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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일반제1절

1. 대기오염의 발생 및 종류

  가. 대기오염물질 정의

  대기(Air)는 지구상 존재하는 기체부분을 말하며, 보통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를 

말할 때 부르는 용어로서 공기의 조성은 표준상태(0℃, 760mmHg)에서 질소 78.084%, 

산소 20.946%, 이산화탄소 0.033%, 아르곤 0.934% 등이다. 공기 중에 함유된 산소는 인

간이 호흡 작용 시 1회 호흡할 때 4 ~ 5%의 산소가 흡수되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데, 성인일 경우 1일 안전한 상태에서 약 2,500~3,000l의 산소가 필요하다. 대기오염에 

대하여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의한 것을 보면 대기 중에 인위적으로 배출된 오염

물질이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이 존재하여 오염물질의 양, 농도 및 지속시간이 어떤 지

역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쾌감을 일으키거나 해당지역에 공중 보건상 위해를 끼치고, 

인간이나 동․식물의 활동에 해를 주어 생활과 재산을 향유할 정당한 권리를 방해받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은 매연, 먼지, 가스 및 악취 등으로 사람의 건강상 

또는 재산상 해를 미치거나 동․식물의 생육환경 등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하며 이는 다시 가스상 물질과 입자상 물질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가스상 물질은 연소, 합성, 분해 시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에 의해서 발생되는 기체

상의 물질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오존 등을 말하며, 입자상 물질은 물질의 파쇄, 선

별 등 기계적 처리 또는 연소, 합성, 분해 시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대기 중에 존재하는 입자상 물질은 태양과 지구의 복사에너지를 분산시키거나 흡수

하기도 하는데 특히, 0.1㎛에서 1㎛ 크기의 입자가 가시거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나.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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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먼지 등 총 61개 물질을 

정하고 있으며, 이중 35개 항목에 대하여는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표 3-2-1> 대기오염물질의 정의

구  분 정  의

가  스
물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 

입자상물질
물질이 파쇄·선별·퇴적·이적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먼  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

매  연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 탄소가 주가 되는 미세한 입자상물질 

검  댕
연소 시 발생하는 유리 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마이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 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질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 제품 유기용제 등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기후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 물질

(온실가스, 염화불화탄소, 수소염화불화탄소)

온실가스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다.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원천은 너무나 다양하다. 황사와 같이 바람에 의해 토양

의 흙먼지가 날려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도 있고, 산불이나 화산에 의해 먼지나 매연을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자연적 발생원으

로 인한 대기오염보다는 대부분 인간의 활동에서 비롯되는 인위적 배출원이라 할 수 

있다.

  인위적 발생원은 다시 점 오염원(Point source), 면 오염원(Area source), 선 오염원

(Line source)으로 구분된다.

  점 오염원은 발전소, 도시폐기물 소각로, 대규모 공장 등과 같이 하나의 시설이 다량

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말하며, 면 오염원은 주택과 같이 일정 지역 안에 소규모 

발생원이 다수 모여 오염물질을 발생하여 해당 지역 내에 오염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

다. 선 오염원의 대표적인 것은 자동차로 이는 도로를 중심으로 오염물질을 발생시켜 

도로주변에 대기오염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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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점 오염원은 높은 굴뚝에서 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범위가 넓고, 

면 오염원과 선 오염원은 배출구가 낮아 대기확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표

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다.

  라. 수원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표 3-2-2> 인위적 배출원 중 수원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단위 : ton/년)

구  분 종  류 SOx NOx CO TSP VOC HC 계 비율(%)

고정오염원

대기배출업소 8,141.6 1,764.8 268.1 120.8 59.5 10,355 9.6

가정, 상업 1,838.04 1820.81 1077.85 185.74 79.64 5,002 4.7

소각 1517.8 5595.9 4567.4 778.3 3587.5 16,047 14.9

이동오염원

자동차 19392.1 36290.4 2788.7 1254.2 5095.4 64,821 60.3

철도 18.47 719.7 294.05 46.82 118.24 1,197 1.1

건설장비 7389.6 1841.5 285.3 634.1 10,151 9.4

농기계 3.22 1.69 0.24 0.33 5 0.0

합 계 11,515.91 36,686.13 44,340.99 4,205.9 5,615.27 5,213.64 107,578 100

(출처： 수원시 대기환경개선방안 수립을 위한「대기오염물질 발생원조사」(2009.2))

 

<표 3-2-3> 수원시의 총 비산먼지 배출량

(단위 : ton/년)

구  분 도  로 건축, 건설 야적장 농경지 타이어마모 합  계

배출량 - 406.6 377.2 0.5 1,187.8 1,972.1

비율 - 20.6 19.1 0.1 60.2 100

(출처 ： 수원시 대기환경개선방안 수립을 위한「대기오염물질 발생원조사」(2009.2))

<표 3-2-4> 수원시의 VOC 배출량

(단위 : ton/년)

구  분 주유소 세탁소 용제세정 인쇄시설 가정소비용품 도로포장 합  계

배출량 775.22 425.4 455.68 436 621.1 0.46 1,938.18

비율 40.0 21.9 23.5 22.5 32.1 0.0 100

(출처 : 수원시 대기환경개선방안 수립을 위한「대기오염물질 발생원조사」(2009.2))

2. 대기오염물질의 영향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는 주로 동․식물 등의 생태계에 대한 피해와 재산상의 피해로 

크게 분류 될 수 있다. 인체에 대한 피해로서는 오염물질에 대한 노출 농도와 시간에 



106   3부 환경보전시책

따라 급성피해 및 만성피해로 분류할 수 있다. 급성피해의 증상으로서 급성 호흡기병 

환자발생, 눈, 기도 등의 급성자극 등을 들 수 있으며 만성 피해의 증상으로는 만성기

관지염 및 폐질환, 오염물질의 생체 농축량 증가 등이 있다. 식물에 대한 피해 역시 급

성 및 만성피해로 분류가 가능한데, 급성피해란 세포의 파괴 및 엽록소의 탈색에 따른 

급격한 고사 및 탈색을 의미하며 만성피해란 오염물질의 농도가 낮은 경우에 발생하여 

변색 및 완만한 고사현상을 들 수가 있다. 재산상의 피해로서는 주로 구조물의부식현상

을 들 수가 있다. 대기오염물질이 인간 및 지구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며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3-2-5> 대기오염물질별 발생원인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항  목 발 생 원 피  해 환경기준

아황산가스

(SO2)
․ B-C유 또는 석탄의 연소과정

․ 인체호흡기 질환

․ 식물의 성장피해

․연간 : 0.02ppm

․24시간 : 0.05ppm

․1시간 : 0.15ppm

먼지

(PM10)

․ 연료연소, 시멘트공장, 도로

 등에서의 비산

․ 아황산가스와 결합하여

 호흡기질환 유발

․연간 : 50㎍/㎥

․24시간 :100㎍/㎥

먼지

(PM2.5)

․ 연료연소, 시멘트공장, 도로

 등에서의 비산

․ 아황산가스와 결합하여

 호흡기질환 유발

․연간 : 25㎍/㎥

․24시간 : 50㎍/㎥

일산화탄소

(CO)

․ 산소가부족한 상태에서

 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

․ 혈액 중에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공급 저조,

 두통, 현기증 유발

․8시간 : 9ppm

․1시간 : 25ppm

이산화질소

(NO2)

․ 자동차배기가스, 질산을 사용

 하는 표면처리 공장

․ 코와 인후자극

․ 호흡기에 나쁜 영향

․연간 : 0.03ppm

․24시간 : 0.06ppm

․1시간 : 0.10ppm

오존

(O3)

․ 이산화질소와 탄화수소가

 햇빛과 반응하여 생성
․ 눈 자극, 농작물 피해

․8시간 : 0.06ppm

․1시간 : 0.1ppm

납

(Pb)

․ 자동차 배기가스(유연휘발유사용),

 용해시설 등

․ 중독시 신경염 및 두통, 

 현기증 발생
․연간평균 : 0.5㎍/㎥

벤젠
· 자동차 배기가스, 주유소 연료 주입시, 

 건축자재나 페인트 사용 등

· 마취 증상, 맥박불규칙,

  졸린증상, 빈혈 등
․연간 : 5㎍/㎥

3. 대기환경기준 및 규제기준

  가. 대기환경기준
 
  환경기준은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가 또는 지역 내에서의 환경

보전 목표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각 지역의 오염정도나 환경 이외의 조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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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하여 설정하게 되므로 국가별 또는 지역별 차이가 있다.

  현재 대기환경기준은 국가기준과 함께 경기도 지역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국가기준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단일 기준으로 전국 차원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정책목표 및 시

행의 지료로서 중요시되어 왔으나,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하여 지역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5년 1월부터 환경기준에 입자의 직경이 2.5μm 이하(PM-2.5)인 미세먼지 기준

이 새로이 정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오존, 일산화탄소, 납, 벤젠 등 대

기오염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을 전국적으로 설정 운영하는 한편, 지역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기도에서는 대기환경목표를 설정하여 우리시도 경기도 조례에 의해 별도의  

대기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표 3-2-6> 경기도 지역대기환경기준

항  목 단  위 구  분
기  준

측 정 방 법
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외

아황산가스

(SO2)

ppm 연평균 0.014이하 0.008이하
자외선형광측정법

(Pulsed U.V. 
Fluorescence Method)

ppm 24시간평균 0.03이하 0.015이하

ppm 1시간평균 0.11이하 0.05이하

이산화질소

(NO2)

ppm 연평균 0.03이하 0.02이하
화학발광법

Chemiluminescent 
Method)

ppm 24시간평균 0.06이하 0.03이하

ppm 1시간평균 0.10이하 0.05이하

일산화탄소

(CO)

ppm 8시간평균 6이하 2이하 비분산적외선분석법
(Non-Dispersive 
infrared Method)ppm 1시간평균 10이하 4이하

미세먼지

(PM-10)

㎍/㎥ 연평균 50이하 30이하 베타선흡수법
(β-Ray Absorption 

Method)㎍/㎥ 24시간평균 100이하 50이하

오존

(O3)

ppm 8시간평균 0.06이하 0.06이하 자외선광도법
(U.V. Photometric 

Method)ppm 1시간평균 0.1이하 0.1이하

납
(Pb)

㎍/㎥ 연평균 0.5이하 0.5이하
원자흡광광도법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벤젠 ㎍/㎥ 연평균 5이하 5이하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Gas Chromatography)

    ○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10㎛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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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 권역별 구분

권 역 별 시 군 명

대기관리권역

(24시)

수원시,성남시,고양시,부천시,안양시,안산시,용인시,의정부시,남양주시,

평택시,광명시,시흥시,군포시,화성시,이천시,구리시,김포시,하남시,의왕시,

오산시,동두천시,과천시,파주시,양주시

대기관리권역외

(7시군)
포천시,광주시,안성시,여주군,양평군,가평군,연천군

<표 3-2-8>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규제지역 전  역 대상오염물질

서울특별시 전 역 오  존

(휘발성유기화합

물질,악취포함), 

총먼지(TSP),    

미세먼지(PM-10),  

이산화질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제외(옹진군, 영흥면은 포함)

경 기 도
수원시,부천시,고양시,의정부시,안양시,군포시,의왕시,시흥시,

안산시,과천시,구리시,남양주시,성남시,광명시,하남시

부산권역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김해시(진영읍, 장유·주촌·진례·한림·

생림·상동·대동면 제외) 오  존,

이산화질소
대구권역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광양만권역

경상남도 하동군 화동화력발전소 부지

전라남도: 광양시(봉강·옥룡·진상·다압면 제외), 순천시(승주읍, 

주암·송광·외서·낙안·별량·상사·황전·월등면 제외), 여수지(돌산

읍, 화양·남·화정·삼산면 제외)

오  존

  나. 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수단인 배출허용기준은 개별적인 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으로서 오염물질 배출의 최대 허용치 혹은 최대 허용기준 농

도라고 할 수 있다. 

  배출허용기준은 오염물질에 대한 직접규제수단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으로 환경기

준과 배출허용기준은 목적과 수단이라는 상호관계가 있으므로 배출허용 기준은 환경기

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황산화물 등 18개의 오

염물질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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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원시 대기오염 실태 및 추이

  가. 아황산가스(SO2) 오염도

  아황산가스는 B-C유 또는 석탄의 연소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오염물질로서 점막을 

자극하거나 기관지염, 천식 등 인체 호흡기질환을 가져오며 식물의 성장을 저해하는 특

성을 가지고 있다. 환경기준은 연간 0.02ppm이하, 24시간 0.05ppm이하, 1시간 0.15ppm

이하이다. 

아황산가스 오염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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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의 아황산가스 오염도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연평균 0.006ppm이하로 환경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4년 이후 연도별 농도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월별 아황산가스 오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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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월별 오염도는 1월이 0.009ppm로 가장 높았고 7월 ~ 10월에 0.004ppm으로 가

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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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세먼지(PM-10) 오염도

  먼지는 연료의 연소나 도로, 나대지 등에서 비산하여 발생되는 것으로서 호흡기 질환

을 유발할 수 있다. 미세먼지는 황사나 토양의 비산 등과 같은 자연현상과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의 연소 자동차 배출가스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 한다.

  2001년 1월 1일부터 먼지(TSP)가 환경기준에서 제외되고 미세먼지(PM-10)에 대

한 기준으로 바뀌었으며 2015년 1월 1일부터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이 추가되

고 미세먼지(PM-10) 환경기준은 연간 50㎍/㎥이하, 24시간평균 100㎍/㎥이하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봄 중국북부, 몽고지역에서 발생하는 황사의 영향으로 이 기간 중에 

미세먼지의 농도가 평상시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시도 황사의 영향을 받는 

3 ~ 5월경 높은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고 있어, 이에 따라 봄철에는 시정거리도 상당히 

감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8월 ~ 9월은 무더운 날씨와 더불어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바

람과 집중호우로 인해 먼지오염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미세먼지 오염도
                                                            (단위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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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의 미세먼지(PM-10) 오염도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 연평균 66㎍/㎥에서 

경유차 매연여감장치 장착 및 천연가스 버스보급 등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으로 

2008년부터 연평균 54㎍/㎥으로 크게 개선되었으나 2010년, 2011년 52㎍/㎥으로 감소 

추이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월별 미세먼지 오염도
                                                              (단위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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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산화질소(NO2) 오염도 

  이산화질소는 석유 등의 연소 시 주로 발생하며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 질산을 사용

하는 표면처리공정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서 코와 인후를 자극하여 호흡기

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2차 오염물질인 오존과 광화학스

모그를 생성하여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시의 연도별 이산화질소의 경우 2008년 0.035ppm으로 오염도가 다소 높아졌으

며 지속적인 개선사업에도 자동차의 증가 등으로 환경기준 0.03ppm을 달성하지 못하

였다. 향후 질소산화물 저감대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산화질소 오염도는 자동차운행 및 난방연료의 사용에 영향을 많이 받음에 따라 가

장오염도가 높은 달은 11월 ~ 3월이며 7월 ~ 9월이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다.

연도별 이산화질소 오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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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오  존(O3)

  이산화질소와 탄화수소가 햇빛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로서 눈을 자극하

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물질이다. 환경기준은 8시간 0.06ppm이하, 1시간 0.10ppm이

하이다.

  우리 시의 연도별 오존 오염도를 살펴보면 2006년 0.020ppm, 2007년부터 2009년

까지 0.21ppm으로 서서히 증가하였으나 2010년 전년도보다 0.002ppm 감소하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오존 오염도가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자동차의 증가로 꼽을 수 있으며 두 번째로 

각 공장의 생산가동률 향상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증가와 온난화에 따른 기

온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판단된다.

연도별 오존 오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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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월별 오존 오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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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수원의 월별 오존오염도는 4월 ~ 6월이 높은 농도로 나타났으며, 동절기가 

다소 낮은 농도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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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일산화탄소(CO) 

  일산화탄소(CO)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불완전 연소되면서 발생하며 자동차의 

운행 중에도 발생한다. CO는 혈액중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공급을 저하시켜 두

통, 현기증을 유발한다. 일산화탄소의 환경기준은 8시간 9ppm이하, 1시간 25ppm이하

이다.

  일산화탄소 오염도는 1990년대 이후 청정연료 공급 확대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여 

2004년 0.8ppm으로 환경기준을 무난히 달성하였으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0.7ppm

으로 변동이 없었으며 2012년, 2013년엔 0.6ppm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일산화탄소 오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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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월별 일산화탄소 오염도는 1월에 난방 등의 연료사용의 증가로 1.0ppm으

로 높게 나타났으며, 7월에서 10월까지 0.5ppm으로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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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저감제2절

1. 대기오염물질별 저감대책

  가. 아황산가스(SO2) 저감대책

   1) 저황유 사용의무제도

  대기 중의 아황산가스는 석탄이나 석유 등 화석연료 연소 과정에서 주로 발생되며 

특히, 발전, 산업체, 수송 등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아황

산가스를 줄이기 위해 가장 근원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저황연료나 청정연료로 

대체 사용하는 방법이다. 

  서울 등 수도권 및 주요 도시의 아황산가스 농도를 줄이기 위해 1981년도부터 연료

유의 황함유 기준을 강화하기 시작하여 2012년부터 경유는 전국 모두 황함유기준 

0.1% 이하인 제품을 공급･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중유는 서울, 부산 등 7개 특･광역시, 제주도 전역 및 수원 등 50개 시･군을 포함한 

총58개 지자체에 황함유량 0.3% 이하를, 안성･포천 등 104개 시･군에는 0.5% 이하를 

공급⋅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지자체는 1.0% 이하 중유를 공급⋅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2) 청정연료 사용의무제도

  환경부에서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청정연료의 

사용을 의무화하여 서울의 경우 1988년부터 보일러용량 2톤 이상 빌딩(업무, 영업, 공

공용)에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를 시작으로 1994년 9월부터는 0.2톤 이상 보일러에 대하

여 청정연료의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서울 이외에도 수도권지역 부산, 대구지역에 대해서도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를 확대

하고 있는 추세로서 우리시는 1991년 9월 1일부터 보일러 용량의 합이 2톤 이상 업무

용(영업용 및 공공용 포함)시설에 대하여 청정연료인 LNG사용을 의무화하기 시작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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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특별⋅광역시 및 전국 37개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용보일러, 공동주

택, 지역냉난방시설 및 발전시설을 대상으로 청정연료 사용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표 3-2-9>  청정연료사용 의무화 지역 확대 추이

구  분 1988년 1991년 1993년 1998년 1999년 2000년 이후

대상지역

추  가

서  울

(1개 시)

인천, 경기

(15개 시)

부산･대구

(17개 시)

울산･광주･대전 등 

13개시(30개 시)

김해･구미･포항 등 

6개시(36개 시)

진해

(37개 시)

대상시설
발전소, 

보일러
업무용보일러, 공동주택, 지역냉난방시설, 발전시설

(출처 ： 환경부)

<표 3-2-10>  수원시 청정연료 사용 대상시설 기준

중앙집중 및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업무용시설 또는 발전시설

구분 전 용 면 적 사용연료
보일러

용량의 합
사용연료

기존
ㆍ 82.6㎡ 이상 청정연료

2톤 이상 청정연료
ㆍ 59.5㎡ 초과 82.6㎡ 미만 청정연료 

또는 경유

신규

ㆍ 82.6㎡ 이상(아파트는 1991. 1. 1. 이후, 연립주택은 
   1991. 4. 1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청정연료

0.2톤 이상 

2톤 미만

청정연료 

또는 경유
ㆍ 46.3㎡ 이상 82.6㎡ 미만(아파트는 1991. 1. 1. 이후, 
  연립주택은 1991. 4. 1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청정연료 
또는 경유

ㆍ 40.0㎡ 초과 46.3㎡ 미만 
   (1994. 5. 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청정연료 
또는 경유

  나. 오존(O3)저감 대책

  오존오염의 근원적인 저감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강화, 산업체 등의 주요 배출

원 관리 강화 및 시민들의 자율 참여 유도 등 질소산화물(NOx)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 배출량 감소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1) 운행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수시단속 실시(연중)

  수원시 관내 운행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등을 다량 배출하는 차량 위주로 실시되

며, 단속 장소는 매연과다발생지역 등 시내·외 버스, 마을버스, 택시회사의 차고지 및 

회 차장, 노상 등이다.

  관내 공동주택, 운수업체, 관공서 등 차량 10대 이상 소유업체 및 단체에서 신청 접

수 후 측정 장비를 소지하여 현지 출장 무료점검 서비스인 『Free ＆ Call Service』

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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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절기 집중단속 실시(5 ~ 9월)

  오존주의보 발령지역 및 발령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대형 

경유차, 노후차량, 운수사업용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실시하고 있으며, 차량통

행이 빈번한 지역 및 운수회사 차고지에서 전수단속을 실시하고 자동차 공회전 제한단

속 및 매연과다발산차량 신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3) 오존 및 VOC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시설, 자동차 정비시설, 유기용제 제조업체 등 휘발성유기화합

물(VOC) 배출사업장의 시설․관리사항 점검 철저 및 유해성 홍보로 사업장의 자발적 저

감을 유도하고 있다.

- 오존저감을 위한 시민 협조사항 -

  ① 자가용대신 대중교통을 널리 이용합시다.

  ② 자동차는 잘 정비하여 탑시다.

  ③ 과적이나 연료 공급 장치를 조작하지 맙시다.

  ④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지 맙시다.

  ⑤ 타이어공기압은 적정하게 유지합시다.

  ⑥ 자동차 에어컨 사용을 최소화합시다.

  ⑦ 기름은 이른 아침이나 저녁 7시 이후에 주유하고,

     탱크를 가득 채우거나 기름을 흘리지 맙시다.

  ⑧ 유성페인트, 스프레이 및 솔벤트 사용을 자제합시다.  

  ⑨ 차량 운행횟수를 최소한으로 줄입시다.

  ⑪ 환경친화적인 운전문화를 정착합시다.

  ⑫ 에너지를 절약합시다.

  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은 자연적인 원인과 인위적인 원인으로 구분되나, 인위적인 발생

이 대부분이고, 인위적인 발생원은 대부분 연료 연소에 의해 발생되며, 보일러나 자동

차, 발전시설 등의 배출물질이 주요 발생원이다. 그 외 공사장, 도로 등에서 비산되는 

먼지도 많은 양을 차지한다. 

  미세먼지 PM2.5는 자동차, 화력발전소 등에서 배출된 1차 오염물질의 대기 중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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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2차 오염물질생성이 주요 발생원이며, 주로 황산염, 질산염, 유기탄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국내외적으로 난방용 연료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에는 오염물질 

배출이 증가하여 고농도 현상발생이 증가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자동차 관리 저감 사업,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도로 재비산 

먼지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1) 자동차 관리 저감 사업

    ○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엔진개조 사업 

    ○ 전기자동차, 천연가스버스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

    ○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제 도입 등

   2) 배출사업장 관리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봄, 가을 정기점검 

    ○ 대기배출시설 관리 년 1회 정기점검 등 

   3) 도로 재비산 먼지 관리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도로변 살수 등

  라. 이산화질소(NO2) 저감대책

  이산화질소는 자동차의 통행량이나 등록대수가 많은 시에서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어, 배출가스저감 장치장착, 조기폐차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강화,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 등 이동오염원에 대한 관리대책, 청정연료보급 및 저녹스(NOx)버너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2. 배출원별 대기오염 저감 대책

  가. 자동차 대기오염 저감 대책

  자동차용 연료 소비의 급증과 이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증가로 인하여 대기질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대도시 지역의 경우 수송 부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비중이 

65%를 상회하여 그중에서도 자동차부문의 오염물질 배출량 중 2/3정도가 버스 및 미세

먼지이고 미세먼지는 폐암 등 인체의 호흡기 질환에 치명적인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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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천연가스(CNG) 버스 보급

    가) 현황 및 성과

  천연가스 시내버스는 7년간 정부와 자동차 제작사가 공동으로 기술 개발하여 엔진개

발을 완료하고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하게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천연가스버스는 기

존의 경유버스와 비교할 때 매연 배출량은 70%이상, 오존영향물질 70%이상을 각각 

저감시킬 수 있으며, 시민들이 체감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연이 거의 배출되지 않아 오

존 발생을 근원적으로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소음과 진동에 있어서

도 기존 경유버스 보다 크게 개선되어 승용차처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 시민들로

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수원시는 천연가스버스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1년부터 구입 대수 1대 기준으

로 대형 18,500천원, 중형 16,000천원, CNG하이브리드 4,000천원의 지원금을 지원하

여 2013.12.31일 현재 36,254,000천원(국비50%, 도비25%, 시비25%)의 예산을 투입

하여 90% 이상의 시내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 보급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압축천연가스(CNG)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8개 지역에 천연가스 충전소를 설치하였

다.

<표 3-2-11>  천연가스 보급 현황

                                           (기준 : 2013. 12. 31, 단위 : 천원 / 대)

구  분
천연가스

충전소

천연가스버스 보급현황 
비 고

계 2012년까지 2013년

보급대수 8개소 1,438대 1,264대 174대

보급예산 36,254,000 32,945,000 3,309,000

(자료 : 수원시 환경정책과 대기환경팀)

  ※ 천연가스충전소 2,450대 충전가능 용량 확보 

    나) 발전방안 및 향후계획

  수원시는 천연가스버스 보급률을 90%이상 추진하였으며 향후 에너지 위기 및 온실가

스 저감과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차세대 친환경버스인 CNG하이브리드(CNG+전

기)버스를 중점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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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수원시 천연가스 버스 충전소 

천연가스버스 충전소 ① 천연가스버스 충전소 ②

   2)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환경부는 2011년 2월 전기차 실증사업의 결과와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 지원기준 등을 설정하여 보급기반을 마련하였다. 우선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시 동급 내연기관 차량과의 가격차 일정 부

분을 보조하고, 충전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친환경성과 주행거리 등 전기자동차의 특

성을 살린 다양한 전기자동차 운행모델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수원시에서도 에너지 위기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 보

급을 위하여 2011년과 2012년 관용차량 7대를 구입 시범 운행 중이며 2015년부터 민간

보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표 3-2-12>  연도별 전기자동차 보급현황
 

 연  도 보급대수  보급대상 비  고

2011 1 관용차량 현대 블루온

2012 6 관용차량 기아 레이

(자료 ： 수원시 환경정책과 대기환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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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3>  전기충전기 설치 현황

순  번 충전방식 설치장소 설치연도 관리주체

1 급속충전기 홈플러스동수원점 2013 환경부

2 급속충전기 이마트 서수원점 2013 환경부

3 완속충전기 수원시청 2011 수원시

4 완속충전기 수원시청 2012 수원시

5 완속충전기 행궁동주민센터 2012 수원시

6 완속충전기 행궁동주민센터 2012 수원시

7 완속충전기 이클레이사무소 2012 수원시

8 완속충전기 이클레이사무소 2012 수원시

9 완속충전기 생태교통사무실 2012 수원시

(자료 ： 수원시 환경정책과 대기환경팀)

<표 3-2-14> 전기자동차 판매 차종

차  종 고속 전기차

제작사 기 아 르노삼성 한국GM 기 아 BMW 닛 산

차량명
RAY

(경형)
SM3

(중형)

SPARK

(소형)
SOUL

(준중형)

i3

(준중형)

LEAF

(준중형)

승차인원 4인승용 5인승용 4인승용 5인승용 4인승용 5인승용

최고속도 130km/h 135km/h 145km/h 150km/h 150km/h 145km/h

1회충전

주행거리

91km

(표준연비)

135km

(표준연비)

135km

(표준연비)
1) 인증전 2) 인증전 3) 인증전

배터리

리튬이온 폴리머

(16.4kWh)

실사용

14kWh

리튬이온 폴리머

(26.6kWh)

실사용

22kWh

리튬이온 폴리머

(21.4kWh)

실사용

19.1kWh

리튬이온 폴리머

(27kWh)

실사용

24.3kWh

리튬이온 폴리머

(21.3kWh)

실사용

18.8kWh

리튬이온 폴리머

(24kWh)

실사용

19.2kWh

배터리 

보증기간
6년 12만km 5년 10만km 8년 16만km 미정 8년 10만km 5년 10만km

   3)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생활의 편의, 경제가치의 기준이 되고 있는 자동차의 증가로 도시의 대기오염이 심화

되고 있고, 특히 경유자동차에서 발생되는 NOx, PM 등은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 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

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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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교통 분야의 대기오염 

발생원을 줄이기 위한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시도 지

난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경유 차량의 매연저감장치 장착, LPG엔진개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가) 매연저감장치 장착 및 엔진개조

     ○ 사업대상 : 수원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차령이 7년 이상 된 자동차가 특  

        정경유 자동차 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 자동차의 소유주가 매연저감장치 또는  

        LPG엔진 개조를 선택

     ○ 지원 금액     

(단위 : 만원)

구  분 1종(DPF) 2종(pDPF) 저공해(LPG)엔진개조

일  반 377 ~ 732 180 ~ 260 343 ~ 356

저소득층 402 ~ 771 200 ~ 280 361 ~ 366

     ○ 참여 혜택

       ∙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증기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LPG 개조차량은 영구면제)

       ∙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증기간 동안 종합검사 시 정밀검사(배출가스 검사) 면제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증기간 : 3년 또는 16만km) 

    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 지원 대상 

       ∙ 수원시에 등록된 차령 7년 이상이고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보유하고 배출가스 검사결과 운행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로서 정상가동이 가능한 자동차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지원 금액 : 보험 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80%(저소득층 90%)에 해   

                     당하는 금액을 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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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상한액(만원)

총중량 3.5톤 미만 150

총중량 3.5톤 이상중 배기량 6,000cc이하 400

총중량 3.5톤 이상중 배기량 6,000cc이하 700

    다) 운행경유차 저공해조치 실적

     ○ 경유자동차 등록현황 

<표 3-2-15>  경유자동차 등록현황

                                    (기준 : 2013. 12. 31)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97,422 40,070 15,401 41,255 696

     ○ 운행경유차 저공해조치 실적 

<표 3-2-16>  연도별 운행경유차 저공해 보급실적

                              (단위 : 대)

구  분 계 매연저감장치 LPG엔진개조 조기폐차 비  고

계 35,134 17,437 8,549 9,467

2004년 53 9 44 -

2005년 2,272 1,899 373 -

2006년 4,316 3,100 1,094 122

2007년 7,140 4,135 1,690 1,315

2008년 5,139 1,200 2,410 1,529

2009년 3,588 1,277 1,082 1,229

2010년 3,544 1,722 974 848

2011년 3,703 1,800 566 1,337

2012년 2,925 1,255 263 1,407

2013년 2,454 1,040 53 1,680

(자료 ： 수원시 환경정책과 대기환경팀)

    라) 추진성과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조기폐차 지원을 통한 수도권

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사업초기 66㎍/㎥였던 미세먼지 농

도가 2013년에는 51㎍/㎥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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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카셰어링(Car-sharing) 사업 추진

    가) 카셰어링의 의미

  카셰어링이란 한 대의 차를 여러 사람이 공유함으로써 경제적 부담도 줄이고 궁극적

으로 차량 보유대수를 줄여 교통체증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모바일의 발전과 더불어 무인시스템을 통해 가입부터 예약 사용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함과 최소 30분 단위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차가 필요할 때는 

회원을 가입한 회원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요즘 같이 경기가 어려운 공유경제

시대에 차를 큰돈을 들여 구입하기보다는 차가 필요할 때만 내차처럼 빌려 쓰는 카셰

어링이 가계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 되며 수원시는 이러한 카셰어링 한국

형 모델을 개발하고자 2012년 2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 시행하였다.

    나) 추진배경 및 동기

  우리나라 자동차 보유는 1가구 1차량의 시대를 넘어 1가구 2차량의 시대에 진입하

고 있으며 수원시의 경우 연평균 인구 증가율 대비 자동차 증가율은 2.5배 높은 수준

으로, 매년 약 14,500대의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보유량의 증가는 도

심혼잡, 주차문제,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이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요구되고 있으며, 최근 화석연료의 고갈 등 에너지 위기와 탄소배출량 

증가로 지구온난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수원시는 이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차량을 공동소유, 공동 사용하는 카셰어링 제도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하여 한국형 

카셰어링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자 2011년 11월 KT와 카셰어

링 모델 공동개발하기로 협의하고, 2012년 2월 카셰어링 사업을 출범하였다.

    다) 추진경과 

     ○ 2011. 4월 :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사업심의요청

     ○ 2011. 10. 14 : 카셰어링 시범사업 계획 수립  

     ○ 2011. 11 ~ 12 : 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시민 여론조사 실시

     ○ 2011. 11 ~ 12 : 사업추진 방안 논의를 위한 실무자 회의(5회)

     ○ 2011. 11. 24 : 협력대상업체(수원시-KT-KT렌탈) MOU 체결

     ○ 2011. 11 ~ 2012. 2 : 운영환경 구축

       ∙ KT : 운영프로세스 및 이용요금 설계

       ∙ KT렌탈 : 운영웹(web) 개발

       ∙ 수원시 : 전용 주차장(spot) 구축 및 주차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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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2. 21 : 사업출범 및 시승행사(전용차량 18대)

     ○ 2012. 6. 27 : 제1차 운영평가 보고회

     ○ 2012. 7 ~ 12 : 주차장 확대 구축(15개소 15개면)

     ○ 2013. 3. 13 : 제2차 운영평가 보고회

     ○ 2013. 4. 19 : 편도방식 시범운영 도입(3개소)

     ○ 2013. 6. 1 ~ 6. 20 : 수원시 카셰어링 명칭 공모전

     ○ 2013. 9월 : 이용자 만족도 조사

     ○ 2013. 11. 3 : 3차 운영평가회의 개최

    라) 운영현황

  대중교통 연계를 고려하여 수원역환승주차장 등 4개소와 수원시청 각 구청, 주민자

치센터 등 13개소, KT지사 3개소, 수원화성관광안내소, 대학교, 공동주택 등 총30개소 

30대의 차량을 운행 중이다. 운영방법은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무인시스템으로 24시간 

운영하고, 운영방식은 최초 빌린 곳에 다시 반납하는 왕복운영방식이다. 또한 왕복 운

행방식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3년 4월 19일 영통구청 등 3개소를 자유운행

구간 시범운행중이다.  

  이용방법은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회원카드를 발급받아 홈페이지, 전화 또는 스마트

폰 예약 후 예약 장소에 가서 앞 유리창 센서에 회원카드나 스마트폰(웹)을 접촉하여 

문을 열고 사용하며 반납하면 회원가입 시 등록한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자동 결제된

다. 

<그림 3-2-2>  카셰어링 사업 추진 관련 사진



2014   125

<표 3-2-17>  카셰어링 주차장 현황  
                                                                           (기준 : 2013. 12. 31)  

순 번 주차장명 위 치  면 적

1 장안구청 장안구 송원로101(조원동)

2 백설공영주차장 장안구 정자천로 133번길  26(정자동)

3 율전공영주차장 장안구 서부로 2106번길 27

4 경기대학교정문 장안구 하광교동399-1

5 동남보건대학교 장안구 천천로74번길50(정자동)

6 상공회의소 장안구 수성로311(정자동)

7 KT북수원지사 장안구 정자로90-1(정자동)

8 곡선동주민센터 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174(곡반정동)

9 권선2동주민센터 권선구 권중로85(권선동)

10 세류역환승주차장 권선구 정조로379(세류동)

11 경기도건설본부 권선구 칠보로1번길20(금곡동)

12 고등동(구)터미널 팔달구 고등동

13 수원선경도서관 팔달구 신풍로 23번길 68(신풍동)

14 수원시청 팔달구 효원로241(인계동)

15 수원시청역 1번출구 팔달구 권선로 741번길 26(인계동)

16 수원역 팔달구 매산로 1가 18

17 수원월드컵경기장 팔달구 월드컵로310(우만동)

18 화서환승 주차장 팔달구 덕영대로 691-13(화서동)

19 중동사거리 팔달구 정조로 743(중동)

2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영통구 광교로105(이의동)

21 망포역 영통구 영통동 980-1

22 신나무실5단지주공 영통구 영통로 290번길25(영통동)

23 영통1동주민센터 영통구 봉영로1759번길(영통동) 

24 영통구청 영통구 효원로407(매탄동)

25 영통도서관 영통구 청명로 151(영통동)

26 영통역 영통구 청명남로28번길 20(영통동)

27 원천공원 영통구 동탄원천로 1109번길 61(매탄동)

28 태장동주민센터 영통구 태장로4번길10(망포동)

29 KT동수원지사 영통구 중부대로324(매탄동)

30 KT영통지사 영통구 청명남로3(영통동)

(자료 ： 수원시 환경정책과 대기환경팀)

   5) 공회전 제한구역 지정

  자동차 운전자는 일정시간 예열이 필요하다는 잘못된 인식과 습관으로 과도한 공회

전으로 대기오염과 불필요한 연료낭비를 가져와 사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인근 주

민에게 자동차 배출가스와 과다배출과 소음피해를 발생시켜 왔다. 

  경기도에서는 2003. 12. 29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

여 2004. 7.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조례에서는 경기도 전 지역에서 5분 이상 자

동차의 공회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6   3부 환경보전시책

  특히 자동차 공회전이 심한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극장을 공회전 제한 지역

으로 지정하도록 하였고, 공회전 제한지역에서는 누구나 쉽게 공회전 제한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공회전 제한지역 표지판을 설치하였다.

  우리시도 관내 130개소에 대하여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표 3-2-18>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현황

   ( : 개소)

대상지역 차 고 지 주 차 장 터 미 널

130 33 95 2

(자료 ： 수원시 환경정책과 대기환경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는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는 차량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

법에 근거하여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경찰용 자동차 등 긴급차량과 냉동냉장차 

등은 공회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림 3-2-3> 공회전 제한지역 표지판

<표 3-2-19> 2013년 자동차 공회전 단속 및 홍보 실적

구  분 단속일수(일) 계도대수(대) 리후렛(부) 홈페이지

계 37 322 7,900 20

(자료 ： 수원시 환경정책과 대기환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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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업장 대기오염 저감대책

   1) 대기배출업소 관리

  2013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시 관내 대기배출업소 수는 총 318개소이며, 1 ~ 2종은 

경기도에서 직접관리하며 우리시는 3 ~ 5종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

<표 3-2-20> 수원시 대기배출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계 318 4 4 2 90 218

  ※ 종별 구분

  1종 사업장 ： 연간 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 사업장 ： 연간 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 사업장 ： 연간 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 사업장 ： 연간 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 사업장 ： 연간 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2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

정(환경부 훈령 제583호)에 의거 각 사업장을 우수등급, 일반등급, 중점관리등급사업장

으로 구분하여 연간 1 ~ 4회까지 차등하여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환경오염 사고

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도·

점검을 통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을 유도하는 한편 노후 된 방지시설 

교체 및 신규시설 설치 등 방지시설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대기오염을 저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관내 대기배출업소 중 우리 시의 지도·점검 대상 업소 수는 2013년 12월 현재 154

개 업소로 대기배출업소 6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 조치하였다.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내역은 고발 및 사용중지 명령 2개소, 고발 및 과태료 4개소 등이다.

<표 3-2-21> 2013년도 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적

(단위 : 개소) 

구  분
대기배출업소 소음·진동

배출업소합  계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합 계 154 - - 2 45 107 15

우수등급 84 - - 1 22 61 13

일반등급 62 - - 1 20 41 2

중점관리등급 8 - - - 3 5 -

(자료 ： 수원시 환경정책과 대기환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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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2> 2013년도 지도·점검 결과

(단위 : 개소) 

점 검
업소수
(개소)

위 반
업소수
(개소)

위반내역 (건수) 조치내용 (건수)

계 기 준
초 과

무허가
미신고 기 타 계 개 선

명 령
조 업
정 지

폐 쇄
명 령

사 용
중 지

경고 및
과태료

154 6 6 - 2 4 6 - - - 2 4

(자료 ： 수원시 환경정책과 대기환경팀)

   2) 저녹스(NOx)버너 보급

  일정 수준 이상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을 갖는 저녹스(NOx)버너 설치 지원 사업장에

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

리제’를 도입하였지만 영세 사업장은 고가의 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어렵고 투자에 

비해 큰 효과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중소사업장 등에 사용하는 일반 보일러를 저녹

스(NOx)버너로 교체 시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가) 지원대상 : 중소기업, 법인, 업무용 또는 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

    나) 지원금액                          

용 량 별 국 비 지방비 용 량 별 국 비 지방비

0.3톤이상 0.5톤미만 300 120 5톤이상 6톤미만 1,000 400

0.5톤이상 0.7톤미만 400 160 6톤이상 7톤미만 1,100 440

0.7톤이상 1톤미만 500 200 7톤이상 8톤미만 1,200 480

1톤이상 2톤미만 600 240 8톤이상 9톤미만 1,300 520

2톤이상 3톤미만 700 280 9톤이상 10톤미만 1,400 560

3톤이상 4톤미만 800 320 10톤 이상 1,500 600

4톤이상 5톤미만 900 360   ※ 1톤 = 619,000㎉로 산정

(금액 : 만원)

<표 3-2-23> 연도별 저녹스(NOx) 버너 설치 및 지원현황

구  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설치대수 68 11 16 14 9 7 11

집행액(천원) 420,330 17300 127,400 95,200 63,000 57,400 75,600

(자료 ： 수원시 환경정책과 대기환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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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

  휘발성유기화합물은 화학공업, 도장․페인트 공업 등에서 취급되고 있는 유기화합물 

중 휘발성이 강한 용제류, 연료유 등은 작업자의 건강장애를 일으킬 뿐 아니라 인근 주

민에 악취오염을 유발시키며, 광화학 스모그, 도심에서의 오존농도 증가 또는 대규모 

산림의 황폐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엄격한 총량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 광화학 옥시던트에 의한 산림의 고사

    ○ 발암성 등 인체에 유해한 대기 오염물질에 의한 건강장애

    ○ 광화학 옥시던트의 주성분인 오존에 의한 지구온난화

    ○ 국지적인 악취오염

  환경부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규제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20일 대기환경보전

법을 개정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의규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우리 시의 경우 

유기화합물이 발생하는 주유소가 대부분으로써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주유소에

서 발생하는 유증기를 회수할 수 있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였으며 주유소 유증

기 회수설비(STAGE-2)를 1 ~ 3년 조기 설치하는 주유소에 대하여 30 ~ 50%를 국고보

조사업으로 적극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가 농도규제가 아니고 

시설규제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저감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현재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은 사전오염 예방차원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이 적

은 원료 및 대체품의 사용과 공정개선을 1차 목표로 하고 2차적으로 회수 및 처리기술 

등 배출방지의 사후관리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표 3-2-24>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주 유 소 세 탁 소 기타제조업

업 소 수 143 137 6 -

(자료 ： 수원시 환경정책과 대기환경팀)

<표 3-2-25>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
(단위 ： 개소)

대상업소수 점검업소수 위반업소
점 검 현 황

계 주 유 소 세 탁 소 기타제조업

143 143 22 143 137 6 -

(자료 ： 수원시 환경정책과 대기환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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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제3절

1.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적정관리를 통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실내오염으로부터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

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2003년 5월 29일 전면개정)이 2004년 5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가. 실내공기오염의 원인 및 중요성

  최근 건축자재의 화학물질 사용증가와 건물 기밀화에 따른 환기부족으로 실내오염은 

높아지고 있으나 현대인들은 하루 중 80 ~ 90% 이상을 집안, 사무실, 학교 등 실내공간

에서 보내고 있어 오염된 실내공기에 장시간 노출되고 있다. 이에 시설이용자들에게 빌

딩증후군이나 새집증후군과 같은 환경성 질환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내오염물질는 크게 「입자상 오염물질」,「가스상 오염물질」과 「병원성세균」으

로 분류되며, 그 유형은 재실자로부터 방출되는 이산화탄소(CO2)⋅담배연기에 의한 오

염⋅연소기구나 조리기구⋅난방장치 등에서 발생하는 연소가스, 인체활동에 의한 미세

먼지⋅화장품․분무식살충제⋅세제, 카펫이나 커튼에 존재하는 진드기⋅곰팡이 등 미생

물성 물질, 건축자재나 가구에서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포름알데히드

(HCHO), 단열재에서 발생하는 석면 및 지하수와 토양에 의한 라돈, 프린터, 복사기, 공

기청정기 등에서 발생하는 오존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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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실내공기오염의 주요 원인

건축자재, 가구, 옷, 화장품 프린터, 복사기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오  존

단
열
재

석면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오염된
외부대기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담배연기

      

건물
밀폐화
(환기
부족)

인간활동 악취
음식물
쓰레기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미생물성
물질

라돈
난로, 가스렌지

가습기, 애완동물,
카페트

토양, 지하수

  ※  : 발생원         : 오염물질                  

(출처 : 환경부 실내공기질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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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6> 실내공기 오염물질별 발생원 및 인체영향

오 염 물 질 주 요 발 생 원 인 체 영 향

먼  지
(PM10)

대기 중 먼지가 실내로 유입,
실내 바닥의 먼지, 생활 활동 등

규폐증, 진폐증, 탄폐증, 석면폐증 등

석   면
단열재, 절연재, 석면타일, 
석면브레이크, 방열재 등

, 호흡기질환, 석면증,
폐암, 중피증, 편평상피 등

연소가스
(CO, NO2, SO2 등)

각종 난로, 연료연소, 가스
렌지 등

만성 폐질환, 기도저항 증가,
중추신경 영향 등

라    돈
흙, 바위, 지하수, 화강암,
석고보드 등

폐암 등

포름알데히드
(HCHO)

각종 합판, 보드, 가구, 단열재,
담배연기, 화장품, 옷감 등

눈, 코, 목 자극증상, 기침, 설사,
어지러움, 구토, 피부질환, 비염,
정서불안증, 기억력 상실 등

미생물성물질
가습기, 냉방장치, 냉장고,
애완동물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질환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VOC)
페인트, 접착제, 스프레이,
연소과정, 드라이크리닝 의복,
방향제, 건축자재, 왁스 등

피로감, 정신착란, 두통, 구토,
현기증, 중추신경 억제작용 등

오    존 복사기기, 생활용품, 연소기기 기침, 두통, 천식, 알레르기성 질환

<그림 3-2-5> 실내공기 오염물질별 발생원 및 인체영향

생활습관의 변화 생활수준의 향상

실내활동거주시간

증가(90%이상)

실내공기질 국민

관심증가

건물의 밀폐화 건강영향

에너지효율증가위한

건물의 밀폐화

오염된 공기 재순환

통한 각종 질환유발

새로운 오염물질 발생

새로운 건축자재의 개발과 사용으로 인한

유해오염물질 발생(VOCs, HCHO)

실내공기질의
중요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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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및 현황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하며, 현재 법의 적용을 받

는 다중이용시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로 아래와 같다.

<표 3-2-27>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

다 중 이 용 시 설 규  모

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지상 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 포함)

여객 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실내 주차장(기계식 주차장 제외), 전시시설(옥내시설)

연면적 2천㎡ 이상

공항 시설 중 여객 터미널 연면적 1천 5백㎡ 이상

항만 시설 중 대합실 연면적 5천㎡ 이상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연면적 3천㎡ 이상

의료기관
연면적 2천㎡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

대규모 점포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시장 등을 말함)

유통 산업 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국공립 노인 전문 요양시설, 유료 노인전문 요양시설,

노인 전문병원,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함),

찜질방 영업시설, 학원

연면적 1천㎡ 이상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연면적 4백3십㎡ 이상

산후조리원 영업시설 연면적 5백㎡ 이상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연면적 3백㎡ 이상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100세대 이상

대중교통차량
도시철도, 철도차량, 

고속형 시외버스. 직행형 시외버스

<표 3-2-28> 수원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및 지도·점검

(기준 : 2013. 12. 31, 단위 : 개소)

구 분 계

지

하

역

사

지

하

도

상

가

터

미

널

대

합

실

공

항

여

객

터

미

널

항

만

시

설

대

합

실

도

서

관

박

물

관

미

술

관

의

료

기

관

실

내

주

차

장

철

도

역

사

대

합

실

대

규

모

점

포

보

육

시

설

노

인

요

양

시

설

장

례

식

장

목

욕

장

산

후

조

리

원

실

내

영

화

상

영

관

학

원

실

내

전

시

시

설

인

터

넷

게

임

시

설

관리

대상
341 7 1 1 - - 6 2 - 41 91 1 28 81 5 4 32 12 6 16 - 7

지도

점검
341 7 1 1 - - 6 2 - 41 91 1 28 81 5 4 32 12 6 16 - 7

(자료 ： 수원시 환경정책과 대기환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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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는 미세먼지 

등 10항목을 기준 이내로 관리해야하고 유지기준(5항목)은 연 1회, 권고기준(5항목)은 2

년 1회 정기적으로 자가 측정해야 하며,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소유자 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및 3년마다 1회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공기정화설비 및 일정 구조․설치기준에 따른 환기

설비를 설치해야하며, 시설 설치시나 개․보수 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표 3-2-29>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경기도조례)

                   오 염 물 질 항 목
  다 중 이 용 시 설

PM10
(㎍/㎥)

CO2

(ppm)
HCHO
(㎍/㎥)

총부유세균
(CFU/㎥)

CO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대합실, 

장례식장, 도서관, 찜질방, 대규모점포

14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9

이하의료기관, 보육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국공립노인전문요양시설․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

100
이하

900
이하

100
이하

800
이하

실내주차장
18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20

이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

(CO2), 포름알데히드(HCHO),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CO) 등 5개 물질에 대하여 유

지기준을 설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 하도록 하고 있다.

<표 3-2-30>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오 염 물 질 항 목
  다 중 이 용 시 설

NO2

(ppm)
Rn

(pCi/ℓ)
VOC

(㎍/㎥)
석 면

(개/cc)
오 존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대합실, 장례식장,

도서관, 찜질방, 대규모점포 0.05
이하

4.0
이하

500
이하

0.01
이하

0.06
이하의료기관, 보육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국공립노인전문요양시설․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
400
이하

실내주차장 0.30
이하

0.08
이하

1,0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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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외부에 오염원이 있거나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이산화질소(NO2), 라돈(Rn),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TVOC), 석면, 오존(O3) 등 5개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권고기준을 설

정하여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라.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주민입주 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결

과를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주민입주 3일전부터 출입문 게시판 등 주민들의 확인

이 용이한 장소에 6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이는, “새집증후군”이 특히 문제되는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의무를 부여하여 입주자에게 실내공기질의 

오염현황을 알리고 오염물질 방출이 적은 건축자재를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측정물질은 “새집증후군” 증상의 주원인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벤젠, 톨

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등 총 6종이며,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 3-2-31>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항  목
포름알데히드

(㎍/㎥)
벤  젠
(㎍/㎥)

톨루엔
(㎍/㎥)

에틸벤제
(㎍/㎥)

자일렌
(㎍/㎥)

스티렌
(㎍/㎥)

기 준 210 30 1,000 360 700 300

  오염물질은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로 하되,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방출농

도 이상인 경우로 한다.

<표 3-2-32>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단위 : ㎎/㎡․h)

                구  분
오 염 물 질 접 착 제 일 반 자 재

포름알데히드 4 이상 1.25 이상

휘발성유기화합물 10 이상 4 이상   

※ 비고

1. 일반자재란 벽지, 도장재, 바닥재, 목재 및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를 말한다.

2.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을 말하며,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자세한 정의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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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면피해 관리

  가. 석면 안전관리 추진 배경

  석면은 자연계에서 산출되는 섬유상 규산염 광물을 총칭하며, 구성성분에 따라 백석

면, 갈석면, 청석면, 트레모라이트, 악티노라이트, 안소필라이트 등으로 나뉜다. 국내에

서는 1970년 이후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건축자재(82%), 브레이크라이닝 

등 자동차부품(11%), 섬유제품(5%), 기타(2%) 등에 주로 사용되었다.

  석면의 일반적인 크기는 1 ∼ 5㎛로 머리카락 크기의 1/5,000정도로, 주로 호흡에 의

하여 인체에 흡입될 경우 10 ∼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이나 폐암 등을 유발

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1억2천5백만명

이 석면에 노출되어 있으며, 연간 9만명이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1987년부터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 ∼ 1990년대 석면을 집중적으로 사용한 만큼 향후 석면에 의한 직

업성⋅환경성 건강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며, 2009년부터 국내 석면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산업보건 뿐만 아니라 환경보건차원에서 석면관리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2010.3)되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게 2011년부

터 석면피해 구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석면의 전생애적 관리를 위한  ｢석면안전관

리법｣이 제정(2011.4)되어 2012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표 3-2-33> 석면의 종류

(출처 :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 유해성 정도의 크기는 청석면(crocidolite), 갈석면(amosite), 백석면(chrysotile)의 순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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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석면의 노출

(출처 :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표 3-2-34> 석면관련 질환의 특성

명  칭 최초보고 잠복기간 정  의 특  성

석면폐 1907 10 ~ 20년

폐의 섬유화를

 초래하는

 진폐증의 일종

• 호흡곤란이 석면노출이 끝난 다음 여러 해 동안 진행
• 초기는 마른기침, 말기 화농성, 점액성 가  
 래, 피로감, 체중감소

• 폐하엽이나 흉막인접 부위에서 진행
• 병이 진행되면 횡경막이 두꺼워 지고, 석면침  
 착으로 폐 아래쪽에 진한 음영이 나타남

• 손가락 끝이 뭉툭해지는 지단거대증 발생
  (환자 의 50% 이상)
• 누적노출량 25~100개/cc/year
• 석면노출량과 상관관계
• 5 ~ 45% 폐암으로 발전

악  성

중피종
1960 20 ~ 40년

흉막 및 복막에

 생기는 악성

 종양

• 복부통증, 복부팽만, 가슴통증, 호흡곤란, 피로감
• 급속진행 발병 후 1년 이내 사망
• 백석면 1개/cc/year에서 10만명 노출군에서 5명 발생
• 석면노출의 지표 질환
• 석면 노출량과 관계가 희박하며 소량, 단기  
 노출에도 질병 을 일으킬 수 있음

폐  암 1930 10 ~ 30년

폐에 암세포의

 발생으로 인한

 조직의 이상

• 호흡곤란, 피로감, 체중감소
• 누적노출량 25개/cc/year 
• 석면노출량과 상관관계
• 1개/cc/10년 노출 폐암 발생
• 석면폐가 동반하면 석면에 의한 폐암 가능성 높음
• 폐암의 조직형태 : 편편상피암, 선암, 대세  
 포암, 소세포

•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50배 이상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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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석면 안전관리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2012년 4월)됨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공공건

물, 학교, 다중이용시설 및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 시설 중 건축물석

면조사 대상 건축물은 2 ~ 3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

다. 

  특히, 석면건축자재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석면이 무게기준으로 1퍼센트 초

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석면건축물은 석면지도를 작성(위해

성 평가 포함)하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건축물 사용자가 석면 비산 등으

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지 않도록 건축물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건축물 석면 조사

  석면조사란 해당 건축물에 쓰인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석면건축자재

의 위치 및 물량,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등에 대해 조사하고,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석면조사 결과서 및 석면지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철

거·해체 및 유지관리 등의 작업 시 활용하여 석면의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표 3-2-35>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구  분 내  용

석면조사

의무대상

•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사 및 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로 연변적 500㎡이상인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영유아보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연변적 430㎡이상인 시설 

•『건축법』제2조 제2항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

  설로 연면적 500㎡이상인 시설

석면조사

제외대상

• 2009.1.1이후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

•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않음을 인정(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또는 지자체

  장)받은 건축물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의 2에 까라 석면조사를 받은 건축물 

<표 3-2-36> 수원시 건축물 석면 조사대상 현황

  (기준 : 2013. 12. 31, 단위 : 개소)

계 공공건축물 대 학 교 다중이용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620 241 75 130 20 40 114

(자료 ： 수원시 환경정책과 대기환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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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석면건축물 관리

  석면건축물의 기준은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건축물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석면이 1%를 초과, 분무재·내화 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이다.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관리기준

에 따라 건축물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

다.

<표 3-2-37>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방법

위해성등급 판단기준* 조  치  방  법

높  음 20이상

<석유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

1.해당 건축자재를 제거, 다만, 제거하지 않고도 인체영향을 완벽히 차  

단할 수 있다면 해당 구역 폐쇄 또는 해당 건축자재 밀봉 

2.보온재의 경우, 보온재를 완벽하게 보수할 우 있다면 보수

3.제거가 아닌 폐쇄, 밀봉 또는 보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재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4.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 시 석면의 비산방지 및 격리 조치

중  간 12 ~ 19

<석유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높은 상태>

1.손상에 대한 보수 

2.손상위험에 대한 원인제거 

3.필요 시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금지하거나 폐쇄

4.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 시 석면의 비신방지 조치수립

5.보수하여도 잠재적인 석면노출 위험이 우려될 경우 제거 조치

낮  음 11이하

<석유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높은 상태>

1.비산성과 손상이 동시에 있는 경우 손상에 대한 보수 

2.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3.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가 손상되었을 경우 즉시 보수

4.전기공사, 배관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가 훼손되어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작업수행 

  판단기준* : 위해성 평가 점수(평가항목 : 비산성, 손상상태, 인체 노출가능성 평가 등)

   3) 석면해체·제거사업장 관리

  석면해체·제거사업자는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0.01개/CC)을 준수하여야 하며, 

석면자재의 면적의 합이 500㎡이상의 건축물은 석면해체·제거 시작일  부터 완료일까

지 석면 비산정도 측정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고, 석면자재의 면적의 합이 800㎡이상

인 사업장은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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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석면폐기물

  

  다. 슬레이트 처리 사업

   1)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석면슬레이트는 대표적인 석면이 10 ~ 15%이 함유된 고함량 건축자재로 1960년대 이

후 새마을 운동의 영향으로 관련 산업이 크게 확장되었다. 수원시의 경우 2013년 슬레

이트 건축물 전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1,837동이 아직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적으로 구도심지인 연무동, 지동, 세류동, 평동 등이 많이 분포되어있으며, 용도별

로 주택 및 창고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38> 수원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기준 : 2013. 8월, 단위 : 개소)

구  분 계 주  택 공  장 창  고 축  사 시  설 기  타

계 1,837 671 37 709 19 16 385

장안구 298 92 2 147 1 8 48

권선구 848 325 31 328 17 1 146

팔달구 679 252 4 229 1 7 186

영통구 12 2 - 5 - - 5

(자료 ： 수원시 환경정책과 대기환경팀)

  
   2) 추진경과 

  수원시는 수원역부근의 (구)금강슬레이트 공장을 2010년 철거를 완료하고 역세권개발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 수원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

는 등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처리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2012년 지원 사업을 시작

하여 2014년 까지 국고보조금 등 1억 4천만을 투입하여 92가구에 대하여 슬레이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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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 철거를 추진하였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처리 희망가구 접수는 시 환경정책과에서 

추진 중 이다.

슬레이트 철거 전 슬레이트 철거 중 슬레이트 철거 후

  

   3) 향후 과제 및 계획   

  수원시는 슬레이트 건축물 대부분이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로 관리가 시급한 편

이며 92%이상이 무허가 건축물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가 필요한 실

정이며 민선6기 약속사업인 석면 free 수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 처리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조기에 사업을 완성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라. 석면피해구제 사업 

   1) 관련법령 시행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을 제정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급여 지급 조치를 강

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며 석

면질환(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을 대상으로 판정

위원회의판정을 통해 구제급여(요양생활수당, 의료급여, 장의비 등)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건강피해 의심자에 대하여는 석면건강관리 수첩을 교부하여 정기건강검진 등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구제대상, 구제급여, 신청절차

  구제대상자는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의 유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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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선원법·어선 및 어선 재해

보상보험법·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외된

다. 구제급여 지급액은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판정된 경우(2014년도 2인 가구 기준) 

요양생활수당 매월 약 120만원(5년간), 장의비 약 230만원, 의료비 약 200 ∼ 400만원

(연간) 등이 지원된다.

<그림 3-2-7> 석면피해구제 신청절차

   3) 구제현황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이후 2013. 12. 31까지 20명이 접수하여 14명이 석면

피해인정 판정을 받은바 있으며 총 3억여원의 구제급여가 지급된 바 있다.

3. 악취 관리

  가. 악취의 개념

  악취방지법에서는 악취를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기타 자극성이 있는 기체상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라고 정의하고 있다. 심리

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감각오염 물질로 냄새를 유발하는 주요 악취오염물질만도 

1,000여종에 이르고 있으며 주요 형태로는 부패성 냄새, 암모니아 냄새, 땀 냄새, 강한 

자극을 주는 냄새 등으로 구분된다.

  악취는 사람의 정신·신경계통을 자극시켜 정서생활과 건강피해를 일으키며 악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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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게 발생시키는 공장으로는 사료공장, 철광, 합성수지제조, 고무, 제지, 피혁가공, 석

유 및 화학공장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 도축, 도계시설, 쓰레기 매립장, 폐수처리

장 등에서도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악취는 많은 종류에서 배출요인을 지니고 있으며,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2005년 2월 10일부터 악취방지법으로 악취 규제기준을 강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나. 악취 관리 현황

  악취는 대기오염문제 중에서도 가장 까다롭고 해결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으

며, 그 종류도 대단히 많다. 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작용과 후각의 개인적인 차이 등으

로 인하여 감각량과 피해도를 표시하기가 힘들며, 냄새에 대한 설명이나 표현방법도 사

람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악취물질로 인한 불쾌감은 일정한 기준이나 측정방법으로 정량적인 표시가 곤란하며, 

지리적 기상조건 및 시간에 따라 변동이 심한 것을 고려되어야 한다.

  악취물질은 극히 낮은 농도에서도 불쾌감을 나타내는 것도 있으며, 그 농도와 강도는 

반드시 비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양의 악취물질이라도 그 피해의 정도가 다르며, 경우에 따라서는 악취와 향기의 

구별이 매우 애매할 때도 있다. 또한 악취발생물질은 업종에 따라서 다른 냄새를 배출

하며 이들에게는 각각의 특징이 있다.

  악취는 발생공정과 장소에 따라 발생원이 매우 다양하나, 악취방지법의 규정에 따라 

그 종류를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로 분류한다.

  복합악취라 함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면서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하며, 측정방법은 공기희석관능법을 적용한다. 지정

악취물질은 단일물질로 존재하면서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혐오감을 주는 물질로서 

총 22종류로 지정되어 있으며 측정방법은 기기분석법을 적용한다.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악취배출시설의 종류는 총 45종으로 축산시설, 사료제조시설 

및 폐수처리 시설 등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정하고 있다.

  매년 악취발생원에 대하여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민원유발사업장 등 

문제사업장은 악취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하여 2회 이상 지도·점검하는 등 특별 관리하

고 있으며, 수원시의 2007년도 악취중점 관리업소는 총 240개소가 선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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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9> 지정악취물질(악취방지법 제2조)

종  류 적 용 시 기

1. 암모니아

2. 메틸머캅탄

3. 황화수소

4. 다이메틸설파이드

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6. 트라이메틸아민

7. 아세트알데하이드

8. 스타이렌

9. 프로피온알데하이드

10. 뷰티르알데하이드

11. n-발레르알데하이드

12. i-발레르알데하이드

2005년 2월 10일부터

13. 톨루엔

14. 자일렌

15. 메틸에틸케톤

16. 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

17. 뷰티르아세테이트

2008년 1월 1일부터

18. 프로피온산

19. n-뷰티르산

20. n-발레르산

21. i-발레르산

22. i-뷰티르알코올

2010년 1월 1일부터

   1) 악취의 영향

  악취에 의한 생리학적인 영향은 호흡기, 순환기, 소화기, 후각기계통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주로 감각적, 주관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가 곤

란하다. 

<표 3-2-40> 악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구  분 미 치 는 영 향

호 흡 기 계 통
불쾌한 냄새를 맡으면 반사적으로 호흡이 멈춰지고 호흡리듬의 변화가 일어나 호흡

수 및 호흡의 깊이가 감소된다. 

순 환 기 계 통 자극적인 냄새(악취)는 혈압의 상승 등에 의한 정신적 불안을 가져오기도 한다.

소 화 기 계 통
위장활동을 억제하고 소화액의 분비를 저해하여 식욕 감퇴, 수분섭취의 저하를 일으

키고 심한 경우 구토를 일으키기도 한다.

수 면 장 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불쾌한 냄새에 노출되면 사람은 안정감을 잃게 되고 불쾌한 냄

새로 인하여 깊은 잠에서 깨어나면 다시 잠들기 어렵게 되며, 약한 악취에도 수면방

해가 있을 수 있다.

두통, 구토감

불쾌한 냄새에 의해 두통이나 구토를 호소하는 예가 있으며, 방향성(芳香性) 물질에 

있어도 장기간 또는 고농도로 노출되면 대단히 강한 불쾌감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된

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적 영향은 대단히 주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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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우리나라의 악취규제

  우리나라는 그 간 아황산가스 등 일반 오염물질의 관리에 많은 치중을 하여 왔다. 특

히, 악취의 경우 국소적인 피해로 인하여 중앙정부차원의 대책 규제 방안이 아직 미흡

한 실정으로 최근 2 ~ 3년 사이 우리시 지역을 비롯한 경기도 시화, 전남 여천 등 일

부지역에서 악취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등 최근에 이르러 큰 사회적 문제로 대

두됨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도 악취관리를 위한 독자적인 규제법인“악취방지법”을 

2004년 2월 9일 제정하였으며,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행 악취관리는 악취방지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크게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악취와 생활악취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다. 

   1) 사업장 악취규제

  악취의 측정은 악취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공기희석관능법으로 실시하되, 부지경계선

에서 채취한 시료 중에 기기분석법에 규정된 22가지의 악취물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기기분석법을 병행하며,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기준을 초과할 때

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공기희석관능법은 배출구와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할 수 있으며, 배출구 높이가 5m이

상인 경우에는 배출구 및 기타 악취 배출원을 고려하여 부지경계선 또는 배출구에서 

측정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생활악취규제

  생활악취에 해당되는 고무⋅피혁⋅합성수지류⋅폐유류 및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 

그 밖에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은 일정한 법적요건을 갖춘 소각시설이 아닌 곳에서 

태워서는 아니 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하수관거･하천･호소･항만 등 공공수역의 

악취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다.

  악취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오수, 분뇨, 폐수, 축산폐수 등 공공처리시설은 특히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악취 발생이 가능한 공정을 밀폐하여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최근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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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1>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 복합악취

구  분

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공 업 지 역 기 타 지 역 공 업 지 역 기 타 지 역

배  출  구 1000배 이하 500배 이하 500배 ~ 1000배 300배 ~ 500배

부지경계선 20배 이하 15배 이하 15배 ~ 20배 10배 ~ 15배

    ○ 지정악취물질

구  분
배출허용기준(ppm)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ppm)

공 업 지 역 기 타 지 역 공 업 지 역

1 암 모 니 아 2 이하 1 이하 1 ~ 2

2 메 틸 머 캅 탄 0.004 이하 0.002 이하 0.002 ~ 0.004

3 황 화 수 소 0.06 이하 0.02 이하 0.02 ~ 0.06

4 다 이 메 틸 설 파 이 드 0.05 이하 0.01 이하 0.01 ~ 0.05

5 다 이 메 틸 다 이 설 파 이 드 0.03 이하 0.009 이하 0.009 ~ 0.03

6 트 라 이 메 틸 아 민 0.02 이하 0.005 이하 0.005 ~ 0.02

7 아 세 트 알 데 하 이 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8 스 타 이 렌 0.8 이하 0.4 이하 0.4 ~ 0.8

9 프 로 피 온 알 데 하 이 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10 뷰 티 르 알 데 하 이 드 0.1 이하 0.029 이하 0.029 ~ 0.1

11 n - 발 레 르 알 데 하 이 드 0.02 이하 0.009 이하 0.009 ~ 0.02

12 i - 발 레 르 알 데 하 이 드 0.006 이하 0.003 이하 0.003 ~ 0.006

13 톨루엔    30 이하    10 이하 10 ~ 30

14 자일렌    2 이하    1 이하 1 ~ 2

15 메틸에틸케톤    35 이하    13 이하 13 ~ 35

16 메틸아이소뷰틸케톤    3 이하    1 이하 1 ~ 3

17 뷰틸아세테이트    4 이하    1 이하 1 ~ 4

18 프로피온산    0.07 이하    0.03 이하 0.03 ~ 0.07

19 n-뷰틸산    0.002 이하    0.001 이하 0.001 ~ 0.002

20 n-발레르산    0.002 이하    0.0009 이하 0.0009 ~ 0.002

21 i-발레르산    0.004 이하    0.001 이하 0.001 ~ 0.004

22 i-뷰틸알코올    4.0 이하    0.9 이하 0.9 ~ 4.0

  라. 악취 발생현황

   1) 우리시의 기상여건

  우리나라는 편서풍의 영향보다 계절풍의 영향권 내에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대륙

으로부터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많이 불고 여름에는 해양으로부터 무덥고 습한 바람이 

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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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는 경기남서부의 내륙지방에 위치하고 있고, 지형은 대체로 동북에서 서남 방

면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주위에 높거나 험한 산이 별로 없고 남쪽에 평야가 이어

져 있다. 주변의 인천 또는 서울에 비해 여름이 무덥고 겨울은 비교적 한랭한 대륙성 

기후의 특성이 나타나며 바람은 계절에 관계없이 서북서풍이 탁월하며, 운량은 여름철

에 많고 겨울철에는 적게 나타난다.

   2) 악취 발생원

  우리 수원의 주요 악취 민원 지역은 정자동 택지개발지구 내 풀리에스테를 필름을 

생산하고 있는 SKC사업장의 인근지역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악취 민원이 급속히 발생

되어 2014년도에만 총 747건을 기록하는 등 악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수시로 악취를 측정하고 사업장 자체 내부적인 악취절감 노력으로 많은 부분이 개선되

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악취물질 배출사업장이 주택주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악취오염물질이 배출되어도 사

람이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최소 감지값과 법적 배출허용기준과의 간격 차가 너무 

크고 특히, 악취물질이 대기 중에서 다른 악취물질과 반응하여 또 다른 복합 악취가 발

생하는 등 악취물질의 근원적인 관리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악취관리방법은 각 기업체별로 악취 배출원을 조사하여 배출원에

서부터 악취가 원천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사료된다.

   3) 악취 민원 발생현황

  우리시의 악취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자동 SKC(주) 수원공장 소재한 정자동 

천천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3-2-42> 악취발생지역 및 주요발생물질

업 소 명 소 재 지 주요 악취발생물질 발 생 시 설

SKC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633번지

아세트알데하이드,

암모니아, 황화수소,

브틸알데하이드,

n-발레르알데하이드,

i-발레르알데하이드

RTO시설, 쿨링타워 등

(자료 ： 수원시 환경정책과 대기환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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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악취저감 대책

  우리시에서는 악취 등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환경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하

여 기업체에 악취저감을 위하여 정기보수 일정조정, 악취/VOC 방지시설 투자 확충 등 

악취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원 관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악취 민원 

발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5 ~ 10월까지는 악취발생 기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 

등 사전예방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민원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위해 악

취발생시 악취검사기관에 신속히 악취검사를 의뢰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악취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악취 등 시민이 체감하는 대기환경개선을 위

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4. 대기오염 경보제 시행

  가. 오존(O3)경보제

   1) 오존(O3)발생 원인

  오존(O3)은 무색, 무미의 기체로서 냄새를 유발하며 3개의 산소원자로 구성되어 있

다. 원래 오존은 자연적으로 생성되는데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오존의 농도는 대

략 10 ~ 20ppb(십억분율)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반응성이 높아 불안정하여 

생성 된지 오래되지 않아 즉시 분해된다. 또한 오존이 가지고 있는 강한 산화력은 하수

의 살균, 악취제거 등에 사용되고 오존층을 형성하여 지구대기의 보호막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지표면에 생성되는 오존은 인체에 해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된다. 

  오존은 대기 중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과 질소산화물(NOx)이 바람이 거의 없는 상

태에서 강한 태양광선으로 인해 광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생성된다. 오존생성의 4대 요소는 

NOx, VOCs, 자외선과 일정이상의 온도이며, 햇빛의 세기가 강하고 지속시간이 길 때, 전

구물질의 배출량이 많고 오염물질의 확산이 저해되는 기상조건(낮은 풍속)과 지형적인 형

태에서 주로 발생한다.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대부분 일산화질소(NO)의 형태로 배출되며,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의 존재하에서 대기중의 오존과 결합하거나 발생기산소(O)

와 결합하여 이산화질소(NO2)로 변환된다. 다시 이산화질소는 햇빛을 받아 일산화질소

와 산소원자(O)로 광분해되고 생성된 산소원자는 대기중의 산소(O2)와 결합하여 오존

을 생성한다. 생성된 오존은 일산화질소와 결합하여 이산화질소를 생성시키는 등의 과

정이 되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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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오존(O3) 피해현상

  오존 농도가 높아지면 눈과 목이 따가움을 느낄 수 있고, 기도가 수축되어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두통, 기침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농작물과 식물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쳐 수확량이 감소되기도 하며 잎이 말라 죽기도 한다.

<표 3-2-43> 오존 피해현상

구 분

인 체 영 향 식 물 영 향

발 령

사 항

오존농도

(ppm)

노 출

시 간
영  향 식 물 명

오존농도

(ppm)

노 출

시 간
영  향

피

해

현

상

주의보 0.12~0.3 1시간
호흡기 자극증상 
증가, 기침, 눈자극

무
(Radish)

0.05
20일

(8시간/일)
수확량 50% 

감소

경보 0.3~0.5 2시간
운동중 폐기능 
저하, 시력감소 

카네이션 0.07 60일
개화 60% 

감소

중대
경보

0.5이상 6시간
마른기침, 흉부불안
기관지자극, 폐혈증

담배 0.1 5.5시간
꽃가루 생산 
50% 감소

   3) 오존(O3)경보제

  오존경보제는 대기 중 오존(O3)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시민에게 

신속히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인체 및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오존농도를 

줄이는데 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로써 대기오

염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환경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 3-2-44> 오존경보제 발령 및 해제기준

구  분 발 령 기 준 해 제 기 준

주 의 보 오존농도 0.12ppm이상일때 오존농도 0.12ppm미만일때

경    보 오존농도 0.3ppm이상일때 오존농도 0.3ppm미만일때

중대경보 오존농도 0.5ppm이상일때 오존농도 0.5ppm미만일때

  ※ 경보발령 및 해제권자 : 경기도지사

     오존오염도 분석 및 경보발령․해제 요청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존경보는 오존오염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등 3단계로 구분하여 발령되

며, 오존농도 측정치가 발령기준을 초과할 경우 경기도지사는 기상조건 및 경보권역 구

분을 검토하여 초과한 측정도가 포함된 지역에 경보를 발령한다.

  오존경보 발령 메시지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와 팩스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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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시통보장치와 휴대폰 문자 메시지 서비스, 대기오염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전파된

다.

  오존주의보 발령은 2008년도에 7회로 가장 많았고, 2009년 2회로 감소하였다가 2013

년도엔 5회 발령되었다.

<표 3-2-45> 연도별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

년 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발령
횟수 4회 2회 4회 4회 7회 2회 4회 3회 3회 5회

(자료 ： 수원시 환경정책과 대기환경팀)

   4) 오존(O3)주의보 발령 체계

  경보의 발령 및 해제는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요청에 의해 경기도지사가 발령하며 그 

전파체계는 다음와 같다.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수원시) 측정결과

상시전송

경기도

대기오염정보센터

(보건환경연구원) 협   의

대기오염경보 상황실

(경기도기후대기과)

∙오염도 추이분석후 경보 발령 및 

해제 

       

 경보 발령∙해제사항 언론사, 교육청, SMS신청자,시군등 동시통보 

수원시 : 구 환경위생과 전파, 홈페이지, 버스정보안내판, 대기환경전광판 표출 

구 환경위생과 : 주민센터,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공동주택등 전파

   5) 오존(O3)경보제 발령 시 행동요령

  단계별 조치사항은 주의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은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경보가 

발령되면 자동차 사용자제와 사업장의 연료사용량을 감축해야 하며, 중대경보가 발령되

면 자동차 통행금지와 사업장의 조업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보나 중

대경보를 발령한 경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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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과격한 운동경기를 삼가고, ▲특히 호흡기 환자와 노약자, 

어린이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발령지역 내에서는 해제 시까지 자동차운행, 스프레

이사용, 드라이클리닝, 페인트칠, 신나 사용을 억제하고,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

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표 3-2-46> 오존경보제 발령 시 시민행동 요령

구  분 시  민 차량운전자(소유자) 사 업 장

주의보

(0.12ppm 

이상)

 ․노천소각금지 요청

 ․대중교통이용 권고

 ․주민 실외활동 및 과격운동 자제 요청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 심장질환자의 

 실외활동 자제 권고

 ․경보지역내 차량운행 자제 

 권고(Carpool제시행)

 ․대중교통이용 권고

 ․자동차 사용 자제요청

경 보

(0.3ppm 

이상)

 ․소각시설 사용제한 요청

 ․주민 실외활동 및 과격 운동제한 요청

 ․유치원, 학교 등 실외 학습제한 권고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 심장질환자의

 실외 활동제한 권고

 ․경보지역내 자동차 사용제한 명령

연료

사용량

감축권고

중대경보

(0.5ppm 

이상)

 ․소각시설 사용중지 요청

 ․주민 실외활동 및 과격 운동금지 요청

 ․유치원, 학교 등 실외 학습중지 및 휴교 권고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 심장질환자 실외 

 활동중지 권고

 ․경보지역내 자동차 통행금지
조업단축

 명령

  나. 미세먼지 예･경보제 추진

  미세먼지 경보제는 대기 중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났

을 때, 시민에게 신속히 경보를 발령함으로 인체 및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기오염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환경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경기도는 2007년부터 

시행하는 제도이다.

  미세먼지예보는 내일의 미세먼지농도를 예측하여 시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외출활동 

등에 참고토록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5단계(좋음, 보통, 약간 나쁨, 매우 나쁨)로 구분

하여 예보하고 있으며, 경기도 대기질 측정소 자료를 이용하여 발표하며 일반인들은 인

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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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7> 미세먼지(PM-10) 농도별 예보 등급

예보내용 좋음 보통 약간 나쁨 나쁨 매우 나쁨

미세먼지

(㎍/㎥.일)
0 ~ 30 31 ~ 80 81 ~ 120 121 ~ 200 201 ~ 300 301 ~ 

행동

요령

노약자 - -
장시간 실외

활동 가급적 자제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 요청
실외활동

제한
실내
생활

일반 - - - 장시간 무리한
활동 자제

실외활동
자제

실외활동 
자제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일 때에는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여 외출자제, 학교 

실외수업 자제, 휴교 등을 권고하고 차량운행 자제, 먼지발생사업장 공사중지, 도로 물청

소 등의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표 3-2-48> 미세먼지 주의보⋅경보발령 및 해제기준

구  분 발 령 기 준 해 제 기 준

주의보
미세먼지농도가

시간평균 200㎍/㎥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미세먼지농도가

시간평균 100㎍/㎥이하인 때

경  보
미세먼지농도가

시간평균 300㎍/㎥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미세먼지농도가

시간평균 200㎍/㎥이하인 때

  단, 해제기준의 설정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의 농도가 발령기준 이하이면서 지속적으

로 떨어지고 있어 재상승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제기준에 도달하지 않더라

도 해제할 수 있다.

<표 3-2-49> 연도별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횟수

년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발령
횟수 - 2회 1회 1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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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0> 미세먼지 경보제 단계별 조치사항

구  분 시 민 건 강 보 호 대 기 오 염 저 감

주의보

∎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 및 

   심혈관질환자 외출 자제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 기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불요불급한 경우 차량 운행 자제

∎ 미세먼지 배출하는 업소·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 도로물청소 시행, 차량운행 자제 

∎ 기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경 보

∎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 및 

   심혈관질환자 외출 금지 

∎ 일반시민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 유치원·초등학교 수업단축 또는 휴교

∎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 기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불요불급한 경우 차량운행 금지

∎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소·공사장의

   조업 중지

∎ 도로물청소 시행, 차량운행 금지 홍보

∎ 기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다. 대기오염 측정망 및 전광판운영

   1)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현황

  생활의 질 향상으로 대기오염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으나 대기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이 증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

구하기 위하여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표 3-2-51> 수도권 대기오염자동측정망 현황

구  분 측 정 항 목
측 정 소 수

서 울 인 천 경 기

도시대기
측정망

SO2, NOx, CO, O3,
PM10, 풍향, 풍속, 온도, 상대습도

25 15 71

도로변측정망
SO2, NOx, CO, O3,

PM10, 풍향, 풍속, 온도, 상대습도
1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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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2> 수원시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설치현황

구  분 측  정  소  위  치 최초설치 일자 교체일자 측 정 항 목

도시대기
측 정 망

(6개소)

팔달구 인계동 1111(수원시청) 1987. 12. 2007. 12

SO2, NOx, CO, 

O3,

 PM10, 

기상정보 등

장안구 신풍동 123-69(선경도서관) 1986. 12. 2006. 8

팔달구 우만동 506(우만1동주민센터) 1994. 12. 2002. 7

영통구 영통동 977-3(영통2동주민센터) 2001. 12. 2013. 9

장안구 천천동 300(성균관대학교) 2003.  2. -

권선구 고색동 886-70(차량등록사업소) 2006.  8 2006. 8

도로변측정망

(1개소)
팔달구 인계동 1047(동수원사거리) 2004.  5. -

(자료 ： 수원시 환경정책과 대기환경팀)

 【도시대기측정망】

  도시 대기측정망은 도시지역의 평균대기질 농도를 파악하여 환경기준 달성여부를 판  

  정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며, 수원시에는 6개의 측정망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측정 항  

  목은 PM10, PM2.5, CO, SO2, NOx, O3, 온도, 습도, 풍향, 풍속 등이다.

  【도로변측정망】

  도로변측정망은 자동차통행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변 대기질 파악을 위해 설치․운  

  영되며 수원시에는 1개(동수원사거리)의 측정망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측정항목은  

  PM10, PM2.5, CO, SO2,,  NOx, O3, 온도, 습도, 풍향, 풍속 등이다.

<표 3-2-53> 2013년도 도로변측정망 연평균 오염도 현황

지  점
SO2

(ppm)
NO2 

(ppm)
O3

(ppm)
CO

(ppm)
PM10

(㎍/㎥)

동수원 0.006 0.048 0.014 0.8 58

(자료 ： 수원시 환경정책과 대기환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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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수원시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위치도

                                   도시대기측정소,    도로변대기측정소

  2) 대기오염 전광판 운영

  수원시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그 지역의 대기오염수준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시내 6개 주요지점에 대기오염전광판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표 3-2-54> 수원시 대기오염전광판 설치현황

위   치 설  치  일  자 표 출 내 용

구운동(서수원터미널 앞) 2009. 04.

- 대기오염도

 (SO2, NO2, CO, O3, PM10 )

- 오존경보발령사항

- 홍보문안

영통동(마사회 앞) 2002. 02.

영통동(기업은행 앞) 2002. 02.

권선동(수원시청 앞) 2006. 09.

세류동(한양아파트 앞) 2006. 09.

파장동(공무원연수원 앞) 2006. 09.

(자료 ： 수원시 환경정책과 대기환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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