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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1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지정

2008. 1 1

우수 국제공인시험기관 大賞 수상(지식경제부)

2006. 04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기관 지정

2004. 09

원생동물 검사기관 지정

2004. 03

수돗물분석연구센터(WARC) 신축 이전

2003. 05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ILAC-KOLAS)

2003. 03

바이러스 검사기관 지정

2002. 10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지정

2002. 03

수돗물분석연구센터 개소

1998. 09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1967. 1 1

공사창립과 함께 시험 연구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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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품질보증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수질분석능력 확보
수돗물의 안전성·신뢰도 향상
■

21세기 수자원·환경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K-water는
세계 최고의 수질분석능력을 확보하여 최상의 수돗물 공급 서비스를 실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수질분석연구센터의 개소와 함께 수돗물 품질

시설개요

－ 연면적 : 4,863㎡ 지하1층, 지상2층
－ 외 형 : 현대적이고 하이테크한 이미지 도입
－ 배 치 : 선진 외국 시험실을 벤치마킹하여
개념 설계후 과학적으로 배치

보증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수질분석연구센터는 수도사업자 최초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숙련도
시험 운영기관 지정, 국내 최초 바이러스 검사기관 지정, 원생동물 검사
기관 지정,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지정,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지정 및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기관 지정 등 공인검사기관 운영을 통해
수돗물 분석결과에 대한 대내·외 공신력 확보는 물론 전문적인 기술과
역량을 두루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질분석연구센터는 고도의 수질분석능력과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수돗물의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수돗물의 품질보증을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
적인 연구와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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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고의 수질분석능력을 확보하여
수돗물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시험실 시설
항온, 무균실, 방진설비 등 고도 수질분석을 위한 최적시설 구축
● 이화학, 유기, 무기, 미생물 등 4개 분야 20개 시험실로 구성
● 청정도 유지를 위한 클린룸 운영
●

시험실의 구성 및 분석장비
▶ 이화학분야 : 이화학분석실, 맛·냄새 평가실 등

운영
LIMS를 이용한 분석자료관리, 시험실 운영, 품질관리, 결과보증 등
시험업무 표준화
※ 시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 : Laborato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특징
LIMS를 이용한 시료접수부터 성적서 발행까지 one-stop 서비스 제공,
분석자료의 투명성 및 분석결과의 신뢰성 제고

COD, BOD, 탁도 등 기초 수질항목 분석
● 맛, 냄새 평가 전용 시험실 운영
● 주요장비 : 분광광도계, 수질자동분석기 등
●

▶ 유기물분야 : 미량유기물질연구실, 유기분석연구실, 전처리실 등

미량유기물질, 잔류농약, 소독부산물, 다이옥신, 맛,
냄새 물질 등 분석
● 주요장비 :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 GC/MS)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LC, LC/MS)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유기탄소검출기(LC-OCD) 등
●

▶ 무기물분야 : 극미량원소분석실, 이온분석실, 방사성물질분석실 등

금속류, 이온류, 방사성물질 등 분석
● 주요장비 :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ICP, ICP/MS)
이온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IC/MS)
액체섬광계수기(LSC) 등
●

▶ 미생물분야 : 바이러스연구실, 원생동물연구실, 조류분석실 등

조류(Algae), 바이러스, 원생동물 등 병원성 미생물 분석 및 연구
● 주요장비 : 전자현미경,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기(RT-PCR)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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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수질검사 수행

검사·시험분야 공인기관 운영

▶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목표로

국제인증

2001년부터 수돗물에 대한 자체수질검사항목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미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 훨씬 강화된 250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
국내
수공

분

항목수

먹는물 수질기준

57

먹는물 수질감시

24

자체 기준 및 감시

169

계

250

●

250항목 자체수질검사항목 분류
미생물(15)

이온류(13)

의약물질(12)

무기금속류(24)
심미적영향물질(9)

잔류농약류(65)

11개 그룹
선진국 검사항목

미국환경보호청(USEPA) : 102
일본 : 118

조류독소(1)

수질분석연구센터

▶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

방사성물질(4)

공인 시험기관의 분석능력을 평가하는 최상위
분석기관
인증분야 : 수질

국내인증
소독부산물(32)

●
●

▶ 먹는물수질검사기관
●

수돗물 원수 및 정수 중의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
국내 1호 바이러스 인증 기관

▶ 원생동물 검사기관
●

수돗물 원수 및 정수 중의 원생동물 검사

▶ 토양관련전문기관 (토양오염조사)
●

토양 오염조사, 환경평가, 자체 토양 분석

▶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기관
●

유해영향유기물질(73)

수질분석법을 정립하여 수돗물 분석“500항목 Pool”
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500항목 Pool”내에서 항목을 교체 검사하여 수돗물 안전성 검증 (2010년 부터)

8

ISO/IEC 17025에 의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 인정항목 : 먹는물 수질기준, 감시항목, 다이옥신류,
수도용자재 위생 안전기준
- 국제적으로 사용가능한 공인성적서 발급

●

●

냄새유발물질(2)

▶ 유해물질로부터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국제공인시험기관 (KOLAS)

▶ 바이러스 검사기관

●

분야 및 대상기기 : 먹는물 분야 탁도 및 잔류염소
연속 측정기기
정확한 수질 측정을 위해 자동측정기기 오차 보정

먹는물, 먹는 샘물, 먹는물 공동시설 및 지하수를
대상으로 먹는물(먹는 샘물) 수질기준 전항목 검사

http://kiwe.kwa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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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
▶ 환경분야 분석법 정립
●
●

신규 유해물질에 대한 수돗물 사전 안전성 확보
잔류의약물질, 신규 미생물 등

▶ 국책연구과제 참여

수질기준 및 분석법관련 국가 과제 수행
● 참여과제 현황
- 한강수계 환경기초조사 사업
-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 평가방법
- 토양 및 지하수 오염조사지침개발
-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 조사
●

수질분석을 선도하는
수질분석연구센터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기술교류 및 수질분석 네트워크 구축
▶ 해외사업 기술지원
●

●

중동,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 등을 대상으로 수질검사 기술지원
및 수질분석 교육
이라크 아르빌 정수장 시험실 개량 및 수질분석 교육 등

▶ 국제공동연구 수행
●
●

4개국(독, 미, 일, 한) 수질분석 전문기관 공동연구
신규유해물질의 다항목 동시분석법 표준화

▶ 산·학·연 연계 공동연구 수행
▶ 국제비교숙련도 참가
●

PTA(호주), CALA(캐나다), APG(미국), Fapas(영국)

공익서비스 제공
▶ 수질검사, 기술지원, 수돗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한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 및 신뢰도 향상으로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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