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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독성연구동 알아보기
글. 위해성평가연구과 김경태 연구사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화학물질에 하루라도 노출되지 않는 날이  

있을까? 현대인이 하루에 사용하는 화학제품과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화학물질은 수십 가지가 된다고 한다. 따라서 현대사회에

서 화학물질 없이 생활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화학

물질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존재이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편의

성 증진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물질 중에 안전

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은 매우 많다.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 규

제는 강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등을 제정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유·위해성 평가를 통해 국민의 

건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경 위해우려물질에 대한 유·

위해성 평가 관련 연구를 선도하고,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학적 정보제공 등을 통해 환경정책을 지원하여 국민의 건강

과 안전사회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

구과와 환경독성연구동에 대해 알아보자.

 환경독성연구동 소개 및 위해성평가연구과 주요 업무

환경독성연구동은 2단계에 걸쳐 지하 1층, 지상 4층, 총 면적 

5,261m2으로 준공되었다. 2005년 11월에 생태독성실험동이  

신축되었으며, 인체독성실험동을 2007년 12월에 증축하여 환경

독성연구동이 준공되었다. 환경독성연구동에서는 환경유해물질

의 유해성평가를 위한 생태독성연구, 흡입독성 및 대체독성 연구,  

나노물질 등 입자물질에 대한 연구, 등록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화학물질 시험기관(GLP)의  

평가·관리, 화학물질의 시험방법 제·개정, 화학물질 유·위해성평

가에 관한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OECD, 로테르담 협약 등) 관련  

업무, 정부 간 국제공동연구(한·일, 한·중·일 등)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배치도

① 본관, ② 제1연구동, ③ 제2연구동 ④ 제3연구동 ...⑦ 환경독성연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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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신규 관심오염물질에 대한 수생태 독성 연구

생태독성연구팀에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신규 관심오염물질(Contaminants of emerging concern, CECs)에 대한 

수생태 유해성평가 및 시험난해물질에 대한 한계점 해결방안 마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의약품 및 개인위생용품(Pharmaceuticals and 

personal care products, PPCPs)을 포함한 신규 관심오염물질이 국내외 하천수에서 낮은 농도로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체내 축적, 

내분비계장애영향 등 다세대에 걸쳐 다양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잠재적으로 위해우려가 높은 신규 

관심오염물질에 대한 신뢰성 있는 독성자료의 생산 및 확보를 위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생물시험종(담수조류, 물벼룩, 어류)을 이용하여 

급·만성 독성영향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비표준화된 독성영향 지표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직병변학적 관찰, 형광염색기법 및 

차세대염기서열분석 등을 도입하여 독성기전 및 독성영향을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난용성, 휘발성, 흡착성, 광분해성 등 

시험이 어려운 물질에 대한 수생태 독성시험 수행 시 제기될 수 있는 시험물질 농도 감소, 최대용해도 확보, 노출방법 선정 등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➋ 흡입독성 및 동물대체독성 연구

인체흡입독성연구팀은 충분한 흡입독성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일상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자료를 확보하고 인체에 

대한 유해성을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험물질을 실험동물 전신에 노출시키는 전신흡입노출장치와 비부에만 노출시키는 

비부흡입노출장치를 도입하여 활용 중이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 유해성평가에 이용되는 실험동물의 복지향상을 위한 동물대체시험법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비동물실험법 기반의 호흡기 독성평가를 위해 다양한 in vitro 기법을 이용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3차원 배양세포인 

오가노이드, 인공조직모델 등을 이용해 실제 인간 장기의 기능과 특성을 모사한 독성평가 결과를 도출하여 비교하고, 인체 폐기도 

상피세포의 노출 원리가 적용된 기액경계면(Air-Liquid interface, ALI)노출시스템과 미세한 이미징 분석을 통해 세포생존율 평가가 가능한 

고효율세포이미지분석장치를 도입하여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매년 국제적으로 공인된 OECD 시험방법(Test guideline, TG)의 최신 

동향을 반영해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을 제·개정하여 국내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기관이 국내‧외 제도변화에 적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유수식 노출장치

조직병변학적 관찰

어류 초기생장단계시험(만성독성)

형광염색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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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나노물질 안전관리 제도 기반마련 연구

“나노물질”이란 외형·크기가 나노 크기를 가진 화학물질로서,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화학물질이다.

-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인 입자의 개수가 50퍼센트 이상 분포하는 물질

-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 이하인 

풀러렌(fullerene), 그래핀 플레이크(graphene flake) 또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나노물질은 1~100 nm의 크기를 갖는 입자물질로서, 독특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생활용품(선크림, 로션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그 사용범위도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나노물질는 생활용품 속에 함유되어 사람 및 환경 중으로 

노출 및 배출되고 있으며, 그 결과 인체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국제암연구소(IARC)는 일부 

다층벽 탄소나노튜브를 발암 가능물질로 지정하였으며 EU, 미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은 사전신고제, 나노제품 라벨링 제도 등 

나노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제품안전법」 시행으로 나노물질 및 

나노물질 함유 제품에 대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입자연구팀에서는 그간 금속나노물질(ZnO 및 TiO2 등)을 대상

으로 환경거동 및 수생태계 유해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최근 비금속나노물질(Carbon black nanoparticle; CB)에  

대해서 환경거동 및 수생태 유해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CB의 경우 국내에서 가장 많이 수입/제조되는 나노물질로

서, 자동차 타이어 등에 사용되어 환경 중으로 쉽게 배출되며 대기 

및 수계에서 검출되고 있어 환경거동에 따른 유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위해성평가연구과에서는 CB의 환경거

동 및 유해성평가를 위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특히 관련 나노

물질의 분산안전성 시험법 개정사항 도출 및 나노물질의 물리·화학

적 특성 등 12개 항목에 대한 시험지침서를 마련하여, 향후 CB 등 

나노물질의 환경거동 및 유해성평가를 위한 과학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전신흡입노출챔버

기액경계면세포노출시스템

비부흡입노출챔버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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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등록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2015년 시행됨에 따라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 또는 0.1톤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화학물질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이 중 제조 또는 수입하는 양이 연간 10톤 

이상이거나 유해성심사 결과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위해성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위해성평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노출 정보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것이다. 위해성평가연구과는 

위해성평가 결과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며, 해당 화학물질을 

제한물질이나 금지물질, 허가물질 등 관리물질로 지정하거나 그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위해성평가연구과에서는 2018년까지 등록된 

340여 종의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유해성, 용도, 취급량, 

노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 2019년부터 

이들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유해성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자료 조사를 통해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평가하고, 작업자, 소비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인체 노출정보, 사업장에서의 화학물질 환경 

배출정보를 조사하여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위해도를 산정한다. 

위해성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 및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소비자 제품이나 배출 사업장 주변 

대기나 하천, 토양에서의 화학물질의 농도를 측정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아크릴아미드 등 평가가 완료된 9종의 화학물질의 

경우, 등록한 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위해성평가보고서를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에 공개하고 있다.

나노물질 특성 변화에 따른 독성영향 변화

화학물질 위해성평가 절차 위해성평가보고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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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출 상황에 따라 경로별 노출 시험을 적절하게 수행하여 실제 노출될 수 있는 

화학물질의 노출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화학물질의 현장노출시험 방법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평가자의 주관에 

따라 임의적으로 수행되어 위해도가 과대 또는 과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위해성평가연구과에서는 

노출경로(경구, 경피, 흡입) 및 노출원(식품, 제품, 환경 등), 노출대상(작업자, 소비자, 일반인 등), 행동양상에 따라 현장 노출평가방법을 

분류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안을 도출하여 세부 노출평가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문 의: 032-560-7184 (pooh7231@korea.kr)

분사제품 사용 전문작업자에 대한 사례연구 세부 노출평가 프로토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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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신기술 활용하여 지하수 
오염물질 선제적으로 감시한다
글. 토양지하수연구과 정도환 연구사

국가 중요한 물자원 중 하나인 지하수에 대한 수질관리는 

지하수법 제정(1993년, 1997년 전면 개정)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지하수의 사전적 의미는 ‘지표면 하부 퇴적물의 

공극이나 암반의 파쇄면 내 부존하는 물’을 의미한다. 지하수는 

물관리 일원화(2018년 6월)에 따라 수질/수량 통합관리가 된 후 

그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는데, 여기에는 지하수 오염물질이 

건강과 직결되어 위해를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국민 관심의 

증가와 전 국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물 복지의 증진이 

배경이 됐다.

2010년 이후 발생한 전국적인 구제역 및 조류독감,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등 대규모 가축매몰지(암모니아성질소 등) 지역, 

제주 한림읍 등 대규모 축산단지의 분뇨(질산성질소 등) 오염지역, 

군부대 유류저장탱크 및 주유소 등 유류(TPH, BTEX 등)로 인한 

오염이 가능한 지역 등 지하수 오염물질에 의한 오염지역은 전국에 

산재해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지하수 오염관리는 

오염 발생이 인지된 후 직접 오염지역의 지하수 관측정에 대한 

시료채취, 현장조사 및 분석기기를 통한 분석 등을 진행하는 사후 

관리의 의미가 크며 사전예방적인 조치의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그림 1. 지하수 시료채취 및 현장수질 측정, 분석기기(IC, 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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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 지하수 오염관리는 지하수 조사와 오염 정화 등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등 관리의 어려움이 매우 많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 

토양지하수연구과에서는 지하수 오염물질에 대하여 4차 산업의 디지털 기술인 ICT-IoT-AI(인공지능) 기반으로 사전·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지하수 오염물질 감시 및 예측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조사에 따르면, 제주도 축산분뇨 발생에 

따른 지하수 오염물질 사전 감시 및 예측 시 조사비용 및 정화비용 약 2조 원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한다.

2018년 국립환경과학원 토양지하수연구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지하수 오염물질 중 가축매몰지 

침출수 지역 및 유류(TPH 등) 오염지역에 ICT 기반 감시 및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하였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성과 자연적인 

요인의 영향으로 지하수의 식수 의존도가 90% 이상인데 불법투기된 축산분뇨(2013~2017년 약 2,400톤, 제주자치경찰단)로 인해 지하수 

오염 상태가 심각했다. 따라서 사후관리에만 의존하고 있는 지하수 오염의 사전 감시 및 예측이 필요한 축산분뇨 오염지역(한림읍 등)에 

2019년에도 사업을 확대하여 시스템을 추가 구축하였다. 

*   인공지능 국가전략 100대 및 한국판 디지털 뉴딜 1-3(전산업 5GㆍAI 확산) 과제임

지하수 오염물질 감시 및 예측 시스템은 IoT 무선통신망 기술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지하수 오염물질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각각의 지하수 관측공에는 자동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들어 있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자동측정 센서는 3개 항목과 12개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로 구성되어 있다. 한림읍을 포함한 축산분뇨 오염지역에서 1년에 10회 이상의 시료채취와 수 분석을 수행하여 센서를 

보정하고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 12개 항목 : 수위, EC, 온도, pH, ORP, TDS, Salinity, RDO, Turbidity,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그림 2. 가축매몰지 및 유류 지역

그림 4. 자동측정 센서-IoT 기반 실시간 자동감시모니터링 

그림 3. 축산분뇨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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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센서 기반 자동측정 및 수 분석의 빅데이터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지하수 오염물질을 예측하는 데 사용하며, 위에서 언급한 각 대상 

지역 및 오염물질을 고려한(질산성질소: 축산분뇨, 암모니아성질소: 가축매몰지 등) 심층신경망을 구축하고 있다. LSTM(long short-term 

memory) 기법, 다중 모델 추정을 이용한 Bagging 및 앙상블 모델 등 다양한 심층인공신경망(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초기 훈련 수행을 

통하여 지하수 오염물질 예측정확도를 구하였다. 

현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측정산식에 따른 지하수오염물질 예측정확도는 전기전도도(EC) 약 88%, 염소이온 81%, 질산성질소 약 

65%, 암모니아성 질소 약 72%로 평균 76.5%를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공지능 개발 소프트웨어의 기능개선을 통하여 예측률 9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상관성 분석 및 AI 기술을 사용하여 지하수 오염물질에 반응하는 최적의 센서 도출에 대한 연구 및 기능 

개발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토양지하수연구과는 올해 2월 ICT 기반 지하수 오염물질 실시간 자동모니터링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원자력 

환경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향후 국가지하수측정망, 단층대 지역, 지표수 연계 등을 대상으로 지하수 오염물질 감시 예측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 의: 032-560-8375 (jungdh93@korea.kr)

그림 5. AI 기반 지하수 오염물질 예측 심층신경망

측정산식 : 센서의 측정 지표별 모델 생성 후 각 모델을 이용한 R-Square 산출 및 R-Square의 평균으로 산출

그림 6. 오염물질 측정산식 및 예측정확도

: 실측값,  : 실측값 평균,  : 예측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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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 환경위성이 관측한  
동해안 대형산불
글. 환경위성센터 김승연 연구사

2020년 2월. 천리안 2B호 위성이 2개의 관측장비(GEMS/

GOCI)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그중 하나인 ‘GEMS’는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환경위성(탑재체)으로 에어로졸,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등 아시아 지역의 대기오염물질을 하루 평균 

8회 정도 관측하고 있다. 현재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에서 

운영 중이며, 2021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의 

시간대별 위성 영상을 환경위성센터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위성센터 내에서 현재 나의 주요 업무는 환경위성 자료의 

분석·활용과 관련이 있으며, 실시간으로 서비스되는 GEMS 위성 

영상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나의 소소한 일과 중 하나이다.

3월 4일 금요일. 나는 평상시처럼 GEMS 위성 영상을 1시간 

주기로 체크하고 있었다. 위성센터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기질예보센터에 위성 영상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3일 몽골 및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5일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보된 상황이라, 특별히 위성 영상을 더욱 

주시하고 있었다. 자외선 에어로졸 지수(UVAI)* 영상 자료를 통해 

국외에서 황사로 발생한 에어로졸이 서해안을 거쳐 한반도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때, 동해안에서도 유의미한 

신호를 발견했다. 재빨리 인터넷에 접속해 동해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검색했다. 경북 울진에서 산불이 발생하였다는 

속보를 접하게 되었다. 산불이 점차 확대되고 강풍으로 인해 동해 

지역까지 에어로졸 플룸(연기 및 수증기 배출물)이 확산되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위성에서 포착되었고, 하루 동안의 자외선 

에어로졸 지수 영상 자료를 분석하여 경북 울진 산불 발생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퇴근 시간 무렵에서야 위성센터 누리집에 

게시할 수 있었다.

*   자외선 에어로졸 지수(UV Aerosol Index) : 대기 중 에어로졸의 

광흡수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주로 황사와 산불로 

발생하는 에어로졸에 대해 값이 크게 나타남 

3월 5일 토요일. 울진 산불은 강원 삼척까지 확산됐으며, 강원 

강릉(옥계)에서도 또 다른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2개의 에어로졸 

플룸이 동해 지역으로 확산되는 상황이 환경위성 영상에서 뚜렷이 

포착되었다. 강릉-동해 산불은 다행히도 8일에 진화되었지만, 

울진-삼척 산불은 산불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6년 이후 역대 

최장시간 산불로 기록(21시간 지속)되며 13일에 진화 완료되었다. 

많은 헬기와 장비, 인력들의 노력으로 진화되었지만, 서울 전체 

면적의 1/3이 넘는 산림(2만 523.25ha)이 피해를 입었고, 건물 

643개소 소실, 33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엄청난 피해가 

남았다. 이러한 상황들은 위성 영상에 매일, 매시간 기록되었다. 

비록 안타까운 대형 화재였지만,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 

에어로졸뿐만 아니라, 이산화질소, 유기화합물(포름알데히드, 

글리옥살), 일산화탄소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들이 배출되는 것을 

위성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나는 주위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약 10일간의 산불 발생 상황을 담은 위성 자료 분석 보고서를 

만들고, 보도자료 및 누리집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릴 수 있었다. 

위성센터에서는 동해안 대형산불 사례뿐만 아니라 화산 분화 등 

갑자기 발생하는 재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위성 기반 탐지·추적 기술 개발 및 표출 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산불, 화산 분화 등으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과 관련된 위성 자료 분석 보고서를 누리집에 

게시하는 정도에 그치지만, 다양한 기술 개발 및 표출 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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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032-560-8458 (sseung@korea.kr)

완성된다면 좀 더 유용한 정보를 유관 부처 및 대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보 제공을 통해 대기환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환경위성 자료가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일반인들에게 어렵게만 느껴지는 환경위성을 친근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해 본다.

11

환경인 에세이 05. 2022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를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4월 6일 씨씨엠엠(CCMM) 빌딩

(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국제 대기질·기후변화 학술토론회(심포

지엄)’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에너지 사용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에 의한 ‘공편익(Co-benefit)*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정책 간 어느 한쪽의 영향이 다른 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부작용이 존재

이날 행사에는 한국대기환경학회, 한국기상학회, 한국기후변화

학회에서 추천한 대기질 및 기후변화 연구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국내외 대학 교수 및 연구원, 유엔 등 국제기구 종사자 등이 참여 

했다.

이들 국내외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와 대기질 관련 정책, 통합관리 

및 국제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회의는 국내 

참석자들은 대면 방식으로, 국외 참석자들은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총 3부로 구성되어 각 부마다 전문가 

주제발표 후 질의응답과 토론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기후변화 유발물질에 대한 관측 및 모델링을 주제로 

필립 시아이스(Philippe Ciais) 프랑스 기후환경과학연구소 박사가 

‘석유, 메탄가스 배출 글로벌 평가의 정책적 시사’를, 사후이 

장(Shaohui Zhang) 중국 베이항대학교 교수가 ‘중국 에너지 집약 

산업의 탈탄화 및 관련 공편익 통합 평가’를, 배리 레퍼(Barry L. 

Lefer) 미국 항공우주국(NASA) 박사가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위성 원격관측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2부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및 공편익 정책을 주제로 라라 

레이스(Lara A. Reis) 유럽 경제환경연구소(EIEE) 박사가 

‘대기오염 건강-경제적 영향을 기후정책에 적용 – 글로벌모델링 

연구’를, 필립 호프케(Philip K. Hopke) 미국 로체스터대학교 

교수가 ‘신뢰도 연구: 정책과 규제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즈비그뉴 클리몬트(Zbigniew Klimont) 

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소(IIASA) 박사가 ‘기후 및 대기질 정책의 

공편익 통합평가 모델 응용’에 대해 발표했다. 

3부에서는 동북아 주요 국가인 한중일 3국의 환경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들의 국제협력 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아키히코 

이토(Akihiko Ito)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지구시스템부장은 

‘파리협정 이행점검(Global Stocktatke 2023)을 위한 일본의 

온실가스 모니터링 사업’을, 진난 후(Jingnan Hu) 중국 

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베이징, 텐진, 허베이 대기오염 

및 탄소배출 공동 감축 가능성 분석’을, 정은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기후변화와 대기질: 한국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정은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기후변화가 

실질적인 위기로 인식되는 오늘날에 이번 행사가 기후변화 정책과 

대기질 관리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면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기후변화-대기질 관리 정책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질·기후변화 통합관리  
방안 모색 국내외 전문가 토론
글. 지구환경연구과 반수진 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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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은 ‘해외 자동차 환경정책 및 기술 동향 자료집’을  

4월 14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을 통해  

매달 1회씩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이번 동향 자료집은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 정책, 탄소중립 

등의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설정, 무공해차 보급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립환경 

과학원은 무공해 자동차 환경성 평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관리 

및 정책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되는 첫 번째 동향 자료집은 미국 연방 및 캘리포 

니아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강화, 무공해차 보급 계획 등을 담았다.

미국은 작년 3월부터 수송분야 2050년 탄소중립 핵심 정책으로 

‘100% 무공해차 전환’을 추진하여 무공해차 중심의 신속한 

산업재편을 통한 대외경쟁력 확보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위해 

환경기준 강화와 지원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 전략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3월 대기오염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미국 연방정부보다 더욱 강한 무공해차 전환계획을 발표하여 

모든 내연기관차의 퇴출 시기(2035년 승용, 2045년 중·대형)를 

구체화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목표제* 강화안을 발표했다.

*   캘리포니아주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Zero Emission Vehicle 

Regulation) : 무공해차 판매 비율을 승용·소형트럭은 ‘30년 68%, 

‘35년 100%, 중·대형차는 ‘45년 100% 설정하여 ‘45년 이후 모든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계획안 발표(’22.3)

이번 동향 자료집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서 전자파일(PDF)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매월 중순 새로운 내용의 자료집이 

올라갈 예정이다.

다음 호의 동향 자료집에는 해외 주요국의 자동차 온실가스 

정책 동향, 무공해 비도로 운송수단(건설·농기계 등) 관련 정책 및 

기술 동향, 내연기관 자동차 운행 제한지역 관련 정책, 배터리 기술 

발전에 따른 정책 동향 등을 담아서 주제별로 발간된다.

이종태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이번 자료집 

발간으로 탄소중립과 자동차 환경정책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궁금해 하는 자동차 환경정책 및 

기술 동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해외 자동차 환경정책과  
기술 동향 한눈에 본다
글. 교통환경연구소 박상기 연구사

NIER 동향 0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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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032-560-7628 (psk3391@korea.kr)

자동차 환경정책 및 기술 동향 자료집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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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관측(모니 

터링) 확대 강화를 위해 ‘다부처 연구협의체 연찬회(워크숍)’를 4월 

22일 서울대학교에서 개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온실가스 관측 분야 연구교류를 위해 다부처 

(4개 기관*) 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난해 7월, 1단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이번 연찬회는 업무협약 체결 이후 도심 온실가스 농도 특성 

및 관측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 온실가스 관측 공동연구 방향과 

연구협의체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협의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법*’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 단위의 

기후변화 감시와 탄소중립 정책 이행평가를 위해서는 시공간 해상

도가 높은 전국적인 온실가스 관측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   이 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탄소중립 정책 이행평가, 국가·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등을 위해 지상, 위성, 항공 등 입체

관측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한편, 연구협의체가 공동연구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2달간 

수도권 6개 지점(서울 5개, 인천 1개)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CO2) 

농도를 관측한 결과, 평균 439ppm*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도 같은 기간 안면도의 417ppm* 보다 22ppm, 

전지구적 배경지역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의 412ppm**보다는 

27ppm 높은 수준이다.

 * 2021년 9~10월 평균

 ** 2020년 9~10월 평균

지점별로는 남산(서울 중구), 관악산(서울 관악구)과 같은 도심숲 

지역에서는 각각 426ppm, 428ppm으로 최저 농도를 보인 

반면, 서울 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용산(서울 용산구) 지역에서는 

452ppm으로 최고 농도를 보였다.

따라서, 서울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로 최대 26ppm의 큰 

이산화탄소(CO2) 농도 차이가 나타났다. 동일 기간 지점별로 

관측된 고농도 자료(시간평균값의 상위 5%)를 비교한 결과, 

이산화탄소가 고농도로 발생할 때에는 관측 지역별로 최대 

72ppm까지 편차를 보였다.

연구협의체는 이산화탄소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초기의 영향도 분석했다. 

서울 도심 내 인간 활동에 따른 이산화탄소(CO2) 농도 증가량*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 이전과 비교했을 때 26.5ppm에서 

6.2ppm으로 낮아져 약 77%가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 도심 지역 내 배경농도(남산)와 도심중심부(용산)의 농도차로 정의

※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 2020년 3월 8일 ~ 2020년 3월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2020년 4월 22일 ~ 2020년 5월 5일

또한, 동일 지점(불광동)에서 측정된 대기오염물질인 원소탄소

(Elemental Carbon)와 이산화탄소의 시간 농도변화를 비교 분석

한 결과, 유사한 시간변화 경향을 보여 지역 배출원의 영향을 동일

하게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이산화탄소 실시간 관측을 통해 토지이용 및 배출 

특성에 따라 하나의 도시 또는 지역내에서도 지점별로 매우 큰 

이산화탄소 농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관측 확대 강화
글. 지구환경연구과 유영숙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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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032-560-7304 (ssy0318@korea.kr)

아울러, 대기오염‧온실가스 동시 관측을 통해 지역별로 다양한 

고농도 배출원에 대한 지역 맞춤형 대응 정책 수립에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하반기에 농업, 축산, 건물, 도시숲 등 

지역의 토지이용 및 배출원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과 흡수 특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온실가스 관측(모니터링) 연구협의체를 

2단계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은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온실가스 농도 

관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측정 확대 및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부터 전국적으로 측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점별 이산화탄소 농도 관측 결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대기오염물질(EC)과의 상관성 비교

NIER 동향 0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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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과 사물인터넷 

(IoT)을 활용한 통합관리사업장의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4월 22일 오후 국립환경과학원(인천 서구 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발전분야의 대표적인 공기업과 

협업하여 통합관리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을 한단계 끌어 

올리는 동시에 오염물질의 실시간 감시체계 기술개발을 목표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사업장 시설 운영자료를 활용하여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관리인자를 도출하고, 사물인터넷 기반의 실시간 

오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올해 7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협약분야에는 △시설별 운영인자와 오염물질의 상관성 조사, 

△사물인터넷 계측을 위한 간접관리인자 도출, △사물인터넷 

기반 오염물질 실시간 감시 체계 구축, △사업장 환경관리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보 공유,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 및 적용방안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통합관리사업장 실시간 

오염물질 관리의 대안으로 사물인터넷의 적용성 시범사업*을 올해 

5월부터 추진한다.

* 스마트 통합환경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사업기간 ‘21.11.~’22.11.)

사물인터넷의 적용성 시범사업은 오염물질 배출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환경오염시설에 대해 새로운 첨단환경관리기법의 

도입 가능성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시범사업의 결과는 최적가용기법(BAT)의 발굴, 허가 

이후 통합관리사업장의 효과적인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 분야,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및 개선방안 마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서부발전은 스마트 사업장 운영과 시범사업 상호협력을 

통해 사업장 운영 효율화, 에너지 절감, 탄소중립 실현,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강화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기업가치가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통합 

관리 대상 사업장의 오염물질 실시간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사업장의 자율환경관리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전분야 오염물질,  
사물인터넷 기반으로 최첨단 관리
글. 자연환경연구과 강필구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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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032-560-7694 (philgkang@korea.kr)

스마트 통합환경관리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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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은 4월 25일 서울역 인근 연세세브란스빌딩 

(서울 중구 소재)에서 ‘관계기관 합동 대기오염물질 첨단감시장비 

운영 결과 공유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12.1. 

~2022.3.31.) 중 첨단감시장비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환경부 및 

8개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관계기관 

첨단감시장비 운영 담당자를 비롯해 민간 무인기 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연찬회는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사업장 단속 및 위법사항 적발 결과, 차기 계절관리제 대응 

개선방안을 주제로 기관별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무인비행선, 이동차, 무인기 등을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의심 사업장 선별·점검 결과와 함께 이와 연계한 

사업장 단속을 주제로 발표했다.

8개 유역(지방)환경청은 청별 관할구역 내 첨단감시장비 

집중점검 결과를 소개했다. 지자체는 부산보건환경연구원 최성우 

연구사가 대표로 ‘지자체 첨단감시장비 활용 사례’를, 민간 무인기 

협회는 민관협력체계 도입·운영과 관련하여 ‘장비운영 시 주요 

장애요인과 향후 개선안’을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박정민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 

대기공학연구과장이 좌장을 맡아 유역(지방)환경청 및 지자체의 

첨단장비 운영 시 어려운 점을 듣고 현행 문제점의 해결을 모색 

했다. 또한 오존 대응·관리로 첨단감시장비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개선방안도 살펴보았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을 비롯한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민간 

무인기 협회는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국 총 217개 산단 

및 배출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고농도 오염지역 및 불법배출 의

심사업장을 선별하기 위한 이동측정차량*, 무인기 운영일을 제2차 

계절관리제 대비 3.5배 이상 확대하는 등 감시체계를 개선했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측정을 위한 이동형 질량분석 시스템(SIFT-

MS) 탑재

※   이동측정차량 운영일수: 1차 86일 → 2차 132일 → 3차 465일  

무인기 운영일수: 1차 54일 → 2차 90일 → 3차 376일  

또한,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의심사업장 693곳에 대해 첨단 

감시장비로 현장을 점검하여 이 중 272곳의 사업장에서 배출허용

기준 초과 등 34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의심사업장 대비 적발률은 

39%로, 지난 제1차 계절관리제의 20%, 제2차 계절관리제의 

15%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첨단감시장비 운영 일수가 

늘어나고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의 신속한 

현장점검이 이루어져서 효율적인 지도·단속이 이뤄진 결과로 

보인다.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사업장  
감시 강화 방안 모색
글. 대기공학연구과 문광주 연구관

NIER 동향 05. 2022 

20



계절관리제 기간 사업장 점검 결과

1차 계절관리제 

(`19.12∼`20.3)

2차 계절관리제 

(`20.12∼`21.3)

3차 계절관리제 

(`21.12∼`22.3)

점검 사업장수 633 735 693*

적발 사업장수 
124  

(적발률 20%)

113  

(적발률 15%) 

272 

(적발률 39%)

* 중앙환경단속반 점검 실적 제외

정은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행사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핵심 과제인 사업장 저감과 관련하여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체계적 사업장 감시의 실효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 032-560-7343 (iamiyan@korea.kr)

첨단감시장비 활용 

실시간 오염도 측정

(이동측정차·무인기)

고농도지역 추출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 선별

점검인력 투입

및 현장 점검

불법배출 사업장 점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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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은 수질과 유량 등 다양한 물환경 측정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물환경정보 일괄(원클릭) 서비스를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을 통해 4월 26일부터 

선보인다.

이번 일괄 서비스는 그간 하나의 수질측정망 지점에 대해 

정보별로 검색해야 했던 사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 흩어져 관리됐던 수질, 수량, 수생태, 기상 등 다양한 

정보를 모아 제공하여 사용자는 한 번의 입력(클릭)으로 원하는 

지점의 물환경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단편적인 문자 기반의 자료 검색 방법이 유역 및 행정구역 

단위의 계층구조 형식으로 개선된다. 수질측정망 지점을 권역/

수계/중권역, 시도/시군구 등 공통단위별로 묶어 보다 쉽고 빠르게 

원하는 지점을 찾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전국 957개 지점 중 81개 주요 수질측정  

지점에 대해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수질자료는 생물화학적산소 

요구량(BOD), 총인(T-P) 등 총 7가지 항목을 제공하며, 수생태 

자료는 주요 출현 어종에 대한 정보도 알려준다.

아울러, 수질 및 수생태 측정결과와 함께 측정지점 주변의 

수량자료, 강수량, 기온 등의 기상자료도 함께 제공하며, 모든 

자료는 표(액셀) 형식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서비스를 2023년까지 전국 957개 지점

으로 확대하고, 이용자 편의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지리정보 

체계(GIS) 기반 서비스도 함께 구축할 예정이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물환경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물환경정보시스템이 종합적인 물환경정보 제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국 물환경정보,  
한눈에 쉽게 본다
글. 물환경평가연구과 최희락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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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032-560-7476 (hlchoi@korea.kr)

물환경정보시스템 주요지점 수질현황 표출 화면

물환경정보시스템 측정자료 검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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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의 이모저모
4 4 4 4

 많이 구경해보셨나요?
여기서 잠깐!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누구나 맞출 수 있는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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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저탄소 생활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구의 날(4월 22일) 전후 
1~2주간을 이것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초성 ㄱㅎㅂㅎㅈ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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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