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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의 지속가능경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여 국민 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합니다. 환경친화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 을 통해 수준 높은 물 서비스를 최적의 가격에 제공하여 공기업

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추구하는 지속가능경 입니다

지속가능경 보고서의 의의

본 보고서는 지난 2002년에 환경경 을 선포하고 매년 환경보고서를 발간하여 왔던 한국수자원공사가 처음으로

발간하는 지속가능경 보고서로서 경제적 성과, 환경경 , 사회적 책임을 총괄하는 공사의 지속가능경 전략, 활동,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환경경 자문회의 의견을 반

하 습니다. 

보고서의 작성원칙

보고항목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s)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선정하 습니다. 보고서 작성은

GRI의 11 보고원칙을준수하기위해노력하 습니다. 

상 독자

공사의 경 활동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을 위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 습니다.

범위 및 기간

본 보고서는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국내 사업장의 지속가능경 현황과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한 검증

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KPMG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보고서에 기재된 데이터와 문장 중 선택된 표본에

하여�제3자 검증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검증 결과는 제3자 검증 의견서(69~70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

니다.

추가적인 정보제공

지속가능경 보고서는 공사의 홈페이지 (http://www.kowaco.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및 공사의 지속

가능경 활동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한국수자원공사 경 관리실 참여경 팀 (전화번호: 042-

629-2368~70, 팩스: 042-629-2399)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물과자연그리고사람이조화를이루고

모두가행복한세상을만들어가고자하는한국수자원공사의약속입니다. 
을

생각합니다.



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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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인사말

“지속가능경 으로물시장의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고객 여러분,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많은 이해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우리 공사에 따뜻한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모든 국민들이 맑고 깨끗한 물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고, 미래의 후손들도 이러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환경경 을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절 적인 명제로 인식하여 2002년 환경경 을 선포하고

지난 해부터 지속가능경 을 공사의 핵심경 전략으로 추진 해 오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 은 우리 공사가 가야 할 길이며 미래 세 를

위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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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깨끗한물을편리하고저렴하게공급하는우리의사명, 

한순간도잊지않겠습니다.

깨끗한 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취수원으로 이용하는 댐 저수지의 수질개선과 보전을 위해 각종 오염원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누구나 마음놓고 마시고 이용

할 수 있는 최상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정수처리 공정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최첨단 IT기술을 활용한 통합운 체제와

수계 중심의 유역통합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물 공급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고품질의 친환경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신규 수자원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댐을 새롭게 정비할 때는 설계단계부터 관리단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환경친화적인 요소를 고려

하고, 환경부하와 생태계파괴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수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응하고, 청정에너지인 조력 및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 하겠습니다.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자원 개발로 인하여 지역단체 등과 많은 마찰이 발생하 으나, 이제는 사업추진 단계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건설한 댐 주변지역에 해서도 종합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며, 주변지역 지원금을 인상하고 정비사업을 확 하여 상 적으로 소외되어온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지금까지는 수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에 주력해 왔지만, 이제는 세계 3 물 서비스기업 달성을 목표로 세계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적 건전성과 사회적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환경경 에 충실하면서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발간되는 지속가능경 보고서는 우리 공사의 지속가능경 에 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지속가능경

활동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우리 공사의 이해관계자 여러분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더욱 진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물과 자연

그리고 사람에 한 가치를 새롭게 부여하면서 건강한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공사를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곽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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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주요성과

그 동안 추진해온 환경경 을 지속가능경 으로 확 한 첫 해로서 지속가능경 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내외에 선포하 으며, 

4 분야 106개의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 습니다. 

고객중심경 실천의 해로서 고객중심경 전략과제를 구체화하는 등 공사의 경 활동 전반을 고객중심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 으며,

지속적인 경 혁신을 추진한 결과 2003년에 이어 2년 연속 기획예산처에 의해 경 혁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통령 표창을

수상하 습니다. 

임직원들이 몸소 실천을 통하여 환경경 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노력하 습니다. 부서별로 강화된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내부평가에

환경성과평가 결과를 반 하 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하여 고도정수처리를 확 적용하고 전과정 수질모니터링을 강화하

습니다.  

KOWACO Water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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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 을 기업전략의 기본 가치로 설정하고‘Clean KOWACO, Corruption Zero’라는 슬로건 하에 투명하고 깨끗한 경

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 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와 윤리경 협약을 체결하 고 전 직원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윤리경

행동규정을 사규화하 으며 클린신고센터를 설치하 습니다. 

사회공헌활동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활동 조직과 재원을 마련하 습니다. 공사 차원에서는 초∙중등학교 급식용수 지원 등‘물’과 관련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 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의 80% 이상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조직인 물사랑나눔단을 창단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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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길따라 38년

중화학 공업 육성과 산업구조 근 화를 이룩하기 위한 정부의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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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개발과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국가 경제 성장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이 시기에는 한강유역조사로 수자원사업의 토 를 마련

하고 4 강 유역조사, 소양강댐 준공, 서빙고 및 구미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댐관리 사업

및 단지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 습니다.� 

창립기: 한국수자원개발공사 (1967~1973) 

1974년에 공사는 산업기지개발공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1970년 에는 수자원

개발사업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국가산업기지 개발이라는 국가적 사업을

담당하 습니다. 이후 여천, 창원, 온산, 구미국가산업단지를 건설하고 안산∙시화 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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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약기: 산업기지개발공사 (1974~1988)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창립

소양강다목적댐 준공
구미공업단지 매립공사 완공

산업기지개발공사로 개편
본사 전 이전

안동다목적댐 준공

포항,거제 등 7개지구
공업용수도시설 인수

청다목적댐 준공

충주다목적댐 준공

낙동강하구둑 준공

수도권 Ⅰ∙Ⅱ단계 광역상수도
및 온산공업용수도시설물 인수

1973 

1967

1976

1974 1979

1980

1981

1985

1987

소양강 다목적댐

성남 정수장



1980년 에 들어서서 각종 용수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수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시 적 요구에 따라 1988년 7월

1일‘한국수자원공사’로 재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수자원공사는 댐과 광역

상수도 사업에 주력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하수도 사업과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장기: 한국수자원공사 (1988~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흐르는물처럼

끊임없이깨끗하고안정적인물을공급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안산신도시 Ⅰ단계
건설사업 완료

부안다목적댐 준공

수도권 V단계
광역상수도 준공

횡성다목적댐 준공

한국수자원공사로 개편

주암다목적댐 준공

임하다목적댐 준공

합천다목적댐 준공

용담다목적댐
양다목적댐 준공

시화호
갈 습지공원 개장

청댐 광역상수도 준공
전주권 광역상수도 준공

국제수돗물검사센터
준공

1988

1989

1991

1992

1993

1996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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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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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세상을향해...

한국수자원공사는

환경경 과윤리경 , 고객만족,

사회공헌활동을지속가능경 으로�

일원화하여

경제적기여와환경적건전성그리고

사회적책임을다하는

조화로운성장을추구합니다.



지속가능경 을위해미션과비전을재정립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

경 전략을추진하여물분야 표브랜드로서의명성을얻도록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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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과 전략

지속가능경 전략 프레임워크

지속가능한미래를위한양질의물서비스제공

2010 존경받는 세계 3 물서비스 기업

경 통합 기업책임
파트너십&

커뮤니케이션
존경&자부심

고객에게 가장 좋은 물과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미래세

까지고려하여인류의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하고자합니다.

2010년까지 이해관계자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세계 3

물 서비스기업으로 도약하고 로벌 리더십을 확보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경 통합(Integration), 기업책임(Accountability), 파트너십&

커뮤니케이션(Partnership & Communication), 존경&자부심

(Respect & Pride) 등을 지향합니다. 

지속가능경 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지속적인경 혁신ㆍ친환경수자원개발및관리∙사회적책임

이행 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 습니다. 

미션 지속가능한미래를위한양질의물서비스제공 핵심가치 지속가능경 의추진원칙

비전 2010 존경받는세계3 물서비스기업 경 전략 지속가능경 전략과제및실행과제

지속가능경 시스템

�지속가능경 추진 조직

체계구축

�지속가능경 교육 및 조직

문화 구축

�지속가능경 평가시스템

확립

�지속가능경 보고서 발간

지속적인 경 혁신

�고객중심경 강화

�사업구조 개편

�핵심역량 강화

친환경수자원개발ㆍ관리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

�환경효율성

(Eco-Efficiency) 향상

�기후변화 응 및 신재생

에너지 개발

�환경리스크 관리

사회적책임 이행

�윤리ㆍ투명경 강화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강화

� 내외 커뮤니케이션 채널

확

� 로벌 인재육성 및 직원

만족도 향상

�사회공헌활동 확

지속가능경 전략



지속가능경 추진 조직체계 구축

지속가능경 팀을 구성하여 수립된 전략과 중점실행과제들을

추진하고, 지속가능경 자문회의를 통하여 내실화를 추구하겠

습니다. 

지속가능경 교육 및 조직문화 구축

임직원들이 자신의 임무와 회사의 비전을 연계하여 지속가능

경 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속가능경 평가시스템 확립

지속가능경 이슈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

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지속가능경 보고서 발간

이해관계자와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지속

가능경 보고서를발간하여, 고객, 지역사회, NGO,

정부등의정보공개요구에효과적으로 응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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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 추진전략

고객중심경 강화

경 활동 전반을 고객중심으로 전환하고, 고객중심경 중기

실행계획을 실천할 것입니다. 고객헌장 서비스표준을 이행하고

고객중심의 고품질 물 공급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만족 전담

부서를 운 하여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사업구조 개편

세계3 물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사업 역을 다각화

하고 수도∙하천통합서비스 구축, 산업용수기반 확보, 해외사업

확 , 발전∙단지사업 유지 등 5 전략과제를 실천하겠습니다.

핵심역량 강화

수도∙하천 통합서비스 역량과 미래 성장을 주도할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IT기반의 통합관리를 고도화하겠습니다.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일류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고도수

처리 및 수도통합운 관리 능력확보 등 6 전략

과제를 실천하겠습니다.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

전국의 댐과 하천 환경의 보전을 위해 생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고도수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실용화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환경효율성(Eco-Efficiency) 향상

신규 수자원 개발에 앞서 기존 시설의 효용을 높이는데 주력

하겠습니다. 환경회계시스템을 각종 투자사업의 의사결정에 활용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기후변화 응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감활동을 전개하면서 조력발전, 소수력발전,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함으로써 기후변화라는 전지구

적인 문제 해결에 동참하겠습니다.

환경리스크 관리

수돗물 생산에서 소비까지 수질자동측정기에 의한 전과정 모니터링

으로 수돗물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상하

수도서비스분야에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기법을

선도적으로 적용하여 환경 향을 규명하고 환경부하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투명경

윤리강령의성실한실천으로윤리경 을조직문화로

정착시키고 경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

습니다.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강화�

이해관계자들의요구사항과기 를신속하고정확하게파악할수

있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내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 하고 임직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

니다.

로벌 인재육성 및 직원만족도 향상

해외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함께 로벌 수준에 맞추어 임직원

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필요에 부응하도록 복리후생제도를 개선하여 직원

만족도 향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사회공헌활동 확

‘물사랑나눔단’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물 서비스 혜택을 골고루 누리며

물로부터 소외 받는 지역이 없도록 사회공헌활동을 확 하겠습

니다.

지속적인

경 혁신

친환경수자원

개발�관리

사회적책임

이행

지속가능

경 시스템

W
ater,N

ature,People



사람과자연, 모두우리의소중한이해관계자입니다. 

모두가만족하는지속가능경 을실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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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파트너십

중점실행과제와 이해관계자

지속가능경 의 원천이 되는 이해관계자

한국수자원공사의 이해관계자는 고객, 협력업체, NGO, 지역주민, 자연, 정부, 임직원, 국민, 미디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의

고객은 댐용수 및 수돗물을 공급 받는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이며, 협력업체는 필요한 물품과 자재를 공급하는 기업과 건설업체 등입니다.

특히 댐 주변지역 주민과 자연은 우리의 소중한 이해관계자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을 6개 범주로 분류하 습니다. 2004년에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경 에

반 하기 위하여 관심과 요구의 중요도에 따라 전략과제와 중점실행과제를 선정하 습니다. 이해관계자와의 교류를 확 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지속가능경 을 펼치겠습니다. 

부문

지속가능경 시스템

지속적인 경 혁신

친환경수자원 개발∙관리

사회적 책임 이행

� ●고객/협력업체 ●임직원 ●자연

●정부 ●국민/미디어 ●NGO/지역주민

�지속가능경 시스템, 경제, 환경, 사회 부문별 추진전략의 중점실행과제에 한 각 이해관계자별 상관성을 나타낸 표입니다. 

이해관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점실행과제

지속가능경 추진 조직체계 구축

지속가능경 교육 및 조직문화 구축

지속가능경 평가시스템 확립

지속가능경 보고서 발간

고객중심경 강화

사업구조 개편

핵심역량 강화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

환경효율성 향상

기후변화 응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환경리스크 관리

윤리ㆍ투명경 강화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강화

내외 커뮤니케이션 채널 확

로벌 인재육성 및 직원 만족도 향상

사회공헌활동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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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 조직

지속가능발전 커뮤니티 활동

한국수자원공사는 전 국토의 균형있는 수자원개발과 관리를 위해 4개 본부, 7개의 지역본부 체제를 갖추고 전국에 49개 관리단과 건설단을

운 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속가능경 은 공사의 환경경 , 고객중심경 , 윤리경 , 사회공헌을 총괄하는 경 관리실 내의 참여경 팀에서 추진

하고 있습니다. 참여경 팀은 다양한 내ㆍ외부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발굴하고 이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채널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밖에도 경제, 환경, 사회 분야를 포괄하는 자문위원회 및 협의회 등의 자문기구들이 지속가능경 을 추진하는 데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4년 9월에 경제, 환경, 사회 세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기업

의 최고경 자 모임인‘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Korea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환경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각계 각층의 지식인 모임인 환경재단의‘136포럼’에 가입하여, 매월 개최되는 정기포럼에 참여

하고 있습니다. 

경 관리실

환경경

고객중심경

윤리경

사회공헌

자문기구

환경경 자문회의

고객참여위원회

물환경보건자문회의

수돗물수질협의회

댐건설지역협의체

참여경 팀

사장

부사장

기술본부 지역본부

이사회 감사

수자원
사업본부

총무본부 수도사업본부

W
ater,N

ature,People



한국수자원공사는2010년존경받는세계3 물서비스기업이되기위해

중장기지속가능경 전략을추진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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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 으로 가는 길

지속가능경 의 비전과 전략을 내외에 선포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속가능경 전략을 수립하고,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열린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지속가능경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그 동안 추진해 온 환경경 과 고객중심경 , 윤리경 , 투명경 , 사회공헌활동을 지속가능경

으로 통합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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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상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환경리스크를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질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전과정 책임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상하수도 부문의 전과정평가를

할 것입니다.지속가능경 선포식 (2004. 07)

지속가능경 도입단계 (2004~2005년)

최고의물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

국민의삶의질향상과국가발전에기여함을기업사명으로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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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조력발전소 조감도

청댐 방류 야경

앞서 추진된 실행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보다 발전된 형태의 지속가능경 실행계획들을

추진할 것입니다. 

우선 경제, 환경, 사회 측면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속가능경 평가시스템을 확립하여

이를 조직과 개인의 성과관리에 반 할 계획입니다.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재활용 운동을 전개하고, 환경회계를 통해 환경투자의 효율성과 자원

생산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수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환경부하를

저감하기 위해 통합급수체계를 확 하겠습니다. 

기후변화협약에 응하기 위해 조력, 풍력, 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 하고,�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배출권 거래 등 교토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깨끗한 물을 소외

지역과 비급수지역까지 골고루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지속가능경 발전단계 (2006~2007년)

그 동안 추진해 온 실행과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성과에 따라 추진전략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전략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환경, 사회 부문의 균형 발전을 통해 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여 2010년에는 존경받는 세계

3 물 서비스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경 정착단계 (2008~2010년)

친환경적으로수자원을개발하고관리함으로써국민의건강한삶을도모하고, 

사회적책임을다하며미래를향해새롭게성장하는기업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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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방울하나로시작했지만...

하늘에서떨어진 작은빗방울하나가

시내를건너고강을지나

거 한바다를이루듯�

더나은내일을위해흘린땀방울하나하나가

한국수자원공사를세계속의기업으로

키워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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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사람이맑고깨끗한물의혜택을골고루누릴수있도록

수자원을지속가능하게개발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사업 분야

수자원사업

용수공급, 전력생산, 홍수조절 등의 여러 기능을 가진 다목적댐 14개소와 하구둑 1개소를 건설하여 운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수자원확

보를 위해 중소규모댐 건설과 기존 댐에 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심층수, 해수담수화, 빗물이용시설을 이용해 체 수

자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사업

18개의 광역상수도와 8개의 공업용수도시설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수요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용수수급 불

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8개의 광역상수도와 3개의 공업용수도를 건설 중이며 수도권 등 6개 지역에서 급수체계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

습니다. 이들 시설이 완공되면 공사의 상수도 시설용량은 전국상수도 총 시설용량의 53%에서 60%까지 확 될 것입니다. 

지방상수도 운 효율화 사업

2004년에 논산시 지방상수도 운 관리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사천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신규로 운 효율화 사업을 추

진하기로 하 습니다. 전국민에게 고른 수도서비스를 제공하고 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지방상수도 운 효율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하수도사업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해 축적된 수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하수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원군 등 7개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84개 환

경기초시설을 건설 또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댐 건설시에는 우리 공사가 댐 상류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위탁 건설하고 관리하

게 되어 하수도사업이 보다 확 될 것입니다.

용담댐 동화정수장 정수하수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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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사업

1974년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시작한 이래 창원, 온산, 여천,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 으며,

1977년부터는 안산신도시와 시화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현재는 기존사업지역과

그 연관지구의 단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타목저수지 준공 (훈센 총리)

안산신도시

우리 공사는 모든 국민에게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공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물 서비스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수자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좋은 물에 한 기 욕구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물 시장이 해외에 개방되어 민간부문과의 경쟁 체제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공사는 경 혁신전담반을 구성하고 지속가능경

추진, 사업구조개편, 핵심역량강화, 조직문화혁신 등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 혁신을 통해서 업무 프로세스와 임직원의 가치관을 고객중심으로 전환

하고, 수도 및 하천통합서비스의 구축과 미래 성장을 주도할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물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해외사업

물관리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물시장 개방과 함께 투자기회가 증가하고 있는 중국과 동남아

지역의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진출을 위한 기본 조사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엔지니어링, 상수도, 수력발전소 건설과 운 분야에서 해외 신규 프로젝트

발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환기 부사장

“모든고객에게깨끗하고안정적인물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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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물 공급 서비스는 우리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를 통해 거둔

경 성과는우리의 이해관계자모두와함께나누고있습니다.

경제적 책임 이행

2004년도 총 매출액은 1조 4,931억원으로 수도사업과 댐운 관리사업의 비중이 총

매출액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은 총 1,397개 기관에 28억 2천만 톤의 물을 공급하여 6,514억원의 매출을

달성하 습니다. 댐운 관리사업은 44억 7천만톤의 용수를 공급하고 2,708GWh의

전력을 생산하여 3,681억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하 습니다. 

경 성과

수돗물 요금 및 댐용수 요금은 소비자 표가 참여하는 요금심의위원회의 심의 후에

행자부, 환경부, 수질개선기획단, 재경부, 건교부 등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 결정

됩니다. 2004년 12월 기준으로 댐용수 요금은 47.93원/㎥ , 수돗물 요금은 286.6원/㎥

입니다. 

우리 공사는 전국민에게 고른 급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수도요금 부과체계의 특성상 소비자들은 지역별로 다른 물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2003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평균 소매물값은 532.9원/㎥ 입니다.

수돗물값의 결정

구분

매출액(억원)

경상이익(억원)

당기순이익(억원)

자산(억원)

부채(억원)

자본(억원)

2002년

15,439

3,921

2,916

97,169

16,453

80,716

2003년

14,810

3,041

2,195

106,452

21,325

85,127

2004년

14,931

2,033

1,445

107,323

19,186

88,136

요약 재무정보

구분

부채비율(%)

업이익 비이자보상배율(배)

총자산수익률(%)

재고자산회전율(회)

2002년

20.54

9.23

3.03

5.75

2003년

25.05

10.12

2.16

5.73

2004년

21.76

4.89

1.35

6.55

주요 재무지표

각국의 소매 물값 비교

자료원: 

Social issue in the provision and pricing of water services (OECD, 2003) 

2003 상수도통계 (환경부, 2004)

수도사업 43%

댐운 관리사업

25%

단지개발 19%

부 사업
4%

댐건설
9%

2004년 매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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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 한 보상

임직원에 한 보상액 산정체계로 연봉제와 능력 및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원과 법정직, 전문직, 1급

직원에 해서는 1999년부터, 2급 직원에 해서는 2000년부터 연봉제를 도입하 으며,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차등폭을 점차 확 하고

이에 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3급 직원을 상으로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 고, 3급 이하 호봉제 직원의 인센티브 성과급의 차등폭을

확 시행하 습니다. 또한 주5일제 근무도입에 따라 노사공동전담반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 습니다.

납세의무의 이행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기업으로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등으로 589억원의 법인세 비용을 납부하 습니다.

배당금과 이자비용

자본제공자와 채권자에게 배당금과 잉여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채권자

에게 지불한 이자비용은 총 448억원이었고 자본제공자에게 지급한 배당금액은 220억원

이었습니다. 

사내유보금액

최근 2개년간 당기순이익이 감소함에 따라�사내에 적립되는 이익준비금과 기타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도 감소하 습니다. 2003년에는 2,191억원, 2004년에 1,498억원을 적립하

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증 , 복지증진,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2004년에 174억원을

지원하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6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배당금

사내유보금이자비용

법인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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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역할을강화하고다양한경 참여시스템을운 하여

열린경 을실천하고있습니다.�

건전한 경 구조

국민을 위한 기업

공사의 주요 사업은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위한 댐 및 수도 시설의 건설 등

국민생활에 중 한 향을 미치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

법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출자할 수 있는 자본금의 제공자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

산업은행으로 제한하고 있으며‘국가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004년말 공사의 자본제공자는 국가(89.35%), 산업은행(10.53%), 지방

자치단체(0.12%)입니다. 

임원 보상과 성과의 연계

공기업의 특성상 매년 공기업평가와 사장의 경 실적에 한 평가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댐의 환경친화적 관리, 인적자원관리의

적정성과 합리성 등 비계량적인 성과를 포함하여 평가함으로써 계량적인 성과는 물론 비계량적인 성과 평가결과도 임원의 보상과 연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및 운

이사회를 통해 회사의 경 에 한 중요사항 등을 의결하고 임원의 업무

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2005년 10월 현재 13명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이 중 7명이 사외이사입니다. 공사는 이사의 임명 과정

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는 사장이 제청

하고 기획예산처의 정부투자기관운 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

장관이 임명합니다. 

2004년에는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최 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 습니다. 우선 이사회 의결사항 및

보고사항의 일부를 사전에 심의하는 소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 습니

다. 소위원회를 경 위원회, 투자위원회로 확 개편하는 한편 사외이

사가 소위원회 구성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여 사외 전문가

의 의견이 보다 많이 반 되도록 하 습니다. 이사진에 한 주요경

현황 제공을 위한 특별보고 역시 점진적으로 확 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13회, 2003년에는 16회, 2004년에는 총 17회의 특별보

고를 하 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지분구조

임원

사내이사

(상임)

사외이사

(비상임)

성명

곽결호

이환기

김현준

유희일

전제상

김 규

박창래

이진원

김종구

권 상

이건

김 종

김태일

직위

사장

부사장

총무본부장

수자원사업본부장

수도사업본부장

기술본부장

삼성언론재단 연구위원

(주)기업사랑 표이사

시민일보사 논설위원

변호사(서울종합법무법인)

중부 학교 총장

김 종건축사 사무소 표

남 정치학과 교수

이사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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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의 경 참여

이사회와는 별개로 외부인사의 다양한 경 참여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11명의 학계, 연구소,

언론인으로 운 하던 환경경 자문회의를 시민단체 인사 등을 추가 위촉하여 15명으로 확 하 습니다. 지속

가능경 체제의 도입과 함께 환경경 자문회의 내에 경제, 환경, 사회 분과위원회를 설치하 고, 2004년에는

26건의 자문의견을 공사의 경 에 반 하 습니다. 

이외에도 이해관계자들의 최 관심사인 물공급서비스, 수돗물 수질, 댐 건설 등에 하여 전문가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위원회 및 협의회를 운 하여 경 참여를 확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관련 정책 수립 및 이행 시에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정부 관련 부처와도 긴 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위원회/협의회

환경경 자문회의

고객참여위원회

물환경보건자문회의

수돗물수질협의회

댐건설지역협의체

주요기능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국민적 공감 를 형성하기 위해 학계, 시민단체, 언론인

등으로 구성 (총 15인)

물공급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협의체로 댐용수 및 수돗물고객이 참여 (총 70인)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질분야 전문가 및 교수가 참여 (총 11인)

수돗물 품질향상을 위해 주민, 환경단체, 지역전문가 등으로 구성 (사업장별)

각지역의사정을반 하여정부, 지자체, 주민, 외부전문가로구성 (사업장별)

위원회 및 협의회

환경경 자문회의 물환경보건자문회의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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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중심경

모든경 활동의중심에는고객이있습니다. 고객중심경 전략을구체화하고경

활동전반을고객중심으로전환하 습니다.

고객중심경 중기실행계획

2005년

고객중심경 여건조성

�고객중심경 에 한 내부인식도

향상

�고객만족관련 제도개선 시행

2006~2007년

고객중심경 활성화

�고객만족 전담부서 운

�고객서비스 피드백

�균형성과기록표 활용

2008년 이후

고객중심경 고도화

�고객중심경 참여 확

�고객만족도조사전사업장실시

�고객만족도 개인별 평가

고객헌장 서비스표준의 이행

우리 공사는 2002년에 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크게 물공급서비스와 토지공급서비스로

나누어 각각 고객헌장 서비스표준을 제정하 습니다. 2004년부터는 고객헌장 서비스표준

이행실적을 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2회 공개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고객헌장 이행실적 점검 결과 부분의 항목에서 서비스표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공급 서비스표준에 따라 물공급 시설에 한 현황조사 13건, 기술진단

16건을 시행하 고, 수돗물 단수가 발생한 관리단에서 고객에게 통보한 사례가 12건 있었

습니다. 또한 수돗물 품질보증제도를 실시하여 음용에 적합하지 않은 수돗물을 공급하거나

단수기준시간이 3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요금을 감면해주었습니다.

고객중심의 고품질 물서비스 제공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다양한 신기술을 도입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7~40페이지에 소개되었습니다.) 수질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팔당 등 4개

정수장에 수질전광판을 설치하 고,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수질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리단별로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수질정보 및 원수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시설물 기술진단, 수질검사, 노후관 상태평가, 공무원 직무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4년 한 해 동안에는�494건의 기술협력 및 기술진단을 실시하 습니다. 지자체 정수장의 79%인

379개소의 수질검사를 지원하 고 포항시 등 5개소에는 노후관 상태평가를 지원하 습니다. 지자체

공무원을 상으로 29개 상하수도 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1,333명이 교육을 이수하 습니다. 

2004년에는 전문 기관을 통해 전 직원의 30%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고객응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친절응 를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고자 하 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 운 효율화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한

논산시에 콜 센터를 설치하 고, 24시간 고객지원 전담팀을 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인

콜 센터 설치를 통해 고객중심경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고객헌장 서비스표준 이행실적 공개

수돗물 품질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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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를 소중하게

지역주민만족도조사, 댐 및 수도 자체만족도 조사, 전화모니터링, 직원만족도조사 등 고객만족

에 한 다양한 지표체계를 만들고 측정하여 경 활동에 반 하고 있습니다. 측정결과는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관련부서의 내부평가에 반 하여 성과중심의 고객중심

경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향상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2004년 말에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공사는

전년도 78점에서 2점이 상승한 80점을 달성하여 A+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고객을 중심

으로 한 성과평가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고객중심경 체제를 공고히 해 나갈 것입니다. 

고객의 의견(Voice of Customers) 청취

고객참여위원회를 운 하여 적극적으로 고객의 의견을 경 에 반 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종전의 60여명 규모로 운 되었던 고객

참여위원회에 지자체 관계자 10명을 증원하여 70명을 고객참여위원으로 위촉하 고, 고객과 사장이 직접 만나 주요 관심사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 습니다. 

우리 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의 제안을 다른 고객이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하 습니다. 그 결과 2004년에 접수된 797건의 제안 중

64%가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의 22%보다 폭 향상된 것입니다.

고객제안 실행사례고객참여위원회 운

고객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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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경 혁신을추구하여변화하는혁신의리더가되겠습니다.

공공기관 경 혁신 최우수기관 선정

지속적인 경 혁신 활동 결과 2004년에는 2003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기획예산처에

의해경 혁신최우수기관으로선정되어 통령표창을수상하 습니다. 

특히 IT를 이용하여 전국 다목적댐을 본사의 통합운 센터에서 원격제어 운 하고,

수도시설별 운 관리에서 권역별 수도시설 통합관리를 실현한 것이 혁신사례로 인정

받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공사의 경 혁신 사례를 외부기관에 50회 이상 발표

하 습니다. 

지속적인 경 혁신

우리 공사는 정부의 지침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던 수동적 단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경 혁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공공

부문의 경 혁신을 주도하는 리더로서 28개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100% 이행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경 혁신과제 이행을

위해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실행부서의 의견을 반 하여 혁신계획을 내실화한 결과입니다. 

경 혁신과제를 임직원의 경 계약 및 팀별 부서별 목표에 반 하는 한편 내부평가지표에 반 함으로써 임직원의 보상과 연계하고, 수시로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5년 초에 수립된 전략경 계획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 혁신을 추진할 것입니다.

경 혁신의 성과

그동안 공공부문 경 혁신 최우수기관으로서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경

혁신 성과를 달성하 습니다.

새로운 댐을 개발하기보다는 이미 개발된 수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 기관

별로운 하던댐을같은수계내에서연계운 하여연간6억 ㎥ 의용수공급과2.3억 ㎥

의 홍수조절능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국의 다목적댐을 본사 통합운 센터의 원격제어시스템으로 관리함으로써 전력

생산량을 10% 증가시켜 150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32명의 인력을 절감하 습니

다. 한편, 개별적으로 관리해오던 수도시설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운 관리함으로써

연간 6억 ㎥(206만 ㎥/일)의 추가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 습니다. 경 혁신의 성과

경 혁신 사례발표 및 토론회 (2004.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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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조 개편

1967년 창립 이후 한국수자원공사는 정부정책에 의존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주어진 독점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동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공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하는 내ㆍ외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처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사는 이제 물산업구조개편 등 급변하는 시장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처하여 가치혁신을 통한 신시장 창출로 미래의 성장엔진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광역 및 지방상수도, 하수도까지 연계하는 수도통합서비스 시장과 이수 및 치수, 조사계획, 수질생태환경을 포함

하는 하천통합서비스 시장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해외시장 진출전략을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물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물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핵심역량 강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3 물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핵심역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수도/하천 통합서비스 역량 확보’와‘미래 성장을 주도할 핵심기술 확보’를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최우선 목표로 선정하 습니다. 

수도/하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통합 운 및 관리능력을 고도화하며,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의 토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도수처리 기술을 도입ㆍ개발하고, 혁신적 R&D를 통하여 2010년까지 세계 일류수준의 역량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핵심기술 부문의 인적자원 개발 투자확 와 로벌 인재 양성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사업구조 : 물서비스 부문 통합 (토털 솔루션 제공) 

�매출목표 : 2010년 5조 2천억원 달성

사업 다각화를 통한 수도/하천 사업 통합화ㆍ세계화

- 수도/하천 통합시장 구축, 해외사업 확 를 통한 로벌화전략방향

�수도/하천 통합서비스 역량확보

�미래 성장을 주도할 핵심기술 확보
목 표

핵심기술 조기 확보 및 IT 기반 통합관리 고도화

- 고도수처리 및 수도/하천 통합운 , 엔지니어링 역량강화
전략방향

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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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돌려줄때...

맑은공기와깨끗한물...

자연에게참많은것을받고살았습니다. 

그러나끊임없이샘솟던 자연의선물이

말라가고있습니다. 

이젠우리가돌려줄때입니다. 

송사리, 소금쟁이같은 낯익은이름들...

우리의힘과사랑으로지킬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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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 체제

환경경 시스템

2002년 우리공사는 ISO14001 환경경 시스템 규격과� ISO9001 품질경 시스템 규격을 사규에 반 하여‘품질환경경 규정’, ‘환경

향평가지침’, ‘내부심사지침’을 제정하 습니다. 사규에 제시된 환경경 업무절차에 따라 각 부서는 환경 향평가, 목표수립, 환경

감사 및 성과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경 조직

환경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과 이행실적 점검, ISO9001/14001 인증과 사후관리업무, 각종 환경프로그램 도입 등 환경경 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경 관리실 참여경 팀에서 총괄하고 환경회계는 재무관리처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 12월 기준으로 정원의 8.5%에

해당하는 327명의 환경전문인력이 댐, 광역상수도, 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 연구원, 국제수돗물종합검사센터와 4 권역별 수질검사소

에서 수질환경관리, 수질분석, 환경 향평가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 및 훈련

환경경 도입 첫 해인 2002년에는 전 직원을 상으로 환경경 에 한 이해를 돕기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 고 이듬해에는 각 부서의

담당 직원들에게 ISO14001, 환경감사, 환경 향평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 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환경담당자를 위한 전문적인 직무

교육은 수자원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환경법률기초, 환경 향평가의 이해 등 환경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15개의

직무과정을 개설하여 600여명이 해당 교육을 이수하 습니다.

환경 향평가

환경경

프로세스

품질환경경 규정

분석

환경목표,
계획수립

점검,평가

보고, 개선

전과정
환경성평가

환경감사,

환경성과평가환경회계

환경보고서

관련사규

품질문서
ISO9001

환경문서
ISO14001

실천하는환경경 , 이제환경경 은우리의일상이되었습니다.

환경경 프로세스 환경경 문서의 사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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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환경경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환경성과를 높이고 잠재적인 환경위험을

줄이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환경경 프로그램 운

환경감사

환경경 시스템의 점검과 개선을 위하여 매년 사업장 단위의 환경감사를 실시하고 있습

니다. 본사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하여 내부심사를 실시한 후 외부인증기관이 무작위로

선택한 각 사업부문별 표사업장을 상으로 환경경 프로세스, 교육, 사고 응활동 등

환경경 시스템 전반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내부심사에서 15건, 외부심사

에서 9건의 부적합 사항이 지적되어 조치하 습니다. 

환경성과평가

환경경 활동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2003년에 ISO14031에 근거한 환경성과평가 시스템을 도입하 습니다. 환경성과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서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사업장 경 평가에 환경성과평가 결과를 5% 반 하 습니다. 2005년에는

환경성과평가의 반 비율을 5%~12%까지 확 하고 환경성과평가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환경성과평가 결과의 응용사례 - 곡댐건설단(2004)

환경성과평가는 각 부서에서 환경성과 수준을 타 부서와 비교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됩니다. 

왼쪽에 표시된 것은 곡댐건설단의 2004년 환경성과평가 결과의

일부입니다. 

각 지표별 성과를 댐건설사업군 평균과 비교할 때‘녹색상품구매’

는 평균 비 157%수준으로 매우 우수하지만‘1인당 환경안전교육

시간’은 평균 비 43%수준으로 부진하여 개선이 요구됩니다.

부적합 사항 조치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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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구매

2003년 2월부터‘물품구매계약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물품 구매시 친환경제품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친환경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 습니다. 2004년 녹색구매 실적은 15억 1천만원으로 2003년의 9억 5천만원보다 59% 증가하 고,

구매품목도 재활용품에서 에너지절약기기와 친환경상품까지 다양한 제품으로 확 되었습니다. 이는 2004년도 환경성과평가에 녹색

구매 지표를 반 한 결과 현장부서의 녹색구매 총액이 폭 증가하 기 때문입니다. 2005년부터는 재무관리시스템(FMS)에 물품구매

절차를 정비하여 구매청구단계에서 녹색상품의 존재여부를 손쉽게 확인하고 부서별 녹색구매 실적을 자동 집계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

습니다. 

환경회계

환경경 성과를 계량화하여 합리적인 경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회계시스템

을 운 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환경회계시범사업에 참여하 습니다. 2003년에는 환경원가

개념과 기준을 마련하여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환경원가와 환경투자비를 산출하 습니다. 2004년도 환경원가는 895억원으로

사업원가의 8.2%, 환경투자는 1,178억원으로 총투자의 14.1%에 달하 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개발사업의 사회적 편익과 환경 효익을

산정하여댐건설등수자원개발사업의사결정에활용할수있도록환경회계시스템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녹색구매 실적

�2001~2002 본사실적, 

2003~2004 전사실적

사업원가 비 환경원가 비율

�사업원가= 업비용- (댐건설사업비+ 수탁사업비)

총투자 비 환경투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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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투명한공개와자유로운의사소통은환경파트너십구축의기본입니다.

이해관계자들과 화의창구는언제나열려있습니다.

환경커뮤니케이션

ICOLD 2004 Seoul 

한국수자원공사는 2004년 5월 서울에서 국제 댐회 (ICOLD; International Commission

on Large Dams)의 연차회의를 주최하 습니다. 이번 회의는 국제 댐회 사상 가장 많은

국가인 65개국에서 9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공사는

친환경적인 댐 건설, 댐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사업 등을 소개하여 우리나라 댐 기술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널리 알렸습니다. 이란의 수력청 및 중국의 수리부와는 상호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국제기술협력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자연

지역주민/
시민단체

국민/미디어

고객/협력업체

임직원

정부

환경파트너십

구축

� 댐하천 생태계조사

� 환경 향평가

� 생태계 보전, 복원

� 친환경 설계

� 국가지하수정보센터(GIMS)

� 국가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WAMIS)

� 국가물관리 정보유통시스템(WINS)

� 찾아가는 국민 물 교육

� 물사랑실천사례/ 짓기/물사진 공모� 

� 환경경 공감 형성

� 환경목표 수립�이행

� 환경성과평가 및 보상

�상하수도 공무원 교육

�댐, 수돗물 수질정보 제공

�수돗물 수질등급제

�전과정 수질 모니터링

� 신재생에너지 자발적 개발 협약

� 상수도협회 전문가파견

� Water Korea 행사

� 세계 물의날 행사 지원

� 상하수도 시설 진단

� ISO/TC224 표준화사업 참여

� 댐 주변‘물사랑학교’

� 지역 물토론회

� 환경단체와 협력 사업

� 수돗물수질협의회

� 댐건설협의체� 

� 물환경보전연구소

ICOLD 참가자 충주댐 시설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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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댐과수도시설을효율적으로 활용하여새로운수요에 응하고자합니다.

환경친화적인 서비스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하천 중심의 댐 통합�관리

우리 공사는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하천수계를

단위로 댐과 하천을 연계한‘유역통합 물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하천 수량을

최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댐용수를 이용하고 발전설비를 운 할 수 있도록‘실시간 물관리

운 시스템’을 개발하여 금강수계에 도입하 고, 2004년에는 한강, 낙동강, 산강에 도입

하여 해당시스템을 4 강 수계로 확 하 습니다. 또한 인공위성을 이용한 통합시스템을 구축

하여 다목적댐별로 운 하던 수력발전시설을 본사 물관리센터에서 원격으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수조절 댐상류중심에서 유역중심으로 전환

용수공급 수량과 수질을 고려한 통합 운 물이용의 최적화 도모

자료관리 기상, 수문 등 6개 분야 자료관리통합 물관리 통합 DB 구축

수력발전 청댐 등 9개 댐의 원격감시 및 제어 발전 통합운 시스템 구축

수계 내 홍수피해 최소화

유역통합 물관리 체계 및 기 효과

유역통합 물관리의 효과

우리나라는 강우가 여름철에 집중되어 하천 상류에 건설된 댐을 어떻게 운 하느냐에 따라 하천

의 수량과 수질이 크게 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같은 하천유역이라도 용수이용, 발전

등 용도에 따라 여러 개의 댐이 독립적으로 관리되어 지역간 수자원 수급에 불균형이 있었습니

다. 우리 공사는 수량과 수질을 고려하여 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천 유역의 모든 댐을

원격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 습니다. 2004년 현재 전국 9개의

다목적댐 중 소양강, 청, 안동, 임하, 남강, 용담댐 등 6개 댐의 통합시스템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9개 댐이 통합되면 6억 ㎥ 용량의 신규댐을 건설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장흥댐

5개를 새로 건설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3조원 의 예산을 절감하게 됩니다. 

실시간 물관리 운 시스템

통합운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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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상수도 권역별 통합급수

급수체계조정사업은 남는 수돗물을 모자라는 곳으로 전환 공급하여 광역상수도의 활용도를 극 화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공사는 2002년부터 전국을 12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수도시설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금강남부권과 한강하류권의 급수체계조정사업을 완료하 고 2004년에는 금강

북부권의 급수체계조정사업을 시작하 습니다. 2011년까지 권역별 급수체계가 구축되면 연간 6억 ㎥

(206만 ㎥/일)의 추가 물량을 확보하여 시설가동율을 13%이상 제고할 것으로 기 됩니다.� 

아울러 용수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19개의 광역상수도, 24개의 광역과 지방상수도간 비상연계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내 단위시설을 통합하여 운 하도록 2007년까지 최첨단

네트워크형 통합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강남부권은 통합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

중에 있고, 수도권과 금강북부권은 구축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을 운 하는 통합운 센타는 권역 내에

있는 시설운 과 수돗물 생산과 공급의 전과정을 24시간 원격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정수장 등 핵심

시설을 제외한 부분의 시설을 무인화하여 절감된 인력과 예산은 사업장 순회점검과 위성통신망 구축

등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운 효율화

2003년 지방상수도의 유수율은 78.4%로 전국적으로 매년 8억 ㎥ 의 수돗물이 새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상수도는 시설이 노후하고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재정상태가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도시보다 약 3.5배 이상 비싼

수도요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전국의 광역상수도 운 능력을 기반으로 축적된 기술과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지방

상수도 운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 현재 논산시, 정읍시와 실시협약, 17개 지자체와 위∙수탁 기본협약을 체결하

습니다. 2004년 3월부터 우리 공사가 수탁관리하고 있는 논산시의 경우 노후수도관 교체 등 시설개선으로 유수율을 53.4%에서 57.5%로

향상 하고, 수돗물값을 1㎥ 당 67원 인하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건강과 직결된 수질항목인 망간과 철은 법적 기준치의 10분의 1이내로 개선

하 습니다.

급수체계조정사업, 남는 수돗물을 모자라는 곳으로

국가기반시설로서 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수도사업은 시설의 규모가 커질수록 건설비와 운 관리비를 줄일 수 있어 경제적으로 유리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도산업은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로 구분되어 있고 지방상수도의 경우 전국 167개 시∙군 단위로 분할되어

서울시 등 7 특∙광역시를 제외하고는 평균 급수인구가 10만명 미만으로 수익성과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광역

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잇는 수돗물 통합급수체계가 구축된다면, 양질의 수돗물을 균형배분하고 수질 등 서비스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방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 12개 통합급수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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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계획단계부터이해관계자를참여시켜환경 향을최소화하고, 

댐을지역주민을 위한휴식과문화공간으로돌려주겠습니다.

훼손지 복원 및 체재료 활용

우리 공사는 과거에 공사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서야 복원 계획을 수립하여 제한적으로 식생을 조성하는 수준

에서 벗어나, 석산 개발 및 골재 채취 단계부터 식생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초목류로 자연천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원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80년 개발 후 방치되어온 평화의댐 석산을 복원한 사례는 2004년 환경 향평가 공동조사단에 의해 모범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경북 군위에 건설중인 화북댐은 암석 신 건설현장 주변 수몰하천의 풍부한 하상

골재를 댐 축조에 이용하여 석산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흙탕물이 발생되지 않는 건설현장

흙탕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건설현장의 노출된 토양에는 비닐덮개를 덮고 하류

하천에는 오탁방지막과 탁수 침전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화조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는 임시 물막이 공사재료로 사석을 사용하는 신 강판으로 제작된 원통을 해상에

설치하고 내부를 모래로 채워서 시공하는 최신공법을 적용하여 석산개발을 체하는 동시에 흙탕물 발생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경북 경주의 감포댐과 같이 해양 양식장이 인접하여 탁수의 직접적 향이 특히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탁수방지

책과 병행하여 인근 비 향권 하천에 해서도 탁도 비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객관적인 향 파악에 힘쓰고

있습니다. 

복원중인 평화의댐 골재채취 석산

시화조력발전소 가물막이 계획도

환경친화적인댐건설을위한우리의약속

� 규모 댐 보다는 중소규모 댐의 건설이나 기존 댐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재개발에 집중하겠습니다. 

�계획단계부터 지자체,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 주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댐을 지역특성을 고려한 휴양, 생태환경교육, 관광명소로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댐유역 환경기초시설, 습지 등을 댐건설과 동시에 추진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댐건설

환경친화적인 댐 설계와 시공

댐 건설로 야기될 환경 향을 줄이기 위하여 2003년 2월‘환경친화적 댐 설계지침’을 제정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새로 건설되는 댐에는 댐 배면과 절개지에 한 식생복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어도, 생태통로 등 환경과 생태계를 고려한 다양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댐설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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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향평가

2004년도에는 장흥댐, 임진강 건설, 부항댐, 성덕댐, 화북댐 등 5개 다목적댐과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을

추진하 으며,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

향평가를 실시 하 습니다. 환경 향평가 결과에 따라 주변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정부, 지자체,

주민, 환경단체와함께 책을수립하여공사기간은물론사업준공후5년간지속적으로관리하게됩니다.

댐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 하여

댐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댐 주변지역에 기존의 문화,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테마관광지, 인공습지 및 수변공원 등을 조성하여 여가 및 문화 공간으로 가꾸고 있습

니다. 건설중인 장흥댐, 곡댐, 평림댐과 계획 및 설계중인 부항댐, 성덕댐에 해서는�건설초기단계부터

환경개선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소양강, 안동, 청, 섬진강댐에 한 종합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 으며, 충주댐 등 6개 댐에 해서는 2006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예정입니다. 

댐 주변 숲가꾸기

2002년부터 산림청과 공동으로 장흥댐 주변 1,600ha와 곡댐 주변 1,700ha에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26개의 기존댐과 12개의 신규댐을 상으로 숲가꾸기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

습니다. 댐 주변의 울창한 숲은 산림자원의 활용도를 높일 뿐 아니라 홍수기에는 토사유출에 따른 탁수 발생

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갈수기에는 토양에 수분을 유지해 주는 녹색댐의 역할을 합니다.

계획(Master Plan)수립

지자체 정비사업 및

친환경공간 조성

사업시행 사후 모니터링

환경 향평가 건수

청댐 물문화관

장흥댐 선사유적공원

장흥댐 문화마을

모니터링 결과

피드백

�생태조사 �발전방향

�목표수질 �지역특성

댐 주변지역 종합환경개선사업 절차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주민 NGO 전문가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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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수돗물은철저한수원관리에서시작됩니다. 

댐유입하천과댐원수수질을개선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습니다. 

댐 유역 오염원관리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생활하수,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청원군 등 댐 상류지역의 7개

지자체와 환경기초시설 위수탁 계약을 맺고 84개 시설을 건설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4년

에는 용담댐과 장흥댐 상류의 하수종말처리장, 마을하수도시설의 효율적 운 을 위한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 습니다. 

댐 유역의 논, 밭 등 비점오염원은 전체 오염부하의 40~50%를 차지하여 수질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댐 유역 비점오염원의 유출특성을 조사하여 유입 하천

변에 인공습지와 수로 등 완충지역을 조성하는 한편 홍수조절용 여유부지에는 저류지와 인

공습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홍수쓰레기의 신속한 처리

매년 상류에서 버려진 쓰레기와 산림에서 발생된 초목류가 홍수기의 집중호우와 함께 댐으로

량 유입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하천수 유입지역에 쓰레기차단망(Rope

dam)을 설치하여 홍수쓰레기의 확산을 막고 신속히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공사가 수거한 홍수쓰레기는 총 55,126톤으로 충주댐 등 6개 댐에서는 톱밥,

퇴비, 화목용으로 재활용하여 댐 주변지역에 지원하 습니다.

24시간 수질 감시 : 물감시원제도와 생물경보시스템 운

우리나라는 상수원의 90% 이상이 호소와 하천으로 수질오염 사고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상수원이 기름, 유독성화학물질에 오염될

경우 수돗물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수질사고 발생을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하게 조치

하기 위하여� 댐 주변지역 주민을 물감시원으로 임명하여 상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원수는 어류관찰수조와

CCTV를 설치하여 수질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등 수도권 28개 지자체 주민들의 생명수인 팔당호에는 독성에 민감한

물벼룩과 조류를 이용한 생물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유류감지장치와 수질자동측정장치 6종을 설치 운 하고 있습니다.

장흥댐 상류의 인공습지

운문댐의 수중폭기장치

충주댐 홍수쓰레기 처리

댐 원수 수질관리

양질의 원수를 사용하는 것은 정수약품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수돗물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 공사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전국의 댐 17개소에 302개의 수중폭기

장치를 설치하여 물순환을 촉진하고 조류발생과 댐의 부 양화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평균 1개월 단위로 취수탑 주변에서 실시하던 수질조사를 강화하여 2004년부터는 수면

에서 바닥층까지 실시간으로 수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상수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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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댐 탁수 책

낙동강 상류의 임하댐에서는 2002년부터 국지성 집중강우의 향으로 주변지역의 미세토양이

유출되어 매년 흙탕물이 수개월간 방류되는 현상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안동댐과 함께 낙동강의

젖줄인 임하댐의 장기간 탁수 방류는 하천경관과 생태계에 향을 주고 낙동강 상류를 취수원

으로 하는지역의정수처리에지장을주고있습니다. 

2003년 우리 공사는 정부와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과 함께‘임하호유역수질보전

책협의회’를 구성하고 2004년 10월에 임하호 탁수저감 책을 수립하 습니다. 탁수저감

책에 따라 2007년까지 댐 취수탑을 개량하여 수위에 따라 선택적으로 취수하게 하고 안동시

취수장을 탁도가 낮은 안동댐 하류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댐 유역 녹화와 토사

침전용 사방댐을 건설하여 흙탕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것입니다. 탁수의 장기화로 인한

우선 책으로 어류산란 감소와 이에 따른 개체수 감소를 줄이기 위하여 부유식 인공산란장을

설치하고 치어 방류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임하댐 부유식 인공산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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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정수처리

선진정수처리공법을도입하고자체수질등급평가제를운 하여수돗물의품질을

높이고있습니다.

정수처리 공정개선

수돗물의 품질에 한 국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 공사는 2002년에‘정수

처리 공정개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 습니다. 연차별로 정수장의 수질 특성에 따라 약품투입, 응집, 침전,

여과 공정 등 기존 시설을 개선하고, 응집제 자동투입장치(Streaming Current Detector) 등 최신 설비를

도입하 습니다. 또한 입자계수기, 여과지별 탁도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공정 개선효과를 체계적으로 모니

터링하고 있습니다.

선진 정수처리 공법 적용

기존 처리공정으로는 제거하기 어려운 맛, 냄새, 소독부산물, 조류처리를 위하여 입상활성탄여과지(Filter/

Adsorber), 오존처리, 이산화탄소처리, 용존공기부상분리(Dissolved Air Floatation), 막여과 등 고도정수

처리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형플랜트를 운 하고 처리효율을 분석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최적

의 처리기법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막여과기술은 기존 정수처리공정에 비해서 간단하고 자동화가 용이하며 수돗물의 탁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할 수 있습니다. 시흥정수장에 도입한 막여과시설은 시범운 결과 평균 정수탁도가 0.023NTU로 법정수질

기준 0.5NTU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막여과기술이 2004년 11월 한국상하수도협회로부터

기타여과방식으로 인증을 받음에 따라 앞으로 중규모 이상의 광역상수도 시설에도 적극 도입할 계획입니다.

횡성댐을 수원으로 하는 원주권 광역상수도에는 국내 최초로 용존공기부상분리 공정을 도입하여 조류처리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수돗물 수질등급 평가

우리 공사는 2003년부터 전국 29개 광역정수장을 상으로 탁도, 잔류염소, 맛, 냄새 4개 항목에 해

자체적으로 수질등급평가제도를 운 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정수장의 97%가 목표를 달성하 고 평균

정수탁도는 0.046NTU 습니다. 2004년에는 2005년부터 추가될 소독부산물과 맛있는 물 지표에 한

예비조사를 실시하 습니다.

수돗물 평균 정수탁도

침전지 성능 진단

시흥정수장 막여과 시설

구분

법적기준

자체기준

2004년 실적

정수 탁도 여과수 탁도관리 목표

0.5NTU 0.3NTU이하 95%달성

0.1NTU 0.1NTU이하 95%달성

0.046NTU 0.1NTU이하 97%달성

2004년 정수탁도 목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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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을 안심하고마실수있도록수질검사항목을세계적수준으로확 하고,

공급전과정에 한수질모니터링을하고있습니다. 

엄격한 수돗물 수질관리

수돗물에 한 불신

2004년 전국주부교실중앙회와 공동으로 실시한‘수돗물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식수로

수돗물을 이용하는 국민은 80.3%에 이르지만 수돗물을 그 로 마시는 국민은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동안 법규 수준보다 강화된 수질관리와 병물 수돗물 보급,

정수장 견학, 적극적 홍보활동의 향으로 수돗물처리과정에 한 신뢰는 높아졌으나 국민의

수돗물에 한 불신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엄격한 수질 검사

수질 검사는 전국 60개 댐 및 수도시설, 4개 수질검사소, 국제수돗물종합검사센터에서 구분된 역할에

따라 전문분석인력에 의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 공사의 수질관리항목은 세계적 수준인 250개

항목이며 2005년에는 오염후보물질 25개를 추가한 275개 항목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전과정 수질모니터링

정수장에서 지자체 배수지까지 수돗물 공급 전과정에 한 수질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종전

1개월 단위로 방문하여 실시하던 관로 및 배수지 수질조사를 전국 34개 지점에 하여 탁도, 잔류염소

자동측정기를 활용한 실시간 수질감시와 병행하고 있으며 자동측정지점은 2005년까지 156개소로 확

할 계획입니다. 공사가 직접 정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역에는 각 가정의 수도꼭지 수질까지 표본 조사

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개량 및 부식방지사업

낡은 수도관을 교체하여 누수를 줄이고 관부식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돗물의 2차 오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총 325억원을 투자하여 74km의 노후수도관을 교체하 습니다. 2004년에는 팔당수도 등 10개 수도시설에 한 총 889km의 수도관에

하여 노후도를 평가하고 교체 또는 보수가 필요한 구간 60.9km를 선정하 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과 부식방지사업의 향으로 1991년

이후 우리 공사가 운 하고 있는 광역상수도의 평균 유수율은 매년 98% 이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음용현황

국제수돗물종합검사센터

한국수자원공사는 2004년에 국제수돗물종합검사센터를 준공하고 121종 255 의 최첨단

검사장비와 전문연구인력을 확보하 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러스, 원생동물, 환경호르몬과

다이옥신 등 신규오염물질 분석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에는 전국 365개 지자체

정수장에 한 무료 수질검사를 지원하 고, 지자체 공무원, 연구소, 아프가니스탄 공무원

등을 상으로 21개 과정 504명에 하여 수질분석교육을 실시하 습니다.

수질검사항목수
�2005년은 계획임

국제 수돗물 종합검사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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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과수도시설의안전관리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특히빈번히발생하는집중강우

에 비하기위해댐치수능력증 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수자원 시설물 안전관리

댐 및 수도시설물의 안전관리

재난 및 재해를 예방하고 수자원시설물의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댐과 광역상수도시설 등

우리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48개의 주요 시설물에 하여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6개월에 1회 이상 정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년이 경과한 시설물은 정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물 등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었을 때는 보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댐 치수능력 증 사업

2004년에는 소양강, 수어, 광동, 달방, 천댐에서 기존 댐체에 보조 여수로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자연월류형 여수로에 새로 수문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작하 습니다. 치수

능력 증 사업은 집중강우시 댐 안전성을 높여줄 뿐 아니라 홍수기 제한수위를 높게

운 할 수 있어 댐의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소양강댐의 경우 약 5m의 제한수위

상승으로 연간 145백만 ㎥의 홍수조절효과와 20GWh의 추가적인 발전량 증 를 기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도시설 정 안전진단

소양강 여수로 조감도

운문댐의 경우 2002년 12월 투수량이 하루 천여톤으로 급증하고

누수 탁도가 상승하는 등 댐체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안전상의 문제를 세 하게 진단하여 중심부위에 미세시멘트

2열을 시공하는 등 보수공사를 실시하 습니다. 2004년에 다시

정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투수량이 일일 1㎥ 미만으로 줄어들

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운문댐의 투수량 관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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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장을중심으로지속적인전력원단위관리와설비개선으로

2만5천TOE의에너지를절감하 습니다.

환경성과

에너지 절약

에너지 사용

2004년도 에너지 총사용량은 신규 수도사업장 개소 등의 향으로 전년도에 비해 5.4% 

증가한 229천TOE 습니다. 에너지사용은취수∙송수∙가압장의펌프가동에소비된전력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4년동안 전력, 경유, 등유, 가스 등의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

소배출량은 402천 CO₂ 톤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

에너지 절약은 기환경을 개선하고 수돗물생산단가를 낮추는 등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고효율 에너지 소비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각종 설비의 조사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에너지 효율성을 평가하고 기존 시설에 한 전력원단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사업원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력원단위의 철저한 관리로 2001년 이후

수돗물 1㎥ 을 생산하기 위한 전력사용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4년 한 해 동안 수도

사업장의 전력원단위 관리와 댐사업장의 설비개선으로 인해 절감된 에너지의 양은 2만5천

TOE에 이르고 있습니다. 
천CO2�ton

이산화탄소배출량

에너지 절감량

용수생산시 전력소비량 원단위

에너지 사용량

2004년 에너지 절약 추진 책

�고효율 에너지 소비 체제로 혁신

�조사∙설계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약형 설비구축

�기존 시설에 한 목표원단위 관리를
통한 피드백 강화

�전력원단위 관리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 추진

�하절기 자율절전요금제도 참여
�녹색에너지가족(GEF) 운동 참여

�발전소 소비전력 관리

�노후 발전설비 적기 교체

�소수력 개발 적지 조사

�에너지 절약 전담조직 구성 운

�냉난방 전기 절약

�승용차 10부제 운행

수도

발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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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댐 수력에너지 생산� 

우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목적댐의 수력발전 설비용량은 1,014MW로써 이는 2004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전력생산량의 1.7%를 차지하며, 수력발전부문의 26.1%를 담당하고 있습

니다. 2004년에는 국내수력생산량의 46.9%인 2,708GWh의 수력에너지를 생산하 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2010년까지 조력, 소수력, 풍력, 태양광 발전 등 전체 설비규모 300MW, 연간 발전량

700GWh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총 4,8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으로 연간

372,000ton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기 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용담 소수력발전소가 가동을 개시하면서 소수력에너지 생산량은 전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207GWh를 기록하 습니다. 소수력발전은 3,000kW이하의 수력 발전시설로서

현재 우리 공사가 보유한 발전시설의 1.2%에 불과하지만, 2004년에 수립된 소수력 개발

마스터 플랜에 따라 앞으로 소수력발전소 건설을 지속적으로 확 할 계획입니다. 

2004년에는 세계 최 규모(254,000kW)의 시화조력발전소 공사를 착공하 습니다. 조력

발전소가 들어서는 시화호 주변을 신재생에너지 테마 파크로 조성하기 위해 경제성평가와

입지선정을 실시하 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사는 시화조력사업을 청정개발체제(CDM)사업화

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제성을 보완하고 우리 공사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념의

확산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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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소수력등신재생에너지개발을자발적으로추진하여

2011년국가신재생에너지개발목표 5% 달성에기여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소수력에너지 생산량

성남정수장 소수력∙태양광 발전시설

교토의정서와 청정개발체제(CDM)사업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을 목표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1997년에는 선진국들에게

1990년 배출량 기준으로 평균 5%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강제 부여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습니다. 교토의정서에는 보다 원활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배출권거래

제도(ET: Emission Trading) 등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 습니다. 이중에서 CDM은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없지만 장래 감축

의무국 분류가 예상되는 우리나라가 조기에 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다목적댐 수력에너지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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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법규를준수하고자체환경기준을

법적기준치보다엄격하게관리하고있습니다.

수질오염 예방

방류수 수질관리 �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방류수는 하천수질에 향을 미치므로 법적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은

수도사업장과 하수처리장을 운 하는 댐사업장의 환경목표 및 환경성과평가의 핵심지표로 채택하여 2004년부터 부서평가에 반 하고

있습니다.

2004년 방류수 수질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수장 방류수의 평균 수질은 BOD 3.2mg/L, COD 5.9mg/L, SS 5.5mg/L으로 배출부과금 부과기준인 BOD 30mg/L, COD

40mg/L, SS 30mg/L의 20% 이내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의 평균 수질은 BOD 2.7mg/L, COD 7.2mg/L, SS 3.0mg/L로 법적 기준치인 BOD 10mg/L, COD 40mg/L,

SS 10mg/L의 30% 이내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의 평균 수질은 BOD 7.9mg/L, SS 7mg/L로 법적 기준치인 BOD 20mg/L, SS 20mg/L의 50% 이내입니다.

환경부가 선정한 최우수 하수처리장, 보은하수처리장!

2004년 환경부에서 실시한 전국 214개 하수처리장에 한 평가 결과 우리 공사에서 운 중인

청댐 상류지역의 보은하수처리장이 IV그룹(3천톤/일~1만톤/일) 중 최우수 하수처리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보은하수처리장은 자체에서 개발한 하수최적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른 하수처리장보다

효율적으로 수처리 설비를 운 하고 있으며 설비와 공정개선을 통해 방류수의 수질 또한

높게 유지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았습니다. V그룹(3천톤/일 미만)에서도 우리 공사가

운 중인 삼승하수처리장이 2위, 회북하수처리장이 3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방류수 수질관리 목표와 달성 수준

보은하수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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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슬러지와건설폐기물발생량을줄이고

재활용률을높이기위하여노력하고있습니다.

자원 재활용

상하수도 슬러지

2004년 한 해 동안 정수장 슬러지는 103,622톤이 발생하 으며 이중 23%를 재활용하 습니다.

하수도 사업 확 에 따라 하수처리장 슬러지는 5,935톤이 발생하여 22%를 재활용하 습니다.

슬러지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정수처리 공정을 개선하고 배출수 처리시설을 효율적

으로 운 하여 슬러지의 함수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1㎥ 의 수돗물을 정수하는 과정

에서 발생한 슬러지는 약 82.5g이었습니다. 2005년부터는 슬러지 해양배출을 규제하는 해양

오염방지법 개정에 따라 슬러지 재활용률을 단계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시멘트재료, 건축재료,

성토재 등 다양한재활용방법을검토하고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건설 사업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과 임목폐기물의 재활용을 확 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평화의댐, 장흥댐 등 댐건설과 목포권, 평림댐 수도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총

88,433톤의 건설폐기물을 공사부지 성토, 진입도로 포장, 체육공원 부지 조성 등에 재활용 골재로

사용하 습니다. 그 동안 폐기 처분되어 온 댐 수몰지의 임목폐기물도 재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흥댐에서는 수목 잔재물을 우드칩(Wood Chip)으로 가공하여 댐 배면에 식재된

수목 주위에 포설하여 잡초발생을 억제하고 톱밥으로 가공하여 2억 8천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

습니다. 평화의 댐에서는 993톤의 임목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난방용 땔감

으로 지원하 습니다.

정수장 슬러지 재활용률

정수장 슬러지 발생량 원단위

건설폐기물을 활용한 골재 생산 임목폐기물을 활용한 우드칩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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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과정에서환경의변화를최소화하고

생태계가건강하게유지될수있도록배려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생태계 보호 � 

댐건설, 상하수도시설 및 단지개발 과정에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생태계의 보전

뿐만 아니라 훼손된생태계를 복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단계부터 관리단계

까지 생태계보호를 위해서 환경친화적 설계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장흥댐에서는 물고기의 이동통로인 어도, 어류산란장, 인공뱀장어 서식처 등 어족자원보호

를 위한 시설을 마련하 고, 이설 도로에 의해 단절된 야생동물서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야생동물 이동통로와 비오톱(Biotop)을 조성하 습니다. 그리고 주변 식생군락과 조화되는

수목을 배면부에 식재하여 산림생태 복원을 위한 노력을 하 습니다. 

현재 계획중인 댐의 경우 성덕댐에는 수달의 서식처 보전, 자연형 하천 및 부유식 산란장을

조성하고 부항댐에는 비오톱, 동물이동통로, 어류산란장을 조성하며, 굴포천 방수로에는

자연형 하천과 습지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 습니다.

생태환경조사

생물다양성의 보전은 우리 곁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생물들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공사는 댐 주변지역과 전국 하천지역에 한 생태환경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댐 주변지역 생태환경조사

댐 주변지역의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존 댐 저수지와 주변지역의 생태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충주댐과 주암댐 저수지 및 주변

지역 생태환경을 조사하여 수달과 참매 등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하 습니다. 

2004년부터 조사가 진행중인 청댐과 합천댐 지역에서는 매, 원앙, 수달 등 환경부에서

지정한 보호종 및 멸종위기종이 확인되었습니다. 청댐은 생태조사결과를 근거로 댐주변의

동식물, 어류에 한 상세한 정보를 담은 생태환경지도를 제작하여 청소년 생태체험 학습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천 지역 생태 기초조사

우리 공사는 총 연장 3,749km에 이르는 전국 주요하천을 항공 촬 하고�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한강과 낙동강에 해서는 하천지역 생태기초조사 결과

얻어낸 식생과 어류, 조류, 저서 동물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생태현황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습니다.

인공 뱀장어 서식지

장흥댐에 설치된 어도

청댐 생태환경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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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인님

시화호 지킴이

“자연을위한자리를마련할때입니다.”

인간을 위한 공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자연이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야생 동식물을 위한 공간을 미리 만들어주고

정착에 필요한 시간을 준 후에 주변지역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화호

조류보호소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로 다친 새들이 자연

의 품으로 돌아가기 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들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조류보호소가 위치한 시화호 갈 습지는 이제 많은 철새가 찾아 들고 탐조

활동 등 흔치 않은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세계적으로 천여 마리 밖에 남지 않은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50여 마리가 시화호를 찾기도 하 습니다. 자연을 위하는 한 기업의 노력이

이렇게 큰 결실을 이루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시화호 조류보호소

시화호갈 습지에서얻은교훈을바탕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더많은곳에자연을위한공간을

확보하는데도움을주길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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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환경경 실천목표를설정하여환경경 성과를지속적으로개선하고있습니다. 

환경경 실천목표

환경친화적 개발 및 관리

깨끗한 물 공급

자원 사용 절약

및 오염 저감

환경친화제품 생산, 소비

보건 및 안전 관리

시민사회와의 협력강화

기타 환경경

프로그램 실천

�환경친화적 설계(DfE) (15건) �사업별 환경 향평가 실시 (29건)

�환경친화적 개발 (21건) �환경친화적 시설물 관리 (35건)

�유수율 관리 (96% 이상)

�댐원수 수질개선 (2급수이상 유지)

�정수 및 침전수 수질 개선 (0.1NTU 95%)

�댐내 수중폭기 운 , 관리

�환경기초시설 건설 (5개소) 및 운 (33개소)

�골재채취시 100m이내 지점 월 2회 이상 탁도조사

�노후관 개량 20km

�수돗물 신뢰도 향상 노력

�수돗물 생산 악품원가 절감 (약품 원단위 5.0원/㎥ )

�용수사용량 절감 (연간 45.36㎥ /인)

�전력사용량 절감 (발전 5백만 kWh, 수도전력 원단위 18.49원, 생활전기 6.52GWh/년 사용)

�생활에너지사용량 절감 (가스 53.65천 ㎥, 경유 657천L, 등유 451천L)

�건설폐기물 50%이상 재활용

�용수 재사용 (중수도 6,300㎥ )

�방류수 수질관리 (오수정화 BOD 15mg/L, SS 14mg/L 이하, 배출수 처리시설 SS 6.5mg/L, COD 6.5mg/L이하)

�생활쓰레기 (잔반배출량 절감 35kg/일, 본사)

�여과지 역세척수 발생량 저감 (정수물량 비 2% 이하)

�정수장 슬러지 배출량 저감 (0.08kg/㎥ )

�정수장 슬러지 재활용 (슬러지 재활용 35%이상)

�청정에너지 생산 (2,208백만 kWh)

�녹색제품 구매 (5%증가)

�환경사고 및 민원 건수 (0건)

�소음, 진동 관리 60dB 이하 (펌프장 90dB이하)

�환경리스크 응관리 ( 응체계구축, 가상훈련)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 전개 �시민단체와 협력프로그램 실행

�숲가꾸기 사업 추진 �공사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재해예방 및 안전 교육 강화 �내용연수 연장을 위한 시설 개선

�지속적인 친환경기법과 기술 개발 노력

2005년도 환경목표

2003년에는 20개의 실천목표 중 75%를 달성하 고, 2004년에는 30개의 실천목표를 설정하여 93%를 달성하는 등 관리 상 목표의

수를 확 하는 동시에 목표달성도 역시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7 분야에 총 35개의 환경목표를 설정하여 실천

하겠습니다.

환경경 방침

및 환경목표

부서별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수립

전년추진 실적분석

환경측면 파악

당해년도 방향설정

환경 향평가 개선 및 조치

실적점검 심사평가

2005 환경목표

�괄호안은 목표치

환경경 실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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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으로다시쓰는사전

소외, 고통, 빈곤, 불신, 불만, 갈등...

이제 이런단어를더이상

사전에서볼수없게될지모릅니다. 

모두의행복지수“∞”

한국수자원공사가꿈꾸는내일의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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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 KOWACO, Corruption Zero! 

물처럼투명하고깨끗한경 을실천하겠습니다.

물처럼 투명하게

윤리경 조직

윤리위원회는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주요 부서장과 노동조합간부 등 10인으로 구성되어 윤리경 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합니다. 2004년도

에는 청렴도 향상과제를 발굴하고, 윤리강령개정안, 내부공익신고운 지침제정안, 행동규정개정안, 사이버 윤리경 교육안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 습니다. 실무추진기구 역할을 하는 청렴도향상 책반은 8개 분야의 담당부장으로 구성되어 관련 사례를 발굴하는 등 실무를 담당

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구성된 이후 인사, 예산, 계약, 공사, 하도급 등 7개 분야에서 29개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투명한 경 정보 공개

우리 공사는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경 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제시

하는 10개 항목보다 많은 45개 항목에 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경 공시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면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목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사용자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계약

청렴한 계약제도 정착을 위해 2001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을 실시해왔으며 재무통합시스템을

통해 금을 전자로 결재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도 계약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 습니다. 우선 공

공기관으로서는 최초로 계약서비스헌장 및 실천강령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계약서비스 만족도 조사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하여 59개 용역업체로부터 공사의 계약 관행

에 한 의견을 수렴하 습니다. 6월부터는 전자계약서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부분의 계약서

류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리경 체제의 강화

한국수자원공사는 2000년 4월 제정된 윤리강령과 2003년 8월 개정된 임직원 행동규정 등을 통해 윤리경

을 추진해 왔습니다. 2004년에는 선언문의 형식인 기존의 윤리강령을 개정하여 윤리적 요소는‘윤리강령’

으로, 행위적 요소는‘행동규정’으로 분리하 습니다. 행동규정은 사규화하여 강제성을 부여하 습니다. 이와

함께윤리경 을기업전략의기본가치체계와4 전략이행을위한주요과제로선정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윤리위원회 회의 (2004. 12)

계약서비스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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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뜻을 모아 실천하는 윤리경

윤리경 에 한 임직원의 공감 를 확산하기 위하여 반부패 제안과 윤리경

아이디어 공모, 청렴상 도입, 부패위험도 자가 진단 등 다양한 윤리경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을 상으로 공기업 윤리확립

및 윤리경 교육과 반부패 책 특별교육을 하 습니다. ‘부패방지 가이드’를 만들어

직원들이 항시 휴 하도록� 배포하기도 하 습니다. 특히 각 부서별로 과장급 1인을

‘청렴지키미’로 선정하여 윤리경 의 파수꾼 역할을 하도록하 습니다. 청렴지키미는

각부서간네트워크를형성하고청렴한조직과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공익신고센터

2003년 9월 내부공익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직원들이 내부의 부정부패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공사 홈페이지의 내부

공익신고센터를 이용하여 무기명으로 부정부패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신고자를 인사상 우 하고, 최 2천만원까지 포상금

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클린신고센터

2004년 10월에는 외부의 유혹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클린신고센터를 설치하 습니다. 직원들은 업무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 전화, 팩스,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클린신고센터에 자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금품은 제공자가 확인될 경우

는 반환하고,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회공헌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반성과 우리의 다짐

2004년 하반기에는 468명의 직원을 상으로 윤리경 에 한 임직원의 인식 정도를 조사하여 현재의 윤리경 시스템과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진단하 습니다. 진단 결과 나타난 취약점을 반 하여 2005년도부터 전 직원을 상으로 사이버 윤리경 교육을 실시할 계획

입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윤리경 에는 그 동안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부패와 비리에 한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하여 부패요인을 근절

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담고자 합니다. 윤리경 을 기업문화로 정착시키고, 공정한 계약제도의 정착, 부패와 비리의 척결 등을 통해

물처럼 투명하고 깨끗한 경 을 실천하겠습니다.

직원 휴 용 부패방지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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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핵심자원입니다. 

임직원이모두행복해지는일터를만들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나의 꿈터

우리 공사는 교육과 훈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한편, 공정한 인사관리, 적극적인 노사협의기구 운 을 통해 임직원이

행복해지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1급 이하 직원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2003년 상∙하반기에 이어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직원 현황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직원은 2004년말 정원기준으로 2003년보다 5%가 늘어난 총 3,850명입니다. 2004년에는 정부의 청년실업해소

시책에 부응하여 채용인원을 크게 늘렸습니다. 신규로 채용한 인원은 총 283명이며 이 중 90%인 254명을 공개 채용하 으며, 이직한

직원은 46명으로 1% 의 낮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IMF구제금융실시라는 국가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총정원의 30%에 이르는 1,279명을 감축하는 아픔이 있었지만 정원감축이 완료된 이후 이직률은 폭 낮아졌습니다. 

임금 피크제

고령화 시 와 청년 실업문제 등 사회 변화에 효과적으로 응하기 위해 노사가 1년간 논의 끝에 2004년 7월에 정부투자기관으로서는

최초로‘임금피크제’를 시행 하 습니다. 직군전환형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따라 정년을 3년 앞둔 직원은 개인의 희망에 따라 명예퇴직

이나 전직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전직을 선택하는 경우�임금수준은 낮아지지만 보다 오랜 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계약직이나 업무

지원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2004년에는 처음으로 13명이 계약직과 업무지원직으로 전환하 습니다. 

비핵심업무 위탁관리

2001년부터 공사는 설비관리, 경비, 단순사무, 정보관리 등 비핵심업무를 외부에 위탁하고 주력업무에 경 자원을 집중하여 조직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점검정비 인력 등 99명을 외부인력으로 추가 체하여 총 942명의 외부인력이 공사의 업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부위탁업무에 해서는 주기적으로 그 효과를 분석하여 서비스의 수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수(정원기준) 2004년도 임직원현황 (정원기준) 외부인력활용현황



직원스스로가자신의미래를설계하고능력을개발할수있도록기회를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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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으로 창조적 인재육성

교육 훈련 프로그램

우리 공사는 직원들이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직원 본인

이 주도하여 해당 직무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도록 지원하는 '자기

주도형 역량강화프로그램(CRP: Competency Reinforcement

Plan)'은 특허를 획득하 고 2004년 한국능률협회에서 주최한‘인재

개발 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 습니다. 최근 3년간 교육

과정수는 182개에서 317개로 크게 확 되었고 직원들도 교육프로

그램 이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2004년에 한마음교육,

로벌교육, 경 교육 등 공사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직원 수는

2002년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한 8,241명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창조적 인재 육성

탄력적인 근무제도

2004년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함에 따라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로 조정하 습니다. 늘어난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직원 각자가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자기계발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주말자격증 과정을 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선택적 보상휴가제’를

도입하여 직원의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여건 조성 및 동기 부여를 위해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자율근무시간제’를 2004년 12월부터

운 하고 있습니다. 1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경우 자신을 재설계하고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자기계발휴직제도’를

운 하고 있습니다.

인사제도

혁신

교육훈련

체계혁신

핵심전문인재

육성관리

개인개발계획

(CRP)구축

의식혁신

특별교육

중장기인력개발계획

교육훈련 투자액을 매출액 비 1% 수준으로 확 (2010년까지)

로벌 역량을 갖춘 신규사업 핵심인력 200명 육성 (2007년까지) 

통합수자원관리 등 전략사업 핵심인재 1,000명 확보 (2010년까지)

교육이수 임직원수교육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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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제도

임직원의안정적인삶을위해서다양한복리후생제도를운 하고있습니다.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

우리 공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 사회보험 이외에도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습니다. 

주거안정을 위한 사택제도 운

전보 발령시 직원들이 주거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근무지 인근 아파트를 활용하여 전용

기숙사를 운 하고 있으며, 무주택 직원을 위하여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일부를 출하거나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 및 직원 자기계발 지원

직원자녀의 중∙고 학자금을 지원하고 학생학자금 융자제도와 함께 직원의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제도도 운 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를 돕기 위해 사내에 물사랑 어린이집을 운

하여 아와 유아 교육을 돕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및 여가생활 지원

본사 내에는 치과, 한의원, 의무실이 운 되고 있으며 현장의 경우에는 치과, 한의원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여가 활동을 위해 휴양지 콘도를 임차하여 운 하고 주말농장 프로

그램을 운 하는 한편, 사내에 단학, 검도 수련장 등 체력단련시설을 갖추어 직원들이 다양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복리후생 프로그램의 투명하고 원활한 운 을 위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세전

순이익의 일부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기금협의회’를 두어 투명하게 관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선택적 복지제도’를 운 하여 임직원들이 여러가지 복리후생 프로

그램 중 필요에 따라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회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사내 물빛치과

물사랑 어린이집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금액



모든임직원이건강하고안전하게업무를할수있도록돕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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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건강관리

전직원을 상으로 개인별 건강관리자료를 통합한 건강관리시스템을 운 하고 임직원 본인은

물론 배우자를 상으로 정기 종합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질병의

조기발견과�치료가 중요하므로 건강검진 항목수를 확 하고 보다 정 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질병을 사전에 발견하고 치료하게 되어 질병 이환자수와 유병률이

오히려 증가하 습니다.

종업원상담지원프로그램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정원감축으로 인하여 업무부담이 늘어나면서 직원들의

질병휴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여 직원 스스로가 개인

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업원상담지원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의 도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전사고 최소화

2004년에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2003년과 비교할 때 47% 감소한 9건입니다. 우리

공사는 작업장에서 재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함께 안전교육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한 보상

우리 공사는 2003년 11월에 재해보상과 배상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 비정규직을 포함하도록

업무상 재해에 한 보상의 범위를 정하 습니다. 업무로 인해 직원이 피고가 된 경우 소요

비용을 보상하고, 공사 내 작업장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공사직원이 아닌 사람이 입은

피해에 해서도 배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시설물에 의한 재해, 업무수행이나 사내 봉사단

활동 중 발생한 재해, 기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 등에 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

17

9 9

산재건수 및 산재율

질병이환자수 및 유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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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과원칙에의한인사관리, 

인사시스템을지속적으로정비하고조직문화를혁신해나가겠습니다.

채용

불평등한 인사관행을 없애고 실질적인 사회적 형평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2003년에는 학력을 철폐하고,�2004년에는 연령제한을 없애면서

바람직한 채용제도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여성인력의 채용도 꾸준히 확 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전체 선발인원의 16%인 32명이

여성이었습니다. 현재 공사의 정규직원수 비 여성인력 비율은 7.4%이며, 앞으로 여성인력 채용을 더욱 확 할 것입니다. 장애인 고용

역시 2000년 이후 매년 계속되어 정부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보장하고 우 하기 위해 채용시

1차 전형에서 최 5%의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직무 이동

직원 본인의 희망과 능력이 반 될 수 있도록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부서간 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능력과 업적중심의

전보가 이루어지도록�전보심사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 습니다. 또한 능력에 따라 원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직위

공모제 상직위를 관리자급 20개 직위, 전문직 25개 직무로 확 하여 운 하 습니다. 

승진

승진심사에 있어 연공서열의 요소를 없애고 있습니다. 승진임용배수를 확 하여 발탁승진의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부서에 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지도록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근무평가방식을 다면평가, 절 평가로 개선하여 능력과 성과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

습니다. 특히 3급에 한 승진심사에는 10명 내외의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심사과정에 참관인 제도를 두어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 신규공개채용인원 장애인 고용현황

공정한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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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평등 프로그램

우리 공사는 2004년 10월 1일 공기업으로는 가장 먼저 양성평등을 선포하 습니다. 여성인력

채용확 와 함께 보직, 승진 등 인사관리에 있어 여성인력을 평등하게 우하고, 출산과 육아

휴직 지원을 위한 체인력 풀 구성 등 남녀고용평등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전 직원을 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 고 전담고충상담원을 지정

하는 등 여성근로자의 고충처리를 활성화하여 여성부로부터 고용평등 우수기관 표창을 받기도

하 습니다. 양성 평등 프로그램의 진행상황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 여성근로자에 한

근무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고충처리프로그램

고충처리제도를 활성화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직원의 고충내용에 따라 맞춤식으로 운

하고 있으며 2004년에 접수된 고충건수는 전년보다 6건이 증가한 49건이었으나 이 중 90% 이상을 해결하 습니다.

양성평등선포식

한국수자원공사는직원에 한믿음과애정을가지고직원개개인을존엄한인격체로 하며직원

개인의종교적∙정치적의사와사생활을존중합니다. 작업장에서근로자의권리와자유를보장하고

있으며부당한노동의착취나강제노동은없습니다. 

양성평등프로그램
양성평등프로그램

여성인력 채용

목표제 확

추진

승진 등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인력

참여확

출산휴가, 육아

휴직시 체인력

확보방안 마련

남녀차별및성희롱

피해의사전예방과

구제강화

모든 교육에 남녀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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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이커가는동반자적노사관계, 

노사가어깨를나란히하고내일을향해나아갑니다.

노동조합

한국수자원공사 노동조합은 1987년 11월 27일 설립되어 2004년말 기준으로 전체직원의

79%인 2,837명이 가입하 습니다. 노사는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경 현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전에는 본회의 운 효율성을 강화하고 합의율을 높이기

위해 노사 실무조정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2년간 모든 협의안건에 해

100%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상생의 노사관계

한국수자원공사의 노동조합은 결성 이후 지속적으로 조합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 왔습

니다. 현재는 분기별로 '권역 노조간부 워크숍'이란 화의 자리를 마련하고, 지부순방을

통해 현장 조합원의 애로사항이나제안을가감없이수렴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이렇게

수렴된 직원의 의견을 가지고 투자심사위원회, 제안심사위원회, 경 간부회의, 연도 업무

보고에 참여하여 주요 의결 사항에 해 직원들의 뜻을 반 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노사공동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중요한 사항이나 쟁점이 되는 사안에 해서 사안별로 노사가 함께 해법을 찾아냄으로써 동반자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사제도, 근무환경개선, 복지제도 등 여러 가지 현안사항의 해결을 위해서 노사공동의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 합리적으로 기존의 제도

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주5일 근무, 임금피크제, 신조직문화 프로젝트 등 총 5개 분야에

전담반을 상시 운 하 습니다. 각 전담반에는 주제별로 온라인 소위원회를 운 함으로써 누구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

습니다. 특히 노(�)와 사(使)가 함께하는 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갈등요소를 사전에 해결하여 협력적 파트너십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노사관리 문화입니다.

신뢰로 만들어가는 노사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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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동조합은 결성이래‘우리의 제도는 우리의 손으로’라는 기치아래�사측과 등한 입장에서 머리를

맞 고 주요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04년에 우리 공사와 노동조합이 함께 이루어낸 큰 성과로 직군전환형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도는 정년을 보장하면서 보다 많은 직원들에게 승진기회를 부여하고 더 많은 신입직원을

채용하여 청년실업문제해결과 조직신진 사를 촉진할 수 있는 일석사조의 제도로서 다른 기관의 노조에서

는 기피하는 것을 우리 공사는 노동조합이 주도하여 도입하 습니다. 

동반자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사간의 신뢰입니다. 노사 모두 상 방의 역할

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신뢰 형성의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특히 오랜 신뢰도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애써 구축한 신뢰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내성을 지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때와 사안을 불문하고 항상 화하고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여 평상시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간다면

상생의 노사관계는 자연스러운 산물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경식 노동조합 위원장

합리적인노조, 참여에의한노조, 노사간의성실한 화를위한노력은

지속가능경 을공사내에뿌리내리는데큰역할을담당할수있으리라생각합니다.

“노사모두상 방의역할을

인정하고존중하는것이신뢰형성의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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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물, 함께 사는 세상

사랑을골고루나누어함께사는세상을만들어갑니다.

사회공헌활동 재원

1990년 후반 IMF 구제금융실시로 인한 어려운 경 여건 속에서도 사회공헌활동 투자금액을 매년

확 하여 2004년에는 총 198억원을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하 습니다. 또한 불우이웃을 위해 임직원

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으고, 회사에서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Matching Grant)하는‘사랑 愛

기금’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5억원을 모금하여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 전달

하 습니다. 이 밖에 2002년부터 임직원의 제안포상금 중에서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작은사랑

제안제도”를 도입하여 결식아동 등을 위해 기부해오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체계

아직도 깨끗한 물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04년 한국수자원공사는‘물에 관한 한 전국민이

물의 고른 혜택을 받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을 사회공헌활동의 목표로 설정하여 구체적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조직과 재원을

마련하 습니다. 이에 따라‘물’과 관련된 중점추진분야로 선정하여 국내 최고의 물 전문기업으로서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함께 사는

세상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투자액

물에 관한 한 전국민이 고른 혜택을 받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업

농어촌소외계층

안전한물공급

댐주변지역에

한 지원

소외계층과

지역사회에

기여

우리강

사랑하기

사회공헌활동목표

추진조직

중점추진분야

회사: 전략분야 및 지역사회에 한 협력사업 시행 직원: 사회봉사단을 통한 자발적 봉사활동



전국민의10%는아직도상수도서비스를받지못하고있습니다. 

모든사람이물이주는혜택을누리도록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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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혜택을 고르게

사랑의 물

기후적 여건과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해 물 부족으로 고통 받는 지역에 해 긴급식수를 지원하여 공사의 책임을 다하고자�노력하고 있습

니다. 2004년에는 용천 폭발지역에 병물 25만병을 긴급식수로 지원하 고 태풍‘메기’에 의한 피해지역에 병물 2만병과 생필품을 긴급

지원 하 습니다. 

물 부족 지역에는 형급수차를 이용하여 식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사시 신속하게 식수 제공을 하기 위해 현재의 병물 공장을 확장하여

재해지역과 만성적 식수부족지역에 더 많은 사랑의 물을 전달할 것입니다. 

논산 광석초등학교 정수시설태풍피해지역 긴급 식수지원 보령 장고도 해수담수화 장치

희망의 물

식수로 적합하지 않은 지하수를 마시고 있는 500여 초∙중등학교에는 2007년까지 200억원을 들여 최신 정수시설을 설치해주는‘희망

의 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6천 6백여 만원을 투입하여 시범적으로 3개교에 해 막여과와 자외선 소독시설을 설치하 습

니다. 2005년까지는 전국 220개교에 정수시설을 설치하고 2007년까지 280여개교에 추가적으로 정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생명의 물

2004년에는 8개 지자체 32개소와 협약을 맺고 해안도서지역에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생명의 물’사업을 시작하 습니다. 부분의

해안도서지역은 수원이 부족하고 기술력과 인력부족으로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 되지 못하여 지방상수도 요금의 5배 이상의 비용을 부담

하는 등 적절한 수돗물 서비스를�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보령 장고도 등 협약을 체결한 해안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해수

담수화시설을 운 하여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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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강 사랑하기

생명이살아숨쉬는‘강’의소중함을일깨우는데앞장서고있습니다. 

샛강 살리기

지역사무소 주변의 소규모 하천에서 주민, 학교, 지역시민단체와 함께 청결작업, 수변공간 환경정비, 하천체험활동을 활발히 하여 하천을

살리기 위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도 안산천(안산), 한천(구미), 남천(창원) 등 전국 각지의 17개 하천에서 생명이 살아 숨쉬는

모습을 찾고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 습니다.

치어방류사업

댐으로 인한 수중서식환경 변화와 외래어종 번성으로 점차 사라져가는 토종어류를 살리기

위하여치어방류사업을하고있습니다. 주변생태계의균형을파괴하지않으면서번식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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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어종으로 선정하여 방류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치어 2,142천마리와

수정란 4,900만립을 방류하 습니다. 

시화호 인공습지

지난 2002년 시화호 상류 지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된 물을 자연적인 방법으로 정화할 수 있도록 31만평 규모의 규모 갈 습지를 조성

하 습니다. 갈 습지는 환경변화 및 수질 오염으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국내 자생수초의 보호와 번식을 위한 공간이 되고 있으며

백로, 재두루미와 저어새 등 멸종위기에 처한 새들이 찾아오는 생태계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조류관찰 와 다친 새들을

치료하기 위한 조류보호소를 설치하 습니다.

치어방류 실적

안산천 정화활동 안동호 치어 방류 시화호에 찾아온 저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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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사랑 운동

우리 강과 물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댐에는 인근지역의 시민단체와�전문가가 참여하는‘환경보전연구소’를 운 하여 수질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호에는 댐 주변의 하천감시, 환경보호활동, 연구조사를

위한‘ 청호보전운동본부’를 두어 호수 주변의 하천오염 감시와 환경보호를 위한 연구

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 체험 학습 (Water Tour)�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댐 주변지역과 정수장을 체험하고, 우리가 가정에서 쉽게 사용하는

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견학하도록 함으로써 물에 해 새롭게 학습할 기회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총 9,137명의 시민환경단체와 학생이 댐, 정수장, 시화 갈 습지

공원을 방문하 습니다. 

물 사랑 운동

학생, 지역주민, 사회단체, 일반주민들이 물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국민 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다목적댐 주변지역의 34개 초등학교를 상으로 '물사랑학교’를

운 하고 있으며 (사)환경사랑실천운동연합과 함께‘맑은 물 지킴이 학교’를, 전국주부교실

과 공동으로‘물절약실천을 통한 환경사랑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물사진 공모전’과

전국의 초∙중등학생과 주부를 상으로‘물사랑 짓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물의 소중함

과 고마움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금강 발원지 생태조사

물사랑학교

지하수 오염방지 : 지하수 폐공 찾기 운동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회복이 힘들고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한 지하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지하수 폐공조사전담반을 운

하고 지하수 폐공찾기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주민들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무료로 폐공신고전화

(050-654-8080)를 운 하고 포상금을 지급한 결과 2004년 말까지 총 4,931개의 폐공을 찾아내었

습니다. 찾아낸 폐공은 해당 지자체에서 원상 복구하거나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폐공찾기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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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 사랑 나누기

전국방방곡곡모든직원이하나가되어지역주민과함께이웃사랑을나누어갑니다.

농촌기술 봉사활동

우리 공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 장비를 활용하여 전국의 댐과 수도사무소

주변의 농촌지역을 상으로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보수, 농기계 수리, 가전제품 수리,

마을 공동시설 보수와 우물물 수질검사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2,192세 를 지원하 고 2004년에는 2,371세 를 지원하 습니다. 

정보화 지원사업

지역사회의 정보화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매년 공사에서 발생되는 중고 PC 중

상태가 양호한 PC를 수선하고 기능을 향상하여 댐∙수도∙단지사무소 주변 지역주민

과 고아원, 장애인 복지시설에 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443 의 PC를 지원

하 으며 2002년 사업개시 이후 현재까지 총 1,020 의 PC를 지원하 습니다.

복지만두레방 지원

본사가 위치한�회덕지역의 복지만두레방 개원에 필요한 건물 임 보증금, 내부시설 공사비, 각종 비품구입을 지원하 습니다. 복지만두레는

전시가 추진하는 역점사업으로서 무료 빨래방, 관내 독거노인 옷 세탁, 미용 봉사, 건강검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단위의 복지관

입니다.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하는‘Oh! Beautiful Day’운동

2002년부터 (재)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공사 임직원으로부터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판매한 수익금을 기부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

니다. 매주 수요일을 'Oh! Beautiful Day' (재활용품 수거의 날)로 지정하여 2004년까지 4,500점 이상의 의류, 도서, 유아용품 등을 수집

하여 기증하 습니다. 

지역주민의 쉼터

본사 정문에 예술 조형물, 안개분수, 수자원분수, 휴게

광장, 야외무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롱불이여 안녕!

안동∙임하댐 건설로 길이 끊어지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수몰지역은 땔감을 이용해

밥을 짓고 호롱불을 밝히면서 생활해왔습니다. 30여년동안 전기로 인한 혜택을 받지

못한 할머니는 전기밥솥으로 지어진 하얀 쌀밥을 드시는게 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안동∙임하 사랑회에서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안동∙임하 댐 상류 인근지역 다섯

가구에 태양광을 이용한 무공해 발전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하여 어둡던 마을을 환한

세상으로 바꾸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안동시 와룡면 산야리) 



댐주변지역에 한지원을확 하고

댐을관광자원화하여지역사회에유익한시설이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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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지원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주변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가져다 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정부와 협의하여 댐주변지역 지원 제도를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지원사업 출연율을 발전사업수입금의 6%, 용수판매

수입금의 20%로 상향 조정하고 기존 댐 주변 정비사업의 상을 확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 습니다. 이에 따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2004년 174억원에서 2005년은

425억원으로 폭 증액됩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지역주민들의 소득증 ,

복지증진,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한 사업에 쓰여집니다. 

지역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물문화관 건립

우리 공사는 댐 주변에 지역문화와 자연생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소개하는 물문화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2004년 9월에 청댐과

낙동강 하구둑에 물문화관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고 12월에는 부안댐과 안동댐 지역의 물문화관에 한 설계작업을 마쳤습니다. 2005년

이후에는 주암댐 등 10여 개 댐의 물문화관을 정비하여 지역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으로�지역경제 활성화

댐 저수지의 수질을 보전하면서 주변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4년

에는 보령댐 주변에 위치한 보령시 미산면 50여 가구 6만여 평에 저농약 농법의 친환경농법을 지원하 습니다. 

2005년에는 친환경농업 전문기관인 농업기술센터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을 연계하여 소양강댐, 청댐, 안동댐 주변 4개 마을에 친

환경농업 시범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보령 쌍계미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2005년은 계획임

보령지역 친환경농업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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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사랑나눔단

그동안묵묵히사랑을실천해오던임직원의나눔의뜻을모아

물사랑나눔단이탄생하 습니다. 

체험으로 확산되는 나눔 바이러스

2004년 7월 75개 동아리, 3,000명의 회원으로 세상에 희망을 전하기 시작한 물사랑나눔단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와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속에 2004년 말에는 82개 동아리 3,200명의 가족으로 성장하 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월 1회 근무시간 중의 봉사활동을 인정하고 봉사활동 경비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물사랑나눔단 운 지침을 사규화하여,

임직원이 보다 너른 세상에 나눔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물처럼 샘솟는 넉넉한 사랑을 나눕니다

남과 생긴 모습이 조금 다르거나 가진 것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세상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 도시화의 물결 속에 일손을 잃어가며 시름

하고 있는 시골마을, 찬란한 아름다움이 바래가며 몸살을 앓고 있는 자연. 물사랑나눔단이 지닌 따뜻한 나눔의 마음이 이렇게 소외된 곳에

빛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사랑나눔단은 이들에게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전하며 뜨거운 희망이 살아 숨쉬는 세상을 가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의작은손길로도기쁨과행복을드릴수있어너무나감사하 습니다. 

어린 시절, 생일을 앞두고 설레임으로 다섯손가락을 꼽아가며 기다리던 생각이 납니다. 어른이 된 지금, 자신의 생일보다 가족의

생일을 행여 그냥 지나칠까 조심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못 챙기게 되면 무척 서운함을 느낄 것을 알기 때문에 커다란 부담도 느낍

니다. 7월의 어느 날, 우리는 이렇게 생일 하나 챙겨줄 가족이 없는 어르신들을 찾아 즐거운 파티를 열었습니다. 월평동에 위치한

월드비전을 찾아 100명의 노인들의 점심식사를 돕고, 생신을 맞으신 열세분 어르신을 위해 특별한 순서를 가졌습니다. 고깔모자를

씌워드리면 아이와 같이 수줍은 듯한 행복한 얼굴을 볼 수 있었고, 생일축하 노래를 불러드리면 행복한 웃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략>...봉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서면서 오늘 가졌던 작은 나눔의 모습들을 잔잔하게 그려봅니다. 지금까지 도움만 받아왔는

데 나의 작은 손길로도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드릴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하 습니다. 

- 조사기획처, ‘가람愛’의 봉사활동 일지 중에서 -

물사랑나눔단 활동모습



물이 낮은 데로 임하듯이 세상 어느 한 구석 소외됨 없이 모두가 행복을 나누며,

함께사는세상을위하여끊임없이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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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는 세상을 위하여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우리의 약속

물사랑나눔단의 활동이 좀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사차원에서 보다 많이 배려하고

지원하겠습니다. 활동을 매뉴얼화하고 물사랑나눔단 사무국을 중심으로 체계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확고히 하면서 임직원과 여러 이해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뜻을 모아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매출액의 일정금액을 사회공헌기금화하고, 재원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물에 한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처 나가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기존의 환경경 활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속가능경 을 시작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천명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이 모두 중요하지만‘지속가능한 수자원의

개발및사회공헌’이중요함을다시한번강조하고싶습니다. 공사가단순히댐을 관리

하는 회사가 아니라 수자원의 공급과 하수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종합물관리회사’로 사회적 역할과 사명을 수행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댐건설이나 물공급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보다는 온 국민들과 함께 물사랑운동, 

물절약운동도 함께 펼쳤으면 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사회공헌활동은 임직원의 공감을 얻어 자발적으로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제시한 것처럼 진정으로‘함께

하는 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소박하고 겸손한 자세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서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이웃들에게 희망을 싹 틔우고 용기를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함세웅 신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물은 원한생명의상징이며정화의표징이며세례의바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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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검증 의견서

Sustainability Report 2005

서문

본 검증인은 한국수자원공사 지속가능경 보고서 2005(이하‘보고서’)의 특정 정보에 한 검토를 요청 받았습니다. 본 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회사경 자에게 있으며, 본 검증인의 책임은 아래에 명시된 범위의 특정 정보에 한 검증 보고서를 발급하는데 있습니다.

배경 및 범위

한국수자원공사는 보고서에서 지속가능경 및 보고에 한 노력과 진전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검증은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합리적 검증

� 수행 업무 및 결론 부문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재무 실적 데이터가 한국수자원공사의 2004 재무제표에 한 감사보고서에서 적절히 도출 되었

는지 여부

제한적 검증 :

� 한국수자원공사 용수 생산시 전력소비량 원단위에 한 데이터가 신뢰할만한지 여부

� 보고서의 다음 부문에 담겨있는 정보가 적정하게 기술되었는지 여부

- 환경경 프로그램 운 (30에서 31페이지)

- 깨끗한 상수원관리/ 철저한 정수처리/ 엄격한 수돗물 수질관리 (37에서 40페이지)

- 공정한 인사관리 (57페이지)

‘적정하게 기술되었다’는 보고서가 근거 원천 정보를 적절하게 반 하여 원천 정보와 일관성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합리적 검증은 수행 업무

의 성격과 깊이 측면에서 제한적 검증보다 상위 수준의 검증입니다. 

기준

본 검증인은 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가 발행한 International Standard on Assurance Engagements (ISAE 3000): Assurance

Engagements other than Audits or Reviews of Historical Financial Information에 근거하여 검증 작업을 수행하 습니다. 

이 기준은 여러 가지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 검증팀 구성원들은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를 이해하고 검토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식, 기술 및 전문가적 역량을 보유하며, 그들이 독립성

확보를 위해 IFAC의 회계사에 한 윤리 헌장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킴

� 합리적 검증 보다 낮은 수준인 제한적 검증을 제공할 경우에는 소극적인 형태의 결론이 적용됨

지속가능경 실적 보고에 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없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내부의 자체 지속가능경 실적 보고 기준을 적용하

으며, 이는 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으로부터 추출된 것입니다.

고려 및 제약 사항

환경, 보건, 안전 및 사회 실적 데이터는 확정, 계산 및 추정 방법과 이들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근원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방문은 전국적으로 위치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여러 현장 중 전력소비량이 가장 많은 한 곳만을 선정하여 제한적으로 수행하 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재무 실적 및 재무 상태에 한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감사된 2004년 12월 31일자 기준의 한국수자원공사 재무제표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자원공사지속가능경 보고서2005 독자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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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업무 및 결론

용수 생산시 전력소비량 원단위

한국수자원공사의 2004년도 용수 생산시 전력소비량 원단위에 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하 습니다. 

�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및 팔당권관리단 방문

� 아래 사항에 한 검토

- 현장으로부터 보고된 데이터

- 데이터의 생성, 집계 및 보고 절차

- 현장 수준에서의 내부 통제

- 전사 수준에서 행해지는 계산

상기 내용을 토 로, 한국수자원공사의 2004년 용수 생산시 전력소비량 원단위 데이터는 신뢰 수준을 벗어나 보이지 않습니다.

재무 데이터

본 검증인은 아래의 2004년 재무 실적을 감사된 한국수자원공사의 2004년 재무제표와 비교했습니다.

� 19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매출액,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업이익 비이자보상배율, 총자산수익률

� 20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법인세, 이자비용, 배당금

상기 내용을 토 로, 명기된 재무 실적에 한 데이터는 2005년 1월 28일자로 독립적 감사인의 적정의견이 표명된 한국수자원공사의 2004년

재무제표로부터 적절히 도출되었습니다.

명시된 부문

‘배경 및 범위’에서 명시된 부문에 수록된 정보에 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하 습니다.

�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된 시스템과 프로세스의 검토

� 내부 문서, 인트라넷 원천에 한 검토

� 정보 담당자에 한 인터뷰

본 검증인은 검토 이후 한국수자원공사와 보고서 수정에 해 논의하 으며, 발견 사항에 한 반 을 확인하기 위해 보고서의 최종판을 검토하

습니다.

상기 내용을 토 로, 보고서 내의 환경경 프로그램 운 , 깨끗한 상수원관리/ 철저한 정수처리/ 엄격한 수돗물 수질관리, 공정한 인사관리 부문

에 수록된 정보는 부적정하게 기술되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주석 사항

상기에 제시된 결론과 관계없이, 본 검증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 독자들의 주의를 당부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업현장을 운 하는 기업은 표준화된 데이터 생성, 집계 및 보고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더 많은 노력과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본 검증인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많은 사업 현장이 전국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검증을 위한 현장방문 상의 범위

역시 좀 더 많은 사업현장으로 확 해 나갈 것을 권고합니다.

본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첫 번째 지속가능경 보고서로서 2004년도의 실적뿐 아니라 향후 사업에 한 많은 계획과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검증인은 보고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내년 이후의 보고서에는 올해 언급된 이러한 계획에 한 성과를 주요 내용으로 포함시킬 것을

권고합니다.

2005년 9월 28일

KPMG 삼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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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성과지표 (Key Performance Indicators)

GRI Index 지표내용 단위 2001 2002 2003 2004

경제

사회

EC01

2.8

2.8

EC06

EC06

EC08

2.8

2.8

PR08

매출액

댐용수 공급량

수돗물 공급량

댐용수 요금단가

수돗물 요금단가

유수율(광역상수도)

자본제공자에게 제공한 이자

자본제공자에게 제공한 배당금

매출액 업이익율

세금 납부액

댐용수 고객수

수돗물 고객수

고객만족지수

백만원

백 만 ㎥

백 만 ㎥

원/㎥

원/㎥

%

백만원

백만원

%

백만원

개소

개소

점수

1,280,196

4,267

2,623

30.35

193.23

99.24

52,704

9,347

15.5

62,987

136

1,284

63.0

1,543,924

4,241

2,648

35.12

231.57

99.14

41,345

10,279

24.7

100,536

140

1,271

76.0

1,480,979

4,281

2,667

35.12

231.57

99.03

33,718

23,947

23.1

84,647

130

1,303

78.0

1,493,084

4,443

2,838

41.70

259.10

99.24

44,804

22,010

14.7

58,921

125

1,397

80.0

EC05

HR04

LA02

LA02

LA09

HR05

LA07

LA07

LA07

LA07

EC10

EC10

총직원수

여성직원수

노동시간 (법정노동시간)

신규고용인원

이직인원수

교육 훈련 인원

노사협의 안건수 및 합의건수

산업재해 건수

산재율

질병이환자

유병율

댐주변지역지원금

사회공헌투자액

인

인

시간(주)

인

인

인

건수

건수

%

인

%

백만원

억원

3,337

197

50.25(44)

79

26

5,046

24

11

0.35

133

4.22

10,496

117

3,413

212

50.25(44)

120

44

4,461

8

9

0.28

119

3.80

12,422

154

3,673

230

50.25(44)

110

45

5,565

23

17

0.5

139

4.20

13,561

158

3,850

266

46.75(40) 

271

46

8,241

23

9

0.25

154

4.3

17,431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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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Index 지표내용 단 위 2001 2002 2003 2004

환경

EN08

EN03

EN03

EN17

EN11

EN11

PR02

EN22

EN27

EN27

EN12

EN12

EN12

EN12

EN12

EN12

EN35

EN35

EN35

EN35

3.19

3.13

3.13

이산화탄소총배출량

에너지총사용량

용수생산시 전력소비량

다목적댐에서 생산한 전력량

정수장 슬러지 발생량

정수장 슬러지 재활용률

수돗물 정수탁도

물 재이용량 (본사 중수도사용량)

생태보전복원기본계획이 수립된
사이트 수

치어방류

정수장 방류수 BOD

정수장 방류수 COD

정수장 방류수 SS

하수처리 BOD

하수처리 COD

하수처리 SS

노후관 개량실적 (연장)

노후관 개량실적 (비용)

톤당 수질관리비 (약품 원단위)

환경시설 투자비

총투자 비 환경투자 비율

환경원가

사업원가 비 환경원가 비율

ISO14001/9001 통합인증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심사

환경 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tCO₂

TOE

kWh/㎥

GWh

tonnes

%

NTU 

㎥

개소

천마리

mg/L

mg/L

mg/L

mg/L

mg/L

mg/L

km

백만원

원/㎥

백만원

%

백만원

%

건수

건수

건수

379,516

209,312

0.3074

1,154

91,310

29

0.100

5,300

2

1,593

5.2

5.2

7.2

-

-

-

8.3

2,019

4.74

68,909

9.57

84,705

8.83

-

2

2

380,644

212,854

0.3032

1,960

91,157

38

0.070

5,475

4

1,080

4.2

4.2

6.7

3.5

5.2

3.1

21.8

2,924

5.09

57,594

7.66

107,583

9.98

1

10

4

377,565

217,237

0.3011

3,290

93,509

27

0.056

6,000

5

1,547

4.2

4.2

5.5

3.4

6.1

3.2

25.4

9,746

4.3

75,320

8.01

86,756

9.06

1

10

7

402,043

229,027

0.3010

2,708

103,622

23

0.046

6,576

8

2,142

3.2

5.9

5.5

2.7

7.2

3.0

18.4

17,852

4.8

117,801

14.10

89,477

8.22

1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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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전문

한국수자원공사는 우리나라 수자원을 환경∙경제∙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게 개발∙관리∙보존하고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국민의 기업이다. 우리는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21세기 물의 시 』를 맞아 세

계적인 물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창의적 사고와 도전정신으로 우리의 사명을 달성하며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며 투명경 실천을 위해 노력

한다. 

하나. 우리는 지구환경이 후손에게 물려줄 귀중한 자산이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터전임을 인식하고 환경 경 을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에게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만족과 새로운 가치창조의 경 을 통하여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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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 우를 하지 않으며, 인격과 창의를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노사가 하나라는 인식으로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동반자적 관계를 발전시켜 공동의 번 을 추구한다.

환경경 방침

우리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하여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최선의 노력이 필요한 때임을 깊이 인식한다.

생명의 근원인 물을 다루는 우리 공사는 환경친화적으로 수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환경 친화적 기업

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의 의지를 모아 환경경 방침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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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수자원을 개발∙관리 함에 있어 환경에 미치는 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자연생태계의 보전, 오염의 예방, 그리고 환경개선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여 우리의 모든 활동이 환경 보전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한다.

하나. 물자와 에너지를 아껴쓰고 재활용하는 건전한 소비문화를 확립하고, 무관심으로 인해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진지하게

성찰한다.

하나. 환경에 관계되는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 한 수렴하고 정보와 자료를 공개하여 공사에 한 신뢰도와 업무의

투명성을 높인다.

하나. 환경오염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지며 기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 을 때에는 즉시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이며 이러한 실천이 기업윤리의 근본임을 항상 명심한다.

하나. 환경을 위한 우리의 활동이 윤리규범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환경 보전과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에 힘쓴다.

한국수자원공사 전 임직원은 이 선언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자자손손 쾌적한 환경에서 번 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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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헌장 전문

한국수자원공사는『고객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라는 경 철학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고객중심의 경 을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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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최 한 공개하여 투명경 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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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약속한 서비스이행표준이 지켜지지 않아 고객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내에서 최 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객에 하여도 차별 없이 업무를 수행하겠으며,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경 을 추구하여 고객의 이익을 최 한 보장

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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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실적

1996. 9 ISO 9001(품질경 체제) 인증(LRQA) 

1998.10 안전진단 전문기관 지정(건교부) 

1999. 5 공공부문 경 혁신 상 수상

2000.12 안전경 상 수상(노동부) 

2000.12 에너지절약 수범사례 선정(산자부) 

1999~2000 공기업 경 평가 1위

2001.12 물자사랑운동 우수기관 선정(조달청) 

2002.10 2002 한국인재경 상 수상(한국능률협회) 

2002.11 재활용품 구매실적 우수기관 수상(환경부) 

2002 공기업 경 평가 1위

2003. 3 바이러스검사기관 지정(국립환경과학원) 

2003. 4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KOLAS) 

2003. 6 환경경 상 수상(환경부ㆍ매일경제신문) 

2003.10 제6회 강 국 기술상 수상

2003.11 지식경 상 수상(매일경제신문ㆍ부즈앨런&해 튼) 

2004. 9 원생동물 검사기관 지정

2004.10 사회공헌기업 상수상(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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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기후변화협약: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발생을 제한하여 지구의

온난화를 규제∙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

막여과공정: 산업용 초순수 제조나 가정용 정수기에 널리 사용되는

기술로써, 오염물질이 함유된 원수를 고분자막(Membrane)에 투과

시켜 깨끗한 물을 생산하는 선진정수처리기법으로 탁질과 미생물

제거에 매우 탁월한 공정

비오톱(Biotop): 그리스어로 생명을 의미하는‘비오스(bios)’와 땅

또는 역이라는 의미의‘토포스(topos)’가 결합된 용어로 인간과

동식물 등 다양한 생물종의 공동 서식장소를 의미

비점오염원: 오염배출구가 점적으로 존재하는 인구 또는 가축등의 점오

염원과는 달리 오염원의 배출경로가 불특정한 오염원으로, 유역 내

존재하는 토지 이용(논, 밭, 산림 등)에 의해서 오염부하량이 산정되는

오염원으로 주로 강우 시 오염물질이 수계로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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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수에 하여 나타내는 비율

유수율: 고객의 계량기에 적산되어 요금을 받는 총 수돗물량을 수도

사업자의 생생산량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

원생동물: 동물분류상의 한 문. 바닷물∙민물∙흙 속 또는 썩고 있는

유기물이나 식물에서 살며 동물에 기생하는 단세포 생물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 제품이나 서비스의

전과정에 걸쳐 소모되고 배출되는 물질과 에너지의 양을 정량화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의 환경 향을 평가하는 기법

환경 향평가: 도로시설∙항만시설∙철도∙공항∙공단시설 등의 사회

간접자본시설 및 기타 간척사업의 환경에 한 향을 예측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미생물이 물 속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분해하기 위해 필요한 산소량.

BOD의 수치가 높을수록 오염된 물임을 의미

BSC(Balanced Score Card, 균형성과기록표): 조직의 사명과

전략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측정지표로 구성된 성과

관리체계

COD(Chemical Oxygen Demand, 화학적 산소 요구량): 물속의

오염물질을 산화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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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

시켜 분리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주요 상수원인 호소수의 조류 및

현탁물(맛, 냄새 발생물질)을 획기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수처리 공법

ESCO(Energy Service Company): 에너지 전문기업이 개별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여 발생한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제도

GEF(Green Energy Family):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기기를 보급

하여 지구온난화방지에 기여하고 에너지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한 자발

적인 범국민운동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지속가능경 보고서'의 가이드

라인을 개발하기 위해 1997년 UNEP의 지원으로 설립된 기구

ICOLD(International Commission on Large Dams): 댐의

설계, 시공, 운 등에 관한 정보교환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1928년에

설립된 권위있는 학술단체로서 전세계 82국 회원국과 약 7000명의

회원 보유� 

ISO14001: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의해 정해진 국제적인 환경경

시스템 표준

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탁도 측정단위, 시료에 빛을

비춰 산란된 빛의 세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물의 흐림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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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입자로 물의 탁도를 유발시킴

TOE(Ton of Oil Equivalent): 전력, 가스, 유류 등 에너지 사용량을

원유(톤)로 환산한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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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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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에 담긴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속가능경 활동에 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과 제안을 기다립니다. 보내주신 의견을

소중히 받아들여 다음 보고서에 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첨부된 내용을 작성하시어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속가능경 을 총괄하고 있는 경 관리실 참여경 팀에 팩스

(042-629-2399)나 이메일(sustainability@water.or.kr)을 통해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지속가능경 보고서2005」에 하여...

1.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투자자/주주 ②협력업체 ③한국수자원공사 임직원 ④지역주민 ⑤시민단체 ⑥학계 ⑦언론인

⑧기타 (                           ) 

2. 어떤 경로를 통해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속가능경 보고서2005를 알게 되었습니까? 

①공사 홈페이지 ②신문/잡지 기사 ③인터넷 검색 ④공사 임직원의 소개

⑤기타 (                           ) 

3. 가장 흥미롭게 읽은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①들어가며 ②지속가능한 세상 ③물과 함께 ④자연과 함께 ⑤사람과 함께 ⑥부록

4. 가장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입니까? 

①들어가며 ②지속가능한 세상 ③물과 함께 ④자연과 함께 ⑤사람과 함께 ⑥부록

5. 보고서의 전체적인 구성과 내용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나 공사의 지속가능경 활동에 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한국수자원공사

경 관리실 참여경 팀

Fax: 042-629-2399 
Tel: 042-629-2368~70 
E-mail: sustainability@water.or.kr 

이름

주소

E-mail

Tel

Fax





본보고서는 공사 홈페이지(www.kowaco.or.kr)에서 PDF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소개된 지속가능경 활동과

성과에 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속가능경 활동에

한 여러분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광역시 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경 관리실 참여경 팀

Tel: 042-629-2368~70 
Fax: 042-629-2399 

E-mail: sustainability@water.or.kr 

�이 보고서는 재생용지에 인쇄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