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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안전계획 개요 1 



수돗물과 안전 문제 

우리가 직면한 수돗물 안전 문제 

수도사업자에게 요구되는 능력 

4 

시설 

노후화 
기후 변화 

오염원 

증가 
예산 부족 

정수장 

사고 

상수원 

 환경변화 

수돗물에 대한 신뢰 감소 원인으로 작용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 

엄격한 관리 
및 운영 

물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수돗물 공급 노력을 가시화 

정보공유,  
의견수렴 



물안전계획이란? 

“수돗물 공급의 안전성을 항상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취수부터 수도꼭지까지  상수도의 모든 단계에 걸쳐 포괄적으로 리스크를 평가, 관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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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 수질 오염 최소화  
• 정수처리과정에서 오염물질을 저감, 제거 
• 배수, 급수과정에서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 

수돗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 

• Water Safety Plans(Guidelines for Dringking Water Quality 3rd ) 제창(WHO, 2004) 
• Water Safety Plans Manual(WHO, 2009) 발표 

물안전계획의 목적  

물안전계획의 정의  

• 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도 시스템의 ‘전단계’에서 포괄적으로 위해요인을 평가하고 리스크 
관리를 통해 안전한 물 공급을 확실히 하는 수도시스템을 만드는 것 



물안전계획 핵심 요소와 실행 단계 

5단계 : 피드백 

3단계 :  
운영 모니터링 

2단계 :  
시스템평가 

수도시스템  

개요 정리 
위해요소 파악 

대응 조치와  

리스크 평가 
대응계획 수립 

대응조치  

모니터링 정의 

모니터링 방법  

검증 

운영관리 절차 

수립 

지원프로그램  

개발 

물안전계획의  

정기적 검토   

물안전계획 

개정 

1단계 : 준비  팀구성 

4단계 :  
관리 및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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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시스템 평가 
• 효과적인 운영 모니터링 
• 관리 및 의사 소통 

물안전계획의 핵심 구성 요소 

물안전계획의 실행 단계 

guideline for drinking water quality, 2011 

Water Safety Plans Manuaㅣ, 2009 



• 각 수도사업자의 특성에 맞게 구성, 운영 
• 리스크를 최대한 제어하기 위해 새로운 운영 방법 도입, 관리 방법 변경 

수도사업자 특성에 맞는 
물안전계획 수립 

다양한 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물안전계획 수립 

• 수도시스템 현장의 세부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의 참여 
• 농림업, 산업, 교통, 타 수도사업자, 지자체와 물 소비자 등  
    수돗물과 관련있는 다양한 관계자들의 협력 중요 

• 수도시스템 전체에 존재하는 리스크를 최대한 파악 
• 위해요인의 발생빈도, 영향정도 평가 → 요인별 리스크 레벨 판단 
• 위해 발생가능성, 건강상 위해 심각성 + 신뢰 훼손 요소도 파악 

수도시스템에 존재하는 
리스크 파악, 레벨 평가 

• 물안전계획으로 리스크가 경감되었는지 유효성을 확인 
• 관리 조치가 효과적인지 운영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물안전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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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안전계획의 구현 방법 

물안전계획의 정기적    
점검 및 개선 

• 물안전계획을 정기적으로 재검토 및 개선, 최신의 계획으로 유지 
• 새로운 리스크를 평가, 주요 정수처리시설의 개선 계획 수립 및 적용 



• 수도시스템 전과정 검토 
•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의 적절성 평가 및 개선 방안 마련 
• 위해요인에 대한 관리 방법을 마련하고 명확히 할 것 
• 안전한 물의 일상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개선을 적시에 실시 
• 물안전계획의 전과정 기록 등이 필요 

다양한 구

성원이 함

께 절차 만

들기 

물안전계획  
구현 

이 외에 

안전한 물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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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안전계획의 구현 방법 



국내외 물안전계획  2 



• 인구감소→ 급수인구 감소 →수도료 수입 감소→시설 노후화, 사회경제적 위기 증가 예측 
• 수원의 부영양화에 따른 냄새, 맛, 염소 냄새 및 소독부산물 등 수질문제가 제기 
• 예측불가능하고 제어하기 어려운 환경변화, 재해, 사고 발생에 대한 위기감 고조 
•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만으로 적절한 수질오염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 

2000년대 일본의 상황 

일본의 물안전 현황과 대응 

수돗물 안전을 위한 일본 정부의 대응  
• 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의 폭넓은 시각에서 상호관계를 파악, 문제를 해결 
• 오염 위험에 따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인식 
• 유역관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 하에 수원 수질 오염 대책 마련 필요 

사회경제적 위기 해소 방안으로써 물안전계획 도입 

2004년 2006년 2008년 2013년 …… 2017년 

수도비전 수립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 

수도비전 개정 
새로운 위기요인 분석 
대응을 위한 비전의 구체화 

물안전계획 가이드라인 발표 
도도부현을 비롯한 시정촌까지  
물안전계획 수립 

급수인구100만이상 수도사업자 100% 수립 

전체 수도사업자 중 14% 
(2010년  조사) 

新수도비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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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깨끗한 물에 대한 물소비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 수도사업자의 의무 강조 



일본의 물안전계획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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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시스템 전단계에서 존재하는 위험요인 파악 
• 특정된 항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제어 
• 안전한 물의 공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 

물안전계획의 목적  

• 2008년, WHO의 물안전계획을 바탕으로 일본 현실을 반영한 ‘물안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발표 

• 안전한 수돗물 공급 
• 수도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향상 
• 목표에 맞는 투자 

공장폐수로 인한 수질악화,   
호우 등으로 인한 탁도 등 

수원 

위해요인에 대한 관리방법 

매뉴얼화를 통한   
정밀한 관리 

약품주입 오류, 배관의  결손 등 

위해 

위해요인에 대한 관리 방법 

정수장 

배수, 급수 

매뉴얼화 

매뉴얼화를 통한  
정밀한 관리 

위해요인에 대한 관리 방법 

매뉴얼화를 통한   
정밀한 관리 

누수, 관 파손, 부식, 정수탱크
의 부적절한 관리 등 

매뉴얼화 

위해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성  
확보 

수도꼭지 

위해 

매뉴얼화 

지속적인 물안전계획 개선으로 가능 



•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시정촌에까지 물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 
• 수도비전, 수질검사계획 등 수돗물 관련 정책들과 연결성 유지 

일본의 물안전계획 수립  

• 수도사업자 각자의 특성에 맞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사용자 매뉴얼,  지원툴 제시 

수도비전 
중앙정부 
수도 정책 

수질검사계획 물안전계획 

광역지자체 
수도 정책 

기초지자체 
수도 정책 

수도비전 

수도비전 

수질검사계획 물안전계획 

수질검사계획 물안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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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 물안전계획 가이드라인, 2008 

일본 물안전계획 가이드라인 구성 

일
본

 물
안
전
계
획

 
수도시스템 평가 

계획 수립 및 추진팀 구성 

수도시스템 정보 수집 및 정리 

위험요인 분석 

대응조치 판단 

적절한 관리방법 선정 

대응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물안전계획의 운영 

문서 기록 및 보관 

물안전계획 타당성 검토 및 검증 

지원프로그램 

- 관련 정책 및 제도 등 

물안전계획 
재점검 

13 



동경도 물안전계획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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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수원의 약 80%를 차지하는 토네강과 아라카와강 수질이 양호하지 않고, 유해화학물질
과 병원성 미생물 등에 의한 오염, 수원 수질 사고의 위험이 높아 수돗물의 안전성을 위협 

• 동경도의 모든 71개 수도사업자(정수장 및 송배수 시설)가 물안전계획(동경 고도 품질 프로
그램, Tokyo High Quality Water Management Program)을 수립 

물안전계획 

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통합관리  

HACCP 관리기법 

수원관리 

정수관리 

급배수 관리 

수질관리 

수원 

수도꼭지 
(물소비자) 

언제나 신뢰성(안전성)이 높은 수돗물을 공급해 나가기 위한 시스템 
(정수장은 ISO 9001을 통한 평상시 품질관리,  ISO/IEC 17025를 통한 수질평가 방법 인증) 



수질관리 개요 

수질관리의 과제 

동경도 물안전계획  

물안전계획 관리 운영 

• 수원, 정수장, 송배수의 수질관리 
• 수질검사의 개요 및 계획 

• 안전성 
• 맛 
• 관리자의 기술 계승과 향상 
• 물소비자의 신뢰 확보 

• 계획 수립의 목적 
• 기본이념 및 기본방침 설정 

• 위험 분석 
• 위험 대응 및 대응 절차의 매뉴얼화 

•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 및 정도관리 기법 도입 

• 관리 운영 체제 
• 문서 기록 및 관리 
• 검증 및 재검토 
• 적절한 운영을 위해 교육, 정보 공개 등 대책 

수질관리 향상 방안 

• 기술향상, 물이용자간 연계 등을 통한 수질관리 향상 
• 새로운 오염원, 수질악화에 대한 대응 

동경도 

물안전 계획 

(동경 

고도품질  

프로그램) 

동경도 물안전계획의 구성  



동경도 물안전계획의 위해요인 파악과 평가  

• 93개 종류의 위해요인 추출하고 리스크 레벨과 그에 따른 대응수준을 수치로 정리 

• 각 위험요인과 관련된 수질항목 설정 : 국가지정 검사항목+항목 추가, 총 120개의 항목 설정 

• 공정 단계별 대응 조치를 50개의 표준매뉴얼화, 관련부서에서 구체적인 대응조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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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안전계획 도입 및 실시 상황에 대해서 적극 공개 
• 향후 발생가능 한 모든 피해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안전성을  확보 해 나갈 것인가를 알기 쉽게 제공 

동경도 물안전계획을 통한 소통과 협력  

물소비자에게 물안전계획(고도 품질 프로그램)의 정보 발신 

물소비자들의 의견 청취 

•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양방향 정보 교환이 필수적 
• 물안전계획과 수질검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댓글, 설문 등을 통해 의견 수집 
• 제시된 의견을 계획 수정시 반영 

•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기 위해 물안전계획에 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홍보 
• 물안전계획 추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물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 
• 유역내 다른 수도사업자와 협력, 정보 공유 

1. 

2. 

• 위해요인의 적절한 파악과 평가를 위해서는 유역 관계자간 협력과 정보 공유가 필수적 
• 수원수질개선을 위해 구성된 ‘토네.아라카와 수계 수도사업자 연락 협의회(1971년)’의 

정보 공유 및 연계를 강화  

유역내 관계자의 협력을 통한 상수원 수질 개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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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물안전계획 수립 및 운용의 결과  

• 물안전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안전성 향상, 유지 관리의 향상 및 효율화, 기술의 계승 효과 
• 물안전계획 운용에 의해 유지 관리의 향상 및 효율화, 안전성 향상, 관계자간 연계 강화 효과  

자료 : 물안전계획 수립 및 운용의 효과(2012, 일본 후생노동성) 

• 물안전계획 수립과정에서 '운전 관리 기준의 명확화’,  ‘문서 기록 관리 의식 향상’  
• 물안전계획 수립으로 매년 관계자들이 모여 정수장 운전 관리 상황에 대해 검토하는 자리가 마련

된 것이 물안전계획 수립의 가장 큰 장점 
• 운영 과정을 통해 ‘물안전계획 재검토를 하면서 의제 공유’, ‘잔류염소 관리에 대한 의식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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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물안전 현황 및 대응 

서울시 상수도 관리 현황 

• 제어하기 어려운 환경위기 증가  
   - 기후변화, 방류량 감소 등 수질 관리 위험요인 발생 

• 취정수 단계에서 다양한 기술 도입  

   - 오존, 활성탄 관리, 취수장 나노버블, 고정식 펜스 설치 등 신기술 활용 
   - 정수장 고도처리로 대부분의 오염물질 제거 가능 

• 자체적으로 강화된 수질 기준으로 수질 관리 

   - 신종미량화학물질 관심 증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관리대상 항목을 
매년 점검(310개 항목을 관리중) 

녹조문제에 적극 대응 

• 2015년 한강 중하류 광범위하게 녹조 발생 
• 2016년 ‘한강녹조 대응 종합계획‘ 발표 
  - 민관합동 녹조 대응 협의체'를 2016년 2월 구성, 의견 수렴을 

통해 종합계획 수립 
  - 녹조제거시설 설치, 조류경보제 발령 구간 확대 및 기준 변경, 

한강녹조 발생원인 연구·분석, 한강 오염원 관리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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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원수 수질 확보 상수원 및 취수원 수질관리  

•최적의 수질상태 유지(정수처리기준 만족) 정수 수질 관리  

•찾아가는 수질행정 서비스 구축 배․급수    공급과정  수질관리  

•시민이 체감하는 수질관리 수도꼭지 및 급수과정  수질검사  

아리수 수질검사·관리 종합계획 

서울시의 물안전 현황 및 대응 

• 서울시 자체적으로 종합적이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노력을 전개 

시민과 소통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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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부터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물안전계획 검토 
• 전단계의 위해요인 파악과 선제대응, 관계자들과의 소통보다는 문서관리, 품질관리로 판단 
• 2016년 ISO 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물안전계획 도입 검토 

서울시의 물안전계획  

21 



K-water의 물안전계획 도입 

• 제3절 제21조 물 안전관리 기법(Water Safety Plan ; WSP) 조항 삽입 
• 수도시스템 전과정에서의 물안전관리기법의 운영계획 수립, 매년 점검결과에 대한 분석 

실시, 그 내용을 시설개선 계획에 반영 의무화 
• 160개의 위해요인을 도출하고, 자체적으로 물안전지수(WSI)를 만들어 수도시스템 안전성 평가 

K-water의 물안전계획 도입   

• 2012년부터 물안전계획 도입, 시행 
• 2013년 지방상수도에 물안전계획 도입, 중장기운용계획 수립 
• 2014년 이후 강원, 구미권, 전북 운용계획 수립, 시행 
• WHO의 매뉴얼에 근거하여 K-water 형 물안전계획 개발, PDCA 프로세스 적용  

수도시설운영관리규정에 물안전계획 조항 추가 

* P(계획)-D(실행)-C(평가)-A(수정)의 프로세스로 일종의 적응관리 기법  

K-water 수도시설운영관리규정 K-water WSP 절차 
22 



상수원-정수처리-공급과정 중 상수원 취약성 
확인(상수원 수질 및 시설설비 부분) 
: 조류발생, 고탁도 발생, 홍수, 가뭄 등 통제가 
어려운 위해요소 확인 
가시적 개선이 용이한 정수공정은 비교적 안전 

생산·공급과정별 물안전지수(WSI) 현황(2015년 기준) 

K-water WSP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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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의 물안전계획 도입 결과 

물안전계획을 통해 수도사업자의 투자 우선 
순위 결정과 개선방향 설정 가능 : 수도사업
자가 물안전계획 운영을 통해 효과적으로 수
돗물 안전성 향상이 가능함을 확인 

2017년까지 광역 생활 정수장 전체의 물안
전지수(WSI)를 0.9 이상 달성을 목표 

1. 

2. 

3. 

* 물산업, 2016년 봄호  



국내외 물안전계획의 특징 _ 일본 

• WHO의 개도국 수도시스템 확대에서 벗어나 보다 높은 수준의 수질 관리를 위한 도구 
• ISO 9001, ISO/IEC 17025 등을 통한 수돗물 수질관리 + 상수원 수질관리 
• 유역통합적 관점에서 상수원을 포함한 수도시스템 전과정의 위해요인을 파악, 대응  

1. 

2. 

3. 

상수원 수질관리를 포함한 통합적 수도시스템 평가 

수도시스템의 운영 모니터링 

물소비자 중심의 정보공개 

• WHO의 권고안을 발전시켜 일본 수도상황에 맞게 변용, 적용 
• 리스크 파악이 아닌 파악된 리스크의 적절한 조치가 중요 → 합리적 조치와 조치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수도시스템 전체의 유지관리 수준의 향상과 효율화 도모 
• 계획-실행-모니터링-평가-수정보완의 사이클을 반복, 늘 최신의 관리기법 유지 

 

• 계획과 진행상황을 pdf로 공개,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청취 
• 시민의견들을 물안전계획 수정에 반영, 물소비자들의 욕구를 적극 수용 
• 정책 및 신기술에 도입에 대한 자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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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상황 분석이 가져오는 신뢰 

일련의 대응 과정에서 오는 신뢰  

시민 눈높이에 맞추는 노력이 가져오는 신뢰 

4. 정책간, 레벨간 기조의 일관성 유지 
• 중앙정부 –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의 수도관련 이념, 방향, 목표 일관성 유지 
• 수도 관련 정책의 정합성 

 일관된 정책에서 가져오는 신뢰 



• 국가 및 지자체와 수도사업자간 수질 데이터 연계 부족 
• 수도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접근, 평가하는데 한계  
• 정수장 평가는 기존 기술진단 매뉴얼 등에 근거해 진행, 최신기술 도입 근거 마련 어려움 

국내외 물안전계획의 특징 _ 한국 

• 잠재적 위해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 방법 명확하지 않음 
• 수질모니터링이나 물안전지수 개발 등에 수치에 중점 
• 수돗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심리적 위해요인을 가볍게 평가 

•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계획과 절차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재평가 하는 과정’에
서 이뤄지는 소통과 불신 해소에 대한 인식 부족 

• 수도시스템 마다 갖고 있는 사회경제환경적 특성 고려 무시, 획일화될 가능성 큼 

• 고도의 기술 도입, 엄격한 수질기준 선정 및 국제인증, 광역 및 지방상수도에 대한 
물안전계획 수립 등 다양한 노력이 진행 

• 그러나 관련 정보 공개는 소극적, 노력은 홍보되지 못하고, 의견수렴 과정도 부재 
• 물소비자의 신뢰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 수단으로써 제시되지 못함 25 

정책의사결정자, 수도사업자 중심의 수도 계획 및 운영 

수도시스템 위해요인 인식 차이  

단절적인 수도시스템 모니터링 및 운영 

수준 높은 수돗물 관리와 대국민 소통과 분리 

1. 

2. 

3. 

4. 



녹조 관리를 위한  

물안전계획 3 



목적 주요 내용 

취정수장  

오염물질 유입시 

대응 매뉴얼 

- 「수도법」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새로운 미량유해물질 발견시 처리지침」 등에 근거 

- 피해 발생 및 주민들의 불편을 저감, 정수장에서의 수

질감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고의 사전예방이 목적 

· 수질오염의 단계별 위기경보 설정(4단계) 

· 녹조 발생시 경보, 긴급조치 등 방법제시(소독부산물, 맛·냄새물질

의 처리방법 제시) 

· 사고대책반 구성, 주민공지 등 제시  

· 대응 흐름도를 작성하여 제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평가지침 

「수도법」 에 의해 국고보조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고도

정수처리시설 도입 기준 및 도입절차를 정하고 고도정

수처리시설 도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

는 게 목적 

· 맛·냄새로 인한 민원발생시 고도처리시설 도입을 검토하도록 규정 

· 고도처리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 경우, 시설 도입을 위해 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사항(기초자료 수집, 대안검토, 공정결정 등)을 정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지원 신청의 근거가 됨) 

· 고도처리시설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시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류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조류제거 시설 설치·운영 및 조류

제거물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목적 

· 조류제거시설 종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조류제거물질의 준비 및 사용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 제시 

· 조류제거시설 및 물질 이용 후 사후영향조사 실시 규정 

녹조관리와 관련된 매뉴얼 및 지침 

기존의 위기 대응 및 수도시설 운영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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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주요 내용 

취·정수장  

운영관리  

매뉴얼 

- 취정수장의 전 공정에 대한 

설명 및 운전자가 활용 가능

한 내용을 총망라 

- 정수장 운전요원 교육훈련, 수도사업자의 책무, 기록물 정리 보존 및 긴급조치의 필요성 명시 

- 정수처리 공정, 각 공정별 관리 방법, 수질검사 및 조류관리 대책, 오염원별 수질사고에 대한 처

리대책, 수질사고 시 위기관리 대응 체계, 기타 정수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제시  

- 조류대응과 관련해 조류의 특징, 조류독성, 조류 제거, 조류예보시 조치 행동 등을 포함  

정수장  

조류 대응 

가이드라인 

- 건강한 물 환경 조성 및 깨

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환경

부에서 작성 

- 조류가 발생할 경우 정수처리 단계별 조치 요령, 조류 종류별 제거 방법 등 정수처리 공정 운영

에 필요한 기술적인 내용 수록 

-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해 지오스민, 2-MIB 등과 같은 맛·냄새 물질을 완벽히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 일반 정수처리시설의 공정운영에 대한 최적화에 중점 

- 조류세포 내외의 농도 분포에 따라 발생하는 맛·냄새 물질 존재 형태의 효과적인 공정운영 방

법, 맛·냄새 물질 제거에 적합한 활성탄 선택 방법 등을 제시 

• ,  

녹조관리와 관련된 매뉴얼 및 지침 

물안전계획이라고 하는 도구를 활용해 기존의 다양한 매뉴얼들을 보완하여 

일관되고 연계성 있는 수도시스템을 운영해나갈 필요가 있음 

녹조관리와 관련된 매뉴얼 및 지침 

28 

우리나라 수돗물 안전성 확보는 기술진단을 통한 정수처리시설 효율향상과 최종 생산된 수돗물의 
수질 검사를 통한 안전성 검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각 단계의 분절 정수처리 기술 중심의 지침 사전 예방 및 조치 기능 부족 물소비자와의 소통 전략  부재 



1. 

2. 

수도시스템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녹조관리를 위한 물안전계획의 방향  

신뢰를 훼손하는 위해요인에 집중 

• 시민들이 체감하는 위험과 수도사업자, 전문가의 위험간 인식차가 존재 
• 이를 무시하고 수도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 
• 전문가, 수도사업자 중심이 아닌 물소비자 눈높이에서의 위험요인을 수용, 좀 더 높은 

리스크 수준으로 대응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수장의 수질 품질관리만으로는 녹조로 인한 수돗물 불신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 
• 선진국에서는 음용수질 기준 만족이 아닌 더 높은 수준에서의 수돗물 품질관리 진행 
• 상수원 수질관리를 통합한 수도시스템 위해요인 분석과 대응 필요 
• 안전하고 신뢰받는 수돗물은 수원, 취수, 배급수 전과정에서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함 

29 



4. 

협력, 참여, 의사소통을 통한 수도시스템 운영 

녹조관리를 위한 물안전계획의 방향  

30 

• 물안전계획은 다양한 위해요인을 파악, 평가, 대응만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간 그 
정보를 공유 및 협력함으로써 위기에 공동 대응해 나가는 과정 

• 수도사업 관계자들만의 의사결정으로는 물소비자의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없음 
• 녹조에 대한 불신은 수도사업자 외에, 자연과학자, 공학자, 환경보건 전문가, 언론인, 

규제기관 그리고 지역주민 등 다양한 사람들의 협력을 요구  
• 여러 관계자들이 위해요인을 공유함으로써 대응조치에도 역할분담, 협력 가능 
• 각각의 주체들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역할분담을 할지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3. 

• 현재 수도 관련 지침들은 사고 발생 직후 대응 절차 및 방법에 집중 
• 사후 대응만으로는 수돗물 안전에 대한 불안, 불신을 해소하기 어려움 
• 발생가능성을 예측하고 리스크 수준이 높은 요인에 우선 대응조치를 지원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가능 



• 1단계 : 취수부터 정수까지 
• 2단계 : 원수부터 수도꼭지까지 
• 단계별로 물안전계획 수립 범위 확대 

• 녹조 우심지역의 중소규모 수도사업자 
• 1단계 : 수도사업자별로 수립 
• 2단계 : 유역별로 수립 

• 수도시스템 전체의 잠재적 위해 요인 파악, 대응 
• 성능이나 노후화를 점검, 적절한 기술 도입 등으로 운영효율화 
• 대응 노력과 깨끗한 수돗물 생산 결과를 알기 쉽게 전달 

녹조관리를 위한 물안전계획 추진 체계(안)  

물안전계획 대상 
수도시스템  

공간적 범위와  
수립 주체  

물안전계획의  
목적 

1단계 

2단계 31 



녹조관리를 위한 물안전계획 단계별 추진 체계  

1단계 2단계 

취수장~정수장 

녹조우심지역 

중소규모 수도사업자 

원수~수도꼭지 

유역 

광역 수도사업자,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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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관리를 위한 물안전계획 구성(안)  

물안전계획 재검토 

지원프로그램 

- 관련 정책 및 제도 인벤토리 작성 등 

한국 

물안전 

계획 

물안전계획 수립 팀구성 

물안전계획 개요 

물안전계획의 목적 

000수도사업자의 수질관리 개요 

수도시스템 평가 

수도시스템 정보 수집 및 정리 

위해요인 분석, 도출 

요인별 위험도 판단 

대응 및 모니터링  

현재의 대응조치와 모니터링 개요 

리스크레벨에 따른 대응조치와 관리기준 설정 

대응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공개 및 소통 계획, 운영, 결과 공개 및 공유, 주민 소통  

물안전계획 수정 

수도시스템 운영 정보 공개 , 결과에 대한 온
오프라인 의견수렴 , 계획에 반영 

녹조와 관련된  위해 요인의  
리스크 레벨을 강화 

신기술 도입에 매뉴얼 삽입 
정수장 조류 대응 가이드라인, 취정수장 
운영관리 매뉴얼,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평가지침 등을 보완 

원수 , 취정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또는  
잠재적인 위해요인을 발굴,   
녹조 등 수돗물 신뢰와 직결된 

위해 요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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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자 외에 유역내 다양한 관계자 참여 
수도물분야 외에 타분야 관계자 참여 

현재의 정수장 기술진단 평가 문제점 보완 



결론 4 



녹조관리를 위한 물안전계획 수립  

•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 물소비자와의 소통 전략 등을 포함 
•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심리적 위해요인, 신뢰훼손 요인에 대한 적극적 관리 
• 적합한 기술 도입 지원 가능한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써 물안전계획 도입 필요 

보다 통합적인 수도시스템 평가 및 운영 필요 

신뢰와 협력의 관점에서 수도시스템 관리 접근 필요 

• 기존의 매뉴얼, 지침들은 각 단계가 분절적으로 통합적인 수도시스템 접근이 어려움 
• 정수처리 기술 중심의 매뉴얼들로는 잠재적 위해요인을 인지하고 사전예방적 접근 어려움 
• 새로운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단계별 매뉴얼을 통합적 관점으로 재정리 

35 

이성적  

접근 

감성적  

접근 

수돗물  

신뢰 확보 



다양한 관계자들간 

파트너의식 제고 

• 정부, 지자체와 수도사업자 간 수질관련 데이터의 공유 
• 상수원 및 유역 개발계획 등 부처간, 부서간, 사업간 정보 공유, 협의 
• 정책의사결정자와 지역주민간 계획 및 결과 공유, 파트너 의식 제고 

안정적 재정 및  

인적자원 확보 

•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재정 필요 : 수계관리기금의 활용 
• 위해요인 평가, 수질평가 등  전문기관 필요 : 물환경연구소의 역할 강화 
• 시민눈높이에 맞는 정보로 가공, 확산시킬 인적자원(정보전달자) 육성  

제도적 지원 
• 일본과 같이 지원조례, 법령 등 제시 
• 중소수도사업자도 할 수 있는 계획 작성 툴(소프트웨어) 개발 

물안전계획 운영을 위한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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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에 대처하는 행동을 취하기 위한 참여와 추진력 
• 급수 시스템 및 그 취약성에 대한 인식 증가 
•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 강화 및 협력 증대 

a better understood, better managed water supply system 

• 급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에 직면 할 수 있는 새로운 약속이 생길 수 있다. 
• 수도시스템과 그 취약점을 알고 있는 팀이 생길 수 있다.  
• 새로운 협력이 가능하다.  

물안전계획 수립은 쉽지 않은 과제 

물안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물안전계획을 수립하면…  

37 

- Brian Hubbard(Health Scientist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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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와정보공개와 시민참여시민참여 강화를강화를 중심으로중심으로



1

1. 제안 배경

l 1990년대 후반 대청호 시작, 4대강 본류에서도 해마다 녹조 발생 심각

l '녹조라떼'라는 신조어 유행, 조류발생은 시기와 양에 있어 점차 확대

추세

l 우리나라 취수원 대부분 지표수 의존, 상수원 녹조발생

l 상수원 녹조 발생은 시민들 수돗물 안전성 우려와 직결

l 특히, 남조류 대량발생에 따른 독성물질(ex. 마이크로시스틴) 생성,

소독부산물(총트리할로메탄) 증가 등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 가속화



2

1. 제안 배경

l 정부는 조류대발생 등 상수원 수질에 문제가 있더라도 정수처리를 거쳐

공급되는 수돗물 인체 무해 발표

l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조류발생에 따른 먹는물 안전성 문제 제기

l 현안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입장 차이 존재

l 수돗물 신뢰 구축을 위해서 상호간의 신뢰 형성과 소통이 선결 조건

l 상수원 수질과 수돗물 공급에 대한 정보공개 혹은 시민참여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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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수원 녹조발생에 대한 시민인식

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물 문제 – 녹조 등 수질오염!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물 문제 – 녹조 등 수질오염!

l 건강한 수돗물 정책을 위해서는

-> 상수원 보호와 원수 수질개선에 대한 요구 가장 높아 (34.89%)

물개혁포럼, 2016, 전문가/시민사회 관계자 대상 물정책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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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수원 녹조발생에 대한 시민인식

녹조 발생 보도 후 수돗물 안전에 관한 국민인식녹조 발생 보도 후 수돗물 안전에 관한 국민인식

녹조발생 보도 후 수돗물 안전에 대한 의견은 ‘불안하다’는 의견이 86.6%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시민환경연구소, 2014, 녹조발생관련 국민인식조사

25.3

61.3

9.1
1.3 3.0

매우 불안하다 불안하다 불안하지 않다 전혀 불안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불안하지 않음 10.4%불안함 86.6%

(단위: %, Base: 전체 응답자(n=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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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수원 녹조발생에 대한 시민인식

녹조 발생 보도 후 수돗물 안전에 관한 국민인식녹조 발생 보도 후 수돗물 안전에 관한 국민인식

녹조가 발생하더라도 고도정수처리과정을 통해 마시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은 24.2%에 불과

시민환경연구소, 2014, 녹조발생관련 국민인식조사

(단위: %, Base: 전체 응답자(n=1,000))

1.4

22.8

46.2

16.6
13.0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동의하지 않음 62.8%동의함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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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수원 녹조 발생에 대한 시민인식

이론적 배경

1) 위험정보격차(risk information gap) 

2) 정보의 비대칭성 (information asymmetry)

사회적 합리성

일반시민

과학적 합리성

전문가, 정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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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수원 녹조 발생에 대한 시민인식

신뢰할 만한

기관의 위험 및

평가통제

위험속성에

대한 이해와

정보의 교류

기술주의

극복과

신뢰의 구축

쌍방향

위험정보

소통체계

구축

일반시민들이 위험에 대한

평가와 정보전달과정, 

통제과정에 참여
위험이 발생하기 전 전문가, 

위험관리기관, 일반 시민간의

신뢰감 형성

박희제. 2004. 환경사회학연구 ECO. 위험인식의 다면성과 위험갈등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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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조 발생 및 수돗물 관련 대응 체계 검토

우리나라 상수도 공급체계우리나라 상수도 공급체계

출처: 전국수도정비종합계획2016-2025

환경부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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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조류대응 현황우리나라 조류대응 현황

관련 제도 및 정책 비고

l 조류경보제 물환경보전법

l 수질예보제

l 수질녹조대비 댐보저수지운영기준

l 국무조정실주관 관계부처 녹조대응 대책
회의

l 수계별 수질관리협의회

l 녹조대응 현장 TF 낙동강
핫스팟(Hot-spot) 녹조사전예방협의회

l 정수장운영관리협의회

l 정수장 조류대응 가이드라인

l 조류포럼

l 조류대발생(녹조) 위기관리표준 및 실무
매뉴얼

l 녹조관리협의체 관계부처 합동

3. 녹조 발생 및 수돗물 관련 대응체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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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경보제조류경보제

“조류경보제”는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하천과 호소에

조류가 대량 증식하는 경우

정수처리 여과장치의

기능저하 및 일부 남조류에

의한 독성물질 발생 가능성이

있어 남조류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에 조류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조류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류경보제 운영을 위한 관

계기관별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상수원의 안정성을

확보

조류경보제 운영매뉴얼. 2015.  국립환경과학원

3. 녹조 발생 및 수돗물 관련 대응체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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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경보제조류경보제

친수활동구간

관계기관(수면관리자)

취〮정수장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조류경보제 상수원

3. 녹조 발생 및 수돗물 관련 대응체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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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녹조 발생에 따른 기존 소통체계 검토

하천 및 호소 조류발생 소통 현황하천 및 호소 조류발생 소통 현황



13

주민대응 지침?

거버넌스 체제 도입, 상황인식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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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지자체) 조류 발생 상황 별 조치요령서울시(지자체) 조류 발생 상황 별 조치요령

구분 관련기관(부서) 조치내용

주의보

서울시(물관리기획관) 주의보 발령, 상황실 설치․운영

물재생시설과 하수처리시설 운영철저

상수도사업본부
취수시설 휀스 및 조류차단막설치

정수처리 강화(활성탄 처리)

서울문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주2회 이상 시료채취, 세포수 및 취기분석

정성분석(필요시 마이크로시스틴 등 독소분석)

한강사업본부 조류제거대책 수립, 한강 순찰강화

자치구 하천순찰 및 폐수배출업소 관리강화

경보

서울시(물관리국) 경보 발령, 매스컴 발표

물재생시설과 하수처리시설 운영철저

상수도사업본부
취수시설 부근 휀스 및 조류차단막설치

정수처리강화(활성탄 등 약품투입강화)

상수도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주2회 이상 시료채취, 세포수 및 취기분석

독소정량분석(마이크로시스틴 등 독소분석 병행)

4. 녹조 발생에 따른 기존 소통체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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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류 발생 상황 별 조치요령서울시 조류 발생 상황 별 조치요령

구분 관련기관(부서) 조치내용

경보
한강사업본부

친수활동(수상, 낚시 등)금지/ 어․패류 어획 및 식용금지

조류 제거대책 수립시행

자치구 하천순찰 및 폐수배출업소 관리강화

대발생

서울시(물관리기획관) 조류대발생, 매스컴 발표

물재생시설과 하수처리시설 운영철저

상수도사업본부

취수시설 부근 휀스 및 조류차단막 설치

정수의 마이크로시스틴 등 독성물질이 1ppb이상 경우 급

수중단 및 특별급수대책마련

서울물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주3회 이상 시료채취, 세포수 및 취기분석

마이크로시스틴 등 독소분석

한강사업본부

친수활동(낚시, 수상스키 등) 금지/ 어․패류 등 어획금지

조치 /조류 제거대책 수립, 시행(황토흙 살포, 선박이용 포

기, 팔당방류량 증가요청 등)

자치구 하천순찰 및 폐수배출업소 단속 강화

4. 녹조 발생에 따른 기존 소통체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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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가 바라보는 조류 발생의 심각성시민사회가 바라보는 조류 발생의 심각성

l 2016년 8월 낙동강 〮중하류 마이크로시스틴LR 농도분석

- 자료:  마창진환경운동연합 ,  

B) 조류 모두 포함 (total)

4. 녹조 발생에 따른 기존 소통체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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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조류발생에 대한 입장환경부 조류발생에 대한 입장

구분 계 2012 2013 2014 2015 2016.6

시료수 계 2,951 194 483 816 1,141 317

한강
시료수 1,103 102 70 298 525 108 

농도(μg/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금강
시료수 491 52 57 81 232 69 

농도(μg/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낙동강
시료수 1,357 40 356 437 384 140 

농도(μg/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l 낙동강 수계 총트리할로메탄은 먹는물 수질기준의 1/4 수준으로 안전

l 낙동강은 고도처리, 대청호는 심층취수로 안전한 수돗물 생산 가능

l 한강 수계 정수장은 현재까지 녹조 영향이 미미(조류경보 미발령)

l 영산강과 공주보, 백제보를 취수원으로 하는 정수장 없음

<3대강 수계 정수장 조류독소(microcystin-LR) 검사결과>

환경부 보도자료 2016.8.30  수돗물 안심하고 마셔도 됩니다 중

4. 녹조 발생에 따른 기존 소통체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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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조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소통, 정수의 독성물질 검출 시

대책 마련

5. 녹조 발생에 따른 소통체계 해외 사례

정수 및 처리 과정에서의 시아노톡신 농도에 따른 경보 체계(EPA, 2015)미국 환경부에서 제안하는 시아노톡신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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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지방 정부 차원의 해당 지역 조류 관리 책임과 권한, 녹조 발생 대응 위험 관리 체계

다양한 녹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여러 정부 기관의 부처별 협력 및

민/관 협력 강조

5. 녹조 발생에 따른 소통체계 해외 사례

지역 관련 문서 주요 내용

퀸즐랜드

주

Queensland Harmful 

Algal Bloom Respon

se Plan

●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Resource Management: 

담수, 하구, 해양의 조류 대발생 시 대처, 알림 및 유해조류 제

거 활동, 분석 서비스, 모니터링에 대한 조언 제공

● Queensland Health: 공중 보건에 대한 조언 제공 및 분석

서비스

● 지방 정부: 유해조류 대발생에 대한 정보 교환의 거점 역할, 

알림 및 유해조류 제거 활동

● 물 관리자: 유해조류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물 사용자

/지역 공동체/이해 당사자에게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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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조항 내용

환경정책기본법 제20조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공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2

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하천호소 등
의 수질오염으로 사람이나 생태계
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위해성 평
가 공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3②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공개

수도법 제29조③
수도사업자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실시결과 공개

6. 녹조 발생에 따른 소통체계 개선에 있어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확대

1) 수질관련 환경부의 정보공개 관련 법제 현황1) 수질관련 환경부의 정보공개 관련 법제 현황

√ 과학적, 전문가 중심의 정보 생산 및 전달

√ 정보 및 자료 생산에 대한 접근권 및 시민참여에 대한 법적 허용 없음

√ 법률 각각의 수준에서 정보 공개 명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전달체계 미흡

√ 정보 유통자(수요자) 중심 보다 정부(공급자) 중심의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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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녹조 발생에 따른 소통체계 개선에 있어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확대

2) 환경관련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확대 요구2) 환경관련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확대 요구

l 공공사업에서 주민의 환경정보 접근이용권, 절차 참여권 보호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 2015.12.23)

“환경부 장관에게,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데

있어 지역주민의 환경정보 접근이용권, 절차 참여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환경정보 제공,

적극적 홍보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주민참여 독려 등 효과적인 주민의견

수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004 부안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분시설 건립

2008 밀양 송전탑 건설

2012 강정 해군기지 건설 등 관련 진정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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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조발생에 따른 소통체계 개선 방안 제안3) 녹조발생에 따른 소통체계 개선 방안 제안

① 거버넌스

6. 녹조 발생에 따른 소통체계 개선에 있어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확대

기초자료의 공동 모니터링을 통한 정보의 생산 및 유통 제도화

②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상과 역할의 제고

③ 수돗물정보센터 설치 필요

④ 환경정보 접근이용권 및 절차 참여 보호 실현 방안으로서 오르후스협약 비준

단기적 접근

장기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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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조 발생에 따른 소통체계 개선 방안 제안3) 녹조 발생에 따른 소통체계 개선 방안 제안

① 기초자료의 공동 모니터링을 통한 정보의 생산 및 유통 제도화 필요

정부와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관점, 가치의 추구 등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 접근하는 방식에서 차이 발생

- 상호간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정보 유통

- 다른 결과, 다른 입장

6. 녹조 발생에 따른 소통체계 개선에 있어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확대

지점 시점 항목
조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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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조 발생에 따른 소통체계 개선 방안 제안3) 녹조 발생에 따른 소통체계 개선 방안 제안

① 기초자료의 공동 모니터링을 통한 정보의 생산 및 유통 제도화 필요

l 정보 생산 유통을 위한 거버넌스 모델 구축을 통한 신뢰회복

-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 시스템

- 관련 공공기관의 참여

- 시민사회의 참여

-> 정기적인 조사의 필요성과 지점의 선정, 시료채취 방법, 시기(빈도) 논의

-> 진행과정 모니터링

-> 결과의 공유

6. 녹조 발생에 따른 소통체계 개선에 있어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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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조 발생에 따른 소통체계 개선 방안 제안3) 녹조 발생에 따른 소통체계 개선 방안 제안

2016.8.14대청호

유역단위의 상수원 수질과 수돗물 연계된 관리

및 공급 과정에 시민참여 보장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합리적 선택 제공

(먹는물수질기준, 수돗물 음용)

6. 녹조 발생에 따른 소통체계 개선에 있어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확대

① 기초자료의 공동 모니터링을 통한 정보의 생산 및 유통 제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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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녹조 발생에 따른 소통체계 개선에 있어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확대

가칭

‘상수원

녹조 소통

협의회’

대청호

금강유역

환경청

금강물환

경연구소

대청댐관

리단

대청호보

전운동본

부

대전충남시

민환경연구

소/ 

물포럼코리

아

전문가

-충북대

-대전대

-대전세종연

구원

대전시

상수도사

업본부

대전세종

수돗물네

트워크

상수원 녹조 공동 모니터링

정보의 공동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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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조 발생에 따른 소통체계 개선 방안 제안3) 녹조 발생에 따른 소통체계 개선 방안 제안

②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상과 역할의 제고 필요

- 수돗물에 대한 수질평가를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수도법에서 규정된 위원회(수도법 제30조)

- 사무국, 운영 등에 대한 역할 평가에 따른 한계 극복 및 순기능 확장 필요

예) 서울시수돗물평가위원회

- 정보의 공동생산 (수돗물 취수부터 수도꼭지까지)

- 공동 유통

- 상수도사업본부 사무국 지원의 한계

- 활동과 성과 확장을 위한 장치 필요

5.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확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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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 접근 이용권 및 절차 참여권 보호 실현 필요환경정보 접근 이용권 및 절차 참여권 보호 실현 필요

5.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확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홈페이지 http://arisu.seoul.go.kr/ittecomm/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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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조 발생에 따른 소통체계 개선 방안 제안3) 녹조 발생에 따른 소통체계 개선 방안 제안

5.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확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③ 수돗물정보센터 설치 필요

- 국가수도정보센터 : 일방향 정보제공

-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 수도사업자 중심의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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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조 발생에 따른 소통체계 개선 방안 제안3) 녹조 발생에 따른 소통체계 개선 방안 제안

③ 수돗물정보센터 설치 필요

- 상수원부터 수도꼭지 연계된 수돗물 수질 정보 민/관 공동구축

- 다양한 수돗물 정보 전달체계 생산 및 확보

- 수질관련, 수돗물 부처 칸막이 현실 극복

- 지역과 중앙의 연결 고리_정책 순환

5.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확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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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조 발생에 따른 소통체계 개선 방안 제안3) 녹조 발생에 따른 소통체계 개선 방안 제안

④ 환경정보 접근이용권 및 절차 참여 보호 실현 방안으로서 오르후스협약 비준 및

국내법 제정

- 환경정보로의 자유로운 접근은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시키는 역할

- 리우선언 제10원칙(1992) : 환경문제는 모든 관련 시민의 최대한 참여로

다루어져야 하고, 국가는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환경문제에 쉽게 참여 할 수 있게 하고 공동의 인식과 시민참여를 증진시켜야

한다

5.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확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32

3) 녹조 발생에 따른 소통체계 개선 방안 제안3) 녹조 발생에 따른 소통체계 개선 방안 제안

- 오르후스협약(2001): 환경정보로의 접근, 환경에 관한 결정정차에 있어서의

공중의 참여 및 환경문제에 있어서의 사법으로의 접근에 관한 협약

제4조 환경정보로의 접근

제6조~제8조 환경에 관련된 결정절차에서의 공중참여

- 유럽연합_환경정보공개지침, 공중참가 및 법원에의 접근에 관한 지침 제정

- 독일_ 기존 환경정보공개법 개정(2004)

_ 환경사안에 있어서의 공중참여법 제정(2006) 

5.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확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김봉철. 2013. 환경법상 협동원칙의 실현요소로서 환경보호단체의 참여권과 환경정보접근권

④ 환경정보 접근이용권 및 절차 참여 보호 실현 방안으로서 오르후스 협약 비준 및

국내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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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조 발생에 따른 소통체계 개선 방안 제안3) 녹조 발생에 따른 소통체계 개선 방안 제안

- 오르후스 협약 가입

- 가칭 <환경정보 접근과 (절차)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

-> 환경정보 공개의 확대

-> 정보생산과정에서 시민참여권 보장

-> 수요자 중심의 정보 생산과 유통에 대한 법적 근거 제공

5.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확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김봉철. 2013. 환경법상 협동원칙의 실현요소로서 환경보호단체의 참여권과 환경정보접근권

④ 환경정보 접근이용권 및 절차 참여 보호 실현 방안으로서 오르후스 협약 비준 및

국내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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