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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녹조현상과 향후 전망

김 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굥학과 교수)

1. 최근 가뭄과 고온현상에 대한 현황

○ 기상청자료에 따르면, 7월 강수량은 상순에서 중순까지 전국 강수량은 281.4

㎜로 평년(204.3㎜) 대비 138%로 증가하여 하천 유량이 오히려 증가하였음. 정

부는 폭염기간동안만의 강우일수만 예년과 대비하여 계산하였으나, 대하천의 유

량변동을 단기적으로만 평가할 경우 오류를 범하게 됨. 따라서 7월 강우량증가

⇨ 하천유량증가를 유발하므로 가뭄이 아니며 이로 인한 녹조현상이 발생한 것

은 아님

○ 7월 평균기온은 25.5℃로 작년 보다는 0.4℃(2011년 7월 25.1℃) 높은 수준이었을

뿐이고, 평년(24.5℃)보다는 1.0 ℃ 높았음. 그러나 7월 하순 강우이후 7월21

일~8월7일동안 평균기온이 28.2℃로 평년보다 2.4℃ 높았던 것도 하나의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정부의 발표처럼 이번 4대강 녹조현상은 ‘가뭄과 폭염’탓이라고는 볼 수

없다. 가뭄은 틀린 말이고 폭염은 원인이긴 하나 ‘녹조라떼’ 현상의 유일한 이유

는 아님

2. 조류(식물성플랑크톤) 번무현상과 해석

○ 최근 일반적으로 불리는 '녹조현상'은 부영양화 현상, 물꽃현상(Water Bloom),

조류번무현상(Algal Bloom)을 말하며, 여름철을 중심으로한 봄~가을까지 녹조류

(Green Algae), 남조류(Blue Greea Algae)가 주로 자라며, 겨울철 중심으로 규조

류(갈조류, Diatom)이 주로 자라게 된다. 주요 발생원인은 수온, 광량, 영양염류

(특히 인농도)에 의해 좌우되며, 물리적 인자로는 체류시간이 관여하게 된다.

○ 우리나라에서 조류번무현상(부영양화현상)은 크게 보면 세 군데에서 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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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왔다.

첫째, 강에 댐을 건설하여 생긴 인공호수다. 소양호, 충주호, 팔당호, 대청호, 안

동호등 흐름을 막아서 조성된 수많은 인공호수에서 조류번무현상이 크던 작든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많은 수질개선 대책을 강구함에도 불구하고 COD등 수질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하구에 조성된 하굿둑(낙동강, 금강, 영산강) 상류구간이다. 하굿둑이 일

종의 댐역할을 하여 상류부 일정구간을 정체시켜 조류성장을 유도하고 있다. 이

에 낙동강, 영산강, 금강 하류부는 만성적인 녹조현상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동부경남 및 부산지역 상수원수로 쓰이는 낙동강 하류부의 만성적인 녹조

현상탓에 부산, 창원등에 고도정수시설이 100% 도입되어 운영중에 있다.

셋째, 강의 오염물질을 받아내는 폐쇄성 연안(만)에서 피는 적조현상이다. 이

또한 과잉의 영양염류 유입, 체류시간증대, 염분농도 감소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한 다의 조류번무현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조류번무현상은 물의 체류시간과 밀접한 연관

성을 가지고 있으며, 갈수기시 하천의 흐름이 약해질 때에도 조류성장이 활발해

지기도 한다. 그러나 흐름이 강한 하천에서는 녹조현상은 비교적 약한 수준이었

다. 하천내 녹조발생은 물속 인농도가 높을 경우, 주로 하천 바닥 자갈층에 붙어

사는 부착조류(Attached Algae)가 주 종을 이루었지, 수중에서는 잘 번식하지 못

하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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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반적인 부영양화발생(녹조현상) 메카니즘

○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왜 인공호, 하구호, 폐쇄성 연안에서 주로 조류번무현상이

발생하느냐?’ 이다. 조류번무는 원칙적으로 ①수온, ②일사량, ③인농도, ④체류

시간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게 된다. 수온이 높고, 일사량이 많고, 인농도가 높

고 체류시간이 길면 녹조가 크게 성장하게 되는 편이다. 따라서 정부가 말하는

‘폭염’탓만이 아니라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게 된다.

○ 그런데 수온이 높고, 일사량이 많고 물속 인농도가 높더라도 빠른 유속이 형성

되면 식물플랑크톤(조류) 성장은 쉽지 않다. 반면 이런 하천이 수심이 얕을 경우

바닥 자갈층에는 부착조류(Attached algae)는 잘 성장한다. 또한 이런 하천이 갈

수기시 유속이 저하되면 조류성장을 촉진하기도 한다. 정부의 말처럼 폭염만 문

제된다면 열대 및 아열대 기후 모든 강들은 ‘녹조곤죽’이어야 되지 않은가.

○ 위의 경우와 반대로 유속이 느리고 체류시간이 길어지면 ‘폭염’이 아니라 하더라

도 조류는 잘 핀다는 사실이다. ‘폭염’이 아닌 여름철, 봄철, 가을철 평균적 일사

량만으로도 충분한 체류시간만 보장되면 충분한 조류성장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즉 우리나라 하천은 조류성장의 제한인자(Limiting factor)인 인(Phosphorus)농도

가 4대강 사업일환으로 5천억을 들여 총인처리시설을 부분적으로 도입했다하더

라도 여전히 4대강내 조류성장에 충분한 총인농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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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번무의 4가지 조건(수온, 광량, 총인, 체류시간)중 두가지는 자연현상이고 나

머지 두가지는 인간이 통제할 수는 있는 조건이다. 자연현상인 수온, 광량은 우

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일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인위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그

리고 이번 4대강 사업에 정부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일을 해왔다. 즉 인

농도 줄이기 위해 5천억을 투자했고 16개 보를 만들어 체류시간을 증가시켰다.

하나는 약간의 긍정적인 효과를, 다른 하나는 아주 부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

는 셈이다. 인농도 줄인 일은 불충분했고 체류시간만 10~40배(낙동강의 경우 시

뮬레이션 결과)나 증가시켰다. 즉 점 및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은 더욱 더 필요하

고 체류시간을 늘리는 보 건설은 수질측면에서 아주 부정적인 인프라가 되어버

린 것이다.

○ 결론삼아 말하자면, 우리나라 4개강은 조류번무 4가지 조건중 ①수온, ②일사량,

③인농도 세가지는 기본적으로 ‘녹조라떼’현상에 충분한 인프라 구축이 되어있다

고 보는 것이 맞다. 단 하나, 체류시간만 길어지면 언제든지 녹조현상이 심각해

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3. 낙동강 조류 번성 문제와 원인 분석

○ 낙동강의 경우, 1987년 하구둑 완공이후 하류구간이 유속이 낮아지고 체류시간

이 길어지면서 조류번성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현재의 구미보,

강정보, 달성보 지점에는 조류 번무현상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4대강사업전 구미보, 강정보나 달성보 건설지점에서는 비록 총인농

도가 높았지만 강의 흐름을 막는 큰 구조물이 없어서 조류발생을 유발할 수리

학적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5천억을 들여 총인 처

리시설을 4대강에 설치하여 강의 총인농도를 낮추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녹조현상이 과히 심하지 않았던 낙동강 중류부에서 발생한 원인은 단 하나, 강의

흐름을 막은 보 건설탓인 것은 분명하다.

○ 따라서 낙동강 중류부 녹조현상은 최근 완공된 보로 인하여 긴 체류시간이 보장

되면서 생긴 영향인 것으로 파악되며, 보의 수문을 개방하여 흐름이 과거와 같이

이루어진다면 조류번성은 자연스럽게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정부는 4대강 사업 일환으로 하폐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5천억 소요)을 설

치 및 가동한다고는 하나, 그 정도로서는 보로 인한 조류 번성을 억제하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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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농도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낙동강 본류 내 주요

지점(구미, 고령, 남지, 물금등)에서 인농도는 낙동강사업이후 줄고 있는 것은

맞는 말이다.

▶ 총인농도(2012년 1~6월 평균치);구미 0.088 mg/l, 고령 0.129 mg/l, 남지

0.098 mg/l, 물금 0.09 mg/l

☞ 최소 0.05 mg/ l 이하나 혹은 최대 0.02 mg/ l이하로 유지되어야 함

그러나 여전히 높은 인농도로 인한 녹조번무현상은 지속될 것이며, 현재로서

유일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낙동강 8개 보의 수문을 개방하는 일이다.

▶ 하천내(정체구간) 총인농도기준은 0.05 mg/l이하

출처 p.29, 'Scientific stream pollution analysis', McGraw-H ill Co.

Ex) 호수 부영양화 기준 0.02 mg/ l(미국 EPA), 0.035 mg/ l(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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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곡보-강정보 25.2 Km 구간에서 총인농도 0.05 mg/l이상의 농도가 처음 나타

나면서 강정부에서 조류증가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그 이후 총인 농도는 계

속 0.05 mg/l이상을 나타내고 있고, 조류농도도 계속 증가일로에 있음을 보여주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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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강 조류 번성과 원인분석

○ 북한강은 평화댐부터 시작하여 총 6개 댐이 연이어 건설되어져있어 전체 유로연

장의 80% 수준이 호소화되어있는 하천으로, 소양댐등 많은 호소들이 부영양화

및 중영양화 수준의 수질특성을 보이고 있는 편이나 남한강에 비해서는 하천 수

질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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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011년 년 평균 북한강 하류 대표지점(삼봉리)에 남한강 하류 대표지점

(강상) 수질농도 분포 참조

○ 따라서 그동안은 북한강 전체가 6개 댐으로 인하여 비교적 긴 체류시간을 가져

도 오염원 부하량이 남한강에 비해 크지 않아 하천수질이 남한강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상대적 수질(2001~2011년 년평균수질)을 보여주고 있는 편이다.

▶ 남한강(하류 강상지점)은 북한강(하류 삼봉리 지점)에 비해 COD는 1.2배,

chl-a 1.6배, 총인농도 2배를 나타내고 있음

▶ 총인농도는 북한강 하류 0.02 mg/l, 남한강 하류 0.06 mg/l를 나타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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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춘천댐, 의암댐, 청평댐등에서 발생한 조류가 북한강하류로 점차 확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1) 북한강및 남한강 대부분 구간이 호소화되어 조류성장에 필요한 기본 요건인

긴 체류시간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편이다.

평화 화천 춘천 소양 의암 청평 충주 

북한강 북한강 북한강 북한강 북한강 북한강 남한강

3년간 3개월 

평균방류량 72.1 112.9 180.8 126.2 338.5 492 366.2

 3개월 방류량

   (2012년)
35.16 35.7 57.1 58.8 120.9 180.9 141.8

증감수준(%) ▼51.2 ▼68.4 ▼68.4 ▼53.4 ▼64.3 ▼63.2 ▼61.3

표 1 북한강 및 남한강 수계 댐 방류량(톤/s)

(2009~2011년과 2012년 5,6,7월 3개월 기간)

출처: http://wamis.go.kr, 국가수자원종합정보시스템

더욱이나 지난 3년간 3개월(5, 6, 7월) 북한강 및 남한강 수계 댐방류량을 비교

해 본 결과, 모든 댐에서 올해 지난 3개월 동안 방류량이 51%~68%까지 급

격히 감소하여 더욱 더 긴 체류시간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긴 체류시

간은 같은 일사량하에서도 높은 수온을 가능하게 한다.

2) 작년 12월에도 이상 고온현상으로 녹조가 북한강에서 발행한 바 있고, 최근 다

시 녹조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등에서 볼 때, 전반적인 기후 온난화현상이 수화현

상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총인농도도 0.02 mg/l로서(삼봉리 지점) 부영양화 수준(미국 EPA 호소기준)의

농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남한강에 비해 총인농도등 오염수치가 낮은 북한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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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녹조현상이 먼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첫째, 남조류(Blue green algae)성장에 필요한 성장제한인자가 ‘총인

농도’외에도 ‘철(Fe)농도’가 중요한데 남한강에는 북한강에 비해 아주 낮은 농도를

가지고 있어 조류성장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에 발생

한 또 다른 이유로는 사대강 사업은 남한강에서만 이루어져왔는데 준설토등의 성

토작업등이 제대로 완료되지못해 강우시 많은 양의 토사가 남한강에 유입(강우시

다량 유입)되어 일시적으로 ‘황토살포’와 같은 효과를 가져 조류침강등을 유도하

고 있는 것도 작은 이유이지않나 싶다. 마지막으로는 남한강 유역이 석회암층이

많아 수질내 높은 경도 및 알칼리도가 유지되어 인의 생물학적 이용을 방해하고

있을 수 있다는 가설(침전등)도 있으나 추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남한

강내 생물학적 이용가능성이 높은 용존성총인(DTP)나 인산성인농도가 북한강보

다도 높게 검출되고 있어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북한강의 6개 댐으로 인한 상대적 긴 체류시간탓인 것으로 판

단된다.

▶ 북한강 유로길이 325.5 Km에 6개 댐(소양댐 포함)

남한강 유로길이 396.25Km에 1개댐, 3개 보

▶ 북한강이 남한강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고 댐이 많아 긴 체류시간

을 기본적으로 가짐

4) 그러면 북한강에서 조류가 번성할 적절한 총인농도와 철(Fe)농도, 긴 체류시

간, 기후 온난화 현상등만으로 최근 갑작스러운 북한강 녹조현상을 설명가능한가?

녹조번무와 같은 자연현상은 어느 임계점(Critical Point)까지는 변화가 드러나지

않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대격변현상(Catastrophy phenomenon)을 일으키는 경우

가 많다. 갑작스런 녹조 번무 현상과 물벼룩 포식으로 인한 녹조가 갑자기 하루

아침에 완벽히 사라지는 현상(청수현상)등이 그러하다. 즉 작년 12월, 올해 7, 8월

이 그와 같은 수생태계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강의 예년보다 작은 하천 유량으로 인한 긴 체류시간 형성, 충분한 영

양염류 농도(총인, 철등), 작년말부터 생긴 이상고온 현상, 북한강 수질 및 수생태

계의 전반적인 녹조번무 직전의 임계점 도달상황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북한

강 수계내 호소 및 하천에서 심각한 녹조현상을 최근에 갑자기 유발된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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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강수계 댐 현황

○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많은 환경조건과 이에 대한 해석들이 북한강과 남한강 현

재 상황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동안 연구한 결과로서

볼 때, 판단의 오류가 충분히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의 해석 내용들은 일종의 추정이므로, 앞으로 보다 정밀한 수리수문

학적인 조사와 현장 수생태계 조사가 있어야만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향 후 좀 더 면밀한 조사가 민관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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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망과 대안

○ 향후 한강과 낙동강등에서 Microcystis 농도가 다시 번성할 가능성은 높다. 특

히 고도정수처리시설이 거의 준비되어있지 않은 한강수역은 이에 면밀한 대비책

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몇가지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주의가 요망된

다.

Microcystis는 몸속에 다량의 Microcystin을 함유하고 있다. 이들이 용균되어 물

속에 다량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수장에서 전염소처리나 조류제거선내 오존처리시설등으로 조류세포

를 파괴할 경우에는 수중에 다량의 Microcystin을 용해시킬 수 있으니 이를 지양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정수장은 전염소처리를 지양해야하고 정부도 현재 추진

중인 오존을 이용한 조류제거선 이용은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조류

제거방법인 살조제(CuSO4)투여도 세포내 Microcystin을 용해시켜내므로 사용 자

체를 금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의 Microcystin 검출방법은 HPLC 기기를 활용하여 측정하는 데 지

금의 저농도상황에서는 검출 자체가 쉽지 않은 방법이므로 검출방법을 바꾸어야

한다.

셋째, Microcystis가 번무한 후 비록 사라졌다하더라도 물속에는 Microcystin

이 지속적으로 검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 현재 4대강에 적용되고 있는 수질예보제는 기존의 조류경보제에 비해 매우 느

슨한 경보시스템이다. 따라서 4대강 보에서도 조류경보제체제로 전환하여 적용하

여야 한다.

○ 우리는 ‘많은 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맑은 물’을 원한다. 즉 녹조가 가득 핀

‘죽음의 많은 물’ 대신에 힘차게 흘러서 강을 강답게 만들는 역동적인 ‘맑은 물’

을 원하는 것이다. 그래야 물도 깨끗해지고 생태계가 건강해진다.

○ 환경오염의 경종을 울렸던 ‘침묵의 봄(Slient Spring)’처럼 4대강은 흐르지 않아

서 ‘침묵의 강(Silent River)’로 바뀌어버렸다. 대신 물속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

다. 스멀스멀 녹조가 피기 시작하고 있다. 따뜻하면 녹조류 및 남조류가, 추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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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조류 대신할 것이다. 수온이 어찌되었든 간에, 햇빛이 부족했든지 상관없이

물이 흐름을 멈추면 녹조는 피게 되어있다. 현재 4대강 수질이 그 정도 수질일

뿐이다.

그래서 현재 취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인 대안은 일단 4대강 16개

보 수문을 열어놓는 일이다. 4대강 16개 보에 갖힌 물은 현재 쓸 용도가 없다.

가뭄에도 쓸 수 없고, ‘고인 물은 썩는다’만 확인시켜주고 있을 뿐이다.

시화호도 물을 가둬서 용수로 쓰려다 썩어서 문제되었다. 여러 방책을 써 봤

지만 그 중 가장 효과적인 게 수문을 열어서 해수를 소통시키는 방법이었다. 4대

강도 그러할 것이다. 괜히 가둬서 쓸모가 없었던 ‘시화호’처럼 괜한 문제만 야기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 단기적 처방은 16개 보 수문 개방이지만 향 후 4대강에 대한 면밀한 조사, 분

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차기 정부는 이에 대한 실행이 필요하

며 이에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 ‘4대강자연위원회’ - 차기 정부에서 할 일

- 대통령 직속기구, 위원장은 장관급

- 위원회 및 의결사항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4대강 복원특별법’

도 제정 필요

가. MB 4대강 사업평가

- 보의 안정성 조사, 재퇴적, 역행침식, 수질예측평가, 생태계변화수준 평가,

4대강 공사진행과정 평가(관련 법, 제도, 공법 및 하도급등의 문제점 파악

및 대책 수립)

나. 시민사회, 전문가, 관의 협치기구를 운영하여 사회적 협의과정 모색

- ‘4대강자연시민위원회’ 운영

다. 가장 효율적인 대안 모색 및 제안

라. 3대강 하구둑 개방 방안 모색

- 금강, 영산강, 낙동강의 하구둑 개방에 대한 제반 장단점 평가, 대안 모

색, 혹은 완전 및 불완전 개방을 통한 기수대를 복원함으로서 하구생

태계를 복원시키고, 수질을 개선하며, 하구생태관광의 활성화, 어업생산

활동을 증진을 도모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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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녹조 발생현황

◇ 최근 북한강을 시작으로 주요 수계에 녹조현상 발생

◇ 폭염완화․강우 등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완화 추세

□ (한강수계) 팔당․한강 본류 녹조현상 크게 완화, 북한강도 완화 추세

▸ 팔당 : 남조류(cells/ml) 670(8.15) → 84(8.16) → 349(8.17) → 315(8.18) → 124(8.19)

▸ 북한강(삼봉리) : 남조류(cells/ml) 5,644(8.15) → 1,054(8.16) → 1,156(8.17) → 411(8.18) → 186(8.19)

□ (낙동강수계) 중․상류 조류농도는 감소 또는 낮은수준, 남조류 농도가 급증했던 하류 합천창녕보 구간도 개선

▸ 합천창녕보 : 남조류(cells/ml) 5,624(8.14) → 952(8.18) → 928(8.19)

□ (금강수계) 본류구간 녹조현상 해소, 대청호(회남수역)은 옅은 녹조

□ (영산강수계) 광역상수원인 주암호․동복호 양호, 본류구간에서 구간별로 발생했던 녹조현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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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팔당호 및 취수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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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울 인천 경기(수자원공사) 대구

광암 암사 부평 공촌 일산 반월 매곡 문산

원수 정수 원수 정수 원수 정수 원수 정수 원수 정수 원수 정수 원수 정수 원수 정수

지오스민
(ppt)

21 5.7 43 5.0 40 6.0 34 4.0 44 3.0 44 2.0 0 0 0 0

Ⅱ. 먹는물 공급현황

◇ 분말 활성탄 투입, 정수처리 공정 전환(전염소→중염소) 등을 통해

먹는물은 안전하게 공급중

□ (냄새물질) 8.18 현재 한강원수 지오스민 농도는 13～61ppt 수준, 활성탄 투입 등을 통해 권고기준(20ppt) 이하로

정수처리중(7ppt 이하)

▸ 낙동강 원수 지오스민 농도는 0～7ppt 이하 유지

□ (독소물질) 팔당 및 낙동강 일부 원수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바 있으나, 정수에서는 모두 불검출

원․정수 지오스민 농도현황(‘1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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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냄새물질과 독성물질

□ 지오스민(냄새물질)

m 남조류(藍藻類) 대사과정에서 발생하며, 이로 인해 수돗물에서 흙냄새 또는 곰팡이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나,

건강상의 영향은 없음

□ 마이크로시스틴(독성물질)

m 남조류(藍藻類) 중 마이크로시스티스 속을 비롯한 일부 종에서 분비되는 2차 대사산물로 간독소를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짐

m 염소처리로 평균 약 97%가 제거되며, 이후 공정에서 완전히 제거됨, WHO에서는 1㎍/L를 먹는물 가이드라인으로

정하고 있음

일반정수처리 공정

취수 ⇨ 착수 ⇨ 혼화 ⇨
침전

(중염소)
⇨ 여과 ⇨ 후염소 ⇨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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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단기 대책

m (모니터링 강화) 주요구간 수질 및 맛․냄새 모니터링 강화, 일일 하천순찰 확대(8.6～, 4대강) 및 현장점검 강화

▸ 수질분석 : 북한강․팔당(매일), 남한강(주2회), 낙동강(주3회), 금강․영산강(주2회)

m (정보공개 강화) 하천 주요지점 조류농도 및 원․정수의 지오스민(1일), 마이크로시스틴(주 1～2회) 검사결과 공개

m (지도․점검 강화) 조류주의보가 발령중인 북한강 수계에 대해 환경기초시설, 가축분뇨 등 특별점검 실시

m (정수처리 강화․지원) 정수처리공정 전환(전염소→중염소), 기관별 분말활성탄 비축(20일 이상), 중․소규모 정수장

기술지원 등 실시

m (수질-수량 연계) 기상여건, 저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녹조현상 심화시 비상방류 등

   ▸ 충주댐․이포보․여주보(8.10～), 농업용저수지(8.13～) 등 비상방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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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장기 대책

비점오염원 저감

m 팔당호, 낙동강 유입 비점오염 차단 시범사업 추진(’13～, 예산협의 중)

<예시>

▪(춘천․구미) 한강 및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초기우수 오염부하 저감을 위해 오염토구에 고속여과형시설 설치(총 25개

소)

▪(홍천) 북한강 소양강댐 상류 고랭지밭을 대상으로 다단침사지를 설치하여 홍수기 영양물질 유입 저감(총 3개소)

m 다기능 하수저류시설(861개소), 생태둠벙(1,000개소), 축산생태습지(100개소) 등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확대

m 상수원 상류지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개발사업 추진시 저영향개발(LID) 기법 적용 확산

▸ 4대강 수계 내 도시지역, 집단축산지역 등을 관리지역으로 지정, 비점오염저감사업 집중 투자 및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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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

◇ ‘10년 수질오염물질 배출량(1일, 전국)은 BOD 1,640톤, TP 97.8톤

ㅇ 이 중 비점오염원은 BOD 1,119톤(68.3%), TP 57.6톤(58.9%) 차지



- 32 -

가축분뇨 관리강화(관계부처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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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현행 주거밀집지역, 상수원보호지역, 특별대책지역 외 수변구역 등을 가축사육제한구역 으로 신규지정 (필요시 환경

부장관이 강제)

▸‘10년 기준 농가수 : 총 189천가구, 사육두수 : 총 162,432천마리(한우 2,922, 젖소 429, 돼지 9,881, 닭 149,200)

m 방류수 질소·인 기준 2～3.4배 강화(개별농가), 가축분뇨 배출․수집․운반․최종처리까지 전자인계·인수제도 도입(‘13

년 시범사업)

m 무허가·미신고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신설, 사용중지 명령 미이행 시설 또는 입지제한지역 설치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신설

< 가축분뇨 발생량, (천톤/일) > < 사육농가 VS 사육두수(돼지) >

※ 가축분뇨 발생량은 폐수발생량의 0.1%, 발생 부하량은 37%(BOD기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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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정수처리 조기도입(안)

m 녹조 발생 수계와 연계된 정수장 34개소에 대해 고도정수처리시설 조기 도입 (재정자립도를 고려, 보조금 차등 지원)

▸ 총 사업비 7,356억원 중 국비 3,975억원 지원(18개소 1,040억원, 16개소 2,935억원)

< 수계별 투자계획(안) >

구 분 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계
(국비, 억원)

34
(3,975)

19
(2,753)

3
(69)

8
(1,049)

4
(105)

70% 보조
(국비, 억원)

18
(1,040)

7
(574)

3
(69)

4
(293)

4
(105)

50% 보조
(국비, 억원)

16
(2,935)

12
(2,179)

- 4
(756)

-

* 재정자립도 50% 미만 18개소(보조율 70%), 50% 이상 지자체 16개소(보조율 50%)

☞ 예산당국과 협의중,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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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관리시스템 개선

m (조류중점관리지역 지정) 조류발생 빈발지역을 ‘조류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방류수 기준강화 및 예산 지원 추진

m (조류경보제 확대) 현재 호소(한강본류 포함)에 적용중인 ‘조류경보제’를 낙동강 등 지역까지 확대 시행 검토 (하천

수의 상수원 이용지역 등)

m (조류 R&D 강화) 조류발생 메커니즘 연구, 친환경적 조류저감기술, 조류독성물질 제어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

구개발 추진

기 추진 사항

◊ (기준강화) 하․폐수 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시행('12.1)

▸ 하수처리장 2ppm → 0.2ppm, 폐수처리장 4ppm → 0.2ppm

◊ (총인처리시설 확충) 총 233개 인처리시설 설치 사업 추진, 217개

완료

◊ (인 총량제 시행)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인 총량제 시행('11.1), '13.6월

부터 한강까지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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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 조류를 바라보는 시각

m 조류는 생태계의 구성요소, 1차 생산자 역할

m 조류다량 발생여건 : 과도한 물이용 (좁은 국토와 많은 인구, 가용 수자원의 취수율 OECD 국가중 1위 : 물 스트레스

국가)

m 조류는 근원적 저감 대상? 어느 수준까지 억제해야 하는가?

- 안전한 먹는물 공급측면, 심미적 허용수준

- 조류경보제 이행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

□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간의 정보공유 및 과학적 접근․논의 필요

※ 원인분석, 유해성 vs 위해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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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녹조현상 미국 사례

일자
지역

(언론명)
기사제목 및 주요 내용

8.8일

콜로라도

(FOX31,

Denver)

‘Algae from high temperatures affecting Arvada drinking water’

▪주민들에 의해 수돗물의 불쾌한 맛·냄새 민원 제기시 당국은 녹조 번성은 높은 온도에 기인,

이는 폭염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상수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며 활성탄 처리 중

7.31일

노스

캐롤라이나

(Starnews

Online)

‘Algae blooms in river arrive with hot weather’

▪노스캐롤라이나 댐에서 마이크로시스티스(microcystis) 발견

▪조류번성의 원인으로는 오염물질의 유입, 가뭄, 평년에 비해 높은 온도 등의 요인이 복합

적으로 작용

7.18일
텍사스

(WLFI)

‘Texas algae bloom makes water smell’

▪텍사스 지역 물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와 맛은 자연현상에 의한 것이라고 밝힘

▪물에서 흙냄새, 퀴퀴한 냄새를 나는 것은 조류에 의해 확산된 물질에 의한 것이지만 안

전. 활성탄 처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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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류와 수문개방을 하지 못한 이유

장 하나 의원

민주통합당, 4대강특위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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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류와 수문개방을 하지 못한 이유

장 하나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4대강특위소위원장)

1.  이미 예측하고 있었던 남조류 대량증식

 환경부는 2011년  8월 23일 “제3차 POST 4대강 자문협력단 회의”1)를 열었는데 

주요 안건으로 “함안보 수역 조류발생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당시 회의문서에 의하면 “4대강사업 이후 하천형상이 호소형으로 변형”되고 “일부 

수역에서 정체될 경우 국지적으로 조류 증식”을 예측하였다. “여름철 집중 강우시 

오염원 유입으로 영양염류 농도가 증가하고 수온이 상승할 경우, 유해 남조류 개체

수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낙동강하류는 호소보다 영양염류의 농도가 3배 이상 높은 실정이며 고수온

기에 일부 구간에서 정체수역이 생길 경우, 남조류 발생 가능성 상존”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따라서 “낙동강살리기사업 완료 후 수질이 개선되더라도 국지적 조류 

과다발생시 심미적 영향으로 낙동강 수질에 대한 국민 불신”을 회의문서에서 우려

하고 있다.  

회의 문서에 따르면 예측되는 조류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남강댐 및 보 운영을 통

한 Flushing(희석방류)” 등을 제시하였다. 

이 같은 대책은 최근 녹조가 심각해지면서 환경부가 내놓은 최근 대책 중 주요 조

치사항으로 제시된 바 있다. 환경부는 8월 11일 “주요 상수원 녹조 발생에 따른 상

수원 수질, 정수 대책”을 발표하였다. 8월 11일 환경부 대책 중에는 주요하게 <댐 

방류량 증대> 및 <Flushing> 추진 대책이 주요하게 담겨져있다. 그러나 이들 대책

들 상당수가 이미 2년 전에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

구원>의 연구보고서에서 조류 제어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내린 바 있다.

1) 환경부는 “POST 4대강 자문협력단 회의”를 각 수계별로 개최해왔다. 낙동강의 경우 2010년 11

월 첫 회의를 개최하였고 자문협력단은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등 환경부 직원과 부산시, 

경상남도 등 지자체 공무원, 그리고 경북대학교 등 지역의 대학교수로 이루어졌다. 자문협력단 회의에

서는 4대강 사업이 완공 된 후 보를 중심으로한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안건을 주로 다루었다. 논

의된 내용은 보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수질예보제 운영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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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ushing(희석방류)란 조류로 오염된 하천의 상류 댐에서 물을 방류하

여 조류를 씻겨 흘려 내려보내는 것을 말함. 이는 호우시 강물이 불어

나고 유속이 빨라지면서 조류로 오염된 하천을 연안으로 유출되는 것과 

유사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이미 2년 전인 2010년 10월에 “낙동강 조류발생 특성

분석 및 관리정책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면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조류

발생의 대책수립을 이미 2년 전에 촉구한 바 있다.   

이 연구 보고서의 연구목적을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물환경 변화로 특히 갈

수기에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까지 낙동강에서 발생되는 조류의 특성을 분석하고 주요 조류발생의 인과관계를 확

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조류발생시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정책 방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 1쪽)

 보고서에서는 “하천에서는 수체내 난류, 짧은 체류시간, 적은 양의 빛 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높은 영양물질 농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류농도가 낮다.”(보고서 27

쪽)가 분석하였다. 이는 조류의 번식 인자인 질소와 인 등 무기성 영양물질이 유입

되더라도 흐르는 하천이라면 조류 농도가 낮다는 의미이다. 

 반면 “조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세포분열에 요구되는 충분한 체류시간이 필요하

다. 일반적으로 호소의 경우 정체되어 있는 수체의 특징으로 물리적으로 영양물질

의 축적과 상당한 체류시간이 확보되어 조류증식에 용이”하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보고서 32쪽) 이는 흐르는 하천이 보로 막혀서 인공호소화 될 경우 조류증식

에 용이한 수환경으로 전환됨을 말해준다. 

 환경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조류 저감 대책의 일환인 “댐 방류량 증가 및 

<Flushing(희석방류)> ”방안에 대해서 이미 2년 전 이 보고서는 냉정하게 그 한계

를 짚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Flushing은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며~미국 미시시피강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천과 연계된 연안의 적조발생 잠재력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 34쪽)

 미시시피강의 사례란 “미국의 아이오와, 일리노이, 인디애나, 남부 미네소타, 오하

이오 주의 농업지역 등지에서 발생하는 영양물질이 미시시피 강과 멕시코 만 지역

에 유입되어 조류가 이상번식하게 되었는데 과다번식한 조류는 수중의 산소를 소모

시켜 하천 및 해안지역에 저산소지역을 유발하여 1999년에 이르러서는 20,00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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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수원 수질·정수대책>(8. 11)

1. 중소 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조기 도입 및 운영지원

2. 조류제거시설 확보 및 조류제거 추진(조류제거선 도입/황토 살포 강화/

조류제거시설 설치확대)

3. 댐 방류량 증대 및 Flushing 추진

4. 조류발생 억제 및 효율적 대응체계 구축(상수원 오염원 단속/ 조류중점

관리지역 지정/ 조류경보제의 하천 확대적용방안 마련)

5.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하천부영양화 저감대책(가축분뇨 관리 선진화/비

점오염원 집중관리)

6. 수돗물 및 수질 정보공개 확대(원정수의 지오스민, 마이크로시스틴 검사

결과 공개/ 공식 수질조사 과정에 환경단체, 전문가 공동조사 추진)

이르는 거대한 저산소지역이 생성되었다.”(보고서 10쪽) 이러한 저산소지역을 축소

시키기 위하여 미국 정부는 “수변구역의 녹지생성과 자연성 회복을 통한 자정능력 

증진” 사업 등을 진행하였다.(보고서 11쪽) 

 

 또한 그 밖에 환경부에서 밝힌 조류제거대책도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11일 발표한 대책으로 제시한 조류제거기술들인 “황토살포장치”, “조류제

거선”을 비롯한 조류제거기술을 2년전 이 보고서에서도 소개하고 있다.  소개하면

서 “녹조발생이 빈번한 정체수역의 국지적인 조류제거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되지만 “대다수 기술 중에서 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왜냐하면 처리 규모, 효율, 비용 및 생태영향 등의 어려움

으로 인해 현 상태에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의 한계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또한 단일기술로써 대부분 공원이나 호수 같은 소규모 공간에 적용되어 효과를 발

휘하였으나, 중대규모의 댐과 저수지에서는 면적, 수심, 바람 영향(유동성) 및 조류

발생 위치 등의 부가되는 환경요인으로 인해 명확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

문”이라는 것이다. “대부분 고정설비로 적용 효과 범위가 협소하였으며, 광역적으로 

적용할 경우 비용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효과가 낮거나 완전하게 

검증된 기술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 43쪽)

 - 실제로 <황토살포 장치>의 경우 “황토를 살포하여 녹조의 응집 및 침강 작용에 

의한 제거와 차광효과에 의한 제어방법”을 말하는데 “일시적인 녹조제거 효과”가 

있을 수는 있으나 “담수 녹조제어는 대부분 실험실 수준”이며 “다른 수중생물에 교

란영향으로 담수 녹조제어에 부적절”하고 “1회성으로 인력 및 소요 경비가 높”은 

단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황토살포>는 “국내 연안 적조발생 원인조류

인 외편모류 제어에 사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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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보고서는 조류경보제의 개선을 제안하고 있는데 “조류룰 과학적으로 관리하

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조류예보제(경보제)를 상수원 중

심에서 하천의 취수장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낙동강에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

람직할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끝으로 보고서는 “미국의 미시시피강의 사례를 살펴본 바와 같이 조류관리는 하천

과 그 유역 그리고 연안을 포함하는 수체의 연결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유역관리를 

통해서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것이다.”라면서 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재정적 투

자와 함께 비점오염원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결론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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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
지점

채수일시 7월 30일 13:00 8월 6일 11:50

상주보 클로로필 a(㎎/㎥) 13.2 10.9 

우점종 Cyclotella(규) Merismopedia
(남)

예보대상남조류세포수(cells/㎖) 860 1994 

비고(특이사항) 수문  미개방, 
고정보 월류

수문 미개방

채수
지점

채수일시 7월 30일 15:30 8월 6일 13:30

낙단보 클로로필 a(㎎/㎥) 20.6 33.0 

우점종 Limnothrix(남) Aphanizomenon
(남)

예보대상남조류세포수(cells/㎖) 8561 69882 

비고(특이사항) 수문  미개방, 
고정보 월류

수문 미개방

채수
지점

채수일시 7월 30일 11:30 8월 6일 14:40

구미보 클로로필 a(㎎/㎥) 17.2 18.9 

우점종 Limnothrix(남) Pseudanabaena
(남)

예보대상남조류세포수(cells/㎖) 9624 38526 

비고(특이사항) 가동보  위로 월류 수문 미개방, 
가동보,고정보  

월류

채수
지점

채수일시 7월 30일 14:00 8월 6일 16:00

칠곡보 클로로필 a(㎎/㎥) 23.2 29.4 

우점종 Limnothrix(남) Pseudanabaena(
남)

예보대상남조류세포수(cells/㎖) 12557 40650 

비고(특이사항) 수문  미개방, 
고정보 월류

수문 미개방, 
고정보 월류

채수
지점

채수일시
날씨

7월 30일 10:00
맑음

8월 6일 16:50
맑음

강정 
고령보

클로로필 a(㎎/㎥) 30.3 31.9 

우점종 Limnothrix(남) Anabaena(남)

예보대상남조류세포수(cells/㎖) 8145 50838 

비고(특이사항) 수문,고정보,어도  
모두 월류

수문 미개방, 
고정보, 어도  

월류

채수
지점

채수일시 7월 30일 12:00 8월 6일 14:30

달성보 클로로필 a(㎎/㎥) 14.2 19.3 

우점종 Microcystis(남) Pseudanabaena(
남)

2. 비상방류를 하지 않는 이유

<4대강 보 모니터링 강화관련 수질 분석 결과(환경부, 8월 10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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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대상남조류세포수(cells/㎖) 3612 9971 

비고(특이사항) 수문,고정보  모두 
월류

수문 고정보 
모두 월류

채수
지점

채수일시 7월 30일 11:20 8월 6일 13:00

합천
창녕보

클로로필 a(㎎/㎥) 10.1 80.8 

우점종 Microcystis(남) Microcystis(남)

예보대상남조류세포수(cells/㎖) 4939 66586 

비고(특이사항) 수문  미개방 수문,고정보 
미개방, 좌안  

보조수문 개방

채수
지점

채수일시 7월 30일 16:00 8월 6일 11:00

창녕
함안보

클로로필 a(㎎/㎥) 13.7 6.3 

우점종 Microcystis(남) Microcystis(남)

예보대상남조류세포수(cells/㎖) 5603 2626 

비고(특이사항) 수문  모두 월류 수문,고정보 
모두 월류

※ 1. 수위 : 보 수위표를 참고하여 개략적으로 작성

      2. 비고(특이사항) : 수문 개방 개수, 육안으로 본 조류 발생 정도

      3. 육안으로 조류발생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진 점부

      4.  예보대상 남조류 : Microcystis,   Anabaena, Oscillatoria, Aphanizomenon, Phormidium

그렇다면 최근 낙동강에서 녹조현상이 심각해졌을 때 <Flushing> 대책을 추진하였

을까? 8월 둘째 주까지 조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할때까지 댐 방류량을 늘리거나 

수문개방을 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수문개방 등을 요구했지만 국토해양

부와 수자원공사는 안동댐 방류나 4대강 보의 수문 개방에 응하지 않았다. 

2011년 10월에 제정된 국토해양부 훈령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에서는 “제8

조 하천수질 개선을 위한 저수량 활용”이란 조문에서 “관할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에

서 깨끗한 물의 확보를 위하여 기상, 하천 상황과 댐과 보 및 둑높임 농업용 저수

지의 저수량, 물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저수량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13조 비상방류” 조문에서 “시설관리자는 예상치 못한 기상변화, 하천

의 유량 및 수질변화, 안전관리 등과 관련한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방류량을 조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있는 경우에 방류량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관할 홍수통제

소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다. 즉 수질 변화 등의 이유가 

발생하면 댐 방류를 활용하거나 보의 수문을 개방하여 비상방류를 할 수 있다. 이

는 이미 4대강 사업에서 수질대책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제출한 위 자료에서도 알수 있듯이 4대강 보의 수문은 

어느 곳 하나도 개방하지 않았으며 낙동강의 상류 댐인 안동댐 방류는 8월 9일이

나 되어서야 시작하였다. 위 표에서 7월 30일과 8월 6일 사이 불과 일주일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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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단보의 경우 수질예보 대상 독성 남조류 개체수가 8배 이상이나 증가하였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댐 방류와 수문 개방을 하지 않고 버

틴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수질개선을 위해서 애초 4대강 사업 계획상 댐 방

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댐 

방류와 수문개방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게다가 남한강의 경우 8월 10일 

충주댐,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의 비상방류를 단행하였다. 하지만 낙동강만은 8월 

9일 강정보 개방 외에 남한강과 같은 전격적인 비상방류를 하지 않았다. 4대강 사

업에서 보의 수문 방류를 금기시한 것도 아닌데 유독 낙동강만 비상방류와 수문개

방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합천보 등 보 구조물의 안전성 문제가 원인이라고 짚고 

있다. 현재까지 합천보는 8월 31일을 기한으로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장마때 함안보와 합천보의 바닥보호공의 유실 현상이 나타났고 최근에는 보 구조물

의 수평균열과 부등침하, 누수현상이 목격되었다. 현재 합천보 보강공사는 바닥보호

공 세굴피해를 보강하기 위한 공사라는 것이 수자원공사 설명이다. 이에 대하여 박

창근 교수 및 환경단체는 지난해 장마때 가동보의 강한 유속으로 인하여 바닥보호

공이 세굴되었고 이는 보 구조물의 기반을 불안정화시킨 원인이 되면서 전반적인 

보 구조물의 균열 및 안전성 문제를 야기했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남한강의 충주댐과 3개의 4대강 보에서 수문개방하여 비상방류했음에도 불구

하고 합천보를 비롯한 낙동강의 주요 보의 수문을 개방하지 않은 것은 결국 낙동강 

중하류 보의 구조물 안전성 문제 때문이라는 설명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

다.

3. 체류시간에 대한 의혹

지난 8월 9일 합천보를 방문하였을 때 수자원공사 합천보 관리소장에게 보의 체류

시간을 물었더니 보 체류시간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수자원공사에

서도 아직 체류시간의 축적된 자료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이다. 왜냐하면 4대강 공사 추진과정에서 체류시간은 국정감사 등에서 핵심적

인 쟁점이었다. 보 건설로 인한 체류시간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하여 국정감사 위원

들은 강력히 자료요청을 하였고 정부는 자료제출을 회피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 

보 건설을 마친 마당에 당연히 체류시간에 대한 실측자료가 있을 것이다. 체류시간

에 대한 실측 데이터 자체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김좌관 교수는 2009년 4대강 사업으로 보를 건설할 경우 유하시간이 10배 늘어난

다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는 근거없

는 데이터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좌관 교수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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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위탁에 의하

여 수행된 바 있다. 

2011년 3월 수자원학회와 한국물환경학회가 4대강 사업이라는 주제로 공동심포지

엄을 열었는데 이때 발표한 충남대학교 서동일 교수와 김민애 연구원의 연구논문, 

<EFDC-WASP을 이용한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수질변화 예측 모델링>에 의

하면 낙동강에서 4대강 보로 인하여 체류시간이 최대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댐 방류지점에서 낙동강 하구언까지 약 334km에 이르는데 상주보에

서 달성보까지의 체류시간은 6배 이상 증가하고 낙단보에서 강정보까지 평균 10배

이상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핳ㅂ천보와 함안보는 4배 가량 증가하며 낙동강 하

구언은 약 1.7배 가량 체류시간이 증가된 것으로 서동일 교수팀은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녹색성장정책 위탁연구>에 의하여 수행되었

다. 즉 지난해 수행한 체류시간 시뮬레이션은 분명히 정부에 보고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수질과 가뭄과 홍수 방지 등 수리수문 정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

는 유속, 유량, 그리고 체류시간일 것이다. 이러한 정보가 확보되어야 국토해양부가 

훈령까지 만든 댐과 보의 연계운영이 가능한 것이다. 

4대강 보로 인한 낙동강의 체류시간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믿기가 힘들다. 어쩌면 

낙동강 중하류에 예측보다 더 심각하게 녹조가 번성한 이유는 4대강 보의 가동보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가동보가 그 이름이 무색하게 유명무실해

진 것이다. 체류시간도 예상보다 더 장기화되고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수

리수문의 기본 정보인 유속과 유량을 비롯한 체류시간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가 말이다.  가동보를 수질 비상상황에서 개방하지 못한 이유는 낙동강 중하류 

보 구조물의 안전성 때문일 수 있다. 지난 해 장마 때 확인된 보 세굴현상을 보강

하지 않고서는 가동보의 수문을 감히 개방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의혹을 제기해볼 수 

있다. 

4.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총인처리시설

환경부는 4대강 사업 본사업에 포함된 총인처리시설을 증설하기 위하여 5,000억원

이라는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265개 시설에 투자하였다. 총인처리시설에 이토록 심

혈을 기울인 이유는 보 유역이 인공호소로 변형되기 때문이다. 인공호소에 인이나 

질소와 같은 무기성 영양염류 오염물질이 유입이 되면 조류가 번성하는 것은 수질 

교과서에 나오는 이치이다. 따라서 오염물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보 유역의 녹

조현상을 막아보거자 화학적 총인처리시설을 대대적으로 증설한 것이다. 하지만 올

해 녹조현상이 말해주듯이 총인처리시설 사업은 완전히 실패했다. 민경석 경북대 

환경공학과 교수의 <유역관리 및 지류, 지천살리기>(2011. 3, 한국수자원학회, 환

경물환경학회 4대강 사업 공동심포지엄) 연구논문에 의하면 “화학적 응집처리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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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비용 외 별도의 운영비 및 약품비가 소요된다. 또한 생물학적 질소, 인 제거공법

이 많이 보급되어 있으므로 생물학적 처리를 이용한 총인 처리 강화도 필요하다.”

고 제기하고 있다. 총인처리시설 사업을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보로 인하여 수질악화를 수습하기 위한 <설겆이 대책>이라는 것은 18대 국

회 국정감사에서도 충분히 제기된 바 있다. 그러한 문제제기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

다. 생활하수와 공장폐수의 총인을 제대로 제어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공호소화 

된 보 수역의 녹조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국정감사 이전까지 

총인처리시설의 총인 제거율과 기존 하폐수처리시설의 총인 제거율을 비교한 자료

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4. 정부가 밝혀야 할 것

정부는 <녹조라떼>라는 조롱이 나올 정도로 낙동강 중상류에서까지 심각하게 대량 

증식한 녹조현상에도 불구하고 안동댐 방류와 수문개방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

지 밝혀야 한다. 정부는 농업용수 탓을 하였는데 실제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7,8월

은 가뭄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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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최근 발생한 가뭄은 언제였으며, 2012년 현재의 상황은?

○ 최근 발생한 가뭄은 2008년 가을부터 2009년 봄까지로 전국 대부분 지역

에서 가뭄현상이 발생하였음.

○ 2012년 6월의 강수량은 평년대비 50%였으나, 7월의 강수량은 평년대

비 99%로 정상상태를 나타냄. 그러나 7월 하순 이후 현재(8.7일 기준)까지 

강수량이 거의 없는 상황임(평년대비 5%).

○ 장마기간 동안 비가 충분히 내려 전국적으로 물 부족은 없는 상황

임.

<기상청이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8월 8일)>

기상청 답변에 의하면 8월 8일 현재 물 부족 상태가 없었다. 따라서 농업용수 등의 

확보를 이유로 수문개방을 하지 않는 수자원공사의 해명은 납득하기 힘들다. 또한 

정부는 실측한 체류시간 데이터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보가 있는한 녹조의 번성은 매년 여름마다, 그리고 갈수기마다 되풀이 될 것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원의 2년전 보고서가 말해주는 것처럼 흐르는 하천이라는 강의 

본성을 되돌려주어야 한다. 상류댐의 일시적 비상방류와 그와 연계한 보의 일시적 

수문조작은 근본대책이 아니다. 이미 조류로 오염된 강을 연안으로 유출시킨다면 

미시시피강의 사례처럼 거대한 저산소지역을 창출할 뿐이다. 실은 강과 바다는 하

나의 수체이다. 더 나아가서 도랑과 지천, 강과 바다는 한 몸의 수체이다. 강을 강

답게, 바다를 바다답게 하는 것은 보와 같은 하천구조물이 없고 하구둑과 같은 해

수유통의 단절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2012년 여름, 녹조와 같은 괴물이 다시 나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대책에 근접한 방안은 우선 보의 상시적 수

문개방이다. 그리고 강의 자정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미시시피유역의 정부가 노력했

던 것처럼 수변구역의 자연을 회복하면서 자연성에 의하여 자정능력을 키우는 길 

뿐이다. 



녹조와 수돗물의 안전성

최 승일 교수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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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와 수돗물의 안전성

최 승일 (고려대 환경공학과 교수)

지난 8월 한 달은 4대강에 녹조가 번성하여 많은 우려를 자아내었다. 시민단체와

일부에서는 4대강 공사 때문이라고 하고, 정부는 폭염과 가뭄 때문이라고 하고 있

다. 조류가 번성하려면 수온, 성층형성, 영양염류의 조건이 합치하여야 한다. 어느

한 조건이라도 결핍되면 조류가 번성하기 어렵다. 녹조라떼 라고 까지 하는 조류의

번성은 그러므로 양측에서 주장하는 원인들이 모두 겹친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원

인에 대한 평가와 대책은 논의와 합의를 거쳐서 정리되어야 할 것이지만 당장 급한

것은 녹조로 뒤덮힌 강으로부터 취수하여 정수한 수돗물의 안전성이다. 녹조 중에

는 아나베나(anabaena) 종과 마이크로시스티스(mycrocystis) 종 등 독성물질을 방

출하는 남조류가 발견되었다고 하여 더욱 안전성에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북한

강에서 번성하던 조류는 주로 수돗물에서 악취를 내는 원인물질인 지오스민

(geosmin)을 분비하는 아나베나(anabaena)로 확인되었으나 지난 8월 1일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일대 북한강에서 채수한 시료에서 남조류의 일종인 마이크로시스티

스가 ㎖당 100여개 정도로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오스민은 아나베나 종에서 방출된 것으로 정수 중에서는 약 20 μg/L 정도에서

도 맛과 냄새를 내는 물질이다. 이러한 지오스민이 지난 8월 1일 팔당 2 지점의 원

수에서 약 590 μg/L 가 검출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정도의 고농도이면 분말활성탄

의 투입으로는 20 μg/L 이하로 제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당시에 수돗물에서 곰

팡이 냄새, 흙냄새와 같은 불쾌한 냄새와 맛이 난다고 많은 민원이 발생한 것은 당

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지오스민은 아직까지 밝혀진 바로는 맛과 냄새와 같이 수돗

물의 음용과 이용에 불쾌한, 심미적인 영향이 문제가 되지 발암성물질과 같이 건강

상 유해인자는 아니라고 한다. 문제는 마이크로시스티스와 같이 독소를 생산하는

일부 남조류에서 방출되는 독소이다. 마이크로시스틴(mycrocystin)은 마이크로시스

티스 등 남조류의 일부 종에서 생성되는 독소로서 7개의 아미노산이 결합된 환상펩

타이드성 간장독으로 알려져 있다. 마이크로시스틴을 섭취한 동물들은 소화불량, 황

달,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이며 심하면 사망한다. 호주나 캐나다에서는 마이크로

시스틴의 음용수 허용기준을 1 μg/L 이하로 제안하였으며, 1997년 세계보건기구

(WHO) 도 마이크로시스틴의 음용수 가이드라인을 1.0μg/L 로 정하였다. 아나베나

종도 독성이 마이크로시스틴보다는 약하지만 아나톡신이라는 2급 아민성 신경독소

를 생성한다. 아나톡신도 호흡 곤란 및 경련을 유발하며 과하면 사망에 이르게 한

다. 마이크로시스틴과 아나톡신은 정수중에 일부가 제거된다. 특히 고농도의 분말활

성탄 주입이라거나 액체염소를 통한 소독시에 상당부분이 제거되는 것으로 실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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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나오고 있다. 불행 중 다행이랄까 원수 중에서 발견된 마이크로시스트의 개체

수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고,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서울 풍납 취수장에

서 취수한 물을 받는 공촌 정수장과 부평 정수장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을 검사했지만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독성조류의 번성으로 인한 음용수에 대한 우려는 과학적으로는 우려할 수준은 아

니라고 밝혀지고 있다. 다만 여기서 지적할 만한 것은 마이크로시스틴과 같은 조류

독소보다는 발암성물질인 소독부산물의 증가이다. 지금과 같이 고농도의 조류가 유

입하게 되면 염소전처리로 조류를 죽인 후 응집, 침전과정을 거쳐서 제거하게 된다.

조류의 세포가 염소로 인하여 파괴되면 조류의 체내에 있던 여러 유기물질들이 수

중에 흘러나오는데 이 중의 일부는 염소소독 과정에서 발암성물질로 전환된다. 소

위 소독부산물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수 중의 소독부산물 농도가 오히려

더 잘 통제되어야 할 것이다.

녹조는 이미 취수원을 위협하고 있었고,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앞으로도 지속적

으로 수돗물의 안전성을 위협할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4대강의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수중에서 인과 질소 등 인간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영

양염류가 증가하는 한 조만간은 또 다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강이나 호소로 유입되는 인과 질소를 통제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

당시에 약 5천억원의 예산이 하수처리장의 인 방류농도를 0.2mg/L 이하로 조정하

기 위하여 배정되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

다. 환경부에서는 호소의 수질도 개선하겠지만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도정수시설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환경부의 의지대로 수질개선과 수돗

물에 대한 시설개선을 한다면 음용수에 대한 우려는 불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

다. 그런데 환경부가 아무리 의지를 보인다고 해도 안심이 되지 않는다. 예산의 문

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아무리 의지를 보인다고 해도 기획재정부나 국

회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수질도 개선하고, 고도정수도 필요하고, 그렇게 애써서 만든 수돗물이 중간에서

술술 새나가거나 관 내에서 녹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후관망을 정비하는 것도 필

요하다. 수도요금은 항상 원가의 82-85%를 받아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 수도

시설개선과 수질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기재부에서 일차적으로 외면받고, 국회에서

도 지원을 받지 못하면, 환경부가 아무리 의지를 가진다고 해도 무슨 소용인가? 정

부의 예산담당부서도, 국회의 예산심의 부서도 물에 대하여 좀 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오늘의 모든 토의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부디 이번 사건을 겪으면

서 진정 수돗물, 수도사업에 대한 지원과 감시를 지속적으로 해 주었으면 한다. 벌

써 강우로 인하여 녹조가 사라지고 있다고 해서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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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동천 교수

연세대 환경과공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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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류의 독소와 위해성

신 동천 (연세의대 예방의학 교수 및 환경공해연구소장)

남조류에 의한 독성과 위해성은 가축피해, 레저 활동시 노출 및 위해성 등 여러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으나 이번 토론에서는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논의 하고자 한다.

음용수를 통하여 노출 될 수 있는 남조류 독성물질은 크게 신경독성물질과 간독

성물질로 분류된다. 신경독성물질에는 아나톡신(anatoxin-a, anatoxin-a(s))이 대표

적이고 담수에서 삭시톡신(saxitoxin)이 문제된 적도 있었다(Velzeboer 2000). 그러

나 삭시토신은 대부분 해수의 적조 발생시와 연관되어 있다. 이들 아나톡신과 삭시

토신을 생쥐에 복강내 주입시 반수치사량이 각각 50, 10 ug/kg 으로 맹독성 이며

작용기전도 밝혀져 있다.

간독성 물질로는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s), 노듈라린(nodularins), 실린드로스

퍼몹신(cylindrospermopsin)이 있고 이중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가장 잘 알려지고

수계에 흔히 존재 할수 있는 마이크로시스틴은 약 60여종의 이성질체가 확인 되어

있으며 이중 microcystin-LR 형이 가장 독성이 커서 생쥐에서 경구투여시 반수 치

사량이 50ug/kg 으로 맹독성 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간으로 흡수되어 간세포 생리

과정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효소인 포스파타제의 작용을 저해하여 결국 간세포

괴사를 일으키며 간암을 촉진하는 물질로 보고 있다.

박 등(1988)의 일본의 ‘수와’호 연구를 보면 남조류 세포내 마이크로시스틴의 농도

는 조류의 지수형 증식기에 가장 높았고 세포외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는 번무의 최

종시기에 가장 높아 전체의 20%에 달했으나 그 농도는 4 ug/l 이하 였다. 나동강

하류 수계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을 정량한 최 등(2002)의 연구에서는 세포외 농도가

1.8 ug/l (2회 측정의 평균치) 이었고 이는 세포내 농도의 1% 전후의 수준이었다.

마이크로시스틴 등 남조류 독성물질의 허용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인체노출 수

준 및 인과관계를 알기가 매우 어려워 역학연구 보다는 동물실험에 근거 하여 추산

하고 있다. 그러나 생쥐나 돼지를 이용한 안전성 실험이 13주 미만의 아만성

(subchronic) 실험이 전부이고 이에 여러 불확실성 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기 때문

에 신뢰성에 한계가 있으나 일단 이를 근거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음용수중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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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스틴(LR형 으로서) 허용치를 1 ug/l 로 정하고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에서는

전체 마이크로시스틴 농도 1.3 ug/l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Falconer(1994),

Ressom(1993) 등은 장기간 노출 되는 경우에는 허용기준을 0.1 ug/l 로 제안 하고

있다.

안전성 평가는 동물 종간의 차이가 매우 클 수 있어서, 실린드로스퍼몹신에 의한

대량 가축피해 사례가 있었던 호주에서는 실제 내부노출 용량과 영향 파악이 가능

했으며, 이를 근거로 허용기준을 추산해 본 결과, 생쥐를 이용해 실험하고 추산한

결과와 비교 할 때 실린드로스퍼몹신의 경우 가축이 생쥐에 비해 100배 정도 민감

하다고 하였다(Wasantha,2005), Ueno 등(1996)은 중국 Haimen지역에서 남조류와

일차성 간암과의 연관성을 조사한 역학연구(비록 인과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연구설

계는 아니지만)에서 장기간 노출 상황에서는 수십배 낮은(엄격한) 농도의 기준이 필

요 하다는 내용을 고찰 한 바 있기도 하다.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 보아도 아직 충분한 자료를 근거

로 남조류의 안전성을 논의 하거나 정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더욱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발제자료에서도 지적 되었듯이 조류를 제거 하기위한 염소

처리등 여러 과정에서 오히려 세포내 독성물질들이 유출 되어 나올 수 있어 유의해

야 한다. 그리고 조류의 번무가 지나간 이후에도 독성물질은 잔존해 있을 수 있으

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아울러 샤워나 레저활동시 인체노

출을 고려한 위해성도 파악해야 하고 기준 설정 검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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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처리강화 대책

한강 조류주의보에 따른 서울시 정수처리대책

정 득모 (서울시 상수도 생산부장)

□ 전염소를 중염소로 전환

- 현재 서울의 6개 아리수 정수센터에서는 전염소 주입을 중염소 시스템으로 전환

하여 분말활성탄 흡착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염소와 분말활성탄을 동시에 주

입시 염소가 활성탄흡착 능력을 감소하기 때문, 또한 전염소시 아나배나셀이

파괴되면서 냄새물질이 누출 되므로 응집 침전시킨후 중염소를 실시)

□ 분말활성탄 주입

- 분말활성탄 주입량을 30~50ppm 까지 강화하여 흙냄새 물질인 “지오스민”을 흡착

토록 하고 있음.

<정수센터별 지오스민농도 및 분말활성탄주입율>

(2012.8.6일)

구 분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지오스민

(ng/L)

원수 정수 원수 정수 원수 정수 원수 정수 원수 정수 원수 정수

332 11.6 506 8.1 502 14.0 456 3.0 378 17.1 283 13.0

분말활성탄(㎎/L) 50 30 30 - 30 30

□ pH 조정제 CO2 투입

-조류 증식으로 pH가 상승됨으로서 응집침전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CO2를 투입

함으로서 pH를 저감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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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정내 직접투입을 위한 간이시설 설치

□ 응집보조제(폴리아민) 주입

- 기존의 응집제 주입과 더불어 침전지에다 응집보조제인 폴리아민을 추가로 투입함으

로서 분말활성탄의 침전 효과를 거양하고 여과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

□ 취수장 흡수정에 분말활성탄 주입

- 분말활성탄은 취수장내 펌프 흡수정에도 투입함으로서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도

달하는 시간에 분말활성탄과의 접촉시간을 늘려줌으로써 지오스민 흡착 제거율

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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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수장에 조류차단막 설치

- 조류는 가벼운 부유성 식물플랑크톤으로 수면에서 1m까지 주로 번식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조류차단막을 2m 깊이까지 커튼식으로 치게 되면 조류 유입을 어느 정

도 차단할 수가 있음.

□ 여과지에 모기장 망포대설치

- 여과지 모래층 위에 지오스민 제거율을 높이기 위해 고도정수처리에서 사용되는

있는 입상활성탄을 모기장 망포대에 담아 포설함으로서 제거율을 증가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모래 여과지에서 입상활성탄과 지오스민간 접촉시간을 늘려 줌으로

써 추가로 제거할 수 있음.

□ 응집기 교반기 G값 (교반강도) 상승

- 응집지 교반기 속도를 고속으로 강화함으로서 분말활성탄과의 접촉 및 흡착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

☉ 기타 조류관련 추진사항

□ 8월 현재 하절기 수돗물 최대수요와 겹쳐 더욱 조류제거와 힘겨운 전투.

- 평상시 수돗물 평균생산량은 323만톤/일 이나 여름철 8월 폭염과 더불어 수돗물 소

비량이 7% 이상 증가된 345만톤/일 으로서 응집, 침전, 여과 등 정수처리 물 흐름

이 빨라 질 수밖에 없는 불리한 상태임

- 참고로 원수(취수장)에서 냄새 물질인 지오스민 농도 측정결과를 보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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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ppt, 평균 255ppt를 나타냈다. “작년 (2011.11월) 조류 대발생시”에는 최대

233ppt 까지 상승하였으나, 현재는 이보다 3.1배에 육박하고 있어 정수처리과정

에 애로가 많음

- 그러나 정수(정수장 처리수) 수질을 보면 평균 10ppt (최대 18.5ppt, 기준 20ppt)

내외로 관리되고 있음

- 영등포정수센터의 경우는 오존+입상활성탄 공정이 추가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2011년에 완공되어 원수에서 지오스민 농도가 아무리 높을지라도 정수에서는 전혀

검출되지 않고 있음.

- 하남시에 위치한 서울시 정수장인 광암정수센터의 경우는 침전시스템이 맥동식으로

설계되어 침전지 중간 깊이에 분말활성탄 슬러지층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지오

스민 제거효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 분말활성탄 일평균 소비량은 105톤/일로서 하루 1.7억씩 지출하고 있으며,

조류주의보 발령 이후 현재까지(7.25~ 8.11) 18일간 30억을 쏟아 부었음

- 영등포정수장을 제외한 5개 정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말활성탄 톤당 단가는

1,600천원으로서 하루 사용량 105톤에 달하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68억에

이름

- 이번 같은 조류 대발생 시에는 정수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상

수원 수질관리를 하여야 하는 환경부에서 분말활성탄 등 정수처리비용 지원이

필요.

구분 계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생산량
(천톤/일)

3,526 236 203 471 498 1,263 855

분말활성탄
(천만원/일)

168 16 15 27 0 63 47

□ 팔당호에서 검출된 조류독소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0.107㎍/L)과 관련

- 마이크로시스틴은 남조류의 일종인 마이크로시스티스에서 분비되는 독성물질로

서 현재 서울시 정수수질기준이 1㎍/L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아직까지 환경부 법

정수질항목은 (58항목) 아니고 서울시 자체 감시항목으로 관리하는데 (서울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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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항목 58 + 추가로 감시항목 105= 총 163항목 검사) 아직 정수수질 기준에도

못 미침.

- 마이크로 시스틴은 정수처리공정인 응집 침전, 분말활성탄, 염소 소독으로 100%

완전 제거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됨.

□ 정수장 고도정수처리 도입 2014까지 완료

- 냄새제거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모든 정수센

터(6개)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2014년까지 조속히 완료할 계획임.

※ 11년 영등포기완공, ′12년 광암, ′14년 구의, 암사, 뚝도, 강북준공 예정



- 63 -

Q3. 조류 발생 관련, 서울시 수돗물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한강조류 관련 수돗물에 대한 Q & A

 
Q1. 한강의 조류발생 확산 원인은?

○ 북한강 상류 의암댐, 청평댐 일대에서 증식한 조류가 하류로 흘러 내려 온 것

으로서, 그 원인은 장기간 폭염, 예년보다 현저히 적은 강우량(가뭄), 댐내

장시간 체류(정체)로 조류의 광합성 활동이 활발했기 때문임

 
Q2. 팔당호 조류 주의보 기준은?

○ 팔당호는 엽록소 부영양화 지표인 클로로필-a(기준 15mg/㎥ 이상)와 남조류(기준

500cells/㎖)가 2주 연속 초과하여 7월 25일 환경부가 조류주의보를 발령하였으

며, 팔당댐 이하 서울시 한강 구간도 조만간 조류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상됨

 

○ 조류 차단막 설치, 전염소 주입을 중염소 시스템으로 전환(염소와 분말활성탄을

동시주입시 염소가 활성탄 흡착능력을 감소시키고, 전염소시 아나베나 셀이

파괴되면서 냄새물질이 누출 되므로 응집 침전 후 중염소를 실시), 분말활

성탄 주입량을 30ppm 이상으로 강화하여 흙냄새 물질인 “지오스민”을 흡착토

록 하고 있으며, 또한 조류 증식으로 pH가 상승되어 응집침전 효율을 증가시키

기 위해 CO2를 투입함으로서 pH를 저감시키고 있습니다.

 
Q4. 조류 다량발생시 그 밖의 조치방법은 무엇이 있나?

○ 조류개체수 검사 강화, GC/MS를 이용한 지오스민(흙 냄새)과 2-MIB(곰팡이 냄

새) 검사 1일 1회 이상 실시, 응집보조제(폴리아민) 추가 투입으로 응집강화,

여과지 누출 방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Q5. 서울시의 수돗물은 믿고 마실 수 있나?

○ 지오스민은 남조류에서 생성되는 흙냄새 유발물질로 인체 위해성은 없으나 불쾌

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수돗물은 지오스민이 수질기준 20ng/L(나노

그램은 1조분의 1g) 이하로서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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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한강 원수의 조류 증가 장기화 등으로

    지오스민 농도가 계속 상승시 어떤 대책이 있나?
 

○ 서울시에서는 한강 원수의 지오스민 농도가 계속 상승할 경우를 대비, 다음과

같은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취수장에서 분말활성탄을 추가 주입하여 정수장까지 도달하는 접촉시간 증가

로 흡착능력 향상

(2) 침전지 유출 수로에 입상활성탄을 넣은 모기장망 포대를 통과시킴으로서 지오

스민 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포대 설치

(3) 모래 여과지 상부에 입상활성탄을 5~10cm 포설하여 간이 고도처리로 흙냄새 흡착 강

화

(4) 분말활성탄(20일 이상) 및 CO2(10일 이상) 등 정수약품 수급관리 만전

(5) 서울시, 환경부, 수자원공사, 수력원자력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북한강 수계 상류

댐 방류량 증가로 한강 물갈이(Flushing) 시행

 
Q7. 맛냄새 제거방법의 근본적인 대책은 없나?

○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조류 등 수돗물 냄새 원인물질 발생이

빈번해 질 것으로 보고, 수돗물 냄새제거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모든 정수센터의 정수과정에 오존소독과 활성탄 처리

과정을 포함하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2014년까지 조속히 완료하여, 시

민들이 마음 편히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8. 조류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생성 되었는지?

○ 마이크로시스틴은 마이크로시스티스(남조류의 일종)로부터 분비되는 조류독소로서 8

월 1일 상수도연구원 실험결과에 의하면 불검출 되었음. 참고로 풍납취수장 190개

/mL, 자양취수장 80개/mL, 강북▪암사취수장 60개/mL, 구의취수장에는 불검출되었

으며, 마이크로시스틴을 포함한 3개 조류독소(마이크로시스틴, 노둘라린, 아나톡신에

이) 모두 불검출 되었습니다.

○ 8월 8일 채수된 물에 대해서는 현재 상수도연구원에서 검사 중에 있습니다. 참고

로 과거 경험에 의하면 마이크로시스틴의 경우 마이크로시스티스가 5,000셀 이

상일 경우 1ppb(기준 1ppb)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응집 침전 및 염

소 소독으로 전부 제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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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한강의 독성조류가 수돗물 정수과정에서 제거가 되나?

○ 마이크로시스틴은 활성탄 처리, 응집▪침전, 염소 처리 등 정수과정에서 100% 제

거됩니다.

(1) 활성탄 처리

▸ 분말활성탄과 입상활성탄 모두 남조류 독성물질 제거에 효과적이며 95%이상 제

거율을 보임

▸ 특히 오존 처리후 입상활성탄 여과는 조류독소를 100% 처리 함

(2) 응집▪침전

▸ 응집▪침전과 여과후의 제거율은 60~98% 임

▸ 침전 유출수에 응집제를 추가하여 재응집하면 여과사층에서 100% 제거 가능

(3) 염소 처리

▸ 염소를 1mg/L 이상 주입하여 30분 접촉후에 잔류염소 농도가 최소 0.5mg/L 이상

유지하는 경우 마이크로시스틴 간독소는 95% 제거

 
Q10. 서울시 수돗물, 독성조류에 대해 안전할까?

○ 상수도연구원 분석결과, 서울시의 수돗물은 조류독소 3종(마이크로시스틴

(mycrocystin), 노둘라린(nodularin), 아나톡신에이(anatoxin-a))이 모두 불검출 되어

독성조류에 대해 안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 마이크로시스틴(mycrocystin)

▸ 간질환 유발물질

(2) 노둘라린(nodularin)

▸ 종양촉진 및 발암물질 작용 추정

(3) 아나톡신에이(anatoxin-a)

▸ 신경충격을 전달하는 부위의 특정양이온 유출 또는 유입불량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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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분말활성탄, 입상활성탄은 인체에 유해한 화학약품이 아닌지?

○ 활성탄은 야자껍질, 나무, 톱밥 등 식물계나 역청탄, 이탄, 갈탄 등 광물계 또는 석

유계 원료를 1차 탄화과정(carbonization)을 거쳐 2차로 800~1,200℃의 고온에서

활성화(activation) 시켜 생산한 다공성 탄소질물질(숯가루)로 화학약품이 아니

며, 입자의 크기에 따라 입상과 분말로 구분합니다.

○ 활성탄 투입시 지오스민을 흡착하여 침전되므로 냄새 유발물질인 지오즈민이 제거되

는데 분말활성탄의 경우 30~60%, 입상활성탄의 경우는 99~100% 제거율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영등포정수센터 고도정수시설에는 입상활성탄을 사용하고 있어 지오

스민이 99% 제거되고 있습니다.

 
Q12. 조류 발생 관련, 서울시의 상수원 수질감시 대책은?

○ 서울시는 8월1일부터 “조류대책 특별비상근무”를 실시,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

하고 있으며, 상수원 조류 모니터링을 위해 상수도연구원에서는 청평댐, 춘천

댐, 소양댐 등 북한강 상류지역까지 매일 수질검사를 실시하면서 순찰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Q13. 조류 발생 관련, 서울시의 수돗물 수질감시 현황은?

○ Seoul Water-Now 수질자동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취수▪정수▪배급수 과정에서

총 186개소를 대상으로 자동측정하고 있으며, 24시간 실시간 원격감시 및 이상

시 자동경보시스템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Q14. 수질 감시지점의 이상발생시 어떻게 대응하나?

○ 감시지점 수질이상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속한 상황전파 및 조기 대응체계를 구

축하고 있습니다.

(1) 담당자에게 경보발생 문자 자동 전송(SMS)

(2) 상수도연구원 : 해당 사업소에 경보발생 상황전파, 현장출동 원인 확인

(3) 각 사업소 : 현장 확인, 수질오염 사고시 본부와 연구소에 보고 및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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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조류 발생 관련, 수돗물을 안심하고 맛있게 먹는 방법은?

Q16. 조류 발생 관련, 수돗물 음용에 불편한 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땐 어떻게 하나?

 

○ 지오스민은 인체 위해성은 없고 단지 불쾌감을 유발하는 물질로 냄새를 느끼는

경우 수돗물을 냉장고에 보관하여 마시면 청량감을 느낄수 있으며, 끓여서 드시

면 냄새를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또한 녹차 티백이나 레몬 조각을 넣어 드

시면 냄새를 없애고 물맛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 120 다산콜센터 또는 가까운 수도사업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급수 구역

중구
종로
용산
성북

은평

서대문

마포

성동
광진
중랑 

동대문

노원

강북

도봉

양천

강서

구로

관악
동작

영등포
금천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대표 번호 3146-2000 3146-3500 3146-2600 3146-3200 3146-3800 3146-4400 3146-4700 3146-5000



수질대책에서 함께 나누어야 할 고민들

이 항진 상황실장

4대강범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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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대책에서 함께 나누어야 할 고민들

이 항진 (4대강범대위 상황실장)

2012년 4대강 공사가 끝나자마자 4대강 전역에서 녹조가 발생하여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정부는 부족한 강수량과 기온을 꼽고 있다. 이에 반해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는 주요원인으로 4대강 공사를 삼고 있으며 특히 호수화 된

강, 4대강의 16개보로 인한 정체가 주된 원인으로 이해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환경단체 등의 주장은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안을 조

성한다고 한다. 이에 녹조 등 수질악화의 문제를 주장을 넘어 객관적 원인이 무

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당국의 태도는 신뢰하기 어려운

수준을 넘고 있다.

환경단체들이 직접 4대강 수질을 채수, 분석하면서 벌어진 일을 통해 정부의 태

도와 정부의 자료를 살펴보겠다.

1. 환경단체의 수질분석을 거부하는 정부당국을 신뢰 할 수 있을까?

정부 당국은 ‘수질의 안전성을 국민과 공유하겠다. 민관이 함께 조사 하겠다’며

당국의 수질 안정성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최근 수질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의 태도를 보면 정

부의 대책을 신뢰 할 수 없다. 대구환경연합이 채수한 낙동강 원수에 대하여 수

질 분석을 의뢰하였지만 이를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은 거부하였다. 거부의 이유는

“수질 결과가  환경부의 수질결과와 다른 적이 많아서 입장이 난감”하기 때문이

라고 한다. 또한 낙동강 시료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하였다고

한다.

2. 민간단체들의 시료채취마저 방해하는 당국을 신뢰 할 수 있을까?

환경단체들은 자체적으로 보의 상하류에서 정기적인 채수와 분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채수를 할 경우 보를 관리하는 수자원 공사나 보 공사관계자들이 물리력

을 동원하여 채수를 방해하고 심지어 몸싸움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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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의 발표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가?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자료의 제시와 분석이 객관적인 과학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녹조의 발생 원인은 4대강 공사가 아니라는데 맞추어

져 있고 또한 보의 개방을 통한 유속 확보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기본으로 대

책이 수립되어 있다.

정부의 수질 대책은 한마디로 국민의 건강권을 놓고 도박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낙동강 페놀유출사건의 문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번 녹조의

문제는 낙동강 페놀사건을 넘는 국가적 문제로 될 수 있다. 지금이라도 관계당국

은 수질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와 환경단체들의 조사와 분석에 대한 전면적인 지

원과 협조를 하여야 한다. 만약 지금처럼 일방적이며 폭력적인 정치 행정을 지속

한다면 그 당국자들의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정부의 자료에 대한 분석〉

1) 환경부의 수질 대책에 나타난 의문들

(주요 상수원 녹조 발생에 따른 상수원 수질 · 정수 대책, 2012.8.11.)

◆ 녹조 발생 원인은 부족한 강수량과 높은 기온 때문만인가?

유속의 문제는 녹조발생과 관련이 없는가?

강수량은 물리적으로 수량과 유속의 증가를 발생한다. 녹조와 관련 강수량의

수량과 유속 중 어떤 문제와 관련이 있는가? 만약 수량의 문제라면 4대강 공

사로 늘어난 수량과 비교하여 녹조발생 억제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 부족하다는 강수량을 분석 할 때 녹조가 발생한 날인 7월 20일부터 8월 8

일까지의 강수량을 평년과 비교하여 분석을 하였다. 수계에 영향을 미치는

강수량(월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단순하게 녹조 발생 일을 기준으로

한 것은 비과학적인 비교임.

- 일조 시간에 대한 비교도 비가 많았던 작년과 비교하였음. 5년, 10년 평균

일조량과 비교가 아님. 비과학적 비교임.

- 분석의 동일 일 수인 18일간 강수가 없고 일조량이 긴 기간을 녹조발생일

인 위의 내용과 단순 비교 한다면?

- 7월 20일과 8월 8일이 비교의 대상기간이라면 위 기간에만 녹조 발생의

관계와 원인은 무엇인가? (특정일의 문제인가? 녹조발생 조건의 문제인가?)

▶ 환경부 원문(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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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강수량 현황]  
(’12. 7. 20.~’12. 8. 8, 기상청)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

주

강수량 7.9 36.6 0.0 2.0 18.1 49.5 0.0 22.9 11.2 15.4 4.9 0.2 0.2 5.3 1.7 25.4 

평년 152.4 258.8 139.4 103.1 193.2 144.8 107.9 234.1 197.8 166.1 152.7 134.4 125.6 117.2 146.4 124.0 

평년비(%) 5 14 0 2 9 34 0 9 6 9 3 0 0 4 1 21 

2.  녹조 발생 원인

 부족한 강수량과 높은 기온

ㅇ 7월 20일부터 8월8일까지의 강수량은 평년의 5%에 불

과

- 2012.7.20~8.8까지의 강수량은 7.9mm로 평년(152.4mm)의

5% 수준

ㅇ 7월 하순 이후(7.21～8.7) 평균기온은 28.2℃로 평년보다 2.

4℃ 높음

- 폭염 일수는 전국 평균 11.5일, 열대야 발생일수는 5.8일

ㅇ 북한강과 낙동강 7월평균 수온은 2011년과 비교시 0.8～

4.9℃ 높음

 상대적으로 긴 일조 시간(광합성을 하는 남조류에

영향)

ㅇ 금년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의 일조시간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서울 3.6배, 낙동강 2.4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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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북한강 수계 낙동강 수계

서울 춘천 안동 구미 대구

전년대비 3.5배 2.7배 2.3배 2.4배 2.4배

2012년 일조시간(h) 176.0 154.3 185.8 204.4 209.8

2011년 일조시간(h) 49.6 58.2 82.2 85.1 88.2

◆ Flushing의 뜻은?

(유속은 녹조의 발생 억제와 제거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사전적 의미 : 유체의 속도와 충격으로 청소하는 것

/ 물을 한꺼번에 흘려 침사를 씻어 내는 것

▶ 환경부 조류 대책 원문(아래)

 댐 방류량 증대 및 Flushing 추진

ㅇ 수질이 양호한 충주댐 방류량 증대, 탄력적 보 운영으로

Flushing 확대 추진

* 충주댐 방류수 등 방류요청(8.9, 한강청) 및 방류량 증대(110→
540 CMS)

* 낙동강청 요청에 따라 추가 방류 실시(8.7, 약 90 CMS)

◆ 조류의 개체수가 측정에 따라 편차가 매우 심한데 이를 객관적 자료로 사

용 할 수 있는가?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가는 조건에서 조류 개체수의 급격한 증감변동은 일반적인

가?

일반적 이해를 넘는 조류개체수의 변동이 심한 자료는 조류 분포에 대한 자료로

객관성을 갖고 있는가?

- 달성보의 9,971 의 남조류 개체수(cells/㎖)가 합천창녕보에서 6.6배 이상 늘

어난 66,586개가 되었다가 그 하류인 함안보에서 2,626로 25배 이상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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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명 조사
일시

수온
(℃) pH DO

(㎎/L)

조류농도 냄새물질
비고

(우점종)chl-a
(㎎/㎥)

남조류
개체수

(cells/㎖)

지오스민
(㎍/㎥)

2-MIB
(㎍/㎥

한

강

의암댐상류 8.8 24.4 7.29 10.08 2.8 20 - - Microcystis(남)

의암댐 8.8 27.6 7.69 7.58 27.9 5,350 - - Anabaena(남)

청평 8.5 29.6 9.1 10.8 39.5 6,021 1,707 ND Anabaena(남)

삼봉리 8.5 28.9 8.5 10.1 33.1 4,838 1,391 ND Anabaena(남)

팔당댐 8.5 31.5 9.2 13.5 57.7 8,256 3,157 ND Anabaena(남)

강천보 7.30 26.1 8.9 9.8 9.4 - - - -

여주보 8.1 30.0 8.4 10.0 11.4 0 - - Rhodomonassp(편모)

이포보 8.1 28.2 8.6 10.1 26.5 0 ND 6 Rhodomonassp(편모)

낙

동

강

상주보 8.6 33.2 9.3 9.8 10.9 1,994 - - Merismopedia(남)

낙단보 8.6 33.5 9.5 10.9 33.0 69,882 - - Aphanixomenon(남)

구미보 8.6 34.5 9.2 9.6 18.9 38,526 - - Pseudanabaena(남)

칠곡보 8.6 32.9 9.6 10.4 29.4 40,650 - - Pseudanabaena(남)

강정고령

보
8.6 30.8 9.5 9.5 31.9 50,838 - - Anabaena(남)

달성보 8.6 30.7 9.0 7.9 19.3 9,971 - - Pseudanabaena(남)

합천창녕

보
8.6 33.1 9.8 12.7 80.8 66,586 - - Microcystis(남)

창녕함안

보
8.6 31.7 8.4 7.3 6.3 2,626 - - Microcystis(남)

금

강

대청(문의) 8.6 31.7 8.5 11.0 4.0 406 8.3 ND Scenedesmus(녹)

대청(추동) 8.6 31.1 9.0 11.2 8.7 332 19.3 ND Scenedesmus(녹)

대청(회남) 8.6 32.0 9.6 18.2 22.6 9,244 112.5 ND Microcystis(남)

세종보 8.7 25.1 8.7 12.5 73.6 220 31.5 ND Micractinium(녹)

공주보 8.7 30.7 9.1 12.2 103.1 676 52.3 ND Merismopedia(남)

백제보 8.7 30.5 9.0 11.6 46.8 252 160.8 24.3 Merismopedia(남)

영

산

강

서창교 8.6 32.6 9.3 15.3 162.0 - - - -

승촌보 8.3 31.3 8.4 9.1 77.6 4,825 - - Microcystis(남)

죽산보 8.2 31.2 9.6 10.8 76.8 - - - -

주암호 8.1 32.3 7.8 7.3 1 0 ND ND Cyclotella(규)

동복호 8.1 26.0 8.9 9.7 6.3 150 ND ND Cyclotella(규)

탐진호 7.31 31.3 9 8.6 3.8 140 ND ND Crucigenia(녹)

▶ 환경부 원문(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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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수질 대책에서 함께 나누어야 할 고민들

◆ 수돗물 안전에서 원수가 차치하는 중요성은 어느 정도이며 그 원수 관리의 주체는 누

구인가? (원수의 중요성 정도에 대한 합의 없이 단순한 정수라는 대책만 있을 경우 수질

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수립 될 수 없다.)

▶ 서울시 원문(아래)

--- -이번 같은 조류 대발생 시에는 정수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상수원 수질관리를 하여야 하는 환

경부에서 분말활성탄 등 정수처리비용 지원이 필요.

◆ Flushing은 무엇인가? (유속의 의미?)

▶ 서울시 원문(아래)

Q6. 한강 원수의 조류 증가 장기화 등으로

    지오스민 농도가 계속 상승시 어떤 대책이 있나?

(5) 서울시, 환경부, 수자원공사, 수력원자력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북한강 수계

상류댐 방류량 증가로 한강 물갈이(Flushing) 시행

◆ 염소를 처리하면 마이크로시스티스가 살균되는 것인가? 마이크로시스틴이 제거되는 것

인가? 염소와 접촉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 서울시 원문(아래)

Q9. 한강의 독성조류가 수돗물 정수과정에서 제거가 되나?

(3) 염소 처리

▸ 염소를 1mg/L 이상 주입하여 30분 접촉후에 잔류염소 농도가 최소 0.5mg/L 이상

유지하는 경우 마이크로시스틴 간독소는 95% 제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