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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퇴적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밀조사 방안 마련 연구
글. 영산강물환경연구소 강태우 연구사

환경부에서는 국가물환경측정망 운영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퇴적물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로 운영 10년차를 맞이하게 된다. 

퇴적물측정망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7호에 따라 수저 퇴적물의 환경질 현황조사 및 평가, 퇴적물이 수질과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2014년에 호소 지점이 추가되면서 현재 하천 179개, 호소 147개 지점이 운영되고 있다. 하천 

및 호소 조사는 년 2회 및 1회 실시되며, 수심, 수온, 용존산소 등 현장항목을 포함하여 입도, 유기물, 영양염류, 중금속, 미량화합물질 등을 

조사한다. 퇴적물 오염도는 국립환경과학원 예규 「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에 따라 등급화하여 오염단계를 분류하며, 오염단계에 

따라 필요시 정밀조사 및 원인평가에 대한 후속조사를 실시한다.

06. 2021 환경칼럼

그림 1. 영산강·섬진강 권역 퇴적물 품질 (‘12∼‘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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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물환경연구소에서는 퇴적물측정망 중 영산강·섬진강 권역 내 하천 44개, 호소 29개 지점에 대해 퇴적물 환경질 조사와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그간(‘12∼‘19년) 영산강물환경연구소에서 조사된 결과는 <그림 1>과 같이 하천들보다 호소들에서 유기물과 영양염류 항목들이 높은 농도 

특성을 보였다. 또한, 제주 지점은 TP, Cr 및 Ni 항목에서 꾸준히 높은 농도가 확인되어 “매우 나쁨” 수준의 오염도를 보이고 있다.

퇴적물측정망 운영을 시작한 ‘12년 이후 전국 하천·호소 퇴적물측정망에서 “매우 나쁨”의 오염도가 평가된 지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퇴적물 오염 원인 규명과 관리 필요성이 점차 인식되고 있다. 최근에는 영산강물환경연구소에서 운영 중인 퇴적물측정망 J호소 

지점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오염도가 확인되었으며, 퇴적물 오염 범위와 원인 평가를 위해 광범위한 조사전략을 수립한 후 정밀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오염퇴적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밀조사 방법으로 영산강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한 연구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J 호소의 오염기원을 추적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사전략은 

크게 3가지 접근 방법으로 <그림 2>와 같이 상하류 공간적 분포, 

격자 분포 및 퇴적물 코어를 통한 수직 분포를 수립한다. 첫 번째, 

상하류 공간적 분포는 호소 내부로 유입되는 외부 오염원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상류에서 하류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조사한다. 두 번째, 격자 분포는 높은 오염도가 확인된 지점 중심에서 

오염확산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한 격자간격으로 

조사한다. 세번재, 퇴적물 코어 수직 분포는 높은 오염도가 확인된 

지점 주변에서 가급적 교란이 일어나지 않은 퇴적물을 확보하여 

깊이별 퇴적층으로부터 과거 오염 역사를 추정한다.

 정밀 조사전략을 통한 공간적 및 격자 분포 결과는 <그림 3> 

및 <그림 4>와 같이 나타났다. 이러한 정밀 조사전략을 통해 

오염퇴적물은 공간적으로 “hot spot” 중심 매우 국부적이며, 외부 

오염원의 유입 영향보다 내부 기원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림 3. 오염퇴적물 평가를 위한 상하류 공간적 분포

그림 2. 오염퇴적물 평가를 위한 정밀조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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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오염퇴적물 평가를 위한 안정동위원소 (13C, 15N) 분포

오염퇴적물의 오염기원은 안정동위원소 질량분석기(EA-

IR/MS) 또는 다중검출기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MC-

ICP/MS)를 활용하여 유기물 및 금속류의 안정동위원소비 평가로 

가능하다. 여기서는 안정동위원소 추적기법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한다. 최근 안정동위원소 (13C, 15N) 추적기법은 유기물의 

오염기원을 평가하는 과학적인 기법으로 널리 활용되며, 13C 

및 15N 안정동위원소는 오염기원과 오염 영향을 받은 지점이 

뚜렷하게 구분될 경우 <그림 5>와 같이 유기물 영향을 평가하는 

추적자로서 역할을 한다. 

끝으로, 영산강물환경연구소에서는 오염퇴적물 기원을 보다 

명확히 평가하기 위해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퇴적물 연대 

측정 평가 연구를 추가로 수행 중에 있다. 퇴적물 연대측정 

기법은 퇴적물 코어로부터 인공(137Cs 등) 또는 천연 (210Pb 

등) 방사성동위원소 침적 특성을 이용하여 과거 오염 기록을 

확인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137Cs 인공방사성동위원소는 

대기권 핵실험(1963년)과 체르노빌 원전사고(1986년) 영향으로 

환경 중에 방출되었고, 퇴적물 코어의 profiling에서 가장 높은 

농도 분포가 나타난 깊이를 1963년 또는 1986년 과거기록 

타임마커로 추정한다. 

210Pb 천연방사성동위원소는 자연계 존재하는 238U의 

붕괴계열로 226Ra와 222Rn(불활성 기체) 방사성 붕괴과정을 거쳐 

환경 중에 존재한다. 자연계에서 226Ra와 210Pb는 평형상태를 

유지되어야 하나 불활성 기체 222Rn의 확산 및 거동(인위적인 

기원, 습식·건식을 포함한 대기 침적 또는 토양 침식 등)으로 

불균형이 발생한다. 퇴적연대는 210Pb 등의 profiling에 의해 

깊이에 따라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특성을 이용한다.  

<그림 6>은 수환경의 퇴적물에서 210Pb 순환 및 137Cs 분포에 의한 

퇴적물 연대측정을 평가하는 개요이다. 향후, 이러한 방법들은 

오염퇴적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6. 수환경의 퇴적물에서 210Pb 순환 및 137Cs 분포에 의한 

퇴적연대 평가

문 의: 062-970-3990 (kangtw@korea.kr)

그림 4. 오염퇴적물 평가를 위한 격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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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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역별 대기개선 통합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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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수질정보시스템, 수질총량정보시스템,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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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취약계층 환경보건 협력센터,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이번 6월호에서는 권역별 대기개선 통합관리시스템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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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대기개선 통합관리시스템 소개

• 권역별 대기개선 통합관리시스템 추진 배경 및 근거

-   「수도권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수립된 

기본계획을 과학적이고 계량화된 기반하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   2020년 4월, 해당 법이 수도권에서 4개 권역(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스템 또한 권역별 

대기개선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확대뿐만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에 국한되어 있던 기능에서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기능을 추가하여 대기환경 개선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고도화 작업도 진행 

중에 있다.

-   나아가 공무원 및 지자체 관련 담당자만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발생 사업장에 공정별, 오염물질별 적용 

가능한 방지기술 및 최적방지시설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기관리권역법의 효율적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보고 내용을 법적 근거로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정보화 소식 06. 2021 

권역별 대기개선 통합관리
시스템 알아보기
글. 대기공학연구과 김성철 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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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관리권역 및 해당 지역 범위

 권역별 대기개선 통합관리시스템 구성

•   기존 30개 지역(수도권)에서 77개 지역(수도권+ 

3개 대기관리 권역) 으로 확대

➊ 메인페이지

본 메뉴에서는 에어코리아(https://www.airkorea.or.kr/

index)의 실시간 시도별 농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오염물질별 

실시간 농도 기준 초과 여부를 보여주고 있으며, 2016~2019년 

대기환경 연보와 과거 지역별, 오염물질별 기준 초과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기능별 바로가기 버튼을 제공하고 있어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빠르게 찾아 이용할 수 있다.

❷ 서비스 소개

서비스 소개 메뉴에는 권역별 대기개선 통합관리시스템의 추진 배경, 경과 및 법적 근거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용자의 업무 범위에 따른 

이용 가능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공개되는 대상 이용자는 환경부 관련 담당자, 소속기관 및 해당 환경청 담당자와 4개 권역 시도 

담당자로 제한되어 있다.

권역 지역구분 지역범위 비고

수도권

서울특별시 전지역

기존  

권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

대전광역시 전지역

추가 

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전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흥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광주광역시 전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

부산광역시 전지역

대구광역시 전지역

울산광역시 전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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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도서관 자료실을 운영하여 다음의 내용들을 현행화 및 

관리한다.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 관련 자료 수집

 - 대기오염총량제 및 배출권 거래 관련 자료 수집

 - 기타 대기정책 추진 관련 자료 수집

❹ 계획수립

계획수립 메뉴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관리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검토를 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장래배출량(BAU), 

정책효과(삭감량), 삭감 후 배출량을 산정하여 정책 수립에 

편의성을 제공한다.

❸ 기초자료

기초자료 메뉴는 대기관리권역의 연도별 인구, 에너지, 교통에 대한 일반 통계 정보를 담고 있으며 데이터별 그래프를 제공하여 데이터 

경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기존의 CAPSS 데이터를 시계열로 저장하여 연도별 배출량 변화를 피벗 테이블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며 

대기질 자료 분석, 대책별 경제성 분석 기능을 제공하여 이용자 중 계획수립 담당자의 데이터 가공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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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제출하는 총량(변경)신고서를 기준으로 자료를 입력, 배출허용량 검토서를 작성하고, 검토용을 활용할 수 있으며 기활용 중인 

조서의 양식 변형을 최소화시켜 작업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오염물질별로 할당량을 산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공통자료 자동 생성의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

문 의: 032-560-7348 (ksc772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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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기물의 이해
글. 한강물환경연구소 유순주 소장

환경인 에세이 06. 2021 

자연유기물(Natural organic matter, NOM)이란 자연에 
존재하는 동식물과 분뇨의 분해, 토양 부식 등으로 생성되는 
유기물을 일컫는다. 자연유기물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는데, 인위적 오염원이 없는 산림지대의 
하천수에서도 토양, 낙엽, 수생 동식물의 영향으로 1 mg/L 
내외의 총유기탄소량(Total organic carbon, TOC)을 찾아볼 
수 있다. 자연유기물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성분이며 
대표적인 구성물질로 탄수화물, 아미노산, 지방산, 휴민산, 
풀빅산, 휴믹물질 등을 포함한다. 

자연유기물은 미생물에 의한 분해 정도에 따라 ‘생분해성 
유기물’과 분해가 어려운 ‘난분해성 유기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28일 동안 어두운 호기성(산소를 
좋아하는 성질) 조건에서도 분해되지 않은 물질을 난분해성 
유기물이라 말하며 대부분 휴믹물질과 기타 유기물 일부가 
이에 포함된다. 국내 팔당호 유기물 연구에 따르면 난분해성 
유기물의 비율이 팔당호 내에서 60~70%이고 남한강과 
북한강에서 70~80%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대하천 등 
공공수역에서 난분해성 유기물의 비중이 높다. 난분해성 
유기물은 부영양화 호소에서 식물플랑크톤의 군집 구조에 
변화를 준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수중으로 유입된 독성 
유기물 및 금속류와 결합하여 독성을 낮추기는 하지만 
결합한 상태로 침강하여 독성물질의 체류를 장기화시킬 수 
있고 상수원수의 정수처리 시 소독과정에서 소독부산물 
생성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조류가 발생하는 시기에는 
비교적 분해가 잘되는 조류 기인 자연유기물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유기물 농도가 상승한다. 자연유기물은 그 자체로 

독성은 없으나 생분해성 유기물의 경우 분해될 때 산소를 
빠르게 소모하기 때문에 수중 용존산소의 농도를 낮추어 
물고기 폐사를 일으키거나 미생물의 증식에 영향을 준다. 
생물학적산소요구량(Biochemical oxygen demand, 
BOD)이 이를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이다. 

앞서와 같이 자연유기물은 다양한 요인과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일 물질로 성분을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렵다. 아직까지 관련 연구에서는 자연유기물보다는 
유기물을 수질오염물질로 간주하여 유기물을 산화하는 데 
필요한 산소량으로 파악하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으로 측정하는 방법과 고온에서 
연소하거나 화학-UV 산화하여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탄소 농도를 측정하여 총유기탄소량(Total organic 
carbon, TOC)으로 평가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고 있다. 
BOD와 COD는 산소소모량에 따라 유기물 농도를 유추하는 
간접적인 방법이나 COD의 경우 총유기물을 대표하기에는 
산화력이 낮다는 문제로 2016년부터 환경기준에서 
제외되었고 TOC가 COD를 대체하는 항목으로 물환경 
관련기준에 추가되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유기물 지표 
항목임에도 나타내는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오염도를 
해석하고 기원을 밝히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 최근에는 
분석기기의 발달로 보다 정밀하고 상세하게 유기물의 성상과 
특성을 밝히는 다양한 분석 방법이 개발되어 자연유기물의 
기본적인 정보뿐 아니라 기존 유기물 지표의 관계 및 영향을 
해석하는 데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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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021 환경인 에세이

점차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는 강수량과 강수 패턴의 변화와 
기온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 기온 상승은 수온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특히 수체 규모가 큰 호소 내 체류시간이 
길어지면 상승된 수온이 오래 지속되어 조류 발생을 
증가시킨다. 조류 기인 유기물이 증가하거나 집중 호우의 
발생 빈도가 늘어나면 외부로부터 다량의 유기물이 유입되고 
결과적으로 수체 내 유기물의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호소의 수온 증가가 관찰되고 있는데 호소에서 
수온이 상승한 경우 물벼룩의 군집 변화가 관찰된 바 있으며, 
해양에서는 수온 상승의 영향으로 미소 식물플랑크톤이 
증가하지만 클로로필-a는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다. 식물플랑크톤은 지구적으로 유기물의 기본 요소인 
탄소 순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클로로필-
a가 감소하면 바이오매스가 감소하면서 탄소 순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같이 과거와 다르게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산업구조와 기후변화로 인하여 물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기존의 유기물 지표로는 타 유기물과 
구분하여 자연유기물의 특성과 기원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유기물의 다양한 분석기법을 이용한다면 좀 
더 정확한 원인 규명과 대응이 가능할 것이며 더 나아가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 순환의 영향을 파악하고 예측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 의: 031-770-7201 (ysu1221@korea.kr)

유기물 분석 장비

TOC analyzer

SEC-OCD·OND 

Fluorescence Spectrometer 

FT-IC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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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은 5월 27일 한국 주최로 제18차 

한·중·일 환경과학원장 회의(Tripartite Presidents Meeting; 

TPM18)를 준비하기 위한 온라인 실무진회의(Working Group 

Meeting; WGM)를 개최했다. TPM은 동북아 지역 환경질 개선을 

위해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국립환경연구기관이 모여 환경연구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며, 2004년 제1차 회의 개최 

이래 매년 한·중·일 3국이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실무진회의는 올해 11월 4일 개최될 TPM18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전 회의로, 각국의 실무진 총 12명이 참석했다. 

문 의: 032-560-7063 (mjseo1020@korea.kr)

2021년 한•중•일  
환경과학원장회의(TPM18)를 위한 
사전 실무진회의 개최
글. 연구전략기획과 대외협력·홍보팀

※   TPM :   Tripartite Presidents Meeting among NIER, CRAES 

and NIES

NIER :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Korea

CRAES :   Chinese Research Academy of Environmental 

Sciences, China

NIES : 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 Japan

작년과 동일하게 코로나-19로 인하여 회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과학원(한국)은 3국 환경과학원 간 연구협력 

활성화 방안과 소규모 포럼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 올해는 작년에 

실시되지 못했던 국제워크숍 세션을 소규모 포럼 형식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최근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적응(Climate Change Adaptation) 분야를 발표주제로 

선정하였다. 또한 3국 공동연구 및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 혁신시스템과 메커니즘을 비교하는 세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밖에 3국 공동합의문 서명식, 동시통역 등 본회의 

세부사항 및 일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실무진회의는 한국, 중국, 일본이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합의점을 찾아 나가며 차질 없이 마무리됐다. TPM18에서는 

실무진회의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토대로 3국의 환경연구에 대한 

정보교류와 세부적인 연구협력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될 계획이다. 

과학원은 TPM18을 통해 한국의 최근 연구동향을 중국과 일본 

양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며, 올해 TPM18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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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환경 분야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하계 기간 동안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환경(공)학 관련 학과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개 요

• 장 소: 국립환경과학원(인천시 서구 환경로42 종합환경연구단지)

• 대 상: 환경 관련 전공 대학생 3~4학년 5명

※ 환경(공)학, 화학, 보건학 등 환경 분야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관련학과

• 실습기간: 2021. 7. 12.(월) ~ 8. 6.(금), 4주(20일), 09:00~18:00

• 교육과정: 업무실습

• 보 수: 1일 4만원의 업무실습수당 지급

접수방법

• 접수기간: 2021. 5. 18.(화) ~ 6. 4.(금) 18:00까지  

• 제출서류:   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재학증명서 

각 1부

※ 제출서류 미비(작성사항 및 학과장(지도교수) 확인 등 누락) 시 탈락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eh941228@korea.kr)

※ 메일 제목 : ‘대학생 인턴십 지원_OO대학교_홍길동’으로 반드시 작성

선발기준 및 대상자 발표

• 선발 방법: 전공, 관련 자격증, 학년, 통근거리 등을 고려하여 선발

• 대상자 발표:   2021. 6. 11.(금),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문자공지

기타사항

• 과정 이수 후 실습생에게 ‘국립환경과학원장’ 명의 수료증 지급

• 프로그램 진행 기간 중 무단이탈하는 경우, 미수료 처리

※ 사전연락을 취하였어도 2일 이상 결석 시 수료 불가

• 숙박시설 및 점심 미제공

※ 점심은 구내식당 이용 가능(4,000원/1식)

• 연수생들은 통근버스/셔틀버스 무료 이용 가능

※   통근버스/셔틀버스 노선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과학원소개  찾아오시는 길 참조

• 합격 후 결격사유(기재 사실과 다른 경우 등) 발생 시 합격 취소

•   최종 합격자가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차점자에게 

기회 부여

국립환경과학원 
2021년 하계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실습생 
선발계획 공고

문 의   연구전략기획과 대외협력 · 홍보팀  |  032-560-7078  |  eh94122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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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의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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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구경해보셨나요?
여기서 잠깐! 지난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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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과학원은 햇빛을 이용해 사업장에 
직접 출입하지 않고도 100m 이상의 
높은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는 측정법을 
확립했습니다. 이 측정법은 무엇일까요?

➊ 태양추적적외선 측정법 

➋ 비표적 스크리닝 분석방법 

➌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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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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