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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환경보전계획의 개요

1. 계획수립의 배경

21세기 들어 환경문제가 범지구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세계는 기후변화협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정책, 멸종위기 동·식물보호, 습지보전협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다양한 환경정책을 

실행하고 환경기술개발과 투자가 촉진되고 있다.

그간 우리 구는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안전한 물자원 확보와 생태복원 활동, 산업단지 

악취저감 등 생활환경 보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이용함으로써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의 환경정책 등 종합적이

고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년) 및 대전광역시 환경보전중기 종합계획

(2017~2021년)과 연계하고 환경오염 실태와 현황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보전대책을 강구하는 등 대덕구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보전계획을 제1차(2008~2012년), 제2차(2013~2017년)에 이어 제3차 환경보전계

획(2018~2027년)을 수립하게 되었다.

2. 계획의 목적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6개 분야(환경정책, 수질환경, 대기 및 소음･진동, 폐기물 및 

토양환경, 자연환경, 구민참여 분야)에 대하여 장기적인 환경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세움으로써 종합적인 환경개선 대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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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구의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장을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은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환

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4.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대덕구의 전 지역(68.68㎢) 및 대덕구에 환경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6년 

  ∙ 계획년도 : 본 계획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를 대상으로 함. 

 ○ 내용적 범위

  ∙ 환경일반 현황

  ∙ 분야별 환경개선 목표 및 개선계획

    - 환경관리기반 및 자연환경의 조화로운 보전

    - 토양 및 지하수 관리

    - 대기 및 수질, 악취관리

    - 소음･진동 및 실내공기질 관리

    - 폐기물･자원재활용

    - 환경보전 활동 및 지구환경보전

  ∙ 공간환경관리 및 계획의 추진

  ∙ 환경계획의 추진과 환경예산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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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대덕구의 환경여건

1. 대덕의 연혁

대덕구는 다른 시･군･구와 그 이름의 유래가 다르다. 즉, 보통 시･군･구의 이름

은 주로 소재지의 지명에다 시･군･구 자를 붙이는데 대덕구에는 ｢大德｣이란 지명

이 없다. ｢大德｣은 大田의｢大｣와 懷德의 ｢德｣을 따서 만든 합성어로 덕성을 품고 

인덕을 베풀어서 착한 이웃을 만들어 나가는 곳이다. 즉, ｢대덕｣이란 행정명칭은 

1935년 행정제도 개편시 대전일부와 회덕군을 통합하여 만들었음을 의미한다.

대덕구 지역은 본래 백제의 雨述郡(우술군) 노사지현 지역이었는데, 신라 경덕왕 

17년(757) 주･군 개편시 比豊郡으로 불리다가 고려 현종때 공주목에 영속되어 회덕현

으로 되었으며, 조선태조 13년(1413)에 현감을 두고 현내면(현 :신대동, 와동, 연축동)･
동면(현 : 동구)･내남면(현 : 비래동, 송촌동, 오정동, 대화동, 용전동, 읍내동, 중리동, 

법동)･외남면(현 : 동구), 서면(현 : 서구)･북면(구 : 신탄진읍)･일도면(현 : 동구) 등 7개

면을 관장하였다.

고종32년(1895) 지방관제 개정에 따라 군주군 천내･유등천･탄동･구즉･산내의 5개

면과 청주군의 주안면을 편입하여 회덕군으로 개편되었으며 1910년 일본이 한국을 강

점하여 조선 총독부 관제를 공포하고 1914년 부･군･면 폐합으로 회덕군･진잠군･공주

군 일부를 통합하여 대전군으로 발족되었다.

대전면이 1931년 읍으로 승격되고, 1935년 부제 실시에 따라 대전읍이 대전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덕군이 창설되어 산내면･동면･회덕면･북면･구즉면･유성면･탄동

면･진잠면･기성면 등 9개 면을 관장하다가 1962년 유천면 전체･회덕면 대화리･오정리･
용전리･산내면의 옥계리･가오리･호동리･삼정리 등이 대전시에 편입되었고 1973년 

유성면이 유성읍으로 북면이 신탄진읍으로 승격되었다.

1983년에는 유성읍 전부･회덕면 전부･구즉면 3개 리･탄동면 일부･진잠면 일부･
기성면 일부가 대전시로 편입되어 1988년까지 1읍 6면이 대덕군 이었다가 1989. 

1. 1 대전직할시 승격으로 대전시를 둘러싸고 있던 대덕군 지역이 인근 동구･중구･서
구･유성구로 편입되었으며 본래 대덕군 지역의 일부였던 미호동･삼정동･용호동･석봉

동･갈전동･이현동･부수동･황호동･평촌동･상서동･덕암동･문평동･목상동･신일동･장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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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 동구였던 오정동･중리동･비래동･송촌동･법동･대화동･읍내동･연축동･신대

동･와동이 분할 편입되면서 합쳐져 8개 행정동을 관할하는 대덕 자치구가 되었다.

현재 대덕구에는 행정 동으로 오정동, 대화동, 회덕동, 비래동, 송촌동, 중리동, 

법1동, 법2동, 신탄진동, 석봉동, 덕암동, 목상동의 12개동과 26개 법정동을 관할하고 

있다.

〈표1-2-1〉대덕구 연혁

연     대
(년‧월‧일)

행   정   구   역   변   천   사

청동기시대

마한

고증자료에 의하면 한밭지역은 대개 선사시대인 신석기시대 이래 우리 조상

들이 살아왔으며 청동기시대에 이르러 부족국가 마한의 변방에 속하였음

삼 국 시 대

(3세기 전후)

백제 우술군

백제가 마한을 정복하고 공주에 천도하면서 우술군이라 하여 영향력을 

가장 많이 행사하였으며 삼국 전역 중 군사의 요충지가 되었음

통일신라시대

(717년)

비풍군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루면서 신라 30대 문무왕이 주･군･현을 재정비하

게 됨에 따라 비풍군에 속하게 되었음

고 려 시 대

(1017년)

공주목･공주군

고려 제8대 현종 9년에 주･군･현의 개편이 있었는데 이때에는 공주군 

산하에 있었음.

조 선 시 대

(1413년)

회덕군

이씨왕조가 들어섬에 따라 왕권확립을 위하여 태종 13년 전국을 팔도로 

하여 충청도가 되면서 회덕군, 진잠군으로 개정 일명 대전(한밭)이라고 

하였음

1914. 3. 1

대전군 설치

총독부령 111호에 의하여 도의 부･군･면의 폐합을 단행하여 회덕군, 진

잠군과 공주군 현내면을 폐합 대전군이 설치되면서 회덕읍내에 있던 군

청이 대전(현 원동)으로 이전됨

1935. 10. 1

대덕군 창설

총독부령 112호로 1932년 충청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읍으로 옮겨오게 

되면서 급속도로 발전, 대전읍이 부로 승격됨에 따라 대전군이 폐지되고 

대전부의 잔여지역으로 대덕군이 창설됨

1949. 8. 15
법률제32호로 해방이후 지방자치법 실시에 따라 대전부를 대전시로 개

칭하여 충청남도의 1시 14군중 대덕군이 속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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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대
(년‧월‧일)

행   정   구   역   변   천   사

1963. 1. 1

법률 제1175호로 대덕군의 일부가 대전시에 편입

유천면, 회덕면 3개리(대화리, 오정리, 용전리), 산내면의 4개리(옥계리, 삼정리, 

호동리, 가오리)가 대전시에 편입

1973. 7. 1
신탄진읍, 유성읍 승격

북면과 유성면이 각각 신탄진읍과 유성읍으로 승격됨

1983. 2. 15

대통령령 제11027호로 유성읍 및 회덕면 전역과 구즉면 3개리, 탄동면 8개리, 

진잠면 5개리, 기성면 3개리가 대전시에 편입

구즉면의 3개리 : 문지, 전민, 원촌리와 용산리 일부

탄동면의 8개리 : 신성, 가정, 도룡, 장동, 내동, 화암, 덕진, 하계리

진잠면의 5개리 : 교촌, 대정, 용계, 학하리, 내동

기성면의 3개리 : 가수원, 도안, 관저리

1987. 1. 1 대통령령 제120007호로 진잠면 계산리가 대전시로 편입

1989. 1. 1

법률 제4049호로 대전직할시 편입과 대덕구 설치

1읍 6면 81법정리중 진잠면 남선리를 제외한 대덕군 일원 모두 편입과 

동시에 신탄진 지역의 4개동과 오정동, 대화동, 회덕1동, 회덕2동의 8개 

행정동을 관할하는 대덕 자치구 설치

1990. 1. 1

중리동 분동

대덕구 조례 제107호로 회덕2동을 회덕2동과 중리동으로 분동하여 9개 

행정동이 됨

1991. 9. 1
법동 분동

대덕구 조례 171호로 중리동을 중리동과 법동으로 분동하여 10개 행정동이 됨

1994.12.26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덕구 조례 제268호로 동구 가양동 일부를 대덕구 비래동에 편입

유성구 전민동, 탑립동, 봉산동 일부를 대덕구 신대동, 와동, 문평동에  

편입 대덕구 비래동 일부를 동구 가양동에 편입

1995. 1. 1

대전광역시 대덕구로 개칭

법률 제4789호,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대전직할시 대덕구를 대전광역시 

대덕구로 개칭

1996. 1. 1
법2동 분동

대덕구 조례 296호로 법동을 법1동과 법2동으로 분동하여 11개 행정동이 됨

1997.12.26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271호, 372호로 신탄진동 관할 구역 내의 석봉동을 

신탄진동으로 법정동 명칭 변경

1999. 8. 6 대통령령 제16503호로 동구 용전동 일부를 대덕구 중리동으로 편입

1999.12.31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469호로 중리동 일부를 오정동으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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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대
(년‧월‧일)

행   정   구   역   변   천   사

2003. 1.16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574호(2003.1.16.공포)로 회덕1동을 회덕동으로 

변경, 회덕2동을 송촌동과 비래동으로 분동하여 12개 행정동, 26개의 법정

동을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현재에 이름

2005.11.1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덕구 조례 제622호, 663호로 비래동 일부를 송촌동으로, 송촌동 일부를 

비래동으로 편입

2011.12.16
행정구역 경계변경

대덕구 조례 제933호 석봉동과 목상동의 관할구역 일부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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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현황

가. 지리적 위치 및 지역특성

대덕구는 대전광역시의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서간의 폭은 9.9km, 남북간의 폭은16.8km, 면적은

68.68km²로서, 북과 동은 충청북도와 남은 동구와 중구, 

서는 서구･유성구와 경계하고 있으며, 경부･호남고속

도로가 교차하는 회덕분기점(JC)과 경부･호남선 철도가 

통과하고 대전의 관문인 경부고속도로 대전인터체인지

(IC)와 신탄진인터체인지(IC)가 있는 영･호남 교통의 

분기점이며, 광역적으로는 수도권과 대구권 및 광주권

과의 거리가 약150㎞이며, 부산･울산권과의 거리는 약200㎞로 광역교통의 요충지이

며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표1-2-2 〉경･위도상 위치

구청소재지 단
경도와 위도와의 극점

연장거리 총 면 적
지  명 극  점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동 단 이현동 동경 127° 30′27″ 동서간

9.9Km
68.68㎢서 단 문평동 동경 127° 23′40″

남 단 오정동 북위 36° 20′27″ 남북간

16.8Km북 단 미호동 북위 36° 28′30″
지질적 특성을 살펴보면 금강의 지류인 유등천, 갑천, 대전천 유역에 발달한 평야와 

주변의 얕은 구릉성 산지로 이루어진 분지형 도시로서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유등천과 

대전천이 오정동 지역에서 만나 한줄기를 이루다가 유성지역에서 흘러나오는 갑천과 

대화동 지역에서 합류하여 북으로 흘러 신탄진 문평뜰에서 금강과 합류하게 된다.

또한 대덕구는 평야지대와 대전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산에서 내려오는 낮은 구릉들을 

갖추고 있으며 태백산맥에서 파생된 소백산맥이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경계인 추풍령

부근에서 가지를 만들어 생성된 노령산맥의 줄기인 식장산과 계족산을 잇는 대전시의 

북쪽지역을 차지하는 중저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대덕구의 가장 높은 산인 해발 423m의 계족산을 대청호가 휘감고 있고 대청댐이 

건설되어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는 물론 공업용수까지 충분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시설의 지방권 분산수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대전산업

단지와 대덕산업단지가 조성된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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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정구역 및 도시계획

대덕구 신설당시인 1989년에는 대덕군이 

대전직할시에 편입되어 신설당시에는 8개동

이었으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시발전과 인구유입 등으로 회덕2동은 

회덕2동과 중리동으로, 중리동은 중리동과 

법동, 법동은 법1동과 법2동으로, 회덕1동은 

회덕동으로, 회덕2동은 송촌동과 비래동으로 

분동되어 현재 12개동의 행정동과 353통 

1,848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면적으로 보면 대덕구 면적은 68.68㎢로 

대전시 전체면적 539.35㎢의 12.7%를 차지

하고 있으며, 신탄진동이 22.98㎢로 가장 

넓고 법1동이 0.77㎢로 가장 작다.
<그림 1-2-1> 행정구역도

〈표1-2-3〉행정동별 면적 

행 정 동 면적(㎢) 비율

합  계 68.68 100.0%

오정동  3.08  4.48%

대화동  3.16  4.60%

회덕동 16.82 24.49%

비래동  3.35  4.88%

송촌동  1.92  2.80%

중리동  1.50  2.18%

법1동  0.77  1.12%

법2동  1.86  2.71%

신탄진동 22.98 33.46%

석봉동  1.23  1.79%

덕암동  6.23  9.07%

목상동  5.78  8.42%

대덕구 도시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도시지역만 있으며, 지역별 면적을 보면 자연녹지

지역 면적이 47.97㎢(70.06%)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이다.

〈표1-2-4〉도시계획 지역별 면적 (단위 : ㎢)

도시계획

구역면적

주 거 지 역 상 업 지 역 공 업 지 역 녹 지 지 역

일반주거 준주거 일반상업 근린상업 일반공업 준공업 자연녹지 생산녹지

68.68 10.896 0.080 0.311 0.133 9.143 0.151 47.96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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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구현황

2016년 12월말 대덕구의 인구는 192,688명으로 대전광역시의 12.72%를 차지하고 

있으며 1989년 대전직할시 편입이후 신탄진 제2지구 구획정리, 중리택지개발, 법

동지역의 대단위 APT건립, 송촌지구 택지개발과 선비마을아파트 등 대규모단지가 

입지함에 따라 1989년 인구 151,259명보다 45,580명이 증가하였으나 2014년도 

201,558명, 2015년도 196,839명 등 최근년도에 소폭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말 현재 지역별 인구를 비교하여 보면 송촌동이 30,741명으로 가장 많고 

목상동이 7,484명으로 가장 적으며 인구밀도는 ㎢당 2,805명으로, 향후 신탄진지역의 

舊㈜남한제지, 쌍용양회 부지의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될 경우 대덕구 인구는 증가

추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표1-2-5〉년도별 인구현황

연도별 세대수1)
인 구 수 (명) 가구당

인구수

인구밀도

(명/㎢)계 남 여

2013년 77,420 204,360 103,881 100,479 2.60 2,984

2014년 77,549 201,558 102,489  99,069 2.60 2,935

2015년 77,051 196,839 100,069  96,770 2.55 2,866

2016년 76,760 192,688  97,879  94,809 2.51 2,805

〈표1-2-6〉행정도별 인구현황
(2016.12.31 기준)

동 별 면적(㎢) 세대수
인  구  수(명) 행정단위

비고
계 남 여 통 반

계 68.68 76,760 192,688 97,879 94,809 353 1,848

오정동 3.08 7,590   16,701 8,804 7,897 37 182

대화동 3.16 3,719  8,493 4,485 4,008 22 104

회덕동 16.82 6,493   15,984 8,101 7,883 40 135

비래동 3.35 6,933   18,316 9,163 9,153 30 176

송촌동 1.92 10,338   30,741 15,245 15,496 43 253

중리동 1.50 9,820   21,843 11,356 10,487 43 228

법 1 동 0.77 5,460   13,002 6,168 6,834 25 146

법 2 동 1.86 6,956   18,639 9,102 9,537 28 203

신탄진동 22.98 5,280   12,526 6,452 6,074 27 120

석봉동 1.23 4,673   12,848 6,548 6,300 20 106

덕암동 6.23 6,437   16,111 8,425 7,686 26 142

목상동 5.78 3,061    7,484 4,030 3,454 12 53

1) 출처 : 대덕구 통계연보, 주민등록상 인구통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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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행정조직

2016년도 12월말 현재 대덕구 행정기구는 3국(자치행정국, 경제복지국, 안전도시

국), 1실, 17과, 1직속기관, 1사업소, 12개 동주민센터, 의회사무과로 구성되어 있다.

공무원 정원은 668명으로 구본청 436명, 의회사무과 15명, 보건소 45명, 사업소 33명, 

동주민센터 139명이고 이를 직종별로 분류하면 정무직 1명, 일반직 666명, 별정직 1명

구성되어 있다.

〈표1-2-7〉대덕구 행정조직

기구 국 실·과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구   청   장 의   장

개소 3 18 1 1 1 12

부 구 청 장 부의장

자치행정국 경제복지국 안전도시국

직
속
기
관

사
업
소

기

획

감

사

실

총

무

과

자

치

행

정

과

문

화

체

육

과

세

무

과

민

원

지

적

과

경

제

과

복

지

정

책

과

사

회

복

지 

과

여

성

가

족

과

환 

경

과

청

소

위

생

과

도

시

과

안

전

총

괄

과

공

원

녹

지

과

건

축

과

건

설

과

교

통

과

보

건

소

평

생

학

습

원

의

회

사

무

과

동

주

민

센

터

(12)

〈표1-2-8〉대덕구 공무원 정원
(단위 : 명)

구  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계 668 436 15 45 33 139

정무직 1 1

일반직 666 434 15 45 33 139

별정직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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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재정

2016년도 대덕구 재정규모는 355,563백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350,665백만원, 

특별회계는 4,898백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7.58%이다.

〈표1-2-9〉대덕구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연 도 총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계
의료급여

기금 운영

주차장

운  영

수 질

개 선

기 반

시 설
지하수

2014 330,012 327,933 7,079 630 2,814 2,878 - 757

2015 342,682 337,633 5,049 590 2,013 1,604 - 842

2016 355,563 350,665 4,898 649 1,724 1,619 - 906

* 재정자립도는 2016년도 결산 기준임 

〈표1-2-10〉대덕구 예산변동 추이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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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상개황

가. 기  후

한반도의 중부내륙지방에 위치하고 있어 같은 위도상의 다른 지방과 비교하면 해

양성 기후의 영향을 덜 받지만, 여름은 북태평양으로부터 불어오는 기류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하고, 겨울은 시베리아 대륙으로부터 불어오는 기류의 영향을 받아 저온 

건조하다. 

연평균 기온은 2014년도 12.0℃와 2015년도 16.2℃로 나타났으며, 2014 ~ 2015년도 

기간 중의 최저기온은 2015. 2. 9일에 -12.7℃, 최고기온은 2015. 8. 7일에 33.8℃를 

기록하였다.

〈표1-2-11〉연도별 월평균 기온
(단위 : ℃)

연 도 평 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4 12.0 -1.5 1.5 6.7 12.8 17.8 21.5 24.2 22.8 19.6 13.2 7.3 -2.0

2015 14 0 1.9 7.2 13.3 19.5 23.4 25.4 26.4 21.7 15.5 10.1 3.1

2016 12.4 -2.3 0.4 6.2 13.4 18.0 21.7 24.6 25.5 20.0 14.2 6.0 1.5

나. 강수량

일 년간 총 강수량의 절반이 여름에 내리고 겨울의 강수량은 매우 적은 편으로 

겨울이 길고 여름은 짧지만 사계절이 분명하다.

강수량은 2014년도 1,117.7mm, 2015년도 822.7mm, 2016년도 1,228.4mm이었으며, 

특히 2016년 7월과 8월 2달간의 강수량은 총425.3mm로 연강수량의 34.6%나 되는 

양이 집중적으로 내렸다. 이와 같이 여름에 강수 집중률이 높은 이유는 여름철에 

장마전선이 한반도 위에 장기간 정체하며 비를 내리게 하기 때문이고 또한 열대

성 저기압도 대부분 이 기간 중에 내습하기 때문이다.

〈표1-2-12〉연도별 월평균 강수량
                                                                    (단위 : ㎜)

연 도 총강수량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4년 1,117.7 6.5 8.5 67.2 59.4 49.7 143.7 177.2 240.9 118.0 169.4 40.7 36.5

2015년 822.7 31.5 27.0 44.7 95.2 28.9 119.8 145.6 51.6 18.5 94.1 126.1 39.7

2016년 1,228.4 11.6 45.8 40.3 154.9 85.1 62.5 367.9 57.4 196.0 122.6 29.5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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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람･평균습도･적설량 등

1) 바람

대전의 평균 풍속은 2011년도에는 1.8㎧에서 2016년도 에는 1.7㎧로 낮아지고, 

해안도시보다 평균 풍속이 낮으며, 계절별 평균풍속의 차가 적다.

2) 상대습도

대전의 상대습도는 3월에 58%, 7월에 81%,로 연평균 70%의 분포를 보인다.

3) 적설량

대전의 적설량은 11월~3월까지 나타나며, 12~1월 사이에 집중되고 있고, 최근 

10년간 최고 연평균 적설량은 2014년도에 6.6cm를 나타낸다.

대전의 천기일수는 2014년 맑은날은 99일, 흐린날은 95일, 비가 오는날은 112일, 

서리가 내린날은 96일 안개가 생긴날은 4일, 눈이 온 날은 28일, 번개가 친날은 

13일, 황사가 발생한 날은 6일이다.

〈표1-2-13〉연도별 기상개황

연  도
기  온(℃) 강수량

(mm)

평균습도

(%)

평균풍속

(m/s)평 균 최 고 최 저

2007 13.3 33.7 -9.3 1,750.9 68.0 1.80

2008 13.0 33.4 -11.6 1,037.6 63.3 1.80

2009 12.8 32.7 -13.3 1,090.4 63.0 1.80

2010 12.7 33.9 -14.4 1,419.7 61.2 1.80

2011 12.6 33.3 -16.1 1,943.4 64.3 1.80

2012 12.6 36.9 -14.4 1,409.5 68.0 1.8

2013 13.1 35.0 -16.5 1,120.2 73.2 1.58

2014 13.4 34.9 -10.7 1,117.7 72.0 1.50

2015 14.0 19.4 9.2   822.7 70.0 1.50

2016 14.0 19.4 9.4 1,228.4 64.0 1.70

* 출처 : 기상청 지상관측자료(http://www.k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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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현황

가. 토지이용

대덕구의 전체 토지는 2016년말 기준 68.68k㎡이며, 이 중 임야가 40.65%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논과 밭이 각각 3.7%와 4.67%를 차지하여 농경지가 비교적 적

은편이고 대전산업단지와 대덕산업단지가 입지해 있는 지역특성으로 공장용지가 

7.63%로 타구에 비해 상당히 넓은 편이며, 대지가 11.46%, 도로･철로가 11.78%를 점

유하고 있다.

공원 및 유원지는 1.15%에 불과하여 구민의 휴식공간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하천

제방도 전체의 5.62%에 불과하다.

지역개발에 따라 농경지인 논과 밭, 그리고 임야의 구성비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대지와 도로･철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표1-2-14〉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단위 : ㎢)

지목별 합 계 전 답 임야 대지
공장

용지

공  원 

유원지

도로

철도

하천

제방
기타

면적 68.68 3.21 2.54 27.92 7.87 5.24 0.79 8.09 3.86 9.16

비율(%) 100 4.67 3.7 40.65 11.46 7.63 1.15 11.78 5.62 13.34

나. 주택

대덕구 2015년말 주택총수는 75,630호로 2011년에 비하여 4.9%증가하였으며, 아파

트가 39,728호로 전체 세대수의 51.5%에 해당되며, 향후 신탄진지역의 舊㈜남한제

지, 쌍용양회 부지의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될 경우 대덕구 인구는 증가추세로 전환

될 전망이다.

〈표1-2-15〉주택의 종류 및 보급율
                                                                                   (단위 : 호)

연 도 가구수
주 택
보급률
(%)

주 택 의  종 류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  택

2012 71,604 105 74,842 25,529 39,578 2,323 7,412

2013 71,588 105 75,164 42,953 39,578 2,410 7,503

2014 71,572 105.4 75,413 43,061 39,728 2,426 7,551

2015 71,556 105.7 75,630 43,528 39,728 2,426 7,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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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하수도

2015년 현재 대덕구의 상수도 보급률은 99.9%로 대부분의 주민이 상수도를 사용

하고 있으며, 1일 1인 급수량은 300ℓ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으로 상수도에 대한 물절약 운동을 전개하고 또한 관련기관 연계하여 노후수도관 

교체 등 지속적 관리 및 홍보를 통하여 수돗물에 대한 주민인식을 전환하고 불신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하수처리 인구는 2015년 199,095명으로 2010년 209,598명에 비하여 다소 감소하였

는데 이는 대덕구 인구가 약간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으로 인한 자연감소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구 변동으로 인하여 하수도 보급률은 2010년 98.7%에서 2015년 

99.9%로 증가하였다.

〈표1-2-16〉상수도 현황2)

연 도
총 인 구

(명)

급수인구

(명)

보급률

(%)

급수량

(㎡)

1일1인당

급수량(L)
급수전수 비  고

2010 209,598 206,926 98.7 88,093 426 20,731

2011 207,367 204,723 99.7 87,395 422 20,860

2012 207,608 206,981 99.7 68,924 333 20,939

2013 206,391 206,024 99.8 68,400 332

2014 203,651 203,567 99.9 66,769 328 21,225

2015 199,095 199,011 99.9 89,751 300 21,320

〈표1-2-17〉하수도 현황
                                             (단위 : 명,%,백만원)

연 도 총인구
하수처리

인    구

보급률

(%)

업종별 하수사용료

계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 기  타

2010 209,598 204,409 97.5 7,730 2,675 3,689 161 1,205 -

2011 207,367 202,526 98 7,935 2,836 3,732 163 1,204 -

2012 207,608 202,770 98 8,941 3,545 3,845 175 1,376 -

2013 206,391 201,603 98 9,044 3,541 3,790 173 1,540 -

2014 203,651 198,926 98 9,267 3,830 3,638 186 1,613 -

2015 199,095 194,471 98 8,804 3,477 3,568 161 1,598 -

2) 자료 :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 급수도시내 총인구를 총인구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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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 업

대덕구는 대전･대덕산업단지와 그 주변의 중소기업으로 인해 공업도시로서의 

역할이 큰 편으로 2016년 말 현재 등록된 제조업체는 1,123개소로 그 중 종업원 

300인 이상인 대기업은 20개 업체로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업종별로 보면, 조립

금속과 석유화학 등 전통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제조업체의 입지 현황을 보면 산업단지 내에 583업체가 입주하여 있고, 산업단지 

외 지역에 541개 업체가 밀집되어 있다. 특히 대전산업단지에는 대부분 전통산업인 

굴뚝산업인데 2009년 9월 3일 국토해양부 재정비사업 시범산단으로 선정되었고, 

2011년 3월 8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대상에 선정되었으며, 2012년 1월 10일 

국토해양부 사업타당성 분석결과 B/C= 1.04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대전산업단지 재정비를 통한 주변지역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표1-2-18〉업종별 제조업체 현황(2016년말 현재)
(단위 : 개소)

연 도 합  계 음식료 섬유류 목재･종이 화학고무 비금속 제1차금속 조립금속 기  타

2014 1,249 74 70 46 168 25 37 759 70

2015 1,214 69 64 43 160 24 38 748 68

2016 1,305 69 66 47 158 24 41 824 76

대전산업단지 중 제1산업단지는 대덕구 대화동과 읍내동 일원에 1969∼1973년 말까

지 총 규모 479천㎡의 부지에 333천㎡의 공장용지와 129천㎡의 공공용지, 17천㎡의 

지원용지로 조성하였고, 제2산업단지는 대덕구 대화동에 1975~1979년 말까지 777천

㎡의 부지에 664천㎡의 공장용지와 93천㎡의 공공용지, 40천㎡의 지원용지를 조성 

235개의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다.

산업단지 조성 당시에는 대전광역시 외곽의 갑천변에 위치한 미개발지였으나 둔산 

신도시개발과 중리·법동의 택지개발과 더불어 시가지가 확대되면서 도심 속의 환경

을 저해하는 산업단지로 쇠퇴하였으나, 2009~2020년 대전산업단지 재정비사업을 추진

함에 따라 무공해 첨단업종으로의 탈바꿈을 기대하고 있다.

〈표1-2-19〉대전산업단지 현황

연 도
업체수

(개소)

종업원수(명) 용지면적

(천㎡)
비 고

계 남 여

2014 173 5,178 3,545 1,633 1,256

2015 175 5,068 3,438 1,630 1,256

2016 235 5,167 3,545 1,62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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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산업단지는 2008년 10월 2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40호에 따라 이전의 

대전3･4산업단지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대덕산업단지는 대덕구 문평동 일원 

1,234천㎡의 부지에 847천㎡의 공장용지와 47천㎡의 지원 시설용지, 286천㎡의 공공

용지, 54천㎡의 녹지 시설용지와 신일동 일원 1,879천㎡부지에 1,314천㎡의 공장부지

와 334천㎡의 공공용지, 125천㎡의 지원시설용지, 77천㎡의 녹지, 29천㎡의 주거지역

을 조성되어 2016년 말 현재 326개의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다.

〈표1-2-20〉대덕산업단지 현황

연 도
업체수

(개소)

종업원수(명) 용지면적

(천㎡)
비 고

계 남 여

2014 315 5,424 4,118 1,306 3,113

2015 318 5,381 4,110 1,271 3,113

2016 326 5,377 4,148 1,229 3,113

* 출처 : 한국산업단지 공단 통계정보(http://www.femis.go.kr)

마. 교 통

대덕구는 대전의 관문인 경부고속도로 대전톨게이트와 신탄진톨게이트가 위치해 

있으며, 경부･호남고속도로가 교차하는 회덕분기점(JC)과 경부･호남선 철도가 통과하

고 있다. 최근 도시의 팽창과 자동차의 증가로 도시교통난이 점점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시설 확보, 교통편익시설의 확충 및 정비 등에 노력하고 

있으며, 2016년말 현재 차량등록대수는 92,117대로 승용차가 69,416대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화물차, 승합차, 특장차 순이다.

〈표1-2-21〉자동차 등록현황
(단위 : 대)

연 도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비 고

2014년 90,072 67,537 4,206 17,894 435

2015년 91,096 68,401 4,015 18,240 440

2016년 92,117 69,416 3,845 18,372 484

〈표1-2-22〉주차시설 현황(2016년말현재)

자동차 

등록현황

주차시설(면수)

확보비율
계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내집주차장

92,117대
6,024개소

(73,664면)

64개소

(2,550면)

56개소

(4,753면)

5,812개소

(66,244면)

92개소

(117면)
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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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공원 및 녹지관리

급속도로 발전하는 산업 및 도시화로 인하여 도시 내에 녹지휴식공간이 부족하여 

녹지휴식공간을 확보함은 물론 시민의 건강과 정서적,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시설의 장을 마련해 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

생활권 공원은 근린공원 15개소 680천㎡, 어린이공원 50개소 116천㎡, 소공원 13개

소 30천㎡이며, 주제공원은 문화공원 2개소 39천㎡, 체육공원 7개소 465천㎡, 기타공

원 1개소 3천㎡이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신탄진, 회덕 2개소로 1,258천㎡이다.

〈표1-2-23〉공원결정 및 조성현황

구  분

공원명

지   정 조   성 조 성 중 미 조 성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88 1,332 61 705 7 439 20 189

생활권

공원

근린공원 15 680 10 325 3 239 2 116

어린이공원 50 116 45 107 1 2 4 8

소공원 13 30 2 3 11 26

주제

공원

문화공원 2 39 2 39

체육공원 7 464 2 231 3 198 2 36

기타공원 1 3 1 3

(단위 : 천㎡) 

대덕구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총41.45㎢으로 대부분 임야 및 농업용 토지로 지정

되어 있으며, 가구는 총6개동(18개 법정동)에 350가구 771명이 거주하고 있다.

〈표1-2-24〉개발제한구역 현황(2015년말현재)

구  분 행정구역면적(㎢)
개발제한구역 비  고

면적(㎢) 가구수 / 인구

계 53.16 41.45 350 / 771

회덕동 16.82 13.53

비래동  3.35  2.15

송촌동  1.92  0.60

법2동  1.86  1.61

신탄진동 22.98 21.36

덕암동  6.23  2.20

* 자료 : 대덕구 통계연보 /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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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교 육

대덕구의 학교는 유치원 34개소,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5개교, 

대학(교) 2개교가 있으며, 그 밖에 대학원 8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으로 총83개교가 

입지하고 있으며, 학생 수는 차츰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며, 전체 학생 수는 2015년 

38,251명으로 남학생 19,938명, 여학생 18,313명으로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1-2-25〉학교현황3)
(단위 : 명, 개소)

구  분 학교 수 학급(과) 수
학생 수

교원 수
교원1인당 

학생 수계 남 여

2011년 83 1,372 44,283 23,306 20,967 3,468 12.8
2012년 82 1,359 43,106 22,082 21,024 2,410 17.9
2013년 80 1,347 41,719 21,772 19,947 2,429 17.2
2014년 82 1,309 39,090 20,662 18,928 2,429 16.1
2015년 83 1,287 38,251 19,938 18,313 2,417 15.8
유 치 원 34 162 3,121 19,938 18,313 250 12.5
초등학교 21 517 10,126 5,248 4,878 827 12.2
중 학 교 12 227 6,143 3,229 2,914 476 12.9
(국･공립) 10 202 5,488 2,784 2,704 422 13.0
(사   립) 2 25 655 445 210 54 12.1

일반계고등학교 3 88 2,408 1,109 1,299 199 12.1
(국･공립) 2 63 1,796 811 985 145 12.4
(사   립) 1 25 612 298 314 54 11.3

특성화고등학교 1 27 722 601 121 59 12.2
(사   립) 1 27 722 601 121 59 12.2

자율고등학교 1 38 1,269 638 631 84 15.1
(국･공립) 1 38 1,269 638 631 84 15.1
대학(교) 2 59 12,996 6,647 6,349 432 30.1
대학원 8 124 1,205 635 570 13 92.7

특수학교 1 45 261 176 85 77 3.4

〈표1-2-26〉어린이집현황 (2015년말현재)

구 분 합  계 오정동 대화동 회덕동 비래동 송촌동 중리동 법1동 법2동 신탄진 석봉동 덕암동 목상동

소계 200 13 7 17 20 36 21 13 25 8 14 16 10

국공립 9 2 1 1 1 2 1 1

법인·단체 등 3 1 1 1

민 간 54 6 3 4 9 7 5 1 6 3 8 2

사회복지법인 7 1 1 1 1 1 1 1

가 정 123 2 2 10 11 28 14 11 23 1 11 4 6

직 장 4 1 1 1 1

3) 자료 : 대덕구 통계연보 /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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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대내･외적 여건변화와 전망

1. 국제 환경변화

세계화
․ 세계화가 급진적으로 진전
․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

범지구적인 경제활동
․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
․ 국가와 지방의 개방화 필요

경제 블록화
․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 교역량 증대
․ 국제환경에 지역적 협력과 연대를 강조
․ 핵심적 도시로 부상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심화

지구적 환경문제의 심화
․ 광범위한 환경문제가 심화
․ 환경문제의 국경이 무너짐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움직임

국제 환경협력 강화

․ 지구환경위기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 증대 및 환경규제 강화
․ 다양한 분야의 국제협약 생성
․ 지속가능발전 전략 강화
․ 생물자원 및 생물자원산업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대

환경의 국가평가 지표화

․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환경을 이용
   (ESI-환경지속지수, EPI-환경성과지수)
․ 자원의 생산성과 자원절약을 중요시
․ 환경보전이 국가이미지와 국가신용에 평가요소로 작용
․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 환경정책 요구

2. 국내 환경변화

인구감소와 노령화 사회

․ 2030년 이후 국가 총인구 감소 
․ 65세 인구가 12.7%이상의 고령화 사회로 변화 
․ 환경오염 민감계층 증가 
․ 자원소비의 감소에 영향 → 생산소비형태의 변화

개인화
․ 고품질 및 다양한 환경서비스 제공 요구 증가 
․ 1인가구 증대에 따른 소비양식 변화 
․ 환경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표면화 빈발

ICT 및 데이터기술 및 
융합산업기술의 발달

․ 쌍방향 환경정보 모니터링 체계 확산 및 시민참여 기반 확대 ․ 빅데이터 분석
기술 기반한 환경정보 활용 

․ ICT를 활용한 에너지․자원이용, 환경서비스 제공, 오염저감 등 효율화 
․ 기술개발･융복합화에 따른 환경기술의 획기적 발전 
․ 신기술 개발 가속화에 따른 환경리스크 증가

경제성장의 둔화
․ 환경분야 신성장동력 확보 
․ 성장률 제고를 위한 환경규제 완화 요구 대두 
․ 소득수준에 따른 환경서비스 이용의 격차 심화

글로벌 사회화

․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변화 등 환경이슈에 대한 글로벌 환경 협력 필요성 증대 
․ 기술 및 사회적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환경위험 대비역량 요구 
․ 국제교류 확대에 따른 국내 환경분야 리스크 증가 
․ 글로벌 환경시장 팽창에 따른 환경산업 해외진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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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전의 환경변화

세종시의 배후도시 ․ 세종시 입지로 한반도의 중핵도시의 배후도시로의 기능을 담당

전문 행정도시 ․ 제3정부 종합청사의 입지로 국가경영의 핵심을 담당

세계첨단과학도시
․ 대덕연구단지 조성으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인프라 보유도시
․ 대덕 R&B특구지정으로 첨단산업을 선도

문화관광도시 ․ 유성관광특구와 백제고도현의 전통문화도시와 연계한 문화관광 도시

교통도시 ․ 청주국제공항운영과 산남을 운영하는 광역교통체계의 거점도시로의 역할 담당

국방의 중핵도시 ․ 육해공군 3군 본부의 이전으로 국방의 중핵도시 부상

과학의 중심도시 ․ 과학벨트 유치를 통한 과학기술 핵심도시로의 기능 강화

4. 대전의 발전과 환경질의 변화 

한반도의 중핵도시로서 도약하고 있는 대전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대내외적 도시 기능 확장으로 인한 환경문제이다. 또한 그 결과로 인해 

각종 오염물질의 발생이 증가하여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쾌적한 환경에

서 살기를 원하는 시민의 환경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지역은 세종시의 배후도시 및 대덕 R&D특구 지정에 따라 지속적인 개발수요

가 내재해 있고 대부분의 개발은 대전의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는 3대 하천과 중부

권의 젖줄인 대청호 전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음용수 및 각종 용수

의 수질안정성을 고려하여야 할 시점에 있다

환경오염 주범의 하나로서, 세종시 배후도시로서의 기능 확장 및 과학벨트 유치 등

으로 인한 도시기능 확장으로 인해 인구증가는 자동차의 증가를 유발시키고 그 결과 

대전지역 도심의 대기질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음은 물론, 소음공해를 불러 일으켜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으며 급기야 소음공해 피해분쟁소송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인구의 증가는 각종 폐기물 발생량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매립장의 수용능력

이 제한되어 있음은 물론, 발생되는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을 유발시키며 소각

은 제2의 대기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첨단산업단지조성(대덕R&D특구), 과학벨트 조성, 대단위 택지 및 도로조성사업, 

관광 및 문화예술시설의 조성, 환경기초시설 등의 사업은 불가피한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초래하고 있어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이 향상되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

하고자 하는 환경권리를 주장하고 님비현상이 심화되어 지역의 환경관리가 한층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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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관련 상위계획의 검토

1.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

가. 계획의 개요

환경부에서 향후 20년간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립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관계부처의 환경관련계획을 선도하고, 분야별 환경정책과 

지방자치단체환경보전계획의 수립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차원의 환경부야 최상위 종합

계획이다. 

이전의 국가환경종합계획(2006~2015)를 대체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속가능한 선진

국가 조성을 목표로 환경관리 7대 핵심전략을 설정에서 더 세부적인 목표와 개선방

향을 제시한다.

계획의비전으로 “자연과 더불어, 안전하게, 모두가 누리는 환경행복(Nature plus, 

Safety up, Happy Korea”으로 설정하고, “풍요롭고 조화로운 자연과 사람, 환경위

험으로 부터 자유로운 안심사회, 국격에 걸맞는 지속가능환경”의 3개 목표를 설정

하고 있으며, 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연자원

관리, 고품질 환경서비스제공, 건강위해환경요인의 획기적 저감, 미래 환경 위험 대

응능력 강화, 창의적 저탄소 순환경제의 정착, 지구환경보전 선도, 환경권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의 7가지의 핵심전략을 수립하고 전략별 현황 및 문제점, 정책방

향, 미래전망, 주요과제와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나. 계획의 비전과 목표

비  전 자연과 더불어, 안전하게 모두가 누리는 환경행복

⇩

목  표

․ 풍요롭고 조화로운 자연과 사람

․ 환경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심사회

․ 국격에 걸맞는 지속가능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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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핵심 전략별 추진계획 

   1)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연자원 관리

    - 한반도 생태용량 확충

    - 고유 생물종 및 유전자원 발굴･보전

    - 연안 및 해양 생태계 관리 강화

    - 생태서비스 가치 극대화

    - 사전예방적 국토환경관리 강화

   2)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환경서비스 제공

    - 미래형 도시환경서비스 강화

    - 친환경 농산어촌 조성

   3) 건강위해 환경요인의 획기적 저감

    - 예방적 환경보건관리 강화

    - 대기위해물질관리 강화

    - 물환경 위해관리체계 강화

    - 토양 및 지하수 위해관리체계 강화

    - 화학물질 사전위해성 관리 강화

   4) 미래 환경위험 대응능력 강화

    - 기후변화 위험관리 및 新기회 창출 현실화

    - 생태･생물학적 위험관리능력 제고

    - 방사능 위험관리 강화

    - 미래 환경안보 관리 시스템 구축

   5) 창의적 저탄소 순환경제의 정착

    -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 자원순환경제 고도화

    - ICT를 활용한 친환경 생산･소비 확대

    - 환경산업 생태계 혁신

   6) 지구환경 보전 선도

    - 범지구적 환경보전 기여

    -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 적극 지원

    - 동북아 환경보전 선도

    - 한반도 환경공동체 실현

   7) 환경권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 환경권 보장을 위한 체계혁신

    - 쌍방향 환경정보에 기반한 첨단 환경거버넌스 실현

    - 경쟁과 책임강화로 지방의 환경가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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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획의 지표 및 수치적 목표

〈표1-4-1〉계획의 주요 지표
                  (단위 : 명)

구 분 주요지표 단위 2015 2025 2035

자연자원 
관리

자연보호지역 비율(육상) % 12.6(‘14) 17(‘20) 20

연안·해양보호구역지정 면적 비율 % 1.5(‘13) 10(‘20) 12

수생태계 연결성(생태하천복원율) % 7(‘13) 16 24

국가생물종 목록회수 종 42,756(‘14) 70,000 85,000

생태계서비스 평가·관리 - 기초조사
평가지표개발 
및 시범적용

전국지도화

환경
서비스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면적 만㎡ 109 574 1,034

깨끗한 물 확보 % 2등급이상 
79.8%(‘14) 전국상수원 

1등급이상
도심하천 
2등급이상

물공급 안정지수(‘25년 수요량대비) % 86(‘13) 100 -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 59.1(‘13) 62.0 64.0

현명한 쇠퇴준비 - 기초조사
모델개발

및 시범적용
확산 및 제도화

건강위해 
환경요인

어린이 아토피 피부염 환자수 만명 42(‘14) 35(‘20) 30이하

청소년의 혈중 납농도 ㎍/dL 1.11(‘14) 0.91 0.71이하

유통화학물질 안전정보 확보율 % 5 50(‘20) 80

PM2.5 환경기준
(WHO 목표 3단계까지 강화)

㎍/㎥
(연평균)

25
(WHO 목표 2단계 수준)

20
15

(WHO 목표 3단계 수준)

수질오염지표
(사람의 건강보호항목 확대)

개수 20 30 40

환경위험 
대응능력

기후변화적응관련 생산
(GDP 대비)

% 추진전략마련 0.5 1.2

도시침수대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건수 32건 107건 -

미래환경재해 평가·대응 - 재해인과
지도 구축

한반도 
대응체계 구축

동북아
대응체계 구축

저탄소 
순환경제

온실가스배출량 tCO2eq 688백만톤(‘12) 2,000 536백만톤(‘30)
자원생산성 원/kg 1,382(‘14) 2,000 3,500

재활용률
(재활용량/국내 폐기물 발생량)

% 83.2(‘13) 91.0 97.0

폐기물 매립률 % 9.6 2.5 1.0

환경산업 비중(GDP 대비) % 6.6(‘13) 8 10

지구환경 
보전

월경성 대기오염물질 협력 - 자료공유

한반도 환경복원 프로젝트
(남북관계 여건고려 필요)

- 환경협력 
수요발굴

환경정보 공동 
모니터링

한반도 
환경공동체 실현

환경권 실현

(가칭)환경권보장위원회 - 환경분쟁조정
위원회 체제

환경권보장
위원회로 개편

-

환경정보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정책위주 단편적 
환경정보 제공

국민수요에 맞는 
생활밀착형 정보
제공 서비스 구축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 수요 맞춤형
환경정보 예측·제공

지자체 환경관리 - 중앙정부 중심
차등위임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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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전광역시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2017~2021)

가. 계획의 개요

대전광역시에서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연계하여 향후 5년간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 보전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과 5개 자치구의 환경정책방향과 정책방안 수립에 지침 제공 및 관련된 분야의 

사업을 선도하고자 수립하는 대전광역시 최상위 환경계획이다.

이전의 대전광역시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2012~2016)의 평가를 통해 새로운 방향

을 모색하여 시민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도

시를 만들어 미래세대에게 그 혜택을 계승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수립하였다.

계획의 비전으로 “건강한 환경, 소통하는 환경”으로 설정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 녹색도시 조성, 시민이 체감하는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 시민

과 함께하는 친환경 기후도시 조성 등 8개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자연자원 등으로 구분

하여 분야별 현황과 향후 전망, 사업별 추진계획과 지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계획의 비전과 목표

비  전 건강한 환경, 소통하는 환경

⇩

목  표

․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 녹색도시 조성

․ 시민이 체감하는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

․ 건강한 수질환경 조성 및 안정적인 상하수도 이용 및 관리,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확보 및 수요관리

․ 사전예방으로 정온한 생활환경조성

․ 쾌적한 실내환경조성 및 석면 안전관리

․ 환경유해인자 사전예방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대전만들기

․ 지속가능한 폐기물의 관리와 자원순환형 사회구축

․ 시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기후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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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야별 정책목표, 향후 전망 및 기본방향

1) 자연환경

    - 자연생태분야

정책목표    건강한 자연, 건강한 시민

향후전망

 - 개발 수요의 증가로 도시환경의 부담 강화

 - 생태계 훼손 및 생태계 교란 가속화

 - 습지의 현명한 이용 및 자연환경 복원에 대한 수요 증가

기본방향

 - 자연생태계 서식지 생물다양성 보존

 - 통합형 자연환경관리 기반구축

 - 인간 공존의 생태적 관리방안 도출

    - 자연경관분야

정책목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 녹색도시 조성

향후전망
- 개발 및 도시화에 의한 공원·녹지 수요 및 요구 증대

- 삶의 질 제고와 생태도시 실현에 대한 요구 증대

기본방향
- 숲과 꽃이 가득한 품격 있는 대단위 도시공원 보전 및 조성

- 산림문화·휴양공간을 위한 “산림인프라” 조성

    - 토양과 지하수분야

정책목표    생명의 흙, 시민 공감 안심 토양과 지하수

향후전망
- 토양과 지하수를 비롯한 자연에 대한 관심 증대

- 수변 등 자연환경 생태계서비스 기능에 대한 관심 증대

기본방향

- 토양과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한 체계적 관리

- 토양과 지하수 보전 및 관리를 통한 대전시 자연환경 생태계서비스

  기능 향상

- 토양을 이용한 시민 참여형 콘텐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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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환경

    - 대기분야

정책목표    시민이 체감하는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

향후전망

- 교통량 증가에 의한 오염부하량 증가

- 시민들의 대기오염에 대한 민감도 증가

-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선진화 의지가 높음

기본방향

- 대기환경 실시간 측정기능 강화로 시민 신뢰도 제고

- 도심대기질 정보 실시간 제공으로 미세먼지 피해 사전차단

-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등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저감

- 대기질 자정능력 제고로 친환경도시 조성

    - 수질분야

정책목표    건강한 수질환경 조성

향후전망
- 환경보전 및 생태를 중요시하는 환경우선주의적 사고 증대

- 오염물질에 대한 사전예방적인 선제적 대응 필요

기본방향

- 유역통합형 물관리체계 구축

- 오염원별 중점 수질저감 및 예방체계 구축

- 물문화공간 체험 프로그램 추진

    - 상하수도 분야

정책목표    안정적인 상하수도 이용 및 관리

향후전망

- 수돗물 수질에 대한 욕구와 기대 증가

- 노후관 악취 및 안전에 대한 불만 증가

- 인구 및 개발면적의 증가로 하수발생량 증가

기본방향

- 수돗물에 대한 불신 해소

- 안전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 보강

- 하수처리장 이전 및 확장(2020∼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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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진동분야

정책목표    사전 예방으로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향후전망

- 정온한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의 요구 지속적 증가

- 개인화에 따른 이웃문화와 배려 문화가 감소하여 생활공간소음에 대한 

  사회적 갈등 증가

- 사업장 및 도로교통 소음의 증가

기본방향

- 소음발생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예방적 관리 방안 강화

- 사업장 및 도로교통에 따른 소음발생원의 관리강화를 통한 사전 예방적

  관리 방안 마련

    - 악취분야

정책목표    악취 민원의 획기적 감소

향후전망

- 도시화 및 사업화로 인한 악취문제 대두

-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질 요구

- 지역실정에 적합한 악취관리체계 구축 필요

기본방향

- 체계적인 악취 배출사업장 관리

- 지역주민 참여 민·관 합동 배출업소 점검

- 생활악취 등 다양한 악취 배출원에 대한 대책 마련

    - 실내공기질･석면분야

정책목표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및 석면 안전관리

향후전망

- 실내공간 확대 및 실내거주 및 활동시간 증가로 실내공기질에 대한 

  민감도 증가

- 공중이용시설 편입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증가로 실내공기질 측정

  장치 추가 필요

기본방향

- 다중이용시설의 지속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 실내공기오염원 사전예방관리

- 석면 안전관리를 통한 시민건강 위해요소차단 및 피해대책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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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보건분야

정책목표    환경유해인자 사전 예방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대전 만들기

향후전망

- 화학사고 및 환경성질환 등으로 안전한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

- 지속적인 환경성질환 예방·치유관리 필요성 제시

- 미래 환경위험에 대한 사전 예측 및 위험 최소화 방안 필요

기본방향
-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최소화

- 환경보건 협력 및 사전 예방·홍보 등 내실화

    - 빛공해분야

정책목표    사전 예방적 빛환경 조성

향후전망
- 야간 이용시설 이용이 많아짐에 따른 무절제한 조명 사용에 의한 빛공해 증가

- 이산화탄소(CO2) 저감, 에너지 절감 요구 증가

기본방향

- 안전하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빛 환경

- 환경 친화적인 빛 환경

- 지역특성을 고려한 빛 환경

3) 자연자원

    - 수자원분야

정책목표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확보 및 수요관리

향후전망
- 물 수요량 증가에 따른 양질의 수자원 확보에 대한 기대 및 물 순환요구 증대

- 기후변화 및 수자원 공급 부족에 대한 수자원 관리 필요성 증대

기본방향

- 수원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물 공급

- 물 재이용시설 추가 설치

- LID 기술을 적용한 물순환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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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분야

정책목표   고효율·저소비를 선도하는 에너지도시

향후전망
- 지속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할 전망

- 에너지사용 증가에 따른 적절한 에너지원 활용 방안과 수급대책이 요구됨

기본방향

- 에너지 절약 및 이용의 합리화

- 에너지 수요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수급

-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화 촉진 및 에너지 전환

    - 폐기물분야

정책목표    지속가능한 폐기물의 관리와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

향후전망

- 인구증가와 산업생산 증가에 따른 폐기물 배출량 증가

-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욕구 증가

- 폐기물의 자원화·에너지화 필요성 증대

기본방향

- 폐기물 저감 및 자원화 대책 수립

-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 매립지 확충 등 폐기물의 적정 처분 방안 구축

- 시민의 자율적 참여단체조성으로 시민의식 고취

    - 기후변화분야

정책목표    시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기후도시

향후전망
-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기반 구축

- 기후변화에 따른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대응

기본방향

- 지역사회분야별 녹색성장 추진체계 정립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후도시 추진역량 강화

- 탄소흡수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기반 형성

    - 환경교육분야

정책목표    생태시민 양성,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

향후전망

-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환경교육의 기반 구축 필요

- 사회 환경교육 강화가 요구됨

- 환경교육기반 구축

기본방향

- 환경교육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으로서의 생태시민

- 세계적인 교육의제(SDGS)에서 사회적 형평성의 강조

- 대전광역시의 특화된 지역기반 환경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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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환경비전 달성을 위한 분야별 목표 및 성과지표

〈표1-4-2〉대전광역시 계획의 지표 및 수치적 목표

구  분 주요지표 단위 2016년(기준) 2021년(목표)

자연
경관

도심 녹지율 % 12.10 12.65

도시공원 조성률 % 33.77 43.24

임도밀도 m/ha  4.69 5.44

토양과
지하수

토양오염의 직시와 
대응책 마련

-
토양과 지하수에 
대한 오염 직시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원을 인식하고 대응

생태계서비스 기능 
향상

-
수변지역의

토양보전 및 관리
수변지역의

토양보전 및 관리 강화

시민이 공감하는 
안전한 토양 조성

-
오염된 토양의
정화 및 복원

안전한 토양 조성

건강한 토양과 
지하수로 회복

-
건강한 토양과
지하수의 조성

건강한 토양과
지하수 조성

대기

SO2 ppm 0.004 0.003

NO2 ppm 0.020 0.016

O2 ppm 0.026 0.021

CO ppm 0.5 0.4

PM10 ㎍/㎥ 41 37

수질 갑천4

BOD ㎎/ℓ 4.0   3이하

COD ㎎/ℓ 7.8   5이하

T-P ㎎/ℓ 0.125 0.1이하

상하
수도

상수도 보급율 % 99.88 100

하수도 보급율 % 97.43 99

유수율 % 91.29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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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지표 단위 2016년(기준) 2021년(목표)

소음
진동

일반
지역

가지역 dB(A) 53(낮), 46(밤) 51(낮), 46(밤)

나지역 dB(A) 55(낮), 48(밤) 53(낮), 46(밤)

다지역 dB(A) 56(낮), 51(밤) 56(낮), 51(밤)

도로변 
지역

가,나지역 dB(A) 61(낮), 53(밤) 60(낮), 53(밤)

다지역 dB(A) 64(낮), 60(밤) 62(낮), 58(밤)

악취
복합악취
(악취관리

지역)

대전산단 및 
인근 공업지역

배수 5.1 4.5

대덕산단 및 
인근 공업지역

배수 4.4 3.5

실내공기질
·석면

권고기준

이산화질소 ppm 0.02 0.02

라돈 Bq/㎥ 28.4 25.6

휘발성
유기화합물

㎍/㎥ 69.15 62.235

유지기준

미세먼지 ㎍/㎥ 63.7 57.3

이산화탄소 ppm 464 417.6

폼알데하이드 ㎍/㎥ 7.1 6.4

일산화탄소 ppm 0.5 0.5

수자원
빗물이용 ㎥/년 2,486  86,039

중수도 ㎥/년 1,293 384,540

폐기물

폐기물 발생량원단위 ㎏/인일 0.94 0.90

재활용률 % 78.8 85.0

소각률 % 10.8 10.0

매립률 % 1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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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덕비전 2020 중장기 발전 계획

가. 계획의 개요

도시성장의 정체와 산업시설의 노후, 주거환경의 질적 저하와 교통･교육･환경의 

취약 등 대덕이 안고 있는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과 시책을 구상하고, 비전과 미래상을 제시함으로서 구정운영에 지침이 

되는 행정계획으로 최상위의 지역발전 중장기계획이다.

2020년을 향한 대덕비전은 산･호･빛이 어우러지는「감성을 느끼는 행복 대덕」으

로 설정하여, 자연･산업･생활환경이 조화된 도시공간체계 구축 등 8대 기본목표와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대 프로젝트 사업과 함께, 공간구조, 생활권, 토지이용구상 

및 시가지 정비, 경관, 산업발전, 교통, 공원녹지, 문화체육, 관광, 사회복지, 생활환경, 

교육개선과 집행 및 관리계획으로 구분하여 부문별 분석을 통한 비전과 추진전략 

및 시책과 사업구상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나. 계획의 비전과 목표

비  전  구민과 관이 하나되어『통합과 섬김으로 희망대덕 건설』

⇩

목  표

․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섬김 열린행정 구현

․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산업 생태산업단지로 전환

․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확충을 통한 풍요로운 경제 구축

․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생태도시 창출

․ 격조 있는 문화도시 구현

․ 더불어 잘 사는 선진 건강복지공동체 구현

․ 희망나눔 복지사회 실현

․ 균형있는 지역개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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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덕 미래 비전｣ 7대 정책과제

1) 연축지구(행정타운) 도시개발

     -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남북으로 단절된 지역을 연계하고 대덕구 중심의  

입지적 특성을 살려 도시의 활력과 균형발전 도모

     - 조속한 사업시행자 선정과 인근 기반시설사업 조기추진으로 사업 추진 동력확보

     - 시니어 복합타운 유치 등 전략적 특화기능을 포함한 사업구역 조정으로 

사업성 향상

2) 장동지역 스포츠 타운 조성

     - 100세 시대 노인 및 자라나는 유청소년기 건전여가문화 조성과 체력증진을

위한 맞춤형 스포츠센터 설치

     - 대청호와 계족산 등 주변의 풍부한 자연자원과 연계한 통합형 다목적 스포츠

타운 조성으로 문화체육의 다핵화

실버행복드림

스포츠 타운

▶

▶

위치 : 장동 401번지 일원, 사업규모 : 85,325㎡

시설 : 노인맞춤형 스포츠시설, 체력증진센터. 공동체 텃밭 등

  유청소년

레저스포츠 타운

▶

▶

위치 : 장동 425번지 일원, 사업규모 : 24,507㎡

시설 : 다목적 잔디구장, 실내체육관, 체력인증 센터 등

3) 금강 새여울 철새 서식지 조성

     - 청정금강+청정대전+청정산업단지, 자연+인간을 모토로 금강과 갑천이

만나 생성된 대단위 모래톱에 철새 서식지조성

       
개   요

▶

▶

위치 : 대덕구 문평동 / 0.31㎞(9만4천여평)

내용 : 늪지, 갈대밭 수풀조성, 서식환경 조성, 탐조시설 등

     - 금강과 3대하천의 건강한 생태계 보존 발전과 첨단 과학도시 대전, 천년고

을 회덕의 현대와 미래의 가치를 상징

4)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관리지원

     - 노후화된 산업단지 환경 및 인근지역 주거여건 개선 등 투자확대

     -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 서측 진입도로 건설조기 착공

     - 중소기업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경영활동에 필요한 시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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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롭게 상생(K-water, KT&G) 발전하는 혁신도시

     - 오래전부터 입지해 있는 K-water, KT&G를 거점으로 상생 발전하는 혁신도

시로의 발전 기반 조성

     - 혁신도시 벤치마킹을 통한 협력과제와 발전방안 모색

     - 우리지역 우수인재 채용을 통한 지역고용 창출 도모 등

6) 맘껏『보고･배우고･즐기는』축제 특화육성

     - 충･효･예의 유교선비 문화전승을 통한『학술･체험형 문화 축제』개최

     - 대청호 등 생태･자연경관을 활용한 『가정친화형 건강 축제』육성

     - 계족산의 수려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건강･참여형 생태 축제』추진

     - 축제와 연계된 철도관광상품 개발 및 지역상권과 연계, 경제 활성화

7) 충･효･예 전통 회덕현을 통한 도시재생

     - 주민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적 여건에 따른 특화 전략 수립

     - 문화재, 200리길 연계한 관광･체험･학습으로 대덕 선비정신 계승

     - 인성교육 등 전통문화를 통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창출

〈그림 1-4-1〉2020년 대덕의 미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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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덕비전 2020｣ 미래 계획지표

〈표1-4-3〉대덕비전 2020 미래계획지표

분  야 주요 지표 단위 2005년
미  래

2015년 2020년

생활

환경

인구

인      구 인 224,659 255,000 300,000

가       구 호 57,745 72,857 90,909 

가구당 인구 인 3.9 3.5 3.3 

주책

주   택   수 호 60,056 68,167 80,196 

세   대   수 세대 74,366 84,409 99,305 

주택 보급률 % 100.8 105.8 108.0 

상수도
보   급   률 % 99.1 100.0 100.0 

1인1일 평균급수량 ℓ 368 370 370

하수도
보   급   률 % 94.7 98.2 100.0 

하수종말처리장 개소 1 1 1

교통

주 차 장 수 개소 4,612 5,235 6,159 

주차장 면적 ㎡ 63,677 72,277 85,032 

자동차1대당 주차면적 대/㎡ 0.71 0.81 0.95 

자동차등록대수 대 89,281 101,339 119,222 

복지

환경

교육
시설

학   교   수 개소 48 50 55

학   급   수 개소 1,365 1,578 1,720

학   생   수 인 50,865 57,734 67,923

교 직 원 수 인 2,456 3,214 3,981

교원1인당 학생수 인 21 18 17

사회
복지
시설

아동복지시설 개소 1 2 2

장애인복지시설 개소 3 4 5

노인복지시설 개소 1 2 3

부랑인 시설 개소 1 2 2

문화
시설

공 연 시 설 개소 6 7 7

공공 도서관 개소 2 3 4

박   물   관 개소 2 3 4

여가

및

위락

체육
시설

공공체육시설 개소 3 4 5

등록체육시설 개소 0 0 1

신고체육시설 개소 191 217 255 

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 8,334,000 12,792,000 19,480,000 

근 린 공 원 ㎡ 1,303,000 1,961,666 1,303,000 

어린이공원 ㎡ 111,000 117,000 117,000 

묘 지 공 원 ㎡ - - - 

체 육 공 원 ㎡ - - 82,281 

1인당 공원 조성면적 ㎡/인 43.4 58.3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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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계획의 목표와 지표설정

1. 대덕 환경비전 및 목표선정

2. 대덕 환경의 지표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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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계획의 목표와 지표설정

1. 대덕 환경비전 및 목표선정

대덕구는 영･호남 교통의 분기점이며, 대전산업단지와 대덕산업단지 등 공업지역

이 입지해 있으며, 대청호를 중심으로 도심 외곽의 로하스 해피로드와 계족산 황토

길, 3대하천 생태공원화 등 녹색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덕산업단지 재생사업, 친환경 

대전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자연과 문화가 살아 있으면서 산업이 조화를 이루기 위

하여「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녹색생태 도시건설」을 환경비전으로 정하고

수요자 중심의 환경서비스 제공,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사전예방적 환

경오염원 관리로 맑고 푸른 대기 환경조성,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관리, 자원이 순

환되는 자원절약형 사회의 조기 정착,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생활 실천력 제고를 위

한 추진체계 구축을 추진목표로 정하고,

미래지향적인 환경관리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환경오염과 훼손을 예방하고, 도시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킴으로써, 푸른 대덕, 글로벌 대덕 만들기와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017� 환경비전

자연과�산업이�함께�숨쉬는� ｢건강하고�지속가능한�녹색생태도시｣ 건설

정�책�목�표

․ 수요자�중심의�환경서비스�제공
․ 건강하고�안전한�생활환경�조성
․ 사전예방적인�환경오염원관리로�맑고�푸른�대기환경�조성
․ 안정적이고�깨끗한�물환경�관리
․ 자원이�순환되는�자원절약형�사회의�조기�정착
․ 기후변화�대응�및� 녹색생활�실행력�제고를�위한�추진체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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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덕 환경의 지표설정

〈표 1-5-1〉대덕구 계획의 지표 및 수치적 목표

구  분 주요지표 단 위
기 준 목 표

비 고
2016년 2027년

환 경 기 반

환 경 사 랑 교 육 개교 12 20

민 관 합 동 감 시 ･ 단 속 회 10 15

환 경 기 초 시 설 현 장 체 험 명 500 600

자 연 환 경

밀 렵 ･ 밀 거 래  단 속 회 2 4

불 법  엽 구  제 거 회 1 2

유 해  야 생 동 물  구 제 건 20 30

토 양 및
지 하 수

토 양 오 염 실 태 조 사 개소 20 25

토양오염도검사 실시율 % 100 100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 개소 5 7

대 기 환 경

SO2 ppm 0.004 0.003

NO2 ppm 0.022 0.016

O3 ppm 0.027 0.021

CO ppm 0.5 0.4

PM10 ㎍/㎥ 49 37

수 질 환 경 B O D  ( 갑 천 교 ) ㎎/ℓ 3.4 2.0

악  취
대 전 산 단  및  주 변 복합악취 5.1 4.1

대 덕 산 단  및  주 변 복합악취 4.4 3.5

소 음 ･ 진 동 생 활 소 음 민 원 처 리 % 100 100

실내공기질 지 도 ･ 점 검 % 100 100

폐 기 물

생 활 폐 기 물  발 생 량 ㎏/인･일 0.53 0.51

재 활 용 품 분 리 수 거 율 % 71 75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율 % 100 100

환 경 보 전

추 진 협 의 회  조 직 정 비 회 1 1

환 경 시 책  개 발  추 진 건 1 2

환 경 견 학  및  교 육 추 진 명 500 600

기 후 변 화
대 응

그 린 리 더 양 성 명 65 80

녹색생활실천가구 확산 세대 9,243 12,000

온실가스 총배출량 감축 tCO2eq 2,783.06 2,05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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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편� 분야별� 목표� 및� 추진계획

제1장  환경관리기반 강화

제2장  자연환경의 조화로운 보전

제3장  토양 및 지하수 관리

제4장  대기환경의 보전

제5장  수환경 보전

제6장  소음․진동 관리

제7장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8장  유해화학물질 관리

제9장  폐기물관리 및 발생량 저감

제10장  자원재활용 활성화

제11장  구민 참여에 의한 환경보전활동 전개 

제12장  지역 및 지구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계획 _55

제1장

환경관리기반 강화

1. 계획목표 및 추진과제

2. 현 황 

3. 분야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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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환경관리기반 강화

1. 계획목표 및 추진과제

공동협력과 참여에 의한 환경관리기반 강화

 환경학습의 기회제공

․ 환경의식 개발과 환경학습의 기회 제공

․ 학교에서의 환경학습 추진

․ 사회 환경교육의 활성화 

민간참여 환경감시기능의 
강화

․ 민간 자율적 환경감시활동 강화

․ 환경오염행위 민･관합동 단속 지속추진

환경홍보․교육 강화

․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 지속 추진

․ 환경정보공개 및 환경신문고 운영

․ 찾아가는 재활용아카데미 운영

《성과지표》

분  야  별 2016년 2027년

  환경사랑교육 (개교/년) 12 20

  민･관합동 감시･단속 (회/년) 10 15

  환경기초시설 현장체험 (명/년) 500 600



제Ⅱ편�분야별�목표�및�추진계획

58_ 대전광역시 대덕구

2. 현  황

환경교육은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나 교육프로그램의 미비와 구민의 관심도 미흡

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환경교육, 현장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사회 환경교육의 수단 및 공간이 다양화추세에 발맞춰 체

계적인 환경교육 실시,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을 통한 성공적인 환경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환경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3. 분야별 추진계획

가. 구민의 환경의식개발과 환경학습의 기회제공

  ◦ 구민에게 직접 전달되는 의식개발 활동으로 매스컴, 보도매체 등의 홍보매체

를 활용한 적극 홍보

  ◦ 이용대상자를 고려하여 환경보전실천 방법을 제시하는 팜플렛, 책자 등의 환

경의식계발자료 작성 제공

  ◦ 구민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환경 문화행사, 환경 글

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등 각종 이벤트 개최

  ◦ 자연 생태체험, 수생생물조사, 시설견학 등 지역의 환경현황 파악과 상호교류

를 통한 환경의식의 고취

나. 학교에서의 환경학습 추진

  ◦ 학습에 의존한 환경교육만이 아닌, 체험과 실천 등 모든 교육활동을 통한 환경

교육전개

  ◦ 행정기관, 사회단체, 환경단체와 상호 연계하고 환경에 관심을 고취하기 위한 

글짓기, 포스터 작품모집, 지역의 자연환경 수업 등을 추진

  ◦ 관련교사의 학교환경교육과정 이수 등을 통한 지도자로 육성하고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내실화와 연구 활동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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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 환경교육의 활성화

  ◦ 학교, 환경단체, 기업등과 연계한 지역별 특성화된 체험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촉진

  ◦ 구민 환경감시와 모니터링이 연계된 실용성 있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강구

  ◦ 환경교육의 다원성을 제고하고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환경교육체계를 구축

라. 민간 자율 환경감시 기능 강화

  ◦ 지역 내 민간자율 환경감시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우

수 환경감시원 표창

  ◦ 우수 민간단체 자율 환경활동에 대한 수범사례 널리 홍보

  ◦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시책 수립시 분야별 전문가 참여 확대 

  ◦ 환경오염행위 민･관 합동단속 확대 추진

  ◦ 실천과제별 환경모니터링 및 각종 심사위원 민간단체 참여 확대

마. 환경오염배출사업장 현장기술 지원반 운영

  ◦ 사업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재정적･시간적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

  ◦ 업종별 특성 및 배출공정 등을 고려한 현장위주의 기술지원으로 환경기술능력 배양

  ◦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핵심적인 문제점 해결

바. 환경정보 공개

  ◦ 개인 또는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

  ◦ 환경신문고(128) 홈페이지를 개설,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결과 공개

  ◦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환경주요 지표 공개

  ◦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비치 등 신청방법의 다양화

사. 체험형 환경기초시설 현장 견학

  ◦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현장중심의 교육실시 

  ◦ 초･중등 학생, 주부 등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한 교육･견학 실시

  ◦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찾아가는 현장 견학으로 교육효과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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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연환경의 조화로운 보전

1. 계획목표 및 추진과제

2. 현 황

3. 분야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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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연환경의 조화로운 보전

1. 계획목표 및 추진과제

푸르른 자연환경과 자연경관의 보전

 자연경관･자원 보전
․ 지역 자연환경의 정기적 조사 실시

․ 자연경관의 보전과 가치 창출

야생동･식물 보호
․ 생물다양성확보 및 외래종 퇴치 실시

․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및 채취단속

자연과의 상호교류 증진
․ 자연과 상호 교류하는 쾌적한 생활 영위

․ 자연을 배려한 사람의 공존 관계 유지

 
《 성과지표 》

분   야   별 2016년 2027년

 밀렵 ･ 밀거래단속(회/년) 2회 4회

 불법엽구 제거(회/년) 1회 2회

 유해야생동물 구제(건/년) 20건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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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  황

가. 자연환경 현황

1) 자연환경보전의 의의

자연환경이라 함은 우리 인간을 포함한 일체의 자연, 즉 대기, 물, 토양 등 무기

환경과 동물, 식물 등의 유기환경을 말한다. 이들은 기능면에서 상호 끊임없는 물질

순환을 이루어 조화와 균형을 유지해 가는데 이를 자연생태계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생태계는 인구의 증가와 도시집중, 자연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으로 그 균형과 질서가 흔들리게 되었고, 급기야 산성비에 의한 산림 및 호소 

생태계의 파괴, 이산화탄소 등의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등으로 인류를 

비롯한 자연생태계의 모든 야생 동･식물의 생존마저 위협받는 단계에 이르렀다.

자연환경은 일단 파괴되면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며, 복원이 된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소유되고 많은 경제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사전에 보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지구상의 자연환경은 원래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협소하고 인구밀도가 높으며 자연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은 더 한층 강조된다.

2) 공원 및 녹지조성

공원은 도심 내 거점 녹지로서 주민에게 휴식공간 제공 및 도시환경 개선, 동식

물의 생활공간 등의 역할을 한다. 

도시공원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과 휴양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도시계획시설로써 과거에는 이용ㆍ편의시설의 관리와 확충

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도시환경에 있어서 생태적 복원의 중요성이 대두

되면서 녹지공간 확대를 통한 도시생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가꾸어 나가고 

있다.

공원(생활권 및 주제공원)의 개발은 총면적 1,332천㎡중 705천㎡는 조성되어 있

으며, 현재 조성중인 439천㎡와 189천㎡는 아직 미조성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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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1> 공원결정 및 조성현황(생활권 및 주제공원)

구  분

공원명

지   정 조   성 조 성 중 미 조 성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88 1,332 61 705 7 439 20 189

생활권
공원

근린공원 15 680 10 325 3 239 2 116

어린이공원 50 116 45 107 1 2 4 8

소공원 13 30 2 3 11 26

주제
공원

문화공원 2 39 2 39

체육공원 7 464 2 231 3 198 2 36

기타공원 1 3 1 3

(단위 : 천㎡) 

녹지대 관리는 정기적으로 제초작업, 전지작업, 시비작업, 급수작업, 병해충 방제 

작업 등을 반복 시행하여 건전한 수목의 생육을 도모하고 항상 푸르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조성된 소공원 및 가로화단, 수벽 등 가로 녹지에 대한 수목전지 

및 화단제초, 병충해방제, 비료주기 등의 사후관리를 녹지대 관리원이 직접 실행하고 

있으며, 관리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조경 전문업체의 집중관리로 녹지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최근 산업발달로 경제적인 여유와 삶의 질이 높아짐으로써 레크레이션과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와 녹지환경에 대한 욕구가 다양화되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조성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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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식물 분포현황

  * ｢대전광역시 자연환경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2014년도 발행)자료 참조

1) 식 생

대전지역의 산림의 경우 해발고가 낮고 도심지 및 농경지 등이 발달한 금병산, 오봉산, 

계족산, 월평공원등에서는 대부분 조림식생인 리기다소나무군락, 밤나무군락, 아까시

나무군락 등과 이차림인 상수리나무군락, 소나무군락 등이 우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구는 전반적으로 조림식생인 리기다소나무군락과 이차림인 상수리나무군락, 

소나무군락 등이 우점하고 있으며, 그 밖에 능선부와 북사면부 및 계곡부를 중심으로 

소나무군락, 신갈나무군락, 일본잎갈나무군락, 밤나무군락, 아까시나무군락 등이 

분포한다.

<표2-2-2> 대전시 군락 분포유형 및 지역별 식생군란의 형태

구 분 유성구 서구 중구 동구 대덕구

산

림

군락분포

유형

• 해발고가 낮고 도심지 및 농경지 등이 발달한 곳은 대부분 조림식생인 리기

다소나무군락, 밤나무군락, 아까시나무군락 등과 이차림인 상수리나무군란, 

소나무군락 등이 우점하는 것으로 조사됨.

• 중복대 이상 지역을 중심으로 남사면부에는 굴참나무군락, 상수리나무군락, 

북사면부에는 신갈나무군락, 능선부와 암반노출도가 높은 입지에서는 소나

무군락 등이 우점하고 있음.

주요군락

분포지역

금수봉, 두리봉

권역

구봉산,

안평산지역
보문산 권역 식장산 권역 계족산 권역

지역별 

주요군락

리기다소나무군락

상수리나무군락

신갈나무군락

아까시나무군락

소나무군락

굴참나무군락

고마리군락

리기다소나무군락

곰솔군락

신갈나무군락

리기다소나무군락

상수리나무군락

소나무군락

하

천

군락분포

유형

• 갑천, 유등천의 하도와 주요저수지 등을 중심으로 달뿌리풀군락과 버드나무

군락 등이 우점하였으며, 소하천과 둠벙 등에는 고마리군락, 물억새군락, 

갈대군락 등이 분포하고 있음.

• 농경지 및 초원식생 등은 인위적 교란이 강한 입지이므로 환삼덩굴, 개망초, 

망초, 찔레나무, 뽕나무 등이 군생하는 형태로 분포함.

주요군락

분포지역

갑천
(상류지역･가수원교

-만년교구간)

유등천
(상류지역-안영

교구간)

대전천 대전천 주원천 갑천

지역별

주요군락

달뿌리풀군락

갈대군락

물억새군락

줄군락

달뿌리풀군락

물억새군락

달뿌리풀군락

소리쟁이군락
달뿌리풀군락

달뿌리풀군락

버드나무군락

고마리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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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중상류 수변부와 하중도 등의 모래톱, 자갈밭 등에 분포하고 있으며, 지하

줄기에 의한 영양번식으로 척박한 입지에서도 정착과 번식에 유리한 생태특성을 가

지고 있는 달뿌리풀군락은 주요하천인 금강, 갑천, 유등천, 대전천 등 하도의 제외지

에 분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가 실시되는 도심통과구간에서는 수중보 하류의 

하중도 등에도 분포하고, 군락의 식생고는 0.3~1.6m 정도이며, 하천변에 분포하는 

경우는 순군락을 형성하고 있으나, 소하천과 고수부지, 제방 등에서는 달뿌리풀과 더

불어 환삼덩굴, 쑥, 강아지풀, 돌콩, 망초, 여뀌, 버드나무 등이 출현하고 있다.

2) 양서･파충류 및 포유류

대전지역 주요 산과 하천, 습지, 농지 등에서 관찰된 양서･파충류는 총 22종이 관

찰되었고, 양서류 중 도롱뇽, 꼬리치레도롱뇽, 무당개구리, 두꺼비, 청개구리, 참개구

리, 한국산개구리, 옴개구리, 북방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황소개구리 11종 은 성체 

및 유생, 난괴, 청음, 청문을 통해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파충류 중 남생이, 붉

은귀거북, 줄장지뱀, 무자치, 누룩뱀, 유혈목이, 능구렁이, 쇠살모사, 살모사 9종은 성

체, 허물, 사체, 청문을 통해 서식을 확인하였고, 자라, 까치살모사 2종은 청문조사를 

통해 서식을 확인하였으며, 가장 많은 지역에서 출현한 종은 청개구리(26개 정점)이

고, 그 다음으로 많은 지역에서 출현한 종은 참개구리(21개 정점)이었다.

우리구의 경우 계족산 내에서는 청개구리와 황소개구리 등 총 2종의 서식이 모두 

확인되었으며, 등산로 및 이를 이용하는 방문객이 많아 상대적으로 양서파충류의 서

석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외래종인 황소개구리 퇴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포유류의 경우 고라니의 서식밀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으로는 두더지, 

너구리, 멧돼지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식장산과 보문산에서 하늘다람쥐 흔적이 확인되었

고, 장태산 일대에서 담비의 흔적이 관찰되었으며, 법정보호종으로 수달과 하늘다람쥐, 

삵, 담비 등 총 4종의 서식 흔적이 확인되었다.

<표2-2-3> 지역별 양서･파충류 및 포유류 종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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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 류

갑천 내에서는 법정보호종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동성에 따른 구분 결과 텃새는 전

체 종 중 9종으로 약 69%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왜가리, 뻐꾸기 등 여름철새와 

청둥오리, 콩새 등 겨울철새가 각각 2종씩 관찰되었으며, 직박구리와 참새, 왜가리 등 3

종이 각각 16회, 12회, 8회 서식 확인되어 가장 우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계족산에서 조사된 조류로는 법정보호종으로 황조롱이가 관찰되었으며, 이동성에 

따른 구분 결과 텃새는 전체 종 중 20종으로 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름철새는 황로, 중대백로, 뻐꾸기, 파랑새 등 10종, 겨울철새는 말똥가리, 흰뺨검

둥오리, 콩새 등 3종이 관찰되었으며, 참새, 박새, 물까치, 까치 등 4종의 서식이 확

인되어 가장 우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멧비둘기, 어치, 박새, 쇠박새 등 4종

은 5개 지점 모두에서 관찰되어 서식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2-2-4> 갑천･계족산 조류 서식형태별 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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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담서어류

우리구(갑천 수계)에서는 모두 39종이 확인되었으며, 이중 우점종은 피라미가 차지

하였으며, 아우점종은 붕어로 나타나고 있다. 서식이 확인된 총 39종 중 잉어목 어류가 

30종(76.9%)을, 다음은 농어목 6종(15.4%)순으로 나타났으며, 과별로는 잉어과 어류가 

25종(64.1%), 미꾸리과 5종(12.8%)이 채집되었다. 갑천에서 채집된 어류 중 미호종개는 

멸종위기야생동물이며 천연기념물 454호로 지정된 어종임. 우리나라 고유종은 각시

붕어, 줄납자루, 칼납자루, 쉬리, 중고기, 긴몰개, 돌마자, 참갈겨니, 참종개, 미호종

개, 눈동자개, 꺽지, 얼록동사리, 동사리 14종이 채집되어 서식이 확인된 종의 35.9%

를 차지함. 갑천에서 출현한 어류중 외래도입종은 큰입배스 1종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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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5> 대덕구 담서어류 종수･개체수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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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곤충류

계족산 내에서는 총 34종 306개체를 확인하였으며, 법정보호종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도토리노린재 1종 2개체가 91번 지점에서 확인되어 대전에서 새롭게 서식이 확인되었다. 

해충으로는 갈색여치 1개체가 확인되었으며, 꽃매미는 각각 2개체, 1개체가 확인되었고 

돼지풀잎벌레는 1개체 확인되었다. 꼬마검정송장벌레와 혹가슴검정소똥풍뎅이 등 2종이 

각각 30개체와 27개체가 관찰되어 가장 우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꼬마검정송장벌레와 

홍딱지반날개는 4개 지점에서 관찰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서식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2-2-6> 조사된 육상곤충의 목별 종 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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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지정

우리구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ESSD)을 위해 생태도시 건설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으나, 사회경제성장, 국토개발의 이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자연환경의 훼손과 

생태계 파괴가 날로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시‧도보호야생동‧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황호동, 미호동 일대에 대하여 서식밀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한 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야생 동･식물보호구역은 황호동 16,959㎡, 미호동 312,327㎡ 등 총329,286㎡을 지정

하고, 청둥오리, 비오리, 쇠오리 등의 오리･기러기류가 많이 찾고 있는 겨울철새 월동지

로서 대청호 주변 수변지역으로 안내판 설치 및 동･식물 보호활동 강화, 겨울철 먹이

주기 행사, 밀렵･밀거래행위 감시 및 합동단속활동과 더불어 자연과 인간이 공생할 

수 있는 공간 조성, 야생동물보호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민간단체 지원 등 자연생태

계의 균형 유지를 통하여 조화로운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표2-2-7>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지정현황

지역구분
(동)

필지수
면 적(㎡)

서식조사
계 임 야 유 지

합  계 17 329,286 155,349 173,937
청둥오리, 비오리, 

쇠오리, 흰빰검둥오리
황호동 6  16,959  16,959 -

미호동 11 312,327 138,390 173,937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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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야별 추진계획 

가. 도심지역내 소규모 비오톱 조성의 확대

  ◦ 공공건물이나 건물의 옥상정원등에 다양한 소생물권 조성

  ◦ 동식물 서식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비오톱 선정 및 관리

  ◦ 1학교 1생물서식지 조성유도(학교 담장개방, 생 울타리, 연못조성)

  ◦ 민간 개발시 소규모 생물서식 공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책 실시 유도

  ◦ 계족산과 대청호의 수변공간 녹지네트워크 구축 및 생태네트워크 확보 노력

나. 지역 자연환경의 정기적 조사 실시

  ◦ 전국 자연환경조사와 연계한 정기적인 자연환경실태조사 계획수립

  ◦ 자연경관의 특성과 가치를 평가한 경관자연도 작성 실시

  ◦ 야생생물서식지등의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서식데이터 구축

  ◦ 개발행위에 따른 위치별 자연환경 가이드라인 책정

  ◦ 지역 자연의 특성을 반영(생태축의 공간구성 등)한 자연환경조사계획 수립 실시

다. 자연경관의 보전과 가치 창출

  ◦ 우수한 자연경관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전활동과 효율적인 이용

  ◦ 지역전체의 분석을 통한 경관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

  ◦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발전 이미지 창출

라. 생물다양성 확보 및 외래종 퇴치운동 실시

  ◦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의 조사를 통한 세부보호계획 정비 

  ◦ 도심녹지와 외부녹지의 생태 이동통로 조성

    - 도로, 택지개발 등에 대한 생태계 단절지역 녹지와 수계공간을 이용한 생태통로  

건설 및 지속적 관리 

  ◦ 야생생물보호 표지판의 정비, 환경단체 활동 지원

  ◦ 큰입베스, 황소개구리 등 외래종 퇴치운동 실시

  ◦ 외래종의 피해에 대한 홍보실시와 종교행사 방생어종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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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야생생물 불법포획 및 채취단속

  ◦ 재래시장 및 도심지에 산재한 건강식품 취급업소 주기적 단속

  ◦ 박제품의 불법제조, 밀렵 및 불법포획 조수의 거래행위 단속 

  ◦ 야생생물 불법포획 및 채취자에 대한 신고 창구 설치

바. 자연과의 상호교류 증진

  ◦ 자연환경 명예지도원등의 활동가 육성을 통한 자연과의 교류활동

  ◦ 에코-투어리즘 도입을 통한 대덕구의 우수한 자연자원을 관광화

  ◦ 자연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도록 생태관찰시설, 생태관 등을 조성하여 자연

과의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체험의 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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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토양 및 지하수 관리

1. 계획목표 및 추진과제

2. 현 황

3. 분야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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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토양 및 지하수 관리

1. 계획목표 및 추진과제

토양오염 예방 및 맑고 깨끗한 지하수 확보

토양오염 예방․사후관리

․ 토양오염 측정망 운영 및 운영지점 확대

․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 강화

․ 오염된 토양의 신속한 복원조치 

지하수 관리체계 확립

․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는 물 관리

․ 정기적인 수질검사 강화

․ 지하수 측정망 운영관리 및 감시활동

지하수 오염 예방 ․ 지하수 오염예방을 사후관리 철저

《성과지표》

분  야  별 2016년 2027년

  토양오염 실태조사 운영(개소) 20 25

  토양오염시설 지도점검율(%) 100 100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개소)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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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  황

가. 현황 및 문제점

토양은 공기･물과 더불어 생명체의 생존기반인 동시에 물질의 순환과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토양 성질과 상태, 동식물의 서식 및 생

활환경을 좌우하게 되어 이들 토양의 성질과 상태는 지금까지 자연의 조화에 의하

여 균형을 유지해 왔다. 최근에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의 환경오염이 최종적으로 

토양오염으로 직결되게 됨을 인식하게 되고, 이에 따라 토양내의 존재하는 지하수

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되고 있다

지하수는 토양보다 오염물질의 확산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며, 오염경로가 다양하

고 오염 실태를 파악하기도 어려우며, 토양과 마찬가지로 한번 오염이 되면 정화하

는데 기술, 시간,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현재 개별 환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의 모든 물질이 토양오염물질의 대상이

라 할 수 있으나 공기, 물, 폐기물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토양을 오염시키는 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과 같

이 개별 법령에서 1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토양환경보전법｣에서

는 중금속 석유류 등의 저장시설에서의 누출로 인한 토양오염과 같이 직접적으로 

토양을 오염시키는 경우와 간접오염에 의한 오염된 토양 개선사업 등 토양환경보전

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나. 토양오염 측정 현황

국토의 토양오염 실태와 토양오염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 토양에 대한 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있다. 현재 전국 

토양오염 조사는 환경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토양오염측정망과 시･도지사가 실

시하는 토양오염 실태조사 두가지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지난 1987년도에 250지점의 토양측정망(전국망)을 설치하고 토양

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기 시작한 후 1997년부터는 지역망까지 확대하여 1999년도

에는 총4,500지점의 토양측정망을 운영하여 왔으며, 2015년에는 1,001지점의 토양

측정망과 3,277지점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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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3-1> 토양오염 조사체계 비교

구  분 측 정 망 오염실태조사

목    적 전국의 토양오염추세 파악 지역의 토양오염실태 파악

설치지점 토지이용용도별 중심(15개 용도) 토양오염원 중심(16개 시･도)

측정주기 매년 1회 매년 1회

주    체 환경부(환경청) 시･도지사

조사지점 1,000개 지점(조사지점 고정) 2,460개 지점(조사지점 변경)

조사항목 22항목(중금속8, 일반13, 토양pH) 22항목(중금속8, 일반13, 토양pH)

2014년도 운영결과를 살펴보면 1,000개 지점에 대하여 중금속(Cd 등 8개 항목), 

일반항목(PCB 등 13개 항목) 및 토양산도(pH) 등 총 22개 항목을 측정하였으며, 

모든 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로 조사되었고 항목별로는 불소는 우려기준의 

61.2% 범위로 기준대비 가장 높게 검출되었으며, 카드뮴 등 중금속류는 우려기준

의 1.0(수은)~3.8(카드뮴)% 범위, 시안 및 유류는 우려기준의 10%미만으로 검출되

었고, 유기인, PCB, TCE, PCE는 불검출(정량한계 미만)되었으며, 대전은 ‘02년 

이후 기준초과 지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오염실태조사는 오염지역을 적극 발굴하여 정화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조

사지점을 달리하는 점에서 환경부장관이 운영하는 고정 측정망과 차이가 있다. 

토양오염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양정밀조사

를 실시하고 오염원인자에게 오염토양의 정화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구는 2016년도에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10개소, 공장폐수 유입지역 1개소,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관련지역 1개소, 원광석·고철 등의 보관·사용지역 4개소, 

어린이놀이시설지역 3개소, 철도관련시설 및 철도폐침목 사용지역 1개소 등 총 20

개소에 대하여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태조사결과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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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3-2> 토양오염 실태조사 지점(20개소)

오염우려지역 조사지역명 지점위치(지번)
토지용도
(지목)

면적(㎡)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한국타이어㈜대전공장 목상동 100 공장 19,571

롯데칠성음료㈜대전공장 문평동 42-1 공장 54,741 

크라운제과 대전공장 신일동 1686 공장 83,646 

유한킴벌리 문평동 41-1 공장 97,652 

한솔아트원제지㈜ 신일동 1691 공장 99,368 

한올바이오파마㈜ 상서동 400-1 공장 12,693 

㈜엠케이테크놀로지 문평동 42-10 공장 10,093 

㈜동아엔지니어링 문평동 43-5 공장 9,708 

한일제관㈜ 신일동 1682-2 공장 52,782 

한온시스템㈜ 신일동 1689-1 공장 184,506 

공장폐수 유입지역 KT&G주변 하천 평촌동 102-4 하천 1,505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관련지역 을미기공원 신일동 1682-8 공원 68,774

원광석·고철 등의 

보관·사용지역

대한이연㈜제2공장 신탄진동 261 공장 14,397 

㈜한스코 문평동 43-2 공장 19,867 

진성라이너 평촌동 105-1 공장 970 

한국특수메탈공업㈜ 문평동 42-3 공장 13,220 

어린이 놀이시설지역

문평그린공원 문평동42-4 공원 10,001

대화쌈지어린이놀이터 대화동 35-139 대지 450

신탄진남경어린이놀이터 신탄진동 708-26 잡종지 1,344

철도관련시설 및 철도폐침목 사용지역 대전철도차량정비단 평촌동 44-1 철도 4,014

라.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로써「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조의3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을 말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2만리터 이상 석유류 제조 및 저장

시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제조 및 저장시설, 「송유관안전관

리법」에 의한 송유관시설,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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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업소 수는 2016년 12월말 112개소로 

이는 석유류 저장시설 및 취급시설 중 주유소가 74개소로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하여는 최초 설치 시와 3년마다 정기적으로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표2-3-3>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현황 

신고 업소수

(계)
주유소

산  업  시  설 기  타

(난방시설 등)소  계 석유류 유독물

112개소 74 31 31 - 7

마. 지하수 관리 현황

지하수는 지표 바로 아래 공기와 물을 포함하고 있는 불포화대와 불포화대 아래 

공극이 물로 가득한 포화대에서 산출되며 포화대의 물은 지표상의 물의 불포화대를 

지나 지하심부로 침투하여 정화나 샘을 통하여 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

용수 등으로 이용되어지고 있는데 그 이용도가 날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

도록 하고 있으며, 생활용수 3년에 1회, 음용수는 2년에 1회, 공업용수는 3년에 1회, 

농업용수는 3년에 1회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대덕구의 지하수는 총 3,102공이 있다. 허가시설은 41공과 신고시설은 917공, 기

타 경미시설은 2,144공이 있고, 허가 또는 신고시설로서 생활용수는 660공, 공업

용수는 65공, 농업용수는 233공이 사용되고 있다.

<표 2-3-4> 지하수 용도별 이용량
                                                                          (단위 : 공)

총 계
허  가  시  설 신  고  시  설

경미시설
계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계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3,102 41 24 17 - 917 636 48 233 2,144

지하수관리에 있어서 방치공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방치공"이라 함은 지층을 

굴착한 공 또는 우물로서 현재 또는 미래에 이용할 계획이 없고,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별도의 조치 없이 방치되어 있는 모든 공을 말한다. 

방치공은 지표 오염원의 유입 창구 또는 유입된 오염원을 지하 심부까지 이동

시키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자체가 직접 오염원으로 작용하기도 하므로 

장기간 방치되었거나 잘못 처리된 방치공은 지하수 오염에 중요한 원인 제공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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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먹는물 공동시설현황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더 신선하고 무기물

이 적당량 함유되어 있는 물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증대되면서 먹는 샘물과 사찰, 

등산로에 위치한 약수터를 이용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이용시민들이 믿

고 마실 수 있도록 먹는 물의 수질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대덕구에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10개소가 있으

며, 이용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먹는 물 수질검사 항목에 대하여 분기1

회(3/4분기는 월1회) 정기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공포하고 있으며, 부적합 

시설이 있을 시 즉시 오염원제거 및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물을 채수하여 재검

사하는 등 즉시 대응하고 있다.

<표 2-3-5>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현황

연번 약수터명 소  재  지 개발연도 수원별 비 고

1 계족산 법동 산 17 1990 유하식

2 쌍옷샘(상) 법동 산 14-1 1990 유하식

3 쌍옷샘(하) 법동 산 14-1 1990 유하식

4 비래사 비래동 산 1-15 1990 유하식

5 밭탕골 비래동 산 34-19 1989 유하식

6 안  산 계족로663번길 25(법동) 1991 지하수

7 구  봉 중리동로41번길 28(중리동) 1992 지하수

8 우족산 비래동 산8-4 1989 유하식

9 남  도 비래동 산8-4 1989 유하식

10 대  철 상서동 26 1990 유하식

사.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현황

지하수의 수질현황과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하수법」제18조에 근거하여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5개소의 측정망에 대한 지하수 수

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지정은 용도 및 음용여부와 관계없이 「지하수의 수

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총20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연2회 실시하여 

수질오염 감시와 수질조사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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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6〉지하수 수질측정망 현황

일련
번호

지점번호 조사지역명 위  치 주용도 비  고

1 F-5-a
일반지역

(도시주거지역)
 대덕구 오정동 93-1 생활용(비음용)

2 F-5-b 〃  대덕구 송촌동 507 〃
3 F-5-c 〃  대덕구 상서동 440 〃
4 F-5-d 〃  대덕구 중리동 223-1 생활용(음용)

5 F-5-e 〃  대덕구 대화동 16-210 생활용(비음용)

〈표 2-3-7〉지하수 수질측정망 수질검사결과

(측정일 : 2016. 11. 30. / 단위 : ㎎/ℓ)

측정지역 pH 대장균군수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일반세균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유기인 결 과

수질기준 5.8~8.5 5,000이하
(MPN/100㎖)

20이하 250이하 1㎖중 
100CFU이하

0.01이하 0.05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오정동
F-5-a 6.9 4 0.8 45.0 -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기준이내

송촌동
F-5-b 7.4 0 0.9 17.0 -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기준이내

상서동
F-5-c

7.3 0 1.0 18.0 -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기준이내

중리동
F-5-d

6.8 불검출 7.9 48.0 -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기준이내

대화동
F-5-e

7.2 0 0.9 17.0 -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기준이내

측정지역 페놀 납 6가크롬
트리클로
로에틸렌

테트라클로
로에틸렌

1.1.1-트리 
클로로에틸렌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결 과

수질기준 0.005이하 0.1이하 0.05이하 0.03이하 0.01이하 0.15이하 0.015이하 1 이하 0.45이하 0.75이하

오정동
F-5-a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기준이내

송촌동
F-5-b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기준이내

상서동
F-5-c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기준이내

중리동
F-5-d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기준이내

대화동
F-5-e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기준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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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야별 추진계획

가. 토양측정망 운영

   ◦ 토양에 대한 오염실태 및 오염추세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토양을 정화･복원

   ◦ 오염실태 및 오염추세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토양오염 실태조사 확대 운영

   ◦ 오염토양에 대한 신속한 정화처리로 오염 확산 방지

   ◦ 토양오염 실태 및 추세파악을 위한 검사횟수 및 항목 확대

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 

   ◦ 토양오염 확산방지를 위한 정기적 토양오염도 검사 실시  

   ◦ 토양오염유발시설 소유주 변동시 토양오염검사 실시 확행 및 미실시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실시

   ◦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기준 초과 시 정밀검사 실시 또는 토양오염 복원명령 조치

다.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 및 신고

   ◦ 신고대상 지하수개발･이용의 경우 시설 설치도를 표준화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추진

   ◦ 지하수의 고갈, 지반침하 등의 우려되는 경우 취수량제한, 시정명령, 이용중지 

명령 등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

라.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추진 

   ◦ 지하수개발･이용자는 국민보건위생상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 지하수 용도별 수질검사주기를 달리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편의 도모

   ◦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주기 도래시 안내 공문발송 

마. 지하수 수질측정망의  운영관리 및 감시활동

   ◦ 현재 운영중인 지하수 측정망에 대한 관리 철저와 함께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측정망을 확대 운영한다.

   ◦ 지하수 관정에 대한 이물질 유입 방지 조치와 사후관리 철저 및 주변 오염원  

제거를 통한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기준초과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개선을 우선 실시한 후 재검사토록 하여 일회성  

위주의 수질검사가 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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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대기환경의 보전

1. 계획목표 및 추진과제

맑고 깨끗한 대기질 확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추진

․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강화

․ 대중교통이용의 활성화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

․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대기오염 예･경보제 적극적 운영

․ 실내 생활공간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성과지표》

분  야  별 2016년 2027년

SO2 [ppm] 0.004 0.003

NO2 [ppm] 0.022 0.016

O3  [ppm] 0.027 0.021

CO  [ppm] 0.5 0.4

PM10 [㎍/㎥] 49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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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  황

가. 대기오염 실태

1980년대 우리나라 대도시의 대기오염은 아황산가스(SO2)와 총부유물질(TSP)에 의한 것

이었으나 그간 저황유 공급 및 액화천연가스(LNG) 등 청정연료의 지속적인 보급 확대로 

아황산가스와 먼지오염도는 점차 낮아져 우리나라의 환경 기준치를 만족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대기오염도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대기

오염도는 오히려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그간 아황산가스 및 총부유물질에 

의한 대기오염은 개선되고 있는 반면 1990년대에 들어와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이산화

질소 및 오존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대기질의 양상이 1차 오염물질에서 2차 오염물질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표 2-4-1〉 연도별 대기오염도 현황

구  분
아황산가스

(SO2)

미세먼지

(PM10)

오 존

(O3)

이산화질소

(NO2)

일산화탄소

(CO)
비 고

2013년 0.004 42 0.024 0.021 0.4

2014년 0.004 41 0.026 0.020 0.5

2015년 0.004 46 0.025 0.019 0.5

2016년 0.004 49 0.027 0.022 0.5

〈표 2-4-2〉 대기측정망에 의한 대기오염도 현황(2016년도)

측정소 읍  내  동 문  평  동

항 목 SO2 PM10 O3 NO2 CO SO2 PM10 O3 NO2 CO

평 균 0.004 47 0.027 0.023 0.6 0.003 51 0.026 0.020 0.4

1월 0.009 55 0.011 0.026 0.7 0.003 57 0.012 0.020 0.4

2월 0.004 54 0.018 0.024 0.6 0.004 55 0.020 0.020 0.4

3월 0.004 70 0.023 0.024 0.5 0.004 76 0.022 0.023 0.5

4월 0.003 71 0.036 0.028 0.5 0.004 77 0.035 0.022 0.5

5월 0.004 52 0.049 0.024 0.4 0.003 57 0.043 0.021 0.4

6월 0.002 40 0.047 0.018 0.4 0.003 40 0.043 0.017 0.4

7월 0.002 31 0.033 0.017 0.5 0.003 23 0.027 0.015 0.4

8월 0.004 32 0.040 0.018 0.5 0.003 27 0.034 0.016 0.6

9월 0.004 31 0.030 0.017 0.5 0.002 37 0.028 0.017 0.4

10월 0.004 35 0.018 0.018 0.5 0.002 45 0.018 0.022 0.5

11월 0.006 55 0.010 0.032 0.9 0.003 60 0.013 0.026 0.4

12월 0.005 47 0.010 0.036 0.8 0.003 57 0.011 0.02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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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대덕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이원화 체계로 관리되고 있다. 대덕산업단지와 

대전산업단지내 사업장은 대전광역시에서 관리하고, 그 밖의 지역은 대덕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대덕구 관할 대기배출업소는 2016년말기준 총152개 업소이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2-4-3> 대기배출업소 허가 및 신고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총계 1종 2종 3종 4종 5종

대기배출시설 152 2 3 3 50 94

업종별 대기배출업소의 경우 가공금속제품제조업이 18%로써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대부분 4~5종 업체로써 대기오염 발생량은 소량이며 업종별 세부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2-4-4> 대기배출업소 업종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총계
산업용화학
제품제조

기타화학
제품제조

1차금속
제조

가공금속
제품제조

식료품제조 비금속광물
기타
시설

대기배출

시설
152 3 12 2 28 2 9 96

2016년도에는 대기배출업소 총149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총8개소(배출허용기준초과 3, 

미신고 3, 기타 2)의 배출업소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개선명령 3건, 고발 

및 폐쇄명령 3건, 경고 2건 등이며, 2013년부터 2016년도 지도점검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2-4-5>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실적
(단위 : 개소)

연 도
지도･점검결과 조  치  사  항

고 발
(병과)점  검

업소수
위반

업소수 합 계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중지 경고 등 기타

2013년 156 17 17 4 3 10 ( )

2014년 162 12 12 6 2 4 (1)

2015년 127 4 4 1 1 2 (1)

2016년 149 8 8 3 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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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현황

대기 중에 사람이나 동･식물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먼지는 입자크기가 0.1~10㎛의 

부유먼지로서 주로 산업공정에서 연료의 연소 또는 고체상 물질의 분쇄 등을 통하여 

발생되며, 강하먼지는 그 자체로는 대기 중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으나 건

설공사장 등의 작업과정이나 바람 등에 의해 대기 중에 비산될 때 영향을 미친다. 

또한 먼지는 발생형태에 따라 비산먼지와 공정먼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지발생량의 대

부분이 비산먼지로 배출되고 있다.

대덕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2016년말기준 총 94개소로써 건설업이 74개소 

78.72%, 레미콘 10개소 10.63% 분포하고 있으며, 그 세부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2-4-6>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비산먼지 발생사업

건설업 시멘트･레미콘
1차금속 

제조업

비금속물질채취·제품

제조·가공업

2013년 125 105 10 10

2014년 115 95 10 10

2015년 104 84 10 1 9

2016년 94 74 10 1 9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종류는 대부분 건설공사장으로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봄철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먼지발생억제시설 정상

가동 상태 등을 단속하고 있으며,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10,000㎡이상)인 

대형 공사장은 특별관리공사장으로 지정하여 중점 점검하고 있다. 

또한 신고대상은 아니나 민원을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

하여 먼지 발생을 억제토록 계도하고 있으며, 각종 건설공사 허가 시 관련 부서에서는 

먼지저감 노력에 협조토록 하고 있다.

<표 2-4-7>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및 위반건수
(단위 : 개소)

연 도
점  검

업소수

위  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역
과태료

(병과)

고발

(병과)계
(변경)
신고미
이행

억제
시설
미설치

기 타 계
개선
명령

조치
이행
명령

경
고 기타

2013년 123 8 8 2 2 4 8 2 2 4 6(6)

2014년 94 11 11 7 3 1 11 3 1 6 1 7(7) 1(1)

2015년 83 11 11 2 4 5 11 2 2 7 8(6) 1(1)

2016년 94 4 4 3 1 4 3 1 2(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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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야별 추진계획 

가. 대기오염 예 ․ 경보제 효율적인 운영

   ◦ 오존경보제 등 예ㆍ경보제 적극적 운영

   ◦ 황사피해 저감을 위한 대주민 홍보 강화

   ◦ 예･경보제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경보시스템 가동

나. 이동오염원의 배출량 저감

   ◦ 자동차 배출가스 상시 감시시스템(RSD) 도입

   ◦ CNG  차량확대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 과적･과속 화물차의 단속 강화

다.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 지도･점검 및 공회전 금지 홍보

   ◦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찾아가는 배출가스 무료 점검 확대 추진

   ◦ 검사 대상차량의 자동차 종합검사(정밀검사) 실시

   ◦ 차량 운전자의 자율적인 정비･점검유도 집중 홍보

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대중교통이용하기 및 카풀제 이용운동 실시

   ◦ 승용차 요일제 추진으로 교통수요 감소를 통한 배출가스 저감유도

   ◦ 두발로 데이(매월 11일, 22일)를 자가용 이용하지 않는 날과 연계 추진  

   ◦ 자전거 전용도로 및 보관시설 확충 등 이용체계 개선

   ◦ 대중교통 이용시설 현대화 및 청결유지, 운전자 서비스 질 향상

   ◦ 공영주차장 설치 확대와 내 집 주차장사업 지속 추진

마.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감독강화

   ◦ 대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위한 최적의 방지시설 및 억제시설 설치 유도

   ◦ 배출사업장 특별ㆍ정기 지도점검 실시

   ◦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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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토목･건축공사장 관리 강화 

   ◦ 완벽한 비산먼지발생억제 시설 설치 후 시공

   ◦ 특별관리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매월 1회 공사장 주변 도로 “청소의 날” 지정･운영

사. 나대지 나무심기 활성화

   ◦ 도심 공터의 흙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자투리 공간 활용 나무심기

   ◦ 푸른숲 가꾸기 등 나무심기 운동의 지속적 실시

아.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관리체계 구축

   ◦ 대덕구의 대기오염 지도를 작성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교통대책수립 강구

   ◦ 도심 기후, 바람길 등 기상특성과 연계한 대기관리방안 수립실시

   ◦ 지역 대기환경기준 개정 및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확대 구축

   ◦ 대기오염현황, 기상현황, 배출량 현황 등을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실시간 대기오염 종합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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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수환경 보전

1. 계획목표 및 추진과제

맑은 물 보전 및 공급

오염원 관리의 전문화
․ 비점오염원 관리기반 구축

․ 배출시설 관리 체계 개선

수질오염사고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

․ 수질오염물질 사고 요인 사전 제거

․ 수질오염사고 방제훈련의 지속적 실시

수계 환경관리의 수행
․ 합류식 하수관거의 분류식 개선 지속 추진

․ 지역 환경용량을 고려한 개발계획의 수립

《성과지표》

분  야  별 2016년 2027년

BOD(㎎/ℓ, 갑천교) 3.4 2.0

하 천 수 질 좋음 매우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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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  황

가. 수질측정망 운영

공공수역의 수질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대전시내 하천에 28개 지점의 수질 측정망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대덕구 관내에는 유등천의 한밭대교, 갑천의 갑천교와 신구교 등 

6개 지점에 측정망이 있으며, 주요 지점에 대하여는 주간 단위로 측정하고 그 외 지점은 

월1회 측정하고 수질조사 결과에 대하여는 언론매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하천 수질측정망을 통한 수질오염도 농도변화를 살펴보면 유등천과 갑천의 경우, 주

변 오염물질의 유입이 많은 갑천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대

전산업단지 및 대덕산업단지 내 비점오염원 등 오염물질유입에 의한 영향에 따른 것

으로써, 수계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통해 수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표 2-5-1> 하천별 수질오염도 현황

연 도 측정지점
DO

(㎎/ℓ)
BOD

(㎎/ℓ)
COD

(㎎/ℓ)
SS

(㎎/ℓ)
T-N

(㎎/ℓ)
T-P

(㎎/ℓ)
비 고

2013

유등천(한밭대교) 12.1 1.9 2.9 3.0 2.314 0.042

갑천(원촌교) 10.1 1.9 4.2 12.5 1.858 0.205

갑천(갑천교) 9.8 6.0 7.5 7.7 8.922 0.245

갑천(신구교) 11.4 4.4 6.6 5.7 7.945 0.137

2014

유등천(한밭대교) 11.6 1.6 3.0 2.3 2.577 0.028

갑천(원촌교) 10.1 2.5 5.4 12.4 2.442 0.064

갑천(갑천교) 9.8 4.3 7.2 4.1 7.826 0.170

갑천(신구교) 11.2 3.0 6.7 3.7 7.784 0.103

2015

유등천(한밭대교) 11.1 1.5 3.4 2.1 2.141 0.037

갑천(원촌교) 10.3 2.8 5.8 9.1 2.098 0.072

갑천(갑천교) 9.7 4.0 7.8 5.6 7.379 0.125

갑천(신구교) 10.6 3.0 7.3 4.1 7.509 0.078

2016

유등천(한밭대교) 11.3 1.5 3.1 1.7 2.621 0.029

갑천(원촌교) 10.9 2.4 5.3 8.6 2.505 0.087

갑천(갑천교) 9.4 3.4 6.6 4.8 6.666 0.098

갑천(신구교) 11.0 2.9 6.5 4.0 6.799 0.081

<표 2-5-2> 대청호(현도) 연도별 수질현황

연 도
DO

(㎎/ℓ)
BOD

(㎎/ℓ)
COD

(㎎/ℓ)
SS

(㎎/ℓ)
T-N

(㎎/ℓ)
T-P

(㎎/ℓ)
수온
(℃) 비 고

2013 10.4 1.0 4.1 2.5 1.491 0.015 16.3

2014 9.6 1.0 4.0 2.2 1.307 0.014 14.7

2015 9.8 1.0 3.8 2.2 1.137 0.013 15.6

2016 10.4 1.0 4.2 2.3 1.109 0.017 16.0

 * 출처 : ｢물환경정보시스템 (http://water.nier.go.kr)｣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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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폐수배출시설 현황

대덕구 관할 폐수배출업소는 총 245개 사업장이 허가 또는 신고되어 있으며 배

출시설에서 발생되는 1일 폐수배출량을 기준한 종별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5-3> 폐수배출업소 허가 및 신고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총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폐수배출시설 245 0 4 3 11 227

업종별 폐수배출업소의 경우 금속･화학제품･음식료품 제조업이 14.7%이며 기타시

설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대부분 4~5종 업체로써 폐수발생량은 소량이며 업

종별 세부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2-5-4> 폐수배출업소 업종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총계
금속
제품

화학
제품

담배
제조

코크스
석유정제

고무
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음식
료품

기타
시설

폐수배출시설 245 26 6 1 1 1 17 4 189

2016년도에는 폐수배출업소 총127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총4개소(배출허용기준 초과 

2, 기타 2)의 배출업소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개선명령 2

건, 경고 등 기타 2건 등이며, 2013년부터 2016년도 지도･점검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2-5-5>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실적
(단위 : 개소)

연도별
점  검

업소수

위  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역 고 발

(병과)기준초과 비정상가동 기 타 개선명령 조업정지 기 타

2013 143 7 1 - 6 2 - 5 2

2014 151 6 1 2 3 1 - 5 3

2015 166 6 - 4 2 - 4 2 4

2016 127 4 2 - 2 2 - 2 -

2016년말 현재 대덕구의 기타수질오염원은 운수장비･정비 또는 폐차시설 71개

소, 사진처리시설 44개소, 골프장시설 1개소 등 총 116개소가 있다. 운수장비 정

비시설에서는 유수분리시설 및 작업장 지붕설치 등의 수질오염방지 조치를 하고 

있으며 사진처리시설에서는 발생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하고 있다.

<표 2-5-6> 기타 수질오염원 현황 

구   분 계 운수장비 정비 또는 폐차시설 사진처리시설 골프장시설

개소수 116 71 4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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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수처리시설 현황

대덕구는 현재 하수는 유성구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정화 처리되고 있

다. 합류식 하수관이 설치된 지역은 단독정화조에서 처리 후 방류수는 합류식 하수관으

로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정화처리 되고 있으며, 그 외의 하수관거 미설치된 

지역은 규모에 따라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 후 인근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다.

2016년 말 현재 오수처리시설은 575기, 정화조 10,875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연중 시

설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수질기준초과)사업장에 대하여는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다.

<표 2-5-7> 오수처리시설 설치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100㎥/일 초과
50㎥/일 초과
100㎥/일 이하

50㎥/일 이하 비 고

2013년 617 55 67 495

2014년 586 54 61 471

2015년 589 54 61 474

2016년 575 54 57 464

<표 2-5-8> 처리방법별 정화조 설치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설 치 수 부패탱크 임호프탱크 접촉폭기 살수형부패 비 고

2013년 13,128 9,139 3 796 29

2014년 12,158 9,931 3 747 27

2015년 10,988 10,104 3 720 27

2016년 10,875 10,120 3 725 27

<표 2-5-9>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점  검 위 반
위   반   사   항

계 고 발 개선명령 과태료 기타(경고)

2013년 167 - - - - - -

2014년 127 1 1 - 1 1 -

2015년 120 2 2 - 2 2 -

2016년 162 1 1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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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질오염사고 예방관리

수질오염사고발생시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관별 상시 비상연락 체계 구축 및 

방제장비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고의 정도 및 사고발생 유형(유류 유출사고, 유독물 유출

사고 등)에 따라 대응 전략을 확립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보

유 방제장비에 대해 공유하는 등 관련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표 2-5-10> 수질감시초소 설치운영 현황

설  치  위  치 구  조 면 적 주 요 기 능 보 유 장 비 비 고

대화동 583-27

대화공단옆(동영산업앞)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18㎡ 수질오염감시

오염사고대응

오일휀스,

유화제, 유흡착제등

마. 상수원 보호관리

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상수원보호구역은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하고 상수원의 수질을 오염물질로부터 

보호하여 국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정･관리하고 있다.

<표 2-5-1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구 분 행정동 법정동 면적(㎢) 취수장 비 고

대덕구 신탄진동 미호동 외 6개동 16.45 삼정취수장

2) 환경정비구역 지정현황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부락으로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

처리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보호구역안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정비,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오수･폐수 처리 시설의 설치, 기타 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대덕구는 4개동 240필지(160,163㎡)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동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건축 

행위 등 규제하고 있다.

<표 2-5-12> 환경정비구역 지정현황

구 분 행정동 법정동 면적(㎡) 비 고

대덕구 신탄진동 미호동외 3개동 16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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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수원보호구역내 규제행위 단속

   가) 단속순찰 현황

    - 평일 주간에는 청원경찰 2인 1조 상시순찰 및 단속

    -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 제보 시 수시 특별단속실시

    -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에게 상수원보호에 대한 인식을 심어줌

      ∙ 상수원보호구역내 업소 및 차량에 안내문 배포 : 대청호주변식당 27개소

      ∙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 13개소

      ∙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금지 주민 홍보실시 분기별 10회

   나) 금지행위 단속순찰 행정사항

    - 야영 또는 야외취사행위, 어로행위는 인적사항 파악 및 사진촬영, 시인서 작성을 

통해 1회에 한하여 현지계도 조치하며, 동일인 2회 적발 시 사법기관에 행정조치

    - 배 또는 그물을 이용하여 어류를 잡는 행위는 인적사항을 파악 후 사법기관에 

즉시 행정조치

    - 자동차 세차행위, 오･폐수방류 등 수질오염의 직접적 원인행위를 하는 자는 

현장에서 근거를 확보하여 사법기관에 즉시 행정조치

<표 2-5-13> 상수원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단속실적(2016년)

구 분 총 계 어로행위 행락행위 불법건축 형질변경 기  타 비  고

단속실적 58건 38건 - 9건 1건 10

3. 분야별 추진계획 

가. 사업장 폐수 및 생활오수 등 수질오염원 관리강화 

   ◦ 수질오염총량제의 지속 추진으로 오･폐수발생량 규제

   ◦ 오･폐수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 신규 및 위반우려업소 현장 기술지원 실시

   ◦ 수질오염물질 배출공정별 최적의 방지시설 설치 운영

   ◦ 비점오염원 관리강화

◦ 친환경적․친농업적인 축산폐수 처리기반 마련

◦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운영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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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질오염사고 예방 대책 

   ◦ 하천순찰 강화

   ◦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운영 강화

   ◦ 환경분야 재난위험시설물 지정･관리

   ◦ 수질오염사고 대비 가상방제훈련 실시

   ◦ 수질오염사고 대비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방제장비 확보

   ◦ 유독물 취급업소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강화

   ◦ 유독물 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강화

다. 하수도시설의 정비 

   ◦ 노후된 하수관의 지속적인 교체 정비 작업추진

   ◦ 신설 및 정비된 하수도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유지관리 강화

   ◦ 하수관내부의 퇴적된 준설토의 정기적 준설작업 실시

   ◦ 수질오염사고 대비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방제장비 확보

   ◦ 유독물 취급업소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강화

라.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확대

   ◦ 물수요 관리 종합대책 추진

   ◦ 가정 및 상가에서의 절수기 사용 의무화, 대형건물 중수도 사용 유도

   ◦ 빗물의 재이용등 구민참여 촉진

   ◦ 하천 수변공간의 자연형 정비 및 친수공간의 조성

마. 수계 환경관리의 수행

   ◦ 지역의 환경용량(수질총량관리)을 고려한 개발계획의 수립시행

     - 시가지 조성 시 하천생태계와 하천관리를 위한 저류습지 등 완충지 설치유도

   ◦ 비점오염원의 저감대책 수립시행

     - 국토대청결운동을 통한 하천･도로 노면･주차장･유원지 청결운동 지속실시

     - 폐수･축산폐수･비산먼지사업장 등 강우 시 오염원 하천오염 근절 유도

     - 초기강우의 하천 피해예방을 위한 하수관거 퇴적물 준설작업 지속 실시

   ◦ 강우초기 월류수 및 불명수 정비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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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악취 관리

1. 계획목표 및 추진과제

2. 현 황

3. 분야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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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악취 관리

1. 계획목표 및 추진과제

주민체감형 악취관리체계 구축

악취배출원 관리체계 구축

․ 악취관리지역 상시 감시체계 확립

․ 악취민원 및 배출사업장 인벤토리 구축

․ 생활악취 배출원 관리방안 마련

주민참여 감시활동 전개
․ 민･관합동 악취특별대책반 지속추진

․ 지역주민 악취모니터링 활성화

자율적 악취개선 유도
․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자금 지원

․ 악취배출 현황조사 및 기술지원

《성과지표》

분  야  별 2016년 2027년

대전산단 및 주변 (복합악취) 5.1 4.1

대덕산단 및 주변 (복합악취) 4.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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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  황

가.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

대덕구에서는 대전･대덕산업단지 및 인근 공업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악취로 인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수년간 지속됨에 따라 문제시설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악취관리지역을 대전광역시에 건의하여 ｢악취

방지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 2007년 12월 28일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대전광역시 

고시 제2007-208호, 시행 2008년 1월 1일)를 하게 되었다.

<표 2-6-1> 대덕구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

구 별 악취관리지역 위      치 면적(㎡) 비  고

2개 지역 5,529,449

대덕구

대전산업단지 

대전산업단지 및

대화동, 읍내동, 오정동

지역의 일반 공업지역

2,038,303

대덕산업단지 및 인근 일반 

공업지역

대전산업단지 및

문평동, 목상동지역의

일반 공업지역

3,491,146

나.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악취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자는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악취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6년 대덕구 악취배출 업소는 총220개 업소가 

있으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2-6-2> 악취배출사업장 신고현황(2016년)
(단위 : 개소)

구  분 총  계 대전산업단지 대덕산업단지 산업단지 외

악취배출시설 220 59 92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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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악취배출업소의 경우 금속표면처리업이 68%로써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으며, 업종별 세부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2-6-3> 악취배출사업장 업종별 현황
(단위 : 개소)

       업종별

 종류
계

금속
표면
처리

화학
의약

고무
플라
스틱

금속
용융
제련

폐수
처리

종이
출판

식품
제조
가공

섬유

제품
기 타

악취배출시설 220 77 31 21 11 13 13 18 11 25

2016년도에 악취배출업소 총15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111회의 악취포집을 실시

하여, 배출허용기준초과로 ｢악취방지법｣을 위반한 1개의 악취배출사업장에 개선명령 

1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6년도 지도점검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2-6-4>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실적
(단위 : 개소)

연도

지도점검결과 위반내용 조  치  사  항
고 발

(병과)실 적
위반
업소수

미(변경)
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 
미이행

개선
명령

경고 등 
기타

과태료

2013 187 2 1 1 1 1

2014 171 9 1 2 6 5 1 3

2015 150 2 1 1 1 1

2016 155 1 1 1

다. 산업단지 악취저감 시책 추진

1) 악취개선방안 연구용역 실시

악취관리지역인 대덕산업단지 및 인근공업지역에 대한 악취배출원 조사 및 악취

개선방안, 악취저감 목표 설정 등을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와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다.

용역결과 체감악취는 크게 9가지로 분류되고 계절별로 차이는 있으나 타이어 및 

메케한 냄새, 약품냄새가 주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산업단지 전체적으로 배출되는 

악취의 양은 1,081,103 OU/sec로 산정되었으며, 30개 업체의 배출량이 전체의 약92%를 

차지하고 특히 이중 14개 업체가 전체 악취의 약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취 확산모델 및 예측 평가결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악취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요 악취배출사업장의 발생량이 약70%저감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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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악취다량 배출업체와 악취저감 자율협약 추진

악취개선 실행방안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하여 2009년 4월 21일 주요 악취다량

배출사업장 14개 업체와 2011년까지 2008년대비 악취배출량의 70% 저감을 목표로 

1차 자율협약을 체결하였다.

자율협약 업체는 타이어 제조, 종이제조, 제과제조, 소각시설 등의 환경기초시설, 

화학약품 취급업체 등 다양한 업종들로 이들 업체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총량은 산업

단지 배출량의 약81% 수준인 678,479OU/sec이다.

1차 자율협약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2012년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에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자율협약을 실시한 14개 사업장에 대한 악취 투자비용 및 악취배

출량을 연구하였다.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14개 사업장이 악취개선을 위해 489억원을 투자하였으

며, 악취배출량은 223,775.6OU/sec로 협약전과 비교하면 67.9%의 악취가 개선된 것으

로 산정되었다.

2013년 4월 26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차 악취자율협약에서 목표가 미달성 된  

악취배출업소 10개소와 악취배출량 82%저감(2008년 대비) 또는 배출구 악취오염도 

800OU이하를 목표로 2차 악취 자율협약을 실시하였다.

2차 자율협약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2016년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에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자율협약을 실시한 9개 사업장에 대한 악취 투자비용 및 악취배출

량을 연구하였다.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9개 사업장이 악취개선을 위해 280억원을 투자하였으

며, 악취배출량은 177,012OU/sec로 협약전과 비교하면 70.7%의 악취가 개선된 것으

로 산정되었다.

 이들 업체가 저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만큼 

인근지역 주민대표, 대학교수, 환경전문가가 공동 참여하는 평가반을 구성해 협약기

간 동안 업체별로 현장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였고, 매 평가시마다 그간의 악취개선 실

적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였다.

3) 악취저감을 위한 기술적･행정적 지원

자체적으로 악취방지계획 수립이 어려운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대전녹색환경지원

센터에 협조를 받아 악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악취배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 특성에 맞는 방지시설 설치방향을 제시하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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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설 설치 자문 등 기술적 지원을 실시하여 자율적으로 악취저감 조치를 이행하도

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악취관리지역 인근 개발사업자로부터 5억원을 출연 받아 2008년 11월 21일 

｢환경보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를 대전시 최초로 제정한 후 환경보전기금을 

조성하고 그 재원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악취개선 조치를 하려는 영세업체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4) 주민참여 악취 불법행위 근절

악취발생 빈도나 세기 또는 발생원의 효율적 파악을 위해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악취모니터 요원을 2008년 3월 25일 위촉･운영하여 항시 순찰･감시활동을 실시 

하고 있으며, 특히 악취민원이 집중되는 하절기에는 악취 감시를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악취상황실을 설치하고 지역주민,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취약시간대인 야간에 악취관리지역 및 인근 주거지역을 대상

으로 악취순찰과 함께 주요 악취배출사업장의 운영실태 점검과 악취시료 포집장

치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즉시 시료를 채취하여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

적인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3. 분야별 추진계획

가. 악취배출원 관리체계 구축

   ◦ 악취배출원 자료축척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악취배출시설의 시간별, 계절별 민원 및 악취발생 현황자료 축척

     - 민원발생, 오염도 검사결과 분석을 통해 배출시설 운영 및 시설개선 반영

   ◦ 악취측정시스템을 활용한 과학적 체계적 실태조사 실시

     - 광역적, 복합적 악취발생에 대한 실시간 측정 및 개선대책 현장 반영

     - 악취측정시스템 설치･개선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지원방안 모색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악취관리지역 추가 지정 검토

     - 기업체별, 지역별 악취오염도를 조사하고 악취배출실태 등에 대한 용역실시

     - 악취관리지역 효과가 미흡할 경우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관리지역 추가 

지정 등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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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취관리지역 외 생활악취 배출원 관리방안 마련

     - 생활악취 배출실태파악 및 악취저감을 위한 기술적 지원방안 모색 등

나. 악취불법행위 근절

   ◦ 악취배출사업장 특별점검기간 운영

      - 하절기 악취다량 및 민원유발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

      - 동절기 악취유발행위 근절대책 수립･추진

   ◦ 발생원 및 유형별 악취유발행위 근절대책 추진

      - 청정연료 사용여부 확인 및 사용유류에 대한 수거검사 실시

      - 사업장 악취배출공정 및 발생요인 정밀점검, 노천 소각 행위 등 단속

   ◦ 주민참여 감시활동 전개

      -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악취모니터요원 위촉, 순찰활동과 위법신고 수행

      - 악취민원이 집중되는 하절기(7~10월) 민･관 합동 악취특별대책반 운영

      -「움직이는 환경신문고」운영하여 애로사항 직접 청취 및 현장 지도

      - 이동식 악취포집기를 주민에게 배부하여 취기 감지 시 포집하여 즉각 대응

   ◦ 악취방지계획 이행여부 확인 및 불이행사업장에 대한 처분 강화

다. 기술지원 등 자율적 악취개선 유도

   ◦ 악취관리 기술지원단 운영

     - 악취전문 기술지원단 구성, 자체 방지계획 수립이 어려운 영세･신규사업장 지원

   ◦ 중점관리사업장 기술지원 네트워크 구성

     - 지속적 관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한 문제점파악, 개선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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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관리

1. 계획목표 및 추진과제

2. 현 황

3. 분야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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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소음･진동 관리

1. 계획목표 및 추진과제

소음진동의 저감을 위한 관리･시책 추진

생활소음(진동)의 저감
․ 생활소음 및 이동소음원 관리강화

․ 생활소음 다발생지역의 관리

사업장 소음진동 관리
․ 사업장 소음･진동의 지속적 관리

․ 저소음 공정으로 공사유도

도로 교통소음의 저감
․ 종합적 시책전개로 교통소음 감소

․ 각종 개발계획 소음피해대책 강구

《성과지표》

분  야  별 2016년 2027년

생활소음･진동 민원처리 (%)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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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  황

가. 생활 및 사업장 소음발생

소음이란 사람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물리적인 면에서는 불규칙음, 비주기

적이고 고주파음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음으로 정온한 생활환경을 방해하거나 불쾌

하게 하는 상태를 소음공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소음은 인간의 건강생활에 유해한 작용을 나타내는 음향으로 청력손실, 이명, 고

막  소견, 전저 기능저하 등의 장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방해를 가져

와 초조, 불쾌감, 불면증의 증상을 일으킨다.

최근 발생하는 소음에 관한 민원 중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생활소음은 확성기에서 나오는 이동소음, 스피커소음, 소규

모 공장 등 각종 사업장의 작업소음, 건설공사장 소음 등 매우 다양하다. 최근 인구

증가와 더불어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국민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정온한 생활

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지구온난화로 인해 여름철 더운 날이 증가하여 가정

이나 사업장의 에어컨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에어컨 실외기 가동으로 인한 

소음이 증가 추세이며, 공동생활이 증가하면서 층간소음이나 일상적인 생활소음문

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핸드폰, 스마트폰 등의 개인용품을 공공장소에서 사

용함에 따른 갈등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나. 교통소음 발생

도로망과 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교통소음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주행거리, 

경적, 공회전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가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다.

방음벽은 소음발생원과 비교적 가깝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리 떨어진 

곳의 소음감소 효과는 있다. 그러나 대부분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다. 공장 및 건축공사장 소음 발생

재개발, 재건축의 진행으로 인한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민원이 많이 제

기되고 있으며, 공사시 건물철거 및 발파, 건축, 도로 굴착공사, 상하수도 공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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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오정동 일대 사업장의 냉동기 보유업

체나 장비의 운행에 의한 소음민원이 급증하였다.

2016년도 소음민원 372건에 대하여 소음측정을 실시하였고 기준초과 1건에 대하

여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처분을 하였다.

<표 2-7-1> 소음배출원별 민원발생 현황

 (단위 : 건)

연 도 총 계
교 통

소 음

공 장

소 음

생 활 소 음

소 계 확성기 사업장 공사장 이동소음 기 타

2015 265 - - 265 - 25 112 - 128

2016 372 - - 372 14 126 168 - 64

3. 분야별 추진계획

가. 생활소음(진동)저감을 위한 노력의 전개

   ◦ 생활소음 및 이동소음원에 대한 관리와 단속강화

   ◦ 생활소음 다발생지역의관리

   ◦ 교육과 홍보를 통한 생활소음 감소 및 규제

나. 사업장 소음･진동 배출시설 관리 강화

   ◦ 사업장 소음･진동의 지속적 관리

   ◦ 건설장비 소음표시제 실시 등 저소음공정으로 공사유도

   ◦ 이동건설소음 단속강화 및 환경민원 즉시 처리 전담반 운영

다. 도로 교통소음 저감의 종합적 시책 전개

   ◦ 도로 주변의 방음벽 신･증설

   ◦ 종합적 시책 전개를 통한 교통소음 감소

   ◦ 각종 개발계획 수립 추진에 따른 소음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계획 _115

제8장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1. 계획목표 및 추진과제

2. 현 황

3. 분야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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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1. 계획목표 및 추진과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시설 관리방안 수립

대상시설의 관리 강화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의 효율적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시설 DB구축

대주민홍보 및 

정보제공

 - 실내공기질 홍보자료 구 홈페지이지 게재

 - 친환경 건축자재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성과지표》

분  야  별 2016년 2027년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100 100

2. 현  황

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관리법｣은 2003. 5. 29일 법제정 및 2004. 5.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03년에 타법의 관리대상시설 이관과 미 관리 주요시설을 추가하여 통합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법에 따라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공기질에 대

한 측정을 실시하고, 기준에 적합하도록 환기시설 등을 설치 관리하여야 하고 신축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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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시공자는 주민의 입주 전에 실내 유해물질의 농도를 측정하여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하며, 또한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건축자

재에 대하여는 사용을 금지토록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설정, 공기질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

재 사용제한 등 다양한 관리기법이 도입되었으며,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시공자의 측정･공고의무를 반영하였으며, 아동보육시설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 시설도 다중이용시설 군에 포함되었고, 2012. 1. 1일부터는 영화관, 전시장, 학원

(2,000㎡이상), PC방(500㎡이상) 등도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의 적용시설에 포함 관리하게 

되었다.

나.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현황

대덕구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은 55개소이며, 전 시설의 자가 측정 결과 

유지기준 5개 항목 및 권고기준도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인 측정 현황 

모니터링을 통하여 깨끗한 실내환경이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표 2-8-1>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현황 
(단위 : 개소)

계 도서관 의료기관 대규모
점  포 장례식장 실  내

주차장 찜질방 보육시설 기  타

55 1 9 1 1 4 2 24 13

〈표 2-8-2〉실내공기질 자가측정 항목 및 주기

구  분 유지기준(5개항목) 권고기준(5개항목)

측정항목 PM10, CO2, HCHO, CO, 총부유세균 NO2, Rn, VOC, 석면, 오존

측정주기 매년 1회 측정 2년에 1회 측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오염도에 대한 대책으로 시공자들이 친환경 건축자재를 자발적

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의 시공자는 주민

입주 전 ‘새집증후군’ 증상의 주원인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유해물

질의 농도를 측정하여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표 2-8-3〉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단위 : ㎍/㎥)

구    분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100세대 이상 210 30 1000 360 7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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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내공기질 관리의 전망과 문제점

  사회의 발달과 도시화로 인해 실내공기질 관리시설은 점차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며, 

특히 학교보건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는 교육시설을 포함하면 더욱더 증가할 것이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욕구에 따른 민원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분야별 추진계획 

가.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시설 관리 강화

   ◦ 시설별, 용도별, 지역별로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 및 관리강화

   ◦ 자가측정 이행여부 확인, 우려시설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의뢰

나. 신규 공동주택, 지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분석관리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로 ‘새집증후군’ 예방

   ◦ 자가 측정여부 및 지속적 지도점검으로 행정계도 강화 및 관련법 준수 유도

   ◦ 입주등 사용전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표

   ◦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의 교육실시

     - 신규교육: 1년 이내 1회, 보수교육 : 3년마다 1회

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의 D･B구축

   ◦ 관리의 효율성 확보와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실시

   ◦ 데이터 구축을 통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및 관리시스템 운영에 활용

   ◦ 주요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라. 대주민홍보 및 정보의 효율적 제공

   ◦ 실내공기질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고조 대응을 위한 구 홈페이지 관련자료를 

게재하고, 자발적인 실내공기질 저감노력 진행 지원

   ◦ 친환경 건축자재 정보제공시스템 구축하여 자재구입 및 시설 설치 활용토록 

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저감 노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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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

1. 계획목표 및 추진과제

2. 현 황

3. 분야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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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유해화학물질 관리

1. 계획목표 및 추진과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유해물질 안전관리 및 교육
․ 사업장 자체 안전관리 강화 유도

․ 유독물사업장 시설진단 및 교육

유독물영업자 지도점검
․ 사업장 안전관리시스템 지속 점검

․ 취약업소 특정관리대상 시설 지정

사고대응 및 정보체계 구축
․ 사고시의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 유해화학물질 정보관리체계 구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15.1)에 따라 유독물 영업 등록이 영업허가로 변경되면서     

    시·도에서 지방환경관서로 허가 및 관리업무(점검·처분 등) 이관

2. 현  황

가. 유해화학물질 현황 및 문제점

인간이 생활의 편리와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면서 과학 및 산업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

하여 인류의 생활수준을 크게 높여 놓았다. 그러나 이 같은 발전과 더불어 수많은 화학

물질을 만들어 내어 이들에 의한 혜택속의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도 그로인한 피해 속에 

살고 있다.

화학물질은 세계적으로 연간 50만 여종이 새로이 합성되어 만들어지고 있으며, 현재까

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화학물질은 1300만종에 이르고 그중 10만 여종이 유통되고 있다. 

화학물질 가운데 특히 사람의 건강, 환경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우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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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을 유해화학물질이라 일컫는다. 

국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종류로는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사고대비물

질로 나눌 수 있으며, 산업의 발달과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화학물질이 양

적으로 증대되고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화학물질에 

대한 안정성의 정확한 평가 및 관리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나. 유독물영업자 등록 현황

유해화학물질(유독)물을 제조･판매･사용･보관･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유독물영

업등록을 하여야 하며, 대덕구 관내에는 유독물 영업자 등록업소가 110개소이며, 제조

업이 5개소, 판매업 78개소, 사용업 26개소, 운반업 1개소가 있으며, 년 1회 이상 지도･
점검 실시 결과 2016년 기준 위반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등록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제조업 판매업 사용업 운반업 비    고

개소수 110 5 78 26 1

 * 출처 : 금강유역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등록현황 자료(2017. 1. 31.)

다. 화학물질 관리의 전망과 문제점

유해화학물질의 유통 및 사용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사용 및 폐기에 따른 국민

보건 및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큰바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일반 시민들의 유해

화학물질 사용에 따른 안전성과 유해성, 유출시 처치요령 등 물질에 대한 다양한 정보

를 제공하여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여야 한다.

국제적으로 로테르담협약,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에 대

한 무역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국가적인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지역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 되고 있다. 

라. 화학물질 유출사고 예방·대응 체계 구축 및 문제점

화학 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

의 상황을 일컫는 것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피해유형에 따라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치명적인 환경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다. 



제9장�유해화학물질�관리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계획 _125

<표 2-9-2> 화학사고 발생현황

 (최근 5년간 사고발생 건수)

구   분 소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8월)

대전 10 0 0 1 6 2 2

전국 389 12 9 86 104 113 65

피해현황
사망/부상 :43/553명
재산:918.8억원

6/10명
0.8억원

11/67명
554억원

11/70명
5억원

4/234명
314억원

8/95명
조사중

3/77명
조사중

 * 출처 : 금강유역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방안 토의 자료(2016년)

화학사고의 원인을 보면 시설관리미흡과 작업자부주의에 따른 사고가 많았고, 유출

(누출), 폭발, 이상반응, 화재, 복합사고의 순으로 발생하였으며, 유해화학물질 유통량 

증가에 따라 매년 사고발생건수 및 피해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화학사고 발생 시 위기대응체계에 따라 단계별 조치사항을 준수하고 각 기관별 임

무와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신속한 사고대응 및 후속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림 2-9-1> 화학사고 발생시 대응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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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화학사고 대응기관의 역할, 대응장비 및 물자 보유현황 등의 정보 공유가 유관 

기관별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며 사고대응

역량 조직의 전문성 결여에 따른 전문교육훈련 실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 등 화학물질 유출사고 시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3. 분야별 추진계획 

가. 유해화학물질사업장 자체안전관리 강화 유도

   ◦ 사업장 자체 안전관리 추진계획 수립시행 및 주기적 교육실시 유도  

   ◦ 사고예방을 위한 방제계획수립과 사고대비요령 교육 및 자체점검 강화

   ◦ 유독물 유출대비 응급조치요령 및 유관기관 연락체계 구축

나. 유해화학물질사업장 시설진단 및 교육실시

   ◦ 사고대비 물질을 일정량이상 취급하는 시설은 자체 방제계획 수립 시행토록하고  

 정기검사실시 및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 유독물관리자의 임명 및 안전관리교육 실시

다. 유해화학물질취급관련 사업자 지속적 지도 ․ 점검 실시

   ◦ 유독물 취급업소의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

   ◦ 사고발생가능성 높은 사업장에 대한 특정관리대상 시설 지정 관리

라. 유해화학물질 사고시의 신속 대응체계 구축

   ◦ 유해물질 유출 및 폭발 등을 사전예방하고 유독물사고 대책반 편성운영

   ◦ 유독물사고대비 응급조치 계획수립, 방제인력 및 자재 확보

   ◦ 유사대비 방제교육 및 가상훈련의 지속적 실시

   ◦ 유해물질사고시 유관기관에 신속통보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 연락망 

체계구축하고 변동여부 수시 점검



제9장�유해화학물질�관리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계획 _127

마. 유해화학물질 정보관리체계 구축

   ◦ 관내 유독물의 취급종류와 양의 파악위한 DB구축하여 정책자료 활용하고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 DB를 통한 유사시 사고의 신속한 처리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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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석면안전 관리

1. 계획목표 및 추진과제

석면안전 관리 강화

석면건축물 조사 및 안전관리 

실태 지도·점검

․ 석면건축물 자체 안전관리 강화 유도

․ 석면건축물 지도점검

노후 슬레이트 관리강화
․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조사

․ 노후된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석면 피해자 구제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조사

․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2. 현  황

가. 석면관련 법규제정 현황

2012년 4월 29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

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석면안전관리법」시행 및 2011년 1월 1일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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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물 석면조사

건축물 석면함유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 파악 및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공공

건물, 다중이용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 등 309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한 결과 160개소의 건물이 석면건축물로 확인되었으며, 석면건축물로 확인된 건

물은 건물별로 석면지도를 작성하도록 하여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data base 구

축을 완료하고 석면안전관리인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6개월에 1회씩 위해성평

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석면건축물의 철거 시 노동청에 철거작업신고를 이행하고 철거면적 50㎡이상

의 건물은 석면비산측정결과를 구청에 제출하여야한다.

<표 2-10-1>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구 분 계 공공건축물 대학교 다중이용시설 기타건축물

계 309 162 58 69 20

석면건축물 160  94 23 32 11

비석면건축물 149  68 35 37  9

<표 2-10-2>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건축물

1.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건축물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라.「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

하는 건축물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의료시설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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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로부터 국민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비용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 지원을 2012년부터 

실시하여 2016년까지 215개동의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까지 지원사업을 계속

할 예정이다.

<표 2-10-3>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현황
(단위 : 동, 천원)

구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 고

지원실적 166 2 19 85 32 28

지원금액 296,143 2,239 28,079 143,258 58,590 63,977

라.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생활수당 등 구제급여를 지급하여, 석면

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요양생활수당, 특별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피해인정 질병

으로는 원발성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미만성흉막비후 및 석면폐증이 해당되고,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 2-10-4> 석면피해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피해자)

⇨ 신청서 접수
(주소지 시･군･구)

⇨
서류 검토 및 

위원회 심의･결정
(한국환경공단)

⇨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급

(주소지 시･군･구)

<표 2-10-5>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현황

(단위 : 명, 천원)

구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 고

인원 17 1 5 4 3 2 2

금액 235,446 10,979 79,320 45,484 37,609 30,514 3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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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야별 추진계획 

가. 석면건축물 관리체계 구축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 관리

   ◦ 석면관리종합정보망을 이용 석면건축물 관리체계구축

   ◦ 정기적인 석면안전관리교육 실시

   ◦ 정기적으로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실시

나. 석면해체 사업장 환경관리

   ◦ 석면건축물 철거작업 시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제거작업의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석면해체작업 시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안내판 설치

   ◦ 사고발생가능성 높은 사업장 및 대규모 사업장 특별관리대상 시설로 지정 관리

   ◦ 주택 재개발사업장 및 대규모 석면건축물 해체·철거 시 석면비산정도 측정

   ◦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

다. 노후 슬레이트 관리 및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위한 비용 지원

   ◦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조사 및 철거지원 홍보

   ◦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생활수당, 유족조의금등을 지급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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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 및 발생량 저감

1. 계획목표 및 추진과제

2. 현 황

3. 분야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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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폐기물 관리 및 발생량 저감

1. 계획목표 및 추진과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 확립

폐기물의 감량화
․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최소화

․ 쓰레기종량제 개선 및 지속추진

폐기물의 자원화

․ 음식물폐기물 감량화 사업 적극 추진

․ 대형폐기물 처리개선 및 이용율 극대화

․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소비활성화

폐기물 관리체계 확립
․ 생활폐기물 및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 건설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

《성과지표》

분  야  별 2016년 2027년

생활폐기물
1인당발생량(㎏/일)

0.53 0.51

재활용품 분리수거율(%) 71 75

음식물폐기물 재활용률(%)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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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  황

가.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 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2016년도에 1일 102톤으로 연간 37,300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중에 재활용 71%, 소각 22%, 매립 7%의 순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중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약 18천톤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대전광역시 자원화시설 및 민간처리시설을 통해 퇴비･사료화 처리되고 있다.

<표 2-11-1> 생활폐기물 배출량

구 분
1인1일배출량

(㎏)
1일평균배출량

(톤)
수거대상
인구수(명)

수거대상
가구수(세대)

비  고

2013년 0.51 103.5 204,360 77,420

2014년 0.53 106.7 201,558 77,549

2015년 0.53 104.7 196,839 77,051

2016년 0.53 102.2 192,688 76,760

2)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시행

대덕구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이 2005년 5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중간수거

용기에 담아 배출하는 거점 수거방식에서, 2011년 10월 1일부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로 변경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수거방식의 변경은 런던협약 1996의정서에 따른 2013년 음･폐수 해양

배출 전면금지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무절제한 음식문화로 인한 자원의 낭비와 

막대한 처리비용의 절약 및 폐기물 배출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 음식물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 배출방법 : 배출시 마다 용기용량에 맞는 스티커 부착 후 배출

▷ 수거방법 : 용기에 부착한 스티커 회수 후 수거

3) 대형폐기물 수거체계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ㆍ가전제품ㆍ생활용품ㆍ

사무용 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등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하며,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받고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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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자가 대덕구 홈페이지나 판매소에서 스

티커 구입, 배출 품목을 신고한 후 수거일 전날 저녁 7시 이후 자기 집 앞에 내어 

놓으면 되고, 배출된 대형폐기물은 구에서 수거하여 목재류는 파쇄 처리하고 철재 

등 금속류는 재활용하며 잔재물은 매립을 하거나 소각 처리하고 있다.

대덕구는 대형폐기물 신고처리 시 민원인이 인터넷 또는 가까운 대형폐기물 스

티커 판매소에서  스티커를 구입하고 지정일에 배출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

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발일 처리 및 결제시스템을 구축하여 편리하고 배

출하고 신속하게 수거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나.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

1) 폐기물 배출사업장 현황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중 연간 200톤이상 배출되는 경우의 중점관리 사업장은 

1개소이며,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중 자동차정비업소, 세탁소 등 소량 배출사업장이 

441개소로 전체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중 58%를 차지하고 있어 지도･점검 및 관

리에 어려움이 있다. 사업장 폐기물배출업소 및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11-2>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현황
(단위 : 개소)

총 계
사업장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비 고
소계 생활계 배출시설계 소계

지정폐기물
(다량)

지정폐기물
(소량)

의료폐기물

931 174 25 149 757 40 441 276

2016년도 폐기물배출업소 지도･점검은 총 274개소를 실시하였으며, 11개 폐기물

배출업소가 적발되었으며, 지도점검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2-11-3> 폐기물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

구   분
점검실적
(개소)

위반건수
(건)

조  치  내  역 (건)

영업정지 고  발 과태료 기타

2013년 301 13 1 13 1

2014년 297 11 11

2015년 245 14 14

2016년 274 1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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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

여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최근에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활성화로 인하여 도심지 해체 공사가 증가함에 

따라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건설현장으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아 중간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중간처리업체에서는 건설폐기물을 파쇄･선별한 후 철근이나 순환

골재 등 유가물(有價物)은 회수하여 판매하고, 잔재물은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고 

있다.

대덕구는 현재 14개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1개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가 허가를 득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년 약 480여건의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이 배출 신고되어 처리되고 있다.

2016년도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약900톤/일이며, 발생되는 폐기물의 대부분이 폐

아스팔트콘크리트나 폐콘크리트로 재활용률이 98%에 이르는 등 재활용 비율이 매

우 높다.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2-11-4>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6년 기준)
(단위 : 톤/일)

구    분 매   립 소   각 재 활 용 비  고

총 발생량 : 900 14 1 885

다.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1) 쓰레기 종량제 추진

쓰레기 종량제 그간의 성과를 보면 종량제 실시 이전에 비해 쓰레기 배출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상품의 과대포장이 급격히 줄어들어 소비자들의 물건구매 형태

까지 변화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장바구니 사용하기, 상품구입시 포장재 제거 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분위기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또한, 민간기업 등에서 재활용 

표시제품의 확대 및 재활용산업의 육성 등 제품의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쓰레기 

감량을 위한 연쇄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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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는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근절하고자 지속적인 불법투기 지도단속과 야간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시간대 및 지역 등에 대한 효율적 단속을 위해 이동

식 무인 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등 쓰레기의 불법투기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2-11-5> 불법투기 지도단속 실적
(단위 : 건, 천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  고

단속실적(건) 16 46 73 115

과태료부과(건) 7 24 51 94

과태료금액(천원) 694 4,600 6,888 12,197

2) 재활용품 수거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 및 생활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른 재활용 가능

품목 분리배출로 재활용품의 수거율을 증가시켜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대덕구의 

재활용품 2016년도 수거량은 6,412톤으로서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3년간 무려 

28.6% 증가하였다.

<표 2-11-6> 연도별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현황
(단위 : 톤)

연도별 계 종 이 플라스틱 캔 류 고 철 병 류 1회용비닐 기 타

2013 5,037 260 722 173 36 1,673 1,795 378

2014 4,985 271 668 147 31 1,474 2,019 375

2015 5,498 275 717 173 41 1563 2,320 409

2016 6,412 207 728 261 51 1520 3276 369

3) 음식물폐기물 감량화 추진

1995년 쓰레기 종량제 도입이후 식품의 생산･유통･판매과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가

정･식당 등 조리과정에서 식품을 다듬고 버리는 식재료, 먹고 남긴 음식물 및 식품 등을 

보관했다가 유통기간 경과로 버려지는 농･축･수산물의 음식물쓰레기가 가정에서 발생되

는 폐기물 중에서 비중이 25%로 상당히 높으며, 특히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높은 수

분 함유와 염도로 인해 가중되는 매립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환경부에서는 2005년부

터 광역시단위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의 직접매립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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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구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자원화 사업을 1998년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시범

실시 후 점차적으로 확대 2004년 10월 전지역을 자체처리 대상인 감량의무사업장을 제

외한 일반주택, 소규모음식점을 대상으로 확대 전면 시행하여 음식물폐기물 감량･재활

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1년 10월부터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배출요령은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이물질, 뼈다귀류, 조개껍질 같은 단단한 것들 또는 염분이 과다한 것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분리해야하며, 분리수거 된 음식물쓰레기는 퇴비로 자원화하고 있다. 또한 2016

년부터 공동주택에 RFID기반의 종량기를 설치·운영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음식물폐

기물 감량을  유도하고 있다.

<표 2-11-7> 연도별 음식물폐기물 감량화 추진현황
(단위 : 세대,톤/일)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주택 세대수 76,930 77,420 77,549 77,051 76,760

소규모사업장  2,570   2,604    2,651  2,414   2,515

분리 배출량       54.1        52.0        51.1       50.4        48.6

라. 폐기물관리의 문제점 및 추진전략

날로 심각해지는 폐기물 처리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90년대부터 쓰레기종량

제, 예치금･부담금제도, 포장재 감량화정책 등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정책을 중점 추진하

여 왔다. 그러나, 현재의 재활용 시스템은 실효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일부 미흡한점 또

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행 제도에서 소비자와 지자체는 폐기물의 분리수거와 선별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

고 있는 반면 생산자는 예치금, 부담금 납부 등 부분적인 재정부담금 외에 특별한 역할

이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현재의 폐기물재활용은 경제성을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어 한계에 도달하고 있

으며, 자원의 부존량이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수용할 국토의 능력이 제

한적인 것을 감안하여 자원의 순환형 지속가능 사회를 조기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들 간에 역할 분담이 전제되어야 하며, 지방정부간의 역

할 분담,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 관계 모색이 앞으로의 폐기물 재활용 

정책에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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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덕구의 폐기물 재활용 정책의 기본방향은 폐기물 순환과정인 수집, 가공, 재

생처리, 판매 및 소비 전단계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구조를 구축

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정착, 재활용품 수요기

반 확대, 1회용품 사용근절 등 재활용 정책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하겠다.

3. 분야별 추진계획 

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최소화

   ◦ 가정 또는 대형건물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및 매립장 반입규제 품목 배출초기  

부터 차단 발생최소화 적극 실천

     -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 혼합배출행위 집중단속

     -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강화 및 시민교육 확대

   ◦ 생활쓰레기 배출업소 지도･점검으로 분리수거 및 체계정립

     - 재활용품 사용이 많은 공공기관, 대형건물 등 분리배출 정착

   ◦ 청결홍보도우미 운영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적극 홍보

     - 공동주택 종량제봉투내 재활용품 성상별 조사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준수 홍보

   ◦ 사업장 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처리기준 및 방법 사전안내

   ◦ 사업장 생활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감량 적극유도

나. 쓰레기종량제 개선 및 지속추진

   ◦ 종량제봉투 제작･판매체계 및 쓰레기 배출방법 개선

     - 봉투모양 및 재질 등 고려 제작

     - 매립과 소각 등 용도와 사후관리 문제점 감안 개선추진

     - 재사용종량제봉투 보급 확대(대형매장 ⇒ 중소형매장)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체제 강화 및 청결유지 강화

     - 청소취약지역 주민자율감시체제 구성운영

     - 불법폐기물 단속반 연중운영 및 감시카메라 설치운영

     - 폐기물 신고포상금제 적극시행

     - 토지소유(점유)자에 대한 청결 유지명령 강화 

     - 종량제봉투 배출시간 미준수 행위 집중단속  

   ◦ 쓰레기봉투가격 연도별 상승으로 주민부담률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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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자원화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생활실천 수칙 이행 추진

     - 가정에서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방안

     ∙ 필요식품의 계획적인 구매로 음식물쓰레기 발생 차단

     ∙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하는 습관의 생활화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위한 철저한 분리배출

    - 집단급식소 및 식당에서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방안  

     ∙ 식품구매시 영업능력, 보관능력을 고려하여 구매

     ∙ 조리 후 남은 음식의 위생적 보관

     ∙ 메뉴의 다양함보다는 전문화와 고급화 유도

     ∙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 적정량 제공

     ∙ 먹은 음식을 포장하여 가져가기 생활화

   ◦ 환경친화적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

     - 유관기관, 민간단체를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자발적 협약 홍보(전단지,  

플래카드, 구청 소식지 등)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집중홍보 및 계도활동 강화

     - 공공처리시설과 민간처리시설에서 100% 자원화 처리

라. 대형폐기물 처리체계 개선 및 이용율 극대화

   ◦ 배출시스템 효율화를 통한 시민편의와 신속한 수거체계 확립

     - 모바일(스마트폰)을 이용한 대형폐기물 신고 및 결제 시스템 조기 구축

   ◦ 재사용 및 재활용품 상설센터 운영시스템 구축

   ◦ 재활용제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발로 이용율 제고  

마. 안정적인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체제 유지

     -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 및 처리(선별)

     - 재활용가능자원의 판로확보(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 생산자 재활용)

   ◦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분리수거 체계 구축

     -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배출방법･배출장소･배출일자 지정 운영

     - 재활용가능자원의 홍보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최대화

     - 재활용품분리수거함(형광등, 건전지, 종이팩 등)의 지속적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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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자책임 재활용의무 준수를 위한 체계적인 역할 분담 추진

     - 생산자가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소비자, 지자체,  

생산자, 정부 간의 역할 분담 체계 확립

       소비자 :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철저/분리배출표시 이행 등

     ∙ 자치구 :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철저 및 주민홍보 철저

     ∙ 생산자 : 재활용의무철저 이행

     ∙ 정부등 : 제도의 제･개정 및 운영, 집행 

   ◦ 재활용가능폐기물 발생량·분리수거량 등 목표량 설정

     - 연도별 자체 재활용품 분리수거 계획수립 시행 

바.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나눔장터 추진

   ◦ 아껴 쓰고 나누어 쓰고 바꾸어 쓰고 다시 쓰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상설매장 운영 : 2개소 / 의류, 서적, 완구, 신발 등 생활용품 등

   ◦ 가정에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직접 가지고 나와 판매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  

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나눔장터 운영 : 월 1회

사.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관리강화

◦ 주민편의 및 도심환경 조성을 위한 수거․운반 철저

   ◦ 긴급 수거반 편성을 통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강화

   ◦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규제(단속) 철저 이행

   ◦ 상습불법투기지역 1단체 1화단 가꾸기 운영으로 불법투기 근절

   ◦ 쓰레기 없는 시가지 조성

    - 가로청소요원의 생활민원 모니터 요원화

    - 가로휴지통 관리책임자 지정･운영으로 상시 청결유지

    - 낙엽쓰레기 퇴비로 재활용

   ◦ 폐기물배출 사업장의 발생량 저감을 위한 예방관리

   ◦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배출업소 정기적인 지도･점검 강화 

     - 폐기물 발생원에서의 분리배출 및 재활용 촉진 유도

아. 건설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

   ◦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

     - 폐기물 관리 및 처리에 대한 교육 강화

   ◦ 생산된 재활용 골재의 판로개척 및 경영수익 증대

     - 폐콘크리트 골재 : 도로의 보조 기층재, 토사 : 매립장 복토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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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구민참여에 의한

환경보전활동 전개

1. 계획목표 및 추진과제

2. 현 황

3. 분야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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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구민참여에 의한 환경보전활동 전개

1. 계획목표 및 추진과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환경 거버넌스 강화

환경협력 체계 강화  

기반조성

․ 협력 촉진자 역할 정립

․ 기업의 자율환경관리 체계 확립

푸른대덕21 추진협의회 

활성화

․ 추진협의회 활성화 방안 마련

․ 구민 단체 환경 책임 강화

환경교육 및 홍보강화
․ 주민의 의식계발과 환경학습 기회제공

․ 찾아가는 홍보 교육활동 전개

《성과지표》

분  야  별 2016년 2027년

 추진협의회 조직 정비(회) 1 1

 환경시책 개발 추진(건) 1 2

 환경견학 및 교육 추진(명) 50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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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  황

가. 환경보전활동의 지원 및 협력

  ◦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국가차원은 물론이고 지방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진을 위한 협력으로서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강조되고 있다.

  ◦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생물종 감소 등과 같은 지구환경문제가 심화되었고, 미

래 세대의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현세대의 미래와 환경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게 되었다

  ◦ 1992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전 세계 179개국 대표들이 유엔환경개발회

의(UNCED)를 개최하여 생물다양성 협약, 기후변화협약, 산림원칙 성명과 리우선

언 및 의제21을 채택하였다. 의제의 사전적 의미는 함께 토의할 과제, 함께 해야 

할 일이며, 의제21은 21세기 지구환경보호를 위해 전 인류가 논의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를 담은 4부 40장으로 구성된 문서로써 제28장에서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지방차원의 행동계획인 지방의제21을 만들도록 권고하였다

  ◦『지방의제21』의 지역사회의 ESSD(지속가능한 발전)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의 경

제･사회･환경적 요소를 통합적 고려한 새로운 행동계획이자 구체적 실천프로그

램이며, 자체･기업･시민이 참여･토론･합의하는 민주적 절차로 이루어진다. 또한, 

행정･의회･기업･시민단체･전문가･여성･청소년 등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참

여하는 21세기형 참여 자치운동이자 사회개혁 운동이다

  ◦ 우리구에서도 1999년 ｢대덕의제21｣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2001년 행동강령을 

작성하였으며, 2008년 ｢푸른대덕21｣ 추진협의회로 명칭을 개칭하여 현재 운영 

하고 있다.

  ◦ 향후 거버넌스가 실질적인 관리체계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푸른대덕21｣  추
진협의회의 활성화 대책으로서 기구의 위상과 제도화 수준을 높이고 참여주체들

의 역할을 분명히 하며, 참여주체간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합의를 형성해가

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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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푸른대덕21」추진협의회 구성

  ◦ 대덕구에서는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하여 지역공동체의 광범위

한 참여를 바탕으로 하여 오염억제 위주인 종래의 환경보존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고 환경을 지속가능한 대덕 만들기를 도모하고자 구민, 기

업, 구청이 협력하여 함께 실천할 구체적인 행동목표와 행동계획을 담은「푸른대

덕21」행동강령을 작성하여 실천과 참여로써 환경에 대한 책임과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였다.

  ◦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4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표 2-12-1> 「푸른대덕21」추진협의회 구성현황 

(단위 : 명)

구  분 학계(전문가) 기업체 사회단체 행정(공무원, 의원) 비  고

14 2 3 7 2

  ◦「푸른대덕21」은 대덕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관심 분야인 

대기 및 악취, 물, 소음, 폐기물, 생태계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추구

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5개의 기본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

천과제 15개를 정하고 행동목표를 달성하기위하여 구청, 기업, 구청에서 각각 실

천하여야 할 세부 실천지표 231개로 구성되어 있다.

<표 2-12-2> 「푸른대덕21」실천 기본방향

기본목표 5개

대기, 물, 소음ㆍ악취, 폐기물, 생태계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달성하고 자 목표를 함축적으로 

제시

행동원칙 5개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가 극복하여야 

할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과제를 행동원칙 

으로 정함

실천과제 15개
행동원칙의 달성을 위하여 지역공동체가 집중적

으로 실천하여야 할 행동계획을 정함

실천지표 실천과제별 2~5개
실천과제를 보다 구체화 시켜 주민, 기업, 구청

에서 하여야 할 실천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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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3> 「푸른대덕21」행동원칙과 실천과제

구  분 행동원칙 실  천  과  제

계 5 15 

대기 및 악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ㆍ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인다 

ㆍ먼지 발생량을 줄인다.

ㆍ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

ㆍ악취 없는 쾌적한 환경생태도시를 조성한다.

수  질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체계 구축

ㆍ깨끗한 생태하천을 조성한다.

ㆍ먹는물의 품질을 높인다

ㆍ물절약을 생활화 한다

소  음 조용하고 편안한 생환환경
ㆍ교통소음을 줄인다

ㆍ생활소음을 줄인다.

폐기물
친환경적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

ㆍ깨끗한 거리･활기찬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ㆍ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 한다.

ㆍ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화 한다

생태계
시민의 삶에 기여하는

풍요로운 자연환경

ㆍ숲이 가득한 녹색도시를 만든다. 

ㆍ산불을 예방한다.

ㆍ야생동식물을 보호한다

  ◦「푸른대덕21」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행동강령의 작성-실천-평가-환류

의 과정이 끊임없이 순환될 수 있는 기반의 구축과 함께 핵심주체인 기업체, 

학계, 주민, 구청 사이의 소통과 참여가 중요하다.

  ◦「푸른대덕21」실천과제의 적정성 및 실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푸른대덕21의 실천에 전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하기 위해서는 푸른대덕21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3. 분야별 추진계획

가. 환경협력 촉진자로서의 자치단체 역할 정립

  ◦ 시민사회의 성장으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재조정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협

력의 촉진자로서의 대덕구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일관된 정책 집행과 공

개행정 등을 실현하여 시민사회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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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주체간 동등한 파트너십에 입각한 목표와 비전, 권한, 책임성을 공유하는 방

안을 마련하여 합리적 의사결정과 합의형성 체제를 구축한다.

나. 기업의 자율환경관리 체계 확립

  ◦ 환경부에서 운영중인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지역의 기업이 다수 참여하도록 홍보와  

지원을 실시하고 기업의 환경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 자율 환경관리 협정 준비과정에서부터 사업체와 행정기관은 물론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한다.

  ◦ 기업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환경개선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토록 하여 지역

사회 발전과 함께 하는 기업 파트너십을 활성화한다. 

다. 지역 환경 거버넌스로서의 의제 활성화

  ◦ 푸른대덕21 추진협의회 추진기구, 인력, 재정 등의 조직 재정비 및 제도적인 지원

체계 마련

  ◦ 지방의제 활동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담

한다.

    - 구는 지방의제 활동의 제도적 기반과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기업은 자율환경관리에 의한 기업 스스로의 환경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

회 환경보전 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 시민단체와 전문가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 지역주민은 고양된 환경의식을 바탕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지지

를 표명하며 환경보전 활동에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강화한다.

<그림 2-12-1> 환경 거버넌스 체계와 주체별 역할분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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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구민의 역량강화

  ◦ 실질적인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시민 단체의 전문적인 

환경보전활동 지원

  ◦ 환경운동을 지역사회 실천운동으로 유도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실현

  ◦ 지역 주민대표의 리더십 강화 및 지역주민의 환경의식 제고 프로그램을 지원

바. 환경교육 및 홍보강화

  ◦ 매스컴, 보도매체 등에 의한 홍보 및 의식계발

   - 주민에게 직접 전달되는 의식계발 활동으로 방송, 신문, 구정소식지, 각종 단체의 

기관지 등의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한다. 

  ◦ 의식계발 자료의 작성･제공

   -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행동자료가 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자를 고려하여, 환경

보전 실천방법의 제시, 환경정보 제공 방법 등을 수록한 팸플릿, 책자 등의 환경

의식 계발자료를 작성 제공한다. 

  ◦ 환경관련 이벤트와 강좌 등의 학습･실천기회의 확대

   - 수자원, 자연생태계, 산림 등 다양한 분야의 환경소재를 테마로 하여, 시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환경축제, 환경영화제, 그림이나 

사진, 재활용작품 대회 등 각종 이벤트를 개최한다.

  ◦ 학교 교육활동에 있어서의 환경교육 추진

   - 학습에 의존한 환경교육만이 아닌, 체험과 실천 등 모든 교육활동을 통한 환경교육 전개 

  ◦ 학교환경교육 실천 지도자의 육성

   - 관련 교사의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학교환경교육 과정 인수 등을 통한 지도자로 

육성하고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내실화와 연구 활동을 도모한다.

  ◦ 지역특화 체험환경교육 강화

   - 구가 중심이 되어 일선학교, 시민환경단체, 기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별로 특성화

된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촉진한다.

   - 구의 교육자료 등을 활용 환경강사와 자치단체 환경교육과의 연계를 활성화 하는 

한편, 직업, 생활패턴, 취미 등의 집단별 특성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 환경교육 수단의 다양화

   - 인터넷 시대에 맞추어 주민 누구나 손쉽게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 환

경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 구 홈페이지와 연계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타 서비스시스템과의 정보연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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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지역 및 지구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1. 계획목표 및 추진과제

2. 현 황

3. 21세기형 저탄소 

   생활양식 정착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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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지역 및 지구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1. 계획목표 및 추진과제

21세기형 저탄소 생활양식 정착

온실가스 감축 추진
․ 대덕구 탄소배출량 저감 유도

․ 맞춤형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

범구민 녹색생활 실천운동 

활성화

․ 가정부문의 탄소포인트제도 운영

․ 녹색 가정, 직장 만들기 

․ 녹색생활선도자 그린리더 육성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 탄소배출권거래제도 활성화

․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성과지표》

분  야  별 2016년 2027년

   그린리더 양성(명) 65 80

   녹색생활 실천가구 확산(세대) 9,243 12,000

   온실가스 총 배출량 감축 추진(tCO2eq) 2,783.06 2,054.88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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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  황

가. 온실가스 배출현황

1) 대전광역시 온실가스 배출현황

한국환경공단에서 2015년 조사한 지방자치단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의 2013년 온실가스 직접배출량은 5,431tCO2eq, 간접배출량 4,932tCO2eq

으로 2009년 대비 2013년 직접배출량 4.1%, 간접배출량은 14.5%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온실가스의 직접배출량은 에너지분야(89%), 폐기물분야(11%), 산업공정분야(4%)순

으로 나타났으며, 간접 배출량은 전력사용이 대부분(87%)을 차지하였으며 폐기물발생

(12%), 열에너지사용(1%)순으로 발생되었다.

<표 2-13-1> 대전시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2013년)
(단위 : tCO2eq)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직
접
배
출
량

소 계 5,215 5,440 6,796 5,442 5,431

에너지 4,771 4,989 6,350 4,839 4,818

산업공정 232 246 254 242 248

AFOLU -212 -271 -213 -208 -211

폐기물 424 422 405 569 575

간
접
배
출
량

소 계 4,306 4,474 4,700 4,865 4,932

전 력 3,824 4,123 4,212 4,258 4,289

열에너지 27 31 38 45 66

폐기물 454 320 450 562 577

* 출처 : 대전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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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덕구 온실가스 배출현황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살펴보면 대덕구가 1,706톤CO2eq으로 

가장 높은 배출량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유성구(1,905톤CO2eq) > 서구(1,788톤CO2eq) 

> 중구(1,323톤CO2eq) > 동구(1,069톤CO2eq)의 순이다.

<표 2-13-2> 대전시 자치구별 감축인벤토리 배출량(2013년)

(단위 : tCO2eq)

구분 대전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소 계 1,404 1,069 1,323 1,788 1,905 1,706

에너지 
부문

도로수송 395 311 497 360 551 627

상업 370 356 427 660 589  342

공공 257 38 35 73 298  57

가정 286 314 315 605 374  321

농림수산업 22 3 1 6 14  5

비에너지 
부문

가축 2 0 1 3 2  0

관리토양 22 3 2 6 10  2

폐기물 49 43 45 75 69  352

인구수 1,547,609 253,823 266,423 502,167 318,805 206,391

1인당 배출량
(톤CO2eq/인)

5.00 4.21 4.97 3.56 5.98 8.26

* 감축인벤토리 : 전체 인벤토리(직접․간접 인벤토리)에서 지자체 비관리 대상(발전소, 공항, 산업  

공정 등) 카테고리를 제외하고 지자체가 관리권한을 가지는 카테고리를 전부 포함하여 재구성한  

인벤토리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살펴보아도 대덕구가 8.26톤CO2eq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다음으로 유성구(5.98톤CO2eq) > 중구(4.97톤CO2eq) > 동구(4.21톤CO2eq) > 

서구(3.56톤CO2eq)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덕구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으면서 인구수가 적어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게 산정된 것이며, 서구의 경우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해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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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녹색생활 기반구축

1) 탄소포인트제 추진

탄소포인트 제도는 에너지 절약을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를 포인트로 환산하여 인

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여나가는 제도로서, 2009년에 150세대 

이상인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 탄소포인트제｣를 시범 실시하였다.

현재의 ｢탄소포인트제｣는 개인세대 및 상업시설의 실사용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국민실천 프로그램으로 추진되고 있다.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려면 

탄소포인트 홈페이지(www.cpoint.or.kr)에 직접 가입하거나 탄소포인트제 참여신청

서를 작성･제출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정산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 월별 평균사

용량(기준사용량)과 현재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 비율에 따라 에너지(전기, 상수도) 

항목별로 탄소포인트를 부여하여 연 2회 현금, 기부 및 그린카드의 포인트로 지급된다.

<표 2-13-3> 탄소포인트제 참여현황
(단위 : 세대수)

구  분 합 계 공동주택(아파트) 단독세대 개인사업자 기타

2015년 9,149 2,480 6,646 21 2

2016년 9,243 2,498 6,721 21 3

<표 2-13-4>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세대수 지 급 액 비  고

2015년 5,841 49,978,330 원

2016년 5,935 75,273,300 원

2) 녹색생활 실천 기반구축

q 저탄소 친환경 생활 실천 운동(그린스타트 운동)

대덕구에서는 2009년 4월 8일 푸른대덕 21 추진 협의회를 주축으로 공공기관 및 

기업, 시민, 사회단체 등 26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파트너십 형태의 ｢그린

스타트 대덕네트워크｣발대식과 함께 시민참여 운동을 함께 펼쳐 나가고 있으며, 

특히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으로 탄소포인트제를 공공주택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는 등 특색 있는 탄소감축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관련 프로그램

의 전파 등을 실천하고 있다. 산업부문보다 감축비용이 3~5배 낮고 즉각적인 감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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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는 특성이 있는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극대화를 위해서는 주민 참

여가 관건으로 주민참여와 실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기후변화 대응 국가역량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매년「지구의 날･환경의 날」기념 한 등 끄기 소등행사 등 녹색생활실천 

캠페인을 추진하고, 「승용차 없는 날」운영 및 녹색생활 실천 홍보물 제작⋅배포 

등 그린스타트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q 그린리더(Green leader)의 홍보활동 전개

우리구의 그린리더는 동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추천대상자를 선정 선발하고 그린

리더 양성교육과정 수료 후 지역 주민들에게 저탄소 생활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환경의

날’ 및 ‘금강로하스 축제’ 등에서 저탄소 녹색생활 캠페인 전개, 온실가스 줄이기 

국민실천운동 서약실시, 녹색생활 실천 홍보전단 배부, 온실가스 배출진단 및 컨설팅,

주민대상 온실가스 감축방안 교육, 지역특성에 맞는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파 등 

구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 그린리더는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에너지 절약⋅기후변화 및 환경관련 

활동에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린리더 선정 시 성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참여규모 및 활동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q 녹색제품 구매 촉진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으로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 관련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시 인

증제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

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재활용(GR)인증제품 및 동 인

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앞으로 의무구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활성화 계획을 충

실히 수립하고 계속적으로 구매담당자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에너지

자원의 절감 및 녹색제품에 대한 인식제고는 물론 주민 생활속에서 녹색제품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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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1세기형 저탄소 생활양식 정착 추진계획

가. 범구민 녹색생활 실천운동 활성화

  ◦ 맞춤형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

    - 계절별, 주제별 주민참여형 녹색체험 행사, 캠페인 추진

    -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실천서약’ 캠페인 추진 

  ◦ 녹색가정, 직장 만들기 운동 전개

    - 가정내 저탄소 친환경생활 보급

    - 쿨맵시 운동전개 : 하절기에는 노타이 등 간편한 복장

    - 온맵시 운동전개 : 동절기에는 내복착용으로 실내 난방온도를 낮추는 운동

    - 녹색오피스 가꾸기 : 실내 조명개선, 이면지 활용, 물아끼기, 구내식당 음식물  

안남기기, 계단이용, 개인 컵 사용 

    - 직장 내 행사･축제의 녹색화 : 회의, 공연, 기념식 등 각종행사시 온실가스 최소

화 녹색행사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지속 홍보

  ◦ 탄소포인트 제도 운영

    - 구민의 녹색생활실천 운동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유도

  ◦ 온실가스 무료 진단·컨설팅

    - 가정·상가 등에 대한 에너지 절약 생활 컨설팅 및 저탄소 친환경 생활 실천 캠페인  

      전개로 온실가스 감축 문화 조성

나. 녹색생활실천 핵심인재 양성

  ◦ 녹색생활실천을 선도할 그린리더 양성 

    - 녹색생활실천의 귀감이 되며 이웃에게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전파 역할 수행

  ◦ 찾아가는 녹색생활실천 교육 

다. 공공기관 에너지 10% 줄이기 추진

  ◦ 에너지지킴이 지정･운영, 적정실내온도 준수, 부서별 냉･난방기기 센서조정, 

     개별 냉･난방기 사용금지, 불필요한 조명사용 억제 등

  ◦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 : 형광등 및 보안등 LED 교체사업 지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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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녹색 교통문화 조성

  ◦ 「대중교통이용의 날」운영, 승용차 요일제, 공공기관 진입차량 5부제 등 시행

마. 분야별 온실가스 세부 저감시책 추진

  ◦ 공정개선, 신기술 개발, 에너지 저소비 업종변환 등 기업체 저감대책 추진

  ◦ 가정, 상업, 수송, 공공기관 등 사회부문별 온실가스 저감의 추진

  ◦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 및 에너지 회수와 신재생에너지 시설확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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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편� 공간환경관리� 계획

제1장  권역별 공간환경 계획

제2장  공원･녹지 구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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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권역별 공간환경 계획

1. 공간환경계획 수립

2. 국가환경종합계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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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권역별 공간환경 계획

1. 공간환경계획 수립

가. 기본원칙

도심 전체를 어우르는 생태 허브밸트를 조성하여 ｢녹색생태도시｣ 건설

나. 수립지침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2007.12월, 환경부)에서는 환경분야의 계획은 

물론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 계획과의 상호연계와 조화를 도모하고 도시계획수립･변
경 및 시행시 고려해야할 환경보전 및 관리지침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침에서는 기존의 공간화된 환경정보를 활용하고, 환경매체별 정보와 지리  

정보체계를 연계하여 공간화된 환경정보를 생산하여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계획

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 수립 및 이행시에는 환경을 구체적으

로 고려할 수 있도록 공간화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특성별 중점적인 고려사항으로는 특･광역시의 경우 도시환경개선(비오톱의 유

지･확보･복원 및 연계방안,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교통에너지 대책, 환경친화적 도시  

 재개발 및 재건축방안), 지구환경문제(온실가스배출량 산정 및 저감대책, 국제 민간  

단체와의 협력방안), 유관 지자체간의 협력방안을 중점고려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자치구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사항은 도시환경개선에 대한 

것으로, 인공화 된 도시 내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노력과 자연의 보호와 복원을 환경 

계획의 주요 과제로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대덕구 환경보전계획에서는 국가환경종합계획을 검토하고 현황조사 분석 자

료,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관련 정보,  분야별 환경정보 분석 자료를 통합하여 권역별 

공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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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환경종합계획 검토

가. 국토환경관리 기본구상

국가환경종합계획에서는 전 국토를 3대 국토생태축 기본으로 산, 하천, 바다를 연결

하는 통합생태망을 구축하여 우수생태계지역은 보전하고, 단절･훼손된 지역은 복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5대 환경관리 대권역으로 구분하여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을 제

시하고 있다.

대전지역은 백두대간 생태축에 연결된 금강 충청권역으로 구분되었으며, 행정도시, 

기업도시 등 개발압력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국제적 수준의 환경생태도시 조성을 

통한 환경친화적 균형발전의 선도지역으로의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 3대 국토생태축 >

국토생태축 관리방향

백 두 대 간  한반도 핵심 생태축으로 보전･관리

비무장지대일원  한반도 동서 생태축으로 보전･관리

도서연안지역  개발욕구를 수용하면서 보전･관리

< 5대 환경관리 대권역 >

대권역 관리･개발방향

한강수도권
 성장관리를 통한 동북아 환경･경제

 중심지역

금강충청권  환경친화적 국토균형발전 선도지역

영산강호남권  환경자원의 고부가가치화 핵심지역

낙동강영남권  환경친화적 산업혁신 거점지역

태백강원권  한반도 환경생태･관광의 중심지역

   <그림 3-1-1> 국토 생태축 및 환경관리 권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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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강 충청권역의 주요과제와 추진방안

1) 기본방향 

q 환경오염부하 관리와 계획적 산업입지

   ◦ 충청권에 산재하여 분포하는 개별입지 공장의 환경관리 체계를 계획적 산업

입지에 의한 사전예방과 자원순환에 기초한 지역환경관리 체계로 전환

    - 대전, 청주의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생태산업단지로 정비 추진

q 생태녹지축, 습지, 연안 등의 통합적 생태관리

   ◦ 금강하구역, 자연공원,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등 자연환경 및 생태자원에 대한 

점중심의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광역생태녹지축, 습지, 연안 등을 서로 연계하는 

생태 관리체계 구축

2) 주요 과제와 추진방안

q 광역 생태축 구축과 복원･관리 강화

   ◦ 대둔산~계룡산~칠장산, 속리산~금강하구를 잇는 동서~남북 광역 생태축으로 토

대로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훼손지역의 복원관리 강화

   - 도로건설 등에 의한 광역 생태축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단절된 생태축이나 훼손 

지역에 대한 복원계획을 수립 추진

   ◦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의 생태적 기능 및 녹지총량의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

q 지역 특성별 대기오염 관리방안 추진

   ◦ 대전･청주 등은 NOX, SOX, PM10의 대기오염 부하가 큰 취약지역으로 천연가스 

버스 등 환경 친화적 대중교통 수단 및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도입

q 충청 북동부의 개별입지 산업단지 정비

   ◦ 대전 북부 및 청주산업단지에 대한 친환경적인 산업정비 및 환경관리 방안을 수

립하여 추진

    - 대덕산업단지는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지역으로 대기환경개선을 

우선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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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강 수질총량관리 및 대청호 조류대책 강화

   ◦ 금강오염총량관리계획에 기초한 시행계획을 조기에 작성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조체계 강화로 계획의 효과적인 시행을 유도

    - 대전, 청주 등에 수자원 및 수질관리를 위한 중수도 체계의 확대보급 추진

   ◦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내 축산폐수 등 비점오염원 관리강화를 강화하고, 보은,  

옥천, 영동은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지원

    - 대청호에 대한 조류 예･경보제를 강력히 실시

 <그림 3-1-2> 금강충청권 환경관리 기본전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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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원･녹지 구축 및 관리

1. 공원 및 녹지관리 현황

2. 공원 및 녹지조성 방향

3. 생태공원 및 녹지 조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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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원･녹지 구축 및 관리

1. 공원 및 녹지관리 현황

가. 공원관리

공원은 도심내 거점 녹지로서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환경 개선, 

동･식물의 생활공간 등의 역할을 한다. 

도시공원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도시계획시설로써 과거에는 이용ㆍ편의시설의 관리와 확충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도시환경에 있어서 생태적 복원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녹지공간을 확대를 통한 도시생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가꾸어 나가고 있다. 

도시공원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생활권공원 및 주제공원

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존 도시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바뀌었다.

대덕구의 도시공원은 주로 도심속에 위치하여 주민에게 여가 활용과 레크레이션 

공간을 제공하고 친환경 휴식처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으로 가꾸어 갈 계획이다.

2016년도 현재, 대덕구의 공원현황은 총 90개소에 2,591천㎡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중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신탄진, 회덕 도시자연공원구역 2개소 1,258천㎡의 면적으로 

지정되어 있고, 근린공원은 15개소에 680천㎡, 어린이공원은 50개소에 116천㎡, 

소공원은 13개소에 30천㎡, 체육공원은 7개소 465천㎡, 문화공원은 2개소 39천㎡, 

기타공원 3천㎡가 지정되어 있다.

<표 3-2-1> 공원 조성현황

구 분
계

도시자연

공원구역

생 활 권 공 원 주제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문화･체육공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2016년 90 2,591 2 1,258 15 680 50 116 13 30 10 507

(단위 : 개소,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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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녹지현황

대전광역시 주변은 벨트형상(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하면서 녹지가 분포되어 있으나 

녹지의 상태가 동심원형태로 균등하게 배치되지 않고 특정 방향으로 편중되어 분포

하고 있어서 편중형의 벨트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2016년 12월 현재 대전시의 시설녹지 총량은 426개소에 2,917천㎡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중 대덕구에는 48개소에 773천㎡가 지정되어 있다. 완충녹지는 38개소에 

721천㎡, 경관녹지는 10개소에 52천㎡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공업단지 

및 철로변, 고속도로변에 위치해 있다.

녹지자연도에서는 6등급 녹지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기타 5등급과 8등급 

녹지가 혼재하고 임상 상태가 자연림에 가까운 9등급의 녹지는 장태산 일부에서만 

발견된다.

<표 3-2-2> 녹지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합     계 완      충 경      관 연      결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426 2,917,466 257 2,166,198 160 722,699 9 28,569

동    구 45 445,942 34 369,942 9 69,361 2 6,639

중    구 22 226,468 14 193,811 8 32,657 0 0 

서    구 65 489,133 41 417,735 23 69,323 1 2,075 

유 성 구 246 982,843 130 463,338 110 499,650 6 19,855 

대 덕 구 48 773,080 38 721,372 10 51,708 0 0 

대전은 도시외곽에 넓은 면적의 개발제한구역이 자리 잡고 있어 녹지비율이 적은 

것은 아니나, 시가지 내의 도시공원과 녹지면적은 부족한 실정이며, 대부분의 도시

공원이 도시외곽에 편중되어 분포하고 있어서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소공원 등)의 이용도는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도심과 도시 외곽지 사이의 중간지대인 주거 밀집지에 공원녹지가 부족하고, 

도시외곽 공원녹지와 도심공원녹지를 연결시키는 도시 공원･녹지체계의 형성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대덕구에 산재하는 점적인 공원녹지를 연결하는 선적인 

공원녹지의 개발 및 조성이 미약하고 기존 시가지 공원 녹지도 대부분이 도보권에 

배치되지 않아 접근과 이용이 어려움이 있으며, 과도한 도시개발로 인한 풍수경관과 

지형지세의 파괴와 녹지축이 분절되어 있다.



제2장�공원･녹지�구축�및�관리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계획 _177

다. 녹지시설 관리

녹지대 관리는 정기적으로 제초작업, 전지작업, 시비작업, 급수작업, 병해충 방제

작업 등을 반복 시행하여 건전한 수목의 생육을 도모하고 항상 푸르면서 깨끗하게 

관리하고, 조성된 소공원 및 가로화단, 수벽 등 가로 녹지에 대한 수목전지 및 화단

제초, 병충해방제, 비료주기 등의 사후관리를 녹지대 관리원이 직접 실행하고 있으며, 

관리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조경 전문업체의 집중관리로 녹지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거리별로 특색있는 수종을 가로수로 식재하는 등 도로주변 경관의 수준향상

과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표 3-2-3> 녹지시설 현황

  ○ 가로수 현황

구 분 구간
식 재
총연장
(㎞)

수        종        별         내       역  (본)

계 은행나무 버즘나무 벚나무 목백합 느티나무 회화나무

대덕구 80 155.7 20,841 7,523 844 4,308 83 1,528 375

수        종        별         내       역  (본)

중국

단풍

메타세

콰이어

이팝

나무

수양

버들

꽃개

오동

히말라

야시다

단풍

나무

살구

나무
소나무 감나무

느릅

나무
기 타

1,549 536 1,722 30 - 360 - - 318 14 - 1,503

  ○ 화단 및 녹지시설

      내 용

 구 분
개소수 연 장(m) 면 적(㎡)

본수(본)
비 고

교 목 관  목

계 141 79,082 456,217 72,407 1,376,713

중앙분리대 8 7,833 26,018 17,252 97,762

교통섬 8 1,991 123 6,040

가로화단 27 1,609 64,174 3,426 110,759

수벽 28 21,810 13,086 403,746

절개지녹화 8 14,834 64,172 106,608

녹도 3 3,377 15,515 47,924

소공원 18 151,016 30,458 307,968

목본꽃길 11 20,370 12,104 186,088

기타 30 9,249 108,141 21,148 1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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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원 및 녹지조성 방향

가. 목    표

 ◦ 관련계획 및 상위계획을 최대한 수용한 보전형 공원 조성

 ◦ 분산된 가용지에 특화된 성격과 질을 부여하고 지역내 각 공원･녹지공간을 체계화

하는 합리적인 연계방법 모색

 ◦ 공간별 특성에 적합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여가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휴식개념 도입

 ◦ 양호한 녹지공간의 정비를 통해 공원의 이용성 및 접근성 제고

나. 기본방향

 ◦ 생태도시로서의 대덕구의 도시 정체성을 부여하고 상징하는 공원녹지공간 발굴

 ◦ 환경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공원 및 녹지형 중앙공원으로 조성

 ◦ 점적인 가용지를 활용한 지구별 집약적 개발로 사업의 합리성을 부여하고 기존 

시설을 활용한 체계적인 계획수립

 ◦ 공원시설 배치 시 토지의 효율성 및 제반 영향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외곽의 녹지공간과 도심의 공원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조성

 ◦ 광역 및 근린 이용객을 위한 대표적 자연체험 및 운동공원 제시

다. 기본구상

 ◦ 이용과 보존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고, 지역의 정체성을 고려하여 개발가능지역과 

안전지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기존시설을 정비, 보완하는 계획 수립

 ◦ 공원자원의 보존과 합리적인 이용 및 체계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지역의 입지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함

 ◦ 도시민을 위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기존 시설지인 산책로, 약수터, 체력단련장, 

휴게쉼터 등을 최대한 활용

 ◦ 점적 분포가 아닌 면적 규모성과 선적 연결성을 지니도록 구상하고, 외곽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개발제한구역내 녹지를 활용하여 환상 녹지체계구상

 ◦ 녹지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녹지가 산발적으로 배치되지 않도록 하며, 훼손된 

녹지를 회복하고 단절된 녹지축은 효율적으로 연결되도록 계획

 ◦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해 생태적으로 가장 적합한 녹지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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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원 및 녹지조성 기본계획

가. 공원계획

1) 도시자연공원구역

  ◦ 공원의 입지, 자연적 환경, 이용도 및 이용행태 등을 고려하여 역할 정립

  ◦ 공공교통체계와 연계하여 교통체증 및 주차문제에 대응

  ◦ 자연경관, 문화자원의 보전, 접근성 고려 현재 생태적으로 우수한 공원은 자연

생태공원으로 보존･유지

2) 근린공원

  ◦ 미시설지 적극 개발과 생활권별 균형 배분 및 분산 배치

  ◦ 미조성 상태로 방치된 공원녹지의 적극적 개발로 공원조성률 증대

3) 어린이공원

  ◦ 기존 시가지내 어린이공원 확보는 고밀개발에 따라 남은 잔여토지를 개발

  ◦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역 변 녹지공간 활용 인구규모 및 이용권에 맞게 확보

  ◦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 재건축시 공원 확보를 의무화하여 적정 규모의 

공원녹지비율을 확보

나. 녹지계획

1) 완충녹지

  ◦ 철도, 고속도로 및 주간선도로변 등에 설치하여 주변 환경에의 악영향을 최소

화하고 특히,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충분한 폭의 완충녹지대를 설치하여 

주거환경을 보호

  ◦ 도시내의 녹지를 확충하고 미조성 녹지를 적극 조성하여 보행자환경 향상에 기여

  ◦ 녹지상태가 취약한 연계 간선도로변과 진입도로변 식수대조성

2) 경관녹지

  ◦ 하천변, 자전거도로, 용도 부적격시설 이전적지, 공공시설 이전적지 등을 중심

으로 보행자를 위한 녹지대를 확충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

  ◦ 기 조성된 공원의 양호한 경관이 보존될 수 있도록 주변지역의 경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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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대덕 녹지네트워크 구축안 

4. 생태공원 및 녹지 조성･관리

가. 생태녹지 네트워크 구축

 ◦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환경친화적 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녹지의 양적 확대와 동시에 자연의 메카

니즘을 기초로 한 녹지의 질과 배치구조 강화 필요

 ◦ 생태녹지네트워크란 광역적 도시수준 그리고 지구

수준에서 공원녹지를 중심으로 하는 생태공간

(생물서식공간)을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도시의 

생태잠재력을 극대화시켜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풍요로운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

 ◦ 생태 녹지네트워크 상에서 생태공간은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녹지로 구성되는데, 녹지의 형상 

등을 고려한 그린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 대덕 생태녹지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대덕구내 

공원녹지의 입지적, 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녹지특성인 녹지의 핵(Core), 생태적 

회랑(Ecological corridor), 거점(Path, Stepping-stone) 등을 체계적이고도 유기적으

로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

 ◦ 대덕 그린네트워크 구축방안으로는 핵심녹지공간의 보존, 녹지축 연결을 위하여 

생태적 회랑, 거점녹지와의 연계

<표 3-2-4> 생태 녹지네트워크의 구성

구  분 특  징 공원녹지 구축방안

핵(Core)

생태녹지네트워크의 

핵심 역할을 하는 

대규모 녹지 공간

- 계족산공원

- 신탄진공원

- 회덕공원

- 가양공원

- 핵심녹지공간의 보존

- 녹지축 연결을 위하여 생태적회랑, 

거점녹지와의 연계

생태적회랑

(Ecological

corridor)

핵과 핵을 연결하는 

선적 녹지 공간

- 철도, 고속도로변 

  완충녹지

- 가로수

- 수변공간

- 선형 녹지공간 확충 

- 단절된 녹지공간의 연결

- 철도변 수림조성

거점

(Path, 

Stepping-stone)

시가지에 있는 

소규모의 녹지, 공원, 

정원, 옥상, 벽면의 

녹지 등

- 어린이공원

- 도심내 소공원

- 옥상정원

- 소규모 정원 등 

- 소규모 공원 정비

- 공공건축물(학교, 관공서 등)의

  옥상, 벽면녹화 우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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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태형 녹지육교 조성

 ◦ 회덕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계족산도시자연공원구역에 인접하고 있는 회덕동 일

대는 경부고속도로, 국도 17호선, 철도 등으로 단절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녹

지공간도 단절되어 있다.

 ◦ 이에, 회덕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계족산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고속도로, 국도, 철도 등에 의하여 단절된 녹지공간은 생태형 녹지육교를 

설치하여 연결함으로써 공원의 기능 연결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일부 구간에 

생태통로 개념의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임

  - 생물들이 이동할 수 있는 생태통로의 조성과 함께 지역민들이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산책로 조성 

계족산 

공원

회덕 

공원

<그림 3-2-2> 생태통로 조성 위치도

 ◦ 녹지육교의 조성방식에는 터널형과 브릿지형이 있으며, 설치형태 및 설치종류와 

현지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으로 조성한다.

터 널 형 브릿지형

<그림 3-2-3> 녹지육교의 조성 방식

 ◦ 회덕도시자연공원구역-계족산도시자연공원구역 간 녹지육교를 우선적으로 조성

하고, 이후 고속도로, 철도 등에 의하여 생태축이 단절된 다른 지역으로 녹지육

교의 조성을 확대하여 대덕구내 녹지축 연계 및 생태이동통로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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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로･철도변 수림(외부연결도시림) 조성

q 사업의 필요성

  ◦ 대덕구에는 경부고속도로 및 철도가 통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녹지축이 단

절되고 있어 단절된 녹지축의 연결이 필요함

  ◦ 또한 도시재정비 등으로 단절된 녹지축의 연결 및 선형 녹지공간 조성을 위하

여 도로･철도변 수림 조성이 필요

q 기본방향 및 조성방안

  ◦ 도시내 유휴지의 녹화 및 도심내 녹지율 증진

  ◦ 도시경관요소로서 이미지 개선, 도시민의 활용 공간으로 개선

  ◦ 철도면 법면에 초화류와 화목류를 심어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경관 연출

  ◦ 도로･철도변 유휴지에 차폐･소음방지가 가능한 녹음수 식재와 함께 도시민의 

휴식이 가능한 소공원 조성

  ◦ 도로･철도변 방음벽, 교각, 터널 등 구조물에 담쟁이덩굴 식재

q 기대효과

  ◦ 도시내 녹지율 증진 및 도시민의 휴식 공간 증대

  ◦ 도로･철도변 소음피해 저감과 함께 철도이용자 및 근린지역 거주민에게 다양

한 경관 제공

라. 학교녹지 조성사업

◦ 개발이 이루어져 생태적 공간이 남아있지 않은 시가지내에서 학교는 녹지확보가

비교적 용이한 공간임

구  분 현  황 세부조정계획

녹지량증진
- 건물주변 좁은 선형 녹지

- 외래종 위주의 단순한 층위 구조

- 경계부 녹지면적 확보 및 다층구조 식재

- 가로녹지와 연계

- 옥상녹화, 벽면녹화 우선 시행

꽃과 향기가 

있는 학교

- 상록침엽수 중심 획일적 조경수

- 관목식재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학

교(녹지율 낮음)

- 식재수종 다양화 : 계절별 다양한 꽃이 피는 

식물

- 화관목 중심 식재

생물서식처

/학습원 조성

- 이질적 녹지조성 : 생물이 서식할 

수 없는 구조
- 건물후편, 외곽부 면적녹지 확보

자연을 담은 열린 학교 조성

<그림 3-2-4> 학교녹지 조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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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학교별 조성 방향

구  분 조 성 내 용

초등학교

- 환경과 친해지며 자연보호의 정서함양 유도

- 숲, 화단, 경작 등을 통한 체험교육과 놀이공간 조성

- 학교내 다양한 생물을 체험하며 관찰 및 탐구 유도

중학교

- 자연보호의 태도, 친환경적 생활유도

- 숲체험 및 휴식공간 조성

- 식물 가꾸기를 통한 생명의식 고취

고등학교
- 친환경적 지식의 실천

- 포근한 숲 조성을 통한 휴식공간 제공(경관감상이나 휴식에 중점)

  ◦ 입지 및 녹지조성 현황별 계획방향

    - 서로 인접한 학교는 학교 운동장을 공유, 일부는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하고, 학교 사이

를 관통하는 도로 축소, 보행녹도로 조성

    - 도심내 고립된 녹지가 협소한 학교는 학교 경계부와 건물 후면에 녹지를 확보하고, 

화목류와 단풍류를 식재하여 도심내에 경관적으로 아름다운 녹음 제공

    - 도심내 고립된 녹지가 풍부한 학교는 녹지 내부에 화관목 보식

    - 산림과 인접한 도시 외곽 학교는 생태네트워크 연결선상에서 면적녹지 확보

마. 공공기관 녹지 조성사업

  ◦ 공공기관은 구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 중의 하나로, 구민을 위한 녹지가 

풍부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계획하는 것이 필요

  ◦ 공공기관의 녹지량 증진을 위해서는 현재 불투수포장공간이 넓은 지역을 중심으로 

광장 및 주차공간을 축소하고, 녹음수를 식재하거나 정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 꽃과 향기가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기존 녹지 하부공간에 꽃이 아름답고 향

기가 있는 수종을 보식하며, 통합 주차건물을 통해 주차공간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

  ◦ 입지유형별 조성방향

    - 도심내부에 위치한 공공기관은 민원인 휴식공간 조성 및 구의 이미지를 생태도시

로 이끌기 위해 전면 주차공간을 없애고 정원으로 조성

    - 산림에 인접하여 외곽에 위치한 공공기관은 생태네트워크 연결선상에서 면적녹지를 

확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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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현  황 세부조정계획

녹지량 

증진

- 불투수 포장지역 : 주차장, 보도 등

- 상록수 중심 단순한 층위구조

- 민원인 휴게공간 절대 부족

- 녹음수 식재 : 광장 및 주차장 

- 옥상녹화, 벽면녹화 우선 시행

- 주차건물 조성 후 주차공간 녹지 조성

꽃과 

향기가 

있는 공간

- 획일적 조경수 : 꽃과 향기가 없는 수종

- 공간별 특성이 없는 식재

- 꽃이 아름답고 향기가 있는 수종 선택

- 주차공간 축소(통합 주차건물 조성) : 꽃과 

녹음이 있는 휴게공간 조성

- 공공기관 건물 전면을 정원으로 조성

구민을 위한 편안한 휴식공간이 있는 공공기관

<그림 3-2-5> 공공기관 녹지조성 방안

바. 녹색주차마을 조성

  ◦ 불법주차가 극심한 주택가 골목길의 주차 문제와 주거환경을 동시에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담장 철거 후 주택내 주차장 설치 및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친환경적 

주차환경 조성

  ◦ 사업내용 : 담장 허물기 → 주차장, 녹지시설 설치 및 시설물 정비

    - 주택가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들고, 주택가 이면도로는 사람중심의 보도

와 쾌적한 녹지쉼터로 조성

    - 골목길은 불법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도로를 정비하고, 보행공간을 확보하며, 

자투리땅에는 나무를 심고 녹지를 늘려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 추진방법

    - 대상지 선정 : 주차 혼잡지역으로 도로폭 5미터 이상이며, 담장을 허물 경우 

주차공간이 많은 지역,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지역으로 골목단위 담장이 많은 

지역 우선 선정

    - 사업추진 절차 : 대상지 선정→추진위원회 구성→기관협의→신청서 제출→설계안 

확정→공사시행→사후관리

⇨ ⇨

정비전 정비후 정비전 정비후

<그림 3-2-6> 녹색주차마을 조성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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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녹색생태도시를 위한 공원･녹지정비

q 체계적인 공원조성과 확충

  ◦ 미조성 공원인 신탄진･회덕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대덕산업단지 내 어린이공원

의 조속한 조성과 함께 시설화가 가능하도록 함

q 도시공원 리모델링과 이용활성화

  ◦ 어린이공원 재정비 : 대덕구민의 여가활동 중심지로서의 이용활성화, 주제가 

있는 공원의 제공으로 지역 정체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한 도시

공원 재정비가 필요함

    - 어린이들이 추구하는 놀이 활동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의 확충

을 위하여 어린이공원의 시설정비 및 관리방안 필요

  ◦ 근린공원 재정비와 주제공원화

    - 대덕구 근린공원의 자원 특성에 맞게 근린공원을 재정비하고 주제를 가진 공원

으로의 개편 필요

q 계족산의 보전･복원, 친자연적 이용

  ◦ 대덕구의 도시생태계 보전을 위해 보전과 복원의 당위성이 높은 계족산의 자연

보전과 복원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친자연적 이용이 가능토록 함

    - 계족산 보전활동, 등산로(탐방로) 및 임도 정비, 계곡 복원, 탐방객안내소 설

치, 역사문화･생태관찰로 조성

  ◦ 계족산 장동산림욕장

     - 장동산림욕장 : 장동 산59외 25필지 / 구역면적 148ha

     - 숲속의 문고 : 장동 산59 / 33㎡ (통나무구조)

     - 발바닥 지압시설 : 5개소 (240㎡)

q 쉼터녹지(도시공원) 확충과 이용 활성화

  ◦ 도심 및 주거단지 국공유지의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소공원을 조성하고 시민 

휴식공간 확충

    -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는 주택, 토지 등을 매입하여 소공원을 조성

하여 주거 환경 개선

  ◦ 보호수나 노거수를 중심으로 보호시설과 함께 소공원을 조성하여 수목보호와 

휴식공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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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탄진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활성화

  ◦ 대덕산업단지와 신탄진 주거지역에 격조 높은 휴식공간 제공

  ◦ 대덕문화체육관의 기능과 연계하는 신탄진 도시자연공원구역 계획

  ◦ 대덕산업단지의 가로변 및 자투리 공간 등의 여유 공간에 나무식재사업과 병

행하여 숲속의 산업단지 조성

q 산과 물, 그리고 인간이 함께하는 자연체험사업 활성화

  ◦ 대덕구의 가용자원인 물(대청댐과 금강)과 산(계족산)을 이용하는 체험형 연수에 

의한 학생 / 주민 자연체험 활성화사업추진

    -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천연염색, 스카프, 토우, 도자기 체험 등 

    - 유아숲 프로그램 운영 : 낙엽그리기, 나무 안아주기, 자연생태 배우기 등

  ◦ 대청댐과 금강, 그리고 계족산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다양화

  ◦ 기업, 학생연수 등을 유치하여 레크리에이션 공간과 건전한 휴식처로써 교육 

및 학습장 마련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계획 _187

제Ⅳ편� 계획의� 추진방안

제1장 환경보전 계획의 추진계획

제2장 환경예산 및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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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환경보전 계획의 추진계획

1. 부문별․단계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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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환경보전 계획의 추진계획

1. 부문별･단계별 추진계획

부문 기본목표 세부분야
추진단계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환경기반
공동협력과 참여에 의한 

환경관리기반 강화

환경학습의 기회 제공

민간참여 환경감시기능의 강화

환경 홍보 교육 강화

자연환경
푸르른 자연환경과

경관의 보존 

자연경관･자원 보전

야생동･식물 보호

자연과의 상호교류 증진

토양･지하

수

토양오염 예방 및

맑고 깨끗한 지하수 확보

토양오염 예방･사후관리

지하수관리 체계확립

지하수오염 예방

대기환경
맑고 깨끗한 

대기질 확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추진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수환경
맑은 물 보전 

및 공급

오염원 관리의 전문화

수질오염사고예방 및 대응능력향상

수계환경관리의 수행

악취
주민 체감형

악취관리체계 구축

악취배출원 관리체계 구축

주민참여 감시활동 전개

자율적 악취개선 유도

소음･진동
소음･진동 저감

관리･시책 추진

생활소음(진동)의 저감

사업장 소음진동 관리

도로 교통소음의 저감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수립

대상시설의 관리강화

대주민홍보 및 정보제공

유해

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강화

안전관리 및 교육

유독물 영업자 지도점검

사고대응 및 정보체계 구축

폐기물
폐기물

관리체계 확립

폐기물의 감량화

폐기물의 자원화

폐기물 관리체계 확립

환경보전
지역환경

거버넌스 강화

환경협력 체계 강화

푸른대덕21 추진협의회 활성화

환경교육 및 홍보강화

기후

변화대응

21세기형 저탄소

생활양식 정착

온실가스 감축추진

녹색생활 실천운동 활성화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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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환경예산 및 투자계획

1. 대덕구 재정계획의 전망

2. 투자사업비 소요전망

3. 투자재원의 조달검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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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환경예산 및 투자계획

1. 대덕구 재정계획의 전망

가. 예산운용 현황

대덕구의 2016년도 살림규모(결산기준)는 3,930억원(자체수입+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으로,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619억원이며 구민 1

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이 22만원, 이전재원(교부세, 보조금 등)은 2,489억원이고,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22억원입니다. 채무는 23.5억원이며, 구민 1인

당 지방 채무는 12천원이며, 공유재산은 2016년도에 도로, 하천 등 232건(119억원)을 

취득하고, 35건(66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5,243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세 입 : 365,287백만원 세 출 : 314,981백만원

<그림 4-2-1>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

｢2016년 재정운영 결과에 따른 2017 지방재정공시｣에 따르면 대덕구의 2016년 살

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3,528억원)보다 343억원이 많으며, 최종예산 대

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7.29%이며(유사자치단체평균4) 25.11%),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45.80%(유사자치단

체평균 47.21%)이다.

4) 유사 지방자치단체 분류 : 구-(4) / 부산 동래구, 대구 서구, 인천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울산 
중구 등 22개의 자치구가 해당되며, 이는 2016년 재정분석종합보고서의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 기
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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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유사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 규모 비교

나. 세입전망

q 내수의 완만한 회복 등 국내경제의 안정적 성장세가 이어질 경우,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도 개선 효과 등으로 자치단체 자주재원 수입은 지속적으로 상승될 

것으로 전망  

  ◦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경기 회복세 등에 따라 지방세의 신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영국의 EU탈퇴, 국제금융시장 불안, 저유가로 인한 산유국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 증대로 전년도보다 다소 둔화 예상

    - 부동산경기,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전년도 보다 증가 예상되나, 하반기

       부동산 경기 둔화, 경제성장 하락 전망 시 전년도 수준 예상

    - 부동산 거래량은 2012년 하락이후 2013년부터 회복세이며, 부동산 가격은

       완만하게 상승 유지

  ◦ (세외수입) 과세자료 연계 체납액 일제 정리,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적 진단･
     공개제도 등으로 증가 전망

  ◦ (지방이전재원) 지방교부세(내국세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은 내국세 

수입 전망에 따라 연평균 5.6% 증가 예상

  ◦ (국고보조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보험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속 증가 예상

q 지방채 발행규모는 당분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할 전망

  ◦ 지역개발채권의 교부 면제 등으로 지방채 발행규모는 축소될 전망이며, 자치

단체의 무리한 투자사업 억제, 채무관리 목표제 시행 등으로 지방채 잔액은 점

차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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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세입전망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
신장률

세       입 372,380 378,015 383,319 389,570 397,622   1.7

일 반 회 계 344,402 350,984 355,346 360,651 367,756   1.7

특 별 회 계 4,509 4,547 4,582 4,619 4,656   0.8

기       금 23,469 22,484 23,391 24,300 25,210   1.8

다. 세출전망

q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도 지속 

증가할 전망

  ◦ ’14년 기초연금 도입 및 장애인연금 확대, ’15년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개편, 무상보육 등 복지제도 변경으로 인해 지방비 부담 증가

  ◦ 다문화 가족에 대한 종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강화 등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 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확대

q 소방 및 안전 기능이 강화되고 다양한 복지욕구 표출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관련 지

출 수요도 증가 전망

  ◦ 재난 및 안전관리, 재난복구 능력 강화 등 주민안전 투자 확대

q 지역개발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 수요 증가

 ◦ 도로･교량･하천 등 지역 SOC사업 지속 정비

  ◦ 자연환경 조성, 수질개선 등을 위한 생태하천 조성, 상･하수도 인프라 및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

〈표 4-2-2〉세출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
신장률

세       출 372,380 378,015 383,319 389,570 397,622   1.7

일 반 회 계 344,402 350,984 355,346 360,651 367,756   1.7

특 별 회 계 4,509 4,547 4,582 4,619 4,656   0.8

기       금 23,469 22,484 23,391 24,300 25,2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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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환경분야 투자계획

대덕구의 2017년~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11개 분야(일반 공공행정, 공공질

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

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한 연차별 투자예산을 명시하고 있다.

이중 환경보호 분야는 계획기간 중 전체 중기예산의 3.3%인 62,865백만원으로 전

망하고 있는데, 세부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먹는물 안전성 확보, 음

식물류 폐기물 위탁, 대기오염원 사전 예방, 자원재활용 위탁, 청정한 대기환경 환

경정책 지원 등을 반영하고 있다.

〈표 4-2-3〉분야별 재원배분 규모(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분 야
연도별 투자계획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계 372,380 378,015 383,319 389,570 397,622 1,920,906 100 1.7

일반공공행정 27,464 30,567 30,003 28,693 29,051 145,778 7.6 1.4

공공질서및안전 3,545 3,753 3,960 4,168 4,377 19,803 1 5.4

교 육 4,924 4,973 5,024 5,075 5,126 25,122 1.3 1.0

문 화 및 관 광 5,278 4,447 4,516 5,487 6,095 25,823 1.3 3.7

환 경 보 호 12,650 12,289 12,436 12,700 12,790 62,865 3.3 0.3

사 회 복 지 179,675 181,781 187,219 192,149 200,329 941,153 49.1 2.9

보 건 7,182 7,377 7,454 7,594 7,677 37,284 1.9 1.7

농림해양수산 5,410 5,076 4,934 4,991 5,301 25,712 1.3 △0.5

산업ㆍ중소기업 2,798 2,959 4,762 265 268 11,052 0.6 △44.4

수 송 및 교 통 29,748 31,649 32,960 33,320 31,482 159,159 8.3 1.4

국토및지역개발 31,113 28,367 24,533 28,349 26,732 139,094 7.2 △3.7

예 비 비 2,900 2,926 2,952 2,979 3,006 14,763 0.8 0.9

기 타 59,693 61,851 62,566 63,800 65,388 313,298 16.3 2.3

〈표 4-2-4〉환경보호분야 연차별 투자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  고

합   계 62,865 12,650 12,289 12,436 12,700 12,790

상하수도･수질 5,885 1,159 1,168 1,177 1,186 1,195

폐 기 물 54,837 11,078 10,700 10,831 11,078 11,150

대 기 652 125 128 130 133 136

환경보호일반 1,491 288 293 298 303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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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사업비 소요전망

대덕구는 재정자립도나 재정규모에 있어서 타 자치구에 비교하여 재정부분이 취

약한 편이다. 앞으로 지속적인 환경 및 복지부분에 대한 재정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재정지출 부분에 대해 체계적인 지출계획이 요구된다.

대덕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구정운영 및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각 부분에 대한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3. 투자재원의 조달검토 방안

대부분의 다른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대덕구도 환경보전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환경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대전시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부합되

는 사업계획을 우선적으로 선정･추진함으로써 국가 및 시로부터 국고보조나 재정조

정교부금 등의 재정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자치단체 주도의 환경세 등과 같은 법정외세의 도입을 연구하고, 이를 국가나 대

전시에 건의하도록 검토하며, 각종 도시재정비 사업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우선 대덕구 차원에서 발굴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환경의 가치는 차츰 높아질 것이므로 환경보전에도 사용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대덕구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경영수익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환경 재원을 확충해 나

가도록 한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교부금과 개발사업자의 지역발전성금등

을 기금으로 확대 조성하여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투자재원 조달방안들은 장기적이고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기존 환경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긴요하고도 중요한 사업에 

재원이 투자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불요불급한 개발예산을 환경예산으로 전

환시키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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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국제환경협약과 환경기념일

1. 국제환경협약 가입현황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nventions)

구   분 계 대기기후 담수보호 해양어업 생물보호 핵 안전 유해물질 기 타

가  입 57 8 - 23 9 7 3 7

발   효 57 8 - 23 9 7 3 7

2. 국제환경협약의 주요내용

분   야
협  약  명

(국문, 영문)

채택일시

(발효일시)
주  요  내  용

가입일시

(발효일시)

대기‧기후

(8)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85.3.22
(’88.9.22)

－오존층 파괴방지를 위한 과학

기술협력

－오존층 파괴로부터 인간의 건

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오

존층 파괴물질 규제

’92.2.27
(’92.5.27)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

리올의정서(몬트리올 의정서)

’87.9.16
(’89.1.1)

－’86년을 기준으로 CFCs 등  

소비량의 단계적 감축일정 규정 

(규제물질 CFC4종과 할론3종

등 8종)

－비가입국에 대한 무역규제 

’92.2.27
(’92.5.27)

몬트리올의정서의 런던 개정서
’90.6.29
(’92.8.10)

－규제물질 20종으로 확대

  (CFC 10종, 사염화탄소, 메틸

클로로포름 추가지정) 

’92.12.10
(’93.3.10)

몬트리올의정서의 코펜하겐 개

정서

’92.11.25
(’94.6.14)

－규제물질 95종으로 확대

  (HCFC 40종, HBFC 34종, 메

틸브로마이드 추가지정)

’94.12.2
(’95.3.2)

몬트리올의정서의 몬트리올 개

정서

’97.9.17
(’99.11.10)

－2000년부터 규제물질에 대한 

수출입허가제도 시행

－메틸브로마이드의 비당사국과

의 교역금지

’98.8.19
(’99.11.10)

몬트리올의정서의 베이징 개정서
’99.12.3
(’02.2.25)

－브로모클로로메탄을 규제일정

  에 포함

-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생

  산에 대한 규제조치를 소비에

  대한 규제조치까지 수정,확대

’04.1.9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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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협  약  명

(국문, 영문)

채택일시

(발효일시)
주  요  내  용

가입일시

(발효일시)

대기‧기후

(8)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

(기후변화협약)

’92.5.9
(’94.3.21)

－지구의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한 기본내용 규정

ʹ93.12.14
(ʹ94.3.21)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

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97.12.11
(’05.2.16)

－선진국(EU포함 39개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화

  ('90년 대비 평균 5.2% 감축)

－배출권거래제, 청정개발체제 

등 교토메카니즘 도입

ʹ02.11.8
(’05.2.16)

해양‧어업

(23)

국제포경규제협약
’46.12.2

(’48.11.10)
－모든 종의 고래를 과도 남획 

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고래보호단체 설립 

등 포경행위규제

’78.12.29
(’78.12.29)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1954년 국제협약(1962년 

및 1969년 개정 포함)

’54.5.12
(’58.7.26)
’62.4.11
(’67.6.28)
’69.10.21
(’78.1.20)

－선박에서 유출되는 유류에 의  

  한 해양오염을 방지

’78.7.31
(’78.10.31)

대서양 참치의 보존에 관한 국제

협약

’66.5.14
(’69.3.21)

－식용 등의 목적을 위해 일정 

수준의 참치류 보존

’70.8.28
(’70.8.28)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책

임에 관한 1969년 국제협약의 

의정서

’76.11.19
(’81.4.8)

－유류오염사고 피해에 대한

  민사상책임 규정

’92.12.8
(’93.3.8)

동남대서양생물자원 보존협약
’69.10.23
(’71.10.24)

－생물자원의 보호와 합리적   

개발에 따른 협력 도모

’81.1.19
(’81.2.19)

유류 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

임에 관한 국제협약

’69.11.29
(’75.6.19)

－유류오염에 관한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보장하고 책임

문제 및 보상에 관한 기준 설정

’78.12.18
(’79.3.18)

1971년 유류오염손해배상을 위

한 국제기금 설치에 관한 국제

협약

’71.12.18
(’78.10.16)

－유류업자도 오염배상 기금을 

마련토록 규정

’92.12.8
(’93.3.8)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

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

한 협약(런던협약)

’72.12.29
(’75.8.30)

－폐기물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각국의 의무 규정

’93.12.21
(’9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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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협  약  명

(국문,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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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시)
주  요  내  용

가입일시

(발효일시)

해양‧어업

(23)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

’78.2.17
(’83.10.2)

－오일 및 기타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을 저감시켜 해양환경을 

보존

’84.7.23
(’84.10.23)

북서대서양 다자간 장래어업 

협력에 관한 협약

’78.10.24
(’79.1.1)

－북서대서양지역 어업자원의 

최적이용과 보전의 증진

’93.12.21
(’93.12.21)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82.12.10
(’94.11.16)

－해양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해양법 체제 마련

’96.1.29
(’96.2.28)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

한 국제연합협약 제11부 이행

에 관한 협정

’94.7.28
(’96.7.28)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1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

’96.1.29
(’96.7.28)

1969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을 

개정하는 1992년 의정서

’92.11.27
(’96.5.30)

－유류 오염사고 피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과 보상에 관한 규정을 개정

'97.3.7

('98.5.15)

1971년 유류오염손해배상을 위

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

제협약을 개정하는 1992년 의

정서

’92.11.27
(’96.5.30)

－유류업자도 오염배상기금을 

마련토록 규정한 1992년 의정서

’97.3.7
(’98.5.15)

1990년 유류오염의 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력

’90.11.30
(’95.5.13)

－유류유출로 인한 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사항

’99.11.9
(’00.2.9)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80.5.20
(’81.4.7)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 및 합

리적 이용을 위한 협약

'85.3.29

('85.4.28)

인도양 참치위원회 설립협정
’93.11.25
(’96.3.27) －인도양 참치위원회 설립 규정

’96.3.27
(’96.3.27)

중부베링해 명태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94.6.16
(’95.12.8)

－중부베링해 명태자원의 보존

관리 및 적정이용을 위한 협약

’95.12.5
(’96.1.4)

남방참다랑어 보존협약
’93.5.10
(’94.5.20)

－남방참다랑어의 보전 및 최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협약

’01.10.17
(’01.10.17)

북태평양소하성 자원보전협약
’92.2.11
(’93.2.16)

－북태평양소하성 자원보전을

  위한 협약

’03.5.27
(’0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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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어업

(23)

공해상 어선의 국제적 보존관리

조치 이행증진을 위한 협정

’93.11.24
(’03.4.24)

－해양생물자원의 국제적

  보존관리조치 이행 등을

  위한 어선관리 협정

’03.4.24
(’03.4.24)

중서부 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00.9.5
(’04.6.19)

－중서부 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족의 장기적인 보존과

  지속적인 이용 보장을 위한

  협약

’04.10.26
(’04.11.25)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런던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

’96.11.7
(’06.3.24)

－폐기물이나 기타 물질의

  해상 투기나 소각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

’09.1.22
(’09.2.21)

자연 및

생물보호

(9)

국제식물보호협약
’51.12.6
(’52.4.3)

－식물 및 농작물의 해충･질
병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국제

  협력 증진

’53.12.8
(’53.12.8)

아시아 태평양지역 식물 보호 협정
’56.2.27
(’56.7.2)

－질병과 해충을 지닌 식물의

  동남아시아, 태평양지역에로의 

도입과 확산의 방지

’81.11.4
(’81.11.4)

물새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람사르협약)

’71.2.2
(’75.12.21)

－보호대상 습지지정, 람사습지 

목록 관리 및 관련 정보

  상호교환

’97.3.28
(’97.7.28)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

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73.3.3
(’75.7.1)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
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

시급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국제 거래 규제

’93.7.9
(’93.10.7)

생물 다양성에 관한 협약
’92.5.22

(’93.12.29)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의 증진, 유전적

으로 변형된 생명체의 안전

관리 등을 규정

’94.10.3
(’95.1.1)

1983년 국제열대목재협정(ITTA)
’83.11.18
(’85.4.1)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열대목재림의 최적 이용 확보

’85.6.25
(’85.6.25)

1994년 국제열대목재협정
’94.1.26
(’97.1.1)

－열대목재림의 최적 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증진

’95.9.12
(’97.1.1)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생물다양성

협약 카르타헤나의정서

’00.1.29
(’03.9.11)

－생물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

변형생물체(LMO)의 안전한 

이동, 취급 및 사용분야에서의 

적절한 수준의 보호 확보

’07.10.3
(’08.1.1)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10.10.29
(’14.10.12)

－생물다양성 협약 적용범위

  내의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

  지식에 접근과 이 자원의 이

  용으로 발생하는 이익 공유

’11.9.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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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안 전

(7)

대기권, 외기권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금지 조약

’63.8.5
(’63.10.10)

－군비경쟁을 종식하고 핵무

기를 포함한 여타 무기의 

생산 및 실험을 제한함

’64.7.24
(’64.7.24)

핵무기 및 기타 대량파괴무기의 

해저･해상 및 그 하층토에 있어서

의 설치금지에 관한 조약

’71.2.11
(’72.5.18)

－군비경쟁종식을 위해 해

저･해상 및 그 하층토에 핵

무기 및 기타 대량파괴무

기의 설치를 금지

’87.6.25
(’87.6.25)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86.9.26

(’86.10.27)
－국가간 방사선 오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빨리 핵사고에 관한 관련

정보제공

’90.6.8
(’90.7.9)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시 지원에 관한 협약

’86.9.26
(’87.2.26)

－핵사고 또는 방사성 물질

로 인한 긴급사태시 즉시 

지원제공

’90.6.8
(’90.7.9)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80.3.3
(’87.2.8)

－국제간 핵물질의 이동시 

보호대상 범위설정과 수송

방법에 대한 협약

’82.4.7
(’87.2.8)

핵안전에 관한 협약
’94.9.20
(’96.10.24)

-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유지 

및 운영에 관한 법적의무 

창설

’95.9.19
(’96.10.24)

사용 후 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

’97.9.5
(’01.6.18)

－사용된 연료와 방사능 폐

  기물에 대한 안전기준과

  사고방지체계 확립

’02.9.16
(’02.12.15)

유해물질･
폐기물

(3)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바젤협약)

’89.3.22
(’92.5.5)

－유해폐기물의 타국으로 이

동(수출･입)시의 절차규정

’94.2.28
(’94.5.29)

특정 유해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에 있어서 사전통보승인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98.9.10
(’04.2.24)

－유해화학물질의 특생에 대한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여, 

수입 및 수출에 대한 국가 정책

결정과정을 제공, 당사국들

에게 이러한 결정들을 배포

’03.8.11
(’04.2.24)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

홀름 협약(스톡홀름 협약)

’01.5.22
(’04.5.17)

－독성, 생물농축성, 장거리

이동성 등의 특성을 가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

’07.1.25
(’07.4.25)

기    타

(7)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
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67.1.27
(’67.10.10)

－외계의 탐사 및 이용에 대
한 국제법적 근거 마련

’67.10.13
(’67.10.13)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
호에 관한 협약

’72.11.23
(’75.12.17)

－문화적･자연적 유적(지)의 
효과적인 보호체계 수립, 
가입국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수립, 세계 
유적(지) 리스트 작성

’88.9.14
(’88.12.14)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

’76.12.10
(’78.10.5)

－환경에 영향을 주는 화학
기술의 군사목적 사용금지

’86.12.2
(’8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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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기 념 일 명 주  요  내  용

2월 2일 세계 습지의 날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에서 열린 국제습지회의를 기념하고, 이를 통

해 습지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알려 나가기 위한 람사협약 결성 25주년

을 맞아 1996년에 제정되었다. 람사협약은 수자원 보호, 습지의 현명한 

이용, 생물종 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으로 현재까지 100여개국 이상

이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900개의 습지를 람사 사이트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3월 22일 물의 날

－지난 1992년 제47차 유엔총회는 유엔의 음용수 공급 및 위생을 위한 10개

년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나, 10억명에 달하는 개발도상국 빈민들의 물 문

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자 브라질 리우환경회의의 건의를 받아들여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선포하고 지난 93년부터 각종 행사를 전개

하고 있다.

4월 22일 지구의 날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 기름 유출사고를 계기로 70

년 4월 22일 미상원 의원 게이로 넬슨이 주창하고, 당시 하버드생이던 데

니스 헤이즈가 발벗고 나서 첫 행사를 열었다. 그후 전세계 NGO들의 환

경기념일로 확산,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공해추방운동연합이 국내에서

는 처음으로 지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5월 31일 바다의 날

－94년 11월 유엔해양법 협약의 발효를 계기로 해양 자유이용시대가 해양 

분할 경쟁시대로 바뀌면서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

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국가경영전략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민간에서는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기념행사가 

열린다.

분   야
협  약  명

(국문, 영문)

채택일시

(발효일시)
주  요  내  용

가입일시

(발효일시)

기    타

(7)

남 극 조 약
’59.12.1
(’61.6.23)

－남극대륙의 평화적 목적에
의 이용 및 과학적 연구를 
위한 국제 협력시 분쟁소지 
억제

’86.11.28
(’86.11.28)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91.10.4
('98.1.14)

－남극 환경을 보호하기위한 
제반 사항 규정

’96.1.2
('98.1.14)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
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72.4.10
(’75.3.26)

－모든 인류의 안전을 위하여 
생물학적 무기의 개발금지

ʹ87.6.25
(ʹ87.6.25)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지역 국가 등 일부 
국가들의 사막화방지를 위한 국제
연합협약)(사막화방지협약)

’94.10.14
(’96.12.26)

－기상이변, 산림황폐 등으로 
심각한 한발 및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들의 
사막화방지를 통한 지구환경  
보호

’99.8.17
(’99.11.15)

3. 국제 환경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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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기 념 일 명 주  요  내  용

6월 5일 환경의 날

－1968년 12월 3일 제23차 유엔총회에서 세계적 규모의 인간환경회의 개최

를 정식으로 건의하여 1972년 6월 5일부터 16일까지 스웨덴의 수도 스톡

홀름에서 “하나뿐인 지구”라는 구호 아래 113개 나라와 3개 국제기구 및 

257개 민간단체의 약 1,200명이 참가하여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했다. 

  이 회의가 시작된 날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정하여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행사를 해마다 하였으며, 세계 환경보전사업 시행기구

로서 유엔환경계획(UNEP)을 창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6월 17일 사막화방지의 날

－1994년 제49차 유엔총회에서 사막화 방지협약 채택일인 6월 17일을    사

막화 방지의 날로 정하여 사막화의 확대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제정되

었다.

9월 16일 오존층보호의 날

－유엔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서명일인 1987년 9월 

16일을 기념하고자 1995년 1월 23일 총회에서 9월 16일을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로 선포하였고, 유엔총회는 모든 회원국 등이 국가차원에서  몬

트리올 협약의 목적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 특별한 날을   지

킬 것을 요구

12월 29일
생물종 다양성

보존의 날

－1994년 11월에 개최된 제1차 생물종 다양성협약 가입국 회의에서 생물다

양성협약 발효일(‘93년 12월 29일)을 “세계 생물종 다양성의 날”로 정하였

으며,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는 각국이 이 날을 맞아 기념행사 등을 할 

것을 요청, 우리나라에서는 지리산 반달곰살리기, 야생동물보호운동 등이 

활발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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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 1992. 6. 8)

♧  전    문  ♧

  UN환경 개발회의가 1992년6월3일 ~ 14일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었다. 스
톡홀름 선언을 재확인하고 이를 공고히 할 것을 추구하여 모든 국가사회의 주요 
분야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창조하므로서 새롭고 공평한 
범세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모두의 이익을 존중하고 또한 지구의 
환경 및 개발체제의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협정체결을 위하여 노력하며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구의 통합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성격을 인식하면서 다음
과 같이 선언한다.
                
                                 ∽ ∽ ∽ ∽ ∽ ∽ ∽ ∽         ∽ ∽ ∽ ∽ ∽         ∽ ∽ ∽ ∽ ∽ ∽ ∽ ∽

원칙1
인간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논의되어야한다.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
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향유하여야 한다.

원칙2
각 국가는 UN헌장과 국제법 원칙에 조화를 이루면서 자국의 환경 및 재발정책에 
따라 자국의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자국의 관할구역 
또는 통제범위 내에서는 활동이 다른 국가나 관할범위 외부지역의 환경에 피해
를 끼치지 않도록 할 책임을 갖고 있다.

원칙3
개발의 권리는 개발과 환경에 대한 현세대와 차세대의 요구를 공평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실현되어야 한다.

원칙4
지속가능한 개발을 성취하기 위하여 환경보호는 개발과정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
하여 개발과정과 분리시켜 고려되어서는 안된다.

원칙5
모든 국가의 국민은 생활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세계 대다수의 사람들의 기본 수
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의 필수요건인 빈곤의 퇴치라는 필수
적인 과업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원칙6
개발도상국, 특히 극빈 개도국과 환경적으로 침해받기 쉬운 개조국의 특수상황과 
환경보전 필요성은 특별히 우선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과 개발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적 활동은 모든 나라의 이익과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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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7
각 국가는 지구 생태계의 건강과 완전성을 보존, 보호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범
세계적인 동반자의 정신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지구의 환경악화에 대한 제각기 
다른 책임을 고려하여 각 국가는 공통된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을 가진다. 선진국
들은 그들이 지구환경에 끼친 영향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 및 재정적 지원
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있어서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인식한다.

원칙8
지속 가능한 개발과 모든 사람의 보다 나은 생활의 질을 추구하기 위하여 각 
국가는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패턴을 줄이고 제거하여야 하며 적절한 인구정책을 
촉진하여야 한다.

원칙9
각 국가는 과학적, 기술적 지식의 교환을 통하여 과학적 이해를 향상시키고 새롭
고 혁신적인 기술을 포함한 기술의 개발, 적용, 존속, 전파 그리고 이전을 증진시
킴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내재적 능력을 형성, 강화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원칙10
환경문제는 적절한 수준의 모든 관계시민들의 참여가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다루어진다. 국가차원에서 각 개인은 지역사회의 유해물질과 처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적절히 접근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각 국가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
하므로 써 공동의 인식과 참여를 촉진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피해의 구제와 배
상 등 사법 및 행정적 절차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원칙11
각 국가는 효과적인 환경법칙을 규정하여야 한다. 환경기준, 관리목적, 그리고 우선
순위는 이들이 적용되는 환경과 개발의 정황이 반영되어야 한다. 어느 한 국가
에서 채택된 기준은 다른 국가, 특히 개도국에게 부적당하거나 지나치게 경제, 사회
적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원칙12
각 국가는 환경악화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의 경제성장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함에 있어 도움이 되고 개방적 국제경제체제를 증진시키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환경적 목적을 위한 무역정책수단은 국제무역에 대하여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적 조치나 위장된 제한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수입국의 관할 지
역 밖의 환경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방적 조치는 회피되어야 한다. 국경을 초
월하거나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환경적 조치는 가능한 한 국제적 
합의에 기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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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13
각 국가는 환경오염이나 기타 환경 위해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국
제법을 발전시켜야 한다. 각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 또는 통제지역 내에서의 활동이 
자국의 관리범위 이외 지역에 초래한 악영향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국제법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하여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원칙14
각 국가는 환경악화를 심각하게 초래하거나 인간의 건강에 위해한 것으로 밝혀진 
활동이나 물질을 다른 국가로 재배치 또는 이전하는 것을 억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원칙15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 국가의 능력에 따라 예방적 조치가 널리 실시되어야 
한다. 심각한 또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과학적 불확실성이 
환경악화를 지양하기 위한 비용/효과적인 조치를 지연시키는 구실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원칙16
국가 당국은 오염자가 원칙적으로 오염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
하여 환경비용의 내부화와 경제적 수단의 이용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공공이익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하며 국제무역과 투자를 왜곡시키지 
않아야 한다.

원칙17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관할 국가당국의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가 국가적 제도로서 실시되어야 한다.

원칙18
각 국가는 다른 국가의 환경에 급격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자연재해나 
기타의 긴급사태를 상대방 국가에 즉시 통고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피해를 
입은 국가를 돕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원칙19
각 국가는 국경을 넘어서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에게 사전에 적시적인 통고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단계에서 성실하게 이들 국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원칙20

여성은 환경관리 및 개발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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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21
지속 가능한 개발을 성취하고 모두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세계 청년
들의 독창성, 이상, 그리고 용기가 결집되어 범세계적 동반자 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원칙22
토착민과 그들의 사회, 그리고 기타의 지역사회는 그들의 지식과 전통적 관행으
로 인하여 환경관리와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각 국가는 그들의 
존재와 문화 및 이익을 인정하고 적절히 지지하여야 하며, 또한 지속 가능한 개
발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들의 효과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원칙23
압제, 지배 및 점령하에 있는 국민의 환경과 자연자원은 보호되어야 한다.

원칙24
전쟁은 본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파괴함. 따라서 각 국가는 무력 분쟁 시 
환경의 보호를 규정하는 국제법을 존중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 발전
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원칙25
평화, 발전, 환경보호는 상호의존적이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원칙26
국가는 그들의 환경분쟁을 유엔헌장에 따라 평화적으로 또한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원칙27
각 국가와 국민들은 이 선언에 구현된 원칙을 준수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분야에 
있어서의 관련 국제법을 한층 발전시키기 위하여 성실하고 동반자적 정신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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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코펜하겐 합의문(Copenhagen Accord)

가. 서 문

  ○ 2009년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총회에 참석한 정상들, 각료들 및 여타 수석대표들은

  ○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조에 언급된 궁극적 목적을 추구하고, 협약의 규정들을 지

침으로 삼으며, AWGs의 작업 결과에 유념

  ○ AWG-LCA의 위임사항(mandate)을 연장하는 결정문 x/CP.15 및 AWG-KP에 작업

을 계속할 것을 요청하는 x/CMP.5를 승인

  ○ 즉시 적용되는(operational immediately) 본 코펜하겐 합의문에 합의

나. 제1조

  ○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및 각국의 능력 원칙에 따라 기후변화에 긴급히 대응한다

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강조

  ○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2도 이하로 억제해야 한다는 과학적 견해를 인식하고, 형

평성에 기초하고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장기협력행동

을 강화(shall)

  ○ 기후변화의 위험한 영향 및 대응조치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특히 취약한 

국가들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인식하고, 국제적 지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적응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

다. 제2조

  ○ 과학에 따르면, 그리고 IPCC 제4차 보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2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전 지구적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

적 배출량의 상당한 감축(deep cuts)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

   - 과학에 합치되게, 그리고 형평에 기초하여 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취함

    *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 1988년 지구환경 가운데 특히 온실화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한 목

적으로 UN 산하 각국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 온실화의 과학적 평가, 환경이나 

사회에의 영향, 그 대응을 세 가지 작업부회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는데 궁극적

으로는 ‘지구온실화 방지 조약'의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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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능한 한 조속히 전 지구적 및 국내적 배출량이 정점에 도달하도록 협력하되, 

개도국의 경우 정점에 도달해야 하는 시기가 더 늦음을 인식

   - 사회경제적 발전과 빈곤 퇴치가 개도국의 첫 번째 우선순위이며, 저배출 발전 전

략이 지속가능발전에 불가결함을 인식

라. 제3조

  ○ 개도국의 적응행동 이행 지원을 위해 선진국이 충분하고 예측가능하며 지속가

능한(adequate, predictable and sustainable) 재정, 기술 및 능력배양을 제공

(shall)

마. 제4조

  ○ Annex I 당사국들은 Appendix I의 양식으로 2010년 1월 31일까지 사무국에 제

출할 2020년까지의 정량화된 경제전반적 배출목표를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commit)

    - 교토의정서 당사국인 Annex I 당사국들은 이를 통해 교토의정서에 의해 개시

된(initiated) 배출 감축을 강화

  ○ 선진국에 의한 감축 및 재정 지원 이행은 현존하는 그리고 COP이 채택할 추가

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측정, 보고 및 검증될 것이며, 선진국의 감축목표와 재

정 지원의 회계(accounting)는 확실하고 강건하며 투명할(rigorous, robust and 

transparent) 것

바. 제5조

  ○ Non-Annex I 당사국들은 협약 제4조 제1항 및 제4조 제7항에 부합하게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Appendix II의 양식으로 2010년 1월 31일까지 사무국

에 제출할 감축행동을 이행

  ○ 최빈 개도국 및 소규모 도서 개발국은 지원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행동을 취함

  ○ Non-Annex I 당사국들이 이후(subsequently) 취하고 계획한(taken and 

envisaged) 감축행동은 협약 제12조 제1항 (b)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통해 통보

(communicated)

   - 국가보고서는 COP이 채택할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매 2년마다 제출

  ○ 국가보고서에 기재되거나 달리 사무국에 통보된 감축행동은 Appendix II의 목록

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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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n-Annex I 당사국들의 감축행동은 국내적인 측정, 보고 및 검증을 받으며, 

그 결과는 매 2년마다 국가보고서를 통해 보고

  ○ Non-Annex I 당사국들은 자국 행동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국가보고서를 통해 

통보하고, 주권이 존중되는 한도 내에서 명확히 정의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

제적인 협의와 분석(international consultations and analysis)이 가능하도록 함

  ○ 국제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NAMAs는 관련 기술, 재정 및 능력배양과 함께 

등록부(registry)에 기록

    - 지원받는 행동은 Appendix II의 목록에 추가

  ○ 동 지원받는 NAMAs는 COP에서 채택될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제적인 측정, 보

고 및 검증을 받음

사. 제6조

  ○ 선진국으로부터의 재원 조성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REDD-plus를 포함하는 

메커니즘의 즉각적인 설치를 통해 REDD-plus에 대한 긍정적 유인(positive 

incentives)을 제공할 필요성에 합의

  ※ REDD-plus : 산림 전용 및 황폐화로부터 발생하는 배출 감축(REDD), 산림 탄소

저장 보존,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산림 탄소저장 증진(plus)

아. 제7조

  ○ 감축행동의 비용효과성을 증진하고 감축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 이용 기회

를 포함한 다양한 접근(various approaches)을 추구

  ○ 특히 저배출 경제의 개도국은 저배출 경로(low emission pathway)에서 계속 발

전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받아야 함

자. 제8조

  ○ REDD-plus를 위한 상당한(substantial) 재정을 포함하는 고양된 감축행동, 적응, 

기술 개발과 이전 및 능력배양을 가능하게 하고 지원하기 위해, 증대되고 새로

우며 추가적이고 예측가능하며 충분한(scaled up, new and additional, 

predictable and adequate) 기금 및 동 기금에 대한 개선된 접근(improved 

access)을 개도국에 제공(s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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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국들의 집합적인 약속(collective commitment)은 2010-2012년간 300억불에 

근접하는(approaching) 새롭고 추가적인 재원을 제공하는 것

   - 적응을 위한 기금은 최빈개도국, 소규모 도서개도국 및 아프리카 국가 등 가장 

취약한 개도국에 우선 지원

  ○ 의미 있는 감축행동 및 그 이행의 투명성이라는 맥락에서, 선진국들은 개도국

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불을 공동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를 약속

   - 이는 대안적 재원(alternative sources of finance)을 포함하여, 공공 및 민간, 양

자 및 다자의 매우 다양한 원천으로 조성

  ○ 적응을 위한 새로운 다자적 기금지원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동등한 대표성을 보

장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가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장치를 통해 이행

  ○ 동 기금의 상당 부분이 Copenhagen Green Climate Fund에서 조달되어야 함

차. 제9조

  ○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안적 재원을 포함한 잠재적 수익 원천(potential 

sources of revenue)이 기여할 수 있는 정도를 연구하기 위해 COP의 지도하에 

고위급 패널(High Level Panel)을 설치

카. 제10조

  ○ REDD-plus를 포함한 감축, 적응, 능력배양, 기술 개발과 이전과 관련된 개도국

에서의 프로젝트, 프로그램, 정책 및 기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 재정 메

커니즘의 운영주체로 Copenhagen Green Climate Fund를 설치(shall)

타. 제11조

  ○ 기술 개발과 이전에 관한 행동을 증진하기 위해 Technology Mechanism을 설치

파. 제12조

  ○ 본 합의문의 이행에 관한 평가를 2015년까지 완료할 것을 요청

   - 섭씨 1.5도의 기온 상승과 관련된 것을 포함, 과학이 제공하는 여러 문제를 참

고하여 장기목표를 강화하는 데 대한 고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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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OECD가 바라본 2030년 미래환경 전망

 ※ 이 자료는 OECD가 2008.3.5일자 발간되는 「OECD Environmental Outlook to 2030」  

 의 "Executive Summary"의 Key message를 정리한 것임

< 요 약 >

◇ 환경전망 보고서는 대응방향에 초점을 두고, 2030년까지 경제와 환경 추세를 

예측하여 미래 환경과제를 ‘교통신호체계’에 따라 제시

 ◦ 최우선적으로 시급히 대응해야 할 적신호등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물 부

족, 환경오염 및 유독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영향임

◇ 환경문제는 정책적 해결이 가능하며,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가능함

 ◦ 의욕적인 환경정책은 경제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비용을 감소시키며, 환경문제

에 조기 대응 시 장기적으로 비용보다 편익이 큼

 ◦ 온실가스 450ppm 안정화를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2000년 대비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39% 줄이는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나, 그 경우에도 GDP는 2030년 

0.5%, 2050년 2.5% 감소함

◇ 2030년 추가적인 환경정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 온실가스는 37%, 2050년에 52% 증가하여 기온 1.7~2.4℃ 상승

 ◦ 극심한 물 부족 인구가 10억 명이 증가하여 총 39억 명에 달함

 ◦ 지표면 오존 관련 조기 사망자수는 4배, 미세먼지는 2배 증가

 ◦ 관리·적응 능력이 부족한 개도국이 가장 큰 피해는 겪을 것임

◇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

 ◦ 향후 수십 년간 에너지, 교통 인프라, 건물의 방식을 결정하는 투자는 환경적 

미래를 고려하여 선택

 ◦ 경제적 정책수단 적극 활용, 환경부뿐 아니라 관련부처의 참여, OECD와 비회

원국간 협력 강화, 국제환경관리 강화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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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신호] [황신호] [적신호]

기후변화
∙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지구전체 온실가스 배출

∙기후변화의 증거 증가

생물다양성 

및 재생가능 

천연자원

∙OECD 회원국의 

산림지역

∙산림관리

∙보호지역

∙생태계의 질

∙생태종의 손실

∙외래 침입종

∙열대림

∙불법 벌채

∙생태계 단절

물

∙OECD 회원국의 

점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산업 및 

지자체)

∙지표 수질 및 하수처리

∙물 부족

∙지하수질

∙농업용 물이용 및 오염

대기질 ∙OECD 회원국의 SO2 

& NOx 배출

∙PM & 지표 오존

∙도로 교통오염
∙도심 대기질

폐기물 및 

유해화학물질

∙OECD 회원국의 

폐기물 관리

∙OECD 회원국의CFCs 

배출

∙생활폐기물 발생

∙개도국의 CFCs 배출

∙유해폐기물 관리 및 운송

∙개도국의 폐기물 관리

∙환경과 제품의 화학물질

<그림 1> 2030 OECD 환경전망 신호등

< 본   문 >

1. 2030년 환경 신호등

 □ OECD 2030년 환경전망보고서는 2030년까지 경제와 환경 추세의 예측을 기초로 

미래 환경과제를 ‘교통신호체계’에 따라 제시

  ◦ 최우선적으로 시급히 대응해야 할 환경문제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물 

부족, 환경오염 및 유독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영향임

※ 청신호 = 관리가 잘된 또는 최근 상당한 성과가 있으나 경각심을 가져야할 환경문제

황신호 = 현안 과제로서 관리가 개선되거나, 현 상황이 불확실한 환경문제 또는 과거관리가

잘 돼왔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은 환경문제.

적신호 = 관리가 안 되어 심각 또는 악화 상황에 있으며, 시급한 관심이 필요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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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당할 수 있는 정책 대응

 □ 달성 가능한 정책과 기술을 가졌고, 비용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임

  ◦ Outlook에서 제시한 정책 시나리오는 "적신호"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과 기

술들은 이용가능하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임(available and affordable)

  ◦ 환경보호를 위한 의욕적인 조치는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 비용을 감소시킴

  ◦ 따라서, 조기에 환경문제를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대응 비용 보다 편익이 큼

 □ 몇 가지 정책들을 조합한 "OECD 환경전망 종합정책(EO policy package)"을 적용

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할 경우,

  ◦ 2030년에 세계 GDP의 1%를 조금 넘는 비용, 또는 2030년까지 연평균 GDP 성장률

이 0.03% 포인트 줄어든 비용으로 해결 가능

    - 그 경우, 2030년 세계 GDP는 현재보다 99%가 아닌 97% 증가

<그림2> 연평균 GDP 성장률, 2005-2030년

※ EO Package 내용

- 농업 보조금과 관세 50% 삭감 : 2010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3%씩 삭감

- 이산화탄소 1톤당 25불 탄소세 도입 : OECD 2012년, 나머지 2030년

- 대기오염 규제 강화 : 교통, 발전, 정유, 산업에 최대 오염 저감

- 공공하수처리율 50% 제고 : 2030년에 2000년 수준 대비 50%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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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소산화물(NOx)와 황산화물(SOx)의 대기오염 저감 효과는

     - 현행 정책을 계속 시행할 경우에는 거의 변화가 없으나, EO 종합대책 시행시 

NOx와 Sox 배출량은 2030년에 1/3정도 저감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 EO 종합정책 시행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37%가 증가하는 것이 아닌 13% 수준

으로 24% 증가를 억제시킬 수 있음

  □ 온실가스 안정화를 위해서는 EO 종합정책보다 엄격한 정책조치를 시행해야 달성

할 수 있음

   ◦ 현재 논의 중인 저감 목표 중 어려운 것 중 하나인, 대기의 온실가스 농도를 

450ppm(이산화탄소 환산농도, CO2eq)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시나리

오 시행

※ 온실가스 450 ppm 안정화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 이내로 억제

<그림 3> 지구 온실가스 배출 경로 시나리오

※ OECD 2008 : 모든 OECD 국가는 이산화탄소 1톤당 탄소세(25불)를 즉각 시행

Delayed 2020 : 모든 국가가 2020년에 탄소세 적용

Phased 2030 : 단계별 탄소세 적용(OECD-2008년, BRIC-2020년, 나머지(ROW) 국가는
2030년에 탄소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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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2008 : 모든 국가가 2008년부터 탄소세 적용

450ppm :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450ppm(이산화탄소 환산기준)으로 안정화하는
시나리오

→ 이산화탄소 환산 톤당(CO2eq톤) 탄소세 25불을 적용하는 모든 시나리오는 도입
첫해이후 매년 세금이 2.4%씩 증가함

→ Baseline은 UN 인구 성장률을 기반으로 매년 2.4%의 경제 성장률을 적용

   ◦ 안정화 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2000년 수준 대비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9% 감소시키는 조치가 필요함(그림 3)

       a) OECD의 기준 환경전망                                   b) 450ppm 안정화 정책 시행시

<그림 4> 온실가스 총 배출량(지역별), 1970-2050년

※ BRIC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ROW = 그 밖의 지역.

  ◦ 이런 조치는 GDP를 기준 예측(baseline)보다 2030년에 0.5%, 2050년에는 2.5% 

감소시킬 것이며, 이는 연평균 GDP 성장률이 0.1% 포인트 감소를 의미

 □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국가와 대상 부문(sector)이 많을

수록 더욱 저렴하고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가능

  ◦ 이러한 저감비용은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지구 기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의 틀 내에서 부담을 공유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하여야 함

  ◦ OECD 국가들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신흥경제국 특히 "BRIICS"(브라

질,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남아공화국) 국가와의 협력 강화는 더 저

렴한 비용으로 공동의 환경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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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정책 무대응의 결과

 □ 새로운 정책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지속적 경제 번영을 위한 환경적 기반이 

향후 몇 십 년 내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바뀌는 위험을 초래

  ◦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후 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물 부족, 오염 및 유해 화

학물질로 인한 건강영향의 "적신호" 환경문제에 대한 시급한 대응 조치가 필요함

 □ 2030년 추가적인 환경정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37%, 2050년에는 52% 증가가 전망

    - 이는 지구 평균 온도가 2050년에 산업화 이전 수준대비 1.7 ~ 2.4℃ 상승과 이

로 인해 폭염, 가뭄, 폭풍, 홍수 증가를 가져와 주요 인프라와 농작물에 심각

한 피해를 입힘 

  ◦ 주요 시설물 및 농업의 확대, 기후변화로 인하여 현재 알려진 동·식물 종의 상

당수가 멸종될 것임

   - 식량과 바이오연료의 생산을 위해서는 전 세계 경작지의 10% 증가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야생 동식물 서식지는 더욱 감소될 것임

   - 생물다양성 손실이 계속되면 경제성장과 인간 복지를 가능하게 해주는 지구의 

귀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능력이 제한될 것임

<그림 5> 2030년까지 생물종 다양성 상실을 가져오는 원인들

※ 생물다양성 상실원인(순서별) : 농업, 기후, 산림, 생태계 단절, 기반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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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 부족은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하지 않은 수자원의 이용과 관리로 

인해 더욱 악화될 것임

     - 극심한 물 부족 지역에 사는 인구의 수가 10억 명이 증가하여 총 39억 명 이상에 

달할 것임(그림 5)

<그림 6> 2005년 및 2030년 물 부족 지역에 사는 인구(백 만명)

 ◦ 세계적으로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여 지표면 오존 오염과 관련된 

조기 사망자수는 4배, 미세먼지 관련은 2배 이상 증가(그림 6).

<그림 7> 2000년,  2030년 도시 오존 오염 노출에 따른 조기 사망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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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비회원국의 화학물질 생산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환경과 제품 내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불충분함

 □ 2030년에 정책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관리 및 적응 능력이 떨어지는 개도국이 

가장 큰 환경피해를 입을 것임

  ◦ 상기 분야에서 언급한 분야에서 무 대응(policy inaction) 또는 대응 지연

(delayed action)이 가져오는 경제 및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큼

    - 이미 OECD회원국을 포함하여 많은 나라가 직접적이거나(예시, 공공의료서비

스 비용 증가) 또는 간접적(예시, 노동생산성의 감소)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

  ◦ 특히, 생물다양성의 감소(예시, 어업) 및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적 무대응 비용은 

상당할 정도로 클 것임

4. 주요 환경 정책안

 □ 지금 야심차게 정책 변화를 추진하여 주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

전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음

  ◦ 오늘의 투자에 대한 선택, 특히 향후 몇 십 년간 에너지, 교통 인프라, 건물의 

방식을 결정(lock-in)하는 투자에 대한 선택은 더 나은 환경적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여야 함

  ◦ 이를 위해 경제적 환경정책 수단의 적극 활용, 환경부뿐 아니라 관련 부처 정책

에 환경문제 고려,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간 협력 강화, 국제환경관리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함

 □ 가장 어렵고 복잡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적인 정책을 조합하

여 사용

  ◦ 대응 비용을 줄이기 위해 조세나 배출권 거래제도, 환경적으로 유해한 보조금

의 개혁 또는 폐지와 같은 시장기반 도구를 적극 활용

 □ 에너지, 교통, 농업, 어업 같은 환경질 저하를 야기하는 주요 분야에서의 실천을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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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장관 혼자만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환경문제는 재정, 경

제, 무역을 포함한 관련 부처의 정책 입안 과정에 통합되고, 모든 생산 및 소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함

  ◦ 정부는 일관된 환경정책의 성공적 개발과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 지역, 주, 

지방을 포함한 모든 차원의 정부 간 협력을 도모

 □ 세계화가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친환경적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

  ◦ 기업과 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정부가 친환경적 기술 혁신을 장

려하고 환경 및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확실하고 일관된 장기적인 정책 

틀을 제공해야함 

 □ 지구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OECD 및 비회원국간 파트너십 증진

  ◦ 특히 BRIICS 국가들은 세계 경제에서 영향력이 증대되고 지구환경 압력에 기여

하는 그들의 몫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주요 파트너 임을 인식함

  ◦ OECD 및 비회원국간 환경협력 강화는 지식과 기술 관련 모범사례를 확산시키

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국경을 넘는 월경성 및 지구 환경 문제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제

환경관리를 강화

  ◦ 지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강력한 국제

환경거버넌스(International Environmental Governance) 필요 

 □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강화하고, 보다 일관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정합성을 높임

※ 자세한 정보는

◦ 2008.3.5일 OECD 환경국에서 발간하는「OECD Environmental Outlook to 

2030」보고서의 참조

◦ Web site: www.oecd.org/environment/outlookto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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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기후변화 관련 주요 통계 & 용어해설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그림 8>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그래프

온실가스 ‘90 ‘95 ‘00 ‘05 ‘10 ‘11 ‘12 ‘13 증감률(%)

1990년
대비

2012년 
대비

CO2

배출량 252.9 386.2 442.2 494.7 594.0 623.5 625.8 635.6
151.3 1.6

비중(%) 86.5 89.0 88.7 88.9 91.0 91.6 91.5 91.5

CH4

배출량 30.1 28.2 26.9 26.3 26.3 26.1 26.1 26.0 13.5 0.3
비중(%) 10.3 6.5 5.4 4.7 4.0 3.8 3.8 3.7

N2O
배출량 8.1 13.0 16.5 20.8 12.1 12.2 13.6 13.9

72.2 1.8
비중(%) 2.8 3.0 3.3 3.7 1.8 1.8 2.0 2.0

HFCs
배출량 1.0 5.1 8.4 6.7 7.9 7.9 8.7 8.1

723.6 6.9
비중(%) 0.3 1.2 1.7 1.2 1.2 1.2 1.3 1.2

PFCs
배출량 - - 2.2 2.8 2.3 2.1 2.3 2.3

37.9 2.3
비중(%) - - 0.4 0.5 0.3 0.3 0.3 0.3

SF6
배출량 0.2 1.4 2.5 4.9 10.4 8.9 7.8 8.6

4,796.0 10.9
비중(%) 0.1 0.3 0.5 0.9 1.6 1.3 1.1 1.2

총배출량
(LULUCF 제외)

292.3 433.9 498.8 556.2 653.1 680.6 684.3 694.5 137.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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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그림 9>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그래프

(단위 : 백만 tCO2eq, %)

분  야 ‘90 ‘00 ‘11 ‘12 ‘13 1990년 대비 
2013년 증감률

2012년 대비 
2013년 증감률

에너지 241.3 410.4 594.1 597.3 606.2 151.2% 1.5%

산업공정 20.4 49.8 51.8 51.5 52.6 158.2% 2.1%

농업 20.8 20.8 20.2 20.7 20.7 0.2% 0.006%

LULUCF 34.2 58.9 48.7 44.8 42.9 25.3% 4.4%
폐기물 9.8 17.8 14.6 14.8 15.0 52.2% 1.2%

총배출량
(LULUCF 제외)

292.3 498.8 680.6 684.3 694.5 137.6%. 1.5%

순배출량
(LULUCF 포함)

258.1 439.9 632.0 639.5 651.7 152.5% 1.9%

◇ 온실가스 배출 동향

❍ 우리나라의 2013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94.5 백만톤 CO2eq이며, 1990년도 총배출량 

292.3 백만톤 CO2eq에 비해 137.6% 증가하였고 2012년도 총배출량 684.3 백만톤 

CO2eq보다는 1.5% 증가하였다. 2013년에는 원전 시설 점검에 따라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감소하고 화력발전 비중이 높아진 영향으로 전년대비 증감률이 2012년 보다 

1%p 높게 나타났다. 2013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전년대비 증감률은 국내총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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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증감률 2.8%보다 낮아, 2012년과 같이 배출량 감소 경향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GDP 증감률보다 배출량 증감률이 낮은 이유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이행, 액화천연가스(LNG)의 사용 증가, 고유가 등 다양한 요인에 기

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연도별 총배출량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부터 1997년까지는 배출량이 매년 5% 이상 

증가하였으며, 1998년 국내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로 배출량이 크게 감소(전년

대비 14% 감소)한 후 경기회복과 함께 배출량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는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악화 때문에 배출량이 전년대비 0.6% 증가

하는데 그쳤다. 2010년도에는 경기가 회복되고, 산업용 및 냉난방용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년보다 배출량이 9.9% 증가하였다.

❍ 2013년도 온실가스별 배출량 변화를 살펴보면, CO2는 1990년에 비하여 151.3%, 

N2O는 72.2% 증가한 반면, CH4은 13.5% 감소하였다. 불소계 온실가스는 1990년 대

비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HFCs는 723.6%, SF6은 4,796.0% 증가하였다. 

PFCs는 처음 통계가 수집된 1997년에 비하여 37.9% 증가하였다(그림 8, 표 1). 불소계 

온실가스의 배출 증감률이 높은 이유는 1990년에 비해서 냉매로 사용되는 HFCs와 

반도체, 액정표시장치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PFCs, SF6 등의 사용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온실가스별 배출 비중을 보면, 1990년과 비교하여 CH4의 비중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CO2와 SF6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2013년 총배출량 중 온실가스별 비중은 CO2가 91.5%로 가장 크고, 이어서 

CH43.7%, N2O 2.0%, SF6 1.2%, HFCs 1.2%, PFCs 0.3% 순으로 나타났다(표1). 2012

년에 비해 온실가스별 배출량 증감률은 SF6은 10.9%, PFCs는 2.3%, N2O는 1.8%, 

CO2는 1.6% 증가하였고, HFCs는 6.9%, CH4은 0.3% 감소하였다. 2013년 CO2, N2O, 

PFCs의 배출 비중은 2012년과 동일하며, CH4과 HFCs는 각각 0.1%p 감소한 반면 

SF6의 비중은 0.1%p 증가하였다.

❍ 2013년 배출량이 증가한 분야는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분야로 2012년 대비 

각각 1.5%, 2.1%, 0.006%, 1.2% 증가하였다. LULUCF 분야는 흡수량이 전년보다 

4.4%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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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용어

❍ 온실가스(GHG, greenhouse gas) 방사선을 흡수하여 재방출하는 천연 및 인공의 

기체성 대기 구성물로 이산화탄소 등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물질을 말하며, 기

후변화협약하의 교통의정서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과

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 육불화황(SF6)을 대표적인 6가지로 규정함. 

❍ 기후(climate) 좁은 의미에서의 기후는 대개 "평균 상태의 대기”로 정의하나, 좀 

더 엄격하게 수개월에서 수천년 또는 수백만 년의 시간 범위를 가지는 기간 동

안 관련되는 양의 평균과 평균으로부터의 변동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기술하여 

정의한다. 전형적인 주기는 WMO(세계기상기구)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30년이다. 

이러한 양들은 대개 온도, 강수량 및 바람과 같은 지상 요소들인 경우가 많다. 넓은 

의미에서의 기후란 통계적인 기술을 포함하여 기후시스템의 상태를 말한다.

❍ 기후변화(climate change) 기후변화협약에서는 비교 가능한 기간에 관측된 자연적 

기후 가변성에 직·간접적인 인간 활동으로 지구 대기 구성이 달라짐으로써 발

생하는 변화

❍ 수소불화탄소(HFCs) 불연성 무독성 가스로서 화학적으로 용이하여 냉장고 및  에

어컨 냉매로 사용 

❍ PFCs(Perfluorocarbons 과불화탄소) 탄소와 불화의 화합물로 전자제품, 도금산업 

등에서 세정용으로 사용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량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됨

❍ SF6(Sulphur hexafluoride 육불화황) 전기제품, 변압기 등의 절연체로 사용되는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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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국제 기후변화 협상 동향

≪ 협 상 목 표 ≫

 ◈ 지구 온도 상승을 2℃ 이내로 안정화 이를 위해 중기(2020) 목표로 선진국은 1990년 대비 

25~40% 감축, 개도국은 BAU 대비 15~30% 감축필요 권고(IPCC)

▣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 감 축 목 표 ≫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851백만톤) 대비 37% 감축

 ❍ 정부는 4개의 감축 목표안을 제시한 후 공청회, 국회토론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

한 의견 수렴

 ❍ 에너지 신산업의 적극적 계기 마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 기존 4개 

목표안보다 의욕적인 수준인 ⑤를 2030년 감축목표로 최종 확정(’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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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년까지 BAU(850.6백만톤CO2eq)대비 37.0% 감축

 ❍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수립·이행(제1차 : ʼ11~ʼ15, 제2차 : ʼ16~ʼ20)
 ❍ 기초 지자체 적응계획 수립 의무화(ʼ15), 국가적 취약성 및 리스크 평가도구 개

발·보급 등

 ❍ 감축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 2℃ 목표달성을 위한 IPCC 감축경로에 부합

 ❍ 절대량 기준이 아닌“20년 배출전망 대비 30% 감축”추진

  - 목표 수준은 국제적으로 권고하는 최고 수준을 채택*하되, 방식은 확실하게 신축

적인 비의무감축국(개도국) 방식 감축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권고수준

  - 非의무감축국(BAU대비 △15% ~ △30%)

  - 의무감축국(’90년 대비 △25% ~ △40%)

   * IPCC는 비의무감축국에 대해서는 경제성장의 여지를 고려하면서 자발적 참여를 유

도하기 위해 신축적인 BAU대비 감축을 권고

  - 향후 경제성장률, 유가 등 객관적 경제상황이 변동될 경우 배출전망도 변동가능

◇ 관련 용어

❍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특별한 조치(저탄소녹색성장 등)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전망치. 즉, 국민경제의 통상적 성장관행을 전제로 유가

변동, 인구변동, 경제성장률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 추계치

❍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지구온난화현상이 심각한 지구환경문제로 대두되면서 체결된 국제협약으로, 각국의  온

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기본협약임. 각국은 기후변화를 방지하는 전략 및 계획

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해야 하며, 선진국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2000년까지 1990

년 수준으로 억제토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1992년 리우 ‘UN 환경개발 회의'에

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14일에 가입하였음

❍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기후변화협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

으며, 1997년 12월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음

❍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협약관련 최종 의사 결정 기

구로서 대체로 협약의 진행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일년에 한번 모임을 가짐. 1

차 총회가 ’95년 베를린에서 개최된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2009년에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됨



부록� 5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계획 _233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88년에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 환경계획(UNEP)에 의해 설립. IPCC의 목표는 

인위적인 기후변화에 관련된 과학적·기술적 사실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고 사회경제

적 영향을 예측, 전망하는데 있음. 현재 IPCC는 세계의 유수한 전문 과학자들과 평가

자, 권위자들로 구성되어 60개국의 기후변화 전문가들과 환경, 사회, 경제학자들은 기

후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위해 정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

❍ 코펜하겐 합의문(CA, Copenhagen Accord) 제15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15)에서 

도출된 합의문으로 선진국 그룹(부속서 1)은 수량적 감축목표를 개도국 그룹은 (부속

서 Ⅱ) 감축행동을 통보토록 규정

❍ 의무이행기간(Commitment Period)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현행 교토

의정서의 경우 5년 단위로 의무이행기간을 설정하였으며, 2008∼2012년을 1차 의무

이행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음. Commitment Period / Budget Period /Compliance 

Period와 같은 의미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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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정책 추진

▣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도 추진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로  

배출권(Permit)을 할당(Allocation)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間)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한계감축비용이 낮은 사업장)은 보다 많이 감축 

하여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중 초과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한계감축비용이 높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을  

살 수 있어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각 사업장이 자신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준수 할 수 

있으므로 유연성 확보가 가능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비용 효과성이 제고된다.

❍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의 배출허용총량은 2014년 1월 수립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서 제시된 온실가스 배출목표량과 업종별 감축목표와 적용 대상업체

들의 2011년부터 2013년 배출실적과 성장 전망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으며, 약 16억 4천만

톤 수준이다. 업체별 배출권의 할당량은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할당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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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산정하는 방식은 과거 배출량 기반의 할당방식(GF, 

grandfathering)과 과거 생산량 기반 할당방식(BM, Benchmarking)으로 구분되며, 1차 

계획기간에는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 GF 할당방식을 적용하고 시멘트, 정유, 항공 업

종에 대해서만 BM 할당방식을 적용한다. 향후 BM 계수 개발 등을 통해 2차계획 기간

(2018년~)부터 점차 BM 할당 방식의 업종이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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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CDM 사업 등록현황(2016. 9. 30 기준)

  ❍ 전 세계적으로 7,740개의 CDM 사업이 등록, 연간 1,722,274천 CERs이 발행됨(연간 

배출권 발생량 기준 한국 4위)

(단위 : 천톤 CO2eq/년)

국  가  명 사업수(개) 감축예상량 비  중(%)

중  국 3,764 596,791 59.6

인  도 1,631 115,445 11.5

브라질 341 49,028 4.9

한  국 91 20,168 2.0

멕시코 192 19,652 2.0

베트남 255 17,971 1.8

인도네시아 147 17,881 1.8

칠레 102 11,322 1.1

페루 61 10,858 1.1

남아프리카 56 9,820 1.1

기  타 1,100 131,804 13.1

총   계 7,740 1,000,740 100

※ http://cdm.unfccc.int : Expected average annual CERs from registerd projects by host party

▣ 국가별 탄소배출권(CERs) 발행현황(2016. 9. 30. 기준)
(단위 : 천톤CO2eq)

국  가  명 CERs 국  가  명 CERs

중  국 992,910 칠레 23,542

인  도 217,973 인도네시아 19,672

한  국 149,482 우즈베키스탄 17,759

브라질 116,255 베트남 15,853

멕시코 28,714 기  타 140,114

총   계 1,722,274

※ http://cdm.unfccc.int : CERs issued by host party



부록� 5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계획 _237

◇ 관련 용어

❍ 배출권거래제(Tradable Permit or Marketable Permit) 오염의 배출권한을 할당하여 

그 할당된 범위내에서 배출을 허가하여. 기업이 허용량 이내로 오염을 배출하는 제도. 

   시장의 자율적인 원리에 입각하여 환경친화적 공정 도입 촉진에 기여 가능

❍ 기준년도(Base Year)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 적용하는 특정연도

  ※ 지역단위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은 2007~2008년

❍ EU-ETS(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cheme) 유럽 연합 배출권 거래계획

❍ VER(Verified Emission Reduction) 탄소중립(Carbon Neutral)에 동참하는 기업(단체, 

개인) 등이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배출권

❍ 조기행동(Early Action) 배출권거래제 도입전에 감축한 실적을 추후에 인정

❍ 검증(Verification) 자체적으로 산정 또는 측정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하여 제3차 검증

기관이 의견을 제공하는 행위 

❍ 인증(Accreditation)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종 확정하는 행위

❍ 청정개발체제(CDM) 선진국(의무부담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 일국 청정개발체제(Unilateral CDM) 개도국이 단독으로 사업을 개발, 선진국에 크레딧 

판매 가능

❍ CDM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 : EB) CDM 사업의 운영규칙을 만들고, CER 발급, 

승인 등을 수행

❍ CDM 사업 유치국가(Host Party) CDM 사업이 수행된 비부속서 Ⅰ국가

❍ 국가 CDM 사업 승인기구(National Authority : NA) CDM 사업 유치국가의 CDM 사업 

승인기구는 자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CDM 사업이 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

는지를 평가하여 승인서를 발급하는 기관이고, CDM 투자국의 승인기구는 CDM 사업

을 승인하는 기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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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M 사업 운영기구(Designated Operational Entity:DOE) CDM 집행위원회로 부터 

신임을 근거로 하여, COP/MOP의 지정을 받아, CDM 사업이 교토의정서 제12조의 가

이드라인 요건을 충족시키는가를 점검하고, 해당사업에 수반하는 추가 배출저감량의 

인증작업을 수행하는 법인 내지 국가 조직

❍ 이해당사자(Stakeholders) CDM 사업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단체 

또는 개인

❍ 추가성(Additionality) 청정개발체제에서 각 프로젝트에 의한 배출감축량은 실질적이고 

측정가능하며 장기적으로 기후변화 완화에 효과적이어야 하고, 그 프로젝트가 없을 

경우와 비교했을 때 추가성이 있어야 한다. 추가성의 종류는 환경적 추가성, 재정적 

추가성, 기술적 추가성 등이 있음

❍ 베이스라인(Baseline) CDM 사업 없이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부문 및 발생원으로 부터 

지구온난화가스 발생량을 나타내는 시나리오

❍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DM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이산화탄소 저감분의 

단위이며, CO2톤으로 표시

❍ 온실가스 인벤토리(Inventory) 인간의 인위적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원(sources)

에 의한 배출량(emissions) 및 흡수원(sinks)에 의한 흡수량(removals)의 목록

❍ NIR(National Inventory Report) 국가인벤토리를 국제적인 방법(예, IPCC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작성한 주요배출목록(key category), 불확도 및 QA/QC와 전구물질

(precursors) 등에 대한 자료가 총 망라된 인벤토리 총괄 보고서

❍ CRF (Common Reporting Form) 국가 인벤토리의 배출목록별로 활동자료, 배출계수 

및 배출량을 포함하여 UN에 제출하는 공통보고양식

❍  QA/QC 

  - 품질관리(QC, Quality Control) 인벤토리를 질적으로 평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적 조치 시스템으로, 인벤토리 작성 담당자가 수행

  - 품질보증(QA, Quality Assurance) 인벤토리 작성･개발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

가 자료의 신뢰성, 추정방법, 질적 수준 충족 및 QC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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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CC 가이드라인 IPCC에서는 각 국가가 국가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에너지, 산업공정, LULUCF, 폐기물 등에 대해 제시한 지침으로 국가별 활동도 

및 기술수준, 배출계수 등에 따른 수준별 산정방법을 제시.

  * 현재까지 1996 IPCC 가이드라인과 2006 IPCC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1996. IPCC 가이

드라인을 보충하기 위해 IPCC GPG 2000을 출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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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단 위

ppm
(parts per million)

Ÿ 백만분율 (㎎/ℓ 등을 말함)
Ÿ 일반적으로 기체일 경우 부피분율(V/V), 액체･고체일 경우 무
게분율(W/W)

pphm
(parts per hundred million)

Ÿ 1억분율

ppb(parts per billion) Ÿ 10억분율 (㎍/ℓ 등을 말함)

dB
(decibel)

Ÿ 소음의 크기 등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단위로서 B(Bell)의 1/10 
값임
Ÿ 사람이 가청 할 수 있는 최소가청음을 0으로 최대가청음을 
130으로 정하여 음의 크기를 구분 표시)

㎍/㎥, ㎎/㎥, g/㎥

Ÿ 기체 중 입자상 오염물질의 농도단위
Ÿ 시료 가스 또는 공기 1㎥당 함유하는 입자물질의 양(㎎, g 등)
으로 나타냄
Ÿ 입자상 오염물질 : dust(먼지), mist(연무), fume(훈연) 등

TOE
(Ton of Oil Equivalent)

Ÿ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정한 단위로 석유환산톤
Ÿ 1TOE = 107Kcal(연료발열량)
Ÿ 원유 1톤의 순발열량과 매우 가까운 열량으로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단위

CO2eq(CO2 Equivalent) Ÿ CO2 단위 환산량

cal
Ÿ 물 1g을 1℃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 양
Ÿ Gcal : Giga(109)을 의미

v 환 경 관 련 물 질

Cd
Cadmium, 카드뮴

Ÿ 만성중독 시 신장장해 및 골연화증이 오고, 여기에 임신, 수
유, 내분비의 변화, 노화 등
Ÿ 일본의 이따이이따이 병의 원인

Cu
Copper, 구리

Ÿ 인체에 축적성이 없어 만성중독의 우려 없으나, 급성 소화
기계 장애 및 간･신장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 있음

As
Arsenic, 비소

Ÿ 발암성물질(피부암), 독성을 유발하며 체내에 축적되고 설사･
구토 유발

【부록 6】

환  경  용  어  정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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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g
Mercury, 수은

Ÿ 중독 시 뇌와 신경계통에 지장을 초래하여 정신이상, 신체마
비, 빈혈, 구토 증상
Ÿ 일본의 미나마타병 발병의 원인 물질 임

Pb
Lead, 납

Ÿ 발암가능성 물질(신장암), 고농도 시 빈혈, 구토, 복통, 두통유
발

Cr+6

6가 크롬(Chromium)

Ÿ 호흡기, 피부를 통해 유입되어 간장, 신장, 골수에 축적되며, 
신장, 대변을 통해 배출 
Ÿ 장시간 흡입시 비중격 연골부에 원형의 천공이 생기는 것이 
특이점이고 발암물질 중 하나

Zn
Zinc, 아연

Ÿ 저농도 때는 성장둔화, 발육 불완전, 고농도 때는 설사, 구토, 
복통, 탈수, 현기증, 무기력 유발

Ni
Nickel, 니켈

Ÿ 피부자극 및 발암물질

PCB

(Poly Chlorinated 
Biphenyl)

Ÿ 폴리염화비페닐의 약자로 ‘97년에 환경호르몬으로 지정

CN
Cyanide, 시안

Ÿ 급속히 점막, 폐 등에서 흡수되어 헤모글로빈의 효소작용 저
해, 전신 질식 증상 유발

페놀
Phenol

Ÿ 소화기, 호흡, 피부 접촉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경우 심각
한 장애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맹독 물질

BTEX
Ÿ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의 약자
   (Benzene, Toluen, EthylBenzene, Xylene)

TPH
(Total Petroleum 
Hydrocarbon)

Ÿ 석유계 총 탄화수소

F
Fluorine, 불소

Ÿ 과다섭취 시 설사･구토 유발

TCE
(Tri Chloro Ethylene)

Ÿ 금속가공공장에서 기계 세척용이나 염색 등에 사용되며 중추
신경계를 억제시키는 등 유독성이 강한 발암물질이다.

PCE
(Poly(tetra) Chloro 

Ethylene)

Ÿ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의 약자
Ÿ 드라이클리닝의 용제, 금속세척제, 도료의 용제 등으로 사용된
다.

NOx
Nitrogen Oxide

Ÿ 질소산화물 (NO, NO2 등이 있음)
Ÿ 자동차배기가스에 많으며, 광화학스모그의 주원인물질

SOx
Sulfur Oxide

Ÿ 황산화물 (SO2, SO3 등이 있음)
Ÿ 석탄, 석유 등이 연소할 때 발생

HCL
Hydrogen Chloride

Ÿ 염화수소
Ÿ 무색 유독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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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s
(Volatile Organic 

Chemicals)

Ÿ 휘발성 유기화합물
Ÿ 질소산화물과 함께 광화학반응을 일으키거나 자체 발암성 등
으로 문제시 됨

POPs
(Persistant Organic 

Pollutants)

Ÿ 잔류성 유기화합물 총칭
Ÿ 독성과 잔류성, 체내 축적성 등으로 생체유해성이 강함
Ÿ PCB, 알드린, 헥사클로로벤젠 등이 있음

THC
(Total Hydrocarbon)

Ÿ 총탄화수소

N2O
(아산화질소)
Nitrous Oxide

Ÿ 교토의정서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6가지 온실가스 중 하나
Ÿ 아산화질소의 주된 방출원 : 토양경작과정, 특히 상업적, 유기
화학 비료를 이용하는 대규모 경작, 화석연료의 연소, 질산생
산과정, 바이오매스 연소과정

SF6

(육불화황)
Sulphur Hexafluoride

Ÿ 상온에서 무색, 마취, 무독의 기체
Ÿ 인체에 무해하나 1960년대부터 절연제 등으로 넓게 사용
Ÿ 인간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산업기체

CO2

(이산화탄소)
carbon dioxide

Ÿ 온실가스 방출량의 80% 차지
Ÿ 석유나 석탄을 태울 때, 나무를 베거나 삼림을 불태울 때, 생
물이 호흡 또는 발효할 때 발생,

CH4

(메탄)
methane

Ÿ 유기물질이 혐기성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될 때 발생
Ÿ 주로 농업과 축산업종에서 많이 발생(특히 전 세계적으로 가
축이 트림을 하면서 연간 8000만 톤 방출)

PFCs
(과불화탄소)

perfluorocarbons

Ÿ 탄소와 불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인공화합물
Ÿ 주로 HFCs와 함께 오존의 대체물질로 쓰임
Ÿ 산업공정의 부산물로써 생기거나 대량생산과정에서 사용되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반도체 공정시 주로 사용

HFCs
(수소불화탄소)

Hydrofluorocarbons

Ÿ 불연성 무독성 가스
Ÿ 취급이 용이하며 화학적으로 안전하여 냉장고 및 에어컨의 
냉매, 발포, 세정, 반도체 에칭가스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Ÿ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해 사용이 규제된 CFCs, HCFCs의 대체
물질

CFCs
Chloro Fluoro Carbons

Ÿ 염화불화탄소(프레온가스)
Ÿ 냉장고, 에어컨 냉매제
Ÿ 난분해성, 오존층 파괴물질로 주목

v 국제기구 등 국제표기 약호

EAAF
Ÿ 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Ÿ 동아시아-대양주 이동경로 상의 철새 및 그 서식지 보전을 
위한 철새 파트너십의 영문표기명

IUCN
Ÿ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Ÿ 세계자연보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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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F
Ÿ World Wide Fund For Nature (World Wildlife Fund)
Ÿ 세계자연보호기금 (세계야생동물기금으로 시작)

ICLEI
Ÿ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
Ÿ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UNFCCC
Ÿ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Ÿ UN 기후변화협약

IPCC
Ÿ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Ÿ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G77
(Group of 77)

Ÿ 국제연합(UN) 내의 개발도상국의 연합체
Ÿ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고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다지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
Ÿ 77개국의 모임으로 출발하여 77그룹이라는 이름을 얻었으며, 
이후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계속 새롭게 참여하여 현재 130개
국이 가입

IFLA -APR
Ÿ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andscape Architects - Asia 
Pacific Region
Ÿ 세계조경가협회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

AFoCO
Ÿ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Ÿ 아시아산림협력기구

OECD
Ÿ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Ÿ 경제협력개발기구

OEAED

Ÿ The Organization for the East Asia Economic Development
Ÿ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
Ÿ 한(3)･중(4)･일(3) 10개 회원도시 : 인천, 부산, 울산, 대련, 천
진, 청도, 연태, 키타큐슈, 후쿠오카, 시모노세키

ISO

Ÿ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Ÿ 국제 표준화 기구
Ÿ ISO  9000 : 품질경영 및 품질 보증규격
Ÿ ISO 14000 : 환경경영 국제규격

v 지구환경 및 기후관련 용어

Agenda21

Ÿ 의제21
Ÿ ‘92 리우선언의 세부행동지침(38개 조항)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 개발
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지침

ESSD

Ÿ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Ÿ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Ÿ 환경을 보호하고 빈곤을 구제하며,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이유
로 단기적인 자연자원을 파괴하지 않는 경제적인 성장을 창
출하기 위한 방법들의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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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톱
Ÿ 생물서식공간
Ÿ 숲, 가로수, 습지, 하천, 화단 등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는 생태공간

바이오매스

Ÿ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 미생물의 유기물 총량을 뜻하는 생태학 
용어
Ÿ 나무, 곡물, 식물, 농작물 찌꺼기, 축산 분뇨, 음식쓰레기 등 생물
체를 태우거나 열분해, 발효, 또는 에스테르화 시켜 발생하는 
에너지를 다양하게 이용
Ÿ 지구상에서 1년간 생산되는 바이오매스는 석유의 전체 매장량
과 비슷하여 고갈될 염려가 없음

온실효과

Ÿ 지구대기의 1%를 구성하는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는 지구에 
들어오는 짧은 파장의 태양에너지는 통과시키는 반면, 지구로
부터 나가려는 긴 파장의 적외선복사에너지는 흡수하여 지구를 
덥히는 담요 역할

탄소배출권
Ÿ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Ÿ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BAU

Ÿ Business As Usual
Ÿ 온실가스배출전망치
Ÿ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
될 것으로 예상하는 미래전망치

청정개발체제
(CDM)

Ÿ Clean Development Mechanism
Ÿ 선진국이 개도국에서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저감분을 선진국의 저감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공동이행
(JI)

Ÿ JI : Joint Implementation
Ÿ 선진국간에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저감분을 공
동의 저감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대응(Protection) Ÿ 기후변화 대응은 완화와 적응으로 나누어 짐

완화(Mitigation)
Ÿ 온실가스의 양을 저감
Ÿ 화석연료의 사용 및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
감 등 포함

적응(Adaptation)
Ÿ 국가적으로 발생하는 기후변화 현상의 파악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

CCS

Ÿ Carbon(Dioxide) Capture and Storage(탄소 포집 및 저장)
Ÿ 화석연료 발전 공장과 같은 대규모 배출원으로부터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대기로부터 격리하여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방식으로 
지구온난화를 완화하는 접근방식

VA(자발적협약)

Ÿ Voluntary Agreement
Ÿ 기업과 정부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
스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약
Ÿ 기업은 실정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이행
Ÿ 정부는 기업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자금･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하여 기업의 노력을 적극 지원

교토 의정서
(Kyoto Protocol)

Ÿ 1997 일본 교토 UNFCCC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
Ÿ 2012년까지 선진국의 온실가스를 1990년 수준보다 최소 5%이하
로 감축시키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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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메커니즘
(Kyoto Mechanism)

Ÿ 국제 배출권 거래제,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체제를 포함하는 
교토의정서 하의 메커니즘

당사국총회 (COP)
Ÿ Conference Of the Parties
Ÿ 기후변화협약관련 최종 의사 결정 기구

SBI
(이행자문부속기구)

Ÿ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Ÿ 기후변화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논의와 분석을 담
당하고, 조언을 하는 전문가 그룹

SBSTA
(과학기술자문 
부속기구)

Ÿ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Ÿ 이행자문 부속기구와 마찬가지로 전문가 그룹이며 주로 과학
기술의 측면에서 이뤄진 논의와 권고안을 제출하는 보조 기관

AWG-KP

Ÿ Ad hoc Working Group on Further Commitments Annex 1 
Parties underthe Kyoto Protocol
Ÿ 선진국 추가감축공약 특별작업반 회의
Ÿ 교토 의정서 효력이 다 하는 2012년 이후(포스트 교토, Post 
Kyoto)에 Annex 1에 속하는 국가들(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자리

AWG-LCA

Ÿ Ad 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Ÿ 장기협력행동 특별작업반 회의
Ÿ Annex 1에 속하는 선진국들과 개도국들, 즉 모든 당사국의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한 논의를 함 

CMP

Ÿ Conference of the Parties/Meeting of Parties
Ÿ 비준국 총회 KP당사국회의
Ÿ 교토의정서와 관련된 최종 의사 결정
Ÿ 2005년부터 COP와 동시에 개최되어 옴

부속서 Ⅰ국가
(Annex Ⅰ)

Ÿ 기후변화협약에서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국가
Ÿ 교토의정서에 따라 2000년까지 1990년대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
출량 감축(40개국)

부속서 Ⅱ국가
(Annex Ⅱ)

Ÿ 개발도상국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 업무를 가지고 있는 부유한 
나라들의 명단
Ÿ 24개국 OECD 국가와 유럽연합 포함됨

부속서 B국가
(Annex-B)

Ÿ Annex Ⅰ 국가 중 터키, 벨라루스를 제외한 38개국

비부속서 B 국가/군
(Non-Annex-B/Parties)

Ÿ 교토의정서의 부속서 B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비부속서Ⅰ국가/군
(Non-Annex-Ⅰ/Parties)

Ÿ UNFCCC에 비준하거나 동의한 국가이지만 부속서 Ⅰ에는 포함
되지 않음

온실가스
(GHG : Green House 

Gas)

Ÿ 지구 온난화 유발 물질
Ÿ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과불화탄소
(PFCs), 수소불화탄소(HFCs), 육불화황(S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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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지수
(GWP : Global 

Warming Potential)

Ÿ 대기 중 농도 변화를 직접 측정하지 않고 서로 다른 기체들의 
상대적인 복사 흡수 능력을 측정함으로써 방출 수준을 해석
하는 지수
Ÿ 일정 기간(보통 1백 일) 동안 1킬로그램의 온실가스가 야기하
는 적외선 흡수능력(가열효과)과 이산화탄소 1킬로그램의 영향
에 대한 비율로 측정
Ÿ CO2,(이산화탄소) : 1
Ÿ CH4(메탄) : 21
Ÿ N2O(아산화질소) : 310
Ÿ HFCs,(수소불화탄소) : 150~11,700
Ÿ PFCs(과불화탄소) : 6,500~9,200
Ÿ SF6(육불화황) : 23900

온실가스인벤토리
(GHG inventory)

Ÿ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실가스 6종(CO2, CH4, N2O, 
HFCs, PFCs, SF6)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흡수량 데이터를 수집, 
기록, 산정, 관리하는 일련의 온실가스 통계 시스템

GHG-CAPSS
Ÿ Greenhouse Gas Clean Air Policy Support Program
Ÿ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통합관리시스템

탄소배출계수
(CEF)

Ÿ Carbon Emission Factor
Ÿ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서 만든 탄소 배출계수

배출권거래제
(ET : Emission 

Trading)

Ÿ 국가마다 할당된 감축량 의무 달성을 위해 자국의 기업별, 부
문별로 배출량을 할당하고 기업들은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의
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른 나라 기업들로부터 할당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녹색기술
(GT : Green 
Technology)

Ÿ 발열량 최소화, 소비 전력 최소화, 배출 공해 최소화를 모토로 
하는 환경 친화적 기술 중에 하나

LED
(발광다이오드)

Ÿ 백열등, 형광등 등 재래식 조명과 달리 전기에너지를 빛(光)에너지
로 전환하는 효율이 높아 최고 90%까지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

Ÿ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미래 에너지원
Ÿ 재생에너지(8) : 태양열, 태양광 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
력, 지열, 해양 에너지, 폐기물에너지
Ÿ 신에너지(3) : 연료전지, 석탄액화 가스화, 수소에너지

태양열
Ÿ 태양으로부터 오는 복사광선을 흡수해서 열에너지로 변환시켜 
건물의 냉난방 및 급탕, 산업공정열, 열발전 등에 활용하는 기
술

태양광 발전
Ÿ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Ÿ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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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에너지
(Wind Power)

Ÿ 바람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기술

소수력발전
(Hydro Power)

Ÿ 물의 유동 및 위치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

지열에너지
(Geothermal Energy)

Ÿ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냉･난방에 
활용하는 기술

폐기물에너지
(Waste Energy)

Ÿ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

해양에너지
(Ocean Energy)

Ÿ 해양의 조수, 파도, 해류, 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
을 생산하는 기술
Ÿ 전기 생산 방식 : 조력, 파력, 조류, 온도차 발전 등

연료전지(Fuel Cell)
Ÿ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생기는 화학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

석탄액화･가스화
(coal liquefaction,
 coal gasification)

Ÿ 일반적으로 고체연료는 이동이나 저장이 힘들고 불순물도 많
으므로 되도록 액체나 기체로 만들어 이용하는 편이 바람직
Ÿ 석탄의 가스화 : 가스화제를 이용하여 석탄을 일산화탄소, 메
탄 등으로 변환시키면서 동시에 불순물도 제거하는 과정
Ÿ 석탄의 액화 : 직접 수소와 반응시키거나 가스화를 거쳐 합성
유를 만드는 방법
Ÿ 어느 경우든 에너지 효율면에서 보자면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
다 효율이 떨어짐

수소에너지
(Hydrogen Energy)

Ÿ 석유·석탄의 대체 에너지원
Ÿ 물이 많고, 연소하더라도 연기를 뿜지 않는 등 수소는 미래의 
무공해 에너지원으로서 중시

v 대기개선을 위한 차량관련 용어

LEZ
(Low Emission Zone)

Ÿ 공해차량제한지역
Ÿ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지역

RSD

(Remote Sensing 
Device)

Ÿ 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

ＤＰＦ
(Diesel Particulate 

Filter)

Ÿ 한글표기 : 매연여과장치
Ÿ 장치구분 : 제1종 저감장치
Ÿ 처리방식 : 경유자동차 배기구에 설치하여 배출가스 중의 미세먼지
를 필터로 포집 후 연소
Ÿ 효    과 : 미세먼지 80% 이상 제거
Ÿ 부착대상 : 대형 경유자동차

p-DPF
(partial Diesel 

Ÿ 한글표기 : 매연여과장치
Ÿ 장치구분 : 제2종 저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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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ulate Filter)

Ÿ 처리방식 : 경유자동차 배기구에 설치하여 배출가스 중의 미세먼지
의 일부를 필터로 포집 후 연소
Ÿ 효    과 : 미세먼지 50% 이상 제거
Ÿ 부착대상 : 중･소형 경유자동차

ＤＯＣ
(Diesel Oxidation 

Catalyst)

Ÿ 한글표기 : 산화촉매장치
Ÿ 장치구분 : 제3종 저감장치
Ÿ 처리방식 :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내에서 용해성 유기물질 (Soluble 
Organic Fraction)을 제거
Ÿ 효    과 : 미세먼지 25% 이상 제거
Ÿ 부착대상 : 소형 경유자동차

TSM
(Transportation 

Systems Management)

Ÿ 기존교통시설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교통수요를 통제･조정하고 
교통공급시설을 최적화시키는 일련의 교통개선 대책

v 대 기 환 경 일 반

스모그(smog)
Ÿ smoke(연기)와 fog(안개)의 합성어.
Ÿ 매연과 안개의 공존에 의한 대기 오염.

산성비
Ÿ 대기 중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빗물에 녹아서 강한 산성을 
띄는 비 (PH 5.7이하)

PM10 

(Particulate Matter -10)
Ÿ 직경 10㎛이하의 미세먼지

TSP
(Total suspended 

particles)

Ÿ 총먼지
Ÿ 공기 중 부유하는 고체･액체 상태의 물질에 대한 총칭

저녹스 버너
Ÿ 연소조건을 조절하여 질소산화물(NOx, 녹스)의 배출량을 
30~50% 저감할 수 있는 버너(가열기)

TMS
(Tele-Metering 
System/Tele-

Monitoring System)

Ÿ 굴뚝 및 최종방류구 등 배출구에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자동 상시 측정하는 원격감시체계

API
(Air pollution index)

Ÿ 대기오염 정도를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각종 오염물질
의 대기 중 농도를 종합, 산정하여 1-5 의 지수로 표시 

  1) 대기가 깨끗한 자연상태 
  2) 약간 오염된 상태 
  3) 인체와 동식물에 피해를 주기 시작하는 상태 
  4) 심하게 오염된 상태 
  5) 극심하게 오염되어 대피해야 할 정도의 상태

농도규제
Ÿ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배출구에서의 농도만으로 규제
Ÿ 배출유량/가스량을 규제하지 못하는 결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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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규제
Ÿ 배수량/배출공기량에 오염물질의 농도를 곱한 오염물질 총량
(오탁부하량)에 대하여 규제
Ÿ 농도규제보다 진전된 규제방식

v 폐 기 물 일 반

RDF
(Refuse Derived Fuel)

Ÿ 폐기물고형화연료
Ÿ 폐기물에서 얻어지는 재생에너지의 예

EPR
Ÿ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Ÿ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Allbaro
Ÿ 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환경부)의 브랜드네임
Ÿ All(모든) 폐기물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준
(Barometer)

MBT
(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

Ÿ 매립이나 소각의 전처리 개념
Ÿ 기계적･생물학적 등의 방법으로 분리･선별하여 불순물을 제거
하여 소각 등의 효율 증대시킴

TEQ
Ÿ 다이옥신의 독성농도를 표기하는 단위로 사용
Ÿ Toxicity Equivalency Quantity

v 수 질 환 경 일 반

BOD
(Biological Oxygen 

Demand)

Ÿ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 미생물을 이용하여 물 속의 유기오염물질량을 측정하는 방
법으로 미생물이 유기물 분해 시 필요로 하는 산소의 양을 
나타낸 값(㎎/ℓ)

COD
(Chemical Oxygen 

Demand)

Ÿ 화학적 산소 요구량
- 물속의 오염물질을 화학적으로 산화시키는데 필요한 산소
량을 수치로 계산한 값(㎎/ℓ)

CODMn

CODCr

Ÿ 산화제로 과망간산칼륨(KMnO4)을 사용하여 측정한 경우의 화
학적 산소요구량
Ÿ 산화제로 중크롬산칼륨(K2Cr2O7)을 사용하여 측정한 경우의 화
학적 산소요구량

TOC
(Total Organic Carbon)

Ÿ 총유기탄소
Ÿ DOC(Dissolved Organic Carbon)과 POC(Particulate Organic 
Carbon)의 합으로 나타내며, COD나 BOD로 구할 수 없는 총 
유기물 평가가 가능

DO
(Dissolved Oxygen)

Ÿ 용존산소량
-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량.
- 수중생물 생존 DO는 5ppm정도이며 수치가 높을수록 수질상
태가 양호한 것임(㎎/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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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Suspended Solid)

Ÿ 물속에 현탁하여 있는 고형물질, 부유물질(㎎/ℓ)

T-N
(Total Nitrogen)

Ÿ 총 질소 :- 물속녹아있는 질소(N)의 총량을 측정한 값(㎎/ℓ)
    T-N= Org-N + NH3 + NO2 + NO3

Org-N Ÿ 유기성질소(단백질, 아미노산 등)

NH3 Ÿ 암모니아성 질소

NO2 Ÿ 아질산성 질소

NO3 Ÿ 질산성 질소

T-P
(Total Phosphorus)

Ÿ 총인 : 유기인 + 인산
- 물속에 녹아있는 인(P)의 총량을 측정한 값(㎎/ℓ)

대장균/대장균군

Ÿ 사람이나 동물의 장속에 사는 세균
  (대장에 많이 존재하여 대장균이라 함)
Ÿ 그람염색음성 간균, 호기성 또는 통성혐기성균
Ÿ 대변 오염의 지표가 되며, 수질검사에 많이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대장균은 병원균보다도 강한 세균으로 방류수를 

염소로 소독할 때 대장균의 감소율에 따라서 병원균의 유무를 판
정할 수 있으며, 또 오수처리에 있어서 정화기능의 판단에 도움)

색도 Ÿ 밝기를 무시한 색의 성질

탁도 Ÿ 물이 흐린 정도 (증류수 1ℓ중 백토 1㎎ 섞여있을 때 탁도 1도)

Water Front
Ÿ 해안가, 수변공간 (도시가 큰 강이나 바다, 호수 등과 접하고 

있는 공간)

pH

(potential of hydrogen)
Ÿ 액체의 수소이온농도를 나타내는 기호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
라고도 함. (pH7 중성, 7이상은 알칼리성, 7이하는 산성임)

N-Hexane
(Normal Hexane)

Ÿ 물속에 함유된 동･식물성 또는 광물성 기름성분을 측정한 값

1차처리
Ÿ 물의 정화처리 방법 중 기본적인 것으로 단순여과 및 자
연 침전에 의해 오염물질을 제거

2차처리
Ÿ 1차 처리된 물을 약품 또는 미생물 등을 이용하여 오염물
질을 분해 처리하는 방법

고도처리
Ÿ 1･2차 처리로 처리되지 않는 질소, 인 등의 오염물질을 처
리하는 방법

부영양화

Ÿ 강과 바다 또는 호수 등의 수역에 오염물질이 대량 유입되어 
물 속의 질소, 인 등의 영양분이 높아지는 현상
Ÿ 부영양화가 되면 플랑크톤이 이상 번식하여 적조현상이 
일어나고 용존산소를 소모하여 수질이 악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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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Solids retention time)

Ÿ 최종침전지에서 분리된 고형물의 일부는 폐기되고, 일부는 다
시 반송되므로, 슬러지는 포기시간보다는 긴 시간동안 조내에 
체류하게 된다. 이를 슬러지 일령 또는 고형물 체류시간으로 표
시한다.

반송수
(Sidestreams)

Ÿ 수처리 시설로 되돌려 보내지는 반류수로 슬러지의 각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농축조 상등액, 소화조 상등액, 세정액, 탈리
액 등을 총칭하는 말이다.

반송 슬러지
(Return Sludge)

Ÿ 활성슬러지법에서 폭기조내 MLSS 농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
하기 위해 2차 침전지에서 배출되는 슬러지중 필요한 양 만큼 
폭기조로 반송하여 순환 사용하는 활성슬러지를 말함 

벌킹
(Bulking)

Ÿ 벌킹은 오니가 너무 가볍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침전되지 않고 
수면으로 떠오르는 현상을 말하여 2차침전지에서 일어난다.

B.O.D. 제거율
Ÿ 하수처리시설에 있어서 유입수 중의 제거된 BOD를 유입수의 
BOD로 나눈것. 즉 (유입수 BOD - 방류수 BOD) / 유입수 BOD
로서, 통상 이 값을 %로 나타낸다.

산

Ÿ 식물이나 유기체에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로 되는 물질. 
주된 사양분은 C, H, O, S, N, P 이다. N, P 은 수용성이며 
순환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재래식 취급 공정으로는 하수로부
터 제거하기 힘들다.

산화
Ÿ 산소와 결합하거나 수소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하며, 광의
로는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것 

소화

Ÿ 미생물이 오수중의 유기화합물을 영양원으로 하여 섭취하여 
생장, 증식하면서 물, 탄산가스, 암모니아, 메탄 등의 무기화합
물을 방출하여 정화작용을 행하는 현상을 말한다. 하수처리에
는 호기성 소화와 혐기성 소화의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
다

소화 슬러지
Ÿ 소화조에서 슬러지 중의 유기물이 분해되고 안정화 된 슬러
지를 말함 

수질

Ÿ 수중에 함유된 유기물질, 무기물질 등의 불순물에 의해 어떤 
목적에 대하여 질적 및 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물의 성질을 
말한다. 수도법 및 하수도법 에서는 각각 수질기준을 규정하
고 수질의 보전을 꾀하고 있다.

생하수
Ÿ 어떠한 처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공장 입류 또는 하수를 
말함 

스컴
Ÿ 침전지, 슬러지 저류조, 소화조 등의 수면에 부상하여, 모인 유
지, 섬유, 고형물 등을 말함

스크린

Ÿ 점도가 큰 부유물이나 혹은 부상물을 제거하는 전 처리 공정
으로서 펌프의 고장이나 손상을 방지함과 동시에 뒤에 있는 
처리공정에서의 부하를 경감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망과 같은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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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지
Ÿ 하수처리장, 정수장, 공장, 폐수 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액
상의 부유물질의 총칭 

오니
Ÿ 개천의 밑바닥이나 또는 수중의 다른 물체들이 흐르거나 또
는 침전하는 동안에 액체로부터 분리되어진 침전 가능한 고
체물질

잉여오니
Ÿ 최종 침전지에서 침전에 의하여 생긴 오니중 재이용되는 반
송오니의 나머지 오니를 말하며 제거하여 최종적인 오니처
리가 행해진다. 과잉오니라고도 한다.

조류
Ÿ 보통 박테리아라 말하며 C5H8O2N의 분자식을 가지며 탄소
동화작용을 한다.

체류시간
(Detention time)

Ÿ 주어진 흐름에서 일정공간(탱크)에 가득 채워지는데 요하는 
시간, 또는 주어진 하수의 흐름으로써 탱크를 통과하는데 요
하는 이론적인 시간으로써 탱크의 부피(m3)를 유량(m3/hr)으
로 나눈 값이 주어진다.

침전법
(Sedimentation 

method)

Ÿ 원수중의 현탁물질을 침전에 의하여 제거하는 방법을 말하며, 
보통침전법과 응집침전법이 있다.

침전시간
(Settling time)

Ÿ 침전에 요하는 시간을 말하며, 길수록 BOD, SS의 제거율이 
증가하지만 증가비율은 시간과 함께 저하한다. 지나치게 길면 
하수의 부패를 초래하며 후의 처리에 지장이 된다. 최초 침전
지의 침전시간은 1일 최대 오수량에 대하여, 분류식에서는 살
수여상법에서 2시간, 활성오니법에서 1.5시간, 합류식에서는 
양자 모두 3시간, 최종 침전지에서 2.5시간 정도를 표준으
로 하고 있다.

침출수
(Leachate)

Ÿ 매립지등 최종 처분장에서 처분된 슬러지나 그 밖의 폐기물로
부터 침출되어 나오는 오수 

침사지
(Grit Chamber)

Ÿ 하수 중의 돌 조각, 모래등 비중이 물 보다 큰 물질을 침전시
켜 펌프, 송수관 등의 파손이나 고장 등을 방지하고 포기조, 
오니탱크 등의 원활한 운전을 위하여 직경 0.2mm 이상의 토
사분이나 대형 부유물을 제거하는 곳 

혐기성 박테리아
(Anaerobic Bacteria)

Ÿ 유리산소나 용존산소가 들어 있지 않는 환경에서 생존하고 
번식하는 박테리아. 혐기성 박테리아는 황산기와 같이 산소
를 포함하는 화합물질을 분해하여 그들의 산소공급을 얻는다.

혐기성 소화법
(Anaerobic digestion 

method)

Ÿ 혐기성 미생물을 이용하는 소화법으로 밀폐된 용기에 공기
를 차단하고 혐기적인 조건에서 적절한 보온을 행하여 유
기물을 환원, 분해한다. 오니의 안정화 및 용적, 함수율, 악
취의 감소 등에 효과적이며, 소화오니는 유기비료, 퇴비로서 
쓰여질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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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성 박테리아
(Aerobic Bacteria)

Ÿ 대기 중 산소나 또는 물에 용해된 산소처럼 박테리아가 호흡
하는데 이용되는 산소를 포함하는 환경에서만 단지 살 수 있
고 번식할 수 있는 박테리아. 주의할 것은 화합물 중의 산소
는 호흡에 이용될 수 없고 단지 단체인 산소만이 이용 된다

활성슬러지
(Activated Sludge)

Ÿ 하수, 폐수에 공기를 주입시켰을 때 성장하여 잘 가라앉는 성
질을 가지고 있는 호기성 미생물의 집단 

v 하 수 도 용 어

BTO
(Build-Transfer-Operate)

Ÿ 준공과 동시 당해시설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사업시행자(민간투자자)에게 일정기간 시설관리 운영권 
인정

BOT
(Build-Own-Transfer)

Ÿ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 시행자에게 당해시설 소유권이 
인정되며 기간 만료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BOO
(Build-Own- Operate)

Ÿ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 소유권 인정

ROT

(Rehabilitate-Operate-Tr
ansfer)

Ÿ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 시설에 대한 
운영권 인정

ROO

(Rehabilitate-Own-Ope
rate)

Ÿ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 소유권 인정

하수 Ÿ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여 발생되는 오수 또는 우수

하수도
Ÿ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종
말처리시설,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

공공하수도 Ÿ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

소규모하수시설
Ÿ 농어촌 지역의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 예방하기 위하여 자
연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소규모하수도

  (시설용량 : 50 ㎥/일 ~ 500 ㎥/일)

배수구역 Ÿ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제 할 수 있는 지역

하수처리구역 Ÿ 하수를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 할 수 있는 지역

배수설비
Ÿ 가정 및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
기 위해 필요한 배수관 및 기타 설비

하수관거
Ÿ 일반적으로 우･오수를 동일 관거 계통으로 동시에 배제하는 
합류식 관거

암거 Ÿ 땅속에 매설한 관거 또는 밀폐용 덮개가 있는 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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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거 Ÿ 자유수면을 갖고 흐르는 수로 단면으로 뚜껑이 없는 수로

측구
Ÿ 우수를 배제하기 위하여 도로, 철도 등에 인접하여 설치한 배수시
설로서 L형측구, U형측구등이 있음

맨홀
Ÿ 하수관거 준설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로 일반적으로 하수관
거가 합류하는 장소, 경사, 방향, 관경이 변하는 장소에 설치됨

우수받이
Ÿ 도로 측구 또는 건물로부터 유입되는 우수를 모아서 하수관
거에 유입시키기 전에 설치하는 물받이

오수받이
Ÿ 가정하수 또는 공장폐수 등의 오수를 관거로 유입시키기 전에 
설치하는 물받이

토구
Ÿ 하수도시설에서 처리수나 우수를 공공수역에 방류하는 방류구 
시설

우수토실
Ÿ 합류식 하수도에서 강우시에 하수관거 도중에서 오수와 초기 
우수만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고 우수를 배제시키기 위한 
시설

차집관거
Ÿ 합류식 또는 혼합지역(분류식+합류식)에서 우수토실을 이용하여 
오수만을 차집하여 이송하는 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Ÿ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 바다, 기타 공유수면에 방
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

하수처리과정

Ÿ 침사지→1차침전지→활성슬러지조→2차침전지→방류
 - 침  사  지 : 처리장 유입수내에 있는 모래등 토사 제거
 - 1차 침전지 : 유입수내 부유물질(SS)제거
 - 활성슬러지조(폭기조) : 하수중의 용존 유기물질을 미생물을 

이용하여 제거
 - 2차 침전지 : 하수중의 미생물과 부유물질을 침전시켜 반송하

고 깨끗한 처리수를 방류

하수처리
Ÿ 물리적처리(1차 처리) : 하수처리 방법이 침전 또는 여과인 방식
Ÿ 생물학적처리(2차 처리) : 미생물에 의한 처리 방법
Ÿ 고도처리(3차 처리) : 질소. 인까지 처리하는 방법

 하수도 보급률
Ÿ 하수관거연장 기준 : 시설연장 ÷ 계획연장
Ÿ 하수처리인구 기준 : 처리인구 ÷ 도시인구 (일반적으로 사용됨)

하수도 처리율 Ÿ 하수처리장 시설용량 ÷ 하수발생량(일평균)

계획 1인1일 최대 
오수량

Ÿ 생활오수량 : 최대급수량×유수율×오수화율(0.9적용)
Ÿ 계획1일최대오수량 : 계획인구×(계획1인최대오수량+지하수유  
 입량) 

  ※지하수유입량=계획1인최대오수량의 10%이하로 산정



부록� 6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계획 _255

계획우수량 산정 Ÿ 최대계획유출량 + 여유유량

v 기  타

오염자 부담원칙
Ÿ 환경오염에 대한 비용부담의 기본 원칙은 오염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 원칙을 따르고 
있다.

악  취
Ÿ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밖에 자극성이 있는 기체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

악취물질
Ÿ 불쾌한 냄새의 원인이 되며 생활환경에 해를 끼치는 물질 (암모
니아, 황화수소, 황화메틸, 아세트알데히드, 스틸렌, 메틸메르캅
탄, 트리메틸아민 등)

지정악취물질 Ÿ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

악취관리지역
Ÿ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
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Ÿ 우리구 악취관리 지역 : 대전산업단지, 대덕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환경용량
Ÿ 물질을 환원하여 환경의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보존하고 자원
을 재생산하는 자연능력을 양적으로 취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