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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기술 도입 이전기

상수도 기술 도입기 (1900�1944)

광복과 전후 복구기 (1945�1960)

상수도 시설 확장기 (1961�1979)

수돗물 공급 안정기 (1980�1988) 

수돗물 고품질화기 (1989�2007)

2008년,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아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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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본원이자 인류 문명의 토 이다. 고 사회에서는 물 공급이 충분히 될 때

에는 번 하 으나, 반 로 물 관리가 부족한 경우에는 국민 건강과 복지의 쇠퇴를 가져왔고, 극단적인 경우 전 문

명의 몰락까지 초래하 다.

인류의 선사시 조상들은 동굴안이나 샘, 호수 같은 식수의 원천에서 가까운 곳에 살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면서 인구가 증가하자, 선사시 의 공동체가 중앙아프리카의 호수 근처나 중동, 중국 북부, 인도의 강들을 따라 형

성되는 경향을 보 다.

일부 지역에서는 일정치 않은 강수량에 응해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할 수 있는 좀 더 습한 지역으로 재이동해

야만 하 다. 동부아프리카의 초기 소말리아인들은 물과 가축을 먹이기 위해 초원을 끊임없이 찾으며 유목 생활을

하 다. 이들은 가능하면 직접 지하수가 있는 지역에 우물을 팠는데, 유목민 상과 그 가축들에게 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들의 사막 경로를 따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우물을 팠다. 사막의 지하수 우물은 확실한 식수의 원천

을 제공하 고, 후에는 작은 사막 공동체 발달의 토 가 되었다. 더 나아가 큰 도시들은 아프리카 사막의 지하수

원천지에서 발달하 다.

인공적으로 물을 구한 최초의 시설은 우물이라 할 수 있다. 가장 오래된 우물은 이집트 누비아에서 발견된 것으

로 기원전 2000년 전에 축조된 장방형의 우물이다. 또 카이로의 죠셉우물은 암반 가운데 깊이가 약 90m로 파여

져 있다. 90m의 지표에서 50m의 깊이까지는 단면이 5.5m 7.7m, 아래로 40m의 깊이는 2.7m 4.6m의 크기로

상하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또 우물 벽에 설치된 나선로가 바닥까지 이르도록 설계되었다. 고 의 우물 중

가장 깊은 것은 중국인이 축조한 것으로 깊이가 500m에 달하는데 오늘날과 같은 방법으로 파여졌다. 

이와 함께 횡우물과 수로를 겸한 카나트라고 하는 일종의 하수도가 기원전 1240년경 아시리아에서 출현했다.

ㅣ인류의 상수도 발전사

서울상수도 백년사76



이것은 지하 수맥에서 자연 유하로 지하수를 얻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주로 중동의 건조 지 에서 독자적으로 발

달하 다. 현재 이란, 시리아, 북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한편 양수 장치도 등장하 는데 가장 오래된 장치는 기원전 3000년경 바빌로니아에 있었던 방아 두레박으로 이

를 그린 그림이 발견되었다. 활차를 이용한 두레박은 기원전 1500년 이전부터 만들어졌으며, 이 장치는 오늘날에

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방아 두레박이나 활차 두레박은 간헐적 양수 장치인데, 연속적 양수 장치로 기원전 200

년경 페르시아 수차가 발견되었으며 동력원으로 노새나 낙타를 이용했다. 죠셉우물에서도 노새를 이용해 수차를

운전하 다고 한다. 

이후 점차 인구의 집중과 도시화가 이루어지자 물 수요가 증 되어 수도의 필요성이 두되었다. 수도는 오늘날

일상생활과 산업 활동에 필수적인 기본 시설로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주요 도시계획 시설이며 국가 기간산업 발

전을 위한 핵심 사회간접자본 시설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는 기원전 312년에 만들어진 고 로마의 아피아거리에 설치됐던 것으로, 로마시 주

변의 샘물과 호수의 물을 관을 통해 끌어와 공동 목욕탕이나 분수 에 공급했다고 한다. 18km의 수로(Appia)를

건설해 만들어진 이 수도는 공공건물과 허가된 특권층에 한해 급수되었는데 시설의 일부가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다. 로마시 의 수도 시설은 그 기술의 우수성이나 규모의 웅 함이 지금도 경탄할 만하다.

로마에는 14개의 수로가 있었고, 로마 시민들을 위해 하루에 15억㎥의 물을 공급하 다. 고 로마인들은 도시

내에 광범위한 배수 체계를 발달시켰다. 표면수와 지하수는 도시 근처의 좀 더 높은 고도에 위치한 저수지 안(지하

저장소들은 점토를 안에 쭉 둘러 었고 석회암층을 판 것임)에 저장되었다. 지하 저장소의 물은 파이프로 연결된

배선 조직을 통해 중력을 이용하여 공공장소에 설치된 분수 와 목욕탕 및 소수의 시민들에게 배급되었다. 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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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파이프는 납이나 구운 점토로 만들어졌다. 이 배수 체계로부터 낭비되는 물은 거리 밑에 파묻힌 하수도를 통해

강으로 돌려보내졌다. 수로와 다른 배수 체계의 준설은 로마시의 규모와 인구를 증가시키고, 가정으로 매일 물을

길어 공급해야 하는 여성들의 시간을 절약하게 해주었다.

수로 파이프와 수로 및 배수 시설들은 문명 성숙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소비된 물이 가정이나 거리와 도랑에서

제거되었으므로 그 처리에 한 염려도 필요 없었다. 하천은 한 지역의 인구 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사용한 물

에 하여 자연 정화가 가능하다. 로마인들은 호수와 습지의 배수를 위해 운하를 건설하 다. 로마제국은 프랑

스∙이태리∙네덜란드∙ 국 등지에도 광범위한 배수 체계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물 공급 시스템은 로마제국의 몰락과 함께 쇠퇴하 다. 이후 1527년 독일의 하노버에서 처음

으로 펌프가 사용되었으며, 1536년에 국에서 템스강과 근처 샘의 물을 도시 시민들에게 배수하기 위하여 파이

프라인 조직망이 증설되었다.

그리고 런던에서는 1619년 오늘날과 같은 수도 운

체계를 시도하 다. 사기업인 뉴 리버(New

River)사는 비록 제한 급수이기는 했으나 최초로 파

이프라인 연결망을 통해 런던 전체에 물을 배급하

다. 1873년에 이르러서야 부분적인 연속 급수가 시작

되었으며, 1800년 말에는 국 부분의 마을과 도

시에서 지방자치에 따라 배수 조직망이 곳곳에 깔리

게 되었다. 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 배수 조직망고 로마의 수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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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민 화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개인 회사의 발전을 위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식을 팔기도 하 다. 또한

짐마차가 각 가정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집집마다 방문하 다.

근 식 수도의 보급은 수돗물 생산법이 개발되면서 더욱 급진전되었다. 1804년 국의 파슬리(Paisley)에 의해

완속사 여과법(Slow Sand Filter)이 첫 선을 보인 후 1884년 미국의 하얏트(A. Hyatt)가 황산철을 사용하는 응집

법인 급속사 여과법을 개발하 다. 이 미국식 여과법은 1884년 미국 뉴저지 주 서머 에서 처음 채택되어 현재 세

계 각국에서 널리 이용 중이다.

수도 시설이 보급되지 않았을 때에는 개천이나 우물물을 길어다 마셨기 때문에 수인성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여

평균 수명이 매우 짧았다. 지금부터 약 160여년 전인 1841년 국의 리버풀 맨체스터 시민의 평균 수명은 26세에

지나지 않았다. 그 당시 국에서도 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개울물을 사용하던 시 다. 시민들은 거의 해마다 수

인성 전염병인 콜레라가 번져 공포에 떨었다. 이런 현상은 세계적인 것이었다. 상수도의 보급으로 인류의 평균 수

명이 증가했다는 구체적인 보고는 없다. 하지만 국의‘더 타임즈(The Times)’의 보도에 의하면 20세기 들어 인

간의 수명이 약 35년 가량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30년은 깨끗한 상수도의 보급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의 권위있는 의학전문지인‘브리티시 메디컬 저널(BMJ)’역시 2007년 1월 19일 기사를 통해 지난 160년

간의 의학적 성과로‘깨끗한 물과 하수도의 보급’을 1위로 꼽기도 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수돗물을 마시기 시작한 것은 1886년 부산 보수천의 물을 나무 관을 통해 끌어들여 사용

한 것이 그 효시이다. 1908년 서울의 뚝도정수장이 준공된 후 서울 시민에게 수돗물이 공급되기 시작하 고 그 후

인천∙평양∙부산∙ 구 등 각 도시에도 점차 수도 시설이 보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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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이한반도에정착한이래서울은역사의중심축으로발전해왔다. 한강

유역의 비옥한 토지와 편리한 수운 교통은 선사시 이래 문화의 집산지이

자전파지로자리매김하게되었다.

특히 서울은 조선시 에 들어 현재의 위치가 수도로 정해지면서 역사의 흐름과 함께 민족

의 애환을 같이 하며 한반도의 발전을 주도해 왔다. 오늘날 서울이 인구 1,000만명을 품는

거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한강이 없이는 불가능하 다. 현재 서울은 한강의 풍부

한수자원을이용해상수도와공업용수등하루에소비하는물이최 550여만㎥가된다. 여

기에 지하수와 농업용수를 포함하면 1,300만㎥ 내외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풍부한 수량

은거 도시가갖추어야할최우선조건이라할수있으며, 서울은충분한용수공급면에서

그어느도시보다경쟁력을갖춘메트로폴리스로서의적지로꼽히고있다.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은 북

한산, 인왕산 등 빼어난 기세의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한강이

동서로 흘러 풍수지리적으로

보면 배산임수(背山�水)의 길

지이다. 조선의 건국과 더불어

도읍으로 정해진 이후 600년

고도(古都)의 위용을 지켜 온

서울은 인구의 꾸준한 증가와

시세의 확장으로 현재 세계적

인 복합도시로서의 면모를 지

니고 있으며 한강의 존재는 지

금의 서울을 있게 한 든든한

밑거름이었다.

서울상수도 백년사82

1장

서울의입지환경

1절 지형적 특성

오늘날 서울은 한강이 시가지의 중심을 흐르면서 내사산, 외사산 등 이중의 산군(山群)에 둘

러싸인 분지 도시의 형태를 띠고 있다. 내사산으로는 북쪽에 백악산(북악산 342m), 동쪽에 낙

타산(낙산 125m), 남쪽에 목멱산(남산 265m), 서쪽에 인왕산(338m)이 있고, 외사산으로는 북

쪽에 경기도 고양군과 경계를 이루는 삼각산(북한산 836m), 동쪽에 경기도 남양주시와 경계를

이루는 용마산(348m), 남쪽에 경기도 과천시∙안양시와 경계를 이루는 관악산(629m), 서쪽에

경기도 고양시의 덕양산(125m) 등이 에워싸고 있다. 이 산들 사이로 수많은 산맥과 구릉이 손

가락처럼 시가지를 향해 뻗어 있고, 여기에 한강이 동서를 가로지르며 흘러 풍수지리상 배산임

수(背山�水)의 길지로 손꼽힌다. 

현재 서울은 우리나라 수도이자 제 1의 도시로 남한 인구의 24% 정도가 집적된 곳이다.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살다 보니 토지 자원이 귀할 수밖에 없어 무주택 저소득층 시민은 땅

값이 싼 변두리 고지 를 찾아 정착하는 것이 서울의 시가지 형성 패턴이었다. 

1905년경의 서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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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고지 의 주거 입지는 수도 공급 측면에서 큰 난제가 아닐 수 없었다. 상수도는 수

압을 이용해 물을 공급하는 시설이다. 배수지까지 펌프로 송수하고 이곳에서부터는 모두 자연

유하로 급수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실제 상황이 그렇지 못하여 소가압장

을 많이 만들어 운 함으로써 그만큼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고 있다.

2절 인구와 행정 관할 구역의 변천

1. 서울의 인구 증가 추이

서울은 현재 인구 1,000만명이 넘는 거 도시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짧은 기

간에 급성장한 도시이다.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로 정해진 이후 인구의 집적 과정을 시기적으로 분류할 때, 조선왕조

가 개국하고 1394년 도읍으로 정한 이래 그 말기인 1910년까지 인구 성장이 정체된 시기라 할

수 있다. 한성부의 본격적인 호구 조사는 세종 5년(1423)부터 시작되었으며, 세종 10년(1428)

한성부의 인구는 10만 9,372명으로 조사되었다. 이후 선조 26년(1593) 임진왜란 발발 다음해

한양 수복 후 서울의 인구는 3만 8,931명으로 세종 때에 비하여 1/3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특

히 남자는 1만 4,062명인데 비해 여자는 배에 가까운 2만 4,869명에 달해 부분 전쟁 후유증

으로 부녀자∙노약자만이 서울 또는 근방에 남아 있었음을 보여준다. 인조 14~15년에 병자호

란을 치른 후 서울의 인구는 다시 크게 감소되어 인조 26년(1648)의 경우 9만 5,569명이었다.

이후 숙종 43년(1717)에는 23만 8,119명으로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은 이후,  융희 3년(1909)에

23만 3,094명으로 200여 년 동안 20만명 정도의 규모를 계속 유지하 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도 1935년까지 25년간은 28만에서 40만으로 연평균 4,800명 정도의

완만한 증가세 고, 1936년 행정구역을 확장하면서 67만여명으로 갑작스런 증가세를 보 으

며 100만을 넘어선 것은 1942년이었다.

그러나 이후 1943년 2차 전이 발발,

1944년에는 일시적으로 90만명 정도로 줄

어들었으나 1945년 종전과 더불어 상승하기

시작하 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이 발

발, 다시 1951년에는 60만명 정도까지 감소

하 으나 1953년 휴전과 더불어 다시 100만

명 를 회복, 점차적인 증가세로 전환하여

1959년에는 200만명 선을 돌파하 다.

정작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 것은 1960
인구 1,000만명이 넘는 거 도시로 급성장한 서울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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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후 1988년까지 28년간이었다. 1960년의 인구는 244만 5,000명이고 1988년의 인구는

1,028만 6,000명으로 연평균 증가인구가 28만명이라고 생각할 때 해마다 지방의 중 도시 규모

의 신시가지를 신설해야하는 행정수도 다고 말할 수 있다. 또 인구 100만에서 1,000만으로의

증가 기간도 도쿄가 1884년(102만명)에서 1960년(1,086만 9,000명)까지 76년 소요되었던 데

비해, 서울은 1942년(111만 4,000명)에서 1988년(1028만 6,000명)까지 46년이 소요되었을 뿐

이다. 2007년말 현재 서울시 인구는 1,042만 1,782명으로 2006년말 1,035만 6,202명 비 6

만 5,580명(0.63%)이 증가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 서울의 행정 관할 구역 변천

서울은 1394년 조선왕조가 도읍을 정한 이래 600년 동안 수많은 외침과 정변을 치르면서도

수도로서의 굳건한 위치를 지켜왔다. 시 변천에 따라 한성부, 경성부, 서울시, 서울특별시 등

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국력의 신장과 함께 수도로서의 관할 구역도 크게 증가하 다. 

① 한성부(1394�1910년) 

한양으로 천도(1394)한 후부터 1910년까지 516년 간 한성부 관할구역은 체로 도성을 중심

으로 약 18km의 도성 안과 도성 밖 10리(城底十里)까지 다(市域: 250.6㎢). 그러나 부분의

한성부민이 도성 내에 거주하고 있어 한성부의 실질적인 관할 구역은 4 문 안이었다.

② 경성부(1910�1945년)

경술국치(1910) 당시 서울 시계는 조선 초기와 마찬가지로 북으로는 삼각산, 남으로는 한강,

동으로는 중랑천, 서로는 홍제천까지로 면적은 250.6㎢ 다. 1914년에 경기도 소속으로 격하

되면서 기존 주변의 넓은 땅이 고양군으로 편입되어 시의 면적이 33㎢로 크게 줄었으나 1936

년‘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라 132㎢로 확장되었다. 

③ 광복 이후

36년 간의 일제 강점에서 벗어나자 서울은 경기도의 도청 소재지에 불과하 던 위상이 격상

되어 한 나라의 수도로서의 지위를 되찾았다.

미군정은 1946년 9월 28일에 경성부를 서울특

별시로 개칭하는 조치를 취하고 제1조에서‘서

울시를 경기도 관할로부터 분리한다’는 규정을

두어 경기도로부터 분리하 다.

광복이 된 수도 서울에는 갑자기 많은 인구가

모여들었다. 해외 동포의 귀국, 북한으로부터의한성부 고지도(19세기초 제작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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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월남, 국내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서울의 인구는 1944~1945년 태평양전쟁으로 일

시 90만명 선으로 줄어들었던 것이 1947년에는 146만명, 1948년에는 170만명으로 늘어났다. 

마침내 정부는 1949년 8월 13일 통령령 제159호‘시∙도의 관할구역 및 구∙군의 명칭, 위

치, 관할구역 변경의 건’을 공포 시행하 다. 이로써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의 9개리, 뚝도면의

15개리, 은평면의 16개리, 시흥군 동면 일부 중 3개리 등 45개리가 서울특별시로 편입되어 관

할면적은 288.35㎢로 확장되었다.

광복 후 두 번째의 관할구역 확장은 1963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 이는 한국전쟁을 겪고

환도하여 폐허가 된 서울을 복구하면서 인구가 나날이 늘어 1962년에 인구 300만을 육박하며

수도로서의 기능이 하루가 다르게 팽창함에 따라 취해진 조치 다. 남양주시 구리면, 노해면과

주로 한강의 남부 지역인 광주군 구천면∙언주면∙중 면∙ 왕면, 김포군 양동면∙양서면,

부천군 오정면∙소사읍, 시흥군 동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시에 편입하 다. 이로써 서

울의 관할구역은 현재의 관할구역 중 은평구 갈현동 이북의 구파발동∙진관내∙외동을 제외한

거의 전역으로 확장되어 면적이 종전의 288.35㎢보다 훨씬 많은 324.69㎢가 더해져 613.04㎢

로 확장되었다.

광복 후 세 번째의 행정구역 확장은 1973년 7월 1일자 법률 제2506호(1973년 3월 12일 공포)

에 의해 시행되었다. 은평구 갈현동 이북의 구파발동과 진관내∙외동을 서울특별시로 편입한

데 이어 등포구 개봉동 일부가 경기도 시흥군 서면에 편입되고 시흥군 서면 광명리 일부가

등포구에편입되었다. 이로써서울의관할구역은605.3㎢로확장되어오늘에이르게되었다.

3절 한강의 수자원 가치

서울시의 경우 상수도 수원 형태는 100% 하천 표류수이다. 용수 공급 현황을 권역별로 보면

한강은 연간 108억 8,900만㎥로 남한 내에서 가장 비중이 크다. 그러나 2001년 기준으로 생활

용수는 36억 6,300만㎥, 공업용수는 11

억 5,700만㎥, 농업용수는 32억 5,500

만㎥, 유지용수는 40억 2,100만㎥ 등 총

용수 수요가 120억 9,600만㎥로 부족분

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교

통부가 세운‘2006 수자원장기종합계

획’에 의하면 한강 유역의 용수 수요는

2006년 123억 2,000만㎥, 2011년 126

억 5,000만㎥, 2016년 128억㎥, 2020년 서울의 젖줄 한강. 서울상수도 원수의 전량을 한강에서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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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억 2,000만㎥에 이른다. 반면 용수 공급은 2006년 122억 7,000만㎥, 2011년 126억 1,000

만㎥, 2016년 126억 2,000만㎥, 2020년 125억 7,000만㎥에 이를 전망이다. 따라서 부족량을

연도별로 볼 때 2006년 5,000만㎥, 2011년 4,000만㎥, 2016년 1억 8,000만㎥, 2020년 1억

5,000만㎥에 달해 그 해결책이 요망되고 있다.

시도별 상수도 보급 현황을 보면 전국의 상수도 보급률 88.7% 중 서울특별시는 99.9%를 차

지해 가장 높은 편이다. 2007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서울특별시는 총 인구 1,042만 1,782명,

급수 인구 1,042만 1,718명으로 보급률이 99.9%에 달한다. 시설용량은 510만㎥/일, 급수량은

334만 377㎥/일, 1일 1인당 급수량은 315ℓ이다. 연간 상수도 생산량은 12억 1,926만 6,444㎥,

유수수량은 11억 1,410만 6,227㎥로서 그동안의 꾸준한 노력으로 수돗물 유수수량이 많이 증

가하 다.

한편 수도요금의 경우 광역상수도 및 댐 용수 공급은 이를 공급하는 데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한다. 수돗물 생산 원가와 요금을 보면 2007년도 기준 서울의 생산원

가는 1㎥당 554.2원, 요금은 1㎥당 517.5원으로 생산원가(93.4%)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업종

별 수도요금 현황은 1㎥당 가정용이 357.9원, 업무용이 656.4원, 업용이 987.9원, 중목욕

탕용이 370.2원, 공업용이 41.9원, 기타 414.7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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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최초로 근 식 상

수도가 도입된 1908년 이전에

는 주로 우물과 계곡 및 하천

의 물을 음용수로 사용했다. 통

일신라시 에 토기를 이용한

상수도시설이 발견되는 등 상

수도시설의 맹아(萌芽)의 기류

도 있었지만 수자원이 풍부했

던 우리나라의 취수 수단은 우

물과 하천이었다. 한편, 1800

년 전후로 각 수요가에 물을

배달해주고 물 값을 받았던 물

장수가 등장하기도 했다.

2장

근 수도이전의음용수

1절 전근 사회의 급수 제도

상수도는 공중 위생 향상과 생활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계통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설비를 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개항기 이후부터 상수도의 본격적인 도입이 이루어졌으며, 전근 사회

에서는 주로 우물과 계곡 및 하천의 물을 저수하여 이용해 왔다. 

우물의 사용은 인구 증가와 접한 관계가 있다. 선사시 에는 하천이나 지하수에서 물을 공

급해 왔으나, 고 국가가 성립되면서 인구가 집중되자 가뭄 등에 비해 우물을 파서 물의 공

급을 충당하 다. 특히 1974년 경북 경주시 구황동의 안압지 발굴 과정에서 토기관과 배수로

및 배수암거가 발굴된 사실을 통해 7�10세기경 통일신라시 에 토기를 이용하여 상수도관을

매설하여 물을 공급하 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리고 한반도는 유럽과 달리 계절풍(Monsoon) 기후 이므로 6�8월 3개월간 1년 강수량의

60%가 내려 홍수가 연례행사처럼 발생하 다. 이로 인해 하천에 물이 흐르고 지하수가 고여

생활용수를 쉽게 얻을 수 있었기에 서울의 경우 중동이나 유럽 각국의 도시처럼 급수를 위해

수도가 일찍 발달하지 못한 원인이었다.

조선 초 세종 때 10만여명이었던 서울 인

구는 300여년이 지난 숙종 때 이르러 당

시로서는 세계적인 도시의 인구로 볼

수 있는 23만여명이 되었지만 공공 수도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우물물이나 하천

수로 음용수를 공급하 다. 오늘날처럼

량의 물을 저수하고 관리하지 못했던

까닭에 음용수 등 생활용수가 부족하여

원거리에서 물을 길어다 먹는 서민들의 한우물 (관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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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이 심하 을 것으로 보여진다.

조선 초기 태종 5년(1405)에는 개경에서 한양으로 재천도한 이후 거의 매년 4∙5월이면 가뭄

이 들어 식수가 부족하 다. 이에 왕명으로 다섯 가구마다 하나씩 공동 우물을 파서 식수로 충

당하도록 조치를 취하 다.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양반 가정에서는 이러한 공동 우물 외

에 집안에 따로 우물을 가지고 있었다. 

또 성을 축조하는 과정에서도 성내 우물의 수를 미리 파악하여 부족한 경우 우물을 더 파거

나 계곡을 막아 물을 저장하 으며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물을 공급하 다. 그 한 예로 조

선 후기 숙종 29년(1703) 북한산성의 축조 논의 시 하천 주위의 빈터에 저수지를 파고 물을

는 한편, 여러 개의 우물을 깊이 파서 수원을 확보한 연후에 산성을 쌓아 성안에 총 99개소의

우물과 26개소의 저수지를 확보하 다. 이처럼 전근 사회의 물 공급은 우물의 축조와 저수지

의 건설 및 자연적인 약수 등에 의존하여 이루어졌다.

2절 궁중에서의 음용수

삼국시 부터 조선시 까지 궁중에서는 풍부한 지하수를 이용해 각처에 우물을 파서 음용수

를 취수한 것으로 보인다. 1993년 백제 수도 부여의 궁궐 터로 알려진 구아리 백제 유적지를 발

굴 조사한 결과, 부소산 남서쪽에 폭 2�3m의 수로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 수로에서는 6

세기 경에 조성된 두 개의 우물이 나타났다. 이 쌍둥이 우물은 남북으로 360m 거리를 두고 조

성되었으며, 모두 수로 바닥면인 풍화 암반층을 보다 깊게 파낸 후 기초를 닦고 석축을 쌓아 만

들어졌다. 쌍둥이 우물의 북쪽 우물은 석벽으로 만들어진 것에 비해 남쪽 우물은 아래쪽은 석

축, 위쪽은 폭 6cm의 판목이 4단으로 짜올려져 조

성되었다. 이 우물은 각각 상면에 목재 홈통을 서로

연결하여 물매(경사)를 둠으로써 북쪽 우물 수위가

일정한 높이까지 차 오르면 나무 홈통으로 남쪽 우

물로 물이 흐르도록 시공되었다. 즉 남쪽 우물은 정

화수 기능을 갖춘 것으로 상수도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조선시 의 궁궐인 경복궁∙창덕궁∙창경

궁∙경희궁 등지는 명당수인 계류(溪流)가 흐르도록

설계되었다. 궁내의 천류(川流)에는 모두 장 석으

로 쌓은 어구를 조성해 놓았다. 창경궁 내 어구의 총

길이는 493m이며 가장 넓은 폭이 2.5m, 가장 좁은경북궁 내 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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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이 1.6m, 가장 높은 곳이 5단에 1.5m, 가장 낮은 곳이 2단에 0.8m이다.

창경궁의 통명전∙양화당∙경춘전∙환경전∙집복헌 등에는 8개의 샘이 있고, 통명전 등 침

전 주위에서 솟아나는 지하수를 배수하기 위하여 지하에 견고하게 시설된 배수로가 어구까지

연결되었다. 또한 창덕궁의 낙선재 주위와 창경궁 옥천교의 어구 주변에도 샘이 있으며, 창경

궁 춘당지 밑에서도 많은 지하수가 솟아나고 있다. 이중 창덕궁 후원의 어정은 물맛이 좋고 우

물돌의 시설이나 주변 정리 등이 일품이었다.

이와 함께 경희궁 북서쪽 자정전∙태령전이 자리했던 곳에서도 많은 양의 지하수가 솟아올

랐는데, 현재 폭 160m 되는 큰 암벽에 렬천이라는 각자(刻字)가 있는 것으로 보아 우물 자리

임을 보여주고 있다. 1985년에 이 지역을 발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자된 위로 4개의 바위 구

멍이 있었는데 습기가 많은 것으로 보아 수구로 추정된다. 또 이 부근의 배수구 2군데는 이곳에

서 나오는 지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물로 보인다.

아울러 경희궁의 정문인 흥화문 부근에는 용비천이 있었다. 이 우물은 빗물을 가리기 위해

장 석으로 3면을 쌓은 후 높이 192cm, 폭 108cm, 깊이 92cm 크기로 만들어졌으며 상부 양

쪽에는 1구씩의 해태머리 조각이 새겨졌다. 우물 안에는 서쪽에 직사각형의 수구가 개설되어

현재도 물이 나오고 있다. 전면에 24×125cm의 화강암으로 조성된 수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폭 12cm의 홈통으로 물이 흘러 8매의 장 석으로 조립된 145×185cm의 네모난 석조에 모

다가 배수되었다. 

한편 조선 말에 흥선 원군이 거처하 던 운현궁 내에도 2개의 우물이 있었다. 하나는 이로

당 동쪽에 있는 원형의 우물이고 다른 하나는 행각 앞에 있던 것으로 인조 14년(1636)에 만들어

진 우물이다.  

이처럼 조선 말까지 궁궐 내에는 맑고 깨끗한 지하수가 솟아나 식수를 해결하 다. 이렇게 궁

궐 내에 지하수가 풍부한 것은 풍수사상과 관계가 깊다. 깨끗한 지하수가 솟아나지 않는 땅은

혈맥이없는육신과같이죽은땅이라보아궁궐에서계류와샘은생기를주는기능을하 다. 

3절 민간에서의 음용수

1. 우물

우물에는 땅을 파서 물이 고이게 하는 토정과 바위 틈 사이로 솟거나 흐르는 물을 고이게 하

는 석정이 있다. 흔히 솟아서 고이는 물이 높은 곳에 있으면 통나무를 길게 반으로 잘라 홈통을

판 수통을 설치해서 낮은 지역으로 급수하 다.

서울은 사면이 산악으로 계곡물이 흐르고 한강을 끼고 있어서 비교적 많은 사람들에게 식수

를 공급할 수 있는 지형이다. 그러나 계곡물이나 한강물을 길어 먹을 수 없을 경우 우물을 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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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수로 사용하 다. 그런데 가

뭄이 심하면 우물물이 고갈되는 현

상이 일어났다. 우물 중에는 지하

수맥을 바로 뚫어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우물이 있었지만, 부분은

3~4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모

두 고갈되었다. 이럴 경우 먼 거리

에 있는 우물이나 계곡물을 길어와

야 하 다.

서울의 우물은 체로 수질이 좋

았다. 1912년 말 당시 서울의 상수

도 사용 호수는 1만 7,943호(한국

인 1만 13호, 일본인 7,891호, 기타 외국인 39호)로 총 호수에 한 급수율이 31.9% 으며 연간

총 송수량은 306만 4,000㎥, 일 평균 송수량은 8,394.5㎥ 정도 다. 또 당시 서울의 총 호수 5

만 6,058호 중 상수도 사용 호수는 1만 7,943호로서 31.9%, 정호수 사용 호수는 3만 8호로

53.4%, 하천수 사용 호수는 8,107호로 14.4%를 각각 점유하 다.

광복 이전에는 서울 4 문 내에 상수도가 보급되어 우물물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4 문 밖은

1960년 까지도 우물이나 지하수를 식용수로 사용하 다. 우물은 두레박과 도르래를 사용하여

퍼올렸다. 마을에따라서는공동우물을새로만들거나보수∙관리하기위하여우물을사용하는

가구간에우물계를조직한뒤1년을단위로집집마다돌아가면서계의실무 표를맡아보았다.

개항 후에 조선을 찾은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우물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것을 견문기에 써

놓았다. H. B. 헐버트(Hulbert)는 < 한제국 멸망사(The Passing of Korea)〉에서“서울사람

은 이웃에 있는 초라한 우물물을 사용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한국인들은 우물의 바로 옆에서 흙 묻은 옷을 빠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니 그 구정물은

다시 우물로 흘러들어 간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물 옆에서 채소나 그밖의 여러 가지 물건들

을 씻는다. 이리하여 우물은 위생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있으나 우리들은 이와 같은 환경에서

때때로 일어나는 콜레라나 그 밖의 전염병의 원인을 찾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 도시

에 물을 공급한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기술하 다.

이처럼 우물물을 음용수로 쓰는 비중이 컸다. 1933년 당시 조사에 의하면 서울 변두리의 공동

우물은 아현동∙공덕동∙ 흥동∙ 현동∙노고산동∙창천동∙신촌동∙동교동∙녹번동∙청량

리동∙돈암동∙한남동∙서빙고동∙도림동∙구로동∙노량진동∙시흥동등에각각1개씩, 그리고

성수동1가에 4개, 성수동2가에 2개씩 있었다. 그러나 서울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면서

부분의우물이오염되었으며현재는수돗물의보급에따라옛흔적을찾아보기어렵게되었다. 

민간 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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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수

약수는 땅 속에서 솟아나는 광천 중 광물성 물질, 방사성 물질, 가스 상 물질 등 인체에 유익

한 물질이 녹아 있는 물이다. 서울 상수도의 취수원인 한강이 1960년 이후부터 오염되기 시작

하자 지하수나 바위틈에서 흘러나오는 약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바위틈에서 흘러내리

는 약수는 개 칼륨∙칼슘∙라듐∙황산염∙규산∙나트륨∙마그네슘∙철분 등 약간의 광물질

이 함유되어 인체에 유익하고 체내의 유독 물질을 배설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서

울의 많은 약수는 도시 개발로 수맥이 끊기고 주택이 집되면서 점차 오염되어 그 기능을 상

실하게 되었다. 

3. 하천수

상수도 시설이 설치되기 이전 우리나라 도시의 생활용수는 거의 강물에서 취수하 다. 왕궁

이나 사 부 집이나 상류 지배층에서는 일부 우물을 이용했으나 일반 서민층은 도시 주변의 냇

물을 이용하 다. 서울에는 한강이라는 풍부한 수자원이 있어 수천 년 동안 그 어느 곳보다 용

이하게 식수를 해결할 수 있었다.

현재 서울에는 총 35개의 하천이 있다. 모두가 한강의 지천들로 중랑천수계의 하천으로는 도

봉천, 방학천, 당현천, 우이천, 가오천, 화계천, 묵동천, 면목천, 중곡천 등 10개의 하천이 있다.

청계천 수계의 하천으로는 성북천, 전농천, 정릉천, 정릉천수계의 월곡천 등 5개의 하천이 있

다. 그리고 한강의 우안으로 바로 유입되는 지천으로는 불광천, 홍제천, 봉원천, 유천과 불광천

의 지류인 녹번천 등 5개의 하천이 있다.

강의 남쪽으로는 안양천 수계로 개화천, 오류천, 도점천, 봉천천, 방천 등 6개 하천이 있고,

한강의 좌안으로 유입되는 하천으로 사당천, 반포천, 양재천, 여의천, 탄천, 세곡천, 성내천, 고

덕천 등 8개 하천이 있다.

이중 청계천은 조선시 에 서울의 중심 하천으로 북악산∙인왕산∙남산의 여러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합쳐져 동쪽으로 흘러서 도성을 옆으로 관통하여 2개의 수구로 빠져 중랑천으

로 들어가는 천류(淺流) 다. 그런데 조

선왕조가 도읍하면서 도성 안의 주민들

이 분뇨 등을 비롯해 동물이나 병으로 죽

은 유아의 시체까지 밤중에 몰래 버렸으

니 이러한 현상은 조선왕조 후기에 와서

는 더욱 그 정도가 심해졌다.

청계천의 방치로 서울의 식수원이 하

나 줄어들자 세종 때에 오염을 막고 깨끗

한 물이 흐르도록 하자는 의견과 이를 반 한강에서 물 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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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세종 26년(1444년) 11월에 집현전 수찬 이선로가 개천에 더러운 물

질을 버리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려 한성부와 5부∙수성금화도감에게 도성 내의 가

호를 분장하여 오물을 청계천에 버리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결정하

다. 그런데 며칠 후 집현전 교리 어효첨이“나쁜 물질을 소통시키는 개천과 넓은 내가 필요하

다”는 상소를 올리자 세종은 이와 같은 반 주장이 옳다고 여겨 논의에 매듭을 지음으로써 이

후부터 맑은 청계천은 볼 수 없게 되어 식수원과는 거리가 멀게 되었다.

4. 펌프

펌프는 압력의 작용으로 액체나 기체 등의 유체를 관을 통해서 수송하거나 저압의 용기 속의

유체를 관을 통해 고압의 용기 속으로 압송하는 기계이다. 펌프에는 구조상 왕복펌프∙회전펌

프∙원심펌프∙축류펌프∙마찰펌프 등이 있다. 수도가 널리 보급되기 전의 우물펌프는 실린더

1개, 밸브 1조로 된 왕복펌프의 일종으로 송출밸브와 흡입밸브가 교체로 개폐하여 액체를 흡

입∙송출하면서 양수하 다.

펌프는 일제 때부터 서울에 보급되었는데, 우물을 펌프로 개조해서 사용하 다. 그러나 땅을

뚫는 기구로 파이프를 땅속에 깊숙이 박아 지하수를 끌어 올려서 펌프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예

가 더 많았다.

처음에는 펌프 시설비가 비싸 동네에 공동 펌프를 두어 식수나 세숫물로 사용하고 청소나 세

탁물 등은 빗물과 개천을 이용하 다. 그런데 공동 펌프는 관리 부실로 고장이 잦았으며 연결

볼트 등 부품이 분실되기도 하고 겨울에는 실린더 밑의 밸브를 열어 물을 빼놓지 않으면 얼어

버리거나 실린더가 파열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로 인해 펌프의 기능이 상실되어 이웃 동네로

물을 구하러 다니는 일이 많아지자 1950년 중

반에는 집집마다 펌프를 설치하려고 하 다.

서울에는 한국전쟁 직후까지 동네 공동 수도에

서 수돗물을 받아갈 때마다 물값을 내야 했으므

로 서민들은 주로 펌프물을 사용하 다. 참고로

1954년 12월 당시〈시세일람〉을 보면 서울시내

급수구역 내의 14만여호 중 35%인 5만여호 만이

상수도 급수 혜택을 받았고, 1953년 4월 당시 우

물(펌프 포함)은 서울시내에 공동 우물이 2,203

개소, 가사용 우물이 5,733개소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수도가 서울에 급수되기 시작한 1908년 당시

에는 공공기관 외에 각 동네마다 공동 수도의 수수동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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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을 하나씩 시설하 다. 이때 수돗물을 길어 먹으려면 수도꼭지(물고동)를 가진 사람에게

한 달에 30전씩 물값을 내고 수돗물을 받았다. 이 당시 공동 수도를 수통이라고 칭하 다. 이

수통은 개별 가정보다 물장수가 주로 이용하 다. 

5. 물장수의 등장과 식용수의 공급

개항 이후 1800년을 전후하여 상수도가 보급되기 이전부터 각 가정에 물을 배달해 주고 물값

을 받는 상인들이 서울에서 활동하기 시작하 다. 

서울 물장수가 직업화된 것에 해서는 조∙정조 시 이전부터라는 의견이 있었다. 물장

수는 가뭄이 든 해에 도시로 유입해온 지방민들이 손쉽게 구하는 직업이었다. 서울은 여름철에

3~4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수의 우물이 고갈되어 계곡 물이나 하천 물을 길어 먹어야

했으므로 자연히 물장수가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양조장이나 주막과 같이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은 가뭄의 피해가 없어도 물장수가 물을 공급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개항 후 들어온

많은 일본인∙구미인들이 상수도 시설이 없어 맑은 물을 돈을 주고 사서 마시게 되는 과정에서

물장수가 하나의 상시적 직업으로 고정되며 빠른 시일 내에 보부상(褓負商)처럼 강한 길드

(Guild)를 조직하게 되었다.

이중 함경도의 북청물장수의 기원을 살펴보면 <함경남도지>에“왕석 300여년 전부터 우리의

선인들이 이에 뜻한 바 있어 함남인으로 뭉치는 도계를 조직하여 단결에 노력하 으며, 현금의

회관에 유사한 도계집을 이룩하여 수백년을 경과하 는데…”라는 기록이 있다. 북청물장수는

종가의 장손들이 가장 많았는데, 이들은 자기 직

계만이 아니라 사촌 혹은 조카 등 집안 사람들의

교육비 조달을 위해 물장수를 하 다고 전해진

다. 

한편 일제 때 발간한〈조선토목사업지〉에서는

물장수의 기원을 순조 13년(1813년)으로 추정하

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금년(1913년)으로부

터 약 100년 전 함경도의 한 고학생이 서울에 상

경하여 우물물을 수용가에게 날라주고 그 가

를 받아 학비에 충당하게 한 것이 물장수의 기원

이 되었다. 그 이후 함경남∙북도의 빈민들이 속

속 입경하여 돈을 벌고자 우물물을 날라다 주게

된 것이 일종의 직업이 되기에 이르 다. 현재

물장수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함경

남∙북도민들인데 그 중에서도 함경남도 북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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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가장 많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초기의 물장수는 한두 집의 하복이 되어 음용수를 공급하다가 점차 그 구역을 확 하여 10�

20호를 상 로 거래하 다. 또 물장수가 늘어나자 서로 침범하지 않도록 급수 구역이 형성되어

수좌라는 개념이 생겨나 그 구역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노임의 다과를 기준으로 수좌의 매매

가격이 정해졌다.

물장수들의 물도가는 그후 수상조합으로 발전하여 1인당 10�20호씩의 수좌 구역을 담당하

다. 그러나 1908년 서울에 상수도가 급수되자 종래 물도가의 수좌 권리가 매매됨으로써 수좌

인준증권을 발행하여 권리를 보상하는 한편, 그들의 기득권을 인정하여 특설공동상수도전 220

전에 한 업권을 이들 수상조합에 일임하 다. 그러나 이 이권은 오래가지 못하고 1914년

이를 정리하여 수요자가 직접 관리하게 됨으로써 북청물장수들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물장수는 물을 매일 아침∙저녁으로 날라주는 사람과 물을 지고 다니면서 파는 두 부류로 구

분된다. 개항 후 서울에 들어온 외국인들은 물지게를 지고 물을 배달하거나 팔러 다니는 물장

수들을 매우 신기한 눈으로 보고 이를 사진으로 찍거나 기행문에 수록하고 있다. 그 중 H. B.

헐버트는“한국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직업 중의 하나는 물장수이다…. 서울의 집 지 에서

물장수를 하려면 50~100달러의 권리금을 지불하고 그 자리를 사야 한다. 물을 공급받는 각 가

정은 매달 요금을 지불한다…”라고 물장수에 하여 서술하 다. 또 1902년에 독일인 에쏜 써

드(Esson Third)는 중국 상해시에서 발간된 <극동>이라는 정기간행물에“서울에서는 물장수

가 지게를 지고 다니면서 걱정스런 태도라고는 전혀 없이 명랑한 음성으로 천연덕스럽게 물을

사라고 외치고 다닌다. 물값은 하루에 두 통씩 한 달 동안 물을 날라주면 월 7.5센트를 받는다.

만약 누가 하루에 60통을 주문하는 경우 35센트를 달라고 할 거다. 그러나 하루에 두 통, 한 달

값은 역시 7.5센트이다. 여기에 알맞은 한국 속담이 있는데, ‘현금보다 빌리는 곳이 싼 곳이 어

디냐고 묻는다면, 답은 물장수’이다”라고 물장수에 관해 소개하 다.

서울상수도 백년사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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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의 상수도는 1903년 12월 9일 고종황제가 미국인 콜브란(C.H. Collbran)

과 보스트윅(H.R. Bostwick)에게 상수도의 부설 경 에 관한 특허를 허가

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이 특허권을 양도받은 한수도회사는 1906년 8월

초에 뚝도정수장의 완속 여과지 공사를 착공하여 1908년 8월에 준공, 그해 9월 1일부터 12

만 5,000명에게 하루 1만 2,500㎥의 급수를 시작하며 우리나라 근 상수도의 서막을 열

었다. 상수도 시설의 설치는 위생적이고 편리한 급수를 통해 시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 다. 이후 급수 수요가 계속 늘어나자 뚝도정수장 확장 공사와 함께

노량진정수장확장, 구의정수장건설등꾸준히상수도시설을확장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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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기술도입의시 적배경

1절 개항에 따른 외국인 급수 문제와 콜레라 발생

수도 도입기 던 1900년 전후는 열강의 개항 요구가 거세었던 시기 다. 1866년에 미국 상

선 제너럴셔먼호가 동강에 나타나 개항을 요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프랑스 함 가 강화도를

침공하 으며 1871년에는 신미양요가 일어나 미국 함 가 강화도 광성보를 점령하는 사건이

발생하 다. 이후 1875년에는 일본 군함 운양호가 강화도를 불법 침입하는 등 계속되는 열강의

개항 압력에 시달렸다.

이와 같은 각축 끝에 1883년에 마침내 인천항이 개항되고, 1894년 6월에 일본이 임의로 경

인-경부간 군용 전선 가설 공사를 착공하며 경인∙경부철도부설권을 강요하더니 1905년 11월

17일에 을사조약이 조인되어 통감정치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5년 후인 1910년 8월에 한

일합방조약이 공포되어 일제 강점 체제하에 들어갔다.

이처럼 1800년 후반부터 잦아진 외국인들의 내왕은 한편으로 상수도 시설을 촉진시키는

한 계기가 되었다. 개항에 따라 외항선의 출입이 빈번해지자 선박에 한 급수 문제가 두되

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정호수나 샘물을 이용해 왔는데, 항구에 기항한 선박에 정호수를 공급

하기에는 큰 불편이 따랐다. 

1912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조선의

수도> 첫머리에는“조선에 있어서는 종래

일반적으로 위생 설비 불완전이 극히 심해

적절한 음료수가 없을 뿐 아니라 각지 해

항에서의 선박 급수 설비가 전혀 안되어

있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여

건을 개선하고자 급수 설비를 서둘러 인

천∙부산∙목포 등 주로 항구 도시를 시작

서울상수도 백년사98

1880년 개항이 된 후 도시

인구의 증가와 상수도 시설에

한 외국인들에 의한 요구는

근 적 상수도의 도입을 촉발

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는 우물

과 샘물의 비위생성으로 인해

콜레라 등 전염병이 발생하고

사망자가 늘어난 현상과 함께

생활용수의 량 공급의 필요

성이 제기되었던 이유와 맥락

을 같이 한다. 1903년에는 일

본거류민들에 의해 명동지역

에 사설 상수도가 시설되기도

했다.  

조선말의 개항은 상수도 창설을 촉진시켰던 직접적 요인이었다.   



으로 상수도 시설이 보급되었다.

이와 함께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늘어나면서 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형

성되었다. 그중에는 일본인의 수가 가장 많아 1910년 한일합방 당시 서울의 일본인수는 3만

8,397명에 이르 다. 이들 외국인들은 본국에서 생활용수로 상수도를 사용하 던 터라 우물물

을 사용하는 데 불편을 겪었다. 

〈조선의 수도〉에서는 1912년 당시 우물물이 9,241개소로 그중 8,150개가 부적합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정호 사용 호수 3만 8호 중 음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는 호수는 1만 2,739호,

음료에 부적합한 것을 사용하는 호수는 1만 7,269호로 기록하고 있다. 또 하천 사용 호수는

8,107호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계곡 샘물을 음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비위생적인 우물과 샘물 등을 생활용수로 사용하다보니 콜레라 등 전염병이 발생하

다. 개항 전에는 이질과 장티푸스∙천연두가 풍토병처럼 발생하 으나, 개항 후인 고종 16년

(1879년) 6월에는 일본을 거쳐 부산에 콜레라가 발생하기 시작한 이후로 1886년, 1889년,

1890년, 1895년, 1902년, 1907년에 전국적으로 콜레라가 발생하여 많은 사망자를 냈다. 이렇

게 거의 매년 전국적으로 콜레라 사망자가 급증하자 좀더 위생적인 물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2절 일본 거류민이 시설한 사설 상수도

서울 상수도가 급수되기 이전에 일본인 거류 지역에는 사설 상수도가 먼저 시설되었다. 진고

개(니현, 泥峴)를 중심으로 을지로 2∙3가, 퇴계로 2∙3가, 남산동, 필동 일 의 지역에 집단

거주하던 일본인들도 당초에는 우물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하 다. 그러나 우물물은 냄새가 나

고 염분이 많아 음료수로 부적합할 뿐 아니라 이미 서양문물을 먼저 받아들여 상수도의 위생적

이고 편리한 점을 일찍이 체험하여 상수도 시설을 서둘 다. 

1903년 콜브란과 보스트윅에 의한 상수도 사업 특허 신청이 한국 정부에 제출되었던 것과 같

은 해 2월, 일본인 모리타(森田龜雄)와 사카모토(板本長隆)가 일본인 거류민들에게 전용 급수할

목적으로 사설 수도 부설 허가원을 일본 사관에 제출하 다. 

이 사설 수도는 남산의 계곡 다섯 군데를 막아 정수장으로 하고 정수장→우물→여과지→저

수지→급∙배수의 계통을 취하 는데, “ 한제국의 자체 사업 또는 그 특허에 의하여 경성(京

城) 전 시역(市域) 또는 그 일부 지역에 상수도 사업이 실시될 때 아무런 이의도 제기할 수 없

다”는 조건부 10년 기한의 특허가 내려졌다. 특허 출원자들은 허가를 받은 3개월 후 기공하여

같은 해 7월 말일까지 제1기 공사를 끝내고 8월 1일부터 업을 개시하 다. 이 공사에 투입된

자금이 4,707여원 밖에 안되었다고 하니 그 규모가 보잘것 없었고 급수량도 적었던 것으로 보

인다. 일본인들은 이 물을 받아 음료수로만 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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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부가 1938년에 발행한〈경성부상수도개요〉는“수원(水源)은 남산신궁(南山神宮) 측(側)

과 천만궁(天滿宮)의 양수원(필동천의 양수원으로 보여짐)에서 전의 나동(�洞) 일본인구락부

배수지에 이르는 수도 철관 700m를 부설하여 급수하 는데 판매 가격은 현장에서는 2두(斗)

에 2전(錢), 각호 배달의 경우에는 2두에 5전으로 하 다. 그러나 1905년 거류민단사무소에서

그 수도 설비를 4,107원 85전에 매수하고 다시 공사비 7,880원을 들여 증설 공사를 시행, 그해

12월 공사를 완성한 이래 1908년 한수도회사(Korean Water Works Co.)의 급수 개시까지

거류민의 음료로 급수해 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일본거류민단사무소는 이들에게 특허를 허가하면서 14가지 조건을 붙 는데 그 내용은 다음

페이지의‘사설수도 특허 조건’에 나타나 있다. 이상의 특허 조건으로 허가 과정에서 다소의 개

삭(改削)이 있었으나 체로 이 조건에서 특허가 주어졌고 공사를 시행하 다고 기록하고 있

다. 이처럼 특허 조건을 다각도로 정 하게 달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관리가 얼마나 세심하

는가를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는 일본 사관이 한제국을 무시한 데서 이루어진 월권 행위

다.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정부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남산에서 수원을 끌어 수도 시설을 하

는 등 방자한 행태를 보여 당시 무력했던 우리 정부의 실상을 보여주었다.  

한편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일본인 내한자(來韓者)가 급증하여 진고개를 중심으로

일본인 거류 지역의 범위도 늘어나 사설 수도의 확장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일본거류민회는 시

설자인 모리타와 사카모토에게 사설 수도의 시설 일체와 권리를 매수하고 이를 확장하는 계획

을 추진하 다. 

이때 우리 정부로부터 상수도 시설 경 특허권을 받은 콜브란은 주한미국공사(駐韓美國公

使)를 통해 일본공사관에 하여 특허권 침해의 항의를 제기하 다. 이 항의에 해 일본공사

관 측은“일본 거류민의 사설 수도는 자위(自衛)를 위한 자유권적(自由權的) 행위이니 누구의

간섭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며 소규모이기는 하나 시설 확장을 감행하 다. 그러나 급수 수

요를 충족할 수 없어 1907년 11월에 한수도회사(Korean Water Works Co.)에 청하여 일본

거류민단역소(日本居留民團役所), 동학

교(同學校), 유치원, 병원 등에 매일 9만

㎥씩의 무상 급수와 화재 등 비상시에 임

시 급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 사설 수도는 한수도회사의

경 권이 일본 시부사와(澁澤) 재벌의 손

을 거쳐 1911년 3월에 조선총독부로 이

관되자마자 서울시내 수도 체계의 일원

화라는 명목 하에 폐쇄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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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 부설 특허 기한은 1903년 이후 10개년 간으로 한다. 다만 특허 기한 중 독점 사업으로 할 수 있으나

한제국의 사업 또는 그 특허에 의해 경성 전시(全市) 또는 그 일부에 걸치는 사업에 하여 하등의 이유

를 제기할 수 없다.

2. 수도 부설 공사는 특허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준공할 것. 다만 거류민의 공공용지 및 도로의 부분에서 시공

할 때에는 반드시 원형으로 복구하고 사유지에 속하는 부분에 하여는 그 지주의 승낙을 받을 것.

3. 수도는 철관을 사용 지면(地面)에서 60.6cm 이하로 매설할 것. 다만 철관은 수질에 해독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할 것.

4. 여과지는 적어도 3일에 1회의 세정을 할 것. 다만 필요시 수시 세정할 것.

5. 수질 검사는 매월 2회 이상 시행하고 검사 성적은 그때마다 경찰서에 보고할 것.

6. 저수지, 여과지, 유정 등의 구조 불완전으로 음료수에 해독을 미친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개수할 것.

7. 화재, 기타 비상시에는 저수를 무상 공급할 것.

8. 특허연한 중 다음 비율에 따라 거류지 공과금을 부담할 것.

초년�5년까지 매년 30원

6년�8년까지 3년 40원

9년�10년까지 2년 60원

9. 음료수 판매 가격은 당분간 다음 비율에 따를 것. 다만 후일 판매 업 상황에 따라 비용을 저감할 수도

있다. 유정(�井) 현장 판매 2두에 2전, 각호 배달 판매 2두에 5전 이내.

10. 거류지 공공사업을 위해 본업의 양도를 요구할 때에는 다음 비율에 준해서 그 상금을 교부하는 데

하여 양도를 거부할 수 없다. 초년부터 만 5년 이내는 최초 부설비액, 다만 5년 이상 기한 내는 최초 부

설 실비액 4/10로 한다.

11. 본업을 계속 자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방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거류민단사무소의 관리에 두도록 해

도 하등의 항의를 할 수 없다.

12. 본업의 특허권은 하등의 사유가 있어도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13. 전 각 조에 위반 시 본업을 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정지 또는 금지 시 생긴 손해는 그 배상 책

임을 진다.

14. 전 각 조는 업 상황에 따라 변경, 증감할 수 있다.

사설 수도 특허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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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상수도의시작

1절 고종황제의‘상수도 부설과 경 ’에 관한 특허

상수도 시설이 본격화된 것은 전기를 도입하면서부터 다. 1898년 미국인 콜브란과 보스트

윅은 전기 사업 경 특허권을 받아 서울에 전기와 전차 등을 도입하여 서양의 과학 기술 문명

을 소개하 다. 그리고 5년 후인 1903년 12월 9일 고종황제로부터 상수도의 부설 경 에 관한

특허를 받았다. 이들에게 상수도 시설 경 특허권을 준 것은 상수도의 경우 하수도와 달리

송∙배∙급수를 모두 압력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그 압력이라는 것은 전기의 동력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상수도의 부설 경 에 관한 특허를 받은 콜브란과 보스트윅은 1905년 8월 이 특허권을 국

인이 설립한 한수도회사(Korean Water Works Co.)에 양도하고 그 공사 시행의 도급을 맡

았다. 한수도회사는 근 적 상수도 시설과 경 의 관리를 맡아 1906년 8월 초에 뚝도정수장

의 완속 여과지 공사에 착공하여 1908년 8월에 공사를 준공해 1908년 9월 1일부터 급수 인구

12만 5,000명에게 하루 1만 2,500㎥의 급수를 시작하 다. 이것이 곧 우리나라 근 상수도의

시작이자 서울상수도의 첫 출발점이 되었다.

2절 국내 최초의 근 식 시설을 갖춘 정수장 준공

뚝도정수장의 건설일에 관해서는 황성신문 1908년 7월 21일자 기사인‘잡보(雜報)’난의‘수

도 개통기’라는 제목 아래“傳說을 聞한 즉 目下 韓美電氣會社에 係한 水道開通期限은 � 9월 1

일부터 개통된다더라”고 보도하고 있다. 또 1908년 8월 2일자 한수도회사의 <수도회사고시

(水道會社告示)>에 의하면“가로에 부설한 共用栓에서 급수를 운반함에 있어서 給水商을 사용

하고자 하는 바 현재 水井에서 給水하는 水商들에 한하여 채용하고자 함. 다만 출원인이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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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미국의 기업인 콜브란

과 보스트윅은 고종황제로부터

‘상수도 부설 및 경 에 관한

특허’를 받는다. 이들에게 특허

권을 양도받은 한수도회사에

의해 1906년 8월, 뚝도에 상수

도 시설공사가 시작되고 1908

년 9월 1일 역사적인 통수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근 적

상수도의 역사가 열리게 되었

다. 최초의 근 식 상수도 시설

인 뚝도정수장은 2지의 침전지

와 5지의 여과지 및 1지의 정

수지를 갖추고 출발했다.



라면 일반인을 채용한다”고 게재하고 있는

데, 고시문 중 급수상들의 급수 판매 금의

수납을“9월 1일을 시작”으로 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한편 정수 설비로는 2개의 침전지와 5개

의 여과지, 1개의 정수지가 있었다. 그 중 침

전지는 연속침전법에 의해 취수 펌프로 퍼

올려진 원수를 400㎜ 관으로 제1호지로 유

입시키고, 칸막이벽의 한 끝에 설치된 오버

플러워(Over Flower)에 의해 제2호지로 넘

어가도록 하 으며, 2개의 칸막이벽 한 구석에 150㎜ 슬러지 배출관을 설치하 다.

여과지는 동파 방지를 위해 철근콘크리트로 뚜껑을 덮고 두께 60㎝의 토사를 덮었으며 환사

(換砂)와 햇볕이 쪼이도록 여과지마다 5개의 맨홀을 설치하 다. 여과 장치는 각지의 상류로부

터 하류를 향해 여과지의 중앙을 관통시킨 연와조로 구거(溝渠)를 설치하고 이를 간선으로 하

여 다시 직각으로 지선 구거 18개를 양측에 설치하 다. 

침전지로 연결된 250㎜ 관에 의해 송수된 물은 앞에서 기술한 장치에 의해 여과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수는 각지의 출구에 설치된 양수기를 거쳐 400㎜ 주관을 통해 정수지로 유입, 저장

된다. 양수기 출구의 바닥에는 150㎜ 슬러지 배출관이 설치되었다. 정수지는 펌프실 서쪽에 있

는데 용량은 920㎥(24만 3,140갤런)이며 정수는 정수지에 연결된 350㎜ 관에 의해 송수펌프

실로 유입되었다.

3절 현산배수지와 수도관의 부설

여과지를 거친 정수는 국제품 모터

펌프(워싱턴사 제품)에 의해 펌프실에서

79m 높이에 있는 현산배수지로 송수

되었다. 펌프 용량은 1일 송수량이 1만

3,600㎥이었고 송수관은 475㎜∙500

㎜∙550㎜ 등 3종의 강관으로 3,334m

를 부설하 다. 송수관 공사 시 전관천

(현재 중랑천)하저 통과구간은 홍수 시

송수관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 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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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상수도 도입 당시의 현산 배수지(1908년)



로 9m 지점에 145m의 토류공을 만들었으며, 만일의 경우에 비해 500㎜ 주철관 490m를 복

선으로 부설하 다. 

현산배수지로 양수된 정수는 일단 2개의 배수지에 저장되어 여기서부터는 자연 유하에 의

해 배수관을 통해 시가지 내 급수 구역으로 배수되었다. 550㎜∙500㎜∙475㎜ 등 3종의 배수

본관에 의해 광희문을 거쳐 을지로5가에 이른 후 다시 4선으로 나뉘어져 각 수요처에 연결되

었다.

4절 서울시 최초의 급수 지역과 급수인구

뚝도정수장의 건설 당시 시설 용량은 하루 1만 2,500㎥이었다. 이는 계획급수인구 12만

5,000명에게 하루 1인 평균 급수량을 111ℓ를 목표한 것이었다. 1909년 당시 한성부의 인구는

21만 7,391명이었는데 계획급수인구 12만 5,000명에게 급수하 다고 볼 때 급수보급률은

57%에 해당하나 실제 급수인구는 이에 크게 못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경성부상수도개요〉에

의하면 1912년의 급수구역 내 인구수는 30만 2,686명인데, 급수인구는 7만 8,442명으로 급수

보급률을 26%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상수도 백년사104



3장

일제강점기의상수도

1절 상수도 관리의 관 화

서울의 수도 사업은 한제국에 의해 특허되고 국인이 경 하는 한수도회사(Korean

Water Works Company)에 의해 경 되어 왔으나, 1910년 일제강점으로 한제국의 주권이

상실되면서 수도 사업의 경 권에도 변화가 생겼다.

통감부시 부터 상수도 경 권의 매수를 노려왔던 일본인 시부사와(澁澤) 남작의 끊임없는

매수 교섭이 이어져 1911년 1월 24일 수도의 경 권이 가칭 시부사와 신디케이트 명의(名義)로

넘어갔다. 이때까지는 민간인에 의한 상수도 운 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1911년 3월 31일 다시 2개월여 만에 조선총독부에서 위생 행정의 통제 상 이것을 정

부의 경 하에 둘 필요를 느끼고 수도 경 권을 매수하 다. 매수에 소요된 금액은 수도 매수

비 280만 6,153원 84전과 재고품 (在庫品代) 8만 1,846원 40전, 위 2개의 어음에 한 이자

3만 1,791원 9전, 변호사 보수 6,000원, 전신료(電信料) 553원 87전 등 총 292만 6,345원 20

전이었다. 

수도 경 권을 매수한 조선총독부는 그해 4월 1일 관업 경 으로 바꾸어 그 경 권을 경기도

에 위양(委讓)해 공공경 (公共經營)을 하 다. 이때 경성부는 경기도 산하로, 1922년 3월 31일

일체의 수도 설비를 무상으로 양도받

아 경 하게 되었다. 이후 1945년 8월

15일까지 수도의 경 은 경성부 관리

하에서 이루어졌다. 

서울의 수도가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 것은 경 권이 경기도에서 경성부

로 넘어오면서부터 다. 즉 1922년 3

월 31일 경성부조례 제12호로‘경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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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주권의 상실로 인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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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속되었다. 서울상수도의 경

권 역시 한수도회사

(Korean Water Works Co.)

에서 재벌사기업을 거쳐 조선

총독부로, 다시 경기도와 경성

부로 이관되는 등 수많은 부침

을 겪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에서도 구의정수장의 건설, 수

도계량제 및 계획급수제의 도

입, 급수전의 급격한 증가 등

서울상수도의 질적, 양적 발전

은 지속되었고 재정도 흑자를

꾸준히 유지했다.

한 수도회사가 독립신문에 게재한 수돗물 광고(1909년 3월 24일자)



수도급수조례’가 제정되어 수도 급수 전반에 걸친 제도적 조치가 마련된 것이 근 상수도 경

의 효시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경성부로 경 권이 이양된 이후 상수도의 원활한 생산 공급과 시설 관리, 공중위생의 환경과

생활 개선, 급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수도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조직 운 이 필요하 다.

이에 따라 수도 경 을 담당하는 조직을 구성했는데, 1936년에는 수도 업무를 전담하는 수도과

아래 서무계와 공사계를 두어 수도업무를 운 하 다. 경성부는 수도 운 의 주체가 된 이래

인천 정수장 확장 공사를 완공하 고, 뚝도정수장 제2정수장 확장 공사를 3차에 걸쳐 시행하

으며 구의정수장을 신설하 다. 그 결과 광복 당시 경성부 상수도 생산 능력은 1일 9만 5,700

㎥에 달하 다.

한편 정수장사무소에는 소장을 두고 기타 사업소에는 주임을 두어 상주 직원으로 충당하

으며, 소장과 주임은 상사의 명에 따라 해당 업무를 관장하 다. 또 경성부 수도사무소에는 양

수기 점검원과 징수 독려원 등 외근 직원을 두었으며, 1936년 4월 1일에 내훈 제3호로 직원의

복무 자세를 규정하 다.

이처럼 서울의 상수도는 처음 도입 이후 시설 관리와 운 관리면에서 주체가 되어온 경성부

청, 서울시청, 각 구청, 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등에 이르기까지 그 조직이 여러 모습으로

변화되어 왔다.

2절 북청물장수의 수도지정판매인제 실시

상수도 도입 당시에는 북청물장수에 의한 급수가 중류 이상의 가정에 관행화되어 왔었다. 처

음에는 한 사람의 급수부가 한 집 또는 두 집에 물을 길어다 주고 주인집에서 기식하는 형태

다. 그런데 물장수가 하나의 직업이 되자 점차 10~30호 정도씩 각 물장수마다 단골 구역이 생

기고 각자의 급수 구역(水座)마다의 노임 정도에 따라 양도 가격이 형성되어 하나의 무형 재산

권이 되었다. 이에 따라 그 매매를 중계하고 이를 주선하는 수상조합이 출현하여 수좌인준증권

까지 발행하게 되었다. 한때 이 수좌인준증권 소유자가 55명, 그 액면가액이 17만 6,800원의

거액에 달하 다고 한다.

1908년 8월에 서울상수도가 준공되자 한수도회사는 물장수들이 실직함으로써 생기는 혼

란에 비하여 북청물장수들을 지정상수도판매인으로 활용하 다. 그런데 이들 북청물장수들

의 활용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 그 범위를 특설공용전(特設共用栓)에 한정하 다. 이 특설

공용전은 생활수준이 낮은 한국인들에게 급수하고자 설치한 것으로, 서울 시내에 220전이 있

었다. 한수도회사는 물장수들의 경성수상조합과 특약을 체결해 상수를 배급하도록 하 다.

즉 물장수들이 수상조합과 계약을 맺고 이 공용 수도에서 물을 받아 종전 로 각 가호(家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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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하고 물 사용료를 회사에 납부하도

록 한 것이다. 

그런데 물장수들이 물 사용료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는 사례가 빈

번히 일어났다. 이에 따라 한수도회사

는 1909년 10월 말에 회사 직 방법을

채택하 다. 즉 미리 일반 수용자(需用

者)에게 물표를 팔고(한 집에 1전씩) 공용

수전(水栓)이 있는 현장에 물표를 가지고

오면 회사 직속의 인부가 직접 급수해주

는 방법을 취한 것이다.

그러자 생업을 잃게 된 물장수들이 합세하여 회사 직속 인부를 협박하는가 하면 수전 자리에

모인 물 사용자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회사에 모여 돌을 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해 경찰관의 도

움을 받아 지배인이 피하는 불상사까지 일어났다. 이렇게 되자 회사 측은 수상조합과 다시

협의를 거친 후 조합 표를 바꾸어 1910년 1월 1일부터 1년간 김명준을 표자로 하는 수상조

합과 특약을 체결하 다. 이에 따라 조합원인 급수부가 상수를 배급하도록 함으로써 분규를 해

결하고, 1911년 1월 1일 수상조합의 상수 배급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갱신 계약을 체결하 다.

이와 같은 관행은 서울의 수도가 관 화된 이후인 1911년 6월 말까지 계속되었다. 이후 1911

년 7월 1일부로 총독의 인가를 거쳐‘관 수도규칙’제1조 제5호에 의해 경성수도특별공용전

에 의한 급수구역을 경성 및 청파 일원으로 하고 그 구역 내에서의 수돗물의 판매는 이를 경쟁

입찰에 붙이지 아니하고 종전과 같이 수상조합을 지정판매인으로 하여 계속 수돗물을 배급하

도록 하 다. 이어 1912년 7월 5일부로 경무총감부‘경성수상조합규약(京城水商組合規約)’을

인가하여 조합의 성립을 공인하기에 이른다.

일제강점 후 서울의 상수도 경 권이 총독부로 이관된 후에도 수상조합을 공용수전 지정판

매인으로 하는 체계는 그 로 답습되었다. 총독부 경무총감부는 1912년 7월 5일에 경성수상조

합규약을 인가하여 수상조합을 공인하 다.

그러나 북청물장수의 강인성도 시 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었다. 1914년에 이르러 일제는 물

장수들의 수상조합 물 사용료 수납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물장수에 의한 급수가 위생상 좋지

않다고 하여 수상조합 정리비 3만 7,900여 원을 지출해서 수좌권 소유자의 손실 보상과 물장

수에 한 실업구제금으로 하고 수상조합을 폐지해버렸다. 이와 같은 조치는 우리 국민의 위생

을 위해 내린 조치라기보다는 일제가 주도하는 수도 경 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내려진 결과

다. 이로 인해 일반 물 수용자는 공용수도에 가서 물표를 내고 물을 공급받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서울의 상수도 시설은 여전히 미비하 고, 그것마저도 일본인 거주지에 집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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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었으므로 물장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예를 들면, 지 가 높은 동 문 뒤나 사직동에

는 공용수도가 마을에 하나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물장수의 물을 사서 쓸 수밖에 없었다. 이

들 물장수들은 한국전쟁 이전까지 존재하 다. 

3절 계량급수제의 실시

수도의 도입은 생활양식을 획기적으로 바꾼 계기가 되었다. 전통적인 급수 형태는 옥내의 전

용 우물, 마을의 공동 우물, 그리고 산기슭 등에 있는 샘물 등을 길어다 쓰는 것이었으므로 수

요가와 공급자가 동일인이었다. 또 자연 상태로 있는 물을 길어다 쓰는 것이므로 요금을 지불

할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수도가 도입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상수도의 공급은 급수관과 급수전에 의해 수용

가에게 직접 공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용가는 공급된 물의 양에 따라 일정 요

율의 사용료를 부담하는 시 로 바뀌게 되었다. 

한수도회사는 수돗물의 공급자로서 그 수용가가 일반시민이므로 당시의 한제국이 승인

하는 사용료의 부과 기준에 따랐을 것으로 보여진다. 도입 후 4년째가 되는 1912년 조선총독부

발행 <조선의 수도> 부록으로 게재된 <관 수도급수규칙>(조선총독부령 제18호, 1911년 2월 18

일 공포)은 수도 도입기의 급수 형태를 기술하고 있다.

그중 급수 업종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전용 급수 : 1호 또는 1개소의 전용에 속하는 것

- 공용 급수 : 2호 이상의 공용에 속하는 것

- 소화용 급수 : 소화전에 의해 소방용에 공급하는 것

- 선박용 급수 : 공설특정전에 의해 선박에 공급하는 것

- 특별 공용 급수 : 구역을 정하여 판매인이 수용자에게 공급하는 것

아울러 전용 급수로서 계량에 의하는 것은 철도, 병원, 병 , 감옥, 극장, 여인숙, 목욕업, 세

탁업, 두부업, 숙박업, 합숙소, 요리업, 음식점, 공장, 제조업, 양조업, 인쇄업, 청과물상, 어상,

술집, 청물상(절임집), 우유 짜는 집, 이발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았다. 다만 다량의 물

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하 다.

또 급수 사용료의 기준은 계량에 의하지 않는 전용급수와 계량에 의한 전용급수, 그리고 공

용전에 한 급수 사용료로 구분하 다.

한편 수도 보급이 확 됨에 따라 급수 사용 양태와 급수 제도도 많은 변천이 있었다. 급수종

별 분포의 변천을 보면 1913년부터 1921년까지의 급수종별 구분은 제1종 업용∙제2종 가사

용(家事用)∙제3종 사설공용(私設共用)∙제4종 공설공용(公設共用) 등 4종이었던 것이 19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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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러 2호(戶) 전용전(專用栓)이 등장하여 5종으로, 1924년에는 공설공용전(公設共用栓)에

조합용(組合用)과 특정용(特定用)이 등장해 7종으로 늘어났다. 

이들 급수종별 구분의 내용을 보면 제1종 업용은 관공서용∙욕탕용(浴湯用)∙공사(工事)

기타용∙정원 분수 오락용∙기타로 세분되고 사설공용은 가사용과 업용으로, 공설공용은 조

합과 특정용으로 구분되고 조합은 또 가사용∙ 업용으로 세분되었다. 이중 사설공용은 경성

부가 1938년에 펴낸〈경성부 상수도개요〉의 급수료 규정액에 의하면‘사설공용전은 임차(賃借)

가격 25원 미만 또는 건평 49.6㎡ 미만의 가옥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고, ‘공설공용전은 임차

가격 15원 미만 또는 건평 33㎡ 미만의 가옥에 거주하는 자’로 지정하여 공설공용전 사용자에

비해 비교적 생활 정도가 낮은 자가 사비(私費)를 들여 공용전(共用栓)을 설치, 사용한 것을 말

한다. 

또 급수 사용 종별 분포를 보면 1913년 이후 1937년까지 25년간에 걸쳐 공설공용전이 41�

68%, 가사용이 11.4�34%, 사설공용이 10�23%의 비중을 점하 다. 이후 사회 정세의 변동에

따라 제2전용(第2專用)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늘어났으며, 사설공용은 한때 23%까지 늘어났으

나 1937년에 이르러 10.4%로 크게 줄어들었다. 공설공용은 초기에는 68%의 압도적인 비중이

었으나 타급수종별의 비중이 상 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50% 이내로 줄어들었다. 또 공설공용

중 특정용의 용도가 점차 커진 반면 조합에 의한 급수 비중은 1924년에 5.7%에서 1937년에는

0.2%로 줄어들어 조합에 의한 급수 방식이 없어지는 조짐을 보 다. 

4절 방임급수제도에서 계량급수제도로 전환

일제강점기 급수 방법 가운데 양수기를 이용한 급수량의 측정은 주목할 만하다. 양수기는

1924년부터 물의 사용량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는 급수관 내에 흐르는 물의 양을 측정

하는 계량기로서 수도 사업의 경 을 합리화한 기본적 기기라 할 수 있다. 

업용 등 다량 급수처에서의 양수기 사용은 관 수도규칙 제2조에서 계량에 의한 급수의 범

위가 1호에서 4호까지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전용 급수와 나머지 급수업종 사

용자, 즉 가사용을 포함한 나머지 급수업종은 이른바‘방임급수제’ 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서 차츰 양수기에 의한 물 사용료 측정이 이루어지면서‘계량급수제’로 바뀌어갔다. 1932년 7

월 6일의‘경성부수도급수조례’제7호의 내용 가운데 제31조에는“급수 소비 수량은 경성부에

장치되어 있는 양수기에 의하여 정한다. 단 양수기를 장치하기 어려운 곳에는 부윤이 인정하는

수량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양수기를 설치할 때는 그 비용을 급수 공사 청구

자가 부담하며, 양수기의 수량을 측정한 소비 수량의 검사증은 사용자에게 교부하여 금액을 납

부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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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양수기의 설치 상황은 경성부가 1938

년에 발행한〈경성부상수도개요〉에 기록되어 있다.

1937년도 말 현재 설치된 양수기 총수는 3만 2,062

개로 기록되어 있고, 급수전수는 본전 3만 5,603전,

지전 7,549전 등 4만 3,152전으로 양수기 설치율은

74.3%에 달한다. 이중 가사용 급수전의 양수기 사용

은 1925년부터 시작되었다. 

관련 자료로 1928년 조선총독부 발행〈경성도시계

획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시민의 사용 수량은 기후, 국토, 습관, 문화의 정

도에 따라 같지 않다. 과거의 상황을 조사한 바 다음 표와 같다. 방임급수시 에는 평균 1일 1인

당 최고 190ℓ, 최 1일 1인당 최고 257ℓ를 사용했으나 1925년 계량제로 변경 후에는 그 사용

량이 격감하여 평균 1일 1인당 최고 128ℓ, 최 1일 1인당 167ℓ로 저하되었다.”

또 1924년 10월 6일자 경성부윤이 조선총독에게 보낸〈양수기 설치 준공 보고서〉를 인용하

면 다음과 같다.

“경성부 상수도의 급수량은 사용자의 증가와 함께 여러 해 동안 증가를 나타내 뚝도정수장의

송수 능력 1일 약 1만 2,500㎥ 및 인천수도 노량진정수장 보급 수량 7,800㎥ 등 모두 2만 300

㎥의 급수량으로 감당하고 있으나 성수기에는 소비수량이 약 2만 2,260㎥에 달하여 매년 급수

제한이 불가피한 상태인 바, 수급의 조절과 요금의 공정을 기할 것을 목적으로 급수전 전부에

양수기를 설치, 종래 계량 방법에 의하지 않았던 급수를 계량에 의한 급수로 변경 계획을 수립,

1922년∙1923년도 2개년 계속 사업으로 총 공사비 금 18만 6,276원 70전 중 금 18만 5,000원

을기채로확보, 1923년8월5일공사에착수하여1924년3월31일준공했음(이하생략).”

이처럼 양수기가 폭넓게 도입되면서 물 사용료를 정확하게 추징할 수 있었다. 수도료는 수도

사업 운 의 재원으로서, 사용한 물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고는 사용료 징수의 정당성

을 입증할 수가 없다. 양수기는 이와 같은 역할뿐 아니라, 수도 사용이 급수 사용료와 결부된다

는 점에서 수돗물의 남용을 막는 기능도 하 다.

5절 일제강점기의 상수도 재정 규모

상수도가도입되어상수도의편리성, 위생성이알려지면서나날이급수수요가팽창하여급수전

수도 늘어났다. 1912년 당시 4,000여 전에 불과했던 급수전은 1920년에 7,770전, 1930년에 2만

1,121전, 1940년에4만1,098전, 1945년에는6만1,970전으로창설후15배의증가세를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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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때 사용된 수도계량기(양수기)



초창기에는 급수전 수가 적었으므로 절 다수의 수용가는 공용전 사용자로 1전당 사용 호수

가 많았다. 1913년 당시 서울의 급수호수는 아래의 <표>와 같이 총 1만 9,738호 는데, 그중 전

용전 사용호수는 2,704호(13.7%)이고 나머지 1만 7,034호(86.3%)는 사설공용전 또는 공설공

용전 사용자 다.

그러나 그후 사회가 점차 발달하면서 전용전 사용자 비율이 점차 늘어나 1925년에는 33.4%,

1945년에는 47.4%로 증가하 다. 1전당 급수호수의 경우에도 1912년에는 4.49호 던 것이

1920년에는 2.45호, 1930년에는 1.94호, 1940년에는 2.02호, 1945년에는 1전당 1.5호로 크게

개선되었다. 

한편 일제강점기 수도 사업의 재정 상태는 1914년부터 1932년까지 남아 있는 자료를 바탕으

로 당시 수도 재정의 수입과 지출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1914년 경성부의 수도비 수입은 22만 8,800원으로 이 가운데 19만 4,905원이 지출되고 3만

3,895원의 차액을 남겼다. 이것이 10년 후인 1924년에는 수입이 49만 7,350원이 증가한 72만

6,150원이고, 지출은 42만 8,242원 증가한 61만 3,147원으로 나타나 약 2.5배�3.5배 가량 신

장하 다. 이후 1926년 경에는 수입이 100만원 를 넘어섰으며, 1932년에 이르면 총 수입이

121만 8,823원이고 지출이 71만

3,452원으로 50만 5,531원의 차액을

남겼다. 전체적으로 수도비의 수지 상

황을 볼 때 1918년부터 1920년까지 3

년간 적자 경 을 보인 것 외에는 모

두 흑자 경 을 유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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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8 2,704 17,034 13.7

19,961 3,296 14,665 18.3

19,030 4,892 14,138 25.7

32,085 10,731 21,354 33.4

39,147 14,615 24,532 37.3

61,802 23,591 38,211 38.2

83,328 36,159 47,169 43.4

98,011 46,468 51,543 47.4

1913

1915

1920

1925

1930

1935

1940

1945

연도별 급수호수 전용전 사용호수 공용전 사용호수 전용전 사용율(%)

전용급수전사용자의변동추이

자료 : 1) 1913�1935  = 경성부, 〈경성부상수도개요〉1938. 부통계제표 p. 3.
2) 1940�1945 = 서울특별시, <시세일람> 1948.  p. 55.

일제강점기의 물배급 모습



4장

상수도시설의확장및개량

1절 급수 구역의 변화

당초 서울의 급수 구역은 초창기부터 경성부 내 일원으로 하 으나 일부 부외(府外) 인접지에

해서도 급수를 해왔다. 그러나 1936년 행정구역이 확장되면서 부역 외 급수는 모두 없어졌

다. 1935년 말 부역 외 급수인구는 1만 1,834명에 이르 다.

급수 구역은 당시의 도시계획구역과 일치하 다. 급수 구역 총면적은 7,775만 2,600㎡(주거

가능 면적)로 지세와 경제 등의 이유로 경성급수구, 용산급수구, 등포급수구 등 3구로 구분하

으며, 지세의 고저에 따라 표고 35�70m까지를 고지 로 하고 그 이하를 저지 로 하여 급

수계통을 구분하 다. 

2절 세 차례에 걸친 상수도 시설의 확장 계획

경성부는 상수도 경 권을 양수(讓受)한 이후 1945년 광복 당시까지 3차에 걸쳐 수도 시설의

확장을 거듭하 다. 초기의 시설 규모가 1만 2,500㎥에 불과한 소규모 기도 하지만 계속적인

부세(府勢)의 발전과 이에 상응하는 인구의 증가에 따라 계속적으로 급수 수요가 증가하 기

때문이었다. 

경성부가 1937년에 펴낸〈경성부상수도개요〉

에는 1910년부터 1936년까지 26년간의 상수도

시설 확장 계획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즉 제1기 확장 계획(1919~1922)은 관할 구역

확장과 인구 증가에 따라 급수 수요가 크게 증

가하자 경기도 관할이었던 노량진정수장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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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년 경성부의 행정구역 확

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확장

이 진행되었는데 뚝도정수장의

시설개량과 급속여과지의 신

설, 노량진정수장의 확장과 구

의정수장의 신설 등이 그것이

었다. 특히, 구의정수장은

1936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시설용량을 늘렸는데 이는 당

시 폭발적인 급수수요에 응

하기 위한 것이었다. 시설의 확

장과 더불어 급속여과법의 도

입 등 기술의 발전과 송배수관

의 연장 및 계장설비의 확

등 전반적으로 질적 변화를 가

져왔다.

1930년 서울시가지의 모습



비를 배(倍)로 확장하고 한강에 송수관을 가설해 경성부에서 급수하게 함으로써 급수량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 다. 이 당시 예정 총급수량은 2만 1,338㎥, 계획급수인구는 19만 2,259

명이었다.

이어 제2기 확장 계획(1929.1~1933.10)은 인구의 증가와 위생적 생활의 요구에 따라 급수 수

요가 계속 증가하여 뚝도정수장의 확장 공사를 시행하고 정수장 개량과 보수 공사 및 취수구

(取水口) 신설 공사와 배수관 증설 공사 등을 시행하 다. 이 당시 예정 총급수량은 3만 6,300

㎥, 계획급수인구는 32만 7,000명이었다. 

또한 제3기 확장 계획(1936~1945)은 장기적 안목에서 급수 수요에 처하고자 1945년의 추

정 인구를 76만 2,000명, 급수보급률 61%, 급수 능력은 기설(旣設) 3만 6,000㎥를 합쳐 1일 7

만 2,000㎥를 생산해 하루 1인당 155ℓ씩 46만 5,000명에게 급수할 것을 목표로 하 다. 이에

따라 구의정수장 자리에 공사비 235만원을 책정해 1936년도부터 4년간 계속사업으로 시행하

여 1939년에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중일전쟁으로 인하여 일부분만 준공되었다.  

3절 생산 시설의 확장

일제강점기 36년간 서울 수도의 확장 개량 사업은 8회에 걸쳐 시행되었다. 그중 4회는 뚝도정

수장의개량확장이었고1회는노량진정수장의확장, 나머지3회는구의정수장의신설공사 다. 

1. 뚝도정수장 개량 확장

뚝도정수장의 첫 번째 개량 확장 사업은 1912년부터 1915년 사이에 35만 8,612원이 투입된

가운데 여과지 1지, 배수지 1지 축조 및 기타 시설을 확장하는 것으로 시행되었다.

2. 노량진정수장 확장

1936년에 조선총독부 내무국이 편찬한〈조선수도지〉에 의하면 1917년과 1918년에 국비 22

만 7,393원을 들여 노량진정수장에서 서울로

급수 보급을 받기 위해‘인천수도 연락 철관 부

설 공사’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수요가 급증

하자 다시 확장 공사 계획을 수립해 1919년부터

1922년에 105만 6,671원 94전을 투입해 정수지

1지, 침전지 2지, 여과지 3지, 배수지 1지, 송수

펌프 1 , 기타 시설에 한 공사를 시행하 다.

이 공사로 인한 증산량은 7,800㎥/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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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성수도 확장 공사

이 사업은 1928년부터 1933년까지 6개년 계속사업으로 국고보조 24만원과 부비 99만 441

원 등 총 123만 441원이 투입되었다. 이 사업 계획은 부세의 팽창에 따라 1961년에 급수구역

내 총인구가 5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급수보급률 62.5%, 급수인구 31만 2,500명으로 정하

고 이를 고지급수 인구 8만 5,000명, 저지급수 인구 22만 7,500명으로 나눠 당시 뚝도정수장

의 시설로 고지 급수를 감당하도록 하고 별도로 뚝도정수장을 확장하여 당시의 노량진정수

장과 합쳐 저지 의 급수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재원 관계로 우선 1일 1만 5,800㎥의 급수 능력을 늘리고 저지 22만 7,500명 중 16

만 8,500명(1961년 전망)까지의 급수를 할 시설로 취수장, 관정 축조, 양수 설비, 송수관 부설,

배수지 축조 및 시내 배수 간선 부설 등의 공사를 시행하 다. 공사 개요는 관정 34개, 취수 펌

프 1 , 송수 펌프 1 , 급속여과장치 1 , 침전지 1지, 배수지 등으로 되어 있다. 이 사업의 시

행 결과 1933년에 총 급수능력 3만 6,300㎥/일가 확보되었다. 

4. 뚝도정수장 보수 공사

뚝도정수장 보수 공사는 1934년 10월 10일부터 1935년 11월 30일까지 시행되었다. 공사 개

요를 보면 급속여과장치, 취수설비, 배수관 부설 등에 14만 5,453원 82전이 투입되었다. 이후

1938년 4월 1일부터 1940년 3월 31일까지 급속여과장치, 약품혼합장치, 공구 및 설계감독비

등에 5만 4,841원 40전을 투입해 급속여과지 증설 공사를 시행하 다. 이와 같은 보수 공사는

생산 시설 증 에 못지않게 생산량 증 에 기여하 다.

5. 구의정수장 신설

구의정수장은 이른바 제3기 확장 사업으로 신설되었다. 사업착수연도 던 1936년은 경성부

의 행정구역 확장으로 면적이 종전의 약 4배에 해당하는 133.94㎢에 이르게 되고 인구 또한 64

만명에 이르러 상수도 시설의 확장이 시급한 때 다. 이에 경성부는 1, 2회 확장 때와는 달리

본격적인 확장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구의정수장을 건설하 다.

구의정수장에는 착수정, 침전지, 혼화지, 급속여

과지, 정수지, 송수펌프실을 설비하 다. 침전지는

급속여과지의 전처리용으로서 약품침전지 9,345

㎥, 급속여과지는 중력식 호이라형 6지 240㎡(이

밖에 공사 중인 6지 240㎡)에서 여과하고 정수지

에서 일시 저류(低流)하 다가 송수펌프(터빈)

200HP 3 에 의해 현산배수지로 송수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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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송수관은 주철관경 900㎜, 연장은 6,500m 다.  

한편 1936년에 발행된〈일본토목사〉는 구의정수장의 공사 개요에 해 취수 설비는 취수탑

(철근콘크리트 타원형) 내경 4.5�7.0m, 높이 17.0m 1기에 의해 한강의 표류수를 상∙중∙하

3단에서 취수하여 펌프정으로 도수하고 취수펌프(300HP 터빈) 3 에 의해 정수장의 서북쪽에

위치한 착수정까지 주철관경 1,100㎜, 연장 1,180m에 의해 도수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4절 신기술의 도입

수도 도입기에 우리나라는 상수도 기술에 관한 한 전무한 상태 다. 따라서 상수도 부설 경

에 관한 특허권도 외국인에게 줄 수밖에 없었다. 1903년 상수도 부설 경 에 관한 특허가 외

국인인 콜브란과 보스트윅에게 주어짐에 따라 양수 및 송수 펌프 시설은 물론 송배수관 설비는

모두 국제품이었으며 양수기도 외국제품(지멘스)이었다. 정수 처리 방법은 완속 여과 방식이

었고 유지 관리를 위한 조작도 부분 인력에 의지하 다.

이후 1910년 8월 일제강점으로 일본이 통치하게 되자 서울의 수도는 일본인들의 손에 의해 운

되었기 때문에 서양인을 통해 도입된 수도 기술은 한국인에게까지 이전되지 못하고 단절되었

다. 당시일본은1887년요코하마시수도가준공되면서근 수도가개설되었고, 그해에일본에

서최초로상하수도에관한논문이간행되는등우리나라보다약20년정도앞선수도기술을갖

추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독점 하에 수도를 시

설하고 관리하 는데 한국인에게 기술 이전을 하지

않아광복이후수도기술의공백기를겪게되었다. 

그러나 서울의 수도는 연이은 상수도 시설의 확

장 및 개량으로 수도 설비도 크게 확충∙개량되어

갔으며, 상수도 및 전기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질적

인 면에서도 진전을 보 다. 동력 설비도 종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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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력(蒸氣力)에 의하던 것이 1925년과 1926년도에는 전력(電力)으로 체되었다. 

1. 정수 처리 방식의 발달

뚝도정수장 창설 당시 정수 방식은 완속여과방식이었는데, 이는 원수의 수질이 양호하여 그

정도 처리만으로도 족하 기 때문이었다. 

그 후 1922년 뚝도정수장을 철거 개량하면서 급속여과법을 도입하여 정수 기술의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미국에서 개발된 이 방법은 당시 미국에서는 시행한 지 18년, 일본에서는

11년이 되며 그 장점이 일반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 다. 이에 따라 우선 뚝도정수장 제2정수

장을 개량한 이후 1936년 제3기 확장 사업으로 발주한 구의정수장 제1정수장도 급속여과방식

으로 시설하 다. 이 급속여과법은 원수 중의 현탁물질을 약품에 의해 응집시키고 분리하는 방

법인데, 여과 속도를 완속 여과에서는 4�5m/일에서 급속여과에서는 120�150m/일로 더욱

빠르게 함으로써 여과지를 늘리지 않고서도 증산을 기하는 장점을 갖추었다. 

2. 송배수관종의 발달 및 보급

송배수관은 광복 당시까지만 해도 국내 생산이 되지 않아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하 다. 초

기에는 국제품을 사용하 으나 1920년 이후에는 일본제품 수도관이 사용되었다.

1908년 상수도 도입 당시 송배수관을 비롯한 기재 일체는 국산으로 송배수관의 재질별∙

구경별 연장은 600㎜관 1,233m, 500㎜관 1,667m, 400㎜관 1,208m가 부설되었다. 

이후 상수도의 보급이 확 되면서 수도관의 구경도 확 되고, 연장도 크게 늘어났다. 1910년

이후 송배수관의 구경별 연장 추이를 보면 600㎜ 이하 관은 1928년까지 1,233m로 변함이 없

다가 1929년부터 1931년까지는 1,114m, 그 이후 1932년부터 1935년에는 1,750m, 1936년에는

3,355m, 1937년에는 3,800m로 늘어났다. 700㎜ 이하 관은 1932년에 처음 등장하여 1937년

까지 변동이 없었다. 

아울러 1930년 이후 일본의 조관 공업 발달에 따라 석면관, 가스관도 서울의 상수도에 사

용되었다. 〈일본토목사〉는 1940년 말 현재 서울의 수도관에 관한 기록에서“도입 당시의 간선

은 강관으로 구경이 500㎜ 으나 그후에는 거

의가 주철관으로 600�900㎜ 으며, 지관 또는

보조관은 주철관, 석면관, 가스관이 사용되었

고, 그 총연장은 27만 7,881m 다.”고 기록하

고 있다.

3. 계장 설비의 발달

수도는 하천이나 호소 또는 지하로부터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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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 올려 일정한 처리 과정을 거쳐 정수된 물을 원격지에 있는 수요가에게 공급하는 하나의 계

통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계장 설비가 필요하다. 즉 물을 퍼 올리고 처리하고 공급하기 위해서

는 전기와 펌프 설비가 있어야 하고, 필요한 양의 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는 유량을 계측하

는 장치가 필요하며, 인체에 적정한 정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질을 측정하는 장치와 약품을

주입하는 설비가 필요하다.

수도 도입 이래 이와 같은 설비와 장치를 운전함에 있어서 초기에는 체로 수동으로 현지

확인하는 방식을 택하 다. 그러나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에 따라 약품과 설비, 장치들이 개량

되어 수동은 반자동에서 전자동으로, 현지 확인은 부분적인 제어에서 완전 원격 제어로 발전하

다.

1908년 서울의 수도 도입 당시 뚝도정수장의 시설용량은 1만 2,500㎥/일의 소규모로 사람이

직접 조작하고 확인해도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았다. 당시의 계장 설비로는 전기 설비와 펌프

설비의 운전이었고, 계측 장치로서는 전기계기와 물의 유량을 측정하는 벤추리미터가 고작이

었다. 정수 처리 방식은 완속여과방식으로 약품을 사용해서 전처리를 할 필요가 없어 정수 처

리 공정도 수동으로 하고 직접 현장 확인에 의한 감시가 전부 다. 한편 1922년 제1회 확장 사

업을 시행하면서 급속 여과 방식이 도입되자 처리 공정에 약품을 주입하여 응집(Floc)을 형성

시키는 설비가 등장하 다. 응집제는 고체황산반토 고, 알칼리제 역시 고체소석회로서 건식

약품주입기를 사용해 수동으로 주입하 다.

4. 펌프와 기전설비

1908년 상수도 도입 당시는 물론 광복 당시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펌프를 제작하는 기술은 발

달하지 못하 다. 따라서 수도 시설에 설치한 모터펌프는 모두 외국 제품이었다. 국산 모터펌

프가 설치된 것은 1950년 중반 이후에 이르러서 다. 

한편 일제강점기에는 뚝도정수장과 노량진정수장의 확장 공사와 더불어 취∙송수용 동력 시

설도 확장되었다. 그러나 1936년 구의정수장을 건설하기 이전까지 펌프는 모두 국 등 외국

제품이었다. 일본에서도 1915년에

수도용 모터펌프를 처음 국산 제품

으로 설치했기 때문이다. 이후 1936

년 제3기 확장 사업인 구의정수장

건설을 하면서부터 일본 제품을 사

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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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와생활의변화

1절 급수보급률의 신장에 따른 생활의 변화

상수도 시설의 설치는 시민 생활에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몰고 왔다. 위생적이고 편리한 급

수를 통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 다. 먹는 물의 위생적 관리로 종래

탁한 물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 등을 예방하여 시민 건강에 크게 기여하 다. 또 세탁과 목욕,

청소 등 일상 생활을 위함에 있어서 수돗물의 공급은 혁신적으로 삶의 질을 고양시켰다. 

중목욕탕이 생기면서 목욕 문화가 달라지고 자주 세탁과 청소를 하게 됨으로써 더욱 청결한 시

민 생활이 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화재 현장의 방재 기능을 제고하는 등 그야말로 수돗물은

시민 생활과 한시도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재로 자리잡으며 문명 사회로 도약하는 데 기폭제

역할을 하 다.        

수돗물에 한 수요가 날이 갈수록 급증하자 경성부는 1, 2, 3기 시설의 확장 계획을 수립시

행하면서 급수 능력을 크게 신장시켰다. 1908년 서울에 상수도가 도입된 당시에는 1일 총 급수

량이 1만 2,500㎥이었던 것이 제1기 확장 공사인 뚝도정수장 및 경성수도 노량진정수장 확장

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1일 23,800㎥를

증산하여 1923년 급수능력이 1일 3만

6,300㎥로 증 되었다. 이어 제2기 확

장 공사가 끝난 1934년에는 1일 최

급수 계획량이 3만 6,300㎥, 제3기 확

장 공사가 끝난 1945년에는 상수도 생

산 능력이 1일 9만 5,700㎥로 크게 증

되었다. 급수 능력의 증가에 따라 급

수보급률도 크게 향상되었다. 조선총독

부가 상수도 경 권을 시부자와 신디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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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적 상수도의 시설로 인해

당시 경성부민들의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되었다. 수인성 전염

병이 큰 폭으로 감소되었고 화

재 등의 방재 기능도 확 되었

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상수

도의 급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그룹은 한국에 거류중인 일

본인들이었다. 당시 급수율을

보면 한국인은 25% 내외 던

반면 일본인은 90%에 육박했

기 때문이다. 또한 일제는 우리

의 상수도 시설을 륙침략을

위한 군사적 전략의 틀에 적용

해 운 했다.  

현 식 주방과 함께 도입된 창덕궁 조전 수랏간 수도



이트로부터 매수한 다음해인 1912년의 급수보급률은 호수 (戶數對) 31%, 인구 (人口對)

25.9% 던 것이 제1기 확장 공사가 끝난 1922년에는 호수 44.6%, 인구 38.7%로, 제2기

확장 공사가 끝난 1934년에는 호수 60.8%, 인구 63.9%로 신장되었다. 

그러나 이 보급률은 급수계획구역 내의 인구에 한 급수인구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시역

내(市域內) 총인구 중 급수인구율은 그보다 떨어졌다. 다만 1934년에 급수보급률보다 총인구에

한 급수사용 인구율이 더 높은 이유는 급수구역을 행정구역 바깥까지 확 하 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2절 일본인 위주로 보급된 수도 시설

일제강점기에 수도 급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들

이었다. 일제가 강점기 초기부터 수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위생 상태를 위해 내려진 조치 으며, 서울시내 곳곳에 방화수조와 정호 및 방화수 저장을 위

한 수 장을 건설한 것도 다수 한국인들의 급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군사 전략의 일환으로 이

루었다. 

1927년에 경성부에서 발간된〈경성도시계획자료조사서〉에 의하면 1925년도 급수사용자의

국적별 분포를 보면 급수구역 내 총호수 6만 7,530호 가운데 한국인이 4만 7,116호, 일본인이

1만 9,442호, 기타 외국인이 972호인데 한국인은 전체의 29%, 일본인은 89.9%, 기타 외국인

은 99.9%가 급수 혜택을 받았다. 결국 한국인의 다수는 각 가정의 우물물이나 공동우물을 이

용하 고, 일본인과 기타 외국인들만이 수도 급수의 주요 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

하의 상황을 감안할 때 부족한 급수량을 공급해야 했으므로 한국인에 한 급수 허가의 우선순

위가 일본인이나 기타 외국인에 비하여 하위로 처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서울통계자료집〉-‘일제강점기편’기록에 의하면 1928년 등포읍의 수도 공급 상

황을 정리한 통계에서 총 급수전 101전 가운데 이를 이용하는 총 호수 205호 중에 한국인 이

용자는 단 39호에 불과하 고 일본인 이용자는 164호로 일본인이 약 80% 이상의 급수 혜택을

받았다. 이는 곧 일제강점기의 모든 수도 설비 및 급수가 일본인 편의를 위한 것이며, 더 나아

가 전쟁 수행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행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또 일제강점기

의 급수 방법으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물동이를 이용한 공급으로, 일부 부유한 계

층만이 경성부로부터 수도의 공급을 받았으며, 또는 물장수들에 의해 공급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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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는 광복 이후 행정의 공백을 맞은 가운데에서도 최소한의 상수도를 공

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라 보고 팽창하는 급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 다. 광복 당시 서울의 상수도 생산 능력은 1일 9만 5,700㎥에 불과해 날로 늘어

나는 급수 수요에 크게 못 미쳤다. 서울시는 생존과 직결되는 급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 체제를 정비하고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공업용정수장의 상수도 정수장화, 구의정수

장의 급속여과지 증설, 노량진정수장의 인수와 개량을 시행하 다. 그러나 취약했던 상수

도 시설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폭격 등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이후 전후 복구 사

업으로 급수 시설 확장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 뚝도 제3정수장 및 구의 제2정수장 준

공, 배수지 건설 등으로 생산량을 늘리는 데 박차를 가하 다.



1장

광복직후의시설확장및개량

1절 광복 직후의 상수도 사정

1945년 8월 15일 태평양전쟁이 일제의 패망으로 종결되자 우리 민족은 36년간의 질곡에서

벗어나 벅찬 광복의 감격을 맛보았다. 광복 당시 경기도의 도청 소재지에 불과했던 서울은 남

북 분단으로 남한만의 수도이기는 했지만 한 나라의 수도로서 그 위상을 되찾았다. 광복 당시

서울시는 종로구∙중구∙동 문구∙서 문구∙용산구∙성동구∙ 등포구∙마포구의 8구

268정(町), 280여 정회(町會) 규모로서 면적이 133.904㎢, 둘레가 6만 2,856m에 이르 다. 

서울시는 광복과 함께 두된 상수도 보급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 다. 일제가 태

평양전쟁을 수행하느라 재정과 물자가 모자랐기 때문에 상수도를 공급하고 하수도를 정비할 처

지도 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광복 이후 미군정이 시행되어 우리 의지에 의한 행정을 할 처지도

못되었다. 무엇보다 일제 말기까지 주요 직위를 모두 일본인이 맡고 있어 한국인에게 기술 이전

이 이루어지지 않아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미처 갖추지 못하 다. 그러다가 1948년 8월

15일 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2년도 못되어 한국전쟁이 발발하 고, 이어 1960년에 이르는

제1공화국기간동안상∙하수도의시설및관리는단절의위기를겪지않을수없었다.

이에 더하여 광복 이후 서울의 급수 수요는 급격히 팽창하 다. 광복이 되자 해외 동포들이

일시 귀국하여 서울에 정착하 을 뿐 아니라 북

한에서 피난민들이 거 월남했기 때문이었다.

1945년에 110만명이었던 서울의 인구는 1946년

에는 128만명으로, 1947년에는 146만명으로,

1948년에는 170만명으로 3년 동안 60만명이나

늘어나는 급속한 증가세를 보 다. 또 용산에 주

둔한 UN군의 급수 수요에 응하는 문제도 시

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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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이 되자마자 서울상수도는 수돗물 보급문제부터 해결해야 했다.

1945년 광복이 되자 서울상수

도는 공백이 된 상수도행정을

자치적으로 시작했는데 당장

시급했던 생산시설을 확장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경기도에서

이양 받은 공업용 수원지를 상

수도 정수장으로 개량했고 인

천시로부터 노량진정수장을 인

수해 부족한 생산량을 채우기

도 했다. 특히, 1947년 식수난

해결과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사업국을 신

설하고 수도경 을 전담토록

했다. 



그러나 광복 당시 서울의 상수도 생산 능력은 9만 5,700㎥/일에 불과해 늘어나는 급수 수요

에 크게 미치지 못하 다. 경성부는 생존과 직결되는 급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제를 정비하

고보급률을높이는데심혈을기울 다.

2절 행정 공백기에 자치적으로 시작한 상수도 행정

1. 과도적 행정 체제의 확립

광복 이후의 혼란기 속에서도 상수도 시설의 유지 관리 노력이 이어지며 새로운 수요에 응

하 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수도 행정 체제의 정비 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당시 경성부 기구는 부윤관방(府尹官房)∙총무부(總務部)∙민생부(民

生部)∙방위부(防衛部)의 4부 1실 18과 1소 체제 다. 광복 직후 미군이 서울에 진주하기 전까

지는 이와 같은 일제 말기에 개편된 기구가 그 로 존속되었다. 이때 서울의 수도 업무는 방위

부의 수도과에서 담당하 다. 

광복당시서울의행정조직은경성부청에근무하던한국인직원들중에 표자를선출하여

표자회의를 결성하고 사무 처리의 권한을 행사하 다. 상수도 업무 역시 수도 공급은 일시라도

중단할 수 없는 것으로 각 부서 책임자를 구두로 호선하여 배치하고 과도기적인 업무를 관장하

게하 다. 이로써경성부가수도사업의운 주체가되어새로운급수수요에 응하게되었다. 

이와 같은 경성부의 표자제도는 1945년 9월 8일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당시 실정에 따라

개편되었다. 또 같은 해 10월 미군정 장관, 한국인 고문관의 임명과 아울러 한국인과 미국인 양

장관 제도가 실시되었다.

1945년 10월 14일 시정을 접수한 서울시인민위원회는 시행해 나갈 제반 시책을 발표하며 전

차∙전기∙수도∙가스는 시 으로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 다. 이후 1946년 8월 15일 미군정이

시행되면서 서울의 행정기구는 미국식으로 개편되었다. 1946년 9월 26일부터 경성부는 서울

시로 개칭되면서 경기도 관할에서 독립하여 도와 같은 지위로 승격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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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390 856,400 77

1,287,692 963,460 75

1,467,550 1,065,360 72

1,503,339 1,017,009 68

2,100,054 1,190,230 57

2,444,803 1,462,361 60

1945

1946

1947

1956

1959

1960

연도별 총인구 급수인구 급수보급률(%)

급수보급률추이

자료 : 1) 1946, 1947년도분 : 서울특별시, 〈시세일람〉, 각 해당연도에서 발췌
2) 1956, 1959, 1960년도분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특별시사> ‘해방 후 시정편’에서 발췌



직제는 2처 7국 31과 2소로 편제되었는데, 이 시기 수도 관련 업무는 공 부가 공 국으로 개

칭되어 그 산하의 수도과에서 관장하 다. 

그러나 미국식 행정 조직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한 달 후인 9월 18일에 다시 서울의

행정기구가 폭 개편되었다. 이때 서울의 수도 업무는 계속 공 국 수도과에서 담당하 다. 

이후 1947년 3월 1일에 서울시의 식수난을 해결하고 수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

익사업국을 별도로 신설하고 수도과만을 소속시켜 수도 경 을 전담토록 하 다.

한편 1948년에는 경인지구의 급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인천시 소속의 노량진정수장 관리

운 권을 인수하 다. 또 서 문구청 내에 수도사무소를 설치하고 수도 공사만은 시 당국이 직

접 시공할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1948년 12월 29일에 공포된 서울시훈령 제1호에 의하여 공익사업국이 건설국으로 흡

수∙편입되면서 수도운 과와 수도공무과가 건설국에 소속되었다. 이때 서울시내 각 구별 수

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중부∙종로∙용산∙ 등포∙동부∙서부∙성동∙마포수도사업소

등 8개의 수도사업소가 운 되었다. 

이러한 사업소 체제는 한국전쟁 후인 1954년에 통령령 제1329호로 각 구의 건설과로 이관

되어 운 되었다. 이후 수도 업무의 운 ∙관리 체계는 본청 건설국 - 구청 건설과의 체제로

운 되었다. 

2. 요금 제도와 수도 사업 재정

서울시는‘서울특별시 급수조례’에 의해 수도요금을 징수해 왔으며, 수차에 걸친 조례 개정

에 따라 요금 징수 제도도 많은 변화를 거듭하 다. 광복 후 서울시의 수도요금 징수 체계는 수

요가(需要家)에 비치한 점검 카드에 사용량을 기재하고 연 6회 요금을 징수하는 격월 징수 제도

를 실시하 다.

그러나 급증하는 서울시의 인구에 비례하여 수돗물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각종 시설

의 확충 및 건설 공사가 늘어나 자체 수익

만으로는 운 하기가 쉽지 않았다. 수도

사업의 재정은 기본적으로 수도 사용료를

주축으로 운 해 왔으며 수도 행정은 시

민의 공공 생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무

리하게 수도요금을 올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어서 모자라는 자금은 정부의 보조금

이나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 외국의 차관

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해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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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이후의 혼란기 속에서도 상수도시설의 유지관리 노력은 계속되었다. 

광복 후 서울 도심거리 풍경



3절 생산 시설의 확장

1. 공업용정수장의 상수도 정수장화

광복 이후 1960년까지 15년간 정수장의 신설로 인한 취수 설비의 변동은 없었다. 다만 기존

정수장의 개량 확장을 위한 사업만 몇 건 행해졌다. 당시 급수난은 심각하 다. 1948년 6월 10

일 북한이 단전을 시행한 이후 전기와 수도난이 심화되어 시내의 수도는 하루 평균 4시간 정도

송수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긴박한 급수 수요에 처하여 한국인 기술자들로 구성된 행정

체제를 수립하고, 제일 먼저 한강철교 남단 아래에 있는 공업용정수장(현재 수도자재 관리센터

부지)을 경기도에서 이양받아 상수도용 정수장으로 개량하는 일부터 착수하 다. 

원래 이 공업용정수장은 부평과 등포 일 군수공장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1939년

에 착공한 것으로 자재와 인력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종전기에 거의 완성∙시험 단계에 와 있었

다. 그러나 광복 후 정치적인 공백으로 방치되어 1945년 겨울에는 급속 여과기의 부분이 파

열되고 펌프 주위의 배관이 동파되어 버렸다. 1946년 2월 한국인 기술자들은 논의 끝에 공사비

1,410만환을 투입해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공업용정수장의 구조물들을 보수하고 1일 5만

6,400㎥의 수돗물을 생산하 다. 

이렇게 공업용정수장을 개조하여 상수도를 생산하게 되자, 우선 용산에 주둔한 UN군에 공

급하기 위해 양수 펌프장을 추가 설치하 다. 또 구 노량진 배수지와 펌프장 간 배수관 연결,

노량진 - 삼각지 간 배수관(500㎜) 부설 등 일련의 공사를 시행하여 1947년부터 급수를 개시

하 다. 이로써 서울의 급수량은 총 16만 1,100㎥로 늘어났다.

한편 1945년부터 1969년은 공업용 수도의 부재기 다. 공업용정수장이 상수도 정수 시설로

바뀐 것도 공업용수의 수요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 다. 또 당시 공업용수의 수요

가 있던 경우에도 인근 하천에서 표류수나 지하 복류수를 끌어썼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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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00 95,700

9,000 104,700 구의정수장 급속여과지 2면 증설

56,400 161,100 등포 공업용정수장 개량

16,200 177,300 노량진정수장 인수

40,300 217,600 뚝도정수장 제3정수장 건설

60,000 277,600 구의정수장 제2정수장 건설기간 중

277,600

1945년까지

1946

1947

1948

1956

1959

합계

연도별 증산량(㎥/일) 누계시설용량(㎥/일) 비고

광복이전과이후의연도별생산시설확장



2. 구의정수장의 급속여과지 증설

두 번째의 시설 확장은 구의정수장의 급속

여과지를 증설하는 것이었다.

원래 구의정수장은 1936년에 착공한 이래

광복 이전까지 4차 공사가 진행되다가 1945년

광복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광복 이후 구의정수장 확장 공사는 1946년

부터 1947년 2년간에 걸쳐 시행되었다. 공사

중단으로 미진하 던 급속여과지 2면의 설치 공사를 시행해 준공함으로써 하루 9,000㎥를 증

산하게 되어 총 시설 용량은 16만 1,100㎥로 늘어났다. 

한편 시설 용량의 증 와 함께 종전으로 중단되었던 배수지 공사도 시행되어 고지 에도 급

수가 가능해졌다. 이때 시설된 배수지는 옥인동∙삼청동∙성북동∙천연동∙도원동 등 5개의

소배수지 다. 구의정수장 증설 공사비는 5개의 소배수지 공사를 합계하여 40억 900만원이 투

입되었다. 

3. 노량진정수장의 인수와 개량

세 번째의 시설 확장은 노량진정수장을 인수하는 것이었다.

노량진정수장은 1936년 경성부 당시 행정구역 확장에 따라 서울시 관할구역 안이 되었지만

여전히 인천시 관할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제2정수장은 1923년에, 공업용정수장이었던 제3정

수장은 1947년에 서울시 관할이 되는 등 서울시의 관할 부분이 많이 커졌다. 또 당시 등포를

포함한 서울의 서부와 경인 지역 일 의 급수 수요가 팽창해 관련 책이 요청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1948년 서울시 건설국이 신설될 당시 노량진정수장을 서울시가 통합 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인천시와의 협의 끝에 그 관리운 권을 서울시가 인수하

게 되었다. 〈서울특별시사(해방후 시정편)〉는 인수 이유를“경인지구의 급수 책을 원활히 하

기 위하여 협정으로 그 관리운 권을 인수하 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루 생산량 1만 6,200㎥ 규모의 정수장이

서울시 관할이 됨에 따라 서울의 급수 능력은

1일 17만 7,300㎥로 증 되었다. 단 1959년

10월에 인천시가 김포정수장을 신설할 때까지

하루에 2만 5,000㎥를 계속 급수하고 사용료

를 인천시로부터 징수한다는 조건이었다. 따

라서 인수한 시설용량 전량이 서울시민에게

공급되지는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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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정수장(1960년초)

구의정수장 급속여과지동 건물



2장

한국전쟁으로인한상수도시설의
피해와복구

1절 전황의 전개에 따른 상수도의 피해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 야기된 한국전쟁은 숱한 인명 피해와 함께 막

한 물적 손실을 가져왔다. 추산에 의하면 북한은 인구의 28.4%인 272만여명이, 남한은 133

만여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다. 역사상 유래가 없는 국가와 민족의 시련 앞에서 서울의 상수

도 시설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1950년 6월 27일 서울을 철수한 후 같은해 9월 28일 서울 수복까지의 3개월간, 이후 중공군

의 개입으로 1951년 1∙4후퇴를 하 다가 그해 3월 14일 서울을 재탈환할 때까지의 3개월여

동안 고 리는 전황 속에서 취약한 상수도 시설은 폭격 또는 포격에 의해 큰 타격을 받았다.

3년여의 전쟁으로 정수장의 30~90%, 지하에 매설된 송배수관의 5~10%, 펌프장의 60~80%,

통신 시설의 90% 상당이 피해를 입었다.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시내의 형 송

배수관 파열을 비롯해 구의정수장의 경우

펌프실∙여과지∙약품 창고가 전소되었

다. 또 광장취수장 취수탑 등 취수시설 일

부가 파괴되었고 동력설비∙사무실∙사

택이 거의 전소되었으며 제2정수장 건물

도 약간의 피해를 입었다. 노량진정수장

도 취수탑이 파괴되었고, 공업용정수장

의 펌프실과 여과지가 중파되는 등 처참

한 상황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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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그

나마 당시에 남아있던 상수도

시설까지 파괴시켰다. 서울의

정수장은 부분 30~90%가

파괴되었고 통신시설은 90%

이상이 손실되었다. 그러나 상

수도 종사자들의 피땀 어린 노

력과 국가적 지원으로 전시 상

수도행정을 유지할 수 있었고

상수도 복구 자금모집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의 책을 통해

1955년에 이르러 완전복구가

현실화 되었다. 1960년 11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공익

사업국의 수도과가 수도국으로

승격, 수도 업무의 체계가 확립

되었고 재정도 안정 상태에 이

르게 되었다. 

한국전쟁의 여파로 서울의 상수도 시설은 황폐화되기에 이르 다. 



1953년 3월 31일 기준으로 조사된 한국전쟁 종합피해상황 조사 결과에 의하면 서울의 상수

도 시설 피해액은 한국전쟁 전 가격을 기준하여 총 51억 8,130만환(*1953년 2월 제2차 통화조

치 기준)으로 집계되었는데, 그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이와 같은 피해 시설이 완전 복구

된 것은 1955년에 이르러서 다.

2절 비상 급수와 전시 상수도 행정

한국전쟁 발발로 서울시 행정은 잠시 중단되었다. 1951년 1월 4일 수도국은 UN군 철수에 따

라 모든 수도 시설과 기재를 놔둔 채 정부를 따라 남하하 다. 국군의 서울 철수 기간인 1950년

6월 27일부터 서울을 탈환한 9월 28일 서울 수복까지는 북한 공산군의 폭격으로 파괴된 송배

수 시설을 복구하며 수도 운 을 하 다.

국군이 서울을 탈환하자 수도국은 1950년 10월 4일을 기해 일제히 사무를 개시하며 전시 행

정 체제를 구축해 수도 복구에 온 힘을 기울 다. 긴급 복구 노력으로 10월 6일에는 수도를 완

전 복구해 일제히 배수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덜어주었다.

이후 다시 중공군의 전쟁 개입으로 1951년 1월 4일 국군이 재철수하게 되자 서울 시정이 다

시 중단되었다. 그러나 3월 14일 재탈환을 한 지 4일 후인 3월 18일에 이기붕 시장을 수반으로

시 직원 300명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행정건설 가 서울에 입성하여 파괴 상황을 조사하

다. 이들 선발 를 중심으로 1951년 3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복구 공사 설계서를 작성하는

등 행정을 재개하 다. 그러나 다시 전황이 불리해져 1951년 4월 25일 재철수하여 부산으로 갔

다가 그해 7월에 서울에 복귀하여 태반이 파괴된 수도 시설을 복구하는 데 총력을 기울 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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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공장(高地) 펌프 및 변전실 전소 50% 1,047,500,000환

여과지 침전지 小破

취수탑 동력선 中破 30% 316,000,000환

펌프실, 급속여과지, 전기시설 전소 90% 734,600,000환

양수펌프실 전소 40% 281,600,000환

펌프창고 中破 30% 331,200,000환

펌프실, 여과지 中破 40% 1,127,400,000환

10% 460,000,000환

5% 457,000,000환

80% 80,000,000환

90% 61,000,000환

70% 280,000,000환

60% 5,000,000환

뚝도정수장

광장취수장

구의정수장

현산배수지

노량진정수장

공업용정수장

송수관

배수관

노량진취수장

통신시설

각 사무실 및 창고

효자동 펌프장

피해지역 피해 상황 피해율 복구비

상수도시설피해상황

1953. 3. 31 현재



시 공업용정수장 취수관 부설 공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파괴된 펌프실과 여과지를 복구하여

등포방면에 급수를 시행하 다.

또 서울시에서는 수도 시설의 파괴와 송수 상

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7월 30일부터 뚝도정수

장에서 시험 배수를 시작하 다. 이에 따라 시

민들에게는 소독된 물이 아닌데다 오랫동안 사

용하지 않았던 수도관으로 보내어 유독물이 많

이 섞여 있으니 음용해도 좋다고 지시할 때까지

쓰지 말기를 경고하 다.

아울러 뚝도정수장 복구공사를 주야로 실시

해 같은해 8월 15일부터 송수를 개시하 다. 이

와 함께 수질과 송수량이 충분한 것으로 판명이

나자 9월 1일에는 마셔도 좋다고 발표하여 서울

시민의 음용수 문제가 해결되었다. 서울시의 상수도 복구 공사는 1951년 연말에는 케이블선을

인입하는 단계까지 진척이 되어 복구 후에는 한국전쟁 전 송수량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어 구

의정수장 및 노량진정수장의 복구 공사를 실시해 일단 1952년 6월 12일에 노량진정수장을 복

구하는 등 1952년에 모든 수도 시설을 완전 복구하기에 이르 다. 그러나 시설 복구 외에 갑자

기 감량된 전력 사정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급수 제한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 1953년 7월 휴전회담으로 정전(停戰)이 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복구 공사를 실시했는

데 피폐한 재정 상황으로 새로이 상수도를 건설하기보다는 응급복구에 급급하 고 항구복구는

1950년 후반에 가서야 가능했다.

3절 부진한 수도요금 징수와 경 난

긴급복구를 하여 당면 과제는 해결되었으나 항구복구를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었다.

더구나 피난에서 돌아 온 수용가에게는 수도요금을 부담하는 것조차 벅찬 상태 다. 결국 수도

재정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지원이 불가피하게 되고 나아가 시설확장의 경우 국고지원에 기 지

않을 수 없었다. 

서울시에서는 1951년 11월‘수도급수조례’를 개정∙공포해 한국전쟁 발발 이후 중단되었던

수도요금 징수에 착수해 12월 17일부터 납부고지서를 발송하 다. 그리고 수도요금을 종전의

10배 이상으로 인상하고 이를 9월 1일부터 소급 실시해 12월분까지 징수하 다. 수도요금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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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서울귀향을 자제하라고 당부하는 포스터



수는 부재 가옥 등을 고려하여 각 동회에서 취급하도록 했으며, 수도 하나에 매달 평균 4,000

환 정도가 책정되어 약 6억환이 징수될 것으로 예정되었다.

그러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가운데 민생이 안정되지 않아 수도요금 징수 실적은 부진하

다. 서울시는 직원을 총동원해 피난처에서 물 부족으로 설움을 받은 사실을 상기하라고 거듭

강조하여 수도요금 징수를 독려해 갔다. 수도요금 징수는 이후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

시 직원들은 수도요금 징수를 위해 납부 독려 기간을 정하고“물에 슬픔을 맛본 시민들이여, 남

하 피난했던 그때를 상기하고 물 값 좀 내주십사”라는 읍소 작전으로 동분서주하며 경 난 타

개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그 결과 1952년 4월 8일에는 총 6억 3,000만환 중 약 80%인 5억환

이 징수되었다.

이처럼 1950년 의 수도 재정은 전쟁 후유증과 요금 체계의 불합리, 수도요금 징수의 제도적

장치 미비 등으로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후 1960년 11월 1일‘지방자치법’개정으로 수도과가

수도국으로 승격하면서 수도 업무 체계가 정비됨에 따라 서서히 수도 재정도 안정 상태에 접어

들기 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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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기관총탄 박스로 만들어 사용되던

두레박과 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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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복구에이은시설확장및개량

1절 공채를 통한 복구재원 조달과 외국의 원조

휴전이 되고 피난에서 돌아오는 시민으로 인구도 점차 증가, 1953년 휴전된 해에 100만명이

던 것이 1955년에는 157만명, 1959년에는 200만명을 넘어섰고 1960년에는 244만명으로까지

증가하 다. 인구의 급증에 따라 상수도 수요도 급증했으나 재원은 피폐 상태로 항구복구 재원

조차 조달이 여의치 않았다. 궁여지책으로 집행된 사업이 1958년에는 상수도 시설을 미처 갖추

지 못한 곳에는 공동우물을 파기 위하여 400여 만환의 예산을 책정하 다. 이런 상황속에서

안으로 등장한 것이 공채 발행이었다.

1953년 3월 21일자로 일반회계 재해복구비 충당을 위해 신청한 2,000만환과 수도비특별회

계 재해복구비 1,000만환에 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같은 해 3월 31일자로 떨어져 같은 해

5월 1일자로 공채가 발행되었다.

또 외국의 원조도 복구공사 진척에 한몫을 하 다. 한국전쟁으로 파손된 상수도 시설의 전체

복구와 부족한 상수도 수요량의 충족

을 위해 1954년부터 5개년 간 정부와

국제연합기구의 원조에 의해 주철

관∙강관∙철근∙시멘트∙모터펌프

및 기타 현물을 지급받아 파손된 상

수도 시설을 수리 복구하 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급수 시설의 복

구∙확장∙신설 사업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급수량∙보급률∙시설용량

이 크게 신장하고 운 체제에 있어

서도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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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이후 상수도 복구사

업은 주목할 만한 발전을 보

다. 1954년부터 5개년 간 정부

와 UN원조에 의한 상수도 시

설의 수리와 복구가 이어졌으

며 특히 순수 국내 기술진에

의해 설계된 구의정수장 2공장

이 준공되면서 시설확장사업은

본궤도에 올랐다. 이후 꾸준히

시설확장과 개량은 계속되었으

며 1945년 연간 1인당 급수량

이 59ℓ 에서 1960년 163ℓ 로

약 3배가 증가해 시민들의 생

활의 질은 폭 향상되었다.

미국의 원조자금으로 건설된 뚝도 3정수장 준공식(1956년)



2절 생산 시설 확장 노력

1. 뚝도 제3정수장 준공

뚝도 제3정수장의 건설은 1949년에 총 공사비 17억환으로 착공하 지만,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약 30% 공정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예정 로 공사

가 추진되었다면 1950년이나 그 다음 해에 준공되어 1일 3만 7,000㎥의 정수를 증산할 수 있

었다. 

이후 휴전 다음해인 1954년에 공사를 재개하여 1956년에 준공하 으며 공사비는 9억 7,850

만환이 투입되었다. 늘어난 시설 용량은 당초 증산 계획량 3만 7,000㎥/일보다 3,300㎥/일이

증가된 4만 300㎥/일로 늘어나 누계 시설용량은 21만 7,600㎥/일이 되었다. 이 공사는 설계와

시공 및 감독에 이르기까지 국내 기술진에 의해 처음 시도된 사업이었다. 

2. 배수지 건설

광복 이후 1960년까지 15년간은 생산 시설 확장을 위한 재원도 없고 기술도 취약한데다 한국

전쟁까지 발발해 3년여의 전쟁을 치르고 피해 복구를 하느라 별다른 시설 확장을 하지 못하

다. 그러나 서울시는 급수 수요가 팽창함에 따라 조금이라도 더 생산량을 늘리려고 온갖 노력

을 기울 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1950년 후반에 이르러 구의정수장 확장 공사를 시행하면서 2개의 배

수지를 신설하고, 노량진정수장을 인수하면서 배수지도 함께 인수해 시설 용량이 1만 8,514㎥

가 늘어나 총 누계 5만 230㎥가 되었다. 배수지별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3. 구의 제2정수장 건설

구의 제2정수장 건설은 광복 이후 구의정수장과 관련해 두 번째 공사 다. 1957년에 착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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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16

노량진배수지 저구 1,2호지 5,000 공업용수도 개량

삼청동배수지 1,000 구의정수장 급속여과지 증설에 따라 설치

노량진배수지 1호지 2,414 노량진정수장 인수(설치연도 1910년)

2호지 2,100

만리동배수지 3,000 구의정수장 확장

삼청동배수지 5,000 〃

18,514

50,230

연도별 배수지명 시설용량(㎥) 비고

광복이후전후복구기배수지시설확장연혁

전기까지 누계

1946

1946~1947

1948

1956

1959

기간 중

합 계



이 공사는 취수 설비를 비롯해 현 적

인 전처리 시설, 정수 시설, 송수 설비

와 함께 왕십리펌프장과 삼청동 배수지

를 신설하고 왕십리 - 만리동 간 배수

관 부설 공사, 왕십리 - 삼청동 간 배수

관 부설 공사가 포함된 단위 사업이

었다.

이 시기에 가장 특기할 만한 공사로

는 우리 기술진이 설계한 구의 제2정수

장 건설 사업으로 취수 설비를 비롯하

여 현 적인 전처리 시설, 정수 설비와

송배수 설비 및 부 공사가 단계별로 시행되었다.

1957년 11월 정수장 정리 공사를 비롯해 침사지 및 급속 여과지와 관리 건물을 건축하는 것

을 시작으로, 1959년 8월에 주요 공사가 준공됨으로써 하루 6만㎥의 통수를 개시하 다. 이로

써 총 시설 용량은 하루 27만 7,600㎥로 늘어났다.

4. 광복 이후 수도 관계 지표의 변동 추이

광복 이후 1960년까지 시설 확장이 꾸준히 계속되었으나 한국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복구 등

으로 급수보급률은 1945년 당시 77.5%에서 1960년에는 59.8%로 17.7% 하락해 시민의 급수

사정은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을 보 다. 이는 98만여 시민이 급수 혜택을 받지 못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같은 기간에 총인구는 121%가 증가했지만, 급수인구는 73%밖에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같은 기간 내에 인구는 110만 5,390명에서 244만 5,803명으로 2.2배, 급수 인구는 85만

6,400명에서 146만 2,361명으로 1.7배가 증가하 다. 총인구의 증가지수 2.2배에 하여 급수

인구 증가는 1.7배로 떨어짐에 따라 급수보급률은 1945년의 77.5%에서 59.8%로 크게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시설용량은 9만 5,700㎥/일에서 27만 7,600㎥/일로 2.9배 늘어남에 따라 1인당 급수

량은 오히려 크게 늘어났다. 시설용량이 190% 증가한 것을 감안할 때 급수보급률이 상 적으

로 저조한 까닭은 배급수 설비의 정비가 뒤따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또 1일 1인당 급수량의

경우 시설용량이 176%나 증가한 반면 급수인구는 73%의 낮은 증가를 함에 따라 1945년 당시

59ℓ에서 163ℓ로 176% 증가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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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기술의발전

1절 송배수관 종류의 발달 및 보급

광복 당시까지 국내에는 수도관 생산업체가 없어 관련 기술이 축적되지 못하 다. 따라서 소

규모나마 신규 배수관을 부설하려면 원조 물자에 의존해야만 하 다.

국내에서 최초로 수도관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1954년 2월 한국기계주물제작(주)가 미국

에서 구경 100~500㎜의 상수도용 회주철관 제조용 원심력 주조기를 도입하면서부터 다. 이

를 위해 한국기계주물제작(주)는 1만 6,611㎡의 공장 부지에 건평 4,958.7㎡의 공장을 신축하

고 5M/T 용선로 2기를 설치해 원심력 주철관을 생산하기 시작하 다. 이어서 1959년에는 미

국과 독일 기술자를 초빙해 약 1년간 국내 기술진을 상으로 기술 연수를 실시하 다. 

수도용강관은1956년에삼천리자전거공업사에서가스용접강관을처음생산하기시작하 고,

1950년 말에주식회사부산파이프는독일에서조관기를수입해연간4,800톤의강관을생산하

다. 또1960년 에는가스용강관을생산∙공급하기시작해서서히조관기술이축적되어갔다.

이처럼 광복 이후 수도관을 수입하기 시작해 1950년 말에 국내 생산품을 공급하는 단계로

까지 발전하며 송배수관의 연장은 계속 증 되었다. 1960년 말을 기준으로 송배수관의 연장

은 송수관이 3만 1,202m, 배수관이 51만 5,196m 등 54만 6,398m로 증 되었다.

한편 광복 이후 1950년 중반까지 일부 정수장의 설비 개량을 통한 증산 사업이 시행되

었으나 모터펌프는 증설되지 않았다. 1960년 이천전기에서 국내 최초로 횡축양흡입 볼류트

펌프를 개발했으며, 구의정수장 확장 사업 때 설치되었다. 펌프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 형식 : 횡축양흡입 볼류트 � 펌프 구경 : 650 / 600㎜

� 양정 : 18�36m � 모터 마력 : 600HP

� 극수 : 8�12

� 용량 : 7만 4,880㎥ / 일(52㎥ /분) ~ 7만 6,320㎥ / 일(53㎥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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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광복이 되기 전까지의

모든 수도 기술은 일본인들에

게 독점되다시피 했다. 따라서

광복 후 일정한 기간 동안 상

수도관 같은 수도 관련 물품들

은 외국의 원조에 의존했으며

수도 기술 역시 외국의 기술을

적용하는 데 그쳤다. 1954년

한국주철관공업(주)의 전신인

한국기계주물제작(주)에서 국내

최초로 상수도관을 제작하고

1960년 이천전기(주)가 횡축양

흡입볼류트 펌프를 개발하면서

국내 기술발전에 한 지평을

마련하 으며 이후 정수기술

등 다양한 부문의 발전이 뒤따

랐다.



2절 수도 기술자 단기 교육 실시

1945년 광복을 맞았으나 수도국은 한국인 수도 기술자가 많이 부족하 다. 서울에 수도가 도

입된 지 37년이 되는 시점이었지만 요직을 일본인들이 독점하다보니 한국인 기술자가 양성되

지 않아 일본인들이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자 수도 기술의 공백기를 맞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기

술자 부족에 더해 광복 이후 정부 수립 시까지 정치∙사회적 혼란과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에

이어 1953년 7월 휴전 이후 복구기를 거치다보니 이렇다 할 기술 발전의 기회가 없었다. 

수도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인 기술자를 끌어모아 기존 시설의 유지 관리와 중단된

공사를 계속하고 설비 개량에 나서고자 하 다. 그러나 계획설계를 담당할 기술자를 구하기 위

해 토목 기술자를 수도 기술자로 전향시켜 보았지만 그 수는 전국적으로 20명을 넘지 못하

다. 따라서 이 시기의 계획설계는 재래 시설의 기능 복구에 치중하 다. 당초의 시설에 약간 결

함이 있는 설계인 경우에도 이를 개량할 엄두도 못 내고 완전히 원형 로 복구하는 것이 보통

이었다(�海琳, 〈 한토목학회지〉1962. 10권 1호 p.20).

그러다가 1952년부터 시작된 AID 프로그램으로 한국인 수도 기술자의 해외 연수가 이루어

지면서 수도 기술이 한 단계 도약하 다. 이 계획에 따라 후일 수도국장을 역임한 정규 을 포

함한 다수의 수도 기술자가 미국∙프랑스∙일본 등지에 가서 선진 기술을 습득하고 한국의 수

도 시설에 한 검토와 비판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기술 축적 노력으로 1950년 말에 구의 제2정수장을 건설하면서 여과사 세척 방

법을 개량하는 등 한 단계 발전된

기술을 도입하 다. 이 정수장 역시

처음에는 구형의 약품 침전지 2면

으로 설치되었으나 이를 폐지하고 1

일 3만 5,000㎥를 처리하는 인필코

(infilco)사의 액셀러레이터 2기로

치하 다. 여과사 세척도 물에 의

한 역세척과 함께 표면 세척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첨가하고 세척수는

여과지 밖의 고지에 설치한 수조에

서 공급하도록 하는 등 새로운 방식

이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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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의상수도는1960년 경제개발이시작되면서서울의인구집중화가진행

되어 역동적인 발전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인구의 급증으로 행정구역

이 확 되어 급수구역이 크게 확 되었고 배수관망의 폭적인 설비 증설도 필요하게 되었

다. 이에 따라 1961년 이후 1979년까지의 기간 중 상수도 시설 용량의 확 를 위한 정수장

의신설, 시설확장, 설비개량, 정수장인수등 적인사업을추진하 다.

1960년 에는 2차례의 설비 개량 확장 사업으로 보광동정수장 및 시흥보조정수장 신설,

기존 정수장의 시설 개량 사업이 이어졌다. 또 1970년 에는 상수도 배 증산 계획 및

1972년부터 1981년까지 10개년 계획의 상수도 시설 확장 계획을 수립하고 등포∙선

유∙광암정수장 등의 신설에 착수하 으며 기존 정수장의 시설 확장과 설비 개량으로 기

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급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주력하 다.



1장

도시팽창과급수난

1절 급수 수요의 폭발적 증가

물의 소비량은 그 나라 문화 수준의 척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서울의 상수도는 1960년 에

들어 경제 개발과 도시 팽창에 따른 변화에 부응해 역동적인 발전의 시기를 맞았다. 1960년

와 1970년 에 걸친 3∙4공화국 시 는 근 화를 기치로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국력이 집중

되던 시기 다. 공업화가 촉진되고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면

서 급수 수요가 팽창, 시설의 확충이 시급해졌다. 이에 따라 1961년에‘수도법’이 제정되었고,

자본과 기술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국 차관을 도입하는 등 적인 급수정책이 전개되었

다. 

당시 서울은 세계 도시 가운데서도 폭발적인 인구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도시화에 따라

지방의 농촌 인구와 중소 도시 인구가 서울로 집중하면서 1960년 이후 1979년까지 19년간 245

만명에서 811만명으로 3.3배 규모로 인구가 증가하 다. 1960년 에는 연간 평균 30만 8,000

명 정도, 1970년 에는 매년 평균 28만 7,000명 정도가 증가했으니, 급수 및 하수 처리 수요가

얼마나 급격하게 증가했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인구 30만명이면 중도

시급의 규모인데 해마다 중도시급이 필

요로 하는 상하수도 시설의 확장이 요구

되었던 것이다. 

서울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

를 기존 행정구역 안에서 수용하기에 한

계를 느껴 1963년 1월 1일 시 주변 지역

을 폭 편입, 확장하 다. 이로써 행정

구역의 면적은 613.04㎢로 크게 확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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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경의 서울시 전경

1960년 에서 1970년 에 이

르는 기간은 서울의 급속한 도

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인구의

팽창으로 급수 수요가 기하급

수적으로 늘어난 시기 다. 이

에 따라 서울상수도는 1965년

부터 3개년 연차계획으로 누수

방지 책을 수립해 실행하 으

며, 차관도입 등을 통한 시설의

확충, 송수시설 개량확장 및 보

조정수장 신설 같은 생산 확

책을 추진하 다. 특히, 급격

한 급수 수요 증가에 비하고

체계적인 상수도 관리의 필요

성이 두됨에 따라 1961년

「수도법」을 제정, 수도경 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 다.



었고 인구 또한 16만 6,335명이 증가하여 급수 수요도 그만큼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급수

구역이 크게 확 되었고 배수관망의 폭적인 확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구획 정리 방식에 의한 신시가지의 거 개발도 신규 설비 확 를 요구하 다.

1961년 이후 1979년까지는 가히‘개발의 연 ’라 할 만큼 시가지의 확장이 컸던 시기 다.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철거민이주정착사업, 주택단지개발사업등의유형으로이루어졌다. 

이중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보면 1961년 이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는 1981년

까지 총 33지구 1억 1,040만 5,313㎡를 신시가지로 개발하 다. 서울시 전체 면적의 1/6 이상,

주거 가능 면적의 1/4 이상을 1960∙1970년 에 개발한 것이다.

또 철거민 이주 정착 사업도 급수 수요를 늘리는 요인이었다. 광복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로

주택난이 심화되자 무허가 건물이 양산되었다. 1960년 에 들어 이들 무허가 건물 집단 지역을

철거해 변두리로 이주, 정착시키는 사업이 적으로 전개되었는데, 이들이 옮겨간 곳이 미급

수 지역으로 새로운 급수 수요를 유발하 다. 지금의 거여∙ 마천∙상계∙봉천∙신림∙시흥∙

신정동 등이 표적인 이주 지역이었다.

이와 같은 요인으로 급수 및 하수 처리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해 급수 구역이 크게 확 되고

배수관망의 폭적인 확 설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2절 식수난 해소에 전력투구

인구 증가는 폭발적인 급수 수요를 불러

오기 때문에 공급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되

어야 하지만 시설 확장이 선행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서울시의 경우 상수도 생산

량이 절 적으로 부족한 형편에 급격한 인

구의 증가세는 필연적으로 급수난을 가져왔

다. 특히 변두리 관말 지역과 고지 에서는

수압이 떨어져 출수가 불량하고 식수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구나 철거민

이주 정착지의 경우 상수도 시설도 안된 채

공동우물 또는 사설간이상수도로 생활용수

를 공급받았는데, 여름철 가뭄이 심할 때에

는 급수난이 특히 심하 다. 당시 일간 신문에 보도된 급수난에 관한 기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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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초 극심한 급수난에 시달렸던 삼양동 주민들



- “수돗물의 균등 공급을 위하여 시내 저지 25개 배수관의 제수변으로 송수를 제한한다.”

(1961년 8월 4일자 동아일보)

- “물이 모자라 급수 시간을 하루 12시간제로 한다.”(1965년 8월 12일자 동아일보)

- “고지 주민을 위하여 5월 1일부터 도심지에 수돗물을 시간제로 공급한다.”(1967년 4월

26일자 동아일보).

이와 같은 급수난 현상은 1970년 에도 계속되었으며 몇 가지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신촌, 서교동 일 에 한 달째 물 안 나와 농성”(1970년 8월 4일자 한일보)

- “수돗물로 편싸움, 금화아파트 주민끼리. 주민 5명 중 경상”(1971년 8월 5일자 경향신문)

- “물 기근에 신남동 주민 200명이 주먹 시위를 하여 급수차도 끊겼다.”(1970년 8월 4일자

조선일보)

- “시흥동 산 89번지 산비탈 일 주민 3만명 지하수 공급 모자란 지 6개월”(1972년 5월 23

일자 경향신문)

- “식수난 극심, 사설수도까지 바닥, 급수차 오면 잦은 시비 싸움도. 신림3동 104번지 일

주민”(1973년 7월 7일자 경향신문)

- “비싼 인천 수돗물 마시는 화곡동 주민 고지 식수 사정 악화, 11일째 물 한 방울 안 나와

실효 없는 격일제 급수제로 주부들 밤잠 설쳐”(1973년 7월 10일자 동아일보)

- “목 타는 신림동 2,000가구, 자조의 상수도 7만원씩 모금 4.9㎞ 배관 중순에 착공, 새마을

사업으로”(1973년 7월 18일자 서울신문)

그런데 이와 같은 급수난은 생산량이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것도 한 요인이었지만 누수도

한몫을 하 다. 당시 땅 속에 파묻힌 송수관은 일제강점기의 낡은 송수관으로 몇 십 년째 그

로 있는 것이 60%를 차지하 고, 이로 인해 송수량의 절반에 가까운 물이 도중에 누수가 되어

지하수로 스며들고 있는 상태 다.

1961년 10월 1일부터 최고회의 국정감사 지방 제1반이 감사 보고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내 상

수도 1일 평균 생산량 31만㎥ 중 여러 가지 시설 노후 등으로 인한 누수량이 전체의 57%에 해

당되는 18만여㎥에 달하며 실제 시민에게 급수되고 있는 양은 그 반도 못되는 43%에 불과하다

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상수도 시설 불비에 따라 실제 수도 시설의 혜택을 받는 인원수는

166만명 중 62%에 해당되는 100만명에 불과한데 관리유지비만도 1년에 41억 환에 달함으로써

8억 4,000만환의 적자를 내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급수난으로 1961년 3월 한 달 동안 수돗물이 나오지 않거나 누수 등의 이유로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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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소에 청원한 건수는 2,083건에 달하

는데, 수돗물을 많이 쓰는 여름철에는

더욱 늘어났다. 아울러 하루에 1인당 140

ℓ(선진국에서는 보통 400ℓ)씩의 물을 소

비한다고 치면 250만명의 시민이 최소로

필요로 하는 수돗물은 하루 44만㎥의 절

급수량이 필요한데 그 1/3 정도밖에 안 되

는 미비한 상태라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설 확장

계획을 세워 공급을 늘리고 1965년부터 3

개년 연차 계획으로 상수도의 누수를 방지

하는 책을 세웠다. 누수 방지책은 급수

용구의 정비, 급수관 통합, 20년 이상 사용

한 낡은 배수관을 신규로 부설하며 누수탐지기와 철간위치탐지기 사용, 양수기 설치 등으로 철

저한 누수 방지를 하는 한편 과학적인 계량을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동안 시당국은 막 한 누수를 방지코자 애써보았으나 부족한 시 예산만으로는 도저히 낡

은 송수관을 치할 길이 없어 그때그때 급한 로 미봉책을 써왔다. 아울러 외국 원조에 의한

정수장 확장을 서두르면서 기존 시설 유지에 급급하 다. 그러나 종래의 미봉책으로는 늘어나

는 인구와 도시 발전에 따르는 물 소비량의 증가를 감당할 수 없어 차관 도입 또는 기채를 하여

시설 확충, 송수 시설의 개량 확장, 보조정수장 신설 등의 노력으로 시민들의 갈증을 풀기 위해

노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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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난해소를위한 적인노력

서울시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연 이은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성공적인 달성에 따른 소득수

준의 향상은 물 사용량을 더욱 증가시켰다. 이에 따라 1961년 이후 1979년까지 19년동안 상수

도시설 용량의 확 를 위한 정수장의 기존시설 확장, 설비개량, 타 자치단체소유의 정수장 인

수 등 무려 41건에 달하는 사업을 시행하 다.

1절 제1차 설비 개량 확장 계획(1961�1963년)

1. 시설 확장 계획의 발전

수돗물 공급은 풍요로운 시민 생활을 위하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다. 원활한 수도 업무를 전개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갖추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 1961년 1월 6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9

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수도국(水道局)의 신설 문

제가 제기되어, 2월 2일 내무부에 의해 국무원령으

로 건설국 내의 수도과를 수도국으로 승격함으로써

서울시 수도 행정체제가 폭 강화되었다. 이어 그

해 3월 17일에는 서울특별시 수도과를 수도국으로

승격시켜 그 산하에 업무과(業務課), 시설과(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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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수도사업소

1960, 70년 급수난 해소를

위해 서울상수도가 심혈을 기

울 던 분야는 생산시설의 확

다. 우선 이시기에 기존의

뚝도, 구의, 노량진정수장의 설

비 개량과 확장을 단행했고 뚝

도 제4정수장의 신설과 보광동

정수장, 신촌, 미아리, 불광동

및 시흥보조정수장을 새로 건

설하기에 이르 다. 또 1970년

말 시정종합계획에 의해 선

유정수장과 광암정수장을 신설

해 늘어나는 급수 수요에 응

했다. 이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

해 서울상수도는 10억원의 수

도공채를 발행하기도 했다.



課), 급수과(給水課), 하수과(下水課)를 두게

되었다. 아울러 7월 6일에는 각 구청 건설과

에서 시행하던 일반 수도 업무를 중부(중구∙

서 문구), 동부(동 문구∙성동구), 서부(용

산구∙마포구), 남부( 등포구), 북부(종로

구∙성북구) 등 5개 수도사업소에서 취급하

게 되었다. 

수도국으로 승격과 함께 장래의 구상을 하

고 계획을 시도하게 되었는데, 이는 1961년부터 1967년까지 7년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1967년의 인구를 333만명으로 보고 그중의 67.4%에 해당하는 222만 4,000명에

게 1일 1인당 285ℓ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 용량으로 63만 4,000㎥/일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1961년 당시의 시설용량은 30만 3,600㎥/일이었다. 

이 계획은 1차년도인 1961년에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나 이른바 혁명시정으로 시정의 환경

이 바뀌면서 새로운 계획으로 체되었다. 혁명정부가 출범한 1961년 12월 27일 서울시는 혁명

시정 주요 업적 발표 중 수도 사업으로 300만 인구에 60만㎥를 공급할 것을 목표로 시설확장

계획과 더불어 누수 방지 5개년 계획 등 총 28건의 상수도 공사 완공을 발표하 다. 이어 1962

년 1월 27일에는 감찰위원회(감사원의 전신)에서 서울특별시 수도국 산하 5개 수도관리사업소

를 감찰한 결과 수돗물의 62%가 누수되어 89억환의 손실을 초래하 다고 밝혔다.

1962년 2월 1일 취임한 윤태일 시장은 1962년도 서울시정의 다섯 가지 주요 책 사업을 발

표하 다. 즉 수도 문제에 해 장기 5개년 계획하에 20만㎥ 정수장 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을

비롯해 도로 개수 및 보수, 교통난 완화, 하절기 위생 문제, 제2한강교 건설과 공항로 포장 문제

등이 거론되었다. 

이후 이 발표는 1980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장기 계획으로 구체화되었다. 그 계획의 개요를

보면, 먼저 장기 전망에서 1980년의 인구 350만명 중 급수 인구를 300만명으로 잡아 급수보급

률을 85%로 끌어올리고 1일 1인당 급수량을 390ℓ로 상정하여 상수도 시설 용량을 1961년의

29만 7,200㎥/일에서 119만 2,000㎥/일로 확장한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으로는 기존 정수장의 설비 개량을 통해 1963년까지 21만 2,900㎥/일을

증산하고, 1962년부터 1966년까지 5년간에 걸쳐 공칭 20만㎥/일, 최 30만㎥/일 규모의 보광

동정수장을 신설하며, 1967년부터 1980년까지의 기간에 30만㎥/일 규모의 구의 제3정수장을

신설한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1963년부터 1965년까지 지름 900㎜의 배수관 8만 4,000m를 부

설하고, 1962년부터 1966년까지 노후 배수관 및 급수 시설을 완전 교체해 누수를 방지한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이와 함께 1964년까지 전 수도전에 양수기를 설치하기로 하 다.

이와 같은 장기 계획은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차질을 빚기도 하 지만 꾸준한 설비 개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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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사업을 거듭하면서 서울의 급수 사정도

점차 호전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재

원과 부지 취득이 어려워 신설 정수장 시설

재원의 차관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생산 설

비는 평면적인 확 에 의한 증산보다는 기존

설비를 개량하여 생산량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 신설 정수장 역시 부지 면적을 늘

리지 않으면서 생산량을 늘리는 수처리 방식

을 채택하 다. 

2. 제1차 설비 개량 확장 사업

1960년 들어 최초로 수립된 장기시설확장계획은 1961년에 수립된‘상수도 증산계획’으로,

이 계획은 1974년까지 14년간에 걸쳐 기존의 정수장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정수장을 신설하여

1960년 말 현재 27만 7,600㎥/일의 시설 용량을 116만 2,000㎥/일까지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1만 4,600㎥/일 규모의 신촌∙미아리∙불광동 보조정수장과 30만㎥/일 규모

의 보광동정수장을 신설하고 구의정수장의 시설 용량을 44만 6,000㎥/일을 더 늘려 56만

5,400㎥/일 규모로 확장하며, 뚝도정수장은 9만 4,200㎥/일을 12만 9,500㎥/일로 증설하고,

노량진정수장은 8만 4,000㎥/일에서 15만 2,500㎥/일로 늘림으로써, 모두 1960년 말 현재 27

만 7,600㎥/일에서 85만 4,800㎥/일의 시설용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첫째, 구의정수장의 확장 사업은 1959년 8월에 부분 통수를 한 바 있으나 당초 계획을 변경

해 표준시설용량 10만㎥/일, 최 시설용량 15만 1,000㎥/일 규모 사업으로 진행 중인 공사를

마쳐 1961년에 2만㎥/일, 1962년에 4만 1,000㎥/일, 1963년에 3만㎥/일 등 총 9만 1,0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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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증산량 생산시설용량 누계 비 고연도별

1960~1963년증산현황

(단위 : ㎥ /일)

1960

1961

1962

1963

합 계

1962년 보광동정수장 기공식

277,600

26,000 303,600 구의제2정수장설비개량 2만㎥, 신촌∙미아보조정수장신설 6천㎥

22,000 325,600 구의 제2정수장 개량 2만㎥, 불광동보조정수장신설 2천㎥, 

23,000 348,600 노량진 제3정수장 설비개량 2만 3천㎥, 

71,000 348,600



을 합쳐 20만 5,300㎥/일 규모로 늘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구의정수장 확장 공사의 마무리 공

사는 광장취수장 기전 설비 공사와 제2정수장 급속 침전지 보수 공사를 시행한 데 그쳐 증산 효

과는 4만㎥/일에 그쳤다. 

둘째, 뚝도정수장의 경우는 제3정수장 설비 개량 공사가 1~3차에 걸쳐 시행되었으나 시설

확장 연혁에서는 1965년에 겨우 3만 5,300㎥/일이 증산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뚝도정수장

설비 개량 공사는 1960년 말 기준 8만 2,900㎥/일의 시설 용량을 재래식의 전처리 시설을 기계

식 침전(약품투입기, 급속혼화기, 클러리화이어 등 설치)으로 전면 개량함으로써 침전 시간의

단축과 침전 효과를 높여 여과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최 시설용량 11만 8,200㎥/일 규모로

확장한다는 것이었다.

셋째, 노량진정수장의 설비 개량 사업으로서 1960년 말 현재 노량진정수장의 시설용량은 8

만 400㎥/일인데 제1정수장(완속여과식)의 전처리 설비를 기계화하는 동시에 완속여과지를 개

량하여 2만 4,000㎥/일의 생산 능력을 4만 9,000㎥/일으로 늘리고 표준시설용량 2만㎥/일(최

2만 7,000㎥/일)의 급속여과지를 증설하기로 하 다. 또 배수 시설의 확장과 수요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22kV 특고압 설치 공사를 시행해 1963년에 2만 7,000㎥/일로 늘리는 등 기간

중 5만 2,000㎥/일을 증산해 시설용량을 13만 2,400㎥/일로 확장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

량진정수장의 경우 기간 중 완속여과지 개량, 특고압 기전 설비 설치, 급속여과지 신설 공사 등

5건의 설비 개량 공사가 시행되었으나 2만 3,000㎥/일밖에 증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신촌∙미아리∙불광동 보조정수장의 건설이다. 1960년 당시만 해도 신촌∙미아리∙불

광동 지역은 변두리 지역으로서 급수 혜택을 못 받는 주민이 약 7만여명이나 되었다. 따라서 이

지역주민의 급수 책으로 하천의 지하 복류수 또는 지하수를 수원으로 하는 보조정수장(착정

펌프장)을 건설해 1일 최 1만 4,600㎥/일을 생산 공급하자는 것이었다. 신촌∙미아리∙불광

동 등 3개 보조정수장은 예정 로 공사가 시행되었으나 최 시설용량이 아닌 표준시설용량을

채택함에 따라 신촌과 미아리는 3,000㎥/일씩, 불광은 2,000㎥/일을 생산하여 기간 중 실제

증산 효과는 7만 1,000㎥/일로 나타났다.

준공 후에도 설비 개량은 뒤따랐다. 1963

년 다시 설비 개량을 하여 신촌과 미아리

는 2,500㎥/일씩을 증산해 각각 5,500㎥

/일으로 늘어났고 불광은 1,600㎥/일을

증산해 3,600㎥/일으로 늘어났다.

다섯째, 정수장별 설비 개량 또는 확장

사업으로 취수, 송수량의 증 에 상응하

게 모터펌프를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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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차 설비 개량 확장 사업의 시행 결과

제1차 설비 개량 사업의 시행 결과, 전체적인 누계 시설 용량은 1960년 말 현재 27만 7,600

㎥/일이었던 것이 기간 중 7만 1,000㎥/일을 늘림에 따라 1963년 말 현재 34만 8,600㎥/일로

확장되었다. 

그런데 제1차 설비 개량 확장 사업 시행 전후의 상수도 관계 지표를 보면 총인구는 1960년

244만명에서 1963년 325만명으로 34%가 증가하 다. 또 급수인구는 146만명에서 197만명으

로 35%가 증가하 다. 그러나 1일 평균생산량의 경우 1960년 당시 30만 1,427㎥이던 것이

1963년에는 31만 5,853㎥로 4.8% 늘어나는 데 그쳐, 1일 1인당 급수량은 1960년의 163ℓ에서

1963년에는 149ℓ로 14ℓ가 줄어들었으니 급수 사정은 1960년 당시보다 더 어려워졌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인구의 증가율을 시설 확장 증가율이 따라잡지 못한 결과 다.

2절 제2차 설비 개량 확장 계획(1964�1969년)

제1차 설비 개량 확장 사업이 끝난 후 1969년까지는 별다른 계획사업으로 설비 개량 확장 사

업이 시행되지는 않았다. 다만 시정 10개년 계획 등 기본계획 성격의 사업 계획이 있었다.

1. 1965년의 시설 확장 계획

1960년 초반 제1차 설비 개량 확장 계획에 따라 급수량이 다소 늘었지만 서울시 인구는 기

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물 부족은 계속되었다. 서울시는 1964년부터 수도회계를 기존의 관청회

계방식을 지양하고 득실 파악 등 현황을 쉽게 할 수 있는 기업회계제도로 바꾸어 예산 12억원

을 편성하 으나 급수난을 해소할 만한 시설비는 확보하지 못하 다. 당시 구의∙뚝도∙노량

진 등 3개 정수장에서 평상시 35만㎥의 물을 생산하고 있었으나 이 정도의 물은 330만명의 시

민 가운데 250만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최 수요량 50만㎥ 중 30%가 부족하여 시민들의 갈

증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변두리 지역민들의 고통이 커서 1966년에는 6월부터 8월 15일까지 급수차 14 를 동원

해 고지 및 변두리 지역에 무료로 식수를 공급하 는데 동장이 발급한 물표 1매에 물 한 통씩

을 공급하 다. 1969년 3월에는 총 공사비 1,480만원을 들여 상수도망이 들어가지 않은 변두리

지역에 위생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공동우물 3,032개소를 모두 없애고 심정호(深井壕, 전천후

우물)를 팠다. 서울시는 이 지하수에 간이 상수도 시설을 하고 물을 위생화시켜 상수도와 다름

없는 물을 만들고 동장 관리 하에 주민자치제로 운 함으로써 6만 5,000여명의 주민이 급수 혜

택을받게하 다.   

1966년 5월 16일에는 변두리 이재민 정착 지역과 고지 세민 거주 지역에 16개 가압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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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47km의 배수관을 부설해 94개

소의 공동 수도를 착공하 으며, 같은

해 7월 12일에는 예산 1억 4,500만원

을 들여 변두리 고지 23개 지구에

상수도 공사를 완공하 다. 또 1968

년 8월 27일에는 등포구 독산∙시

흥∙신림∙사당동, 서 문구 구산∙

응암동, 성북구 상계∙중계동, 성동구

마천동 등 상수도 시설이 미비한 9개

지역에 10개 전동 펌프를 설치하 다.

1969년 7월 23일에는 창동∙우이동

지구, 답십리∙면목동지구, 홍제동∙수색동지구, 등포 일 등 변두리 4개 지역에 한 상수

도 시설 계획을 발표하며 식수난을 덜어주고자 하 다.

이와 같은 정책과 함께 1965년에 이르러 시정 전반에 관한‘시정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의 급수 정책을 재조정하여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 다. 그 내용은 향후 10년이 되는

1974년의 계획인구를 482만명으로 보고 급수보급률 74%, 계획급수인구 357만명, 1일 1인당

급수량 295ℓ로 하여 1일 최 급수량 105만 3,500㎥/일을 공급하는 시설 용량으로 총 설비 용

량 120만㎥/일 규모의 생산 시설을 확보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사업 계획으로 정수장의

신설과 설비 개량 계획이 조정되었다.

2. 제2차 설비 개량 확장 사업

① 정수장 신설

서울시는 급격히 늘어나는 급수 수요에 비해 규모 정수장을 새로이 건설해 나갔다. 1964

년 이후 1969년까지 6년 동안 신설된 정수장으로는 보광동정수장과 시흥보조정수장이 있다.

먼저 보광동정수장의 신설 사업은 1962년에 착수되었다. 이 정수장의 건설에는 내자 6억원

과 외자 AID 차관 600만달러 등 13억 8,000만원이 들었다. 보광동 앞 한강의 표류수를 수원으

로 하여 여과 방식은 급속여과 및 침전여과 등 20지, 구경 400㎜~1,350㎜의 송배수관 2만

8,200m의 규모를 갖추었다. 당시로서는 국내 최 규모의 상수도 시설로 1일 최 30만㎥, 평

균 20만㎥의 수돗물을 생산해 67만명에게 급수 혜택을 주어 1인당 급수량 300ℓ증가를 목표하

다.

급수 사정이 어려운 현실에서 30만㎥/일 규모의 새로운 정수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당시 크게

주목받는 사업이었다. 보광동정수장 신설 사업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단일 사업으로 책정되

지는 않았으나, 당시 일간 32만㎥를 생산하던 서울시의 수도 시설이 최 수요량을 충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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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구 증가에 비해 급수율이 낮기 때문에 여타 사업에 우선하여 추진되

었다. 당시 정수장 건설에 따르는 모터펌프는 미국 제품을 도입하기로 하 지만 절차상 장시일

이 소요됨에 따라 국산 모터펌프를 설치해 통수하고 후일 도입되는 로 체할 만큼 상수도의

증산이 시급하 다.

사업 추진 경과를 보면 첫해인 1962년과 1963년에는 정지공을, 1964년에는 취수 설비∙정수

설비∙도수관부설공사를, 1965년에는취수설비와정수설비및2차공사와전기설비공사등

을, 1966년에는 정수 설비와 취수 설비 기전공, 도수관 부설 공사를, 1967년에는 여과지 및 약품

침전지, 취수펌프등의설치공사를마치고5월16일1차로2만5,000㎥/일을통수하 다.

1차 준공을 하고 난 후에는 공사 진척이 빨라져 1968년에는 이중 침전지 2지와 취수 펌프 5

를 증설하는 등 2차로 12만 5,000㎥/일을 통수하 다. 이후에도 보광동정수장 확장공사는

1970년까지 계속되는데 1969년에 3차로 4만㎥/일, 1970년에 4차로 11만㎥/일을 생산함으로써

총 시설 규모 30만㎥/일의 건설 사업이 마무리되었다. 이로써 1970년 서울시의 누계 시설용량

은 115만 9,600㎥/일로 늘어났다.

한편 시흥보조정수장은 500㎥/일 규모로 1967년에 신설되었다. 1960년 에 들어 서울이 공

간적으로 급격히 확 됨에 따라 변두리 편입 지역의 급수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조정수장 신

설이 선행되었다. 공급량이 절 부족한 가운데 변두리 지역에 미급수 지역이 많았고, 급수 지

역도 수압이 낮아 급수난이 심각하 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변두리 하천의 지하복류수를 수원

으로 소규모 정수장을 건설하 다. 이에 따라 신촌∙미아리∙불광동을 비롯해 시흥 등 4개 지

역에 보조정수장을 신설하여 기존 정수장의 부족한 물 공급 능력을 보충하 다.

시흥보조정수장은 1960년 에 들어 도심 주변에 산재한 무허가 건물 철거민, 상습 침수 지역

수재민, 화재민 등을 변두리에 이주 정착시키면서 시흥동 지역에도 철거민 정착촌이 형성되어

이들 주민의 급수 책으로 건설한 것이다. 정착 단지 조성 초기에는 미급수 지역이었으므로

심정호를 굴착 급수 책으로 삼았으나, 시일이 지나면서 단지 규모도 커지고 수질의 안정 문

제가 발생해 보조정수장을 신설하게 되

었다. 

보조정수장의 수원은 시흥천의 지하

복류수 고, 시설 규모는 500㎥/일로

앞서 건설된 신촌∙미아리∙불광동보조

정수장보다 작은 규모 다. 이로써 보조

정수장의 시설용량은 1만 5,100㎥/일로

늘어났다. 이는 급격한 수요 증가에

처하고자 최선을 다한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신설∙운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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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정수장도 주변 지역의 시가지화로

지하복류수의 수질이 부적합하게 되고

형 정수장의 신설 확장으로 전반적인

급수 사정이 완화됨에 따라 속속 폐쇄되

기에 이르 다. 이에 따라 신촌은 1970

년 5월 20일에, 시흥은 1972년 10월 25

일에, 미아리는 1975년 7월 29일에 폐지

되었고, 불광은 1983년 4월 22일에 폐쇄

되었다.

② 기존 정수장의 시설 확장

1964년 이후 1969년까지 6년간 기존 정수장의 시설 확장 사업으로는 노량진정수장을 들 수

있다. 1964년과 1965년도 <서울특별시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에 의하면 노량진정수

장의 사업비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1964년에 제2정수장의 급속여과지 신설, 취수

펌프 2 설치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1965년에도 신설 급속여과지와 혼화지, 응집기 시설 예산

이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계상 시행되었다. 이로써 증산량은 2만 7,000㎥/일이 되었다.

아울러 1965년 8월 26일 노량진정수장 제3정수장이 완공되어 하루 평균 생산량이 10만

9,000㎥에서 13만 6,000㎥로 늘어났다. 이 정수장은 1963년 5월부터 2년 동안 5,77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급속여과지, 침전지, 약품투입실, 모터펌프(350마력) 7 등 최신형 시설을 갖

추었다. 이로써 하루 평균 수돗물 생산량은 45만 3,100㎥이 되었다.

③ 기존 정수장의 설비 개량

1964년 이후 1969년까지 6년간 설비 개량 사업은 매년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이중 증산을

가져온 설비 개량 위주로 기술해본다.

- 구의정수장

구의정수장은 1964년 이후 1969년까지 해마다 설비 개량 사업이 시행되었다. 주로 제2정수

장의 설비 개량 사업이었다. 그 개요를 보면 1964년에 송수설비와 세척갱생사업을 시작으로

1965년과 1966년에는 침전지 증설, 혼화지 1 와 응집기 4 증설, 역세척수 회수 설비, 침전

지 중간벽 설치 등을 하 다. 이어 1967년에는 취수장 스크린 제작 설비, 가압펌프 증설, 전기

설비 개량, 침전기기 설치를, 1968년에는 제수변 밸브 자동 개폐 장치 3 설치 등을 하 다.

1969년에는 혼화기, 응집기, 모터펌프, 급속혼화지, 침전지, 송수펌프, 전기설비, 정수기계 개

량 등 설비 신설 또는 개량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1964년에 2만 5,700㎥/일, 1965년에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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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1969년에 2만㎥/일 등 모두 7만 5,700㎥/일을 증산하게 되었다. 

- 뚝도정수장

뚝도정수장은 기간중 5차에 걸쳐 설비 개량을 하 다. 그 경과를 보면 1964년과 1965년에는

취수 펌프 교체, 1∙2정수장 모터펌프설치, 취수펌프 1 를 증설하 다. 이어 1966년에는 급속

혼화지, 침전지, 완속여과지 6면과 응

집기 설치, 1967년에는 제3정수장 취

수장 접합정 및 침전지 정류벽 설치,

제2정수장 급속여과지 역세척 펌프

교체, 1968년에는 여과지 개량 증설,

정수지 1지, 1969년에는 제1정수장 침

전지 개량 2면, 여과사 세척 장치 설

비 등의 공사를 시행하 다. 이로써

1964년에 1만 3,000㎥/일, 1965년에

3만 5,300㎥/일, 1966년에 3만㎥/일,

1968년에 1만 5,000㎥/일, 1969년에

7만 3,000㎥/일 등 모두 16만 6,300

㎥/일이 증산되었다.

- 노량진정수장

노량진정수장은 1966년 이후 1969년까지 4년간에 걸쳐 해마다 설비 개량 공사가 시행되었

다. 그 경과를 보면 1966년에는 제2정수장의 설비 개량으로 혼화지 3 , 응집기 12 , 침사지

개량과 송수펌프 3 를 증설하 고, 1967년에는 제1정수장 설비 개량으로 구체공 6면과 정류

벽 4면 공사와 모터펌프 체, 제2정수장의 송수펌프 2 를 체하 다. 또 1968년에는 제2정

수장의 설비 개량으로 취수펌프와 양수관 개량, 송수펌프 교체 2 , 배전반 증설, 약품 투입기

설치를, 제1정수장 설비 개량으로 송수관 연락, 정수지 설치, 취수정 스크린 설치 등의 사업이

시행되었다. 이로써 1964년에 3,600㎥/일, 1968년에 1만㎥/일을 증산하게 되었다. 

④ 1964�1969년 중 설비 개량 확장 사업의 시행 결과

1964년 이후 1969년까지 6년간의 정수장 신설 확장 설비 개량 사업 시행 결과 증산량은 43

만 800㎥/일, 총 시설 용량은 82만 6,600㎥/일에 이르 다. 

기간 중 수도 관계 지표의 변동 상황을 보면 총인구는 340만명에서 477만명으로 40.3%가

증가하 고 급수 인구는 233만명에서 411만명으로 76.4%의 증가를 가져와 급수보급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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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의 67.9%에서 1969년에는 86%로 18.1%나 신장되었다. 1일 급수량도 1964년 당시 35만

1,942㎥에서 68만 7,908㎥로 95.5% 크게 올라 1일 1인당 급수량도 151ℓ에서 167ℓ로 16ℓ나 증

가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증가세로는 시민의 갈증을 채워줄 수 없었다. 아무리 급수 시설을

늘려도 중간에 새는 물이 많다보니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 다.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낡은 급수관으로 인한 단수 다. 1969년 서울의 땅 밑에 있는 수도관

은 총 6,042km로 이중 도송수관이 1,159km, 급수관이 4,883km가 거미줄같이 얽혀 있었다.

급수관만도 서울에서 부산을 다섯번이나 왕복할 수 있을 만한 길이 다. 이처럼 각 정수장에서

뻗어 나온 배∙급수관이 무질서하게 널려 있다보니 어느 지역의 파이프가 한번 파열되면 그 이

웃 지역은 완전히 물 구경을 못하게 되어 단수가 연례 행사처럼 일어났다. 특히 보조정수장 지

역이나 변두리 지역은 연중 물 고통을 받으며 전전긍긍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 상수도 절 생

산량이 급수 인구 증가를 따르지 못하는데다가 땅 속의 수도망까지 심각한 동맥경화증에 걸려

있어 이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 다.

1966년의 경우 1일 평균 생산량은 전년도에 비해 약 2만 3천㎥가 늘어났지만 누수량이 늘었

고 급수 상 인구가 30만명이 넘게 증가해 이전에는 제한이 심하지 않았던 효자동∙필동 등지

도 제한지역으로 선정하고 22개 고지 에 해 연말까지 하루 6~12시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책이 세워졌다. 이러다보니 서울의 웬만한 곳은 물 한 지게에 20원을 주어야 하 고, 등포

구 양평동과 서 문구 홍은동 일 등은 몇 개월째 물 구경을 못해 아침저녁 공동 우물에서 줄

을 서느라 우물물마저 동이 났다. 특히 여름철에는 계속되는 무더위에 수돗물이 전혀 나오지

않거나 급수량이 모자라 8월 10일에는 염리동과 아현동의 부녀자 100여명이 시청에 몰려와 물

을 달라고 아우성을 쳤고 북창동∙소공동∙서린동 등 도심지 일부 지역에서는 식당, 이발관 등

이 물이 모자라 문을 닫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 무렵에는 서울시민의 약 1/3이 식수난을 겪다보니 주부들의 아침 인사가“어젯밤 물 나왔

어요?”가 될 정도 다. 물 사정이 극심했던 숭인동∙창신동∙면목동∙장위동∙구로동∙삼양

동 등에서는 하루에 수도국에 진정서가 l0여건에 전화 독촉이 10여통이나 걸려 왔고, 여름철에

는 수도당국도 급수차를 매일 각 수도사업소에 안배하느라 고심하 다. 이러다보니 서울시는

상수도 긴급 책으로 1967년 2월 시내 고층 건물마다 보조 탱크를 설치해 수압이 높은 밤중에

물을 받아두었다가 낮에는 탱크의 물을 쓰도록 하는 방침을 세웠다. 또 이를 감행하기 위해 건

축에 관한 서울시 조례를 개정하 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봉책 외에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생산량을 꾸준히 늘리고 누수율을 줄이

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특히 정수장의 생산량보다 배수관이 제 로 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타개하고자 노력하 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수도망을‘어린아이의 혈관 사이즈에 체구는 거인

인 기형아’로 비유하 다. 정수장에서 생산해내는 수돗물의 양은 해마다 5만~10만㎥씩 늘어나

는데 지하에 묻힌 수도 파이프는 한국전쟁 때 산산이 파괴된 곳이 많고, 수명이 지난 것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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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어서 지하에서 새어나가는 누수율이

40%에 이르는 실정이었다. 이에 한 본격

적인 노후관 개량사업은 수도 생산량의 절

적인 증가와 함께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

었다. 여기에 변두리 주민들이 엉터리 청부

업자를 끌어다 밤새 물을 퍼가는 일도

40~50년 된 낡은 배수관이 오래 버티지 못

하게 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 

1968년에 적발된 부정 공사만 해도 총

4,097건이 고발 조치되었다. 이에 따라 변

두리 지역을 위해 중앙 지 를 거치지 않고 정수장에서 직접 물을 끌어들이는 배관 공사를 실

시하고, 고지 주민을 위한 소규모의 가압 펌프장을 설치하는 공사를 벌 다. 아울러 1969년

을‘식수난 완전 해결의 해’로 정하고‘상수도 113만㎥ 건설’을 목표로 수돗물 증산과 배수관

확장에 노력하는 등‘물 없는 수도꼭지’라는 서울의 상수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 다.

3절 상수도 배 증산 계획의 실행

1. 1971년의 계획

1970년 에 들어 상수도 시설 확장 계획은‘시정종합계획’의 수립과 함께 조정된다. 계획의

전제가 되는 10년간의 전망에서 1981년의 인구 추계를 750만명으로 보고 그중 95%에 해당하

는 712만 5,000명에게 1일 1인당 급수량 424ℓ를 급수할 수 있는 302만㎥/일을 소요 시설 용량

으로 전망하 다. 그리고 1981년까지의 증산 계획 지표를 수립하 는데, 1981년의 시설 용량을

전망치보다 6만㎥/일이 더 많은 308만㎥/일로 하고 1일 1인당 급수량도 8ℓ가 더 많은 432ℓ로

책정해 1981년에는 소요 시설 용량을 앞지른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편 계획지표를 뒷받침하는 상수도 시설 확장 계획으로는 구의정수장을 1972년부터 1976

년까지 60만㎥/일 더 늘리고, 암사정수장 건설을 1972년에 착수해 전반기에 40만㎥/일, 후반

기에 60만㎥/일 등 총 100만㎥/일 규모로 신설하기로 하 다. 아울러 기타 정수장도 후반기에

20만㎥/일 규모로 신설해 전반기에 100만㎥/일, 후반기에 80만㎥/일 등 180만㎥/일을 증산한

다는 계획을 세웠다.

2. 상수도 배 증산 계획

1970년 4월 16일 부임한 양택식 시장은 시정 지표로‘생활행정’을 내걸고 5월 13일 5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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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책정해 발표하 다. 그 내용으로

는 하절기 급수 책(5억 8,000만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운데 변두리 지역 하

수도 및 포장(6억 8,000만원), 단지 조

성(2억 5,000만원), 동지구 구획정리

사업(10억원), 한남지구 택지 조성(1억

6,000만원) 등이었다.

이에 따라 1970년을 기준년도로 하는

상수도 배 증산 계획이 수립, 시행되었

다. 이는 1971년 말까지 66억 3,900만 원을 투자해 80만㎥를, 1972~1975년까지 103억원을 투

자해 100만㎥를 증산한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1969년 말 현재 총 시설용량 82만 6,600㎥/일을 1970년 2월부터 1971년 말까지 1년 11

개월 만에 정수장을 신설해 72만㎥/일과 설비 개량 8만㎥/일을 합쳐 80만㎥/일을 4단계로 나

눠 단계별로 증산한다는 계획을 수립하 다. 그 계획의 개요를 보면 1단계로는 1970년 상반기

내에 뚝도정수장 제4정수장을 증설해 12만㎥/일, 노량진정수장 설비 개량으로 10만㎥/일 등

22만㎥/일을 증산하고, 2단계로는 1970년 말에 보광동정수장을 증설해 11만㎥/일을 증산하기

로 하 다. 이어 3단계로는 1971년 상반기 내에 뚝도정수장 여과지 6면 신설로 5만㎥/일, 뚝도

정수장 제4정수장 배수지 신설로 6만㎥/일, 등포정수장 공업용수 배수관 부설로 6만㎥/일

등 17만㎥/일을 증산하고, 4단계로는 1971년 말까지 구의정수장 제1정수장 신설로 30만㎥/일

등 80만㎥/일을 채 2년도 안되는 기간에 증산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수도 도입 이후 1969년까

지 61년간 확장된 82만 6,000㎥/일에 맞먹는 규모 다.

이 계획에 따라 1단계로 1970년에 사업비 총 5억 3,500만원을 투입해 뚝도정수장 제4정수장

을 신설하고 송수관 700�900㎜관 2,950m를 부설함으로써 증설량이 12만㎥/일로 늘어났다.

또 노량진정수장도 설비 개량에 의한 증산량이 10만 3,000㎥/일로 크게 늘어나 당초 계획보다

3,000㎥/일의 초과 달성을 이루었다.

서울시는 1970년 6월 26일 뚝도정수장의 12만㎥ 통수에 이어 2차로 7월 15일에 현산보조

정수지와 노량진정수장, 보광동정수장 등 3개 정수장에서 수돗물 10만㎥ 통수식을 가짐으로써

하루 상수도 생산 능력이 100만㎥를 넘어섰다. 통수된 3개 정수장의 증산량은 보광동이 4만㎥,

노량진 3만 5,000㎥, 현산이 2만 5,000㎥이었다. 이로써 출수 시간이 6~12시간 연장되어

서 문∙마포∙용산구의 31개 동 3만 4,000개 급수전의 물사정이 좋아졌다.

이어 상수도 증산 제2단계 사업으로 1970년 9월에 보광동정수장 11만㎥ 증산에 따른 배수관

1만 1,000m의 부설 공사를 1억 8,200만원의 예산으로 착공하 다. 보광동정수장은 1971년 1

월 10일 11만㎥ 증산 통수식을 가졌는데, 이로써 서 문구 전역과 용산∙마포구의 일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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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62개 동의 수도 사정이 좋아져 32만명이 혜택을 입었다. 또 서울시의 하루 수돗물 생산량은

총 111만㎥으로 늘어났다.(보광동정수장은 1961년 12월에 총 공사비 31억원을 투입한 30만㎥

확장 공사를 완공하 다.)

한편 서울시는 1971년 말까지 추진하는 상수도 80만㎥ 증산 계획에 따라 1970년 9월 11일 총

45억원을 투입해 구의∙ 등포∙뚝도 등 3개 정수장 확장 공사를 시작하 다. 

뚝도정수장의 확장은 1971년에도 계속되었다. 사업 내용은 제1정수장의 여과지 6면을 신설

하고 송수관을 부설하는 한편 제4정수장의 송수 펌프를 증설하는 것으로서 사업비 9억 5,000

만원이 투입되었는데 증설량은 6만 400㎥/일이었다. 그러나 뚝도정수장 제1정수장 시설 확장

에 의한 증산량 5만㎥/일이 차질을 빚어 17만㎥/일의 증산 계획이 12만 400㎥/일에 머물 다.

또 보광동정수장에 이어 형 정수장으로서 등포정수장이 신설되었다. 1970년 9월 5일 4

억 8만 6,700원이 투입된 이 정수장은 안양천 하구 바로 위 한강 본류 연안에 시설되었는데 수

원은 한강의 표류수 다. 총 시설용량은 24만㎥/일인데 1971년 4월 10일에 1차 준공하여 급수

를 개시하 으며 1차 통수량은 6만㎥/일이었다. 이어 1972년과 1973년 제2정수장에 경사판 2

지씩 4지를 설치함으로써 12만㎥/일을 통수하고, 1975년에 제2정수장을 신설해 6만㎥/일을 통

수함으로써 총 시설용량 24만㎥/일을 확보하 다.

이와 같은 3단계 사업 결과 1971년 4월 뚝도정수장과 등포정수장 증산 급수가 개시되어 시

내 181개 동 80만 6,000명에게 급수 혜택이 돌아갔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상수도 증산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1970년 8월 1일 수도공채 5억원을

발행해 1970년 말까지 공채 소화 기간으로 하고 1,000원권, 10,000원권의 2종을 발행하 다.

이어 1971년 1월 29일 수도공채(연 12%의 복리, 3년 거치 후 2년 상환) 5억원을 발행하 는데,

그해 6월 16일에 수도공채 5억원을 모두 소화하 다.

한편 제4단계 사업으로 1971년 4월 13일 서울시 성동구 구의동에 60만㎥ 규모의 단위 정

수장 건설 계획을 마련하고 85억원을 들여 1973

년 6월 완공한다는 계획을 수립하 다.(구의정

수장 확장 사업은 1970년 9월 11일 3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제1정수장 신설로 1일 30만㎥를 생

산한다는 계획 하에 추진되었다)

서울시는 구의정수장 상수도 60만㎥ 증산을

위해 1971년 3월 18일 아시아개발은행에서 880

만달러의 차관을 도입하기로 하 다. 이는 3년

거치 17년 상환에 연리 7.5%의 조건이었는데,

외자 도입 지연으로 기간 내에 실현되지 않아 결

국 기간중 80만㎥/일 증산 계획은 45만 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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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도정수장 설비개량공사 준공보고(1970년)



㎥/일을 증산하는 데 머물 다. 이처럼

1970년과 1971년 2년에 걸친 상수도 배

증산 계획의 결과, 1969년 말 현재 총 시

설용량 82만 6,600㎥/일은 128만㎥/일

으로 늘어났다. 

4절 시정 종합 계획과 시설

확장

서울시는 1971년도에 시정종합계획의 일환으로 1972년을 시작연도로 하여 1981년까지 10개

년 계획의 상수도 시설 확장 계획을 수립하 다. 이 계획은 1981년의 총 인구 750만명 중 95%

에 해당하는 308만㎥/일 규모의 시설 용량을 갖추려는 것으로, 외자 880만달러와 내자 166억

1,240만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정수장의 신설을 비롯해 타 관할 정수장의 인

수 1건, 기존 정수장의 시설 확장 1건, 기존 정수장의 설비 개량 2건, 기존 보조정수장의 폐지 4

건 등을 추진하 다.

1. 정수장의 신설

당초 계획은 암사정수장의 신설로 100만㎥/일 등 총 120만㎥/일을 신설 정수장에 의해 증산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시행 결과는 크게 달라졌다. 암사정수장의 건설은 1980년 후반으로 연

기되었고, 기타 정수장의 건설도 당초 20만㎥/일 규모가 18만㎥/일로 변경되었다.

1972년 이후 들어 맨 먼저 증산을 하게 된 신설 정수장은 등포정수장이었다. 1971년에 6만

㎥/일을 통수하 던 등포정수장은 이후 1975년까지 계속사업이 추진되면서 1972년에 9만㎥

/일, 1973년에 3만㎥/일, 1975년에 6만㎥/일 등 기간 중 18만㎥/일을 통수해 총 계획시설용량

24만㎥/일 전량을 확보하 다. 

이어 선유정수장을 내자 109억원, 외자 15억원(273만 7,000달러) 등 총 124억원을 들여

1977년 9월에 착공하 다. 1차년도에 11억 6,400만원, 2차년도에 36억 3,600만원을 투입해

정수 설비로 혼화지∙침전지∙여과지 관리 건물과 기전 설비, 송수관 부설 공사를 시행해 1978

년 6월 19일 1차 준공으로 20만㎥/일을 통수하 다. 이어 3차년도인 1979년에는 59억 3,400

만원을 투입해 정수 설비∙기전 설비∙송수 설비 등 나머지 공사를 시행해 1979년 8월 30일 2

차로 20만㎥/일을 통수함으로써 시설용량 40만㎥/일의 정수장을 건설하 다. 선유정수장의

원수는 선유도 앞 한강의 표류수를 취수해 사용했는데, 맥동식(pulsator) 침전 방식을 도입해

정수 기술을 선진화하는 계기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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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포정수장 건설공사(1971년)



이후 1979년에 수도권 광역 상수도 건설

에 따라 형 정수장으로 광암정수장이 신

설되었다. 이 정수장은 한강 하류 지역의 수

질이 악화되어 취수원의 상류 이전 문제가

검토되던 차에 정부의 수도권 광역 상수도

사업이 계획됨에 따라 서울시도 참여하며

건설되었다. 총 사업비 305억원을 투입하

여 1975년에 착공해 1981년 완공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공사가 시행되는 가운데 1979

년에 1차 준공을 하여 40만㎥/일을 통수하 다. 이후 1981년 6월에 40만㎥/일, 1982년에 20만

㎥/일을 통수함으로써 총 규모 100만㎥/일의 형 정수장이 또 하나 건설되었다.

한편 형 정수장의 신설과 함께 기존 정수장을 인수하거나 확장하는 사업도 추진되었다. 신

월정수장은 원래 인천시가 소유하고 있던 김포정수장으로, 1959년에 건설되어 인천과 부평, 서

울의 화곡동과 공항동 지역에 급수를 해왔다. 이를 서울시가 인수한 것은 인천시가 부평정수장

을 시설하여 김포정수장이 아니고도 자체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강서∙양천구민은

이미 김포정수장으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서울시로 인도함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

라서 다. 

이에 따라 1979년 9월 1일 당시 시설 용량 10만㎥/일이던 정수장 시설을 인천시로부터 인수

하 다. 신월정수장은 서울시가 인수하기 전에는 원수를 가양동과 노량진에서 취수하 으나

인수 후에는 수도권 광역상수도의 취수원인 팔당호의 물을 사용하 다. 또 타 정수장과 달리 3

만 2,000㎥ 규모의 저수지가 있어, 인수 전에는 원수를 취수하여 이 저수지로 송수한 후 다시

이를 취수하여 정수하 다.

2. 기존 정수장의 시설 확장

1972년부터 1979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기존 정수장의 시설 확장은 구의정수장과 뚝

도정수장을 들 수 있다. 구의정수장의 경우 신설 이래 여러 차례 설비 개량 확장으로 1971년 말

현재 24만 4,100㎥/일 규모 다. 이후 1974년에서 1976년까지 3개년간 100만㎥/일 규모로 확

장하기 위해 취수설비, 도수설비, 정수설비, 송배수설비 등을 망라한 사업을 추진했다. 확장 공

사는 1974년과 1976년 2차에 걸쳐 준공되었는데 이로써 시설 용량은 1974년에 30만㎥/일,

1976년에 30만㎥/일 등 60만㎥/일을 증산하게 되었다. 

한편 뚝도정수장은 1971년도 사업으로 제1정수장의 경우 취수∙정수∙송수∙전기 설비 등에

5억 3,310만원을 들 고, 제4정수장 확장 사업에도 취수∙정수∙송수∙전기 설비 등에 3억 700

만원이투입되었다. 1972년도사업으로는제4정수장의경우여과지건물, 배수시설, 약품투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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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장 증설 등에 3억 3,500만원이 투입

되었다. 이어서 1973년도 사업으로 제3

정수장의 여과지 증설 및 경사판 설치 등

일부개량확장사업이시행되었는데1억

7,400만원이 투입되었다. 이로써 제1정

수장에서 4만㎥/일, 제4정수장에서 3만

2,100㎥/일 등 7만 2,100㎥/일이 증산되

었다. 

또 노량진정수장의 시설 확장 사업은

1973년에 시작되어 1975년에 준공되었

다. 사업의 경과를 보면 1973년도 사업으로 취수 설비, 정수 설비, 송수 설비, 기설관 이설에 3

억 1,845만원이, 기계 장치에 1억 7,464만원 등 4억 9,309만원이 투입되었다. 1975년도 사업

으로는 도수관 부설, 취수관 드레인 이설과 여과지∙침사지∙혼화지∙침전지∙응집지∙정수

지 등 정수 설비에 4억 1,000만원, 송수 설비에 9,000만원, 기계 장치에 2억 7,000만원 등 7억

7,0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이로써 5만 3,000㎥/일이 증산되었다. 

3. 기존 정수장의 설비 개량

1972년부터 1979년까지 기존 정수장의 설비 개량 사업은 뚝도정수장과 노량진정수장에서

시행되었다. 먼저 뚝도정수장의 경우 1975년과 1978년도 사업으로 시행되었다. 이와 함께

1972년도 사업으로 시행된 정수 설비 개량을 포함해 7만 2,100㎥/일이 증산되었다.

한편 노량진정수장 설비 개량 사업은 1976년, 1977년, 1978년, 1980년도 사업으로 시행되었

다. 먼저 1976년도 사업으로는 구축물 및 기전 설비 개량에 2억 2,820만원, 1977년도 사업으

로는 경사판 2지 설치, 1∙2∙3 침전지 부유물 제거 기기 설치, 약품 탱크 설치 사업으로 1억

6,320만원이 투입되었다. 1978년도 사

업으로는 제1정수장 여과지 자동화, 제1

정수장 세척 모터펌프구입, 제3정수장

모터펌프설치 등에 2억 7,200만원이 투

입되었다. 이어 1980년도 사업으로는

송수 펌프 설치, 경사판 설치, 팔당호 원

수 인입관 부설 등에 1억 1,017만원이 투

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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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도정수장 전경(1973년)

노량진 제3정수장 설비개량공사(1975년)



4. 기존 정수장 시설의 폐쇄

한편 이 기간에는 기존의 신촌∙미아리∙

불광∙시흥 등 보조정수장이 2단계에 걸쳐

폐쇄되었다. 이들 정수장은 1960년 에 미

급수 또는 급수 불량 지역의 급수난 해결을

위해 시설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수원인 지

하 복류수 또는 지하수의 오염으로 안정된

수질의 원수를 취수하기 어려워지는 반면,

정수장의 신설과 기존 정수장의 개량 확장

으로 전반적인 급수 사정이 호전됨에 따라 폐쇄되었다. 1973년에는 신촌과 시흥보조정수장을,

1975년에는 미아리와 불광동보조정수장을 폐쇄함에 따라 1만 5,100㎥/일의 감량이 처음으로

발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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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행정기술의변화

1절 부정 급수 문제 발생과 처

1960년 에 들어서면서 서울시와 각 구 행정이 많이 개선되어 민 서비스가 한결 나아졌으

나 수돗물 정책에서 만큼은 예외 다. 낡은 수도관 때문에 수돗물의 거의 절반이 누수가 되어

쓰지도 않은 수도요금을 내야하는 폐단이 발생하 다. 누수로 땅 속에 흘러 들어간 몫까지 수도

요금을낼수는없다는이의신청이쇄도하 다.

이처럼 몇십 년이 넘는 배수관을 통해 수요자의 수도꼭지까지 가는 동안 절반 가까이 물이

없어지는 데다가, 일부 수요자는 계량기를 조작해 수돗물을 빼내 써 안팎으로 수돗물이 새는

형국이었다. 1965년의 계량기 설치율은 전 수요자의 90% 는데, 1㎥에 8원씩 하는 수도요금이

시당국에서 공급한 양과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부 수요자가 계량기를 속이기 때문이었다.

특히 량 수요자들의 경우는 전문적인 계량기 속임수를 써서 수도요금을 줄이는 편법을 썼다. 

이와 함께 마을로 공급되는 수도관 본선에서 수도관을 몰래 연결시켜 물을 빼 쓰기도 하고,

가정용보다 비싼 업용 요금을 내야 할 업소 중의 일부는 인근 가정용 물을 호수로 끌어쓰는

등‘도수 행위’가 흔하게 일어났다. 부

정 급수의 유형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흔한 부정 유형으로는 양수기를 달지 않

고 관만 매설해 수도 설치 허가를 기다

리는 것처럼 해서 그동안 물을 쓰는 행

위, 수도요금을 내지 않아 정수 처분을

받고도 수돗물을 멋 로 끌어쓰는 행위,

계량기를 고장내고 물을 훔쳐 쓰는 행위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은 도수 행위 때문에 물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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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들어 배수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바로 정수

장별로 해당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

이다. 이에 따라 노량진정수장

은 등포와 용산, 마포구 일부

에, 등포정수장은 등포구

일부, 보광동정수장은 서 문

구와 용산, 마포구 일부 및

동지구에, 뚝도정수장은 기존

의 종로 및 중구와 성동구 일

부, 그리고 구의정수장은 동

문구와 성북구, 천호지구와 성

동구 일부에 급수를 담당했다.

또한 가정급수공사제가 실시되

기 시작했고 1974년에는 검침

부정 방지를 위한 조치로 해독

식 계량기를 직독식 계량기로

전면 교체했다. 

부정 가압 급수장치 적발(1962년)



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는 더욱 어려움을 겪었고, 또 부정 급수된 수만큼 요금 수입이 줄어들어

상수도 재정∙운 에도 악 향을 끼쳤다. 물을 훔쳐 쓰는 곳들은 부분 계량기를 두고 따로

물을 빼어 쓰기 때문에 점검원의 눈에 띄지 않아 적발되지 않는 곳이 많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수돗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수돗물 도용자에 한 적인 부정 급

수 단속에 들어갔다. 부정 급수 단속반은 1962년 2월 부정 급수 회사에 2,300만원의 사용료를

추징한 것을 비롯해, 그해 3월 17일에는 수돗물 도용자에게 절도죄를 적용하여 구속하는 강경

조치를 취하 다. 그러나 부정 급수 사건은 끊이지 않았는데, 특히 수도사업소 공무원들이 목

욕탕∙호텔∙음식점 업자들과 담합하여 수도 계량기 조작, 도수 시설 묵인 등으로 거액을 받아

온 혐의가 드러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2절 가정급수공사제의 실시

서울시는 업자들의 부정을 막기 위해 1974년 4월 1일 종래 수도사업소가 업자를 선정하던 것

을 수요 가구와 업자가 직접 계약해 공사하게 하는 가정급수공사제를 실시하 다.

이후 1975년 8월 26일 상수도 시공자의 공사비 부당 징수, 부정 급수 등을 막기 위해‘상수

도급수조례’및‘상수도시공업 운 규칙’을 개정하고 신규 시설 절차를 간소화해 9월부터 수용

자가 직접 시 또는 구청에 신청하도록 하 다. 개정된 상수도 신규시설 절차는 수용가가 가입

금 계량기 등 3만 5,500원과 신규시설 허가신청을 각 구청 수도1과에 제출, 시가 정한 표준

공사비에 의한 공사비를 은행에 예치하

고 시 당국은 해당 관내 지정업자에게

순번제로 공사명령서를 발급해 시공하

도록 한 뒤 준공 검사에 합격되는 경우

에 한해 은행에 예치한 공사비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한편 1977년 1월 건설부는 상수도 급

수 공사의 허가에서 준공까지의 l2단계

과정을 7단계로 간소화하는 등 상수도

급수 공사 제도를 폭 개선하 다. 즉

많은 단계로 나뉘어져 부조리의 상이

되고 있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허가에서

준공까지의 시일을 25일에서 7일로 줄

으며, 구비 서류도 세가지에서 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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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소 민원봉사실에 양택식 시장이 순시 중 들러 직원들과 환담하고 있다.



로 줄이고 구청에서 신청을 받던 것을 동사무소에서 받도록 하 다. 또 급수 가능 지역과 공사

비를 사전에 고시하고 공사 감독도 관계 공무원과 신청자가 함께 하도록 하 다.

나아가 검침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1974년 5월 24일 일반 가정용 상수도 계량기를 해독식(解

讀式)에서 직독식(直讀式)으로 바꾸었다. 이에 따라 당해 연도에 업용 2만 7,600전을 직독식

으로 바꾼 이래 1975년에 2만전의 가정용 계량기를 직독식으로 바꾸는 것을 시작으로 연차적

으로 이를 적용해나갔다. 업용의 경우에는 구경 13㎜짜리 해독식(설치료 3,735원)을 20㎜짜

리 직독식(5,630원)으로 바꾸기 때문에 수용가가 약 1,900원을 더 내야 하지만 가정용의 경우

에는 수용가 부담금을 무료로 하여 수용가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3절 정수장별 공급 방식을 순환 방식으로 전환

서울시는 1970년 8월 18일 각 정수장별로 배수하던 방식을 단계적으로 지역별 배수 체계로

바꾸어 급수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배수관 개량 공사를 5개년 계획으로 시행하기로 하 다. 이

와 같은 조치는 1970년 말까지 보광동정수장에서 12만㎥이 증산되는데다 1971년 말까지 하루

생산량이 총 156만㎥로 늘어남에 따라 수돗물을 지역적으로 고루 분배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

었다. 이전까지는 각 정수장의 물 생산이 부족한데다가 생산 능력이 고르지 않아 일정한 체계

없이 물이 공급되어 혼란을 빚어왔다. 

서울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 새 배수 체계를 정립하 다. 등포 일 와 용산구∙마포구의

배수를 맡고 있는 노량진정수장과 양화진에 새로 건립된 등포정수장은 등포구에, 서 문

구와 성동구 일부에 급수하고 있는 보광동정수장은 서 문구∙용산구∙마포구와 동지구만

을, 뚝도정수장은 종로구∙중구∙성동구 일부를, 구의정수장은 성동구 일부와 동 문구∙성북

구∙천호지구 등을 각각 책임 지역으로 분담 급수하게 하 다. 또 1971년부터 1975년까지 35

년 이상된 노후 배수관 13만 8,600m를 12억 6,000만원을 들여 매년 2만 5,000m씩 단계적으

로 개량하여 고른 물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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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공급 안정기
(1980�1988년) 

05



1980
년 에는 그동안의 생산설비 확장노력과 함께 인구 증가세도 둔화되어

급수 수요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당시 서울의 급수 수요는 선진국 수

준에 근접하여 급수보급률이 90% 선을 넘어섰고 1일 1인당 급수량이 400ℓ를 넘어섰다.

그러나 시민 경제 생활의 향상에 따라 급수 수요가 계속 증가되었기에 암사정수장을 신

설하는 한편 기존 정수장의 시설 확장을 통해 여유있는 급수 정책을 시행하기에 이르 다.

한편 장기 전망에 의한 계획적인 시설 확충을 위해 1985년부터 1987년까지 3년간 형 배

수지 11개소를 신설하면서 64만 8,000㎥의 시설 용량이 증가되었다. 아울러 고지 주민

들의 급수난 해소를 위한 가압장을 건설하는 한편, 노후관 개량 사업을 본격화해 수돗물의

누수율을 낮추는 데 주력하 다. 이와 함께 1980년 에 들어 환경 오염 문제가 두되면서

상수도문제도양에서질로패러다임이전환되고수돗물의수질을향상시키기위해다각적

인노력을전개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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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된급수여건

1절 인구 및 급수 수요의 안정화 이룩

1960�1970년 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세는 1980년 전반까지 지속되다가 1980년 후반

에 이르러 점차 둔화되었다. 1980년 이후 서울의 인구 증가세를 보면 1984년까지는 연간 24

만명에서 30만명까지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1984년을 고비로 현저히 둔화세로 돌아섰다.

1988년과 1989년, 1991년만이 29만명을 웃도는 증가세를 보일 뿐 나머지 해에는 13만명에서

19만명 사이로 완만한 증가세를 띠었다. 특히 1993년에는 인구 감소 현상까지 일어나 급수 수

요도 그만큼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1980년 초중반 당시의 상수도시설은 상당 부분이 현 화되지 못한 노후설비 을

뿐만 아니라 송배수 과정에서 누수

가 많아 여러가지 지표상의 발전에

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

기도 했다. 이를 위해 서울상수도

는 안정적인 수요에 처하기 위해

생산량 증 사업의 일환으로 정수

장의 개량과 증설, 기존시설 및 설

비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후

관 개량은 물론, 수질관리에 만전

을 기하 다. 

특히,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

림픽을 비한‘상수도시설 현

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

설설계용역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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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가압장 건설(1981년)

1960, 70년 생산시설의 폭

발적인 확 와 1980년 후반

들어 인구증가가 둔화되면서

급수보급률이 90%선을 넘어

섰고 1인당 1일 급수량이 400

ℓ 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면

서 급수여건은 점차 안정화되

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부 고지

나 관말지 급수난 해소에

는 아직 미흡하여 이를 해소하

기 위한 가압시설 확충이 본격

화되었던 때가 바로 이 시기이

다. 이에 따라 가압장 증설에

집중적인 노력을 보인 결과

1989년 122개로 증가했으며

사설 가압장을 모두 공설화하

기도 했다.



급수 환경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보 다. 

당시 서울의 급수 수요를 세계 도시와 견주어 보면 이미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 다. 급수

보급률에서 90% 선을 넘어섰고 1일 1인당 급수량이 400ℓ를 넘어서는 단계에서는 인구의 격증

요인이 없는 한 급수 수요도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1979년의 경우 1일

1인당 급수량이 409ℓ로 뉴욕 590ℓ(1967), 동경 587ℓ(1980), 파리 444ℓ(1968), 런던 360ℓ

(1969)의 급수량과 비교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여 급수 수요가 그만큼 안정되었음을 보여주었

다. 

2절 고지 급수난 해소를 위한 가압장 건설

1980년 들어 서울시의 상수도 사정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나, 막 한 예산을 들여 상수

도 사업을 펴온 데 비해서는 수돗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에

미흡하 다. 특히 제한 급수로 밤 늦게서야 수돗물이 나오는 관말 지역이나 고지 주민들에

게 수돗물 받기는 전쟁이나 다름없었다. 이에 서울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

해 1981년의 수도 사업을 지하철 건설 다음의 순위에 올려놓고 878억 4,000만원의 예산을 책

정하 다.

그때 당시 고지 의 주거 입지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적체된 급수 민원 해결이 시급하 고 경

제의 고도성장으로 재정 사정도 다소 호전되어 고지 등에 가압장 시설의 확충이 본격화되었

다. 1980년 초반 미아5동가압장, 정릉가압장, 청운가압장 등 많은 가압장들을 통합정비해 급

수 수요에 비하 으며 1980년 후반으로 올수록 신설 가압장의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가압장 수가 1989년에는 122개

소로 늘어났으며, 사설 가압장을

공설화하는 작업도 꾸준히 추진

되었다.

당시의사설가압장은해당지역

에서주민들이자치적으로운 하

는데수도요금징수상의문제점

이 많이 노출되어 잦은 민원의 원

인이 되었다. 이를 서울시가 단계

적으로인수하여운 함으로써급

수의 원칙과 상수도 행정의 효율

을기하기시작했던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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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동가압장 준공(19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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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시설확장의추진

1980년 에 들어 급수 수요가 다소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전반기에는 연간 증가

인구가 30만명에 육박하 을 뿐만 아니라 시민 경제 생활의 향상에 따라 급수 수요가 계속 늘

어났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시설 확장 계획으로‘상수도 급수 중장기계획 지표’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1982년 이후 1999년까지의 증산 사업은 1960년 나 1970년 와는 달리 규모 정수장

의 신설 확장 등 큰 규모의 사업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시설을 최 한 가동하는 운 이 아니라

시설의 고장이나 노후 시설의 개량∙교체 등에도 차질 없이 상수를 공급할 수 있는 여유를 확

보하고자 시설 확충 사업이 이루어졌다.

이 기간 중 증산 사업의 구성 내용을 보면 신설은 암사정수장 1개에 불과해 기존 정수장의 시

설 확장은 암사정수장을 포함하여 5건, 그리고 기존 정수장의 설비 개량이 3건이다. 

1절 정수장의 신설 및 확장

1980년 에 들어 첫 번째의 시설 확장은 광암정수장 확장이었다. 광암정수장은 1976년에 착

공하여 1981년까지 부분의 공정이 끝났으나 마무리 공사가 일부 남아 있어 1982년도 사업으

로 시행되었다. 1982년도 사업으로는 송수설비

6.25㎞, 정수지(배수지) 2지, 우면산배수지 건

설, 철산리 송수관 부설, 오니처리시설, 주위 조

경공사 등으로 시행되었는데 공사비는 96억

5,200만원이 투입되었다. 이로써 계획시설용량

중 잔여 부분 20만㎥/일이 통수되어 전 시설용

량 100만㎥/일 규모의 공사가 완료되었다. 

두 번째의 시설 확장은 구의정수장 확장이었

서울상수도 백년사166

이 시기에 급수여건이 안정되

었다고는 하지만 보다 질 높은

급수서비스를 갖추기 위해 서

울상수도는 규모 시설 확장

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뚝도,

광암, 등포, 구의정수장 등

부분의 정수장들이 시설확장

을 했고 총 162만 ㎥/일 규모의

암사정수장이 신설되는 등

규모 시설확장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1980년초 307만 ㎥/일

규모의 시설용량이 1992년에

는 619만 ㎥/일 규모로 2배 이

상 확장되었으며 급수보급률도

92.7%에서 99.9%로 상승해

선진국 수준에 이르 다. 생산

시설뿐 아니라 취수시설과 배

수시설도 형화하는 등 크게

늘어났다.

팔당정수장(현재 광암아리수정수센터) 통수식에 참석한 박정희 통령

(1979년) 



다. 1982년부터 1984년까지 3개년 사업

으로 시행되었는데 증산 계획용량은 30

만㎥/일이었다. 1차년도인 1982년에 78

억 3,000만원을 투입해 취수펌프 설치∙

취수시설∙도수시설 등에 30억원, 착수

정∙약품 투입∙정수지∙송수펌프실 건

축 등에 21억 7,000만원, 송수 설비에

21억원, 기전 설비에 4억 8,000만원, 부

설비로 8,000만원이 투입되었다. 2차

년도인 1983년에는 취수설비∙정수설비

등에 51억 7,000만원, 1982년도 채무부담 사업에 32억원이 투입되었고, 3차년도인 1984년에

는 송수관 부설과 마무리 공사에 60억 2,600만원이 투입되었다. 이로써 1984년 8월에 30만㎥

/일을 통수함으로써 구의정수장의 총 시설용량은 113만㎥/일로 늘어났다. 구의정수장 확장 공

사로 도봉구 우이동 등 11개 지역의 급수난이 해소되어 13만가구 70만명이 혜택을 보게 되었

다. 아울러 송∙배수관 증설로 성북구 장위동 등 14개 지역, 가압장 배관 개량으로 관악구 신림

동 등 8개 지역, 급수관 개량으로 종로구 창신동 등 63개 지역의 수돗물 사정이 호전되었다.  

세 번째의 시설 확장은 암사정수장 건설이었다. 암사정수장은 서울시 행정구역 안에서는 가

장 상류인 강동구 암사동 산10번지 일 에 설치되었다. 시설 규모 100만㎥/일의 이 정수장은

1984년부터 1988년까지 5년간 계속사업으로 시행되었다. 공사는 예정 로 진척되어 1986년에

1차 준공으로 25만㎥/일을 통수하고 1987년과 1988년에 각각 25만㎥/일씩 50만㎥/일을 통수

하 으며 1988년 12월 31일 완공됨으로써 100만㎥/일 규모의 형 정수장으로 건설되었다. 공

사비는 총 204억원이 투입되었다. 이후 1990년 에 들어 2회에 걸친 확장 사업을 시행하 다.

우선 1990년 11월부터 1991년 12월까지 32만㎥/일을 확장한 데 이어, 1993년 7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30만㎥/일을 증산하 다.  

네 번째의 시설 확장은 등포정수장의 설비 개량 및 확장이었다. 등포정수장은 1975년에

제2정수장이준공된이래확장공사가없었다. 그러다가강서구가양동∙방화동등에 규모아

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급수 수요가 급증하자 설비 개량 공사를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4년

4월부터 1985년 말까지의 기간에 정수지 확장 공사를 시행하여 6만㎥/일의 증산을 가져온 데

이어, 1990년 8월 3일부터 1996년 6월에 걸쳐 확장 공사를 시행하 다. 사업 시행 경과를 보면

제1차년도인 1990년에 20억원을 들여 송배수관로 8.5㎞를 시설하고 제2차년도인 1991년도 사

업으로 정수설비∙송수설비∙기전설비∙기계장치 등에 144억 2,000만원을 투입해 1991년 7월

30만㎥/일이통수되었다. 이로써 등포정수장의총시설용량은60만㎥/일으로늘어났다.

다섯 번째 시설 확장은 뚝도정수장의 확장이었다. 뚝도정수장은 1974년 제4정수장의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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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정수장 건설 통수(1986년)



개량 이후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

그러다가 1988년에 노원구 중계∙

상계동 등에 규모 아파트단지 건

설에 따른 급수 수요에 처하기 위

해 확장 공사에 착수하 다. 사업비

총 498억원을 들여 확장된 이 정수

장은 기존 시설용량 50만㎥/일에

50만㎥/일을 늘려 100만㎥/일 규모

로 확장하는 것이었는데, 다른 정수

장과 달리 기존 노후 시설들을 철거하고 현 적인 시설로 통합 개량하는 사업이 병행되었다.

공사 시행 경과를 보면 1차년도인 1988년에는 설계 용역에 4억원이, 2차년도인 1989년에는 정

수지 외 6개 공정과 약품투입실 외 3개 공정∙기전설비∙송수관로 등에 196억 2,000만원이, 3

차년도인 1990년에는 85억원이, 4차년도인 1991년에는 채무 상환과 시공 감리비 100억원이

투입되어 모든 공정이 마무리되었다. 1990년 말에 1차 준공으로 25만㎥/일, 1992년 말에 2차

준공으로 25만㎥/일 등 총 50만㎥/일을 통수함으로써 뚝도정수장도 100만㎥/일 규모의 형

정수장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1980~1992년 기간 중 활발한 시설 확장에 따라 시설 용량이 307만㎥/일에서 619만

㎥/일로 늘어나 기간 중 2배 이상으로 확장되었다. 또 이 기간 중 총인구는 836만명에서 1,097

만명으로 1.3배가 증가했는데 급수 인구는 749만명에서 1,096만명으로 1.5배가 늘어나 급수보

급률도 92.7%에서 99.9%로 신장되었으며 1일 1인당 급수량도 409ℓ에서 457ℓ로 늘어나 바야

흐로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게 되었다.

2절 취수 시설 건설 및 확장

1980년 들어 정수장의 시설 확장으로 취수 시설도 확장되었다. 

먼저 구의정수장의 시설 확장에 따라 광장취수장이 확장되었다. 1982년부터 1984년까지 시

행된 이 공사에서 취수 설비로는 취수펌프실, 취수시설, 기전설비, 도수설비 등 일련의 공사가

시행되었는데, 취수 펌프로는 750HP 5 와 400HP 1 가 설치되었고 도수설비로는 1,650㎜

도수관 2,800m가 부설되었다.

한편 2단계 수도권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이 완료되면서 노량진정수장 하류에 위치한 정수장

의 원수를 팔당호 원수를 전량 사용해 정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뚝도정수장과 보

광동정수장 원수의 수질 기준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1980년 에 들어 뚝도와 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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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도 제 2정수장 건설(1989년)



동정수장의 취수원을 잠실 교 상류로 이

설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그리고 1984년

11월 180억원의 사업비로 잠실 교 상류 북

단 한강변에 통합 취수장인 자양취수장 건

설 공사를 착공해 1986년 3월에 준공함으

로써 통수하게 되었다. 이로써 BOD

1.8ppm 이하의 원수 80만㎥/일을 뚝도(50

만㎥/일)와 보광동(30만㎥/일)정수장에 공

급하게 되었고, 그후 1990년 뚝도정수장을 100만㎥/일 규모로 확장하면서 총 135만㎥/일 규모

로 확장하 다.

이와 함께 노량진∙선유∙ 등포 등 정수장의 원수를 팔당호에서 공급하며 노량진과 등포

정수장의 시설 확장을 하게 되었는데 팔당호에서 공급하는 원수만으로는 부족하 다. 이에 또

하나의 통합 취수장으로 풍납취수장을 건설하게 되었다. 잠실 교 상류 성내천 하구 위 풍납동

강변에 위치한 풍납취수장 건설 사업은 1990년 7월에 착수하 는데, 시설 규모가 70만㎥/일로

365억 3,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이처럼 정수장별 취수 설비를 확장하여 1994년 말 기준으로 취수원별 1일 취수량 619만㎥/

일 중 수도권광역상수도에서 172만㎥/일, 암사∙구의 자체 취수장의 245만㎥/일, 통합 취수장

취수 202만㎥/일을 기록하게 되었다. 

3절 형 배수지의 신설과 확장

1980년 들어 서울의 수도는 안정 성장기에 접어들었다. 급수보급률이 93%를 넘어섰고 1일

1인당 급수량도 400ℓ를 넘어섰다. 그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연이은 성공적 달성으로 고도

성장을이룩해 투자재원의 조달능력도크게개선되었다. 이에따라장기전망에 의한계획적인

시설확충을하게되어생산시설이 형화되고배수지시설도 폭적인확충기에접어들었다. 

1985년부터 1987년까지 3년간 형 배수지 11개소가 신설되며 64만 8,000㎥의 시설 용량이

증가되었다. 이는 수도 도입 이래 70여년간의 배수지 시설 용량의 약 2배 이상의 규모를 단 3

년만에 확보한 것이었다. 1994년 말 기존 소배수지를 포함한 배수지의 시설 용량은 106만여㎥

로 생산시설용량 619만㎥/일의 17.1%에까지 이르 다. 기간 중 신설되거나 확장된 배수지는

독산배수지∙우면산배수지∙낙성 배수지∙목동배수지∙서초배수지∙신정배수지∙양재배수

지∙오금배수지∙월계배수지∙증산배수지∙신월배수지∙아차산배수지∙ 현산배수지∙만리

동배수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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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 통합취수장 건설(19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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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의질적인문제 두

1절 수돗물 수질 향상 노력

1980년 에 들어 환경오염 문제가 두되면서 상수도 문제도 양에서 질로, 즉‘깨끗한 물을

넉넉하게’공급하는 것이 행정 지표화되었다. 상수도의 원수는 전적으로 한강의 표류수에 의존

하고 있는데 도시화, 공업화로 하천의 수질이 오염됨에 따라 상수원수의 수질 기준 유지가 새

로운 문제로 떠올랐으며, 상수도에 한 신뢰를 저하시켜 생수를 선호하는 풍조가 만연하 다.

서울시는 범국가적 사회문제로 두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

과 더불어‘상수도시설 현 화 계획’에 따라 컴퓨터 컨트롤 시스템을 도입하여 원격감시제어체

제를 구축하 고, 정수용 약품인 황산알루미늄을 폴리염화알루미늄으로 체하는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책을 수립하여 상수도 시책의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1. 상수도 수질의 변화

값이 저렴하고 질이 좋은 수돗물을 넉넉하게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원료가 되는 원수의

수량과 수질이 중요하다. 상수도의 수질은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정수처리 방법도 중요하지만

우선 양질의 원수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그 수질이 양호하면 그만큼 상수도 원가는 절감

되고 처리수의 수질도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강은 수도권의 소중한 젖줄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강에는 북한강 수계의 화천댐을 비롯한 5개 댐과 남한강 계통의 충주댐 등 7개

댐이 73억㎥의 많은 물을 저장하고 수도권의 상수도 원수와 전력 및 관개용수를 공급하는 역할

을 하고 있다.

서울의 상수도는 1980년 중반까지만 해도 한강수계 유역의 생활하수 및 오폐수의 불완전

한 처리 등으로 인해 그 원수의 오염도가 높아 정수 처리 과정에서 약품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고육책을 써야만 했다. 그러나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한강의 둔치를 정비하여 공원

화하고 저수로를 정비하여 유람선의 운행을 가능케 하는 한편 하수처리장건설도 병행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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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수돗물 공급의 양적

인 부분이 해결되자 질적인 문

제가 두되었다. 즉, 환경오염

문제가 전 지구적 이슈가 되자

수돗물의 문제도‘양’의 개념에

서‘질’의 개념으로 변화한 것

이다. 이에 따라 1985년‘상수

도시설 현 화 계획’에 따른 컴

퓨터 컨트롤시스템을 도입, 완

전 자동의 원격감시제어체제를

구축하여 최적의 수질관리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또 수도기

술연구소를 설립하고 수질기준

을 강화하는 등 수돗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작업에 주력했다.



다. 맨 처음 건설된 하수처리장은 청계

천처리장으로 1976년에, 중랑천처리장은

1979년에, 탄천처리장은 1983년에, 안양

천처리장과 난지처리장은 1987년에 준공

되었다. 현재 서울시는 탄천, 중랑, 난지,

서남처리장에서 활성오니법의 2차 처리

를 통해 한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있다.

한편 1990년 에 접어들면서 전국적으

로 용수 수요는 날로 증가하는 반면 강수

량의 부족과 미처리된 오폐수의 무단 방

류 등으로 수계의 수량이 감소되면서 오

염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방 상수도의 수원인 산강 계통에서는 암모니아성질소

의 함유량 증가, 낙동강 계통에서는 페놀의 유입 등 지방 도시의 상수도에서 수질 오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상수도의 불신 풍조가 고조되고 상수도 수질 문제는 범국가적 사회 문제로

두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정부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맑은 물 공급 종합 책’을 수립

하여 적극적인 상수원 보호와 수질 오염 방지 및 정수 관리 체계의 정비 강화, 맑은 물 생산 공

급에 일 개혁적 차원에서의 재검토에 착수하 다. 

서울시도 상수도 업무의 전문화를 추진하면서 정수 처리 방법의 개선 및 연구 발전, 수질 관

리의 과학화와 효율 향상 등을 기하기 위한 수도기술연구소 설립, 상수도보호구역에 한 감시

관리와 적극적인 응, 각 정수장 노후 시설의 개량 보수 및 송배수 계통의 노후 배수관의

적인 교체와 세척 갱생 사업을 시행하 다. 또 그동안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개별 수요자의 저

수 시설에 하여 연 2회 이상의 청소 점검을 법제화하는 동시에, 유해성 미량 농약 성분을 위

시하여 심미성 오염 물질 등을 수질 기준에 추가로 제정해 수질 관리를 강화하 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는 상수원의 오염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의 공공 하수도 정비와 하

수처리장의 건설, 분뇨종말처리장 및 가축폐수공동처리장의 건설에 소요되는 기술 지원 및 재

정 지원을 과감히 추진하 다. 1994년에 제정된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촌 지역의 생

활 기반 조성과 생활환경개선사업 등에도 정부의 과감한 지원책이 강구되어 농촌 취락의 소규

모 오수까지 정화 처리를 추진하 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소하천을 정화하여 자연스럽게 상수

도의 수원인 큰 강의 수질을 호전시켜 나갔다.

2. 컴퓨터 컨트롤 시스템에 의한 수질 관리

1980년 에 이르러서는 정수 기술은 물론 조관 기술, 양수기 제작 기술 등이 전반적으로 선

진국 수준에 육박함에 따라 생산관리 또는 공급관리 면에서의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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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취수장 전경



1985년에 개시된‘상수도 시설 현 화

계획’에 의해 컴퓨터 컨트롤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계장설비가 본격적으로 현

화됨에 따라 생산관리와 공급관리에

일 혁신을 가져왔다.

이 사업은 신설 정수장은 물론 기존

정수장도 모든 설비를 근본적으로 개량

하여 완전 자동에 의한 원격감시제어체

제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이 계획에 따

라 약품의 주입은 물론 감시 제어에 의

해 생산관리와 공급관리가 이루어지면

서 양질의 수돗물을 효율적으로 생산하

고 관압과 유량을 자동으로 파악하게 되

어 누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컴퓨터 컨트롤 시스템을 근간으

로 하는 시설 현 화 사업에 의해 알칼

리제 역시 액체인 가성소다(NaOH)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에

광암정수장에서 컴퓨터 컨트롤 시스템에 의해 최적 약품 주입이 가능해졌고, 1992년에는 뚝도

정수장, 1995년에는 암사∙구의∙보광동 및 선유정수장의 약품 주입 방식이 자동화되었다.

한편 감시 제어 부문에서도 수질 관리 및 생산 관리가 컴퓨터 컨트롤 시스템에 의해 운 되

었다. 이로써 노량진과 신월정수장을 제외한 7개 정수장의 시설 현 화가 완료되어 정수장의

생산 관리는 물론 공급 관리에서도 큰 진전을 보게 되었다.

3. 정수용 약품 사용의 변화

서울시 상수도에서 처리된 정수 수질은 수질 기준 43개 항목 모두가 기준 이내에 적합하여

국제적으로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없는 양질의 수돗물로 평가받고 있다. 정수용 약품

중 응집제는 1980년 까지 침전용 응집제인 황산알루미늄이 주종을 이뤄오다가 1993년부터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 알카리제는 산성 계통의 응집제 사용시 중화 목적 및 응집 효율의

증 와 수질 안정화를 위해 사용되어 왔으나 응집제가 폴리염화알루미늄(PAC)으로 체됨에

따라 사용량이 감소 추세이다.

한편 염소는 상수도의 품질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멸균용 약품으로, 고압액화염소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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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준공된 수도기술연구소 청사

수처리에 컴퓨터 컨트롤 시스템 도입(1985년)



간 6,000여톤 정도로 사용하고 있고, 이와 함께 이산화염소, 클로르칼키, 황산동 등을 부분적

으로 사용하고 있다. 

2절 상수도관의 질적 향상

1. 노후관 개량 사업

서울시는 1980년 들어 연이은 개량 계획

의 수립 시행에도 불구하고 수돗물 공급 면에

서 목표 달성에는 크게 못 미쳤다. 가장 큰 원

인은 노후 배급수관의 누적에 있었다. 1980

년 말 기준으로 노후관은 배수관(35년 이상)

187㎞, 급수관(20년 이상) 1,184㎞ 등 총

1,371㎞로 집계되어 보다 적극적인 책이 요

구되었다. 

노후관 개량 사업은 1991년부터 1993년까

지 15년 이상된 부식성관 4,200㎞를 개량 완

료하며 획기적인 실적을 올렸다. 또 1984년 이후에는 노후관 세척 갱생 사업을 도입 시행하여

노후관 개량에 기여하 다.

2. 새로운 급수관의 등장

상수도 도입 이래 1971년까지는 급수관으로 아연도강관만 사용하다가 1972년에 PVC관을

새로이 사용하게 되었다. PVC관은 아연도강관의 품귀 현상으로 체 사용이 건의되어 1972년

11월 24일 각 수도사업소에 PVC관(KS품) 병용 지시가 내려지면서 본격 사용되었다. 그러나

1980년 겨울에 동파 사고의 여파로 50㎜ 이상 관에 한해 부속품의 품귀 현상과 시공 기술상의

문제로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1972년에 보급되기 시작한 PVC 급수관은 이후 1982년에는 2,729km까지 보급되어 그 비중

이 24.8%까지 이르 으나 1983년에는 2,705km, 1985년에는 1,789km로 줄어들더니 1990년

에는 1,552km, 1994년 말에는 914km로 크게 줄어들었다.

한편 1985년부터 새로운 급수관으로 스테인레스관과 동관이 등장해 1988년에는 스테인레스

관이 399km, 동관이 220km의 높은 신장세를 보 다. 이후에도 이들 신종관은 재질상 녹이

슬지 않는 장점 때문에 급신장세를 보여 현재 스테인레스관이 주종 급수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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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의 상수도 사업은 1989년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족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되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산하에 수도사업소∙정수사업

소∙수도기술연구소∙수도자재사업소를 두고 독자적으로 수도 사업을 경 함으로써 최

고수준의 수돗물 공급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해왔다. 품질 좋은 수돗물 공급

을 위해 노후 정수장을 폐쇄하고 서울 지역을 벗어난 한강의 상류에 강북정수장을 신설하

는 한편 가정의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배수지의 물이 곧바로 공급되도록 2011년까지

적인 배수지 확충을 해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노후관 개량 사업과 유수율 제고에 역점을

두어 2007년에는 91.4%에 이르는 선진국 수준의 유수율을 달성하 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서울의 수돗물인‘아리수’를 믿고 마실 수 있는 물로 브랜드

화하는 작업과 함께 서울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발족, ISO 14001 인증 획득, 수질자동

감시시스템 구축 등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친환경적

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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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의발족

1. 상수도사업본부의 발족 배경

공기업이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경 의 주체가 되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공기업의 경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기업 목적이 공익과 국

민 전체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사기업과 구별되며 재화나 용역을 직접 생산∙공급한다는 점

에서는 일반 행정부처와 구별된다. 그러나 공공적 소유∙지배라는 측면에서는 행정부처와 같

은 성격을 가지며, 수익성∙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기업체와 같은 성격을 지니는 양면성을

띤다.  

서울시의 상수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직접 설치∙운 하는 지방직 기업으로,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명시된 기본 원칙을

그 경 의 기초로 삼아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진하도록 운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하여 상수도

사업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 하고 있으

며, 그 사업 경비는 원칙적으로 자체 수입으

로 충당하는 독립 채산방식에 의하고 있다.

1964년도에는 기업회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상수도 사업의 공기업적 경 형태를 갖추었

다. 

이후 경제의 급격한 성장과 인구의 폭발적

증가 등으로 서울시 상수도 사업은 크게 팽창

하 다. 서울시의 상수도 수요량은 인구의 증

가, 산업 시설의 확장, 시민의 소득 수준 향상

등으로 급격히 증 되었다. 이와 같은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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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말 이미 급수율

90%를 넘어서면서 양적 측면

의 성과를 거두었던 서울상수

도는, 그러나 질적 측면에서 경

상의 효율성과 수질 향상 문

제에 적절하게 응하기 위하

여 1989년 독립적 경 주체인

상수도사업본부를 설립하기에

이른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

부가 2국 5부 16과의 체제로

출발하면서 9개의 수도사업소,

수도기술연구소 및 수도자재사

업소가 설립되었고 독립채산제

에 의해 수도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현판식(1989년)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울시는 많은 시설 투자를 하여 양적인 측면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미 1976년 말에 급수율 90%를 기록했으며, 1994년 말에는 급수율 99% 이상을 기

록하고 1일 1인당 평균 급수량이 476ℓ에 달하여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 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수도 사업의 질적인 문제는 그 운

과 관련하여 수도 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추구하는 데 있다. 지난 기간 동안 수도 사업은 양

적 팽창을 1차적 과제로 삼았기 때문에 경 상의 효율성을 강조할 여유가 없었다. 그 결과 경

관리 면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나타나 노후관의 문제∙요금 징수 관리 문제∙원가 관리 문

제∙생산 통제 문제∙유수율 관리 문제 등이 두되었다. 또한 수돗물 자체의 질은 시민의 건

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산업의 발달로 나타나는 공해 문제, 즉 서울시 급수의 주원천인 한강의

오염으로 인한 원수의 수질 저하 문제도 난제로 부각되었다. 

이처럼 경 관리 면에서 효율성을 높여 원가를 절감하고 수질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는 시설

을 현 화하고 배수관의 Block System을 도입하여 중앙통제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

러한 작업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이를 위한 경 관리 체제의 확립, 유능한 인력

의 확보, 시설의 현 화, 자금 조달 문제 등 선행 조건이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수도 사업의 경 ∙관리를 위해 서울시는 독자적인 상수도사업본부를 설립, 운 하여 양

질의 수돗물 공급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게 되었다.

2. 상수도사업본부의 발족 과정

서울시 상수도 운 의 관리 체계는 상부에 본청 수도국이나 상하수국을 두어 서울의 수도 업

무를 총괄하 으나 1989년 11월에 상수도사업본부를 발족시키면서 기구의 확 와 조직의 재편

성이 이루어졌다. 그 이전의 하부 관리운 기구로는 각 지역별로 수도사업소를 두어 관장하기

도 하 고, 혹은 각 구청 건설국에 수도과를 두어 그 지역의 수도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 다.

이러한 체계가 반복되면서 1989년 11월에 상수도사업본부 체제로 확 되고 하부에는 수도사업

소 체제로 환원되면서 각 지역의 수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 다.  

상수도사업본부를 설립∙운 하기 이전의

서울시 수도 사업의 관리 체계는 경 목적과

전략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조직으로

서의 역량이 미약하 다. 이 시기 서울시의

수도 사업은 급수보급률 향상을 위한 수도 건

설에 주력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1980년 후반에 들어서면서 양질

의 수돗물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와 함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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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수도사업소



수도 사업의 경 효율성을 요구하

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에 서울시

도 별도의 상수도사업본부를 설치

하여 수도 사업의 경 효율성을 높

이고 경 의 합리화를 위한 기구와

조직을 확 재편성하 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1988년 3월

18일 서울시가 시설 관리∙요금 징

수를 전담하기 위한 수도공사 설립

추진 계획을 마련한 것을 시작으로

그해 7월 15일 정부에서 1989년도

에 독립채산제를 기본으로 하는 상

수도공사 설립 계획을 마련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1988년 8월 18일 서울시는 상수도공사 및 도시개발공사 신설 방안을

마련하고, 10월 13일에는 상수도공사 발족 일정과 규모를 확정하 다. 그 내용은 1989년 4월 1

일 자본금 1조 3,000억원으로 본사 및 9개 지사와 사업소로 된 상수도공사를 발족한다는 것이

었다. 이어 1989년 5월 20일 내무부에서 서울∙부산∙ 구∙인천∙광주∙ 전에 상수도사업

본부를 설치하기로 확정하자, 그해 10월 서울시는 상수도사업본부와 시민생활국∙주택국∙도

로국∙하수국 등 4개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직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해 정부

에 제출하 다. 이와 같은 기구 개편에 따라 1급 공무원을 본부장으로 하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신설되고 상하수국은 하수국으로 개편되었고 구청 기구 중 수도관리과와 수도공사과가 폐지되

었다.

한편 서울시는 1988년 11월 15일 수질연구소를 신설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1989년 8월 12일

상수도사업본부 내에 수도연구소(水道硏究所) 신설을 추진하 다. 이후 1989년 11월 3일 상수

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 수도기술연구소, 수도자재사업소 설치 조례가 공포되고 초 상수도

사업본부장에 백상승씨가 부임하는 등 인사 이동이 이어졌다.

그리고 1989년 11월 21일에 상수도사업본부를 비롯하여 수도사업소, 수도기술연구소, 수도

자재사업소가 설치∙발족되었다. 이것은 상수도 사업의 경 과 관리가 전담 기구인 상수도사

업본부에 의해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로써 서울상수도는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원하

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경 을 효율화하는 일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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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정수장 내에 위치한 수도기술연구소(현 상수도연구원)



2장

효율성도모를위한
시설정비와개량추진

1절 정수장 시설 확보로 여유 있는 공급 실현

서울의 상수도는 한수도회사(Korean Water Works Co.)가 뚝도에 1908년 9월부터 1일

총 생산능력 1만 2,500㎥의 정수 시설을 건설하여 사 문 안과 용산 일 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첫걸음을 떼었다. 1945년 광복 당시에는 뚝도∙노량진∙구의

등 3개 정수장이 있었는데 1일 생산 능력은 9만 5,700㎥로 급수보급률이 77.5%, 1인당 1일 급

수량은 59ℓ에 불과하 다. 

이후 1956년에 1일 4만 300㎥의 생산 능력을 갖춘 뚝도 제3정수장을 신설하 으며, 1961년

을 분기점으로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소득증 로 급수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생산 시설을 속

속 확충하 다. 1967년 보광동정수장과 1971년 등포정수장, 1974년 구의3정수장, 1978년 선

유정수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 고 신월정수장을 인천시에서 인수하 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출범 후 상수도 최우선 정책을 수돗물의 충분한 공급에 두고 생산

공급 시설의 확장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

다. 

1979년부터는 팔당댐 광역상수도 원

수를 공급받아 정수 처리할 수 있는 광암

정수장을 건설하여 1981년까지 단계적으

로 통수하 다. 광암정수장의 건설 계획

은 1980년 의 서울시 상수도 소요량

(347만㎥/일)을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

책으로, 1975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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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들어 서울상수도는

경 의 합리화를 통해 효율성

을 극 화하고 보다 선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토 마련

에 주안점을 두었다. 형 배수

지의 건설과 기존 정수장들의

시설 확보로 보다 안정되고 여

유 있는 수돗물 공급을 실현했

다. 특히, 상수도사업의 경

효율성 지표라 할 수 있는 유

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1998년 64.2% 수준이었던 유

수율을 2007년 91.4%로 끌어

올렸다. 또 노후관 개량, 야간

최소유량측정, 누수탐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경 혁신

을 이루어냈다.

광암아리수정수센터 건설 통수(1979년)



하고 1976년부터 차관선 확정과 세부설계를 시작하 다. 이에 따라 차관선은 프랑스∙ 국∙

일본 등 5개 차관제 회사 중에서 프랑스의 엥도스에즈은행으로 결정되어 1976년 12월 차관협

정을 체결하 다. 또 프랑스의 수처리플랜트회사인 데그레몽(Degremont)사가 처리 공정 기본

설계 및 외자제 공급을 하게 되었고 모든 주요 처리 공정은 데그레몽사의 특허공정에 의거해

설계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하남시 광암동 174번지 일 에 21만 6,315㎡의 부지를 확보하고

정수장 건설을 시작하 다. 공사는 연차별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되었는데 100만㎥/일 생산 시

설을 5개의 Stage로 구분하 으며 1Stage당 20만㎥/일 규모로 구분 설치했다. 또한 시민에게

맑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1985년 10월부터 공정별 생산시설 자동제어 및 정

수 약품 투입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현 화 사업을 추진하여 1990년 1월부터 운용하 다. 

광암정수장은 1981년 2단계 준공으로 40만㎥를, 1982년 3단계 준공으로 20만㎥를 증설하

다. 연차적 확장에 따른 정수장 건설비는 495억원이 소요되었고 현 화에 따른 시설비는 26억

원이 소요되어 총 521억원이 소요되었다.

1986년에는 암사정수장 건설에 착수, 25만㎥를 생산하는 데서 시작해 계속적인 확장으로

1998년 162만㎥의 시설 용량을 확보하 다. 즉 1987년 2단계 준공으로 25만㎥, 1988년 3단계

준공으로 25만㎥, 1989년 4단계 준공으로 25만㎥, 1991년 32만㎥, 1998년 30만㎥을 연차적으

로 증설하 다. 암사정수장은 1978년에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강동구 암사동 산 10번지 일 에

부지 면적 21만 1,811㎡를 확보해 1984년부터 1988년까지 5개년에 걸쳐 설계, 시공하여 100만

㎥/일을 생산하는 현 화된 정수장으로 건설되었다. 원수는 한강 표류수를 자체 취수장에서 취

수하고 정수 시설은 약품 응집 - 횡류식 침전 및 급속 여과 방식으로 했다. 또 정수 처리중 발

생하는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한 배출수 처리 시설을 갖추고 전기 설비의 용량으로 서울시 정

수장 중에서 최초로 154kV의 전기를 수전하고 있다. 특히 기획, 설계, 시공을 전적으로 국내

기술진에 의해 수행함으로써 상수도 시설 역사상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한편 1998년에는 강북정수장을 건설해 한강 표류수를 취수원으로 하여 1단계로 50만㎥을,

1999년 2단계로 50만㎥를 연차적으로 늘려 생산하 다. 이밖에 정수장별로 살펴보면 뚝도정

수장은 1989년 12월 개량 확장으로 25만㎥를 증설하 으나, 1991년 시설 일부 철거로 25만㎥

가 감소되었다가, 1992년 다시 개량 확장으로 50만㎥를 증설하 다. 또 구의정수장은 1984년

시설 확장(4공장)으로 30만㎥를, 등포정수장은 1991년 36만㎥를 증설하 다. 신월정수장은

1992년 설비 개량으로 2만㎥를 늘렸다가 1998년 다시 2만㎥를 감축하 다. 이와 함께 노량진

정수장은 1998년 일부 폐쇄로 15만㎥가 감소되었고, 보광동정수장은 1992년 설비 개량으로 2

만㎥가 늘었다가 1998년 다시 2만㎥가 줄어들었다.

한편 2000년 11월에 선유정수장(40만㎥/일)을 폐쇄한 데 이어, 2001년 10월에는 노량진정수

장을 폐쇄하 다. 또 2003년 8월에는 뚝도1정수장(25만㎥/일)을 가동 중지(2003년 9월 9일 폐

쇄)한 것을 시작으로 9월에는 신월정수장(10만㎥/일)을 가동 중지(2003년 12월 30일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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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7월에는 30만㎥/일 규모의

보광동정수장을 가동중지하고 2005

년 1월 5일 폐쇄하 다.

아울러 2003년 9월 9일에는 생산

성 향상을 위한 정수장 종합 정비로

구의정수장을 기존의 90만㎥/일에서

65만㎥/일로, 광암정수장을 100만㎥/

일에서 80만㎥/일로, 암사정수장을

162만㎥/일에서 160만㎥/일로 조정

하 다.

이처럼 1992년 이전까지는 수돗물

생산 공급량에 한 시설 용량의 여유가 없어 운 에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그 이후에는 정수

장의 여유 시설을 확보하게 되어 양적∙질적으로 안정적인 급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

라 정수장의 노후 시설물 및 기전 설비 등을 연차적으로 개량∙정비하여 정수장 시설의 기능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자 하 다. 1998년에서 1단계 50만㎥을, 1999년에는 2단계 50만

㎥을 1일 생산시설 100만㎥인 강북정수장의 통수로 7개 정수장의 1일 생산 시설 규모가 570만

㎥(2003년 기준, 2004년도 목표 540만㎥/일), 급수 인구는 1,028만명(보급률 99.99%)으로 비

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2007년 현재는 6개의 정수장에서 343만㎥의 수돗물을 생산해 총연

장 1만 4,106km에 이르는 수도관을 통하여 수용가에게 공급하고 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최적의 정수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노후로 인한 저효율, 고비용 정

수장 시설을 개량, 정비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추진 목표로 단계별 정수장 정비목표를

설정하 다. 

2절 형배수지 건설로 안정된 공급 체계 구축

배수지는 정수장에서 가정으로 공급되는 수돗물을 중간에 잠시 모아두는 저수 시설로 급수

량을 조정,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생산시설용량이 넉넉해도 배수지

저수용량이 부족한 경우 안정적이 급수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1970,80년 만 해도 생

산시설 확충에 우선함에 따라 배수지시설이 뒤 따르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았다. 

그리고 배수지 용량이 못 미치는 경우 수용가에서 물탱크를 설치, 사용함에 따라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지 않는 경우 급수단계에서 수질이 불량해지기도 했다. 그러던 것이 1990년 에 들어

생산시설용량도 여유가 생김에 따라 배수지 건설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즉 배수지의 깨끗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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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가정의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공

급되도록 2011년까지 배수지 건설을 확

충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90년 2월 5일에는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들여 수유5동배수지 확장

공사를 착공해 기존의 800㎥ 규모를

2,000㎥ 규모로 확장하 다. 또 6월

30일에는 김포배수지를 1일 4만㎥ 공

급 규모로 준공하여 양천∙강서구 일

5만 3,000가구에 안정적인 급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8월 2일에는 수유5동과 수유2동 등 2개소에 각각 1,200㎥와 6,000㎥

규모의 배수지 건설 계획을 수립하 다. 연말인 12월 25일에는 관악구 봉천동의 낙성 배수지

가 총 6만㎥ 저장 능력 규모로 완공되어 관악∙구로구 등 22만가구의 급수난이 완화되었다. 낙

성 배수지는 송배수관로 1.2km를 포함하여 총 공사비 72억원이 소요되었다.  

1991년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배수지 확장에 나서 그해 3월에는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증

산∙아차산∙개포배수지 등 12개 형 배수지를 2,772억원을 투입해 건설하기로 결정하 다.

이와 함께 11월 30일에는 공릉∙불광∙월곡∙면목동 및 북악∙백련∙금천∙남산∙와우산 등

9곳에 배수지 확충 및 송∙배수관망 84km 정비 계획을 발표하 다. 한편 8월 23일에는 응암

소배수지가 11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완공되었는데, 수혜 지역은 은평구 응암1�3동과

서 문구 홍은3동 표고 35m 이상 지역 8,000세 다. 또 12월 16일에는 총 6억 5,000만원을

투입한 낙산배수지가 완공되어 종로구 창신동 일 의 급수 불편이 해소되었다. 

1992년에 들어 서울시는 다가구∙다세 주택의 급수난 해소를 위해‘배수지 시설 확충’등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급수난 해소 종합 책’을 마련해 관계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 다.

그 일환으로 방∙아차산∙가양∙공릉 배수지 건립 계획을 세워 고지 관말 지역 급수난을

해소해나갔다.

특히 1992년 12월에 착공한 북악터널배수지와 1995년 11월에 착공한 불광터널배수지는 터

널을 뚫어 물을 저장하는 새로운 배수지 형태로서 국내 최초의 배수지시설공법이라 할 수 있

다. 두개의 배수지 모두 그 공법은 전단면 기계굴착공법(TBM)이다.

그 중 불광터널배수지는 서 문구 홍은동 세검정길~은평구 녹번동 진흥로 구간 3.9Km 길

이에 저장능력 9만㎥ 규모로 1995년 11월에 착공, 2002년 5월에 완공 사업비는 531억원이 투

입되었다.

다음 북악터널배수지는 서 문구 홍제동 산 1번지 - 성북구 정릉동 산 86 - 1번지 일 에

지름 5m, 길이 4.5Km, 저장능력 14만 5,000㎥ 규모인데 1992년 12월에 착공하여 2000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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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완공되었다. 사업비는 800억

7,400만원이 투입되었다.

한편 1995년 12월 성북구 하월곡

동 산 2-1번지 일 3만 2,396.8㎡에

5만㎥ 규모의 월곡배수지 건설공사가

착공되어 2001년에 완공되었다. 사업

비는 163억원이 투입되었다.

아울러 1992년 11월에는 방동

369-2에 방배수지건설공사가 착

공되어 1994년 10월에 완공되었다.

1995년 10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금천배수지 송수관 부설 공사가 공사비 45억원을 투입

시행되었고, 4월 25일부터 9월 말까지 증산배수지 배수관 부설 공사가 사업비 18억 9,500만원

을 투입 시행되었다. 이와 함께 6월 30일에는 아차산에 10만㎥ 규모의 배수지가 설립되어 중곡

1~4동과 구의2동까지 약 1km 구간에 송∙배수관을 부설해 통수하 다.

1996년 12월 31일에는 후암동 등 주택가의 수돗물 공급 사정이 좋지 않아 남산 외인아파트

철거 부지 지하에 1999년 말까지 6만㎥ 규모의 배수지를 건설하기로 결정하 다. 이 공사는 지

하 1만 3,323㎡에 가로 200m, 세로 50m, 높이 6m 규모로 총 사업비 129억원이 투입 시행되

었다. 이에 따라 외인아파트 공원 조성 사업은 1997년부터 시작되는 배수지 건설 사업이 끝나

는 1999년 이후로 연기되었다. 외인아파트 부지 4만 5,000여㎡ 중 배수지가 4만여㎡를 차지해

부지의 부분이 배수지 건설 부지로 수용되었는데, 공사가 완공된 후에는 남산 인근의 훌륭한

시민 휴식처로 제공되었다. 한편 서울시는 1996년 12월 31일 남산배수지 4만㎥ 시설 공사가 착

공되자 1997년 8월 4일부터 용산구 이태원 일 의 고지 에 공급할 배수관로를 착공하 다.

이와 함께 11월 13일에는 와우산 공원 안에 배수용량 4만㎥ 규모의 배수지 건설에 착공하 다.

한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999년 5월 6일 서울의 물 저장 용량이 126만㎥로 여유분이

6.4시간에 불과해 단수, 정전, 화재 발생 등 비상시의 물 공급이 어려움에 처하자 2010년까지 1

조 3,000억원을 들여 32곳에 배수지를 건설할 계획을 수립하 다. 이와 같은 수치는 보통 일본

이나 미국의 도시가 최소 8시간에서 보통 3~4일분의 여유 용량을 갖고 있음에 비추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이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는 2006년 말까지 불광, 북악터널, 길동배수

지 등 총 25곳에 109만㎥용량의 공사를 추진하 다. 이에 서울지역의 물의 저장능력은 모두

235만㎥로 늘어나 여유분이 12시간치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배수지는 야산이나 공원 등지에 건설할 수밖에 없어 지역 주민과 구청의 협조가 절실

한데, 휴식 공간인 공원과 산 등의 훼손이 불가피해 종종 문제가 발생하 다. 2001년에는 서

문구 가좌배수지 건설 등이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구청과 주민들의 반 에 부딪혀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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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었다. 사정이 이에 이르자 상수도

사업본부는 배수지 시설 터를 결정

할 때 주민들을 적극 설득하도록 각

자치구에 요청하 다.  

한편 1999년 4월에는 서초구 방

배동 산 95번지 일 에 2002년 12

월 완공을 목표로 5만㎥ 용량의 방

배배수지 건설 계획을 밝혔다. 141

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이 배수지의

완공으로 암사정수장에 의존해 오

던 서초∙동작∙관악 등 3개구 12개동 7만 8,000가구가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받게 되었

다. 또2001년4월26일에는저수용량11만㎥규모의노량진배수지가처음으로가동되어동작∙

등포∙구로구일 46개동25만3,000여가구에보다원활한수돗물공급을할수있게되었다.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배수지 건설 사업은 2005년

규모 배수지의 건설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노후 배급수관 개량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공급

과정에서의 수질 저하 문제가 폭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와 같은 배급수 시설의 정비

와 함께 시설의 고급화도 추진하 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역별 균등 수압과 급수 수요에 따른 안정적인 급수 체계를 갖추

기 위하여 고지 주거 집 지역에 소규모 배수지를 연차적으로 확충하기로 하 다. 이에 따

라 고지 주거 집 지역과 유수율이 낮은 지역 순으로 2005년 106개소 228만㎥, 2006년 111

개소 235만㎥, 2011년 114개소 244만㎥를 확충한다는 계획을 수립하 다. 또 향후 수도정비기

본계획에서 수계 전환 및 용량 조정(역삼∙묵동∙반포2), 위치 변경(개포∙수유), 민원 예상 지

역(개운산∙정릉∙홍은2∙국사봉 등 7개소) 등 건설 예정 배수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 다. 

이처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기존 건물과 배수지, 가압장, 구축물 등 각종 수도 시설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개량, 보완하는 등 시설을 고급화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

었다.

3절 선진국 수준의 유수율 달성

‘유수율’이란 수돗물 총 생산량 비 요금 수입으로 받아들인 수돗물의 비율이다. 유수율이

높다는 것은 누수 등 수돗물의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버려지는 물의 양이 줄어든다는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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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만큼의 물만 생산함으로써 경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그동안 상수

도 사업의 경 효율성 지표인 유수율 제

고에 모든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2007년

선진국 수준인 91.4%를 달성하 다. 그

동안의 유수율 추이를 살펴보면 1998년

64.2% 던 유수율이 2001년 75.2%,

2004년 85.3%, 2005년 88%, 2006년

90%로 증가하 고, 2007년에는 91.4%

의 유수율을 달성하 다.

21세기 블루골드시 를 맞아 우리나라

는 현재 물 부족 국가에 속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와 같은 환경 변화를 맞아 경쟁력을 갖추고자 정수

생산부터 배수, 급수 단계 전체에 걸쳐 누수 요인을 줄이기 위해 정 진단을 실시하고 책을

강구하는 등 물 절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노후관 개량, 정수장 정비, 민간 업무 위탁, 고이율 부채

조기 상환 등을 통해 탄탄한 재정 자립도를 달성하 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자립도는 2002

년 95.4%, 2003년 95.1%에서 2004년 100%로 높아졌고, 부채는 2002년 5,999억원, 2003년

5,400억원에서 2004년 3,962억원, 2005년 3,248억원, 2006년 2,031억원, 2007년 1,496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과는 달리 서

울시는 2001년 1월 이후 수도요금을 동결해왔고 누수가 줄어든 만큼 그 혜택을 수용가에게 환

원하고 있다.

그동안 상수도사업본부는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1984년부터 2003년까지 1조 6,743억

원을 투입해 노후수도관의 86.9%에 해당하는 1만 1,221㎞를 교체한데 이어 나머지 1,357㎞도

2007년까지 5,394억원을 투입하여 교체하는 등 누수 수도관의 97.7%를 교체하 다. 이와 더

불어 야간 최소유량 측정방법에 의한 누수 탐지, 소블럭∙중블럭 도입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으

로 누수를 줄이기 위한 각종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 다. 특히 야간 최소유량 측정방법은 수

돗물 사용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 에 수돗물 유량을 측정하여 누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

로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은 밤을 새워가며 누수를 줄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 다.  

이밖에도 유량감시시스템 성능을 향상시켜 누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도록 하는 한편 취약

지역 유수율 향상 중점 추진, 누수 탐지 방법 개선을 위해 최신 다점형 상관식 누수 탐지기를

추가 확보, 수도관의 정확한 위치와 재질을 데이터베이스화한 지리정보시스템으로 누수 탐지

를 강화해 왔다. 아울러 배수지(110개)를 통한 자연 유하식 공급으로 누수율을 획기적으로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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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수율을 상승시켰다. 또 유수

율 향상 추진 실적 평가와 포상 방

법 개선 및 워크숍 개최, 우수 부서

포상 확 , 평가의 내실화, 누수 요

인 저감 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 다.

한편 2005년에 접어들어 서울시

6개 정수장의 생산량이 하루 344

만㎥로 유수율 88%를 넘어서게 되

어 시설용량 540만㎥/인 정수장의

시설 가동률이 64%로 감소하 다.

이에 따라 2002년에 구의정수장 일부, 2003년에 뚝도정수장 일부 와 2003년에 신월정수장,

2004년에 보광동정수장이 폐쇄되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유휴 정수장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서울시는

그 해결 방안으로 인구 유입으로 정수 시설이 부족한 인근 지자체에 수돗물을 파는 방법을 모

색하 다. 2001년부터 시계 외 급수 지역에 한 상수도 실태 조사를 벌인 뒤 현재 경기도 광

명∙하남∙구리∙남양주∙과천∙성남시 등에 하루 7만 5,000㎥ 가량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

다. 특히 호평 별내지구 등 규모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남양주시에 해서는 상수도

공급량을 하루 1만㎥ 이상 늘렸다. 이밖에도 장기적으로 의정부∙동두천 등 경기 북부 지역과

상수도 공급 논의 방침을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수돗물 세일즈’에 나서고 있다. 상수도사업본

부는 향후 정수장 가동률을 60% 로 유지하면서 수돗물 고급화에 더욱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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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수출시및고품질화노력

1절 아리수 고급화 계획의 추진

1. 아리수 수질 개선 노력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 수질의 고급화를 추진하기 위해 노후 정수장을 폐쇄하고

각 정수장 시설을 고급화∙현 화하여 생산 과정에서 수돗물 수질을 더욱 향상시켜 왔다. 특히

2004년에 Head Operator제 등 수돗물 책임생산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정수장 기술진단팀을

설치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함으로써 정수처리시설이 최적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

록 관리∙운 해왔다. 아울러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여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공급하

고자 노력하 다.

이처럼 서울의 수돗물‘아리수’는 고급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2004년 8월 세계적인 수질

검사기관인 미국의 STL(美 육해공군 지정 분석기관)과 Weck Laboratories(美 캘리포니아 주

정부 인증분석전문기관)에서 중금속∙농약∙환경호르몬 물질 등을 포함한 79개 항목에 한

수질 검사 결과 모두 먹는 물로 적합 판정을 받아 국제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입증받았다. 아울

러 서울시는 2004년 10월부터 12월

까지 순수 환경시민단체인‘수돗물

시민회의’와 시범 3개 아파트단지 주

민들과 공동으로 시민 주도형‘아파

트단지 수돗물 개선 시범 사업’을 추

진하 다. 그 결과 사업 시행 후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수돗물 직접 음용

비율이 2.4%에서 11.5%로 증가하

고, 29.3%가 수도 사업에 한 신뢰

가 높아져 수돗물에 한 불신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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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상수도에 한 호감도를

높이고 타 도시의 수돗물과의

차별성을 담보하기 위해 탄생

한 서울상수도의 브랜드‘아리

수’는,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

로서 고품격의 수질과 과학적

생산시스템, 적절한 공급체계

를 통해 소비자 만족을 이끌어

낸 서울상수도가 한 걸음 더

시민들에게 다가서고 있음을

방증하는 예이다. 서울시 상수

도사업본부는 아리수 출시와

더불어 수돗물 서비스의 고품

질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수질검사



복하는 단초를 마련하 다.

이와 같이 서울의 수돗물은 총 145항목에 해 정 한 수질 검사를 거쳐 생산한 안전한 물임

에도 과학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수돗물에 한 불신이 존재하 다. 이에 따라 2005년 3월 15

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아리수 고급화 계획’을 마련하여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

할 계획을 발표하 다. 아리수 고급화의 주요 내용으로는 원수 수질이 좋은 강북취수장 주변으

로 취수원을 이전하고, 원수 수질 개선 기법인‘간접 취수 방식’을 적용하여 2급수인 원수를 1

급수로 개선해 비상 취수원으로 활용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또 옥내 급수관 관리 개선 방안을

강구∙추진하고, 더욱 좋은 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수질 감시를 강화하는 등 깨끗하고 안전

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시민의 편익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아울러 수도꼭지의 수돗물 수질 관리를 위해 아리수 품질관리제를 도입하 다. 이에 따라 서

울시내 전역에서 인구 2만 5,000명당 1점씩 420여 점을 매월 검사하고, 시민과 함께 연간 710

여 개소의 수도꼭지 물을 조사하는 한편 연간 각 가정 5만 개소의 수질을 수시로 검사하고 있

다. 아리수 품질관리제는 시민들이‘아리수코너’에 신청하면 각 지역 수도사업소의 담당자가

일정 협의 후 직접 방문해서 수도꼭지 물에 한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녹물이나 냄새 등의 문

제가 있을 경우 그 발생 원인에 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것으로 운용되고 있다.  

수질 검사는 주거 시설(아파트 등), 취약 시설(학교, 공원 등) 위주로 검사 상을 선정하고,

12개의 검사 항목(현장, 실험실 검사 병행 실시)으로 나누어 1차 검사(탁도, pH, 잔류염소, 철,

구리) 및 2차 검사(일반세균, 총 장균군, 장균, NH3-N, 아연, 망간, 염소이온)로 실시하

고 있다. 또한 옥내 배관, 물탱크까지 진단하여 부적합한 곳에 해서는 개선 책을 알려주고

개선 완료 시까지 관리해주어 수돗물 신뢰도 및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 나아가 평생고

객관리시스템을 운 하여 방문 일자, 품질 검사 내용, 민원 사항 등을 종합 이력 관리하도록

하 다. 

2. 아리수 브랜드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돗물의 브

랜드를‘아리수’로 도입한 배경은 서울의

수돗물이 이미 선진국 수준에 못지 않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임에도‘그저 다 같은

수돗물’이라는 일률적인 시각으로 인하여

차별성과 우수성이 희석되고 있어 브랜드

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아리수 브랜딩 작업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겠다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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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수돗물에 한 이미지를 향상하려는

의미에서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는 2004년 3월 23일‘서울의 수

돗물’이라는 이름으로 생산∙공급해오던 페트병 수돗물의 이

름을‘아리수’로 변경하고, 한 과 한문 혼용명인‘아리수(水)’

와 문명‘Arisu’에 한 상표등록을 마쳤다. 아리수에서‘아리’는‘크다’는 뜻의 우리말로

아리수는 고구려시 한강을 일컫는 말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광개토 왕 비문에 있는 아리

수의 역사적 기록에 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고구려연구재단∙고구려연구회에서, 아리수의

어원에 해서는 한 학회에 의뢰하여 그 정당함을 인정받았다.

아리수 로고는 수돗물의 물방울 모양을 형상화하 으며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느낌을 살리

기 위해 블루와 화이트 컬러를 사용하 다. 또 아리수 캠페인 캐릭터인‘아리’와‘수리’는 물의

요정으로 맑고 시원한 아리수의 모습을 모티브로 하 다. 아리수의 용량은 350㎖, 500㎖, 1.8

ℓ등 세 가지로 2004년 70만병을 생산한 이래 현재 강북아리수정수센터에서 생산하는 등 아리

수의 브랜드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 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2005년 8월 17일 정수기 제조업체들이 판매량을 늘리려고 서울의 수돗

물 아리수의 안전성에 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자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신고제를 실시하

다. 이는 모 정수기 제조업체가 몸에 유익한 미네랄 성분이 들어 있는 수돗물을 전기 분해하

면 앙금이 생기는 원리를 이용해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함유된 것으로 선전하며 정수기 구입

을 권유한 데서 촉발되었다. 이 업체는 물에 미네랄과 같은 고형 물질이 얼마나 녹아 있는가를

측정하는 총용존고형물(TDS) 실험을 하여 수돗물의 TDS 측정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물

의 오염 때문이라고 현혹시키는 한편, 인체에 해가 없는 수돗물 잔류염소를 독극물로 설명하거

나 전구 실험을 통해 수돗물이 불순물 때문에 수질이 나쁜 것으로 광고하 다. 

이에 서울시는“정수기 물이 오히려 몸에 유익한 미네랄 성분을 없애 장기간 마시면 뇌졸

중∙심장질환 등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먹는 물 관리법에는 수돗물 불신을 조장하거나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판매∙광고를 못하도록 한 규정을 들어 형사 고발 등 법적

응에 나서기로 하 다. 이와 함께 각 지역 수도사업소나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Arisu.seoul.go.kr)에 접수된 신고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신고자에게 5만원 상당의 문화상

품권을 지급 하 다.   

2절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발족

수돗물은 서울시가 경 하는 유일한 소비재로 생명과 직결되는 자원이다. 서울시 수돗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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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원회는 이처럼 중요한 상수도 사업을 운

함에 있어 사업 주체인 공무원과 시민들이 함께

동참하여 수돗물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족되었다.

수돗물평가위원회는 2년마다 새롭게 선정되

는 위원회를 통해 서울시민의 정서와 공감 를

형성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수돗물평가

위원회는 1998년 4월 30일 14명으로 출범하여

그해 5월 15일부터 수돗물의 객관적인 수질 평

가를 하 다. 

위원 선정 기준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시책에 반 될 수 있도록 신감각을 가진 실무자형 인물

로 선정(가급적 30~40 )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의견을 충실히 반 하기 위해 여성 위원 비율

을 40% 이상으로 하고, 가급적 서울시 다른 위원회에 속해 있지 않은 인물로 선정 기준을 삼고

있다.   

2004년에는 민간 기구인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위원 인선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그 기

능과 위상이 크게 강화되었다. ‘서울시장에 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 운 에 관한 자문’을

정책 자문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 다.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서울시 6개

정수장 중 매월 2개 정수장을 상으로 먹는 물 수질 기준 전 항목(55개 항목)을 (재)한국환경

수도연구소에 자체적으로 의뢰해 검사하고 있다. 

아울러 연구 조사 사업으로 수돗물 수질 개선 및 상수도 발전 자문을 위해 주요 당면 현안 사

항에 한 조사 사업 과제를 선정하여 학계, 연구소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이

중 2~3개 과제를 시행하여 수돗물 수질 향상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 활동 사

항과 수돗물 수질 향상을 위한 방안 및 수질 관리 자문을 위한 조사 사업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2002년부터 매년 시민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이처럼 활발한 노력으로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는 2006년 물의 날에 통령 단체상을 수상하기도 하 다. 

3절 아리수 홍보 마케팅 활동

21세기 최 자원은‘블루 골드(Blue Gold)’로 부각되는 물로서, 특히 수돗물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수돗물에 한 잘못된 인식으로 값비싼 생수나 정수기 구입에 드는 비용

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시스템을 개선하고 왜곡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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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에게 사랑받는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 다양

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그 일환으로 수돗물

의 새 브랜드‘아리수’를 TV 등 주요 방송 매

체와 환경 전문 단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

고 아리수의 실상 그 로를 시민들에게 알려

수돗물에 한 막연한 불신감을 불식시키고

자 하 다. 

또한 전∙현직 서울시 직원들 및 아리수에

관심 있는 시민고객과 함께 온∙오프라인을

통한 수도 모니터를 운 하여 시민 의견을 수

렴, 반 하 다. 아울러 아리수 홍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냉동 차량을 이용, 재해나 단수지

역 및 시민이 함께한 행사장 등에 아리수 페트병을 신속히 공급 및 홍보하여 신뢰도를 제고시

켰다. 또한 홍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업체를 활용해 홍보 효율성을 제고하고 언론

활동, 이벤트∙리서치, 온라인 이벤트 등을 전개하 다.

이밖에도 서울의 수돗물인 아리수의 수질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먹는 샘물에 뒤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갖가지 아이디어를 동원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그 일환으로 2004년 말부터

마라톤 회에아리수페트병제공하기, 잠재고객인아동층을겨냥해어린이신문에홍보만화연

재하기, 환경단체∙소비자단체와함께일반아파트수돗물수질검사하기등을실시하고있다.

아울러 2004년 12월부터 서울 시내 학교들을 찾아다니며 서울시 수돗물 탐구교실인‘아리수

탐구 교실’을 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각종 물의 수질을

측정해보고 침전물을 응집하거나 여과하는 과정을 직접 실험하는‘생활 속의 과학 교실’로 좋

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밖에도 아리수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2005년

부터 아리수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 22개역에 음수 를 설치하여 행인들

이 마실 수 있게 하 다. 

이와 같은 홍보 활동 결과 아리수에 한

이미지가 개선되면서 관공서에서도 아리수

지원 요청이 잇달았다. 시청, 시의회, 각 구청

에서는 회의 시 생수 신 아리수 병물을 마

시고 있고,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 개최하는

페스티벌에서도 아리수 병물이 수천병씩 배

포되고 있다. 또한 태풍∙홍수로 인한 재해

지역에 비상 음용수로 공급되어 지역주민들

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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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따라 이미 물 부족 사

태를 겪고 있는 지금의 지구촌

은 2015년부터 전 세계의 절

반이 물 부족 사태에 처하게

되고 2025년부터는 세계 인구

의 1/3이 마실 물이 고갈될 정

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것으

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서울상수

도는 국제적 수준의 물 운용

연구와 그에 걸맞은 최상급 수

돗물의 생산과 공급, 물 개방

시 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

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부문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장

물개방시 의경쟁력강화

1절 ISO 14001 인증 획득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공공 기관으로서 환경 경 에 한 모범을 보이고자 ISO 14001 인

증을 취득하 다. 2000년 11월 22일에 ISO 14001 인증을 8개 기관(본부, 연구소, 6개 정수사

업소)이 획득한 데 이어, 2003년 12월 19일에는 상수도사업본부 1개 기관 인증으로 통합해 갱

신하 다.

환경경 시스템인 ISO 14001 인증은 경 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환경 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ISO(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환경 분

야를 14000 로 정하고, 그중 14001을 표 규격(기준)으로 하여 ISO 14001 기준에 따라 조직

의 경 활동을 평가하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

환경경 시스템 운 기관으로 인증해 주는 제

도이다. 인증 취득 기관은 환경 목표를 설정하

고 환경 향을 최소화시키는 활동을 실시한

후, 연 1회 이상 인증서 부여 기관으로부터 심사

를 받는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환경 경 을 위해

전력과 가스 사용량 절감 등 에너지 절약에 힘

쓰는 한편 노후 계량기 교체, 송배수관 정비, 누

수 탐지 등 유수율 제고에 주력해 왔다. 또 안전

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을 위해 수돗물 탁도

관리와 관말 잔류염소를 적정 유지하고 사업자

폐기물, 생활 폐기물 등을 감량하는 노력을 기

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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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환경경 시스템을 운 한 결과 업무 개선을 통한 수돗물 생산 비용 절감, 자원∙

에너지 절약을 통한 환경 향 최소화, 제3자 인증을 받음으로써 서울상수도의 친환경적 이미

지 제고 효과를 거두었다.

2절 수질자동감시시스템 구축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고객서비스헌장의 한 내용인‘우리의 이행표준(Customer Service

Standards)’에 의하면“상수원의 수질 관리를 위하여 매월 30개 지점(남한강 8개, 북한강 9

개, 한강 교량 5개, 팔당 하류 8개)에 해 BOD∙총인∙총질소∙총 장균군 등 23개 항목의

수질 조사를 실시하고 취수장 6개소에 수질자동감시시스템을 24시간 운 하여 시안∙페놀∙

탁도 등 7개 항목에 하여 실시간 감시하겠습니다.”란 항목이 명시되어 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와 같이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

을 공급하기 위해 수질자동감시시스템을 운 해 왔다. 

이를 위해 1992년 7월 팔당∙암사∙구의정수장에 5억 8,000여만원을 들여 페놀∙납 등 6개

항목을 측정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운 하 고, 이어 1994년 1월에는 정부의 생활 개혁 10 과

제 실천 방안과 관련하여 24시간 중금속을 자동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증설하고 12개 급수민원

종합상황실을 운 해 녹물 민원을 24시간이내에 처리하는 등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왔다.

한편 서울시는 2001년부터 2005년 6월까지 수질자동측정시스템을 설치하여 6개 정수장의

원∙정수 수질은 물론 생산∙공급과정의 수질을 감시할 수 있는 전송망을 구축하 다. 즉

2002년 1월부터 수도꼭지 수질 모니터링을 암사수계 5개 지점에서 시범 운 하고, 2003년에

는 구의∙뚝도∙ 등포 정수장 수계, 2004년 11월 강북∙뚝도정수장 수계와 배수지 등에 구

축하고 매년 확 증설하고 있다. 이로써 수돗물 수질자동감시시스템인 Seoul Water-Now시

스템을 구축하여 정수장에서부터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총 72개소의 수돗물 수질 상태를 컴

퓨터가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하도록 하 다. 아울러 법정수질검사항목(먹는 물 수질 기준

55개) 외에 자체적으로 90개 항목을 추가

해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기준인 145

개 항목에 한 정 한 수질 검사를 실시해

수돗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

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감시 항목과 지점을

확 하 으며,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서

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는 매월 2~3개

의 정수장 원수 및 정수와 수도꼭지 물을

수돗물 고품질화기 (1989�2007) 193

서울상수도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접속할수있는워터나우시스템



직접 채수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다. 또 그 결과를 언론 기관에 제공하

는 동시에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수질 검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 다.

한편 산하 기관 및 공원, 학교 등 공공장소의 수도꼭지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필증을 부착

하여 수돗물에 한 인증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이후 2006년부터 서울시 전 지역을 균등하게 나누어 860가구를 선정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수도꼭지에서 수돗물을 채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연간 5만가구 이상의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이와 함께 옥내 배관 및 물탱크 관리상태 등을 종합 점검하여 품

질을 인증하는 아리수품질관리제를 260만 전 가구에 해 확 실시하는 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공급에최선을다하고있다.

3절 상수도 주요 조사∙연구 추진

수돗물이 최초로 공급된 1908년 이후 2008년은 통수 100주년을 맞게 되는 해로서『아리수』

라는 이름으로 시민고객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듬뿍 받는 서울의 수돗물이 되었다.

1989년 문을 연 상수도연구원은 법정 먹는물 검사기관으로서 고도의 수질검사 능력과 전문

연구 인력을 확보하여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 원생동물∙바이러스 검사기관, 환경측정기

기 정도검사 기관으로 지정된 국제수준의 전문 수질검사기관이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수질분석을 통하여 시민고객이 만족하는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으며, 연구 업무 역인 상수원 수질조사 및 안전성 확보분야,

원∙정수 수질분석 및 미량유해물질 감시분야, 미생물 분석기법 및 수도꼭지 수질관리 분야,

수처리 기술개발 및 공정연구 분야, 배급수 관로의 최적관리 및 수운용 분야 등 5개 분야에서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총 260건의 조사∙연구 실적이 나왔으며, 또한 국내 막여과 고도정수

처리 기법과 관망 부식억제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등 상수도분야 기술개발에서도 중추적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연도별 조사∙연구실적 및 분야별 조사∙연구실적은 표1 및 표2와 같다. 상

수도연구원에서 발간되는 상수도연구집과 수질조사 분석보고서는 연구원에서 수행한 최종 연

구 결과물로서 상수도 수질향상 및 기술개발분야에 유익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2000년

이후 내용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http://water.seoul.go.kr)의 상수도연구원 코

너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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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상수도연구원 국가공인 1호 원생동물검사기관 지정 및 유지

서울시 상수도연구소는 2004년 9월 4일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국가공인 1호 원생동물검

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연구 및 교육기관이다. 주로 원수부터 수도꼭지까지의 수질에 한 조사,

검사, 수질 향상을 위한 연구와 실험, 수처리 기술 개발, 배급수관 등 상수도 자재에 한 연구

와 실험 및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에 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상수도연구소는 이와 같은 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박사, 석사 등 전문 인력 40여명 및 정수

장별로 수질 전문 인력 등 104명의 우수 인력을 확보하여 수질에 한 연구와 수질 향상을 위

해 노력하고 있다. 

2000년 수돗물에서 병원성 바이러스 검출 보도 파문 이후 서울시는 2002년 7월 지아디아∙

크립토스포리디움∙살모넬라 등 병원성 원생동물까지 정수 처리 항목에 넣었다. 2006년에는

아리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인검사기관을 유지하면서 미량 유

해 물질 및 미생물 검사에 주력하 다.

한편상수도사업본부는2005년부터물벼룩과버들개등지표생물(指標生物)을활용한생물경보

시스템을 한강 취수장에 본격 도입하 다. 생물경보시스템은 국제테러조직에 의한 수돗물 테러와

날로증가하고있는유해화학물질의조기감시를위해도입한것이다. 가장먼저시험적으로활용

한 물벼룩은 독성 물질이 유입되면 물 속에서 뛰어오르는 횟수와 높이가 급격히 낮아지고 개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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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가 갑자기 멀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물벼룩의움직이는속도와개체간거

리 등을 관찰하다가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센서가 작동해 자동적으로 경보음을 낸다.

아울러 버들개는 평소 수조(水槽) 속으로 흘

러들어오는물살을헤치며거슬러올라가지

만취수장의물이오염되면활동력이급격히

떨어지면서 뒤로 려 수조 뒤쪽의 센서에

부딪치게된다. 이센서에부딪치는횟수, 강

도등이수치화되어자동으로경보가울리게

된다.

이처럼 상수도사업본부는 시약을 이용한 독성 물질 검출 방식과 물벼룩 등 지표생물을 활용

한 경보 시스템 등 이중 안전 장치를 마련해 수돗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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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연구원의 연구원들이 바이러스 검출 실험을 하고 있다.



5장

고객감동의행정서비스
실현을위한노력

1절 수도요금 체계 변화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이후 수도요금은 조금씩 현실화되어 갔지만 공공재라는 개

념 하에 극히 미미한 인상율을 보 다.

정부는 1990년부터 맑은 물 공급 계획을 추진하면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상수도요금

인상안을 검토하 다. 즉 지방자치단체와 경제기획원이 협의∙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상수도요

금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주어 맑은 물 확보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게 됨에 따라 ㎥당 232

원으로 부과되어 수도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같은해 5월 4일 건설부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상류 지역과 하류 지역 주민들의

‘상수원보호구역관리비용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상수원 하류 지역 주민들이 상류 지역 관리 비

용을 부담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 다. 이 개정안이 1992년부터 시행되자, 수

도권 상수원인 팔당호의 경우 상수원보

호구역인 하남, 광주, 양평, 남양주 등 4

개 시군 주민들이 매년 부담해오던 관리

비용 11억원을 서울, 인천 등 하류 지역

주민들이 함께 부담하게 되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물 이용량에 비례해 수도사업 특별회계

에서 부담하도록 하 다.   

한편 서울시는 1991년 4월 8일 하반

기부터 수도요금 체납고지서를 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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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레니엄이 시작되고 서비

스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서울상수도는 고객 감동의 행

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

단히 노력하고 있다. 특히, 상

수도 종합 진단 이동서비스반

운 이나 연중무휴 24시간 누

수복구반 운 등 소비자가 직

접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현

실적인 서비스들을 확 함으로

써 고객의 눈높이를 직접 맞추

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객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의

표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도권 시민들의 상수원인 팔당댐



하기로 결정하 고, 6월 3일에는 913개소의 다중 이용 화장실에 한 수도료 감면 혜택을 폐지

하 다.

1992년 10월 1일에는 공업용수 요금을 5% 인상하 고, 1993년에는 상수도요금에 해 3년

간 10%씩 인상하기로 하여 같은해 11월 15일부터 가정용 상수도 기본요금이 780원에서 1,230

원으로, 하수도 요금이 평균 27% 인상되는 한편 수돗물 급수관 손료(損�)와 상수도 시설분담

금을 4%씩 일괄 인상하 다. 

한편 1992년 12월 2일에는 건설부가 1994년부터 광역상수도 원수 요금에 하여 15.5% 인

상할 계획을 발표하 다. 또 건설부는 1994년 3월 7일 수도요금 누진제 도입 방침을 마련하

으나, 서울시는 급격한 수도요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그해 6월 검침분까지 4개월간 인상안을

보류하 다. 

아울러 같은해 8월 13일에는 통합공과금제 폐지로 상수도요금과 폐기물 운반수수료를 통합

고지키로 했던 방침을 변경해 상∙하수도 요금은 2개월마다, 폐기물 운반 수수료는 별도 고지

키로 확정하 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상∙하수도요금 검침∙과징을 격월제로 시행하게 되

었다.  

한편 2000년 에는 우리나라가 심각한 물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

를 극복하려면 값싼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길 밖에 없다는 학계의 지적이 나왔다. 1995년 3

월 22일 삼성지구환경연구소 주최로 열린‘세계 물의 날 기념’토론회에서 환경부 윤서성 기획

관리실장은 1993년 현재 우리나라의 용수 예비율은 6.5%이지만 2001년에는 5.1%, 2006년에

는 1.7%, 2011년에는 1.6%로 떨어지는 등 2000년 들어 심각한 물 부족 사태가 예상된다고

발표하 다. 또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이 1,274㎜로 세계 평균의 1.3배 정도이나, 인구 1인

당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1/10에 불과해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 환경 학원 이정전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하루 1인당 평균급수량은 394ℓ로 독

일의 2배이고 일본보다도 많이 쓰고 있어 물 부족 위기를 맞고 있다며 너무 싸서 절수 효과를

거둘 수 없는 현행 물값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하 다. 1995년의 서울의 ㎥당 상수도 요금은

200원으로 제네바의 3,140원, 함부르크의 2,360원, 빈의 1,592원, 베를린의 1,483원, 도쿄의

664원과 크게 비교되었다. 또 상수도 요금은 수돗물 생산원가인 ㎥당 309원의 50%를 조금 넘

는 정도 다. 이 교수는 각종 공공요금이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다른 요금

에 비해 수도료의 비중이 0.54%로 훨씬 낮아 물을 아끼려는 가정이 별로 없다고 지적하면서 지

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상수도요금을 결정해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

다.

이와 같은 여론에 따라 정부는 1995년 4월부터 수도요금 인상을 결정하여 가정용은 월 20㎥

초과 사용 시 14�33%를 인상하기로 하 다. 또 4월 1일부터 수도요금 고액∙상습 체납자 수

돗물 공급 중단 방침도 발표하 다. 아울러 정부는 같은해 5월 18일 개인 서비스 요금을 안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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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 위해 요금을 내린 업소에 해서는 상수

도 요금을 50% 감면해주는 등 각종 혜택을

주기로 하 다. 서울시는 7월 20일에 상수도

공채를 폐지하고 상하수도 요금의 자동납부

제를 도입하 으며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방

침에 따라 1995년 10~11월 중 상수도 요금 인

상 계획을 발표하 다. 이후 1996년 3월부터

상수도요금은 평균 19.8%, 하수도요금은

17.7% 인상되었으며, 상수도관 교체 공사의

시비(市費) 부담폭을 지경계선에서 주택 내

수도계량기까지 확 하 다.

1997년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방자치단

체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물과 댐 용수 가격

을 26.1％ 인상하 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수도 요금 인상이 이어져 그해 10월부터

서울시내 수도요금이 최고 57.9％로 폭 인상되었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상수도 분야의 누적

적자를 덜고 경 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요금을 1999년 3월 납기분부터 평균 14.9% 인상하고

급수 업종과 누진요율 단계를 줄이기로 하여 가정용 수도요금은 18.5％, 업용은 업종별로 1.1

�2.6％ 인상하 다. 이는 가정용 수도에 해 10㎥까지 의무적으로 부과하던 기본사용료를 폐

지하는 신 요금을 누진 적용해 사용량에 따라 13.1�57.9％의 수도요금이 오르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10월분 수도요금 고지서부터 물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 는데 부담금은 ㎥

당 80원씩이었다. 

한편 서울시는 1999년 7월부터 거주지 이전 시 수돗물 사용에 따른 사용 기간의 요금 분쟁과

체납 발생을 줄이기 위해 건물의 전 소유자가 체납한 수도요금을 새 소유자가 승계하던 규정을

폐지하 다. 즉 수도요금이 체납된 상태에서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었을 경우 전 소유자가 체납

한 3개월분의 요금을 새 소유자가 승계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새 소유자는 소유권 취득 후

최초 검침분에 해당하는 요금만 내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 다. 또 건물 취득 10일 전에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신고할 경우, 전 건물 소유자와 분리 계량해 자신이 사용한 수도요금만 낼

수 있도록 하 다. 또한 건축 공사장 등에서 일시적으로 수도 사용 신청을 할 경우 1년치 요금

을 미리 내도록 한 규정도 일정액의 보증금을 납부한 뒤 사용이 끝나면 환불해 주는 내용으로

개선하 다. 이와 함께 20가구 이상의 세민 집단 거주 지역에 한해 설치가 가능한 공동수에

하여는 해당 수도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 다. 

이후 2001년 3월부터 서울시 상수도 요금이 평균 14.9% 올라 월 20㎥를 사용하는 가정의 상

수도 요금은 6,270원에서 7,480원으로 1,210원 오르고, 중목욕탕은 월 1,600㎥ 사용 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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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900원에서 50만 3,000원으로, 업무용은 월 120㎥ 사용 시 5만 7,270원에서 6만 6,580원

으로, 업용은 월 120㎥ 사용 시 8만 8,000원에서 10만 1,000원으로 올랐다. 그러나 월 10㎥

이하를 쓰는 가정은 요금에 변동이 없도록 하 다. 이처럼 요금 인상을 단행한 것은 서울시의

상하수도 요금이 각각 생산원가의 73.3%, 75.8%에 불과해 매년 2,300여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올리고, 증가액은 깨끗한 물의 안정

적 공급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는 정책을 수립하 다.

그러나 서울시는 2004년 1월 7일 비용 절감을 통해 수돗물 공급 비용보다 요금 수입이 높아

지는 성과를 거두게 되자 2001년 인상한 상수도 요금을 현재(2008년)까지 그 로 유지하 다.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의 원가보상률(생산원가 비 판매단가)은 2001년 90.3%와

2002년 94.7% 등 100%를 밑돌아 적자가 났다. 하지만 노후 배급수관 교체 등을 통한 누수 감

소로 유수율(정수장 생산 수돗물 중 요금 수입으로 받아들이는 비율)이 증가하 고, 원가보상

률은 2003년 101%로 올라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001년 이후로 7년간 수도

요금을 동결하자, 서울시 수도요금은 2007년 현재 1㎥당 517원으로 부산(612원), 인천(638원)

보다는 낮고 구(446원)보다는 높다. 그동안 전기∙약품 값이 상당히 올랐고 소비자 물가가

20%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수도요금을 동결한 것은 유수율 향상과 조직개편으로

요금 인상 요인을 흡수하는 노력에 따른 것이다. 한편 2006년에 들어 연면적 45㎡ 미만의 주거

용 건물과 건축물 설비 기준에 비해 인입 급수관이 작은 주택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은 급수 공사비의 50%까지 감면해 주고, 공사비를 5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고

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다.

2절 행정 효율성 및 시민 행정 서비스 제고 노력

1. 행정의 효율성 제고 노력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유수율 향상,

인력감축등지속적으로경 개선을위해

노력한 결과, 2003년에는 요금 인상 없이

요금 현실화율 100%를 달성하는 등 경

자립기반을마련하 다. 2004년부터는그

동안의 상수도 경 자립의 성과를 바탕으

로‘상수도 행정의 고급화’라는 새로운 목

표 아래 인력, 수질, 시설, 고객 관리 등 모

든분야에서고급화를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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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수도 인력의 고급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행정에 적합한 교육 시스템 개발과 분야별 전문 인재 양성

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상수도의 발전을 이끌어나갈 전문인력을 적극 육성하

다. 이와 함께 수질 관리 인력을 연구직 등 전문 인력으로 보강하고 일반직 비율을 높이는 등

인력 구조의 고급화를 추진하 다.

이와 같은 목표하에 기업 마인드가 접목된 교육과정을 통해 물 시장 개방 등 급속히 변화하

는 상수도 환경에 능동적으로 처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을 중점 양성하기 위해 연간 2명 이상으

로 국외 장∙단기 훈련을 확 하고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 다. 아울러 수자원교육원 및 서울시

립 등에서 장∙단기로 국내 전문기관위탁교육을 실시하고, 8급 이하 전 직원을 상으로 공

동체 의식 함양 교육을 강화하 다. 또 분기별 1회 이상 팀 단위로 소규모 학습 훈련을 강화하

는 한편, 해외 무경험 하위직 위주로 선진 문화 체험 훈련을 시행하 다.

② 상수도 행정의 정보화

서울시는 상수도 행정 환경을 IT 환경으로 조성하여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경

의 효율성을 제고하 다. 

추진 목표로는 경 자정보시스템 및 데이터웨어하우스를 구축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각

종 서버의 보안 강화로 정보 자원 보호 및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 다. 또한 전산 장비의 시설

용량 증설∙재정비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 하 으며, 2006년에는 통합정보보호체계 구

축, 전산실 전기 시설 증설, 다기능 사무기기 교체 보급,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에 총 24억

5,400만원을 투입하 다.  

2005년부터 모든 수도 민원에 한 처리 과정을 분석 재설계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06년 6월까지 실용화하 다. 이 프로그램 개발로 신청 민원에 해 접수부터 처리 완료 시

까지 민원 처리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 다.

이와 더불어 2006년에는 경 개선

의 적극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부분

적으로 시범 운 해 왔던 경 자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용화하 다. 이

에 따라 사업소별로 정확한 원가 계산

과 함께 원가절감이 필요한 분야를 파

악할 수 있게 되었다. 경 개선에 필

요한 정보를 사업소별로 제공함은 물

론, 모든 경 성과에 한 월별∙사

업소별 측정이 가능해져 이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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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007년에는 통합통신망 구축으로 전화시스템도입과 아울러 주요시스템 이중화 등으로 정

보시스템 무중단 체계를 구축하 다.

③ 경 개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경 효

율 제고의 일환으로 수도계량기 검

침과 고지서 송달 등의 업무를 민간

기업에 위탁 시행하고 있다.

검침 업무 민간 위탁은 1999년 7

월부터 강남∙강동수도사업소를 시

작으로 추진되었는데, 강남수도사업

소의 민간 위탁 금액은 5억 4,200만

원으로 기존 예산 11억 800만원의

49％에 달했고 강동수도사업소의

민간 위탁 금액은 6억 2,600만원으

로 기존 예산 10억 7,000만원의 58.5％에 달하 다. 민간업체 선정은 일반경쟁입찰로 실시되

었으며, 입찰에서 선정된 업체는 2001년 7월까지 2년간 검침 업무를 행하 다. 검침 업무를

위탁 운용하게 된 업체들은 여성 인력 등을 활용해 직원 월급을 공무원 월급의 3분의 2정도로

줄이고 실적제로 운 하 다.

한편 상수도사업본부는 2006년 1월 1일부터 효율적인 경 을 위해 모든 민원에 해 접수부

터 처리 완료까지 책임지는 원스톱 민원 처리와 수돗물 전문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조직을 개

편∙운 하 다.  

더불어 상수도 경 합리화 추진을 위해 정기적인 조직∙인력 진단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조

직 기능을 유지하고 기관별 경 평가, 합리적인 재정 운용 및 원가 분석 등의 경 합리화 시

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비용 절감 및 수익 증 방안을 강구하 다.   

2. 고객만족 서비스 제고 노력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고객서비스헌장은 모든 상수도 행정이 고객 서비스를 최상위의 목

표로 두고 추진되어야 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열성을 다하고자 하

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헌장의 실천을 위해 상수도 서비스의 이행 표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

여 수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상수도사업본부는 배∙급수관 정비, 누수방지시스템 구축 등으로 안전하고 깨

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아리수 품질관리제, 고객헌장서비스 실천 등 시민에게 직접 다가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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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현으로 상수도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아울러 신속한 누수 복구 체제를 구축

하는 한편,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해 원활하고 안전한 급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① 수도 시설 관련 서비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996년부터 수도계량기 교체 사업을 추진해 10월 20일부터 공동

주택 수도계량기 설치 높이를 1.3~1.4m로 높이는 한편, 그해 5월에는 물 소비가 많은 여름철

에 지 가 높거나 수압이 낮아 수돗물이 잘 나오지 않는 9개 지역에 증압 펌프를 설치하 으며,

수돗물 공급을 감시하는 주민 모니터제를 실시하는 등 원활한 수돗물 공급 책을 마련하 다.  

2003년 5월부터는 시민들이 자택 수돗물의 상태에 해 검사를 요청하면 수질 점검 등을 해

주는‘수돗물 품질관리제’를 운 하 다. 이는 서울시가 2002년부터 총 16만 4,000여건의 수

도꼭지 수질인증제 검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부적합 수도꼭지 450곳 가운데 93.1%가 저수조

설치 건물인데다 검사 실적에 치중해 고객 서비스 만족도가 기 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취해진 조치 다. 

수돗물 품질관리제는 기존에 실시중인 수도꼭지 수질인증제가 갖는 시행상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킨 제도이다. 이용 희망 가정이나 학교 등은 전화(국번 없이 121)나 상수도사업본

부 홈페이지(water.seoul.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수질 검사 항목은 잔류염소와 탁도,

일반세균 등 6개에서 철, 구리 등 12개 항목으로 확 되었다. 또 수돗물 품질관리제를 통해 아

파트 등 저수조 사용 시설과 학교, 공원 등 취약 시설을 집중 관리하고, 옥내 배관과 저수조 상

태 등에 한 종합진단표를 작성해 교부하는 등 고객만족도를 높여나갔다. 

한편 2004년 3월 10일부터 가정에서 스스로 수도계량기를 검침하는‘자가검침제’를 도입해

시행하 다. 자가검침 신청은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나 수도사업소, 구청 또는 동사무소 민

원실에 구비된 서면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기

록하는 경우에 비해 과거 사용량

과의 데이터 비교를 지속적으로 하

는 한편 1년에 한 번씩 직접 검침하

고 있다.

한편 서울시에 수도계량기 검정

시험을 요청할 경우, 구경 25㎜ 이

하는 직원이 방문하여 시험을 하고

구경 32㎜ 이상 또는 직원 방문 시

험 결과에 수긍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

를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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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알려주고 있다. 또한 수도계량기의 파손, 옥내 누수 발생, 소출수 등 불편 사항을 신고하

면 상수도 종합진단 이동서비스반이 현장에 출동하여 원인을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서울시에 수도를 신설하거나 구경을 확 하는 급수 공사를 수도사업소에 신청하면 5일 이내에

공사의 승인 여부를 알려주고, 공사비를 납부하면 고객이 희망하는 날에 공사를 하고 있다.

이밖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고객이 원하는 행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행정정보공

개청구’창구를 별도로 설치하여 청구서 접수 후 4시간(근무 시간) 이내에 주관 부서로 이송하

고 10일 이내에 정보 공개 여부를 알려주고 있다. 또한 긴급복구반을 연중 무휴 24시간 운 하

여 누수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복구하며, 복구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경우에는 수계 전환 등을 통

하여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하 다. 

아울러 상수도 공사로 인하여 수돗물 공급이 중단될 경우에는 공사 시간∙지역∙사유∙급수

재개 예정 일시를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및 신문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전에 알려 주고 있다.

또 상수도 공사는 물 사용이 적은 시간 에 시행하고 단수 예고 시간을 준수하며,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급수 차량 또는 아리수 페트병을 지원하고 있다. 

② 수도요금 관련 서비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요금 원가를 기초로 적정 가격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수도

요금 인상 시 민간인이 참여하는 물가 책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

렴해 반 하고 있다. 또 수도요금은 검침에서부터 부과에 이르기까지 공정하게 처리하고 요금

업무 처리 체계를 고객 위주로 개선해 나갔다. 

1995년 1월 5일에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11개 수도사업소를 상으로 상수도 사용료 과

다 부과 민원 처리를 조사하 고, 그해 8월분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부터 체납 기간과 총액을 알

려주는 항목을 신설하여 각 가정에서 수증을 장기 보관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 다. 또 1996

년 2월분 상하수도요금부터 은행자동납부제도를 도입하 다.

2003년 12월부터는 수도요금

고지서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식을 바꿔 적용하

다. 새로 만든 고지서는 기존 B4

용지 3분의 1 크기에서 A4 용지로

커지고, 납부자 보관용 부분에는

요금 부과 내역, 기본 내역, 검침

내역 등을 따로 표시해 납부자가

직접 요금을 계산하기 쉽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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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부터는 상하수도요

금 고지서를 E-mail로 발송하는

제도를 시행하 다. 수도요금 고

지서는 납부 마감일 7일 전까지

고객들에게 전달하고, 수도요금

이 잘못 부과되었거나 수도요금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다시 발행하며, 요금을 이

중 또는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

는 즉시 환불 조치하도록 하 다.  

서울시는 2005년 8월 10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가정용 수도요금 계량기의 검침 주기

를 2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수도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전년도 연간

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2개월마다 요금을 징수한 뒤 연말에 실제 사용량을 파악해 정산하도록

시범실시하 다. 그러나 시범실시 결과 장기간 미 검침에 따른 누수 조기확인 및 이사정산 등

많은 문제점이 두되어 2007년 5월에 폐지되었다.

아울러 계량기 검침은 정례 검침일을 준수하도록 하고, 검침 시 수돗물 사용량이 전 납기에

비해 30%이상 증가 시에는 즉시 고지하고, 옥내 누수 및 계량기 점검 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하

다. 또 이사갈 때 수도계량기 지침을 전화로 알려주면 그동안 사용한 수도요금을 계산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수도요금에 한 납부 내역도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수도요금에 한 납부 내역도 확인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③ 민원 처리 서비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01년 4월 9일 11개 사업소 별로 구성된 상수도 종합진단 이동서

비스반 발 식을 갖고 상수도 관련 민원이 생겼을 경우 출동하도록 하 다. 또 상수도 관련 민

원 표 전화는 국번 없이 121번으로 정하 다. 총 22개 반 44명인 이동서비스반은 민원 신고

가 있을 경우 현장에 바로 출동해 수질 검사, 옥내 배관 및 누수 탐지, 요금 상담 등 종합민원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수도 관련 민원을 수도사업소 1층 민원실에서 종합 처리하고, 민원 처리 사항을

전산화로 관리해 처리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2004년 4월에는 서울 상수도 민원전화

‘121’이 수동에서 자동 방식으로 바뀌어, 교환기가 민원인의 국번(주소지)을 자동 인식해 곧바

로 11개 수도사업소 중 해당 지역 담당자를 연결해 주도록 하 고, 통화 중이면 민원인의 전화

번호가 기록에 남아 콜백 서비스해 주도록 하 다.

한편 최상의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객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모든 민원을 접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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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처리하기까지 전 과정을 한곳에서 볼 수 있도록 원스톱 민원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와 함께 인터넷, 팩스, 우편 등으로 접수된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1시간(근무 시간) 이내에 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며 접수 여부와 처리 절차를 전화 또는 전

자메일로 회신하고 있다. 또‘고객만족확인제도’(Happy Call, Customer Satisfaction)를 시

행해 누수복구, 급수공사, 요금민원 등의 현장 출장 민원에 하여 민원처리 후 전화 모니터링

으로 고객만족도를 확인하여 고객에 한 서비스 사후 관리를 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적

극 노력하고 있다.

④ 고객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사

업의 재정∙경 현황에 하여 매년

검증된 공인회계사에 의한 결산감사를

받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경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등 투명경

을 실천하고 있다.   

또 개인, 단체 등이 인터넷, 전화 등

으로 정수장 견학을 신청하면 수돗물

생산 과정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현

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

러 인터넷 홈페이지(http://water.

seoul.go.kr)를 운 하여 인터넷 민원신청, 요금 조회 및 납부, 수질 정보, 단수 안내 등 각종

상수도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객과

의 서비스에 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고 정중한 사과와 함께 보상을

하고 있다. 

⑤ 체육 시설 제공 등 시민 편의 서비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아리수정수센터 내에 설치된 체육 및 휴식 시설을 무료로 개방하여

시민들이 가족 단위나 단체로 체육 행사를 갖기 위해 정수장을 찾는 등 큰 호응을 보 다. 2000

년부터 광암∙구의∙뚝도∙ 등포∙암사∙강북 등 6개 정수장에 딸린 축구장 5곳과 배구∙족

구장 9곳을 일반 시민에게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한해 무료로 개방하 다. 또 평일에 상설 홍

보관및전시관을개방해수돗물의생산과정을견학할수있는프로그램을운 하 다. 

한편 서울시는 2001년에 양화 교 밑 선유도 공원이 조성되는 시기에 맞춰 공원 내에 송수펌

프실 건물을 새롭게 단장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한강역사관을 설치하 다. 이 역사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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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강의 발원과 유로(�路)의 변화를 비롯해‘한강의 동물과 식물’, ‘한강의 취락 형성 및 문

화’, ‘민족사와 한강’, ‘상수도 관련 기념물’등을 주제로 한 각종 기념물을 전시해 놓고 있다.

이와 함께 노량진, 신월 등 폐쇄된 정수장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 편의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2006년 7월에는 강동구청과 함께 길동 일 일자산 자연공원 9,917.4㎡ 부지에 허브공

원을 만들었다. 이 부지는 상수도사업본부가 하루 6만㎥ 규모의 길동배수지 구조물을 건설하면

서 조성된 것이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와 같은 고객만족 서비스 외에도 학교 급수 시설에 직결 급수 체계의 음

수 를 설치하고, 수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정수기는 완전히 철거하는 등 서울시 초∙

중∙고등학교의 급수 시설을 선진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차별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특수

학교 및 초등학교를 우선순위로 하여 총 630개 학교 중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25개 학교에

음수 를 설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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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은 서울의 수돗물이 통수 100년을 맞이하는 해임과 동시에 새

로운 100년의 역사를 시작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지난 100

년의 역사가 세계 유수의 수돗물 선진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한 토 를 구축한 시기

다면 앞으로의 100년은 세계 최고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도시라는 위상을 유지하고 나아

가 상수도 서비스의 최적 모델로서 자리매김해야 할 시기이다. 

이러한 시 적 사명을 위해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는 새로운 100년의 첫 해인 2008년을

새롭게 도약하는 서울상수도의 장도(壯途)로 삼아 서울의 수돗물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

는 최 상위 등급의 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는 등 본격적인 노력을 전개하

고 있다. 

새로운 100년의 비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세계 최고의 수돗물 공급’, ‘세계

최고의 유수율 달성’및‘최상의 고객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설정한 서울상수도는 이를

위한 실행과제로 아리수 수질 고급화, 안정된 공급 체계의 구축, 상수도 사업의 경 개선

과 아리수 음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

로써‘맑고 매력 있는 세계 도시 서울’을 만드는 주춧돌 역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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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토 구축

1) 상수원의 상류 이전 추진

최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참살이(Well-being) 문화확산의 추세에 따라 보다 깨끗하고 안전

한 음용수와 먹을거리에 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수돗물에 한 막연

한 불신과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수질오염사고의 문제와 맞물려있는 기존 상수도에 한 인식

이 상호 화학작용을 일으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구의∙자양취수장을 왕숙천의 하수 처리수

(24만 ㎥/일)가 유입되지 않는 강북취수장으로 이전,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05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사업비 1,866억 원을 들여 도수관로 부설(15.1km×2

열, D=1500~2200㎜), 취수장 증설(55만㎥/일), 취수탑 건설(125만㎥/일×2개소) 및 운 실동

및 염소투입동 등 2개 동(1031㎡) 건설 등 깨끗한 원수 확보를 위한 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

이다. 이미 자양취수장에서 구의정수센터(4공구)에 이르는 취수관 공사를 2006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19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하고 있다. 또 2008년 4월부터는 구의취수장에

서 강북취수장(1∙2∙3공구)에 이르는 공사를 통해 취수장 증설 및 취수탑 건설, 도수관로 부설

등을 추진, 2010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2) 고도정수처리시설의 도입

고도정수처리는 기존의 정수처리 과정에 오존 및 활성탄처리 단계를 추가해 기존의 수돗물

특유의 맛과 냄새를 없애고 보다 자연수에 가까운 맛을 내는 공법으로 이미 상수도 선진국들에

서 도입해 응용하고 있는 첨단 정수시스템이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원의 부 양화 및 갈수기 조류 발생에 의한 맛과 냄새 유발물

질(2-MIB, 지오스민) 등을 제거하기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고 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2003년부

터 2013년까지 3,800억원의 예산

을 들여 6개 정수센터에서 일일

380만㎥ 규모로 건설된다. 현재

등포 1∙2공장은 22만 5,000㎥

규모로 225억원을 투입해 2009

년 완료 예정이며, 광암정수장은

25만㎥, 등포 3공장은 22만

5,000㎥ 규모로 건설된다. 뚝도

는 고도처리부지 및 체 급수 공 등포아리수정수센터의 고도정수처리 공장 조감도

2008년 통수 100주년을 맞은

서울상수도는 지난 100년간 흘

린 땀과 노력이 소비자들에

한 서비스 만족이라는 결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러한 상황을 기반으로, 맑고 깨

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토

구축과 음용율 80% 달성을 위

한 노력, 수돗물 공급의 다양한

방법 모색, 경 합리화를 위한

조직의 실용적 개편으로 다가

올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 서

울상수도의 미래가 더욱 희망

찬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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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량 부족으로 2013년 완공되는데 사업비는 600억원에 이른다. 앞으로 암사정수장에 1,1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일일 110만톤 규모의 입상활성탄 흡착지와 흡수정 및 중계 펌프 시설을 갖

출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친환경 수처리 기술인 막여과 공정에 해서도 상용화를 위

한 기술개발 등의 연구와 시범정수장의 건설 및 운 등 긍정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고 있다. 이

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의 아리수 생산을 위한 차세 기술 확보의 필요성에 한

절실한 요구가 반 되어진 것이다. 

2004년 12월 1일부터 시작돼 2011년 5월 30일까지 6년 6개월간 이어질‘중 형 막여과 고

도정수처리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처리 시스템 개발과 이의 상용화

를 위한 사업으로 환경부의‘Eco-STAR Project’(수처리선진화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

정되기도 했다.  

이미 등포 아리수정수센터 제1, 2공장 부지 내에 232억원의 예산을 투입, 5만㎥/일(가압식

2만 5천㎥/일, 침지식 2만 5천㎥/일) 규모의 중 형 막여과 시범정수장을 건설하여 운 중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첨단 막여과 고도정수처리기술을 전 정수센터로 확산시켜 소비자들

에게 보다 질높은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 음용률 80% 달성을 위한 노력

1) 아리수 품질확인제의 확 실시

서울상수도의 브랜드인 아리수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수요가까지 공급되는 과정에서의 위생적인 관리와 사후 서비스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과 함께 수도꼭지 수질과

옥내 급수 설비를 종합 점검하고 관리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수돗물 신뢰도 및 음용률을 제고하

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심화시켜 나갈 전망이다. 

우선 각 수요가의 수도꼭지 수질 검

사는 2010년까지 서울시 전 가구(260

만 가구)를 상으로 추진될 예정인데

2008년 65만 가구, 2009년 95만 가

구, 2010년 100만 가구로 확 추진된

다. 수질 검사는 가정 내에서 1차 검사

로 탁도∙pH∙잔류염소∙철∙구리

등 5개 항목을 실시하고, 1차 검사가

부적합할 경우에 2차 검사로 실험실에 시민과 함께하는 아리수 품질확인제



서 일반세균∙총 장균군∙ 장균∙NH₃-N∙아연∙망간∙염소이온 등 7개 항목을 검사하게

된다.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이 나오면 수도꼭지에‘적합 필증’을 부착한 후 수돗물을 맛있게 직접 마

시는 방법(냉장고에 보관, 차게 하여 음용)을 설명하고,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원인별 개선 방

안(물탱크 청소 등)을 안내하고 옥내 배관 노후화가 원인일 경우에는 개량 공사비 지원을 안내

하고 개량을 유도한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질 검사를 위해 기존 46명 이외에 기간제 근로자 196명을 채용

하여 총 242명의 검사 인력을 확보했는데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에는 수질 검사 관련 학과 전공

자(51명) 및 경력자(61명), 수도모니터(50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2008년 4월 22일 기

준으로 6만 993개소의 수질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24개소(0.04%)에 한 개선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08년 4월 29일 한국일보 주관의 제6회

한민국 서비스만족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앞으로 사업추진 사항을 분석한 후 문제점에 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고객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해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가 평생을 마셔도 좋은 물이라는 것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2) 옥내 노후 수도관 개량비 지원

수돗물 불신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노후 상수도관에서 비롯된 녹물이다. 이러한 오

염 요인의 제거를 위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994년 4월 이전에 아연도 강관을 부설한 주

택에 공사비를 지원,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수도관

개량비 지원사업의 경우, 녹물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교체 및 개량 공사비 부담으로 옥내 노후

수도관 개량을 기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부터 2015년까지 사업비 1,240억원을 투입해 13만 8,000가구(단독 주

택 165㎡, 공동 주택 85㎡ 이하)를

상으로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2007년 12월 말 기준으로 4,510가

구에 27억원을 지원했는데, 2008

년도에는 1만 2,000가구를 상으

로 100억 원을 투입해 정비할 방침

이다. 아울러 공사비 지원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유형별 표준

공사비도 산출할 계획이다.

2008년 현재 공사비 지원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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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교체의 경우 공사비의 50%(단독주택 150만원, 공동주택 80만원 이내), 에폭시코팅의 경

우 공사비의 80%(단독주택 120만원, 공동주택 60만원 이내)로 추진되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향후 아리수 품질확인제 시행 결과 옥내 수도관 노후로 수질 기준

부적합 가구에 해 개량을 적극 유도하고 옥내 수도관 개량 가구에 해서는 정수기를 철거

할 방침이다.

3) 초∙중∙고교 아리수 직결

음수 설치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서울시

내 초∙중∙고교에 옥상 물탱크 및

노후관을 통하지 않고 스테인리스

수도관을 연결한 음수 를 설치해

청소년들에게 깨끗한 아리수를 공

급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내 1,234개 초∙중∙

고교 중 630개 학교에서 급수관 배

관으로 아연도 강관을 사용하고, 학교마다 평균 16 의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405개 이상

에서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사업비 400억원을 들여 630개 학교에 정수기를 철거한 후 음수

1만 80개소와 음수 전용 배관 208km를 신설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0년까지 계속사업

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08년에는 160개교에 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학교당 14 씩 음수

2,200 를 설치하고 전용 배관 41km를 신설한다. 또 아리수 직결 음수 를 아파트 단지 11개

소, 공립 유치원 25개소, 국공립 보육시설 25개소 등 총 61개소로 확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

러 학교 음수 관리를 위해 학교 내 청소 용역업체가 매일 음수 를 청소하고 수도사업소에서

음수 관리 담당제를 운 해 연 2회 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4) 신축건물 등 아리수 직결 음수 확 보급 시행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08년부터 신축되는 건축물의 복도 등 공용부분에 냉온장치가

부착된 아리수 직결 음수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확 보급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현재 일반 건축물 화장실의 세면기나 청소용 싱크 에서 수돗물을 받아 끊여 먹거나 정

수기를 사용하여 음용하고 있는 불편함을 개선하려는 시도로, 신축되는 건축물과 재건축 및 재

개발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냉온수를 겸비한 아리수 직결 음수 를 설치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아리수를 음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08년,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아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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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을 위한 아리수 직결 음수



본 사업의 단기 책으로 공공건축물은 음수 설치 의무화,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물은

건축위원회 심의 시 권장, 일반건축물은 건축허가 조건을 권장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

책으로는 국토해양부에 직결 음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건의하여 서울시

민이 끓여서 마시는 아리수를 직접 음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493억원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고, 연간 3,356톤의 이산화탄소 저감으로 환경오염 방지와

아리수 이미지 개선에 따른 음용률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시민고객 입장의 행정으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서비스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 한다.

5) 소비자 우선주의 서비스의 확 와 그 성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고객이 깨끗하고 안전한 아리수를 믿고 마시도록 하기 위해

수돗물의 수질 검사 결과, 관리 방법, 관련 정책 등을 담은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세 별로 배포

하고 있다. 아리수 품질보고서는‘일반수도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보고서를 발간하고 수돗물

을 공급받는 자에게 제공한다’는 수도법 제31조에 근거하여 발간, 배포되고 있다.

2008년 3월에는 7억 원을 들여 2종을 제작해 아리수 고품질 정보를 제공했다. 만화 등으로

제작한 요약본 405만부를 서울시 거주 세 (405만세 )에 수도요금 고지서와 함께 송부하는

한편, 보고서 2,000부를 구청 민원실 등 주요 기관에 배부하 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수돗

물 생산∙공급 과정, 원수 및 정수 수질 정보(수질 기준 및 검사 결과), 수질 기준 초과 내역 및

수질 기준 초과 시 조치 사항, 기타 주민 협조 사항 등이며 품질 보고서 발간 및 배포에 한 시

민고객 의견을 반 했다. 

한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08년에 한국일보사가 주최하고 지식경제부, 서비스경 학

회, 한국브랜드협회가 후원하는 한민국 서비스만족 상(정부/공공기관 부문)을 2008년 4월

29일 수상하 다. 또한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한 친환경 경 상(공공서비스 부문)도 2008년

수상하여 지방공기업으로써 서비스와 친환경 경 에서 이룬 성과를 객관적인 언론기관으로부

터 인정받기도 했다. 특히 한민국 서비스만족 상은 총 280여개 기업이 신청해 치열한 경쟁

끝에 수상하 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암행 심사단의 심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암행 심사단은 고객의 입장에서 각 사업소에 전화하여 친절도를 조사하

고 각 사업소에도 방문하여 암행 평가를 진행하 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국일보와 한국경제신문, 인터넷 포털 등에 기사로 게재됨으로써 많은 시

민고객들께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최고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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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돗물 공급의 다양화 모색

1) 아리수 페트병 판매 추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아리수

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세계 최고의

수돗물을 시민고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아리수 페트병 판매

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08년 1월 12일 오세훈 시

장이“수돗물에 한 국민들의 막연

한 불신으로 음용률이 낮으므로 깨

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다양한 방

법으로 공급하기 위해 수돗물 병입 판매를 허용하라”는 이명박 통령의 공약 사항과 관련해

수돗물 페트병 판매를 적극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라 본격화 되었다.

아리수 페트병은 2001년부터 강북아리수정수센터에서 생산되기 시작했다. 현재 500㎖ 기준

으로 연간 1,000만병(44,000병/일)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2007년의 경우 320만병(생산

원가 177원/500㎖기준)을 국무회의 등 각종 회의와 공공 행사장, 단수∙재해지역 등에 무상 공

급했다.

2008년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샘물은 10억 1,700만병에 이르며 시장규모가 2,607억원으로

생산제조업체는 70개, 판매업체는 103개 업체에 이르는 큰 시장이다. 일본의 경우‘동경水’를

500㎖ 당 100엔에 시청매점, 백화점, 병원 등에서 판매하며, 미국에서는 수돗물 페트병에 산소

와 탄소 등을 첨가해 350㎖ 기준으로 45~70센트에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다.

아리수 페트병 판매는 시민고객의 다양한 음용수 수요와 기호를 총족시킴과 동시에 수돗물

을 병에 담아 판매될 정도로 우수한 품질이라는 것을 홍보하여 궁극적으로는 수돗물의 직접 음

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08년 1월 환경부와 협의하여 2008년 10월 수도법 제13조 개정

후 수도조례 등을 개정하고 판매가격, 유통망 구축, 생산시설 증설 등 판매방안을 마련해 유상

으로 판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2) 아리수 상표등록

서울시에서는 2003년 10월 수돗물에 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고객에게 친근하

게 다가가기 위해 서울시 수돗물을‘아리水’( 문명 Arisu)로 명명하여 2004년 2월부터 사용

하기 시작하 다. ‘아리수’상표권 등록이전을 추진하던 중 보해양조(주)에서 1995년 3월 30일

2008년,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아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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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상표가 등록되어 있음을

알고 상표권 양도를 요청하

으나 보해양조(주)측에서 거절

하여 2005년 3월 11일에 업무

표장 등록을 하 다. 

2008년 10월부터 아리수 페

트병 유상판매가 허용될 것으

로 예상됨에 따라 상표권 확보

가 시급한 과제가 되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서울시민이 사랑

하는‘아리수’상표권을 기업이익의 사회적 환원 측면에서 무상으로 양도해 주도록 보해양조

(주)측을 설득하 으며 이 취지에 공감한 보해양조(주) 임건우 회장이 2008년 4월 29일 상수도

사업본부에 직접 내방하여 시민고객에게 더 청정하고 맛있는 물을 공급하려는 서울시의 노력

에 동참하고자 상표권을 무상으로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 다.

이에 따라 2008년 5월 23일‘아리수’상표권 이전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서울시는 5년여의

긴 노력 끝에‘아리수’상표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3) 전국 최초의 수도 전문 박물관 개관

서울 수돗물 100주년을 맞이하여 전국 최초의 수도 전문 박물관 개관식이 2008년 4월 24일,

초등학생과 시민고객 등 3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 옆 수도박물관 원

형광장에서 개최되었다.

수도박물관은 1908년 9월 1일 서울시 최초로 수돗물을 만들어 공급했던 뚝도정수장 자리에

들어섰다. 특히 한강 원수의 불순물을 걸러내는 완속여과지와 수돗물을 각 가정으로 내보내는

송수(送水)시설 등을 100년 전 모습으로 원형 로 복원, 우리나라 상수도 100년의 역사를 한눈

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수도박물관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옆 2만 837㎡ 부지에 박물관 본관과 물과 환경전시관, 박

물관 별관, 완속여과지 및 정수지 내부시설 등 4개동으로 구성되었다. 

수도박물관 본관 입구에서는 구한말 수돗물이 보급되기 전 골목마다 돌아다니며 물을 팔던

물장수 사진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각 전시실은 서울 상수도의 역사와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물기기 등을 전시한 학습 공간, 수자원의 소중함과 수돗물의 안전성을 알릴 수 있

는 홍보 공간, 시청각적인 전시매체를 도입하여‘생명 탄생의 물’에 하여 직∙간접적으로 체

험해 볼 수 있는 참여∙체험 전시공간으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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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지진피해지역 쓰촨성 등 재해지역에 한‘아리수’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진피해로 인해 수인성 전염병이 우려되는 쓰촨성 지역에‘아리수’를 공

급하고 피해자들을 위로하 다. 이는 중국사회공작협회(아동사회구조공작위원회)가 피해지역

의 고아원 등에 보다 안전한 음용수가 필요하여 아리수를 공급해달라는 요청과 서울시의 중국

정부에 한 쓰촨성 지원의지에 해 긍정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뤄진 것이다.

2008년 6월 5일 서울시는 트레일러 3 에‘아리수’10만병을 적재하고 서울광장에서 중국

사에게‘아리수 기증서’를 전달했다. 이후 피해지역인 쓰촨성까지 아리수 공급 트레일러를

서울시가 직접 운송해 중국측으로부터

큰 환 을 받았다.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물로 인정받

은 아리수는 재해지원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입증하 다. 또한

중국지진피해 어린이들에게 아리수 지원

을 통해 아리수가 최초로 해외에 진출하

게된 것을 계기로, 향후 적극적으로 세계

무 에진출해나갈계획이다.

5) 베이징 올림픽‘아리수’지원

평생을 마셔도 좋은 서울의 수돗물‘아리수’가 드디어 60억 전세계인의 제전인 제29회 베이

징 올림픽에 진출하 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국인민 외우호협회(회장 천호쑤우)를 통하여‘아리수’페트병 10만병

을‘베이징시 차오양(朝陽)구 청년지원자회’에 8만병, ‘재 중국 한왼회 올림픽 지원단’에 2만병

을 전달하 다.

베이징시 차오양구에서 전달받은‘아리수’페트병은 베이징올림픽 자원봉사자들에게 제공되

었으며 재중국한인회에서는 현지의 한국인 응원단들에게‘아리수’를 제공하 다.

이로써 60억 전인류의 축제인 베이징 올림픽에 서울의 수돗물‘아리수’가 진출함으로써 서

울의 수돗물을 널리 알리고, 음용률 향상을 위한 홍보에 획기적으로 기여하 고 올림픽을 개최

하는 자매도시 베이징시의 올림픽 자원봉사자들에게 '아리수'를 지원하여 한∙중간, 서울-북경

시간 우호협력 증진에 기여하 으며 또한 중국현지에서 아리수 증정식 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각종 언론에 보도함으로써‘아리수’인지도를 크게 높여‘아리수’의 유상판매 개시 시 중국진

출의 교두보를 확보하 다.   

2008년,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아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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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강남, 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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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부

■ 본부 : 4부 22과

경 지원부 생산부 급수부

2008년 8월 4일현재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조직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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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수정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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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연구원장

기술개발부장수질연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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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 합리화를 위한 조직의 실용적 재편

서울시는 물산업 환경변화와 상

수도 분야의 업무여건 변화에 맞추

기 위하여 2008년 7월 상수도 조직

을 개편하여 슬림화∙전문화하기로

하 다. 그동안 요금부문의 전산화

와 민간위탁 확 , 급수공사 물량

감소 등으로 업무량이 감소됨에 따

라 수도사업소를 현재 11개소에서 8

개소로 통폐합하고 본부에는 아리

수판매과, 창의과, 기술심사과를 기

술진단과와 계약심사과로 분리하고 상수도연구원에는 심사평가관, 고도정수처리과, 하수계획

과, 5개 수도사업소에는 현장민원과를, 뚝도아리수정수센터에는 수도박물관을 신설하여 민원

처리에 최우선을 두는 등 조직을 339명을 감축하여 2,228명으로 슬림화하 다.

아울러 금년 10월에 먹는물관리법이 개정되고 수돗물 병입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이에 비

한 조직을 신설하고 상수도 연구원에 연구 인력도 보강할 계획이다. 

5. 통수 100주년 기념사업을 통한 자긍심 고취

1) TV 캠페인, 아리수 페스티벌 및 아리수 사랑 가족 걷기 회 개최

인간수명의 연장에 기여도가 높은 수돗물의 중요성과 상수도의 발전을 알리고 평생 마셔도

좋은‘아리수’를 시민고객은 물론 나아가 세계로 공급하기 위해 서울시 수돗물 통수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게 되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아리수에 한 재평가를 통해 음용률을 높이고 홍보 효과의 극

화를 위해 신뢰도가 높은 공중파 방송사와 연중 공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TV와 라

디오를 활용하여 아리수 품질확인제 등 주요사업과 아리수와 정수기물, 생수 등의 수질비교실

험 과정을 통해 정확한 수질 정보를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생방송 화제집중 오늘아침’‘출발

모닝 와이드’‘무한지 큐’‘생방송 세상의 아침’)을 제작 ∙방 하게 된다.

또한, 2008년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광장에서 시민고객들과 함께하는 문화행사의 장

인 아리수 페스티벌을 개최하 다. 이 행사는 형 수도꼭지 모형과 워터커튼, 아리수 이 루

등 볼거리와 아리수 도전 퀴즈왕, 아리수 인형극, 아리수 백일장, 물지게 빨리 나르기 등 다양

한 시민고객 참여행사 뿐만 아니라 인기가수들이 출연한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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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었다. 본 행사일인 8월 30일에는 아리수를 마시며 서울숲(수도박물관)에서 서울광장까

지 아리수 사랑 가족 걷기 회가 열렸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가게(재단)와 공동으로 상수도

아리수 가족이 기증한 물품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단체에 기부하여

더불어 사는 건강한 도시 서울의 모습을 널리 알렸다.

2) 2008 서울 국제 물정책 및 상수도 기술 심포지엄

2008년은 1908년 서울에 최초로 상수도가 보급된 지 100년이 되는 해로, 수돗물 통수 100주

년을 기념하고 세계 각국의 물산업 및 물관리 정책 등 최신의 물관리 정보교류를 통하여 상수

도 발전을 도모하고자‘2008 서울 국제 물정책 및 상수도 기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 심포지엄은 2008년 9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동안 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게 되는

데 국내외 상수도 관련 학회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2007년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세계적인 규모의 행사이다. 

본 심포지엄에서 제 1일차는 서울 국제 물정책 포럼을 개최하여 세계 각국의 물산업 및 물관

리정책 등 최신의 물관리 정보교류를 통하여 상수도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으며, 제 2일차는 상

수도 100주년 기념 아리수 토론회를 열어 한제국의 상수도 통수 100주년을 맞이하여 수돗

물의 과거와 현재를 회고하고 아리수 토론회를 통하여 21세기 수돗물의 발전방향을 모색하

는 데 있으며, 마지막 제 3일차에는 서울 국제 상수도 기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세계 각국의

주요도시 상수도 책임자를 초청하여 발표 및 토론을 함으로써 상수도 물관리에 선두적인 역할

을 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물관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3) 아리수 엠블렘 제정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통수 100주년을 맞이하여 시민

고객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아리수에 한 새로운 이미지

와 브랜드 가치 창출을 통한 음용률을 높이고자 상수도 엠블

렘 개발을 추진하 다.

2007년 9월 업체를 선정하여 전문교수 및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의 의견과 시민고객 설문조사를 거쳐 2007

년 12월에 2개의 후보안이 선정되었고, 후보안에 해 다시

직원 및 수도모니터 의견 수렴과 서울시 디자인 심의위원회

심의, 디자인총괄본부장 자문을 거쳐 최종안이 선정되었다.

최종 확정된 엠블렘은 상수도의 새로운 얼굴로서 상표등록을 위하여 2008년 5월 28일 국문

과 문 상표등록 출원을 완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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