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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설명 : 우포늪의 여름 - 창녕군이방면과대합면등에서낙동강으로유입되던소하천이

폭이 좁아지면서 형성된 늪으로, 가로 약 2.5Km, 세로 약 1.6Km정도되며,

전체 70만평 중 7만평이 담수지역이며 창녕군 유어면, 이방면 및 대합면

등지에 원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 국내 최대의 내륙습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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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국환경보건학회 임국환 회장님, 그리고 주제를 발표해

주실국내외전문가여러분과내빈여러분을모시고제34회세계환경의

날에 즈음하여「건강한 삶을 위한 환경보건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아황산가스로대변되는대기오염, BOD로대표되는

수질오염, 폐기물의 비위생투기와 같은 6,70년대 이후 30여년에

걸친 압축성장과정의 찌꺼기를 척결한 지금 국민들은 건강한 생활

복지, 이른바‘Well-being’을 강하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측면에서는 온갖 동식물이 동반자로서 함께 사는 우수한 생태계를 복원, 보전함과 아울러 환경

피해로부터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하는데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환경부에서 환경보건원년으로 삼고 있는 금년 세계 환경의 날 기념세미나

주제로「건강한 삶을 위한 환경보건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환경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최고 전문가들을 초치하여 환경보건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을 발표하고

뜨겁게 토론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세미나가 환경보건 정책의 수행기반을 다지려는 개최취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주제들을 발표해주시고 활발하게 토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임국환 한국 환경보건학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과 주제발표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 을 드리면서 이만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6월 1일

1. 권 두 언

「세계 환경의 날 국제세미나」 「건강한 삶을 위한 환경보건연구의
새로운 방향」의 기념사

국립환경과학원장 윤 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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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혁 신 업 무

■ 연구직공무원 성과평가 전산시스템 구축
환경연구기획평가단에서는 연구직 공무원의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연구성과평가시스템」을‘06년5월에 개발하 다. 사용법 숙지와 개인의 연구실적 관리능력을 배양하고자

‘06년 6월 26~30일까지 입력방법 등을 교육하 으며, 여기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도 보완하 다.

이 평가시스템은‘06년 말까지는 시범운 하고‘07년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 혁신담당자와 원장과의 Brown Bag Meeting
윤성규 원장은 5월15일 부서별 혁신담당자들과 Brown Bag Meeting을 갖고“혁업불이(革業不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혁신추진애로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만남에선 성공적인 혁신을 위해

시스템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하 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2005년도 사업평가 A등급 획득
‘05년도 국립환경과학원 사업평가에서 환경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최고등급인 A등급을‘06년 7월

최종판정 받았다. 이는‘03년도 D등급, ‘04년도 B등급에서 진일보하여“환경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조사·연구”라는 기관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전직원의 땀과 노력의 결과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앞으로도 최고환경연구기관으로서 자리매김을 견고히 하기위하여 부단하게 노력할

것이다.

■ 2006년 상반기 혁신활동 및 전화친절도 포상
윤성규 원장은 7월12일‘06년 상반기 혁신활동 우수부서 및 우수자, 전화친절도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우수자를 시상하고 격려하 다.

○ 혁 신 활 동

- 우수부서 : 산강물환경연구소, 유기물질분석연구과

- 우 수 자 : 함창순(금강물환경연구소), 최성헌(측정기준연구과), 김종민(유해생물과)

○ 전화친절도

- 우수부서 : 제품안전평가과, 유기물질분석연구과, 금강물환경연구소 물환경화학연구과

- 우 수 자 : 신 규(경관생태과), 이용희(지구환경연구소), 김덕식(화학물질안관리센터), 

김용호(유해생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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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립환경과학원 동향

환경보건안전부에서는 환경보건원년인올해「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일본 및 캐나다 등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 「건강한 삶을 위한 환경보건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주제로 국립환경과학원 대강당에서

국제학술 세미나를 6월1일 개최하 다.

세미나에서는최근관심이높아지고있는건강 향평가

제도에대한국제동향및외국의사례, 환경오염물질로

인한건강 향등환경보건분야의정책및연구결과를

발표하 다. 

이번 국제세미나를 통하여 국내·외 환경보건의

중요성과 대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수용체 중심의

환경정책 수립과 국내 환경보건연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5월16~18일 제주 서귀포 KAL

호텔에서한·중·일3국의환경연구기관간공동연구

추진 등의 협력방안을 협의하기 위한『제3차 한중일

환경연구원장회의(TPM)』를 개최하 다.

3국환경연구원장은공동연구과제추진을위한구체적

방안을 내년 봄 중국 성도에서 개최되는 차기 회의

이전까지도출하기로하 으며, 동북아환경권국가들의

실질적인 협력연구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북한, 몽골

및 러시아의 환경연구기관이 TPM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기로 합의하 다.

2006 상반기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
원장 회의 개최

국립환경과학원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의

발전적인논의를위하여4월 6~7일충주수안보상록

호텔에서 환경분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회의를

개최하 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측정분석기관

2006년 세계 환경의 날 기념 국제
세미나 개최

한·중·일 3개국 환경연구원장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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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관리 추진방향관련 발표에 이어 우수연구사례

발표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토론이있었다. 또한, 회의진행에앞서창의적인

연구능력배양을 위해 우수연구사례 발표자에 대한

환경부장관표창을 수여하 다.

국립환경과학원은‘91년부터비정규조직으로운 해온

화학물질심사단을 ’06년6월30일 화학물질등록

평가과로 정규직화 하 다.

‘96년 OECD가입이후화학물질심사단의기능보강

및 업무범위 확대가 요구되어 왔음에도, 이제까지

비정규직으로 운 해와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화학물질등록평가과로정규조직화하면서과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모두 임명함으로써 인사이동을

방지, 고도의 전문성을 축적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자연생태를 지켜내는

수호자 역할을 다하도록 하 다.

환경진단연구부토양지하수연구과에서는지난2년간

(‘02~’03) 유류분해미생물개발및 기술지침 마련을

위해『바이오파일을 이용한 유류오염토양처리에 관한

연구』를수행한바있으며, 동연구에서유류분해능이

우수한 아시네토박터, 슈도모나스, 효모 등 6종의

미생물 균주를 발굴하 다. 

특히 이들 분리균주 중 효모(WLH-1)는 난분해성인

자동차 폐윤활유에 대해서도 다른 균주보다 약 2배

정도의 높은 분해율을 보여『윤활유 분해능을 갖는

야로이아속미생물및이의용도』로5월 30일특허를

(출원번호:10-2005-0010058)취득하 다. 

환경측정기준부 유기물질분석연구과에서는 폴리

클로로비페닐, 다이옥신등다양한미량유기오염물질

분석방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동 연구

과정에서 폴리클로로비페닐, 다이옥신 등 미량유기

오염물질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고성능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정제방법을 개발하 다.

특히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분리과정에서

나프틸기가결합된컬럼을도입하여노르말헥산단일

용매 이동상으로 폴리클로로비페닐 및 다이옥신을

효과적으로 분리하는『나프틸아미드 고정상, 이를

충진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컬럼, 이 컬럼을 이용한

폴리클로로비페닐 및 다이옥신 분석방법』으로 5월

30일특허(출원번호:10-2004-003054)를취득하 다.

환경측정기준부 유기물질분석연구과에서는 4월

27~28일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일종으로 먹는샘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되어있는 DEHP (bis-2-ethyl

hexylphthalate) 및 DEHA(bis-2-ethylhexyladipate)의

분석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지방환경청 먹는 물 분석담당자(23명)에게 시료

전처리, 표준용액 검량선작성 및 결과산출 등 분석

신뢰도 향상방안에 대해 교육하 다. 

본 시험방법은 먹는샘물 중 DEHP 및 DEHA 분석

자료 축적결과를 토대로 향후 수질기준 설정에 활용할

것이다.

환경측정기준부에서는 지방환경(유역)청, 시·도보

건환경연구원, 측정분석기관등을대상으로측정분석

능력 향상 및 측정분석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매년표준시료공급을통한숙련도시험을실시하고있다.

특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4조 개정 및「측정분석기관 정도 관리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2005-18호)의 전면 개정에 따라

숙련도시험의평가방법, 대상분야·항목을확대하여

그간 정도관리를 수행하지 않던 보건소, 정수장 등을

포함 약 1,200 기관을 대상으로, 수질 등 7개 분야

40항목에대한숙련도시험을위한표준시료를공급하 다.

향후, 숙련도시험결과가‘부적합’판정을받은기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현장방문을 통한 기술지도 또는

교육이수 명령 등의 조치를 할 것이다.

‘06년정도관리대상기관의현장평가준비에도움을

주고자 지난 4. 10~14(1차), 6. 7~9일(2차) 정도관리

대상기관의 책임자 및 실무자, 지방환경(유역)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34기관, 약 80여명을

대상으로 대상기관의 특성에 맞는 품질문서 작성

방법을 교육하 다.

이 교육을 통해 ISO/IEC 17025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다듬게 되었고 대기, 수질 등 5개 분야로

구분하여정도관리분야별특성을반 한품질문서의

기틀을 마련하 다.

화학물질등록평가과 정규화 및 과원 임명
먹는 샘물 중 프탈레이트 분석방법 교육

2006년 숙련도 시험 추진

정도관리 품질문서 작성 교육

유류오염 토양 정화용 미생물에 대한
특허 취득

폴리클로로비페닐 및 다이옥신 분석방법에
대한 특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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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기준부 측정기준연구과에서는『환경기술

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의2와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1의2에 따라 각각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 평가하여 2개의 먹는 물 분야

정도검사 대행기관을 신규 지정하 다.    

따라서, 정도검사 대행기관은 기존 3개소에서 5개소로

증가하 다.

환경측정기준부 측정기준연구과에서는『폐기물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362호, ‘04.11.25)』에 따라 미지시료 분석,

분석능력 및 기관운 관리에 대해 평가하여『폐기물

관리법』제25조의2 및『동법 시행규칙』제24조2제

1항에 의해 3개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신규 지정

하 다. 따라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기존20개소에서

23개소로 증가하 다.

환경측정기준부 측정기준연구과에서는‘05년 사후

관리 결과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다이옥신 측정기관

실무자 25명을 대상으로「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 1주일(’06. 5. 22~26) 동안소각시설의다이옥신

관리정책, 다이옥신측정기관지정실무해설, 다이옥신

시료채취 및 기기분석 등을 교육하 다. 하반기에는

9월 중에 다이옥신 측정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2차 교육할 계획이다.

교통환경연구소에서는『친환경자동차·측정기술의

개발』을 주제로 5월25일 국립환경과학원 대강당에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 다. 이날 세미나는 유럽

및 일본 등에서 발표를 위해 참가한 내빈 및 국내

저공해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교수, 자동차제작사 및

자동차부품제작사의담당자등약300여명이참석하 다.

교통환경연구소의 김종춘 소장은 경유자동차 미세

입자 규제동향을, 환경부 교통환경기획과 김진석

과장은우리나라자동차공해저감대책을, 자동차부품

연구원의 이춘범 센터장은 환경친화적인 상용디젤

엔진의 기술현황을, 무·저공해자동차사업단의

정용일 단장은 경유자동차 후처리장치의 국내개발

동향에 대해 발표하 다.

4월12일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회의실에서 국립

환경과학원 윤성규 원장과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이원효 소장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연구 및 인공사육

관계자20여명이참석한가운데멸종위기야생동물보전

업무 협력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증식 및 복원 연구의 양적·질적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나가기로하 다.

국립환경과학원 동향

공고번호 지정일자 기 관 명 대 표 자 지정분야

2006-73

2006-138

‘06. 4. 5

‘06. 5. 30

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실

서울시
상수도연구소

수자원연구원장

상수도연구소장

먹는물분야

먹는물분야

고시번호 지정일자 기 관 명 대표자 지정분야

과학원고시
2006-9

2006-11

2006-12

‘06. 4. 3

‘06. 4. 13

‘06. 4. 13

(재)한국환경수도연구소

(주)명성과학기술연구원

(주)신호정유

김정근

도재인

남인희

일반항목,
유기용제

일반항목

PCBs

환경측정기기정도검사대행기관신규지정

교통환경연구소 국제세미나 개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신규 지정

‘05년 다이옥신 측정기관 사후관리
결과 미흡기관 교육

서울대공원과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전
업무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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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총량관리연구부 대기총량과에서는 6월23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대강당에서수도권특별법

기본계획추진을위한지자체별시행계획작성과관련하여

“대기질 개선대책 효과분석 및 사후관리방안”용역의

최종보고회 및“지자체별 시행계획 수립”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하 다.

이날 합동보고회에서는 환경부, 지자체, 수도권

연구지원단, 수도권대기환경청 등의 관계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하여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계획의 평가·사후관리기준마련에대한많은의견을

교환하 다.

지구환경연구소에서는6월20일건국대학교공학관에서

동북아지역 장거리 이동되는 입자상 물질의 화학적

성분조성 조사를 통해 주요 배출원과 발생원별

기여도를 확인하고 통계분석, 역궤적분석 등을 통해

배출원-수용원 관계를 파악하는 보고회를 개최

하 다.

연구내용은 주요 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자료 확보,

서해대기 중으로 이동되는 오염물질 정량화, VOC,

DMS, CO, NH3, HNO3 등 가스상 물질의 오염원

유입경로 확인 및 입자상물질 생성기여도 고려이다.

환경총량관리연구부 수질총량과에서는 5월3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환경부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06~‘15) 추진을 위해 4대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2단계 기본계획(안)에 대한 토론회와‘04~‘05년

수계별 환경기초조사사업 성과발표회를 개최

하 다.  

지구환경연구소에서는‘06년도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관련 한·중·일 국제공동연구와

관련하여한반도주변지역의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특성과 우리나라 해안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위·

경도별 농도분포 파악 및 이동량 산정을 목적으로

하는상층기상관측및지상항공관측을수행하 다.

- 측정 지역 : 동해상, 서해상 및 남해상(항공관측),

충남 태안(상층기상관측)

- 참여연구원 : 지구환경연구소이동원연구사외9명

- 측정기간 :‘06. 4. 1~15,  6. 6~16

- 측정요소 : SO2, NOx, O3, VOCs, Aldehyde 등

가스상 물질과 입자상 물질 등 32종

교통환경연구소 김종춘 소장은 6월 2일 한국과학

기술연구원에서동남아지역8개국의환경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동차공해 방지대책을 교육하 다. 

이날프로그램중에는교통환경연구소에서운용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연료, 미량유해물질 측정

장비 등의 시연과 우리나라 자동차 환경관련 제도

및 규제와 관리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 다.

수도권 특별법 관련 지자체 시행계획
작성 용역사업 합동보고회 개최

장거리이동 입자상 물질의 화학적 특성과
거동에관한연구용역사업최종보고회개최

동남아 8개국 환경공무원 자동차공해
방지대책 교육

환경기초조사사업 2단계 기본계획(안)
토론회및환경기초조사사업성과발표회개최

한·중·일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관련 대기질 항공, 지상관측 및 상층
기상 관측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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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교류사업 및 국제 세미나

M일 시 :‘06. 3. 26 ~ 4. 1(7일)

M장 소 : 독일 쉬말렌베르그 프라운호퍼연구소

10개 연구 기관

M참가자 : 자연생태부장 오경희, 김명진, 신 규

M요 약 : 자연생태부는 국가환경생태시료은행

(NESB) 설립준비를위해독일의연방환경청, 프라운

호퍼연구소 등 5개 기관을 방문하여 독일의 국가

환경생태시료은행 운 현황을 조사하 고, 스위스

산림·눈·경관연구소, 독일자연보전청등5개기관을

방문하여 경관관리 현황을 조사하 다.

M일 시 :‘06. 4. 3 ~ 7(5일)

M장 소 : 스위스 제네바

M참가자 : 환경진단연구부 자원순환과 신선경

M요 약 : 제5차바젤협약개방형실무그룹회의는

제8차당사국총회에앞서유해특성, 바젤협약부속서

Ⅷ 및 Ⅸ와 관련된 폐기물 목록의 조정, 폐기물 중

POPs 물질의친환경적관리를위한기술지침서등에

대해 논의하 다. 

주요안건으로는제7차당사국총회결정이행현황및

향후 추진계획, 재정문제(‘06~’08 예산안), 제8차

당사국총회(‘06. 11. 27~12. 8, 케냐) 논의사항검토

등이다. 

M일 시 :‘06. 4. 6 ~ 8(4일) 

M장 소 : 마카오(University of Macau)

M참가자 : 환경총량관리연구부 배출시설연구과

양형재

M요 약 : 마카오환경위원회, 마카오기술사협회,

Macau 대학이공동주최한세미나에서“한국의폐수

처리에관한규정과현장적용기술및처리수재이용

현황”에 관한 주제로 양형재 연구관이 발표하 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 하·폐수의 방류수

수질기준과함께적용되고있는하수처리기술에대한

오염물질 제거효율, 각 공정별 하수처리 단가 등을

제시하 다. 또한 양평군 양서하수처리장에 적용한

연속회분식을이용한질소인처리기술도발표하 다.

M일 시:‘06. 4. 17 ~ 21(5일)

M장 소 : 프랑스파리UEO(Union de l’Europe Occidentale)

M참가자 : 환경보건안전부환경노출평가과이문순,

이은정

M요 약 : 제22차OECD 초기위해성평가회의(SIAM 22)

는24개국회원국과EC, BIAC(ICCA) 등에서80여명이

참석하여, 각회원국이제출한대량생산화학물질의

초기위해성평가보고서 34종을 검토하 다. 

한국이제출한4,4‘-Oxybisbenzenesulfonyl hydrazide

(OBSH)는사무국의요청에따라일본을co-sponsor

국가로하여물리화학적특성자료및생태독성자료를

추가하 고, 반복독성 및 시험관내 유전독성, 급성

생태독성, 대기 및 작업자의 노출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노출평가 자료가 제한되어 있어 인체 및

환경에 대하여 추가연구 후보물질로 합의하 다. 

DuPont사와공동으로작성한 1,1’-Difluoroethane

(HFC-152a)는 급성독성, 반복, 생식 및 발생독성,

발암성이 없으며, 수생생물에서도 낮은 유해성을

보이고 주로 대기로 배출되어 물이나 토양으로의

분배가 기대되지 않아 우선순위가 낮다고 평가

하 다.

▲ 프라운호퍼연구소의 환경생태시료 초저온저장시설

국립환경과학원 동향

국가환경생태시료은행(NESB) 및 경관
관리분야 해외 현지 조사

제5차 바젤협약 개방형 실무그룹(OEWG)
회의참가

제22차 OECD 대량생산화학물질 초기
위해성평가회의 참석 및 발표

마카오 환경위원회 주관 오폐수처리기술
및 처리수 재이용에 관한 세미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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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일 시:‘06. 4. 19 ~ 28(10일)

M장 소 : 캐나다, 일본

M참가자 : 환경보건안전부 실내환경과장 장성기,

김동진

M요 약 : 실내공기질관리에대한선진정책사례

조사를위하여캐나다건설기술연구원과일본후생

노동성, 국토교통성, 건자재시험센터, 동경대학교,

와세다대학 등을 방문하 다.

이번연수는각국의건축자재방출시험방법, 시설및

운 방법등을확인할수있는기회가되었으며, 각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프로그램 및 최근 연구는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M일 시 :‘06. 4. 28 ~ 5. 6(9일)

M장 소 : 중국 양현

M참가자 : 자연생태부 생태복원과 박진

M요 약 : 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실시한 금번

번식지현황조사에서번식중인따오기의둥지6곳에서

육추중인새끼를관찰하 으며, 번식지와채식지의

환경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 다. 

또한섬서성임업부따오기담당자, 따오기센터담당자

및 중국측 따오기전문가(Dr. Xy Yongmei)와의

회의를통해따오기인공증식에대한정보도수집하 다.

M일 시:‘06. 4. 30 ∼ 5. 5(6일)

M장 소 : 필리핀 로스바뇨스 마킬링산 일대

M참가자 : 자연생태부 경관생태과 최태봉, 이재호

M요 약 : 한·아세안 환경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수행중인라플레시아연구를위해필리핀로스바뇨스

마킬링산 일대를 현지조사하 다.

멸종위기 식물인 라플레시아 (Rafflesia manillana)

집단의 위치정보를 현지 공동연구원(Dr. Fernando,

Dr. Lapitan)을 통해 수집하 고, 확인된 집단을

대상으로직접현지조사를수행하여향후유전분석을

위한시료를확보하 다. 2차년도에는확보된시료를

가지고 라플레시아의 클론구조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할 것이며, 개화시기에 맞추어 다시 한번 현지를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것이다. 

M일 시:‘06. 5. 1 ~ 5(5일)

M장 소 : 스위스 제네바

M참가자 : 환경보건안전부환경노출평가과윤준헌

M요 약 : 이번 총회에서는 불이행, 재원 및 재정

메카니즘, 기술지원, 협약간공조를통한시너지, 협약

실효성평가 관련 GMP(Global Monitioring Plan)

등의 이슈에 대하여 개도국과 선진국간 경제적,

기술적 차이에 따른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주요

이슈로대두되었다. 또한협약이행과관련된BAT/BEP,

다이옥신 Toolkit 사용, 국가이행계획 등 기술적인

부분에 관한 지침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국가별 의견을 수렴하여 각 주제별 주요 사항과

제3차 당사국총회의 검토내용을 결정하 다.

M일 시: ‘06. 5. 21 ~ 27(7일)

M장 소 : 노르웨이 스타뱅어

M참가자 : 자연생태부 생태복원과 김명진

M요 약 : 92개국 800명(430주제발표, 60포스터

▲ 캐나다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세미나를 마친 후

▲ Rafflesia manillana의 생태특성 조사 및 시료채취 과정

중국 따오기 번식지 현황 조사

한·아세안 환경협력사업 : 라플레시아
연구를 위한 현지 조사

스톡홀름협약 제2차 당사국 총회 참가

26차 국제환경평가학회 세계총회 및
학술대회 참가

실내공기질 관리 선진정책 사례조사를
위한 해외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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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의환경 향평가분야전문가가참여한제26차

국제환경평가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 IAIA) 세계총회 및 학술대회

참가를 통하여 전략환경평가, 생물다양성 환경평가

및 환경관리 분야의 세계 전문가들과 의견 개진을

이루었고‘07한국유치(‘07. 6. 2~9, 코엑스)에따른

조인식, 준비회의참가및한국환경정책을홍보하 다.

M일 시:‘06. 6. 2 ~ 3(2일)

M장 소 : 캐나다 오타와

M참가자 : 환경보건안전부환경노출평가과윤준헌

M요 약 :OECD/UNEP의지원으로캐나다오타와에서

열린이번워크숍은우리나라와미국, 캐나다, 호주,

스위스, 네덜란드 6개국 40여명이 참가하 으며,

POPs에대한관리와평가를강화하기위한수단으로

다매체모델의정의와활용성에대한논의를하 다.

또한 유사 POPs물질의 잔류성(Pov)과 장거리

이동성(LRTP)을 평가하고 유해성을 조사하기 위해

OECD 전문가 그룹에서 개발한 모델프로그램인

The Tools에 대한 훈련을 통해 각국에서 모델링을

활용할워크숍참여자들의의견을취합하여OECD

전문가그룹의 활동에 피드백 함으로써 모델링의

활용성을 더욱 높 다. 

M일 시:‘06. 6. 3 ~ 10(8일)

M장 소 : 포르투칼 리스본

M참가자 : 환경보건안전부 실내환경과장 장성기

M요 약 : 국제실내환경학회(International Society

of Indoor Air Quality)에서주최하는제8차Healthy

Buildings 컨퍼런스(HB 2006)에 참가(포르투칼

리스본)하여신축공동주택에서 폐시간에따른VOCs 

및 Aldehydes 방출 특성 연구 1편과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TVOC와 HCHO 특성에 관한 1편 등 총

2편을발표하 다.   또한실내공기질정책, 실내공기질

및 오염물질, 미생물, 건축자재와 학교, 수송수단, 

병원 등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주제 강연을 통하여

최근이루어지고있는선진국의실내환경관련연구

동향을 파악하 다.

M일 시:‘06. 6. 7 ~ 9(3일)

M장 소 : 일본 동경 환경성 회의장

M참가자 :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과장 오길종

M요 약 : 양국이 사전에 합의한 양국의 자원순환

정책 소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현황 및 추진방안,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 전기전자/자동차 폐기물

재활용정책,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운 등 5가지

주제로발표및토의가있었다. 과학원의오길종과장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현황 및 추진방안에 대하여

발표하 다.

정도관리신뢰성제고를위한국제연수참가

M일 시:‘06. 6. 19 ~ 29(11일)

M장 소 : 캐나다 온타리오주

M참가자 : 환경측정기준부 송기봉연구사 등 2인

M요 약 : 연수 참가자들은 국제적인 정도관리

품질관리시스템의작성방법을배우고실제국제적인

정도관리체계(ISO/IEC 17025)에따라운 되고있는

실험 과정(시료접수, 분석절차서 및 기록, 고객에

대한서비스방법등)을파악하여우리나라각기관별

정도관리의품질관리시스템작성및실험실의운

시스템에반 하고자캐나다정도관리국제인증기관

(CAEAL) 및워터루에위치한분석전문기관(ALT)을

방문하 다.

국립환경과학원 동향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평가를 위한 다매체
모델의 활용 워크숍 참가

제1회 한·일 자원순환정책협력회의 참가

제8차 Healthy Buildings 컨퍼런스
(HB 2006) 참석 및 발표



12 국 립 환 경 과 학 원

M일 시:‘06. 6. 24 ~ 30(7일)

M장 소 : 독일 하이델베르크

M참가자 : 지구환경연구소장 오성남

M요 약 : 환경감시 분야 국제 심포지움은 지구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기상 및 대기 관측과 분석에

국내학회 및 세미나

M일 시:‘06. 4. 12 

M장 소 : 국무조정실

M제 목 : 지구온난화·기후변화와 지구환경감시

M참가자 : 지구환경연구소장 오성남

M요 약 : 현재세계적문제로대두하고있는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 입안자들의 이해를

돕고, 국립환경과학원지구환경연구소의홍보를위해

오성남 소장은“지구온난화·기후변화와 지구

환경감시”라는 주제로 발표하 다.

M일 시:‘06. 4. 15 

M장 소 : 제주도 제주대학교

M제 목 : 

*  소청도의 추기 맹금류 이동에 관한 연구

* 한국미기록꼬마갈매기(Larus minutus)와큰부리

바다오리(Uria lomvia)에 관한 보고

M참가자 : 자연생태부 생태복원과 박진 , 이정연

M요 약 : 2002~2004년9~10월소청도조류조사시

관찰된조롱이, 말똥가리, 참매, 벌매, 비둘기조롱이,

관한 연구발표를 과거 6년간 수행하여 온 국제연구

활동이다.

금번국제심포지움에서는지구환경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는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모니터링연구내용을

발표하 다.

항라머리검독수리 등의 맹금류 이동현황 조사결과

발표와2006년 1월 21일겨울철새동시센서스 조사

중국내에서최초로도래사실이확인된꼬마갈매기

(포항시 북구 환호동 해안)와 큰부리바다오리(고성

~거진해상, 강원도현내면대진리)의관찰기록을발표하 다.

M일 시:‘06. 4. 20 ~ 22(3일)  

M장 소 : 수원대학교

M제 목 : 2005년 항공관측에 의한 서해안에서의

대기오염물질의 공간농도 분포

M참가자: 지구환경연구소장오성남, 최진수, 이용희,

최철우,  차준석, 김상균, 이동원, 이재범

M요 약 : 중국으로부터이동되어오는장거리이동

대기오염 현상을 이해하고, 그 원인 규명을 통해

과학적인저감대책및기초자료구축을위하여수행된

한·중·일3국국제공동연구사업중“2005년항공

관측에의한서해안에서의대기오염물질의공간농도

분포”등 3편의 내용을 발표하 다.

대기오염물질 분석 및 이동량 산정, 모델링 결과를

국무조정실 정책세미나 발표

한국조류학회 학술대회 참석 및 발표

한국 대기환경학회 논문 발표

제6차 국제 환경모니터링 심포지움 참가

기타 연구교류사업 및 국제 세미나

학회 및 세미나 날짜·장소 참가자·발표자

제20차 OECD 우수실험실운 (GLP) 실무그룹회의 4. 4 - 6
(프랑스 파리)

2006 한,중 환경오염의 건강위해성 평가연구회의
4. 18 - 28

(중국 우루무치, 
내몽고 바오토우)

환경총량관리연구부
(임정훈)

OECD 테스트가이드라인 국가조정자 실무회의

낙동강수계 수질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관련 선진사례 국외연수

POPs 평가를 위한 다매체모델의 활용 워크숍

산강, 섬진강수계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관련 국외연수

환경보건안전부
(박수 )

환경보건안전부
(박수 )

환경보건안전부
(윤준헌)

환경보건안전부
(김대선)

산강물환경연구소
(이수형외4인)

5. 16 - 18
(스위스 베른)

5. 21 - 30
(독일 등 3개국)

5. 29 - 6. 4
(캐나다 오타와) 

6. 7 - 15
(호주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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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연구기간중중국으로부터이동되어진대기

오염 물질의 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 사례 및

모델링 결과를 도출하 다. 

M일 시:‘06. 4. 27 

M장 소 : 경기도 고양시 KINTEX

M제 목 : 공동주택에서의 바닥충격음 실태

M참가자: 교통환경연구소 강대준

M요 약 : 공동주택에사용되고있는바닥재가어느

정도의 경량충격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지 조사

하 고, 또한 최근에 준공된 공동주택 현장에서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조사하 다.

M일 시:‘06. 4. 27 ~ 28(2일) 

M장 소: 김대중 컨벤션센터(광주)

M참가자 : 지구환경연구소장오성남, 최진수, 이용희,

차준석, 김상균, 이동원, 이재범

M요 약 : 대기오염물질이중국으로부터우리나라로

유입또는유출되는양및우리나라에침적된양등을

도출하기 위하여 2005년 10월에 수행된 항공 관측

기간동안대기질모형인CADM (Comprehensive Acid

Deposition Model)을이용하여대기질을수치모의한

결과를발표하 다. 또한서해상공을통하여중국으로부터

이동해오는대기오염물질을항공기를이용하여고도별,

위·경도별 측정을 실시하 으며 같은 기간 중

지상6개지역의대기오염도측정결과등을이용하여

대기오염물질분석및이동량산정결과를발표하 다.

M일 시:‘06. 5. 3 

M장 소 : 기상청 대회의실

M제 목 : 동북아 지역의 자연발생적 대기오염

장거리이동과 향

M참가자 : 지구환경연구소장 오성남

M요 약 : 지구환경연구소 오성남 소장은 기상청

주관으로개최된「황사감시및예측기술워크숍」에서

“동북아지역의자연발생적대기오염장거리이동과

향”이란 주제로 발표하 다. 본 워크숍은 지난

4월의 극심한 황사 이후 기상청의 황사예보 기술의

향상과황사관측및예측기술의교류를위해 마련하 다.

M일 시 : ‘06. 5. 3 ~ 4(2일) 

M장 소 :  대구전시컨벤션센터

M참가자 : 자연생태부장 오경희, LMO 심사단

김태성, 유민수

M제 목 : 바이러스저항성GM식물에적용한ZGMMV

(Zucchini green mottle mosaic virus: 서양호박녹반

모자이크바이러스)의게놈안정성조사에관한연구

M요 약 : 바이러스 저항성 GM식물의 잠재적

환경위해성평가연구의일환으로모델식물인바이러스

저항성 GM담배에 적용한 ZGMMV 바이러스의

게놈안전성을조사하 다. 바이러스저항성GM식물이

상업화되어 이용되고 있으나 (미국, 이탈리아등)

현재 바이러스 저항성 GM식물의 환경위해성을

확인할수있는평가방법은확립되어있지않은실정이다.

이에ZGMMV 자체의게놈안정성(genome stability)을

조사함으로써 환경 중 바이러스의 변이 등에 의한

잠재적위해가능성및이를확인할수있는평가방법

연구에 대해 진행 중인 연구내용 등을 발표하 다.

M일 시:‘06. 5. 4 

M장 소 : 환경부 회의실

M주 제: 수생태건강성 회복을 위한 자연형 하천

복원방안

M참가자 : 자연생태부 생태복원과 김명진

M요 약 : 국내전문가17인이참가하여수질위주에서

수생태 건강성 회복으로 물환경 관리 정책 목표의

확대에 따라 자연형 하천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관계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T/F팀을 구성하 다.

1차회의는환경부에서제시한팀활동계획과자연형

하천정화사업 패러다임 전환 구상, 3개 분과(모델

및계획, 기준작성, 수생태조사)에대해사업을추진하 다.

6월 29일 2차 회의는 창원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계획 등에 대한 토론을 하 다.

국립환경과학원 동향

▲ 복개 철거 후 복원한 제주 산지천 전경

대한환경공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 발표

한국 기상학회 논문 발표

황사감시 및 예측기술 워크숍 주제 발표

한국미생물학회 참석 및 발표

수생태건강성 회복을 위한 전문가 T/F팀
1차, 2차 회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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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일 시 : ‘06. 5. 12, 

M장 소 : 대한주택공사 본사 국제회의실

M참가자: 자연생태부 생태복원과 김명진

M주 제 : 거버넌스와 환경 향평가

M요 약 : 청계천복원공사에따른대기질변화등

30여편의 주제발표를 하 고, 폐광산 생태적 복원,

백두대간산림훼손복원, 북한지역CDM 조림대상지

선정연구, 두루미월동이동경로및서식지분석등에

대한 토론을 하 다.

M일 시 :‘06. 5. 12 

M장 소 : 순천대학교

M제 목 : 

* 유전자도입자원식물개발연구및이용시바이오

안전성 확보관리

* 물참새피와털물참새피의분포현황및생태특성

* 외래식물 가시박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 분석

* 멸종위기야생식물세뿔투구꽃의자생지환경 및

생육 특성

M참가자 : 자연생태부 최경화, 김용호, 구연봉,

길지현

M요 약 : 최경화박사는유전자도입자원식물개발

연구 및 이용시 바이오안전성 확보 관리에 관한

내용을발표하 다.  특별강연으로SSR 마커를이용한

한국·중국·일본·미국의 복사나무 재배종 간의

유전적 다양성 비교연구가 발표되었고, 이 외에

국립환경과학원 자연생태부에서는 물참새피와

털물참새피의 분포와 생태, 가시박의 사회적 인지,

세뿔투구꽃의자생지와생육특성등을주제로발표하 다.

M일 시 :‘06. 5. 18 ~ 20(3일) 

M장 소 : 전남 목포대학교

M제 목 : 폐기물인증표준물질을이용한중금속류와

시안화물 전처리방법 비교 연구 등 2편

M참가자 : 환경진단연구부자원순환과신선경 등 3명

M요 약 : 유해폐기물에 함유된 신규유해물질

(중금속류 및 유기물질류)의 농도를 평가하기 위해

이들유해물질을함유한오니, 폐유, 소각재등의인증

표준물질및다양한폐기물시료를사용하여전처리

방법별분석결과를비교·검토하 다. 「폐기물인증

표준물질을이용한중금속류전처리방법비교」에서는

현행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제시된 무기물류 7종

(As, Cd, Cr(VI), Cu, Hg, Pb, CN)과 신규 규제가

필요한 8종(Ba, Be, t-Cr, Ni, Sb, Se, V, Zn)에 대한

결과를발표하 고, 「지정폐기물중폴리브롬화이써류

분석방법비교」에서는난연제인PBDE에대한결과를

발표하 다. 

M일 시 :‘06. 5. 25 ~ 26(2일) 

M장 소 : 제주 라마다프라자 호텔

M제 목 : 건축내장재의 흡음 특성

M참가자 : 교통환경연구소 강대준

M요 약 : 실내에서의 생활이 증가하면서 실내의

음환경개선을위해室의설계나음향묘사(simulation)를

할 때 건축내장재의 음향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외국의

자료를인용하거나경험에의해설계하는경우가많다.

이연구에서는국내에서사용되는건축내장재(천장재

9종, 벽지 14종, 바닥재 20종)에 대한 흡음 특성을

조사하여 음환경 개선 및 흡음성능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다. 

M일 자 :‘06. 5. 25 ~ 26(2일)  

M장 소 : 건국대학교

M제 목 : 

＊ 폐수배출시설에서의Coplanar PCBs의배출특성에

관한 연구

＊ 슬러지 중 Coplanar PCBs의 간편하고 신속한

정제방법 개선연구

＊ 먹는샘물 중 유기화학물질 분석특성 연구

＊ 메틸수은의 환경위해성 평가를 위한 분석 검출

하한값 산정에 관한 연구

M참가자 : 환경측정부장 김삼권, 박선구, 김금희,

황승률, 권명희, 홍석 , 김창회, 김동훈

M요 약 : 환경측정기준부에서는 환경분석학회

추계학술 대회에 참석하여“국내 측정분석의 발전

방향”이라는주제로김삼권부장이특강을하 으며,

4편의 논문을 발표하 다.

한국환경 향평가학회 2006년 춘계학술
대회 참가

한국자원식물학회 참가

2006년 한국분석과학회 춘계 학술발표회
참석 및 발표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
발표

한국환경분석학회 2006년 춘계학술대회
참석 및 발표



15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M일 시:‘06. 6. 4 ~ 7(4일) 

M장 소 : 강화도 강화 로얄호텔

M주 제: 저어새 보전을 위한 대중인식증진과

커뮤니케이션

M참가자 : 자연생태부 생태복원과 박진 , 이정연

M요 약 : 국제적인멸종위기종저어새보전을위한

협력방안 협의와 자료교류를 위해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미국에서전문가가참석하 으며,

생태복원과박진 연구사는환경부의멸종위기조류

보호를 정책과 연구현황에 대해 발표하 다. 또한

저어새의 번식지인 김포군 유도, 강화군 석도, 비도

및 교동도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 다.

M일 시:‘06. 6. 7 

M장 소 : 국무조정실 환경정책팀

M제 목 : 생태형 하천복원 방안

M참가자 : 자연생태부 생태복원과 김명진

M요 약 : 국무조정실에서는 환경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책

조정및대책수립능력을제고하기위해정책토론회를

개최하 다.

이날토론회에서는국내하천복원방안제시를하고

자생태형하천의내용, 하천복원사례, 현하천복원의

문제점, 생태형하천복원방안등에대해주제발표를

하고인공시설위주의하천복원을생태적으로건강한

하천으로복원하기위해제도면과기법면에서폭넓은

토의를 하 다.

M일 시:‘06. 6. 7 

M장 소 : 환경보건안전부 세미나실

M주 제: 유해폐기물함유제품의규제항목설정과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전기·전자제품)

M요 약 : 환경보건안전부제품안전성평가과에서는

‘06년도 연구과제인“유해폐기물함유 제품의 규제

항목설정과관리체계에관한연구(전기·전자제품을

중심으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삼성 SDI

책임연구원인김병훈박사를초빙해세미나를개최

하 다. 

이번세미나에서는RoHS에대응하기위한각대륙별,

국가별대응전략및국내유명전자제품생산업체의

대응전략, 전자제품의부품분류및각부품에함유된

6대 규제 물질의 분석방법 등에 대한 내용 등으로

구성되었다. 

M일 자 :‘06. 6. 16 

M장 소 : 환경측정기준부 세미나실

M주 제: 다이옥신류생물검증법(CALUX)의 환경

시료 적용분석

M참가자 : Nakamura masafumi(일본 Hiyoshi사)

M요 약 : 환경측정기준부에서는 다이옥신을

스크리닝하는목적으로사용하고있는생물검증법

(CALUX)에 대한 원리와 환경시료에서의 적용성과

측정분석방법에대하여전문가를초청하여세미나를

개최하 다. 

미국및일본만이공정시험법으로채택되어사용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폐기물처리의소각의존도가낮아

활용도가작은반면, 일본은중소형소각시설관리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계천 상류 청둥오리

국립환경과학원 동향

저어새 국제 심포지움 발표 및 번식지
국제 공동 조사

환경분야 정책토론회 참석 및 발표

RoHS 대응국내전문가초빙세미나개최

다이옥신류 생물검증법(CALUX)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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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중인 백령도 물범

WESPEC(서태평양음향학회의) 학술
대회 논문 발표

저주파수 소음 특성관련 전문가초청 세미나
개최

한중 점박이물범 보전과 관리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M일 시:‘06. 6. 20 

M장 소 : 국회 소회의실

M주 제: 점박이물범 보전과 관리

M참가자 : 자연생태부 생태복원과 원창만

M요 약 :‘06년 6월 20일 점박이물범의 보전과

관리를위한국제심포지엄에서는중국의물범전문가

Wang 박사 등 4인, 한국측 원창만 연구사 3인 등이

주제발표를하고보전과관리를위한정책, 국제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 다.

환경부 홍정기 과장은 본 종의 보전을 위해 멸종

위기종II급으로지정함과동시에백령도지역의서식지

관리를위한추가계획을발표하 고, 국립환경과학원

원창만 연구사는 백령도 연안에 서식하는 물범의

개체군변동, 계절적휴식패턴및이동경로에대한연구

결과를 발표하 다.

M일 시:‘06. 6. 26 ~ 28(3일) 

M장 소 :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

M제 목 : Road Traffic Noise Status and Prediction

(교통소음 현황과 예측)

M참가자 : 교통환경연구소 강대준

M요 약 :“음향학을통한삶의질향상(Better Life

through Acoustics)”이라는주제로한국, 미국, 일본, 

중국, 홍콩, 캐나다등29개국에서568명이참여하여

인간중심음향, 환경소음, 건축환경음향, 공력소음,

수중음향, 음성통신등의분야에대해496편의논문을

발표하 다. 

M일 시:‘06. 6. 30 

M장 소 : 환경측정기준부 세미나실

M주 제: 저주파수 소음에 대한 피해 및 특성

M참가자 : 교통환경연구소 직원 및 관련자 20여명

M요 약 : 교통환경연구소에서는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정성수박사를초청하여외국의저주파수소음관련

연구동향및기준, 저주파수소음의측정및평가방법,

교통소음 중 저주파수 소음 현황, 저주파수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심리/생리적 향 등에 관한 주제로

발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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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동향

기타 국내학회 및 세미나

국내학회 및 세미나 날짜·장소 참가자·발표자

국제심포지엄 2006 실내공기질 문제의 현재와 미래
4. 4

COEX 컨퍼런스센터

환경보건·화학물질 정책 발전방안 워크숍
4. 13

친환경상품진흥원

교통환경연구소

(김종춘)

운행경유차 LPG 엔진개조사업 연찬회

“LPG 개조장치 성능평가 결과 및 기술개발 현황”

EU 상공회의소 자동차위원회 발표 및 토론회

2006 한국대기환경학회 춘계학술대회

2006 한국물환경학회 춘계학술발표회

물환경 평가의 현황과 미래 심포지엄

“물환경기준 개선방향 등 6편 발표

독성유전단백체 워크숍 및 인증 프로그램

한국대기환경학회
“건성강하량 산정에 관한 연구, 소하천을 연계한 대청호 유속에 따른 조류이동
등 14편 발표

국무조정실「환경분야 정책토론회」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공기질”

한국독성학회
염화제일구리 등 대량생산하학물질 유전독성관련 논문발표 및 GLP 교육
프로그램 참가

‘06 춘계환경학회 학술발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악취특성 및 관리개선방안“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측정방법 향상을 위한 워크숍

“HAPs 측정과 특성 분석 등 6편 발표, 토론

PCBs 함유제품,폐기물처리기술 평가 공개세미나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기술개발 워크숍

수산물 내 내분비계장애물질의 관리대책마련 워크숍

한국식물생명공학회

실내환경학회 측정 분석 기술 워크숍

“입자상 실내오염물질에 대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자동차공학회 춘계학술대회

“바이오디젤 사용에 따른 경유승용차의 미세입자 배출특성 연구”등 6편 발표

천변저류지조성과 멸종위기조류 복원을 통한 습지복원 워크숍

“우포늪 따오기 복원을 통한 습지복원”

환경보건안전부
(장성기, 서수연)

교통환경연구소

(김종춘)

환경총량관리연구부

(홍지형, 김정수)

환경보건안전부

(정 희 등 30여명)

환경총량관리연구부

(김호섭 등 3명)

환경진단연구부

(정일록)

환경보건안전부

(김현미 등 6명)

환경진단연구부

(이민도 등 5명)

환경보건안전부

(장성기)

환경보건안전부

(이문순 등 4명)

환경진단연구부

(오길종)

환경진단연구부

(정일록 등 50여명)

환경진단연구부

(신선경)

교통환경연구소

(김종춘, 황진우)

환경보건안전부

(최경희)

자연생태부

(최경화 등 4인)

환경보건안전부

(장성기)

교통환경연구소

(엄명도 등 5인)

자연생태부

(박진 )

4. 14 - 15

제주도

4. 20

서울 하얏트호텔

4. 20 - 21

수원대학교

4. 20 - 21
한국방송대
인천지역대학

4. 21
한국방송대
인천지역대학

4. 26 ~ 27

서울 KIST

5. 1 - 4

수원대

5. 10

국무조정실

5. 11 - 12

대구 카톨릭대학교

5. 12
대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 19 - 20

강원도 평창

6. 1

서울교육문화회관

6. 1 - 2

제주도

6. 8

부산 메리어트 호텔

6. 15 - 17

경주

6. 20

한양대

6. 22 - 24

제주도

6. 23 - 24

창원



4. 부 서 탐 방

환경총량관리연구부는“대기·수질 총량관리제의

선진화 및 早期 연착륙을 위한 과학적 기술 인프라

확충”과“통합환경 및 사전예방적 환경관리정책

시행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기반 구축”을 위하여

대기환경용량평가, 수질총량관리 제도 선진화 및

대기·수질·폐기물 배출원에 대한 첨단 관리기술

및 기준 등에 관한 전문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대기환경예측평가시스템, 배출원조사시스템

및 4대강수질총량관리센타 등을 운 하여 정확한

환경총량관리연구부 Road Map
M거시 RM

배출원정보를 구축하고, 대국민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06년도에는 자체사업 예산으로 16억원을 확보하여

대기오염배출원조사, 오염물질배출원조사, 대기

환경예측평가시스템운 ,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

운 , 오염총량관리기술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사업들을 진행중에 있으며, 그 외 환경부 재배정

사업비, 수계 기금 등을 이용한 주요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 환경총량관리연구부 ◆

환경총량관리연구부
정원(26명) / 현원(26명)

대기총량과
(8/8)

연구관4 / 연구사3 / 기능직1

수질총량과
(7/7)

연구관3 / 연구사4

배출시설연구과
(11/11)

연구관5 / 연구사5 / 기능직1

환경정보
조사·평가

환경통계 선진화
오염배출계수 조사

및 개발
환경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

배출원 최적관리방안
사전오염예방기술
유해물질통합관리

선진 매립지 관리 기법

오염물질 배출부하 해석
오염물질의 매체별

거동해석
비점오염원 배출특성

분석

새로운총량관리제도개발
총량관리기술 개선

및 보완
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사후관리

배출원
통합관리

오염배출량
분석·예측

선진총량
관리시스템

개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정보관리

배출원
최적관리
체계 구축

과학적인
오염 부하량

정량화

총량관리제도
안정화 및
제도개선

단계별
중점추진목표

달성목표진행 상황 향후 추진 계획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대기 배출
사업장 관리

수질오염원
예측기법 개발

비산먼지 측정
시스템 개발

청정기술 평가 및 개발

합리적 배출조사
체계 기반 구축

CAPSS 개선 및
시스템 보완

4대강 수질총량
관리기술 개선

배출계수 개발 및
환경통계 과학화

대기 / 수질 / 폐기물 배출원 통합 조사

합리적 배출조사
체계 기반 구축

신규 배출원조사 및 배출계수 개발

배출원 특성
해석 및
예측기반

완성
하천 생태계 복원 연구

HAPs 배출시설 관리 기준 수립
→ POPs 배출특성 조사 및 허용기준 설정

수질통합 독성 평가기법 개발

배출시설의 BAT / BEP 도출

수질 오염 부하 및
배출구조 해석

CSO적정 관리
방안 도출

선진 총량관리 및
배출권거래제 마련

장래 대기질 예측평가 및
POP 배출특성 규명

지자체 개선대책의
효율적 사후관리

대기 / 수질 총량
시행지침 수립

신규 수질총량관리
대상물질 시범적용

대기개선효과 분석
및 사후관리방안

총량관리제의 보완
및 개선

배출량 할당 및 배출권
거래 기법 개선

총량제의 종합
평가 및 보완

통합환경관리 기법 개발

18 국 립 환 경 과 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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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미시 RM

대기총량과는대기오염을총량적으로관리하기위한

연구로 대기오염예측 및 관리모델 개발, 향권 설정

및 환경용량 평가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수도권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을 운 하고, 대기정책지원시스템

(CAPSS)을 통하여 국가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

산정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질오염의 총량적인 관리를 위해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설정을 위한 연구, 수질오염 예측 및 관리

모델 개발,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 및

운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수질총량관리

센터를 운 하여 오염총량관리의 제도적·기술적인

검토연구를 하고 있으며,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을

구성·운 하여 오염총량관리 시행방안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한중일 협력사업의 일환으로서

호수질관리통합시스템구축등에관한업무를수행하고

있다.

배출시설연구과는 배출원 오염물질 배출계수 및

부하량 산정, 배출허용기준 설정, 오염방지기술의

평가/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배출원통합관리를위한기반구축마련을위해환경통계

수집/평가/분석 , HAPs배출원별 관리기준마련,

배출시설의최적처리기술(BAT/BEP) 적용에 관한

연구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부 서 탐 방

대기총량과 배출시설연구과

수질총량과

환경정보
조사·평가

환경통계 선진화

오염배출계수 조사
및 개발

환경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

배출원 최적관리방안

사전오염예방기술

유해물질통합관리

선진 매립지 관리 기법

오염물질 배출부하 해석

오염물질의 매체별
거동해석

비점오염원 배출특성
분석

새로운총량관리제도개발

총량관리기술 개선
및 보완

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사후관리

배출원
통합관리

오염배출량
분석·예측

선진총량
관리시스템

개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정보관리

배출원
최적관리
체계 구축

과학적인
오염 부하량

정량화

총량관리
제도 안정화
및 개선

초기강우 오염물질 저감시설 평가

하수관거의 오염물질 거동연구

장래대기질 예측 평가과 POP 배출특성 매커니즘 규명

비산먼지 배출량산정 / 측정시스템 개발

신규 대상물질의 수질총량관리 시범적용

대기 / 수질 오염물질 할당 및 배출권 거래 기법 연구

쓰레기매립장 조성방법개선 및 적지분석

단계별
중점추진목표

달성목표진행 상황 향후 추진 계획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환경통계 분류체계 코드 표준화

통계 분석 기법·응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VOC 및 암모니아 배출량 개선방안 연구

대기배출원 시설별 HAPs 배출계수 개발

대기 / 수질 / 폐기물
배출원 조사

CAPSS 개선 및 보완 구축

4대강 총량관리기술 지원시스템개선

수질 오염원별 원단위 조사 및 산정

환경통계 검색 및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열적 처리시설 관리 / 평가기준확립

배출시설의 BAT/BEP 도출

청정기술
평가 및 개발

수질오염물 통합독성 평가연구

POPs 배출특성 / 허용기준설정

대기 중소사업장 배출량 관리

소각 잔재물의 오염저감 기술 개발

오염물질 배출저감 연구

하천생태계 복원 연구

HAPs 다량배출업소 배출시설 / 관리기준수립

특정 수질 오염물질 관리 선진화 방안연구

LCA로 배출시설 오염
최소화 방안 마련

수질오염원 예측기법 개발

수질오염부하발생 및 배출구조 해석

CSO 적정 관리 방안

수체 오염물질 거동 해석 및 요인분석

수질 총량 시행방침 / 기술 지침 수립

수질총량제 이행지침(안) 수립

대기질 개선효과 / 사후관리방안 1단계 수도권 대기질중간평가

수도권 대기질 기본계획 성과평가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 평가

1단계 수질총량 시행결과 종합평가

오존 / 미세먼지 특성 고려한 정책대안



20 국 립 환 경 과 학 원

5. 알 림 마 당

과학원 소식

국립환경과학원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는 4월

27~28일 충남 태안에서 직원 연찬회를 개최하 다.

이번 연찬회는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세미나, 분임토의, 화합의 장, 갯벌 체험 및 체육행사

등 다양한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MBTI 세미나를 통해 자신과 남을 잘 이해하고

협력하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고, 분임

토의에서는 과학원의 혁신이후 보다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조직 활성화 및 업무능률 향상 등에

대해 각 분임별로 활발한 의경개진이 이루어졌다. 

화합의 장에서는 원장님은 물론 국립환경과학원

직장협의회회원들, 그리고유역(지방)환경청연구사들도

함께 참여하여 모두 하나 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동호회 소식

우리원축구동호회에서는환경부장관기축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 다.

이날(6월 10일) 경기는 맑은물부 예선리그를 통과한

본부, 금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우리원이

4강에 올라왔고 우리원은 준결승전에서 금강유역

환경청을1:0으로물리치고결승전에서는낙동강유역

환경청과 0:0으로 비겼으나 승부킥에서 1:3으로

패하여 아깝게 준우승에 머물 다.

특히이날은비가많이오고추운날씨에도불구하고

김밥과라면으로점심을대신하면서선수들이끝까지

혼신을 다하여 경기와 열띤 응원을 펼쳤고 윤성규

원장님께서도 직접 경기장을 방문하여 경기가

끝날때까지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광고 : 축구동호회에가입하실분은언제나환 합니다.

책자 발간

자연생태부경관생태과에서는‘06년5월『독도생태계

정 조사 보고서』를 책자로 발간하 다.

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금년 2월까지 4계절에 걸친

지형·경관, 식생, 식물상, 조류, 곤충, 해양무척추동물,

해조류 분야에 대해 수행하 다. 

조사 결과, 독도에는 107종의 조류와 49종의 식물,

93종의곤충등다양한동·식물들이서식하는것으로

▲ 선수 및 축구 동호회원

국립환경과학원 공무원 직장협의회
연찬회 개최

제5회 환경부장관배 축구대회 준우승

『독도 생태계 정 조사 보고서』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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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되었다. 조류의 경우

검은댕기해오라기, 중대

백로 등 26종이 추가로

관찰되어 독도내 서식하는

조류는 전체 107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은 울릉도

특산식물인섬장대를 포함,

도깨비쇠고비 등 49종이

관찰되었는데, 독도의지형

및 기상조건이 식물생육에

적합하지는 않은 관계로 육상에 비하여는 다양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도를 대상으로 과학원이 수행한 최초의 4계절

자연환경 정 조사인관계로, 과거시점과의비교를통한

변화추이분석은어려우나, 향후주기적인모니터링과

정 조사를 통해 독도 생태계의 변화추이를

판단할 수있는지표적자료를확보하 다는데에의미를

두고있다.

자연생태부 경관생태과에서는‘06년 6월『2005

전국자연동굴조사 보고서』를

책자로 발간하 다. 

전국의 미확인된 동굴의

분포와 현황을 파악하고,

생태계가우수하여보전가치가

높은 동굴은 정 조사하여

체계적으로보전·관리하고자

’05년 강원도 월군에

위치하고 있는 분지미굴과

청림굴 등 13개 자연동굴

(우선조사2개, 일반조사11개)에 대해 동굴의 지형·

지질, 생성물, 환경, 동굴생물 등 자연환경을 조사

하 다. 그 결과, 청림굴에는 석화가 국내 최대 규모로

분포하고있으며, 특히석고석화는 희귀 동굴생성물로서

형태가 다양하고 분포 규모가 커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조사 보고서는 문화재청, 지방(유역)환경청,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배포되어 자연동굴 보호지역 지정을

비롯한 동굴의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대책 수립에

활용될 전망이다.

‘06년 5월『4대강 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2단계

기본계획(안)』을 책자로 발간

하 다.

4대강 수계의 환경기초

조사사업 2단계 기본계획과

0́4~́ 05년환경기초조사사업

성과를수록한책자로서첫째

4대강수계환경기초조사사업

기본계획(안) 토론자료와둘째

0́4~́ 05년 수계별 환경기초

조사사업성과발표자료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성과발표 자료는 구두발표 자료로

『탁수로 인한 수중생태계 향 조사 및 저감대책

제시Ⅱ』등 8개 과제, 수문환경조사 3개 과제, 수생

태계 기능해석 11개 과제, 오염부하 예측 14개 과제,

통합유역관리 8개 과제 등 총 36개 과제를 담고있다.

지구환경연구소에서는‘95년도부터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지역의 장거리이동 대기 오염물질

(LTP)에관한국제공동연구

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95년부터한·중·일

3국 전문가 그룹을조직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여‘05년

까지8차례의국제전문가회의와

5차례의연차보고서를발간한

바 있다. 금년4월에는’05년

동안에 한·중·일 3국에서

장거리 대기오염물질 모

니터링 및 모델링 연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도

출결과들을수록한제6차연차보고서를발간하 다.

본보고서는동북아지역의대기질보전및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TEMM

홈페이지에 보고서 파일을 게재하여 누구나 손쉽게

연구결과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http://www.temm.org/docs/banner/ltp.html)

알 림 마 당

『2005 전국자연동굴조사보고서』책자발간

『4대강 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2단계
기본계획(안) 토론및 0́4 ~ 0́5년사업
성과발표 워크숍』책자 발간

동북아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LTP) 관련
한·중·일전문가회의제6차보고서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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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의‘05년도 연구사업 및 각종 연구관련 활동

결과를 수록한 2005국립환경과학원보(제27권)을

발간하여 관련기관과 환경전문가에게 배포하 다.

과학원 중점연구분야 및 부서별 연구분야에 대한

문홍보책자를‘06년 5월

발간하 다.

과학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수생태를

반 한 물환경종합평가방법

연구’, ‘국가생태계모니터링’등

6개 중점 연구분야와부서별

주요연구내용을수록하 으며,

외국 유관기관 및 외국인

방문자에게 과학원의 연구

분야 및 연구내용을 소개하는 홍보자료로 활용 될

것이다.

수입자동차 환경인증 리플릿 발송

교통환경연구소에서는 지난 5월 서울세관 등 5개

세관에 수입자동차 환경인증 리플릿을 발송하여

이사 물품 등으로 자동차를 반입하는 민원인이 수입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대한 환경인증(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세관 담당자가

이사자에게 리플릿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 다.

인사동정

알 림 마 당

▲ 수입자동차 환경인증 리플릿

‘06. 04. 13

‘06. 04. 17

‘06. 04. 17

‘06. 04. 17

‘06. 05. 09

‘06. 05. 09

‘06. 05. 19

‘06. 05. 19

‘06. 05. 27

‘06. 05. 27

‘06. 06. 30

‘06. 06. 30

‘06. 06. 30

‘06. 06. 30

‘06. 06. 30

‘06. 06. 30

‘06. 06. 30

‘06. 06. 30

‘06. 06. 30

‘06. 06. 30

‘06. 07. 01

‘06. 07. 01

‘06. 07. 01

‘06. 07. 01

‘06. 07. 01

‘06. 07. 01

‘06. 07. 12

‘06. 07. 12

‘06. 07. 14

‘06. 07. 14

환경연구사시보

행정주사보

환경서기보시보

환경서기보시보

행정사무관

행정주사

기계서기

행정주사보

별정직4급상당

별정직5급상당

별정직5급상당

별정직6급상당

별정직6급상당

별정직7급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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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잠시 일손을 멈추고

그저 화학물질이 좋아서 다고
말하고 싶다

과장임용을 받고 전 직원 앞에서 인사를 하고,

한 시간이 넘게 모든 부서를 돌며 많은 축하와 위로의

말도 들었다. 앞으로 보다 안정된 상태에서 일하게

된 것에 대한 따스한 마음들이라는 것은 알지만,

마음한구석마치나의과거는쓸모없었고, 부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슬픈 마음도 있었음을 말하고

싶다. 지금까지의일과생활이과연이렇게일방적으로

축하를 받아야 할 만큼 작은 것이었나 하는 생각을

한 것이다. 법에서 위임된 업무를 법적 정규조직인

화학물질심사단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리고

보람 있게 일하여왔는데 왜들 그러느냐고 하면 나만의

몽상가적 고집일까? 그래도 기저귀가 필요했던

큰 아이가 고등학생이 된 그 긴긴 시간 아빠로 그리고

가장으로 역할하게 해준 그 생활을 부정하거나

단절시키고 싶지는 않다. 죄송스럽게도 나는 화학이

좋았고, 함께 일하는 동료나 후배와의 큰 믿음이

있어 아름답고, 기억하고 싶은 시간이었다고 또

고집을 부리고 싶다.

담임선생님이 좋다는 이유로 고교 시절에 화학을

무척이나 좋아하 다. 문과생들이 벌집모양의

6각형으로만채워져양봉용전문서적같다고놀렸던

유기화학을 시작으로 분석화학, 무기화학, 물리화학,

농약화학, 생화학 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운

화학책과 실험실에서 12년, 그리고 화학물질 자료로

뒤덮인 화학물질심사단에서 14년, 그렇게 26년을

화학물질과 함께 했다. 공부하는 과정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위 좋은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열정의30대초반부터무엇을믿으면서, 무슨배짱으로

그토록 오래 버텨왔을까?  돌이켜 보건데 희망과

정열로는 설명이 불가능 하고, 쌓여만 가는 한과

서러움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집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한다.

그렇지만감사한마음, 과학원에대한믿음과사랑을

잊지는 않을 것이다. 축하와 위로의 말을 더 큰

기대로해석하는것이다. 조금씩조각난것을모으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보태고, 다듬어 화학물질심사

단14년의땀을아름답게승화시키고싶다. 한부서에서

오랫동안 일 하게 해준 지금까지의 환경도 운명으로

존중하고도 싶다. 어렵게 쌓아온 경험을 보다 개선된

환경과 조직에서 융화시켜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화학물질 평가전문성을 갖추고, 많은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중심부서로발전시킬것이다.

화학물질이비록몇년전부터매스컴으로부터암을

유발한다, 내분비계를 교란한다 하여 늘 공격을 받고

있지만 일상생활, 나아가 인류 발전에 꼭 필요한

요소라고생각한다. 가장긴시간을함께하는컴퓨터로부터

자동차, 침대나 책상은 모두 화학물질로 만들어져

있다. 조금들여다보면그안에는단순한착색제로부터

항균제에 이르기 까지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게으름도 채워주고자 수많은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아파트가 통풍이 잘되어서, 침대나 소파

관리를 잘해서 그리고 자동차 내부를 잘 청소해서

곰팡이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모두 알게

모르게 처리된 화학물질 덕이다. 그렇지만 하천의

물고기, 아파트의 개미나 바퀴벌레를 사라지게 하는

것 또한 화학물질이기에 우리에게도 무엇인가 향을

주리라는것도안다. 화학물질에더가까이다가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달래도 보면서 나쁜 짓 못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지난 14년간이 조금은 슬픈 일방적

사랑이었다 할지라도, 앞으로도더욱화학물질을좋아할

것이라말하고싶다.

화학물질등록평가과장 김 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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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지대에 서식하는 야생동물로서 일명“살쾡이”라고도 한다. 우리

나라에도 널리 분포해왔으나 개체군 감소가 우려되어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Ⅱ급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몸길이 53~65cm,

꼬리길이 23~32cm, 체중 3~7kg으로 산림생태계의 균형유지

역할을 하는 상위 포식자이다.

<자료제공 : 자연생태부>

삵 (Prionailurus bengalen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