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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치유를 위한 마음건강  
프로그램 운영
글.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류승훈 연구사

요즘 들어 ‘가습기살균제’라는 말을 들으면 그 단어의 뜻 때문에 다소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사전적 의미로 ‘살균제’는 미생물을 죽이는 데 

쓰이는 물질이다. 그런데 한때 우리는 건강을 위해 이 살균제를 직접 구매해서 나와 가족을 위해 사용했었다. 가습기살균제는 사용자들에게 

작게든 크게든 신체 및 정신적 피해를 준 것으로 확인되어 현재는 법 제정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에서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과 같이 첨가하여 사용하는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출시하였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폐질환이라 불리는 건강상 영향이 밝혀지기까지 40여 종 998만여 개의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었다. 판매된 대부분 제품의 주요 성분은 구아니딘계열(PHMG, PGH)이며, 이외 CMIT와 MIT(3:1 비율), NaDCC, 

BKC 등이 있다. 2017년 2월 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으로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병 간 인과관계 

규명 연구를 통해 근거가 확보된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천식, 간질성폐질환 등 8개 질환이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되었다. 2020년 

9월 25일 특별법을 개정하여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발생 및 악화된 질환뿐 아니라 후유증, 합병증, 정신적 피해(우울 등)까지 확대하여 

포괄적으로 피해를 인정하고 있다.

그림 1.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경과(국립환경과학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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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신체건강 모니터링(폐활량 검사) 

(서울아산병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제공)

그림 3. 정신건강 모니터링(놀이상담) 

(연세대학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제공)

2017년부터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역학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새로운 

질환 발견 등을 위한 추적조사인 ‘건강 모니터링(특별법 제40조)’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건강 모니터링은 신체건강 모니터링과 

정신건강 모니터링(이하 마음건강 프로그램*)으로 분류된다. 신체건강 모니터링은 공통검사(혈액 및 뇨 검사, 폐기능 등)와 피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검사(CT, 알레르기 검사 등)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음건강 프로그램은 정신적 피해를 완화하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기 위해 

다양한 도구를 이용한 심리검사와 상담,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계 진료로 구성되어 있다.

* 피해자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모니터링’을 ‘마음건강 프로그램’으로 대체

특히 마음건강 프로그램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신적 피해를 구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담

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또한 전국에 분포 

하는 피해자에게 상담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상담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있다.

*   ‘18년 43개소 → ‘19년 114개소 → 

‘20년 158개소 → ‘21년 171개소로 

확대 운영 중

마음건강 프로그램 이용 절차는 

<그림 5>와 같다. 가장 먼저 사전안내를 

통해 피해자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심리검사 결과 또는 상담과정에서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건강 모니터링 병원(전국 13개 

대형병원)을 활용하여 정신의학과에 

진료를 의뢰하고 있다.

그림 4. 협약 지역상담소 현황 (연세대학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제공, ‘21년 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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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마음건강 프로그램 운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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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은 성인과 아동으로 분류하여 진행하고 있다. 성인은 부모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등이 있으며, 아동은 놀이치료, 아동가족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입원, 외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과 코로나19를 고려한 

‘화상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그림 6 참조).

2021년도부터는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외부전문 업체를 통해 모니터링 종료 이후 14일 이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그림 7 참조). ‘만족도 조사’를 통해 피해자의 상담소 이용 편의성, 상담의 질 등의 결과를 검토하여 추후 질 높은 상담 및 상담 편의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향후 장기적인 추적관찰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림 8. 마음건강 카운서트(좌) 및 피해자와 담소(우) (연세대학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제공)

그림 6. 심리상담 소개(국립환경과학원, 2021) 그림 7. 마음건강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국립환경과학원, 2021)

문 의: 032-560-8405 (greenkorea24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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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 물환경관리를 위한 
공공수역 퇴적물 관리
글. 물환경공학연구과 박상정 연구관

환경부는 종합적 물환경관리를 위해 수질, 수생태계뿐만 아니라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바닥에 침적된 퇴적물도 관리하고 

있다. 퇴적물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현재 없으나, 일반 용어 사전 

등에 따르면 흐르는 물 등에 의해 운반된 물질들이 운반력이 

약화된 곳에 모여 쌓이거나 화학적으로 침전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퇴적물은 수질, 상류로부터 유입된 오염원뿐만 아니라 

지각을 구성하는 입자가 풍화, 침식되어 물환경 바닥에 가라앉아 

생성되기도 하여 지각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퇴적물은 부유하며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수생태계 특히 

저서생물의 먹이원, 서식처가 되므로 수생태계의 건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양호한 수질과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위해 퇴적물의 관리는 무척 중요하다. 이번 원고에서는 종합적 

물환경관리를 위해 현재 물환경공학연구과 퇴적물연구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공수역 퇴적물 관리방안과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국가 퇴적물 모니터링, 퇴적물측정망의 운영

국가 퇴적물 모니터링은 2006년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에서 

제안되었다. 이의 이행방안으로 2007년에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기본계획 수립 연구 및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퇴적물 

측정망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하천·호소 퇴적물 시범 모니터링을 거쳐 2011년부터 하천 

퇴적물측정망이, 2014년부터 호소 퇴적물측정망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퇴적물측정망의 결과 평가를 위해 

‘담수퇴적물 관리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11~‘14)’를 통해 

2012년에 유기물(완전연소가능량) 및 영양염류(총질소, 총인) 3개 

항목과 금속류(구리, 납, 니켈, 비소, 수은, 아연, 카드뮴, 크롬) 8개 

항목에 대해 단일등급 체계의 ‘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기준’이 

제정되었으며, 2015년에 금속류 8개 항목에 대해 저서생물 

독성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4등급으로 등급화하여 현재 평가하고 

있다. 또한 현행 단일등급의 유기물/영양염류 항목을 금속류와 

마찬가지로 4등급으로 세분화하는 오염평가 기준을 현재 마련하고 

있다. 금속류 8개 항목은 각 조사지점에 대해 ‘보통’, ‘약간 나쁨’, 

‘나쁨’, ‘매우 나쁨’ 등 4단계로 퇴적물의 질을 평가하고 있다.

퇴적물 국가 모니터링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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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항목

I II III IV

하천 호소 하천·호소 하천·호소 하천·호소

유기물 및 

영양염류

완전연소가능량(%) 13 초과

총질소(mg/kg) 5,600 초과

총인(mg/kg) 1,600 초과

금속류

구리(mg/kg) 48 이하 60 이하 228 이하 1,890 이하 1,890 초과

납(mg/kg) 59 이하 65 이하 154 이하 459 이하 459 초과

니켈(mg/kg) 40 이하 53 이하 87.5 이하 330 이하 330 초과

비소(mg/kg) 15 이하 29 이하 44.7 이하 92.1 이하 92.1 초과

수은(mg/kg) 0.07 이하 0.1 이하 0.67 이하 2.14 이하 2.14 초과

아연(mg/kg) 363 이하 363 이하 1,170 이하 13,000 이하 13,000 초과

카드뮴(mg/kg) 0.4 이하 0.6 이하 1.87 이하 6.09 이하 6.09 초과

크롬(mg/kg) 112 이하 112 이하 224 이하 991 이하 991 초과

비고 1. 등급별 퇴적물의 상태

 가. 금속류

 - I 등급 :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 거의 없음

 - II 등급 :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 있음

 - III 등급 :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 비교적 높음

 - IV 등급 :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 매우 높음

 나. 유기물, 영양염류

 - IV 등급 : 심각하고 명백한 오염

비고 1. 단계별 퇴적물 지점의 상태 및 조치

 가.   보통 : 지질이나 대기의 영향을 일반적인 정도로 받는 

곳에서 나타나는 상태

 나.   약간 나쁨 :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 있으며, 

독성시험을 통해 악영향 확인 필요

 다.   나쁨 :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조사 범위를 상·하류로 확대하여 오염 규모 확인 필요

 라.   매우 나쁨 : 심각하고 명백하게 오염되었으며, 

중장기적으로 배출시설 및 공공수역 관리 필요

 2.   한 지점이 여러 조건에 중복 해당될 경우 오염도 높은 

단계쪽으로 판정

 3.“금속류‘II’등급 기준 지수”는 아래 식에 따라 계산함

표 1. 하천 및 호소 퇴적물 항목별 오염평가 기준

단계 조건

보통 금속류 8 항목 모두 ‘I’ 등급

약간 나쁨
금속류 8 항목 중 ‘II’ 등급 또는 

 ‘III’ 등급 항목 1개 이상

나쁨 “금속류 ‘II’ 등급 기준 지수” 0.34 이상

매우 나쁨 ‘IV’ 등급인 항목 1개 이상

표 2. 하천·호소 퇴적물 지점별 오염평가 기준

( ECi : 금속류 항목별 농도, PELKi : 금속류 항목별 ‘II’ 등급 기준치)

퇴적물측정망의 운영 목적은 퇴적물 환경질(Sediment 

quality)의 현황을 조사 평가하고, 퇴적물이 수질과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현재 퇴적물 

측정망 조사지점 현황은 총 326개 지점(하천 179개 지점, 호소 

147개 지점)으로 4대강 물환경연구소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료 

채취와 분석을 담당하고,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에서 

퇴적물 오염도 변화 파악 및 결과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2020년 퇴적물측정망의 운영결과는 하천 173개 지점 중 

‘보통’ 지점이 75개, ‘약간 나쁨’ 지점이 79개, ‘나쁨’ 지점이 12개, 

‘매우 나쁨’ 지점이 7개로 나타났으며, 호소 133개 지점 중 ‘보통’ 

지점이 95개, ‘약간 나쁨’ 지점이 27개, ‘나쁨’ 지점이 3개, ‘매우 

나쁨’ 지점이 8개로 나타났다.

금속류‘II’등급 기준 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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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사항목 및 측정주기

하천

[1회/반기(상반기 3~6월, 하반기 9~11월)] (최고 수심, 표층, 저층 현장항목) 수심, 수온, DO, pH, 전기전도도 (퇴적물) 입도, 함수율, 

완전연소가능량, CODsed, TOC, 총질소, 총인, 수용성 인(SRP), Pb, Zn, Cu, Cr, Ni, As, Cd, Hg, Al, Li

※ 저층현장항목은 최고 수심이 5 m 이상일 경우 시행

호소

[1회/년(상반기 3∼6월)] 퇴적물 하천 조사항목 외에 투명도, PCBs(10동족체), PAHs(16종), DDTs(6종), VOCs(12종)

※   PCBs(10동족체) : Chlorobiphenyl, Dichlorobiphenyl, Trichlorobiphenyl, Tetrachlorobiphenyl,  

Pentachlorobiphenyl, Hexachlorobiphenyl, Heptachlorobiphenyl, Octachlorobiphenyl, 

Nonachlorobiphenyl, Decachlorobiphenyl

※   PAHs(16종) : Naphthalene(나프탈렌), Acenaphthylene(아세나프틸렌), Acenaphthene (아세나프텐), Fluorene(플루오렌), 

Phenanthrene(페난트렌), Anthracene(안트라센), Fluoranthene (플루오란텐), Pyrene(피렌), Benzo[a]anthracene[벤조(a)안트라센], 

Chrysene(크라이센), Benzo[b]fluoranthene[벤조(b)플로란텐], Benzo[k]fluoranthene[벤조(k)플로란텐], Benzo[a] 

pyrene[벤조(a)피렌], Indeno[1,2,3-cd]pyrene [인데노(1,2,3-cd)피렌], Dibenzo[a,h]anthracene [다이벤조(a,h)안트라센],  

Benzo[g,h,i]perylene[벤조(g,h,i)페릴렌]

※ DDTs(6종) : o,p'-DDE, p,p'-DDE, o,p'-DDD, p,p'-DDD, o,p'-DDT, p,p'-DDT

※   VOCs(12종) : Carbon tetrachloride(사염화탄소), 1,2-Dichloroethane(1,2-디클로로에탄), 

Tetrachloroethylene(테트라클로로에틸렌), Dichloromethane(디클로로메탄), Benzene(벤젠), 

Chloroform(클로로포름), 1,1,1-trichloroethane(1,1,1-트리클로로에탄), Trichloroethylene (트리클로로에틸렌), Toluene(톨루엔), 

Ethylbenzene(에틸벤젠), m,p-자일렌(m,p-Xylene), o-자일렌(o-Xylene)

보 구간 ‘하천’과 같음

표 3. 퇴적물측정망 대상 지점별 조사항목 및 측정주기

‘20년 전국 하천(좌), 호소(우) 퇴적물 오염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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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산강 유역 수은 오염 원인조사

2016년부터 형산강 하류에서 채취한 재첩, 황어, 강도다리, 

뱀장어 등 수산물에서 수은이 높게 검출되고, 하천 퇴적물 내 

수은 및 중금속 농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형산강 하류의 수질과 

퇴적물의 오염 정도와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연구결과에 따르면 형산강 하류의 수은 

오염은 형산강 지류인 구무천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무천 수질은 상류를 비롯한 거의 전 지점에서 높은 수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구무천 퇴적물 또한 수은 오염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구무천에서의 구체적인 오염원을 

특정하기 위한 조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구무천 상류의 오염원 

및 지하수와 구무천변의 토양, 노면, 경사면 등에 대해 수은 

안정동위원소기법을 통해 수은 오염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 조사와 

형산강 본류 퇴적물에서의 수은 농도를 격자간격으로 촘촘히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퇴적물의 수은 오염으로 인한 어패류 

수은 오염영향도를 조사한 결과, 구무천과 형산강 본류 합류 

지점 인근에서 채집한 일부 수생생물에서 총수은 함유량이 다른 

지점에서 채집한 수생생물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본 조사의 최종결과는 2022년 상반기에 보고될 예정이며, 조사 

결과는 포항시와 협조하여 2022년 구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반영될 예정이다.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난 2021년 3월 19일 형산강 일대 시찰을 

통해 사업내용 및 현장상황 등을 브리핑받고 사업의 방향 등을 

조언했다.

구무천-형산강 합류 지점 시찰

구무천 보 설치지점 시찰 구무천 최상류지점 시찰

 보 퇴적물 수질영향 조사 및 보 구간 하상 맵 제작

환경부는 2017년 6월부터 4대강 자연성 회복의 평가를 위해 

16개 보 중 11개 보를 개방, 모니터링을 추진 중에 있는데 본 

사업의 목적은 보 퇴적물 용출로 인해 수질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한강 이포보, 금강 공주보, 백제보,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및 낙동강 칠곡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등 9개 보를 대상으로 퇴적물 성상조사와 퇴적물 

산소소모율 및 영양염류 용출률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퇴적물과 수층 간 물질이동 및 용출률, 상등수 및 공극수 수질, 

입도 분석결과 등과 SOD 특성을 연계하여 보 구간에서의 

퇴적물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금년도 보 개방이 예정된 창녕함안보와 보 

개방계획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칠곡보 전체 구간을 대상으로 

보 개방 전후 및 홍수 전후의 시기에 하상 변화 및 퇴적물 오염도 

비교 변화를 통해 홍수 또는 보 개방 이후 퇴적물이 재퇴적되는 

지점과 농도를 3차원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이는 보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하상변화와 퇴적물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국내 첫 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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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무천-형산강 합류 지점 시찰

고주파 탄성파 탐사 이용한 퇴적층 조사사례

문 의: 032-560-7451 (parkjoe@korea.kr)

고주파장비 조사측선 퇴적층 두께 (m)

탄성파 측정 예시

 퇴적물 오염지점 정밀조사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현행 하천·호소 퇴적물 측정망 운영은 

공공수역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폐금속 광산 및 산업단지 인근 

하천 등 상당히 오염된 지점의 퇴적물은 공공수역으로 흘러들어가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점에 대한 퇴적물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퇴적물 오염이 우려되는 폐금속 광산 및 산업단지 하천 

퇴적물의 현황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목적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은 주요 오염도가 높은 후보 지점을 

대상으로 퇴적물 오염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폐금속 광산과 산업단지 하천 지점에 대한 퇴적물측정망 포함도 

고려하고 있다. 또한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에 따른 퇴적물측정망 

오염평가 결과, ‘나쁨’ 또는 ‘매우 나쁨’이 나온 하천 11개 지점에 

대해서는 오염 범위와 정도, 원인을 확인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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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양면성
글. 생활환경연구과 이연주 전문연구원

환경인 에세이 07. 2021 

급격한 경제 성장과 기술의 발전으로 전력 수급량이 
증가하면서 조명시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현대사회는 
불이 꺼지지 않는다. 도시의 조명은 어두운 곳을 밝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기도 하고, 상업 목적의 광고를 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개성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무엇이든 
올바르고 적당하게 사용해야 하는 법이다.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옥외조명이 설치되면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와 
같은 여러 문제들에 직면하게 됐다. 밝을수록 좋기만 할 것 
같은 조명도 과하게 사용한다면 환경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빛공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익숙한 듯 낯선 단어일 
것이다. 빛공해(Light Pollution)란 야간에 인공조명에서 
나오는 빛이 조명해야 할 영역을 벗어나거나 과도한 빛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나 동식물, 천문학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조명을 필요하지 않은 곳에, 필요하지 않은 시간에,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이다. 
빛공해의 종류로는 상향광으로 인해 하늘이 전체적으로 
밝아지는 스카이글로우(Sky glow), 강한 빛이 눈으로 들어와 
불쾌감과 일시적인 시각적 마비를 일으키는 글레어(Glare), 
조명이 필요하지 않은 영역까지 침투해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침입광(Light trespass), 한 장소에 다양한 조명이 
사용되어 혼란과 주의산만을 유발하는 군집광(Clutter)이 
있다. 이러한 빛공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인간의 
호르몬이나 세포 활동에 관여하는 생체주기가 교란받아 
우울증이나 불면증, 암 등의 발병 위험이 높아지며, 동식물의 
경우 생장과 번식, 방향감각 상실 등과 같은 악영향을 받아 
생태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우 리 나 라 는  무 분 별 한  인 공 조 명  사 용 으 로  인 한 
빛공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에「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제정, 
2013년부터 시행하였다. 빛공해 방지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야 
하고, 지정된 조명환경관리구역 내에 있는 조명기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는 한정된 자원과 인력 문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 후에도 빛공해 방지법 제16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3년마다 수행하여야 하지만 
기존 평가방식에 대한 문제로 인해 전반적인 구역에 대한 
현황 파악이 어려워 부분적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어 조사 
결과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에서는 인공위성정보(광학)를 활용한 빛공해 
평가 기법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야간에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데이터와 지상 측정점 정보 사이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연계 지표를 개발하여 빛공해 영향 평가 프로그램 제작하고 
최종적으로 빛공해 지도를 보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역의 
조명분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위성정보를 활용한다면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예산 및 인력 절감 효과와 더불어 
한반도 내의 지역 간 빛공해 현황 비교·평가가 수월해지고 
빛공해 저감 사업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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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2021 환경인 에세이

LED의 도입으로 우리는 더 밝은 조명과 화려한 색, 다양한 연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동전에는 양면이 있듯이 빛으로 
인해 우리가 겪는 피해 또한 커지고 있다. 이러한 공해를 방지하고 수준 높은 인간 중심적 조명환경을 만들고 체계적으로 
조명환경을 평가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문 의: 032-560-8317 (lyj8207@korea.kr)

그림 1.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조명환경: 2019년 8월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서정리

그림 2. 빛공해 발생 사례: 잘못된 조명기구 설치로 인한 침입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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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은 6월 2일 원내 환경위성센터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환경위성 관측영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환경위성 관측영상 8종*이 환경위성센터 누리집(nesc.nier.go.kr)을 통해 공개(2021.3.22.~)되고 있으나 국민 및 언론매체의 

이해도를 높여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 기자단 중 4개 매체를 포함하여 총 8명이 참석하였으며, 환경위성 개발사업 

추진현황·활용계획, 환경위성 관측영역 및 단계, 환경위성 관측영상 해석 및 주의점 등을 주요 내용으로 소개했다.

이동원 환경위성센터장의 환경위성 개발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정재훈 연구관이 ‘환경위성 관측영역 및 단계별 자료’에 관해 발표했다.

이어 유정아, 윤종민 연구관이 ‘환경위성 관측영상의 해석 및 주의점’을 주제로 발표했고, 이원진 연구관이 ‘환경위성 자료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노력’에 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이동원 환경위성센터장의 안내하에 위성 안테나, 통합상황실 등 환경위성센터 탐방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환경위성 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및 활용계획을 살펴보고 언론매체 종사자들 간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다. 앞으로도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는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아시아지역 지상원격장비 

(판도라)를 기반으로 한 국제 위성활용 협력체계(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미래 환경문제에 대한 선제적 예측과 대응으로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에어로졸 광학깊이, 유효 운량,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오존 전층 농도, 식물 반응 지수, 비타민D 합성 지수, DNA 영향 지수

환경부 출입기자단 환경위성 
관측영상 교육 실시
글. 환경위성센터 윤종민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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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032-560-8431 (ofjyoo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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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은 폐수배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내 산업종류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현장 실측 

조사(전국 536개소) 결과를 중심으로 제작한 ‘수질오염물질 

배출목록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6월 9일 발간했다. 

산업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업종에 따라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항목과 농도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업종별 

배출특성에 관한 정보가 중요하다. 이에 과학원은 82개 업종별 

배출목록 작성 결과와 폐수배출시설 종류별 배출 특성에 대한 

정보를 폐수배출시설 업무 담당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

과학원은 안내서에 발간목적, 구성, 활용 방법과 82개 업종별 

배출목록 결과표를 수록했고, 안내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요약본을 별도로 제작하여 가독성과 정보 전달력을 높였다. 특히 

배출목록은 폐수배출시설의 현장조사를 통한 수질 오염물질 

분석결과와 해외 선진국(미국, EU 등)의 문헌자료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에서 분류된 82개 

폐수배출시설별, 수질오염물질 51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수질오염물질 51개 항목은 이용자가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배출목록을 한 페이지로 정리했다.

과학원은 앞으로도 새롭게 지정되는 수질오염물질과 

배출허용기준 신설 항목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갱신할 계획이다. 이번 안내서는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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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도서관(library.me.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안내서 

요약본은 지자체 인허가 담당 부서로 배포한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이번 안내서가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담당자들에게 폐수배출시설별 배출 

가능한 수질오염물질 항목과 농도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사업장 업종별 
수질오염물질 정보 
“한눈에”
글. 물환경공학연구과 최현진 연구사

그림 1. 수질오염물질 배출목록 안내서(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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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질오염물질 배출목록 안내서 구성 (배출목록 구축 결과)

그림 3. 수질오염물질 배출목록 안내서 총론 (산업폐수배출시설)

문 의: 032-560-7433 (minerba8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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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의 이모저모
4 4 4 4

 많이 구경해보셨나요?
여기서 잠깐! 지난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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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유기물은 자연에 존재하는 동식물과 
분뇨의 분해, 토양 부식 등으로 생성되는 
유기물을 일컫는다. 이 중 국내 팔당호 내에서 
60~70%를 차지하며, 상수원수의 정수처리 
시 소독과정에서 소독부산물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 유기물은 무엇일까요?

➊ 생물학적산소요구량 

➋ 난분해성 유기물 

➌ 생분해성 유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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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