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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Ⅰ

빗물이용시설 계획 ․ 설치부문과 관련된 업무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빗물이용시설의 설계 및 유지관리의 적절한 수행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적정한 빗물이용시설 운영 ․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적용범위Ⅱ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제2호, 제3호 규정에 

의한 재이용시설 중 빗물이용시설에 적용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한 종합

운동장, 실내체육관 및 공공청사를 신축(증 · 개축 포함)하려는 자의 빗물

이용시설에 적용함

관련규정Ⅲ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 관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재정지원 등)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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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Ⅳ

빗물이용시설의 정의111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빗물이용시설의 구성222

빗물이용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집수시설

집수관, 루프드레인, 홈통받이 등 대상 집수면에 내리는 빗물을 모으기 

위해 활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강우 초기 집수면으로부터 유출되는 오염도 높은 초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시설이나 빗물의 사용용도에 적합한 목표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활용하는 여과, 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 저류시설

집수한 빗물을 활용 용도에 맞도록 적합한 용량으로 빗물을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저류시설은 대상지역의 여건에 따라 재질 및 형식을 

달리하며,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라. 송수 ․ 배수시설

저장한 빗물을 활용처로 보내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하천 및 공급 하수도로 

방류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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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 및 신고Ⅴ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111

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및 공공청사를 신축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1)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은「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 운동장 (지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육관을 

의미한다.

구 분 체 육 시 설 종 류

운 동 

종 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

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2) 공공청사라 함은「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

시설(군사 ․ 국방시설은 제외한다.)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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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

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및 공공청사를 지붕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으로 증축 ․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다. 법적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주택, 학교, 대규모

점포 등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공공주택 : 지붕면적 4천㎡이상, 학교 : 전부, 대규모점포 : 지붕면적 2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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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고222

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는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붙임 1〕의 서식에 의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나.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붙임 2〕의 서식에 의거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333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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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계획 수립 시 검토 사항Ⅵ

빗물이용시설 계획 절차111

빗물이용시설의 도입계획 수립은 아래 그림과 같이 검토조건의 파악, 

시스템의 선정, 도입시스템의 평가 순으로 진행한다.

검토조건의 파악 ➡ ①목표기능②기상조건③규모

④다른 수자원과 연계성⑤경제적 조건 등

우수저류침투시스템의 선정 ➡ 해당지역의 기상조건 및 목표가능에 

적합한 시스템 선정

계획

단위공정의 세부사항 결정 ➡ ①저류조 용량②집수면적③침투시설 용량 등에 

대한 최적조건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편익분석

설계 세부설계 및 도면작업 ➡ 각 단위공정에 대한 상세도면 및 기본 ․ 실시설계 

수행

시공 시설공사

유지

관리
운영 및 유지관리 ➡ 규모 및 목적에 따라서 원격감시 ․ 제어 시설 등 

고려

계획수립 시 검토사항222

빗물이용시설을 계획 시에는 지역사회의 여건, 토지이용 특성, 용수 

이용 및 집수면 현황 등 대상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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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빗물이용시설의 계획은 입지적, 지형적,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다.

나. 빗물의 집수면은 지붕면, 녹지 등 오염되지 않은 양호한 수질의 빗물을  

얻을 수 있도록 설정하여 시설의 설치 관리를 통해 주변지역의 수량과 

수질에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선정한다.

다. 빗물 저류조의 용량은 지붕면적, 집수면적, 대상지역의 강우 특성, 필요  

수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라. 빗물이용시설은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위치에 

설치한다.

마. 빗물이용시설은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고려하며,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의 소유권과 관리주체를 명확히 한다.

바. 집수하지 않은 빗물은 적극적으로 침투를 유도하여 지하 물 순환을 

도모를 강구한다.

계획수립 시 세부검토 사항333

가. 활용용도 및 사용수량

빗물은 화장실 세정용수, 청소용수, 조경용수, 살수용수 등의 용수 확보뿐만 

아니라, 침수피해방지, 수질보전 및 물 순환 건전화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각 활용 용도에 따른 사용 및 관리를 위한 필요수량을 검토해야 

한다.

1) 빗물이용시설에서 우천 시 저장된 빗물은 다음 강우가 발생하기 전까지인 

무 강우일 내에 모두 사용하도록 계획한다.

2) 일반주택이나 시스템 기본계획 시에는 용도별 1인 1일 사용 수량이나 

업체별 사용수량에 이용 인원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3) 공공 건축물이나 산업용 건축물의 시스템 실시 설계 시 정확한 데이터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사용기기별 단위 사용수량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물 재이용시설 설치․관리 통합 가이드 북

10

나. 빗물이용시설 규모

빗물이용시설의 규모는 옥상녹화사업 등과 같이 집수에 영향을 주는 

시설을 제외한 지붕의 빗물집수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으로 한다.

다. 집수면

1) 빗물이용시설은 용도별 목표효율에 적합하도록 집수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옥상녹화면에서 집수하는 경우 조성 공법과 비 녹화면적과의 유출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집수 가능량을 산정한다.

집수가능량(m
3
) = 유출계수 × 강우량(mm) × 집수면적(m

2
) × 10

-3

❙토지이용도별 기초유출계수의 표준값❙
표면형태 유출계수 표면형태 유출계수

지 붕 0.85 ～ 0.95 공지 0.10 ～ 0.30

도 로 0.80 ～ 0.90 잔디, 수목이 많은 공원 0.05 ～ 0.25

기타 불투수면 0.75 ～ 0.85 경사가 완만한 산지 0.20 ～ 0.40

수 면 1.00 경사가 급한 산지 0.40 ～ 0.60

자료: 한국상하수도협회(2011), 하수도시설기준

❙옥상녹화사업 시 유출계수의 적용값❙
녹화유형 구성두께(cm) 연평균 유출계수

단순관리 경량형 녹화

(초본류와 화본류 식재)

2 ～ 4

4 ～ 6 이상

6 ～ 10 이상

10 ～ 15 이상

15 ～ 20 이상

0.6

0.55

0.5

0.45

0.4

관리 중량형 녹화

(관목이나 교목류 조성)

15 ～ 25

25 ～ 50 이상

0.4

0.1 ～ 0.3

자료: 독일공업규격 DIN 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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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후에 대한 검토

1) 계절별 기온특성 고려

기온은 계절적으로 주기성을 가지며, 물 사용량과 밀접한 관계이므로 

계절별로 기온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여름철의 경우 주택뿐 아니라 

분수, 연못, 폭포 등의 필요수량 증가에 대해 검토하여야 하며, 겨울

철의 경우 융설 및 결빙 특성을 고려하여 추위로 인한 결빙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동결심도를 확보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2) 강우특성 고려

강우는 여름 편중 현상이 심하므로 이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조치  

하여야 하며, 특히 강우자료는 연도별로 분포가 불규칙하므로 대상

지역에 가까운 지점의 10년 이상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풍수년과 

갈수년의 특성을 파악하여 반영하도록 한다(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 

과거 강우자료 중에서 연평균 강수량에 가장 가까운 해의 자료를 

선택할 수 있음).

집수관 계통은 집수면적과 해당 지역의 최대 강우강도를 고려해서 결정

하며, 저류시설은 집수능력을 상회하는 배수능력을 갖도록 하고 다른 

곳에서의 빗물 유입 등으로 배제능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마. 대상지역에 대한 검토

빗물이용시설의 계획 수립 시 다음의 입지적, 지형적여건 및 지역사회의 

수용가능성 등에 대한 상위 계획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빗물이용시설의 도입 시에는 도시, 농촌 및 도서 지역 등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도시 : 토지의 고밀도화와 높은 지가로 인해 여유부지의 선정이 어렵다.

농촌 : 저류지 등의 부지확보가 용이하나, 토사 ․ 입자성 물질 발생량이 

높다.

도서 :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2) 빗물이용시설의 계획, 설계 시에는 대상지역의 가뭄 및 침수피해 이력을 

조사하여 이에 대비한 용량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 빗물이용시설로부터 우수 유출수를 하천이나 공공 하수도로 방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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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하천 및 하수도 계획을 검토하여 하류지역 통수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고, 빗물이용시설이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4) 대상지역의 표고를 검토하여 중력에 의한 자연유하 및 별도 송수 에너지 

확보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경사가 급한 지역은 집수면 으로부터 

토사 등 오염물질이 유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출 속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5)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치수 대책으로써 침투시설과 연계하여 

저류조 방류수를 지하로 침투시키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토질 및 지하

수위를 조사하여 목표 침투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6) 대상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나 혐오감으로 인해 사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빗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시설의 수혜자인 지역 주민의 

수용가능성 여부를 고려하도록 한다. 특히 공공 주택의 경우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에는 시설관리가 잘 이루어지지만, 관리주체가 입주자로 

이양된 후에는 입주민의 인식에 따라 시설 활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빗물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수행되어야 한다.

바. 토지이용 특성 검토

빗물이용시설의 계획, 설계는 주거, 상업/업무, 산업, 공원/녹지 등 대상

지역의 토지이용 계획에 따른 용지 및 용수확보, 물 사용 패턴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빗물이용시설의 계획 시 토지이용 계획을 

검토하여 추가적인 용수 확보, 빗물 및 오염물질의 유출 저감, 물 순환 

개선 등의 도시 환경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주거지역은 유지관리용수, 조경용수로의 활용이 대부분이며, 건축물의 

옥상, 벽면, 단지 내 도로 등 양호한 수질의 빗물 확보가 용이한 특징이 

있으나, 반면 주민들의 수용 가능성 여부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활용 

및 관리에 큰 편차가 발생 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2) 상업 및 업무지역은 조경용수 및 화장실 세정용수로의 활용도를 검토

해야 한다.
3) 산업지역은 공업용수 등으로 빗물을 활용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목표 수질로 인해 설치 및 관리비용이 상승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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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원 및 녹지지역은 유출량이 적고, 공공용지이므로 공공 목적으로의 

활용도를 검토해야 한다.

사. 초기빗물 처리

오염되지 않은 양호한 수질의 빗물을 집수하기 위하여 초기우수를 반드

시 배제하여야 한다.
1) 초기빗물은 대상 지역의 강우량을 누적유출고로 환산하여 최소 5㎜ 

이상의 강우량으로 한다.
2) 배제방식으로는 유량계를 이용한 방법, 분리장치를 이용한 방법, 부자를 

이용한 방법 등을 적용한다.

아. 수처리 기술

빗물이용시설의 계획, 설계는 활용용도별 수질을 만족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적절한 처리방식을 수립해야 한다.
1) 빗물이용은 수돗물 정도의 수질이 요구되지 않은 생활용수, 조경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이용가능 하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2) 이외의 다른 용도로 빗물을 이용하는 경우 목적에 적합한 수질로 

공급하여야 한다.
3) 빗물이용시설의 침전조는 초기빗물을 해당하는 용량을 산정하여 배제

하거나 빗물 저류조의 전단에 침전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필요시 

검토하여야 한다.
4) 빗물이용시설의 여과시설

   • 빗물이용시설의 여과공정에서는 집수면의 종류와 시설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모래 등의 여재 또는 분리막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일정한 간격을 가진 스크린 시설을 설치하여 나뭇잎, 나뭇가지, 

쓰레기 등 일반적으로 크기가 큰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한다.
   • 스크린 및 스크린 조의 처리능력은 시간 최대 빗물 집수량에 의해 

산정한다.
5) 빗물이용시설의 소독장치

   • 빗물의 사용용도에 따라 화장실 용수 등 잔류염소를 필요로 할 

경우 염소소독시설을 검토하도록 하며, 조경용수, 하천유지용수, 
공업용수 등 총대장균군수를 제어할 경우는 UV(자외선) 소독 등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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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의 설계Ⅶ

개요111

가. 빗물이용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집수시설 처리시설 저류시설 송수 ․ 배수시설

•집수면(지붕 등)

•루프드레인

•홈통받이

•집수관

•침전조

•초기빗물처리장치

•여과조

•소독장치

•저류조

•처리수조

•급수펌프

•상수보급설비

•급수관

•활용설비

•계측 및 제어설비

나. 빗물이용시설의 설계 순서

1) 빗물이용시설의 설계순서는 계획 시 설정한 조건에 따라 각 시설별 

설계기준 및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빗물이용시설 설계조건

⇩
설계 흐름도

빗물이용시설의 설계

유지관리

집수시설 사용시설

⇋ 주민의 인지와
유지관리 참가

처리 ․ 저류시설 송수동력의 연구

⇩

시공방법의 검토 ⇋ 상호조정을 하여 설계 작업을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 함

⇩

시공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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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빗물이용시설의 설계 시에는 시설별 설계 고려사항을 참고하여 개괄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시설별 세부사항에 유의하여 설계 하도록 한다. 

집수시설222

가. 집수 및 초기우수 배제 시설

1) 집수면에서 오염물질을 신속히 배제하거나 처리하여 집수되도록 한다.

2) 옥상 면에서 집수 시 집수면을 한쪽방향으로 완만한 경사를 두어 

집수하여 저류조로의 횡인관의 연장을 짧게 하도록 한다.

3) 집수면이 여럿인 경우 높은 집수면에서 낮은 위치로 빗물을 자연 유하

시켜 집수관 설비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단, 이 경우 집수면적에 따라 

관경을 크게 할 필요성이 있으며 설치 공간의 여유를 검토해야 한다).

4) 옥상녹화나 집수면 부근에 식재 등이 있는 경우에는 루프드레인 이나 

낙엽 등의 협잡물 제거를 위한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한다. 스크린 

망의 간격은 일반적으로 1~5㎜ 정도로 설치하며, 1㎜ 이하일 경우 

빗물이 우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집수면의 청소 빈도를 높게 설정

하도록 한다.

5) 건축물 벽면이나 도로 등에서 집수 가능한 경우에는 수질 등을 고려

하여 집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

나. 빗물 집수관

1) 지붕면을 통해 집수 시 기본적으로 빗물받이를 이용하도록 한다.

㉠ 빗물받이만으로 저류조까지 도수할 수 없는 경우 저류조에 접속하는 

횡인관의 부설을 검토하도록 한다.

㉡ 횡인관의 길이가 길면 유하능력이 떨어지고 공사비용도 상승되므로 

가능한 한 횡인관은 짧아지도록 고려한다.

2) 집수관의 관경은 집수면적과 시간강우량을 고려하여 빗물이 신속하게 

흐르도록 관경을 결정하며, 집수관의 관경은 건축물의 집수면적과 해당 

지역의 최대 강우강도, 집수관 경사 등으로부터 결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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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경별 수직배관 최대집수면적❙
관경(mm) 최대 집수면적(m2)

50 67

65 135

70 197

100 425

125 770

150 1,250

200 2,700

자료: 일본 우수저류침투기술협회

❙관경별 수평배관 최대집수면적❙
관경

(mm)

최대 집수면적(m2)

배관구배

1/25 1/50 1/75 1/100 1/150 1/200 1/300 1/400

65 127 90 73

70 186 131 107

100 400 283 231 200

125 512 418 362 296

150 833 680 589 481 417

200 1,470 1,270 1,040 897 732

250 2,300 1,880 1,630 1,330 1,150

300 3,740 3,050 2,650 2,160 1,870

350 4,610 3,990 3,260 2,820

400 6,580 5,700 4,650 4,030

자료: 일본 우수저류침투기술협회

3)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수두차가 큰 집수관에 대하여 루프드레인, 옥상 

월류수 압력배출관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4) 빗물 집수관의 관로연장이 긴 경우에는 배관의 신축이음을 사용하도록 

한다.
5) 집수장소에 의해 강수가 오염되기 쉽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초기

빗물을 배제하거나 처리하여 집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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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시설333

가. 빗물 저류조로 유입되는 모래 및 큰 부유물질 등의 협잡물을 제거하고 

저류조의 청소주기를 길게 하기 위해 저류수의 상태, 수질 등에 따라 빗물 

침사조, 빗물 침전조 및 여과조 등을 설치한다.

나. 빗물 침사조, 침전조 및 여과조의 총 용량은 유효유출강우 10㎜/hr 강우에 

대하여 10분 이상의 체류시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침사조는 빗물에 포함되어 있는 토사나 부유물질 등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라. 침전조는 빗물에 미세모래나 유기성부유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마. 침사조 및 침전조 내의 평균유속은 0.3m/sec로 하며 유효수심은 1~4m로 

한다.

바. 유입부에 유공정류판을 두어 편류를 막으며, 바닥은 경사를 두어 침전물의 

처리가 쉽게 한다.

사. 빗물 저류용량이 크고 체류시간이 긴 시설, 수질악화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부접촉 가능성이 높은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위생면에 있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소독조 설치 유무를 검토하도록 한다.

아. 여과지 등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발생 슬러지는 해당규정에 의

하여 처분하도록 한다.

자. 모기의 침입과 서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루프드레인, 집수받이, 방충망의 

미비, 파손된 통기구, 월류관, 펌프흡입덮개 부분 등에 모기 등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합성수지로 코팅된 스테인레스 철망 또는 합성수지제의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차. 중수도와 연계하는 경우 잔류염소가 확보되도록 염소소독을 검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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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류조444

가. 저류조 설치장소

빗물저류조의 설치장소는 원칙적으로 빗물공급에 동력이 최소로 소요되는 

위치로 하며, 호우 시 빗물유입에 의하여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1) 설치위치는 빗물 월류수가 자연 배제되는 장소로 설정한다.

2) 건물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상시와 집중호우 시 등 만수 시 

월류수가 하수관거에 자연유하로 배제되고 빗물이용용도별 공급에너

지가 최소가 되도록 위치를 설정한다.

나. 저류조 구조

1) 저류조는 토압, 수압, 풍압, 적설, 지진, 일사, 염해 등에 충분히 견디는 

재질, 두께 및 구조로 한다.

2) 외부로부터 오탁물이나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조류발생 

억제를 위해 빛이 투과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저류조에는 피트를 설치하고 침전찌꺼기의 배출구를 피트에 설치하며, 

배출구를 향해 100분의 1 이상의 경사를 두어 설치하여 배출 및 청소가 

쉬운 구조로 한다.

4) 보수점검이 용이하도록 수조별로 맨홀을 설치한다.

5) 높이가 1m 초과하는 저류조의 내외부에는 녹슬지 않는 승강 사다리를 

설치한다.

6) 빗물저류조의 상부를 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결로 방지대책을 도모한다.

7) 저류조가 여러 개로 구분된 경우 사각부분(Dead Zone)이 생길 수 

있으므로 빗물의 유입구 및 유출구의 위치선정에 주의하여 사각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8) 밀폐형 빗물저류의 경우 저류조 내의 공기는 빗물의 유입에 의해 

압축되기 때문에 호우 시 맨홀뚜껑이 움직이지 않도록 공기 배출구를 

설치하거나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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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월류관 및 공기배출구에는 역류방지 밸브와 방충망을 설치하여 모기 

등이 빗물저류조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0) 월류관 및 접속관은 최대 유입 유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경을 

설계하도록 한다.

송수 ․ 배수시설555

가. 배수펌프

1) 비상시에도 가동될 수 있도록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펌프가 항시 가동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펌프는 저장탱크가 만수위시 5시간 이내에 배수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3) 펌프의 대수는 예비를 포함하여 2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4) 펌프설치는 전문시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상수보급설비

1) 빗물 저류조의 수심이 저수위 이하가 된 경우, 경보 및 자동 보급수가 

급수 되도록 한다. 상수보급방법으로는 전자밸브 등을 이용한 자동

보급과 수동에 의한 상수보급밸브의 개폐에 의한 보급 방법이 있으며, 
설치여건 및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검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2) 토출구와 빗물 저류조의 최고수면 사이에는 충분한 공간을 두어 빗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한다.
3) 상수보급량의 상한수위와 저수위는 1일 사용수량에 해당하는 수심을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다. 배관시설

1) 빗물 급수관에는 상수도에 이용하는 관과 동등한 재질의 것을 사용

하도록 한다.
2) 배관류는 착공에 앞서 수도배관과의 오접합을 방지하는 방법을 고려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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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빗물이용시설의 밸브류, 양수기 펌프 등 적용시설에는 “빗물이용”이라는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4) 공공하수관(또는 우수관거)에 직접 연결하여 배수할 수 있는 배관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배관구경은 만수시의 탱크용량을 5시간 내에 

배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배관에 공기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도록 균일한 구배로 하거나, 

공기가 모일 수 있는 부분에는 에어밸브,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6) 모든 배관에는 기기의 조작이나 점검, 보수가 용이한 이음쇠류 등을 

설치한다.

7) 밸브류는 보수관리상 필요한 부분에 설치하여야 하며, 토출부에는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8) 배관에는 필요에 따라 수격방지를 위해 에어챔버 및 기타의 장치를 

부착한다.

9) 저장조에 별도의 배관으로 상수도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지만, 우수배관과 급수계통의 배관과는 상호 연결해서는 안 된다.

10) 건물의 흔들림, 배관의 진동, 부동침하 등에 의한 변위의 흡수를 위하여 

그 변위에 대처하는 플랙시블 조인트 혹은 굴곡이음 등을 설치한다.

라. 오접합 방지

1) 빗물이용수의 배관설비는 타 용도의 배관설비와 절대 공용하지 않아야 

한다.

2) 빗물이용수의 배관설비는 외관상, 타 용도의 배관과 쉽게 구별될 수 

있는 표시, 형상, 색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관 외면에 빗물이용관

이라는 것을 알리는 표시를 해가면서 배관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배관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배관의 용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피복면과 

밸브 등에도 표시를 해두어야 한다.

4) 세면대, 수세기구 등과 같이 오음, 오용의 우려가 있는 급수기구에는 

주의를 촉구하는 표시를 해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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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급수 배관의 표시 예❙
배관종류 오접합 ․ 오사용 방지 대책(시공방법)

옥내은폐배관

 1. 배관작업 전에 관 표면에 착색도장을 한다.

 2. 노출방지용 재료를 씌운 후 1m 간격으로 지정색 테이프로 3회 

이상 감아준다

옥내노출배관
 1. 배관작업 전에 관 표면에 착색도장을 한다.

 2. 관 외부에 「빗물」을 표시한다.

옥외노출배관
 1. 배관작업 전에 관 표면에 착색도장을 한다.

 2. 관 외부에 「빗물」을 표시한다.

지중매설배관

 1. 배관작업 전에 관 표면에 착색도장을 하거나, 부식방지용 테

이프로 관을 감은 후 1m 간격으로 지정색 테이프로 3회 이상 

감아준다. 다만, 부식방지용 폴리에틸렌 슬립을 사용하는 경

우에는 불투명 또는 황색 폴리에틸렌 슬립을 고정시킨 후 지

정색 표시테이프를 1m 간격으로 3회씩 감아준다.

 2. 다른 배관과 오접합의 우려가 있는 지점에는 관의 매설지점을 

알 수 있도록 표시말뚝을 박아 둔다.

콘크리트 내 

매설배관
  배관작업 전에 관 표면에 착색도장을 한다.

유량계
 1. 유량계 본체 표면에 착색도장을 한다.

 2. 유량계 박스 위에 「빗물」을 표시한다.

밸브

 1. 밸브 손잡이에 착색도장을 한다.

 2. 밸브를 오작동시킬 우려가 있는 지점에는 표시판을 달아 「빗

물용 밸브」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3. 지중에 매설된 밸브의 덮개에 「빗물」표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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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역류방지

1) 토수공간의 확보

  상수급수관의 말단에 다음과 같은 토수공간을 두어야 한다.

근접 벽의 
영향이 

없는 경우
근접 벽의 영향이 있는 경우

1.7d'+5

1면의 벽이 있는 경우 2면의 벽이 있는 경우

벽으로부터의 거리 벽으로부터의 거리

3d이하 3d~5d 5d이상 4d이하 4d~6d 6d～7d 7d이상

3.0d' 2.0d'+5 1.7d'+5 3.5d' 3.0d' 2.0d'+5 1.7d'+5

자료: 환경부 연구보고서(2003): 빗물이용시설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주) 1. d : 토수구의 내경(mm), d' : 유효 개구부의 내경(mm)

    2. 토수구의 단면이 장방형인 경우에는 긴 변의 길이를 d로 한다.

    3. 만수 수면 위에 벽이 있는 경우에는 근접 벽으로 보지 않는다.

    4. 토수구의 단면이 만수 수면과 평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수구 단면 최하단과 만수 수면과의 

공간을 토수공간으로 한다.

2) 토수공간이 없는 경우

㉠ 원칙적으로 빗물이용수조의 수위로부터 150mm 이상의 공간을 두어 

진공파괴기(vacuum breaker)를 설치하여야 한다.

㉡ 대변기 및 유사 급수기구, 급수장치의 세정용 탱크의 볼탭, 살수전, 

세차용 빗물급수전 및 호스연결 급수전에는 진공파괴기를 부착

하여야 한다.

㉢ 빗물이용 급수관을 지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타 용도의 배관과 

일정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배관 등의 상하관계는 전기, 공기, 

상수급수, 빗물 급수, 중수, 통기, 하수의 순서에 준하는 것을 표준

으로 하며, 매설 깊이는 30cm 이상으로 한다. 

㉣ 빗물이용급수관이 타용도의 관로와 평행하여 매설되는 경우에는 

오접합 또는 손상의 방지를 위해 양자간 거리는 반드시 30cm 이상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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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계측시스템

1) 계측시스템의 경우 단속적으로 운전되는 빗물이용시설의 특성상 계측

오류의 발생이 잦으므로, 정도검사 및 유지관리 주기와 시기 등을 

정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2) 계측기기 개별 제품의 정도 관리 방법에 따른다.

3) 관리책임자를 두어 유지관리 주기와 시기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계측기 

이상 여부 및 문제 발생 시 대책을 사전에 수립해 두어야 한다. 

4) 계측 항목은 강우량 계측, 수온 계측, 수위 계측, 수질 계측, 유량 계측, 

압력 계측이 있다.

5) 계측시스템의 설계에서는 빗물이용시설의 각 단위 공정에 따른 계측

항목의 선정 및 계측방법의 선정이 중요하므로 다음과 같은 단위공정에 

따른 필요 계측 항목을 검토하여야 한다.

항목 집수 저류 처리 활용 침투

강우량 ◎ ◎ ◎

수  온 ◯

수  위 ◎ ◯

수  질 ◯ ◯ ◎ ◎ ◯

유  량 ◎ ◎ ◎ ◎

압  력 ◯ ◎

주) ◎ :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항목, ◯ : 수질조건이나 설비조건에 따라 필요한 항목

사. 제어시스템

1) 제어시스템은 빗물이용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또한 안전한 

운용과 운전관리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수질제어 : 약품류의 주입량 및 주입률에 대한 제어

㉡ 수량제어 : 유량, 수위 및 수압에 대한 제어

㉢ 기타제어 : 기계장치의 가동 및 정지 등의 시퀀스 제어

2) 원격감시 및 제어 시스템

㉠ 시설물의 가동상황 및 공정상태를 관리자에 제공하고,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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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관리 및 적절한 빗물이용시설의 공정 관리를 지원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시스템(설비, 표준 및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 시스템 이중화 및 자동 백업 시스템 등 확장성이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도록 한다.

㉣ 시스템의 안정 가동 및 관리 데이터의 보존을 위하여 전원의 주정

전화를 갖추도록 한다.

㉤ 시스템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는 경제성, 기술자의 유무, 설비의 

갱신 등을 검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 범용기술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신뢰성, 안정성, 기술의 연속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3) 원격감시 및 제어 대상의 우선순위 선정

㉠ 빗물이용시설의 규모, 운영 및 관리체제,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원격감시 및 제어 시스템의 구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 원격감시 및 제어 시스템은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화하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 설치 및 운영관리비용 면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므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단위공정별 제어 시스템의 도입여부를 검토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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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Ⅷ

빗물이용시설의 운영111

가. 일반 운영

빗물이용시설은 강우를 일시 저류하여 활용용도별 용수로 사용 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용시설과 빗물의 사용용도를 고려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1) 평상시에는 처리설비와 급 ․ 배수설비의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급수에 

필요한 운영을 하도록 한다.
2) 강우 시 에는 초기빗물을 분리 집수하는 경우는 미리 분리조를 비워두어 

초기빗물을 분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처리설비를 미리 점검하도록 한다.
3) 저류조가 만수위가 되었을 경우 집수되는 빗물을 월류하거나 차단 할 

수 있는 설비가 이상이 없는지 미리 점검하여야 한다.
4) 저류조의 수량과 수질은 수시로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온라인 

계측기를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 하도록 한다.

나. 계절 변화에 따른 운영

빗물이용시설에서 빗물을 저류 할 수 있는 시기는 봄철, 여름철, 가을철

로서 봄철에는 수질 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비가 오지 않은 겨울철과 

집중강우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수량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1) 봄철의 경우 황사가 발생한 후 집수된 빗물에는 탁도가 심하기 때문에 

여과 및 침전 등의 전처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처리가 불가피 할 경우 

배제하여 저류조의 수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2) 겨울철은 저류 할 수 있는 빗물의 양이 극히 적으므로 빗물을 미리 

저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한 수량은 상수도나 대체용수로 부족분을 

채워 사용하도록 한다.
3) 집중강우기인 7월~9월의 경우 빗물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경용수 및 청소용수 등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빗물이용량을 

증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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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의 유지관리222

가. 유지관리 원칙

1) 빗물이용시설은 빗물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2)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을 만들어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

가동 점검, 청소일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빗물이용시설의 일부가 고장 또는 노화에 의하여 일정기준의 수량, 

수질이 얻어지지 않을 때는 즉시 수리를 하여야 한다.

4) 빗물이용시설의 운영 관리자는 이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며 이상이 

발생될 경우 즉시 그 상황을 관계자에게 알리고 이것을 이용하는 

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안전위생

1) 빗물이용시설의 운전 및 보수점검에 따른 안전위생은 노동안전위생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다.

2) 빗물이용시설은 잘못하여 음용하지 않도록 주의 표시한다.

3) 빗물집수면은 빗물이용을 위한 집수면이라는 표시를 하여 깨끗하게 

관리되도록 한다.

예)

- 화장실내 : 이 화장실은 빗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사용장소 : 물을 마시지 마세요. 빗물을 재이용하고 있습니다.

- 집수장소 : 주의!  00를 더럽히지 마세요.  

           00에 내린 빗물은 깨끗하게 처리 후 재이용합니다.

4) 해충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장치를 

강구한다.

5) 청소 시 저장조를 비워 작업하는 경우에는 미리 유독가스, 질식성 가스 

등의 점검이나 산소결핍의 유무의 조사를 선행하고, 필요시 환기 등 

기타의 조치를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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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리항목 및 주기

빗물이용시설의 유지관리 내용, 점검 주기 등은 각 시설별로 다르며, 
집수장소 및 주변환경, 시설의 구조, 빗물의 용도 및 수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1) 유지관리상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청소문제, 냄새 및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지관리사항을 각각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고려

하여 검토하도록 한다(붙임 3 및 4 참조).
2) 관리개시 1~2년 후에 전체적인 관리내용을 재검토하여 이를 통해 

시설의 운영과 작동상의 안정성을 제고시키도록 한다.

라. 집수시설

1) 빗물 집수 장소는 지붕, 옥상 등의 집수 가능한 불투수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지붕 등 빗물 집수 장소는 주기적으로 청소하도록 한다.
3) 주기적으로 쓰레기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며, 낙엽이 많은 가을철에는 

수시로 청소를 실시하여 빗물받이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마. 처리시설

빗물이용시설의 처리시설은 빗물의 처리기능이 정상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슬러지 및 협잡물을 제거하도록 한다.
1) 여과형 시설의 유지관리

㉠ 처리시설 내 필터나 여재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 청소하도록 

한다.
㉡ 계량기를 주기적으로 검침하여 물 손실여부를 감지하도록 한다.
㉢ 여과시설의 여재 막힘, 곤충발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한다.

2) 침전형 시설의 유지관리 

㉠ 침전물의 저장능력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퇴적물 및 협잡물을 

제거하도록 한다.
㉡ 침전조에 빗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조치한다.

3) 소독설비의 유지관리

㉠ UV소독 시 램프의 오염상태, 수명을 수시로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 약품 저장탱크의 올바른 작동 여부를 상시 점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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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저류시설

1) 평상시와 강우 전 ․ 후에 정기적으로 점검, 보수, 개량, 청소 등을 실시

하도록 한다.
㉠ 저류조에 오염물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책을 검토하도록 

한다.
㉡ 저류조에 안전한 뚜껑을 설치하여 곤충 및 동물의 침입을 막도록 

하며, 조류의 성장을 막기 위해 햇빛을 차단시키도록 한다.
㉢ 저류조의 점검용 개구부나 출입구로 오물 또는 지표면의 유출수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 저류조는 주기적으로 점검 및 청소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내부의 

벽이나 바닥을 청소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2)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시설의 목적, 규모,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표식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사. 송수 ․ 배수시설

1) 급수밸브에서 물의 성상(냄새, 색, 부유물질 등)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시설 점검을 받도록 한다.
2) 동결 가능성이 있는 급수밸브, 배관, 펌프 등은 적절한 시간에 맞추어 

차단하거나 비우도록 한다.
3) 펌프 등 빗물급수기기 등은 붙임 3 빗물이용시설의 유지관리 점검 내용 

및 주기에 의해 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때 붙임 4 체크리스트에 

점검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아. 긴급 시 대책

1) 처리장치의 일부가 고장 또는 노화에 의하여 일정기준의 수량, 수질이 

얻어지지 않을 때는 즉시 수리를 하여야 한다.
2) 집중호우시에 빗물이 일시에 빗물저류시설에 유입되어 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빗물을 차단하고 하수도 등으로 배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정전 또는 수리 등에 의하여 빗물공급이 일시적으로 정지할 때는 즉시 

그 상황을 관계자에게 알릴 수 있는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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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의 지도 ․ 점검Ⅸ

대상시설111

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빗물이용시설로서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지도 ․ 점검222

가.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관내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 반기별 1회이상 정기 지도 ․ 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나.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지도 ․ 점검 대상시설의 관리333

가.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빗물이용시설에 대하여 운영관리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나. 운영관리대장에는 지도 ․ 점검결과,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고 향후 지도 ․  
점검 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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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 점검 사항444

가.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정기 ․ 수시 지도

․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빗물이용시설(집수, 여과, 저류조, 송배수시설 등) 시설 ․ 관리 기준 

준수 여부

2) 빗물이용시설의 위생과 안전 등에 필요한 조치 구축 사항

3) 시설의 개수 ․ 보수 등 개선명령, 기타 조치사항 이행 여부

4) 관련기관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5)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자가 작성하여야 할 관리대장 작성 여부

6)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여부, 청소일시 등 확인

지도 ․ 점검방법555

가.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지도 ․ 점검은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실시하되, 필요시에는 관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출입 ․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나. 지도 ․ 점검 시 당해 빗물이용시설 관계인을 입회시켜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도 ․ 점검결과 조치666

가.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관할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지도 ․
점검을 실시한 결과 빗물이용시설의 적정 운영관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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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개선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시행하여야 하며, 운영관리자에게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자체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개선계획의 이행여부를 다음 지도 ․ 점검 시에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한다.

나.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빗물이용시설 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 ․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 빗물이용시설과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적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으로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 운영하지 아니

하여 이행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과태료 1천만원 

이하(법제28조제1항제1호)
2)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으로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과태료 500만원 이하(법제28조제2항제1호)
3)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으로서 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과태료 300만원 이하(법제28조제3항제1호)
4)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으로서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 과태료 300만원 이하(법제28조제3항제2호)
5)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으로서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과태료 300만원 이하(법제28조제3항제3호)
6)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으로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과태료 100만원 이하(법제28조제4항제1호)

지도 ․ 점검결과 보고777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관내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 ․ 점검결과를 환경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시 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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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건축주 성명 전화번호

건축물 주소

건축물의 주 용도 건축 연면적(㎡)

지붕면적(㎡)

빗물 저류조 용량(㎥)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

빗물 이용 예정 수량(㎥/
일)

빗물 이용의 주 용도

빗물처리 용량(㎥/일) 빗물처리방법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수(민원실) 검토 결재 설치확인서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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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시설
설치자

주 소

성 명

연 락 처
(전화번호)

시설
설치 명세

시설 위치

시설 용량               ㎥

사용 용도

설치 비용              원

착공일 완료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시 장 ㆍ 군 수 ㆍ 구 청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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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빗물이용시설의 유지관리 점검 내용 및 주기

시설 점검내용
점검주기 청소

주기
비고

매월 6월 1년

집수

설비

1. 집수장소의 퇴적물 및 오물점검

2. 집수장소 주변으로부터의 유입 또는 유출 

유무의 점검

3. 집수시설(지붕, 인공지반슬래브)의 손상점검

4. 송수관 내 퇴적물, 오물의 침전조로의 유입, 

관로 누수점검

◯

◯

◯

◯

1~5년
청소주기는 주변

조건에 따라 변화

침전조

1. 침전조 내의 침전물, 부유물 점검

2. 곤충발생 상황 점검

3. 구조물 손상 점검

◯

◯

◯

2년

여과조

1. 여재상태, 침전율, 부유물의 점검

2. 곤충발생 상황 점검

3. 구조물 손상 점검

◯

◯

◯

2년

저류조

1. 침전물 점검

2. 경보장치 작동상태 확인

3. 구조물 손상 점검

4. 보급수의 설비의 작동 점검

5. 송수펌프의 작동 점검

6. 맨홀 및 방충망, 스크린 점검

◯

◯

◯

◯

◯

◯
1~5년

청소주기는 집수

장소, 침전조, 여

과조 설치의 유

무, 구조물 유지

관리상태에 따라 

변화

고가

수조

1. 침전물 점검

2. 경보장치 작동상태 점검

3. 구조물 손상 점검

4. 맨홀 및 방충망 점검

5. 송수관 등의 손상 점검

◯

◯

◯

◯

◯

2년

부속

장치

1. 수위계, 양수기, 역류방지밸브, 월류관의 점검

2. 소독설비 점검

◯

◯

이용설

비

1. 변기의 오염상태, 폐색 등 점검

2. 살수, 세정용의 오염상태, 급수전 부착부의 

점검

3. 조경시설의 오염상태, 조류, 벌레 발생여부 

확인

4. 유입관의 손상 점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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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빗물이용시설 유지관리 체크리스트(집수시설)

시 설 명 : ...................................................................................

점검일시 : ...................................................................................

조 사 자 : ...................................................................................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만족/불만족

특이사항/

조치사항「집수시설의 유지관리 사항」

 집수면 점검

 집수면의 손상

 집수면 퇴적물 및 오물

 루프드레인의 퇴적물 및 오물 □ □ □

 우수받이 퇴적물 및 오물 □ □ □

 집수면 주변으로부터의 유입/유출 유 ․ 무 □ □ □

 집수관로 점검

 집수관로의 손상 및 누수

 원수차단밸브의 상태

 집수관로의 퇴적물

 유입부 쓰레기 제거 □ □ □

 초기빗물 분리/처리 설비 점검

분

리

 /

배

제

 초기빗물분리설비의 손상

 초기빗물분리설비의 협잡물/퇴적물

 설계유량이상 강우의 월류 여부

 강우 전 빗물이 고여 있는지 여부 □ □ □

 꽃가루나 유류에 의한 영향 □ □ □

처

리

설

비

 초기빗물처리설비의 손상

 초기빗물처리설비의 협잡물/퇴적물

 설계유량이상의 강우의 월류 여부

 초기빗물처리설비의 여재 상태

 강우 전 빗물이 고여 있는지 여부 □ □ □

 꽃가루나 유류에 의한 영향 □ □ □

※ 청소상태 및 강우 점검사항은 수시로 확인 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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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 유지관리 체크리스트(저류시설)

시 설 명 : ...................................................................................

점검일시 : ...................................................................................

조 사 자 : ...................................................................................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만족/불만족

특이사항/

조치사항「저류시설의 유지관리 사항」

 저류조 구조물 점검

 저류조의 손상(파손, 누수, 부식 등)

 맨홀(덮개) 및 시건장치 상태

 방충망 상태

 주변부의 침식

 여유고의 유지 여부

 설계용량 이상의 강우 월류 및 차단 여부

 동결 및 동파 방지

 부속장치 점검

 수위계 및 유량계 상태

 수질 및 수온 센서 상태

 경보 장치 상태

 자동 밸브 상태

 보충수 급수 설비 연동 상태

 청소상태 점검

 저류조의 침전물 및 부유물  □ □ □

 꽃가루나 유류에 의한 영향  □ □ □

 벌레 및 유충의 발생 유 ․ 무  □ □ □

※ 청소상태 및 강우 점검사항은 수시로 확인 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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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 유지관리 체크리스트(처리시설)

시 설 명 : ...................................................................................

점검일시 : ...................................................................................

조 사 자 : ...................................................................................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만족/불만족

특이사항/

조치사항「처리시설의 유지관리 사항」

 처리시설 공통 점검 사항

 처리수의 유출량 변동 사항  □ □ □

 처리수의 수질 변동 사항  □ □ □

 약품, 여재, 물품 등의 보관 상태

 동결 및 동파 방지 여부(겨울철)

 여과형(Filter) 시설

 여과 시설의 손상

 여재의 공극 막힘 및 오염 상태

 여재 여유분의 재고 유 ․ 무(해당사항)

 급수/역세 펌프의 작동 상태(해당사항)

 침전형 시설

 침전조의 손상  

 벌레 및 유충의 발생 유 ․ 무  □ □ □

 강우 전 빗물이 고여 있는지 여부  □ □ □

 침전조의 퇴적물 및 협잡물  □ □ □

 소독 시설

 소독 시설의 손상

 약품 투입 펌프 상태(적정주입 여부)

 약품 여유분의 재고 유 ․ 무
 UV 램프의 상태(해당사항)

※ 청소상태 및 강우 점검사항은 수시로 확인 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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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 유지관리 체크리스트(송 ․ 배수시설)

시 설 명 : ...................................................................................

점검일시 : ...................................................................................

조 사 자 : ...................................................................................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만족/불만족

특이사항/

조치사항「송수 ․  배수시설의 유지관리 사항」

 송수 ․  배수 시설 공통 점검 사항

 토출구 수량 변동 사항  □ □ □

 토출구 수질 변동 사항  □ □ □

 보충수 급수 설비 연동 상태  □ □ □

 경보 장치 상태

 자동 밸브 빛 체크 밸브 상태

 수위계 및 유량계 상태

 비상 배수설비의 상태

 동결 및 동파 방지 여부(겨울철) 

 배관설비의 점검

 송수 배관의 손상(부식, 누수 등)

 보충수관과 빗물배관의 연결 상태

 배수 배관의 손상

 배수 배관의 퇴적물  □ □ □

 배수 배관으로부터의 역류 방지 여부  □ □ □

 펌프설비의 점검

 펌프설비의 손상  

 오일 및 그리스 상태  

 이물질 끼임 상태  

 장기간 정지 후 재가동 시 점검  

※ 청소상태 및 강우 점검사항은 수시로 확인 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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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적

Ⅱ. 적용범위

Ⅲ. 관련규정

Ⅳ. 중수도 설치 대상 및 신고

Ⅴ. 시설계획 수립 시 검토 사항

Ⅵ. 중수도 시설의 설계

Ⅶ. 중수도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Ⅷ. 오접합, 오사용 및 오음용에 대한 대책

Ⅸ. 중수도 시설의 지도 ․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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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목 적Ⅰ

중수도의 시설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용수량 산정, 폐수발생량 산정 

등 설치부문과 관련된 업무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중수도시설 운영 ․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적용범위Ⅱ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설치 ․ 운영사업에 적용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시설물 

및 각종 개발사업에 적용함

관련규정Ⅲ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중수도의 설치 ․ 관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재정지원 등)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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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도 설치 대상 및 신고Ⅳ

중수도시설 설치 대상111

가. 숙박업, 목욕장업, 대규모점포, 운수, 물류, 업무, 교정, 방송국 및 전신

전화국 등 건축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신축하려는 자는 

중수도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나. 건축 연면적이 6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중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중수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시설은 중수도 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또는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택지 · 산업단지 ·
도시 ·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은 중수도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1) 택지는 ‘택지개발촉진법’제2조1항에 따른 개발 · 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2) 공공시설용지는 ‘택지개발촉진법’제2조2항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6호(기반시설) 

 가. 도로 · 철도 · 항만 · 공항 · 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 · 공원 · 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 · 전기 · 가스 · 공급설비, 방송 · 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 ·

공급시설

 라. 학교 · 운동장 · 공공청사 · 문화시설 · 체육시설 등 공공 · 문화체육시설

 마. 하천 · 유수지(遊水池) · 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 · 공동묘지 · 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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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1. 어린이놀이터 · 노인정 · 집회소(마을회관을 포함한다) 기타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

 2. 판매시설 · 업무시설 · 의료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목의 시설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 시설

   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라. 원예시설 등 농업관련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4. 공공시설 등의 관리시설

3)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6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산업단지개발사업) 

 가. 공장 · 지식산업관련시설 · 문화산업관련시설 ·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 재활용

산업관련시설 · 자원비축시설 · 물류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 · 연구시설용지조성사업

 다. 산업단지의 효율증진을 위한 업무시설 · 정보처리시설 · 지원시설 · 전시시설 ·

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

 라. 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 · 문화시설 · 의료복지시설 · 체육시설 ·

교육시설 · 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바. 도로 · 철도 · 항만 · 궤도 · 운하 · 유수지 및 저수지건설사업

 사. 전기 · 통신 · 가스 · 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아. 하수도 · 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4)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제2조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관광단지는 ‘관광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지를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지역

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마. 기업도시개발사업,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시설물 또는 개발 사업도 

중수도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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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도시설의 설치신고 및 확인222

가.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는 공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설치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붙임 1〕의 서식에 의거 신고

하여야 한다.

나.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중수도 설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붙임 2〕의 서식에 의거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발사업에 대한 중수도 설치시기333

가. 관광단지 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중수도     

설치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일(2011. 6. 9)이후  

최초로 실시계획(또는 조성계획) 승인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최초 

실시계획(또는 조성계획) 승인 후 사업시행을 하기 전에 사업자의 필요에 

의해서 변경인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중수도 설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일(2011. 6. 9)이후 최초로 지형도면 승인을 받는 것부터 적용

한다. 다만, 지형도면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하기전에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444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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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계획 수립 시 검토 사항Ⅴ

특정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건물의 중수도 계획은 비교적 정확한 

자료에 기준을 두어 설계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정확한 기본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건축연면적 결정111

건축연면적 산정기준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의거「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따라서 중수도 설치 의무화 시설에 

대한 판단 여부는 건축허가서상에 명시된 건축연면적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사용수량의 결정222

가. 영업용, 업무용 건축물

숙박업, 목욕장업, 대규모점포, 운수, 물류, 업무, 교정, 방송국 및 전신 

전화국 등 건축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수도를 통하여 

공급받는 수량과 지하수 사용수량을 합산한 양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나. 공장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3 비고 제2호에 따라 산정한 폐수배출량

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폐수배출량을 

제외한 수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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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사업장의 규모별 구분) 비고 제1호 

 :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1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제2호 

 : 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

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용도별 수질기준 및 적용대상333

가. 중수도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도시 재이용수 : 도로 ․ 건물 세척 및 살수(撒水), 화장실 세척용수 등

2) 조경용수 : 도시 가로수 및 공원 ․ 체육시설 등의 잔디 관개용수

3) 친수용수 : 도시 및 주거지역에 인공적으로 건설되는 실개천 등의 수량 

공급용수

4) 하천유지용수 : 하천, 저수지 및 소류지(小溜池) 등의 수량유지를 위한 

공급용수

5) 습지용수 : 습지에 대한 공급용수

6) 공업용수 : 냉각용수, 보일러용수 및 생산 공정에 공급되는 산업용수

나.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은〔붙임 3〕과 같다.

다.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에 대한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중수도 설치 의무대상으로 2001년 9월29일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수도법 부칙〈제6499호, 2001.3.28〉제2조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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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신설된 물류시설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으로써 법 시행일(2011. 6. 9)이후 최초로 

신축 ․ 증축 ․ 개축되는 또는 재축하는 것부터 적용(동법 부칙 제2조(물 

재이용시설에 관한 적용례))

인원 구성444

가. 건물의 상주 인원 및 남여 구성비는 중수도 재이용 처리 장치의 규모를  

정하는데 기본이 되는 설계 조건이다.

나. 용도별 사용 수량 조사 결과에 의거 연 면적 당 상주(유동) 인원으로 

산정한다.

다. 중수도의 용도인 화장실의 사용 수량(세정수량)은 남녀 구성비에 의해    

다르다. 또한 남녀의 구성비는 빌딩의 성격에 의해 상당한 차이가 있고  

청사에 대해서도 같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조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수 종별555

가. 중수 원수로서는 잡배수(세면, 손씻는물, 끊인 물, 취사, 주방, 청소, 욕조), 

화장실 세정수, 냉동 · 냉각 배수를 생각할 수 있지만, 연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배수를 재이용 처리장치의 설계 수량으로 할 필요가 있으므로, 

화장실 세정수, 세면 · 손 씻는 물, 바닥 청소 수, 주방 등 4가지 용도의 

배수를 원수로 한다.



물 재이용시설 설치․관리 통합 가이드 북

48

나. 어느 용도의 배수를 원수로서 선택하는 가는 수량 · 수질의 안정성, 용도, 

사용형태, 처리기술,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처리 공정 선정 시 고려사항666

가. 중수도시설의 계획 시에는 각 시설의 방식, 설계제원 및 배치 등에 대하여 

합리성, 안정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나. 각 시설의 계획+ 시에는 각 시설의 기본조건을 검토하고 몇 가지 대안을  

설정하여 각각의 건설비 및 유지관리비를 기초로 급수 원가를 산출함과  

아울러 그 시설의 합리성 및 안정도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계획을 설정

하여야 한다. 시설별 기본 계획시 검토항목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검 토 항 목

처리시설계획

         처리방식의 선정

         시설의 위치 및 배치

         시설의 설계제원

송배수시설계획

         송배수방식의 선정

         송배수관로의 배치

         시설의 설계제원

이용설비시설계획
         급수방식의 선정

         설계제원의 검토

다. 중수도시설의 구조 및 재질은 수압, 토압 및 그 밖의 하중과 외력에 

대하여 충분한 내력과 방수성이 있어야 하며, 하수계의 중수는 일반적으로 

부식성이 강하므로 시설의 내식(耐蝕)에도 충분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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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수립시 검토순서❙

사회적 조건의 검토
중수도의 필요성 검토

공급대상, 구역의 설정

용도의 설정

공급양의 산출

원수의 설정

원수량 ≧ 공급

처리방식의 설정

수질기준에 적합한가?

급배수방식의 설정

유지관리방식의 설정

종합평가
(합리성, 안정성)

기 본 계 획

NO

NO

NO

YES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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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도 시설의 설계Ⅵ

재처리시설111

사용된 물을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기에 적합한 

수질로 다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가. 전처리공정

전처리공정은 주 처리 공정 중에 장해가 되는 원수중의 불순물 제거 및 

원수의 유입유량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공정으로 스크린, 파쇄기, 침사지, 
유량조정조 등과 같은 단위공정이 포함된다.
1) 스크린

원수 중에는 여러 가지 협잡물의 혼입이 예상되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한 스크린이 필요하다. 스크린의 기능이 유효하게 발휘하지 않으면 

펌프, 배관, 수로에서 폐색 등의 트러블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처리장치의 기능저하를 가져오게 되므로 원수의 종류별 처리 플로우에 

적응하여 각종 스크린을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스크린은 폐수중의 

협잡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지만 제거할 협잡물의 크기에 따라 굵은 

스크린, 가는 스크린, 미세 스크린을 이용한다. 
㉠ 스크린은 장기간 운전에 의한 고장이 일어나기 어려운 견고한    

구조로 한다.
㉡ 굵은 스크린은 원수중의 큰 협잡물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

로 그 눈금폭의 유효간격은 50mm 정도로 한다. 
㉢ 가는 스크린은 눈금폭의 유효간격을 20mm 정도로 한다. 
㉣ 가는 스크린은 원수의 종류에 따라서 굵은 스크린의 후단에 설치

하거나 단독으로 설치하며 자동 스크린이나 파쇄기 등의 고장 시에 

예비 스크린으로 설치한다. 
㉤ 미세 스크린의 유효간격은 1~2.5mm 정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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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 스크린은 자동적으로 스크린 찌거기를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원칙적으로 유효간격이 5mm이하인 경우 자동적으로 스크린 찌꺼기를 

제거 할 수 있는 구조의 바이패스 스크린을 설치한다.

㉧ 스크린 찌꺼기의 제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찌꺼기 제거장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2) 파쇄기

㉠ 파쇄기는 장시간의 운전에 의한 고장이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로 

한다.

㉡ 파쇄기는 가는 스크린을 갖춘 부수로(副水路)를 설치한 구조로 한다.

3) 침사지

침사지는 원수중에 포함된 모래를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스크린의 앞에 설치된다. 

㉠ 침사지의 유효용량은 시간 최대 오수량의 1분간정도로 한다.

㉡ 폭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유효용량을 시간 최대 오수량의 3분간 

정도이상으로 한다.

㉢ 원칙적으로 침사지에는 배사장치를 부가한 모래 저류기를 설치한다.

4) 유량조정조

㉠ 유량 조정조의 유효용량은 유입되는 원수를 일시 저장하여, 필요한 

수량을 24시간 균등하게 이송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한다.

㉡ 원수를 정량적으로 이송시키고 계량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 한다.

㉢ 조내를 충분히 교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 유효수심은 약 1m이상으로 한다.

㉤ 원수를 이송하는 펌프는 2대이상 설치하여 1대는 예비로 한다.

나. 주 처리 공정

주 처리 공정은 전처리공정에서 제거되지 않은 미세한 부유물질, 용존성 

유기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주로 활성슬러지법, 접촉산화공정, 

생물여상법 등과 같은 생물학적 처리공법과 막을 이용한 처리공법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수도 시설은 하수 및 폐수처리 시설에 

비해 규모가 적으며 소형인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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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물학적 처리방법

㉠ 활성슬러지법

대표적인 호기성 부유성장식 공정으로 미생물과 오 ․ 폐수의 혼합액 

내에서 미생물이 부유상태로 성장하면서 오 ․ 폐수내의 유기물을 

분해하여 이용 가능한 유기물로 만든 후 새로운 세포나 최종생성물로 

전환시키는 공정이다. 
① 표준활성슬러지법의 HRT는 6~8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② MLSS 농도는 1,500~2,500mg/L를 표준으로 한다.
③ 반응조의 형상은 장방형 혹은 정방향으로 하고 폭은 수심의 

1~2배 정도로 한다.
④ 포기조의 유효수심은 표준식은 4.0~6.0m를, 심층식은 10m를 

표준으로 한다.
⑤ 여유고는 표준식은 80cm 정도를, 심층식은 100cm 정도를 표준

으로 한다.
⑥ 포기조에는 유입하수량, 반송슬러지량 및 공기량을 계측할 수 

있는 계측제어설비를 설치한다.
⑦ 산기장치로는 산기판, 산기관, 산기노즐을 사용한다.

㉡ 접촉산화공정

살수여상법과 같이 부착성 미생물에 의한 처리법의 하나로서, 
플라스틱제의 벌집 형상 또는 망형상의 튜브 집합체를 포기조내에 

용적비 40~60% 충진하여 블로워에서 공급되는 산소에 의해 미생물이 

충진재 표면에 번식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① 접촉 산화조는 유입수가 하나의 구획에서 다음 구획에 순서대로 

흘러 가도록 하여 오수의 단락을 정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② 접촉 포기조의 유효수심은 1.5m이상 5m이하로 한다.
③ 접촉 포기조의 유효 용량은 일 평균 오수량의 1일분 이상이 

체류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④ 접촉재의 충전율은 접촉 산화조 유효 용량의 55%이상으로 한다.
⑤ 접촉재는 수류에 대한 저항이 적고, 또한 그 표면은 생물막이 

부착되기 쉽고 부착된 생물막에 의해 용이하게 폐색되기 어려운 

형상을 가진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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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장시간 운전에 의한 고장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견고한 기구를 

가진 산기식 폭기장치 또는 기계 교반식 포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폭기장치는 필요한 유속으로 접촉재내를 통과하여 생물막과 접촉

하면서 용존산소를 1mg/L이상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

으로 한다.
⑧ 폭기조에는 거품발생 및 비산을 방지하는 거품 제거 장치를 

설치한다.
㉢ 회전판접촉법

본 법은 플라스틱을 형성 가공한 원판 수십매에서 수백매를 

20~30mm간격으로 고정시켜 주속 매분 20~25mm정도로 완만하게 

회전시킨다. 이 경우 원판의 표면적의 약 30~50%가 물속에 침지  

되도록 설치한다.
① 회전판 접촉조는 3실 이상으로 구분하여 유입수가 하나의 구획

에서 다음의 구획으로 순서대로 흐르도록 하여 오수의 단락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② 회전판 침지부의 유효용량은 하루 평균 오수량의 1/4이상 체류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한다.
③ 회전판은 판 상호간의 간격을 20mm정도 이상으로 하고 변형

하지 않는 강도와 내식성을 가지며 경량으로 생물막이 부착되기 

쉬운 구조로 한다.
④ 회전판 표면적 1m2에 대한 하루당 회전판 접촉조의 유입수의 

BOD는 5g정도 이하로 한다.
⑤ 회전판의 침지율은 40%정도로 한다.
⑥ 회전판의 구동 장치는 장시간 운전에 의한 고장이 일어나기   

어려운 단단한 기구를 가진 구조의 것으로 하고 회전판의     

회전시에 있어서의 주속은 20m/분 이하로 한다.
⑦ 조의 밑바닥은 회전판과의 간격을 회전판 직경의 대략 10%   

정도로 하는 등 슬러지가 퇴적되기 어려운 구조로 한다.
㉣ 호기성 여상법

본 법은 3~5mm정도의 접촉여재를 충전시킨 여상의 상부에 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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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전지 유출수를 유입시켜 여재를 통과하는 사이에 여재의 표면에 

부착된 호기성 미생물로 하여금 유기물의 분해와 SS의 포착을 

동시에 행하게 하는 처리방식이다.
① 호기성 여상조는 폭기 장치가 충분하게 기능을 발취하여, 유입수 

또는 세정수가 여상내를 균등하게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② 여과조의 깊이는 유입수 BOD가 30mg/L 일때는 2m정도로 하고 

유입수 BOD가 20mg/L 일 때는 1m 정도로 한다.
③ 여과의 재질은 필요한 강도를 가지고 오수에 의해서 침식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여과재의 크기는 10~20mm정도로 한다.
④ 폭기 장치는 해당 여상조 유출수속의 용존 산소를 1mg/L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한다.
⑤ 세정장치는 물 및 공기에 의한 것으로 하고 충분한 세정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처리수조는 물 세정에 필요한 용량을 가미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세정수조를 설치한다.
2) 막 이용 처리방법

㉠ 한외여과법(UF: Ultra Filtration)
① 한외 여과장치의 모듈은 평막형, 스파이럴막형, 중공사막형, 또는 

관상막형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 한외 여과 장치 처리수의 회수율은 해당 장치 유입수의 수질에 

따라서 정하지만 50%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③ 한외 여과 장치에는 막 오염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막면을 세정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④ 한외 여과 장치의 유입수는 잔류 염소가 0.5~1.0mg/L가 되도록 

염소제를 주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수온은 30℃이하로 하고 

pH는 6~7정도로 한다.
⑤ 한외 여과 장치에의 공급펌프는 장기간 운전에 의한 고장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견고한 기구를 가진 것으로 하고 조작 압력은 

각 모듈의 종류마다 필요 수량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⑥ 한외 여과 장치에의 여과수는 필요에 따라서 pH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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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한외 여과 장치에서 발생하는 농축수는 하수도 방류 또는 별도 

처리한다.
㉡ 역삼투법(RO: Reverse Osmosis)

① 역삼투 장치의 모듈은 한외여과 장치에 준한다.
② 역삼투 장치 처리수의 회수율은 한외여과 장치에 준한다.
③ 역삼투 장치에 이용하는 막의 성능은 그 염 배제율(탈염률)이 

30%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④ 역삼투 장치에는 정기적으로 막면을 세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⑤ 역삼투 장치의 유입수는 잔류 염소가 0.5~1.0mg/L가 되도록 

염소제를 주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수온은 30℃이하로 

하고, pH는 6~7정도로 한다. 
⑦ 역삼투 장치의 공급 펌프는 한외여과 장치에 준한다.

다. 후처리공정

후처리공정은 중수로서의 수질을 조정하기 위하여 미세한 입자나 잔류 

유기물 등을 제거하기 위한 공정 및 처리수 중의 병원균을 소멸하고   

슬라임의 발생억제를 위한 공정으로 구성된다. 후처리공정의 단위공정으로는 

침전지, 응집시설, 여과 및 활성탄 흡착, 소독 등의 공정이 포함된다.

1) 침전지

㉠ 슬러지를 원활하게 수거하여 배출하고 동시에 침전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하여 슬러지 수거기를 설치한다.
㉡ 호파의 유효 수심은, 호파부 깊이의 2분의 1정도까지로 하고 호파의 

경사는 수평면에 대해 60도 이상으로 하고 그 표면은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또 호파부의 1변 또는 직경의 치수는 30cm이하로 

한다. 호파형 침전조에의 유입수는 조의 중심부에 유입시켜 조의 

전주(全周)에서 유출하는 구조로 한다.
2) 응집시설

㉠ 응집조에는 기계식으로 종형 또는 횡형의 플로큘레이터를 설치한다.
㉡ 응집조의 유효용량은 일 평균 오수량의 10분~30분간의 오수량으로 

한다.
㉢ 평균 오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응집조를 2실로 구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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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과

여과조는 후처리에 사용하여 유출수의 SS를 제거하기 위해 설치한다. 
여과 방식은 수류 방향에 따라, 하향류식, 상향류식, 수평류식 등이 

있다. 배수 재이용 용수 장치에서는 규모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하향류식과 상향류식이 적합하다.
㉠ 하향류 여과조

① 하향류 여과조의 여과 방식은 중력식 또는 압력식으로 하고, 
여과층은 고정상식, 이동상식으로 한다. 

② 하향류 여과조는 장시간 운전에 의한 고장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견고한 기구를 가진 구조로 한다.
③ 여과속도는 여과조 유입수의 부유 물질농도, 여과조의 부유물질 

포착량, 여과 계속시간에 의해 정하지만 1일당 평균처리 수량에 

대해 단층 여과의 경우 약 4m/hr이하, 이층여과의 경우 6m/hr 
이하, 다층 여과의 경우 약 8m/hr 이하로 한다.

④ 여과 계속 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⑤ 여과층은 층 유지를 위한 지지바닥을 빼고 단층, 이층 및 다층

으로 하고 여과재는 여과모래, 여과용 안트라사이트, 인공 여과재 

및 여과용 자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⑥ 여과층의 두께는 600mm 정도로 하고 여과모래의 입자 지름은 

0.5mm에서 1.2mm정도로 하며 여과모래의 균등계수는 1.4정도로 

한다.
⑦ 일층의 여과층을 이층 또는 다층으로 할 경우에는 여과모래위에 

안트라사이트, 인공 여과재를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하는 

여과재의 두께는 각 300mm정도로 한다.
⑧ 지지재의 두께는 약 300mm이상으로 한다.
⑨ 하부 집수장치는 다공관, 스트레이너, 다공판, 다공 블록에 의한 

것을 사용하고 여과수의 집수와 세정시의 세정수의 배수를 함께 

갖춘 것으로 세정수를 여과층에 거의 균등하게 배수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⑩ 여과층의 세정은 여과수에 의한 자동 세정 방식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공기 세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세정은 타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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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여과층의 손실 수두에 의한 자동 세정 및 수동세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⑪ 세정 속도는 여과재의 입자 지름, 종류, 여과층의 두께, 세정 

방법 등에 의해 다르지만 30~60m/hr 정도로 한다. 또한 공기 

세정을 할 경우는 30m/hr 정도로 한다.
⑫ 이동상식 여과조에서는 여과재를 에어 리프트 펌프나 다이어프

레임밸브 등을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여과층에서 제거하여 이것을 

여과조 밖 또는 여과조내 세정 구획으로 이끌어 연속적으로 

세정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 상향류 여과조

① 상향류 여과조의 구조는 하향류 여과조에 준한다.
② 여과 속도는 하향류 여과조에 준한다.
③ 여과층 및 여과재는 하향류 여과조에 준한다.
④ 여과층의 두께는 900mm, 여과모래의 입자지름은 0.8~2.0mm정도로 

하고 여과모래의 균등 계수는 1.4정도로 한다. 
⑤ 일층의 여과층을 이층 또는 다층으로 할 경우에는 여과모래의 

밑에 중간 모래, 작은 자갈, 중간 자갈 등을 추가함으로써 

추가하는 여과재의 두께는 각 300mm정도로 한다. 여과재는 

여과층에 대해 유입수가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깐다.
⑥ 지지층의 두께는 300mm이상으로 한다.
⑦ 하부 배수 장치는 하향류 여과조의 하부 집수 장치에 준한다.
⑧ 세정 방식은 하향류에 여과조에 준한다. 단 공기 세정, 기액 

세정, 살수공정을 자동 세정 공정에 넣어 여과층 심부까지 

충분히 세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활성탄 흡착

  활성탄은 유입수 중의 유기물, 색, 악취나 계면 활성제 등의 제거에 

유효하다.
㉠ 입자 상태 활성탄 처리 장치

① 입자 상태 활성탄 처리 장치에 사용하는 활성탄은 원료를 야자

껍질, 석탄 등으로 제조한 활성탄을 이용한다.
② 활성탄 흡착탑은 하향류의 경우 고정상식 또는 이동상을 상향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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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고정상식, 이동상식, 팽창상식 또는 유동상식 중 어느 

것을 이용한다.

③ 활성탄 흡착탑에 통수방식은 중력식 또는 압력식으로 한다.

④ 활성탄 흡착탑에 통수 속도는 고정상식, 이동상식, 팽창상식일 

경우 공간 속도(SV)를 2~4정도로 한다. 

⑤ 활성탄 충전 및 누출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활성탄은 

가능한 한 써서 닳아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⑥ 탑 상부의 프리 보오드는 활성탄이 역세 등으로 팽창되어도   

탑 밖에 유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높이를 확보하는 것으로 한다.

⑦ 하부 집수 장치는 다공관, 스트레이너, 다공판, 유공 블록에 의한 

것으로 하고 활성탄 처리수의 집수와 역세시의 역세수의 배수 

장치로서 역세수를 활성탄 충전층에 거의 균등하게 배수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⑧ 활성탄 흡착탑에 사용하는 재질은 장시간 운전에 의해 마모나 

부식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 분말 상태 활성탄 처리 장치

① 분말 활성탄 처리 장치에 사용하는 활성탄은 원료를 야자껍질, 

석탄 등으로 제조한 활성탄을 이용한다.

② 분말 활성탄과 유입수를 접촉시키는 방법은 기계 교반, 공기교반, 

수류 교반 등으로 한다.

③ 분말 활성탄을 물에서 분리하는 방법은 침전법, 여과법, 사이

클론법 등을 이용한다.

④ 분말 활성탄과 유입수 접촉 시간은 30~60분 정도로 한다.

⑤ 분말 활성탄의 주입은 건식 또는 습식 주입법으로 한다.

5) 소독

소독은 화학적 첨가제를 이용하는 살균 방법과 물리적 살균에 의한 

방법으로 구분되나 화학적 살균제를 투입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화학적 소독시 사용되는 약품으로는 염소, 브롬, 요오드 등이 

있으나 이중 염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 밖에도 오존소독도 

소독공정에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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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염소처리

   염소처리는 중수의 소독, 슬라임 제어 및 조류발생방지 외에 

암모니아성 질소의 제거, 유기물의 산화, 철 및 망간의 제거 등의  

목적에 이용된다.
㉠ 염소 주입량은 주입률과 재이용 수량에 의해 결정한다. 염소 

주입률은 재이용수 수질 기준의 대장균 군수를 만족 하도록 

결정한다.
㉡ 소독조의 유효용량은 소독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용량으로 

한다.
㉢ 소독조는 유입수가 단락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 염소제는 유입수의 수질, 수량, 안전성, 조작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한다.
㉤ 염소제의 저류 용량은 수량, 관리 빈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한다.
㉥ 염소 주입기는 재이용수의 잔류 염소 농도, 대장균 군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이것에 의해 주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것

으로 한다.
㉦ 염소 주입기, 저류조, 배관, 밸브 등은 장시간 운전에 의한 

고장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견고한 구조로 하고 내식성을 가지는 

재질로 한다.

(2) 오존 처리

   오존처리는 THMs와 HAAs의 전구물질을 저감시키는 전처리 

산화제로는 물론이고 염소보다 훨씬 강한 오존의 산화력을 이용한 

대체소독제로서 소독과 함께 맛 · 냄새물질 및 색도의 제거, 소독

부산물의 저감 등을 목적으로 한다.
㉠ 오존처리설비는 오존 발생기, 오존 접촉조(반응조) 및 비오존 

설비로 구성되며 각 장치는 오존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오존이 새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 오존이 접촉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의 재질은 오존에 

대하여 충분한 내력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
㉢ 오존발생기는 필요한 오존량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을 선정하고 

제어방식을 고려하여 발생기 개수 및 1개당의 발생용량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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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오존 발생기에는 적정한 공기 또는 산소 예비처리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오존접촉조는 오존처리에 필요한 접촉시간을 갖고 있어야 하며 

효과적으로 오존이 이용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 오존접촉조로부터의 배기 등 오존을 함유하고 있거나 함유 할 

가능성이 있는 공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오존제거 설비를 설치

해야 한다.
㉥ 오존처리설비의 제어방식은 처리수량, 오존요구량에 따라 적정한 

오존량이 주입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곳에서 오존량을 

측정하거나 샘플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오존의 주입량은 원수에 대해서 5~10g/m3을 표준으로 하지만, 

처리 대상수에 맞추어 실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라. 최소한의 설치기준

원수의 수질특성, 처리공정별 처리효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의 

설치기준을 제시한다. 유입수의 수질 및 오염부하에 따라 처리공정 중 

일부가 생략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비록 처리공정중 일부가 생략되더라도 

당해 중수처리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처리수의 수질이 중수수질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중수처리시설로 인정한다.

1) 주처리공정으로 생물학적 처리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 전처리공정 : 스크린, 유량조정조

㉡ 주처리공정 : 생물학적 처리공정(활성슬러지법 등)
㉢ 후처리공정 : 침전조, 여과공정, 소독공정

원수 전처리

장치
조정조

생물학적

처리장치
살균

재이용

2) 주처리공정으로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 전처리공정 : 스크린, 유량조정조

㉡ 주처리공정 : 응집반응조

㉢ 후처리공정 : 침전조, 여과공정, 소독공정

원수 전처리

장치
조정조

물리화학적

처리장치
살균

재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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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처리공정으로 막을 이용하는 경우

㉠ 전처리공정 : 스크린, 유량조정조

㉡ 주처리공정 : 막처리공법(MF, UF, RO등)

㉢ 후처리공정 : 소독공정

원수 전처리

장치
조정조 막처리 살균

재이용

송 ․ 배수시설222

처리된 중수를 사용처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송 ․ 배수시설이 

필요하다. 송배수시설이란 처리된 중수를 송수, 저류하고 급수구역

으로 배분하는 시설로서 송수펌프, 송수관, 배수탱크, 고가탱크, 

배수펌프, 배수관 등이 있다.

가. 송 ․ 배수시설

1) 배관 : 배수관, 송수관, 상수도관

2) 탱크 : 배수탱크, 고가탱크

3) 펌프 : 송수펌프, 배수펌프

나. 중수처리수의 공급방식

중수처리수를 이용시설로 이송하기 위해서는 처리장의 위치, 이용설비의 

설치위치 등에 따라 다양한 시설이 사용되며, 배수탱크, 고가탱크, 배수관, 

송수관, 펌프 등으로 구성된다.

1) 중수처리시설 → 배수탱크 → 펌프 → 배수관 → 이용시설

2) 중수처리시설 → 배수탱크 → 펌프 → 송수관 → 배수탱크 → 펌프 

→ 압력탱크 → 배수관 → 이용시설

3) 중수처리시설 → 펌프 → 송수관 → 배수탱크 또는 고가탱크 → 배수관 

→ 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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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수공급 시 고려사항

1) 원활한 중수공급을 위해서는 상수관을 배수탱크에 연결할 필요가 있다. 

중수도의 원수인 생활 잡배수는 계절별, 시간별 유량변동이 심하여 

원수공급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필요한 양만큼의 

중수의 생산 및 공급이 어려워지므로 부족한 수량을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도관의 연결이 필요하다.

2) 송 ․ 배수를 위해서는 배관시설, 탱크시설, 펌프 등이 반드시 필요하나 

사용되는 배관 및 탱크시설의 종류는 건축물의 설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라. 최소한의 설치기준

송 ․ 배수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설치기준은 배관, 탱크, 펌프시설에 대하여 

각각 하나 이상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중수도의 사용 수량에 대하여는 

법적인 근거에 의거하여 사용량이 결정됨을 고려하여 중수의 사용수량을 

검토하기 위한 유량계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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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도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Ⅶ

중수도시설의 유지관리 목적은 시설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목적에 적합한 중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용도에 적합한 처리수를 얻을 수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시설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기치 않은 사고 등에 대비해 보수 및 복구용 자재나 기구 등을 

항상 준비하는 외에 인원의 동원, 홍보, 보수업자의 수배 등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계획을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실태를 일보, 월보 용지에 

정확히 기록하고 적절한 장소에 보관해 두어야 한다. 운전관리인원은 

규모, 처리공정 및 운전관리 내용에 따라 적절히 배치한다.

운전관리111

가. 처리시설

1) 용수별 수질기준을 정확히 달성하고, 아울러 안전한 이용수량의 확보에 

노력한다.
㉠ 유지관리는 일 단위, 주 단위, 월 또는 년 단위로 행한다.
㉡ 전처리시설의 관리로서 스크린 청소, 활성슬러지법에서의 폭기

상황, 반송슬러지량의 검사, 수질시험 : 1일 또는 2일에 1회 정도 

작업

㉢ 조정조의 폭기 및 교반 상황의 점검, 응집침전의 약품 조정 : 
주 1회 작업

㉣ 여과장치의 여층 점검 : 년 1회 내지 수 회 정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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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실태를 일보, 월보용지에 

정확히 기록하고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운전관리 요원의 배치는 규모, 처리공정의 내용 및 운전관리의 

내용에 따라 적절히 배치한다.

2) 각 시설의 운전관리는 정기적인 보수점검을 행하고 사고방지를 도모

한다.

㉠ 중수처리시설인 급속여과시설, 활성탄흡착시설, 오존처리시설, 염소

처리시설, 펌프시설, 배수탱크, 배관시설 : 정기적인 보수점검

㉡ 스크린의 막힘, 염소살균의 약품 부족, 활성탄층의 막힘 : 일반적

으로 복구가 용이(정기점검 충실)

㉢ 조정조의 산기관 막힘, 퇴적물의 발생, 여과층의 Mudball 발생, 활성

슬러지법의 경우 폭기조 산기관의 막힘, 벌킹 : 복구에 전문기술을 

요함(외관점검과 수질검사로 판단) 

나. 송 ․ 배수시설

배수시설의 사고는 단수 등의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므로 평소 시설에 대한 

점검 및 보수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특히 배수펌프의 운전, 배수관의 

제수밸브 조작 등의 배수조정은 필요한 수량을 적당한 수압으로 능률적

이고 확실하게 급수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누수방지에도 효과적이다.

1) 배수지 관리

㉠ 외부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관계자 이외에 함부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며 맨홀, 검수구 등에는 자물쇠를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배수지의 내부에 침전물이 쌓인다든가 오염된 경우는 배수지를 

비우고 청소하여야 한다. 

㉢ 배수지는 정기적으로 누수가 생기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수위계, 유수계, 경보장치, 혹은 자동 운전장치는 정확히 작동하도록 

항상 정비 점검해야 한다. 

㉤ 자주 사용하지 않는 밸브류 등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강판제 

탱크의 경우에는 내외면에 녹이 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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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수관 관리

㉠ 도면에는 동일노선에 이설되어 있는 수도관이나 공업용 수도관 및 

기타 이설물도 함께 기입해 두어야 한다. 또 배수관의 신설, 개량, 

증설 등을 할 때에는 신속히 도면에 기입 또는 정정해야 된다.

㉡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량 배분과 수압의 균등화를 

도모하고, 시설을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배수

조정을 한다. 배수조정은 급수구역에서 거의 비슷한 수압을 급수

할 수 있도록 밸브조작 등을 하도록 한다. 너무 수압이 높으면 

오히려 사용에도 효과가 없거나 누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주의

해야 한다.

㉢ 관로는 정기적으로 순찰하여 누수 등의 이상의 유무를 조사하도록 

한다. 동절기 배관 등의 노출부에 대해서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해 

둘 필요가 있다. 다른 공사에 의해 배수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관의 

방호방법, 시공방법 등을 검토함과 동시에 시험굴착을 행하여 

배수관의 위치를 확인시키도록 한다.

㉣ 일반적으로 하수계의 중수는 수돗물이나 공업용수에 비해 부식이나 

스케일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배수관에는 내식성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며, 만일 녹에 의한 퇴적물이나 스케일이 발생했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배수펌프의 관리

㉠ 설치된 배수펌프의 운전, 조작, 점검, 정비, 수리 등의 기준 및 

보안에 관한 규칙을 작성하여 담당자 전원이 어떤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 펌프의 운전에 필요한 관로의 수압, 수량, 수위 등의 지시계는 

감시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 펌프에 대한 관리대장을 구비하여 점검기록이나 수리기록 등을 

기입해서 고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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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관리222

중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때 소기의 수질을 얻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방법에 의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중수로 사용

되는 원수는 시간적인 수질변동과 수량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수질 및 

수량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기능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는 대장균군수, 잔류염소, 탁도, BOD, 냄새, pH, 색도, 

화학적산소요구량(CODMn)등이 있으며, 이외에 원수의 수질에 따라 

처리대상으로 하는 수질항목에 대해서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중수는 

이용 용도에 따라서 요구되는 수질이 다르기 때문에 중수가 요구하는 

목적에 적합한 수질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 또는 임시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정기수질검사

1)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안정성 및 수질 등을 분기

별로 검사하여야 한다.
2) 정기적인 관측지점으로서 급수설비 말단부에 대하여 중수도 수질기준에 

언급된 수질항목 전체에 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나. 임시수질검사

1) 원수의 수질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

2) 중수처리시설의 기능이 저하된 경우

3) 급수되는 중수가 수질목표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상기의 검사는 수질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서 채수한 시료에 

대해 검사하고 검사항목은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선정해서 실시

다.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 방법

1)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는 『환경분야 시험 ․ 검사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 

연구원,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이 측정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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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질검사 방법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및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준하여 실시한다.

라. 검사결과의 기록 ․ 통보 및 보존

1) 중수도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중수도의 수질검사 결과를 특별자치  

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중수도의 수질검사 결과는 수질검사서를 첨부하여〔붙임 4〕의 양식에 

따라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수질검사결과는 일상의 유지관리, 시설의 개선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슬러지의 처리 ․ 처분333

가. 위생적 처리

어떤 형태이건 처리과정에서는 슬러지 생성이 필연적이며, 보통 소규모로 

운전하는 중수처리 시설에서는 용도에 적합한 수처리 공정의 선택과 아울러 

슬러지의 처리 방안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처리공정의 슬러지 

발생은 스크린, 생물처리장치, 응집처리, 부상처리, 여과지 등에서 생성된다. 

응집처리방식에서는 어떠한 형태이건 첨가한 응집제의 양만큼 슬러지 

발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생물법보다 불리하다. 처리과정에서 생성된 

슬러지는 양의 문제와 함께 위생적인 면에서 문제가 발생된다. 이 발생 

슬러지를 탈수해서 케익으로 처분한다 해도 탈수설비 주변의 악취 문제 

등 위생면에서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탈수처리

스크린 찌꺼기는 한군데 모아 물을 뺀 후 폐기처분하든지 슬러지 저류조에 

넣어서 일정 기간 저류 후 슬러지와 함께 반출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생물처리공정의 잉여슬러지나 화학슬러지는 함수율이 높기 때문에 농축

후 탈수한다. 슬러지 농축장치에는 중력식 농축기, 가압부상에 의한 농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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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원심력에 의한 농축기 등이 있다. 중수도용 처리 장치는 보통 장치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농축장치의 탈리액을 처리장치로 되돌리는 경우에는 

슬러지 회수율을 높일 수 있으므로 비교적 깨끗한 탈리액을 얻을 수 있도록 

슬러지 농축장치를 선택해야 한다. 별도의 탈수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소규모시설에서는 슬러지처리를 대행업소에 위탁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처리장치의 규모가 큰 경우는 슬러지 탈수설비를 갖추어서, 농축 슬러지를 

탈수해 탈수케이크로 처분한다. 탈수기에는 벨트 프레스형, 원심분리기형, 

필터 프레스형 등이 있고, 처리슬러지량과 목표로 하는 탈수케이크의 

함수율 등에 따라 가장 적합한 형식의 탈수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및 기타 유의사항444

중수도를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안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중수 수질 악화 등의 불의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즉, 중수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일부가 고장 또는 기능 

저하로 인해 소정의 수질 및 수량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자는 즉시 시설 및 기능을 점검해서 수리해야 한다.  

또한 정전이나 수리 등으로 중수의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지가 예상

되는 경우는 관리책임자는 즉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중수도 설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한편, 위와 같은 

사태에 대비하여 긴급 대응책이나 수도수의 보급방법 등을 사전에 

검토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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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접합, 오사용 및 오음용에 대한 대책Ⅷ

중수도 시설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상수와 중수 공급을 위한 이중 

배관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한 문제점으로 오접, 오용 및 오음이 있다. 

오접합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급수계통을 계획할 때 오접합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게 간단한 시스템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준공검사 시 또는 중수도 시설 설치 신고에 대한 확인 시 엄밀한 

검사를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그 외의 대책으로서는 

배관도면의 정비, 배관이나 기구를 색으로 구별하고, 사용 장소에 

표시 등으로 오접, 오용 및 오음을 방지해야 한다.

배관설비 대책111

가. 중수도 배관설비는 기타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시키지 않는다. 우선 계획

단계에서 중수의 급배수설비를 다른 설비로부터 분리하고, 전용기자재 및 

기기의 사용, 식별, 배관 간격, 보수, 수리교환 등을 명확하게 분리계획하는 

것이 중요한다.

나. 중수의 배관설비는 외관상 다른 배관설비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표식이나 

색칠(보라색) 또는 형상표시를 한다. 건물내의 상수관과 중수관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관재질을 서로 달리 하거나 또는 표식이나 색깔(보라색)로 구별

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재질의 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공하기 전에 

재료의 선정단계에서 착색이나 테이프로 표시한다. 또한 밸브류, 양수박스 

뚜껑에는 중수도임을 명시한다. 한편 중수용 수조, 탑 및 주요 기기류 등은 

보기 쉬운 위치에 명칭, 형식, 설치 연월일 등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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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수 배관을 지중 매설하는 곳에서는 다른 배관과 일정 간격을 유지한다. 

일반적으로 각종 매설배관의 상하 위치관계는 전기, 공기, 급수, 중수, 통기, 

배수 등의 순서로 매설하고, 동시에 수평간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중수관은 다른 관과 동일하게 굴착하여 도랑에 배관하는 것을  피하고, 

부득이하게 양자를 평행하게 매설하는 경우 양자간의 수평거리를 50Cm

이상 유지해야 한다. 교차하는 경우는 수도관을 중수도 배관보다 위쪽으로 

매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금속관이 아닌 중수도 배관을 다른 

급수 배관보다 위쪽에 배관하는 경우는 수도관과 교차하는 점에서 양쪽

으로 각각 1.5m 이상의 배관 부분을 금속관으로 해야 한다.

라. 중수도 배관에서 발생되는 누수의 원인은 시공불량 외에 관의 부식, 과도한 

응력에 의해 야기되는 손상이나 균열 등이다. 흙이나 콘크리트 등에 매설하는 

경우는 배관재질에 따라 부식될 위험이 크므로 적절한 부식 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조설비 대책222

중수조에 다른 급수조나 저수조를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중수조에 

상수 급수조와 배관을 직접 연결해서는 안 된다. 중수 고가수조와 

상수 고가수조, 중수 수조와 상수 수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중수의 

수수량 부족이나 수질오염 등이 예상될 경우 중수조에 상수를 보급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상수를 중수 고가수조나 중수 수조에 

급수하는 경우에 중수가 상수계통으로 역류하지 않도록 적정한 

배수구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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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음용 및 오사용 방지를 위한 식별방법333

가. 중수 전용형 수전에 의한 식별 

1) 중수 전용형 수전은 구조, 기능, 디자인, 색깔 등을 일반 수전과 다르게 

하여 중수임을 쉽게 구별 할 수 있게 한다.

2) 중수 전용형 수전의 표면은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처리한다.

나. 표시판에 의한 식별

1) 표시판은 도자기판, 플라스틱판, 산화되지 않는 금속판 등으로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하고, 중수임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문안을 크게 인쇄

하거나 각인한다.

2) 표시판은 중수 전용수전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 눈에 띄기 쉽게 표시

한다.

3) 표시판은 벽면에 나사를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역류방지444

가. 배수구 공간은 적절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나. 배수구 공간이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조 수면의 상단으로부터 150m

이상 위쪽에 Vacuum Breaker를 설치하고, 대변기 및 유사 기구나 장치, 

살수전 및 세차에 사용하는 중수 전용형 수전 등의 호스접속구 수전에는 

Vacuum Breaker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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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도시설의 지도 ․ 점검Ⅸ

대상시설11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시설로서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

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

지도 ․ 점검222

가.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관내 중수도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지도 ․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지도 ․ 점검 대상시설의 관리333

가.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중수도시설에 대하여 운영관리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나. 운영관리대장에는 지도 ․ 점검결과,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고 향후 지도 ․
점검 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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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 점검사항444

가.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중수도시설에 대한 정기 ․ 수시 지도 ․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 ․ 관리 기준 준수 여부

가)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

나)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 ․ 하수도 및 가스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

다)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

라) 중수도 유지관리에 대한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기록한 

관리대장 유무

마) 중수도시설의 시설도면 정리 및 보관 상태

2) 중수도시설의 위생과 안전 등에 필요한 조치 구축 사항

3) 시설의 개수 ․ 보수 등 개선명령, 기타 조치사항 이행 여부

4) 관련기관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5) 중수도시설의 관리자가 작성한 관리대장 작성 여부

6) 중수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여부, 청소일시 등 확인

지도 ․ 점검 방법555

가. 중수도시설에 대한 지도 ․ 점검은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실시

하되, 필요시에는 관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출입 ․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나. 지도 ․ 점검시 당해 중수도시설 관계인을 입회시켜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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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 점검결과 조치666

가.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관할 중수도시설에 대한 지도 ․ 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수도시설의 적정 운영관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중수도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개선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시행

하여야 하며, 운영관리자에게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자체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개선계획의 이행여부를 다음 지도 ․ 점검시에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한다.

나.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중수도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중수도시설 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 ․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 중수도시설과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적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중수도시설의 설치대상으로서 중수도시설을 설치 ․ 운영하지 아니하여 

이행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과태료 1천만원 

이하(법제28조제1항제2호)

2) 중수도시설의 설치대상으로서 중수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500만원 이하(법제28조제2항제2호)

3) 중수도시설의 설치대상으로서 중수도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300만원 이하(법제28조제3항제4호)

4) 중수도시설의 설치대상으로서 중수도시설의 시설 ․ 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자 : 과태료 300만원 이하(법제28조제3항제5호)

5) 중수도시설의 설치대상으로서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의 검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 과태료 300만원 

이하(법제28조제3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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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수도시설의 설치대상으로서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중수도 

시설 ․ 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시설의 개수 ․ 보수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100만원 이하(법제28조제3항제7호)

7) 중수도시설의 설치대상으로서 중수도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100만원 이하(법제28조제4항제2호)

지도 ․ 점검결과 보고777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관내 중수도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 ․ 점검결과를 환경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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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중수도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건축주 성명 전화번호

건축물 주소

건축물의 주 용도 건축 연면적(㎡)

중수처리 용량(㎥/일)

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빗물처리 용량(㎥/일)

중수의 주 용도

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중수도의

안정성

수질 악화 시 대책

오접(誤接) ․ 오음(誤
飮) 방지대책

환경 보존 조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수(민원실) 검토 결재 설치확인서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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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발급번호 제      호

중수도 설치확인서

건축주 성명

건축물 주소

중수처리방법

중수처리 용량(㎥/일)

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물 재이용시설 설치․관리 통합 가이드 북

78

【붙임 3】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법제8조제2항관련)

1.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구분 수세식 화장실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ㆍ청소 용수

총대장균군수

(개/10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결합잔류염소

(㎎/L)
0.2 이상 0.2 이상 - 0.2 이상

외관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것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것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것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것

탁도

(NTU)
2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L)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냄새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수소이온농도

(pH)
5.8～8.5 5.8～8.5 5.8～8.5 5.8～8.5

색도

(도)
20 이하 - - 20 이하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망간법)

(㎎/L)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비고

  1. 총대장균군수, 결합잔류염소, 탁도, 냄새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먹는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2.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도이온농도(pH), 색도,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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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구분
도시

재이용수
조경용수 친수용수

하천

유지용수
습지용수 공업용수

총대장균군수

(개/100㎖)
불검출 200 이하 불검출 1000 이하 200 이하 200 이하

결합잔류염소

(㎎/L)
0.2 이상 - 0.1 이상 - - -

탁도

(NTU)
2 이하 2 이하 2 이하 - - 10 이하

부유물질

(SS)(㎎/L)
- - - 6 이하 6 이하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L)

5 이하 5 이하 3 이하 5 이하 5 이하 6 이하

냄새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색도

(도)
20 이하 - 10 이하 20 이하 - -

총질소

(T-N)(㎎/L)
- -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

총인

(T-P)(㎎/L)
- -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

수소이온농도

(pH)
5.8～8.5 5.8～8.5 5.8～8.5 5.8～8.5 5.8～8.5 5.8～8.5

염화물

(㎎Cl/L)
- 250 이하 - - 250 이하 -

비고

  1. 항목별 수질검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총대장균군수, 부유물질(SS),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색도, 총질소(T-N), 총인(T-P), 수도이온농도

(pH), 염화물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다만, 총대장균군수는 최적확수(最適確數) 시험법 또는 막여과 시험법으로 

하고, 부유물질(SS)은 유리섬유 거름종이법으로 해야 한다.

   나. 결합잔류염소, 탁도, 냄새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먹는물 공정

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2. 공업용수의 수질기준은 산업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다회순환냉각수, 공정수(工程水), 보일러용

수 등은 수요처와 협의하여 수질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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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갑)]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서식

중수도 수질검사 결과 통보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제 출 인

성명(건축주) 전화번호

건축물 주소

건축물의 주 용도

건축 연면적(㎡)

측정기관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소(사업장 소재지)

중수처리 용량(㎥/일) 중수처리방법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중수도
수질측정 결과

측정일

중수의 주 용도

구분 수질기준 측정값 비고

대장균군수

잔류염소(㎎/L)

외관

탁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L)

냄새

수소이온농도(pH)

색도

화학적 산소요구량(㎎/L)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중수도의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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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서식

중수도 수질검사 결과 통보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제 출 인

성명(건축주) 전화번호

건축물 주소

건축물의 주 용도

건축 연면적(㎡)

측정기관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소(사업장 소재지)

중수처리 용량(㎥/일) 중수처리방법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중수도
수질측정 결과

측정일

중수의 주 용도

구분 수질기준 측정값 비고

총대장균군수(개/100㎖)

결합잔류염소(㎎/L)

탁도(NTU)

부유물질(㎎/L)

생물학적 산소요구량(㎎/L)

냄새

색도(도)

총 질소(㎎/L)

총 인(㎎/L)

수소이온농도(pH)

염화물(㎎Cl/L)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중수도의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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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관련규정

Ⅳ.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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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사업계획 수립 시 검토 사항

Ⅶ.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 시 검토사항

Ⅷ.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Ⅸ. 재이용수의 요금산정

Ⅹ.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지도 ․ 점검

Ⅺ.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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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Ⅰ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계획 ․ 설치부문과 관련된 업무처리 절차 및 유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적정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영 ․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적용범위Ⅱ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

처리수 재이용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수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유지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에 

반영된 시설운전용 장내 재이용수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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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Ⅲ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11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 재이용수의 용도별 수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나.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을 말하며, 2008. 9.28일 

이후 하수도법 제11조 또는 16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설치를 위한 고시 ․ 인가 또는 허가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하수도법 

부칙〈제984호, 2006. 9. 27〉제3조(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에 

관한 적용례 등))

다.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라.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면〔붙임 1〕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승인 신청서 및 다음의 서류와 도서를 첨부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설치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실시설계 도서

2)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

3) 기타서류 : 재이용시설의 평면도, 수리계통도, 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

경사도, 공급에 대한 인가 ․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수리

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방 건설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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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 사본), 하류하천의 하천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사업의 효과 분석서

마. 국가의 보조를 받아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재원의 

사용에 관한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환경부장관은 재원투자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 ․ 도지사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 환경부장관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승인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아. 환경부장관 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승인과 

관련된 서류와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자. 환경부장관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의거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승인(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는 제외)을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22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가.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붙임 2〕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인가 신청서 및 다음의 서류와 

도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실시설계 도서

2)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

3) 기타서류 : 재이용시설의 평면도, 수리계통도, 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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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도, 공급에 대한 인가 ․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

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 사본), 하류하천의 하천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사업의 효과 분석서

나. 국가의 보조를 받아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재원의 

사용에 관한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환경부장관은 재원투자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 ․ 도지사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환경부장관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인가한 경우에는 고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개시 예정일

6) 그 밖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마.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인가 시 기준은 다음 사항과 같다.

1) 재이용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2)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그 대책이 적정할 것

3) 계획수량과 계획수질이 적정할 것

4) 재이용시설의 위치 및 규모가 적정할 것

5) 처리시설 처리방식이 안전하고 경제적일 것

바. 환경부장관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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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환경부장관 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인가와 관련된 

서류와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아. 환경부장관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의거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인가 및 변경인가(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는 제외)를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기준33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가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하수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 ․ 시공업자에게 설계 ․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하수처리수 재이용의 용도 구분과 제한조건은〔붙임 3〕과 같다.

다. 용도별 하수처리수 재이용 수질기준은〔붙임 4〕와 같다.

라. 법적의무대상이 아니고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경우에도〔붙임 4〕

수질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관리44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가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관리인을 두어 재이용시설을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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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 ․ 시공업자에게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 또는 수질 

환경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 그 분야 실무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다. 기술관리인은 재이용시설 운영 시 용도별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기술관리인은 재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마. 기술관리인은 수질검사를 정확히 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취소55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 환경부장관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인가를 받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개시 

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나. 환경부장관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인가를 받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공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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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 ․ 시공업의 등록66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가.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 ․ 시공업을 하려는 자는〔붙임 5〕의 하수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 ․ 시공업 등록 신청서 및 다음의 서류와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2)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 ․ 시공업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1)「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중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산업 ․ 환경설비 공사업종에 등록을 한 자

2)「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질분야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

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 ․ 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 장비 및 기술인력은〔붙임 6〕과 같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 ․ 시공업자의 준수사항77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가.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 ․ 시공업자는 다른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중수도 또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계 ․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주지 말아야 한다.

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 ․ 시공업자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기준에 

맞게 설계 ․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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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 ․ 시공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

하지 말아야 한다.

라.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 ․ 시공업자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계 ․
시공 등 영업에 관련된 도면 및 서류를 5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88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자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나.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재정지원99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 받는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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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관련 보고 및 검사10101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가.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 ․ 시설 ․
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준수여부, 수질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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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일반사항Ⅳ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범위111

공공하수도관리청(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도 포함한다)에서 하수

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포함한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계자문222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대한 설계자문은 다음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 ․ 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소요사업비가 설계를 

직접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입찰공고 이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사업계획(사업개요, 소요사업비, 재원조달  방안, 사업

효과 등)을 보고하여 국고지원방안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국고

지원여부 등이 확정된 사업의 경우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된 후 기본

설계 심의내용을 보완하여 설계자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기술공모 및 기타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가 작성된 때에 설계자문을 신청하여야 한다.
㉠ 기초자료 조사 및 관련계획

(자연적 조건에 관한 사항,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등)
㉡ 계획수량 산정 및 산출근거

㉢ 재이용 용도별 수질

㉣ 재처리시설 공정계획

㉤ 송수시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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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기자재의 선정기준 및 경제성 비교

㉦ 주요시설물(토목 ․ 건축)의 배치 및 개략적 규모계획

㉧ 사업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 유지관리계획 등

3) 설계자문 신청서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4)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필요시 한국환경공단의 기술검토를 참고하여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333

시 ․ 도지사

검토 

요청
한국환경공단

기술검토
→

←

의견

승인

요청
↑↓ 승인

협의

요청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재원 조달 ․ 사용 

사전협의)

→

←

의견

재이용시설설치사업 수립

(공공하수도관리청)

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설치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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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업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의 경우 수요처와 재이용수의 공급량 및 

수질 등 공급조건에 관하여 사전 협약(동의)이 필요하며, 공업용수, 생활

용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장래 용수수급계획과 연계 검토하여야 

한다.

라. 하수처리량 및 유입 ․ 방류수질, 재이용 수요처와 재이용량, 재처리 공정, 

사업비 산출내역 등에 대한 상세자료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검토444

가. 재이용 사업계획 수립이전(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인가권자(시 ․ 도지사)로부터 검토를 받아야 하며, 인가권자는 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대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적의 공법 

및 시설을 선정하여야 한다.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555

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국가의 보조를 받아 설치되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지방 

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나.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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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국고지원 기준666

가. 지원형태 : 자치단체 자본보조

나. 지원범위

1) 재이용시설 설치비, 기본 및 실시 설계비, 감리비 등 부대비용

2) 토지매입비, 하천유지용수로 재이용의 경우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지원대상과 하천주변 공원화 ․ 체육시설 조성 사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 국고보조율(재정사업)

- 광역시 30%, 도청소재지 50%, 일반시 ․ 군 70%

라. 연차별 지원기준

1) 계속사업 : 사업진척율에 따라 잔여보조금을 차등 배분

2) 신규사업 : 원칙적으로 설계비만 지원하되, 설계를 완료한 경우 설계비 

포함하여 시설비 등을 계속사업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3) 재이용사업의 타당성 및 기본 ․ 실시설계를 실시한 자치단체부터 예산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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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추진 절차Ⅴ

공공하수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111

가.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수도사업과 유사하며 막대한 초기투자비가 

소요되므로 공공부문에서 운영경험과 재정을 바탕으로 대규모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과 병행 추진함이 효과적이다.

나. 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등 공공성을 띤 재이용 사업의 경우 지역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공공부문에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다. 공공하수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추진절차는 

〔붙임 6〕와 같다.

공공하수도관리청외의자가 시행하는 사업222

가. 개념

1)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민간사업자가 재처리하여 인근 산업

단지에 공업용수로 판매하는 사업으로「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이하“민간투자법”이라한다)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2) 정부고시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환경부장관에게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의견을 포함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계획을 보고하여 국고지원방안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3) 민간제안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본제안서(의향서) 접수시 환경부

장관과 사업추진 여부 등에 대해 사전협의하고「민간투자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간부문 제안사업 검토를 받아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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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용 공고 이전에 환경부장관에게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의견을 

포함한 민간 제안사업 내용을 보고하여 국고지원 방안 등을 협의

하여야 한다.  

4) 국고지원 여부 등이 확정된 사업의 경우 정부고시사업과 같이 실시계획 

완료 이전에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 설계자문을 요청

하여야 한다.

나. 사업방식

- 민간투자사업원칙과 유사사례를 감안하여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사업시행

다. 사업제안방식

- 정부고시사업 또는 민간제안사업 ⇒ 주무관청에서 결정

라. 사업비 분담

1) 적용조건 : 현행 광역상수도 공업용수 가격대비 10% 인하, 민간사업자 

수익률 7%

2) 정부지원비율

㉠ 상기조건 적용 시 대략 총사업비의 50% 정부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나, 기존 공업용수 단가의 지역별 차이와 시설용량에 따른 

편차로 인해 일률적인 정부지원비율을 정하는 것은 곤란함

㉡ 사업지역 별로 민자 적격성 분석을 거쳐 구체적인 정부지원비율을 

정함

사업수익율
사용료

정부지원비율(%)

5.5% 6.0% 7.0% 8.0%

현재공급가 547.0 24.93% 28.05% 33.75% 38.81%

5%인하 519.6 33.83% 36.56% 41.54% 45.97%

10%인하 492.3 42.75% 45.09% 49.36% 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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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금(건설보조금)은 국고와 지방비를 일정비율 분담 

구 분 국 고 지방비

광역시 60% 40%

도청 소재지 80% 20%

일반 시군 90% 10%

《예시》

구분 광역시 일반 시 ・ 군

 민자적격성 분석 

 결과 제시된 정부

 지원율

75% 50% 10% 75% 50% 20%

재원

조달

계 100% 100% 100% 100% 100% 100%

국고 45% 30% 6% 67.5% 45% 18%

지방비 30% 20% 4% 7.5% 5% 2%

민간자본 25% 50% 90% 25% 50% 80%

마. 사업추진절차〔붙임 7〕
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하며,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사업은 KDI타당성 검토와 중앙민간투자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08. 1. 17, 기획재정부)

㉡ 하수도사업 민간투자 업무처리지침(’08. 8. 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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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표적 용도 제한조건

도시

재이용

수

① 주거지역 건물외부 청소

② 도로 세척 및 살수(撒水)

③ 기타 일반적 시설물 등의 세척

④ 화장실 세척용수

⑤ 건물내부의 비음용, 인체 비접촉 세척

용수

∙ 도시지역 내 일반적인 오물, 협잡물의 청

소 용도로 사용하며 다량의 청소용수 사용

으로 직접적 건강상의 위해가능성이 

없는 경우

∙ 비데 등을 통한 인체 접촉 시와 건물 내 비

음용ㆍ비접촉 세척 시에는 잔류물 등에 

의한 위생상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여야 함 

조경 

용수

① 도시 가로수 등의 관개용수

② 골프장, 체육시설의 잔디 관개용수

∙ 주거지역 녹지에 대한 관개용수로 공급하

는 경우로 식물의 생육에 큰 위해를 주지 

않는 수준이어야 함

친수

용수

① 도시 및 주거지역에 인공적으로 건설

되는 수변 친수(親水)지역의 수량 

공급 

② 기존 수변(水邊)지구의 수량 증대를 

통하여 수변 식물의 성장을 촉진시키

기 위하여 보충 공급

③ 기존 하천 및 저수지 등의 수질 향

상을 통하여 수변휴양(물놀이 등) 기

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보충 공급

되는 용수

∙ 재이용수를 인공건설된 친수시설의 용수

로 전량 사용하는 경우, 친수 용도에 따라 

재이용수 수질의 강화 여부를 결정. 

∙ 일반 친수목적의 보충수는 기존 수계 수

질을 유지 혹은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하

며 목적에 따라 재이용수의 처리정도를 강

화할 수도 있음 

하천

유지

용수

① 하천의 유지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급되는 용수

② 저수지, 소류지 등의 저류량을 확대하

기 위한 목적으로 공급

∙ 기존 유지용수 유량 증대가 주된 목적이

므로 수계의 자정(自淨)용량을 고려하여 

재이용수의 수질을 강화시킬 수 있음

사업계획 수립 시 검토 사항Ⅵ

하수처리수 재이용수의 대표적 용도 및 제한조건111

하수처리수 재이용 용도를 8개 분야로 구분하고 대표적 용도와 

제한조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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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표적 용도 제한조건

농업

용수

① 비식용 작물의 관개를 위하여 전량

또는 부분 공급하는 용도

② 식용농작물 관개용수의 수량 보충용

으로 인체 비유해성이 검증된 경우

 ∙ 직접식용은 조리하지 않고  날것으

로 먹을 수 있는 작물

∙ 간접식용은 조리를 하거나 일정한 가

공을 거친 후에 식용할 수 있는 작물

∙ 기존 농업용수 수질을 만족하여야 하나, 

관개용수의 유량 보충시농업용수 수질이

상 및 기존 수질보다 향상 가능하도록 처리

하여야 함

습지

용수

① 고립된 소규모 습지에 대한

   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하천유역의 대규모 습지에 대한 주된 

수원으로 공급하는 경우

∙ 습지의 미묘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영양소 등의 제거와 생태영향 평가

를 거쳐 공급하여야 함 

지하수 

충전

① 지하수 함양을 통한 지하수위 상승 

목적

② 지하수자원의 보충용도  

∙ 지하수계의 오염물질 분해제거율과 축적

가능성을 평가하여 영향이 없도록 공급

하여야 함 

공업

용수

① 냉각용수

② 보일러 용수

③ 공장내부 공정수 및 일반용수 

④ 기타 각 산업체 및 공장의 용도

∙ 일반적인 수질기준은 설정하되 공업용수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요구수질에 맞추어 

처리하여야 하므로 산업체 혹은 세부적인 

용도에 따른 수질 기준은 지정하지 않음

가. 공업 및 도시재이용수

1) 경제성 분석, 수질총량오염부하 삭감량 등 장 ․ 단점 비교분석, 수요처와 

협약 완료 후 사업시행을 하여야 하며, 단순 냉각용수일 경우 지나친 

재처리시설 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2)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수요처의 요구 수질 및 수량에 맞추어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기존의 공업용수 공급라인을 비상용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하여야 한다.
3) 이용설비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이라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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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천유지용수

1) 친수공간이 부족한 도심지역, 건천화된 하천의 유지용수가 필요한 지역에 

계획되어야 하며, 자연형하천정화사업 및 주민친화공간(공원화 및 

체육시설 조성) 제공 시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병행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2) 재이용수 공급하천에 냄새, 거품 및 조류의 발생으로 사업의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농업용수

1) 상습적인 농업용수 부족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경작지 

농민의 사전 동의서를 확보하여야 한다.

2) 논 농사, 밭 농사, 화훼농사 등에 적용 가능하나, 가까운 곳에 수원이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날로 먹는 농산물(딸기, 채소류 등)에 공급할 

경우에는 인체 위해성이 없도록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수요조사 등 사전조사222

가. 수요처 및 수요량 적정성 검토

1) 하수처리장 주변 지역여건(도심, 하천, 산업단지, 농경지 등)을 고려하여 

처리장 인근지역에서 재이용 할 수 있는 적정 수요처 및 수요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 장래 도시개발계획, 하수도정비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천정비계획, 

오염총량관리계획 등 관련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 수요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 물 재이용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등 물 재이용 정책의 

통일성 및 연관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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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존 처리시설 운형현황 검토

1) 하수처리장 시설용량 및 하수처리량, 유입 및 방류수질, 하수처리방식

(공법) 등을 검토한다.
2) 하수처리 주요시설 제원, 향후 시설증대 및 추가처리시설 설치 계획 

등을 검토한다.

계획수량 및 수질의 결정333

가. 도시재이용수, 조경용수, 습지용수, 지하수충전, 공업용수의 경우 

1) 계획수량

수요처의 요구량에 맞추어 계획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까운 장래에 

확정된 추가요구량이 있을시 공급배관은 장래 요구량까지 계획하여 

설치하고 기타의 시설(재처리시설 및 공급펌프 등)은 필요한 시기에 

설치되도록 계획되어져야 한다. 다만, 계열화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계획수질

하수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수요처의 요구수질이 

다양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급자는 공통으로 요구되는 수질에 맞추어 

처리하여 공급하고 그 이상의 수질은 개별 수요처에서 재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됨이 바람직하다.
다만, 공동으로 재처리설비를 설치할 경우 경제적 효과가 높고 수요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나. 하천유지용수의 경우 

1) 계획수량

재이용수 공급하천의 특성 및 유황분석을 통해 갈수량, 하천하상의 

손실량, 증발산량을 반영하여 재이용수량을 산정하여야 하며, 공급량 

계획은 하수처리수의 평소 유량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재이용 목적

(생태계, 경관, 친수활동)을 명확히 설정 후 수면 폭, 유속, 수심 등의 

3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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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수질

하천의 수질을 사전에 조사하여 하수처리수 공급수질이 하수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특히 조류의 발생 등을 고려하여 

공급수의 수질이 계획되어져야 한다.

다. 농업용수의 경우  

1) 계획수량

농업용수 공급하천의 특성, 유황분석 및 토지이용현황 등을 조사 ․
분석하여 갈수량에 대한 재이용수량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계획수질

공급수질은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특히 

갈수기와 관개용수의 유량 보충시의 경우 경작자와 협의하여 재배 

농작물의 생육 및 수확량에 악영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재이용시설의 설치 기준444

가. 재이용시설의 설치 위치

원칙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장 부지가 좁은 경우와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밖에 설치하는 것이 

부지 안에 설치하는 것보다 시설 설치비가 더 드는 경우 부지 인근에  

설치할 수 있다. 
1) 일반적으로 처리시설 부지 내 설치 시 부지매입비 및 관로연장에   

따른 시설설치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통합 운전 시 

운전경비 절감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2) 민간사업자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하수도법 제24조(점용허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조례기준에 따라야 

한다. 

나. 재이용시설의 규모

시설설치비, 운영관리비 등의 경제성과 수처리의 효율성, 공급수의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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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요처의 수요량에 적합하여야 한다.  
특히, 재이용시설의 감시제어실과 사무실의 설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건축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재이용시설에 사용되는 기자재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환경성적

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산업표준화법」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

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산업표준화법」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

으로서 「수도법」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부품 · 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른 

신뢰성인증을 받은 제품

㉧「기술개발촉진법」제6조에 따른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제품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제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에 따른 녹색기술 ·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오접방지 대책555

재이용수 배관은 상 ․ 하수관망과의 오접(誤接)을 피하고 타 용도의 

배관 등과 구별될 수 있도록 보라색 계통의 색상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매 30m 거리마다 별도로 “재이용수배관”이란 문구를 흑색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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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폐수(농축수, 역세척수) 처리대책666

가. 재이용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재이용시설에서 

발생되는 공정폐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반류시켜 재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정상운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부하량(농도, 유량, C/N비 등)을 보낼 경우에는 추가적인 

처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하수처리수 공업용수 재이용 민투사업 추진시 재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반류수의 처리 비용은 민투사업 운영비에 포함시키는 등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나. 민간사업자가 재이용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재이용시설에서 발생되는 공정폐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폐수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계획되어져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여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연계 처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공급 및 관리체계777

가. 재이용 원수(하수처리수)의 공급

민간사업자가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업으로 하고자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처리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나. 관리체계

1) 동일사업자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과 재이용사업을 함께 운영할 

경우 운영효율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유지관리비 절감, 처리수질의 

안정성 확보, 민원발생 사전 예방 등)할 수 있으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거시설의 관리를 위탁 받은 자가 재이용사업을 같이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2) 재이용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비상시 관리 및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위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수요자측의 선임대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대표, 재이용사업권자를 포함하는 재이용사업운영위원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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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 시 검토사항Ⅶ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필요한 시설은 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특성에 맞게 선택되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시설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필요한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의 재이용 용도에 

적합하게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는 재처리시설

- 필요한 양의 물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일정한 양을 일시적이거나 또는 일정기간 

저류할 수 있는 저장시설

- 필요한 양의 물을 송수할 수 있는 펌프장 시설

- 공급된 물을 각수요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송수관  및 사용시설

- 위생 및 안전 등에 필요한 시설

재처리시설111

가. 이용목적별 처리방법이 다양하므로 유입되는 원수의 특성(유량 및 수질)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나. 유입원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최종처리수를 대상으로 하며, 계절 및 일간중 

시간대별 수질과 유량의 변화를 고려하여 정상적인 변동범위의 악조건

에서도 충분히 재이용수 용도별 수질권고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

하여야 한다.

1) 급속여과법

㉠ 설계 및 유지 관리상의 유의점

   ① 계획유입수질은 미리 충분히 조사하여 결정한다. 여과지 유입

수의 시료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SS농도를 20mg/L로 한다. 

   ② 여과속도는 계획 1일 최대여과수량에 대하여 300m/일을 계획 

시간 최대오수량에 대하여 450m/일을 상한으로 한다.

   ③ 여과층의 세척은 역세척과 표면세척을 조합한 방식을 표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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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여과층이 유효하게 세척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기

세척을 조합할 수 있다.

㉡ 급속여과장치

   ① 여과방법은 중력식과 압력식이 있고, 선택은 설치조건, 계획수량 

등에 따른다.

   ② 여층의 구성은 SS의 제거율이 높도록 선정한다.

   ③ 여과속도는 유입수와 여과수의 수질, SS의 포획 능력 및 여과 

지속시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일반적으로 300m/일 이하로 한다.

   ④ 여층의 역세척은 세정효과를 고려해서 공기, 여과수 등을 병용 할 

수 있다.

㉢ 여과면적, 지수 및 형상

   ① 여과면적은 계획여과수량을 여과속도로 나누어서 구한다.

   ② 지수는 1지당의 최대여과면적, 역세척 수량 확보 등의 역세척 

조건, 역세척 시 여과운전중의 여과지 유입수량 증대, 예비지, 
계획여과수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형상은 철근콘크리트제의 경우 직사각형을 표준으로 한다.

㉣ 여재

   급속여과에 사용하는 여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① 여재는 여사의 품질, 유효경, 균등계수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여재로 사용할 여사의 품질조건으로는 

      ㉮ 석영질이 많고 단단하며 균질한 모래로 불순물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 새로운 여사의 역세척 탁도는 30도 이하여야 한다.

      ㉰ 새로운 여사의 유기물 함량은 0.7%를 넘지 않아야 한다.

      ㉱ 새로운 여사의 염산가용율은 3.5%를 넘지 않아야 한다.

      ㉲ 여사의 비중은 2.55~2.65 범위여야 한다.

      ㉳ 여사의 마모율은 3% 이하이어야 한다.

   ② 다층여과지에 있어서 여사이외의 여재 품질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과, 세정 기능 및 여층구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안트라사이트(Anthracite) 여재는 양질인 안트라사이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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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쇄물로서 비중은 1.4이상이어야 한다. 사용 중 마모를 줄이기 

위해 파쇄성이 적고, 마모율은 1%이하이며 여과수로의 성분

유출을 줄이기 위해 염산가용률은 1.5%이하이어야 한다.

      ㉯ 이외의 인공 경량사는 염산가용률 1.5%이하, 마모율 1.5% 
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 가네트(Garnet)와 일루미나이트 여재는 불순물이 적고 염산 

가용률 5%이하, 비중은 3.8이상이어야 한다.

2) 활성탄 흡착법

㉠ 유입하수의 수질

   ① 활성탄 흡착시설의 유입수는 가능한 한 수질이 일정하고 부유물을 

함유하지 않도록 설계 시 고려한다. 

   ②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흡착시설로 유입되는 유입수는 수질이 

균등해야 하고 유량변동이 크지 않아야 한다. 

㉡ 흡착탑의 크기

   활성탄 흡착탑을 설계할 때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접촉시간

      흡착탑에서의 접촉기간은 보통 활성탄에 의해서 점유된 부피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통상 적용방법은 하수의 특성, 요구되는 

수질에 따라 15~35분의 접촉시간을 적용한다.

   ② 수리학적 부하율

      상의 단면 1m2에 대하여 상향식인 경우 2.5~6.8L/초, 하향식인 

경우에는  2.0~3.3L/초의 수리학적 부하를 적용한다. 

   ③ 활성탄층의 깊이

      활성탄층의 최소 깊이는 3m이상으로 4.5~6m가 보통이며 

역세척시나 유동상의 경우 10~50%의 팽창을 고려하여 여유고를 

두어야 한다. 정해진 상의 팽창을 위하여 필요한 역세척수양은 

활성탄의 입자크기와 수온에 의하여 결정된다.

   ④ 활성탄의 수

      어떤 규모의 처리장에서도 최소한 2대의 흡착탑을 병렬로 배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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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세척

   ① 활성탄 흡착탑은 역세척이 가능하도록 배관을 설계하여야 한다.

   ② 역세척율과 횟수는 수리학적 부하, 하수내 부유물질(SS)의 성질과 

농도, 탄소입자의 크기 그리고 접촉방법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역세척 회수는 시간간격, 손실수두, 탁도와 같은 운전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④ 역세척 시간은 대략 10~15분으로 한다.

㉣ 제어장치

   ① 각각의 흡착탑은 유량 및 손실수두의 측정이 가능하도록 설계시 

고려하여야 한다.

   ② 흡착탑에 하수를 균등하게 공급하고 실제 활성탄과의 접촉시간을 

알기 위하여 각 흡착탑에 유량측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③ 흡착탑에서 수두손실을 파악하여 역세척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활성탄의 공급 및 제거

   ① 활성탄 흡착탑을 설계할 때에는 흡착탑으로부터 활성탄제거, 
흡착탑으로의 활성탄 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활성탄 흡착탑에서 사용된 활성탄은 적정 제거하여야 한다. 

   ③ 하향식 흡착탑에서의 모든 활성탄를 한꺼번에 제거하고, 다시 

재생된 활성탄 또는 새로운 활성탄을 채워야 한다. 그러나 상향식 

유동상 흡착탑에서는 재생시키기 전에 활성탄을 철저히 이용하기 

위하여 전체의 5~25%만을 한번에 제거해야 한다. 

   ④ 흡착탑에서 활성탄을 제거할 때 층이 수평이 되도록 일정하게 

제거해야 한다. 
3) 막 분리법

  막과 막모듈은 다음 각 항에 따라야 한다.

① 막과 막모듈은 처리성능, 내구성, 내약품성 및 위생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통수방식은 처리대상 원수의 성상이나 세척방식, 막의 특성을 고려

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막모듈은 점검과 교환이 용이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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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독 시설

㉠ 염소소독

   ① 주입위치

     ㉮ 염소는 하수처리수가 접촉조에 유입하기 전에 주입하여야 하며, 

주입되는 즉시 하수처리수와 잘 혼합되어야 한다.

     ㉯ 소독용 염소는 염소접촉조의 입구나 혹은 접촉조 앞에 별도로 

설치된 염소 주입조에 주입되어야 한다. 

     ㉰ 접촉조에서는 단회로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혼합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 염소주입조에서의 혼합은 도관이나 수리학적 도수를 이용

하여 실시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혼합기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접촉조

      접촉조는 염소가 주입된 후 소독이 진행되도록 하수처리수가 

머무는 조이다. 접촉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접촉시간은 최저 15분간으로 하고, 염소를 충분히 혼합 및 

접촉 시킬 필요가 있다. 

     ㉯ 접촉조는 단회로가 생기거나 사공간(dead space)이 형성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염소주입

     ㉮ 염소주입은 처리되는 하수처리수의 수질에 따라 다르므로 

적절히 주입하여야 한다.

     ㉯ 염소주입은 방류수역의 수생생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방류수역의 수질오염 한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염소소독시설 운영관리 시 고려할 사항

     ㉮ 염소는 소독제 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이므로 취급에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 염소 소독시설은 장비의 수명과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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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외선(UV) 소독시설

   ① 소독수로

      소독수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설계유량은 1일 최대유량으로 한다.

     ㉯ 수로의 치수는 설계 안전인자를 고려하여 UV 램프 모듈이 

밀집하여 배치될 수 있고 적은 소요 부지를 요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 설계유량은 5,000m3/일 이상인 경우에는 소독효과를 높이기 

위해 두 개 이상의 뱅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 수로 유입부에는 스크린을 설치하여 작은 부유물이나 조류 

덩어리가 램프와 모듈사이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 유출부에는 수위 조절 장치를 두어야 한다.

     ㉳ 수로에는 격자모양의 뚜껑을 덮어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자외선 소독설비

      자외선 소독설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도록 한다.

     ㉮ UV 램프와 UV 모듈

        ⓐ UV 램프는 수면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UV에 노출되는 금속은 스테인레스 스틸제이거나 테르론

으로 코팅되어 있어야 한다. 

        ⓒ 램프와 램프 보호용 석영 슬리브를 다룰 때에는 충격에 

주의 하여야 한다.

     ㉯ 모듈 지지대

        수로 내에 램프 모듈을 유수의 흐름에 안정되게 지지하고 부식에 

견딜 수 있도록 스테인레스 스틸제로 제작하여야 한다.

     ㉰ 자외선 검출 시스템

        UV 검출 센서는 장기간 사용해도 성능이 저하되지 않고 

254nm에서 90%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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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수질항목별 재처리방법의 예❙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유기물등의
생물처리법
～질산화법

부유물질등의
물리화학적

처리법

용해성물질등의
물리화학적

처리법
소독법

생
물
막
여
과
법

급
속
사
여
과
법

응
집
침
전
법

응
집
여
과
법

한
외
여
과
법

활
성
탄
흡
착
법

역
삼
투
법

오
존
산
화
법

염
소
소
독

오
존
소
독

자
외
선
소
독

기

본

적

수

질

항

목

위생항목 대장균군수 ○ △ △ ◎ △ ◎ ◎ ◎ ◎ ◎

환경항목

BOD ○ △ △ △ ○ ○ ◎

pH □ □

미관유지

항 목

탁 도 ○ ○ ◎ ◎ ◎ ○ ◎

취 기 △ △ ○ ◎ ○ △

색 도 △ △ △ △ ◎ ◎ ◎ △

용

도

별

수

질

항

목

미관유지

항 목

발포원인

물 질
△ ◎ ○ △ △

무기성탄소 △ ◎

어류생식

항 목

용존산소 ○

암모니아

질 소
○ ○

잔류염소 - - - - - - - - (◎) (◎)

   

범

례

  ◎ (처리대상) : 개략제거율 90% 이상

  (처리대상) : 개략제거율 50% 이상(제거율은 용존산소를 제외)

  △ (유    효) : 개략제거율 20%～50%이상

  □           : pH 조정

  주 : (1) 평균적 이차처리수를 대상으로 개략제거율을 표시

      (2) pH는 처리과정에서 조정을 요할 가능성이 있음

      (3) (◎) 는 잔류염소의 문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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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설222

가. 저장시설

1) 저장시설의 용량은 일최대유량을 기준으로 하되 시간에 따른 하수

유입량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저장조는 청소시에도 재이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용량에 대해 2조 

이상의 구조로 설치하며,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계획되어져야 한다.

㉠ 저장조에 피트와 침전물의 배출구를 설치한다.

㉡ 피트의 경사는 100분의 1 이상을 두어 침전물의 배출과 청소가 쉬운 

구조로 한다.

나. 펌프장

1) 펌프장의 계획용량은 일최대 공급유량을 기준으로 한다.
2) 펌프장의 형식은 계획공급유량, 유입관의 깊이, 펌프의 설비대수 등에 

의해 결정한다.
3) 기자재, 배관 등은 내부식성이 우수한 재질로 한다.
4) 펌프의 용량은 유지관리상 동일용량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가동초기 및 시간대별 송수 유량변동에 대비하여 일부 속도제어(VVVF) 
및 2종류 이상의 용량이 다른 펌프를 선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송수관망

1) 송수관의 시설용량은 계획시간최대유량을 기준으로 하나, 지역이나 

수요처의 실정에 따라 계획 송수량에 여유를 두어야 한다.
2) 송수관의 재질은 원칙적으로 부식, 스케일 형성 등에 문제가 적은 

염화비닐관, 폴리에틸렌관 또는 내면 처리한 강관 및 주철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농업용수 등 자연유하방식으로 송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다양하게 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송수관을 매설(공공도로 및 사유지내 매설, 하저 통과, 철도횡단 등)

하는 경우에는 그 매설위치와 매설깊이를 관련시설의 관리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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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배수설비

1) 배수펌프, 배수관의 시설용량은 시간최대 이용수량, 배수탱크 및 고가

수조의 시설용량은 일최대 이용수량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2) 이용자의 목적에 따라 이용수량의 시간적 변동에 대하여 수량조절 목적

으로 배수탱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량 및 수압조정 목적의 고가

수조를 설치할 수 있다.

3) 배수탱크 및 고가수조의 구조는 위험방지, 우수의 침입방지, 조류의 

번식방지, 외부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방지 등의 목적으로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4) 고가수조의 용량은 이용수량의 1～3시간 분량으로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수탱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는 배수탱크 및 고가수조내에 침전물이 쌓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침전물을 배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333

가. 재이용수 총 공급유량계는 1기 이상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수요처의 

유량계 설치는 사업계획 수립시 공급자와 이용자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다수의 수요처에 유량계를 설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공

하수처리시설 제어실(또는 공급자의 제어실)에 원격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 유량 원격감시 사유

비용부담의 정확성, 유지관리의 편리성, 시간변화에 따른 재이용유량의 변동성 파악 용이, 

공급관망의 누수 확인 용이, 용수공급량 결정 용이 등의 장점이 있음

나. 전원공급의 신뢰성 확보를 감안한 수전 또는 배전방식을 선정한다.

다. 이송펌프는 저장시설, 배수설비 등에 설치한 수위계 또는 유량계와 연동

하여 운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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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Ⅷ

유지관리지침의 작성111

가. 작성의 목적

재이용시설 유지관리자는 재이용시설의 적정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유지

관리지침서를 작성하고, 운영 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나. 유지관리지침서 작성요령

1) 재이용시설의 개요

2) 유지관리의 개요

3) 유지관리 조직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4) 재처리시설 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전기 및 계측제어 설비에 관한 사항

6) 공급설비 및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요령에 관한 사항

7)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8) 안전관리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9) 점검일지 등 서식에 관한 사항

10) 참고도면

유지관리지침서 세부작성 내용222

가. 재이용시설의 개요

1) 재이용시설 명칭, 위치, 용량, 재이용수 설계유입수질 및 방류수질, 
재처리방법, 공급시설현황, 재이용 목적 등 일반적인 사항 기술

2) 하수처리수의 특성, 처리원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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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처리시설의 수처리 계통도, 처리장 시설 평면도 등

4) 주요처리시설별 처리계통도, 수리 ․ 수위계통도, Mass Balance 등

나. 유지관리의 개요

1) 운전관리

- 재처리시설별 운전방법 및 유의사항

2) 점검관리

-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의 시기 및 방법 등

3) 보수관리

- 재처리시설, 기기의 고장 및 마모 시 대처 방법

4) 수질관리

- 재처리시설 적정운영을 위한 수질관리대책 및 기준

5) 수요자의 배수설비 및 측정 장비 관리사항

6) 비상관리

- 공공하수처리시설 비정상 운영 시 대응방안 등

다. 유지관리 조직 및 업무분장

1)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정인력 확보

- 운영요원은 관련분야 자격증소지자 또는 운전경력이 있는 자를 

중심으로 선발

2) 업무분장

- 재처리시설 운영에 적합한 조직관리(관리, 운영, 시험분석 등)와   

업무범위

라. 재처리시설 운전 및 관리

1) 설계기준

㉠ 설계기초사양 및 규격과 관리지표 설정

㉡ 시설설치 회사명, 전화번호 등

2) 목적 및 기능

㉠ 장치의 상세 사양과 기능설명

3) 운전방식

㉠ 단위시설의 운전절차, 방법, 계통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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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운전결과에 따른 운전요령 등

㉢ 가동초기 운전대책(수요량 감소시 등)
4) 관리요령

㉠ 상시 주요관리인자, 주변시설과의 관계

㉡ 기기이상의 원인 및 대처방안 등

마.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1) 전기설비

㉠ 개 요

- 수변전 및 배전설비, 발전설비 등의 설계개요 및 계통설명

㉡ 일반적 취급

- 일반적인 숙지사항, 안전수칙, 정전시 대비사항

㉢ 수전 및 정전

- 수전개시전, 수전중, 정전시 등의 조치사항 및 일상점검 항목

㉣ 수배전 설비, 단체, 차단기, 변압기의 구성 및 동작 특성의 유의사항

㉤ 부하설비

- 부하설비, 전열, 조명, 전화방송, 화재경보설비 등 계통설명

㉥ 보수 및 점검기준

-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시의 필요한 항목 및 요령

2) 계측제어설비

㉠ 개 요

- 계측제어설비의 검출 변환장치, 제어장치, 감시장치 등 설계개요 설명

㉡ 일반적 취급

- 일반적 숙지사항, 안전수칙 등 설명

㉢ 보수 및 점검기준

- 각종 계측기기류의 점검기준을 설명

㉣ 장치의 보수점검

- 계측설비 : pH, 검출변환장치, 유량계, 농도계, 수위계 등의 보수 

및 점검요령

- 제어장치 : 조절부, 조직부, 전송부 등 컴퓨터 제어부의 보수 및 

점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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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공급설비 및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요령

1) 송수관 대장 작성

- 관로의 종류, 노선 및 사업비 등

2) 관로 파손상태 및 오 접합 점검방법

3) 관로 점검방법 및 유지관리 대책

사. 수질관리

1) 수질관리의 개요 및 목적

2) 실험실 장비사양 및 취급설명

3) 수질관리항목 및 기준

㉠ 시험항목, 횟수, 분석방법, 관리지표 등

㉡ 하수처리수 재이용수질 권고기준, 방류수수질기준 등

4) 시료채취

- 채취방법, 위치 및 채취량, 채취시 주의사항 등

아. 안전관리 및 비상대책

1) 안전 및 위생관리의 일반적 안전관리 요령, 염소 및 고압가스등 위험물 

취급요령 등

2) 환경보전관리

- 수질, 주변환경, 악취, 소음 ․ 진동, 폐기물 등 관리요령 및 관련법규

내용 설명

3) 재해대책

- 자연재해, 정전 등 처리장내 사고 시 지휘계통 및 대처방안 등

수질검사333

가.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재이용시설이 완공된 

후 30일 이내에 재이용수를 채취하여 다음의 자에게 수질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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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2)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장

3)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나. 수질검사 주기 및 항목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을 원칙

으로 하고,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재이용하는 기간 동안 용도별 수질기준이 

설정된 항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대상 : 재이용수 원수 및 처리수

2) 매일 : pH, SS, 탁도, 결합잔류염소, 냄새, 색도

3) 매주 : BOD, T-N, T-P, 총대장균군수

4) 매분기 : 염화물, 전기전도도, 그 밖에 중금속 등 미량유해물질 항목 

다. 채수장소는 재처리시설 유입부와 유출부 지점으로 한다.

라.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시료를 채취한 일시, 장소, 일기, 기온과 당해     

재이용수의 수온, 유량 및 수질검사결과를 수질검사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시설물별 유지관리444

가. 재처리시설 유지관리

1) 재처리시설의 유지관리는 각단위 시설의 유지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전체 공정의 유기적인 처리효율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 이는 전 공정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면 연쇄적으로 다음 공정에 파급 효과를 가져와 

전체적인 처리효율을 저하시키고, 결국 수질악화의 원인이 된다. 

2) 재처리시설의 단위공정별 유지관리는 설치기준에서와 마찬가지로 2차

처리공정에 대한 것은 일반적으로 본 가이드에서는 제외하고, 급속사

여과, 소독설비, 막처리의 관리 등에 대한 운영기준을 중심으로 국내 

하수도 시설기준 등을 참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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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독설비

    ㉮ 염소는 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취급에 주의가 필요하다. 
    ㉯ 염소화합물은 염소에 비해 취급이 간단하고, 안전하지만 불안정

하므로 장시간 저장하면 유효염소가 감소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② 급속여과설비

    ㉮ 장기간 운전할 때는 안트라사이트, 여층, 자갈층에 조류, 오일, 
SS 등이 부착되기 때문에 연 1회 정도로 점검해야 하며, 불량한 

부분은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층여과에서 여재로서 안트라사이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에 안트라사이트가 작아지거나 역류세정시에 유출되므로 정기적

으로 점검하도록 하며, 부족해지면 보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여과손실수두가 단시간에 일정치 이상으로 되면 여층 상태의 불량, 

수질의 악화로 인한 것이므로 신속히 조사하여 조취를 취하여야 

한다.
    ㉱ 전동밸브, 전자밸브, 공기작동밸브 등의 패킹재를 점검하도록 하며, 

밸브에 부착되는 이물질은 정기적으로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기작동 볼밸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기압축기 및 부속장치의 

이상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 원수압력계, 여과압력계, 유량계 등은 매일 점검하여, 여과장치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여 여과능력저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 면적형 유량계는 조류, SS등의 부착에 의해 기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 여과시간, 역류세정시간 등은 여과손실수두, 여과속도, 여과의 수질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초기 손실수두 값이 크게 변하지 않도록 세정하여야 한다.
    ㉷ 표면에 다량의 미생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원수에 염소를 

정기적으로 주입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막처리의 관리

    ㉮ 투과 능력의 유지를 위해서는 수시로 적절한 세정을 하도록 한다. 
    ㉯ 역삼투법에서는 막의 폐색을 방지하기 위해 응집침전, 여과 등 

전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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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급시설 유지관리

1) 저장시설

㉠ 저장조의 바닥에 침전물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제거하여야 한다.

㉡ 외부로부터의 오염방지, 누수방지, 청소, 수위계, 유량계, 밸브류 

등의 점검과 정비 및 저장시설의 수위, 유량의 측정이 필요

㉢ 처리수조의 레벨센서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저수조는 재이용수 급수량의 시간적 변화에 대응 가능하고, 동시에 

세척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한다. 개방식의 경우에는 

조류(藻類)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2) 펌프장

㉠ 전원공급의 신뢰성 확보를 감안한 수전 또는 배전방식을 선정한다.

㉡ 펌프가 파손되어 작동하지는 않는지 확인하고(과부하 경보) 이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점검을 한다.

3) 배수설비 유지관리

㉠ 담당자 전원이 어떠한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배수

펌프의 운전, 조작, 점검, 정비, 수리 등의 기준 및 보안에 관한 

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 펌프의 운전에 필요한 관로의 수압, 수량, 수위 등의 지시계는 

감시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펌프관리대장을 구비하여 점검기록이나 수리기록 등을 기입하여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 배수펌프의 운전, 배수관의 제수밸브 조작, 고가탱크, 배수관, 배수

펌프 등 시설에 대한 점검 및 보수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배수관 평면도, 상세도 및 필요에 따라 종단면도, 주요한 부대설비의 

구조도 등을 정비해서 보존하여야 한다.

㉥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적정한 수량 배분과 수압의 균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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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하고, 시설을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배수

조정을 하여야 한다.

㉦ 사고예방을 위해 정기점검을 하고, 폭풍우 등의 재해 직후 관로 

및 주요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 배수관에 부착한 녹, 스케일 등으로 인해 통수능력이 감소한 경우 

조건에 따라 관 청소를 하여야 한다.

다.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유지관리

1) 침전물의 부착이나 퇴적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2) 처리수조의 수위가 작동 레벨까지 상승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며 수위가 

작동레벨임에도 불구하고 자동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레벨센서를 

꺼내어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3) 각종 노이즈로부터 오차가 발생하여 연산결과가 부정확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4) 계측장치를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장치의 사양, 설치 

환경, 중요도를 감안해서 보수 점검 및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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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용수의 요금산정Ⅸ

재이용수의 요금111

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자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나. 하수처리수 재이용수의 요금은 기존 상수도요금과 같이 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반영하는 총괄원가방식에 의하여 설정한다.

다. 용도별 요금체계를 가급적 단순화하고, 재이용수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단일누진체계를 적용하거나, 역 누진제를 적용하여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을 낮추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라. 요금계산의 복잡성을 증대시키는 정액요금제의 2부 요금제보다 사용량만을 

기준으로 하는 요금제로 산정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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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지도 ․ 점검Ⅹ

대 상111

가.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

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0000000000000000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지도 ․ 점검222

가.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 ․ 시공업자가 

다음 사항 준수여부에 대하여 년 1회이상 지도 ․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설계 ·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주지 말 것

2)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기준에 맞게 설계 · 시공할 것

3)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지 말 것

4)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계 · 시공 등 영업에 관련된 도면 및 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할 것

나. 환경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재처리용량이 500㎥이상인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대하여 매반기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도 ․ 점검 실시하여야 

한다.

다. 환경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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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 점검 대상시설의 관리333

가. 환경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대하여 운영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나. 운영관리대장에는 지도 ․ 점검결과,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고 향후 지도 ․
점검 시 활용하여야 한다.

지도 ․ 점검사항444

가. 환경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대한 정기 ․ 수시 

지도 ․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술관리인등 운영인력 확보 현황

2)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3) 하수처리수 재이용수의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 적정 실시 여부

4) 시설의 개수 ․ 보수 등 개선명령, 기타 조치사항 이행 여부

5) 관련기관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지도 ․ 점검 방법555

가.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대한 지도 ․ 점검은 환경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실시하되, 필요시에는 관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출입 ․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나. 지도 ․ 점검시 당해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관계인을 입회시켜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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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 점검 결과 조치666

가. 환경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관할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대한 지도

․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적정 운영관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개선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시행하여야 하며, 운영관리자에게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자체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개선계획의 이행여부를 다음 

지도 ․ 점검 시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나. 환경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 ․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

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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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2차 3차 이상

하. 공공하수도관리청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가 법 제13조에 따른 설

치기준 등을 위반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3호
500 700 1,000

거. 공공하수도관리청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3항제8호
150 200 300

너.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

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및 수

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3호
250 350 500

더.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

인을 두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4항제3호
50 70 100

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4호
500 700 1,000

머.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5호
500 700 1,000

라.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 ․ 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일반기준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그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기간에  

나머지 각 처분 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할 수 있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

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 행정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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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
는 성명을 사용하여 중수도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설계ㆍ시공하게 하거
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법 
제19조제1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나.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설계ㆍ시공한 경우

법 
제19조제2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다.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법 
제19조제3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의 설계ㆍ시공 등 영업에 
관련된 도면 및 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4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
록을 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1호
등록취소

바. 영업정지 기간에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2호
등록취소

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
을 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3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지도 ․ 점검결과 보고777

시 ․ 도지사는 관내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 ․
점검결과를 환경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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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Ⅺ

1. 이 통합가이드 북은 2011.9. 1.부터 적용하고, 종전의 「하수

처리수 재이용 가이드북(2009.10)」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

관리 가이드 북(2010.5)은 폐지한다.

2. 다만, 종전의 가이드 북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설계 

검토 완료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 여건상 통합가이드 북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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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 내용

사업 명칭

사업장 위치

사업 목적 (재이용수 용도)

사업 내용

소요사업비 (백만원)

재원조달방안

사업 효과

공사착공 예정일 년      월     일 공사준공 예정일 년      월     일

방류수질 현황 및 재이용수 수질계획

구분
총대장균군수
(개/100㎖)

결합
잔류염소

(㎎/L)

탁도
(NTU)

SS
(㎎/L)

BOD
(㎎/L)

냄새
색도
(도)

T-N
(㎎/L)

T-P
(㎎/L)

pH
염화물

(㎎Cl/L)

방류수질 현황

재이용수 수질기준

재이용수 수질계획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실시설계 도서 1부
2.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 1부
3. 재이용시설의 평면도 1부(필요시)
4. 수리계통도, 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 1부(필요시)
5. 공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필요시)
6.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의 사본) 
1부(필요시)

7. 하류 하천의 하천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1부
8. 사업의 효과 분석서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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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인가ㆍ변경인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시행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소

사업내용

사업 명칭

사업 목적

공급 지역

목표 연도 사업비             백만원

하ㆍ폐수처리수 공급자

시설 용량
(㎥/일)

구  분 계
도시

재이용수
하천유지

용수
농업용수 기타

당 초

변 경

공급량
1일 최대공급량(㎥/일) 1일 평균공급량(㎥/일)

사업기간 공급개시 예정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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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첨부서류

1. 실시설계 도서 1부

2.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 1부

3. 재이용시설의 평면도 1부(필요시)

4. 수리계통도, 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 1부(필요시)

5. 공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필요시)

6.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의 사본) 1부(필요시)

7. 하류 하천의 하천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1부

8. 사업의 효과 분석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유역(지방)환경청(물 재이용 담당부서)
※ 처리기간에서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 제외

신청서 작성 ▶ 접수(민원실)


▼

신청 내용 확인
(검토ㆍ조사ㆍ협의, 담당부서)

▼

기 술 검 토
(한국환경공단, 필요시)

▼ 

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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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표적 용도 제한조건

도시

재이용수

① 주거지역 건물외부 청소

② 도로 세척 및 살수(撒水)

③ 기타 일반적 시설물 등의 세척

④ 화장실 세척용수

⑤ 건물내부의 비음용, 인체 비접촉 세척

용수

∙ 도시지역 내 일반적인 오물, 협잡물의 청소  

용도로 사용하며 다량의 청소용수 사용으로  

직접적 건강상의 위해가능성이 없는 경우

∙ 비데 등을 통한 인체 접촉 시와 건물 내 비

음용ㆍ비접촉 세척 시에는 잔류물 등에 의한  

위생상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여야 함  

조경  

용수

① 도시 가로수 등의 관개용수

② 골프장, 체육시설의 잔디 관개용수

∙ 주거지역 녹지에 대한 관개용수로 공급하는  

경우로 식물의 생육에 큰 위해를 주지 않는  

수준이어야 함

친수

용수

① 도시 및 주거지역에 인공적으로 건설

되는 수변 친수(親水)지역의 수량 공급  

② 기존 수변(水邊)지구의 수량 증대를  

통하여 수변 식물의 성장을 촉진시키

기 위하여 보충 공급

③ 기존 하천 및 저수지 등의 수질 향상을  

통하여 수변휴양(물놀이 등) 기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보충 공급되는 용수

∙ 재이용수를 인공건설된 친수시설의 용수로  

전량 사용하는 경우, 친수용도에 따라 재이

용수 수질의 강화 여부를 결정. 

∙ 일반 친수목적의 보충수는 기존  수계 수질

을 유지 혹은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하며 목적

에 따라 재이용수의 처리정도를 강화할 수도  

있음  

하천

유지

용수

① 하천의 유지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목

적으로 공급되는 용수

② 저수지, 소류지 등의 저류량을 확대하

기 위한 목적으로 공급

∙ 기존 유지용수 유량 증대가 주된 목적이므로  

수계의 자정(自淨)용량을 고려하여 재이용수

의 수질을 강화시킬 수 있음

【붙임 3】

재이용수의 용도 구분 및 제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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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표적 용도 제한조건

농업

용수

① 비식용 작물의 관개를 위하여 전량 또

는 부분 공급하는 용도

② 식용농작물 관개용수의 수량 보충용으

로 인체 비유해성이 검증된 경우

 ∙ 직접식용은 조리하지 않고 날것으로  

먹을 수 있는 작물

 ∙ 간접식용은 조리를 하거나 일정한 가

공을 거친 후에 식용할 수 있는 작물

∙ 기존 농업용수 수질을 만족하여야 하나, 관

개용수의 유량 보충시 농업용수 수질이상 및  

기존 수질 보다 향상 가능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습지

용수

① 고립된 소규모 습지에 대한 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하천유역의 대규모 습지에 대한 주된  

수원으로 공급하는 경우

∙ 습지의 미묘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

도록 영양소 등의 제거와 생태영향 평가를  

거쳐 공급하여야 함  

지하수  

충전

① 지하수 함양을 통한 지하수위 상승 목적

② 지하수자원의 보충용도   

∙ 지하수계의 오염물질 분해제거율과 축적가능

성을 평가하여 영향이 없도록 공급하여야 함  

공업

용수

① 냉각용수

② 보일러 용수

③ 공장내부 공정수 및 일반용수  

④ 기타 각 산업체 및 공장의 용도

∙ 일반적인 수질기준은 설정하되 공업용수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요구수질에 맞추어 처

리하여야 하므로 산업체 혹은 세부적인 용도

에 따른 수질 기준은 지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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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하 ․ 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법제14조관련)

구분
도시

재이용수
조경용수 친수용수

하천

유지용수
농업용수 습지용수 지하수 충전 공업용수

총대장균군수

(개/100㎖)
불검출

200 

이하
불검출

1000 

이하

직접 

식용
불검출

200 

이하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

사 등에 관

한 규칙」 별

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

질기준을 준

수할 것

200 

이하간접 

식용

200 

이하

결합잔류염소

(㎎/L)
0.2 이상 - 0.1 이상 - - - -

탁도

(NTU)
2 이하 2 이하 2 이하 -

직접 

식용

2 

이하
- 10 이하

간접 

식용

5 

이하

부유물질

(SS)

(㎎/L)

- - - 6 이하 - 6 이하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5 이하 5 이하 3 이하 5 이하 8 이하 5 이하 6 이하

냄새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색도

(도)
20 이하 - 10 이하 20 이하 - - -

총질소

(T-N)

(㎎/L)

- - 10 이하 10 이하 - 10 이하 -

총인

(T-P)

(㎎/L)

- - 0.5 이하 0.5 이하 - 0.5 이하 -

수소이온농도

(pH)
5.8~8.5 5.8~8.5 5.8~8.5 5.8~8.5 5.8~8.5 5.8~8.5 5.8~8.5

염화물

(㎎Cl/L)
-

250 

이하
- - -

250 

이하
-

전기전도도

(㎲/㎝)
- - - -

직접 

식용

700 

이하
- -

간접 

식용

20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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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농업용수 수질기준 중 직접 식용은 농산물을 조리하지 않고 날것으로 먹는 경우에 

적용하고, 간접 식용은 농산물을 조리를 하거나 일정한 가공을 거쳐 먹는 경우에 적용

하며, 농업용수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다음 항목에 대한 수질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단위 : ㎎/L) 

알루미늄

(Al)

비소

(As)

총붕소

(B-total)

카드뮴

(Cd)

6가크롬

(Cr+6)

코발트

(Co)

구리

(Cu)

납

(Pb)

5 이하 0.05 이하 0.75 이하 0.01 이하 0.05 이하 0.05 이하 0.2 이하 0.1 이하

리튬

(Li)

망간

(Mn)

수은

(Hg)

니켈

(Ni)

셀렌

(Se)

아연

(Zn)

시안

(CN)

폴리클로리네

이티드비페닐

(PCB)

2.5 이하 0.2 이하 0.001 이하 0.2 이하 0.02 이하 2 이하 불검출 불검출

  2. 총대장균군수, 부유물질(SS),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색도, 총질소(T-N), 총인

(T-P), 수도이온농도(pH), 염화물, 비소(As), 카드뮴(Cd), 6가크롬(Cr+6), 구리(Cu), 납

(Pb), 망간(Mn), 수은(Hg), 니켈(Ni), 셀렌(Se), 아연(Zn), 시안(CN), 폴리클로리네이티

드비페닐(PCB), 전기전도도 항목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

항제5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다만, 총대장균군

수는 최적확수 시험법 또는 막여과 시험법으로 하고, 부유물질(SS)은 유리섬유 거름

종이법으로 해야 한다.

  3. 결합잔류염소, 탁도, 냄새, 알루미늄(Al), 총붕소(B-total), 코발트(Co), 리튬(Li) 항목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먹는물 공정시험기

준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다만, 코발트(Co), 리튬(Li) 항목은 먹는물 공정시험기준의 

금속류-유도결합플라스마 원자 발광분광법에 준하되, 코발트(Co)는 측정파장 228.616, 

정량한계 0.01㎎/L, 리튬(Li)는 측정파장 670.784, 정량한계 0.50㎎/L로 한다.

  4. 공업용수 수질기준은 산업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다회순환냉각수, 공정수, 

보일러용수 등은 수요처와 협의하여 수질을 정할 수 있다.

  5.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수질기준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시설에서 최종 처리하여 

송수하는 수질에 대하여 적용하며,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재처리수의 기준보다 강할 경우에는「하수도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6.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익적 목적으로 공급하는 도시 재이용수, 하천유지용수, 조경용수, 

친수용수, 농업용수에 대한 수질기준은 2013년 6월 9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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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등록 21일
변경 14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기술인력

보유현황

일련

번호
성명 생년월일 직위 등록일

기술등급 및

보유자격현황
자격증번호 입사일

1

2

3

4

5

시설

보유현황

일련

번호
시설명

실제 
면적(㎥)

시설 주소 소유 형태

1

2

장비
보유현황

일련

번호
장비명 규격 등록 연월일 취득일

1

2

등록/변경내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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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수수료

없음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1부)
2.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물 재이용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민원실)

▼

신청 내용 확인
(검토ㆍ조사ㆍ협의, 담당부서)

▼

결  재

▼  

등록증 교부 ◀ 등록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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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 및 장비

 가. 사무실 및 실험실

 나. 제도설비 한 세트 이상 또는 제도설계(CAD)를 할 수 있는 컴퓨터 한 대 이상

 다. 다음 항목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1) 총대장균군수

  2) 결합잔류염소

  3) 탁도(NTU)

  4) 부유물질(SS)

  5)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6) 냄새

  7) 색도(도)

  8) 총질소(T-N)

  9) 총인(T-P)

  10) 수소이온농도(pH)

  11) 염화물

  12) 농업용수 측정항목: Al, As, B-total, Cd, Cr
+6

,
 

Co, Cu, Pb, Li, Mn, Hg, Ni, 

Se, Zn, CN, PCB, 전기전도도

  비고

  1. 제도설비 및 실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도설비 및 실험기기는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2.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않을 수 있으며, 

측정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붙임 6】

하 ․ 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 ․ 시공업의 시설 ․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18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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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인력

용량 기술인력

10,000m3/일 이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명(각각 다른 분야에 대한 경력자로 한다)

가) 수질환경기사

나) 일반기계기사ㆍ건설기계기사 또는 기계설계기사

다) 화공기사

라) 토목기사

마) 전기기사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10,000m
3/일 이상

50,000m3/일 미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명(각각 다른 분야에 대한 경력자로 한다)

가) 수질환경기사

나) 일반기계기사ㆍ건설기계기사 또는 기계설계기사

다) 화공기사

라) 토목기사

마) 전기기사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50,000m3/일 이상
100,000m3/일 미만

1) 수질관리기술사 1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

인 사람 2명(각각 다른 분야에 대한 경력자로 한다)

가) 수질환경기사

나) 일반기계기사ㆍ건설기계기사 또는 기계설계기사

다) 화공기사

라) 토목기사

마) 전기기사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100,000m
3/일 이상

1) 수질관리기술사 1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4년 이상

인 사람 3명(각각 다른 분야에 대한 경력자로 한다)

가) 수질환경기사

나) 일반기계기사ㆍ건설기계기사 또는 기계설계기사

다) 화공기사

라) 토목기사

마) 전기기사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비고

  1.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2. 수질관리기술사는 상하수도기술사, 화공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기계공정설계기술사, 공학박사

(수질분야를 전공한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수질오염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그 분야 또는 그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중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을 등록한 자

    나.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을 등록한 자

    다. 「하수도법」 제52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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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추진 흐름도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시행하는 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계획(안) 수립

국고지원 신청

▪국고지원방안 사전협의

  (공공하수도관리청→지방환경관서의장

→환경부장관)

국고지원 확정 통보 ▪환경부장관→공공하수도관리청

사업계획 수립

(실시설계)

기술검토

(한국환경공단)

재원협의

(지방환경관서장)

설치승인

(시도지사)

사전협의

(국토해양부장관)

공사시행

준공

(국고 정산)



물 재이용시설 설치․관리 통합 가이드 북

144

【붙임 8】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민간제안사업 사업추진절차>

∙ 민간제안 기본의향서 접수시   
  환경부 국고지원 방안 사전협의∙ 민간 → 주무관청

∙ 주무관청 → 공공투자관리센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공공투자관리센터

∙ 60일 이내 (적격성조사시 예외)

∙ 지원센터 → 주무관청, 기획재정부∙ 국고지원 등 사전협의(주무관청→환경
부)∙ 주무관청 → 기획재정부

∙ 2천억원이상 사업 또는 국고지원이 300억원
이상 수반되는 2천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3개월내 심사결과 통보  

제안서 제출

제안서 채택 불가 통지
(주무관청 → 제안자)

제안서내용

검토의뢰

제안서 내용 검토

(적격성조사)

검토의견 제출

제안내용 공고

(주무관청)

No Yes

Step 1

Step 2

Step 3

제안서 검토 · 평가

협상대상자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주무관청)

준공 확인
(주무관청)

실시계획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

공 사 시 행

타제안 없을 경우 타제안 있을 경우

제안자를 협상
대상자로 지정

Step 4

Step 5

Ste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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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고시사업 사업추진절차>

Step 1 ∙ 2천억원 미만사업은 주무관청이 자체 지정

∙ 2천억원 이상사업은 심의위원회 심의 지정

대상사업 지정

(주무관청)

Step 2
∙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 자문

∙ 국고지원 등 사전협의(주무관청→환경부)

 * 2천억원 이상 사업 또는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2천억원 미만 사업은 위원회 심의

∙ 사업시행자 지정방법 및 정부의 지원내용 등 명시, 

주요사항은 영문요약 고시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고시

(주무관청)

Step 3 사업계획제출

Step 4

사업계획의 검토 ․
평가

(협상대사자 지정)

∙ 사업계획 평가단 구성 ․ 운영

∙ PQ 및 2단계 분리심사 가능

∙ 협상대상자는 2인 이상 지정

Step 5
∙ 총사업비, 시설사용기간, 사용료 등 사업시행 

조건결정

∙ 실시협약(안)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자문

∙ 설계자문신청(주무관청→광역자치단체장)

 * 5천억원 이상 사업은 위원회 심의

실시협약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주무관청)

Step 6 실시계획
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

∙ 승인협의(주무관청→광역자치단체장)

∙ 3개월내 심사결과 통보

실시계획 승인

(주무관청)

Step 7 공사시행

준공확인

(주무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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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9】

하수처리수 재처리공정(예시)

국내 재처리공법 적용 현황

번호 지  역 용  도
하수처리시설

(천톤/일)
재이용량 
(천톤/일)

재처리공법 비 고

1 인천송도 복합용 30 30
사여과 +활성탄

+ 염소소독

2 경기 부천 복합용 95 45 SBF

3 경기 오산 공업용 57 12 여과 +RO

4 충남 공주 하천유지 35 10 사여과 +UV

5 충남 천안 하천유지 120 30 재처리시설 없음

6 전남 여수 하천유지 110 43.2 재처리시설 없음

7 전남 강진 농업용 8 6 재처리시설 없음

8 충남 부여 하천유지 15 8 자외선 소독

9 전북 익산 공업용 100 20 MF+RO 계획중

※ SBF- 입상황생물막 여과,  RO-역삼투압

용도별 재처리공정 분류 사례

구 분 세부구분 처리방법(예시)

범용재이용수  

청소용수 ․ 모래여과

도시조경용수 ․ 모래여과

친수용수 ․ 모래여과+활성탄 

하천유지용수 ․ 모래여과   ․ MF

관개용수 ․ 모래여과   ․ MF

인체접촉 및 직접영향
재이용수  

인체접촉세척용수 ․ MF + R/O ․ 생물반응조 내 침지막설치+R/O

직접관개용수 ․ MF + R/O이상 

고도환경용수  

습지용수 ․ 모래여과+활성탄  ․ MF + R/O ․ 생물반응조 내 침지막설치+R/O

지하수충진 ․ 모래여과+활성탄  ․ MF + R/O ․ 생물반응조 내 침지막설치+R/O

음용수자원보충 ․ MF + R/O ․ 생물반응조 내 침지막설치+R/O

   공업용수 ․ 6가지 조합 모두 가능

※ MF : Micro Filt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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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 용도별 분류 : 용도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

(i) 일반재이용처리(lower level treatment)

(ii) 일반재생처리(medium level reclamation treatment)

(iii) 고도재생처리(higher level treatment)

구 분 일반재이용처리 일반 재생처리 고도 재생처리 

대표적인 

용도 

하천유지 용수

청소용수

관개용수 소량보충

비접촉 생활용수

청소용수

관개용수

지하수 충진

음용수자원의 보충

습지 보충수 

처리목적
유기물/부유물질의  

제거와 소독

영양소(NㆍP)제거

유기물/부유물질의 추가제거

영양소(NㆍP)의 최대제거

미량물질의 제거

처리공정 2차 처리+소독 수준 
N, P 제거 + 3차 처리

MBR+N,P제거 

미량물질제거 가능공정

영양소최저화 가능공정

분리막+AOP 등 추가

대표사례
남미, 중동, 동남아 일부 

등 저개발 물부족 지역

대부분의 국가 및 지역 

FloridaSTAR project 

미국 Water Factory 21

Singapore NEWater

호주 남카브레라 

(i) 일반재이용처리(lower level treatment)
  기존 2차 처리공정이 위주가 되며 질소ㆍ인의 제거가 반드시 요구되지 않으나,    
 위생적 측면에서 소독공정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ii) 일반재생처리(medium level reclamation treatment)
  일반적으로 다양한 생물학적영양소제거(BNR) 공정으로 질소ㆍ인과 같은 영양소   

제거와 함께 추가적인 SS 및 색도 등의 제거가 이루어지며, 잘 운전되는 BNR    
공정들의 처리수질은 거의 고준위처리에 가깝게 확보(T-N 3.2 mg/L, T-P 0.3     
mg/L정도의 처리수를 생산)되고 있다. 

  - 사례 : 아래 표의 미국과 스웨덴의 일부 기존 처리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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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고도재생처리(higher level treatment)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용도의 위생조건 및 미량 물질 등을 제거할 수 있는 공정을 

선정하게 된다. 현재 적용 가능한 시스템으로는 다음 그림과 같이 

ⓐ 기존처리장에 3차 처리개념의 공정을 추가하는 경우와 

ⓑ 기존 2차 처리공정처리수에 분리막을 추가하는 방안, 그리고 

ⓒ 처리장의 수처리공정을 MBR계열의 분리막 공정으로 개체하고 처리수를 다시    

R/O등을 통하여 고도화시키는 방안 등이 있다. 

처  리  장
Flow

(m3/day)
TN

(mg/L)
TP

(mg/L)
주처리 공정

Graceville, FL, USA 4,160 <2.5 <0.50 SBR BNR + 여과

Maryland, MA, USA 8,330 4.8 0.21 혐기 + 산화구 + Bio P

Fiesta Village, FL, USA 18,930 1.0 0.19 Packed bed 분리 후탈질 + 화학적 P제거

City of Dunedin, FL, USA 22,710 2.3 0.31 Packed bed 분리 후탈질 + 화학적 P제거

Parkway, MD, USA 29,900 4.1 0.41 BNR + 화학적 P제거

City of Daytona Beach, FL, USA 37,850 2.8 <0.50 Packed bed 분리 후탈질 + 화학적 P제거

River Oaks, FL, USA 37,850 1.4 0.30 질산화 + 후탈질 + 화학적 P제거

Eastern Water Reclamation, 

FL, USA
43,150 3.9 0.39

분질 질산화/탈질 + RA발효이용 Phostrip 

+ 여과 + 화학적 P제거

H.L. Mooney, VA, USA 68,130 <3.0 0.10 AS + 분리 후탈질 + 화학적 인제거  

Piscataway, MD , USA 94,620 4.9 0.09 Step Feed BNR + Chemical P

Himmerfjärden Grödinge, 

Sweden
95,000 4.8 0.48 유동상 + 여과 + 화학적 P제거 

Truckee Meadows Reno, 

NV, USA
151,400 2.0 0.34

Modified Phostrip + Trickling Filters + 

여과 + 유동상 후탈질  

평균값 47,850 3.12 0.32

후탈질 활용: 6 

공정 자체 고효율화: 6

화학적 인제거(Phostrip 포함): 10개소 

화학적 인제거 미사용: 2개소 

<표> 고도재생처리 사례 (유량 및 농도는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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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
살균

응집 여과 활성탄 흡착
 (선택사항)

 염소 또는
자외선 살균

    응결
(Flocculation)

여과  염소 또는
자외선 살균

    응결
(Flocculation) 침전

여과  염소 또는
자외선 살균

라임침전
    재탄산화
(Recarbonation)

여과 활성탄 흡착 오존처리 자외선 
 살균

염소
살균

한외여과 역삼투 오존처리 자외선  
 살균

염소
살균

여과 자외선  
 살균

활성탄 흡착 한외여과 탈기 오존처리 염소
살균

정밀여과 역삼투 이온교환 오존처리 염소
살균

정밀여과 역삼투 자외선처리

응집

응집

(1)

(2)

(3)

(4)

(5)

(6)

(7)

(8)

  질산화와

생물학적 영양

 염류제거를

  거쳤거나

거치지 않은

  침전된 하수

석회첨가

응집,플럭형성 염소소독  
Cl2

재탄화시킬
라임슬러지

침전 공기탈기

재탄산화
  CO2

침전

슬러지

여과

탄소흡착

재생용 폐탄소
역삼투

혼합

심정우물

심정우물 또는
기타화학약품

여과스크린 Microfiltration Break
 tank

Cartridge
  filter

역삼투 UV방사계통 탈탄산기

석회

급속혼합 플럭형성 침전

CO2

재탄화 Ballast조 여과

급속혼합용
  역세시

UV소독 탄소흡착

역삼투

한외여과 공기탈기 오존처리 염소처리

공기탈기 오존처리 염소처리

(9)

(10)

(11)

(12)

(11)

<그림> 전형적인 2차 하수처리수의 재처리공정(Metcalf & Eddy,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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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0】

국내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1. 국내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2009년말 기준으로 전국에 가동중인 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량은 연간 67억톤

이며, 하수처리수 재이용량은 10.9%인 7.27억톤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증가

5,447
5,711 5,884

6,129
6,419

6,646 6,499 6,386 6,490 6,570 6,703

165 167 174 262 346 360 457 490 640 712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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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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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단위: %

하수처리량 재이용량 재이용율

- 절반 이상(3.86억톤, 53%)을 세척수 ․ 청소수 ․ 냉각수 등 장내 용수로 재이용하고, 

나머지(3.40억톤, 47%)는 하천유지용수 ․ 공업용수 ․ 농업용수 등의 장외 용수로 

재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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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재이용현황〉

연도 구 분 계

장  내  용  수 장 외 용 수

소계 세척수
냉각

용수
청소수

희석

용수

식수대 

살수
기타 소계

하천유지

용수

농업

용수

공업

용수
기타

2009

재이용량

(천㎥/년)
727,833 386,962 159,462 56,146 37,911 9,622 2,657 121,165 340,871 241,366 37,088 14,421 47,997

비율(%) 100 53.2 21.9 7.8 5.2 1.3 0.4 16.6 46.8 33.2 5.0 2.0 6.6

2008

재이용량

(천㎥/년)
712,019 401,541 155,727 61,066 37,936 8,896 4,357 133,559 310,478 213,537 60,840 15,045 21,056

비율(%) 100 56.3 21.9 8.6 5.3 1.3 0.6 18.8 43.6 29.9 8.5 2.1 3.0

2007

재이용량

(천㎥/년)
641,914 371,980 151,712 54,568 32,614 9,131 4,453 119,502 269,934 193,623 40,383 9,899 26,029

비율(%) 100 57.9 23.6 8.5 5.1 1.4 0.7 18.6 42.1 30.2 6.3 1.5 4.1

2006

재이용량

(천㎥/년)
490,866 244,880 115,230 32,566 18,642 8,139 1,000 69,303 245,986 196,816 29,347 6,919 12,904

비율(%) 100 49.9 23.5 6.6 3.8 1.7 0.2 14.1 50.1 40.1 6.0 1.4 2.6

자료 : 2009 하수도통계(환경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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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장
 항 목 전남강진 충남공주 전남여수 경기오산 인천송도 충남천안

하수처리시설
설계유량(m3/d) 8,000 35,000 110,000 57,000 13,000 150,000

하수처리 공정 SBR HBR-Ⅱ ASP ASP Biotry-R
DNR

HANT

하수처리
설계방류

수질
(mg/L)

BOD 2.0 6.0 - 6.4 10.0 -

COD 5.0 8.8 - 10.7 20.0 -

SS 5.4 3.1 - 3.9 10.0 -

T-N - 13.3 - - 15.0 -

T-P - 0.5 - - 2.0 -

재이용  
설계유량(m

3
/d)

8,000 10,000 43,200 12,000 30,000 30,000

재이용 공정 SBR처리수
단순공급

여과소독
시설, 

펌프장
- 여과+R/O 사여과+활성

탄+염소소독
HANT

재이용용도 농업
용수

하천
유지
용수

하천
유지
용수

공업
용수

복합용수
(청소 ․
화장실,조경,
친수용수) 

하천
유지
용수

재이용 
설계방류

수질
(mg/L)

BOD 2.0 5.0 - 2.0 6.0 -

COD 5.0 - - 2.0 10.0 -

SS 5.4 - - 1.0 5.0 -

TN - 10.0 - - 15.0 -

TP - 1.0 - - 2.0 -

대장균군수
(개/ml) - 1000 - - 불검출 -

색도 - 40 - - 10.0 -

재이용 
시설비용

공급관망
제외 1억원 36억원 19억원 - -

전체 12억원 95억원 50억원 170억원 200억원 80억원

운영방법 직영 위탁 - - 위탁(민자) 직영

<표> 2006년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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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장
 항목

목포남해 고 창 구 미 보 성 고 령 고 흥

하수처리시설

설계유량(m3/d)
100,000 16,000 330,000 3,000 6,000 4,000

하수처리 공정 NPR+여과
표준

활성+여과
-

산화구+
고속응집

침전
DNR  SBR

하수처리  

설계방류수

질

BOD 10 5.8 - 5.0 - 5.2

COD 15 6.5 - 10.0 - 12.0

SS 10 4.3 - 5.0 - 16.0

TN 15 11.1 - 10.0 -

TP 1.6 0.5 - 1.0 -

재이용 설계유량(m
3
/d) 35,000 11,000 105,000 2,500 4,500 4,000

재이용 공정
처리수

단순공급

처리수

단순공급

처리수

단순공급

여과 및  

소독시설
-

재이용용도

하천

유지

용수

하천

유지

용수

하천
유지
용수,
조경
용수

하천
유지

용수, 인공
생태
하천
조성

하천

유지

용수

하천
유지
용수,
공원
관리
용수

재이용 설계

방  류

수  질

BOD 7 2급수 - 5.0 6.0 -

COD 11.3 - - 10.0 24.8 -

SS 3.0 - - 5.0 6.0 -

T-N 9.0 - - 10.0 12.0 -

T-P 0.9 - - 1.0 1.2 -

대장균군수 - - - - - -

색도 - - - - - -

재이용  

시설비용

공급관망
제외

8억원 30억원 - - - 11억원

전체 15억원 43억원 40억원 7억원 10억원 30억원

운영방법 직영 - - 위탁 위탁 직영

<표> 2007년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신규 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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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장
  항 목

부 여 익 산 상 주 경 산 제주(판포)

하수처리시설

설계유량(m
3
/d)

15,000 100,000 26,000 40,000 5,000 

하수처리 공정 HBR-Ⅱ 표준활성 BSTS-Ⅱ - ECRs

하수처리 

방류수질

('08)

BOD 9.0 3.9 2.5 2.1 -

SS 9.0 1.3 1.5 1.60 -

TN 14 19.5 8.03 4.8 13.6

TP 1.5 0.7 1.05 0.9 1.6

재이용  

설계유량(m
3
/d)

8,000 20,000 20,000 30,000 5,000

재이용 공정 자외선소독 MF+RO
처리수

단순공급

처리수

단순공급
탈염시설

재이용용도
유지

용수
공업용수

하천

유지,

농업

용수

하천

유지

용수

농업용수

재이용 

설  계

방  류

수  질

BOD 5 1 0.88 2.1 -

SS 10.0 1 2.4 1.6 -

T-N 10.0 3 10.5 4.8 -

T-P 1.0 0.1 1.25 0.9 -

대장균

군수
1,000 - 200 - -

재이용 

시설비용

공급관망

제외
- - - - -

전체 25억원 210억원 56억원 66억원 55억원

운영방법 직영 - - - -

<표> 2008년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신규 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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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장
  항 목

대구

(안심)
굴포천

고양

(원능)

평택

(통복)

양주

(광백)

하수처리시설

설계유량(m3/d)
47,000 900,000 80,000 75,000 -

하수처리 공정 - BNR CSBR CNR -

하수처리  

방류수질

('08)

BOD 0.7 6.3 2.5 10 -

SS 0.7 4.5 2.4 10 -

TN 6.7 7.6 6.6 20 -

TP 0.3 0.69 0.2 2 -

재이용 설계유량(m3/d) 40,000 75,000 30,000 45,000 20,000

재이용 공정
처리수

단순공급

응집+중력식

섬유여과+

오존산화

처리수

단순공급
MF

처리수

단순공급

재이용용도
하천

유지

용수

하천

유지

용수

하천

유지

용수

하천

유지

용수

하천

유지

용수

재이용 설계

방  류

수  질

BOD 10 3 10 4.6 10

SS - 3 - 3.5 -

T-N 10 - 10 9.1 10

T-P 1 0.5 1 0.4 1

대장균군수 <1,000 불검출 <1,000 - <1,000

재이용  

시설비용

공급관망

제외
- - - - -

전체 70억원 110억원 173억원 147억원 15억원

운영방법 - - - -

<표> 2009년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신규 1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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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장
  항 목

의왕

(부곡)
천안, 성환 당 진 영 암 경 주

구 미

(원평)

하수처리시설

설계유량(m3/d)
15,000 180,000 15,000 5,500 110,000 60,000

하수처리 공정 DNR - SDPR 산화구법
혐기호기

+여과소독
DNR

하수처리  

방류수질

('08)

BOD 2.2 12.6 6.7 3.0 2.0 3.3

SS 2.0 4.7 6.3 3.5 1.2 3.9

TN 13.0 13.1 15.1 9.9 5.6 8.0

TP 0.3 0.69 1.39 0.89 0.3 0.68

재이용 

설계유량(m3/d)
5,200 150,000 12,000 5,500 80,000 60,000

재이용 공정
처리수

단순공급

약품투입+

여과

처리수

단순공급
여과

처리수

단순공급

처리수

단순공급

재이용용도 도로청소 농업용수

하천

유지

용수

농업용수

하천

유지

용수

하천

유지

용수

재이용 설계

방  류

수  질

BOD 10 20 4.0 4 2.1 10

SS - 4 5.0 5 1.2 -

T-N 10 10 10.0 10 7.5 10

T-P 1 1 1.0 1 0.1 1

대장균

군수
<1,000 - - - - <1,000

재이용  

시설비용

공급관망

제외
- - - - - -

전체 38억원 100억원 85억원 10억원 158억원 28억원

운영방법 - - - - - -

<표> 2009년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신규 11개소)-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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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장
  항 목 구리 덕산(예산) 장성 의성 문경

하수처리시설

설계유량(m3/d)
160,000 7,000(증설) 11,000 8,000 30,000

하수처리 공정
섬모상생물

막법

회전원판

접촉법

(R.B.C조)

회전원판

접촉법

(R.B.C조)

혐기-무산소-

호기조합법

연속회분식법

(A20변법)

하수처리 

방류수질

(‘10)

BOD 7.1 6.1 6 10 3.6

SS 4.6 6.5 8 10 3.2

TN 14.1 7.5 15.9 20 4.3

TP 0.5 0.7 1.6 2 0.6

재이용  

설계유량(m3/d)
25,700 5,000 4,000 4,000 2,000

재이용 공정 재처리
처리수

단순공급

처리수

단순공급

처리수

단순공급

처리수

단순공급

재이용용도

시민의 강

공업용수

화장실용, 

공원살수용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농업용수 농업용수

재이용 

설계

방  류

수  질

BOD - 5 5.5 5.0 3.6

SS - 6 7.6 - 3.2

T-N - 10 15.4 10.0 4.3

T-P - 0.5 1.6 0.5 0.6

대장균

군수
- - 228 200 0

재이용 

시설비용

공급관망

제외
- - - -

전체 130억원 38억원 28억원 20억원 10억원

운영방법 - - - -

<표> 2010년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신규 9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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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장
  항 목 영덕

장유, 화목

(김해)
의령

월정

(제주)

하수처리시설

설계유량(m3/d)
10,000 242,000 4,000 12,000

하수처리 공정 표준활성슬러지공법 표준활성슬러지공법 OD-ATS SBR

하수처리  

방류수질

('10)

BOD 3.0 3.1~3.62 4.0 14～19

SS 3.0 2.0~2.5 3.5 10

TN 11.2 3.0~4.6 18.0 16.6

TP 1.2 0.6~1.3 0.3 0.15

재이용 

설계유량(m3/d)
5,400 18,000 4,000 5,000

재이용 공정 HM2(총인처리시설)

처리수

단순공급

(모래여과)

SOD탈질공법
제염 : ECRs,   

막분리공정 : UF, RO

재이용용도 친수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재이용 설계

방  류

수  질

BOD 3 4 4.0 -

SS 3 1 3.5 -

T-N 10 - 5.0 -

T-P 0.5 - 0.3 -

대장균

군수
- 0 - -

재이용  

시설비용

공급관망
제외

- - - -

전체 32억원 70억원 46억원 57억원

운영방법 - - - -

<표> 2010년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신규 9개소)-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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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1】

국내 재이용사업 추진사례

부천시 굴포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다목적)

Ⅰ. 추진배경

   부천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은 수량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한 하수 처리수를 

재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상수도를 대체할 수 있는 산업용수, 화장실 세척, 
조경, 도로청소 및 살수용수 등으로 수자원의 다양화를 통한 물부족에 대응

하고자 함

Ⅱ. 사업내용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01.3 ～ 2004.7.14
  사업주체 : 부천시

  재이용공급량 : 45,000톤/일
  사업비 : 20,809백만원

  사업량 : 시설용량  45,000톤/일  - 송수관로 L=8.69㎞, D=700～600㎜

□ 추진경위

  ’00. 4.10 : 굴포천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시설 시업추진 결정

               - 국고보조사업 신청(부천시 → 환경부)    
  ’00. 9.18 :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사업계획수립

  ’00.10.19 :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시민설명회

  ’01. 4.27 : 재이용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

  ’01.5～02.4 : 재이용시설 설계 자문회의 개최 (1차～8차)
                - 공무원3명. 교수(3명). 전문가(5명). 시민(2명). 토개공(1명)
  ’02. 6.20 : 재이용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완료

  ’02. 9.18 : 재이용시설 건설기술심의(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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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2.21 : 굴포천하수처리시설(방류수 재이용시설)설치 변경인가 

               - 환경부고시 제2002-200호
  ’02.12.27 : 굴포천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시설공사 착공 

  ’04. 3.26 : 재이용시설공사 종합 시운전

  ’04. 3.27 : 시민의 강 유지용수 공급

  ’04. 7.14 : 준공 및 가동

Ⅲ. 재이용사업 일반현황

□ 일반현황

유량현황

(㎥/일)

구분 하수처리시설 유입량 재이용공급량 재이용률(%)

설계 900,000 45,000 5.0

운영 783,218 25,000 3.2

하수처리공법  표준활성오니법(1단계) / 4stage-BNR(2단계) + 소독

하수재이용

사업내용

 □ 재처리시설 : 입상황생물막여과(SBF)공법

 □ 공급관로(㎞) : 8.7㎞(6.1/2.6)

   - 관경 :  700/600 ㎜, - 관종 : 닥타일주철관, - 전양정 : 55m

 □ 펌프시설 : 수중모터펌프 5대

              용량 : 9.03㎥/min, 동력 150kw

 □ 기타시설 : 유입펌프4대, 자외선소독시설등

재이용사업비

 (백만원)

 □ 총사업비 : 20,809   □ 국고 : 10,641   □ 지방비 : 10,168

    (설계비 : 687, 공사비 : 19,660, 감리비 : 462   - , 기타:    )

재이용사업기간  착공일( 2002. 12 ),  준공일( 2004. 07 ), 가동일( 2004. 07 )

재이용 운영기관  □ 운  영 : 직영, 공기업(    ), 민간위탁( O )

□ 하수처리 및 재처리시설 공정

펌프 PIT 탈 질 조 BOD 저감조 처리수조 UV 소독조 가압펌프장

응집제

역세수기   존
처리장

기   존
처리장
2    차
침전지

염소소독

시민의 강
공업 용수

화장실  용
공원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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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수질현황(재이용시설)

                                 (단위 : ㎎/L, 개/㎖)

구   분 pH BOD COD SS T-N T-P 색도 DO ABS
대장균

군수

처

리

장

유입

수질

설계 - 17 14 17 17 2 - - - -

운영 6.6 6.2 9.3 4.6 7.065 0.612 42 3.84 - 1,414

처리

수질

설계
5.8~

8.5
6 10 5 10(15) 1 20 5이 상 - 없 음

운영 6.6 0.9 6.5 0.8 3.173 0.186 22 7.94 - 없 음

재이용수질
권고기준

5.8~

8.5
10 - - 10(60) 1(8) 20 2이 상 1 1,000

재이용수 
공급수질 6.6 0.9 6.5 0.8 3.173 0.186 18 7.94 0.1 없 음

공급하천
수    질

상류 - 1.2 6.5 1.2 3.404 0.174 - - - <30

하류 - 1.2 6.6 2.7 3.101 0.184 - - - <30

주1) 재이용수질 권고기준은 하천유지용수 기준임

주2) 재이용수 수질은 최근 1년간 평균수질임(2006년 평균)

주3) 공급하천수질은 시민의강 발원지 및 1강종점 측정결과 임

  

Ⅴ. 연간운영비

구 분 계 인건비 수선비 약품비 슬러지 전력비 기타

금 액

(백만원)
738 185 24 193 34 209 93

  

* 부가세 포함 금액임 

Ⅵ. 고려(유의)사항

* 재이용수는 산업용수 및 생활용수 등 기타 잡용수로 공급되기 위한 시설로 최초 

수처리 공법선정 및 공급계획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재이용시설의 수처리 공법 선정을 위해 입상황생물막여과(SBF)공법을 채택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공법상 황 및 석회석 투입으로 인한 기계 장치내 스케일 발생 

등의 문제가 있어 일부 기업에서 냉각수 및 기타 공정수로 사용하는데 적정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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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사업(기대)효과

* 시민의 강 재이용수 공급 : 24,000톤/일 공급 

  - 시민의 강을 통한 재이용수 홍보로 재이용수에 대한 시민들 인식 개선 및 추후 

재이용수 사업 홍보효과 

* 산업용수 및 생활용수 등 공급 : 1,000톤/일 공급

  - 대규모 물 수요처 확대 및 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Ⅷ. 기  타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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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지점(수요처)

- 연락처 : 부천시 하수과  032-320-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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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생활용수〉
 □ 수요처 현황

- 재이용수 공급계약현황

업 체 명
공급계약유량

(㎥/일)

공급단가

(원/㎥)
용    도 비  고

계 15 879

선일기업(주) 165 230 청소 및 공정용수

부국레미콘 100 230 “

성신양회(주) 53 230 “

유진기업(주) 86 230 “

쌍용양회(주) 13 230 “

영진화학(주) 53 230 청소용수 및 공정수

유니온화성(주) 6 230 “

경직염직공업 - 230 “

(주)인우염직 1 230 “

우광개발 71 230 비산먼지 제거

삼삼건설 88 320 도로살수 및 잡용수

아인스월드 75 320 연못 ․ 화장실 ․ 조경

환경위생과 21 130 도로살수

폐기물처리장 107 230 청소용수

부천터미널(주) 40 320 화장실 ․ 청소용수

- 기존용수 공급단가

기존여건(용수단가 : 원/㎥) 비    고

수도요금단가 공업용수

560~950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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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 분석결과

공급자 측면

- 초기투자비 및 유지관리비용

  ㆍ최초시설비 : 20,809백만원, 유지관리비(연간) : 837백만원(2006년)

 - 재이용수 판매에 따른 연간 수입(2006년)

  ㆍ재이용수 수입 : 87백만원

 - 손익분기점

공급받는 자 측면

 - 종전 용수 대비 절감비용(연간)

<예시>

- 부천폐기물처리시설(2007.05. 신규)

구  분 상수도 사용 재이용수 사용시 예상 절감액

손익분기점 - 25개월

용도 산업용 산업용

사용량 3,000톤/월 3,000톤/월

관경 100m/m 100m/m

초기투자비 - 62,785,000

시설분담금 - 3,945,000

시설공사비 - 58,840,000

사용료 계 3,220,120 710,470 2,509,650

월

사용료

상수도

요금

 3,000톤*560~950원

   = 2,743,000원

재이용수

요금

 3,000톤*230원

   = 690,000원
  

기본료 27,120원 기본료 20,470원

물이용

부담금

 3,000톤*150원

   = 450,000원

물이용

부담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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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가좌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공업용)

Ⅰ. 추진배경

국가 자원 재활용 정책에 적극 부흥하여 폐자원으로 인식되어 온 하수처리수를 

인근 물 대량 사용업체에 무상으로 공급함으로써 

수자원 재이용을 통한 관내 기업체의 생산원가 절감, 기업경쟁력 강화 및 

물 절약 실천에 기여함.

Ⅱ. 사업내용

□ 사업개요

협약기간 : 2005. 9. 17 ~ 2010. 12. 31

사업주체 : 가좌사업소 하수방류수 → (주)현대제철 무상 공급

재이용공급량 : 16,000㎥/일

사업비 : 75.2억원,(주)현대제철 투자

사업량 : ㆍ(주)현대제철내 재처리 시설 설치

          ㆍ취수관로 : PE500㎜ 지하매설1.5㎞

          ㆍ취수 및 수중압송펌프 : 390㎥/minⅹH40mⅹ3대(1대예비)

          ㆍ기    타 : 전원공급장치 및 현장 조작판 설치

□ 추진경위

2002. 09. 16 ~ 2005. 9. 16 협약체결

2002. 10. 20  방류수 취수  

2005. 09. 17 ~ 2010. 12. 31 협약체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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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재이용사업 일반현황

□ 일반현황

유량현황

(㎥/일)

구분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량 재이용공급량 재이용률(%)

설계 90,000 16,000 17.8

운영 63,719 16,000 25

하수처리공법  고도처리(4-Stage BNR공법)+소독

하수재이용

사업내용

 □ 재처리시설 : 마이크로필터.역삼투막(R/O공법)

 □ 공급관로(㎞) : (주)현대제철(1.5㎞), 관경500㎜,관종 :PE 

 □ 펌프시설 : 현대제철 (공급펌프(수중펌프) 3대390㎥/min

 □ 기타시설 : 흡수정(압송관로)

재이용사업비

 (백만원)

 □ 총사업비 :  □ 국고 :  □ 지방비 : 

    (설계비 :   ,  공사비 :     ,  감리비 :   - , 기타:    )

재이용사업기간  착공일(   ),  준공일(   ), 가동일(   )

재이용 운영기관  □ 운  영 : 직영, 공기업( ), 민간위탁( )기타(현대제철 자체운영)

□ 하수처리 및 재처리시설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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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수질현황

                                                          (단위 : ㎎/L, 개/㎖)

구   분 pH BOD COD SS T-N T-P 색도 DO ABS 대장균
군수

처

리

장

유입

수질

설계 140 130 140 40 5 -

운영 7.4 167.2 100.4 79.4 33.028 3.529 - 135,223

처리

수질

설계 17 22 18 16 2 -

운영 7.1 5.7 9.8 5.5 18.044 1.624 1,638

재이용수질
권고기준 수질환경법 제 22조 준용

재이용수 공급수질 7.1 0.1 0.2 불검출

공급하천
수    질

중류

하류

<공업 ․생활용수>

 □ 수요처 현황

업 체 명
공급계약유량

(㎥/일)
공급단가
(원/㎥)

용    도 비  고

계

공정용수

기기세척수

(주)현대제철 16,000 무상 냉각용수

(주)임광토건 860 무상 조경용수

연못 ․ 습지용수

화장실변기세척용

□ 경제성 분석결과

초기 투자비용 및 유지관리비용

  - 초기 투자비용 : 7,516,307천원

  - 설비 보완 투자비용 : 1,000,000천원

  - 연간 투자비용(03년 ～ 06년) : 2,000,000천원



169

하
수
처
리
수

재
이
용
시
설

운영비용

  - 연간운영비용(03년 ～ 06년 연평균) : 2,300,000천원/년

손익 분기점

  - 운영에 따른 비용절감액(상수도 비용-운영비용) : 9,710,476천원

  - 투자비용 : 10,516,307천원

  - 손익 분기점 : 4.33년

종전 용수 대비 절감비용(03년 ～ 06년 연평균) : 2,427,600천원/년

【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사진 】

【 취수시설 】 【 여과시설 】

【 RO 역삼투시설 】 【 냉각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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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하천유지용수)

Ⅰ. 추진배경

건천화된 도심하천의 용수량 확보

도심 하천의 수생태계 회복 및 친수공간 조성

물순환의 건전성 확보 및 수질개선

Ⅱ. 사업내용

□ 사업개요

사업기간 : ’95. 7. 6 ~ ’97. 6. 12

사업주체 : 대구광역시

재이용공급량 : 100,000㎥/일

사업비 : 12,100백만원

사업량

   • 공급관로(Ø900) L=9.1Km
   • 펌프시설 : 양흡입 볼류트펌프(원심펌프) 3대(예비 1대포함)
               Ø400×900HP, 용량 : 35㎥/min, 동력 675kw
   • 기타시설 : 펌프장 및 흡수정, 수위유지보

□ 추진경위

’90.  3～’90.  9 : 신천 유지용수확보공사 타당성조사

’94.  7～’95. 12 : 설계용역 착수 및 완료

’95.  7～’97.  6 : 공사 착공 및 준공

’97.  7         : 유지용수공급(펌프장 가동)

’99. 10～’02.  4 : 신천 하수처리장내 재처리시설(고도처리)공사 착공 및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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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재이용사업 일반현황

□ 일반현황

유량현황

(㎥/일)

구분 하수처리장 유입량 재이용공급량 재이용률(%)

설계 680,000 100,000 14.7

운영 466,963 75,334 16.1

하수처리공법  고도처리(혐기/무산소/호기가변공법+모래여과)

하수재이용

사업내용

 □ 재처리시설 : 모래여과

 □ 공급관로(㎞) : 9.1

   - 관경 :  900㎜, - 관종 : 닥타일주철관, - 전양정 : 80m

 □ 펌프시설 : 양흡입 볼류트펌프(원심펌프) 3대(예비 1대포함)

              Ø400×900HP, 용량 : 35㎥/min, 동력 675kw

 □ 기타시설 : 흡수정(1,433㎥), 수위유지보 : 14개소

재이용사업비

 (백만원)

 □ 총사업비 : 12,100   □ 국고 :  -   □ 지방비 : 12,100

    (설계비 : 115  공사비 : 11,985  감리비 : -  기타 : -  )

재이용사업기간  착공일(’95. 7. 6),  준공일(’97. 6. 12), 가동일(’97. 7. 1)

재이용 운영기관  □ 운영 : 직영(가압펌프장), 공기업(재처리시설),  민간위탁( - )

□ 하수처리 및 재처리시설 공정

금 호 강
방    류

생물반응조 최종침전지 모래여과지 처리수조 가압펌프장

응집제
투  입

역세세척수

침사지

최  초
침전지 신    천

유지용수



물 재이용시설 설치․관리 통합 가이드 북

172

Ⅳ. 수질현황

                                               (단위 : ㎎/L, 개/㎖), 2006년 평균

구   분 pH BOD COD SS T-N T-P 색도 DO ABS
대장균
군수

처

리

장

유입

수질

설계 - 180 160 180 40 5 - - - -

운영 7.2 112.7 52.2 111.8 24.424 2.895 - - - 141,566

처리

수질

설계 - 12.8 11 18 18.3 1.8 - - - -

운영 7.0 3.4 7.5 4.4 7.597 0.674 - - - 1,152

재이용수질
권 고 기 준

5.8~8.5 10이하 - - 10이하 1이하 40이하 2이상 1.0 1,000
이하

재이용수 
공급수질

7.0 1.9 6.8 1.1 9.436 0.459 - - - 540

공급하천
수    질

중류 8.4 2.1 5.5 3.4 6.431 0.403 - 11.8 - -

하류 8.3 3.0 5.9 4.5 6.136 0.397 - 11.0 - -

Ⅴ. 연간운영비
              (단위 : 천원), 2006년 기준

구  분 계 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시설장비유지비 비  고

재처리시설 20,880 -    15,780 -    5,100 환경관리공단

가압펌프장 622,000 -   600,000 -   22,000 시직영(사업소)

계 642,880   615,780   27,100

Ⅵ. 고려사항

최근 도심내의 하천은 특성상 수변휴양 및 친수공간 기능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하수처리수를 하천유지용수로 재이용시 T-N, T-P등으로 부영양화, 냄새, 거품등 

발생에 따른 시민들의 심미적 기대수준이 미달되는 실정으로,

새로이 추진되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은 하천유지용수 계획시에도 도심하천 

특성을 감안 물놀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정수질확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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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사업효과

건천화된 도심하천의 용수량 확보(총담수량 : 35만톤)

도심 하천의 수생태계 회복 및 친수공간 조성

   • 수달, 어류, 조류등 20여 종 이상 서식

   • 분수, 체육시설, 조경지 및 꽃길 조성등 : L=17Km

물순환의 건전성 확보 및 수질개선〔'95년(BOD : 7.1)→'06년(BOD : 3.0)〕

Ⅷ. 기  타

신천 하수처리수 재이용 평면도

신천 전경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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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광역시  수질보전과   053-803-4328

<유지용수>

□ 공급하천 유황분석 및 주요설계인자

  • 하천 유황분석자료

하 천 명 풍수량(Q95) 평수량(Q185) 저수량(Q275) 갈수량(Q355)  비 고

대구 신천 1,010 2.073 2.020 1.914 ㎥/sec

※ 대구 신천 하천정비기본계획자료(2001.5)

  • 유지용수량 및 주요 설계인자 적용

구     분 수면폭(m) 유속(m/sec) 수심(m) 비   고

생태계를 고려한 측면
갈수시 저수로폭 

40
0.1 내외 0.3～1.5

경관을 고려한 측면 - - -

친수활동을 고려한 측면 - - -
보의 저수로폭 : 109m

평균수심 : 1.70m

설계적용 - - -
하천유지유량 :

97,380㎥/일

유지용수량 산정(Q) 100,000㎥/일 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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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공업용)

Ⅰ. 추진배경

- 2005년 환경부의 ‘하수처리수 재이용 촉진 시범사업’ 선정  

- 고가의 상수도 대신 비교적 저렴한 전용공업용수를 산업체에 공급

- 수자원 재생 및 재이용을 통한 환경기초시설의 이미지 변신

Ⅱ. 사업내용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05년 ~2009년

 사업주체 : 오산시

 재이용공급량 : 12,000톤/일

 사업비 : 16,443.7백만원

□ 추진경위

일  자 내     용 비     고

2005.5.10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제출 환경부

2005.6.7 시범사업지구 지정 환경부

2006.10.30 공사 발주 의뢰 조달청

2007.3.28 기본설계 적격심의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회 

2007.8.2 실시설계 적격심의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회 

2007.10.26 시설공사 계약체결 조달청

2007.11.23 공사착공

2009.4.1 공사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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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재이용사업 일반현황

□ 일반현황

유량현황

(㎥/일)

구분 하수처리시설 유입량 재이용공급량 재이용률(%)

설계 23,000 12,000 52

운영 8,887 4,005 45

하수처리공법  

하수재이용

사업내용

 □ 재처리시설 :  역삼투공법

 □ 공급관로(㎞) : 1.19

   - 관경 : 400,  - 관종 : 주철관,  - 전양정 : 12m 

 □ 펌프시설 : 처리수 공급펌프 4대(1대 예비)

              용량 : 2.8㎥/min, 동력 75kw 

 □ 기타시설 : 드럼필터, 와류형여과기, 역삼투설비

재이용사업비

 (백만원)

 □ 총사업비 :16,443.7  □ 국고 : 10,000  □ 지방비 : 6,443.7 

    (설계비 : 100, 공사비 : 15,143.7, 감리비 : 1,200, 기타:  )

재이용사업기간  착공일(2007.11.),  준공일(2009. 4.), 가동일(2009. 4.)

재이용 운영기관  □ 운  영 : 직영(   ), 공기업(    ), 민간위탁( O )

□ 하수처리 및 재처리시설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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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수질현황(재이용시설)

㉧수질

 (㎎/L)

구  분 pH BOD  SS COD Cl
-

T-Fe
알카
리도

경도 전도도 탁도

방류수질 5.8~8.6 7 10 20 60 0.4 50 150 1000 2.0

권고기준

재이용수질 6.0~7.0 2 1 2 10 0.3 15 10 100 0.3
  

Ⅴ. 연간운영비

구 분 계 인건비 수선비 약품비 슬러지 전력비 기 타

금 액

(만원)
204,129  19,245 30,884 78,680 29,018 46,302

  

* 부가세 포함 금액임

Ⅵ. 고려(유의)사항

- 산업체의 재이용수의 수질 등에 대한 신뢰성 부족과 실제 사용사례가 없어 수요처 

확보가 어려움

- 향후 유사사업 추진시 공급 희망 수질별 공급량을 조사하여 수량별, 공정별 

공급계획을 수립 송수관거 및 처리시설배치를 통하여 생산원가 절감 및 투자비 

절감

- 국가적인 홍보와 정책을 개발하여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보급을 확대  하여 

건설자재, 소모품, 처리약품의 공급확대 및 국산화를 통한 생산원가 절감 추진을 

통하여 가격경쟁력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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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사업(기대)효과

- 기피시설인 환경기초시설을 수자원 재생시설로 사용하여 대시민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수자원 이용극대화로 대시민 절수인식 제고

- 양질의 공업용수 공급으로 향후 수요처를 확대함으로서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 

도모

- 생산원수(하수처리수)의 수질 및 수량의 확보로 상시 안정적인 공업용수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므로서 산업체의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Ⅷ. 기  타

<조감도> 

작성자  오산시 상 ․ 하수과   031-370-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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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Ⅰ. 추진배경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를 친환경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경제자유구역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다로 방류되던 하수처리수를 재처리하여 국내 

최초 도시복합 생활용수로 사용하고자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 시공됨.

송도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후 방류하는 처리수를 모래/활성탄 여과/차염소산 

소독 등 재처리하여 1차적으로 송도국제도시 1~4공구 지역에 1일 13,000톤 공급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그간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삭감 및 상수사용량의 절감과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등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현상에 대응하는 녹색성장의 사례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됨.

Ⅱ. 사업내용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06년 11월 22일 ~ 2009년 06월 

사업주체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재이용공급량 : 계획 시설용량 13,000㎥/일

사업비 : 16,780,000천원 (국비 30%)

사업량 :

 ․  하수재이용시설 : 용량 13,000㎥/일

   - 모래/활성탄 여과시설 : 용량 13,000㎥/일

   - 공급관로 : 19.059㎞ (D75㎜~D400㎜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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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위

2002.10.04. :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착공

2004.02.26. : 송도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도입 검토

2004.12.28.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2005.03.16.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위 ․ 수탁 협약서 체결

               (환경관리공단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2005.06.07. : 환경부 하수처리수재이용시범사업 선정

2005.11.30. :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수질 권고기준 설정(환경부)

2005.12.22. :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 심의

2005.12.29. :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

2006. 5.19. : 공공하수도(송도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변경인가 고시

2006.11.22. : 공사 착공

2009.06.  . : 공사 준공

Ⅲ. 재이용사업 일반현황

□ 일반현황

유량 현황
(㎥/일)

구분 하수처리장 유입량 재이용공급량 재이용률(%)

설계 현재 : 30,000 13,000 43.3

운영 12,000 3,500 30% (09.09 현재)

하수처리공법  Biostyr
TM

 (상향류식 생물학적 여과시스템)

하수재이용
사업내용

 □ 재처리시설 : 모래+활성탄여과지+염소소독
 □ 공급관로(㎞) : 19.059
   - 관경 : D75㎜~D400㎜, - 관종 : 내충격 수도관, - 전양정 : 52m
 □ 펌프시설 : 
   - 화장실용 송수펌프(인버터형 자동용수공급장치) 4대
               용량 : 2.08㎥/min, 동력 30kw
   - 조경용 송수펌프(인버터형 자동용수공급장치) 4대
               용량 : 1.047㎥/min, 동력 15kw
 □ 기타시설 :  MF/RO 설비(향후 설치예정)

재이용사업비
 (백만원)

 □ 총사업비 :16,780   □ 국고 : -   □ 지방비 : -

    (설계비 : 434, 공사비 : 11,316, 감리비 : 748, 기타: 4,282)

재이용사업기간  착공일(2006.11),  준공일(2009.06), 가동일(2009.07)

재이용 운영기관  □ 운  영 : 직영(   ), 공기업(    ), 민간위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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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처리시설 및 재이용시설 공정

하수 유입 송도하수처리장 방류수

⇩ ⇩

침사지 ․  유입펌프장 모래여과지(4지)

⇩ ⇩

1차 침전지 활성탄여과지(3지)

⇩ ⇩

1차 생물반응조 저류조(3지)

⇩ ⇩

2차 생물반응조 관수용 송수펌프

⇩ ⇩

3차 고도처리시설 염소소독

⇩ ⇩

자외선 소독 공급관로

⇩ ⇩

처리수 방류
(재이용시설 유입)

각 관수 재이용수 사용구역
(화장실,세정수,청소용수)

Ⅵ. 수질현황(재이용시설)    (단위 : ㎎/L, 개/㎖)

구     분 pH BOD COD SS T-N T-P 색도 DO 염소이온
대장균

군수

처리장

유입

수질

설계 - 188 106 197 54 5 - - - -

운영 - 66.8 66.3 131.7 31.0 4.57 - - - -

처리

수질

설계 - 10이하 20이하 10이하 15이하 2이하 - - -
3,000

이하

운영 - 7.6 16.9 8.4 7.7 0.57 - - - 259

재이용수질

권고기준

청소.화장실
5.8 ~ 

8.5
10이하 20이하 - - - 20이하 - - 불검출

조경용수
 5.8 ~ 

8.5
10이하 20이하 - - - 20이하 - 250이하 불검출

친수용수
 5.8 ~ 

8.5
3이하 - 6이하 10이하 1이하 10이하 2이상 250이하 불검출

재이용수 

공급수질

청소.화장실 - 1.5 5.3 3.4 3.361 0.380 2 - 620 불검출

조경용수 - - - - - - - - - -

친수용수 - - - - - - - - - -

주1) 재이용수 수질은 현재 운영 평균수질임 (2009년 7월~8월)

Ⅴ. 연간운영비

구 분 계 인건비 수선비 활성탄교체
MF/RO
(PILOT)

전력비 기타

금 액
(백만원)

675 151 13 216 32 192 71

* 부가세 포함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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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고려(유의)사항

최초 송도 하수처리 재이용수 사용범위를 결정시 조경, 생태연못 용수는 해안

매립지 특성상 불명수(해수)유입으로 염도 농도가 재이용수 수질 권고기준인 

250mg/ℓ를 초과 800~900mg/ℓ로 검출되고, 이 염도 처리를 위한 MF/RO 막

여과 시스템 도입은 생산단가가 과도하여 사용범위를 화장실세정용수, 도로청

소용수로 하고 이에 맞는 처리방법을 모래/활성탄 여과 시스템으로 결정하였음.

Ⅶ. 사업(기대)효과

기대효과[ 13,000톤/일을 재이용할 때 예상되는 경제 효과]

  - 하수처리수를 화장실세정, 청소용수로 재활용 하는 조건에서 분석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상수 절감량(천㎥/년) - - 3,650 3,650 3,650 3,650 3,650

소요예산(억원) 3 97 - - - - -

절감효과(억원) - - 26 26 26 26 26

예상누적수지(억원) △3 △100 △74 △48 △22 4 30

0

50

100

150

200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손익분기점

누적소요예산(억원)
누적절감효과(억원)

(단  : 억원)

  - 편익비용 총 절감효과 : 2,668 백만원/년

그 외 기대효과

  - 무가치로 여겨졌던 하수처리수를 가치생성으로 재탄생시킴

  - 하수처리수가 새로운 수자원으로 탄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부여



183

하
수
처
리
수

재
이
용
시
설

Ⅷ. 기  타(첨부)

처리계통도 1부

주) MF/RO 설비는 향후 설치하고, 설비 설치공간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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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판포 하수처리장 재이용사업(농업용수)

Ⅰ. 추진배경 

지하수 적정개발량 대비 86% 이상 개발되어 장래의 물부족 사태에 대처

가뭄시 안정적인 농업용수로 공급으로 전천 후 영농기반 구축

Ⅱ. 사업내용 

□ 사업개요 

사업기간 : ’08. 10 ～ ’09. 12

사업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재이용공급량 : 5,000㎥/일 

사업비 : 5,500백만원

사업량 

  - 재이용시설  

   ․ 재이용시스템 1식(농업용수, 여과, 소독, 제염) 
   ․ 재이용시스템동 건축 1식(2층, W27m x B10m x H9m)
   ․ 전기공사(300kW 용량 추가)
  - 공급시설 

   ․ 송 ․ 배수관로 : D=100~300㎜, L=9,800m
   ․ 배수지 1,000㎥ 1식  

□ 추진경위 

’07. 3  ～ ’07. 5 : 판포 하수처리장 재이용사업 타당성 분석

’08. 1  ～ ’08. 6 : 사업기본계획 완료

’08. 7  ～ ’08. 9 : 실시설계완료 

’08.10  ～ ’09.12 : 재처리시설 및 공급시설 착공 및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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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재이용사업 일반현황 

□ 일반현황 

유량현황

(㎥/일)

구 분 하수처리장 유입량 재이용공급량 재이용율(%)

설 계 8,000 5,000 62.5

운 영 6,000 5,000 83.3

하수처리공법  SBR공법

하수재이용

사업내용

 □ 재처리시설 : 여과-소독-제염(Electronic Carbon Removal & Filter)

   - 재처리시스템 동 1식(2층, W27m x B10m x H9m) 

 □ 송수관로(㎞) : 4.6 

   - 관경 : 250㎜, - 관종 : PE피복강관, PE관

 □ 배수관로(㎞) : 7.6

   - 관경 : 100㎜ ~ 300㎜, - 관종 : PE관

 □ 배수조 : STS 배수조 1조 (Q=1,000㎥)

 □ 기타시설 : -

재이용사업비

(백만원)

 □ 총사업비 : 5,500 □국고 : 3,850 □지방비 : 1,650

  (설계비 : 202, 공사비 : 4,873, 위탁관리비 : 371, 기타 : 54)

재이용사업기간  착공일(2008.10.20), 준공일(2009.12.31), 가동일(2010.4.1)

재이용운영기관  □ 운 영 : 직영(○), 공기업(  ), 민간위탁(  )

□ 하수재처리시설 공정(농업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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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수질현황(재이용시설) 
                                   (단  : ㎎/L, 개/㎖)

구 분 pH BOD COD SS T-N T-P 색도 DO ABS
대장균

군수

처

리

장

유입

수질

설계 - 158 151 128 36 5.3 - - - -

운영 - 51.2 35.9 55.8 23.3 3.7 - - - 15840

처리

수질

설계 6.7∼8.5 12∼18 13∼18 10∼20 - - - - - 200이하

운영 6.7∼8.5 12∼18 13∼18 10∼20 - - - - - 200이하

재이용수질

권고기준
5.8~8.5 8이하 -

2이하

(탁도)
- - - - 0.5이하 불검출

재이용수  

공급수질
6..8 8이하 -

2이하

(탁도)
- - - - - 불검출

공급하천

수    질

상류 - - - - - - - - - -

하류 - - - - - - - - - -

※ 농업용 목적의 재이용 공급수질분석 

  ○ pH : 6.5~8.5(평균7.5)  → 작물재배 적정 권장범위

  ○ T-N : 10.5~16.1㎎/L(평균13.6) 

  ○ T-P : 1.4~1.7㎎/L(평균 1.6)   

  ○ 중금속 : 카드뮴, 납, 구리, 비소, 아연 → 비검출

  ○ 염도 : 염소(CL-) 250㎎/L 이하로 공급 

※ 채소류 : EC 기준 700μS/cm(500㎎/L) 초과시 염해 피해 발생

Ⅴ. 연간운영비 

구 분 계 인건비 수선비 약품비 슬러지 전력비 기 타

금 액

(만원)
3,750 - 1,850 816 - 1,084

* 부가세 포함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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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고려(유의)사항 

재이용수에 대한 지역주민(사용자)의 인식부족 

  - 하수재이용수에 대한 확실한 안전성 확보 요구 

  -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유입-처리-공급 단계별 

수질 모니터링 장치가 필요 

  - 사업진행시 주민설명회 및 현장견학 등의 노력 필요함 

Ⅶ. 사업(기대)효과 

하수 방류수 재이용으로 연안오염방지 및 지하수자원 보호 

해안 등 저지대 농경지 농업용수 문제 해결

대체 수자원 개발로 물 사용 패턴 다원화

Ⅷ. 기타 

<재이용사업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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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용수 처리공정>

  유입수 성분(염도)에 따른 이원화된 운전 실시 

<재이용수 시스템 동> 



189

하
수
처
리
수

재
이
용
시
설

 

<재이용수 공급시설(배수조)> 

<재이용수 공급시설(송수관, 배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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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1】

재이용 관련 자치단체 조례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
개정 2004. 04. 12 조례 제2014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3항4의2호 및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공급하는 재이용수의 요금, 공급 조건, 
급수장치의 설치 · 관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과 적정한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이용수"라 함은 하수처리수를 수세식화장실용수, 공업용수, 조경용수, 하천 및   

시민의 강 유지용수, 기타 도로 살수용수 등으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2. "재처리시설"이라 함은 처리장에서 방류되는 하수처리수를 용도별 수질기준에 적합  

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처리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3. "송 · 배수시설"이라 함은 재이용수를 재처리시설로부터 급수시설까지 송 · 배수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급수시설"이라 함은 재이용수를 배수시설로부터 이용설비까지 급수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5. "급수장치"라 함은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인입급수관,  

계량기, 저수조, 기타의 급수에 관련된 시설, 장치 등을 말한다.
  6. "흡수정이하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7.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  

시설을 말한다.
  8. "재이용수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9. "전용계량기"라 함은 전용급수장치에 설치한 계량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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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통합계량기"라 함은 공동주택 등에 공동의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량기를 말한다.
  11. "세대"라 함은 당해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12. "호"라 함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 (급수구역) ①급수구역은 부천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구역은 송 ·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시설계획이 있는 

구역으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재이용수 급수장치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치하는 공사 또는  

동일 건물에서 업종 또는 세대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수전분리공사. 다만,   
흡수정이하의 장치가 필요한 건물은 별도의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 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조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2장 급수공사

제5조 (급수장치의 설치의무) ①재이용수를 급수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구역내에 있는 건축물 또는 기타 급수가 필요한 시설물이어야 하며 재이

용수 이용을 위한 급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실수요자에 한함)는 미리 시장

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급수공사 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

하고자 할 때를 제외하고는 설계수수료(현장측량, 수리계산수수료 등)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기 구경 100밀리미터이상 단일 건물의 급수공사는 설계금액 확정 후 

납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

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배관시설에 대한 용도별 완

전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승인한다. 다만, 흡수정이하의 장치가 필요한 건물은 

별도의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물 재이용시설 설치․관리 통합 가이드 북

192

제7조 (공동 급수장치의 설치)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치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관에는 부천시 C.I.P색(청록색)으로 외부도장을 하고 "하수 

처리수 재이용수"라는 문구를 표식하여야 한다.
  ④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⑤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입일부터 5일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 계약 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술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술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부천시수도급수조례 규정에 의거 시장

으로부터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②대행업자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수수료 1건당 5,000원 

  2. 급수공사 대행업자지정서 교부 수수료 

    가. 신규 1건당 10,000원 

    나. 갱신 1건당 5,000원 

  <신설 2004.04.12>

제11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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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급수장치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으로부터 전용계량기, 통합

계량기까지의 시설은 시의 소유로 하고 시에서 관리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급수장치는 사용자가 관리한다. 다만, 호별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호별계량기는 시의 소유로 하고 시에서 관리한다.
  ④전용계량기, 통합계량기에서부터 건물 안쪽의 급수장치에 대한 피해방지, 동파방지 등 

선량한 관리의무는 사용자가 진다.

제12조 (공사비의 산출) ①급수공사비는 실공사거리(실거리제)로 산정한다.
  ②급수공사비는 재료비, 노무비, 도로복구비, 계량기대금, 일반행정관리비와 자재검사

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설계수수료 등의 합계액으로 하며,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제13조 (공사비의 납부) ①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사비를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못할 때에는 미납사유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한다. 다만, 대행업자의 시공비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사용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급수장치중 계량기와 대지경계선 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시 소유로 하되 계량기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경우에는 대지경계선

부터 계량기전까지의 시설물은 사용자등의 소유로 한다.

제14조 (시설분담금) ①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 (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통합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

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

한다. 
  ③공설 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타용도와 주거 겸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고 독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분되었으며 호별 분양 또는 임대되는 건축물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분담금을 

산정한다.

제15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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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특수가압시설은 사용자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권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흡수정이하의 장치 설치) ①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용자는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흡수정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관 또는 급수전에 직결하여 가압장치를 할 수 없다.

제17조 (원인자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및 공사의 직권시행) ①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납부고지일부터 30일이내에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부담금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환불 또는 추징할 수 있다.
  ②배관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

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한다.
  ③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급수시설의 복구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확인 추적하여 시설물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손괴자가 불분명할 때에는 시에서 복구한다.
  ④부담금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자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 후 3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

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 유가증권국공채 등의 유가증권

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급  수

제19조 (재이용수의 사용) ①급수시설을 사용하여 재이용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장치에 미리 재이용수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재이용수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재이용수 계량기의 설치 위치 및 구경은 시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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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신고) ①재이용수 사용자, 손괴자, 원인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송 · 배급수관과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재건축 할 때

  5. 급수 가구수가 변경되었을 때

  6.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하수도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재이용수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 (판매금지) ①시장은 공설 공용재이용수와 운반재이용수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재이용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시장은 공용급수장치의 급수 판매 및 기타 재이용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 공용급수장치에 의한 재이용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사용자는 재이용수를 판매할 수 없다.

제22조 (관리상 책임) ①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관리하여 재이용수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23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제24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이용수 급수를 정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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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시에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5조 (급수중지와 폐전) ①사용자는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재이용수의 급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은 

이를 징수한다.
  ②급수중지는 3월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2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2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2항에 의한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재이용수를 용도에 부적합하게 사용하거나 수질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5. 도시계획사업 등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될 때

  6.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될 때

제4장 요금과 수수료 

제26조 (요금의 징수) ①시장은 사용자로 부터 별표 2의 용도별 요율표 및 별표 3의 

용도별 구분표에 의하여 재이용수 요금(이하 "요금" 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②건물 또는 토지의 매매 등으로 사용자가 변동이 있는 때에는 전회 검침일 이후부터 

차기 검침일 사이에 사용한 요금은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된다.

제27조 (요금) 요금은 별표 2의 용도별 요율표에 의한 중량요금으로 하며 이는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과 용도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28조 (용도의 구분) ①요율 적용을 위한 용도 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용도별 구분표에 

의한다. 다만, 용도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용도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용도를 달리하는 재이용수를 1개의 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용도 구분은 

높은 요율의 용도를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용도로 적용함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 (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지하부분으로 발견이 곤란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누수량에 대하여는 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전 4월 월평균사용량의 최종단계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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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개량하여 각각 당해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재이용수 급수로서 동일 용도에 2개이상의 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재이용수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가산한다.
  ⑤동일 건물에서 업종 또는 세대간 분리계량기를 설치하였을 때 요금은 따로 부과 할 

수 있다.

제30조 (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재이용수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4월의 평균치 또는 

재이용수 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이상 사용량의 평균치로 1월 사용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③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또는 1호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재이용

수를 2가구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영업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이상이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재이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영업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

가구는 당해 급수처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1조 (계량기의 이상시험) ①사용자는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급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

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이상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

수납은 다음달 요금고지서에 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다만, 시험 결과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2조 (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납 또는 격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을 말일로 

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 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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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가산금) ①사용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가름할 수 있다.

제34조 (납부고지) ①요금은 수도요금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 당월분 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하여 미납수용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35조 (일시 재이용수 사용) ①시장은 기타 일시적으로 재이용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용료는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6조 (제수수료) ①시장은 급수공사 신청 및 승인이 있을 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 수용가 세대당 4,000원. 다만, 계량기구경이 100밀리미터

이상이 되는 단일건물의 급수공사인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중 건설부문의 기본설계 요율을 

적용한다.<개정 2004.04.12>
  2. 제8조제2항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 4,000원<개정 2004.04.12>
  3. 제8조제4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 4,000원<개정 2004.04.12>
  4. 제31조제3항의 재이용수 계량기 시험수수료<개정 2004.04.12>
    가. 계량기 구경 40밀리미터미만 2,000원 

    나. 계량기 구경 40밀리미터이상 6,000원 

  5. 제41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개정 2004.04.12>
    가.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미만 5,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이상 10,0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 (요금 등의 감면) ①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은 재이용수 급수장치의 설치를 완료하고 재이용수를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 하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용도별 하수도요금감면 절차 및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요금을 자동납부하는 수용가는 월사용요금의 1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그 

금액은 월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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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관  리

제38조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재이용수 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수장치 및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이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 (급수표지) ①사용자에게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 (수질관리) 사용자는 적정한 수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 (정수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재이용수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재이용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재이용수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재이용수 계량기의 정상적인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재이용수  

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이용수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재이용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이용수를 판매한 자

  7.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8. 하수도 관계직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9. 승인된 재이용수 용도와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0.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정수처분의 해제는 의무자의 신청에 의하되 정수처분의 원인이 종료된 후가 아니면 

해제할 수 없다. 다만, 정수처분 해제 후 1월이내에 원인 해소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 (포상금 등 지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현업 및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재이용수 담당공무원

  2. 부정 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처분금액 100분의 5)
  3.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공이 있는 공무원 및 민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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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43조 (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계량기의 기물을 훼손, 망실, 사용자 등의 

관리부주의로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제44조 (과태료)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재이용수 급수장치를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5조 (급수장치의 철거) ①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를 손실하게 될 경우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46조 (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시장은 경비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이용수 계량기의 검침, 점검, 고지서 송달 등의 업무를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

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7조 (이의신청) ①재이용수 요금, 수수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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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준용) ①이 조례에 의한 재이용수 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부천시수도급수조례 를 준용한다.

제49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

에게 위임한다.

  1.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2. 제7조 공용급수장치 설치 허가

  3. 제8조 공사의 대행

  4. 제9조 준공검사 등

  5. 제10조 급수공사대행업 허가 또는 지정

  6. 제15조 특수가압시설 설치 운영

  7. 제16조 흡수정이하의 장치 설치

  8. 제17조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및 공사의 직권 시행

  9. 제18조 공사 시행에 수반한 책임

  10. 제20조 신고

  11. 제21조 재이용수 판매금지

  12. 제24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3. 제25조 급수중지 및 폐전

  14. 제26조 요금의 징수

  15. 제29조 요금의 조정

  16. 제30조 사용수량의 인정

  17. 제31조 재이용수 계량기의 이상시험

  18. 제33조 가산금 징수

  19. 제34조 요금 납부고지

  20. 제35조 일시사용요금 징수

  21. 제36조 제수수료 징수

  22. 제37조 요금등의 감면

  23. 제38조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조치

  24. 제39조 급수표지 교부

  25. 제41조 정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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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제43조 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조치

  27. 제44조 과태료

  28. 제45조 급수장치의 철거

  29. 제47조 이의신청 결정

제50조 (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3. 6. 9 조례 제1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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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시 설 분 담 금 (제14조 관련)

계량기 구경 금  액(원) 비    고

13㎜

20㎜

40㎜

50㎜

100㎜

150㎜

250㎜

400㎜이상

88,000

158,000

877,000

2,192,000

7,890,000

16,349,000

35,065,000

105,194,000

 ․  개조시에는 신 ․ 구 구경별    

시설분담금 차액을 징수.

 ․  기존의 상수도 수용가에서   

전환하여 사용할 경우     

50% 감면.

[별표 2]

용도별 요율표 (제27조 관련)

계량기구경별정액요금 사   용   요   금

구  경 요금(원) 용 도 사용구분(㎥) ㎥당 단가(원)

13㎜

20㎜

40㎜

50㎜

100㎜

150㎜

250㎜

400㎜이상

400

860

3,800

6,270

20,470

46,210

115,530

224,470

영업용

(수세식

화장실용수,

잡용수)

㎥ 당 320

공업용 ㎥ 당 230

하천용수 ㎥ 당 50

공공용

(조경용,

청소용

소방용,

잡용수

㎥ 당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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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용도별 구분표 (제28조 관련)

용     도 구    분    내    용

영 업 용

(수세식화장실용수)

대규모택지개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신규개발  및 재개발아파

트지구, 산업단지및공장지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용도

공 업 용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공 공 용

조 경 용  수변공원 및 생태공원 등의 살수용수

하 천 용  건천화 방지등을 하천유지용수 및 시민의 강 유지용수

기 타 용  도로살수용수 등 

[별표 4]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제44조 관련)

위 반 내 용

과  태  료 (원)

행   정  처  분
사기 기타  부 정한  

수단 으로 사용 요금  
또는 시설분 담금의  

징수를  면 한자

공공 시설물
을 부정  

사 용한 자

1. 급 수  도 용 행 위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50,000 ․  부 정급 수 장치  철 거 명령

2. 승 인을  받 지  아 니한 급
수 공사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50,000 ․  부 정급 수 장치  철 거 명령

3. 계량기 작동 방해, 훼손 , 

철 거 및 망실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20,000

․  계 량기  수 리  및  구 입 설치  명 령

․  명 령을  불 이 행시 는  이 행 할 때 까지  

정 수처 분

4. 계 량기 , 매 몰 공작 물  

설 치 및 봉인 파 손
10,000

․  원 상회 복 명령  다 만 , 봉인 파 손의  경 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 한 다.

5. 허 가를  받 지  아 니한   

특 수가 압 시설  또 는  

급수전말(관말)가압 장치

20,000

․  철 거 또는  허 가 절차  이 행 병행

․  명 령 불이 행 시에 는  이 행시 까 지 

정 수 처분

6. 정 수 처분  중 인  급 수

전 의 무단 개 전
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10,000

․  처 분에  따 른  의 무 및 과태 료  납 부 

의 무를  이 행 할 때까 지  정 수 처분

7. 업 종  위 반

․  업 종 위반 일 부터  가 산 하여  차 액  추 징

․  업 종  직 권  변 경

․  추징금을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시 행할  때 까 지 정수  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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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시행규칙
제정 2004. 02. 25 규칙 제137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장치 설치대상 지역 등의 고시) ①조례 제3조제2호의 급수장치 설치대상 지역은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②급수장치 설치대상 건축물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동 · 상동신시가지 상업지역내의 신축 건물 

  2. 삼정동 일원에서 상수도 또는 지하수의 일평균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되는 

신축공장 및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상수도 또는 지하수의 일평균 사용량이 50세
제곱미터이상 증가하여 그 사용량이 100세제곱미터이상 되는 공장

제3조(급수장치의 설치 원칙) 조례 제5조제1호의 급수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한개의 건물에서도 세대별, 호별 또는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로 급수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다만,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필요로 하는 건물은 별도의 시설을 

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2. 동일 관리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빌딩 등의 건물에서 1개의 급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3. 옥외체육시설 등 특정시설물을 설치하여 관리자가 상주하여 1개의 전용급수장치로 

설치하는 경우

제4조(급수공사의 신청) ①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급수공사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5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건물내 배관시설을 제외한 재이용수 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다만, 호별 계량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의 호별 계량기는 시장이 설치한다.

제6조(준공검사)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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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산출한다.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분기점에서부터 산출 

  2. 신청지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확대

공사를 실시하여 공사비를 산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 건설표준품셈 또는 인건비(대한건설협회

고시)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다. 다만, 연중 급격한 재료비 또는 인건비의 변동 

등이 있을 시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경미한 공사) 조례 제6조제1항 단서규정의 경미한 공사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물내 급수공사 

  2. 흡수정 시설이 있는 급수처에 있어서 흡수정이하의 공사

제9조(공사비의 납부)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비와 별지 제5호서식의 납부금

으로 구분한다.

제10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신청등) ①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한다.

제11조(흡수정이하의 장치 설치대상) ①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6층이상의 건축물 및 자연수 급수구역으로 최고 높이가 해발 55미터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하는 5층이상의 건축물 소유자 

  2. 구경 80밀리미터이상 재이용수계량기 설치자 

  3. 가압시설을 설치하여 급수를 받는 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단일계량기를 설치한다.

제12조(재이용수 계량기의 설치 위치 및 구경) ①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이용수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대지 안의 출입문 또는 경계로부터 2미터이내에 설치한다. 
다만, 지형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이용수 계량기의 구경과 기종의 결정은 재이용수

업무담당과장이 정한다.

제13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 공사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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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시공자에 대하여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당해 시공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재이용수 급수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출) ①조례 제17조제4항의 

부담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출한다. 
  1. 재이용수급수시설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원가계산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에 의할 것 

  2. 누수량의 산정은 재이용수급수시설의 이설 및 파손으로 인한 누수량(별표)과 재이용수

급수공사에 따른 세척수 등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누수시간은 밸브조작 작업시간을 

고려하여 1시간미만이라도 1시간으로 간주할 것 

  3. 급수운반차의 비용산정은 구역화물 전세운임 5톤기준으로 1일 1대 단가를 적용할 것

  4.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에 의한 

도로굴착 복구단가 산정기준에 의할 것 

  5. 도로결빙 방지비용 등의 산정은 재이용수급수시설 누수피해로 인하여 도로결빙을   

방지하기 위한 염화칼슘과 모래살포 등에 따른 자재대와 동원차량 및 인건비를     

포함하여 산정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는 복구작업에 출동한 차량비와 직원 (밸브

조작 및 현장 지휘감독자)의 급양비, 여비, 설계비, 준공검사비, 홍보비 등을  공사와 

별도로 산정 

  ②제1항의 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설계서 또는 

비용산출근거를 첨부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급수시설의 개선, 중지 및 폐전신청) ①조례 제20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이용수 급수시설의 개전,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전시에는 개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전수

수료는 정수처분해제수수료율을 적용한다. 
  ②조례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시설을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게 15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통보한 후에 

폐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시설이 폐전된 후에도 채권, 채무는 소멸되지 않으며, 

당해 장소에 새로이 급수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의 채권, 채무(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손료는 제외한다)는 새로운 수요자에게 승계된다. 다만,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의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건축물이 멸실된 때에는 기존급수시설을 폐전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새로이 급수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 급수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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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시설분담금을 감액한다. 이 경우 수개의 재이용수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계량기 구경이 제일 큰 1개의 급수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분담금을 감액한다.

제16조(재이용수 사용자의 명의 · 용도변경) ①사용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받는 용도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이용수급수전용도변경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직권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17조(공공급수장치의 관리 등) ①시장은 조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급수

장치의 관리인을 급수개시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관리인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납부 의무를 태만히 할 

때에는 이를 교체할 수 있다.

제18조(재이용수계량기 관리부주의에 대한 책임) ①조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재이용수계량기를 관리부주의로 파손, 망실 또는 동파하였을 때에는 계량기 대금과 

교체부착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량기 대금은 조달청 계약품목내자단가로 하고, 연간 계량기 단가계약을 체결 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또는 부천시단가계약 금액 중 낮은가격으로 한다. 
  ③제1항 규정의 교체부착수수료는 정수처분해제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제19조(재이용수계량기의 검침) 재이용수사용량의 계량을 위하여 재이용수계량기를 검침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 등이 보관하고 있는 별지 제9호서식의 카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이용수사용자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20조(재이용수 사용료의 계산방법 등) ①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

중지, 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사용일수가 1월미만일 때에도 같다. 
  ②월의 중도에 용도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급수일수가 많은 용도의 요율을 적용 계산

한다. 
  ③조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높은 요율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적용한다. 
  1. 영업용 

  2. 공업용 

  3. 공공용

제21조(재이용수요금의 징수) ①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이용수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시장은 사용자 등에 대하여 납기한, 납입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통합



209

하
수
처
리
수

재
이
용
시
설

고지서를 발부한다. 
  ②조례 제29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누수량에 대한 재이용수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이용수누수요금적용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용자 등은 통합고지서에 의한 재이용수사용료를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요금 감면) ①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천재지변 

  2.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소화전의 정액요금 

  3. 재이용수 공급과정에서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조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재이용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 

  2. 재이용수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3. 재이용수 사용계획서

제23조(가산금 면제)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면제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경우 

  2. 방화수 등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체납요금 및 납부 독촉) 사용자가 지정된 납기 내에 사용료 및 기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 경과일부터 20일이내에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제25조(운반급수) ①시장은 급수구역내 급수시설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용자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급수가 중단되었을 때 

  2. 하절기 · 갈수기에 출수가 불량한 때(고지대 및 관말지역에 한함) 
  3. 재이용수급수공사로 인하여 급수가 불량한 때 

  4. 기타 일시적 공공성에 필요한 때 

  ②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시설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임시용요금

으로 하되 선납하게 하고 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설 재이용수 

급수전의 용도에 따른 요금 및 징수절차에 의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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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사용량의 인정) ①조례 제30조제1항의 재이용수계량기 검침 정례일의 기간동안 

공사 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등 기타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조례 제30조제2항에 준하여 사용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다음월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조정은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부정급수장치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재이용수급수전에 대하여는 인원수, 

시설규모, 기타 제여건이 유사한 재이용수 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③건물내 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고장 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시설의 단위시간당누수를 측정하여 일별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누수량을 결정한다.

제27조(재이용수 계량기의 시험 신청 등) ①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이용수계량기의 

시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용자 등은 재이용수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2

호서식의 고장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결과 재이용수계량기가 고장 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장신고가 있을 때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재이용수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제28조(기존 재이용수 급수시설의 임시사용) ①급수시설이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에는 기존 급수장치를 임시용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의 사용기간은 6월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한하여 1회 6월이내의 기간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임시급수 종료시간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29조(위탁경비) 조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위탁과정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부담하고 다음년도에 부담한다.

부칙<2004. 02. 25 규칙 제13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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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 운영 조례
제정 2009. 01. 12 조례 제425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위생적으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처리한 재이용수의 공급과 이용요금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이용시설”이라 함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하수처리수를 재이용 할 수 

있도록 용도별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처리시설을 말한다. 
  2. “재이용수”라 함은 재이용시설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청소용수, 조경용

수, 친수용수, 화장실세정수, 유지용수 등으로 재이용 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3. “송ㆍ배수시설”(이하 “배수시설”라 한다)이라 함은 재이용수를 재이용시설로부터 

급수시설까지 송 · 배수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4. “급수시설”이라 함은 재이용수를 배수시설로부터 급수장치까지 급수 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5.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시설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인입급수관, 계량기, 기타의 

급수에 관련된 시설, 장치 등을 말한다. 
  6. “흡수정이하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7. “재이용수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8. “전용계량기”라 함은 전용급수장치에 설치한 계량기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급수구역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일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급수구역은 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급수장치 시설계획이 있는 구역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급수공사 

제4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 공사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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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설공사 : 재이용수 급수장치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조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5조(급수장치의 설치의무) 재이용수를 급수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 또는 기타 급수가 필요한 시설물이어야 하며 재이용수 

이용을 위한 급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장치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렇지 않다. 
  ②시장은 급수공사 승인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배관시설에 대한 완전분리공사와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①급수장치의 설치 및 시공은 급수를 신청하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②시공 시 해당 급수장치에 미리 재이용수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재이용수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재이용수 계량기의 설치방법, 설치위치 및 구경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급수장치에 소요되는 급수관에는 시장이 정하는 색으로 외부도장을 하고 “하수 

처리수 재이용수”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 

급수신청자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급수장치 관리) ①급수시설에서 분기되어 전용계량기까지의 시설은 시의 소유로 

하고 시에서 관리한다. 다만, 계량기가 대지경계 또는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대지경계까지의 급수관과 계량기만을 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급수장치는 사용자가 관리한다. 
  ③제1항과 제2항 이외의 건물 또는 대지경계선 안쪽의 급수장치에 대한 손괴, 동파방지 

등 선량한 관리의무는 사용자가 진다.

제9조(흡수정이하의 장치 설치) ①시장이 따로 정하는 시설의 사용자는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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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시설 또는 분기된 급수관에 직결하여 가압장치 등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 할 수 없다.

제3장 재이용수의 급수 

제10조(재이용수의 사용신청) ①재이용수를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재이용수 

급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재이용수를 급수신청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급수표지 등) ①시장은 재이용수를 공급받는 사용자에게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

표지를 교부 한다.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이용설비에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이라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판매금지) 사용자는 재이용수를 다른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다.

제1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등) ①시장은 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와 재이용수를 도용

하거나 이 조례를 위반하여 사용할 경우에 공급대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이용수 

급수를 정지, 중지, 폐전 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재이용수 급수의 정지, 중지, 폐전 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요금과 수수료 

제14조(요금의 징수) ①시장은 사용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이용수 사용요금(이하 “요금” 
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②요금은 시설비, 생산비, 판매비, 관리비 등 비용을 감안하여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15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재이용수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사유로 사용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월의 평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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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재이용수 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 이상 사용량의 평균치로 1월 사용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제16조(요금의 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월분의 

요금을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개량하여 각각 당해월분의 요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늦어도 정례일 5일 이내에 산정하여야 한다.

제17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은 매월 말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가산금) 사용자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납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로 고지하여 징수한다. 
  ②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 당월분 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하여 미납 수용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20조(요금 등의 감면) ①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요금을 자동 납부하는 사용자에게는 월사용 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재이용수를 공공용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요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일시 재이용수 사용) ①시장은 기타 일시적으로 재이용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용료는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정산한다.

제22조(계량기의 이상시험) ①사용자는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급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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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이상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

수납은 다음달 요금고지서에 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다만, 시험 결과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23조(제수수료) ①시장은 급수공사 신청 및 승인 또는 계량기 이상시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7조 제5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2. 제22조 제3항의 재이용수 계량기 시험수수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산정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이의신청) ①재이용수 요금, 수수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시설의 관리 

제25조(시설관리 및 공사의 직권시행) ①시장은 급수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설, 사고 등으로 급수시설의 변동 또는 손괴를 입힌 자에게는 손괴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이설 또는 손괴된 급수시설 등의 복구공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공

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한다. 
  ③부담금의 산출과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 필요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신고) ①재이용수 사용자, 손괴자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시설과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재건축 할 때 

  5.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재이용수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재이용수 급수 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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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관리상 책임) ①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시설과 급수장치를 보호 · 관리

하여 재이용수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량기를 매몰, 망실, 훼손하거나 물건의 적치 또는 공작물 등의 설치로 

계량기 검침 및 관리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계량기 등 기물을 훼손, 망실하거나 사용자 등의 관리부주의로 파손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및 누수 등에 따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훼손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

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을 훼손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28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재이용수 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급수장치 및 흡수정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재이용시설 등의 위탁운영) ①시장은 경비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이용시설의 관리업무와 재이용수 계량기의 검침, 점검, 
고지서 송달 등의 업무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민간위탁 운영 시 위탁업무, 위탁수수료 산정기준, 업무 처리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민간위탁기관의 선정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지역 

업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참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0조(준용) ①재이용수 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부담금, 기타 징수의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급수시설, 급수장치, 급수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31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제32조(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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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재이용수 요금표(제14조 관련)

재이용수 사용요금

용 도 사용량 요 금 비   고

일반용 1 ㎥ 당 464원
 ※ 공공용으로 사용시는

   전액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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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빗물이용시설의 설계 사례 (일본)

Ⅱ. 빗물 · 중수도 이용방식 및 현황 (일본)

Ⅲ. 해외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Ⅳ. 하수처리수 재이용 지하수 충진 사례 

(미국, 이스라엘)

Ⅴ. 일본 동경도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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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의 설계 사례(일본)Ⅰ

국내의 설계 예111

가. 전주 월드컵 경기장

전주 월드컵 경기장은 수질이 비교적 양호하여 처리비용이 저렴한 빗물을 

지붕면에서 채수하여 운동장 잔디살수용수로 이용한다. 이용 기간은 

잔디에 관개가 필요한 4월부터 11월까지 이고 빗물 채수량이 부족할 때는 

지하수 또는 시수로 보충하여 공급한다. 지붕 및 경기장 바닥을 통해 

집수하여 3기로 구성된 총 1,640m 3 규모의 저류시설(원수조)에 

저장한 후 A/C

필터로 여과하여 

총 450m3규모의 

정수조로 활용

하고 있다. 저류

조는 집수면에 

따라 주경기장 

지붕에서 집수

하는 조경용 및 

소방용 저류조, 보조 경기장 바닥에서 집수하는 가변무대 저류조로 구분

되어 있으며, 가변무대 저류조에서 조경용 원수조로 송수하여 급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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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구분 값 비고

집수

집수장소 지붕면, 그라운드

집수면적 13,650m2(지붕면), 10,912m2(그라운드)

처리

시설종류 A/C필터

재원/용량 8～12m3/hr, 2조

저류

재질/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설치위치 지하

재원/용량
2,090m3(조경용(420), 소방용(740)+

가변무대 저류조(930))

4 2 0 m 3 ( 원 수 조

( 2 1 0 ) + 정 수 조

(210)), 740m3

(원수조(500)+정

수조(240))

급수

활용용도 조경용수, 소방용수

활용수량 193.5m3/회 잔디살수

배수 배수대상

나. 한강홍수통제소

한강홍수통제소 빗물이용시설은 부지신축에 따라 고려되고 있는 사안

으로서, 생태정원 등 추가적인 물 사용량을 빗물로 충당하여 경제적 

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한강유역 종합치수대책 수립 기관으로서 물 부족, 

치수대책 수립, 환경보호에 대한 기관 이미지와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계획하였다.

다. 00중학교 빗물이용시설

2002년 11월 빗물 저류조 2기를 설치하였으며 이후 2003년 3월에는 

빗물을 이용한 연못조경시설을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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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구분 내용

집수

시설

 지붕면 A : 554m2

 지붕면 B : 421m2

 지붕면 C : 697m2

 지붕면 D : 441m2

배관

시설

 D 75 : STS관

 D150 : PVC관(5본)

 D200 : PVC관(3본)

 D300 : PVC관(3본)

처리

시설

 필터 1 : WISY150(0.18mm이상 여과)

 필터 2 : WISY300(0.38mm이상 여과)

급수

시설

 핸드펌프 2대

 자동펌프 2대

라. 공공주택단지 내 도입 사례

공공주택단지 빗물이용시설은 아파트 재건축,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재해저감시설로 설치하거나, 아파트와 기업 이미지의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경우가 많으며, 저류된 빗물은 주로 주변의 친수 용수로 활용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구분 O지구 아파트 H지구 아파트 S지구 아파트 R지구 아파트

시

설

특

징

빗물

시설

전자동필터, 모

래여과, 지하저

류조

필터여과, 빗물

저류시설
지하빗물저류조

쇄석 충전조

지하빗물저류조

집수

시설
옥상면, 부지면 옥상면, 부지면 옥상면, 부지면 옥상면

시설

용도
조경용수

조경용수, 

청소용수
침투, 저류

조경용수, 

청소용수

시설

용량
500톤 50톤 118톤 2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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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빗물이용시설의 설계 사례222

가. 세타가야구 아카츠츠미

총연장 약50M의 하천에 설치 되어있으며, 수처리는 스크린만 계획하였으나 

시험적으로 염소제제를 이용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저류조는 FRP제 

이고 시설 지하에 설치되어있으며 저류조의 상수 보급은 자동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연간 항시 가동하고 계절에 의한 휴지기간은 없으며 타이머가 달린 펌프를 

설치하여 9시에서 17시에만 가동하고 있으며, 저류조 내의 정비는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나. 루제필 이부티다이(페닉스 샘)

루제필 이부키다이에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장소와 

비상시 군집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피닉스 샘은 단지 중앙에 설치하여 

거주자의 생활에 윤택함과 안락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어린이들의 물놀이 

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며, 재해 시에는 빗물을 저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집수대상 지붕배수  1,153m3

평소의 빗물이용 용도

 광장 화장실 수세용 물 1m3/일 

 분수용수 172.8m3/일

 21.6m3/시간(운전시간 8시간/일)

비상 용수의 저류량  약 120m3

처리방식
 자동스크린 + 침사조 + 쇄석여과        

 + 저류조 + 여과원수조 + 모래여과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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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루미나스 무사시고가네이

태양발전이나 풍력발전을 동력원으로 하여 지하에 저류한 빗물을 채소밭, 

벽면녹화 등의 관수나 비오톱(biotop) 용수로 재이용하고 있으며, 빗물을 

지하에 침투시키는 종합적 물순환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집수면적  주거동 지붕면적 약 600m2

빗물저류조의 용도
 약 80m3 : 옥상채소밭, 옥상녹화, 벽면녹화 등의 관수

 약 40m3 : biotop 용수

라. 로지손 빗물이용

거리 뒤쪽 한 모퉁이에 지하 3～10m3의 콘크리트로 된 저류조를 설치하고 

저류조 인근 건물의 지붕면에서 집수하여 저류된 빗물을 수동펌프로 

양수하여 이용한다. 저류된 빗물은 지역의 녹화나 도로 살수의 수원으로 

이용하고 비상시에는 음료수나 소화용수로 이용한다. 펌프의 유지관리 및 

저류조 점검, 청소는 주민이 자주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물 재이용시설 설치․관리 통합 가이드 북

226

빗물·중수도 이용방식 및 현황 (일본)Ⅱ
(출처 : 일본 국토교통성, 일본의 수자원 2010년)

□ 물 재이용 방식

물 재이용 방식은 중수도 개념의 “개별순환방식”, “지역순환방식”, “하수처리수 

재이용방식”으로 구분

   ※ “개별순환방식” 및 “지역순환방식”은 우수 및 건물내 사용한물의 재처리수를 

이용하는 중수도 개념

 <개별순환방식>

    - 단일 건물내의 우수와 한번 사용한 배수를 재생처리하여 동일 건물내의 

잡용수로 이용하는 방식

 <지역순환방식>

    - 복수의 건물로부터 발생한 배수와 우수를 1개의 재생처리시설에서 정화하여 

복수의 건물의 잡용수로 이용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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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재이용(우수, 중수도, 재이용수) 이용 현황 

일본 전국 재이용수 활용시설(공공시설, 사무소, 빌딩 등)은 전국 약 3,420개소에 

달함(2008년 기준)

년간 물 재이용 사용량은 2억7천만톤/년이며 전국 물 사용량의 0.3%에 상당,

   - 이중, 203백만톤이 하수재이용수이며, 290개 하수처리장으로  부터 공급됨

주로 관동임해 및 기타큐슈지역에서 공공시설 및 빌딩의 재이용수 활용비율이 

전국의 60%를 차지하며, 1980년대부터 동경도 및 후쿠시마에 집중됨

◈ 물 재이용 추이

※ 2008년 국토교통성 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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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재이용 시설의 증가 추이

※ 2008년 국토교통성 조사자료

◈ 용도별 물 재이용 시설수 

※ 2008년 국토교통성 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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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Ⅲ

각국의 재이용 현황

구 분 일본
미국

Florida
미국

California
싱가포르 호주 이스라엘 쿠웨이트

재이용율
1.4%

(54만톤/일)
52%

(220만톤/일)
10%

(170만톤/일)
6.7%

(9.1만톤/일)
12% 10% 15%

일본

 - 일본하수처리수 재이용율은 2005년 1.4%(약 2억m3/년)이며, 이중 59%가 조경

용수, 친수용수, 하천유지용수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은 도시생활용수의 수요증가에 대체하기 위한 대안이며, 
동경도의 경우 주요용도는 대도시의 특성상 지역내 수세식 화장실용수, 노면

청소용수 및 비산먼지 살포 등이다.

용    도 처리장(개소) 재이용수량(m3/년) 비율(%)

1. 수세식화장실용수(중수도, 잡용수) 43 6,591,937 3.36

2. 환경용수 115,435,450 58.92

1) 조경용수(옥내) 5 952,866 0.49

2) 조경용수(옥외) 82 47,387,083 24.19

3) 친수용수(옥내) 1 29,565 0.02

4) 친수용수(옥외) 17 3,269,149 1.67

5) 하천유지용수 8 63,796,787 32.56

3. 융설용수 35 42,599,089 21.74

4. 수목살수(옥내) 5 4,626 0.00

5. 수목살수(옥외) 68 1,325,749 0.68

6. 도로청소 및 살수 34 65,424 0.03

7. 공사현장의 청소, 살수 43 213,784 0.11

8. 농업용수 28 11,629,799 5.94

9. 공업용수 3 2,806,917 1.43

10. 사업소, 공장 직접공급 47 15,242,744 7.78

합   계 241 195,915,518 -

자료 : 일본 하수도협회 자료(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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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 미국의 재이용수의 용도는 주로 농업용(관개용)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전체의 25%인 1억 4천만㎥의 처리수가 농업 및 

관개용수로 재이용되고 있다. 

 - 용수원 확보가 곤란한 아리조사,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텍사스와 같은 건조한 

남부 및 남서부 지역에서 실시

 - 플로리다 및 사우스캐롤라이나와 같은 습윤지역에서도 수질오염의 방지를 목적

으로 재이용 실시

 - 재이용의 특징은 보건위생상의 관점에서 주로 관개용 또는 공원과 골프장과 

같은 비음용수로의 재이용만을 고려해 왔으나, 용수원의 확보가 어려운 일부 

지역에서는 간접음용수로의 재이용을 계획 중

싱가폴(Newater사업)

 - 주요상수원 : Local catchment, Imported water, Newater, Desalinated water

 - 문제점

  ․  Johor water 말레이시아 수입(전체75%) : 2011년 협정 만료 후 원수공급량 

감소

  ․  Local catchment(우수) 제한적 : 국가 생존차원에서 대체 수자원 확보 시급

 - 향후 개발 상수원 : 해수 담수화, 하수처리수 재이용용수를 Newater통해 수급 계획

구 분 처리장명 용  량 가동현황 비   고

1 Bedok 23,000m3/d  2003 ～ 

2 Kranji 34,000m3/d  2003 ～

3 Seletar 19,000m3/d  2004 ～

4 Ulu Pandan 95,000m3/d  2007～

5 Terminal 3 80,000m3/d  2010 예정

Total 251,000m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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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수 재이용 지하수 충진 사례 (미국, 이스라엘)Ⅳ

국가간 지하수 충진 비교111

미국(플로리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해수침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플로리다 

13%, 캘리포니아 14% 지하수충진 이용 중

유럽(이스라엘)에서는 지하수층으로 충진(17%)한 후 토양대수층 처리를 거쳐 

재 취수하여 사막의 농업용수로 사용

구분
재이용량 

(백만톤/년)

재이용율 

(%)

주요 용도 (%)

공업

용수

농업

용수

하천 및

습지

유지용수

지하수

충진*

기타 

도시환경

용수**

일 본 196 (’05년) 1.5 10 6 33 - 51

싱가포르  138 (‘10년) 30

미국 플로리다 920 (’08년) 46 14 11 6 13 56

미국 

캘리포니아
650 (’02년) 10 5 46 4 14 31

호 주1) 167 (’02년) 12 3 83 - - 14

유럽 및 

이스라엘
963 (’02년) 2.4 4 70 5 17 4

중동 및 

북아프리카
약1,980 20∼100

* 간접 음용수원 또는 해수침수 및 지하수위 하강 방지 목적

** 기타 도시환경용수: 도시관개용수, 경관용수, 친수용수, 화장실용수, 도로 및 가로수 청소용수 등

주1) 용도 구분은 New South Wales 주의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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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캘리포니아)222

□ 개  요

◆ 미국 남서부 위치

◆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오렌지 카운티 등으로 구성(80%집중)

◆ 연평균 강우량 약 30mm

❍ 물 부족 대처 및 문제점

◆ 타 지역으로부터 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도수로 이용 외부로부터 물 공급 받고 있음

  - 제1도수로 완공(1941) : 400km

  - 제2도수로 완공(1970) : 800km

◆ 제1 및 제2도수 공급에도 물 부족 심화 및 물의 단가 상승 

❍ 지하수 충진 사유 및 추세

◆ 이 지역은 반건조 지역이기 때문에 표류수의 증발산량이 많아 지하수 층에 물을 침투시켜 사

용하는 방법 필요

◆ 해수침해를 막기 위한(Seawater Barrier) 용도로 활용

◆ 캘리포니아 전역에 약 250여 군데가 설치되어 운영중이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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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처리수 재이용 형태

❍ 지하수 충진

 처리수를 지하에 침투시켜 지하수원의 보급수로 이용

❍ 직접이용

 하수처리수를 공장, 관개용수로 직접 이용

❍ 표면저류

 처리수를 인공호수에 저류하여 레크레이션용으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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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지하수 충진 현황

오렌지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는 60% 이상의 물을 지하수원에 의존하고 있다. 양수량이  증가

하면서 1956년에는 지하수위가 저하하여 해수 수위보다 낮아지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해안과 접해 있는 지역에서는 지하수층에  해수가 침투함

으로써 염분농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이용 가능한 수원이 염분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상류에서 침투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대책이 되겠지만, 해수의 침입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해안을 따라 

담수를 주입하여 수리학적 장벽을 만들어 해수의 침입을 방지하였다. 

주입되는 원수로는 심정호수, 타지역으로 부터의 물, 해수의 담수화수, 하수처리수 

4종류가 검토되었으나, 경제성 면에서 최종적으로 하수처리수가 결정되었다. 재이용 

처리시설은 하수처리장 근처에 건설되어 있고 처리수 (6만㎥/일)는 우물을 통해 

지하에 주입.

샌디에이고

인구 약 4만인 Sunday 시에서는 독특한 표면저류형의 재이용이 실시되고 있다. 

Sunday는 San diago시 근처의 반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도시로서 물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주민의 요망에 따르기 위해 하수관거에서 4,000㎥/일의 

하수를 양수하여 처리한 후 수개월 동안 안정화지에 유입시킨다. 유출수는 측면 및 

하부의 불투수층이 있는 지하층을 통과해서 나온 물을   공원내 7개의 연못(수면적 

약 30ha)에 공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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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엔젤레스

Los Angeles City에서는 1962년부터 지하수 충전 시스템(Ground Water 

Recharge System)을 대규모로 실시하고 있는데, 주로 염소살균 후 처리수를 살수지를 

통해서 지하에 주입하고 있다. 살수지는 로스앤젤레스시를 관통하는 San Gabriel 

River, Rio Hond River의 2개 하천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데  3개의 처리장 처리수를 

흘려 보내 지하수 층에 침투시키고 있다.  

침투량은 3,000㎥/일 정도로서 약 280ha의 살수지를 28ha 정도의 블록으로 나누어 

6일간 관수, 6일간 침투, 6일간의 건조기간을 합하여 18일을 주기로 주입하고 있다. 

지하 주입시 수질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질소농도인데 질산성 질소의 농도가 지중

에서 10㎎/L이하가 되도록 처리수를 타지역의 물을  공급하여 3배정도 희석시키고 

있다. 지하수의 양수량은 연간 약 2.2억㎥ 정도로서 이중 7,400만㎥(전체의 1/3)은 

표류수, 천층수 및 용출수 등이고 나머지 1.5억㎥이 하수처리수와 타지역으로부터 공급

받는 물이다. 하수처리수의 지하 환원량은 연간 약 3,300만㎥으로서 전체의 약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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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플로리다)333

□ 개  요

◆ 미국 동남부 위치

◆ 미국 내 최대 물 재이용 주

◆ 물 재이용 전략 보고서 공표(2003) 및 2020년까지 65% 목표

❍ 지하수 충진 현황

◆ 546개 하수처리장 중 481개소에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운영 중(2008년)

◆ 총 252만m3/일 중 약 55%가 관개용수로 사용되었으며, 지하수 충진용도로 13% 사용

(State of Florida, 2010)

 플로리다 물 재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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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스라엘)444

유럽에서는 재이용수 대부분이 농업용수(70%)로 사용되었으며 지하수 충진용

으로 약 17%의 재이용수가 사용.

 유럽의 재이용수 용도별 현황 (이스라엘 포함)

이스라엘은 하수 재이용수의 42%가 지하수 충진용수로 사용

이스라엘의 대규모 지하수 충진 프로젝트인 Dan-Region Reclamation Project는 

생물학적으로 처리된 하수처리수 122백만m3(2000년 기준)을 지하수층으로 

충진한 후 토양대수층처리(soil-aquifer-treatment)를 거쳐 재 취수하여 Negev 

사막의 농업용수로 사용. 

하수처리수 재이용율 용도에 따른 재이용율

PWS: 공 공 용수 , AGR: 농 업용 수 , GWR: 지 하수 충 진r, IND: 공 업 용수 , ELE: 전 기 생산 /냉각 , ECO: 환 경용 수 , URB: 도 시 재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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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동경도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Ⅴ

□ 일반현황

동경도 구부(區部) 하수도 현황

계획인구 계획면적
물 재생센터 현황

총 센터 수 처리량
재이용 도입

센터수
처리량

8,692천명 57,839ha 13개소
1.691.78만㎥/년

463.5만㎥/일
5개소 3450.6㎥/년

1984년 10월, 하수처리수순환이용 모델사업 도입, 오치아이처리장으로부터 신주쿠

부도심 지역에 재이용수 공급 개시

□ 재이용 도입 물 재생센터 현황

센터명 공급처 공급량 ㎥

시바우라

․ 치요다구, 시나가와구

  국토교통성가와사키 공사 사무소등 : 도로세정용

․ 시나가와역동쪽,오자키지구재생수이용사업  

  : 지역내 빌딩 화장실 세정수용

․ ?留지구재생수이용사업 : 지역내 빌딩 화장실 세정수용

․ 永田町 및 가세키지구재생수이용사업 

  : 지역내 빌딩 화장실 세정수용

․ 동쪽시나가와지구재생수이용사업  

  : 지역내 빌딩 화장실 세정수용

․ 시나가와구(御成다리) : 수경용수

․ 기타 (건설국 등) : 도로살수 

825
779,187

409,093
80,926

146,321

54,639
1,038

오치아이

․ 니시신죽구, 나가노坂上지구 재생수이용사업  

  : 지역내 빌딩 화장실 세정수용 

․ 환경국 : 하천복원용수

․ 공공단체 등 : 갈수시 살수용수

1,100,691

29,238,950
23

기타
-아리아케

-모리노사카
-小管他

․ 공공단체 등 
  : 갈수시 살수용수, 지역내 빌딩 화장실 세정수용 

26,941,11

합계 34,50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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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재이용 센터 위치 및 공급구역 (재이용 시설)

<동경도 구부 재이용가능 물  

재생센터>

시바우라 물재생센터

오치아이 물 재생센터

□ 동경도 재이용수 요금

공급관경 및 물 사용량에 따른 구분없음

1㎥ 당 260엔(VAT제외)

   ⇒ 재이용수사용료 : 사용수량(㎥) × 260(엔) + 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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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이용수 이용 개략도 (사례)

□ 재이용수 이용 효과 (홍보문) : 100㎥/일 사용시 효과산출

환경효과

  - 빌딩 등 배수를 처리하여 재이용하는 개별순환방식(중수도)와 비교하여 1년간 

69t-CO2의 온실효과가스배출량의 절감이 가능   

경제효과

  - 개별순환방식(중수도)와 비교하여 580만엔/년의 경제효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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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재이용시설 비용경감 시책

1. 시책 : 신세대하수도지원사업제도

수환경창조사업

  - 하수처리수, 우수를 재생수, 개울용수, 소방용수등으로 재이용할 경우 일부를 

지원

  -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갈수에 대한 안전도 향상, 도시소방용수의 확보 등의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업과 하천사업등이 연대 공동으로 

실시하고, 하수처리수의 상류환원과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설치에 의한 하천등의 

유량확보, 하천수의 도입의 목적을 겸하는 하수관거의 설치 등

  - 우수의 유출억제, 지하수 함양을 위하여 저류침투기능을 가진 관거등의 설치 

개조을 실시할 경우 일부를 지원

  - 우수의 배출억제와 지하수 함양을 위하여 불용된 정화조의 활용 또는 우수저류

침투시설의 설치를 실시하는 자에게 지방공공단체에 한하여 일부를 지원

  - 공공하수도 우수관거와 도시하수도등을 이용하고 양호한 수변공간을 정비하기 

위하여 이러한 시설을 따라 개울, 산책로, 물고기 군집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

에게 일부 지원

리사이클추진사업

  - 갈수시에 하수처리수를 긴급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수시설 및 응급처리수 

송수시설 등의 정비를 할 경우 일부 지원

  - 적설대책을 위한 공공하수도, 유역하수도, 도시하수로의 정비사업에 있어서 

주요한 유설(流雪)수로 및 이에 부속하는 시설, 처리수의 공급시설, 융설조 등의 

시설을 정비하는 경우 일부 지원

2. 융자

생활잡용수 등을 리사이클하는 처리시설 및 수질보전 대책사업에 의해 정비된 

시설에 대해서 농립어업금융공단등의 저리 융자 (농립기반정비자금 등)

3. 기타

중수도시설등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용적율 제한의 특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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