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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 지킴 뉴스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50% 이상의 높은 구매의무비율을 보이며 환경 마인드를 적극적으로 과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업무용 차량을 저공해차 위주로 구매하며 대기환경개선에 깊은 관심을

구매의무비율 처음으로 초과 달성

보여 주었고, 경기도 고양시청은 ‘매연 없는 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전기차를 우선적
으로 구매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기차 구입시

‘12년도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기관 실적 공개

최대 420만원의 세금 감면,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공공
기관으로서 대기환경개선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 ‘수도권청’)에서는 수도권 지역에서 자동차를 10대 이상
보유한 214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2년도 저공해자동차 구매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2년 자동차를 새로 구매한 185개 기관의 저공해자동차
평균 구매비율은 30.2%로 구매의무비율 30%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구매의무비율
달성 기관 수 또한 전체의 약 45%(84개 기관)로 전년(26.5%, 50개 기관) 대비 약

반면에 경기도 시흥시청,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13개 기관은 자동차를 5대 이상
구매하면서도 저공해자동차를 단 1대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기도 교육청,
서울시 용산구청, 인천시 남구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4개 기관은 2년 연속
저공해자동차 구매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인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 24개시에 있으며, 자동차를 1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과 공공

19% 증가했습니다.

기관은 매년 새로 구입하는 자동차의 30% 이상을 저공해자동차로 의무적으로 구매
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대기오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2011~2012년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 현황
(단위 : 개소, 대)
저공해차 구매 현황

의무비율 달성 현황

연도

대상
기관

자동차 구매기관
(구매량)

구매량

비율

달성기관

비율

2012

214

185(2,603)

650

30.2%

84

45.4%

2011

216

189(3,192)

640

19.8%

50

26.5%

결국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의 45%가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법무부, 경기도 고양시청,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20대 이상의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하는 등

위해 행정·공공기관이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산에 적극 동참하여 앞장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추가 문의 자동차관리과 031-481-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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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 지킴 뉴스
수도권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간담회 개최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발표(서울시 기후대기과 김웅남 팀장)
- 비산먼지 발생원별 구성 현황, 관리실태 및 계획 등 서울시 운영 사례 설명
※ 추가 문의 기획과 031-481-1330

수도권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수도권청 주관으로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간담회를 개최(5.8)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대형 건설공사장 환경 담당자 및
서울·인천·경기 비산먼지 담당자 등 총 51명이 참석하였으며, 비산먼지 관리정책
추진방안,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관리요령 및 우수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류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제6기 ‘환경교육홍보단’ 강사 간담회
환경교육홍보단 강사로서의 역량 향상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상호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자, 제6기 환경교육홍보단 강사 간담회가 개최(5.29)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제6기 환경교육 홍보단 위촉 강사 35명을 대상으로 홍보단 운영
방침, 환경정책 방향, 강사 우수사례 등을 발표하고 건의사항 등 의견을 교류한

‘비산먼지 관리정책 추진방안’ 발표(환경부 대기관리과 김영임 주무관)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수도권 비산먼지 발생현황, 자율환경 관리 유도, 대규모 공사장 특별관리,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먼지 측정 및 제거장비 확충 지원 등에 대한 주요 추진사항 설명
- 환경법령 위반 건설업체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감점제 운영, 공사장 비산
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체결 운영 등 ‘13년 중점 추진사항 발표
‘비산먼지 관리방안 및 관리 우수사례’ 발표(건설환경협회 김진호 회장)
-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장비별·공종
별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저감공법 등 설명

※ 추가 문의 기획과 031-481-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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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 지킴 뉴스
2013년 수도권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시 혜택
- DPF, p-DPF 부착 차량

저감사업 지원 안내

: 특정경유자동차검사 3년간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서울시 혼잡통행료 50% 감면
※ 검사 면제는 장치 부착 2개월 전후 15일 이내 교통안전공단의
성능유지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며, 혼잡통행료는

수도권청에서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LPG)
개조, 조기폐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된 노후 경유자동차(특정경유자동차)로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시·도 조례에 따른 저공해 조치의무 대상 차량(‘05.12.31 이전 등록
자동차로 차량 총 중량이 2.5톤 이상이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저공해
조치 명령 통보를 받은 차량),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자체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전자태그 부착차량에 한함

- LPG엔진 개조 차량
: 특정경유자동차검사 3년간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영구 면제, 서울시 혼잡통행료
50% 감면
※ 검사 면제는 장치 부착 2개월 전후 15일 이내 교통안전공단의 성능유지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며, 혼잡통행료는 전자태그 부착차량에 한함

조기폐차는 차령 7년 이상의 특정경유자동차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이며,

중 대기관리 권역을 연간 18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입니다.
* 배출가스 보증기간 :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5년,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2년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80%(저소득층은 90%) 입니다.

** 대기관리권역 : 서
 울특별시(전지역), 인천광역시(옹진군 제외 단, 영흥면 포함), 경기도(광주시,

-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안성시, 양평군, 여주군,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제외)

-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

저감사업 참여 시 지원 및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보조금 지원

- 보조금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를 한 적이 없는 차

- 저감장치 부착 시 클리닝 등 유지관리비용 포함하여 비용지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단위 : 만원)

구   분
일   반
소득층

DPF
378~732
402~771

p-DPF
180~258
198~279

LPG 엔진개조
343~353
361~366

※ 저소득층이란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함
※ 지원금액의 5~10% 정도 장치제작사와 계약체결 시 자부담금이 있을 수 있으며, 행정사항과는 무관함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구 분
총중량 3.5톤 미만
배기량 6,000cc 이하
총중량 3.5톤 이상
배기량 6,000cc 초과

상한액(만원)

150
400
700

※ 배출가스 저감장치별 특성, 부착·개조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2-3473-12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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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 지킴 뉴스
해외 동향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기관리정책, SCAQMD-CARB)

봄철 화재로 인한 연기 경보 발령
화재를 통해 PM-10과 PM-2.5로 알려진 미세먼지를 비롯한 수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포함한 연기가 발생, 이에 연기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호흡기계·심장계 질환자, 노약자, 어린이는 실내에

남가주 대기관리국 (http://www.aqmd.gov)

머물도록 해야 함

주거용 목재연소(residential wood burning) 및 노천소각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 (http://www.arb.ca.gov)

감축조치 승인(‘13.5.3)
2014년까지 연방정부의 미세먼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주거용 목재연소 및 노천
소각에 대한 조치를 승인, 남부지역(Southland)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오염물질을

규정 위반 엔진을 장착한 스쿠터 유통업체에 벌금 부과
CARB는 캘리포니아 대기질 관리법에 의해 판매·유통이 금지된 엔진의 스쿠터를

더욱 감축할 계획

유통한 업체에 $285,200(약 3억2천만원) 벌금을 부과

- ‘소각금지의 날’을 발령하는 기준인 PM-2.5의 예측치(24시간 기준)를 현재

- 캘리포니아 배출규정에 맞지 않는 엔진을 사용할 경우 스모그 생성 오염물질이

35㎍/㎥에서 30㎍/㎥로 낮추고, 지난 2년간 PM-2.5의 연방기준을 초과한 전례가

다량 배출됨으로써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키고 숨 가쁨, 두통, 선천적 기형, 암 등

있는 측정소에서 30㎍/㎥가 예상될 때 목재연소 감축조치가 이루어질 예정

건강에 악영향을 끼침

또한 “저배출 난로 바우처 인센티브(Low Emission Hearth Product Voucher
Incentive) 프로그램”을 승인, 목재 벽난로나 비공인된 목재 스토브를 청정기구로
대체하는 주민에게 200~800$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함
- Southland에서는 약 120만개의 벽난로 및 목재연소기구(wood-burning device)
로부터 하루 평균 5톤의 PM-2.5가 배출, 특히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하루
평균 10톤을 배출하는 것으로 추산, 이는 Southland 내 발전소 전체에서 배출되는
양의 7배에 달함
- 이번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PM-2.5의 배출량이 하루 평균 7.1톤 삭감될 것
으로 예상

부과된 벌금은 캘리포니아 대기질 관리 기금(California Air Pollution Control
Fund)으로 편입되어 교육, 청정기술 개발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사용 예정
소비재에 대한 대기질 규정 위반 업체에 벌금 부과
“reed diffuser”라는 액체 방향제를 제조한 업체와 이를 유통시킨 업체에 소비재
규정 위반으로 벌금 $138,000(약 1억5천만원)을 부과
세제, 정원 용품(garden products), 화장품 등 화학적으로 제조되는 소비재는
VOC의 주요 배출원으로서, CARB는 주기적으로 샘플을 수집, 규정 준수여부를
시험하여 기준을 초과한 제조·유통업체에 벌금을 부과해 옴
※ VOC : 햇
 볕에서 다른 오염물질과 반응하여 스모그 주요 원인인 지표오존(ground-level ozone)을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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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미의 돋보기 | 기고 |
공사장 비산먼지, 건설사 저감노력 중요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도 올해 3월11일부터 5월3일까지 8주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매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2012년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전국 13,119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695개소
698건을 적발하였으며,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은 사례가 475건(62.4%),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254건
(36.3%) 순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사업장에서는 환경시설 관리비용 부담을
이유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여 적발된 것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송 형 근

또한, 공사장 내 통행속도 20Km 이하 미이행, 적재함 덮개 개방 등 운반차량
운전자의 도덕적 해이도 지적되었다.

2005년 1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로 수도권대기

따라서, 근본적으로 비산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해결책은 정부의 노력 뿐만 아니라,

환경청이 발족한 이래,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장 총량관리, 중·소 사업장 대기

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서의 자발적인 저감 노력과 실천을

환경개선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그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병행하는 것이다.

지역 미세먼지(PM-10)는 OECD 주요 대도시와 비교하더라도 2~3배 정도 높은

사업장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의무사항 준수 뿐만 아니라, 주변 도로를 사업장

수준(서울 49㎍/㎥, 도쿄 21㎍/㎥, 런던 16㎍/㎥, 파리 26㎍/㎥, ‘10년 연평균 기준)

책임 하에 자발적으로 청소하고 관리하는 ‘1사 1도로 클린제’에 동참하고, 월 1회

으로 아직도 개선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비산먼지 저감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게 하는 등 사업장 스스로 비산먼지를 저감

또한, 올해 4월까지 옅은 안개인 연무, 박무일수도 66일로 작년보다 7일이나 증가

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사업장 내 교육을 강화하고, 민원이 자주 발생

하는 등 미세먼지 농도가 54㎍/㎥(서울시 기준)으로 작년 동월 52㎍/㎥보다 2㎍/㎥

되는 인근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통을 통해 환경분쟁 및 민원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어 기존대책 외에 추가적인 저감노력이 절실하다. 이를

발생을 최소화는데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장에서도 비산먼지 저감에

위하여, 미세먼지(PM-10) 배출량 중 82%(‘10년 기준)를 차지하는 비산먼지를 집중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공사기간 단축 등 환경을 무시한 채 경제성에 큰

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가치를 둔다면, 지역 대기질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임을

비산먼지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 초여름에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관련

명심해야 한다.

민원도 건설 공사장에서 92%(‘11년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대기

건설 공사장에서도 수도권 대기개선목표(‘14년 미세먼지 농도: 40㎍/㎥)를 조기에

환경청에서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공사장 주변 대기질을 측정하고,

달성될 수 있도록 정부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과

지자체 청소행정과 연계하여 도로청소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비산먼지 개선대책을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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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미의 돋보기
“친환경 운전왕 선발대회” 현장포커스
지난 6월 1일,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친환경 운전왕 선발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거주한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행사 장소에서는 흥미로운 부대행사도 제공하였습니다.(정크아트, 전기자동차 등등)

33개 팀이 2인 1조로 참가하여 경기를
겨루었는데요. 이번 경기를 통해 친환경
운전으로 평균 연비 약 35%가 향상되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친환경 운전왕 선발대회” 현장 이야기 시작합니다.
개막식과 함께 행사가 시작되며, “친환경운전 10가지 약속”이 선언되었습니다.

경기결과, 최고 득점자 순으로 8개 팀을 친환경 운전왕으로 선발·시상하였습니다.
1위 팀은 뉴아반떼(2005, 휘발유)로 연비 상승률은 76%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평가 방법은 차량 주행 후 연료소모율, 친환경운전 습관 및 배출가스 감소율을 종합평가하여 점수
합산, 최고 득점자 순으로 순위 산정(친환경운전안내장치(EMS) 부착)

일반 주행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번외경기로 환경부장관, 시민단체 대표 및 기자단
총 7개 팀이 참가한 특별 주행경기도 진행되었습니다.
※ 일반 경기 주행경로는 “국립환경과학원→영종대교→영종도(공항신도시)→인천대교→연수구청
(반환점)→인천대교→영종도(공항신도시)→영종대교→국립환경과학원”으로 약 82㎞, 110분 소요됨.

※ 추가 문의 자동차관리과 031-481-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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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미의 돋보기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친환경운전 10가지약속

둘. 3급(급출발, 급가속, 급감속)하지 않기
출발 시 처음 5초간 시속 20km정도까지 천천히 가속하고, 급가속과 급감속은 하지
마세요. 급출발 10번하면 100cc(2,000cc급 기준) 정도의 연료가 낭비되고, 급가속은

친환경운전은 우리 스스로 운전 중 작은 실천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를 지킬

연료소모가 30%이상 늘어나고 질소산화물(NOx) 등 오염물질도 최고 50%이상 급격히

수 있는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일 뿐만아니라 유류비 절감으로 경제적이며 안전성도

증가합니다. 가속은 엔진회전수 2,000ppm 정도로 지속적으로 가속하고, 감속 시에는

높아지는 1석 3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연료차단(fuel out)을 이용하기 위하여, 주행→감속(엑셀 off)→제동(breaking) 순으로
해주세요.

친환경운전의 10가지 약속, 조금만 관심을 갖고 지켜간다면 지구를 살리고 자원을
절약하는 큰 힘이됩니다.
※ 본 자료의 결과는 2008~2010년식 2,000cc급 중형 승용차(가솔린) 및 2,000cc급 SUV차량(디젤)을
대상으로 얻은 결과입니다.

셋. 불필요한 공회전은 이제 그만!
10분 공회전 할 경우, 1.5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연료(168cc)가 낭비됩니다.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친환경운전 10가지약속, 꼭 지켜주세요!

넷. 신호대기시 기어는 중립으로
하나. 경제속도(60~80km/h) 준수하기
60km/h와 80km/h의 연비 차이는 약 4%정도로써 운행 시 이 영역의 속도를 유지하면

신호대기시 기어를 중립에 두는 작은 습관만으로 구동모드(D)에서 보다 최대 약 30%
이상의 연료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고,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연비를 얻을 수 있고, 그만큼 배출가스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다섯. 주행중 에어컨 사용줄이기
에어컨 사용시에는 AUTO Mode 보다는 실내 온도를 최대한 빨리 낮춘 후 On/Off 반복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페이지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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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미의 돋보기
여섯. 자동차를 가볍게! 트렁크 비우기

아홉. 주기적으로 자동차를 점검·정비하는 센스!

불필요한 짐 10kg을 싣고 하루 50km를 주행하면 80cc의 연료가 낭비됩니다. 적재

타이어 공기압이 30% 부족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연비가 약 3% 악화됩니다.

중량이 증가할수록 연료소모가 증가하여, 연비는 저하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늘어나게

※ 타이어 압력(타이어 옆면에 표시됨) : 소형 32ps, 대형 약 45ps

됩니다.

열. 유사연료, 무인증 첨가제는 사용하지 않기
일곱. 정보운전을 생활화
월요일 오전, 금요일 오후, 주말 등 상습 정체일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나 등 불량 휘발유를 사용하는 경우 정상휘발유 사용 시보다 CO, HC, NOx의 오염
물질 총량은 1km 주행할 경우 16.3% 증가하고, 연비는 7.4% 감소합니다. 뿐만아니라
장기간 사용시 엔진내부에 퇴적물이 쌓이게 되고 배기가스가 증가되어 차량의 수명을

여덟. 언덕길에서는 관성운전

단축시킬 수 있으며 고무제품을 팽윤시켜 연료누출에 따른 화재발생의 가능성도 높아
집니다.

6km의 경사구간을 관성운전 패턴으로 운전했을 경우, 평균속도는 정속 80km/h와
비슷하였으나, 정속 60km/h 주행 시보다 높은 연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연료차단기능(Fuel out)은 이미 대부분의 자동차에 내장되어 있으며 일정 엔진
회전수(rpm) 이상에서 가속페달로부터 발을 뗄 경우, 연료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음

※ 세부내용이 궁금하시면, 수도권청 블로그 ‘푸르미의 씽씽바람개비’(http://mamoblue.kr/)에서
‘친환경 운전’을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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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도 정보
5월의 대기질
국가 대기환경기준과 비교하세요!
미세먼지(PM-10) : 연평균 50㎍/㎥, 24시간 평균치 100㎍/㎥
이산화질소(NO2) : 연평균 0.03ppm, 24시간 평균치 0.06ppm

전국 대기측정망 자료는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의 법령·정책/간행물원본/대기환경월보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청에서는 “우리동네 공기질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리동네 공기질을 측정을 원하시는 지역주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 합니다.
※ 일일대기오염도는 실시간 자료로서 확정시 변경될 수 있음(참조사이트 : www.airkorea.or.kr)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

이산화질소(NO2 ) 평균 농도

서울 55㎍/㎥, 인천 61㎍/㎥, 경기 66㎍/㎥로 전월(서울

서울 0.035ppm, 인천 0.030ppm, 경기 0.029ppm로

52㎍/㎥, 인천 59㎍/㎥, 경기 63㎍/㎥)보다 증가하였으며,

전월(서울 0.034ppm, 인천 0.028ppm, 경기 0.028ppm)

작년 동월(서울 52㎍/㎥, 인천 64㎍/㎥, 경기 63㎍/㎥)과

보다 증가하였으며, 또한 작년 동월(서울 0.034ppm,

비교해 인천은 감소하였고, 서울과 경기는 증가함

인천 0.033ppm, 경기 0.031ppm)과 유사하거나 감소함

▶ 안개와 황사는 없었으며, 연무·박무는 23일, 강수는 11일임

▶ 오존 경보 2회(5.23(서울, 경기), 5.25(경기)) 발령되었으며,

황사, 미세먼지 경보 발령현황은 없음

Do Dream webzine | JUNE 2013 10

푸르미 이벤트
나도 한마디

6월의 퀴즈

수도권대기환경정보 웹진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여느 해보다 일찍 여름이 시작되어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식지에 대한 의견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오존(O3)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수도권대기환경정책에 제안이 있으시면

올 한해에도 더위 조심하시고, 시원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의견을 보내주세요.

문제입니다.

수도권청에서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안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존 주의보는 오존농도가 얼마 이상일 때 발생할까요?
오존 주의보 발령 시 조치사항을 꼭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주관식)

HINT
경보 단계별 오존 농도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7을,
조치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를 확인하세요~

이메일 ı she1052@korea.kr
주 소 ı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34 수도권대기환경청 조사분석과

지난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 화 ı 031) 481-1332

(연락처 뒷자리 : 1604님)

팩 스 ı 031) 481-1433

나도 한마디와 6월의 퀴즈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성함, 주소, 연락처 등 기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