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통계
1. 수질환경
1.1 지표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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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쑤성 수질오염방지업무방안(甘肃省水污染防治工作方案)》에 따라 2017년 간쑤성에
총 68개 지표수 심사 단면을 설치하였다. 그중 우수한 수질은 51개, 양호한 수질은 13개,

2017년 간쑤성 환경상황 공보

2016년66개
경도오염은 3개, 중도(中度)오염은 1개로 나타났다. 수질 심사목표에 도달한 단면은

이다.
1.2 음용수원지
27개 지급도시 음용수원지 수질은 딩시향샘(총경도, 황산염, 염화물 기준초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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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환경
2017년 간쑤성 14개 지급도시는 모두 환경 대기질 6개 오염물질(이산화유황, 이산화
질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오존)의 자동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결과는 《환경대기질기준(环境空气质量标准)》(GB3095-2012)을 참고하여 평가하였다.
2.1 전반적 상황
2017년 간쑤성 14개 지급시 대기환경 가운데 미세먼지 평균치는 93㎍/㎥, 2016
년 대비 3.3% 상승하였다. 초미세먼지 평균치는 37㎍/㎥으로 전년 대비 7.1% 감소하
였다. 이산화유황 평균치는 21㎍/㎥, 전년 대비 19.2% 감소하였다. 이산화질소 평균치는
29㎍/㎥으로 전년 대비 3.3% 감소하였다. 일산화탄소 평균치는 1.6㎍/㎥으로 전년 대비
15.8% 감소하였다. 오존 평균치는 140㎍/㎥으로 전년 대비 5.3% 상승하였다. 14개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제 54조 규정 ‘국무원 환

시 주 평균 환경대기질 종합지수는 4.7, 전년 대비 3.5% 감소하였다. 간쑤성 우수 양

경보호 주무부처는 모두 국가 환경질, 중점 오염원 모니터링 정보 및 기타 중요 환경

호 일수비율은 85.4%, 동기 대비 0.7% 상승하였다.

정보를 발표 한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무부처는 환경상황공보를 정기적

2.2 주요 오염지표

발표 한다’에 따라 현재 2016년 간쑤성(甘肃省) 환경상황 공보를 발표한다.
간쑤성환경보호청

미세먼지: 룽난시(陇南市) 미세먼지 연평균치는 국가 2급 기준에 도달하였고 기타 도
시는 모두 2급 기준을 초과하였다.

2018년 6월

2

[그림 1] 미세먼지 평균농도 수준 비교
[그림 3] 이산화유황 평균농도 수준 비교
초미세먼지: 간쑤성 14개 시 주의 초미세먼지 연평균치는 가욕관시, 금창시가 국가 2급
기준에 도달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도시는 모두 기준 초과하였다.

이산화질소: 간쑤성 14개 지급시의 이산화질소 연평균치는 란주시가 국가 2급 기준
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도시는 모두 기준 도달하였다.

[그림 2]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수준 비교

이산화유황: 간쑤성 14개 지급시의 환경대기중 이산화유황 연평균치는 모두 국가 2
급 기준에 도달하였다.

[그림 4] 이산화유황 평균농도 수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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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 및 오존: 간쑤성 14개 시 주의 일산화탄소 및 오존 연평균치는 모두 국
가 2급 기준에 도달하였다.

4.2 생물 다양성
간쑤성의 야생 고등 동식물은 총 6,117종이며 그 중 야생 관다발식물은 5,160종,
야생 동물은 957종과 아종(어류 109종, 양서류 36종, 파충류 64종과 아종, 조류
572종과 아종, 포유류는 176종과 아종)이 있다.

2.3 산성 강수
간쑤성 14개 도시는 한 해 동안 산성비 강수가 발생하지 않았다. pH 연평균치
범위는 6.45(경양)~8.01(주취안) 사이이다.

출처 : 「2017년 간쑤성 환경상황 공보」, 간쑤성 환경보호청, 2018.6.(http://www.gsep.gansu.go
v.cn/_mediafile/gshb/2018/06/5/f0a004d8-310f-4af0-93bc-f39e17d050c8.pdf, 2018.9.27)

3. 환경소음
3.1 지역 환경소음질
간쑤성 도시지역 환경소음 평균 등가소음레벨 범위는 47.6~56.8데시벨(dB) 사이이며
진창시, 칭양시, 간남주 평균 소음레벨수치는 50데시벨(dB), 환경소음은 좋음이며 톈수
이시, 가욕관시, 장예시, 란저우시, 주취안시, 평량시, 바이인시 평균 소음레벨수치는
50.3~54.8데시벨(dB), 환경소음은 비교적 좋음이며, 룽난시, 린샤시, 딩시시, 우웨이시
평균 소음레벨수치는 55.4~56.8데시벨(dB) 사이로 환경소음은 보통이다.
3.2 교통간선 환경소음
간쑤성 도로교통 환경소음 평균 등가소음레벨 범위는 67.1~69.2데시벨(dB) 사이이며
가옥관시, 진창시 등 11개 도시 평균 소음레벨은 68.0데시벨(dB)로, 환경소음은 좋음이
다. 핑량시, 란저우시, 린샤시의 평균 등가소음레벨은 모두 68.1데시벨(dB)을 상회하며 환
경소음은 비교적 좋음이다. 간쑤성 도시 도로교통 소음은 총 769.8KM 거리를 모니터
링하였고 그 중 70데시벨(dB)을 초과하는 도로 구간은 약 204.8KM로 전체 모니터링 길
이의 26.6%를 차지한다.

4. 생태환경
4.1 자연보호구역
간쑤성은 각급 각 유형 자연보호구역은 총 60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면적은
883만 2천 4백 67헥타르로 간쑤성 전체 토지면적의 20.74%를 차지한다. 그중
국가급은 20개, 면적은 692만 8천 3백 헥타르, 성급 35개, 면적 179만 1천 8백 17
헥타르, 현급 4개, 면적 11만 2천 3백 50헥타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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