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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용 첨가제 등 관련 용품에는 엔진을 세척하거나 코팅하여 보호해주기 위해 엔진오일에 넣는 ‘엔진세정제’와 연비 

향상 또는 오염물질 감소를 위해 휘발유나 경유, LPG 등 연료에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주입하는 ‘연료첨가제’가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첨가제’는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연료에 첨가하는 화학물질로, 자동차연료의 1% 미만으로 첨가하고 

유사석유 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한 첨가제인 

‘연료첨가제’를 관리하고 있다. 연료첨가제의 종류는 세척제, 청정분산제, 매연억제제, 다목적첨가제, 옥탄가향상제, 세탄가향상제, 

유동성향상제 등으로 다양하다. 한편 ‘촉매제’란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주성분이 요소와 

물(Urea+Water)로 되어 있어 요소수라고도 불린다. 최근에 출시되는 경유자동차는 배출허용기준(질소산화물) 준수를 위해서 대부분 

촉매제를 넣게끔 되어 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우리 국립환경과학원 및 지정시험기관을 통해 적합판정을 받아 시판 중인 첨가제 제품은 

759개 이며, 촉매제는 63개이다<그림1>.

자동차연료첨가제 및  
촉매제 관리 방안
글. 교통환경연구소 이상욱 연구사

그림 1. 첨가제 및 촉매제 적합제품 현황(2020. 12. 30. 기준)

LPG(5)

휘발유(261)

경유(493)

첨가제 적합제품 건수 촉매제 적합제품 건수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수입)하려면 미리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지정시험기관(한국석유관리원)에 제조기준 적합여부 

검사(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첨가제는 <그림2>와 같이 제조기준검사, 유해물질검사, 배출가스검사를 받아야 하며, 촉매제는 

<그림3>과 같이 제조기준검사를 받아 합격을 받아야 합격증이 교부되어 판매·유통을 할 수 있다. 사후관리는 사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제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부적합 연료첨가제 및 촉매제의 유통 방지를 위해 제조·수입업체와 주유소, 자동차 정비소,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 중인 연료첨가제 및 촉매제를 대상으로 합격제품의 표시 방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와 인터넷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공급·판매되는 

첨가제·촉매제의 검사 합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촉매제(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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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제2항에 따른 자동차연료· 

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미리 환경부장관 

으로부터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의 적합 여부를 

판정받는 검사를 말함

연료첨가제와 관련된 시험검사제도는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방법 및 등록에 관한 규정(환경처고시 제91-

29호(1991. 5. 7.))’으로 제정되어 2000년까지 계속 사용되었다. 

이때 연료첨가제는 현재의 사전검사제도와 다르게 환경부에 

등록을 하는 제도였으며, 유해물질에 대한 부분도 심사대상이었다. 

2001~2002년에는 첨가제 정의 중 ‘소량 첨가하는 물질’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악용하여 기존연료를 대용할 수 있는 ‘세녹스’와 같은 

유사연료가 성행하여 시중의 휘발유보다 싼 가격으로 판매되었다. 

2002년 6월부터 수도권 일부 주유소를 중심으로 판매되었던 이 

유사휘발유는 결국 첨가제를 가장한 불법 판매로 규정되어 생산 

공장이 폐쇄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05년「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첨가제는 유사석유제품이 아니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첨가제의 최대첨가비율이 부피 기준으로 1% 

미만으로 규정되었으며, 또한 등록제도에서 제조기준 적합여부 

검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2008년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NOx)을 

저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SCR(Selective Catalyst 

Reduction) 장착을 위해 촉매제(요소수)에 대한 기준이 

ISO22241기준과 동일하게 국내에서도 적용되었으며 품질이 

우수한 촉매제의 보급·사용을 위한 관리 제도가 도입되었다. 특히 

EURO6의 배출규제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SCR과 촉매제의 

사용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과학원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저감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2012년에는 

자동차용 첨가제에서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등을 제외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사용되는 대체연료를 석유대체연료로 

분류하고,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첨가제 및 촉매제의 판매실태 

파악 및 제조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사후관리가 

신설되었다. 2013년에는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제조한 

자에 대하여 유통 및 판매 중인 제품의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였다. 2020년에는 첨가제 및 촉매제에 대한 합격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검사지정기관 및 제조업체의 

변경신고 의무가 추가되었다.

그림 2. 자동차연료첨가제 검사항목 및 절차

첨 가 제
사후관리

(주관) 유역·지방·수도권청

(분석) 과학원

사전검사

(과학원, 석유관리원)

유해물질

-휘발유 : 8항목

-경유 : 8항목

배출가스

-휘발유 : 3항목

-경유 : 4항목

제조기준

-휘발유 : 9항목

-경유 : 7항목

-LPG : 6항목

유해물질

-휘발유 : 8항목

-경유 : 8항목

제조기준

-휘발유 : 9항목

-경유 : 7항목

-LPG : 6항목

첨가제 사전검사  
신청

(의뢰자)

첨가제 제조기준  
적합여부 검사

(과학원, 석유관리원)

가짜 석유제품 해당  
여부 검사

(석유관리원)

적합 및 부적합  
결과서 교부
* 처리기한 : 20일

(과학원, 석유관리원)

사전검사

첨가제 사후관리

(현지확인, 시료채취)

(유역·지방·수도권청)

부적합시 행정조치

(유역·지방·수도권청)

첨가제 제조기준 

분석 의뢰 

(유역·지방·수도권청)

첨가제 제조기준  

분석 및 결과 통보

(과학원)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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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중인 촉매제(요소수) 제품 8종을 검사한 결과, 2종에서 Na+가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발견되면서 2020년 촉매제나 첨가제의 품질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의 성능이나 배출가스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사업자가 공인된 검사를 통해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검사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법 제74조 제3항),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제조하려는 자는 재검사를 받도록 

세부 내용을 개정하였다(법 제74조 제3항). 또한 최초 검사합격증에 기재된 업체명, 주소, 제품명 등이 변경되는 사례가 있음에도 변경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일부 맞지 않은 제조자에 대한 정보의 내용을 현행화하기 위해 업체명, 주소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였다(법 제74조 제11항). 

그리고 검사지정기관의 지정받은 시설과 장비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다. 검사지정기관 변경사항 신고 규정은 

2021년 6월 30일자로 이미 시행되었으나, 합격증 유효기간과 제조업체의 변경신고 규정은 오는 2021년 12월 30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법 시행 전 합격증을 발급받은 제품에는 2023년 12월 30일 이전까지 유예기간을 둔다.

이에 따라 우리 과학원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2023. 12. 29.)에 검사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조기준검사 및 

유해물질검사 시험방법 최신화와 사전검사 및 사후관리 등 제도 보완을 위한 관련 고시(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를 개정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판정기준 개선, 제조기준 검사지정기관 및 배출가스 검사기관을 분리하여 확대 지정하는 등 사전준비를 

통해 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림 3. 자동차 촉매제 검사절차

문의: 032-560-7614 (lee8859@korea.kr)

촉매제 사전검사  

신청

(의뢰자)

촉매제 사후관리

(현지확인, 시료채취)

(유역·지방·수도권청)

부적합시 행정조치

(유역·지방·수도권청)

촉매제 제조기준  

적합여부 검사

(석유관리원)

촉매제 제조기준 

분석 의뢰 

(유역·지방·수도권청)

적합 및 부적합  
결과서 교부

* 처리기한 : 20일

(석유관리원)

촉매제 제조기준  

분석 및 결과 통보

(과학원)

사전검사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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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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호에서는 실시간수질정보시스템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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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수질정보시스템  
알아보기
글. 물환경평가연구과 유충석 전문연구원

여름 휴가를 떠나기 전, “요즘 하천의 수온은 얼마일까?” 또는 뉴스에서 녹조가 증가하고 있다는데 “내 주변의 하천은 괜찮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긴다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실시간수질정보시스템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실시간수질정보시스템은 4대강의 

수질자료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수질 상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등급화한 수질지수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이다. 

이번 호에서는 실시간수질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와 기능을 알아보고, 물환경정보시스템(http://water.nier.go.kr)과 통합 

후에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지 살펴본다.

정보화 소식 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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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수질정보시스템이란?

실시간수질정보시스템(www.koreawqi.go.kr)은 4대강에 위치한 수질자동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수질자료 및 수질지수 등의 

수질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수질자동측정소는 총 70개소(한강 23개소, 낙동강 24개소, 금강 13개소, 영산강 10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측정항목은 공통항목 5개(수온, pH, DO, 전기전도도, TOC)와 선택항목 27개(탁도, Chl-a, TN, TP, NH₃-N, NO₃-N, PO₄-P, 

VOCs(9종 10개), 페놀, 중금속(Cu, Zn, Pb, Cd), 생물감시(물벼룩, 조류, 미생물, 황산화미생물, 발광박테리아)다. 수질자동측정소에서 

실시간 측정된 자료는 자동검증을 통해 생성된 미확정자료 및 수동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된 확정자료로 구분되어 대국민에게 공개되고 있다. 

실시간수질정보시스템은 웹페이지와 모바일 모두에서 접속이 가능하며, 국민 누구나 수질자동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데이터를 조회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나요?

실시간 수질 정보시스템 수질 자료 조회 시스템 소개측정소정보 참여마당

•   [수질자료조회]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수질자동측정망 데이터를 자동검증하여 시간 단위로 미확정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최종 검증된 확정 일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   [측정소정보] 4대강에 위치한 70개소 측정소의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택한 측정소의 주소, 측정항목, 사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측정소 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제공

• [시스템소개] 수질자동측정망에 대한 설명, 각 기관별 수행업무, 대국민 자료 공개 과정 및 실시간수질 지수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

• [참여마당] 공지사항과 자료실을 통해 최신 소식 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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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정자료와 확정자료는 무엇인가요?

• 미확정자료

미확정자료는 확정자료가 제공되기 전까지 최근 2개월 데이터를 

기기오류, 정량한계, 하천의 배경농도 등을 고려한 자동검증 

절차를 거쳐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제공되는 항목은 8개 항목(수온, pH, DO, EC, TOC, TN, TP, 

탁도)이며, 최종 확정이 되지 않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조회 기능만 

제공하고 있다.

• 확정자료

확정자료는 실시간으로 자동검증된 데이터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동검증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한 데이터를 말한다. 측정데이터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시계열 그래프, 측정항목 간의 상관성, 

수질측정망 및 수리·수문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검증해야 

한다.

 실시간수질지수는 무엇인가요?

실시간수질지수(RTWQI, Real Time Water Quality Index)는 수질자동측정망에서 측정된 최근 12시간의 수질자료을 간단한 

등급(점수)으로 변환한 지수를 말한다. 종합적인 수질 상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다. 실시간수질지수의 등급 구분은 

점수에 따라 5개로 구분된다.

제공하는 항목은 생물감시 항목을 제외한 전 항목이며,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최근 2개월 데이터는 미확정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확정자료는 일자료로 제공되고 다운로드 기능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   기준치를 위반하는 수질항목의 개수/측정하고 있는 수질자료 개수F₁

F₂

F₃

:   각 수질항목별 기준치를 위반한 항목들의 총 횟수/총 측정 횟수

:   각 수질지표별로 기준치를 위반한 정도를 분율화한 Factor의 합

실시간수질지수 = 100 -

우수 
80~100

양호 
60~79

보통 
40~59

주의 
20~39

불량 
0~19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수질의 상태로 항시 친수활동이 적합함.

비교적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어 친수활동에 적합함.

대체로 양호한 수질이나 때때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친수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빈번한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수질이 오염되어 친수 활동에 주의가 필요함.

수질오염도가 높은 상태로 친수활동에 부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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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정보시스템과의 통합

실시간수질정보시스템은 물환경 관련 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연계하고 맞춤형 콘텐츠 및 통합 물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9월 중 

물환경정보시스템(http://water.nier.go.kr)과 통합 예정이다. 사용자가 물환경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질자동측정망 자료를 통합된 물환경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할 예정이며 기존 실시간수질정보시스템의 모든 정보는 ‘물환경정보시스템의 

자동측정망’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별도로 운영 중인 실시간수질정보시스템은 올해 12월 중 최종 폐쇄될 예정이다.

 물환경정보시스템에서 자동측정망 정보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동측정망의 데이터는 [자료조회-자동측정망] 메뉴에서 실시간수질정보시스템과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통합사이트의 확정자료는 

기존 일단위에서 시간 단위까지 세분화하여 제공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운영현황-자동측정망]에서는 자동측정망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32-560-7446 (ryu449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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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 에세이 09. 2021 

탄소 없는 탄소제로빌딩으로 
오세요!
글. 지구환경연구과 유영숙 연구관

폭염, 폭우, 태풍, 산불 등 크고 작은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 부쩍 더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촌, 기후변화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주범은 이산화탄소 
등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화석연료가 산업 전반과 자동차, 건물에서 쓰이고 있어 
온실가스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도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저감이 매우 중요하다. 건물부문은 간접 배출량을 
포함했을 때 우리나라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2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이 전체 탄소중립 
달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이에 탄소제로건물이 
등장하였는데, 이 건축물은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건물을 말하여 제로에너지건물이라고도 불린다.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시행하였으며, 연면적 
1,000m2 이상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연면적 
500m2 이상 모든 신축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건물분야에서 탄소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업무용 탄소제로 건물인 지구환경연구동을 
2011년 건립하였다. 지구환경연구동은 총 66가지의 에너지 
생산기술, 부하절감 기술 등을 적용하여 100% 에너지를 
자체 충당하는 세계 최초의 업무용 탄소제로 건물로서 국내 
건축사의 이정표가 될만한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다.

지구환경연구동은 자연채광, 슈퍼단열 고효율창호와 
같은 첨단 기술을 적용해 냉난방, 조명, 각종 전기 시설 등 
건물에서 소모되는 에너지의 손실을 최소화하였다. 이렇게 
효율을 극대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는 
건물일체형태양광시스템(BIPV, Building Integrated Polar 
Volatic)을 통해 생산한 무공해 자연에너지와 태양열 및 
지열을 연계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100% 자급자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여 쓰고 남은 
전력은 비가동 시 사용했던 외부의 에너지를 되갚음으로써 
실제적으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에너지는 제로(0)가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탄소제로빌딩 운영을 통해 지난 10년간 
15,130Kwh 이상을 전력을 생산하였으며, 총 5억 4천만 
원가량의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켰다. 온실가스 감축량은 
약 414톤으로 이는 2000cc 승용차가 서울에서 부산을 
2,071회 왕복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저감한 것과 
같은 효과이다. 현재 지구환경연구동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에너지 생산 및 소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에너지 
제어 시스템을 개선해가고 있으며, 세계 최초의 업무용 
탄소제로빌딩이자 에너지 최적화 건축물로서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우리가 일상을 보내는 곳, 업무를 보는 곳에서부터 
탄소중립은 시작된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풍요로운 
미래를 소중한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우리 모두의 일상 속에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문의: 032-560-7304 (ssy031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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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8월 17일부터 3년간 총 5,85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중금속,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등 

유해물질의 체내 농도를 조사하는 ‘제5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이하 제5기 기초조사)’에 들어간다. 

국가승인통계(106027호)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는 

‘환경보건법’ 제14조에 따라 2009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제5기 기초조사’ 결과는 2024년 12월에 공표될 

예정*이다.

‘제5기 기초조사’는 ‘제4기 기초조사’에 비해 조사 대상물질을 

33종에서 64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화학물질 유통량 및 해외의 

인체조사(바이오모니터링) 항목,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국제적으로 유해성 우려가 높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25종***을 새로 추가했으며, 중금속 물질을 3종에서 9종으로 

늘렸다.

조사 대상자는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표본을 설계하여 3세 이상 국민 중 영유아 540명, 어린이·청소년 

1,560명, 성인 3,750명 등 총 5,850명을 선정했다. 조사 방법은 

대상자의 생체시료인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하여 유해물질(64종) 

농도 분석과 기초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생활방식 조사, 

유해물질의 노출원인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활용한다. 이를 

위해 설문전문요원, 임상검사 및 유해물질 분석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상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25종에 대한 신규 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체내 노출수준 양상을 파악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노출저감 등 환경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은 환경보건 정책수립을 위해 국가 규모의 인체조사 

(바이오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라며, “이번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는 우리나라 환경보건 정책을 선진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사이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  제4기 기초조사’ 결과는 2021년 12월에 국가통계포털(kosis.kr)에 

공개 예정

**   중금속 9종, 내분비계장애물질(대사체 포함) 17종,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 4종, 휘발성유기화합물 대사체 2종, 농약류 1종, 

담배연기 대사체 1종, 과불화화합물 5종, 잔류성유기오염물질 

(POPs, Persistant Organic Pollutants) 25종

*** 폴리염화페닐 14종, 유기염소계 살충제 5종, 브롬화난연제 6종

5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64종 유해물질 농도조사
글. 환경보건연구과 길지현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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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32-560-7129 (kiljh@korea.kr)

조사 추진체계

조사 수행절차

현지조사팀

대사자 섭외

설문조사

생체시료 채취

생체시료 관리팀

생체시료 이송

생체시료 분취·보관

생체시료 분석팀

임상 검사

환경유해물질 분석

조사계획 

수립

자문위원회

조사 추진체계

조사 수행절차

세부 

시행계획 

마련

유관기관 협력

(보건복지부, 교육부, 통계청,  

지역 자원봉사센터)

설문 전문요원 등 조사원 모집 및 교육  

임상검사 및 분석기관 정도 관리 운영

현지조사 

[설문] 

[생체시료]

표본설계 

조사도구 

개발

임상검사, 

생체시료 

분석

홍보 및 

대상자섭외

자료입력  

및 내검

자료분석 

연차보고서 

작성

교육부 보건복지부

조사 대상자 협조

사업총괄, 정도관리
나라통계시스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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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의 이모저모
4 4 4 4

 많이 구경해보셨나요?
여기서 잠깐! 지난 8월호 소식지를 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퀴즈, 나갑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국립환경과학원 공식 블로그(blog.naver.com/nier7078)의 [소식지 이벤트] 게시물에 정답을 비공개 댓글로 
남겨주세요! 3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NIER 블로그와 서로이웃 맺고 댓글로 친구를 소환하면 당첨률 UP!)

QUIZ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시료은행에서는 다양한 
생물지표를 개발하여 대기, 수질, 토양 등의 
환경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것을 이용해 납 등의 대기 오염도를 
측정하는 표준화 연구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➊ 솔잎

➋ 장미

➌ 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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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