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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北京市) 대기오염
예방 및 관리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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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베이징시 대기질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고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하며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베이징시의 실제 상황에 맞춰 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제2조
본 조례는 베이징시의 행정 구역내의 대기오염 예방 및 관리에 적용된다.
제3조
대기오염 예방 및 관리는 사람 중심, 환경 우선, 정부 주도, 전국민 참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엄격한 예방과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
대기오염 예방 및 관리에 있어서 기획 선행(先行), 경제발전방식(经济发展方式)
변화, 생산구조와 배치 최적화, 에너지구조 조정하며 법률, 경제, 과학기술, 행정
및 홍보교육(宣传教育) 등 대책을 종합적으로 활용한다.
제5조
대기오염 예방 및 관리는 대기 중 초미세먼지(PM 2.5) 농도 감소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오염물에 대한 협동관리를 시행한다. 오염원부터 최종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을 거쳐 오염물 배출관리를 통제하고 엄격한 배출기준,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 및 농도제어를 통해 배출 총량 감소를 추진한다.

제2장 공동 예방 및 관리
제6조
대기오염 예방 및 관리에 있어서 정부 주도, 지역 연계, 업체 시행, 국민 참여
및 사회 감독을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제7조
베이징시인민정부는 베이징시 대기오염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총 책임을 지며
지방 및 향진(乡镇)인민정부는 각 관할 구역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9조
베이징시 및 지방 인민정부는 대기환경보호 업무를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규획에 포함하고 대기오염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베이징시인민정부는 대기오염 예방•관리에 대한 과학기술 연구를 격려•지지하며
대기오염 원인과 예방•관리 대책을 분석하며 선진적인 대기오염 예방•관리 기술을
보편화하여 대기환경보호에 대한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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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점 오염물 배출 총량 통제제
제40조
베이징시는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를 시행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단계적으로 줄인다.
제42조
베이징시는 국가 및 베이징시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가증제도(排污许可证制度)를 운영하고 있다.
배출허가(Sewage Discharge Permission)관리에 수록된 업체는 베이징시의 규정에 따라
해당 구역의 환경보호 행정주관 부서에 배출허가증을 신청하고 허가증에 명시된 오염물질
종류, 배출 총량 지표 등 요구에 따라 단계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줄여야 한다.

제4장 고정 오염원 오염 예방 및 관리
제49조
베이징시는 석탄소모 총량에 대한 통제를 실시한다.
베이징시 개혁행정 주관부서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청정에너지 이용 및
발전에 대한 기획을 수립하고 석탄총량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여 석탄사용 절감을
단계적으로 실행한다.
지방인민정부는 석탄소모 총량제어 목표에 따라 행정구역에 대한 석탄사용 절감
및 청정에너지 개조 계획 수립 및 실행하여야 한다.
제51조
석탄화력발전소, 중유 및 잔유(Residual Oil) 시설의 신설 및 증설은 금지되어 있다.
석탄, 중유 및 잔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산업용 보일러, 용광로, 발전기유닛 등
시설은 베이징시인민정부가 지정한 기한 내로 청정에너지로 대체하여야 한다.
도시 외곽에 위치한 석탄연소 난방설비는 지정한 기한 내로 청정에너지 개조를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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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기동차 및 비도로 이동기계 배출에 의한 오염 예방 및 관리
제62조
베이징시는 국가 대기질 환경기준과 베이징시 대기질 목표를 바탕으로 기동차
보유량 조정을 진행한다. 베이징시는 최적회된 도로 설계 및 관리를 통해 기동차
공회전 및 저속운행으로 발생한 오염을 감소할 수 있다.
제68조
기동차 배출가스오염에 대한 점검은 계량인증을 통과한 기동차 배출 검사기관에서
수행한다. 검사기관은 규정에 따라 기동차 배출오염에 대한 오염 검측을 진행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행정주관 부서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를
실현하여야 한다. 기동차 배출가스 검사기관 및 책임자는 측정한 데이터의 신뢰도
및 정확성에 대한 책임이 있다.
환경보호 행정주관 부서 및 인증 감리감독 부서는 기동차 배출가스 검사기관의
배출가스 검측 현황에 대하여 감독 및 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75조
베이징시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동차에 대한 강제 폐차제도를 시행한다. 기동차
배출가스가 대기오염물 기준을 초과할 경우 차량 정비를 진행해야 하며 정비 및
조정 후 여전히 국가 배출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강제폐차를 감행한다.
제78조
베이징시 환경보호 행정주관 부서는 베이징시 품질기술 감독 부서와 공동으로
베이징시 차량 연료기준을 제정한다. 베이징시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연료는 국가
및 베이징시에서 제정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차량용 오일세제를
추가해야 한다.

제6장 먼지오염 예방 및 관리
제79조
주택 건설, 시정(市政)기초시설 시공, 하천 개선, 건물 철거, 자재 운송 및 적재,
조경을 진행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먼지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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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석탄, 시멘트, 석회, 석고 및 모래흙과 같은 먼지를 발생하는 물질은 반드시
밀봉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밀봉이 어려울 경우 주위에 폐기물 쌓은 높이보다 높은
팬스를 설치하여 효과적으로 덮어 먼지 생성을 억제한다.
건축기초공사, 공정 중 발생한 흙이 섞인 폐기물, 건축폐기물은 발생하는 대로
즉시 정해진 처리 장소로 운송해야 하며 현장 보관 시 효과적으로 덮어야 한다.
제87조
베이징시는 광물자원 채광를 엄격히 통제하며 채광 과정에서는 대기오염
예방조치를 진행하여야 하며 채광 후에는 생태계 복구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7장 법적 책임
제90조
환경보호 행정주관 부서와 기타 관련 행정주관 부서는 대기오염 예방 및
관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 시 감독기관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직접 책임자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취하며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
1. 불법 행정허가를 진행한 자
2. 대기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하고도 조사하지 않은 자
3. 본 조례를 규정을 위반하여 대기 환경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자
4. 직위를 남용하거나 의무를 게을리하는 기타 행위

출처 : 「베이징시 대기오염 예방 및 관리조례」, 베이징시 환경보호국, 2018.3.30 시행.,(http://ww
w.bjepb.gov.cn/bjhrb/xxgk/fgwj/flfg/dfxfg/307435/index.html, 2018.3.30 발표)

※ 동 보고서는 요약 및 번역본입니다. 상세 내용은 원문(http://www.bjepb.gov.cn/)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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