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미세먼지와 악취로부터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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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와 악취해결을 위한
전담담당관제 도입
사업목표
⚫ 서구청장 직속 전담기구인 “악취전담관” 도입
⚫ 악취 저감을 위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운영
하여 악취발생 시설의 진단과 해결을 위한
세부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악취모니터링반을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시기
예산구분
이행단계
추 진 율

임기내 임기외
국가 인천 서구
지속 신규
단기 중기 장기
예산 비예산
일부추진 정상추진
이행후 계속추진 완료
100%

운영하여 근본적인 악취발생 원인파악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사업개요
⚫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조직 정비
- 악취와 미세먼지를 전담하는 부서 신설
-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 담당관제 도입

⚫ “클린 서구 환경전문가 협의회” 운영
- 구성근거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제14조
- 위

원 : 10명(위원장 : 조경두 센터장)

- 위원임기 : 3년(2018. 9. 6. ~ 2021. 9. 5.)
· 환경분야 전문가(7명), 환경운동단체(1명), 서구의회 의원(2명)

⚫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운영
- 구성근거 :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위

원 : 30명(공동 위원장 : 허종식 부시장, 이우영 이사장)

- 위원임기 : 2년
· 위원장(2명), 공무원(4명), 시의원(4명), 구의원(2명), 주민대표(5명),
환경분야 전문가(6명), 시민단체(4명), 유관기관(3명)

⚫ 주민 악취모니터링 운영
- 활동인원 : 50명
- 활동기간 : 3년
- 활동방법 : 거주지 및 주변 악취발생현황을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입력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계획
년도

2018

2019

세부사업목표

세부추진계획

○“클린서구 환경전문가 협의회”구성
○“주민 악취모니터링”운영

추진율

○“클린서구 환경전문가 협의회” 자문위원회 개최

30%

○ 2018년 주민 악취모니터링 운영
○ 2019년 주민 악취모니터링 확대운영방안 마련

○“클린서구 환경전문가 협의회”운영
○“주민 악취모니터링”확대 운영

○ 자문협의회를 통한 악취해결방안 도출
○ 해결방안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85%

○ 주민과 함께 악취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
○ 자문협의회를 통한 악취해결방안 도출

2020

○“클린서구 환경전문가 협의회”운영 ○ 주민과 함께 악취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
○“주민 악취모니터링”운영

○ 악취배출업체 기술진단

100%

(기술진단 목표 120개소 중 40개소)
○ 자문협의회를 통한 악취해결방안 도출

2021

○“클린서구 환경전문가 협의회”운영 ○ 주민과 함께 악취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
○“주민 악취모니터링”운영

○ 악취배출업체 기술진단

-

(기술진단 목표 120개소 중 40개소)
○ 주민과 함께 악취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

2022 ○“주민 악취모니터링”운영

-

○ 악취배출업체 기술진단
(기술진단 목표 120개소 중 40개소)

⚫ 소요예산액

(단위 백만원)

구분

소계

계

161

2018년
3

161

3

연도별 예산액
2019년
2020년
2021년
68
46
44

2022년
-

국비
시비
구비

68

46

44

-

기타

추진실적
⚫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 2018. 10. 8.
- 악취와 미세먼지를 전담하는 “클린도시과” 신설
-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악취전담관 지정·운영 : 클린도시과장

비고

⚫ 클린 서구 환경전문가 협의회 운영
- 2018. 8. 10. : “클린 서구 환경전문가 협의회”운영계획 수립
- 2018. 9.

6. :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자문협의회 개최

- 2019. 4.

2. : 클린 서구 환경전문가 협의회 제2차 자문협의회 개최

· 자문내용 : 악취&미세먼지 통합관제센터 구축,
우리구만의 미세먼지 해결 방안
- 2020. 2. 17.~ 6. 9. : 클린 서구 환경전문가 협의회 개최
(총 3회-2/17, 4/29, 6/9)

⚫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운영
- 2019. 1. 21. :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구성
- 2019. 7. 26. ~ 12.30. : 악취 소위원회 운영(총 4회)
· 서구 내 환경유해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억제 및 주물단지·검단산단
(아스콘업체) 악취방지 강화 노력

⚫ 주민 악취모니터링 운영
- 2018. 5.

: 주민 악취모니터링 운영계획 수립

- 2018. 6~10월 : 주민 악취모니터링 운영
- 2018. 12. 11. : 2019년도 주민 악취모니터링 운영계획 수립
- 2018. 12. 26. : 주민 악취모니터링 요원 선발(문자통지)
- 2019.

1.

1. : 주민 악취모니터링 개시

- 2019.

1. 16. : 주민 악취모니터링 요원 상반기 전문교육 실시

- 2019. 1~12월 : 월별 주민 참여 악취모니터링 운영결과 분석 및 보고
- 2020.

1.

3. : 2020년 주민참여 악취모니터링 운영계획 수립

- 2020. 1~ 8월 : 월별 주민 참여 악취모니터링 운영결과 분석 및 보고

⚫ 주거지역 악취 실태조사
- 2020. 2. 13. : 주거지역 악취발생 실태조사 계획
- 2020. 1~ 8월 : 월별 주거지역 악취발생 실태조사 분석 및 보고
·전국 최초로 주거지역을 대상(21개소 지점)으로 대기오염물질 측정차량을
이용하여 1회/월 지정악취물질 측정 및 분석

⚫ 악취배출사업장 기술진단
- 2020. 3. 6. : 악취출사업장 악취 기술진단 계획 수립(상반기)
- 2020. 3월 : 악취출사업장 기술진단 (57개)
- 2020. 6. 24.: 악취출사업장 악취 기술진단 계획 수립(하반기)
- 2020.6.29.~7.29.: 악취출사업장 기술진단 (70개)

⚫ 2020년 9월말 기준 추진실적 진도율 누계 : 100%

향후 추진계획
⚫「주민악취모니터링」지속 운영
⚫ 「주거지역 악취 실태조사」 지속 시행(1회/월)

☎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560-4990 환경정책팀장 황인선 1941
환경통합관제팀장 김석범 3231

담당자 이진희 1942
백우진 3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