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요금, 수도업무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꼼꼼한 서울시의
깐깐한 아리수!



"아리수, 마셔도 되나요?" "아리수, 안심하고 마셔도 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우리는 답합니다

국제기준보다 깐깐한 수질검사에 꼼꼼한 수도관 관리를 통해

아리수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게 공급됩니다.

여기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자원낭비가 없어서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고

다른 먹는 물보다 값도 저렴해서 가계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리수는 수질 안전성, 친환경성, 경제성 측면에서

다른 어떤 물보다 시민에게 유익한 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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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 곁에
아리수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서울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고 맛있는 물을 마실 수 있도록

170개의 깐깐하고 체계적인 수질검사로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아리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Contents 깐깐함이 만든 水작! 아리수

깐깐하게 관리되는 아리수 수질

깐깐함에 미네랄까지 풍부한 아리수

깐깐한 아리수를 더 맛있게 마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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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꼼꼼함이 더해진 명작! 아리수

깨끗함에 꼼꼼함을 더한 수도관 관리

시민을 위한 세심한 배려로 더 편리하게!

시민과 함께한 합작! 아리수

아리수를 보고, 느끼고, 즐기자!

보는 즐거움이 있는 아리수 음수대

생활에 힘이 되는 아리수 알짜정보

아리수의 깐깐함을 한눈에!

SEOUL CITY WATER DELICIOUS ARI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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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함이 만든 水작!

07

I  깐깐하게 관리되는 아리수 수질

I  깐깐함에 미네랄까지 풍부한 아리수

I  깐깐한 아리수를 더 맛있게 마시는 방법

깐깐하고 체계적인 수질 관리로

완성되는 아리수는 우리 건강에

필수적인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리수를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깐깐하게
관리되는
아리수 수질

24시간 철저한 상수원 관리 빈틈을 허용하지 않는 수질검사숯으로 한 번 더 거르는 깐깐함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운영, 상수원 수질개선사업 지원

등을 통해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식수원인 상수원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4개 취수장에서 취수

원의 조류와 페놀 등 7개 항목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기와 생물경보장치를 통해 상수원의 오

염원 유입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먹는 물 수질

기준 59개와 서울시 자체 수질기준 111개 항목 등 총

170개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통과한 수돗물을 공급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월 450개 지점의 수도꼭지

수돗물에 대해 수질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살균력이 뛰어난 오존과 미량 유기물질을 흡착하는

활성탄(숯)으로 한 번 더 거르는, 첨단 고도정수처리 과

정을 통해 건강하고 맛있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가

탄생합니다. 고도정수처리는 여름철 녹조 때문에 발생

하는 맛·냄새 유발물질은 물론 미량 유기물질을 완

벽하게 제거하기 때문에 더 건강하고 맛있는 수돗물

아리수를 바로 맛볼 수 있습니다.

깐깐한 수질 관리로 탄생하는 아리수는

그 어떤 물보다 안전한 수질을 자랑합니다

WHO 세계 수질검사 항목 수 아리수 수질검사 현황

WHO
(세계보건기구)
권장 수질검사

서울 시내
수도꼭지

수돗물 검사

급수과정별
수질검사

대한민국
서울

일본
오사카

미국

SEOUL CITY WATER DELICIOUS ARI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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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함에
미네랄까지 풍부한
아리수

아리수에는 인간의 건강,

특히 성장기 아이들에게 필수적인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SEOUL CITY WATER DELICIOUS ARISU

깐깐한 아리수를
더 맛있게
마시는 방법

아리수, 이렇게 하면

더 맛있게 마실 수 있습니다

풍부한 미네랄로 건강까지 챙기는 물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 무기물을 총칭하는 미네랄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과 함께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5대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미네

랄은 뼈의 형성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에게 더욱 중요한데, 아리수의 미네랄 함량은 국내산 먹는 샘물과 비슷할 뿐만 아니라 역삼투압식 정수기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는 당신의 건강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1 수도꼭지를 30초 동안 틀어서 수도관 속에 

정체되었던 물을 흘려버립니다. 2 사기나 유리 용기에 수돗물을 받아 냉장고에

30분 이상 보관한 후에 마시면 청량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3 레몬조각이나 녹차티백 등을 용기에 넣어서

마시면 한층 더 맛있는 아리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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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함이 더해진 명작!

I  깨끗함에 꼼꼼함을 더한 수도관 관리

I  시민을 위한 세심한 배려로 더 편리하게!

깐깐하게 만들어진 아리수는

꼼꼼한 수도관 관리를 통해

깨끗하게 각 가정에까지 전달됩니다

수도꼭지에서 바로 받아 마셔도 되는

아리수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SEOUL CITY WATER DELICIOUS ARISU



깨끗함에
꼼꼼함을 더한
수도관 관리

엄격한 수도관 관리로 아리수정수센터에서 생산한

그 수질 그대로 각 가정에까지 공급됩니다

SEOUL CITY WATER DELICIOUS ARI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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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노후 상수도관 교체

주택 내 낡은 수도관 교체 지원

고층아파트 직결급수 전환

아리수정수센터에서 생산한 수돗물 아리수를 각 가정에까지 그대로 공급하기 위해 

서울시는 노후 상수도관을 꾸준히 교체하고 있으며, 전체 상수도관 중 97%를 녹이 

슬지 않는 스테인리스관 등으로 교체 완료한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노후 상수도관도 

지속적으로 교체 관리해 정수센터에서 깐깐하게 생산된 아리수를 꼼꼼한 상수도관 

관리를 통해 각 가정에까지 제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아파트 등 대형 건물에 있는 저수조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저

수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각 가정에까지 수돗물을 공급하는 고층아파트 직결급수 전

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돗물 수질 안전성 확보, 전기요금 등 유지관리비용 절

감 등 여러 장점이 있는 고층아파트 직결급수 전환으로 서울시는 정수센터에서 생산

할 때와 똑같은 우수한 수질을 가진 아리수를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주택 내 낡은 수도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녹이 잘 스는 아연도강관을 사

용하고 있는 주택의 수도관을 스테인리스관으로 교체할 때 드는 공사비를 80%까지 

지원하는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상은 1994년 4월 1일 

이전에 지어진 주택으로 다산콜센터 120번이나 거주지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세심한 배려로
더 편리하게!

아리수정수센터에서 생산되고 수도관을 통해

각 가정에 공급된 이후에도 아리수 수질관리는 계속됩니다

SEOUL CITY WATER DELICIOUS ARI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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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수질검사, 아리수 품질확인제 수돗물 불편 민원을 한 번에, 아리수 토탈서비스

서울시는 각 가정의 수돗물 수질을 무료로 검사하는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리수 품질확인제는 수돗물의 깨끗함을 측정할 수 있는 탁도와 pH(수소

이온농도 지수), 수도배관의 노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철, 구리 검사, 일반 세균으로부

터 안전성 여부를 측정하는 잔류염소 검사 등 총 5개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진행합

니다. 다산콜센터 120번이나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arisu.seoul.go.kr), 

거주지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청하면 누구나 무료로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수돗물 급수불편, 누수탐지, 수질검사, 누수요금 감면 등 시민들이 수돗물을

사용할 때 느끼는 불편함을 한 통의 전화로 한 번에 해소하는 아리수 토탈서비스를 운

영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이 잘 나오지 않거나 수돗물 사용량이 급증했을 때는 아리수 

토탈서비스를 신청해 종합적으로 각 가정의 수돗물 상태를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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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한 합작!

I  아리수를 보고, 느끼고, 즐기자!

I  보는 즐거움이 있는 아리수 음수대

I  생활에 힘이 되는 아리수 알짜정보

I  아리수의 깐깐함을 한눈에!

언제 어디서나 믿고 마실 수 있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는

꼼꼼한 서울시와 시민 모두의 노력이 만든

건강하고 아름다운 결실입니다



아리수를 보고
느끼고
즐기자!

서울 시민과 아이들이 수돗물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과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SEOUL CITY WATER DELICIOUS ARI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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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수 생산과정을 한눈에, 아리수정수센터 견학

상수도 근대역사문화유적, 수도박물관과 구의문화재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터, 아리수나라

한강 물이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로 탄생되는 과정을 한눈에 보고 싶으면 아리수정수

센터 견학을 신청해보십시오. 강북·암사·구의·광암·영등포·뚝도아리수정수센터

등 6개 정수센터에서는 매월 정수센터 견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

본부 홈페이지(arisu.seoul.go.kr)를 통해 견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친절

한 안내와 함께 수돗물 생산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908년 뚝도정수장이 완공되면서 우리나라의 상수도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상수도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수도박물관이 들어섰습니다. 화강암

을 사용한 아치 형태의 현관, 붉은 벽돌 등 근대 건축물의 특징이 잘 나타난 수도박물

관 본관 건물과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수돗물을 걸러내던 완속 여과지가 서울시 유형

문화재 72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으며, 다양한 전시프로그램과 체험학습 프로

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서울에서 두 번째로 건설되어 서울시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구의정수장도 상수도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어린이대공원 내에 물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활동과 수돗물 생산과정 등을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는 ‘아리수나라’가 있습니다. 물 펌프 등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시설이

마련된 아리수나라를 즐거운 가족들의 놀이공간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는
즐거움이 있는
아리수 음수대

서울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를 마실 수 있는

이색적인 아리수 음수대가 서울 도심 곳곳에 있습니다

SEOUL CITY WATER DELICIOUS ARI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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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한글 아리수 음수대

신촌 명물거리, 아리수 스트로우 음수대

은평평화공원, 아리수 TV 음수대

서울광장을 찾는 수많은 시민들이 마음 놓고 아리수를 마실 수 있도록 서울시청 앞에

수도관으로 한글 ‘아리수’를 형상화한 음수대를 설치했습니다. 냉각기가 설치되어 있

어서 여름철에도 시원한 아리수를 마실 수 있으며, 독특한 디자인으로 서울광장을 찾

는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촌 명물거리에는 물을 마시는 ‘빨대(스트로우)’를 모티브로 한 아리수 스트로우 음수

대가 있습니다. 아리수 스트로우 음수대는 주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음악인들의 

‘버스킹’ 공연이 가능한 조명과 무대, 스피커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은평평화공원에는 지역 소식과 아리수 소식을 전하는 ‘아리수 TV 음수대’가 있습니다. 

대형 브라운관 모양의 이 음수대는 지역 공동체의 소통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

니다. 이 밖에 서울시는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이 편하게 아리수를 마실 수 있도록 주

요 공원과 서울둘레길, 마을놀이터, 학교 등에 아리수 음수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생활에
힘이 되는
아리수 알짜정보

요금 정보부터 전화 안내까지

알면 힘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SEOUL CITY WATER DELICIOUS ARI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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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민원전화 안내 아리수정수센터 등 견학 문의

중부수도사업소 중구 장충단로 88 (장충동 2가 208-1) 종로, 중구, 용산, 성북 3146-2000 

서부수도사업소 서대문구 통일로 26길 41 (홍제동 38-69) 은평, 서대문, 마포 3146-3500 

동부수도사업소 성동구 고산자로 10길 13 (행당1동 142-1) 성동, 광진, 중랑, 동대문 3146-2600 

북부수도사업소 강북구 한천로 935 (번동 377) 노원, 강북, 도봉 3146-3200 

강서수도사업소 양천구 목동동로 155  (신정동 319-15) 양천, 강서, 구로 3146-3800 

남부수도사업소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신대방2동 470-11) 관악, 동작, 영등포, 금천 3146-4400 

강남수도사업소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459-4) 서초, 강남 3146-4700 

강동수도사업소 강동구 성내로 51 (성내동 541-4) 송파, 강동 3146-5000 

광암아리수정수센터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293 (광암동 174) 3146-5300

구의아리수정수센터 광진구 광나루로 571 (구의2동 164-2) 3146-5400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성동구 왕십리로 27 (성수1가1동 642) 3146-5500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영등포구 노들로 11 (양화동 1-29) 3146-5600 

암사아리수정수센터 강동구 아리수로 131 (암사동 3) 3146-5700

강북아리수정수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71 (삼패동 598) 3146-5800

서울물연구원 광진구 천호대로 716-10 (구의2동 130-1) 3146-1700

수도박물관 성동구 왕십리로 25 (성수동1가 642-1) 3146-5933~8

아리수나라 광진구 능동로 216 (능동 18) 3146-5941~3

구의아리수문화재 광진구 광나루로 571 (구의2동 164-2) 3146-5951~4 

기관 위치 관할구역 전화번호 기관 위치 전화번호

편리한 자가검침제도

누수 발생 시 요금 감면

가정용 수도사용자가 직접 검침하여 수도요금이 부과되는 제도로 

1회 자가검침 때마다 600원의 요금을 감면받습니다.

누수 입증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소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전화로 신청, 누수량의 50%에 대한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조회

전자고지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arisu.seoul.go.kr)에서 최근 2년간

요금 부과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납부 시민이 전자고지 신청을 하면 상수도요금의 1%

(최소 200원 ~ 최대 1,000원)의 금액을 감면받습니다.



1. 취수장

2. 착수정·혼화지

3. 응집·침전지

4. 여과지

5. 고도정수처리

6. 염소투입

7. 배수지

1. 취수장

원수를 적정하게 정수장으로 배분·공급합니다.

2. 착수정·혼화지

원수를 안정시키고 수량을 조절하며

정수 약품과 물이 잘 섞이도록 합니다.

3. 응집·침전지

약품과 탁질이 엉겨 덩어리(플록)가 만들어지며 

잘 가라앉을 수 있도록 침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4. 여과지

침전지를 통과한 물을 모래와 자갈층으로 통과시키면 

물속에 남아 있던 작은 입자들마저 깨끗하게 걸러집니다.

5. 고도정수처리

오존과 입상활성탄 공정으로 오존의 산화력과

활성탄의 흡착력을 이용하여 정밀한 정수과정을 거칩니다.

6. 염소투입

소량의 염소를 넣어 소독하여 미생물에 대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돗물을 만드는 최종 공정입니다.

7. 배수지

아리수 정수센터에서 보내온 물을 저장하여 

깨끗하고 맛있는 아리수를 각 가정으로 보냅니다.

급수시설
상수도관 길이 : 13,697km

배수지 : 102개소 242만톤

가압장 : 205개소

급수전 : 2,144천 전

생산시설
생산용량 : 435만톤/일 (정수장 6, 취수장 4)

생산량 : 평균 318만톤/일

강북 정수센터 100만톤/일

광암 정수센터 40만톤/일

암사 정수센터 160만톤/일

영등포 정수센터 60만톤/일

뚝도 정수센터 50만톤/일

구의 정수센터 25만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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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수의
깐깐함을
한눈에!

깨끗한 아리수가 탄생하는 과정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SEOUL CITY WATER DELICIOUS ARIS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