로 피선

※ 현재 이석조 주케냐 사가 집행이사회 부의장으로 선임('03.2)∙활동 중

� 2000년부터 지구환경현안에 한 정책자문을 위하여 지구환경장관포럼

(Global Ministerial Environment Forum)과 지구시민사회포럼(Global

Civil Society Forum)을 병행 개최

� 한국과의협력관계

� 외교통상부에서 UNEP 환경기금 기여('01년 18만불, '02년 10만불)

� '00.12월 이후 한∙UNEP 공동 협력사업으로「아시아 도시 기오염관리」

사업 수행 등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me)

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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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도 수질오염사고 발생건수는 총 55건으로 '98년 이후 계속 감소되고 있고 전년

(60건) 보다는 8% 감소되었다.

� 수계별로는 한강수계가 20건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하 고, 행정구역별로는 경기도

가 14건(전체의 25%)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되었다.

� 유형별로는 유류유출이 28건(51%), 화학물질이 6건 등으로 발생되었으나, 오∙폐수

및 폐기물로 인한 사고는 발생되지 않았다.

� 원인별로는 기계고장, 교통사고 등 관리부주의가 36건(65%)인 반면 초기우수 등

에 의한 자연적인 사고도 7건(13%)이 발생되었다.

� 환경부에서는 수질오염사고 감소추세 원인은 공업단지 하류 등 4 강 주요지점에 수

질자동측정망 설치(36지점)에 의한 사고경보체계 확립 등 예방 책 마련의 성과로 보

고 있다.

� 아울러, 환경부에서는“갈수기 및 봄철 수환경변화에 따른 예방 책”과“유독물 등 통

행제한도로 확 지정 등 교통사고에 의한 오염사고 예방 책”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게 된다.

※상세정보는http://www.me.go.kr 참조

<제공: 환경부산업폐수과> 

수질오염사고매년감소추세

- 사고발생유형별로는유류유출이51%, 원인별로는관리부주의가65% 차지

- 2003년수질오염사고발생도전년 비8% 감소

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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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폐수무단방류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식수원 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

해 금년중 총 85억원을 투자, 수질자동측정소 10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전국적으로 36

개소의 측정소를 구축하기로 했다.

� 수질자동측정소는 물금 등 주요 상수원 상류와 산업공단 하류 지점 등에 설치되며

오염사고시 상황전파 및 체계적 응체계 구축을 위해 원격감시장치(TMS)에 의한

중앙감시체계를 갖추고

� 폐수배출업소별 폐수특성 등을 DB로 구축, 수질자동측정망과 연계하여 모의분

석∙추론에 의한 수질오염추적감시시스템을 개발∙가동한다고 밝혔다.

� 국내 수질자동측정소는 1994년 낙동강 수질오염사고를 계기로 설치되기 시작하

으며

� 2003년 1월에는 성서공단 중금속(구리) 무단배출 사실을 물벼룩에 의한 생물경보

장치로 포착하여 형수질오염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등의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 한편 수질자동측정소는 VOC 자동측정기 등 최첨단 측정기기와 생물경보장치 등으

로 구성되어 있어 중금속 등 작은 량의 유해물질의 유입도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 한편 하천오염행위에 한 철저한 추적감시를 위해 원격감시체계(Tele Metering

System : TMS)에 의한 중앙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수질오염추적감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TMS에 의한 중앙감시체계는 전국의 수질자동측정망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중앙

관제센터에서 원격관리∙감시하는 것으로 오염사고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처

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수질오염추적감시시스템은 폐수특성과 자동측정기기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

여 모의추론에 의해 배출업소를 추적하는 것으로 동 시스템이 가동되면 폐수무단방

류 행위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수질오염행위신속, 철저하게추적한다

- 금년중총85억원투자수질자동측정소10개소추가설치(36개소운 ), TMS에의한

중앙감시체계가동및수질오염추적시스템개발∙운

- 오염행위를끝까지추적오염행위자를색출하고취∙정수장과자동연락망을구축하여식수원

오염사고근원적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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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수질자동측정망의 감시기능강화를 위해 2006년까지 추가로 20

개소를 확충(56개소 운 )할 계획이며, 선진 수질자동측정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독일

과의 기술교류 등을 통해서 국내 수질자동측정기술의 현 화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수질자동측정망설치현황

서상

강천

안동

해평

남천

황룡

생림

장계교

용담댐

옥정호

운 중 26개소

'04년 10개소

계획 20개소

산강

① 주암호

② 나   주

③ 서창교

※'04년 : 2개소
   향 후 : 2개소

측   정   항   목

수온, pH, DO, TOC, 전기전도도,

생물경보감시장치(물고기, 물벼룩),

VOC, TN, TP, (호소:Chl-a, 암모니아

성질소, 질산성질소, 인산염인)

낙동강

① 왜   관

② 강   창

③ 성   서

④ 고   령

⑤ 적   포

⑥ 청   안

⑦ 성   주

⑧ 칠   서

⑨ 매   리

※'04년 : 4개소
   향 후 : 5개소

금강

① 갑   천

② 석남천

③ 청호

④ 공   주

⑤ 부   여

※'04년 : 2개소
   향 후 : 5개소

한   강

① 구   리

② 경안천

③ 가   평

④ 양   평

⑤ 여   주

⑥ 원   주

⑦ 평창강

⑧ 달   천

⑨ 한탄강

※'04년 : 2개소
   향 후 : 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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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는http://www.me.go.kr 참조

<제공: 환경부수질정책과> 

� 생물경보장치

� 생물경보장치의경보원리

� 물벼룩은 오염이 되지 않은 맑은 물에서는 규칙적으로 짧은 거리를 이동하나

오염된 물에서는 매우 빠르면서 불규칙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서서히 활동성이

줄어듬

� 이와 같은 물벼룩의 운동성질을 이용하

여 물벼룩 챔버 좌우에 자외선 감지 센

서를 설치하여 운동상태 관찰

※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성서측정소의

경우 평상시 20~365(10분) 사이의 측

정값을 나타냈으나 사고시“0”값 발생

생물경보장치(물벼룩)

물벼룩챔버

감지센서 감지센서

자

외

선

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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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지자체∙주민 표 등과의 합의에 따라“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를 구성∙운

한다고 밝혔다.

� 동 협의회에는 환경부를 비롯한 경기도, 팔당호주변 7개 시∙군 및 의회, 주민 등이

참여하며, 

� 향후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책과 함께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방안을 협

의해 나갈 계획이다.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는 환경부가 2003년 고시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

체∙지역주민들과의 협의('03.7.28)에 따라,

� 공동으로 합의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

고 그간 수차례 준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등 실무협의를 거쳐 동 협의회가 출범하

게 되었다.

� 환경부 관계자는 동 협의회가 환경부와 지역주민간 인내와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의 정

책을 수립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 동 협의회를 통해 유보된 고시개정안 처리와 선진적 유역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지자체∙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등을 공동으로 발

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출범

- 환경부, 경기도, 팔당호주변시∙군및주민등으로구성

- 주민∙지자체∙정부공동협력방안, 선진유역관리방안및고시개정안등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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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는http://www.me.go.kr 참조

<제공: 환경부수질정책과> 

� 조직체계

�정책협의회 산하에 실무위원회 및 사무국과 정책국을 둠

� 협의회구성 : 총 25명

�환경부차관(국장 및 한강유역청장에게 위임) 

�경기도 행정부지사

�가평∙광주∙남양주∙양평∙여주∙용인∙이천 7개 시∙군 단체장 및 의회의

장

�지역주민 표 9인

� 기능및역할

�기능 : 팔당호 수질관리 및 팔당수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협

의기능

�역할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방안 협의

�팔당수계 7개 시∙군의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방안 협의

�팔당호 수질관리를 위한 주민계도∙홍보 및 민∙관 공동 처방안 협의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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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최근 조류예보제 발령기간이 늘어나고 호소 부 양화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

라 조류예보제 실시 상 호소를 확 한다고 밝혔다.

� 전국 주요 상수원 호소 28개소 중 고도정수처리 호소(5개)와 예보제 기시행 호소(6

개)를 제외한 17개 호소를 상으로 조류농도와 취수량을 분석한 결과,

� 조류농도가 주의보수준(클로로필-a 15㎎/㎥)을 초과하거나 최근 오염도가 증가하

고 있는 동복호 등 7개소를 예보제 실시필요 호소로 선정하여

� 금년중 동복호, 천호, '05년에는 남강호, 연계호 등 연차적으로 확 실시한다고

밝혔다.

� 조류가 다량 발생되면 정수처리장 여과장치 기능이 저하되고 일부 남조류에 의한 피해

가 우려됨에 따라 '96년 청호를 시작으로 조류 예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 조류예보는 클로로필-a와 남조류 2개 항목 측정결과에 따라 환경관리청장이 주의

보, 경보 및 발생 순으로 발령하게 되며

� 주의보이상이 발령이 되면 취∙정수장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동시에 활성탄 등

정수처리강화, 취수구 이동 및 오염원 단속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 한편 예보기능 강화를 위해 수질자동측정소가 설치된 청호, 용담호, 주암호의 경우

조류농도를 자동 측정하여 신속한 응 체계를 갖추고

� 또한 현재 환경부만 실시하고 있는 조류 예보제를 지자체까지 확 하기 위해 국립

환경연구원에“호소환경관리반”과“조류시험∙분석반”을 설치하여 지자체의 조류

분석능력을 제고시켜 2006년부터는 지자체에서도 조류 예보제를 운 토록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조류예보제실시 상호소확

- 현재 청호등6개에서'05년까지10개로확 , 금년에는최근조류농도가높아지고있는

동복호, 천호우선실시

- '06년부터는실시기관을지자체까지확 하여, 조류에의한취∙정수장피해및식수오염예방

전국 응체계를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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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는http://www.me.go.kr 참조

<제공: 환경부수질정책과>

조류예보제실시 상호소현황

시행시기

현 재

2004년

2005년

2006년이후

호소명

팔당호

청호

주암호

용담호

충주호

운문호

동복호

천호

남강호

안계호

사연제

연초호

오봉호

취수량(천톤/일)

2,591

1,072

281

150.

250.

554

320

866

352

320

42

10

50

급수지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일원

전시, 충북청주시, 천안시, 아산시, 연기군일원

전남나주시, 화순군일원

전북전주시, 완주군, 진안군일원

충북충주시,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일원

구시, 경북청도군일원

광주광역시동구, 서구, 전남화순읍, 동복면일원

경북포항시, 천시일원

경남사천시, 진주시일원

경북포항시일원

울산시동구, 울주군일원

경남거제시일원

강원도강릉시일원

� 조류의종류및특징

�규조류, 남조류, 녹조류, 와편모조류, 착편모조류 등이 있으며, 

� 주로 봄~가을에 발생하고, 조류에 따라 특유의 비린내, 곰팡내, 부패취 등을

풍김

� 조류발생의일반조건

� 질소∙인 등 양염류의 유입

�적정수온(25~30℃), 햇빛 등 기상조건

� 호소의 체류기간(30일이상 체류호소에서 주로 발생)

� 조류피해

� 여과지 폐쇄, 응집침전장애, 이취미 및 시각적 불쾌감 등

� 특히, 남조류중 일부는 간독성(肝 )의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과 신

경독성의 아나톡신(Anatoxin)을 함유

※ WHO 음용수 권고기준 : 마이크로시스틴 1ppb이하

아나톡신에 한 국제적 기준은 없음

조류종류별특성

남조류일종

녹조류일종

규조류일종

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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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정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환경신기술을 우선 활용될 수 있게 됨

에 따라 환경사업 현장에 신기술 보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 된다.

� 12월 11일 개정∙공포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에 따

르면

- 환경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기관에 환경신기술 우선 활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 고,

- 위 공공기관은 환경시설공사 또는 설계용역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

에 따라 입찰가점 부여 등을 통해 우 할 수 있도록 하 다.

※ 이제까지는‘환경기술발전촉진을위한업무처리규정’(환경부 훈령, '00.9 제정)

에 따라 환경부와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환경시설 공사에만 입찰가점 부여, 시

공실적 인정 등의 혜택을 주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환경부와 그 산하기관 뿐

만 아니라 모든 정부부처,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에 입찰하는 환경신기술 보유업체로 혜택 상이 확 됨

� 그 밖에 이번에 개정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는 우수한 환경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 국내외 연구기관간 공동연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환경신기술에 한 인식

제고 및 홍보를 위해 신기술 지정업체가 환경신기술을 적용한 시설 또는 제품에

환경신기술 마크(ET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 그간 정부의 환경신기술 보급 촉진정책 등으로 환경신기술의 현장보급이 급속히 확산

되고 있다.

� 환경관리공단이 실시한 신기술 현장보급 실적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2년 한해 동

안 신기술 적용실적이 '99년 비 약 47배 증가하 고, 신기술 보유업체의 수주 실

적도 23배나 증가하 다.

공공기관발주공사에환경신기술우선활용

-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등발주공사에우선활용토록제도화

- 환경신기술의현장활용실적도매년크게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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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더불어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의 요청으로 재정경제부에서도 정부

입찰관련 예규를 금명간 개정하여 정부공사 입찰참가자격 심사시 환경신기술에 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환경신기술의 현장 보

급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 된다고 밝혔다.

※상세정보는http://www.me.go.kr 참조

<제공: 환경부환경기술과> 

� 환경부는 현재 '04.7월을 목표로 물환경정보시스템(http://water.nier.go.kr)을 구축

중에 있으며,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된 전국의 수질측정자료 서비스를 우선 실

시한다고 밝혔다.

� 현재 제공되는 수질측정망 자료 및 검색기능은

- 하천지도 및 행정구역도와 수질측정망을 연계한 수질측정자료

- 여러 지점의 오염도 비교 자료

- 하천 상∙하류 수질비교가 가능한 상∙하류 측정자료 비교

- 일정기간 수질측정자료의 변화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기간검색 및 그래프를 이용

한 추이분석

물환경정보종합사이트서비스개시

- 전국주요하천∙호소수질측정지점의수질측정자료를지리정보시스템을이용해우선제공

- '04년7월부터는실시간측정자료를비롯오염원, 이∙취수현황등모든물환경정보를제공

예정

※자료: 환경관리공단조사자료

현장보급실적 ('99-2002)

구분
계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

적용실적(건) 공사금액(억원) 적용실적(건) 공사금액(억원) 적용실적(건) 공사금액(억원)

계 431 5,232 311 4,071 120 1,161

2002년 239 1,963 183 1,407 56 556

2001년 140 1,425 84 827 56 598

2000년 47 1,761 40 1,755 7 6

1999년 5 83 4 82 1 1

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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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정보를 이용한 측정지점간 거리검색 및 측정지점에 인접한 타 측정지점의 버

퍼검색 등이다

� 금번 서비스로 인해 이용자들은 행정구역만으로 짐작하 던 수질측정지점의 위치

를 하천지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수질변화추이를 막 그래프와 선그래프 등

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인터넷에서 직접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자료를

직접 down받을 수 있다.

� 한편 제공되는 자료는 오염원 자료, 수질자동측정망 자료, 호소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 전국 오염원조사 등을 통해 작성된 시∙군∙구별 인구∙축산∙산업오염원 현황 및

환경기초시설 현황

� 전국 상수원 수질감시를 위해 운 중인 수질자동측정망 실시간 측정자료

� 전국 주요호소에 한 급수현황, 관리현황, 오염원 현황 등 호소환경자료

� 국내외 유역관리사례, 유역탐방 자료 등 유역관리일반 현황 등이 서비스된다.

� 환경부가 구축중인 물환경정보시스템이 완성되면 상하류간 하천의 흐름에 따른 수질

변화와 수질에 향을 미치는 오염원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

으로 자동측정되는 수질자료도 검색할 수 있어 이용자들은 수질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

를 접할 수 있게 된다. 

� 한편 정부에서는 환경부, 건교부, 농림부 등 물관련 부처간 자료의 공동활용 증 , 물

관리정보의 안정성과 신뢰성 향상 및 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05년 관계부처

합동의 물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중에 있다고 밝혔다.

� 이러한 물관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그동안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단편적으로

제공되었던 물관련 정보가 한 곳에 집약되어 관리∙제공됨으로써 국민들은 물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헤매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된다.

※상세정보는http://www.me.go.kr 참조

<제공: 환경부수질정책과> 

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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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물 관리 정책방향을 그 동안의 공급 위주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습

니다. 2000년 3월에‘물 절약 종합 책’을 수립하여 2006년까지 7억 9천만 톤의 물을 절

약하기 위해 절수기기 및 중수도 설치 확 , 절수형 수도요금체계 도입, 노후 수도관 교

체, 물 절약 교육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1년에는 섬진강 댐 1개 분에 육

박하는 3억 톤의 물을 절약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2002년도 목표인 4억1천2백만 톤의 물

절약이 충분히 가능할 전망입니다.

물이 부족하다고 공급량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물 부족에 비해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수자원을 개발하여 물 공급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발 위

주의 물 공급정책만으로는 한계에 이르 습니다. 상수원 확보를 위해 규모 댐을 건설하

기에 적합한 지역을 찾기가 어렵고, 댐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반 가 심합니다. 더구나

댐을 건설할 때는 산과 숲이 물에 잠기고, 댐 주변지역에 기상변화가 발생하는 등 상당한

환경문제가 발생합니다. 댐이 건설되면서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주민들의

생활터전과 함께 그 땅이 간직한 역사와 문화마저도 수몰됩니다. 또한 주민 이주비가 크

게 늘어나는 등 댐 건설비용이 커졌습니다. 댐이 주는 혜택만큼이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

야 하는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물이 한정된 자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수요가 늘어난

다고 해서 무턱 고 공급을 늘려나갈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급량만을 늘리는데

물절약정책



� 34 �

중점을 두었습니다만 이제는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물 절약에 다 함께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정부에서는 물 관리 종합 시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6년까지 7억 9천 만 톤의 물 절약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입

니다. 다만 물 절약은 국민의 생활습관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물 절약 시책만

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공

동의 이익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물은 21세기 국가 경쟁력, 물 절약을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날로 오염이 심각해지는 물로 인해 국민의 건강한 삶이 위협 받고 생활의 즐거움을 주

는 물 사랑 공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맑은 물

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물 절약 종합 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에

절수 기기를 설치하는 등 정부가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국가물절약기본목표를설정하여추진하겠습니다.

�절수기기 설치 등 정책 추진 수단별로 물 절약 목표량을 설정하 습니다. 이 목표가 달성

되면3억5천만톤규모인섬진강댐2개를짓는것보다더큰효과를거두게됩니다.

노후수도관교체
75

수됴요금현실화
95

절수기기설치
118

중수도설치
10

절수기기설치
290

수됴요금현실화
200

노후수도관교체
240

중수도설치
60

2001년
(298백만톤)

<2001년절수량(298백만톤)> <2006년절수량(790백만톤)>

2006년
(790백만톤)

※절수목표790백만톤은섬진강댐(350백만톤) 2개건설보다더큰효과를가져옵니다.

구분 사업물량 절수목표(천톤/년) 비율

총계 - 790,000 100.9%

소계 - 290,000 36.7%

절수기기설치 주택 1,163만가구 250,000 31.6%

업용품 11,500개소 40,000 5.1%

수도요금현실화 2004년까지현실화 200,000 25.3%

노후수도권교체 27,000 240,000 30.4%

중수도설치 300개 30,000 3.8%

산업체물재이용 공업용수10% 절약 30,000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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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자및공공기관은수요관리목표제를실시하겠습니다.

�시장 군수 등 수도사업시행자가 물 수요관리를 위한 장기목표를

설정토록 하여 물 수요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공공기관은

물 절약을 우선 실시하여 사회 전반으로 물 절약 분위기가 확산되

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자는물수요관리목표제를수립시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5년 단위로 물 수요관리 목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책을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모든주택미치건물에절수기기를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2001년 3월 수도법을 개정하여 목욕장, 숙박업소 등 물다량 사용업소 및 신축건물에

하여절수기설치를의무화하 습니다.

�기존 건물은 절수기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정부예산으로 절수기기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기존건물업소의70%까지절수기기를설치하겠습니다.

기존 건물에는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절수기기를 설치할 것입니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전국의 주택, 공공기관등에 1,856만개의 절수기 설치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것 입니다.

� 물 다량 사용기관 및 업소의 절수 우수사례

■앰배서더호텔수도꼭지및변기에절수기기설치

앰배서더 호텔은 호텔 내 모든 수도꼭지 및 변기에 1,255만원을 투자하여 858개의 절

수장치를 설치, 월간 수돗물 사용량의 9.6%인 약 1,458톤의 물을 절약하 습니다.

월간 220만원의 수도요금 절약 효과가 있어 절수 장치 설치 후 6월만에 시설비를 회수

하 습니다.

연차별투자계획

구분 계 '99 2000 2001 2002~2004

절수기(만개) 1,856 71 437 269 1,079

예산(억원) 767 25 183 113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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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관내목욕업소, 수도꼭지및샤워기를절수형으로교체

제주도는 관내 목욕탕 156개소 전체의 수도꼭지 및 샤워기 5,182개를 모두 절수형으

로 교체하 습니다. 투자비용은 총 7억2천5백만원으로 1개 업소당 465만원이 투자되

었습니다. 이후 1개 업소당 연간 19,683톤의 지하수를 절약, 약 48%의 절수효과를 거

두었으며 금액으로는 1개 업소당 연간 1,360만원의 운 비를 절약하고 시설비는 4개

월만에 회수하 습니다.

■ 한주택공사세면기, 싱크 에절수기기설치

한주택공사는 경기도 분당에 99년 8월 156만원을 투자하여 세면기, 싱크 및 샤워

기에 절수장치를 327개를 설치하 습니다. 이 결과 수돗물 사용량이 전년 동기 비

12%인 1,113톤, 금액으로는 150만원의 감소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절수형수도요금제도를시행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도요금은 2001년 현재 생산원가의 85% 수준으로서 선진외국 수요

요금의 1/3~1/6 정도에 불과합니다. 낮은 수도요금이 물 낭비를 조장하고, 절수기 및

중수도설치, 절수기술의개발을저해하는실정입니다.

상수도 부채를 정부 일반재원에서 보전함에 따라 물을 적게 쓰는 사람이 물을 많이

쓰는 사람의 수도요금을 물어주는 즉, 수요요금부담체계를 왜곡시키는 현상이 나

타나고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 가계지출에 미치는 향은 미미합니다. 합리적인 판

단이 필요합니다.

【4인가족의월가계비중공공요금지출액비교】

�물 수요관리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수도요금 누진제 확 및 계절별 요금제의 도

입을적극추진하겠습니다.

수도요금을 산정할 때 소량 사용자는 부담을 적게 하고, 다량 사용자는 비싼요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사업의 경 합리화를

위해 누수량 감소, 운 인력 감축 및 요금 현실화

등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도사업의 민간 위탁 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가격

으로 수도사업의 민 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월소비지출

1,316,200원
(구성비)

수도요금

7,200원
(0.5)

통신요금

44,500원
(3.4)

중교통비

41,400원
(3.2

전기요금

24,100원
(1.6)



� 37 �

� 외국의 절수형 수도요금 제도

■절수카드제(Florida, Boca Raton)

각 가정에 전자계량기를 설치하고 월간 할당량이 기록된 절수카드를 구입, 계량기에

삽입하여 수돗물을 사용합니다. 

할당된 수량을 모두 사용하면 자동으로 물 사용이 차단됩니다.

새로운 카드를 구매할 때는 물아껴쓰기 지원기금으로 비싼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제

도입니다.

■계절요율제(Seasonal Rate Variations, Delaware)

물 사용량이 많은 계절 또는 관광 시즌의 일 최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정해진 기간내

에는 비싼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중수도시설설치를확 해나가겠습니다.

�91년부터 물 다량 사용 형 건축물에 중수도 시설을 권장해 왔으나

중수도 설치 운 비(전기료 등)의 과다 수요로 정책 효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일정규모이상신축건축물에 하여중수도시설설치

를의무화하고중수도시설설치에 한인센티브를강화하여중수

도시설의설치를확 해나가겠습니다.

중수도( )란 한번 사용한 물을 생활용수, 공업

용수로 다시 쓸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합

니다. 중수도를 많이 이용할 경우 도심 한가운데

규모 댐을 건설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습니다. 이미 정부는 물 사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인 신축건축물에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하 고, 중수도 설치자에게 설치

자금 융자지원, 상수도 요금 감면, 환경 개선 부담금 감면 등을 추진하 으며, 중소

도 수질기준을 세분화 하는 등 중수도 시설 설치를 위한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다양한중수도이용시스템을도입하여설치를적극유도하겠습니다.

개별 공장 또는 건물에서는 오 폐수를 처리하여 동일 건물 내에서 재사용하는 개별

순환방식 시설을 설치하고, 일정 지역에서는 처리된 오 폐수를 공장 등에서 재사용

하는 지역순환방식 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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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중수도 이용 사례

■미국

- 1992년 Califonia, Santa Monica 시의 Water Gardens라는 복합 사무용 빌딩에서

배출되는 오수(100㎥/일)를 처리하여 조경용수 및 화장실 수세용수로 재이용하고

있습니다.

- 1994년 Califonia, Contra Costa의 Stonehust라는 작은 촌락(47세 )에서 배출되

는 오수(54㎥/일)를 처리하여 조경용수로 재이용하고 있습니다.

- 1992년 Califonia, La Contenta시의 촌락(3,400 세 )에서 배출되는 오수(115.14

㎥/일)를 - 처리하여 골프장 조경용수로 재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 도쿄 주우 트윈 빌딩에서 배출되는 오수(225㎥/일)를 처리하여 화장실 수세용수로

재이용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 1971년 6층 높이의 아파트지구에 이중배관 시스템을 설차, 중수를 화장실 수세용수

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 롯데월드는 1989년에 1일 처리용량 1,850톤 규모의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3㎎/ℓ 이하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처리된 중수를 호텔, 백화점, 어드벤쳐 등의 변기 세척수, 청소용수 등으로 이용하여

연간 4억 8천만원의 운 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노후수도관을교체하여버려지는물을줄이겠습니다.

�연간 수돗물 생산량의 18%인 10억 톤이 누수되어 약 5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

고있습니다.

- 부적정 계량기 사용에 의한 계량기 불감수량이 전체 수돗물 생산랭의 9.2%나 됩

니다. 98년에는 5억 4,000만톤, 2,700억원이 손실되었습니다.

- OECD 주요국가의 누수율이 독일 베를린이 5.0%, 스위스 제네바가 7.9%, 일본

동경이 8.9%인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누수율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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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상수도 시설개량, 누수 탐사 등의 책을 추진하여 누수율을

선진국수준으로줄이도록하겠습니다.

애써 얻은 물, 낡은 수도관 때문에 그냥 버려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 처리한 비용까지 버려지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누수율은 현재 18.1%로

매년 약 10억톤의 수돗물이 공급 과

정에서 새어 나가고 있습니다. 팔당

댐의 저수 용량이 2억 4,400만톤이므

로, 년간 팔당댐 4개 만큼의 물이 새고 있는 셈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약 5천억원

에 달하는 경제적인 손실입니다. 

또한 계량기 오차로 인해 파악하지 못하는 수돗물의 사용량도 전체 수돗물 생산량

의 9.2%에 이릅니다. 계량기 오차로 인한 손실 역시 국민 모두가 함께 부담하게 되

는 몫입니다.

�노후상수도실태파악을위하여일제조사를실시하고누수량이많은구간부터우선교체

하도록하겠습니다.

2011년까지 38,319억원을 투자하여 42,757km 노후관을 교체하겠습니다.

�계량기에 한전수조사를실시하여부적정계량기를연차별로교체하겠습니다.

�상수도관망에 한전산관리체계를구축하고급수시스템을개선하겠습니다.

지하 상수도 시설의 관망도를 정비하여 전산관리 급수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연도별누수율저감목표

'98 2000 2005 2011

누수율(%) 18.1 17 14 12

연차별투자계획

구분 계 '97~'99 2000 2001~2011

사업비(억원) 36,319 6,866 2,374 29,079

노후관(㎞) 42,757 6,942 2,585 33,230

취∙정수시설(건) 2,123 368 74 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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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급수시설에 한누수탐사서비스제도를실시하겠습니다.

옥내 급수시설에 한 누수탐사 및 응급 보수 서비스를 실시하여 누수 방지 및 상

수도 행정에 한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보수 공사 이행시 누수량에 한 수도

요금감면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하수(공장폐수포함) 처리장의처리수를재이용토록하겠습니다.

�하∙폐수는계절적변동없이상시일정량이배출되어물부족시 에안

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입니다.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기반

을구축하고시스템도입에따른인센티브를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하∙폐수종말처리장의처리수이용을활성화할수있는기반을구축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을 승인할 때, 하수 및 폐수 종말 처리장에 한 인가

를 할 때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처리수)을 재이용하는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도

록 하수도법을 개정하 습니다.

기존의 하∙폐수 종말 처리장도 처리수를 처리장 내 각종 용수 또는 인근 지역의

공업, 소방 용수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외국의 하수 처리수 재이용 사례

■농업용수로이용(미국California, Lodi County)

Lodi County는 1946년부터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여 1996년에는 1일

8,700만 톤 규모의 하수처리수를 스프링쿨러 또는 표면삼수 방식으로 옥수수 및 목초

재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

상수도사업소
(응급복구반)

일반
보수업체

응급복구
행업체

수돗물 서비스 센타

② 탐사신청

① 누수통보

④ 누수탐사
및 응급복구

⑤ 보수신청
(근본적 보수필요시)

⑥ 보수실ㅺㅣ
(비용은 주민부담)

④ 누수탐사
및 응급복구

③ 신청내용통보
(응급복구반이 없는 경우)③ 신청내용통보



■공업용수등으로활용(일본)

- 京 처리장은 1일 64,000톤의 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이용합니다.

- 나카하마 처리장은 1일 3,500톤의 처리수를 공원 호수의 유지용수로 활용합니다.

- 처리장은 1일 4,300톤의 처리수를 청소차량 등 청소장비 및 쓰레기 처리공정의

세정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빗물지하철용출수의이용을촉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강우가 여름에 집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량 유실되어 빗물 이용에 한 관

심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하철 역사에서 용출되는 지하수의 부분이 그 로 하수도로

배출되고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하철 역사에서 1일 12만톤 규모로 용출되고 있습니다. 고도의 처

리과정 없이 값싸게 양질의 물을 확보할 수 있는 빗물과 지하철 용출수를 생활용

수, 청소용수 등으로 재이용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빗물이용시설설치확 를위한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개최도시 중 인천, 전, 전주 서귀포의 월드컵 경기장에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화장실 세정수, 청소용수 조경수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학교

등을 상으로 시범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운동장에 빗

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수도요금 감면과 설치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도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지하철용출수의재이용을추진하겠습니다.

지하철 용출수의 재이용을 위하여 전용관로를 설치하여 역사의 청소용수, 화장실

세정수 및 역사 주변의 소하천 유지용수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외국의 빗물 이용 사례

■빗물단독재이용사례(일본상지 학중앙도서관)

옥상에서 집수된 빗물을 지하 3층의 저유조(용량 235㎡)에 모았다가 지하층 및 지상

1, 2층의 화장실 세정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천유지용수및공원용수로이용(일본타마뉴타운)

- 단지내에 무수성 포장, 침투 트렌지 및 쇄석저유조를 설치하여 빗물을 저류하 다가

- 실개천의 유지용수로 이용하고 있고, 또한 빗물로 단지 내 공원에 습지 조성 등 친

환경적인 공간 조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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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기술개발을촉진해나가겠습니다.

�값싼 수도요금 등 물 절약에 한 유인책이 없어 절수기술 개발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계

량기정도검사강화, 중수도종류별수질기준설정, 절수기기및중수도시셜설치의무화

등에따른절수수요를확 하여기술개발을촉진하겠습니다.

�계량기의정도검사시허용오차한계를강화하여정 한계량기가개발보급되도록하겠

습니다.

가정용 13mm관 계량기의 이용오차를 ±5%에서 ±3%로 강화하여 불감수량을 최

소화하겠습니다.

�중수도시설에 한시설기준을설정하겠습니다.

표준설계지침, 원수 수질을 고려한 처리공법, 배관시스템, 관리기준, 슬러지 처리

방안 등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빗물이용기술을개발보급하겠습니다.

빗물 분리 및 접수방법, 수질과 수량을 감안한 이용 방법 및 이용 용도 등에 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빗물재이용처리시스템

정수장
빌딩
주택

빗물저류시설

재이용

정수장
빌딩
주택

빗물저류시설

중수처리시설

재이용

�단독재이용시스템

�생활용수+빗물병용재이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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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물 다량 사용제품을 절수형으로 개발 유도하는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여 보

급하도록하겠습니다.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절수형 제품에 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마크

등을 부여하도록 하 습니다.

�물절약교육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하겠습니다.

�물 절약 홍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 생활습관이

개선되도록 하고 특히 물절약 실천의식이 평생 몸에 배도록

초등학교부터물절약교육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물절약교육프로그램의개발보급등학교교육이활성화되도록하겠습니다.

초∙중∙고 교과서 등에 물 부족 현상 및 요인, 물 절약 실천방법 및 물 부족 극복

방안에 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 Water Tour’등현장체험위주의사회교육을실시해나가겠습니다.

지역별 Water Tour 코스를 개발하여 시민단체, 교사, 학생 등을 상으로 투어를

실시하는 등, 전 국민을 상으로 현장 체험 위주의 방문 초청 교육을 실시하겠습

니다.

또한 민간단체, 종교단체 등에게 각종 교육, 홍보 자료 및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하여 시민 교육에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광고매체를통하여지속적체계적으로총보를추진하겠습니다.

�민간의물절약노력에 한지원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물절약은국민의생활습관개선과직결된문제이기때문에정부의정책추진만으로는한

계가있습니다.

�환경단체종교단체전문기관등이추진하고있는물절약운동을적극지원하겠습니다.

※상세정보는http://www.ilovewater.or.kr 참조

<제공: 한국상하수도협회> 

http://www.ilovewa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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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의 주요하천 수질이 2001년 이후 하류지역을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 환경부가 발표한“2003년도 4 강 주요 상수원 지역의 수질현황 자료”에 의하면,

노량진, 물금, 부여, 나주 등 하류지역의 수질이 Ⅲ급수에서 Ⅱ급수로 개선된 것으

로 나타났다. 또 상 적으로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상류지역(팔당, 충주, 

청 등)은 예년의 Ⅰ, Ⅱ급수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4 강의 주요 상수원 수질이 골

고루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환경부는 이러한 결과가 '99년부터 시행된 4 강 물관리 책의 꾸준한 시행의 결

과로 보고 있다. 또한 상류 수계의 댐 방류량 증가도 수질개선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보고 하천 유지용수의 적정 관리가 수질개선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4 강 수계의 지난 3년간 수질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기준으로 한강수계의 경우 상류는 예년과 거의 같은

수준(의암 1.2㎎/L, 충주 0.9㎎/L, 팔당1.3㎎/L)인 반면, 하류(노량진 2.8㎎/L, 가

양 2.8㎎/L)는 Ⅲ급수에서 Ⅱ급수로 개선되었다.

4 강주요지점의수질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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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류에 위치한 의암 및 충주의 수질이 다소 떨어진 것은 태풍 매미 등 폭우성 강

우로 댐 수문의 방류 빈도가 잦아짐에 따라 수체교란이 일어나 부유입자상 유기

물질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낙동강수계는 전지점(안동, 고령, 남지, 물금, 구포)에 걸쳐 수질 개선이 두드러지

게 나타나 0.9~2.1㎎/L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낙동강 중류의 고령지점은 2001년에 비해 크게 개선(4.2㎎/L('01)→3.6㎎

/L('02)→2.1㎎/L('03))되었으며, 하류 최 상수원인 물금 또한 수질이 개선

(3.0㎎/L('01)→2.6㎎/L('02)→2.1㎎/L('03))된 것으로 나타났다. 

� 금강수계에서 상류지점은 예년과 유사한 수준(옥천 1.0㎎/L, 청댐 1.1㎎/L)이

며, 중하류지점(청원, 공주, 부여)은 2년전에 비하여 오염도가 1.6~0.9㎎/L 감소

되었다.

� 산강 수계의 수질은 중하류를 중심으로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1년과

비교하여 우치는 0.8㎎/L(2.8㎎/L('01)→2.4㎎/L('02)→2.0㎎/L('03)), 광주는

1.3㎎/L(4.3㎎/L('01)→3.9㎎/L('02)→3.0㎎/L('03)), 나주는 1.4㎎/L(6.2㎎

/L('01)→5.6㎎/L('02)→4.8㎎/L('03))이 감소하 다.

� 반면, 작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강수량이 최근 5년 동기 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작년

동기간(79㎜)과 비교하면 43%(33㎜) 수준에 그치면서 하천의 수질이 악화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갈수기 하천 유지 및 정화를 위한 수량확보를 위

해 한국수자원공사에 댐방류량를 조절토록 협조 요청하는 한편, 지자체 등과 합동으

로 폐수배출업소에 한 단속을 추진하여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

혔다.

붙임: 1. 4 강주요지점연도별수질현황1부.

2. 수계별강수량및댐방류량현황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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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붙임2>

�수계별강수량

4 강주요지점연도별수질현황

수 계 지점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의암 1.5 1.5 1.6 1.3 1.3 1.0 1.0 1.0 1.2

충주 1.0 0.9 0.8 0.8 0.8 0.9 0.8 0.8 0.9

한 강 팔당 1.3 1.4 1.5 1.5 1.5 1.4 1.3 1.4 1.3

노량진 3.8 3.9 4.1 3.6 3.3 2.7 3.4 3.3 2.8

가양 4.4 5.0 5.5 4.6 3.9 3.0 3.5 3.4 2.8

안동 1.2 0.9 1.1 0.9 0.9 1.0 1.1 1.0 0.9

고령 7.3 5.8 5.1 3.1 3.1 4.3 4.2 3.6 2.1

낙동강 남지 5.7 5.2 4.7 3.2 2.8 2.9 3.3 3.0 1.8

물금 5.1 4.8 4.2 3.0 2.8 2.7 3.0 2.6 2.1

구포 4.7 4.4 3.8 3.2 3.1 2.9 3.2 2.5 2.2

옥천 1.3 1.2 1.1 0.9 1.0 1.1 1.1 1.2 1.0

청 1.2 1.5 1.2 1.0 1.0 1.0 1.0 1.0 1.1

금 강 청원 4.7 3.8 3.6 2.3 2.6 2.5 3.0 2.9 2.1

공주 4.8 3.8 3.7 2.5 2.6 2.6 3.4 3.2 2.1

부여 4.3 3.7 3.4 2.4 2.6 2.7 3.7 3.3 2.1

담양 1.5 1.4 1.6 1.6 1.7 1.4 0.8 0.8 1.0

우치 2.3 2.1 2.5 2.3 2.7 3.1 2.8 2.4 2.0

산강
광주 3.6 3.8 4.5 3.8 4.1 4.6 4.3 3.9 3.0

나주 7.0 5.6 7.2 5.9 6.8 6.5 6.2 5.6 4.8

무안 2.6 2.6 2.3 2.0 2.1 1.7 1.9 1.9 1.9

주암 - - - 0.8 0.9 0.8 0.7 0.9 1.2

(BOD, ㎎/L)

수계별강수량및댐방류량현황

수계 2003. 7~9월
10~12월 연 간

2003년 2002년 2003년 2002년

한 강 377.5 38.2 41.4 1,844.3 1,327.9

낙동강 354.3 28.0 32.1 1,851.7 1,482.3

금 강 350.5 27.9 47.3 1,748.7 1,442.6

산강 363.4 35.9 43.9 1,904.0 1,654.8

(단위: mm/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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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방류량

� 한강수계

댐명 2003. 7~9월
10~12월 연평균

2003년 2002년 2003년 2002년

팔당댐 5332.7 855.8 466.0 2,030.3 1,207.3

소양댐 376.2 310.3 173.1 269.3 159.2

충주댐 1351.3 316.4 208.4 648.9 481.0

(단위: mm/월)

� 낙동강수계

댐명 2003. 7~9월
10~12월 연평균

2003년 2002년 2003년 2002년

안동댐 228.8 131.8 103.9 154.2 112.4

임하댐 294.5 63.7 29.5 142.1 97.4

합천댐 200.6 62.3 57.6 107.3 72.1

남강댐 908.4 49.2 71.7 333.2 295.4

(단위: 백만톤/월)

� 산강수계

댐명 2003. 7~9월
10~12월 연평균

2003년 2002년 2003년 2002년

담양댐 103.7 102.2 102.6 85.4 137.0

광주댐 47.7 47.2 37.5 41.6 13.4

장성댐 42.4 42.0 42.0 65.2 319.5

나주댐 25.6 23.6 51.1 33.1 89.0

(단위: 만톤/월)

� 금강수계

댐명 2003. 7~9월
10~12월 연평균

2003년 2002년 2003년 2002년

청댐 1,132.6 138.9 71.6 404.7 161.4

(단위: 백만톤/월)

�하천유출량

지점 2003. 7~9월
10~12월 연평균

2003년 2002년 2003년 2002년

한 강(노량진) 52.7 7.97 6.0 19.5 14.0

낙동강(진 동) 49.2 3.87 3.47 18.3 12.7

금 강(공 주) 10.7 1.43 1.33 4.2 2.23

산강(나 주) 3.87 0.31 0.08 1.5 0.78

섬진강(송 정) 8.93 0.76 0.96 3.2 2.69

(단위: 억톤/월)

※예년평균은해당수계주요댐건설이후기간의값을평균(자료: 건교부물공급전망)

※상세정보는http://www.me.go.kr 참조

<제공: 환경부수질정책과> 

http://www.m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