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통계
1. 수질환경
1.1 주요 하천수질 상황

2018-08

2017년 귀이저우성 주요 하천수질은 ‘우수’이다. 모니터링 대상 79개 하천의 151

2017년 귀이저우성 환경상황 공보

개 모니터링 단면 가운데 Ⅰ~Ⅲ유형 수질단면(143개)은 94.7% 차지한다. 전년 대비
1.3%p 감소하였다. Ⅳ유형, Ⅴ유형 수질단면(6개)은 4.0% 차지하여 전년 대비
2.0%p 상승하였다. Ⅴ유형 이하 수질단면(2개)은 1.3% 차지하여 전년 대비 0.7%p
감소하였다. 2017년 수질 상황은 년 대비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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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17년 귀이저우성 주요하천 모니터링 단면 수질 유형별 비율

1.2 주요 호수(저수지) 수질상황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 제 54조 규정 ‘국무원 환경보호 주무부처는 모두 국가

2017년, 귀이저우성 훙펑호(红枫湖)，바이화호(百花湖)，아하저수지(啊哈水库)，

환경질, 중점 오염원 모니터링 정보 및 기타 중요 환경정보를 발표 한다. 성급 이상

우장저수지(乌江水库)，렁사이저수지(棱筛水库)，훙산저수지(虹山水库)，완펑호(万峰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무부처는 환경상황공보를 정기적 발표 한다’에 따라, 현재 2017년

湖) 및 초우하이(草海) 모니터링 대상 8개 호수(저수지)에 총 25개 모니터링 수직선

귀이저우성(贵州省) 환경상황 공보를 발표한다.

을 설치하였다. 그 중 Ⅲ유형 도달 및 이상의 수질유형 모니터링 수직선은 21개로
2018년 6월 5일

84% 차지한다. 전년과 비슷하다. 2개 수직선은 Ⅳ유형, 각각 바이화호의 화교(花
桥)주식선과 초우하이의 양관산(阳关山)수직선으로 전체 모티터링 수직선의 8% 차
지한다. 전년 대비 4%p 감소하였다. 2개 수직선은 Ⅴ유형 수질에 속하며 각각 초
우하이 중부 수직선과 우장저수지의 시펑강어귀 수직선으로 전체 모니터일 수직선수
2

의 8%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4%p 상승하였다.

지한다. 귀양시, 준의시, 육반수시의 환경 대기질은 초미세먼지(PM2.5)의 연평균 농
도 기준초과로 국가 2급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11.1%를 차지한다.
귀이저우성 9개 중심도시 AQI 우수 양호 일수비율은 평균 96.5%를 차지하며 전
년 대비 0.6%p 감소하였다. 귀양시 AQI 우수 양호 일수비율은 95.1%, 전년 대비
0.5%p 감소하였다. 준의시 AQI 우수 양호 일수비율은 94.3%, 전년 대비 1.4%p
상승하였다.
육반수시 AQI 우수 양호 일수비율은 92.9%, 전년 대비 0.5%p 감소하였다. 안순
시 AQI 우수 양호 일수비율은 95.9%, 전년 대비 3.0%p 감소하였다. 필절시 AQI
우수 양호 일수비율은 96.2%, 전년 대비 1.3%p 감소하였다. 동인시 AQI 우수 양
호 일수비율은 99.2%이며 전년 대비 0.3%p 감소하였다. 개리시 AQI 우수 양호
일수비율은 95.9%이며 전년 대비 1.6%p 감소하였다. 도균시 AQI 우수 양호 일수
비율은 99.2%, 전년 대비 0.6%p 상승하였다. 흥의시 AQI 우수 양호 일수비율은
100%, 전년 대비 0.5%p 상승하였다.

[그림 2] 2017년 귀이저우성 호수(저수지) 수직선 수질 유형별 비율
2.2 현성(县城) 환경 대기질
1.3 음용수 수원지 수질상황

2017년부터, 귀이저우성 88개 현(시, 구) 중, 83개 현(시, 구)은 《환경대기질기

2017년 귀양시(贵阳市), 준의시(遵义市), 육반수시(六盘水市), 안순시(安顺市), 필절시
(毕节市), 동인시(铜仁市), 개리시(凯里市), 도균시(都匀市), 흥의시(兴义市) 9개 중심
도시의 총 24개 집중식 음용수 수원지를 대상으로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음용수

준(环境空气质量标准)》(GB3095-2012) 국가 2급에 기준에 도달하여 97% 차지한
다. 이는 작년 대비 11.3%p 상승하였다. 5개 현(시, 구) 대기환경질은 기준 초과하
여 5.7% 차지다. 기준초과 오염물질은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이다.

수원지 수질 기준도달률은 100%이다.
2017년 74개 현성(县城, 현 정부 소재지) 137개 집중식 음용수 수원지 개수 기준
도달율은 98.4%이고 물량 기준도달률은 97.9%이며 그중 개수 기준도달율은 전년
대비 0.9%p 감소하였고, 물량 기준도달율은 전년 대비 1.6%p 감소하였다.

2.3 도시 산성비
2017년 귀이저우성 11개 도시 강수 연평균 pH 범위는 6.34~6.95 사이이다. 인
회시(仁怀市)에서만 소량의 산성비가 나타났고 인회시 산성비율은 3.5%를 차지한다. 전
년도 산성비가 발생했던 적수시는 올 해 산성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인회시 산성비율은

2. 대기환경

전년 대비 2.9%p 상승하였다.

2.1 중심도시 환경 대기질
2017년 귀이저우성 9개 중심도시 가운데 8개 도시의 환경 대기질은 《환경대기질
기준(环境空气质量标准)》(GB3095-2012) 국가 2급 기준에 도달하였고 88.9%를 차
3

4. 환경소음
4.1 도시지역 환경소음
4

2017년 귀이저우성 9개 중심도시는 도시지역 환경소음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평
균 등가소음레벨 범위는 51.1~58.8A-가중데시벨(dBA) 사이이다. 그중 도시지역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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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범위

경소음이 좋음에 속하는 도시는 전년 대비 1개 감소하싿. 비교적 좋음에 속하는 도시는
안순시, 동인시, 개리시, 도균시로 전년 대비 1개 감소하였다. 보통에 속하는 도시는
귀양시, 준의시, 육반수시, 필절시, 흥의시로 전년 대비 2개 늘었다. 도시지역 환경소음
이 비교적 나쁨 또는 나쁨에 속하는 도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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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도로교통 환경소음
2017년 귀이저우성 9개 중심도시는 도시 도로교통 환경소음 모니터링을 실시하였
고 도로교통 소음 평균 등가소음레벨 범위는 64.7~69.3A-가중데시벨(dBA) 사이이다. 그
중 도시 도로교통 환경소음이 좋음에 속하는 도시는 준의시, 육반수시, 안순시, 개리시, 도균
시 전년 대비 1개 감소하였다. 비교적 좋음에 속하는 도시는 귀양시, 필절시, 동인시, 흥

[표2] 《환경소음기준(声环境质量标准)》(GB3096-2008)

의시로 전년 대비 1개 늘었다. 보통, 비교적 나쁨 또는 나쁨에 속하는 도시는 없다.

구분

4.3 기능구 환경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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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귀이저우성 9개 중심도시 기능구의 주간 모니터링점 평균 기준도달율은
94.6%, 야간 모니터링점 기준도달율은 71.7%로 전년 대비 각각 2.2%p, 3.8%p
상승하였다. 그중 가운데 1유형 주간 기준초과 도시는 귀양시, 준의시, 도균시이다. 1
유형 야간 기준초과 도시는 귀양시, 준의시, 육반수시, 개리시, 도균시, 흥의시이다. 2
유형 주간 기준초과 도시는 귀양시, 도균시이다. 2유형 야간 기준초과 도시는 귀양시,
준의시, 육반수시, 동인시, 도균시이다. 3유형 주간 기준초과 도시는 준의시이다. 3유
형 야간 기준초과 도시는 귀흥의시이다. 4a유형 주간 기준초과 도시는 준의시, 필절시

적용 범위

이다. 4a유형 야간 기준초과 도시는 귀양시, 준의시, 육반수시, 필절시, 도균시, 흥의
출처 : 「2017년 귀이저우성 환경상황 공보」, 귀이저우성 환경보호청, 2018.6.5(http://www.gzhjb

시이다.

h.gov.cn/00939062-3/B/02/01/828694.shtml, 201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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