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미세먼지와 악취로부터 해방

IoT(사물인터넷) 기반의 “악취통합
관제센터”설치 운영
사업목표
⚫ IoT(사물인터넷) 기반의 악취&미세먼지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오염물질 발생현황을
실시간 감시하고, 전력사용 원격검침기를 통한
방지시설 가동여부 확인, 악취·기상 모델링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시기
예산구분
이행단계
추 진 율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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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루션 도입, 고성능 CCTV를 통한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3. ~ 2019. 12.(※ 운영 : 2019. 12. 26. ~)
⚫ 사 업 비 : 900백만원(특별회계-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 운영기간 : 연중(24시간 상시 운영)
⚫ 사업내용
- IoT(사물인터넷) 기반의 실시간 악취·기상측정시스템 구축
-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를 통한 원격 시료채취시스템 도입
- 방지시설 가동여부 확인을 위한 전력사용 원격검침기 설치
- 악취관리지역 실시간 감시를 위한 고성능 대기감시시스템 구축
- 기상측정시스템을 통한 대기&악취 확산 모델링 프로그램 구축
- 환경정보알리미 서비스 및 통합 관리 운영 프로그램 구축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계획
년도

세부사업목표

세부추진계획

추진율

○ 관제센터 구축 관련 벤치마킹
○“악취통합 관제센터”구축관련
○ 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재원확보
2018
사업검토 및 재원확보
○ 각종 시스템 설치를 위한 위치 검토 및 협의

30%

○ 각종 시스템 설치지점 및 운영방안 확정

2019

○“악취통합 관제센터”구축계획 수립 ○ 시스템 구축에 따른 제안 검토

100%

○“악취통합 관제센터”구축 및 운영 ○ “악취통합 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 관제센터 운영방안 홍보 및 측정정보 공개
○ 악취측정시스템 등 설치·운영

2020 ○“악취통합 관제센터” 운영

○ 주민 악취모니터링 등 주민과 공동 대처방안 검토

-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신기술 검토 및 적용
○ 악취측정시스템 등 설치·운영

2021 ○“악취통합 관제센터” 운영

○ 주민 악취모니터링 등 주민과 공동 대처방안 검토

-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신기술 검토 및 적용
○ 악취측정시스템 등 설치·운영

2022 ○“악취통합 관제센터” 운영

○ 주민 악취모니터링 등 주민과 공동 대처방안 검토

-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신기술 검토 및 적용

⚫ 소요예산액

(단위 백만원)

구분

소계

계

900

2019년
900

900

900

2018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연도별 예산액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추진실적
⚫ 2019. 1. 22. :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벤치마킹
- 부산시 사상구청, 기장군청, 사하군청 방문
-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전 검토

⚫ 2019. 4. 2. : 통합관제센터 구축 관련 클린서구 환경전문가 협의회 개최
- 통합 관제센터 효율적 구축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 2019. 4. ~ 8. : 악취 & 미세먼지 통합 관제센터 구축관련 업무 협의
- 각종 시스템 효율 극대화를 위한 관련업체 회의
- NB-IoT를 활용한 방지시설 전력사용 원격검침기 설치 시범사업 검토 등

⚫ 2019. 8. 22. : 통합 관제센터 구축 계획 수립
⚫ 2019. 9. 16. : 현장 측정장비 및 시스템 장비 구입 계약 의뢰
⚫ 2019. 10. : 통합 관제센터 인테리어 공사 준공
⚫ 2019. 11. : 현장 측정장비 및 시스템 장비 설치 완료
⚫ 2019. 12. : 통합 관제센터 운영 프로그램 시운전
⚫ 2019. 12. 24. : 「악취 & 미세먼지 통합 관제센터」개소식 개최
⚫ 2019. 12. 24. ~ : 「악취 & 미세먼지 통합 관제센터」 운영
⚫ 2020. 6. : 대기감시 시스템(CCTV) 재난상황실 연동
⚫ 2020. 8. : 고성능 대기감시 시스템(CCTV) 1기 추가 설치
⚫ 2021. 7. : 복합기상 측정기기 1기 추가 설치
향후 추진계획
⚫「악취 & 미세먼지 통합 관제센터」 24시간 운영
- ‘24 악취민원콜센터’와 연계하여 상시 운영

⚫ 통합 관제센터 확대 운영방안 마련·시행
- 인천시 악취용역 자료 공유를 통한 악취확산모델링 업데이트 추진

☎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560-4990 환경통합관제팀장 김석범 3231

담당자 문선우 3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