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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의 지속가능경영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여 국민 생활의 향

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환경친화적이고 공정

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수준 높은 물 서비스를 최적의 가격에 제공하여 공

기업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추구

하는 지속가능경영입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의의  
본 보고서는 지난 해에 이어 연속해서 발간하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로서 경

제적 성과, 환경경영, 사회적 책임을 총괄하는 공사의 지속가능경영 전략,  활
동,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외부 전문가들

로구성된지속가능경영자문회의의의견을반영하였습니다.  

보고서의 작성원칙

보고항목은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s)에서 제시한 2002년 가이드

라인에 기초하여 선정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발표될 GRI 가이드라인은 ‘지

속가능경영보고서 2007’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대상 독자

공사의 경영활동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고객, 협력업체, NGO단

체, 학계, 언론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

습니다. 

보고기간 및 범위

본 보고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국내 57개 사업장과 10개

국의 해외사업 성과에 대한 지속가능경영 현황과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국

내 사업장 관련 세부정보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의 변경사항

중요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해외사업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른 해

외사업 추진실적과 공사의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R&D 추진실적을 추가로 

포함하였습니다. 

보고서 검증 

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정책연구원(IPS)으로부터 보고서에 

기재된 데이터와 문장 중 선택된 표본에 대하여 제3자 검증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검증 결과는 검증의견서 80~81 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제공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공사의 홈페이지 (http://www.kwater.or.kr)에서 보

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및 공사의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추가적

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한국수자원공사 경영혁신실 고객팀 (전화번호 

042-629-2367~68, 팩스 042-629-2399)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구는 물과 자연 그리고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세상, 모두

가 행복하고 희망찬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한국수자원공

사의 약속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함으

로써 온 인류에게 행복한 웃음을 전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아름

답고 무궁한 미래를 선사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작지만 큰 행복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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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공사홈페이지(www.kwater.or.kr)에서 PDF파일로다운받으실수있습니다. 
보고서에소개된지속가능경영활동과성과에대한보다자세한정보를

원하시는분은아래의주소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지속가능경영활동에대한여러분의관심에깊이감사드립니다.

제작 : 경영혁신실 고객팀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Fax. 042.629.2399 / Te l. 042.629.2367~8

디자인 : 미지애드컴 Te l.02-783-6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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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보고서는 재생용지에 인쇄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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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는 모든 지혜와 노력을 모아 

소중한 물을 다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물 관련 핵심기술과 역량을 개발하고 해외 물 시장 개척을 

위해 더욱 힘쓰며,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환경성과를 

높이고 사회공헌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속가능경영으로 

글로벌 물 서비스기업을 이룩하겠습니다

C E O 인 사 말

한국수자원공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객분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5년 한 해 동안도 저희에게 따뜻한 애정과 격려를 보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을 성취

하기 위해 목표와 방향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2005년부터 『지속가능경영』을 

경영전략의 한 축으로 삼아 106개 실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은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 관리하고 있는 우리에게 부여

된 임무이자, 미래 세대를 위해 지켜야 할 우리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윤리경영과 환경경영을 실천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갑니다. 

윤리경영과 환경경영을 경영의 기본원리로 삼고 기업문화를 개선합니다. 윤리경영 기반을 확고히 하여 기업 내부의 불합리한 요인을 제거하고 

업무의 투명성을 높여나갑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는 환경경영을 실천하여 환경친화적으로 개발 관리해 환경부담은 최소화하고, 지역민들에게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고객을 경영의 중심에 두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공사의 기본임무인 물 관리와 공급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및 해안도서지역 등

과 같이 물 부족으로부터 고통받거나 소외받는 지역이 없이 온 국민이 물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중심 시대

를 맞이해 과거 권위주의를 버리고 새로운 고객중심의 전환을 시도합니다. 또한 고객을 경영의 중심에 두고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고객중심

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성장기반을 내실 있게 다져나갑니다.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유역단위의 다목적댐과 광역상수도의 연계관리는 물론, 하천의 수리 수문에서 수질 생태 환경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인 

유역관리를 위한 역할을 넓히고 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갖고 있는 역량과 공신력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물관리 전문기업으로서 위상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2005년에 세운 핵심기술개발 로드맵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을 향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실용적인 물 관리기술을 개발하고 있

습니다.

최고의 물 서비스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상시적인 혁신활동을 계속합니다.

혁신은 실천이 어렵고 성과 또한 거두기가 쉽지 않지만, 세계적인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그 동안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통해 혁신을 선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직체계와 활동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틀 위에 혁신 최고 등급을 달성하도록 혁신활

동을 가속화해 나갈 것입니다. 

공사가 그 동안 안정적인 물 공급에 주력하였다면, 이제부터는 수요관리에 중점을 두어 기존 시설에 대한 최적관리를 이루고, 고객만족과 고품질

환경 서비스의 질을 높여 세계 3대 물 서비스기업을 지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 책임도 성실히 이행하여 기본에 충

실한 경영을 실행할 뿐만 아니라 환경성과는 더욱 높이고 사회공헌활동은 체계화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합니다. 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 우리공사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투명하게 제공하고 의견을 나누는 대화의 채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자연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건강한 자연환경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곽 결 호



지속가능경영 체계구축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05 발간

2005년 11월에 처음으로 발행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05>는 지속가능경영의 비전과 전략을 

실행하기 위하여 4대 분야 106개의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한 성과가 실려 있습니다.

추진성과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하였고 보고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제3자 검증을 받았으며, UNEP 산하 GRI에 등록하였습니다.

고객중심경영의 실천으로 NCSI  3위 달성

고객중심경영을 조직 내에 정착시키기 위해 중기실행계획을 세워 전략과제를 구체화하는 등 

공사의 경영활동 전반을 고객중심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2005 

공기업 고객만족도’ 평가결과 1등급인 83점을 득점하여 전체 9개 평가대상 기관 중 3위를 하였

으며, 특히 고객만족도 신설항목 중 기업이미지 분야에서는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내실있는 환경경영 추진 및 환경성과평가(EPE) 전산시스템 구축

부서별로 예전보다 강화된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내부평가에 환경성과 평가결과를 반영함으

로써 더욱더 내실있고 체질화된 환경경영을 추진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환경성과평가(EPE: 

Environment Performance Evaluation) 시스템을 전산화하여 현장 관리단의 환경성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일보가 주최하는 『2005 대한민국 친환경기업 대상』을 수상

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05

고객참여위원회 운영

2005 친환경기업 대상수상

2 0 0 5 주 요 성 과



실행력을 높이는 윤리경영 실천 노력

윤리경영을 기업전략의 기본원리로 설정하고 전 조직원의 윤리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였습

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는 사이버 윤리교육 실시와 윤리경영 소책자를 발간하였으며, 고객 

및 계약기관을 대상으로 투명사회실천협약을 통해 윤리의식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사회공헌 활동 실천

사회공헌활동은 회사와 동호회 차원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는 초 중

등학교 급식용수시설지원, 해수담수화시설 설치 등  ‘물’과 관련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호회 차원으로는 전 직원의 87%인 3,30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회봉

사단 조직인  ‘물사랑나눔단’을 통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영혁신의 추진

현장경영을 강화하고 고객중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본사인력 15%를 현장으로 전진 배치하

고, 지역본부에 권한을 대폭 위임하였습니다. 한편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댐 및 수도 통합시스

템, 수운영시스템(Water-K) 브랜드화, 실시간유량측정시스템(ADAMS)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2005년 공공기관의 혁신수준평가에서는 5등급을 받아 212개 기관 중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GE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공사 실정에 맞게 적용한 JOA(Join, Open, Advance) 프로그

램을 도입하여 상시 혁신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투명사회 실천협약

봉사단 창단 1주년한마당

Best Practice 경진대회



1967 한국수자원개발공사창립

1973 소양강다목적댐준공 1973 구미공업단지매립공사완공

1974 산업기지개발공사로개편

1980 대청다목적댐준공

1981 수도권Ⅰ·Ⅱ단계 광역상수도시설물인수
1985 충주다목적댐준공

1988 한국수자원공사로개편 1999 수도권Ⅴ단계 광역상수도준공

2001 용담다목적댐, 밀양다목적댐준공

2004 수돗물검사분석센터 준공

창립기

도약기

성장기

재도약

2006~2010

Water

Nature

People

변 혁 의  중 심 에 서



창립기 : 한국수자원개발공사 (1967~1974)

중화학 공업 육성과 산업구조 근대화를 이룩하기 위한 정부의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

해 1967년 11월 16일 ‘한국수자원개발공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창립 이후 공사는 수자

원의 종합개발과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국가 경제 성장과 국민생

활의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도약기 : 산업기지개발공사 (1974~1988)

1974년부터 산업기지개발공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동안 축적된 수자원 개발사업

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국가산업기지 개발이라는 국가적 대사업을 담당해 왔습니

다.  이 기간에 여천, 창원, 온산,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건설하고 안산 시화 신도시 사

업에 착수하는 한편, 울산 용수 외 6개 수도시설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장기 : 한국수자원공사 (1988~2005)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각종 용수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수자원

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1988년 

7월 1일 ‘한국수자원공사’로 재창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국민과 고객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재도약 : K-water (2006~2010)

‘2010년 세계 3대 물 서비스기업’이란 기업 비전을 성취하고, 물 전문기업으로서 정체

성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새로운 CI로 개편했습니다. 새로운 CI 선포로 ‘고객중심의 세

계적 물 서비스 기업’을 향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상시 혁신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출목표 : 2010년 5조 2천억원 달성

사업구조 : 물 서비스 부문 통합(토털 솔루션 제공)

              - 수도/하천 통합시장 구축 : 시설의 통합 연계운영

              - 핵심기술 확보 및 통합관리 : 고도수처리, IT 기반 통합운영

              - 해외사업 확대를 통한 글로벌화 : 아시아, 중남미 등 진출 

K- water 





한 방울의 물속에 미래의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좀 더 발전된 사회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끝이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물은 인간뿐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입니다.

물 관리는 아름다운 미래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한 방울에 담긴 우리 미래의 꿈과 희망을 수자원공사가 소중히 지켜나갑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양질의 물 서비스 제공

2010 존경받는 세계 3대 물 서비스기업

통합경영 기업책임
파트너십&

커뮤니케이션
존경&자부심

지속가능경영

시스템 구축

지속적인 

경영혁신

친환경수자원

개발 관리
사회적 책임 이행

MISSION

VISION

VALUES

STRATEGY

고객에게 가장 좋은 물과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인류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고

자 합니다. 2010년까지 이해관계자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세계 3대 물 서비스기업이라는 비전을 성취하여 글

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물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지 속 가 능 경 영  비 전  및  방 침

PRINCIPLES

공사가 하는 일이 국민으로부터 수임 받은 공익적 서비스임을 명심해 국가 

물관리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고객속에서 항상 문제를 생각하여 

고객이 바라는 서비스를 먼저 찾아 정성을 다 합니다.

고객중심

혁신지속

세계지향

변화와 혁신을 상시 시스템화하여 미래지향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윤리

경영은 임직원 모두가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지켜야 할 기본적인 가치로서  

공유하며 실천해 나아갑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 열정,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담은 비전의 

공유로 세계일류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전 국토의 균형있는 수자원개발과 관리를 위해 본사에 4개 본부, 7개의 지역본부 체제를 갖추고 전국

에 49개 관리단(건설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은 공사의 환경경영, 고객중심경영, 윤리경영, 사회공헌을 총

괄하고 있는 경영혁신실 내의 고객팀(12인)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자들에

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이해하고 이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

하기 위한 채널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대화 채널로서 경제, 환경, 사회 분야를 포괄하는 자문위원회와 협의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커뮤니티활동

공사는 경제, 환경, 사회 세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기업의 최고경영자 모임인 지속가능

발전기업협의회(KBCSD:  Korea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5년 9월에는 산업자원부와 KBCSD가 포괄적으로 협약하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통합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곽결호 사장이 2006년도 비상임 감사로 내정되었습니

다. 환경재단에서 발간한 <환경경영 리포트>에 공사의 친환경 우수사례를 소개하였으며, 친환경상품진

흥원이 주최하는 친환경상품구매 우수사례발표에서 공공기관을 대표해서 공사의 ‘녹색구매 운영사례’

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조직구성

지 속 가 능 경 영  조 직

지속가능경영자문회의

고객참여위원회

물환경보건자문회의

수돗물수질협의회

댐건설지역협의체

자문기구

이사회 사장 감사

부사장

경영혁신실 고객중심경영

지속가능경영

윤리경영

사회공헌

관리본부 수자원사업본부 수도사업본부 기술본부 7개지역본부

고객팀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쉽 강화를 위한 채널 역할을 수행합니다.



존경받는 세계 3대 물 서비스 기업을 향해 중장기 지속가능경영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도입단계(2004~2005년)

지속가능경영의 비전과 전략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수립하고,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열린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

다. 그리고 그 동안 추진해오던 환경경영과 고객중심경영, 윤리경영, 투명경영, 사회공

헌활동을 지속가능경영으로 통합했습니다. 또한 환경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

는 환경경영평가(EPE)와 녹색구매 시스템을 전산화하여 이를 조직과 개인성과 관리에 

반영하였습니다.

지속가능경영발전단계(2006~2007년)

재활용률을 높여 자원의 활용을 효과적으로 높이고 환경회계를 통해 환경투자의 효율

성과 자원생산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수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추

구하면서 환경부하를 저감하기 위해 통합급수체계를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댐 인근지

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친환경적인 댐(Eco-dam)을 건설하는 등 환경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해 전과정 책임주의를 실현하고 상하수도 부문 역시 전과정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조력 풍력 소수력 등 신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및 배출권 거래 등 교토메카니즘을 적

극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지속가능경영정착단계(2008년~2010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전문화 체계화하고, 깨끗한 물을 소외지역과 비급수 지

역까지 골고루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지속가능경영 중장

기 마스터플랜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계속적으로 관리하며, 추진성과에 따라 추진전략

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전략을 발굴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경제, 환경, 

사회 부문의 균형발전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여 2010년에는 존경 받는 세계 

3대 물 서비스기업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시화호 갈대습지 공원

충주댐 음악공연장

환경친화적 댐건설(화북댐)

지 속 가 능 경 영  발 전 단 계



2005년도는 2004년도에 수립한 지속가능경영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실행하기 위하여 전략과제와 중점추진과

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경영에 반영하도록 교류를 확대하면서 윤리경영과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2 0 0 5  지 속 가 능 경 영  추 진 성 과

제도 물

자연 사람

지속가능경영추진조직체계구축

지속가능경영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수립된 전략과 중점 추진

과제의 실행에 착수하였고,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 

운영을 통하여 내실화를 추구하였습니다. 

지속가능경영교육및조직문화구축

임직원들이 자신의 임무와 회사의 비전을 연계하여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조아(JOA)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조

직문화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지속가능경영평가시스템확립

환경적 지속가능경영 이슈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환경성과평

가 (EPE)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경성과를 개선하고 효율적

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발간

이해관계자와의 가장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제

3자 검증을 실시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UNEP 산하 GRI에도 등록하였습니다. 

고객중심경영강화

경영활동 전반을 고객중심으로 전환하고, 고객중심경영 중기

실행계획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고객헌장 서비스표준을 이행

하고 고객중심의 고품질 물 공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고객만

족전담조직을확대하여고객의소리에귀기울이고있습니다. 

사업구조개편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고 수도· 하천통합서비스 구축, 산업용수

기반 확보, 해외사업 확대, 발전 및 단지사업 추진 등 5대 전략

과제를실천하기위해노력하였습니다.

핵심역량강화

모든 수도사업장의 운영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기술로서  IT

기반의 ‘Water K’를 출시하였습니다. 또한 비전달성을 위한 핵

심기술 로드맵을 작성하고, 9대 전략서비스와 14개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미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고품질환경서비스제공

전국의 댐과 하천 환경의 보전을 위해 생태조사와 생태지도를

작성하는 한편 고도수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실용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환경효율성(Eco-Efficiency) 향상

신규수자원개발에앞서기존시설의효용을높였습니다. 환경

원가와 효익을 측정하여 환경관련 투자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및재생에너지생산

산업자원부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

하였고, 개발하는 재생에너지를 청정개발체제(CDM) 사업화

하여추가환경효익창출이가능하게되었습니다. 

환경리스크관리

수돗물 생산에서 소비단계까지 품질보장과 실시간 수질정보를

제공하기위해노력하였으며, 상하수도서비스

분야에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를중점추진과제로선정하였습니다. 

윤리 · 투명경영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사이버교육 등 윤리교육

을 실시하였고, 협력업체와 투명사회실천협약을 통해 조직 내

에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파트너십강화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과 기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대하고 임직원간의

의사소통을원활히하기위해노력하였습니다.

글로벌인재육성및직원만족도향상

해외사업 증가와 함께 임직원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글로

벌 인재육성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의 복리후생여

건 개선을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사회공헌활동확대

‘물사랑나눔단’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나눔의 삶을 실천하

고있으며, 보다많은사람들이혜택을골고루누리고  
소외지역이없도록해안도서지역과각학교

에급수활동을펼치고있습니다.





모든 더러움을 씻기고, 빛나는 생명을 잉태하는 물

50억 지구인이 물을 마십니다.

물의 힘으로 전기를 만들어 어둠을 밝히고 메마른 대지에 비를 뿌려 식물이 자랍니다.

일상적으로 우리 옆에 있기에 때때로 우리는 물의 소중함을 잊기도 합니다.

물의 존재가치를 잊고 살아갈 때에도 수자원공사는 물의 고마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친구인 물 곁에는 수자원공사가 항상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골고루 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개발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수자원개발및  운영관리

용수공급, 전력생산, 홍수조절 등의 여러 기능을 가진 소양강댐을 중심으로 다목적댐 14개

소, 홍수조절지 1개소, 낙동강 하구둑 1개소를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

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 중소규모댐의 친환경댐 건설과 기존댐에 대한 재개발 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평화의댐을 마무리하고, 장흥댐에 담수를 시작하였으며, 기존 

시설인 대청댐과 낙동강하구둑 등에 물 문화관을 설립하여 개관하였습니다. 또한 댐 주변

에 산책로와 전망대 등을 설치하여 휴식과 문화공간으로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평화의댐 준공

전주권 광역정수장

사천 수도서비스센터 개소

진안 하수처리장

광역상수도운영관리

18개의 광역상수도와 8개의 공업용수도시설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일반 수요자에게 수돗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8개의 광역상수도와 4개의 공업용수도를 건설하여 지역간 용수수

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수도권 등 6개 지역에서 급수체계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들 시설이 모두 완공되면 우리 공사의 상수도시설용량은 전국상수도 총 

시설용량의 50.3%에 달하게 됩니다. 

지방상수도운영효율화

2003년부터 추진해 2004년 논산을 시작으로  2005년 정읍, 예천, 사천 수도서비스센터 등

을 개소하여 지방상수도 수돗물 공급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

을 진행 중입니다. 광역과 지방상수도의 사업연계를 통해 전 국민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

한 수돗물을 공급을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하수도운영관리

상수원 및 하천의 수질개선을 통한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하여 하수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 현재 진안ㆍ장수군을 비롯하여 9개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85개 환경기

초시설을 건설ㆍ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 댐 건설시에는 우리 공사가 댐 상류지

역에 하수처리시설을 위탁 건설하고 관리하게 되어 하수도사업이 보다 확대될 것입니다.

사 업 분 야



단지사업

1974년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시작한 이래 창원 온산 여천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

였고, 1977년부터 안산신도시와 시화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현재는 기존 사업지

역과 연관지구의 단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 시화방조제를 이용하여 청정 해

양에너지 개발과 수질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MTV (Multi-Techno Valley) 개발 사업을 통해 수도권의 부족한 첨단 벤처산업단지를 조성

할 계획이며 이는 개발규모 검증용역을 거친 후 2006년 하반기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

니다. 이 밖에도 시화호를 활용한 해양형 관광, 레저도시 조성을 위한 송산 그린시티 개발

사업은 2006년 말 개발계획 고시를 목표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시화 MTV 개발 계획도

인도 도양댐 사업계약 체결

여수시 자봉도 해수담수화시설

해외사업

축적된  물관리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물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의 

중요성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특히 중국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남미 등지에서 투

자 기회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출을 위한 기본 조사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하수도시설과 수력발전소의 실시설계와 건설, 운영 분야에서 해외 신규 

프로젝트 발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인도 도양댐 설계시공감리사업 수주, 이

라크 아르빌 상하수도 현대화사업, 중국 연변 하룡댐 투자사업을 시작하는 등 성공적으로 

해외사업을 수행했습니다.    

보조수자원개발

수자원사업과 함께 해안도서지역의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와 위수탁 협약을 맺어 해수담수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 말 현재는 8개 지자

체로부터 32개소를 수탁받아 기존 물값의 1/3~1/5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정 

해양 심층수를 개발하여 신규 수자원과 고부가가치산업에 이용하는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해양심층수사업에 한국해양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

에 참여하고 있으며, 강릉시와 함께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해 향후 물 부족을 대비하고 있습

니다.



안정적인 물 공급은 우리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를 통해 거둔 경영성과는 우리 국민 모두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경영성과

2005년도 총 매출액은 1조 5,910억원으로 이 중에서 수도

사업과 댐운영관리사업의 비중은 총 매출액의 70%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은 광역상수도로부터 총 1,538개 

기관에 28억 8천만 톤의 물을 공급하여 7,117억 원을 판매

하였고, 수탁운영 중에 있는 4개 지방상수도로부터 71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댐운영관리사업은 46억 2천만 톤의 

용수를 공급하고, 2,206GWh의 전력을 생산하여 3,886억

원의 매출실적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는물부족국가가아니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라는 의견은 꾸준히 제시되어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강 물이 매일 넉넉히 흐르는데 무슨 물 부족국가냐고 반문하면서 오히려 

물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정부가 더 많은 댐을 짓고자 하는 속셈이라고 말합

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연평균강수량은 세계평균보다 1.4배가 많은 1,245mm

입니다. 그러나 물 사용은 단순히 총량만의 비교가 아니라 다른 요인도 감안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주로 7~9월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에 상대

적으로 좁은 국토와 많은 인구 그리고 향후 예측되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등

의 요인은  미래 우리나라의 물 사정이 밝지 못함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자료원 : 수자원장기종합계획보완(건교부2006), UN 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2003), 
              Journal World Development(WPI)

단지개발 16%

부대사업 2%

댐건설 12%

수도사업 45%

댐운영관리 25%

2005년매출현황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부채비율(%)  25.05  21.76  19.49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비율(배)
 10.12  4.89  10.28

 총자신수익률(%)  2.16  1.35  1.97

 재고자산회전율(회)  5.73  6.55  7.02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매출액(억원)  14,810  14,931  15,910

 경상이익(억원)  3,041  2,033  2,955

 당기순이익(억원)  2,195  1,445  2,188

 자산(억원)  106,452  107,323  111,206

 부채(억원)  21,325  19,186  18,141

 자본(억원)  85,127  88,136  93,065

경 제 적  책 임  이 행

 - 연평균강수량 : 1,245mm (세계평균의 1.4배)
 - 1인당강수량  : 연간 2,591㎥ (세계평균의 1/8배)
 - 1인당연간재생가능수자원량 : 146위(180개국)
 - 한국의수질지수 : 8위 (122개국)
 - 물빈곤지수(WPI) : 43위 (147개국)
 - 1인당수자원량 : 117위, 물이용량 : 106위



임직원에대한보상

임직원에 대한 보상액 산정체계로 연봉제와 능력 및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

다. 임원과 법정직, 전문직, 1급 직원에 대해서는 1999년부터, 2급 직원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 연봉제

를 도입하였으며,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차등폭을 점차 확대하고 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

니다. 2004년에 3급 이하 호봉제 직원의 인센티브 성과급의 차등폭을 확대 시행하였으며, 주5일제 근무도

입에 따라 노사공동전담반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3급 직원

을 대상으로 연봉제 도입을 위한 기초조사를 2004년에 실시하였으며, 2005년에는 임단협 체결 시 3급 연

봉제 도입을 위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였고 2006년부터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납세의무의이행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기업으로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법인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등으로 실제 납부한 법인세는 890억 원입니다.  

배당금과이자비용

자본제공자와 채권자에게 배당금과 잉여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채권자에 지불한 이자비

용은 총 289억 원이었고 자본제공자에게 지급한 배당금액은  353억 원이었습니다.

사내유보금액

사내 유보액은 당기순이익에서 출자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을 제외한 금액을 사내에 적립하는 것입니다. 

2005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사내에 적립되는 이익준비금과 기타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도 

증가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1,498억원, 2005년에는 2,189억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2005년에 36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

다(자세한 내용은 71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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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위한기업

한국수자원공사의 주요 사업은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위한  댐 

및 수도 시설의 건설 등을 통해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법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출자할 수 있는 자본금의 제공자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은행

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국가가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라

고 정하고 있습니다. 2005연말 자본제공자는 국가(89.9%), 산업은행

(10.0%), 지방자치단체(0.1%)입니다. 

임원보상과성과의연계

공기업의특성상매년공기업평가와사장의경영실적에대한평가가철저

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가 내용으로는 환경친화적 수자원 관리, 인
적자원관리의 적정성과 합리성 등 비계량적인 성과를 포함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량적인 성과는 물론 비계량적인 성과 평가결과도 임원
의보상과연계되도록하고있습니다. 

이사회구성및운영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

결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2005년 12월 

현재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7명이 비상임이사입니다. 공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임이사의 

경우 사장의 제청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사장이 

제청하여 기획예산처의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

처 장관이 임명합니다.

2005년도에는 이사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참여를 확대하고 비상

임이사의 전문성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홈페이지에 「이사회 전용방」을 개설하여 자유롭게 공사 경영정보를 

열람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비상임이사의 경

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법률 홍보 등의 자문분야를 설정하여 전략적 경

영자문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이사회 소위원회(경영위원회 투

자위원회)를 운영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를 통해 경영현안 해결과 

대안 모색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사회 안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이해와 정확한 현황파악을 통해 경영진에 대한 업무감독기

능을 충분히 수행하였습니다.

산업은행 10.0%

지방자치단체 0.1%

국가 89.9%

한국수자원공사의 지분구조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다양한 경영참여 시스템을 운영하여 열린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건 전 한  경 영 구 조

 임원 성명 직위

사내이사

(상임)

곽결호  사장

유희일  부사장 

정승수  관리본부장

김우구  수자원사업본부장

정형태  수도사업본부장

김상우  기술본부장

사외이사

(비상임)

김영종  건축사 사무소 대표

이진원  (사)기업사랑운동본부 운영위원장 

박창래  삼성언론재단 연구위원

권영상  변호사 (서울종합법무법인)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상현  대한손해보험협회 회장

민병서  전임 감사(수자원공사)

이사진 현황



이해관계자의경영참여

이사회와는 별개로 외부인사의 다양한 경영참여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

단계와 사업진행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함으로써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에게서 얻는 사업전반에 대한 경영자문을 위해 자문회의 또는 위원회

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원만한 갈등해소를 위해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문회의나 위원회는 주로 NGO, 학계, 연구소, 언론인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

며, 지역협의회는 주로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전문가, 공무원,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

는 협의체로 운영하여 경영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관련 정책수립 및 이행시

에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정부 관련 부처와도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위원회/협의회 주요기능

지속가능경영자문회의(구 환경경영자문회의) 전문가 자문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학계, 시민단체, 언론인 등으로 구성 (총 15인) : 2회 개최

고객참여위원회 물 공급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협의체로 댐용수 및 수돗물 고객이 참여 (총 70인) : 4회 개최

물환경보건자문회의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질분야 전문가 및 교수가 참여 (총 11인) : 1회 개최

수돗물수질협의회 광역상수도 관련 수돗물 품질향상을 위해 지역학계, 지자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수도사업장) : 42회 개최

상하수도자문위원회 상하수도의 건전한 발전과 선진화,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항의 협의 및 자문(총 9~12인) : 13회 개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화호 수질오염 및 공단내 대기개선방안, 시화지구개발사업의 친환경, 생태적 개발계획(총 38명) : 43회 개최

굴포천지역협의회 굴포천방수로 2단계사업의 조속 추진 및 추진과정의 문제점 논의와 해결을 위해 구성(총 10인) : 9회 개최

환경의 날 특강(김일중 교수)  

 물 환경보건 자문회의 

 수돗물 수질협의회



경영의 중심에 고객이 있습니다. 고객만족을 경영이념의 최우선으로 놓고,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고객중심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고객이중심인기업

고객만족경영의 방향과 체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 고객만족 중기실행계

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실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획득된 고객정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최상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CRM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객만족도를 부서 및 임원평가의 주요지표로 반영하는 등 고

객중심의 성과평가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책임 있는 고객만족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객지향적마인드제고

CEO의 고객만족 의지가 고객접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고객만족 마

인드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경영을 주

도할 수 있도록 CS리더를 양성하고 있으며 외부위탁교육, Cyber교육, 

집합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고객만족에 대한 직원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고객만족실천 

아이디어 공모, 고객만족 우수사례 공모 등 다양한 테마활동을 실시하

고 있습니다.

CEO message
“항상 고객의 관점에서 문제를 생각하고, 고객이 바라는 서비스를 먼저 찾아내어 정성을 다해 제공한다는 각오와 자세로 모든 업무를 

수행합시다. 고객중심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려는 노력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2005.11.15 곽결호 사장, 공사창립 38주년 기념사 중 발췌 –

- CRM에 의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고객중심 성과평가

정착완성기

2008년

고객감동
- CS 전담조직 운영

- CRM 구축 추진

- CS 마인드 제고

- 고객서비스개선

2005년

기반구축기
2006년~2007년

실천확산기

고객중심경영 실행방향

고 객 중 심 경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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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제도를고객중심으로개선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고객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댐용수와 수돗물 요금을 동결하였

습니다. 정기적 원가검증제도와 요금결정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고객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에서 요금단가를 결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연체료 부과를 종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하고 누수신고 포상제도, 

국민기초생활보호자에 대한 요금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급제도를 고객중심

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고품질수돗물공급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2005년 정수장 수질등급평가제에서는 수질뿐만 아니라 맛, 냄새 등 심리적 요

인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공업용수 고객을 위해 침전수 탁도 수질목표제

를 도입하였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광역상수도 수질정보를 공개하

는 수돗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지방상수도시설에 대해서도 기

술지원 및 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자체 정수장에 대한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사가관리하는지방상수도의서비스수준을높였습니다

논산시와 정읍시 등 공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시설에 대해 PDA와 

전자계량기를 활용한 옥외검침 시스템을 도입, 시범 운영함으로써 검침의 정확

성을 높이고 고객의 불편을 줄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기반의 지방상수도 요금관

리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요금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고객전용 홈

페이지를 통해 가정에서도 급수공사 및 민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댐을 지역사회의 휴식 문화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산림청과 공동으로 ‘숲가꾸기운동’을 전개하여 댐 수질을 보호하고 주변경관을 

개선하였으며, 대청댐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낙동강하구둑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등 댐 주변지역을 환경 친화적으로 정비하여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제

공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저수지 수질보호를 위해 경작활동이 제한

되어 있는 댐 상류 지역주민에게 친환경농업활동을 지원하여 수질보호와 주민

소득 증대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모니터링및피드백체계를운영하고있습니다

매년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고객에 대한 만족도조사(연1회)와 직원들의 전화친

절응대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연4회), 지역협력 및 사회공헌 성과측정을 위한 

지역주민만족도 조사(연1회) 등 다양한 고객만족도조사를 통해 고객서비스의 수

준을 평가하고 결과를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제도와 서비스 수준을 고객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논산 수도서비스센터

사천 수도서비스센터

2005 공기업고객만족도 평가결과 1등

급인 83점을 획득하여 9개 기관 중 공

동 3위, 특히 고객만족도 신설항목 중 

기업이미지 분야에서는 1위를 하였습

니다.

■ 정기적 원가검증제도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건설교

통부와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여 수돗물 산정

원가를 검증 받는 제도

■ 요금결정 평가제도 : 요금산정 당시 원가 및 

수요량이 결산자료와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

가 있는 경우 요금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



혁신시스템의 도입으로 혁신활동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속적인 혁신은 수자원공사가 세계적 물 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원동력입니다. 인력구조조정, 일하는 방법 등 소

프트웨어 혁신, 시스템에 의한 상시혁신 활동을 통해 경영효율을 제고하고 핵심경쟁력을 강화해왔습니다. 특히 2005년에

는 시스템에 의한 상시혁신체계 구축, 고객 현장중심의 조직개편, 세계수준의 기술경쟁력 확보, 기업투명성 제고 등을 중

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창립 38주년 맞이 ‘혁신 Vision 선포’

2005년 11월 15일 창립 38주년을 맞아 세계수준의 물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 임직원의 혁신의지

를 대내외에 선언하는 ‘혁신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선포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혁신의 일환

으로 공기업 전반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언론보도, 댐 주변지역 주민과 시민 환경단체, 상

수도 수용가 등 주요 고객들의 불편과 불만의 목소리에 대한 가감없는 영상물을 방영함으로서 전 직원에

게 자극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전 직원이 기존의 윤리경영, 고객헌장, 환경경영 방침을 혁

신의 큰 틀에 집약해 실천적 행동강령으로 제정한 ‘혁신비전 선언문’도 낭독하였습니다. 혁신비전 선포식

혁신 5단계를넘어 6단계지향  
수자원공사는 2002년과 2003년 경영혁신 1위, 2004년은 경

영혁신 5단계로 평가받는 등 국내 공기업 경영혁신을 주도하

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혁신을 담당자만의 일로 인식하는 일

부 직원들이 있어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요구됩

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스템에 의한 혁신의 

성과가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변화 혁신지향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5년경영혁신주요성과

2005년도에는 고객중심, 현장중심으로 조직체계를 개편하

기 위해 본사인력 15%(109여명)를 현장으로 전진배치하고, 

지역본부에 인사 예산 등 권한을 과감히 위임하여 현장경영

을 강화하였습니다. 고객중심경영의 결과 국가 고객만족도

가 2004년 80점에서 2005년 83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수

운영시스템(Water-K) 브랜드화 및 표준화, 실시간 유량측

정시스템(ADAMS : Automatic Discharge Acquisition & 

Management System) 등 실용적인 자체기술력을 개발함으

로써 지방상수도, 하천, 해외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의 기반

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사의 혁신사례들은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기업에

서도 모범적인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혁신추진 기본방향

공사 비전 달성

전사적 혁신 운동 추진

(혁신수준 6단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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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시스템
구축 

2005년
시스템적 

혁신 기반조성

2006년
혁신 확신 및 

제도화

2007년
혁신문화 정착 

■혁신인프라 확충
■ 혁신프로그램(JOA)
   도입 
■전직원 혁신참여 확대 

■ 조직단위혁신활동 
가속화
■6시그마 시범도입
■ 혁신성과 관리체제 
정비

■6시그마 전사 확산
■상시 혁신활동 
   시스템화
■변화혁신조직문화 
   정착

지 속 적 인  경 영 혁 신

2007년까지 시스템적 혁신을 조직문화도 정착 



지금은 ‘혁자생존(革者生存)’이라 할 만큼 혁신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비전 실현을 위해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혁신엔진 JOA 프로그램가동

시스템에 의한 상시 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GE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우

리공사에 맞게 적용한 JOA(Join, Open, Advance)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139건의 개선과제를 실행하였습니다. 혁신 프론티어를 선발하여 혁신마인드 

전파와 JOA프로그램 실행 등 전사적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혁신프로그램의 네이밍은 직원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했습니

다. 이 프로그램은 직원의 참여와 실행을 중심으로 개선의견을 도출하고 경

영진이 즉석에서 결정하는 형태로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직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존의 복잡한 의사소통체계를 생

략하고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JOA’ 프로그램은 사전준

비, 미팅, 사후관리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중 ‘JOA 미팅’은 사전에 연구

된 자료를 가지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개선안을 도출하고, 경영진이 의사

결정을 하는 JOA 프로그램의 핵심과정으로 직원의 참여를 촉진하는 조직문

화 혁신운동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운영시스템브랜드화  : GE와 OEM계약체결

‘Water K’라 명명한 우리공사의 고유 브랜드인 수운영시스템을 브랜드화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2005년 7월 15일에는 ‘GE Fanuc Automation’사와 ‘수운영시스템 브랜드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OEM계약’을 체결하

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수처리 공정에서 각종 현장 감시제어설비와 계측기기에서 취득된 정보를 그림 또는 문자열 

화면으로 관리자에게 전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전체적인 수처리시스템의 관리와 

엔지니어링 도구간의 상호 연관된 작업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프로그램화 하였습니다. 이번 계약은 수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 패키지(Package)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전략적 제휴로써 IT 기반기술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혁신 프론티어 과정운영

혁신비전
전략 

- 변화 혁신 프로그램(UT운동)도입 (A-1)
- 이해관계자와의 교류 및 참여 확대 (A-2)

혁신
리더쉽

- 임원(간부)층 혁신참여 확대 (B-1)
- 실질적 윤리경영 대책 수립 시행 (B-2)

혁신
제도화

- 혁신 전담부서 신설 및 추진조직 재정비 (C-1)
- 혁신과제 실천 Process 재정립 (C-2)
- 혁신유인 보상체계 개선 (C-3)

혁신역량
제고

- 혁신 모니터링 및 Communication 활성화 (D-1)
- 혁신 교육 Program 개설 운영 (D-2)
- 혁신필요성 전직원 전파 (D-3)

혁신성과
제고

- 실질적 팀제, 직위공모제, 연봉제 확대 (E-1)
- 고객만족도 향상 특별대책 수립 시행 (E-2)

  최우수 혁신기관

운영시스템소프트웨어(CD)

2005혁신 추진방향



지속성장(Going Concern)의 실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R&D 혁신을 추진합니다.

경영전략과연계된중장기연구개발추진

세계 3대 물 서비스 기업 비전 실현과 이를 위해 필요한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미래 핵심기술의 개발이 필요하였습니다. 이

에 향후 10년간의 물 산업분야 핵심기술, 요소기술 및 세부요소기술들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하는 기술지도(Technology Road Map)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구조 개편전략과 연계한 사업 통합화 및 다각화 지원 연구, 핵

심역량 강화전략과 연계한 사업경쟁력 제고방안 지원 연구 및 지속가능 경영

전략과 연계한 고객가치 창조 및 고객만족 지원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 UNESCO-IHE 및 호주 CSIRO 

(Commonwealth Scientific & Industrial Research Organization) 등과 공

사핵심 사업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인정받다 : 수돗물분석연구센터

국내 최초로 바이러스 검사기관으로 지정(‘03.3) 받고, 수도사업자 최초로 국제공인 시험기관으로 인정

(‘03.5)받아 수돗물분석연구센터를 2004년에 준공했습니다. 또한 125종 270대의 최첨단 검사장비와 전문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원생동물 검사기관(‘04.9)과 다이옥신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05.11)을 받

아 신규오염물질 분석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전국 473개 지자체 정수장 중에 411개소(전체

의 87%)에 대한 무료 수질검사를 지원하였고,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7개 과정 18회에 걸쳐 수질분

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술 로드 맵 작성 : 9대 전략서비스 및 14개 핵심기술

분야 전략서비스 기술명

상하수도

 - 고효율 고품질 수처리 기술 및 

    기존 수도시설 리엔지니어링

 - 보조수자원

 - 상하수도관망

 - 수도통합운영

 - 고효율/ 저에너지 집적형 수처리 기술

 - 수돗물 안전성 확보기술

 - 상수관망 성능평가 및 향상 기술

 - 기존 수도시설 개선 및 리엔지니어링 기술

 - 수도통합 운영시스템 기술

 - 보조수자원 개발 및 관리기술

수 자 원

 - 수자원 조사설계

 - 수질관리 및 생태복원

 - 유역통합 수자원 관리

 - 안전한 댐 시설물 관리

 - 첨단 발전설비 확보

 - 유역통합 물 관리 기술

 - 수자원 기초조사 및 분석기술

 - 수재해(홍수가뭄) 저감기술

 - 호소 수질개선기술

 - 댐 안전 및 방재기술

 - 수자원 계획 및 평가기술

 - 친환경댐 하천 재개발 : 설계 시공 기술

 - 친환경 수력에너지의 최적활용 및 설비 현대화 기술

R&D를 통한 

기술혁신과 경

영혁신 선도

세계수준의

핵심 기술개발

가치창출 

연구개발 수행

현업문제

해결위한 

기술지원

해외사업진출

기반조성

추진전략

R & D 혁 신



2005년도 R & D는 전년대비 14% 증가한 809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R&D의 지속적 투자 확대

공사의 지속성장 및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R&D 예산 확대 및 연구장비 

등 연구기반 시설 확충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R&D 투자액은 809억 원으로서 

전년대비 14% 증가하였으며,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은 7.4% 수준입니다. 참

고로 2005년도 과학기술처가 권고하는 R&D 투자비율은 3.6%입니다. 

또한, 대덕연구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수자원연구원에 세계 최고 품질의 수돗물 

공급서비스 실현을 위해 364억 원을 투자하여 약 4,400여 평 크기의 국제 규모 상

하수도 연구시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 및 관리와 각종 수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서 세계 속의 한국수자원공

사로 성장하기 위한 R&D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국제상하수도센터 조감도

R&D투자액 (억원)

연구장비등 인프라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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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기반으로 세계 물 시장으로 그 역할을 넓혀 나갑니다.   

해외사업기반마련 : 해외사업처신설

2005년에 들어서면서 본사에 해외사업처를 신설하면서 본격적인 해외사업 진출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바탕으로 수자원, 상하수도, 수력발전분야에서 국제 다국적기업과 어깨를 나

란히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이러한 내부역량을 근거로 유력한 

해외사업 추진분야는 기술지원 및 자문부문, 수력발전 중심의 수자원개발사업, 그

리고 상수도부문 등이 있습니다. 특히 운영유지부문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강점으로 

해외사업에 주력할 부문입니다. 이제는 거의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물 시장을 벗어

나 세계 물 시장으로 그 역할을 넓혀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외사업을위한전진기지확보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진출사업은 1994년 중국 산서성 분하강 유역조사사업

과 1996년 바누아투 공화국 수자원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주로 한국국제협력단

(KOICA)으로부터 수탁을 받는 소규모 수준의 해외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003년부터 적극적인 해외홍보활동을 한 결과 동남아시아와 남미를 중심으로 해

외사업의 물량 증가와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이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서는 필수적인 핵심사업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005년에는 공사 최초의 기술수출 사업인 인도 수력발전소 설계 시공 감리 사업

을 수주함으로써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라크 

아르빌 상하수도 현대화 사업에 참여하여 이라크 전후 복구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

사 최초로 중국 연변 하룡댐 투자사업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성공리

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늘려가며 글로

벌 물 서비스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세계 물 시장 개척에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중국 연변 하룡댐 기본협약 체결 이라크 아르빌 현지 정수장 조사 국제수자원 교육과정(대청댐견학)

글 로 벌  경 영  가 동



성장동력확보를위한해외사업추진  
해외사업처 직원을 비롯한 약 60여명의 직원들이 아프가니스탄 등 10개국에서 사업을 수행 중에 있거나 준비단계에 있습

니다. 이라크의 아르빌 지역의 상수도사업 기술자문 등을 위하여 지난 10월에는 26명의 전문가를 파견하였으며, 2005년 

말까지 아시아(22), 아프리카(13), 남아메리카(4), 유럽(1), 오세아니아(2) 등 42개 국으로부터 온 약 390명을 대상으로 수

자원분야에 대한 국제교육을 실시하였고,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 등 27개 수자원 관련 기관과 MOU를 체결하는 등 우리

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 전문 기관으로서 그간의 노하우와 기술이 축적된 댐(수력발전 포함) 및 상하수도 분야에 집중하여 최근 급속한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으로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 적극 진출할 계획입니다. 해외사업은 

투자의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법적, 재무적, 기술적 타당성을 철저히 시행하고, 경제성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국내 민간기

업과 제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해외사업현황

중국  연변 하룡댐 투자사업 기본협약 체결

몽고  식수개발사업 (관정 개발 및 지하수관리방안 수립)

인도  Nagaland주 Doyang 댐 수력발전소 설계, 건설 감리사업

베트남  동남아지역 신규사업 발굴

캄보디아  Krang Ponley강 유역개발 타당성조사(기존 신규댐 개발방안검토)

인도네시아  Karian 다목적댐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 (총 저수용량 2.2억㎥)

아프가니스탄  Istalif 소수력발전소 건립사업 (발전소 건설 / 송전선로 구축)

이라크  Arbil 상하수도 현대화 사업

페루  Amarillis 식수개발 및 상수도설치 타당성조사

적도 기니  상수도 운영관리사업 추진 중

Equatorial Guinea

Iraq Afghanistan

India

China

Mongolia

Indonesia

Vietnam
Cambodia

Peru

이라크 현지 아이들과 함께





자연이 준 선물, 물을 지켜나가겠습니다

하늘, 바다, 땅 우리들 삶의 터전, 지구 어느 곳이나 물은 존재합니다.

메마른 대지의 단비로, 범람하는 강의 두려움으로 혹은 오염된 폐수로...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물의 오염과 낭비는 자연의 자체정화 수준을 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인간에게 경고합니다. 

수자원공사는 자연이 알리는 경고에 귀기울이고 물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천하는 환경경영, 이제 환경경영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EMS)
2005년 10월에는 ISO9001/14001에 대한 인증갱신을 통해 유효기간을 2008년 10월까지 연장하

였습니다. 우리공사의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규격과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규격은 사규

에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규에 제시된 환경경영 업무절차에 따라 각 부서는 환경영향평

가, 목표수립, 환경감사 및 성과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조직

환경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과 이행실적 점검, ISO9001/14001 인증과 사후관리업무, 각종 환경

프로그램 도입 등 환경경영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경영혁신실에서 총괄하고 환경회계는 재무관

리처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 기준으로 정원의 8.5%에 해당하는 327명의 환경전

문인력이 댐, 광역상수도, 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 연구원, 수돗물분석연구센터와 4대 권역별 

수질검사소에서 수질환경관리, 수질분석, 환경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및훈련

환경경영 성과평가 결과를 내부평가에 반영하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환경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있으며, 현장 사업장의 환경성과평가 담당자와 내부 심사자를 대상으로 ISO9001/14001, 

환경감사,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환경 담당자를 위한 전문적인 직무교육은 수자원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환경법률기초, 환경영향평가의 이해 등 환경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13개의 직무과

정을 개설하여 185명이 해당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환경경영 시스템 및 프로그램

환경방침

실천강령
환경경영 목표 및 세부목표 

환경경영 추진계획

환경목표 및 추진계획 실행

친환경 수자원 개발 관리
환경회계

녹색구매  등

환경내부심사

사후인증심사

환경성과평가(EPE)

내부경영평가

정부경영평가

사장경영계약

경영자 검토

지속가능(환경)보고서 발간

부적합사항 시정 및 개선

이해관계자와 커뮤니케이션

계획

실행

평가

개선

지속
개선

환 경 경 영 체 제



환경감사

환경경영시스템의 점검과 개선을 위하여 매년 사업장 단위의 환경감사

를실시하고있습니다. 본사를제외한모든사업장에대하여내부심사를
실시한 후 외부인증기관이 무작위로 선택한 각 사업부문별 대표사업장

을 대상으로 환경경영프로세스, 교육, 사고대응활동 등 환경경영시스템
전반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내부심사에서 25건, 외부심사
에서 3건의부적합사항이지적되어조치하였습니다. 

환경성과평가

환경경영 활동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2003년에 ISO 14031에 근거
한 환경성과평가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에는 환경성
과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서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

장 경영평가에 환경성과평가 결과를 5% 반영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사업장 특성에 따라 환경성과평가의 반영비율을 5%~12%까지 확대하
였으며, 환경성과평가 전산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전산시스템에 의한
내부평가를실시하였습니다.

환경경영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환경경영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성과는 높이고 잠재적인 환경위험은 줄여 나갑니다. 

부적합 사항 조치실적

외부심사

내부심사

환경성과평가시스템은 각 사업장에서 환경성과 수준을 타 부서와 비교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도구로서 활용됩니다. 

상기 도표는 댐관리 1군의 2005년도 녹색상품 구매비율과 댐 부유쓰레기 재활용률을 나타냅니다. 이 녹색상품 구매비율 지표는 정부의 공공기관

에 대한 친환경상품구매 의무화에 따라 주요지표로 관리하고 있으며, 댐 부유쓰레기 재활용률은 홍수기에 댐으로 유입된 부유쓰레기에 대한 환경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실적이 부진한 관리단은 앞으로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환경성과를 평가와 연계함

으로써 적절한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환경성과평가 결과의 응용사례- 녹색상품구매비율, 댐 부유쓰레기 재활용률 (2005, 댐관리1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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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구매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해 우리 공사는 2004년부터 환경성과평가에 녹색구매 지표를 반영하고 2005년부터는 재무관리시

스템(FMS)의 물품구매절차를 정비하여 구매청구단계에서 녹색상품 존재여부를 손쉽게 확인하고 부서별 녹색구매 실적을 

자동 집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시스템 상에는 녹색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사유를 분명히 표시하도록 하

여 구매를 의무화하였습니다. 2005년 11월 친환경상품진흥원이 주최하는 ‘2005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대회’에서 공공기

관의 친환경상품 우수사례로서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2005년 녹색구매 실적은 33억 원에 이르러 2004년의 15억 7천만 원보다 110% 증가하였고, 구매

품목도 환경마크제품, 우수재활용제품, 에너지절약제품 등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환경회계

우리 공사는 환경경영성과를 계량화하여 합리적인 경영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회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환경회계시범사업 참여를 계기로 2003년에 우리

공사에 적합한 환경원가 개념과 기준을 자체 마련하여 2000년 이후 연도별 환경원가와 환경투자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의 환경원가는 1,217억 원으로 사업원가의 11.7%, 환경투자는 548억 원으로 총투자의 7.0%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에는 종전의 환경원가 뿐만 아니라 환경효익을 처음으로 측정하였습니다. 환경효익 측정은 국내 산업계 최초의 사

례로 사회적 효익을 포함한 환경효익을 측정하는 시스템으로 국내 환경회계 발전방안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

다. 환경효익 측정결과,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에너지 절감을 통해 2004년 177억 원의 직접 효익을 창출하였으며, ‘시화

호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회적 효익 측정결과는 환경투자에 대한 환경효익(B/C: Benefit/Cost)이 1.67배 더 큰 것

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에는 환경회계 결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산출된 환경회계 정보를 

이용하여 향후 신규 환경투자 및 환경자본예산 수립시 경영의사결정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환경회계시스템을 발전시킬 계

획입니다.

환경투자      환경효익      B/C
300억 원     500억 원      1.67 

사회적 효익도 고려한 최적 환경 투자의사결정모형 구축 

시화갈대습지 공원의 사회적 효익 측정결과

녹색구매 실적

※ 2002 본사실적, 2003~2005 전사실적

사업원가 대비 환경원가 비율

※ 사업원가 = 영업비용 – 댐건설사업비
   - 수탁사업비

총투자 대비 환경투자 비율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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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커뮤니케이션

이해관계자들과 대화 창구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환경 파트너십을 통해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기대합니다.                 

환경파트너십 
구축

 댐 하천 생태계조사

 환경영향평가

 생태계 보전, 복원

 친환경 설계

자연

 상하수도 공무원 교육

 댐, 수돗물 수질정보 제공

 정수장 수질등급제

 전과정 수질 모니터링
고객/협력업체

 환경경영 공감대 형성

 환경목표 수립 이행

 환경성과평가 및 보상

임직원

 신재생에너지 자발적 개발 협약

 상수도협회 전문가 파견

 Water Korea 행사  

 세계 물의 날 행사  

 상하수도 시설 진단  

 ISO/TC224 표준화사업 참여

정부
국가지하수정보센터(GIMS)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
국가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WINS)
물사랑실천사례/글짓기/물사진공모  

국민/미디어

 지역 물토론회

 환경경영자문회의

 수돗물수질협의회

 댐건설지역협의회  

 물환경보전연구소

 댐 주변 ‘물사랑학교’ 

지역주민

시민단체

2005 세계물의날행사

한국수자원공사는 2005년 3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13회 세계 물의 날’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Water for life’로서 인간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습니다. 물의 날을 전후해 1,200여명이 참여한 이 행사에서 우리공사는 물사진 전시회, 토론회 심

포지엄 등 학술행사, 시민단체와 연계한 수돗물 마시기 캠페인, 물사랑 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

습니다. ‘세계 물의 날’을 통해 물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뜻깊은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물 사랑 콘서트(‘05.3.19)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수계중심의 통합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수자원을 관리합니다.

유역통합 물 관리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홍수와 가뭄의 빈

번함, 급증하는 용수수요 등은 수자원 이용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위적인 수자원 개발에 반대하는 환경보존 

논리는 신규 수자원의 개발을 점점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현

재에 확보된 가용수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기존 댐에 대한 이수, 치수, 환경 

측면의 수자원이용 극대화를 위해 수계별로 

댐을 연계 운영하는 효율적인 물 관리체계

를 구축하였습니다.

발전통합운영

전국 4대강 수계에 분산되어 있는 9개의 수력
발전시설을 통합 구축하여 본사 중앙제어실에

서 총괄 원격 감시 제어하는 발전 통합운영시

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의
33기 발전기를 원격으로 기동 및 정지하고 발
전출력을직접조정하고있습니다. 

이시스템의도입으로발전설비와운영에대한

표준화및단순화로생산성을향상시키는효과

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목적댐의 홍수조
절및용수공급기능을만족시키면서고효율의

발전을 위한 발전계획을 세워 효율적인 물 관

리와전력생산이가능하게되었습니다.

환 경 친 화 적 인  서 비 스

소양강댐

대청댐
본사

충주댐

안동댐

임하댐

합천댐

남강댐
주암댐

응담댐

물관리센터

발전통합 운영

하천운영시스템

실시간물관리운영시스템

연속유출모형

물수지분석모형

댐운영모형

수질예측모형

통합물정보제공시스템

 하천유량자료

 물공급계획 공지

 하천수질현황

 하천유량예측

 수질을 고려한 물관리

 용수공급능력 검토

 댐 공급량 결정

 유역 물수지 분석

용수이용정보

실시간 수문관측시스템 

유역통합수자원관리개념도

WAN
하천수문정보



광역상수도권역별통합급수

급수체계조정사업은 남는 수돗물을 모자라는 곳으로 전환 공급하여 광역상

수도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02년부터 전국을 12개 권

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수도시설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금강

남부권과 한강하류권의 급수체계조정사업을 완료하였고 2004년에는 금강북

부권의 급수체계조정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011년까지 권역별 급수체계가 

구축되면 연간 6억㎥(206만㎥/일)의 추가 물량을  확보하여 시설가동율을 

13% 이상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용수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19개의 광역상수도, 24개의 광역

과 지방상수도간 비상연계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2개 권역별 급수

체계를 지역본부 중심의 7개 권역으로 재편하여 권역 내 단위시설을 통합 운

영하도록 IT,자동화 기술 기반의 수도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권은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수도권, 충청권, 

전남권은 구축 중에 있습니다. 권역별 통합운영센터에서는 권역 내 전체 수

도사업장의 시설운영과 수돗물 생산, 공급의 전 과정을 24시간 원격으로 관

리하게 됩니다. 한편 정수장 등 핵심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을 무인화

하여 절감된 인력과 예산은 통합운영에 따른 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순회점검 

등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구분
인구규모

(천명)

시설용량

(㎥/일)

보급률

(%)

인수 당시

유수율(%)

‘05.12월

유수율(%)

시설

인수

논산시 136,503 25,400 54.0 54.9 60.0 ‘04.4

정읍시 133.018 15,000 84.6 54.0 57.5 ‘05.4

사천시 113,217 13,000 84.9 47.9 - ‘05.12

예천군 53,311 11,000 48.3 59.0 - ‘05.11

지방상수도운영효율화  

고품질의 수도서비스 제공,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을 2003년

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논산 수도서비스센터 개소(‘04.4)를 시작으로 정읍 수도서

비스센터(‘05.4), 예천 수도서비스센터(‘05.11), 사천 수도서비스센터(‘05.12) 등을 개소하여 지방상

수도 수돗물 공급과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외에도 2005년 말 

현재 진해, 고령, 천안(공업용수) 등의 지자체와 실시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으며, 포항 등 37개 지

자체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같은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을 통하여 

수자원공사는 전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광역과 지방상수도 연계

를 통한 수도사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등 선진 수돗물 서비스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

입니다.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센터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감시제어

 운영중인 지방상수도 운영 현황 (2005년말 현재)



자연친화적인 수자원 개발

친환경적인 수자원시설 건설로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과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갑니다.

장흥댐사면녹화

댐 건설로 인하여 파괴되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장흥

댐 하류배면에 자연 식생구조를 재현해 종 다양성을 증대시키고 생태적

으로 건전하고 친환경적인 비탈면 녹화를 이루었습니다. 댐 사면녹화는 

자연과 공존하는 댐 건설문화에 조화로운 수자원관리 모델이 되고자 하

는 취지에서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통해 동물

들에게 유익하며, 국민들에게 푸르름을 주는 친환경댐을 만들고자 하였

습니다.

지동마을보존및복원

장흥댐 건설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전통의 향수가 어린 지동마

을을 전통문화계승 차원에서 보존하였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전통 가옥

과 돌담도 복원하였습니다. 이 복원사업을 통하여 지역을 찾는 방문객

들에게 전통적 휴식공간과  농촌의 생활상을 보여 줄 수 있는 교육적 기

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댐하류어도조성

하천생태계 변화를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댐건설을 하고자 ‘장흥댐 어

족보호방안 연구(2000~2002년)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성과

에 따라 댐 하류 심천보에 어도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어도는 회류성 어

류가 이동하기 위한 통로로서 주변 생태계에 도움을 주고, 귀중한 어족

자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 바람직한 하천 개발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어류산란장

물고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탐진강 내에 댐 저수지 수

위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인공부체를 띄우고 수면아래에는 인공근을 설

치하여 어류산란을 유도하고 수면상부에는 갈대 등 수생식물을 식재해 

수질정화, 생물 서식처, 환경경관개선을 실천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댐 건설로 야기될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댐 설계지침’에 의거해  

장흥댐의 배면과 절개지에 대한 식생복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어도, 생태통로 등 환경과 생

태계를 고려한 다양한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지동마을 돌담보존

댐 하류 어도전경

어류 산란장

댐 사면 녹화



환경영향평가

2005년도에는 부항댐, 화북댐 이설도로, 군남홍수조절지, 굴포천 방수로 건

설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전략환경평가를 댐건설장기 

계획에 도입하여 계획수립의 초기단계부터 다양한 대안을 대상으로 환경성

을 평가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한 최적 대안이 댐건설장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정부, 지자체, 주민, 환경단체

와 함께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은 물론 준공 후 5년 간 지

속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댐주변지역환경개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

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댐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댐 주변지역에 기존의 문화,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는 테마관광지, 인공습지와 수변공원 등을 조성하여 여가 및 문화공간

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건설중인 장흥댐, 평림댐, 화북댐과 계획 및 설계중

인 부항댐, 성덕댐에 대해서는 건설초기단계부터 환경개선사업을 함께 진행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 댐 14곳을 대상으로 댐 및 저수지 주변지역 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실시 중에 있습니다. 2005년까지 소양강댐, 안동댐, 

섬진강댐, 대청댐, 주암댐, 충주댐, 임하댐, 합천댐에 대한 종합환경개선계

획을 수립하였으며, 2006년에는 나머지 6개댐 모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예정입니다.

댐주변숲가꾸기

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청과 함께 200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공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산림청에서는 

실시설계와 공사시행을 수행하며, 대상지역은 기존댐 26개소, 신규댐 12개소입니다. 그 동안 장흥댐 주변 

1,600ha와 대곡댐 주변 1,700ha에 시범사업이 이루어졌으며, 2005년에는 소양강댐 외 7개 댐 유역의 숲가

꾸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대청댐 외 6개댐 유역의 숲가꾸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

입니다. 숲 가꾸기사업을 통해 산림의 수원함양기능을 높이고 생태적 건전성을 도모하며, 홍수기에는 토사

유출에 따른 탁수 발생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게 됩니다. 또한 갈수기에는 토양에 수분을 유지해주는 녹색 

댐의 역할을 합니다.

안동댐 전망데크

대청댐 산책로  댐 하류 생태공원 (평림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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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수원 관리

깨끗한 수돗물은 철저한 수원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댐 유입하천과 댐원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댐상류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 : 댐상류하수도보급률 5.5% 향상

2005년 전국의 하수처리율은 83%이며, 댐 상류 하수처리율은 47.3%(2004년 41.8%)입니다.  댐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댐으로 유

입되는 오염부하를 줄일 수 있는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우리공사는 용담댐, 장흥댐, 대청댐 유역을 중심으로 댐상류 환경기초시설

을 2004년도 57개소에서 2005년도에는 86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청댐 상류 보은하수처리장은 환경부에서 선정하는 최우수

하수처리장(민간위탁부문)으로 2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댐상류 환경기초시설

댐유역오염원관리

댐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생활하수,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용담댐, 대청

댐, 장흥댐, 충주댐 상류에 79개 시설의 환경기초시설을 건설 및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담댐 상류에는 3개 군에 산재되어 있는 64개 환경기초시설에 

통합감시제어 시스템을 도입, 국내 최초의 유역별 통합운영관리를 실시함으로

써 댐 저수지의 수질을 개선하고 운영효율을 향상시켜 처리수질의 신뢰도 향상 

및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댐 수질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며, 댐 상류 유역의 논 밭 경작으로 유입되는 비

점오염원은 전체 오염부하의 40~50%를 차지합니다. 우리 공사는 2005년에는 

대청댐 상류 유입하천에 인공습지(17,890㎡)와 녹조 방지를 위한 수초재배섬을 

조성하였으며, 댐주변 경작지에 친환경농업 시범단지(소양,대청,안동)를 운영

하여 저수지 수질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댐원수수질관리

양질의 원수를 사용하는 것은 정수약품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수돗물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 공사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전국의 댐 

19개소에 333개의 수중폭기 장치를 설치하여 물 순환을 촉진하고 조류발생과 

댐의 부영양화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조사를 강화하여 수면에서 바

닥 층까지 실시간으로 수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홍수쓰레기  차단망 

홍수쓰레기의신속한처리

매년 상류에서 버려진 쓰레기와 산림에서 발생된 초목류가 홍수기의 집중호우

로 인해 댐으로 대량 유입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하천수 유

입지역에 쓰레기 차단망(Rope dam)을 설치하여 홍수 쓰레기의 확산을 막고 

신속히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공사가 수거한 홍수쓰레기는 총 

32,067톤에 이릅니다. 해당쓰레기는 충주댐 등 6개 댐에서 톱밥, 퇴비, 화목용

으로 재활용되어 댐 주변지역에 지원하였습니다.



지하수오염방지활동

한국수자원공사는 미래의 소중한 청정수자원인 지하수의 보전, 관리를 위하

여 전국에 320개의 국가지하수관측망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

어갔습니다. 국가지하수관측망에서는 매일 지하수 수위, 수질과 지하수온 변

동실태를 측정하며, 연간 2회 지하수생활용수 조사수준의 수질분석을 실시

하여 지하수오염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공사의 지하수 조사자료는 지하

수관측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수위저하와 지하수오염이 우려되는 관측소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방치된 폐공을 찾아내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폐공찾기운동’을 실시하

고 있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

습니다. 2005년에는 4,059개의 폐공을 찾아내었으며, 2001년부터 지난해까

지 찾아낸 폐공은 8,990개에 이릅니다. 또한, 신고된 폐공에 대해 2005년까

지 총 3,7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찾아낸 폐공은 해당 지자체에

서 원상 복구하거나 재활용토록 조치함으로써 지하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

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하수 폐공 찾기 신고 안내 (폐공 신고 전화 : 080-654-8080)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회복이 힘들고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깨

끗한 지하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하수 폐공 찾기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무료로 폐공 신고 전화를 운영하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주민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폐공 신고 포상

금을 개당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려 지급합니다.

[지하수 폐공처리 및 포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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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정수처리

선진 정수처리 공법을 적용하여 수돗물의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수처리공정개선

고품질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정수처

리 공정개선  마스터플랜’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수질항목 5항목(탁도, 맛 냄새, 잔류염소, 소독부산물, 관부식)을 선정하고 단

계별로 시설개선 추진 및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연차별로 1,300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공정을 개선하고 최신설비를 도입하여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

하게 됩니다. 특히 ‘05년에는 관내부식방지를 위해 이산화탄소(CO₂)와 소석회를 병

행 투입하는 선진기술을 도입하였으며, ‘06년부터 효과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선진정수처리공법적용

기존 처리공정으로는 제거하기 어려운 맛, 냄새, 소독부산물 및 조류를 처리하기 위

하여 오존, 입상활성탄, 용존공기부상분리(Dissolved Air Flotation), 막여과 등 고

도정수처리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계별 수질 특성에 적합한 고도정수처

리 공정을 선정하기 위해 모형플랜트를 운영하고 처리효율을 분석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최적의 처리기법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05년도에는 고도정수처리 공정도입이 

필요한 18개 정수장에 대해 단계별 도입계획을 수립하였고, 수도권지역 7개 정수장

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막여과공법은 기존 정수처리공정에 비해서 간단

하고 자동화가 용이한 기술로서 국내에는 수자원공사가 처음으로 시흥 정수장에 시

범적으로 도입(‘04년)하였으며, 2005년에는 충남 공주시에 30천톤/일 규모의 막여

과 정수장을 자체 기술로 설계하고 건설 중에 있습니다. 

정수장수질등급평가제운영

2003년부터 전국 30개 광역정수장을 대상으로 탁도, 잔류염소, 맛, 냄새, 소독부산

물 등 5개 항목에 대해 자체적으로 정수장 수질등급 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수질등급 평가제는 정수장별 경쟁을 유도하여 자율적인 시설개선 및 운영관

리의 고급화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5년에는 

0.1NTU 이하 99.5%를 달성하였으며 정수탁도는 평균 0.042NTU로 법적 기준인 

0.5NTU 보다 10배 이상 우수한 수돗물을 생산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녹물 발

생의 주요 원인 물질인 망간을 포함하는 등 평가항목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분 정수탁도 여과수탁도관리목표

법적기준 0.5NTU 0.3NTU이하 95% 달성

자체기준 0.1NTU 0.1NTU이하 95% 달성

2005 실적 0.042NTU 0.1NTU이하 99.5% 달성

2005년 정수탁도 목표 관리

수돗물 평균 정수탁도

목표달성도

평균탁도

침전지 개량

공주 막여과 파이롯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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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수돗물 수질관리

엄격한 수질검사와 전과정 수질 모니터링으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합니다. 

엄격한수질검사

수질검사는 분석장비 및 분석인력을 고려하여 3단계의 검사시스템(1단계 : 34

개 정수장, 2단계 : 4개 권역수질검사소, 3단계 : 수돗물분석연구센터)을 구축

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수질 검사항목은 세계적 수준인 250개 항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장별로 매일 공정관리에 필요한 수질검사를 하고, 수질검사소에

서는 고도의 분석기술 및 법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매월 검사를 하며, 수돗물분

석연구센터에서는 보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관리해야 할 미량유해물질

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전과정수질모니터링

원수에서 정수장, 지자체 배수지까지 수돗물 공급 전과정에 다양한 종류의 실시

간 수질감시 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수장 이후 지자체 배

수지까지의 수질관리는 기존에 한달 단위로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던 방식과 병

행하여 관로 분기점 및 지자체 배수지 등 125개 지점에 탁도와 잔류염소 자동측

정기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

뢰도 향상을 위해 우리 공사가 공급하는 원수 및 정수의 수질자료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향후 공급과정에서의 수질자료도 실시간으로 공개할 예정입

니다.

노후관개량및부식방지사업

낡은 수도관을 교체하여 누수를 줄이고 관부식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돗물의 

2차 오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총 130억원을 투자하여 14.2km의 

노후수도관을 교체하였으며, 전북지역본부 외 11개 관리단 총 1,080km의 수도

관 중 교체 또는 보수가 필요한 구간 35km를 선정했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과 

부식방지사업의 영향으로 2001년 이후 우리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광역상수도의 

평균 유수율은 매년 99% 이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수도관 부식방지를 위한 소석회 및 이산화탄소 투입시설

수질검사 (250항목)

3단계 : 수돗물분석연구센터

2단계 : 권역 수질검사소 (4개소)

1단계 : 정수장 (34개소)

실시간 수질정보 제공

성남, 덕소, 수지

성남

정수:

덕소

정수:

수지

정수:

pH:7.0   탁도:0.04NTU   잔류염소:0.91  

pH:7.2   탁도:0.05NTU   잔류염소:0.95  

pH:7.1   탁도:0.03NTU   잔류염소:0.06  



수자원 시설물 안전관리

댐과 수도시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댐및수도시설물의안전관리

우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48개 댐 및 수도시설물에 대하여 사전에 발생

가능한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였고, 동 매뉴얼에 의한 실제 도

상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방방재청 등 21개 기관과의 재난정보시

스템 공유체계 구축으로 지진 등 특수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신속하

고 체계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암댐 등 9개 시설에 대해서는 63억 원을 투입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전체 48개 시설물은 6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요인의 사전발굴 해소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

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댐치수능력증대사업

이상강우에 대비하여 기존 댐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의 24개 댐

을 대상으로 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수능력증대사

업은 집중호우시 댐 안전성을 높여주는 공사로 기존 댐에 보조 여수로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자연 월류형 여수로에 수문설치 또는 여수로 확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 소양강, 수어, 광동, 달

방, 영천, 대암댐을 공사를 먼저 시작하였고 2006년에는 대청, 임하, 연초, 

구천댐을 공사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댐들도 설계 또는 계획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극한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총괄 안전관리 공종별 안전관리

안전관리개선 유해 위험방지

-사전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 관리조직, 운영계획수립

-공종별/지역별 안전관리계획수립
-재해 유형별 안전대책 수립

-안전체험장 설치 운영
-안전교육정 건설 운영

-보건 및 작업환경 개선 계획
-공사현장특성, 사전위험요소 파악

댐/수도
유지관리 시스템

본사 현장

진단
업체

유지보수
업체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Control(조정)
Evaluation(측정)
Moritoring(관찰)

수도관 내부용접

대청댐 비상여수로 조감도(야경)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시설물의 안전관리



에너지 절약

지속적인 전력원단위 관리와 설비개선을 통해 에너지 절감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사용

2005년도 에너지 총사용량은 수도권 용수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에 비해 5.7% 증가한 242천TOE였습니다. 에너

지사용은 취수, 송수, 가압장의 펌프가동에 소비된 전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5년 동안 전력, 경유, 가스 등

의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배출량은  425천 CO₂톤입니다.

에너지절약을위한노력

에너지 절약은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수돗물 생산단가를 낮추는 등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고효율 에너지 소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각종 설비의 조사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에너지 효율성을 평가하고 기존시설에 대한 전력원단위 관

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사업원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력원단위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5년도의 전력원단위는 2004년에 비해 5.1%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수도권 지역의 신규 가압펌프장(낙양가압장) 증설

과 대청호 수질저하에 따라 댐 하류에 있는 현도 취수장의 가동률 증가 등으로 전력사용량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고효율 에너지 소비 체제로 혁신

조사 설계 단계부터 에너지 절약설비 고려

기존 시설에 대한 목표원단위 관리 철저

관리부문

에너지 절약 전담조직

냉난방 전기 절약

승용차 10부제 운행

발전부문

발전소 소비전력 관리

노후발전설비 적기교체

소수력 개발 적지 조사

수도부문

전력원단위관리

하절기자율절전참여

ESCO, GEF 운동참여

에너지 절약 추진방향 

환 경 성 과

이산화탄소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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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에너지 생산  

청정 에너지를 개발하여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합니다.

수력에너지생산

우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목적댐 대수력 및 소수력발전소의 총 설비용량은  1,014.9MW로써 이는 2005년 현재 우리

나라 전체 전력설비의 1.6%를 차지하며, 수력발전부문의 26.1%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국내 수력생산량의 

42.5%인 2,206GWh의 수력에너지(소수력 포함)를 생산했습니다.

산업자원부와  신·재생에너지공급참여협약(RPA) 체결

고유가와 교토의정서 발효(‘05.2.16)로 급변하는 국제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와 

신 재생에너지 공급참여 협약(RPA)을 체결(2005.7)하였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앞으로 3년 동안 정부

는 발전차액과 융자금을 지원하고, 이행 우수자에 대한 정부포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행정 재정

적인 지원을 합니다. 또한 우리공사는 신 재생에너지(소수력, 태양광, 풍력)를 3개년 간 8,800㎾ 개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수력, 태양광, 풍력 개발을 확대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개발확대

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산자부와 RPA 협약체결

다목적댐 수력에너지 생산량 소수력 에너지 생산량

구분 사업병 시설용량(kw) 착공 준공

건설중

대청댐        800 2004 2007

주암댐     1,000 2005 2007

달방댐        170 2005 2007

운문Ⅱ        700 2006 2007

성남Ⅱ        360 2006 2007

계획중

주암댐Ⅱ        600 2007 2008

소양강댐        800 2007 2008

화북댐        400 2008 2009

섬진강댐     1,400 2007 2008

소수력 발전소 건설계획

재생에너지개발

정부와 신재생에너지 공급협약(RPA,‘05.7)을 체결

하여 2008년까지 소수력, 풍력, 태양광 발전 등 전

체 설비규모 8,730kW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에 총 328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자원

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소수력 개발은 2005년 대

곡, 장흥 소수력발전소가 가동을 개시하여 총 설

비용량은 13,074kW로 증가하였고 연간발전량은 

57,722MWh를 기록하였습니다. 

■ 시화 조력발전 : 2004년도에 착공한 세계 최대규 

모(254,000kW)의 시화 조력발전소는 현재 2009

년 상업발전을 목표로 기초공사와 발전설비에 대

한 기술적 검토공정이 진행 중입니다. 완성시 시

화호 수질개선과 친환경 청정에너지 생산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소수력  발전 : 소수력은 3,000kW이하 규모에 

불과하지만 현실적인 청정에너지 개발자원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2005년에 수행한 소수력개발 적

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수력개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소수력 발전소 건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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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소수력,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CDM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정개발체제(CDM) 사업화 추진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의 보다 원활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개발체제

(CDM)를 포함한 유연성 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공사는 

2005년 5월 시화조력, 소수력, 시화풍력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으로는 처음으

로  CDM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내 CDM 추진사업 중에서 선진

국 투자가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2006년 1월에는 시화조력 발전에 대한 국가승인을 획득하고, 3월에는 유엔기

후변화협약(UNFCCC)에 CDM사업 등록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총 

345,850ton/y의 이산화탄소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또한 기후변화협약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 CDM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제성을 보완하고, 공

사가 추구하는 지속가능 발전이념의 확산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시화 조력발전소 건설 현장

 CDM 사업주요일정

04.12 지속가능경영전략수립

05.  5 기본방침결정

05.  8 사업계획서(PDD) 작성

05.10 타당성검증(노르웨이 DNV)
05.11 국가승인신청

06.  1 국가승인

06.  3 UNFCCC 신청

06.  6 UNFCCC 등록

조력 수차 발전기 단면도



지구온난화를대비해야할때입니다.

세계적인 환경 잡지인 내셔날 지오그래피 (National Geography)지에 따르면 북

반구 만년 빙하의 두께가 지난 30년 동안 약 40% 정도 얇아졌으며 중부와 동부의 히

말라야에 있는 빙하는 2035년에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빙

하만 없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원천인 물이 고갈되고 있다는 데에서 더

욱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봅니다. 

비록 빙하는 없지만 한국에도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징후가 이미 일어나고 있

습니다. 우선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60년 간 한국의 해수온도는 연평균 

0.008℃의 비율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몇 억 년을 지켜온 한반도의 온대림은 

점차 감소하고 아열대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서해안에

서 오징어가 잡히고, 동해안에서 자리돔이 잡히고, 말라리아 환자가 군사 분계선지

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진 한국 가곡의 주제가 되었던 ‘명태’는 이미 

상당수가 수입되고 있는지 오래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물 문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인류의 생활에 치명적일 수 있습

니다. 지구온난화는 강수량의 변화와 함께 지하수의 고갈, 수질의 악화, 홍수의 빈번

한 발생과 재난 증가, 그리고 농업용 물의 감소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미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인 호주에서는 인구 1인당 약 25%의 물 

공급을 10년 안에 줄여야만 적절한 물 공급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제 한국도 물을 지키고 생산하는 것은 온 국민이 합심하여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수자원공사의 역할은 단순히 물만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생명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임무의 중차대함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1960년

대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인 케네디가 ‘미래는 물을 지배하는 국가가 강대국이 될 것

이다’라고 한 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김 정 인 교수

INTERVIEW ¹

미래는 물을 지배하는 국가가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수질오염 예방

자체환경기준을 정해 법적 기준치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관리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방류수는 하천수질에 영향을 미치므로 법적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은 수도사업장과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댐사업장의 환경목표 및 환경성과평가의 핵심지표로 채택하여 2004

년부터 부서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 방류수 수질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류수 수질관리 목표와 달성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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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 방류수의 평균 수질은 BOD 3.9mg/L, COD 5.7mg/L, SS 5.5mg/L로 배출부과금 부과기준

인 BOD 30mg/L, COD 30mg/L SS 30mg/L의 20% 이내입니다.

하수처리시설(12개시설) 방류수의 평균 수질은 BOD 2.9mg/L, COD 7.8mg/L, SS 3.3mg/L로 법적 

기준치인 BOD 10mg/L, COD 40mg/L, SS 10mg/L의 33% 이내입니다. 자체 개발한 하수처리프로

그램(PASS2)을 통한 최적 운영방안으로 방류수 수질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방류수의 평균 수질은 BOD 8.8mg/L, SS 7.6mg/L로 법적 기준치인 BOD 20mg/L, SS 20mg/L의 

44% 이내입니다.



자원 재활용

폐기물은 줄이고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슬러지

2005년 한해 동안 발생한 정수장 슬러지는 100,174톤이며, 이중 47.9%

를 재활용하였습니다. 슬러지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정수

처리 공정 및 배출수 처리시설을 개선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슬러지 

함수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1㎥의 수돗물을 정수하는 과정

에서 발생한 슬러지는 약 74g 이었습니다. 해양오염방지법 개정(‘06년)

으로 정수장 슬러지의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슬러지 재활용률을 높

이기 위해 정수장 슬러지 처리방법을 재활용으로 제한(‘05.1월 이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 한해 발생된 하수 슬러지는 8,300톤으로 이

중 2,036톤(24.5%)을 시멘트원료 및  녹생토로 재활용하였습니다. 

2006년부터는 슬러지 해양배출을 규제하는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에 따라 

슬러지 재활용률을 단계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시멘트 재료, 건축재료, 성

토재 등 다양한 재활용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의재활용

건설폐기물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을 위해 건설

사업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과 임목폐기물의 재활용을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대청댐,장흥댐 등 댐건설과 전남남부권, 영남내륙권등 수도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총 88,533톤의 건설폐기물을 공사부지성토, 도로

부지성토, 공원부지조성 등에 재활용골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동안 폐기처분 된 공사장 및 부유물 제거시 발생되는 임목폐기물 9,557

톤도 우드칩(Wood chip)등으로 가공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퇴비 및 

난방용 땔감 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평림댐에서는 재생골재를 사

용한 콘크리트 127㎥을 활용함으로써 앞으로 건설폐기물을 적극 재활용

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임목폐기물 우드칩 생산

폐콘크리트 재생 골재 생산

중수도설치자에대한요금감면

국가적 차원에서 물 수요관리를 위해 중수도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공사는 중수도 설치자에게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수도요금의 30%

에 해당하는 과감한 요금감면으로 물의 재이용을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자원인 물 절약을 유도하여 물의 재이용 기반을 마련하게 하고, 수질오염 부

하를 줄이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요금 감면률 : 수자원공사(30%), 부산시(10%), 인천시(10%), 울산시(10%)

정수장 슬러지 재활용률

중수도 이용 감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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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환경변화는 최소화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생태계보호

댐건설, 상하수도시설 및 단지개발 과정에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생

태계의 보전 뿐만 아니라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

니다. 생태계보호를 위해 설계부터 관리단계까지 환경친화적 설계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계획 중에 있는 성덕댐은 수달 서식처 보전, 자연형 하천 

및 부유식 산란장을 조성하고 부항댐은 생태연못, 동물이동통로, 어류산란장

을 조성하며 굴포천 방수로에는 자연형 하천과 습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족자원보호를 위해서는 물고기 이동을 위한 어도와 어류 산란장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설도로에 의해 단절된 야생동물 서식공간을 마련하기 위

해 동물 이동통로, 수달 등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연못(Biotope)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식생군락과 조화되는 수목을 댐 사면에 식재하여 생태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댐주변생태환경조사

댐 주변지역의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존 댐 저수지와 주변

지역의 생태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소양강

댐 등 8개 다목적댐의 저수지 및 주변지역 생태환경을 조사하여 수달과 참매 

등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조사가 진행중인 보령댐과 부안댐 지역에서도 매, 수달 등 환경부

에서 지정한 보호종 및 멸종위기종이 확인되었습니다. 대청댐은 생태조사결과

를 근거로 댐주변의 동식물, 어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은 생태환경지도를 

제작하여 청소년 생태체험학습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생태연못(안동댐)

어류 산란장(임하댐)

동물 이동통로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지침서 발간(‘05. 12)

‘야생동물들을 위한 서식환경 

조성방안’에 관한 국내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기 때문에 

현장 경험을 토대로 전문적인 

지식과 사례를 참조하여 일반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  조류 : 대부분의 수조류는 풍부한 먹이와 알맞은 휴식공간, 그리고 취식을 위한 적정의 수심이 있는 환경을 좋아하지만, 인간과 마찬가지로 다

양한 조류들 또한 좋아하는 환경이 각기 다릅니다. 이에, 조류를위해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분류군별로 서식지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였습니다.

 •  포유류 : 환경에 적응성이 가장 높은 포유류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지만, 이 지침서에서는  우리공사의 국가적 과제인 물 환경에 

서식하는 포유류를 중심으로 하는 익수류(박쥐)와 4족류로 나누어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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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상류에 수질정화와 자연학습기능을 갖춘 생태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시화호 갈대습지 공원에 가보신 분 ?

 생태 탐방로 시화호 환경생태관

조류관찰대 고사목 횃대

사업개요

 - 위치 : 반월천, 동화천, 삼화천 합류부

 - 사업비 : 약 300억 원

 - 사업기간 : 1997. 9 ˜ 2003. 10

 - 사업면적 : 1,037,천㎡(314천 평) 

 - 습지면적 : 816천㎡(247천 평)

안산, 시흥에 가면 꼭 들려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시화호 갈대습지 공원입니다. 과거 오염의 

대명사였던 시화호가 이제 생태공원, 철새도래지

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시화호로 유입되는 반월천, 

동화천, 삼화천의 3개 하천이 만나는 곳에 수질정

화와 자연학습기능을 갖춘 갈대습지 공원이 조성

되어 있습니다.  

이 습지공원은 안산시 본오동과 화성시 비봉면 일

원에 걸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 2만 5천평 규모

의 습지에 일일이 갈대를 심었으며, 하천의 물이 

습지를 지나도록 조성하고 더불어 새와 물고기들

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곳에

서는 다양한 철새와 야생동물, 그리고 각종 야생

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갈대가 어우러진 가을의 

습지공원은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냅니다.

새들을 방해하지 않고 볼 수 있는 조류 관찰대와 

부상을 입은 조류들

을 치료하고 적응력

을 키우도록 도와주는 조류보호소, 물고기들을 위

한 어류서식처와 어도, 시화호 주변의 생태를 살

펴볼 수 있는 시화호 환경생태관 등을 볼 수 있습

니다.  

당초 시화호로 유입되는 3개 하천의 수질정화 목

적으로 조성한 시화 갈대습지 공원이 이제는 철새

들과 야생동물들의 낙원이 되었으며, 자연생태 학

습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시화호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포함하는 <환경백서>를 출간하였습니다. 이는 과

거의 시행착오를 반추하고 현재의 갈등과 분열을 

넘어 희망이 넘치는 한국의 레만호(스위스)로 부활

하기 위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환경친화적개발및관리  환경친화적설계(DfE) 12건 / 사업별환경영향평가실시 31건 / 환경친화적개발 7건

환경친화적시설물관리 8건 / 유수율관리 99%

자원사용절약및오염저감  수돗물생산악품원가절감 (약품원단위 5.56원/m3) / 용수사용량절감(연간 38.89m3/인)

전력사용량절감(발전 3.5GWh, 수도전력원단위 19.48원, 생활전기 7.2GWh/년사용) / 용수재사용(중수도 6,300m3)

생활에너지 사용량 절감(가스 463천m3, 경유 619.4천ℓ, 등유 406.9천ℓ) / 건축폐기물재활용(94%), 생활폐기물(51.2톤)

방류수수질관리(오수정화 BOD8.2mg/L, SS7.5mg/L, 배출수처리시설 BOD 3.9mg/L, SS 5.5mg/L이하)

잔반배출감축및재활용 : 전량가축사료로재활용 / 여과지역세척수발생량저감(정수물량대비 1.6%)

정수장슬러지배출량저감(0.074kg/m3) / 정수장슬러지재활용 (슬러지재활용율 49%)

깨끗한물공급  댐원수수질개선(14개댐중 12개댐 2급수유지) / 수질개선(정수 0.1NTU 99.5%, 침전수 1NTU 88.1%)

댐내수중폭기운영, 관리 (17개댐 302기) / 환경기초시설건설(5개), 하수처리율(41.8% ⇒ 47.3%)

골재채취 100m이내지점탁도조사 (월 2회) / 노후관개량 (14.2km)

수돗물신뢰향상 : 음수대 8개, 병물공급 4,636천병협의회 42회, 수질정보 36,945건, 수질공개정수장 8개

환경친화제품생산, 소비  수력에너지생산(2,206백 만 kWh) / 녹색제품구매(33억 원, 110% 증가)

보건및안전관리  환경법규준수, 사고예방 (위반 2건, 과태료 8백만 원) / 소음, 진동관리 60dB 이하(펌프장 90dB이하) : 적합

환경리스크대응관리(환경, 안전, 보건교육 10시간/인)

시민사회와협력강화  자발적인사회공헌활동전개(85개동아리 3,300명) / NGO등시민단체와협력프로그램실행(협의회운영)

기타환경경영프로그램실천  숲가꾸기사업추진(8개댐기본계획수립) / 공사이미지제고를위한홍보(워터투어, 물행사등)

친환경기법과기술개발(핵심기술로드맵작성) 

환경경영 실천목표

환경경영 실천목표를 설정하여, 환경경영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20개의 실천목표 중 75%를 달성하였고, 2004년에는 30개의 실천목표를 설정하여 93%를 달성하는 등 관리

대상 목표의 수를 확대하는 동시에 목표달성도 역시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7대 분야에 총 33개의 환

경목표를 설정하여 96%를 달성하였습니다.

환경경영방침

및 

환경목표

전년추진

실적분석

환경측면파악

당해년도

방향설정

환경영향평가

부서별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수립

실적점검

심사평가

개선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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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서 태어나 물로 돌아갑니다. 인간은 곧 물입니다.

인체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중에서도 인간은 이미 물과 함께 있습니다.

80평생을 사는 동안 54톤의 물을 쓰고 6톤의 물을 마십니다. 

생명이 다한 후에도 체내의 수분은 우리들의 후손에게 전해집니다.

물은 자원으로서의 중요성을 넘어 인류에게 삶의 근간이 되는 존재입니다.

물의 흐름에서 철학을 깨닫고 물의 윤회를 통해 삶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물은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깨우치게 해주는 인류의 어머니입니다.



Clean K-water, Corruption Zero!  물처럼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합니다. 

윤리경영체제의정착

윤리경영을 기업전략의 기본가치 체계와 지속가능경영의 전략 이행을 위한 주요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리강령과 임직원 행동규정 등을 통해 윤리경영이 조직 내에 뿌리내리도록 제도화하였으며, 행동규정은 사규로 제

정하여 강제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임직원에 대한 윤리교육 강화와 경영정보 공개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국가청렴위원회가 조사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청렴도는 8.58점으로 매년 증가 추

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 처 럼  투 명 하 게

윤리경영 조직

윤리위원회는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주요 부서장 10인으로 구성

되어 윤리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합니다. 2005년도에는 윤

리경영 추진방안 및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윤리경영 교육 

결과, 투명사회협약 체결, 부서별 청렴도 측정계획 등을 심의하

고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경영혁신실 등 윤리경영 전담조직을 

확대 신설하고 청렴지키미, 혁신 프론티어 등 본사와 현장 간 

윤리경영 매개조직을 구성하여 효율적인 윤리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교육 강화

전 직원이 윤리경영을 쉽게 이해하고 윤리경영을 확산하기 위

한 방안으로 윤리경영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대상 

3,295명중 3,283명인 99.6%가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만족도는 

80% 수준입니다. 대상별 특성화교육도 활성화하여 직급 및 직

책에 맞는 맞춤식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설문

조사 결과 전 직원의 90%가 윤리경영 추진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윤리경영 사이버교육 내용을 소책자

로 제작 배포하여 항상 곁에 두고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

수자원공사는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경영의 투명성

을 높이고자 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제시하는 10개 항목보다 많

은 45개 항목에 대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

로 경영공시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면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목별 관리책

임자를 지정하고 사용자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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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지키미

■전국 57개 사무소의 3급 직원으로 구성

■  윤리경영 추진을 위한 의견제시, 추진사항 홍보

   - 정기적 워크숍을 통해 윤리경영 개선과제 발굴

혁신
프론티어

■혁신 리더 및 추진자 역할 담당(2, 3급 직원)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JOA 프로그램 실행, 6시그마연구

   - 집합교육을 통해 혁신마인드 제고 및 혁신방법 학습

제4차

(‘05.4)

윤리경영추진계획, 부패방지대책, 부패청산결의대회계

획, 공기업분야 제도개선 권고사항

제5차

(‘05.6)

투명사회협약추진(안), 청렴지키미 workshop 결과, 윤리

경영 사이버교육 현황

제6차

(‘05.8)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 내용, 청렴도 측정계획, 

하반기 윤리경영 추진방향, 추석절 임직원행동규정 

준수 방안

2005 윤리위원회 운영실적



직원들의윤리의식확산

윤리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청렴상

도입, 월별 테마활동 등 다양한 윤리경영 프로그램을 도입, 시
행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전직원은 윤리경영 실천가이드
를수록한임직원업무용수첩을항시휴대하도록하고있습니

다.

신고센터의 운영

직원들이 내부의 부정부패를 신고할 수 있도록 내부공익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공사 홈페이지의 내부

공익신고센터를 이용하여 무기명으로 부정부패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2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의 유혹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클린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업무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 전화, 팩스, 혹은 홈페이지를 이

용하여 클린 신고센터에 자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금

품은 제공자가 확인될 경우는 반환하고, 확인이 안 될 경우에

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회공헌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을 협력업체까지 확산

전사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윤리경영을 협력업체까지 확산하

기 위해 2005년 7월 공사와 관련이 있는 20개 협력업체와 ‘수

자원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윤리경영과 투명경영, 반부패 활동의 정착을 위해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실천다짐

2005년 하반기에는 528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에 대

한 임직원의 인식 정도를 조사하여 현재의 윤리경영 시스템과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진단하였습니다. 진단 결과 나타난 취약

점을 반영하여 2006년도부터는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중점추

진과제를 선정하여 전사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

로 윤리경영을 경영의 기본 원리로 삼아 기업문화로 정착시키

고, 공정한 계약제도의 운영, 부패와 비리의 척결 등을 통해 

물처럼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윤리경영 핸드북(JOA morals)

공용차량의 사적 이용 등 7건 징계내부공익신고 

상품권 자진 신고 등 2건 반송, 기부클린 신고

직원 부업행위 제보 등 10건 처분부조리 신고

2005 신고센터 운영실적

윤리강령제정, 조직운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윤리경영

수자원 분야 투명사회협약 내용

업무처리과정의 투명성 확보

투명한 정보공개 및 회계처리
투명경영

부패신고제도 활성화

부패행위자 징계기준 강화
부패방지



사람이 핵심자원

임직원 모두가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갑니다.

임직원 모두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공정한 인사관리, 적극적인 노사협의기구 운영을 통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일터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직원현황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직원은 2005년말 정원기준으로 2004

년보다 0.8%가 늘어난 총 3,880명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청년실업해소대책과 지방상수도인수에 따른 고용전환으로 

채용인원이 증가했습니다. 신규채용 인원은 총 239명으로 

이 중 82%인 195명을 공개 채용하였습니다. 한편 이직한 

직원은 2005년도 한해 동안 61명으로 1.6%의 낮은 이직률

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고령화 시대와 청년 실업문제 등 사회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노사가 1년간 논의 끝에 2004년 7월에 정부

투자기관으로서는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습니다. 직

군전환형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따라 정년을 3년 앞둔 직원

은 개인의 희망에 따라 명예퇴직이나 전직을 선택할 수 있

습니다. 전직의 경우 임금수준은 낮아지지만 고용이 보장

되는 계약직이나 업무지원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2005년에

는 대상직원이 총 24명(‘04년 13명)으로 확대되었으며, 대

상자들을 위해 evergreen 교육제도를 도입하는 등 퇴직후 

전직지원(outplacement)을 통하여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업무의위탁관리

2001년부터 공사는 설비관리, 경비, 단순사무, 정보관리 등 

비핵심업무를 외부에 위탁하고 주력업무에 경영자원을 집

중하여 조직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설비관

리 인력 446명을 포함하여 총 1,001명의 외부인력이 공사

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부위탁업무에 대해서

는 주기적으로 그 효과를 분석하여 서비스 수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임직원(정원)

임원 0.19%

전문직 2.98%

특정직 14.23%

일반직 82.60%

일 하 며  꿈 꾸 며

임직원 현황(정원기준)

외부인력 활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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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으로 창조적 인재육성

자신의 미래는 본인이 설계하고, 회사는 능력개발을 도와 줍니다.

교육훈련프로그램

우리 공사는 직원들이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

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직원 본인이 주도하여 해당 직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도록 지원하는 ‘자기주도형 역량강화프로그램 (CRP : 

Competency Reinforcement Plan)’은 특허를 획득하였고 2004년 한국능률협회

에서 주최한 ‘인재개발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3년간 교

육과정수는 272개에서 340개로 확대가 되었고, 자체교육 및 국내외 선진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인재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윤리경영교육, 글로벌교

육, 직무교육 등 공사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직원 수는 2004년에 비해 57%가 

증가한 12,926명(연인원)입니다.

자기계발지원

주5일 근무제로 늘어난 여가시간을 활용, 직원 각자가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기계발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주말자격증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1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경우 자신을 재설계하고 충전할 수 있는 시간

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계발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여건 조성 및 동기부여를 위해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자율근

무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주말부부 직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다양한 형태의 ‘자율근무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자기계발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직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매출액 대비 교육훈련비 비중 

교육이수 임직원수(연인원)

핵심인재 채용 육성 

채용제한사항 철폐

다양한 채용기법 수립

CRP 교육훈련 강화

직원만족도 제고 
요일 선택제

EAP(종업원지원프로그램) 도입

권역별 전보제

합리적인 인사관리 

ERP 구축, 양성평등

장애인 배려

임금 피크제 개선

능력과 성과중심 

근무평정 및 승진제도 개선

육성형 평가체계 마련

전문직 운영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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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인사관리 

열린 채용,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로 조직문화를 혁신해 갑니다.

채용

능력위주의 열린 채용을 구현하고자 각종 지원자격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학력제

한 폐지(‘04.1), 연령제한 폐지(‘05.1), 응시자격 제한폐지(‘05.12)를 통해 누구나 지

원 가능하도록 지원기회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어학, 학점 등 형식적인 요소

의 비중을 축소함과 동시에 직무역량 중심의 채용기반 정착을 위해 채용제도를 개선

하였습니다. 이 결과 2005년도 5급 공채 시험에서 고졸 8명, 전문대졸 2명이 합격하

였습니다.  

한편, 여성채용목표제의 적용 분야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2005년에는 여성채용 비율

이 전체 채용인원의 27%를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30%의 여성채용 목표제를 시행하

는 행정, 환경, 토목, 전산 직종에서는 38%의 여성을 채용하였습니다. 현재 전체 정

규직원수 대비 여성인력비율은 8.2%(309명)입니다. 앞으로 조직 내에서 여성의 역

할과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애인 고용은 2000년 이후 매년 정

부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를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인원은 87명

(2.3%)입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을 보장하고 우대하기 위해 채용 시 1차 전형에서 최

대 5%의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직무이동

직원 본인의 희망과 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부서 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에는 7개 지역본부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현장 중심

의 인력운영과 지방상수도 사업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고, 전보시에 지역연고를 최대

한 감안하도록 하여 직원들의 만족도와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승진자는 현장에 우선 배치하여 현장에 대한 업무역량과 고객접점인 현장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기술부서와 관리부서간 인력교류를 활성화하여 인력운영의 폭을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능력에 따라 원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직위공모제 대상직위를 관리자급 20개 직위, 전문직 25개 직무로 확대하

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한승진

승진심사에 있어 연공서열의 요소를 없앴습니다. 또한, 승진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여 

승심 기회를 높이고, 현장부서에 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지도록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근무평가방식을 다면평가, 절대평가로 개선하여 능력과 성과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

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3급에 대한 승진심사에는 본사 현장, 본부간 균형승진을 

위해 3급 승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사과정에 다른 직종 심사위원 25%

를 포함하여 심사하게 하고, 각 본부로부터 참관인을 추천받아 승심위원회별로 2인

을 배치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 신규공개채용인원

연도별 장애인 고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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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프로그램

공기업으로는 가장 먼저 양성평등을 선포(2004)한 이래로 여성인력 채용확대와 함께 보직, 승진 등 인사관리에 있

어 여성인력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출산과 육아 휴직 지원을 위한 대체인력 풀 구성 등 남녀고용평등프로그램을 마

련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여직원 간담회를 통해 여성인력의 역할과 생산성 제고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여성관리자 4명이 여성관리자 리더십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이들 여성관리자들은 채용면접위원, 승진심사위

원, 제안심사위원, 각종 TF 전담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고충상담원 3명을 지정하여 고충상담을 하

고 있습니다. 한편, 직장과 가정의 양립과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내보육시설(물사랑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자율근무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 말 현재 과장이상 여성관리자는 10명입니다. 

임직원고충처리프로그램

고충처리제도를 활성화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인사팀

원을 중심으로 사안별 고충처리 담당을 정하고 고충내용에 따라 직원들의 고충을 적

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고객포탈시스템인 OASIS에 온라인 고충창

구를 개설하여 상시 이메일을 통해 담당자와 고충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특히 정기 전보 시 많이 발생하는 고충사항 43건 중에 고충반영이 시급한 31

건(70%)에 대해 희망지로 전보 조치하였으며, 희망부서의 정원 부족으로 인한 미해결 

건은 다음 정기 전보 시에 고려하게 됩니다.

종업원직무만족도제고 노력

직원들의 만족도는 2003년도에 처음으로 조사한 이래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직원만족도 조사는 고객만족경영의 주체인 직원들의 만족 정도를 계량적으로 파악하

여 직원 고객만족도를 알아보고, 외부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매

년 11월에 자체 설문조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직무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는 직원들의 건강 및 각종 스트레스 등의 고충해결을 통한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생산

성 제고를 위해 종업원 지원프로그램(EAP : Employee Assistance Program)을 운

영할 예정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직원 개인의 종교적, 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

합니다.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부당한 노동의 착취나 강제노동은 없습니다. 

물 사랑 어린이 집

인사 및 교육훈련

직장과 가정의 양립

여성관리자 리더십 단기교육

채용, 승진 등 면접과 심사위원 

여성 고충상담원 지정 및 창구운영

사내 보육시설 지속적 운영

우수 여성인력 채용, 관리자 지속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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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복지제도 운영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합니다. 

우리 공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 사회보험 이

외에도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내 물빛치과

연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금액

사내근로복지기금

직원들의 복지증진사업을 위하여 매년 세전순이익의 일부(5% 이내)

를 출연하고 이중 일정액을 적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운영하

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협의회’를 두어 투명하게 관

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직원들이 여러 가지 

복리후생 프로그램 중에 필요에 따라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사내

근로복지 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거안정을 위한 사택제도 운영

전보 발령시 직원들이 주거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근무지 

인근 아파트를 활용해 독신자 합숙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주택 직

원을 위하여 임차사택 제공과 주택구입자금 일부를 대출해주고 있

습니다.

자녀 교육 및 직원 자기계발 지원

우리 공사에서는 자녀 교육 및 직원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자녀의 중 고 학자금과 대학생학자금 융자제도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

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를 돕기 위해 사내에 ‘물사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영아와 유아 교육을 돕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및 여가생활 지원

본사 내에 치과, 한의원, 의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에는 치과, 

한의원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여가 활동을 위해 휴양

지 콘도를 보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고 주말농장 프로그램을 운

영하는 한편 사내에 단학, 검도 수련장 등 체력단련시설을 갖추어 

직원들이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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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건강관리

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건강관리자료를 통합한 건강관리시스템을 운

영하고 임직원 본인은 물론 배우자를 대상으로 정기 종합건강검진을 받

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는 무엇보다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가 중

요하므로 건강검진 항목수를 확대해 보다 정밀한 건강진단을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는 2004년도에 비해 질병 이환자수와 유병률

이 상당히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병 질환자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제고와 적절한 건강상담 제공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됩

니다.

■ 전문상담 지원프로그램 : 지속적인 경영혁신 추진과 본사 인력 감

축 등으로 업무부담이 늘어나면서 직원들의 질병휴가가 늘어나고 있

습니다. 우리 공사는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여 직원 스스로가 개인

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업원상담지원 프로그램

(Employee Assistance Program)의 도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질병이환자수 및 유병률

질병이환자

유병률

※ 산재비율 : 산재자수/전체 근로자수 

산재건수 

산재비율

안전사고최소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안전소식, 업무재해율을 

상시 온라인으로 제시하며, 작업장에서 재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

도록 세심한 배려와 함께 안전교육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2005

년도는 2004년도에 비해 산재건수와 산재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은 주로 사내 체육행사 시에 발생(2004년 2건 ⇒ 2005년 10건)한 

것으로서 앞으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 재해보상과 배상에 관한 제도를 갖추고 공

사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고로 직원이 형사피의자가 된 경

우 소요비용을 보상하고, 공사 내 작업장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공

사직원이 아닌 사람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하고 있습니다. 이밖

에 시설물에 의한 재해, 업무수행이나 사내 봉사단 활동 중 발생한 재

해, 기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 등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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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

신뢰에 기반한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를 가꾸어 나갑니다. 

노동조합

수자원공사 노동조합은 1987년 11월 12일 설립되어 2005년말 기준으로 전체직원의 79%인 2,837

명이 가입하였습니다. 노사는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경영현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시에는 경영현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상호 이해를 통해 노사갈등을 줄이고, 생산성

과 직원 복지수준을 향상시켜 노사간 공동이익을 추구합니다. 

상생의노사관계

다양한 노사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상호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사간 행사의 

공동 참여와 주최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갑니다. 회사가 주관하는 투자심사위원회, 지식

제안심사위원회, 경영간부회의 등에 노조대표가 참여하여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 직원들의 뜻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노사 합동 워크샵을 2차례 실시하여 선진적 노사관계 구축방안과 단체협약 

체결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체육 및 문화행사로써 노사화합체

육대회와 직원 가족들도 함께 참여한 음악회, 산사체험, 직원자녀 영어캠프 등을 개최하여 노사

가 한 가족임을 공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해결을위한노사공동노력

노사간 중요 사항이나 쟁점 사안에 대해서 사안별로 노사가 함께 해법을 찾아냄으로써 동반자적

인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05년에 출범한 ‘제3기 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는 전국

단위 전보로 인해 불안정한 주거 문제해결을 위한 권역별 전보제 도입방안과, 직종 및 직급간 승

진 불균형에 따른 대안으로 직원 호칭체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도입 3년째

로서 수자원공사의 고유 모델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건과 관련 지난해 12월에는 노동부로부터 

노사화합 우수사례로 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신조직문화 프로젝

트, 사회공헌, 수도사업장 환경개선 등과 관련 노사공동전담반을 구성하여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노사화합체육대회



노사간 상호 존중과 진실함에 뿌리를 둔 진지한 대화와 성실한 태도만이 

공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존속을 가능케 합니다.  

상호 존중과 진실함의 출발점은 인간존중입니다.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더 나은 노동자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결성된 우리 노

동조합은 공사경영의 한 축이라는 인식 아래 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해 최선

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려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출범한 제

7대 노동조합은 ‘강한 노조’, ‘정직한 노조’, ‘하나된 노조’의 기치를 내걸고 

삶의 터전인 우리 일터를 보다 좋은 직장으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사와 개인의 지속성장’, ‘최고의 복지수준’, ‘인정받는 선진기업’, ‘편안한 

일터’ 등 노동조합이 추구하는 방향이 서로 잘 어우러진 직장을 만들기 위해

서는 노사간의 협력이 기본입니다. 노사간 상호존중과 진실함에 뿌리를 둔 

진지한 대화와 성실한 태도만이 공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존속을 가능케 합

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노동자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

의 책무를 다하기 위함이고 또한 번성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노사간 상호

존중과 진실함의 출발점은 바로 인간존중입니다.

인간이 무시된 그 어떤 제도나 법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인간 최우선이 지속

가능경영에 있어서도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홍 묵  노동조합 위원장

가족과 함께하는 나눔의 시간

좌 : 토요 강좌 (장경동 목사)
중 : 토요 강좌 (고승덕 변호사)
우 : 초등생 직원자녀 영어캠프

INTERVIEW ²



스포츠 팀 운영

국민건강 의식확산을 위해 스포츠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체육진흥과 국민건강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스포츠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과학적인 체력관리

와 체계적인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경기력 향상은 물론이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선수단이 되고자 합니다. 

육상부 & 싸이클부

1977년에 육상부와 싸이클부를 창단하였습니다. 육상부는 국

제대회 우승을 비롯하여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마라톤 우승 6

회라는 금자탑을 쌓아 올렸으며, 사이클부도 국제선수권대회 

우승 2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우승 13회를 일구어 내며 국위선

양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조정부

2002년에는 조정부를 새로 창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4년째인 조정부는 함정욱 선수가 국가대표에 발탁되어 올림픽

대회에 출전하는 등 아시아 최강을 목표로 굵은 땀방울을 흘리

고 있습니다.

종목 창단 감독(코치) 선수 2005 주요실적

육상부 1977 2 3 2005 조선일보 춘천마라톤 2~3위 

사이클부 1977 2 6
제25회 아시아사이클선수권대회 스크래치 1위 (05.12)

제22회 대통령기 시도대항사이클대회개인도로 1위 (05.4)

조정부 2002 1 9
제4회 동아시아대회 더블스컬 1위 (05.11)

제21회 대통령기 조정대회 무타포어1위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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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을 골고루 나누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사회공헌활동체계

물에도 양극화 현상이 있습니다.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90%에 이르지만 아직도 깨끗한 물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

렵게 생활하는 이웃들이 1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 국민이 물의 고른 혜택을 받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을 사회공헌 활동의 목표로 삼아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조직과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물’과 관련된 중점추진

분야를 선정하여 이제껏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함께 사는 세상을 구현하는 등 국내 최고의 물 전문기업으로

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물에 관한 한 전 국민이 고른 혜택을 받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업

물의 양극화 현상 해소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소외계층과 

지역사회 기여
우리 강 사랑하기

회사 : 전략분야 및 대외 협력사업 시행

사회공헌활동재원

공사는 사회공헌활동 투자액을 매년 확대하여 2005년에는 총 425

억 원을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불우이웃을 위해 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으고, 회사에서도 동일한 금액을 지

원(Matching Grant)하는 ‘사랑 愛 기금’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

니다. 2005년에는 6억 원을 모금하여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 전달

하였습니다. 이 밖에 임직원의 제안포상금 중에서 일정 금액을 기

부하는 ‘작은사랑제안제도’를 결식아동 등을 위해 기부해오고 있습

니다.  

사회공헌활동백서발행

현장 사무소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한 해 동안 실천한 사회공

헌활동을 모아서 2005 사회공헌활동 백서 <함께 사는 세상>을 발

행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사회공헌 활동을 돌아보고 다음 해에도 

더 큰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다짐을 담았습니다.

임직원 : 사회봉사단을 통한 자발적 봉사활동 

함 께  사 는  세 상

사회공헌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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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혜택을 고르게

모두가 물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랑의물

수자원공사는 기후적 여건과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해 물 부족으

로 고통 받는 지역에 대하여 긴급식수를 지원, 공사의 책임을 다하

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지원된 병물

은 총 1천만 병을 돌파하였으며, 재해지역과 산불현장 및 단수지역 

등에 병물과 생필품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물 부족 지역에는 대

형급수차를 이용하여 식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가하는 

병물 수요에 맞추기 위해 충청지역본부(청주)에 새로 공장을 증설 

중에 있으며, 2006년부터는 재해지역과 만성적 식수부족지역에 

더 많은 사랑의 물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긴급 식수지원 (안동) 초. 중등교 급식용수 학교음용수 지원 감사패

희망의물

식수로 적합하지 않은 지하수를 먹고 있는 전국의 500여 초 중등학교에 2007년까지 200억 원을 들여 최신 정

수시설을 설치해주는 ‘희망의 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 50억 원을 투입하여 103개 학교에 막여과

와 자외선 소독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006년은 전국에서 정수장치를 필요로 하는 학교를 우선 선발하여 추가

적으로 정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고를 인정받아 2005년 12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감

사패를 받았습니다.

생명의물                            
2005년까지 8개 지자체 32개소와 협약을 맺고 해안도서지역에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생명의 물’ 사업을 벌

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해안도서지역은 수원이 부족하고 기술력과 인력부족으로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절한 수돗물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 동안 

보령시 장고도의 경우 10톤 사용시 요금은 23,750원 수준으로 지방상수도요금의 5배를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자원공사가 모든 해안도서지역에 대한 해수 담수화 시설을 일괄 수탁 받아 운영하게 됨으로써 만성적

인 물 부족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의 식수난을 해결하고 물값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구분 2005 지원내역 백만 원

사랑의 물

15t 급수차 구입(4대)

연간 병물 생산 지원

 (4,636,000병)

344
816

희망의 물 초 중등학교 급수시설 설치 5,000

생명의 물
해안 도서지역 해수 

담수화 시설 설치
1,816

전체 7,976

물 관련 지역사회 인프라 지원



댐 주변지역 지원

댐 주변지역을 관광자원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댐주변지역지원제도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주변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댐 주변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설중인 댐에는 300~5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하여 생산기반조성사업, 복지문화시설사업, 공공시설

사업 등 정비사업과 댐건설 이후에도 지역주민들을 위해 주민소득 및 복

지증진을 위하여 매년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

년에는 467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의료비지원, 장학금 지급 등 지역주

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댐 주변에 물 문

화관 건립과 수변공원 조성을 추진하여 지역민들이 휴식 및 레저 공간으

로 사용 가능하도록 댐의 기능을 다양화하였습니다.

휴식공간으로서물문화관

댐 주변에 지역문화와 자연생태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소개하는 물문화

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2004년 7월에 대청댐과 낙동강 하구둑에 물문화

관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고 12월에는 부안댐과 안동댐 지역의 물문화관에 

대한 설계작업을 마쳤습니다. 2005년에는 안동댐 물문화관 착공과 기존

댐 물문화관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횡성댐, 밀양댐, 용담댐 등도 착공

하였습니다. 2006년 이후에는 주암댐 등 10여개 댐의 물문화관을 정비 완

료하여 지역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조성지원

저수지의 수질오염을 막고 자연에 순응하는 친환경농업을 통해 지역과 함

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꿉니다. 2005년에는 소양강댐, 대청댐, 안동댐 

상류지역의 66가구 14만평을 친환경농업 시범단지로 조성하여 무농약 농

법으로 감자, 옥수수를 수확하고 판매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소양강댐 

등 14개댐 16개소의 친환경농업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친환경농산물의 판

로 확보를 통해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농업 확산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건립으로복지혜택제공

댐 주변지역 노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재가노인  복지센터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최초로 2006년 6월에 개소 예정인 합천댐 재

가노인복지센터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노인교실 등의 서

비스를 제공하여 댐 주변지역 노인들에게 안락한 삶을 제공하고 삶에 대

한 희망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대청댐 물 문화관

친환경농업 투어(주부교실)

 댐 주변 지원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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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 사랑 나누기

모든 직원이 하나가 되어 지역 주민과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합니다. 

지역사회에시설물개방

본사 사옥의 일부를 공원화하여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

습니다. 공원에는 분수대와 노천 공연장 등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시가 있는 초여름 밤의 작은 음

악회’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Rock 콘서트’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농촌기술봉사활동

전국의 댐과 수도사무소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농촌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장비를 활용하여 매년 농촌봉

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별로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보수, 

농기계 수리, 가전제품 수리, 마을 공동시설 보수와 우물물 수질검사 등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2,371세대를 지원하였고 2005년

에는 3,974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정보화지원사업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정보화 능력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매년 공사에서 발생되는 컴퓨터 중 상태가 양

호한 컴퓨터를 수선 및 기능 향상시켜 댐 수도관리단 등 주변지역 주민과 고아원, 장애인 복지시설에 전하고 있습

니다. 2005년도에는 470대의 컴퓨터를 지역사회에 지원하였으며, 2002년 사업개시 이후 현재까지 총 1,490대의 컴

퓨터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을위한테마공원조성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 및 여가선용을 위한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안산 

호수공원은 20만평 규모의 복합 테마공원으로 기존 저수지와 주변지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조성하였으며 갈대습

지, 야생화단지, 고사분수, 야외무대, 잔디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시화 옥구공원은 도시

민의 휴식과 체육 등 여가활동을 위하여 시화지구 10만평 규모로 조성하였으며 양궁장, 씨름장, 축구장, 산책로, 전

망대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초여름 밤의 작은 음약회

농기계 점검수리

안산 호수공원 전경



재해복구 지원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어 갑니다.

호남지역폭설복구지원

2005년 말 호남지역에는 사상 유례없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이 폭설로 하

루에만 45cm의 눈이 내려 도로가 막히고 비닐하우스, 주택이 무너지는 

등 지역사회가 급속히 마비되었습니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자발적인 재해

구호 활동을 전개하여 광주와 나주, 정읍, 고창 등 호남지역 일대에 그레

이더 6대, 굴삭기 2대, 15톤 덤프트럭 4대를 지원하여 제설작업을 하였습

니다. 또한 생필품 수급에 곤란을 겪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정읍과 

고창지역에 비상용 병물(6,000병)을 지원하였습니다. 

재해발생지역에비상급수지원

자연재해 발생지역과 물 부족지역에 대한 비상급수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

다. 대형 급수차(15t) 7대를 권역 별로 배치(363회 지원)하여 산불, 가뭄, 

단수지역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공사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병물 464만병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2004년

도에는 북한 용천 폭발지역에 긴급식수를 지원한 데 이어, 2005년도에는 

해외지역인 아프가니스탄의 지진발생 지역에 병물 10,000병을 지원하여 

국제적인 재해구호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폭설피해 재해복구 지원

비상급수차(15t) 지원

파키스탄 병물 지원

대한적십자사와 ‘포괄적 사회공헌 파트너십 협약’ 체결 (국내1호, ‘05.8.3)

사회봉사단인 ‘물사랑나눔단’ 창단 1주년을 기념하여 ‘사랑나눔 한마당’ 행사를 가진 자리에서 대한적십자

사(한완상 총재)와 우리공사의 사회공헌 파트너십 협약체결을 가졌습니다. 이 협약은 대한적십자사가 기업

체와 맺는 파트너십 협약 제1호라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병물, 대형 급수차, 물사랑나눔단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원하고 적십자사는 재난구호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 공동활동 : 적십자사의 노하우 및 활동망과 수공의 가용자원 이용

 • 기타활동 : 사랑의 헌혈 및 노인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 전개

파키스탄 
지진지역 
병물지원

• 파키스탄 대지진 발생지역에 병물 지원 (‘05.12)

  - ‘한국 아동 인구 환경 의원 연맹’을 통해 1.8ℓ 10,000병 지원

  - 글로벌 물 전문기관으로서 국제적 재해구호활동 전개

양양 산불현장
긴급 지원

• 영동지역 산불재해 지역에 대해 신속한 구호활동 전개 (‘05.4)

  - 병물(2만병), 물차(15톤 2대), 빵(200Box), 컵라면(300Box)

  - 낙산 도립공원관리사무소 내 양양군 대책반에 인도

부안군 
고지대 
비상급수

• 설 명절 기간 중 고지대 단수지역에 수도 병물 공급 (‘05.1)

  - 제공지역 : 8개면 38개 마을 300여 세대

  - 부안군 수도사업소 및 면사무소를 통해 10,000병 지원

강원권 
가뭄지역 
비상급수

• 극심한 겨울가뭄으로 인한 식수부족에 수도 병물 제공 (‘05.1)

  - 제공지역 : 11개 시 군 17개 읍면동

  - 춘천 수도사업소를 통해 15t 물차 및 병물 10,000병 지원



우리 강 사랑하기 

생명이 살아 숨쉬는 ‘강’의 소중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샛강살리기

오염이 심화되어가고 있는 도시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쾌적한 시

민의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소 주변지역의 소규모 하천을 중

심으로 지역주민, 학교,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하천 청결운동, 친수환경 조

성, 하천체험활동 등 하천을 살리기 위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천(안

산), 한천(구미), 남천(창원) 등 전국 17개 하천 등에서 생명이 살아 숨쉬

는 모습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어방류사업

댐으로 인한 수중서식 환경변화와 외래어종 번성으로 점차 사라져가는 토

종어류를 살리기 위하여 치어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번식력이 강한 잉어, 붕어, 메기, 동자개 등의 

토종어종과 회유성질을 갖춘 은어, 빙어, 뱀장어를 주 방류어종으로 하고, 

종 다양성을 고려하여 쏘가리 등 급속히 그 수가 줄어들고 있는 어류를 보

조어종으로 선정하여 방류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치어 1,445천 마리

와 수정란 26,000만립을 방류하였습니다.

댐상류인공습지조성

댐 상류의 지천으로부터 유입되는 물을 자연적인 방법으로 정화할 수 있

도록 갈대습지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는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유출수

와 상류 하수처리장의 배출수가 댐 호수에 유입되기 전에 자연정화 처리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부하율은 줄이고 

호수 수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갈대습지는 환경

변화 및 수질오염으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국내 자생수초의 보호와 번

식을 위한 공간이 되고 있으며, 철새들이 찾아오는 생태계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수달 서식지 청결운동(남강댐)

장흥댐 상류 인공습지

신풍리 습지

치어 방류 현황

용문리 습지 봉림리 습지

천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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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물 사랑 운동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강 사랑 운동

강과 물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댐에 인근지역의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환경보전연구

소’를 두어 수질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청호에는 댐 주변의 

하천감시, 환경보호활동, 연구조사를 위한 ‘대청호보전운동본부’를 두어 

호수 주변의 하천오염 감시와 환경보호를 위한 주민실천운동과 연구조

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체험학습 (Water Tour)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댐 및 주변지역과 수도시설 등을 직접 체험하도

록 하여 물에 대해 새롭게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는 총 427개 단체, 19,774명의 물 전문가, 시민 환경단체, 학생, 지역

주민들이 물 관리센터, 수돗물분석 연구센터, 다목적 댐, 물 문화관, 정

수장, 갈대습지공원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물 사랑운동

학생, 지역주민, 사회단체, 일반 주민들이 물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

도록 국민 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전문 물 강사로 하

여금 103회에 걸쳐 16,400여명에게 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전국 다

목적댐 주변지역의 3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물사랑학교’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댐 주변 학교를 대상으로 ‘물사랑 과학캠프’를 열어 물 

관련 과학실험, 체험활동, 시설견학을 통해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물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한편, 미래 세대들과 일반국민들에게 물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

고 국민 물 의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물 사랑 글짓기 공모, 물 

사진 공모, 물 사랑 실천 우수사례 공모, 대학생 광고 공모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2005년에는 최초로 ‘물 사랑 포스터 공모’를 실시하고 우수

작품을 포스터로 제작, 전국 초 중학교에 배포함으로써 미래 세대들에 

대한 물 의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시화공단내하천복원성공 ! 
시화공단 내에 있는 간선수로 중 오염이 가장 심한 4간선수로가 획기적인 수질개선을 이루어냈

습니다. ‘04.8월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오염원 전수조사, 하천 오염저질토 준설, 오접 시정, 환경

교육 및 캠페인 등의 개선대책을 지역(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추진

한 결과 수질이 추진 전(‘04.3)에 COD 1,970ppm에서 추진 후(‘05.5) COD 20ppm이하로 크게 개

선되었습니다. 그 동안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던 것을 원래의 하천으로 복원하였습니다.

금강 발원지(뜬봉샘) 생태조사

낙동강발원지 황지

주암호 물길답사



물사랑나눔단

물사랑나눔단을 중심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봉사단창단 1주년

물사랑나눔단을 창단한지 1년 만에 85개 동아리에 3,300명의 회원, 전 직원의 87%로 성장하였습니다. 임직원의 자

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물사랑나눔단 활동은 사랑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지금도 부지런히 뛰고 있습니다. 봉사활

동을 일시적이고 자선적인 1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 나누는 상생의 기업문화로써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월 1회 근무시간 중에도 가능하고 봉사활동 경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물사랑나눔단 운영

지침을 사규화하여 자유롭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사랑을나누어갑니다

풍요로운 세상이 되었지만 사회로부터 소외된 분들, 자식들을 도시로 보내고 일손이 부족한 시골의 어르신들, 쓰레

기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자연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모두에게 물사랑나눔단의 따뜻한 마음이 그늘진 곳에 빛을 

전합니다. 봉사단의 손길을 통해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전하며 꿈과 희망이 살아있는 세상을 가꾸어 갑니다.

장애우와 햇볕보기 행사  CEO와 함께하는 봉사활동 부산사랑회 봉사상 수상

물처럼 맑은 사랑이 마음에 흐르도록… 김은영  사회복지사

수자원공사의 물사랑나눔단이 주변에 어려운 이웃과 외로운 노인들에게 보다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기획, 진행하고 있는 경영혁신실의 김은영 사우, 수공인의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가장 

중요한 일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 어색하고 힘든 건 당연하죠. 하지만 그런 모습은 본인보다도 수혜자가 제일 먼저 느낀답

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하지만 청소나 설거지,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시작하

면 점점 적응이 되더라구요”. “사랑도 마음 속에만 고여있으면 물처럼 썩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다

른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서 사랑이 한 곳에 고이지 않고 항상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

가 내 마음에도 신선한 사랑이 다시 흘러 들지 않겠어요?”.  힘들고 고단해도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되었

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힘이 솟는다는 김은영 사우의 얼굴에 화사한 봄 햇살이 가득하게 비칩니다. 

물사랑 나눔단 창단 1주년 기념



INTERVIEW ³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우리의 약속

시골의 고령화 문제는 점차 사회이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댐 주변지역의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가노인복지

사업을 전개하여 새로운 지역사회 공헌방안을 모색합니다.

전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물사랑나눔단 활동을 권역별로 체계화하고, 대한적십자사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활동도 더욱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내에 있는 한의원과 치과도 함께 참여하여 전문기술을 활용한 봉사활동도 전개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사회의 수많은 소외계층을 위한 작은 노력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작은 일들이 여러 곳에서 일어날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믿으며, 그 중심에 수자원공사가 함께 할 것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지금까지 잘 해 왔듯이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하여 지속가능경영을 시

작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전 국민을 고객으로 모시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닌 인간생명의 원천을 공급하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추구하고 있는 ‘함께 하는 물, 함께 사는 세상’은 자연을 보호하여 깨끗

한 물을 유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민에게 사랑 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절망과 좌절로 고통 받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일들을 진실 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수자원공

사 ‘물사랑나눔단’을 중심으로 모든 임직원들이 정성을 들여 소박하고 겸손한 

자세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서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이웃들에게 희망을 싹 틔

우고 용기를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대한적십자사 한 완 상 총재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이웃에게 희망을 싹 틔우고, 용기를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회공헌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1. 저희가 손과 발이 되어 드릴게요 

2. 할머니, 할아버지 생신 축하 드려요

3. 집 짖는 데는 우리가 선수 

4. 할머니 ! 진지 드세요

5. 동물원에 나들이 나왔습니다

6. 저기 벚꽃 참 예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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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사랑나눔단 

사회공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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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가 와도 봉사활동 하나요?

2. 눈이 와도 합니다 

3. 비상급수, 물 차를 지원합니다

4. 김장 맛있게 담가 주세요

5. 사랑의 연탄, 훈훈하지요  

6. 할머니, 콩 밭 매러 왔어요

7. 김 매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1

나눔의 릴레이는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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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자  검 증 의 견 서

제3자 검증보고서

‘한국수자원공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06’ 독자 귀중

산업정책연구원(이하 ‘검증인’)은 ‘한국수자원공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06’의 특정 정보에 대한 독립적인 ‘제3자 검증기관’으로서 검증을 요청 

받았습니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수집과 작성, 정보수집 시스템 및 내부통제의 유지에 대한 책임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에게 

있습니다. 본 검증의 목적은 수자원공사가 작성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정보 및 주장이 중대한 오류나 편견을 담고 있는지와 정보수집 시스템의 

작동여부에 대하여 독립적 의견을 제시하는데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3자 검증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검증배경 및 범위

‘한국수자원공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06’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속가능경영과 관련한 노력,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본 

검증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합리적 검증

    ‘III. With Water(경제성과)’에 수록된 재무정보가 수자원공사 2005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적절히 추출되었는지 검토

■제한적 검증

     ‘II. With Future’, ‘III. With Water’, ‘IV. With Nature’, ‘V. With People’에 수록된 정보가 적절하고 충실히 공개되었고 중대한 오류나 편견을 담고 있

는지 검토

    ※ 합리적 검증은 제한적 검증보다 상위수준의 검증임

독립성

본 검증인은 본 보고서에 포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회사의 어떠한 영향력, 이해상충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는 독립성

과 자율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본 검증인은 수자원공사의 운영활동전반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맺고 있지 않습니다.

전문성

산업정책연구원은 1993년 설립되어 2002년부터 윤리경영, 사회책임경영, 지속가능경영 관련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기관이며, 본 검증인은 경

영전반, 회계, 환경 등 전공자로서 국내 주요대학 교수진 및 지속가능경영 자문에서 경험을 쌓고 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가로 구성되었습니다. 

기준

■ 본 검증인은 ‘한국수자원공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06’가 GRI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2002)의 경제, 사회, 환경적 핵심지표와 부가지표

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 본 검증인은 지속가능성 보고서 검증기준인 AA1000 Assurance Standard(이하 AA1OOO AS)*의 3대 검증기준(중대성(Materiality), 완전성

(Completeness), 반응성(Responsiveness))에 의거하여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지속경영보고 기준인 BSR 가이드라인(B.E.S.T 

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 B.E.S.T 지속경영 보고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보고수준을 검토하였습니다.

    *  AA1OOOAS는 영국에 소재한 사회책임경영, 윤리경영, 책임경영 관련 비영리기관인 AccountAbility에서 1999년에 사회적, 윤리적인 회계, 감사, 보고에서의 질을 향상하여 조직 전반

적인 성과와 책임성을 증진시키고자 개발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기준입니다.

    **  BSR 가이드라인(B.E.S.T 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 B.E.S.T 지속경영 보고 가이드라인)은 국내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확산을 목적으로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국내기업

들의 현실을 접목시킨 한국형 가이드라인으로서 그 내용에 따라 5단계로 구분되어 기업의 보고 수준을 단계별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검증방법 

본 검증인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본 보고서의 중대성, 완전성 및 반응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자원공사의 언론 보도내용 검토

▷보고서 정보 및 정보 수집 시스템에 대한 검토

▷데이터 샘플링 및 고위험 영역을 파악하여 주요 보고서 정보, 내부 정책, 문서 및 정보 시스템에 대한 집중 검토

▷본사 및 과천권관리단을 포함한 사업장 방문을 통한 현장심사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 및 보고서 정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임직원 인터뷰

▷지속가능경영 담당 경영진 인터뷰



▷사내 지속가능경영 조직, 시스템, 활동 검토

▷보고서 수록된 재무정보와 감사보고서의 일치여부 검토

▷지속가능경영 전문가 의견조사

검증의견(Conclusions)

■ 위와 같은 검증방법을 통하여, 본 검증인은 ‘한국수자원공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06’에 실린 보고내용이 중대한 오류나 편견을 담고 있지 않

은 것으로 파악합니다. 본 검증인은 모든 중대한 검증결과를 본 검증보고서에 포함시켰으며, 세부 검증결과 및 향후 권고사항은 ‘경영권고서한’

을 통하여 수자원공사에 제출하였습니다.

▷  중대성(Materiality) :  본 보고서는 경제, 사회, 환경에 걸쳐 수자원공사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본 검증인은 수자원공사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제외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수자원공사는 다양한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중

대성 이슈를 파악하고 있으며, 중대성 이슈를 판단하는 기준이 작년 보고서에 비해 향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보고서는 협력업체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만 수록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가 일부 이슈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중대성 평가기준을 완전히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완전성(Completeness): 본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가 신뢰할 수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수집 시스템이 완전하고 타당한가?

본 검증인은 사내포탈시스템인 OASIS 등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측정하는 정보 수집 시스템이 완전하고 타당하며, 이에 따라 수록된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부서별 성과지표에 환경성과의 반영폭을 확대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 측정 시스템이 정교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지속가능경영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영역까지를 포함할 것을 권고하며 사회영역 성과에 대한 측정 및 평가 시스템의 

보완을 권고합니다.

  

▷반응성(Responsiveness): 본 보고서는 수자원공사의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본 검증인은 수자원공사가 이해관계자와의 다양한 위원회 및 환경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운영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노력이 실제 어떻게 보고 내용의 중대성 및 반응성을 판단하는 기준

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제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합니다.

■본 검증인은 본 보고서의 BSR 기준 보고율 및 정보의 심도를 고려하여 ‘BSR 가이드라인’ 5단계 중 확산형인 제 3단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향후 고려되어야 할 사항 

본 검증인은 수자원공사의 두 번째 보고서인 ‘한국수자원공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06’가 첫 번째 보고서에 비해 보고 시스템, 보고범위 및 심도

가 강화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지속가능경영 성과 및 보고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본 검증인은 다음을 권고합니다.

■ 보고내용의 중대성 및 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고정보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강화할 것과 판단기준 및 결과를 보고서 주석사항으로 공개할 

것을 권고합니다.

■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해관계자 대상을 확대하여 협력업체를 포함할 것과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 얻는 정보의 내용 및 활용에 대한 정보공

개를 확대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이해관계자와의 대화에서 습득한 정보를 중대성 평가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공개하여 완전성을 강화

할 것을 권고합니다.

■지속가능경영 성과 집계 및 평가대상을 확대하여 사회성과에 대한 정보 집계 및 보고를 개선할 것을 권장합니다. 

■향후 GRI G3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권고드립니다.

 

2006년 10월 27일

(사)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 신 철 호



윤 리 강 령 ,  환 경 경 영 방 침 ,  고 객 헌 장 ,  혁 신 선 언 문  

윤리강령 전문

한국수자원공사는 우리나라 수자원을 환경 경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게 개발 관리 보존하고 최고의 제

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국민의 기업이다.  우리는 이러한 긍

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21세기 물의 시대』를 맞아 세계적인 물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

짐한다. 

하나,  며하리처 를무업 로세자 한정공 고하직정 며하성달 을명사 의리우 로으신정전도 와고사 적의창 는리우  

투명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경 경환 고하식인 을임전터 의삶 한적쾌 고하강건 ,며이산자 한중귀 줄려물 게에손후 이경환구지 는리우  

영을 실천한다. 

하나,  객고 여하통 을영경 의조창치가 운로새 과족만객고 며하공제 를스비서 과품제 의고최 게에객고 는리우  

제일주의를 실천한다.하나,우리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하나, 우리는 도덕적 법적 가치를 준수하고 자유경쟁의 시장질서를 존중하며, 공정한 경쟁의 실현을 추구한다. 

하나,  가사노 는리우,나하 .다한중존 를의창 과격인 ,며으않 지하 를우대별차 고하중존 을격인 의인개개 는리우  

하나라는 인식으로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동반자적 관계를 발전시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

환경경영 방침

우리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하여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최선의 노력이 필요한 

때임을 깊이 인식한다.  

생명의 근원인 물을 다루는 우리 공사는 환경 친화적으로 수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사

랑을 받는 환경 친화적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의 의지를 모아 환경경영방침을 선언한다.  

하나, 깨끗한 물과 공기, 그리고 살기 좋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앞장선다.  

하나,  ,방예 의염오 ,전보 의계태생연자 ,고하측예 에전사 을향영 는치미 에경환 어있 에함리관발개 을원자수  

그리고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의 모든 활동이 환경 보전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한다.  

하나,  는하괴파 을경환 해인 로으심관무 ,고하립확 를화문비소 한전건 는하용활재 고쓰껴아 를지너에 와자물  

일이 없도록 항상 진지하게 성찰한다.  

하나, 공 여하개공 를료자 와보정 고하렴수 한대최 을견의 의들민국 서어있 에함립수 을획계 는되계관 에경환  

사에 대한 신뢰도와 업무의 투명성을 높인다.  

하나, 였하생발 이염오경환 한인 로으동활업기 며지 를무의 과임책 한위 기막 로으적천원 에전사 을염오경환  

을 때에는 즉시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이며 이러한 실천이 기업윤리의 근본임을 항상 명심한다.  

하나, 위 을선개 과전보 경환 ,고하시실 을육교경환 로으적속지 록도되 이범규리윤 이동활 의리우 한위 을경환  

한 연구개발에 힘쓴다.  

한국수자원공사 전 임직원은 이 선언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자자손손 쾌적한 환경에서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윤리강령 및 임직원행동규정 등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의 윤리경영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헌장 전문

한국수자원공사는 『고객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라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고객중심

의 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서비스이행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하겠습니다.

우리는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여 투명경영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고객의 불만과 충고에 항상 귀 기울이며, 정기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약속한 서비스이행표준이 지켜지지 않아 고객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객에 대하여도 차별 없이 업무를 수행하겠으며,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추구하여 

고객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혁신비전 선언문

우리는 국민에게 맑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 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최고의 물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실 고꾸바 로으심중객고 을관치가 ,도제 과행관 의존기 아삼 로치가 적선우최 의영경 을족만객고 는리우  

천한다.

하나, 처 를무업 게하정공 고하직정 이없 이남긋어 에률법 ,식상 과심양 해위 기되 이업기공 는받뢰신 는리우  

리함은 물론, 지역 사회와 함께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참여한다.

하나,  ,여하보확 을력쟁경 의준수 적계세 한위 을성달 전비 로으정열 과감신자 는않 지하워려두 를화변 는리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

하나,  해위 을전보 의이 ,고하식인 을성요중 의경환 해위 을장성 한능가속지 과삶 한강건 의대세래미 는리우  

노력한다.

우리는 이 선언을 행동에 옮김으로써 일 잘하는 기업, 경쟁력 있는 기업,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한국수자원공

사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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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일자리  LA12 법정외 종업원 복리후생제도 64~65 

   노사관계 LA3 노동조합 종업원 가입조항 및 가입 종업원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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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17 기술개발 및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34, 61 

   다양성과  LA10 동등 기회와 관련된 정책 또는 프로그램 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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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근절 HR4 차별관행의 예방정책 및 모니터링 결과 62~63 

    HR5 결사자유정책 66 

    HR6 아동노동금지 정책 및 모니터링 결과 - 

   강제노동 HR7 강제/강요노동금지 정책 및 모니터링 결과 63 

   징계관행 HR9 항의(Appeal) 관행에 대한 설명 63 

    HR10 보복금지정책 및 비밀보장이 되는 직원고충상담시스템 63 

   보안관행 HR11 보안직원 인권교육 - 

   생득권 HR12 지역주민의 니즈를 처리할 정책, 가이드라인, 절차 23, 37, 69  

    HR13 커뮤니티 고충처리 메커니즘/기관설명 23, 37, 69  

    HR14 영업수익 중 지역사회에 재분배하는 비중 69 

  사회지표 :  지역사회 SO1 지역사회 영향에 대한 정책, 절차 및 관리 프로그램 설명  23,37,69~79  

  사회  SO4 사회, 윤리, 환경성과와 관련한 수상실적 6, 76, 90 

   뇌물과 부패 SO2 뇌물과 부패에 대한 정책, 절차 및 관리 메커니즘 설명 59 

   정치자금  SO3 정치적 로비와 정치헌금 관련 정책, 절차 및 관리 메커니즘 설명 82 

   기부 SO5 정당 및 정당후원기관에 대한 기부금 - 

   경쟁과  SO6 독점금지관련 법원 판결 - 

   가격결정 SO7 경쟁저해행위 예방을 위한 정책, 절차 및 관리 메커니즘 설명 58 

  사회지표 :  고객안전과  PR1 제품 사용기간 동안 고객안전 및 보건보호를 위한 정책,   25,39,42,43,     

  제품책임 보건  절차 및 관리 메커니즘  44~46,55

    PR4 고객안전 및 보건관련 법규위반 사례, 처벌 및 벌금 24, 44, 45 

    PR5 고객안전 및 보건관련 제품과 서비스의 민원 25 

    PR6 자발적 강령준수, 사회 혹은 환경책임 관련한 제품라벨 및 수상실적 90 

   제품과  PR2 제품 정보와 라벨링 관련 정책, 절차 및 관리 메커니즘 25 

   서비스 PR7 제품정보와 라벨링 관련 법규위반 건수 및 유형, 관련 처벌 및 벌금 - 

    PR8 고객만족관련 정책, 절차 및 관리 매커니즘(설문결과 포함) 24~25 

   광고 PR9 광고 관련 표준과 자발적 강령준수를 위한 정책, 절차 및 관리 메커니즘 - 

    PR10 광고와 마케팅 관련 법규 위반 건수와 유형 - 

   프라이버시  PR3 고객 프라이버시 관련 정책, 절차 및 관리 메커니즘 - 

   존중 PR11 고객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입증된 불만건수 - 

  환경지표 자재 EN1 물을 제외한 형태별 총 자재 사용량 - 

    EN2 조직 외부에서 나온 재활용된 폐기물의 사용비율 - 

   에너지 EN3 직접 에너지 사용량(운영, 제품생산, 운송 포함) 47 

    EN4 구매 에너지 생산 및 운송에 사용된 간접 에너지 사용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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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17 재생가능한 에너지원 사용과 에너지 효율향상 이니셔티브 52, 55 

    EN18 주요제품의 에너지 소비량 - 

     (연단위 기준 제품수명기간 동안 에너지 사용량)

    EN19 조직차원의 여행, 제품수명관리, 에너지 집약 자재의 사용 등  - 

     기타 간접에너지 관련

   물 EN5 총 수자원 사용량 - 

    EN20 물의 사용에 의해 상당히 영향받는 취수원과 관련 생태계/서식지 53 

    EN21 연간 재생가능한 물에 대한 비율로 표시된 지하수와 지표수의   - 

     연간 소실량

    EN22 물의 재활용과 재사용 55 

   생물다양성 EN6 생물 다양성이 있는 서식지 내 관리하는 필지의 위치와 크기 40, 53~54 

    EN7 생물 다양성에 끼치는 주요영향 53 

    EN23 생산활동 등을 위하여 소유, 리스, 관리되는 필지의 총량 - 

    EN24 구매 또는 리스된 땅 중에서 표면 투과성이 없는 땅의 비율 - 

    EN25 보호지 및 민감한 지역에 대한 활동과 운영의 영향 40, 53~54 

    EN26 사업활동에서 야기된 자연서식지의 변화, 보호되거나 - 

      복구된 서식지의 비율

    EN27 오염지의 천연생태계 와 종 보호 및 복구를 위한 목표,  53 

     프로그램, 목표치

    EN28 사업활동지역에서 서식하는 동식물 중 멸종위기 동식물 명단에   53 

     올라가있는 종의 수

    EN29 보호지 내지 민감한 지역내 현재 활동 중이거나 활동을  - 

     계획하고 있는 사업단위

   배출, 폐수,  EN8 온실가스 배출 정보 47 

   유출수 EN9 오존파괴물질 사용 배출량 - 

    EN10 NOx, SOx 등 중요 대기 배출량 - 

    EN11 형태별, 최종 처리방법별 폐기물 52 

    EN12 수계 폐기량 52 

    EN13 화학물질, 기름, 연료누출 - 

    EN30 간접 온실가스 배출 - 

    EN31 바젤협약 첨부 I,II,III,VIII 기준 위험 폐기물의 생산, 운송, 수입, 수출 - 

    EN32 물과 유거수에 의해 중대한 영향을 받은 취수원 및 생태계/서식지 - 

   공급자 EN33 협력업체들의 환경관련 성과 35 

   제품과 EN14 주요 제품과 서비스의 환경적 영향 38~43 

    서비스 EN15 재생가능한 제품 총 무게 대비 실제 재생비율 52 

    EN16 환경규정 위반 및 벌금 53 

   운송 EN34 물류과정 중 운송의 중대한 환경영향 - 

   전체 EN35 형태별 전체 환경 비용지출 36, 89 

GRI Index 충족 상태 : ●보고, ◐ 일부보고, ○보고안됨, ◇해당없음(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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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지표내용 단위 2002 2003 2004 2005

경

제

EC01 매출액 백만원 1,543,924 1,480,979 1,493,084 1,590,951

2.8 댐용수공급량 백만m3 4,241 4,281 4,443 4,616

수돗물공급량 백만m3 2,648 2,667 2,838 2,881

2.8 댐용수요금단가 원/m3 35.12 35.12 41.70 47.93

수돗물요금단가 원/m3 231.57 231.57 259.10 286.60

유수율(광역상수도) % 99.14 99.03 99.24 99.00

EC06 자본제공자에게제공한이자 백만원 41,345 33,718 44,804 28,942

EC06 자본제공자에게제공한배당금 백만원 10,279 23,947 22,010 35,281

매출액영업이익율 % 24.7 23.1 14.7 18.7

EC08 세금납부액 백만원 100,536 84,647 58,921 76,730

2.8 댐용수고객수 개소 140 130 125 108

2.8 수돗물고객수 개소 1,271 1,303 1,397 1,538

PR08 고객만족지수 점수 76.0 78.0 80.0 83.0

사

회

EC05 총직원수 인 3,413 3,673 3,850 3,880

HR04 여성직원수 인 212 230 266 309

노동시간  (법정노동시간) 시간/주 50.25(44) 50.25(44) 46.75(40) 46.75(40)

LA02 신규고용인원 인 120 110 271 239

LA02 이직인원수 인 44 45 46 61

LA09 교육훈련인원 인 4,461 5,565 8,241 12,926

HR05 노사협의안건수및합의건수 건수 8 23 23 14

LA07 산업재해건수 건수 9 17 9 14

LA07 산재율 % 0.28 0.5 0.25 0.38

LA07 질병이환자 인 119 139 154 127

LA07 유병율 % 3.80 4.20 4.30 3.30

EC10 댐주변지역지원금 억원 124 136 174 361

EC10 사회공헌투자액 억원 154 158 198 425

핵 심 성 과 지 표  



GRI 지표내용 단위 2002 2003 2004 2005

환

경

EN08 이산화탄소총배출량 tCO2e 380,644 377,565 402,043 424,844

EN03 에너지총사용량 TOE 212,854 217,237 229,027 242,113

EN03 용수생산시전력소비량 MWh/m3 0.3032 0.3011 0.3010 0.3164

EN17 다목적댐에서생산한전력량 GWh 1,960 3,290 2,708 2,457

EN11 정수장슬러지발생량 tonnes 91,157 93,509 103,622 100,174

EN11 정수장슬러지재활용율 % 38 27 23 47.9

PR02 수돗물정수탁도 NTU 0.070 0.056 0.046 0.042

EN22 물재이용량(본사중수도사용량) m3 5,475 6,000 6,576 6,300

EN27 생태보전복원기본계획이수립된사이트수 개소 4 5 8 8

EN27 치어방류 천마리 1,080 1,547 2,142 1,445

EN12 정수장방류수 BOD mg/L 4.2 4.2 3.2 3.9

EN12 정수장방류수 COD mg/L 4.2 4.2 5.9 5.7

EN12 정수장방류수 SS mg/L 6.7 5.5 5.5 5.5

EN12 하수처리 BOD mg/L 3.5 3.4 2.7 2.9

EN12 하수처리 COD mg/L 5.2 6.1 7.2 7.8

EN12 하수처리 SS mg/L 3.1 3.2 3 3.3

노후관개량실적(연장) km 21.8 25.4 18.4 14.2

노후관개량실적(비용) 백만원 2,924 9,746 17,852 13,046

톤당수질관리비 (약품원단위) 원/m3 5.09 4.3 4.8 5.56

EN35 환경시설투자비 백만원 57,594 75,320 117,801 54,812

EN35 총투자대비환경투자비율 % 7.66 8.01 14.10 7.0

EN35 환경원가 백만원 107,583 86,756 89,477 121,705

EN35 사업원가대비환경원가비율 % 9.98 9.06 8.22 11.70

3.9 ISO14001/9001 통합인증유지를위한사후관리심사 건수 1 1 1 1

3.13 환경영향평가 건수 10 10 12 10

3.13 사전환경성검토 건수 4 7 4 3



1996. 9  ISO 9001(품질경영체제) 인증(LRQA)

1998. 10  안전진단 전문기관 지정(건교부)

1999. 5  공공부문 경영혁신 대상 수상

2000. 12  안전경영대상 수상(노동부)

2000. 12  에너지절약 수범사례 선정(산자부)

1999~2000  공기업 경영평가 1위

2001. 12  물자사랑운동 우수기관 선정(조달청)

2002. 10  2002 한국인재경영대상 수상(한국능률협회)

2002. 10  ISO 9001/14001 통합 인증 

2002. 11  재활용품 구매실적 우수기관 수상(환경부)

2002.     공기업 경영평가 1위

2003. 3  바이러스검사기관 지정(국립환경연구원)

2003. 4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KOLAS)

2003. 6  환경경영대상 수상(환경부ㆍ매일경제신문)

2003. 10  제6회 강영국 기술상 수상

2003. 11  지식경영대상 수상(매일경제신문ㆍ부즈앨런&해밀튼)

2004. 7  남녀 고용평등 우수기관 수상(여성부)

2004. 9  원생동물 검사기관 지정

2004. 10  사회공헌기업 대상수상(한국경제신문)

2005. 10  2005 대한민국 친환경 대상(환경미디어)

2005. 10  ISO 9001/14001 통합 인증 (갱신)

2005. 11  다이옥신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2005. 11  제 5회 생태조경 녹화대상 공모전 대상수상(환경부•한국 환경계획 조성협회)

수 상 실 적



기후변화협약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발생을 제한하여 지구의 온난화를 규제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

막여과공정 산업용 초순수 제조나 가정용 정수기에 널리 사용되는 기술로써, 오염

물질이 함유된 원수를 고분자 막(Membrane)에 투과시켜 깨끗한 물을 생산하는 선

진정수처리기법으로 탁질과 미생물 제거에 매우 탁월한 공정

비점오염원 오염배출구가 점적으로 존재하는 인구 또는 가축등의 점오염원과는 

달리 오염원의 배출경로가 불특정한 오염원으로, 유역 내 존재하는 토지이용(논, 밭, 

산림 등)에 의해서 오염부하량이 산정되는 오염원으로 주로 강우 시 오염물질이 

수계로 유출

비오톱(Biotope) 그리스어로 생명을 의미하는 ‘비오스 (bios)’와 땅 또는 영역이라

는 의미의 ‘토포스 (topos)’가 결합된 용어로 인간과 동식물 등 다양한 생물종의 공

동 서식장소를 의미

신재생에너지 수소,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 등 3종의 신에너지와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지열, 해양, 폐기물 등 8종의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개념

슬러지 하수처리 혹은 정수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침전물

유병률 어떤 지역에서 어떤 시점에 조사한 이환자수를 그 지역 인구수에 대하여 

나타내는 비율

유수율 수용가의 계량기에 적산되어 요금을 받는 총 수돗물량을 수도 사업자가 생

산하여 공급하는 생산량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

원생동물 동물분류상의 한 문. 바닷물  민물  흙 속 또는 썩고 있는 유기물이

나 식물에서 살며 동물에 기생하는 단세포 생물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 제품이나 서비스의 전과정에 걸쳐 소

모되고 배출되는 물질과 에너지의 양을 정량화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의 환경영향

을 평가하는 기법

환경영향평가 도로시설  항만시설  철도  공항  공단시설 등의 사회간접

자본시설 및 기타 간척사업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  평가하는 것

해수담수화 염분이 있는 물에서 염분 등 화학물질을 제거하여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들어 내는 공법으로 중소규모 시설에는 에너지 사용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

한 막여과법인 역삼투법이 주로 사용 

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란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m 이상 깊은 곳의 바

닷물. 최근에는 수산, 식품, 음료, 화장품,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와 중요

성 증가 

BOD (Biochemical Oxygen Deman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미생물이 물 속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분해하기 위해 필요한 산소량. BOD의 수치가 높을수록 오염된 

물임을 의미

BSC (Balanced Scorecard, 균형성과기록표) 조직의 사명과 전략을 측정하고 관

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측정지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 체제(CDM)는 교토메커니즘의 

하나로서 개도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 참여할수 있는 메커니즘

COD (Chemical Oxygen Demand, 화학적 산소 요구량) 물속의 오염물질을 산

화제를 이용하여 산화시킬 때 소비되는 산소량, COD의 수치가 높을수록 오염된 

물임을 의미

DAF (Dissolved Air Floatation, 용존공기부상분리법) 기존 침전 방식과는 달리 

미세한 기포를 부유물에 부착시켜 물 표면으로 부상시켜 분리하는 방식으로, 우리

나라 주요 상수원인 호소수의 조류 및 현탁물(맛, 냄새 발생물질)을 획기적으로 제

거할 수 있는 수 처리 공법

ESCO (Energy Service Company) 에너지 전문기업에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

하여 발생한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제도

GEF (Green Energy Family)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기기를 보급하여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고 에너지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한 자발적인 범국민운동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위해 1997년 UNEP의 지원으로 설립된 기구

ISO14001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의해 정해진 국제적인 환경경영시스템 표준

NTU (Nephelometric Turbidity Unit) 탁도 측정단위, 시료에 빛을 비춰 산란된 빛

의 세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물의 흐림정도

SS (Suspended Solid, 부유물질) 물 속에서 떠다니는 직경이 0.1㎛ 이상의 입자

로 물의 탁도를 유발시킴

TOE (Ton of Oil Equivalent) 전력, 가스, 유류 등 에너지 사용량을 원유(톤)로 환

산한 량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의 인위적 방출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 정식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협약으로 흔히 유엔기후변화협약 이라 불림 

용 어 정 의  



독자의소리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는 우리 공사가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추진하는데 커다란 힘이 됩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보고서에 담긴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과 제안을 기다립니다. 보

내주신 의견을 소중히 받아들여 다음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첨부된 내용을 작성하시어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속가능경영을 총괄하고 있는 경영혁신실 고객팀에 팩스(042. 629. 

2399)나 이메일(sustainability@water.or.kr)을 통해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 자 의  소 리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속가능경영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여 국민 생활의 향

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환경친화적이고 공정

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수준 높은 물 서비스를 최적의 가격에 제공하여 공

기업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추구

하는 지속가능경영입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의의  
본 보고서는 지난 해에 이어 연속해서 발간하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로서 경

제적 성과, 환경경영, 사회적 책임을 총괄하는 공사의 지속가능경영 전략,  활
동,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외부 전문가들

로구성된지속가능경영자문회의의의견을반영하였습니다.  

보고서의 작성원칙

보고항목은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s)에서 제시한 2002년 가이드

라인에 기초하여 선정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발표될 GRI 가이드라인은 ‘지

속가능경영보고서 2007’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대상 독자

공사의 경영활동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고객, 협력업체, NGO단

체, 학계, 언론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

습니다. 

보고기간 및 범위

본 보고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국내 57개 사업장과 10개

국의 해외사업 성과에 대한 지속가능경영 현황과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국

내 사업장 관련 세부정보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의 변경사항

중요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해외사업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른 해

외사업 추진실적과 공사의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R&D 추진실적을 추가로 

포함하였습니다. 

보고서 검증 

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정책연구원(IPS)으로부터 보고서에 

기재된 데이터와 문장 중 선택된 표본에 대하여 제3자 검증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검증 결과는 검증의견서 80~81 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제공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공사의 홈페이지 (http://www.kwater.or.kr)에서 보

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및 공사의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추가적

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한국수자원공사 경영혁신실 고객팀 (전화번호 

042-629-2367~68, 팩스 042-629-2399)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구는 물과 자연 그리고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세상, 모두

가 행복하고 희망찬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한국수자원공

사의 약속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함으

로써 온 인류에게 행복한 웃음을 전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아름

답고 무궁한 미래를 선사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작지만 큰 행복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I’m happy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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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공사홈페이지(www.kwater.or.kr)에서 PDF파일로다운받으실수있습니다. 
보고서에소개된지속가능경영활동과성과에대한보다자세한정보를

원하시는분은아래의주소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지속가능경영활동에대한여러분의관심에깊이감사드립니다.

제작 : 경영혁신실 고객팀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Fax. 042.629.2399 / Te l. 042.629.2367~8

디자인 : 미지애드컴 Te l.02-783-6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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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보고서는 재생용지에 인쇄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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