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보 도 자 료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박륜민 (044-201-6860)

총괄< > 대기환경정책과 담당자 수석전문관 김경미 (044-201-6871)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범부처 총력대응 추진

- 사업장 점검 강화 영농폐기물 수거 확대 예비저감 시간 연장 등 , , -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이 이고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제 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공적 목표 달성을 

위해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 총력대응은 실행력 제고 이행과제 강화 비상조치 강화 등 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 첫째 계절관리제 이행사업장에 대한 현장 밀착형 점검으로 실행력을

높인다

○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협약 이행 여부를 상시 확인한다

보도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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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은 대형사업장 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매일 굴뚝원격감시체계 를 통해 확인한다

이중 대기오염물질을 하루 톤 이상 배출 년 월 기준 하는 

대형사업장 곳을 대상으로 매주 회 이상 현장을 점검하여

감축을 독려한다

이에 앞서 ○ 민관 합동으로 월 일부터 주간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이 실시 중이다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은 전국 만 여 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측정차량 무인기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고농도 

오염지역 및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의심지역을 선별하고 의심

지역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첨단 감시장비 활용 특별점검 절차 

첨단감시장비 활용 

실시간 오염도 측정
이동측정차무인기( · )

고농도지역 추출
불법 배출 

의심 지역 선별
점검인력 투입
및 현장 점검

 

○ 공공 석탄화력발전소 총 기 중 가동정지 발전기 수를 지난 겨울철

기에서 이번 총력대응 기간 동안 기로 확대한다

나머지 석탄화력발전소도 최대 기까지 출력을 이내로 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둘□ 째 계절관리제의 부문별 이행과제를 강화 및 확대한다

○ 민관 합동으로 매년 실시 중인 봄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월 

일 월 일 기간 동안 마을 공동집하장에 모여진 폐비닐 폐농약

용기에 대한 수거 활동을 기존 주 회에서 주 회로 확대한다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에 상황실 곳을 운영하여 진행상황을 상시

점검한다

○ 경유차 재구매 방지를 위해 보조금 지원방식을 개선한다

소형 경유 승용차 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 시에는 보조금을 축소하며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신규구매 시에는 보조금을 만 원 증액한다·

→

○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차량대형경유차 버스 등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지점을 기존 곳에서 곳으로 확대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 를 활용하여 정책고객 대상별로 밀착형맞춤형○ ·

홍보를 추진하고 국민행동요령 개인통신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월 일 오후 시부터 배포한다

미세먼지 저감 행동요령 카카오톡 이모티콘 예시

< 등급 소형경유차 폐차 후 구매 차량에 따른 보조금액 변화예시5 ( ) >

차량 잔존가액 만원: 205

경유→경유 경유 휘발유·LPG→ 경유→전기수소·

기존 만원143 * 만원205 만원205

개선 만원102 ( 만원41△ )** 만원205 상동( ) 만원255 ( 만원+50 )

만원 만원           만원 만원* 205 x 70% = 143 ** 205 x 50% = 102



셋□ 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강화한다

○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강화한다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시간을 기존보다 연장 시간→ 하여

수도권 공공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선제적으로 줄인다

→

○ 공공의무사업장의 비상저감조치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 의무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목표를 상향 이상하고 가동률을 이내로 조정한다→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봄철에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 라며 정부는 국민들께서 푸른 하늘을 보며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대응방안 요약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박륜민 (044-201-6860)

총괄< > 대기환경정책과
담당자

수석전문관 김경미 (044-201-6871)

사무관 이  혁 (044-201-7721)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장성현 (044-201-6900)

대기관리과
담당자

서기관 최재웅 (044-201-6902)

사무관 임은순 (044-201-6911)

환경부 책임자 과  장 황인목 (044-201-6920)

교통환경과 담당자 전문관 송태곤 (044-201-6929)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오종훈 (044-201-7421)

생활폐기물과 담당자 사무관 곽정규 (044-201-7427)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경빈 (044-201-6790)

생활환경과 담당자 전문관 윤재웅 (044-201-6798)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종윤 (044-201-6160)

환경조사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손중훈 (044-201-6166)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재중 (044-200-2662)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담당자 서기관 김세필 (044-200-2663)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박은엽 (044-201-1571)

농촌사회복지과 담당자 사무관 이윤식 (044-201-1574)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강감찬 (044-203-3880)

전력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환준 (044-203-5154)

해양수산부 책임자 과  장 송종준 (044-200-5280)

해양환경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창민 (044-200-5289)

     



붙임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대응방안 요약( )

구분 차 계절제3  (’21.12~’22.3) 총력대응 (’22.2.25~3.31)

방향  1. 계절제 현장 실행력 제고, 2. 계절제 이행과제 강화, 3. 고농도 비상조치 강화

실행력 
제고

‧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감축 실적 모니터링 및 이행 독려①

간부 전담제②  다량 배출사업장 개소: 54 *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국단장별 담당 - ‧ ‧
매일 배출량 모니터링 매주 현장점검 등 - , 

‧ 사업장 감시단속 강화‧

기초자치단체장 독려①  유역지방환경청장: ‧
관내 모든 시군구 자치단체장 면담 - ‧ ‧
첨단장비 민간점검단 등 가용자원 총동원 - , 

환경부지자체 합동 특별점검(2.21~3.4)② ‧

‧ 석탄화력 가동 축소 석탄발전 기 가동정지17~26◦
 

‧ 봄철 계절성 과제

도로 결빙 등 겨울철 추진이 어려운 과제와 ◦
봄철 고농도 시 적정 과제  
집중관리 - 도로 미세먼지 제거, 항만 미세먼지 
감축 항공관측 등, 

이행
과제
강화

‧ 다중이용시설 점검관리‧
기준 초과 시 조치①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 

②초미세먼지 농도 표출 전광판 추가 설치 대: 425

‧ 농촌 불법소각 방지
영농폐기물 수거 확대①  회 주: 1~2 3~4 /→ 

환경부농식품부농협 집중 홍보 현장 계도, ② ‧ ‧

‧운행차 관리 강화

①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 시 보조금 
축소* 및  무공해차 구매 시 만원 추가 지원50

 →

②운행차 단속지역 확대 개 지점 개: 550 1,200→ 

‧ 정보제공 확대 카카오톡 이모티콘행동 요령 배포 등( ) ◦

비상
조치 
강화

‧ 수도권 예비저감조치
예비저감조치 시간 연장◦  : 06:00~21:00 →

  익일 06:00~ 06:00
예비저감조치 후 즉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 , 

공공의무사업장 감축‧ ◦가동률 단축 이하 가동시간 조정 강화(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