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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통해 ‘양재천 수질개선과
하수 유입량 감소’ 두 마리 토끼 잡아

지난해 12월에는 0.5ppm까지 떨어지는 수질개선 효과를 달성하였다.
BOD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물이 오염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물의 오염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매달 측정된 양재천 BOD수치는 과천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대기수질현황>하천수질측정분석결과 에서 공개하고 있다.
시는 작년에 문원동 청계마을 등 단독주택지역 내 하수관로 오접, 관
로 손상 및 파손, 이음부 이격 등에 대해 하수관로 내 CCTV조사를 진
행하였으며, 이에 대해 올해 말까지 2차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진행
할 예정이다.

○ 작년 12월 양재천 별양교 인근 BOD수치 0.5ppm으로 최저치 기록
또한 별양동 단독주택 230세대를 가가호호 방문하여 발견한 24세대
과천시 환경사업소는 2019년부터 2년간 중점적인 하수관로 정비사업
을 통해 양재천 수질개선과 하수유입량을 줄이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
뒀다고 26일 밝혔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노후 및 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토양과 하천
으로 생활오수가 스며드는 것을 막아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생활
오수와 함께 하수처리시설로 들어오는 하천수 및 빗물을 최소화하여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과천시 환경사업소는 2019년부터 중앙동, 부림동, 장군마을 단독주택
지역과 가일로 및 문원로 외 10개소에 대해 본격적으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해 왔다. 작년에는 주공8단지에서 부림교 구간, 중앙동 및
문원동 일대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1차 노후 하
수관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청사로에서 하수관 내 오수 누출이 있
다는 것을 인지하고 문제를 해결한 적도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0년부터 양재천 BOD수치를 연평균 1ppm 내외
로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 1월 2.6ppm이었던 양재천의 BOD수치가

의 하수관로 오접상태 개선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하수관로 오접은 생활하수가 나오는 오수관과 빗물이 흐르는 우수관
이 서로 잘못 이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올해 추진될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차)과 별양
동 단독주택지역 오접정비공사가 완료되면, 양재천의 수질 및 하수처리
시설 운영 효율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천시가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시
민들의 휴식과 힐링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겠
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