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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다던 인조잔디운동장, 유해물질 다량 검출돼

“경기도 학교 3곳 검사 결과 충격적… 중금속, 발암물질까지 나와”

경기환경운동연합과 진보신당 경기도당, MBC 이혜온 기자가 공동으로 주관한 경기도 인

조잔디운동장 고무분말 안정성 검사에서 기준치를 훨씬 넘는 각종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환경운동연합, 진보신당 경기도당, MBC 이혜온 기자는 지난 12월 2일 경기도 학교 

3곳을 선정, 시료를 채취하여 교과부가 지정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였으

며 그 결과 학교 1곳에서 중금속, 학교 3곳 모두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가 기준치를 

심각하게 웃도는 정도의 양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경기도 학교 3곳의 검사 시험성적은 충격적인 수치를 담고 있다. 검사 대상인 경기도 3학

교 중 중금속은 학교 1곳,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는 학교 3곳 모두 기준치보다 심각

하게 초과하였다.

중금속(납)의 경우, 학교A가 290㎎으로 기준치(90㎎)보다 3배 이상으로 과다 검출, 학교

B는 27㎎, 학교C는 66㎎으로 기준치 이하였다.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포함된 다핵방향

족탄화수소의 경우 학교A는 36.9㎎, 학교B는 46.7㎎, 학교C는 810㎎으로 3개 학교 모두

가 기준치(10㎎)보다 과다 검출되었다. 이 세 개의 학교는 모두 지난해 1차 검사에서 과

다 초과되었으나 이후 검사에서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어 안전하다고 했던 학교들이다.

이는 문제된 고무분말이 불충분하게 제거된 채, 그 상태에서 새로운 고무분말을 포설하였

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무분말의 가벼운 성질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바람과 사람들 발

길질에 소실되어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던 고무분말이 드러나게 되고 임시방편으로 덮어

뒀던 문제가 복원되었던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납과 같은 중금속의 경우 만성중독을 일으켜 빈혈이나 두통과 같

은 가벼운 증상을 비롯하여 신장 기능 부전이나 기억력 감퇴를 일으킬 수 있고 PHAs는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로 성장기 아이들이 이러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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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경우 치명적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인조잔디가 설치된 공간이 아이들이 하루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라는 것이

다. 가장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할 교육 시설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독이 되고, 정부가 

이를 장려하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그 유해성과 안전성에 논란이 된다고 하더

라도 안전이 입증될 때까지는 위험하다고 간주하는 사전예방의 원칙이 가장 철저히 준수

되어야 하는 공간이 바로 아이들의 학교라는 것이다.

특히 중금속이나 PHAs와 같은 물질은 지금 당장 그 피해가 나타나기 보다는 장시간에 

걸쳐 축적되어 어른이 되거나 다음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

다. 성장이 아이들에게는 더욱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는 충격적

이다.

특히 이번 검사는 작년 인조잔디운동장 고무분말 유해성 논란 이후 교과부가 문제가 되

는 고무분말을 전량 회수하고 안전한 고무분말로 교체하여 현재 모든 학교 인조잔디운동

장이 안전하다고 밝힌 이후 실시된 것이어서 더욱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

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학교 1천 곳에 인조

잔디운동장을 조성하고 예산 또한 4년 내 5천억원을 확대 지원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

다. 정부의 단시안적 정책이 아이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요구사항

교과부는 인조잔디 고무분말을 다시 한번 투명하게 재조사해야 한다

시공업체를 제외한 해당 학교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의 입회 하에 재조사가 진행

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다시 한번 증폭되는 안전성 논란에 투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07년 안전성 검사 대상 176학교뿐만 아니라 인조잔디운동장이 조성된 학교 모두 재조사

해야 한다

07년 안전성 검사 대상학교 176곳만 아니라, 그 당시 검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학교들, 특히 임대

민간자본(BTL) 학교운동장, 지자체와 교육청이 자체 지원한 학교운동장, 국민체육진흥공단 독자사

업으로 진행한 모든 학교운동장에 대해 모두 투명한 안전성 재조사를 요청한다.

고무분말뿐만 아니라 인조잔디, 우레탄 등의 모든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요구한다

인조잔디는 폴리에틸렌이므로 안전하다고 교과부는 말한다. 그러나 인조잔디의 푸른색을 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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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안료가 사용된다. 안료에는 납등의 중금속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교과부는 우레탄도 안

전하다고 하지만 믿을 수가 없다. 고무분말이 안전하다던 교과부의 주장이 거짓 아니었던가. 그러

므로 운동장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안전성검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현재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전면 중단과 투명하고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요구한다

교과부와 문체부는 잔디운동장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09년-12년까지 전국 학교 1천곳에 운동장을 

조성하고 예산 또한 4년 동안 5천억 확대 지원하겠다고 했다. 전면 중단을 요구한다. 또한 현재 

운동장 조성사업은 관과 일부 학교장들의 일방적 추진으로 과천 문원초, 수원 천천초, 정자초, 대

전 판암초 등 갈등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사업내용의 투명한 공개, 공개적인 의견 수렴 없는 인조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붙임

붙임1. 고무분말 검사 결과

붙임2. 고무분말의 유해물질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

2008. 12. 22

경기환경운동연합 ․진보신당 경기도당
담당 경기환경운동연합 김유 사무차장 l 010-4336-8157 l 031-469-9032

진보신당 경기도당 김민하 사무국장 l 010-4143-2949 l 031.251.1840



4

지역

학교

검사

중금속  기준 유해  화학물질(총량 기준)

납
카
드
뮴

수은

6
가
크
롬

PAHs

계 Benzo(a)
pyrene

Benzo(e)
pyrene

Benzo(a) 
anthracene Chrysen

Benzo(b) 
fluoranthen

e

Benzo(j) 
fluoranthen

e

Benzo(k) 
fluoranthen

e

Dibenzo(a,
h) 

anthracene

안전
기준

90 50 25 25 10

고양

학교A

1차 150 3 0 0 41 8 9 8 2 11 0 3 0

2차 28 0 0 0 5 1 2 0 1 1 0 0 0

재검사 290 3 0 0 36.9 8.3 11.8 0 0 16.8 0 0 0

화성

학교B

1차 200 0 0 0 42 7 9 8 1 14 0 3 0

2차 23 0 0 0 0 0 0 0 0 0 0 0 0

재검사 27 0 0 0 46.7 8.8 13.1 0 0 19.5 0 5.3 0

평택

학교C

1차 260 6 0 0 737 150 140 60 38 240 0 78 31

2차 22 0 0 0 0.7 0 0 0 0.7 0 0 0 0

재검사 66 3 0 0 810 123 143 119 101 251 0 73 0

(단위 : mg/kg)

붙임1. 고무분말 검사 결과 

“안전하다던 인조잔디의 고무분말 여전히 유해화학물질 과다 검출”

경기도 학교 3곳, 납과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 과다 검출

▪ 공동주관 : 경기환경운동연합, 진보신당 경기도당, MBC 이혜온기자

▪ 검사대상 : 경기도 3학교 

▪ 대상선정 : 07년 고무분말 안전성 1차검사에서 중금속 ․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가 과다하

게 초과된 경기도 내 학교

▪ 검사기관 : 한국화학시험연구원

▪ 검사항목 : 중금속(4항목), 다핵방향족탄화수소(8항목)

▪ 시험방법 : 납(Pb)․카드뮴(Cd) KS R 1301 : 2006 (ICP)

수은(Hg) KS M 3719 : 2005 (ICP)

6가크롬(Cr(VI)) US EPA Method 3060A : 1996 (UV/Vis)

방향족탄화수소(PAHs) US EPA 8100 (GC/MS)

▪ 검사결과

* 검출한계 : Pb(5mg/kg) / Cd, Hg(1mg/kg) / Cr(VI)(2mg/kg) / PAHs(1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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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고무분말의 유해물질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

고무분말의 유해물질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

07년 산자부가 마련한 <고무분말의 안전기준>은 최소한의 안전기준이지 절대 안전하다고 보장하는 기

준이 아니다. 문제는 그 유해물질에 어느 정도 접촉하고 노출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특히 성장기 아

동의 민감성과 저항력은 성인과는 다르다. 아동이나 청소년은 유해성이 낮더라 하더라도 쉽게 손상될 

수가 있다. 

특히 PAHs는 서서히, 오랜 기간 아이들을 갉아먹는 내분비교란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생식체계에 이상

을 가져오는 환경호르몬이다. 

납 (Pb)

- 납은 두통 ·시력 감퇴 ·구강염 ·빈혈 등 중독 증세를 일으키고 모든 조직에 영향을 끼친다. 

주요하게 신장과 면역체계, 특히 신경조직에 가장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며 암을 유발한다. 

- 성인에 비하여 어린이 및 태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납중독 아동들은 학습장애와 청각장

애 등을 겪을 수 있다.

PHAs (다핵방향족탄화수소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 대표 물질은 benzo(a)pyrene, benz(a)anthracene, dibenzo(a,h)anthracene, chrysene 등이 

있다. PAHs는 화학연료나 유기물의 불완전 연소시 부산물로 발생하며 자연발생적 또는 산

업활동 등으로 미세먼지 속에 농축상태로 존재하는 환경오염물질이다. 독성이 알려진 화합

물에는 benzo(a)pyrene 외 50종으로 밝혀졌고, 특히 benzo(a)pyrene, benz(a)anthracene, 

dibenzo(a,h)anthracene, chrysene 등은 유전독성과 발암성 물질로 알려져 있다. 

- 위통, 구토 등의 증상과 함께 피부암, 폐암 등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며 생식기능을 저하시

키고 아토피를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 국제암연구소는 최근 벤조피렌을 Group1의 확인된 인체발암물질(carcinogenic to humans)

로 등급을 상향조정하였다. (Dabestani, 1999, EC, 2002, IARC 2006, IRIS. 1994)

- 엑손 발데스호,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지역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