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미세먼지와 악취로부터 해방

사월마을 주변 환경오염물질

1-4-3

저감 관리
사업목표
⚫ 사월마을 주거 환경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속 관리 및 대기오염측정소 구축·운영

⚫ 건강영향조사의 주거부적합 판정에 따른 건강검진,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시기
예산구분
이행단계
추 진 율

환경오염조사 등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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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월마을 내 대기오염감시측정소 구축·운영
⚫ 사월마을 인근 사업장 환경피해 건강영향조사 지원 및 사후영향 조사
⚫ 사월마을 주변 배출업소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사업 용역 시행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계획
년도

세부사업목표

- 대기오염감시측정소 구축
2018

- 주민건강영향조사(1차,2차) 지원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세부추진계획

추진율

- 1~12월: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 및 배출시설 신고사업장
점검 지속 실시, 환경부 주민건강영향조사(1,2
차) 지원

20%

- 12월: 대기오염감시측정소 구축 완료
- 1~12월: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 및 배출시설 신고사업장

- 주민건강영향조사(2차) 지원
- 주민건강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2019

점검 지속 실시
- 1월~8월: 환경부 추진 주민건강영향조사 지원

- 대기오염감시측정소 업무 이관 및- 7월: 시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오염감시측정소 양여 및 운
운영 지원 추진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영 지원 추진
- 10월: 1, 2차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검토 후 사후 주민
건강영향조사 추진

30%

년도

세부사업목표

세부추진계획

추진율

- 1~12월: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 및 배출시설 신고사업장
점검 지속 실시
2020

-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사업 - 1월: 사후관리 용역 발주 및 업체 선정, 주민의견 수렴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및 사후관리 세부방향 선정

80%

- 2월~11월: 건강검진, 보건교육 등 세부사업 시행
- 12월: 사후관리사업 중간결과발표
1~12월: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 및 배출시설 신고사업장
2021

-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사업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점검 지속 실시
- 1월~11월: 건강검진, 대기질 측정 등 세부사업 시행

100%

- 12월: 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용역 최종보고 및 주민
설명회 개최

⚫ 소요예산액
구분

소계

계

778.3

국비

138.16

시구

579.47

구비

60.67

(단위 백만원)

2018년
550

연도별 예산액
2019년
2020년
2021년
132.27
96.03

550

70.85

67.31

15.11

14.36

46.31

14.36

2022년

비고

기타

추진실적
⚫ 2018년 추진실적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1월~12월)
·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 6개소 적발(폐쇄명령 및 사법조치)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폐수) 점검: 23개소 점검(2개소 적발)
·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점검: 26개소(7개소 적발)
· 폐기물처리업체(19개소) 시·구 합동점검 진행
⇒ 상반기(’18. 3. 8. ~ 3. 9.), 위반사항 없음
⇒ 하반기(’18. 10. 29. ~ 11. 9.), 시료채취 12건, 과태료 부과 1건
- 12월: 대기오염감시측정소 설치 완료

⚫ 2019년 추진실적
- 대기오염감시측정소 시험가동(1월) 및 측정자료 보건환경연구원 송출(8월)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1월~12월)
· 무허가배출업소 단속: 10개소 적발(폐쇄명령 및 사법조치)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폐수) 점검: 54개소 점검(5개소 적발)
·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점검: 21개소(1개소 적발)
· 폐기물처리업체(19개소) 시·구 합동점검 진행
⇒ 상반기(’19. 3. 21. ~ 3. 22.), 위반사항 없음
⇒ 하반기(’19. 11. 4. ~ 11. 6.), 시료채취 9건, 과태료 부과 1건
- 건강영향조사 결과발표에 따른 TF팀 구성 운영

⚫ 2020년 추진실적
- 대기오염감시측정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이관 전 측정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측정기기 유지보수 예산 수립[도시대기측정망: 제1회 추경
(18백만원), 중금속측정망: 제2회 추경(15백만원)]
· 도시대기측정망 유지보수 용역계약 체결: 2020. 6. 1.
· 중금속측정망 유지보수 용역계약 체결: 2020. 7. 29.
- 사월마을 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용역 추진
· 용역 계약의뢰(‘20. 3. 23.)
· 용역 계약체결(’20. 4. 27.) 및 착수보고회(’20. 5. 27.) 개최
· 1차 자문위원회 개최(’20. 7. 13.)
· 환경부 사월마을 건강영향조사 결과 원자료 요청(’20. 8. 19.)
- 사월마을 환경개선을 위한 TF팀 회의개최(’20. 7. 22.)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 폐기물처리업체(19개소) 시·구 합동점검(’20. 3. 6. ~ 3. 20.)
⇒ 위반사업장 없음(시료채취 15건)
- 사월마을 주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20. 11. 12. ~ 11. 13.)
· 점검분야: 대기/폐수/소음, 폐기물, 비산먼지
· 관련부서: 市(특별사법경찰과), 區(클린도시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 점검결과: 10개소 적발(대기/폐수 2개소, 폐기물 6개소, 비산먼지 2개소)
· 특별점검결과 보도자료 제공
- 도시대기측정망 및 중금속측정망 유지보수 용역 준공(’20. 12. 10.)

- 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용역 중간보고회 및 2차 자문위원회 개최(’20. 12. 30.)
· 건강조사 대상 114명 중 35명 실시
· 대기질 모니터링을 위한 환경조사 실시(10월~11월) 등

⚫ 2021년 추진실적
- 사월마을 환경개선을 위한 시·구 TF팀 개최(1분기, 2회 실시)
- 사월마을 이주대책 관련 시 대응TF팀 개최(`21. 3. 26.)
- 사월마을 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용역 추진
· 건강조사 대상자의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실태조사 관련 원자료 요청
(국립환경과학원, 2021. 3. 9.)
- 대기오염측정소(도시대기 및 중금속 측정망) 관리업무(서구→市 보건환경
연구원)이관에 따른 대기오염도 실시간 측정
- 사월마을 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용역 계약기간 연장(’21. 4. 13.)
· 기존)2020.4.29.~2021.4.28. 변경)2020.4.29.~2021.9.10.
· 연장사유: 코로나로 인하여 건강조사에서 발견된 이상소견자에 대한 정밀
진료 및 검사지연에 따른 추가 기간 필요
- 건강조사대상 대상 114명 중 70명 실시(2분기)
- 대기질 모니터링을 위한 환경조사 실시 등(2월, 4월)
- 사월마을 환경피해 대응 민·관 위원회 개최(`21. 4. 21.)
-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조례 개정안 건의구→市전재운 의원(‘21.5.14.)
· 구 환경관리과 → 市전재운 의원
-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조례 市 의원 발의안에 대한 구 의견 제출(‘21.6.14.)
- 사월마을 주민 간담회 실시(2분기, 2회 실시)
- 사월마을 환경개선을 위한 TF팀 회의 개최(`21. 6. 29.)
- 사월마을 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용역 계약기간 연장(’21. 9. 9.)
· 기존)2020.4.29.~2021.9.10. 변경)2020.4.29.~2021.12.10.
· 연장사유: 코로나로 인하여 건강조사에서 발견된 이상소견자에 대한 정밀
진료 및 검사지연에 따른 추가 기간 필요
- 건강조사대상 대상 114명 중 79명 실시(3분기)
- 대기질 모니터링 측정항목 결과 분석
- 사월마을 주민 간담회 실시(3분기, 3회 실시)
- 사월마을 주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21. 10. 18. ~ 10. 29.)
· 점검분야: 대기/폐수/소음, 폐기물, 비산먼지
· 관련부서: 한강유역환경청(환경감시단), 市(특별사법경찰과, 자원순환과),
區(클린도시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 점검결과: 9개소 적발(대기/폐수 8개소, 폐기물 1개소)
· 특별점검결과 보도자료 제공

- 사월마을 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용역 추진
· 최종보고회(’21. 21. 8.) 개최
· 용역설계 변경
➡ ’21.11.29(1차): 경비 내 비목간 변경(계약금액 동일)
➡ ’21.12.17(2차): 준공기간 연장(~2021.12.20.) 및 경비 내 비목간 변경
(계약금액 동일)
사유) 용역 준공기간 연장에 따른 세부 비목 간 금액 변경 및 추가 주민
건강조사 등이 발생하여 설계변경 필요
- 사월마을 환경개선을 위한 관련 부서 환경개선사업 현행화 요청(’21. 12. 28.)

⚫ 2022년 3월말 기준 추진실적 진도율 누계 : 100%
향후 추진계획
⚫ 사월마을 인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속관리 및 환경순찰

☎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560-4026 산업환경팀장 김선자 4361

담당자 조상협 43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