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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 정상화 초동 대응 미흡 개선 위해 중장기 계획 마련

목포시가 최근 발생한 수돗물 탁수현상에 사과하고, 대응 시스템을 점검한다.

목포시는 19일 “최근 수돗물 탁수 현상이 발생해 시민들께 먹는 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아울러 불편을 감내하고 절수에 적극
적으로 협조해주신 덕분에 평상시와 같이 정상적으로 용수공급 및 탁도가 개선돼 공급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
린다”고 밝혔다.

목포는 최근 유례없는 한파(‘21. 1. 8. ~ 1. 10.)로 수도관 동파와 옥내 누수가 다량 발생했다. 이로 인해 수돗물 사용량(평소 사용량의 1.6
배)이 급증했고, 유속 변화에 따라 망간 등 송수관 내부의 협착물 일부가 이탈했다. 이에 따라 평소 0.1의 탁도를 유지했던 북항~용당권
역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0.25(기준치 0.5 미만)의 탁수가 발생했다.

이후 목포시가 수돗물 원수 공급물량 조절, 누수복구 및 상수도관 이물질 배출 작업 등을 실시함에 따라 현재 수돗물은 정상화됐다.

목포시는 지속적으로 상황 발생에 대비해 시민알림 전파(SNS, 방송사 안내방송, 재난문자) 체계 구축, 비상급수 필요시 비상급수차 가
동, 병물 공급 등 초동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저염소 소독 시스템 도입 및 노후 상수관교체 등 중장기적인 대책도 추진해 먹는 물
의 수질개선에도 힘쓸 방침이다.

목포시는 “먹는 물 탁수현상으로 불안감을 드린 점과 즉각적 알림 안내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 현재는 재발
하지 않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가동하며 실시간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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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당분간 영하권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도시설을 보온 조치해 동파에 대비하고, 물 절약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
다”고 당부했다.

한편 누수 및 계량기 동파가 발생할 경우 목포시청 수도과로 신고(272-3000)하면 된다.

수도과 윤강영(27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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