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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상수도의 시작

서울의 상수도는 1903년 12월 9

일 대한제국의 고종황제가 미국인

콜브란 (C.H. Collbran)과 보스트윅

(H.R.Bostwick)에게 상수도의 부설

경 에 관한 특허를 허가하면서 본

격적으로도입되었다.

1905년 8월 이들에게서 특허권

을 양도받은 대한수도회사(Korean

Water Works Co.)는 근대적 상수

도 시설과 경 의 관리를 맡아 1906

년 8월초에뚝도정수장의완속여과

지공사에착공하여 1908년 8월에공사를준공하 고, 1908년 9월 1일, 급수인구 12만 5

천명에게하루 1만2,500㎥의급수를시작하 다.

최초의 근대식 상수도 시설인 뚝도정수장은 2지의 침전지와 5지의 여과지 및 1지의

정수지를 갖추고 출발했으며, 뚝도정수장의 정수과정을 거친 물은 대현산 배수지로 송수

되어시가지내급수구역으로공급되었다.

이것이곧우리나라근대상수도의시작이자, 서울상수도의첫출발점이되었다.

상수도공급으로수인성질병에노출되어있던시민들에게위생성과편리성을선사했

고, 이는 곧 수명연장이라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또한 생활과 산업, 도시방재

등사회여러분야의전반에걸쳐혁신적변화를가져오는계기가되었다.

제1절 서울 상수도의 태동과 시련의 극복(1908~1960)

서울의 상수도사업은 1908년 9월 1일 뚝도 정수장에서 최초로 통수를 시작하면서
시작 되었는데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인 위주로 급수혜택이 돌아갔다. 광복 후 한국
전쟁의 발발로 서울의 상수도는 큰 피해를 입었으나 전후 복구 사업을 통해 급수시
설 복구에 박차를 가하 다.

<1908년 창설당시 뚝도정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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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제강점기의 상수도사업

1910년 일제강점으로 대한제국의 주권이 상실되면서 우리나라의 행정이 모두 일제에

복속되자, 서울수도사업의경 권에도변화가생겼다.

1911년 1월대한수도회사에서시부사와신디케이트(민간기업)로, 그해 3월다시조선

총독부에서수도경 권을매수하 으며, 4월조선총독부는경 권을경기도에이양하

고, 1922년 3월 31일부터 수도의 경 은 경성부 관리로 넘어가는 등 수차례에 걸친 경

권변동이이루어졌다.

서울의수도가제도적으로정착이된것은 1922년 3월 31일경성부조례제12호로‘경

성부 수도급수조례’가 제정되어 수도 급수 전반에 걸친 제도적 조치가 마련된 것이 근대

상수도경 의효시를이루었다고할수있다.

또한 상수도의 편리성과 위생성이 널리 알려지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나날이 급수

수요가팽창하여1912년당시4천여전에불과했던급수전은1930년에2만 1,121전, 1945

년에는6만 1,970전으로 15배의증가세를보 다.

이러한 폭발적인 급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성부는 1910년부터 1945년 광복 당

시까지3차에걸쳐수도시설의확장을추진하 다.

표 1-1. 일제강점기 시설확장 내역
(단위 : ㎥)

연도 정수장 증산량 누계 비 고

1908 뚝도 12,500 12,500 뚝도정수장 창설

1914 뚝도 16,000 28,500 뚝도정수장 시설확장

1923 노량진 7,800 36,300 노량진정수장 시설확장

1938 뚝도 13,700 50,000 뚝도 2공장 신설

1941 구의 30,000 80,000 구의정수장 1차 준공

1942 구의 10,000 90,000 구의정수장 2차 준공

1943 구의 5,700 95,700 구의정수장 3차 준공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상수도 시설의 도입으로 당시 경성부민들의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되었지만, 일제강점기에급수혜택을가장많이받은사람들은한국에거류중인일본

인이었다.



실제 당시 급수율을 살펴보면 한국인은 25% 내외에 불과한 반면 일본인은 90%에 육

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한 급수 방법은 물동이에 의한 것이

며, 일부부유한계층만이경성부로부터수도의공급을받았다.

또한일제는우리의상수도시설을대륙침략을위한군사적전략의틀에적용해운

하 으며, 자신들의 독점 하에 수도 시설을 관리하고 한국인에게 기술 이전을 하지 않아

광복이후수도기술의공백기를겪게되었다.

3. 광복과 한국전쟁의 시련 극복

1945년 광복이 되자 서울 상수도는 공백이 된 상수도 행정을 자치적으로 시작하 는

데, 당시 늘어나는 급수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했던 생산 시설을 확장하여 급수 보급률을

높이는데심혈을기울 다.

우선 1946년 경기도에서 이양받은 한강철교 남단 아래의 공업용정수장을 보수하여

상수도 정수 시설로 바꾸었고, 광복으로 중단되었던 구의정수장의 확장 공사와 소배수지

건설공사를시행하 으며, 1948년인천시관할의노량진정수장을인수하여서울의급수

능력은1일 17만 7,300㎥으로증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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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광복이후 시설확장 내역
(단위 : ㎥)

연도 정수장 증산량 누계 비 고

1946 구의 9,000 104,700 구의정수장 시설확장

1947 등포 56,400 161,100 등포공업용정수장 시설확장

1948 노량진 16,200 177,300 노량진 2공장 인수

1956 뚝도 40,300 217,600 뚝도 3공장 신설

1959 구의 60,000 277,600 구의 2공장 신설

특히, 1947년 서울시의 식수난을 해결하고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익

사업국을 별도로 신설하고 수도 경 을 전담토록 하 다. 아울러 1948년에는 서울시내

각구별수도업무를담당하기위해서8개의수도사업소가운 되었다.

1950년발발한한국전쟁은당시서울상수도시설의대부분을파괴하 다. 3년여의전쟁

으로정수장의30~90%가파괴되었고, 통신시설의90% 상당이피해를입었다. 



그러나 상수도 종사자들의 피땀 어

린 노력과 국가적 지원으로 전시 상수

도행정을유지할수있었고, 1954년부

터5개년간정부와UN 원조에의한상

수도시설의수리와복구가이어졌다.

특히, 1956년에는 순수 국내 기술

진에 의해 설계된 구의정수장 2공장이

준공되면서 시설 확장사업은 본궤도

에 올랐으며, 이후 꾸준히 시설확장과

개량이지속되어 1945년 1인당급수량

이59ℓ에서 1960년에는 163ℓ로약3배가량대폭향상되었다.

한편 1960년 11월 1일‘지방자치법’개정으로 수도과가 수도국으로 승격하면서 수도

업무체계가정비됨에따라수도재정도점차안정상태에접어들기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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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중 폭격받고 있는 한강철교와 인근 노량진 정수장>

제2절 대대적인 시설확장 사업 추진(1961~1988)

서울의 상수도는 1960년대 경제개발이 시작되면서 역동적인 발전의 시기를 맞이
하 다. 인구 급증으로 급수구역이 확대되었고 정수장 신설, 설비 개량 등 대규모
시설 확장 사업을 추진하여 80년대 수돗물 공급의 안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1. 도시 팽창으로 인한 급수난

1960년대와 70년대에 걸친 3·4공화국 시대는 경제개

발5개년계획에국력이집중되어공업화가촉진되고도시화

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급수

수요가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시설의확충이시급해졌다.

인구 증가는 폭발적인 급수 수요를 불러오기 때문에 공

급 또한 이에 맞추어 증가되어야 하지만 시설 확장이 선행

되기란쉬운일이아니었다.<비상급수차 동원(62년)>



이시기서울시의상수도생산량은절대적으로수요에부족하여필연적으로급수난을

불러일으키게되면서식수부족으로인해시민들이많은어려움을겪던시대이다.

특히, 변두리 관말 지역과 고지대에서는 수압이 떨어지고 식수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

황에서식수난해소에모든행정력을전력투구하지않을수없었다.

이에 따라 서울 상수도는 차관도입 등을 통한 생산 시설의 확충, 송수시설 개량 확장

및보조정수장신설과같은생산확대정책에총력을기울이게되었다.

2. 60~70년대 극심한 급수난 해소를 위한 시설확장사업

6,70년대는가히급수전쟁의시기라할정도로서울상수도역사상가장힘든시기 다.

당연히 급수난 해소는 이 시기 서울시 행정의 가장 주력한 사안이 되었다. 이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대대적인 급수정책이 요구되어 60년대 초부터 정수장의 신설과 개량사

업 등 본격적인 상수도 시설확장이 추진되었다. 또한 1961년에는 수도법이 제정되었으

며, 외국차관의도입으로부족한자본과기술을보완하기도하 다.

먼저 1960년부터 1963년까지 3년간 이루어진 제1차 설비개량 확장사업으로 기존 구

의 노량진 정수장 등의 설비개량과 변두리 지역 급수를 위한 신촌·미아·불광동 보조정

수장등의신설이이루어져서울상수도의생산시설용량은60년 27만 7,600㎥/일에서7

만 1,000㎥이늘어나63년말에는34만8,600㎥/일로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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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제1차 확장사업 기간(’60~’63)중 시설확장내역
(단위 : ㎥)

연도별 증산량 시설용량 비 고

1960 - 277,600

1961 26,000 303,600
구의 정수장 시설확장

신촌 미아보조정수장 신설

1962 22,000 325,600 구의 정수장 시설확장

1963 23,000 348,600 노량진 정수장 시설확장

1차 설비개량 확장사업에 연이어 1964년부터 69년까지 제2차 설비개량 확장사업이

실시되어보광정수장과시흥보조정수장등이신설되고기존정수장의개량·확장도함께

이루어졌다. 사업결과 생산시설용량은 43만 800㎥/일이 증가하여 69년말 서울상수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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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설용량은82만6,600㎥/일에이르게되었다.

표 1-4. 제2차 확장사업 기간(’64~’69)중 시설확장내역
(단위 : ㎥)

연도별 증산량 시설용량 비 고

1964 47,200 395,800 노량진·구의정수장 시설확장

1965 92,300 488,100
뚝도·구의 정수장 시설확장

노량진 3공장 신설

1966 30,000 518,100 뚝도·노량진정수장 시설확장

1967 25,500 543,600
노량진 정수장 시설확장, 보광동 정수장 신설

1차 준공

1968 150,000 693,600 보광동정수장 2,3차 준공

1969 133,000 826,600 구의·노량진 정수 시설확장

표 1-5. 상수도 배증산 계획(’70~’71)중 시설확장내역
(단위 : ㎥)

연도별 증산량 시설용량 비 고

1970 333,000 1,159,600 뚝도4공장 신설, 노량진·보광동 시설확장

1971 120,400 1,280,000 등포정수장 신설

1972년부터는 시정종합계획의 일환으로

1981년까지 10개년 계획의 상수도 시설확장

계획을 수립하여 등포·선유·광암 정수

장 등 대규모 정수장의 신설 및 기존정수장

개량, 인천시로부터김포정수장을인수하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급수수요를 충

족시키는데주력하여 1980년대에는시설용

량이3,070만㎥/일에이르게되었다.< 등포정수장 건설현장>

한편, 1970년~71년의 짧은 기간 중 서울시 상수도 시설 용량을 2배로 확장한다는 야

심찬 배증산 계획을 시행하 으나 외자도입 지연 등으로 뚝도정수장 확장 등 결국 45만

3,400㎥/일을증산하는데머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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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시정종합기간(‘72~’80)중 시설확장 내역
(단위 : ㎥)

연도별 증산량 시설용량 비 고

1972 90,000 1,370,000 등포·노량진 정수장 시설확장

1973 100,000 1,470,000 등포·뚝도·노량진 정수장 시설확장

1974 300,000 1,770,000 노량진 정수장 설비확대, 구의 3공장 신설

1975 100,000 1,870,000 등포 2공장 신설

1976 300,000 2,170,000 구의 3공장 시설확장

1978 300,000 2,470,000 선유정수장 1차준공

1979 540,000 3,010,000 팔당정수장 1차 준공, 선유정수장 2차 준공

1980 60,000 3,070,000 노량진정수장 시설확장

1960년부터 1980년까지 서울의 인구는 245만명에서 837만명으로, 해마다 평균 28

만2천명이라는폭발적인증가세를나타냈다.

이는 현재의 군포시와 같은 도시규모의 상수도시설을 매년 신설하는 것과 맞먹는 정

도의노력을필요로했었다.

서울 상수도 종사자들은 개발의 연대라 불리는 이 시기에 계속되는 시설확장과 수돗

물 민원처리에 땀과 열정을 쏟았고, 그 노력의 결과로 1980년대의 안정급수를 이룩할 수

있었다.

서울시 인구와 시설용량의 증가추이



3. 80년대 안정되는 급수여건과 시설확장사업

1980년대 들어서 꾸준한 생산설비의 확장과 인구증가세의 둔화로 급수수요는 서서히

안정기에접어들기시작하 다. 급수보급률은90%를넘어섰으며, 1인당 1일급수량은선

진국수준인400ℓ로근접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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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급수보급률과 1인당 급수량 변동추이

구분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88

급수보급률(%) 59.8 73.7 85.6 89.1 92.7 97.5 98.8

1인당급수량(ℓ) 163.0 187.0 171.0 290.0 395.0 382.0 415.0

그러나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맞춘 지

속적이고폭넓은급수서비스를갖추기위해

정수장의 신설 및 확장은 계속되었다. 총

162만㎥/일 규모의 암사정수장이 신설되는

가 하면, 기존의 광암, 구의 등 정수장이 확

장되기도 하 다. 이는 시설을 최대한 가동

하지 않고 시설의 고장이나 노후 시설의 개

량교체등에도차질없이수돗물을안정적으

로공급할수있는여유를확보하고자추진된사업이었다.

<암사정수장 전경>

표 1-8. ’80년대 시설확장 내역
(단위 : ㎥)

연도별 증산량 시설용량 비고

1981 400,000 3,470,000 광암정수장 2차 준공

1982 200,000 3,670,000 광암정수장 3차 준공

1984 300,000 3,970,000 구의 4공장 신설

1986 250,000 4,220,000 암사정수장 1차 준공

1987 250,000 4,470,000 암사정수장 2차 준공

1988 250,000 4,720,000 암사정수장 3차 준공



또한일부고지대나관말지대의남아있는급수난을해소하기위하여가압시설확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1989년까지 122개의 가압장이 확보되었으며, 사설 가압장을 모두

공설화하 다

또한 1985년부터 1987년까지 3년간 대형배수지 11개소가 신설되어 64만 8,000㎥의

시설용량이 증가하 다. 이는 이전 배수지 시설용량의 약 2배 이상의 규모를 단 3년만에

확보한것이다.

4. 수질 문제의 대두와 대처

1980년대 수돗물 공급의 양적인 부분이 해결되자 질적인 문제가 대두되었다. 즉, 환

경오염문제가전세계적인이슈가되자수돗물의문제도“양”의개념에서“질”의개념으

로변화되었다.

서울 상수도의 원수는 한강의 표류수에 의존하고 있는데, 도시화·공업화로 인한 수

질 오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상수원수의 수질 기준 유지가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으며,

지방 하천에서의 수질 오염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상수도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켜 수

돗물의수질유지가범국가적인사회문제로대두되었다.

서울시는 범국가적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종합

계획과더불어1985년‘상수도시설현대화계획’에따라정수처리과정에컴퓨터시스템을

도입, 완전자동의원격감시제어체제를구축하 고, 정수용약품인황산알루미늄을폴리염

화알루미늄으로대체하는등대책을수립하여최적의수질관리를시도하기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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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발족

1989년 이전까지 서울시는 상수

도 시설 확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급수보급률이 99%에 근접하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

를거두었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 노후관

의 문제, 요금 징수 및 관리의 문제,

원가 관리 문제, 생산 통제 문제, 유

수율 관리 등과 같은 경 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서울의 상수원인 한강

의오염으로인한원수수질문제가대두되기시작하 다.

그동안 급수보급률 향상을 위한 수도건설에 주력한 서울시는 기존의 수도사업관리체

계로는 새롭게 대두되는 질적 과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새로

운방안을모색하게되었다.

이에따라서울시는상수도사업의경 효율화와양질의수돗물공급을원하는시민들

의기대에부응하고자독자적인상수도사업전담기구인상수도사업본부의발족을추진하

게되었다.

1989년 11월 3일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9개), 수도기술연구소, 수도자재사업소

설치조례가공포되고같은해 11월 21일,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를비롯하여산하기관이

설치발족되었으며초대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백상승씨가부임하 다. 

제1절 본부 발족 및 안정급수체계 달성(1989~1999)

서울시는 질적 측면에서 경 상의 효율성과 수질 향상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
하여 독자적인 상수도사업본부를 설립·운 하게 되었다. 이로써 서울 상수도는 양
질의 수돗물 공급과 경 의 효율화를 이루는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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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유있는 생산시설 확보 추진

정수장 시설확장은 80년대 말까

지는 도시의 팽창과 인구증가로 인

한 급수난 해소 및 향후 수요증가에

대비하는게우선목표 다.

그러나 1990년대들어비로소양

적문제가 충족이 된 시점에서 시민

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력

공급 중단사고나, 돌발적인 관로 누

수사고 등의 사태가 발생할 때도 시

민들에게 단수없이 급수가 되도록 충분한 여유시설 확보를 위하여 대규모 정수장의 신설

은물론기존정수장의확장을추진하게되었다.

암사정수장을 1989년 25만㎥, 1991년 32만㎥, 1998년 30만㎥으로 연차적으로 증설

하는 한편, 1998년에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강북정수장을 건설하여 1단계로 50만㎥을,

1999년 2단계로50만㎥을연차적으로늘려생산하 다.

아울러뚝도정수장개량확장, 등포정수장증설, 보광동정수장설비개량등을추진

하여 1999년 기준, 1일 생산 시설 규모가 730만㎥/일에 이르러 여유있는 생산시설 확보

를통한안정적인급수를할수있게되었다. 

<강북정수장 전경>

표 2-1. 생산시설 확장내역(’89~’99)

연도별 증산량 시설용량 비 고

1989 250,000 4,970,000 암사정수장 4차 준공

1990 250,000 5,220,000 뚝도정수장 시설확장

1991 430,000 5,650,000
등포정수장 시설확장

암사정수장 5차 준공, 

1992 540,000 6,190,000 보광동·뚝도 정수 시설개량

1998 610,000 6,800,000 강북정수장 1차 준공

1999 500,000 7,300,000 강북정수장 2차 준공



3. 단수 없는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1970~80년대만 하더라도 생산시설 확충에 주안점을 두어 배수지 확충에 많은 역량

을집중하지못했으나 1990년대에들어생산시설용량에여유가생김에따라대형배수지

의건설에박차를기하게되었다.

이는 수돗물 공급방식을“직접배수방식”(정수장 → 수요가)에서“간접배수방식”(정수

장 → 배수지 → 수요가)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여 정수장의 적정 가동율 유지 및 돌발적인

사고에도24시간단수없는공급체제를구축하기위함이었다.

1990년 수유5동 배수지 확장, 김포·낙성대 배수지 건설을 시작으로 1999년까지 증

산·아차산·개포배수지 등 22개의 배수지를 건설하여 총 저수용량 126만㎥, 저수시간

4.4시간을확보하 다. 

또한 보다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돗물을 저수조에 통과시키지 않

고상수도관의수압을통해건물의각층의수도꼭지까지직접공급하는‘직결급수’도입

도추진하 다.

1985년 조성된 목동아파트 단지에 최초로 도입된 직결급수체계는 1997년 서울 상수

도에관한중장기계획인1997년수도정비기본계획에‘직결급수체계구축계획’이반 되

었으며, 1999년에는 직결급수 시행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수도조례 등을 개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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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진국 수준의 유수율 달성

2000년대에 들어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발족 이후 생산시설의 확충 및 고지대

등 급수불량지역 완전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급수보급률 99%를 달성하고 단수없

는 안정적인 급수체계 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상수도 주요 정책 과제를 공급 위주의 정책

에서“수질개선및유수율향상을통한경 개선정책”으로바꾸어추진하게되었다.

이는 야간최소 유량측정 및 소·중 블록 중심의 과학적인 누수탐지, 유량감시시스템

의 성능향상을 통한 누수징후 조기 발견, 가압급수지역 중점관리, 최신 상관식 누수탐지

기에의한누수탐지방법개선, 수도관의정확한위치와재질을데이터베이스화한지리정

보시스템 구축, 배수지를 통한 자연유하식 공급을 통한 누수율 저감, 기관별 유수율향상

추진실적평가의내실화등을지속적으로추진한결과 다.

유수율제고 결과 2000년부터

생산량이감축됨에따라여유가생

긴시설용량을활용하여생산성이

낮은노후정수시설을선유도공원

과같이시민편의공간으로제공하

고, 경 효율화로 인한 내부인

력 감축과 인건비 및 전력요금 등

직접 생산비용 등을 줄일 수 있어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수도요금

을 인상하지 않고 시민 가계의 부

담을덜어주게되었다.

35

제2장 |  양에서 질로 급수패러다임의 변화

제2절 경 개선 및 아리수 고품질화 (2000~2008)

2000년대에 들어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경 의 효율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
력으로 선진국 수준의 유수율을 달성하 다. 또한 서울의 수돗물인‘아리수’를 믿
고 마실 수 있는 물로 브랜드화하는 한편 고객 만족 서비스 제공에 심혈을 기울이
고 있으며, ISO 14001 인증 취득, 수질자동감시시스템 구축 등 서비스의 고품질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다.

<’88~2008 유수율 변화추이>



2.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정비

80~90년대 암사·강북과 같은

대형 정수장이 신설되고 기존 정수

장의 시설 개량이 함께 이루어지면

서 서울시의 생산시설용량은 대폭

늘어나 1999년에는 1일 730만㎥/일

에 달하여 충분한 공급능력을 확보

하게되었다.

그러나 노후 송·배수관의 정비

와 더불어 누수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유수율이 향상

되면서90년대후반부터생산량은감소하기시작하 다. 

유수율이 향상된 덕에 생산시설의 여유가 생겨났고, 이에 따라 선유·신월·노량

진·보광동 등 생산성이 떨어지는 정수장의 폐쇄가 이어져 2004년에는 시설용량을

540만㎥/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적절한 시설용량의 공급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폐쇄된 정수장은 공원 등의 편의 시설로 새롭게 단장해 시민과 함께하게 되

었다.

3. 아리수 브랜드화를 통한 수돗물 고품질화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는시민들에게양질의수돗물을

생산·공급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수돗물에

대한이미지를향상하고자‘아리수’브랜드를도입하 다.   

이는서울의수돗물이세계일류도시수준에못지않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임에도‘그저 다 같은 수돗물’이라는

일률적인시각으로인해차별성과우수성이희석되고서울

의 수돗물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지지 못하고 있어 아리수 브랜드를 활용한 마케팅 도

입이필요하다고여겨졌기때문이다.

2004년 3월 23일‘서울의 수돗물’이라는 명칭으로 생산·공급해 오던 병물‘서울의

수돗물’을‘아리수’로 변경하고, 한 과 한문을 혼용한‘아리水’와 문명‘Arisu’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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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휴식처가 된 선유도 공원>

<아리수( 문) 상표>



한 상표 등록을 마쳤다. 아리수의‘아

리’는‘크다’는뜻의우리말로써‘아리

수’는고구려시대에한강을일컫는말

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광개토대왕비

의 비문에 있는 아리수의 역사적 기록

에 대하여 국사편찬위원회·고구려 연

구재단·고구려연구회를 통해, 아리수

의 어원에 대하여는 한 학회에 의뢰

하여그정당성을인정받았다.

아리수 브랜드 출시와 더불어 서울

상수도는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로서

의 고품격의 수질과 과학적 생산시스

템, 적절한 공급체계를 통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수돗물 서비스의 고품질화 노력

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2004년에는 수돗물 책임생산체제인 Head Operator 제도를 도입하고, 정수장 기술

진단팀을설치하여연중지속적으로생산과정을점검·보완함으로써최적의정수처리기

능을유지할수있도록관리·운 해오고있다.

뿐만 아니라 2004년 8월에는 세계적인 수질 검사기관인 미국의 STL(美 육해공군 지

정분석기관)과 Weck Laboratories(美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증분석전문기관)에서 중금

속·농약·환경호르몬 물질 등을 포함한 79개 항목에 대한 수질 검사를 거친 결과 모든

항목에서먹는물로적합판정을받아국제적으로도우수한수질을입증하 다.

이처럼 서울의 수돗물은 정 하고 체계적인 수질 검사를 거쳐 생산하는 안전한 물임

에도 불구하고 과학적·구체적인 근거 없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있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시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2005년 3월 15일, ‘아리수 고급

화계획’을발표하 다.

아리수 고급화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원수 수질이 좋은 강북취수장 주변으로 취수

원을 이전하여 보다 나은 원수를 확보하는 것과 고도정수처리방식의 도입, 개인 소유인

가정의 노후 급수관을 개선하는 옥내 급수관 관리 개선 방안을 강구·추진하고, 더욱 좋

은물을생산·공급하기위해수질감시를강화하는등깨끗하고안전한수돗물을공급하

여시민편익을제공하는데초점을맞추었다.

한편 서울시 수돗물의 수질을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음용 기회를 확대하며, 재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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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구호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2001년 5월 병물 아리수가 처음 출시되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내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국내 최초로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아 생산하기 시작하 다. 병물 아리수는 비매품으로 각종 관공서의 회의용

및 공공 행사장에서 시민들께 공급되고 있으며, 재해 및 단수지역에 비상용으로 공급되

고있다.

병물 아리수는 2001년 출시 이래 매년 꾸준한 생산 증가와 소비의 확대가 이루어졌

고, 특히가뭄으로인한식수공급에차질을빚고있는지역주민들과매년발생하는수해

피해지역의이재민들에게공급되어많은사랑을받고있다.

또한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피해 지역에 10만병을 긴급 지원하 고, 그 해 8월

북경 올림픽 기간 중‘북경시 올림픽 자원봉사자’및‘재중국한국인회 올림픽 지원단’에

게병물아리수 10만병을지원하 다. 이는병물아리수가국내뿐아니라해외에진출하

는 계기가 되었으며, 서울 수돗물의 우수성을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아리수의해외진출을위한기반을마련하는데도움이되었다.

4. 시민고객이 감동하는 서비스 제공

2000년 들어 서울상수도는새로

운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수도 고객서비스 헌장’을 제정하

고 수준 높은 고객 서비스를 약속하

다. 이는 과학적이고 안전한 수질

관리와 체계적인 급수서비스, 최고

수준의 상수도 행정과 친절한 서비스

제공, 시민 참여 행정의 확대 등으로

상수도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조치 다.

2001년 발족한‘상수도종합이동서비스반’은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이

가장 많은 누수·현장민원과 같은 수돗물 공급과 관련하여 시민의 불편 사항을 최소한의

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한 조치 으며, 이외에도 요금 관련 서비스 개선과 민원처리 법정

기일단축등시민만족도제고를위한노력을기울여왔다.

2004년에는 업무추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고객 지향적 서비스를 추구하고자‘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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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수 품질관리제>



서비스헌장’을 전면 개정하 으며, 고객들에게 One-stop 민원처리를 위한 고객지원시

스템을 도입하고, 각 수도사업소에 민원처리 전담 부서인 고객지원과를 신설하여 규제와

절차 중심의 권위적인 업무행태와 조직문화에서 벗어나 시민 고객 중심의 상수도 행정을

구현하고있다.

또한 찾아가는 고객 서비스의 일환으로 2002년 도입된‘아리수 품질관리제’는 민원

을제기하지않아도각가정과공공시설을직접방문하여수질검사를실시하고, 옥내배관

과 물탱크의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미흡한 부문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는제도이다.

아리수 품질관리제 실시 후에는 고객을 대상으로 피드백 기능을 강화해 검사필증을

부착하 으며, 수질기준 초과 시설에 대해서는 직결급수 전환 및 노후 옥내배관 교체 등

무료컨설팅도진행하고있다.

2008년 68만여 가구에 대한 수질검사를 완료했으며 2009년 95만 가구를 비롯하여,

2010년까지 260만 서울시 전 가구에 대한 수질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리수 품질확

인제’검사 결과 적합 판정이 나오면 수도꼭지에‘적합필증’을 부착하고,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원인을분석하여개선방안을안내하고있다.

더 나은 서비스의 고급화를 위하여 서울 상수도는 2006년 7월부터 각 가정의 노후된

옥내 급수관에서 발생되는 녹물출수 등 수질 저하로 인한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옥내배관상담팀’을 운 하 고, ‘옥내 노후관 개량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노후

된 가정의 옥내관을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를 지원해주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하고있다.

5. 과학적인 상수도 행정 구현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는환경경 에대한모범을보이고자 ISO 14001 인증을취득

하 다. 2000년 11월 8개기관(본부, 연구소, 6개정수사업소)이획득한데이어, 2003년

12월에는상수도사업본부를통합하여1개기관으로인증을갱신하 다.

또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6개 정수장의 원·정수 수질은 물론 생산·공급 과정

전체의 수질을 감시할 수 있는 전송망을 구축하 다. 2001년부터 2005년 6월까지 수질

자동측정 시스템을 설치하여 정수장에서부터 가정의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총 72개소

의 수돗물 수질 상태를 24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그 결과를 Seoul Water-

Now 시스템을통하여시민들에게공개하고있어과학적이고투명한수질관리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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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어시민의불신을해소하게되었다.

상수도 행정 환경을 IT 환경으로 조성하여 전략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함으로써 경

의효율성을제고하 다.

2005년부터 모든 수도 민원에 대한 처리 과정을 분석 재설계한 전산 프로그램인‘고

객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2006년 6월부터 실용화하 다. 이 프로그램의 개발로 민원에

대해접수부터처리완료시까지민원처리전과정을인터넷으로확인이가능하여행정의

투명성을제고하 다.

아울러2006년에는경 개선의적극적인추진이가능하도록경 자정보시스템을구

축하 다. 경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모든 경 성과에

대하여월별·사업소별측정이가능해졌으며, 이를바탕으로2007년통합통신망을구축

하여주요시스템이중화등으로정보시스템무중단체계를구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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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새로운 100년의 시작(2009~)

1908년 수돗물 통수 이후 서울 상수도는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새로
운 100년의 출발점에 선 서울 상수도는 그간의 사업 성과를 토대로‘세계 최고의
수돗물 공급’, ‘세계 최고의 유수율 달성’, ‘최상의 고객 서비스 제공’을 미래 비전
으로 제시하며, ‘맑고 매력있는 세계 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주춧돌 역할을 다 할
것이다. 

1. 2009 UN 공공행정상 대상 수상

2009년 6월 23일,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는 2009 UN 공공행정상 시상식

이열렸다. 반기문유엔사무총장과미구엘데스꼬또(Mr. Miguel d'Escoto Brockmann)

유엔총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상식에서 오세훈 시장과 이정관 서울시 상수도사

업본부장은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의‘아리수수질온·오프라인실시간공개서비스’에

대해대상을수상하 다.

UN 공공행정상은 2003년에 매년 6월 23일을‘UN 공공서비스의 날’로 지정한 이래



우수거버넌스사례발굴·보급을위

해 매년 유엔공공행정네트워크

(UNPAN)의 주관 아래 위원들이 전

세계 몇 백 개 공공기관에서 출품한

사례를 엄정하게 심사하여 세계적인

우수행정기관을선정하는것으로공

공 행정분야에서 최고 권위 있는 상

으로알려져있다.

4개 수상 분야 중‘투명성·신뢰

성·대응성 있는 공공서비스로의 개선사례’분야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대상을 수상하게

된 서울의 수돗물‘아리수 온·오프라인 실시간 수질공개서비스’는 아리수에 대한 투명하

고정확한수질정보를제공해시민들의불신을줄이는데상당히이바지한공을인정받았다.  

「온·오프라인 실시간 수질공개서비스」는‘서울 워터나우시스템’과‘아리수품질확인

제’로 구성되는데, 이를 통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들에게 아리수에 대한 투명

하고정확한수질정보를제공해왔다.

‘서울 워터나우시스템’은 지난 2001년 수돗물 수질자동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 약 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년에 걸쳐 구축한 것으로 2005년 첫 가동된

이래 2008년 3월부터 6개 취수장과 6개 정수장 그리고 공급과정의 60개 지점 등 총 72

개 지점의 탁도, PH, 잔류염소 등의 수질정보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 시민들이 주거

지수계의수질정보를직접확인할수있다.

또한‘아리수 품질확인제’는 서울시 260만 전 가구에 수질검사원이 직접 방문, 가정

내 수도꼭지에서 5개 주요항목(탁도, 잔류염소, PH, 철, 구리)을 체크하는 수질검사를 실

시하는 것으로서 적합 시에는‘아리수 수질인증 스티커’를 발행해 수도꼭지에 부착하며,

부적합 시에는 추가로 7개 항목(암모니아성 질소, 염소이온,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

균, 아연, 망간)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 개선이 필요한 경우엔 이에 대한 종합 컨설

팅서비스를제공한다.

이번 서울시 상수도의 UN 공공행정상 수상은 전 세계 몇 백 개 기관이 제출한 정책

경쟁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시민고객의 입장에서, 시민고객과 함께해 온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정책이명실상부세계최고수준으로인정받았다는것을의미하며, 국

제사회에서서울시뿐만아니라국가브랜드이미지를높이는데도기여할것으로기대하

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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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세기를 향한 아리수 고품질화 시도

최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참살이(Well-being)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음용수와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 변화

는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과 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를 부추기며 기존의 수돗물의 품

질보다한층더고급화된수돗물의품질을요구하고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 고객의 변화된 욕구에 부응하고자 구의·

자양 취수장을 왕숙천의 하수 처리수가 유입되지 않는 상류인 강북 취수장으로 이전하여

보다깨끗한원수확보를위한대책을추진하고있다. 이미자양취수장에서구의정수센터

에 이르는 취수관 공사를 2006년 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 4월부터는 구의취수장에서

강북취수장에 이르는 취수장 증설 및 취수탑 건설, 도수관로 부설 공사 등을 추진하여

2010년에완공할예정이다.

또한 상수원의 부 양화 및 갈수

기 조류 발생에 의한 맛·냄새 유발

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해 기존의 정

수처리과정에 오존 및 활성탄 처리

단계를 추가하는 고도정수처리기법

을 도입하여 고품질의 맛있는 수돗

물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

고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2012년까

지 4,973억원의 예산을 들여 6개 정

수센터에서 1일 380만㎥ 규모로 건설된다. 2007년 4월 등포정수센터에 고도정수처리

공정 도입을 위한 공사를 시작하 다. 제1·2공장의 재건설과 병행하여 건설될 1일 45만

㎥규모의고도정수처리시설은2010년완공을목표로추진중에있다.

한편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는친환경수처리기술인막여과공정에대한기술개발과

시범정수장의건설·운 등고품질아리수생산을위한기술확보에도힘쓰고있다.

2004년 12월 시작해 2011년 5월까지 추진 중인‘중대형 막여과 고도정수처리시스템

개발및상용화’사업은세계최고수준의수처리시스템의개발과상용화를위한사업으

로 환경부의‘Eco-STAR Project(수처리선진화사업)’의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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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등포 아리수정수센터에 1일 5만㎥ 규모의 중대형 막여과 시범 정수장을 건설

하여 운 중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첨단 막여과 고도정수처리기술을 전 정수센터

로확산시켜시민고객들께보다질높은수돗물을공급하겠다는의지를보이고있다.

3. 진화하는 시민고객 감동 서비스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의 생산도

중요하지만무엇보다각가정까지공급되는과정에서의위생적인관리와서비스가중요하

다.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는‘찾아가는서비스’의일환으로가정의수도꼭지수질과옥내

급수설비를종합점검하고관리방법을안내하는‘아리수품질확인제’를시행하고있다. 

또한, 수돗물 불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낡은 옥내 급수관 개량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94년 이전에 아연도 강관을 부설한 주택에 공사비를 지원하여

깨끗하고안전한수돗물을공급하는사업을추진하고있다. 이는녹물이나옴에도불구하

고 교체 및 개량 공사비에 대한 부담으로 옥내 노후 수도관 개량을 기피하는 서민들의 부

담을덜어주기위함이다.

2008년 14,392가구에 77억원을 지원했는데, 2009년에는 17,000가구를 대상으로

120억원을투입하고2015년까지연차적으로지원을확대해나갈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에 옥상 물탱크 및 노후관을 통하지 않고 스

테인리스 수도관을 연결한 아리수 직결 음수대를 설치하여 깨끗한 아리수를 공급하고 있

다. 지난 2006년부터 사업비 400억원을 들여 630개 학교에 정수기를 철거한 후 음수대

1만80개소와음수대전용배관을신설하고있다.

또한 2009년부터는 학교를 대상으로 설치해 왔던 아리수 직결 음수대를 공공기관 및

서민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하여 시민고객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아리수를 공급할 계획이

다. 아리수음수대는설치후에도노인들을대상으로음수대관리인력을충원하여음수대

를청결하게유지·관리하고있으며, 이사업은노인일자리창출에도이바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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