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월 7일 수요일제19904호�� 환경

올해부터 온실가스 배출거래제가 시

행되고국민안전을위해화학물질화학

제품에대한안전관리가보다강화됐다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초미세먼

지 예보경보 제도가 시행되는 한편 일

정 요건을 충족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면 보조금(100만원)도 지급된다

다음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환경분야 주

요제도내용과문의처이다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시행정부

가기업에배출할수있는온실가스허용

량을 부여하고 기업은 그 범위에서 온실

가스 감축을 하되 각 기업이 감축을 많

이해서허용량이남으면다른기업에남

은허용량을팔수있다

반대로 기업이 허용량이 부족하면 다

른 기업으로부터 살 수 있다 문의 환경

부 배출권 거래제준비기획단 026943

1305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

리법 시행화학물질화학제품에 대한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고자 화학물질의

보고등록 및 위해 우려 제품 안전관리

제도등이도입된다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매년 6월까지양용도에관한현황을보

고해야한다

또 생활화학제품 15종을위해우려제

품으로 지정 안전표시 기준을 준수하

도록했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자가 화학사

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지역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사전 평가해 시설

을안전하게설계설치토록절차를규정

했다

또한 지난해까지유독물은지자체 취

급제한물질 및 수입화학물질은 지방환

경관서에서 관리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모든유해화학물질을지방환경관서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한다 문의 환경부 화학

안전과 0442016834 화학물질과 044

2016771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

원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중소형 차량을

구매하면보조금 100만원을준다

종전처럼 개별소득세와 취득세 등 최

대 310만 원의 세제혜택도 그대로 받는

다 문의한국환경공단 16610970

▲어린이용품 환경 유해인자 표시제

도 시행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해당 용품에 환경부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환경유해 인자가 함유되었는

지와함유량을표시해야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

한되어야 할 환경유해인자를 지정하여

준수 여부를 사후적으로 단속하였으나

2015년 1월1일부터 어린이용품을 제조

수입하는 기업은 해당 용품에 환경부에

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환경유해인장

(4종)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와 함유량

을표시하도록의무화된다

환경유해인자 4종은 다이n옥틸프

탈레이트(DINP) 다이이소노닐프탈레

이트(DNOP) 트라이뷰틸주석 노닐페

놀이다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60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기존 지자

체에서만가능했던가축분뇨공공처리시

설의 설치운영을 농협조합도 할 수 있

게됐다

무허가미신고 축사를 설치할 경우에

는사용중지또는폐쇄명령이부과되며

기존의 불법 축사에 대해서는 34년간

의유예기간이적용된다 문의환경부유

역총량과문의0442017021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제도 시행

초미세먼지(PM25)와 오존(O3)이 미

세먼지 예보 항목에 추가됐다 초미세먼

지 주의보와 경보는 광역시장이나 도지

사가발령한다

초미세먼지는지름 25㎛이하크기로

폐포까지 깊숙이 침투하기 때문에 지름

10㎛ 이하의 미세 먼지(PM10)보다 몸

에더해롭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 미세

먼지와대기오염이 1급발암물질(Group

1)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문

의 환경부 기후정책 대기과 044201

6867 광주시기후변화대응과 6134343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2015년도 수렵면허 시험 일정

이 나왔다 환경부는 올해 수렵면

허시험은시도지사주관으로상

반기 5월 9일 하반기 9월 5일등 2

차례에걸쳐진행될예정이라고 6

일밝혔다

시험은선택형필기시험(4지 택

1형)으로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 총 4과

목 40문항이출제된다 시험시간

은 50분이다 합격기준은과목당

100점을만점으로모든과목 40점

이상 과목평균 60점이상이다

시험장소는 시도지사가 결정

하며 세부 사항은 시험 30일 전

공고된다 김형호기자 khh@

담양에 무등산국립공원 담양분소가 들

어섰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 동

부사무소는최근담양군남면정곡리에담

양분소를 준공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6

일 밝혔다 담양분소에는 김보현 분소장

등 6명의 공단 직원이 근무한다 주된 임

무는담양지역에속하는공원을관리하는

것이다

총사업비 9억원을들여준공한담양분

소는 부지면적 1448(약 348평) 연면적

310(94평)으로 2층건물이다

김보현 분소장은 담양분소는 무등산

국립공원이 지정된 이후 첫 신축건물로

무등산을찾는탐방객은물론지역주민들

에게질높은탐방서비스를제공하도록노

력할계획이라고말했다 문의 061383

2013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무등산국립공원담양분소운영

담양군남면정곡리

올수렵면허시험일정

5월 9일9월 5일

환경분야새해 달라지는 것들

6일무등산얼음바위가흘러내린물이얼어붙으면서장관을연출하고있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제공

온실가스허용량부과타기업과잔여량매매가능

어린이용품환경유해인자함유량표시의무화

무등산에얼음폭포생겼네

초미세먼지경보제시행하이브리드차량구입시보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