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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과 국내 이행현황
글. 화학물질연구과 김현정 연구관
화학물질연구과 노 샘 연구사

오늘날 지구는 환경오염,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손실의 위기에

간 협상회의를 거쳐 2001년 5월 22일 채택, 2004년 5월 17일에

직면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환경오염은 과거에는 국가별 국내

발효되었다. 2022년 6월 기준, 협약에 정식 비준한 국가는 총

문제에 국한되었으나 산업시설이 없는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185개국이며, 우리나라는 2001년 10월 4일에 가입하였으며

남극이나 북극의 생태계에서도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화학물질들이

2007년 1월 25일에 비준, 2007년 4월 25일(90일째)에

검출되는 등 이제는 자국 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의

발효되었다.

협력이 필요한 국제적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인간이

스톡홀름 협약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POPs의 제조·수출입·

개발하고 사용해 온 수많은 화학물질들에는 인간과 생태계에

사용을 금지하고, 다이옥신과 같이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나

치명적인 영향과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들이 다수

산업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POPs의 배출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존재하며, 이러한 유해화학물질들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국경을

배출 저감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재고(stockpile)와 함유 폐기물의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친환경적 처리와 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준

이들 유해화학물질 중 특히, 독성이 강하고 분해가 느려

후 국가 이행 계획 및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제출, 정보 교환,

생태계에 오래 남아 피해를 일으키는 유기화학물질을 잔류성

공공정보 인식 및 교육,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이하 POPs)이라

있다.

일컫는다. POPs는 독성, 잔류성, 생물 농축성 및 장거리
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인간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로, 그 이름처럼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잔류하여
먹이사슬을 통해 생물체 내에 축적된다. POPs는 국경을 넘어
장거리 이동함에 따라 인체나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물질의 생산‧사용‧배출의 저감 및 근절을 통해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조치로 스톡홀름
협약이 체결되었다. 스톡홀름 협약은 POPs의 위해성을 인식한
유엔환경계획(UNEP)의 주도하에 1997년부터 여러 차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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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스톡홀름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의무사항
협약항목
제3조
제4조 부속서 A 제2부

의무사항
농업용·산업용 등 의도적 POPs*의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또는 제한
* 금지, 제한, 특정면제, 한시적 허용으로 관리
2025년까지 PCB 함유(50ppm 이상) 장치(변압기, 콘덴서 등)의 사용 근절
배출시설(총 8개 업종*)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비의도적 POPs의 저감

제5조

* 폐기물 소각시설, 시멘트 소성 시설,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시설, 제철 및 제강 시설, 알루미늄
압연·압출/제련·합금 시설, 동 압연·압출/제련·합금 시설

제6조

POPs 재고 및 함유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제7조

비준 2년 이내 국가이행계획(NIP: National Implementation Plan) 작성·제출
(환경부, 제2차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기본계획(2017-2020), 2016)

스톡홀름 협약의 물질 등재는 협약 부속기구인 POPs 검토

용도에 대해 당사국 간 별도의 논의‧의결 전까지 지속 허용)를

위원회(POPs Review Committee, POPRC)에서 검토되고

정하여 등재한다. 협약에서 규제하는 POPs는 초기의 다이옥신과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격년 개최)에서

같은 공정부산물과 유기염소계농약류(OCPs) 중심에서

최종 결정된다. 각 당사국 또는 POPRC에서 제안한 후보물질이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데카브로모디페닐 에테르(Deca-

협약에서 정한 POPs 지정요건을 충족하면 POPRC에서

BDE) 등과 같은 산업용 물질로 변화하고 있다. 2021년까지

유해성 및 위해성 정보, 대체기술의 유무와 금지 시의 부작용 등

등재 POPs는 30종이었으며,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게 되고, 등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화합물이 COP10(2022년 6월 개최)에서 신규로 추가되는

COP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물질 등재 시 생산‧사용 금지가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메톡시클로르

필요한 POPs는 부속서 A(근절), 제한이 필요한 POPs는 부속서

(Methoxychlor), 디클로레인 플러스(Dechlorane Plus), UV-

B(제한), 비의도적 생산으로 배출시설의 관리가 필요한 POPs는

328,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염화파라핀류(Chlorinated

부속서 C(비의도적 생산)에 등재하게 되며, 부속서 A나 B에 등재

paraffins), 긴사슬 과불화카르복실산(LC-PFCAs, long-chain

시 대체기술, 금지‧제한 시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perfluorocarboxylic acids) 등의 후보물질에 대한 검토가 진행

특정면제(일부 용도에 대해 한시적으로 허용) 또는 허용용도(일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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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스톡홀름 협약 등재물질 목록(2021)
물질명

구조식

용도

물질명

구조식

용도

알드린
(Aldrin)

살충제

베타-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
(β-hexachlorocyclohexane)

엔드린
(Endrin)

살충제

테트라-,펜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
(tetra-, penta-BDEs)

m+n=4, 5

디엘드린
(Dieldrin)

살충제

헥사-,헵타브로모디페닐
에테르(hexa-, hepta-BDEs)

m+n=4, 5

톡사펜
(Toxaphene)

살충제,
흰개미구제제

헥사브로모비페닐
(Hexabromobiphenyl,
HBB)

난연제

클로르데인
(Chlordane)

제초제,
살충제,
방제제

펜타클로로벤젠
(Pentachlorobenzene, PeCB)

공업제품,
HCB의
비의도적
생성물

헵타클로르
(Heptachlor)

제초제,
살충제,
방제제

과불화옥탄술폰산
(Perfluorooctanesulfonic acid,
PFOS)

발수발유제
계면활성제

미렉스
(Mirex)

난연제,
살충제,
구제제

엔도설판
(Technical endosulfan)

살충제

헥사클로로벤젠
(Hexachloro benzene, HCB)

살충제 등
원료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
(Hexabromocyclodo
decane, HBCD)

난연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Polychlorinated
biphenyl, PCBs)

절연유 등

펜타클로로페놀
(Pentachlorophenol, PCPs)

농약
살균제

디디티
(Dichloro-DiphenylTrichloroethane, DDTs)

살충제

헥사클로로부타디엔
(Hexachlorobutadiene, HCBD)

용매

다이옥신
(Polychlorinated
dibenzodioxin, PCDDs)

비의도적
생성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나프탈렌
(Polychlorinatednaphthalenes,
PCNs)

엔진오일
첨가제,
방부제

퓨란
(Polychlorinated dibenzofuran,
PCDFs)

비의도적
생성물

데카브로모디페닐 에테르
(decabromodiphenylether,
deca-BDEs)

난연제

클로르데콘
(Chlordecone)

살충제

단쇄염화파라핀 (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 SCCPs)

윤활유,
페인트,
접착제

린덴
(Lindane)

머릿니,
진드기 제거제

디코폴
(Dicofol)

살충제

알파-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
(α-hexachlorocyclohexane)

린덴의
부산물

과불화옥탄산
(Perfluorooctanoic acid, PFOA)

방수코팅제
계면활성제

린덴의
부산물
난연제

난연제

(환경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 모니터링 백서,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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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협약의 이행을 위해 2008년부터 환경부에서

또한, 2008년부터 잔류성물질법 제11조에 따라 국내 환경 중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잔류성물질법)’을 제정‧시행하고

POPs의 오염 실태 및 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 POPs

있으며, 협약에 신규 POPs가 등재되는 경우 잔류성물질법 시행령

측정망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국가 POPs 측정망은 대기 38개

제2조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환경부 고시)에서 관리대상

지점, 토양 61개 지점, 수질 36개 지점, 퇴적물 36개 지점, 총

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잔류성물질법은 주로 POPs 관리를 위한

171개의 지점에서 대기 매체는 연 2회(여름, 겨울), 그 외 수질,

기본체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등재된 물질의 종류와 사용 용도가

퇴적물 및 토양 매체는 연 1회(봄)의 주기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광범위한 만큼 농약과 농식품은 농약관리법, 식품과 의약품은

조사항목은 다이옥신 등 공정부산물 6종, 유기염소계농약류 5종,

식품위생법, 약사법 등을 통해 관리하는 등 관리목적에 따라 POPs

산업용 물질 4종으로 총 15종이며, 신규 POPs와 주요 후보물질을

함유 제품 및 노출 저감 관리를 위해 관련 부처별 개별법에서도

예비항목으로 조사에 포함하여 본격적인 모니터링 전 3년간의

관리 규정을 두고 있다.

시험 운영을 통해 물질별 모니터링의 적정 주기와 환경매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잔류성물질법에서는 관리대상 물질로 지정된 POPs는 특정면제
등의 용도 외에는 제조·수출입·사용을 금지하고, 특정면제 등의

2021년에는 2008~2018년까지 11년간의 측정망 운영의 성과와

용도로 취급 시에도 관리기준 준수, 수출 시 환경부 승인 등의

의미를 종합 정리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 모니터링 백서”를

관리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발간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협약 이행 성과와 환경과 국민의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에 대해서는 함유 전력장비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POPs 관리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서의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배출허용

활용 결과를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그간의 조사 결과에

기준을 설정하여 배출시설 지도·점검, 배출원·배출량 조사 등의

따르면, 우리나라의 POPs 농도 수준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실질적 관리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보이고 있고, 특히 대기 중 다이옥신 농도의 감소는 국내 다이옥신
저감 노력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결과다.
<표 3> 국가 POPs 측정망 운영 현황

구분

대기

수질

퇴적물

토양

지점

38

36

36

61

횟수

2회/년

1회/년

1회/년

1회/년

시기

여름, 겨울

봄

봄

봄

• 공정부산물(6종) : 다이옥신(Dioxins),

퓨란(Furans), 다이옥신유사-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dl-PCBs),
인디케이터-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indicator-PCBs), 헥사클로로벤젠(HCB), 펜타클로로벤젠(PeCB)

조사항목(15종)

• 유기염소계농약류(5종)

: 디디티(DDTs),

알파사이클로헥산(α-HCH), 베타사이클로헥산(β-HCH), 린덴(γ-HCH),
엔도설판(Endosulfans)
• 산업용

물질(4종) : 테트라브로모디페닐에테르(tetra-BDEs)와

펜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penta-BDEs),
헥사브로모디페닐에테르(hexa-BDEs)와 헵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hepta-BDEs),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과불화옥탄산(PFOA)
* HCB와 PeCB는 공정부산물이며, 유기염소계농약류에도 포함되는 물질임
• 공정부산물(1종)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나프탈렌(PCNs)

예비항목(12종)

• 유기염소계농약류(2종) : 클로르데콘(Chlordecane), 디코폴(Dicofol)
• 산업용 물질(9종) : 데카브로모디페닐에테르(deca-BDE),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BCD), 헥사클로로부타디엔(HCBD),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과불화부탄산(PFBA), 과불화부탄술폰산(PFBS), 과불화헥산(PFHxA),
과불화노난산(PFNA), 과불화데칸산(PFDA)
(환경부 고시 제2020-75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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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가 POPs 측정망 중 대기 모니터링 결과(2008~2018)
(환경부 보도자료,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23종 지속 감소 추세, 2021)

더불어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스톡홀름 협약 16조에 명시된 협약 이행 효과성 평가를 위해 UNEP에서 주관하는 POPs 글로벌
모니터링 계획(global monitoring plan for POPs, GMP)에 참여하고 있다. GMP에서는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중·동부 유럽, 중·남미
및 카리브, 서유럽 및 기타로 전 세계 5개의 그룹을 구성하여 대기, 수질, 인체(혈액, 모유) 등에 대해 등재물질의 대륙별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아시아·태평양 그룹의 동아시아지역 POPs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있고, GMP 국가 배경대기
지점인 제주(고산)에서 대기 중 POPs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제주 지점의 대기시료를 매월 채취하여 유기염소계농약류(OCPs)를
포함한 브롬화난연제(PBDEs), 과불화화합물(PFAS) 등 POPs 분석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협약 효과성 평가를 위한 2015년(제2차),
2021년(제3차) GMP 모니터링 보고서에 국가데이터로 제공하였다.

그림 2. GMP 지점(제주) OCPs 연평균 농도 추세

그림 3. GMP 모니터링 보고서

(국립환경과학원, 잔류성오염물질의 환경 중 거동특성 연구(Ⅲ), 2021)

(스톡홀름 협약 홈페이지, chm.pops.int)

또한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에서는 2011년부터 매년 동아시아지역 POPs 모니터링 참가국들의 POPs 분석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몽골, 싱가폴, 라오PDR, 캄보디아, 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분석 담당자를 초청하여 POPs 관련 최신 분석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시료채취 방법을 포함한 다이옥신, OCPs, PBDEs 등의 전처리 및
기기분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동아시아 국가의 POPs 모니터링 능력 강화와 지역 그룹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분석
교육 프로그램은 2020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개최되지 못하였지만, 2021년에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앞으로도 동아시아
국가 간 POPs 모니터링 방법의 조화(harmonization)와 국가별 요청 사항을 고려하여 분석기술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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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동아시아 POPs 분석 교육

스톡홀름 협약에서 규제 대상물질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전 지구적인 협력이 필요한 지금,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당사국 총회,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 참석을 통해 선진국들과의 정보 교류 등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신규 후보물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부처별 협력체계 구축 등 국내 이행 기반 마련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POPs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충실히 노력할 것이다.
문 의: 김현정 연구관 032-560-7200 (hyun74@korea.kr)
노 샘 연구사 032-560-7206 (sea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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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협에도 안전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글. 물환경공학연구과 박배경 연구관

필자는 2012년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국제심포지엄을

다가오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장마·홍수와 가뭄·폭염·산불은

개최한 적이 있다. 유엔(UN)은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막대한 인명과 경제 피해를 주고 지구생태 구성원의 생존에

날로 지정하고 지구상의 물의 중요성에 대해 기념한다. 매년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 물환경 측면에서도 물의 양과

특별한 주제를 선정하여 그 분야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을

오염물질의 불규칙적인 분포·유입으로 안정적인 물자원의

유도하는데 2012년 당시의 주제는 물과 식량의 안보(Water

관리를 어렵게 만든다. 물속의 산소 부족 등에 의한 어류

and Food Security)였다. 우리 과학원은 지금까지도 매년

폐사, 녹조 발생 등은 인간과 생물상의 생존도 위협하고 있는

세계 물의 날 즈음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는데,

현실이다.

당시에 필자는 한국과 이스라엘 간의 물 안보와 물 산업

오랜 기간 환경분야에 종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듣고

협력방안에 대한 주제로 행사를 개최하였다.

스스로 되뇌었던 말이 있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후세에

불쑥 10년이나 지난 기억을 되살린 이유는 당시에는 다소

물려주자는 것이다. 인류는 물과 함께 문명을 시작하였고

생소하게 다가왔던 ‘물 안보’라는 단어가 현시대를 살아가고

발전해 왔다. 그만큼 물환경은 인류 생존에 그 무엇보다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가깝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물환경은 과거에 비해 급속도로

지금까지 ‘안보’라 함은 군사적인 의미가 강하여, 최근의

열악해졌고,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략,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을

예상된다. 깨끗한 물환경 전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떠올리게 하며 사람들에게 외세 침략, 도발로부터 인류를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도 열심히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준비하는 의미로 주로 통용되었다.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과학원 식구들과 이 글을 읽는

그러나 물 안보는 보다 철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독자분들께 물 안보와 물환경 보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환경에서의 물 안보는 최근의 기후변화에 따른 빈번한 가뭄,

부탁드린다.

홍수, 산불 등과 맞물려 인류에게 매우 중요하고 위협적인

문 의: 032-560-7467 (bkpark67@korea.kr)

분야가 되어버렸다.
필자는 물환경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물환경’이라는 용어는 물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물환경보전법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여하는 물의 질과 주변의 모든 요소를 포함한
수생태계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범위를
가진다. 최근의 기후변화는 물 환경에 매우 위협적인 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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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성으로 아시아 대기오염
국제협력 기반 마련
글. 환경위성센터 강경희 연구관

국립환경과학원은 ‘아시아 환경위성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사업’의

연수 과정은 △판도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실습, △환경위성

하나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와 함께 6월 12일부터

알고리즘 및 자료 활용기술, △환경위성 분석지원 시스템 및 위성

7월 1일까지 환경위성 자료 처리 및 활용, 판도라(Pandora)* 운영

자료 처리 실습 등 24개 강의(30시간)로 구성된다. 환경위성센터,

등에 대한 환경위성 연수 과정을 운영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안명환 이화여자대 교수, 이한림 부경대 교수

* 광학 원격 관측장비로, 연직 대기오염물질 분포 측정 및 위성자료
검증에 활용

등 국내 환경위성 전문가 25명이 강사로 참여한다.
연수생들은 이번 연수에서 판도라 기기 운영 등에 대한 이론

이 사업은 국립환경과학원,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및 기술을 습득하고 환경위성과 판도라 자료를 활용한 연구·정책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환경공단이 환경위성의 검증·개선 및 아시아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연수 이후에도 담당

전체의 대기질 감시를 위해 태국, 베트남 등 13개국*에 지상원격

직무에 응용할 수 있도록 연수생 개인별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플랫폼을 구축하고 환경위성 자료 공유로 아시아 대기질 협력을

정은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환경위성 자료의

강화하는 공동 추진 사업이다.

국제적 신뢰도 확보를 위해 환경위성을 활용한 지상 원격관측망

*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
방글라데시, 미얀마, 부탄, 네팔, 인도, 스리랑카

구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라며,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환경위성 연수과정을 통해 아시아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는 13개국 지상원격 플랫폼

국제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구축을 통해 아시아 지역 원격탐사자료 활용 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판도라 관측자료를 지원하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미국 및 유럽의 협력체계와 동등한 아시아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환경위성 연수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판도라
아시아 네트워크(PAN*) 참여국의 위성 연구원 13명을 대상으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인천 서구 소재)에서 3주간
운영된다.
* PAN(Pandora Asia Network): 2019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
회담에서 공표된 사업으로서, 환경위성 관측영역 내에 위치한
아시아 국가들과 환경위성 자료를 공유하고 지상원격 관측망을
구축하여 아시아 전체의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연구관리 기반시설

판도라 장비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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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지원 미대상(6)

대한민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KOICA 지원 대상국(7) (환경위성정규 관측 범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

KOICA 지원 대상국(6) (환경위성정규 관측 범위)

방글라데시

미얀마

부탄

네팔

인도

스리랑카

환경위성 관측 범위 내 국가와 코이카(KOICA) 원조대상국가 목록
문의: 032-560-8431 (k2hee@korea.kr)

10

NIER 동향

07. 2022

가축사육 하천 수질오염인자는
유기물, 질소, 잔류항생제
글. 유역총량연구과 정유진 연구관

경향을 보여 축산농가의 항생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가축분뇨실태조사 평가 방법론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2021년 가축밀집사육지역의 하천 및 지하수

* 21개 수의용 항생제: 암피실린, 세프티오퍼, 클로르테트라사이클
린, 클로피돌, 독시사이클린, 펜벤다졸, 플루메퀸, 린코마이신, 마보
플록사신, 옥시테트라사이클린, 페니실린G, 설파클로로피리다진,
설파디아진, 설파디메톡신, 설파메타진, 설파메톡사졸, 설파퀴녹
살린, 설파티아졸, 티아물린, 트리메소프림, 버지니아마이신

수질 분석 결과에서 가축분뇨 발생량과 연계된 유기물, 질소,
잔류항생제 등 3개 하천 수질오염인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내 가축분뇨 발생량은 1980년대 이후 축산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함께 늘어나 하천 수질에 영향을 주고 있다.

가축분뇨 처리 및 재활용 비율에 따라 가축분뇨 상관성이

e-나라지표(index.go.kr) 내의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현황’

하천 질소계열 항목(총질소,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에

에 따르면 1992년 대비 2019년의 가축사육두수는 약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가축분뇨 개별정화처리시설 비율이

685%(3,717만 5천 마리에서 2억 9,199만 6천 마리)가 늘어났다.

높았던(34%) 광천천 유역에서 질산성질소와의 상관성이 높은

가축분뇨 발생량은 약 114%(2,610만 8천 톤/년에서 5,592만

것으로 나타났다.

5천 톤/년)가 증가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2023년까지 가축밀집사육지역을

2019년 기준 가축분뇨 발생량은 전체 하·폐수 발생량(74억

대상으로 가축분뇨 등과 상관성이 높은 잔류항생제 및 질산성질소

8,114만 5천 톤/년)의 약 0.7%에 불과하나, 수질오염부하량은

안정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오염원 기여율 평가 방법을 마련할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이 각각 38.5%,

계획이다.

27.5%, 3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가축분뇨실태조사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은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하천

평가 방법론 마련을 통해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영향에

수질오염인자를 분석하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대한 이해를 높여 가축밀집사육지역의 하천 보전에 도움을 줄

가축밀집사육지역인 경기도 안성·용인시 청미천 유역과 충청남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군 광천천 유역을 대상으로 하천 및 지하수 수질을 조사했다.

문의: 032-560-7384 (egchung@korea.kr)

분석 결과, 유기물질인 총유기탄소(TOC), 총질소, 잔류항생제가
주요 하천 수질 영향인자임을 확인했다. 조사대상 유역 내 하천
수질이 지하수 수질에 비해 가축분뇨와 상관성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특히, 잔류항생제의 경우 하천에서 액비 살포량이 많을수록
(109% 증가) 21개* 항생제 누적 농도가 높아지는(5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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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등 수질오염원 분석…
전국오염원조사 보고서 발간
글. 유역총량연구과 이수웅 연구관

및 처리현황’은 e-나라지표(index.go.kr)*에 공개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하천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원
현황(2020년 말 기준)을 수록한 ‘전국오염원조사 보고서’를 6월

* e-나라지표 > 지표 보기 > 환경부 >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현황

14일 발간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국오염원조사 시스템 이용자의

전국오염원조사는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양식계,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오염원 조사체계와 시스템 기능을

매립계, 환경기초시설, 기타수질오염원 등 총 8개 분야로 구성되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은 광역 및 기초지자체 등에서 조사한

기존에 지자체, 폐수배출업소 등에서 직접 자료를 입력하던

수질오염원 분석 자료를 검증하여 2003년(기준)부터 매년

방식을 내년 1월부터는 타 부처 기초자료와 연계*하여 조사효율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기존에

올해 ‘전국오염원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약 18개월가량 걸리던 보고서 발간 소요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할

우리나라 총인구 5,297만 5천 명 중 하수처리 인구는 4,952만

예정이다.

6천 명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 부처 간 기초자료 연계를 통해 조사양식에 반영 후 나머지 부분을 조사

하수처리율(2011년 84.9% → 2020년 93.5%)은 8.6%p 증가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이번 ‘전국오염원

전국 축산농가는 19만 4,665호로 2011년(22만 3,988호)에

조사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어떤 수질오염물질이

비해 13.1% 감소했으나 가축사육두수는 2억 4,711만 1천

얼마나 배출되는지 정보를 담고 있다”라며, “이러한 정보 제공을

마리로 10년 전(2억 1,549만 9천 마리)에 비해 14.7% 증가했다.

통해 보다 깨끗한 수질을 위한 창구 역할을 지속하겠다”라고

산업폐수는 전국 5만 4,870개 사업장에서 하루에 384만 4천 톤을

말했다.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전국오염원조사 보고서’에는 행정구역별 및 수계권역별
오염원 현황과 연도별 추이 등 자세한 조사결과가 수록되어 있으며
‘전국오염원조사 시스템(wems.nier.go.kr)’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오염원조사 통계자료는 깨끗한 물관리를 위한 물환경정책
수립,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 등에 유용하게 활용된다. 산업계와
축산계 오염원의 경우 세부적인 분석 내용이 포함된 ‘산업폐수의
발생과 처리’가 별도로 매년 7월경에 발간되고, ‘가축분뇨 발생량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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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오염원조사 추진체계
문의: 032-560-7403 (hoffma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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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항공, 무인기로
과학적 녹조 감시 강화한다
글. 물환경평가연구과 박상현 연구사

정보로, 녹조와의 상관성 모형을 수립해 농도 정보로 전환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위성, 항공기, 무인기(드론)에 탑재한
광학감지기(센서)를 활용하여 녹조 상황을 원격으로 감시하고,

기존 항공기를 이용한 초분광 영상은 공간 해상도가 2m로 높은

관련 정보를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에 제공하는 등

반면 기상 여건에 따라 운용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기상 여건의

녹조 감시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제약이 비교적 덜한 위성의 다분광 영상을 활용하면 보다 안정적인
녹조 감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녹조 원격 감시는 기존 항공기의 초분광 영상 활용에 이어
센티넬-2(Sentinel-2)* 위성의 다분광 영상과 무인기를 활용한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은 항공 영상처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초분광 영상을 추가하여 감시 빈도를 높이고 공간 범위를 확대한

무인기의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새로 개발하여 조류 경보 지점,

것이다.

취수장 인근 등 상세한 감시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6월
중순부터 무인기를 활용한 녹조 감시를 시작했다.

* 유럽우주국에서 개발하여 운영하는 위성으로, 5일 주기로 공간
해상도 20m의 다분광 영상을 제공

녹조 원격 감시 영상은 촬영 후 2일 이내 제공되며 이번에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에 ‘원격탐사 기법을 이용한 물환경

추가되는 위성과 무인기 영상은 6월 15일 이후 물환경정보시스템

변화 예측 연구’를 통해 센티넬-2 위성 영상에서 녹조를 특정하는

내의 물환경지리정보 서비스에 게재되고 있다.

파장을 활용하여 클로로필-a 농도와 남조류의 피코시아닌 농도를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녹조가 크게 발생할

산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것으로 우려되는 여름철 초에 집중적으로 관측한 결과가 선제적인

위성을 이용한 다분광 영상은 지표에서 반사 혹은 복사되는

녹조 대응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에너지를 주로 10여 개 내외의 한정된 파장구간에서 감지한
컬러영상

클로로필-a 영상

피코시아닌 영상

다분광 위성(Sentinel-2)영상 적용 사례
문의: 032-560-7414 (pbaby7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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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온실가스 배출량
국제적 인정체계 본격 가동
글. 지구환경연구과 유영숙 연구관

인정기구로 자격*을 부여받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6월 국내 15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신청’을

* 국립환경과학원은 국제인정협력기구(IAF)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
(MLA)을 체결하여 인정기구(Accreditation Body) 지위 확보

접수했다.
*2015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1년(목표관리제 대상)부터 지정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
을 평가하여 국제인정협력기구 인정기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국제적인 검증기관을 인정할 계획이다.

이번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은 국제표준(ISO)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 인정

국제인정협력기구(IAF)의 인정기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국내

신청서를 받은 뒤에 일련의 평가 절차를 거쳐 지정심의위원회의

검증 기관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인정체계를

심의 후 올해 10월경에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국내에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인정을 공고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1월 국제인정협력기구와 다자간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에 대한 국제적인

검증기관 인정 절차 및 일정

인정
신청

문서
평가

현장
평가

입회
평가

지정심의
위원회
심의

인정
공고

‘22.6.

~‘22.7.

~`22.8.

~‘22.9.

‘22.1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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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럽연합의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적용되는
‘제품 내재 탄소량 검증’ 등에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인정한

* 국제인정협력기구(IAF)에서 승인한 유럽 지역 기구(European cooperation for Accreditation)

검증기관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무역장벽 대응

검증기관이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으로 인정받게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간 온실가스 배출량

되면 세계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응에 유리할 것으로

상호협정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고 있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또한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를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상호

인정 범위를 신규 제·개정 국제표준에 따라 개별 사업계획

연계할 때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상호 등가성을 인정받을 수

(프로젝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검증 등으로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확대할 예정”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검증 결과를 수출국에서 중복 검증 없이 활용할 수

유럽연합의 경우, 지난 2008년 유럽인정협력기구(EA)*의

있도록 이번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 평가를 내실 있게

상호인정협정을 활용하여 유럽연합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이슬란드 등을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에 편입하고, 스위스와는
관련 제도를 연계해 운영하는 등 국제인정협력기구 체계 안에서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으로 국제탄소시장의 무역장벽을 낮추고
있다.

배출권거
래제 연
계

IAF MLA 활용 및 배출권거래제 연계 메커니즘
문의: 032-560-7304 (ssy031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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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의 이모저모 많이 구경해보셨나요?
여기서 잠깐! 지난 6월호 소식지를 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맞힐 수 있는 퀴즈, 나갑니다!

QUIZ
1998년부터 환경부,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호수 중 상수원 및 친수활동 수역으로
이용되는 주요 하천과 호소에 대하여 조류
발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물환경보전법」
제21조제1항(수질오염 경보제)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초성힌트 : ㅈㄹㄱㅂ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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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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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