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통계
1. 수질환경
2017년 후베이성 수질환경 감시망의 각급 환경 관측소는 후베이성 74개 주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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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의 179개 모니터링 단면, 17개 호수, 11개 저수지, 8개 도시 내 호수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후베이성 179개 하천 단면 가운데, 수질이 우수 양호로 Ⅰ~

2017년 후베이성 환경상황

Ⅲ유형 기준에 부합하는 단면은 86.6%(Ⅰ유형 5.0%, Ⅱ유형 50.80%, Ⅲ유형
30.7%)이며 수질이 비교적 나쁨으로 Ⅳ유형, Ⅴ유형에 부합하는 비율은 각각
8.4%, 1.1%이다. 수질오염 심각에 속하는 악성 Ⅴ유형 단면은 3.9% 차지한다.
하천 주요 기준초과 항목은 화학적 산소 요구량, 암모니아성 질소 및 총인이다.
2016년 대비, Ⅰ~Ⅲ유형 비율과 악성 V유형 비율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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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호수, 저수지의 32개 모니터링 수역 가운데 수질이 우수 양호로 Ⅰ~Ⅲ유형
기준에 부합하는 수역은 62.5%(Ⅰ유형 3.1%, Ⅱ유형 31.3%, Ⅲ유형 28.1%)를
차지한다. 수질이 비교적 나쁨으로 Ⅳ유형, Ⅴ유형 기준에 부합하는 수역은 각각
25.0%, 9.4%를 차지한다. 수질오염이 심한 악성 Ⅴ유형 수역은 3.1%를 차지한다.
호수 저수지 주요 오염지표는 총인, 화학적 산소 요구량, 5일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다. 2016년 대비, 수역 수질의 Ⅰ~Ⅲ유형 비율은 3.1%p 상승하였고 악성 Ⅴ유형 수역
비율은 3.1%p 상승하였다. 주요 호수 저수지의 전반적 수질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제54조 규정 “성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무부처 환경상황공보 정기 발표한다.”에 따라, 현재 “2017년 후
베이성(湖北省) 생태환경상황 공보”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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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17년 주요하천 단면 수질 유형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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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강수
3.1 강수 전반적 상황
2017년, 후베이성에 산성비 도시는 발생하지 않았다. 후베이성 연평균 강수 pH
평균치는 6.69이다. 작년에 비해 이창(宜昌), 셴타오(仙桃)，황강(黄冈)，징저우(荆
州)，언스(恩施)등 도시의 산성비 상황 개선이 뚜렷하다.

3.2 강수 산성도
2017년, 후베이성 17개 중점도시를 대상으로 강수 검측을 진행하였다. 후베이성의
[그림 2] 2017년 주요 호수 저수지 수역 수질 유형별 구성

검측점 47개 개설되어 있고, 총 19947개 모니터링 데이터 가운데 강수 pH값은
2559개, 전도율(电导率) 2372개, 각종 이온 성분 농도치는 12442이다. 각 도시 연
평균 pH 평균치 범위는 6.32(셴닝)~7.73(셴타오) 사이를 나타냈다.

2. 대기환경질
2017년, 후베이성 17개 중점도시 대기의 우수 양호 일수비율 평균은 79.1%이며
2016년 대비 5.7%p 상승하였다. 이산화황,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의

3.3 산성비 빈도와 산성비 pH값

농도는 2016년 대비 각각 7.1%, 9.4%, 9.3%와 5.6% 하락하였고, 이산화질소의

2017년 후베이성은 총 85개 산성비(pH<5.6) 샘플을 채취하였다. 이는 수질 샘플

농도는 2016년 대비, 7.7% 상승하였고, 오존의 농도는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이

의 3.3%를 차지하고 작년(6.2%)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2017년, 후베이성 총

다. 《환경대기질기준(环境空气质量标准)》(GB3095-2012)에 따라 평가한 결과, 후베

수질 채취량은 45667.21mm, 그중 산성비 양은 99.47mm로 산성비 량은 총 수집

이성 총 17개 중점도시 가운데 선눙자임구(神农架)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의 환경대

된 물량의 2.2%를 차지한다. 전년(4.1%) 대비, 1.9%p 하락하였다.

기질 모두 국가 2급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후베이성 17개 도시 중 7개 도시에서 산성비 샘플이 검출하였고, 7개 도시로는
우한, 황단, 스옌, 이창, 황강, 셴닝, 언스이며 상성비 빈도는 1.4%(언스)~12.1%(이
창) 사이이다. 산성비의 pH값은 4.63(스옌)~5.36(이창)이다.

주요 오염물질 연평균 농도
2017년 17개 중점도시 6개 주요 오염물질 연평균 농도는 국가 대기질 2급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고 미세먼지는 시옌(十堰), 셴닝(咸宁), 선눙자(神农架) 및 언스(恩施)가

4. 도시 환경소음

기준에 도달하였고 나머지 13개 도시는 모두 기준 초과하였고, 0.07(쑤이저

4.1 지역환경소음

우)~0.31(징저우)배 기준 초과하였다. 초미세먼지는 선눙자(神农架)가 기준 도달하였

2017년 후베이성 유효지역 환경소음 모니터링 격자(지역) 총 개수는 2,345개이

고 나머지 16개 도시는 모두 기준 초과하였고, 0.11(톈먼)~0.89(샹양)배 기준초과하

며 해당 면적은 1219.6km2이다. 후베이성 16개 도시지역 환경소음 평균 등가소음

였다. 이산화질소는 우한(武汉)이 0.25배 기준 초과하였고 나머지 도시는 모두 기준

레벨 범위는 51.7~56.1데시벨(dB), 평균치는 53.7데시벨(dB)으로 2016년 대비 0.2

도달하였다. 오존, 이산화유황 및 일산화탄소는 17개 중점도시는 모두 기준 도달하였

데시벨(dB)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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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비 16개 도시 가운데 이창(宜昌)시가 환경소음질 레벨이 좋음으로 바
뀌었고 샤오간시(孝感) 환경소음질 레벨이 나쁨으로 바뀌었다. 나머지 도시지역 환경
소음 레벨은 안정을 유지한다.

5. 생태환경
2016년 《생태환경상황평가기술규범(生态环境状况评价技术规范》(HJ/T192-2015)
에 근거한 후베이성 생태환경상황지수(EI)는 71.91, 생태환경상황은 양호에 속한다.

도시 환경소음에 영향을 주는 각종 유형 소음원 가운데 생활소음원은 61.4%, 교

17개 시 주 생태환경상황지수는 58.27~81.32사이이며, 그중 신농가(神农架) 삼림

통소음원은 17.1%, 공업소음원은 10.3%, 시공소음원은 2.8%, 기타 소음원은

지구의 생태환경상황이 가장 우수하며 지수는 81.32이다. 그 뒤를 이어 언스주

8.4%를 차지한다. 생활소음원과 교통소음원이 여전히 주요소음원에 속한다.

(80.36), 이창시(79.37), 셴닝시(77.06) 그리고 스옌시(76.35)이다. 5개 도시의 생
태환경상황도 모두 우수하고, 후베이성 전체 토지면적의 44.07%를 차지한다. 나머지
12개 지역급 시 주의 생태환경상황은 모두 양호이며, 후베이성 전체 토지면적의

4.2 기능구 환경소음

55.93%를 차지한다.

2017년 후베이성 각 유형 기능구1) 총 816개 모니터링 기준점 가운데 주간, 야
간이 각각 408개를 차지한다. 각 유형 기능구 주간 기준도달은 368개로서 주간 모
니터링 기준점에서 90.2%를 차지한다. 야간 기준도달은 272개로서 야간 모니터링
기준점의 66.7%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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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각 유형 기능구 소음 모니터링 기준점의 주간 기준도달률이
야간보다 높으며 혼합구 기준도달률이 기타 기능구보다 높고 교통간선 양측 구역의

구분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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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유형

농업 용수 지역 및 일반 자연경관을 조성하는 수역에 주로 적용된다.

야간 기준초과율은 더 심하다.

[그림 3] 2016년 각 유형 기능구 모니터링 기준점 기준도달률(<표3> 참조)

1) 구역이 가진 인구, 자원, 환경, 경제, 사회, 문화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능핵심구역, 도시개발구역, 생
태보호구역처럼’ 도시의 일부분으로 여러 가지 자원을 공간적으로 집결시키고 도시의 일부 특정적인 기능을 수
행한다. 도시의 경제와 사회의 각종 기능을 실현하는 중요한 공간적 매개체로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현대 도시
의 발전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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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환경대기질기준(环境空气质量标准)》(GB3095-2012)
농도 한도

항목

평균시간
1년

20

60

이산화황(SO2)

24시간

50

150

1시간

150

500

1년

40

40

이산화질소(NO2)

일산화탄소(CO)

오존(O3)
미세먼지(10μm 이하)

미세먼지(2.5μm 이하)

1급

2급

24시간

80

80

1시간

200

200

24시간

4

4

1시간

10

10

최대 8시간

100

160

1시간

160

200

1년

40

70

24시간

50

150

1년

15

35

24시간

35

75

단위

μg/m3

mg/m3

μg/m3

[표3] 《환경소음기준(声环境质量标准)》(GB3096-2008)
구분

적용 범위

0유형

재활진료 등 특별히 정숙한 환경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다.

1유형

일반 주택, 보건의료, 문화 및 교육, 과학연구, 행정 사무 등 주요한 기능이 있어
정숙한 환경이 필요한 지역이다.

2유형

상업금융, 무역이 주요 기능이거나 거주, 상업, 다수 산업이 혼합되어 있어 조용한
환경이 필요한 지역이다.

3유형

공업 생산, 창고물류가 주요 기능이며 산업소음이 주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4유형

교통간선의 양측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교통 소음이 주변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지역이다.

출처 : 「2017년 후베이성 환경질 상황」, 후베이성 환경보호청, 2018.5.15(http://hbt.hubei.gov.c
n:8080/pub/root8/auto588/201805/t20180515_113209.html, 2018.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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