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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하수처리수 재이용계획
7.1  총 설

 7.1.1 계획의 목적 및 범위
∙ 하수처리수는 현재까지 이용이 보편화되지 않은 중요한 잠재 수자원으로서 종래에는 직접 재이용량이 매우 
적었으나, 2000년대 초부터 전국적인 물부족 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수자원의 확보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
제로 부각되고 있다.

∙ 수자원의 감소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잠재되어 있으나, 무계획적인 개발에 의한 도시지역의 확대, 도로포
장 등의 보급, 우수 보수기능 및 침투기능을 하는 논밭과 습지 감소 등에 의한 고유 유량의 감소, 도시화 진
행으로 인한 도시용수량의 증대에 대처하기 위한 댐 등을 건설‧공급함으로써 도시지역의 자연적인 물순환 사
이클의 크기를 넘어선 대량의 하수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어 궁극적으로는 방류수역 수질환경의 질적 황폐
화를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물이용 체계 또한 직렬 일괄형 방식으로서 하천으로 유입된 우수를 취수하여 1회 사용 후 다시 
하천 및 해양으로 방류하는 방식이므로 한정된 수자원 현황과 점점 증가되는 물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일원적 순환체계를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 현재까지 하수 처리수의 재이용은 보편화되지 않았으나, 막대한 투자비를 들여 건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이 단순히 하수의 위생적 처리기능 뿐만 아니라 한정된 물자원의 재생 및 재이용 기능을 갖는 생산시설로서 
효용을 갖추기 위하여 도시하천의 희석용수 및 위락용수, 공업용수 및 일반 잡용수, 공원 및 조경용수 등의 
용도로 개발되어 재이용하는 방안이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고, 물 소비 지역 내에 잠재하는 안정한 수자원
으로 이를 유효하고 적절하게 이용함으로서 새로운 수자원 개발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계획에서는 현재 수원시에서 가동 중이거나 계획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
수를 효율적으로 재이용하기 위하여 처리수 재이용의 효과 및 고려사항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현실적인 이
용방안을 검토하고자 하며 개정된 「하수처리수 재이용 가이드북(2009.6, 환경부)」을  준수토록 주요 기준
을 제시하였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가이드북 및 재이용 관련 하수도법 개정사항 
- 하수도의 범위에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 포함, 설치시 인허가 의무화
- 수세식.변소용수, 살수용수, 세차 및 청소용수를 도시재이용수로 통합
- B0D, SS, T-N 등 항목 수질권고기준 일부 강화, 용존산소, ABS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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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하수처리수 재이용계획
 7.1.2 계획의 개요 및 단계별 수립현황

가. 계획의 개요
∙수원시는 현재 수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1996년부터 가동중(자체운영)이고, 서호천 생태수자원센터(공공하수
처리시설)가 최근 2011년 건설되어(민간위탁) 운영중에 있다. 또한, 향후 2020년까지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추가 확충하여 2020년을 목표로 총 3개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확충토록 계획되어있다.

∙ 하수처리수 재이용현황은 현재 가동중인 수원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처리수를 잡용수, 조경용수 등의 장내용
수 외에 주변 농경지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있으며, 서호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장내용수 외에 일월천, 서호
천, 영화천 상류에 하천유지용수 등으로 공급하고 있다.

∙ 본 절에서는 현재 수립된 하수처리수 재이용 계획 및 수원시 현황 및 조건을 고려하여 재이용 계획을 검토
하였다.
나. 단계별 수립현황

∙수원시에는 광교신도시, 호매실 보금자리주택건설과 권선, 곳집말, 고색지구 등의 도시개발사업, 지방3산업단
지등이 현재 조성중에 있으나, 하수처리수 재이용수의 활용은 초기사업비 과다 등의 이유로 제외되었으며, 
향후 계획중인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시 장내 및 장외용수로 활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장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확충되고, 수도요금 현실화 등에 따라 재이용수의 활용여건이 개선되면 처
리시설 인근의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취락지구 개발사업 등의 용수공급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시설들이 추가 
설치될 경우 처리수질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중수도 시설 설치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처리시설별 재이용 계획<표 7.1-1>
ㅊ

구      분 시설용량
(천m3/일)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재이용율

(%) 비    고

수   원 520 71 100 100 100 100 19.2

서 호 천 47 - - 47 47 47 100

황구지천 47 - - - 47 47 100

계 614 71 100 147 194 194 31.6
자료 : 수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2007. 6,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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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재이용 현황조사
 7.2.1 시설현황 및 재이용 실적

가.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1) 국내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 『'12년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분석결과(2013. 8, 환경부)』에 나타난 2012년말 기준 전국에 
가동중인 500㎥/일 이상 규모의 528개소(6개월 이상 가동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하수처리량은 70
억㎥/년이며, 처리수 재이용율은 전년도 재이용량 10억㎥/년으로 약 14.4% 규모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장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확충되고, 수도요금 현실화 등에 따라 재이용수의 활용여건이 개선되면 처
리시설 인근의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취락지구 개발사업 등의 용수공급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시설들이 추가 
설치될 경우 처리수질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중수도 시설 설치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년차별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그림 7.2-1>

∙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는 위의 그림에 나타낸 것처럼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0년 2.9% → 2006
년 7.7% → 2012년 14.3%) 2012년에는 연간 10억톤을 재이용하는 것으로 이중 절반 규모(5.3억톤, 
52.9%)은 청소수, 세척수, 냉각수 등 처리장내 용수로 재이용이 되고 있고 나머지(4.7억톤, 47.1%)는 하천유
지용수와 농업용수, 농업용수 등 장외용수로 재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외에 개별적으로 골프장 및 호텔 등의 대형사업장에서 발생하수를 자체 처리하여 이를 변기세정수, 살수
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개별순환방식의 중수도형태로 일부 이용되고 있다. 

∙전체 장내용수(5.3억톤) 중 세척수(1.9억톤), 냉각수(0.6억톤), 청소수(0.5억톤)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장외용수(4.7억톤) 중 하천유지용수(2.8억톤), 농업용수(0.8억톤), 공업용수(0.2억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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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수 용도별 재이용 현황<표 7.2-1> (단위 : 천km3/년)

ㅊ

구 분 계
장내용수 장외용수

소계 세척수 냉각
용수 청소수 희석

용수
식수대 
살수 기타 소계 하천유

지용수
농업1)
용수

공업2)
용수 기타

07년 재이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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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 재이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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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년 재이용량 727,613 386,745 159,408 56,146 37,911 9,622 2,657 120,999 340,872 241,366 37,088 14,421 47,997
비율(%) 100 53.2 21.9 7.7 5.2 1.3 0.4 16.7 46.8 33.3 5.1 2.0 6.6

10년 재이용량 743,479 396,841 152,891 46,543 36,227 12,041 777 148,361 346,638 241,506 33,337 18,790 53,005
비율(%) 100 53.4 20.6 6.3 4.9 1.6 0.1 20.0 46.6 32.5 4.5 2.5 7.1

11년 재이용량 790,612 404,004 165,517 58,108 43,380 12,327 2,450 122,222 386,258 265,328 43,825 16,971 60,134
비율(%) 100 51.2 20.9 7.4 5.5 1.6 0.3 15.5 48.8 33.6 5.5 2.1 7.6

12년 재이용량1,003,663 530,602 193,273 57,632 44,947 23,385 598 210,767 473,061 282,151 79,996 13,717 97,197
비율(%) 100 51.2 20.9 7.4 5.5 1.6 0.3 15.5 48.8 33.6 5.5 2.1 7.6

자료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 분석 결과(2008~2013, 환경부)
주1) 농업용수 : 수원공공하수처리시설의 자연유하 방류수를 이용하여 농업용수 재이용수량임
주2) 공업용수 : 수원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중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공정용수 재이용수량임

2) 국내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2006년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6개소)<표 7.2-3>

ㅊ            처리시설
  항 목 전남강진 충남공주 전남여수 경기오산 인천송도 충남천안

시설용량(㎥/일) 8,000 35,000 110,000 57,000 13,000 150,000
하수처리 공정 SBR HBR-Ⅱ ASP ASP Biostyr-R DNR

HANT
하수처리
방류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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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8,000 10,000 43,200 12,000 30,000 30,000

재이용 공정 SBR처리수
단순공급

여과소독시설
펌프장 - 여과 + R/O 사여과+활성탄

+염소소독 HANT

재이용 용도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하천유지용수 공업용수
복합용수

(청소․화장실,조
경,친수용수)

하천유지용수

재이용
설  계
방  류
수  질
(mg/L, 
개/mL)

BOD 2.0 5.0 - 2.0 6.0 -
COD 5.0 - - 2.0 10.0 -
SS 5.4 - - 1.0 5.0 -

T-N - 10.0 - - 15.0 -
T-P - 1.0 - - 2.0 -

대장균군수 - 1,000 - - 불검출 -
색도 - 40 - - 10.0 -

재이용
시설비용

공급관망제외 1억원 36억원` 19억원 - - -
전체 12억원 95억원 50억원 170억원 200억원 80억원

운영방법 직영 위탁 - - 위탁(민자) 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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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6개소)<표 7.2-4>
ㅊ            처리시설

  항 목 목포남해 고 창 구 미 보 성 고 령 고 흥
시설용량(㎥/일) 100,000 16,000 330,000 3,000 6,000 4,000
하수처리 공정 NPR+여과 표준활성+

여과 - 산화구+고속응
집침전 DNR SBR

하수처리
방류수질
(mg/L)

BOD 10 5.8 - 5.0 - 5.2COD 15 6.5 - 10.0 - 12.0SS 10 4.3 - 5.0 - 16.0T-N 15 11.1 - 10.0 - -T-P 1.6 0.5 - 1.0 - -
재이용 설계유량

(㎥/일) 35,000 11,000 105,000 2,500 4,500 4,000
재이용 공정 처 리 수 

단순공급
처 리 수 
단순공급

처 리 수 
단순공급

여과 및 
소독시설 -

재이용 용도 하천유지용수 하천유지용수 하천유지용수
조경용수

하천유지용수
인공생태하천조성 하천유지용수 하천유지용수

공원관리용수
재이용
설  계
방  류
수  질
(mg/L, 
개/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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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관망제외 8억원 30억원 - - - -

전체 15억원 43억원 40억원 7억원 10억원 30억원
운영방법 직 영 - - 위 탁 위 탁 직 영

2008년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6개소)<표 7.2-5>
ㅊ            처리시설

  항 목 부 여 익 산 상 주 경 산 제주(판포)
시설용량(㎥/일) 15,000 100,000 26,000 40,000 5,000
하수처리 공정 HBR-Ⅱ 표준활성 BSTS-Ⅱ - ECRs

하수처리
방류수질
(mg/L)

BOD 9.0 3.9 2.5 2.1 -
SS 9.0 1.3 1.5 1.60 -

T-N 14 19.5 8.03 4.8 13.6
T-P 1.5 0.7 1.05 0.9 1.6

재이용 설계유량
(㎥/일) 8,000 20,000 20,000 30,000 5,000

재이용 공정 자외선소독 MF+RO 처 리 수
단순공급

처 리 수
단순공급 탈염시설

재이용 용도 유지용수 공업용수 하천유지,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재이용설계
방류수질
(mg/L, 
개/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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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균군수 1,000 - 200 - -
재이용

시설비용
공급관망제외 - - - - -

전체 25억원 210억원 56억원 66억원 55억원
운영방법 직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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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12개소)<표 7.2-6>

ㅊ            처리시설
  항 목

대구
(서부)

대구
(안심) 굴포천 고양

(원능)
평택

(통복)
양주

(광백)
시설용량(㎥/일) 520,000 47,000 900,000 80,000 75,000 -
하수처리 공정 - - BNR CSBR CNR -

하수처리
방류수질
(mg/L)

BOD 2.7 0.7 6.3 2.5 10 -
SS 3.1 0.7 4.5 2.4 10 -

T-N 4.0 6.7 7.6 6.6 20 -
T-P 1.2 0.3 0.69 0.2 2 -

재이용 설계유량
(㎥/일) 26,000 40,000 75,000 30,000` 45,000 20,000

재이용 공정 처 리 수
단순공급

처 리 수
단순공급

응집+중력식
섬유여과+
오존산화

처 리 수
단순공급 MF 처 리 수

단순공급
재이용 용도 하천유지용수 하천유지용수 하천유지용수 하천유지용수 하천유지용수 하천유지용수

재이용설계
방류수질
(mg/L, 
개/mL)

BOD 10 10 3 10 4.6 10
SS - - 3 - 3.5 -

T-N 10 10 - 10 9.1 10
T-P 1 1 0.5 1 0.4 1

대장균군수 〈1,000 〈1,000 불검출 〈1,000 - 〈1,000
재이용

시설비용
공급관망제외 - - - - - -

전체 72억원 70억원 110억원 173억원 147억원 15억원
운영방법 - - - - - -

ㅊ            처리시설
  항 목

의 왕
(부 곡) 천안, 성환 당 진 영 암 경 주 구 미

(원 평)
시설용량(㎥/일) 15,000 180,000 15,000 5,500 110,000 60,000
하수처리 공정 DNR - SDPR 산화구법 혐기호기+

여과소독 DNR

하수처리
방류수질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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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N 13.0 13.1 15.1 9.9 5.6 8.0
T-P 0.3 0.69 1.39 0.89 0.3 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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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이용 공정 처 리 수
단순공급

약품투입+
여과

처 리 수
단순공급 여 과 처 리 수

단순공급
처 리 수
단순공급

재이용 용도 도로청소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하천유지용수
재이용설계
방류수질
(mg/L, 
개/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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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균군수 〈1,000 - - - - 〈1,000
재이용

시설비용
공급관망제외 - - - - - -

전체 38억원 100억원 85억원 10억원 158억원 28억원
운영방법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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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가) 미국

∙ 미국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은 대부분 용수원 확보가 곤란한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텍사스와 같은 
건조한 남부 및 남서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플로리다 및 사우스캘로라이나와 같은 습윤지역에서도 용
수공급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수질오염의 방지를 목적으로 재이용이 실시되고 있다. 재이용의 특징은 보건위
생상의 관점에서 주로 관개용 또는 공원과 골프장과 같은 비음용수로의 재이용만을 고려해 왔으나, 용수원의 
확보가 어려운 일부 지역에서는 간접음용수로의 재이용을 계획하는 곳도 있었지만, 그 양은 극히 미미한 수
준이다.

∙ 미국에서의 재이용수의 용도는 주로 농업용(관개용)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전체의 25%인 1억 4천만㎥의 처리수가 농업 및 관개용수로 재이용 되고 있다.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
는 용도는 공장의 냉각용수나 공정용수이며 기타 지하수 충전 및 레크레이션용으로 재이용되도, 생활용수로 
재이용되고 있는 양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실정이다.

나) 일본
∙ 일본의 하수처리수 재이용 경위는 동경올림픽이 개최되었던 1964년 동경 인근 지방이 겪었던 긴 가뭄을 계
기로하여 물의 순환이용의 검토가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공장 및 대규모 빌딩에서의 순환이용이 이루어졌으
며, 일부지역에서는 하수처리수를 공업용 수도원수로서 재이용하게 되었다. 또한 청정수를 필요로 하지 않은 
공장과 분뇨처리장에서는 하수처리시설 인근에 위치할 경우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게 되었다.

∙일본하수처리수 재이용율은 2005년 1.4%(약 2억㎥/년)이며, 이중 59%가 조경용수, 친수용수, 하천유지용수
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은 도시생활용수의 수요증가에 대체하기 위한 대안이
며, 동경도의 경우 주요용도는 대도시의 특성상 지역내 수세식 화장실용수, 노면청소용수 및 비산먼지 살포 
등이다.

일본의 재이용 현황
<표 7.2-7>

ㅊ 용     도 처리장(개소) 재이용수량(㎥/년) 비율(%)
1. 수세식 화장실 용수(중수도, 잡용수) 43 6,591,937 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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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563. 용설용수 35 42,599,089 21.744. 수목살수(옥내) 5 4,626 0.005. 수목살수(옥외) 68 1,325,749 0.686. 도로청소 및 살수 34 65,424 0.037. 공사현장의 청소, 살수 43 213,784 0.118. 농업용수 28 11,629,799 5.949. 공업용수 3 2,806,917 1.4310. 사업소, 공장 직접공급 47 15,242,744 7.78합 계 241 195,915,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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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싱가포르

∙ NEWater기술은 외국 선진기술 수입, 자체실정에 맞게 재조합․구성하였으며, 현재 자체 기술진에 의해 운
영·관리하고 있으며, 물 재생분야의 기술우위를 선점하여 역 수출기반을 조성하고, 국민 환경의식 제고 및 
관광상품화를 꾀하고 있다.

∙ 전체 하수발생량의 7%를 음용수 수준으로 고도처리하여 재이용하고 있으며, 재이용수의 약 10%는 저수지
로 이송하여 정수처리를 통하여 간접음용수로 이용(단, 관광객 또는 환경교육 내방객에게는 패트병에 담아 
음용수로 제공)하고 있으며, 나머지 90%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업용수로 공급하고 있다. 
또한 재이용수 활용 촉진을 위해 물 공급가격을 정책적으로 조정하여 일반 수돗물은 생산원가 20-30센트, 공급가격 1
불57센트이나, NEWater는 생산원가 50센트, 공급가격 1불15센트로 저렴(싱가폴$)하게 책정하였다.

∙ 물 재이용은 많은 양의 생활하수를 재처리하여 비음용수에 공업용수로 재이용하고 있으며 산업용도로 사용
되는 최종 생산물과 더불어 싱가포르의 유일한 물관리기관인 PUB(The Public Utilities Board)에서 Bedok 
NEWater 공장에 권한을 주었으며, Bedok plant는 PUB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4개의 재이용 plant 중에서 첫 
번째로 시작하였다.

∙ Bedok NEWater factory의 ZeeWeed 부분은 11.3 mgd(42,500㎥/일)의 초기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추
가적으로 31 mgd(117,000㎥/일)로 전체 생산능력을 증가할 계획에 있으며, Bedok NEWater factory는 수
질보전을 위한 홍보센터로서 물의 재이용을 모든 국민들을 가르치기 위해 설계되어 학습 센터, 영화관, 다양
한 식물원, 인공 생태호수를 조성하여 자연자원인 물의 가치를 홍보하고 있다.

∙RO여과막에서 탈염된 처리수는 UV소독공정을 걸쳐 저수탱크로 이송되며 다중 여과시스템(the multi-barrier 
approach)을 통과한 처리수는 전자산업의 공업용수와 상업용도의 건물의 용수(냉각용수, 세정용수)로 사용되
며 이러한 용수를 “NEWater”라고 명칭 되었으며, NEWater의 일부분은 음용수 취수원지인 각 저수지로 
재이송 되어 물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있다. 

3) 수원시 재이용 현황

∙수원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수를 소포수, 축봉수, 장내 조경용수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장외용수로 
사용은 자연방류수를 황구지천 하류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로 활용(고도처리수를 하천방류후 농업용 취소보를 
이용)하고 있으며,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의 건조시설 냉각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2011년부터 가동중인 서호천 생태수자원센터는 하수처리수를 청소수와 희석용수 등의 장내용수
로 사용하고 있으며, 수원처리장과 같이 자연방류수를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으나, 당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이 가동전으로서 2013년부터 하수처리수를 일월천, 영화천, 서호천에 하천유지용수로 재이용하고 있으
므로 처리수 재이용율은 현재 4.3%에서 상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따라서, 수자원의 재이용 측면에서 기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각종 관련계획을 적극 수용하여 처리수 재
이용 계획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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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 재이용 현황
<표 7.2-8>

ㅊ

시설명(년도별)
시설용량(천m3
/일)

하수처리수 재이용현황(천m3/년) 처리수 재이용률(%)총계
장내용수 장외용수

계 세척수 냉각수 청소수 기타장내용수 계 공업용수
하천유지용수

기타장외용수
2008 수  원 520 16,940 14,840 340 5,000 5,000 4,500 2,100 - - 2,100 8.9
2009 수  원 520 8,465 6,386 2,001 3,000 1,385 - 2,079 - - 2,079 4.7
2010 수  원 520 23,087 9,450 3,770 - - 5,680 13,637 3,650 - 9,987 12.3
2011

계 567 12,937 7,337 2,500 3,200 1,637 - 5,600 - - 5,600 6.3
수  원 520 12,800 7,200 2,500 3,200 1,500 - 5,600 - - 5,600 7.4
서호천 47 137 137 - - 137 - - - - - 1.0

2012
계 567 26,023 19,367 19,092 0 55 220 6,656 1,890 450 4,316 12.6

수  원 520 25,298 19,092 19,092 - - - 6,206 1,890 - 4,316 14.1
서호천 47 725 275 - - 55 220 450 - 450 - 5.1

자료 : 하수도통계(환경부) 
서호천 생태수자원센터 처리수 재이용 계획<표 7.2-9>

ㅊ 구      분 청소용수 잡용수 조경용수 하천유지용수

수요처
∙ 청소수, 화장실용수 ∙냉각수, 소포수, 축봉수 ∙ 골프장 용수 등 ∙ 서호, 영화, 일월천

수요량 - 3,585m3/일 165m3/일 40,000m3/일
자료 : 서호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실시설계보고서(2008. 9, 수원시)

하천유지용수 공급노선(서호천 생태수자원센터)<그림 7.2-2>

일월천상류

Q=20,000㎥/일

영화천상류

Q=10,000㎥/일

서호천상류

Q=20,000㎥/일

서호천STP

Q=47,0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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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수도 이용 현황
1) 국내 중수도 설치 현황

∙ 다음 <표 7.2-10>은 우리나라 중수도 설치현황을 지역별로 나타낸 것으로, 2012년 말 현재 전국 364개소
로 중수도 이용수량은 889,463톤/일로 대부분 화장실 세정수, 조경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중수도 설치현황(2012년 기준)<표 7.2-10>
ㅊ

지   역 시설수(개소) 시설용량(m3/일) 중수도이용수량(m3/일) 비 고
서울특별시 73 21,208 7,395
부산광역시 20 6,358 3,679
대구광역시 10 6,054 5,817
인천광역시 9 24,420 10,943
광주광역시 9 2,244 1,484
대전광역시 10 5,188 1,721
울산광역시 3 810 278

세종특별자치시 1 4,000 3,000
경기도 88 133,908 80,800
강원도 12 11,220 2,067

충청북도 4 10,254 6,540
충청남도 19 223,822 196,402
전라북도 8 35,652 25,031
전라남도 11 72,640 65,198
경상북도 51 144,764 106,027
경상남도 8 5,655 2,014
제주도 6 1,655 1,240

한국수자원공사 22 520,420 369,826
합 계 364 1,230,272 889,463

자료 : 하수도통계(2013년)
2) 수원시 중수도 설치 현황

∙ 수원시 관내의 중수도이용시설은 LG화재보험, 대우월드마크, 삼성전기, 삼성전자, 한국지역난방공사 총 5개
소이며, 현황은 다음 <표 7.2-11>과 같다.

수원시 중수도 설치현황(2012년 기준)<표 7.2-10>
ㅊ

지   역 위 치 건축연면적
(m2)

처리용량
(m3/일)

중수도이용량
(m3/일) 중수도의 주용도 비 고

LG화재보험 장안구 영화동 171-1 24,999 100 100 화장실용수
대우월드마크 영통구 영통동 996-3 10,705 60 60 화장실용수

삼성전기 영통구 매탄동 350-1 250,000 4,500 40 화장실용수
삼성전자 영통구 매탄동 416-2 719,390 2,400 1,200 냉각수 등

한국지역난방공사 영통구 영통동 961-13 14,956 720 214 난방용수
계 1,020,050 7,78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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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2 중수도 관련 하수처리수 재이용 법률
∙ 우리나라는 수자원을 풍부히 확보하고 수질을 깨끗이 유지할 목적으로 물의 재이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
며, 이에 필요한 법규를 중수도란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을 제정되어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작년 정부 입법안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빗물이
용 오수 및 하․폐수처리수의 재이용 촉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다.
가. 중수도 관련 하수처리수 재이용 법률

중수도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관련된 각종법규<표 7.2-10>
ㅊ

관련법 규정항목 관련내용
수도법 제3조 15호 중수도의 정의
수도법 제4조 1항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수도법 제4조 7항 9호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중수도(中水道)의 개발·보급
수도법 제5조 1항 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수도법 제5조 2항 11호 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중수도의 개발․보급계획
수도법 제6조 1항 물수요관리 목표제의 실시

하수도법 제2조 9의2항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 정의
하수도법 제2조 11항 중수도의 정의

하수도법 제5조 6항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의 
재이용계획 및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하수도법 제21조 1항
시행령 제17조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 ∙처리수의 재이용수 공급

하수도법 제21조 2항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 ∙재이용수 대상시설의 범위
하수도법 제21조 2항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 ∙재이용수 요금 감면

하수도법 제26조 1~2항
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19조, 제21조
중수도의 설치 ∙중수도의 시설기준

하수도법 제26조 3항 중수도의 설치 ∙중수도의 설치비용 지원 및 사용료 감면
하수도법 제26조 4항 중수도의 설치 ∙중수도의 설치 이행 명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0조 중수도의 수질기준 ∙중수도의 수질기준(별표6)



Ⅶ-12

제7장 하수처리수 재이용계획
중수도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관련된 각종법규<표 계속>

ㅊ

관련법 규정항목 관련내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물의 재이용, 물의 재이용시설, 중수도, 
하수처리수 등 용어 정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6조

물의 재이용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 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중수도의 설치ㆍ관리 ∙중수도의 설치확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공급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재이용사업의 사업자 범위 설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기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수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관리 ∙재이용시설의 유지․관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의 설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재정지원 등 ∙설치비용 지원 및 사용료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 시설)

주) 수도법 : [시행 2010.5.25] [법률 제10317호, 2010. 5.25, 일부개정]
    하수도법 : [시행 2010. 3.10]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하수도법 시행령 :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04호, 2009.12.24, 타법개정] 
    하수도법 시행규칙 : [시행 2010. 2.26] [환경부령 제363호, 2010. 2.26, 일부개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 2011. 6. 9] [법률 제10359호, 2010. 6. 8, 제정] 
    조세특례제한법 : [시행 2010. 3.12] [법률 제10068호, 2010. 3.12, 일부개정]
    수돗물공급규정(2005년 1월 1일부 시행, 한국수자원공사)

∙『하수도법』에서는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정의, 중수도의 정의, 중수도의 권장, 중수도의 설치, 중수도의 설
치 및 관리자, 중수도 시설기준 및 수질기준, 중수도 설치자에 대한 요금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고, 『수자원
공사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등에 의해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또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됨으로 기존의 한정된 수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
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버리는 물을 현지에서 재이용하는 저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녹색성장을 선
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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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령 내용<표 7.2-11>
ㅊ

법 령 조 항 항 목 내 용
수도법 제3조 15항 정의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하수도법 제2조 9의2 정의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이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다시 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21조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공업용수ㆍ화장실용수ㆍ살수용수ㆍ세차용수ㆍ청소용수ㆍ조경용수 
등(이하 "재이용수"라 한다)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수를 재이용수로 이용 또는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와 재이용수의 양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이용수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17조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수를 공업용수ㆍ 화장실용수ㆍ 
살수용수ㆍ세차용수ㆍ청소용수ㆍ조경용수 등(이하 "재이용수"라 
한다)으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하며,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재이용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양은 1일 하수처리량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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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령 내용<표 계속>

ㅊ

법 령 조 항 항 목 내 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7.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管路)를 말한다.

  8.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수나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처리된 물(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업(제10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1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제10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제11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에게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 규모 및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관리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기술관리인을 두어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재정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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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령 내용<표 계속>
ㅊ

법 령 조 항 항 목 내 용

조세특례
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1]

수돗물
공급규정

제51조 중수도 요금감면 ① 수도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수도의 설치․관리자인 
수요자에 대하여 수돗물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수요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수돗물요금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2. 설계도, 평면도, 배관도 및 시방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 계통도 및 중수도 처리시설의 구조도
   5. 중수도 사용계획서 및 계량기 제원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돗물요금의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요금감면 여부를 수요자에게 
문서로 통지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금감면금액은 수돗물요금단가를 
수돗물생산원가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요금수준에 따라 정한 다음의 
중수도감면단가를 중수도생산량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개정 
2001.12.31>

수돗물
요금수준

생산원가의
80%미만

생산원가의
80%이상~90%미만

생산원가의
90%이상

중수도
감면단가

설비요금
단가의 30%

설비요금
단가의 60%

설비요금
단가의 100%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원가, 요금단가, 요금수준의 적용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수돗물 생산원가는 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수돗물요금 승인신청시 
건설교통부의 “수돗물요금산정지침”에 따라 산정한 생산단가를 
말합니다. 다만, 동 산정기준 범위내에서 건설교통부(現 국토해양부) 
장관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통보한 경우는 이에 따라 산정된 
생산단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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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하수처리수 재이용계획
주요 법령 내용<표 계속>

ㅊ

법 령 조 항 항 목 내 용
수돗물

공급규정
제51조 중수도 요금감면    2. 수돗물요금단가는 제1호의 수돗물요금 승인신청에 따라 승인된 

단가를 말합니다.
   3. 제1호, 제2호의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요금수준의 적용기간은 
당해 수돗물요금 시행일로부터 변경시행 전일까지로 합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감면대상 중수도 생산량은 수돗물 
사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하며, 중수도 생산에 별도의 침전지, 
여과지 등의 재처리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용도의 중수도 생산량은 
요금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⑦ 수요자가 공사로부터 공급받는 수돗물과 다른 수도사업자 또는 
별도의 취수원으로부터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여 중수도를 생산하는 
경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생산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공사로부터 공급받은 수돗물사용량중수도생산량 = 중수도총생산량 × 중수도 총생산량을 제외한 물사용량
⑧ 수요자는 중수도 생산량을 계량하기 위하여 이에 적합한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중수도 계량기의 설치, 관리 및 
추징금 부과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수돗물 
관련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수돗물 관련규정을 준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요자와 공사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⑨ 공사는 중수도시설 및 수질기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요자의 
시설을 방문하여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수요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중수도시설 및 수질기준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20조를 적용합니다.

주) 수도법 : [시행 2010.5.25] [법률 제10317호, 2010. 5.25, 일부개정]
    하수도법 : [시행 2010. 3.10]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하수도법 시행령 :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04호, 2009.12.24, 타법개정] 
    하수도법 시행규칙 : [시행 2010. 2.26] [환경부령 제363호, 2010. 2.26, 일부개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 2011. 6. 9] [법률 제10359호, 2010. 6. 8, 제정] 
    조세특례제한법 : [시행 2010. 3.12] [법률 제10068호, 2010. 3.12, 일부개정]
    수돗물공급규정(2005년 1월 1일부 시행,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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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수처리수 재이용 관련 지침
∙하수처리수 재이용과7 관련된 지침으로는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2011.12, 환경부)』및 『공
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개정)(2011. 1, 환경부)』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주요지침 내용<표 7.2-12>
ㅊ

지 침 내  용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2011.12, 환경부)
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이하 

“하수처리수”라 한다.) 재이용계획을 반영하여야 하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하수처리수 재이용계획을 반드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①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0㎥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일 하수처리량의 
5% 이상을 재이용수로 이용 또는 공급하여야 한다.

  ② 세척수, 청소수 등 장내용수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주민친화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의 조경용수는 전량 하수처리수로 재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의 청소용수, 조경용수, 공장 및 산업단지의 공업용수, 
농업용수, 도심지 내 하천의 건천화 방지를 위한 하천유지용수, 수변공원 및 
생태공원의 조경용수 등으로 재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 대도시 지역이나 물 수요가 많은 지역은 지역순환 및 광역순환 시스템을 
도입하여 하수처리수 재이용율을 선진외국의 주요도시 수준으로 향상.

   ㉯ 아파트단지나 산업단지 등 신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시 하수처리수 재이용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수 재이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재이용수의 공중위생성과 관련 법령에 적합한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보고서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재이용계획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① 대규모 택지개발, 도시 재개발지역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역의 경우에는 
하수처리수를 수세식 화장실용수, 소방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② 인근 지역에 농경지, 목초지 등이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 
여건상 갈수기에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재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이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인근 지역에 산업단지 및 공장이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하수처리수를 냉각수, 세척수 등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④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인근 도심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수를 하천유지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제시 
하여야 한다.

  ⑤ 도시지역의 수변공원 및 생태공원의 조경용수와 도로의 살수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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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하수처리수 재이용계획
<표 계속>

ㅊ

지 침 내  용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2011.12, 환경부)

  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방안은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국고 
추가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재이용하기 위한 처리시설, 저류시설 등은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비에서 지원할 계획임.

  ②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중 노후화된 시설은 
개․보수 및 추가시설 설치계획을 설계내역에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개정)

(2011. 1, 환경부)

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필요한 세척수, 청소수 등 장내용수 및 처리시설 내에 
주민친화시설 등의 조경용수는 전량 하수처리수로 재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0㎥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일 하수처리량의 
5% 이상을 재이용수로 이용 또는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2008년 9월 
28일부터 최초로 「하수도법」제11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고시(법 제11조제2항의 고시)․인가 또는 
허가를 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개정 하수도법 시행(2007.9.28) 전에 설치되거나 설치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인․허가를 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재이용수로 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수도법」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장외용수로 재이용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재이용수의 공중 위생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재이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대규모 택지개발, 도시 재개발지역 및 토지구획정리 사업지역의 경우에는 
처리수를 수세식 화장실용수, 소방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인근 도심 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처리수를 하천 유지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인근 지역에 산업단지 및 공장이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처리수를 냉각수, 세척수 등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④ 인근 지역에 농경지, 목초지 등이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처리수를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도시지역의 수변공원 및 생태공원의 조경용수와 도로의 살수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기타, 처리수를 각종 용수 등으로 재이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용도에 알맞은 
재이용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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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수도 및 처리수 재이용에 관한 수원시 조례
∙수원시는 현재 "수원시 하수도 사용조례"에서 중수도 및 재이용수에 관련된 조례를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
며, 자세한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조례 주요내용<표 7.2-13>
ㅊ

법령 조항 항목 내용
하수도

사용조례
제24조 감면 ①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CCTV조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한부모･조손 가족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는 

규칙으로 정한 자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6과 같다.
주) 수원시 하수도사용 조례(개정 2012.11.14 조례 제3170호)

〔별표 6〕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24조제2항)
                   구   분     
   업   종

감면비율
중 수 도

가 정 용 65 %
업 무 용 50 %
영 업 용 10 %
공 업 용 65 %

주)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계산 예〉
1. 공공하수도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20%인 경우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는?
= 공공하수도사용료(100원) - 감면액(100원×20%=20원) = 80원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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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하수처리수 재이용계획
 7.2.3 물 수급현황 및 계획

가. 물 수급 및 급수현황
∙ 최근 20년간 상수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수원시 전체 상수도 보급률은  94.6%에서  99.9%로 증가하였고  
1일1인당 급수량은 1993년 303L/인·일에서 2012년 291L/인·일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일1인
당 소비량은 1993년 244L/인·일에서 2012년 265L/인·일로 년평균 1.72%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전체 상수도급수현황<표 7.2-14>
ㅊ

연  도 총인구
(인)

급수인구
(인)

보급율
(%)

시설용량
(㎥/일)

급수량
(㎥/일)

소비량
(㎥/일)

LPCD
시설용량
(㎥/일/인)

급수량
(L/일･인)

소비량
(L/일･인)

1993 714,272 675,532 94.6% 613,000 204,563 164,667 0.907 303 244
1994 730,312 700,083 95.9% 613,000 228,549 186,184 0.876 326 266
1995 748,326 723,000 96.6% 613,000 220,454 178,612 0.848 305 247
1996 772,265 727,316 94.2% 613,000 241,625 199,624 0.843 332 274
1997 801,186 756,692 94.4% 613,000 253,294 212,284 0.810 335 281
1998 856,404 809,761 94.6% 613,000 263,518 216,129 0.757 325 267
1999 912,697 887,294 97.2% 613,000 287,090 237,180 0.691 324 267
2000 951,253 936,984 98.5% 613,000 302,598 253,509 0.654 323 271
2001 978,698 946,996 96.8% 613,000 318,061 260,544 0.647 336 275
2002 1,023,875 1,010,565 98.7% 613,000 314,553 269,633 0.607 311 267
2003 1,040,223 1,028,924 98.9% 620,000 326,102 279,629 0.603 317 272
2004 1,042,236 1,034,694 99.3% 620,000 326,803 285,245 0.599 316 276
2005 1,054,619 1,050,395 99.6% 620,000 330,686 287,053 0.590 315 273
2006 1,082,271 1,078,039 99.6% 620,000 338,598 290,262 0.575 314 269
2007 1,086,995 1,084,601 99.8% 620,000 336,483 291,139 0.572 310 268
2008 1,090,678 1,088,227 99.8% 620,000 334,618 291,605 0.570 307 268
2009 1,098,449 1,097,464 99.9% 620,000 332,401 289,878 0.565 303 264
2010 1,104,681 1,101,219 99.7% 620,000 334,683 292,858 0.563 304 266
2011 1,118,197 1,111,475 99.4% 620,000 330,963 293,796 0.558 298 264
2012 1,147,955 1,147,233 99.9% 620,000 334,217 299,414 0.540 291 261

5년평균 1,111,992 1,109,124 99.7% 620,000 333,376 293,510 0.559 301 265
5년증가율 -1.05% -0.52%
10년평균 1,086,630 1,082,227 99.6% 620,000 332,555 290,088 0.573 308 268

10년증가율 -1.62% -0.79%
20년평균 967,780 949,825 97.9% 616,500 297,993 253,962 0.669 315 267

20년증가율 -0.14% 1.72%
자료) 수원시 통계연보(1994~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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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수수급 전망 및 계획
∙ 수원시는 광교 및 파장정수장과 수도권 광역상수도 3,4,5단계를 통하여 전지역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광교 및 파장정수장 공급능력(시설용량)은 50,000㎥/일으로 100,000㎥/일이며, 광역상수도는 520,000㎥/일
의 용수를 공급할 있다.

∙ 수원시는 용수수급전망을 검토한 결과 수도권의 개발사업이 집중되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어 총괄 용수수
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계별 용수 수급전망
<표 7.2-15> (단위 : m3/일)

ㅊ

구     분 제1단계
(2005년)

제2단계
(2010년)

제3단계
(2015년)

제4단계
(2020년) 비 고  

인구
계획인구(인) 1,054,619 1,150,000 1,250,000 1,300,000

급수보급율(%) 99.6 99.7 99.8 99.8
급수인구(인) 1,050,000 1,147,000 1,248,000 1,297,000

급수원단위
(Lpcd)

일평균 315 315 320 320
일최대 387 390 390 390

수요량총괄 일평균 331,000 361,000 404,000 420,000
일최대 406,000 447,000 492,000 511,000

시설용량(m3/일) 600,000 600,000 600,000 600,000 삼성전자 공업용수
20,000m3/일 제외

과부족 194,000 153,000 108,000 89,000
자료) 수원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2007. 6, 수원시)

 7.2.4 하수처리수의 대체 가능량 및 용도
가. 하수처리수 대체가능량

∙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은 단계별 하수처리장 방류수 모두를 사용가능
하며 하수처리수 재이용 용도중 하수처리시설의 장내용수(조경 및 청소용수 포함)는 처리수 재이용을 기본으
로 하며 그 물량은 극히 적다. 따라서, 하수처리시설 인근의 하천유지용수 및 공업용수, 조경용수, 공공용의 
수세식 화장실 용수 등 실질적인 재이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하수처리수 사용용도 검토

∙ 계획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방안을 검토 설정하였다.
  - 지역특성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장외 재이용 방안을 검토
  - 하천유지용수로 공급하여 수중 생태계 보전
  - 소규모 공장의 공업용수 등으로 공급 방안 검토
  - 하천수를 이용하고 있는 인근 농경지 및 저수지의 농업용수 대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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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계획의 기본방향

 7.3.1 기본방향 설정
∙ 점차적인 도시발전 및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생활, 공업용수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반면 수질환경 오염 
및 수자원의 고갈로 인하여 용수원의 추가확보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새로운 용수원으로 이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지하수 개발, 해수의 담수화, 중수도를 포함하는 하수처리수의 
재이용 방안등을 들 수 있는데 지하수 개발은 부존량의 절대부족, 지반침하, 갈수시 고갈로 인하여 이용 가
능량이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해수의 담수화는 고도의 기술과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므로 아직까지는 경제
성이나 실효성면에서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이다.

∙ 따라서 수량부족의 해소, 수질환경 보전, 주변지역과 타용도의 물이용에 따른 마찰방지 등을 만족시키고 안
전한 물 이용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해서 현 단계에서 채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기본적인 물사용량의 절감
을 전제로 하․폐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방안이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수처리수는 현재
까지 이용이 보편화되지 않은 중요한 잠재 수자원으로서 종래에는 직접적인 재이용량이 매우 적었으나, 근래
에 들어 중수도 원수로서 도시하천의 희석용수 및 위락용수, 공업용수 및 일반 잡용수, 공원 등의 조경용수 
등의 용도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및 시행요구가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7.3.2 처리수 재이용의 필요성
가. 처리수의 재자원화

∙대량으로 발생하는 하수처리수를 공공수역으로 환원시켜 재이용하게 함으로써 물부족 지역의 수량확보가 가
능해지며 상수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상수시설 투자비 및 유지비를 절약할 수 있고 처리수를 농업용수, 분
뇨처리장 희석수, 변소세정수, 공장의 냉각용수, 조경용수, 수세식 화장실용수 등으로 공급할 수 있다.
나. 하수처리장의 부하경감

∙ 한정된 하수처리시설 용량에 비해 유입하수량이 계속 증대할 경우 처리장 부지확보, 건설비 투자, 하수관로 
증대 등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발생원의 하수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하수의 개별순환, 지구순환 방식을 채택하
여 하수량을 줄일 수 있다.
다. 하천의 유지용수의 확보

∙하천의 유지용수가 부족한 곳에 공급함으로서 도시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하여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 친수공
간의 확보가 가능하다.

라. 방류수역의 오염부하량 경감
∙ 하수처리수를 폐쇄순환방식으로 재활용하게 될 경우 하수처리장으로부터 방류수역에 방류되는 처리수량이 
줄어들게 되므로 결국은 공공수역의 오염부하량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방류수역의 생태계 보전
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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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3 처리수 재이용 방안 검토시 고려사항

1) 하수처리수의 재이용 방안은 처리시설 또는 개별건물에 의한 순환방식에서 지구단위 또는 광역단위의 재
이용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나, 광역순환방식의 경우 초기투자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기존 시가지의 경우 
관거의 부설에 따른 시공성, 공사비 등 제반문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택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2) 공단조성지역 및 대규모 개별공장, 대형빌딩, 아파트단지, 개발계획지역 등 대규모 용수를 필요로 하는 신
개발지역을 우선 검토한다.

3) 공장용수로의 활용은 제품 생산공정상 영향이 적은 냉각용수 및 잡용수로의 재이용을 검토한다.
4) 또한 하수처리수의 재이용, 즉 중수도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해야 할 것이다.
① 재이용의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공급으로 수요처에 대한 신뢰도의 구축(적극적인 홍보 필요)
② 하수도, 중수도시설 관리주체의 일원화
③ 상수도 요금에 대한 중수도 요금의 적정 산정
④ 운전, 수질, 안전관리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
⑤ 위생상의 문제점이 없을 것
⑥ 이용상의 지장이 없을 것
⑦ 이용상의 불쾌감을 주지 않을 것
⑧ 시설이나 기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⑨ 처리기술에 대한 안정성이 확립되어 있어야 할 것
⑩ 유지관리 수준의 확보 및 판정을 위한 적절한 지표가 있을 것
⑪ 처리비용이 경제적 일 것
⑫ 기타 특수사항

 7.3.4 중수도의 개념과 도입방식
가. 중수도의 개념

∙ 중수도(Wastewater Reclamation and Reusing System)는 수돗물로서 공급되고 있는 많은 용도 중에서 음
용수와 같은 정도의 청정도를 필요로 하지 않은 각각의 용도에 알맞은 물을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중수
도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상수도와 쓰고 버린 오수를 정화하는 하수도의 가운데에 위치하며, 그 수질 또한 
상수와 하수의 중간 정도의 범위에 놓이므로 ‘중수도’라는 용어로 표기된다.

∙ 중수도는 종래 학문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온 용어이나 1991. 12. 14 법률 제1429호로 전문개정 된 수도법
에서 처음으로 실정법상의 용어로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제시된 중수의 범위는 최초 사용한 원수를 상수
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범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중수도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수자원 전체에 대한 것으로 접근하여야 하며 상수로만 중수도의 원수를 
한정할 필요는 없으며 주로 다음의 의미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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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수도의 원수

∙ 중수도의 수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원수는 가정오수, 빌딩 잡배수, 냉동, 냉각배수, 하수 처리수, 하천수, 우
수, 지하수, 해수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 하천수와 우수는 지형 및 지역조건과 자연조건에 따라 이용량이 크
게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지하수의 경우에는 부존량과 수질이 사용 목적에 맞게 안전성을 유지하여야 하
며, 과다한 양수로 지반 침하, 지하수 고갈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므로 중수도의 원수로서는 가정오
수, 빌딩 잡배수와 하수처리수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중수도의 용도
∙중수도의 용도는 수돗물로서 공급되는 여러 가지 용도 중에서 음용을 제외한 전 용도에 대하여 중수도를 도
입할 수 있으나, 입을 통하여 섭취되는 취사용수와 피부와 접촉을 피할 수 없는 목욕용수, 세수, 세면용수, 
세탁용수 등은 심리적 거부감과 세균, 바이러스 감염등의 위생적 불안전성으로 중수도에 의한 물 공급이 적
당치 못하므로 다음과 같은 범위로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접촉가능성 면에서 본 급수용도의 구분<표 7.3-1>
ㅊ 접촉의 가능성 급 수 용 도
비교적 가능성이 적은 것 수세식 변소용수, 냉각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가능성이 높은 것 세차용수, 청소용수, 소화용수, 융설용수
체외 접촉하는 것(피부를 통하여) 세탁용수, 목욕용수, 세면용수
체내 접촉하는 것(입을 통하여) 음료용수

∙ 즉, 중수도의 용도는 사용량이 많고, 이용자와 접촉을 피하기 쉬운 수세식 변소용수, 에어컨 냉각용수, 청소
용수, 세차용수 등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처리수 재이용 방식 및 처리방법
1) 처리수 재이용 방식의 종류

∙처리수 재이용은 그림과 같이 순환방식에 따라 개방순환 방식과 폐쇄순환 방식으로 구분하고 폐쇄순환 방식
은 사업의 주체 및 규모에 따라 개별순환방식, 지구순환방식, 광역순환방식으로 분류된다.

처리수 재이용의 형태<그림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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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방순환방식
∙개방순환방식이란 처리수를 하천등 공공수역에 방류해서 하천유량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를 하류에서 취수하
여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자연유하, 유량조정, 지표살포 및 침투방식
이 있으며 이는 수량관리의 성격이 크므로 수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유효한 방식이다.

개방순환방식<그림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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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폐쇄순환방식

∙ 폐쇄순환방식이란 처리수를 하천등 공공수역에 방류하지 않고 건물등 폐쇄계 내에서 2중 배관에 의해 반복
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개별순환, 지구순환, 광역순환방식이 있으며 이는 수량관리는 물론 방류수역에 방
류되는 오염부하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질보전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방식이다.

폐쇄순환방식<그림 7.3-3>

다) 개별순환방식
∙개별순환방식은 단일건물이나 공장등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자체처리하여 중수로 순환 이용하는 방식으로 건물
외에 배관망이 없어 시설이 용이하며 상수사용량 절감과 동시에 오수량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단일건물이나 시
설물 단위로 중수도가 채택되므로 설치 및 관리의 주체가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된다.

폐쇄순환방식<그림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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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구순환방식
∙지구순환방식이란 대형 주택단지나 재개발지구등과 같이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중수도를 운영하며 해당건
물의 중수수요에 따라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공급대상이 넓지 않은 지역 내에 서로 근접하여 위치
하므로 중수의 송‧배수시설 건설비가 개별순환방식의 경우보다 유리하다.

∙지구순환방식의 중수도를 설치할 때에는 주택단지나 재개발 사업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중수도를 
설치, 운영하게 된다.

지구순환방식<그림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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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광역순환방식

∙ 광역순환방식이란 일정한 지역이나 도시에서 해당지역내의 주택 및 건물 등에 중수를 공급하는 광역적이며 
대규모의 중수도 방식이다. 유지관리가 비교적 용이하고 처리비가 저렴하지만 중수처리시설로 부터 각 수요
자에게 이르기까지 제반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매설물이 많은 도로에서는 오접합의 위험성이 높다.

∙ 이 경우의 중수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도시, 신시가지 개발 
시에는 비교적 용이하게 채택이 가능하나 기존시가지에서 모든 도로, 건물에 중수도 배관을 새로이 추가하여
야 하므로 초기사업비가 많이 들어 현실적으로 채택이 거의 불가능하다.

광역순환방식<그림 7.3-6>

2) 이용 방식의 특성 비교
∙ 처리수와 같은 원수를 중수도로 이용하고자 할 때 사업주체와 보급의 지역적 범위에 따라 폐쇄순환방식은 
단독 이용방식, 복합이용방식 및 공공이용방식으로 구분되며, 각방식별 시설대상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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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도 이용방식과 특성<표 7.3-2>
ㅊ

구    분 사  업  주  체 시  설  대  상 특            징

단독이용방식
(개별순환방식)

∙건축물소유자
∙건축물관리자

∙건축물 또는 시설물
∙비교적 대규모 건축물

∙경제성이 있는 경우 비교적 
용이하게 채택가능

∙원수수질이 일정하므로 처리가 용이
∙상수계 용도의배수만을 원수로 하면 
중수도의 용도가 한정 될 수 있음

복합이용방식
(지구순환방식)

∙건축물소유자
∙민간기업
∙조합
∙공공단체

∙구역내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
∙대규모 주택단지 및 지구

∙중수도 시설의 건설이 원칙적으로 
결정됨

∙구역내 건축물 또는 시설물과 거의 
동시에 건설

∙중수도의 용도가 거의 동일
∙중수도의 용도가 중수처리시설 
건설시에 결정되므로 적절한 
처리방식 채택가능

공공이용방식
(광역순환방식)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도시전체에 광역적으로 채택
∙구역내 건축물이 대상
∙소규모 수요자도 급수대상

∙중수도의 용도가 다양화 될 수 
있으므로 수질기준설정이 용이하지 
않음

∙도시전역에 새로운 중수도관 
부설필요

∙중수도의 안정적 공급가능
∙관주도의 대량공급이 가능하므로 
절수효과 및 경제성에서 앞으로 
적극추진필요

∙단독이용방식은 개별순환방식이라고도 하며, 단일건물이나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자체정화하여 순환이
용하는 것으로 원수로는 배출되어지는 전체오수가 해당되나 수량이 풍부한 경우 위생적 관점에서 수세식 화
장실의 오수는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자체배수의 일부를 화장실의 수세용수, 냉각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건물외에 배관망이 없어 시설이용이하며 상수사용량 절감과 동시에 오수량을 줄일 수 있
는 장점이 있으며, 단일건물이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원수로 사용하므로 전체규모가 작아 처리공정
이 불안정하고 처리비용이 높다는 결점도 있다.

∙복합이용방식은 주택단지나 재개발지구 등과 같이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지구순환방식이라고도 하
며, 이 경우 원수는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수 이외에 하천수나 우수 등이 사용되기도 하며, 복합이
용방식의 중수도는 주택단지나 재개발사업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게 된다.

∙수요에 따라 잡용수를 급수가정에서 화장실 세정수를 중수로 대체할 경우 약 20%의 상수량을 절약할 수 있
으며, 사무용 빌딩에서 화장실 세정수와 냉각용수를 중수로 대체할 경우 약 30∼50%의 상수량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공급대상이 서로 근접하여 위치하므로 중수 송․배수시설의 건설비가 공공이용방
식의 경우보다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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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용방식은 일정지역이나 도시에서 광역적, 대규모로 중수도를 채택하는 방식이라하여 광역순환방식이라
고도 하며, 원수로는 하수처리수, 하천수, 공장폐수, 우수 등이 사용되며, 설치 및 운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신도시, 신시가지 개발시에는 채택이 가능하나, 기존 시
가지에는 모든 도로, 건물에 중수도 배관을 새로이 추가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채택이 어려운 방식이다.

∙따라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여 중수도로 이용하기 위한 이용방식은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처리수의 
재이용 지역은 주로 도시의 신개발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초기 투자비의 과다 및 이중투자를 방지하고 이 지
역까지 원활한 중계를 위한 송배수 시설을 설치하여 일반 잡용수 및 공원의 조경용수로 사용함이 타당하며, 
갈수시에 하천유지용수의 완충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방류지역이하의 하류지역에서 농업용수, 공업용수 및 
상수의 취수원으로 활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재이용수 처리방법
∙재이용수 처리방법은 원수의 수질, 재이용수량 및 용도별 수질기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재이용 원수중에는 
통상 부유성 유기물, 질소, 인, 무기염류, 중금속, 색도성분, 냄새성분, 대장균 등이 함유되어 있다. 이들 물질
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단독의 처리공정은 없고, 각각의 물질에 대응된 처리공정을 조합하여 처리한
다. 재이용 용도별 수질기준에서 볼 때 재이용수 처리공정으로 처리하는 오탁물질은 주로 부유성‧용해성 유
기물, 색도성분, 냄새 및 대장균 등이다. 이들 오탁물질에 대한 처리공정 및 기본적 재이용수 처리방법은 다
음과 같다.

응집침전 (석회 및 황산반토 응집처리, 기타)
◦부유성 유기물

여과처리 (사여과, 마이크로 스크린, 기타)

◦용해성 유기물
 (색도,냄새포함)

생물처리 (접촉산화, 회전원판, 기타)
활성탄 흡착처리
오존처리
오존살균처리

◦세      균 염소살균처리
기타(UV 등)

∙위에 제시된 공법들 중 처리수 재이용을 위한 대표적인 처리공법인 생물학적 처리법, 응집침전법, 사여과법, 
막처리법 등에 대한 일반적인 처리특성을 비교하여 다음 <표 7.3-3>에 나타내었다.



Ⅶ-31

처리수 재이용을 위한 처리공법 비교<표 7.3-3>
ㅊ

구    분 생물학적 처리법 응집침전법, 사여과법등 막처리법

제거
대상

BOD 대 소 중
SS 중 대 특대

색    도 소 중 대
냄    새 중 중 대
염    류 소 힘듬 대

운전
관리

부하변동 가능 가능 가능
장기운전정지 약간 곤란 가능 가능

연속운전안정성 있음 있음 있음
보수관리작업 용이 약간곤란 용이

장치

설치면적 대 중 소
소음 소(Blower실 설치시) 중 소(고압펌프 설치시)
냄새 약간 없음 없음
외관 양호 양호 우수

슬러지
처리

발생슬러지 있음 있음 없음(농축수)
슬러지성상 유기슬러지 무기슬러지 -

탈수성 양호 양호 -
탈수Cake함수율 80~85% 80~85% -

기타 병원균에
대한 대책

불가
(별도 살균처리)

불가
(별도 살균처리)

우수(세균, 바이러스
 막 불투과)

장‧단 점 ∙물리‧화학법, 막처리법에 
비해 BOD 제거율이 
높음

∙냄새 및 처리수에 색도가 
약간 남음

∙회수율이 높음

∙간헐적 운전 가능
∙응집침전처리시 생기는 
슬러지 문제가 발생

∙회수율이 높음

∙장치가 compact하여 
설치 면적 적음

∙간헐적 운전 가능
∙용존염류가 제거된 
양질(무색, 무취)의 물을 
얻음

∙회수율이 낮음
자료 : 처리수 재이용 시스템 기반기술개발, (1996.12, 환경부‧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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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처리수 재이용 계획

 7.4.1 처리수 재이용 용도의 종류 및 처리수질
가. 처리수 재이용 용도
1) 중수도로서의 이용방안

∙ 환경부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용도를 『물 재이용시설 설치⋅관리 통합 가이드 북(2011.8)』에서 8개 세부
용도 구분하고 대표적 용도와 제한조건을 제시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재이용수의 용도 구분 및 제한조건<표 7.4-1>
ㅊ

구  분 대표적 용도 제한조건

도시 
재이용수

∙ 주거지역 건물외부 청소
∙ 도로 세척 및 살수
∙ 기타 일반적 시설물 등의 세척
∙ 화장실 세척용수
∙ 건물내부의 비음용, 이체 비접촉 세척용수

∙ 도시지역 내 일반적인 오물, 협잡물의 청소 용도로 
사용하며 다량의 청소용수 사용으로 직접적 건강상의 
위해 가능성이 없는 경우

∙ 비데 등을 통한 인체 접촉시와 건물 내 
비음용ž비접촉 세척 시에는 잔류물등에 의한 위생상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여야 함

조경용수 ∙ 도시 가로수 등의 관개용수
∙ 골프장, 체육시설의 잔디 관개용수

∙ 주거지역 녹지에 대한 관개용수로 공급하는 경우로 
식물의 생육에 큰 위해를 주지 않는 수준이어야 함

친수용수

∙ 도시 및 주거지역에 인공적으로 건설되는 수변 
친수지역의 수량공급

∙ 기존 수변지구의 수량증대를 통하여 수번식물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보충공급

∙ 기존 하천 및 저수지 등의 수질향상을 통하여 
수변휴양(물놀이 등) 기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보충 공급되는 용수

∙ 재이용수를 인공 건설된 친수시설의 용수로 전량 
사용하는 경우, 친수 용도에 따라 재이용수 수질의 
강화 여부를 결정.

∙ 일반 친수목적의 보충수는 기존 수계수질을 유지 
혹은 향상시킬수 있어야 하며 목적에 따라 
재이용수의 처리정도를 강화할 수도 있음

하천유지용수
∙ 하천의 유지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급되는 용수

∙ 저수지, 소류지 등의 저류량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급

∙ 기존 유지용수 유량 증대가 주된 목적이므로 수계의 
자정용량을 고려하여 재이용수의 수질을 강화시킬 수 
있음

농업용수

∙ 비식용 작물의 관개를 위하여 전량 또는 부분 
공급하는 용도

∙ 식용농작물 관개용수의 수량 보충용으로 인체 
비유해성이 검증된 경우

∙ 직접식용은 조리하지 않고 날것으로 먹을 수 
있는 작물

∙ 간접식용은 조리를 하거나 일정한 가공을 거치 
후에 식용할 수 있는 작물

∙ 기존 농업용수 수질을 만족하여야 하나, 관개용수의 
유량 보충 시 농업용수 수질이상 및 기존 수질보다 
향상 가능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습지용수
∙ 고립된 소규모 습지에 대한 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 하천유역의 대규모 습지에 대한 주된 수원으로 
공급하는 경우

∙ 습지의 미묘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영양소 등의 제거와 생태영향 평가를 거쳐 
공급하여야 함

지하수 충전 ∙ 지하수 함양을 통한 지하수위 상승목적
∙ 지하수자원의 보충용도

∙ 지하수계의 오염물질 분해제거율과 축적가능성을 
평가하여 영향이 없도록 공급하여야 함

공업용수
∙ 냉각용수
∙ 보일러 용수
∙ 공장내부 공정수 및 일반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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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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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수처리시설내 재이용 방안
∙ 하수를 고도처리한 물은 처리시설내에서 다양한 용도의 잡용수로의 이용방안 및 조경용수, 살수용수등으로 
이용하는 단독이용방식이 가능하다.

∙ 잡용수의 이용은 타 처리시설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서 대부분의 용수가 기자재 사용에 따른 세
척수, 냉각수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용도별 분류에 따른 처리시설내 잡용수 이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처리시설내 잡용수 이용방안<표 7.4-2>
ㅊ

구  분 이용내용 비고
기자재용 잡용수 ∙펌프씰링수, 냉각수 등
약품 용해용수 ∙염소투입용수, 폴리머 용해수 등

공정용수 ∙폭기조 소포수, 침사세정수 등
세 척 수 ∙탈수기 세척수, 슬러지배관 세척수 등

∙또한 단독이용방식에 의한 처리수 재이용 방안은 처리시설에서 2차처리 또는 질소․인제거 공정, 고도처리 등
을 거쳐 배출되는 처리수를 중수도 이용방식의 일환인 단독이용방식(개별순환방식)의 방법이다. 처리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주민친화시설, 환경친화시설로의 진일보된 처리시설 건설이 요구되고 있
는 실정을 감안할 때 공원화시설,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용수확보가 필요하게 되므로 처리수 재이용은 
매우 유익하고 경제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용용도에 따른 수질기준을 만족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다양한 용도로 재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처리시설 내에서의 단독이용방식에 의해 이용가능한 용도는 다음과 같다.

  - 조경용수 : 분수, 인공연못 등
  - 살수용수, 청소 및 세차용수
  - 수세식 변소용수 : 건축물내 및 공원 등의 옥외 화장실 용수

나. 처리수 재이용 용도별 처리수질
1) 재이용 용도별 수질기준

∙ 하수를 처리에 의해 재이용하는 경우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수질의 분류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러한 계
획을 수립하고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처리수의 재이용 방안, 재생을 위한 처리방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처리수의 보건위생상의 문제점 때문에 조경용, 살수용, 수세식 변소용 혹은 세척, 청소용수와 같은 비음용소
로의 재이용만이 고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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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수처리수 재이용 수질기준

∙하수처리수는 기본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만족해야하며, 방류수기준보다 강화 또는 추가
되는 항목에 대해서 용도별 하수처리수 재이용 수질권고기준을 적용한다.

용도별 수질기준<표 7.4-3>
ㅊ

구분 도시 
재이용수 조경용수 친수용수 하천 

유지용수 농업용수1) 습지용수 지하수 
충전2) 공업용수3)

총대장균군수
(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00 직접식용 불검출 ≤200 불검출 ≤200간접식용 ≤200
결합잔류염소

(mg/L) ≥0.2 - ≥0.1 - - - - -
탁도

(NTU) ≤2 ≤2 ≤2 - 직접식용 ≤2 - ≤2 ≤10간접식용 ≤5
SS

(mg/L) - - - ≤6 - ≤6 - -
BOD

(mg/L) ≤5 ≤5 ≤3 ≤5 ≤8 ≤5 ≤5 ≤6
냄새 불쾌하지 

않을것
불쾌하지 
않을것

불쾌하지 
않을것

불쾌하지 
않을것 불쾌하지 않을것 불쾌하지 

않을것
불쾌하지 
않을것

불쾌하지 
않을것

색도
(도) ≤20 - ≤10 ≤20 - - - -
T-N

(mg/L) - - ≤10 ≤10 - ≤10 ≤10 -
T-P

(mg/L) - - ≤0.5 ≤0.5 - ≤0.5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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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8.5
염화물

(mgCl/L) - ≤250 - - ≤250 ≤250 ≤250 -
농업용수 수질기준 추가권장항목<표 7.4-4> (단위 : mg/L)

ㅊ Al As B-total Cd Cr+6 Co Cu Pb
5이하 0.05이하 0.75이하 0.01이하 0.05이하 0.05이하 0.2이하 0.1이하

ㅊ Li Mn Hg Ni Se Zn CN PCB
2.5이하 0.2이하 0.001이하 0.2이하 0.02이하 2이하 불검출 불검출
자료 : 하수처리수 재이용 가이드북(개정)(2009.10, 환경부․환경관리공단)
주 : 1) 직접식용은 조리하지 않고 날것으로 먹는 경우, 간접식용은 조리를 하거나 일정한 가공을 거쳐 먹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지하수 충전 또는 보충하는 경우로서 재이용수의 수질이 먹는물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산업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다회순환냉각수, 공정수, 보일러용수 등은 수요처와 협의하여 수질을 정할 수가 있다.
    ※ 재이용수 수질기준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시설에서 최종 처리하여 송수하는 수질에 대하여 적용하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

수수질기준을 기본적으로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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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수도 수질기준
∙중수도 수질기준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0조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제정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가이드북
(개정)(2009.10)』에 나타내었듯이 원수는 적어도 2차 처리수의 수준이상으로 수질을 처리하여 이용하는 것
으로 되어있다.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표 7.4-5>
ㅊ

구분 수세식 화장실 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 ž 청소용수
대장균군수 불검출/100mL 불검출/100mL 불검출/100mL 불검출/100mL

잔류염소(결합) 0.2mg/L이상일것 0.2mg/L이상일것 - 0.2mg/L이상일것

외 관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것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것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것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것

탁 도 2NTU를 
넘지 아니할 것

2NTU를 
넘지 아니할 것

2NTU를 
넘지 아니할 것

2NTU를 넘지 
아니할 것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10mg/L를 넘지 

아니할 것
10mg/L를 넘지 

아니할 것
10mg/L를 넘지 

아니할 것
10mg/L를 넘지 

아니할 것

냄 새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pH 5.8~8.5 5.8~8.5 5.8~8.5 5.8~8.5

색 도 20도를 넘지
 아니할 것 - - 20도를 넘지

 아니할 것
화학적산소요구량

(CODMn)
20mg/L를 넘지 

아니할 것
20mg/L를 넘지 

아니할 것
20mg/L를 넘지 

아니할 것
20mg/L를 넘지 

아니할 것
자료 : 하수처리수 재이용 가이드북(개정)(2009.10, 환경부․환경관리공단)
주 : 1. 대장균군수, 잔류염소, 탁도, 냄새는 『환경분야 시험ž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2.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pH, 색도,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수질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분

석하여야 한다.

다. 항목별 수질이 미치는 영향
1) 위생상의 문제점

∙ 중수도의 사용으로 인해 건강상 장해를 일으키는 원인 경로는 사람의 입, 호흡기 및 피부접촉 등이 있으며, 
중수도는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용도중 특정한 용도에 한해서 상수보다 낮은 수질의 물을 공급함으로써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풍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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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상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수도 시설의 구조적인 측면이나 유지관리 측면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
련해야 하며, 중금속에 대한 문제로서 중수내의 중금속과 이용자의 호흡기 및 피부 등의 접촉 가능성에서 
볼 때, 마시거나 피부에 닿지 않으면 쉽게 예방할 수 있으나, 미량의 유해성 유기화합물은 어떤 물질이 어느 
정도 유해한 지에 대해서 아직 연구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병원성 미
생물에 있어서도 병원성 세균 또는 바이러스의 흡입이나 피부접촉에 의해 장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대책
이 필요하다. 현재는 염소처리가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잔류염소를 측정하여 판단하고 있으
며, 병원성 세균에 대한 판단으로는 대장균군이 이용된다.

∙ 대장균군은 병원성 세균에 비해 염소소독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기 때문에 대장균군수를 지표로 사용하면, 
실제로 병원성 세균을 제어할 수 있다. 한편, 병원성 바이러스에 대한 억제방법이 여러 방면에서 연구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의 제어방법으로는 염소를 주입하여 처리수 중의 유리잔류염소를 0.5㎎/ℓ정도 유지하거
나 또는 오존처리를 하여 병원성 바이러스를 불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는 슬라임 방지 측면에서도 중수
도로 급수되는 물에 적정 잔류염소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이용상의 장해
∙ 중수도의 이용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저해를 일으켜서는 안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수질항목으로는 탁도, 냄새, 거품을 일으키는 물질, 부착 및 착색 물질 등이 
있으며, 용도에 따라서는 수온이나 경도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가) 탁 도
∙ 탁도는 미생물이나 유기성 콜로이드 물질로 인해 중수도 이용에 심미성, 시설 및 기기의 막힘이나 기능에 
영향을 주며, 색도와는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탁도는 이용상 또는 슬라임 방지 등의 측면에서 검토되어
야 한다. 세척용수, 청소용수 등에는 탁도가 낮아야 하지만, 기타 용도에 대해서는 심미감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면 충분하다.

나) 색 도
∙ 색도는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어야 한다. 그러나 냉각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색도에 
관한 제한은 필요 없으며, 수세식 화장실 세정용수의 경우는 색깔이 있는 변기를 보급하면, 상당한 정도까지 
허용이 가능하다. 한편, 중수를 수돗물과 구별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착색시킬 경우에는 색도 제한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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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냄 새
∙ 어떠한 중수도에 있어서도 사용자에게 냄새로 인한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된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는 각
별한 주의가 요망되며, 냄새는 이용자의 불쾌감과 관련된 지표이나, 숙주의 냄새를 측정하는 측정법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냄새는 여러 가지 냄새성분의 총체이므로 정량적인 파악은 곤란한 
실정이다.

라) 철･망간
∙ 철‧망간은 물을 착색시키거나 스케일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착색은 색도에 의해 검사되며, 철
이나 망간은 스케일 발생을 방지하는 관점에서 낮을수록 좋다. 스케일 장해를 일으키지 않는 철과 망간의 
합계량은 약 0.5㎎/ℓ 정도가 적정하다.

마) ABS
∙ 거품에 의한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수도의 모든 용도에 대해 1㎎/ℓ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
수도의 음용수 수질기준은 0.5㎎/ℓ이하로 정하고 있다.

3) 유지관리
∙중수도의 처리시설, 운송시설, 이용시설 및 기구 등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
을 기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능상의 장해로는 부식, 스케일, 슬라임, 막힘 등이 있다. 이러한 장해를 방지하
기 위한 수질항목을 일률적으로 설정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수도 시설이나 기구와 배관, 재
질 및 장치의 구조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수질항목을 설정해야 한다.

가) pH
∙ 수도수의 수질기준에는 pH가 5.8∼8.6으로 되어 있으며, pH가 5.8 정도인 경우에는 배관의 재질에 따라서 
부식을 일으킬 수 있으나 최근에 방식을 위한 관이 많이 보급되어 있으므로 이 범위에서는 지장이 없을 것
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하수처리수의 pH는 7.0전후이므로 하수처리수를 중수도의 원수로 사용하는 경우 pH
로 인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BOD
∙레크레이션 및 레져용수와 같이 야외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조류의 번식으로 주변환경의 미관을 해치거나 조
류번식으로 인한 용존산소 감소로 연못 등의 어류, 양식장에서 어류의 생존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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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OD

∙ COD는 유기성분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BOD와 같은 목적을 갖는 지표이며, 중수도에서 유기물이 문
제되는 것은 순환에 의한 농축(냉각용수의 용도), 미생물의 증식으로 인한 슬라임 발생이나 세차용수, 청소용
수 등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얼룩 및 색도를 유발할 수 있다.

라) 증발잔류물
∙증발잔류물이 문제되는 곳은 냉각용수의 용도로 순환 이용할 때 스케일 및 슬라임의 발생 등을 일으키는 경
우이다. 세차용수나 청소용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차체 등에 흰 얼룩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수의 
수질과 같이 500㎎/ℓ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경 도
∙경도가 문제되는 것은 스케일을 일으키기 때문이며, 냉각용수의 용도에서는 순환이용에 의한 농축을 고려해
서 300㎎/ℓ이하로 해야 한다.

 7.4.2 재이용 용도 및 구역결정
가. 농업용수로의 재이용 방안
1) 처리수질이 생육에 미치는 영향

∙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기 위해서, 특히 논에 관개용수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질관리가 필요한데, 
하수처리수에 통상 포함되어 있는 성분 중 직접적으로 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질소이다.

∙ 일본의 경우 수경재배에 의한 관행 시비량과 필요 용수량으로부터, 시비에 의해 공급되는 질소농도는 약 8
㎎/ℓ로 계산된다. 이것을 구분하면 최고 분얼기까지는 10㎎/ℓ, 그 이후는 5㎎/ℓ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질소농도라면 관개용수로 적합하다 할 수 있다.

2) 농업용수 수질기준
∙ 국내에서는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재이용에 대한 사례가 적으며, 환경부의 『용도별 재이용수 수질권고
기준(2009년)』과 일본의 농업용수 수질기준의 경우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벼의 정상적인 생육
을 위해서 바람직한 농업용수 수질지표가 되므로 환경기준의 기초적 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다음의 수질기준
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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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 재이용 수질권고기준(2009년)<표 7.4-6>
ㅊ

항    목 기 준 치 항    목 기 준 치
pH 6.0~8.5 Pb(㎎/L) 0.1이하

BOD(㎎/L) 8이하 Li(㎎/L) 2.5이하
DO(㎎/L) 2이상 Mn(㎎/L) 0.2이하
Cl-(㎎/L) 250이하 Hg(㎎/L) 0.001이하
Al(㎎/L) 5이하 Ni(㎎/L) 0.2이하
As(㎎/L) 0.05이하 Se(㎎/L) 0.02이하

B-total(㎎/L) 0.75이하 Zn(㎎/L) 2이하
Cd(㎎/L) 0.01이하 ABS(㎎/L) 0.5이하

Cr+6(㎎/L) 0.05이하 CN(㎎/L) 불검출
Co(㎎/L) 0.05이하 PCB(㎎/L) 불검출
Cu(㎎/L) 0.2이하 총대장균군(개/100mL) 200이하

농업용수 수질기준(일본 농림성)<표 7.4-7>
ㅊ

항    목 기 준 치 항    목 기 준 치
pH 6.0~7.5 전기전도도(mΩ/㎝) 0.3 이하

COD (㎎/ℓ) 6 이하 비소(㎎/ℓ) 0.05 이하
SS (㎎/ℓ) 100 이하 아연(㎎/ℓ) 0.5 이하
DO (㎎/ℓ) 5 이하 납(㎎/ℓ) 0.02 이하

T-N (㎎/ℓ) 1 이하
자료 : 하수도 핸드북(건설산업조사회)
3) 검토결과

∙ 기존의 수원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신설 예정인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은 비교적 넓은 농경지가 분
포되어 있고 논농사가 발달하여 처리수를 농업용수로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으며 현재에도 각 하천별로 시
설된 농업용수 취수보를 통하여 생활하수가 혼합된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기존 수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비롯하여 신설 예정인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시 고도처리수
를 하천에 방류할 경우 하천유지용수는 물론 현재와 같이 취수보를 통하여 농업용수로 취수하여 활용하는 것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처리수를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질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갈수기시 하천유지용수로서 공급을 함으로서, 농업용수 및 하천유지용수로 하수처리수의 재이용함이 
효율적이며, 농번기 및 갈수기시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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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업용수로의 재이용 방안

∙ 또한 장래 물부족 현상을 예상할 때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고도처리한 처리수를 하천에 그대로 방류하기보
다는 처리장 주변지역의 공장 및 장래 조성 예정인 산업단지의 공업용수로의 전환 사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용도별 공업용수 이용목적에 따라 적합한 처리수를 
공급할 수 있는 처리공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요처에 따른 처리수질의 향상이 요구될 수 있
다. 참고로 환경부의 『용도별 재이용수 수질권고기준(2009년)』과 일본의 업종별, 용도별 공업용수 요망 표
준수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공업용수 재이용 수질권고기준<표 7.4-8>
ㅊ

항    목 기 준 치 항    목 기 준 치
pH 5.8~8.5 탁도(NTU) 10이하

BOD(㎎/L) 6이하 총대장균군(개/100mL) 200이하
업종별․용도별 공업용수 요망 표준수질<표 7.4-9> (단위 : mg/L)

ㅊ

업  종 용 도 별 탁 도 pH 알카리도 경 도 증발
잔유물 염소이온 철 망 간

음료품
제조업

냉 각 수 10 7.0 35 50 75 30 0.1 0.1
세 정 수 5 7.0 35 50 80 20 0.1 0.1
원 료 수 1 7.0 60 60 80 20 0.1 0.1

온습조정용 10 7.0 50 50 80 30 0.1 0.1
제품처리용 1 7.0 40 30 80 10 0.1 0.1

섬유공업
섬유제품
제조업

냉 각 수 20 7.0 60 50 200 30 0.1 0.1
세 정 수 20 7.0 50 50 200 20 0.1 0.1

온습조정용 20 7.0 60 60 150 20 0.1 0.1
제품처리용 20 7.0 50 50 200 15 0.1 0.1

염색정리업

냉 각 수 20 7.0 50 50 100 100 0.1 0.1
세 정 수 1 7.0 50 100 50 50 0.05 0.05
원 료 수 1 7.0 50 10 50 50 0.01 0.01

온습조정용 1 7.0 50 20 50 50 0.05 0.05
제품처리용 1 7.0 50 10 50 50 0.05 0.05

목재, 목재
품제조업, 

가구, 장비품 
제조업

냉 각 수 20 7.0 60 50 200 30 0.1 0.1
세 정 수 20 7.0 50 50 200 20 0.1 0.1

온습조정용 20 7.0 60 60 150 20 0.1 0.1
제품처리용 20 7.0 50 50 150 15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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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용도별 공업용수 요망 표준수질<표 계속> (단위 : mg/L)
ㅊ

업  종 용 도 별 탁 도 pH 알카리도 경 도 증발
잔유물 염소이온 철 망 간

펄프, 종이, 
종이가공품

제조업

냉 각 수 10 7.5 50 100 150 30 0.05 0.02
세 정 수 5 7.5 30 30 100 10 0.05 0.02
원 료 수 5 7.0 50 80 80 30 0.05 0.02

온습조정용 2 7.0 50 50 100 10 0.05 0.02
제품처리용 5 7.5 40 50 100 50 0.05 0.02

화학공업

냉 각 수 20 7.0 50 50 200 80 0.1 0.05
세 정 수 10 7.0 50 50 80 20 0.1 0.05
원 료 수 10 7.0 40 40 70 10 0.1 0.05

온습조정용 15 7.0 70 60 130 20 0.1 0.05
제품처리용 10 7.0 50 50 100 15 0.1 0.05

석유제품
석탄제품
제조업

냉 각 수 30 7.0 40 50 200 10 0.1 0.05
세 정 수 6 7.0 40 50 200 5 0.05 0.01
원 료 수 6 7.0 40 50 150 5 0.05 0.01

온습조정용 6 7.0 90 80 200 5 0.1 0.01
제품처리용 1 7.0 50 50 100 5 0.05 0.01

고무제품
제조업

가죽, 모피 
제조업

냉 각 수 20 7.0 60 50 200 30 0.1 0.1
세 정 수 20 .0 50 50 200 20 0.1 0.1

온습조정용 20 7.0 60 60 150 20 0.1 0.1
제품처리용 20 7.0 50 50 150 15 0.1 0.1

비철금속 
제조업

금속제품
제조업

냉 각 수 20 7.0 40 50 300 20 0.1 0.1
세 정 수 16 7.0 40 50 300 10 0.1 0.1
원 료 수 20 7.0 40 60 200 10 0.1 0.1

온습조정용 20 7.0 40 60 200 10 0.1 0.1
제품처리용 20 7.0 40 50 300 10 0.1 0.1

일반기계
기구제조업
정밀기계

기구제조업

냉 각 수 20 7.0 40 60 300 20 0.1 0.1
세 정 수 20 7.0 40 50 300 10 0.1 0.1

온습조정용 20 7.0 40 60 200 10 0.1 0.1
제품처리용 20 7.0 40 50 300 10 0.1 0.1

자료 : 공업용수 1979, 일본공업협회 [수질기준제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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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천유지용수로의 재이용 방안
1) 하천유지유량 설정기준

∙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화 및 산업화 사회로의 변모와 국민생활 수준향상에 따른 급격한 용수수요 증가로 인
하여 수자원의 적정이용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 하천유지유량은 주운, 어업, 관광, 위락, 어류의 보호, 하천공작물의 정상적인 기능발휘, 수질오염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을 의미한다. 즉, 하천유지유량은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
량으로서 적정한 하천관리를 위해서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하천관리 시설의 보호 : 하천으로부터의 취수 등을 감안하여 필요유량이 확보되도록 함.
  - 수질보전 : 방류수역 목표수질과의 관계를 검토하되 경관, 동식물의 보호, 친수성을 병행하여  고려함.
  - 하구폐색의 방지 : 수량부족으로 인한 하구폐색의 가능성 검토.
  - 지하수위의 유지 : 방류수역내에 대규모 유역변경이 있을 경우 지하수위에 영향이 우려되므로  고려하여야 함.
  - 동식물의 보호 : 하천의 생태계를 고려한 유량이 되도록 검토함.
  - 경관 : 용수의 이용 및 하수차집 등으로 건천화가 우려되는 경우 관광적 만족을 줄 정도의 유량이 필요함.

2) 하천유지용수 확보방안
∙ 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기 위한 하천유지용수의 확보방안은 여러 가지 수원을 생각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
들을 만족하여야 한다.

  - 수량적으로 충분하여야 한다.
  - 하천의 수질환경기준을 만족시킬 양호한 수질의 확보가 가능하여야 한다.
  - 이송관로가 가급적 짧아야 한다.
  - 시설의 건설비 및 유지관리비가 저렴하여야 한다.
  - 수원의 수질환경에 악영향이 없어야 한다.
  - 수리권 분쟁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
  - 시민과 접촉할 수 있으므로 위생적으로 안전하여야 한다.
∙본 계획구역의 경우 각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가 하천에 직유입되므로 하천의 건천화, 하구폐색, 지하수위 
등에 대한 고려보다는 경관, 동식물의 보호, 수질보전과 같은 친수기능의 유지 및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자연
하천정비에 따른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유량을 설정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2013년말 현재 기존 및 
계획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별 하천유황 및 하천유지용수 활용에 대한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리시설별 하천유지용수 공급 가능량(2035년 기준)<표 7.4-10>
ㅊ

처리시설명 방류하천 시설용량
(㎥/일)

하천유지용수
공급가능량(㎥/일) 비  고

수    원 황구지천 → 안성천 520,000 - -
서 호 천 서 호 천 → 안성천 47,000 40,000 장내사용량 제외량
황구지천 황구지천 → 안성천 45,000 10,000 농번기-농업용수, 갈수기-하천유지용수

계 - 612,000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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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준공된 서호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이용하여 일월천, 영화천, 서호천 상류에 약 40,000㎥/일
의 하천유지용수를 공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하천 건천화 방지, 방류수역의 오염경감, 자연
하천 정비에 따른 친수기능, 생태계의 복원 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해당하천의 수질
을 반드시 검토하여 역으로 하천의 오염 및 부영양화를 가중시키지 말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7년 수립된 황구지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수원시 지역 주변을 유하하는 주요하천인 황구지천의 
경우 이수계획의 기준이 되는 10년 빈도에 해당되는 기준갈수량보다 갈수기 시 유하량이 높게 나타나 용수
공급측면에서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하천 재이용수은 장래 하천용수 부족이나 하천공간 활용계획 등에 따라 세부계획수립 시 추진하되 
재이용수 공급 시에는 기존하천의 수질을 고려하여 기존하수처리공정 외의 3차처리 등 추가 재처리시설 보
완 및 상류로 이송하는 압송시설이 필요하므로 향후 재이용계획 세부수립 시 수질, 시설용량, 공급관로 노
선, 추가 재정계획 등의 타당성 검토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라. 공공하수처리시설내 재이용 방안

∙ 하수를 고도처리한 물은 처리시설내에서 다양한 용도의 잡용수로 활용가능하다. 이는 기존의 공공하수처리
시설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서 대부분의 용수가 기자재 사용에 따른 세척수, 냉각수 등으로 이용
되고 있으며 용도별 분류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내 잡용수 이용방안은 다음에 나타낸 바와 같다.

처리시설내 잡용수 이용방안<표 7.4-11>
ㅊ 구  분 이용내용 비고

기자재용 잡용수 ∙펌프씰링수, 냉각수 등
약품 용해용수 ∙염소투입용수, 폴리머 용해수 등

공정용수 ∙폭기조 소포수, 침사세정수 등
세 척 수 ∙탈수기 세척수, 슬러지배관 세척수 등

∙ 2013년말 현재 기존 수원 및 서호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 처리시설별 잡용수 이용계획 현황은 다음
<표 7.4-12>와 같다.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장내용수 이용계획<표 7.4-12>
ㅊ

처리시설명 시설용량(㎥/일) 장내용수(㎥/일) 용 도

수 원 1계열 220,000 20,926
탈수기 여포세정수, 펌프축봉수, 청소용수, 

화산체육공원 조경용수 등(일최대 3,926m3/일)
슬러지 건조시설 공정용수(일최대 17,000m3/일)2계열 300,000

서 호 천 47,000 3,750 청소용수, 잡용수, 조경용수
계 132,600 24,676

자료 : 수원 하수2처리장 개량사업 기본계획(2012. 8, 수원시)
      서호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실시설계(2008. 9,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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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개발사업지구 중수도 도입방안

∙ 수원시는 광교신도시, 권선지구, 곳집말지구, 신동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용수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나,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는 중수도 보급을 위한 2중 배관으로 중수도 보급이 실질적으로 
어려우며, 신규로 개발되는 각종 택지개발 지역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계획단계부터 중
수도 보급을 고려할 경우 중수도 보급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용도로 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택지 및 건축공사가 진행중이며, 공중화장실내 중수도시설이 반영되었다. 또
한,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Q=465m3/일의 중수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 향후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에 따른 
중수도 시설이 적극 반영되도록 협의되어야 할 것이다.

중수도시설 계획현황<표 7.4-13>
ㅊ

사 업 명 위 치 세대수
(세대)

계획인구
(인)

중수도시설
비  고계획용수량

(m3/일)
시설용량
(m3/일)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영통구 태장동 1,960 5,096 - 3.2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 팔달구 고등공 4,906 12,757 4,649 465

신동지구 중수도시설 계획<그림 7.4-1>

∙상기한 지역들에 대하여는 개발시점부터 중수도 보급계획을 수립함으로서 중수도 보급이 가능하나 현실적으
로는 중수도 설치 시 사업주의 설치비 부담에 따른 초기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법적 강제성이 없는 현
재로서는 중수도 보급이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물 부족 사태 및 오염물질 저감차원에서 
중수도 보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므로 중수도 설치비의 지원, 세금혜택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
여 개발계획 수립 시 중수도 설치계획을 함께 계획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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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수원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방안 검토결과
∙앞에서 언급된 재이용수 활용방안의 검토를 통해 이용목적에 따라 처리수의 재이용을 위한 기본적인 수질기
준 및 시설기준의 설정하는 것이 우선으로 판단된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와 재이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수요처에 대한 신뢰도 구축 등을 통하여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며 이러한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은 부족한 수자원의 확보와 환경보전적인 
측면에서 기대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사료된다.

∙ 중수도 사용의 경우 사업주의 설치비 부담에 따른 초기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중수도 설치비 지원, 세금
혜택 등 개발계획 수립 시 초기단계부터 중수도 설치계획을 함께 계획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장내용수와 하천유지용수를 제외한 하수처리수의 잔여수량은 향후 수립예정에 있는「수원시 물 재이
용관리계획」에 따라 세부적인 활용방안을 계획하고, 재이용 용도에 적합한 별도의 재처리시설의 설치 및 공
급방안 등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래시설을 고려한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계획은 다음<그림 7.4-2>와 같으며, 수원시 단계별 하수처리수 재이용계획은 다음 <표 7.4-14>와 같다.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계획<그림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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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율을 살펴보면, 목표연도 2035년을 기준으로 수원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1.5%, 
서호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95.7%,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36.2%로 계획되었으며, 수원시 전체 하수
처리수 재이용율은 현재 12.2%에서 장래 19.9%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계별 하수처리수 재이용 계획<표 7.4-14>
ㅊ

단계 구분 합    계 수    원 서 호 천 황구지천

2016년
~2020년
(1단계)

시설용량(m3/일) 612,000 520,000 47,000 45,000
재이용수량(m3/일) 117,750 57,000 43,750 17,000

재이용율(%) 19.2 11.0 93.1 37.8
장내용수
(m3/일)

청소용수 54,000 52,000 - 2,000
조경/잡용수 12,250 3,500 3,750 5,000

장외용수
(m3/일)

하천유지용수 40,000 - 40,000 -  
농업용수 11,500 1,500 - 10,000

2021년
~2025년
(2단계)

시설용량(m3/일) 612,000 520,000 47,000 45,000
재이용수량(m3/일) 122,000 60,000 45,000 17,000

재이용율(%) 19.9 11.5 95.7 37.8
장내용수
(m3/일)

청소용수 54,000 52,000 - 2,000
조경/잡용수 15,000 5,000 5,000 5,000

장외용수
(m3/일)

하천유지용수 40,000 - 40,000 -
농업용수 13,000 3,000 - 10,000

2026년
~2030년
(3단계)

시설용량(m3/일) 612,000 520,000 47,000 45,000
재이용수량(m3/일) 122,000 60,000 45,000 17,000

재이용율(%) 19.9 11.5 95.7 37.8
장내용수
(m3/일)

청소용수 54,000 52,000 - 2,000
조경/잡용수 15,000 5,000 5,000 5,000

장외용수
(m3/일)

하천유지용수 40,000 - 40,000 -
농업용수 13,000 3,000 - 10,000

2031년
~2035년
(4단계)

시설용량(m3/일) 612,000 520,000 47,000 45,000
재이용수량(m3/일) 122,000 60,000 45,000 17,000

재이용율(%) 19.9 11.5 95.7 37.8
장내용수
(m3/일)

청소용수 54,000 52,000 - 2,000
조경/잡용수 15,000 5,000 5,000 5,000

장외용수
(m3/일)

하천유지용수 40,000 - 40,000 -
농업용수 13,000 3,000 - 1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