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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정책&소식-#1.주요 정책

① 국민행복을 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 T/F,
“Clean Car, Clean City”발족!

T/F는 수도권청은 물론, 수도권 3개 시･도,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며, ’13.12월까지 운영됩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노후 경유차에 부착된 배출
가스 저감장치의 적정 성능 유지를 위하여 수도권
청과 지자체 간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배출가스

수도권의 대기질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저감장치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차주의

선진국에 비해 오염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장치관리 편의성을 위하여‘1:1 콜모니터링’을

건강한 대기환경에 대한 국민요구는 계속 증대

실시하는 한편,‘공동･이동클리닝센터’를 확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인천시에서 실시

관한 시민의식 조사(코리아리서치, ’12.4)｣ 결과

하고 있는“실시간 도로청소 알리미 제도”를

에서는 국민의 절반 이상(57%)이 자동차 매연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시행토록 유도하여 먼지

인한 대기오염을 가장 많이 체감하고 있으며,

우심도로에 대한 신속한 도로 청소로 도로 재비산

자동차를 우선 관리(37%)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먼지를 저감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기오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측정차를 활용하여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 주변, 어린이 활동공간, 인구밀집 지역 등
생활환경 중심의 대기질을 측정하여 개선을 유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친환경경제 운전왕 선발대회’(5월)
및‘녹색교통 우수기업체 선정(6~9월)’등 국민
참여형 홍보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교통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1:1 콜모니터링)

이에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수도권청”)에서는
수도권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

여부 사후 확인

가스와 도로 재비산 먼지를 적극적으로 관리

․ 클리닝 실시, 무상점검 이행 등 사후관리 안내

하기 위하여“Clean Car, Clean CityT/F를

․ 소비자 불만사항 접수 및 처리 등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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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감사업 대상 여부 사전 확인 상담, 적정 부착

깨끗한 수도권 대기환경 조성

(공동･이동 클리닝센터)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의 적정 성능유지를

2013년 주요 추진 정책

위해 매연 측정 및 필터 내 이물질 제거 등
클리닝 실시

총량관리제 성과보고서 발간 및 총량사업장 현황자료

❘공동 클리닝 센터❘

❘이동 클리닝 센터❘

D/B화 기반 마련
’08년부터 시행된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의 5년간의 성과 등을 평가․분석
하여 제도의 효율적 추진방안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연례 성과보고서를 발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과보고서 기초자료와

* 클리닝센터 위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http://www.aea.or.kr)
참고하여 주십시오.

총량사업장의 할당 및 배출현황, 사후관리 내역
등 사업장의 총량관련 정보를 D/B화하여

☏ 수도권청 자동차관리과(031-481-1368)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외 대기배출사업장 정밀조사
및 총량관리 방안 마련

② 2013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수도권청에서는 심각한 수도권 대기질을 선진국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대기관리
권역 확대(경기도 7개지역 추가)가 검토됨에
따라, 확대예상지역에 소재한 대기배출사업장의
배출실태 정밀조사를 실시합니다.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08년도부터 ｢사업장 대기

대상 배출시설 정밀조사를 통해 배출허용총량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할당 예상량 산정, 배출구별 배출량 산정방법

금년에는 ’08년부터 시행된 총량제의 추진성과

설정 및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등을 평가․분석하여 효율적인 향후 추진방안을
마련하고자‘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

수도권 총량관리사업장 먼지배출 관리방안 마련

관리제’성과보고서를 발간하고, 총량사업장 현황
자료 D/B화 기반을 구축하며, 수도권 대기관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총량

권역 외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관리물질에 포함된 먼지항목은 할당계수 산정의

하여 총량관리방안을 마련합니다. 또한, 수도권

어려움, 관리의 효과성, 자료의 신뢰성 등으로

대기배출 사업장의 먼지관리방안을 마련할

시행유보된 상태이나, 2차 수도권기본계획이

계획이며, TMS 부착사업장 측정기기 조작방지를

대기오염으로 인한 인체위해성 관리에 중점을

위한 상시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둠에 따라 수도권 대기배출사업장의 먼지 배출

이번 ｢두드림 봄호｣에서는 2013년 주요 추진

특성 및 현황 등을 분석하고 사업장 먼지배출

정책 및 일정, 그리고 2012년도 배출량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효율적인 먼지

배출권 거래 현황을 소개합니다.

배출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수도권대기환경정보 두드림 2013년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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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정책&소식-#1.주요 정책

2013년도 CleanSYS 부착사업장 측정기기 조작방지

- 점검기간 : 2013년중 상시

등 상시점검

- 점검대상 : 수도권 TMS 부착사업장

CleanSYS 부착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산정의

- 주요 점검내용 :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 측정값의 신뢰성 유지여부,

신뢰성 확보 및 측정기기 조작 예방을 위해

기타 측정기기 신뢰성 확인에 필요한 사항

상시점검을 실시합니다.

2013년 주요 일정

1

․ 2012년 총량관리사업장 배출량 확정

․ 총량관리 사업장 기술교육

․ 2012년 가할당사업장 할당량 재산정 및 이월량

․ 굴뚝자동측정기기 통합시험 프로그램 개발 추진
․ 업종별 총량관리 CoP 구성·운영

산정

분

․ 인천시 총량대상사업장 특별기술교육 실시

3

기

․ 총량관리제 연례 성과보고서 작성 및 총량사업장

분

현황자료 D/B화 기반마련 추진

기

․ TMS 부착사업장 측정기기 조작방지 등 상시점검

․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성과
보고서 발간 추진
․ 수도권 대기배출 사업장의 먼지 배출 관리방안
마련 추진
․ TMS 부착사업장 측정기기 조작방지 등 상시점검
․ 대기관리권역 확대 예정지역 대상사업장 오염물질

․ 총량관리사업장 특별 기술 교육

배출현황 조사

․ 총량관리 자발적협약 이행평가회 및 협약식 개최
․ 굴뚝자동측정기기 통합시험 프로그램 개발 추진

․ 총량관리 우수운영사례 발표회 개최

(계속)

․ 굴뚝자동측정기기 통합시험 프로그램 개발

․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성과
2
분
기

보고서 발간

․ 수도권 대기배출 사업장의 먼지 배출 관리방안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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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S 부착사업장 측정기기 조작방지 등 상시점검

분

․ TMS 미부착사업장 자가측정자료 적정여부 확인을

기

위한 오염도 검사(상반기)
․ 수도권대기개선협의회 개최(상반기)
․ 대기관리권역 확대 예정지역 대상사업장 오염물질
배출현황 조사

4

․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성과

보고서 발간 추진

깨끗한 수도권 대기환경 조성

․ 수도권 대기배출 사업장의 먼지 배출 관리방안
마련
․ TMS 부착사업장 측정기기 조작방지 등 상시점검
․ TMS 미부착사업장 자가측정자료 적정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도 검사(하반기)
․ 하반기 수도권대기개선협의회 개최(하반기)
․ 대기관리권역 확대 예정지역 대상사업장 오염물질
배출현황 조사

2012년도 배출량 및 배출권 거래
배출량
’
12년도 질소산화물 31,832톤, 황산화물 11,711톤 배출
(단위 : 톤)

구분

1~12
배출량

질소
31,832
산화물

황
11,711
산화물

지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합계

3,451

3,258

3,071

2,808

2,463

2,207

2,156

2,030

1,623

2,284

2,841 3,641

서울

151

137

93

61

45

39

43

44

30

49

인천

1,304

1,301

1,262

1,159

1,144

1,116

1,098

1,069

962

1,116

1,204 1,444

경기

1,996

1,820

1,716

1,588

1,275

1,051

1,015

917

631

1,119

1,560 2,056

합계

1,133

1,009

1,050

899

1,025

963

1,002

936

785

914

77

915

12월

140

1,079

서울

3

2

3

2

3

3

3

3

2

2

2

3

인천

836

771

810

643

732

747

738

739

666

724

690

759

경기

295

236

237

254

290

213

261

195

117

188

223

317

수도권대기환경정보 두드림 2013년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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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는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
총량의 일부를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그 연도내에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매매 등을 통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2012년 NOx 73건(1,868톤), SOx 32건(1,401톤) 거래❘
배출권 거래 현황
NOx
월

SOx

건수

거래량
(Kg)

금액(원)

단가
(원/Kg)

건수

거래량
(Kg)

금액(원)

단가
(원/Kg)

2

1

80,000

8,800,000

110

1

3,000

0

0

4

1

30,000

3,000,000

100

-

-

-

-

5

1

25,000

2,000,000

80

1

5,000

250,000

50

6

1

36,000

5,040,000

140

-

-

-

-

7

2

32,000

3,760,000

118

1

3,000

210,000

70

8

3

22,000

2,500,000

114

1

10,000

700,000

70

9

2

55,000

8,250,000

150

-

-

-

-

10

3

117,600

10,890,000

93

-

-

-

-

11

13

154,520

18,692,000

121

7

34,745

1,750,000

50

12

46

1,315,947

66,429,900

50

21

1,345,629

123,086,740

91

합계

73

1,868,067

129,361,900

69

32

1,401,374

125,996,740

90

☏ 수도권청 대기총량과(031-481-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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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을 실시하고, 수도권 지역 내 약 1만 6천여

③ “자동차 연료 첨가제 불법 제조․
유통 사전에 뿌리 뽑는다”

개소의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표본을 선정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한편 지도·점검 결과 사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자는 관련 법에

자동차 연료 첨가제 사후관리 계획
불법･부적합 자동차연료 첨가제로부터 자동차와
환경,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강력하게 시행됩니다.
수도권청은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2013년도 자동차연료
첨가제 사후관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첨가제
사후관리 제도는 불법 첨가제로부터 유해 대기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자동차의 성능을 보호
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불법
제조·유통사례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금년도에는
제도적 지원과 함께 단속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첨가제 제조·취급과정에서의 적정 품질관리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단속에 앞서 사업장별로
자율적으로 자체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자가점검
제도를 도입하며, 아울러 첨가제 제조(수입)사 및
유통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과 온라인쇼핑몰 판매
업체에 대한 인터넷 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불법
첨가제에 대한 전방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단속시 나타난 문제점을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제조·공급·
판매 중지명령도 병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자동차연료 첨가제 적합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CO) 8.5%, 질소산화물(NOx) 1.5%,
배출가스 총량이 5.4% 감소하여 자동차의 성능
향상과 배출가스 저감에 기여한 반면, 부적합
제품을 사용하면 자동차 후처리 장치(촉매) 등에
손상을 주어 차량 수명이 단축되고 일산화탄소
9.9%, 질소산화물 17.5%, 배출가스 총량이
12.5% 증가하여 대기오염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
연구소 자동차연료 첨가제 사전검사 분석자료,
2009∼2011년)
자동차연료 첨가제 제조(수입)·유통업체는
물론 일반 소비자들도 적합 첨가제를 구입·사용
함으로써 자동차와 환경, 나아가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앞장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적합 첨가제 제품에 관한 사항은‘수도권청 홈페이지
(http://www.me.go.kr/mamo/)-정보마당-부서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하기 위해 첨가제의 원료 입고로부터 제조·
보관·유통과정에서의 적정 품질관리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사전예방 차원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영세 제조(수입)사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 컨설팅 서비스 제도를 새로이 도입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첨가제 제조(수입)사는
자사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현황을 제조·취급
공정별로 사전에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감독
기관인 수도권청에 제출하는 자가점검 제도를 시행
합니다. 또한, 지도·점검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체크리스트 자료를 토대로 불법 제조·유통이 의심
되는 업체의 경우 필수 점검대상에 포함시켜 우선

수도권대기환경정보 두드림 2013년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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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첨가제의 표시방법 및 확인방법
첨가제의 정의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자동차연료·첨가제의 제조기준
1.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가. 휘발유

위해 자동차의 연료에 첨가하는 탄소와 수소
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자동차의 연료에 1% 미만의 비율로 첨가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가짜
석유나 석유대체연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

첨가제의 종류
세척제, 청정분산제, 매연억제제, 다목적첨가제,
옥탄가향상제, 세탄가향상제, 유동성향상제,
윤활성향상제,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적합 제품 표시방법
표시방법 : 첨가제 용기 앞면 제품명에 한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3의 첨가제
제조기준에 맞게 제조된 제품임. 국립환경과학
원장(또는 한국석유관리원장) 제○○호로 적어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크기 : 첨가제 용기 앞면의 제품명 밑에
제품명 글자크기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색상 : 첨가제 용기 등의 도안 색상과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으로 하여 선명하게 표시
하여야 한다.

적합 첨가제 확인방법
수도권청 홈페이지(http://www.me.go.kr/mamo/)
-정보마당-부서별자료
※ '13.1월말 기준 : 휘발유용 135건, 경유용 306건

8

깨끗한 수도권 대기환경 조성

적용기간

2008년 12월
31일까지

방향족화합물함량(부피%)
벤젠함량(부피%)
납함량(g/ℓ)
인함량(g/ℓ)

30(27) 이하
1.0 이하
0.013 이하
0.0013 이하
1.0 이상
2.3 이하
18(21) 이하
50 이하
65 이하
175 이하

기준항목

산소함량(무게%)
올레핀함량(부피%)
황함량(ppm)
증기압(kPa,37.8℃)
90% 유출온도(℃)

2009년 1월
1일부터
(환경부령222호
(2006.12.29개
정공포)
24(21) 이하
0.7 이하
0.013 이하
0.0013 이하
2.3 이하
16(19) 이하
10 이하
60 이하
170 이하

비고：
1. 올레핀(Olefine) 함량에 대하여 ( ) 안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방향족화합물 함량에 대하여도 ( )안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증기압 기준(60)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삭제 <2009.2.25>
4. 증기압 기준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유통시설(일반대리점·주유소·일반판매소)에
대하여는 시행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나. 경유
적용기간
기준항목
10% 잔류탄소량 (%)
밀도 @15℃ (㎏/㎥)
황함량 (ppm)
다환방향족 (무게%)
윤활성 (㎛)
방향족 화합물(무게%)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0.15 이하
815 이상 845
이하
30 이하
11 이하
460 이하
-

2009년 1월
1일부터
0.15 이하
815 이상 835
이하
10 이하
5 이하
400 이하
30 이하
52 이상

비고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유통시설(일반대리점·주유소·일반판매소)에
대하여는 2009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한국석유공사의 구리지사 정부 비축유에 대하여는 위 표에도 불구
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그 비축유는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만 방출할 수 있다.
3. 혹한기(11월 15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세탄지수(또는 세탄가)를 48 이상으로 적용한다.

다. LPG
항
목
황함량(ppm)
증기압 (40℃, MPa)
밀도 (15℃, ㎏/㎥)
동판부식(40℃, 1시간)
100㎖ 증발잔류물(㎖)
11월 1일부터
프로판
3월 31일까지
함량
4월 1일부터
(mol, %)
10월 31일까지

바. 바이오가스
제조기준
40 이하
1.27 이하
500 이상 620 이하
1 이하
0.05 이하
15 이상 35 이하
10 이하

비고 : 1. 제주도 지역에서는 위 표의 프로판 함량기준에도 불구
하고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15% 이하를 적용
한다.
2. 제품이 교체되는 시기인 11월과 4월에는 유통사업자
(충전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및 판매사업자)에 대해서만
프로판 함량을 35% 이하로 적용한다.

제조기준
96.5 이상
0.1 이하
1.9 이상 5.0 이하
10 이하
0.01 이하
860 이상 900 이하
0.50 이하
0.80 이하
0.20 이하
0.20 이하
0.02 이하
0.24 이하
6 이상
0.2 이하
5 이하
5 이하
10 이하

비고: "바이오디젤(BD100)"이란 자동차용 경유 또는 바이오디젤연료유
(BD20)를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를 말한다.

2. 첨가제 제조기준
가. 첨가제 제조자가 제시한 최대의 비율로
첨가제를 자동차연료에 혼합한 경우의 성분
(첨가제+연료)이 제1호의 자동차연료 제조
기준에 맞아야 하며, 혼합된 성분 중 카드뮴
(Cd)·구리(Cu)·망간(Mn)·니켈(Ni)·
크롬(Cr)·철(Fe)·아연(Zn) 및 알루미늄
한다.
나. 첨가제 제조자가 제시한 최대의 비율로 첨
가제를 자동차의 연료에 주입한 후 시험한
배출가스 측정치가 첨가제를 주입하기 전보다
배출가스 항목별로 10% 이상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배출가스 총량은 첨가제를
주입하기 전보다 5% 이상 증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첨가제 제조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 제조된 휘발유용 및 경유용 첨가제는
0.55L 이하의 용기에 담아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에
해당하는 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경유용 첨

마. 천연가스
항목
메탄(부피 %)
에탄(부피 %)
C3 이상의 탄화수소(부피 %)
C6 이상의 탄화수소(부피 %)
황분 (ppm)
불활성가스(CO2, N2 등)(부피 %)

제조기준
95.0 이상
32 이하
10 이하
5.0 이하

(Al)의 농도는 각각 1.0㎎/ℓ 이하이어야

라. 바이오디젤(BD100)
항목
지방산메틸에스테르함량
(무게 %)
잔류탄소분 (무게 %)
동점도(40℃, ㎟/s)
황분 (㎎/㎏)
회분 (무게 %)
밀도@ 15℃ (㎏/㎥)
전산가 (㎎ KOH/g)
모노글리세리드 (무게 %)
디글리세리드 (무게 %)
트리글리세리드 (무게 %)
유리 글리세린 (무게 %)
총 글리세린 (무게 %)
산화안정도(110℃, h)
메탄올 (무게 %)
(Na + K)
알카리금속
(㎎/㎏)
(Ca + Mg)
인 (㎎/㎏)

항목
메탄(부피 %)
수분(㎎/N㎥)
황분(ppm)
불활성가스(CO2, N2 등)(부피 %)

제조기준
88.0 이상
7.0 이하
5.0 이하
0.2 이하
40 이하
4.5 이하

가제는 2L 이하의 용기에 담아서 공급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
출입업자가 자동차연료인 석유제품을 제조
하거나 품질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사용
하는 첨가제의 경우에는 용기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수도권대기환경정보 두드림 2013년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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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고체연료첨가제를 제조한 자가 제시한 비율에
따라 고체연료 첨가제를 자동차 연료에 주입
하였을 때 해당 자동차 연료의 용해도가
감소되거나 자동차 연료의 회분 측정치가

벌칙 및 과태료
200만원 이하
과태료

위반내용
제조기준 부적합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경우
보고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첨가제를 주입하기 전의 회분 측정치보다
증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행정조치, 벌칙 및 과태료
행정조치(대기환경보전법 제75조)
행정조치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중지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공급·판매중지

위반내용
사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제조기준에 맞지 않게
제조한 경우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판매한 경우

벌칙 및 과태료(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94조)
벌칙 및 과태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위반내용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기준에 맞지 않게 제조한 경우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사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을 판정된
자동차연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경우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공급·판매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하
벌금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을 판정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를 사용한 경우
제조·판매·사용 규제 위반으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판매한 경우
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검사받은
제품임을 미표시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첨가제 적정 품질관리요령
체크리스트
확인
결과

구분

내 용

원료
입고
과정
원료
보관
과정

원료의 적정성 여부 확인
※ 시험성적서, 성분내역서 등 물성 확인
각 Lot별 품질관리 여부
보관조건 준수여부(밀폐, 환기 등)
원료의 물성변화 확인여부
원료의 분리보관, 보관기간 준수여부
전용 계량용기 사용여부
전용탱크, 교반기 등 세척상태 확인
전용탱크 사용여부
※ 휘발유용, 경유용 별도
원료의 정량 투입 여부
계량장치의 정기적 교정여부
제조책임자 지정여부
완제품 품질관리 적합성 평가여부
완제품 샘플 Lot별 보관여부
소분용기 내 오염물질 잔류 및 혼입여부
보관조건 준수여부(밀폐, 환기 등)
유통경로별 품질변화 여부 확인
불용제품 적정처리 여부 등
※ 보관기관 초과 등으로 인한 불용제품
처리내역

제품
제조
과정

제품
보관
및
유통
과정

❘회사별 자체 추가 확인사항❘
구분

내 용

확인 결과

❘미흡사항 조치결과❘
미흡사항

조치결과

☏ 수도권청 자동차관리과(031-481-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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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조금의 지원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에 따르되, 각 호 내에서는 질소산화물

④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

저감량이 큰 사업장을 우선 지원합니다.
① 제조업 사업장(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해당

대기환경개선 및 사업자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업종), ② 제조업 이외의 사업장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서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일정 수준 이상의 질소
산화물 저감 효율을 갖는)로 교체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는 수도권 지역에 66억원을 지원하여,
저녹스버너 700여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장별로 저녹스버너 1대를 우선 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3대까지 지원가능하며, 신청자가
적을 경우에는 환경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3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항목은 저녹스
버너 및 부대설비(제어판넬, 송풍기, 가스트레인)
이며, 보조금의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용량별 보조금 지원 금액❘
용량별
지원금
0.3톤이상 0.5톤미만
420
0.5톤이상 0.7톤미만
560
0.7톤이상 1톤미만
700
1톤이상 2톤미만
840
2톤이상 3톤미만
980
3톤이상 4톤미만
1,120
4톤이상 5톤미만
1,260
5톤이상 6톤미만
1,400
6톤이상 7톤미만
1,540
7톤이상 8톤미만
1,680
8톤이상 9톤미만
1,820
9톤이상 10톤미만
1,960
10톤 이상
2,100
※ 1톤 = 619,000㎉ = 204.7RT 환산

비고

주1) 보조금 지원 금액은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
하여야 함
* 단, 한 모델의 저녹스버너가 인정검사 시 용량보다 적은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에 설치 할 경우,
사업장별로 실제 설치된 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인정
검사 시 용량보다 큰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
시설에 한함)에 설치 할 경우에는 당초 인정검사 시 용량에 해당
하는 금액을 지원함

수도권대기환경정보 두드림 2013년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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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녹스 버너란 ?

저녹스 버너 설치 현황

저녹스(NOx)버너는 연료 및 공기의 혼합특성을
조절하거나 연소영역의 산소농도와 화염온도를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열에 의한 NOx(Thermal
NOx) 및 연료의 질소성분에 의한 NOx(Fuel
NOx)의 생성을 억제시키는 기능을 갖춘 버너로서

지역별 설치현황
’06~’12년 전국에 7,740대의 저녹스버너가
보급됨. 수도권에 4,142대, 수도권 외 지역에
3,598대 보급

연료분사방식과 연소용 공기공급방법에 따라 크게

❘수도권지역 설치현황❘

4종류로 분류된다.
❘저녹스버너의 구분❘

(단위 : 대)

구분
총계
서울
인천
경기

총계
4,142
2,012
830
1,300

'06 '07 '08
'09
'10 '11 '12
100 205 431 1,035 943 699 729
- 210 452 522 382 446
34 72 46 266 208 113 91
66 133 175 317 213 204 192

❘수도권 외 지역 설치현황❘
(단위 : 대)

구분
총계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총계 '06
3,598 69
513
953
415
393 59
347
180
15
250
53
10
134
215
130
-

'07
72
39
33
-

'08
66
17
37
12
-

'09
908
148
418
124
159
23
36
-

'10
858
126
173
180
93
56
25
93
7
39
44
22

'11
794
64
134
66
22
153
74
6
86
0
24
104
61

❘저녹스버너 설치 사례❘

< 저녹스버너가 설치된 보일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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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녹스버너 연소헤드>

<저녹스버너의 분할화염>

'12
831
119
158
45
48
138
81
9
71
13
35
67
47

용량별 설치현황

❘산출 내역❘

’
06~’
12년 전국에 보급된 저녹스버너 중 1톤 미만이

구

총계
(누적)

분

3,320대로 전체 보급대수의 43%, 1~2톤 미만의
버너는 2,239대로 전체 보급대수 중 29% 차지

보일러
보일러 대수 [대]
현황 보일러
용량 [톤]

2006~2012년
LNG→
중유→
LNG
LNG

중유→
중유

경유→
경유

경유→
LNG

7,740

3

147

7,068

274

248

14,353

12

180

12,858

956

347

⇓

구분

(단위 : 대)

구 분
총계
1톤
미만
1톤~
2톤
2톤~
3톤
3톤~
4톤
4톤~
5톤
5톤~
6톤
6톤~
7톤
7톤~
8톤
8톤~
9톤
9톤~
10톤
10톤
이상

총 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7,740 169 277 497 1,943 1,801 1,493 1,560
3,320

0

0

0

1,243

916

550

611

2,239

76

123

226

350

519

440

505

807

33

64

115

129

130

166

170

431

26

43

55

74

63

79

91

196

11

17

22

23

36

51

36

216

12

11

29

27

42

54

41

총계

중유→
중유

1년 환산 저감 효과
경유→ LNG→
중유→
경유
LNG
LNG

경유→
LNG

NOx
3,466
4
40
2,388
925
109
저감량
CO2
359,455
143
2,178
96,177 195,054 65,902
저감량
473
7,416 528,460 37,575 16,126
연료 Gcal/년 590,049
절감량 N㎥/년 55,928,810 44,801 702,907 50,090,966 3,561,586 1,528,550
저감
효과
[톤]

계산근거
○ NOx 저감량 산출근거(분석 결과 이용)
① 중유 일반버너 → 중유 저녹스버너
= 12톤 × 322.4kg/년 ÷ 1,000톤/kg = 4톤
② 경유 일반버너 → 경유 저녹스버너
= 180톤 × 223.5kg/년 ÷1,000톤/kg = 40톤
③ LNG 일반버너 → LNG 저녹스버너

126

2

10

18

16

14

32

34

104

2

1

8

18

30

24

21

= 12,858톤 × 185.7kg/년 ÷1,000톤/kg =
2,388톤
④ 중유 일반버너 → LNG 저녹스버너

127

4

4

14

31

11

37

26

10

0

0

0

0

0

9

1

164

3

4

10

32

40

51

24

= 956톤 × 967.8kg/년 ÷1,000톤/kg = 925톤
⑤ 경유 일반버너 → LNG 저녹스버너
= 347톤 × 313.0kg/년 ÷1,000톤/kg = 109톤
∴ ①+②+③+④+⑤= 3,466톤

○ CO₂ 저감량 산출근거 (EPA 배출계수 이용)
① 중유 일반버너 → 중유 저녹스버너

저녹스 버너 설치 효과

= 12톤 × 12.46(EPA 배출계수) = 143톤
② 경유 일반버너 → 경유 저녹스버너
= 180톤 × 12.07(EPA 배출계수) = 2,178톤

저녹스버너 설치 후 NOx, CO2 배출저감량 및
경제적 이익
저녹스버너
보급
7,740대
('06~'12)

③ LNG 일반버너 → LNG 저녹스버너
= 12,858톤 × 7.48(EPA 배출계수) = 96,177톤
④ 중유 일반버너 → LNG 저녹스버너
= 956톤 × 204.01(EPA 배출계수) = 195,054톤

NOx 저감
연평균
3,466톤

CO2 저감

연료절감

연평균
연평균
359,455톤 55,928,810N㎥

※ 저녹스버너 보급 시범사업 성과평가(국립환경과학원, 2007)
※ 연료비 절감액 440억원('12.6. 한국가스공사 산업용 기준가격 786.61원
/N㎥) 절감효과

⑤ 경유 일반버너 → LNG 저녹스버너
= 347톤 × 190.03(EPA 배출계수) = 65,902톤
∴ ①+②+③+④+⑤= 359,455톤
☏ 수도권청 대기총량과(031-481-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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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2013 산소지킴이를
소개합니다!

⑥ 제9기 푸른하늘지킴이를
운영합니다

수도권 거주하는 대학생 및 일반인 등 환경에

청소년들에게 우리 지역의 대기환경을 직접

관심이 많고 온라인 매체 활용이 능숙한 개인 또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의 녹색인재로

팀, 개인 블로그 및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활동

양성하고자, 수도권대기관리권역 내 초등학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산소지킴이’시민기자단을

(4~6학년) 및 중학교 중 총 100개교를 선발하여

선발하였습니다. 총 25명을 선정하였으며, 개인

｢푸름하늘지킴이｣를 운영합니다.

14명과 4개팀(11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산소지킴이’기자단은 생활 속 환경뉴스, 환경
현장 취재, 환경인사 인터뷰 등의 기사를 작성하는
등 온라인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매월
‘지킴이데이’에는 정책현장 방문, 환경시설

주요활동 : 주제와 관련된 교육(학습) 및 홍보
활동, 온라인 활동

탐방, 기자단 워크숍 등의 모임을 실시하여 정보를

활동기간 : 4월 ~ 12월

공유합니다.

활동주제 (2개 중 1개 선택)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으로 환경의
소중함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시민기자단의 활동,
많이 기대해주세요!
연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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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팀명)
김정아
박수영
심수아
김채림
박지현
Naturer(김준영)
Naturer(정예민)
권세정
김예은
김익환
남두호
석윤지
이종윤
이현영
임성혜
조아름
L.L.O(김현정)
L.L.O(안현경)
L.L.O(이수연)
솔빛길(이재진)
솔빛길(조은진)
오투밀(김영주)
오투밀(유재준)
오투밀(장유현)
오투밀(조기택)

깨끗한 수도권 대기환경 조성

- 생활 속 대기오염 줄이기
- 온실가스 줄이기
필수과제 (5개 중 2개이상 수행)

소속/직업
서울삼선초(교사)
주부
고덕중(행정)
샛별중(학생)
발곡고(학생)
건국대학교
C&C
동국대학교
명지대학교
호서대학교
강원대학교
국민대학교
명지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한국철도대학
한국철도대학
한국철도대학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가톨릭대학교

- 실험도구인 비색계를 이용한 이산화질소 측정
- 우리동네 시정거리 관찰
- 탄소제로에 도전(탄소발생 줄이는 방법 실천)
- 황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알기
- 수도권청 주최 행사·캠페인 참여

지킴이‘만남의 날’개최(8월)
활동 우수사례 발표 등 정보 공유
우수 환경시설 및 관련기관 탐방

온라인 카페 운영(cafe.daum.net/bluesky-21)
학교별 활동 정보 게재 운영
* 제9기 푸른하늘지킴이 참여학교 명단은 수도권청
홈페이지(http://www.me.go.kr/mamo/) 참조

☏ 수도권청 기획과(031-481-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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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12년도 하반기 국내 정유사의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공개제도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6년부터

휘발유·경유 환경품질등급 평가

수도권에 공급되는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을

결과 발표

평가하여 공개하는 제도로서, 국민건강과 대기환경
및 자동차의 내구성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벤젠,

◇ 경유 환경품질은 국내 4개 정유사(SK에너지,

방향족화합물 및 황 등 유해물질 함량을 주기적으로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모두 별

평가·공개하여 정유사로 하여금 자동차연료의

(★) 5개 등급

환경품질을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데

◇ 휘발유 환경품질은 GS칼텍스와 S-OIL이 별
(★) 5개 등급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항목별 평가결과를 분석해 보면, 경유는 황, 밀도,
다고리방향족 및 세탄지수 항목에서 모든 정유사가

수도권청에서는 2012년도 하반기에 수도권 지역에서

별(★) 5개 등급을, 윤활성과 방향족화합물 항목

판매된 국내 4개 정유사(SK에너지, GS칼텍스,

에서는 별(★) 4개 등급(단, GS칼텍스는 윤활성

현대오일뱅크, S-OIL)의 자동차연료(경유, 휘발유)에

별(★) 5개)을 받아 모든 정유사가 종합적인 환경

대한 환경품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품질에서 별(★) 5개를 받았습니다.

평가 결과, 경유의 환경품질은 국내 4개 정유사

※ 황은 일산화탄소(CO) 및 미세먼지(PM)에 영향을 주며,

모두 국제 최고기준 수준인 별(★) 5개 등급을 지속

밀도 및 다고리방향족은 미세먼지(PM)와 질소산화물

유지하고 있으며, 휘발유 품질은 GS칼텍스와

(NOx)에, 세탄지수는 일산화탄소(CO) 및 탄화수소

S-OIL이 별(★) 5개 등급이고, SK에너지, 현대

(HC)에, 윤활성은 자동차 성능에 영향을 줌

오일뱅크는 별(★) 4개 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S-OIL은 동 제도가 도입된 이래 경유는 별
(★) 5개 등급을 지속 유지하고 있으며, 휘발유도
2009년 이후 별(★) 5개 등급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 환경품질에 있어서는 가장“좋은 기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별(★) 5개 등급”인 국제 최고기준 수준이란 세계
연료헌장 또는 캘리포니아 대기관리청 기준을
의미하며,“별(★) 1개 등급”은 국내 기준을 만족
하는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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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휘발유는 정유사간 일부 평가항목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HC, CO, NOx에 영향을 미치는
황과 발암물질인 벤젠 및 방향족화합물, HC 등에
영향을 주는 90% 유출온도 항목에서는 모든
정유사가 별(★) 5개 등급을 획득하였으나, 오존
형성물질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올레핀(지방족불포화탄화수소)과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증기압은 국제
최고기준 수준보다 품질이 다소 낮아 정유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올레핀 : S-OIL은 별(★) 3개, SK·GS·현대는
별(★) 2개

’12년 하반기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 증기압 : GS는 별(★) 4개, SK·현대는 별(★) 3개,
S-OIL은 별(★) 2개
수도권청에서는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제가
정유사 간 연료품질 개선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전반적인 품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자동차연료의 환경품질을 공개하여 연료
품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품질등급이 낮게 평가된
항목에 대하여는 관련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품질 향상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2년 하반기 수도권지역 공급 자동차연료
환경품질에 대한 자세한 항목별 평가결과는
수도권청 홈페이지(www.me.go.kr/mamo) 및
블로그(mamoblue.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휘발유
품질수준 및 등급
SK
품질수준
6
황함량
★★★
(ppm)
등 급
★★
품질수준
0.4
벤젠함량
★★★
(부피%)
등 급
★★
13
올레핀함량 품질수준
(부피%)
등 급
★★
품질수준
8
방향족화합물
★★★
(부피%)
등 급
★★
품질수준
54
증기압
(㎪,37.8℃) 등 급 ★★★

GS
6
★★★
★★
0.4
★★★
★★
13
★★
13
★★★
★★
51
★★★
★
품질수준 136
141
90%유출온도
★★★ ★★★
(℃)
등 급
★★ ★★
★★★ ★★★
종합등급
★
★★

현대
5
★★★
★★
0.5
★★★
★★
14
★★
11
★★★
★★
55

S-OIL
4
★★★
★★
0.4
★★★
★★
10
★★★
9
★★★
★★
57

★★★

★★

144
137
★★★ ★★★
★★
★★
★★★ ★★★
★
★★

경 유
품질수준 및 등급
품질수준
황함량
(ppm)
등 급
밀도
(%)
다고리방
향족
(무게%)
윤활성
(㎛)
방향족화
합물
(무게%)
세탄지수
(또는
세탄가)

품질수준
등 급
품질수준
등 급
품질수준
등 급
품질수준
등 급
품질수준
등 급

종합등급

SK
5
★★★
★★
100
★★★
★★
0.7
★★★
★★
327
★★★
★
18
★★★
★
54
★★★
★★
★★★
★★

GS
6
★★★
★★
100
★★★
★★
0.6
★★★
★★
301
★★★
★★
19
★★★
★
54
★★★
★★
★★★
★★

현대
6
★★★
★★
100
★★★
★★
0.8
★★★
★★
322
★★★
★
19
★★★
★
55
★★★
★★
★★★
★★

S-OIL
6
★★★
★★
100
★★★
★★
1.3
★★★
★★
342
★★★
★
20
★★★
★
58
★★★
★★
★★★
★★

수도권대기환경정보 두드림 2013년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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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년 정유사별 연료
환경품질등급
휘발유
업체별
SK
GS
현대
S-Oil

'06상
★4
★4
★4
★4

'06하
★4
★4
★4
★4

'07상
★4
★4
★4
★4

'07하
★4
★4
★4
★4

'08상
★4
★4
★4
★4

'08하
★4
★4
★4
★4

'09상
★5
★5
★5
★5

'09하
★4
★5
★4
★5

'10상
★5
★4
★4
★5

'10하
★5
★5
★5
★5

'11상
★4
★4
★4
★5

`11하
★5
★5
★5
★5

`12상
★5
★4
★4
★5

`12하
★4
★5
★4
★5

'07하
★5
★5
★5
★5

'08상
★5
★5
★5
★5

'08하
★5
★5
★5
★5

'09상
★5
★5
★5
★5

'09하
★5
★5
★5
★5

'10상
★5
★5
★5
★5

'10하
★5
★5
★5
★5

'11상
★5
★5
★5
★5

'11하
★5
★5
★5
★5

'12상
★5
★5
★5
★5

'12하
★5
★5
★5
★5

※ ★4 : ★★★★, ★5 : ★★★★★

경 유
업체별
SK
GS
현대
S-Oil

'06상
★4
★4
★4
★5

'06하
★5
★5
★5
★5

'07상
★5
★5
★5
★5

※ ★4 : ★★★★, ★5 : ★★★★★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기준
항목별 환경품질등급
휘발유
품질항목
방향족화합물(부피%)
벤젠함량(부피%)
올레핀함량(부피%)
황함량(ppm)
증기압(㎪,37.8℃)
90%유출온도(℃)

★★★★★
20이하
0.6이하
5이하
8이하
48이하
146이하

★★★★
24이하
0.7이하
8이하
10이하
52이하
152이하

환 경 품 질 등 급
★★★
11이하
55이하
158이하

★★
14이하
57이하
164이하

★
14초과
57초과
164초과

국내
기준
24이하
0.7이하
16이하
10이하
60이하
170이하

★
80%미만
27초과
-

국내
기준
815～835
10이하
5이하
400이하
30이하
52이상

경유
품질항목
밀도＠15℃(㎏/㎥)
황함량(ppm)
다고리방향족(무게%)
윤활성(㎛)
방향족화합물(무게%)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
95%이상
8이하
1.6이하
320이하
15이하
52이상

★★★★
90%이상
10이하
4.0이하
355이하
19이하
-

품 질 등 급
★★★
85%이상
400이하
23이하
-

※ 밀도는 평가기준(817~833㎏/㎥)에 포함되는 표본시료수의 백분율로 평가

18

깨끗한 수도권 대기환경 조성

★★
80%이상
27이하
-

항목별 가중치

수도권지역 자동차연료 환경품질
등급제

휘발유
항 목
가중치(%)

방향족 벤젠 올레핀
13

23

13

90%
합계
유출온도
3
100

황 증기압
40

8

’06년도부터「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경유
항 목

배 경

밀도

가중치(%) 10

다고리
방향족 세탄지수
윤활성
합계
방향족
화합물 (세탄가)
60
10
5
5
10
100
황

특별법」에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자동차
연료에 대하여“환경품질등급제”도입
- 소비자에게 환경친화적인 제품선택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정유사의 자율적인 연료

환경품질등급 수준

환경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

★★★★★ : 국제 최고기준 수준
★★★★ : 국제 최고기준에 가까운 수준
★★★ : 국제 최고기준과 국내기준의 중간 수준
★★
★

: 국내 기준보다 다소 양호한 수준
: 국내 기준 수준

환경품질등급제 개요
대상사업자
- 연간 휘발유 20만 배럴 이상 제조(수입)
하는 자
- 연간 경유 60만 배럴 이상 제조(수입)
하는 자

자동차연료 품질 국제수준과의
비교

대상연료 및 항목 :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자동차연료
- 휘발유 : 방향족화합물, 벤젠함량, 올레핀함량,
황함량, 증기압, 90% 유출온도(6개 항목)

휘발유

- 경유 : 밀도, 황함량, 다고리방향족, 윤활성, 방
항 목

황함량(ppm)
방향족화합물(부피%)
벤젠함량(부피%)
올레핀함량(부피%)
증기압(㎪,37.8℃)
90%유출온도(℃)

국제 최고수준
한국 ('09.1.1) (세계연료헌장 또는
캘리포니아)
10이하
10이하
24(21)이하
25이하
0.7이하
0.8이하
16(19)이하
6이하
60이하
46이하
170이하
152이하

향족화합물, 세탄지수(또는 세탄가)(6개 항목)
등급기준 : 외국의 엄격한 환경품질기준과 국내
법정기준 사이를 균등 배분한 1~5단계의 환경
품질등급 기준 설정
품질조사 :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수도권지역
저유소 및 주유소를 대상으로 매월 휘발유․경유
각 50건씩 시료를 채취하여 환경품질 분석

경 유

결과로 환경품질등급 산정
항 목

한 국 ('09.1.1)

황함량(ppm)
밀도＠15℃(㎏/㎥)
다고리방향족(무게%)
윤활성(㎛)
방향족화합물(무게%)
세탄지수(세탄가)

10이하
815~835
5이하
400이하
30이하
52이상

국제 최고수준
(세계연료헌장)
10이하
820~840
2이하
400이하
15이하
48이상

공개방법 : 환경품질 조사결과에 따라 품질등급을
산정하고 매 반기(6월)마다 보도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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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료성분의 특징과
환경적 영향
휘발유
항 목

연료성분의 특징

환경적 영향

방향족 o 휘발유 유분중 고리 또는 o 불완전 연소시 벤젠 등 유해
화합물 6환 형태의 물질(CnHn 물질 생성의 가능이 높고,
함량
형태)
CO2 배출 증가에도 영향을
- 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 미침
벤젠
함량

o 방향족탄화수소중 탄소수 o 연료중 함량이 증가하면
6개(6각링 형태)인 물질 배출가스의 벤젠 발생량
(C6H6)
증가
* 발암성 물질이며, 저농도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에도
혈액장애, 빈혈, 백혈병
등 유발
* HC, CO, NOx 배출변화는
적음

올레핀 o 탄소와 탄소간 1개 이상의 o 배 출 가 스 중 오 존 형 성
함량
이중결합으로 구성된 탄화 물질 및 유해물질 배출을
수 소 로 원 유 중 포 함 된 증가시킴
양은 적고 나프타를 분해
(Cracking)함으로써 다량
생성(CnH2n 형태)
산소
함량

o 휘 발 유 자 체 엔 산 소 가 o MTBE는 연소 시 자체에
없으나, 휘발유의 옥탄가 포함된 산소를 발생시켜
향상을 위해 함산소화합물 연소를 돕기 때문에 대기
(MTBE, 에탄올 등)을 첨가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하여 함유시킴
효과를 가져옴
* MTBE(Methyl Tertiary o MTBE 사용시 HC, CO,
Butyl Ether)
벤젠은 저감되나 NOx,
알데히드 발생이 증가

황함량 o 원유중의 불순물로 존재 o 황산염형태로 삼원촉매
하 며 , 정 제 중 비 등 점 장치에 유입되어 피독
증가에 따라 여러 황화합 작용을 일으키면서 촉매
물로 존재
장치의 정화율 및 내구성을
저하시킴
증기압 o 휘발성을 나타내는 단위 o 증기압을 낮추면, 배출가스
이며, 엔진 성능유지 및 중 HC, CO배출이 감소되어,
오염저감 차원에서 적정 증발가스 중 HC 배출 감소
수준 유지 필요
에도 기여
90% o 휘발유의 90%가 증류되는 o 유출온도를 낮추면, HC
유출
온도로써, 증기압과 함께 및 미량유해물질의 배출
온도
연료의 휘발성과 관련된 감소
연료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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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유
항 목

연료성분의 특징

환경적 영향

밀 도 o 연료의 질량대 부피의 o 디젤연료의 밀도는 엔진의
비율(질량/부피)
동력변화, 연료소비와 밀접
하게 연계되어 있음
o 밀도가 감소하면 경유 자체
성분을 경질화 및 균질화
하여 가시매연 저감, 미세
먼지 및 NOx 감소
황함량 o 원유중의 불순물로 존재 o 배출가스저감장치의 필터에
하며, 정제중 비등점의 피독 현상을 일으켜 필터의
증가에 따라 여러 황화합 내구성 저하
물로 존재
o 황 함량 증가에 따라 CO,
PM 증가
다고리 o 경유 유분 중 방향족화합 o 다고리방향족 함량이 감소
방향족 물이 다고리(2환 이상) 하면, PM, NOx 및 PAH
화합물 형태인 물질(CnHn 형태)의 배출량이 감소됨
함량, 엔진 연소성과 관련
윤활성 o 경유 성분 중 마모 방지 o 탈황처리 과정에서 윤활성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저하되어 연료펌프 및
인젝터 등 연료계통 수명
단축
o 2006년 이후 황함량기준을
강 화 (30ppm 이 하 )함 에
따라, 정제처리 과정 중
탈황처리 과정에서 경유
중 윤활성이 과도하게 저하
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로
윤활제를 첨가해 줌)
* 외국의 경우에도 황함량
기준 강화시 윤활성 기준을
함께 설정
방향족 o 경유 유분중 고리 또는 6환 o 방향족화합물 함량이 감소
화합물 형태의 물질(CnHn 형태) 하면, PM, PAH(다고리
방향족탄화수소), NOx
배출량이 감소
세탄
지수

o 경유의 착화성을 평가하는 o 세 탄 지 수 증 가 는 연 료
지수
소비를 감소시키고, CO,
HC 등 배출가스도 저감
시킴

☏ 수도권청 자동차관리과(031-481-1375)

수입차는 경유 2.50, 휘발유 3.09 순으로 나타나

② 2012년도 국내차·수입차
배출가스 등급 공개

휘발유 자동차는 국내차가, 경유차는 수입차가
다소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자동차별 온실가스(이산화탄소) 평균 배출량을
살펴보면, 국내차는 2011년에 비해 7.7g/km 감소한

수도권청에서는 2012년에 출시된 국내차 109종

197.3g/km, 수입차는 10.8g/km 감소한

(휘발유 59, 경유 29, LPG 21)과 수입차 400종

234.2g/km으로 조사되어 국내차가 수입차보다

(휘발유299, 경유101)의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출량을 조사해 자동차별 배출가스 등급을 산정

2015년도 예상 이산화탄소(CO2) 배출허용기준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140g/km 이하를 만족하는 차량은 국내차 9종

※ 국내차 109종(휘발유 59, 경유 29, LPG 21), 수입차

(8.3%), 수입차 28종(7.0%)이며, 국내차 중에서는

400종(휘발유 299, 경유 101)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
오염물질과 온실가스(CO2) 배출량에 따라 1∼5등급
으로 구분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함
국내 제작사 및 수입 국가별 차종 간 편차가 심해
배출가스 평균등급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 배출가스 평균이
국내차는 2.56등급, 수입차는 2.94등급으로 나타나
국내차가 수입차보다 다소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
었습니다. 이는 국내차 평균 2.61등급, 수입차 평균
2.98등급을 기록한 지난해에 비해 국내차와 수입차
모두 소폭 개선된 수치입니다.
국내차 중에서는 기아 레이 1.0 TCI 등 총 7개
(6.4%) 차종이, 수입차는 혼다 어코드(ACCORD)
2.4 등 총 26개(6.5%) 차종이 가장 우수한 1등급
으로 평가됐으며, 가장 낮은 5등급 차종은 국내차
중에서는 없었으나, 배기량이나 중량이 큰 차종이
많은 수입차 중에서는 20종(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국내 제작사별 배출가스 평균등급은 기아
2.41, 르노삼성 2.44, 현대 2.56, 한국GM 2.59,
쌍용 3.25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입국별로는
일본 2.56, 유럽 3.01, 미국 3.16 순으로 나타
났습니다.
사용연료별 배출가스 평균 등급은 국내차의
경우 LPG 2.00, 휘발유 2.56, 경유 2.97 순으로,

포르테 1.6 LPI 하이브리드(100.7g/km)가, 수입차
중에는 토요타 프리우스(76.8g/km)가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국내차 중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차는 평균 배출량 320.5g/km인 체어맨W 5.0 이며,
수입차는 444.6g/km인 뮬산(Mulsanne)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공개제도는「수도권 대
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5년부
터 국내 제작 또는 수입되어 판매 중인 소형 승용
차, 스포츠형 다목적 차량(SUV), 승합차 등의
배출가스 등급을 평가해 공개하는 제도이며, 소비
자에게 자동차의 친환경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친환경 자동차의 구매를 유도하고, 제작사는 보
다 환경친화적인 차량을 제작하도록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청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
감면, 공영주차료 할인 등을 통해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2012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 관한
자세한

평가결과는

수도권청

홈페이지

(http://www.me.go.kr/mamo)와

블로그

(http://mamoblue.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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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작사 및 수입국별 평균 배출가스 등급

2012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결과

국내 제작사
구분
평균
등급

대상차종
2012년도 국내에서 생산(수입)되어 판매 중인

차종

수입국

현대 기아

한국
GM

르노
삼성

2.56 2.41

2.59

2.44 3.25 3.16 3.01 2.56

41

34

17

9

쌍용 미국 유럽 일본

8

37

288

75

총 509종의 소형승용차, SUV차, 소형화물차
국내 및 수입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g/km)

및 승합차
- 국내차 109종(휘발유 59, 경유 29, LPG 21),
수입차 400종(휘발유 299, 경유 101)

등급산정 결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국내
7
43
50
9
(차종) (6.4%) (39.4%) (45.9%) (8.3%)

5등급

비고

-

총
109차종
(평균등급
2.56)

총
수입
26
101
163
90
20 400차종
(차종) (6.5%) (25.2%) (40.8%) (22.5%) (5%) (평균등급
2.94)

사용 연료별 평균 배출가스 등급 현황
구분

1등급
휘
발
유

국내
경유
(차종)

LPG
휘
발
유
수입
(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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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비고

3
22
32
2
(5.1%) (37.3%) (54.2%) (3.4%)

-

총 59차종
(평균등급
2.56)

8
14
7
(27.6%) (48.3%) (24.1%)

-

총 29차종
(평균등급
2.97)

-

총 21차종
(평균등급
2.00)

-

2등급

3등급

4
13
4
(19.0%) (62.0%) (19.0%)

4등급

-

총 299차종
18
56
126
79
20
(평균등급
(6.0%) (18.7%) (42.1%) (26.4%) (6.7%)
3.09)

8
45
37
11
경유
(7.9%) (44.6%) (36.6%) (10.9%)

깨끗한 수도권 대기환경 조성

-

평 균

휘발유

경 유

가 스

비 고

국내

197.3

199.4

207.4

177.6

'11년도 평균
: 205

수입

234.2

253.8

176.3

-

'11년도 평균
: 245

* 2012년도 국내·수입 자동차별 배출가스 등급은 홈페이지 참조

국내·수입차 평균 배출가스 등급 현황
구분

구분

총
101차종
(평균등급
2.50)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

③ 2013년도 연간 저공해
자동차 보급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대기오염물질지수와
이산화탄소지수의
합계

9~
10점

7~
8점

5~
6점

3~
4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를 제작(수입)하여 일정 수량

2점

이상을 대기관리권역에서 판매하는 자는“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매년

대기오염물질 지수

자동차 판매자의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을

차종

항목

5점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

HC(%), CO(%),
NOx(%)의 평균

경유
자동차

HC+NOx(%),
CO(%),PM(%)의
평균

4점

3점

2점

1점

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13년도 보급기준을
8.5%로 정하여 금년 3월에 고시하였습니다.

15% 30%
15% 초과 초과
이하 30% 45%
이하 이하

45%
초과 60%
60% 초과
이하

비고 1. 대기오염물질 지수 산정 기준치 대비 성적치의 비율로 산정한다.
2. 기준치 대비 성적치의 비율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한다.
3.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19만2천km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성적치에 0.9를 곱하고,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24만km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성적치에 0.8을 곱한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보급기준❘
구 분

'09

'10

'11

'12

'13

보급비율(%)

6.0

6.6

7.5

8.5

8.5

※ 최근 3년간 연평균 판매수량이 3천대 이상,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의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300대 이상인 자동차 판매자

대기오염물질 지수 산정 기준치
CO
HC
NOx
휘발유 및
가스
1.31g/
0.034g/㎞ 0.044g/㎞
자동차
㎞
경유
자동차

CO

HC+NOx

0.5g/㎞

PM

0.23g/㎞ 0.005g/㎞

측정방법
CVS-75
측정방법
ECE 15 +
EUDC

이산화탄소 지수
항목
이산화탄소
배출량(g/km)

5점

4점

3점

2점

1점

140 140초과 170이상 210이상 270
이하 170미만 210미만 270미만 이상

☏ 수도권청 자동차관리과(031-481-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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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정책&소식-#2.주요 소식

2013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②자동차판매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달 보급대수 모두를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환산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 제2013-2호('13.3.29)

그 미달보급대수에 20%를 가산한 보급대수를
다음연도에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 보급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동차판매자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수에 추가한다.

시행령」(이하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

보급대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관리권역에서 연간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의

산정한다.

보급비율, 보급비율 산정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3년도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을 산정할 때부터 적용한다.

1.“저공해자동차”라 함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내지 제3종 저공해

별표 1

자동차를 말한다.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제3조 관련)

2.“자동차판매자”라 함은 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하여 영 제2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연도

2013년

2014년

수량 이상을 대기관리권역에서 판매(위탁

보급비율

8.5%

8.5%

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를 포함한다)하는

비고. 2014년도 보급비율은 잠정치이며, 확정 보급비율은 고시로 다시
정한다.

자를 말한다.
제3조(보급비율) 자동차판매자가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의 보급비율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산정방법)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의 산정

별표 2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 산정방법(제4조 관련)

방법은 별표2와 같다.
1.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의 산정방법
제5조(연도별 정산) ①자동차판매자가 제3조의 규정에

24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은 아래 식에 의하여 소수점

의한 당해연도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을 초과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하여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

보급비율(%) =   ×   ×      ×   ×   

⋅⋅ ⋅

× 100

보급대수 모두를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 A1, A2 : 대기관리권역내 저공해자동차

저공해자동차로 환산하여 다음연도에 100%, 그

종류별 판매량

다음연도에 50%, 그 다음다음연도에 25%를

- C1, C2 :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

해당연도의 보급대수로 인정한다.

- D1, D2 : 차종별 환산비율

깨끗한 수도권 대기환경 조성

- B : 해당연도 이전 최근 3년간 대기관리권역 내
평균 자동차 판매량(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 값으로 한다.)
2.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
가.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환산비율은 다음과
같다.
저공해자동차 종류
제1종 저공해 자동차
제2종 저공해 자동차
제3종 저공해 자동차

사용연료
가스, 휘발유, 경유,
하이브리드
휘발유, 가스, 경유

환산비율
2.0
1.5
0.5

나. 경자동차, 소형 및 중형승용차가 다음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만족하는 경우
환산비율에 다음을 더한다.
구 분

1등급
이산화탄소 배출량

2등급
이산화탄소 배출량

휘발유
자동차

140g/㎞ 이하

140g/㎞ 초과
164g/㎞ 이하

LPG 자동차

105g/㎞ 이하

105g/㎞ 초과
124g/㎞ 이하

경유 자동차

161g/㎞ 이하

161g/㎞ 초과
189g/㎞ 이하

환산비율

0.5

0.3

비고. 차종 구분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조 별표 5의 규정을
따른다.

3. 차종별 환산비율
승용차
경차
1.0

화물차

소형

중형

대형 및
초대형

1.0

2.0

3.0

소형

중형

대형 및
초대형

1.0

2.0

3.0

비고. 차종 구분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조 별표 5의 규정을
따른다.

☏ 수도권청 자동차관리과(031-481-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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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가주 대기관리국
(SCAQMD)
- 특정 제어수단(control measures)이 연방
대기기준을 달성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과학적으로 증명

① 2012년 대기관리계획 채택
(’12.12)

PM-2.5 배출 감소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가정
목재연소 및 노천소각 감축 강화
- 2015년까지 PM-2.5 기준 미달성 시

2012 대기관리계획(Air Quality Management

RECLAIM(미국 대기총량제) 내 대규모 오염원

Plan)은 2015년까지 PM-2.5의 연방대기기준을

으로부터 질소산화물(NOx) 추가감축을 위한

달성하기 위한 관리계획으로, 장래 대기질 목표를

조치도 고려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종합적으로 분석
* 연간 15µg/㎥, 24시간 35µ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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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수도권 대기환경 조성

- 2024년까지 오존 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지표면
오존 감축 노력도 관리계획에 포함

- (재 원) Desert Hot Spring 지역 내 발전소

② 오염 저감사업 지원
코첼라밸리(Coachella Valley,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의 26개 배출저감사업에 5천1백만 달러(약

건설 및 운영에 따른 배출상쇄를 위해
Competitive Power Ventures 회사가 5천
3백만달러(약 575억원) 지불
- (자금배분) ① AQMD가 정의한“환경정의

550억원) 지원

(environmental justice)지역”*에 최소

- (지원사업) 디젤 스쿨버스 교체, 교실 내 공기

30%, ② 발전소에 인접한 지역(반경 6마일

정화시스템 설치, 저공해차량 보급, 태양전지판

이내)에 최소 30%, ③ 나머지는 AQMD의

설치 등

4개 관할카운티에 배분

오염 저감사업 지원 <원문>
AQMD Awards Nearly $51 Million for Pollution Reduction Projects in Coachella Valley
January 4, 2013
Following an extensive competitive bid and public participation process, the South Coast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 has
awarded nearly $51 million in mitigation funds for 26 emission-reduction projects in the Coachella Valley.
More than $33 million of the funding will help school districts replace or clean up dirty diesel school buses and install air filtration
systems in classrooms, as well as assist local cities with solar panel installations, cleaner vehicles and dust control projects.
A list of approved projects is below.
“This has been an unprecedented opportunity for the Coachella Valley,” said William A. Burke, chairman of the South Coast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 (AQMD). “I’m particularly pleased with the number of projects directly benefitting school children
and local communities in the area.”
Funding for the projects comes from $53.3 million paid by Competitive Power Ventures, Inc. to the AQMD for emissions offsets
needed to construct and operate CPV’s Sentinel power plant in Desert Hot Springs.
“We will see 100 percent of the Sentinel mitigation fees stay in the valley and fund innovative projects that will generate substantial
benefits to our environment and economy for years to come,” said John J. Benoit, Riverside County Supervisor and AQMD
Board Member. “I thank my fellow board members for their understanding and support of our valley and residents for their
impressive input and engagement.”
Funding awarded today is the culmination of a year-long intensive public process. In response to the project solicitation, AQMD
received 75 proposals for more than 95 emission reduction projects requesting a total of more than $375 million. A panel of
three air quality technical experts scored each proposal according to the criteria outlined in the solicitation.
AB 1318 (V. M. Perez) requires that funds be spent on emission reductions in the following areas:
·At least 30 percent in environmental justice areas, defined by AQMD as communities with at least 10 percent of residents
living below the federal poverty level that also have high particulate matter (PM10) levels;
·At least 30 percent on projects in close proximity to the plant, defined by AQMD as within a six-mile radius from the facility;
and
·The remaining 40 percent in any location within AQMD’s four-county jurisdiction. While not required by AB 1318, AQMD’s
Board decided in February 2012 to dedicate this entire amount to projects in the Coachella Valley.
Up to five percent of the $53.3 million in mitigation funding will be used by AQMD for its cost of administering the contracts.
Staff will provide progress reports to AQMD’s Administrative Committee every six months or more often if needed and provide
a comprehensive report in three years to evaluate air emissions and local economic benefits.
For a complete listing of all projects received, including a ranking of projects and a list of back-up projects, visit www.aqmd.gov.
In other action today, the Board:
· Awarded an additional $2.4 million to further assist Coachella Valley and Desert Sands unified school districts to replace
and retrofit additional buses in their fleets. This award compliments funding awarded to both school districts from the AB
1318 Mitigation Fund for school bus replacements, retrofits and necessary fueling infrastructure; and
·Approved funding to establish an air monitoring network at two locations in the Salton Sea area to measure hydrogen sulfide
emissions from the sea. The action stems from a major odor incident in September 2012 that originated at the Salton Sea.
AQMD is the air pollution control agency for Orange County and major portions of Los Angeles, San Bernardino and Riverside
coun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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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빈곤수준 이하로 살면서 높은 PM-10 레벨에
노출된 10% 이상의 주민

- (후속조치) 6개월마다 AQMD 운영위원회에
경과보고, 3년 후 대기배출량과 지역경제
편익을 평가하는 종합보고서 제출

오염 저감사업 지원 <원문-계속>
AB 1318 Projects Approved for Funding
Project Proponent
Border Valley Trading
Renova Energy
County of Riverside
City of Desert Hot Springs
Desert Sands Unified School
District (USD)
Coachella Valley USD
Coachella Valley USD

Project Type
Project Award
Liquefied natural gas (LNG)/compressed natural gas (CNG) stations $900,000
Solar panels at a facility in Thousand Palms
$314,584
Paving and dust control at mobile home parks
$4,097,114
CNG vehicles and station upgrade
$1,024,641
CNG and propane buses

$650,000

CNG buses
$1,235,500
Air filtration systems at Mecca and Saul Martinez elementary schools
$337,200
in Mecca
CNG fueling facility
$300,000
Solar panels at College of the Desert
$2,000,000
CNG station/solar carport
$1,895,000
CNG station upgrade
$174,250
Solar panel installations at city buildings
$1,175,225

Coachella Valley USD
Sun Power
City of Coachella
Desert Sands USD
City of Palm Springs
Coachella Valley Association of
Parkway 1e11
$17,400,000
Governments
Air filtration for schools in environmental justice (EJ) areas within Coachella
IQ Air
$921,235
Valley USD
$270,818
Angel View Crippled Children’s
(to be funded with
CNG vehicles
Foundation
AB 1318 Mitigation
Fund interest only)
Torres Martinez Desert Cahuilla
Paving and dust control at headquarters, senior center and health center $999,989
Indians
Sun Wize
Solar panels at Boys and Girls Clubs in EJ areas
$785,881
City of Coachella
Signal synchronization
$3,000,000
Palm Springs USD
Solar project at high school
$3,000,000
Quality Interiors
Home weatherization
$2,354,164
Summit Installation
Home weatherization
$1,054,164
City of Desert Hot Springs
Dust control in populated areas and parking lot of Cabot’s Museum $2,000,000
St. Elizabeth's of Hungary Food
CNG vehicles for food delivery
$53,995
Pantry
City of Desert Hot Springs
Solar installations on city buildings
$1,484,329
Mission Springs Water District Solar project to reduce operational energy costs
$3,330,546
FIND Food Bank
Cleaner gasoline vehicles
$164,623
TOTAL
$50,92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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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추가적인 항만 배출저감은 기술적으로

③ 항구(ports)의 목표대기질 준수를

실현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이며 항구의 적법한

위한 청정대기계획 개정(’13.2)

* 로스앤젤스와 롱비치의 항구는 미국 남부에서 배출량이

권한(legal authority) 내에 있어야 함
가장 많은 시설뿐만 아니라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로스엔젤레스와 롱비치의 항구들이 선박, 트럭,
열차 및 기타 장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발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약속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 승인
- 이에 따라 2015년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연방건강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배출저감목표를
준수하지 못했을 시 효력이 발생하는 규정을
개발해야 함

큰 해운항만단지를 포함
‣ 청정대기실행계획(Clean Air Action Plan)에 포함
되어 있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PM2.5에 대한
현행의 자발적 배출감축공약은 이 지역의 목표
대기질 준수에 있어 필수적임
- 후방방어벽(backstop) 성격의 동 조치는
AQMD의 2012년 대기질 관리계획(Air Quality
Management Plan)에 포함 예정

항구의 목표대기질 준수를 위한
청정대기계획 개정 <원문>
AQMD Approves Clean Air Plan Amendment to Ensure Ports Meet Clean Air Goals
February 5, 2013
The region’s clean air agency has approved a control measure to ensure that the ports of Los Angeles and Long Beach
meet their voluntary commitments to reducing air pollution from ships, trucks, trains and other equipment.
The South Coast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s Board approved the measure, which in turns calls for the development of
a proposed regulation that would take effect only if the ports of Los Angeles and Long Beach fail to meet emission reduction
targets needed to achieve federal health standards for fine particulates (PM2.5) by 2015.
“The ports have made substantial progress in reducing emissions from their operations,” said William A. Burke, Ed.D., AQMD’s
Governing Board Chairman. “This action simply ensures that if the ports’ voluntary pollution reductions don’t occur on time,
AQMD’s regulation will require them to develop additional measures to address the shortfall.”
Under AQMD’s measure, approved on Feb. 1, any additional port emission-reductions must be technically feasible, cost-effective
and within the legal authority of the ports. Such measures potentially could include clean technology funding programs and lease
agreements designed by the ports.
The ports of Los Angeles and Long Beach comprise the largest marine port complex in North America as well as the No. 1-emitting
facility in the Southland. Existing voluntary emission reduction commitments for nitrogen oxides, sulfur oxides and PM2.5 in the
ports’ Clean Air Action Plan are key to the region meeting its clean air goals.
The so-called “backstop” measure now will be included in AQMD’s 2012 Air Quality Management Plan. The plan is a detailed
blueprint for achieving federal health standards for PM2.5 in the Southland by 2015. It also includes an update on progress
towards reducing ground-level ozone to help meet the ozone standard by 2024.
In other action on Feb. 1, the AQMD Board approved $34.6 million in co-funding to help Metrolink replace 20 older “Tier 0”
diesel locomotives with newer, cleaner “Tier 4” locomotives. (Tier 0 locomotives are the oldest and dirtiest and Tier 4 models
are the cleanest available). In addition, AQMD will work with Metrolink and others to develop and demonstrate liquefied natural
gas (LNG) fueled passenger locomotives.
“This funding is the first of its kind to a local agency to purchase the cleanest locomotives available,” said Burke. “Once
deployed, the public health benefits will be significant for the Southland.”
The funding is expected to result in a reduction of about 231.2 tons per year of nitrogen oxide emissions and 7.3 tons per
year of particulate matter pollution.
Deployment of the first three cleaner locomotives is expected in the latter half of 2015. Funding comes from the Carl Moyer
Program.
AQMD is the air pollution control agency for Orange County and major portions of Los Angeles, San Bernardino and Riverside
coun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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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QMD 이사회는 Metrolink(LA 지하철
업체)가 20개의 오래된“Tier 0”디젤 기관차를
최신의 깨끗한“Tier 4”기관차로 교체하기 위한
공동출자(3천4백6십만 달러) 승인
- 또한 Metrolink 및 다른 회사들과 함께

대기오염 감축을 위한 저공해
발전설비 제공 <원문>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의 여객열차 개발을

AQMD, SCE Dedicate Low-Emission Equipment to Help
Power Catalina Island

추진할 예정

February 13, 2013

- 이번 재정지원을 통해 매년 231.2톤의 질소
산화물과 7.3톤의 미세먼지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

④ 대기오염 감축을 위한 저공해 발전
설비 제공(’13.2)
SCAQMD와 SCE(Southern California Edison,
미국 전력공급회사)는 카탈리나 섬(Catalina
Island)의 대기오염 및 디젤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Edison 발전소에 23개의 프로판 연료 전기
발전설비(마이크로터빈)를 제공
※ AQMD는 2001년부터 210개의 유사한 마이크로
터빈을 남부지역에 보급
- 마이크로터빈은 카탈리나 발전소에서 나오는
스모그 형성 물질과 디젤 입자 물질을 줄이고,
- 연간 디젤 연료 소비량을 약 20만 갤런
(4,765배럴)까지 줄이면서 약 1.5 MW의
생산능력을 제공
※ 마이크로터빈은 설치된 배출저감장치에 대해 최적의
방식으로 디젤엔진을 가동
’12년 마이크로터빈 사용 결과 발전소에서의
디젤연료 사용량이 약 10%(20만 갤런) 감소되었고,
이는 오존을 생성하는 질소산화물 배출을 약 8%,
디젤 입자물질을 약 9.5%까지 감소하게 함
- 대기오염과 디젤연료 사용을 줄일 뿐 아니라

Microturbines reduce diesel fuel usage by 200,000 gallons
annually
Representatives from the South Coast AQMD and Southern
California Edison today will dedicate 23 propane-fueled
electrical generating units at the Edison power station
near Avalon to help reduce air pollution and cut diesel
fuel use on Catalina Island.
“These microturbines are helping to reduce
smog-forming pollutants and diesel particulates from
Catalina’s power plant,” said William A. Burke, Ed.D.,
AQMD’s Chairman. “This will help improve air quality
not only on Catalina but also on the mainland as prevailing
winds can carry pollutants onshore.”
The addition of the microturbines to Southern California
Edison’s electric system on Catalina Island provides
approximately 1.5 megawatts in capacity, while reducing
the consumption of diesel fuel by 200,000 gallons annually,
said Caroline Choi, Southern California Edison’s vice
president for regulatory policy.
"We are pleased to celebrate the dedication of 23
microturbines," Choi said. "The microturbines allow SCE
to operate its diesel engines in an optimal manner for
the installed emissions reduction equipment."
AQMD provided the 60-kilowatt microturbines to Edison
and they became operational at SCE’s Pebbly Beach
generating station in December 2011. Prior to that time,
diesel engines provided 100 percent of electricity
generated on Catalina.
In 2012, use of the microturbines reduced diesel fuel
consumption at the power plant by 200,000 gallons, or
about 10 percent. This in turn reduced smog-forming
nitrogen oxide emissions from the facility by about 8
percent and diesel particulate matter by about 9.5 percent.
In addition to reducing air pollution and diesel fuel usage,
the microturbines supplement electrical power and help
offset peak power loads on the island. Last year, the
microturbines generated 2.5 million kilowatt-hours of
energy or about nine percent of the total power produced
on the island.
Since 2001, AQMD has deployed 210 similar
microturbines throughout the Southland. Microturbines,
fueled by natural gas or propane as well as renewable
biogas from landfills and wastewater facilities, can provide
clean, alternative power to distributed generation projects
that are not connected to the power grid.

섬에서 생산되는 전체 전력의 약 9%에 해당
하는 250만 KW/h의 에너지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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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청 기획과(031-481-1325)

#2. 캘리포니아 대기자원
위원회(CARB)

① VOC 기준초과 업체에 벌금 부과
(’13.1)
※ 캘리포니아주는「소비재 오염물질 감축규정」을 수립, 소비재 종류별로 VOC 기준을 정함
구 분

소 비 재

헤 어 용 품

규 모

38건 총 796,200달러
(약 8억6천만원)

25건 총 457,000달러(약 4억9천만원)

부과대상

신발, 가죽관리용품, 공기청정제 및 세정제
등 소비재 생산업체

헤어스탈일링 및 헤어스프레이 제품 생산업체

위반내용

캘리포니아주 VOC(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 초과

시사점

거의 모든 가정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제품들로서, 생산자가 대기질 규정을 준수하고 이러한
제품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수준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

② 냉동차량 엔진교체 위반 벌금
최초 부과('13.1)
샌 버너디노(San Benardino) 카운티 고등법원이
냉동수송업체인 포스터(Foster) 기업에 30만달러
(약 3억 2천만원) 벌금 부과

- (시사점) CARB가 2004년 TRU 규제를 시행한
이래 최초로 법원에 의한 벌금 부과
※ 디젤은 여러 유해가스와 40가지 이상의 발암

- (위반내용) 냉동수송차량(TRU) 규제에 따른

물질을 포함, 1998년 캘리포니아주는 디젤

“냉동차량의 노후된 디젤엔진 개조”미이행

입자물질을 암유발, 조기사망 등의 건강문제를

* TRU에 따라 2002년 이전 연식의 냉동차량은 엔진을

일으키는 유해한 대기오염물질로 규정

교체해야함

수도권대기환경정보 두드림 2013년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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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차량 엔진교체 위반 벌금
최초 부과 <원문>
Foster Enterprises fined $300,000 for violating California air quality laws
SoCal court imposes first-ever penalty for not complying with refrigerated trailer rule
LOS ANGELES - The San Bernardino County Superior Court has fined Foster Enterprises, an Ontario-based
refrigerated transportation and cold storage business, $300,000 after an Air Resources Board investigation revealed
that the company failed to upgrade older diesel engines in its refrigerated trailer fleet as required to meet current
emissions standards.
The case is noteworthy in that it resulted in the first court-imposed fine issued under ARB's 2004 Transport
Refrigeration Unit (TRU) regulation. The company owners will pay $200,000 and the balance of the fine will be
stayed, as long as they comply with the terms in the judgment handed down by the San Bernardino County
Superior Court, and keep their fleet updated as required. The company is not connected to Foster Farms.
"All business owners should pay attention to this case," said ARB Enforcement Chief Jim Ryden. "This company
actually had to pay twice - once to comply with the law, and then again as a penalty. Had the owners complied
originally, they would have saved us and themselves significant time and money, and helped to keep a level
playing field for their colleagues and competitors."
Although the diesel engines powering "reefer" units on trucks and trailers are relatively small, large numbers of these
engines congregate at distribution centers, truck stops and other facilities, resulting in the potential for health risks to
those that live and work nearby.
California's TRU regulation, adopted in 2004, gave fleet owners several years to plan for compliance before
enforcement began. Fleet owners now need to gradually replace or retrofit their reefer engines, beginning with those
dating from 2002 and earlier. Most companies have invested substantial resources to follow the rules. Foster
Enterprises, which is located near a school and residential area, continued to operate reefers powered by engines
from the 1980s and 1990s. The majority of Foster's TRU fleet - 32 units - were out of compliance on the first day
of 2010.
The ARB originally offered to settle the case for much less than the ultimate penalty. Because the company refused
and continued to operate the high-polluting TRUs, ARB referred the matter to the Attorney General for prosecution.
Finally, months after the deadline and in order to avoid a trial, the business owners sold their non-compliant units
and leased cleaner TRU trailers, about 18 months later than their competitors.
Diesel exhaust contains a variety of harmful gases and over 40 other known cancer-causing compounds. In 1998,
California identified diesel particulate matter as a toxic air contaminant based on its potential to cause cancer,
premature death and other health problems.

③ 미세먼지 유해성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13.2)

(실험방법) 캘리포니아 프레즈노(Fresno) 지역의
교통(traffic), 나무 땐 연기(wood smoke) 등 여러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는 극미세먼지(ultrafine

배출원에서 샘플 채집

particles)를 포함한 미세먼지(PM2.5) 독성에 대한

→ 실험용 쥐에게 투여하여 폐와 혈액 내 염증과

연구결과 발표
※ 이전의 연구는 PM2.5가 천식, 심장병, 조기사망
등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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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호흡 및 심혈관에 나타나는 효과 관찰

(실험결과) 심폐 염증, 세포독성, 혈액(hematology)

(시사점) 현재 미국의 국가대기질 기준(National

등의 반응은 배출원 및 미세먼지 크기에 따라 차이가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은 미세

나타남

먼지의 대기 중 농도만을 규제

- 폐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배출원은 차량 및
음식물 조리
- SMF(submicronfine, 0.17~1㎛) PM에 비해

- 배출원에 따라 유독성 정도가 다르다면 미세
먼지 규제가 전체적인 양보다는 미세먼지
배출원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함

UF PM(0.17㎛이하)이 염증과 세포독성을
더 강하게 유발, 즉 미세먼지의 크기가 작을
수록 유독성이 높게 나타남
- 또한 미세먼지는 혈액보다는 폐에서 염증
반응을 더 크게 나타냄

미세먼지 유해성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 <원문>
Study shows toxicity of components of California fine particle air pollution
New UC study released by Air Resources Board and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February 19, 2013
The Air Resources Board and the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have released a report by investigators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The new study looks at the toxicity of various components of fine particle air pollution
(PM2.5), including ultrafine particles.
Previous research has shown that PM2.5 is associated with asthma, heart disease and premature death.
The investigators introduced particles collected from different air samples into laboratory mice and looked for
indicators of respiratory and cardiovascular effects, such as markers of inflammation in lungs and blood. The
samples were collected with a system that classified particles according to their chemical composition, thereby
enabling researchers to associate the particles to different sources.
The analysis showed different levels of toxicity for different PM samples. The samples were associated with a variety
of sources, such as traffic and wood smoke. Also, ultrafine particles were more potent inducers of inflammatory
markers and cell death than larger particles. The air samples used in this study were collected in Fresno, California.
The research was conducted by Dr. Anthony Wexler, director of the Air Quality Research Center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Dr. Wexler developed a novel methodology using a single particle mass spectrometer and ten
particle samplers to analyze and separate ambient particles.
Laboratory mice were exposed to the separated particles, and their responses were monitored for signs of toxicity
by Dr. Kent Pinkerton, a professor of pediatrics at the UC Davis School of Medicine.
Drs. Wexler and Pinkerton will be holding a seminar to discuss this study at the CalEPA Building, 1001 I Street,
Sacramento, 95812 on Tuesday, February 19, 2013 at 1:30 P.M. A link to the seminar description is here:
http://www.arb.ca.gov/research/seminars/wexler5/wexler5.htm
Read the study here: http://www.arb.ca.gov/research/apr/past/06-331.pdf.
<연구보고서: http://www.arb.ca.gov/research/apr/past/06-331.pdf. >

☏ 수도권청 기획과(031-481-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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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은 각 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서울

황
 사상황실 운영으로 조기 대응체계 유지,
황사주의보·경보를 19만명에 신속 전파
황사정보가 있을 시 즉시 황사상황실을
구성해 중국 및 국내 황사관측망, 대기오염측

① 서울시, 황사정보
실시간 방송으로 확인하세요
서울시는 황사피해를 예방하고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YTN 웨더를 통해 황사정보를 제공하는 등
「황사재난관리대책」을 추진합니다.
「황사재난관리대책」의 주요 골자는 ▲황사
상황실 설치 및 감시▲대응 ▲Y TN웨더를
통한 실시간 방송보도로 안내 ▲MS 신청시민
등 19만명에게 시민행동요령 등 전파, ▲전광
판 총 1,029개 전광판, SNS, 모바일, FAX 등

정망 등을 활용해 황사의 발생과 이동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 대응하며, 황사예·경·특보를
발령하고, 황사정보알림서비스(SMS)에 등록
한 시민 등 19만명, 자치구·지하철·공원 등에
휴대전화와 문자메시지, 팩스 등으로 황사 상황,
행동요령 등 을 신속 전파합니다. 이밖에도
홈페이지, 모바일, SNS(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에서도 황사정보 및 시민행동요령을
안내합니다.
* 황사예보 휴대폰 문자 서비스를 원하는 시민들은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http://cleanair.seoul.go.kr)에서 신청

활용 안내 ▲도로분진청소차 23대·물청소차
230대 활용해 먼지 제거 등입니다.

YTN웨더를 통한 24시간 실시간 황사정보
제공, 전파수단 다양화
황사주의보·경보 발령시 기존에 팩스, 음성
동보, SNS, 모바일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YTN웨더 방송보도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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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서울(예·경보에서 황사 확인)

황사먼지가 재비산되지 않도록 도로분진청소
차 23대·물청소차 230대 활용제거
황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황사먼지가
재비산되지 않도록 분진청소차 23대와 도로

② 봄의 불청객 황사,

120만 km 도로
분진청소로 잡는다

물청소차 230대를 동원해 대대적으로 주·야간
도로청소를 실시하여 대기오염을 막습니다.
황사는 시정 저해, 호흡기 과부하, 광합성 저해,
정밀산업 피해 등 직접적인 피해와 함께 중금속
농도 상승, 유해세균과 곰팡이 증가에 따른
질병유발 등 간접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들이 포함돼 차량, 도로 등에 쌓였던 황사
먼지가 다시 날리는 등 재비산되면 대기오염
등 2차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에 따라,
황사 경보상태가 지속되면, 소방재난본부의
소방차량과 소방인력을 함께 투입해 도로에
쌓인 황사를 깨끗이 씻어낼 계획입니다.

황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외활동
자제 등 시민행동요령 제시

서울시에서「2013 서울시 도로분진청소추진
계획」을 발표, 관측이래 가장 깨끗한 공기를
기록한 지난해의 연평균 41㎍/㎥보다 낮은
수치인 미세먼지농도 39㎍/㎥를 대기질 개선의
목표로 삼아 시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
곳곳의 유해 먼지를 최대한 제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체계적인
물청소 및 분진청소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지역
청소 ▲시민 요청 시‘찾아가는 물청소’
▲서울
클린데이 ▲노후장비 개선 ▲기상상황에 따른
청소시스템 구축입니다.

분진청소차 등 400대 청소차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물청소 및 분진청소 실시

시민들의 황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외

400대 청소차는 도로물청소차 230대, 노면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보호안경·황사마스크

진공청소차 143대, 보도물청소장비 8대, 분진

·긴소매 의복 등을 착용하는 등 시민행동요령을

청소차 19대 등으로서 각 차량 및 장비를 연

제시했습니다.

계해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6차로 이상

* 황사시의 자세한 시민행동요령은 서울시 기후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cleanair.seoul.go.kr)의
예·경보 -「황사」메뉴에 들어가면 황사주의보·
경보 발령현황과 행동요령 등 확인가능

주요간선도로(947㎞)의 경우 매일, 2~4차로
일반도로(861㎞)는 이틀에 한 번, 이면도로 등
2차로 이하(6,340㎞)는 주1회에 걸쳐 청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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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행 도로의 청결을 위해 자치구별로

대한 집중적인 물청소와 공사장, 나대지 주변

상시적인 물청소 전담반을 구성해 주요 간선

등 먼지발생 지역에 대한 물 뿌리기를 실시하는

도로변, 다중이용시설 주변, 관광객 밀집지역,

날입니다. 기존에 실시했던 차·보도 및 가로시

오물 투기지역 등 취약지점에 대해 보도 물청

설물 물청소와 이면 도로 쓰레기 청소에 더해

소를 진행하며, 가로시설물의 세척 작업도 병행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자기 집 앞

실시하며, 서울시미세먼지 예·경보센터에서 미세

도로와 건물을 말끔하게 단장하는

먼지 농도 100㎍/㎥ 이상이 관측될 경우

주택가 환경청결운동으로 범위를

골목길, 학교운동장, 나대지, 수목(화단)등에

확대합니다.

물뿌리기를 시행해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공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도록 합니다.

노후한 청소차량 97대 교체 및 분진흡입
차량 31대로 보급 등 장비개선 추진
서울시는 오래된 청소차량 97대에 대해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지난해부터 본격 도입한 분진
흡입청소차량을 올해에는 31대로 늘려 물청소
차를 대체함으로써 겨울철에도 결빙 걱정 없이
도로 물청소

사계절 가능한 도로 분진청소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도 물청소

매월 1회「서울클린데이」운영해 시민과
함께 하는‘서울대청소’추진

분진청소차

매월 1회 운영하고 있는「서울 클린데이
(Seoul Clean Day)」를 올해부터는 많은 시민이
참여하 는‘서울대청소’형태로 추진할 계획
입니다.「서울클린데이」란 매월 네번째 수요일
일정지역을 선정해 시민과 공무원 그리고 유관
기관이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해 차도 및 보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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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청소차(성능개선)

황사와 폭염 등 기상상황에 따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도로물청소 추진

서울시에서는 공기질 개선을 위해 주요 간선
도로 6개소에서 22대 무인카메라(CCTV)를 설

아울러 시는 황사·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상황

치해 단속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

이나 강우, 여름철 폭염 등 기상상황에 따라

해 의무화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을

신속한 대처가 가 능하도록 체계적인 대응

대상으로 1차 경고 후 1회 적발시마다 20만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씩, 누적 과태료 최대 200만원을 부과하고

농도가 400㎍/㎥ 이상인 황사주의보가 발령될

있습니다. 그러나 정밀검사에서 매연이 10%이

경우 즉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및 서울시설

내의 차량이나 지방(수도권 및 광역시 제외)에서

공단에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황사 발생 시

운행하는 차량, 2년 이내 폐차 대상 차량, 기타

체계적인 작업 매뉴얼에 따라 도로물청소차

장착이 불가한 차량 등에 대해서는 저공해 조치

230대를 투입해 즉시 도로물청소를 시행하는

유예가 가능합니다.

등 상황별 작업체계를 구축해 발 빠른 대응에

*저
 공해 조치 유예신청은
  친환경교통과 (FAX 02-2133-1025)로 신청

나설 예정입니다.

*저
 감장치 클리닝 신청이나 장치교체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2-3473-1221)로 신청
저공해조치 대상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

③ 노후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
비용 90% 지원

(DPF)장착과 LPG로 엔진을 개조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를
통하여 원동기형식과 운행패턴 등 차종에 맞는

서울시가 매연저감장치(DPF)장착 또는 LPG
엔진개조 차량에 대해 장치비용의 90%(장치에
따라 179만원~731만원)를 지원합니다. 또한,
장착 후 보증기간(3년)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LPG의 경우 영구면제) 및 성능확인검사 합격
시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3년간 면제해줍니다.

장치와 제작사를 안내받아 인근 차량종합정비
업체에서 장착한 후 교통안전공단검사소에서
구조변경과 성능검사를 마쳐야 하며, 부착한
매연저감장치에 대하여는 제작사에서 3년간
AS 및 정기적인 클리닝을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매연저감장치의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저감
장치(필터, 촉매)를 무상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도

서울시내 경유차량 중 차령이 7년 이상 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0년~2005년) 총중량 2.5톤 이상의 노후
경유차 중 9월 15일까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

☎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서울) 031-481-1464

하거나 LPG 엔진을 개조 또는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은 총 7,704대이며, 의무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거나, 저공해
유예신청을 해야하며,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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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

유발부담금 3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과 금년도
하반기 시행예정인「거주자우선주차제」가점을

①「 승용차 선택요일제 」참여로
녹색도시 구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부문에서 주는
신한 OILing카드를 발급사용하면 자동차세
3% 추가할인 등과「스마트태그」장착시는
자동차보험료 8.7%할인의 추가혜택도 받을 수

참여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있습니다. 하지만 스티카(전자태그)를 차량
전면에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한 경우와 운휴일
3회이상 위반자 및 90일이상 연속 미운행자는
탈락하게 되며, 이때 감면받은 자동차세 전액을
추징받게 되며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과, 남산
1,3호터널 통행료 할인 등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참여율 제고방안으로 현재 운휴요일 3회이상
위반시 인센티브를 취소하고 있으나 5회이상
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요일제 DB연동으로

인천광역시에서는 도시교통의 원할한 소통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기오염을 줄여 GCF 사무국
유치계기 저탄소·친환경 녹색도시를 구현하고
자 중점 추진하는「승용차 선택요일제」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산하 전 공무원이 앞장서서
참여하며,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끝번호 지정요일제」를「승용차 선택요
일제」로 전환하여 참여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 「승용차 선택요일제」는 비영업용 승용차와 10인
이하 승합차량에 대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오전7시부터
오후10시까지 운행을 하지 않는 제도
「승용차선택요일제」참여자에게는 자동차세
5% 감면과 공영주차장 요금 30% 할인,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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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 등록하면 서울시, 경기도에서 주차
요금, 통행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받을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승 용차선택요일제」전자태그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공공
기관 출입통제 계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요일제 조기 정착을 위해 요일제‘중점추진의
날’을 운영하여 읍·면·동 및 통·리장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충분한 계도와 사전 홍보로 적재함
청소 등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차량관리를 유도
하여, 날림먼지를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먼지 다량 발생원인 방치 나
대지에 초화류를 파종하여 먼지 저감과 더불어
도심 미관 개선 등 이중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이며, 학교 운동장에 먼지 억제제를 살포하여
먼지 저감을 추진하고, 미세먼지 고농도(80㎍/

② 봄철 비산먼지 특별 관리 추진

㎥) 측정소 주변지역에 즉시 민·관이 공동으로
청소하는『물청소 알리미』등을 시행하고, 기업이

인천광역시는 맑고 깨끗한 대기질 조성을

함께 참여하는 1사 1도로 클린제 사업 등

위하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유관기관

분야별 먼지 저감 시책을 마련 미세먼지 줄이기에

교육을 시작으로 봄철 비산먼지 특별 관리를

주력할 계획입니다.

시작했으며, 특히, 타 시기보다 봄철에는 미세
먼지(PM10) 농도가 높은 것을 감안하여 먼지
저감 시책을 강도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실내＆무도 AG 및 제94회 전국
체전을 앞두고 있으며, 깨끗한 환경에 대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대기 질을 개선
하고자 3. 20(수)에『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먼지
줄이기』주제로 대규모 공사장 200여개소에
대하여 현장에서 먼지 저감 요령과 최근 급증
하고 있는 생활 소음·진동 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3월말부터 4월

☎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인천) 031-481-1461

초까지 수도권매립지를 포함 중점 관리 사업장에
대하여 합동단속을 시 주관으로 실시하고,
더불어 기초자치단체별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오는 5월 3일까지 일제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 재 비산먼지의 가장 큰
원인중 하나인 화물자동차 날림먼지
저감을 위하여 경찰과 연계하여 토사,
고철 운반 화물자동차 합동지도
점검을 일제히 실시할 계획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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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

대기오염신호등 설치
개요

대기오염 신호등 개발

○ 현재의 대기오염도는 ppm, ㎍/㎥로 제공하
였으나, 통합대기환경지수(CAI)로 쉽게
표현하여 제공(좋음, 보통, 주의,

나쁨,

매우나쁨, 위험)
  ※ 좋음(
      나쁨(

),보통(
),주의(
),
),매우나쁨(
),위험(

)

○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체육공원, 다중이용시
설 등에 대기오염 신호등을 설치하여 도민
건강 보호
경기도에서 대기오염 신호등을 개발하였습
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올 초 개발해
서 인근 광교산 등산로 입구에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기오염 신호등’은 대기오염 정도에 따라
6가지 색상으로 위험도를 표기하여 전문지식
이 없는 일반인도 쉽게 오염 정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신호등은 경기도 내 설치된 70개소의 측정
소로부터 대기오염도를 실시간 수신해 대기 상
태가 좋음이면 파랑, 보통이면 초록, 주의이면
노랑, 나쁨이면 주황, 매우 나쁨이면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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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면 갈색으로 표시됩니다. 경기도보건환

○ 대기오염도를 도로변 대기오염 전광판이나,

경연구원에서는 향후 시군 등을 통해‘대기오염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자료제공

신호등’
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처의 한계

깨끗한 수도권 대기환경 조성

○ 오존 및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시 전파 방법의

국외사례(프랑스)

다양화 필요성 대두
* 현재는 휴대폰 문자서비스 가입자에 한해 문자
서비스 실시

* 대기오염 색깔만 보면 알아요
   파리=로이터/동아닷컴 특약  
   2008-05-17 06:40:01

○ 미세먼지 및 오존주의보 발령시 대기경보발령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체육활동을 하고 있음.

기대효과
○ 쉽고, 편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대기오염도를
제공 및 일반시민이 쉽게 대기오염도 수신
또한 대기오염경보 상황 전파 방법의 다양화.
○ 대기오염 정도를 쉽게 공개함으로써 어린이
노약자등 실외활동 자제 홍보로 도민건강 보호

대기환경지수에 따른 행동요령
(신호등 색변화에 따른)
지수
구분

색표시

시민 행동요령

5일 헬륨이 가득 찬 지름 6.7m의 대형 풍선기구가
파리의 앙드레 시트로앵 공원에 멈춰 있다. 앞으로
공기 상태를 감시하고 정보를 제공할 이 기구는
기상정보에 따라 녹색(공기 상태가 매우 좋은
경우), 오렌지(보통), 빨간색(공기 상태가 매우 나쁜
경우)으로 각기 다른 레이저 빔을 쏠 예정이다.

좋음
외출 등 실외활동 지장 없음
보통
주의

나쁨

☎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경기) 031-481-1463

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노인·
어린이 등 심한 옥외활동 자제
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노인·
어린이 등 옥외활동 자제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노인·
어린이 등 옥외활동 금지

매우
나쁨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일반인 심한 옥외활동 자제
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노인·
어린이 등 옥외활동 금지

위험

유치원·초등학교 수업단축 또는 휴교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일반인 심한 옥외활동 금지

수도권대기환경정보 두드림 2013년 봄호

41

2013 s p r in g

기획 특집
#1.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함께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대책」
라디오‘뉴스와 세상 - 인물 포커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어떤
곳인지, 수도권대기환경청
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동안 궁금하지 않으셨나
요?「두드림 봄호」에서는
지난 2.23(토)에 방송된
라 디 오‘ 뉴 스 와 세 상 ’
(FM105.3MHz) 인물포커스
코너에서 진행된 수도권대기환경청 홍정기 청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수도권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질문 별 내용으로 재구성하여 더 쉽고 더 재미있게 풀어보았습니다.

#

먼저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시죠.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환경부의 소속기관이며,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러 환경관련

업무 중 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행정기관이며, 지난 2005년에 설립되었
습니다.

#

국내

총 인구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
그만큼 대기환경도 다른 지역과는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떤가요?
수도권 지역은 인구, 자동차가 집중되어 있고, 전력 소비량도 높아 대기오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작년만하더라도 전국 평균 미세먼지(45㎍/㎥) 및 이산화질소(0.023ppm) 수준보다 수도권
지역(미세먼지 47㎍/㎥ , 이산화질소 0.029ppm)이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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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공기 질이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어떤가요?
수도권 내 자동차, 산업시설 등의 오염원, 지형, 기후 등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미세

먼지는 인천, 경기 지역에 비해 서울이 좋은 편이나, 이산화질소는 두 지역에 비해 서울이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로는 인천에는 항만·산업단지 입지, 외부차량 유입 등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고,
경기도는 도농복합도시, 사업장 입지 등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으며, 서울은 자동차, 건물 밀집
등으로 이산화질소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

전 세계 주요도시와 비교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과거에 비해 수도권의 대기질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세계 주요 도시에 비해 여전히 오염도가 높은

수준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 서울 지역이 세계 주요도시 비해 미세먼지는 1.8~3.9배 정도, 이산
화질소는 1.4~2.1배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

수도권 대기오염의 가장 큰 주범은 누구입니까?
다양한 오염원 중에서 미세먼지, 이산화질소가 배출량이 높은 편으로 수도권청에서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며, 이산화질소는 주로 자동차에서 발생
되며,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오존 등을 발생시킵니다.

#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자동차 연료 첨가제를 사용할 경우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인가요?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연료 첨가제를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10%), 질소

산화물(18%) 등 대기오염물질을 17% 정도 더 배출하게 되어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며, 부적합 제품을
사용하면 자동차 수명도 단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를 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

그래서

얼마전 ‘자동차연료 첨가제 사후관리 계획’을 발표하셨죠?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주시죠.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적정 품질관리 요령’이라는 안내 책자를 배포하여

사업주가 이 요령을 토대로 각 공정별 모니터링을 실시, 자체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자가점검 제도’를 마련하였고,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품질관리 및 관련
법령 준수사항 등을 알려주는
‘현장 컨설팅 서비스’
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형할인마트, 카센터, 주유소, 온라인
쇼핑몰 등을 이용한 판매 업체에 대해서도 상시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제조뿐 아니라 유통과정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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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 불청객이라고들 하죠, 곧 있으면 황사가 시작 될 텐데요.
올해 황사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황사는 고비사막과 내몽골 고원이 주 발원지로 발원지의 기상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발생 일수를 예측하는 것은 기후변화 등의 환경적 요인과 과도한 개간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사막화 진행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황사 발생횟수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
이며, 황사 농도 또한 강해지고 있습니다. 8~90년대는 황사가 연평균 3~5일 정도 발생하였으나,
2000년대는 9~10일로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2010년에는 15차례 발생, 2011년
9차례 발생하였으며, 2012년에는 다행히 한 차례 발생하였으나, 올해 1월에도 중국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스모그 현상이 발생한 바와 같이, 앞으로도 그런 현상들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중국발 황사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있나요?
우선 발생지역에서 황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며,

국내에 황사 발생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내 황사 공동측정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황사 발생 시, 국민 건강과 농·축산 및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황사 주의보, 경보 등 단계별 행동요령을 마련한‘황사
특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의 모토가
‘맑은 날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하늘을 더 맑고
푸르게 만들겠다’입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수도권 10개년 대기개선대책(2005~2014년)의 마지막 해인 2014년 최종 대기질 개선목표인 40

㎍/㎥(미세먼지)로 당시에는 도전적인 목표였으나, ’
12년도 서울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41㎍/㎥로
어느 정도 근접해 있으며, 인천은 47㎍/㎥, 경기는 49㎍/㎥를 기록하였습니다. 내년에는도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맑은 날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볼 수 있는 날이 더 많아 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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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는 대기오염원들을 볼 때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구, 자동차, 에너지 소비 등 오염원의 지속적 증가와 수도권 지역의 집중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간 추진한 대책으로 대기질이 개선되고 있으나, 미진한 대책 등 우리가 해야할 과제가
많이 있어 특별 대책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렇다면 2단계 대책의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차 대책을 올해 마련할 계획이며, 국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위해성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
15년부터 시행예정인 환경기준 초미세먼지(PM-2.5)를 관리대상물질에 추가하여
집중 관리해 나갈 것이며, 기존 대책 중 사각지대 있던 부분, 건설장비, 총량 관리 사업장의 관리
강화 등에 대해 저감 대책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

기관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
데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대기오염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자동차 이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대중교통 애용하기와 자동차를 이용하더라도
공회전 줄이기,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같은 저공해 자동차 이용 등 환경 친화적 소비생활이 필요합
니다. 또한 불필요한 전기·수도·가스 사용 줄이기와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대기오염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량도 줄어들어 기후변화 대응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앞으로 사업 계획과 수도권 대기개선을 위한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개청 8년째인 현재, 수도권청은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데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3개 시·도와의 협력을 통해 실효
성있는 대책을 지원하고, 전문성
강화 등 최고의 기후·대기분야의
전문 행정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수도권 환경이 개선되고, 쾌적하고
지속가 능한 대한민국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 수도권청 기획과(031-481-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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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방안
비산먼지는 공기 중에 부유 상태로 존재하면서 사람의 호흡을 통해 인체에 침입하여 유해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식물 생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비산먼지는 공사
활동으로 인해 약 11%가 발생하고 있어, 해마다 공사 현장 주변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 2010년“수도권 대기환경 시민 의식 조사(수도권청)”
에서도 5년 전보다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도는 해마다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약 25%는
‘택지조성 등 개발공사로 대기질이 나빠졌다’고 응답하여 비산먼지가 시민의 체감 대기질 저하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금번「두드림 봄호」에서는 비산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봄철을 대비하여 공사장 비산먼지 자발적
협약(‘12.1월) 이행 결과에 따른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세부적인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방안을 안내해
드리니, 관련업계(기관)에서는 비산먼지 관리에 참고 바랍니다.
지난‘12.1월, 수도권청은 수도권 지역 내 주민의 건강 보호 및 체감 대기질 개선을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장 중 주변에 민가 등이 위치한 10개 사업장과‘공사장 비산먼지
자발적 협약’을 체결·이행하였습니다.
│ 참여 사업장(10개소) 현황 │
원흥보금자리 조성사업[현대건설㈜]

현촌 도시개발사업[금호산업㈜]

마곡 도시개발사업 1공구[금호산업㈜]

마곡 도시개발사업 2공구[진흥기업㈜]

강남보금자리 조성사업[한신공영㈜]

구월보금자리 조성사업[경림건설㈜]

가정 택지조성사업[남양건설㈜]

목감 택지개발사업 1공구[㈜서희건설]

목감 택지개발사업 2공구[신동아건설㈜]

위례 택지개발사업 1공구[금호산업㈜]

자발적 협약은 사업장 스스로 비산먼지 저감계획을 수립·이행하며, 수도권청에서는‘비산먼지
저감 컨설팅’
을 통해 사업장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관리 상태를 진단하고, 사업장의 미세먼지 오염도 측정·
분석을 실시, 주변지역과의 오염도 비교를 통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비산
먼지 기상예보제’를 시행하여 대기질 악화가 예상될 때는 비산먼지 발생 공정의 작업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심할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 먼지 날림과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자발적 협약을 추진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행 실적 및 노력 등을 평가한 결과, 인천 구월
보금자리조성사업(경림건설(주))과 고양 원흥보금자리조성사업(현대건설(주)) 2개소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으며, 주요 우수사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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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이행 결과 우수 사례
「1사 1도로 클린관리제」실시, 진공살수차·스프링클러 운영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해 노력,
비산먼지 기상예보제 이행
* 1사 1도로 클린관리제 : 사업장 주변 도로는 관할 인근 사업장에서 청소하는 자발적 관리제도

인천 구월보금자리조성사업(경림건설)

고양 원흥보금자리조성사업(현대건설)

‘비산먼지 저감의 날’을 충실히 운영하는 등 환경에 대한 관심 제고
* 비산먼지 저감의 날 : 월 1회 현장 근로자·대형 덤프트럭 운전자 대상 환경교육 실시, 공사장 내·외    
대청소 실시, 비산먼지 저감 현수막 부착 등 홍보 실시를 통해 환경의식 제고 및 사업장 환경관리 강화

인천 구월보금자리조성사업(경림건설)

고양 원흥보금자리조성사업(현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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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요령
* 자세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참고

1. 토사 등 야적
○ 먼지가 날릴 우려가 있는 야적물질은 최대한 조속히 처리
○ 야적물질을 즉시 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밀폐된 시설에 보관하거나 방진덮개 설치
○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 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
○ 물을 뿌리는 시설(스프링쿨러)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살수

경사면 및 야적토 방진덮개 설치

2. 싣기 및 내리기
○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을 뿌리는 시설 설치(살수반경 5m 이상, 수압 3kg/㎥ 이상)
○ 최대한 밀폐된 저장 또는 보관시설 내에서만 분체상 물질을 싣거나 내릴 것
○ 풍속계를 비치하고, 평균 8m/s 이상일 경우 작업 중지
○ 작업 시 진공차, 고압살수차 운행 및 살수요원 배치

작업 시 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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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시설 설치

3. 수송
○ 적재함은 완전히 밀폐하고,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 이하까지 적재물을 수평으로 적재
○ 공사장 내 차량통행도로는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포장하도록 할 것
○ 이중 세륜시설(수조식, 살수식)을 설치하고, 세륜 및 측면 살수, 차량하부 살수 등으로 토사가
도로에 묻거나, 날리지 않도록 할 것
○ 운반차량은 차량 전면에 사업장명, 적재함 규격 등 표시

이중 세륜시설 설치

차량통행로 포장

○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 이하로 운행하고, 공사장내 속
도표지판 설치
○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살수 및 청소)을 고정 배치

현장 내 살수요원 배치

속도표지판 설치

과속방지턱 및 통행도로 커브곡선으로 저속 운행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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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대지
○ 1일 이상 방치되는 공사장내 나대지는 전면 방진덮개
또는 먼지억제제 살포 또는 1일 오전·오후 2회 살수

진공청소차 운행

1사1도로 클린관리제

나대지 성토 다짐

산 절개선 녹화

5. 기타 관리요령
○ 비산먼지 관리 교육 실시, 철거 작업시 살수 및 폐기물 적정 보관, 유휴지 녹지화, 건설기계 배출
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폐기물 방진덮개 설치

철거 작업 시 살수

유휴지 꽃길 조성

유휴지 야생풀 조성
☎ 수도권청 조사분석과(031-481-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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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기이동측정차를 활용한 체험환경교육
수도권청에서는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가정과 사회에서의 녹색생활 확산을 위해 미래
주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체험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4~6월(상반기), 9~11월(하반기)에 체험환경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을 희망하는
수도권 소재 중·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교육을 진행합니다. 대기의 중요성, 대기오염의 피해 및
영향 등 현장교육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며, 주요 내용은 대기이동측정차를 활용한 오염물질 측정
과정 공개와 대기오염의 요인 및 영향, 생활 속 실천사항 등으로 수업은 약 60분 정도로 진행됩니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환경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으로 인정해 주고, 교육
후기를 작성하는 학생은 봉사활동 시간도 부여하고 있으니, 선생님과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상별 수업내용(약 60분)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 공기의 개념 및 역할

- 대기오염의 원인 및 사례  설명

- 깨끗한 공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사항

- 생활 속 대기오염 방지 실천사항 등

- 환경개선을 위한 나의 할 일

- 대기오염관련 신문스크랩 요약

시청각 교육

- 환경 애니메이션

- 환경보전 관련 동영상

이동차 소개

-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견학 및 기능 소개

이론교육

개별활동

대기오염물질 설명

‘대기오염 현상 그것이 알고싶다’
(신문기사 스크랩)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 설명

수도권대기환경정보 두드림 2013년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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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특집

2012년 체험환경교육을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초·중·고등학교 55개교, 2,420명(서울 15개교, 경기 23개교, 인천 17개교)의
학생이 체험환경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별 교육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교 및 가정
등 실생활에서의 대기오염 저감 실천의식을 제고하고, 대기측정차량을 활용하여 학생 및 교사들의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아래는 수도권청 홈페이지(http://www.me.go.kr/mamo/)에 올라온 교육 이수 후기 내용입니다.
* 홈페이지(http://www.me.go.kr/mamo/) → 대기마당 → 체험 환경교육 →‘교육후기’란 참조

성동 고등학교 2-3 홍00 (2012.11.28)
오늘 수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대기 환경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었다. ppt수업을 통해서는 대기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는지 알 수 있었고
이동차량의 내부를 구경하고 나서는 대기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여러가지 기계와 장비들이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문적인 대기 개선은 물론이고 대기환경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공기를 깨끗하게 해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의 변화가 있다면
대기 개선이 좀 더 활발히 이루어 질 것 같다. 우리 동네에는 큰 공원을 중심으로 공장들이 많이
있다. 공장에서 나오는 덥고 냄새나는 공기 때문에 지나 다닐 때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공원이
있어서 그나마 공기 정화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최근에는 공장들을 없애고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어서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1. 이동할때는
걸어다니거나 지하철을 이용 2.에어컨 사용을 줄이기 3.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을 해야겟다고 다짐했다.

☎ 수도권청 조사분석과(031-481-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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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청 이모저모
해병 1935부대 석모중대 위문 방문(1.4)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실시(2.6)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의 노고를

설 명절을 맞아 우리사회에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소

위로·격려하고자 수도권청 기획과 이인기 과장,

외계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수도권청 직원들이

조사분석과 정상순 과장 등 7명이 인천시 강화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위치한‘사랑의 선교수녀회

군에 위치한 석모중대를 방문하였습니다. 석모

평화의집’
을 찾았습니다. 빨래, 청소, 시설 주변정리 등을

중대는 부대원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대

도와드리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함께 산책을 하는 등

내에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석모리 측정소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도권청은 앞으로도 사회

위치하고 있어 여러종류의 대기오염물질을 측정

복지시설에 대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 라와 측
정망을 지켜주는
고마운 국군장병
에게 항상 감사
드립니다.

지속적인 봉사활동
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녹색명절 보내기 캠페인(2.7)
녹색명절 보내기 캠페인이 인천터미널에서

2013년 상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연찬회 개최
(2.21~22)
2013년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업무

이루어졌습니다. 시민들이 녹색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녹색생활 실천수칙 홍보물, 기념품(세배
봉투, 수면양말) 등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올해
추석에도 녹색명절을 보냅시다~

추진 계획 공유 및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저감장치 제작사 및 관련단체,

2013년 나무심기 행사 실시(4.3)

민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제68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수도권청 직원 60

저감사업 연찬회 개최(2.21~22) 되었습니다.

여명은 청사 정원 내 주변식생과 조화를 이루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정책방향 및 저감사업 업무

회양목, 철죽 등 400여 그루를 식재하였습니다.

추진 계획, 사후

직 원이 참 여 함

관리 계획 등의

으로써 환경보호의

과제에 대한 발표

소 중 함 에 대해

및 의견 수렴 등이

다시 한 번 되새길

이루어졌습니다.

수 있는 뜻 깊은
행사였습니다.

수도권대기환경정보 두드림 2013년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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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주요행사

4월

“하늘과 사람”사진 공모전
전국의 사진애호가를 대상으로“하늘과 사람”을 소재로 한 환경사진 공모전 개최
- 주제 : 맑은 하늘과 건강한 삶
- 공모기간 :‘13.3.20~4.14

* 참고 사이트 : http://blueskyday.kr

‘푸른하늘의 날(5.2)’기념행사
맑은 공기의 소중함을 알리고 맑은 공기를 가꾸는 노력이 일상 생활속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푸른하늘! 건강 한 모금!(부제 : 푸른 하늘을 지키는 7가지 약속)’을 주제로
푸른 하늘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합니다.
*푸
 른 하늘의 날(5.2) : 수도권 대기환경을 안전하고 청정한 공기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산소
(O2)를 나타내는 5.2를‘푸른하늘의 날’로 지정
○ 일시 및 장소 : 4.27(토), 12:30~17:30, 상암 월드컵 공원(평화의 광장)
○ 주요 내용 : 기념식, 걷기대회, 환경퀴즈 골든벨, 친환경자동차 시승체험, 정크아트
갤러리 등 부대행사

친환경·경제 운전왕 선발대회
친환경 운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생활 속에서 친환경 운전을 실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13년 친환경·경제 운전왕 선발대회를 개최합니다.
○ 평가기준 : 연료소모율, 운전습관(급가속, 급정지 등), 배출가스 측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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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월

녹색교통 우수기업체 공모(~9월)
교통량 감축 및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기업체를 대상으로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
및 승용차 배출가스 저감 우수사례를 공모하여‘녹색교통 우수 사업장’을 선정합니다.
○ 참가대상 : 수도권 지역 일반 민간 사업장
○ 공모내용 : 직원의 출·퇴근 또는 고객 방문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량 감축 및 배출가스
저감 우수사례

7월

사회적 소외계층 대상 공기사랑 캠프
여름방학을 맞아 아이들을 대상으로 환경체험교육‘공기사랑캠프’를 개최합니다.
○ 대 상 :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 모 집 : 개인 또는 단체(추후 홈페이지 공지)

9월

승용차 없는 날(9.22)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는 등
녹색생활 실천운동으로, 승용차 없는 날 행사를 실시합니다.
○
‘세계 차 없는 날(9.22)’기념,「녹색교통 주간」캠페인을 개최하여 녹색생활에 대한 사회
적 공감대 형성 및 실천분위기 조성
(주제) Clean air - It’s your move! (추후 본부에서 한글로 바꿔서 내려옴)
○ 일정 : 2013. 9.10~9.17 주간행사(예정)
○ 주요내용 : 실천서명, 주요 거리(잠실, 명동 등) 이벤트, 온라인 바이럴 등

10월

푸른하늘 가꾸미 수기 공모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몸소 실천하는 생활 속 녹색
성장 실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합니다.
○ 공모기간 : 2013. 9월~10월(예정)
○ 공모대상 : 수도권 지역 거주 일반 시민 및 단체(자격제한 없음)

수도권대기환경정보 두드림 2013년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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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도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실태를 파악하고, 대기질 개선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기대기측정망 등 총 10종의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운영
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측정 운영결과 세부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의“법령·
정책/간행물원본/대기환경월보”에서 보실 수 있으며,「두드림 봄호」에서는 1~3월 동안의 수도권
지역의 일반적인 대기오염도(미세먼지, 이산화질소 항목)를 공개합니다.
* 동 대기오염도는 실시간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조사이트 : www.airkorea.or.kr)

☞ 대기오염도 확인 시, 국가 대기환경기준과 비교하세요!
○ 미세먼지(PM-10) : 연평균 50㎍/㎥, 24시간 평균치 100㎍/㎥
○ 이산화질소(NO2) : 연평균 0.03ppm, 24시간 평균치 0.06ppm

☞ 수도권청에서는“우리동네 공기질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리동네 공기질을 측정을 원하시는 지역주민은 누구나 신청가능 합니다.
     * 신청방법 : 수도권대기환경청 조사분석과(031-481-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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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월 대기질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
- 서울 64㎍/㎥, 인천 63㎍/㎥, 경기 71㎍/㎥로 전월(서울 41㎍/㎥, 인천 46㎍/㎥, 경기 50
㎍/㎥)보다 증가하였으며, 또한 작년 동월(서울 60㎍/㎥, 인천 63㎍/㎥, 경기 67㎍/㎥)보다
증가하거나 유사함

이산화질소(NO2) 평균 농도
- 서울 0.045ppm, 인천 0.036ppm, 경기 0.041ppm로 전월(서울 0.037ppm, 인천
0.030ppm, 경기 0.036ppm)보다 증가하였으며, 또한 작년 동월(서울 0.037ppm, 인천
0.030ppm, 경기 0.035ppm)보다 증가함
     * 황사, 안개는 없었으며, 연무·박무는 20일, 강수는 10일임
     * 황사, 미세먼지, 오존 경보제 발령현황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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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월 대기질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
- 서울 45㎍/㎥, 인천 50㎍/㎥, 경기 53㎍/㎥로 전월(서울 64㎍/㎥, 인천 63㎍/㎥, 경기 71
㎍/㎥)보다 감소하였으며, 또한 작년 동월(서울 50㎍/㎥, 인천 56㎍/㎥, 경기 58㎍/㎥)보다
감소함

이산화질소(NO2) 평균 농도
- 서울 0.038ppm, 인천 0.029ppm, 경기 0.034ppm로 전월(서울 0.045ppm, 인천 0.036ppm,
경기 0.041ppm)보다 감소하였으며, 또한 작년 동월(서울 0.035ppm, 인천 0.031ppm, 경기
0.033ppm)과는 유사함
     * 황사, 안개는 없었으며, 연무·박무는 14일, 강수는 13일임
     * 황사, 미세먼지, 오존 경보제 발령현황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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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월 대기질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
- 서울 55㎍/㎥, 인천 58㎍/㎥, 경기 65㎍/㎥로 전월(서울 45㎍/㎥, 인천 50㎍/㎥, 경기 53
㎍/㎥)보다 증가하였으며, 또한 작년 동월(서울 46㎍/㎥, 인천 55㎍/㎥, 경기 56㎍/㎥)보다
증가함

이산화질소(NO2) 평균 농도
- 서울 0.037ppm, 인천 0.029ppm, 경기 0.032ppm로 전월(서울 0.038ppm, 인천 0.029ppm,
경기 0.034ppm)보다 감소하거나 유사하였으며, 또한 작년 동월(서울 0.031ppm, 인천
0.028ppm, 경기 0.028ppm)보다 증가함
     * 안개는 없었으며, 황사는 3일, 연무·박무는 13일, 강수는 8일임
     * 황사, 미세먼지, 오존 경보제 발령현황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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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세먼지·황사 대비 행동요령
최근 기상현상 등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종종 속출하고 있으며, 봄철 불청객
황사도 발생하여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및 황사 발생 시 경보단계별 발령기준과
그에 대응하는 행동요령을 알려드리니, 미리 대비하셔서 건강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자!
☞ 미세먼지(PM-10) 경보단계별 발령기준
구분

발령기준

해제기준

주의보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평균   
200㎍/㎥ 이상이 2시간 지속
되는 때

미세먼농도가 시간평균    
100㎍/㎥ 이하인 때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평균   
300㎍/㎥ 이상이 2시간 지속
되는 때

미세먼농도가 시간평균    
200㎍/㎥ 이하인 때

경보

조치사항(시행령 제2조)

○노
 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및 심혈관
질환자 외출자제
○유
 치원, 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노
 약자,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및 심혈관
질환자 외출 금지
○유
 치원, 초등학교 수업단축 또는 휴교

☞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 ‘
( 서울시’행동요령 참조)
농도단계

미세먼지 농도(㎍/㎥)

좋음

30 미만

보통

31~80

민감군 영향

81~120

나쁨

121~200

시민행동요령

○외
 출 등 실외활동에 지장 없음.
○호
 흡기·심혈관질환자 등 심한  옥외활동 자제 등
○노
 인·어린이 심한 옥외활동 자제
○유
 지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승
 용차 운행 자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조업시간 조정 등
○호
 흡기·심혈관질환자 등 옥외활동 금지
주의보

200 이상으로
2시간 넘게 지속시

○노
 약자 옥외활동 금지
○유
 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일
 반인의 심한 옥외활동 자제 등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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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약자 옥외활동 금지
○유
 치원·초등학교 수업단축 또는 휴교
○중
 ·고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등

봄철 불청객, 황사에 대응하자!
☞ 황사 경보단계별 발령기준
구분

발령기준치

주의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400㎍/㎥ 이상, 2시간이상
지속 예상

행동요령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실외활동 금지 권고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운동,실외학습 등) 금지 권고
○ 일반인(중고생 포함)의 과격한 실외운동 금지 및 실외활동 자제 권고

○노
 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외출금지 권고
경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800㎍/㎥ 이상, 2시간이상
지속 예상

○유
 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 금지 및 수업
단축, 휴업 등의 학생 보호조치 강구 권고
○일
 반인(중고생 포함)의 실외활동 금지 및 외출자제 권고
○실
 외운동경기 중지 및 연기 권고

☞ 황사 발생에 따른 행동요령 (기상청(http://www.kma.go.kr) 사이트 참조)

01. 황사발생 전(황사예보시)
가정_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하고, 외출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 위생용기 등을 준비합니다.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는 실외활동을 자제
합니다.
학교 등 교육기관_ 기상예보를 정취, 지역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검토하고, 학생 비상
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합니다.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자율학습 대책 등 수립하고
황사대비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를 실시합니다.
축산·시설원 등 농가_ 가축이 활동하는 운동장 및 방목장의
가축 대피준비하고, 노지에 방치, 이적된 사료용 볏짚
등에 대하나 비닐 등 피복물품을 준비합니다.
동력분무기 등 황사세척용 장비 점검 및
정비하고,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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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황사발생 중(황사특보발령시)
가정_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 하되, 외출시 보호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합니다.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한 후에 섭취하고, 식품 가공, 조리시 철저한 손 씻기 등 위생 관리로 2차 오염을 방지합니다.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는 실외활동을 금지합니다.
학교 등 교육기관_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 단축 또는 휴업합니다.
축산·시설원 등 농가_ 방목장의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시 대피시켜 황사 노출을 방지하며,
비닐하우스 온실 및 축사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가능한 적게하며,
노자에 방치ㆍ야적된 사료용 건축, 볏짚 등을 비닐, 천막 등으로 덮습니다.

03. 황사종료 후(황사특보해제 후)
가정_ 실내공기의 환기 및 황사에 노출된 물품 등을 세척 후 사용합니다.
학교 등 교육기관_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 감기ㆍ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
조치합니다.
축산·시설원 등 농가_ 축사, 방목장 사료조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세척 및 소독 하고,
황사에 노출된 가축은 황사를 털어낸 후에 구연산 소독제 등으로 분무 소독합니다. 가축
질병의 발생 유무 관찰 등 병든 가축 발견시 신고(1588-4060)하며, 비닐하우스, 온실
등에 쌓인 황사를 세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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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이벤트

독자 한마디
「수도권대기환경정보(두드림)」봄호에서는 수도권 시민들게 추진 정책(소식),
대기오염도 정보 등 다양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읽고 느낀 점이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의견, 수도권대기환경정책에
제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수도권청에서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안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보내는 내용
-「두드림(봄호)」를 읽고 가장 도움이 되며, 흥미로운 내용은 무엇입니까?
- 앞으로「두드림」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 수도권대기환경정책에 대한 제안, 기타의견
보내는 곳
이메일_ she1052@korea.kr
주소_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34 수도권대기환경청 조사분석과
☎ 031) 481-1332

팩스_ 031) 481-1433

    독자 한마디_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성함, 주소, 연락처 등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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