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및 성 기상국 업무 배정에 따른 대기
오염 근본원인 분석 결과 바탕으로 대기보호 행
동계획 및 푸른 하늘 프로젝트 실시의견 공포하
였으며 “4통제 1조정”활동 본격화 실시한다.
즉 석탄 사용량 통제, 차량 배기 통제,공업 오
염원 통제, 스모그 통제 및 구조 조정등 내용을
대기 오염 예방 퇴치 대책으로 중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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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진행 현황 확인:
：

시내 석탄 소비량은 에너지 전체 소비량의 43.9%.차지하고 있다.2013년
도 6.4:52:41.6의 산업 구조가 2017년도 6.4:41.5:52.1로 최적화하였
다.2016년부터 1912여대 10톤및 이하의 석탄 보일러를 폐기하였고 보류
된 918대 보일러는 개조 및 업데이트하였다.또한 20톤이상의 보일러 모
두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5년동안 1221만㎡기존 거주건물 에너지
절약 개조 완료하였다.전력 등 열에너지 기업을 발취한다.2016년에 보
일러 수량 더이상 추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기 빼기, 고전압 개조 및
열펌프 기술 응용을 통해1100만㎡의 열에너지 공급할 수 있는 능력 키
웠다.
우리 시 대중교통 기계화 출행율은 70%를 달성하여 시내 73.6%의 버스
가 새로운 에너지 차량이다.노란 스티커 차량 및 노화된 차량 21만대를
폐지하였다.전시 디젤유/가솔린 국3에서 국5로 업데이트하였다.공공영
역에 전기차 충전장치3700여개 있고 자동차 주기소가 27개 있다.전문화
컨테이너 정박 위치에 50% 전기 배치 가능하고 항구 컨테이너 장착/하
차 장치에 80%에 전력구동 장치를 구비하고 있다.



주요 업무 진행 현황 확인：

전시 노출지면에 위성 감지 센싱 실시.2017년 작년과 비교하여 스모그 있는 지
역 면적 1838헥타르 감소했다.도심지역에 도로 기계화 청소율 87%달성했고 기계
화 세척율 61% 달성했다.도시개발된 구역에 녹화 점유율이 44.9%이고 인당 녹화
면적 11.3㎡도달한다. 전시 삼림 면적 점유율이 41.5%차지했고 농작물줄기 종합
이용량은 134.5만톤이고 종합이용율이 91.5%로 달성했다.
200몇항의 석화탈황,스틸탈황 및 시멘트탈질등 중점 오염 통제 프로젝트 완료했
다.30만이상의 석탄화료발전소 모두 저배출의 꿈을 이루어진다.5개 시범기업의
노출 모니터링 및 복원작업 완성한다.선박기업,석유화공기업등 여러 중점 기업
의 휘발성 유기물의 처절한 관리 실시하고 주유소,유고및 오일 탱크에 유기물
관리를 실시한다.



2017년도대련시에 300개푸른하늘을

보였고오존외에다른오염소자는환경

보호행동을통해모두표준에미친다.그

중에 PM10,PM2.5등오염인자는북쪽도

시에서먼저표준수치에만족하였다.대

련시공기질량은 19개부성급시 (4개직

할시포함)중 3위에올랐다.전국 74개중

점도시 (북경,천진,하북성,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전국성도및단독경제계

획시행도시，즉국가첫번째신기준

실행도시) 중 14위에올랐다.

2017년도전국 19개부성급 중점도시 종합지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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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시PM10 2013년도 85mg에서 2017년도 59 mg 로
개선하여 30.6%감소했다.PM2.5 52 mg 에서 34 mg 로
개선하여 34.6%감소했다.이산화유황 50%감소 및 질소산화물
9.7%감소하였는데 오존이 66.7%상승하였다.

대기 환경 질량 개선 현황



국가 오염의 예방 퇴치 정책을 관철하여 실행에 옮기여 푸른하늘 유지전
투에서 이기고 대련시 대기환경질량을 지속적을 개선하기 위하여 무빙 자원
이 아닌 도로에서 오염 통제,먼지 정밀화 관리 및 오존 오염 관리등 열세면
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얻고 대련시 대기환경질량 북쪽도시중 선두를 달리기
위해 힘쓴다.본 기상국에서 <대련시 대기 환경질량 지속적인 개선 행동 방안
(2018-2020)>을 작성하였다.(하기 <방안>으로 약칭한다). 

<방안>중 11건 사항 포함되어 있고 대기 질량 레드라인을 세우고 3대
구조 조정(즉 에너지구조 조정,산업 구조 조정 및 교통 구조 조정).6
항목 중점으로 관리한다. 즉 석탄 보일러 통제,무빙 자원이 아닌 도
로 관리,휘발성 유기물 관리,먼지 미세화관리,오염원 관리,중오염 날
씨에 대응 및 대기황경 관리 능력 향상한다.
2020년에 오존을 제외한 각 공기인자가 전면적이고 안정적으로 기준
에 도달할 수 있게 할 자신이 있다.그중 공기질량 우량율이 83.0% 달
성하고 PM10은 60mg/ m3 이하로 통제하고 PM2.5는 32mg/ m3 이내로
관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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