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대형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

1. 미세먼지 예·경보 서비스

3. 층간소음 갈등해결 지원 서비스

4.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 서비스
2015년 국민행복 환경선물세트

미세먼지 정보, 한눈에 !

중·대형 폐가전, 손쉽게 버릴 수 있을까요 ?

미세먼지 농도를 하루 4회씩* 전국을 10개

국민만족
99.8%

권역*으로 나누어 국민들에게 예보하는

가족이 함께 타는 친환경차 어때요 ?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환경서비스입니다.
아울러, 전국단위 미세먼지 경보제를
'15.1.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예보발표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분쟁이 있나요 ?
층간소음 갈등해결을 지원하는

전담 수거반이 예약일자에 각 가정을

환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여 무료로 중·대형 폐가전을

전기차에 구매보조금과 세금혜택 등을

전문가가 이해 당사자를 직접 만나

지원합니다.

집 밖으로 직접 수거·운반해 가는

05시, 11시, 17시, 23시

환경부는 2015년에 하이브리드차와

상담과 소음측정 등을 해드립니다.

서비스가 있습니다.

＊ 예보권역 서울, 인천, 경기 남·북부, 영동, 영서, 충청, 영남, 호남, 제주

연료비가 절감되는 친환경 자동차,

중·대형 폐가전 전담 수거차량과

● 예보 서비스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PM2.5 0~15

16~50

51~100

101 이상

어린이, 노인,

어린이, 노인,

어린이, 노인,

폐·심장질환자

폐·심장질환자

폐·심장질환자

몸 상태에 따라

무리한

실외 → 실내

야외 활동 유의

실외 활동 제한

활동으로 전환

일반인

일반인

안구 및

목 통증 시

목 통증 시 실외

실내 활동 유지

활동 제한

그럼, 어떤 제품들을 수거 하나요 ?

1차 전문가 중재

유

전기오븐레인지,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냉온정수기, 자동판매기,
공기청정기 등

오디오, 휴대폰,
프린터, 팩시밀리,
선풍기, 다리미 등

2단계
2차 전문가 중재

PM10

PM2.5

24시간 이동평균 농도

250 이상

65 이상

시간 평균 농도
(2시간 이상 지속)

400 이상

250 이상

하이브리드차
CO2 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소형차

중·대형 제품 수거 시에

3단계

전기차
국내·외 출시 전기차
＊보급평가시험 적합

정 부
보조금

100만 원

승용차 1,500만 원 이내,
버스 1억 원, 충전시설 1기당
600만 원 이내

세금혜택

최대 310만 원

최대 420만 원

(층간소음 측정)

소형제품 함께 배출 가능
＊ 전문가 상담 후, 필요한 경우 소음방지 슬리퍼, 매트 등 지원
＊ 갈등 중재가 안 될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ʼ로 안내

구분

형

(해결방안 제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 중형 가전 중 1m 이상은 현재 서비스 중이며, 1m 이하 가전은 3월 이후 서비스할 예정임.

● 경보 서비스

구분

1단계
병행가능 품목

방문수거 비대상 전자제품

서비스 종료

· 층간소음 갈등은 이웃 간 쪽지나 편지 등 대화를 통해 우선 해결해 보세요!

· 공영주차장 : 서울·경기 50% / 인천 20%

· 환승주차장 : 80%

＊공영주차장 할인율, 혼잡통행료 면제 등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서비스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

서비스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

포털 I ‘하이브리드자동차’ 검색
홈페이지 I www.hybridbonus.or.kr
콜 센터 I 1661-0970 (하이브리드차) I 각 지자체 환경부서 (전기차)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서비스
포털 I ‘환경안전진단’ 검색
홈페이지 I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www.eco-playground.kr
콜 센터 I 1899-1021

포털 I ‘생태관광’ 검색
홈페이지 I 환경부 생태관광 www.eco-tour.kr
국립공원 에코투어 ecotour.knps.or.kr

석면피해자 지원 서비스
포털 I ‘석면피해’ 검색
홈페이지 I 석면피해구제센터 www.adrc.or.kr
콜 센터 I 032-590-5041~3

＊ PM10, PM2.5 : 지름 10㎛, 2.5㎛ 이하의 먼지 ＊ ㎛ : 1㎜를 1,000등분 했을 때 크기

미세먼지 예·경보 확인, 한번에 !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 서비스

생태관광 서비스

공공요금 할인 혜택

· 혼잡통행료 : 면제(서울 남산터널)

이해심과 배려가 먼저입니다!

· 전기장판류(전기장판, 온수매트 등) · 전자악기류(전자피아노·드럼 등)

포털 I ‘폐가전무상배출’ 검색
홈페이지 I 폐가전수거 예약센터 www.15990903.or.kr I www.edtd.co.kr
콜 센터 I 1599-0903 카카오톡 I ID : 폐가전무상방문수거

포털 I ‘이웃사이’ 검색
홈페이지 I 국가소음정보시스템 www.noiseinfo.or.kr
콜 센터 I 1661-2642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이 궁금해요 !

(현장방문 및 진단)

중형 가전

포털 I ‘미세먼지’ 검색
홈페이지 I 에어코리아 www.airkorea.or.kr
콜 센터 I 131 모바일 앱 I 우리동네 대기질

층간소음 갈등해결 지원 서비스

서비스 진행절차를 알려주세요 !
전문가 상담

대형 가전

미세먼지 예·경보 서비스

중·대형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
＊ 하이브리드차 : 연료엔진과 전기모터를 함께 사용해 경제성이 높음.
＊ 전기차 : 전기모터로만 구동되며, 소음이 적고 배기가스가 없음.

미세먼지 예·경보 등급별 행동요령, 한눈에 !

‘한 장으로 보는 환경노트’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서비스
포털 I ‘물사랑’ 검색
홈페이지 I 아이러브 워터 www.ilovewater.or.kr
콜 센터 I 각 지자체 상수도사업부서

에어코리아
www.airkorea.or.kr

모바일 앱
‘우리동네 대기질’
미세먼지

콜 센터
131

폐가전수거 예약센터
www.15990903.or.kr
www.edtd.co.kr

카카오톡
ID : 폐가전무상방문수거

폐가전무상배출

콜 센터
1599-0903

국가소음정보시스템
www.noiseinfo.or.kr
이웃사이

콜 센터
1661-2642

보조금 지원 시스템
(하이브리드차)
www.hybridbonus.or.kr

콜 센터
1661-0970
(하이브리드차)

하이브리드자동차

각 지자체 환경부서
(전기차)

라돈 무료 측정 서비스
포털 I ‘라돈무료측정’ 검색
홈페이지 I 환경안전센터 www.radon-free.or.kr
콜 센터 I 1899-9148

5.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서비스
어린이집·유치원의 유해물질이 걱정돼요 ?

6. 생태관광 서비스

7. 석면피해자 지원 서비스

8.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서비스

자연 속에서 나를 찾는 여행을 떠나요 !

석면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우리집 수돗물, 믿고 마시는 방법 !

2009년 3월 이전에 설치한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석면광산이나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선진국도 인정한 ‘우리나라 수돗물’,

어린이활동공간*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람사르 습지, 국립공원 등 우수한 생태

그리고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해 건강 피해를

지자체 공무원(수질검사원)이 약속한 시간에

직접 방문해 유해물질을 무료로 조사하고,

자원이 가득합니다.

입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각 가정을 방문해 ‘수도꼭지 수돗물’을

일부 열악한 시설은 무료로 개선해주는

생태관광은 이러한 생태자원과 주변의

서비스입니다.

무료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환경서비스입니다.

역사·문화 자원을 체험하는 착한
·석면 :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발암물질 1군.
2009년부터 국내 사용이 전면 금지됨.

여행입니다.
·어린이활동공간 :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시설,
유치원 교실, 초등학교 교실 및 도서관

2015년 국민행복 환경선물세트

행복을 드리는
‘환경서비스’와 만나요 !

·조사 항목 : (1차) 철, 잔류 염소 등 5개 항목
(2차) 1차 기준 초과 시에 1차 항목 + 대장균, 염소 이온 등 7개 항목

폐암이나 석면폐증 등을 유발할 수 있음.

서비스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

대표적인 ‘생태관광지’를 소개해 드려요 !
환경부지정 생태관광지역(17개)과 국립공원 명품마을(13개)에서

어떤 유해물질을 검사하나요 ?

즐겨보세요. 자연환경해설과 재미있는 체험으로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지원 내용이 궁금해요 ?
신청인이 관할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판정위원회에서
최종 지원을 결정(최대 90일)합니다.

아이러브 워터
www.ilovewater.or.kr
물사랑

병원치료비(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실외 놀이터>

<실내 활동공간>

토양의 중금속 및 기생충(알)과
페인트·합성고무 바닥재의 중금속,
목재의 방부제 등 조사

강원 인제 생태마을(대암산 용늪)

전북 고창 용계마을(운곡습지)

밀폐된 공간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도료 및 마감재의 중금속과
실내 공기질 등 조사

요양생활수당(매월 약 30~126만 원)
2015년
지원내용

유해물질 어린이 노출 경로

전남 신안 영산도 명품마을(영산8경)

제주 선흘 1리(동백동산습지)

·기생충(알) : 피부 접촉, 입, 흙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호흡기 흡입

수학여행·체험학습으로도 좋아요

미세먼지 예·경보

중·대형 폐가전 무상 방문

전국 미세먼지 농도와
행동요령을 하루 4번씩 예보

폐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거·운반

콜 센터 131

콜 센터 1599-0903

국민
행복

9. 라돈 무료 측정 서비스

층간소음 갈등해결 지원
전문가가 당사자를 직접 만나
고충상담과 소음측정 등 지원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약 240만 원)
특별유족조의금(약 600~3,600만 원)

·중금속(납·카드뮴·수은 등) : 피부 접촉, 입

콜 센터
각 지자체 상수도사업부서

유해한 라돈, 무료 측정 방법 !
라돈 노출에 취약한 1층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콜 센터 1661-2642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
하이브리드·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과 세금 혜택
콜 센터 1661-0970 (하이브리드차)

지자체 환경부서 (전기차)

실내 라돈 농도를 무료로 측정하는 서비스입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선원법, 어선재해 보상보험법 등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 한하여 지원

· 측정결과, 라돈 고농도 주택(≥148Bq/m3)에는
‘라돈 알람기’를 무료로 설치해 드립니다.
(한국환경공단)

·생태관광지역과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는 소규모 체험형
생태관광이 가능합니다. 가족은 물론 선생님, 친구와도 즐겨보세요.

서비스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

서비스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

서비스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

자세한 ‘생태관광’ 정보를 얻으세요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www.eco-playground.kr
환경안전진단

콜 센터
1899-1021

환경부 생태관광
www.eco-tour.kr
생태관광

국립공원 에코투어
ecotour.knps.or.kr

석면피해구제센터
www.adrc.or.kr

콜 센터
032-590-5041~3
석면피해

환경안전센터
www.radon-free.or.kr
라돈무료측정

콜 센터
1899-9148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 생태관광
· 석면피해자 지원
·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 라돈 무료 측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