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약칭: 수질수생태계법 )
[시행 2015. 3. 25] [법률 제12519호, 2014. 3. 24, 일부개정]
환경부 (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7018
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68
환경부 (배출 등의 금지-수질관리과) 044-201-7071
환경부 (비점오염-수생태보전과) 044-201-7044
환경부 (폐수배출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71

제46조(수질오염물질의 측정)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
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28.>

부칙 <제12519호,2014.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ㆍ제76조ㆍ제7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하고, 제15조제1항제4호ㆍ제78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의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의 협의 및 설치기한에 관한 특례) 제2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
른 공업지역ㆍ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 있는 공업지역ㆍ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지 여건, 폐수의 성상(性狀) 및 수질오염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장소 및 추진일정 등을 협의하고, 협의 시 정한 기한까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률 제6606호 낙동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부
칙 제5조 및 법률 제9310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설
치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환경부장관이 설치하고 있는 완충저류시설에 대해서는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
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2367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제목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
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 제21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2항”으로,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 본문”을 “제2항 본문”으로 하며, 같
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제18조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으로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에 따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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