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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물 검사
Well Water Testing
우리 집 우물물은 마셔도 안전한가?

우물물에 무슨 검사를 하는 것인가?

식수가 여러분의 개인 소유 우물의 물일 경우, 실험실에
검사를 의뢰하여 식수로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1.

세균학적 검사

안전하지 않은 식수는 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병이 나지 않더라도 우물물이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물물에서 발견되는 몇몇 오염물질은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화학적 검사

BC 주의 모든 식수 공급자는 정기적으로 물을 검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 소유의 소규모
시스템(식당, 이동주택 주차장 등), 공동 소유
시스템(공동주택 등),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대규모 시영
시스템 등이 포함됩니다. 인허된 실험실에 물 표본을
보내서 검사합니다.
사유 우물 소유자도 우물물이 식수로 쓰기에 안전한지
검사해야 합니다. 이웃집 우물이 검사에서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집의 우물물도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물물의 안전은 지표면 및 지하의 지질학적
구조, 우물의 깊이와 구조, 기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물물 검사 결과는 검사 당일의 수질을 말해줄 뿐이라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우물물의 수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후, 계절, 가뭄, 홍수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물물은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하며, 미래의 참고를 위해 검사
결과를 보관해야 합니다.

왜 우리 집 우물물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나?
우물물이 맛도 괜찮고 겉보기에도 괜찮을 수 있지만,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세균 및 화학 물질처럼 맛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해로운
물질이 많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물질은 지표 및
지하에서 우물물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 요인은 자연적
원천 또는 사람의 활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곳에서의 농업 활동, 또는 부적절하게 축조되었거나
유지관리되고 있는 정화조로 인하여 질산염 및 비료가
땅에 스며들어 우물물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우물물
유지관리가 부실할 경우에도 물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세균학적 검사
세균학적 검사는 매년 2-3 회 실시해야 합니다. 물에서
발견되는 가장 흔한 세균은 총대장균군과 대장균입니다.
총대장균군
총대장균군에는 땅, 지표수, 동물의 장관 등에 있는
세균이 포함됩니다. 우물에서 총대장균군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식수로 쓰기에 안전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다음을 뜻합니다:


우물의 위생 개선 및 물리적 개량이 필요할 수 있다



우물이 표면 오염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

대장균
대장균은 동물의 장관에서 발원합니다. 우물에 대장균이
들어 있다는 것은 동물 대변이 우물에 들어갔음을 뜻할
수 있습니다. 대변 미생물은 위 및 창자 질병(설사, 구토
등)을 일으키며, 심하게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영유아, 소아, 고령자, 면역결핍증 또는 기타
질환 환자 등은 더 중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식수에 들어 있는 대장균은 시급한 보건 문제이며, 이런
물은 식수로 쓰기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자료표, ‘Total, Fecal & E. coli Bacteria in
Groundwater(지하수 중의 총대장균, 분변대장균 및
대장균)’을 참고하십시오:
www2.gov.bc.ca/assets/gov/environment/air-landwater/water/water-wells/coliform020715_fin2.pdf (PDF 179
KB).

화학적 검사
화학적 검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최소 5 년마다 한 번). BC 주의 지하수에서 일반적인
문제가 되는 화학 물질은 질산염, 불화물, 금속(비소, 납,
구리, 망간 등) 등입니다.

질산염
BC 주 전역의 상당수 우물에서 높은 수치의 질산염이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주로 농업 등의 지표면
활동에 의해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는 곳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HealthLinkBC File #05a 우물물 속 질산염을
참고하십시오.
금속
우물물은 지하에서 나오는 물이므로 흙과 암석에 함유된
각종 금속이 물에 침출될 수 있습니다. 비소를 비롯한
몇몇 금속은 그 수치가 높을 경우 중대하고 장기적인
보건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납, 구리 등의 다른 금속도
배관 및 납땜 접합부를 통해 침출될 수 있습니다. 몇몇
금속의 경우, 맛 또는 냄새가 느껴지거나 얼룩이 눈에 띌
수 있습니다.
기타 화학 물질
우물물에서 발견되는 각종 화학 물질은 사람의 활동이나
자연적 원천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연발생적 화학 물질은 인체에 거의 또는 전혀 위험하지
않은 소량입니다. 예를 들어, 불화물은 소량은 치아에
이롭지만 다량은 아동의 건강한 뼈와 치아의 발달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HealthLinkBC File #28 상수 불소 첨가를 참고하십시오.
농업지역에 거주할 경우에는 농약 검사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유소 또는 공업지역 인근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사회에서 화학 물질 유출 사고가
난 적이 있거나 알려진 오염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검사하는 화학 물질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Safe Water Supply: Vital to Your
Health(안전한 상수 공급: 보건에 필수적인 요소)’
보고서를 읽어보십시오. 관할 공중보건국에서 구하거나
다음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www2.gov.bc.ca/assets/gov/environment/air-land-water/safewater-supply-vital-health.pdf (PDF 183 KB)

우물물을 어떻게 검사해야 하나?
우물물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거나 거주지
내에 있을 수 있는 오염물질을 신고하려면 관할
공중보건국을 통해 식수감독관(Drinking Water Officer DWO)에게 문의하십시오. 보중보건국 연락처 정보는
보건부(Ministry of Health) 'Drinking Water
Quality(식수질)' 웹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www2.gov.bc.ca/gov/content/environment/air-landwater/water/water-quality/drinking-water-quality/healthauthority-contacts
DWO 는 우물물을 검사할 수 있는 실험실을 안내해줄 수
있습니다. 실험실은 필요한 표본병과 설명서를

보내줍니다. 설명서를 잘 읽어보고 그대로 하십시오.
실험실(또는 관할 공중보건국)은 검사 결과를 이해하고
물의 문제 유무를 판정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
검사 결과가 기준치와 같거나 비슷할 경우, 즉각적인
보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적 처리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기준치를 많이 초과할 경우에는 DWO 에게
연락하여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좋지 않은 세균학적 검사 결과는 시급한 보건 문제입니다.
대장균이 발견된 곳에서는 식수를 마시거나, 음식 조리
또는 양치질에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물 끓이기 등의 단기적 처리법에 관해 알아보려면
HealthLinkBC File #49b 식수 소독을 참고하십시오.
대장균이 검출된 곳을 모두 조사하고, 문제의 원인을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장기적 처리 방안을 찾으십시오.
우물 소독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DWO 에게
문의하거나 다음 웹사이트에서 ‘Water Well Disinfection:
Using the Simple Chlorination Method(우물 소독: 간단한
염소화법)’를 읽어보십시오:
www2.gov.bc.ca/assets/gov/environment/air-land-water/wate
r/water- wells/bc_gov_5402_water_well_disinfection_webbr
ochure.pdf (PDF 3.42 MB)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의 캐나다
식수지침(Canadian Drinking Water Guidelines)에는
식수에 들어 있을 수 있는 각종 오염물질의 허용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environmental-workplace-health/waterquality/drinking-water/canadian-drinking-waterguidelines.html

장기적 처리란 무엇인가?
각종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물 처리 장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DWO 는 물 처리 옵션에 관한 일반적 조언을
제공해줄 수 있으며, 물 처리 장비 공급업체는 특정 수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과 처리 장치 구매 및 유지관리, 후속 표본 채취,
지속적 시험 등은 우물 소유자의 책임입니다.
우물물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환경부
물보호및지속가능성국(Water Protection & Sustainability
Branch)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DWO 에게
문의하십시오:
www2.gov.bc.ca/gov/content/environment/air-landwater/water/groundwater-wells

더 많은 HealthLinkBC File 주제를 찾아보려면 웹사이트 www.HealthLinkBC.ca/healthfiles 또는 관내 보건소를
방문하십시오. BC 주 내에서 비응급 보건 정보 및 조언을 찾아보려면 웹사이트 www.HealthLinkBC.ca를 방문하거나
8-1-1(무료 전화)로 전화하십시오. 청각 장애 관련 지원을 받으려면 7-1-1로 전화하십시오. 요청에 따라 130여 개
언어로의 번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