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년 베이징시 PM2.5 오염원인 분석결과 발표 내용

 ’18.5.14, 베이징 시 환경보호부*는 ‘17년 베이징시 PM2.5의 주요 

오염원인 분석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 

* 연구기관 : 베이징시 환경보호국, 환경보호 모니터링 측정센터, 칭화대학,

중국과학원 대기물리연구소 및 베이징대학 등 유관기관과 연합 프로젝트

□ 핵심 발표 내용

○ ‘17년 PM2.5 주요 오염원은 현지 배출이 2/3, 타지역 수송 1/3 차지,

연평균 농도는 58㎍/㎥이며 이중 타지역 영향은 20㎍/㎥ 수준

○ 오염농도에 따라 타지역 영향 기여도 상승, 중오염 발생일 타지역 

영향은 55~75% 차지

○ 베이징시의 PM2.5 오염원인 중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이 최대 45%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세부 분석결과

○ 금번 연구결과*, 현지배출이 2/3을 차지하고 베이징시의 PM2.5의 

주요 오염원인은 이동오염원 45%, 비산먼지 16%, 공업 12%, 생활 면 

오염원 12%, 석탄오염원 3%, 농업 및 자연오염원 등 기타 12%로 구성

- (이동오염원) 베이징에서 운행중인 경유차의 공헌도가 가장 높음

- (비산먼지) 건축시공부지 및 도로비산먼지가 심각한 수준

- (공업오염원) 석유화학공업, 자동차공업 및 인쇄 등 VOCs를 배출하는

공업업계의 기여도가 높음

- (생활 면 오염원) 생활용제의 사용이 약 40%를 차지

* ‘14년 분석결과(13년도 자료 분석) : 현지 배출원에서 자동차 31.1%, 석탄연소

22.4%, 공업생산 18.1%, 비산먼지 14.3%, 요식·차량수리, 목축, 건축도장 등

기타 배출이 14.1%를 차지



○ 타지역에 의한 PM2.5 오염 영향은 약 26~42%로서 전체중 1/3을 차지,

오염농도의 변화에 따라 타지역 영향 기여도는 상승

* ‘14년 분석결과 : 현지배출이 64～72%, 타지역 영향 28～36% 차지

- 중(中)도 오염(PM2.5 일평균농도 115~150㎍/㎥)일 경우 타지역 영향은 

34~50% 차지

- 중(重)도 오염(PM2.5 일평균농도 150㎍/㎥ 이상)일 경우 타지역 영향 

55~75% 차지

‘17년 베이징시 PM2.5 重오염시 현지 및

타지역 기여도
베이징시 대기 PM2.5 현지 오염원 구성

□ 분석결과의 고찰 

○ 본 오염원 분석 결과는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임

○ 현지 오염배출 공헌도는 상대적으로 큰 변화 발생

- 각 주요 오염원별 PM2.5 절대 농도에 미치는 공헌도는 명확하게 

감소, 특히, 석탄연소로 인한 오염원의 감소 폭이 현저히 큼

- 이동오염원 및 비산먼지 공헌도 상승하였으나 석탄 및 공업오염원

공헌도는 감소, 생활 면 오염원 공헌도는 대폭 증가  

○ 현지 배출에서 이동오염원이 단독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가시적

으로 상승



- ‘17년 전 기간 현지 PM2.5의 제1오염원으로써 최대 45%를 차지

하며 ’14년 오염원 분석결과(31.1%)보다 1.4배 증가

○ 지역적으로 남쪽 시 경계지역은 석탄, 도심지역은 자동차, 교통 집중

지역은 비산먼지 오염이 심각

- 기간적으로 이동오염원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황산염 성분은

주로 타지역의 석탄연소로 인한 영향인 것으로 판단

○ 연평균 타지역에 의한 PM2.5 기여율은 34±8%로서 ‘14년 오염원 분석

결과(32±4%)와 비교하여 다소 증가

- 중 오염일의 타지역 기여율은 55~75%, ‘14년 대비 현저히 증가

- 타지역 오염물질 주요 이송통로는 베이징 남서부(스좌장, 싱타이, 한단)에

위치한 태항산 라인과 산동성 등 동부 라인의 공헌도가 높음

□ 분석결과에 따른 전문가 건의 사항

○ 이동오염원(특히 경유차량), 비산먼지, 생활 면 오염원의 관리 강화

○ 지역 연합방지 통제업무를 지속적으로 강화, 중점 시기 및 중점 수송

통로를 중심으로 산업구조개선, 중오염 기간 긴급연합대응 강화

○ 과학기술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오염방지기술과 오염방지 역

량의 강화 및 정밀화 추진

□ 분석 배경 및 추진 경과

○ 베이징시 환경보호국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미세먼지(PM) 측정

과 연구 및 오염원 분석업무를 진행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14년에

는 ’13년 PM2.5 오염원 분석결과를 배포

○ 해당 분석 결과는 ‘13~’17년 “청정 대기질 행동계획”의 추진에 필

요한 과학 기술적 기반을 제공



○ 본 분석결과는 ‘17년 국가 대기오염방지 대응 연합센터의 지도와 

베이징시 과학기술위원회가 수립한 중대과학연구 프로젝트의 지원

으로 “베이징시 2017년 대기 PM2.5 정밀화 오염원 분석” 연구 추진

○ 참여기관은 “베이징시 환경보호국은 환경보호 모니터링 측정센터,

칭화대학, 중국과학원 대기물리연구소 및 베이징대학 등 유관기관”

- 베이징시는 PM2.5 주요 오염원에 관한 결론을 도출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향후 업무방향의 수립을 지원

- 국가 대기종합관리 프로젝트에서 실시 중인 “2+26” 도시 “1도시 1

정책” 특별업무에서 베이징시 추적 연구팀의 중요한 업무이자 성과

○ 지난 오염원 분석과 비교하여 본 분석은 기술방법, 기초자료, 분석

결과의 정밀화 등 상당부분 개선

- 연평균 분석결과에서 시간, 공간 등 분야에서 다양한 상황의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세부적이고 특징있는 기여도를 파악

-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오염원 분석방법,

자료 확보 방법, 결론 등을 논증하였으며 국내·외 오염원 분석에 관한

최신 연 구성과 및 기술방법을 응용

○ 전문가들은 본 오염원 분석 결과는 국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고 

자료와 결론이 신뢰성 있다고 의견 일치(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