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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환경은 우리의 건강을 결정한다. 환경을 잘 관리하는 것은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배
려이자 우리 세대의 의무이다. 서울시는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 도시로 1천만 
명이 생활하는 메가시티다. 인구밀도는 도쿄, 상하이를 제치고 전 세계 최상위 수준이다. 
교통, 통신, 의료, 교육 등 도시 기반도 세계적인 수준이다. 서울이야말로 환경보건정책을 
가장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그 영향력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배경이다.

이 연구보고서는 환경보건 분야 전문가는 물론 서울시민과 공무원의 노력과 소통의 결
과물이다. 모두 24분의 환경보건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연구자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서울시에 꼭 필요한 환경보건 사업과 정책을 제안해주었다. 설문조사에는 시민
과 전문 학회 회원 등 909명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해주었다. 서울시 산하의 보건환경연
구원, 서울의료원의 여러 연구자들과 시청 생활보건과의 담당 공무원들이 다양한 자료와 
의견을 공유하여 연구에 커다란 기여를 해주었다.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을 통해 소
중한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해주신 시민, 전문가의 도움에 깊이 감사드린다.

서울시의 환경보건정책과 로드맵 수립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시도이며, 
세계적으로도 유사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이며 선진적인 의미가 크다. 이
제 도출된 정책을 차근차근 시행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일이 남았다. 환경과 
보건이 어우러진 환경보건정책은 유관 부서와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소통과 발전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환경보건정책이 서울시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이끌어내는 견인차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우리 연구진에게 새로운 깨달음의 기회가 되었다. 환경과 건강에 대한 시민
의 커다란 우려와 높은 관심에 대해 알게 되었고, 민감·취약계층의 환경보건 실태를 보고 
들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도 되었다. 지난 5개월의 토론과 고민의 결실을 엮어 보고
서로 제출하며, 이 연구에서 제안한 4개 분야 16대 환경보건정책 과제가 빠짐없이 실현되
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유이다.

2013년 8월

연구진을 대신하여
최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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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연구 배경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경제와 정치의 중심지이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
집하여 생활하는 곳이다. 서울시의 높은 인구밀도와 사회 기반을 고려할 때 질병확산 방
지, 사고 예방, 건강한 환경조성 등의 정책은 의미와 중요성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일
반적인 대도시의 경우, 대기 중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오존 등은 외국 주요도시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고 화학물질 사용량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후변화로 이상 기온과 환
경 재해가 증가되고 있는 점과,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 환경성질환자 수
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도 주의를 모으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로 인한 심각한 건강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환경으
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시민의 인식 수준이 증대함에 따라 환경성 질환의 사전 예방과 
생활환경 유해요인에 대한 관리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환경보건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특화된 중
장기 환경보건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이미 환경보건 중점추진 정책을 개발하
는 등 서울시민의 환경보건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환경보건정책의 시행을 지원하고 서울시민의 환경보건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
로 향후 5년간의 환경보건정책 로드맵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환경보건정책 로드맵은 향후 5년간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
사·예방하고 관리하여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위해를 저감하고, 환경성질환 예방 및 구제 
대책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되었다. 서
울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은 환경·사람·생태계 중심의 통합적 환경 관리원칙과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취약·민감계층 보호를 통한 환경보건 정의 실현, 이해관
계자 참여, 및 시민 알권리 보장의 원칙을 가지고 수립되었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2013년부터 향후 5년간 서울시 환경보건정책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연차별 중점 추진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첫째, 환경보건정책 로드맵 수립을 위한 서울시 환경보건 현황과 여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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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둘째, 서울지역의 여건과 특성이 반영된 환경보건정책의 기본방향과 맞춤형 정책 발
굴. 셋째, 이와 함께 서울시민들이 참여하고 실현할 수 있는 세부 과제 개발 등의 세부 
목표를 가지고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서울시에 특화된 중장기 환경보건정책과 실천 과제를 제시하였다. 중앙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보건종합계획(환경부)을 충실히 고려하여, 서울시의 환경보건 
여건과 특성이 반영된 실천 가능한 정책을 도출하였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유해
물질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영·유아 및 어린이 등 민감계층의 환경보건수준 향상을 도모하
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환경보건정책 개발과정에서 서울시 환경보건 담당자, 환경보
건 전문가, 관계부처, 시민단체 등이 함께 협력하는 참여형 거버넌스(governance) 정책 
개발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 추진 체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내 및 서울지역 환경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서울 주
변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시간적 범위는 2013년 이후 서울시의 특성화된 중장기 환경보건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으로 한다. 내용 범위는 중앙정부의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예에 
따라 직업적 노출을 제외한 생활환경 유해물질 노출을 대상으로 하되 식품을 통한 유해물
질 노출은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는 대학과 연구소, 시민사회단체 등 환경보건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4개 분과(‘환경보건분과’, ‘민감계층분과’, ‘시민
소통분과’, ‘거버넌스분과’)를 구성하고 각 분과별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정기적 발제와 
토론회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4. 연구 방법

연구는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나누어 수행되었다.

1단계: 환경보건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여건의 현황 파악
2단계: 서울시의 환경보건 문제점 진단과 서울시 특성에 맞는 환경보건정책의 
       비전과 방향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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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서울시 특화된 정책과 세부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 구축
4단계: 효율적인 로드맵 이행을 위한 연차별 진행 계획과 실행 방안 제시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서울시민 설문조사를 통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였고, 국내외 관련 
법률을 검토하였으며, 관련 국내외 현황과 자료를 분석하였고, 분과별 자문단을 운영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한편 서울시 24대 중점 추진과제의 도출과정에도 밀접하게 
연계하였다. 연구 방법을 자세히 보면 아래와 같다. 

❏ 서울시민 설문조사 등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환경보건 분야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자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2013년 7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 36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전체 909명으로, 서울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응답한 서울시민은 674명, 시민단체 활동가는 121명, 학회(환경독성
보건학회, 환경보건학회) 회원은 118명이었다. 조사결과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보건 
문제는 대기오염(45%)이며, 두 번째로 중요한 환경보건 문제는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39%)로 파악되었다. 서울시 환경보건 우선 정책 방향에는 첫 번째로 기후변화 대응(32%)
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건강 증진을 위한 실외활동 기반 구축, 어린이·청소년 환경보건 등
이었다.

설문조사 이외에도 시민사회 의견 수렴을 위해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들이 자문위원으
로 참여하는 시민소통분과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환경보건 문제를 파
악하고 서울시 환경보건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국내·외 관련 정책 및 법률 검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환경보건 법규와 계획, 실행 상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역할 분

담과 협력, 보완할 수 있도록 세부 실천과제를 발굴하였다. 관련 법규 및 정책을 고려하
여 환경보건정책의 재원조달, 계획의 이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해외 사례 조사 분석을 통
해 서울시 특성에 맞는 환경보건정책 이행전략을 개발하였다.

❏ 각종 자료 분석을 통한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환경보건, 생활환경 수준 현황 파악
서울시민의 보건 및 생활환경 수준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선행 연구 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서울시의 환경보건 수준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 
자료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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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중점추진 24대 과제와 연계한 정책 발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24개 환경보건 중점 추진과제를 중앙정부의 환경보건종합계획

의 주요 범주와 사업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정책 수요가 존재하는 분야를 
파악하였다.

❏ 분과별 자문단 운영으로 전문가 의견 반영
각 분과별로 서울시 환경보건 실태와 문제점, 또는 필요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전문가 

발제를 진행하였고 전문가 토론을 통하여 정책 또는 사업과제를 도출하였다. 발굴된 정책
과제는 시민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환경보건정책과제로 제안하였다.

❏ 전문성 있는 연구팀 구성
본 연구팀은 각 분과별 자문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선행 연구 및 관련 자료를 분

석 정리하고 설문조사 등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의 환경보건정책과제를 개발하였다. 
또한 최종 환경보건정책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해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통해 전문가
들과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 담당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서
울시 특성에 맞는 환경보건정책을 수립하였다.

5.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 수립 방향

서울시 환경보건정책의 비전은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서울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의미로 “건강한 환경, 안심 서울”로 선정하였다. 이 정책비전은 민
감‧취약계층을 포함한 서울시민을 중심으로 발암물질 및 환경호르몬과 같은 환경유해인자
로 인한 피해를 저감‧관리하고 환경보건의 기반 마련을 통해 서울시민 모두의 건강과 안
전을 보장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시 환경보건정책의 비전인 “건강한 환경, 안심 서
울”은 서울시민 및 시민단체, 환경보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은 공감을 이끌어낸 문구이다.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비전인 “건강한 환경, 안심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
로 “유해물질 –20, 건강수명 +10”을 설정하였다. “유해물질 –20, 건강수명 +10”은 서울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물질의 노출을 20% 줄여서 서울시민들의 건강 수명을 10% 
늘리자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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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보건정책의 방향으로 “챙기는 서울”, “함께하는 서울”, “없애는 서울”, “이
끄는 서울” 등 크게 4 분야로 선정하였다. “챙기는 서울”은 환경보건정책의 주요 대상이
며, 서울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 환경과 어린이 건강부터 꼼꼼하게 챙기자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함께하는 서울”은 서울시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함께 이루어 가자는 의미
를 갖고 있다. “없애는 서울”은 발암물질 및 환경호르몬 물질 등 유해물질을 시민 생활에
서 없애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끄는 서울”은 환경보건정책의 제도 기반 구축, 조사 연구 
기반 구축 및 강화, 지역사회 역량 강화 등 환경보건정책의 기반을 단단히 하여 건강한 
미래로 이끌어가자는 의미를 갖고 있다. 

6.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 구축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을 통해 구축된 세부 추진과제는 “챙기는 서울”, “함께하는 
서울”, “없애는 서울”, “이끄는 서울” 등 4개 분야에 대해 16대 과제를 선정하였다. “챙기
는 서울”은 어린이 환경보건을 위한 우선적 과제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추진, 
학교 환경보건 인증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환경보건 전담 부서 설치 등을 선정
하였다. “함께하는 서울”은 민감계층 환경보건 관리 강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환경보
건 실태파악과 개선,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건 사업,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의 과제를 
선정하였다. “없애는 서울”은 유해물질 노출을 최소화 하기위해 유해물질 노출 관리, 유해
제품 사용 관리, 생활환경 물리적 유해요인 관리, 실내공기질 개선 등 4가지 과제를 선정
하였다. “이끄는 서울”은 환경보건 기반 강화를 위해 환경보건 제도 기반 구축, 환경보건 
전문 대응 능력 구축, 환경보건 조사연구 기반 구축, 환경성 유해물질 감시 및 연구기능 
강화, 지역사회 환경보건 역량 강화 등 5가지 과제를 선정하였다.

4개 분야 16대 과제의 세부 추진 과제는 아래와 같다.

1) 챙기는 서울: 어린이 환경부터 꼼꼼히
(1)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 추진

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 관리 강화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 강화
   -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업무를 자치구로 위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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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건강한 어린이로 키우기 위한 어린이 실외활동 환경 마련
   - 어린이 실외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어린이 실외활동 개발, 확산

➂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관계자 환경보건 교육 실시
   -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에 대한 환경보건 전문 교육시행으로 어린       

        이 활동 공간 시설관계자의 역량 강화,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 보호

➃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및 생활 속 유해물질 예방 가이드북 제작 보급
   - 어린이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구매 지원
   -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2) 학교 환경보건 인증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① 환경성질환 환아 자가 관리 향상을 위한 캠프
   - 환아 및 가족을 대상으로 환경성 질환의 관리와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② 어린이 안심학교 인증 프로그램
   (아토피 안심학교, 발암물질 안심학교(PVC 없는 학교 만들기))
   - 학교 중심의 환경유해 노출 예방관리체계 구축
   -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환경개선사업과 아토피 환아 대상 교육
   - 학교 시설 및 학용품 대상 유해성 평가실시와 교육

(3) 어린이 환경보건 전담 부서 설치 

   - 어린이 대상 환경보건 전담부서 설치로 서울시 어린이 환경 건강 개선
   - 어린이 환경보건 전담부서 설치 관련 근거 마련
   - 유관부서 사업의 어린이 환경보건 내용 협의 및 조정업무
   - 어린이 환경보건 우선과제 선정
   - 어린이 환경보건 개선을 위한 어린이 환경노출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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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함께하는 서울: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함께
(1) 민감계층 환경보건 관리 강화

➀ 어린이 민감성 유해물질 관리 강화 
   - 어린이 활동공간 내 관리기준이 없는 민감성 유해화학물질 관리 필요성을 파악
     하고 관리 근거 마련
   - 관리 근거가 없는 새로운 화학물질의 관리방안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제도 마련

➁ 시민 참여형 어린이 민감 유해물질 저감방안 마련
   - 친환경 내장재 및 제품정보, 유해인자 독성 및 안심정보 제공
   - 시설진단 및 관리 지침제공
   - 유해물질 함유제품의 자발적 함유성분 표시제도 도입

➂ 노령인구의 건강수명 +10(%) 프로그램
   - 노령인구의 환경유해인자 노출실태를 조사하고 유해물질 노출을 저감할 수 있는
     보건사업을 연계하여 노령인구의 건강수명 10% 증가 방안 제시

(2)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환경보건 실태파악과 개선

①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취약계층 어린이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어린이의 유해환경 
      노출 요인과 건강영향 파악
    -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취약계층 어린이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②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환경건강을 위한 서울시 전략 수립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환경건강 정책 마련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 취약계층의 노출실태 조사
   - 취약계층의 환경건강 차이 해소를 위한 협의기구 구성

(3)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건 사업

 ① 발암물질 없는 서울 만들기 캠페인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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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속 환경성 질환을 유발하는 각종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노출저감 등의 
     예방을 위한 캠페인 개최

② 환경보건 시민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 지역사회의 환경보건문제를 시민이 직접 상시 모니터링 수행
   - 환경보건기초조사와 연계하여 의제별 시민 모니터링 운영

(4) 교육 및 정보 제공

① 아토피교육정보센터 교육기능 확대
    -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교육 수행

② 환경호르몬 예방 교육 영상물 제작 보급
    - 생활 속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노출 저감 등의 예방을 위한 교육 영상물을 
      제작하여 환경성질환 예방의 중요한 교육 자료로 활용 

➂ 계층별 생애주기별 환경보건 정보 제공 
   - 생애주기별 화학물질 등 환경성 유해요인으로 인한 피해가 달라질 수 있음
   -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등 민감계층 대상 생애주기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3) 없애는 서울: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만큼은
(1) 유해물질 노출 관리 

➀ 7대 발암물질, 5대 환경호르몬물질 선정 및 관리 대책
   - 우선관리 필요한 물질 선정
   - 체계적 노출 관리 정책 마련
   - 지속적 관리체계 구축

➁ 대기 중 초미세입자(디젤연소분진) 관리 대책
   - 발암물질을 및 독성물질을 포함한 디젤 연소 분진과 초미세입자 관리 대책 마련
   - 도로 인근 거주지역의 디젤연소분진 노출 실태 파악과 건강영향 조사
   - 발생원의 특성에 따른 저감대책 마련, 관리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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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인공향 성분 노출조사 및 대책 수립
   - 인공향의 위해성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근거 마련
   - 인공향 사용 관리 방안 마련
   - 시민 대상 교육 및 홍보 
  
➃ 소규모 사업장 유해물질 사용 실태 및 노출 저감대책 마련
   - 시내 중소 영세 사업장의 유해물질 배출 관리

(2) 유해제품 사용 관리

➀ 안전제품 권고기준 제정 및 정보 구축
   - 생활용품 및 어린이용품에서 검출되는 독성물질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 제품 함유 유해물질 함량 규제

➁ 생활용품 속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생산유통 관계자 협약 체결
   - 생활용품 제조업체와 해당 유해 물질 사용 저감 방안 논의
   - 저감 물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장기적 저감 수준 협의
   - 지속적으로 유해물질 사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고 협약 체결

➂ 안전한 제품 구매를 돕는 시민녹색구매 가이드 북 제작 보급
   -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 정보 제공
   - 소비자 스스로 안전한 제품 구매 유도

➃ 유해물질 저감형 방역사업 개발
   - 방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친환경적 유충 방제로 시민건강 및 생태계 보호

(3) 생활환경 물리적 유해요인 관리

➀ 소음(도로교통, 항공, 층간)
   - 생활 환경 및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소음 저감 및 건강영향 관리 대책 마련  

➁ 생활방사선 및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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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환경과 생활 환경 및 의료기기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의 노출에 대한 
     위해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노출 방지 대책 제시

➂ 전자파 노출 관리대책
   - 일상생활에서 노출 가능한 전자파와 관련된 건강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노출 저감법 제시

(4) 실내공기질 개선

➀ 실내공기질 통합 관리체계 구축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의 관련법과 행정주체가 나뉘어져 있는 제도적 
     제한점을 보완하고 관리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 체계 구축

➁ 라돈 실태조사 
   - 서울시민 대상 라돈 실태조사
   - 초등학교 라돈 농도 조사 및 측정값에 근거한 저감화 추진

➂ 통합적인 실내 환경 관리 지표 개발
   - 수용체 중심으로 실내 환경 관리 요인을 유해 인자와 쾌적 인자를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실내 환경 관리지표 개발
   - 자발적 참여를 통한 깨끗한 실내 인증 제도 운영 

➃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실내공기질 조사 및 개선사업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거주 공간의 실내공기질 조사와 주거환경 개선지원

4) 이끄는 서울: 단단한 기반으로 건강한 미래를
(1) 환경보건 제도 기반 구축

➀ 환경보건조례 제정
   - 환경보건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제도 기반 마련 

➁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 서울시 맞춤형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으로 체계적 환경보건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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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환경보건위원회 구성
   - 환경보건정책 및 사업 검토 및 관리를 위한 환경보건위원회 구성

(2) 환경보건 전문 대응 능력 구축

➀ 기후변화 건강적응 대책 전담 부서 설치
   -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 대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
   -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 조사와 저감화를 위한 세부 계획 마련

➁ 환경보건 종합정보센터 설립 및 운영
   - 환경성질환 정보망 구축
   - 환경 노출 대처방안과 장기 노출 저감 방안에 대한 정보 제공

(3) 환경보건 조사연구 기반 구축 

➀ 서울형 환경보건 기초조사 실시
   - 서울시 환경 유해인자 파악
   - 서울시 특성을 반영한 기초조사 실시로 조사결과의 정책 활용도를 높임

➁ 서울시 환경보건 지표 개발
   - 서울시 구 단위를 포함한 환경보건 지표 개발
   - 환경보건 현황 파악 및 단계별 목표 설정

➂ 건강영향평가제도 도입
   - 서울형 건강영향 평가제도
   - 대규모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서울시 정책이나 사업,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정책)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건강영향평가 실시

(4) 환경성 유해물질 감시 및 연구기능 강화 

➀ 지역사회기반참여연구(CBPR) 기능 강화
   - 구 단위 또는 동 단위 지역사회 참여를 기반으로 한 연구 사업 실시



- XII -

   - 시민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환경보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 모색

➁ 환경성질환 전담 환경보건센터 유치
   - 서울시 산하기관(서울 의료원, 서울 보건환경연구원)에 환경보건센터를 
      유치하여 서울시민 환경성질환 연구, 관리

(5) 지역사회 환경보건 역량 강화

➀ 자치구 보건소 환경보건 교육 등 역량 강화
   - 자치구 보건소의 환경보건 사업역량 강화로 지역기반의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➁ 지역사회 환경보건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개발
   - 시민대상 환경보건 전문가 육성
   - 어린이, 유치원, 학교 등에서 필요한 환경보건 컨설팅 제공

 ➂ 지역사회 보건의료 전문가(산부인과, 소아과 의사 등)를 활용한 환경보건 교육
   - 지역사회 보건의료 전문가 환경보건 교육 실시 
   - 지역사회 유해물질 노출 및 예방 관리를 위한 지역 환경보건 전문가로 육성

7. 환경보건 로드맵 추진 전략

1)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 작성 원칙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은 앞에서 설정된 서울시 환경보건 여건에 맞는 정책 개발, 

서울시민의 환경보건정책 참여 및 알권리 보장, 환경복지 정의 실현, 사전주의원칙 강화 
등 서울시 환경보건정책의 기본 원칙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여기에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의 기본 원칙으로 사업의 실현가능성, 시민 요구도 반영, 정책
효과, 사업의 연계성 등을 반영하였다.

   
❏ 사업의 실현가능성

도출된 45대 세부 과제 중 기존에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과제, 국가 차원의 환경보건정
책과 연계성이 높은 과제, 기존의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과제 등 현실적으로 사업의 실
현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우선 사업으로 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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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요구도
본 연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비롯하여 서울시민의 사업에 대한 요구도 및 중점 

추진 분야를 조사하여 사업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행하도록 하
였다. 
 

❏ 정책효과 
도출된 세부과제 중 정책효과가 커 서울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건강을 증진

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책효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과제를 로드맵의 우선 사업으로 배치하고 중·장기적 효과를 볼 수 있는 과제는 뒤로 배치
하여 연계하도록 하였다.

❏ 사업의 연계성
도출된 세부과제 중 서울시 중점추진 24대 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반

영하였다. 또한 민감계층에 대한 환경보건대책 마련, 유해물질 저감 및 관리, 환경성질환
의 조사 및 예방, 소통 및 협력 강화 등의 주요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하고 국가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사업도 우선추진사업으로 설정
하였다.

2) 연차별 추진 계획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계획으로 사업 기반 조

성 여부 및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연차별 계획을 배치하였다. 분야별 도출과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 과제의 경우 연계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과제의 세부과제와도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각 분야별 연차별 추진계획은 아래와 같
다.  

(1) 챙기는 서울

챙기는 서울 분야에서는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추진, 학교 환경보건 인증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환경보건 전담 부서 설치 등의 과제로 선정하고 연차별로는 
아래의 내용으로 사업추진 단계를 구분하였다.

- 2013년 추진사업: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 강화, 환경성질환 환아 자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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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상을 위한 캠프 사업
- 2014년 추진사업: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관계자 환경보건 교육 실시,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및 생활 속 유해물질 예방 가이드북 제작 보급 사업
- 2015년 추진사업: 어린이 안심학교 인증 프로그램,  어린이 환경보건 전담부서 설치  사업 
- 2016년~2017년 추진사업: 건강한 어린이로 키우기 위한 어린이 실외활동 확대 기반 마련

(2) 함께하는 서울

함께하는 서울 분야에서는 민감계층 환경보건 관리 강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환경
보건 실태파악과 개선,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보건 사업,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의 과제를 
선정하고 연차별 추진계획은 아래와 같다.

- 2013년 추진사업: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 발암물질 없는 
                   서울 만들기 캠페인 행사, 아토피 교육정보센터 교육기능 확대 사업
- 2014년 추진사업: 시민 참여형 어린이 민감 유해물질 저감방안 마련, 환경성질환 
                   예방 교육 영상물 제작 보급 사업을 설정
- 2015년 추진사업: 어린이 민감성 유해물질 관리, 생애주기별 환경보건 정보 제공 사업
- 2016년~2017년 추진사업: 노령인구의 건강수명 +10 프로그램,
                          환경보건 시민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3) 없애는 서울

없애는 서울 분야에서는 유해물질 노출 관리, 유해제품 사용 관리, 생활환경 물리적 유해요
인 저감, 실내공기질 개선 등의 과제를 도출하고 연차별로 아래의 계획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 2013~2014년 추진사업: 7대 발암물질, 5대 환경호르몬물질 선정 및 관리 대책, 
                        소음(도로교통, 항공, 층간), 생활방사선 및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추진, 실내공기질 관리 통합 체계 구축, 라돈 실태조사
- 2015년 추진사업: 인공향 성분 노출조사 및 대책 수립, 통합적인 실내 환경 관리 
                   지표 개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실내공기질 조사 및 개선사업
- 2016년 ~2017년 추진사업: 소규모 사업장 유해물질 사용 실태 및 노출 저감대책 마련, 
                           대기 중 초미세입자 관리 대책, 생활용품 속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생산유통 관계자 협약 체결, 안전제품 권고기준 제정 
                           및 정보 구축, 전자파 노출 관리대책 등의 사업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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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끄는 서울

이끄는 서울 분야에서는 환경보건 제도 기반 구축, 환경보건 전문 대응 능력 구축, 환경
보건 조사연구 기반 구축, 환경성 유해물질 감시 및 연구기능 강화, 지역사회 환경보건 
역량 강화 등을 과제로 도출하였다.

- 2013년 추진사업: 환경보건조례 제정, 서울형 환경보건 기초조사 실시, 지역사회기반
                   참여연구(CBPR) 기능 강화, 자치구 보건소 환경보건 교육 등 역량 강화, 
                   지역사회 환경보건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개발 사업
- 2014년 추진사업: 환경보건 종합정보센터 설립 및 운영, 서울시 환경보건 지표 개발 등의 사업
- 2015년 추진사업: 지역사회 보건의료 전문가를 활용한 환경보건 교육
- 2016년 ~2017년 추진사업: 기후변화 건강적응 대책 전담 부서 설치, 서울형 건강영향평가제도 도입, 
                            환경성질환 전담 환경보건센터 유치 사업 

8.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서울시 환경보건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원 조달 방안과 제도적 협력이 필요하며 
로드맵 추진에 있어 환경보건정책의 이행 및 환류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
은 아래와 같다. 

❏ 재원조달 필요성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서울시의 인

구 규모와 높은 인구 밀도를 고려하면 환경보건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은 반면 환경보건정
책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과 재원이 매우 부족하다. 환경보건 현황과 정책적 수요를 고려
하면 일반회계에서 환경보건정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

❏ 제도적 협력 방안
본 연구에서 도출된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

시 환경보건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생활보건과의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국가, 서울시 산하 
기초 지자체, 서울시 내부의 관련 부서, 서울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 방안에 대
한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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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의 45대 세부과제는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광범위한 
환경보건 우선 과제를 선정한 것으로 어느 한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에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상급정책자의 정책 관할과 유관부서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환경보건정책의 이행 및 환류 방안
본 연구에서 도출한 서울시 환경보건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책 및 사업의 추진체계 구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환경
보건조례의 제정과 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
이 존재해야만 서울시 환경보건종합계획의 도출과제가 성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며 
그 이행실적에 대한 환류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따른 종합계획
의 수정·보완 작업은 기본적으로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며, 정책의 시급성을 반영하여 새
로운 사업을 추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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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3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오늘날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는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등의 발생을 야기하였

으며, 이로 인한 환경 수준의 악화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직·간접적인 건강피
해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환경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책패러다임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으며,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영유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환경보건에 관
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선진국들은 환경과 관련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개도국을 돕기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에서의 환경 관련 사업의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음

⚬ 화학물질 유통과 사용: 우리나라 화학산업은 꾸준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화학
물질 유통량도 2002년 287백만 톤에서 2010년 433백만 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중에서 벤젠 등 1급 발암물질의 국내 유통량은 2006년 대비 24.9% 증가한 

915만 톤에 달함1)

 페놀, 납, 아연 등 PBT물질의 국내 유통량은 2006년 대비 11.6% 증가한 112만 
톤임

 비스페놀A 등 내분비계장애물질의 국내 유통량은 2006년도 대비 55.9% 증가한 
59만 톤임

⚬ 환경오염: 대기 중 1차 오염물질의 수준은 개선되는 추세이나 미세먼지, 이산
화질소, 오존 등 2차 오염물질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외국 주요도시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
 서울시 지하철 역사와 객차의 경우에도 미세먼지, 석면, 라돈 등의 유해요인이 

오염되어 있음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음

⚬ 알레르기 질환의 유병률 증가: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으로 
진료 받은 환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선천성 기형 환자수
도 매년 대략 3%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

1) 화학물질유통량조사(2002년, 2006,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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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질환 발생에 환경요인이 상호작용을 할 가능성이 제시됨에 따라 적절한 
관리가 필요함

⚬ 생활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위협 증가: 가습기 살균제 노출로 인한 치명
적 손상 사건의 예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물
질 노출로 인해 심각한 건강영향이 초래될 수 있음
 발암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다양한 유해물질이 다양하게 사용됨에 따라 잠재적 

건강영향이 우려되고 있음

⚬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 기후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민감 
취약계층의 환경오염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화학물질 노
출 양상이 변화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환경보건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3)

⚬ 문제는 이러한 기후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환경오염에 대한 노출에 따른 피해
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일부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에 집중되
어 나타나는 환경불평등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저소득 빈곤층 등의 사회적 약자와 영유아, 어린이, 노인 등의 생물학적 약자는 

환경 위해요소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은 반면 회피 능력은 부족함(경기개발연
구원, 2012) 

 실제 서울지역의 경우, 초등학생의 29.2%가 아토피피부염을 앓고 있으며 차량밀
집지역, 도로변 등에 가까운 40개 초등학교의 평균 대기오염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다중 이용시설의 대부분(98%)을 차지하는 법정 관리 미만의 보육, 장애인, 노양
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시설이 실내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환경정의연구소, 2012)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환경관련 재
화·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역·계층·집단 간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사회적 여건과 시민 인식수준의 변화: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건강
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LOHAS(Life 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개념이 확산되고 있음. 또한 아토피피부염과 천식 등과 같은 
질환의 환경오염 관련성이 널리 인식됨에 따라, 이들 질환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추세임

2) 한국환경보건학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노출실태와 건강영향 조사. 2012년 6월(조사보고서)
3) 유럽연합 Framework Program 7의 지원으로 연구되는 CLEAR(http://www.inuendo.dk/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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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여건변화와 사회 수요를 고려할 때, 환경보건 분야에서 생활환경 유해
요인에 대한 관리와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정책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제기
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환경보건법(2009년)」을 제정하고, 환경보건법 제6조 1항에 

의거하여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예방 및 관리함으
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환경보건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함

⚬ 「환경보건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수용체(국
민, 시민)를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
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음

⚬ 제7조(종합계획의 시행)는 특별시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3과 제14
조의4에 따라 환경보전계획을 세울 때에 서울시의 환경보건에 관한 계획을 
지역환경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정함

⚬ 서울은 605km2의 면적에 1,053만명(우리나라 인구의 약 20%)이 거주하고 
있는 거대도시이며 인구밀도는 17,397명/km2으로 뉴욕(10,429명/km2), 상하
이(3,600명/km2), 동경(6,000명/km2)보다도 매우 높은 수준임 

⚬ 현재 서울특별시는 시민의 환경보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많은 인구
가 거주하는 대도시의 특성상 민감계층, 취약계층 등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환경보건정책의 수립이 필요함

⚬ 따라서 서울시민의 다양화된 환경보건 수요를 이해하고, 시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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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 연차별 중점추진과제 로드맵을 개발함으로써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보건

정책 추진 청사진을 제시하여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그림 
1-1> 참조)

⚬ 최종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연구를 추진
⚬ 첫째, 환경보건정책 로드맵 수립을 위한 서울시 환경보건 현황과 여건 파악
⚬ 둘째, 서울지역의 여건과 특성이 반영된 환경보건정책의 기본방향과 맞춤형 정

책 발굴
⚬ 셋째, 이와 함께 서울시민들이 참여하고 실현할 수 있는 세부 과제를 개발

<그림 1-1> 연구의 목표

연구목표

환경보건
현황 파악

서울시 
맞춤형 

정책개발

서울시 
여건 및 
문제점 
분석

환경보건
환경보전

기타 
환경문제

환경보건 
중점추진과제 
로드맵 개발

실현가능한 
세부과제 개발

서울시민 
삶의 질 

향상

분과별 
전문가 
자문 및 
시민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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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의의

⚬ 서울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서울시의 환경보건정책 구상과 실천과제 제시
(<그림 1-2> 참조)
 서울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세부사업을 발굴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환경보건정책을 발굴하고 직접 시행함으로써 시민의 건

강을 구체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주요 정책분야 및 영역과 연계한 정책을 발굴하면서, 
이와 함께 서울시의 환경보건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실천 가능한 정책 도출
 「환경보건종합계획」과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원활한 이행을 지원함으

로써 정책 효율성 증대
 정책의 이행을 위하여 실현가능한 세부 사업을 발굴하고 실천함으로써 서울시민

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함

⚬ 정책개발과정에서 서울시 환경보건 담당자, 환경보건 전문가, 관계부처, 시민단
체 등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함으로써 거버넌스(governance) 정책모델 구현
 시민 등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한 시민체감형 거버넌스 정책모형 구축의 기반 제공
 세부 사업 발굴 시 전문가의 의견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수

렴하고 이를 반영함

<그림 1-2> 연구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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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범위 및 추진체계

1)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내 및 서울지역 환경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서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설정(<그림 1-3> 참조)
 본 연구의 정책 대상은 서울시와 서울시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

상으로 함
 일반시민과 함께 환경성 질환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등 민감계층과 사회·경제적

으로 대처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도 함께 고려함

⚬ 시간적 범위 및 내용적 범위는 2013년 이후 서울시의 특성화된 중장기 환경
보건정책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으로 설정

<그림 1-3> 연구의 공간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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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추진체계
⚬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환경보건분과’, ‘민감계층분과’, ‘시민소통분과’, 

‘거버넌스(governance)분과’의 4개 분과를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함(<그림 
1-4> 참조)
 환경보건분과에는 연구책임자인 서울대 최경호 교수, 민감계층분과에는 단국대 

권호장 교수, 시민소통분과에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김신범 실장, 거버넌스 분
과에는 (사)환경과문명의 정회성 대표가 책임을 맡아 분과별 연구를 진행함

⚬ 특히 ‘시민소통분과’는 시민 참여형 정책분과로 구성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보건정책을 발굴하고 계획함

사 업 책 임 자

최경호 (서울대)

환경보건분과 민감계층분과 시민소통분과 거버넌스

책임자 책임자 책임자 책임자

최경호 권호장 김신범 정회성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구슬기 임지애 최영은 문대성,김명한

이윤미,황규진

자문단 자문단 자문단 자문단

김성균(서울대)

김판기(용인대)

박동욱(방송대)

박정임(순천향대)

백도명(서울대)

이기영(서울대)

이진헌(공주대)

최인자(노환연)

김명희(시민건강

증진연구소)

배상혁(서울대)

양지연(연세대)

임종한(인하대)

하미나(단국대)

하은희(이화여대)

홍윤철(서울대)

고혜미(작가)

김민선(아이건강국민연대)

박영선(서울시지역아

동센터지원단)

신권화정(환경정의)

신재은(서울환경연합)

유승현(서울대)

임후상(송파시민연대)

백운석(국방대학원)

정권(서울시)

<그림 1-4> 분야별 연구원과 자문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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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흐름 및 방법

1) 연구의 흐름
⚬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그림과 같은 단계적인 흐름에 따라 연

구를 진행하였음(<그림 1-5> 참조)
 환경보건과 관련된 국내·외 정책 및 여건의 현황을 파악함
 서울시의 환경보건 문제점을 진단한 후 서울시 특성에 맞는 환경보건정책의 비

전과 방향성을 정립
 특성화된 실천과제와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을 구축.
 효율적인 로드맵 이행을 위한 대안을 제시함 

<그림 1-5> 과업 수행의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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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1) 시민참여 원칙

⚬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서울시의 환경보건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함

⚬ 시민참여형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환경보건정책 수립과 이행이 요구되는 
정책 및 세부 사업을 시민의 시각으로 발굴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정책과 세부과제를 발굴

(2) 국내·외 관련 정책 및 법률 검토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환경보건실천과제 효과적 역할분담 추구
⚬ 국내 관련 법규 및 정책을 고려하여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세부 실천과제 

발굴
⚬ 관련 법규 및 정책을 고려하여 환경보건정책의 재원조달, 계획의 이행 및 환

류 방안 마련
⚬ 해외 사례 조사 분석을 통한 서울시 특이적 환경보건정책 이행 전략 개발

(3) 보고서 또는 언론 등 각종 자료 분석을 통한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환경
보건, 생활환경 수준 현황 파악

⚬ 서울시민의 보건 및 생활환경 수준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고 서울시의 환경보건 수준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 
자료를 분석함

(4) 분과별 자문단 운영으로 전문가 의견 반영

⚬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환경보건’, ‘민감계층’, ‘시민참여’, ‘거버넌스(정책)’ 등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함(거버넌스 분과는 공동수급기관에서 운영)

⚬ 자문단에 한국환경보건학회, 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 등 관련 학회의 전문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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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 타당성 높은 정책목표와 실효성 높은 실천과제 발굴
⚬ 전문가 및 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연구진에 관련 학

회의 핵심 연구자들이 참여하였으며 학계, 시민단체, 및 정부 전문가 다수가 
자문진에 포함되었음(<표 1-1> , <그림 1-6> 참조)

⚬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 및 자문기관은 <표 1-1>과 같음

<표 1-1> 연구 및 자문 참여 기관

관련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 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

관련기관

학계
서울대, 단국대, 방송대, 공주대, 연세대, 인하대, 

이화여대, (사)환경과문명 

민간단체
노동환경연구소, 환경정의, 서울환경연합, 

아이건강국민연대, 서울시 지역아동센터지원단,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송파시민연대

관계기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서울의료원,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그림 1-6> 전문가 및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 13 -

(5) 전문성 있는 연구팀 구성

⚬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연구팀과 자문단으로 구성하여 서울시의 환경보
건 특성에 맞는 실천과제를 도출함(<그림 1-7> 참조)

⚬ 분과별 자문단을 구성하여 정기적인 토론회를 개최함
 이때 서울시의 특성화된 환경보건정책 및 실행과제 발굴을 위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함

⚬ 분과 별로 석사 또는 박사급 연구보조원이 자료 조사와 발제문 정리 및 보고
서 작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팀을 조직

<그림 1-7> 환경보건정책 및 실천과제의 도출을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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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활용방안 

⚬ 서울시의 특성이 반영된 환경보건정책 및 실행과제 개발로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유해물질 관리방안 마련에 활용
⚬ 영·유아 및 어린이 등 민감계층의 환경보건수준 향상을 도모
⚬ 본 연구의 특성상 연구결과를 향후 서울시 환경 및 보건정책의 수립 자료로 

폭 넓게 활용
⚬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서울시의 환경보건 관련 사업을 체계화하고, 취약점 

및 보완점을 파악



 

Ⅱ. 서울시 환경보건정책의 추진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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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보건정책의 현황

1) 국가차원의 환경보건정책
(1) 환경보건종합계획(2011~2020) 

❏ 개요
⚬ 「환경보건법」6조 1항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교육과학기

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계획
 환경보건종합계획은 처음 2006년부터~2015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2008년 

3월 「환경보건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간 변화된 여건 등을 반영한 법정 종합계
획으로 재수립이 추진되었음 

 이에 따라 현재의 환경보건종합계획(2011~2020)이 재수립되었음  

⚬ 환경보건종합계획은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예
방하고 관리하여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위해도를 저감하고, 환경성질환 예방 
및 구제 대책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
표로 하는 계획

⚬ 환경보건에 관한 기본적 시책과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보건정책의 기
본방향 및 세부실천과제를 제시하는 국가 기본계획

⚬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실내공기질 등 다양한 환경매체별 계획의 정책 우
선순위와 정책 방향, 환경기준 설정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 매체별 환경계획의 
견인차 역할

⚬ 환경정책과 보건정책의 최상위 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민건강증진종합
계획을 연결하는 통합계획

❏ 정책방향 
⚬ 환경보건정책의 기본방향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으로 건강하

고 안전한 사회 구현”으로 함
⚬ 이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위해도를 저감하고 환경성질환 예방·구제대책 마련

을 통해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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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원칙
⚬ 사람·생태계 중심의 통합 환경관리

 환경정책의 최종 수요자인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 안전성 확보에 중심을 두고, 관
련 오염매체 관리정책을 통합 조정, 선도

  
⚬ 사전주의 원칙의 적용·강화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환경오염의 무해성이 최종 입증
될 때까지는 유해한 것으로 간주, 예방정책을 수립·추진

⚬  취약계층, 민감계층에 대한 환경보건 정의 실현
 산모, 어린이, 노인 등 환경오염에 가장 취약하고 민감한 계층에 정책의 눈높이

를 둠으로써 국민 전체의 건강보호 담보 및 환경보건 정의 실현

⚬ 이해관계자 참여 및 알권리 보장
 환경보건정책 추진에 있어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 확립

❏ 추진체계 및 전략
⚬ 환경보건종합계획은 비전으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으로 건강

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제시하고, 목표로 “환경성 질환부담 저감으로 세계 
20위 환경보건 선진국가 달성”으로 설정

⚬ 환경보건종합계획은 중점 추진과제로 아래 5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세부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실행계획을 제시함
 환경성질환 조사·감시 및 예방·구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저감
 환경오염 민감계층 및 취약지역 대책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피해 대응기반 마련
 환경보건기반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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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그림 2-1>과 같이 “환경보건정책 추진기반 마련(2006~2010)”, “환
경보건정책의 발전(2011~2015)”, “환경보건 선진국가 진입(2016~2020)” 등 
단계별 추진 전략을 설정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
책을 이행중임

<그림 2-1> 환경보건종합계획의 단계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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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보건센터 지정사업

⚬ 환경부는 「환경보건법」 제26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운영)에 따라 병원, 종
합대학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피부염, 천식, 소아질환, 석면, 유류사고, 라돈 등 
13개소를 “환경보건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음

⚬ 환경보건센터에서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 감시, 예방 및 관
리, 관련 조사·연구와 지역사회 환경보건 소통의 역할을 하고 있음

⚬ 또한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대한 모니터링 및 DB구축, 환경요인과 질환과의 
상호작용 연구, 환경성질환 예방가이드라인 마련과 정보제공, 질환자·지역 등
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의 사업을 진행함

< 참고자료 > 
「환경보건법」 제26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감시·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 등을 환
경보건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환경보건센터(이하 "환경보건센터"라 한다)에 예산의 범
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 알레르기 질환 환경보건센터
⚬ 알레르기 질환 환경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아토피피부염과 알레르기 질

환이 흔히 발생하는 영유아의 예방관리와 상관성을 규명하고 예방책을 마련하
는데 노력하고 있음

⚬ 특히 환경유해인자, 산업활동, 급격한 도화에 따른 아토피, 알레르기 질환과의 
상관관계규명에 집중하고 있음 

⚬ 알레르기 질환 환경보건센터의 주요 사업내용은 아래 <표 2-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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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알레르기 질환 환경보건센터 주요사업

환경성질환 모니터링 및 DB구축 • 아토피클리닉운영
• 초등학교 코호트 운영

환경요인과 질환간의 상호작용 연구
• 실내ㆍ외 환경노출평가
• 위험도 평가
• 기후ㆍ환경변화 영향평가

환경성질환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 환경보건교실운영
• 알레르기 질환 예방교육 강좌
  (환자, 보호자 중심)
• 홍보책자/뉴스레터 발간
•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홍보 및 교육

환자 등록ㆍ관리 등 유병실태 파악
• 아토피질환 유병율 조사
• 환자등록 및 관리체계구축
• 고위험군 환자등록 및 관리체계 방안 마련

출처: 환경보건포털

⚬ 알레르기 질환 환경보건센터는 현재 삼성서울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인하대 
병원,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울산대학교 병원 등 5개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
하고 있음(<표 2-2> 참조)
 서울삼성서울병원은 2007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되었으며 환경등록시스템 구축 및 

코호트 구출관리 사업과 환자의 영양, 신체, 심리평가분석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고려대 안암병원은 2007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되었으며 천식과 수면장애의 유

병률 조사 사업과 환경요인 조사분석 및 질환관련 정보 제공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인하대 병원은 2008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되었으며 알레르기질환과 관련 환경
요인 평가 사업과 알레르기질환 예방 및 교육홍보 가이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2008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된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제주지역(서귀포시) 아
토피질환 유병률 조사, 아토피질환 진단기법 개발 및 생체시료은행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2009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된 울산대학교 병원은 아토피질환과 환경요인과의 
상관성 조사연구 관련정보 제공 및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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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알레르기 질환 환경보건센터 현황

분야(지정일자) 주관기관(소재지) 주요사업 내용
아토피피부염
(2007.6.25)

삼성서울병원
(서울)

• 환자등록 시스템 구축 및 코호트 구축․관리
• 환자의 영양, 신체, 심리평가․분석

천 식
(2007.6.25)

고려대 안암병원
(서울)

• 천식과 수면장애의 유병률 조사
• 환경요인 조사분석 및 질환관련 정보 제공

알레르기질환
(2008.6.19)

인하대 병원
(인천)

• 알레르기질환과 관련 환경요인 평가
• 알레르기질환 예방 및 교육홍보 가이드 개발

아토피피부염/비염
(2008.6.19)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제주)
• 제주지역(서귀포시) 아토피질환 유병률 조사

아토피질환 진단기법 개발 및 생체시료은행 
등 구축

아토피질환
(2009.3.22)

울산대학교 병원
(울산)

• 아토피질환과 환경요인과의 상관성 조사연구
관련정보 제공 및 교육․홍보 등

출처: 환경보건포털

❏ 석면질환 환경보건센터
⚬ 석면질환 환경보건센터에서는 석면으로 발생하는 악성중피종 피해 발생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석면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석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악성중피종 발생건수는 2010년부터 상승기에 진입하였으며, 2040년 전후로 현재

의 10배 수준인 연간 500명 정도의 악성중피종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석면관련 질환의 예방대책을 제시하고 홍보와 교육을 통해 국민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려는 노력과, 사전 예방원칙에 근거한 대응방향을 제시하여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 

⚬ 석면질환 환경보건센터의 주요 사업으로는 건강영향조사 사업, 진단·치료 사
업, 관리지표개발 사업, 교육홍보 사업 등이 있음(<표 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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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석면질환 환경보건센터 주요사업

건강영향 조사
• 환자발견등록, 관리
• 코호트 구축(석면지도)
• 모니터링 체계구축
• 데이터 베이스 구축
• 질환과 환경요인과의 연관성 파악 

진단·치료
• 진단 표준지침서 개발
• 치료 표준지침서 개발
• 예방가이드라인 개발
• 효율적 의료전달 체계구축

관리지표개발
• 진단검사 타당성 조사
• 조사, 관리 지침서 개발
• 판정 표준 지침 개발
• 표준설문지 개발

교육홍보
• 석면폐질환 교육
• 전문인력 양성
• 홈페이지 구축
• 심포지움 개최
• 방문교육

출처: 환경보건포털

⚬ 석면질환 환경보건센터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순천향대 천안병원 등 2
개 기관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표 2-4> 참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석면 고위험자에 대한 코호트 구축사업과 석면과 

종피종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서는 환경성질환과 환경요인과의 상관성 조사연구 사업과 

석면에 대한 정보제공 사업 및 예방가이드라인 제공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표 2-4> 석면질환 환경보건센터 현황

분야(지정일자) 주관기관(소재지) 주요사업 내용
석면중피종
(2008.6.19)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산)
• 석면 고위험자(일반인) 코호트 구축
• 석면과 중피종의 상호작용 연구

석면폐질환
(2009.2.19)

순천향대 천안병원
(충남)

• 환경성질환과 환경요인과의 상관성 조사연구
• 관련정보 제공 및 예방가이드라인 제공 등

출처: 환경보건포털※ 위의 두 기관은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센터 전환으로 현재 환경보건센터의 취소 절차를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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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발달장애 환경보건센터
⚬ 소아발달장애 환경보건센터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환경위험요인들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와 자폐증에 대한 인과관계를 연구
를 진행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질병예방을 위한 지식을 생산하여, 환경노출

을 저감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어린이 생활공간을 마련

⚬ 주요 사업으로는 주의력 및 집중력 평가 사업, 유병률 조사 및 소아신경발달 
장애아동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관리사업, 소식지 발행과 부모 및 보건교
수 교육 등의 정보관리사업 등이 있음

⚬ 소아발달장애 환경보건센터는 2007년 단국대 의료원(천안) 한 곳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학령기 아동의 유병률 조사 및 DB구축사업, 환경요인과의 
상관성연구 및 질환예방 교육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음  

❏ 소아암 환경보건센터
⚬ 소아는 환경오염과 화학물질 노출에 취약하며, 스스로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오염물질과 화학물질 노출에 위약한 계층임
⚬ 소아암 환경보건센터에서는 소아암을 유발하는 환경적 유해요소를 파악하고 

환경요인 및 질환과의 연관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
⚬ 소아암 환경보건센터는 2008년 화순전남대 병원(전남) 한 곳이 지정되었으

며, 주요 사업으로는 발암물질 유전자에 대한 기능이상 및 유전변이 분석 사
업, 소아암의 환경요인 규명과 예방대책 개발 사업 등이 있음

❏ 선천성기형 환경보건센터
⚬ 선천성 기형 환경보건센터에서는 국내 선천성기형의 발생사례를 조사하고 현

황을 파악하여 기형 발생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역할을 함
 선천성 기형이 발생하는 원인은 염색체 이상이나 유전자 이상과 같은 유전적 요인

뿐만 아니라 약물 복용, 방사선 조사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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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성기형 환경보건센터는 2008년 서울대 의과대학(서울) 한 곳이 지정되었
으며, 지역별·시기별 선천성기형 발생 모니터링 사업, 선천성기형 발생과 주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 규명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음

❏ 유류환경노출 환경보건센터
⚬ 유류환경노출 환경보건센터는 해양기름유출로 인한 서해안지역 주민의 건강영

향과 생활환경 영향, 생태계 피해에 대한 급성 및 중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
를 진행하고 향후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함

⚬ 2009년 태안보건의료원(충남)이 유류환경노출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 사고지역 환경역학 조사연구 사업, 주민 건강검진 및 중장기 건
강영향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자연방사능(라돈) 환경보건센터
⚬ 자연방사능(라돈) 환경보건센터에서는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라돈에 대한 홍

보, 연구원 교육, 환경요인과 질환의 상관성 연구, 고농도 지역의 관리 등의 업
무를 수행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강원)가 2009년 자연방사능(라돈) 환경보건센터로 지정
되었으며, 폐질환과 라돈 등 환경요인과의 상관성 조사연구 사업과 관련정보 제
공 및 교육, 홍보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3)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는 「환경보건법」 제14조(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에
서 국내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등에 대
하여 현황, 환경성질환의 발생현황 등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실시하는 사업임

⚬ 본 사업은 유해물질 노출과 건강영향 상관관계 규명과 환경보건정책 수립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에 대한 필요성의 증대에 따라 진행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는 우리나라 국민 인체 내 유해오염물질 노출수준의 시·
공간적 분포 및 변화 그 영향요인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환경보
건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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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한 것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추진경과를 통해 현재 제1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를 마친 상태임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의 전반 과정을 총괄하는 기
관으로 2008년 「환경보건법」수립 이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동
안 조사를 수행함(<표 2-5> 참조)

<표 2-5>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의 추진경과

구분 2005년 2007년 2008년 제1기
(2009-2011)

사업명
국민 혈중의
중금속 농도 
조사ㆍ연구

제2차 국민 
생체시료 중

유해물질 
실태조사

제3차 국민 
생체시료 중

유해물질 실태조사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조사
대상자

전국 20세 이상 
남녀 2,000명

전국 18세 이상 
남녀 2,342명

제3차 국민 
생체시료 중

유해물질 실태조사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6,000명

(2,000명/년)
조사
시기

2005.3～2005.11 
(8개월)

2007.8～2008.4 
(8개월)

2008.4～2008.12 
(8개월) 3년 주기

조사
내용

유해물질 3종 측정 
(설문조사 4문항)

유해물질 6종 
측정 

(설문조사 80문항)
유해물질 13종 

측정
(설문조사 111문항)

유해물질 16종 
측정

(설문조사 155문항)
출처: 환경보건포털

⚬ 현재는 제2기(2012~2014)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설문
조사, 신체계측 및 19종 임상검사, 환경오염물질 농도 분석을 진행하고 있음

⚬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 항목은 13개 부문 총 142개 항목이며 설문은 
크게 가구 공통설문 20개, 개인설문 122개로 구분됨(<표 2-6> 참조)

⚬ 가구 공통설문은 거주지 특성, 실내환경, 식생활, 사회·경제·인구학적 특성 등
을 알아보는 설문으로 이루어짐

⚬ 개인설문은 인적사항, 교통 및 이동수단, 실내환경, 생활습관, 식생활, 건강보
조 식품 및 치료약물 복용, 사회·경제·인구학적 특성, 최근 생활 및 식이습관 
등을 알아보는 질문으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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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설문 내용

구  분 내  용

가구 
공통설문
(20문항)

거주지 특성(3문항) 도로와의 거리/도로통행량 등
실내환경(13문항) 주택형태/건축년도/냉난방형태/환기방법/

해충제약 사용여부 등
식생활
(3문항) 식품보관용기/식품구입경로

사회·경제·인구학적 
특성

(1문항)
월평균 가구소득

개인설문
(122문항)

인적사항(11문항) 성명/성별/생년월일/세대주와의 관계/가족 수 등
교통 및 이동수단

(8문항)
대중교통 이용 여부/이용하는 대중교통 종류/
1회 평균 이용시간 등

실내환경
(15문항)

입주년도/실내장소(집 제외)의 냉난방형태 및 환
기방법/생활하는 장소의 개보수 작업 여부 등

생활습관
(32문항)

흡연여부/과거 흡연력/간접흡연/음주여부/
과거 음주력/음주빈도 및 양/운동여부/
화장품 사용여부/평일 및 주말의 시간활동 등

식생활
(26문항) 마시는 물의 종류/특정음식을 먹는 습관 등

건강보조 식품 및 
치료약물 복용 등

(5문항)
양약복용 여부/한약복용 여부 등

사회·경제·인구학적 
특성

(6문항)
학력/결혼여부/경제수준/직업 등

여성력(3문항) 출산경험/임산여부/배경여부
최근 생활·식이습관

(16문항)
최근 식이습관/신장 및 체중/
자양강장제 및 소화제 복용여부 등

출처: 환경보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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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 환경부는 아토피, 새집증후군 등과 같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환경문제
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판정 등 환경보
건정책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
업(2012~2021년, 예산 1,792억 원)”을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환경부, 2012)
 생활주변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문제에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처를 위해서

는 환경성질환과 환경오염과의 상관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환경오염으로 인
한 건강피해 예방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함

⚬ 이 사업은 공공정책의 지원을 위한 “공공기반 R&D”로써, 개발 방향은 아토
피, Biocide 등과 같이 국민불안 해소 및 국민공감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를 
포함하여 소음, 전자파 등과 같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생활주변 국민불편 해
소에 집중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음(환경부, 2012)

⚬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은 크게 생활환경 유해인자 위해관리 기술 분
야, 환경성질환 대응 기술 분야, 유해화학물질 위해관리 기술 분야 등 3가지 
분야에 대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표 2-7> 참조)
 생활환경 유해진자 위해관리 기술 분야의 주요 내용으로는 라돈 등 실내환경유

해인자 위해관리, 소음, 전자파 등 물리적 건강 위해 대응 등을 위한 기술개발이 
주를 이룸

 환경성질환 대응 기술 분야에서는 아토피 뿐 아니라 대기오염으로 인한 중이염 
발생, 석면 폐질환 등과 같이 환경유해인자의 노출로 인해 나타나는 환경성질환
의 예방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을 실시

 유해화학물질 위해관리 기술 분야는 화학물질 용도별 노출에 따른 위해관리, 유
해중금속 위해관리, POPs, EDCs 대응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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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생활공감 환경보건 R&D 사업 분야

분야 생활환경 유해인자 
위해관리 기술

환경성질환 
대응 기술

유해화학물질 위해관리 
기술

주요
내용

① 라돈 등 실내환경유
해인자 위해관리

② 소음, 전자파 등 물리
적 건강 위해 대응

③ 아토피 등 환경유
해인자로 인한 환
경성질환 예방관리

④ 화학물질의 용도별 
노출에 따른 위해
관리

⑤ 유해중금속 위해관리
⑥ POPs, EDCs 대응

 출처: 환경부, 2012, 「2012 환경백서」

⚬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의 주요 기술개발 분야의 내용은 아래 <그림 
2-2>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음

⚬ 환경부는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생활주변에 존재하는 환경유해
인자로 인한 건강피해를 저감하는데 지여하고, 환경성 질환에 의한 의료비용 
지출을 줄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 이어나가고 있음

출처: 환경부, 2012, 「2012 환경백서」
<그림 2-2>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주요 기술개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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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정부차원의 환경보건정책

(1) 충청남도 환경보건종합계획(2012~2016)

⚬ 충청남도는 환경보건법령 제정 등 국가 환경정책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건
강피해 예방으로 정책기본방향을 전환함에 따라 환경행정변화 대처의 필요에 
의하여 2012년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함

⚬ 충청남도의 환경보건종합계획은 국가차원의 환경보건종합계획과 연계하기 위하
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립된 계획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지역여건
을 고려한 실질적인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 또한 충청남도는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이전에 「충청남도 환경보건헌장」을 
제정하고 선포하는 등 환경보건정책의 실천의지를 대외에 표명하였음
 충청남도는 정부정책에 부합되고 지역여건을 고려한 종합계획을 마련함

⚬ 「충청남도 환경보건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정책 수립 시 환경보건 측면을 고려함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투자 지속 확대 및 청정 환경을 조성함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한 환경보건 기반시설을 확충함

⚬ 환경보건종합계획의 계획기간은 2012~2016년으로 2016년까지 538억 원을 
투입하여 35개 세부 실천과제를 통해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도민 건강 피해
를 예방하고, 선도적이고 체계적인 환경보건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충청남도 환경보건종합계획은 「환경보건법」 제7조(종합계획의 시행)를 그  
추진근거로 삼고 있음
 「환경보건법」 제7조에서 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환경보건에 관한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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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환경보건종합계획은 크게 환경오염 민감계층 환경보건 대책, 환경오
염 취약지역 관리, 환경성질환 피해구제 대책,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 환경보건 인프라 및 관리체계 구축, 환경보건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표 2-8> 참조)
 환경오염 민감계층 환경보건 대책에는 어린이 환경안전관리, 산모·어린이·노인 대

상 환경보건 대책, 학교 환경보건 대책 등의 세부 추진과제가 있음
 환경오염 취약지역 관리에는 산업단지, 폐광, 가축매몰지역, 공사장 등 환경보건 

취약지역에 대한 10개의 세부 추진과제가 있음
 환경성질환 피해구제 대책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조사, 건강피해자 

사후관리, 주민건강영향조사 실시 등의 추진과제가 있음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에서는 유류유출, 알레르기 질환관련, 석면, 

유해화학물질, 라돈, 먹는물 등의 매개성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10개의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함

 환경보건인프라 및 관리체계구축에서는 관련 조례지정, 환경보건정책 추진 조직 
신설, 환경보건센터 지정 등의 8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됨

 환경보건 협력 강화에서는 개발사업 환경유해인자 건강영향평가 활성화, 환경보
건 위해소통 강화, 환경보건 네트워크 구성·운영 등의 세부 추진과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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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세부 추진과제

Ⅰ. 환경오염 민감계층 환경보건 대책
1. 어린이 환경안전관리 강화
2. 산모-어린이-노인 환경보건 대책
3. 학교 환경보건 대책

Ⅱ. 환경오염 취약지역 관리

1. 환경보건 취약지역 선정·관리
2. 산업단지지역 환경보건 대책
3. 폐광지역 환경보건 대책
4. 가축매몰지역 환경보건 대책
5.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6. 환경오염 취약지역 환경보건 대책
7. 건강영향조사 청원제도 운영
8. 환경오염물질 이동측정차량 운영

Ⅲ. 환경성질환 피해구제 대책
1.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조사
2. 환경오염 건강피해자 사후관리
3. 주민건강영향조사 실시

Ⅳ.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

1.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2. 유류유출사고로 인한 건강피해 관리
3. 환경유해인자 알레르기 질환 관리
4.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5. 석면피해구제 및 안전관리 대책
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7.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
8. 라돈으로 인한 실내환경 관리
9.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 강화
10. 먹는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

Ⅴ. 환경보건인프라 및 관리체계구축

1. 환경보건정책의 추진조직 신설
2. 환경보건조례 지정
3. 환경보건 신규법령 시행 대비
4. 환경보건 교육 강화
5. 환경오염(유해) 컨설팅제도 운영
6.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
7. 환경보건 측정기반 구축
8. 환경위해성 측정망 운영

Ⅵ. 환경보건 협력 강화
1. 개발사업 환경유해인자 건강영향평가 활성화
2. 환경보건 위해소통 강화
3. 환경보건 네트워크 구성·운영

<표 2-8> 충청남도 환경보건종합계획 주요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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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토피 없는 경기도 종합계획

⚬ 경기도는 아토피성 질환이 지자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라는 인
식 하에, 2011년 11월 아토피 정책 추진체계 확립, 아토피 예방교육‧홍보와 
아토피 없는 생활환경 조성, 치유거점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한 아토피 없는 경
기도 종합계획을 수립함(고재경 외, 2013)

⚬ 아토피 없는 경기도 종합계획의 기본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음
 아토피 환자가 집중한 도시지역에 대해 예방․교육 홍보사업 집중 실시
 아토피 치유에 적합한 환경우수지역에 치유시설 집적 조성
 우선 추진 가능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점진적 확대

⚬ 아토피 없는 경기도 종합계획의 단계별 추진 방안은 아래 <그림 2-3>과 같음
 우선 정책방향을 확립하고 교육‧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우선 

가능한 사업을 진행
 다음으로 치유관리 센터 설립, 아토피 없는 학교 조성, 치유의 숲 조성 등 사업

기반조성을 추진
 마지막으로 치유 거점을 조성하여 아토피 없는 경기도를 실현

        출처: 경기도청, 2011, 「아토피 없는 경기도 종합계획」.
<그림 2-3> 아토피 없는 경기도 종합계획의 단계별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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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토피 없는 경기도 종합계획은 추진체계 확립, 예방교육‧홍보, 생활환경 조성, 
치유거점 조성 등 4가지 분야와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2-9> 참조)
 추진체계 확립 분야의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 정책포

럼 운영,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 T/F팀 구성 등이 있음
 예방교육‧홍보 분야의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아토피 교육정보센터 운영, 아토피․천

식 안심학교 지정, 아토피 캠프운영 확대, 식단 및 레시피 개발보급 등이 있음
 생활환경 조성 분야의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 아토피 

발생해충 방역추진, 친환경 마감재 지원, 대기오염 예보제 운영 등이 있음
 치유거점 조성분야의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치유거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아토피 

안심마을 조성, 환경성질환 예방치유센터 설립, 아토피 없는 학교 조성, 치유의 
숲 조성, 아토피 관련사업 육성 프로젝트 등이 있음

<표 2-9> 아토피 없는 경기도 종합계획의 주요 정책 분야 및 계획

분  야 추 진 계 획

1. 추진체계 확립  ․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 정책포럼 운영
 ․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 T/F팀 구성

2. 예방교육․홍보
 ․ 아토피 교육정보센터 운영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지정
 ․ 아토피 캠프운영 확대
 ․ 식단 및 레시피 개발보급

3. 생활환경 조성
 ․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
 ․ 아토피 발생해충 방역추진
 ․ 친환경 마감재 지원
 ․ 대기오염 예보제 운영

4. 치유거점 조성

 ․ 치유거점 조성 기본계획 수립
 ․ 아토피 안심마을 조성
 ․ 환경성질환 예방치유센터 설립
 ․ 아토피 없는 학교 조성
 ․ 치유의 숲 조성
 ․ 아토피 관련사업 육성 프로젝트 

          출처: 경기도청, 2011, 「아토피 없는 경기도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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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2년에는 아토피 캠프 운영, 아토피 안심마을 조성, 아토피 없는 가정
만들기,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 정책포럼 운영,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센
터 설립, 경기도 아토피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등의 사업에 8,252백만 원의 
예상을 책정하였음(고재경 외, 2013)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는 아토피성 질환에 대한 교육과 홍보, 적정 관리 및 

치료를 위한 거점으로 수원시와 가평군 두 곳에 설립될 예정임
 아토피 질환 어린이의 발병원인 진단 및 치료에 중점을 두는 경기도형 시범사업

으로 어린이 대상 아토피 질환 검진 및 예방‧관리, 식단 개선에 중점을 두고 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 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아토피성 질환자가 있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항원을 구
별, 진단하고 가정 내 실내환경관리, 식생활환경개선교육 및 관련 의약외품 등을 
지원하는 아토피 없는 가정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토피 캠프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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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의 국가 환경보건계획과 지방정부 환경보건계획

⚬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결과 21세기 개발을 위한 청사진으로 
Agenda 21이 제안됨에 따라 지역 수준에서 Agenda 21을 착수하기 위한 노
력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짐
 전 세계 31개국의 1300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지역 Agenda 21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해당되는 활동계획을 수립함

⚬ 세계보건기구(WHO) 건강도시(Healthy Cities) 프로그램 및 UN 지속가능한 
도시(Sustainable Cities) 프로젝트가 시작됨에 따라 전세계의 지자체에서 비
슷한 노력이 시작됨

(1) 유럽의 국가환경보건계획

⚬ 1989년 유럽은 환경과 보건 분야 장관회의가 개최되면서 환경보건 분야의 국
가적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함
 UN은 1992년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Agenda 21을 제시하였

으며, 이때 제시된 지속가능성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환경보건 이슈가 포함됨
 이후 WHO의 환경과 건강에 대한 국제 전략(WHO 1994, WHO/EHE/94.1)도 

1992년 리우선언에 언급된 환경보건 분야의 중요성을 반영함

⚬ 유럽에서 국가차원의 환경보건계획(National Environmental Health Action 
Plan, NEHAP) 수립이 요구된 것은 1994년 헬싱키에서 개최된 유럽의 제2차 
환경과 건강에 대한 컨퍼런스임

⚬ 이 회의 결과 유럽환경보건활동계획(Europe Environmental Health Action 
Plan, NEHAP)이 채택되었으며 이에 따라 효율적인 환경보건정책이 전달될 
수 있는 토대로서 국가수준의 환경보건 수준 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따라 1997년까지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각 분야에서 건강과 관련

된 요인을 연계시킨 NEHAP을 수립할 것을 각 국가에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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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HAP은 정부의 활동계획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표 
2-10> 참조)

<표 2-10> NEHAP의 주요 내용

1. 국가의 가장 중요한 환경보건 이슈의 현황에 대한 공식적 평가
2. 환경보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활동(필요시 연구도)의 영역과 문제해결의 장애물
3.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와 일정의 명시
4. 각각의 활동의 적절한 수준과 주요 이해당사자 파악
5. 각각의 활동에 요구되는 재원 수준과 조달 방식 명시
6.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과 교육의 필요성
7. 시행 전략
8. 시민과 이해당사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참여시키기 위한 소통 전략
9. NEHAP 목표의 진도 평가와 보고를 위한 제안서

⚬ 유럽의 국가환경보건정책은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기초되고 
있다. 즉 정부는 다음과 같은 주요 단계를 거쳐 NEHAP을 준비함
 광역 및 지방 정부와 이해 당사자(또는 기관)로부터 환경보건 계획을 제안
 다양한 제안서를 정리하여 일관성 있는 국가계획 초안을 작성
 초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기관)로부터 의견을 수렴
 모아진 의견을 고려하여 NEHAP을 확정하고 승인에 필요한 법적 절차 진행

⚬ 1994년 이후 유럽 여러 국가에서 진행된 환경보건 분야의 일련의 경험과 국
가환경보건계획 개발과정에서, 국가차원의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는 지방정부의 의지와 책무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됨
 지방정부의 책무와 의지는 국가계획과 전략 수립단계에서 지방정부가 어떤 방식

으로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임

(2) 지방정부차원의 환경보건계획

⚬ 역사적으로 유럽에서 환경보건은 도시 정부의 책임이었는데, 예를 들면 산업
혁명부터 식수공급, 폐기물 관리 및 주택은 시정부의 역할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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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건 분야는 지역 수준에서의 활동을 통한 노력이 매우 중요한데 지구적 
수준에서 환경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려면 반드시 많은 노력이 지역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함 

⚬ 지방정부는 정부의 형태를 갖춘 조직으로 시민에게 가장 가까이 위치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이해당사자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하기에 가장 효율적이
므로 국가는 지방정부와 기관들이 환경보건 분야에서 적절하게 관여하여 노력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주어야만 함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앙정부는 지역(local)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수

단(법령, 예산, 협력 등)을 마련해주어야만 하는 것임

⚬ 유럽에서 국가적 차원의 환경보건활동계획(National Environmental Health 
Action Plan, NEHAP)이 수립됨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환경보건활동계
획(Local Environmental Health Action Plan, LEHAP)의 수립을 위한 논의도 
자연스럽게 시작됨

⚬ LEHAP은 아래로부터의 요구로부터 환경보건활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
연성을 갖춘 환경보건계획임

(3) NEHAP과 LEHAP의 활성화를 위한 조건

⚬ 유럽연합은 환경보건 분야의 정책 및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음

❏ 여러 분야의 공동 노력
⚬ 환경보건 분야의 이슈는 다양한 분야에 걸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 또는 

보건 분야의 전문가들에게만 맡기기에는 너무 복잡함
⚬ 물론 환경 또는 보건 분야의 전문가 없이 환경보건을 관리하거나 개발하기는 

불가능하지만 환경보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와 수준의 기관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동안의 경험이 잘 보여주고 있음

❏ 지역사회 참여
⚬ 지역사회 참여란 지역 주민을 더 깊이 참여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

들 사이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달성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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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의 참여를 이루어내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역
사회의 참여도를 증진시키고 문제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 현대의 대부분의 환경보건 문제는 지역사회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함께 행동
할 때만 가능함

⚬ 한 개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인지 개인용 차량을 이용할 것인지의 판단은 
도시 대기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지만 전체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
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대기질의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

⚬ 다양한 환경보건 문제의 해결은 지역사회가 이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에 참여하고 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가능함

❏ 지역정부의 활동과 국가의 책무
⚬ 환경보건정책 또는 전략 수립을 위한 계획의 절차(planning process)에 대한 

모범답안은 없으며 국가와 법체계에 따라 다양한 모형이 가능함
 유럽에서의 경험을 보면, 지방정부의 환경보건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앙정부의 정치적 차원에서 명확하고 확고부동한 의지와 리더십이 필요함

⚬ 환경보건계획이 아래로부터의 요구로부터 이루어지기는 지역사회 주민에게는 
환경보건계획을 착수하거나 수행할 능력이 없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정치권
의 노력과 적극적 의지가 중요함

⚬ 한편 지방정부는 인근 지역의 다른 지자체와 협력하거나 영향을 줌으로써 보
다 광역적 영역에서 환경보건 분야의 이슈를 해결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 또한 지방정부는 지자체로서 지역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 보건 이슈의 해결을 위해 해당 지역의 다른 분야의 정책과 
활동의 맥락을 고려하여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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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협력 모형

⚬ 지방에서 환경보건 사업은 중앙정부가 지역 집행사무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
식과 지방정부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위임하고 활동영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음
 첫 번째 방식은 중앙정부의 지역 활동 역량이 강화되어 지역의 문제를 효율적으

로 해결할 수 있게 됨
 두 번째 방식은 중앙정부의 모든 지원체계나 구조가 함께 옮겨질 수는 없기 때

문에 제한성이 적지 않음

⚬ 중앙정부의 지역 집행사무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의 경우, 중앙정부는 (i) 
지역사회 차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를 제공해야 하며 (ii) 지자체에서 환경보건분야의 시민의 요구에 적절히 대
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침과 지원체계를 제공해야 함

⚬ 지방정부에 권한과 활동영역을 제공하는 경우 중앙정부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됨
 우수연구센터(center of excellence) 등을 통한 기술적 지원 제공
 지역 활동을 위한 기관의 설치에 요구되는 법적 토대와 지원 제공
 지역 정부의 책임에 대한 재정적 지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기관
 지역 정부의 활동에 대한 연구기관의 지원

⚬ 지방정부의 환경보건정책이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 가능한 네 가지 협력 모형이 있으며, 각각 협력 방식의 장점과 단점은 다
음 표에 요약되어 있음(<표 2-11> 참조)
 (i) 중앙정부의 지역 사무소를 개설하여 관련된 주제에 집중하도록 함
 (ii) 관련 부처의 담당 공무원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광역 사무소를 개설하여 모든 

영역의 관련 이슈를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함
 (iii) 지방정부가 국가 지침과 법령의 맥락 내에서 환경보건 문제를 대처하도록 함
 (iv) 지방정부와 광역 사무소가 지역 문제뿐만 아니라 전략적 국가이슈에 대응하도

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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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방식 장점 단점
환경부의 광역 

또는 지방 
사무소

중앙정부의 관리 용이
영역간 협력 어려움

지역 차원의 의사결정 어려움
지역의 요구와 관심에 대응하기 

어려움
지역 주민의 책임 없음

모든 관련 
부서의 

광역사무소

영역간 협력 가능
지역 차원의 의사결정 요소
지역의 요구와 관심에 대응 

가능

지역 주민의 책임 없음
지역 상황을 반영하는 정책 변화 

어려움

지방정부
지역 의사결정과 우선순위 

설정 가능
지역사회 책임과 참여

영역간 협력 가능
문제적응력 높음

정책 분절화
표준화와 일관성 결여

관심과 능력의 수준차 존재
독립성 결여

지방정부와 광역 
사무소

지방정부의 독립성과 
중앙정부의 통제 사이의 균형
적절한 수준에서 이슈에 대응
지역의 요구와 관심에 대응 

가능
책임 수준에 대한 시민의 혼동

<표 2-1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환경보건 분야 협력 방식과 장단점

출처: MacArthur I and Bonnefoy X, 1998. Environmental Health Services in Europe 2. Policy options. Copenhagen,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WHO Regional Publications, European Series No. 77

(5) 지방정부의 환경보건정책 시행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 유럽연합은 지방정부의 환경보건정책 시행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환경보건정책 시행을 위해 법적, 재정적, 기
술적 지원을 해야 함

⚬ 지방정부가 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이러한 경
우에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환경보건정책 시행에 필요한 법적인 지원을 해야 함

⚬ 초기에 환경보건계획을 시행하고 이러한 시행이 어떻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
는지 보이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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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인 LEHAP의 개발을 통해 여러 가지 관련 분야와 영역간의 협력이 활성
화됨에 따라 예산을 공유하고 재원의 불필요한 중복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음

⚬ 환경보건계획은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므로, 중앙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정부의 혁신적인 재정확충 체계(fund-raising 
mechanisms) 마련을 지원해야 함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환경보건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
을 할 필요가 있음
 작은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전문가들 사이의 소통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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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보건정책의 주요 분야 분석

1) 국가환경보건종합계획
⚬ 국가환경보건종합계획은 환경성질환 조사·감시 및 예방·구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저감, 환경오염 민감계층 및 취약지역 대책,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피해 대응기반 마련, 환경보건기반 선진화 등 5가지 부문으로 구분되어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환경성질환 조사·감시 및 예방·구제
⚬ 환경성질환 조사·감시 및 예방·구제 부문의 주요 정책은 아래와 같음 

 첫째, 환경성질환에 대한 조사와 감시·관리 체계를 구축
 둘째, 환경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환경성질환 건강피해에 따른 사후 구제제

도 마련
 셋째, 천식·아토피피부염 등 주요 환경성질환 추적 감시 예방·관리대책 마련  

⚬ 즉, 환경성질환 조사·감시 및 예방·구제 부문의 주요 정책 분야는 ①환경성질환
의 예방, ②환경성질환의 조사, ③환경성질환 피해 관리 등으로 나눌 수 있음
(<표 2-12 참조>

<표 2-12> 환경성질환 조사·감시 및 예방·구제 부문의 주요 추진과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환 경 성

질환 조

사·감시 

및 예방·

구제

1) 환경성질환 조사

   및 감시 체계 구축

가. 환경성질환 부담(EBD)조사 및 평가
나. 국가인체노출 평가체계 강화
다. 환경성질환 추적·감시체계 구축
라. 환경보건지수 개발 및 적용
마. 생태계 중 유해물질 감시·관리

2) 환경성질환 피해

   구제 체계 마련

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조사
나. 환경오염우려지역 건강피해자 사후관리
다. 환경성 석면질환 치료·예방 및 관리대책
라. 기타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대책

3)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대책 추진

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대책
나.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호흡기질환 예방·관리대책
다. 환경성 석면질환 치료·예방 및 관리대책
라. 기타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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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저감

⚬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저감 부문의 주요 정책은 아래와 같음
 첫째, 대기, 먹는물, 실내공기질 및 소음 등으로 인한 건강피해 확인 및 저감대책 마련
 둘째, 「석면안전관리법」, 「인공조명 빛공해방지법」 제정 등 환경보건이슈에 대한 

물질별 관리기반 확립
 셋째, 국가우선관리대상 물질에 대해 위해성평가 실시 및 관리방안 도출
 넷째, 유해화학물질 배출 저감 및 관리제도 도입, 유해중금속 저감 및 관리대책

 
⚬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저감 부문의 주요 정책 분야는 ①매체별 환경

유해인자 예방·관리, ②일상생활에서의 환경유해인자 예방·관리, ③유해물질
(화학물질+중금속) 저감 및 관리 등으로 나눌 수 있음(<표 2-13> 참조)

<표 2-13>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저감 부문의 주요 추진과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환 경 유

해 인 자

로 인한 

건 강 피

해 저감

1) 매체별 환경유해

   인자의 건강피해

   예방 및 관리

가.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 및 관리
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다. 먹는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 및 관리
라. 소음·진동 관리 강화로 정온한 생활 환경 조성

2) 생활주변 환경

   유해인자의 예방·

   관리

가. 석면 안전관리 체계 구축
나.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
다. 나노물질 안전관리 체계 구축
라. 전자파로 인한 위해관리
마.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예방·관리

3)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

가. 국가우선관리대상물질 관리기반 구축
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 강화
다.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관리
라. 화학물질 평가에 의한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마. 화학물질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 강화

4) 유해중금속 

    관리대책

가. 수은관리 종합대책 추진
나. 납 및 카드뮴 관리대책
다. 비소 등 기타 유해중금속 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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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 민감계층 및 취약지역 대책

⚬ 환경오염 민감계층 및 취약지역 대책 부문의 주요 정책은 아래와 같음
 첫째, 어린이, 산모, 노령인구 등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보건정책 추진
 둘째, 산업단지, 폐광, 가축매몰구역 등 환경오염취약지역에 대한 환경보건정책 추진

⚬ 환경오염 민감계층 및 취약지역 대책 부문의 주요 정책 분야는 ①민감계층에 
대한 환경보건대책 마련 ②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보건대책 마련으로 
나눌 수 있음(<표 2-14> 참조) 
<표 2-14> 환경오염 민감계층 및 취약지역 대책 부문의 주요 추진과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환 경 오

염 민감

계층 및 

취 약 지

역 대책

1) 환경오염 민감계층

   환경보건 대책

가. 전생애 환경보건 진단·관리 체계 구축
나. 민감계층 보호를 위한 유해물질 노출권고기준 마련
다. 어린이 환경안전관리 강화
라. 산모-어린이 환경보건대책
마. 노령인구 환경보건대책
바. 학교 환경보건대책

2) 환경오염취약지역

    특별대책

가. 국가우선관리 환경보건취약지역 선정·관리
나. 산업단지지역 환경보건대책
다. 폐광지역 환경보건대책
라. 가축매몰구역 환경보건대책
마. 기타 환경오염취약지역 환경보건대책
바. 건강영향조사 청원제도 운영

❏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피해 대응기반 마련

⚬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피해 대응기반 마련 부문의 주요 정책은 아래와 같음
 첫째, 기후변화 환경보건 포럼 구성, 환경보건 교육·홍보 강화 등 기후변화 건강

영향 적응기반 구축
 둘째, 기후변화로 인한 민감계층의 알레르기 질환 피해, 취약계층의 건강피해 관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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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기후변화로 인한 대기 변화, 물환경 변화, 화학물질 변화 등에 따른 건강영
향 평가 실시  

⚬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피해 대응기반 마련 부문의 주요 정책 분야는 ①기후변
화 적응기반 구축, ②기후변화에 따른 민감·취약계층 건강피해 관리, ③기후변
화에 따른 대기, 물, 화학물질 등 매체별 영향 평가로 나눌 수 있음(<표 
2-15> 참조)

<표 2-15>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피해 대응기반 마련 부문의 주요 추진과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 후 변

화에 따

른 건강

피해 대

응 기 반 

마련

1) 기후·생태변화 

   적응역량 강화 

   및 알레르기 대책

가.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및 국민인식 제고
나. 기후변화에 따른 알레르기 유발 인자 관리
다. 생태계 변화에 따른 야생동물 유래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라. 이상기후로 인한 건강피해 대응

2) 대기·물환경 및

   화학물질 거동변화에

   따른 환경보건대책

가. 대기환경 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평가 및 대응
나. 물환경 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평가 및 대응
다. 화학물질 거동변화에 따른 인체·생태 영향 평가

❏ 환경보건기반 선진화
⚬ 환경보건기반 선진화 부문의 주요 정책은 아래와 같음

 첫째, 환경보건정책을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관련법제도 강화
 둘째, 위해성 평가 및 건강영향평가 관리 체계 구축
 셋째, 환경보건 분야의 연구개발 기반 강화
 넷째, 환경보건 위해소통 및 협력 강화
 다섯째, 환경보건 전문인력 및 산업기반 육성

⚬ 환경보건기반 선진화 부문의 주요 정책 분야는 ①관련 법제도 강화, ②위해성 
평가 및 건강영향평가 관리 체계 구축, ③연구개발 기반 강화, ④소통 및 협력 
강화, ⑤전문인력 및 산업기반 육성 등으로 나눌 수 있음(<표 2-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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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환경보건기반 선진화 부문의 주요 추진과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환 경 보

건 기 반 

선진화

1) 환경보건 법령 및

   조직 정비

가. 환경성질환 예방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제 확립
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제도 도입
다.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추진
라. 목질판상제품 관리제도 선진화
마. 인공조명 빛공해방지법 마련
라. 환경보건정책 추진조직 정비

2) 위해성 평가 및

   관리 체계 구축

가. 매체통합 위해성 평가·관리체계 확립
나. 지역사회 기반 위해성평가 및 관리
다. 개발사업의 환경유해인자 건강영향평가 활성화

3) 환경보건 연구개발

   기반 강화

가.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 개발사업 추진
나. 생체시료 분석 및 정도관리 체계 구축
다. 환경보건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4) 위해소통 및 

   환경보건 협력 강화

가. 대국민 위해소통 강화
나. 환경보건분야 국제협력 강화
다. 환경보건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운영

5) 환경보건 전문 

   인력 및 산업기반 육성

가. 환경보건 전문 인력양성
나 환경보건산업 활성화 기반마련

❏ 국가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주요 정책분야 및 영역
⚬ 앞에서의 부문별 주요 정책분야를 정리하여 종합하면 아래 <표 2-17>과 같

이 환경보건종합계획의 5가지 부문별 주요 정책 분야를 확인할 수 있음
⚬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주요 정책 분야는 환경성질환의 예방·조사·관리, 매체별 

환경유해인자 예방 및 관리,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 어린이·노약자 등 민감계
층에 대한 대책, 환경오염취약지역에 대한 대책,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관리 
및 매체관리, 환경보건 관련 법제도 및 연구개발 강화, 전문인력 및 산업기반 
육성, 소통 및 협력강화 등이 있음

⚬ 환경보건종합계획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환경보건
과 관련하여 비교적 넓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과 세부사업을 발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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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주요 정책분야

대분류 주요 정책 분야

환경성질환 조사·감시 
및 예방·구제

① 환경성질환의 예방
② 환경성질환의 조사
③ 환경성질환 피해 관리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저감

① 매체별 환경유해인자 예방·관리 
② 일상생활에서의 환경유해인자 예방·관리
③ 유해물질 저감 및 관리

환경오염 민감계층 및 
취약지역 대책

① 민감계층에 대한 환경보건대책 마련
②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보건대책 마련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피해 
대응기반 마련

①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
② 기후변화에 따른 민감·취약계층 건강피해 관리
③ 기후변화에 따른 대기, 물, 화학물질 등 매체별 
   영향 평가

환경보건기반 선진화

① 관련 법제도 강화
② 위해성 평가 및 건강영향평가 관리 체계 구축
③ 연구개발 기반 강화
④ 소통 및 협력 강화
⑤ 전문인력 및 산업기반 육성

⚬ 주요 정책 분야와 함께 주요 정책 영역을 분석하면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주요 
정책의 분야와 특성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음

⚬ 환경보건종합계획에서 발굴된 세부 사업을 매체별, 물질별, 대상별, 지역별로 
분석하면 주요 정책 영역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앞의 네 가지 주제
별로 세부사업을 검토하면 아래 <표 2-18>과 같이 환경보건종합계획에서 
추진되고 있는 환경보건정책의 주요 영역을 파악할 수 있음
 매체별로는 공기, 물, 식물(생물), 토양, 퇴적물/폐기물, 이상기후, 소음 등을 다루

고 있음
 물질별로는 화학물질, 미세먼지, 석면, 수은, 납, 카드뮴, 라돈, 나노물질, 잔류성유

기오염물질, 내분비계장애물질, 전자파, 빛 공해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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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대상별로는 영유아 및 어린이, 고령자, 산모, 오염지역 주민 등 취약계층, 
알레르기 질환자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지역별로는 환경오염 우려지역, 석면피해지역, 실내공기질, 어린이 활동공간, 학
교, 산업단지, 취약계층 시설/ 취약 지역, 광산지역, 가축매몰구역, 토양오염 우려
지역 등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표 2-18>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주요 정책 영역

구 분 주요 영역

매체별 공기, 물, 식물(생물), 토양, 퇴적물/폐기물, 이상기후, 소음

물질별
화학물질, 미세먼지, 석면, 수은, 납, 카드뮴, 라돈, 나노물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내분비계장애물질, 전자파, 빛 공해

대상별 
영유아 및 어린이, 고령자, 산모, 

오염지역 주민 등 취약계층, 알레르기 질환자

지역별

환경오염 우려지역, 석면피해지역, 실내공기질,

어린이 활동공간, 학교, 산업단지, 

취약계층 시설/ 취약 지역, 광산지역,

가축매몰구역, 토양오염 우려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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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24대 중점추진 과제
⚬ 서울시의 경우 환경보건종합 관리 시스템 구축 분야, 생활 속 발암(유해)물질 

예방관리 분야,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등 민감계층 보호 분야, 환경성
질환 예방 교육·홍보 분야, 알권리 보장 분야 등 5개 분야에 24대 중점추진 
정책을 개발하여 서울시민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표 2-19> 참조)

⚬ 환경보건 종합 관리 시스템 구축 분야에서는 환경보건조례 및 환경보건위원회 
구성, 서울시민의 환경성질환 전담(연구 등) 환경보건센터 구축, 환경성 유해
물질 검사 및 연구기능 강화, 아토피교육정보센터 교육기능 확대 등 4개 과제
를 도출함

⚬ 생활 속 발암(유해)물질 예방관리 분야에서는 우선적 예방관리대상 7대 발암
(유해)물질의 선정 및 저감방안,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추진, 서남권 소음피해 
지역주민 역학조사, 황사가 시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환경보건 
시민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살충제 등 유해물질 사용저감을 위한 방역사업 
개선 등 6개 과제를 도출함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등 민감계층 보호 분야에서는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추진, 실내공기질 개선 등 관리 추진, 아토피 안심학교 지정 강
화 및 인증제 실시, 민감계층 환경호르몬 등 유해물질 예방을 위한 시범사업, 
생활용품속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생산유통관계자 협약체결 등 5개 과제를 
도출함

⚬ 환경성질환 예방 교육·홍보 분야에서는 자치구 보건소 환경보건 교육 등 역량 
강화,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관계자 환경보건 교육 실시, 지역사회 환경보건전
문가 육성 프로그램 개발, 환경호르몬 예방 교육 영상물 제작 보급, 취약계층 
국가암검진 및 의료비 지원, 발암물질 없는 서울만들기 캠페인 행사 등 6개 
과제를 도출함

⚬ 알권리 보장 분야에서는 생활 속 유해물질 예방 가이드북 제작 보급,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가이드북 제작 보급, 안전한 제품 구매를 돕는 시민녹색구
매 가이드 북 제작 보급 등 3개 과제를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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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환경보건종합 관리 시스템 구축 : 4개 과제

① 환경보건조례 및 환경보건위원회 구성
② 서울시민의 환경성질환 전담(연구 등) 환경보건센터 구축
③ 환경성 유해물질 검사 및 연구기능 강화(보건환경연구원)
④ 아토피교육정보센터 교육기능 확대

Ⅱ. 생활 속 발암(유해)물질 예방관리 : 6개 과제

① 우선적 예방관리대상 7대 발암(유해)물질의 선정 및 저감방안
②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추진
 가. 방사선 노출지역주민 건강검진 및 생활방사선평가표 개발
 나. 실내공기, 음용수, 식품 등 생활방사선 검사 및 연구
③ 서남권 소음피해 지역주민 역학조사
④ 황사가 시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⑤ 환경보건 시민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⑥ 살충제 등 유해물질 사용저감을 위한 방역사업 개선

Ⅲ.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등 민감계층 보호 : 5개 과제

①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추진
② 실내공기질 개선 등 관리 추진
 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추진
 나.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추진
 다. 지하역사 내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석면,라돈 등) 추진
③ 아토피 안심학교 지정 강화 및 인증제 실시
 - 환경성질환 환아 자가 관리 향상을 위한 캠프운영
④ 민감계층 환경호르몬 등 유해물질 예방을 위한 시범사업
⑤ 생활용품속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생산유통관계자 협약체결

<표 2-19> 서울시 중점 추진 24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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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환경성질환 예방 교육·홍보 : 6개 과제

① 자치구 보건소 환경보건 교육 등 역량 강화
②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관계자 환경보건 교육 실시
③ 지역사회 환경보건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개발
④ 환경호르몬 예방 교육 영상물 제작 보급(다큐멘터리)
⑤ 취약계층 국가암검진 및 의료비 지원 
⑥ 발암물질 없는 서울만들기 캠페인 행사

Ⅴ. 알권리 보장 : 3개 과제

① 생활 속 유해물질 예방 가이드북 제작 보급
②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가이드북 제작 보급
③ 안전한 제품 구매를 돕는 시민녹색구매 가이드 북 제작 보급

⚬ 서울시 중점 24대 중점 추진 과제를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주요 분야로 분류하여 
서울시의 중점 분야를 분석해 보면 <표 2-20> 과 같음

⚬ 서울시의 중점 추진 과제의 경우에 유해물질 저감 및 관리 분야, 일상생활에
서의 환경유해인자 예방·관리 분야, 민감계층에 대한 환경보건대책 마련 분야, 
관련 법제도 강화 분야, 연구개발 기반 강화, 환경성질환의 조사 및 예방, 소
통 및 협력 강화 분야, 전문인력 및 산업육성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중
점 추진과제를 도출하였음

⚬ 서울시의 환경보건정책의 경우 민감‧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 분야, 유해물질 저
감 및 관리 분야, 환경성질환 분야, 소통 및 협력강화 분야와 관련된 정책에 
관심이 많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함
 민감계층에 대한 환경보건대책 마련 분야에 5개의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가장 많

은 관심을 쏟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유해물질 저감 및 관리 분야, 환경성질
환의 조사 및 예방, 소통 및 협력 강화 분야에 각각 4개의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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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0> 국가 환경보건종합계획과 서울시(생활보건과) 환경보건정책 분야 비교

환경보건종합계획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대분류 주요 정책 분야 중점 24대 과제

환경성질환 
조사·감시 

및 예방·구제

① 환경성질환의 예방
- 아토피 안심학교 지정 강화 및 인증제 실시
- 환경호르몬 예방 교육 영상물 제작 보급(다큐멘

터리)

② 환경성질환의 조사 - 서남권 소음피해 지역주민 역학조사
- 황사가 시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③ 환경성질환 피해 관리 해당 없음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저감

① 매체별 환경유해인자 
   예방·관리 해당 없음

② 일상생활에서의 
   환경유해인자 예방·관리

-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추진
- 실내공기질 개선 등 관리 추진
- 안전한 제품 구매를 돕는 시민녹색구매 가이드 

북 제작 보급

③ 유해물질 저감 및 관리

- 우선적 예방관리대상 7대 발암(유해)물질의 선정 
및 저감방안

- 살충제 등 유해물질 사용저감을 위한 방역사업 
개선

- 발암물질 없는 서울만들기 캠페인 행사
- 생활 속 유해물질 예방 가이드북 제작 보급

환경오염 민감계층 
및 취약지역 대책

① 민감계층에 대한 
   환경보건대책 마련

- 아토피교육정보센터 교육기능 확대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추진
- 민감계층 환경호르몬 등 유해물질 예방을 위한 

시범사업
- 취약계층 국가암검진 및 의료비 지원 
-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가이드북 제작 보급

②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보건대책 마련 해당 없음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피해 대응기반 

마련

①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 해당 없음
② 기후변화에 따른 민감·
  취약 계층 건강피해 관리 해당 없음
③ 기후변화에 따른 대기,
   물, 화학물질 등 매체별 
   영향 평가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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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기반 
선진화

① 관련 법제도 강화 - 환경보건조례 및 환경보건위원회 구성

② 위해성 평가 및 건강
   영향평가 관리 체계 구축 해당 없음

③ 연구개발 기반 강화
- 서울시민의 환경성질환 전담(연구 등) 환경보건

센터 구축
- 환경성 유해물질 검사 및 연구기능 강화(보건환

경연구원)

④ 소통 및 협력 강화
- 환경보건 시민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 생활용품속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생산유통관계

자 협약체결
- 자치구 보건소 환경보건 교육 등 역량 강화
-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관계자 환경보건 교육 실시

⑤ 전문인력 및 산업기반 육성 - 지역사회 환경보건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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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환경보건정책의 주요 분야

(1) 세계보건기구(WHO)

⚬ 각종 전염병의 예방, 환경 위생, 방사선 위생 등 보건‧위생 분야의 국제적인 협
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문기구인 세계보건기구는 Department of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에서 환경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Department of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의 역할은 더욱더 건강한 환경
을 촉진하고, 우선적인 예방을 강화하며, 공공정책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줌
으로써 건강에 대한 환경적 위협요인의 근본부터 다루는 것임

⚬ Department of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는 환경적 위험(실내외 공기오
염, 화학물질, 식수, 위생관리, 전리․비전리 방사선 등)을 평가하고 관리하며, 
주요 환경 유해인자에 대한 증거중심(evidence-based)의 기준과 지침을 작
성함으로써 정책에 기여(박정임, 2013)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환경보건정책의 분야는 ①실내공
기오염, ②대기오염, ③화학물질, ④어린이 환경보건, ⑤전자파 ⑥재난상황에
서의 환경보건, ⑦환경보건(건강)영향평가, ⑧기후변화와 건강, ⑨건강‧환경 
연계 주류화, ⑩건강한 환경 조성, ⑪전리방사선, ⑫직업보건, ⑬환경보건영향
의 정량화, ⑭자외선, ⑮수질과 위생 등이 있음(<표 2-21> 참조)

⚬ 그 밖에 WHO Europe의 환경보건 핵심 주제는 ①대기질, ②기후변화, ③건강
영향평가, ④주거와 보건, ⑤소음, ⑥직업보건, ⑦ 교통과 보건, ⑧도시 보건, 
⑨수질과 위생 분야 등이 있음(박정임, 2013)

⚬ 세계보건기구에서 다루고 있는 환경보건 분야의 경우 대부분 우리나라와 중복
되는 분야가 많이 있으나, 직업보건, 자외선 등 우리나라 환경보건정책에서 
주로 다루지 않는 분야도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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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WHO 환경보건정책 주요 분야

실내공기오염 건강‧환경 연계 
이니셔티브

대기오염 건강한 환경 조성

화학물질 전리방사선

어린이 환경보건 직업보건

전자파 환경보건영향의 
정량화

재난‧재해상황에서의 
환경보건 자외선

환경보건영향평가 수질과 위생

기후변화와 건강

   출처: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http://www.who.int/phe/health_topic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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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연합(EU)

⚬ 유럽연합은 제7차 환경이행계획(Seventh Environment Action Programme, 
7EAP, 2012-2020)을 제안하고 환경보건(Health and well-being)을 위해서 
6대 목표와 5개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제7차 환경이행계획의 주요 목표 중 환경보건(Health and well-being)의 목
표와 이행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봄으로써 환경보건의 주요 정책 분야를 파악
할 수 있음

⚬ 유럽연합의 환경보건정책에서는 주로 대기환경, 소음, 수질, 유해화학물질, 기후
변화 등의 분야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확인할 수 있음(<표 2-22> 참조)

 

7차 EAP의 환경보건 목표 목표달성 방법

1. 대기질 개선
2. 소음공해 감소
3. 음용수와 생활수의 수질 고급화
4. 내분비계교란물질, 생활용품중 화

학물질을 포함한 유해물질 사용과 
관련된 환경보건의 위험 평가와 
최소화

5. 나노물질과 관련된 안전문제를 다
른 입법과 연계하여  해결

6. 기후변화 적응

1. 최신의 과학적 지식과 발생원에서 대기오염물
질을 제거하는 기술을 반영하여 EU 대기질 정
책 개선

2 최신의 과학적 지식과 발생원에서 소음을 줄이
는 기술을 반영하여 EU 대기질 정책 개선

3. 음용수법(특히 작은 규모의 공급자)과 생활용수
법 적용 강화

4. 화학물질 노출과 독성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지속가능한 물질(sustainable substances) 개발
에 기반한 무독성 환경 전략 개발(non-toxic  
environment)

5. 기후변화적응전략의 적용(기후변화적응과 재난
위험관리의 통합)

<표 2-22> EU 제7차 환경이행계획 중 환경보건의 목표와 정책

  

  출처: 박정임, 2013, 「환경보건분야 국제협력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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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환경보건 현황 파악

1) 서울시 일반 현황
⚬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경제와 정치 중심지이며, 인구가 1,053만여 명

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매우 역동적인 도시이며, 인구
밀도는 평방킬로미터 당 17,397명이 될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하여 생활하는 곳임(백도명, 2012)
 서울시는 두 번째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에 비해서도 두 배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그림 2-4> 참조)

      출처: 서울시, 2012, 「서울 통계연보 2012」.
<그림 2-4> 2011년 기준 서울시 인구 현황

⚬ 서울시의 인구는 1950년대 169만 명에서 1990년대에 1,061만 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후 현재까지 비슷한 인구규모를 유지하고 있음(<그림 2-5> 참조)

      출처: 서울시, 2012, 「서울 통계연보 2012」.
<그림 2-5> 서울시 연도별 인구규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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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14세 이하 아동 인구는 2011년 기준 전체 인구 중 13.23%에 해당하
는 1,393,303명이며,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 중 9.97%에 해당하는 
1,049,425명임
 서울시에는 환경보건정책의 주요 대상자인 어린이 및 노인 등 민감계층이 전체 인구의 

23.2%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수의 민감계층이 거주하고 있음(<표 2-23>  참조)

<표 2-23> 서울시 민감계층 인구 현황(2011)

서울시 전체 
인구

민감계층 인구
14세 이하 인구 65세 이상 인구

인구수 10,528,774명 2,442,728명
1,393,303명 1,049,425명

구성비 100% 23%
13.23% 9.97%

     출처: 서울시, 2012, 「서울 통계연보 2012」.

⚬ 서울시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는 2011년 기준 121,283가구 206,808명으로 
2011년 국가 전체 850,689가구 1,469,254명의 약 7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 인구규모만큼 많은 수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고 있음
(<표 2-24> 참조)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에는 생활환경 개선

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이는 환경보건정책의 주요 대상자 중 하나인 사회적 취약계층이 수가 많다는 것

을 의미함

<표 2-24> 서울시 기초생활수급 현황(2011) 

가구수 인원(명)
전 체 850,689 1,469,254
서울시 121,283 206,808

     출처: 보건복지부, 2012, 「2012 보건복지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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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면적은 605km2로 울산시, 인천시, 대구시, 부산시에 이어 주요 도시 
중 5번째로 면적이 넓은데, 인구규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면적이 좁다는 특
징이 있음(<그림 2-6> 참조)

      출처: 서울시, 2012, 「서울 통계연보 2012」.
<그림 2-6> 주요 도시의 도시면적

⚬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1년 이후 점차 증가하여 297만대(2011년 기준)로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면적 대비 가장 많은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
며 이로 인하여 대기오염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건강에 영향을 받고 있음
(<그림 2-7> 참조)
 그 중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서울시의 경유자동차 보유율은 2011년 기준 29.4%

정도로 샌프란시스코(3%), 도쿄(4%)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음(김운수·최유진, 2012)

         출처: 서울시, 2012, 「서울 통계연보 2012」.
<그림 2-7> 주요 시별 차량 등록 현황(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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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환경보건 여건
⚬ 서울시의 많은 인구 이동과 밀집 특성은 서울시가 수행해야 할 정책 중에서 

질병확산 방지, 사고 예방, 건강한 환경조성 등이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음(이기영, 2013)
 서울시는 자동차나 가정, 사업체의 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 오염물질 배출 문

제, 수질이나 토양 오염의 문제를 안고 있음
 학교나 유흥시설 등 좁은 공간에 인구가 밀집하는 시설이 많아서 전염병의 확산에 

취약하고 사고나 환경 유해인자에 의한 피해도 크게 됨
 서울시의 전출입 인구는 매년 200만 명 내외로 유동인구의 규모가 매우 큼. 서

울과 경기 지역의 국제이동 인구수는 지난 10년간 증가 추세에 있어 해외유입 
감염병의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임

(1) 대기오염 현황

⚬ 2012년 대기오염도 특징은 전년에 비해 황사 발생일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일수, 오존주의보 발령일수가 감소하였음(서울보건환경연구원, 2013)
 황사 발생일수는 11월에 총 1일로 전년도의 8일보다 감소하였으며, 미세먼지의 

평균농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음
 

⚬ 일반적으로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오염물질은 SO2, NO2, PM10, O3 등의 물질
이 있는데 서울의 경우 SO2, O3 오염도는 대기환경기준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
나, NO2, PM10 과 같은 오염물질의 경우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
이며,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성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O3 오염도는 2003년 0.014(ppm/8시간)에서 2012년 0.021(ppm/8시간)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서울시 연도별 오존주의보는 1996년 6일 동안 11회 발령에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2010년 7일 동안 21회가 발령 되었음(서울보건환경연구원, 
2013)

⚬ NO2의 경우 2001년 0.037ppm에서 조금씩 농도가 줄어들어 2011년 
0.033ppm을 기록하였지만 연간평균 대기환경기준인 0.003ppm을 웃도는 수
치를 기록하고 있음(<그림 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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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경우 자동차 이용량이 매우 많아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NO2의 발생량이 
많다고 볼 수 있으며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NO2의 농도가 높게 나타남

                출처: 환경부, 2012, 「2012 환경통계연감」.
<그림 2-8> 주요 도시의 NO2 변화추이

⚬ 2011년 지역별 NO2 오염도는 상대적으로 차량운행이 많은 강남구, 서초구 등
의 지역이 농도가 높게 나타났음(<그림 2-9> 참조)

               출처: 서울보건환경연구원, 2013, 「서울환경보건백서 2012」.
<그림 2-9> 2011~2012 서울시 지역별 NO2 오염도 현황

⚬ PM10 은 2001년 71㎍/㎥을 기록하여 오염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지속적
인 노력으로 상당 수 개선되어 2011년에는 기준치인 50㎍/㎥보다 낮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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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록하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임
 PM10 또한 대도시의 산업활동이나 자동차의 연소, 주거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물질로 대표적인 환경성질환인 천식 등 호흡기 질병을 악화시키고 폐기능을 저
하시키기 때문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

 PM10은 농도의 경우 개선이 많이 되었지만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경우 2002
년 대비 약 2배가량 증가하였음(<그림 2-10> 참조)

                출처: 환경부, 2012, 「2012 환경통계연감」.
<그림 2-10> 주요 도시의 PM10 변화추이

⚬ PM10의 경우 강서지역 강남지역 등 상대적으로 평지가 많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북한산이 위치한 강북지역이 상대적으로 농도가 낮게 나타났음
(<그림 2-11> 참조)

               출처: 서울보건환경연구원, 2013, 「서울환경보건백서 2012」.
<그림 2-11> 2011~2012 서울시 지역별 PM10 오염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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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서울시 주요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대기자동측정망의 측정 
결과 일반 대기 자동측정망의 결과와 비교해서 자동차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인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미세먼지는 도로변 대기가 높게 나타남(서울보건환
경연구원, 2013)
 반대로 2차 오염물질인 오존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와 반응하여 일

반대기보다 낮게 나타남

(2) 실내환경 현황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 서울시에는 다중이용시설이 2005년 1,810개에서 신규시설의 증가로 해마다 

대상시설이 약 10%씩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현재 3,365개의 시설이 있으
며 시설별로는 실내주차장이 42.7%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다중이용시설은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폼알데하이드(HCHO),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CO) 등 5개 물질
에 대하여 유지기준을 설정하고 위반시 행정조치를 하고 있음

⚬ 2012년 서울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오염도 조사 결과 전체 345개소 
시설 중 기준을 초과한 건수는 27개소로 기준 초과율은 7.8%를 차지하고 있음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중 기준 초과율이 높은 시설은 PC방이 66.7%, 지하도 상

가가 44.4% 등으로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음(<표 2-25> 참조)

<표 2-25> 2012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결과

 출처: 서울보건환경연구원, 2013, 「서울환경보건백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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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 정부는 실내공기오염으로 인한 환경성질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실내공기질의 적절한 확보와 유지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신축공동주택 실내공
기질 권고기준을 제정하여 1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관
리하고 있음(서울보건환경연구원, 2013)
 조사항목으로는 피부질환이나 신경독성, 발암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폼알데하이드와 벤젠 등 휘발성유기화학물 5종을 대상으로 함

⚬ 2012년 서울시에 실내공기질 검사가 의뢰된 신축 공동주택은 전체 42개소이며 
그 중 기준을 초과한 곳은 13개소로 31.0%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서
울보건환경연구원, 2013)
 조사건수는 221지점이며 기준을 초과한 건수는 20지점으로 9.0%가 기준을 초과

한 것으로 나타남

❏ 지하철역사 내 라돈농도
⚬ 서울시는 1998년부터 지하철역사의 라돈 노출에 의한 질병예방 및 시민건강

을 보호하기 위해 라돈농도를 측정하고 있음
⚬ 조사결과 2009년 까지는 매년 기준을 초과하는 역사가 있었지만 스크린도어

가 설치된 이후인 2010년부터는 기준을 초과한 역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보건환경연구원, 2013)

❏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 대상 실내공기질
⚬ 보육시설과 의료기관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환경오염에 민감한 어린이와 환

자가 이용하는 시설로 중점관리대상에 속함
⚬ 2012년 총 722개 시설 중 330개소를 검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인 800CFU/㎡를 초과한 시설은 총 55개소로 16.7%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표 2-26> 참조)

⚬ 그 중 보육시설의 초과율은 21.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어린이들
이 생활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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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6> 2012년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 대상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출처: 서울보건환경연구원, 2013, 「서울환경보건백서 2012」.

(3) 소음·진동

⚬ 서울시 일대는 재개발사업 및 교통량의 증가 등으로 소음 및 진동에 대한 각
종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언론매체를 통해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들 간의 불화 등 다양한 문제들

이 대두되고 있음

⚬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를 15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환경소음 측정망
을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녹지, 주거, 상업지역 등 용도별로 구분하고 있고, 
또한 각 지역별로 일반지역과 도로변지역으로 측정하고 있음

⚬ 2012년 용도별 환경소음 측정결과 일반지역의 소음도 보다는 도로변지역의 
소음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표 2-27> 참조)

⚬ 용도별로는 녹지지역과 주거지역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소음이 발생하
고 있으며, 상업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게 소음도가 나타나는 것
으로 확인



- 67 -

<표 2-27> 2012년 용도별 환경소음 측정결과

 출처: 서울보건환경연구원, 2013, 「서울환경보건백서 2012」.

 
(4) 석면4)

⚬ 서울시는 2012년 24개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장 폐건축자재의 석면함유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 결과 22개 사업장에서 백석면 등이 검출되었음

⚬ 지하철역사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12개 지하철역사 건축자재 석면조사 
및 6개 지하철역사 석면농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8개 지하철역사 
건축자재에서 백석면이 검출되었고 석면농도는 6개 지하철 역사 모두 석면이 
검출되지 않음

⚬ 또한 생활환경주변 공기 중 석면 농도 검사를 위하여 주택재개발지역 및 재건
축지역 15개 사업장 101개 지점에 대하여 석면 비산농도 측정 결과 모두 석
면배출허용기준(0.01개/cc) 이하로 나타남

4) 서울보건환경연구원, 2013, 「서울환경보건백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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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소유 공공건축물 중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정도가 심해 위험등급으로 
조사된 공공건축물 10개 시설의 석면자재가 위치한 실내공간 및 인접 통행구
간 19개 지점에 대한 석면농도 모니터링 결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질관리법」 권고기준인 0.01개/cc 이하로 나타남

(5) 수질오염

❏ 사업장 폐수
⚬ 2012년도 서울시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에 대한 검사는 총 2,747건이 

실시되었음. 이중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 및 자치구에
서 의뢰된 시료 총 1,613건 중 133건이 부적합 판정되었음(서울보건환경연구
원, 2013)

⚬ 또한 성동구, 중구, 종로구 등 3개 자치구 소개 염색공장 폐수 합동단속
(2012.4.5.~7.6)에 따른 수질검사결과 25건에서 기준을 초과하였음. 부적합
률은 23.1%를 차지함(서울보건환경연구원, 2013)

❏ 한강 수질오염
⚬ 한강본류는 월 1회 잠실, 노량진, 행주 등 7개 측정지점에 대한 BOD, 총인의 분석

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석결과 한강의 수질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강 본류의 BOD는 2009년 이후 모두 감소하였으며 상류인 잠실이 가장 낮고, 하

류로 갈수록 높아져 행주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표 2-28> 참조)
<표 2-28> 한강본류의 BOD 변동                                                                                                    (단위: mg/L)

 출처: 서울보건환경연구원, 2013, 「서울환경보건백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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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물 및 지하수
⚬ 2012년 먹는샘물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정기

검사 및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 총 219건의 검사 건수 중 부적
합은 단 3건에 불과하였음(서울보건환경연구원, 2013)

⚬ 약수터 등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검사에서는 총 256개소 중 적합시설은 
173개소, 부적합시설은 83개소로 부적합률은 32.4%로 나타나 먹는물 공동시
설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나타남(서울보건환경연구원, 2013)

⚬ 서울시에 공급되고 있는 수돗물에 대한 수질 검사의 경우는 2012년 민·관이 
합동으로 실시하여 서울시내 26개 자치구 소재 수도꼭지 608개 지점 확인 결
과 모두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서울보건환경연구원, 2013)

(6) 폐기물 및 토양 오염도

⚬ 서울시는 폐기물 및 토양오염 영향에 의한 시민 건강 위해요인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장 폐기물, 토양오염도 실태조사, 어린이공원 
놀이터 중금속검사,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미용산 주변기지 유류 오염모니터
링 및 도시농업용 텃밭 토양안전성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음

❏ 폐기물
⚬ 2012년 민·관원 의뢰 폐기물 검사 중 용출시험 검사는 총 170건으로 그 중 

20건의 소각재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과 항목은 납, 수은 등
으로 나타남(서울보건환경연구원, 2013)
 총 170건 중 오니류가 총 의뢰건수 중 80건(47.1%)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각재가 

50건(29.4%)임

❏ 토양오염
⚬ 2012년 201개 지점 375개 시료를 대상으로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그 중 8

개 지점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서울보건환경연구원, 
2013)
 또한 정비소, 세차장 등 토양오염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2012년 조

사결과 전체 121개 지점 149개 시료 중 7개 지점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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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서울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 전체 154개 지점
이 일반토양에서의 오염농도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
음(서울보건환경연구원, 2013)
 비록 일반토양과 비슷한 농도이긴 하지만 환경오염에 민감한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어린이놀이터의 토양오염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음

(7) 서울시 기후변화 전망

⚬ 우리나라의 최근 10년(2001~2010년) 연평균 기온은 12.8℃를 기록하였는데,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RCP) 시나리오 4.5에 의하면 21세
기 후반기의 서울은 평균 기온은 2.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기상청, 
2012)
 RCP 시나리오 8.5에 의하면 21세기 후반기의 서울 평균 기온은 4.9℃ 상승할 

것으로 전망

⚬ RCP 시나리오 4.5에 따라 21세기 후반 서울의 기온이 2.2℃ 상승함에 따라 
서울의 서리일수는 87.7일에서 약 13.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결빙일수
도 현재 18.3일에서 21세기 후반 7일 이내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기상청, 2012)

⚬ 여름일수의 경우 현재 기후에서 산출된 121.8일에서 21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는 현재보다 24.4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열대야일수는 현재 8.2일에서 21
세기 후반까지 29.0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와 함께 폭염일수는 현재 11.1일에서 21세기 후반까지 20.7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한반도를 포함한 서울시의 경우에도 지구온난화에 따른 영향으로 평균기온이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어린이‧노인 등 기후민감계층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열대야 일수, 폭염 일수 등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보건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열지수의 경우 RCP 시나리오 4.5에 의하
면 21세기 전반기에는 경고 수준인 32.0에서 21세기 후반에는 주의 수준인 
36.2로 증가하여 서울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표 2-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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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9> 열지수의 기준범위 및 영향

         출처: 기상청, 2012, 「서울‧인천‧경기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8) 서울시 어린이 환경성 질환 현황

⚬ 오늘날 알레르기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그동안의 유병률 증가에는 환경적 요인들이 좀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환경적 요인으로는 대기 오염,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변화, 화학물질 사용

의 증가, 건강상의 이유,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의한 잦은 노출 등 다양한 요인들
에 의함

⚬ 서울시의 환경성질환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환경성질환 유병율 
조사 결과 2010년 입원환자는 서울시 인구 대비 약 2%에 해당하는 49,168
명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천식환자가 67%(32,848명)으로 나타남(<그림 
2-12> 참조)
 환경성질환 환자가 많은 구는 용산수, 영등포구, 강동구, 중구, 도봉구 순이며, 적

은 구는 금천구, 광진구, 성북구, 강남구, 노원구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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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시청, 2013, 「2012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용역사업 결과 보고서」.
<그림 2-12> 서울시 구별 환경성질환 입원환자 수

⚬ 2010년 외래환자 수는 서울시 인구 대비 약 38%에 해당하는 3,791,028명으
로 나타났으며, 외래환자 중 천식환자는 5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그
림 2-13> 참조)
 외래환자가 많은 구는 중구, 은평구, 서대문구, 노원구, 강북구의 순으로 나타났

으며, 적은 구는 서초구, 강남구, 동작구, 용산구, 양천구의 순으로 나타남

-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외래환자수

 출처: 서울시청, 2013, 「2012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용역사업 결과 보고서」.
<그림 2-13> 서울시 구별 환경성질환 외래환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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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  어린이집 유해요인 조사결과
⚬ 최근 서울시 25개구 50개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집 사용용품 등 2,871개 제

품에 대하여 XRF를 이용한 간이검사 결과 PVC(프탈레이트 함유제품) 재질은 
평균 34.3%가 검출되었음(<그림 2-14> 참조)
 그 중 가방류가 66%로 PVC 제품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가구(45%), 내장재

(43.2%) 순으로 나타났고 가전제품을 7.3%로 가장 낮게 나타남

출처: 서울시청, 2013, 「2012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용역사업 결과 보고서」.
<그림 2-14> 조사대상군별 PVC 제품의 비율

⚬ 납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2,871개 제품 중 455개(15.8%) 제품에서 300ppm
이상이 검출되었음
 가구 중에서는 피아노의자 17개 제품(56.7%)에서 납이 검출되었으며, 충격방지보

호대 31개 제품(43.7%)에서 납이 검출됨

⚬ 카드뮴도 145개(5.1%) 제품에서 높게 검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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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조사 수행을 통한 서울시 환경보건 문제점 진단
(1) 설문조사 목적

⚬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환경보건 분야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
고, 발굴 정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자 함

(2) 설문조사 방법

❏ 조사 대상: 서울시민,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 환경보건 관련 학계
❏ 조사 기간: 2013년 7월 2일 ~ 8월 6일(36일간)
❏ 조사 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
⚬ 서울시청, 설문조사 참여 시민단체, 환경보건 관련 학회 담당자에게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와 배너를 배포하였고, 각 홈페이지에 설문조사 링크 혹은 배너
를 게시함(<그림 2-15> 참조)

<그림 2-15> 설문조사 안내 이미지



- 75 -

❏ 조사 내용
⚬ 시민이 느끼는 서울시의 환경보건 문제는 무엇인지,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환경보건정책은 무엇인지 조사함
⚬ 각 분과에서 발굴된 사업을 토대로 환경보건 문제는 ‘대기오염’, ‘다중이용시

설의 실내공기’,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생활 방사선과 전자파’, 환경보건정
책 방향은 ‘기후변화 대응’, ‘건강 증진을 위한 실외활동 기반 구축’, ‘어린이, 
청소년 환경보건’, ‘노령인구의 환경보건’, ‘경제적 취약계층의 환경보건’의 주
제를 선정함

(3)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 참여 단체(<표 2-30> 참조)

<표 2-30> 설문조사 참여단체 

구분 참여단체
서울시민 서울시민, 서울시청 담당자

시민단체
여성환경연대, 아이건강국민연대, 환경정의, 환경보건시민
센터, 아이쿱, 참교육학부모회,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
기 국민행동, 한살림, 환경운동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학계 환경보건학회, 환경독성보건학회

❏ 응답 현황
⚬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전체 909명으로, 서울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응답한 서울시민은 674명, 시민단체 활동가는 121명, 학회 회원은 118명임
⚬ 전체 응답자 중 인구학적 정보에 답한 응답자들은 전체 817명으로, 서울시민 

602명, 시민단체 활동가 106명, 학회 회원 109명으로 응답자 중 서울시민이 
가장 많았음. 응답자들의 성별과 연령은 표 <표 2-31>과 같음. 남자와 여자 
응답자의 비율은 유사하였고, 40-50대의 응답자가 가장 많았음



- 76 -

서울시민 시민단체 학계 전체

성별

남자 309 (51%) 43 (41%) 61 (56%) 413 (51%)

여자 293 (41%) 63 (59%) 48 (44%) 404 (49%)

연령

19세 미만 1 (0.2%) 3 (3%) 0 (0%) 4 (0.5%)

20세-39세 212 (35%) 56 (53%) 48 (44%) 316 (39%)

40세-59세 385 (64%) 44 (42%) 56 (51%) 485 (60%)

60세 이상 0 (0%) 3 (3%) 5 (5%) 8 (1%)

<표 2-31>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 전체 응답자의 거주지 분포는 <그림 2-16>과 같음. 서울시에 거주하는 응답
자가 전체의 7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기도(19%), 인천광역시(2%)
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많았음. 그 외 충청도, 경상도의 응답자들도 있었음

<그림 2-16> 응답자 거주지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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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이 느끼는 서울시의 환경보건 문제
⚬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보건 문제로는 ‘대기오염’이 전체 45%로 꼽혔고, 

두 번째로 중요한 환경보건 문제는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이 전체 39%를 차
지하였음

⚬ 그 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가 중요한 환경보건문제로 파악됨. 전반적으
로 서울시민, 시민단체, 학계에서 중요하다고 느끼는 환경보건 문제는 유사함
(<표 2-32>, <표 2-33> 참조)

<표 2-32>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환경보건 문제

　 대기오염
다중이용시설

의 실내공기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생활 

방사선과 

전자파

계

서울시민 304 (46%) 80 (12%) 241 (36%) 43 (6%) 668 (100%)

시민단체 50 (41%) 18 (15%) 48 (40%) 5 (4%) 121 (100%)

학계 54 (46%) 31 (26%) 31 (26%) 2 (2%) 118 (100%)

전체 408 (45%) 129 (14%) 320 (35%) 50 (6%) 907 (100%)

<표 2-33>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느끼는 환경보건 문제

　 대기오염
다중이용시설

의 실내공기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생활 

방사선과 

전자파

계

서울시민 132 (22%) 148 (24%) 246 (40%) 84 (14%) 610 (100%)

시민단체 34 (30%) 30 (26%) 32 (28%) 18 (16%) 114 (100%)

학회 17 (15%) 43 (38%) 46 (41%) 6 (5%) 112 (100%)

전체 183 (22%) 221 (26%) 324 (39%) 108 (13%) 83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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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을 가장 중요한 환경보건 문제로 선택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대기
오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력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도시환경 초 미세먼지 관리’가 전체 43%로, 
서울시민, 시민단체, 학계 모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력으로 꼽음. 그 다
음으로 ‘디젤자동차 연소분진 건강영향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함(<표 
2-34> 참조)

<표 2-34> ‘대기오염’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노력 

　
도시환경 초 

미세먼지 관리

디젤자동차 

연소분진 

건강영향 대책

대기오염의 

만성 건강영향 

조사

황사 대책 계

서울시민 242 (43%) 142 (25%) 113 (20%) 67 (12%) 564 (100%)

시민단체 41 (42%) 26 (27%) 24 (24%) 7 (7%) 98 (100%)

학계 45 (43%) 37 (36%) 17 (16%) 5 (5%) 104 (100%)

전체 330 (43%) 207 (27%) 154 (20%) 79 (10%) 770 (100%)

⚬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을 두 번째로 중요한 환경보건 문제로 선택한 응답자
만을 대상으로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우
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우선 관
리대상 유해물질 선정 및 저감대책 마련’이 전체 34%로, 서울시민, 시민단체, 
학계 모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력으로 꼽음. 그 다음으로 ‘내분비계 장애
물질(환경호르몬) 관리’가 높은 응답률을 보임(<표 2-35> 참조)

<표 2-35>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노력 

　

우선 관리대상 

유해물질 선정 

및  저감대책 

마련

살충제 등 

유해물질 사용  

저감대책 마련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

호르몬) 관리

생활용품 속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생산·유통 

관계자 협약 체결

안전한 제품구매 

위한 녹색구매  

가이드 북 제작, 

보급

계

서울시민 164 (34%) 67 (14%) 108 (22%) 99 (20%) 50 (10%) 488 (100%)

시민단체 21 (33%) 8 (13%) 14 (22%) 13 (20%) 8 (13%) 64 (100%)

학계 33 (37%) 10 (11%) 23 (26%) 15 (17%) 9 (10%) 90 (100%)

전체 218 (34%) 85 (13%) 145 (23%) 127 (20%) 67 (10%) 64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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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이 원하는 서울시의 환경보건정책 방향
⚬ 서울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환경보건정책 방향은 ‘기후변화 대

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건강 증진을 위한 실외활동 기반 구축’, ‘어
린이, 청소년 환경보건’ 등이 높게 나타남(<표 2-36>, <표 2-37> 참조)

⚬ 서울시의 환경보건정책 방향에 대해서 서울시민, 시민단체와 학계의 응답이 
다른 양상을 보임. 서울시민과 시민단체는 ‘기후변화 대응’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환경보건정책 방향이라고 응답하였지만 학계에서는 ‘어린이, 청
소년 환경보건’ 정책 방향이라고 응답했음

<표 2-36> 서울시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환경보건정책 방향 

　
기후변화 

대응

건강 증진을 

위한 실외활동 

기반 구축

어린이, 

청소년 

환경보건

노령인구의 

환경보건

경제적 

취약계층의 

환경보건

계

서울시민 218 (35%) 137 (22%) 129 (21%) 36 (6%) 99 (16%) 619 (100%)

시민단체 34 (30%) 19 (17%) 25 (22%) 4 (4%) 31 (27%) 113 (100%)

학계 17 (15%) 22 (20%) 40 (36%) 7 (6%) 25 (23%) 111 (100%)

전체 269 (32%) 178 (21%) 194 (23%) 47 (6%) 155 (18%) 843 (100%)

<표 2-37> 서울시가 두 번째로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환경보건정책 방향 

　
기후변화 

대응

건강 증진을 

위한 실외활동 

기반 구축

어린이, 

청소년 

환경보건

노령인구의 

환경보건

경제적 

취약계층의 

환경보건

계

서울시민 106 (18%) 176 (29%) 135 (22%) 66 (11%) 121 (20%) 604 (100%)

시민단체 16 (17%) 20 (21%) 25 (27%) 7 (7%) 26 (28%) 94 (100%)

학계 17 (15%) 20 (18%) 29 (26%) 15 (14%) 30 (27%) 111 (100%)

전체 139 (17%) 216 (27%) 189 (23%) 88 (11%) 177 (22%) 80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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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대응’을 서울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환경보건정책으로 
선택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노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 수립과 실행’이 전체 37%로, 서울시민, 시민단체, 학계 모두 ‘온실
가스 감축 정책 수립과 실행’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력이라고 응답함. 
그 다음으로 ‘서울시 기후변화 기초 자료 생산’을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함
(<표 2-38> 참조)

 <표 2-38>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노력 

　

기후변화 

취약계층 대책 

마련

서울시 

기후변화 기초 

자료 생산

서울시민 기후 

변화 대응 행동  

요령 마련

온실가스 감축 

정책 수립과 

실행

계

서울시민 70 (16%) 110 (25%) 92 (21%) 162 (37%) 434 (100%)

시민단체 16 (24%) 9 (14%) 16 (24%) 25 (38%) 66 (100%)

학계 5 (15%) 11 (32%) 8 (24%) 10 (29%) 34 (100%)

전체 91 (17%) 130 (24%) 116 (22%) 197 (37%) 534 (100%)

⚬ ‘건강 증진을 위한 실외활동 기반 구축’을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환경보건정책으로 선택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건강 증진을 위한 실외활동 
기반 구축’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노력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도심 내 자연녹지, 공원 확충’이 전체 44%
의 높은 응답률을 차지하며 서울시민, 시민단체, 학계 모두 ‘도심 내 자연녹
지, 공원 확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함(<표 2-39> 참조) 

<표 2-39> 건강 증진을 위한 실외활동 기반 구축’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노력 

　
실외 놀이터 

유해물질 관리

어린이 시설과 실외 

오염원  거리 

(이격거리) 확보

도심 내 자연녹지, 

공원 확충
계

서울시민 100 (28%) 94 (27%) 158 (45%) 352 (100%)

시민단체 13 (30%) 14 (32%) 17 (39%) 44 (100%)

학계 11 (28%) 12 (30%) 17 (43%) 40 (100%)

전체 124 (28%) 120 (28%) 192 (44%) 43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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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청소년 환경보건’을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환경보건정책
으로 선택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어린이, 청소년 환경보건’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노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어린이, 청소년 시설내 유해물질 관리’가 전체 32%의 응답률을 차지하며 서
울시민, 시민단체, 학계 모두 ‘어린이, 청소년 시설내 유해물질 관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그 다음으로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 관리’의 노력이 필요
하다고 응답함(<표 2-40> 참조)

<표 2-40> ‘어린이, 청소년 환경보건’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노력 

　

영유아 

환경보건 

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

어린이, 청소년 

환경보건  

담당부서 신설

스쿨존(School 

zone)내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 

관리정책 강화

어린이, 청소년 

시설 내 

유해물질  관리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 관리
계

시민단체 7 (12%) 10 (17%) 15 (25%) 19 (32%) 9 (15%) 60 (100%)

서울시청 40 (15%) 26 (10%) 45 (17%) 88 (33%) 71 (26%) 270 (100%)

학계 7 (12%) 8 (14%) 6 (10%) 19 (33%) 18 (31%) 58 (100%)

전체 54 (14%) 44 (11%) 66 (17%) 126 (32%) 98 (25%) 388 (100%)

❏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을 잘 나타내는 표어 선정

⚬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을 잘 드러내는 표어를 선정하여 서울
시 환경보건정책의 비전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설문조사를 시작하기 전 연구진,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사전에 
표어 공모를 하였고, 그 중에서 8개의 표어를 선정하였음. 그 가운데 설문조
사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을 잘 드러내는 표어로 “건
강한 환경, 안심 서울”이 선정됨(25% 선택)(<그림 2-17> 참조)

⚬ 그 다음으로 “미래세대를 돌보는 안전한 도시, 서울”이 20%, “100세까지 건
강한 도시, 서울”이 14%를 차지하였음



- 82 -

<그림 2-17>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을 잘 드러내는 표어 설문 결과

⚬ 그 밖에 “건강한 도시 행복한 서울”,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서울”, 
“모든 세대가 공유하는 건강한 환경 아름다운 서울”, “행복한 백세를 위한 건
강 서울”, “대대손손 살고 싶은 서울”, “세심히 살핀 환경. 건강한 미래 서울”, 
“아이는 건강하GO! 어른은 행복한 도시 서울” 등 89개의 표어가 제안되었음



Ⅲ.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 
수립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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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

1) 서울시 환경보건정책의 기본 방향

❏ 서울시 환경보건정책의 비전
⚬ 서울시 환경보건정책의 비전은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서울시민 모두가 안심

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의미로 “건강한 환경, 안심 서울”로 선정
⚬ 이는 민감‧취약계층을 포함한 서울시민을 중심으로 발암물질 및 환경호르몬과 

같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피해를 저감‧관리하고 환경보건의 기반 마련을 통
해 서울시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자하는 지향을 의미

⚬ 서울시 환경보건정책의 비전인 “건강한 환경, 안심 서울”은 서울시민 및 시민
단체, 환경보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이끌어낸 문구로 환경보건 거버넌스 차원에서도 의의가 있음

❏ 서울시 환경보건정책의 목표
⚬ 서울시 환경보건정책의 비전인 “건강한 환경, 안심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구

체적인 목표는 “유해물질 –20, 건강수명 +10”으로 설정함
⚬ “유해물질 –20, 건강수명 +10”은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물질의 노

출을 20% 줄여서 서울시민들의 건강 수명을 10% 늘리자는 의미임

❏ 서울시 환경보건정책의 방향성
⚬ 서울시 환경보건정책의 방향성은 ‘챙기는 서울’, ‘함께하는 서울’, ‘없애는 서

울’, ‘이끄는 서울’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설정함
⚬ 챙기는 서울은 환경보건정책의 주요 대상이며, 서울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

린이의 환경부터 꼼꼼하게 챙기자는 의미를 갖고 있음
⚬ 함께하는 서울은 서울시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함께 이루어 행복한 삶을 영

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를 갖고 있음
⚬ 없애는 서울은 서울시민이 건강을 위협하는 발암물질 및 환경호르몬물질 등 

유해물질과 생활환경 내 물리적 유해요인 등을 없애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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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끄는 서울은 환경보건정책의 제도 기반 구축, 조사 연구 기반 구축 및 강
화, 지역사회 역량 강화 등 환경보건정책의 기반을 단단히 하여 건강한 미래
로 이끌어가자는 의미를 갖고 있음

2) 서울시 환경보건정책의 기본 원칙
❏ 환경복지 및 환경정의 실현
⚬ 환경오염 노출로 인한 피해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나타나기 보다는 산모, 

어린이, 노인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
⚬ 또한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환이 더  집중

되어 나타나는 환경불평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민감계층 및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체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환경복지 또는 환경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서울시 환경보건정책의 기본 원칙
❏ 서울시 환경보건 여건에 맞는 정책 개발
⚬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인 환경보건종합계획은 우리

나라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환경보건정책을 펼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다양한 생활환경 및 환경보건 여건에 적용하기에는 정책의 효율성의 측면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 본 연구에서 도출된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사업의 경우 서울시의 환경보건 여
건에 대하여 분석하고 반영하여 정책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서울시민에게 효율
적인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 

❏ 서울시민의 환경보건정책 참여 및 알권리 보장
⚬ 환경보건정책 개발에서부터 추진과정에 까지 서울 시민, 관련 전문가, 시민단

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직접 참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듦으로
써 환경보건 거버넌스를 구축함

⚬ 또한 환경성 질환을 포함하여 서울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등 
일반시민들이 쉽게 정보를 얻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보장

❏ 사전예방주의 원칙 강화 
⚬ 환경오염 및 유해물질 노출에 따른 건강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환경문제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위험요인을 줄이고, 다시 건강해지기 위해 의료비용을 
줄이는 대안으로서 사전예방주의 원칙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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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추진체계 및 전략
⚬ 서울시 환경보건 비전, 목표, 정책 방향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서울시 환경보

건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함(<그림 3-1> 참조)

<그림 3-1>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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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 과제 발굴 방안

1) 서울시 중점추진 24대 과제와 연계한 정책 발굴
⚬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환경보건 증진

을 위한 24개의 중점추진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환경보건정책 과제 
발굴 전 중점추진 24대 과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와 연계하여 정책 과제를 
발굴해 낼 수 있음

⚬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서울시 중점추진 24대 과제는 크게 환경보건종합 
관리 시스템 구축 분야, 생활 속 발암(유해)물질 예방관리 분야, 민감계층 보
호 분야, 환경성질환 예방 교육·홍보 분야, 알권리 분야 등 5가지 분야로 이루
어져 있음

⚬ 5가지 분야의 24개 중점 추진과제 중 각 사업이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주요 분
야 중 어떠한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서울시가 고려하고 있
는 중점 분야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음
 앞에서 도출된 연구 결과와 같이 서울시 중점추진 24대 과제의 검토를 통해 중

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분야는 ① 민감계층에 대한 환경보건대책 마련 분야,   
② 유해물질 저감 및 관리 분야, ③ 환경성질환의 조사 및 예방 분야, ④ 소통 
및 협력 강화 분야 등으로 파악되었음

⚬ 이렇게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의 과제 발굴 시 현재 진행 중인 중점추진 
24대 과제의 주요 분야를 검토하고, 세부 과제 중 서울시민의 건강을 효율적
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과제와 연계하여 과제를 발굴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높
일 수 있음(<그림 3-2> 참조)

 

<그림 3-2> 중점추진 24대 과제 연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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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민 설문조사를 통한 환경보건 중점분야 선정
⚬ 서울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환경보건 중점분야 선정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서울시민 
설문조사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보건 문제로는 대기오
염(45%) 문제가 선정되었으며, 두 번째로 중요한 환경보건 문제로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39%)이 선정되었음
 서울시민들은 현재 서울시가 대기오염 문제와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의 노출 문

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대기오염 분야와 유해화학물질 저감 및 관리 분야의 정책과제 도출의 필요성이 

있음

⚬ 시민이 원하는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기후변
화 대응(32%)과 건강 증진을 위한 실외활동 기반 구축, 어린이·청소년 환경
보건 등이 중요하게 인식되었음
 서울시민들은 서울시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 실외활동 기반 

구축, 어린이 및 청소년의 환경보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렇게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과제 발굴 시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해당 분야
의 과제를 발굴함으로써 환경보건 거버넌스를 실현할 수 있음(<그림 3-3> 참조)

<그림 3-3> 설문조사 반영을 통한 중점분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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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가 집단의 제안
⚬ 본 연구는 환경보건 분과, 민감계층 분과, 시민소통 분과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과제 도출을 위한 발제를 진행하였음. 연구진
은 발제 내용을 반영하여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과제를 발굴하였음

⚬ 발굴된 과제는 연구진의 검토 및 보완과 자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정책과제로 
확정하였음

⚬ 환경보건 분과의 자문위원 및 발제내용은 아래와 같음(<표 3-1> 참조)  
<표 3-1> 환경보건 분과 발제자 및 발제주제

분과 발제자 및 발제주제

환경보건
분과

최경호 교수: 7대 발암(유해)물질 선정 방안
박정임 교수: 환경보건 분야 국제동향과 협력 방안
김성균 교수: 환경보건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서울시민의 유해물질 
             노출 수준
유명순 교수: 7대 유해물질 선정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도 조사 방법
김판기 교수: 서울의 건강한 미래: 어린이를 중심으로 
백도명 교수: 환경보건정책안
최인자 팀장: PVC캠페인 사례 소개 및 유해물질 관련 활동
박동욱 교수: 서울시 생활보건과 환경요인 노출 및 건강 영향 감시
이진헌 교수: 생활용품 화학물질의 환경보건교육
이기영 교수: 건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도시환경 재생기술

⚬ 민감계층 분과의 자문위원 및 발제내용은 아래와 같음(<표 3-2> 참조).
<표 3-2> 민감계층 분과 발제자 및 발제주제

분과 발제자 및 발제주제

민감계층
분과

임종한 교수: 환경보건 평가 지표
배상혁 교수: 건강영향평가
임종한 교수: 대기오염 관리 정책 
하은희 교수: 태아의 환경보건정책 과제
하미나 교수: 어린이, 청소년의 환경보건정책과제
홍윤철 교수: 노령인구의 환경보건정책과제
정해관 교수: 기후변화와 환경노출 대책
양지연 교수: 어린이 건강증진과 실외활동 
김명희 연구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환경노출과 정책과제
김규상 실장: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하은희 교수: 일본 환경건강도시 정책 사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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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소통 분과의 자문위원 및 발제내용은 아래와 같음(<표 3-3> 참조)
<표 3-3> 시민소통 분과 발제자 및 발제주제

분과 발제자 및 발제주제

시민소통
분과

박영선 단장: 취약계층 아동과 소통하기
임후상 집행위원: 마을에서의 소통경험과 교훈
유승현 교수: CBPR & Environmental Justices
김정규 팀장: 녹색제품이 대안이다.
고혜미 작가: 미디어를 이용한 소통경험과 교훈
박영선 단장: 지역아동센터 환경, 이해하기
송민경 박사: 어린이 건강 중심의 환경보건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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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 주요 분야 선정
⚬ 서울시 환경보건정책의 주요 분야는 앞에서 분석된 국가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주요 분야와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중점 추진 24대 과제(<표 3-4> 참조), 
그리고 해외 환경보건정책의 주요 분야를 토대로 선정할 수 있음
 분야별 추진과제는 현재 서울시의 정책과 연계한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하도록 함

❏ 민감계층에 대한 환경보건대책 마련 분야
⚬ 서울시는 중점 24대 과제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추진,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를 위한 가이드북 제작 보급, 아토피 교육센터 교육기능 확
대, 민감계층 환경호르몬 등 유해물질 예방을 위한 사업, 취약계층 국가 암검
진 및 의료비 지원 등 민감계층에 대한 환경보건대책 마련 분야에 중점을 두
고 있어 주요 분야로 선정할 수 있음

❏ 유해물질 저감 및 관리 분야
⚬ 다음으로는 우선적 예방관리대상 7대 발암(유해)물질의 선정 및 저감방안, 발

암물질 없는 서울만들기 캠페인 행사, 생활 속 유해물질 예방 가이드북 제작 
보급, 살충제 등 유해물질 사용저감을 위한 방역사업 개선 등 유해물질 저감 
및 관리 분야를 주요 분야로 선정할 수 있음

❏ 환경성질환의 조사 및 예방 분야
⚬ 세 번째 환경보건정책 로드맵의 주요 분야로 환경성질환의 조사 및 예방 분야

를 선정할 수 있는데, 이는 서남권 소음피해 주민 역학조사, 황사가 시민건강
에 미치는 영향 연구, 아토피 안심학교 지정 강화 및 인증제 실시, 환경호르
몬 예방 교육 영상물 제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소통 및 협력 강화 분야
⚬ 네 번째 주요 분야로는 소통 및 협력 강화 분야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분야에 

서울시는 환경보건 시민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생활용품속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생산유통관계자 협약체결, 자치구 보건소 환경보건 교육 등 역량 강화, 어
린이 활동공간 시설관계자 환경보건 교육 실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그 밖에 일상생활에서의 환경유해인자 예방·관리 분야, 연구개발 기반 강화 
분야, 관련 법제도 강화 분야, 전문인력 및 산업육성 분야 등을 환경보건정책 
로드맵의 중점 추진 분야로 선정할 수 있음



- 93 -

<표 3-4>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 주요 분야

선정 분야 서울시 24대 중점 과제

1. 민감계층에 대한 환경보건
대책 마련 분야

아토피교육정보센터 교육기능 확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추진
민감계층 환경호르몬 등 유해물질 예방을 위한 시범사업
취약계층 국가암검진 및 의료비 지원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가이드북 제작 보급

2. 유해물질 저감 및 관리 분야

우선적 예방관리대상 7대 발암(유해)물질의 선정 및 저감방안
살충제 등 유해물질 사용저감을 위한 방역사업 개선
발암물질 없는 서울만들기 캠페인 행사
생활 속 유해물질 예방 가이드북 제작 보급

3. 환경성질환의 조사 및 예방

서남권 소음피해 지역주민 역학조사
황사가 시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아토피 안심학교 지정 강화 및 인증제 실시
환경호르몬 예방 교육 영상물 제작 보급(다큐멘터리)

4. 소통 및 협력 강화 분야

환경보건 시민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생활용품 속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생산유통관계자 협약체결
자치구 보건소 환경보건 교육 등 역량 강화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관계자 환경보건 교육 실시

5. 일상생활에서의 환경유해인자
   예방·관리 분야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추진
실내공기질 개선 등 관리 추진
안전한 제품 구매를 돕는 시민녹색구매 가이드 북 제작 보급

6. 연구개발 기반 강화 서울시민의 환경성질환 전담(연구 등) 환경보건센터 구축
환경성 유해물질 검사 및 연구기능 강화(보건환경연구원)

7. 관련 법제도 강화 분야 환경보건조례 및 환경보건위원회 구성
8. 전문인력 및 산업육성 분야 지역사회 환경보건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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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의 환경보건정책 분야도 검토한 결과 대기환경, 소음, 수질, 유해화학물
질, 기후변화 등 기존의 국내 주요 분야와 중복됨을 확인할 수 있음
 해외 환경보건정책의 경우 자외선, 산업환경보건, 식품 등, 국내에서 환경보건 분

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도 존재하고 있음. 향후 서울시 환경보건 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에 따라서는 이러한 분야도 포함할 수는 있음 

⚬ 이와 함께 앞에서 분석한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주제별 정책 영역을 고려하여 
세부 정책 범위를 선정하도록 함
 세부 정책 범위의 경우 주요 영역 중 서울시의 환경보건 특성에 맞는 영역을 중

심으로 발굴함



Ⅳ.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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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된 과제목록과 중점 추진과제

1) 분야별 추진과제
⚬ 환경보건정책의 주요 분야 검토, 서울시의 환경보건 여건 파악, 서울시민 대

상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 발제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하여 서울시 환경보건정
책 로드맵 추진과제를 도출함

⚬ 추진과제는 앞에서 선정된 정책 방향을 토대로 ‘챙기는 서울’, ‘함께하는 서
울’, ‘없애는 서울’, ‘이끄는 서울’ 등 4개 분야에 16대 과제를 도출함

⚬ 챙기는 서울 분야에서는 중과제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추진, 학교 
환경보건 인증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환경보건 전담 부서 설치 등 3
가지 과제를 도출함(<표 4-1> 참조)

<표 4-1> 챙기는 서울 분야 도출 과제

 분야 중과제 소과제

챙기는 서울:
어린이 환경
부터 꼼꼼히

1.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추진

①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 강화
② 건강한 어린이로 키우기 위한 어린이 
   실외활동 환경 마련
③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관계자 환경보건 교육 실시
④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및 생활 속 
   유해물질 예방 가이드북 제작 보급

2. 학교 환경보건 인증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① 환경성질환 환아 자가 관리 향상을 위한 캠프
② 어린이 안심학교 인증 프로그램
(아토피 안심학교, 발암물질 안심학교;PVC 없
는 학교 만들기)

3. 어린이 환경보건 
   전담 부서 설치 ③ 어린이 환경보건 전담 부서 설치 

⚬ 함께하는 서울 분야에서는 중과제로 민감계층 환경보건 관리 강화, 사회경제
적 취약계층의 환경보건 실태파악과 개선,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건 사업,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4가지 과제를 도출함(<표 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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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중과제 소과제

없애는 서울: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

만큼은

1. 유해물질 노출 관리 

① 7대 유해물질 선정 및 관리 대책
② 대기 중 초미세입자(디젤연소분진) 관리 대책
③ 인공향 성분 노출조사 및 대책 수립
④ 소규모 사업장 유해물질 사용 실태 및 노출
   저감대책 마련

2. 유해제품 사용 관리

① 안전제품 권고기준 제정 및 정보 구축
② 생활용품 속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생산유통
   관계자 협약 체결
③ 안전한 제품 구매를 돕는 시민녹색구매 
   가이드 북 제작 보급
④ 유해물질 저감형 방역사업 개발

3. 생활환경 물리적 
   유해요인 관리

① 소음(도로교통, 항공, 층간)
② 생활방사선 및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추진
③ 전자파 노출 관리대책

<표 4-2> 함께하는 서울 분야 도출 과제

 분야 중과제 소과제

함께하는 서울: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함께

1. 민감계층 환경보건
   관리 강화

① 어린이 민감성 유해물질 관리
② 시민 참여형 어린이 민감 유해물질 
   저감방안 마련
③ 노령인구의 건강수명 +10(%) 프로그램

2.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환경보건 실태파악과 개선

①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
②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환경건강을 
   위한 관리 강화 

3.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건 사업

① 발암물질 없는 서울 만들기 캠페인 행사
② 환경보건 시민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4. 교육 및 정보 제공
① 아토피교육정보센터 교육기능 확대
② 환경성질환 예방 교육 영상물 제작 보급
③ 계층별 생애주기별 환경보건 정보 제공

.
⚬ 없애는 서울 분야에서는 중과제로 유해물질 노출 관리, 유해제품 사용 관리, 생활환경 

물리적 유해요인 관리, 실내공기질 개선 등 4가지 과제를 도출함(<표 4-3> 참조)
<표 4-3> 없애는 서울 분야 도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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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내공기질 개선

① 실내공기질 통합 관리체계 구축
② 라돈 실태조사
③ 통합적인 실내환경 관리 지표 개발
④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실내공기질 
   조사 및 개선사업

⚬ 이끄는 서울 분야에서는 중과제로 환경보건 제도 기반 구축, 환경보건 전문 
대응 능력 구축, 환경보건 조사연구 기반 구축, 환경성 유해물질 감시 및 연
구기능 강화, 지역사회 환경보건 역량 강화 등 4가지 과제를 도출함(<표 
4-4> 참조)

<표 4-4> 이끄는 서울 분야 도출 과제

 분야 중과제 소과제

이끄는 서울:
단단한 

기반으로 
건강한 미래를

1. 환경보건 제도 
   기반 구축

① 환경보건조례 제정
②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③ 환경보건위원회 구성

2. 환경보건 전문 
   대응 능력 구축

① 환경보건 종합정보센터 설립 및 운영
② 기후변화 건강적응 대책 전담 부서 설치

3. 환경보건 조사연구
   기반 구축

① 서울형 환경보건 기초조사 실시
② 서울시 환경보건 지표 개발
③ 서울형 건강영향평가제도 도입

4. 환경성 유해물질 
   감시 및 연구기능 강화 

① 지역사회기반참여연구(CBPR) 기능 강화
② 환경성 질환 전담 환경보건센터 유치

5. 지역사회 환경보건
   역량 강화

① 자치구 보건소 환경보건 교육 등 역량 강화
② 지역사회 환경보건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개발
③ 지역사회 보건의료전문가를 활용한 환경보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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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출과제 종합
⚬ 도출된 과제를 종합하면 아래의 <표 4-5>와 같음

<표 4-5>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 도출과제 종합

분  야 주    요    내    용

 Ⅰ
챙기는 
서울: 

어린이 
환경부터 
꼼꼼히

1.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 추진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 강화

 - 건강한 어린이로 키우기 위한 어린이 실외활동 환경 마련

 -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관계자 환경보건 교육 실시

 -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및 생활 속 유해물질 예방 가이드북 제작 보급

2. 학교 환경보건 인증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환경성질환 환아 자가 관리 향상을 위한 캠프

 - 어린이 안심학교 인증 프로그램(아토피 안심학교, 발암물질 

안심학교(예:PVC 없는 학교 만들기))

3. 어린이 환경보건 전담 부서 설치 

Ⅱ
함께하는 

서울: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함께

1. 민감계층 환경보건 관리 강화

 - 어린이 민감성 유해물질(브롬화난연제, 프탈레이트, 농약) 관리 

 - 시민 참여형 어린이 민감 유해물질 저감방안 마련

 - 노령인구의 건강수명 +10(%) 프로그램

2.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환경보건 실태파악과 개선

 -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취약계층 어린이 보호 방안 마련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환경건강을 위한 관리 강화

3.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건 사업

 - 발암물질 없는 서울 만들기 캠페인 행사

 - 환경보건 시민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4. 교육 및 정보 제공

 - 아토피교육정보센터 교육기능 확대

 - 환경성질환 예방 교육 영상물(다큐멘터리) 제작 보급

 - 계층별 생애주기별 환경보건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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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주    요    내    용

Ⅲ
없애는 
서울: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

만큼은

1. 유해물질 노출 관리 
 - 7대 유해물질 선정 및 관리 대책
 - 대기 중 초미세입자(디젤연소분진) 관리 대책
 - 인공향 성분 노출조사 및 대책 수립
 - 소규모 사업장 유해물질 사용 실태 및 노출 저감대책 마련
2. 유해제품 사용 관리
 - 안전제품 권고기준 제정 및 정보 구축
 - 생활용품 속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생산유통 관계자 협약 체결
 - 안전한 제품 구매를 돕는 시민녹색구매 가이드 북 제작 보급
 - 유해물질 저감형 방역사업 개발
3. 생활환경 물리적 유해요인 관리
 - 소음(도로교통, 항공, 층간)
 - 생활방사선 및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추진
 - 전자파 노출 관리대책
4. 실내공기질 개선
 - 실내공기질 통합 관리체계 구축
 - 라돈 실태조사
 - 통합적인 실내환경 관리 지표 개발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실내공기질 조사 및 개선사업

Ⅳ
이끄는 
서울: 

단단한 
기반으로 
건강한 
미래를

1. 환경보건 제도 기반 구축
 - 환경보건조례 제정
 -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 환경보건위원회 구성
2. 환경보건 전문 대응 능력 구축
 - 환경보건 종합정보센터 설립 및 운영
 - 기후변화 건강적응 대책 전담 부서 설치
3. 환경보건 조사연구 기반 구축 
 - 서울형 환경보건 기초조사 실시
 - 서울시 환경보건 지표 개발
 - 서울형 건강영향평가제도 도입
4. 환경성 유해물질 감시 및 연구기능 강화 
 - 지역사회기반참여연구(CBPR) 기능 강화
 - 환경성질환 전담 환경보건센터 유치
5. 지역사회 환경보건 역량 강화
 - 자치구 보건소 환경보건 교육 등 역량 강화
 - 지역사회 환경보건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개발
 - 지역사회 보건의료전문가를 활용한 환경보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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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

1)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 설계
⚬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인근 지역을 포함한 서울

시를 대상으로 하며, 시간적 범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 연도로 설정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 2013년부터 우선적으로 추

진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사업을 배치

⚬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은 앞에서 도출된 챙기는 서울, 함께하는 서울, 없
애는 서울, 이끄는 서울 등 4가지 분야의 16대 도출과제를 기본으로 설계
 챙기는 서울 분야는 3대 도출과제 7개 세부과제로 이루어짐
 함께하는 서울 분야는 4대 도출과제 10개 세부과제로 이루어짐
 없애는 서울 분야는 4대 도출과제 15개 세부과제로 이루어짐
 이끄는 서울 분야는 5대 도출과제 13개 세부과제로 이루어짐

⚬ 분야별 도출과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 과제의 경우 연계가 가능하도록 설계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과제의 세부과제와도 연계가 가능하도록 함

2)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 작성 기본 원칙
⚬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은 앞에서 설정된 서울시 환경보건 여건에 맞는 

정책 개발, 서울시민의 환경보건정책 참여 및 알권리 보장, 환경복지 정의 실
현, 사전예방주의 원칙 강화 등 서울시 환경보건정책의 기본 원칙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설계함

⚬ 여기에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의 기본 원칙으로 사업의 실현가능성, 시
민 요구도 반영, 정책효과, 사업의 연계성 등을 설정하여 반영함

   
❏ 사업의 실현가능성
⚬ 도출된 45대 세부 과제 중 기존에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과제, 국가 차원의 

환경보건정책과 연계성이 높은 과제, 기존의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과제  등 
현실적으로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우선 사업으로 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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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요구도
⚬ 본 연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비롯하여 서울시민의 사업에 대한 요구

도 및 중점 추진 분야를 조사하여 사업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높은 사업을 우
선적으로 실행하도록 함

 ❏ 정책효과 
⚬ 도출된 세부과제 중 정책효과가 커 서울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건

강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또한 정책효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과제를 로드맵의 우선 사업으로 배치하

고 중·장기적 효과를 볼 수 있는 과제는 뒤로 배치하여 연계하도록 함

❏ 사업의 연계성
⚬ 도출된 세부과제 중 서울시 중점추진 24대 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과제를 우

선적으로 반영하여 사업을 배치
⚬ 또한 민감계층에 대한 환경보건대책 마련, 유해물질 노출 저감 및 관리, 환경

성질환의 조사 및 예방, 소통 및 협력 강화 등의 주요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
을 우선적으로 추진함

⚬ 이와 함께 국가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사업도 우선
추진사업으로 설정하도록 함

3)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 주요 내용
⚬ 챙기는 서울 분야에서는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추진, 학교 환경보건 

인증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환경보건 전담 부서 설치 등의 도출과제
를 둠
 2013년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세부사업으로는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 강

화, 환경성질환 환아 자가 관리 향상을 위한 캠프 사업을 설정함
 2014년 추진 사업으로는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관계자 환경보건 교육 실시,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및 생활 속 유해물질 예방 가이드북 제작 보급 사업을 설정
 2015년에는 어린이 안심학교 인증 프로그램,  어린이 환경보건 전담부서 설치  

사업 등을 설정함
 2016년 추진사업으로는 건강한 어린이로 기우기 위한 어린이 실외활동 확대 기

반 마련 사업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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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는 서울 분야에서는 민감계층 환경보건 관리 강화, 사회경제적 취약계
층의 환경보건 실태파악과 개선,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보건 사업, 교육 및 정
보 제공 등의 도출과제를 둠
 2013년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세부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 발암물질 없는 서울 만들기 캠페인 행사, 아토피교육정보센터 교육기
능 확대 사업을 설정함

 2014년에 추진할 사업으로는 시민참여형 어린이 민감 유해물질 저감 방안 마련, 
환경성질환 예방 교육 영상물 제작 보급 사업을 설정

 2015년에 추진 예정인 사업은 어린이 민감성 유해물질 관리, 생애주기별 환경보
건 정보 제공 사업을 설정

 2016년 추진사업으로는 노령인구의 건강수명 +10 프로그램, 환경보건 시민 모니
터링단 구성 운영 등의 사업을 설정함

⚬ 없애는 서울 분야에서는 유해물질 노출 관리, 유해제품 사용 관리, 생활환경 
물리적 유해요인, 실내공기질 개선 등의 도출과제가 있음
 2013년 우선추진사업은 7대 발암물질, 5대 환경호르몬물질 선정 및 관리 대책, 

소음(도로교통, 항공, 층간), 생활방사선 및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추진, 실내공기
질 관리 통합 체계 구축, 라돈 실태조사로 설정함

 2015년에는 인공향 성분 노출조사 및 대책 수립, 통합적인 실내 환경 관리 지표 
개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실내공기질 조사 및 개선사업 등으로 설정

 2016년 추진사업으로는 소규모 사업장 유해물질 사용 실태 및 노출 저감대책 마
련, 대기 중 초미세입자 관리 대책, 생활용품 속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생산유통 
관계자 협약 체결, 안전제품 권고기준 제정 및 정보 구축, 전자파 노출 관리대책 
등의 사업을 설정

⚬ 이끄는 서울 분야에서는 환경보건 제도 기반 구축, 환경보건 전문 대응 능력 
구축, 환경보건 조사연구 기반 구축, 환경성 유해물질 감시 및 연구기능 강화, 
지역사회 환경보건 역량 강화 등의 도출과제를 둠
 2013년에 우선적으로 추진 예정인 사업으로는 환경보건조례 제정, 서울형 환경

보건 기초조사 실시, 지역사회기반참여연구(CBPR) 기능 강화, 자치구 보건소 환
경보건 교육 등 역량 강화, 지역사회 환경보건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설정함

 2014년에는 환경보건 종합정보센터 설립 및 운영, 서울시 환경보건 지표 개발 
등의 사업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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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추진 예정인 사업은 지역사회 보건의료전문가를 활용한 환경보건 교육을 
설정

 2016년에는 추진사업으로는 기후변화 건강적응 대책 전담 부서 설치, 서울형 건
강영향평가제도 도입, 환경성 질환 전담 환경보건센터 유치 사업 등을 설정함

⚬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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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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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야별 세부 실천과제

1) 챙기는 서울: 어린이 환경부터 꼼꼼히
Ⅰ-1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 추진

◆ 배경 및 필요성
⚬ 어린이는 0세부터 13세까지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신생아(출생~1개

월 미만), 영아(1개월~1년 미만), 유아(1년~5년 미만), 학령기 어린이(5
년~14년 미만)를 포함함. 어린이는 성장 및 발달이 진행되는 시기로 미성숙
한 방어기제(예, 면역체계)로 유해물질 노출 시 기능 및 구조적 손상을 초래
할 수 있음

⚬ 입에 손을 넣는 습성, 기어 다니는 행태로 바닥재, 실내용품 등에 흡착된 유
해물질 노출 기회 많음. 동일 환경에서도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단위 체중당 
외부 노출물질의 흡수율 및 대사율이 높음(공기 3배, 물 7배, 먼지 3배, US 
EPA, 2002)

⚬ 신진대사에 의한 화학물질 제거, 배출 능력이 약하고 체내 축적 강함. 전 생
애를 통해 노출될 수 있는 기간이 길어 높은 누적노출량을 보일 수 있어 원천
적 고노출 집단임. 환경적 위험요인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
한 선택능력 등 환경에 대한 관리능력이 부족함

❏ 어린이 활동공간 노출 
⚬ 2012년 서울시 어린이 환경호르몬 노출실태 조사 결과 서울시 어린이(3～6

세) 680명 소변에서 환경호르몬(프탈레이트)이 평균 69.0~106.4㎍/ℓ 검출
됨. 어린이 사용 용품 중 34.3%(986개)에 환경호르몬 함유된 PVC 제품이 확
인됨. 어린이집 실내 바닥, 선반에 쌓인 먼지 속에서 프탈레이트 7종 100% 
검출. 먼지 속 프탈레이트 농도가 높을수록 어린이 소변에서도 30.6~49.6% 
높게 검출. 초등학생(7～12세)보다 소변 속 환경호르몬 농도가 2.3 ~ 5.1배 
높게 나타남

⚬ 환경부 조사에 의하면 어린이 놀이터에 사용되는 페인트가 발암중금속 기준치
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음, 서울시의 경우 조사대상 153곳 중 33곳이 기준치
를 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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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인테리어 종류와 천식간의 관련성조사에서(핀란드, 21-63세 , 환자 대
조군 연구, JJK Jaakkola. 2006) 천식 위험성이 플라스틱 재질 벽이 실내 전
체 표면의 50%이상인 경우 2.43배 높음. DEHP 및 BBzP와 천식 및 아토피 
질환의 관련성이 유의하게 높음(Bornehag 등, 2004). DEHP 노출 Mice의 유
의한 아토피피부염 유발 관찰(Takano 등, 2006). 어린이의 소변 중 프탈레이
트 대사체와 ADHD 등 행동발달 장애 간의 관련성 관찰됨(Kim 등, 2009). 
실내 폼알데하이드와 일부 초등학생의 인지기능 변화 사이의 상관성을 살펴본 
결과 폼알데하이드 농도가 1교시 80㎍/m3 에서 4교시 127.09㎍/m3 로 변화
함에 따라 1교시와 6교시의 인지기능이 –13.6%로 감소함(김대섭 등, 2007)

❏ 어린이들의 실외 활동 부족-실내 활동 증가로 체력 저하
⚬ 2008년 10살 어린이 315명 대상으로 1998년과 체력을 비교하였을 때 앉았

다 일어나기 횟수가 27.1% 감소하였으며 팔 힘은 26%, 손아귀 힘은 7% 감
소함(Kathryn et al., 2008)

⚬ 어린이 및 청소년(만9세-24세)의 지난 1주간 운동 및 야외 신체활동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일일 야외 신체활동은 1주일에 4.31시간, 1일평균 0.62시간에 
불과함(여성가족부 청소년 가족 정책실 청소년 정책과, 2011)

⚬ 건강영향과 실외활동 시간을 비교하였을 때 1주의 신체활동(격렬+중간+걷
기) 시간이 길수록 혈압, 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의 수치가 낮아짐
(국민건강영양조사, 2008-2011)

⚬ 어린이들의 실외활동을 권장하기 위한 어린이 실외 활동 여건 부족 
 스쿨존 영역 및 학교주변지역의 환경노출 조사 결과 조사대상 학교 7곳 중 6곳

이 미세먼지 관리기준을 초과함
 실외 놀이터의 유해물질 조사 결과 방부목재 및 철재기구의 중금속 노출과 모래 

기생충 및 미생물 등 유해인자 노출됨(환경부, 2007)
 특히 어린이 놀이 행태를 고려한다면 젖은 천 검출이 실제 노출에 가깝고 젖은 

천의 구리, 크롬, 비소, 납 중금속 농도는 마른 천에 비해 2-6배 높음(환경부, 
2007)

 인공체육시설의 경우 인조잔디 표면 및 고무분말 내 프탈레이트와 중금속, PAHs 
와 접착제의 VOCs,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에 피부접촉, 흡입, 섭취 등으로 노
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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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현황
 ❏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 기준 

⚬ 어린이 활동공간은 어린이집 보육 시설과 유치원·초등학교 교실, 어린이 놀이
시설을 말하며 추진근거는 「환경보건법」 제 23조 제5항 환경안전관리기준 
명령, 환경보건법 제29조 및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 11조 보고와 검사 
등 및 시설의 개선명령 등, 「환경보건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2조 권한의 
위임·위탁 임

⚬ 환경부 장관은 법 제30조 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
장·도지사 및 특별 도지사(제15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관한 권한
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에 위임함. 이에 따라 서울시는 어린이 놀이시
설과 보육시설의 보육실을 관리하고 교육청은 유치원의 교실, 초등학교의 교
실, 특수학교의 교실(어린이가 사용하는 교실만 해당)을 관리함

⚬ 관리 현황은 아래와 같음
 환경부 「환경보건법」에 근거하여 서울시가 대상 시설에 대해 관리
 관리대상은 「환경보건법(2009년 3월)」이전에 만들어진 어린이집들은 2016년까지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를 유예함
 시행 이후에 건립된 어린이 집들은 기준에 따른 관리가 되어야 하나 현재 자치

구로 업무이관 및 조직시스템이 확보되지 않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 존재함

❏ 실외 활동 증진
⚬ 미국은 건강한 실외활동 증진방안으로 초등학교는 4차선 이상 도로에서 최소

한 500m이상의 이격거리 유지법을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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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1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 강화

❏ 목적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업무를 자치구로 위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

고자 함  
❏ 진행 방법 
⚬ 서울시는 2013년 6월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기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업무를 자치구로 사무를 위임함(관련 법규: 제30조 및 
시행령 제22조 권한의 위임·위탁,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위임사무는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따른 시설의 개선 또는 환경안전 관리기준 
준수명령과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과 출입, 검사 및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임

⚬ 자치구 보건소의 기존 건강도시팀에 어린이 활동공간 업무를 추가하여 추진하
고자 함. 사무위임 규칙 개정 절차 및 일정은 아래와 같음
 ′13년 6월: 해당사무의 재위임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
 ′13년 7월: 전 수임기관능력 및 자치구 동의 여부 관련 부서 협의
 ′13년 7월: 위임기관(환경부)의 재위임에 대한 승인
 ′13년 8월: 사무재위임 기본 방침 결정
 ′13년 8월: 사무위임규칙 개정의뢰 및 규칙개정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안전기준 시험 검사 능력을 강화하여 효율적 검
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013년 검사가능항목: 도료나 마감 재료의 오염물질 방출, 모래 등 토양, 어린이 

활동공간의 시설 및 바닥재
 2014년 검사 가능 항목 계획: 2013년 가능 항목 외에 추가로 도료나 마감재료, 

목재 방부재,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 분석 가능하도록 시험, 검사능력 
강화

 2013년, 2014년 시험 검사 능력 및 계획은 <표 4-6> 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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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서울시 어린이 활동공간 2013~2014년 조사분석 계획

대상항목

2013년 

시험 검사 항목

어린이 놀이터 중금속 검사

분석항목(8개) : Pb, Cd, Cr+6, Hg, As, Ni, Zn, Cu

*밑줄: 환경보건법의 환경안전 기준 항목.

년간 검사 건수 : 150 ~ 200지점
어린이 놀이터 토양(모래)의 기생충 검사

검사항목 : 4종(개회충, 고양이회충, 사자회충, 토양선충)

년간 검사 건수 : 1,100여건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검사

도로, 마감재료(실내) 방출오염물질(HCHO, VOC, 톨루엔) 

 - 검사항목 : PM10, CO2, HCHO, 총부유세균, CO, TVOC, 라돈

 *밑줄 : 환경보건법의 환경안전기준 항목

2014년 

시험 검사 계획

도료나 마감재료 중금속 검사

검사항목 : 4개(Pb, Cd, Hg, Cr+6)
도료나 마감재료의 오염물질 방출

검사항목 : 3개(HCHO, TVOC, 톨루엔)
목재 방부제의 중금속 검사

검사항목 : 방부제 종류에 따라 다름

- 크레오소트유 1호 및 2호(A-1, A-2)

- CCA-1, CCA-2, CCA-3,  CCFZ, CCB 등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 중금속 검사

검사항목 : 4개(Pb, Cd, Hg, Cr+6)

❏ 기대효과
⚬ 어린이 활동공간의 효율적 관리 체계 구축으로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물질 저

감. 검사능력 강화로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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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2 건강한 어린이로 키우기 위한 어린이 실외활동 환경 마련

❏ 목적
⚬ 어린이 실외활동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어린이 실외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확

산함 

❏ 실행방안 
⚬  어린이, 청소년 실외활동 현황 실태 조사

 어린이, 청소년의 운동 등 실외 활동 양상과 시간, 빈도, 공간 등 실외 활동 현황
을 조사함

 어린이, 청소년의 일상 활동을 패턴을 파악함
 어린이, 청소년 실외활동이 제한되는 내.외부적 원인을 파악함
 희망하는 실외활동 패턴을 파악함

⚬  실외활동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어린이, 청소년의 실외활동을 제한하는 외부환경 파악
 외부 활동 공간은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함
 안전하고 환경적 공간 접근성을 파악함
 친환경 공간 접근이 어려운 경우 대체 공간 마련이 필요함
 도로 및 오염시설 등과 인접해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녹지를 

조성함
 친환경 실외활동 공간에서는 운송 수단 및 시설도 친환경적으로 구성되어야 함

⚬ 다양한 실외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어린이, 청소년의 일상 활동과 연계하여 다양한 실외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함
 학교 및 체육센터, 지역 아동 센터, 주민 센터 등과 연계하여 야외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자연환경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실외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야외

활동을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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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어린이 청소년의 실외 환경을 개선하여 야외활동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고 다

양한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어린이 청소년의 실외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건강을 증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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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3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관계자 환경보건 교육 실시

❏ 목적
⚬ 어린이 활동공간 및 생활 속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에 대해 환경

보건 전문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로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
이 활동공간 시설관계자를 환경보건전문가로 육성함

⚬ 유해한 환경오염 인자로부터 발생하는 어린이 환경성질환(피부, 호흡기, 알레
르기질환 등)에 대한 올바른 예방 및 질환 관리 능력을 향상함

❏ 실행 방안
⚬ 보육교사 및 자치구 환경보건 담당, 초등학교 아동(학부모), 서울시민을 대상

으로 환경보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함 
⚬ 환경유해물질 민감계층인 어린이의 보육 교사와 자치구 담당직원의 환경보건

관련 교육 우선 실시하고 점차 대상자를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에서 학부모, 
일반시민 등으로 확대하여 시행함

⚬ 유해화학물질 노출 정도에 따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시설관계자(교사, 원장 
등) 전문 교육실시 
 환경보건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환경보건 기본 교육을 시행함
 어린이 활동공간 속에서 존재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과 이로 인한 환경

성질환과의 연계성(예: 프탈레이트 등의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성조숙증 등)에 대
해 교육을 실시함

 유해물질 정보를 제공하고 유해물질의 노출 저감과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한 가
이드를 제시하고 관리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시행함

 유해물질이 없는 어린이용품(녹색제품) 등의 구매와 시설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시
행함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방향에 대해 교육함

⚬ 자치구 환경보건업무 담당자를 환경보건 전문가로 육성
 어린이 활동공간 지도관리를 담당할 자치구 환경보건 업무 담당자에게 환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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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보건 전문가로 육성함
 유해물질 노출과 이로 인한 환경성질환 관련성에 대한 교육 실시
 어린이 활동공간 지도 관리 방안에 대한 교육실시 

❏ 기대효과
⚬ 환경보건교육 전담실시로 환경보건 역량을 강화하고 어린이들의 환경유해물질 

노출을 예방하고 관리함
 학부모에게도 환경 유해물질 홍보 등을 통해 환경보건 인식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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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4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및 생활 속 유해물질 예방

가이드북 제작 보급

❏ 목적
⚬ 어린이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 구매를 돕고 어린이활동공간

의 안전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환경성 유해물질 노출을 예방함
⚬ 어린이의 활동공간(초등학고, 어린이집, 놀이시설 등)내 시설과 제품 함유 유

해물질에 대해 조사‧점검을 실시하여 유해성이 확인된 시설 및 제품에 대한 
지도‧개선으로 건강한 어린이 생활환경을 조성함

❏ 실행 방안
⚬ 어린이 활동공간 및 생활 속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

를 체계적으로 수집, 가공하여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제
작하여 보급함

⚬ 어린이용품 구매 가이드라인
 어린이용품 구매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국내 자료 및 해외사례 조사 분석
 어린이용품 구매 가이드라인 설정 대상제품 유형 및 관련 물질 조사(서울시 선정 

발암물질 및 환경호르몬, 중금속, 항균 물질 등)
 소비자의 안전한 제품 선별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사례 조사
 어린이용품 실태 조사: 시장상황 및 개발제품 내역 등(필요시 생산기업 자료 확

보 분석)
 어린이용품 구매 가이드라인의 검증 및 결정
 관계전문가 협의를 통한 조정 등 신뢰도 확보
 소비자의 안전한 제품 구매를 돕는 착한 어린이용품 구매 가이드라인 개발

⚬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어린이 활동공간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관계전문가 회의
 도료, 마감재, 합성고무바닥재 중금속 등 어린이 활동공간 유형별 환경보건 실태

조사 분석 및 문제점 파악(주요 위해요인 정립과 노출저감 대책 연구 분석)
 어린이 활동공간 유형별 맞춤식 노출예방 및 저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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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대한 종합가이드라인 개발
 가이드라인 현장적용을 위한 교육 매뉴얼 개발 

❏ 기대효과
⚬ 유해물질이 없는 어린이용품(녹색제품)을 구매하고,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

하는 등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
⚬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제공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어린이 유해

물질 노출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어린이 환경노출을 최
소화 할 수 있음

◆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 관리 추진을 통한 기대효과
⚬ 어린이의 활동 공간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리를 통해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을 개선하고 관리 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안전관리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 
환경안전 관리 능력을 제고함. 안전한 실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소요예산 및 일정
<표 4-7>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 추진 과제 소요 예산 및 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추진일정
2013 2014 2015 2016 2017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 강화 70 30 40
건강한 어린이로 키우기 위한 어린이 실외활동 
환경 마련

60 30 30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관계자 환경보건 교육 실시 60 20 20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및 생활 속 유해물질 
예방 가이드북 제작 보급

60 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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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 학교 환경보건 인증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학교는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유지되어야 함. 환경보건 인증 프로그램은 학교와 학생이 스스로 참여하는 자
발적 참여프로그램으로 학교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임 

⚬ 아이들의 환경성질환이 증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 예방을 위한 프
로그램이 필요하며 환경성질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함

⚬ 환경성질환 환아와 가족은 질환 개선을 위해 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
고 있어야 하며 환아의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형성의 어려움과 정신적 스
트레스를 개선하고 치유하며 학교 선생님과 동료 학생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교육을 통해 환경성질환 환아들이 차별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음

⚬ 아토피 안심학교는 학교에서 아토피 질환 환아를 관리하고 질환 개선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아이들의 아토피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
여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PVC없는 학교 만들기는 어린이 활동공간인 학교 시설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대한 조사·점검과 각종 어린이용품속 중금속 및 환경호르몬의 유해성을 함께 알
아가는 참여 학습을 통해 유해물질로부터 스스로 노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체험 프로그램은 환경성질환 환아와 가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환경과 건
강에 대한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환아 및 가족 스스로 질환을 관리할 
수 있게 하고 환경성질환으로 인한 스트레스, 자신감 부족 등을 해소할 수 있
도록 함   

❏ 어린이 안심학교 인증프로그램-아토피 안심학교
⚬ 아토피질환은 소아기에 높은 발생빈도를 보이는 흔한 알레르기성 질환 중 하

나로 습진, 천식, 알레르기 비염, 결막염, 두드러기 등의 증상을 포함하는 만
성질환임(Bousquet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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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화 및 서구화된 생활환경은 집먼지 진드기, 흡연, 애완동물의 털, 대기오
염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의 유발과 악화 요인이 증가시키고 있음(서울의료원, 
2012)

⚬ 어린이는 유해물질 환경에 민감한 계층으로 성인들에 비해 면역기능과 독성물
질 방어 능력이 발달되지 않아  나이가 어릴수록 아토피질환의 유병률이 높고 
중증도가 심함

⚬ 2010년 국민건강 영양조사에 따르면 1-11세의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은
17.5%, 12-18세는 11.9%, 19세 이상은 3.1%로 나이가 어릴수록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아토피질환은 환아와 가족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일상
생활능력을 저하시킴. 또한 아토피피부염 질환특성상 장기적인 관리와 치료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방 관리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어린이 안심학교 인증프로그램-PVC없는 학교 만들기
⚬ 생활환경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경로는 화장품이나 비누, 방향제, 건

축자재 등 매우 다양함. 어린이들이 활동공간에서 노출되는 여러 유해화학물
질들은 어린이들의 발달장애나 신경계 이상, 생식 능력 저하, 학습 장애 등의 
각종 건강 이상을 유발할 수 있음

⚬ 어린이들에게 유해한 PVC와 같은 발암성 물질이 가정, 학교, 기타 생활공간
에 분포하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고 발암 물질이 없는 어린이 환경 조성을 위
한 어린이, 학부모, 교사, 어린이용품 제조 및 유통업체의 인식 공유와 협력이 
필요함

❏ 환경성질환 환아 자가 관리 향상을 위한 캠프
⚬ 환경성질환은 학교생활과 삶의 질을 감소시키는 등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환

경성질환의 예방 및 조기 치료를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 
⚬ 알레르기 질환 아동은 항원과 자극제가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

받을 권리, 알레르기 질환 증상 때문에 또래로부터 소외받지 않을 권리, 교육 
및 여가활동이 친구들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증상완화를 위해 치
료 및 관리를 받을 권리, 질환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
(Muraro et al., 2010)

⚬ 환경성질환 환아의 경우 어릴 때부터 환경성질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바람
직한 생활습관을 습득하는 것이 질환 관리 및 치료에 효과적임. 이를 위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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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 실습은 중요한 효과가 있음. 또한 부모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 관리, 
이완, 수면문제 관리, 질환 관리 등 환경성질환 아동 부모들이 적극적인 대처
를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

◆ 국내외 관련 정책 현황
❏ 어린이 안심학교 인증프로그램
⚬ 호주를 비롯하여 뉴질랜드, 미국, 영국 등에서는 ‘천식친화학교’라는 이름으로 

천식 등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학교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Sawyer, 2006)

⚬ 호주에서 처음 시작한 ‘천식친화학교’는 소아천식 환아들의 천식 발작감소, 학
습효과 증대 등의 성과가 입증되면서 여러 나라에서 사업을 도입함. 호주는 
천식 친화학교의 요건을 충실히 이행한 학교에 대해서는 3년간 유효한 천식
친화학교로 인증함

⚬ 미국 연방정부별 학교 환경보건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농약사용 안전관리를 위한 "건강한 학교 법(The healthy School Acts of 
2000)"을 운영하고 있으며 켄터키 주의 "그린스쿨 그룹(Green School 
Caucus)"은 에너지 효율과 효율적 물이용,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학교 만들
기를 운영하고 코네티컷 주는 환경적이고 깨끗한 제품만 이용하도록 하는 
“Green cleaning products in schools(2011)" 법을 발효함

⚬ 서울시 아토피 안심학교는 지난 2008년 서울시 아토피성 질환 실태 및 역학
조사 결과 유병률이 높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토피 질환 관리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9년간 3단계 사업을 추진 중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된 1단계 사업에서는 아토피 환아 선별과 관리, 학

교환경개선 권고, 질환관리 교육을 실시함
 2013년부터 2015년 추진되는 2단계 사업에서는 아토피 질환 감소를 위한 생활 

습관 개선과 안심 아토피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2016년부터 2018년 3단계에서는 아토피 질환 유병률 감소와 아토피 환아의 사

회경제적 부담감소, 아토피 환아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아토피 안심학교는 각 연도별로는 2009년  83개소, 2010년 171개소, 2011년 

285개소가 참여하고 2012년 423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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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성질환 환아 자가 관리 향상을 위한 캠프 
⚬ 미국의 Kids Camp는 습진이 있는 아동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5-12세 

아동 및 13-17세 청소년을 위한 캠프임. 습진이 있는 아동을 비롯하여 자신
의 형제와 자매 및 친구와 함께 참여하여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창작 및 예술활동, 견학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됨

⚬ 미국 Camp Discovery는 피부질환이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일주일간의 여
름캠프를 통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함

⚬ 미국 LA 어린이 병원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부모 교
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 습진의 증상, 습
진의 진단기준, 습진의 증상관리 등의 내용을 제공하며 임상치료, 신체검사, 
환경 및 진단테스트, 혈액검사 및 식품제한, 관리 및 계획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

⚬ 서울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아토피 피부염 아동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린
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아토피 캠프)’을 운영하여 아토피 피부염 
환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관리방법을 
제공하고 있음

⚬ 2012년 서울시 아토피 캠프는 기존 캠프에 참여했던 환아를 위한 추적 프로
그램, 저학년 아동을 위한 수준별 맞춤 프로그램, 체험중심의 힐링 프로그램
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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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1 환경성질환 환아 자가 관리 향상을 위한 캠프

❏ 목적
⚬ 환아 및 가족을 대상으로 환경성질환(피부질환, 호흡기질환, 알레르기질환 

등)의 예방관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올바른 관리 인지도 향상은 물론 또
래 친구들과 상호보완하고 가족유대를 높일 수 있는 기회 제공
 환경성질환이 무엇인지 배우고 환아 스스로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실행방안
⚬ 환아 및 가족을 대상으로 1박2일 동안 캠프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성질환 실

천 활동 및 유해 환경 저감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체험프로그램 개발은 캠프 실무자, 예방의학 교수, 피부과 및 소아과 전문의,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임상영양사, 보건교육사, 간호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프로그램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함

⚬ 캠프의 프로그램은 검진 및 상담 프로그램, 과학적 교육프로그램,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됨
 검진 및 상담프로그램은 아동과 학부모의 전문의 개별상담으로 환아의 질환 상

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치료 및 관리방법에 대한 상담으로 진행함
 교육프로그램은 환아들 스스로 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질환 관리 교육, 임상영

양사가 강의하는 식생활 교육을 실시함
 체험프로그램은 환경성질환에 대한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흥미를 가질 수 있

는 구연동화, 미술치료 및 심리검사 등으로 구성함

⚬ 환경성질환 캠프는 기존에 참여한 환아에 대한 캠프의 효과와 지속적인 관리
를 위한 추적 캠프, 저학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관리방법을 교육하는 Day 
camp, 고학년을 대상으로 평상시 환경성질환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및 심
리적 지지를 위한 1박2일 캠프로 운영함

❏ 기대효과
⚬ 캠프를 통해 환아와 부모의 질환의 조기 치료 및 자가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환아의 스트레스 해소와 치료의 자신감을 회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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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2 어린이안심학교인증프로그램(아토피안심학교, PVC없는학교만들기)

❏ 목적
⚬ 아토피 안심학교는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아토피 환아의 질환 관리능력을 함

양하고, 학생들의 학습능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학교 중심의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 PVC없는 학교 만들기는 학생 및 교사 등이 참여하여 학교 기반 시설 및 학교
내에서 사용되는 학용품등의 제품 유해성을 조사하고 학교 환경을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함

❏ 실행 방안
⚬ 아토피 안심학교 사업의 추진

 서울시 생활보건과가 사업 총괄과 예산을 지원함
 서울의료원 환경건강연구실은 교육홍보 및 세부계획을 수립함
 서울의료원 아토피·천식 센터는 진료지원 연계와 전문 간호사에 의한 아토피피부

염 선별검사를 지원함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교육지원 및 천식 응급관리 매뉴얼을 작성함
 보건소는 안심학교를 선정하고 관리하며 사업 홍보를 담당함
 사업에 참여하는 안심학교는 교육과 설문조사에 참여함

 사업 계획
· 아토피 환아 선별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아토피 질환관리 교육을 일반 학생, 환아, 학부모 등 대상별로 실시하고 보건/보육교

사를 대상으로 천식응급상황 대처 및 아토피 질환 관리 교육을 실시
· 전문 간호사 대상으로 아토피 피부염 선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교육
· 아토피 안심학교를 대상으로 실내외 환경관리 설문조사, 집먼지 진드기 조사, 이산화

탄소 농도 측정 등 환경조사를 실시
· 아토피 안심학교를 대상으로 사업만족도 조사
· 아토피 안심학교 내 50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아토피 안심학교와 같은 내용으로 

환경 집중관리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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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VC없는 학교 만들기 
 학교 시설 내 유해성 조사 

·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어린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과 학교 내의 기반 시설 및 
사용 제품 등에 대하여 조사

· 평가 대상으로 학용품이나 실험 및 실습 등에 필요한 학습 준비물 이외에도 교실의 
바닥재나 벽지 등 포함

· 조사대상 물질은 중금속, 프탈레이트, 브롬화난연제 성분 등의 발암물질 등의 유해성
분 포함

· 유해성 조사는 현장에서 직독식 기기인 XRF(X-ray fluorescence)를 이용하여 측정 
실시

 유해성 평가
· XRF로는 염소 측정을 통한 PVC 제품 여부 확인
· 프탈레이트의 유무
· 브롬 함량 분석을 통한 브롬화난연제 함유 여부
· 납, 카드뮴, 크롬, 수은, 비소 등의 금속 함유 여부 확인
· 평가 방법은 미국의 비영리연구기관인 The Ecology Center에서 설립한 

HealthyStuff.org에서 제공하는 기법 참조
· 제품의 상태를 안전(초록색), 주의(노란색), 위험(빨간색)으로 평가
· 조사 결과는 현장에서 어린이에게 바로 해당 색의 스티커를 배부하고 설명

  조사결과 캠페인 시행

· 제품의 유해성에 따라 안전, 주의, 위험 군으로 분류하여 스티커 부착하는 캠페인 병행
· 유해물질 노출과정 및 영향에 대한 만화 및 교육용 사진 전시회 
· 사업 전·후 설문조사를 통한 인식변화 평가확인 및 전문가 설명

❏ 기대효과
⚬ 아토피 질환의 효율적 관리로 사회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고 아토피 환아의 삶

의 질을 개선함
⚬ 아토피 질환 유병률 조사를 통해 아토피 환아 발견 및 체계적 관리를 하고 학

교 환경관리 교육을 통해 교사의 아토피 관리 능력을 향상함
⚬ 아토피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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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피부염 고위험 환아의 지속적인 관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함
⚬ PVC없는 학교 만들기는 기존에 영상물이나 팜플렛 등의 제한된 정보 제공 자

료의 틀을 벗어나, 어린이들이 직접 평가와 학습에 참여하는 교육 실천이 가
능함 
 평가 결과는 어린이에게 바로 위험과 안전성을 나타내는 색의 스티커를 배부하

고 설명해주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소지품과 활동 공간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킬 수 있음 

⚬ 사업의 취지부터 실제 평가와 결과에 대한 것까지 전문가의 설명과 함께 학생
의 참여가 상승 효과를 유발하여 어린이들이 더욱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소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건강한 생활환경의 조성과 이에 대한 교육 필요 인식을 고취시킴

◆ 학교 환경보건 인증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기대효과
⚬ 학교 환경보건 인증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부터 안전한 환경

을 만들기 위한 참여형 사업으로 어린이 유해물질 노출 저감과 예방, 조기 치료
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함. 또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환경성질환 환아와 가
족에게 환경성 질환 관리 방안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소요예산 및 일정
<표 4-8> 학교 환경보건 인증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과제 소요 예산 및 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추진일정
2013 2014 2015 2016 2017

환경성질환 환아 자가 관리 향상을 위한 캠프 180 150 150

어린이 안심학교 인증프로그램
(아토피 안심학교, PVC없는 학교 만들기)

120 40 4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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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3 어린이 환경보건 전담부서 설치

◆ 배경 및 필요성 
⚬ WHO는 어린이 환경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부터 어린이 건강과 

환경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2009년 부산에서 개최된 제3회 컨퍼런스에서
부산선언문을 채택하고 어린이의 민감성과 환경보건 정의에 입각하여 부적절
한 환경노출로 인한 건강 위해를 줄이기 위한 WHO와 대한민국 환경부의 공
동 노력에 합의함

⚬ G8회의에서는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합의된 계획으로 어린이 환경안전(안
전한 물, 대기 질 개선, 소아기 납중독 감소, 내분비 교란물질에 대한 연구 증
진)과제를 국가 공동의 의제로 채택함

⚬ 어린이, 청소년 환경보건정책은 일반인구 집단과 별도로 구분한 실행계획
(action plan)이 필요하며 서울시 차원에서도 어린이 환경보건을 전담할 추진
체 및 거버넌스 구성이 필요함

◆ 국내외 관련 정책 현황
⚬ 유럽의 환경보건 전략은 환경요인에 의한 질병부담의 감소, 환경요인에 의해 

야기되는 새로운 건강위해성 파악 및 예방, 환경관리전략의 수립능력 제고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실행계획에 있어 어린이 보호대책을 중점적으
로 이행하고 있음
 2004년 제4차 환경보건장관회의를 통해 어린이를 위한 환경과 보건이행 계획

(Children's Environment and Health Action Plan for Europe: CEHAPE)을 채
택하고 어린이의 민감성을 고려한 환경보건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10년 제5차 환경보건장관회의에서는 ‘변화하는 환경으로부터 어린이보호’ 선언
문과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2020년까지 어린이에게 안전한 물과 위생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한 식이와 신체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며 대기질과 독성화학물의 무
해한 환경의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국가 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에 합의함

 WHO 유럽환경보건센터(WHO European Centre for Environmental and 
Health: WHO ECEH)는 어린이의 건강과 환경문제를 식품안전, 지구환경 이슈, 
건강증진 신체활동, 건강영향평가, 교통 및 의료, 폭력과 부상방지 기술지원, 물
과 위생 의제와 함께 8개 주요 업무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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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1970년대 어린이 건강문제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환경법 제정과정에서 
어린이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한 이래 미국행정
부와 의회는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정책적, 입법적 시도를 꾸준히 지속하고 
있음
 2000년 어린이 건강법(Children's Health Act of 2000)을 채택하고 어린이 건강

에 대한 연구 및 예방조치에 관한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해 공
중보건법(Public Health Service Act)을 수정함

 어린이 건강법은 어린이들의 보건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린이보건과 관련
하여 어린이 보건을 위한 치료 연구증진, 어린이 보호시설의 건강과 안전성 증
진, 부모와 격리되어 있는 또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의 보건대
책, 청소년 약물남용과 관련된 대책 및 연구, 학교 안전사고 및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 어린이 건강관련 자료구축 등의 과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부여
하고 있음

⚬ 미국은 정부차원의 어린이 환경보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1997년 환경보호청(EPA) 산하의 어린이 전담 어린이 환경보건 사무국
(Office of Children's Health Protection: OCHP)을 별도로 설치 운영함
 1997년 대통령령으로 안전하지 않은 물질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전담반

(전담기구)을 운영하고, 조사연구를 수행하며, 어린이 환경보건과 안전을 위한 규
제 강령, 어린이 및 가족 통계에 대한 관계 부처 간 포럼 운영을 명한 바 있음 

 어린이 환경보건 사무국(OCHP)은 아동의 공중보건과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교
육, 연구, 위험평가, 기준과 규제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음.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환경보호청 건강 기준이 어린이를 보호하도록 하는 것, 환경보호청 내에서 어린
이 건강 이슈를 조정하고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보호청 소관 법령과 
다른 부서의 소관 법령들을 통합, 환경 독성물질로부터 어린이들의 감수성과 노
출에 대한 연구와 새로운 정책 개발, 어린이 건강에 대한 공공 교육을 통해 지역
사회에 알리는 것 등임

 어린이 환경보건 사무국은 환경보호청의 기존 기준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어린
이들의 건강 이슈를 제기하고 어린이 건강보호를 고려하여 통합적인 규제 시스
템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또한 연구 예산 지원, 독립적인 검토, 연구와 정책의 연결고리 강화, 어린이만의 
환경 민감성과 위험성 노출에 관한 과학적 연구 확대 등에 환경보호청이 적극적
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음

 어린이 환경보건 사무국(OCHP)은 1997년 사무국내 The Children's Health 
Protection Advisory Committee(CHPAC)를 구성, 운영함. CHPAC는 환경보건기
준, 소통, 과학 등 어린이 환경보건 이슈에 대한 자문단으로 다양한 분야(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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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의학, 지역사회, 환경단체, 학술과학단체, 간호부, 연방 및 주 정부 등)의 전
문가로 구성됨

 2000년 환경보호청 연구개발부에서 Strategy for Research on Environmental 
Health Risks to Children을 통해 어린이의 위험평가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어린이 환경보건 연구의 우선순위를 정함 

 미국 환경보호청 국립환경연구센터 산하 어린이 환경성 질환 연구센터(Centers 
for Children's Environmental Health and Disease Prevention Research; 
Children's Centers; CEHCs)를 운영하고 있음. 주로 대기오염과 천식, 자폐증과 
신경발달장애, 농약(pesticides)노출과 건강결과, 화학물질 복합체와 중금속, 간접
흡연, PCBs(Polychlornated biphenyls)을 연구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2003년 어린이 안전 원년을 선포하고 2006년 대통령 자문 지속
가능발전위원회에서 어린이 건강보호를 주요과제로 선정함

⚬ 환경부는 “2006년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취약, 민감계층
을 우선 보호하는 정책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환
경보건 대책"을 발표함

⚬ 어린이 환경보건 대책의 주요 내용은 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 
확보, 장난감 등 유해제품으로부터 어린이 건강보호, 보육시설 등 어린이 시
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어린이 환경건강 교육 및 홍보 강화, 어린이
등 민감계층 체내 수은 중독 방지대책 추진, 어린이 환경성질환 조사 감시체
계 구축 등임

⚬ 어린이 환경보건의 주요내용인 식품안전, 유해화학물질 및 대기질 관련 법률 
중 어린이를 포함한 환경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특별한 기준이나 절차를 규정
하고 있지는 않음

⚬ 환경부는 지난 2013년 6월 30일 어린이 환경보건종합계획(2013~2017)을 
수립함

❏ 목적
⚬ 유해물질과 이로 인한 환경성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환경보건정책

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서울시 어린이의 환경보건 과제를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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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방안
⚬ 서울시 어린이 환경보건 전담 사무국(Office of Children's Health Protection; 

OCHP)을 설치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함
 미국의 경우 종합적 정책수립 및 조정을 위해 어린이 건강 보호국을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신설하였음. 우리나라의 법률적 특성을 고려하여 어린이 환경보건 전담 
사무국 신설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환경부 환경보건법과 서울시 환경보건 조례안, 필요한 경우 별도의 ‘어린이 환경
보건’ 관리 규정을 만들고 어린이 환경안전에 관한 기본 안을 수립하고  기존의 
개별적인 환경기준에 어린이 환경보건 기준을 별개로 만들어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서울시 어린이 환경보건 전담 사무국은 어린이 환경보건정책과 관련한 여러 부
처에 분산된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업무를 추진함

 어린이 환경보건 기본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관련부서와의 협력 하에서 해당 정
책을 총괄적으로 집행함

 기존의 환경기준을 어린이의 특성에 맞추어 관리 기준 등을 개정하는 등의 사안
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며 연구 사업을 지원함

⚬ 서울시 어린이 환경보건 전담 사무국을 설치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
도록 함

⚬ 어린이 환경보건 전담 사무국에서는 법 제정 및 시행(어린이환경보건법), 교
육프로그램의 개발, 어린이, 보육자, 건강관리자 등의 참여를 촉진하는 행동계
획, 연구 등을 통한 지식의 형성, 환경노출 모니터링과 서비스 제공 및 인프
라 조성과 같은 세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
 어린이는 자신들의 신체적 특수성을 감안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명시함
 어린이에게 “알려진”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 뿐 아니라 환경위험의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위험을 대비하고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사전예방의 원칙”을 수용함
 어린이 환경보건 대상자의 범위를 연령과 위해성과의 관련성을 연구하여 정립함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환경 위해 요소가 어떻게 어린이에게 영향을 미

치는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연구를 지원하며 육성함
 어린이를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환경위해요소와 어린이들의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것이 우선임. 이를 위해서는 많은 연구․조사가 필
요하므로 이에 대한 예산확보를 하고 연구를 추진함

 환경기준의 설정과 관련하여서는 어린이를 고려하는 추가적인 안전계수의 확보
를 의무화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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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가능성을 고려한 우선목표(Priority Goals)를 선정하여 위험인자와 목표
별 구체적 행동을 제시하는 한편 각 행동의 근거를 유형별로 제공함으로써 환
경위협에 유연한 대응책 제시하도록 함
 복합적이며 잠재적 상황에 대한 대응을 목록화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아동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제시함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하여 미국의 어린이안전화학법과 같이 자사의 제품이 

어린이에게 안전하다는 입증책임을 제조사에게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만일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시장진입을 막는 엄격한 조치를 취함 

⚬ 국가 환경보건종합계획의 민감계층 보호를 위한 유해물질 노출권고기준 마련, 
어린이 환경안전관리 강화 등의 정책과 연계하여 서울시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의 효과성을 높임
 친환경제품의 개발과 라벨링 등을 지원하고 육성함
 어린이 및 부모의 알권리 차원에서 유해물질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함

◆ 어린이 환경보건 전담 부서 설치를 통한 기대효과
⚬ 어린이 환경보건정책을 전담함으로써 어린이 환경보건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음
⚬ 어린이 환경보건 전문가, 관련 공무원, 어린이집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 간에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책의 추진력을 높임
⚬ 어린이와 관련된 환경보건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수립시 자료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음

◆ 소요예산 및 일정
<표 4-9> 어린이 환경보건 전담부서 설치 과제 소요 예산 및 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추진일정
2013 2014 2015 2016 2017

어린이 환경보건 전담부서 설치 110 30 5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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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함께하는 서울: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함께

Ⅱ-1 민감계층 환경보건 관리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취약계층(Vulnerable Population)은 사회경제적 수준, 지역적, 성, 나이, 신체

장애 등의 원인으로 건강 불균형의 위험에 처해 있는 인구집단을 지칭함. 각 
요인별 대상은 아래와 같음(<표 4-10> 참조)

⚬ 환경노출 민감계층 대상은 생물학적 취약계층인 태아 및 산모, 어린이, 청소
년, 노령인구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인 저소득 계층을 지칭함. 사회경제적 취
약계층은 사회경제적 취약성으로 유해물질 노출에 불평등이 존재하며 빈곤과 
가족 구성,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건강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

요인 세부 구성 대상

사회경제적 경제적 수준,
가족 구성, 직업

저소득
편부모, 조손
다문화 가정
유해요인 노출 직업군

지역적 도시/농촌
오염시설 환경유해요인 노출 지역

생물학적 나이, 성별
태아 및 산모
어린이, 청소년
노령

신체장애 질병, 장애 만성 질환자
장애인

<표 4-10> 요인별 취약계층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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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 기준 
⚬ 어린이 활동공간은 어린이집 보육 시설과 유치원·초등학교 교실, 어린이 놀이

시설을 말하며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 관리기준은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등 중금속을 관리하고 있으나 관리 근거가 없는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 
실태 파악과 관리가 필요함

⚬ 2006년 8월 여성가족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
행령에 따라 보육시설 등에 대해 2007년 5월 30일까지 방염성능 기준이상의 
방염대상물품을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사항 유예조치를 취함

⚬ 이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화재로부터의 예방차원에서 내려지는 조치이기는 
하나, 보이지 않는 유해화학물질인 브롬화난연제(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PBDEs)의 추가적, 잠재적 노출원이 되고 있는 실정임

⚬ 2007년 놀이방에서 사용하는 매트에서 대표적인 프탈레이트(Phthalates)류인  
DEHP가 다량 검출된 사례 보도됨. 매트는 충격 흡수용으로 90%이상의 어린
이집 바닥에 사용 중이며 영유아 및 어린이 행동특성에 의해 바닥먼지 등으로 
인한 섭취, 피부접촉 노출 가능성이 높음. 국내 DEHP의 생활공감 매체통합 
연구 결과, 어린이의 주요 노출원은 실내 먼지로 평가됨(환경부, 2009)

⚬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주기적인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7년 1월
에 사용 전면 금지된 제품이 일부 사용되고 있음. 이는 유해성에 대한 인식부
족, 저렴한 가격, 우수한 살충효과로 살충제로 이용되면서 실내공기, 바닥먼
지, 제품표면에 분포하고 어린이 노출특성에 의한 다 경로로 노출됨

❏ 시민 참여형 어린이 민감 유해물질 저감방안 마련
⚬ 어린이들의 유해물질 노출 저감을 위해 시민들이 스스로 유해물질에 대해 인

지하고 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자발적 실천이 필요함. 유해화학물질 정보
를 제공하고 생활용품에 대한 화학물질 정보,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함으로써 시민들 스스로 노출 저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유해물질 및 제
품 정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노령인구의 건강수명 +10(%) 프로그램 
⚬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만성질환(노인성 질환) 보유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으며 이로 인한 생활비 및 의료비 증가하고 있음. 노령인구 대상의 국내외 환경위
해소통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이며 실증연구도 매우 제한적임. 국내 노령인구를 
대상으로 기초적인 실태파악 및 기초연구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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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현황
❏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 기준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기준은 공간적 관점에서 환경안전성을 관리하

고 환경안전 관리기준은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등 중금속을 관리함. 대상 
항목은 사용재료(바닥, 벽, 천장 재료), 도료 또는 마감재, 목재, 모래 등 토
양,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 시설 및 바닥재로 관리기준 세부 내용
은 아래 표와 같음(<표 4-11> 참조)

<표 4-11>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주요내용

구분 세부내용 점검사항
사용재료
(바닥, 벽, 천장 
재료)

표면이 부식·노화되지 않는 재료를 사
용하거나, 유해물질이 일정 함량 이하
인 도료·마감재료를 사용하여 부식·노
화되지 않도록 관리

표면의 부식 또는 노화여부

도료 또는 마감
재료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 등 유해
물질이 일정 함량 이하인 제품 및  
실내공기 오염물질 방출량이 일정 기
준에 적합한 제품 사용

도료 또는 마감재료의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이 0.1%이하
도료 또는 마감재료의 오염
물질 방출 여부

목재
크레오소트유, 비소, 6가크롬 등 유해
물질 함유 방부처리 목재 사용금지

목재의 방부제 사용 여부

모래 등 토양
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비소는 환
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

토양의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이 0.1%이하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
료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이 일정 
함량(0.1%) 이하인 표면재료 사용

합성고무바닥재의 납, 카드
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
이 0.1% 이하

시설 및 바닥재
해충이나 미생물이 서식하지 않도록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
생적으로 관리

해충이나 미생물 서식 여부 
- 기생충(란) 검출 여부

❏  시민 참여형 어린이 민감 유해물질 저감방안 마련
⚬ 미국은 1997년 “국가 아젠다” 후속조치로 환경 보건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

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하고 특별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우리
가 접하기 쉽거나 먹기 쉬운 생산품이나 물질들로부터 기인하는 건강과 안전
에의 위험과, 우리가 사용하거나 노출된 생산품을 관리함



- 134 -

⚬ 미국의 TEACH(Toxicity and Exposure Assessment for the Children's 
Health)은 어린이 건강에 심각한 유해를 미칠 수 있는 물질을 선정하여 독성
과 노출평가 정보를 제공함.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는 18개 물질의 위해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리고 매년 수정보완 함(프탈레이트, 아스트라진, 디아클로
보스 등 포함)

⚬ 미국의 어린이-안전화학 물질 안전법(Child, Worker and Consumer -Safe 
Chemicals Act of 2005[S.1391])은 2007년까지 최우선 관리대상 화학물질 
목록을 작성하고 단계별 규제조치를 조정하여 최소 300여종 물질에 대한 안
전성 평가를 토대로 사용금지 또는 제한하고 2020년 까지 안전성 평가 대상
을 모든 화학물질로 확대하고자 함

⚬ 유럽의 유해화학물질 유통 및 사용제한 지침(Directive 76/769/ECC)은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조제품의 시장 유통제한 및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지침으로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물질을 규제하고 있음. 또한 CE(Community of 
Europe)마크를 이용하여 환경보호차원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지정하여 마크 부착의무화 함. 마크가 없는 제품은 역내 반입 및 유통을 금지
시킴

❏ 노령인구의 건강수명 +10(%) 프로그램 
⚬ 미국 EPA는 환경유해인자와 노령인구의 건강영향 연구를 위해서 노령인구집

단의 이질적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EPA, 2005)
⚬ 개인 및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사회경제적 수준/여건에 따라 생활패턴, 

환경유해인자 노출, 이에 따른 건강영향이 다름(WHO, 2010)
⚬ 노출에 취약한 노령인구는 외부 개입을 통해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대상 

집단임.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과학적으로 밝혀진 환경위해정
보의 소통의 중요성이 제기됨(EPA, 199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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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1 어린이 민감성 유해물질(브롬화난연제, 프탈레이트, 농약) 관리

❏ 목적 
⚬ 어린이 활동공간내 관리기준이 없는 민감성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필요성을 파

악하고 관리 근거를 마련함
❏ 실행방안 
⚬ 어린이 활동공간내 브롬화난연제 포함 제품, 프탈레이트 포함제품, 농약 살충

제 사용 실태를 조사함
 선행 연구 조사된 결과를 취합, 분석하고 필요 부분에 대한 추가적 실태조사 진

행함
 어린이 집, 초등학교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대표할 수 있는 시설을 선정하고  조

사함

⚬ 행동 특성에 따른 어린이 인체 노출 조사 실시   
 어린이 행동 특성을 고려하여 바닥, 벽면, 가구 등 표면 및 먼지 내 유해물질  

조사
 어린이 활동공간의 실내공기 조사
 어린이 인체 노출 조사(바이오 모니터링)
 브롬화난연제 포함제품, 프탈레이트 포함제품, 농약 사용 실태(사용 빈도) 조사

⚬ 어린이 활동공간 사용 관리 기준 안 마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활동 특성에 따른 노출 시나리오 작성
 해당 제품 사용의 안전 관리 기준안 마련
 어린이 노출 최소화를 위한 어린이집, 학교의 제품 사용 권고 기준 마련
 어린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노출 저감을 위한 지침안을 마련하고 교육 실시함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안전 사용 관리 기준 안 마련을 위하여 이해관계자인 제품 생산자, 어린이 활동

공간 관리자, 학부모, 어린이 등의 의견을 취합함
 각 이해관계자별 구체적 실천계획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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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위한 공동의 합의안 마련

⚬ 환경안전 관리기준 확정
 조례 및 규칙 등을 통해 현재 관리기준이 없는 물질에 대한 관리 근거(안) 마련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함

⚬ 향후 새로운 유해물질의 관리방안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모색  
 관리 기준내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유해물질이 발생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정적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기대효과
⚬ 어린이 활동공간내 관리기준이 없는 브롬화난연제, 프탈레이트, 농약 등 유해

물질의 안전 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함. 어린이 활동공간내 관리기준
이 없는 신규 유해물질 발생시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적 접근의 근
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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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2 시민 참여형 어린이 민감 유해물질 저감방안 마련

❏ 목적
⚬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해물질 저감 방안을  마련함
❏ 실행방안
⚬ 친환경 내장재 및 제품 정보 제공 사이트 운영

 지자체가 인증하는 친환경 내장재 및 관련 제품 정보를 제공함
 정보 등록 제품의 방출량 시험 자료 및 관련 자재 이용 실내 농도 검증 자료, 구

매 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스스로 안전한 제품 구매를 유도함

⚬ 민감계층 노출 관련 유해인자 관련 독성 및 안심 정보 제공 사이트 운영
 어린이기 쉽게 노출 될 수 있는 독성 및 유해영향 정보를 제공함
 어린이의 노출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 및 안전 사고 예방 정보를 제공함
 어린이 제품중 유해인자가 없는 친환경 녹색 구매 정보를 제공함

⚬ 시설 진단 및 관리 지침 제공
 어린이 시설에 대해 표준화된 안전관리 진단 지침 및 설명서를 제공함
 가능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energy zero) 최소 비용의 유해물질 저감 기술을 

전파함
 시설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단순화된 유해물질 안전 행동 지침(solving wheel, 

web- or app-ready version)을 제공함

⚬ 유해물질 함유 제품의 자발적 함유 성분 표시 제도
 면역, 생식 독성 등 어린이등 민감계층에 유해한 성분 함유 제품에 대해서는 전 

성분 표시제도를 도입함
 대체재 적용 제품의 경우에도 단순히 해당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것을 

표기하는 것 외에 대체물질의 성분도 표시하도록 함(예를 들어 DEHP-free 표시
가 아닌, DEHP 대체성분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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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노출 시설 또는 행위에 대한 위해 저감 대책 의무화 및 지원 방안
 유해물질 노출이 우려되는 시설 및 행위에 대해서는 노출 저감을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놀이시설에는 출구에 간이 수세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놀이를 통해 노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최소화 함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 및 도구의 주기적 세척 및 청결을 의무화 함 (세척 및 

청결 유지를 위한 제품의 안전성도 확보되어야 함)
 실내 및 놀이시설 방역 후 일정 기간 사용 금지 및 사용 전 청소를 의무화하여 

어린이들의 직접적 노출을 최소화 함
 친환경인증 시설에 대해서는 포상 및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개발하여 

친환경 인증 시설을 확대함

❏ 기대효과
⚬ 친환경 제품, 유해물질 노출 저감 방안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스스로 유해

물질 노출을 최소화 함. 친환경 제품 사용과 친환경 인증 시설 등 친환경 제
품 사용 권장을 통해 유해물질 노출을 사전에 예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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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3 노령인구의 건강수명 +10(%) 프로그램

❏ 목적
⚬ 노령인구의 환경 유해인자 노출 실태를 조사하고 유해물질 노출을 저감할 수 

있는 보건사업을 연계하여 노령인구의 건강수명이 10% 증가할 수 있는 방안
을 제시함

❏ 실행방안

⚬ 서울시 보건소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본 사업의 대상자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노령인구 중 참여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서울시내 각 보건소에서 이미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서울시 
전체 동시 수행 가능함

⚬ 노령인구의 유해물질 노출 조사는 유해 환경 노출 인체 모니터링, 유해환경 
노출 요인 조사(대기오염, 식이, 생활환경 화학물질 대상), 노인성 질환 조사
를 실시하고 이후 고노출자에 대해 추적 관찰 조사를 실시함
 유해환경 노출 인체 모니터링은 대기, 식품, 실내 환경 등을 통해 노출될 수 있

는 물질 중 위해성이 높고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물질들을 선정하여 노출 
을 파악함

 유해환경 노출 요인 조사는 대기오염, 식이, 생활환경 노출 요인에 대해 파악함
 대기오염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기 모니터링 데이터를 활용하고 식이 및 생활

환경 노출은 조사대상자에게 설문조사함

⚬ 유해물질 노출 저감을 위한 노인 보건 사업 수행
 노령인구의 유해물질 노출 현황을 파악하고 유해물질 노출 저감을 위한 구체적

인 방안을 마련함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대상자별 개별적인 생활환경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함
 대상자 스스로 유해물질 노출을 줄일 수 있는 교육 지침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을 운영함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우 생활환경 개선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주거 환

경 개선사업 등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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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노령인구 대상의 환경보건 사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연구의 선도성이 있음.

노인 환경 노출의 취약성 및 민감성을 확인하고 교육 및 홍보, 개선사업을 통
해 노령인구의 환경 유해물질 노출을 저감하고 건강수명을 연장함

◆ 민감계층 환경보건 관리 강화를 통한 기대효과
⚬ 어린이 활동공간내 관리기준이 없는 신규 유해물질(브롬화난연제, 프탈레이

트, 농약 등)의 안전 관리가 가능함
⚬ 친환경 제품, 친환경 인증 시설, 유해물질 노출 저감 방안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서울 시민 스스로 유해물질의 노출을 최소화 하는 것이 가능하고, 유해
물질의 노출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능함

⚬ 노령인구의 유해물질 노출을 저감하고 건강수명을 연장함

◆ 소요예산 및 일정
<표 4-12> 민감계층 환경보건 관리 강화 과제 소요 예산 및 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추진일정
2013 2014 2015 2016 2017

어린이 민감성 유해물질(브롬화난연제, 프탈레
이트, 농약) 관리

140 70 70

시민 참여형 어린이 민감 유해물질 저감방안 
마련

120 60 60

노령인구의 건강수명 +10(%) 프로그램  100 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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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환경보건 실태파악과 개선

◆ 배경 및 필요성
⚬ 1986년 건강증진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오타와 헌장은 모든 사람을 위

한 건강(Health for all)의 개념과 그와 연관되는 건강 불공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한 바 있음.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환경보건문제는 사회적 
요인으로 결정되며 이로 인해 일반 집단에 비해 위험 노출이 배가됨(Most 
health behaviors are socially patterned; "the factors that put people at 
risk of risk" Link&Phelan 1995)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2009-2011) 분석결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일부 유
해물질 노출이 높게 나타나거나(혈중 납, 혈중 망간, 요중 코티닌, DEHP) 낮
게 나타나는(혈중 수은, DBP) 등 교육수준에 따른 농도 차이가 있음
 소득수준에 따른 양친 동거율은 빈곤층이 차상위, 차상위 이상 보다 낮게 나타남
 주거위치도 지하층, 반지하층, 옥탑에 거주하는 비율이 빈곤층과 차상위 집단에

서 높게 나타남

⚬ 도시환경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열섬 효과나 홍수, 산사태, 수질 
오염문제, 공기질 문제(오존, 미세먼지), 감염성 질환 등은 사회경제적 취약계
층 일수록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음

⚬ 환경보건정책 추진에 있어 사전예방의 원칙을 고노출·고위험 집단으로 한정하
기 보다는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위험요인의 총량 저감” 방향으로 진행되어
야 함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환경보건정책 전략은 비례적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지
원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 개선을 지원하고(건강한 일자리, 거주환경, 수입
의 불평등 감소), 질 좋은 건강 및 사회 보장 서비스 지원, 고용을 통해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이 처할 수 있는 질병과 상해, 위험을 감소시켜야 함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환경건강을 위한 서울시 전략 수립
⚬ 서울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유해물질 노출 실태와 노출저감을 위한 환경개

선 사업이 필요함
⚬ 대도시 특성에 따른 열악한 거주 환경(쪽방, 지하방, 옥탑방, 철거지역, 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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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물 등)으로 인한 환경노출- 열섬 효과, 공기 질, 유해화학물질 노출-의 
실태를 조사하고 노출 저감을 위한 구체적 개선계획이 필요함

⚬ 건강불평등의 발생기전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의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함

<그림 4-2> 건강불평등 발생기전과 개입지점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취약계층 어린이 보호 방안 마련
⚬ 어린이는 생물학적으로 환경 노출에 민감한 계층이며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어린이는 영양, 교육, 생활 전반에 거쳐 부모의 지원과 관리가 부족할 수 있
으며 유해 환경요인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음

⚬ WHO 보고서에서는 취약계층의 어린이들이 공정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어린
이들에게 안정적 지원과 관리를 제안한 바 있음

⚬ 서울시 경제적 취약계층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여 취약계층 어린
이의 교육과 영양, 환경과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 지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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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관련 정책 현황
❏ 사회 경제적 취약 계층
⚬ WHO는 “세대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보고서”를 제출하였음(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CSDH) final report, “Closing the Gap in a 
Generation”, 2008). WHO 보고서에서는 생활 조건을 개선하고 권력과 자본, 
자원의 공평한 배분이 필요하며, 격차의 문제점을 판단하고 그 영향을 평가 
할 겻을 제시함. 또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로 아래
과제를 제시함
 아동기 공정한 출발
 공정한 고용과 괜찮은 일자리
 건강한 장소와 건강한 사람들
 생애과정에 걸친 사회적 보호
 보편적 의료보장

⚬ 영국 런던시의 경우 세계보건기구의 CSDH 보고서를 근거로 런던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음(<그림 4-3> 참조)
 새로운 주택과 주거지는 London Plan에 따라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불평등을 해

소 하도록 설계하고 보장
 기존 주택과 주거지의 질 향상(특히 건강 수준 가장 열악한 곳)
 런던 전역에서 공공장소들이 더욱 안전하고 통합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리 
 더욱 건강한 생활양식을 위해 새롭고 개선된 기회 제공
 자연과 녹지 접근성의 건강 혜택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이러한 혜택을 모든 

런던 시민들에게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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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CSDH 보고서에 근거한 런던시 계획 수립

❏ 지역아동센터 현황 
⚬ 1985년 상계동의 산돌공부방을 시작으로 빈민지역, 공단지역, 농어촌 저소득 

가정 밀집지역에 설립되었음. 1997년 IMF경제위기때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을 공부방을 통해 실시하면서 양적으로 증가하였고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지역아동센터로 제도화됨. 2013년 현
재 4,048여 개소 운영 중(이용 아동 수: 110,406명)

⚬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은 보호중심형(급식), 학습지도중심형(숙제지도, 견
학 및 체험활동 등), 특별활동중심형(가족지원, 사회정서 발달지도), 지역사회
밀착형(지역사회 문제 발굴 및 해결과정 참여, 지역네트워크 참여 및 구축) 
등으로 구성되나 현재 존재하는 프로그램들은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프로그램
들로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그림 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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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지역 아동센터 프로그램

⚬ 지역아동센터 참여하는 어린이, 청소년의 주된 문제는 생활환경, 정신병리, 학
교 적응이며 ‘자원’부족의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표 4-13> 참조)

<표 4-13>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어린이, 청소년의 주요 문제
생활환경 정신병리 학교적응

경제적 가난
한 부모/조부모

방임/방치
부모 정서 불안
부적절한 양육

건강/위생청결의 문제
폭력 노출

지적장애
경계성 지능

불안/우울/조울
ADHD

정신분열
품행장애
각종 중독

학습부진
교우관계 문제

학교 폭력
규칙 비준수

학습태도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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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1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취약계층 어린이 보호 방안 마련

❏ 목적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어린이의 유해환경 노출 요인 

과 건강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함
❏ 실행방안
⚬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의 환경보건 실태 파악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여 취약계층 어린이 환경보건 실태 파악
 어린의 유해환경 노출 실태 파악 : 식이 및 건강영향 설문, 인체 모니터링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 파악 : 건강검진, 조기건강영향지표, 아토피, 천식, ADHD 등
 주거환경지원, 정신 병리적 문제 접근 연구

⚬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의 환경보건 개선 사업 진행
 취약계층 어린이 환경보건 실태 파악 내용을 근거로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구체

적 계획을 마련함
 환경유해 고노출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환경개선 조치가 필요하며 환경성질환 환

아가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
 또한 지역아동센터에 참여하는 어린이, 청소년이 주요 문제로 지적한 생활환경, 

정신병리, 학교 적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과 지원 필요

⚬ 공적지원과 지역자원과 단체의 연계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 어린이 보호 사업은 사업 계획 수립부터 서울시, 지역아

동센터 교사, 아동 및 가족,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 참여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취약계층 어린이 보호를 위한 환경 노출 실태조사와 개선 사업은 정기적이고(연
간 2개월 1회), 지속적으로(최소 10년; 아이들 발달의 전 생애를 함께) 진행되어
야 함

❏ 기대효과
⚬ 어린이, 청소년 환경보건 실태 조사로 취약계층 어린이, 청소년 환경개선 계

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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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2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환경건강을 위한 관리 강화

❏ 목적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환경건강 정책 마련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 실행방안
⚬ WHO CSDH 보고서에 제시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환경건강을 위한 주요 

의제에 근거하여 서울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환경 건강 실태를 파악함
 아이들의 공평한 시작을 위한 안전한 출산, 영아기 충분한 영양 공급을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되고 작업장 환경도 안전한가?
 주거 공간은 안전하며 물과 전기, 위생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집주변의 도로는  

포장되어 있는가?
 질병 등으로 인해 직업을 갖지 못할 경우에도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경

제적 보장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질병 등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본적인 의료보장 체계를 갖추고 있는

가?

⚬ 취약계층 영유아 및 산모, 어린이, 청소년,  노인의 환경 노출 실태 조사
 서울시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의 환경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영유아 및 산모, 

어린이, 청소년, 노인 대상별로 환경건강 노출 현황을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해결
해야할 과제를 도출함

⚬ 실외 환경 유해 물질 노출 조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거주 지역 내 위생시설 및 환경, 안전 현황을 파악함
 거주지역내 유해물질 노출원 및 오염시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관리 및 오염 

차단 시설을 파악함
 유해요인 차단을 위한 우선적 과제를 파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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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거주환경 유해 물질 노출 조사
 난방 및 취사, 온도, 환풍, 습기, 곰팡이, 가구 및 바닥, 벽지 등 취약계층의 실내 

거주 공간내 유해물질 노출 요인에 대한 노출실태를 파악함
 어린이, 노인 등 거주 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주요 노출 유해물질을 파악함
 계절별 특성에 따른 노출 유해물질을 파악함

⚬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과 취약계층을 파악하기 위한 건강분야 취약성/ 건
강영향 평가(vulnerability and impact assessment) 필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고온과 홍수, 감염성 질환에 취약한 인구집단 파악
 대상 집단의 건강 취약성 해소를 위한 실내 거주환경 및 실외 환경 개선 방안 

마련
 취약계층 대상의 구체적 지원 방안 마련 및 자발적 환경개선을 위한 지침 개발 

및 교육 실시 

⚬ 취약계층의 환경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 도출, 중장기적 계획 수립 
 환경건강 실태 조사에 근거하여 중장기적 계획 마련이 필요하며 어린이, 노인등 

민감계층의 환경 개선사업을 수행함
 기후변화 대응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함

⚬ 서울시 유관부서 및 기초 지자체, 보건소, 지역아동 센터, 취약계층 지역 조직, 
전문가가 참여하는 ‘취약계층 환경건강 차이 해소를 위한 위원회(가안)’구성
 지속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취약계층 환경건강 개선사업의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함
 취약 계층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건강 개선 지침이 제시되고 교육되

어야 함

❏ 기대효과
⚬ 취약계층의 환경건강 현황을 파악하여 취약계층의 환경건강 개선 사업을 위한  

정책개발의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계층의 환경건강 격차 해소 정책 수립의 기
본 방향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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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환경보건 실태파악과 개선을 통
한 기대효과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환경 노출실태조사를 통해 환경개선 사업의 과학적 근
거를 마련하고 건강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장기적인 서울시 계획을 수립하
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유해물질 노출 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함

⚬ 또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어린이 환경 노출 실태조사와 개선사업으로 어린이
들의 건강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어린이로 자랄 수 있도록 함

◆ 소요예산 및 일정
<표 4-14>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환경보건 실태파악과 개선 과제 소요 예산 및 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추진일정
2013 2014 2015 2016 2017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취약계층 어린이 보호 
방안 마련

150 50 50 50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환경건강을 위한 
관리 강화

3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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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보건 사업

◆ 배경 및 필요성 
⚬ 시민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시민참여를 독려할 방법이나 제도적 

뒷받침은 여전히 부족함. 현재의 사회에서 시민참여는 정보제공, 의견수렴, 자
문협의 단계에 그치고 있음 

⚬ 문제의 발굴부터 집행과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해당 지역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형태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사회기반참여연구(CBPR)와 같
은 접근법이 요구됨

⚬ 그러나 시민의 참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충분하지 않아 현 단계에서
는 경험을 축적하고 사례를 모으는 것이 요구됨
 시민들이 어떠한 동기로 참여하며 참여를 통해 시민과 서울시가 얻는 것이 무엇

인지, 그리고 한 번의 참여가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이어지는지 등에 대해 축
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재기획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시민참여는 정책방향과 사업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 조건임. 만들어
진 행사에 참여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조사사업, 행사 등)의 기획단계에서
부터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서울시에서는 시민참여적 의제들을 많이 발굴해야 함(아토피 안심학교, PVC없는 

학교 등). 요즘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마을이 생겨나고 있으며 
관심이 늘어나는 상황임

 특히, 환경보건 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공동캠페인이나 사업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평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 환경보건 시민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희망서울 모니터단’은 서울시가 시민을 위해 

내놓은 주요 시책과 활동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개선방안을 시
민과 함께 고민하고자 만들어진 서울시 각 부서의 개별 모니터를 구성해서 대
표하는 명칭임
 물가모니터(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조사 및 입력), 사이버모니터(서울시 홈페

이지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생활공감 주부모니터(생활공감 정책 아이디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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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서울복지메아리단(회의참관 및 서울시민복지기준 마련에 대한 의견 제시), 시
정모니터(주요 시책사업 현장점검 및 의견제출), 자전거시민패트롤(자전거를 이용
한 주요 시책사업 현장점검 및 의견제출), 박물관모니터(박물관 운영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의견제출), 청소년한강수질모니터(한강 수질측정 및 수생태 모니터링)

⚬ 환경보건 시민 모니터링단은 새로 출발하는 환경보건정책과 사업에 대한 시민
의 입장을 모니터링하여, 시민과의 지속적인 호흡을 맞추기 위한 수단이 될 
것임

❏ 발암물질 없는 서울 만들기 캠페인 행사
⚬ 한국사회는 불산누출사고와 가습기살균제사고 등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관심 또한 과거에 비해 매우 높아진 상태임(<표 
4-15> 참조)

순위 2002년 2012년
최우선 해결 분야 응답률 최우선 해결 분야 응답률

1 수질오염 31.6% 유해화학물질 피해 31.3%
2 쓰레기오염 24.9% 쓰레기오염 19.8%
3 대기오염 20.6% 대기오염 19.8%
4 유해화학물질 피해 10.2% 수질오염 15.8%
5 악취 2.5% 토양오염 4.9%
6 토양오염 8.3% 소음/진동 4.6%
7 소음/진동 1.0% 악취 2.5%
8 모름/무응답 0.9% 모름/무응답 1.3%

<표 4-15> 국민들이 생각하는 환경부의 최우선 해결분야(2002년과 2012년 비교)

⚬ 생활 속에서 암 등 환경성질환을 유발하는 각종 화학물질(환경호르몬 등)의 유해
성과 노출저감 등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이 필요함. 특히, 발암물질이나 각종 유해
화학물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적극 홍보하며, 시
민과 서울시가 협력하여 보다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확대 확산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해야 함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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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관련 정책 현황
⚬ 덴마크에서는 화학물질실행계획(Chemical Action Plan 2010-2013)을 수립

하여 정부가 생활용품 중의 화학물질로 인한 어린이와 임산부의 피해를 집중 
조사하고 국가적인 캠페인을 전개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특
히, 건강과 환경에 가장 최소한의 영향을 주는 생활용품을 선택하기 위한 다
양한 선택지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방안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는데 적
극적임

⚬ 캐나다 토론토는 암 예방 T/F팀을 구성하여 ‘토론토 암 예방 협의회 건설 추
동을 위한 포럼’, ‘온타리오주 권고내용 실현을 위한 토론’ 진행, 정부, 지역사
회 보건 및 교육 관련 그룹들, 학계, 기업, 노동조합 및 시민 등 다양한 주체
가 참여함. 그 결과 ‘토론토 암예방협력기구(TCPC)’ 출범하였고, 2008년 지
역사회알권리 조례 제정을 통해 유해물질 저감대책을 수립함

⚬ 미국공중보건학회는 2011년 정책성명서를 내어 부드러운 PVC 재질로 된 제
품을 민감계층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요구함. 특히 학교에서 PVC 
재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함

⚬ 미국 환경보건정의센터(CHEJ)에서는 PVC 제품 없는 학용품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학교에 보급하여 PVC 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는데, PVC가 
아닌 안전한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 및 그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브로셔로 제작하여 전파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음

⚬ 환경 문제로 인해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마을공동체 단위의 
환경보건 실천사업인 송파구의 ‘PVC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가 있음
 송파구는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학교, 지역아동센터, 학교주변 문구점에서 발

생하는 각종 발암, 유해물질을 조사하고 저감대책 논의 및 예방 캠페인을 진행함

⚬ 2012년 서울시 도봉구에서 수행했던 여성건강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서울시
의 지원을 받아 도봉구보건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도봉여성센터, 사회건강연
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함
 지금까지 여성건강은 질병치료나 몸과 마음을 분리한 전문가의 지식에 의존하고 

다루어지고 있어, 여성의 주도적 참여에 의한 몸과 마음, 사회, 일상적 삶의 통합
적 건강증진 의식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기획되었음. 여성건강 리더 양
성, 교육 콘텐츠 개발, 지역에 건강네트워크 구축, 건강축제 등을 개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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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서울시의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은 서울시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모 및 보육전문가가 2인 1조로 직접 
어린이집을 찾아가 급식, 위생, 안전 및 건강관리 등 보육환경을 꼼꼼하게 모
니터링함
 자치구별로 10명씩(총 250명)의 모니터링단은 어린이집 학부모와 보육전문가가 

수행함. 4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의 어린이집 약2천개소를 대상으로 ▲식단표, 
조리, 영양상태 등 급식관리 ▲영유아 예방접종, 응급상황 대처 등 건강관리 ▲
통학차량 등 안전관리 ▲청결상태 등 위생관리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등 13개 
항목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게 되며 위법사항을 발견하게 되면 해당 자치구로 신
고서를 제출하고 아동의 피해가 급박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함

 부모가 직접 어린이집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 기회가 제공되는 ‘아이
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활동은 부모 의견이 반영된 맞춤보육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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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1 발암물질 없는 서울 만들기 캠페인 행사

❏ 목적
⚬ 생활 속에서 암 등 환경성질환을 유발하는 각종 화학물질(환경호르몬 등) 유해성

과 노출저감 등의 예방을 위한 홍보행사를 개최하여 시민의 이해도 고취 및 서울
시 환경보건정책 홍보

⚬ 서울시의 환경보건 기초조사와 연동하여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민에게 전
달할 내용을 생산하고 캠페인으로 추진하여 문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
키고 시민들의 생활실천을 도모함

❏ 실행 방안
⚬ 매년 환경보건기초조사의 항목 중에서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캠페인과 연계할 수 있

는 주제를 선정하고, 조사의 기획과 진행과정부터 캠페인을 함께 기획하여 추진함
⚬ PVC 없는 학교 만들기나 마을 만들기와 같이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 주제들을 발

굴하여 적극적으로 대안을 퍼뜨리는 캠페인을 구별, 학교별로 추진함 
⚬ 2013년에는 기초조사가 추진되는 대신 로드맵 연구를 통하여 서울시의 7대 발암

물질과 5대 환경호르몬물질 선정 및 대책 제시가 추진되었으므로, 이 내용을 시민
들에게 잘 알릴 수 있는 캠페인으로 추진함
 7대 발암물질과 5대 환경호르몬물질의 선정결과를 발표함
 7대 발암물질과 5대 환경호르몬물질이 내용적으로 담겨있는 환경성질환 예방교육 

다큐 영상물을 제작하여 발표함으로써 대중적인 전달력과 공감대를 확보함
 또한,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어린이 환경보건 헌장’을 제

작하여 발표함.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환경보건정책 방향 제시
· 어린이 주체, 행동변화 강조
· 서울 정체성 인지

 시민참여 방식으로 생활 속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체험(어린이집)을 진행함.
· 7대 발암물질별, 5대 환경호르몬물질별 일상생활용품을 알아보고, 대체가 가능한 용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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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는 기초조사를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과 

함께 기획함으로써, 조사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서울시민의 환경보건
을 증진시키는 생활실천을 조직할 수 있게 됨

⚬ 대안이 있는 유해물질 노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조직하고 확산시킴으로써 
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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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2 환경보건 시민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 목적
⚬ 지역사회의 환경보건 문제를 서울시민이 직접 상시 모니터링하고, 결과 등의 자료

를 축적해 나가면서 이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함

❏ 실행 방안
⚬ 자치구별로 분야를 나누어 ‘환경보건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함. 어린이 환경

보건 분야, 노인 환경보건 분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환경보건 분야 등 계층
별로 분야를 나누어 운영함. 환경보건기초조사와 캠페인 연계 의제별 시민모
니터링을 운영함.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자료를 축적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함
 각 계층의 생활공간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보건 문제를 모니터링함. 예를 들어 학

교 운동장 인조잔디의 중금속 문제, 어린이집 용품에서의 환경호르몬 문제, 지역
아동센터 시설의 곰팡이 문제 등 환경보건 문제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
책을 신속하게 마련함

❏ 기대효과
⚬ 지역사회의 환경보건 문제를 시민이 직접 조사하여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실

태 파악이 가능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환경보건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공동캠페인이나 사업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평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음

◆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보건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
⚬ 환경보건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환경보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함으로써 시민의 역량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일을 쉽고 즐겁게 하며 이들의 
자발성이 서울시 환경보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함

⚬ 또한 유해물질과 유해한 환경에 대해 시민이 직접 적극적으로 대안을 조직하
고 확산시킴으로써 서울시민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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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및 일정
<표 4-16>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보건 사업 과제 소요 예산 및 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추진일정
2013 2014 2015 2016 2017

발암물질 없는 서울 만들기 캠페인 행사 160 80 80

환경보건 시민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80 4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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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4 교육 및 정보제공

◆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환경성질환이나 생활 속의 화학물질에 대한 기사들이 방송 매체에서 다

루어지면서 시민들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호르몬, 아토피, 불
임, 암 등에 막연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정확한 정보의 습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실제 유해성은 작은데 반해 시민들 사이에 불필요한 공
포감이 조성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이와 반대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생활 속의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되는 건강피해는 유아기, 청소년기, 가임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에 맞춤식 교육내용이 개
발되어야 하고 대상에 맞는 형태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 

⚬ 생활환경에서의 유해인자 및 환경성질환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확하고 건전한 정보를 보급하는 것이 필요함

⚬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각종 환경 유해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고, 홍보를 통해 시민참여를 이끌어내야 함

❏ 환경성질환 예방 교육 영상물(다큐멘터리) 제작 보급
⚬ 어린이 환경성질환(비염, 천식, 아토피) 증가에 따른 예방/관리 수요가 급증함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수는 2002년 302만명에서 2008년 495만명으로 64%p 상
승하였고, 천식 환자수는 202만명에서 242만명으로 20% 상승,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은 19.7에서 29.2%로 증가됨5),6)

 적기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건강피해 등 사회경제적(의료비 등)인 손실이 막대함

⚬ 1,000명의 어린이 소변에서 평균 69.0~106.4 ug/L의 프탈레이트(환경호르몬)
가 검출됨7)

 실내에 쌓인 먼지에 프탈레이트 농도가 높을수록 어린이 소변 속 프탈레이트 농

5)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6) 대한 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 2008
7) 서울의료워, 서울시 아토피피부염 아동의 프탈레이트 노출에 관한 연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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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 높음

⚬ 환경성 유해물질의 정보제공의 부족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질환의 심각성과 
예방법을 알기 쉽게 영상물로 제작하여 교사와 학부모 등의 교육에 활용할 영
상물이 필요함

❏ 아토피교육정보센터 교육기능 확대
⚬ 사회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됨

 질병관리본부가 1995년부터 2010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의 알레르기질환 유병률 
추이를 살펴본 결과, 6~7세 어린이의 경우 아토피 피부염이 9.2%에서 20.6%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아에서 노인까지 전 생애에 걸쳐 지속되고, 삶의 질 훼손을 초래함
⚬ 소아 및 청소년기에 적절히 관리되지 않은 알레르기 질환은 성인기 중증 질환

으로 이행되고, 경제적 부담과 손실을 초래하며, 인구 노령화에 따른 노인 천
식환자의 증가로 환자와 가족, 사회의 부담이 모두 증가됨

⚬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올바른 전문지식과 정보제공이 필요함

❏ 계층별 생애주기별 환경보건 정보제공
⚬ 생활 속의 위험정보, 집 주변의 위험요소, 학교와 가정 내의 위험요소 등에 

대해 취약계층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이 필요함
⚬ 생애주기에 따라 노출경로와 건강피해가 달라질 수 있음. 취약계층은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져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음
⚬ 청소년의 경우 난소암, 자궁경부암 등과 같은 십대 이후에 영향을 받는 것들

이 있기 때문에, 민감한 시기인 사춘기에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
호할 수 있는 정보제공이 필요함

⚬ 예비부모는 산부인과를 거치면서 정보를 얻게 되고, 부모는 소아과와 치과 등
에서 어린이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보건 문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
을 수 있음. 이러한 통로가 잘 작동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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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에게 양질의 정보가 잘 전달되도록 함
⚬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등 민감계층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등 다양한 

계층별 수요자 중심의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국내외 관련 정책 현황
⚬ 1984년 12월 4일 인도 보팔시에 있는 유니온 카바이드(Union Carbide)사에

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였음. 6개월 후 웨스트버지니아 주 연구소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함. 이 두 사건으로 인해 유해화학물질의 정보 유용성에 대한 우
려가 제기됨. 1986년 의회에서 연방정부, 주정부와 지방정부, 인디안 부족 및 
산업계에 긴급사태를 대비하는 계획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사회 알권리
(Community Right-to-Know) 보고 규정을 법으로 제정함

⚬ 지역사회의 알권리 관점에서 화학물질 안전 문제를 다루는 또 다른 사례는 캐
나다 토론토시임. 2008년 ‘우선순위 유해물질 25종을 다루는 업체들은 매년 
시에 보고하는 한편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례(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를 제정함. ‘켐트랙(ChemTRAC)’이라고 불리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시민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보고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됨. 해당업체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검색하는 것도 가능함(<표 4-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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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기존의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내용

국내

1) 화학물질통합정보시스템 
(NCIS; National Chemical 
Information System)

-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 
규제내용 등의 정보 제공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규제내용 확인 가능
- 국내외 관련 독성결과 및 위해성 평가결과 

보고서 등과 바로 연결
- 해당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독성 시험 

결과 등을 DB로 검색 가능

2) 케미스토리

- 학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를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는데 필요한 교육 
및 정보 제공

- 초등/중등을 대상으로 한 화학물질과 
환경건강 관련 교육 제공

- 초등/중등/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화학관련 콘텐츠 제공

- 초등/중등을 대상으로 한 화학관련 게임, 
퀴즈 및 퍼즐 등 제공

- 지식인, UCC 등 회원간 정보공유의 장 
마련

해외

3) TEACH (Toxicity and 
Exposure Assessment for 
Children's Health) (미국)

- 어린이의 환경보건 위해도에 관한 정보 
제공

- 과학적 논문에 대한 어린이 관련 보건정보 
검색 가능

- TEACH DB: 약 2천여건
- TEACH Chemical Summaries: TEACH 

우려물질에 대하여 이용가능한 정보들을 
요약 제시

4) CHEC (Children's 
Health Environmental 
Coalition) (미국)

- 건강한 집 정보제공 시스템
- 가정 내에서의 공간 분류(거실, 욕실, 

지하실 등)
- 공간 내에서 화학물질 노출이나 배출이 

우려되는 제품(장난감, 페인트, 커튼 등)
-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목록(중금속, 

프탈레이트 등)
- 유해화학물질의 독성 등 다양한 정보 제공
- 위해도 저감 정보 제공

5) Kids Home Tour 
(미국)

- 가정 내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오염원에 대한 정보 제공

-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통한 제품 소개, 성분, 
보건안전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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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4-1 아토피교육정보센터 교육기능 확대

❏ 목적
⚬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교육으로 대상

자의 질환에 대한 이해와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

❏ 실행 방안
⚬ 표준상담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이를 통하여 표준화된 

교육을 제공함. 예) 표준교육프로토콜, 교육홍보자료의 개발 및 보급 등
⚬ 보건 및 보육교사들에게 아토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인식을 높이

고, 교사 스스로 학생들에게 질환에 대한 올바른 예방과 관리 교육이 가능하
게 함

⚬ 강좌를 통하여 일반 시민, 알레르기 질환자 및 가족들에게 과학적이고 검증된 
정보제공과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며 아토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해를 도움

❏ 기대효과
⚬ 홈페이지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질환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교육 강좌와 수강생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자료를 제공하여 이해와 인식도 향상을 극대화함

⚬ 상담 및 교육을 통하여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고, 치료 및 관리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예방과 치료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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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4-2 환경성질환 예방 교육 영상물(다큐멘터리) 제작 보급

❏ 목적
⚬ 생활 속에서 환경성질환을 유발하는 각종 화학물질(환경호르몬 등)의 유해성

과 노출 저감 등의 예방을 위한 교육 영상물을 제작하여 환경성질환 예방의 
중요한 교육 자료로 활용함

❏ 실행 방안
⚬ 환경성질환 예방 교육 자료를 한편의 줄거리가 있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구성하

여 교육 대상인 교사와 학부모 등의 이해력과 높은 호응도를 유도함
⚬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제공 부족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성 

유해화학물질의 심각성을 알림
⚬ 환경성질환을 유발하는 각종 화학물질(환경호르몬 등)의 보호 대상인 어린이 섭외

(참여)로 밀착취재 및 촬영하여 현실감을 극대화시킴

❏ 기대효과
⚬ 환경성질환 유발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민감계층인 어린이를 보육 및 양육하는 교

사와 학부모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알권리를 보장하고, 환경성 유해물질에 면역
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환경성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가능함

⚬ 환경성 유해물질 노출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건
강증진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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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4-3 계층별 생애주기별 환경보건 정보제공

❏ 목적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여 정보를 

제공함
⚬ 생애주기별로 화학물질 등 환경성유해요인으로 인한 피해가 달라질 수 있음.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등 민감계층을 생애주기별로 교육함으로써 맞춤형 
환경보건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개발함

❏ 실행 방안
⚬ 예비부모 및 유아를 보육하는 부모를 위한 환경보건 정보의 개발 및 교육 실

시. 예비부모를 위한 안전한 먹거리와 의약품 교육 등을 보건소에서 지역의료
인과 함께 추진

⚬ 청소년을 위한 화장품, 먹거리, 전자파의 위험과 안전생활 방법, 사춘기에 노
출되면 위험한 환경유해물질과 몸에 대한 정보를 공교육과정을 이용한 정보전
달 방안을 마련함. 교육과정 중에 환경보건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함

⚬ 취약계층이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매체를 개발함. 특히,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스마트 기기나 인터넷에 익숙하
지 않은 취약계층을 위해 지역신문(구 신문, 구 정보지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함. 예) 다산콜센터, 지역신문, 지역정보지, 쉬운 어플리케이션 등

⚬ 사용자가 쉽게 접근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전달 제공체계를 구축함. 정보
제공 대상별, 계층별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개발함. 예) 다큐멘
터리 제작, 가이드북 개발 보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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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각 계층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추어 환경보건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민감계층과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음
⚬ 생활 속의 위험정보, 집 주변의 위험요소, 학교와 가정 내의 위험요소 등에 

대해 취약계층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이 가능함.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의 이중의 고통을 줄일 수 있음

◆ 교육 및 정보제공을 통한 기대효과
⚬ 환경보건에 대한 정보를 서울시민들이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서울시민들

의 알권리를 보장함
⚬ 또한 실천이 가능한 노출 예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

◆ 소요예산 및 일정

<표 4-18> 교육 및 정보제공 과제 소요 예산 및 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추진일정
2013 2014 2015 2016 2017

아토피교육정보센터 교육기능 확대 100 50 50
환경성질환 예방 교육 영상물(다큐멘터리) 
제작 보급

80 40 40

계층별 생애주기별 환경보건 정보제공 90 30 30 30



- 166 -

3) 없애는 서울: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만큼은
Ⅲ-1 유해물질 노출 관리

◆ 배경 및 필요성 
⚬ 전 세계적으로 매년 새로운 화학물질이 제조되고 수입과 수출을 통해 사용이 

확산되고 있으나 각 물질에 대한 독성시험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
정임. 매년 수천 종의 신규 화학물질이 생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대용량으로 
제조 및 유통되는 물질 중 독성평가가 어느 정도라도 이루어진 것은 7% 수준
에 그치고 있음(Goldman et al. 2000). 이처럼 수많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를 관리하고 노출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 마
련이 필요함

⚬ 유해물질 노출을 줄이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세부과제로는 우선관리대상 유
해물질 선정 및 관리대책 마련, 대기 중 초미세입자(디젤연소분진) 관리 체계 
설정, 인공 향 성분 노출조사 및 대책 수립, 소규모 사업장 유해물질 사용 실
태 및 노출 저감 대책 수립 등이 있음. 각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필요
성이 제기됨

❏ 우선관리대상 유해물질 선정 및 관리 대책 마련
⚬ 광범위한 화학물질은 산업체에서 오염물질로 방출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의 생활용품, 화장품, 어린이들의 장난감, 심지어 유아용 젖병에까지 사용되면
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일례로 어린이들의 활동공간만 하더라도 장난감, 학용품 등에 포함된 중금속이나 

프탈레이트는 어린이의 발달 장애나 알레르기, 천식 및 기타 피부질환 등을 유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미 몇 해 전 사용이 금지된 디클로보스(CAS 62-73-7)는 발암성 살충제이지만 
어린이의 장난감을 세척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적발되기도 함
· 환경부에서 수도권 내 보육시설과 유치원 등 170여곳을 조사한 결과 32%의 시설에서 

위험한 수준으로 검출됨
· 이는 가격 대비 효과 때문에 소독 업체에서 금지된 약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서울시에는 국공립 서울형 어린이집 557곳을 포함하여 총 6,828 곳의 보육시설
이 있음을 감안한다면 우선순위에 기초하여 신속한 규제와 노출 관리를 실시하
지 않을 경우 어린이들이 무방비로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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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의 다양성과 사용 범위, 노출 경로 등을 고려하여 전체 화학물질 중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물질을 선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보호를 체계적으
로 개선하기 위한 효율적 노출 관리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대기 중 초미세입자(디젤연소분진) 관리 대책 마련
⚬ 디젤연소분진은 디젤 차량의 불완전연소로 배출되는 가스와 분진으로 수천여개의 

화학적 물질이 합성되어 있으며 독성물질, 발암물질, 생식독성물질, 내분비계 장애
물질 등의 유해화학 물질을 포함하고 있음

⚬ 초미세먼지는 직경이 2.5μm이하로서 흡입시 기도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
지 침투하여 심장질환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함. 미국암학회에서는 10μg/m3 
증가 시 사망률 7%, 심혈관 호흡기계 사망률이 12% 증가함을 보고함(임종
한, 2013)

⚬ 최근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는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1급 발암물질로 지
정되어 있으며, 특히 경유자동차의 배출 비중이 미세먼지의 65%, 질소산화물
의 32.9%를 차지하고 있어, 경유자동차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의 지속
적인 관리가 필요함(김운수·최유진, 2012)
 서울시는 자동차 운행량이 매우 많은 도시이며 최근 휘발유가격 상승과 관련하

여 경유자동차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임

⚬ 서울시의 경우 총 590개 초등학교가 있으며 이 중 13%인 78개교가 간선 및 
고속도로 주변 300m 반경에 위치해 있어 교통관련 대기오염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동부간선도로가 지나가는 노원구가 16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경부고속도로

와 용인서울고속도로 및 올림픽대로가 지나가는 서초구와 내부순환로와 북부 간
선도로가 지나가는 성북구가 6개교로 많음

 수도권의 간선 및 고속도로에서 500m 내에 거주하는 인구의 현황은 10,200,827 
명 중 27%인 2,879,731명이 500m 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됨

⚬ 2006년 캐나다 조사에서 PM2.5가 23μg/m3(Diesel fine particles 4.1μg/m3) 
이상인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5.6%에 불과함. 이 지역에서는 일생 초과 
암 발생율(Life time excess cancer risk)이 백만 명 당 361명에 해당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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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우리나라 서울의 경우 2010년 기준으로 DEP 6 μg/m3 이상 지역에 거
주하는 시민들은 18%에 이름

⚬ 2013년 1월에서 5월에 실시된 초미세먼지 농도 조사에서 서울시 전체의 
PM2.5 평균 농도는 29μg/m3임
 PM2.5 농도의 국내외 비교에서 2012년 기준으로 서울이 23μg/m3,  뉴욕 14μ

g/m3, LA 18 μg/m3, 런던 16μg/m3, 파리가 15μg/m3 수준으로 외국에 비해 1.5
배에 달하는 수준임

⚬ 그러므로 서울시에서는 초미세입자와 디젤배출연소물질에 대한 시민들의 노출 
농도에 따른 위험 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인공향 성분 노출조사 및 대책 수립
⚬ 서울 지역에서는 가정이나 어린이 집, 사무실 등의 실내공간뿐 아니라 자가

용, 공중화장실 등의 많은 장소에서 인공향을 사용하고 있음. 악취를 제거하
고 신선한 공기를 제공한다는 이미지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는 무해한 것처럼 
인식되기 쉬움. 그러나 실제로 인공향에 포함된 프탈레이트나 폼알데하이드 
및 기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은 발암성이 있으며 다양한 알레르기의 원인이라
는 것이 밝혀지고 있음
 지난 2010년 보도 자료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거나 서울시 지하철 역사의 화장

실에서 사용되는 방향제 속 프탈레이트 성분 5 종류를 검출 시험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모두 프탈레이트가 검출됨. 그러나 제품에 프탈레이트 성분을 표기한 
제품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향 또는 향성분’ 표기가 없던 3개 제품에서도 프
탈레이트가 검출됨

⚬ 인공향이 더욱 문제인 것은 일반 시민들이 활동하는 실내 공간에서는 노출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이 무차별적으로 분사되어 노출을 피할 수 없다는 점
임. 더욱이 에너지 절약 정책 등으로 실내 공간이 대부분 완전히 밀폐되어 있
는 상태에서 오염된 실내 공기에 유해화학물질을 더하여 서울 시민들의 건강
을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음

⚬ 인공향의 유해성분에 대해서는 서울 시민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출되고 
있으나 노출 수준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그러므로 서
울시에서는 인공 향 성분에 대한 노출 수준의 실태를 확인하고 시민들의 건강
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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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사업장의 유해물질 사용 실태 및 노출 저감 대책 수립
⚬ 산업단지가 아니라 주거지역 주변에 존재하는 중소영세사업장으로부터 발생되

는 각종 화학물질로 인해 주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관리가 
요구됨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드라이클리닝 용제로 널리 쓰이는 퍼클로로에틸

렌(perchloroethylene)이 건강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을 금지함 
 국내에서는 퍼클로로에틸렌이 사용되는 세탁소는 약 5% 미만으로 파악되었으나, 

공장형 세탁소가 퍼클로로에틸렌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주민에 대한 우려
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님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자동차정비공장이나 가구공장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중요
한 문제로 지적된 바 있었음

⚬ 그러므로 서울 일부지역에 조성된 중소영세사업장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고위
험물질 사용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함으로써 주민과 노동자의 건강을 보
호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함

◆ 국내외 관련 정책 현황
❏ 우선관리대상 유해물질 선정의 국내외 사례

⚬ 발암물질 등 국가우선순위물질목록 마련을 위한 연구(환경부 2010)
 전문가 포럼을 통해 국민들이 생활을 통해 공감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선정

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함. 두 단계에 걸쳐 모집단 연구 과제 목록을 작성함
 각 과제를 종합하여 도출된 물질 목록을 바탕으로 제대혈 분석물질, 어린이용품 

유해인자, 위해우려물질, 아토피 유발물질로 구성된 총 242종의 국가우선관리대
상 후보물질 목록이 개발됨

⚬ 발암물질 없는 서울 만들기(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2012)
 단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우선순위 발암물질과 그와 관련된 식품, 대기, 수질, 축

산물, 수산물 오염에 대한 연관성 자료를 제공하여 암 없는 서울을 만들고자 하



- 170 -

는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됨 
 국내외 발암물질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 발암물질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 여건을 조사하여 15종의 발암물질 목록을 제시하였고, 대상 물질에 대한 
용도, 독성, 발암성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집을 발간함

⚬ 캐나다 환경보호법과 우선순위물질 선정(Koniecki et al. 1997)
 캐나다는 환경보호법(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CEPA)에 의거

하여, 환경부 및 보건부 장관이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국민 건강 및 환경 영향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음

 1989년에는 44종의 물질(Priority Substances List 1)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작
하여 1994년에 평가를 마쳤다. 2차 우선순위물질 목록(PSL 2)은 4단계를 거쳐 
선정됨

 1단계에서는 기존의 환경관련 화학물질 목록에서 600종의 화학물질로 모집단을 선
정. 2단계에서는 PSL 1 물질과 농약, 의약품, 착향료, 식품첨가제를 제외한 515개 
물질을 선정. 3단계에서는 캐나다 환경 중 존재 여부, 독성, 잔류성, 생체 농축성을 
고려하여 133개의 물질을 선정. 4단계에서는 환경부와 보건부 장관이 정한 전문가 
위원회에서 133개 물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 최종 PSL2를 작성함

⚬ 미국 연방 독성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과 우선순
위물질 선정(EPA 2012)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독성물질관리법(TSCA)에 따라 화학물질 위해도 관리 정

책(risk management action) 마련을 위해 우선순위목록을 정하고 있음
 우선순위 목록 선정 1단계에서는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식독성

이나 발달독성 물질과 잔류성, 생체농축성, 기타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 발암성물
질, 어린이용품과 소비자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바이오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서 검출되는 물질의 모집단을 정함

 2단계에서는 사용용도, 환경배출여부, 실내공기오염을 포함한 인체 노출 가능성 
여부, 작업장 및 환경에서의 노출 가능성을 고려함

 3단계에서는 1, 2단계의 선정 기준을 고려하여 최종 우선순위 목록을 선정하며 
현재 이는 선정 기준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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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주의 어린이 고우려물질 목록
 워싱턴주는 안전한 어린이용품법(Children's Safe Products Act: CSPA)에 따라 

하나의 어린이용품이나 단일 화학물질의 지속적 노출에 의한 문제보다는 여러 
제품에서 여러 화학물질에 노출이 되는 정황을 고려한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함 

 CSPA에서는 어린이용품의 제조업체는 워싱턴주 생태과(Department of 
Ecology: DOE)에 제품에 포함된 독성물질에 대해 이해하고 사용에 대한 보고서
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DOE는 어린이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의 우선순위(High Priority Chemicals: HPC)를 정하고 이에 대해 소비
자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한 정책 이행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음

 워싱턴주는 HPC 선정을 위해 발달독성, 발암성, 생식독성, 내분비계교란, 신경계
/면역계/장기손상 유발, 잔류성, 생물농축성이 있는 물질에 대한 모집단을 선정하
고, 노출빈도와 노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의 고우려 잠재물질을 선정함. 
최종 고우려물질목록에 선정된 화학물질은 184종임(DOE, 2009)

❏ 국내 대기 중 초미세입자(디젤연소분진) 관리 현황
⚬ 국내는 2015년부터 초미세먼지(PM2.5) 환경 기준을 24시간 평균 50μg/m3, 

연평균 25μg/m3 로 적용, 관리 예정임
⚬ 서울시에서는 2013년 10월부터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조기시행할 예정이며 초

미세먼지(PM2.5) 저감을 위해 배출원들에 대한 관리를 아래와 같이 강화해 갈 
예정임
 대형화물차 건설기계 등의 미세먼지-질소산화물(PM-NOx) 동시저감
 도로먼지 저감을 위해 분진흡입청소차량 확대 보급
 운행 경유차량 매연 저감 장치 부착, 버스,청소차량의 CNG차량으로 교체
 자동차 운행을 줄이기 위한 보행전용 거리 확대, 카셰어링 이용 활성화 등 수요

관리정책 확대시행

❏ 인공향 성분 노출 조사 및 대책 수립의 해외 사례
⚬ 2012년 유럽화학물질청(ECHA)에서는 1,4-디클로로벤젠(1,4-dichlorobenzene)

을 사용하는 방향제 및 변기세정제의 시장유통 및 사용 제한을 제안하는 보고서
를 제출함 
 유럽에서는 가정에서 1,4-디클로로벤젠(1,4-dichlorobenzene)이 함유된 제품을 

방향제 및 변기세정제로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 외에 공공장소의 화장실 사용자
와 청소부들에게도 1,4-디클로로벤젠(1,4-dichlorobenzene)이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된다고 우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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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디클로로벤젠(1,4-dichlorobenzene)은 발암성 카테고리 2(간 종양)로 
구분되어 있으며, 신장 및 기도에도 영향을 미침. 2012년 미국질병관리본부연
구에 따르면 1,4-디클로로벤젠은 여아의 초경을 7-8개월 앞당기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음

⚬ 인공향 성분은 다양한 알레르기의 원인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대중의 노출을 
자제하기 위한 각종 노력이 추진되는 중임
 캐나다 토론토시 교육청에서는 Scented Products Awareness Program을 운영

함으로써, 인공향 성분에 민감한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개념을 형성
하고자 하였음. 캐나다 노동안전보건센터에서는 작업장에 향성분 프리 정책을 추
진하고 있음 (http://www.ccohs.ca/oshanswers/hsprograms/scent_free.html). 

❏ 소규모 사업장의 유해물질 사용 실태 및 노출 저감 대책 관련 국내 법안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를 의무화

⚬ 대기환경보전법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위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조사하는 

등 일상적인 관리를 추진
 이와 관련하여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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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1 7대 유해물질 선정 및 관리 대책

❏ 목적
⚬ 국가에서 실시하는 전반적인 유해화학물질 관리시스템 내에서 혹은 확장된 프

레임에서 유해물질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선정하여 서울시민의 건강을 보
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출관리 및 정책을 마련

❏ 실행 방안
⚬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여 국가단위에서가 아닌 지자체 단위에서 시민들의 환경

성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을 저감할 수 있는 유해물질 선정 방법과 관련 사업 
이행 방안을 검토함

⚬ 서울시민의 환경보건 관리 측면에서 유해물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서
울시에 특화된 기준을 마련함
 기준 설정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정책 실현 가능성 및 환경성질환 관련 물질의 

발생 형태 및 발생원, 시민들의 노출 실태, 물질의 독성 및 위해도 등을 고려하
여 서울시에 적용 가능한 선정 기준 및 방법을 고안해야 함.

 서울시민의 관심도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유해물질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송 중심의 매체분석과 시민단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
사 자료를 유해물질 선정의 근거로 활용.

⚬ 우선 관리 대상 물질로 선정된 항목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노출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교육 자료집을 발간하여 배포함
 서울시 자체가 거대한 구매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일상 생활 환경에서 노출 빈도

가 높으면서 독성이 높은 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서는 구매를 지양하는 방안
을 모색

 선정된 물질에 대한 자료집에는 노출경로, 독성 정보, 노출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일반 시민뿐 아니라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관
련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수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노출 저감 대책의 이행 전후에 대한 서울 시민의 건강 수준의 개선 정도를 평
가하기 위한 비용 편익 분석을 실시하여 2차 우선관리대상물질 선정 및 지속
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피드백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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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물질 노출·예방 감시체계는 아래 <그림 4-5>와 같이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기 후 대 기 과

(실내외공기질등)

서울시 감시망

생 활 환 경 과

(화학물질,소음)

자 원 순 환 과

(폐기물발생)

환경정책과

(기후변화, 분쟁,사고)

친 환 경 교 통 과

(디젤차량증가)

환경보건시민단체
(생활유해물질 유통망)

환경매체감시

국가감시망(서울권)

물관리정책과

(수질오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능감시)

민 간 감 시 망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방사능 모니터링)

출산보육담당관
(어린이환경 유해물질 노출)

생 활 보 건 과
(생활유해물질,용품)

교  육  청
(초등학생 유해물질 노출)

환경보건시민단체
(환경질환 이상발생 신고등)

수용체 감시

서울시 감시망

아동청소년담당관
(청소년환경 유해물질 노출)

민 간 감 시 망

교

차

감

시

대응체계마련

￭ 건강영향

  원인조사

￭ 피해저감

  방안강구

￭ 역학조사

  실    시

￭ 조사결과

  감시반영

환    류

<그림 4-5> 유해물질 감시 체계

❏ 기대효과
⚬ 최근 급증하고 있는 환경성질환의 발생과 관련된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을 감소시킴으로써 질환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서울 시민은 소비자로써 해당 독성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구매나 사용을 피할 

수 있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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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2 대기 중 초미세입자(디젤연소분진) 관리 대책

❏ 목적 
⚬ 발암성을 비롯한 여러 독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디젤연소분진(Diesel engine 

particulate: DEP)과 심혈관계질환이나 기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초미세
입자에 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서울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함

❏ 실행 방안
⚬ 도로 인근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DEP 노출실태 파악하고 주민들을 대상으

로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함
 디젤연소분진 발생원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인벤토리 구축 
 디젤연소분진 및 초미세입자의 노출 평가 모형 개발 및 시범 평가 실시 
 디젤 연소분진 노출의 건강영향 조사  

⚬ DEP나 초미세먼지는 발생원의 특성에 따라 저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이에 따른 효과를 평가하여 지속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함
 DEP의 경우에는 서울시를 통과하는 모든 디젤 차량에 디젤매연저감장치(Diesel 

Particulate Filter: DPF)의 장착을 의무화 하거나 세금 감면 혜택 등의 인센티
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저감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차량의 이동량이 많은 내부순환로나 고속도로, 대로 주변에 주거 단지를 조성 시 
일정 거리 구간 이내에는 주거 지역 건설 허가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만성적 
노출에 대한 저감 대책 마련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노출수준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곳에 대해서는 도로의 입구나 주변 지역에 위
험 정도를 표시하여 시민들의 접근율을 낮추고, 특별관리대책을 마련하여 노출 
수준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함

 특히 학교나 병원 등 민감계층의 분포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디젤배출물질과 
초미세입자에 대한 위험성과 건강영향을 알리는 경고 표지판 부착과 교육자료 
보급을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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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디젤연소분진 노출 평가 및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위해 관리 방안 구

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관리할 수 있는 체
계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

⚬ 디젤연소분진 노출에 대해 민감한 어린이나 태아, 임산부를 위한 보호 대책 
마련을 통하여 발달장애나 저체중아 출산, 호흡기 질환 등에 대한 환경성 요
인의 기인율을 낮출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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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3 인공향 성분 노출조사 및 대책 수립

❏ 목적
⚬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공향 성분에 대한 위해성을 알리고 불필요한 남용을 

억제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실행 방안
⚬ 인공향 성분 노출 실태 및 건강영향에 대한 조사 실시 

 인공향 성분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경로 조사, 주요 인공향 성분 조사, 인공향 
성분에 노출이 많이 되는 사람의 건강문제에 대한 조사로서 주로 여성과 어린이
를 대상으로 함

⚬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캠페인 전개
 인공향 성분에 대한 민감인구가 존재하며 공공의 공간에서 인공향 성분을 자제

함으로써 민감계층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 형성 
 인공향 성분 없는 공공장소(공중화장실, 관공서, 학교 등) 인증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인공향 성분 위험 안내 가이드 마련 보급

⚬ 대상별 인공향 사용 제한 권고기준 마련
 방향제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공공화장실
 PC방, 영화상영관 등 기류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대중이용 빈도가 높은 밀

폐 공간
 어린이 집단의 분포가 높은 보육시설 및 학교 등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금지해야할 인공향 성분 기준 마련
 프탈레이트, 디클로로벤젠 등 금지

❏ 기대효과
⚬ 인공향 성분 없는 공간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화학물질에 예민한 사람들과 함

께 사는 서울을 조성할 수 있음. 인공향 성분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성조
숙증 등 어린이 건강장해 예방하고, 더 나아가서는 불필요하게 남용되는 화학
물질에 대한 경각심을 형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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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4 소규모 사업장 유해물질 사용 실태 및 노출 저감대책 마련

❏ 목적
⚬ 서울시는 지역 특성상 산업공단이 밀집된 지역은 아니지만 소규모로 주거 지

역 주변에 위치하면서 장기적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소영세사업장
의 유해물질 배출 관리를 통하여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까지 보호
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

❏ 실행 방안
⚬ 성수동, 창신동, 영등포동, 구로동 등 소규모의 공장 밀집 지역의 노동자와 주

민이 노출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조사함
 퍼클로로에틸렌을 사용하는 공장형 세탁소의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의 발암물질 

노출실태
 자동차 정비소 공장 밀집 지역 주변에서 도료나 각종 사용 제품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포함한 독성 물질 배출량 및 노출 실태 조사
 가구 제조 공장 및 판매 업소 밀집 지역 주변의 폼알데하이드를 포함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유해화학물질 노출실태 조사

⚬ 유해물질 발생원의 위치와 주거지역과의 거리, 노동자와 주민들의 건강영향 
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 단위에서 실현 가능한 노출 저감 전략을 수립함

❏ 기대효과
⚬ 규모는 작지만 지속적으로 점오염원으로 지역 주민과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

는 노출원을 관리함으로써 노동자와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고독성 물질 
저감 대책 마련 및 환경개선 방안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유해물질 노출 관리 과제를 통한 기대효과
⚬ 서울시민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나 주거하고 있는 공간 및 주변 지역

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태
를 파악하고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공유함으로써 서울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
고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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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및 일정

<표 4-19> 유해물질 노출 관리 과제 소요 예산 및 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추진일정
2013 2014 2015 2016 2017

7대 유해물질 선정 및 관리 대책 150 70 80

대기 중 초미세입자(디젤연소분진) 관리 대책 90 60 30

인공향 성분 노출조사 및 대책 수립 130 70 60

소규모 사업장 유해물질 사용 실태 및 노출 
저감대책 마련

130 7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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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 유해제품 사용 관리

◆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시민들 사이에서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는 친환경 제품이나 유기농 제품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음. 특히 화장품 같
은 경우에는 전 성분 표시제를 실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
음. 그러나 정작 제품에 사용되는 수 십 가지에서 수 백 가지에 달하는 화학
물질에 대한 독성 정보는 제품에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건강한 
소비를 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을 수밖에 없음

⚬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고 소비자 개인의 알권리 보장을 통한 소비의 선택권
을 넘어서, 모든 서울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제품을 구매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유해제품 사용 관리를 위한 정책으로는 안전제품 권고기준 제정 및 정보 구
축, 생활용품 속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생산유통 관계자 협약 체결, 안전한 
제품 구매를 돕는 시민녹색구매 가이드 북 제작 보급, 유해물질 저감형 방역
사업 개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안전제품 권고기준 제정 및 정보 구축
⚬ 생활용품 및 어린이용품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물질 성분 중 브롬화난연제와 

같이 현재 법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최근에 독성이 밝혀져 규제가 필요
한 물질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므로 화학물질의 최근 동향이 반영된 독
성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비롯하여 제품 내 독성 물질에 대한 함
량이나 사용 제한 등에 대한 권고 기준의 마련이 필요함

❏ 생활용품 속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생산유통 관계자 협약 체결
⚬ 최근 어린이용품에는 학습 장애나 발달 능력을 저해하는 금속이나 생식 기능

에 이상을 유발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음. 일반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생활용품에서 발견되는 화학물질 596종 
중에서 건강 영향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37종으로 확인됨. 서울시에
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 집에서 사용하는 용품 중 34.3%(986점)에 
달하는 제품에서 내분비계 교란물질이 포함된 PVC 재질인 것이 확인됨.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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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생산단계에서부터 제품의 독성 물질을 저감하거나 안전한 물질로 대체함
으로써 서울시민의 유해 성분에 대한 노출을 저감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안전한 제품 구매를 돕는 시민녹색구매 가이드 북 제작 보급
⚬ 하루에도 몇 번씩 접하는 세안제나 화장품, 방향제부터 가구, 모기약 등 다양

한 제품으로부터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이 발생함. 대부분의 소비자는 공인인
증마크와 제조업체에서 직접 제작한 친환경 마크를 구분하지 못하며, 실제 제
품의 성분표기 확인을 통한 유해물질 여부를 파악하기보다는 겉포장의 광고 
문구를 보고 안전한 제품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 그러므로 정확한 유해 
성분과 독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제품을 구매를 위한 가이드북 보
급의 필요성이 제기됨

❏ 유해물질 저감형 방역사업 개발
⚬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고 겨울에도 난방 조건이 개선되면서 모기의 

서식 환경이 사계절 조성되고 있는 실정. 기존에 희석용 경유 등을 사용한 연
막 소독에 의한 방제는 이산화탄소의 발생으로 환경오염이 우려되며 살충제의 
성분이 비대상 생물이나 환경 중에 축적이 되는 등 이차원적인 환경문제를 유
발할 수 있음. 그러므로 유해물질을 최소화하는 방역 사업을 통해 모기매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음

◆ 국내외 관련 정책 현황
❏ 안전제품 권고기준 제정 및 정보 구축
⚬ 미국 환경보호청 프탈레이트 실행계획(Action Plan)
⚬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는 주로 PVC의 가

소제로 사용되는 프탈레이트에 대한 독성과 노출 위험에 대한 점을 인지하고 
다음의 실행계획(action plan)을 시행함. 해당 8종의 프탈레이트는 DBP, 
DIBP, BBP, DnPP, DEHP, DnOP, DINP, DIDP임
 독성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에 8종의 프탈레이트를 

우려물질목록(Conceren List)에 등록하고, 인체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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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로 명시함
 독성물질 배출 인벤토리(Toxics Release Inventory, TRI)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

던 6 종의 프탈레이트를 등록함
 EPA는 프탈레이트의 용도, 노출, 대체물질 등을 평가하기 위해 소비자제품안전

위원회(CPSC)와 식품의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와의 협력체제를 
마련

 Design for the Environment and Green Chemistry를 실시하여 대체물질을 
평가함

❏ 생활용품 속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생산유통 관계자 협약 체결
⚬ 2012년 서울시에서 어린이용품 등에 사용되는 유해 물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내에서 시판되는 생활용품의 제조업체인 애경과 존슨앤존슨 
등과 간담회를 개최함. 간담회 결과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양을 저
감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준임을 확인하였음

❏ 안전한 제품 구매를 돕는 시민녹색구매 가이드 북 제작 보급
⚬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s Safety Commission, CPSC)

의 Safety Guides
⚬ CPSC에서는 안전한 어린이 장난감 구매 방법에 대한 소책자를 영문과 스페

인어로 작성하여 보급하고 있음. 어린이의 장난감을 구매하고자 할 때 따져봐
야 하는 항목으로 안전성뿐 아니라 난연제 등의 화학물질 포함 여부 등에 대
한 정보까지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 http://www.cpsc.gov/en/Safety-Education/Safety-Guides/General-Informati
on/Publications-Listing/)

❏ 유해물질 저감형 방역사업 개발
⚬ 국내 방제 실태

 친환경 유충구제제를 사용한 유충 방제
 분무․연무를 통한 성충 방제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 실시
 해충유인살충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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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방제법
 정화조에 은행잎, 미꾸라지 투입
 정화조 내에 부유식 송풍장치․초음파발생장치․옥내용포충기 설치
 공원 및 하천 주변에 모기기피식물 식재 등

⚬ 미국
 가장 최신 기술인 레이저를 이용하여 비행하는 모기를 방제함.
 일반 장소에서는 가열 연막이나 잔류 분무는 하지 않고 월동모기방제를 위하여 

하수관로에 가열연막, 축사벽면에는 잔류 분무함.
 선충, 원생동물, 곰팡이, 박테리아 등을 이용하여 모기유충 방제
 모기유충을 포식하는 물고기(mosquito fish)를 활용

⚬ 그 외 해외 사례
 프랑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위주로 일반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열연막

이나 극미량연무(ULV)와 같은 공간 살포는 실시하지 않음
 이탈리아에서는 모기 천적인 박쥐나 금붕어를 활용
 대만․홍콩에서는 숲모기 알받이를 나무에 매어 놓고 산란을 마치면 알받이를 제

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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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1 안전제품 권고기준 제정 및 정보 구축

❏ 목적
⚬ 여러 생활용품 및 어린이용품에 원료나 부산물의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 유해

물질에 대한 기존의 함량 기준이나 사용 금지 규제 이외에 최근 독성이 확인
되고 있는 물질에 대한 권고 기준을 신속히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을 보
호하고자 함

❏ 실행 방안
⚬ 선행 연구에서 생활용품과 어린이용품에서 검출되었으며 노출 시 독성이 있는 물

질에 대한 데이터베스를 구축
⚬ 기존의 독성물질 관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신규 유해 물질들

은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여 추가될 수 있도록 유동적인 시스템을 마련
⚬ 담당부서와 전문가 위원회의 지속적인 검토와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전문 

패널을 구성
⚬ 권고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유해 물질에 대해서는 전문 패널에서 평가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 내 규제 함량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유해물질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

❏ 기대효과
⚬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서 노출 가능성이 높은 유해 물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가 구축되며 신규 물질의 추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기적인 화학물질 관리 
데이터베이스 마련이 가능할 것임. 이를 토대로 전문 패널의 검토를 거쳐 제
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함량을 규제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필요한 독성 물질의 
노출을 저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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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2 생활용품 속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생산유통 관계자 협약 체결

❏ 목적 
⚬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제품과 어린이용품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화학

물질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정책의 일환으로 생활용품과 어린이용품을 제조 
및 유통하는 업체 등 관련 기관과 협약을 추진하여 어린이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자 함

❏ 실행 방안
⚬ 서울시에서 실시한 실태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용품에 사용되는 유해물

질의 종류가 다음과 같음을 확인함
 프탈레이트류(환경호르몬), 파라벤류(유아화장품의 보존제로 사용), 트리클로산 등 

항균제(살균, 방부), 알킬페놀류, UV필터류, 1,4-다이옥산, 에탄올아민류 등

⚬ 확인된 유해물질이 사용되는 생활 용품의 제조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생산 
과정에서 해당 물질의 사용 저감에 대한 기술적 가능성 등을 파악

⚬ 저감 대상 물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장기적인 단계별 저감 수준을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유해물질의 사용을 감소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고 
협약을 체결함

❏ 기대효과
⚬ 상대적으로 성장기에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성장이 완

료가 된 후에도 환경성질환뿐만 아니라 발육이나 학습능력, 성장 및 생식 기
능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그러므로 어린이 집이나 일반 가정
에서 사용되는 생활용품이나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단계
에서부터 규제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닌 모든 소비자들이 평
등하게 안전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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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3 안전한 제품 구매를 돕는 시민녹색구매 가이드 북 제작 보급

❏ 목적
⚬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스스로 

안전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

❏ 실행 방안
⚬ 일상적인 생활환경에서 노출이 가능하며 노출 빈도가 높고 독성이 높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성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데이터베이스는 온라인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되어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

을 검색하였을 때 쉽게 해당 물질에 대한 노출 경로와 물질의 독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제품을 세척제, 화장품, 어린이용품 등의 테마별로 나누어 각 제품에 함유되
어 있는 독성 정보에 대한 가이드북을 작성하여 제공하며 주기적으로 업데이
트를 실시함

❏ 기대효과
⚬ 일반 시민들이 제품에 대한 독성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가이

드북을 활용함으로써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나 향후 구매 예정인 제품
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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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4 유해물질 저감형 방역사업 개발

❏ 목적
⚬ 해충의 개체수 감소를 위한 유충 방제 위주로 전환하여 방제의 효율성을 높이

고, 친환경적 유충 방제로 시민의 건강 및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함
❏ 실행 방안
⚬ 친환경 유충 방제 위주의 선진형 방역 모델로 전환

 자치구별 방제를 위하여 사계절 유충 서식지 조사 및 친환경 유충구제제를 사용함
 사전 조사 및 방제효과 확인 후 천적인 미꾸라지를 이용함

⚬ 민간업체와 관련 기관의 협력으로 취약 지역을 관리
 생활환경이 취약한 시민에게 방충망 시설 등을 지원하여 해충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함
 관할 지역의 방제가 미치기 어려운 시장 주변에 대해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자율 

방제로 환경을 개선
 소독의무대상시설의 모기방제에 대한 관리로 모기의 주요 발생지인 정화조 관리

를 철저히 함

⚬ 모기방제 교육 및 정보 공유로 자발적 실천을 유도
 생활공간에서의 다양한 해충 퇴치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함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피레스로이드계 등의 살충제의 위해성과 올바른 사용법

을 홍보함
 어린이와 영유아가 살충제에 민감한 이유와 생물학적 민감계층 주변에서 살충제

의 사용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함

❏ 기대효과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포함한 시민들의 전반적인 생활공간에서 노출되는 살

충제 및 방역 제제에 대한 친환경적인 방안을 도입하고 관련 교육 자료를 공
유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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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제품 사용 관리 과제를 통한 기대효과
⚬ 서울시 시민들이 매일같이 사용하는 생활 속에서의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음 
⚬ 제품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적

으로 권고함으로써 모든 소비자들이 건강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어린이를 비롯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음

◆ 소요예산 및 일정

<표 4-20> 유해제품 사용 관리 과제 소요 예산 및 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추진일정
2013 2014 2015 2016 2017

안전제품 권고기준 제정 및 정보 구축 120 60 60

생활용품 속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생산유통 
관계자 협약 체결

40 20 20

안전한 제품 구매를 돕는 시민녹색구매 
가이드 북 제작 보급

150 80 70

유해물질 저감형 방역사업 개발 120 6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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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3 생활환경 물리적 유해요인 관리

◆ 배경 및 필요성 
⚬ 주변 환경에서 일반 시민이 노출될 수 있는 물리적 요인으로는 소음이나 진동, 

방사선 및 전자파 및 빛공해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그 중 소음과 생활방사
선 및 전자파에 대해서는 최근 여러 사건과 역학 연구를 통해 밝혀진 건강 영
향 등으로 인해 이슈화가 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지자체 단위에서의 대
책 마련은 미흡한 실정임. 그러므로 지역구별로 실태조사부터 노출평가, 건강
영향에 대한 역학조사 및 노출 저감 및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함

❏ 소음(도로교통, 항공, 층간) 관리
⚬ 건물 내벽이나 공항 주변, 도로 교통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은 새로운 문제가 

아님. 장기간에 걸친 소음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은 청각 신경 손상뿐만 아니
라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야기하면서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특히 도로나 공항 시설, 층간 소음 문제는 발생원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의 노출 저감 대책 마련이 더욱 절실히 필요함

❏  생활방사선 및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추진
⚬ 모든 인간은 주변 환경에서 방출되는 자연방사선(라돈, 태양광선 등)과 의료

기기 혹은 식품 등을 통해 피폭되는 인공방사선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음. 우리나라의 경우 피폭되는 방사선량은 연간 평균 3.82 mSv 이며 이 중 
80%는 자연방사선, 나머지 20%는 인공 방사선에서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
음(200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그러므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노출되고 
있는 방사선에 대한 건강영향이나 노출경로, 노출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안전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전자파 노출 관리 대책
⚬ 현 디지털 시대에 전기와 통신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이며 이를 공급하

기 위한 기반 시설은 일상생활 속에 이미 깊이 자리매김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
한 송전선탑이나 휴대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에 대한 위해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오가고 있는 상황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저주파의 전
자파를 Group 2B(인체발암가능성)로 분류하고 있음. 그러므로 사전예방의 원칙
에 입각하여 시민들에게 생활 속에서 노출되고 있는 전자파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고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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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관련 정책 현황
❏ 소음(도로교통, 항공, 층간)
⚬ 국내 층간소음 관련 법안

 국내에서 층간 소음은 원칙적으로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공공주택 분양자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주택을 건설 및 분양하여 층간소음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입주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음

⚬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수인한도 개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합

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신적 피해 수인한도와 측정 및 평가방법을 개선함
 개선된 방법으로 측정 모니터링을 실시 후 결과에 따라 측정 및 평가방법을 추

가 수정하기로 함
 온라인 네트워크와 방송매체 등을 통한 층간소음 분쟁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

⚬ 공항 인근 지역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 구제 사례
 서울시에서는 양천구의 현장 시장실에서 접수된 ‘항공기 소음피해’ 민원에 대해 

현장을 방문하여 소음 노출 실태조사와 역학조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함
 이후 서남권 항공기 소음 노출이 지역 주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실시하고자 기획함
 역학조사 추진 시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전문가와 관련기관 등

과의 협의 및 자문을 요청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  생활방사선 및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추진
⚬ 노원구 지역 방사능 검출 사례

 노원구 월계동의 아파트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면서 생활환경 속에서도 방사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알려지면서 생활방사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노원구 일대의 지역 주민들의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2012년 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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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실시하였음
 이후 전문가 회의를 통해 지속적인 방사능 노출 도로 주변의 실태조사와 건강영

향 모니터링, 생활방사선 노출지수 평가표 개발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함
 방사선 방사능 피폭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노출 저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전자파 노출 관리 대책
⚬ 캐나다 보건국(Health Canada)에서는 2011년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에

게 자녀의 휴대폰 사용 제한을 권고함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의 전자파와 뇌암과 같은 건강 영향의 인과관계가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었지만 뇌나 기타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
안하여 예방의 차원에서 휴대폰 사용 시간을 줄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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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3-1 소음(도로교통, 항공, 층간)

❏ 목적
⚬ 거주 지역 주변 환경에서 기인한 소음 발생뿐 아니라 주거지 자체에서 건물의  

구조적 특성상 발생하는 층간 소음에 대한 노출 저감 대책 마련 및 건강영향 
관리 대책 수립을 통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실행 방안
⚬ 실제 소음노출 수준의 측정 및 설문조사 실시

 거주지역에서 실제로 시민들이 노출되는 소음 수준을 측정
 문제 지역까지의 거리, 노출 빈도, 거주기간 등을 조사
 인구사회학적․직업적 특성 및 군 경력, 가족력, 과거 질병력, 취미 등 청각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함께 조사하여 문제 지역에서 기인한 소음 노출의 기
인율을 파악

⚬ 소음 노출로 인해 발생한 건강영향의 실태를 조사
 청각검사 이외에도 스트레스, 정신심리상태,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노출력 등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건강 상태를 파악함
 문제지역에 인접한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의 경우 소음 노출에 따른 정신건강과 

학습장애 등의 영향을 검사함

⚬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해결방안 도출
 거주지에 따른 소음 영향도를 추정하고 청력을 비교
 우리나라 일반인구집단의 정상 건청인 또는 국제기준 청력과 비교
 건강보험공단 자료 등과 소음지도 매칭 분석 등을 실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문제 지역에서 발생한 소음에서 기인한 장기적 노출 수준

과 건강영향과의 상관성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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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만성으로 소음에 노출된 경우 청각의 손상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이나 정

신적 심리 불안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거주지의 인근 주변에 건설된 도
로나 공항,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노출 저감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
상시킬 뿐 아니라 건강까지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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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3-2 생활방사선 및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추진

❏ 목적 
⚬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및 의료 기기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의 노출에 대한 위해

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노출 방지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실행 방안
⚬ 서울시의 10개 지역구에 설치된 환경방사선 무인감시기를 통해 수집되는 데

이터를 서울 지역에 특화된 분석 모형을 개발하여 주기별로 분석하고 결과를 
공개함

⚬ 방사능 검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상담시스템을 구성하여 장기
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방사선과 관련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발병에 대한 시

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함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수검자의 유병률을 파악하여 장기적인 역학 조사의 근거

를 마련할 수 있음

⚬ 생활방사선에 대한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 자
료를 작성하여 보급하도록 함
 개인 생활방사선 노출지수 평가표를 개발하여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인

식 변화를 통해 생활방사선의 노출을 최소화 하도록 함

❏ 기대효과
⚬ 방사능 검출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민의 건강검진으로 방사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활 방사선에 대한 올바른 인식변화와 생
활 습관을 통해 노출을 최소화 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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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3-3 전자파 노출 관리 대책

❏ 목적
⚬ 송전탑 등의 기반시설 이외에도 휴대폰처럼 일상 생활 내에서 흔히 노출될 수 

있는 전자파와 관련된 건강영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노출 저감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발생 가능한 관련 질환을 
예방하기 위함

❏ 실행 방안
⚬ 전자파 발생원에 따른 주기적이고 단계적인 노출 실태를 파악하여 시민들의 

노출 수준에 대한 정보를 수집
 통신사의 기지국이나 방송사의 송신탑과 같은 점노출원(point source) 주변의 노

출 수준 파악
 연령별 계층별로 표본 집단을 모집하여 스마트폰을 포함한 휴대폰의 사용의 빈

도, 통화 건수, 사용 시간 등의 요인들에 따른 노출 정도를 평가

⚬ 자료의 분석을 통해 시민들에게 노출수준 실태와 해당 수준에 대한 유해성의 
정도를 알림

⚬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정보와 선진국에서 전자파의 노출을 저감하기 위해 
제안하고 있는 관련 행동요령 및 건강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

❏ 기대효과
⚬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저주파의 장기간 노출에 대한 건강영향에 대해 지

속적으로 관찰하고 조사를 실시하면서 향후 역학조사의 기초 자료를 마련할 
수 있음

⚬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저주파의 전자파에 대한 올바른 건강영향 
정보와 노출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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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환경 물리적 유해요인 관리 과제를 통한 기대효과
⚬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기존의 화학물질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물리적 

요인의 건강 영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
면서 알권리까지 보장할 수 있음

⚬ 환경 중 물리적 유해요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출 실태 조사를 실
시함으로써 향후 장기적 역학조사를 위한 데이터를 생산하여 기초 자료로 활
용할 수 있음

◆ 소요예산 및 일정

<표 4-21> 생활환경 물리적 유해요인 관리 과제 소요 예산 및 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추진일정
2013 2014 2015 2016 2017

소음(도로교통, 항공, 층간) 350 150 200

생활방사선 및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추진 200 100 100

전자파 노출 관리 대책 100 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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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4 실내공기질 개선

◆ 배경 및 필요성 
⚬ 실내 공기는 한정된 공간에서 오염된 공기의 지속적 순환 및 축적으로 실외 

공기보다 오염도가 높을 수 있음. 실내 활동의 증가(도시인의 경우 일상생활
의 90%)와 개인생활 보호 및 안전차원에서 실내공간의 폐쇄 경향, 에너지 절
감을 위한 건물의 밀폐화 가속, 새로운 생활용품 및 건축자재의 사용증가에 
따라 다양한 실내 오염물질 배출 증가로 실내공기질은 악화 되고 있음(서울연
구, .2012) 

⚬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에 따르면 최소한 10억 명이 WHO의 기준을 초과
하는 실내공기오염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까지 
이름. 미국 환경보호청은 열악한 실내공기질로 인해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의료비가 지불되며, 600억 달러의 생산성이 상실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실내 공기오염의 건강영향문제는 1970년대초 선진국의 빌딩증후군(SBS: 
Sick Building Syndrom)으로 건강위해성과 관련하여 관심을 갖게됨. 국내에
서는 2004년 “새집증후군(SHS:Sick House Syndrom)"으로 국민의 인식이 증
가하게 됨

⚬ 새집증후군은 신축주택으로 입주한 경우 입주자들이 두통이나 아토피피부염,
천식 같은 알레르기 증상을 호소하는 현상을 일컫는 것으로 신축주택이나 밀
폐된 빌딩, 공간에 거주자들이 한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다양한 증
상을 호소하는 화학물질과민증(MCS: Multiple Chemical Senstivity)임

⚬ 실내 공기오염원의 대표적 오염물질로는 휘발성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드, 라
돈,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오존, 미세먼지, 미생물 등 다양하게 
존재하며 각 오염원의 실내 노출정도는 실내외 환경조건, 적용 건축자재의 종
류 및 공법, 환기설비의 특성 및 유형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 실내 공기오염 
물질의 종류와 영향은 <표 4-22>와 같음



- 198 -

<표 4-22> 실내 공기오염물질의 종류

구분 항목 발생원

입자상 
오염물질

미세먼지 연료의 연소, 흡연, 진드기 
중금속 실외 환경, 페인트
석면 건축용 자재, 가정용품, 전기제품

가스상
오염물질

휘발성 유기화합
물(VOCs) 건축자재, 연소기구, 흡연,
폼알데하이드 단열재, 페인트, 가스난로 연소, 접착제, 

흡연, 생활용품, 의약품, 접착제 등
라돈 건물지반, 주변 토양, 광석, 상수도 및 건

물 자재, 조리용 가스 등
일산화탄소 불완전연소시 발생, 취사및 난방, 흡연
이산화탄소 난방시설, 호흡
오존 사무용기기(복사기, 레이저프린터, 팩스 

등)

생물학적 요인

세균
살포제, 공기정화기, 냉장고, 가습기, 애
완동물, 건물 덕트의 먼지

곰팡이
각종 알레르기성 
물질
화분
식물의 홀씨

⚬ 실내 공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밀폐된 공간의 환기시설을 강화해야 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환기량 권고치는 0.7회/시간당), 주기적으로 그 오염도를 
측정해서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80년대까지는 실외 대기오염 관리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1990년대 중반이후 실내 공기오염관리를 시작하여 1997년 제정된 『지하생
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역사와 지하도 상가를 대상
으로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으로 설정하고 실내공기질을 관리함. 환경부는 
2003년 5월 이 법률을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대상시
설과 관리 물질을 확대함

⚬ 실내공기질 관리는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로 행정 주체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공중이용시설, 학교교실, 근로자 작업시설로 
나뉘어져 있으며 관리대상 오염물질도 각 관리 규정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 
있음. 서울시에서도 이에 근거하여 각 대상시설에 따른 관리 대상기관, 관리 
물질 등을 규정하였는데 <표 4-23>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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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및 관리 물질

대상시설 내용 세부내용
다중이용시설 관련법규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상시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대규모 점포, 목욕장, 도서관 
등 기타, 실내주차장 등 21개 시설군
신축공동주택 : 100세대이상 신축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등 26개소

시설갯수 3,683개소

관리대상 
물질

유지기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
유세균, 일산화탄소
권고기준: 이산화질소, 라돈, 휘발성 유기화합물, 석
면, 오존  10개 항목
신축공동주택: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6개 항목

관리방법 자가측정, 관리자 교육, 환기설비 설치, 신축 공동 주
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공중위생시설 관련법규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대상시설 업무시설, 복합건축물, 학원, 예식장, 공연장, 실내체

육시설
시설갯수 7,409개소
관리대상 
물질 미세먼지,이산화탄소,일산화탄소,폼알데하이드
관리방법 실내공기 정화시설 교체, 청소

학교교실 관련법규 교육인적자원부 학교보건법
대상시설 초,중,고
시설갯수 2,167개소
관리대상 
물질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
부유세균, 이산화질소, 라돈, 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진드기, 낙하세균  12개 항목

관리방법 정기점검, 환기설비 설치 등 적정조치
근로자작업시설 관련법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대상시설 사무실, 작업장
시설갯수 다수
관리대상 
물질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
부유세균, 이산화질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9개 항목

관리방법 공기질 측정, 환기설비 가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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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내용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와 지도점검을 진행
하고 있으나 대상 시설의 10%정도를 검사하고 있으며 신축공동주택은 시공
사가 자가 측정하여 결과의 신뢰성이 낮음. 공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미 준수시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공기질 개선
을 위한 사업주의 적극적 투자가 없음

⚬ 다중이용시설과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오염물질 중 라돈의 경우 
1급 발암물질임에도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권고 기준으로 두고 있으며 이 외
에도 브롬화난연제, 프탈레이트, 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가 시급함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실내공기질은 반지하 주택(308,000가구, 전체의 9%)
의 경우 구조상 환기가 곤란하고 습기로 곰팡이 등 실내공기질이 악화되는 등 
평균가구보다 열악함. 지난 2004년 조사결과 습도와 분진, 일산화탄소, 이산
화탄소, 라돈, 휘발성 유기화합물, 총부유세균이 높게 조사됨. 현재 정부 및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집수리사업은 단열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저소득층 주
택의 실내공기질 악화가 우려됨.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전개방향 필요함

⚬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는 유해인자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이용자 중심으
로 실내 온도, 습도, 소음 등을 포함한 쾌적인자의 관리도 포함된 통합적인 
실내환경 관리가 필요함

◆ 국내외 관련 정책 현황
⚬ 미국은 실내 오염물질별 법적규제는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실내공간에 대한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음
 주택 도시개발부(HUD)에서는 건축자재, 가구, 기타 생활용품의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 방출기준을 관리하고 인증서를 첨부한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
고 있음

⚬ 환경보호청(EPA)과 에너지부(DOE)는 에너지 효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개
보수시 실내공기질 및 실내환경 개선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인증프로그램 
Indoor airPLUS을 운영하고 있음
 주요 관리 대상 내용은 습도 제어, 라돈, 페스트, 폼알데하이드, 연소 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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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임.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에서 저소득층 단열지원 프로그
램(WAP)시행시 주택에너지 효율과 실내환경(실내공기질, 안전)을 모두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실내공기질의 가이드라인으로 곰팡이와 습기, 위생(박테
리아, 바이러스, 악취 등), 석면 등을 다루고 있음. 친환경 건물 인증제도(LEED)
를 시행하고 있음

⚬ 유럽연합은 유해물질 사전관리제도인 REACH를 2007년부터 적용. 생활 속 
실내오염원인 유해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사전차단 효과가 있음

⚬ 독일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환경부, 보건부, 경제부, 건설노동사회부, 건설부, 
과학기술부 등이 관련되어 있으며 부처간에 작업반(working group)이 결성되
어 있음
 실내 공기의 쾌적한 온열 조건 유지 및 관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거주공간, 사무

실, 학교의 실내 공기 면적크기에 따른 환기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은 후생성을 비롯한 5개의 부서에서 실내공기질을 관리함. 후생성은 실내
공기오염과 전염병과의 관계, 빌딩증후군으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실내공기오염 관리를 근거를 마련함
 농림수산부(MAFF)와 통상성(MITI)에서 화학물질이 적은 새로운 자재개발 및 관

리를 수행함

⚬ 일본은 1999년 제정된 주택품질 확보 촉진법에 따라 공동주택뿐만이 아니라 
단독주택까지 적용하여 양호한 공기질을 위한 설계 및 시공을 유도하고 환기
대책(국소환기대책)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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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4-1 실내공기질 통합 관리체계 구축

❏ 목적
⚬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시설의 관련법과 행정주체가 나뉘어져 있는 제도적 제

한점을 보완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 체계 구축 필요
⚬ 다중이용시설과 실내노동시설, 학교 등에서는 관리되고 있으나 공중이용시설

에는 관리기준이 없는 석면, 라돈 등 오염물질의 관리기준 마련

❏ 실행 방안
⚬ 서울시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 체계는 여러 개의 부서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

음. 이를 위한 보완적 체계로 기후환경본부에서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기후환경본부(기후대기과): 실내공기질 관리 총괄 관리, 대상시설 지도 점검 총

괄, 실내공기질 진단 및 모니터링, 종합대책 추진본부 구성 운영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실(출산육아 담당관): 어린이집 실내공기개선
 서울시 복지건강실(생활보건과):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서울시 도시 교통부(교통정책과): 지하역사 실내공기개선
 서울시 도시안전실(보도환경개선과): 지하도 상가 실내공기 개선
 서울시 주택정책실(건축기획과):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지할철 공사 시설관리공단: 지하역사, 지하상가 실내공기질 관리


⚬ 실내공기질을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통합적 운영이 필요함
 통합 운영 체계를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실내공기질 개선의 

통합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실내공기질 관리 자문단을 통합적으로 운영 필요

⚬ 추후 장기적으로는 단일 행정 단위에서  실내  공기질의 통합적 관리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함

⚬ 다중이용시설, 실내 노동시설, 학교의 실내공기오염 관리기준(권고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공중이용시설 관리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NO2, 라돈, 
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진드기, 낙하세균에 대한 관리 기준 마련의 필
요성 파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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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은 노후된 건물에서 주로 발생되고 또한 잠복기가 20년 이상으로 중피종, 
석면폐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록 현재 건축자재로 사용되지 않
으나 이전의 노후 건물에서는 석면 패드 등이 건축자재로 활용되어 관리 필요함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연소 외에도 생활용품, 상품, 장식재, 건축자재 등에서 다
양하게 배출되어 적정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외국의 경우 권고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라돈은 암반, 또는 자연상태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동위원소로 ACGIH는 저농도에
서 장기간 폭로시 폐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라돈의 시설
별 분포특성을 파악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기준을 설정할 필요 있음. 특히 
지하 역사, 지하상가, 지하 주차시설 등에 대한 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 다중이용시설, 실내 노동시설, 학교의 실내공기오염에서는 유지기준과는 별도
로 권고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공중이용시설 관리기준으로 유지기준 또는 
권고기준 선정의 수위를 판단

⚬ 관리기준안을 마련하여 각 이해관계자(공중이용시설 소유 및 관리자, 이용자 
등) 의견 수렴 필요함

❏ 기대효과
⚬ 실내공기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기질 개선의 행정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서울시내 공중이용시설 관리대상 6개 시설군인 업무시설, 복합건출물, 학원, 
예식장, 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의 실내공기 오염 물질 관리 방안 개선. 석면, 
라돈 등 주요 실내공기 오염물질 관리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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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4-2 라돈 실태조사

❏ 목적
⚬ 라돈(radon)은 1급 발암물질로 국민보건을 위하여 실내 공기에 대한 라돈 농

도 관리가 필요함. 서울시민과 어린이에 대한 라돈 노출 실태를 조사하고 환
경보건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함

❏ 실행 방안
⚬ 서울시민 대상 라돈 실태 조사 

 생애주기별, 소득수준별, 지역별 등의 기준으로 표본 추출
  취약계층(반지하, 노후 건물) 고려하여 표본 추출
  거주지역 라돈 노출 실태 조사 실시
  지하역사 고노출 지역 정밀 조사
  고농도 노출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등과 연계하여 거주 환경 개선 사업 병행
  시민대상 라돈 저감화 홍보 및 교육 시행

⚬ 초등학교 라돈 농도 조사 및 측정값에 근거한 저감화 사업
 조사대상 학교 선정 : 초등학교
 저감대상 학교수 : 약 100학교(라돈농도가 높은 순위별로 선정)
 조사방법 : 알파트랙(α-track)을 이용한 시간적분형 측정
 저감방법 : 간접환기 방식의 '라돈창'을 이용한 실내라돈 저감화 사업, 저감화 컨설

팅 
 측정 :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 기간 문을 닫은 상태에서 1개월간 측정
 고노출 학교의 경우 환경개선사업 지원  

❏ 기대효과
⚬ 서울시민과 민감계층인 어린이 라돈 노출 실태를 파악하여 서울시에 적합한 

환경보건정책 방향의 기초자료로 제공. 라돈 노출 저감화를 위한 시민 대상 
교육 및 홍보로 라돈 노출을 최소화하고 환경노출 사전 예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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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4-3 통합적인 실내 환경 관리 지표 개발

❏ 목적
⚬ 수용체 중심의 통합적인 실내 환경 관리 지표를 개발하여 통합적 실내공기질 

관리체계 마련
❏ 실행 방안
⚬ 현재 실내 오염 관리의 근거인 유해인자 요인별 관리가 아닌 이용자 측면에서 통

합적인 실내환경 관리 지표를 구축함
⚬ 현재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 부서 통합 체계 및 실내공기질 관련 전문가 자문단

을 활용하여 각 시설별 실내 환경 관리 지표 개발 체계를 마련함
⚬ 통합적인 실내 환경 관리지표를 유해인자와 쾌적인자로 선정하고 전문가 및 관련 

기업, 관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실내공기질 관리 통합 지표 선정
 각 시설별 구성 내용인 유해인자와 쾌적인자의 각 관리인자 선정
 각 유해인자, 쾌적인자의 지표를 선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평가 방안을 마렴함
 세부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세부지표를 통합하여(가중치) 평가함
 지하공간 및 어린이, 노약자 시설 등 우선 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시험 시행을 통

해 지표를 평가 보완함
 향후 전체 시설에 대해 실내 환경관리 지표를 확대하여 적용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시행 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통합 실내환경 관리지표를 우수 시설에 대해서는 “깨끗한 실내” 인증 등을 통
해 자발적 참여 유도
 통합 실내 환경 관리지표의 이용 확대는 시민과 기업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진행
 다중이용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인증 제도 등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

❏ 기대효과
⚬ 실내 공기오염 유해인자 관리에서 수용체 중심의 실내공기질 통합 관리 방안

을 마련함. 인증제 등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실내공기질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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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4-4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실내공기질 조사 및 개선사업

❏ 목적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실내공기질 조사와 주거환경 개선지원으로 실내공기질 

개선

❏ 실행 방안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실내공기질 조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실내공기질 현황을 평가할 수 있는 대상가구(지하, 반지
하 등)와 실내공기오염의 취약계층인 노인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경로당 등을 대
상으로 선정함 

 조사대상 오염물질 항목을 선정하고(습기, 총부유세균, 진드기, 톨루엔, 폼알데하
이드, 라돈, 미세분진, 일산화탄소 등) 계절 등을 고려하여 조사함

 조사결과를 근거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우선 과제를 
도출하고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의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사업 방안을 확정함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서울시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집수리사업과 연계하여 

단열 사업과 실내공기 개선사업을 연계하여 동시에 진행함
 서울시 및 기초 지자체, 지역 아동 센터, 지역구별 경로당, NGO 등과 연계하여 

사업 실행 단위를 구성함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대상 가구 선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함
 연차별 목표 가구수를 선정하고 개선사업 및 지원범위를 확정함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분기 및 연차별 결과를 평가하고 보완함

❏ 기대효과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실내공기질 현황조사를 통해 실내공기질 개선의 근거자

료를 마련할 수 있음.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질병발생을 사전에 예방
하고 질병 발생으로 인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 감소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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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개선 과제를 통한 기대효과
⚬ 실내공기질 통합 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의 현행 제도의 행정 공

백을 최소화 하고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오염 물질 관리 방안 중 석면, 라
돈 등 관리기준이 없는 물질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오염물질 관리 사각
지대를 해소함   

⚬ 라돈 노출 실태조사를 통해 서울시 라돈 관리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라돈 
교육과 홍보를 통해 라돈 노출을 사전에 예방함

⚬ 실내공기질 관리를 환경 유해인자와 쾌적인자를 포함하여 통합적 실내공기질 
인자를 개발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함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질병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개선의 근거를 마련함

◆ 소요예산 및 일정

<표 4-24> 실내공기질 개선 과제 소요 예산 및 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추진일정
2013 2014 2015 2016 2017

실내공기질 통합 관리체계 구축 150 80 70

라돈 실태조사 160 80 80

통합적인 실내 환경 관리 지표 개발 150 100 50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실내공기질 조사 및 개
선사업

3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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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끄는 서울: 단단한 기반으로 건강한 미래를
Ⅳ-1 환경보건 제도 기반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오늘날 환경보건 문제는 지속적으로 진화하면서 새로운 환경성질환의 등장, 

화학물질의 사용 증가 등 환경보건의 정책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환경보건의 정책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보건 제

도 기반이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환경보건 제도 기반 구축의 방안으로는 환경보건조례 제정,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환경보건위원회 구성 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필요성이 제기됨

❏ 환경보건조례 제정
⚬ 환경보건 제도 기반 구축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환경보건법」의 제정은 환경

국가 보건종합계획의 수립 등 국가차원의 환경보건정책을 추진하는데 원동력
이 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현재 환경보건정책의 추진의 근간이 될 수 있는 환경보건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서울시 환경보건 제도 기반 구축의 관점에서 환경보건조례의 제정은 가장 먼
저 추진되어야 할 주요 정책과제가 될 수 있으며 환경보건조례의 확립은 서울
시 환경보건정책 추진에 탄력을 높일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 조례는 법적 기준에 준하는 구속력을 갖고 

있으며 지자체 단위의 정책과 세부 사업들은 조례에 근거하여 작동하고 있음

⚬ 그러므로 환경보건정책의 제도 구축에 있어서 서울시 환경보건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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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환경성질환 증가, 대기오염물질 증가 등으로 인한 대

기환경 악화 등 생활환경 유해요인의 증가로 인한 환경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에 대한 환경보건 기반의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현재 국가 차원에서 환경보건 기반 강화를 위하여 환경보건종합계획(2011~2020)
을 수립하여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음

⚬ 국가 차원의 환경보건정책과 지역의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환경보건법」에
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시민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 세계
적으로 주목받는 세계도시로서 위상을 떨치고 있지만 시 차원에서 시민의 건
강 증진을 위한 환경보건정책이나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있음
 충청남도는 환경보건 기반 강화의 측면에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인 환경

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함

⚬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세계도시로서 주목받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가 환경보건계획과 연계하면서 서울시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서울시 차원의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은 환경보건 제도 기반 구축의 관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음.  

❏ 환경보건위원회 구성
⚬ 「환경보건법」제8조, 제9조에서는 환경보건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항을 두고 국가 환경보건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있음
 국가 환경보건위원회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차원의 환경보건정책에 대한 

감시와 보완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국가 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환경보건정책을 심의하고 좀 더 나은 
정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을 제
도적으로 확립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음

⚬ 서울시의 경우 환경보건정책 및 실천과제 도출 시 시민단체, 환경보건 전문가 
등의 자문과 연구 결과 등을 활용하는 등 시민 건강을 위해 활발한 노력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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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가고 있음
⚬ 하지만 도출된 환경보건정책 및 실천과제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을 구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현재 없으므로, 환경보건 제도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서울
시 환경보건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한 상황임
 서울시 환경보건위원회의 설치는 시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도출이라

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음  

◆ 국내외 관련 정책 현황
⚬ 우리나라의 환경보건정책의 제도 기반 구축의 근간이 되는 것은 「환경보건

법」으로 환경보건정책의 수요 증가에 의해 2008년 제정되었음
⚬ 「환경보건법」에서는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 환경보건위원회, 환경위해성

평가,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 및 관리, 어린이 건강보호 등 다양한 조항
을 명시함으로써 환경보건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
을 구축하고 있음

❏ 국가 환경보건종합계획(2011~2020)
⚬ 환경보건 제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환경

보건종합계획(2011~2020)을 수립하여 환경보건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 환경보건종합계획은 환경성질환 조사·감시 및 예방·구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저감, 환경오염 민감계층 및 취약지역 대책,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피해 대응기반 마련, 환경보건기반 선진화 등의 부문에 대한 환경보건정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충청남도 환경보건종합계획(2012~2016)
⚬ 충청남도는 국가 환경보건종합계획과 연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처음 수

립된 계획으로 2012년에 수립되어 현재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책을 
추진 중임

⚬ 충청남도 환경보건종합계획은 환경오염 민감계층 환경보건 대책, 환경오염 취
약지역 관리, 환경성질환 피해구제 대책,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 
환경보건 인프라 및 관리체계 구축, 환경보건 협력 강화 부문에 35개 세부실
천과제를 발굴하여 정책을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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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1 환경보건조례 제정

❏ 목적
⚬ 환경보건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서울시 환경보건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 함
 서울시의 환경보건정책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조례로 명시하여 정책 수립의 기

준을 명확히 함

❏ 실행 방안
⚬ 국가 「환경보건법」의 범주 안에서 서울시의 환경보건정책을 도입하고 추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환경보건조례를 제정함
 서울시 환경보건조례는 「환경보건법」의 주요 내용과 정책 범위를 참고하면서도 

서울시의 환경보건 특성에 맞도록 개발함

⚬ 서울시 환경보건조례 제정 시 환경부 담당자, 환경보건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의 검토와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도록 함

⚬ 환경보건조례에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시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규명 및 감시하는 내용, 예방 및 저감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건강
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보건조례에는 기본원칙, 관련 법령과의 연계 방안, 서울시 환경보건종합
계획의 수립, 환경보건위원회 설립, 환경보건 관련 연구 및 기반강화, 민감·취
약계층에 대한 내용을 담도록 함

⚬ 조례의 제정 시 「환경보건법」을 기본으로 「환경정책기본법」, 「국민건강
증진법」등 관련 법에서 다루는 정책의 범위와 정책 대상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조항을 만들도록 함
 관련 법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조례를 제정하되 국가차원의 법령에서 다루

기 힘든 지역차원의 구체적인 환경보건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를 설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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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서울시 환경보건정책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환경보건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서울시

민들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및 확대해 나갈 수 있음 
⚬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 환경보건위원회 설치, 환경보건 관련 연구 및 기초조

사 등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킴으로써 정책 추진에 있어 정당성을 확보
하고 환경보건정책의 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음

⚬ 환경보건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함으로써 서울시민에게 환경보건정책 집행자로
서의 서울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알리고 서울시민의 환경보건 의식을 고
취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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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2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 목적 
⚬ 서울시의 환경보건 여건에 맞는 시 차원의 맞춤형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하

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환경보건정책을 추진함

❏ 실행 방안
⚬ 서울시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은 수렴하고 서울시의 환경보건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함
⚬ 필요에 따라서는 서울시,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 사업자들로 이루어진 위원회 

또는 협의체의 심의를 받거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 서울시 환경보건종합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환경보건종합계획에는 다

음의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
 서울시 환경보건정책의 비전과 목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서울시민의 환경성 질환의 현황과 전망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
 환경유해인자가 시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분석·예방 및 관리 방안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환경오염, 소음 등에 취약한 지역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시민의 환경성 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제도적 지원
 환경보건정책의 이행에 있어서의 재원 조달 방안
 그 밖에 시민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서울시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 시 국가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주요 정책 목표 
및 정책 분야를 반영하고 이와 연계하여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함
 국가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주요 사업 중 서울시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사업의 경

우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을 발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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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환경보건종합계획과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하여 종합계획의 수립 후 5년 
마다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면 종합계획을 변경 또는 보완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 국가 차원의 환경보건정책과 연계한 서울시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서울시의 환경보건정책을 장기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강화할 수 있음
⚬ 서울시민의 정책적 수요에 맞는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실제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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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3 환경보건위원회 구성

❏ 목적
⚬ 서울시에서 수립된 환경보건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

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위원회를 구성함

❏ 실행 방안
⚬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및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기능을 하는 서울시 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서울시 환경보건위원회의 설치 시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역할 및 책무, 위

원회의 운영원칙 등 전반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방안을 제시함
⚬ 환경보건위원회의 회의 과정은 서울시민이 참관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시민들

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서울시 환경보건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와 자문을 수행하

도록 함
 서울시 환경보건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환경보건 관련 연구 및 기초조사와 관련 사항
 환경보건정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시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환경보건 실천과제에 대한 사항
 환경보건 교육 및 홍보와 관련한 사항

⚬ 환경보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약 20여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환경보건 관련 전문가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환경보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그 밖에 환경보건정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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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건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된 후에는 서울시의 환경보건 관련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심의 뿐만 아니라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
록 함   

❏ 기대효과
⚬ 서울시 환경보건위원회의 설치를 통하여 환경보건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

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도출할 수 있음
⚬ 환경보건위원회의 운영 과정과 결정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환경보건 거버넌스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음

◆ 환경보건 제도 기반 구축 과제를 통한 기대효과

⚬ 서울시 환경보건 제도 기반 구축을 통하여 환경보건정책의 체계적인 이행을 
본격화할 수 있음   

⚬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환경보건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각 
도출과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시민들에게 다양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음

◆ 소요예산 및 일정
<표 4-25> 환경보건 제도 기반 구축 과제 소요 예산 및 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추진일정
2013 2014 2015 2016 2017

환경보건조례 제정 40 10 30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50 30 20

환경보건위원회 구성 60  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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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2 환경보건 전문 대응 능력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오늘날 환경보건 문제는 매우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발생하고 있고 환경보건 

영향과 피해의 경우 수용체에 따라 그 정도와 빈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환경적 요인에 따른 악영향에 대한 대응은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정책 보다는 구체적이고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좀 더 바
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계층별, 환경 요인별, 매체별로 전문적인 환경보건 대응 능력을 구축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서울시민의 환경보건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환경보건 대응 능력 구축은 계층, 매체, 특정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음

⚬ 환경보건 전문 대응 능력 구축의 방안으로는 어린이 환경보건 전담 부서의 설
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독극물센터의 설립 및 운영, 기후
변화 건강영향 대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 등이 있음

❏ 환경보건 종합정보센터 실립 및 운영
⚬ 최근 다양한 화학물질이 유해성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채 생활환경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제품에 포함되어 판매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일반인이 가정 혹은 병원에서 노출되는 유해물질과 제품의 유해성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자체 단위의 관제탑이 필요한 시점임
⚬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물질로 인한 환경성 질환 정보 제공을 통한 시

민들의 알권리 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그러므로 응급 상황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환경성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과 관

련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시 환경보건 종합정보센터의 설립과 운
영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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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건강영향 대책 전담 부서 설치
⚬ 기후변화는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로서 국제적 공동대응과 지역단위의 구체적 

실천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지난 2012년 도하에서 개최된 UN의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12년 만료되

는 교토의정서를 2021년까지 연장하려 논의되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
해에 대한 지원을 공식화 함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ntergoverment Pannel on Climate Change, 
IPCC)은 2014년 5차 IPCC평가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건강분야 비중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의 환경영향은 열섬효과, 홍수, 산사태, 가뭄, 화재, 수질악

화(곰팡이, 박테리아), 공기질(오존, 미세먼지), 감염성질환, 알레르기 및 아토피 
등의 영향을 줄 수 있음

⚬ 기후요인 그 자체로는 건강의 위험요인(risk factor)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
나 지역수준의 건강영향은 지구적인 수준으로 일어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양
상을 보일 수 있음

⚬ 기후요인이 특정 건강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역학적 연구결과는 그 지역
의 주요 건강결정요인에 따라 크게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으므로 기후요인의 
건강영향을 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요 건강결정 요인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함

⚬ 기후변화의 건강영향은 감수성이 높은 인구집단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므로 각 
개인의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성(susceptibility)과 적응 능력(adaptive 
capacity), 이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국내외 관련 정책 현황
⚬ 환경보건 전문 대응 능력 구축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환경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 그밖에 기후변화 등 환경의 변화로 인한 건강영향 악화를 감소시키기 위한 적
응정책 등도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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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건 종합정보센터 설립 및 운영 관련
⚬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https://ccsms.nier.go.kr/)

 화학물질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고 환경피해를 최소화를 목
적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단위의 화학물질 관련 정보 센터

 환경부의 화학 테러 대응 세부시행 대책의 전담 기구로써 유해화학물질 사고의 
예방대비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고 화학사고 관련 교육 등의 업무를 실시
하고 있음

⚬ 생활환경정보센터(www.iaqinfo.org)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생활환경정보센터는 가정이나 대중교통 등의 실내

공기나 소음, 라돈, 빛공해와 같이 주로 실내 환경과 관련된 유해인자의 위해성
과 관리 대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케미스토리(www.chemistory.go.kr)
 케미스토리는 어린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어린이의 생활 환경과 건강에 관

련된 자료를 좀 더 쉽게 찾고, 친근하게 배울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어
린이 환경건강 포털

 이 웹사이트에서는 어린이들의 활동 공간에서 노출이 가능한 유해물질뿐만 아니
라 생활 용품에서 노출 가능한 화학물질, 음식 섭취를 통해 흡수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이러한 물질 정보 외에도 어린이 건강과 관련된 법규 및 해외동향 등 구체적이
면서도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23명의 다양한 기관의 컨
설턴트로부터 1대 1로 환경성질환이나 생활 속의 유해물질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음

⚬ 초록지팡이(www.keep.go.kr)
 초록지팡이는 국가환경교육 통합사이트로 환경과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을 심사

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이외에도 환경 교육을 위한 동영상, 지도안, 환경부 발간자료나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하여 학습할 수 있는 도구(게임, 만화, 음악 등)를 제공하고, 일반인들도 알
기 쉽게 정책자료와 통계자료를 제공함

⚬ 미국 Environmental Health and Toxicology Information
 미국 Health & Human Services(HHS)에서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로 유해물질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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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뱅크를 지원하고 있어 각종 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사용자가 직접 찾
아 확인할 수 있음

 그리고 각종 정보를 대상에 맞추어 제공함으로써 일반인부터 각종 분야 전문가
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음

 특히 일반인을 위한 자료 중에서는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살충제, 생활 용품, 애
완동물 관련용품 등에 포함된 유해물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

❏ 기후변화 건강영향 대책 전담 부서 설치 관련

⚬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 최소화를 위해 WHO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역 
행동 계획 보고서가 제출됨
 주요내용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성 분석과 실행계획수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보건 분야 세부계획 수립,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와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정보/경험의 공유임(<그림 4-6> 참조)

⚬ 서울시는 기후변화 건강분야 적응 대책으로 폭염, 열대야 피해예방 및 관리, 
취약계층 방문건강 프로그램 운영, 철저한 예방과 홍보로 감염병 피해 최소
화, 침수등 기상재해 발생지역 특별관리, 대기오염, 알레르기로부터 시민건강 
지키기 등의 대책을 수립하였으나 건강분야를 담당하는 조직은 독립적으로 구
성되어 있지 않음  

<그림 4-6> 기후변화 행동계획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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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2-1 환경보건 종합정보센터 설립 및 운영

❏ 목적 
⚬ 서울시민들이 일상생활 및 유사 시 환경보건 정보를 얻고 환경성질환을 예방

할 수 있도록 환경보건 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함

❏ 실행 방안
⚬ 서울시 산하 기관인 서울의료원 등에 환경보건 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하고, 홈

페이지를 이용하여 환경성 질환에 대한 정보망을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이 정보
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함

⚬ 환경보건 종합정보센터의 운영은 상시 위해관리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유사 시
(위험물질 누출 및 사고 발생 시)에 대비한 이원체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상시 위해관리시스템의 경우 현재와 미래 영향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고, 과거의 

노출과 질병 및 효과적인 대응에 대한 자료를 정리함
 이를 바탕으로 조사 및 감시체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 유사 시 위험관리시스템의 경우 사고 재난 발생 시 안전에 대한 매뉴얼을 시
나리오 별로 구축하고, 예방 및 환경 보건을 위해서는 노출자료를 수집하고,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함
 더욱이, risk management의 운용을 위한 노출과 영향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설치된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가정이나 병원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제
품과 물질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창구를 마련
 컨설팅을 통해 환경성질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와 환경성질환을 유발하는 유해 

인자에 대한 정보와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 온라인으로 문의되는 정보들을 중심으로 하여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병원 등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한 
지침’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누리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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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일반 시민들은 환경보건 종합정보센터에서 정보를 검색하여 쉽게 급성 노출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장기 노출에 대한 저감 방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이전에는 일상생활 환경에서 접촉하면서도 궁금하고 의심이 되었던 물질이나 

제품도 센터의 설립 후에는 온라인으로 문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효율적인 피
드백 관계 성립을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음

⚬ 그리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독성 물질에 대한 노출 정보뿐만 아니라 환경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노출 저감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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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2-2 기후변화 건강영향 대책 전담 부서 설치

❏ 목적
⚬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온난화 현상, 기상 이변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

강영향 대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건
강증진을 도모함 

❏ 실행 방안

⚬ 기후변화 대응 기구 내 기후변화 건강 영향 전담 부서 설치 또는 생활보건과 
산하 기후변화 건강영향 대응팀을 구성하도록 함

⚬ 서울시에 기후변화 대응 계획 내 건강 영향 대책 수립 현황 및 추진현황 파악
 건강이 주요 대상 분야로 포함되어 있는가? 
 기후변화 주요 정책 결정에 있어 건강분야가 항상 고려되는가? 

⚬ 기후변화 건강영향 부서의 주요 업무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로 설정함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과 취약계층을 파악하기 위한 건강분야의 취약성/건강

영향평가(vulnerability and impact assessment) 실시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을 경제적으로 평가하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비용분

석  실시
 시민들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정보와 행동요령을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정책 마련

⚬ 서울시에서 수립된 기후변화 적응계획의 주요 대책 중 건강영향과 관련된 대
책과 우선적으로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감    

❏ 기대효과
⚬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을 저감하고 사전예방을 위한 세부 계획 마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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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건강영향 정책 개발 전문가 간의 네트워크 구성하여 정책의 정보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모색함

⚬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함

◆ 환경보건 전문 대응 능력 구축 과제를 통한 기대효과

⚬ 환경보건 문제에 대하여 일괄적인 대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특정 집단, 특정 
매체, 특정 환경 변화에 따른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서울시의 대응 역량을 강
화할 수 있음

⚬ 환경보건 전문 대응 능력 구축을 통하여 어린이를 비롯한 서울시민의 환경영
향에 의한 영향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음

◆ 소요예산 및 일정

<표 4-26> 환경보건 전문 대응 능력 구축 과제 소요 예산 및 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추진일정
2013 2014 2015 2016 2017

환경보건 종합정보센터 설립 및 운영 50 30 20

기후변화 건강영향 대책 전담 부서 설치 50 3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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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3 환경보건 조사연구 기반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효과적인 환경보건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보건과 관련된 조사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함
⚬ 바람직한 환경보건정책의 발굴을 위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의 환경보건 조사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환경보건 조사연구 기반 구축 방안으로는 서울형 환경보건 기초조사 실시, 서

울시 환경보건지표 개발, 건강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이 있음

❏ 서울형 환경보건 기초조사 실시
⚬ 특정 지역의 환경보건 여건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환경보건정책을 수립하기 위

해서는 그 지역의 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정보가 제공될 필
요가 있음

⚬ 오늘날 환경보건이 현황과 실태에 조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선진국
을 중심으로 환경보건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유해오염물질의 분포 및 변화, 그
에 따른 영향 등을 분석하여 기초자료를 구축해나가고 있음

⚬ 현재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의 일환으로 서울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전반적인 환경보건 상황에 대한 기초조사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국가 단위로 시행되고 있는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의 경우에는 지역의 고유 특

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노출저감 방안 마련이 국가단위에서 이루어지므로 효율적
인 노출 관리가 불가능함

 
⚬ 서울시에는 많은 인구가 거주하여 인구밀도가 높다는 도시환경적 특성상 특정 

문제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서울시의 경우 국가단위의 바이오모니터링 보다는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바

이오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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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실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보건 기초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환경보건지표 개발
⚬ 전 세계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건강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환경보건 

현황과 건강영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안으로서 환경보건 지표 개발에 대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환경보건지표 개발 연구는 환경보건정책을 계획하고 평가하기 위해 환경유해
요인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 국내의 경우, 2007년 지역사회 환경보건 평가방안 연구 사업을 시작으로 국
내 환경보건 수준 및 추세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2009
년에는 「환경보건법」 제21조에 환경보건지료의 개발 및 활용의 근거를 마
련하였음 
 이후 환경보건지표 개발과정을 통해 2010년까지 대기, 실내공기, 기후변화, 화학

물질 등 6개 분야, 20개 지표를 즉시 산출가능한 지표로 선정하였음 
 또한 환경보건 평가영역 확대를 위해 어린이 대상 5개 분야, 14개 환경보건 지

표에 대한 실행가능성을 평가하여 3개 분야의 5개 후보지표를 실행가능 지표로 
선정하였음

⚬ 비록 국가차원에서 환경보건 지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서울시에 특
성화된 지표를 개발하여 서울시의 환경보건 현황과 여건을 좀 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건강영향평가8)제도 도입
⚬ 주로 도시 개발 사업에서의 문제는 주변의 자연 환경과 공기질, 수질에 대한 

것뿐 아니라 거주지 소음, 주거문제, 교통문제 등과 결부되기 때문에 건강영
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고려 인자임

⚬ 현재 개발에 앞서 실시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수용체의 건강 영향까지 고
려한 건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8)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 이하 ‘HIA’라 함)는 "정책(policy), 계획(plan), 프로그램(program) 및 프로젝트
(project)(이하 '4P'라 함)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 분포를 파악하는 도구, 절차, 방법 또는 그 조합" 이라고 정의 
함(WHO,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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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영향평가는 모든 분야의 공공정책, 사업, 계획 등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을 사전에 고려하도록 하는 과정임

⚬ 최근 공항 확장 등의 문제는 단순히 주변 지역의 대기나 토양과 같은 자연 환
경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하였을 경우, 인근 지역의 거주민에 대한 이착륙시
의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한 피해는 간과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임

⚬ 서울시의 경우 여러 지역에서 단시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보수공사 등이 빈
번히 진행되므로 건강영향평가 제도의 도입이 더욱 필요함

◆ 국내외 관련 정책 현황
⚬ 환경보건 분야의 조사와 연구 기반 구축 분야는 WHO를 비롯하여 주요 선진

국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분야로 관련 정책 및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음
 환경분야의 조사와 연구는 환경보건정책 및 사업 발굴 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주요 사업으로는 환경보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환경보건 기초조사 실시, 환
경보건정책의 객관적인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환경보건 지표개발 등의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환경보건 기초조사 관련
⚬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환경보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국민

환경보건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는「환경보건법」 제14조(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에서 명

시되어 2005년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음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는 유해물질의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 조사, 환경보건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 제공의 필요성에 따라 실시됨

⚬ 현재는 제2기(2012~2014)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며 설문조사, 신체
계측, 환경오염물질 농도 조사 등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보건 현황에 대하여 
파악해 나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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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주 지역건강영양조사
 뉴욕 주에서는 2004년 처음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NHANES)의 연구 설계를 토대로 하여 지역 단
위의 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함(McKelvey et al, 2007)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납, 수은, 카드뮴의 혈중 농도를 조사. 조사결과 
미국 전체 시민의 평균 혈중 수은 농도에 비해 높은 점을 반영하여 뉴욕 시민들
의 음식 섭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수은의 노출에 대한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 노스캐롤라이나 주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임신 여성을 대상으로 4대 금속(비소, 카드뮴, 수은, 

납)에 대한 바이오 모니터링을 실시함
 몇몇 여성의 경우 혈중 수은과 혈중 납 농도가 노출 기준(health guideline)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주 단위에서 제안 가능한 노출 저감 대책을 제시함

❏ 환경보건 지표개발 관련

⚬ 유럽연합의 경우 국가환경보건 실행계획을 이행하고 통합적인 환경보건 평가 
및 회원국들의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2000년대부터 환경보건지표를 개발
하여 환경보건정보시스템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WHO ECEH, 2005)

⚬ 미국에서는 2006년 환경보호청,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환경보건센터를 중심
으로 환경공중 보건지표를 개발하여 환경과 관련된 건강상태나 위험성을 평가
하고 전국적인 환경공증 보건 감시체계를 수립하는데 활용하고 있음(CDC 
NCEH, 2006)

❏ 건강영향평가제도 도입 관련
⚬ 미국 샌프란시스코 환경보건영향평가 정책

-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과 캘리포니아 환경관리법(California Environmental Quality Act: CEQA)
을 거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오면서 건강영향평가를 통합시켜 동시에 평가하
는 방법을 고안하여 적용하고 있음

 실제로 재개발이나 건설 사업 착수 전에 환경영향평가 시 건강영향을 고려하여 
실시할 경우,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 이상으로 정책 결정의 결과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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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이고, 예방할 수 있는 여러 유해 요인을 사전에 고려하여 중재할 수 있다는 
이점을 확인함

 무엇보다도 해당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더 수월하다
는 점이 밝혀져,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보다는 건강영향을 고려한 통합 환경보건
영향평가가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이 확인됨(Bhatia et al, 2008)

⚬ 국내에서는 2008년 ‘건강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연구사업을 시작으로 
2009년에 시범사업 실시함. 시범사업으로는 아래의 사업들을 시행함
 강남구 탄소마일리지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광명시 광명초등학교 운동장 조명설치 사업에 대한 건강영향 평가
 창원시 자전거 정책에 대한 건강영향 평가

⚬ 2010년부터 「환경보건법」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일부에 대해 건
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 무주군은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마련하여 주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건강영향평가 제도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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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3-1 서울형 환경보건 기초조사 실시

❏ 목적
⚬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시 환경보건 여건에 맞는 환경보건 기초조사를 실시

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서
울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

❏ 실행 방안
⚬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환경보건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 및 정책 수립을 위한 화학물질 유통 현황과 시민 노출
현황에 대한 내용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 조사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현황
 환경성질환의 발생 현황 등 시민의 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구 설계를 토대로 하여 서울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데이터를 별도로 분석함

⚬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의 조사 대상이 아닌 물질이지만 서울시민의 노출 빈도
와 독성 영향이 큰 물질의 경우는 조사 대상에 추가하여 서울시에서 직접 조
사를 실시함

⚬ 환경보건 기초조사 실시 후 환경보건 문제가 발견되거나 예상될 시 서울시 환
경보건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보건 기초조사의 결과를 서울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포털 사
이트에서 정보를 제공함

⚬ 기존의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서울시의 특성을 고려한 기초
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조사 결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
 조사 결과에 따라 서울시 전체, 구 단위별, 계층별로 노출 저감 대책을 마련하여 

효율적 관리를 실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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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결과의 내용은 정기적으로 정리하고 기록하여 장기적인 환경보건정책의 
수립이 가능하도록 함

⚬ 서울시 산하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 업무를 위임하고 역할과 기능을 강화시
킴으로써 효율적인 정책 추진함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보건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기대효과
⚬ 서울시에 특화된 환경유해인자를 찾아내고 지역별로 해당 물질에 대한 노출 

수준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노출 수준이 높은 구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와 서울시의 행정력을 고려하여 

노출 저감 대책을 고안함으로써 지역단위에서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세
부적이고 특이적인 관리 체계 마련이 가능함

⚬ 서울형 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의 환경보건 현황에 맞는 맞춤
형 정책을 도출할 수 있음

⚬ 조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환경보건에 대한 시민의 관
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음

⚬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는 관련 연구 사업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
공함으로써 환경보건 대응 역량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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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3-2 서울시 환경보건 지표 개발

❏ 목적 
⚬ 서울시의 환경보건 여건과 특성에 맞는 지표를 개발하고 연구 기반을 구축하

여 환경보건정책의 수요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서울시의 환경보건에 대한 인
식을 높임

❏ 실행 방안
⚬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전예방적인 수단이자 중요한 

정책 수요의 측정도구인 환경보건 지표를 개발하여 서울시 환경보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에서 개발한 환경지표와 국가 환경보건 지표를 연계하고 본 연구 결과에서 
나오는 중점 추진과제의 주요 분야를 활용하여 서울시 환경보건지표를 개발함

⚬ 서울시에서 생산한 각종 환경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정보를 구축하여 서울
시 환경보건지표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구 단위별로 환경보건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구 단위 환경보건 계획의 근거를 마련 함
⚬ 지표의 개발 시 서울시 환경보건 전문가, 관련 시민단체 참여자,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지표의 중요도를 파악한 후 지표 개발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 기대효과
⚬ 환경보건정책의 수립 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서울시의 환경

보건 수요를 확인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 개발된 지표를 토대로 서울시 환경보건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고 정보를 구축

함으로써 관련 연구 사업 및 대책 발굴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음



- 233 -

Ⅳ-3-3 서울형 건강영향평가제도 도입

❏ 목적
⚬ 현재 서울시에서 각종 개발사업 시 활용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에 건강영향평

가제도를 도입하여 건강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건강증
진을 도모함

❏ 실행 방안
⚬ 건강영향평가는 보건의료 체계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환경을 구성하는 모든 

분야에서 건강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
울시민의 건강안전망을 구출할 수 있음 

⚬ 건강강영향평가는 평가 시기에 따라  사전(prospective, 정책 시행 전), 동시
(concurrent, 정책 시행 중), 사후(retrospective, 정책 시행 후)로 진행할 수 
있으며 평가 방법에 따라  정성적(qualitative), 정량적(quantitative)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정량적 건강영향 평가는 건강영향이 절대적인 수치로 산출됨으로써 이해하기 쉽

고 정책 활용도가 높음. 평가방안은 지역수준의 노출 수준, 노출-건강영향 관련
성, 건강영향 지표를 활용한 평가 등으로 할 수 있음

⚬ 기존의 방식에 건강영향 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하고 관리 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현 시책을 개정함
 서울시 조례로 규정하거나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례화 함

⚬ 기존의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뿐만이 아니라 신규 사업을 계획할 시에도 기획 
단계에서부터 건강영향평가를 받도록 함
 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사후검증 프로그

램 또한 지역의 주거 환경, 자연 환경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 등을 복합적으
로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함

 서울시가 앞으로 추진할 정책들 가운데 예산규모, 건강영향의 성격 및 규모를 고
려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이나 사업 또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정책)
에 대해서도 건강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건강영향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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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단위로 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의 재개발과 재건축 및 신규 건설 계획
에 따른 건강영향평가를 위해 환경보건 인력을 확충하도록 함 
 환경측정과 평가, 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민간 사업체를 

양성하고 지원하여 환경성질환 예방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건강영향평가 실시는 보건소 중심으로 시행
 해당 정책(사업)담당 부서와 주요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추진
 평가 업무의 수행은 공무원들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학계나 연구계의 전

문가들에게 위탁

❏ 기대효과
⚬ 서울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개발사업에 서울형 건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서울시민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증진시킬 수 있음

◆ 환경보건 조사연구 기반 구축 과제를 통한 기대효과

⚬ 환경보건 제도 기발 구축을 통하여 서울시민의 환경보건 관련 연구가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연구 결과를 활용한 맞춤형 환경보건정책이 개발될 수 있음

⚬ 서울시를 대상으로 다양한 조사와 연구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서울시 환경보건
과 관련한 다양하고 심도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시민에게 환경보건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

◆ 소요예산 및 일정

<표 4-27> 환경보건 조사연구 기반 구축 과제 소요 예산 및 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추진일정
2013 2014 2015 2016 2017

서울형 환경보건 기초조사 실시 60 30 30

서울시 환경보건 지표 개발 60 30 30

서울형 건강영향평가제도 도입 60 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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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4 환경성 유해물질 감시 및 연구기능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화학물질의 유통량과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유해물질이 생성되고 노출

이 증가함에 따란 환경성질환의 발생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
⚬ 적절한 환경보건정책으로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고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해

물질에 대해 감시하고 연구를 진행하여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함 
⚬ 환경보건정책의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환경성 유해물질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

시와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사회기반참여연구(CBPR) 기능 강화
⚬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이 연구나 사업을 개발한 뒤 지역사회에 적용하

여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연구나 사업의 단순한 대상자로만 설정함
 즉, 연구자가 지역사회에 연구를 가하는 관계가 형성됨

⚬ 지역사회 기반 참여연구(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 CBPR)
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지식과 
실천의 결합을 통해 사회 변화의 성취를 목적으로 함

⚬ CBPR은 기존의 연구자 중심 접근법과는 확연히 다르며 구 단위의 시범사업 
배치가 필요함
 기존의 방식이 연구의 주제, 방법, 활용이 연구자와 연구비 제공기관에 의해 결

정되었다면, CBPR은 기존 연구에서의 연구자와 대상자의 관계와는 다른 방향을 
제시함

 CBPR은 연구의 주제, 방법, 활용 등의 설정과 수행을 지역사회 내에서 구성원들
과 협력체를 형성하여 함께 진행함

 CBPR은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연구이자 지역사회의 요구와 반응에 호응하는 연
구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참여가 필수적임

 같은 주제에 대해서라도 지역사회의 특성과 맥락에 따라 인식과 중요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기획, 수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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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성질환 전담 환경보건센터 유치
⚬ 현재「환경보건법」제정 및 국가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국가추진(국비지원)사업 중 환경보건센터 및 질환예방·관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환경보건센터는 국·공립 병원, 민간병원, 대학, 연구기관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음
 현재 서울에는 삼성서울병원(아토피피부염), 고려대 안암병원(천식), 서울대의대

(선천성기형) 등 3개 기관이 환경보건센터도 지정되어 운영 중임

⚬ 서울시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화학물질 사용의 증가 등으로 인한 알레르
기 질환, 선천성 기형 등의 환경성질환 외에도 신경계, 생식계 등 다양한 환
경성질환 관리에 대한 수요가 높음

⚬ 서울시의 경우 서울의료원을 산하 기관으로 두고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
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의료원에는 환경성질환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전
문가들이 소속되어 있음
 서울의료원내 의학연구소에서는 환경건강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성질환

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2013년에는 노원구 월계동 주미 건강검진 사업 추진, 아토피안심학교 275개소 

운영, 서울시 아동의 요중 코티닌 분석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음

⚬ 이에 환경성질환 연구·관리의 높은 수요가 예상되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의료
원에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하여 서울시민의 환경성질환을 전담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관련 정책 현황
⚬ 환경성 유해물질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국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

으며 지방정부의 역할이 큰 경우 좀 더 다양하고 활발한 유해물질 감시 및 연
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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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기반참여연구(CBPR) 기능 강화 관련

⚬ UC Berkeley School of Public Health & PolicyLink9)

<표 4-28> 지역사회기반연구의 주제 및 내용

주제 내용/결과
지역사회 
건강평가

- 실내금연조례 제정
- 놀이터 조성 기금
- 지역사회 건강 조사 도구와 시스템 개발

금연
- 흡연자의 흡연배경, 생활맥락에 맞는 주도적 

금연/흡연예방(상담, 지역사회 활동, 이벤트, 조례제정, 
정책변경)

주민관계와 건강 - 주민관계와 만성질환
- 오락적 프로그램을 통한 관계개선과 주민자치 향상

⚬ 미국 환경보호청(EPA)
 National Environmental Justice Advisory Council(NEJAC): EPA에 환경정의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연방 위원회
 Plan EJ 2014: 정부기구, 연방정부 전반에서 환경정의 강화를 위한 EPA의 로드맵
 Community Outreach Teleconferences: EPA의 환경정의 관련 활동을 알리고 

환경정의 활동가들 간의 자유로운 대화 유지 목적

⚬ 미국 NIESH EJ & CBPR Program
 연구에 대한 지역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프로그램 창설(1995)
 환경보건연구와 중재에 대한 지역사회-대학의 파트너십 강화에 주요 역할

9)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 A Strategy for Building Healthy Communities and Promoting Health through 
Policy Change. UC Berkeley School of Public Health & PolicyLink,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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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4-1 지역사회기반참여연구(CBPR) 기능 강화

❏ 목적 
⚬ 구 단위 혹은 동 단위의 지역사회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연구와 사업을 실시

하여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 스스로 지역사회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실행 방안
⚬ CBPR(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 원칙에 근거한 조사사업

으로 문제인식, 해결, 평가의 전 과정에 지역사회가 주체로 참여함
⚬ CBPR에서의 community는 행정구역상의 지리적 지역사회에 국한되지 않고 

정체성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포괄함
 관심사, 문화, 체제 등을 공유하고 소속감, 공동체의식을 공유하는 집단을 말함
 학교나 직장, 군대와 같은 조직과 동호회, 부녀회, 소비자단체, 학부모회, 환우회, 

소수자단체 등의 모임이 다양하게 포함됨

⚬ 보건소가 주민과 소통하면서 지역사회의 환경보건 문제나 요구를 발굴, 대안 
모색

⚬ 예) 시민 참여 조사 공모
 각 구별로 보건소가 나서서 지역주민과 함께 조사하고 싶은 환경보건 문제들에 

대해 공모함
 주제가 결정되면 전문가들과 지역주민대표들과 보건소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의 환경보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함

⚬ 지역사회기반참여연구(CBPR)의 사업 진행은 2013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하
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음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이 시 정부의 예산결정 과정에 권한이 부여된 주민들이 참

여하고 지역의 수요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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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지역사회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연구를 진행하여 지역의 환경문제를 효과적으

로 해소할 수 있음
⚬ 지역사회기반참여연구(CBPR)을 서울시의 구 단위 혹은 동단위로 진행하면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음
⚬ 지역사회의 참여를 높이면서 자연스럽게 환경보건정책의 거버넌스 기반을 구

축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형성하여 선진 사회
로 발돋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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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4-2 환경성질환 전담 환경보건센터 유치

❏ 목적
⚬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의료원에 환경성질환을 전담하는 환경보건센터를 유치

하여 서울시민의 환경성질환을 연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실행 방안
⚬ 서울시 산하 기관인 서울의료원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받아 환경성질환을 전

담하도록 함 
⚬ 기존의 환경보건센터와는 차별화 될 수 있는 환경성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모델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함
 전문적 역량강화 노력 및 전략연구를 통하여 센터로서 사업을 수행할 전문분야 발굴

⚬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주요 검토 대상임
 연구기자재 및 시설장비 등의 확보상황
 신청 질환관련 최근 3년간 환자 진료 및 연구실적, DB 구축

⚬ 서울시 환경보건 중점추진과제로 환경보건센터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함
⚬ 서울의료원 환경보건사업 및 연구기능의 센터지정 기준을 최적화하고 정부정책 

방향에 적합한 환경보건센터 모델을 발굴하도록 함
⚬ 환경보건센터 지정을 위하여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와 지속적으로 정책을 공유

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도록 함
 환경보건센터 추가 지정 계획 동향에 대하여 지속적인 노력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제 
서울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보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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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의료원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을 대상

으로 하는 유해물질 감시 및 연구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이행할 수 있음
⚬ 서울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여 환경보건센터와 연계한 환경성질환 서

비스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음

◆ 환경성 유해물질 감시 및 연구기능 강화 과제를 통한 기
대효과

⚬ 환경성 유해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유해물질
별 맞춤형 대응 정책을 도출할 수 있음
 정책 및 사업 발굴 시 유해물질의 현황 및 특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환경보건에 중요 정책분야인 유해물질에 대한 감시와 연구를 통하여 환경보건
정책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음

◆ 소요예산 및 일정

<표 4-29> 환경성 유해물질 감시 및 연구기능 강화 과제 소요 예산 및 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추진일정
2013 2014 2015 2016 2017

지역사회기반참여연구(CBPR) 기능 강화 50 20 30

환경성질환 전담 환경보건센터 유치 100 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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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5 지역사회 환경보건 역량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시민이 참여하는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이 중요함. 과학적으로 원인이 규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론과 대책이 마련된 상황에서도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
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시청과 보건환경연
구원, 보건소의 조직을 활용해 눈높이를 맞춘 위해도 소통(risk 
communication)을 해야 함. 위해도 소통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보건 역량 강
화가 필요함

⚬ 지역사회는 보건소를 비롯해 산부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 보건의료
인력이 자원으로 존재함 

⚬ 에코맘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훈련을 받은 준전문가들을 활용한 정보역량 강화
가 필요함

❏ 지역사회 환경보건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개발
⚬ 「환경보건법」제28조에서는 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조항

을 두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무를 이행하게 하고 있음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육성 및 관련 연구조사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시민들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관계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보건전문가가 필요함

❏ 자치구 보건소 환경보건 교육 등 역량 강화
⚬ 보건복지부는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증진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자체 건강정책 

수립 및 실행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2012년 8월 31일 입법예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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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 단위에 설치된 보건소의 고유목적을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관리로 정립함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파악, 행정기관 및 민간의 각종 자원을 조정․연계하여 건
강정책을 기획하는 등 총괄관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

 보건소의 핵심 기능을 ▲지역 보건의료정책의 기획, ▲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지
역사회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건강친화적인 사회적․물리적 환경의 조
성, ▲주민의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규
정함

⚬ 현재 자치구(보건소, 자치구 환경과 등)에서 환경보건에 대한 개념이 전무한 
실정임. 환경보건에 대한 개념 정립과 사업 방향을 잡기 위한 환경보건 전문가 
육성이 필요함

❏ 지역사회 보건의료전문가를 활용한 시민 환경보건 교육
⚬ 산부인과나 소아과, 가정의학과 의사 등 보건의료 인력은 민감계층에게 환경

보건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중요 자원임
⚬ 일부 치과에서 유해물질 함유 장난감을 선물하거나, 산부인과에서 임신 중 피

해야 할 유해요인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등 환경보건 측면
의 문제가 발견되기도 함

◆ 국내외 관련 정책 현황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2012년 환경보건관리 프로그램은 환경교육의 극대화

와 환경의식 고취를 위하여 서울지역의 시민, 환경단체, 환경활동가 등을 대
상으로 무료로 환경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추진하였음

⚬ 교육내용은 환경호르몬의 종류와 이해, ▲실내공기 정화식물, ▲실내공기오염 
특성 및 대처방안,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방안 등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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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5-1 자치구 보건소 환경보건 교육 등 역량 강화

❏ 목적
⚬ 자치구 보건소 직원들이 환경보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보건소에서의 환경

보건 사업 역량을 강화하여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실행 방안
⚬ 자치구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 교육 

프로그램은 중장기적이면서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자치구별 특색을 반영한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

⚬ 자치구 보건소 직원들은 대부분 환경보건에 대한 개념의 정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환경보건 개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환
경보건에 대한 개념을 정립시킴

⚬ 환경보건에 대한 개념이 정립된 후에는 이론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자치구내
의 환경보건 문제를 직접 찾아내고, 이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현장실습형 교
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

❏ 기대효과
⚬ 자치구 보건소의 환경보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 환경보건 역량이 강화됨
⚬ 개념의 정립과 현장실습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한 후에는 시민 또는 시민단

체와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보건 사업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수
행하는 것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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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5-2 지역사회 환경보건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개발

❏ 목적
⚬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환경보건전문가를 육성하여 어린

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필요한 환경보건 컨설팅을 제공하여 지역의 환경보
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

❏ 실행 방안
⚬ 환경보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세미나 또는 포럼을 개최하여 중장기적인 인

력 양성 계획 등 방안을 모색함
 세미나나 포럼을 서울시에서 개최함으로써 공론의 장을 엶. 어린이 활동공간 시

설관계자, 시민, 시민단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련 연구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세미나나 포럼은 매년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문 인력은 서울시민, 시민단체, 자치구의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모집함. 시민참여
형으로 진행하고, 시민, 시민단체, 자치구 담당직원과 T/F팀을 구성함

⚬ 가정, 어린이 활동공간, 공공시설 등의 분야로 나누어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
램을 개발함

⚬ 에코맘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훈련을 받은 준전문가들을 활용함. 에코맘을 서
울시의 교육 자원으로 수용하기 위한 환경보건 엄마강사 프로그램 운영 및 강
사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함

❏ 기대효과
⚬ 지역사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환경보건 컨설팅이 가능하고, 지역사회의 환경보건 

역량이 강화되어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컨설팅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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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5-3 지역사회 보건의료전문가를 활용한 환경보건 교육

❏ 목적
⚬ 시민들이 보건의료전문가를 통하여 환경보건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유해물

질 노출 예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실행 방안
⚬ 관련 의사협회나 학회와 공유하고, 공동으로 어린이를 지키기 위한 전문가 역

할에 대해 모색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보급함
⚬ 임산부가 주의해야할 음식, 약물, 생활용품 등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체계

적으로 전달해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산부인과)
⚬ 어린이들의 발달장애 등 환경성질환에 대한 정보(유해물질, 노출경로, 예방법 

등)를 조사하고 부모들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해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소아과). 예를 들어 서울시내 소아과 병원에 서울시와 소아과학회가 
함께 만든 ‘어린이를 환경으로부터 지키는 10대 수칙’을 제정하여 병원 내에 
포스터를 붙이는 등의 공동 사업을 추진함

❏ 기대효과
⚬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하여 얻음으로써 생활 속의 

실천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됨

◆ 지역사회 환경보건 역량 강화를 통한 기대효과
⚬ 다양한 시민참여의 확대와 향상된 지역자원의 활용이 가능함
⚬ 지역사회 환경보건 문제에 대한 이해와 비전의 공유를 시민과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용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함
⚬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지역사회 환경보건 사업의 개발이 가능함
⚬ 지역사회 환경보건 역량 강화를 통한 눈높이를 맞춘 위해도 소통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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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및 일정
<표 4-30> 지역사회 환경보건 역량 강화 과제 소요 예산 및 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추진일정
2013 2014 2015 2016 2017

자치구 보건소 환경보건 교육 등 역량 강화 100 30 70

지역사회 환경보건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개발 150 70 80

지역사회 보건의료전문가를 활용한 
환경보건 교육

240 80 80 80





Ⅴ.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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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원조달 방안

⚬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확보되어 정책
이나 세부 사업의 계획에서부터 이행 및 평가단계까지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함

⚬ 원활한 환경보건정책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한 방안은 예산 수준을 확대하
거나 환경보건정책에 대한 예산의 상대적인 비중을 늘리는 방법이 있음

❏ 일반회계 전입금의 확대
⚬ 서울시의 경우 인구규모와 높은 인구밀도를 고려하면 환경보건정책에 대한 수

요가 매우 높은 도시인데 반하여 상대적으로 환경보건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과 재원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환경보건에 대한 수요에 비해 현재 서울시에 배분되어 있는 예산은 매우 미약함

⚬ 2013년 서울시 환경보건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일반회계 예산은 
약 12억 7,000만 원으로 서울시 환경보건정책을 담당하는 생활보건과가 속해
있는 복지건강실의 전체 예산 3조 6,570억 원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음
 2013년 서울시의 환경보건정책 관련 세부 사업비는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오염

도 측정 1,530만원, 방사능 검출 지역주민 건강검진 2억 2440만원,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3억 8000만원, 보건소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 2억 5300만원,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4억 원 등임

 비록 생활보건과가 속해있는 복지건강실의 전체 예산과 서울시 환경보건 관련 
사업의 예산을 비교하는 것이 다소 극단적인 방법일 수 있으나 서울시민의 복지
와 건강을 전담하는 부서에서의 환경보건정책 사업의 비중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나타난 환경보건 현황과 정책적 수요를 고려하면 환경보건정책을 
위한 일반회계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환경보건재원 배분이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기본적으로 환경보건정책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여 지속적
으로 환경보건정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든든히 확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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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건법과의 연계를 통한 재원 확보
⚬ 새로운 정책 수립과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해당 정책 및 사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이 제정이 되어야 하며, 법에 근거한 정책 및 사업의 경우 재원확
보가 용이하다고 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추진되는 정책 및 사업은 관련법을 근거로 추진되어 재원이 이미 
마련되어 있거나, 기존의 제정된 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 연계하여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재원을 확보함

⚬ 따라서 서울시 환경보건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기존에 국가차
원에서 제정된 「환경보건법」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
 환경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일정 부분 국비를 지원 

받아 진행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그 밖에 환경보건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국민건강증진법」,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과 연계한 사업을 발굴하여 법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서울시 환
경보건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

  
❏ 서울시 조례 제정 및 정책 로드맵 활용을 통한 재원 확보
⚬ 국가 차원에서 정책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되어 있지 않거나 미약한 

경우,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발의에 의해 제정되는 
자치법규인 조례를 근거로 해당 분야의 정책 및 사업을 이행할 수 있음

⚬ 서울시는 우리나라의 수도로서 전체 인구의 약 20%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 
만큼 많은 예산과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조례의 역할과 비중
이 매우 크다는 특성을 갖고 있음
 현재 서울시는 조례·규칙 등을 비롯하여 훈령·예규 등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에게 

다양한 정책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서울시에는 환경보건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서
울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환경보건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용이
하지 않은 상황임

⚬ 서울시 환경보건 조례를 적극적으로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환경보건정책 및 



- 253 -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
⚬ 예산 확보를 위한 과정 중 하나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의 16대 과제 45개 세부 과제를 근거로 세부 사업의 재원을 확보 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도출 과제를 이용한 재원 확보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수 있음
(<표 5-1> 참조)

<표 5-1> 환경보건정책 로드맵을 이용한 예산 확보안

① 환경보건정책 로드맵을 수립하여 추진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

② 로드맵을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수립

③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단위사업별 신규 사업 계획서 작성.

④ 예산사업 설명서 검토 및 제출.

⑤ 예산 조정 작업 및 예산 확정.

⑥ 차기년도 예산안 의회 동의. 

❏ 주민참여예산제 등 서울시 주요 정책의 활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 및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여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선호, 각

종 행정활동에 대한 의사와 이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구현하는 지방 거버넌스의 한 형태이며 참여민

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임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 리오그란데두술주의 주도인 포르투알레그
레시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포르투알레그레시의 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모델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포르투알레그레시의 경우 경우 기초위생시설, 버스서비스, 홍수 관리, 학교, 보건 

등이 중요했으므로 가난한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졌음(Rebecca 
Neaera Abers, 2003)

⚬ 서울시는 2012년 5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공포함으



- 254 -

로써 서울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해소하는 등 주
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음

⚬ 2014년 주민참여예산은 223개 사업 총 50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적
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시민밀착형 소규모 사업이 주로 선정됨
 평균 사업비는 2억 2600만원으로 2013년 3억 7800만원보다 낮아졌으며 사업수

는 지난해 132개 보다 91개 많아졌음
 선정된 사업 분야별로는 공원분야가 40건 108억원으로 가장 많이 선정되었으며, 

환경 분야가 23건 58억원, 보건복지 분야가 28건 26억원, 교통주택분야가 17건 
36억원 등으로 선정됨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요 사업 분야는 공원, 환경, 보건복지, 교통주택 등 환
경보건정책의 분야와 영역과도 매우 관련 깊은 분야가 많으며, 매년 사업비로 
약 500억 원을 책정하고 있어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연계한 환경보건 사업을 
개발할 수 있음

⚬ 따라서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시민참여예산제도와 연
계한 환경보건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활용함으로써 시작단계라고 볼 수 있는 
환경보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그림 5-1> 참조)

⚬ 사업의 발굴은 생활보건과를 중심으로 보건소,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과 연계
하여 사업을 발굴해 내도록 함

⚬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지역사회기반참여연구(CBPR) 사업, 공원 등 실외
활동기반 조성 사업, 어린이 등 민감계층 보호를 위한 사업,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가능성이 매우 높음

<그림 5-1>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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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적 협력 방안

⚬ 서울시 차원에서 환경보건정책 및 사업을 도출하고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행 과정에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포함되어 복잡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도출된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는 서울시 환경보건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생활보건과의 자체적인 노력과 함
께 국가, 서울시 산하 기초지자체, 서울시 내부의 관련 부서, 서울시민 등 다
양한 주체들과의 협력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 서울시와 정부간 협력방안
⚬ 「환경보건법」의 제정 이후 국가 차원에서 환경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

는 기관은 환경부로서 현재 주요 환경정책 중 하나로 환경보건정책을 설정하
고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서울시의 경우 환경보건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복지건강실 산하에 생활보건
과로 1,000만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환경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있
어서 역량 강화가 필요함

⚬ 생활보건과는 2012년 신설되어 현재 서울시 환경보건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으며, 환경보건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과 재원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 현재까지는 국가 차원에서 환경보건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환경부와 서울시간
의 교류는 많지 않은 상황이며, 앞으로 서울시가 본격적인 환경보건정책을 수
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교류와 협력이 필요
 「환경보건법」이 제정 시행된 후 환경부와 서울시의 업무 교류는 어린이활동공간 

놀이터에서 발생되는 유해성에 대한 지도점검과 개선조치 사항 등과 관련된 업
무임

 2013년 환경부는 「어린이활동공간 안전관리지침」을 내려 서울시는 어린이활동공
간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음

⚬ 현재 환경부는 법령사항과 지침 등을 저국 시도에 시달하고 시도는 시군구에 
시달하며 서울시는 기초지자체의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등 두 주체와의 
관계는 다소 수직적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정부차원의 환경보건정책과 서울시 차원의 환경보건정책이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환경
보건정책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연결 고리를 마련해야 함
 이러한 연결고리는 서울시를 비롯하여 환경보건 분야의 연구기관, 학계, 시민단

체 등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형성할 수 있음

⚬ 이를 통하여 서울시는 정부의 환경보건정책 시행에 필요한 법적인 지원, 재정
적 지원, 기술적 지원 등을 요청하고 환경부는 서울시의 정책 이행능력을 향
상시킴으로써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음
 서울시 차원이 환경보건정책 이행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이 가능함
 환경보건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
 관련 연구기관의 지원과 협력을 통하여 정책 효과를 높이고 중복 지출을 최소화

⚬ 또한 실제 환경보건정책과 관련된 연구사업 및 이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국환경산업기술원과 같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함

❏ 서울시와 기초자치단체 및 산하기관간 협력방안
⚬ 환경보건 분야는 그 특성상 다양한 분야와 영역이 혼재되어 있어 현재 서울시 

산하의 기초지자체의 경우 환경보건정책의 이행을 위한 환경보건 부서는 운영
되고 있지 않음

⚬ 현재 서울시 생활보건과가 환경보건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하부 수
행기관인 기초자치단체, 보건소, 서울보건환경연구원, 서울의료원 등의 기관과
의 관계 정립이 필요한 시점임
 실제 서울시 환경보건정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으로는 구청, 보건소, 서울연구원 

산하 기관 등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기관들과의 협력적인 관계가 사업 진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음

⚬ 서울시 환경보건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생활환경과의 업무적인 특성과 현재 기초
자치단체의 여건, 보건소, 서울보건환경연구원 및 의료원의 기능을 고려하여 다음
과 같이 복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함(<그림 5-2> 참조)

⚬ 우선, 서울시 환경보건 주요 정책을 기본적으로 전담하는 기관으로 보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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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여 실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보건소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45개 세부 과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의 

환경보건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성질환에 대한 관리 등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

⚬ 환경보건정책의 이행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의 집행의 기능은 서울시 산하 기
초자치단체의 관련 부서에 위임하여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음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점검과 같은 행정적인 업무의 경우 보건소의 업무 성격

과 맞지 않고 구청의 환경과의 업무에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음

⚬ 환경보건정책을 위한 기반 마련의 차원에서의 관련 연구 및 조사 사업의 경우 
서울보건환경연구원, 서울의료원 산하 환경건강연구실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마지막으로 기초자치단체, 보건소, 서울보건환경연구원, 서울의료원 사이의 협
력적인 관계를 유도하여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체계를 형성하도록 함  

<그림 5-2> 서울시 산하기관과의 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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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내부간 협력방안
⚬ 본 연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환경보건정책은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영역을 다룬다는 특성 때문에 전체적인 차원에서 접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환경보건정책은 예를 들어 자동차, 어린이시설, 화학물질, 기후변화, 취약계층 
등의 주제를 다루게 되며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의 경우 서울시의 한 부
서에서 전담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도출한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의 45대 세부과제의 경우에
도 생활보건과에서 전담하여 추진하기 어렵거나 다른 부서에서 주관하고 있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기후변화 건강영향 대책 전담 부서 설치, 대기 중 초미세입자(디젤연소분진) 관

리 대책, 실내공기질 개선 등의 과제는 기후환경본부의 기후대기과의 업무와 관
련이 있음

 생활환경 물리적 유해요인 관리 과제는 기후환경본부의 생활환경과의 업무와 관
련이 있음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보건 사업, 유해제품 사용 관리,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의 
과제는 기후환경본부의 환경정책과의 업무와 관련이 깊음

 그 밖에 복지건강실의 건강증진과 희망복지 지원과 등의 업무와도 관련되어 있음

⚬ 때문에 서울시 환경보건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서
울시 내부의 담당 부서가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따라서 환경보건정책과 관련이 깊은 기후환경본부 등과 유기적인 체계를 마련
하여 업무의 중복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치하
는 것이 필요함(<그림 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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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컨트롤타워 

❏ 시민참여 확대방안

⚬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환경보건정책 및 사업은 국가 차원의 특성과는 달
리 특정 대상, 매체, 지역 등 서울시의 환경보건 현황과 특성과 시민들의 수
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음

⚬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민의 환경보건정책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
는 것이 바람직하며, 서울시민의 요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시민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본 연구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시

민소통 분과 운영을 통한 시민단체들의 참여 유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등이 있음

⚬ 실제 시민단체를 비롯한 서울시민의 참여는 환경보건정책의 기반 마련의 단계
에서부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도출된 45대 과제 중 상당수
가 시민들의 입장과 시각에서 형성되었음
 하지만 시민들이 제안하는 정책이나 사업은 현재 서울시의 역량이나 재원을 고

려하지 않아 실제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

⚬ 이것은 서울시와 시민들 사이의 행정적인 정보 공개와 교류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서울시와 시민이 함께 극복해서 입장의 차이를 줄여 나아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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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서울시도 환경보건정책과 관련한 예산, 행정절차 등을 시민에게 투명
하게 공개하여 시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정책이나 사업을 함께 발굴하고 모색
하도록 해야 함

⚬ 다음으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환경모니터
링 단과 같이 생활한경 주변의 문제점을 찾아 의견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의견
을 검토하여 정책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앞에서 재원조달 방안으로 언급했던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같이 시민들이 
실제 환경보건정책 사업의 발굴 과정에서부터 실제 이행까지 참여할 수 있도
록 서울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를 유도함
 지역단위의 보건소를 중심으로 시민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단위의 사업을 발굴하

여 사업을 제안하도록 함 

❏ 환경보건 분야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환경보건위원회의 설립을 비롯하여 앞에서 제안하

고 있는 다양한 제도적 협력 방안의 내용을 종합하면 아래 <그림 5-4>와  
같이 종합할 수 있음

<그림5-4> 서울시 환경보건 분야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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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보건정책의 이행 및 환류 방안

⚬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보건정책의 이행을 위해서
는 체계적으로 환경보건정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보
건정책을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함
 서울시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 시 본 연구에서 도출된 45개 과제 중 실행 가

능성 및 정책의 시급성이 높은 과제, 시민의 정책적 요구도가 높은 과제, 정책의 
효과가 큰 과제를 우선적으로 실행하도록 함

⚬ 본 과제에서 도출된 과제 중 하나인 환경보건위원회 구성을 추진하여 서울시 
환경보건종합계획의 도출과제 및 이행실적을 점검하도록 함
 환경보건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서울시청 환경보건정책 담당자, 환경보건 관

련 전문가, 시민단체, 그 밖에 이해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임시위원회를 구성하여 
이행실적을 점검

 환경보건위원회는 환경보건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 기능을 하도록 
함

⚬ 또한 환경보건정책의 중복을 막고 효율적인 정책 이행을 위하여 앞에서 언급
한 것과 같이 서울시 환경보건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관련 
부서들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이행하도록 함

⚬ 또한 환경보건 여건의 변화 및 정책적 수요의 발생 등 새로운 환경에 적극적
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
도록 함
 계획의 평가 및 수정·보완 시 서울시청 환경보건정책 담당자, 환경보건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도록 함

⚬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정·보완 작업은 기본적으로 2년 
마다 실시하도록 하며, 정책의 시급성에 따라 매년 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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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서울시민들은 생활공간과 사용 제품으로부터 끊임없이 화학물질과 접하고 있다. 
국내에서만 4만 종이 넘는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며 매년 수백여 종이 신규 
물질로 등록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화학물질 중 독성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진 물질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젖병부터 방향제까지 수많은 용도로 사용되며 수만종에 이르는 화학물질을 전부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비효율적이다. 서울시민들에게 노출 가능
성이 높고 체내에서 높은 농도 혹은 빈도로 검출되며, 저감 대책 마련과 이행이 
가능한 물질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
다.
우선순위 위해우려물질의 선정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우선순위 설정
에 관련된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환경부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에서 국가 혹은 지방 단위에서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거나 위해성 정보의 보
급이 필요한 유해물질 목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해외에서는 MRC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Health에서 제시한 우선순위 화학물질 선정 개요
를 비롯하여 캐나다와 덴마크, 미국의 국가 우선관리대상 유해물질 선정 절차를 
검토하였다. 이외에도 미국 미네소타 주, 워싱턴 주, 메인 주의 지방정부단위에
서의 선정 사례를 검토하여 서울시에 적합한 우선순위 유해물질 선정 기준을 선
정하였다.
국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다음의 기준을 토대로 서울시에 특화된 우선순위 유
해물질을 선정하였다.

 생활환경에서의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 가능성과 빈도
 최근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환경성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독성과 건강영향
 유해물질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사회적 관심도
 전문가 집단의 의견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우선 후보물질군으로 일반 국민의 생활공감 모티프
와 민감계층인 어린이의 건강 보호의 취지가 반영된 ‘국가우선관리대상물질’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목록과 국내 유해화학물질 
관련 법규에 의해 고시된 ‘고독성 물질’과 ‘관찰물질’을 합한 345종을 모집단으
로 선정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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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중간선별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 물질 수의 2~3 배수에 해당하는 1차 
후보물질을 선정하였다. 1차 후보물질 선정 기준은 생활환경에서 노출이 가능하
며 체내에서 높은 빈도로 검출되는 유해물질이었다. 
생활환경 속의 노출원으로는 실내 공기와 생활용품, 어린이용품, 소비자 제품 등
을 고려하였다. 실내 공간에서 공기를 통해 노출 가능한 유해요인에 대한 자료는 
국내 환경보건 관련 학회지에 발표된 문헌을 검토하여 확인하였다. 일상 생활용
품과 어린이용품에서 검출 가능한 유해인자는 환경보건법에서 고시하고 있는 환
경유해인자 135종의 목록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연구결과에 따른 어린이
용품 고노출 물질, 미 워싱턴주에서 어린이용품 중 고노출 우려물질로 정하고 있
는 목록을 이용하였다. 소비자 제품에 포함되어 규제되는 물질은 미국 소비자제
품 안전법에 의거하여 고시하고 있는 유해물질 목록을 참조하였다.
체내 고빈도 검출 유해물질은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캐나다, 독일 등 바이오모
니터링이 많이 수행되어 온 사례를 참고하였다. 조사대상 4개국 중에서 적어도 
2개국 이상에서 30% 이상의 인구에서 검출되었거나, 1개국에서 조사대상 인구
의 60% 이상에서 검출된 물질은 경우 고빈도 검출 유해물질로 구분하였다.
유해물질의 노출에 따른 어린이와 시민의 건강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유해물질
의 발암성, 생식 및 발달독성, 면역독성을 검토하였다.
모집단으로부터 생활환경 노출 가능성과 빈도, 바이오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1
차 후보물질로 선정된 화학물질은 서울 시민들의 관심도 반영을 위해 언론매체
를 대상으로 맥락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
하는 언론 보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즉 후보물질의 물질명과 ‘노출, 유해성, 위해
성, 건강, 서울, 서울시’ 등의 키워드를 조합하여 실시하였으며 보도 건수로 물질
별 순위를 부여하였다.
위와 같은 우선순위 설정 방식은 생체 바이오모니터링이 어려운 유해요인을 누
락할 수 있고 최근 유해성이 확인되는 물질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노출 저감대책의 수립 및 이행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보로 도
출된 물질군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인 유해물질 목록을 완성하
였다.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물질은 총 12종으로서 발암
물질 7종(디젤배출입자, 폼알데하이드, 석면, 라돈, 납, 벤젠, 다핵방향족탄화수
소)과 내분비계교란물질(과불화화합물, 트리클로산, 브롬화난연제,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 5종을 포함한다. 
서울시 우선관리대상 유해물질 12종의 노출 저감을 위해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제



시하기 위해 국외의 우선관리대상물질 선정 및 저감 정책 이행 사례를 검토하였
으며, 기존에 각 물질에 대해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실시되었던 법적 규제와 
노출 저감을 위한 추진 과제를 검토하였다. 또한 서울시와 시민들이 12대 유해
물질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해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의 전반적인 평균 노출 수준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
울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생활습관의 개선을 통해 노출을 줄임으로써 저감 효과
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지방정부 단위에서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실시할 수 있는 환경보
건 관리방안은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 경로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자연적으로나 혹은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유해요인에 대해서는 서울
시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현황 추이를 추적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노출 가능 집단에 대한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하도록 
제안하였다. 둘째, 생활용품의 사용이나 식품 섭취 및 실내 공간 활동 등에서 노
출이 가능한 유해요인에 대해서는 제품의 유해물질 사용 규제를 강화하며 공공
시설이나 서울시 관련 기관에서 친환경 제품 구매를 실시하도록 제안하였다. 또
한 유해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 성분과 독성 정보를 
표기하거나 안전한 제품 및 제조업체 가이드북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
와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 시민이 개별적으로 노출 저감을 위해 실천 가능한 생활 습관은 실내 공기
에서 노출이 가능한 경우 환기를 자주 시키며, 신규 건축물 공사 현장이나 리모
델링된 공간에는 장기간 머무르지 않는 등 유해요인과의 접촉 시간을 줄이는 것
이다. 유해성분 함유 제품의 경우 사용을 자제하고, 가능하면 안전한 제품을 선
택하는 등의 녹색구매를 장려한다.
‘서울시 7대 발암물질 및 5대 환경호르몬’은 서울시와 서울 시민이 함께 환경성 
유해물질로부터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출발이 될 것이다. 서울시에서 
12대 유해 물질에 대한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
장하고 건강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나아가 시민들의 
건강행동을 유도하고 시민의 정책 참여를 강화하여 환경보건정책의 성공적인 이
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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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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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전 세계적으로 246,000종에 달하는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며,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11월 기준 40,731종의 화학물질이 유통
되어 왔고 매년 약 400종의 신규화학물질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음. 그러나 현재까지 대량으로 제조 및 유통되는 물질 중 독성평가가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진 것은 극소수에 불과함
이처럼 광범위한 용도로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환경에 방출되어 생태계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생활용품, 화장품, 어린이들의 장난감, 심지어 유
아용품에도 사용되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따라서 화학물질의 사용
과 노출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매우 중요함. 그러나 
화학물질의 종류와 사용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화학물질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통하여 선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서울시에서 우선관리대상 유해물질 선정은 서울 환경과 서울시민의 건강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유해요인을 선정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건강수준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서울을 만들기 위함임. 이를 위해 먼저 우선관리대상 유해
물질 선정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에 근거하여 우선관리대상 유해물질 선정을 
위한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우선관리대상 유해물질 선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서울시민의 일상 생활환경에서 쉽게 접하는 유해물질 중에서 선정함으로써 효과
적인 관리대책을 마련

 어린이나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건강 영향 고려하여 민감계층을 보호
 서울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이나 유해요인의 정

보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
 생활환경에서의 유해요인의 노출을 저감함으로써 전체적인 시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의 절차를 통해 서울시 우선관리대상 유해인
자를 선정하였음(<그림 1> 참조)

 국내외 유해화학물질 우선순위 선정 사례 검토
 화학물질 관리 우선순위 선정 논리 개발
 서울시 중점관리 대상 후보 화학물질(2~3배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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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설문 및 시민 참여를 통한 우선관리대상 유해물질 확정
 서울시 단위의 우선관리대상 유해물질 노출 저감대책 마련
 비용-편익 분석(차기 연구에서 실시)

<그림 1> 서울시 우선관리대상 유해물질 선정을 위한 단계별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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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사례 검토

서울시 우선관리대상 유해물질 선정에 앞서, 국내외에서 실시된 기존의 우선관리
대상 유해화학물질 목록 작성 사례를 검토하여 서울시에 적합한 선정 기법을 마
련하고자 하였음

1) 국내 화학물질 우선순위 목록 선정 사례
(1) 발암물질 등 국가우선순위목록 마련을 위한 연구

❏ 연구 내용
전문가 포럼을 통해 국민들이 생활을 통해 공감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선정
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함. 전문가 포럼을 통해 우선관리물질 후보목록을 도출함

 1차 모집단 연구과제 목록
· 매체 통합 위해성 평가지침 및 인프라 구축 연구
· 아토피 유발 화학물질 관리정책 수립
· 태아태반 영향물질
· 화장품의 위해요소 발굴 및 관리현황 분석

 2차 모집단 연구과제 목록
· 우려물질 선정 및 평가 연구(1,3 group)
· 어린이용품 관련 유해인자 고시
· 아토피 유발 화학물질 관리정책 수립
· 태아태반 해당물질(제대혈 연구과제 물질 목록)

❏ 연구 결과
선정된 연구 과제에서 도출된 물질 목록을 반영하여 총 242 종의 국가 우선관리
대상 후보물질목록을 도출함(<그림 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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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생활공감 유해물질 목록의 유해물질 구분(환경부 2010)

(2) 국가우선순위물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I)

❏ 연구 배경
‘생활공감’ 우선순위 242종 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의 후속연구가 미흡. 화학
물질의 독성, 노출 가능성, 사회적 관심도가 반영된 구체적인 우선순위물질 목록
이 필요하며 우선순위 물질에 대한 위해성 연구가 필요함

❏ 연구 목적
 국가 우선관리대상물질 100종 선정
 중장기 국가 우선관리대상물질 연구 로드맵 작성
 국가우선순위물질 초기 위해성평가 자료 확보
 국가우선순위 1개 물질에 대한 초기 위해성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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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방법
예비국가우선순위관리대상물질 242종 중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35종의 물
질을 선정하기 위한 연구 체계도는 <그림 3>과 같음

<그림 3> 국가우선순위관리대상물질 242종 선정 연구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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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우선순위 CAS No. 화학물질명 물질군

1 0 순위 000071-43-2 Benzene VOCs

2 0 순위 000108-88-3 Toluene VOCs

3 0 순위 000050-00-0 Formaldehyde VOCs

4 0 순위 000127-18-4 Tetrachloroethylene VOCs

5 0 순위 007439-92-1 Lead & Compounds 중금속

6 0 순위 007440-43-9 Cadmium 중금속

7 0 순위 007440-38-2 Arsenic 중금속

8 0 순위 000117-81-7 Phthalates (DEHP) 유기화합물

9 0 순위 005436-43-1 Polybromodiphenyl ether (PBDEs) 유기화합물

10 0 순위 000080-05-7 Bisphenol-A 유기화합물

11 1 순위 000056-23-5 Carbon tetrachloride VOCs

12 1 순위 000075-21-8 Ethyleneoxide VOCs

13 1 순위 001330-20-7 Xylene VOCs

14 1 순위 000075-09-2 Methylene chloride VOCs

15 1 순위 000107-06-2 1,2-Dichloroethane VOCs

16 1 순위 000075-01-4 Vinyl chloride VOCs

17 1 순위 000100-42-5 Styrene VOCs

18 1 순위 007440-31-5 Tin & Compounds 중금속

19 1 순위 007440-66-6 Zinc & Compounds 중금속

20 1 순위 007440-50-8 Copper & Compounds 중금속

21 1 순위 007440-36-0 Antimony & Compounds 중금속

22 1 순위 000101-68-8 4,4'-Methylenediphenyl 
diisocyanate(MDI) 유기화합물

23 1 순위 000108-95-2 Phenol 유기화합물

24 1 순위 000098-95-3 Nitrobenzene 유기화합물

25 1 순위 000107-13-1 Acrylonitrile 유기화합물

26 1 순위 000062-53-3 Aniline 유기화합물

27 1 순위 004098-71-9 Isophorone diisocyanate 유기화합물

28 1 순위 000101-14-4 4,4-Methylenebis
[2-chloroaniline] 유기화합물

29 1 순위 000079-06-1 Acrylamide, 2-Propenamide 유기화합물

❏ 연구 결과
향후 5년간 연차적으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 35가지 물질을 선정함(<표 1> 참조)

<표 1> 우선관리대상 35종 물질목록(환경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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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우선순위 CAS No. 화학물질명 물질군

30 1 순위 000101-77-9 4,4'-Methylenedianiline 유기화합물

31 1 순위 000091-20-3 Naphthalene 유기화합물

32 2 순위 000067-66-3 Chloroform VOCs

33 2 순위 000106-99-0 1,3-Butadiene VOCs

34 2 순위 007440-47-3 Chromium & Compounds 중금속

35 2 순위

025154-52-3
000104-40-5
084852-15-3
000139-84-4
000136-83-4

Nonylphenols 유기화합물

(3) 발암물질 없는 서울 만들기

❏ 연구 목적
단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우선순위 발암물질과 그에 관련된 식품, 대기, 수질, 축
산물, 수산물 오염에 대한 연관성 자료를 제공하여 암 없는 서울을 만들고자 함
❏ 연구 방법

 발암물질 관련 국내외 자료조사
 주요 발암물질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여건 조사(각종 매질에서 분석이 가

능 여부 파악)

❏ 연구 결과
 15종 발암물질 목록 제시
 대상 물질의 용도, 독성, 발암성 정보를 정리함
 향후 예방과 저감방안 및 관리대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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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화학물질 우선순위 목록 선정 사례
(1) 우선순위 목록 선정 방법 검토

영국 MRC 환경보건연구소(MRC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Health)는 사람
의 건강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파악하기 위한 우선순위 
설정 방법을 제시. 선정 기법에 대한 개요는 <그림 4>와 같음

우선순위의 목적 설정

(e.g. 위해성평가, 법규 신설)
  

전체 유해요인 포괄 범위 선정

(e.g. 화학물질, 방사선 등)
  

우선순위목록 선정 위한 화학물질 범위 선정

(e.g. 영국의 기존 화학물질)
  

선정 기준 확립

(e.g. 환경배출가능성(E), 인체 노출가능성(HX) 등)
  

기준의 구체적 지표 지정

(e.g. 생산량, 배출량, 생물농축성, 독성)
  

선정 목적에 따라 기준별 가중치 부여

(e.g. 환경배출 최대 가중치=2, 인체노출 최대 가중치=5)
  

화학물질에 각 기준의 점수 부여

(e.g. 잔류성=2, 발암성=10)
  

전체 우선순위 점수(OPS) 계산

(e.g. OPS=(E×HX) = 200(최대))
  

화학물질 우선순위 목록 생성

<그림 4> 영국 MRC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Health의 우선순위 화학물질 선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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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지방 정부 단위 유해물질 우선순위 설정 사례 분석

❏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환경보호법(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CEPA)에 따
라, 환경부 및 보건부 장관이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국민 건강 및 환경 영향을 평
가하도록 정하고 있음. 1989년에 44종의 물질(Priority Substances List 1, PSL 
1)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작하여 1994년에 평가를 마침. 2차 우선순위물질 목록
(PSL 2)은 다음의 절차를 따라 작성됨

 기존의 환경관련 화학물질 목록에서 600개 물질 선정
 PSL 1 물질, 농약, 의약품, 착향료, 식품첨가제를 제외한 515개 물질 선정
 다음의 항목을 고려하여 점수를 부여(캐나다 환경에 존재, 독성, 환경 잔류성, 생

체 농축성), 133개 물질로 PSL 2 작성
 환경부와 복지부 장관이 정한 전문가 위원회에서 검토

❏ 미국 연방법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독성물질관리법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에 따라 화학물질 위해관리 정책(risk 
management action) 마련을 위해 우선순위목록을 정하고 있음. 우선순위 목록 
설정에는 2단계를 거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Step 1
·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예, 생식독성, 발달독성)
· 잔류성, 생체농축성 및 기타 독성(PBT)이 있는 화학물질
· 발암성 물질
· 어린이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 소비자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 생체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 검출되는 화학물질

 Step 2
· 사용 용도
· 환경 배출
· 실내 공기 오염을 포함한 인체 노출
· 작업장 노출
· 환경 노출

 Step 1과 2를 고려하여 최종 우선순위 목록 선정(현재 선정 기준에 대한 공청회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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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미네소타 주
미네소타주법 Toxic Free Kids Act(2010 116.9403)에 따라, 미네소타 보건부
(Minnesota Department of Health, MDH)는 미네소타 오염관리국(Minnesota 
Pollution Control Agency, MPCA)과 함께 어린이의 건강 보호를 위해 우선순위 
화학물질을 정하고 있음. 우려물질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우선순위화학
물질(Priority Chemical)로 지정함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정한 대량생산 화학물질(high-production volume 
chemical)

 다음 기준을 만족할 경우 선정 대상으로 지정
· 생체시료에서 검출되는 물질
· 주거환경(실내공기, 음용수 등)에서 검출되는 화학물질
· 자연환경(야생동물, 어류 등)에서 검출되는 화학물질
· 상기의 기준을 적용하여 다음의 7종을 우선순위 화학물질로 지정(7종 유해물질:  비스

페놀A, 카드뮴, decaBDE, 폼알데하이드, hexabromocyclododecane(HBCD), 납, 프탈
레이트(BBP, DBP, DEHP)).

❏ 미국 워싱턴 주
워싱턴주는 안전한 어린이용품 법(Children’s Safe Products Act, CSPA)에 따라 
하나의 어린이용품이나 단일 화학물질의 지속적 노출에 의한 문제보다는 여러 
제품에서 여러 화학물질에 노출이 되는 정황을 고려한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함
CSPA에 따르면, 어린이용품의 제조업체는 워싱턴주 생태부(Department of 
Ecology, DOE)에 제품에 포함된 독성물질에 대해 이해하고 사용에 대한 보고서
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DOE는 어린이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의 우선순위(High 
Priority Chemicals, HPC)를 정하고 이에 대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한 
정책 이행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음
고우려물질 목록에 최종적으로 선정된 화학물질은 184종이며, CSPA에서 정의하
고 있는 우선순위물질 기준은 다음과 같음

 우선순위물질 모집단 선정(HPC)(1800종 이상)
· 태아와 어린이에게 발달독성을 미치는 물질
· 암이나 유전적 손상, 생식독성을 유발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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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분비계 교란물질 
· 신경계, 면역계 혹은 장기 손상을 유발하는 물질
· 잔류성, 생물농축성 및 독성이 있는 물질(PBT)
· 잔류성이 매우 높고 생물농축성이 높은 물질(vPvB)

 

 어린이를 위한 고우려 잠재물질 선정(Potential Chemicals of High Concern 
for Children)
· 생체모니터링연구를 통해 제대혈, 모유, 소변 및 신체조직/체액에서 검출된 화학물질
· 가정 내 먼지, 실내공기, 음용수 및 기타 주거환경에서 검출되는 화학물질
· 가정 내에 존재하거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소비자 제품에 첨가되거나 함유되어 있는 

화학물질

❏ 미국 메인 주
메인주에서는 어린이제품 독성물질법(Toxic Chemicals in Children's Products 
Law)에 기초하여 어린이 제품에 대한 독성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2008년 5월에  
처음 법을 입안함
이후 2009년 7월, 1700여종의 고우려 화학물질목록(Chemicals of High 
Concern List)을 발표하였으며, 2011년까지 2개의 물질을 우선 지정하는 것으로 
정함 
메인주에서 화학물질 우선순위 목록을 정하기 위한 첫 단계에서는 워싱턴주의 
우선순위물질목록(high priority chemicals)의 184종 물질 중 메인 주에서 정한 
다음의 제외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49종의 물질 목록을 작성함

  Step 1 & 2 Exclusions
· 메인주의 우려화학물질 목록(Chemicals of Concern)에 없는 화학물질 
· 다른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화학물질
· 소비자 제품에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화학물질
· 타 기관에는 존재하지 않고 캘리포니아주 Proposition 65에만 존재하는 발암성/생식

독성 물질
 Step 3 Exclusions

· Reprotext 목록에만 존재하는 화학물질
· 미국 환경청의 통합위해정보시스템(Integrated Risk Information System, IRIS) 데이

터베이스에서 독성이 낮은 화학물질
· 타 기관에서 인체발암성물질(known human carcinogen)으로 등록되지 않은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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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독성학프로그램(National Toxicology Program, NTP)의 생식・발달독성물질목록
에만 등록되어 있는 물질 중 건강영향에 대한 “clear or some evidence”가 없는 화
학물질

· 유럽연합의 Category 2에 해당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
· 메인주에서 정한 노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화학물질

❏ 덴마크
덴마크는 2009년 유해화학물질 목록(List of Undesirable Substances)을 고시하
여, 산업용 화학물질의 제조, 생산, 개발업체에 해당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유해물질 목록은 덴마크 환경보호청(Danish EPA)에서 정하는 다음 기준에 따라 
작성됨. 목록에는 총 40 종의 화학물질 및 물질군이 포함됨

 유럽연합의 유해물질목록(List of Hazardous Substances)에 등록된 우려물질
 컴퓨터 기반 모형을 적용하여 덴마크 환경보호청에서 정한 Advisory list for 

self-classification of dangerous substances에 등록된 물질
 유럽연합에서 정하는 잔류성・생체농축성・독성(PBT/vPvB) 물질
 유럽연합에서 정하는 내분비계교란물질 평가대상 우선순위 목록(Priority list of 

substances for further evaluation of their role in endocrine disruption)에 
등재된 물질

 덴마크에서 사용되는 물질



Ⅱ. 서울시 우선관리대상 유해물질 선정 
방법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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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우선관리대상 유해물질 선정 방법

서울시에 특화된 우선순위 유해물질 선정 시 화학물질의 독성뿐만 아니라 사용
량, 노출빈도, 민감계층의 노출, 사회적 관심 등의 요인이 고려되어야 하며, 노출 
저감대책의 실현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므로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서울시 우선관리대상 유해물질”은 다음의 원
칙에 근거하여 선정하여야 함

 ‘서울시 우선관리대상 유해물질’은 작업환경이 아닌 일상 생활환경에서 높은 빈
도 혹은 고농도로 접하게 되는 물질

 생활환경에서 노출가능한 물질 중 어린이 등 민감 인구를 포함한 일반 시민들에
게 발암성, 생식/발달독성, 면역독성, 기타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새로이 조명될 필요가 있는 물질

선정된 우선관리대상 유해요인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연차별 노출저감 대책 마
련과 비용-편익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임
선정 방식의 개요는 <그림 5>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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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서울시 우선관리대상 유해물질 선정 기준 및 절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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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물질 모집단 선정
환경부에서는 ‘발암물질 등 국가우선순위물질목록 마련을 위한 연구(2010)’을 
통해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242종의 유해화학물질 목
록을 선정한 바 있음. ‘발암물질 등 국가우선순위물질목록’의 선정에는 정부, 전
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문가의 의견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심도가 함께 반영
된 “생활 공감”이라는 근거가 존재함
생활공감을 모티프로 선정된 242종의 유해화학물질 목록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서 노출되는 유해물질을 전반적으로 포괄하기 위해 4가지 주요 근거를 토대로 
검토 및 분석을 수행하여 선정됨. 이 때 활용한 주요 근거에는 전반적인 국민의 
노출위험 및 면역성 질환을 고려한 2개의 주제와 어린이 및 영유아의 건강영향
을 고려한 2개의 주제가 포함되며 세부 카테고리별 물질 수는 다음과 같음

- ‘위해우려물질 선정 및 평가연구’의 106종

- ‘아토피 유발 화학물질 관리정책 수립’ 연구의 79종

- ‘어린이용품 관련 유해인자 고시’의 135종

- ‘태아태반 제대혈 분석 대상물질’ 중 13종

국가우선관리대상물질목록은 상기 설명된 바와 같이 일반국민의 건강뿐만 아니
라 생물학적 민감계층인 어린이의 건강영향까지 고려하여 유해물질의 노출을 관
리하고자 하는 취지로 작성된 것임
이는 전반적인 서울시민과 영유아・어린이를 포함한 민감계층의 건강까지 보호
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우선관리대상물질 선정의 목적과 부함. 그러므로 서울시 
유해물질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모집단은 국가우선관리대상물질목
록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함
❏ 유해화학물질 모집단 대상 물질목록
모집단은 다음 네 가지 물질 목록의 합에서 중복을 제거한 345 종의 물질 및 물
질군이 대상으로 선정됨

 국가우선관리대상물질 242종
 국제암연구소 발암성 Group 1, Group 2A 물질 91종
 농약법에 의거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고시 물질 중 고독성 이상 물질 16종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고시된 관찰물질목록 7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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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선순위 선정 기준 설정
모집단으로 선정된 345종의 물질 및 물질군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이전에 
모집단 중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최종 물질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함. 
각 기준에 대한 근거와 기준은 다음과 같음

(1) 생활환경 노출

일반적으로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자연환경의 매체를 통해서 화학물질에 노출이 
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제품의 기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면
서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제
품은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화장품, 세척제, 방향제, 가습기 살균제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생활환경에서 노출되는 화학물질 중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사망에 이르는 치명
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이 잠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상의 위해
도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규제 기준, 혹은 감시 체계가 적절히 마련되어 있지 않
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더욱이 화장품이나 방향제 등 시민들
이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물질의 경우 발암성, 내분비계교란, 발달독성, 생식 
이상, 비만 등의 다양한 건강 위험에 대한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어 일상생활에
서 노출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도 평가와 관리대책 미흡에 대한 우려가 높아
지고 있음
환경부에서는 환경성 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환경보건법」에서 
환경성 유해요인과 건강영향 간의 관계가 규명되지 않았어도 사전주의 원칙
(Precautionary Principle)에 근거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중
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단위에서도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참고자료 > 
「환경보건법」 
제4조 4호 환경유해인자와 수용체의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환경 유해인자의 무해성(無害性)이 최종적으로 증명될 때까지 경제적․기술적
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수용체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
해야 한다.
제5조 1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환
경유해인자로부터 수용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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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노출 관리를 위하여 서울시 우선관리대상 유해물질 선정의 첫 번째 기
준으로 생활환경에서의 노출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함. 생활환경을 유해물질 선정 
기준으로 적용한 해외 사례로는 다음을 들 수 있음

 미국 환경청의 독성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 소비자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환경 배출 및 실내 공기 오염 등을 통한 노출, 환

경 매체를 통해 노출 가능한 화학물질을 고려하여 최종 우선순위 목록 선정 기준을 
제시함

 미국 미네소타주 Toxic Free Kids Act
· 실내공기나 음용수 등의 주거환경에서 검출되는 화학물질을 Priority Chemical 선정 

시 기준으로 적용
 미국 워싱턴 주 Children's Safe Products Act

· 가정 내 먼지, 실내공기, 음용수 및 기타 주거환경에서 검출되는 화학물질 및 가정 내
에 존재하거나 사용되는 소비자 제품의 화학물질을 선정기준으로 적용하여 High 
Priority Chemicals를 작성함

서울시민들이 생활공간에서 노출 가능하며 체내에서 고농도 혹은 고빈도의 검출
이 가능한 물질에 대한 자료는 다음을 근거로 함

❏ 생활환경 노출 가능성
생활환경에서 노출이 가능한 유해물질은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선정함. 다음 네 
가지 목록의 합집합에서 모집단과 일치하는 화학물질은 개별 물질(예: 비스페놀 
A)과 물질군(예: 유기비소)의 세부물질(예: arsenobetaine, arsenocholine)을 포
함하여 총 173 종으로 확인됨

 국내문헌 리뷰
· 실내 환경에서 노출 가능한 물질을 문헌데이터베이스와 국내 학회지를 대상으로  키

워드 검색을 실시하였음
· 검색 대상: 국내문헌 데이터베이스(KISS, DBPIA), 환경보건관련 학회지(한국산업위생

학회지, 한국실내환경학회지, 한국환경과학회지, 한국환경보건학회지, 환경독성보건학
회지)

· 검색키워드: indoor air, household, exposure, chemical, Korea, 실내, 환경, 노출, 
공기

· 검토 제외기준: 의도적 노출(흡연, 휴대용 가스렌지 사용 등), 모형개발연구, 연구대상
이 인체가 아닌 경우(식물, 건축자재, 경제적 효과, 측정기기 등), 매체가 공기질이 아
닌 경우(수영장 등), 측정 대상이 생물학적 요인인 경우(진드기, 알레르기물질, 내독소 
등), 연구 대상이 한국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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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유해인자
· 환경보건법에 의거하여 고시된 환경유해인자 135 종의 물질은 어린이용품 내에 포함

되어 있어 노출이 가능하므로 위해성 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물질이므로 검토를 
실시함

 소비자제품 규제물질
· 미국 소비자제품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에 의거하여 규제되는 유해물

질 중 의약품 및 폭발성 물질을 제외한 52종의 물질을 검토
 어린이용품 중 고노출 우려물질

·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2012년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이 연구에서 선행연구결과를 검토하여 노출량이 높게 검출되
는 것으로 확인된 물질 24종을 검토

· 미국 워싱턴 주에서 어린이안전제품법(CSPA)에 의거하여 고시하고 있는 어린이 고우
려물질 목록의 66종을 검토

❏ 체내 검출 빈도 
생활환경에서 노출되는 물질이더라도 한국인들의 체내에서 검출 빈도가 높은 물
질에 대한 우선관리가 요구됨. 그러므로 국내의 환경보건기초조사 및 태아태반 
제대혈 분석 대상 물질을 선정 기준에 포함하였음. 국내 바이오모니터링의 대상
물질의 수가 제한적이므로 미국, 캐나다, 독일의 바이오모니터링 대상물질 여부 
및 검출 빈도에 대한 검토를 추가적으로 실시함
따라서 시민들의 대다수에서 검출이 되거나 여러 나라에서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는 물질을 고려하여 선정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기준 1: 2개국 이상, 검출빈도 30% 이상
· 한국, 미국, 캐나다, 독일 총 4 개국 중에서 2개국 이상에서 대상 물질로 선정하고 있

으며 조사대상 인구에서 30% 이상 검출된 물질
 기준 2: 1개국 이상, 검출빈도 60% 이상

· 바이오모니터링을 실시하는 4개국 중에서 1개국 이상에서 대상물질로 선정하고 있으
며 조사대상 인구에서 60% 이상 검출된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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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 영향

어린이를 비롯한 일반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어하는 것은 지
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 특히 어린이의 건강은 결
국 전 생애에 걸쳐 한 개인의 건강을 결정하기 때문에 환경 보건의 핵심임. 그러
나 어린이는 스스로 자신의 환경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기성세대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임
어린이와 영유아 계층은 일반 성인에 비해 단위 체중 당 노출이 높아 고농도 노
출을 받고 있음. 성장이 완료되지 않은 어린이의 발달 과정의 특성 상 환경유해
물질의 노출은 세포 성장과 분화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어린이
의 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환경부는「환경보건법」제 23 ~ 25조에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
성 유해요인을 관리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음

< 참고자료 > 
「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환경부 장관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
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
제24조(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환경부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용품§에 함유되어 어린이의 건강에 영
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목록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5조(어린이 위해성 정보의 제공) 
환경부 장관은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독성 및 위해
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1>
* 어린이: 환경보건법에 의해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이라고 정의한다.§어린이용품: 환경보건법에 의해 “어린이용품”은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등’이라고 정의한다.

 
국내에서는 환경성 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2년 9월에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 제한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여 
공포함

 해당 물질로는 135종의 환경유해인자 중에서 위해성 기준을 초과한 DNOP, 
DINP, TBT, 노닐페놀 총 4종임

 이 규정을 통해 해당 4종 물질에 대해 어린이가 입에 물거나 손으로 만져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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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수준을 위한 기준이 마련됨

선진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용품에서 다양한 독성 물질들이 검출된 사
례가 보고되면서 제품 내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중앙 정부와 지
자체의 노력이 각국에서 보고되고 있음

 일례로 미국의 경우 메인 주, 워싱턴 주, 미네소타 주에서 어린이 제품의 화학물
질에 초점을 맞춰 우선순위 목록을 정하고 사용을 금지하거나 줄이는 법과 제도
를 마련하여 어린이를 위한 환경보건정책을 이행하고 있음

어린이와 일반 시민이 주변 환경의 화학물질에 노출됨으로써 초래되는 건강영향
으로는 발암성과 생식/발달독성, 면역독성, 내분비계장애 등을 고려할 수 있음
‘서울시 우선관리대상 유해물질 선정’ 대상에 포함되는 건강영향을 선택하기 위
하여 국내 및 해외의 우선관리대상물질 선정 기준과 환경유해인자의 인체유해성 
평가 항목을 검토 및 분석함. 그 결과 네 가지의 독성을 선정하였으며 세부 내용
은 다음과 같음

❏ 발암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9년 통계에 따르면 가장 높은 사망 원인은 암으
로, 회원국의 평균 암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 당 220.0명에 달함. 국내 암환자 
사망률도 10만 명을 기준으로 2007년 139.1, 2008년 141.4, 2009년 142.5, 
2010년 146.6, 2011년 145.0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
난 5년간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음
암 발생에는 유전적 배경과 생활방식의 요인 외에도 80-90%의 환경적 위험 요
소가 암 발생에 기여하고 있음. 특히, 만성 질환 중 예방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이 암이기 때문에 매년 새롭게 발생하는 암 중 30%는 현존하는 지식에서 충분
히 예방 가능하다고 보고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발암 위험성은 국가차원이나 지역단위에서 화학물질의 우선순
위 목록을 작성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선진국에서도 우선관리대상물질 
목록 작성 시 기준이 되는 독성임

 미국 TSCA법의 화학물질위해관리 정책
 워싱턴주의 CSPA법에 의한 고우려물질목록
 미국 메인주의 어린이제품 독성물질법에 의한 우선순위물질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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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물질에 대한 발암성 근거 자료는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에서 고시한 모노그래프를 토대로 하였음

 물질별 발암성 등급은 Group 1(3점), Group 2A(2점), Group 2B(1점), Group 3 
및 Group 4는(0점)으로 구분함

❏ 생식 및 발달독성

발달장애나 생식독성으로 인한 보건학적인 사회 부담의 규모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어린이의 경우 소아암과 같이 생존률이 낮은 암의 발생도 문제가 
되지만, 태아 혹은 영・유아기부터 노출된 화학물질로 인해 조기에 발달이나 생
식독성으로 인한 질환이 발생할 경우 전 생애에 걸쳐 정상적인 삶을 누리지 못
한다는 데서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함
어린이들의 좀 더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의 영위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학자들의 
광범위한 연구와 관련 정부부처의 위해요인 저감을 위한 협력이 필요함. 국외 사
례로는 주로 어린이와 태아, 영유아의 건강 영향으로 발달 및 생식 독성을 고려
한 경우가 많음

 미국의 TSCA법
 워싱턴주의 CSPA법
 메인주의 고우려물질목록

생식독성에 대한 정보는 유럽연합의 분류물질과 혼합물의 분류, 표지 및 포장 규
정(Regulation on classification, labe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의 Annex VI에서 고시하고 있는 생식독성 목록 및 등급을 토대로 함

 생식독성 등급은 Repr. 1A(3점), Repr. 1B(2점), Repr. 2(1점), 해당사항 없음(0
점)으로 구분하였음

❏ 면역독성
면역계는 독성물질이 작용하여 질병을 유발되는 표적기관의 전 단계인 ‘잠재적 
표적 기관’이라 할 수 있음. 이는 화학물질의 표적 기관이 면역계인 경우에는 면
역 기능을 변화시키면서 독성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이는 결국 암을 발생시키거
나, 면역계 조절 장애나 자극을 유도하여 알레르기나 자가면역증세를 유발하게 
되기 때문임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 아토피나 알레르기와 같은 면역성 질환의 발병률이 증가
하고 있으나, 이는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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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이 주목을 받고 있음
국내에서는 환경성 질환으로 잘 알려져 있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아토피 피부염, 
천식 등으로 진료 받은 환자가 2002년에 비해 2008년에 759만 명으로 36.4% 
가 증가함
뿐만 아니라 국내의 소아 및 청소년의 발생 질환 중 천식으로 인한 질병부담(장
애보정생존년, DALY)은 각각 4천 379년(78.4%), 1천226년(42%)로 1위를, 아
토피 피부염의 질병부담은 각각 195년과 206년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어 면역
계 환경성 질환 발생 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실례로 미국 워싱턴주 CSPA법의 경우에는 우선관리대상물질을 선정하는 데 있
어 면역독성을 갖는 물질을 선정 기준에 포함시키고 있음
면역독성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 혹은 통용되는 독성 등급이 부여된 물질 
목록의 부재로 인해, 국내 연구에서 발표한 아토피 유발물질과 유럽연합과 미국
에서 발표한 면역독성 물질에 대하여 독성의 유무로 등급을 부여함. 독성 정보를 
위해 활용된 자료는 다음과 같음

 전문가 의견에 따른 아토피 관련 물질 목록(환경부 2010)
 유럽연합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목록(List of REACH Allergens)(2006)
 미국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OTA)의 Identifying and Controlling 

Immunotoxic Substances 보고서에서 면역독성이 확인된 물질

(3) 1차 후보물질 선정

사회적관심도 반영을 위한 맥락 분석 및 전문가 집단의 의견 반영을 위해, 최종
물질 선정 이전에 2~3배수에 해당하는 1차 후보물질을 선정함. 후보물질 선정
에는 생활환경에서 노출이 가능한 물질이며, 4개국의 바이오모니터링 대상 물질 
중 두 가지 검출 기준(체내 검출 빈도 참조)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물질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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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관심

우리나라 환경보건법 제 4조 4항은 ‘환경유해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
은 위해성 등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방 정부나 시민단체, 학계의 관련 전문가들만 
공유하는 지식을 뛰어 넘어 서울에 거주하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써 서울시의 정
책 수립 참여와 정책 실행에 대해 체감 및 공감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이 마련되
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서울 시민의 유해물질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언론 매체가 대
중의 정보 습득에 미치는 기여도가 가장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맥락분석(context analysis)을 실시함
맥락분석은 일반적인 환경 관련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 검색이 아닌, 국내 모든 
신문사와 방송사의 기사 내용을 제공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자료 조사를 
통해 실시함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두 신문사의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서 지면기사를 대상으로 조사함

 검색 방법: 2~3배수로 선정된 물질명과 유사명칭(예: 벤젠, 벤진, 벤졸) 및 키워
드를 를 조합하여 검색

 검색키워드: 물질(유사)명, 노출, 유해성, 위해성, 건강, 서울, 서울시

검색된 결과는 방송사 보도가 신문 보도에 비해 일반 대중의 인식과 관심에 더 크
게 작용하므로 방송사 보도 건수를 기준으로 30종의 물질에 대한 순위를 부여함

(5) 실현 가능성

우선적으로 선정한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노출을 저감할 수 없거나 중재를 할 수 
없는 물질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실효성 측면에서 의미가 적음. 
그러므로 정책 수립 이후에 정책을 실천하여 저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한 물질”을 대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본 연구 설계에 있어 전문가 집단의견 수렴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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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 물질은 바이오모니터링 대상이 아닌 물질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노출이 
되더라도 인체 내에서 검출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지 않은 물질이 누락되지 않도
록 함

 본 연구에 적용된 우선관리대상물질 선정 방법은 새로운 위해 요인에 대한 고려
는 반영될 수 없는 연구 설계의 제한점을 극복

 해당 물질의 건강영향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심도를 조사하는 데에 있어 대중의 
인식 수준은 높지만 실제 노출수준이나 위해성 수준은 낮은 물질이 있으므로 이
에 대한 간극을 해소

 선정된 유해물질의 노출 저감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였을 때 지방자치단
체 단위에서 관리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서울시에서 중점관리가 필요한 후보 물질을 10종과 선정 근거를 제시한 초안을 
전문가들에게 회람함. 전문가들은 관련 내용을 검토 후 해당 물질의 삭제 여부와 
추가가 필요한 유해물질 및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였음. 의견 수렴 진
행 사항은 다음과 같음

 의견 수렴 일자: 2013년 6월 24일 ~ 7월 11일
 의견 수렴 대상: 연구진, 분과위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보건학회, 환경독

성보건학회
 참여인원: 학회 45인, 연구진 및 자문위원 17명(전문가 및 시민단체)(단, 참여인

원의 수는 자문위원과 학회 간의 중복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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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선관리대상 유해물질 선정 결과

1) 유해물질 모집단 선정 결과
모집단으로 선정된 345종의 물질 및 물질군은 개별물질과 물질군을 포함하고 있
으며, 전체 모집단 물질 목록은 <표 2>와 같음
모집단으로 선정된 물질 중 생활환경에서 노출 가능성 여부, 바이오모니터링 검
출 기준 해당 여부, 발암성, 생식독성, 면역독성에 대한 점수를 표기하였음
각 선정 기준에 대한 세부 결과는 다음과 같음

2) 우선순위 선정 기준 적용 결과
(1) 생활환경 노출

❏ 생활환경 노출 가능성
다음 네 가지 목록에서 생활환경 노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물질 
중 모집단에 존재하는 화학물질은 개별 물질(예: 비스페놀 A)과 물질군(예: 유
기비소)의 세부물질(예: arsenobetaine, arsenocholine)을 포함하여 총 173 종으
로 확인됨

 국내문헌 리뷰
· 실내환경에서 노출 가능한 물질에 대한 문헌을 검색한 결과 총 96 건의 문헌이 검색

되었음
· 96건의 문헌 중 검토 제외기준을 적용한 결과 41건의 문헌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

인되어 검토를 실시함
· 41건의 문헌 검토 결과 총 64 종의 물질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모집단에 포함된 물질

은 32종이었음
 환경유해인자

· 환경보건법에 의거하여 고시된 환경유해인자 135 종의 물질 중 모집단에 포함된 환경
유해인자는 물질군 내에 포함된 개별 물질을 포함하여 161 종

 소비자제품 규제물질
· 미국 소비자제품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에 의거하여 규제되는 유해물

질 중 모집단에 포함된 물질은 총 20 종
 어린이용품 중 고노출 우려물질

· 국립환경과학원의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실태 조사 결과, 노
출량이 높게 검출된 물질 24종 중 모집단과 일치하는 물질 및 물질군은 22종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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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워싱턴 주에서 어린이안전제품법(CSPA)에 의거하여 고시하고 있는 어린이 고우
려물질 목록의 66종 중 모집단에 포함된 물질 및 물질군은 36종이었음

❏ 체내 검출 빈도 
국내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와 미국, 캐나다, 독일의 바이오모니터링 대상 여부 
및 검출빈도를 조사하였음
체내 검출 빈도가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물질 중 모집단에 존재하는 화학물질은 
총 75 종임

 기준 1: 2개국 이상, 검출빈도 30% 이상
· 모집단에서 기준 1을 만족하는 물질 및 물질군은 45 종이었음

 기준 2: 1개국 이상, 검출빈도 60% 이상
· 모집단에서 기준 1을 만족하는 물질 및 물질군은 총 59 종으로 확인됨

(2) 건강영향

환경성 질환과 연관성이 높은 발암성, 생식/발달독성 및 면역독성을 검토한 결과 
개별 독성에 대한 물질 수의 분포는 다음과 같았음
❏ 발암성
물질군의 세부 물질을 포함하여 모집단에서 발암성이 있는(독성 점수 1~3점) 
물질은 456 종의 개별물질(345종의 물질 및 물질군) 중 135 종이 확인됨. 이 
중 바이오모니터링 검출 기준 두 가지를 만족하는 개별물질은 18종이었음
❏ 생식 및 발달독성
모집단 456 종의 개별물질 중 물질군의 세부 물질을 포함하여 31 종만이 생식
독성과 발달독성이 있는(독성점수 1~3점) 것으로 확인됨. 이 중 바이오모니터링 
검출 기준 두 가지를 만족하는 개별물질은 7종이었음
❏ 면역독성
모집단의 전체 개별물질 456 종 가운데 면역독성이 있는 것(독성점수 1점)인 
물질은 169 종이었음. 이 중 두 가지의 바이오모니터링 검출 기준을 만족하는 
개별물질은 51종이었음. 면역독성 물질 중 바이오모니터링 대상 물질은 대부분 
PCB로 17종이었음. 이외에도 금속 6종, PCDD/Fs 5종, 프탈레이트 5종 등이 포
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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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질

군

번

호

개

별

물

질

번

호

구분
물질명

(영문)

최종

카스번호

생활

환경

노출

물질

바이오모니터링대상

발

암

성

생식

발달

독성

면역

독성

대

상

물

질

2개국

이상

30%

이상

1개국

이상

60%

이상

1 1 Alkylphenol Alkylphenol 물질군 - - - - 0 0 0

2 2 Alkylphenol Nonylphenol 0025154-52-3 o - - - 0 1 0

3 3 Asbestos
Asbestiform talc;  Talc-based 

body powder (perineal use of)
0014807-96-6 o - - - 1 0 0

4 4 Asbestos

Asbestos(allforms,includingacti

nolite,amosite,anthophyllite,chry

sotile,crocidolite,tremolite)(NB:

Mineralsubstances(e.g.talcorver

miculite)thatcontainasbestossho

uldalsoberegardedascarcinogen

ictohumans.)  

0001332-21-4 o - - - 3 0 0

5 5 Env. Phenols Bisphenol A (BPA) 0000080-05-7 o o o o 0 1 1

6 6 Env. Phenols
Bisphenol A  bis(diphenyl 

phosphate) (BDP)
0005945-33-5 - - - - 0 0 0

7 7 Env. Phenols Triclosan 0003380-34-5 - o - o 0 0 1

8 8 Metal Mercury & its  compounds 물질군 o o o o 0 0 1

8 9 Metal Ammoniated mercury 0010124-48-8 o - - - 0 0 1

8 10 Metal Organic mercury  compounds 물질군 o - - - 0 0 1

8 11 Metal Phenyl mercury  acetate 0000062-38-4 o - - - 0 0 1

9 12 Metal Antimony & its  compounds 물질군 o o o o 0 0 0

10 13 Metal Arsenic, inorganic 0007440-38-2 o o o o 3 0 0

10 14 Metal Arsenic (V) Acid 0007778-39-4 o - - - 0 0 0

10 15 Metal Arsenobetaine 0064436-13-1 o o - o 0 0 0

10 16 Metal Arsenocholine 0039895-81-3 o - - - 0 0 0

10 17 Metal Arsenous (III) Acid 0013464-58-9 o - - - 0 0 0

10 18 Metal
Dimethylarsinic Acid  

(Dimethylarsonic acid)
0000075-60-5 o o - o 1 0 0

10 19 Metal
Monomethylarsonic  Acid 

(Monomethylacrsonic acid)
0000124-58-3 o - - - 1 0 0

<표 2> 서울시 우선관리대상 유해물질 선정 모집단 물질 목록(o: 해당사항 있음. -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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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질

군

번

호

개

별

물

질

번

호

구분
물질명

(영문)

최종

카스번호

생활

환경

노출

물질

바이오모니터링대상

발

암

성

생식

발달

독성

면역

독성

대

상

물

질

2개국

이상

30%

이상

1개국

이상

60%

이상

10 20 Metal Sodium arsenite 0013768-07-5 o - - - 3 0 0

10 21 Metal Trimethylarsine oxide 0004964-14-1 o - - - 0 0 0

11 22 Metal Barium & its  compounds 물질군 o o - o 0 0 0

12 23 Metal Beryllium & its  compounds 물질군 o - - - 3 0 1

13 24 Metal Zinc & its  compounds 물질군 o o - o 0 0 0

13 25 Metal

Bis(dimethylcarbamodithioato-

S,S')zinc;Zinc  

dimethyldithiocarbamate

0000137-30-4 o - - - 0 0 0

14 26 Metal Cadmium & its  compounds 물질군 o o o o 3 1 1

15 27 Metal Chromium & its  compound 물질군 o - - - 0 0 1

16 28 Metal Chromium(VI) 0018540-29-9 o - - - 3 0 1

17 29 Metal Cobalt & its  compounds 물질군 o o - o 2 0 1

17 30 Metal
2-Ethylhexanoic acid  

cobalt(2+) salt
0000136-52-7 o - - - 0 0 1

17 31 Metal Cobalt chloride 0007646-79-9 o - - - 0 2 1

17 32 Metal Cobalt monooxide 0001307-96-6 o - - - 0 0 1

18 33 Metal Copper & its  compounds 물질군 o o - o 0 0 0

19 34 Metal Lead & its  compounds 물질군 o o o o 2 0 1

20 35 Metal Nickel & its  compounds 물질군 o o - o 3 0 1

21 36 Metal Tin & its  compounds 물질군 o - - - 0 0 0

21 37 Metal Organic tin compounds 물질군 o - - - 0 0 1

21 38 Metal Tributyltin compounds 물질군 o - - - 0 0 0

21 39 Metal Triphenyltin &  its compounds 물질군 o - - - 0 0 0

22 40 Metal Platinum salts 물질군 - o o - 0 0 1

23 41 Metal Selenium & its  compounds 물질군 o o - o 0 0 0

24 42 Nitrosamine Nitrosamines 물질군 o - - - 0 0 0

25 43 PAHs Benzo(a)pyrene 0000050-32-8 o - - - 3 2 0

25 44 PAHs Naphthalene 0000091-20-3 o o o o 1 0 0

26 45 PBBs
2,2’,4,4’,5,5’-Hexabromobiphe

nyl (PBB 153)
0059080-40-9 o o o - 0 0 1

26 46 PBBs
PBBs (Polybrominated 

biphenyls)
0067774-74-7 o - - - 0 0 1

26 47 PBDEs
2,2’,3,4,4’,5’,6-Heptabromodip

henyl ether (BDE 183)
0207122-16-5 o - - - 0 0 0

26 48 PBDEs
2,2’,3,4,4’-Pentabromodipheny

l ether (BDE 85)
0182346-21-0 o - - -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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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질

군

번

호

개

별

물

질

번

호

구분
물질명

(영문)

최종

카스번호

생활

환경

노출

물질

바이오모니터링대상

발

암

성

생식

발달

독성

면역

독성

대

상

물

질

2개국

이상

30%

이상

1개국

이상

60%

이상

26 49 PBDEs
2,2’,4,4’,5,5’-Hexabromodiphe

nyl ether (BDE 153)
0068631-49-2 o o o o 0 0 0

26 50 PBDEs
2,2’,4,4’,5,6’-Hexabromodiphe

nyl ether (BDE 154)
0207122-15-4 o - - - 0 0 0

26 51 PBDEs
2,2’,4,4’,5-Pentabromodipheny

l ether (BDE 99)
0060328-60-9 o o o - 0 0 0

26 52 PBDEs
2,2’,4,4’,6-Pentabromodipheny

l ether (BDE 100)
0189084-64-8 o o o o 0 0 0

26 53 PBDEs
2,2’,4,4’-Tetrabromodiphenyl 

ether (BDE 47)
0005436-43-1 o o o o 0 0 0

26 54 PBDEs
2,2’,4-Tribromodiphenyl ether 

(BDE 17)
0147217-75-2 o - - - 0 0 0

26 55 PBDEs
2,3’,4,4’-Tetrabromodiphenyl 

ether (BDE 66)
0189084-61-5 o - - - 0 0 0

26 56 PBDEs
2,3’,4-Tribromodiphenyl  Ether 

(BDE 25)
0147217-77-4 o - - - 0 0 0

26 57 PBDEs
2,4,4’-Tribromodiphenyl  ether 

(BDE 28)
0041318-75-6 o o o - 0 0 0

26 58 PBDEs
2’,3,4-Tribromodiphenyl  Ether 

(PBDE 33)
0147217-78-5 o - - - 0 0 0

26 59 PBDEs
4,4’-Dibromodiphenyl  Ether 

(BDE 15)
0002050-47-7 o - - - 0 0 0

26 60 PBDEs PBDEs 물질군 o - - - 0 0 0

27 61 PCBs
2,2’,3,3’,4,4’,5,5’,6,6’-Decachl

orobiphenyl  (PCB 209)
0002051-24-3 - - - - 0 0 1

27 62 PCBs
2,2’,3,3’,4,4’,5,5’,6-Nonachlor

obiphenyl  (PCB 206)
0040186-72-9 - - - - 0 0 1

27 63 PCBs
2,2’,3,3’,4,4’,5,5’-Octachlorobi

phenyl  (PCB 194)
0035694-08-7 - o o - 0 0 1

27 64 PCBs
2,2’,3,3’,4,4’,5,6’-Octachlorobi

phenyl  (PCB 196)
0042740-50-1 - - - - 0 0 1

27 65 PCBs
2,2’,3,3’,4,4’,5,6-Octachlorobi

phenyl  (PCB 195)
0052663-78-2 - - - - 0 0 1

27 66 PCBs
2,2’,3,3’,4,4’,5-Heptachlorobip

henyl  (PCB 170)
0035065-30-6 - o o o 0 0 1

27 67 PCBs
2,2’,3,3’,4,4’-Hexachlorobiphe

nyl  (PCB 128)
0038380-07-3 - - - - 0 0 1

27 68 PCBs
2,2’,3,3’,4,5,5’,6-Octachlorobi

phenyl  (PCB 199)
0052663-75-9 - - - - 0 0 1

27 69 PCBs
2,2’,3,3’,4,5,5’-Heptachlorobip

henyl  (PCB 172)
0052663-74-8 - - - - 0 0 1

27 70 PCBs
2,2’,3,3’,4,5’,6,6’-Octachlorobi

phenyl  (PCB 201)
0040186-71-8 - o - o 0 0 1

27 71 PCBs
2,2’,3,3’,4,5’,6’-Heptachlorobi

phenyl  (PCB 177)
0052663-70-4 - - - -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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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72 PCBs
2,2’,3,3’,5,5’,6-Heptachlorobip

henyl  (PCB 178)
0052663-67-9 - - - - 0 0 1

27 73 PCBs
2,2’,3,4,4’,5,5’,6-Octachlorobi

phenyl  (PCB 203)
0052663-76-0 - o o - 0 0 1

27 74 PCBs
2,2’,3,4,4’,5,5’-Heptachlorobip

henyl  (PCB 180)
0035065-29-3 - o o o 0 0 1

27 75 PCBs
2,2’,3,4,4’,5’,6-Heptachlorobip

henyl  (PCB 183)
0052663-69-1 - o o - 0 0 1

27 76 PCBs
2,2’,3,4,4’,5’-Hexachlorobiphe

nyl  (PCB 138)
0035065-28-2 - o o o 0 0 1

27 77 PCBs
2,2’,3,4,5’-Pentachlorobiphenyl  

(PCB 87)
0038380-02-8 - - - - 0 0 1

27 78 PCBs
2,2’,3,4’,5,5’,6-Heptachlorobip

henyl  (PCB 187)
0052663-68-0 - o o o 0 0 1

27 79 PCBs
2,2’,3,4’,5,5’-Hexachlorobiphe

nyl  (PCB 146)
0051908-16-8 - o o - 0 0 1

27 80 PCBs
2,2’,3,4’,5’,6-Hexachlorobiphe

nyl  (PCB 149)
0038380-04-0 - - - - 0 0 1

27 81 PCBs
2,2’,3,5,5’,6-Hexachlorobiphen

yl  (PCB 151)
0052663-63-5 - - - - 0 0 1

27 82 PCBs
2,2’,3,5’-Tetrachlorobiphenyl  

(PCB 44)
0041464-39-5 - - - - 0 0 1

27 83 PCBs
2,2’,4,4’,5,5’,-Hexachlorobiphe

nyl  (PCB 153)
0035065-27-1 - o o o 0 0 1

27 84 PCBs
2,2’,4,4’,5-Pentachlorobiphenyl  

(PCB 99)
0038380-01-7 - o o - 0 0 1

27 85 PCBs
2,2’,4,5,5’-Pentachlorobiphenyl  

(PCB 101)
0037680-73-2 - - - - 0 0 1

27 86 PCBs
2,2’,4,5’-Tetrachlorobiphenyl  

(PCB 49)
0041464-40-8 - - - - 0 0 1

27 87 PCBs
2,2’,5,5’-Tetrachlorobiphenyl  

(PCB 52)
0035693-99-3 - - - - 0 0 1

27 88 PCBs
2,3,3’,4,4’,5-Hexachlorobiphen

yl  (PCB 156)
0038380-08-4 - o - o 0 0 1

27 89 PCBs
2,3,3’,4,4’,6-Hexachlorobiphen

yl  (PCB 158)
0074472-42-7 - - - - 0 0 1

27 90 PCBs
2,3,3’,4,4’-Pentachlorobiphenyl  

(PCB 105)
0032598-14-4 - - - - 0 0 1

27 91 PCBs
2,3,3’,4’,5,6-Hexachlorobiphen

yl  (PCB 163)
0074472-44-9 - o - o 0 0 1

27 92 PCBs
2,3,3’,4’,6-Pentachlorobiphenyl  

(PCB 110)
0038380-03-9 - - - - 0 0 1

27 93 PCBs
2,3’,4,4’,5,5’-Hexachlorobiphe

nyl  (PCB 167)
0052663-72-6 - - - -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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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94 PCBs
2,3’,4,4’,5-Pentachlorobiphenyl  

(PCB 118)
0031508-00-6 - o - o 0 0 1

27 95 PCBs
2,3’,4,4’-Tetrachlorobiphenyl  

(PCB 66)
0032598-10-0 - o o - 0 0 1

27 96 PCBs
2,4,4’,5-Tetrachlorobiphenyl  

(PCB 74)
0032690-93-0 - o o o 0 0 1

27 97 PCBs
2,4,4’-Trichlorobiphenyl  (PCB 

28)
0007012-37-5 - o o - 0 0 1

27 98 PCBs

3,4,5,3’,4’-Pentachlorobiphenyl  

(PCB-126) (NB: Overall 

evaluation upgraded to Group 

1 based on mechanistic  and 

other relevant data)

0057465-28-8 - - - - 3 0 1

27 99 PCBs PCBs 0001336-36-3 o - - - 2 0 1

28 100 PBDD/Fs PBDD/Fs 0000067-73-2 - - - - 0 0 0

29 101 PCDD/Fs
1,2,3,4,6,7,8,9-Octachlorodibe

nzofuran  (OCDF)
0039001-02-0 - - - - 0 0 1

29 102 PCDD/Fs
1,2,3,4,6,7,8,9-Octachlorodibe

nzo-p-dioxin  (OCDD)
0003268-87-9 - o - o 0 0 1

29 103 PCDD/Fs
1,2,3,4,6,7,8-Heptachlorodibe

nzofuran  (HpCDF)
0067562-39-4 - o - o 0 0 1

29 104 PCDD/Fs
1,2,3,4,6,7,8-Heptachlorodibe

nzo-p-dioxin  (HpCDD)
0035822-46-9 - o - o 0 0 1

29 105 PCDD/Fs
1,2,3,4,7,8,9-Heptachlorodibe

nzofuran  (HpCDF)
0055673-89-7 - - - - 0 0 1

29 106 PCDD/Fs
1,2,3,4,7,8-Hexachlorodibenzo

furan  (HxCDF)
0070648-26-9 - - - - 0 0 1

29 107 PCDD/Fs
1,2,3,4,7,8-Hexachlorodibenzo

-p-dioxin  (HxCDD)
0039227-28-6 - - - - 0 0 1

29 108 PCDD/Fs
1,2,3,6,7,8-Hexachlorodibenzo

furan  (HxCDF)
0057117-44-9 - - - - 0 0 1

29 109 PCDD/Fs
1,2,3,6,7,8-Hexachlorodibenzo

-p-dioxin  (HxCDD)
0057653-85-7 - o - o 0 0 1

29 110 PCDD/Fs
1,2,3,7,8,9-Hexachlorodibenzo

furan  (HxCDF)
0072918-21-9 - - - - 0 0 1

29 111 PCDD/Fs
1,2,3,7,8,9-Hexachlorodibenzo

-p-dioxin  (HxCDD)
0019408-74-3 - - - - 0 0 1

29 112 PCDD/Fs
1,2,3,7,8-Pentachlorodibenzofu

ran  (PeCDF) (PnCDF)
0057117-41-6 - - - - 0 0 1

29 113 PCDD/Fs
1,2,3,7,8-Pentachlorodibenzo-

p-dioxin  (PeCDD) (PnCDD)
0040321-76-4 - - - - 0 0 1

29 114 PCDD/Fs
2,3,4,6,7,8-Hexachlorodibenzo

furan  (HxCDF)
0060851-34-5 - - - -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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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15 PCDD/Fs

2,3,4,7,8-Pentachlorodibenzofu

ran(PeCDF)(PnCDF)(NB:Overall

evaluationupgradedtoGroup1ba

sedon  mechanistic and other 

relevant data) 

0057117-31-4 - o - o 3 0 1

29 116 PCDD/Fs
2,3,7,8-Tetrachlorodibenzofura

n  (TCDF)
0051207-31-9 - - - - 0 0 1

29 117 PCDD/Fs

PCDD/Fs  

(2,3,7,8-Tetrachlorodibenzo-p-

dioxin; TCDD)

0001746-01-6 - - - - 3 0 1

30 118 PCNs PCNs 물질군 - - - - 0 0 0

31 119 PFCs PFCs 0086508-42-1 - - - - 0 0 0

32 120 Phthalates
BBzP (Butyl benzyl  phthalate; 

BBP)
0000085-68-7 o o - o 0 2 1

32 121 Phthalates

Di-2-ethylhexyl  phthalate; 

DEHP; 

Di(2-ethylhexyl)phthalate

0000117-81-7 o o o o 1 2 1

32 122 Phthalates
Dibutyl phthalate;  DBP 

(DnBP)
0000084-74-2 o o o o 0 2 1

32 123 Phthalates Diethyl phthalate;  DEP 0000084-66-2 o o - o 0 0 1

32 124 Phthalates Diisodecyl phthalate 0068515-49-1 - - - - 0 0 1

32 125 Phthalates Diisodecyl phthalate;  DIDP 0026761-40-0 o - - - 0 0 1

32 126 Phthalates

Diisononyl phthalate;  DINP 

(CASRN: 0028553-12-0, 

0068515-48-0)

0028553-12-0 o - - - 0 0 1

32 127 Phthalates
Di-n-octyl phthalate;  DnOP 

(DOP)
0000117-84-0 o o - o 0 0 1

33 128 Physical

Neutron radiation  (NB: Overall 

evaluation upgraded to Group 

1 with supporting evidence 

from  other relevant data)

NA - - - - 3 0 0

33 129 Physical
Fissionproducts,includingstronti

um-90  
NA - - - - 3 0 0

33 130 Physical Ionizingradiation(alltypes)  NA - - - - 3 0 0

33 131 Physical Radioiodines,includingiodine-131  NA - - - - 3 0 0

33 132 Physical

Radionuclides,  

alpha-particle-emitting, 

internally deposited (NB: 

Specific radionuclides for  

which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in humans are also 

listed individually as  Group 1 

agents)

NA - - - - 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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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33 Physical

Radionuclides,beta-particle-em

itting,internallydeposited(NB:Sp

ecificradionuclidesforwhichtherei

ssufficient

evidenceinhumansarealsolistedi

ndividuallyas

Group1agents)

NA - - - - 3 0 0

33 134 Physical Solarradiation  NA - - - - 3 0 0

33 135 Physical

Ultravioletradiation(wavelengths

100-400nm,encompassingUVA

,UVB,andUVC)  

NA - - - - 3 0 0

33 136 Physical
Ultraviolet-emittingtanningdevic

es  
NA - - - - 3 0 0

33 137 Physical X-andGamma-Radiation  NA - - - - 3 0 0

33 138 Physical
Radium-224anditsdecayproduct

s  
0013233-32-4 - - - - 3 0 0

33 139 Physical
Radium-226anditsdecayproduct

s  
0013982-63-3 - - - - 3 0 0

33 140 Physical
Radium-228anditsdecayproduct

s  
0015262-20-1 - - - - 3 0 0

33 141 Physical Radon-222anditsdecayproducts  0010043-92-2 o - - - 3 0 0

33 142 Physical
Thorium-232anditsdecayproduc

ts  
0007440-29-1 - - - - 3 0 0

33 143 Physical Phosphorus-32,asphosphate  0014596-37-3 - - - - 3 0 0

33 144 Physical Plutonium  0007440-07-5 - - - - 3 0 0

34 145 THMs Bromodichloromethane 0000075-27-4 o o - o 1 0 0

35 146 THMs
Dibromochloromethane  

(Chlorodibromomethane)
0000124-48-1 o - - - 0 0 0

36 147 THMs
Tribromomethane  

(Bromoform)
0000075-25-2 o - - - 0 0 0

37 148 THMs
Trichloromethane  (Chloroform, 

beta-Propiolactone)
0000057-57-8 o o - o 1 0 1

38 149 THMs
Trihalomethanes; THM  

(DBP;Disinfection By-Products)
물질군 o - - - 0 0 0

39 150 VOCs
1,2-Dichloroethane  (Ethylene 

dichloride)
0000107-06-2 o - - - 1 0 0

40 151 VOCs Benzene 0000071-43-2 o o o o 3 0 1

41 152 VOCs
Carbon tetrachloride  

(Tetrachloromethane)
0000056-23-5 o - - - 1 0 0

42 153 VOCs
DBCP;  

1,2-Dibromo-3-chloropropane
0000096-12-8 - - - - 1 3 0

43 154 VOCs Ethyl benzene;  ethylbenzene 0000100-41-4 o o o o 1 0 0

44 155 VOCs
Methylene chloride;  

Dichloromethane
0000075-09-2 o - - - 1 0 0

45 156 VOCs
Monochlorobenzene  

(Chlorobenzene)
0000108-90-7 o - - - 0 0 0

46 157 VOCs Nitrobenzene 0000098-95-3 o - - - 1 1 1

47 158 VOCs Styrene 0000100-42-5 o o o o 1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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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159 VOCs

Tetrachloroethylene  

(tetrachloroethene; 

Perchloroethylene)

0000127-18-4 o - - - 2 0 1

49 160 VOCs Toluene 0000108-88-3 o o o o 0 1 1

50 161 VOCs
Trichloroethylene  

(trichloroethene)
0000079-01-6 o - - - 3 0 1

51 162 VOCs Xylene 0001330-20-7 o o o o 0 0 1

52 163 Unspecified

(±)-1-[2-(2,4-dichlorophenyl)

-4-propyl-1,3-dioxolan-2-ylm

ethyl]-1H-1,2,4-triazole

0060207-90-1 - - - - 0 0 0

53 164 Unspecified
(R)-1-Methyl-4-(1-methylethen

yl)cyclohexene  (Limonene)
0005989-27-5 o - - - 0 0 1

54 165 Unspecified 1,2-Benzisothiazol-3(2H)-one 0002634-33-5 o - - - 0 0 1

55 166 Unspecified 1,2-Dibromoethane 0000106-93-4 o - - - 2 0 1

56 167 Unspecified

1,3,5-Triazine-1,3,5(2H,4H,6H

)-triethanol;2,2',2''-(Hexahydro

-1,3,5-triazine-1,3,5-triyl)trieth

anol

0004719-04-4 - - - - 0 0 1

57 168 Unspecified 1,3,5-Trimethylbenzene 0000108-67-8 o - - - 0 0 0

58 169 Unspecified
1,3-Benzenediamine ;  

m-Phenylenediamine
0000108-45-2 - - - - 0 0 0

59 170 Unspecified 1,3-Butadiene 0000106-99-0 - - - - 3 0 0

60 171 Unspecified
1,4,5,8-Tetraamino-9,10-anthr

acenedione
0002475-45-8 o - - - 1 0 0

61 172 Unspecified
1,4-Benzenediamine  

(Paraphenylenediamine)
0000106-50-3 o - - - 0 0 1

62 173 Unspecified
1,4-Benzenediol  

;Hydroquinone
0000123-31-9 - - - - 0 0 0

63 174 Unspecified 17-beta-estradiol 0000050-28-2 - - - - 0 0 0

64 175 Unspecified

1-Methyl-4-(1-methylvinyl)cycl

ohexene  

;p-Mentha-1,8-diene, 

Dipentene, Limonen

0000138-86-3 - - - - 0 0 1

65 176 Unspecified

1-Piperazineethanamine;2-Pipe

razin-1-ylethylamine,1-(2-Ami

noethyl)piperazine

0000140-31-8 - - - - 0 0 0

66 177 Unspecified

2,4,5,6-Tetrachloro-1,3-benze

nedicarbonitrile;  

Chlorothalonil, Daconil, TPN

0001897-45-6 - - - - 1 0 1

67 178 Unspecified

2,4,5-T  

(2,4,5-Trichlorophenoxyacetic 

Acid)

0000093-76-5 - o o - 0 0 0

68 179 Unspecified

2,4-D  

(2,4-Dichlorophenoxyacetic 

Acid)

0000094-75-7 - - - - 0 0 0

69 180 Unspecified 2,4-dichlorophenol  (2,4-DCP) 0000120-83-2 - o o o 0 0 0

70 181 Unspecified 2,4-Diisocyanatotoluene  0000584-84-9 - - - -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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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Toluenediisocyanate,2,4-T

DI

71 182 Unspecified
2,4-Dinitrochloro  benzene 

(2,4-Dinitrochlorobenzene)
0000097-00-7 - - - - 0 0 1

72 183 Unspecified

2,6-Dimethylaniline  

(2,6-Dimethylaniline 

(2,6-Xylidine))

0000087-62-7 o - - - 1 0 0

73 184 Unspecified
2-Butanone, oxime ;  Methyl 

ethyl ketoxime
0000096-29-7 - - - - 0 0 1

74 185 Unspecified 2-Butoxyethanol 0000111-76-2 o - - - 0 0 0

75 186 Unspecified

2-Chloro-2',6'-diethyl-N-meth

oxymethylacetanilide  ; 

Alachlor, Metachlor

0015972-60-8 - o - o 0 0 0

76 187 Unspecified 2-Ethoxyethanol 0000110-80-5 o - - - 0 2 0

77 188 Unspecified 2-Ethoxyethyl acetate 0000111-15-9 o - - - 0 2 0

78 189 Unspecified 2-Methoxy-1-propyl  acetate 0070657-70-4 o - - - 0 2 0

79 190 Unspecified
2-Methoxy-5-methylbenzenami

ne  (para-Cresidine)
0000120-71-8 o - - - 1 0 0

80 191 Unspecified 2-Methoxyethyl  acetate 0000110-49-6 o - - - 0 2 0

81 192 Unspecified

2-Methyl-2-propenoicacidmeth

ylester;Methylmethacrylate,  

MMA

0000080-62-6 - - - - 0 0 1

82 193 Unspecified

2-Methyl-4-[(2-methylphenyl)a

zo]benzenamine  

(ortho-Aminoazotoluene)

0000097-56-3 o - - - 1 0 1

83 194 Unspecified 2-Methyl-4-isothiazolin-3-one 0002682-20-4 o - - - 0 0 1

84 195 Unspecified 2-Naphthylamine 0000091-59-8 o - - - 3 0 0

85 196 Unspecified

2-Octyl-3(2H)-isothiazolone;2-

Octyl-2H-isothiazol-3-one,Oct

hilinone

0026530-20-1 - - - - 0 0 1

86 197 Unspecified
2-Propenoicacidethylester  

(Ethyl acrylate, Ethylacrylate)
0000140-88-5 - - - - 1 0 1

87 198 Unspecified
3,3'-Dichloro-4,4'-diaminodiph

enylmethane
0000101-14-4 o - - - 3 0 0

88 199 Unspecified 3,3'-Dichlorobenzidine 0000091-94-1 o - - - 1 0 0

89 200 Unspecified

3,3'-Dimethoxybenzidine  

(3,3'-Dimethoxybenzidine 

(ortho-Dianisidine))

0000119-90-4 o - - - 1 0 0

90 201 Unspecified

3,3'-Dimethyl  benzidine 

(3,3'-Dimethylbenzidine 

(ortho-Tolidine))

0000119-93-7 o - - - 1 0 0

91 202 Unspecified

3-Aminomethyl-3,5,5-trimethyl

cyclohexylamine;Isophoronedia

mine

0002855-13-2 - - - - 0 0 1

92 203 Unspecified
4,4'-(1-Methylethylidene)bisphe

nolpolymerwith(chloromethyl)oxi
0488840-86-4 - - - -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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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e

93 204 Unspecified

4,4'-Methylene  di-o-toluidine 

(4,4'-Methylene 

bis(2-methylaniline))

0000838-88-0 o - - - 1 0 0

94 205 Unspecified 4,4'-Methylenedianiline 0000101-77-9 o - - - 1 0 1

95 206 Unspecified 4,4'-Oxybisbenzenamine 0008001-30-7 - - - - 0 0 0

96 207 Unspecified 4,4'-Thiodianiline 0000139-65-1 o - - - 1 0 0

97 208 Unspecified
4-Amino azobenzene  

(para-Aminoazobenzene)
0000060-09-3 o - - - 1 0 1

98 209 Unspecified 4-Aminodiphenyl 0000092-67-1 o - - - 3 0 0

99 210 Unspecified
4-Methoxy-m-phenylenediamin

e
0006219-67-6 - - - - 0 0 0

100 211 Unspecified
4-Methyl-1,3-benzenediamine;  

2,4-Diaminotoluene
0000095-80-7 o - - - 1 1 1

101 212 Unspecified 4-nitrotolunene 0000099-99-0 - - - - 0 0 0

102 213 Unspecified
5-Chloro-2-methyl-4-isothiazo

lin-3-one
0026172-55-4 o - - - 0 0 1

103 214 Unspecified

6,7-Dihydropyrido[1,2-a:2',1'-

c]pyrazinediumdibromide  

;Diquat dibromide, Reglone

0000085-00-7 - - - - 0 0 0

104 215 Unspecified Acetamide, N-phenyl- 0000103-84-4 - - - - 0 0 0

105 216 Unspecified Acetylsalicylic acid  (ASA) 0000050-78-2 - - - - 0 0 1

106 217 Unspecified Acrylamide 0000079-06-1 o o - o 2 1 0

107 218 Unspecified Acrylonitrile 0000107-13-1 o - - - 1 0 1

108 219 Unspecified Aldrin 0000309-00-2 o - - - 0 0 1

109 220 Unspecified Aniline 0000062-53-3 o - - - 0 0 0

110 221 Unspecified Aphoxide 0000545-55-1 o - - - 0 0 0

111 222 Unspecified Amitrole 0000061-82-5 - - - - 0 1 0

112 223 Unspecified Atrazine 0001912-24-9 o - - - 0 0 0

113 224 Unspecified Benomyl 0017804-35-2 - - - - 0 2 0

114 225 Unspecified Benzenesulfonyl 0000098-09-9 - - - - 0 0 0

115 226 Unspecified
Benzenetricarboxylic  acid, 

trioctyl ester
0000089-04-3 - - - - 0 0 0

116 227 Unspecified Benzidine 0000092-87-5 o - - - 3 0 1

117 228 Unspecified Benzophenone 0000119-61-9 - - - - 1 0 0

118 229 Unspecified Benzoyl peroxide 0000094-36-0 - - - - 0 0 0

119 230 Unspecified Bis(tributyltin)oxide 0000056-35-9 o - - - 0 0 0

120 231 Unspecified Butane 0000106-97-8 o - - - 0 0 0

121 232 Unspecified
C.I. Acid Violet 049;  Benzyl 

violet 4B
0001694-09-3 o - - - 1 0 0

122 233 Unspecified C.I. Basic Violet 003 0000548-62-9 o - - - 0 0 0

123 234 Unspecified C.I. disperse orange  003 0000730-40-5 o - - - 0 0 0

124 235 Unspecified C.I. Disperse Red 001 0002872-52-8 o - - -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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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236 Unspecified C.I. Disperse Yellow  003 0002832-40-8 o - - - 0 0 0

126 237 Unspecified Calcium sulfate,  dihydrate 0007778-18-9 - - - - 0 0 0

127 238 Unspecified Captafol 0002425-06-1 o - - - 2 0 1

128 239 Unspecified Captan, Merpan 0000133-06-2 - - - - 0 0 0

129 240 Unspecified Carbamate compounds 물질군 o - - - 0 0 0

130 241 Unspecified Carbaryl 0000063-25-2 - - - - 0 0 0

131 242 Unspecified Chlordane 0000057-74-9 o - - - 1 0 0

132 243 Unspecified Chloroethylene (vinyl  chloride) 0000075-01-4 o - - - 3 0 1

133 244 Unspecified Chloroform 0000067-66-3 o - - - 1 0 0

134 245 Unspecified Chlorofos 0000052-68-6 - - - - 0 0 0

135 246 Unspecified Chlorpyrifos-methyl 0005598-13-0 - o - o 0 0 1

136 247 Unspecified cis-chlordane 0005103-71-9 - - - - 0 0 1

137 248 Unspecified Cyclohexanone 0000108-94-1 o - - - 0 0 0

138 249 Unspecified Cyclohexylamine 0000108-91-8 o - - - 0 1 0

139 250 Unspecified Cyfluthrin 0068359-37-5 o o o - 0 0 0

140 251 Unspecified Cypermethrin 0052315-07-8 o o o o 0 0 0

141 252 Unspecified DDT & its  metabolites 0000050-29-3 o o o - 1 0 1

142 253 Unspecified Deltamethrin 0052918-63-5 o o o - 0 0 0

143 254 Unspecified Di-2-ethylhexyl  adiphate 0000103-23-1 - - - - 0 0 0

144 255 Unspecified Diammonium  peroxodisulfate 0007727-54-0 - - - - 0 0 1

145 256 Unspecified Diazenedicarboxamide 0000123-77-3 - - - - 0 0 0

146 257 Unspecified Dichlorvos (디클로르보스  유제) 0000062-73-7 - o - o 1 0 1

147 258 Unspecified Dicofol 0000115-32-2 - - - - 0 0 0

148 259 Unspecified Dieldrin 0000060-57-1 o - - - 0 0 1

149 260 Unspecified Diglyme 0000111-96-6 o - - - 0 2 0

150 261 Unspecified Dimethylformamide 0000068-12-2 o - - - 0 2 0

151 262 Unspecified

Diphenyl methane  

diisocyanate; (MDI; Methylene 

diphenyldiisocyanate)

0000101-68-8 - - - - 0 0 1

152 263 Unspecified Dipotassium  peroxodisulfate 0007727-21-1 - - - - 0 0 0

153 264 Unspecified Disodium disulphite 0007681-57-4 - - - - 0 0 0

154 265 Unspecified Endosulfan (엔도설판 유제) 0000115-29-7 - - - - 0 0 1

155 266 Unspecified Endosulfan sulfate 0001031-07-8 - - - - 0 0 0

156 267 Unspecified Endrin 0000072-20-8 o - - - 0 0 1

157 268 Unspecified Ethylene glycol 0000107-21-1 o - - - 0 0 0

158 269 Unspecified Ethylene oxide 0000075-21-8 o - - - 3 0 0

159 270 Unspecified
Ethylparathion  (파라티온에틸 

유제)
0000056-38-2 - - - - 0 0 1

160 271 Unspecified Fenvalerate 0051630-58-1 - - - - 0 0 0

161 272 Unspecified Fonofos 0000944-22-9 - - - -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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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273 Unspecified Formaldehyde 0000050-00-0 o - - - 3 0 1

163 274 Unspecified GTG  (Glycerylthioglycolate) 0014974-53-9 - - - - 0 0 1

164 275 Unspecified Gum rosin ; Rosin 0008050-09-7 - - - - 0 0 1

165 276 Unspecified Heptachlor 0000076-44-8 o - - - 1 0 0

166 277 Unspecified Heptachlor epoxide 0001024-57-3 - - - - 0 0 1

167 278 Unspecified Hexachlorobenzene 0000118-74-1 o o o o 1 0 1

168 279 Unspecified Hexachlorocyclohexane 0000608-73-1 o - - - 0 0 1

169 280 Unspecified
Hexamethylenetetramine  

;Hexamine
0000100-97-0 - - - - 0 0 1

170 281 Unspecified Hexane 0000110-54-3 o - - - 0 1 0

171 282 Unspecified Hydrogen chloride 0007647-01-0 o - - - 0 0 0

172 283 Unspecified Iron dichloride 0007758-94-3 - - - - 0 0 0

173 284 Unspecified Isophorone 0000078-59-1 o - - - 0 0 0

174 285 Unspecified Isophorone  diisocyanate 0004098-71-9 - - - - 0 0 1

175 286 Unspecified Malathion 0000121-75-5 - o - o 0 0 1

176 287 Unspecified Metalaxyl, Subdue 0057837-19-1 - - - - 0 0 0

177 288 Unspecified Methanol (methyl  alcohol) 0000067-56-1 o - - - 0 0 0

178 289 Unspecified Methomyl (메토밀 수화제/액제) 0016752-77-5 - - - - 0 0 1

179 290 Unspecified Methoxychlor 0000072-43-5 - - - - 0 0 0

180 291 Unspecified Methyl ethyl  ketone;MEK 0000078-93-3 o - - - 0 0 0

181 292 Unspecified Methylenebis  (thiocyanate) 0081210-01-7 - - - - 0 0 0

182 293 Unspecified Metribuzin 0021087-64-9 - - - - 0 0 0

183 294 Unspecified
N-(1-ethylpropyl)-2,6-dinitro-3

,4-xylidine;Pendimethalin
0040487-42-1 - - - - 0 0 0

184 295 Unspecified
N-(2-Aminoethyl)-1,2-ethanedi

amine;Diethylenetriamine
0000111-40-0 o - - - 0 0 1

185 296 Unspecified n-butylbenzene 0000104-51-8 - - - - 0 0 0

186 297 Unspecified Nitrofen 0001836-75-5 o - - - 1 2 0

187 298 Unspecified o-Anisidine;  ortho-Anisidine 0000090-04-0 o - - - 1 0 0

188 299 Unspecified Octachlorostyrene 0029082-74-4 - - - - 0 0 0

189 300 Unspecified o-Toluidine 0000095-53-4 o - - - 3 0 0

190 301 Unspecified Oxychlordane 0027304-13-8 - o o o 0 0 1

191 302 Unspecified p-(Dimethylamino)azobenzene 0077126-00-2 - - - - 0 0 0

192 303 Unspecified
p-Chloroaniline;  

para-Chloroaniline
0000106-47-8 o - - - 1 0 0

193 304 Unspecified PCP  (pentachlorophenol) 0000087-86-5 o o o - 0 0 1

194 305 Unspecified

Permathrine  (Permethrin) 

(3-(2,2-Dichloroethenyl)-2,2-di

methyl-cyclopropanecarboxylic  

acid 

0052645-53-1 o o o o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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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phenoxyphenyl)methylester)

195 306 Unspecified Phenol 0000108-95-2 o - - - 0 0 0

196 307 Unspecified Phorate 0000298-02-2 - o - o 0 0 1

197 308 Unspecified p-Methylaminophenol  sulfate 0000055-55-0 - - - - 0 0 0

198 309 Unspecified Potassium dichromate 0007778-50-9 - - - - 0 2 1

199 310 Unspecified Potassium hydroxide 0001310-58-3 o - - - 0 0 0

200 311 Unspecified Propylene glycol 0000057-55-6 o - - - 0 0 0

201 312 Unspecified
SLES (Sodium lauryl  ethylene 

sulfate)
0068585-34-2 - - - - 0 0 1

202 313 Unspecified SLS (Sodium lauryl  sulfate) 0000151-21-3 - - - - 0 0 1

203 314 Unspecified Sodium hydroxide 0001310-73-2 o - - - 0 0 0

204 315 Unspecified
Sodium monofluoride  (sodium 

fluoride)
0007681-49-4 o - - - 0 0 0

205 316 Unspecified Sulfuric acid 0007664-93-9 o - - - 0 0 0

206 317 Unspecified Symazine 0000122-34-9 - - - - 0 0 0

207 318 Unspecified Tartrazine 0001934-21-0 - - - - 0 0 1

208 319 Unspecified Terbufos 0013071-79-9 - o - o 0 0 1

209 320 Unspecified
tert-Butyl-4-hydroxyanisole;  

BHA; Butylated hydroxyanisole
0025013-16-5 o - - - 1 0 0

210 321 Unspecified

Tetramethyl  

thioperoxydicarbonic 

aciddiamide ; 

Tetramethylthiuram 

disulfide,Thiram

0000137-26-8 - - - - 0 0 1

211 322 Unspecified

TMPD-DIB(2,2,4-trimethyl-1,3

-pentanedioldiisobutyrate,  

TXIB)

0006846-50-0 - - - - 0 0 1

212 323 Unspecified

TMPD-MIB(2,2,4-trimethyl-1,3

-pentanediolmonoisobutyrate,  

Texanol)

0080525-37-7 - - - - 0 0 1

213 324 Unspecified
Toxaphene  (Polychlorinated 

camphenes)
0008001-35-2 o - - - 1 0 0

214 325 Unspecified trans-chlordane 0005103-74-2 - - - - 0 0 1

215 326 Unspecified trans-nonachlor 0039765-80-5 - o o o 0 0 1

216 327 Unspecified
Tri(2-chloroethyl)  phosphate; 

TCEP
0000306-52-5 - - - - 0 0 0

217 328 Unspecified Triflualin 0001582-09-8 - - - - 0 0 0

218 329 Unspecified Tri-o-cresyl  phosphate 0000078-30-8 o - - - 0 0 0

219 330 Unspecified Triphenyl phosphate 0000115-86-6 o - - - 0 0 0

220 331 Unspecified
Tris(2,3-dibromopropyl)  

phosphate
0000126-72-7 o - - - 2 0 0

221 332 Unspecified Turpentine oil 0008006-64-2 o - - - 0 0 1

222 333 Unspecified Vinclozoline 0050471-44-8 - - - - 0 2 0

223 334 Unspecified Acidmists,stronginorganic  NA - - - - 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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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335 Unspecified

Benzidine, dyes  metabolized 

to (NB: Overall evaluation 

upgraded to Group 1 based 

on  mechanistic and other 

relevant data)

NA - - - - 3 0 0

225 336 Unspecified

Bis(chloromethyl)ether;  

chloromethyl methyl ether 

(technical-grade)

0000542-88-1 - - - - 3 0 0

226 337 Unspecified Coal-tarpitch  0065996-93-2 - - - - 3 0 0

227 338 Unspecified Engine exhaust,  diesel NA - - - - 3 0 0

228 339 Unspecified Erionite  0066733-21-9 - - - - 3 0 0

229 340 Unspecified Leatherdust  NA - - - - 3 0 0

230 341 Unspecified
Mineraloils,untreatedormildlytrea

ted  
NA o - - - 3 0 0

231 342 Unspecified Shaleoils  0068308-34-9 - - - - 3 0 0

232 343 Unspecified
Silicadust,crystalline,intheformo

fquartzorcristobalite  
0014808-60-7 - - - - 3 0 0

233 344 Unspecified
Soot(asfoundinoccupationalexp

osureofchimneysweeps)  
NA - - - - 3 0 0

234 345 Unspecified Sulfurmustard  0000505-60-2 - - - - 3 0 0

235 346 Unspecified Wooddust  NA - - - - 3 0 0

236 347 Unspecified

Bitumens,  occupational 

exposure to oxidized bitumens 

and their emissions during 

roofing

0064742-93-4 - - - - 2 0 0

237 348 Unspecified Chloral  0000075-87-6 - - - - 2 0 0

238 349 Unspecified Chloralhydrate  0000302-17-0 - - - - 2 0 0

239 350 Unspecified

 alpha-Chlorinated  toluenes 

(benzal chloride, 

benzotrichloride, benzyl 

chloride) and benzoyl  chloride 

(combined exposures)

0000098-87-3 - - - - 2 0 0

240 351 Unspecified 4-Chloro-ortho-toluidine 0000095-69-2 - - - - 2 0 0

241 352 Unspecified Creosotes  0008001-58-9 - - - - 2 0 0

242 353 Unspecified

Cyclopenta[cd]pyrene  (NB: 

Overall evaluation upgraded to 

Group 2A with supporting 

evidence from  other relevant 

data)

0027208-37-3 - - - - 2 0 0

243 354 Unspecified

 Dibenz[a,j]acridine  (NB: 

Overall evaluation upgraded to 

Group 2A with supporting 

evidence from  other relevant 

data)

0000224-42-0 - - - - 2 0 0

244 355 Unspecified
Dibenz[a,h]anthracene  (NB: 

Overall evaluation upgraded to 
0000053-70-3 - - - - 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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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2A with supporting 

evidence from  other relevant 

data)

245 356 Unspecified

Dibenzo[a,l]pyrene  (NB: 

Overall evaluation upgraded to 

Group 2A with supporting 

evidence from  other relevant 

data)

0000191-30-0 - - - - 2 0 0

246 357 Unspecified

Diethyl sulfate (NB:  Overall 

evaluation upgraded to Group 

2A with supporting evidence 

from other  relevant data)

0000064-67-5 - - - - 2 0 0

247 358 Unspecified

 Dimethylcarbamoyl  chloride 

(NB: Overall evaluation 

upgraded to Group 2A with 

supporting  evidence from 

other relevant data)

0000079-44-7 - - - - 2 0 1

248 359 Unspecified

1,2-Dimethylhydrazine  (NB: 

Overall evaluation upgraded to 

Group 2A with supporting 

evidence from  other relevant 

data)

0000540-73-8 - - - - 2 0 1

249 360 Unspecified

 Dimethyl sulfate  (NB: Overall 

evaluation upgraded to Group 

2A with supporting evidence 

from  other relevant data)

0000077-78-1 - - - - 2 0 0

250 361 Unspecified

Epichlorohydrin (NB:  Overall 

evaluation upgraded to Group 

2A with supporting evidence 

from other  relevant data)

0000106-89-8 - - - - 2 0 1

251 362 Unspecified Ethylcarbamate(Urethane)  0000051-79-6 - - - - 2 0 0

252 363 Unspecified

Glycidol (NB: Overall  

evaluation upgraded to Group 

2A with supporting evidence 

from other relevant  data)

0000556-52-5 - - - - 2 2 0

253 364 Unspecified

 Indium phosphide  (NB: 

Overall evaluation upgraded to 

Group 2A)

0022398-80-7 - - - - 2 0 0

254 365 Unspecified

IQ  

(2-Amino-3-methylimidazo[4,5

-f]quinoline) (NB: Overall 

evaluation upgraded to  Group 

2A with supporting evidence 

from other relevant data)

0076180-96-6 - - - - 2 0 0

255 366 Unspecified

 5-Methoxypsoralen  (NB: 

Overall evaluation upgraded to 

Group 2A with supporting 

evidence from  other relevant 

data)

0000484-20-8 - - - - 2 0 0

256 367 Unspecified Methyl  methanesulfonate (NB: 0000066-27-3 - - - - 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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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all evaluation upgraded to 

Group 2A with supporting  

evidence from other relevant 

data)

257 368 Unspecified

N-Methyl-N´-nitro-N-nitrosogu

anidine  (MNNG) (NB: Overall 

evaluation upgraded to Group 

2A with supporting evidence  

from other relevant data)

0000070-25-7 - - - - 2 0 0

258 369 Unspecified

Nitrate or nitrite  (ingested) 

under conditions that result in 

endogenous nitrosation

NA o - - - 2 0 0

259 370 Unspecified 6-Nitrochrysene  0007496-02-8 - - - - 2 0 0

260 371 Unspecified 1-Nitropyrene 0005522-43-0 - - - - 2 0 0

261 372 Unspecified

N-Nitrosodiethylamine  (NB: 

Overall evaluation upgraded to 

Group 2A with supporting 

evidence from  other relevant 

data)

0000055-18-5 - - - - 2 0 0

262 373 Unspecified

N-Nitrosodimethylamine  (NB: 

Overall evaluation upgraded to 

Group 2A with supporting 

evidence from  other relevant 

data)

0000062-75-9 o - - - 2 0 1

263 374 Unspecified

2-Nitrotoluene (NB:  Overall 

evaluation upgraded to Group 

2A with supporting evidence 

from other  relevant data)

0000088-72-2 - - - - 2 1 1

264 375 Unspecified

Styrene-7,8-oxide  (NB: 

Overall evaluation upgraded to 

Group 2A with supporting 

evidence from  other relevant 

data)

0000096-09-3 - - - - 2 0 0

265 376 Unspecified 1,2,3-Trichloropropane  0000096-18-4 - - - - 2 2 0

266 377 Unspecified

Vinyl bromide (NB:  (1) Overall 

evaluation upgraded to Group 

2A based on mechanistic and 

other  relevant data; (2) For 

practical purposes, vinyl 

bromide should be considered  

to act similarly to the human 

carcinogen vinyl chloride.)

0000593-60-2 - - - - 2 0 0

267 378 Unspecified

Vinyl fluoride (NB:  (1) Overall 

evaluation upgraded to Group 

2A based on mechanistic and 

other  relevant data; (2) For 

practical purposes, vinyl 

fluoride should be  considered 

to act similarly to the human 

0000075-02-5 - - - - 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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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cinogen vinyl chloride.)

268 379 Unspecified
Octylphenols,  

4-tert-pentylphenol
0027193-28-8 - - - - 0 0 0

269 380 Unspecified Octylphenols 0001806-26-4 o - - - 0 0 0

270 381 Unspecified 4-tert-pentylphenol 0000080-46-6 - - - - 0 0 0

271 382 Unspecified
[[1,1'-Biphenyl]4,4'-diolpolym

erwith(chloromethyl)oxirane 
0071296-97-4 - - - - 0 0 0

272 383 Unspecified N-Phenyl-1-naphthalamine 0000090-30-2 - - - - 0 0 1

273 384 Unspecified

[4,4'-(1-Methylethylidene)  

bisphenol polymer with 

(chloromethyl)oxirane

0025068-38-6 - - - - 0 0 0

274 385 Unspecified
2-Chloro-5-(chloromethyl)pyrid

ine
0070258-18-3 - - - - 0 0 0

275 386 Unspecified

2,5-Di-tert-  

butyl-1,4-phenylenebis(oxymet

hylene)bisoxirane

0064777-22-6 - - - - 0 0 0

276 387 Unspecified
Hexabromocyclododecane  

(HBCD)
0025637-99-4 o - - - 0 0 0

277 388 Unspecified Hexabromocyclododecane 0003194-55-6 - - - - 0 0 0

278 389 Unspecified

4,4'-Carbonylbis-1,2-benzened

icarboxylic  acid compd. with 

2-methyl-1H-imidazole(1:2)

0172140-94-2 - - - - 0 0 0

279 390 Unspecified 3-Methoxybutyl  chloroformate 0075032-87-0 - - - - 0 0 0

280 391 Unspecified Nitrilotriacetic acid 0000139-13-9 - - - - 1 0 0

281 392 Unspecified

Octahydro-4,7-methano-1H-in

den-5-yl2-methyl2-propenoate

polymerwithoxiranylmethyl2-met

hyl-2-propenoate 

0147814-52-6 - - - - 0 0 0

282 393 Unspecified

Oxiranylmethyl  

2-methyl-2-propenoate 

polymer with ethenylbenzene

0025167-42-4 - - - - 0 0 0

283 394 Unspecified 3,3'-Dihydroxybenzidine 0002373-98-0 - - - - 0 0 0

284 395 Unspecified
4,4'-Methylenebis[3-methylben

zenamine]
0000097-28-9 - - - - 0 0 0

285 396 Unspecified Glycidyl butyrate 0002461-40-7 - - - - 0 0 0

286 397 Unspecified Glycidyl butyrate 0065031-96-1 - - - - 0 0 0

287 398 Unspecified Glycidyl butyrate 0060456-26-0 - - - - 0 0 0

288 399 Unspecified
1,1,2,2-(4,4',4'',4'''-Tetraglyci

dyloxyphenyl)ethane
0007328-97-4 - - - - 0 0 0

289 400 Unspecified Adamantoic acid 0000828-51-3 - - - - 0 0 0

290 401 Unspecified p-Toluenesulfonylhydrazide 0001576-35-8 - - - - 0 0 0

291 402 Unspecified

Formaldehyde polymer  with 

1,4-bis(chloromethyl)benzene 

and 2-naphthalenol glycidyl 

ether

0868395-51-1 - - - - 0 0 0

292 403 Unspecified N'-(4-Chlorophenyl)-N,N-dimet 0000150-68-5 - - - -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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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404 Unspecified

Reaction product of  

1,4-dihydro-9,10-anthracenedi

ol and (chloromethyl)oxirane

NA - - - - 0 0 0

294 405 Unspecified 1,4-Dichloro-2-nitrobenzene 0000089-61-2 - - - - 0 0 0

295 406 Unspecified
Glycidyl  

3-nitrobenzenesulfonate
0152333-94-3 - - - - 0 0 0

296 407 Unspecified
Glycidyl  

3-nitrobenzenesulfonate
0115314-17-5 - - - - 0 0 0

297 408 Unspecified
Glycidyl  

3-nitrobenzenesulfonate
0115314-14-2 - - - - 0 0 0

298 409 Unspecified
Bis(isopropylsulfonyl)diazometh

ane
0138529-83-6 - - - - 0 0 0

299 410 Unspecified

2-Methyl-α-[2-[[(propylsulfony

l)oxy]imino]-3(2H)-thienylidene

]benzeneacetonitrile

0852246-55-0 - - - - 0 0 0

300 411 Unspecified

2-Hydroxy-3-[4-[4-(oxiranylm

ethoxy)benzyl]phenoxy]propylm

ethacrylate

0313353-89-8 - - - - 0 0 0

301 412 Unspecified

ε-Caprolactone  

tris(2-hydroxyethyl) 

isocyanurate triacrylate

0106556-00-7 - - - - 0 0 0

302 413 Unspecified
2,2'-[Thiobis(methylene)]bisthii

rane
0188829-97-2 - - - - 0 0 0

303 414 Unspecified
2,2'-[Ethylidenebis(4,1-phenyle

neoxymethylene)]bisoxirane
0098460-24-3 - - - - 0 0 0

304 415 Unspecified

1,1,1,2,3,3-Hexafluoro-4-(1,1,

2,3,3,3-hexafluoropropoxy)pent

ane

NA - - - - 0 0 0

305 416 Unspecified

1-Methyl-4-(4-methyl-3-pente

nyl)-3-cyclohexene-1-carboxal

dehyde

0052475-86-2 - - - - 0 0 0

306 417 Unspecified
2-Methyl-4,6-bis(trichlorometh

yl)-1,3,5-triazine
0000949-42-8 - - - - 0 0 0

307 418 Unspecified

Cyanomethyl  

N-[4-[(2-bromo-6-cyano-4-n

itrophenyl)azo]-3-methylphenyl

]-N-ethyl-β-alaninate

0850545-42-5 - - - - 0 0 0

308 419 Unspecified

Formaldehyde polymer  with 

2-methylphenol and 

2-methoxynaphthalene, glycidyl 

ethers

0944410-31-5 - - - - 0 0 0

309 420 Unspecified

Cyanomethyl  

N-[5-(acetylamino)-4-[(2-bro

mo-4,6-dinitrophenyl)azo]-2-

methoxyphenyl]-N-ethyl-β-ala

ninate

0850546-74-6 - - - - 0 0 0

310 421 Unspecified 2-(Phenylthio)ethyl  acrylate 0095175-38-5 - - - - 0 0 0

311 422 Unspecified
Diallyl  

2,2'-biphenyldicarboxylate
0051256-00-9 - - - -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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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423 Unspecified Di-tert-pentyl  peroxide 0010508-09-5 - - - - 0 0 0

313 424 Unspecified
2,4-Bis(1,1-dimethylethyl)phen

yl  diphenyl phosphorate
1029010-66-9 - - - - 0 0 0

314 425 Unspecified

Sodium  

1-amino-9,10-dihydro-9,10-di

oxo-4-[[3-[(1-oxopropyl)amin

o]phenyl]amino]-2-anthracene

sulfonate

0089923-62-6 - - - - 0 0 0

315 426 Unspecified
2,4,4,7-Tetramethyl-6-octen-3

-one
0074338-72-0 - - - - 0 0 0

316 427 Unspecified

N-[4-[[[3-(Dimethylamino)pro

pyl]amino]sulfonyl]phenyl]-  

2-[2-(2-methoxy-4-nitrophenyl

)diazenyl]-3-oxobutanamide

1065519-44-9 - - - - 0 0 0

317 428 Unspecified 1-Imidazolidineethanol 0077215-47-5 - - - - 0 0 0

318 429 Unspecified 1-Pyrenol 0005315-79-7 - - - - 0 0 0

319 430 Unspecified

3-[[4-[4,6-Bis(trichloromethyl)

-1,3,5-triazin-2-yl]phenyl]thio]

propanoic  acid

0381731-78-8 - - - - 0 0 0

320 431 Unspecified
1,1'-(1,2-Ethanediyl)bisbenzen

e,  brominated
1092834-40-6 - - - - 0 0 0

321 432 Unspecified
N-[[(Tetrahydro-2-furanyl)met

hoxy]methyl]-2-propenamide
0124702-29-0 - - - - 0 0 0

322 433 Unspecified
[3-(2,3-Epoxypropoxy)propyl]  

diethoxymethylsilane
0002897-60-1 - - - - 0 0 0

323 434 Unspecified
3,6,9-Triethyl-3,6,9-trimethyl-

1,2,4,5,7,8-hexoxonane
0024748-23-0 - - - - 0 0 0

324 435 Unspecified 1,4-Diethoxynaphthalene 0027294-37-7 - - - - 0 0 0

325 436 Unspecified

cis-4-[3-(p-tert-Butylphenyl)-

2-methylpropyl]-2,6-dimethylm

orpholine

0067564-91-4 - - - - 0 1 0

326 437 Unspecified Malonic acid,  dihydrazide 0003815-86-9 - - - - 0 0 0

327 438 Unspecified
(8-Quinolinolato-κN1,κO8)lithiu

m
0850918-68-2 - - - - 0 0 0

328 439 Unspecified (4Z)-4-Dodecenenitrile 1071801-01-8 - - - - 0 0 0

329 440 Unspecified

N-[3-[[[3'-Formyl-2'-hydroxy

[1,1'-binaphthalen]-2-yl]oxy]

methyl]phenyl]-N'-(4-methylph

enyl)urea

NA - - - - 0 0 0

330 441 Unspecified

Mixture of ethyl  2-ethyl- 

6,6-dimethyl-2-cyclohexene-1

-carboxylate(57934-97-1) and 

ethyl  

2,3,6,6-tetramethyl-2-cyclohex

ene-1-carboxylate(77851-07-1

)

NA - - - - 0 0 0

331 442 Unspecified 2-[4-(9,10-Di-2-naphthalenyl- 0561064-11-7 - - - -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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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443 Unspecified 2-Bromonaphthalene 0000580-13-2 - - - - 0 0 0

333 444 Unspecified

1,3,5-Tri-2-propenyl-1,3,5-tria

zine-2,4,6(1H,3H,5H)-trione  

polymer with 

2,4,6,8-tetramethylcyclotetrasil

oxane,  

Si-[3-(2-oxiranylmethoxy)propy

l] derivs.

1245808-06-3 - - - - 0 0 0

334 445 Unspecified
데메톤-에스-메틸 유제  

Demeton-S-methyl
0000919-86-8 - - - - 0 0 1

335 446 Unspecified
마그네슘포스파이드 훈증제  

Magnesium phosphide
0012057-74-8 - - - - 0 0 0

336 447 Unspecified
메타미도포스 액제  

Methamidophos
0010265-92-6 - - - - 0 0 1

337 448 Unspecified 메티다티온 유제 Methidathion 0000950-37-8 - - - - 0 0 1

338 449 Unspecified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제 Methyl  

bromide
0000074-83-9 - - - - 0 0 0

339 450 Unspecified
모노크로토포스 액제  

Monocrotophos
0006923-22-4 - - - - 0 0 1

340 451 Unspecified 벤퓨라카브 유제 Benfuracarb 0082560-54-1 - - - - 0 1 1

341 452 Unspecified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  

Aluminium phosphide
0020859-73-8 - - - - 0 0 0

342 453 Unspecified 오메토에이트 액제 Omethoate 0001113-02-6 - - - - 0 0 1

343 454 Unspecified

이피엔 유제 EPN (O-Ethyl  

O-(4-nitrophenyl) 

phenylphosphonothioate)

0002104-64-5 - - - - 0 0 1

344 455 Unspecified 트리아조포스 유제 Triazophos 0024017-47-8 - - - - 0 0 1

345 456 Unspecified 포스파미돈 액제 Phosphamidon 0013171-21-6 - - - -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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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 
독성

매체 
순위

1 기타 
유기화합물

아크릴
아마이드 Acrylamide 0000079-06-1 2 1 0 12

2 기타 
유기화합물 비스페놀 A Bisphenol A (BPA) 0000080-05-7 0 1 1 5

3 금속 안티몬 Antimony 
& its  compounds 0007440-36-0 0 0 0 27

4

금속 비소 Arsenic, inorganic 물질군 3 0 0 23

금속 비소 Arsenobetaine 0064436-13-1 0 0 0 27

금속 비소 Dimethylarsinic Acid  
(Dimethylarsonic acid) 0000075-60-5 1 0 0 27

5 금속 바륨 Barium 
& its  compounds 물질군 0 0 0 13

6 금속 카드뮴 Cadmium 
& its  compounds 0007440-43-9 3 1 1 4

7 금속 코발트 Cobalt 
& its  compounds 0007440-48-4 2 0 1 27

8 금속 구리 Copper 
& its  compounds 0007440-50-8 0 0 0 19

9 금속 납 Lead 
& its  compounds 0007439-92-1 2 0 1 3

10 금속 수은 Mercury 
& its  compounds 물질군 0 0 1 6

11 금속 니켈 Nickel 
& its  compounds 물질군 3 0 1 13

12 금속 셀레늄 Selenium 
& its  compounds 물질군 0 0 0 16

13 금속 아연 Zinc 
& its  compounds 물질군 0 0 0 8

14 프탈레이트 프탈레이트
Butyl benzyl  
phthalate
(BBzP; BBP)

0000085-68-7 0 2 1 27

3) 1차 후보물질 선정 결과
최종 물질 선정에 앞서 2~3배수의 후보물질을 선정하여 사회적 관심도를 조사
한 결과 총 30종의 개별물질 및 물질군이 선정되었음. 각 물질 혹은 물질군에 
대한 매체 순위 결과는 <표 3>과 같음. 사회적 관심도가 높을수록 매체 순위는 
낮게 부여됨. 발암성과 생식발달독성의 점수는 높을수록 독성이 높으며, 면역독
성이 있는 경우는 1점 확인된 바가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하였음

<표 3> 서울시 우선관리대상 1차 후보물질 3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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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탈레이트 프탈레이트
Di-2-ethylhexyl  
phthalate
(DEHP)

0000117-81-7 1 2 1 9

프탈레이트 프탈레이트 Dibutyl phthalate
(DBP; DnBP) 0000084-74-2 0 2 1 19

프탈레이트 프탈레이트 Diethyl phthalate
(DEP) 0000084-66-2 0 0 1 23

프탈레이트 프탈레이트 Di-n-octyl phthalate
(DOP; DnOP) 0000117-84-0 0 0 1 23

15 휘발성
유기화합물 벤젠 Benzene 0000071-43-2 3 0 1 1

16 휘발성
유기화합물 에틸벤젠 Ethyl benzene 0000100-41-4 1 0 0 11

17 휘발성
유기화합물 스타이렌 Styrene 0000100-42-5 1 0 1 9

18 휘발성
유기화합물 톨루엔 Toluene 0000108-88-3 0 1 1 2

19 휘발성
유기화합물 자일렌 Xylene 0001330-20-7 0 0 1 7

20 PAHs 다핵방향족
탄화수소 Naphthalene 0000091-20-3 1 0 0 19

21

PBBs 브롬화
난연제

2,2’,4,4’,5,5’-Hex
abromo-biphenyl
(PBB 153)

0059080-40-9 0 0 1 27

PBDEs 브롬화
난연제

2,4,4’-Tribromo
-diphenyl ether
(BDE 28)

0041318-75-6 0 0 0 27

PBDEs 브롬화
난연제

2,2’,4,4’-Tetrabrom
o-diphenyl ether
(BDE 47)

0005436-43-1 0 0 0 27

PBDEs 브롬화
난연제

2,2’,4,4’,5-Pentabro
mo-diphenyl ether
(BDE 99)

0060328-60-9 0 0 0 27

PBDEs 브롬화
난연제

2,2’,4,4’,6-Pentabro
mo-diphenyl ether
(BDE 100)

0189084-64-8 0 0 0 27

PBDEs 브롬화
난연제

2,2’,4,4’,5,5’-Hex
abromo-diphenyl ether
(BDE 153)

0068631-49-2 0 0 0 27

22 살충제 헥사클로로
벤젠 Hexachlorobenzene 0000118-74-1 1 0 1 27

23 살충제 펜타클로로
페놀

Pentachlorophenol
(PCP) 0000087-86-5 0 0 1 27

24 살충제 퍼메트린 Permathrine
(Permethrin) 0052645-53-1 0 0 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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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살충제 싸이플루트린 Cyfluthrin 0068359-37-5 0 0 0 27

26 살충제 싸이퍼메트린 Cypermethrin 0052315-07-8 0 0 0 16

27 살충제 DDT DDT & its  
metabolites 0000050-29-3 1 0 1 23

28 살충제 델타메트린 Deltamethrin 0052918-63-5 0 0 0 27

29 트리할로
메탄

브로모
디클로로메탄 Bromodichloromethane 0000075-27-4 1 0 0 16

30 트리할로
메탄

트리클로로
메탄

Trichloromethane  
(Chloroform) 0000057-57-8 1 0 1 13

4) 전문가 집단 의견 수렴
(1) 2차 후보물질 작성

2차 후보물질 10 종을 작성함(<표 4> 참조)
<표 4> 서울시 우선관리대상 2차 후보물질 10종

번호 물질명 번호 물질명

1 벤젠 6 비스페놀A

2 납 7 프탈레이트

3 디젤배출입자 8 톨루엔

4 석면 9 수은

5 폼알데하이드 10 카드뮴

(2) 전문가 집단 의견 수렴 결과

연구진과 자문위원, 학회, 시민단체에 2차 후보물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새
로 추가할 필요성이 제시된 물질은 모두 14종이었고 삭제를 제안한 물질은 6종이
었음(<표 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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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전문가 집단 의견 수렴 시 신규 추가 및 삭제 제안된 물질

번호 추가 필요 번호 삭제 필요

1 라돈 1 납

2 PAHs 2 벤젠

3 PFCs 3 비스페놀 A

4 트리클로산 4 프탈레이트

5 난연제 4 카드뮴

6 간접흡연 5 수은

7 미세먼지 6 톨루엔

8 pyrethroid

9 농약

10 다이옥신

11 POPs

12 우라늄

13 이산화질소

14 이산화탄소

<표 5>에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서울시에서의 저감 대책 방안 마련 실
현가능성을 검토하고, 사회적 관심도를 반영한 결과 총 14 종의 물질을 선정하
였음. 이 물질 목록을 대상으로 후보물질 선정을 위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
수렴을 거쳤음(2013년 7월 17일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공청회)
최종적으로 선정된 물질은 12종이었으며, 여기에는 7 종의 발암물질과 5 종의 
내분비계교란물질이 포함됨

5) 최종 12대 우선관리대상 유해물질
서울시의 12대 우선관리대상 유해물질 최종 목록과 선정 근거는 다음과 같음(유
해물질의 물질별 정보는 부록의 물질별 Fact Sheet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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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7대 발암물질

❏ 디젤배출입자
디젤배출입자(diesel engine exhausts, DEPs)는 최근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
암성(Group 1) 물질로 지정된 물질임. DEPs는 디젤 엔진차량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미세입자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을 포함하는데 이 중 발암물질
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최근 인정된 것. 서울시는 국내에서 교통량과 인구밀도를 
고려하였을 때 교통 문제의 해결을 통한 건강 증진 사업은 중요한 사안임
❏ 폼알데하이드
폼알데하이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Group 1) 발암성 물질임. 실내 공
간의 규제 방안은 기존에 마련되어 있지만, 여전히 가구나 살충제 등의 일상생활 
환경에서의 노출원에 대한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석면
석면은 국제암연구소 지정 1급 발암성(Group 1) 물질이며, 석면 노출관리를 위
한 여러 법규와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서울시에서 재개발과 건물 내부공
사 등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한 노출 가능성이 있음.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노
출관리 및 위해성평가를 위한 관리 체계가 필요함
❏ 라돈
라돈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성 물질임. 지하 공간 등 일상생활에
서 노출이 가능하지만 일반 주택의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그러므로 
주택 매매시 라돈 측정 의무화 등의 새로운 관리 방안이 필요함
❏ 납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2급(Group 2A) 발암성 물질. 발암성 이외에도 면역독성
을 유발하며, 특히 어린이의 발달이나 신경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 알려
져 있음. 최근에는 어린이 장난감이나 학용품 등에서 기준 초과 사례가 빈번히 발
생함. 건강상 민감계층인 어린이의 건강 보호를 위해 서울시 내에서 유통되는 제
품 등에 대한 관리기준 강화와 저감 방안 마련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벤젠
백혈병을 유발하는 등 1급 발암성 물질. 면역독성이 있음. 최근 건강음료나 가정
용 살충제 스프레이 등에서도 검출되면서 생활환경 중 노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
져 적절한 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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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핵방향족탄화수소(Polyaromatic hydrocarbons, PAHs)
다핵방향족탄화수소 중 벤조[a]피렌(benzo[a]pyrene)은 국제암연구소 지정 1급 
발암성 물질. PAHs는 자동차 매연이나 식품을 조리하는 경우 등에서 발생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노출될 수 있음. 적절한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함

(2) 서울시 5대 환경호르몬(내분비계교란물질)

❏ 과불화화합물(perfluorinated compounds)
과불화화합물 중 PFOS(perfluorooctanesulfonic acid) 혹은 PFOA(perfluorooctanoic 
acid)은 내분비계장애물질임. 체내 반감기가 수년에 이르는 등 건강영향 우려가 커서 
적절한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함 
❏ 트리클로산
트리클로산은 항균제로 사용되는 물질로써, 갑상선 질환과 암 등을 유발할 가능
성이 있어 최근 여러 나라에서 사용 규제가 진행되고 있는 물질임. 생활용품 중 
다양항게 사용되고 있어 노출 저감을 위한 실천적 방법 제공이 필요함. 트리클로
산의 사용 규제와 대체물질 사용 권고 등의 노출 저감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난연제
브롬계난연제의 발달장애 및 내분비계 교란 등이 우려되어 세계적으로 일부 브
롬계 난연제의 사용이 금지되었음. 국내에서도 decaBDE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
어 노출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함. 적절한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함
❏ 비스페놀 A
유럽연합에서 생식독성 물질로 지정된 물질임. 최근 감열지를 사용한 영수증이나 
유아용 젖병 등을 통한 우려가 증대되면서 국내에서는 젖병(젖꼭지 포함) 제조 
시에는 사용이 금지되었고, 화장품 배합금지 원료로 지정됨. 기존의 유해화학물
질에 비해 정보 전달이 많이 미흡하며, 적절한 관리방안 마련도 부족함
❏ 프탈레이트
프탈레이트는 내분비계장애물질로써 암이나 어린이 발달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각종 어린이 장난감이나 학용품, 인공 향 성분 등 일상생활
에서 흔히 접하는 물질임. 일반 시민들의 노출 위험성이 높음. 프탈레이트 노출 
저감 등 관리가 필요함



Ⅲ. 서울시 우선관리대상 유해물질 
저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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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노출저감 사례 검토

1) 캐나다 환경부 
❏ 관련법안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 우선관리대상 유해물질 목록
Priority Substances List 1 & 2
❏ 목록지정 목적
CEPA 법에 따라, 캐나다 환경부(Environment Canada)와 보건부(Health 
Canada)는 인체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물질을 평가해
야 할 책임이 있음. 이를 위해 CEPA 1999 제 64조에 근거하여 우선관리대상물
질 목록을 작성함으로써 우선적으로 평가해야 할 대상을 선정함. 해당 물질 평가
에는 정보 수집 및 실험 등 물질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평가함
❏ 저감 대책
선정된 물질이 PSL 기준에 부합하며 주로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하고, 잔류성 
및 생체 농축성을 갖고 있는 경우 고위험물질(the most dangerous)로 간주됨. 
이 경우 CEPA 법에 근거하여 실질적 사용 금지(virtual elimination)를 제안할 
수 있음. 고위험 물질을 금지한다는 것은 환경 중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2) 미국 미네소타 주
❏ 관련법안
Toxic Free Kids Act 2009
❏ 우선관리대상 유해물질 목록
Chemicals of High Concern, Priority Chemicals
❏ 목록지정 목적
미네소타 주에서는 우선관리대상물질(Priority Chemicals)의 활용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첫째, 우선관리대상물질(priority chemicals)의 사용을 감소시
키고 더 나아가서는 사용을 폐지 방안에 대해 권고함; 둘째, 더 안전한 대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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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용을 권장함
❏ 저감 대책
미네소타주의 경우 9종의 우선관리대상물질(Priority Chemicals)에 대한 함량 기
준을 정하여 어린이용품 제조업체에게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음(<표 
6> 참조)

<표 6> 노출저감을 위한 현행 세부 기준

물질명(약칭) 규제사항

비스페놀A 
(BPA)

- 2010년 1월 1일부터 어린이용품의 제조업체와 도매업체는 
미네소타 주 내에서 BPA가 함유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않는다.
- 2011년 1월 1일부터 소매업체는 BPA가 함유된 어린이용품을 
판매하지 않는다.(“어린이용품”은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 중 
식품이나 음료를 담는 병이나 컵 등을 의미함.)

카드뮴
2011년 1월 1일부터 어린이 장신구의 표면 코팅이나 플라스틱 
혹은 금속 부품에 포함된 카드뮴은 75 ppm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ASTM 기준 F-963 및 부속서 적용)

브롬화난연제  
(decaBDE)

2013년까지 미국 내 주요 업체(principal companies)를 대상으로 
decaBDE 자발적 생산 및 수입 중단을 실시.

폼알데하이드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목질판상제품(composite wood products)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규제를 도입.  이는 EPA에서 집행.

Hexabromocyclodode
cane (HBCD) 현 규제사항 없음

납 미네소타에서 판매되는 장신구에 납 함유 제한(restriction on 
content)

프탈레이트
(BBP,DBP, DEHP) 어린이용품의 BBP, DBP, DEHP 함량을 0.1% 미만으로 제한

- 현재 진행 중인 저감 대책
· 미네소타 주의 Eaton 상원의원은 2009년 제정된 Toxic Free Kids Act의 개정안인 

Toxic Free Kids Act 2013을 제출하였으며, 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상기 9종의 우선
관리대상물질이 포함된 어린이용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해당 물질의 사용 여부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됨. 또한 주정부에게는 더 안전한 대체물질로 대체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

· 이와 함께 추가적으로 Formaldehyde in Children’s Personal Care Products Act 
(SF357/HF458)과 BPA in Children’s Food Packaging Bill (SF379/HF459)도 함께 
제안되어 우선관리대상물질 9종에 대한 저감 대책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점진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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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워싱턴 주
❏ 관련법안
Children’s Safe Products Act
❏ 우선관리대상 유해물질 목록
Chemicals of High Concern to Children
❏ 저감 대책
워싱턴주의 생태과(Department of Ecology, DOE)의 경우 어린이용품 혹은 부
품 내에 사용되는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저감을 위해 함량 기준을 고시하
고 있음. 이를 위반할 경우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는 벌금이 부과됨. 특정 물질의 
함량 기준 고시 내용은 다음과 같음

 납, 카드뮴 혹은 프탈레이트가 함유된 어린이용품의 제조 및 판매 금지
70.240.020.(1) 조항: 2009년 7월 1일 이후 제조업체, 도매업체 혹은 소매업체는 
다음 기준 이상을 함유한 어린이용품이나 제품 부품을 제조, 판매 및 관련된 유통
행위를 하지 않음

· 본 조항의 세부조항(2)의 예외: 납 중량이 0.009%(90 ppm) 초과
· 카드뮴 중량이 0.004%(40 ppm) 초과
· 개별적으로 혹은 혼합물 형태로 프탈레이트 중량이 0.1%(1000 ppm) 초과
· 70.240.020.(2) 조항: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제조업체 측면에서 실행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DOE는 보건과(department of health)와 합의하여 제조업
체, 도매업체 혹은 소매업체에 납 중량이 0.004%(40 ppm)을 초과하는 어린이용품이
나 어린이용품의 부품의 제조 및 유통을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고우선순위물질이 함유된 어린이용품 고시 의무화
어린이 안전제품법의 section 8(5)에 의거하여 규제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 6개월 
이후부터 어린이용품 제조업체나 유통업체(trade organization on behalf of its 
member manufacturers)는 제품의 고우선순위물질(high priority chemical) 함유 
여부에 대해 워싱턴 생태과에 고시하여야 함. 고시 내용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
어야 함

· 사용되거나 제조되는 화학 물질명 및 CAS 번호
· 제품 자체 혹은 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부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
· 제품 내에서 해당 화학물질의 기능
· 제품 혹은 제품의 부품의 화학물질 함량. 함량은 질량값보다는 범위로 표기.
· 제조 업체명 및 주소와 제조업체의 담당자명, 주소, 연락처
· 제품의 적절한 사용 방법과 관련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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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메인 주
❏ 관련법안
Safer Chemicals in Children’s Products Rules
❏ 우선관리대상 유해물질 목록
Chemicals of High Concern
❏ 목록지정 목적
어린이용품의 화학물질 사용 정보 및 해당 물질 사용으로 인해 노출되는 정도에 
관한 정보의 수집
어린이용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안전성 및 가능한 대체물질에 대한 정보 수집
더 안전한 대체물질이 있음에도 우선관리대상물질을 어린이용품에 고의로 첨가
하여 사용한 경우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

❏ 저감 대책
어린이용품 내 BPA 사용 제한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참고자료 참조)

 적용대상: 메인 주에서 제조 및 유통되는 제품 중 BPA를 의도적으로 첨가한 어
린이용품의 제조업체에 적용

 우선관리대상물질 선정 기준
· 바이오모니터링의 생체시료(제대혈, 모유, 소변 및 신체조직 혹은 체액)에서 검출
· 가정내 먼지 및 실내, 음용수 및 주거환경에서 검출
· 주거환경에 존재하거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생활 용품에 함유된 경우
· 미국 환경청(US EPA)에서 지정한 대용량생산화학물질(high production volume, 

HPV)
· 미국 내 다른 주에서는 BPA가 포함된 제품이나 BPA의 사용이 금지됨

 적용 내용
· 비스페놀A(BPA)가 포함된 일부 제품 카테고리(분유 및 이유식, 장난감, 육아용품

(child-care articles) 및 식기류)에 대한 사용 정보 보고(reporting) 의무 적용. 보고 
내용은 <표 7> 참조.

· BPA가 포함된 일부 제품의 판매 및 유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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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미국 메인 주 BPA 함유 제품 제조업체 보고 항목

　 분유 및 
이유식

장난감, 육아용품 
및 식기류 비고

제조업체명 및 주소 ○ ○ 　

제조업체담당자명
주소/연락처 ○ ○ 　

BPA 함유제품
혹은 부품 크기 　 ○ 　

구강접촉가능여부 　 ○
- 접촉 가능:빨거나 깨물 수 있는 
경우, 한 면이 5cm 미만인 경우
-접촉 불가: 핥기만 가능한 경우

BPA 함유제품설명 ○ ○ 　

메인주 및 미국 내
제품유통량(개수) ○ ○ 　

제품별 BPA 함량 ○ ○ 　

제품별 PC*/ER† 
함량 　 ○ *PC:   polycarbonate

†ER: epoxy resin

제품내 BPA 기능 ○ ○ 　

기타 BPA와
관련된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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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미국 메인 주 BPA 함유 제품의 판매 및 유통 금지 조항
 2012년 1월 1일 이후 의도적으로 BPA가 첨가된 재활용 식품용기 및 음료 용기 판

매 및 유통 금지
 2014년 3월 1일 이후 의도적으로 첨가된 BPA 함량이 최소함량기준 이상으로 함유된 

분유 포장재 판매 및 유통 금지
 2014년 3월 1일 이후 의도적으로 첨가된 BPA 함량이 최소함량기준(de minimis 

level, 100 ppm) 이상으로 함유된 이유식 포장재 판매 및 유통 금지
 

규정 준수 계획안 제출
 어린이용품 내 BPA를 사용하는 제조업체 중 판매 금지 조항에 해당할 경우 다음 내

용이 포함된 규정 준수 계획안(Compliance plan)을 법적 효력일 180일 이전까지 제
출하여야 함.
· 판매 금지 제품 제조업체 해당 여부
· 어린이용품의 판매 중단 혹은 더 안전한 대체물질 사용 계획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항
· 대체물질을 사용할 예정인 경우 대체물질명과 대체 시기
· 판매 및 유통 관련 당사자에게 모두 판매 금지에 대해 고시(고시내용 사본과 발송 

명단 제출; 제조업체로부터 고시 내용 전달받지 못한 소매업자의 경우 판매 금지 
의무에서 예외)

 판매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어린이용품의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는 특정 사용을 위한 
법적 준수 포기(waiver)를 신청할 수 있음. 신청 기한은 관련 조항 법적 효력일 180
일 이전까지로 함.
· 법적 준수 포기가 필요한 어린이용품의 특정 사용처 파악
· 우선관리대상물질을 대체하기 위한 대체물질 검토 사항
· 대체물질 사용 불가 사유 설명
· 우선관리대상물질의 사용의 최소화 위한 단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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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 코네티컷 주
❏ 관련법안
Child Product Safety Act(Connecticut Child Protection Safety Act 2008)
❏ 우선관리대상 유해물질 목록
List of toxic substances, List of safer alternatives
❏ 저감 대책

 어린이용품 중 납 함량 기준 제정 및 기준 불이행 시 해당 제품 금지
· 2011년 7월 1일부터 납의 총 중량 기준으로 100 ppm 을 적용. 단, 그보다 더 적은 

함량 기준 적용이 실행 가능한 경우에는 40 ppm으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2009년 7월 1일부터 어린이용품에 사용되는 납 함유 페인트의 총량 기준은 90 ppm

을 적용
 16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장난감 혹은 어린이용품 내에 석면이 포함된 

경우 해당 제품 판매 금지

2. 서울시 우선관리대상 유해물질 노출 저감방안

캐나다와 미국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모든 사례의 우선관리대상물질 목록을 선
정한 배경에는 법적 제도화가 우선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었음. 궁극적으로는 사
용 제한과 대체물질 사용 권장을 통해 해당 유해 물질의 전체 사용량을 줄여나
가면서 노출 저감을 유도하는 방식임

 해당 법적 근거를 토대로 우선관리대상물질 목록에 등록 되어있는 유해물질의 
함량 기준을 정하여 규제

 기준 초과 시 제품의 제조, 판매 및 유통 전면 금지
 유해물질 사용을 일정 유예기간 이후 금지 
 대체물질의 사용을 권장

“서울시 7대 발암물질 및 5대 환경호르몬” 노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서는 「환
경보건법」 제 5조 1호에 따라 서울시의 환경보건법 준수를 위한 서울시 환경보
건조례와 시행규칙을 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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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환경보건법 제 5조 1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환경유해
인자로부터 수용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후에는 해당 유해물질에 대한 서울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궁극적인 노출 
저감 등의 목록 선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물질 별로 관리 
방침과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으
로 판단됨
서울시에서 ‘서울시 7대 발암물질 및 5대 환경호르몬’의 물질 별 현행법 규제 내
용과 향후 노출 저감을 위한 제시 가능한 방안은 다음과 같음

1) 서울시 7대 발암물질 관련 정책
❏ 디젤배출입자
국내 법적 규제사항

<표 8> 디젤배출입자 관련 국내 현행 법규 및 기준

관련법 내용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1998호. 
일부개정 2013. 08. 06.]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환경정책 기본법법률 
[제11980호, 
일부개정 2013. 07. 30]

2015년부터 초미세먼지(PM-2.5) 환경 기준을 24시간 
평균 50μg/m3, 연평균 25μg/m3 로 적용, 관리 예정임. 

서울시 추진 예정

2013년 10월부터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조기시행 할 
예정이며 초미세먼지(PM-2.5) 저감을 위해 배출원들에 
대한 관리를 아래와 같이 강화해 갈 예정임.

- 대형화물차 건설기계 등의 
미세먼지-질소산화물(PM-NOx) 동시저감
- 도로먼지 저감을 위해 분진흡입청소차량 확대 보급
- 운행 경유차량 매연 저감 장치 부착, 버스 
청소차량의 CNG차량으로 교체
- 자동차 운행을 줄이기 위한 보행전용 거리 확대, 
카셰어링 이용 활성화 등 수요관리정책 확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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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추진과제
 환경부

· 사용단계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6)
· 친환경적 자동차배출가스 등급분류 및 세제 개편방안 연구(2006) 

 산업통상자원부
· 클린 디젤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기획(2010) 

서울시 향후 노출 저감방안 
 도로 인근 거주 시민의 디젤연소분진 노출 건강영향 조사 실시

· 디젤연소분진 인벤토리 구축 
· 디젤연소분진 노출 평가, 노출 모델링  
· 디젤연소분진 노출의 건강영향 조사 
· 디젤연소분진 노출 평가 및 건강영향 조사에 따른 위해 관리 방안 구축
· 디젤연소분진 노출에 대한 민감계층 보호 대책 마련 
· 디젤연소분진 노출 위험에 대한 시민 홍보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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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알데하이드
국내 법적 규제사항

<표 9> 폼알데하이드의 관련 국내 현행 법규 및 기준

기관명 관련법 내용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법률 제11998호 
일부개정 2013. 08. 06]

취급제한∙금지물
질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1-136호]

폼알데하이드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가구용 무늬목, 직물, 3세이하 
유아용제품, 도배용 풀, 피혁가공 
유연제의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345호 
일부개정 2013. 01. 31]

사고대비물질로 분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93호 
일부개정 2013. 09. 05]

특정수질유해물질로 분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6호 
일부개정 2013. 05. 24]

대기오염물질로 분류, 배출허용기준 10 ppm 이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63호 
일부개정 2013. 07. 04]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210 ㎍/㎥ 이하

환경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649호 
일부개정 2013. 06. 28]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설정,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의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75 mg/kg 이하

교육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호 
일부개정 2013. 03. 23]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 100 ㎍/㎥

고용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86호 
일부개정 2013. 08. 06]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8호]

- 허용기준 시간가중평균값(TWA; 1일 
8시간 작업 기준) 0.5 ppm
허용기준 단시간 노출값(STEL; 15분간의 
시간가중평균값) 1 ppm
발암성 1A

산업
통상

자원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법률 제11971호 
일부개정 2013. 07. 30)

자율안전확인기준
[기술표준원고시 
제2013-0349호 
(2013. 08. 08)]

- 접착제: 1.0% 이하
- 가발용 접착제: 20 mg/kg 이하
- 가속눈썹용 접착제: 20 mg/k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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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추진과제
 식품의약품안전청

· 수산물 중 폼알데하이드 모니터링
· 수돗물 중 미규제 미량 유해물질에 대한 연구 
· 기구 및 용기, 포장 중 페놀, 폼알데하이드, 멜라민 이동량(migration) 모니터링
· 국내 유통 맥주에 대한 모니터링

 환경부
· 먹는 물에 대한 모니터링 
· 실내공기에 대한 모니터링
· 특정대기유해물질로 모니터링, 산단지역 모니터링 등. 
· 인조잔디와 탄성포장재의 유해물질 위험성평가 및 관리대책 마련(2010)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과 함께 체육공원 및 우레탄 탄성포장재 보행로 시공 등이 중
금속, VOCs 등의 노출에 따른 위해여부에 대해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꾸준
히 증가하고 있어 인조잔디운동장 및 우레탄트랙시설의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통해 
종합 위해성 여부와 관련 정책 제안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의 목적으로 수행됨. 그 결과 
대상 제품에서 발생 가능한 비발암독성 물질로는 중금속 중 납, 크롬, 카드뮴, 수은, 아
연, VOCs 중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폼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류의 12종을 대상으로 
평가하였음.

서울시 향후 노출 저감방안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건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목질판상제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기준을 강화
 학교 및 어린이집에 사용되는 목질판상제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기준을 강화 
 폼알데하이드를 적게 방출하는 친환경건축자재류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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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
국내 법적 규제사항

<표 10> 석면의 관련 국내 현행 법규 및 기준

기관명 관련법 내용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법률 제11998호 
일부개정 2013. 08. 06]

취급제한∙금지물
질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1-136호]

- 청석면(Crocidolite), 갈석면(Amosite), 
안소필라이트석면(Anthophylite), 
악티놀라이트석면(Actinolite), 
트레몰라이트석면(tremolite)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동 물질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제품은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백석면(Chrysotile)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석면시멘트제품(지붕․천장․벽 및 
바닥재용) 및 
석면마찰제품(「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용)의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Talc): 제조, 
수입, 판매, 사용을 금지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1690호 
일부개정 2013. 03. 23]

- 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등을 금지- [별표] 석면 등의 사용등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또는 생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령(제8조제1항 단서,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단서 
관련)에서 석면 등의 사용 등을 금지하거나 사용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51호 
일부개정 2013. 03. 23]

-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0.01 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부령 제463호 
일부개정 2012. 07. 04]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0.01 개/㎤ 이하

교육부
학교보건법
[교육부령 제1호 
일부개정 2013. 03. 23]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 0.01 
개/㎤(석면을 사용하는 학교; 단열재로 석면을 사용한 학교의 
경우)

고용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86호 
일부개정 2013. 08. 06]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8호]

- 허용기준 시간가중평균값(TWA; 1일 8시간 
작업 기준) 0.1 개/㎤
발암성 1A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0.01 개/㎤

산업
통상

자원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법률 제11971호 
일부개정 2013. 07. 30]

공산품의 석면 
안전기준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0981호(2
009. 12. 30)]

- 안전관리대상공산품 중 어린이용 공산품(만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공산품을 말함)의 경우 석면을 사용하거나 
석면이 검출되어서는 안됨
- 안전관리대상공산품 중 분말형태로 날릴 
수 있는 비산형 제품과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공산품의 경우 석면을 사용하거나 
석면이 검출되어서는 안됨
- 안전관리대상공산품 중 위의 두 사항에 
해당하는 공산품 이외의 공산품은 석면의 
함유량이 0.1% 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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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추진과제
 환경부

· 석면관리종합정보망운영(http://asbestos.me.go.kr/)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유지보존.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의 경우 6개월 마다 석면자재의 실태를 확인
하도록 함
· 석면 슬레이트의 적정 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2010)
도심지역의 슬레이트 지붕재 사용현황 및 처리현황과 노출 경로와 그에 따른 비용·효과
분석을 통하여 슬레이트의 친환경적 처리방법 및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범정부 종
합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됨. 도심지역 슬레이트 지붕재 사용현황 
및 폐기물 발생량 조사, 석면비산 가능성 평가 및 처리 방법별 비용·효과 분석, 슬레이트 
친환경적 처리방법 및 제도 개성방안을 제안함

 국립환경과학원
· 폐슬레이트 전용매립장 설치·운영 방안 연구(Ⅰ) -타당성 및 입지기준에 관한 사항

(2011)
지정폐기물 매립장 포화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폐광산 또는 폐석면광산 등의 불용지를 
폐석면 전용매립장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전용매립장의 설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수행됨

 노동부
· 석면해체 작업에 대한 관리

서울시 향후 노출 저감방안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함유 건축물 공개
 석면건축물 철거에 대한 철저 관리
 석면폐기물 감독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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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돈
국내 법적 규제사항

<표 11> 라돈의 관련 국내 현행 법규 및 기준

관련법 내용

환경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63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기준: 148Bq/m3
-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여객 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 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박물관 및 도서관, 장례식장, 
목욕장, 대규모 점포,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 영업시설, 의료기관, 보육시설, 국공립 
노인 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 실내주차장
신축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신축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 교통부령 제16호, 
환경부령 제510호]

환경정책실 업무에 실내 라돈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실내 
라돈 저감 실태조사, 라돈지도 작성 및 컨설팅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

교육부

학교 보건법 시행규칙
[교육부 령 제1호]

교실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 관리기준
(제3조 제1항 제3호의 2관련)

- 기준: 4 pCi/L(148Bq/m3)
- 적용시설: 지하교실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10호, 개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20호]

지하에 위치한 교실에 대하여 단기측정방법인 연속 
모니터링법으로 1차 측정하고, 1차 측정결과가 
4pCi/L(0.148bq)이상이면 장기측정법에 의한 2차 검사를 실시

문화재청
천연동굴 
보존·관리지침
[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동굴 내 라돈(Rn)농도 조사 등 규정. 동굴관리자(단체)는 
공개구간 동굴의 라돈농도를 1회 이상 측정하여 그 결과를 
관할지역 시군구를 거쳐 문화재청에 제출하여야 함. 
동굴관리자(단체)는 공개구간의 동굴 내 라돈의 농도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3에서 정한 권고기준치 이하로 
유지하여야 함.

서울시

서울시 실내 공기 질 
관리 종합계획
[기후환경본부,
2013.03 ]

서울시 실내 공기 질 관리 종합계획(2013.03 기후환경본부)중 
라돈 저감 계획 포함. 세부내 
용은 지하 역사 라돈 특별관리, 지하도상가 공기질 관리 등 
실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한 관리
대책 수립, 주택중 실내라돈 측정값이 높게 나타난 지역을 
집중관리하고 라돈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 신축 건축물 라돈저감 시공지침 마련 
시행, 라돈 피해예방 및 안전관
리를 위한 대시민 홍보 강화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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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추진과제
 환경부

· 지하수 방사선물질 함유실태조사(1999-2002)
· 마을 상수도 라돈 실태조사(2006)
· 전국 실내라돈 실태 조사(2008-2009)
· 라돈 고노출 경로 관리체계 구축(2009)
· 라돈 무료측정 및 저감 컨설팅 서비스 사업(2013)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
· 전국 토양 라돈농도조사(1996-1997)
· 전국 주택 및 공공시설의 실내공기중 라돈 오염도 평가(1999-2005)
· 전국 실내 공간 감마선량 조사(1999-2005) 

 서울시
· 다중이용시설 108개소의 라돈 조사(2010~2012) 
· 중점 및 격년 관리역사 라돈 오염도 조사 114건(2010~2012) 
· 기준 초과된 4호선 남태령역에 대해 정밀조사 실시 완료(2013) 
· 서울시소재 어린이집(100개소)에 대한 라돈 집중검사로 저감방안 컨설팅 실시 
· 노출 취약 지하 역사(30개소)에 대한 오염도 조사

서울시 향후 노출 저감방안
 실내공간의 라돈 관리규정 마련

· 다중이용시설 및 학교(지하교실)에 대한 권고기준은 있으나 권고기준 초과 시 조치 의
무에 대한 규정은 미비함. 공공기설보다 라돈 농도가 높은 주택 등에는 100세대 이상
의 신축주택에 대한 권고기준만 있어 관리근거가 부족함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및 공중 이용시설, 공동 주택의 라돈 노출 실태 조사 및 라
돈 지도 작성
· 서울시에서 이미 실시한 노출실태 조사와 조사계획을 포함하여 서울시 라돈 노출 실

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조사계획을 마련하고 조사 결과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라돈 노출 건강영향 조사 실시



- 352 -

· 라돈 노출 경로 및 인체 위해정도에 대한 평가 및 연구 필요하며 사람들의 활동 유형
에 따른 개인별 노출 실태조사 실시

 고위험 건물에 대한 라돈 지침 개발
· 노후화 등으로 라돈 농도가 높은 건축물에 대해 라돈 차폐시공 등 관리지침 개발, 보급

 고노출 위험 토양 및 지하수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라돈 실태조사로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토양 및 지하수 등의 이용지침 마련

 건축물의 라돈 사전 예방 시공 유도
· 선진국에서는 이미 작성된 라돈지도에 기초하여 토양으로부터 건축물 내부로 라돈 유

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건축물은, 신규로 건축을 할 때, 다양한 라돈 저감 
시공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라돈 저감화 방법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
고 있음

· 신규 건축물은 시공 단계에서 라돈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이후 라돈 관리를 위한 비
용을 지출하는 것 보다 더욱 효과적이며, 국내의 제도를 만들 때, 이를 충분히 고려하
여, 신규건축물의 라돈 사전 예방 시공을 유도하여야할 필요가 있음

 라돈 노출 저감화 및 예방을 위한 교육과 개인 주택 라돈 측정 및 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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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
국내 법적 규제사항

<표 12> 납의 관련 국내 현행 법규 및 기준

관련법 내용

환경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439호]

-  먹는물의 수질기준: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에서 납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개정 2011.12.30>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64호]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제2조제1항 관련)에 따라 
오니류·폐흡착제 및 폐흡수제가 납 또는 그 
화합물[폐기물공정 시험기준(방법)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 
출액 1리터당 3밀리그램 이상의 납을 함유한 경우 
유해물질로 분류됨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268호]

납 및 그 화합물은 법 제2조제2호 나목에 의해 과징금 
부과대상 오염물질로 규정되어 있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320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관련)에서 납과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개정 2008.4.17, 2009.1.14, 2009.6.30, 2009.7.14>

환경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649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 실내 또는 실외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또는 마감재료에서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은 질량분율로 0.1퍼센트 이하일 것. 
납은 질량분율로 0.06퍼센트 이하일 것
<개정 2013.6.28>

식품의약
품안전청

식품공전
[식약청 고시 제2007-7호]

납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규제 사항은 <표?>와 
같음.
(최종개정고시 일자: 2013년 4월 5일) 

법무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75호]

부정식품의 유해기준 : 과자류, 식육 및 어육 제품에 납이 3 
ppm 이상 함유된 경우. 분말 청량음료에 수용상태에서 납이 
0.5 ppm 이상 함유된 경우 처벌과 벌금을 물게 됨.
(시행 2010.3.19.) 

산업통상
자원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법률 제11971호, 
기술표준원고시 
제2010-676호]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한 공통적용 유해물질의 안전기준 제정 
고시 : 납 허용치 300 mg/k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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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식품별 납의 규격

기준 허용 함량

제 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 어류 : 0.5 mg/kg 이하
○ 연체류 및 패류: 2.0 mg/kg
○ 갑각류: 1.0 mg/kg 이하(다만, 내장을 포함한 꽃게류(꽃게과에 속하는 
꽃게 종)는 2.0 mg/kg 이하)
○ 축산물
 ① 가금류고기 : 0.1 이하
 ② 돼지간 : 0.5 이하
 ③ 돼지고기 : 0.1 이하
 ④ 돼지신장 : 0.5 이하
 ⑤ 소간: 0.5 이하
 ⑥ 소신장 : 0.5 이하
 ⑦ 원유 및 우유류 : 0.02 이하
○ 축산물
 ①   가금류고기 : 0.1 이하
 ②  돼지간 : 0.5 이하
 ③  돼지고기 : 0.1 이하
 ④  돼지신장 : 0.5 이하
 ⑤  소간: 0.5 이하
 ⑥  소신장 : 0.5 이하
 ⑦  원유 및 우유류 : 0.02 이하
○ 식용유지류 : 1.0 mg/kg 이하

제 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 과자류 : 1.0 이하(젤리에 한한다), 0.2 이하(사탕에 한함)
○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 2.0 이하(코코아분말에 한함)
○ 잼류 : 1.0 이하
○ 설탕
 ① 백설탕: 0.5 이하 
 ② 갈색설탕 : 1.0 이하
 ③ 기타설탕 : 1.0 이하
○ 포도당/과당/엿류 : 0.5 이하
○ 당시럽류/올리고당류 : 1.0 이하 
○ 다류 : 2.0 이하(단, 침출차는 5.0 이하, 액상차는 0.3 이하)
○ 커피 : 2.0 이하 
○ 음료류 
 ① 과일·채소음료/탄산음료/인삼·홍삼음료/기타음료 : 0.3 이하 
 ② 기타 영·유아식 : 0.1 이하(액상 제품에 한한다)
○ 김치류 : 0.3 이하
○ 과실주 : 0.2 이하(다만, 포도주에 한한다)
○ 식염 : 2.0 이하
○ 밀가루류/찐쌀 : 0.2 이하

제 6. 수산물에 대한 
규격 ○ 냉동식용어류내장 : 0.5 mg/kg 이하(다만, 연체류는 2.0 mg/kg 이하)

제 7.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식품과 접촉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도금용 주석은 
납을 0.1% 이상 함유하여서는 아니됨.
○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식품과 접촉하는 부분에 제조 또는 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금속은 납을 0.1% 이상 함유하여서는 아니됨.
○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는 땜납은 납을 0.1% 
이상 함유하여서는 아니됨.
○ 합성수지제, 셀로판제, 종이제, 전분제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되는 
재질은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이 100 mg/kg 이하(합계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공전(식약청 고시 제 2007-7호). 2007)



- 355 -

국내 추진과제
 환경부

·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전국 생체모니터링 실시(2012년-2014)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에서는 2009년부터 3년 주기로 전국 400개 
지역에서 총 6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생활환경에서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중금속 등 
21종의 환경오염물질 조사를 실시함. 혈중 납 농도를 분석하고 있음. ‘제 2기 국민환경
보건기초조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간 수행되며 제 1기 분석과 마찬가지로 
혈액 검사를 통해 혈중 납 농도를 분석함)

·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 조사 실시(2012-2013)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오염 노출에 특히 취약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
하기 위해 전국 8-19세 어린이와 청소년의 유해환경노출 및 건강실태 파악을 위한 2차
년도 조사가 2013년 6월부터 연말까지 수행될 예정

· 중금속 동위원소를 이용한 오염물질 발생원 추적 연구(2012-2016)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2012년에 1차년도로 납 오염원 추적 연구를 구축하였으
며, 5년간 연구 로드맵에 따라 장거리이동오염물질 관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기 중 납 
오염원 규명에 대한 환경수사기법 도입을 위해 연구를 확대하기로 함

· 환경보건종합계획(2011-2020)
납 및 카드뮴 관리대책으로 배출량 조사 및 환경모니터링 실시(2012-2020년), 통합 위해
성평가 실시 및 관리방안 마련(2012-2018년), 유해중금속 함유제품 통합관리(2012-2017
년), 민감계층 납, 카드뮴 노출 모니터링 및 권고기준 마련(2012년-2020년) 등이 추진되
고 있음 

· 산업폐수 종말처리장의 수질유해물질 처리 및 관리방안 연구(2012)
산업폐수 종말처리장의 유입수 및 방류수 중에서 중금속, VOCs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검출 사례 빈번함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전체 산업폐수처리의 중요 부분을 담당하고 있
는 산업폐수종말처리장 방류수의 수질유해물질 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 제대혈 중 화학물질 평가기법 연구(2010)
신생아 및 산모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써 제대혈 중 납, 수은 등의 중금속 농
도를 파악하여 신화학물질 관리제도의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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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조잔디와 충전재의 유해물질 위해성 평가 및 관리대책 마련(2010)
학교운동장 등에 설치된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 중 납의 농도를 파악하고 노출시나리
오를 통한 위해성 평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용 조제유류와 특수용도 식품에 대한 납 기준(0.01mg/kg 

이하)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음.(2013.7.5.)

 서울시
· 황사 시 미세먼지농도 증가에 따라 납을 비롯하여 공기 중의 중금속과 곰팡이 농도가 

증가될 수 있으므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이를 측정 감시하는 모니터링  시
스템 구축

· 서울시 식품안전정보포털(http://fsi.seoul.go.kr)을 통해 납의 독성 정보를 제공하거나) 
어린이의 납 노출을 홍보하기 위한 간행물 발간) 

· 서울시에서는 중금속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업소들을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적발하며 
시민 생활을 위협하는 환경오염행위를 지속적으로 발본색원해 엄중조치할 것을 밝힌 
바 있음

· 매년 한강변 등 도심 자생 봄나물의 중금속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
에는 생선 내장, 김장 재료 등의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여 식품을 통한 납 노출을 저감
하기 위해 노력

· 2009년에는 중금속 오염식품으로부터 모성과 태아의 위험 노출을 예방하고자 임산부
가 선호하거나 필수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에 대하여 식품 안전성 검사 실시

서울시 향후 노출 저감방안 
 납이 함유된 학용품, 장신구의 제조 및 판매 규제와 단속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납 농도 측정 및 외벽 보수 사업
 보육시설, 학교 등 민감,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의 실내 공기 중 납 농

도 규제 추진
 고농도 노출 우려 인구 집단에 대한 생체모니터링 실시
 고노출군 파악과 관리 대책 마련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육류, 어류, 채소 등 식품의 중금속 안전성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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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젠
국내 법적 규제사항

<표 14> 벤젠 관련 국내 현행 법규 및 기준

기관명 관련법 내용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345호 일부개정 
2013. 01. 31]

사고대비물질에 해당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439호 일부개정 
2011. 12. 30]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기준 10 ppb 이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203호 일부개정 
2013. 11. 27]

대기환경기준 연평균 5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63호 일부개정 
2013. 07. 04]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30 ㎍/㎥ 이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93호 일부개정 
2013. 09. 05]

특정수질유해물질로 분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6호 일부개정 
2013. 05. 24]

특정대기오염물질로 분류, 배출허용기준 20 ppm 이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9호 일부개정 
2013. 05. 31]

위해성평가 대상 오염물질로 분류

고용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86호 일부개정 
2013. 08. 06]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8호(2013. 
08. 14)]

- 허용기준 시간가중평균값(TWA; 
1일 8시간 작업 기준) 1 ppm
허용기준 단시간 노출값(STEL; 
15분간의 시간가중평균값) 5 ppm
발암성 1A, 생식세포변이원성 1B

산업
통상

자원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법률 제11971호 일부개정 
2013. 07. 30]

자율안전확인기준
[기술표준원고시 
제2013-0349호(20
13. 08. 08)]

- 접착제 위험표시: 5% 이상 벤젠을 
함유한 제품은 제품의 전면부에 
“위험”, “독성”, “휘발시 
유해함”을 표시하고, 10% 이상인 
경우에는 “삼키면 유해하거나 
치명적임. 즉시의사에 문의할 것”을 
추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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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추진과제
 식품의약품안전청

·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음료수 중 벤젠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먹는
물관리기준인 10 ppb를 초과하는 음료에 대한 시정 유도

 환경부
· 유해대기오염물질로 지정하여 대기 중 벤젠농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환경

청별 주요 산업단지의 벤젠농도에 대해 확인하고 보고 중
· 인조잔디와 탄성포장재의 유해물질 위험성평가 및 관리대책 마련(2010)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과 함께 체육공원 및 우레탄 탄성포장재 보행로 시공 등이 중
금속, VOCs 등의 노출에 따른 위해여부에 대해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꾸준
히 증가하고 있어 인조잔디운동장 및 우레탄트랙시설의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통해 
종합 위해성 여부와 관련 정책 제안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의 목적으로 수행됨. 그 결과 
대상 제품에서 발생 가능한 발암성 유해물질로는 VOCs 중 벤젠, 다핵방향족탄화수소류
(PAHs 8종) 2가지 물질종을 대상으로 평가하였음

 국립환경과학원
· 생활공감 유해물질의 매체통합 위해성평가(Ⅰ) - 벤젠 -(2011)
생활공감 유해물질에 대한 수용체 중심의 다매체 통합 위해성평가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벤젠에 대해서 위해서평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다매체 통합 위해성평가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위해성평가 지침 및 해설서의 적용성을 검토함

 서울시
· 신축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실내오염물질 모니터링 및 결과 공개. 2013년 상반기 벤젠 

초과 건수는 없음

서울시 향후 노출 저감방안 
 군 기지 주변 지하수 및 토양오염 확인
 공공건물 도장에 친환경도료 사용 확산
 주유소의 VOCs 회수장치 설치 및 관리 상태 점검
 주유소 주변 벤젠 농도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교통밀집 지역의 공기 중 벤젠 농도에 대한 적극 홍보
 인쇄, 제화 등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에 유통되는 신너, 세척제류의 벤젠 모니

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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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핵방향족탄화수소
국내 법적 규제사항

 다핵방향족 탄화수소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염물질로 분류하고 있음

국내 추진과제
 식품의약품안전청

· 채소류, 육류, 수산물 등 국내 유통 식품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모니터링 실시
· 조리전 후 채소류의 벤조피렌 함량 모니터링 실시

 환경부
· 유해대기오염물질로 지정하여 대기 중 농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환경청별 

주요 산업단지의 농도에 대해 확인
· 인조잔디와 탄성포장재의 유해물질 위험성평가 및 관리대책 마련(2010)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과 함께 체육공원 및 우레탄 탄성포장재 보행로 시공 등이 중
금속, VOCs 등의 노출에 따른 위해여부에 대해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꾸준
히 증가하고 있어 인조잔디운동장 및 우레탄트랙시설의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통해 
종합적 대책마련의 목적으로 수행됨. 그 결과 대상 제품에서 발생 가능한 발암성 물질로
는 VOCs 중 벤젠, 다핵방향족탄화수소류(PAHs 8종) 2종을 대상으로 평가함

 국립환경과학원
· 해양환경조사체계 정비 및 개선 연구(2011)
국가 해양환경 행정체제의 변화와 다양한 정책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
가해양환경측정망 종합정비계획(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음.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6개
의 항목(PCBs, TBT, PAHs, 유기염소계농약, 다이옥신/퓨란)을 대상으로 연 1회, 25개 
정점에서 조사함
· 미규제 실내공기 오염물질 관리방안 마련 연구(Ⅲ)(2011)
WHO, 영국 등 외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내공기오염물질 중 국내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PAHs의 국내현황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함

서울시 노출 저감 방안 
 지하주차장, 터널 등 주요 오염공간에 대한 저감대책 마련 및 모니터링 결과 공개
 군기지 주변 지하수, 토양 오염 조사 및 정화
 공공기관 차량은 디젤 차량 구입 자제
 대형물류회사부터 디젤배출물질저감을 위한 엔진기준 강화 및 디젤배출물질 배

출 저감장치 설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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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5대 환경호르몬 관련 정책
❏ 과불화화합물
국내 법적 규제사항

<표 15> 과불화하합물 관련 국내 현행 법규 및 기준

관련법 내용

환경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법률 
제11862호(화학물질관리법
), 일부 개정 2013.06.04]

○제조·수입·사용 등에 관해 제한하며, 취급시 
관리대장 기재, 포장․용기에 표시방법 등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음
- 다만, 일부 용도에 대하여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 환경부는 축적성, 위해성평가, 사용실태 조사 및 
함유폐기물 처리실태 조사 등을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스톡홀름협약 규정 
의무사항 이행

PFOS, salts & PFOS-F는 특정면제 및 항구적 면제 
규정

국내 추진과제
 환경부

· 시화호 및 유입천에서 PFCs 오염도 조사(2006)
· 국내 연안, 하천 등 환경중 PFCs 오염수준 조사(2008)
· 과불화합물의 환경 중 배출량 추정 연구(2010-2011)

 식품의약품안전청
· PFOS, PFOA의 인체 노출량 조사(2006)
· 과불화화합물의 인체노출 평가(2009)

 해양 수산부
· 해양생태계 내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조사(2013)

 서울시
· 서울시 주요 하수처리장 유출입수 및 하천수에서 PFCs 오염도 조사(2009)

서울시 향후 노출 저감방안 
 일회용품, 포장재, 테플론 코팅 후라이팬, 화장품, 샴푸 등 생활용품의 PFCs 노

출 실태 조사
 생활용품의 PFCs 노출 저감화 기술 개발 지원
 기업의 자발적 PFCs 사용 제한 지원 및 연차별 사용저감 권고기준 마련
 개인의 노출 저감을 위한 교육 실시 및 독성 및 노출 정보에 대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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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클로산
국내 법적 규제사항

<표 16> 트리클로산 관련 국내 현행 법규 및 기준

관련법 내용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9-53호]

○ 유독물질 지정
- 트리클로산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 물질 

환경부
[고시 제2009-105호]

○  환경표지 대상제품인증기준
EL303. 주방용 세제 【EL303-2001/4/2010-13】의 환경 
관련기준에 제품의 구성 원료로 사용금지(주방용세제는 식기, 
조리용구, 야채·과일 등의 세척에 사용하는 액상 주방용 
세제(식기세척기용 제외)를 대상으로 함)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12-234호]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화학물질 중 Ⅱ그룹- 취급량 
10톤/년 이상인 배출량 조사대상 화학물질. 조사대상범위 
무게함유율 1.0%이상으로 규정

식품
의약품 
안전청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2013-24호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로 0.3%로 제한

제2013-2호 배합한도가 지정되어 있는 원료로 0.3%로 제한

보건
복지부

위생용품의 규격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59호]

○ 2,3종 세척제 원료로 사용 규정
- 2종 세척제는 음식기, 조리기구 등 식품용 
기구(자동식기세척기용 및 산업용 식기류 포함)를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를 말함
- 3종 세척제는 식품의 제조장치, 가공장치 등 제조․가공용 
기구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를 말함.

국내 추진과제
 식약청

· 수컷설치류에서 내분비계장애작용의 세대 간 전달현상에 관한 연구-트리클로산을 중
심으로(2011)

 서울시
· 치약 등 생활용품 9품목 135건에 대하여 트리클로산 함유량 조사(2012) 
· 화장품 등에서 함유량 조사(계획) 
· 생활용품 중 항균제 성분인 CMIT(5-chloro-2-methyl-4-isothiazolin-3-one)/ 

MIT(2-methyl-4-isothiazolin-3-one) 함유량 조사(계획) 

서울시 향후 노출 저감방안 
 트리클로산 함유 제품 실태 조사 및 제품의 트리클로산 함량 및 위해도 정보 공

개를 통한 함유 제품 사용 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
 트리클로산 함유 제품 사용의 건강영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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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롬화난연제
국내 법적 규제사항

<표 17> 브롬화난연제 관련 국내 현행 법규 및 기준

관련법 내용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고시 제 2011-136호, 
일부개정 2011.10.5.]

국내에서는 유럽 연합의 규제 사항 조치에 준하여 2006년 2월부터 
pentaBDE와 octaBDE를 취급금지물질로 지정하여 제조와 사용을 
금지하였으나, decaBDE는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음.

스톡홀름협약 규정 의무사항 
이행
(환경부 1차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 2012~2016))

2009년 5월에 개최된 스톡홀름 혀뱍 제 4차 당사국 총회에서 
브롬화난연제 등 9가지 물질이 관리대상물질로 신규로 추가되면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규제 준수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PBDEs(tetraBDE, pentaBDE, hexaBDE, heptaBDE) 함유 제품의 
근절하기로 함.

국내 상황을 고려한 하위법령 
개정 추진
(환경부 1차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 2012~2016)

신규 잔류성 유기화합물(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인 
PBDEs를 함유한 제품 및 폐기물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고자 추진 중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13호, 
일부개정 2013.07.16]

제9조
①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하여 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조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이 높은 중금속·난연제(難燃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을 지켜야 함. 단, 제품의 특성상 유해물질의 
제거가 불가능하거나 대체물질이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연구·개발이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환경부 고시 제 2013-88호, 
일부개정 2013.7.9]

녹색기술 인증을 위한 기술수준 중 ‘07. 신소재’ 항목에서 친환경 
녹색섬유소재의 유해물질 대체 친환경 섬유소재 기술 인증 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 유해물질 대체 100% 이상 개선(비할로겐계 난연제, 수용성 PU, 
천연 가공제, 기타 기능성 첨가제 등)

국내 추진과제
 환경부

· 생체모니터링 실시(2013)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에서는 제 2기에 잔류성유기화합물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중 PBDE가 새로 추가되어 예비 검토 중
·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중 브롬화난연제 실태조사 연구(2011~)
2006년 사용금지된 브롬화난연제의 최대 수요처인 전기 및 전자제품 폐기물의 재활용 
및 폐기 과정에서의 브롬화난연제 배출 실태를 파악하고자 실시함
· 브롬화 방염제인 PBDEs의 환경중 잔류실태조사 III(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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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환경건강연구부 위해성평가 연구과에서는 향후 PBDEs의 위해성 평가에 필요
한 노출평가 자료 생산을 위해 2008 – 2010년 동안 여천과 광양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물, 하천퇴적물, 토양과 대기 중의 잔류 PBDE의 실태조사를 실시함. 대기 중 PBDEs 농
도는 0.0114 – 0.7792 ng/Sm, 일반 하천의 경우 2.25 – 122.31 ng/L 등으로 나타남
· 제대혈 중 화학물질 평가기법 연구(2010)
총 10건의 제대혈 시료에서 브롬화다이옥신류,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류를 제외한 모든 
분석대상 화학물질이 검출됨. 유기화학물질인 염화다이옥신류,피시비,피시엔,브롬화난연
제, 과불화합물, 메틸수은 및 벤젠이 모든 시료에서 검출됨․ 분석대상 화학물질 총 330
종 중 150종이 신생아 제대혈에서 검출
· 내분비계장애물질 환경 중 실태조사 사업(2009)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환경 중 영향 평가 및 원인 규명을 위한 모니터링 및 노출평가와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작용 기전과 영향의 인과관계 파악을 위한 생태・독성학적 기반 
연구를 목적으로 조사 사업을 실시함. 본 사업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PBDEs가 조사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며, 대기, 토양, 수질, 퇴적물, 어류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 신규 POPs의 환경 중 시공간적 분포조사(I)(2010)
상업용 난연제로 사용된 폴리브로미네이티드디페닐에테르(PBDEs)는 대기, 토양, 하천수
에서 해외 조사결과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검출되었으나, 일부지점(우포습지)의 퇴
적물에서 고농도로 검출되었음

서울시 향후 노출 저감방안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브롬화난연제인 PBB 및 PBDE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

로 서울시에서 노출이 높게 나타나는 집단에 대한 관리 및 저감 대책 마련
 서울시의 쓰레기 매립지나 전자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

민들을 대상으로 PBB 및 PBDE의 노출 현황 파악 및 저감 대책 강구
 서울시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난연제 사용 줄이기 캠페인 실시 및 사용량 기준 

강화
 서울시내에서 제조 및 판매되는 제품 중 난연제를 사용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제

조부터 유통과정을 거쳐 재활용 센터로 가서 처리되기까지 전생애주기 추적관리 
프로그램(life cycle management program)을 실시. 프로그램 실행을 통해 브롬
화난연제의 물질 흐름을 파악하고 시민들이 노출되는 수준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출 경로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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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스페놀 A
국내 법적 규제사항

<표 18> 비스페놀 A 관련 국내 현행 법규 및 기준

기관명 관련법 내용

식품
의약품
안전청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13-16호]

본 기준 및 규격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아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위해 우려 
물질에 대한 규격 등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유통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상 위해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용도별 규격: 젖병(젖꼭지 포함) 제조 시 비스페놀 A 사용 
금지
-  용출규격(mg/L):(페놀, 비스페놀 A 및 p-터셔리부틸페놀의 
합계로써) 2.5 이하(다만, 비스페놀 A는 0.6 이하)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제2010-99호]

화장품 원료로써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물질을 배합한도 지정 
및 배합금지 원료로 신설•변경하여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고시함. 배합금지 
원료로 비스페놀A(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이 고시되었다가 
삭제되었음.

환경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환경부 고시 
제2010-145호]

녹색기술 인증을 위한 기술수준 중 ‘10. 친환경 제품’ 
항목에서 비스페놀 A 대체소재 및 친환경 플라스틱 제조기술 
인증 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 비스페놀 A 등 환경호르몬 발생 여부
- ‘환경표지 인증기준’ 중 환경기준 만족(환경표지 대상 
품목의 경우)

국내 추진과제
 식품의약품안전청

· 비스페놀A 안전관리 방안 수립(2003)
  -  목적: 고감수성 대상인 어린이의 비스페놀 A 노출 모니터링 실시 및 건강 영향 역
학 연구를 통한 안전관리 방안을 제안
  -  연구대상: 평균 연령 9세의 어린이 249 명
    ①  내분비계 이상 질환 어린이 23 명
    ②  기타 질병 어린이 환자(환자 대조군) 96 명
    ③  건강한 어린이 130 명
  -  생체 노출지표: 소변 중 비스페놀 A 분석(HPLC/FD 방법)
  -  검출량: BPA 0.002 – 83.58 μg/L
·  비스페놀A의 인체안전기준 설정연구(2009)
국내 비스페놀 A의 일일섭취량(Tolerable Daily Intakes, TDI)을 동물실험을 통해 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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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EL값과 불확실성계수 100을 적용하여 0.05 mg/kg bw/day로 제안함
· 유아용 젖병의 비스페놀A의 용출실태 조사(2010)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최근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로 논란이 되고 있는 비스
페놀 A를 관리하기 위한 추가 독성연구 계획과 유아식 중 비스페놀 A 저감화 권고사항 
등을 발표함. 그 일환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유아용 젖병 15건을 
수거하여 비스페놀 A의 용출실태를 조사하였으나 모두 불검출 되었음
· 제대혈 중 화학물질 평가기법 연구(2010)
총 10건의 제대혈 시료에서 브롬화다이옥신류,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류를 제외한 모든 
분석대상 화학물질이 검출됨

서울시 향후 노출 저감방안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노출 지역구 생체모니터링 실시 및 노출

저감관리 대책 마련
 서울시 내 학교 내 안전한 급식을 위한 통조림 식품 구매 감축 및 비스페놀 A 

안전 급식 학교 인증 제도 도입
 서울시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의 물품 대상으로 비스페놀 A 없는 녹색 구매

제도 실시(예: 장난감, 물컵 등)
 비스페놀A 사용되고 있는 제품에 비스페놀 A 포함 여부 및 독성 표기 의무화

(예: 영수증, 젖병, 물병, 통조림, 음료수 캔 등)
 비스페놀 A가 용출될 수 있는 ABS 수지를 이용한 식기류나 주방기구, 장난감 

및 기타 소비자 제품에 대한 비스페놀 A 용출 가능성 및 독성 표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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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탈레이트
국내 법적 규제사항

<표 19> 프탈레이트 관련 국내 현행 법규 및 기준

기관명 관련법 및 정책 내용

환경부

유독 및 관찰물질 
지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 2010-6호]

유독물질 프탈레이트 가소제(DEHP, DBP, BBP)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관찰물질 DINP, DOP, DIDP(2011년 12월 기준)

취급제한, 금지 
물질에 대한 규정 
[환경부 공고 
제 2007-24호]

-  대상: 프탈레이트류(DEHP, DBP, BBP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완구 및 수액백에 가소제 용도로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환경부 공고
제 2009-340호]

DEHP 배출 
허용기준

①  청정지역(수질 1등급) : 0.008 mg/L 이하
②  가 지역(수질2등급) : 0.08 mg/L 이하
③  나 지역(수질3~5등급) : 0.08 mg/L 이하
④  특례 지역(공단폐수처리장 등) : 0.08 mg/L 이하

물질 사용제한 협약 가소제 제조업체 등이 포함된 23개의 업체와 2007년과 2010년에 걸쳐 자발적 
프탈레이트 가소제 사용제한 협약을 체결함

친환경댐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지침 [환경부 훈령 
제 1023호]

수환경분야의 수질 평가 시 조사 대상으로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식품
의약품
안전청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용도별 규격
[식약청 고시 
2013-16호]

-  랩 제조시 DEHA 사용 금지
-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 시 DEHP 사용 금지.(다만 식품에 혼입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
-  젖병(젖꼭지 포함) 제조 시 DBP, BBP 사용 금지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재질별 규격
[식약청 고시 
2013-16호]

폴리염화비닐(PV
C) 중 
프탈레이트 
용출규격
(mg/L, ppm)

①  디부틸프탈레이트(DBP) : 0.3이하
②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 30이하
③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1.5이하
④  디-n-옥틸프탈레이트(DNOP) : 5이하
⑤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 9이하
⑥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DIDP) : 9이하
⑦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EHA) : 18이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청 고시
제 2013-24호]

-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프탈레이트류(DBP, DEHP, BBP에 한함, 다만 
기술적으로 제거가 불가능한 검출 허용한도는 프탈레이트류 총합으로써 
0.01%(100 ppm)이하)
- 화장품을 제조하면서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으나, 
제조 또는 보관 과정 중 포장재로부터 이행되는 등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물질의 검출 허용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음.: 
프탈레이트류(디부틸프탈레이트,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및 
디에칠헥실프탈레이트에 한함) : 총 합으로서 100㎍/g이하

산업통상
자원부

- DEHP, DBP, BBP: 2006년부터 모든 PVC 재질의 완구 및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 금지(2005. 7)
- DINP, DnOP, DIDP: 만3세 이하의 어린이가 입에 물 수 있는 완구에 사용 금지(2001. 7)

지식
경제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0-676호]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한 
공통적용 
유해물질의 
안전기준 

<적용범위>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 2조 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
-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프탈레이트 안전요건>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다이이소데실프탈레이트(DIDP), 
다이엔옥틸프탈레이트(DNOP)의 총 함유량 0.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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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추진과제
 환경부

· 생체모니터링 실시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에서는 1기부터 프탈레이트의 대사체인 요중 
MEHHP, MEOHP, MnBP를 분석하였고, 2기부터는 요중 MBzP와 MECPP를 신규로 추
가하여 모니터링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음
· 인조잔디와 충전재의 유해물질 위해성 평가 및 관리대책 마련(2010)
수도권 내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 학교 50개소를 중심으로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인조
잔디 운동장 및 탄성포장재 공간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위해성 평가를 실시함. 위해성 
평가 대상 물질에 프탈레이트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프탈레이트류의 평균 노출 시나리오
에 의한 비발암독성위험값은 초등학생>청소년>성인의 순으로 위해도가 예측되었음
· 제대혈 중 화학물질 평가기법 연구(2010)
총 10건의 제대혈 시료에서 브롬화다이옥신류,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류를 제외한 모든 
분석대상 화학물질이 검출됨. 유기화학물질인 염화다이옥신류,피시비,피시엔,브롬화난연
제, 과불화합물, 메틸수은 및 벤젠이 모든 시료에서 검출됨․ 분석대상 화학물질 총 330
종 중 150종이 신생아 제대혈에서 검출
· 신규 POPs의 환경 중 시공간적 분포조사(I)(2010)
일정 지역에서 산업체의 배출 가스 등의 영향으로 프탈레이트가 고농도로 검출되는 곳
이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관세청
· 수입유통상품(주방용품, 완구류, 신변장식용품)의 유해성 조사(2009)
주방용품에서는 가소제의 함량이 기준규격 이하로 검출되어 중국 등 동남아시아 제품도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장난감과 신변장식용품의 경우 디에틸헥실프탈레
이트 가소제가 일부 제품에서 다량 검출됨

서울시 향후 노출 저감방안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노출 지역구 생체모니터링 실시 및 노출

저감관리 대책 마련 
 PVC 함유 제품 내 프탈레이트 함량 규제 강화
 프탈레이트 없는 안전한 제품 및 제조업체 가이드북 제공
 서울시 의료시설 내 PVC 혹은 프탈레이트 함유 의료용품 사용 금지
 PVC 없는 서울시 학교 및 어린이집 인증 프로그램 실시
 프탈레이트를 함유한 제품의 포장재에 포함 여부 및 독성 표기 의무화





- 369 -

< 참 고 문 헌 >

⦁ Barrett JR. 2005, The ugly side of beauty products. Environ Health Perspect. 

113(1):A24. 

⦁ Becker M, Edwards S, Massey RI. 2010, Toxic chemicals in toys and children’s products: 

Limitations of current responses and recommendations for government and 

industry.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44(21):7986-91. 

⦁ Brede C, Fjeldal P, Skjevrak I, Herikstad H. 2003, Increased migration levels of 
bisphenol A from polycarbonate baby bottles after dishwashing, boiling and 

brushing. Food Additives and Contaminants. 20(7):684-9. 

⦁ Brody JG, Morello-Frosch R, Brown P, Rudel RA, Altman RG, Frye M, et al. 2007, 
Improving disclosure and consent: "is it safe?": New ethics for reporting 

personal exposures to environmental chemical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7(9):1547-54. 

⦁ CDC, 2009,「Fourth National Report on Human Exposure to Environmental Chemical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CPSC, 2010,「Overview of Phthalates Toxicity」.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 CPSC, 2010,「Toxicity Review for Diisononyl Phthalate(DINP)」.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 CPSC, 2010,「Toxicological Profile for Di(2-ethylhexyl)phthalate」.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 Crinnion WJ. 2010, The CDC fourth national report on human exposure to environmental 
chemicals: what it tells us about our toxic burden and how it assist 

environmental medicine physicians. Alternative medicine review : a journal of 

clinical therapeutic. 15(2):101-9. 

⦁ Darbre PD, Charles AK. 2010, Environmental Oestrogens and Breast Cancer: Evidence for 
Combined Involvement of Dietary, Household and Cosmetic Xenoestrogens. 

Anticancer Research. 30(3):815-27. 

⦁ DEPA, 2009,「List of undesirable substances 2009」, DEPA, Danish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DOE. 2008), Children's Safe Products, Chapter 70240. Chapter 70.240 RCW. Department of 
Ecology.

⦁ DOE, 2009,「Children’s Safe Product Act Report」, Department of Ecology, State of 



- 370 -

Washington.

⦁ Doull J, Borzelleca JF, Becker R, Daston G, DeSesso J, Fan A, et al. 2007, Framework 
for use of toxicity screening tools in context-based decision-making. Food and 

Chemical Toxicology. 45(5):759-96. 

⦁ Environment Canada, 2013,「The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9 and the 

Assessment of Existing Substances」, Environment Canada.

⦁ EPA, 2012,「Discussion Guide: Background and Discussion Questions for Identifying 

Priority Chemicals for Review and Assessment」,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Feron VJ, Cassee FR, Groten JP, van Vliet PW, van Zorge JA. 2002, International issues 
on human health effects of exposure to chemical mixtures. Environ Health 

Perspect. 110 Suppl 6:893-9. 

⦁ German Federal Environment Agency, 2006,「Health and Environmental Hygiene German 

Environmental Survey 1998(GerES III)」. Umweltbundesamt.

⦁ Goldman LR. 1998, Linking research and policy to ensure children's environmental 

health. Environ Health Perspect. 106 Suppl 3:857-62. 

⦁ Goldman LR, Koduru S. 2000, Chemicals in the environment and developmental toxicity to 
children: a public health and policy perspective. Environ Health Perspect. 108 

Suppl 3:443-8. 

⦁ Harvey PW, Darbre P. 2004, Endocrine disrupters and human health: could oestrogenic 
chemicals in body care cosmetics adversely affect breast cancer incidence in 

women? Journal of Applied Toxicology. 24(3):167-76. 

⦁ Health Canada, 2010,「Report on Human Biomonitoring of Environmental Chemicals in 

Canada」. The Government of Canada.

⦁ Heudorf U, Mersch-Sundermann V, Angerer J. 2007, Phthalates: Toxicology and exposure. 
International Journal of Hygiene and Environmental Health. 210(5):623-34. 

⦁ Hopkin JM. 1997, Mechanisms of enhanced prevalence of asthma and atopy in developed 
countries. Current Opinion in Immunology. 9(6):788-92. 

⦁ IARC, 2008,  World Cancer Report」.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World 

Health Organization.

⦁ IEH, 2004,  A Review of Prioritisation Methodologies for Screening Chemicals with 
Potential Human Health Effects as a Result of Low-Level Exposure(Web Report 

W13)」. MRC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Health.

⦁ Iles A. 2007, Identifying environmental health risks in consumer product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civic epistemologies. Public Understanding 



- 371 -

of Science. 16(4):371-91. 

⦁ KNSO, 2011.Deaths and death rates by cause (103 items) [Internet]. [cited April 7 
2013].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Available from: 

http://kosis.kr/eng/database/database_001000.jsp?listid=A&subtitle=Population/

Household).

⦁ Koniecki D, Newhook R, Long G, de Beyssac BC, Socha A. 1997, Screening candidate 
substances for the second priority substances list under the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 Health Part C. 

15(1):41-59. 

⦁ Koo HJ, Lee BM. 2004, Estimated exposure to phthalates in cosmetics and risk 

assessment. Journal of Toxicology and Environmental Health, Part A. 

67(23-24):1901-14. 

⦁ Krzystyniak K, Tryphonas H, Fournier M. 1995, Approaches to the evaluation of 

chemical-induced immunotoxicity. Environ Health Perspect. 103 Suppl 9:17-22. 

⦁ Loretz LJ, Api AM, Barraj LM, Burdick J, Dressler WE, Gettings SD, et al. 2005, 
Exposure data for cosmetic products: lipstick, body lotion, and face cream. 

Food and Chemical Toxicology. 43(2):279-91. 

⦁ Mattison DR, Plowchalk DR, Meadows MJ, al-Juburi AZ, Gandy J, Malek A. 1990, 

Reproductive toxicity: male and female reproductive systems as targets for 

chemical injury. The Medical clinics of North America. 74(2):391-411. 

⦁ MDEP. (2010), Regulation of Chemical Use in Children's Products, Chapter 880. 38 MRSA 
§341-D(1-B). Main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 MDEP. (2011), Designation of Bisphenol A as a Priority Chemical and Regulation of 
Bisphenol A in Children's Products, Chapter 882. 38 M.R.S.A. §§ 1691 through 

1699-B. Main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 MDH, 2010,「Toxic Free Kids Act, Interim Report to the Legislature」, Minnesota 

Department of Health.

⦁ MDH. (2012), Toxic Free Kids Act: Priority Chemicals, Minn Stat 2010 1169403. Minnesota 
Department of Health.

⦁ MECDC, 2012,「Deriving Chemicals of High Concern Process Documentation 」, Maine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OECD, 2012.OECD Health Data [Internet]. [cited April 7 2013].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vailable from: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STAT#).

⦁ OTA, 1991, 「Identifying and controlling immunotoxic substances」. Washington: Congress 



- 372 -

of the U.S. and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1991.

⦁ Rudel RA, Camann DE, Spengler JD, Korn LR, Brody JG. 2003, Phthalates, alkylphenols, 
pesticides,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and other endocrine-disrupting 

compounds in indoor air and dust.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37(20):4543-53. 

⦁ Rumchev K, Spickett J, Bulsara M, Phillips M, Stick S. 2004, Association of domestic 
exposure to volatile organic compounds with asthma in young children. Thorax. 

59(9):746-51. 

⦁ Schapiro M, 2009, 「Exposed: the toxic chemistry of everyday products and what's at 

stake for American power」. Chelsea Green Publishing; 2009.

⦁ Scheuplein R, Charnley G, Dourson M. 2002, Differential sensitivity of children and 
adults to chemical toxicity: I. Biological basis. Regulatory Toxicology and 

Pharmacology. 35(3):429-47. 

⦁ State of Connecticut. (2011), Connecticut Child Protection Act, 21a. Chapter 420d. 
State of Connecticut.

⦁ Woodruff TJ, Schwartz J, Giudice LC. 2010, Research agenda for environmental 

reproductive health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64(4):307-10. 

⦁ 고용노동부. 201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86호. 

⦁ 관계부처합동, 2011, 「환경보건종합계획 (2011-2020)」,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 교육과학기술부. 2009,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 

⦁ 교육인적자원부. 2013,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호.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 위해성평가연구과, 환경부.

⦁ 박건호. 2012, 생활환경 유해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국내・외 연구동향 및 향후전망, 한국환경

독성학회 춘계학술대회 초록집:27-30.

⦁ 배희경, 2010,「발암물질 등 국가 우선순위관리물질 목록 마련을 위한 연구」.  국립환경과학

원, 환경부.

⦁ 법무부. 2010,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75호. 

⦁ 보건복지부. 2009,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59호. 

⦁ 산업통상자원부, 2010,「클린 디젤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기획」.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 201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법률 제11971호.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2012,「발암물질 없는 서울 만들기」.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 식품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7호. 

⦁ 식품의약품안전청, 2010, 「비스페놀 A」. 

⦁ 식품의약품안전청, 2010, 「프탈레이트」. 



- 373 -

⦁ 식품의약품안전청. 2010,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99호. 

⦁ 식품의약품안전청,  2010. 유아용 젖병·컵의 안전한 사용 요령 [Internet]. (Available ⦁ 
from: http://www.mfds.go.kr/index.do?seq=11389&mid=56&cmd=v)

⦁ 식품의약품안전청, 2011, 「수컷설치류에서 내분비계장애작용의 세대간 전달현상에 관한 연구

-트리클로산을 중심으로」. 

⦁ 식품의약품안전청. 2013,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

2013-16호. 

⦁ 식품의약품안전청. 2013,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24

호. 

⦁ 윤준헌, 2010, 「브롬화방염제인 PBDEs의 환경중 잔류실태조사(III) - 관계부처공동연구사업

을 중심으로」.  

⦁ 이해성 외, 2002, 원저: 소아 아토피 피부염의 빈도와 원인의 변화 - 10년 간 전과 비교하여. 

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지. 12(4):263:71.

⦁ 최임조 외. 2009, 다중 이용 건물 또는 지하 실내 공간의 용도에 따른 라돈 오염도 비교와 지

하 공간의 시간대별 라돈 농도 변화. Environmental Health and Toxicology. 

24(3):203-11.

⦁ 해양수산부, 2011,「해양환경조사 체계 정비 및 개선방안 연구」.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 해양수산부.

⦁ 화학물질정보시스템, 2012. 프탈레이트 [Internet]. [cited July 22 2013]. 국립환경과학원. 

(Available from: http://ncis.nier.go.kr/ncis/CLU0402.do).

⦁ 환경부, 2000,「사용단계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부.

⦁ 환경부. 2007, 제 3차 화학물질 유통량조사 최종보고서.

⦁ 환경부, 2008,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p. 1-24.

⦁ 환경부. 2008,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훈령 제276호. 

⦁ 환경부. 2008, 환경보건법, 법률 제11619호. 

⦁ 환경부, 2010, 「석면 슬레이트 적정 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생활환경과 환환, 환경부.

⦁ 환경부, 2010, 「신규 POPs의 환경 중 시공간적 분포조사(I)」. 

⦁ 환경부, 2010, 「실내 라돈 저감 가이드라인」. 환경부.

⦁ 환경부. 2010,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환경부고시 제2010-24호. 

⦁ 환경부, 2010, 「인조잔디와 충전재의 유해물질 위해성 평가 및 관리대책 마련」. 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환경보건정책과.

⦁ 환경부. 2010,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 환경부, 2011, 「국가우선순위물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Ⅰ)」. 

⦁ 환경부, 2011, 「미규제 실내공기 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III)」.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

경기반연구부 생활환경연구과, 환경부.



- 374 -

⦁ 환경부, 2011, 「생활공감 유해물질의 매체통합적 위해성평가 - 벤젠」. 국립환경과학원 환경

건강연구부 위해성평가연구과, 환경부.

⦁ 환경부, 2011, 「제대혈 중 화학물질 평가기법 연구」. 

⦁ 환경부. 2011,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1-136호. 

⦁ 환경부, 2011, 「폐슬레이트 전용매립장 설치·운영방안 연구(Ⅰ)」. 자원순환연구과 국환, 

환경부.

⦁ 환경부. 201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268호. 

⦁ 환경부. 201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63호. 

⦁ 환경부, 2012, 「산업폐수 종말처리장의 수질유해물질 처리 및 관리방안 연구」. 

⦁ 환경부. 2012,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 제한 등에 대한 규정.

⦁ 환경부, 2012, 「어린이용품 함유 환경유해인자 노출 실태조사(Ⅲ)」. 

⦁ 환경부, 2012, 「제 1차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 (2012-2016)」. 환경부, 환경부.

⦁ 환경부. 2012,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12-234호. 

⦁ 환경부. 2012,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203호. 

⦁ 환경부. 201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6호. 

⦁ 환경부. 2013,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1690호. 

⦁ 환경부. 2013,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51호. 

⦁ 환경부. 201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15호. 

⦁ 환경부. 2013,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1690호. 

⦁ 환경부. 2013,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345호. 

⦁ 환경부. 201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법률 제11862호. 

⦁ 환경부. 201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13호. 

⦁ 환경부. 2013, 친환경댐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지침, 환경부 훈령 제1023호. 

⦁ 환경부. 2013,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9호. 

⦁ 환경부. 201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8호. 

⦁ 환경부. 2013, 환경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649호. 

⦁ 환경부. 201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17호, 국토 교통부령 제16호. 

⦁ 환경부. 2013,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제11980호. 

⦁ 환경부. 2013,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환경부고시 제2013-23호. 

⦁ 환경부 (공동부처). 2013,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환경부고시 제2013-88호.



- 375 -

Appendix II

[환경보건정책 개발 사례]

서울시 우선관리대상 

12대 유해물질 물질별 정보

2013년 8월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 수립과제





- 377 -

목 차

1.� 서울시 7대 발암물질 ······················································································· 379

1-1 디젤배출입자 ·············································································································· 379

1-2 폼알데하이드 ·············································································································· 382

1-3 석면 ····························································································································· 386

1-4 라돈 ····························································································································· 390

1-5 납 ································································································································· 394

1-6 벤젠 ····························································································································· 398

1-7 다핵방향족탄화수소 ·································································································· 402

2.� 서울시 5대 환경호르몬 ··················································································· 408

2-1 과불화화합물 ·············································································································· 408

2-2 트리클로산 ·················································································································· 412

2-3 브롬화난연제 ·············································································································· 415

2-4 비스페놀 A ················································································································· 419

2-5 프탈레이트 ·················································································································· 423



- 378 -

표 목 차

<표 1> 디젤 연소분진에 포함된 독성 물질 ····································································· 379

<표 2> 폼알데하이드의 물리화학적 특성 ········································································· 383

<표 3> 폼알데하이드의 기관별 발암성 분류 ··································································· 384

<표 4> 여러 석면의 물리화학적 특성 ·············································································· 387

<표 5> 석면의 기관별 발암성 분류 ·················································································· 389

<표 6> 라돈의 유입 경로 ···································································································· 391

<표 7> 실내공기 라돈 농도에 따른 흡연자의 라돈의 인체 영향 ································ 392

<표 8> 납의 물리화학적 특성 ···························································································· 394

<표 9> 납과 납 화합물의 기관별 발암성 등급 ······························································· 396

<표 10> 벤젠의 물리화학적 특성 ······················································································ 399

<표 11> 벤젠의 기관별 발암성 분류 ················································································ 400

<표 12> PAHs의 물리화학적 특성 ···················································································· 402

<표 13> PAHs의 국제암연구소(IARC) 발암성 분류 ······················································ 406

<표 14> 분석대상 과불화화합물(PFCs)의 동족체 ·························································· 409

<표 15> 과불화합물(PFCs)의 용도 ···················································································· 410

<표 16> 트리클로산의 물리화학적 특성 ·········································································· 412

<표 17> PBDE와 PBB의 물리화학적 특성 ······································································ 415

<표 18> 비스페놀A의 물리화학적 특성 ··········································································· 420

<표 19> 비스페놀 A의 기관별 독성 등급 ······································································· 421

<표 20> 프탈레이트의 종류 ································································································ 423

<표 21> 프탈레이트의 물리화학적 특성 ·········································································· 424

<표 22> 프탈레이트의 기관별 발암성 등급 ···································································· 426



- 379 -

1  서울시 7대 발암물질 

1-1 디젤배출입자 (Deisel engine exhausts, DEPs)

◆ 개요
디젤연소분진은 디젤 차량의 불완전연소로 배출되는 가스와 분진으로 수천여종
의 화학적 물질이 합성되어 있으며 독성물질, 발암물질, 생식독성물질,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의 유해화학 물질을 포함하고 있음. 2012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디
젤배출입자를 발암물질로 규정함

◆ 물리화학적 특성
디젤 연소분진에는 수천개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스와 미세입자로 구
성됨. 이 중 40여개의 물질이 발암물질, 생식 발달 독성, 환경호르몬임. 디젤 연
소 분진에 포함된 대표적인 독성 물질은 다음과 같음

<표 1> 디젤 연소분진에 포함된 독성 물질

아크롤레인(acrolein) 비소(arsenic) 헥산(hexane) 수은(mercury 
compounds)

크레졸(cresol isomers) 다이옥신(dioxins) 셀레늄(selenium 
compounds)

자일렌(xylene isomers; 
o-, m-, p-)

아닐린(aniline)
다환유기화합물(polycyc
lic organic matter, 
POM)

납(lead inorganic) 염소(chlorine). 
메탄올(methanol)

시안화물(cyanide 
compounds)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
Hs) 스티렌(styrene) 클로로벤젠(chlorobenze

ne)

페놀(phenol)
벤젠(benzene, ethyl 
benzene and their 
derivatives)

1,3-부타디엔(1,3-butadi
ene)

메틸에틸케톤(methyl 
ethyl ketone)

안티몬(antimony 
compounds)

베릴륨(beryllium 
compounds)

망간(manganese 
compounds)

크롬(chromium 
compounds)

프탈레이트(dibutylphtha
late,  
bis[2-ethylhexyl]phthalat
e)

폼알데하이드(formaldeh
yde) 톨루엔(toluene) 나프탈렌(naphthalene) 

인(phosphorus) 비페닐(biphenyl) 카드뮴(cadmi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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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및 노출경로
디젤연소분진은 자동차를 통해 발생하며 되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2010년 
서울시 초미세먼지(PM2.5)농도 자료를 GIS의 kriging 기법10)을 이용하여 공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미세먼지인 PM-2.5의 20%는 디젤연소분진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정함
초미세먼지(PM2.5)는 직경이 2.5mm이하로서 흡입 시 기도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침투하여 심장질환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함. 미국암학회(1995)에서는 
10μg/m 증가시 사망률 7%, 심혈관 호흡기계 사망률이 12% 증가함
서울시의 경우 총 590개 초등학교가 있으며 이 중 13%인 78개교가 간선 및 고
속도로 주변 300 미터 반경에 위치해 있어 교통관련 대기오염의 영향을 많이 받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동부간선도로가 지나가는 노원구가 16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 및 올림픽대로가 지나가는 서초구와 
내부순환로와 북부 간선도로가 지나가는 성북구가 6개로 많음. 수도권의 간선 
및 고속도로에서 500 미터 내에 거주하는 인구의 현황은 10,200,827명 중 27%
인 2,879,731명으로 분석됨
2006년 캐나다 조사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PM 2.5 농도가 23 μg/m(DEP 
4.1 μg/m)이상인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5.6%에 불과함. 이 지역에서는 
일생 초과 암 발생율(Life time excess cancer risk)이 백만명당 361명에 해당
함. 그러나 서울의 경우 2010년 기준으로 DEP 6 μg/m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18%에 이름
2013년 1월에서 5월에 실시된 초미세먼지 농도 조사에서 서울시 전체의 PM 
2.5 평균 농도는 29 μg/m 이었음. 2012년 기준으로 PM-2.5 농도는 서울이 
23μg/m,  뉴욕이 14μg/m , LA가 18μg/m, 런던이 16μg/m, 파리가 15μ
g/m으로 외국에 비해 1.5배 수준임

◆ 독성
디젤연소분진은 돌연변이 유발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발암물질로 확인됨. 디
젤연소분진에 있는 발암 물질은 벤젠, 폼알데하이드, 부타디엔, 에틸렌, PAHs, 
탄화수소 등임
미국 캘리포니아 환경건강위험평가기관에서 디젤 연소분진과 페암 관련성 메타

10) kriging 공간분석법은 주변  관측값을 이용하여 미지점의 값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거리뿐만 아니
라 관측값들 간의 공간적인 상호관계를 반영하여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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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업적 디젤 연소분진 노출된 경우 폐암이 유의한 상관관계
를 보였으며 약 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방광암의 경우에는 18 ~ 76% 발병률이 증가하였으며 상관관계가 유의하였음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환경 노출 수준에
서도 디젤 연소분진 흡입이 발암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보고함. 세계보건기구 산
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는 2012
년 디젤연소분진을 발암물질로 규정함

◆ 노출을 줄이는 생활 습관
 대형 도로 주변 이동시 자동차 배기가스에 노출에 유의(특히 키가 작아 호흡기 

높이가 낮은 아이들은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음)
 기후적 요인으로 대기오염이 심한 경우에는 외부 활동에 유의
 대중교통과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하기

◆ 참고문헌
⦁ LPG협회. 2013, 디젤 배기가스의 건강 영향 및 디젤차 규제 정책 연구.

⦁ 산업통상자원부. 2010, 클린 디젤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기획.

⦁ 서울시. 2013, 초미세먼지 PM2.5중심 대기질 개선 계획.

⦁ 임종한. 2013, DEPs 발암성 평가.

⦁ 환경부. 2000, 사용단계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환경부. 2002, 친환경적 자동차배출가스 등급분류 및 세제 개편방안 연구.



- 382 -

1-2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 개요
폼알데하이드(CAS No. 50-00-0)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중 하나의 물질로써 무색의 강한 냄새가 남. 햇빛에 쉽게 분
해됨. 메틸알코올이 산화되어 만들어지며, 이 성분은 과일, 채소, 육류, 어류 등
의 식품에서 나중에 복잡한 분해과정을 거쳐 자연적으로 생성되기도 함. 폼알데
하이드는 자극성 냄새를 갖는 가연성 무색기체로 고도의 화학적 반응성을 갖고 
있음
국내에서는 2011년 기준으로 연간 약 68톤이 배출되고, 연간 약 172톤이 이동
되었는데, 주로 대기 중으로 배출되었고, 폐기물과 폐수를 통해서 이동되었음
생활 환경에서는 가구나 바닥재, 페인트, 바닥 마감재, 접착제 등에서 폼알데하
이드가 방출되므로 신축 건물이나 새 가구 제품 등이 구비된 곳에서는 호흡기를 
통해 노출될 수 있음. 실외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또는 스모그에 포함된 폼알데
하이드에 노출이 가능함 
이외에도 폼알데하이드는 주름 방지용으로 섬유에 사용되면서, 섬유로부터 흡입
노출이 가능하며, 옷 또는 침구류와 장기간 피부 접촉을 통해서도 체내로 흡수될 
수 있음. 매니큐어나 손톱 경화제 사용 시, 건조 전 상태에서는 고농도의 폼알데
하이드가 방출되기 때문에 흡입 노출 위험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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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화학적 특성
폼알데하이드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표 2>과 같음

<표 2> 폼알데하이드의 물리화학적 특성

특성 값

국문명 폼알데하이드

영문명  Formaldehyde

CAS No. 50-00-0

화학식 HCHO

분자량 30.03

성상 기체

색상 무색

녹는점 -92 ℃

끓는점 -19.5 ~ -21 ℃

밀도 0.815 g/mL (@ -20 ℃)

증기압 3.890 mmHg (@ 25 ℃)

log Kow 0.35

◆ 용도 및 노출경로
폼알데하이드는 화학적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아세탈수지, 농업분야에서의 비료, 
미생물 박멸 또는 조절제, 촉매제, 살균제, 소독제, 방부제 등으로 널리 사용됨. 
폭약 제조, 방화제 성분, 연료, 가스 흡수제, 석유 산업, 살충제, 금속산업에서의 
산 방지제 등으로도 사용됨. 또한 콘크리트 석고 및 관련 제품에도 사용되어 각
종 접착제로 바닥재, 파티클 보드나 합판 중에 함유되어 있음
페놀, 멜라닌, 요소 등 다른 화합물과 쉽게 결합하는 특성이 있어, 대부분은 페
놀 수지(전화기 등 여러 플라스틱 제품), 멜라닌 수지(식기, 전자제품 등), 요소
계수지(합판 접착제, 장난감 등), 폴리아세탈 수지(전지, 전자 부품, 자동차 부품 
등) 등과 같은 합성수지 원료로 사용함
폼알데하이드는 단백질과 잘 결합하여 반응하였던 단백질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음. 이러한 특성 때문에 폼알데하이드의 수용액인 포르말린은 생물 표
본을 만들 때에 생물이 썩지 않도록 하고자 사용됨. 즉, 소독약, 방부제, 고정액
으로 주로 사용되며, 병원 내시경실과 수술실, 생물 관련 실험실 등에서 주로 사
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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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나 바닥재, 페인트, 바닥 마감재, 접착제 등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에 
노출될 수 있음. 목재, 등유, 담배, 천연 가스 등의 물질이 집안에서 연소될 때 
노출될 수 있고, 특히 가스 또는 등유 히터 연소 시 환기가 안 될 때 노출될 수 
있음. 실외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또는 스모그에 포함된 폼알데하이드를 흡입할 
수 있음
이외에도 섬유로부터 폼알데하이드를 흡입할 수 있고, 옷 또는 침구류와 장기간 
피부 접촉을 통해서도 체내로 흡수될 수 있음. 매니큐어나 손톱 경화제는 마르기 
전인 젖은 상태일 때 고농도의 폼알데하이드가 배출되기 때문에, 어린이들 근처
에서 이 제품들이 사용될 경우, 흡입 노출 가능성이 있음

◆ 독성
폼알데하이드는 알레르기와 천식 유발물질로 알려져 있음. 폼알데하이드 증기의 
흡입은 호흡 곤란, 숨 가쁨, 쌕쌕거림, 가슴압박과 같은 호흡상의 문제, 천식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음
또한 폼알데하이드에 노출된 사람에게서의 비강인두암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남. 직업적으로 폼알데하이드에 노출된 성인에게서 호흡기의 특정 조직에 종양
이 발생하였음
폼알데하이드의 기관별로 고시하고 있는 발암성 등급은 <표 3>과 같음

<표 3> 폼알데하이드의 기관별 발암성 분류

기관 발암성 분류

IARC(국제암연구소) 2A(인체 유력한 발암성 물질,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미국 EPA(환경보호청)
B1(인체 유력한 발암성 물질, Probable Human Carcinogen, 
There is limited evidence that it can cause cancer in humans, 
but at present it is not conclusive)

미국 
NTP(국립독성프로그램)

R(인체 발암 예상되는 물질, Reasonably Anticipated to be 
Human Carcinogen)

◆ 노출을 줄이는 생활 습관
 공기 중으로 주로 노출되므로 실내 환기를 자주 함
 실내 흡연은 삼가야 하며, 어린이들의 간접흡연을 예방해야 함
 등유 등을 연료로 하는 난방기구를 이용하여 실내난방을 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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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부제, 의약품, 주방세제, 섬유유연제, 구두약, 카펫 청소제, 풀, 접착제, 락카, 
헤어스프레이 등 미용용품 등을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지
도록 함

 합판으로 된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성분 방출량이 낮은 제
품을 구입

 리모델링 등을 하여 폼알데하이드 발생량이 많은 공간에 어린이와 함께 오래 머
물지 않도록 함

 새 옷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새 옷은 반드시 세탁하
여 입도록 함

 페놀수지나 요소수지가 사용된 플라스틱 용기가 있는지 확인하고(주의문구를 법
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해당제품은 전자레인지 사용을 금함

◆ 참고문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10, 유해물질총서 폼알데하이드.

⦁ 환경부. 2010, 인조잔디와 충전재의 유해물질 위해성 평가 및 관리대책 마련.

⦁ 환경부. 케미스토리. Avaliable from: 

(http://www.chemistory.go.kr/csu/teach/material/materialinfo.do?link_type=teach&option_type=2&idx=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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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석면(Asbestos)

◆ 개요
석면의 영어 명칭인 'asbestos' 는 그리스어로 “소멸될 수 없음”을 의미함. 석면
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유리섬유와 비슷한 광물질 섬유이며, 활석이나 질석과 
같은 광물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백석면, 청석면, 갈석면 등 다양한 종류의 
석면이 있음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석면의 채광 및 사용, 유통이 금지되고 있는 추세이나 
캐나다를 비롯한 몇 개 국가에서는 자국 내 석면의 수입 및 사용은 금지하면서 
채광은 허용하여 수출을 계속 진행 하고 있음
석면은 뛰어난 내구성과 내열성, 내약품성, 유연성, 전기절연성 등의 특성과 가
격이 저렴하다는 특징 때문에 과거부터 다양한 용도로 많은 양이 사용되었음. 국
내에서는 2005년 기준으로 연간 약 0.5톤의 석면이 환경 중으로 배출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주로 대기로 배출되는 것이었음. 과거에 사용된 석면의 대부분이 
건축 자재에 사용되었음
서울시내에서는 재개발과 과거 건물을 해체하고 건물을 신축하거나 실내 내부 
공사 등으로 인해 건축물 해체 빈도가 높음. 특히 신도시 건설 등으로 오래된 건
물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사용된 석면이 방출될 가능성이 높아 시민들의 
노출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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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화학적 특성
석면에 대한 물리화학적 특성은 <표 4>와 같음

<표 4> 여러 석면의 물리화학적 특성

특성 석면 백석면 청석면 갈석면

영문명 Asbestos Chrysotile Crocidolite Amosite

동의어 자료없음 Serpentine 
asbestos Blue asbestos Mysorite

분자식 자료없음 Mg3Si2O5(OH)4
[NaFe3 

2+Fe2 
3+Si8O22(OH)2]n

[(Mg,Fe)7Si8O22(OH)2]n

CAS No. 1332-21-4 12001-29-5 12001-28-4 12172-73-5

성상 - 고체 고체 고체

색상 - 흰색, 회색, 녹색, 
황색 청색, 녹색 갈색, 회색, 녹색

유연성 - 좋음 좋음 보통

녹는점/
분해온도(℃) - 800-850 800 600-900

비중 - 2.55 3.37 3.43

<표 4> 여러 석면의 물리화학적 특성(계속)

특성 트레몰라이트 악티놀라이트 안토필라이트

영문명 Tremolite Actinolite Anthophyllite

동의어 Silicic acid 자료없음 Ferroanthophyllite

분자식 [Ca2Mg5Si8 O22(OH)2]n [Ca2(Mg,Fe)5Si8O22(OH)2]n [(Mg,Fe)7Si8O22(OH)2]n

CAS No. 14567-73-8 13768-00-8 17068-78-9

성상 고체 고체 고체

색상 흰색 ~ 연녹색 녹색 회색, 흰색, 회갈색, 녹색

유연성 잘 부서짐 보통~
잘 부서짐

보통~
잘 부서짐

녹는점/
분해온도(℃) 1040 자료없음 950

비중 2.9-3.2 3.0-3.2 2.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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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및 노출경로
석면의 90%는 건축 재료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슬레이트 생산에 사용됨. 흡음, 
단열, 내부식성, 내약품성에 뛰어나 건축 재료부터 보일러나 온방파이프의 피복, 
자동차의 브레이크라이닝이나 클러치판, 석유 스토브 심지 등 3,000종류 이상의 
제품에 사용됨
특히 냄새가 없고, 물에 녹지 않으며 불에 연소되지 않고 마찰에도 강한 내구성
이 있어 바닥과 천정타일, 벽의 석고보드, 소음방지용 텍스, 보온단열재, 칸막이, 
석면시멘트, 방화재 등의 건축 재료로 많이 사용됨
이외에도 수도, 선박공업, 다리미・전기밥솥・냉장고・세탁기・석유 난방기・에
어컨・토스터・전기난로 등의 전자제품에도 사용됨
석면은 천연광물이기 때문에 석면을 함유한 암석의 풍화작용이나 채석활동 등에 
의해 공기 중으로 흩어져 배출되며,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석면이 빗물에 씻겨 강
이나 호수로 들어갈 수도 있음
공기 중 석면은 매우 미세하기 때문에 쉽게 흩어지며, 땅에 내려앉아도 다시 공
기 중으로 쉽게 흩어지므로,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음
일상 환경에서는 건축자재나 마찰재, 단열재 등을 사용하거나 제거하는 과정에서 
배출될 수도 있음

◆ 독성
석면은 호흡 곤란, 기침, 폐 기능 감소 등을 유발함. 저농도의 석면 섬유에 만성
적 또는 직업적으로 노출되면 폐에 흉터를 입히는 석면 침착증이나 폐 섬유증이 
유발될 수 있음
폐암은 석면에 상대적으로 고농도로 노출된 후 20~40년 정도 지난 후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석면에 노출된 사람(노출자)의 폐암 발생 위험도는 석면 노
출이 없는 사람(비노출자)에 비해 5배, 석면 노출자가 흡연자인 경우 비노출 비
흡연자에 비해 50 배 이상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특히 석면 노출과의 인과관계가 잘 알려져 있는 악성 중피종은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막, 간이나 위 등의 장기를 감싸는 복막, 심장 및 대혈관을 둘러싼 심막 
등의 중피 조직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임. 악성 중피종은 흡연과는 무관하며 석면 
노출 후 30~50년 뒤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진단 후 6~18개월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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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기간이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치명적 질환임
기관별로 고시하고 있는 석면의 발암성 등급은 <표 5>와 같음

<표 5> 석면의 기관별 발암성 분류

기관 발암성 분류

IARC(국제암연구소) 1(인체 발암 물질, Carcinogenic to human)

미국 EPA(환경보호청) A(인체발암물질, Human carcinogen)

미국 
NTP(국립독성프로그램
)

K(인체 발암물질로 알려짐, Known to be human carcinogens) 

◆ 노출을 줄이는 생활 습관
 건축주의 경우 건물에 석면이 사용되지 않았는지 조사
 주변에 석면건축물이 없는지 확인하가
 건축물 해체 작업 시 석면제거 및 제어 작업을 철저히 하는지 감시 
 석면 폐기물 처리장 인근 지역에 거주할 경우 시설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함.

◆ 참고문헌
⦁ ATSDR. Toxicology Profile for Asbestos. Avaliable from: 
   (http://www.atsdr.cdc.gov/substances/toxsubstance.asp?toxid=4).

⦁ 백도명. 2013,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최종 보고서. 서울특별시.

⦁ 환경부. 케미스토리. Avaliable from:

  (http://www.chemistory.go.kr/csu/teach/material/materialinfo.do?link_type=teach&option_type=2&tabNum=4&idx=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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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라돈(Radon)

◆ 개요
라돈은 토양이나 암석 등 자연계에 함유된 우라늄이 연속 붕괴하면서 생성되는 
라듐이 붕괴할 때 생성되는 원소로 무색, 무미, 무취의 방사성 가스임
기관지 세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사성 입자를 방출시키기 때문에 미량일
지라도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발암성 물질로 흡연에 이어 폐암 발병의 
두 번째 주요 원인임. 그러나 국내에서는 고위험지역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라돈 
실태 조사가 미흡하고 위험성 등에 대한 인식과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한 실정임

◆ 물리화학적 특성
라돈(Rn-222)은 불활성 원소로서 3.823일의 반감기를 갖는 무색, 무취의 불활
성기체로 지각 중의 토양, 모래, 암석, 광물질 및 이들을 재료로 하는 건축자재 
등에 미량으로(7.4~74 Bq/kg) 함유되어 있는 우라늄(U-238, 토양이나 암반 내
에 천연적으로 존재. 반감기 45억년)붕괴 계열 중 라듐(Ra-226)의 방사성 붕괴 
시 생성됨 
라돈은 3개의 동위원소(Rn-222,220,219)가 있으며 천연 방사능 붕괴계열이 함
유된 유라늄(U-238), 토륨-232(Th-232), 우라늄-235(U-235)방사선 붕괴 
계열에서 각각 생긴 것임
라돈은 붕괴되면서 폴로늄-218(Po-218), 비스무스-214(Bi-214), 폴로늄
-214(Po-214), 납-210(Pb-210)을 생성하며 알파, 베타, 감마선을 방출함
라돈은 다른 물질과 화학적으로는 반응을 하지 않으나 방사선을 방출하고 몇 번
의 붕괴를 계속하면서 방사선 자핵종(radon daughters)을 생성하여 물리적으로
는 매우 불안정함

◆ 용도 및 노출경로
라돈 가스는 물질 내․외의 압력과 온도차에 의한 확산 및 대류과정에 의하여 지
상 혹은 실내 환경으로 방출됨. 라돈의 자핵종들은 생성된 후 곧 주변의 미세 먼
지, 수증기 등에 흡착되거나 구조물의 표면이나 바닥에 침적, 부착되어 호흡 시 
폐에 누적 침적되어 폐기저 세포가 방사선 에너지 흡수에 의해 방사선에 폭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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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의 흡착률, 침적률, 제거율 등은 동일한 실내에서도 공기 중 라돈과 미세입
자의 농도, 미세입자의 크기, 실내의 환기와 습도, 실내용적과 표면적의 비 등에 
의하여 달라짐. 실내로 유입되는 라돈의 경우는 80~90%가 토양가스로부터 기
인함. 라돈은 인광석이나 산업폐기물을 포함한 토양과 돌 등 건축 재료에서도 발
생할 수 있음

<표 6> 라돈의 유입 경로

노출원 비율(%)

균열부위를 통한 토양 가스의 유입 85~97

건축자재로부터 라돈 방출 2~5

비 균열부위를 통한 확산 1~4

지하수 <1

(출처: 환경부. 실내 라돈 저감 가이드라인. 2010)

실내로 유입되는 라돈은 대부분 건물 지반 토양과 암석에서 기인함. 토양층을 통
과하여 올라온 라돈은 건물 하부에 계속적으로 축적됨. 실내의 기압은 토양 내의 
압력보다 낮은데, 그로 인해 건물 하부의 압력은 건물의 바닥 또는 벽 등을 통해 
라돈과 같은 유해 가스를 실내로 유입시킴
대부분의 라돈 가스는 갈라진 벽 틈 사이 또는 기타 실내와 실외의 연결 통로 
등을 통해 유입됨. 이렇게 한번 유입된 라돈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실내에 
계속 축적되게 됨. 라돈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는 세부경로는 건물 하부의 갈라진 
틈, 벽돌과 벽돌 사이, 벽돌내의 기공, 바닥과 벽의 이음매, 건물에 직접 노출된 
토양, 우수 배관로, 모르타르 이음매, 접합이 느슨한 파이프의 사이, 출입문의 틈
새, 건축 자재, 지하수의 이용 등 임. 라돈은 용해성이 강하여 지하수에 많이 녹
아있음. 라돈 함유량이 높은 지하수가 주변에 존재 할 경우 실내 라돈농도가 더
욱 증가할 수 있음

◆ 독성
북유럽국가(스웨덴, 노르웨이 등)들과 같이 지질학적으로 화강암과 화성암이 풍
부한 나라의 광산에서 작업한 광부들이 상대적으로 폐암에 많이 걸렸으며 라돈
이 흡연과 마찬가지로 폐암의 한 가지 원인이었음. 호흡을 할 때, 라돈과 그 자
핵종들이 호흡기 속으로 들어가서 대부분은 내쉬는 숨에 의해서 다시 나오지만, 
일부는 기관지 및 폐에 달라붙은 후 핵붕괴를 하게 됨. 이 과정에서 알파선이란 
방사선이 나오게 되어 폐조직에 손상을 주고 이와 같은 손상이 지속적으로 진행
되면 폐암을 일으킬 수 있음



- 392 -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의하면, 미국인의 연간 폐암 사망자의 10% 이상인 약 
2 만 명 정도가 라돈자핵종의 누적폭로에 의한 것이며, 이는 대기오염에 의한 
사망위험 보다 10배 이상 높으며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자 수보다 더 높음
미국 환경보호청이 발간한 "시민을 위한 라돈 안내서(A Citizen's Guide to 
Radon)"에 따르면, 미국의 규제 기준이며, 한국에서는 권고기준치인 4 pCi/L 또
는 148 Bq/m(1 Bq/m는 1 입방미터의 공기 중에 라돈의 원자핵이 1초에 1
개씩 핵붕괴를 하는 것을 의미)의 라돈농도가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실
내공간에서 평생 동안 생활하면 흡연자인 경우 1,000명중 약 62명(6.2%)이 폐
암의 위험이 있으며, 비흡연자는 이의 1/10 수준임(<표 7> 참조). 미국은 라돈
이 미국에서 폐암을 유발시키는 제2의 원인제공자임을 경고하고 있음

<표 7> 실내공기 라돈 농도에 따른 흡연자의 라돈의 인체 영향

라돈 농도
(pCi/L)

폐암 발생률
(1,000명당 명 수)

기타 사고와의 
위험도 비교 조치사항(금연 후)

20 260 익사사고 위험의 250배 즉시 주택 수리

10 150 화재사고의 200배 즉시 주택 수리

8 120 돌연사의 30배 즉시 주택 수리

4 62 자동차사고의 5배 즉시 주택 수리

2 32 독성물질에 의한 사고의 6배 주택 수리 고려

1.3 20 평균 실내 라돈 농도
현재 농도 유지

0.4 3 평균 실외 라돈 농도

(출처: 1) EPA Assessment of Risk from Radon in Homes(EPA 402-R-03-003)       2) 환경부. 실내라돈 저감 가이드라인. 2010 재인용).

◆ 노출을 줄이는 생활 습관
 하루에 2-3차례 환기하기

· 봄・여름・가을에는 춥지 않을 정도로 창을 항상 5~20 ㎝ 정도 열어놓는 것이 좋음
· 겨울에는 난방효율을 위해 2~3시간 주기로 1~2분 정도 개방하는 것이 좋음
· 하루일과 전, 밤사이 축적될 수 있는 라돈가스 배출을 위해 환기 실시

 건물의 바닥 틈새 등을 매우기
· 노후화된 기존 건축물의 틈을 보강재로 막으로 라돈가스 유입을 차단할 수 있음
· 토양 중 라돈 농도가 높은 지역은 건축물을 지을 때 건물 하부에 차단막을 깔면 라돈

의 유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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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납(Lead)

◆ 개요
납(Lead, Pb)은 주기율표 제 14족에 속하는 탄소족 원소로 금속 중에서 비중이 
크고 녹는점이 낮은 청회색 금속. 공기 중에서 신속히 산화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공기나 물에 의해 쉽게 부식되지 않음
납은 유연하여 쉽게 성형이 가능하고 다른 금속과 합금을 만들기도 쉽기 때문에 
약 4 천 년 전부터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어 옴. 화석 연료의 연소, 채광 활동, 
제조업 등 인간 활동으로 인해 우리 주변 환경 어디에서나 발견됨
자동차 배터리 제조에 가장 많은 양이 사용되며 유기납은 휘발유의 효율을 높이
기 위한 첨가제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1993년부터 유연 휘발
유의 판매를 금지하였음
일상 환경에서는 어린이용 장난감이나 장신구 등에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며, 특
히 규제가 낮은 수입 제품이 문제 시 되는 경우가 많아 현행보다 철저한 규제와 
관리가 필요함

◆ 물리화학적 특성
납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표 8>와 같음

<표 8> 납의 물리화학적 특성

특성 값

국문명 납

영문명 Lead

CAS No. 7439-92-1

화학식 Pb

원자량 207.2

녹는점 327 ℃

끓는점 1749 ℃

밀도 611.34 (g/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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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및 노출경로
납 및 납 합금은 자동차 배터리나 탄약, 납땜 및 파이프 등의 금속 제품, X-ray 
방어막 등에 쓰임. 최근 건강상의 우려 때문에 페인트나 도자기에서 납의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납이 함유된 접시, 식기류 등을 사용하거나 납에 오염된 식품 또는 물의 
섭취 시 인체에 흡수될 수 있음. 특히 납땜을 한 낡은 수도관으로 인한 식수 오
염이 문제가 될 수 있음
납 성분이 들어있는 페인트가 사용된 곳에서 머무를 경우 먼지를 통해 흡수될 
수 있음. 어린이들은 납 성분이 함유된 각종 어린이용 장난감, 학용품을 입으로 
물거나 빨면 소량의 납을 섭취하기도 하는데, 어른보다 섭취를 통한 흡수율이 훨
씬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함
최근에는 어린이용 장신구에서 납이 검출되었는데 이러한 납은 피부를 통한 흡
수율은 매우 낮음. 생체에 흡수된 납은 주로 혈액과 뼈에 존재하며 간, 신장, 폐, 
뇌 등에서도 발견됨. 유기납은 지용성이므로 피부를 통해서도 잘 흡수되지만, 무
기납은 피부를 통해서는 거의 흡수되지 않음

◆ 독성
자연계에서 납은 주로 무기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하며, 알킬납과 같은 유기화합물
의 경우 대사나 가솔린의 연소 과정 등을 통해 무기납으로 전환되므로 납의 독
성 영향은 주로 무기납의 유해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
납은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기관과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이 큼. 성인이 장기간 납에 노출되었을 경우 인식 및 신경행동 장애
를 유발하고, 칼슘대사를 방해하여 손가락·손목·발목 등을 약하게 함. 중・노년층
의 경우에는 혈압이 증가하거나 빈혈이 발생할 수 있음
높은 농도의 납에 노출될 경우 뇌와 신경에 심각한 손상이 생길 수 있으며, 궁극
적으로는 사망할 수도 있음. 어린이의 경우 성인보다 납 독성에 더욱 취약한데, 
노출량에 따라 빈혈, 근력저하, 뇌 손상에서부터 발달과 행동 장애 등 다양한 독
성 영향을 유발할 수 있음
납은 번식 및 생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여성의 경우 태아가 유산될 수 있
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정소에 손상을 줄 수 있음
납이 사람에게 암을 일으킨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없으나 일부 납 화합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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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납 무기납 화합물 유기납 화합물

국제암연구소(IARC)* 2B 2A 3

미국국립독성 프로그램(NTP)† R -

미국정부산업위생 
전문가협의회(ACGIH)‡) A3 -

미환경보호청 
통합위해성 정보시스템
(EPA IRIS)§

B2 -

*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2B,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인체발암가능성; 3, Not classifiable as to its carcinogenicity to humans, 발암성 미확인† National Toxicology Program, NTP; R, Reasonably Anticipated To Be Human Carcinogens, 인체 발암 가능성‡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ACGIH; A3, Confirmed animal carcinogen with unknown relevance to humans, 동물에서는 발암성이 있으나 인체에서는 발암성이 확인되지 않음§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Integrated Risk Information System; B2, Probable human carcinogen, 인체 발암 가능성; C, Possible human carcinogen, 인체 발암 가능성

실험동물에서 신장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음. 납과 납 화합물의 기관별 
발암성 등급은 <표 9>과 같음

<표 9> 납과 납 화합물의 기관별 발암성 등급

◆ 노출을 줄이는 생활 습관
 식수에 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사용 전에 하룻밤 정도 물을 흘려보낸 뒤 사용
 오래된 집에는 상수 배관이나 페인트 등에 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납 검사가 권

장되며, 납 포함 페인트를 제거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
 납 크리스탈 유리 용기 사용 시 납이 유출될 수 있으므로 뜨거운 음식을 담지 

않도록 주의하고, 용기에 음식을 담아 데우는 행위도 삼가야 함
 어린이 장난감 및 학용품은 입에 물거나 빨지 못하도록 주의하며, 장난감을 구입

할 때는 안전확인마크를 확인하고 안전확인마크가 없거나 의심스러운 제품은 구
매하지 않음. 일부 어린이용 장신구나 화장품 등에서도 납이 들어있을 수 있으므
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함

 황사가 있을 때는 납이 포함된 먼지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외출을 피하
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와 긴 옷을 착용.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손을 씻고, 가구, 
창틀, 바닥을 자주 청소하여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함

 철분과 칼슘은 납의 체내 축적을 막고 흡수율을 낮추므로 시금치, 오이, 상추, 고
추, 양상추, 순무, 케일, 브로콜리 등 신선한 채소와 두부, 콩 등을 일상적으로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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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벤젠(Benzene)

◆ 개요
벤젠(CAS No. 71-43-2)은 방향족 탄화수소(Aromatic hydrocarbon) 및 휘발
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로써 투명하고 무색의 인화성 
액체로, 휘발유 같은 냄새가 나고 공기 중으로 휘발하는 성질을 가짐. 벤젠은 
1800년대 처음으로 콜타르에서 분리·발견되었고 현재는 주로 석유에서 만들어짐
국내에서는 2011년 기준으로 연간 약 168톤이 배출되고, 연간 약 967톤이 이동
되었는데, 주로 대기 중으로 배출되었고, 폐기물로서 이동되었음
벤젠은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성 물질로 지정하고 있으며, 그 독성이 잘 알
려져 있어 최근에는 실험 목적 이외에는 일반 생산 제품에는 거의 사용되고 있
지 않음
그러나 여전히 페인트나 신너 등에 미량으로 함유되어 있거나 식음료의 가공 과
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등 시민들의 노출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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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화학적 특성
벤젠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표 10>과 같음

<표 10> 벤젠의 물리화학적 특성

특성 값

국문명 벤젠

영문명 Benzene

CAS No. 71-43-2

화학식 C6H6

분자량 78.11

성상 액체

색상 무색

녹는점 5.5 ℃

끓는점 80.1 ℃

밀도 0.88 g/mL

증기압 75 mmHg (@ 20 ℃)

log Kow 2.13

◆ 용도 및 노출경로
벤젠은 방향족화합물 생산에 주원료로 사용되는데, 순수 벤젠은 합성원료로서 염
료, 합성고무, 유기안료, 유기 고무 약품, 합성섬유(나일론), 합성수지(폴리스티
렌, 페놀, 폴리에스터), 농약, 가소제, 사진약품, 폭약(피크리산), 방충제(파라디
클로로벤젠), 방부지(PCP), 절연유(PDP) 등에 사용됨
그러나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추세임. 일부 접착제, 왁스, 페인트 및 잉
크와 같은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벤젠에 노출될 수 있음. 자동차와 사업장, 가정
에서 사용하는 유류 제품에서 많이 발생하여 증발에 의해 대기 중으로 퍼짐 
수계로는 유류 방출 등으로 지하수나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음. 주로 대기로 배
출되고, 물과 토양으로 배출된 경우에도 휘발하여 공기 중으로 이동함. 사람들은 
이렇게 방출된 벤젠에 호흡(흡입)이나 섭취를 통해 노출될 수 있음
일부 가정용 자동차 세정 제품에는 소량의 벤젠이 함유될 수 있으며, 바닥 접착제나 
직물로 짠 카펫이나 매트, 가구용 왁스 등에서 벤젠이 방출되어 노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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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성
벤젠은 혈액 생성 세포, 즉 조혈 세포에 영향을 줌. 성인에 대한 역학 연구 결
과, 벤젠 노출과 백혈병 간의 인과관계는 명확히 증명되었음. 최근 국내에서는 
반도체 공장에서 작업한 노동자에게서 벤젠 노출로 인한 백혈병이 직업병으로 
인정되기도 하였음
또한 신경 독성물질로, 고농도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졸음, 현기증과 두통, 의식
불명 등에 이르는 중추신경계 영향을 유발할 수 있음. 중추신경계의 억제로 호흡
곤란이 발생하여 사망할 수도 있음
발달 독성 연구에서는, 태아기에 벤젠에 노출되면, 골격손상과 체중이 잘 증가하
지 않고, 유산 발생률이 증가하는 등의 영향이 나타났음. 또한, 조혈세포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동물 실험 결과, 임신기간에 벤젠을 고농도로 흡입하면, 태아가 사망하기도 함. 
어린이는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성인보다 벤젠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으며, 호
흡률과 신진 대사량이 더 크기 때문에 동일 체중 당 벤젠의 흡수율이 증가함. 민
감도가 커지는 생화학적 기작이 발현 가능함. 예를 들어 조혈 세포나 혈액 세포 
형성 체계가 미성숙한 단계이기 때문에, 화학물질로 인한 기능의 손상을 크게 받
을 수 있음
벤젠의 기관별 발암성 분류는 <표 11>과 같음

<표 11> 벤젠의 기관별 발암성 분류

기관 발암성 분류

IARC(국제암연구소) 1(인체 발암 물질, Carcinogenic to human)

미국 EPA(환경보호청) A(인체발암물질, Human carcinogen)

미국 NTP(국립독성프로그램) K(인체 발암물질로 알려짐, Known to be human 
carcinogens)

EU(유럽연합) 1(인체 발암물질로 알려짐, Substances known to be 
carcinogenic to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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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출을 줄이는 생활 습관
 페인트, 신너, 세정 제품, 접착제 및 접합제 등과 같이 용제로 구성된 제품을 사

용할 때에는 주의를 기울여 지침에 따라 사용하고, 반드시 환기를 할 것. 사용하
지 않을 때에는 단단히 밀봉하여 보관할 것

 휘발성 물질이 없거나 함량이 매우 낮은 수용성의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할 것
 주유소에서 주유 시 창문을 열어놓지 말 것. 특히 어린이가 차량에 타고 있을 경

우 주유 중 발생하는 VOCs가 차량내부로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과 문단속을 잘 
할 것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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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chemistory.go.kr/csu/kid/material/materialinfo.do?link_type=kid&option_type=2&idx=20).



- 402 -

1-7 다핵방향족탄화수소(Polyaromatic hydrocarbons, PAHs)  

◆ 개요
다핵방향족탄화수소(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는 석탄, 기름, 
가스, 쓰레기, 담배, 음식물, 기타 유기물질의 연소 부산물로서 형성되는 100개 
이상의 화학물질군을 통칭함
2개 이상의 벤젠고리가 선형으로 각을 지어 있거나 밀집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
는 유기화합물로서 화학연료나 담배, 숯불에 구운 육류와 같은 유기물의 불완전 
연소 시 부산물로 발생함
벤조[a]피렌을 포함한 PAHs는 주로 300-600 ℃ 사이의 온도에서 화석연료나 
식물 등의 유기물이 불완전연소될 때 생성됨. 주된 오염원은 콜타르, 자동차배출
가스(특히 디젤 엔진), 담배연기 등이며, 환경오염으로 인해 농산물, 어패류 등 
조리 및 가공을 하지 않은 식품에도 벤조[a]피렌이 존재함. 식품의 조리・가공 
시 식품의 주성분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등이 분해되어 생성되기도 함

◆ 물리화학적 특성
다핵방향족탄화수소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표 12>와 같음

<표 12> PAHs의 물리화학적 특성

물질명 Acenaphthene Acenaphthylene Anthracene

CAS No. 83-29-9 208-96-8 120-12-7

화학식 C12H10 C12H8 C14H10

분자량 154.21 152.20 178.2

녹는점 95 ℃ 92-93 ℃ 218 ℃

끓는점 96.2 ℃ 265-275 ℃ 342 ℃

밀도 1.225 g/mL (@ 0 ℃) 자료없음 자료없음

증기압 4.47x10-3 mmHg
(@ 20 ℃)

0.029 mmHg
(@ 20 ℃)

1.7x10-5 mmHg
(@ 25 ℃)

log Kow 3.98 4.07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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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PAHs의 물리화학적 특성 (계속)

물질명 Benzo[a]anthracene benzo[a]pyrene Benzo[b]fluoranthene

CAS No. 56-55-3 50-32-8 205-99-2

화학식 C18H12 C20H12 C20H12

분자량 228.29 252.3 252.3

녹는점 158-159 ℃ 179-179.3 ℃ 168.3 ℃

끓는점 400 ℃ 310-312 ℃
(@ 10 mmHg) 자료없음

밀도 1.274 g/mL
(@ 20 ℃) 1.351 g/mL 자료없음

증기압 2.2x10-8 mmHg
(@ 20 ℃) 5.6x10-9 mmHg 5.0x10-7 mmHg

(@ 20-25 ℃)

log Kow 5.61 6.06 6.04

<표 12> PAHs의 물리화학적 특성 (계속)

물질명 Benzo[e]pyrene Benzo[k]fluoranthene Benzo[g,h,i]perylene

CAS No. 192-97-2 207-08-9 191-24-2

화학식 C20H12 C20H12 C22H12

분자량 252.3 252.3 276.34

녹는점 178-179 ℃ 215.7 ℃ 273 ℃

끓는점 310-312 ℃
(@ 10 mmHg) 480 ℃ 550 ℃

밀도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증기압 5.7x10-9 mmHg
(@ 25 ℃) 9.59x10-11 mmHg 1.03x10-10 mmHg

(@ 25 ℃)

log Kow 자료없음 6.06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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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PAHs의 물리화학적 특성(계속)

물질명 Benzo[i]fluoranthene Chrysene Dibenz[a,h]anthracene

CAS No. 205-82-3 218-01-9 53-70-3

화학식 C20H12 C18H12 C22H14

분자량 252.32 228.3 278.35

녹는점 166 ℃ 255-256 ℃ 262 ℃

끓는점 자료없음 448 ℃ 자료없음

밀도 자료없음 자료없음 1.282 g/mL

증기압 1.5x10-8 mmHg
(@ 25 ℃)

6.3x10-7 mmHg
(@ 25 ℃)

1x10-10 mmHg
(@ 20 ℃)

log Kow 6.12 5.16 6.84

<표 12> PAHs의 물리화학적 특성(계속)

물질명 Fluoranthene Fluorene Indeno[1,2,3-c,d]pyrene

CAS No. 206-44-0 86-73-7 193-39-5

화학식 C16H10 C18H10 C22H12

분자량 202.26 116.2 276.3

녹는점 11 ℃ 116-117 ℃ 163.3 ℃

끓는점 -375 ℃ 295 ℃ 530 ℃

밀도 자료없음 자료없음 1.282 g/mL

증기압 5.0x10-6 mmHg
(@ 25 ℃)

3.2x10-4 mmHg
(@ 20 ℃)

10-11-10-6 mmHg
(@ 20 ℃)

log Kow 4.90 4.18 6.58

◆ 용도 및 노출경로
PAHs는 일반적으로 무색, 흰색 또는 옅은 황색 ~ 녹색의 고체물질로 존재함. 
몇몇의 PAHs는 의약품의 원료 및 염료, 플라스틱, 살충제를 만드는데 사용되며, 
도로건설 시 사용되는 아스팔트에도 포함되어 있음
원유, 석탄, 콜타르 피치, 크레오소트, 지붕재 타르에서도 발견될 수 있고, 대기, 



- 405 -

수진, 토양의 환경 전반에 걸쳐 존재함. 먼지 입자에 부착되거나 토양 또는 침적
물 내의 고형물질로 발견될 수 있음
환경 중 PAHs 배출은 산업공정이나 여러 인간의 활동 중 유기물의 불완전연소
로 인해 야기됨. PAHs의 배출원은 매우 다양한데,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산업 공
정, 알루미늄・철・스틸 산업 공정, 자동차 연료 및 배출가스, 나무의 연소, 담배 
및 그을린 음식 등과 같은 인위적 발생원과 화산, 산불, 원유 등과 같은 자연적 
발생원이 있음
일반적으로 인위적 발생원이 자연적 발생원보다 훨씬 많은 양의 PAHs를 방출
함. 특히 석탄연소 배출물, 자동차 연료 및 배출가스, 자동차 폐오일, 담배연기 
등과 같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어패류, 농산물 등 조리․가공하지 않은 식품에도 
PAHs가 존재할 수 있음
식품에서는 고온 조리・가공 시 식품의 주성분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분해되어 생성되기도 함

◆ 독성
PAHs는 발암성 등의 독성을 가짐. PAHs 중 사람이 노출될 확률이 비교적 높은 
것은 다음과 같음

- acenaphthene

- acenaphthylene

- anthracene

- benz[a]anthracene

- benzo[a]pyrene

- benzo[e]pyrene

- benzo[b]fluoranthene

- benzo[g,h,i]perylene

- benzo[j]fluoranthene

- benzo[k]fluoranthene

- chrysene

- dibenz[a,h]anthracene

- fluoranthene

- fluorene

- indeno[1,2,3-c,d]pyrene

- phenanthrene

- pyrene

사람의 벤조[a]피렌에 대한 만성 노출은 피부 발진, 햇빛에 대한 민감성, 눈 자
극, 백내장 등이 나타남. 역학연구에서는 코크스로에서 나오는 배출물, 지붕용 
타르 배출물, 담배연기 등에 노출된 사람들에게서 폐암 비율의 증가하는 것이 확
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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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두암과 음낭암 또한, PAHs의 노출과 관련이 있음. PAHs는 생식계통에 유해
할 수 있으며, 태아 또는 어린이의 정상적인 발달을 방해할 수 있음. 동물실험에
서, 벤조[a]피렌은 번식력의 감소와 임신 빈도 감소, 수컷의 정액과 생식기관을 
손상시키는 것이 확인됨. PAHs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및 기타 기
관에서 유력한 발암성 물질로 간주됨. 벤조[a]피렌의 고농도에 대한 단기 노출은 
빈혈을 유발하는 적혈구 손상과 면역체계 억제를 유발할 수도 있음
PAHs의 국제암연구소(IARC) 발암성 분류는 <표 13>과 같음

<표 13> PAHs의 국제암연구소(IARC) 발암성 분류

번호 물질 발암성
분류* 번호 물질 발암성

분류*

1 Naphthalene 2B 9 Benzo[a]anthracene 2B

2 Acenaphthylene 2B 10 Chrysene 2B

3 Acenaphthene 3 11 Benzo[b]fluoranthene 2B

4 Fluorene 3 12 Benzo[k]fluoranthene 2B

5 Phenanthrene 3 13 Benzo[a]pyrene 1

6 Anthracene 3 14 Dibenz[a,h]anthracene 2A

7 Fluoranthene 3 15 Benzo[g,h,i]perylene 3

8 Pyrene 3 16 Indeno[1,2,3-c,d]pyrene 2B

*국제암연구소의 발암성 분류 등급1: 인체 발암성 물질(The agent is carcinogenic to humans), 2A: 인체 발암유력 물질(The agent is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2B: 인체 발암가능 물질(The agent is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3: 인체 발암성 있는 물질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The agent is not classifiable as to its carcinogenicity to humans)

◆ 노출을 줄이는 생활 습관
 채소류 등에 대한 조리 전 후 농도를 비교한 결과, 물에 삶는 것에 비해 튀기거

나 굽는 것이 PAHs 함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가급적 삶거나 
데치는 조리방식 선택

 지하주차장 등 차량 배기가스가 많이 발생하고 원활히 제거되지 않는 공간 출입 
시 오래 머물지 않도록 주의

 차량이 터널을 통과할 때 창문을 열지 않을 것
 디젤 차량 공회전 자제하고, 어린이가 디젤 차량 배출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간접흡연에 의한 노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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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5대 환경호르몬

2-1 과불화화합물(Perfluorinated compounds, PFCs)

◆ 개요
과불화화합물(Perfluorinated compounds, PFCs)은 주로 계면활성제나 얼룩, 기
름, 물 등을 방지하는 표면처리제로써 가죽, 피복, 가구, 조리용구, 종이, 랩 등 
다양한 생활용품에 50년 간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음
과불화화합물은 PFOA(perfluorooctyl sulfonate), PFOS(perfluorooctane 
sulfonic acid)가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PFOA와 PFOS는 발암성 및 발달독
성이 있으며 생물농축성, 전지구적 분포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이 갖는 전형적인 환경잔류성, 생물농축성 및 독성
(persistentc, bioaccumulative, toxic; PBTs)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음
PFOS는 2009년 5월 스톡홀름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신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POPs)로 추가됨

◆ 물리화학적 특성
과불소화화합물(Perfluorinated compounds, 이하 PFCs)은 PFAs로 탄화수소의 
수소자리에 모두 불소가 치환되어 과불화(-CnF2n+1)꼬리를 가지는 알킬화합물
질을 총칭함
PFCs는 열적으로 매우 안정하고 산, 염기 등에도 매우 안정된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수용해도가 높음. 수용해도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염의 함량이 증가할수
록 현격히 증가함. PFCs는 과불화 꼬리의 특성에 의해 물과 기름 모두에 저항성
을 가지고 있음
PFCs는 환경 중에서 대기보다는 수계에, 유기탄소의 함량이 높은 토양, 퇴적물
에 주로 잔존하고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계속 축적됨
PFCs는 크게 최종생성물인 이온성 물질, 전구물질 및 그 중간 생성물로 분류됨. 
이온성 물질인 PFCAs와 PFASs는 주로 전기화학적 불소화과정으로 형성되고 전
기화학적 불소화 과정과 중합과정에서 형성된 텔로머에 반응기 치환에 의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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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는 텔로머화 과정에서는  전구물질인 FTOHs가 주로 생성됨. 이온성물질인 
PFCAs 및 FOSE는 전기화학적 불소화과정에서 주로 생성됨
PFCs는 일반적으로 자연환경에서는 광분해, 가수분해, 생분해 등이 일어나지 않
고 환경 중에 잔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광분해하고 최
종 생성물질은 이온설 물질로 전환됨. 대기 중 PFCs는 입자상으로 잔류하며 토
양 및 수계표면에 침강하여 토양에 흡착되거나 수중에 용해됨
과불화화합물에 포함되는 동족체는 다음과 같음(<표 14> 참조)

<표 14> 분석대상 과불화화합물(PFCs)의 동족체

PFAC
(Perfluoroalkyl 
carboxylates)

- PFHxA(Perfluoro-n-hexanoic acid)
- PFHpA(Perfluoro-n-heptanoic acid)
- PFOA(Perfluoro-n-octanoic acid)   
- PFNA(Perfluoro-n-nonanoic acid)
- PFDA(Perfluoro-n-decanoic acid)    
- PFUnDA(Perfluoro-n-undecanoic acid)
- PFDoDA(Perfluoro-n-dodecanoic acid)

PFAS
(Perfluoroalkyl 
sulfonates)

- PFHxS(Sodium perfluoro-1-hexanesulfonate)
- PFOS(Sodium perfluoro-1-octanesulfonate)
- PFDS(Sodium perfluoro-1-decanesulfonate)

◆ 용도 및 노출경로
과불화합물(PFCs)은 다양한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음. 대표적인 물질로 PFOA와 
PFOS가 있음. PFOA는 음식이 눌러붙지 않는다는 테플론 프라이팬이나 종이컵 등 
일회용 음식용기의 코팅재료로 많이 사용되며 반도체 세척작업에도 사용됨
또한 화장품이나 샴푸의 첨가제에도 사용됨. PFOS는 반도체, 섬유, 전기 전자분
야에서 코팅, 표면처리, 계면활성제, 종이 및 각종 첨가제 등으로 사용됨. 주요 
사용처는 <표 15>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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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과불화합물(PFCs)의 용도

사용처 용도

접착제 습윤제

김서림 방지제 욕실거울, 자동차 유리, 안경알, 농업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커버시트 등 
습기가 있는 곳에 노출된 유리표면의 김서림 방지

정전기 방지제 정전기 방지 및 전기적 전화 방산용

시멘트 첨가제 시멘트 수축 방지

표면용 세제 자동차 왁스, 비행기 선체 세척제, 금속 기름기 제거

코팅제 먼지방지용 페인트 첨가제, 바닥용 왁스, 종이컵, 테플론 프라이팬

화장품 머리를 부드럽게 하고 유분을 주는 허에커디셔닝 제품

전기 부품 전선의 절연제

전기도금 크롬, 구리, 니켈, 도금

엣칭 유리제품의 광택 및 엣칭,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사진 석판 과정

소화기 거품 인화성 액체를 분리하고 불꽃진화를 위해 사용, 연료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수정막포(aqueous film-formaing foam, AFFS)

제초제, 살충제 습윤제, 개미 미끼

가죽 수분, 유분, 먼지 반발제

종이 과자, 패스트 푸드, 케잌, 마가린, 사탕, 식빵, 애완동물 사료 등의 포장재의 
수분 및 유분 반발제

광택제, 왁스 바닥 왁스

직물 주로 polyester등의 카페트에 사용, 얼룩, 흙, 유분 방지제

(출처: 환경부. 과불화합물의 환경중 배출량 추정 연구.2010)

과불화화합물의 노출경로는 음식, 식수, 공기, 실내 먼지, 생활용품으로 알려져 
있음. 노인층보다 20-30대 젊은 층의 노출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패스트
푸드 일회용 음식용기 및 외식 습관이 주요원인으로 추정됨

◆ 독성
과불화화합물의 노출은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나타날 수 
있음. 급성 영향보다는 주로 만성적 영향이 큼. 과불화화합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정자 수 감소, 대사이상, 돌연변이, 발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
으며 차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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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A는 이 물질을 개발한(주)3M사에서 쥐를 이용해 돌물실험을 한 결과 기형
을 유발하고 간 독성을 나타내며 성적인 발달을 지연시키는 환경호르몬으로 작
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음식을 통해 인체에 흡수 되면 잘 배출되지 않고 축적됨. 인체에 다량 축적
될 경우 간암과 태아 기형, 뇌세포와 신경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 함
미국 환경단체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는 코팅 물질을 240도 까지
만 가열해도 조류를 죽일 수 있는 독성물질을 방출한다고 지적함. 테플론 등 코
팅된 조리기구가 3-5분 내에 370도 까지 가열되면 코팅이 분해되어 발암물질을 
포함한 15종의 유독성 가스와 화학물질이 발산된다고 발표함

◆ 노출을 줄이는 생활 습관
 테플론 코팅 프라이팬 사용 줄이기
 일회용 컵 등 일회용품 등의 사용 줄이기
 패스트푸드, 포장 음식 등 일회용 포장용기 음식의 섭취 줄이기
 실내 환기 및 먼지 청소 

◆ 참고문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6, PFOS, PFOA의 인체 노출량 조사.

⦁ 여성환경연대. 2013,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 푸드점 일회용 종이컵의 과불화화합물 오염실태 

보고서.

⦁ 환경부. 2010, 과불화합물의 환경 중 배출량 추정 연구Ⅰ.

⦁ 환경부. 2010, 제대혈 중 화학물질 평가기법 연구. 

⦁ 환경부. 2011, 과불화합물의 환경 중 배출량 추정연구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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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트리클로산(Triclosan)

◆ 개요
트리클로산(Triclosan)은 항균 및 살균제로써 1965년 시장에 진입한 이후 가정
용 비누, 세제, 의류 및 장난감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음
트리클로산은 다이옥신을 함유하거나 자외선및 염소와 반응하여 다이옥신으로 
변형할 수 있으며 저농도에서도 임산부 및 영유아의 생식 및 신경내분비계에 독
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트리클로산 함
유제품의 안전성 평가를 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트리클로산 노출 실태와 건강영
향 평가 및 관리가 필요함

◆ 물리화학적 특성
트리클로산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표 16>과 같음

<표 16> 트리클로산의 물리화학적 특성

특성 값

CAS No. 3380-34-5

분자량 289.541

증기압
(mmHg @ 25℃) 5.2×10⁻⁶
Log Kow(@ 25℃) 4.8

수용성
(g/L @ 20℃) 0.012

녹는점(℃) 56.5

끓는점(℃) -

◆ 용도 및 노출경로
트리클로산은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생활용품에 항균용으로 40 여 년 간 사용
되었음. 비누, 샤워젤, 세제, 핸드로션 및 크림, 치약, 구강 청결제 등 건강관리 
용품부터 의류, 장난감, 컴퓨터 키보드, 매트리스, 도마 등에도 사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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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보호청에서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제품에 대한 항균효과를 분석한 결과 
치약에서만 치은염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을 뿐 비누 등에서는 항균 효과는 없는 
것을 확인함. 미 FDA는 트리클로산 함유제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 실시 예정 
서울시의 치약 등 생활용품 9 품목 135 건에 대한 트리클로산 함유량 조사에서 
치약 20 개 중 5 개 제품과 구강 청결제 16 개 중 1 개 제품, 항균비누 22 개 
중 2 개 제품에서 트리클로산이 검출됨. 함유 농도는 0.02 ~ 0.24%였으며 최대
농도인 0.24%는 항균비누에서 검출됨. 개인 건강관리 용품에서 트리클로산의 농
도는 보통 0.1-0.3% 정도이나 트리클로산을 사용한 생활용품이 많아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미국에서의 조사결과 일반인의 소변과 산모의 모유에서도 트리클로산이 검출되
었음. 선행연구에서 6세 미만의 어린이에서도 6~8 μg/L 정도로 혈중에서 트리
클로산이 검출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가임기 여성의 혈중 트리클로산 검
출용량은 9.5~12 ug/kg 정도. 미국 NHANES(2003-2004) 조사 결과 조사대상
자 중 74.6%에서 소변 내 트리클로산이 검출됨

◆ 독성
미국 EPA는 제조과정에서 다이옥신이 트리클로산에 미량의 불순물로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제기함. 트리클로산은 수돗물에 함유되어 있는 염소와 반
응하여 클로로포름 및 다이옥신으로 변형되어 발암, 내분비계 장애 등 더 큰 독
성을 유발하기도 함
미국 환경호청은 트리클로산을 열이나 자외선에 의해 다이옥신으로 변할 가능성
이 있는 물질로 등재함. 트리클로산은 환경 중에서 자외선에 의해 분해되어 다이
옥신 및 염화페놀(chlorinated phenols)이 생성되며, 이러한 오염물질에 의해 2
차적인 독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동물실험에서는 트리클로산이 태반을 통과하여 호르몬에 관여하는 효소를 저해
한다고 보고됨. 또한 랫트 및 개구리에서 갑상선 호르몬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남. 랫트 이유기 동안 트리클로산을 단기간 경구 노출시킨 결과 갑상선 
호르몬 저하증(hypothyroidosim)이 유발됨
수컷 설치류에서 내분비계 장애 작용의 세대 간 전달현상에 관한 연구에서 내분
비계장애물질인 트리클로산이 차산자에 미치는 독성영향을 평가한 결과 또한 부
고환에서 정자의 형성 및 운동성에 영향을 줌
소변에서 트리클로산이 높게 검출된 어린이가 가장 높은 IgE 항체값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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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출을 줄이는 생활 습관
 생활용품 사용 시 트리클로산의 함유 여부와 함량을 확인하여 트리클로산이 포

함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

◆ 참고문헌
⦁ Allmyr M, Harden F, Toms LM, Mueller JF, McLachlan MS, Adolfsson-Erici M,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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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PBDEs PBBs

CAS No.
PentaBDE
OctaBDE
DecaBDE

0032534-81-9 
0032536-58-0
0001163-19-5

HexaBB
OctaBB
DecaBB

0036355-01-8
0027858-07-7
0013654-09-6

분자량 564 – 959.2 (DecaBDE) 627 – 943
증기압

(mmHg @ 25℃) 9 ×10-10–2.2×10-7 5.2 ×10-8

2-3 브롬화난연제(Polybrominated flame retardants)

◆ 개요
흔히 난연제 불리는 물질은 가구나 소파, 카펫, 텔레비전 등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도포되는 화학 물질군을 뜻함. 난연제 중 PBDE라고 불리는 브롬화난연제
가 최근 일반인과 태아의 체내에서까지 검출이 되면서 노출과 건강 유해성에 대
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브롬화난연제의 경우 사용되는 제품(플라스틱, 섬유 등)에 도포되는 것이지 화학
적 결합을 하여 내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품을 사용하면서 쉽게 환경 중
으로 용출되어 나올 수 있음
난연제 중 최근 문제시되었던 물질은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PBDE)와 폴리브롬화 비페닐(polybrominated biphenyls, PBB)
임.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는 PBDE는 3가지의 이성질체인 pentabromodiphenyl 
ether(pentaBDE), octabromodephenyl ether(octaBDE), 및 decabromodiphenyl 
ether(decaBDE)를 포함함
PBDE의 이성질체들은 환경에서 잔류성이 높고, 생체 내에 축적되며 인체 및 환
경에 독성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국에서 관련 독성을 고려하여 사용 기준이나 
화재 시험법을 개정하고 있는 추세임

◆ 물리화학적 특성
브롬화난연제 중 여러 연구를 통해 독성이 알려지면서 각국에서 규제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PBDE와 PBB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표 17>과 같음

<표 17> PBDE와 PBB의 물리화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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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PBDEs PBBs

Log Kow 5.7 – 8.27 5.53 – 9.10
수용성

(μg/L @ 25℃) 1 3 – 30

녹는점
(℃) 85 – 306 72 – 386

끓는점
(℃@ 760 mmHg) >300 – >400 정보 없음

◆ 용도 및 노출경로
브롬화 탄화수소로 분류되는 PBDE와 PBB는 브롬계 난연제임. 이 물질군은 가
구뿐 아니라 소파 등의 커버, 텔레비전, 휴대폰 등의 전기 장치나 전자제품, 섬
유, 폴리우레탄 매트리스, 폼 타입의 슬리퍼, 전선, 건축자재 및 기타 가정 내 사
용되는 제품에 사용됨
PBDE와 PBB를 난연제로 쓰게 된 것은 높은 온도로 두 물질을 가열할 때 브롬 
라디칼이 발생하는데 이 라디칼이 화재의 연소와 확산을 줄일 수 있다는 데서 
착안함
그러나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난연제를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화재의 피해 규모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난연제를 사용 시 오히려 그을
음을 발생시켜 화재 위험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함. 이에 
따라 난연제의 효용성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고, 난연제의 사용을 저감함으로써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기업의 불필요한 화학물질 사용을 억제하기 위
해 난연제법(Flammability Standards for Upholstered Furniture/Articles 
Exempt from Flammability Standard)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환경 중에서 난연제에 대한 노출은 유해폐기물 처리장 주변에 거주하는 경우 대
기를 통해 발생할 수 있음. 국내에서 PBDE는 대부분 전자・전기제품 제조 시 
난연제로 사용되었으며, 가전제품 중 TV 뒤 커버의 브롬화난연제 함량은 
145,027 mg/kg(1983~1997년)에서 306 mg/kg(2000년 이후)으로 2000년 이전 
제품에 다량 함유된 것으로 조사됨
일상 생활환경에서는 TV나 세탁기, 냉장고 등 PBB나 PBDE가 사용된 제품에서 방
출되는 공기나 먼지를 코로 흡입하거나 입으로 들어오는 경로를 통해 주로 노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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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들의 경우 모유를 통해서도 PBDE에 노출되며, 어린이들은 육류 섭취나 집
안 먼지를 흡입하는 과정에서 노출이 발생함. 문제는 어린 나이에 체내에 흡수된 
PBDE나 PBB는 체내에 잔류하므로 성인이 되어도 검출이 될 수 있으며, 동물의 
지방 조직에 축적되는 특성 때문에 먹이사슬이 위로 올라갈수록 농도가 높아지
는 경향을 보임
환경 중에서도 오래 머무르는 특성이 있어 미생물이나 토양 침전물, 하수 슬러지 
등에서도 고농도로 검출되고 있음

◆ 독성
역학연구와 동물 실험 결과에서 PBB와 PBDE가 내분비계 교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체 지방 조직에 축적되는 경향이 있음이 알려짐
PBDE는 태반을 통과하여 태아에게 노출될 수 있으며, 갑상선 호르몬과 중추신
경계에 영향을 미쳐 뇌 발달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짐. PBDE의 경우
에는 PCB와 결합하여 노출된 경우 독성이 더 강할 수도 있다는 증거도 있음 
PBDE를 삼키거나 흡입한 경우, 또는 피부를 통해 흡수된 경우에는 암을 유발할 
수도 있음
PBB의 경우에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가능 물질(Group 2B,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임.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도 
decaBDE의 경우 발암 가능성(suggestive evidence of carcinogenic potential)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
이외에도 PBDE와 PBB에 노출된 동물에서 체중이 감소하고, 신장과 간에 독성
을 유발하며, 피부질환이 발생하는 것이 알려짐

◆ 노출을 줄이는 생활 습관
 PBDE와 같은 환경호르몬은 곡류나 채소보다는 육류, 생선 등 상위의 먹이사슬

에 축적이 더욱 잘되므로, 채소 중심의 식사를 권장
 특히 어류를 통해 오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몸집이 크고, 수명이 길며 다른 

생선을 잡아먹는 먹이 사슬의 상위 어류(참치, 고래 등)의 섭취 시 중의함. 새우나 
넙치류 등과 같은 비-포식성 해산물들은 PBDE를 적게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짐

 생선의 경우, 지느러미, 아가미, 내장 등에 환경호르몬이 축적되기 쉽기 때문에 
지느러미를 깨끗이 긁어내고 내장을 제거한 후 섭취하면 노출을 비교적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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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류도 지방이 적은 부위를 지방 사용량을 최소화하여 조리한 후 섭취하도록 함
 인조 섬유보다는 자연 섬유(울, 면, 삼 등)으로 된 카펫 패드나 침구류, 쿠션 등

을 구매하고, 커버가 있는 가구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음

◆ 참고문헌
⦁ ATSDR. 2004, Toxicological Profile for Polybrominated Biphenyls and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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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EPA.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PBDEs) Action Plan Summary.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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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EPA. 2012, Technical Fact Sheet -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PBDEs) and 
Polybrominated Biphenyls (PBBs).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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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2012, 제 1차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 (2012-2016). 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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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비스페놀 A(Bisphenol A)

◆ 개요
비스페놀 A(CAS No. 80-05-7)는 비스페놀 A는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
(polycarbonate plastic)과 에폭시 수지(epoxy resin) 제조에 주로 사용되며, 지
난 40년 이상 아기 젖병이나 일회용 컵, 식품이나 음료수 캔, 이유식 캔의 내벽 
코팅제(can lining) 등의 제조에 사용되었음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은 음식이나 음료 포장용기에 사용되고, 에폭시 수지는 
통조림 식품의 캔이나 수도 공급 파이프와 같은 금속 재질의 코팅제나 락커
(lacquer) 등에 사용됨. 최근 국내 대형 마트나 커피 전문점에서 이슈화 되었던 
감열지를 사용한 영수증에도 비스페놀 A가 사용됨
비스페놀 A 사용에 대한 쟁점의 원인은 체내로 흡수되었을 경우 에스트로겐 호
르몬의 유사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생식독성이나 영유아의 발달 독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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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화학적 특성
비스페놀 A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표 18>과 같음

<표 18> 비스페놀A의 물리화학적 특성

특성 값

화학식 C15H16O2

분자량 228.29

증기압
(mmHg @ 20-25℃) 8.7×10-10–3.96×10-7

Log Kow 2.20 – 3.82
비중

(g/mL @ 20-25℃) 1.060 – 1.195

수용성
(mg/L @ 20-25℃) 120 – 300

녹는점
(℃) 150 – 157

끓는점
(℃@ 760 mmHg) 398

◆ 용도 및 노출경로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제품 중 비스페놀 A가 사용된 것은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
틱에 사용되는 경우와 에폭시 수지에 사용되는 경우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음. 
상업적 목적으로 제조된 비스페놀 A 중 70% 정도는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
의 합성에 사용되고, 약 25%가 에폭시 수지 합성에 사용됨
단단하고 투명한 특성이 있는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은 유아용 젖병과 스포츠 
물병, 감열지를 이용한 영수증 등 이외에도 자동차 부품(헤드라이트), 컴팩트 디
스크(compact disc, CD), 플라스틱 그릇, 장난감, 안경렌즈, 충격 방지제, 의료 
용품 등에 사용됨. 에폭시 수지는 음료수 캔, 통조림의 내벽 코팅제을 비롯한 병
마개, 식품포장재 등에 함유되어 있는 에폭시 수지, 치과용 충전 수지(레진)에서
도 사용됨
비스페놀 A는 플라스틱 젖병을 가열하거나 제품에 흠이 있는 경우 병에서 분유
로 방출될 수 있으며, 급식용 케첩이나 참치 캔과 같은 통조림 내부의 코팅된 벽
에서 식품으로 용출될 수 있음. 혹은 고온의 기름진 음식이나 액체 섭취 시 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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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물질명 위험등급

미국국립독성프로그램
인체생식위험평가센터
(NTP-CERHR)*

Some concern, 현 BPA 노출 수준에서 태아, 유아 및 
어린이의 뇌, 행동과 전립선에 대한 건강영향 우려 

미환경보호청 통합위해성
정보시스템(EPA IRIS)† 발암성 평가 중

* National Toxicology Program Center for the Evaluation of Risks to Human Reproduction, NTP-CERHR; some concern, 인체 생식독성 우려 2단계(우려수준의 5단계: negligible concern < minimal concern < some concern < concern < serious concern)†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Integrated Risk Information System; This substance/agent has not undergone a complete evaluation and determination under US EPA's IRIS program for evidence of human carcinogenic potential.

스틱 재질의 컵이나 포크, 나이프를 이용할 경우 플라스틱 제품에서 식품으로 비
스페놀 A가 용출될 수 있음
일반 대기 중으로는 비스페놀 A를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공장에서 직간접적으로 
방출하는 매연에 함유되어 방출됨. 대기 중으로 방출된 비스페놀 A는 광분해 반
응이나 수산화 라디칼과 반응하여 신속하게 제거됨. 이와 같은 짧은 반감기로 인
해 비스페놀 A는  배출원에서 장거리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짐

◆ 독성
비스페놀A에 급성으로 노출된 경우에는 피부, 눈, 점막, 상부기도에 자극성이 있
다고 알려져 있음. 비스페놀 A에 고농도로 노출될 경우 사람과 동물에게 급성 
영향을 나타낼 수 있음. 저용량으로 노출된 경우에 대한 건강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논란이 있음
저농도로 비스페놀 A에 노출되었을 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실히 알려져 
있는 것은 생식 능력과 발달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임. 이는 
비스페놀A가 생체 내에서 에스트로겐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기 때문임
이외에도 동물 실험에서 비스페놀 A를 경구 투여한 경우 면역을 위한 신호전달 
물질 농도를 감소시키면서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비스페놀 A의 기관별 발암성 평가 현황은 <표 19>와 같음

<표 19> 비스페놀 A의 기관별 독성 등급



- 422 -

◆ 노출을 줄이는 생활 습관
 영유아 및 어린이는 플라스틱 재질의 장난감이나 젖병, 식기, 물통 등의 사용을 

피하고 비스페놀 A가 함유되지 않은 안전한 제품을 사용. 이미 사용 중인 플라
스틱 젖병이나 유아용 컵에 흠집이 있는 경우 폐기하고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

 시중에 판매되는 음용수는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비스페놀 A를 함유하고 있으므
로 상온에서 보관 시 용출 가능성 있음. 따라서 건강을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안
전한 용기에 물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권장

 플라스틱 식기류의 사용은 줄이되, 필요시에는 뜨겁고 기름진 음식은 사용을 자
제하고, 전자레인지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함. 전자레인지 사용시에는 내열 유리 
혹은 세라믹 용기를 이용함

 식품 보관 시에는 주로 유리, 세라믹, 금속 재질의 용기를 사용하고, 제품을 구입
할 시 재질과 사용법, 정부에서 공인된 안전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함

 캔 음료나 통조림 제품에서는 비스페놀 A가 용출될 수 있으므로, 통조림 제품의 
섭취를 자제함

◆ 참고문헌
⦁ Chapin RE, Adams J, Boekelheide K, Gray LE, Hayward SW, Lees PSJ, et al. 2008, "NTP-CERHR 

expert panel report on the reproductive and developmental toxicity of bisphenol A." 

Birth Defects Research Part B: Developmental and Reproductive Toxicology. 

83(3):157-395.

⦁ CPSC. 2010, Overview of Phthalates Toxicity.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 HHS. Bisphenol A (BPA) Information for Parents. Available:
   (http://www.hhs.gov/safety/bpa/#.Uf8_3dJfdiI  [accessed August 05])

⦁ NTP. 2008, NTP-CERHR Monograph on the potential human reproductive and developmental 
effects of bisphenol A. Center for the Evaluation of Risks to Human 

Reproduction.

⦁ Schierow L-J, Lister SA. 2010, Bisphenol A (BPA) in Plastics and Possible Human Health 
Effects. 

⦁ 백도명. 2013,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최종 보고서.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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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프탈레이트(Phthalates)

◆ 개요
프탈레이트(phthalates)는 페닐 고리에 아세트기가 연결되어 있는 방향족 화학 
물질 그룹을 통칭. 대부분 무색 액체임
바닥재로 많이 사용되는 염화폴리비닐(polyvinyl chloride, PVC) 등의 플라스틱
이나 페인트, 화장품, 목재 광택제, 의료용품 등의 유연성을 높이고 내구성 등의 
물리적 특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첨가되는 화학물질임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 중합체 고리의 일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프
탈레이트가 함유된 제품에서 쉽게 떨어져 나올 수 있음
프탈레이트 그룹에 속하는 물질로는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Di(e-ethylhexyl)phthalate, DEHP)을 포함하여 
여러 종류가 있지만 DEHP가 전체 가소제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외에도 <표 20>과 같은 물질 등이 포함됨

<표 20> 프탈레이트의 종류

CAS No. 국문명 영문명 약칭

0000084-69-5 다이아이소뷰틸 프탈레이트 Diisobutyl phthalate DIBP

0000084-74-2 디부틸 프탈레이트 Dibutyl phthalate DBP

0000085-68-7 부틸벤질 프탈레이트 Butylbenzyl phthalate BBP

0000103-23-1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 Di(2-ethylhexyl) adipate DEHA

0000117-81-7 비스(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Di(2-ethylhexyl) phthalate DEHP

0000117-84-0 다이옥틸 프탈레이트 Di-n-octyl phthalate DNOP 
(DOP)

0000119-06-2 다이트라이데실프탈레이트 Ditridecylphthalate DTDP

0000131-11-3 다이메틸 프탈레이트 Dimethyl phthalate DMP

0000131-17-9 다이알릴 프탈레이트 Diallyl phthalate DAP

0068515-48-0
0028553-12-0 디이소노닐 프탈레이트 Diisononyl phthalate DINP

0026761-40-0
0068515-49-1 디이소데실 프탈레이트 Diisodecyl phthalate D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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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화학적 특성
프탈레이트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표 21>과 같음

<표 21> 프탈레이트의 물리화학적 특성

물질명 분자량 사슬
길이

증기압
(mmHg) Log Kow 수용성

(mg/L)
녹는점
(℃)

끓는점
(℃)

DMP 194.2 1 6.0 1.5 – 2.1 4.3 5.5 284

DEP 222.2 2 1.6 2.5 1 - 298

DBP 278.3 4 7.3 4.6 1 - 69 340

BBP 298.3 4,6 6.0 4.8 2.8 < - 35 -

DEHP 390.6 6 1.0 7.5 3.0 - 47 384

DOP 390.6 8 1.0 8.1 5.0 - 25 390

DINP 418.6 8 – 9 4.5 8.8 6 - 50 > 400

DIDP 447.0 9 – 10 3.8 8.8 2 - 45 > 400

◆ 용도 및 노출경로
일반적으로 프탈레이트가 포함된 생활 용품은 다양함. 향수 등의 화장품, 방향
제, 식탁보, 가구장식품, 샤워커튼, 아기 팬티, 인형, 장난감, 칫솔, 신발, 케이블 
선, 자동차 부품, PVC 튜브, 정원 호스, 살충제 및 아스피린, 식품포장재 등에 
포함되어 있음
전체 프탈레이트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DEHP의 경우 폴리머로 사용
되거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용도를 분류할 수 있음. DEHP의 97%가 폴리머 형
태로 플라스틱의 가소제로 사용됨. 그 외에도 PVC, 폴리비닐아세트산, 고무, 셀
룰로오스 플라스틱 및 폴리우레탄의 제조에도 사용됨
DINP의 90% 이상은 PVC 가소제를 제조하는 데에 사용되며, PVC가 바닥재나 
지붕 마감재, 전선, 케이블 절연재, 문구류, 코팅된 섬유, 장갑, 장난감, 튜브, 인
조가죽, 신발 등에 사용됨. PVC 제조에 사용되지 않는 DINP 생산량의 10%는 
고무, 잉크, 페인트, 스프레이 락커, 접착제, 실런트 등에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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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기 중 오염원은 프탈레이트를 생산하는 곳이나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등 프탈레이트를 사용하는 공장이 대부분임. DEHP의 경우에는 물리화학적 특성 
상 공기 중으로 방출되기가 어렵고, 실제로 공장 주변 2 km 밖에서는 DEHP가 
거의 검출되지 않음
이렇게 다양한 발생원에 포함되어 있는 프탈레이트는 이를 포함한 음식이나 음
용수를 먹거나 마시는 경우, 혹은 프탈레이트 함유 제품을 만지거나 오염원 주변
의 공기를 마시면서 노출이 발생할 수 있음. 어린이의 경우 프탈레이트가 함유된 
플라스틱 장난감이나 물건을 물고 빨거나 만지면서 구강과 피부를 통해 노출될 
수 있음

◆ 독성
프탈레이트의 건강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지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은 내분비계 장애 유발 영향임. 동물 실험에서는 DEHP와 DBP 등이 심
장, 간, 심장, 폐, 혈액 계통의 손상을 유발하며, 수컷 쥐의 정소 위축, 정자 수 
감소, 정자의 DNA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특히 남성의 경우 고환이형성증후군(testicular dysgenesis syndrome)의 발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최근에 제기되고 있고, 음경 크기 축소, 요도하열, 
잠복고환, 고환암 등의 생식 독성에 대해서도 알려져 있음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 복합증과 유산, 유방암, 자궁기형, 자궁내막증, 생리불순, 
불임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태아의 경우 모체의 혈액과 제대혈에서 
DBP가 높은 경우 저체중이 나타났고, DEHP의 농도가 높은 경우 출생 시 키가 
작다는 것이 보고됨
최근 이와 같은 여러 범주의 독성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면서 국제 연구소나 해
외 기관에서는 프탈레이트의 기존의 발암성 등급을 상향하거나 신규로 고시하고 
있음(<표 22> 참조)



- 426 -

<표 22> 프탈레이트의 기관별 발암성 등급

기관명/물질명 DEHP DEHA BBP

국제암연구소(IARC)* 2B 3 3

미국국립독성
프로그램(NTP)† R - -

미국정부산업위생
전문가협의회(ACGIH)‡ A3 - -

미환경보호청 통합위해성
정보시스템(EPA IRIS)§ B2 C C

*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2B,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인체발암가능성; 3, Not   classifiab30le as to its carcinogenicity to humans, 발암성 미확인†   National Toxicology Program, NTP; R, Reasonably Anticipated To Be Human   Carcinogens, 인체 발암 가능성‡   American Conference of Industrial Hygienists, ACGIH; A3, Confirmed animal   carcinogen with unknown relevance to humans, 동물에서는 발암성이 있으나 인체에서는 발암성이 확인되지 않음§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Integrated Risk Information System; B2,   Probable human carcinogen, 인체 발암 가능성; C, Possible human carcinogen, 인체 발암 가능성

◆ 노출을 줄이는 생활 습관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우거나 음식 보관 시의 용기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말

고 내열유리나 납이 포함되지 않은 도자기를 이용
 어린이 장난감의 경우 플라스틱의 종류를 보고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PP) 

등의 플라스틱류 제품을 구입
 영유아의 치아발육기를 사용할 시 플라스틱 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당근이나 오

이를 잘라 건조시켜 대용
 바닥재를 교체하거나 구매할 때 제품 성분에 PVC가 포함되어 있는 지 여부를 

확인
 플라스틱 제품을 만지고 난 후에는 비누 등으로 반드시 손을 세척
 랩이나 알루미늄 호일의 사용을 자제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가소제가 첨가되

지 않은 제품을 구매
 프탈레이트와 같은 환경호르몬은 생물체 내에 축적되므로 가능한 유기농산물 섭

취하고 먹이사슬 하위의 곡류 및 채소를 위주로 함



- 427 -

◆ 참고문헌
⦁ ACGIH. 2012, 2012 TLVs and BEIs,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 ATSDR. Toxicology Profile for Phthalates. Available:
  (http://www.atsdr.cdc.gov/substances/toxchemicallisting.asp?sysid=41  [accessed July 22]).

⦁ ATSDR. 2002, Toxicological Profile for Di(2-ethylhexyl)phthalate.
⦁ CPSC. 2010, Overview of Phthalates Toxicity.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 CPSC. 2010, Toxicological Profile for Di(2-ethylhexyl)phthalate.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 CPSC. 2010, Toxicity Review for Diisononyl Phthalate (DINP).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2010.

⦁ IARC. 2012, Some Chemicals Present in Industrial and Consumer Products, Food and 
Drinking-water,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p.149-284.

⦁ NTP. 2011,  12th Report on Carcinogens.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Public Health Service, National Toxicology Program. 12:iii-499.

⦁ U.S. EPA. Di(2-ethylhexyl)phthalate (DEHP). Available from: 
(http://www.epa.gov/iris/subst/0014.htm#carc [accessed July 24 2013]).

⦁ 국립환경과학원. 2012, 프탈레이트. Available from:

   (http://ncis.nier.go.kr/ncis/CLU0402.do [accessed July 22 2013]).

⦁ 기술표준원. 2010,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한 공통적용 유해물질의 안전기준 제정 고시, 제 

2010-676호.

⦁ 백도명. 2013,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최종 보고서. 서울특별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0, 프탈레이트, p.1-84.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인쇄일 : 2013년 10월 29일
발행일 : 2013년 10월 29일
저  자 :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발행자 : 박원순
발행처 :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주  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전  화 : 02)2133-7680
팩  스 : 02)2133-0727
가  격 : 비매품

ISBN 978-89-92069-96-0



비매품     

9 7 8 8 9 9 2 0 6 9 9 6 0

93510

   ISBN 978-89-92069-96-0

서울특별시


	서울시 환경보건_표지_앞
	서울시 환경보건 정책 로드맵수립 최종보고서(10.28)v2.0
	서울시 환경보건_표지_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