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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건의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시민들의 물수요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음. 즉, 시민들이 어메니티(쾌 성)

나 재산가치 향상을 해 아 트의 수경용수 등으로 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음.

◦물부족 상은 지역 ‧계 으로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지역 내 물재생과 

물순환은 물공 의 새로운 안으로 부각되고 있음.

◦물재생기술의 발달로 물재생산업의 활성화 기반이 마련됨. 소규모 물재생

업체가 발생원에서 생활용수를 처리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됨.

◦물재생산업은 물산업시장  가장 큰 일자리 창출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며, 소규모 업체의 설립을 진시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이 연구는 물재생  리산업의 활성화를 하여 련된 황과 사업체를 

분석하고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한 소규모 민간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

안을 도출하는 데 목 이 있음.

2. 연구의 범위

◦물재생  리업체의 확 , 신설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문을 주로 연구함.

◦공간  범 는 서울시를 주로 하 으나 물재생  리산업의 활성화를 

해 서울시 외 지역의 황과 사례도 참조함. 물재생  리산업의 활성

화를 한 지원모델은 정부차원과 서울시차원 등으로 나 어 제시함.



ii

Ⅱ. 주요 연구결과

1. 물재생 및 관리산업의 현황 및 제도

1) 물재생 및 관리산업의 정의

(1) 물재생측면에서 본 정의

◦물재생산업이란 한번 사용한 물을 재생하여 부가가치를 형성하는 산업을 

말하며, Value Chain(가치사슬)의 제조－건설－운 으로 구성되어 있음.

◦물재생산업을 처리수의 이용측면으로 분류하면 5가지로 나  수 있음. 1) 

재생수의 하천유지용수 활용, 2) 형 건물의 수도시설, 3) 인공연못과 

바닥분수, 실개천 등 친수용수로 활용, 4) 청소  조경용수로 활용, 5) 열

섬완화 등 기후조 용수로 활용 등이 그것임.

◦물산업이란 각종 용수(생활, 공업)를 생산하여 보 하는 산업과 하‧폐수를 

이송  처리하는 산업서비스를 총칭함. 그 범 는 상수도, 하수도, 폐수, 

생수, 정수기, 기타로 나  수 있음.

<그림 1> 물산업의 제조, 건설, 운영의 Value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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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순환측면에서 본 정의

◦물재생이란 오수, 하수  폐수, 빗물을 재생처리하여 생활, 공업, 농업, 조

경, 하천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함. 물재생 부문은 주로 민간기

업 역에 속함(<그림 2>).

<그림 2> 물재생 부문 중 민간기업영역과 공공영역의 대략적 구분 

(3) 물(수질)관리산업

◦물 리산업이란 물재생처리와 연 된 수질 리산업을 말함. 도시 내 하천

의 호수  연못, 실개천용수, 바닥분수의 수질 리 산업이 해당됨.

2) 물재생산업의 현황 및 실태

(1) 물재생산업의 종류 및 규모

◦2007년기  사업체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물재생산업과 련된 산업은 생활

용수공 업, 산업용수공 업, 하수  폐수처리업, 건설업임.

◦ 련된 사업체를 세부분류하면 <표 1>과 같이 생활용수  산업용수 공

업체가 21개, 하수처리업체가 63개, 폐수처리업체가 3개, 폐기물처리  

오염방지시설업체가 120개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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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E. 하수, 폐기물처리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건설업

36010 

생활용수공급업 

36020 

산업용수공급업

37011 

하수처리업

37012 

폐수처리업

41224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21 0 63 3 120

자료 : 2007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2008)

<표 1> 서울시 물재생산업의 세부분류 사업체수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에 등록된 환경산업체  수질 련 업체는 방지시설

업, 설계시공업, 측정검사 행업, 수집‧운반‧처리업, 환경설비제조‧ 매

업, 서비스업, 에 지업 등의 분야에 총 404개가 있음.

(2) 중수도시설

◦서울시 수도시설은 2008년말 기  총 52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시설용

량은 17,484㎥/일임. 수도 처리수는 주로 화장실용수로 사용되고 있으며, 

청소용수나 조경용수로도 활용되고 있음.

(3) 하수처리재이용시설

◦2008년말 기  국에 가동 인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은 연간 66억톤/

년이며, 하수처리수 재이용량은 2006년 4.9억톤/년에서 2008년 7.1억톤/년

으로 2.2억톤/년 증가함.

2) 바닥분수의 물(수질)관리현황

◦2009년 기  서울시에는 총 216개의 분수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시공원  

가로녹지 에도 많은 수의 수경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특히 바닥분수는 어린이들이 물놀이 시 잘못해서 음용하는 경우가 있어 수

질 리가 필요함. 최근 개장하는 규모 야외 물놀이시설에도 수질 리를 

한 물재생시설 설치가 필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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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재생처리 기술의 진보 ; 최신기술인 막분리공정의 상용화

◦막분리공법은 특정크기의 물질을 분리할 수 있는 미세공을 가진 분리막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술임. 분리막은 난분해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고, 물질을 선택하여 제거할 수도 있음.

◦이 공법은 시설공간이 작아도 되고 자동화가 가능하여 유지 리가 쉬움. 

단일공정으로 제어가 어려운 경우 생물학  공정 등 타 공정과 조합하여 

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수처리분야의 고도처리에 용 가능성이 높음.

◦생활하수와 같은 유기물질의 비율이 높은 오염수처리에도 생물학  처리

와 분리막을 조합한 시스템을 용하면 처리효과가 높음.

 

<그림 3> 막분리공정과 타 공정을 조합한 시스템의 예  

◦분리막을 포함한 막모듈 세계시장 규모는 2003년 80억달러에서 2004년 87

억달러로 커지고 있음. 

◦미국 Elsevier Advanced Technology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막모듈 

국내시장 규모는 2003년 1,200억원, 2004년 1,300억원, 2008년 1,800억원

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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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제도

◦ 수도와 련해서 하수도법, 수도법, 조세특례제한법, 수자원공사 수돗물 

공 규정에 정의, 이용계획  시설, 시설의 조세감면, 이용량 요 감면 등

이 규정되어 있음.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련해서는 하수도법에 공공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정

의  시설의 설치 등이 규정되어 있음.

조항 내용

하수도법 제2조

11. “중수도”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다시 처리하여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9의2.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이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다시 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

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하수도법 제26조

수도법 제14조

(중수도의 설치)

①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되는 부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용수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재이용수를 사용수량

의 100분의 10 이상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 또는 목욕

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으로

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인 시설물

하수도법 시행령 

제21조

(중수도의 설치 등)

①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인 시설물”이란 

건축의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09.7.16>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6. 그 밖에 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표 2> 중수도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관련된 하수도법 내용



vii

조항 내용

하수도법 제5조

(하수도정비기본계

획의 수립권자 등)

③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의 재이용계획 및 공공

처리수재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수도법 제21조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공업용수·화장실용수·살수

용수·세차용수·청소용수·조경용수 등(이하 “재이용수”라 한다)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17조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수를 공업용수ㆍ화장실용수ㆍ살수용수ㆍ 세

차용수ㆍ청소용수ㆍ조경용수 등(이하 “재이용수”라 한다)으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

야 하는 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

하수처리시설을 말하며,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재이용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

야 하는 양은 1일 하수처리량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표 계속> 중수도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관련된 하수도법 내용

2. 물재생 용수량 및 장래 수요량 분석

◦서울시의 재 물재생 용수량  장래 수요량을 추정하기 하여 하천유지

용수, 수도용수, 청소용수  열섬완화용수, 뉴타운 등 수경시설용수, 공

원녹지의 조경용수 등 5가지로 나 어 살펴 (<표 3>).

구분 현재 용수량 장래 수요량

하천유지용수

∙ 서울시 36개 법정하천 중 국가하천인 

한강, 중랑천, 안양천과 지방1급 하천

인 청계천을 제외하고 총 32개 하천을 

대상으로 유지용수 추정

∙ 32개 하천에 필요한 용수량은 265,294

㎥/일임.

∙ 2030년 서울지역의 50여개 하천 복원

에 따른 유지용수는 75만㎥/일임.

중수도용수

∙ 현행 하수도법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종류에 해당하는 건물 중 연면적이 6만

㎡ 이상 시설물에 설치 의무화

∙ 2008년 기준 서울시 상업용 건물의 중

수도시설은 52개소이며, 시설용량은 

17,484㎥/일임.

∙ 기존건물의 연면적 의무기준을 5만㎡ 

로 강화할 경우 중수도 설치대상 건물

은 700개가 증가함.

∙ 장래 중수도시설용량은 235,340㎥/

일임.

<표 3> 현재 재생용수량과 장래 수요량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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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재 용수량 장래 수요량

청소용수 및 

열섬완화용수

∙ 현재 도로 1㎞당 약 0.1~1.5㎥/일의 물

이 사용됨.

∙ 2009년 1년간 청소한 거리는 100만㎞

이며, 총 사용한 물의 양은 987,579㎥/

일임.

∙ 이면도로를 제외한 1차선 이상의 지방

도로 연장길이는 총 14,333㎞임

∙ 장래 물청소용수 하루 소요량은 20,743

㎥/일임.

뉴타운 등 

수경시설용수

∙ 도시공원 및 가로녹지대 수경시설 확보

용수량은 각각 446,696㎥/일, 86,129

㎥/일임.

∙ 뉴타운 사업계획에 제시된 실개천 사업

의 계획에 따라 장래 물수요가 증가할 

것임

∙ 뉴타운단지 건립세대수는 317,337세

대이며, 단지 내 실개천조성용수는 

92,208㎥/일임.

공원녹지의 

조경용수

∙ 서울시 공원녹지관리는 수목 등에 용수

를 공급하는 스프링클러 시설이 설치된 

곳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고 있음.

∙ 서울시 도시림은 도로변녹지, 하천변

녹지, 학교숲 등을 포함하여 총 

9,007,200㎡임.

∙ 서울숲 녹지관리에 소요되는 용수량 으

로 서울시 도시림 관리 물소요량을 예

측하면 119㎥/일임.

∙ 서울숲과 같은 주요 공원에서도 조경 

용수 사용량이 적어 전체적인 공원 녹

지 관리 물사용량이 적게 나타남. 즉, 

자연강우량에 의존하고 있음.

<표 계속> 현재 재생용수량과 장래 수요량 추정

3. 국내외 사례

1) 반포2단지 삼성래미안 아파트 연못

◦반포 2단지 삼성래미안아 트는 지면 이 133,661.30㎡이며, 가구수는 

2,444가구임. 단지 내에는 생태연못 3개와 소규모 벽천 등 수경시설이 설

치되어 있으며, 역삼투막을 이용하여 순환정수처리를 하고 있음

◦생태연못은 담수량이 1,050㎥이며, 수심은 0.1~0.4m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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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반포 2단지 삼성래미안아파트 생태연못 조성모습

◦수질정화시설은 효율 인 녹조 방을 하여 혹서기  하 기 3~5일을 

기 으로 체수량을 처리함. 반포 2단지 내 생태연못의 처리용량은 10㎥

/hr임.

◦생태연못의 수질정화를 해 오염원을 산화, 살균하여 녹조를 괴하고 억

제하는 효과가 뛰어난 기장장치를 설치하 으며, 후속 장치로 막여과장

치(SMF : Superior Micro Filtration)를 사용하여 처리효율을 높 음.

2) 교하신도시 물순환시스템

◦교하신도시는 총 개발면  16.4㎢, 인구 205천명의 신도시로 계획되어 있음. 

◦주요 시설물은 인공호수, 소리천, 실개천, 순환수  원수처리용 수처리시

설, 기우수처리시설, 수 폭기시설 등임.

◦취수장에서 취수된 물 5만8천㎥/일과 임진강 원수의 하루 유입량 6천㎥/일 

등 총 6만 4천㎥/일의 물이 단지 3곳의 연못 지하수로를 통해 압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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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http://pajutimes.newsk.kr(파주타임스)

<그림 5> 교하신도시 종합계획도

3)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중수도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는 가압형 멤 인을 이용하여 여과, 재처리

한 하수를 화장실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수도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음.

◦막모듈(MF막) 일체형설비로 0.05㎛ 이하의 기공(pore)을 투과한 물은 조경

용수, 쿨링타워 냉각수, 화장실용수, 청소용수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재이용됨.

구분 개요

설치시기 2007. 11.

시설용량 400㎥/day

운전 FIUX 1㎥/㎡·day

모듈 HIFIM-50(8개)

운전방식 Outside-In(Cross flow)

막면적 50㎡

<표 4>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중수도시스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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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중수도시스템 운영모습

◦ 수도시스템은 2007년에 설치되었으며, 시설용량은 400㎥/일임. 수도 1

일 평균 생산량은 약 150㎥/일이며, 최근에는 1년간 평균 73,197㎥를 생산

하 음. 

◦ 수도시스템 운 에 따른 수질은 유입수의 BOD가 60~100㎎/L이며, 처리

후 수질은 BOD가 2~2.6㎎/L임. 처리된 물은 객실  공공지역의 화장실 

변기 세정수, 쿨링타워 보충수,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사용됨.

◦ 수생산단가는 600원/㎥이며, 물재이용 요 단가는 2,270원/㎥(상‧하수도 

요   물이용부담  포함)임. 수도시설 가동으로 인한 2009년 1년간 

요  감액은 1억 2천만원 정도임.

(2,270원/㎥ - 600원/㎥) × 73,197㎥ = 122,238,990원/년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수도용수는 변기 세정수로도 활용되고 있어 

경제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남.

4) 샌디에고(San Diego)의 용수 재이용

◦San Diego에는 130만명이 거주하며 하루 평균 2억 1천만 갤런의 식수를 

사용하고 있음. 향후 25년 동안 인구는 50%가량 증가할 것으로 상되어 

도시용수 공 을 늘리기 한 용수 재이용에 한 연구를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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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 Diego의 용수 재이용은 간 음용 용도와 비음용 용도 두 가지로 나  

수 있음.

◦간 음용 용도의 용수는 화학  혼화, 응집, 침 , 여과  살균의 처리과

정을 거치는 공법을 사용하여 완 처리한 후 공 하고 있음.

◦비음용 용도의 용수는 개용수, 산업용수  습지조성용수로 사용되고 있

음. 캘리포니아주에서 비음용 재이용수는 개용도가 70%로 가장 많이 사

용되고 있으며, 5%는 산업용, 특히 냉각수로 사용됨.

◦비음용 재이용수는 일반 으로 공  리, 1차 처리, 2차 처리, 3차 처리 

 염소 소독을 거침. 산업용수와 같은 특정 용도에서는 기  손상을 일으

킬 수 있는 무기물의 제거를 해 추가 인 처리가 요구됨.

5) 싱가포르

◦ 표 인 물부족국가인 싱가포르는 말 이시아로부터 국내 물수요의 80%

에 해당하는 물을 수입하고 있으며, 원수와 정수의 비율은 50:50임.

◦국가 생존차원에서 하수재이용을 해 뉴워터(NEWater) 로젝트를 추진

하고 있음. 싱가포르 공공자원국은 NEWater 로젝트의 일환으로 Bedok, 

Kranji, Sebetar, Ulu Pandan NEWater Plant를 건설하 는데, 그  Bedok 

NEWater Plant는 2002년 12월에 완공됨.

◦2002년말부터 Bedok처리장(3만2천㎥/일)과 Kranji처리장(4만㎥/일)에서 7

만2천㎥/일의 뉴워터(정화수)가 생산되고 있음.

◦NEWater 공정은 막분리시설과 UV소독공정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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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뉴워터 처리공정

Ⅲ. 정책건의

◦ 재 서울시의 물재생산업업체  몇 개의 수처리 문 기업을 제외하고

는 자체 으로 경제성을 확보한 업체는 거의 없음. 

◦물재생부문에서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에만 치 하고 있어 소기업이 활동

하는 산업으로 발 하는데 해요소가 되고 있음. 

◦그러나 물재생기술의 패러다임 변화로 시장성장 가능성이 있음. 막분리공

정은 아직도 처리비용이 고가이므로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으나 처리비용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다 자동화가 유리하여 유지 리비용이 낮음. 한 공간 

활용성이 뛰어나 도시의 건물 내 소규모 물재생시설에 활용이 가능함.

1. 물재생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1) 재생용수의 새로운 수요창출로 산업기반 확보

◦공동주택단지 내에 조성된 실개천의 수경용수로 사용

◦공원과 수목, 잔디면  확 에 따른 조경용수로 사용

◦열섬완화용수로 사용하여 활성화 기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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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막분리 등 새로운 물재생처리기술의 적용

◦막분리필터의 가격하락 등으로 상용화가 추진됨. 막분리의 핵심필터인 멤

인은 처리 상범 가 넓어 공공 상하수도, 산업용수, 해수담수화처리

에 활용되고 있음.

◦막분리처리는 처리 로세스를 단순화시켜 처리시설의 공간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상업용 빌딩  공동주택단지에 설치가 가능함.

◦건물 내에서 처리한 후 하천으로 직방류하는 물순환시스템 확보가 가능하

므로 민간업체의 활성화 기반 확보가 가능함.

3) 인센티브와 규제정책 확대를 통한 활성화

◦연면  6만㎡ 이상의 건축물은 수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이 

기 에 포함되는 건물이 많지 않음. 수도시설 설치 의무화 기 을 상향

조정하여 물재생업체의 수요를 창출해야 함.

◦수경시설이 설치된 형 아 트 단지에도 물재생시설( 수도시설) 설치를 

단계 으로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건물에 수도시설을 설치하고 용수를 하천용수나 청소용수로 활용할 경

우 공공에서 이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인센티 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4) 성장과 고용촉진을 위해 녹색산업으로 육성

◦물재생산업은 환경을 보존하면서 성장을 추진하는 녹색성장의 핵심분야임

에도 불구하고 정책 인 지원이 미약함.

◦물재생산업을 녹색성장산업으로 분류하여 육성하고, 소규모의 물재생업

체의 신‧증설로 성장과 고용을 진시켜야 함.

5) 물재생산업 클러스터 조성

◦서울은 가장 큰 상‧하수도시설이 작동하는 도시임. 빌딩군, 형아 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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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녹지, 열섬완화지역 등을 상‧하수도시설과 연계하면 서울의 규모 상

‧하수도시설과 연계된 물재생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함.

◦물재생산업과 연 된 산업에도 지원해야 함. 수처리와 련된 장비, 기기

제품, 수량계측 장비, 수처리약품, 분리막 제조 등의 산업과도 연계하여 활

성화할 수 있음.

2. 물재생산업의 활성화 방안

1) 물재생기업의 새로운 수요창출 기반마련

(1) 신축건물의 중수도시설 의무화 기준 강화

◦신축건물의 경우 수도시설 설치 의무화 기 을 연면  5만㎡ 이상의 상

업용 빌딩으로 상향조정해야 함.

(2) 신축건물의 경우 중수도관 설치로 변기 세정용수 사용 의무화

◦신축건물의 경우 수도를 이용한 화장실의 변기 세정용수 사용을 의무화

해야 함. 이를 해서는 수도 과 변기 세정 이 연결되는 배 구조를 

의무화하여야 함. 

◦재생용수 활용처를 변기 세정용수로 확 하면 보다 높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3) 연면적 5만㎡ 이상의 기존건물까지 중수도시설 설치 확대

◦연면  5만㎡ 이상의 기존건물도 3~5년 정도의 비기간을 거쳐 수도시

설 설치를 단계 으로 의무화해야 함.

(4)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의 중수도시설 설치 의무화

◦500세  이상의 신‧개축 공동주택단지에도 수도시설 설치 의무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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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함. 공동주택의 물재생처리를 통해 조경용수나 실개천 용수로 활용하

고 나아가 청소용수로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

◦ 한 서울시의 500세  이상 기존 공동주택단지 825개에 해서도 수도

시설 설치를 단계 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5) 열섬완화용수와 수경용수 등 새로운 재생용수 수요확보

◦공동주택의 친수용수시설 설치는 아 트의 고 화 략에 맞물려 지속 으

로 증가할 것임. 한 열섬완화용수와 청소용수의 사용도 지속 으로 증가

할 것임.

(6) 바닥분수와 대규모 물놀이시설의 물재생시설 운영과 수질관리

◦바닥분수는 물을 순환시켜 활용하므로 수질이 악화된 경우가 많음. 바닥분

수 등 친수시설의 운   유지 리는 물재생처리업체나 수질 리업체를 

통해 이 져야 함.

(7) 세차장 등 다량의 물사용업소에 물재생시설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세차장 등의 업소에 물재생처리시설 설치를 단계 으로 의무화하여 재생

된 물을 사용하도록 해야 함. 서울시 세차업소는 1,749개소이며, 물을 다량

으로 사용하는 기계자동식 세차장 등을 상으로 물재생 시설을 설치하도

록 함.

2) 물재생산업을 서울시 전략산업으로 육성

(1) 물재생산업을 서울시 전략산업으로 육성․관리

◦서울특별시장은 ｢국가균형발 특별법｣ 제28조 1항과 ｢서울특별시 략산

업육성 기업지원에 한조례｣ 제5조( 략산업의선정)에 의해 물재생산업

을 서울시 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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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①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②지역 신에 심 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 ③기술지식집약성과 입지

우 성이 높은 산업을 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음.

◦서울시에는 재 의 3가지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음.

(2) 전략산업으로 지정, 인센티브 등 지원규정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략산업육성 기업지원에 한조례｣ 제6조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제7조(기반시설의 우선공 ), 제8조(마 의 지

원), 제9조(기술개발의 지원)에 의해 물재생산업의 육성을 지원할 수 있음. 

이와 별도로 ｢물재생산업의지원에 한조례(안)｣을 제정하여 인센티 를 

제공할 수 있음.

3) 물재생시설 및 업체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

◦수원시, 인천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는 수도사용량의 일정비율에 해당

하는 양만큼 수돗물 요 을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음. 서울시에도 재생처리

량(발생량의 10%)의 일정비율만큼 상‧하수도요 을 감면해주는 경제  

인센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한 건물 등에서 물을 재생 처리하여 하

천으로 방류할 경우 친수용수로 사용되는 용수량에 해 하천용수 확보비

용을 공공에서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4) 수도요금의 일정비율을 출연하여 ｢물재생시설 및 업체의 활성화를 위한 

기금｣ 조성

◦물재생시설  업체의 활성화를 해 상수도요 에서 일정비율을 매년 출

연하여 기 으로 조성함. 특히 재생처리수의 하천방류를 한 거시설 공

사 등은 이 기 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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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재생업체(중수도)사업 모델

◦이 연구에서는 도림천 주변의 여러 유형의 건물(업무용건물, 공동주택 등

의 조합)에 해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경제성을 분석하 음. 특히 재생용

수 수요가 많은 하천용수의 활용가능성 등을 상하여 도림천 인근에 치

한 건물을 상으로 분석함(<표 5>).

구역 건물명 전용면적(㎡) 이용인구수(명) 지상층수 지하층수

A
신도림포스빌 63,985.23 1,840 25 5

신도림테크노마트 140,923.98 120,000 40 7

B

대림현대1차아파트 41,350.16 476(세대수) 20 1

대림현대2차아파트 24,755.77 280(세대수) 20 1

대림현대3차아파트 97,545.38 591(세대수) 20 0

C
우림이비지센터 1차 60,116.89 4,122 14 2

우림이비지센터 2차 54,605.43 3,744 14 2

D 이마트구로점 38,945.64 5,000 8 2

E
대륭포스트타워 2차 77,401.82 5,307 15 3

대륭포스트타워 3차 51,039.71 3,500 14 3

<표 5> 물재생시설 분석 대상건물의 현황

◦ 상지 건물에 물재생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는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배 , 기/계측제어, 시운 비), 기본조사  감리비, 기본  

실시설계비 등 시설설치비와 인건비, 경비( 력비, 약품비, 소모품비) 등 

유지 리비, 처리  슬러지처리비(시설설치비의 30%), 막교체비(4년에 

1회 교체) 등이 있음.

◦ 부분의 건물군은 경제성이 충분하며, 4~16년 정도면 설치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소규모 업용건물은 재생처리량 40㎥/일 이상이어야 수도시설 설치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기존 공동주택군의 경우 상하수도요 이 상 으로 낮아 재생용수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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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처가 확보되면 물재생 비율을 높여 운 하고 재생용수량의 50%에 해당

하는 상하수도요 을 인센티 로 지원하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음.

◦500세  이상의 신축공동주택인 경우 수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기 으로 경제성을 분석하면 첫해에 설치비용을 회수할 수 있음.

◦재생용수의 사용처 확보에 공공의 지원이 필요함. 특히 하천용수나 청소용

수로 활용 시 이에 따른 구매비용을 지원해야 함.

건물군 유형
재생처리량

(㎥/일)
활용 가능량

경제성 

분석(B/C)
평가 및 비고

A 대형 업무용 건물 121
청소용수로 전량 

활용

4년안에 

시설 비용 

회수

대형 상업용 건물이 설치되어 경제

성이 높음.

B

1

공동주택 

재생용수량 

50%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의 경우

77

공동주택 내부 

청소용수로 활용

16년안에 

비용회수

기존공동주택의 경우 물관련 요금

이 낮아 경제적 타당성이 낮음. 따

라서 재생용수량 50%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필요

2
공동주택 신축의 

경우

신축 시 화장실 

변기세정용수배

관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재생용수 수요는 

매우 많음.

첫 해 

비용회수

신축공동주택의 경우 중수도설치

를 의무화하여야 하고, 이럴 경우 

첫 해에 비용 회수 가능

C 2개 업무용건물 42.8 청소용수로 활용 
9년안에 

비용회수

변기세정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중

수도 배관설치와 처리량을 높이면 

비용회수기간이 크게 단축됨.

D
1개 

판매시설건물
27.6 청소용수로 활용 

10년안에 

비용회수
상동

E 2개 업무용건물 58.2
청소용수로 전량 

활용

5년안에 

비용회수
상동

<표 6> 건물 유형별 사업가능성(모델) 분석

6) 물재생기업(중수도)의 ESCO사업 도입으로 활성화 추진

◦물재생사업( 수도시설)은 기 투자비가 비교  많기 때문에 물재생기업

이 ESCO(에 지 약)사업을 도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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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물재생이나 중수도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1) ｢도시용수의 물재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도시용수의 물재생  리에 한 수요‧공 이 증하고 있어 �하수도법�

의 건축물에 한 수도시설 설치 규정으로는 처하기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물재생산업의 활성화  하수도법의 수도시설 설치 규정 등을 통

합하여 ｢도시용수의 물재생  리에 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함.

○ 물재생시설의 수요처 확대에 대한 사항

○ 물재생시설(공급시설) 확대에 대한 사항

  ․ 물재생시설의 의무화 대상 확대(단계별 의무화)

  ․ 기존 업무용 건축물(6만㎡ 이상), 신축 업무용 건축물(5만㎡ 이상)

  ․ 기존 공동주택 및 신개축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 물재생업체 신․증설과 운영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항

  ․ 중수도와 수경시설 등 물재생시설에 대한 조세감면 사항 

  ․ 하천용수, 열섬완화용수 등으로 이용 시 비용 제공 사항 

○ 물재생산업의 육성에 대한 사항

  ․ 물재생산업의 육성을 위한 마스터 플랜 작성

  ․ 물재생 공법 및 기술 개발과 산업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률보다 강화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

  ․ 서울시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법에 규정된 중수도 의무화 기준보다 강화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사항으로 규정

(2) 서울시 중수도 운영 및 이용요금 감면 조례 제정

◦ 재 서울시에는 수도시설 설치에 한 이용요  경감과 련된 조례가 

없음. 

◦ 수도시설  물재생시설 설치에 해 인센티 (수도요 이나 하수도사

용료, 하천용수로 이용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야 함.

◦｢서울시 수도시설과 물재생시설의 설치  운 에 한 조례｣에 포함되

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중수도 및 물재생시설의 정의

○ 중수도 설치 대상

○ 중수도 관리(중수도 및 수경시설 등의 관리)

○ 물재생 및 관리 시설 수질기준

○ 시설 지원사항(설치 시 수도요금, 하천용수 비용 등)

○ 재생용수량 측정 및 인정에 대한 사항

○ 서울시의 중수도 의무화기준보다 강화된 조례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