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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의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중간처리 개선연구
글. 자원순환연구과 김태성 연구관

지난해 1월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올해 

1월까지 약 1년간 코로나 관련 의료폐기물량은 이전과 비교해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발생 추정치는 약 7천 5백 톤 이상이며, 

이렇게 방대한 코로나 관련 폐기물은 감염성을 고려할 때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 

전용운반차량과 전용소각 시설에서만 처리하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 중이나 최근 급증하는 의료폐기물 대비 

처리시설이 부족하여 향후 적정처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발생량 감소와 더불어 전용소각장 증설이 필요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님비 현상*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 시대 의료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의 연구내용을 살펴본다.

*   님비 현상(NIMBY):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 위해적인 요소가 들어서는 것을 꺼리는 현상

 의료폐기물이란?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되는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의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의료폐기물은 크게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3가지로 대분류되고, 위해의료폐기물은 다시 

5가지 중분류로 구분되어 의료폐기물은 총 7가지 종류로 

구분되어진다. 코로나19 관련 폐기물과 같이 감염병에 해당되는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에 해당된다. 

03. 2021 

표 1. 의료폐기물의 종류와 예시

의료폐기물 종류 예시

격리의료폐기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위해  

의료

폐기물

조직물류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병리계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손상성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생물·화학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혈액오염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일회용 기저귀(감염병 

환자나 병원체 보유자가 사용한 일회용기저귀가 아닌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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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폐기물의 발생과 처리

2019년도를 기준으로 의료폐기물의 발생량은 총 233,825톤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5년에 약 20만 톤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16.8%의 증가율을 보였다. 의료폐기물 

중에서는 일반의료폐기물이 전체 발생량의 약 73%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혈액오염 폐기물이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료폐기물의 처리방법에는 소각, 

멸균분쇄, 재활용, 기타(폐수처리 시설 등)가 있는데, 그 중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에서 소각하는 방법이 약 93%(2018년 

기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코로나 이후 격리폐기물의 양은 이전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했지만 

격리폐기물은 전체 의료폐기물에 자치하는 비율이 약 2-3% 정도로 

크지 않고 코로나로 인해 급한 상황을 제외한 병원 진료가 줄어들어 

전체 의료폐기물은 이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5% 이상 감소하였다. 

 의료폐기물의 관리상 문제점은?

의료서비스의 발전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의료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의료폐기물 발생량 그래프 참조), 

의료폐기물의 발생량은 2015년부터 20만 톤을 넘어 전용소각장의 

허용용량을 초과하였다. 2018년도에는 전용소각장의 가동률이 

117%로 법적 최대 가동 한계치인 130%에 임박했다는 평가를 

받기로 하였다. 의료폐기물은 그림2와 같이 엄격한 처리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으나 최종처리 장소의 전용소각장 증설은 주민과 

지자체의 입지 반대가 강해 신규 시설 설치나 증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그림 2. 의료폐기물 처리과정

보관

전용 용기의료 폐기물

운반

전용 차량

처리

전용 소각장

그림 1. 의료폐기물 발생량과 처리 현황

의료폐기물 발생량 의료폐기물 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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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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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재활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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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폐수시설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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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은 국내 13개소이며, 그 중 3개소만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나머지 

10개소는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폐기물의 발생량의 약 50% 정도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70% 정도는 장거리 이동을 통해 지방에서 

처리되고 있다. 이에 따른 의료폐기물의 이동 간 감염 가능성과 처리비용이 증가되는 현상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이란?

멸균분쇄시설이란 폐기물을 재사용 할 수 없도록 원형을 잘게  

부숴 고온증기 혹은 마이크로웨이브, 화학처리 등의 방식으로 멸균 

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의료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로서 기계적  

처분시설에 해당하며 처리대상 의료폐기물의 종류에는 병리계 

폐기물(폐시험관, 슬라이드 등), 손상성폐기물(주사바늘, 수술용  

칼날 등), 혈액오염폐기물(폐혈액백 등), 일반의료폐기물(탈지면, 

붕대 등)이 포함된다. 보관·운반 시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 

흘러내릴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 의료폐기물은 처리대상에서 제외 

된다. 멸균분쇄시설을 이용할 경우 전체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약 85% 이상 처리가 가능하다(2019년 기준). 즉 의료폐기물을  

멸균분쇄시설로 병원이나 현장에서 빠르게 처리하면 그 잔재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소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의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

되고 있다. 

표 2.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 위치 및 처리용량

구 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제주 합계

개소 수 3 3 2 5 0 13

소각용량(톤/년) 48,018 45,263 14,060 58,187 0 165,528

또한 의료폐기물 발생량 대비 처리시설 부족으로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이 상승하고, 불법처리 

업자에 의해 장기간 미처리된 의료폐기물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2019년 수도권 

2천 톤, 대구·경남 1.4천 톤). 그림 3.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 위치

그림 4. 멸균분쇄시설의 종류 및 특징

멸균효과가 가장 높으며 많이 사용되는 방법

증기 처리

연속처리가 장점이며, 현행법 기준 경제성 적합

마이크로웨이브 처리

악취 없이 청결 유지가 가능하며 부피 작음

화학 처리

포천

연천
용인

천안 진천

논산

광주

장흥
진주 부산

고령
경산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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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멸균분쇄시설 멸균효과 확인을 위한 대표균주 및 멸균수준

구분 멸균수준 열처리 대표균주 화학처리 대표균주

그람양성 세균 99.99% Bacillus atrophaeus Bacillus subtilis

그람음성 세균 99.9999 % Staphylococcus aureus Staphylococcus aureus

항산성 세균 99.9999 % Mycobacterium fortuitum Mycobacterium fortuitum

곰팡이 99.9999 % Candida albicans Aspergillus niger 또는 Candida albicans

외피단백질바이러스 99.9999 % Bacteriophage Bacteriophage 또는 Influenza (H1N1)

 표 3. 국내외 멸균분쇄시설 처리 허용방식 비교

구분 열 처리 화학 처리 기타 처리

한국 증기, 마이크로웨이브, 열관 비허용 비허용

WHO 증기, 마이크로웨이브, 건열 살균제, 알카리 가수분해 방사(조사), 생물학적, 기계적

바젤 증기, 건열 화학제 초단파, 조사법, 캡슐화

미국
캘리포니아 증기 담당부서 승인 시 사용가능 담당부서 승인 시 사용가능

플로리다 증기 허용 허용

일본 증기, 건열 허용 -

영국 증기, 마이크로웨이브, 건열 허용 감염성이 없을 경우 직매립허용

   멸균분쇄시설 활성화와 안전한 사용을 위한 기준 및 

처리방법 개선 연구

현재 멸균분쇄시설은 분당서울대병원 등 3개소에서만 설치·운영 

중이며 이는 의료폐기물 처리량의 1%도 되지 않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 이유는 그간 「교육환경법」에 따른 입지제한으로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어려워 전용소각 중심으로 의료폐기물이 처리되었고, 

2004년 이후로 멸균분쇄시설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예로서 우리나라는 멸균방식 중 열처리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WHO, 미국, 일본 등에서는 화학처리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시간당 처분능력이 100㎏ 이상의 대용량시설만 허용하고 있으나 

선진국에서는 소형시설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멸균분쇄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공간 확보와 초기 시설 

설치비 부담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중·소규모 시설을 허용하여 

공간 확보 부담을 줄이고, 처리방식도 국제기준에 맞추어 확대하여 

시설의 시장경쟁체제 형성이 필요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렇게 

멸균분쇄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이와 더불어 

안전한 사용을 위한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멸균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아포균(그람양성세균) 

1종만을 99.99% 살균하는 현재의 방법 대신 각기 다른 종류의 

미생물 5종(그람양성세균, 그람음성세균, 항산성세균, 곰팡이, 

바이러스)을 대상으로 살균효과를 99.9999%로 강화하는 기준 

적용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림 5. 멸균분쇄시설 멸균검사 대표균주 

아포균

Bacillus atrophaeus

Bacillus subtilis

항산성균

Mycobacterium fortuitum

그람음성세균

Staphylococcus aureus

곰팡이

Candida albicans

Aspergillus niger

바이러스

Bacteriophage

Influenza (H1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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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21~’23년) 화학처리 방식 멸균·분쇄시설 

실증 추진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부터 내후년까지 소규모 화학처리 

방식을 사용하는 멸균분쇄시설의 병원 현장 실증을 추진하여 

시설의 효과와 안전성을 사전 검토할 예정이다. 실증예정기기는 

소독제를 활용한 소형멸균분쇄시설로 멸균 관련 국제기준을 

충족하였으나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화학처리방식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서 산업자원부의 산업융합촉진법에 근거하여 실증을 

추진하고자 한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 적용을 배제하고 이후 안전성이 

확인되면 시장 출시를 위해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또한 화학방식의 멸균 효과를 다양한 미생물을 대상으로 

확인하고, 사용한 화학제의 안전한 처리와 멸균장비의 안전성 

등을 현장검증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화학처리방식 

멸균분쇄시설의 평가방안과 법적기준을 마련하여 환경부에 

정책제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열처리 방식의 멸균분쇄시설만 허용하는 것에서 다양한 

방식의 중·소형 멸균분쇄시설을 허용할 경우 멸균분쇄시설의 

설치가 활성화되고, 많은 의료폐기물이 현장에서 처리될 수 있다. 

의료폐기물을 전용소각장에서 처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용소각장의 처리량은 여유가 생겨 코로나 폐기물과 같이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격리폐기물의 처리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크기) 1650 x 780 x 1415 mm / 670kg

•(방식) 분쇄 + 소독

•(속도) 15분 이내

•(소독) 과산화수소, 과산화아세트산

•(결과)  폐기물 부피 감소(80% 이상)全병원성 미생물 

제거(STAATT level 4)

•(용량) 1회 80L 의료폐기물 처리 可 

① 발생 ③ 분쇄② 투입 ④ 멸균(소독) ⑤ 배출

그림 6. 소형 화학처리 멸균분쇄장비

문 의: 032-560-7512 (kimts3@korea.kr)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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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국민 공개 데이터 및 사이트를 소개하는 콘텐츠입니다. 

현재 과학원에서는 대기, 물, 생활을 주제로 14개의 대국민 사이트를 운영 중입니다.

① 대기질 정보 : 수도권 대기개선 통합관리시스템

② 물환경 정보 :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물환경정보시스템, 전국오염원조사 온라인 시스템, 수질예측 정보시스템, 

실시간수질정보시스템, 수질총량정보시스템, 수질총량정보시스템 GIS서비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시스템

➂ 생활환경 정보 :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시스템, 나노안전성정보시스템, 환경시험·검사 종합운영시스템, WHO 취약계층 

환경보건 협력센터,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이번 3월호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자료 입력부터 제출, 검증, 공개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데이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에 도움되는 환경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버려지는 폐수의 성분 중 별도로 구분·관리되는 유해물질이 

있다. 적은 양으로도 인체와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다. 환경부에서는 사업장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을 조사하여 공개함으로써 자율적인 저감을 유도하고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를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시스템’에 들어가 수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무엇이며, 배출량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해당 물질 배출량을 조사하여 제출해야 하며, 환경부는 

이를 확인 검증하여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는 특히 사업자 스스로 회사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현황을 파악하여 원천적으로 관리하고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적극행정 제도 중 하나로,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한다.

관계법령

•「물환경보전법」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6조의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3조의4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시스템  
알아보기
글. 물환경공학연구과 최현진 연구사

정보화 소식 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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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의 배경은?

2002년부터 4대강 수계법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제도가 시행되어 왔으나 업체 및 지자체 등의 관심 부족으로 

개선이 필요하였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물환경보전법에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를 도입(‘18.1.18 시행)하여, 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을 조사·공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1~3종 사업장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준 

이상(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로13의2)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제 1종 사업장은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이상, 2종 사업장은 

700㎥ 이상 2,000㎥ 미만, 3종 사업장은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을 말한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시스템은?

사업장에서는 전년도 말(12월 31일)까지 측정한 자료 등을 

포함한 배출량조사 자료를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시스템(https://wems.nier.go.kr/swems)’에 입력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입력한 자료는 유역·지방환경청에서 1차 검토를 

거치며, 1차 검토가 완료된 자료는 과학원에서 검증·확정을 하고 

환경부에서는 확정된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➊ 시스템 개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시스템은 제도소개, 자료입력, 

자료검증 등 7개의 주제로 나누어져 있다. 

제도소개에서는 조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사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도식화된 그림을 활용하여 간략하면서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개정되는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물질명과 

기준농도를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1일 폐수배출량이 

2000m2 

이상인 사업장

제 1종 사업장

2000m2 

이상

제 2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m2이상 2000m2 

미만인 사업장

2000m2미만~ 

700m2이상

제 3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m2이상 700m2 

미만인 사업장

700m2미만~ 

200m2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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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사업장의 자료입력

조사자료는 개별 시설별 현황자료를 직접 입력하거나 ‘업로드 

양식’을 이용한 파일제출이 가능하다. 입력된 자료는 기본 양식 

준수 및 시스템 DB에 구축된 공통코드 일치 여부 등 간단한 검증을 

거쳐 시스템 DB에 적재된다. 다소 복잡할 수 있는 자료입력 과정의 

이해를 위하여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을 발간하였으며, 홈페이지 

매뉴얼 창을 누르면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➌ 환경청 및 과학원 검증

검증 메뉴에서는 단계적으로 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 우선 

[환경청 검토]를 통해 제출된 자료가 배출량 조사표 입력사항 누락 

및 오류 등에 부합하는지 검토 후 과학원에 검증 요청을 한다. 

과학원은 자료의 허가서, 시험성적서 확인 및 업종별 배출특성 

등을 검토하여 기초 자료의 특성분석 및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➍ 부가기능

메인 홈 화면에 위치한 [게시판]은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에서 

조사제도 및 시스템 이용 시 생긴 문의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공지사항에서는 조사계획 등 주요 

알림 사항 이외에 2018년 이후 사용자의 질의사항을 수집하여 

발간한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시스템 사용방법 뿐만 아니라 조사제도 전반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Q&A로 정리한 자료로써, 시스템 등 사용자 문의 

해결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시스템(SWEMS)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앞으로도 과학원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공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와 시스템 기능개선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문 의: 032-560-7433 (minerba8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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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여름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로 초임 발령을 받고 

배출계수 업무를 시작한 지도 벌써 횟수로 5년이 흘렀다. 대학원, 인턴, 

연구원 생활을 거치면서 지겹도록 했던 ‘숫자놀음’, 엑셀에 빼곡히 

들어찬 숫자만 봐도 진절머리가 났던 때가 있었다. 절대 하지 않겠다던 

다짐과는 달리 빠져나갈 수 없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나는 지금도 여전히 

배출량 관련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과거 내가 접했던 일들은 누군가 

만들어놓은 방법론, 배출계수, 활동자료 등을 잔뜩 끌어와 배출량 

산정에 활용하거나 산정체계 및 신뢰도 개선을 목적으로 국내 통계, 

관련 연구자료 등을 배출량에 연계하고 배출통계를 만드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였다. 경험이 부족했던 나에게는 남들이 만들어놓은 것들을 

그저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버겁고 어렵게 느껴졌다. 면면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일들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지만 특별히 재미가 있지도 

않았다. 아마도 기존의 업무가 대부분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반복적인 

일이라 스스로 그렇게 느꼈던 것 같다.

이러한 나에게 교통환경연구소에서의 5년은 매사 도전적이며 새로운 

것들의 연속이었다. 국내 교통수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배출계수 적용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이드라인, 편람, 

지침 안에 담긴 수많은 파라미터들,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싶었는데 

배출량 산정에 있어 중요도가 높은 ‘배출계수’를 내가 직접 만들고 

있다는 사실은 신기하면서도 담당 연구관님의 말을 빌리자면 꽤 섹시한 

일이기도 하다. 남들이 보기엔 현재 하는 일이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계수를 만들기 위한 차량 선정, 시험모드 주행, 이를 

계수화하는 모든 과정들이 ‘아직’ 나에겐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인 동시에 

가슴을 뛰게 하는 자극제이다.

교통이란 개념이 우리 일상생활과 가깝고 흔히 접할 수 있다 보니 언뜻 

쉽고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업무인 나에겐 아주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와 같다. 내가 현재 하고 있는 배출계수 업무는 배출규제, 배출원, 

차종, 연식, 규모, 연료, 저감기술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너무도 많다. 

연신 매체에서 보도되는 내연기관에서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연료 

자동차로의 급속한 변화, 에너지믹스의 전환, 정책 마련과 같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거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그것들을 뒤따르는 수많은 규제와 

사회적으로 파생되는 다양한 이슈들, 이 모든 것들을 손바닥 위에 놓고 

있어야 한다. 자칫 이 흐름을 놓치게 되면 속된 말로 바보가 되기 일쑤다. 

그렇기에 나는 특출나지 않은 머리를 열심히 굴려가며 이 트렌드를 

놓치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사실 나의 목표는 이 바닥의 최고 

고수가 되는 것인데, 언제쯤이면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정말 

의문이다. 이놈의 차 많아도 너무 많다.

작년부터 우리 팀은 배출 측면에서 기여도가 높지만 도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이 쉽지 않았던 ‘비도로 부문’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비슷한 성격의 연구가 과거에도 있었지만 ‘배출계수’ 측면에서의 접근은 

최초이지 않을까 싶다. 비도로 부문은 자체 기반만으로는 접근이 어려워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업이 필수적이었고, 다행히 선박, 건설기계 부문은 

좋은 파트너를 만나 과제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선박 시험을 할 

때에는 승선을 위해 코로나 검사를 받는 등 진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별다른 사고 없이 과업을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작년에 진행했던 과제는 미국 ERA 등 외국에서 

개발된 배출계수에 의존하지 않고 ‘배출계수 국내화’를 이루기 위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끝이 났지만 향후 과업에 대한 방향성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의미 있는 연구였다. 

올해도 어김없이 나는 제안서를 꾸미는 등 새로운 과제 준비로 바쁘다. 

해를 거듭할수록 일은 점점 많아지는 느낌이지만 지금처럼만 해나간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다. 

자동차와 이어진 질긴 인연 속에서 숫자놀음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뛰어보련다. 

문 의: 032-560-7612 (smh82@korea.kr)

차차차!  
그 질긴 인연의 끈
글. 교통환경연구소 신명환 연구사

환경인 에세이 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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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성 발사 1주년,  
아시아 위성 협력체계  
시대 연다
글. 환경위성센터 유정아 연구관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19일 정지궤도 환경위성(천리안위성 

2B호) 발사 1주년을 맞이해 그동안 환경위성센터의 주요 성과와 

올해 중점 추진계획을 밝혔다. 

정지궤도 환경위성의 개발은 환경부의 기후대기분야의 

핵심사업 중 하나다. 환경위성의 관측 정보는 고농도 미세먼지 

및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기후변화 감시를 비롯해 국가 

기후대기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과학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정지궤도 환경위성 수명이 10년임을 감안할 때 위성 발사 후 첫 

1년은 위성 운영의 초석을 다진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다. 

지난 1년간의 성과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위성 발사 후 1년간 주요 성과

첫째, 정지궤도 환경위성의 발사 성공 이후 8개월여간의 초기 

시험과정을 거쳐 지난해 11월 18일, 아시아 대기질 위성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은 황사와 미세먼지의 한반도 

유입, 일본 니시노시마 화산 폭발로 분출된 아황산가스 이동, 

대도시나 공업지역에서 배출되는 이산화질소 등이다. 이를 통해 

위성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림1. 황사 및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입되어 한반도 주변에서 관측(‘20.10.20 10:4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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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위성자료의 정확도 개선을 위해 국내외 위성 운영기관 

및 대학 등과 폭넓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8월부터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총 20개 위성 연구기관과 대학이 참여하는 국제 

검증팀을 구성했고, 아시아 13개국*과의 환경위성 공동활용 

추진을 위해 그해 10월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또한 2016년부터 시작한 ‘한-미 대기질 국제공동조사’를 

확대해 환경위성을 포함한 ‘제2차 아시아 대기질 국제 공동조사’ 

사전활동(캠페인)을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했다. 그 결과 

위성이 지상관측 대비 약 80~90% 수준의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셋째, 대기 분야의 환경현안을 해결하고 대기질 예보를 지원하기 위해 위성 기반의 분석 정보를 제공했다. 위성을 이용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성과 분석 등을 수행했고, 지난해 12월부터는 매시간 생성되는 위성영상을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 1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는 올해 환경위성 기반 입체관측망 구축 등 3가지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그림2. 사전캠페인 기간 이산화질소와 오존 검증 예비결과(위성 vs. 판도라)

그림3. 대기질 예보센터 제공용 환경위성 영상

이산화질소

(위성센터 → 예보센터) 주간 평균 8회 실시간 위성영상 자동 전송

오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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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환경위성센터의 중점 추진계획

1. 대기질과 기후 감시를 위한 환경위성 기반 입체관측망 구축

미세먼지 측정 및 기후대기정책 효과의 과학적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위성-항공-지상 관측을 활용한 입체관측망을 확보할 

계획이다. 위성 발사를 계기로 지상관측망과 연계한 입체감시를 

수행할 수 있으며, 집중관측 시에는 항공, 선박 등과 함께 3차원 

입체관측망을 더욱 확대해 미세먼지와 오존 등의 발생 및 원인을 

규명을 해나갈 계획이다. 산간지역과 해상에서는 지상관측망이 

없어 모의계산(모델링)으로만 농도를 추정해왔으나, 정지궤도 

환경위성 운영으로 상시 관측과 고농도 사례(시나리오) 분석도 

가능하게 됐다. 

2. 아시아 위성활용 협력체계(네트워크) 본격 구축

태국 등 환경위성 관측범위 내에 있는 아시아 13개국에는 

지상원격장비(판도라)를 설치해 각국의 대기오염 정책 지원은 

물론 환경협력 강화의 계기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상원격 

관측장비(판도라) 총 20대 중 태국,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은 

올해 내에 설치하고 나머지 16대도 2022년까지 설치를 완료해 

2023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아시아 

위성활용 협력체계(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아시아권 내에서 대기 

분야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환경 외교의 대외 영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3.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 자료 서비스 개시

올해 3월부터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 자료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를 본격 개시할 예정이다. 사전 검증을 기반으로 에어로졸 

광학깊이***(미세먼지 포함), 전층 이산화질소, 전층 오존 등 

8종의 산출정보를 우선 환경위성센터 누리집(nesc.nier.go.kr)에 

공개하며, 오는 10월에는 5종의 산출정보를 추가해 올해 내로 총 

13종****을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대국민 위성 자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위성 자료 모바일 맞춤형 누리집을 올해 6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올해는 위성 기반 입체관측과 

아시아 위성활용 협력체계 구축의 원년”이라면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마지막 달인 3월에는 총력대응과 함께 그린뉴딜,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변화된 국가정책 기조에 발맞춰 대기 및 

기후분야에 위성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그간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 

등을 기반으로 후속 위성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   네팔,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스리랑카,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가나다 순)

**   국립환경과학원, 한국국제협력단,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 

이사회, 한국환경공단

***   대기 중의 에어로졸(미세먼지 포함) 양을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수치로서 값이 크면 에어로졸 양이 많음을 의미

****   에어로졸 광학깊이, 단일산란반사도, 자외선·가시광 에어로졸 

지수, 전층오존, 구름중심기압, 유효운량, 구름복사비율, 

전층 이산화질소, 이산화황(재난 발생시), 자외선지수, 식물 

반응 가중선량률, 디엔에이 손상 가중선량률, 비타민디 합성 

가중선량률 

문 의: 032-560-8445 (jayu@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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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험·검사기관 
99.7% ‘숙련도 적합’
글. 환경측정분석센터 황종연 연구관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년도 전국 환경시험·검사기관의 정도관리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정도관리는 시험·검사기관의 분석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국제표준화기구 평가 방식(ISO/IEC 17025 및 

17043)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숙련도 시험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현장평가로 운영된다.

2020년도 정기 숙련도 시험은 총 1,075개 시험실이 평가를 

받았으며, 1,072개 시험실(99.7%)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장 

평가는 총 264개 시험실 중 259개 시험실(98.1%)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숙련도 시험은 총 9개 분야 112개 항목으로 평가가 진행됐으며, 

그 결과 시험실 3곳(0.3%)의 분석능력이 평가기준(Z-score*)에 

미달됐다. 부적합 시험실은 수질 1개 시험실(0.3%), 먹는물 2개 

시험실(0.9%)로 나타났다. 현장평가에서는 264개 시험실 중 5개 

시험실(1.9%)이 부적합을 받았다. 5개 부적합 시험실은 대기분야 

1개와 수질분야 4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년도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8개 시험· 

검사기관의 판정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지난해 말 통보했다. 

아울러 숙련도 적합판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의 명단(1,075개)을 

’환경시험·검사 종합운영시스템(qaqc.nier.go.kr)‘에 게재했다. 

2020년도 수시 정도관리 평가 대상은 별도로 신청한 291개 

이며, 평가 결과 227개 시험실(76.3%)이 적합판정을, 69개 

시험실(23.7%)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시 정도관리 평가는 

시험·검사기관 신규 등록, 기존 시험·검사기관의 시험항목 추가, 

정도관리 부적합에 따른 재신청 시험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평가에서 부적합 시험실의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신규 등록을 신청한 시험실들의 분석과 운영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시험·검사기관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시험·검사 성적서의 관리(리스크) 평가와 소통도 지속할 예정이다. 

성적서 관리 평가에서는 시험·검사기관의 기술인력과 분석 장비 

보유량을 검토하여 적정한 수준의 시험·검사 성적서가 발급됐는지를 

평가한다. 이를 위해 현장평가 기간을 1∼2일에서 2∼3일로 

연장하고 숙련도 시험 항목수도 확대***해 시험실 운영능력 

평가체계를 내실화할 예정이다. 또한 우편으로 발송되던 정도관리 

적합확인서도 ’환경시험·검사 종합운영시스템‘을 개선하여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향후 숙련도 

시험 항목수 확대와 현장평가 기간 연장을 통해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의 분석능력 향상과 소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Z-score : 측정값의 정규분포 변수로서 대상기관의 측정값과 기준값의 

차이를 목표표준편차(Target Standard Deviation)로 나눈 값

**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차 6개월간 영업정지, 

2차 등록취소 등을 받음

***   1)   105개 항목(2017년) → 108개 항목(2019년) → 112개 

항목(2020년) → 116개 항목(2021년)

2)   2021년 확대 항목 : (대기) Pb, As, Cd, Cr, Cu, Hg, (수질) 

SO42-, NH3-N, Cl-, NO3-N 추가

문 의: 032-560-7904 (hjy671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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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물 등 수돗물 이물질  
신속하게 관리한다
글. 상하수도연구과 최인철 연구관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돗물 이물질 관리를 위한 필터시험법 

활용 안내서를 2월 26일부터 지자체 등 수도사업자를 대상으로 

보급한다. 이번 안내서는 수도사업자가 녹물 등 색깔을 띠는 

입자에 의한 수돗물 수질이상 현상을 발견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수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안내서는 표준화된 필터시험법과 활용방법, 현장 적용사례, 

수질상황에 따른 필터변색 시뮬레이션 결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필터시험법은 녹물 등으로 인한 수질의 이상 여부와 깔다구 

유충 등 미소생물을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다.

수돗물 1ℓ를 0.45㎛ 공경의 멤브레인 필터에 여과하여 걸러진 

이물질의 진한 정도를 육안으로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10분 

이내에 측정이 가능하며 지점 간 또는 시간적 비교도 가능하다. 

또한 필터시험법 결과는 기존 수질 측정 결과와 서로 비교할 수 

있어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도사업자의 빠른 상황판단을 

가능케 해준다. 평상시에는 주기적인 관측을 통해 수질사고 우려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안내서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 

(ecolibrary.me.go.kr/nier) 또는 환경부 디지털도서관 

(library.me.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안내서에 담은 시험방법과 활용방법이 수돗물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 032-560-8341 (cic0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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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의 이모저모
4 4 4 4

 많이 구경해보셨나요?
여기서 잠깐! 지난 2월호 소식지를 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퀴즈, 나갑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국립환경과학원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niernier0)에 [소식지 이벤트]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3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 드립니다. (※ 당첨자는 페이스북에 개별 통보합니다.)

QUIZ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2018년부터 이것을 활용한 대기질 예측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예보관의 대기질 

등급 결정에 도움을 주어 장기적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예보를 가능케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➊ 인공지능 

➋ 이미지 데이터 

➌ 음성 데이터

국립환경과학원은  
보다 많은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소식지에서 보고 싶은 내용이나 잘못된 내용 정정 등  
자유롭게 개선 의견을 보내주세요.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홍보팀에서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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