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요금, 수도업무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급수지역

수도꼭지를 30초 동안 틀어서 수도관 속에 정체되었던 물을

흘려버립니다.

사기나 유리 용기에 수돗물을 받아 냉장고에 30분 이상 보관한

후에 마시면 청량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레몬조각이나 녹차티백 등을 용기에 넣어서 마시면 한층 더

맛있는 아리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아리수를 더 맛있게 마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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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암 정수센터 40만톤/일

영등포 정수센터 60만톤/일

강북 정수센터 100만톤/일

뚝도 정수센터 50만톤/일

암사 정수센터 160만톤/일

구의 정수센터 25만톤/일

상수도 민원전화 안내

중부수도사업소 종로, 중구, 용산, 성북 3146-2000 

서부수도사업소 은평, 서대문, 마포 3146-3500

동부수도사업소 성동, 광진, 중랑, 동대문 3146-2600

북부수도사업소 노원, 강북, 도봉 3146-3200

강서수도사업소 양천, 강서, 구로 3146-3800

남부수도사업소 관악, 동작, 영등포, 금천 3146-4400

강남수도사업소 서초, 강남 3146-4700

강동수도사업소 송파, 강동 3146-5000

기관 관할구역 전화번호

광암아리수정수센터 3146-5300 강북아리수정수센터센터 3146-5800

구의아리수정수센터 3146-5400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3146-5600 

뚝도아리수정수센터 3146-5500 수도박물관 3146-5933~8

암사아리수정수센터 3146-5700 아리수나라 3146-5941~3

서울물연구원 3146-1700 구의아리수문화재 3146-5951~4 

기관 전화번호 기관 전화번호

아리수정수센터 등 견학 문의

꼼꼼한 서울시의
깐깐한 아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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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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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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한 자가검침제도

누수 발생 시 요금 감면

요금조회

전자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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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깐함이 만든 水작! 꼼꼼함이 더해진 명작! 시민과 함께한 합작!

깐깐하고 체계적인 수질 관리와 함께 세심하고 꼼꼼한 공급까지 더해져 깨끗

하고 바로 마시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가 완성됩니다. 아리수는 170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와 매월 450개 지점의 수도꼭지 수돗물에 대해 수질검사 등 빈틈

을 허용하지 않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철저한 상수원

관리와 살균력이 뛰어난 오존과 미량 유기물질을 흡착하는 활성탄(숯)으로 한 번

더 거르는, 첨단 고도정수처리 과정을 통해 건강하고 맛있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

수가 탄생합니다. 

아리수 생산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아리수정수센터 견학’

상수도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수도박물관과 구의문화재’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터

‘아리수나라’

깐깐하게 만들어진 아리수는 꼼꼼한 수도관 관리를 통해 깨끗하게 각 가정에까

지 전달됩니다. 아리수정수센터에서 생산한 수돗물 아리수를 각 가정에까지 그

대로 공급하기 위해 서울시는 노후 상수도관을 꾸준히 교체하고 있으며, 주택 

내 낡은 수도관을 스테인리스관으로 교체할 때 드는 공사비 지원과 노후 옥내

수도관 교체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건물에 있는 저수조에 대

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고층아파트 직결급수 전환 사업을 통해 정수센터에서 

생산할 때와 똑같은 우수한 수질을 가진 아리수를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고 느끼는 아리수!

아리수는 마시는 물을 넘어 서울 시민과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놀이공간을 제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믿고 마실 수 있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는 서울시와 시민 모두의

노력이 만든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결실입니다. 서울시는 각 가정의 수돗물 수질

을 무료로 검사하는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산콜센터 120

번이나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arisu.seoul.go.kr), 거주지 관할 수

도사업소로 신청하면 누구나 무료로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

이 수돗물을 사용할 때 느끼는 불편함을 한 통의 전화로 한 번에 해소하는 아리

수 토탈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유수율 95.1% 달성!

서울시는 전체 상수도관 97%를 

녹이 슬지 않는 스테인리스관 

등으로 교체 완료했습니다.

서울시는 주택의 수도관을 스

테인리스관으로 교체할 때 드

는 공사비를 80%까지 지원하

고 있습니다.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가 지속적인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첨단화된 누수탐지 장비도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유수

율을 달성하며 시민들의 상수도 사용료 부담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저수조를 거치지 않

고 바로 각 가정에까지 수돗물

을 공급하는 고층아파트 직결

급수 전환사업을 진행하고 있

습니다.
| 주요 선진도시 유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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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상수도관 97% 교체 주택 내 낡은 수도관 교체 지원 고층아파트 직결급수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