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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필요성
Digital Science 기반의 국가·사회 현안을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연구자,
정책결정자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에 대한 정보,
관련 연구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부처 등의 정책결정자에 대한 상호 연결된 맵을 사전
에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한다면 주요 이슈가 등장했을 때 신속하게 해결책을 강구
할 수 있게 된다. 본 기술보고서에서는 국가·사회 주요 이슈에 대해 이슈 데이터 맵을 구축
하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우선, 국가·사회 주요 이슈를 정의하고 발굴
해내는 과정에 대해 소개하고 각 주요 이슈에 대한 이슈 맵 구축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2. 전략 이슈 선정
□ 이슈 정의 및 발굴
이슈를 메가트렌드에서 등장하는 문제와 니즈로 정의하여 해결이 필요한 사안과 미래를 위
해 대비해야하는 사안을 포괄하여 발굴하여 18개 분야 32개의 (후보)이슈를 도출하였다.

<32
메가트렌드

현상
초연결사회화

디지털 경제화
디지털화
제조업 혁명
도래(4차
산업혁명)
디지털 시대
생활방식 변화

인구통계학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적 변화
고령화

(후보)이슈 목록>

ID

이슈

IS-01

초연결사회 진입 및 확산을 위한 신기술 발굴 및
준비

IS-02

디지털 금융혁명(블록체인/핀테크 등) 대비

IS-03

인터넷 기반 구매/소비 패턴 변화(해외 직구 및
모바일 쇼핑 증가 등)에 대한 대비

IS-04

모바일 금융 사기 및 해킹 등 사이버범죄 증가

IS-05

스마트 공장 및 로봇확산으로 인한 산업 기술 및
직업구조 변화

IS-06

3D 프린터 상용화로 인한 제조 문화 변화

IS-07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확산으로 인한 개인정보유
출 및 비대면 진료 정확성 문제 대비

IS-08

육아/노인케어 부담으로 인한 저출산 및 노인문제
증가

IS-09

인구절벽으로 인한 경제 위기 대비

IS-10

노인병 질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IS-11

건강수명에 대한 생물학적, 사회경제적 관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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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도시화

자연재해
조기 대응

IS-12

이상기후 조기탐지 및 조기경보 필요

식량안보

IS-13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국제 식량 가격/공급량
변화 대비 및 새로운 농업 방식 도입 필요

파리기후협약
대응

IS-14

효율적인 전기에너지 활용 필요

고용시장의
질적/양적
악화

IS-15

고용불안으로 인한 자영업 시장 포화와 실업률
증가 악순환 발생

IS-16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 심화

생활방식 변화

IS-17

가정식 대체 식품(HMR, Home Meal
Replacement) 증가

IS-18

대기오염(미세먼지, 황사)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증가

IS-19

전기자동차 상용화 대비

IS-20

강수량 및 확보 가능한 수자원 감소로 인한
깨끗하고 경제적인 대체 수자원 확보 필요

IS-21

도시화 및 교통수단 증가로 인한 교통문제 및
물류 비효율 증가

환경오염

무분별한
도시개발

IS-22
IS-23

다문화

확산

글로벌화
국가간 영향
확대
안전한 제품
관심 증가

위험사회

사회적 불안
증가

질병확산/발생
증가

비현실적인 주택공급으로 인한 자금경색 및
가계부채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위기 대비
도시형 재해 증가(가스폭발, 도시홍수, 싱크홀
사고 등)

IS-24

다문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저소득 및 빈곤, 자녀
교육 문제, 가정폭력, 불평등 및 차별 등 집약적인
사회문제) 증가

IS-25

해외발생 감염병의 국내유입 증가

IS-26

국가 간 대기 및 해양오염 영향도 관리 필요

IS-27

난민문제 확산 대비

IS-28

화학적 제품의 안전성 보장 필요

IS-29

스마트 경비산업(사물인터넷 기반 융합보안)
확대로 인한 기술적, 제도적 대비

IS-30

묻지마 강력범죄 증가

IS-31

테러 조기경보 및 대비

IS-32

신종 바이러스 및 슈퍼박테리아 대비

□ 이슈 분석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이슈를 선정하기 위해 뉴스 트렌드와 검색 트렌드 관점에서 분
석을 수행하였다. 뉴스 트렌드는 5년 동안의 해당 키워드를 제목에 포함하고 있는 뉴스 건수
의 총합을 기준으로 순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사회, 언론의 관심도를 측정하며 검색 트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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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용자의 검색 추이를 검색 키워드 검수의 추이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관심이 발생하
는 이슈를 순위화하였다.

<

트렌드와 검색 트렌드 방법>

□ 이슈 선정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1, 2차 필터링을 통해 전략 이슈 10개를 선정하였다.
- 1차 필터링: 새로운 사회적 관심 발생 이슈, 2차 필터링: 뉴스 빈도 종합 순위 상위 10
위
- 단, 공공·과학데이터 수집 가능성 여부에 따라 ‘테러 조기경보 및 대비’ 전략 이슈는 공
개된 공공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해 차순위인 ‘도시형 재난재해 증가’ 이슈로 대체하였
다.
<전략 이슈 선정>
연번

전략 이슈

1

초연결사회 진입 및 확산을 위한 신기술 발굴 및 준비

2

디지털 금융혁명(블록체인/핀테크 등) 대비

3

모바일 금융 사기 및 해킹 등 사이버범죄 증가

4

가정식 대체 식품(HMR, Home Meal Replacement) 증가

5

대기오염(미세먼지, 황사)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증가

6

해외발생 감염병의 국내유입 증가

7

국가 간 대기 및 해양오염 영향도 관리 필요

8

난민문제 확산 대비

9

화학적 제품의 안전성 보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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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테러조기 경보 및 대비

11

도시형 재난재해 증가

□ 전략 이슈 분석
전략 이슈의 발생과 상태 변화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조사 및
전문가 브레인스토밍을 기반으로 영향요인을 정의하였다. 영향요인은 STEPPER(Society(사
회), Technology(기술), Environment (환경), Population(인구), Politics(정치), Economy
(경제), Resources(자원)) 관점에서 도출하였다. 도출된 영향요인은 이슈를 전방위적으로 모
니터링하기 위한 기준점으로 활용되며, 도출된 이슈와 영향요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영향도가 가장 큰 요인을 선정하였다.

□ 데이터-이슈 맵 구축
도출된 10개의 전략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과학 데이터 현황을 조사하여 영향요인별
데이터, 연구자, 정책결정자의 상호연결 맵을 구축하였다. 이후로는 주요 이슈에 대해 이슈
에 대해 정의하고, 관련 연구와 이슈 맵을 구축한 과정에 대해 기술하기로 한다.

3. 이슈 맵 구축

[이슈 1] 해외발생 감염병의 국내 유입 증가

1. 이슈 정의 및 이슈 맵 구축 필요성
2015년 5월 20일 첫 감염자 확인 이후 두 달간 전국에 걸쳐 사회적인 타격을 입힌 메르스
는 중동지역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 질병에 대한 정보부족과 감염환자 검역실패로 확산되었
다. 2003년 사스와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역시 해외에서 발병하여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국내에도 전파된 질병으로 이제 해외 감염병의 발생과 관리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슈가 되었다. 메르스 이후에도 국내에서는 남아메리카에서 유
행하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에 이어 서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라싸열에 대한 주의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발생 감염병이란 국내 발생은 거의 없으나 사람을 포함한 매개물을 통해 국외에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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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입 또는 전파되는 감염병을 의미한다1). 전세계적으로 해외발생 감염병이 증가 추세이
며, 국내에서도 해외출입국자 수가 많아지면서 해외발생 감염병의 국내 유입도 함께 증가하
고 있다.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해외발생 감염병 유입 건수와 해외여행자 수의 연도별 추세
를 비교하면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미래창
조과학부는 국내 유입이 가능한 해외발생 감염병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감염병 연구의 글
로벌 컨소시엄인 GloPID-R(Global Research Collaboration for Infectious Disease
Preparedness)에 참여하고 있다. GloPID-R은 감염병 발생 48시간 이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미국, 프랑스, 영국, 브라질, 남아공 등 17개국이 참여하는 국제적 연구협력 시스템이
다.
하지만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및 검역/진단 역량의 부족으로 2010년부터 2014년 8월까지
해외여행 후 진단을 의뢰한 환자 중 원인병원체를 확인한 사례는 24%에 불과하였다2). 또한
메르스 사태처럼 해외발생 감염병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안일한 대응으로 전국이 사회경제적
혼란에 빠지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는 메르스 사태 이후 해
외발생 감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정/지정
감염병 지정 절차를 개선하였으
며, 지카 바이러스의 경우 WHO
의 비상사태 선언보다 앞서서 법
정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철저한 모

<메르스로 인한 경제적 손실>

니터링과 검역을 통해 현재까지

(출처 :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122309233282638)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해외발생 감염병은 조기감지와 빠른 대처를 통해 발생지역 내외로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
요하다.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국제기구 및 선진국들은 이미 다양한 정보 모
니터링과 감시, 정보공유를 통해 감염병 발생 초기 단계에서 감지 및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시간 질병 감시를 위한 정보수집 및 분석의 중요성이 대두되
었다. WHO는 2005년 개정된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IHR)에 정보
수집의 확대를 포함하여, 회원국 보건당국의 공식 정보와 NGO와 같은 비정부조직의 감염병
1) 이근화, 효율적인 해외 감염병 모니터링 방안,
, 2013.
2) 해외유입 감염병 진단의뢰해도…24%만 병원체 파악, 연합뉴스, 201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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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정보를 함께 수집하고 있다3). 결과적으로 IHR 2005는 회원국 정부가 발생 가능한 질
병 정보를 24시간 이내에 WHO에 보고할 수 있도록 질병 감시에 대한 역량 강화를 요청하
고, WHO의 지능적인 질병감시를 위해 비정부조직이 제공하거나 비공식적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4).
그동안 보건당국 및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정형화된 지표 기반의 질병감시체계는 공식발표까
지 필요한 행정처리 및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시간으로 인해 적시성 및 신속성 관점에서 한
계가 대두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SNS 및 지역 뉴스기사 등에서 언급되는 질병 관련
정보를 웹 기반으로 실시간 수집/분석하여 더 효과적이고 신속한 질병 감시 체계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수행되었다.
한 연구에서는 감염병의 발생 곡선
에서 발생 단계의 가장 빠른 정보
획득 소스를 SNS 메시지로 예측하
였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볼 수 있
듯, 감염병이 확산기에 들어서는 시
점까지 감염병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소스는 소셜네트워크 및 블로
그와 같은 개인 간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정보 획
득 소스의 공개범위가 넓어진다5).

<비정형 정보 소스 별 질병정보 획득 예상 시점>
(출처 : M.Keller et al, 2009)

이를 잘 활용하면, 감염병의 발생을

확진 환자의 숫자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집된 정보 중 이상징후를 찾아내어 확산되기
이전에 적절한 대응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WHO는 IHR2005를 통해 감염병 발생 시 실시
간 정보 수집과 조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감염병 발생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모니터링 이후,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에 대비하는
과정에서도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016년 6월 질병관리본부와 KT의 협업을 통
해 로밍 빅데이터를 이용한 해외발생 감염병의 조기 인지 및 전파 차단 서비스 구축 사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감염병의 빠른 확산을 대비하기 위한 예측시뮬레이션 연구에도 데이터가
활용된다. STEM, InfluSim와 같은 다양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나 프로그램이
3)
4) C.Y.Bahk
reporting,
5) M. Keller
Infectious

, 전염병관리를 위한 국제적 협력 관계의 방향, 주간 건강과 질병, 제3권 3호, 2014
et al, Comparing timeliness, content, and disease severity of formal and informal source outbreak
BMC Infectious Diseases, Vol.15, 2015
et al, Use of Unstructured Event-Based Reports for Global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Emerging
Diseases, Vol.15(5), pp.689-69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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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필요한 데이터가 많다는 한계점이 있다. 확산 시뮬레이션 과정에는 인구, 교통, 지
리, 의료, 기상, 환경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염병의 종류에 따른 감염기작과 전파속도, 관리 방
안의 다양성과 연령과 성별, 인구 이동, 지역, 개인과 집단의 면역력, 기상, 기후, 환경 등의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6).
특히, 국내 유입된 해외발생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확산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한국의 특성
을 반영할 수 있는 실제 데이터가 필요하다. 감염병 확산 시뮬레이션에 주로 활용되는 데이
터는 인구 관련 데이터, 가구 관련 데이터, 의료 및 보건 관련 데이터, 인구이동 관련 데이
터 등이며 최근 몇 년 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공공데이터의 공동활용을 위한 플랫폼
이 구축되어 확산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데이터가 파일데이터 및 API 형태로 공개되고 있다.
이처럼 정형, 비정형의 다양한 데이터가 해외발생 감염병 대응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복
합적인 원인으로 출현하는 해외발생 감염병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하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2. 데이터를 활용한 해외발생 감염병 감시 및 예측 동향
최근 해외발생 감염병의 감시와 예측을 위해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다. WHO
및 CDC와 같은 대표적인 글로벌 감염병 감시기관들은 기존에 활용하던 보건전담기관 및 의
료기관, 연구자네트워크의 공신력있고 정형화된 정보수집 체계를 기반으로 신속한 질병 감시
및 대응을 위한 웹 기반 정보수집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또한 해외발생 감염병의 신속한 감지와 조기 대응에 온라인 미디어가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
다. 실시간 질병 감시 정보를 GIS 기반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 제공하는 웹 기반 질병감시시
스템을 통해 기존 질병감시 시스템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예측할 때도 데이터가 활용된다. 감염병 확산 시뮬레이션을 위해
인구통계정보, 질병임상정보, 인구이동정보 등이 필요하며 정확한 예측을 위해 대규모의 다
양한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 한계였으나 최근 공공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획
득의 벽이 낮아졌다.
2.1 주요 해외발생 감염병 감시 및 정보제공 기관(공신력 있고 정형화된 정보 활용)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미국 질병통제센터(US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유럽 질병통제센터(European Center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ECDC)는 국제적인 감염병 감시체계를 갖추고 관련 정
6)

외, 한국형 감염병 확산시뮬레이션을 위한 대용량 공공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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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1948년에 설립되었으며 한국을 포함
194개국이 회원(현재 기준, 2016.06)인 UN의 보건·위생 분야 전문기구이다. WHO는 국제보
건규칙을 제정하여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모든 감염병의 정보의 수집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
고 있다. 특히 IHR 2005는 감염병의 국가 간 전파 제어가 아닌 감염원에 대한 감시로 변경
하고 빠른 감염원 감지와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감염병 발생 시 실시간 정보수집, 조기 감시
및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WHO의 글로벌 감염병 감시는 ‘Global Outbreak Alert
and Reponse Operations(GOARN)’와 ‘Department of Global Capacities Alert and
Response(GCR)’가 전담한다7). WHO는 의심되는 감염병에 대해 회원국 보건전담기관, 공중
보건 국립 연구소, 6개의 WHO 지역 및 국가 사무실, WHO 협력 센터, 민간 및 군사 연구
소, 교육기관, 비정부기구(NGO)와 같은 공식 소스와 뉴스 및 웹사이트와 같은 비공식 소스
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WHO가 수집하는 모든 정보는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유형별로
분류되고 질병아웃브레이크 뉴스 및 실시간 경고 등을 통해 제공된다.
WHO의 정보제공은 감염병명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특정 감염병을 검색하면 감염병에 대
한 설명 및 특징을 제공하는 일반정보, 감염병 관리와 발병 증상 및 백신에 대한 정보를 알
려주는 전문정보, 감염병 관련보고서, 감염병 관련주제, 감염병 발병 지역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주간 역학보고, 감염병 관련 통계, 발병 지역, 상황보고서, 미디어, 최신 발
생 뉴스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US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Center

for Global Health를 통해 해외발생 감염병에 대한 감시 및 정보수집을 수행하고 있다.
Center for Global Health는 기본적으로 해외발생 감염병으로부터 미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지만, 감염병이 더 이상 한 국가의 이슈만이 아님을 강조하며 해외발생 감염병
의 감지와 선제적 대응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Division of Global Health
Protection(DGHP)는 감염병 감시, 신종감염병 발견, 감염병 대응, 정보수집 등을 수행한다.
또한 Center for Global Health는 Global Disease Detection(GDD) Program을 통해 신생
미생물 및 감염병을 감시하고, 세계적으로 파견된 CDC 전문가들과 Global Health
Protection Informatics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며 WHO와 정보를 공유한다.
유럽 질병통제센터(European Center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ECDC)는 유
럽연합 내의 감염병 정보수집 기구로 EU 및 EEA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2005년 설립된
이후

예산

및

직원수가

증가하고

7) 이근화, 효율적인 해외 감염병 모니터링 방안,

있다.

ECDC는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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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uropean

Surveillance

System(TESSy)를 갖추고 회원국들의 감염병 관련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한다. 현재
28개 EU 회원국, 3개 EEA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52개 감염병에 대한 리포트를 감염병
에 따라 연, 분기, 월, 주, 매일로 나누어 제공한다. TESSy에 업로드 된 데이터는 회원국을
포함하여 연구기관, WHO, 감염병 전문가 등에게 제공된다. TESSy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Epidemic intelligence에서 수집된 정보를 포함하여 분석과 해석이 포함된 지표 기반의 구
조화된 정보로 제공된다. Epidemic intelligence는 ECDC에서 감염병의 조기 감지 및 신속
한 대응을 목표로 수행하는 정보수집 활동으로 공공보건 관련 사건에 대한 감지, 평가 분석
및 조사를 포함한다. 감염병 조기감지는 공중보건감시시스템의 핵심 목표이다. 이를 위해
HealthMap, BioCaster와 같은 사건 기반 감염병 정보시스템과 뉴스, 블로그와 같은 비공식
소스, 유럽연합 회원국의 보건기구 및 국제기관의 보도자료와 같은 공인된 소스를 기반으로
질병 발생을 모니터링 한다8).

2.2 웹기반 해외발생 감염병 감시 시스템(뉴스, SNS 등 비정형 정보 활용)

감염병 발생 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보건당국과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정보
에 의존하는 기존 질병감시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정형 정보를 기반으로 질병 정보
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나타났다. Global Public Health Intelligence Network(GPHIN),
BioCaster,

EpiSpider,

Health

Emergency

Disease

Information

System(HEDIS),

HealthMap, Medical Information System(MediSys), Pattern-based Understanding
and Learning System(PULS), Program for Monitoring Emerging Infectious Disease
(ProMed-Mail) 등이 대표적인 웹 기반 질병 정보 감시 시스템이다9).
Global Public Health Intelligence Network(GPHIN)는 1997년 질병 발생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수집과 국제기관 차원의 신속한 경고를 위한 새로운 정보 활용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목적으로 WHO와 캐나다 보건부가 협력하여 개발하였다. 전세계 온라인 미디어를
9개 언어로 모니터링하여 질병 발생 정보를 수집/분석한다. 2002년 사스 발생을 세계 최초
로 보고하였으며 이는 WHO의 공식 발표보다 2개월 앞선 것이었다10).
BioCaster(2006-2012)

프로젝트는

EurekAlert!,

European

Media

Monitor

Alerts(EMMA), Google, the CDC’s 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MMWR),
MeltWater, OIE, ProMED, Reuter 등에서 정보를 수집하였다. BioCaster는 아랍어, 중국,
8) http://ecdc.europa.eu/en/activities/epidemicintelligence/Pages/Activities_EpidemicIntelligence.aspx
9) Chi Y Bahk et al, Comparing timeliness, content, and disease severity of formal and informal source outbreak
reporting, BMC Infectious Disease, Vol.15, 2015
10) G.J.Milinovich, Role of big data in the early detection of Ebola and other emerging infectious disease, The Lancet
Global Health, Vol.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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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한국어, 포르투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태국어, 베트남어로 되어
있는 기사를 스캔하고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언어로 작성된 정보에 우선순위를 둔다.
EpiSPIDER는 Daylife, Google, Humanitatian News, Morever, ProMed, Twitter, WHO
에서 영문으로 작성된 정보를 지도에 매핑하여 제공한다. 특히, 신종 감염병 정보를 제공하
는 ProMed-mail과 재난 발생 정보를 제공하는 the Global Disaster Alert Coordinating
System(GDACS)에서 수집된 정보를 결합하여 질병 감시를 위한 상황정보를 제공한다11).
이와 같이 웹 기반 질병 감시 시스템은 전통적인 질병 감시 시스템의 한계로 지적되어 온
보건당국 및 의료기관으로 제한된 정보 소스, 지표 기반 감시로 인한 사후 대처 등을 개선하
기 위한 중요한 보완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들 중에서도 ProMed-Mail, MediSys,
HealthMap은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질병 감시 시스템이다.

ProMed Mail

신종 질병 모니터링 프로그램인 ProMED-mail은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독성물질의 노
출 발생 및 감염질환에 대한 신뢰성 있는 뉴스 정보를 메일로 제공하고 있다12).

ProMED

는 1994년에 미국에서 설립되었으며, 1999년 이후에는 국제감염병학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현재 ProMED-mail는 8개의 세계 지역 네트워크(포르투갈어권 라틴아메리카, 스페인어권 라
틴아메리카, 러시아어권 구소련 연방국가, 영어권 동남아시아,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영어권
아프리카, 영어권 중동지역, 영어권 남아시아)에 따라 사용언어로 번역되어 감염병 관련 정
보를 제공하고 있다13).
ProMED의 담당자들은 공중보건상의 중요도가 높은 보고서들을 검토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
(미디어·공식 보고서, 온라인 요약서 등)를 수집한다. 수집된 정보는 인간 및 식물 질병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정확성, 신뢰성, 타당성 등을 평가한 후 웹사이트에 포스팅 된다. 이
정보는 약 160여 개국의 구독자에게 전송되며, WHO의 Global Outbreak Alert and
Response Network에서 매일 ProMED-mail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다14).

11) M.Keller et al, Use of Instructured Event-Based Reports for Global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Emerging
Infcetious Diseases, Vo.15(5), pp.689-695, 2009
12)
외, 감염병 정보분석기술 동향 분석 및 로드맵 수립, 질병관리본부, 2016.01
13) ProMED-mail, http://www.promedmail.org
14) 김석일, 감염병 정보분석기술 동향 분석 및 로드맵 수립, 질병관리본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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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ED-mail 웹사이트, http://www.promedmail.org>

ProMED는 새로운 지역에서 발병된 질병뿐만 아니라 새로운 질병, 역학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로 감염병 관련 커뮤니티(과학자, 의사, 역학자, 공중보건전문가 등)를 타겟으로 최
근에 발병한 감염병, 식물관련 감염병,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감염병 관련 정보(발병한 국
가, 지역 및 날짜, 관련 뉴스)를 텍스트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지도 이미지를 이용해
발병 지역의 시각화 자료를 함께 제공한다15).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는 ProMED의 신뢰도
높은 정보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해외발생 감염병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16).

HealthMap

HealthMap은 2006년에 보스톤어린이병원 연구진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GIS 기반 실시간
질병 감시 시스템이다. HealthMap의 주요 정보 수집처는 Baidu, EuroSuveillance,
Google, HealthMap Community News Reports, OIE, ProMed, GeoSentinel, FAO,
EuroSuveillance, Moreover, SOSO, User Eyewitness Reports, WDIN, WHO 등으로 온
라인 뉴스사이트, RSS Feed, 전문가 큐레이션 서비스, 다국적 질병 감시 리포트, 공인된 기
관의 발표 등 다양한 소스를 활용한다17).
HealthMap은 지리적 위치, 시간, 감염 매개체(infectious agent)와 관련된 새로운 질병 발
생 정보를 수집하여 구글지도를 기반으로 제공하며, 질병 발생에 대한 정보의 흐름과 숨겨져
있는 중요한 요인들을 함께 제공한다18). HealthMap은 2014년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비상사
15) ProMED-mail, http://www.promedmail.org
16) 이근화, 효율적인 해외 감염병 모니터링 방안,
, 2013.
17) A.Lyon at al, Comparison of Web-based Biosecurity Intelligence Systems; BioCaster, EpiSpider and HealthMap,
Transboundary and Emerging Disease, Vol.59, pp.223-232, 2012
18) M.Keller et al, Use of Instructured Event-Based Reports for Global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Emerging
Infcetious Diseases, Vo.15(5), pp.689-69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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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공식 발표 9일 전에 기니(Guinea)에서 에볼라 감염확산 징후를 발견하였고,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H1N1) 확산도 WHO보다 먼저 예측하였다19).

<HealthMap 웹사이트, www.healthmap.org>

Medical Information System(MediSys)

MediSys는 유럽집행위원회(Europe Commission)의 공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er)
에서 개발한 의료정보 시스템으로 전세계 공중 보건 및 건강 관련 웹사이트와 뉴스 기사의
내용을 수집하고 분류한다.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질병 및 재해 정보를 정부와 의료기관에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각 국가의 보건전담기관의 시기적절한 대처를 돕고 있다20).
MediSys는 인터넷 뉴스와 공개 데이터를 분석하여 질병 발생을 예보하며 의학 전문사이트
400개, 뉴스 포털 3,750개 등에서 수집된 내용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다21). 특히, 주기적인 사건 등 정보가치가 낮은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
요한 이벤트를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19) G.J.Milinovich, Role of big data in the early detection of Ebola and other emerging infectious disease, The Lancet
Global Health, Vol.3, 2015
20) New intelligence system to identify public health threats, CORDIS, 2007.08
(http://cordis.europa.eu/news/rcn/28204_en.html)
21)
외, 감염병 정보분석기술 동향 분석 및 로드맵 수립, 질병관리본부,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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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Sys의 Top Stories 그래프>

Top Stories 메뉴를 통해 24시간 이내 가장 주목할 만한 이벤트 10개를 선정하여 각 이벤
트 별로 뉴스기사 개수 및 뉴스 업데이트 현황과 각 뉴스기사의 링크를 시간 순서대로 제공
하고 있다.
Recent Disease Incidents는 각 국가에서 최근 발생한 질병 정보를 리스트로 제공하며, 주
요 항목은 질병명, 뉴스업로드 시간, 국가(지역), 발생 건수, 해당 뉴스 기사 제목(링크 포함)
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Alert Statistics를 통해 각 국가의 질병 발생 가능성을 높음
(high), 중간(medium), 낮음(low)으로 구분하여 그래프 기반의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MediSys의

정보

제공

카테고리는

전염병(communicable

Diseases),

증후군

(Symptoms), 생물테러(Bioterrorism), 핵(Nuclear), 화학(Chemical), ECDC(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의료 디바이스, 기타 국제기관 및 연구소, 대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카테
고리 별로 Most Active Topics을 포함하여 세부적인 그룹으로 분류된 뉴스기사를 제공한
다.
MediSys에서 수집/분석된 질병 정보는 이메일 및 문자서비스를 통해 각 국 담당자들에게
자동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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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Sys 정보 분류 카테고리 예시>

2.3 감염병 발생 및 확산 예측시스템(인구, 임상, 인구이동 등 공공데이터 활용)

2014년 KT는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가축전염병의 발생 예측을 통해 전염병을
최초 발병지에서 타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주요 원인이 사료운반트럭임을 밝혀냈다.22) 이후
2016년 6월, 질병관리본부는 KT와 협업하여 로밍빅데이터를 이용한 검역대상자 추적 및 자
동 신고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로밍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해외
출입국자가 방문했던 국가 중 감염병 위험국가가 있는 경우 국내 입국 심사 단계에서 검역
대상자로 분류하고 추적 관리할 수 있다. 기존 검역시스템에서는 마지막 방문국가에 대한 확
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경유지에 대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감염병 확산 시뮬레이션은 발생시기 및 지역을 예측하여 정책적 의사결정 및 감염병 대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STEM(Spationtemporal
DYCAST

(Dynamic

중요한

분야이다.

Epidemiological

Continuous-Area

감염병

Modeler),

확산

시뮬레이션

CommunityFlu

Space-Time),

EpicFire,

2.0,

프로그램은
InfluSim,

EpiSims(Epidemic

Simulation System), GLEaM(Global Epidemic and Mobility Model), AsiaFluCap,
22) “KT

빅데이터로 해외 감염병 유입 차단”, 동아일보,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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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Aid 2.0, Flusurge 2.0, FluTe, EpiGrass, VPD(Vaccine Preventable Diseases) 등이
있으며 인구통계학적 데이터, 임상데이터 등을 활용한다.
감염병 예측모델 중 IBM에서 개발한 STEM(Spationtemporal Epidemiological Modeler)은
에볼라, 뎅기열, 조류독감, 말라리아, 살모넬라 등 각 질병의 전파 가능성을 조사한다. 감염
자 관련 데이터, 인구 관련 데이터, 인구이동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접촉 환경에서
질병 발생 지역을 예측한다23).
유럽연합 기금을 받아 독일에서 개발한 InfluSim은 인플루엔자 진행에 대한 다양한 예측 시
나리오를 제시하여 비교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임상정보(의료진/감염자/비감염자 요
소, 잠복기, 치료 자원 등), 인구 관련 데이터 등을 입력하면 시간에 대한 질병 발생의 변화
를 그래프로 보여준다.
EpiSims(Epidemic Simulation System)은 미국에서 개발된 대규모 감염병 시뮬레이션 모
델이다.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공사회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인구이동, 활동, 상호작용을
반영하여 감염병의 확산을 시뮬레이션한다. EpiSims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구당 인구수가
많은 경우 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다24).
전세계를 대상으로 교통흐름을 분석하여 감염병의 발생 지역을 예측하는 GLEaM(Global
Epidemic and Mobility Model)은 230여 개국의 항공 및 40여개국의 대중교통 데이터베이
스를 분석한다25). 2013년에 메르스가 아시아에 퍼질 가능성이 66%로 유럽(21%), 아프리카
(12%)보다 높은 것으로 예측하였다26).

<GLEaM 감염병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 http://www.gleamviz.org/simulator/>

국내에서 연구된 VPD(Vaccine Preventable Diseases) Package는 예방접종으로 쉽게 예방
할 수 있는 질병을 모니터링한다. VPD는 예방접종을 제대로 맞지 않으면 확산 가능성이 높

23)
외, 감염병 정보분석기술 동향 분석 및 로드맵 수립, 질병관리본부, 2016.01
24) 배영미 외, 한국형 감염병 확산시뮬레이션을 위한 대용량 공공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4
25) GLEaM, http://www.gleamviz.org/
26) 김석일 외, 감염병 정보분석기술 동향 분석 및 로드맵 수립, 질병관리본부,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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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질병이기도 하다. 이 프로그램은 국가별 VPD 발병자 및 백신 접종자 수를 기반으로 발병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예방접종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홍역처
럼 유행 종식이 선언된 질병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27).

3. 해외발생 감염병 국내 유입 증가 이슈의 영향요인
현대사회에서 기후변화, 자원, 전염병 유행 등은 기술혁신, 인구 증가, 도시화, 빈부격차심화
등 사회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인해 하나의 원인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각 요인들
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사전에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따라서
단편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28).
본 보고서는 이슈의 발생과 상태 변화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조
사

및

전문가

브레인스토밍을

STEPPER(Society(사회),

기반으로

Technology(기술),

영향요인을
Environment

정의하였다.
(환경),

영향요인은

Population(인구),

Politics(정치), Economy(경제), Resources(자원))29) 관점에서 도출하였다.
도출된 영향요인은 이슈를 전방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준점으로 활용되며, 도출된 이
슈와 영향요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영향도가 가장 큰 요인을 발견하였다. 해외발생
감염병의 경우 철저한 검역을 통해 국내 유입을 방지하는 것이 첫 단계이고,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는 신속한 진단과 전문 치료체계를 통해 확산을 막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이다. 본 이슈
의 영향요인은 해외발생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 방지와 관련이 있는 항목을 선정하였다.

3.1 영향요인 목록

분야

ID

영향요인

설명

27)
, VPD 발생 예측 알고리즘 적용. 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용역사업 최종결과 보고서. 2008
28) 박병원, 전략적 불확실성의 대응: 싱가포르 정부의 미래전략 수립 벤치마킹, Future Horizon, Vol.25, pp.28-31, 2015
29) 임춘택, 이광형, 카이스트를 여는 명강의 2014 – STEPPER를 선점하고 MESIA를 육성하라, 푸른지식,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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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3년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2015년
메르스, 2016년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 및 해외발생 감염병이 지속적으
로 나타남. 이처럼 해외발생 감염병은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얘기가 아
사회

S1

해외지역의
감염병 발생

니며 사스, 메르스와 같이 국내에 유입되어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
실을

입힐 수 있음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이
상징후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함. 다양한 정보 제공 소스
를 활용하되 공식, 비공식적인 정보를 선별하여 활용하고 각 소스의
신뢰도를 확인하여야 함
경제적 빈곤, 전쟁, 재해, 도시슬럼화 등으로 인해 의료 체계가 무너진
지역에서 신종 감염병 및 재출현 감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음. 또한

사회

S2

생태학적

개발 및 도시화로 인해 새로운 병원체 및 감염 매개체가 증가하여 신

변화

종 감염병이 증가함. 최근들어 Animal-Human

인터페이스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one health 이론이 각광받고 있으며 생태학적 요인, 환경,
인간, 동물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감염병

발생요인에 접근하고자 함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 향상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중요한
요소임. 사회적 인식은 국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와 관련이 있으
사회

S3

사회적

며, 개인위생관리 및 병원이용문화가 대표적임. 질병관리본부의 '2013

인식수준

년 감염병 감시 연보'에 따르면 개인위생 개선

향상

이 감소했다고 밝힘.

노력으로 일부 감염병

또한 WHO의 한국 메르스 사태 조사 결과, 한국의 독특한 병원문화(병
문안,동반진료,의료쇼핑)가 감염병을 확산 시키는 원인으로 밝혀짐.
국내에 감염병이 유입된 이후에 감염병에 대한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는 중요한 요소임.
2015년 메르스 사태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정부의 정보미공개
사회

S4

감염병 정보

및 의사소통 기피로 인한 초동 대처 실패와 국민들의 혼란으로 밝혀

공개

짐. 정부의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에도 정보공개의 필요성이 강조되
어 있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이는 2차 감염자 확산의 기폭제가됨. 감염
병 발생에 대한 경보, 구체적인 발생 현황,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잘못된 정보와 낮은 신뢰로 인한사회적 불안 증가 방지 필요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강수량, 습도와 같은 평균 기상조건의 변화나
엘니뇨, 가뭄, 홍수, 폭염 등과 같은 기상재해는 물, 공기, 식품을 통해
감염되는 질병들의 병원체, 매개체, 숙주의 생존과 전파에 영향을 미칠

환경

E1

기후변화

수 있음.
뎅기열, 치킨구니아열등 열대성 바이러스의 출현이 지구 온난화로인한
것이며, 2015년 극심한 엘니뇨로 인한 기온 상승 및 가뭄은 남아메리
카의 지카바이러스 확산의 큰요인으로 파악됨

환경

E2

감염 매개체
발생 및 이동

메르스(박쥐, 낙타), 지카바이러스(모기), 웨스트나일(모기) 등 모기, 진
드기 및 동물 등 매개체를 통해 전염되는 감염병의 경우 매개체의 발
생과 이동은 감염병 발생 및 확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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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감염병 치료 및 관리 역량은 감염병 대응의 3대 요소 중 하나임.
감염병 치료 역량은 감염병 전문 의사 및 간호인력, 격리병동 및 환기
기술

T1

감염병 전문
치료 및 관리

시스템과 같은 전문 시설, 응급실 관리 및 감염병 발생 시 대처역량,
의료체계 특성 등이 포함됨.
2015년 메르스 사태의 경우 치료역량의 부족은 확진 환자의 증상악화
및 2차, 3차 감염(의료진감염포함)등 감염병의 국내 확산 위험을 증가
시키는 원인이 됨
감염병 조기 진단은 감염병 유입 시 빠른 대처 및 방역조치에 필수적
임. 또한 검역 및 방역활동은 감염병 유행 초기 단계에서 확산을 지연
하는데 기여함.

기술

T2

감염병 조기

선진국 및 국제기구에서는 전문적인 검역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간 감

검역 및 진단

염병 전파를 예방하고 있음. 국내에서는1990년대 이후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에 의한 위협이 세계적인 양상을띠면서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증후군 감시, 의심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단, 검역지역 내의 위생관리
등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기술

T3

국내 감염
확산 예측

고위험성 감염병은 빠른 시간 내에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전파되기 때
문에 감염병 확산에 대한 예측을 통해 위험에 대비하여야 함. 확산 예
측을 통해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이전에 대비할 수 있음
해외여행객이 많을 수록 전염병의 해외 유입 사례가 증가하는 경향을

인구

P1

인구 및
물자의 이동

보임. 사스의 경우 비행기를 이용한 여행자를 통해 확산되었으며,
2013년 지카바이러스의 남아메리카 유입은 국제행사에 참여한 방문객
이 원인으로 추청됨. 사람 뿐만 아니라 감염병 발생 지역의 제품, 동식
물, 운송수단 등도 바이러스 전파의 원인이 될 수 있음
노인, 빈곤층, 이주 노동자 등 건강 취약계층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나
사회적 차별, 진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인구

P2

감염병에 대한 지식 부족

건강

등으로 감염병 발생 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감염병 확산의

취약계층

통로 역할을 함.

감염 발생

일례로,아프리카 라이베리아 보건부와 예일 전염병센터 공동연구팀은
3532건의 에볼라 사례 분석을 통해 빈곤계층이 에볼라 감염확산의 통
로역할을 했다고 밝힘
해외발생 감염병의 효과적인 대비와 관리를 위해 검역, 감시, 정보공
유, 역학조사, 진단, 지방자치단체 공조, 의료기관 대응까지 모든 단계

국내 감염병
정치

O1

관리체계
개선

를 지휘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수적임. 관리체계는 전담기관,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국내외 위기대응협력

네트워크, 의료전달체계 등을

포함함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컨트롤 타워의 부재, 법적 강제력이 없는 감
염병 관리 규정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안일한 대처, 불명확한 감염병
관리 비용 부담 주체 등은 사태를 악화시킨 요인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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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감염병
경제

C1

관리 및
R&D 예산
증가

세계적으로 감염병 발생 증가 및 확산으로 인해 감염병 대비/대응을
국가안보차원에서 강조하고 이에 위한 R&D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정
부에서 전담하는 감염병의 감시, 검역, 치료 등은 예산에 기반하여 운
영됨. 감염병 관리 및 R&D 예산은

정부의 감염병 예방 및 대비를 위

한 준비수준을 반증하는 지표임

3.2 이슈-영향요인 간 연관성

해외발생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과 관련해 사회, 환경, 인구 등의 관점에서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한 13개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모든 영향요인이 이슈 발생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효율적인 이슈 관리를 위해 이슈와 영향요인의 연관성을 전문가
평가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슈-영향요인 연관성 분석 결과>

이슈 발생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영향요인은 (S1)해외지역의 감염병 발생과 (E2)감염매개체
발생 및 이동으로 국내에 유입되기 이전에 감염병의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예측하는 것이 가
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해외에서 발생한 감염병 및 감염매개체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획득하고 사전에 대응하는 것이 본 이슈의 해결에 중요한 열쇠임을 의미
한다. 그 다음으로 연관성이 높은 영향요인은 (T2)감염병 조기 검역 및 진단으로 가장 연관
성이 높은 3개 요인 모두 감염병의 국내 유입 차단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S4)
사회적 인식 수준 향상과, 유입 이후 발생하게 되는 (P2)건강 취약계층 감염 발생은 상대적
으로 낮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영향요인의 전문가 평가 결과는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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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 중 평균 3점 이상으로 S4, P2 요인의 경우 관리의 불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4. 해외발생 감염병 관리 이슈 맵 구축
이슈 맵의 구축 목적은 이슈 관련 데이터, 연구자, 의사결정체계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이슈에 대한 정책과 R&D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근거 기반의 의사결
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슈 맵 구축 범위는 각 영향요인에 대한 세부적인 모니터링 항목을
선정하여 관련된 데이터, 연구자, 의사결정기관을 정의한다.

분야

ID

영향요인

영향요인 관련 세부항목
▶비해석 바이러스 정보
▶해외 감염병 발생 정보

사회

S1

해외지역의 감염병

▶기존 감염병의 변종 바이러스 발생 정보

발생

▶신규 감염병 연구정보
▶해외 발생 감염병 발생 통계
▶주요 선진국의 해외여행 금지 지역 및 경고 관련 정보
갑작스러운 재난, 재해 발생 지역 정보, 급격한 생태계 파괴 및
변화 발생 정보

사회

S2

생태학적 변화

▶생화학 및 방사능 물질 유출사고 지역

정보

▶가축 관련 전염병 발생 통계 및 지역 정보
▶수질오염도가 높은 지역 분포 정보
▶대형병원별 방문자 수(환자 및 면회자 포함)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
▶의료기관의 의료보건비 전문직 종사자 현황(청소용역, 운전직
등)
사회

S3

사회적 인식수준

▶손씻기 현황(미생물 제거 위한 손씻기 시간차이 효과, 국민 손

향상

씻기 조사, 지역별 손세정제 판매량 등)
▶해외여행 전 감염병 정보 획득 및 예방을 위한 준비 현황(사전
정보 파악 및 상담 비율, 여행전 사전정보 파악경로(인터넷, 관련
잡지 등), 여행 목적에 따른 준비 기간)
▶해외여행보험 가입 현황
▶평시의 감염병 예방/대응 관련 공익광고의 미디어 노출 빈도
▶감염병 정보 제공 사이트

사회

S4

감염병 정보 공개

▶감염병 조기 경보
▶정보공개체계
▶SNS 모니터링(감염병 관련 불안, 불신 등과 같은 부정적 표현)
▶기상조건 변화 및 기상재해 발생 정보

환경

E1

기후변화

▶기후변화에 따른 조류 이동, 동식물 서식지 변화
▶기상조건(온도,습도등)별 감염병 발생현황

환경

E2

감염 매개체 발생

▶유해곤충, 동식물의 이상 증식 발생 정보

및 이동

▶농축산물 수출입 및 이동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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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매개체 목록
▶국내외 감염병 매개체의 분포 조사 정보
▶철새이동경로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한 시설보유 현황(격리병동, 활
용 가능한 보유 병상 수, 기기, 소모품
기술

T1

등)

감염병 전문 치료

▶감염병 관련 백신, 치료제 등 보유 현황 및 생산유통정보

및 관리

▶감염병 치료 전문 인력 현황(전문인력 보유현황, 국내 의료진의
감염병 치료 경험, 감염병에 대한 전문지식, 윤리의식, 감염관리
의료진 스트레스 지수 등)
▶검역체계(검역소 현황, 검역 시설 등)
▶검역인력현황(검역 전문 인력, 검역 인력 근무만족도 등)

기술

T2

감염병 조기 검역
및 진단

▶감염병 진단 기술
▶유증상자 조기 발견을 위한 정보(출입국자정보, 국민건강보험공
단(건강보험수진자정보, 진료내역, 건강검진정보),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의약품처방정보, 입퇴원환자정보), 해외여행보험 중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 현황 등)
▶감염병별 역학 및 확산모형 정보(잠복기간, 감염율, 감염병 재
생산수(R) 등)
▶인구학적 특성(평균 연령, 종교, 가구 구성원 수 등)
▶인구 집중 시설들의 현황/분포

기술

T3

국내 감염 확산

▶인구이동정보(지역 내외간 이동량(기차,차량,항공), 지역별 인구

예측

수, 이동수단, 교통카드, 신용카드 승인가맹점 정보,이동통신 위치
정보
▶확진자 및 관련자 정보(접촉자 정보 및 위치 정보)
▶SMS/SNS정보(병원방문객, 의료분야 종사자, 자원 봉사자, 지
역보건 관련 공무원 등)
▶감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와의 인구/물자 이동 정보

인구

P1

인구 및 물자의

▶국내외 간 인구 및 물자 이동 관련 정보(출입국정보, 공항/항만

이동

의 화물수송정보, 지역간 여객 및 화물의 이동수단 별 출발-도착
정보 등)

인구

P2

건강 취약계층 감염

▶취약계층 의료지원 현황

발생

▶지역별 취약계층(환자,임산부및영유아등)입원 및 환자 현황
▶감염병 관리 추진체계

정치

O1

국내 감염병

▶감염병 대책위원회(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관리체계 개선

▶감염병 관련 법제도
▶감염병 관련 매뉴얼
▶중앙정부 감염병 관련 예산(질병관리본부 운영예산, 감염병 관

경제

C1

국내 감염병 관리

련 R&D 예산)

및 R&D 예산 증가

▶지방 자체 단체 별 감염병 관련 예산(방역, 전문인력확보, 저소
득층 대상 감염병 예방 및 무료 백신 관련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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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데이터맵

영향요인 별로 해외발생 감염병 관리 및 모니터링에 활용 가능한 국내외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감염병의 발생 여부와 관련된 데이터는 대부분 국외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국내 유입
과 확산 관련 데이터는 국내 사이트에서 제공하였다. 데이터는 텍스트, 엑셀, 그래프 형태로
제공되며 영향요인 별 주요 데이터 제공 기관은 다음과 같다.
ID

S1

영향요인

해외지역의 감염병
발생

데이터 공개 기관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보건기구(WHO)

유럽 집행위원회

MediSys

국제감염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Infectious
Diseases, ISID)

ProMED-mail

Boston Children's Hospital

HealthMap

Council Foreign Relations

Vaccine-Preventable Outbreaks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MedlinePlus

ECDC

Epidemic

ECDC

TESSy

GDACS(Gloal
S2

S3

S4

생태학적 변화

사회적 인식수준
향상

감염병 정보 공개

사이트 명

Alerts and

Disaster
Coordination

System)

Intelligence

GDACS(Gloal Disaster Alerts and
Coordination System)

기상청

기상청

기획재정부

국가경쟁력통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농림축산식품

농림축산식품 공공데이터 포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서울시

서울열린데이터 광장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웹통계시스템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생활안전지도포털

E1

기후변화

기상청

기상청

E2

감염 매개체 발생
및 이동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교통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T1

T2

감염병 전문 치료
및 관리

감염병 조기 검역

- 22 -

및 진단

P1

P2

O1

C1

해양수산부

국가통계포털

법무부

법무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국토교통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경제재정 통계

국내 감염병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관리체계 개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경제재정 통계

인구 및 물자의
이동
건강 취약계층 감염
발생

국내 감염병 관리
및 R&D 예산 증가

4.2 연구자 맵

연구자 맵은 간접적인 영향요인은 제외하고 해외발생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이슈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를 조사하였다. NTIS에서 연구 키워드에 해외유
입 감염병, 감염병, 신종감염병이 포함되어 있는 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과제 수
행 개수(키워드 별 Top 30), 과제 사업비(10억 이상), 연구수행연도(최신순)등의 기준으로 필
터링을 수행하였다. 필터링 결과 중 중복을 제외하고 85명의 연구자가 식별되었다. 연구자들
을 연구키워드 및 전문분야로 분류한 결과, 연구키워드는 감염병 진단과 치료, 전문분야는
미생물/기생생물학에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자 분포되어 있으나 연구키워드와 전문분야 간의
의미있는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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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의사결정체계 맵

의사결정체계 맵은 각 영향요인 별로 주요 정책 의사결정 및 수행 전담 기관을 식별하여 정
의한다. 해외발생 감염병 관련 의사결정체계 맵의 주요 기관은 관세청, 국민안전처,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의료원 포함), 식품
의약품안전처,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등이며 보건복지부와 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본부가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해외발생 감염병 관련 기관별 업무연관도>

<영향요인 별 주요 담당 기관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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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 실내외 공기오염으로 인한 질병 증가
1. 이슈 정의 및 이슈맵 구축 필요성
초미세먼지(PM2.5), 오존(O3) 등으로 인한 실내외 공기오염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급성 호
흡기 질환,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폐암 등의 발병 및 조기 사망과 관련이 있다.3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PM2.5 농도가 10㎍ 증가할 때 65세 이상 연령
집단에서 심혈관계 질환 입원률은 3.74%, 호흡기계 질환 인원률은 8.84% 증가한다.31) 또한
미국 암학회는 대기오염에 장기간 노출시 PM2.5 농도가 10㎍ 증가하면 사망률이 7% 증가
한다고 발표하였다.32)
실제로 공기오염은 식이장애(1위), 고혈압(2위), 어린이 및 임산부 영향실조(3위)에 이어 전세
계 사망원인 4위이며, 환경요인으로 인한 사망원인 중에서는 1위이다.33) 그러나 이와 같은
질병 및 사망 위험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세계 인구의 85% 이상이 WHO의 공기질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34)

<실내외 공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현황(2013)>
(출처: Global Burden of Air Pollution, IHME,
http://www.healthdata.org/infographic/global-burden-air-pollution)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마이클 브라우어 교수는 2013년 실내외 공기오염으로 인
30) J. Lelieveld et al, The Contribution of outdoor air pollution sources to premature mortlaity on a global scale,
Nature, Vol.525, pp.367-371, 2015
31)
, 배현주, 초미세먼지(PM2.5)의 건강영향 평가 및 관리 정책, KEI 포커스, Vol.1(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2) “WHO 2배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잡겠다?”, 뉴스타파, 2016.05.19
33) GBD 2013 Risk Factors Collaborators, Global, regional, and national comparative risk assessment of 79
behavioural, environmental and occupational, and metabolic risks or clusters of risks in 188 countries,
1990-2013: a systematic analysis for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 2013. The Lancet, Vol.386(10010),
pp.2287-2323, 2015
34)
Michael Brauer, Poor air quality kills 5.5 million worldwide annually, News of IHME,
http://www.healthdata.org/news-release/poor-air-quality-kills-55-million-worldwide-ann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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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망자 수를 550만명으로 발표하였고35), 독일 막스 플랑크 화학연구소의 랠리벨트 교수
는 공기오염으로 인해 연간 330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050년에는 660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36)
또한 실내외 공기오염의 주원인이 교통/도시화로만 알려진 것과 달리, 실내 공기의 경우 난
방과 취사를 위한 연료사용이 가장 큰 원인이며, 실외 공기의 경우 농업에서 사용되는 비료
의 암모니아, 교통수단 및 발전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밝혀졌다. 북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
아의 경우 사막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모래먼지에 의한 대기 오염이 조기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다. Global Burden of Air Pollution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기오염으로 인한 사
망자는 대부분 중국과 인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의 경우 석탄연료가, 인도는
나무, 분변 및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난방 및 취사가 공기오염의 주원인이다. 북아메리카, 서
유럽 등 선진국들이 지난 50년간 청정연료, 연료효율이 높은 자동차, 석탄 사용 제한 등을
통해 공기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결과 공기질의 악화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경제성장이라는 당면과제로 인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마련과
실행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37)
실내외 공기오염에 노출되는 것은 흡연
처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기
오염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호
흡을 통해 동시에 노출된다. 하지만 동
일한 공기오염 상태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건강영향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공기오염이 건강에 작용하는 방식은 개
인, 집단, 거주 환경 등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령, 성별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과 경제적 수준, 교육수준, 직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 거주지역, 거주공

<빈곤, 고체연료연기 노출 및 질병 간 상호작용>
(출처: R.Perez-Padilla et al, Respiratory health effects of
indoor air pollu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uberculosis and Lung Disease, Vol.14(9), pp.1079-1086, 2010)

간과 같은 환경적 특성에 따라 공기오염
으로 인한 피해 양상이 달라진다.
특히 사회경제적 수준이 공기오염의 건강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노출(exposure)과 감수성
(susceptibility)의 차이로 설명하는데,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지역/개인의 경우 오염
된 환경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 질병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8)39)
35) Michael Brauer, Poor air quality kills 5.5 million worldwide annually, News of IHME,
http://www.healthdata.org/news-release/poor-air-quality-kills-55-million-worldwide-annually
36) J. Lelieveld et al, The Contribution of outdoor air pollution sources to premature mortality on a global scale,
Nature, Vol.525, pp.367-371, 2015
37) Global Burden of Air Pollution, IHME, http://www.healthdata.org/infographic/global-burden-air-pollution)
38)
외,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연구-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사망영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1
39) Anjum Hajat et al, Socioeconomic Disparities and Air Pollution Exposure: a Global Review,
Current Environmental Health Reports, Vol.2, pp.440-45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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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서남아시아의 공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많은 것도 낮은 사회경
제적 수준과 관련된 생활습관, 영양상태 등이 관련되어 있다. 선진국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공기오염의 건강영향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지역별 공기오염물질 농도 및 화학적 조
성의 차이,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건강영향도의 차이는 지역/국가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내 실내외 공기오염 현황을 기반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발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해 공기오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
며, 실외 뿐 아니라 실내 공기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공기질에 대한
인식은 공기청정기 판매량의 증가로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4월 공기청정기 판매량은 전년
대비 3.8배 수준으로 초미세먼지 제거가 가능한 제품이 전체 판매량의 68.9%를 차지하고 있
으며40), 2015년 공기청정기 시장은 약 6000억원 규모로 2013년 대비 2배 증가하였다.41)
사회적으로 실내외 공기오염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공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
내 주요 도시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2009년 이후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WHO 기준인
20㎍/㎥의 두배이며, 프랑스, 영국, 시드니 등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최소 27㎍/㎥ ~
최대 31㎍/㎥임을 감안해도 낮은 수준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2015년 서울의 초미세먼
지 농도는 23㎍/㎥으로 WHO 기준인 10㎍/㎥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42) 또한 서울시
의 대기 중 벤젠 농도는 유해물질농도 순위로는 14위지만 발암위해도 기준으로는 3위로 높
아진다. 오염물질의 농도 자체보다 질병 유발 연관성 및 건강위해성 관점에서 실내외 공기오
염이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국내 주요 도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
(출처: 국가지표체계-대기오염도)

OECD는 2060년까지 공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와 이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예측하
였는데 한국의 경우 OECD 회원국 중 유난히 조기 사망자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40) “
·미세먼지에 ‘산소캔, 공기청정기’ 판매 늘어”, 조선비즈, 2016.05.09
41) 공기청정기 매출 1조 시대, 아시아경제, 2016.04.03
42) 국가지표체계-대기오염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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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국, 인도와 마찬가지로 도시화와 인구집중으로 인한 차량 및 공장 증가가 원인이다. 또
한 OECD는 공기오염으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 노동생산성 저하 등으로 GDP가 감소할 것으
로 분석하였다.43) 또한 OECD 2016 더 나은 삶 지수 보고서에서도 대기환경 부분에서 38개
국 중 꼴찌를 기록하였다.44)

<대기오염으로 인한 2060년 조기 사망자 수 예측>
(출처: OECD,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outdoor air pollution, OECD Publishing, 2016

이처럼 실내외 공기오염으로 인한 질병 발생 및 사망 증가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가 보고
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이
필수적이다. 앞에서 언급한 OECD의 공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 예측 보고서에서 미국,
서유럽과 같은 선진국들은 청정에너지, 저공해 운송수단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 및 활용함으
로써 조기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는

대기질

기준을

개정할

때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를 실시하여 대기질 기준 개정에 따른 건강편익을 산출한다. 또한 미국 질병관
리본부(CDC)는 ‘National Environmental Public Health Tracking System'을 통해 환경
적 위험, 노출, 환경 정보의 통합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환경영향을 사전에 감지하고 취약성
이 확인된 지역 또는 계층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실내외 공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위해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 공기오염 현황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기오염물질을 줄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공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위해영향의 정량, 정성적 평가, 진단,
예측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45)

2. 실내외 공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 관련 데이터 제공 동향
43) OECD,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outdoor air pollution, OECD Publishing, 2016
44) “
2060년 대기오염 원인 조기 사망률·경제 피해 OECD 최고”, 연합뉴스, 2016.06.10
45) 홍윤철 외, 대기오염이 호흡기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보건복지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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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외 공기오염의 건강위해영향에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데이터를 직접 측정/조사하여
분석하거나 기존의 질병, 공기오염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변수에 의한 공기오염의 건강
영향 여부를 밝히는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행되고 있다. 질병발생, 공기오염농도, 지역/개
인 특성 등 사실데이터를 활용하여 요인간 인과관계를 밝히거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므로
사실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에서 주요하게 활용되는 데이터인 실내외 공기오염 측정 데이터
와 질병 및 사망원인 별 데이터 등에 대한 제공 동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2.1 실내외 공기오염 측정 데이터 제공
Air Now (미국)

AirNow는 미국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국립 해양 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국립공원 서비스(National Park Service),
미국 주 및 지방 정부 기관이 대중에게 실시간(미국 동부 표준시(EST): 자정부터 오전 4시까
지 제외)으로 미국 내·외 공기질 정보를 제공한다.
AirNow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3가지이다. 첫 번째, 미국 전역의 Air Quality
Index(AQI)를 제공한다. AQI는 미국 환경 보호국이 대중에게 공기질의 수준을 색 코드
(color-coded)로 나타낸 공기질 지수이다. 유해대기오염물질(오존,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
산화황, 이산화질소)에 따른 건강 우려수준을 6가지 단계로 나타낸다. 녹색의 Good, 노란색
의 Moderate, 주항색의 USG, 빨간색의 Unhealthy, 보라색의 Very Unhealthy, 진붉은색
의 Hazardous 단계별로 Action Day(행동요령)을 게시하여 공기오염에 취학한 계층(영유아,
노인 등)이 야외활동을 삼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46)
두 번째, AQI가 높은 상위 5개 도시를 공개한다. 미국 주 및 지방 정부기관이 매일 제출하
는 각 지역 별 AQI 데이터를 기반으로 AQI가 높은 상위 5개 도시의 공기질 정보를 제공한
다.
마지막으로, 특정 지역의 공기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zip code(우편번호)와 주을 검색하
면 해당주의 특정지역 실시간 공기질 정보(특정지역의 AQI, 현재 AQI, 실시간 오존 농도, 실
시간 미세먼지 농도, 특정 주 내 주요 지역에 대한 AQI)를 확인할 수 있다.

46)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https://airnow.gov/index.cfm?action=aqibasics.aq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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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EPA의 AQI 기준>

<미국 AirNow, https://airnow.gov>

World Air Quality Index Project (중국)

2007년 중국 연구팀의 주도로 시작된 World Air Quality Index Project는 전 세계인의 대
기오염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적 프로젝트이다. 전 세계(70개국 이상)의 환경
전담 부처의 대기오염 정보와 20,000개 이상의 공기질 측정소에서 측정된 정보를 취합하여
세계 주요 도시별 실시간 AQI(Air Quality Index), 유해대기오염물질(PM2.5, PM10, O3,
NO2, SO2, CO) 측정량, 기상정보(기온, 기압, 습도, 풍속량, 강수량), 공기질 측정소 위치,
주간 공기질, 기상 예보를 제공한다.47)
World Air Quality Index Project는 현재 국가 별로 상이한 AQI(Air Quality Index)48)를
47) World Air Quality Index Project, http://aqicn.org/map/world
48)
(Pollutant Standards Index), 말레이시아(Air Pollution Index), 콜롬비아(Índice de la Calidad del Aire),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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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통일하여 제공함으로
써, 전 세계 나라별, 도시별 공기질 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중국 World Air Quality Index Project, http://aqicn.org/map/world>

European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 (유럽)

E-PRTR(European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 이하 E-PRTR)는 2007년
부터 유럽 전역 약 30,000여개의 산업시설 위치와 중금속, 농약, 온실 가스 및 다이옥신 등
91가지의 유해오염물질 배출량을 제공하는 사이트이며 유럽연합의 각 국가별 환경전담기관,
EEA (European Environment Agency)가 운영하고 있다. E-PRTR는 공기오염 뿐만 아니
라 물, 토양오염에 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산업시설 별로 시설명,
시설 위치, 유해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모든 데이터는 각 국의
환경 전담 기관을 통해 수집되고, 유럽환경기구 EEA(European Environment Agency)를
통해 품질을 확인받는다.

(Índice Metro. CAi), 홍콩, 캐나다(Air Quality Health Index, 한국(Comprehensive Air Quality), 유럽
(Common Air Qual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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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PRTR, http://prtr.ec.europa.eu/>

Atmospheric Environmental Regional Observation System (일본)

AEROS(Atmospheric Environmental Regional Observation System, 그리고 이하
(AEROS))는 일본 환경성이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일본 전역의 대기 오염 측정 결과와 유해대
기오염물질 주의보·경보 발령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49) 일본 전역을 9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별로 유해대기오염물질(SO2, NO, OX, NMHC, SPM, PM2.5 등)의 측정값에 따른
AQI 건강우려 수준 색을 지도에 나타내어 일본 국민에게 공개할 뿐만 아니라 각 측정소에서
측정한 유해대기오염물질 값 데이터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표(時報値表)도 제공하고 있다.50)

< 일본 AEROS, http://soramame.taiki.go.jp >
Current and forecast air quality (호주)

49) 일본 환경성, http://www.env.go.jp
50) AEROS 웹사이트, http://soramame.taiki.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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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환경 보호국(Environment Protection Authority)은 뉴사우스
웨일즈의 대기환경정보를 주정부의 ’Office of Environment & Heritage’(이하 OEH) 웹사
이트에 공개하고 있다.51)
OEH는 뉴사우스웨일즈의 5개 지역(Sydney, Upper Hunter, Newcastle and Central
Coast , Illawarra, Rural)에 설치된 총 59개 측정망을 통해 각 지역의 실시간 유해대기오
염물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각 지역의 AQI는 매시간 업데이트 되고, 예측 AQI는 매일 오
후 4시(시드니 시간)에 업데이트 된다. 일별 AQI는 표형식의 텍스트로 제공되고 있으며, 월·
연도별 데이터는 그래프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의 측정망 위치(경도,위도)를 표시한
지도, 측정항목, 측정소 운영여부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호주 OEH, http://www.environment.nsw.gov.au/topics/air>
에어코리아 (한국)

한국환경공단은 전국 실시간 공기질 오염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기 위해 2005년부터 에어
코리아 서비스를 통해 전국의 대기오염측정망에서 측정되는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
질소, 오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에어코리아는 전국 97개 시,군에 설치된 317개의 측정망에서 수집된 대기오염물질 데이터를
국가 대기오염 정보 관리 시스템(NAMIS)에서 수집 한 후 대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데이터로
가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한다.52)

51)
OEH, http://www.environment.nsw.gov.au/AQMS/aqi.htm
52) 한국환경공단, 국가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및 관리,
https://www.keco.or.kr/kr/business/climate/contentsid/1529/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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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오염 측정망 및 측정항목>

에어코리아는 실시간 대기질 정보(우리동네 대기정보, 시도별 대기정보, 미세먼지 정보, 주간
대기 분석경로), 대기질 예·경보(대기질 예보, 대기질 경보, 황사특보, 국민행동요령), 통계정
보(시도별 확정자료, 측정소별 확정자료, 측정망·항목별 확정자료, 대기환경 연월보, 국외대기
오염현황) 등을 정보를 표, 그래프, 그림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데이터는 엑셀파일로 다
운로드가 가능하다.

< 에어코리아, http://www.airkorea.or.kr>

또한 에어코리아는 대기오염도 측정치를 대중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4가지 색(파랑, 초록,
노랑, 빨강)으로 나타낸 실시간 통합대기환경지수(Comprehensive air-quality index)를 제
공한다.53) 이를 통해 국민들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행동지침을 제공
받을 수 있다.

53)

, 통합대기환경지수, http://www.airkorea.or.kr/khai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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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대기환경지수, CAI(Comprehensive air-quality index)>

실내공기질 자료공개 서비스 (한국)

환경부에서 2016년 2월부터 운영하는 실내공기질 자료공개 서비스는 서울, 인천 등 전국 6
개 도시의 37곳 지하역사와 44곳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오염물질 농도 정보를 제공
한다. 실내공기 오염물질 농도 정보는 환경부, 지자체가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한 자동측정망
에서 측정한 자료를 기반으로 제공된다.54)
환경부는 측정 시설별로 5분 또는 1시간 단위로 측정 데이터를 수집 및 업데이트 하며, 대
중들이 실내 공기질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등급을 3단계(좋음, 보통,
환기필요)로 표시하여 제공하고 있다.

<실내공기질 자료공개 서비스, http://info.inair.or.kr/
서울 실내환경관리시스템 (한국)

54)

자료공개 서비스, http://info.inai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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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서울시내 약 481곳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실내환경관리시스템
을 통해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있다.55)
서울시와 보건환경연구원은 매년 전체 다중이용시설 중 10% 이상(어린이집·의료기관 등은
20% 이상)을 대상으로 오염도를 측정 및 점검하고 있으며, 실내환경관리시스템을 통해 4개
지하철역(시청·충무로·서울역·동대문역사문화공원)과 21개 지하도상가(강남터미널·남대문·을지
로·영등포 등)의 유해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측정정보
를 공개하고 있다.56) 또한, 서울시의 실내공기질 대상 시설정보와, 실내공기질 인증시설, 서
울시 공공건축물 석면정보를 지도화하여 해당 자치구 별로 시설정보의 세부정보를 제공한다.

<서울 실내환경관리시스템, http://cleanindoor.seoul.go.kr>

2.2 공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평가 데이터 공유
Global Burden of Disease – Air Pollution

Global Burden of Disease(이하 GBD)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질병, 장애 및 위험 요소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손실을 수치화하여 데이터로 구축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이다. GBD에는
1600명 이상의 연구자들이 188개 국가에서 발생하는 300여개 질병과 사고로 발생하는 조기
사망

및

장애

데이터를

연령,

성별에

따라

수집,

분석하고

있다.

GBD는

환경

(Environmental risks), 행동(Behavioral risks), 신진대사(Metabolic risks) 관점에서 조기
사망 및 장애를 일으키는 위험요소(Risk Factors)를 정의하고 각 요소별 데이터를 수집, 분
석한다.57)
환경요소 중 공기오염(Air Pollution)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기오염은 실내 공기오염과 실외
공기오염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정확한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 공기오염 데이터는 PM2.5와
55)
공기전문 뉴스포털 OnKweather, “어린이집 등 실내공기질 직접 확인하세요”, 2014.07.10
56) 서울 실내환경관리시스템 웹사이트, http://cleanindoor.seoul.go.kr
57) IHME, Protocol for the Global Burden of Diseases, Injuries, and Risk Factors Study, Ver 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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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를 기준으로 위성, 지상측정, 설문조사, 컴퓨터 모델링 등을 활용하여 측정한다.
GBD 연구에 활용된 데이터는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에서 운영하는
Global Health Data Exchange에서 무료로 제공된다. 공기오염과 관련된 데이터는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 201358) 그룹 중 ‘GBD 2013 Results by Risk Factor
1990-2013’이다.

<위험요소(공기오염) 별 질병에 대한 사망/장애 발생 데이터>
(출처: Web Table 4. Deaths and DALYs for all ages and both sexes combined for each
risk-outcome pair, Global Health Data Exchange, 2013)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repository

WHO는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repository59)를 통해 전세계 건강 관련 데이터
를 제공하고 있다. 주제, 카테고리, 지표 별로 데이터를 제공하며 공기오염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량과 공기오염 관련 질병발생 데이터를 함께 제공한다.

58) http://ghdx.healthdata.org/global-burden-disease-study-2013-gbd-2013-data-downloads
59)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repository, http://apps.who.int/gho/data/node.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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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Section

Sub-Section

Data

Download
Type

Data by country, urban
Exposure

areas(City level 2014, 2015,

Ambient air
pollution

2016)
Burden of

Burden of disease

disease

Data by region
Population with primary

Public

reliance on clean fuels

health

Data by country

Exposure

and

Population using solid fuels

environme
nt

(estimates)
Household

CSV
Jason
XML

Household air pollution burden

air pollution

of disease by WHO Regions,
2012

Burden of

Household air pollution burden

disease

of disease by country, 2012
All countries
<WHO에서 제공하는 공기오염 및 건강영향 관련 데이터>

특히, 2016년 전세계 도시별 실외 공기오염 농도 데이터는 도시별로 데이터 레퍼런스가 제
공되어 데이터 업데이트 및 추가 정보 확인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전세계 도시 별 실외 공기오염 농도 데이터 속성>
국내 공기오염 및 건강영향 관련 연구데이터 현황

최근 국립환경과학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력하여 코호트 DB와 대기오염 DB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기오염의 건강영향에 대한 국내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은 아직 없다.
국내에서도 아래의 표와 같이 다수의 연구자들이 실내외 공기오염의 건강영향에 대한 다양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가 진행하고 있다. 도입부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내 특성과 현황에 적합한 실내외 공기오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내
특성이 반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에서 자
료수집의 어려움을 애로사항으로 언급하고 있다.60)
60)

,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이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에 미치는 영향, 질병관리본부 주간 건강과 질병, 제5권 07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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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GBD나 WHO처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만성건강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코호트 연구 수행 등 다양한 지원 방안
이 필요하다.
연구자(연도)

연구내용

연구데이터

활용데이터
서울시내 4곳 도로변 측정소(동대문,

김진식 외
(2016)61)

도로이동오염원의

도로이동오염원

신촌, 영등포, 신사)의 공기 중

활동도와

활동도(V.K.T.=단위시

대기오염물질 농도 측정자료,

질소산화물(NOX),

간당 도로구간을

교통량자료(서울시 각 구별 교차로

휘발성유기화합물(V

운행하는 차량수*해당

교통량 실측 조사자료), 서울시 각 구별로

OC) 관계 연구

도로구간 길이)

조사된 차종별 혼입률, 차종별 NOX,
배출계수 자료
923개 유기화합물질에 대한 표준 승화열
값, 분자량, logP(옥탄올-물 분배계수),

간단한 승화열 예측
박유선 외

모델 개발 위한

(2015)62)

정량적 구조-물성
상관관계 연구

수소결합 주게, 수소결합 받게, 회전
QSPR 분석으로

가능한 결합수, 극성표면적, 구성요소

상온에서 유기화합물

표현자, 기하학적 표현자, 정전기적

승화열 예측모델

표현자, 위상학적 표현자, 물리화학적
표현자, 화학적 상호 작용점 간의 결합한
거리 정보를 포함하는 CATS(Chemical
Advanced Template Search) 표현자

기후변화로(폭염,

배현주 외
(2015)63)

한파, 대기오염)

환경위해요인자료(기상자료,

인한 건강영향도를

대기오염측정망자료, 대기오염 배출량

분석하여
민감/취약집단,
지역을 식별하여

지역별 환경위해지도
및 질병지도

자료, 식생지수, 도시공원자료)
건강영향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청구자료 및 코호트 DB, 통계청의

맞춤형 가이드라인

사망자료), 인구지역특성자료(통계청

및 웹기반

인구자료)

지원시스템 제시
용인-수원지역의
임효지 외

PM10 및 PM2.5의

분진채취 오염물질

(2015)64)

오염특성 연구

농도(PM2.5, PM10)

(질량농도 중심)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국립환경과

3개월 동안 전국

학원

주택 6,648호를

(2015)65)

대상으로 겨울철

주택유형, 지역별 실내
라돈 농도

주택 라돈 농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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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 채취기간, PM 농도값, 샘플링
사이트, 샘플링 기간, 샘플링 타입,
샘플링 모델, 공기유량, 필터종류

대기오염
배현주 외
(2014)66)

장기노출에 따른
만성건강영향 평가
및 정책적 활용
방안 제시

표본코호트 자료
대기오염의 장기노출로

기상자료(기상청 기상자동측정망 자료)

인한 건강영향평가

대기오염자료(국립환경과학원 국가 지역

(시계역분석, 생존분석

대기 측정망 자료)

활용)

건강영향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코호트
자료)

2008년 차종별,

김정 외
(2013)67)

연료별 주행거리를

유해대기오염물질

차종별 배출계수, 주행거리, VOC 배출량

이용해

배출량, NMVOC 질량

중 NMVOC 질량분율(%)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분율을 적용한 배출량,

차종별, 연료별, 지역별 주행거리, 2008년

물질별 배출량 산출

NMVOC 질량 분율을

CAPSS의 등록대수, 주행거리, 2008년 도

및 국내특성 분석

적용한 배출량

로이동오염원 VOC 배출량

연구
아파트, 단독주택 및
주거형태 별
실내공기
심인근 외
(2011)68)

오염물질의 종류와
농도를 파악하고
주거환경 및
생활습관으로 인한
건강영향도 연구

다세대/연립주택 총
180 세대 대상
실내공기질 측정/
세대 특성 및 생활습관
설문조사/
실내오염물질 농도와
거주자 생활습관,
거주공간 특성 등과의
영향도 분석

서울시 3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지역/개인의

배현주 외

개인 및 지역차원의

사회경제적 수준별

(2011)69)

사회경제적 수준별

오존농도가 사망에

오존 농도 증가의

주는 영향도 분석

국가 지역 대기측정망
자료(국립환경과학원)
사망자료(통계청)

건강영향도 연구
과불화화합물(PFOA
김경수 외
(2010)70)

및 PFOS)을

PFOA와 PFOS의

공단, 주거, 상업, 농촌지역에서

대상물질로

정성적, 정량적 분석

겨울,봄,여름철 3회에 걸쳐

청주지역 대기 중

결과

입자상 물질 채취 데이터

오염 수준 조사
NO2와 O3를

인위적 배출량(CAPSS,2004),

대상으로 CMAQ72),
김순태 외

CMAQ-HDDM73)을

(2009)71)

이용한 모사를 통해

가스상 및

자연배출량(국내 식생자료, BEIS
측정 NO2, O3 농도

3.l2(Biogenic Emissions Inventory
System version 3.12)), 격일 일사량,

배출원별 기여도

매시간 기온

분석

61)
외, 도로이동오염원의 활용도와 도로변 질소산화물 농도의 관계, 한국대기환경학회지, 2016
62) 박유선 외, 유기화합물의 승화열 예측을 위한 QSPR분석, 분석과학, 2015
63) 배현주 외,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계 기후변화 건강영향평가, 환경부, 2015
64) 임효지 외, 장기간 (1989~2012) 측정자료를 이용한 용인-수원지역에서의 PM10 및 PM2.5의 오염특성 분석 (질량농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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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내외 공기오염으로 인한 질병 증가 이슈의 영향요인
현대사회에서 기후변화, 자원, 전염병 유행 등은 기술혁신, 인구 증가, 도시화, 빈부격차심화
등 사회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인해 하나의 원인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각 요인들
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사전에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따라서
단편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74)
본 보고서는 이슈의 발생과 상태 변화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조
사

및

전문가

브레인스토밍을

STEPPER(Society(사회),

기반으로

Technology(기술),

영향요인을
Environment

정의하였다.
(환경),

영향요인은

Population(인구),

Politics(정치), Economy(경제), Resources(자원))75) 관점에서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이슈와 영향요인 간의 상관관계, 영향요인들 간의 영향도를 교차분석하여 영향도가 가장 큰
요인을 발견하였다.

3.1 영향요인 목록

분야

ID

영향요인

설명

S1

지역별
생활양식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난방에 사용되는 저질 연
료가 공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의 주원인인 반면 한국, 미동부 지역, 유
럽, 러시아, 일본, 터키 등에서는 농업으로 인한 비료 사용과 교통수단,
공장가스 등이 조기사망을 초래하는 주원인임
국가 내에서도 도시, 교외, 농촌 등 생활양식이 다른 지역별 특성에 따
라 건강위해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

사회

S2

공기오염
위험에 대한
인식 수준

공기오염은 호흡을 통해 선택의 여지 없이 노출되기 때문에 공기오염에
대한 위험 및 개선방법 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노출의 정도를 다르게
만듦. 인식 수준은 환경오염물질 노출 시 위험도에 대한 인식, 환기하지
않은 실내공기 방치시 위험도 인식 수준 등으로 측정할 수 있음

기술

T1

실내 공기
정화

하루 중 70~80%를 실내에서 보내는 현대인의 생활습관으로 인해 실외
대기오염보다 실내 공기질이 건강에 더 많은 영향을 줌. 실내공기질을

사회

, 2015
65) 국립환경과학원, 전국 주택 실내 라돈 조사 결과(2013-2014),
https://iaqinfo.nier.go.kr/library/conference_research_read.do
66) 배현주 외, 코호트 자료를 이용한 대기오염의 만성건강영향 평가체계 구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
67) 김정 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유해대기오염물질 (HAPs) 배출량 추정 , 한국대기환경학회지, 2013
68) 심인근 외, 주거 공간별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연구(III), 국립환경과학원, 2011
69) 배현주 외,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 연구: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사망영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1
70) 김경수 외, LC/MS/MS를 이용한 대기 중 PFOA 및 PFOS의 오염 수준 조사, 분석과학, 2010
71) 김순태 외, CAPSS 배출량을 이용한 서울지역 NO2와 O3농도의 배출원별 기여도 모사 연구
72) CMAQ(Community Multi-scale Air Quality)
73) CMAQ-HDDM(Community Multi-scale Air Quality-High order Decoupled Direct Method))
74) 박병원, 전략적 불확실성의 대응: 싱가포르 정부의 미래전략 수립 벤치마킹, Future Horizon, Vol.25, pp.28-31, 2015
75) 임춘택, 이광형, 카이스트를 여는 명강의 2014 – STEPPER를 선점하고 MESIA를 육성하라, 푸른지식,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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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할 수 있는 실내 공기 정화 기술을 활용하여 공기오염으로 인한 질
병 발생을 줄일 수 있음

E1

실내외
오염물질
농도

전세계 사망원인 중 4위가 실내외 공기오염이며 공기오염물질인 오전
(O3),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등의 농도는 질병 발생 및
사망 발생 확률을 증가시킴. 또한 실외 공기오염 농도는 실내 공기질에
영향을 주고, 실내환경 및 활동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해 호흡기
및 피부 질환이 발생활 가능성이 높아짐. 인도의 경우 실내공기오염으
로 인한 사망자가 59만명, 중국은 81만명에 이름

P1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민감
계층 등)

인구학적 특성은 공기오염의 노출과 감수성에 영향을 주며 동일한 공기
오염농도에서도 민감 계층은 더 치명적이고 심각한 건강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민감 계층은 영유아, 노인, 기저질환 보유자 등이 포함됨

P2

건축물
(주거,
사무공간 등)
환경 수준

하루 20시간 이상을 거주하고 있는 주거 및 사무공간의 건축연한,
HAVC 시스템(환기, 가습, 냉난방 등), 건축 및 내장재 등에 따라 실내
공기질이 달라짐. 새집증후군 뿐 아니라 건물 노후화로 인한 헌집증후
군도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정치

O1

실내외
공기오염
환경기준

정부의 실내외 공기오염 환경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정책은 국민
의 건강을 포함하여 의료비 증가, 노동력 저하 등 미래의 사회적
발생을 방지하는데 필수 요소임. 미국, 서유럽과 같은 선진국들은
에너지, 저공해 운송수단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 및 활용함으로써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경제

C1

사회경제적
수준

소득, 교육수준, 직업, 빈곤수준 등 사회경제적 요인들은 공기오염에 대
한 노출빈도와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환경

인구

인구

개인
비용
청정
조기

3.2 이슈-영향요인 간 연관성

실내외 공기오염으로 인한 질병 증가 이슈에 대한 8개 영향요인의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본 이슈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영향요인은 E1.실내외 오
염물질 농도였으며 가장 관련성이 낮은 영향요인은 S1.지역별 생활양식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실내외 공기오염 물질을 차단, 감소,
모니터링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기오염 물질의 배출규제
와 감소를 위한 환경 기준 수립이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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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영향요인 연관성 분석>

4. 실내외 공기오염으로 인한 질병 증가 이슈맵 구축
이슈맵의 구축 목적은 이슈 관련 데이터, 연구자, 의사결정체계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이슈에 대한 정책과 R&D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근거 기반의 의사결정
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슈맵 구축 범위는 영향요인 별로 세부항목을 정의하여 이에 해당하는
데이터, 연구자, 의사결정체계를 정의하였다.
분야

ID

영향요인

사회

S1

지역별 생활양식

사회

S2

공기오염 위험에
대한 인식 수준

기술

T1

실내 공기 정화

영향요인 관련 세부항목
▶ 지역별 생업 유형 및 난방연료 유형
▶ 지역별 교통수단 유형
▶ 지역별 산업단지/공장 분포
▶ 지역별 인구밀집도
▶ 도시공원분포 등
▶ 인구집단별(직장인, 주부, 학생 등등) 시간활동도 (time
activity)
▶ 직장인의 거주지별 근무지 분포
▶ 거주지별 유동인구의 활동지역 및 시간 분포
▶ 거주지별 출퇴근 시간
▶ 주요도로 차종별 시간대별 차속 및 교통량
▶ 음식 종류별 조리 횟수
▶ 음식 종류별 식당 수 및 매출
▶ 지역별 개별난방 비율
▶ 공기청정기 판매량
▶ 기능별(먼지제거, 냄새제거 등) 1가구당 공기청정기 보유 대수
/사용시간
▶ 미세먼지/황사 마스크 판매량
▶ 미세먼지 주의보시 마스크 착용자 비율
▶ 공기오염 관련 정보서비스 방문자 수 등
▶ 공기오염 관련 기사 보도 수
▶ 공기오염물질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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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인구

E1

실내외 오염물질
농도

P1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오염물질 민감
계층 등)

인구

P2

건축물 (주거,
사무공간 등) 환경
수준

정치

O1

실내외 공기오염
환경기준

경제

C1

사회경제적 수준

▶ 공기질 모니터링
▶ 환기시스템
▶ 온도/습도제어
▶ 자연 환기율(환기 횟수)
▶ 계절별(기온) 창문 개폐 현황
▶ 주방 후드 사용 빈도
▶ 레인지 종류 (전기레인지, 가스레인지 등) 등
▶ 청소 방법에 따른 횟수
▶ 주방 후드 필터의 청소 상태
▶ 화장실 환기장치를 통한 세대간 오염물질 이동 현황
▶ 복도, 베란다, 화장실 등에서의 흡연에 의한 주위 세대 실내
공기질 영향
▶ 실내오염원(가구, 세제, 화장품, 생활용품 등)의 사용량 및 오
염물질 배출량
▶ 실내오염원의 실내공기질에 미치는 기여도
▶ 실내 및 실외 오염도 동시 모니터링 및 비교/판단 알고리즘
▶ 오염물질 별 농도 및 독성정도(지역별, 시점별, 오염물질 별,
노출시간 등)
▶ 지역별 발전소 위치, 기상/기후 상태
▶ 대기오염 배출량 등
▶ 지역별 주요 도로와의 이격거리
▶ 지역별 풍향/풍속/혼합고 특성에 따른 오염물질 확산/이동
여부
▶ 실외오염물질이 실내공기질에 미치는 기여도
▶ 고도별 오염도 수직분포
▶ 이차 생성 오염물질의 기여도
▶ 인구통계, 질병통계, 사망통계 등
▶ 인구집단별(직장인, 주부, 학생
activity)

등등)

시간활동도

(time

▶ 건축물 유형, 건축연한, 층수, 면적, 건축자재, HAVC 시스템
(환기, 가습, 냉난방 등) 등
▶ HAVC 시스템의 가동패턴
▶ 건축연한에 따른 기밀도
▶ 건축물최고높이에 따른 자연환기율
▶ 행정구역별 직장인의 층수 분포
▶ 공기오염물질 별 연간/일간 기준
▶ 공기오염물질 별 배출허용 기준
▶ 실내외 공기오염 저감 정책
▶ 실내외 공기오염 관련 예산 등
▶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극미세먼지(PM1) 대기
환경기준 도입 및 신설
▶ 공기질 기준 항목
▶ 소득 수준(건강보험료, 지방세 등), 차상위/기초수급자 여부
▶ 최종 학력
▶ 실업률 등

4.1 데이터맵

영향요인 별로 실내외 공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 연구 및 정책결정에 활용 가능한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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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실내외 오염물질 관련 데이터는 실제 측정데이터를 다양한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건강영향 및 인구/사회경제적 요인과 관련된
데이터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통계데이터로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향요인 별
주요 데이터 제공 기관은 다음과 같다.
ID

영향요인

데이터 공개 기관

사이트 명

S1

지역별 생활양식

통계청
WHO

국가통계포털
WHO

S2

공기오염 위험에 대한
인식 수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T1

실내 공기 정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환경산업기술시스템

WHO
통계청

WHO
국가통계지표

국립환경과학원

국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한국환경공단

실내공기질

서울시
한국환경공단
European Environment
Agency

서울 실내환경관리시스템
에어코리아

European
Agency

European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 (E-PRTR)

E1

P1

P2

실내외 오염물질 농도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오염물질 민감
계층 등)

건축물 (주거, 사무공간
등) 환경 수준

Environment

World Air Quality Index
project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서비스

자료공개 서비스

European

World

Environment Agency

Air Quality Index project

AirNow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

기상청

기상청

환경부

환경보건포털

국립환경과학원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생활환경정보센터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Global

알림서비스

Health Data Exchange
보건환경연구원

일본환경성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

AEROS
OEH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보통계센터

통계청

국가통계지표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S(National Health Insurance
Sharing Service)

WHO

WHO(GHO)

통계청

국가통계지표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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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

C1

실내외 공기오염
환경기준

사회경제적 수준

서울시

서울 실내환경관리시스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한국환경공단

실내공기질 자료공개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

환경부

환경부

통계청

국가지표

보건복지부

보건산업통계

WHO

WHO(GHO)

서비스

체계

4.2 연구자맵

연구자맵은 실내외 공기오염의 건강영향 관련 연구 및 실내외 공기오염물질 측정/저감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를 중심으로 구축하였다. NTIS에서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공기오염,
대기오염, 미세먼지, 건강, 질병 등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각 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도출하였
다. 연구자 선정은 과제 수행 개수(키워드 별 Top 30), 과제 사업비(10억 이상), 연구수행연
도(최신순)등의 기준으로 필터링을 수행하였다.
필터링 결과 중 중복을 제외하고 53명의 연구자가 식별되었다. 연구자들을 연구키워드 및
전문분야로 분류한 결과, 연구키워드는 유해공기오염물질의 건강 위해성 평가(실외)에 상대적
으로 많은 연구자 분포되어 있었다. 전문분야의 경우 인체위해성 평가기술, 에너지/환경, 제
어설비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전반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본 이슈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구키워드와 전문분야 간의 의미있는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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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의사결정체계맵

의사결정체계맵은 각 영향요인 별로 주요 정책 의사결정 및 수행 전담 기관을 식별하여 정
의한다. 실내외 공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 관련 의사결정체계맵의 주요 기관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본부 포함),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
경정책평가연구원 포함), 기상청, 통계청,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산업
통산자원부, 서울시 등이며 공기오염 관점에서는 환경부 및 산하 기관이, 건강영향 관점에서
는 보건복지부가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실내외 공기오염의 건강영향 관련 기관별 업무연관도>

<영향요인 별 주요 담당 기관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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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3] 국가 간 환경오염 영향 증가

1. 이슈 정의 및 이슈맵 구축 필요성
1961년 스웨덴의 과학자 Svante Oden은 스웨덴 호수의 산성화 원인이 주변국에서 발생한
아황산가스(SO2)의 유입임을 과학적으로 밝혀냈다. 1970년 후반 캐나다 동부와 미국 동북부
지역의 산성비 책임 소재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으며 캐나다에 내리는 산성비의 50%가 미
국에서 발생하고, 미국에서 내리는 산성비의 15%가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
다.
스웨덴 산성비 사례를 기점으로 1979년 제네바에서 35개국이 “월경성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
(CTAP: Convention on Transboundary Air Pollution)에 서명하였다. 캐나다-미국 산성
비 분쟁은 양국 정부가 대기협정(Air Quality Agreement)를 체결하고 오염물질 배출량 감
축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환경오염의 국가 간 영향은 1960년대부터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논의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가들은 1990년대부터 동북아시아의 대기 및 해양오염에 대한 국
가 간 영향을 연구해 왔으나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다.
대기오염의 경우 초미세먼지의 조기사망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중국발 초미세먼지에 대한 사
회적 관심이 급증하였으며, 해양오염의 경우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능의 해양 및 수산물을 통한 한국 유입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졌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인한 국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판매량 변화>
(출처 : 26만원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불티…쓸모 있나?, 머니투데이, 2013.09.03.)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on Climate Change, IPCC)는
2100년에 전 지구의 평균기온이 3.7℃, 해수면은 67cm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같
은 기후변화는 온실가스 배출이 주요 원인이며, 지구온난화는 식량부족(농업생산량 및 해양
생물 감소) 및 연안지대 홍수 및 침식을 초래한다.76) 지구온난화로 인한 위험과 갈등은 선진
76) IPCC, 2014: Climate Change 2014: Synthesis Report.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s I, II and III to the Fif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ore Writing Team, R.K. Pachauri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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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다 사회경제적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덜 갖춰진 후·개발도상국이나 연안지대 면적이 넓은
도서국에서 많이 발생하게 된다. 지금까지 온실가스의 주 배출국은 선진국들이지만 그로인한
피해는 후·개발도상국들과 군소도서국이 입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극단적인 기상환경 등 환경위험요인이 취약한 사회적 환경과 결합하여
그 피해가 대형화되는 환경재난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재난이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일으키는 환경오염 및 환경사고를 의미한다.77) 방사능 유출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의 경우
환경파괴를 초래하는 가장 대표적인 환경재난이며, 오존층 파괴 및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또한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재난이다. 이 외에도 선박 원유유출, 대규모 화재,
화산폭팔 등도 오염된 대기 및 해양이 이동하여 인접 국가에도 영향을 주는 환경재난의 종
류이다. 이처럼 환경재난은 한 국가에서 발생하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주변 국가의 국민 건강,
재산, 무역, 관광, 식생활, 생태계 등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의 주
요 환경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78)

<환경재난의 원인>
(출처: GRI 경기연구원, 환경재난과 안전사회, GRI 퍼스펙티브, 제5호, 2014)

대기 및 해양오염은 지역 및 국가의 경계를 넘어 이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
정치 관점에서 발생의 원인 뿐 아니라 영향도와 해결 방안 등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를 밝
히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대기 및 해양오염의 국가 간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각 국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전지구적인 관점에서 각 국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경우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황사는 중국 및
몽골 사막지대의 흙먼지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이동하는 자연현상이지만 중국 공업지대에서
77) GRI 경기연구원, 환경재난과 안전사회, GRI 퍼스펙티브, 제5호, 2014
78)
외, 동북아 환경재난 대응 지역협력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4-07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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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오염물질이 함께 한반도로 유입되어 문제가 된다. 미세먼지의 경우 화석연료 사용
으로 오염된 공기가 편서풍을 타고 국내로 유입되는 것으로 초미세먼지의 경우 조기사망의
원인이 된다.
우리나라가 위치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대
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한·
중·일 환경과학원 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 사업(LTP), 동아시아 산성 침전물
모니터링 네트워크(EANET) 등을 운영하고 있다.79) 2015년 6월부터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 공동연구단을 중국 환경과학원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국발 대기오염물질 이동 시뮬레이션>
(출처 : NASA Korea United States Air Quality study, https://youtu.be/_eDH2Y_VRvo)

2016년에 미국 NASA에서 수행한 한미 공동연구에 따르면 중국발 황사 및 미세먼지의 국내
영향도는 국내 발생 대기오염량의 30~5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경우 중국의 영향이 60~80%까지 증가한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대기오
염 상태 또한 일본에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는 보통의 경우에도 WHO 기
준의 2~3배에 달하는 농도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시적인 고통도 초미세먼지는 기
류를 타고 일본의 대기환경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80)
동북아시아 지역의 환경오염 영향과 관련해서 북한 또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중국발 대
기오염은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유입되므로 북한 또한 그 영향권 아래에 있다. 또한 북한
은 낙후된 산업시설 및 나무, 석탄 등 저품질 에너지원 사용으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의 대기오염이 우리나라 및 주변 국가에 영향을 줄 가
능성이 크지만 남북관계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협력이 어려운 상황이다.81)
79) 강택구&심창섭, 환경 문제의 국제정치: 중국발 대기오염에 대한 한국의 대응, JPI PeaceNet, 제29호, 2015
80) 심창섭 외, 동아시아 대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 공동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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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의 산업화는 황해 환경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의 경우 4대 공업지구가 모두
황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천에 버려지는 공장폐수가 황해로 흘러들어 심각한 해양오
염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 발해만의 경우 매년 28억 톤의 하수와 약 70만 톤의 폐기물이 하
천을 통해 유입되면서 심각한 오염이 발생했고 현재 해양 생물이 사라진 죽음의 바다가 되
었다. 전문가들은 지금부터 발해만에 오폐수가 유입되지 않아도 자연 정화에 20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지금도 오폐수는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발해만
오염이 황해 및 우리나라 연안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82)

<황해오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국 발해만의 해양오염>

<독일 헬름홀츠 연구소의 후쿠시마 방사능 물질 확산 시뮬레이션>
(출처 : http://bcove.me/cp9fol2w)

연안에 집중적으로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도 잠재적인 환경위험요인이다. 한중일 3국의 원자
력 발전소는 약 90기로 전세계 원전시설의 20%이지만,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에 직면
해있다.83)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 황해를 공유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오염물질의 영향권에 들 확률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해류의 영
향을 받지 않는 일본 후쿠시마 사고의 경우에도 독일 헬름홀츠 연구소에서 바다로 유입된
81)
외, 북한 환경기술 연구현황과 남북 과학기술 협력방안, 정책연구 2014-18호,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82) “물고기 넘치던 발해만... 어쩌다 이런 쓰레기장이 됐나”, 조선닷컴, 2015.08.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8/10/2015081003209.html?Dep0=twitter&d=2015081003209
83) 추장민 외, 동북아 환경재난 대응 지역협력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4-07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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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물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66개월이 지난 2016년 8월 현재는 태평양 전역 및 한반
도 근해까지 방사능 물질이 퍼질 것으로 예상하였다.84)
오존층, 공기, 해양은 국경이 없다. 지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대기 및 해양오염은 결과적
으로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에 영향을 준다. 이처럼 전지구적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
로 국제-국가-지역 간 협력해야 한다. 또한 국제정치로 인한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환경
오염의 국가 간 영향에 대한 연구와 관측은 다양한 국가의 연구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리고 연구를 통해 밝겨진 과학적 근거 기반의 사실은 해당 국가들 모두 참여하고 받아들여
정책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환경오염의 국가 간 영향과 관련해서 각 국가에서 참여한 이해관계자(의사결정자 및 연구자
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데이터를 축적하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IPCC에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보고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고서 공개 직전까지 밝혀진 최신 연구와 데
이터를 검토한다. 현재 4단계 사업을 진행 중인 동북아시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연구의 경
우도 장기간 동안 대기 모니터링 자료를 생성 및 측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 간 환경오염 영향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
여 각 요인과 관련된 데이터, 연구자, 의사결정기관을 이슈맵으로 구축하고 연구 및 의사결
정 시 참조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자 한다.

2. 환경오염 감소를 위한 국가 간 협력 동향
2012년 이후 황사의 발생빈도와 지속일수는 꾸준히 증가85)하고 있고, 중국발 대기오염이 우
리나라에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대되고, 이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100만 명당
1109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게86) 나타났다. 대기오염 뿐만 아니라,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2015년 중국 천진항 폭발사고 직후 국내 각종 언론과 환경부는 해당
사고가 우리나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도했다. 이와 같이 한 국가에서 발생한 환경사고
및 재해는 더 이상 한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인근 주변 국가에게도 환경적, 사회적으
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1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환경협약

국제사회는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대응하기 위해 국제환경협약을 체결하여 협력하
고 있다. 기후·대기분야에서 1979년 주로 유럽 국가들에 한해 산성비와 대기오염 문제를 해
결하고자 체결한 제네바협약 이후, 1985년 전 세계 122개국이 오존층 파괴 문제 해결을 위
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에 가입하게 되면서 전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84) Erik Behrens et al, Model simulations on the long-term dispersal of 137Cs released into the Pacific Ocean off
Fukushima, 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 Vol7(3), 2012
85) NEAR&FUTURE
미래를 보다, 한국정보화진흥원, Vol. 15, 2016.06
86) 한국 2060년 대기오염 원인 조기 사망률·경제 피해 OECD 최고, 조선일보,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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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협력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오존층을 파괴하는 주요 8가지 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는 현재까지 4차례 개정을 통해 규제물질을 총 96개로 확대했다.

1992년에 몬트리

올 의정서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가입준비과정에서 규제물질의 생산 및 소비를 제한하는 국
내 특별법 및 관련 행정조치를 마련하였고, CFC(프레온가스) 대체물질 연구 및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했다.87) 또한, 지속적으로 국제 환경문제에 협력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이하 교토의정서, 2020년 만료예정)’
에 2002년에 가입하였고,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해오고 있다.
1997년에 채택된 교토의정서(2020년 만료예정)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수단을 도
입하고 규정한 협약이다. 1990년 대비 온실가스 총배출량 평균 5.2% 감축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3대 신축성체제88)를 도입하여 온실가스 배출의무를 융통성 있게 이행할
수 있게 했다.89) 하지만, 의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하는 국가는 38개 선진국에만 국한
되어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1위, 3위인 중국과 인도 등은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로 의무
감축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일본, 러시아가 탈퇴하
면서 교토의정서의 실효성에 한계점이 드러났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2015년 12월 파리에서 새 기후변화체제 합의문인 ‘파리협
정’을 채택되었다.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국가가 38개 선진국이었던 교토의정서
와 달리, 파리협정은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과 중국,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195개
국이 감축의무 대상국이며, 온실가스 감축 뿐만 아니라 감축을 위한 재정지원과 기술이전 등
을 포함하는 등 포괄적인 관점에서 대응한다. 또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각 국이 이를 자발적으로 정하고 제출하는 상향식 방식을 도입하여 모든 국가가 감축
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90) 이에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 BAU(851백만 톤)
대비 37% 감축안을 확정했다.91)
교토의정서의 한계점을 보완한 파리협정의 경우 195개국이 참여한 만큼 각 국의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해졌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의 책임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분담하고, 더욱더 강화된 국제적 협력으로 기후재앙을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인식 변화는 환경오염 해결에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적 환경협력은 기후·대기분야 뿐만 아니라 해양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해양분야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은 1920년대 선박 유류 누출로 인해 미국 동부연안이
오염되는 사건이 발단이 되었다. 이에 ‘1954년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87)
88)
89)
90)
91)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897&pageFlag=
신축성체제 :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도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899&pageFlag=
<파리기후협정> 신기후체제 의미는...195개 선진·개도국 모두참여, 연합뉴스, 2012,12.13
“'2030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안 확정”, 연합뉴스,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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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채택되었고, 대규모 유조선 등장 및 유류 수송량과 유해화학물질의 해상수송 증가로 인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세 번에 걸쳐 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하여 법률(해양환경
관리법, 법률 제8260호)을 제정하고 규제 채택에 동참하고 있다.92)
이후, 1972년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지정한 폐기물을 비롯한 기타물질의 해양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규정하는 런던협약은 현재 87개국이 회원국으로 있다. 런던협약을 관리하는
국제해사기구(IMO)가 협약을 위반하는 회원국에 제재조치를 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회원국들 스스로가 국제해사기구(IMO)의 정책방향대로 자국의 환경법을 개정하여 이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에 가입하여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2006)’과 ‘해양배출 전면 금지
계획(2012)’ 정책을 시행하였고, 2016년부터는 런던협약에 따라 폐기물 해양배출을 전면금지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93)
이 뿐만 아니라 166개국이 가입한 해양에 관한 국가관할권, 해양환경개발, 해양분쟁해결 등
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UN 해양법 협약94)과 기름·유해액체물질·폐기물에 의한 해
양오염방지를 위한 배출기준을 규정한 해양오염방지 협약95)은 당사국 총회의를 통해 해양오
염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원칙과 규정을 개정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환경과 관련한 국제협약들은 강제적 규제가 어려운 한계가 있지만, 협약에 동착하고 있는 회
원국들은 이를 통해 각 국의 환경 관련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자국의 환경문제를 관리하
고 있다. 이는 많은 국가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92)
의한 해양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검색
93) 폐기물 해양배출, 새해부터 금지, 사이언스타임즈, 2016.01.04
94) 해양환경 및 해양자원보전에 관한 국제협약,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918&pageFlag=
95) 해양오염방지 협약(MARPOL 협약; Protocol of 1978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 MARPOL 7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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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환경오염 원인 규명 및 방지를 위한 국가 간 공동연구

대기를 통해 장거리를 이동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국가 간 영향과 해양 폐기물로 인한
해양오염이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국가와
이로 인한 피해를 입는 주변국 간의 분쟁을 일으키고 국경이 없는 대기와 해양의 특성 상
결과적으로 전 지구적 환경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96)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대도시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들이 봄, 가을 및 겨울에 서풍을 타
고 이동97)하기 때문에,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중국을 포함해 주변
국인 일본과 함께 대기오염에 관한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동북아
지역의 대기질 향상을 위해 대기오염 물질의 3국 공동 모니터링 측정항목을 확정하고, 공동
연구 체계를 구축하는 ‘동북아지역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조사사업(이하 LTP
Project98))’이 있으며, 2000년부터 현재까지 총 4단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99)
한·중·일 3국이 측정항목을 지정하여 공동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는 대기 모니터링 자료
를 생산 및 축적하여 연구자들이 쉽게 자료에 접근하게 하여 대기관련 연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이다.100) 아래의 표는 한·중·일 3국이 LTP Project를 수행하면서 측정항목들을 모니
터링한 장소, 기간과 측정항목의 모니터링 자료명을 나타낸 것이다.101)
국가

한국

중국

일본

장기모니터링자료
· 일평균 SO2, NOx, O3, PM10
· 일평균 강수량, pH, EC,
음이온, 양이온
· 시간평균 기상자료
· 측정소: 강화, 제주, 태안
· 일평균 : SO2, NO2, PM10
농도
· 월강수량, pH, EC, anions,
cations
· 측정소수: 샤멘 2개, 대련 3개
· 시간 평균 SO2, NOx, O3,
PM10, PM2.5
· 일강수량, pH, EC, anions
and cations
· 시간 평균 기상자료
· 측정소: 오키, 리쉬리

기간(년)

집중모니터링자료

기간(년)

2000~2009

· PM10/PM2.5안의
일평균 음이온과 양이온
EC/OC(2~4개 측정소)

2000~2010

2002~2008

· 일평균 음이온과 양이온
(PM, 2개 측정소)

2002~2004

2002~2009

· 일평균 음이온과 양이온
(SPM 오키)
· 일평균 음이온과
양이온(PM10, 오키,
리쉬리)

2002.12.10~20
2005.10.15~25

LTP Project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대기질 추세를 평가하고, 각 대기오염물질 별 측정 자료
96)
환경피해와 국가책임, 한삼인 외 1인, 환경법학회 제31권, 2호
97) 미세먼지, 중국 대도시→산둥반도→서해안→한반도 '가뭄까지 겹쳤네', 스포츠서울, 2015.10.20
98) LTP :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ants in Northeast Asia, https://ltp.nier.go.kr
99) 동북아 대기오염 국가간 상호영향 공동연구 1, 국립환경과학원, 2010. 11
100)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사업 (LTP) 평가, 환경부, 2012
101)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사업 (LTP) 평가, 환경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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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교하여 수용원-배출원 분석 모델을 연구102)하였으며, 동북아시아지역의 산 침착과 장거
리 이동현상 연구를 수행하는 등 동북아시아 대기오염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2016년에는 우리나라 수도권의 오존과 초미세먼지의 대기오염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지상·
항공기·해양 측정을 연계한 삼차원적 종합 측정 및 연구103)인 ‘한미 협력 대기질 연구
(Korea United States Air Quality study, KORUS-AQ)’를 5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수
행했다. 이번 공동 조사 사업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존과 초미세먼지와 이와 관련된 다
양한 전구물질(예를 들어 질산화물, 탄소화합물, 할로겐 물질)을 측정했고, 최종 확정된 관측
결과와 보고서는 2017년 6월에 공개할 계획104)이다. 물론, 장거리 대기오염의 이동 현상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관측한 데이터로 전형적인 대기오염 현상
을 파악하는데 다소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는 한계점도 있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중
국으로부터의 대기오염 발생원인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수용지 관계 연구를 더 깊게 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정책협의를 위한 중요한 과학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점105)에서 그
의미가 크다.
동아시아의

산성비와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EANET(Acid

Deposition Monitoring Network in East Asia)프로그램도 운영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우
리나라,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한 총 13개의 국가가 50여 개의 산 침적 모니터링 측정소를
운영하여 23개 항목의 측정값을 수집106)하고 있다.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아시아 지
역의 산성비 침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의 형태로 작성 및 출판하고 있
다.
구분

측정항목

습성침착107)

pH, EC, SO42-, NO3-, 이외의 이온

건성침착108)

SO2, NO2, O3, 이외의 이온

토양 및 식물

pH, ECEC109), 산림감소조사, 일반적 산림 정보

육수110)
집수11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pH, EC, 알카리도, 이온농도
강수량, 하천류 방출량, 주요 양이온(Ca2+, NH4+ 등)과 음이온(SO42-, NO3등), 총 퇴적량 추정(Wet+Dry)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사업 (LTP) 평가, 환경부, 2012
동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협력 현황, 심창섭 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한미 대기질 공동조사, 미세먼지 원인 내년 6월 나온다, KBS, 2016.06.21
동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협력 현황, 심창섭 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EANET, http://www.eanet.asia/
습성침착 : 산성을 띠고 있는 비나 눈, 이슬과 같은 강수
건성침착 : 대기오염물질이 비나 눈 등 대기 중의 물과 결합하지 않고 지표면에 떨어지는 현상
ECEC : concentratrions of exchageable ions and effective cation exchange capacity
육수 : 육지 표면이나 근처에 존재하는 물
집수 : 빗물이나 지하수가 낮은 쪽으로 이동하여 강으로 모이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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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국가 간 환경 관련 공동연구는 기후·대기분야 뿐만 아니라 해양 분야에서도 활발
히 수행되고 있다. 육지에서 발생한 폐수의 유입, 선박 및 석유시추 등으로 인한 해상활동,
유해폐기물 해양투기 등으로 동북아 해양오염수준이 심각하기 때문이다.112) 이러한 해양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1994년에 NOWPAP113)를 설립하여 동북
아 해안의 환경 관련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에 유류오염방제센터

(MERRAC), 중국에 데이터센터(DINRAC), 일본은 해양환경모니터링센터(CEARAC), 러시아에
해양오염센터(POMRAC)를 설치하여 각 국의 역할을 분담했다.114)
센터명
MERRAC
DINRAC

해당사업
UN환경계획, 국제해사기구와 공동으로 해양오염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지역협
력 방법개발
지역협력과 정보교환 증진을 위해 해양 및 연안 자료 및 정보 교환 네트워크
개발

CEARAC

유해한 조류 모니터링, 원격탐사를 이용한 새로운 모니터링 기법 개발

POMRAC

대기기원, 육지기원 해양 투기 등과 같은 해양 또는 연안 오염과 관련된 협력

이 중 데이터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의 DINRAC는 3개의 센터에서 생산되는 환경 데이터,
NOWPAP 회의 데이터 등을 모두 취합하고 이를 분석한 보고서와 14개의 DB를 통해 데이터
를 회원국들에게 공개하고 있다.115)
DINRAC의 주요 활동 결과 해양 환경 데이터(Marine Environment Data),

NOWPAP 지

역의 해양 및 연안 환경의 오염 물질과 영양소에 관한 데이터(Contaminants & Nutrients),
해안 이름, 위치 등을 포함한 해양 보호 구역 데이터(Marine Protected Areas), 북서 태평
양 지역의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데이터(Oil Spill Accidents), NOWPAP 지역의 해양 및
연안 환경에 오염 물질의 대기 침적 참조 데이터(Reference of AD116)), 연구자에 의해 직
접 입력된 NOWPAP 지역의 해양 및 연안의 환경오염물질의 참조 데이터(Reference of RD
I117)), NOWPAP 지역의 통합 해안 및 강 유역 관리 참조 데이터(Reference of ICARM118)),
해안 및 해양 환경 GIS 및 북서 태평양 지역의 RS 제품 데이터(GIS&RS Products)와
Institutions, Experts, Conventions, Laws, Standards 데이터를 제공119)하고 있다.

112)
효율화 방안 연구, 추장민 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5
113) NOWPAP :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114) NOWPAP, http://wwwnowpap.org
115) NOWPAP DINRAC (North West Pacific Action Plan Data and Information Network Regional Activity Center),
http://dinrac.nowpap.org/
116) AD : Atmospheric Deposition of Contaminants
117) RDI : River and Direct Inputs of Contaminants
118) ICARM : Integrated Coastal and River Basin Management
119) NOWPAP DINRAC, http://dinrac.nowpa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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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14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회원국들이 해양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하게 함으로
써 동북아 해양환경의 공동연구를 이끌어 가고 있다. 그 결과, 국가 간 정보교환 창구 지정,
해양오염 방제분야 과학기술 연구 협력사업 등을 추진했고, 대형오염사고 발생 시 회원국 간
공동대응을 위한 상호협력하기 위한 기름오염에 대한 NOWPAP지역 긴급계획을 발표120)하
여, 동북아시아 해양오염문제에 대해 공동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황해를 공유하고 있는 중국과 해양환경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995년 중국
과 해양과학분야를 공동으로 연구하기 위해 한·중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한 이후, 황
해 해양환경, 냉수대 생태계, 핵안전 모니터링 및 예측 공동연구 등 다양한 연구가 수행121)
되었다. 지역기후모형을 이용한 북서태평양 기후변화 상세 전망, 인공위성자료를 활용한 해
양환경모니터링 개술 개발, 한·중 해양 핵안전 모니터링 및 예측시스템 구축 협력 사업을 지
속적으로 진행122)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연구 결과를 활용한 양국 해양과학기술 정책 정보를
생산하고 보급에 있어서, 단순히 번역된 정보만을 제공123)하기 때문에 심층 분석을 통한 정
책 정보 생산이 어려운 항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문제에 있어 국제적, 지역적으로 많은 협력에 가입하여 국가 간 공동연구에
힘쓰고 있지만, 공동연구의 가장 중요한 측정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
다. 현재 대기·기후 분야 LTP Project의 측정데이터는 참여연구자 이외의 다른 연구자들에
게 공유되지 않고 있으며, 공개 가능한 데이터의 경우도 홍보 부족으로 신청자가 적은 상황
이다. 또한, 내년에 발표되는 한미 협력 대기질 연구 결과 보고서에 측정치 데이터를 공개
및 제공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NOWPAP DIRNRAC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경우 최신 업
데이트가 2013년으로 데이터의 최신성이 중요한 환경분야의 연구를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
으며,

한·중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가 제공하는 황해지역 데이터베이스124)(Yellow Sea

Regional Database, YSDB) 또한 자료가 매우 부족하고 실제 자료를 획득하기 어려워 양국
의 실제 해양 이용자들이 접속하여 이용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이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각 국은 철저하게 측정한 데이터 수집 및 관리하야 하며, 또한 국가 간 공동연구 시 연
구자들이 최신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데이
터 공유에 대한 접근방식도 쉽고 간편해야 한다.

3. 국가 간 환경오염 영향 증가 이슈의 영향요인
본 보고서는 이슈의 발생과 상태 변화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조
사

및

전문가

브레인스토밍을

STEPPER(Society(사회),
120)
121)
122)
123)
124)

기반으로

Technology(기술),

영향요인을
Environment

정의하였다.
(환경),

30년의 발자취 1978~2008, 해양경찰청, 2008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http://www.ckjorc.org/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http://www.ckjorc.org/
한중 해양과학기술 협력현황 및 제언, 정회수, 한국해양연구원, 2012
황해지역 데이터베이스(Yellow Sea Regional Database, YSDB), http://www.ysdb.org/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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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요인은

Population(인구),

Politics(정치), Economy(경제), Resources(자원))125) 관점에서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이슈와 영향요인 간의 상관관계, 영향요인들 간의 영향도를 교차분석하여 영향도가 가장 큰
요인을 발견하였다.

3.1 영향요인 목록

분야

ID

영향요인

설명

대기 순환

한국이 중국 대기상태에
이다. 중국의 공업지역과
가을, 겨울철에 북서풍을
되며, 우리나라 대기질에

E2

해류

바다는 지구 자전으로 인해 해류를 따라 이동하며, 바다에 버려진 해양
쓰레기 및 오염물질 또한 해류를 따라 움직임. 해류의 영향으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능 물질과 쓰나미로 발생한 쓰레기가 태
평양을 건너 캐나다 및 미국 서해안에서 발견됨

환경

E3

주변국
대기오염도

국경을 넘는 바람에 실려오는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와 성분에 따라 대
기오염 영향도가 달라짐. 중국의 대기오염도가 심각하게 나쁠 경우 국
내 초미세먼지 농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짐

환경

E4

주변국
환경재난
발생

방사능 및 화학물질 유출과 같이 심각한 대기오염이나 환경오염 뿐 아
니라 인명/재산 피해까지 발생시키는 환경재난이 일어나는 경우 인접
국가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게됨.

주변국
하천/연안
오염도

바다는 내륙에서 흐르는 하천이 모이기 때문에 하천이 오염된 경우 연
안까지 오염됨. 그리고 공업지대 및 발전소가 연안에 모여있는 동북아
시아의 경우 공장폐수 및 고형폐기물, 원유유출사고 등으로 인해 하천/
연안이 오염될 위험도가 매우 높음. 황해와 같이 폐쇄적이고 유속이 느
린 바다의 경우 하천/연안 오염의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황해
를 공유하는 우리나라 해양 생태계 및 어업에 영향을 줄 수 있음

E6

기후변화

대기 및 해양 오염은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평균 기온 상승과 해수면 높이 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특정 국가보다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과 지역에 더 많이 발생함. 따라서 환경오염은
한 국가나 지역의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접근
하여야 함

O1

주변국
환경정책/제
도

미국-캐나다 산성비 분쟁시 캐나다의 강력한 요구에도 오염물질 배출량
이 현저히 줄어들지 않았으나, 미국 내에서 배출량 규제 기준이 강화됨
으로써 적극적인 오염물질 배출 감축이 실행됨. 환경오염 관련 기준이
각 국가별로 수립되어 상이하기 때문에 환경정책과 제도의 수립과 실행
은 환경오염 감소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

국제환경협약

국가 간 환경영향 문제를
참여하는 국제환경협약을
과가 낮은 단점이 있으나
여와 협력에 대한 인식이

환경

환경

환경

환경

정치

정치

125)

E1

E5

O2

영향을 받는 이유는 바람에 국경이 없기 때문
사막지역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은 주로 봄,
타고 중국 동부와 황해를 거쳐 한반도로 유입
영향을 미치고 있음

해결하기
체결하고
환경오염
높아지고

위해 1960년대부터 다수의 국가들이
운영해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효
방지 및 감소를 위해 전세계적인 참
있음. 분쟁조정의 역할도 하지만 정

, 이광형, 카이스트를 여는 명강의 2014 – STEPPER를 선점하고 MESIA를 육성하라, 푸른지식,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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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적 협의, 객관적 자료를 통한 공동연구를 통해 환경오염 원인 규명
및 감소 등 예방을 위한 활동을 주로 수행함

3.2 이슈-영향요인 연관성 분석

국가 간 환경오염 영향 증가 이슈와 영향요인에 대한 연관성을 전문가 평가를 통해 분석하
였다. 우선적으로 관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한 영향요인은 O1.주변국 환경정책/제도로 국가
별 환경 기준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기 및 해양 오염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영향
요인 8개에 대한 연관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슈-영향요인 간 연관성 분석 결과>

4. 국가 간 환경오염 영향 증가 이슈맵 구축
이슈맵의 구축 목적은 이슈 관련 데이터, 연구자, 의사결정체계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이슈에 대한 정책과 R&D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근거 기반의 의사결정
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슈맵 구축 범위는 영향요인 별로 세부항목을 정의하여 이에 해당하는
데이터, 연구자, 의사결정체계를 정의하였다.
분야

ID

영향요인

영향요인 관련 세부항목

환경

E1

대기 순환

대기의 이동(계절별, 시간대별) 모니터링
시나리오별 대기오염물질 이동경로

환경

E2

해류

해류 순환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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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별 해양오염물질 이동경로
환경

E3

주변국 대기오염도

주변국 대기오염 관측 정보(국가, 국제기구 등)

환경

E4

주변국 환경재난
발생

원전사고, 원유유출, 화재, 폭발사고 등

환경

E5

주변국 하천/연안
오염도

주변국 하천/연안 오염 관측 정보

환경

E6

기후변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발생(폭염, 홍수, 사막화 등)
지구온난화로인한해수면높이상승

정치

O1

주변국
환경정책/제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규제 정책/제도(규제물질 및 기준 등)

정치

O2

국제환경협약

국가별 환경협약 가입현황, 협약별 주요 내용(규제물질 및 기준
등)

4.1 데이터맵

영향요인 별로 국가 간 환경오염 영향 연구 및 정책결정 시 활용할 수 있는 국내외 데이터
를 조사한 결과 대기 및 해양 관련 데이터는 실시간 영상 및 측정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주변국 대기 및 해양 데이터의 경우 측정 및 모니터링 결과가 공동연구
집단 내에서만 공유되고 국가 차원에서 기상예보 정도로 공식 발표하는 수준의 자료 공개가
이루어져 의미있는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접근 가능
한 수준에서 영향요인 별 주요 데이터 공개 기관 및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ID

영향요인

데이터 공개 기관

데이터명
황사 위성영상
천리안 기상위성

기상청
실시간 ASCAT 영상
E1

대기순환

실시간 MODIS 영상
Natural Earth

Weather Data(GFS, Global Forecast System)

APCC(APEC Climate
Center)

Predict(기후예측정보)
해양기상부이

기상청

등표기상관측
파고부이

E2

해류

준실시간 해류도
해양수산부

월 평균해류도
계절 평균 해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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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평균 해류도
장기간 평균 해류도
우리나라 주변해역 해류모식도
황동중국해 해류모식도
북서태평양 해류모식도

E3

주변국 대
기오염도

Marine Debris Tracker

Marine Debris Tracker

OUR RADIOACTIVE
OCEAN

Radioactive current data
Radioactive current results

World Air Quality
Index project

World

일본 환경성

Conditions of air pollutant emission (Stationary
sources)

일본기상청

UV Index Forecast (Japan)

OECD

Emissions of air pollutants data

Natural Earth

Aerosols and Chemistry

중국 환경보호부

大气颗粒物来源解析技术指南(대기부유 물질 분석 기술
지침서)

Air Quality Index

空气质量状况报告(중국 도시대기질 상태)
중국 환경오염과 파괴사고 상황
한국환경공단

중국 지진재해 현황
중국 주요해양 재해 상황(2008)

E4

주변국 환
경재해 발
생

일본 환경성

Oil spill accident from tankers (1975~2003)

기상청

일본

지진발생 현황

Disaster List
Centre for Research on
the Epidemiology of
Disaster

Country Profile
Reference Map
Disaster Trend
Disaster Profile

중국 국가 통계국

중국 부문별 환경사고 발생 현황

한국원자력연구원

대기 방사선 피폭해석 평가 시스템 데이터

한국원자력연구원

해양 방사선 평가 시스템 데이터
Oil Spill Accidents

E5

주변국 하
천 / 연 안
오염도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Marine Environmental Data
NOWPAP C&N (Contaminants & Nutrients)
International Coastal Cleanup Monitoring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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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주요 강별 수질 오염(OECD)
주요 강별 중금속 오염(OECD)
Transition of Waste Disposal into the Sea

일본 환경성

Transition of number of confirmed marine
pollution cases sea
Results of the Radioactive Material Monitoring in
the Water Environment
Radioactive Material Monitoring in the Water
Environment in and around Fukushima Prefecture
Radioactive Material Monitoring at Bathing
Areas(2010~2014)
全国海水利用情况数据征集表(국립 해수 이용 데이터
수집 시트)

중국 해양국

年度考核测评表(연간 환경평가표)
국가 해양 관리 공무 신청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국가단위 적응대책 수립 및
제도)
기후변화 시나리오 연구과제 목록
기후변화 적응정책 지원 연구과제 목록(국가 대상,
지자체 대상, 민관 대상 지원)
국내외 기후변화 적응협력 연구과제 목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통합정보(정보시스템/지원체계)
기후변화 홍보 및 교육 데이터
광역/기초 지자체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지원 도구
논문 및 특허 목록

E6

기후변화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통합평가 모형 개발 관련 자료
통계청

일본 환경성

국가별 오존층 파괴
Transition of each greenhouse gas emission in
Japan
Transition of ozone hole area in the Antarctic

기상청

온실가스 시나리오 (전지구 전망)
Climate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data

APCC(APEC Climate
Center)

BSISO 1, BSISO 2 Monitoring data
APEC Climate Center Data
중국

O1

주변국 환
경정책/제
도

대기 및 수질 관련 환경기준

중국 대기오염방지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국 수질오염방지법
중국 환경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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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경정책 정보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in Japan - Air
Quality
일본 환경성

Water Pollution Control Law(Japan)
Environmental Policy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
중국 환경보호부

Collection of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s
중국 환경 보호부 활동사항 목록
固体废物进出口(고형폐기물 관련 규정 목록)

외교부

중국 수질오염 현황 및 방지정책

환경부

한국 국제환경협약 가입현황

OECD

Environmental Policy Stringency Index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제기후변화 협약 내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New technology Information data

행정자치부

국제환경협약 기록물 목록

해양수산부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공동연구사업 목록
Status of Treaties

O2

국제 환경
협약

Photos of Treaty Ceremonies

UNTC(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Depositary Notifications (CNs) by the
Secretary-General
Certified True Copies (CTCs) of Multilateral
Treaties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League of Nations Treaties
Past volumes of the publication "Multilateral
Treaties Deposited with the Secretary General"
(1959-2009)
Titles of Multilateral Treaties in the Six Official
Languages of the United Nations

4.2 연구자맵

연구자맵은 대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 동북아시아 환경영향, 황해 오염 및 해양 방사능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를 중심으로 구축하였다. NTIS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대기오염 물질
장거리 이동, 동북아시아 환경, 황해 오염, 해양 방사능 등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각 과제의
연구책임자 26명을 도출하였다. 대기 및 해양오염 연구자는 매우 많지만 동북아시아의 환경
오염 및 국가 간 공동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를 선택하여 조사하였다. 연구키워드 별 연구자
분포는 대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이 가장 많고, 대기/기상 DB 구축이 가장 적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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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기오염 연구자들이 해양오염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4.3 의사결정체계맵

의사결정체계맵은 각 영향요인 별로 주요 정책 의사결정 및 수행 전담 기관을 식별하여 정
의한다. 본 이슈의 주요 의사결정기관은 환경부, 기상청, 해양수산부, 미래창조과학부, 서울
시, 법제처, 외교부 등이며 환경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는 기
상청, 해양오염은 해양수산부에서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 간 환경오염 영향 증가 이슈 관련 기관별 업무연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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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요인 별 주요 담당 기관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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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4] 도시형 재난 증가 – 도시홍수 및 싱크홀을 중심으로

1. 이슈 정의 및 이슈맵 구축 필요성
2016년 8월 28일 오전 7시, 부산 동래구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깊이 5m 아래로 도로가
내려앉았다. 왕복 4차선 도로 중 2차선에 걸친 가로 5m, 세로 4m의 싱크홀이 발생한 것이
다. 다행히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관할구청은 노후화된 하수관 이음새의 파손으
로 인한 하수 유출을 원인으로 발표했다. 부산에서 2016년 8월까지 발생한 싱크홀은 이번까
지 5개이며 이 중 4개가 노후된 상하수도의 누수 및 파손이 원인이다.126)
서울의 경우 싱크홀은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송파구 싱
크홀 5건을 포함하여 2010년 하반기 이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총 14개 싱크홀(가로, 세
로 크기 2m 이상)이 발생하였다.127) 또한 2005년부터 2015년 5월말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총 36개였으며, 싱크홀 발생 원인중 자연발생은 전체의 21.2%이고 나머지는 상하
수도 및 지하철 등 지하공간 개발로 인한 토사유실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128)
2014년 상반기에 두 달에 걸쳐 집중적으로 발생한 송파구 싱크홀의 경우도 지하철 공사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싱크홀 발생 현장 및 현황 예시>

싱크홀은 상하수도 누수, 지하구조물 변형, 지하수위 변화, 지반변형 등이 주요 원인으로 인
위적 발생이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 노후화가 심화되면서 싱크홀 발생 빈도와 위험
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상하수도관의 경우 매립 이후 30년정도부터 함몰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는데 전국 상수도관의 20%가 20년이 넘은 노후관이며 전국 하수관의 33.9%는 내구연한이
126) “
싱크홀 안전지대 아니다”, 한국일보, 2016.08.31,
http://www.hankookilbo.com/v/5fabc7b341ef4f6289382d768874bcb3
127) 이기영, 도시를 상키는 싱크홀, 원인과 대책, 경기개발연구원, 이슈&진단, NO.106, 2014.08.20
128) 싱크홀 10년간 36곳 발생…"올해에만 절반 육박", 머니투데이, 2015.07.16.
http://www.mt.co.kr/view/mtview.php?no=2015071610464317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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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되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하수관의 70% 이상이 노후화된 상태이다.129) 또한 지하수위
의 저하와 지하수 이용량 증가 또한 싱크홀 발생의 주요 원인이다. 지하수가 빠져나가면서
생긴 빈 공간에 토양 및 상하수도관이 침하되면서 지반이 함몰된다. 또한 지하수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싱크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상하수도 시설의 누
수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원인이다.
싱크홀 발생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확보와 분석기술이 필수적이다. 미국의 경우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인공위성과 항공기에서 촬영한 레이더자료를 이용하여 싱크홀을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범용화하고 있다. 실제로 높은 해상도를 가진 레이더와 위성 자료
를 분석하여 2012년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싱크홀 발생을 한 달 전에 예측하고 주민을 대피
시켰다. 이스라엘-이탈리아 공동연구팀은 인공위성을 이용해 사해 인근의 싱크홀 전조현상을
감지하였다.130)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실제로 발생한 초대형 싱크홀(깊이 약 200m)>
(출처: 도심형 싱크홀, 인공위성으로 잡는다, 동아사이언스, 2015.05.15.)

국내 싱크홀이 대부분 인위적인 요인으로 발생한다면 도시홍수는 자연재해로 분류되지만 도
시에 존재하는 복합적인 원인으로 재해피해가 발생한다. 국내 유동 인구수 1위인 서울 강남
역 부근은 2010년 이후 매년 여름마다 침수피해를 입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10년 빈도로
나타난다는 시간당 80mm 폭우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나 노후화된 배수시설은 폭우를 견
디기에 역부족인데다가 빌딩 신축 시 하수관 시공오류 등이 겹쳐 침수가 반복되고 있다.
폭우, 태풍, 폭설 등 이상기후는 기후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한 도시에 자연재해를 초래
한다. 기후변화로 연평균 강수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강우일수는 감소하여 집중호우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고,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대형 태풍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
다.
129)

, UGS(Under Ground Safety) 융합연구단, the magazine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제63권 제6
호, 2015.06
130) 도심형 싱크홀, 인공위성으로 잡는다, 동아사이언스,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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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재해의 1차 원인이라면 이를 고려하지 않은 도시개발과 미흡한 방재체계는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를 확대시키는 2차 원인이다.131)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적의 증가와 인구
및 각종 시설의 고밀화는 재해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재해로 인한 피해를 대형화, 복합
화하는 원인이다. 특히,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적의 증가는 빗물의 유출량을 높여 도시 홍
수의 원인이 된다. 서울의 불투수면적은 2010년 기준 47.7%로 빗물유출량은 49%에 달한
다.132) 이는 지하로 침투하지 못한 다량의 빗물이 단시간에 저지대로 흘러들어 배수시설의
과부화를 초래하고 취약지역의 침수피해로 연결된다.

<서울지역 빗물 유출량 변화>
(출처: 김영란, 도시침수 원인 및 피해대책, 상하수도발전포럼 발표자료, 2014.07.23.)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도시형 재해대책은 이미 진행 중인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시설물 중심의 방재대책과 함께 도
시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을 활용한 도시계획 관점의 대책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재해
취약지역을 파악하여 주민이 거주할 수 없도록 하거나 시설 설치를 승인하지 않는 방식과
공원, 녹지, 공공시설 등의 건축 시 폭우나 가뭄을 대비할 수 있는 저류기능을 고려하여 설
계하는 방식 등 도시계획 관점에서 재해피해 감소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31)
외, 도시홍수 방재체계의 문제점 진단 및 정책방향, 국토정책 브리프, No.470, 2014.06.23
132) 김영란, 도시침수 원인 및 피해대책, 상하수도발전포럼 발표자료,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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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Tower Hamlets의 홍수위험 및 영향감소를 고려한 도시계획
사례>
(출처 : 심우배 외, 기후변화 적응도시 조성방안 연구-방재도시모델 개발 및
제도개선방안(3차년도), 국토교통부, 2013.10)

일본, 독일, 영국, 미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지역에 자주 발생하는 재해 유형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일본 후쿠오카시의 경우 평상시 야구장
및 공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이 홍수가 발생하면 우수저류시설로 사용되고, 독일에서는 폭우,
폭염 등에 대비하기 위해 도시계획 시 건물의 높이, 위치, 밀도 등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
식의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선진국의 접근방식은 기존 생태계 시스템과 연계하여 재해
를 방지할 수 있는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옥상 및 벽면 녹화 등의 저영향개발 추진 그리
고 미래 재해취약지역의 개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133)
최근 재해관리체계에서도 복구보다는 재해발생을 예방과 피해경감이 강조되고 있으며, 재해
에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단계부터 발생 가능한 재해 유형 및 범위를 파
악하고, 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분석하여 토지이용 및 시설 건축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처럼
도시계획 시 재해방지 및 피해감소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도시 구성요소(인구, 시설, 토지 등)
에 대한 자료 뿐 아니라 재해발생유형, 재해취약지역, 재해발생예측 등에 대한 자료가 마련
되어 있어야 한다.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 활용 기반이 마련되어야 지역특성에 적합한 방재기
술을 개발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 기관의 자료수집 및 관리는 수행
되고 있으나 재해 관련 자료의 작성 주체가 다양하고 표준화 및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자
료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재해취약지역과 같은 재해 관련 정보가 부동산 가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우려 또한 정확한 정보 파악 및 제공이 쉽지 않다.
싱크홀 및 도시홍수와 같은 도시형 재해의 경우 도시의 고밀도 개발과 각종 기반 시설로 인
해 재해 발생 시 피해의 범위가 일파만파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발
생한 싱크홀의 경우 지하철 노선을 따라 발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형 싱크홀의 발생
은 지반붕괴로 인한 피해 뿐 아니라 또다른 지하철 사고로 확대될 수 있다. 때문에 동일한
133)

외, 기후변화 적응도시 조성방안 연구-방재도시모델 개발 및 제도개선방안(3차년도), 국토교통부,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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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도 피해 영향력이 큰 도시형 재난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도시형 재해는
반드시 예방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정책적 접근이 필
요하다.
이와 같은 효과적이고 우리나라 특성에 적합한 방재 연구개발 및 의사결정을 위해 기후, 도
시정보, 지하공간정보, 지질 정보 등 관련 자료의 효과적인 수집과 활용은 우선적으로 해결
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2. 도시형 재난 감소 및 예방을 위한 데이터 구축 현황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도시형 재해 예방을 위한 첫 번째 과
제는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해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각 개별
기관이 구축하여 기관의 목적에 따라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도시형 재해인 싱크홀 및 도
시홍수의 경우 도시구성요소를 비롯하여 국토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야 하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데이터 통합 관리/활용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1 지하공간통합지도
국토교통부는 싱크홀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싱크홀, 도로붕괴, 지반침하 등의 지하
공간 관련 안전사고 예방대책으로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지하공간
관련 데이터는 다양한 기관에서 개별적인 목적에 따라 산재되어 관리·활용되고 있으며 각 데
이터를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하였다.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이처럼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합하여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한 3차원 지도를 제공함으로써 지하공간에 대
한 개발정책수립, 안전관리 등 모니터링과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다.134)
그러나 현재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의 품질, 최신성, DB 구축 여부 등에 대한 상
황이 관리 기관마다 다르고 적용받는 법제도가 상이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현
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에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효과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지하공간통
합지도 구축, 지하정보 통합체계 구축, 지하공간 활용 지원센터 운영, 지하정보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함께 추진되며 특별시·광역시는 2017년까지, 지자체는 2019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134)

,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부동산 포커스, 제83호,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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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정보>
기존 지하공간 관련 정보 현황
관리 기관

국토교통부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정보

정보 목록
7대 지하시설물
정보

구분

▶ 지하시설물
지하구조물
지반정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추정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관정정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광물자원공사

지질정보

국토교통부/서울시

실내공간정보

세부정보
상하수도, 통신, 전략, 가
스, 난방
공동구, 지하철, 지하보도·
차도, 지하상가, 주차장 등
시추정보, 관정정보135), 지
질정보

지상정보

지형도, 영상정보, 건물정보

관련 주제도

수맥도, 광산지질도, 토양
도, 지진발생위치도, 발굴조
사구역도, 수문지질도, 진도
분포도, 급경사지분포도, 싱
크홀발생위치도, 국자구조
물위치도, 산사태위험지도,
동굴위치도, 도로침하위치
도

<지하공간 통합지도 핵심 구성요소>
(출처: 장용구,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부동산 포커스, 제83호, 2015.04)

135) 지하수와 관련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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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기반 지하공간 그리드 시스템 목표 이미지>
th

(출처 : 이재흠, 안전한 스마트시티를 위한 지하공간 관리 기술, The 24

Korea Internet

Conference, 2016.06.20.~21)

2.2 사물인터넷 기반 지하공간 그리드 시스템
국토교통부의 지하공간통합지도가 지하시설물 및 지반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를 제공한다면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지하공간의 모니터링과 관리를 위해 사물인터넷 기반의 지하공간 그리
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지하공간의 시설물 상
태와 상황을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를 사전 감지하여 안전사고 예
측 및 신속한 대응을 목표로 한다.
최근들어 싱크홀을 포함한 지하공간 관련 사고의 위험성은 높아졌으나 지하공간 위험예측
및 탐지 기술이 미흡하여 단기적이고 사후 복구 중심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산재
된 지하공간 정보는 정확한 예측과 대처방안 수립을 어렵게 만든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핵심기술은 사물인터넷 기반 재난재해 예측 및 대응 시스템 기술, 지하매설물 실시간 전역
위험 감시 기술, 도시철도 지하구조물 및 주변 지반 감시 기술, 도시 지하수 및 지질 환경
실시간 예측 기술이며 재난재해 예측 및 대응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전역 위험감시 서비스,
사고 예측 및 영향진단 서비스, 지하공간 유지관리 서비스, 재난재해 예경보 서비스 등을 제
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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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 관리 및 재난 예측 대응 개념도>
(출처 : 이재흠, 안전한 스마트시티를 위한 지하공간 관리 기술, The 24th Korea Internet
Conference, 2016.06.20.~21)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지하공간 관련 정보는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용하며 그리드 시스템
의 센서를 통해 수집·분석된 결과를 지하수 지도, 지하수질 위험지도 등으로 구축하여 재난
재해 예측과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정보를 서비스 한다.

2.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 재해취약성 분석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화·다양화되고 있는 도시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시의 토
지이용, 기반시설 등을 활용한 도시계획적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를 위해 선진국들
은 재해취약지역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방
재정책의 일환으로 도시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하여 2012년 7월부터 재해 취약성 분석제도를
도입하였다. 2015년 1월에는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시 재해취약성분석의
실시와 결과 반영이 의무화되었다.136)
재해 취약성은 기후노출과 도시민감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출한다. 기후노출은 재해 발
생의 원인이 되는 기후적 요소인 기온, 강수량 등에 의한 영향을 의미한다. 도시민감도는 도
시의 물리적인 기반시설의 잠재적 취약성과 도시 구성요소인 시민, 도시기반 시설, 건축물에
의한 발생하는 영향을 의미한다. 도시 종합 재해 취약성은 위의 두 가지 요소를 현재와 미래
관점에서 분석하여 도출하였다.

136)

,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국토정책 브리프, No.575,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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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재해 취약성 분석 구조>
(출처 : 이병재,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국토정책 브리프, No.575,
2016.07.18)

도시의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을 위해서 첫 번째로 지자체 별 재해피해 현황을 분석하
여 취약성 분석 대상이 재해유형을 선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폭우는 매년 전국적으로 발생
하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에서 필수 분석대상이다. 분석대상 재해가 선정되면 취약성 분석지
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 제도의 취지가 지역별 특
성에 적합한 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정보
를 업데이트해나가면 활용가치가 높은 재해 정보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다. 분석을 위한 자료
는 채해취약성 분석 매뉴얼에서 다음과 같이 각 지표별로 대표적인 자료출처를 명시하고 있
다.
<재해취약지역 분석 관점 별 주요 자료출처>
구분

정의

현재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상관측자료

기상청(유인측정소, 자동측정소),
국립해양조사원(통합해양정보)

미래

미래 기상자료

기상청 기후변화 시나리오

현재-잠재취약
지역

최근 10년간 피해지역 및
물리적으로 재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위치 및 면적자료

해당 지자체,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인공위성영상 검색서비스, GIS
데이터

현재-도시
구성요소
취약성

재해에 취약한 인구(어린이 및
노인) 및 도시기반시설의 현황
자료

통계정보지리서비스(SGIS),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건축물대장, 보육시설 및 이용자
통계,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현황,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현황,
해당 지자체 등

미래

도시화, 인구증가, 개발계획 등에
대한 자료

환경공간정보서비스, 인구센서스,
해당 지자체 등

기후노출

도시
민감도

주요 자료출처

(출처 :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매뉴얼 VER3.0,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2013.08)

재해취약성 분석결과는 I ~ IV등급으로 구분되며 I, II 등급은 재해취약지역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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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분석결과 도출 시 중요한 것은 1차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지자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을 통해 결과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종합 재해 취약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도시 종합 재해 취약성 분석 과정 예시>
(출처 :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매뉴얼 VER3.0,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2013.08)

재해취약성 분석 의무화 전환 이후, 2016년 현재 전체 지자체 161개 중 77개 지자체가 재해
취약성분석을 완료하였고, 분석이 완료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검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현재 재해취약성 분석방식은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있어서 중복업
무가 발생하고 분석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검증이 쉽지 않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효성있는
도시방재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료 공유 및 분석지원을 위한 재해취약성 분석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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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재해 관련 주요 기관별 정보시스템
운영부처

시스템명

URL

국무총리실

국가교통DB

https://www.ktdb.go.kr/www/index.do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http://www.ndmi.go.kr/

국민안전처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www.safekorea.go.kr/idsiSFK/index.jsp

국토교통부

국토지반정보 통합 DB센터

https://www.geoinfo.or.kr/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

http://www.nsic.go.kr/

국토교통부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http://www.wamis.go.kr/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

http://www.nsdi.go.kr/?menuno=2679

국토교통부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

http://www.river.go.kr/index.aspx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http://map.ngii.go.kr/mn/mainPage.do

국토교통부

시설물 정리관리정합시스템

http://www.fms.or.kr/

국토교통부

건축데이터개방

http://open.eais.go.kr/main/main.do

기상청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http://necis.kma.go.kr/

미래창조과학부

지질정보시스템

https://mgeo.kigam.re.kr/

보건복지부

보건산업통계

https://www.khiss.go.kr/

산림청

산림공간정보서비스

http://www.forest.go.kr/

산림청

산사태정보시스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광물자원지리정보망

http://www.kmrgis.or.kr/

환경부

물산업통계정보시스템

http://www.wabis.or.kr/

환경부

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s://egis.me.go.kr/

환경부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http://www.waternow.go.kr/web

환경부

http://stat.molit.go.kr/portal/main/portalMai
n.do

http://www.forest.go.kr/newkfsweb/kfs/idx/S
ubIndex.do?orgId=lsis&mn=KFS_02_06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하수도종합정
보관리시스템)

https://www.hasudoinfo.or.kr/

환경부

국가환경지도시스템

http://eais.me.go.kr/ngis/main.do

환경부

토양지하수 정보시스템

http://sgis.nier.go.kr/

환경부

국토환경정보센터

http://www.nein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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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형 재난 증가 이슈의 영향요인
도시형 재해는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위험요인, 미흡한 기술력, 시설물 관리소홀, 느슨한 규
제 및 감시 등이 환경변화에 노출되었을 때 표출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약91%가 도
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구도심지의 시설물 관리와 신도시 및 부도심 개발로 인한 시설물 건
축으로 도시형 재해의 발생 및 피해 규모 예측의 복잡도가 높아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슈의 발생과 상태 변화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조
사

및

전문가

브레인스토밍을

STEPPER(Society(사회),

기반으로

Technology(기술),

영향요인을
Environment

정의하였다.
(환경),

영향요인은

Population(인구),

Politics(정치), Economy(경제), Resources(자원))137) 관점에서 도출하였다.
도출된 영향요인은 이슈를 전방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준점으로 활용되며, 도출된 이
슈와 영향요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영향도가 가장 큰 요인을 발견하였다. 본 이슈의
영향요인은 도시형 재난의 발생 및 증가와 관련 있는 항목을 선정하였다.

3.1 영향요인 목록

분야

사회

ID

S1

영향요인

설명

도시화

인구와 자본이 한정된 지역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시설물 고밀화,
고층화, 노후화 등으로 인해 도시재난 리스크가 증가할 뿐 아니라,
재난취약지역 개발로 인해 재난의 대형복합화 위험성이 높아짐. 특히,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적 증가는 홍수 및 지반 침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사회

S2

지하공간개발

지하철, 주차장 등 지하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개발수요가
있음. 이와 같은 지하시설물의 증설 및 기존 지하시설물의
인해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싱크홀의 경우
원인으로도 발생하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는 대부분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짐

환경

E1

기후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는 도시의 방재역량을 초과하는 집중호우,
대형 태풍 등을 발생시키고 결과적으로 침수, 산사태, 강풍 피해 등이
증가함

도시방재체계

도시형 재해는 도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방재대책과 미흡한
방재체계로
인해
발생함.
방재시설
건설과
관리를
포함하여
재난취약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재해발생/피해를 저감할
수 있으며 중앙-지방정부 간 업무 및 정보 연계가 확보된 방재체계를
통해 효과적인 재해 관리가 가능함

재해정보시스
템

도시별로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과 위험도를 고려한 정보수집과 수집된
정보의 최신성 유지는 도시 특성에 적합한 방재계획 수립에 필수적인
요소임
특히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한 채널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통해 이상징후 감지 등 신속한 정보를 확보하여야 함. 그리고 수집된
정보를 GIS상에서 통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정치

기술

O1

T1

증가하고
노후화로
자연적인
인위적인

137) 임춘택, 이광형, 카이스트를 여는 명강의 2014 – STEPPER를 선점하고 MESIA를 육성하라, 푸른지식,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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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T2

도 시 방 재
기술력

고층빌딩 신축 시 하수관 시공 오류, 도시개발 시 방재시설 용량 예측
오류, 재해위험 탐지 및 예측 역량 부족 등 기술적 역량의 부족은
필연적으로 재해 발생과 피해범위 확대로 연결됨
반대로 정교한 재해 예측 기술 및 성능이 뛰어난 방재시설물의 개발은
재해발생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

3.2 이슈-영향요인 연관성 분석

도시형 재난 증가 이슈의 모니터링과 관리를 위해 도출한 영향요인은 사회 분야에서 도시화,
지하공간 개발, 기술 분야에서 재해정보시스템, 도시방재 기술력, 환경 분야에서 기후변화,
정치 분야에서 도시 방재체계이다. 전문가 평가를 통해 이슈와 영향요인 간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지하공간개발, 도시화, 재해정보시스템, 기후변화와 도시방재 기술력, 도시방재체계 순
으로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형 재난 증가 이슈와 영향요인 별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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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형 재난 증가 이슈맵 구축
이슈맵의 구축 목적은 이슈 관련 데이터, 연구자, 의사결정체계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이슈에 대한 정책과 R&D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근거 기반의 의사결정
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슈맵 구축 범위는 영향요인 별로 세부항목을 정의하여 이에 해당하는
데이터, 연구자, 의사결정체계를 정의하였다.
분야

사회

ID

S1

영향요인

영향요인 관련 세부항목

도시화

▶인구 관련 정보(분포도, 밀집도, 증감, 재난약자 등)
▶건물 관련 정보(분포, 구조, 용도, 연차 등)
▶도시계획 관련 정보
▶지역별 불투수면적률
▶도로망 및 도로면적, 도로구배
▶우수 등의 지표수 배수 정보
▶도시 내 산지의 절개지 정보
▶도시하천 정비정보(하천 폭의 감소 정도 등)

사회

S2

지하공간개발

▶지하공간 시설물 정보
▶지질 관련 정보
▶지하수 관련 정보
▶연약지반정보
▶지하수위정보
▶상수관로 정보
▶광산갱도 정보
▶터널정보(철도, 도로, 해저 등)
▶지반정보(시추,지질,관정)
▶사면 및 급경사지정보

환경

E1

기후변화

▶30년간 기상 정보(강우량, 기온, 태풍 등)
▶미래 기상 예측 정보

도시방재체계

▶방재 관련 법제도 및 예산 정보
▶방재 관련 업무 현황
▶예/경보 시스템 현황
▶재해취약지역 분석 현황
▶방재시설물 설치 및 관리 정보
▶도시개발 및 시설물 건축 관련 규제
▶수방대책 및 시나리오
▶위기 시 제방폭파 시나리오 등
▶하천준설 정보
▶댐, 저수지 등의 붕괴 시나리오 및 시뮬레이션 정보
▶재해/재난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 수준

재해정보시스템

▶지역별 재해 발생 관련 정보
▶지역별 방재 관련 시설(공공시설, 공원, 병원 등 포함) 정보
▶재해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4대강 수역 홍수통제 및 댐 관련 정보, 만수 및 방류시 영향정
보
▶북한과의 접경지역의 무단방류 및 홍수통제 정보
▶도시통합관제센터의 CCTV 정보분석/공유 및 모니터링 시스템
▶재해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역량(중앙, 지방정부)

정치

기술

O1

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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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통합지도

기술

T2

▶재난/재해 분야 R&D 현황(기술수준, 투자 현황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방재 자원현황 및 지휘통제, 비
상연락 정보, 재난시의 인력 및 물자이동수단 기술
▶R&D 기술수준 평가 시 현장에 도입된 사례로 한정 모니터링

도시방재 기술력

4.1 데이터맵

영향요인 별로 도시형 재난 증가(싱크홀 및 도시홍수 중심)에 대한 연구 및 정책결정 시 활
용할 수 있는 국내외 데이터를 조사하였다. 도시형 재난의 경우 국가에서 수집 및 관리하는
국토정보를 주로 활용하며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환경부, 행정자치부 등에서 목적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재난 관점에서 각 기관에 산재되
어 있는 정보를 통합하여 공개하는 시스템은 없으며 공공기관 간의 협약으로 데이터를 교환
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통합정보시스템을 제외하고 영향요인 별
로 현재 활용 가능한 데이터 제공기관과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ID

영향요인

데이터 공개 기관

사이트 명
건축데이터민간개방시스템
국토정보맵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
국가공간정보포털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
산림청

산림청

산지정보시스템
산림공간정보서비스

S1

도시화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계획포털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자치부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한국광물자원공사

국가광물자원지리정보망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환경지도시스템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환경부

환경공간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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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행정자치부
S2

공공데이터포털

지하공간개발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국가환경지도시스템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환경부
E1

산림청

산림공간정보서비스

기상청

기상청

KBS

Google Map

국토교통부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맵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기후변화

산사태정보시스템
산림청
산림공간정보서비스
O1

도시방재체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도정보통합서비스

한강홍수통제소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
한국수자원공사

하천이력지리정보시스템

행정자치부

공공데이터포털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한국산업단지공단

클러스터

국민안전처

국민재난안전포털

한국광물자원공사

국가광물자원지리정보망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민안전처

T1

재해정보시스템

국민재난안전포털
기상청

기상청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행정자치부

공공데이터포털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산림청

산사태정보시스템

- 82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 DB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민안전처
재난안전데이터포털
T2

도시방재 기술력
미래창조과학부

NTIS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4.2 연구자맵

연구자맵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도시방재, 싱크홀 및 도로함몰 등 지반침하, 풍수해 예측
및 복원에 대한 연구자를 중심으로 구축하였다. NTIS에서 제공하는 세부과제 정보 중 싱크
홀, 도로함몰, 지반침하, 풍수해 방재, 도시 기후변화 재해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여 연구책임
자 75명을 도출하였다. 연구 키워드 별 연구자 분포를 살펴보면 지반침하 및 침수 관련 예
측/예방 분야가 가장 많고, 피해 복원이나 복구 기술 분야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4.3 의사결정체계맵

의사결정체계맵은 각 영향요인 별로 주요 의사결정 및 수행 전담 기관을 식별하여 정의한다.
본 이슈의 주요 의사결정기관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환경부, 기상청, 산림청이며 국토교
통부가 국가 차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각 시도·군 단위의 지자체는 방재 관점의
도시계획 수립 시 각 지역별 의사결정의 핵심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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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재난 증가 이슈 관련 기관별 업무연관>

<영향요인 별 주요 담당 기관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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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5] 난민발생 및 국내유입 증가

1. 이슈 정의 및 이슈맵 구축 필요성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난민의 숫자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난민 문제는 더 이상 한 국가 혹
은 국제기구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으며,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이슈
가 되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2015년 말을 기준으로 난민은 2,130만 명으로 2014년 말
에 비해 180만 명이 증가하였고, 난민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320만 명으로 유엔
난민기구 집계 이래 최대 규모이다.138) 또한 2015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OECD 회원국
의 난민신청자 수는 165만명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이며, 독일의 경우 전체 인구의
1.6%에 달하는 44만명의 난민신청자가 있다.139)

<OECD 및 EU 연도별 신규 난민신청자 수>
(출처: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6, OECD Publishing, Paris. 2016)

난민이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이며 3개국의 난민이 전
세계 난민의 54%를 차지한다. 아시아에서는 소수민족에 대한 종교적 탄압으로 인해 미얀마
국적의 난민이 증가하고 있다. 난민 수용국의 경우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의 난민 수
용 정책과 어려움이 연일 보도되면서 유럽지역이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난민
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국가는 터키, 레바논, 콩고민주공화국 등 남반구에 위치한 국가들이
다.
현재 난민 관련 이슈의 중심에 있는 유럽은 100만 명에 달하는 시리아 난민이 지중해를 건
너 유럽에 도착하면서 독일과 스웨덴처럼 난민 수용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국가들과 헝
가리, 슬로바키아와 같이 국경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폐쇄적인 입장을 보이는 국가들로 나
뉘었다. EU 내에서도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난민 수용 정책에 대한 갈등이 있으며
138) Global Trends – Forced Displavement in 2015, The UN Refugee Agency, 2016.06.20
139)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6, OECD Publishing, Paris. 2016

- 85 -

특히 동유럽에 위치한 신규 가입국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2015년 난민 수용자 수 상위 10개 국가>
(출처: Global Trends – Forced Displavement in 2015, The UN Refugee Agency, 2016.06.20)

또한, 난민 유입으로 인해 수용국의 경제적 부담 증가, 원주민의 일자리 경쟁, 테러 및 범죄
발생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독일, 터키, 파리 등에서 발생한 사건 및 난민-원
주민 간 갈등은 유럽 국가들의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난민으로 인해
EU 내에서 국경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섕겐 조약에 대한 조정의견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난민 유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짐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연구결과가 발표
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난민의 지역 정착과 자립에 대한 지원은 장기적으로 볼 때 비용이
아닌 투자로 봐야한다고 말한다.
2015년 9월 2일 새벽, 난민선 사고로 사망한 아일란 쿠르디(3)의 사진은 난민의 참상과 인
도적 지원과 관련해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난민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지 않은 국내
에서도 국외 난민 수용 실태 및 국내 난민 현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적 관심은 곧 난민에 대한 이해나 문제 해결보다는 난민으로 인한 사건으로 집중되었다.

<난민 키워드 검색 추이(2013.09~2016.09)>
(출처: 네이버 데이터랩, http://datalab.naver.com/ca/step1.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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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난민신청자는 2015년 5,700여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2년에는 아시아 최초
로 난민법을 제정하고 2015년에 미얀마 재정착 난민을 수용하는 등 난민 대응을 위해 정책
적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난민 정책 및 지원 제도는 도입 초기의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사회적 인식도 객관적인 근거보다는 사건 위주의 뉴스를 중심으로 형
성되고 있다. 난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도 경제규모 세계 10위권
인 한국에 적극적인 난민 수용의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의 난민
수용률은 최하위권이며 단일민족에 대한 자부심과 폐쇄적인 문화가 원인으로 꼽힌다.
난민은 우리나라의 당면과제는 아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난민의 국내 유입에 대한 적절
한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한 다각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난민과
관련된 국내외 정책 및 연구 동향과 연구자료 및 데이터 제공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난
민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연구를 지원하는 이슈맵 구축을 위해 연구자료/데이터 제공 현
황과 연구자, 의사결정기관을 조사분석하였다.

[난 민의

정의 ]

난민에 대한 정의는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선언되었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이후 난민의 정의는 1969년 아프리카통일기구(OAU) 협약(아프리카 지역), 1984년 카타헤나 선언(중남미
지역)을 통해 박해에 대한 두려움 여부와 상관없이 보편화된 폭력과 사회불안, 국내분쟁, 대규모의 인권
침해 등으로 인해 자신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을 받아 자국을 떠난 사람까지 확대하여 포함하고 있다.

2. 국내외 난민 관련 동향
2.1 국외 난민 동향
[정치: 난민 수용문제의 해결을 위해 ‘난민 의무할당제’ 및 ‘EU-터키 난민송환 협약’을 체결함]

EU는 난민 유입의 부담감을 분담하기 위해 난민 의무할당제를 통과시켰다.140) 뿐만 아니라,
스웨덴,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헝가리도 연달아 국경을 폐쇄141)로 인해 그
리스에 발이 묶인 난민들이 발생했다.14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에 체류하고
140)
, 난민위기와 유럽통합, 문화와 정치, 제3권 제1호, pp.109~137
141) 헝가리, 크로아티아 국경 폐쇄 결정…'난민 통로' 막혀, 연합뉴스, 2015.10.1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16/0200000000AKR201510162044001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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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서 망명신청을 하고 있지 않거나, 그리스에서 난민 지위를 얻지 못한 난민들을 터키로
송환하고, 그 대가로 터키는 EU로부터 30억유로를 지원받는 ‘EU-터키 난민송환 협약’을 체
결했다.143) 하지만 EU-터키 난민 송환협약 마저도 난민들의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
으며144), 그리스에 있는 난민들이 강제소환에 반대하며 경찰과 충돌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
생하고 있어 협약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정치: 동유럽 국가 상대적으로 폐쇄적이고, 종교적인 동질성 강해 난민 수용에 부정적임]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2004년 이후 EU에
새롭게 가입한 국가들은 난민 수용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가톨릭 신자가 대다수인 동유
럽 국가는 서유럽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종교적, 인종적 동질성이 강하기 때문에, 무슬림
이 대부분인 난민에 대한 수용에 부정적이다. 뿐만 아니라 동유럽 국가들은 공산독재 치하에
서 다양성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경험할 기회가 적었고, 현재까지 그러한 영향이 남아있어 난
민 수용에 폐쇄적이고 배타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145)

[사회/인구: 무국적자 난민 아동 및 청소년이 증가하지만, 사회보장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음]

보호자 없이 홀로 망명한 무국적자 난민 아동 및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UNHCR에 따
르면 난민 아동 및 청소년들이 총 9만8천4백명으로, 2015년 난민 인구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146) 이들의 대부분은 아프가니스탄, 에르트리아, 시리아, 소말리아 출신이다. 아동권리
협약147)을 이행하고 있는 영국은 만 18세 미만인 난민 아동 및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난민 청소년들은 공식적인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자신의 나이를
증명할 수 없어, 최소한의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148)
UNHCR 고등법무관인 안토니오 구테레스는 무국적자 난민 아동 및 청소년들이 교육과 의료
및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생활을 이어 나가게 될 것이라 예상했다.149)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UNHCR 무국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지 스터켄붐은 난민들이 기본적 사회적
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무국적 아동들에게 출생지 국적을 부여하는 작업의 시급성을 언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난민 송환 앞두고 대혼란 빠진 그리스, 한국일보, 2016.04.03.
http://www.hankookilbo.com/v/25ab8d054dc141b39e8b93fd24fe53a1
유럽연합-터키 난민 송환 협약, 김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04.11. Vol.14
“터키로 난민 송환은 인권침해”, 조선일보, 2016.03.1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10/2016031000113.html
“왜 독일은 난민에 관대하고 동유럽은 적대적인가”, 연합뉴스, 2015.09.1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17/0200000000AKR20150917162500009.HTML
Global Trends: Forced Displacement in 2015, UNHCR
아동권리협약 : 1989년 난민 아동 및 청소년들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채택된 협약이며, 전 세계
196개국이 이행하고 있음. 어린이를 위한 약속 유엔아동권리협약, 유니세프,
http://www.unicef.or.kr/education/outline_01.asp
BBC News, Rise in lone children seeking asylum in England, 2016.09.07.
http://www.bbc.com/news/uk-england-36714617
UNHCR "국제사회가 난민 어린이 무국적 문제 해결해야", 연합뉴스, 2015.11.0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03/0200000000AKR201511030034000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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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했다.150) UNHCR는 2015년 11월부터 ‘I am here, I belong· 캠페인을 진행하여, 각국
정부가 무국적자 난민 아동 및 청소년 문제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기를 촉구하고 있다.151)

<보호자 없이 홀로 영국으로 망명한 어린이 난민 수>
(출처 : BBC, Rise in lone children seeking asylum in England, 2016.09.07.)

유럽연합경찰은 2016년 1월 기준으로 보호자 없이 유럽에 도착한 난민어린이 약 2만 7000
명 중 1만명 이상의 행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다. 유럽연합경찰은 국제적인 범죄조
직이 홀로 여행하는 난민어린이들을 납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152)

[사회: 본국 및 이주국에서 성차별로 인한 난민 여성들의 어려움]

국제사회에서 난민여성은 오랫동안 간과되어 왔으나 1990년 초반부터 유엔난민기구의 정책
우선 순위에 있는 주요 사안이다. 다수의 연구에서 난민 여성들이 본국에서 남성과는 다른
유형의 박해를 경험하고, 이주국에서는 성차별적인 난민심사 절차 및 재정착 제도, 구직의
어려움, 문화적 장벽으로 새로운 국가에서 적응이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153)154) 이에 유엔
난민기구는 2014년 발간한 UNHCR Accountability Report 및 2015년 관련 기관이 함께
발간한 인도적 상황에서의 SGBV 개입을 위한 지침 등을 통해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한
SGBV(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의 케이스를 지적하고 SGBV의 예방과 대응책
150) “
난민아동 증가…'국적없는 세대' 문제 떠올라”, NEWSIS, 2015.12.28.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228_0010501393&cID=10101&pID=10100
151) “유령이 된 아이들..무국적 난민들의 미래는?”, 경향신문, 2015.12.2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281656491&code=970100#csidxc28c54d5d0b10ff9d18aa8f9b1905d3
152) “죽음과 공포로 시작된 난민들의 2016년”, 경향신문, 2016.01.31
153) Bloch, A., Galvin, T., & Harrell-Bond, B., Refugee women in Europe: Some aspects of the legal and policy
dimensions. International Migration, 38(2), 2000
154) Semlak, J.L., Pearson, J.C., Amundson, N.G., & Kudak, A.D.H., Navigating dialectic contradictions experienced
by female African refugees during cross-cultural adaptation. Journal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Research,
37(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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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을 촉구하고 있다.155)

[사회: 난민과 원주민 간의 사회적 갈등 심화됨]

급증한 시리아 난민들로 인해, 마케도니아, 그리스, 헝가리, 독일, 터키 등 난민 수용국에서
난민과 원주민 간 충돌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러한 충돌은 새롭게 발생한 문
제는 아니다. 현재 난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시리아인들도 지난 2007년에는 이라크에서 시
리아로 유입된 난민들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든 상황을 겪게 되면서 시리아인과 이라
크 난민들 간의 갈등을 겪었다.156) 역설적이게도 현재 시리아 난민들이 터키에서 불법으로
취업하여, 터키 원주민들과 일자리로 인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157) 뿐만 아니라 원주민을
살해 및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해 난민들을 집단 공격하면서 난민과 원주민 간의
충돌은 격화되었다. 이러한 갈등이 발생한 이유는 터키 정부가 난민을 수용할 능력과 장기적
계획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량의 난민을 수용하여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는 장기적이며 구체적인 정부 방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158)

[경제: 난민 수용이 수용국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CS)에 따르면 난민에 대한 식료품·의복 지급이나 수용소
제공 등의 정부지출도 경제 전체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발표했다. 난민들의 소
비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분석했는데, 생필품에 쓰인 돈은 다시 경제에 투입될 것이기 때문이
다. 뿐만 아니라, EU도 난민 수용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긍정적으로 발표했다. 난민 수용
으로 EU의 거시경제는 전반적으로 내수 및 고용 확대될 것이며, 이는 실질 GDP 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거시경제지표인 소득수준, 경상수지, 실질임
금, 정부부채 및 재정수지 등에 단기,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
다.159)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난민연구센터에서는 2012년에 우간다 난민 1,593명을 대상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난민의 생계수단과 수용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보호소에 거주하는 난민인 경우에도 지역사회와 경제적 교류를 수행하며, 소비와 고용
기회 창출 등 수용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난민은 모바일폰
155)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Guidelines for Gender-Based Violence Interventions in
Humanitarian Settings: Reducing risk, promoting resilience and aiding recovery, 2015
156) “
난민 400만…날품팔이·성매매로 생계”, 한겨레, 2007.03.22.
http://www.hani.co.kr/arti/culture/entertainment/198136.html
157) “터키, 시리아 난민 반감 고조…"실업난 악화"”, 연합뉴스, 2014.07.15.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07/15/0619000000AKR20140715201000108.HTML
158) “터키 남동부서 시리아 난민-주민 간 충돌 격화”, 연합뉴스, 2014.08.15.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08/15/0601450100AKR20140815066900108.HTML
159) EU의 난민정책 현황과 향후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5.12.28., Vol.15, No.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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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인터넷 사용 역량이 상당히 높고 인도주의적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지속 가능한
생계수단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난민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난민의 정착과 지역경제에 더 나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한다.160)
비숙련 노동 분야에서 난민과 원주민 간의 경쟁이 발생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인해
원주민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Forged와 Peri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
다. 이 연구에 따르면 낮은 언어능력 및 기술력을 가진 난민이 비숙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원주민들은 전에 비해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전문기술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장기
적으로 원주민의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161) 워싱턴포스트는 난
민은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음식, 보호시설 등을 포함하여 소비자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난
민이 머무르는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162)

[경제: 난민 수용이 노동가능인구(생산가능인구)의 증가를 가져옴]
텐트 재단163)의 보고서에 따르면, 난민 보호 및 조사에 1유로를 투자하면 5년 이내 2유로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이 발표되었다.164)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전 EU 집행위원장 경
제자문관인 필립 르그레인은 유입된 난민으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생성되고, 서비스에 대
한 수요가 증가하며, 임금의 세수가 늘어나 연금과 공공재정에 기여한다고 덧붙였다.165) 세
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 경제기구들의 전망
도 크게 다르지 않다. WB·IMF 연차총회에서 발표된 ‘글로벌 모니터링 리포트 2015/2016:
인구변화 시기의 개발 목표’ 보고서도 세계적 노령화 추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모든 개발 단
계의 국가들이 난민·이민 등의 인구 변동을 거대한 개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을 언급했
다.166)
노동인구의 노령화와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일은 2015년에 이민자에 특화된
구직 구인 사이트인 워키어(Workeer)를 개설하고 1천여개 이상의 채용공고를 올렸다. 난민
채용은 기업의 부족한 노동력을 확충하고, 난민들의 빠른 정착을 통해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15년 11월 독일의 실업률은 6.3%로 떨어졌으며, 이는 지난 2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멘스 및 다임러와 같은 대기업은 난민을 대상으로 언어교육을
포함한 직업훈련을 제공한다.167)
160) Alexander Betts et al, Refugee Economies-Rethinking Popular Assumptions, Refugee Studies Centre, 2014.06
161) M. Foged and G. Peri, Immigrants’ Effect on Native Workers: New Analysis Using Longitudinal Data, IZA
Discussion Paper, No.8961, 2015.03
162) Ana Swanson, The big myth about refugees, The Washington Post, 2015.09.10
163) TENT, NGO, http://www.tent.org/
164)
경제효과 “‘1유로 지원하면 5년내 2유로 회수”, 연합뉴스, 2016.05.1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18/0200000000AKR20160518146500009.HTML
165) 김상호, 유럽의 난민 위기, 글로벌 사회정책 브리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01.11.
166) [월드 이슈] ‘늙은’ 독일의 계산, 난민=경제효과, 국민일보, 2015.12.15.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56915&code=11141500&sid1=yeo
167) “독일 기업들, 난민 채용 서둘러 “인력난에 새로운 기회”“, 연합뉴스,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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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난민으로 인한 테러 및 범죄 발생 가능성은 낮음]

미국 뉴아메리카 재단은 9.11 테러 이후 발생한 330건의 테러 공격 중 80%는 내국인의 소
행이며, 이 중 7건이 이슬람 극단주의와 관련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 재단은 미국에서 발생
한 극단적인 공격은 내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난민을 잠재적 범죄나 테러
와 연결 짓는 것은 기우일 뿐이라고 지적하였다.168)

2.2 국내 난민 동향
[정치: 난민 인정률이 3.8%로 세계 평균인 27%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준임]

우리나라의 경우, 난민 지위를 획득한 난민은 2015년까지 총 580명으로 2014년에 비해 11
명이 증가하였지만, 총 난민신청자들의 3.8%로169), 세계 평균인 27%170)에 한참 미치지 못
한다. 이는 법무부에서 심사한 1차 심사, 이의신청, 재정착, 가족결합과 행정소송 승소건을
포함한 수치임을 감안할 때 매우 낮은 수치이다. 2015년 국적별 난민 인정자 현황은 미얀마
(32명), 파키스탄(18명), 방글라데시(12명), 에티오피아(11명), 아프가니스탄(8명), 이란(7명),
기타(17명) 순이다.

<그림 61> 연도별 난민 신청자 및 인정자 추이
(출처 :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법무부 난민과, 2016. 1. 26))

[정치: 난민법이 제정되었으나 실행 및 절차 상의 보완이 필요함]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의 지위와 처우, 난민 인정 신청과 심사, 난민 면접조사 과
정, 이의신청 절차 등을 규정한 난민법을 제정하여 201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171) 하지
168) “
=테러리스트는 사실과 달라... 미 연구 결과”, 경향신문, 2015.11.24
169) 국내난민현황 (2015.12.31.기준), 난민인권센터, http://nancen.org/1517
170)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 3%…세계 평균 27%에 못 미쳐", News1, 2016.06.19. http://news1.kr/articles/?26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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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난민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난민 신청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난민 불인정 결정 통지시 영문으로 병기된 불인정 결정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난민 불인정
결정서’만 교부되고, 이의 신청 절차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난민 불인정 결정 사유서를 교부할 때 난민 불인정 결정 사유와 3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172)하여, 난민신청자들의 권한을 법으
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정치: 난민 관련 공무원 및 전문적인 교육이 부족함]

난민인정 심사 공무원의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정식 등록된 난민 심사 담당자가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 14명, 9개 거점 사무소 당 한명 뿐이기 때문에, 1인당 심사 난민 수
가 최대 700명에 이르고 있어, 제대로 된 심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173)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국제회의 흐름에 맞게 난민정책을 개정하고, 많은 난민
을 수용한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의 문제를 분석하여 증가하는 난민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사회 : 국내 거주 난민신청자의 생활은 불안전한 상태임]

2010년 국내 체류 난민 중 총 39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조사174)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
들의 경우 파트타임과 일용직의 근로형태가 가장 많았다. 이는 난민 신청자들이 생계를 유지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취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구직의 경로는 주로 지인을
통한 구직이 총 67%로 가장 높아, 한국 정부나 사회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했다. 뿐만 아니라 한달 평균 급여는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45.3%호 가장 높았고,
50만원 미만을 받는 경우도 9.3%나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의료 측면에서, 난민신청자의 경우 국민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에, 비싼 비
용을 부담스러워해 적절한 의료 혜택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 교육측면에서도 자녀 양육
과 교육에 있어 사회적 지원 없이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하므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느낀
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처럼 난민신청자들의 생활은 다방면으로 불안전한 상태
이다. 이에 난민들이 희망하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고, 난민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의 폭을 확대하고, 한국어 교육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강조하
고 있다.

171)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977#0000
172) “홍일표 국회의원 '난민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연합뉴스, 2015.06.1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18/0200000000AKR20150618152800065.HTML
173) 체계적 기준 없는 법무부 난민심사, 신청자 불신 가중, 난민인권센터, http://nancen.org/1542
174) 한국 체류 난민 등의 실태조사 및 사회적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김현미 외 3인, 법무부,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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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미얀마 난민 22명, 국내 첫 재정착 난민으로 인정됨]

난민법 시행 이후 첫 재정착 난민으로 인정받은 미얀마 난민 네 가족 22명이 2015년 12월
23일 에 국내로 입국했다.175) 재정착 난민제도는 해외 난민캠프에서 한국행을 희망하는 난
민을 UNHCR의 추천을 받아 심사 후 수용하는 제도로, 법무부는 2015년부터 3년간 매년 30
명 이내에서 난민을 시범적으로 수용하기로 확정하였고 미얀마 난민 22명이 국내 첫 재정착
난민으로 선정된 것이다.176)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재정착 난민을 수용하는 우리나라는 3
년의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후 제도를 개선하여 정식 재정착난민 제도를 수립할 예정이지만,
재정착난민 프로그램 시행에 있어, 중장기적 운영계획 및 인력, 예산확보는 미흡한 상황이
다.177)

3. 난민 관련 연구정보 제공 현황
난민에 대한 국내 연구는 학술지에 발표된 난민 관련 논문 수 분석 결과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2012년 국내 난민법 제정 및 시리아 난민 발생 이후 연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NTIS에 등록된 난민 관련 연구과제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총 20개이며,
최근 4년간 연구과제 수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난민 연구 현황>(출처: RISS, http://riss.kr)

국내의 난민 연구는 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제도와 인권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난민
유입 이후 국내 사회경제적인 영향이나 난민의 자립방안 등 다양한 관점의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인 한국의 위상과 세계적인 난민의 증가 현상으로 인해 앞
으로도 우리나라에 정착을 원하는 난민의 숫자가 증가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
내에서는 난민법 제정 및 재정착 난민 수용 등 난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제도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관점의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175)

난민 네가족 재정착 위해 한국 온다, 한겨레, 2015.12.22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siapacific/723057.html
176) 미얀마 재정착난민 22명 내일 입국…난민법후 첫 수용, 연합뉴스, 2015.12.2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22/0200000000AKR20151222046500004.HTML
177) 재정착난민 제도 도입 및 사회정착방안 연구, 국제이주기구, 법무부,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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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의 경우 통계적 사실과 난민에 대한 직접 조사 등을 통해 난민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
향과, 이미 유입된 난민의 빠르고 효과적인 자립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난민에 대한 주요 연구결과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UNHCR(The UN Refugee Agency)178)

UNHCR의 Policy Development and Evaluation Service(PDES)는 난민과 관련해 평가보
고서(Evaluation Report), 지침서(Guidance), 연구(Research)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PDES가 평가한 프로젝트는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의 비상 교통센터에 관한 사항, 우간다와
에티오피아에 있는 남수단 난민위기에 대해 UNHCR의 대처를 평가한 사항 등이다. 그리고
PDES, UNEG(United Nations Evalyation Group)의 지침서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등
다양한 관점에서 난민과 관련된 새로운 이슈에 대한 연구논문 280개, 보고서 66개를 제공하
고 있다. 최근의 연구는 라틴아메리카의 콜롬비안 난민을 위한 종합적인 해결책, 일본의 재
정착 파일럿 프로젝트의 사회경제적 검토, 강제이주와 미얀마 평화 프로세스 등이다.

<UNHCR 공개 데이터 제공 화면>
(출처 : UNHCR Population Statistics Database, http://popstats.unhcr.org/en/overview)

IOM(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179)

IOM은 국제이주기구로 국제이주, 카운터 트래피킹180), 난민 재정착,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
178) UNHCR : http://www.unhcr.org/
179) IOM : http://www.iom.int/
180)
휴먼 트래피킹이라고도 하며 성착취 및 노동착취를 포함

- 95 -

는 단체로 이와 관련된 데이터와 연구보고서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된 정보 및 전 세계 이주
관련 법률를 검색할 수 있는 DB인 ‘Migration law database(IMLDB)’를 제공하고 있다.
IMBLDB는 이주 관련 법률을 총 54개 주제로 분류하고, 각 주제별로 국제 지침서, 지역(국
가) 지침서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IOM에서 제공하는 연구자료는 크게 이주와 관련된 UN Documents와 IOM에서 발간한 출
판물이다. UN Documents는 1999년부터 매년 발표되는 UN session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최근 자료는 이주민 보호, 국제적 이주 및 발전, 여성 및 여아 트래피킹, 아프리카의
난민 지원, 이주 어린이 및 청소년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이다. IOM의 가장 대표적인
International Migration 보고서는 분기마다 이주와 관련된 최신 이슈를 인구통계학적, 경
제적,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공한다.

FRONTEX(EU 국경관리청, European Border and Coast Guard Agency)181)

유럽연합의 국경 문제를 조율하는 기관으로 난민 구조, 범죄 예방 등의 국경 관리 외에도 이
민 동향, 역외 국경 관리 동향 등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FRONTEX에서
는 서부 발칸, 동부 유럽, 아프리카 등 EU 주변의 분쟁(가능)지역에 대해 분기별 혹은 연간
단위로 지역별 리스크 분석 보고서와 분기별 종합보고서를 발표한다. 동 보고서에서는 불법
유입/체류자 수, 난민 신청자 수, 신청 승인/거절 수, 본국 송환자 수, 유입 경로 등에 대해
출신 국가, 최종 목적지(EU회원국) 별 통계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옥스퍼드 난민연구센터(Refugee Studies Centre, RSC)182)

RSC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산하기관으로 강제이주의 요
인, 결과 및 정책과 관련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현재 RSC는 인도주의 혁신
프로젝트, 시리아 인도주의 재해, 시리아 난민 위기의 정치, 국제 난민 법률의 새로운 역학,
자유국가와 추방, 인도주의 영향상태, 임시수용소, 피난처에 대한 새로운 생각, UNHCR과 국
제적인 협력, 중동의 강탈과 강제이주, 강제이주의 영향 및 비용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
다. RSC는 프로젝트 결과물 및 연간보고서와 함께 난민인권, 난민정책 및 법, 난민경제, 인
도주의, 난민생활 등의 난민과 관련된 연구 결과물을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난민 관련 판례 제공
Refworld

181) FRONTEX: http://frontex.europa.eu/
182) RSC: https://www.rsc.ox.ac.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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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CR Refworld, ‘Refugee’ 검색결과 화면>
(출처 : UNHCR Refworld, http://www.refworld.org/)

Refworld는 UNHCR에서 난민 관련 해외 판례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DB로, 주요 이슈별 판
례를 제공하고 있다. 각 국의 난민 관련한 국가정보, 법률정보, 정책문서, 관련 문서를 제공
하고 있다. 특히 난민 관련 판례에 대해서는 9개의 관련 주제183)와, 4개의 관련 문서 종
류184)로 분류화하여 제공하고 있어, 원하는 주제에 대한 전 세계의 판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we4refugee

w4refugee는 대한변협인권재단에서 운영하며 국내 난민판례검색과 난민지원 법률가 및 활
동가에게 필요한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제공하기 위한 난민지원 매뉴얼, 기타 난민 관련 자
료를 제공한다. 난민판례는 국가별(이슈), 사건번호로 검색이 가능하며, 판결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별(이슈) 검색은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들의 출신국으로 국가를 선택하여 검
색할 수 있고, 11개의 키워드인 신빙성1(진술관련), 신빙성2(기타), 박해, 공포, 대안적 국내
피신, 박해의 주체, 박해의 원인, 협약상 박해의 원인이 아닌 사유, 난민인정절차, 취약성,
기타 관련문제를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다. 각 항목에는 세부항목이 나누어져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사건번호 판례검색을 이용하면 법원명, 접수연도, 사건분류 등을 선택하여 검색이 가
능하다. 모든 판례는 사건번호, 난민인정신청자의 출신국, 신고법원, 신고날짜, 이슈, 키워드,
183) 1951 Refugee Convention, Convention refugee, Denial of refugee status, Refugee/Asylum law, Refugee camps,
Refugee identity documents, Refugee camps, Refugee identity documents, Refugee seamen, Refugee status
determination(RSD)/Asylum procedures, Refugee travel documents/CTDs
184) Case Low Complications/Analyses, Comments on National Legislation, Court Interventions/Amicus Curiae, Query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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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판단, 결과 등을 확인 할 수 있게 요약본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판결문의 전문은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w4refugee 난민판례검색 화면>
(출처: w4refugee, http://www.w4refugee.org/)

4. 난민 발생 및 국내 유입 증가 이슈맵 구축
이슈맵의 구축 목적은 이슈 관련 데이터, 연구자, 의사결정체계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이슈에 대한 정책과 R&D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근거 기반의 의사결정
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슈맵 구축 범위는 영향요인 별로 세부항목을 정의하여 이에 해당하는
데이터, 연구자, 의사결정체계를 정의하였다.

4.1 데이터맵

난민발생 및 국내유입 증가 이슈 관련 연구 및 정책결정 시 활용할 수 있는 국내외 데이터
를 조사하였다. 본 이슈의 경우 난민 유입 및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는 국제기관 및
국가별 난민전담기관이 데이터를 제공한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난민 관련 데
이터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데이터 서비스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주요 제공
데이터는 난민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정보, 국가별 난민 관련 법률 및 판례이다.
데이터 공개 기관
BBC FOI(Freedom of

데이터 명
How many unaccopanied asylum seeking children are car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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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your council?
information)

Where are unaccompanied asylum seeking children from?
Asylum applications withdrawn by citizenship, age and sex
Monthly data (rounded)
Asylum and first time asylum applicants by citizenship, age and
sex Annual aggregated data (rounded)
Asylum applicants considered to be unaccompanied minors by

EU

citizenship, age and sex Annual data (rounded)
Final decisions on asylum applications (annual data)
Employment rate of non-EU nationals, age group 20-64
EU Member States contributions
Main migratory routes into the EU / land & sea
WESTERN AFRICAN ROUTE
WESTERN MEDITERRANEAN ROUTE
CENTRAL MEDITERRANEAN ROUTE

Frontex
(EU 국경관리청)

APULIA AND CALABRIA ROUTE
CIRCULAR ROUTE FROM ALBANIA TO GREECE
WESTERN BALKAN ROUTE
EASTERN MEDITERRANEAN ROUTE
EASTERN BORDERS ROUTE
Syria Refugee Sites
Refugees and migrant deaths while trying to reach Europe
Amounts paid by refugees and migrants to facilitators to reach
Europe

HDX
(The Humanitarian
Data Exchange)

Eastern Africa Region Refugee Statistics 2007 - 2015
UNHCR Refugee Population Statistics
Lake Chad Basin Crisis Displaced Persons
Monthly breakdowns of arrivals to Italy and Greece
All Organisations
IDMC Global 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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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Information New displacement
New displacement (conflict)
New displacement (disasters)
IDMC

Refugees and conflict-related IDPs, 1990-2015

(Internal displacement
monitoring centre)

Internal displacement by country in 2015
Top 100 disaster-related displacement events in 2015
Conlict-induced displacement dataset
Disaster-induced displacement dataset

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Minority Rights Group
International
ORS
(The Sahel Online
Reporting System)

International Instruments
Regional instruments search
Migration Infographics
Peoples Under Threat Data
Custom Report
HRP Projects (Human Reproduction Programme)
Progress Summary

RMMS
(Regional Mixed Migration
Secretariat)

Mixed Migration Monthly Maps

대한변협인권재단

국내 난민관련 판례(국가별, 이슈별, 사건번호, 기타)

법무부

국내 난민 관련 판례(법원종류, 판례등급, 사건종류, 선고구분)
인구이동

통계청

난민신청자 현황(연도별, 성별, 국적별)
난민인정자 현황(연도별, 성별, 국적별)
국가별 해외 난민 관련 판례
The World in Numbers
Persons of Concern

UNHCR

Time Series

(The UN Refugee Agency)

Demographics
Asylum-Seekers(refugee Status determination)
Asylum-Seekers(Monthly Data)
Re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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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TION TREND CHART
GLOBAL REQUIREMENTS AND EXPENDITURE - PROGRAMMED
ACTIVITIES
Total Arrivals from Yemen in the Region
Arrivals from Yemen by Country
Arrivals from Yemen by Country of Origin
Population Breakdown by Receiving Country
Spontaneous refugee arrivals, first half 2015
Resettlement departures of refugees from first asylum
countries, first half 2015
Indicators of host country capacity and contributions, mid-2015
Major voluntary repatriation/returnee movements, first half
2015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s) protected/assisted by
UNHCR, 2015
Refugees, asylum-seekers,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s),
returnees (refugees and IDPs), stateless persons, and others of
concern to UNHCR by country/territory of asylum, mid-2015
(or latest available estimates)
Refugees, asylum-seekers,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s),
returnees (refugees and IDPs), stateless persons, and others of
concern to UNHCR by origin, mid-2015 (or latest available
estimates)
Refugees and people in a refugee-like situation, excluding
asylum-seekers, and changes by country/territory of asylum,
first half 2015 (or latest available estimates)
Refugees and people in a refugee-like situation, excluding
asylum-seekers, and changes by country/territory of origin,
first half 2015 (or latest available estimates)
Refugees and people in a refugee-like situation, excluding
asylum-seekers, and changes by origin and country/territory of
asylum, first half 2015
Asylum applications and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by
country/territory of asylum, first half 2015
Asylum applications and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by
country/territory of asylum and level in the procedure, first
half 2015
Asylum applications and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by origin,
first half 2015
Asylum applications and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by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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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ountry/territory of asylum, first half 2015

4.2 연구자맵

본 이슈의 경우 NTIS에 등록된 연구과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발표된 논문과 연구보고서를
조사하여 연구자맵을 작성하였다. 국내 난민 연구자들의 연구키워드는 난민 사회구조, 지원
및 인권 분야에 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경제 및 정책 분야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4.3 의사결정체계맵

난민 이슈의 의사결정 및 수행 전담 기관은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통일부이고 난민관련
주요 정책 결정은 법무부에서 담당한다. 국제적인 이슈인 난민의 특성상 유엔 및 국제이주기
구 와 같은 국제기구와 협력은 필수적이다.

<난민 관련 의사결정 기관 및 국제기구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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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6] 가정식 대체 식품(HMR)의 증가

1. 이슈 정의 및 이슈맵 구축 필요성
3분 카레에서 즉석밥으로 이어져 온 국내 가정식 3대체 식품(HMR,

Home

Meal

Replacement) 시장은 2016년 현재 편의점 도시락에서부터 대형마트의 국, 탕을 비롯해 당
뇨병 환자들을 위한 건강식까지 그 영역과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문 쉐프가
HMR 개발에 참여한 프리미엄 HMR이 출시되고 있으며 HMR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한끼
를 때우는 간편식보다는 간편하면서도 건강하고 한 끼 식사를 제대로 대신할 수 있는 음식
으로 변화하고 있다.185)
HMR 시장의 성장은 경제발전, 소득수준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및 1인가구 증가, 고령화와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과 공급자의 적극적인 제품 개발 및 시장 확대 전략이 주된 원
인으로 꼽힌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1인 가구의 증가는 전세계적으로 가정식사 대
용식 시장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외식에 대한 거부감 감소, ICT를
접목한 식재료 및 음식 배달 시스템 발달, 야외에서 보내는 여가시간의 증가, HMR 업체들
의 적극적인 판매 전략 또한 HMR 시장이 확대되는 요인이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HMR이 신선식품 판매량을 넘어서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90년
대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도 HMR시장은 연평균 8.4%씩 성장하였다.1) 경제지
표와 소비구조, 1인 가구 비중이 일본과 비슷한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 유사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국내 HMR 시장은 최근 5년 간 연평균 17%씩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며(글로벌 평균 약5.2%)186), HMR 생산액은 2008년 대비 약 2배로 증가하였다.187) 일반
적으로 가구 구성원의 수가 많을수록 신선농산물 구입 비중이 높고, 1인 가구는 외식, 배달,
테이크아웃 비중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식 및 배달(41%), 테이크아웃(14%) 등 식사의
외부의존도가 55.1%로 1인 가구 비중 대비 매우 높으며, 즉석조리식품 구입 경험은 2015년
기준 74.6%로 2011년 40.5%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85)
, HMR(가정간편식) 현황과 향후 전망, 농축식품유통경제연구소, 2016.05
186) “[지금은 HMR 시대]2조원대로 급성장, 폭발하는 간편식 시장”, 아시아경제, 2016.07.28
187) “집밥인 줄 알았는데...‘3분 요리’의 진화”, 머니투데이, 2016.07.24.

- 104 -

<HMR 생산액 추이>(출처: 머니투데이, 2016.07.24)

이와 같이 HMR은 식품산업에서 새로운 소비시장 창출이 가능하고, 국민 식생활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국민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비가열 섭취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및
식품안전사고 발생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식량안보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불량식재료 및 GMO 식재료 등의 사용과 유통기간 연장
을 위한 인체유해 첨가물 사용, 유통기간조작, 불량한 작업환경에서의 생산 등은 HMR로 발
생 가능한 사회적 문제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HMR의 정의와 국내외 시장 및 연구 트렌드를
살펴보고 사회적으로 중요 이슈인 HMR 관련 정책과 연구 지원을 위한 이슈맵을 정의하고자
한다.
HMR은 가정식 대체 식품, 가정 간편식, 가정식사 대용식 등으로 불리며 명칭 그대로 식사
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즉석 섭취하거나 가열해서 먹을 수 있
도록 가공되어 판매되는 음식을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외식과 내식의 중간 형태라는 의미에
서 중식(中食, 일본어로 나카쇼쿠)이라고 부른다.
HMR은 가정 외에서 구매한 식재료 및 제품을 가정 내외의 장소에서 섭취한다는 의미에서
외식과 구별되지만, HMR의 범위와 형태가 방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HMR의 정확한 정의는
모호한 상태이다. HMR 분류체계 연구에서도 각 연구마다 테이크아웃, 인스턴트 혹은 레토르
트 식품 등을 HMR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섭취 장소에 대한 기준도 다르게 설정하
는 등 아직까지 HMR의 정의와 범주는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HMR 연구를 살펴보면 HMR의 기본적인 속성을 파악할 수 있는 공통 특성은 다음과 같
다.188)
Ÿ

가정 밖의 장소에서 조리 및 판매된 후 가정이나 가정 밖의 장소에서 섭취되는 음식

Ÿ

한끼 식사 또는 한 끼 식사의 일부로 먹을 수 있는 음식

188)

, HMR은 수산식품산업의 기회, K-Fish Around The Glove, Vol.0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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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완전 조리된 형태 또는 섭취 전 간단한 가열이나 조리가 필요한 형태로 판매되는 음
식

HMR 분류체계는 기술, 주재료, 유효기간, 편의성 등을 기준으로 정의된다. HMR 정의와 마
찬가지로 접근 관점에 따라 다양한 분류체계가 존재한다. 기술(통조림, 냉동/냉장, 발표 등)
및 주재료(유제품, 해산물, 곡물 등)에 따른 분류는 정부 감독기관 및 판매자 관점에서 유용
한 분류기준이다. 편의성에 따른 분류는 소비자가 조리에 투자하는 시간 및 조리의 복잡도를
기준으로 정의된다.189) 이 경우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누구나 이
해하기 쉽기 때문에 다수의 연구자들이 HMR 분류기준으로 편의성을 채택하고 있다.
<편의성 기준 HMR 분류체계>
분류

설명

예시

즉석 섭취
RTE (Ready to Eat)

별도의 조리 없이 바로 섭취 가능

도시락, 초밥, 김밥

가열 후 섭취
RTH (Ready to Heat)

단시간 데운 후 섭취 가능

즉석밥, 죽, 즉석국, 레토르트 식품
등

간단 조리 후 섭취
(Ready to end cook)

장시간 데우거나 끓인 후 섭취 가능

냉동돈가스, 육개장, 매운탕 등

조리 후 섭취
RTC (Ready to Cook)

직접 요리 필요(음식에 필요한 재료를
조리하기 쉽게 손질하여 소분 포장한
식품)

냉장/냉동 해산물, 육류, 생선류, 야
채 등

(출처: 박성진 외, 가정식 대체식품(HMR) 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보고 R742, 2015.10)

식품의 위생 및 안전 기준을 담고 있는 식품공전에서는 HMR 관련 항목을 즉석섭취‧편의식
품류로 간주할 수 있다. 식품공전에서 정의하는 즉석섭취‧편의식품류란 소비자가 별도의 조
리과정 없이 그대로 또는 단순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포장한 즉석섭취
식품, 즉석조리식품, 신선편의식품을 말한다.190) 식품공전은 안전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
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 사용되는 분류와는 차이가 있으며, 식품첨가물공전에서는 HMR에
대응되는 항목으로 식사대용 식품(일상식사 대용식품, 체중조절용 식품)이 있다.191)

189)

외, 가정식 대체식품(HMR) 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742,
2015.10
190) 식품공전(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고시(제2013-261호, 2013.12.31)),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
191) 나정기 외, HMR 분류체계에 관란 연구, 관광연구저널, Vol.26(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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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전에 정의된 HMR 분류체계>
분류

설명

예시

즉석섭취식품

동‧식물성 원료를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더 이상의 가열,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

김밥, 햄버거, 선식

즉석조리식품

동‧식물성 원료를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단순가열 등의 조리과정을 거치거나 이와 동등한 방법을
거쳐 섭취

국, 탕, 스프

신선편의식품

농‧임산물을 세척, 박피, 절단 또는 세절 등의 가공공정을 거치
거나 이에 단순히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그대로
섭취 가능

샐러드, 새싹채소

(출처: 식품공전(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고시(제2013-261호, 2013.12.31)),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

식품공전의 즉석섭취식품과 신선편의식품은 편의성 기준 분류에서 즉석섭취(Ready to eat)
에 해당되며, 즉석조리식품은 가열 후 섭취(Ready to Heat), 간단 조리 후 섭취(Ready to
end cook), 조리 후 섭취(Ready to Cook)에 포함된다. HMR 분류체계는 상품 개발 및 마
케팅 전략에 활용되기도 하지만, 소비자의 구매결정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다양한 HMR의
특성을 간략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나누고 관련된 기술요소까지 연결할 수 있는 이상적인 분
류체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HMR 산업은 분류체계 뿐 아니라 식품 가공 및 보존 기술, 포장 기술, 대체 식재료 개
발, 식재료 확보 지원, 포장재 및 재고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위생
및 안전 감독 등 시장의 성장과 함께 연구개발 및 정책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 차원의 관점에서 건전한 HMR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체적으로
기술개발에 투자하기 어려운 HMR 관련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국민 건강과 식품안전, 더
나아가 환경까지 지킬 수 있는 정책과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향후 연구 및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하는 HMR 관련 항목을 기술, 환경,
정치, 경제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데이터, 연구자, 의사결정체계 관점의 이
슈맵 수립 결과를 제시한다.

2. 국내외 가정식 대체 식품(HMR) 동향
미국, 일본,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은 식품가공기술을 기반으로 80년대부터 HMR 시장이 활
성화되었다.
미국은 HMR 시장이 확대되면서 기존 레스토랑 업계를 위협하고 있다. 높은 품질의 음식을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식료품점과 레스토랑의 중간
형태인 그로서런트(grocerants)192)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대형 슈퍼마켓에서는 카페테리아
192)

판매하는 음식을 구매할 수 있는 식료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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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마련해서 HMR 구매 후 바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인종이 거주
하기 때문에 HMR이 다양화, 고급화 되는 경향이 있으며, 신선한 제품을 바로 섭취하는 형
태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에너지바와 액상 식사 대체물까지 HMR에 포함해서 고려하고 있
으며 이처럼 HMR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안전하고 위
생적인 식품관리를 위해 미국 의회, 식품의약국, 농무부, 보건휴먼서비스부, 식품안전검사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연방거래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이 규제에 관여하며 협력하고 있다.193)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대형슈퍼마켓의 HMR 섹션>
(출처 : Why 'Grocerants' Are The Future Of Food Shopping, Forbes, 2016.06.16.)

일본의 HMR 시장은 우리나라보다 이른 시기인 1980년대 후반부터 보편화되었다. 편의점 및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도시락과 삼각김밥이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다.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지만 다인가구 내의 단독식사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길고 1인분씩 소포
장되어 있는 냉동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반찬 종류도 냉동식품으로 개발
되어 판매중이다.194) 일본은 식품가공기술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HMR 상품개발
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포장재 및 이물질 검출기술 등 HMR의 보존과 유통 부분의 기
술개발도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며, 판매데이터를 활용한 수요예측 및 발주량 의사결정 지원
등 연구개발 및 IT 활용을 통한 HMR 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HMR 제조
기업의 식품표시제 자발적 참여,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고령 소비자를 위한 배달 서비스, 냉
동식품 자판기 등 HMR 소비자 관점의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HMR은 식품표시제도 의무대상이 아니지만 약 66.7%의 HMR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원산지,
193)

외, 가정식 대체식품(HMR) 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742,
2015.10
194) 이세경, “일본의 진화하는 냉동식품, 세련된 혼밥 시대로”, KOTRA 해외시장뉴스, 2016.05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4/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5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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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리, 알레르기 정보 등을 제품에 표시하고 있다.195)
유럽은 건강식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HMR 제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테스코(영국), 까
르푸(프랑스) 등의 대형 유통업체들을 중심으로 HMR 상품 판매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까
르푸는 HMR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을 수 있는 제품과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이 유럽 전체 HMR 시장의 72%를 점유하고 있다.196) 유럽의 경
우 대형유통업체에서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PB를 생산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신뢰도도 높은
편이다. HMR 시장에서도 PB 상품이 가장 많이 판매되며 이들이 건강식과 프리미엄 HMR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HMR 관련 규제를 살펴보면 영국정부는 2013년부터 식품 포장에 칼로리, 나트륨, 포화지방
등의 함량을 빨강, 노랑, 녹생 등으로 표기하는 식품 신호등 표시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또
한 2016년 12월부터 포장 판매되는 식품의 경우 식품명, 원재료 목록 및 함량, 알레르기 주
의 사항, 유통 기한, 저장 방법, 식품 판매처, 식품 조리법, 영향 성분 등을 필수적으로 표기
하는 제도를 실행한다. 신호등 표시제는 2010년 EU 회의에서 부결되어 EU 내에서는 공식적
으로 시행되지 않았으나 2016년 프랑스에서 식품 성분에 대한 표시를 5단계로 나누어 색상
으로 표기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EU 내에서 재논의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197)

우리나라의 경우 HMR 시장은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델리샵이나 즉석조리식품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었으며, 현재는 편의점을 포함한 유통업체들과 외식업체, 식품 제조업체 등이 적극
적으로 각각의 유통채널 특성에 적합하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HMR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
다. 특히 식품제조 대기업과 대형 유통업체들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1인 가구를 타겟으
로 한 1~2인용 소포장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최근에는 할랄식품, 환자식, 건강식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HMR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HMR 관련 규제는
195)

외, 가정식 대체식품(HMR) 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742,
2015.10
196) 유럽 HMR 시장 현황, Retail Magazine, wp62016.06
197) “비만 줄이자, 프랑스 설탕‧지방 과다식품에 붉은색 라벨 부착”, 서울신문,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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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에 대한 법률과 정책이 HMR에 적용된다.198) 기본적으로 식품 산업, 위생, 안전 등
의 분야에서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축산물가공품 알레르기
및 영양표시 대상 성분 및 품목 확대,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위반 시 인증을 취소하는
등 위생과 안전 정책을 강화하였다.

<국내 대형마트의 HRM 전문 판매 코너>
(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12287)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HMR 시장은 다양한 제품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 건강지향형
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 정책과 규제 또한 위생과 안전을 위해 강화되고 있
는 추세이다.

3. 가정식 대체 식품(HMR) 국내 연구 동향
3.1 국내 연구 동향

국가 R&D 예산으로 수행되는 HMR 연구과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NTIS에서 연구요약문에
HMR과 간편식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세부과제 106개를 대상으로 국내 HMR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199) HMR 관련 연구과제는 2010년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며200)
한식 세계화 정책과 함께 수출을 위한 한식 HMR 관련 과제가 다수 수행되고 있다.

198)

외, 가정식 대체식품(HMR) 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742,
2015.10
199) 가공식품이 HMR에 포함될 수 있으나 가정식 대체식품 혹은 가정 간편식 등의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과제 동향을 조사하기
위해 ‘가공식품‘ 키워드만 포함되어 있는 과제는 포함시키지 않음.
200) 2016년 과제는 2016년 10월 현재 NTIS에 등록되어 있는 과제에 한정되므로 2016년 전체를 의미하지 않음

- 110 -

<국내 HMR 연구과제 동향>

주요 연구수행기관은 CJ, 다손과 같은 민간기업과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이 가장 많은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특히 CJ와 다손이 연구비 기준 1, 2위로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참
여하고 있는 분야임을 알 수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제품개발, 식품가공기술, 마케팅 등이
며 최근 들어 유통관리, 표준화, 식품안전, 포장기술 및 포장용기 디자인 등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3.2 기술 분야 연구 동향

HMR은 신선도, 영양, 맛을 유지하면서 외식 대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식품가공기술, 대체 식재료 소재, 냉해동 공정기술, 상온유통기술, 포장기술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형 식품회사를 제외한 중소‧영세업체의 경우 기술
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므로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
다.
HMR 관련 기술은 진공저온조리기술, 저온 플라즈마 살균기술, 탄소절감형 가공기술 등의 가
공기술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최근에는 특히 식물성 유지를 고체 상태로 조직화하는 천
연 유기젤화(Oleogelation)를 이용하여, 고체지방 대체제인 식물성 올레오젤을 가공하는 기
술연구가 진행 중이다.
또한, HMR는 포장기술 따라 제품의 유통기간과 안전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포장기술 연구도
중요하다. 콜드 플라즈마 처리기술, 특수 식품 포장용 알미늄 개발연구처럼 포장재에 대한
연구와 지능형 농식품 포장을 위한 지시계, RFID-지시계와 같은 포장시스템 기술 연구, 포
장재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3.3 환경 분야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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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R 시장의 증가는 플라스틱, 종이, 비닐 등의 포장재와 재고 및 폐기분에서 배출되는 음
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다. 친환경 포장재의 개발과 정확한 수요예측
을 통해 환경오염 유발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
환경 분야에서 HMR 연구 동향은 포장재로 인한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포장재
개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박테리아나 다른 유기 생물체에 의하여 분해될 수
있는 생분해성 코팅제/복합필름/플라스틱 개발, 친환경 투명수지 개발, 기능성 항균·항산화
식품 포장재 개발 등이 연구되고 있다.

3.4 정치(정책 및 규제 등) 분야 연구 동향

즉석 섭취 또는 간단한 조리 후 먹는 HMR의 경우 위생과 안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원
재료부터 가공, 유통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유입되거나 제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
다.
현재 HRM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실행되는 해썹(HACCP) 공정은 식품 생산, 가공, 유통, 보
관 등의 전 과정에서 위해인자를 찾는 과정이다. 해썹은 위생상의 위험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며 미국, 일본, EU, 국제기구(Codex, WHO, FAO) 등에서 모든 식품에
HACCP을 적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식품을 제조 ·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
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 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 할 경우 그 식
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제 제도
가 있다.201)
연구 측면에서는 HRM 위생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미생물 기준·규격 개선, 신선편의식품 중
화합물의 적정 사용법 등 제안, 식품 중 미생물 기준 규격 및 시험법 개선 등 HMR 위생안
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나트륨 섭취 및 비만율 증가와 같은 영양 불균형도 HMR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이다. 국내
시판 HMR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나트륨 함량이 놓고 영양 성분 표시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식품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
제를 마련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면밀하고 객관적인 연구자료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과 규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3.5 경제 분야 연구 동향

HRM 산업 측면에서, HMR 연구동향을 보면 영유아를 위한 면역증진 이유식, 다이어트를 하
는 사람들을 위한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청소년을 위한 수산물 가공식품, 고령자용 물성맞춤
201)

먹을거리 환경서비스, www.tfoo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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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편의식 개발 등이 연구되어, 특정 소비자층을 위한 제품개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한식을 바탕으로 수출용 HMR 연구되고 있다. 제품개발에 있어, 수출용 비빔밥
HMR, 전통 장류를 활용한 수출용 고부가가치 소스 연구, 전통식품의 HMR 개발 및 품질강
화를 위한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엔 한류가 확산되면서 K-Food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어, 할랄 인증 획득을 위한 제조기준, 인증절차 마련 및 수출 전략형 편의식 개
발 등 할랄 HMR 제품개발 연구가 활발하다.
더불어 수출용 HMR 제품을 유통할 현지 유통구조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에 대한 연구와,
수출 대상국의 식문화 및 한식에 대한 인식과 기호도 등 수출 전략을 수립하는 연구 등
HMR 마케팅 연구도 함께 진행 중이다.
<분야별 주요 연구 항목>
분야

주요 연구 항목
식품가공기술
냉·해동 공정기술
상온유통기술

Technology

포장기술

(기술)

식재료 소재 개발
위험예측 및 분석 기술
이론적 연구(범위, 분류체계 등)
Environment

포장재로 인한 환경오염

(환경)

재고 및 폐기분으로 인한 환경오염
위생적인 생산 및 유통관리 기준

Politics

식재료 안전

(정치)

식재료 정보 및 규격
HMR 영양성분
안정적인 유통구조 확보(원재료 확보, 판매처)

Economy

정확한 수요예측

(경제)

특정 소비자층 대상 HMR 제품
수출용 HMR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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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정식 대체 식품 증가 이슈맵 구축
이슈맵의 구축 목적은 이슈 관련 데이터, 연구자, 의사결정체계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이슈에 대한 정책과 R&D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근거 기반의 의사결정
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슈맵 구축 범위는 영향요인 별로 세부항목을 정의하여 이에 해당하는
데이터, 연구자, 의사결정체계를 정의하였다.
4.1 데이터맵

가정식 대체 식품 증가 이슈의 경우 가공식품과 식품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7개의 기
관이 주요 데이터 제공기관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주로 가공식품과 관련된 데이
터를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위생안전과 관련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에서 수산가공품에 대한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고, 특
허청에서는 가정식 대체 식품 관련 기술을 검색 및 확인 할 수 있다.
데이터 공개 기관

데이터명
가공식품 구입 시 제품 브랜드가 미치는 영향_가구원
가공식품 구입 시 고려요인_가구원
가공식품 구입 목적_가구원
PB 가공식품 구입 경험_가구원
가구 내 음식 소비 유형(2015)
식품 구입 빈도 및 구입액
가공식품 주 구입장소
유기가공식품 구입 빈도
가격할인, 판촉행사가 가공식품 구입에 미치는 영향
모바일 쇼핑 시 구입 의향 품목_가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요 요인별 구성 속성 및 영향력 비중_가구원
산지정보
가공식품 소매가격
품목별 소매점 매출액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 목록
가공식품 마켓리포트
업종별 사업체 유형별 분포(2015)
업종별 사업체 유형별 종사자 수 분포(2015)
업종별 종사자 규모별 분포(2015)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C.제조업(10~11)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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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G. 도매 및 소매업(46~47) 분류체계
식품의약품 관련 법령 및 제도 목록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산업 생산실적
주요 식품 품목별 생산실적_출하액기준 상위 20개 품목(2014)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_출하액 순위별(201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 R&D 예산 추이
가공식품 품목별 사업체 수 및 생산액

통계청
가공식품 품목별 생산, 출하, 내수, 수출량
품목별 수산가공품 생산추이
해양수산부

지역별 수산가공품 생산추이
품목별 지역별 수산가공품 생산추이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식품산업 연구개발비 집중도

특허청

HMR 관련 특허실용, 디자인, 상표 목록

4.2 연구자맵

연구자맵은 NTIS에서 제공하는 세부과제 정보 중 가정식 대체식품, 편의식품, 즉석식품, 즉
석조리식품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여 연구책임자 55명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NTIS에 연구책
임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HRM 관련 논문을 발표한 8명의 연구자도 포함하였다. 연구
키워드 별 연구자 분포를 살펴보면 가정식 대체 식품을 개발하는 분야가 가장 많고, 유통관
리와 품질기준에 대한 분야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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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의사결정체계맵

의사결정체계맵은 주요 정책 의사결정 및 수행 전담 기관을 식별하여 정의한다. 본 이슈의
주요 의사결정기관은 농림축산식품관련, 수산식품관련, 식품위생안전관련 분야 별로 농림축
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다. 이 외에도 분야별 의사결정기관은 농림축산식
품분야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수산식품분야에는 한국해
양수산개발원, 국립수산과학원이 있으며 식품위생안전분야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
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있다.

<분야별 의사결정기관>

<주요 담당 기관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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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7] 가정용 화학제품의 안전성 보장 필요

1. 이슈 정의 및 이슈맵 구축 필요성
아침에 일어나면 샴푸, 린스로 머리를 감고, 치약으로 양치를 하며, 세안제와 바디워시로 샤
워를 한다. 샤워 후에는 얼굴에 화장품을 머리에는 헤어에센스를 바르며, 섬유탈취제를 뿌렸
던 옷을 입고 차 방향제가 있는 차를 타고 출근을 한다. 회사에 도착하면 토너 카트리지, 방
향제, 손 세정제, 물티슈 등을 사용하고, 퇴근 후 집에서는 주방세제, 세탁세제, 냉장고 제습
탈취제, 향초 등을 사용한다. 이처럼 많은 가정용 화학제품202)은 현대인의 일상생활 곳곳에
서 사용되고 있다.

<한국화학산업 분야별 생산액>

<세척제 및 소독제 위해신고 건수>

출처 :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한국석유화학협회,

출처 :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통계청 2014

한국소비자원, 2014

가정용 화학제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1년 25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있다.203). 이후에도 에어컨 세정제, 치약, 물티슈, 헤
어에센스에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CMIT204), MIT205) 물질이 발견되어 해당 제품들이 시
장에서 퇴출되었다.
이 같은 사고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화학물질의 유해성분 함량 및 유·위해성 문구 표기법 부
재, 화학제품 제도적 관리 및 안전 기준 미흡, 제품의 위해성 평가 및 검증 부재, 화학제품
별로 상이한 안전관리체계 등으로 들 수 있다.
우선 미흡한 가정용 화학제품의 안전관리제도가 원인으로 꼽힌다. 2008년 유해화학물질 등
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환경보건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제품의
유해물질 종류 및 함량 표시, 제품의 유해성 표기, 유·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의 경우
202)
203)
204)
205)

가정용 화학제품: 화평법에 고시된 생활화학제품 12종과 살생물제 3종, 물티슈로 제한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35명 추가 인정…총 256명으로 늘어, 연합뉴스, 2016.08.18
CMIT : Chloromethylisothiazolinone
MIT : Methylisothiazolinone

- 117 -

사용 제한 혹은 금지 등 화학제품과 관련된 규제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206)
또한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화학제품의 유·위해성 검사 및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
다. 사회적 이슈가 된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 제조사가 자율적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자율안
전 확인대상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정부의 감독을 전혀 받지 않았다.207) 뿐만 아니라
가정용 화학제품의 안전성을 관리 및 감독하는 부처가 품목별로 상이했다. 화학물질은 환경
부, 일반 공산품은 산업통상자원부, 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살생물제208)는 총 6개의 부
처가 관리했다.209) 따라서 분류가 모호한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면 해당제품의 안전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부처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소관부처

주요법령

제품유형

보건복지부

약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법

방오제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의 방부·방충 처리기준

목재 방부재

환경부

먹는물 관리법

식수 수처리제

구제제·살균제·살충제·
기피제·유인제·살서제
식품용기·포장 살균제
동물위생용 살생물제·
축사소독제

<제품유형별 살생물제 관리부처>
출처 : 국내 살생물제 관리법 제장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책보고서, 2014

해외의 경우 화학제품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법을 강
화하고 있다. 미국, 일본은 유해성이 있는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와 화학제품 내 화학물질 함
유량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EU는 ‘No data, No Market’을 원칙으로 제조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등록하고 위해성을 평가해 사용을 허가·제한하는 관리규정인 REACH 제도로 화
학물질 및 화학제품을 철저하게 관리한다.210)
우리나라도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
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이하 화평법)을 제정하였다.211) 유해성 및 위해성 심사
대상이 신규화학물질에서 기존화학물질까지 확대되고 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
여 안전·표시 기준을 고시해야한다. 화평법이 제정된 후, 환경부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가
정용 화학제품 15종212)에 대하여 제품 내 함유된 화학물질 성분의 안전성을 조사 및 결과를
206)
207)
208)
209)
210)
211)

, 법제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0458&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160728#0000
장재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몸통, 아주대학교
살생물제: 비농업용 농약으로 원하지 않는 생물체를 제어 및 제거하기 위한 모든 제조물
박정규, 국내 살생물제관리법 제정 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
EU ECHA, https://echa.europa.eu/regulations/reach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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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여, 유·위해성이 있는 제품들의 사용을 제한하고 회수조치를 취하였다.213)

<회수 명령된 가정용 화학제품>
출처 : 옥시 가습기 금지물질 함유한 탈취제 등 7개 제품 '퇴출', 연합뉴스, 2016.05.17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함께 사용제한 및 회수 명령되는 제품이 늘어나면서 화학물질을 두려
워하는 현상인 케미포비아가 확산되어, 화학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노케미족도 생겨났다.214)
하지만 가정용 화학제품은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가정용
화학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정용 화학제품에 대한 철저한 위해평가 및 관리체계 수립, 안전성 평가 시설 및
전문인력 확충, 가정용 화학제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일반국민 대상 홍보 및 교육 활동이
필요하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정부가 주도적으로 가정용 화학제품의 안전성평가와 부작용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소비자 노출이 많은 제품의 경우 정부 주도의 평가와 관리를 수행하고 해당
기업에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화학제품의 제조, 유통, 판매, 폐기 등
전 단계에 거친 안전관리를 통해 각 단계별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제품에
함유되는 화학물질량의 기준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화학물질의 유·위해성을 평가해야한다.
그리고 평가결과를 제품에 표기하여 일반인들이 화학제품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제품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화학제품 사용 및
노출에 의한 위해성을 최대한 빨리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화학제품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가능한 많은 물질에 대한 안전성 데이터 확보가 필
212)

화학제품 15종: 세정제, 코팅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제
염·탈색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부제, 방충제
213) 환경부 환경뉴스, 환경부 생활 화학제품 제조·수입기업과 안전 관리 협약 체결, 2016.06.08.
214) 노케미족: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등장한 소비자로, 화학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거부함. 특히 영유아를 둔 가정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인터넷, 블로그, DIY 공방 등에서 방법을 공유함. “내몸은 내가 지킨다” 노케미족의 등장, 조선일보,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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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데이터는 시험과 평가를 통해 확보할 수 있으나 현재 국내 전문기관 및 인력이 절대
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시설과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다. 국가 차원에서 안전평가를 위
한 전문기관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
한 담당부처에서는 화학제품 안전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또한 여러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화학제품 안전 정보는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공동활
용 하고 일반 국민들이 쉽게 가정용 화학제품의 위해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과 홍
보를 수행해야 한다.

2. 국내외 가정용 화학제품 안전 관련 법제
2.1 국외 가정용 화학제품 안전 관련 법제

해외 선진국의 경우 화학제품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규제와 전담부서 등을 활용하여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화학제품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데이터 및 자료를 수집
하여 통합 관리함으로써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

미국은 소비자보호원(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에서 가정용 화학제
품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개별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을 규제하는 방식은 아니며, 화학
물질 자체를 기반으로 제품을 규제하는 형태이다. 제품의 유해성을 대상 품목, 사용자 특성
에 따라 법규로 규제한다.215)
일본

일본은 소비자안전법, 가정용품규제법을 중심으로 개별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을 관리하여
가정용 화학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한다.216)
EU

EU는 세제규정과 살생물제 관리법에 의거해 세정제와 살생물제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으며,
REACH 제도217)를 도입하여 방향제 및 탈취제 내 유해물질 함량기준을 제시한다. 화학물질
측면에서 승인된 물질만 살생물제에 사용되도록 제한하는 positive 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며,
살생물제의 경우 승인된 물질만 사용하더라도 제품 자체에 대한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이중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화학물질을 바탕으로 제품을 규제하는 형
태이다.218)
215)
,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방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lnl, Vol.15, p33~44, 2016
216) 일본 소비자안전법,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World/EastAsia/JP/law/2887?y=0&searchCondition=ALL&x=0&searchKeyword=%EC%86%8C%
EB%B9%84%EC%9E%90
217) REACH 제도 : No data, No Market’을 원칙으로 제조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등록하고 그 위해성을 평가해 사용을 허가·제
한하는 관리규정
218) 김진용,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방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lnl, Vol.15, p33~44, 2016

- 120 -

독일

독일 연방위해평가원이 소비자들이 매일 접촉하는 제품에 대해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부처에 제공하여 안전관리를 지원한다. 제품안전성 평가 대상은 화장품 및 위생
용품, 식품포장 및 저장용기, 장난감, 직물, 세척제 및 청소용 제품, 담배, 기타 소비자 제품
등으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제품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여긴다. 특히 세척제 및 청소용
세제의 경우 제조사로부터 제품 성분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 받고 있으며 전자시스템을
통해 중독 및 사고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국가

미국

법규명

주요내용

규제대상

소비자용
제품안전법
(CPSA, Consumer
Product Safety Act)

소비자 제품의 안전 규정, 시험
및 라벨링 규정 외 제품안전위
원회에 관한 사항

유아용 목욕 용품 등 생활용품
및 접착제, 납 함유 페인트 등
의 화학제품 등 소비자 사용 제
품

소비자용 제품안전 증진법
(CPSIA,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12세 이하의 어린이 제품에 대
한 추가적인 안전 요건 수립 및
소비자 제품의 안전성 관련정보
를 의무적으로 신고

방염성과 납, 가소제 등의 규
제, 12세 이하의 아동 및 3세
이하의 유아용품 등

5세 이하 어린이 제품 포장에
관한 규제

생활화학 가정용품 및 의약외
품, 화장품, 화학 물질, 특정 물
질 함유 제품 등

가정용 소비제품의 안전한 보관
과 사용을 위한 사전 예방적 표
지 부착 제도

생활화학용으로 사용 되는 물질
및 제품 등 광범위한 규제대상
목록 지정

소비자안전법

소비생활 상담 및 소비자 사고
에 관한 정보 수집 및 분석하여
결과 공표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 상품,
시설 등

가정용품규제법

20종의 유해물질을 함유한 가정
용품 품목별로 시험방법에 따른
허용치를 제시 및 적합하지 않
은 제품의 판매 및 유통 제한

섬유제품, 의료품, 가정용 세제
등을 포함하며 화장품, 식품 등
은 타 법률로 규제

세제규정
(Regulations (EC) No
648/2004 on
detergents)

계면활성제의 생분해성, 생분해
성을 근거로 한 게면활성제의
제한, 금지, 방향제의 알레르겐
을 비롯하여 세제의 부가적 경
고표시, 폐기에 대한 정보 규정

세척
되는
제를
성상
제품
자동

살생물제관리법
(BPR, Biocidal Products
Regulation)

고유해성 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살생물제를 사용한 제품 판매
금지, 표시, 포장 규정을 명시
하도록 의무화

세척액, 파우더 및 유사제품을
포함하는 살균제, 미생물 및 조
류의 성장을 방지하는 방부제
제품 등

신화학물질관리제도/분류,
표지 및 포장에 관한 법률
(REACH/CLP)

방향제 및 탈취제 내 유해물질
함량 기준 제시

방향제, 탈취제 등 냄새 유기체
를 공기 중으로부터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제품 등

유해 제품법
(HPA, Hazardous
Products Act)

완구,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
준을 제시하고 공기청정기, 섬
유탈취제에 함유된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양을 규제

완구, 아동용품, 공기청정제, 섬
유탈취제 등을 포함하며 농약,
폭발물, 화장품, 식품 등은 타
법률로 규제

소비자 제품에 관한 법
(Canada Consumer
Product Safety Act)

유독성, 화기성, 부식성, 피부에
빨리 접착하는 성분을 가진 제
품의 화학적 성분 분류, 라벨과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일반소비
자 제품

중독방지포장법
(PPPA, Poison
Prevention Packaging
Act)
연방유해물질법
(FHSA, Federal
Hazardous Substances
Act)

일본

EU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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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
비누 또는 그 외 계면활성
함유하고 있는 세제, 모든
및 형태, 가정용과 산업용
모두, 섬유유연제, 표백제,
식기세척제 세제 등

포장 기준 등 기준 제시
덴마크

화학물질규제정책
(Chemicals Initiatives)

소비재 가운데 특히 장난감, 학
용품 등 유아 및 어린이용 제품
의 성분규제 강화

살생제, 샤워커튼, 기름천, 비닐
류 바닥재 등 소비자와 장난감,
학용품 등 유아 및 어린이용 제
품 등

캐나다

캐나다는 소비자 제품에 관한 법에 의거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가정용 화학제품들의 위해
성과 안전성을 연구하고 제품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시행한다. 특히, 유해물질이 제품의1%
이상 함유되어 있다면 제품 라벨에 해당 화학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219)
덴마크

2014년 3월 새 화학물질규정정책(Chemicals Initiatives)를 발표하였고, 소비재 환경규제로
가정용 화학제품 중 유아 및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성분규제를 더욱더 강화하였
다.220)

2.2 국내 가정용 화학제품 안전 관련 법제

국내의 경우 가정용 화학제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 공중위생법, 화
장품법 등 법령에 따라 관리품목이 지정되었으며, 관리품목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구분이 모
호한 품목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하였다. 이에 2015년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화평법에 의해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물티슈의 안전을 담당했던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품목들의 안전관리 업무
를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했다. 뿐만 아니라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물체염·탈색
제, 문신용 염료와 살생물제품인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에 관한 관리도 환경부가 수행한
다.221)

219)
, 캐나다 화학물질 관련 규제현황, 한국행정연구원,
220) 권기남, 덴마크 소비재, 유해물질 OUT, 친환경제품 IN!, Kotra, 2014.05.30.
221) 환경부, 생활화학용품은 환경부, 물티슈는 식약처로 관리 부처 이관,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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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 관련 법 및 담당부처 변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의 화학제품관리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과 위해우려
제품 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제품 내 함유물질별 총량이 1톤 이상, 함유량 0.1% 이상이면
해당 제품 제조자와 수입업자는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명칭, 분류·표시 및 용도, 제품의 정보
및 용도를 환경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한다. 또한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를 위
해 제품의 위해성을 평가하여 안전·표시 기준을 고시하고 기준에 위반이 되면 시장에서 제품
을 회수하고, 기준이 없다면 제조업자에게 위해성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있다.222)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체계도>

뿐만 아니라 위해우려제품 15종(생활화학제품 12종과 살생물품 3종)에 대해 안전·표시기준을
강화했다. 생활화학제품 12종은 유·위해성을 고려하여 함유 가능한 물질을 함량기준을 설정
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등)에 대하여 유해성을 표시해야 하
며, 문신용 염료는 제품에 함유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전 성분을 표시해야한다. 살생물품(방

222)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 리플릿,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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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소독제, 방충제)에 대해서는 사용가능한 물질을 목록화하고 이외의 물질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하고,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성을 제품 포장에 위험문구, 주의사항 등을 기재해
야한다. 또한, 위해우려제품의 생산·수입자는 3년 마다 지정된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안
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를 수행해야한다.
화장품법

품공법에 따라 산업통상부가 관리하던 인체세정용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분류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관리한다. 물티슈가 화장품 품목이 됨으로써,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하며 품질
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을 적용받아 품질검사 이후 적합한 제품만 판매되고, 제조
업자는 의무적으로 부작용을 보고해야한다.223)
법규명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Ÿ 제품 내 함유물질별 총량 1톤 이상, 함유량 0.1%
이상인 경우 해당 제품 제조·수입업자 환경부에

주요내용

신고
Ÿ 위해우려제품 15종 품목 생산·수입업자는 3년마다
시험분석기관에 제품 의뢰

화장품법
Ÿ 사용원료 기준 준수
Ÿ 품질검사 이후 적합한 제품만 판
매
Ÿ 부작용 보고 의무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
규제대상

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염·탈

물티슈

색제, 문신용 염료,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관리부처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3. 국내외 가정용 화학제품정보 및 안전정보 제공 현황
3.1 국외 가정용 화학제품 정보시스템
가정용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제품의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국제
기구인 OECD는 화학물질을 검색하여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 국은 소비
자의 안전과 관련된 법에 근거하여 위해정보를 수집 및 제공한다.

223)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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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운영주체

정보시스템

법적근거

OECD

OECD

eChemPortal

-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C)

NEISS

CPSA
(Consumer Product Safety Act)

일본

제품평가 기술기반기구
(NITE)

사고정보 데이터뱅크
시스템

소비자제품 안전법

EU

유럽연합
건강소비자보호국
(EU DG SANCO)

EU-IDB, RAPEX

EU Regulation 45/2001,
The Directive on General Product
Safety 2001/95/EC

(국제기구) OECD eChemPortal224)

OECD의 eChemPortal은 화학물질검색, 화학적 성질 검색, GHS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이다. 화학물질 정보는 31개의 DB, 화학적 성질 정보는 4개의 DB, GHS 정보는 2개의
DB에서 가져온다.225) eChemPortal 화학물질의 이름과 번호로 관련 보고서 및 DB를 동시
에 검색할 수 있으며, GHS 검색을 통해 화학물질 위해성 정보를 제공한다.

<eChemPortal 정보 제공 화면>
(출처: eChemPortal,
http://www.echemportal.org/echemportal/substancesearch/page.action?pageID=0)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NEISS226)

224) OECD eChemPortal: http://www.echemportal.org/echemportal/substancesearch/page.action?pageID=0
225) eChemPortal data source : http://www.echemportal.org/echemportal/page.action?pageID=2
226)
NEISS : https://www.cpsc.gov/vi-VN/Research--Statistics/NEISS-Injury-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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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서 제품의 위해정보를 수집하여 NEISS(National
Electronic Injury Surveillance System)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수집되는
데이터는 제품 사용으로 위해를 당한 응급환자의 정보이며, 미국 전역의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96개 병원에서 간호사, 의사 등 의료진이 작성한 의무기록차트다.
NEISS는 병원 데이터를 통계 처리하고, 소비자 제품으로 인한 상해건수 및 상해 정보를 추
정한다. 또한, 많은 사례 중 상세조사가 필요한 사례를 추출하고 새로운 규제에 따른 사고
수와 사고 발생 패턴을 분석하여 정부기관, 유관기관, 연구기관, 일반인들에 데이터를 제공
한다. NEISS에서 제공하는 NEISS 코드 매뉴얼과 제품 코드 비교표를 이용하여 품목별 사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NEISS 정보 제공 화면>
(출처: NEISS, https://www.cpsc.gov/cgibin/NEISSQuery/home.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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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 사고정보데이터뱅크시스템227)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가 제공하는 사고정보 데이터뱅크 시스템은 일본 소비자제품안
전법에 의거하여 사고정보를 수집한다. NITE는 생활용품의 결함에 의한 사고, 유해성에 의
한 사고 등 관련 정보들을 신속하게 수집하고, 수집된 사고정보들을 면밀히 검토 및 조사하
여 사고를 방지한다. 주요 정보 수집채널은 각 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언론사, 사업자, 소
비자 등이며, 데이터 열람 및 획득은 품목, 품명, 형식, 기종, 제품의 사용기간 등을 입력한
후 가능하다. 사고 상세 정보를 통해 사고발생일, 사고발생 연도, 품목, 품명, 제품 사용기
간, 사고통지기관, 사고통지내용, 소비자 피해 유형, 사고원인 등을 제공한다.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 사고정보 제공 화면>
(출처: 사고정보데이터뱅크시스템, http://www.jiko.nite.go.jp/php/jiko/search/index.php)

(EU) 유럽연합 건강소비자보호국 EU-IDB228)

EU는

IDB(Euro-Injury

Database)와 신속정보교환시스템인

RAPEX(Rapid

Exchange

System)를 통해 회원국에 발생하는 제품의 위해정보와 위해물품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회원국에게 제공한다. IDB의 정보수집채널은 EU의 응급실이며, 주된 데이터는 응급실에서
처리되는 상해의 외부 원인(소비자제품, 서비스 사용으로 인한 상해 포함)에 대한 정보이다.
IDB는 공공을 위한 정보제공(Public access)과 전문가를 위한 정보제공(Restricrted
access)으로 두 채널이 있다.229) 검색을 통해 연도별, 국가별로 상해정보를 제공하며 Table
227)
NITE: http://www.nite.go.jp/index-e.html
228) EU IDB: http://ec.europa.eu/health/data_collection/databases/idb/index_en.htm
229) IDB data suppliers, The head of the Health Programme Management Unit at the European
Commission, The head of the Product and Service Safety Unit at the European Commission를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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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t, Bar chart, Map chart, Flags로 나타낸다.

<EU의 IDB-Public access 정보 제공 화면>
(출처: IDB, https://webgate.ec.europa.eu/idb/public-access/)

(EU) 유럽연합 건강소비자보호국 RAPEX230)

RAPEX는 위해제품에 대한 신속경보시스템으로 EU 회원국뿐만 아니라 EFTA231),EEA 국
가232)가 참여하고 있다. RAPEX는 잠재적 위해제품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및 공유하
여 EU 회원국 내 위해제품의 공급을 금지하고 시장에서 해당상품을 제거하거나 리콜할 수
있도록233) 한다. RAPEX는 직접 검색에 의한 정보제공과 Rapid Alert System weekly
update 의한 정보제공을 한다. 직접 검색에 의한 정보제공은 홈페이지에서 위험종류, 제품
종류, 연도, 통지국가, 생산국가, 제품분류, 브랜드, 제품명, 이름, 위험 등으로 검색어를 입
력하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Rapid Alert System weekly update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230)
231)
232)
233)

EU RAPEX: http://ec.europa.eu/consumers/consumers_safety/safety_products/rapex/index_en.htm
EFTA
: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EEA 국가: EU 회원국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http://ec.europa.eu/consumers/safety/rapex/docs/rapex_guid_26012010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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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금요일에 게시된다.

<EU의 RAPEX 정보 제공 화면>
(출처: RAPEX weekly update,
http://ec.europa.eu/consumers/consumers_safety/safety_products/rapex
/alerts/main/?event=main.listNotifications)

3.2 국내 가정용 화학제품 정보시스템

국내의 경우 화학제품 안전 및 유·위해성 정보를 환경부, 한국소비자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민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한다.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세정제, 합성세제 등
생활화학제품 15개 품목에 사용된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한다. 주로 제공하는 정보는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일반정보(제품사진, 제품명, 사용용도, 제품형태), 유해
화학물질 정보, 생활화학제품 사고사례정보, 제품 사용 시 발생하는 유해성과 위해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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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생활화학제품 정보 제공 화면>
(출처: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http://ecolife.me.go.kr/)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한국소비자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은 제품의 위해정보와 리콜사례를 제
공한다. 위해물품 및 시설물로 인해 다친 소비자의 정보를 병원 혹은 소방서로부터 수집할
뿐만 아니라 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정보를 수집하여 해당정보를 일반인
들에게 제공한다.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의 위해정보를 품목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세부정보는 제품의 제품명, 사진, 조치내용, 문의처 등이 있다. 또한 위해제품으로
인한 사고확산을 막기 위해 위해제품을 수거, 파기 및 교환 환불하도록 시정조치를 취한 국
내외 리콜사례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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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정보 제공 화면>
(출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http://www.ciss.go.kr/)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제공시스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독성정보시스템은 총 4개의 DB(독성정보, 중독정보, 상
품정보, 담배정보)이다. 독성정보 DB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7개 품목에 따른 독성정보
를 제공하고, 중독정보 DB가 제공하는 정보는 의약품, 농약, 가정용 화학물질, 동·식물, 한약
재에 대한 중독정보이다. 담배정보 DB가 제공하는 주된 정보는 담배유해정보, 담배독성물질
이며 세부적인 정보는 해당 독성물질에 대한 위해성, 독성정보, 물리화학성 등이다.
독성정보 DB와 담배정보 DB는 회원가입 없이 정보를 획득할 수 있지만, 중독정보 DB, 상품
정보 DB는 회원가입 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응급치료전문의가 내원한 중독환자를
치료할 때 참고하기 위해 제작된 DB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모방 또는 비전문적인 치료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회원가입이 제한된다.

- 131 -

<독성정보제공시스템 정보 제공 화면>
(출처: 독성정보제공시스템, http://www.nifds.go.kr/toxinfo/Tcd.action)

3.3 국내외 가정용 화학제품 안전정보

가정용 화학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사용에 의한 위해성
등 위험정보를 고지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알맞게 대처할 수 있게 해야 한
다. 이에 각 국은 제품 사용의 안전정보도 제공한다.
미국의 소비자보호원(CPSC)는 일산화탄소 중독, 옷 및 악세사리, 용기 및 패킹, 전자제품,
화재 등 주제별 안전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정보를 포스터, 브로셔, 비디오 등의
형태로 제공한다.234) 안전정보 알리미, 안전가이드, 포스터 등으로 각 주제에 해당되는 가정
용 화학제품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일본의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는 안전정보잡지인 Life and Safety 저널을 발간하고 있
으며, Product Safety Magazine을 2주 단위로 메일을 발송하고, 초등학생을 위한 교육용
DVD를 제작하여 배포한다.235)
캐나다 보건부는 가정용 화학제품의 종류, 제품의 안전한 사용방법과 보관에 대한 정보와 제
품 라벨에 기재되어 있는 위험기호의 의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인 셀레늄, 트리크
롤산, 비스페놀A, 붕산, 바셀린, 난연제, 석탄 타르 등의 물질정보도 제공한다.236)
234)
CPSC Safety Education: https://www.cpsc.gov/Safety-Education
235) 일본 NITE Product Safety Information: http://www.nite.go.jp/en/jiko/chuikanki/index.html
236) 캐나다 가정용 화학제품 안전정보:
http://healthycanadians.gc.ca/product-safety-securite-produits/chemicals-chimiques/health-sante/products-produit
s/index-eng.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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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경우 환경부와 한국소비자원에서 화학제품의 유·위해성에 민감한 어린이들을 대상으
로 안전교육을 한다.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케미스토리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로 제공한다. 생활 속의 유해물질 종류, 유해물질 정보, 화학물질
관리 현황 등을 제공하고, 어린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장소인 집, 어린이집/유치원, 놀이터,
학교, 공공장소에 존재하는 유해물질을 그림으로 나타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안전넷은 어린이안전 종합 정보망으로, 어린이들이 일상생
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해정보 유형 및 예방법을 캐릭터를 이용하여 웹툰, 동
영상, 게임으로 제공한다. 교사와 부모님들이 학교와 가정에서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
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

4. 가정용 화학제품의 안전성 보장 필요 이슈맵 구축
이슈맵의 구축 목적은 이슈 관련 데이터, 연구자, 의사결정체계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이슈에 대한 정책과 R&D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근거 기반의 의사결정
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슈맵 구축 범위는 영향요인 별로 세부항목을 정의하여 이에 해당하는
데이터, 연구자, 의사결정체계를 정의하였다.
4.1 데이터맵

가정용 화학제품의 안전성 보장 필요 이슈의 경우 화학물질 및 위해성에 대한 데이터 및 정
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16개 기관이며, 주요 제공 데이터는 화학물질의 기본정보와 위해정보,
사고대비 안전정보이다.
데이터 공개 기관
국가기술표준원

데이터명
제품안전 인증기관 목록
안전인증제품 인증정보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정보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정보
유해화학물질 제한물질 정보
유해화학물질 금지물질 정보
유해화학물질 사고대비물질 정보
단일물질 분류기준_물리적 위험성

국립환경과학원

단일물질 분류기준_건강유해성
단일물질 분류기준_환경유해성
혼합물질 분류기준_건강유해성
혼합물질 분류기준_환경유해성
유해/위험 문구_물리적 위험성
유해/위험 문구_건강유해성
유해/위험 문구_환경유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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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조치 문구_일반
예방조치 문구_예방
예방조치 문구_대응
예방조치 문구_저장
예방조치 문구_폐기
화학물질 정보_화학물질정보시스템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성분사전
식품 독성정보
의약품 독성정보
화장품 독성정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가정용품 상품정보
의약품 상품정보
가정용 화학물질 중독정보
동식물화장품연료
화장품원료성분
화학물질별 정보_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정보(MSDS) 검색
유해/위험성 정보
물질규제정보
해외의 생활화학제품 환경제재 사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목록
그린제품정보(친환경소재, 친환경부품, 친환경 완제품)
품목별 위해정보 처리속보

한국소비자원

공산품 리콜 사례
식품/의약품/화장품 리콜 사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강의자료
지역별 녹색제품
용도별 녹색제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업별 녹색제품
장소별 녹색제품
어린이활동공간별 녹색제품
배출량 조사대상 화학물질 목록
조사대상 화학물질 정보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배출 저감기술 안내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보고서 목록
화학물질별 정보_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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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역별 화학물질 취급정보
2014년 화학물질별 취급 정보
2014년 업체별 화학물질 취급 정보
화학물질 정보공개 제도시행 관련 지침서 목록
화학물질 정보공개 제도시행 관련 안내서 목록
화학물질 정보공개 참고자료 목록
사고사례 년/월별 통계
사고사례 업종별 통계
사고사례 발생형태별 통계
사고사례 지역별 통계
사고사례 원인별 통계
사고사례 물질별 통계
사고사례 상해별 통계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관보 목록
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 관보 목록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국내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기관(GLP)지정 현황
안전기준 확인기관(위해우려제품)지정 현황
장외 영향평가서 작성기관 지정 현황
생활화학제품 정보
생활화학제품 관련 법규/규제
화학물질 정보_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사고
화학물질 사업장 정보지도
환경배출시설 정보지도
환경유해물질 정보_케미스토리

OECD

substance search result

미국 NEISS

미국 제품사고 정보

일본 NITE

일본 제품사고 정보
EU 국가별 제품사고 정보

유럽연합 EU

Rapid Alert System - Search notifications
Rapid Alert System - Weekly Notification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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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구자맵

연구자맵은 NTIS에서 제공하는 세부과제 정보 중 가정용 화학제품, 생활 화학제품, 생활화
학용품, 생활화학가정용품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여 연구책임자 43명을 도출하였다. 연구 키
워드 별 연구자 분포를 살펴보면 가정용 화학제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한 연구 책임자가
가장 많고, 친환경 제품 연구, 유해화학물질 평가, 유해화학물질 안전기준에 대한 분야는 상
대적으로 적었다.

4.3 의사결정체계맵

가정용 화학제품의 안전성 보장 필요에 관한 의사결정 및 수행 전담 기관은 환경부, 산업통
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다. 생활화학용품 및 살생물 제품인 총 15품목에 대한 안전 및
정책 담당은 환경부가, 물티슈 및 화장품 관련 정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타 신제품의 안
전과 관련된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한다.

<가정용 화학제품의 안전성 보장 필요 이슈 관련 기관별
업무연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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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사결정 기관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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