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통계
1. 대기환경
1.1 개별 항목 오염물 농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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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네이멍구 12개 맹시(盟市)1)의 이산화유황, 이산화질소, 초미세먼지 연평

2017년 네이멍구자치구
환경상황 공보

균 농도는 기준에 도달했다.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고 2급
농도 기준치의 0.1배 초과하였다.
1.1.1 초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는 32㎍/㎥로, 전년 대비 8.6% 하락했다. 각 맹시 농도
범위는 15(시린궈러맹(锡林郭勒盟))~46(바우터우시(包头市))㎍/㎥ 사이이다. 각 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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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시(呼伦贝尔市))~15.3%(후허하우터시(呼和浩特市)) 사이이다.
1.1.2 미세먼지
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는 74㎍/㎥로, 전년 대비 3.9% 하락했다. 각 맹시 농도 범
위는 42(후룬베이얼시(呼伦贝尔市))~113(우하이시(乌海市))㎍/㎥ 사이이다. 각 맹시
일일 평균농도는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초과율은 0.8(후룬베이얼시(呼伦贝尔市), 싱안
맹(兴安盟))~18.9%(우하이시(乌海市)) 사이이다.
1.1.3 이산화유황
이산화유황 연평균 농도는 21㎍/㎥로, 전년 대비 8.7% 하락했다. 각 맹시 농도 범
위는 4(후룬베이얼시(呼伦贝尔市))~51(우하이시(乌海市))㎍/㎥ 사이이다. 그 중, 우하
이시의 일일 평균농도는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일일 평균농도 초과율은 1.9%이다. 기
타 맹시의 일일 평균농도는 기준에 도달했다.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제 54조 ‘성급 이상 인민정
부 환경보호 주무부처의 환경상황공보 정기발표’ 규정에 따라, 현재 2017년도 네이멍구
자치구(内蒙古自治区) 환경상황 공보를 발표한다.

1.1.4 이산화질소
이산화질소 연평균 농도는 26㎍/㎥로, 전년 대비 4.0% 상승했다. 각 맹시 농도 범
위는 11(아라산맹(阿拉善盟))~45(후허하우터시(呼和浩特市))㎍/㎥ 사이이다. 그 중, 바
옌나오얼시(巴彦淖尔市), (후허하우터시(呼和浩特市)), (바우터우시(包头市))의 일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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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농도는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일일 평균농도 초과율은 각각 0.3%, 1.9%, 1.9%이
다. 기타 맹시의 일일 평균농도는 기준에 도달했다.
1) 盟은 중국 행정구역 중의 하나이다. 맹의 행정 지위는 지급시와 동등하고, 네이멍구자치구에만 존재하는 행정구역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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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반적으로 중도 오염으로 평가되었다. 2016년과 비교했을 때, I~III유형 수질 단

1.2 종합평가
2017년, 12개 맹시(盟市)의 대기질 종합평가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각 맹시
개별 평가에서 시린궈러맹(锡林郭勒盟), 퉁랴오시(通辽市), 싱안맹(兴安盟) 및 후룬베이
얼시 외에 기타 8개 맹시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면(지점) 비율은 0.5%p 상승했고 악성 V유형 수질 단면(지점) 비율은 0.6%p 하락
했다.
2.2 집중식 음용수원지
2017년, 네이멍구자치구 12개 맹시의 지급시 집중식 음용수원지 총 56개 곳을 모

1.3 기준도달 일수 평가
12개 맹시(盟市)의 AQI 지수 기준도달 일수 비율은 69.9(후허하우터시)~98.4%
(후룬베이얼시) 사이로, 기준도달 평균 일수 비율은 85.3%이다. 그 중, 경도 오염 일
수는 12.1%, 중도 오염은 1.7%, 중고도 오염은 0.4%, 심각 오염은 0.6% 차지한

니터링했다. 그 중 지하수 수원지는 48곳, 지표수 수원지는 8곳이다. 각 모니터링
도시 중 후허하이터시, 바우터우시, 바옌나오얼시와 아라산맹은 지표수 수원지와 지하
수 수원지가 있고 기타 8개 도시는 모두 지하수 수원지이다. 74개 기현(旗县)2)의 집
숭식 음용수원지 총 128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모두 지하수 수원지이다.

다.

2.3 지하수
2017년, 네이멍구자치구 맹시 6곳, 총 47개 점위치에 대해 모니터링했다. 그 중,
후허하우터시는 8개, 바우터우시는 10개, 츠펑시(赤峰市)는 8개, 퉁랴오시는 10개,
지닝시(济宁市)는 7개, 우하이시는 4개이다. 47개 지하수 모니터링 지점 가운데, 수
질 양호는 16개로, 34%를 차지하고, 비교적 좋지 않은 지점은 28개로 59.6% 차
지한다. 아주 좋지 않은 지점은 3개로 6.4% 차지한다.

3. 토양 환경
2017년, 네이멍구자치구의 토양 국가 모니터링 제어지점은 총 885개이다. 그 중
초지 모니터링 지점은 272개, 경지 모니터링 지점은 502개, 임지 모니터링 지점은
[그림 1] 2017년 12개 맹시 공기질 유형 비율

103개, 미(未)이용지 모니터링 지점은 8개이다. 모니터링 기준 도달율은 98.19%로
네이몽고자치구 토양 환경질 상황은 비교적 좋다.

2. 수질환경
2.1 지표수
2017년, 네이멍구자치구의 실제 모니터링 하천은 49개(88개 단면), 호수 저수지
는 10개(17개 모니터링 지점)이다.
네이멍구자치구의 국가 제어, 자치구 제어 지표수는 105개 모니터링 단면(지점)
중, I~III유형 수질 단면은 50.5%, 악성 V유형 수질 단면(점위치)은 21.9%로, 수질
2) 旗는 중국 행성구역의 하나이다. 행정 지위는 시할구, 현급시, 현 등 행정구역과 동등하다. 기는 네이멍구자치구의
특유의 현급 행정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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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생태환경
4.1 삼림자원
2013년 자치구 제7차 삼림자원 조사결과 네이멍구자치구 임업 용지면적은 6.60
억 묘(亩), 삼림면적은 3.73억 묘, 모두 전국 1위를 차지한다. 네이멍구자치구 살아
있는 나무 총 축적량은 14.84억 m3이다. 그 중 삼림 축적은 13.45억 m3로, 전국
5위이다. 삼림 피복율은 21.03%로 전국에서 21위이다. 인공조림 보존면적은 973
2만 묘로 전국에서 2위를 차지한다.
4.2 자연보호구역
2017년 말까지, 네이멍구자치구는 삼림, 초원, 습지, 사막, 지질유적 등 다양한 유
형의 자연보호구역 182곳을 건설 완료하였다. 그 중 국가급은 97곳, 자치구급은 6
0곳, 맹시급은 23곳, 기현급은 70곳, 총 면적은 1267.7만 헥타르로 네이몽고자치
구 국토 비율의 10.7%를 차지한다.
4.3 생물다양성
네이멍구자치구 육생 축추동물은 613종이 있으며 29목, 93과, 291종이다. 양서
류은 8종, 파충류는 27종, 조류는 242종, 포유류는 136종이다. 국가 1급 중점 보
호야생동물은 28종, 국가 2급 중점 보호야생동물은 87종,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에 등록된 동물은 51종,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濒危
野生动物国际贸易公约)》에 등록된 동식물은 99종, 《중국멸종위기동물조사보고서(中
国濒危动物红皮书)》에 등록된 조류는 184종이다. 유관속 식물은 2,351종이 있으며,
그중 야생 유관속 식물은 2,167종, 야생 종자식물은 2,106종, 양치류 식물은 61종
이며 131과, 660속이며 이식 재배한 식물은 184종이다.

출처 : 「2017 네이멍구자치구 환경상황 공보」, 네이멍구자치구 환경보호청, 2018.5.(http://hbt.n
mg.gov.cn/hjfw/hjzk/csgb/201806/t20180601_1563837.html, 2018.11.17.)
※ 동 보고서는 요약 및 번역본입니다. 상세 내용은 원문(hbt.nmg.gov.cn)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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