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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상수도의 현황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의조직은 2009년현재 1본부, 4부, 1개상수도연구원, 8개수

도사업소, 6개 정수센터, 1개 수도자재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 체계는 다음과

같다.

<2009년 상수도사업본부 조직 체계 (2009년)>

중부수도사업소
서부수도사업소
동부수도사업소
북부수도사업소
강서수도사업소
남부수도사업소
강남수도사업소
강동수도사업소

광암아리수정수센터
구의아리수정수센터
뚝도아리수정수센터
등포아리수정수센터

암사아리수정수센터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산하사업소

상수도연구원 수도사업소(8소) 아리수정수센터(6소) 수도재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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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현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총 인력은 정원 2,167명 중 현원 2,228명이

며, 직렬별로는일반직이 1,142명으로총원의 51%를 점유하고있고, 기능직은 1,001명으

로45%의비중을가지고있다.

표 1-1.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인력 (2009)

구 분
총 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연구직 계약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총 계 2,167 2,228 1,163 1,142 914 1,001 12 11 60 57 18 17

본 부 238 257 210 221 25 34 1 1 2 1

수 도
사 업 소

1,295 1,349 726 696 552 636 6 6 11 11

아 리 수
정수센터

483 477 165 167 300 294 5 4 12 11 1 1

상 수 도
연 구 원

106 103 41 39 13 14 48 46 4 4

수도자재
관리센터

45 42 21 19 24 23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하여 수도사업특별회계로 운

되고 있으며, 2009년 예산규모는 2008년 8,570억원에 비하여 4.4%인 380억원이 증가

한8,950억원이다.

표 1-2.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예산(2009)

2009 예산(안)
(A)

2008 예산
(B)

증 감
(A-B)

895,000 857,000 38,000 4.4

%

2008년 현재 서울 상수도의 생산시설용량은 510만㎥/일이며, 1일 평균 생산량은

330.8만㎥이다.



2008년 12월 말 현재 서울시 급수인구는 409만 세대, 1,045만명이고, 총 급수량은

1,190백만㎥으로 시민 1인에게 1일당 평균 311ℓ를 공급하고 있으며, 수도사업소별 급수

현황은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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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정수장 및 취수원 현황
(단위 : 만㎥/일)

정수센터 소재지
2008년 1일
평균 생산량

시설
용량

취수시설 취 수 원
해당 수도사업소

취수장 용량 잠실 팔당

계 330.8 510 5개소 587 460 80

광 암 경기도 하남시 22.5 80 팔당 원수 - 80 강동

구 의 광진구 구의동 50.2 65 구 의 96 65 - 동부, 북부

뚝 도 성동구 성수동 48.4 75 자 양 145 75 - 중부, 서부, 동부,

등포 등포구 양화동 23.6
30

(1,2공장
재건설)

풍 납 70 30 -
강서,

남부(금천구 일부)

암 사 강동구 암사동 113.9 160 암 사 171 160 -
강서(구로구 일부), 남부,

강남, 강동

강 북 경기도 남양주시 72.2 100 강 북 105 100 -
중부, 서부, 동부(동대문

구 일부), 북부

구 분 동수
급 수 인 구 급 수 량

세대수 인구수(명) 급 수 량(천㎥) 1인1일 평균(ℓ)

총 계 438 4,097,562 10,456,034 1,190,520 311

중 부 69 430,513 1,051,027 158,659 412

서 부 46 487,035 1,197,336 127,379 291

동 부 70 611,784 1,524,441 164,151 294

북 부 48 501,098 1,343,260 125,376 255

강 서 53 571,778 1,540,140 151,401 269

남 부 64 673,578 1,671,588 190,793 312

강 남 44 387,440 977,689 148,650 415

강 동 44 434.336 1.150.553 124,113 295

표 1-4. 수도사업소별 급수현황 (2008. 12)



2009년현재서울시전지역의수돗물은6개아리수정수센터에서생산하여공급하고

있으며, 정수센터별급수지역은다음그림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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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상수도의유수율은2000년 72.0%에서 2008년 91.7%로매년향상되어왔으며,

19.7%의 향상율을 보이고 있다. 유수율은 수돗물 총 생산량 대비 요금 수입으로 받아들

인수돗물의비율로써수도사업의경 효율성지표라할수있다.

표 1-5. 연도별 유수율 현황
(단위 :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유 수 율 72.0 75.2 79.2 82.7 85.3 88.0 90.0 91.4 91.7

무 수 율 28.0 24.8 20.8 17.3 14.7 12.0 10.0 8.6 8.3

※일본 주요도시 유수율(2008년도) : 동경 95.5, 요코하마 92.0, 나고야 93.8, 오오사카 90.8

2008년 현재 서울시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 357.9원, 업무용 656.4원, 업용 987.9

원, 대중목욕탕용370.2원으로㎥당평균요금은517.01원이며, ㎥당원가는560.27원으

로요금현실화율은92.4%이다.



2. 국내외 물산업 환경 변화

1) 세계물시장의확대와전망

세계물산업의형성배경은첫째, 새로운상하수도시스템도입으로인한기술개발과

둘째 산업혁명 이후 전 세계에 확산된 도시화와 그에 따른 인구 증가, 마지막으로 프랑스

물기업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 물기업의 발달에 따른 세계 물시장 개척으로 인한 것으로

현재전세계물시장은연간500조원이상의거대한물산업으로성장하기에이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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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서울시 상수도 요금 현황 (2008)

㎥당 원가 ㎥당 요금
요 금
현실화율

업종별 판매단가

가정용 업무용 업용 대중목욕탕용

560.27 517.01원 92.4%
357.9원
(64.6%)

656.4원
(118.4%)

987.9원
(178.3%)

370.2원
(66.8%)

세계 물시장은 1990년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는데 1990년부터

2005년까지 개발도상국 68개 국가에서 383건의 상·하수도분야 전문기업 참여 프로젝

트가 시행되었다. 특히, 세계 물시장의 선두권 기업인 베올리아와 수에즈는 이미 전 세계

에서1억명이상의서비스인구를확보하여연간10조원이상의매출을올리고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수도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WTO의 서비스시

장 개방, ISO(국제표준화기구)의 상하수도 서비스 국제표준 도입, 국가간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등은시장확대를더욱가속화할것이다.

또한개발도상국들은상·하수도서비스보급률이여전히낮은상태에서인구가계속

증가하고 있어 물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02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62억명의 17%인 11억명이깨끗한식수를공급받지못하고있으며, 42%에해당하는

26억명은기초위생설비조차갖추고있지못하다. 

유엔인구기금은2025년경에는전세계인구79억명가운데50억명이안전한수자원

이 부족한 지역에서 살아가게 될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 하여 포츈지

는 세계 물산업은 20세기 석유산업과 같은“21세기 최대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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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물산업의 향후 시장규모 추이>

이러한 물산업의 성장을 결정하는 것은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향

후 세계 인구증가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은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거대 물산업

이 형성될 것이라고 UN보고서는 전망하고 있다. 또한, 물 관련 인프라는 전세계 GDP의

1%선에서세계경제성장과연동하여꾸준한투자수요를발생시킬것으로보여진다.



2) 국내물산업현황

우리나라 물산업은 정부 주도의 상하수도 보급 확대정책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해 왔

다. 2007년말기준으로상하수도보급률은 92.6%와 87.1%에달하며, 물산업규모는상

수도 5조 3,672억원, 하수도 4조6,675억원으로 연간 1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같은 해

우리나라국내총생산(GDP)의 1.24%에달하며, 전세계에서여덟번째로큰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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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주요 인프라별 전세계 연평균 투자수요 추정
단위 : 10억 달러

구 분 2000-10
전세계

GDP 대비
2010-20

전세계
GDP 대비

2020-30
전세계

GDP 대비

도로 220 0.38% 245 0.32% 292 0.29%

철도 49 0.09% 54 0.07% 58 0.06%

통신 654 1.14% 646 0.85% 171 0.17%

전력(송·배전) 127 0.22% 180 0.24% 241 0.24%

물 576 1.01% 772 1.01% 1,037 1.03%

우리나라에서 물산업은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하수도 등으로 구분되며, 수처리 단

계에따라수직적으로분절되어있다. 상수도와하수도사업간의유기적인통합도저조한

실정이다. 현재상하수도사업자는행정구역별로 164개의특·광역시와시·군및한국수

자원공사가존재한다.

7개 특·광역시의 상하수도사업은 매출액, 자산, 서비스인구 등에 있어 우리나라 전

체 물산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156개 시·군의 경우에는 상당히

세하다. 이러한사업자간규모의차이는기술력, 전문성, 재정력등의격차로그대로이

어지고있다.

우리나라 물산업은 외형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 고, 세계 8위의 물산업 규모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품질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수돗물은 시민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2005년 7월 환경부 조사에 따르



면국민의57.8%가“수돗물이식수로부적합하다”고응답하 다. 

국내상하수도사업은 164개지자체별로수행됨에따라지역간서비스불균형이발생

되고 있으며 서비스 불균형은 보급률, 품질, 요금 등 모든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국

에서 요금이 가장 높은 강원도 정선군은 수돗물 1㎥당 1,426.2원인데 비해 가장 낮은 청

송군은357.0원으로, 지역간격차가4배에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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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평균 상수도 요금의 고·저 지역 비교(2007년)

높 은 지 역 낮 은 지 역

지 역 요 금 생산원가 현실화율(%) 지 역 요 금 생산원가 현실화율(%)

정선군
평창군
월군

통 시
인제군

1,426.2
1,093.9
1,072.1
1,068.6
1,051.7

2,315.3
2,450.0
2,349.0
1,282.7
1,473.6

61.6
44.6
45.6
83.3
71.4

청송군
과천시
군위군
구미시
춘천시

357.0
357.7
376.1
402.3
439.4

1,398.0
996.6
520.0
429.2
653.0

25.5
35.9
72.3
93.7
67.3

※ 자료원 : 환경부(2008), 2007 상수도통계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물산업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70~80% 정도이고

경쟁력은 중진국 수준 이하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계 물산업 동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이다. 더욱이 세계 각 지역에서 물

문제로고통받는인구가 2002년 11억명에달하며, 2025년이면 27억명까지확대될것이

라는전망이다.

정부는국내물산업성장여건속에서2015년까지국내물산업규모를20조원이상으

로 키우고 세계 10위권의 기업을 2개소 이상 육성하는 목표를 세워 수도사업 구조개편을

추진하고있다. 정부의수도사업구조개편동향을보면수도사업경 효율화촉진을위해

“道단위별”또는“4대강”유역별수도사업의광역화및전문화를추진중에있다.

표 1-9. 국내 대형 수도사업자 현황(2007년)

서울시 부산시 수자원공사

▶ 서비스 인구 약 1천만명 이상
▶ 자산 4.7조원, 부채비율 3.6%

직원 2,600명
▶ 시설용량 5,100(㎥/일)
▶ 급배수 분야 기술력 축적(유수율

제고 노하우)

▶ 서비스 인구 365만명
▶ 자산 3.9조원, 부채비율 4.3%

직원 1,300명
▶ 시설용량 2,644(㎥/일)
▶ 불리한 여건에서 상하수도 전반에

대한 경쟁력 확보(20년 이상 고
도처리 경험)

▶ 초우량 물전문 공기업
▶ 자산 11조원, 부채비율 18.1%

직원 3,900명
▶ 시설용량 8,524(㎥/일)
▶ 국내외 물시장 진출 경험 있으

며, 세계적 수준의 연구 및 전문
인력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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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02

제2장 서울 상수도의 비전



1. 서울 상수도의 비전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는세계최고의수돗물을공급하는도시라는서울의위상을유

지하고, 더 나아가 상수도 서비스의 최적 모델로서 자리매김하므로써‘맑고 매력있는 세

계 도시 서울’이라는 서울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의 수돗물을 국제적 기준에 부

합하는 최상위 등급의 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는 등 본격적인 노력을 전

개하고있다. 

새로운 100년의비전실현을위한구체적인노력으로‘세계최고의수돗물공급’, ‘세

계최고의유수율달성’및‘최상의고객서비스제공’을목표로설정한서울상수도는이

를 위한 실행 과제로 아리수 수질 고급화, 안정된 공급 체계의 구축, 상수도 사업의 경

개선과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에 대한 시민의 인식 개선을 실천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맛있는수돗물을안정적으로공급하는데주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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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강 상류 통합 취수장 이전 설치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는현재일부취수장에서구리및남양주시하수처리장에서방

류된 한강물을 서울시민의 상수원으로 이용함에 따라 정수처리과정을 거친 안전하고 깨

끗한 물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시민들의 막연한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어 상수원을 보다

깨끗하고안전하게사용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잠실 수중보에서 팔당댐 하류까지의 구간은 상수원 보호구역(행락,

야 , 수 , 뱃놀이금지)으로지정되어있어시민의한강접근성과이용성이제한되고있

으며, 취수장 수위 확보 및 한강 하류의 주운 등을 위해 설치된 잠실 수중보로 인하여 한

강상류로의유람선등의운행이곤란을겪는등시민불편을초래하고있다.

따라서 현재 왕숙천 아래에 있는 모든 취수장을 한강 상류인 팔당댐 이남으로 이전하

여광역통합취수장을건설하는것을계획하고있다. 우선구의·자양취수장을강북취수

장으로 이전하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암사와 풍납 취수장은 2013년 이후에 상류로

이전할 계획이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인천시, 성남시, 수자원공사의 취수장이 존재하는

왕숙천 하류 취수장을 모두 상류로 이전하는 광역 통합 취수장 건설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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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아니라현재잠실수중보에서팔당댐까지지정되어있던상수원보호구역을해제

하고잠실수중보를왕숙천및고덕천상류인남양주시수석동으로이전하고자한다.

한강상류통합취수장이설치되면

첫째, 구리 및 남양주시 하수처리장의 향을 받지 않는 양질의 수돗물 원수를 취수



할 수 있어 정수처리 안정성과 효율성, 경제성이 제고되고 무엇보다 시민고객의 수돗물

원수에대한불신을해소할수있을것이다.

둘째, 잠실수중보상류의한강과둔치9.5km를서울시민의레저공간으로활용할수

있어시민고객의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다.

마지막으로 한강 투어 유람선 또는 경인 아라뱃길을 왕숙천 상류까지 연장할 수 있으

며, 한강 둔치 공원과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여 한강 이용성 향상을 통한 경제효과(윈드서

핑등시민레저활동공간제공)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3. Multi-Barrier 정수처리 시스템 구축

Multi-Barrier 정수처리 시스템이란, 기존의 정수처리공정에 고도정수처리 공정 등

여러공정을추가하여신종유해물질을상시감시·제어하고, 맛·냄새물질을완전히해

결할수있는수질오염다중방어체계를의미한다.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는안전하고맛있는수돗물을생산하고, 시민고객이신뢰하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수처리공정에 오존, 막여과 등 고도정수처리공정을

추가한다중복합공정체계구축을추진하고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국내외 먹는 물 수질기준과 장래에 발생 가능성이 우

려되는원수수질오염등에대비하고, 최근대두되고있는신종유해물질출현에사전대

비하는등선진외국의앞서가는기술과우리시의축적된자료를바탕으로우리의실정에

맞는다중방어시스템을구축하여보다안전하고깨끗한물을생산하기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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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0. 신종유해물질 제거 방법

구 분 염소 O3+GAC UV AOP 막여과 비 고

맛·냄새 물질 ○

Adenovirus ○

1-4 Dioxane(낙동강) ○

크립토스포리디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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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처리 과정뿐만 아니라 수돗물 공급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배급수관에

대한 부식을 제어하여 녹물을 방지하는 기술도 연구하고 있다. 부식지수 개선 연구 실증

플랜트를 설치하여 부식성 지수(LI)를 감시하고 소석회를 투입함으로써 배관에 내식피막

을형성시켜부식을억제시키는기술을개발중에있다.

<다중방어체계 흐름도>

또한시민고객의기호에맞게잔류염소를최적화시켜맛있는아리수를생산공급하기

위하여, 계절별로 적정 잔류염소를 투입하고, 정수장에서부터 원·근거리 급수를 배분하

며 배수지 체류시간을 조절하여 수돗물의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 조건인 잔류염소

0.1~0.4mg/L을 유지하고, 미생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독부산물을 최소화할 예

정이다. 이를 위해서 클로라민 등 잔류염소를 대체할 소독제를 검토하거나, 배수지에 재

염소를투입하는과정을연구하고있다.

<강북정수센터 잔류염소 흐름도>



4. Smart Water Management System 도입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는과학적인시설관리로상수도경 의효율성을제고하고, 시

설물의 고급화로 고품질의 아리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인공지능형 첨단 장비를

활용한 시설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u-city 기반의 시설관리 환경을 조성하는『Smart

Water Management System』을도입할계획이다.

『Smart Water Management System』의 주된 내용인 가상현실 시설관리시스템은

인공지능형로봇에의한관로진단과자가진단·치유시스템도입, 인간의두뇌와기계의

Context-Awareness system 도입, 시설 정보 3D 입체화, 유비쿼터스 기반 조성 등을

포함한첨단시설관리시스템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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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시설관리 시스템 체계>

우선, 로봇 관로 진단이란 사람이 직접 관 내부를 탐사할 수 없는 상수도관의 구조에

인공지능형 로봇을 침투시켜 수도관 내부를 탐사함으로써 관 내부의 녹과 물때, 누수 여

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 때 조사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내부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

면 로봇에 탑재해 있던 캡슐을 분리시켜 자가 진단 후 스스로 보수하는 자가 진단·치유

시스템과 Brain(인간 두뇌)과 Machine(기계) 인터페이스 개념의 Context-Awareness

system(상황인지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사고의 사전예방 및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 조

치가 가능하여 배급수 관로의 유지 관리 등 첨단 지능형 시설물 관리를 도입하는 획기적

인전기를마련하게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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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네비게이션과 모바일, RFID 등으로 구성되는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유비쿼터스 기반을 조성하여 시설물의 종합적, 체계적, 과학적 관리로 시설물

상태의최적화를도모할계획이다.

인공지능형 로봇 이용 관로 진단

Context-Awareness system(상황인지시스템)

현재2차원평면정보로관리되고있는각종시설물정보를3D로입체화하는한편소

블록 중심의 시설 정보를 One-click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시설물 조회, 분석, 통계 등으

로분산되어있던업무를집약시켜시설물의효율적인관리체계를구축할예정이다.



5. Arisu Marketing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는급변하는국내외물시장환경변화에발맞추어세계적인물

전문 기업으로 발돋움하고자 국내외 시장 개척을 위한 단초를 마련해 왔다. 현재 한강 수

계의위성도시인구리, 남양주, 하남, 광명시등4개시에 1일 58천㎥을공급하고있으며,

2008년도에는2,082만㎥을공급하여85억2천만원의수입을증대시켰다.

특히, 2009년UN 공공행정대상을수상하는등상수도전문기업으로서구축하고있

는 Know-how를 활용하여 물관련 국내 선두기업으로써 물시장을 개척하여 세계 10대

물기업으로성장할수있는기반조성을위한노력을기울여야한다.

이를위하여민간기업과컨소시엄을형성하여국내·외물시장을개척할뿐만아니라

가까운서울위성도시를대상으로아리수공급을확대하는것을검토하고있다.

우선 한강수계의 위성도시를 대상으로 서울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던 구리, 남양주,

하남, 광명시에는 공급량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타 도시에는 신규 공급을 추진할 계획

이다.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된 물을 공급받고 있는 이들 도시에 수돗물 공급단가를

인하하고 아리수 공급 확대를 유도하여 50만㎥/일 수준으로 공급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수도공급권역을광역화하는정부의수도사업구조개편정책과도부합한다.

둘째,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국내외 물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다. ‘지방상수

도 위탁경 ’, ‘정수장 건설 및 운 ’, ‘시설물 및 공사관리’등 수도사업 각 분야에서 그

동안축적된전문Know-how를활용하고,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의전문기술과민간기

업의 노동력과 자본을 융합하는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지방 및 동남아 등 국내외 물 시장

개척에앞서나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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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사업관리(CM)에 참여하는 것이다. 건설사업관리

(CM) 제도란 건설공사에 대한 기획·타당성 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

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으로써, 서

울 상수도는 건설사업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

지못한타지방자치단체의건설사업참여가가능할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상수도사업에대한컨설팅분야사업참여이다. 서울시상수도사

업본부는발족후20년에걸쳐풍부한경험과전문기술력을바탕으로국내유수의물전

문 기업으로성장해왔다. 현재까지도유수율 및 서비스, 공사, 시설관리등 각 분야에대

하여타지자체에서벤치마킹하고있으며, 앞으로도상수도사업에대한전문컨설팅사업

을추진하여국내수도사업의전문화와기술발전을위해노력할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 고객에게 다양한 음용의 기회를 마련하고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병물 아리수 판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병물 아리수는 국내 병물

시장 및 중국 등 해외시장에 수출하여 서울의 수돗물의 우수한 품질을 널리 알리고, 세계

10대물기업으로우뚝서는미래비전을실현하는기반이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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