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통계
1. 대기환경
2017년 랴오닝성 14개 도시의 환경대기질 우수, 양호 일수 비율은 각각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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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이다. 랴오닝성 도시환경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 미세먼지(PM10), 이

2017년 랴오닝성 환경상황 공보

산화유황(SO2), 이산화질소(NO2)의 연평균 농도는 각각 44㎍/㎥, 77㎍/㎥, 28㎍/
㎥, 31㎍/㎥이다. 오존 일 최대 8시간 평균 제90백분위수 농도평균은 157㎍/㎥, 일
산화탄소 일일 평균치 제95백분위수 농도평균은 1.8m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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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제54조 "성급 이상

[그림 1] 2017년 랴오닝성 도시 대기질(AQI) 등급 분포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무부처 환경상황공보 정기 발표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현재
"2017년 랴오닝성 환경상황 공보"를 발표한다.
2016년 대비,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이산화유황의 연평균 농도 및 일산화탄소 일
일 평균치 제95백분위수 농도는 각각 4.3%, 2.5%, 17.6%, 10.0%로 감소하였
랴오닝성 환경보호청(辽宁省环境保护厅)
2018년 6월 5일

다. 이산화질소 연평균 농도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오존 일 최대 8시간 평균
제90백분위수 농도는 1.3% 상승하였다.

2. 강수
랴오닝성 강수 연평균 pH는 6.33, 산성비 빈도는 1.2%이다. 대련(大连), 단둥(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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东), 진저우(锦州) 3개 지급시1)(地级市)에 산성비가 나타났고 산성비 빈도는 각각
8.2%, 6.5%, 3.7%이며, 강수 연평균 pH는 각각 5.78, 5.63, 6.48이다.

랴오닝성 54개 도시 집중식 생활음용수 수원지 수질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총
기준도달률은 98.0%이며, 2016년 대비 0.6% 상승하였다. 그중 23개 지표수 수
원지의 기준도달률은 98.4%이다. 31개 지하수 수원지의 기준도달률은 96.2%이
다.
5. 저수지
랴오닝성 16개 모니터링 대상 저수지 영양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모두 중간
정도의 영양 상태에 속한다.

6. 연안해역
랴오닝성 연안해역 수질은 우수, 양호가 주를 이룬다. Ⅰ, Ⅱ유형 해수면적 총합은 모니
터링 총면적의 83.9%를 차지하고, 2016년 대비 8.3% 상승하였다. Ⅲ유형과, 악성
Ⅳ유형 해수 비율은 각각 2.0%, 14.1%를 차지한다. 랴오닝성 연안해역 기능구 수
질 총 기준도달률은 90.4%이다. 단둥(丹东)，진저우(锦州) 연안해역 수질 기준도달
[그림2] 2016~2017년 랴오닝성 산성비 도시 산성비 빈도 변화

2016년 대비, 랴오닝성 강수 연평균 pH는 0.15 하락하였다. 단둥의 산성비 빈도
는 6.6%p 하락하였고, 강수 연평균 pH값은 0.03 감소하였다.

률은 모두 100%이다.

7. 도로교통 환경소음
랴오닝성 도로교통 환경소음 평균 등가소음레벨은 67.9데시벨(dB)로 국가 교통간
선 양측구역 기준 2.1데시벨(dB)을 하회하여 다년간 안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랴
오닝성 총 1,067개 유효도로구간 모니터링 대상의 간선 총 길이는 1,663천 미터(m)

3. 하천

로 그 중 기준초과 구간 개수는 317개, 해당 거리는 497천 미터(m)로 모니터링 총

요하 유역, 90개 간, 지류 단면 가운데 Ⅰ~Ⅲ유형 수질단면은 23.3%를 차지하여

길이의 29.9%를 차지한다. 랴오닝성 13개 도시 도로교통 환경소음 등가소음레벨은

2016년 대비 5.3% 상승하였다. Ⅳ유형은 42.3%, Ⅴ유형은 10.0%, 악성 Ⅴ유형

랴오양(辽阳)이 국가교통 간선 양측구역 기준을 다소 초과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

은 24.4%를 차지한다.

의 등급은 모두 좋음과 비교적 좋음이다.

4. 도시 집중식 생활음용수 수원지

8. 생태환경
2016년 랴오닝성 생태환경질은 양호로서, 생태환경질지수(EI)는 63.9이다. 이는 중

1)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 단위로 제2급 행정단위에 속한다. 지급시의 건제(建制)는 지역(地区)과 유사하여 지
급시로 불리며, 1983년 11월 5일부터 정식으로 구획술어(区划术语)로 고정되었고, 이전의 전급시(专级市) 명칭을
대체하게 되었다.

국 전체 성(시, 자치구) 가운데 중등 수준이며, 전반적으로 거주하기에 적합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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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한다.
랴오닝성 전체 58개 현(시, 직할구)의 생태환경질은 우수, 양호와 보통이다. 그중 8
개 현(시)의 생태환경질은 우수이며, 주로 동부지역에 분포하여 성 전체 면적의

[표1] 《지표수환경질기준(地表水环境质量标准)》 (GB3838-2002)
구분

적용 범위

22.8%를 차지한다. 6개 시 직할구와 27개 현(시)의 생태환경질은 양호이며 주로
주로 중동부 및 연안 지역에 분포하여, 성 전체 면적의 47.9%를 차지한다. 나머지
8개 시 직할구 및 9개 현(현급시)의 생태환경질은 보통이며 성 전체 면적의 29.3%
를 차지하고 주로 서부 및 북서부 지역에 분포한다.

Ⅰ유형

수원지, 국가급 자연보호구역에 주로 적용된다.

Ⅱ유형

집중식 생활 음용수 지표수 수원지 1급 보호구역, 희귀 수생생물 서식지, 어패류 산
란장, 양식장 등에 주로 적용된다.

Ⅲ유형

집중식 생활 음용수 지표수 수원지 2급 보호구역, 어패류 월동장, 어패류 이동경로,
수산 양식 등 어업 수역 및 수영구역에 주로 적용된다.

Ⅳ유형

일반 공업용수 및 인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 (수상)레크레이션 용수 지역에 주로
적용된다.

Ⅴ유형

농업용수 지역 및 일반 자연경관을 조성하는 수역에 주로 적용된다.

[표2] 《해수질기준(海水水质标准)》(GB3097-1997)
구분

적용 범위

Ⅰ유형

해양어업수역, 해상의 자연보호구역 및 희귀멸종위기의 해양생물보호구역에 주로 적용
된다.

Ⅱ유형

수산양식구역, 해수욕장, 인체가 직접적으로 해수에 접촉하는 수상레포츠나 오락구역
및 인류의 식용과 직접 관련되는 산업용수구역에 주로 적용된다.

Ⅲ유형

일반 산업용수구역, 해변경관관광구역에 적용된다.

Ⅳ유형

해양항구의 수역, 해양개발작업구역에 적용된다.

출처 : 「2017년 랴오닝성 환경상황 공보」, 랴오닝성 환경보호청, 2018.6.4.,(http://www.lnepb.g
ov.cn/hjzl/hjzkgb/hjzlzkgb/201806/t20180604_105206.html, 2018.8.9)

※ 동 보고서는 요약 및 번역본입니다. 상세 내용은 원문(www.lnepb.gov.cn)을 참조하십시오.

[그림3] 2016년 랴오닝성 각 현(현급시) 및 시 직할구 생태환경질상황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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