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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후변화 영향으로 안정적인 수량과 안전한 수

질의 물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증가함으로 인

해 물 안보와 물 복지에 대한 개념들이 도입되고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신정부

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환경서비스 격차를 해소하

기 위해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2011년 

58.8 %에서 2017년 80.0 %까지 크게 늘려 전국 

어디서나 물 복지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물 복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3a).

반면, 충청남도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농

촌지역 인구가 분산되어 있고, 도시화율이 낮아 

2011년 말 기준으로 상수도 보급률이 87.8 %로 

물 복지 차원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Ministry of Environment, 2012a). 이로 인해 

충청남도는 전체인구의 약 11.8 % 정도가 마을상

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과 같은 소규모수도시설

을 이용하고 있어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의존도

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라남도 다음으로 높은 

실정이다. 특히, 충청남도에서는 지난 2012년 서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104년만의 대가뭄 발생, 구

제역 파동에 따른 매몰지 인근지역 지하수오염 우

려 등과 같은 물 안보를 위협하는 사건들이 발생하

여 먹는 물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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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Due to the event of hazardous chemical injection into a water storage tank in Hongseong, Chungcheongnam-do in 

2012, the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has revised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to install surveillance equipments such as closed-circuit television(CCTV). However, the enforcement rules still do not provide con-

crete provision for installation of physical security equipments. Thus we studied vulnerability of small-scale water supplies in Korea 

and developed guidelines for the physical security system of the facilities. The guidelines include selection and recommendation 

of the physical security approaches and measures to detect, delay and response to the presence of an intruder in small-scale 

water supplies. The security features include protection utilities(e.g., fencing and fence topping), exterior intrusion detectors and 

alarms, locks and padlocks, surveillance utilities(e.g., CCTV), and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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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실여건 속에서 지난 2012년 4월 충

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죽림리 마을상수도 독극

물 투입사건이 발생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

관리 및 보안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대두되었

고, 이 사건으로 인해 환경부에서는 상수도시설

에 대한 외부침투에 대비하기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비와 같은 감시 장비를 설

치하는 등의 시설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

하여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2b). 그러나 시행규칙에

는 어떠한 보안시설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여

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가이드라인)이 

없이 단순히 CCTV와 같은 감시 장비를 설치하

여 시설보안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

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3b).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소규모수도시설의 보안시설 설치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활용하도록 

하였다(Chungcheongnam-do,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차원의 소규모수도시설 보안

시설 설치지침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

용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 ‘소규모수도시설 보

안시설 설치지침’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충청남도에서 수립한 ‘소규모수도시설 보

안시설 설치지침’이 전국적으로 소규모수도시설

의 보안시설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상수도시설기준’ 등에

도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소규모수도시설의 보안시설 관련 국내·
외 설치기준

2.1 국내기준

통합방위법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

호훈령’에서 국가중요시설의 지정 및 방호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09). 훈령에서는 국가중요시설을 

기능 및 역할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구

분하고 있는데, 수원시설 가운데 급수능력 1일 

50만톤, 급·취수능력 1일 100만톤 이상의 상수

도 및 공업용수 공급시설은 자체 방호계획을 수

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정규

모 이상의 정수시설에 대해서는 방호시설 설치

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소규모수도시설과 같이 

일정규모 이하의 상수도시설에 대해서는 방호(

보안)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이나 기준 자체가 없

어 보안에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까지 소규모수도시설의 보안과 관련한 

정부차원의 규정이나 기준은 환경부에서 지난 

2012년 홍성군 배양마을 독극물 투입사건 이후 

시설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수도법 시

행규칙을 개정한 것이 전부이며, 시행규칙 내용

상 보안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에 대한 구체

적인 언급은 없는 실정이다(Ministry of En-

vironment, 2013b). 또한, 상수도시설기준에도 

일정규모 이상의 정수시설에 대한 보안설비 설

치기준은 언급되어 있으나(Korea Water and 

Wastewater Works Association, 2010), 구체

적인 규격에 대한 명시가 없고 단지 감시제어설

비로 CCTV를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만 언급되

어 있어 소규모수도시설의 보안시설 설치에 대한 

국가차원의 구체적인 지침은 전무한 실정이다.

2.2 국외기준

미국은 2001년 테러의 영향으로 2002년 생

화학테러법(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

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of 2002)을 제정하였다(USEPA, 2002). ‘생화

학테러법’에 의해 상수도인구 3,300명 이상에

게 용수를 공급하는 모든 수도사업자들은 시설

규모에 따라 기한을 설정하여 취약성평가(Vul-

nerability Assessment)를 실시하고 결과보고

서를 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취약성평가가 

완료된 6개월 이내에 비상대응계획(Emergency 

Response Plan)을 수립하여 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취약성평가에는 차단 / 방벽시설, 

취수 / 도수 / 전처리시설, 배수지 / 송배급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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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 IT / 자동화 시스템, 화학약품 운반 / 저장 / 사

용시설, 시설의 유지관리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환경청에서는 상수도인구 3,300명 

이하에게 용수를 공급하는 모든 수도사업자에게 

강제성은 없으나 모든 수도시설의 보안을 향상

시킬 것을 권고하였다(USEPA, 2005).

한편, 미국토목학회와 미국상하수도학회에서

는 상수도시설과 관련하여 보안용 울타리, 담벽 

또는 장벽 설치와 관련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CCTV 설치위치, 해상도, 감도, 신호 대 

잡음비(S/N비) 등 CCTV 설치에 대한 구체적

인 기준을 제시하였다(ASCE, AWWA, WEF, 

2006). 또한, 미국수도협회연구재단(AW-

WARF)에서는 상하수도시설을 대상으로 물리적 

보안시설 설치를 통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상

용기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

련하였다(Thompson et al., 2008).

3. 소규모수도시설의 보안시설 설치현황 및 
문제점

3.1 소규모수도시설 현황

충청남도에 설치된 소규모수도시설은 2012년 

말 기준으로 총 1,965개소가 있으며, 시설용량은 

99,499 m3/일, 급수인구는 220,113명이다. 소

규모수도시설 가운데 마을상수도는 1,004개소, 

시설용량은 69,860 m3/일, 급수인구는 157,137

명이며, 소규모급수시설은 961개소, 시설용량은 

29,639 m3/일, 급수인구는 62,976명이다.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개소 수는 유사하지

만, 시설용량과 급수인구는 마을상수도가 소규

모급수시설에 비해 큰 경향을 보였다.

3.2 소규모수도시설 설치년대 현황

소규모수도시설 가운데 마을상수도는 2000

년대 이후, 소규모급수시설은 1980년대에 설치

된 시설이 많았으며, 전체시설의 약 42 % 정도

가 설치된 지 20년 이상(1990년대 이전에 설치)

된 노후시설이었다. 한편, 마을상수도는 설치된 

지 20년 이상 된 시설이 전체시설의 약 27 %를 

차지한 반면, 소규모급수시설은 약 58 % 정도로 

마을상수도에 비해 소규모급수시설의 노후도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3 소규모수도시설 운영관리 현황

소규모수도시설은 운영관리 주체에 따라 자체

(자치단체)운영, 위탁관리, 주민대표 등 크게 3

가지 유형으로 운영관리 되고 있다. 소규모수도

시설의 운영관리 형태 가운데 자치단체에서 자

체적으로 운영하는 비율이 44.6 %로 가장 많고, 

위탁관리가 34.3 %, 주민대표가 관리하는 비율

이 21.1 %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주민대표가 직접 관리하는 비율은 마

을상수도에 비해 소규모급수시설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소규모수도시설을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담당자 1

인이 관리하고 있어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비상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

설이 위치한 마을의 주민대표가 운영관리를 대

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3.4 소규모수도시설 보안시설 설치현황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규모수도시설은 

대부분 물탱크 주위에 울타리, 윤형철조망, 시건

장치(자물쇠) 등 기초적인 방호시설만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소규

모수도시설은 기본적인 방호시설 이외에 CCTV

와 같은 감시 장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외부

Item
No. 

of facility
Capacity of 

facility (m3/d)
Population 

served (person)

Total 1,965 99,499 220,113

Rural water 
supply

1,004 69,860 157,137

Small water 
supply

961 29,639 62,976

Table 1.  Present status of small-scale water supplies in Chun-
gcheongna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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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침입에 매우 취약하며, 일부 소규모수도시

설은 물탱크 주위에 울타리가 없거나 시건장치

를 열어 놓는 등 가장 기본적인 보안 관리도 시행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충청남도에서는 

2012년 홍성군 배양마을 독극물 투입사건 이후 

자체적으로 전체 소규모수도시설의 보안실태를 

점검하여 울타리 미설치, 울타리 파손, 시건장치 

불량 등과 같은 보안상의 문제점을 발견하였으

며, 이로 인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상수도시설

에 대한 보안강화를 위해 CCTV와 같은 감시 장

비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다(Fig. 5 참조).

Fig. 2.  Spatial distribution of small-scale water supplies accord-
ing to installation period in Chungcheongnam-do.

Fig. 3.  Spatial distribution of small-scale water supplies ac-
cording to types of operation and maintenance in Chun-
gcheongnam-do.

Fig. 1.  Spatial distribution of small-scale water supplies in Chun-
gcheongna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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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규모수도시설의 보안시설 설치지침

4.1 기본원칙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신규 및 기존 소

규모수도시설은 모두 보안시설을 설치하여야 한

다. 보안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 기존 소규모수

도시설은 시설운영기간(단기 및 중·장기), 광

역 또는 지방상수도로의 전환 및 폐쇄계획, 개량

사업 추진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신규로 설

치하는 소규모수도시설은 현지여건 및 재정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보안시설은 필수 및 선택

시설로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필수

시설은 방호시설(울타리, 윤형철조망), 침입감

지장치, 시건장치, 감시카메라(CCTV등), 개폐

감지(침입알림 포함) 등이며, 선택시설은 야간

등, 경보기 또는 경보방송, 물탱크 유출부 전동

차단밸브, 온라인 수질모니터링 센터 등이다.

4.2 보안시설 설치기준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규모수도시설

의 보안시설은 운영기간에 따라 종류를 다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먼저 소규모수도시설 가운데 

단기운영(2년 이내에 개량사업을 추진할 예정이

거나 지방상수도로 전환 또는 폐쇄예정인 시설) 

예정인 시설은 방호시설, 시건장치, 개폐감지장

치 등을 설치하고, 중기운영(2년 ∼ 5년 이내에 

개량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거나 지방상수도로 전

환 또는 폐쇄예정인 시설) 예정인 시설은 방호

시설, 시건장치, 개폐감지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장기운영(5년 이후에 개량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거나 지방상수도로 전환 또는 폐쇄예정인 

시설) 예정인 시설은 방호시설, 시건장치, 침입

감지장치, 영상정보처리기기, 개폐감지장치 등

을 설치하고, 기타 보안시설은 자치단체의 여건

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Fig. 4.  Photographs of small-scale water supplies with funda-
mental physical security equipments Fig. 5.  Photographs of small-scale water supplies installed with 

various physical security equipments

Item
Protective 

utility
Locks and 
padlocks

Exterior intrusion 
detectors and alarms

CCTV
Open and close 
sensing device

Short-term O&M (Below 2 years) ● ● N/N* N/N* ●

Middle-term O&M (2 ~ 5 years) ● ● N/N* ● ●

Long-term O&M (Over 5 years) ● ● ● ● ●
* N/N : Not Necessary

Table 2. Type of physical security systems according to operation and maintenance(O&M) period of small-scale water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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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보안시설별 세부내용

4.3.1 방호시설(울타리 및 윤형철조망)

방호시설은 크게 울타리와 윤형철조망으로 구

분할 수 있으며, 울타리는 소규모수도시설에 특

정인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로 기본적으로 모든 시설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윤형철조망은 보안강화를 위해 추가적으

로 설치하는 시설로 기존 울타리가 설치된 후에

도 침입이 용이하거나 철저한 보안이 필요한 경

우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다.

울타리는 한국산업표준(KSD3552) 기준에 맞

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울타리 높이는 윤형

철조망 설치부분을 포함하여 2.5 m 이상이 되

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기존시설 가운데 울타리

만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윤형철조망(단체표준, 

SPS-KMF 1006-1237)을 꼭 설치하여야 하며, 

수동 절단에 대비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울

타리 펜스망 보강, 일자형 펜스망 내 아연판 보

강 등을 추가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한편, 신

규로 설치하는 울타리는 가능한 내식성이 강하

여 녹이 슬지 않는 용융도금 재질의 능형망펜스

를 사용하여야 한다.

4.3.2 시건장치

시건장치는 대상 시설의 출입구나 물탱크의 

개폐를 제한하기 위한 잠금장치로 불특정인의 

출입이나 물탱크 개방을 직접적으로 방어하는 

시설이다. 시건장치는 외부 펜스 출입구에 1개, 

물탱크에 1개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자물쇠는 절단이 어렵도록 강도가 높은 재질이

나 매립형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고리 및 몸통

이 스테인리스 재질로 견고하고 녹이 슬지 않는 

방수용 자물쇠를 사용하여야 한다.

4.3.3 침입감지장치

침입감지장치는 펜스 설치지역에 불특정인이 

침입하고자 할 때 침입시간을 지연시키는 역할

을 한다. 침입감지장치는 펜스 설치지역, 저장시

설(물탱크) 주 출입구, 사람의 침입이 예상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시건장치가 있는 주 출

입구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소규모수도

시설 외곽에는 펜스에서 5 m 이내에 설치하도

록 하여야 한다. 또한, 침입감지장치는 동물 등

의 출현이 잦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도

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소한 물탱크 주변

에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동물이나 주변의 영

향으로 인한 오작동이 되지 않도록 설치높이는 

2 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처리

기기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침입감지장치와 

연동하여 침입이 감지 시 녹화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갖추어야 한다.

4.3.4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는 소규모수도시

설에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범죄(침입, 독극물투

입, 시설훼손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CCTV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가 없고 소규모수

도시설 전체를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

고, 지형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소한 물탱크 개

폐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안정적인 전원공급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기 인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배터리나 태양광 등을 이용하여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CCTV는 장시간 영상저장이 가능한 것을 설

치하여야 하며, 불특정인의 침입 및 출입구 개·

폐시 피아식별이 가능한 화질 및 영상이 확보되

고 촬영일시가 표시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물탱크 개·폐시

에는 반드시 영상이 녹화 또는 촬영되도록 설

치하여야 한다. 움직이는 물체를 식별할 수 있

는 화질 또는 촬영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의 해상

도가 41만 화소 이상이 되는 카메라를 사용하여

야 한다. 특히, 야간에도 촬영이 가능한 0.3 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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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저조도 카메라를 설치하여 원활한 촬영이 될 

수 있도록 조명 및 비상방송 등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CCTV 영상저장방식은 설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Table 

3 참조).

4.3.5 개폐감지장치

개폐감지장치는 불특정인이 시설에 침입 후 

물탱크 개·폐시 경보 또는 경고를 통하여 접근

을 제한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물탱크 덮개 등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특

히, 개폐감지가 되는 경우에는 경고방송 또는 경

보가 반드시 울리도록 하여야 하며, CCTV 등과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연동하여 개폐감지 시 

녹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물탱

크 유출부 배관에 전동차단밸브를 설치하여 개

폐감지와 동시에 자동으로 유출부 전동차단밸브

가 작동하여 더 이상 물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

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

면 개폐감지장치, 침입알림방송, 영상정보처리

기기, 유출부 전동차단밸브 등을 하나의 시스템

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5. 결 론

국내·외 문헌자료 및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충청남도에서 수립한 ‘소규모수도시설 보안시설 

설치지침’의 내용 가운데 보안시설 설치기준, 세

부 보안시설별 특성 및 설치지침 등을 검토한 결

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소규모수도시설은 대부분 물탱크 주위에 

울타리, 윤형철조망, 시건장치(자물쇠) 등 

기초적인 방호시설 이외에 CCTV와 같은 

감시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일부 시

설은 물탱크 주위에 울타리가 없거나 시건

장치를 열어 놓는 등 가장 기본적인 보안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보안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소규모수도시설에 보안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 기존 소규모수도시설은 시설운영기

간(단기 및 중·장기), 광역 또는 지방상수

도로의 전환 및 폐쇄계획, 개량사업 추진

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신규로 설치

하는 소규모수도시설은 현지여건 및 재정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소규모수도시설의 보안시설은 필수 및 선

택시설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필수

시설은 방호시설(울타리, 윤형철조망), 침

입감지장치, 시건장치, 감시카메라(CCTV

등), 개폐감지(침입알림 포함) 등이며, 야

간등, 경보기 또는 경보방송, 물탱크 유출

부 전동차단밸브, 온라인 수질모니터링 센

서 등은 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

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기간에 따라 보안

시설의 종류를 다르게 설치하여야 하는데, 

단기운영 예정인 시설은 방호시설, 시건장

치, 개폐감지장치, 중기운영 예정인 시설

은 방호시설, 시건장치, 영상정보처리기

기, 개폐감지장치, 장기운영 예정인 시설

은 방호시설, 시건장치, 침입감지장치, 영

상정보처리기기, 개폐감지장치 등을 필수

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소규모수도시설의 보안시설 설치에 대한 

국가적인 지침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충청

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수립한 ‘소규모수도

Item
Self Storage 

Type
Wireless 

Type
Wire Type

Power 
Supply

Solar Cell Solar Cell
General Power 

Supply

Camera
IP Camera/
Black Box

IP Camera
IP Camera/

CCTV

Modem N/N* N/N* Necessary

Wireless 
Router

N/N* Necessary N/N*

Types of 
Storage

Self Storage
E-mail or 

Server
DVR/Server

* N/N : Not Necessary

Table 3. Comparison of image storage types on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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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보안시설 설치지침’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설치지침(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상수도시설기준’

에 상수도시설 규모에 따라 요구되는 보안

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및 방법에 대한 구

체적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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