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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대응 지식 습득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정보와 충청남도
및 태안군의 대기환경개선 대책,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1. 연구개요
2. 미세먼지의 정의와 건강영향
3. 미세먼지 정보 알기

◦ 재난수준의 미세먼지 증가로 미세먼지 관련 법률개정과 정부의
종합대책에 이어, 충청남도에서도 “깨끗한 공기, 푸른 하늘 더
행복한 충남”이란 비전 아래 8대전략 43개 과제가 포함된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수립시행 중에 있음.

4. 태안의 미세먼지 현황
5.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6.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관리
7. 충청남도와 태안의 미세먼지 종합

◦ 8대 전략은 주요 배출원인 에너지산업연소와 산업부문, 이동
배출원에 대한 관리와 과학적인 관리기반 구축, 대외협력을 통한
정책 개발 등과 더불어 주 수요처가 될 국민들의 건강보호,
생활환경 개선과 교육 방안 마련도 포함되어 있음.

대책
◦ 미세먼지의 경우 다양한 원인과 경로를 통해 복합적으로 발생
하므로 발생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해 과학적 기반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양질의 정보가 많이 부족한 실정임.
◦ 본 연구에서는 주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정의와 발생원, 정보
전달 경로 등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을 목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특히, 그 동안 관심
밖에서 배제되어 왔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과 공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별첨 : 미세먼지 교육자료(태안군 미세먼지 현황과 대응 이슈)는
연구책임자나 충청남도 태안군 환경산림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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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총부유먼지(TSP)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로 관리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농도수준은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나, 2013년을 기점으로 악화 또는 정체로 유지되고 있음.
● 2016년 전국의 PM10 평균농도는 26 ㎍/㎥으로 이는 WHO 권고기준인 10 ㎍/㎥과 주요
선진국인 도교 13.8 ㎍/㎥, 런던 11 ㎍/㎥ 대비 2배 높은 수준임.
● 특히 PM10보다 인체 위해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 PM2.5의 경우 연차를 거듭해 가며
고농도 발생 빈도수가 지속적으로 증가(주의보·경보 발령 횟수 : ‘15년 72회→’16년
66회→‘17년도 92회)하고 있는 추세임.
●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7년 9월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하였음.
● 국내외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대도시의 경우 경유차가 2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건설기계·선박 등이 16%, 사업장이 14% 등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적으로는 사업장이 38%,
건설기계·선박 등이 16%, 발전소가 15% 등으로 나타남.
● 국외 영향은 계절별, 기상조건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평상시 중국과 북한 등을
포함한 국외 영향이 30~50%, 고농도시에는 60~80% 정도로 추정되고 있음.
● 충청남도의 경우 주요 미세먼지 배출시설인 화력발전소가 전국 61기 중 30기가 위치하고
있고, 현대제철과 대산석유화학단지 등 대단위 배출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며, 편서풍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주민들의 건강염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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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 됨.
● 충청남도는 “깨끗한 공기, 푸른 하늘 더 행복한 충남”이란 비전 아래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수립하였고, 여기서 8대 전략 43개 과제를 수립하여 2022년 PM10과 PM2.5의 농도수준을
각각 30 ㎍/㎥과 15 ㎍/㎥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목표로 진행하고 있음.
● 8대 전략은 주요 배출원인 에너지산업연소와 산업부문, 이동배출원에 대한 관리와 과학적인
관리기반 구축, 대외협력을 통한 정책 개발 등과 더불어 주 수요처가 될 국민들의
건강보호와 생활환경 개선과 더불어 교육 및 홍보 방안 마련도 포함되어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정의와 발생원, 정보 전달 경로 등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을 목적으로 진행하였으며, 특히 그 동안 관심 밖에서
배제되어 왔던 비산먼지 배출 사업장과 공정에 대한 정보 제공하여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미세먼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전달과 비산먼지 배출 사업장 및 공정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현실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수행되었음.
● 1장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의 정의와 입자상 오염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분류
특성, 그리고 기본적인 기초이론과 발생원 분류에 대한 정보를, 2장에서는 대기오염의
중요성과 미세먼지 노출 경로에 따른 건강영향, 노출평가 방법에 대해 언급하였음.
● 3장에서는 정부차원에서 국민적 알권리 충족과 정책기반 마련을 위해 운영 중에 있는
대기측정망에 대해 설명하고, 각 측정소에서 얻어진 정보를 생활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경로를 소개하였고, 4장에서는 충청남도와 교육 주체인 태안군의 대기오염 현황에 대해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정보(CAPSS)와 측정소 자료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였음.
● 5장에서는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의와 분류, 관리 체계에 대해 언급하였고,
6장에서는 충청남도에서 현재 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전략과제에 대해
소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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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의 정의와 건강영향

1.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대기오염물질의 정의
● 대기오염물질 :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동법 제 7조에 따른 심사·평가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 물질로 환경부령으로 정한 것으로 말함.
● 오염물질 분류
- 대기오염물질 : 입자상 오염물질, 브롬 및 그 화합물, 알루미늄 등 그 화합물, 철 및 그
화합물 등 총 64개 항목
- 유해성대기감시물질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시안화수소, 납 및 그 화합물, 폴리염화비페닐,
크롬 및 그 화합물 등 총 43개 항목
- 특정대기유해물질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시안화수소, 납 및 그 화합물, 폴리염화비페닐,
크롬 및 그 화합물 등 총 35개 항목
-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 : 염화불화탄소, 수소염화불화탄소
● 입자상 오염물질 : 물질이 파쇄·선별·퇴적·이적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
합성·분해될 때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함.
● 크기에 따른 입자상 오염물질의 분류
- 총부유분진(total suspended particulate, TSP)
-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less than 10 ㎛, PM10)
- 초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less than 2.5 ㎛, PM2.5)
- 극미세먼지(ultra-fineparticle,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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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세먼지(PM10)의 크기(U.S. EPA)

● 미세먼지에 가해지는 힘
- 중력(Gravity, Fg) : 지구 중심을 향해 작용하는 힘
- 부력(Buoyancy, Fb) : 중력과 평행하게 작용하는 반대 힘
- 항력(Drag force, Fd) : 입자와 유체의 상대적으로 움직임에 의한 힘
● 먼지제거에 작용하는 힘
- 중력
- 관성력 (직접차단)
- 원심력
- 확산력
- 정전기력
● 미세먼지의 발생원
- 자연적 배출원 : 산불, 화산폭발, 해염입자, 황사,
- 인위적 배출원 : 점오염원(발전소), 선오염원(자동차, 배, 비행기), 면오염원(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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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세먼지의 건강영향
● 공기오염의 중요성

[그림 2] 공기오염의 중요성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 교육자료)

● 위해성(Risk)
- 위해성 = 유해성(Hazardous) × 노출(Exposure)
● 미세먼지의 노출경로
- 호흡기 : 흡수경로 중 가장 많음, 입자크기가 작을수록 수용성이 낮을수록 폐속 깊숙이
축적됨.
- 피부 : 오염물질이 한선, 모공을 통해 흡수됨, 피부에 상처가 있을 때나 따뜻할 때 흡수가
쉬움.
- 소화기 : 오염물질에 노출된 손으로 음식 섭취시 인체 내로 유입되며, 일차적으로 간에서
해독작용이 이루어져 독성감소가 나타남.
●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2013년 디젤입자에 대해 석면, 벤젠,
담배, 벤조피렌 등과 같은 발암물질(Group 1)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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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에 침투한 입자상 오염물질은 크기에 따라 다양한 경로에서 제거되거나 영향을 끼침.
- 5~10 ㎛ : 코나 비강에서 제거
- 1~5 ㎛ : 상기도에서 제거
- 1~0.1 ㎛ : 하기도나 폐까지 침투
- 0.1 ㎛ 이하 : 폐포나 혈관을 타고 심혈관계까지 도달
● 인체영향
- 눈 : 알레르기성 결막염, 각막염
- 코 : 알레르기성 비염
- 기관지 :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 폐 : 폐포 손상 유발, 폐암
- 기타 : 천식, 호흡기 질환(폐렴, 폐암, 만성폐질환), 심혈관계 질환(협심증, 뇌졸중) 등
● 인체노출평가 방법

[그림 3] 환경부, 환경유해인자 노출과 알레르기질환의 연관성 규명 연구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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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정보 알기

●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및 운영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 관리주체 : 환경부장관 및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지사
- 측정항목 : SO2, CO, NO2, O3, PM10, PM2.5
- 설치목적 : 주민 건강보호, 상시 모니터링, 정책 정보제공

[그림 4]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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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반대기오염측정망
분류

정의

측정항목

도시대기측정망

도심(주거)지역의 평균대기질농도 측정

SO2, CO, NO2, O3, PM10, PM2.5 등

교외대기측정망

도시를 둘러싼 교외 지역의 배경농도 측정

SO2, CO, NO2, O3, PM10, PM2.5 등

국가배경농도측정망

국가의 배경농도를 파악하고 외국으로의 오염물질의
유입, 유출상태 등을 파악

SO2, CO, NO2, O3, PM10, PM2.5 등

도로변대기측정망

자동차 통행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변 대기농도
측정

SO2, CO, NO2, O3, PM10, PM2.5,
Pb, HC, 교통량 등

[표 2] 특수대기오염측정망
분류
유해대기물질
대기중금속

도시지역, 주요 산단, 배경농도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의한 오염실태 파악
도시지역 또는 산단 인근지역에서 중금속에 의한
오염실태 파악

측정항목
VOCs 16종, PAHs 16종
Pb, Cd, Cr, Cu, Mn, Fe, Ni, As,
Be, Al, Ca, Mg
NOx, NOy, PM10, PM2.5, O3, CO,
VOCs(ethane 등 56종), 풍향,
풍속, 온도, 습도, 일사량,
자외선량, 강수량, 기압,
카르보닐화합물
건성 : PM2.5 질량, PM2.5 중
이온성분(Cl-, NO3-, SO42-, NH4+,
Na+, K+, Ca2+, Mg2+),
가스상(HNO3, NH3)
습성 : pH, 이온성분(Cl-, NO3-,
SO42-, NH4+, Na+, K+, Ca2+, Mg2+),
전기전도도, 강우(설)량
수은 : 총가스상 수은, 종별수은,
습성침착량

광화학대기오염물질

도시지역의 오존생성의 원인물질인 VOCs의 농도를
파악하여 오존오염현상을 규명하고 오존예보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산성강하물

대기로부터 오염물질의 건성침착량 및 강우·강설에
의한 오염물질의 습성침착량 파악

지구대기

지구온난화물질, 오존층파괴물질의 대기 중 농도
파악

CO2, CFC(-11,-12,-113), N2O,
CH4

인체위해도가 높은 PM2.5의 농도파악 및 성분분석을
통한 배출원 규명

PM2.5 질량, 탄소성분(OC, EC),
PM2.5 중 이온성분(Cl-, NO3-,
SO42-, NH4+, Na+, K+, Ca2+, Mg2+),
중금속성분(Pb, Cd, Cr, Cu, Mn,
Fe, Ni, As, Be)

초미세먼지(PM2.5)
성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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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환경공단, 국가 대기측정망 자료 공개 경로

● 미세먼지 측정방법

[그림 6] 권순박, 융합연구리뷰

● 중량법 : 사이클론이나 임펙터 등을 활용하여 여지에 포집 후 무게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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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 : 가장 정확한 측정법.
- 단점 : 단위시간(8시간 혹은 24시간)에 대한 단일 평균농도만 획득이 가능.
● 베타선흡수법 : 여지에 베타선을 조사하여 초기값과 펌프를 연결하여 포집 후 조사된
베타선에서 초기 대비 감쇄된 레이저값을 농도로 환산하여 나타내는 방법.
- 장점 : 현재 대기측정소에서 공정시험방법으로 사용 중, 비교적 단시간(1시간)에 대한
농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음.
- 단점 : 간접법이다 보니 주기적인 레이저 및 주변장치에 대한 검교정이 필요함, 중량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임.
● 광산란법 : 조사되고 있는 광학부에 입자를 통과시켜 그대 반사각에 따라 농도값을
환산해주는 방법.
- 장점 : 비교적 측정이 간단하고, 실시간(수초~수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정확한
농도보다는 실시간 변화패턴을 분석하는 연구용으로 많이 사용 됨.
- 단점 : 중량법이나 베타선흡수법에 비해 측정값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짐.
● 간이센서법 : 저가의 환경센서를 활용하여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방법.
- 장점 :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 비전문가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음.
- 단점 :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정확한 농도값 보다는 국소지역의 농도변화 특성 관찰에
많이 사용됨.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관련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 시행시기 : 2019년 2월 15일
- 발령주체 : 광역시 및 도지사
● 시·도시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 발령기준 (전일 17시 10분 도지사 결정)
- 당일(D-1) PM2.5 50 ㎍/㎥ 초과 (0시~16시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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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D일) PM2.5 50 ㎍/㎥ 초과 예보
- 당일 (D-1일)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1개 이상 경보권역)
내일(D일) PM2.5 50 ㎍/㎥ 초과(예보)
- 내일(D일) PM2.5 75 ㎍/㎥ 초과(예보)
● 시행단계
- 발령결정 : 발령조건 검토 및 시행여부 결정(당일 17:00~17:15)
- 전파 :비상저감조치 발표 및 전파(당일 17:15 이후)
참여기관 담당자 문자 송신
재난문자 발송, 전광판 및 자막방송 송출
- 조치시행 : 비상저감조치 시행(다음날 6시~21시)

[그림 7]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예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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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질 정보제공 사이트 이용 방법

검색된 지역에서 관심
측정소 위치 설정

설정된 기간에 대해
시간대별 자료검색 가능
(그래프, 테이블로 다운로드 가능)

[그림 8] 대기질 정보제공 사이트 (에어코리아 : https://www.airkorea.or.kr/web)

12

■ 현안과제연구

04

태안의 미세먼지 현황

● 충청남도의 대기오염 현황 분석

1. 지리적 영향
ü 편서풍 지대
ü 월경성 대기오염물질
ü 중국발 황사 등 영향

2. 환경적 영향
ü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1/2
ü 전국 3대 석유화학단지

발전소
석유화학단지

ü 대량배출사업장(제철소 등)

제철소

[그림 9] 충청남도의 대기질을 결정하는 지리 및 환경적 영향

● 태안의 일반 현황
- 행정구역상 2개읍과 6개면으로 구성
- 충청남도 전체 면적의 6.3%에 충청남도 전체 도민의 3.4%가 거주
- 행정구역상 면적은 태안읍(17.0%), 원북면(14.8%), 소원면(13.5%) 순서임.

Issue Report ■

13

- 전체면적의 45.4%가 임야로 구성되어 있음.
- 지난 5년(2013~2017)간 강수량은 감소, 온도는 소폭 증가.
- 인구수는 증가하다가 감소추세이나, 세대수는 증가 추세임. (단독세대 증가)
- 대부분 단독주택(67.3%)과 아파트(18.4%)에 거주.
- 자동차 등록대수는 꾸준히 증가 중에 있으며, 승용차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
- 숙박 및 도소매업에 많은 인구가 종사하고 있음.
● 충청남도의 오염물질 배출 현황 (CAPSS 자료, 2016년도 기준)
-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07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는 것에 반해 충청남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SOx, CO, NOx, VOCs 모두 증가).
- 시·군별로는 당진시가 모든 오염물질에서 가장 많은 배출량을 보였고, 발전소·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당진시, 서산시, 보령시가 1~3위를,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도시지역인
천안과 아산이 각각 4등과 6등의 배출량을 보임.
- 태안군은 충청남도 내 배출순위 5위를 차지함.
- 오염물질별로는 NOx가 27.5%로 가장 높고, 그 뒤로 SOx 16.7%, VOCs 14.9% 순임.
- 부문별로는 생산공정이 22.9%로 가장 높았고, 에너지산업연소 19.6%, 제조업 연소 10.7%
순으로 나타나 충청남도 내 주요 오염원은 대규모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 됨.
● 충청남도 대기오염 농도 수준
- 2019년 현재 31개의 도시대기측정소(도로변 1개 포함)가 운영 중에 있음.
- NO2의 경우 충청남도 연평균 기준이 0.02 ppm이고, 가장 높게 나타난 천안시(0.023
ppm)을 제외하고는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SO2의 경우 충청남도 연평균 기준이 0.01 ppm이고, 모든 지역에서 기준을 만족하였음.
- PM10의 경우 충청남도 연평균 기준이 40 ㎍/㎥을 적용했을 때 15개 시·군 중 7개
시군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신시 52 ㎍/㎥, 아산시 50 ㎍/㎥,
천안시 47 ㎍/㎥순서임.
- PM2.5의 경우 충청남도 연평균 기준인 20 ㎍/㎥ 적용시 15개 시·군 중 대부분인 12개
시군에서 기준 초과가 확인되었으며, PM10에 이어 당진시가 29 ㎍/㎥로 가장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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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고, 천안시, 아산시가 28 ㎍/㎥, 청양군과 홍성군이 27 ㎍/㎥로 그 뒤를 이었음.
- CO의 경우 충청남도의 8시간 기준이 5 ppm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 1/10 수준인
0.6~04 ppm으로 확인되었음.
- O3의 경우 충청남도의 8시간 기준이 0.06 ppm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 1/2 수준인
0.026~0.035 ppm 수준으로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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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의

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1. 섬유제품 제조시설
2. 가죽·모피가공시설 및 모피제품·신발 제조시설
3. 펄프,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시설과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시설
4.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5.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및 관련 제품 저장시설
6. 기초유기화학물제조시설 및 가스 제조시설
7.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8. 무기안료·염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9.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1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시설
11.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및 탄화시설
12. 화학섬유 제조시설
13.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등 총 37개 시설
[그림 10]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의와 시설 리스트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
-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은 가스형태의 물질과
입자형태의 물질로 구분됨
- 가스형태의 물질은 암모니아와 일산화탄소를 포함하여 총 37개 물질이 있으며,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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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수소나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한 19개 물질에 대해서는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강화된 기준을 적용 받음
- 입자형태의 물질은 먼지를 포함하여 총 10개 물질이 있으며, 입자형태의 물질 또한
가스형태의 물질과 마찬가지로 5개 물질에 대해서는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서
보고해야 함
● 배출원의 조사방법, 배출량의 조사방법과 산정 방법
-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된 배출시설의 경우 :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에 따른 방법
-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출시설의 경우 : 자가측정에 따른 방법
- 배출시설 외의 오염원의 경우 : 단위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출하는 배출계수에 따른
방법
● 대기환경 규제지역의 지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써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기환경규제
지역으로 지정·고시 할 수 있음
●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대상 지역
- 상시측정결과 대기오염도가 설정된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 상시측정을 하지 아니하는 지역 중 조사된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 기초로 산정한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의 80% 이상인 지역
●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및 실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
-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대상지역 범위는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와 시 또는 군으로 하며,
상시 측정결과는 최근 3년간 측정치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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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관리권역법 실시에 따른 사업장 총량관리제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20년 4월 3일 시행 예정)
- 대기관리권역의 확대 : 대기관리권역을 현 수도권에서 전국 오염우려지역으로 확대
- 대기관리권역의 확애(안) :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권역

수도권

중부권

동부권

남부권

시·군

시·군·구

서울

전역

인천

전역(옹진군은 영흥면남 포함)

경기

수원, 고양, 성남, 용인, 부천, 안산, 남양주, 안양, 화성, 평택, 의정부, 시흥, 파주, 김포,
광명, 광주, 군포, 오산, 이천, 양주, 안성, 구리, 포천, 의왕, 하남, 여주, 동두천, 과천

대전

전역

세종

전역

충북

청주, 충주, 진천, 음성

충남

태안,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부산

전역

대구

전역

울산

전역

경북

포항, 경주, 구미, 영천, 경산, 청도, 칠곡

경남

창원, 진주, 사천, 김해, 밀양, 양산, 고성, 하동

광주

전역

전남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화순, 영암

[그림 11] 대기관리권엽법 실시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안)

● 총량관리 관련 : 권역 내 일정 배출량 이상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총량관리 시행
- 수도권 기준 1~3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연간 NOx 4톤, SOx 4톤, TSP 0.2톤 초과 배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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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관리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체계

연료 연소 :
- 점오염원 : SEMS 기반 상향식 방법으로 배출량 산정
- 면오염원 : 석유공사, 석탄협회, 도시가스회사 통계자료 활용
제품생산량이나 원료투입량 기반으로 산정
정유공장, 저장탱크 등의 화석연료, 특히 VOCs의 배출량 산정
산업시설 도장, 건축물 도장, 세정, 세탁, 인쇄, 가정, 아스팔트
도로이동오염원(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대중소경형 구분
도로이동오염원을 제외한 선박, 항공기, 건설장비, 농기계
폐기물소각, 폐수처리, 매립, 퇴비화 등
가축 분뇨관리 및 비료사용으로 인한 암모니아
식생, 습지나 토양, 산불 및 화재
건설공사, 나대지, 하역/야적, 농업활동, 축산활동, 건설폐기물
고기 및 생선구이, 노천소각, 농업잔재물 소각, 아궁이, 숯가마

[그림 12] 국가배출량 분류체계

● 비산먼지의 정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6호 및 제43조 제1항)와 분류
-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하며,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경우 ‘비산먼지’라고 총칭 함.
- 비산먼지, 날림먼지라고도 하며, 주로 건설업, 시멘트·토사·골재공장 등에서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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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산먼지 발생량 현황(CAPSS, 2016년도 기준)
- 충청남도 : 도로재비산(23.65)>축산활동(22.5%)>건설공사(22.0%)>농업활동(15.0%)
- 태안군 : 농헙활동(46.3%)>도로재비산(27.75)>비포장도로재비산(13.8%)>나대지(5.1%)
● 비산먼지의 적용 범위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 비산먼지 배출공정

- 비신고대상 (건설공사현장 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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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 전국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전국 40,613개소가 있으며, 건설업이 84%를 차지.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련 전국 민원발생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임.
- 현재 충청남도 태안군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20개소(전국의 0.54%)가 위치.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11개업종 35개 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필요조치 후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관리 매뉴얼 (환경부)
- 비산먼지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위해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대기환경자원 보전을 위해
2017년 환경부에서 고시.

Ⅰ. 개요
Ⅱ. 비산먼지 관리 규정
Ⅲ. 사업별 비산먼지 관리
Ⅳ. 공정별 비산먼지 관리
Ⅴ. 비신고대상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 관리
Ⅵ. 비산먼지 관리 체크리스트
Ⅶ. 부록

[그림 13]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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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관리 체계 : 굴뚝 원격감시 체계
-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원격으로 상시 감시
- 대상사업장 : 연간 배추량 10톤 이상(1~3종) 사업장 중 부착기준 해당 시설
- 측정항목 : 오염물질 7개(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및 보정항목 3개(산소, 온도, 유량)
●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 벤젠 등 415종의 유해화학물질(HAPs)이 연간 약 54,000 톤정도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으며, 그 중 약 61%인 60,600 톤이 굴뚝이 아닌 시설·공정 등에서 비산 배출되고 있음.
- 비산배출시설 관리 감독 강화(2018년도) : 원료투입부터 배출가지 공정 전 과정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비산배출 저감 대상 업종(31개) : 원유정제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제조업 등
- 배출시설에 대한 점(굴뚝) 및 비산시설에 대한 배출량 조사 및 후처리시설에 대한 현황
조사 필요

[그림 14] 연도별 화학물질 배출량 추이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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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적용물질

Issue Report ■

23

● 업종별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 비산배출 사업장의 이행계획
- 비산배출시설을 관할 환경청장에게 신고
-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준수
- 최초(연간) 점검보고서를 관할 환경청장에게 보고
- 3년마다 정기점검 기관으로부터 정기점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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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산배출시설 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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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산배출시설 관리 계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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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충청남도와 태안의 미세먼지 종합 대책

● 충청남도 대기환경개선대책 수립
- 비전 : 께끗한 공기, 푸른 하늘 더 행복한 충남!
- 목표 : 2022년 대기질 PM10 30 ㎍/㎥, PM2.5 15 ㎍/㎥ 달성
- 대기오염물질 배출원별 효율적 관리로 2015년 배출량(279,543톤) 대비 2022년 대기오염
물질(NOx, SOx, 먼지) 35.3% 감축(98,571톤)

[그림 15] 충청남도 대기환경개선 대책 세부 사항(8대 전략, 43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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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점사업 연차별 소요예산
- 재원별 2,165억원(국 830, 도 543, 시군 473, 기타 319)
- 2020년까지 민간 3조1,160억(발전3사 2조2,878억, 자발적 협약 12개사 8,282억)

[표 3] 충청남도의 연차별 소요예산
구분

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2,165
830
543
473
319

2018
443
130
124
111
78

2019
287
109
84
76
19

투자계획
2020
358
147
103
87
19

[그림 16] 충청남도 대기환경개선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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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31
218
123
94
97

2022
548
226
110
105
107

● 태안군의 미세먼지 종합대책 추진 계획

대외협력 강화
교육 및 홍보
산업부문
수송부문
생활부문
민계계층 보호
인프라 구축
정책기반
[그림 17] 충청남도 대기환경개선 대책 중 비산먼지 관련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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