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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발생의 실태와 대응 현황



사회적 문제로서의 녹조

2012년 이후 녹조는 매년 7~8월에 주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됨

녹조발생의 실태와 대응 현황

출처 : http://www.bigkinds.or.kr/

낙동강은 매년 녹조문제 반복, 한강은 2012년
과 2015년에 크게 문제가 됨.



낙동강 상수원 구간 조류 현황

출처 : 물환경정보시스템

경보
단계

조류 경보의 발령ㆍ해제 기준

관심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 세포수 1,000세
포/mL 이상 10,000세포/mL 미만

경계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 세포수 10,000세
포/mL 이상 1,000,000세포/mL 미만

조류
대발생

2 회 연 속 채 취 시 남 조 류 세 포 수
1,000,000세포/mL 이상

해제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 세포수가 1,000

세포/mL 미만

(창녕함안)

(강정 고령)



4대강 보 조류 현황
낙동강(합천창녕보)

한강(이포보)

금강(공주보)

출처 : 물환경정보시스템

영산강(죽산보)



연도별 조류 주의보 및 경보 발령일수

출처 : 전국수도종합계획(2016~2025)



단계 관계 기관 조치사항

관심

4대강물환경연구소장 (시ㆍ도 보건환
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1) 주 1회 이상 시료 채취 및 분석(남조류 세포수, 클로로필-a)
2)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

수면관리자 (수면관리자)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차단막 설치 등 조류 제거 조치 실시

취수장ㆍ정수장 관리자 정수 처리 강화(활성탄 처리, 오존 처리)

유역ㆍ지방 환경청장 (시ㆍ도지사)
1) 관심경보 발령
2) 주변오염원에 대한 지도ㆍ단속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댐, 보 여유량 확인ㆍ통보

한국환경공단이사장
1) 환경기초시설 수질자동측정자료 모니터링 실시
2) 하천구간 조류 예방ㆍ제거에 관한 사항 지원

조류
대발생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 (시ㆍ도 보건
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1) 주 2회 이상 시료 채취 및 분석(남조류 세포수, 클로로필-a, 냄새물질, 독소)
2)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

수면관리자
(수면관리자)

1)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차단막 설치 등 조류 제거 조치 실시
2) 황토 등 조류제거물질 살포, 조류 제거선 등을 이용한 조류 제거 조치 실시

취수장ㆍ정수장 관리자
1) 조류증식 수심 이하로 취수구 이동
2) 정수 처리 강화(활성탄 처리, 오존 처리)
3) 정수의 독소분석 실시

유역ㆍ지방 환경청장 (시ㆍ도지사)

1）조류대발생경보 발령 및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2) 주변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강화
3) 낚시ㆍ수상스키ㆍ수영 등 친수활동, 어패류 어획ㆍ식용, 가축 방목 등의 금지

및 이에 대한 공지(현수막 설치 등)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댐, 보 방류량 조정

한국환경공단이사장
1) 환경기초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 관계기관 합동점검 시 지원
2) 하천구간 조류 제거에 관한 사항 지원
3) 환경기초시설 수질자동측정자료 모니터링 강화

조류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 국민보다는 조류경보는 관계기관을 위한 경보



수도법」(이하 “수도법”이
라 한다)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정수장 조류 대응 조치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평가지침

제4조(검토대상) 수도사업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시설의 정수장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질문제가
발 생 하 고 있 는 경 우 에 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원수의 연평균 수질이 3등급인 경우

또는 수돗물의 맛․냄새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2. 현재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도입되어
있는 정수장과 같은 수계에 있으면서,
당해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도입되어
있는 정수장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유사한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

3. 원수의 연평균 수질이 2등급 이상인
경우에도 일반정수처리방법으로는
처리가 곤란한 인체 유해물질이
원 수 에 유 입 되 는 경 우 또 는
고 도 정 수 처 리 시 설 이 설 치 되 어
있 더 라 도 유 해 물 질 의 효 과 적 인
제거를 위해 제3조 제2호에서 정하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추가·보완하는
경우

4. 일 반 정 수 처 리 방 법 으 로 는 먹 는 물
수질기준 확보가 어려운 경우

5. 제 10 조 제 1 항 의 규 정 에 의 하 여
환경부장관이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검토를 요청한 경우

정수장 조류대응 가이드라인

법적 의무조항 아님
고도정수처리시설에 국한

정수시설의 개선보다
는 응급 대응을 위한
운전방법



국내 정수장 현황(2013년 말)

수도사업자
개소수 고도처리율 설계시설용량

정수방식별설계시설용량

소독만 완속여과방식 급속여과방식 막여과방식 고도처리방식 기타

(개) -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지자체+수공) 508 28.6% 27,140,695 337,600 609,310 18,261,490 180,215 7,751,000 1,080 

(지자체) 471 35.7% 20,324,995 337,600 609,310 12,000,790 123,215 7,253,000 1,080 

서울특별시 6 57.9% 4,350,000 - - 1,780,000 50,000 2,520,000 -

부산광역시 4 99.6% 1,899,000 - 8,000 - - 1,891,000 -

대구광역시 5 69.4% 1,440,000 - - 400,000 40,000 1,000,000 -

인천광역시 7 0.0% 2,163,080 - 4,100 2,158,000 980 - -

광주광역시 4 0.0% 780,000 - - 780,000 - - -

대전광역시 4 0.0% 1,260,000 - - 1,260,000 - - -

울산광역시 3 60.0% 550,000 - - 220,000 - 330,000 -

세종특별자치시 1 0.0% 4,000 - - 4,000 - - -

경기도 41 11.5% 2,847,100 - 41,600 2,467,000 12,500 326,000 -

강원도 84 10.6% 804,050 7,000 98,050 614,000 - 85,000 -

충청북도 23 0.0% 343,250 - 33,700 308,550 - - 1,000 

충청남도 11 24.1% 116,100 2,400 7,500 78,200 - 28,000 -

전라북도 21 0.0% 152,020 950 - 144,070 7,000 - -

전라남도 90 0.0% 726,670 2,250 75,960 647,970 410 - 80 

경상북도 94 0.0% 1,029,400 - 243,500 782,900 3,000 - -

경상남도 53 76.7% 1,399,600 - 22,900 296,100 7,600 1,073,000 -

제주도 20 0.0% 460,725 325,000 74,000 60,000 1,725 - -

수자원공사 37 7.3% 6,815,700 - - 6,260,700 57,000 498,000 -

출처 : 환경부, 상수도 통계 2015



녹조우심지역(Hot-spot) 지자체 책임관리제 (낙동강 유역환경청)

(관리방안) 우심지역에 대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시기·대상별 맞춤형 대응 계획 수립 및 시행

(계획수립 )관할지역 내 우심지역 선정 및 관리계획 수립
(녹조관리) 관리계획에 따른 맞춤형 대책 시행
· (예방기간) 가축분뇨 등 비점오염원 중점관리, 물유동폭기조 설치 운영 등
· (취약시기) 폭기시설 가동, 황토살포, 조류방지막 맞춤형 녹조제거 및 오염원 점검 및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강화

(소통강화) 지역별 여론주도층 및 주민과의 자체소통창구 운영, 낙동강소리 적극 활용
(운영기구) 낙동강 수질관리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운영

주요 식수원과 본류 영향이 큰 지천 등을 대상으
로, 녹조 및 수질관리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지
역을 지자체에서 스스로 지정하고 수질관리계획
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제도



국내 상수도 녹조 대응의 문제점

O 상수원수의 조류에 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조사와 평가 미흡

- 상수원 조류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 없음

- 측정한 자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접근이 어려움

- 상수원의 수질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체계 미흡

O 조류 경보에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나 조치는 없음

- 조류경보는 수면관리자, 수도사업자 등 관계기관의 대처만을 제시

- 조류발생시 국민들의 대처나 행동방침에 대한 내용 없음

O 정수장의 대응은 일시적으로 기존 정수처리 공정을 강화하는 것

- 정수장의 녹조대응은 단순한 처리의 강화만으로 충분하지 않음.

- 원수 녹조 취약성에 따라 정수처리 공정 개선이나 시설확충 검토 필요

- 녹조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안전계획 필요



위험 소통에 대한 2가지 접근

환경단체정부

구분 기술적 모형 문화적 모형

의사소통 방식
일방향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에서 비전문가로)

협력적 의사소통

(시민-전문가-관료)

위해성 지식원천 과학/기술 과학에 더하여 지역의 문화적 지식과 경험

목적

1. 정보의 전달과 설명

2. 위험한 행동의 변화

3. 안전성 여부의 확인

1. 의미의 사회적 맥락 고려한 정보 전달

2. 영향 받는 사람들의 이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위험한 행동의 변화

3. 위해성의 수용가능성 여부 판단에 영향 받는 사

람들 포함

녹조에 대해 사회문제로 대응 필요

1. 시민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근거없
는 불신

2. 녹조가 발생해도 정수처리 거치면 문제
가 없음

3. 안전성에 대한 이해와 홍보가 필요

1. 정부와 지자체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고,
조사 결과를 왜곡 우려

2. 정수처리 하면 안전하다고 하지만, 원수
가 문제가 있으면 마시기 꺼려짐

3. 공동조사 등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

출처 : 로버트콕스, 2010, 환경커뮤니케이션



선진국들의 녹조 대응과 시사점



선진국들의 녹조 대응

출처 : Jeffrey M. Reutter, 2014, Harmful Algal Blooms (HABs) in the Great Lakes, US, and World



미국의 상수원 보호정책

수질악화 수역에 대한 허용부하량 프로그램수원 평가와 수원 보호계획 작성절차

§ 1996년 안전음용수법(Safe Drinking Water Act: SDWA)의 개정으로 미국의 각 주의 수원평가
계획(Source Water Assessment Plan: SWAP) 작성 의무화

§ 1997년에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발표. 주된 내용은 수원지도의 작성, 수질오염의 리스트업, 
수질적 관점에서 수원의 지속적인 이용가능성, 평가결과의 소비자 신뢰보고서 등의 공표

§ 연방법에 의한 규제는 곤란하지만 USEPA의 교부금을 이용하여 수원보호 프로그램 진행



녹조대응전략미국(오하이오주) 녹조대응전략

§ 녹조관리는 음용수의 수질관리와 레
저용수의 수질관리로 구분

§ 공공수역 및 상수도시스템 처리수의
규칙적인 수질모니터링 및 샘플링
데이터 분석결과 녹조위해성이 감지
되면 추가적인 분석과 조기경보 시
스템에 의한 경보 발령

§ 원수에서 시아노톡신이 검출될 경우
주1회 샘플링, 원수에서 5㎍/L 이상
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될 경우
주3회 샘플링하여 모니터링

§ 2개의 연속 샘플에서 5㎍/L 이하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될 경우 주 1
회 모니터링

관찰
단계

스크리닝
단계

모니터링
단계



상수 원수 수질의 모니터링

Do Not Drink – 1ppb microcystin
Do Not Use – 20 ppb microcystin

Ohio EPA recommends

(미시간 주)



미국의 Toledo시

녹조 발생 심각한 수계에 대해
훼손된 수계(Impaired Waterway) 지정

§ Toledo 시민 50여만명 시민이 2014년
8월 녹조발생으로 수돗물 이용 중단.

§ 미시간 주는 2016년 이리호 유역 일부
를 훼손된 수역으로 지정

Ø 미국의 맑은물법(Clean Water Act)에서는 현재의 오염제어기술만으로는 수체
의 수질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수역을 지정하도록 함. 2년마다 각 주는 이러한
훼손된 수역(impaired waters)의 목록을 미 환경청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함. (Section 303 D of CWA)

Ø 훼손된 수역으로 지정된 경우 수질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총량관리
(TMDL)를 포함한 물환경 복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Section 303(d) of 
the Clean Water Act

Impaired 
Waters and 
TMDLs: 
Statute and 
Regulations

§ Once a waterway is 
listed as impaired, 
the federal Clean 
Water Act requires 
the state to develop 
a plan for how to 
restore it. 

§ 계획은 TMDL을 포
함.

수원 평가

수원복원 프로그램



미국사례의 시사점

Ø 녹조문제의 일차적 관심사는 수원에 대한 정확한 평가

Ø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수원은 훼손된 수역으로 지정, 중점 관리

Ø 녹조문제의 소통은 시민이 주요한 대상

Ø 수질이 문제되는 정수장은 중장기적인 녹조대응 계획 수립 의무화

Ø 정수장의 녹조 대응은 모든 곳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이 필요한 곳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추진



수원2법의 주요 내용

일본의 사례 : 수원2법



일본의 사례 : 비와호

ü비와호(琵琶湖)의 보전 및 재생에 관한 법률

- 2015년 9월28일 제정, 법률 제75호

ü비와호(琵琶湖)의 보전 및 재생에 관한 법률

- 2015년 9월28일 제정, 법률 제75호

§ 법령으로 비와호에 대한 국가 지원을 명확히 규정. 비와호 보전
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지방채의 배려 등 국가 및 공공기관의 지
원을 명기함으로서 비와호 보전에 대한 활동 촉진

§ ‘비와호 보존재생추진 협의회’의 구성으로 국가와 관계 지방자
치단체와의 연계 네트워크 활성화



일본의 사례 : 정수시스템의 선정

ü최적정수시스템의 선정 방법ü최적정수시스템의 선정 방법

원수 수질의 확인

정수 수질의 설정

탁도 제거 공정의 선정

유기물 제거 공정의 선정

기본시스템의 선정

추가설비의 검토

최적 정수 시스템

구분 낮음 보통 높음

탁도 (도) 1 이하 1 ~ 5 이하 5 ~ 800 이하

TOC (㎎/L) 2.5 이하 2.5 ~ 3.5 이하 3.5 ~ 7.5 이하

이취미물질 (ng/L) 5 이하 5 ~ 25 이하 25 ~ 750 이하

THMFP ((㎎/L) 0.04 이하 0.04 ~ 0.07 이하 0.07 ~ 0.12 이하

원수수질 확인표

망간제거설비, 산주입설비, 응집주입설비,
생물처리설비, 철제거설비 등

구분 수질기준 수준 1 수준 2

탁도 (도) 2 0.1 0.01

TOC (㎎/L) 5 1.5 1.0

이취미물질 (ng/L) 10 3 1미만

THMFP ((㎎/L) 0.1 0.040 0.015

정수수준 설정표

비용, 부지 등의 정보



녹조기술의 개발과 적용(동경도)

○ 일본 동경도 수도국의 정수처리 대안 비교 : 일본동경도 수도국은 조류 등
으로 인한 수질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술적 대안들을 비교
검토하고 있으며,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 

- 고도정수처리시설의 도입 (오존+생물활성탄)

- 원수 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 : 이상적인 모습이지만 상당한 기간과 막대한
비용 소요

- 하천 상류부에서의 취수 및 도수 (취수원 이전) : 깨끗한 수원의 양과 도수
거리가 중요

- 막 여과 (NF 막) 처리의 도입 : 실용단계에 이르지 않음. 현재 정수장에서
취수하는 원수와 같은 수질, 시설 규모에서 도입 실적이 없고, 처리 비용, 처
리효율, 농축 배수의 처리 방법 등에 대해 현재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위와 같은 오염 물질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처리를 확인 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당국에 의해 각 가정에 정수기 설치 : 당국이 각 가정의 부엌에 정수기 (각
가정 1 개소)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방안



극복의극복의 녹조녹조, , 믿음의믿음의 정부정부, , 물물 행복행복 국민국민

녹조기술의 평가와 선택

정수처리방법의 평가 기준 (西谷浄水場)

1. 정수처리의 안정성

2. 수명주기비용(Lifecycle cost)

3. 유지관리성

4. 환경부하

참고 : 기술 선택의 기준 (일본 정수장의 사례)

정수처리 안정성의 평가 지표 평가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상정한 미래의 원수 수질을 초과하는 원수

수질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다.
◎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상정한 장래의 원수 수질에 항상 안정적

처리가 가능하다.
○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상정한 장래의 원수 수질에 어느 정도 안정적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원수 수질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안정적인 처리가 어렵다.
△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상정한 장래의 원수 수질에 항상 안정적

처리가 곤란하다. 가능하다. 원수 수질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수질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
×

수명주기 비용 지표 평가

수명주기 비용이 가장 유리 ◎

수명주기 비용이 중간 정도 ○

수명주기 비용이 가장 불리 △

유지관리성의 평가 지표 평가

유지관리가 가장 용이 ◎

유지관리의 난이도가 중간 정도 ○

유지관리가 가장 곤란 △

환경부하의 평가 지표 평가

CO2  배출량, 발생오니량이 가장 적음 ◎

CO2  배출량, 발생오니량이 중간 정도 ○

CO2  배출량, 발생오니량이 가장 많음 △

“환경 부하”는 정수 처리 및 폐수 처
리 과정의 전력 소비에 따른 CO2 배
출량 및 발생 고형물량을 산출

“환경 부하”는 정수 처리 및 폐수 처
리 과정의 전력 소비에 따른 CO2 배
출량 및 발생 고형물량을 산출

"수명주기비용"은 50년 동안의 총
비용 (건설비, 갱신비, 수선비, 전기
요금, 약품 비용 등)을 산출

“정수처리의 안정성” : 원수의 냄새 등의 수질변화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를 평가



일본사례의 시사점

Ø 수원에 대한 평가와 수원관리가 녹조대응의 가장 우선 순위

Ø 기존공정에서의 일시적 대응보다는 기존 공정의 개선 등 근본적인
대응에 중점

Ø 정수처리 공정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하여 최
적의 방안을 선택

Ø 물안전계획의 수립을 통해서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의 위험관리



상수도 녹조 대응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법제 개선 방향

수원평가

상수원 수질검사

훼손수계지정
(녹조우심수계)

특별대책의 수립
물안전계획 수립

수질측정망
수질검사

조류경보

정수장 조류대응
가이드라인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평가지침

상수원수
수질검사

기준충족
가능성 평가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

수도법, 물환경보전법 수도법, 물환경보전법, 4대강수계법



○ 국회의 대응

- 4대강 사업의 조사와 평가에 중점
- 조사와 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복원계획을 수립

Ø 조사와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전문조사평가 기관의 지정 혹은 설치

Ø 계획의 이행을 위한 재정 및 행정적 지원방안 등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 

법률명 제안 주요 내용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

서형수 의원등

16인

§ 낙동강 및 낙동강 수계의 인공구조물과 수질 악화 및 수생

태계 파괴와의 상관관계를 분석

§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위원회

§ 자연친화적인 하천 및 하천 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

4대강 사업 검증(조사·평가) 및 인

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

한 특별법안

홍영표의원 등

11인

§ ‘4대강 사업 검증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설치하여 4대강

사업의 진상규명과 평가, 재자연화 방향, 친환경적 유지관

리 방안 등을 결정

§ 하천 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 및 자연친화적인 하천 관리

방안을 수립



상수도 녹조대응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법규 조문 내용

수도법
제29조(수질검사와 수량

분석)

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 및 정수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취수량·정수량

및 공급량등에 대한 수량분석을실시하여야한다.

상수원 관리

규칙

제24조(원수의 수질검사

기준등)
법 제29조에따른 원수의 수질기준

수 질 수 생 태

계법(물환경

보전법)

제21조의3(상수원의 수

질개선을위한 특별조치)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수질오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

질오염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상수원의 수질오염으로 먹는 물 수질관리기준(「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

기준을 말한다)의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제1호의 수질관리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오염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

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환경보전

법

제21조의5(조류에 의

한 피해 예방)

환경부장관은 조류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공공수역관리

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하천·호소등을 수원(水源)으로 하는

취수시설또는 정수시설의관리자에게명할 수 있다.

1. 상수원 원수평가제(Source Water Assessment) 도입

상수원 원수 평가에 관한 법규상수원 원수 평가에 관한 법규



1. 상수원 수원 평가의 도입

상수도 녹조대응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상수원 수질평가와 대책상수원 수질평가와 대책

정수장 기술진단 중 원수 수질등급 평가

수도법 제29조(수질검사와 수량분석) ①일반수도사업
자는 원수 및 정수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취수량·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수량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상수원 관리규칙 24조(원수의 수질검사기준등) ①법 제
29조에 따른 원수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1.2.16>
1. 하천수 및 호소수：「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항목 기준값(㎎/L)

카드뮴(Cd) 0.005 이하

비소(As) 0.05 이하

시안(CN)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1)

수은(Hg)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1)

유기인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납(Pb) 0.05 이하

6가 크롬(Cr6+) 0.05 이하

음이온 계면활성제(ABS) 0.5 이하

사염화탄소 0.004 이하

1,2-디클로로에탄 0.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4 이하

디클로로메탄 0.02 이하

벤젠 0.01 이하

클로로포름 0.08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0.008 이하

안티몬 0.02 이하

1,4-다이옥세인 0.05 이하

포름알데히드 0.5 이하

헥사클로로벤젠 0.00004 이하

수질 및 수생태계(하천, 호소)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1. 상수원 수원평가의 도입

ü수질지수의 산정 방법은 캐나다
환경부에서 개발한 공식을
기초로 하고 있음.

ü 이 지수는 측정빈도와 수질기준
초과정도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며, 1년을 단위로 평가. 

ü평가항목은 현행 국내 하천수
수질지표의 9개 항목을 기준

ü수질기준은 7가지 단계 중에서
2번째 단계인 좋음 기준

ü수질지수의 산정 방법은 캐나다
환경부에서 개발한 공식을
기초로 하고 있음.

ü 이 지수는 측정빈도와 수질기준
초과정도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며, 1년을 단위로 평가. 

ü평가항목은 현행 국내 하천수
수질지표의 9개 항목을 기준

ü수질기준은 7가지 단계 중에서
2번째 단계인 좋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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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수질지수에 의한 원수 수질의 평가의 예시

[UNEP의 범지구수질평가지수(GWQI)]

종합수질지수에 의한 원수 수질의 평가의 예시

[UNEP의 범지구수질평가지수(GWQI)]

상수도 녹조대응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1. 상수원 원수 평가의 도입

Ø 수도법 제29조의 1(안) (원수의 평가) 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의 수질을 검사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Ø 수도법 시행령 OO조 (안) (원수의 평가 기준) ①법 제29조의 1에 따른 원수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하천수 및 호소수 : (수질예보제와 조류경보제 대상 하천, 호소)

등급

수소

이온

농도

(pH)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L)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L)

총유기

탄소량

(TOC)

(㎎/L)

부유

물질량

(SS)

(㎎/L)

용존

산소

량

(DO)

(㎎/L)

총인

(T-P)

(㎎/L)

대장균군

(군수/100mL)
조류

냄새물질

(ng/L)

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Chl-a

(㎎/㎥)

남조류

세포수

(cells/㎖)

지오스민 2-MIB 

좋음 Ib 6.5∼8.5 2 이하 4 이하 3 이하
25 

이하

5.0 

이상

0.04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상수도 녹조대응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2. 물안전계획의 도입

Ø 녹조우심 지역에 유역단위 물안전 계획 도입

- 단순한 정수장 관리계획이 아니라 원수부터 주민소통까지를 포함한

안전계획 (원수평가, 수도시스템 평가, 국민소통)

Ø 기존의 상수도 진단과 평가, 녹조대응 정수장 가이드라인, 고도정수처리

도입 지침 등과 연계 혹은 통합

Ø 한국형 물안전계획 : 단순한 시설관리나 운영효율화를 위한 안전계획이

아니라 진단과 평가, 기술도입, 시민소통에 중점을 둔 물안전계획

Ø 모든 정수장이나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원수평가에 따라

계획수립이 시급한 지역부터 순차적, 선택적으로 수립

상수도 녹조대응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2. 물안전계획의 도입

수도법 OO조 (물안전계획의 수립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원수평가 결

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에게 물안전계

획의 수립등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상수원의 원수의 수질오염으로 먹는 물 수질관리기준(「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말한다)의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제1호의 수질관리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오염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물안전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물안전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드는 비용의 일

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수도 녹조대응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법률 조문 내용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실태 등

제24조(환경정보의 보급 등) 환경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 등

물환경보전법

제23조(오염원 조사) 수계영향권별로 오염원의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제9조(수질의 상시 측정 등) 하천·호소 등의 수질을 파악하기 위한 측정망 설치, 상시측정

제9조의 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제28조(정기적 조사 및 측정)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제5조(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운영

제6조의2(물환경 연구·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한 연구·조사 활동을 지원

제16조(수질오염사고의 신고) 유류, 유독물, 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운송 또는 보관 중인 자

제16조의2(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

제19조의2(물환경 보전조치 권고)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

제19조의4(배출시설 등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대상

제21조(수질오염 경보제) 하천·호소에 대하여 수질오염 경보

제21조의3(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특별조치

수도법 제7조의3(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수질관리

하수도법 제68조의2(공공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 등)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

지하수법

제5조(지하수의 조사)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및 개발 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

제5조의2(지하수보전ㆍ관리의 정보화)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운영

제18조(수질오염의 측정)
환경부장관은 지하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설

치하여 전국의 지하수에 대한 수질오염실태를 측정

3. 물환경 조사평가에 관한 법률 통폐합



지침 조문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7조(목표수질지점의 수질측정)

제9조(유역환경조사)

제10조(오염원의 조사)

유역관리 업무지침

제24조(환경기초조사사업)

제6조(유역별 오염원의 조사 등)

제7조(유량조사)

제9조(수역별 수질평가)

조사에 관한 규정: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과 유역관리 업무지침조사에 관한 규정: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과 유역관리 업무지침

• 상수원의 수질에 관한 조사를 결과를 통해 상수원을 평가하고 대책을 수립
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 및 측정을 하고 예경보를 내리는 수준

• 조사와 평가를 공개하고 소통하지 않음.

3. 물환경 조사평가에 관한 법률 통폐합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7.1)

Ø 종전에 「하천법」에서 규정하던 유역조사, 
홍수피해상황조사, 홍수예보, 수문조사 관
련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되, 
물 부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뭄 상황조사와 갈수(渴水)예보의 근거를
마련함.

ü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
하고, 수문조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수
문조사 전담기관 운영에 필
요한 경비를 위한 출연 근거
를 마련

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자원 관련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자원 정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
도록 함

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및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3. 물환경 조사평가에 관한 법률 통폐합



물환경정보시스템

국가상수도 정보시스템

유량조사 사업단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소

4. 물환경 조사 및 평가전문기관의 설치



Ø 시가현 비와호 환경 과학 연구 센터는 비와호와 시가의 환경 문
제에 대해 과학적 측면에서 과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미지
의 현상을 해명하고,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제
언을 실시. 

시민들에게는 연구소에서 파악한 내용과 기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과학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책에서 나오는 내용보다 실물에 대한 처리나 실험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야 시민들의 불안을 잡을 수 있다. 

4. 물환경 조사 및 평가전문기관의 설치



4대강
물환경연구소

Ø 한강물환경연구소의 주요업무는 팔당호를 포함한 한강수계 하천ㆍ호
소의 수질 및 생태계보전에 관한 조사ㆍ연구로서 특히, 조류 발생 메
카니즘 규명 및 제어기술, 환경친화적인 수질정화 기술, 하천ㆍ호소의
오염물질 자정능력 평가분야 등에서 학문적 수준을 뛰어 넘는 현장 실
용화 중심의 환경기술 개발과 보급 활동에 힘을 다하여 왔으며, 이러
한 연구결과는 상수원 보호를 위한 수질관리정책 수립의 핵심자료로
서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4. 물환경 조사 및 평가전문기관의 설치



한강수계
관리위원회

낙동강수계
관리위원회

영산강수계
관리위원회

금강수계
관리위원회

한강
물환경연구소

낙동강
물환경연구소

영산강
물환경연구소

금강
물환경연구소

유량조사 물환경조사 유역정보 물환경감시

Ø 4대강 물환경연구소를 4대강 물환경의 조사 및 평가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으
로 개편

Ø 기존의 유역차원의 조사 및 평가와 관련된 기능을 통합하여 유역청 혹은 수계
위 산하의 독립적인 조사/연구 기관

Ø 장기적으로는 물환경 뿐만 아니라 수량 및 유역정보까지를 포함하여 조사 (물
기본법 제저 등 물관리체계 개편 필요)

4. 물환경 조사 및 평가전문기관의 설치



<참고 : 물환경 보전법>

제5조(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제9조(수질의 상시측정 등)

제9조의2(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등)

제9조의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제9조의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고시)

제10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0조의2(물환경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

제16조의2(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

제16조의3(수질오염방제센터의 운영)

제16조의4(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1조(수질오염 경보제)

제21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제21조의3(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제22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등)

제23조(오염원 조사)

제27조의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

제OO조 (상수원 수질의 평가)

제OO조 (상수원 관리 특별대책지역)

제OO조 (수원 복원 대책의 수립)

제OO조 (물안전계획의 수립)

정부의 지원

조사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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