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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s modern waterworks began with construction of DDukdo water treatment plant in 1908 and has been growing

rapidly along with the country’s economic development. As a result, water supply rates have reached 98.5% based on 

2013. Despite multilateral efforts for high-quality water supply, such as introduction of advanced water treatment process,

expansion of waterworks infrastructure and so on, distrust for drinking tap water has been continuing and domestic

consumption rate of tap water is in around 5% level and extremely poor comparing to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56%), Japan(52%), etc. Recently, the water management has been facing the new phase due to

water environmental degradation caused by climate change, aging facilities, etc. Therefore, K-water has converted water

management paradigm from the "clean and safe water" to the "healthy water“ and been pushing the Smart Water

City(SWC) Pilot Project in order to develop and spread new water supply models for consumers to believe and drink

tap water through systematic water quality and quantity management combining ICT in the whole water supply process.

The SWC pilot projects in Pa-ju city and Go-ryeong county were an opportunity to check the likelihood of the "smart

water management" as the answer to future water management. It is needed to examine the necessity of smart water

management introduction and nationwide SWC expansion in order to improve water welfare for people and resolve 

domestic & foreign water problems.

Key words: Smart water management, Smart Water City, Water quality management,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water-NET

주제어: 스마트 물 관리, 스마트워터시티, 공급과정 수질관리, 선진 미터링 인프라, 상수관망 운영관리 시스템(water-NET)

1. 머리말
1)

물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

며, 공중 보건위생 진화, 식량 확보, 사회·경제적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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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접한 관계를 이루며 인간 생활에 있어 절대적 

가치로 존재해 왔다. 상수도의 발달은 1840년 이래 인

류의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현대의학의 업적 1위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 2007)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20세기 들어 수인성 질병 극복 등 인간의 평균 수명

을 30년 정도 연장시키 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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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nnual Precipitation & Water per Capita.
  

Fig. 2. Seasonal Precipitation.

Fig. 3. How to use of drink water.

  

Fig. 4. Reasons why don’t drink Tap-water.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지구촌에는 안전한 식수를 

제공받지 못하는 인구가 무려 12억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급격한 인구증가 및 도시화 등으로 

인해 전 세계 물 부족난은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

다. UN 등은 지속적으로 글로벌 물 위기에 대해 경고

해 왔으며, 이미 물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직면한 현

실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인구의 40%가 인접국의 물

에 의존하는 등 국제 공유 수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별 물 분쟁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물 부족 및 식량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 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홍수 및 가뭄 등 물 관련 재해 빈발, 

계절별 강우 편중 및 지역별 불균형 심화, 늘어나는 물 

수요량 대비 적은 담수능력으로 인한 가용 수자원량의 

부족 등 물 관리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
히 금년에는 지난 겨울부터 계속된 가뭄으로 소양강댐

의 저수율이 30%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중북부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수자원 여건 속에서도 국내 수도사

업은 100여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 

성장과 함께 괄목할만하게 성장하여 ‘13년 기준 급수

보급률은 98.5% 수준에 다달았으며, 대부분의 국민들

은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는 것을 망각할 정도

로 물 걱정 없이 풍요롭게 생활해 왔다. 또한, 수도 인

프라의 확충과 함께 글로벌 수준의 정수처리 능력 확

보 등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

기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해왔다.
하지만, 수자원 여건 악화와 더불어 우리나라 수도사업

은 새로운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 조류 등 상수원의 수질 

악화, 수도시설 노후화로 인한 관로사고 및 공급과정 수질

저하 등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물 공급을 위한 보다 

정교한 물 관리가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음용정책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

적 수준의 수돗물 품질에도 불구하고 공급과정 수질저하 

우려 등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해 국내 수돗물 직접 음용률

은 5%대 수준에 머무는 등 미국(56%), 일본(52%) 등 선진

국에 비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먹는 샘물, 
정수기 이용 등으로 인한 연간 2조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

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K-water는 기후변화 등에 따른 물 관리의 불확실

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에서 “건강한 

물”로 물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미네랄이 균형 있게 

포함된 건강한 수돗물을 생산하여 수도꼭지까지 안정적

으로 공급하는 소비자 중심의 새로운 물 공급 모델 개발․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 워터 시티(Smart Water City, 이하 

SWC)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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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mart Water City Concept.

2. 스마트 워터 시티(Smart Water City) 개념

“SWC”란 “취수원~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全과

정에 ICT를 접목, 수량·수질의 과학적 관리로 소비자

가 믿고 마실 수 있는 스마트 물 관리 체계가 구현된 

물의 도시”로 정의하고 있으며, 안전한 취수원 관리, 
인체에 건강한 수돗물 생산, 철저한 수돗물 공급과정 

관리, 소비자 중심의 수도서비스 제공으로 크게 4단계

로 구분된다. 공급자 중심의 풍부하고 안전한 물 공급

에서 벗어나 수도꼭지까지 철저한 수돗물 수량․수질 

관리와 더불어 소비자 중심의 수도서비스를 제공한다

는 점에서 우리에게 좀 더 큰 의미를 주고 있다.

3. 파주시 시범사업

 3.1 파주시 SWC 시범사업(1단계) 추진내용

파주시는 팔당댐을 취수원으로 고양정수장에서 생

산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지역으로, 취수원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정수처리 공정 등이 도입되어 

운영 중인 점을 감안하여 금번 시범사업에서는 급수

인구 3만7천여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공급과정 관리

를 위한 “수돗물 공급시스템 개선”과 수돗물 신뢰 제

고를 위한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고객 서비스”를 중

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돗물 공급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였다. 수도서

비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급  안정성”과 “수질 

안전성”으로서 이는 수도시설 운영 관리의 중요한 바로미

터가 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정수처리기

술은 글로벌 수준으로 K-water의 경우 250개 수질검사를 

통해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수돗물에는 주요 

미네랄 성분(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등)이  먹는 샘물 

수준으로 균형있게 포함되어 있어 건강성 측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정수장에서 생산된 

건강한 수돗물을 수도꼭지까지 품질변화 없이 안전하게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금번 시범사업에서

는 수돗물 신뢰도 및 소비자 체감도와 연관성이 높은 

공급과정 수질 안전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수돗물 공급

시스템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K-water가 자체 개발·보유한 상수관망 운영관리스템

(water-NET)을 기반으로 수돗물 공급 전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분석함으로서 수량·수질관리, 위기대응 등 수돗

물 공급과정의 과학적 수량·수질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수돗물 공급과정 중 미생물 번식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정수장에서 주입하는 소독제인 염소의 농도를 수도

꼭지까지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재염소 설비를 구축하

였다. 염소는 소독제임과 동시에 농도 과다시 맛·냄새로 

인해 수돗물에 대한 거부감을 유발 시키며, 염소농도 

부족시 공급과정 미생물 번식 등으로 수질 안전성을 확보

하기 어려워 염소농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

다. 관망해석을 통한 잔류염소 모의 예측 및 현장계측 

등을 통해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재염소 설비를 설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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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nfiguration and main function of water-NET System.

영하여 수돗물 공급과정에 염소를 분산 주입함으로서 

수질 안전성 확보와 동시에 맛·냄새를 개선하였다.
이와 함께, 수돗물 공급과정 중 예상치 못한 수질저하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드레인 설비를  설치·운영하고, 
수질 취약구간에 대한 관 세척을 시행함으로서 공급과정 

상시 수질관리체계를 완성  하였다. 자동드레인은 수돗물 

공급과정 수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수질 발

생 시 자동 으로 오염원을 배출하는 K-water 자체 개발 

설비로, 수질사고 등에 실시간으로 대응함으로서, 수질안

전성 확보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저유속 구간 등 관로 상 물이 장기체류하여 수질 저하가 

예상되는 취약구간이나 수질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관세척을 실시하여 예방적 차원의 수질

관리를 통해 민원을 대폭 저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Fig. 7. Re-chlorination.   Fig. 8. Auto-drain system. 

Fig. 9. Pipeline flushing.

둘째, 맞춤형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수돗물 공급시

스템 개선과 함께 실시간 수돗물 수질정보 제공 및 Total 
Care Service 등 맞춤형 고객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돗물 

공급과정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수돗물 인

식 개선 등 신뢰 제고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다.
최근 ICT 산업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정

보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BIS, U-city 등 공공 분야

에도 정보제공 서비스가 활성화 되고  있으며, 최근에

는 단순 정보서비스를 넘어 실제생활에 직접 활용하

는 사물인터넷(IOT) 등도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기술적 발전을 기반으로 수도서

비스에도 ICT를 활용한 소비자 정보제공 서비스를 도입

하였다. 수질전광판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실시간 

수돗물 수질 정보를 제공함 으로서, 소비자가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실제로 시범

사업 후 주민 설문조사 시 수질정보 제공이 음용률 향상

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 되기도 하였다.

 

Fig. 10. Providing of real-time water quality information
          by LED display board & mobile application

수질정보 제공과 함께 워터코디 및 워터닥터가 각 가

정을 직접 방문하여 주요 수질항목(6개 항목, 탁도, 잔류

염소, pH, 철, 동, 망간)에 대해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하고, 
내시경 장비를 활용한 옥내배관 진단 및 관 세척을 지원

함으로서 소비자의 눈 앞에서 수돗물 불신 요인을 모두 

해소하는 Total Care Service를 제공하였다. 이와 더불어 

수돗물 음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최대 10억원  까지 

보상해주는 수돗물 안심보험제를 운영하여 시범사업 지

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515

김재복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Water and Wastewater Vol. 29, No. 4, August 2015

    

Fig. 11. door to door WQ   Fig. 12. Indoor pipeline 
       test                      diagnosis

3.2 파주시 SWC 시범사업(1단계) 성과

이와 같이 소비자 지향의 수돗물 공급시스템 개선 

및 고객 서비스 강화 등을 골자로 한 SWC  
시범사업 결과, 수돗물 수질 개선과 더불어 직접 음용률(1
→19.3%) 및 서비스 만족도(55→92.3%)를 획기적으로 향상하

는 성과를 거두었다.  K-water는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수도서

비스의 지향점을  도출하고, 새로운 수돗물 공급․관리 모델

의 정립과 더불어 수돗물에 대한 신뢰 기반 및 물 관리 패러다

임의 전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Fig. 13. Increase of drinkingrate 
of tap-water.

Fig. 14. Improvement of
customer satisfaction.

4. 고령군 시범사업

4.1 고령군 SWC 시범사업 추진내용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건강한 수돗물’의 안정

적인 공급을 위해 공급과정에 첨단정보통신(ICT) 기
술이 접목된 선진 운영관리기법을 고령군에 구현하였

다. 이는 스마트 미터 등 각종 계측기기와 실시간 관

망 운영․진단 시스템 등을 연계한 과학적인 수돗물 공

급체계로 제7차 세계 물 포럼 기간에 선보여 K-water
의 물관리 기술을 브랜드화 하였다.

고령군 시범사업은 각 가정에 부착된 스마트미터를 

통하여 수량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공급과정 전반에 

계측기 및 센서를 부착하여 수량·수질 및 누수감지 등

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운영 효율을 높이고, 소비자에

게 수돗물 사용수량과 수질 등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추진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Fig. 15. Goryeong project concept

첫째, 공급과정 관망 관리를 위해 스마트미터링 등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설치·운영하고 효과를 검증하였

다. 스마트미터링은 주요 분기점과 수용가에 대한 시간

단위 유량 파악을 통한 적정 수압, 수량 관리를 목적으

로 고령군 내 유수율 제고 등 운영관리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146전을 설치하였으며, 스마트미터

링 관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사용량(시간대별, 일별, 
월별 검침현황), 통신상태(주의, 경고)와 미터상태(누수

의심, 역류, 미사용) 확인이 가능토록 하였다.

  

Fig. 16. Smart meter monitoring software

아울러, 177개 계량기 부착형 원격 누수감시 센서를 

설치하여, 누수가 감지되면 경고 알람 등을 통해 자동

으로 운영자에게 알려주고, 누수위치와 누수량을 제공

하는 누수감시 분석 솔루션을 구축 하고, 이를 스마트

미터링과 연계하여 누수감지 효과를 극대화 하였다.

Fig. 17. Leak detection 
        monitoring software.

 Fig. 18. Locations of leak 
       detection sensors.

또한 관로상 수질 감시를 위해 잔류염소, 전기전도

도, 수온, 압력이 동시에 측정이 가능한 보급형 초소

형 멀티센서를 공급과정 주요지점 5개소에 설치·운영

하였다.
둘째, Smart Device의 실시간 데이터 분석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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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자 의사결정 지원(관망해석, 누수감시, 유수율 

관리, 수압·수질 관리 등)을 위해 상수관망 통합 운영관리

(water-NET) 시스템을 적용하였고, 시스템과 연계한 실

제 상수관망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와 전문인력(WAPIS)
을 통해 관망 운영관리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였다. 

셋째, 스마트미터링을 기반으로 수집되는 시간단위 

사용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WATER DIARY, WATER 
CARE, WATER COMMUNITY 기능을 통해 실시간 

수도 사용량, 요금 시뮬레이션, 공급과정 주요지점 수

질 등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 하였다. 

Fig. 19. Mobile application(My Tap).

4.2 고령군 SWC 시범사업 성과

이번 고령군 시범사업을 통해 스마트미터링 기반의 

스마트 물 관리 표준모델을 제시하였다. AMI(선진 미

터링 인프라) + water-NET(ICT 기반의 운영관리 솔루

션) + WAPIS(첨단기술의 관망 진단 전문가)의 체계화

된 K-water형 운영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존 원격검침 

기능을 넘어 경제성과 적용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새

로운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제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범사업 이후 약 3개월만에 연간 무수량 200천m3

을 

저감(유수율 3% 이상 향상 효과)하는 성과를 거두었

으며, 특히 제7차 세계물포럼 기간 중 ADB, SUEZ, 
PUB를 비롯한 국외기관 및 국내 지자체 인사 등 약 

340명이 K-water 고령권관리단을 방문하여 누수관리 

기법 등을 공유한 바 있어, 한국의 스마트 물 관리 기

술을 바탕으로 해외 산업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군 시범사업은 과학적 물 관리 체계로 도약하

는 첫 걸음으로서 수량 및 수질관리, 유수율 제고로 

인한 운영관리비용 감소, 각종 민원 관리에도 효과적

이며 수돗물에 대한 불신해소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시사점 및 향후 계획

파주시와 고령군 SWC 시범사업을 통해 공급자 측

면에서는 ICT를 접목한 실시간 수량·수질  관리를 통

해 소비자까지 체계적인 물 관리를 할 수 있는 새로

운 계기를 마련하였고, 소비자 측면에서는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신뢰 기반을 조성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있어 향후 

물 관리의 솔루션으로서 Smart Water City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K-water는 이러한 시범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국민

이 행복한 물 안심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하는 중장

기 계획을 수립하고 SWC의 전국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간 급수보급 확대 및 공급자 중심의 운영관리

에서 탈피하여 양방향 정보 공유 등 소비자 중심의 

새로운 수도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모두가 언제 어

디서나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궁극

적인 목적이 있다.
먼저 SWC 시범사업의 지속성 확보 및 사업지역 확

대 등을 통한 중소규모 도시 대상의 SWC 모델 구축

을 위해 파주시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K-water가 수탁관리 중이거나 신규 수탁을 추

진 중인 지자체에 대해서도 SWC 구축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송산그린시티, 부산에코델타시티 등 K-water

가 조성하는 신규도시에도 SWC 모델을 적용할 예정

이다. 스마트미터링, 실시간 수질감시설비 등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 및 정보제공 인프라 등이 건설단계부

터 구축되게 된다. 이와 함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도 이러한 SWC 개념을 반영한 수도 인프라가 설치되

도록 건설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스마트 물 관리 패러다임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스마트 센서 등 물 관리 기술 개발 및   표준화, 
관련 물 산업기업 육성 등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

획이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멀다. 낮은 물 값 

등으로 인한 지방상수도의 재정여건은 열악하며 노후

시설 개선 등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가 아직 많다.  
SWC의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지자체-  학계-NGO-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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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업 등 범국가적 차원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

다 중요하며, 특히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SWC의 전국적 확대를 통한 스마트 물 관리로 지역

별 균형있는 물 복지를 실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를 넘어 세계 물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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