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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제 목

답변일자

Formic Acid Gas(개미산) 사용 관련 문의

2008-06-02

질의요지

1.개미산(HCOOH or CH2O2)이 대기오염물질에 포함되나요?
2. 반도체칩 제조공정중, 본딩공정에서 산화방지를 위하여 사용하려하는데, 질소(N2 GAS)
혹은 물(H2O) 등과 결합하여 대기유해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 물질로서 동법
시행규칙별표1에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미산(HCOOH)은 대기오염물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미산이 질소가스 혹은 물과 결합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딩공정 중 사용하는 원료, 혼합물, 공정조건 등에 따라
탄화수소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공정설명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전문기관
(전문가)에 문의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고주파유도로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포함 여부

2008-08-25

질의요지

아크로 등이 아닌 300kw/h이상의 “고주파유도로(전기유도로)”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시설에 포함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여부는 동 시설에서 사용하는 원료의 종류·특성, 공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대기유해물질의 발생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물질 61종류

2008-03-26

질의요지

∼

대기환경보전법에 지정된 대기오염물질 61종 중에 52.1-3부타디엔 까지는알겠는데 53 61
종은 조사해도 찾을 수가 없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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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1과 같으며, 제53호
부터 제61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53.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54. 에틸렌옥사이드, 55. 디클로로메탄, 56. 테트라클로로에틸렌,
57. 1,2-디클로로에탄, 58. 에틸벤젠, 59. 트리클로로에틸렌, 60. 아크릴로니트릴, 61. 히드
라진

제 목

답변일자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 여부

2008-09-02

질의요지

폐비닐을 용융하여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폐비닐의 성분이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MSDS를 찾아본 결과 열분해 생성물이 탄소산화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저밀도폴리에틸렌은 용융시(400~500도)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는지, 또한 어떤 대기
오염물질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MSDS중 열분해 생성물이 탄소산화물로 되어 있는
것은 특별한 유해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폴리에틸렌(100%)은 탄화수소류·지방족화합물로서 용융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대기오염
물질중 탄화수소류나 불완전연소에 따른 입자상물질이 일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산처리시설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여부

2008-03-17

질의요지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중 산.알카리처리시설을 증설하려고 합니다.
산처리시설은 표면에 부착된 이물질 제거 및 고형화하기 위하여 산세제(황산 H2SO4,
과산화수소 H2O2, 플루오르화수소 HF)를 혼합하여 산처리하고 산처리시 발생되는 산미스트는
세정집진시설을 설치하여 포집하고, 세정집진시설에 중화시스템을 설치하여 산미스크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해당설비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산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처리하고자 하는 금속의 구성성분, 산세제의
종류 및 공정조건에 따라 달라질것이므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기는 곤란하나, 플루오르화수소(HF)를 사용하는 산처리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제10호 불소화물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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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에틸벤젠 발생 여부

2008-04-15

질의요지

저희사업장은 도장시설과 건조시설이 있습니다.

량 함유

도장시설에서 사용되는 도료(아크릴소부도료)중 대기특정유해물질인 에틸벤젠이 소

온 압 안정하다고 하여 도장시설에서는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건조시설에서(온도80℃) 에틸벤젠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되어 있는데 에틸벤젠은 상 , 상 에서
회신내용

_

휘발성물질(증기압7mmHg,20℃에서)로써 물에 경미하게
용해되며, 쉽게 대기중으로 휘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도장시설과 건조시설에서 에틸벤젠이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에틸벤젠(CAS NO100-41-4)은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1월 1일 당시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에틸벤젠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동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008

제 목

답변일자

특정 대기유해물질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질의요지

유해물질과 특성유해물질의 명확한 구분을

2008-03-19

얻고자 합니다. 염화메칠렌은 특정유해물질인지

그냥 대기오염물질인지 구분내용이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신 염화메틸렌(CH2Cl2)은 디클로로메탄 또는 이염화메틸렌이라고도 하며 대기환경

질의하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 제55호로 대기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제28호로 특정대기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대기환경
보전법에서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물질로서 동법 시행규칙

람

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제2조 별표1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사 의 건 과

육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동법 시행규칙

생 에

제4조 별표2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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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히드라진수화물의 특정대기유해물질 해당여부

2008-10-20

질의요지

번 히드라진이 있는데 저희쪽에서 개발중인 잉크 중에 히드라진
하이드 수화물85%(hydrazinehydrae) casno:7803-57-8가 일부 들어 갈것으로 개발연구팀
에서 전달이 왔습니다. 이에 제가 알기로는 히드라진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인데 히드라진
특정대기유해물질중 61

수화물도 특정대기 유해물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ydrazine,N2H4)은 독성,

히드라진(h
관리하고

있으며,

히드라진은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하여
물질의

특성상

쉽게

수분을

흡수해

수화물

ydrazinehydrate, N2H4H2O) 형태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히드라진 하이드수화물 85%(hydrazine hydrate)의 경우 히드라진과 동일한
독성, 유해성 등으로 인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h

제 목

답변일자

특정대기유해물질(에폭시수지) 및 배출시설(건조시설) 해당 여부
질의요지

I Y I Y T R BI

B

2008-07-07

번 :

D GL C D LE HE OF SPHENOLA(DGE A),(CAS 호 25068-38-6)이
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이 되나요?

대기환경보전

효율적인 제품생산 및 반응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전기오븐(3㎥, 전기사용)을
사용하여 예열(75℃±2)을 하는데 이와 같이 예열을 하는 것도 건조시설에 해당이 되나요?
위 원료에 대하여
회신내용

B

B

DGE A에 대한 성분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며, DGE A물질 자체는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페놀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공정에 따라 페놀

그 화합물이 발생된다면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하신 예열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라목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1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시설 또는 거목 9)의 시간당 연료사용량이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2세제곱미터 이상인 그 밖의 로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배출
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동법 시행규칙 별표8) 이하로
배출되거나,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방지시설의 설치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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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물질 발생 여부

2008-07-30

질의요지

초경합금의 주소재가 크게 코발트와 텅스텐 그리고 기타물질이 섞여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사항이 있는지요..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오염의 원인이되는 가스·입자상물질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1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코발트와 텅스텐은 대기오염물질에 해당

초경합금을 제조하는 공정 중 사용하는 원료, 혼합물, 공정조건 등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공정설명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전문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특정대기유해물질 해당여부

2010-03-19

질의요지

노

멜 민 수지 라는 물질이 특정대기유해물질 34번 아크릴로니트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아크릴로니트릴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원료중에서''Polyoxyethylene(10)nonylphenolether''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이
특정대기유해물질 15번 페놀 및 그 화합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용성 아미 아크릴 라

회신내용

신 수용성 아미노아크릴멜라민 수지의 경우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
크릴로니트릴은 분자량 53.6으로 구조내에 니트릴기를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대부분
멜라민수지의 경우 아미노기와 알데히드의 축합반응으로 고분자화된 물질이기 때문에
아크릴로니트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Polyoxyethylene(10)nonylphenol ether의 경우도
페놀기가 없어져서 페놀 및 그 화합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의하

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물질과 특정대기유해물질
질의요지

2010-07-01

념

특정유해대기물질과 대기오염물질의 개 이 다른것인지 궁금합니다.

납을 취급하지만 대기오염측정결과 납검출은 전혀 되지 않았지만, 납을 배출할 수 있는
의심업체라는 이유만으로 대기종수에 제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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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대기오염물질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물질등을 말하며,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람

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납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크므로 특별이 관리를 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사 의 건 과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 검사항목 및 인허가 사항

2010-03-22

질의요지

식 쓰레기 처리장에 폐수가 발생이 되는데 이 폐수를 보일러를 이용하여 증기로 발생
시켜 대기배출을 한다면 어떤 오염물질이 발생하는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면 인.허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음 물

회신내용

식 쓰레기 침출수를 보일러로 건조시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기본적으로 악취, 황화수소,
암모니아, 메르캅탄류 등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나, 음식물쓰레기 성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가측정 등을 통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배출시설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할
음 물

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특정대기유해물질 해당여부

2010-07-26

질의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 대기오염물질 중 탄화수소가 있는데요,

올

메탄 이 탄화수소에 속하는지요?
회신내용

초 허가 또는 신고 당시의 사용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당
원료, 부원료, 첨가제, 공정조건 등을

감안하여, 오염물질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탄올 자체만으로는 탄화수소가 발생된다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 및 사용원료, 부원료, 첨가제, 공정조건 등에 대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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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대기특정유해물질 해당 여부

2010-02-10

질의요지

maldehyde-Melamine-Phenolcopolymer(고분자 물질)이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되는지 여부

For

름

회신내용

페놀 그 자체는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되나, 상기물질이 폴리머로서
고분자형태로 있을 경우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아닙니다.
포 알데하이드와

제 목

답변일자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 해당여부
질의요지

2010-12-10

떻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의 9.염소및염화수소, 10. 불소화물의 정의가 어 게 되는지요?

프 필

이염화 로 렌, 1,1-다이클로로-1-플루오르에테인이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굴뚝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독

유 물질입니다.
- 염소 및 염화수소

또는 공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 화학 분자식으로 Cl2(염소), HCl(염화수소)에 해당

: 무기 불소화물(CFC, HFC 등)
이염화프로필렌과 1,1-다이클로로-1-플루오르테인은 현행「대기환경보전법」상의
- 불소화물

특정

대기유해물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백연의 대기오염물질 해당여부
질의요지

공정에서 배출되는

VOC성분이

2010-03-03

함유된

악취 Gas를 <농축장치+연소장치>에서

처리

후

T K 통해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때 미량의 Fume성분이 배출되어 STACK에서 미약한 백연이 관측됩니다.
현재 STACK에서 오염물질 배출은 법적기준치의 50% 이내로 관리되어 배출이 되고 있으나,
관측되는 백연으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S AC 을

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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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연은 대기오염
[별표3])에 해당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 에서 대기오염물질을 규정하고있으나,
물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기배출시설(같은법 시행규칙

백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백연에 함유되어 있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배출
허용기준(같은법 시행규칙 [별표8])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설에서

제 목

답변일자

비스페놀의 특정대기유해물질 해당여부

폭

질의요지

2010-02-23

섬

에 시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사용으로 유리 유에 와인딩하는 공정입니다. 주제와 경화제

Bisphenol-A가 들어있는데 대기특정유해물질에 페놀 및 페놀화합물에 들어가나요?
혹은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사용으로 페놀 및 페놀화합물에 들어가지 않나요?
속에

회신내용

귀하께서

신 비스페놀은 폐놀과는 물질의 성상이 달라 대기환경보전법
별표2에서 정하는 페놀 및 그 화합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

제 목

시행규칙

답변일자

대기법 중 페놀에 대한 질의

2010-04-05

질의요지

페놀 및 그 화합물이 등록되어 있는데 어떤 물질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성물질은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페놀수지 CAS.NO.
9003-35-4의 해당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대기법 중 특정유해물질에

회신내용

페놀 및 그 화합물은 벤젠고리에 하이드록시기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합성(중합 또는 축합 등) 등의 반응으로 인해 하이드록시기 부분의 수소 대신 알킬기 또는
다른 유기화합물 등이 결합되었다면 페놀 및 그 화합물이 아닙니다.
문의하신 노발락형 페놀수지의 경우도 페놀 및 그 화합물은 아닙니다.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제 목

답변일자

트리메틸벤젠을 보일러 연료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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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능

생산공정에서 회수된 트리메틸벤젠을 보일러의 연료로 사용이 가 한지 질의합니다.

현재 0.5%B-C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리메틸벤젠 사용량은 B-C유
대비 8%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B-C유92%+트리메틸벤젠8%)
트리메틸벤젠을 보일러 보조연료로 사용하고자 할 때 인허가를 득한 후 사용해도 되는지
보일러의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일러는

회신내용

트리메틸벤젠의 경우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아니나 연소에 의하여 벤젠이 발생하게 되므로
보일러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이 됩니다. 따라서

신고시설인

경우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문제, 자가측정 주기의 강화, 입지규제 등 제반규정을 다시 검토하여야 할것
입니다. 따라서 연료변경시 관할 행정청과 사전에 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특정대기유해물질 해당여부

2010-02-05

질의요지

특정대기유해물질(별표2) 중에 26.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물질의 종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솔

그냥 탄화수소류로 봐야되는지요. 또한 솔벤트 물질이 탄화수소류에 속하는데,

이 물질( 벤트)이 특정에 속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s

프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 )는 2개이상의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는 탄화수소류로서 나

탈렌(C H ), 벤조(a)파이렌(C20H12)을 비롯한 200여종 이상의 화합물이 있으나, 각국에서는
위해성을 고려 일부 우선순위 물질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 미국16종)
솔벤트는 용질을 녹이는 용매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솔벤트가 특정
대기유해물질에 속하는지 여부는 구성물질에 대한 정보(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8

제 목

답변일자

특정대기유해물질 포함여부 질문

2010-12-22

질의요지

번 :

분체도장시설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분체도료의 MSDS를 보니 구성성분 중에 CAS 호

iglycidylEtherofBisphenolA(비스페놀A-비스페놀A 디글리시딜에테르 중합

25036-25-3인 D

∼

체)가 20 30% 함유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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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15.
여기에 포함되는 물질인지 알고

싶습니다.

페놀 및 그 화합물이 있는데

회신내용

페놀-A 자체는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하나인 페놀 및 그 화합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이 물질들이 중합반응을 하거나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벤젠고리에 있는 하이드록시기의
수소가 제거되고 고분자화된 수지형태로 되면 페놀 및 그 화합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스페놀A 디글리시딜 에테르 중합체는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비스

제 목

답변일자

특정대기유해물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0-03-30

질의요지

올
올
름
던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는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됩니다. 메탄올은 포름알데히드
와는 다른 것이라 생각되는데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MEK와 톨루엔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목록에 없는데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포함이
에탄 이 산화되면 아세트알데히드가 되고 메탄 은 변화하면 포 알데히드가 되 데

되는건가요
회신내용

올

K 톨루엔 등과 같이 유해화학물질

메탄 은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포함되지 않으나, ME 와

령 제21조 [별표2]에 따라, 사고대비물질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리법 시행

제 목

답변일자

특정유해물질의 유무
질의요지

2010-03-29

마

색

염료를 사용하여 금속 크에 착 을 하는 업체입니다. 염료의 구성성분인

I dantBlack77(CASNO.61725-27-7)
2. C.IMordantYellow59(CASNO.37293-46-2)
3. C.IMordantBrown86(CASNO.71775-65-0)
4. SodiumSulfate(7757-82-6)
위의 물질들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검색한
1. C. Mor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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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결과 특정유해물질 성분의 유 를 알

회신내용

귀 사에서 질의하신 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성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1,2-헥산디올(hexane diol)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해당여부 판단 요청

2011-06-10

질의요지

헥 올 점:222-224도씨)중에 이성질체를 물과 공비물을 형성,
제거시키는 공정으로서 물과 혼합시켜 증류시켜 응축, 제거하는 공정으로 구성됨.
당사의 정제공정은 1,2- 산디 (비

상기물질을 정제시설을 설치하여 정제하려고 할 경우 본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 및 정제시설 1㎥ 이상인 경우 해당됨) 상기물질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나(혼합시설은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조에 규정된 대기오염물질에 해당되는지요?
회신내용

귀하께서 질의하신 1,2-헥산디올(hexanediol)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기오염물질에 해당

하지 않는다면 대기배출시설을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련
질의요지

1) 대기환경보전법상의 특정오염물질
되는게

순수한

2011-06-15

내역에 벤젠이 있는데, 이 벤젠이라는 항목에 포함

C6H6의 벤젠인가요? 아니면 C9H10O2 와 같이 벤젠고리를 포함한

학식도 포함되나요?
2) 벤젠의 경우 치환반응이 많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치환반응이면 벤젠고리는 깨지지
않으면서 그 외의 부분이 치환되는 것이죠?
3) 도장시설에 사용하는 액체도료의 경우 색을 내기 위하여 크롬 같은 물질이 구성성분으로
많이 존재하는데요, 도장을 할시 특정오염물질인 크롬이 발생하나요?
화

회신내용

1) 대기환경보전법상의 특정대기오염물질에는 벤젠화합물은 해당되지 않고 벤젠만 해당
됩니다.

응

2) 벤젠의 치환반 시에는 벤젠고리가

깨지게 됩니다.
- 13 -

액체도료에 크롬이 포함되어 있다면 대기중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크롬은 비중이 높은 중금속이므로 대기중으로의 배출여부는 해당 공정의 운전
조건, 온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3) 도장시설에서 사용하는

제 목

답변일자

특정대기오염물질 확인
질의요지

2011-01-12

페놀과의 포름알데히드 중합체)

1. 25053-96-7(2메틸

[ 름
페놀과의 중합체(FORMALDEHY
DE, POL Y ME R WIT H (CHLO R O ME T H Y L) O XIR ANEAND2-ME T H Y LPHE
NOL)]
위 물질은 페놀과 포름알데히드가 포함된 물질인데 특정대기오염물인지 여부와 만약
특정대기오염물질인 경우 페놀에 해당하는지 포름알데히드에 해당되는지 페놀과 포름
2. 29690-82-2 포 알데히드, (클로로메틸)옥시란과 2-메틸

알데히드에 다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름알데히드나 페놀의 경우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물질에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의 포

그

학적 작용기 즉-CHO,-OH의 기를
부분이 중합과정에서 없어 졌 다면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물질이 가지는 화

해당이 됩니다. 이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특정대기유해물질 포함 여부

2011-11-24

질의요지

dichloropropane CAS.NO 78-87-5
dichloropropane CAS.NO 26638-19-7
1,1-dichloropropane CAS.NO 78-99-9
상기 물질들이 특정대기유해물질 포함 및
1,2-

배출시설 관리 대상

휘발성유기화합물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신 3개 물질은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거 질의하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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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항 관련

제45조제1

휘발성유기화합물

신 3개 물질은 배출시설의 관리대상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해당되지

지정 고시에 의거 질의하
않습니다.

환경부 고시 제2009-198호

제 목

답변일자

특정유해물질 확인

2011-12-06

질의요지

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 에서 특정유해물질 중 불소화물에 대한 질의입니다.

T

량

P FE(폴리 테트라 플루오르화 에틸렌)가 단 체가 아니고 중합체이므로 특정유해물질이

실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 인가요?
회신내용

불소화물은

무기불소화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PTFE (폴리 테트라 플루오르화 에틸렌)와

같이 유기물과 결합된 불소는 대상물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 목

답변일자

1,2-dichloropropane 특정대기유해물질 포함여부
질의요지

I

2012-11-12

R R

1. 1,2- D CHLO OP OPANE(CAS.NO. 78-87-5)은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포함이 됩니까?
회신내용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35종이 규정되어 있으며

I

R R

1,2-D CHLO OP OPANE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목

답변일자

다이옥신 검사 관련

2012-03-28

질의요지

신

때 태 때) 발생(배출)되는지?
2) 화석연료(휘발유, 석탄)로 연소시킬 때 다이옥신이 발생되거나 발생된다면, 보통 어느
정도로 다이옥신이 검출되는지?
1) 다이옥 은 어떤 원료를 연소시킬 ( 울

회신내용

신

다이옥 류는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서 대부분이 연소과정에서 발생됩니다. 특히

V

많이 포함되어 있는 병원폐기물과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P C류의 물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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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태울 때

도시

가장

많이

석

신

식
시설 유무 및 방지시설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특정하여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내외 석탄 화력발전소의 경우 1/1,000∼1/10,000ng-TEQ/Sm3 정도 범위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휘발유의 경우는 대부분 내연기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배출량
및 배출농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국제적으로 아직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정확한 농도를 제시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화 연료를 연소시킬 경우 다이옥 은 발생될 수 있으나, 연료의 종류, 연소방 , 방지

제 목

답변일자

해당 물질의 특정 대기물질 해당여부 문의

래

2012-08-22

질의요지

아 물질의 특정대기유해물질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

폼 마 [dimethylformamide] : DMF,

물질명 다이메틸 아 이드
회신내용

싶습니다.
CASNO

: 68-12-2, 화학식 : C3H7NO

신 물질(다이메틸폼아마이드)은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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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제 목

답변일자

Hopper의 배출시설 여부

2008-12-31

질의요지

압출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Hopper를 이용하여 원료를 압출기로 투입하고자 합니다. 단,
Hopper와 압출기는 일체형이 아니라 거리를 두고 배관으로 이송고자 합니다. 250HP
이상의 압출기는 대기배출시설로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Hopper부분은 정확한 배출시설
근거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Hopper를 압출기와 묶어 성형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저장시설 또는 이송시설로 고려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pper가 성형시설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Hopper를 성형시설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Hopper의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고체입자상물질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고체
Ho

입자상물질 저장시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 목

답변일자

UV인쇄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2008-11-19

질의요지

련 카목<제270호, 2007.12.31> 인쇄건조시설이
대기오염배출시설에 추가 되었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UV 인쇄건조시설 경우 유기용제는
사용하지 않지만 합계용적은 1세제곱미터 이상되어서 이 UV 인쇄건조시설이 대기오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 규칙 제5조 관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령 270호, 2007.12.31)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제1호 카목 2)에 따라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복제)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킬로그램 이상이거나 합계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인쇄·건조시설(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그라비아 인쇄시설과 이 시설과 연계되어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코팅시설만 해당한다)이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라비아 인쇄방식을 사용하지 않거나 유기용제류를
사용하지 않는 인쇄시설은 상기 규정의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화합물 및 화
학제품 제조시설 중 건조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라목 1)나)에 따라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기
2007.12.31일 전부개정(환경부

배출시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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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가스터빈 배출계수 적용 문의
질의요지

빈

질소산화물에 대한 가스터

2008-10-21

배출계수가 주1)로 따로 표기되어 있는데, 경유, LNG에는

내연기관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내연기관에는 가스엔진과 가스터빈이 포함되는
것으로 아는데,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시설의 가스터빈 배출계수는 6.04를 적용하
는지 42.9를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주2)내연기관에 가스엔진만 적용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그렇게 적용하려 하였으나, 등유를 연료로 하는 가스터빈은 강화된 배출계수를 적용
하는데, 경유나 LNG를 사용하는 가스터빈은 오히려 낮은 배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이상해서 질문 드립니다. 주2)내연기관에 가스터빈이 포함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2)로

회신내용

간당 대기오염물질발생량 산정방법
제1호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적용시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터빈 발전시설의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 배출시설의 시
질소산화물 배출계수는 6.04를 적용합니다.

목

(2) 동 규칙 별표10 제1호 가

비고5.에서 주 2)는

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말하며 가스터

내연기관에

제 목

답변일자

가열시설에 대한 신고
질의요지

적용되는 배출계수를

2008-09-10

프

프
온
있는데 전기 코일이 외부에 감겨져 있고 전기 코일로 통관을 시켜서 예열하는 장치입니다.
이 시설이 신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어떤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 그리고
단순 예열작업이고 어떠한 첨가제도 사용하지 않으므로 오염물질의 발생은 전혀 없습니다
당 사업장은 파이 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파이 를 적정 도까지 예열하는 장치를 가지고

회신내용

내

코
프
예열하는 시설이라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에 따라 금속의 용융·제련
또는 열처리시설로서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질의 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전기 일을 이용하여 파이 를

이상에 해당된다면 가열로 등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그
전혀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밖의

물체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3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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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가황시설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 물질의 종류

2008-09-22

질의요지

무 및 유황 그리고 카본블랙 등이 혼합된 원형 모양의 고무를
금형내부에 넣고 압력과 온도를 가하여 고무를 경화하여 성형하는 설비가 대기환경
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에 해당 유무 및 동 시설에서 발생되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은 어떠한 물질이 있는지요?(일반적으로 유황을 이용하여
반응시키는 공정에서는 ① 황산화물(SOx)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동 시설에
서는 산소를 차단하거나 극소화 시키고 있으며 자체 오염물질 측정결과 SOx는 일반적인
대기중의 농도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자상 물질도 자체 측정
결과 5mg/㎥ 수준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제조공정 중 고

회신내용

신

(1) 질의하

곱

력

마력

시설의 용적이 3세제 미터 이상이거나 동 이 2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이상인 경우에는

마목 4)에 따라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

압력을 가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 해당됩
니다. 가황시설이란 일반적으로 고무 등에 가황제를 섞어서 고무분자 사이에 가교
구조를 생기게 하기 위하여 열과 압력을 가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가황제를 섞는
공정뿐만 아니라 가황제가 첨가되어 있는 고무제품을 열과 압력을 가하여 성형하는
시설중 가황시설(열과

시설도 가황시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해당 업종, 제품제조 공정, 사용원료 및 연료

압력 등)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반응으로 발생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농도를 이론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용원료·부원료·첨가제 및 공정조건(열,
으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강화유리 열처리로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2008-10-21

질의요지

㎥x2)는 전기를 열원으로 이용하여 원판유리를 600∼
700℃로 가열하여 유리표면부를 압축.변경시키고 내부를 인장 변형시켜 강화유리로
만드는 시설입니다. 이 경우 열처리로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로 보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공통시설 중 기타로로 보아야 하는지요?
당사의 생산 시설중 열처리로(50

회신내용

열처리공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유리를

- 19 -

온
충분한 강도를 부여하기 위한 시설이라면 소성시설에 해당될 것이나,
단순히 열을 공급하여 가공하는 경우라면 기타로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열처리의 목적, 공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소성시설이란 물체를 높은
온도에서 구워내는 시설을 말하며 일종의 열처리시설에 해당되며, 소성의 목적은 소성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소 다르나 보통 고온에서 안정된 조직 및 광물상(鑛物相)으로 변화
시키거나 충분한 강도(强度)를 부여함으로써 물체의 형상을 정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 에서 가공하여

제 목

답변일자

건조시설(고추)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해당여부

2008-03-10

질의요지

냉동상태의 고추를 단순 수분 건조하는 시설도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 규칙 별표3 제1호 파목 1) 나)에 따라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시설(진공냉동 건조시설은 제외)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해당됩니다. 다만, 단순히 수분만 제거되어 대기오염물질(동 규칙 별표1,별표2)이
기계, 기구,

배출되지 않는다면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니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건조시설의 신고대상 여부
질의요지

광

비금속 물(도자기류)의 건조시설을

2008-12-10

갖추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연료는 전기를 사용하고

광
간
g
곱
이상의 건조시설은 신고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연료사용량이 환산한 결과 30kg이상이지만,
비고.2의 적용을 받아 연료가 전기임으로 배출시설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지요?
또한 저희사업은 비금속광물을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를 하는 제조업이 아니라 연구소나
연구목적으로 소량 발생하는 연구목적용 건조시설입니다. 그래도 일반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의 적용을 받는지요?
있습니다.

비금속 물제품 제조시설의 건조시설은 시 당 30k 이나 용적 3세제 미터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비고2에 따라 전기만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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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가열하는 연소

그 시설만 배출시설에서 제외합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전기를 사용하는 건조
시설에서 연소부분(열원)은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나 건조부분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배출시설의 분류 및 제조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있으므로, 제조시설과
관련없이 연구소에서 순수하게 시험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
시설은

되지 않습니다.

제 목

답변일자

고주파 열처리시설의 배출시설 해당여부

2008-08-31

질의요지

고주파 열처리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량

(1) 해당업종, 시설 용 (용적), 용도, 처리 공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고주파 유도가열을 이용하여 금속을 열처리하는 시설이라면 대기

목

ㆍ 련 또는 열처리시설로서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에 해당 된다면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 의 금속의 용융 제
가열로 등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중 건조로 및 가열로 관련 질의

2008-03-14

질의요지

식

대기배출시설 중 건조로와 가열로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건조로와 가열로는 형 ,

온도상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환경부 규정상 어떠한 설비를 건조로라 하고 가열로라
규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물체를 200도 까지 가열하는 설비를 만들고자 하는데,
기계의 명칭이 건조로인지 가열로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가열하고자 하는 물체는 광물
구조,

입니다.

회신내용

풍
조직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일반적으로 건조시설이라 함은 전기나 연료, 기타 열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말리는 시설을 말하며, 가열로란

태

재료를

가열하여

재료의

태

결정상 를

총칭하여 말합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가 제품을 말리기 위한 시설이라면 건조시설에 해당할 것이나, 광물을 가열하여 재료
의 조직 및 결정 상태를 가공에 적당한 상태로 유도하기 위한 시설이라면 가열로에 해당
가공에 적당한 상 로 유도하기 위해 사용되는 로를

할 것이니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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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대기 배출시설 유무

2008-06-13

질의요지

구리를

녹이는 동 용해로가 신규로 설치가 됩니다

1. 대기배출시설 중 전기아크로에 해당되는지 또는 용해로에 해당되는지?

무

2. 배출시설에 해당 유 ?

무 면제가 가능한지?

3. 배출시설에 해당되면 방지시설 설치의

◦동 용해로 내용적 : 2㎥
◦사용연료 : 전기로 간접가열(시간당175kw)
◦원료 : 동 용해로는 순수 구리99.99%를 사용하고 용탕위에 숯을 30cm두께로 투입된 상태로
계속작업을 함. 동판 투입시 또는 숯 투입시 숯가루 분진이 용해로 밖으로 배출됨.
회신내용

신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5) 바)에 따라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용융·용해로에

(1,2) 질의하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령 제14조, 동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동법 시행규칙 별표8) 이하로 배출
되거나,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방지시설의 설치면제가 가능할 것이므로 해당
배출시설의 기능·공정·사용원료(부원료를 포함한다) 및 연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

(3)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동 법 시행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연마시설 관련 질의

2008-02-28

질의요지

식 연마시설(그라인더)에 관한 질문입니다. 핸드그라인더(10마력미만)는 대기배출시설
에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요?
그라인더의 동력원이 압축기(20마력)이고 압축기는 사업장에 고정되어 사용되어 이동식
시설로 볼 수 없고, 시설(그라인더) 자체는 규모 미만인데 동력원이 20마력이고(압축기를
사용하여 연마작업 이외의 작업도 합니다.) 거기에 여러 개의 그라인더를 사용할 경우
최대로 산정하여 규모미만의 동종 배출시설일 경우 합산하여 10마력 이상이면 대기배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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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라 합니다.

핸드그라인더를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여야 하나요?

회신내용

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비고4에 따라 이동 이란 해당 시설이 해당 사업

선 벗어나는 시설을 말하므로, 사업장에 고정되어 사용되는 시설은 이동
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거목 4)에 따라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연마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며, 동 별표8 제1호 비고1에 따라 규모
미만인 시설로서 동일 사업장에 동종시설이 2개 이상 설치되어 시설의 총 규모가 각
항목에 규정된 규모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설을 배출시설에 포함합니다. 동 별표 제1호
비고8에 따라 하나의 동력원에 2개 이상의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
각 배출시설의 규모는 연결된 배출시설의 수로 그 동력원의 규모를 나누어 산출합니다.
질의하신 사업장의 연마시설(핸드그라인더)의 총 동력이 10마력 이상이라면 배출시설에
해당하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장의 부지경계 을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여부 질의

2008-03-28

질의요지

콘크리트 벽돌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벽돌을 생산하기 위하여 2.5㎥정도의 고정식 원통형
혼합장치(믹서기)에 원료인 시멘트와 물, 모래 석분을 일정비율에 따라 계량 후 동력을
이용하여 혼합한 후 이송장치를 통하여 성형기에서 벽돌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원통형 혼합장치(믹서기)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2 7호 다목에 해당되어
대기배출설치신고 대상인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목 3)에 따라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로서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혼합시설은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금속광물제품제조
시설의 혼합장치(믹서기)의 용적이 3.0세제곱미터 미만이라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아

않습니다.

제 목

답변일자

염산저장시설의 대기배출시설

2008-09-30

질의요지

내 염산가스 냄새를 억제하고자 염산탱크 위에 후드를 설치하여 방지시설에 연결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신고대상이며, 혹시 염산탱크의 크기에 따라 신고여부가
공장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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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목 6) 가)에 따라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거

무

유· 기산저장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며,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3

허

조에 따라 설치 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2009-01-05

질의요지

탑

농축(간접 가열) 시키는 시설이 슬럿지를 증발, 농축
시키는 것이 아니고 폐수 자체를 증발, 농축시키는 시설입니다. 증발, 농축량은 시간당
처리능력이 0.23세곱미터 정도됩니다. 이 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이 되는지요
세정 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증발,

회신내용

신 시설이 폐기물(슬러지)을 건조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가열하여
증발시킴으로써 폐수를 농축하기 위한 시설이라면 폐수 증발시설 또는 폐수 농축시설에
해당될 것이며 시간당 처리능력이 0.5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질의하

않을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문의

2008-02-20

질의요지

컨베이어 시설을 이용해서 건조시설(부스 형태)
안으로 들어가 돌아 나오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조시설의 연료는 LPG(가스류)
이며 연소방식 또한 버너로 공기를 데워 건조시설 안으로 불어넣는 형태입니다.(제품에
불꽃 등이 전혀 닿지 않는 간접 연소임) 이렇다면 별표3 대기배출시설에서 비고2에 해당
하여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장시설에서 제품에 분체도장을 하고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비고2에서 가스류·전기 또는 경질유만을 사용하여

간접가열하는 연소시설은 그 시설만 배출시설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문의하신 연소시
설은 배출시설에서 제외되지만, 건조시설은 배출시설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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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여부

2008-12-05

질의요지

신 득하고 시설을 가동하던 중
새로운 주문에 의해 유체도장을 하고자 합니다. 장소가 협소하고 여러가지 여건상 새로운
도장부스 설치가 어려워 기존 분체도장부스 안에서 유체도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기환
경보전법상 변경신고 대상인지, 아니면 유체도장부스를 반드시 만들어야(새로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신고를 하여야 하는)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새로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면 회사 여건상 도저히 불가능한 관계로 기존 분체도장시설의
방지시설을 추가로 보완설치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능한지 않은지요?
분체도장시설에 대한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고를

회신내용

목 7)에 따라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거

력 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동규정에 따라 도장시설에
있어서 분체도장시설과 유체도장시설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분체도장부스 안에서 유체도장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증설·
교체 또는 폐쇄와 관련되는 경우,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배출시설설치
허가증(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동 이 3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산처리시설 여부
질의요지

2008-01-18

작

아연을 원료로 사출성형 업을 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사출성형기를 가동시 아연제품이

잘 탈착시키기 위하여 이형제를 뿌리면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어느정도 사출작업이
진행되면 금형내부에 미세한 아연칩이 부착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염산
조에 넣어 염산과 반응시켜 칩을 제거합니다. 이때 염산조에 반응시킬 때 칩, 기계가동시
금형부착되어 있는 이형제(기름성분)도 일부 함께 제거가 됨. 이시설은 대기배출시설을
산처리시설, 탈지시설중 어느곳에 해당되는지 답변바랍니다.(염산반응작업의 주목적은 칩
금형에

제거하기 위함)
회신내용

하나의 시설에서 산처리와

탈지를 병행한다면 산처리시설 또는 탈지시설로 볼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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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곱

것이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제1호 나 1)에 따라 용적이 1세제 미터 이상인

능
병행하는 시설에 대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시에 주용도에 따라 신고하면 될것이며 허가신청서(또는
신고서)상에 주용도를 표기하고 ( )안에 “부용도”를 병행하여 표기하면 될것입니다.
예)산처리시설(탈지) 또는 탈지시설(산처리)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합니다. 2가지이상의 기 을 동시에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 유무(혼합가열 탱크)
질의요지

2008-05-31

팀

위생용 종이제품 및 종이 및 판지제조업이며 생산공정은 원지입고 - 혼합시설(스 가열) -

롤 코팅 - 건조 - 절단 - 검수 - 제품 출하(위생용 아트지)입니다. 생산공정 중 혼합가열
시설에(물89% 감자전분11%) 혼합하여 풀을 민들어 롤 종이에 코팅하고 있습니다. 혼합시
설은 5마력 모터 6대, 175마력 1대, 전체용량 12.25m3, 저장시설 용량 47.57m3입니다.
상기사항중 혼합가열시설이 대기배출시설 신고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되면 대기
환경보전법 어디에 해당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목 2)가)에 따라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라

력 마력 이상인 혼합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며, 동법 제23조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혼합시설(공정)에서 대기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하거나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동 이 10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2008-11-30

질의요지

심
심력을 이용하여 닥타일파이프를 주조하는 기계입니다. 주조라함은 고철을
녹여서 제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파이프의 구경에 따라서 쇳물85KG~3,000KG를
사용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용되는 연료는 없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원심주조기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원심주조기의 주조방법에 따라 주조기
내부에 모래코팅을 합니다. 주조후 모래코팅을 제거하는 공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모래
원 주조기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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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집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심주조기는 대기
배출시설이 아니므로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1) 원심주조기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까?
2) 만약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면, 원심주조기의 대기배출시설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비산에 의한

회신내용

심주조기는

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규정하고 있는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후 모래코팅을 제거하는 설비의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경우
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거목4)다)의 탈사시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조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해당유무

2008-04-29

질의요지

피복절연선 및 케이블을 생산제조하는 사업장입니다. 압출성형시설 동력 : 474HP*1대
당사 전선 제조공정 중 구리선에 PVC 피복을 입혀 공정을 마친 반제품(전선)을 다시
알미늄 압출성형시설에 투입하여 PVC 피복 위에 알미늄을 입히는 공정입니다. 알미늄
압출성형시설이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의 배출시설(성형시설)에 해당되는지요?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그밖의 물체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동 별표3 제1호
비고 12에 따라 배출시설의 분류 및 제조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의 알루미늄 압출성형시설은 동 시행
규칙 별표3 제1호 마목3)의 성형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계, 기구,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중 인쇄기 합계 용적

2008-06-02

질의요지

그라비아 인쇄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되어 이에 질의드립니다
1. 합계용적 1세제곱미터 이상의 인쇄시설.건조시설을 대기배출시설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합계용적의 범위 (예: 인쇄기의 잉크를 담는 통 + 신너통 등)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일 경우 연료라 하면 무엇을 말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예 : 잉크+신너 등)
대기환경보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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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

회신내용

쇄

쇄

잉크저장시설 용적과 이 시설과
연계된 건조시설 및 코팅시설의 용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쇄시설의 연료
사용량이란 그라비아 인쇄시설과 이 시설과 연계된 건조시설 및 코팅시설에 대한 동력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 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비고3에 따라 연료별 사용
량(동력)에 무연탄을 기준으로 한 고체연료 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말합니다.
예로서 전기사용량이 100kw이면 연료사용량은 17kg에 해당합니다.(환산계수0.17)
인 시설의 합계용적이란 인 시설의 인 되어지는 부분의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2008-11-14

질의요지

팀을 공급하고

배합사료를 제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주원료 및 부원료를 혼합하여 스

펠렛상으로 성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후 일반적으로 cooler(냉각시설)라고 하는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펠렛이 서로 엉겨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공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성형된 펠렛의 온도가 60℃∼100℃, 수분함량이 13%∼17%로 cooler로 유입됩니다.
cooler에서는 배기팬을 이용하여 대기온도 수준으로 냉각을 시키며 이에 따라 수분의
함량도 12%∼13%가 되어 건조의 효과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cooler의 내용적은 5㎥를
초과합니다. 위와 같은 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그 밖의 물체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3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파목 1) 나)에 따라 단백질 및 배합사료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시설(진공
냉동건조시설은 제외한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질의하신 시설에서 냉각과 건조를
동시에 하는 경우로써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건조시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문의
질의요지

2008-08-06

온

재생유(벙커C유급)를 생산
하는 설비입니다. 공정은 폐플라스틱을 압축 스크류 및 이송 스크류를 통하여 열분해로에
투입하여, 완전밀폐된 상태에서 간접가열방식으로 저온열분해(250도-350도)하게 되면,
폐플라스틱(고분자화합물)을 저

열분해하여(유류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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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어지면서 가스화가 이루어지고, 이 가스는 싸이클론과 응축
기(열교환기)를 거치면서, 탄소쇄의 길이가 C7-C12까지는 재생유로 환원되고 탄소가
C4-C6은 응축 후에도 계속 가스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응축 후에도 가스로 남아
있는 것들은(일종의 LNG급) 가스탱크로 모였다가 열분해로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버너의 열원으로 재사용됩니다. 초기열분해로의 온도상승을 위하여 초기에는 LPG가스를
사용하며, 이후에는 자체 가스를 이용하여 열분해로의 온도를 유지합니다. 열분해로의
열원들은 그냥 버리지 않고, 상기의 사이클론 및 배관들의 온도를 유지하는데 재사용됩니
다.(당사의 배관 및 사이클론들은 모두 이중배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기 설비들의 표면온도가 낮아질 경우, 폐플라스틱류로부터 분해된 가스가
통과하면서 배관벽면에 달라붙어 배관들이 쉽게 막히기 때문입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의
모든설비는 CLOSEDSYSTEM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생된 폐열들을 최대한 회수한 후
에 버려집니다. 이와같은 당사의 설비를 분류함에 있어, 폐플라스틱을 분해화는 과정에
역점을 두어 "용융로"로 보아야 하는지, 재생오일을 생산하는 점에 역점을 두어 "석유정
제시설"로 봐야 하는지, 혹은 그 외 다른 어떤 시설로 봐서 대기배출시설로 간주하여
대기배출자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분자화합물의 탄소고리가

회신내용

국 준
따른 업종, 제조공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고 열을 가하여 화학물질(폐플라스
틱)을 용융하는 공정, 가스화가 이루어지는 공정, 응축되어 재생유로 환원되는 공정에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연료로

재생(열분해, 응측

등)하는 경우 한 표 산업분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어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폐플

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확한
제조업종을 먼저 파악하여야 할 것이나, 귀 사와 같이 재생유를 제조하는 경우는 한국표
준산업분류에 따른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종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동 업종에
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하여

재생유를

제조하는 경우 한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대기배출시설 중 용융시
설,

응축시설에 해당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2008-02-13

질의요지

1. 연료전지 발전시설의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 LNG를 사용하여 발전을 하는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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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등이 궁금합니다.

해당된다면 시설의 용
회신내용

신

질의하

량

연료전지 발전시설의 구조, 연료의 종류, 발전용

등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그 밖의 물체로서 동 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고
있으며, 동 별표 제1호거목1)에서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120킬로와트 이상인 발
전용 내연기관(도서지방용ㆍ비상용 및 수송용 제외) 및 120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용 매립
ㆍ바이오가스 사용시설은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LNG를 연료로 사용하면서 상기의 발전시설에 해당된다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인바,

항

자세한 사 은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질의요지

운영중입니다. 원재료는 steel
강관이며, 주 원료는 황산 및 표면처리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재료의 무게가 상당
하여 로프를 사용하여 호이스트로 다음 공정으로 이동시킵니다. 강관을 이동시킬 때 사용
하는 로프의 재사용을 위하여 탱크를 만들어 세척하고자 합니다. 이때 이 탱크가 대기배
스틸

강관

2008-03-17

써

표면처리하는 업체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출시설에 해당이 되는지요?
회신내용

신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 나)에 따라 금속의 표면처리
시설 중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탈지시설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탈지(脫脂)시
설이란 피도금물의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유지, 산화물, 금속염 또는 기타 오물을 유기용
질의하

제나 알카리로 용해하여 제거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2008-05-21

질의요지

곳

켜입
자의 크기를 균질화(분쇄하지 않음)하여 제품화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동력은 30마력,

1. 동일한 물질이면서 입자의 크기가 다른 3가지 분체상의 물질을 한 으로 유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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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용 은 5입방미터일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요?

능력은 1000kg/시간 입니다. 포장하는
공정은 제품일시 저장탱크에서 배관을 통하여 bag에 담아집니다. 이때 bag 안의 공기
는 제품이송 배관을 통하여 저장시설로 유입됩니다. 제품 이송배관과 bag의 입구는 연
결되어 밀봉되며 제품이 대기중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 경우 포장공정을 밀
폐공정으로 볼 수 있는지요? 밀폐공정이라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2. 분체상의 물질을 포장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포장

회신내용

내

1) 질의 용에 업종, 공정 등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동일한 물

균질화하는 시설은 혼합시설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혼합시설이란 2개이상의 불균질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 재
료를 균질화하는 시설을 말하며, 원래상태의 물질이 물리·화학적 변화없이 단순이 혼
재(混在)되어 있는 경우로서 교반시설이나 교반조도 포함하여 말합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거목 8)에 따라 포장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질의하신 포장공정은
밀폐공정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별표3 제1호 비고10에 따라 배출시설에
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이 일련의 공정작업 또는 연속된 공정작업을 통하여 밀폐된
상태로 배출시설을 거쳐 대기에 배출되는 경우로서 해당배출구가 설치된 최종시설이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최종시설과 일련의 공정
또는 연속된 공정에 설치된 모든 배출시설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질로서 입자의 크기가 다른 분체상의 물질을 혼합하여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질의요지

2008-08-19

작

주물제품을 주조하기 위한 주형을 제 하는 공정에서

왁스패턴에 주물사를 코팅한 다음

남기고 왁스를 제거하기 위한 시설로서 전기 또는 LPG(또는 도시가스), 전기보일
러 STEAM 등의 연료를 이용하여 175℃정도로 가열하여 왁스를 제거하는 시설이 대기환
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요? 해당된다면 별표3 중 어느 시
주형만

설로 보아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내

국 준

모 등을

질의 용에 한 표 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종, 시설구조, 공정 설명, 용적 및 규

남아있는 왁스를 건조하여 제
거하는 경우로서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
이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아목 1)다)에 따라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알 수가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열을 가하여 주형에

중 건조시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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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2008-10-27

질의요지

탈지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탈지시설 1.5㎥, 사용약품 KOH, KOH의 주성분은 10% KOH에 90%물을 첨가하여 희석사용
탈지시설의 사용 중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극히 미미한 KOH MIST와 소량의 FUME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입자상물질 배출허용기준치 미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 대기오염물질 61.항목중 KOHMIST와 FUME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
는데 이럴 경우 KOHMIST와 FUME을 입자상물질로 보아 신고를 해야되는지 아니면 대
기배출시설에 해당사항이 없는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전기를 사용하여 간접가열하는 가열로가 있는데 이 경우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도 묻
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그밖의 물체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3으로 정하는 것을 말
하며, 동 별표3 제1호 나목 1) 나)에 따라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중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탈지시설은 배출시설에 해당합니다. Fume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 대기
오염물질 중 입자상물질에 포함됩니다. 동 별표 제1호 가목 금속의 용융·제련 또는 열처
리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열
로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전기만을 사용하여 간접가열하는 연소시설은 그 시설만
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2008-12-02

질의요지

직경
1.5∼2.0m되는 가마 형식의 배전기에 투입한 후 가스를 열원으로 하여 95∼100도씨에
서 1시간 30분가량 투입된 원료를 볶아주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원료를 고르
게 볶아주기 위하여 모터를 이용 저속으로 섞어주는 부대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을 대
기오염배출시설의 해당 유무를 판단하고자 할 때 어떤 시설에 적용이 가능한지요.
2010년 적용배출시설 “혼합시설(농산물 가공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농산물의 범주를

1) 금회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시설은 혼합된 원료인 밀가루, 소금, 옥수수가루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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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설로

볼 때 밀가루, 옥수수가루, 소금을 농산물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식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정하고 있으며, 음 료품

볶아주는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료사용량이

제조시설 중 혼합원료(밀가루, 소금, 옥수수가루)를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 시설에서 건조가 동시에

간

그램이상 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조시설에 해당될 수

시 당 60킬로

있을 것이나 대기오염물질(동법 시행규칙 별표1)이 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배출시설
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식
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음 료품 제조시설에서 밀가루, 옥수수가루, 소금을 혼합하는 시설은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축

농산물 가공시설
2008-11-30

질의요지

육가공 부산물(우지)를 스팀열을 이용하여 섭씨130도의 진공상태에
서 용융하여 액상 우지를 생산하는 동물성 유지제조업을 할 예정입니다. 생산된 액상우지
는 친환경 페인트, 친환경 합성고무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동물성기름 원료로 쓰입
니다. 이때, 공정 중 용융시설이 1세제곱미터 이상일 때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대기배출시
설 중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시설에 해당되는지요?
도 장에서 발생하는

회신내용

학

량

간

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세제곱미터 이상인 용융·용해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나, 동식물성 유지제조업(산업
분류:10401)으로서 육가공부산물(우지)을 가열하여 액상으로 만드는 시설은 대기환경보전
화합물 및 화 제품 제조시설에서 연료사용 이 시 당 30킬로

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규정하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있으므로,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통계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러, 대기배출시설의 분류 및 제조업의

제 목

답변일자

섬유 샌딩작업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유무
질의요지

2008-03-17

색가공업을 하고 있으며 염색(나염)공정 전단에 샌딩작업 (동력 10마력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샌딩작업이란 재직(실로 천을 짜는 과정) 후 표면이 일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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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나염)할

색공정 전 깨끗한 표면을 유지하기
위해 사포를 이용하여 표면처리를 하는 작업으로 먼지는 발생하나 기모시설은 아니라
고 사료됨. 따라서 샌딩작업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중 13.섬
유제품제조시설, 라. 동력 10마력 이상의 기모(식모)시설에 해당되는지를 질의 하오니
명확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염

량이 초래될

경우 불

수 있으므로 염

회신내용

내

질의 용과 같이 사포를 이용하여 표면처리를 하는

작업을 하는 시설은 기모시설에 해당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동 시설은 표면청정을 위한 시설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

목 4)가)에 따라 공통시설 중 동력이 10마력이상인 연마시설에 해당할

칙 별표3 제1호 거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폐유 입고 장소의 대기배출시설 신고여부
질의요지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공
정중 폐유가 입고되는 과정에서 한번 망을 거쳐 저장탱크로 이송되는데 망을 거치는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을 하여 유인 송풍기로 흡입하여 정제유 공정 중 흡착시설을 거
쳐 굴뚝을 통해 배출이 됩니다. 혹시 폐유가 입고되는 장소도 대기배출시설로 신고를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2008-07-24

업체로서 대기배출시설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내

망

질의 용과 같이 폐유를 정제하는 경우( 으로 여과하는 경우 포함)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목

곱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바 에 따라 용적이 1세제 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정제시설(분리·

추

증류· 출·여과를 포함)에 해당되어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중 가열시설 해당여부

2008-06-10

질의요지

렛
차 성형된 2개의 파렛트의
접착면을 전기히터로 가열하여 220∼250℃로 용융(겔상태) 시킨후 접착시켜 1개의 제품을
완성합니다. 이때 2개의 파렛트를 접착시키기 위하여 접착면을 전기히터로 가열하는 시설
플라스틱수지를 사출성형하여 파 트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1

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요?
회신내용

내

량

질의 용에 해당시설에 대한 연료사용 , 용적 등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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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1) 나)에 따라 연료사용량이 시간

곤란하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라

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용융·용해시설 또는 가열
시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용융시설이란 고체상태의 물질을 가열하여 액체상태로 만드
는 시설을 말하며, 가열시설이란 물체의 온도를 상승시키는데 사용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당 30킬로

제 목

답변일자

알루미늄 용접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질의요지

2008-03-31

그

투입→탈지→탈사→용사(도장)→세척→건조→검사→포장 출하
상기 공정에서 용사공정이라 함은 용사(용접)기를 가스 및 전기를 이용하여 용접원료인
알루미늄을 고온으로 녹여 고압분사 시켜 용접하는 작업. 즉, 금속표면에 용접원료인 알
루미늄을 금속표면에 입히(코팅)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속표면에 알루미늄을 입
히는 것이 용접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도장시설로 봐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생산공정은 반도체 지 원료

회신내용

신

질의하

시설의 용적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용적이 1세제

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 가)에 따라 도금
시설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금시설이란 금속의 산화방지와 장식을 위해서 표
면에 금, 은, 크롬, 주석 등의 얇은 막을 입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제 목

답변일자

도장 및 건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2008-07-04

질의요지

차 바닥재에 도장을 수작업(로라)으로 공장내에서 작업하며 특별이 도장실은 없는

1. 상용

데 배출시설에 해당여부가 궁금합니다.

닥재를 그 주위에서 자연건조하는데 건조실이 따로 없으며 공장내에서 건

2. 도장을 한 바

조하는데 배출시설에 해당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목 7)에 따라 공통시설 중 용적이 5세제곱미터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거

력

마력이상인 도장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나, 일반적으로
동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붓 또는 롤러 등을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도장작업을
이상이거나 동 이 3

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내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비고5에 따라 건조시설 중 옥 에서

외

이용하여 자연건조 시키는 경우의 시설은 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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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 등을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철

질의요지

고 을 수거해와

2008-09-25

압축하여 네모나게 만드는 공정이 있는 업체입니다 용량은 30마력이상

입니다. 이 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순

그 밖의 물체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것을 말

철 압축하는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며, 단 히 고 을

제 목

답변일자

드릴기계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유무

2008-05-19

질의요지

콘크리트제조업으로서 금번 기계시설을 도입함에 있어서 대기배출시설 유무를 확인하고
자 합니다. 당사에서 생산된 제품은 시멘트, 모래, 규석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판넬을 생산
합니다 생산된 제품인 콘크리트 판넬(상황에 따라 제품규격이 다름, 가로:1~5m, 세로:0.6m
인 직사각형 판넬)에 모양을 내기 위하여 직경30mm, 깊이30mm 홈을 파기 위해 드릴기
계 2-8HP 5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위 시설이 대기배출시설 해당유무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목 4)에 따라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연마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며, 동 별표3 제1호 비고1에 따라 규정된 규모미만인 시설로서 동일
사업장에 동종시설이 2개 이상 설치되어 시설의 총 규모가 각 항목에 규정된 규모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설을 배출시설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시설은 콘크리트
판넬의 표면 가공을 위한 시설로서 총 규모가 연마시설의 규모이상에 해당되므로 대기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거

출시설에 해당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질의요지

2008-06-19

식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침출수를 집수하여 호기성+혐기성
+탈수 공정을 거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는 폐수처리공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음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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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기성 소화조에서 발생하는 유기성가스인 바이오가스(메탄+이산화탄소)
는 플레어스택 등으로 태워버리지 않고, 바이오가스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공급열원으로
폐수처리공정 중

사용할 계획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120kw이상인 발전용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통

(거. 공 시설)은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바이오가스 발전설비도

약 대기오염물질

이에 해당되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만

떻

배출시설에 해당된다면 배출계수의 규정은 어 게 되는지도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목 1)에 따라 120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용 매립·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거

바이오가스 사용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바이오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

석

의 배출계수는 바이오가스 성상분 치를

국

학 」

근거로 하여「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동 고시 제5조에 따라
여러 가지 물질을 혼소하거나 오염물질 배출계수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해당되는 배출계
수 중 가장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수 고시( 립환경과 원) 별표3에서

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해당유무에 대하여

2008-03-28

질의요지

등유, 경유,

B-C유, 부생연료유 1호, 부생연료유 2호를 저장하는 50㎥이상의 각각의 저장

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요?
회신내용

목 6) 나)에 따라 유기화합물 저장시설에는 원
유, 휘발유, 나프타, 알켄족, 알킨족, 방향족, 알데히드류, 케톤류가 50퍼센트 이상 함유된
것만 해당하며,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반적인 연료(B-C유, 등유, 경유, 부생연료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거

1·2호 등)의 저장시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5조관련)
질의요지

2008-11-11

간

주물주조공장으로서 시 당 250kw 전기유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 설비가 대기오염

석

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별표3의1의가),1)로 해 되는지 아니면 5) 또
는 6)의 용해로로

봐야 하는지요? 최초허가는 별표3의1의가)에1)로서 미해당시설로 인정

하여 사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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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공정

: 조형(천연규사)-용해(선철,고철)-주입-후처리-포장-출고입니다

회신내용

목

간
로(유도로 포함)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나, 질의하신 시설이 전기유도로로서 규모미만
이라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기유도로는 로 주위를 감고
있는 전류코일에 전류를 주어 발생되는 유도전류에 의한 정항열로 정련하는 시설이며, 용
융·용해로는 금속을 용융·용해시키는데 사용되는 각종 로(爐)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용융
로는 고상인 물질이 가열되어 액상의 상태로 되는데 사용되는 로를 말하며, 용해로는 액
체 또는 고체물질이 다른 액체 또는 고체 물질과 혼합하여 균일한 상의 혼합물을 만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제1호가 1)에 따라 시 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

데 사용되는 로를 말합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도정시설
질의요지

2008-09-30

"

항 력 70마력 이상의 도정시설"이라 하면 벼의 껍
질을 벗겨내는 단일 공정기계(도정기)만 의미하는지, 도정전반의 공정(도정기, 석발기, 면
미기, 선별기)등 시설 전체를 의미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기오염물 질배출시설 중 12.의 다 . 동

회신내용

현미(玄米)를 찧거나 쓿어서 등겨를 내
여 희고 깨끗하게 만드는 시설 또는 두 개의 Roller사이의 마찰에 의하여 곡물의 껍질을
벗겨내는 시설을 총칭하며, 정맥기(精麥機), 정미기(精米機), 압맥기(壓麥機)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질의하신 시설 중 도정기와 면미기가 상기와 같은 기능을 하는 시설인 경우
에는 도정시설에 해당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거목 4) 나)에
서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선별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정하고 있으며, 선별시설이란 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도정시설이란

유체, 비중 등을 이용하여 원료나 제품을 일정한 크기나 형상별로 분류하는 시설을 말합
니다.

석발기와 선별기가 상기와 같이 선별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선별시설에 해당될 것입

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 방지시설 대상에 해당 되나요?

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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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송

퍼 더
퍼 더 브로워(5
마력)를 이용 원료를 싸이크론으로 진공으로 이송하는 장치입니다. 원료(플라스틱, 입자크
기는 쌀알갱이 정도)는 싸이크론을 통과하여 호퍼(약 350리터)에 저장하였다가 조금씩 사
용합니다, 브로워(옥내 설치)는 약간의 분진방출을 위하여 집진 싸이크롱과 조그마한 필
터를 통과한 바람만 방출됩니다. 대기방지시설 인지(법령에 의거)를 문의합니다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공장에 원료 이 설비(호 로 )가 있습니다. 호 로 는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동법

애

시행규칙 별표3)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없 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규칙

신 이송설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동 시설과 연결된 싸이크론은 방지시
별표4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의하

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배출시설 분류 문의

2008-03-28

질의요지

항목 22번 항목의 발전시설에서 제
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다) 120㎾ 이상인 발전용 내연기관(도서지방용, 비상용, 수송용을
제외한다. 이중 도서지방용. 비상용이란 도서지방만의 비상용발전시설을 말하는 것인지?
전국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민간기업에서의 비상용발전시설도 포함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배출시설분류 중 (거)

회신내용

년 월
목 1)에 따라 공통시
설 중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120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용 내연기관(도서지방용·비
상용 및 수송용은 제외한다) 및 120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용 매립·바이오가스 사용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비상용이란 외부로부터 전기의 공급이
2007 12 31일 전부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거

중단된 경우에 한하여 자체 사업용으로 가동하는 발전시설을 말하며, 도서지방으로 한정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배출시설 중 이동식이란
질의요지

2008-06-26

목 4) 라)에 따라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탈청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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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및 이동식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며 다만 습

식
선 벗어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어떤 경우를 말하며
예를 들어 어떤 시설이 있는지 문의하오며
2. 습식이란 어떤 종류의 것과 어떤 경우인지 문의합니다.
1. 이동 이란 부지경계 을

회신내용

식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비고4에 따라 “이동 ”이란 해당시설이 해당 사

선 벗어나는 시설을 말하며, 차량에 부착되어 있거나 싣고서 이동이
일정한 사업장 소재지가 없이 필요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면서 사용하는

업장의 부지경계 을

능

가 하여

시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식
중에서 작업을 하거나 물을 분사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인장·압축·절단·비틀림·충격·마
찰력 등을 이용하는 조분쇄기(크러셔·카드 등)를 사용하는 석재분쇄시설의 경우에는
물을 분무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원료속에 수분이 항상 15퍼센트 이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제1호비고6에 따라 “습 ”이란 해당시설을 이용하여 수

상 함유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관한 문의의 건
질의요지

2008-10-28

량

간 Kg 이상이고 사용비율이 30%이상인 시설(자
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시설에 한한다)라고 적혀있는데
사용비율의 30%라 하는 의미가 질량기준의 30%인지, 열량기준의 30%인지요
별표3에는 고형연료제품사용 이 시 당 200

회신내용

목

량

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거 3)다)에서 고형연료제품 사용 이 시 당 200킬

그램 이상인 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정하고 있으며, 상기 규정에서 고형연료제품 사용
량은 질량기준을 의미합니다.
로

제 목

답변일자

대기환경보전법상 폐타이어 열분해 장치 관한 문의
질의요지

2008-07-01

재활용이 가능한 설비

전기를 이용한 고주파로 폐타이어를 열분해하여 정제유 등의 자원
에 대해

[ ]
떻
2. [별표8] 배출허용기준에서, 황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은 어떤 배출시설의 기준을 따라야
1. 별표3 고주파 폐타이어 열분해장치의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분류가 어 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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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요?
회신내용

신 시설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소각시설(열분해시설)이라면 시간당 처리능력이 25
킬로그램 이상일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거목3)가)에 따라 폐기
물소각시설에 해당됩니다. 동 시설은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
질의하

여야 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시설에 해당유무

2008-05-20

질의요지

실내 환기설비(동력식 또는 무동력식 roof Ventilatar)를 설치하여 하절기 온도상승으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물제조공정에서 실내환기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대기환
경보전법의 법규에 저촉받는지 유무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내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과 무관하게 설치하는 환풍

사업장

기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환기시설로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흡입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며, 주변 환경오염 피해예방을 위하여 적정한
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도장시설의 범위

2008-06-19

질의요지

선박건조공정의 야외구조물 및 선체외판 도장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선체외판시설 도장작업은 도장작업전 선박의 밑면에 부착된 생물 등이나 녹슨 부
분 제거를 위한 탈청작업을 실시한 후 도장작업을 합니다.
선체외판 야외 탈청작업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선체외판 도장작업의 범위
에 포함되는지 회신 부탁합니다.
회신내용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탈
청시설과 도장시설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탈청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
표3 제1호비고9나)의 선체외판 도장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배출시설의 분류 및 제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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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력
이동식은 제외)에 해당됩니다.

마력 이상인 탈청시설은 대기배출시설(다만, 습식 및

표3 제1호거 4)라)에 따라 동 이 10

제 목

답변일자

목재 살균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에 관하여

2008-12-17

질의요지

목
절단(제재) 후 제재목인 소형 각재를 제품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일반 제
재업체(16101)로 생산된 소형각재 중 특수한 용도의 사용처에 공급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
여 일부 제품을 소독살균하고자 합니다. 3.0㎥ 규격의 시설내부에 살균대상 각재를 투입
한 뒤 밀폐하고 경유를 연료로 한 간접열풍을 시설 내부에 공급하여 온도 약 56℃전후에
서 30분정도를 유지시켜준 다음 제품을 꺼내주는 공정이 있습니다. (투입되는 각재와 열
풍 이외의 시설내부에 별도로 사용되는 원료나 약품은 없음.) 상기와 같은 용도의 시설이
원 을 입고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요?
회신내용

내

질의 용과 같이

간접열풍을 이용하여 각재를 소독·살균하는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

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무허가 도장작업에 관하여

2008-03-03

질의요지

마력 이하의 동력으로 자동차나 자동차부품 등의 물건을 도장할 때 건물이 아닌 공지나
운동장 같은 넓은 곳에서 도장작업을 할 경우 면적을 산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
우 무허가 도장작업이나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사항으로 법의 저촉이 되는지요.
2

회신내용

곱

력 3마력이상의
도장시설은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배출시설 규모미만의 동력을 사용하여 야외
에서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라도 피도장물의 크기, 규모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도장시설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므로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이에 따른 적정한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용적 5세제 미터 이상 또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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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배출시설 용량 산정

2008-01-21

질의요지

㎥

산처리시설의 합계용적이 1 이상인 경우에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량

숫점 이하 절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사내 작은 규모의 산처리시
설이 2개(0.674㎥, 0.303㎥)가 있습니다. 전체 용적 합계가 0.977㎥인데 이 경우에도 대기
니다. 용 산정시 소

배출시설에 해당이 되는지요?
회신내용

해당 업종, 산처리시설의 용도 등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대기

목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중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
상인 산·알칼리처리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며, 용량산정시 소숫점 이하 절삭에 대
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제1호 비
고1에 따라 규모미만인 시설로서 동일사업장에 동종시설이 2개이상 설치되어 시설의 총
규모가 각 항목에 규정된 규모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설을 배출시설에 포함합니다.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

제 목

답변일자

계량시설의 배출시설 해당 유무

2008-07-04

질의요지

블랙 및 약품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및 정량 계량하는 계량시설
이 50㎥ 미만인 경우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해당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타이어 제조공정 중 카본
회신내용

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유· 기산저장시설 또는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

곱

설은 용적이 50세제 미터 이상인 경우에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저장시설

곱

광

이 50세제 미터 미만이라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 별표에서 비금속 물

곱

량

제 품제조시설로서 용적이 3세제 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계 시설은 대기배출시설

량

로 규정하고 있으나, 타이어제조공정의 계 시설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
용하는

약품 및 공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배출시설 해당여부

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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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그라비아 인쇄시설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해당시설은 악취시설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공정중의 인쇄지점마다 발생될 수 있는 유기용제가스 등은 각 지점마다 건조장치가
장착되어 내부에서 흡입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이 건조장치는 완전밀폐된 상태로
대형 원형 배기닥트를 통하여 폐가스소각시설(RTO)로 유입되어 완전소각시킨 후 대
기중으로 배출시키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위 RTO시설이 악취방지시설 및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위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비고10에 따라 밀폐된 상태로 배출시설을 거쳐 대기에 배출되는 경우로서 해당 배출
구가 설치된 최종시설이 배출시설로 신고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인쇄.건조시설에 대한
별도의 신고가 면제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인쇄물과 알미늄호일 등이 급지를 접합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인쇄물과 이 급지 사이
에 폴리에칠렌 수지를 압출하여 접착제가 투입이 되면서 접합을 하는 공정입니다. 당
사의 위 시설의 건조장치가 악취시설로 신고되어 있고 악취방지지설로 흡착탑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3 나)목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킬로그램 이상이거나 합계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인쇄.건조시설(유기용제류를 사
용하는 그라비아 인쇄시설과 이시설과 연계되어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코팅시설만
해당한다)의 규정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 인쇄시설과는 별도의 공정이고, 따라서 이 규
정과 무관하므로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

회신내용

쇄

직접 연결·밀폐되어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구조(밀폐)로 되어있
고, 건조시설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신고시 인쇄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검
토가 함께 이루어졌다면 연속공정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쇄시설 및 건조시설에
서 오염물질이 각각 발생되는 구조라면 연속공정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인쇄시설
에 대한 별도의 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야 할 것 입니다.
2) 인쇄물과 이 급지를 접착한 후 건조하는 시설에서 인쇄물이 플라스틱이고 연료사용량
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
법 시행규칙 별표3제1호라목1)나)(5)에 따라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시설 중 플라스틱
1) 인 시설과 건조시설이

물질 제조시설의 건조시설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배출시설 해당유무(접착시설)

2008-07-04

질의요지

년월
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중 다) 용적이 3
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접착시설에 대해 질의합니다.
2010 1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시설의 13)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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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착시설이란 무엇인지?

무엇인지?
3. 배출시설의 용량(용적, 동력)의 산출기준은 무엇인지?
2.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회신내용

목 13)다)에 따라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
거나 동력이 10마력이상인 접착시설은 2010년1월1일부터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됩
니다. 접착(接着)시설이란 같은 종류나 서로 다른 종류의 두 고체(古體)를 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서로 붙이는 시설을 말합니다.
2) 접착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접착제의 종류, 공정조건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사용하는 원료, 약품 등에 대한 검토 및 관련 전문서적을 참고하시
거나 전문 시험분석기관, 자가측정 대행업소 또는 방지시설업체 등에 문의하여 주시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나

기 바랍니다.

모 그 시설의 최대시설 용량(최대시설 규모)을 말하고 배출시설에 연
결된 동력원의 규모로 산출합니다.

3) 배출시설의 규 는

제 목

답변일자

배출시설 해당 유무

2008-06-13

질의요지

'08.1월 대기배출시설 중 탈지시설(1㎥) 1대가 허가를 받고 사용중입니다. 사용 중에 '08.2월
탈지시설(0.5㎥) 1대가 신규로 설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08.4월 탈지시설
(0.5㎥) 2대가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이때 설치된 탈지시설(0.5㎥*2대)만 허가를 받고 사용
하기로 했습니다. 기존(08.2월)에 설치된 탈지시설(0.5㎥)은 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사용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요? 단순이 0.5㎥ 1대만은 배출시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목

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나 1)나)에 따라 용적이 1세제 미터 이상인

탈지

모
사업장에 동종시설이 2개이상 설치되어 시설의 총 규모가 각 항목에 규정된 규모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설을 배출시설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동일 배출구에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동 별표 비고1호에서 규 미만의 배출시설로서 동일

계의 100분의50이상(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 증설하는 경

허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동일 배출구(굴뚝)에 모든 시설이 연결된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된 시설 3대 모두 변경허
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배출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08.2월 증설당시 탈
지시설(0.5㎥×1대)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시허가 또는 신고대상은 아니
우에는 변경 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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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08.4월 증설당시 08.2월 증설시설(0.5㎥×1대)과 08.4월 증설시설(0.5㎥×2대)의 규모
를 합한 총규모(1.5㎥)가 배출시설 규모이상이 됨으로 상기시설 3대에 대하여 허가를 받
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목

답변일자

성형시설 관련 질의

2008-06-03

질의요지

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중 사출성형시설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사출성형기는 용
융 후 사출하여 제품을 생산되고, 용융 후 사출과정은 동시에 이루어짐, 동력 및 연료 : *
동력 : 전동기 합계 150KW(=200HP), * 열원 : 전기히터 합계 100 KWH(=고체연료 환산
량 17KG/H)
상기의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시설 중
3) 동력 250HP이상의 성형시설에 해당되는지? 상기의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중 1)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의 용융,
고

용해시설에 해당되는지?

차원이 서로 다른 전동기의 동력(150 KW)과 열원인 전기히터(100 KWH)의 용량을 무리
하게 합산하여 배출시설( 동력 250HP이상의 성형시설) 규모 이상으로 해석되어 대기배출
시설 설치신고 대상이 될 것 같아 답답합니다.
회신내용

마목3)에 따라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중 폴
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 외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력 250마력 이상의 성형시
설(압출·압연 또는 사출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은 배출시설에 해당하며, 동 별표3
제1호비고8에 따라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최대시설 용량(최대시설 규모)을 말하고
배출시설의 가동하여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동력원의 규모로 산출합니다. 성형시설의 경우
히터용량과 전동기(모터) 용량을 합하여 동력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폴리
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외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여 1개의 시설에서 성형공정과 용융
공정이 동시(병행)에 이루어지는 경우 성형시설 또는 용융시설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용
융시설의 경우(연료사용량)에는 대기배출시설 규모미만에 해당되므로 대기배출시설 규모
이상(333마력)에 해당되는 성형시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제1호

제 목

답변일자

수동납땜시설의 배출시설 해당여부

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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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람

전자제품제조업체로 회로기판에 사 이 수동으로
의 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요?

납땜(전기인두사용)하는 공정입니다. 위

회신내용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고 있으나,

그 밖의

납땜시설은 대기배출시설로

신 수동납땜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하

제 목

답변일자

시멘트양생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여부

2008-08-07

질의요지

빔 광 철판 등을 이용하여 덕트 및 바닥설비재 등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업종은
구조용 금속판제조업으로서 기존 도장시설을 대기설치신고를 하여 운영중입니다. 생산품
중 바닥설비재는 철구조물 바닥에 시멘트를 양생하여 바닥을 만들어 수요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구조용 금속판제조업의 시멘트양생시설이 대기배출시설인지요?
H- , 형 ,

회신내용

목 1)다)에 따라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중 연
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시설은 대기
배출시설에 해당되나, 시멘트 양생시설은 제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아

제 목

답변일자

연료사용량의 의미 및 배출시설의 유무
질의요지

2008-12-24

량 30kg/hr이상이거나 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배출시설의 종류 중 연료사용

이것은 고체연료 환산계수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유리공장에
서 일반유리를

강화유리로 제조하는데 중간에 전기를 이용하여 코일에 열이 발생하여 구

워지고 강화유리로 됩니다.
1. 비금속광물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로 봐도 무관한지
2. 그 전기를 이용하는 기계는 1000kw인데 이것을 고체연료환산계수로 0.17로 환산한 값
으로 법적 연료사용량으로 봐도 무관한지?
3. 법적인 연료사용량은 최대로 보는 것인지?
4. 정확한 연료사용량이란 의미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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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신

온
충분한 강도를 부여함으로써 물체의 형상을
정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
호라목나)(3)소성시설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나, 소성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규칙 별표3 제1호거목9)그 밖의 로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성시설이란 물
체를 높은 온도에서 구워내는 시설을 말하며 일종의 열처리시설에 해당되며, 소성의
목적은 소성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소 다르나 보통 고온에서 안정된 조직 및 광물상(鑛
物相)으로 변화시키거나 충분한 강도(强度)를 부여함으로써 물체의 형상을 정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전기를 이용하는 시설의 연료사용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비고3에 따라
전기사용량에 무연탄을 기준으로 한 고체연료환산계수(0.17)를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비고8에 따라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최
대시설 용량(최대시설 규모)을 말하고 배출시설에 연결된 동력원의 규모로 산출합니다.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제1호비고3에 따라 “연료사용량”이란 연료별 사용량에
무연탄을 기준으로한 고체연료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말합니다.
고체연료환산계수표에 없는 연료의 고체연료환산계수는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중소
기업청 등 국가공인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증명서류에서 제시하는 그 연료의 발
열량을 무연탄발열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며, 무연탄 킬로그램당 발열량은 4,600킬로칼
1) 질의하 시설이 유리를 고 에서 가공하여

로리로 합니다.

제 목

답변일자

염욕질화 시설 설치 규제건

2008-12-23

질의요지

욕

금속을 열처리하여 경도를 향상시키는 시설로서 염 질화로 1대, 산화처리로 1대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염욕질화 시설을 갖춘 공장을 가동할려면 환경부에 어떠한 내용
을 신고를 해야 하는지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어떤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염욕질화시설 가동시엔 CN이 발생함.) 염욕 질화로는 약 560도에서 용융된 질화
제에 금속을 침적시키고 2-3시간 질화하는 시설입니다.
위의 시설들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에서 어떤 종류의 대기오
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되며 허가 또는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하여

회신내용

신 염욕질화로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 라)금속의 표면처리시설 중 화성처리시설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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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시설을 운영할때에
시안화수소(특정대기유해물질)가 발생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행정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동법 제23조에 따라 설치 가를

니다.

제 목

답변일자

예비보일러의 가동조건
질의요지

2008-02-26

톤

톤

사업장에 일반보일러(60 /시)와 예비보일러(50 /시)가 있을 경우에 일반보일러의

효율감

필요한 양의 스팀을 생산할 수 없을 경
우, 보유한 보일러 2대를 동시에 가동할 수 있는지요? (물론 예비보일러의 년간 가동가능
일수는 준수함)
소(연료성상 변화)로 인하여, 일반보일러 만으로

회신내용

목 비고2에서 예비용시설은 “시설의 고장 등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제1호 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예비로 설치된 시설”로서, 대기배출시설 중 예비용시설
을 연간가동일수로 구분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며, 예비용으로 인정받은 시설이 제조공정
의 여건변화 등에 따라 기 허가 받은 주된 배출시설과 동시에 가동하고자 한다면 예비용
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예비용이 아닌 대기배출시설로 변경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야 할
대비하여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사용하는 연료의 변경으로 오염물질

량 등이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배출

제 목

답변일자

유리용해로 LNG로 연료 교체 관련 질의
질의요지

유리용해로 대기배출시설을

운영중인

2008-12-24

업체입니다.

현재

용해로에서 연료로

B/C유 0.5%

교체를 검토중입니다.
1) 기존 대기배출시설 유리용해로를 B/C유에서 LNG로 교체하였을 경우 면제 대상 여부?
2) 기존 대기방지시설인 전기집진기(먼지제거 설비)와 D-NOx 설비(NOx 제거 설비)의
LNG 교체로 인한 방지시설 면제 대상 여부?
3) 현재 운영중인 TMS(DUST, NOx, SOx)의 항목 면제 여부?
이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정연료 LNG로

회신내용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비고2에 따라 LNG만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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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가열하는

연소시설은

그

외

신

시설만 배출시설에서 제 됩니다. 질의하

이용하고 있으며 연료를

외

용해로가

간접가열방식을

B/C유에서 LNG로 교체하는 경우에 연소부분은 대기배출시

설에서 제 될 것이나, 용해로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동법 시행규칙 별표8) 이하로 배출
되거나,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관
할 행정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방지시설의 설치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질의하신
용해로의 연료를 LNG로 변경함으로써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 방지시설의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
므로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밖의 시험분석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2)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동법 시행

바랍니다.

령 별표3에 따라 유리제조 용융·용해시설의 굴뚝자동측정기기 부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항목은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정연료를 사
용할 경우에는 황산화물의 측정항목은 제외됩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의 해당 측정항목
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의 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착대상

제 목

답변일자

인쇄시설 관련 배출시설 해당여부

2008-11-19

질의요지

그라비아 인쇄 후 건조를 한 후 반제품 상태의 포장지를 저온, 고온숙성시킵니다. 그 후
부지내 다른 공장동에 있는 합지(코팅-유기용제 사용) 시설로 옮긴 후 합지를 합니다.
이럴 경우,
1) 시설별로 각 공장동이 구분되어 있어, 인쇄 및 건조가 완전히 끝난 상태의 포장지를
숙성한 후 합지시설로 옮겨 합지(코팅)하는 시설을 인쇄건조와 연계된 시설로 보고,
하나의 인쇄건조시설로 신고를 해줘야 합니까? 예를 들어 용량산정시 인쇄시설이 0.5㎥,
인쇄기 위의 건조시설이 3㎥, 코팅 위의 건조시설이 3㎥일 경우, ☞ 인쇄건조시설 6.5㎥
*1set로 신고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 각각 용량대로 신고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까
(인쇄건조시설 3.5㎥*1set, 3㎥*1set)
2) 이 시설은 연계된 시설이 아닌, 독립된 일반건조시설로 신고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까?
3) 만약 그라비아 인쇄건조 후 반제품 생산까지는 타 공장으로 아웃소싱을 하고, 본사에
서는 합지(코팅-역시 유기용제 사용)만 할 경우는, 인쇄시설이 공장내에 없기 때문에
일반 건조시설로 봐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 시설 또한 인쇄와 연계된 시설로 봐서
인쇄건조시설로 봐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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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쇄 및 각종기록매체 제조(복제)시설에서 질의내용과 같이 인쇄·건조시설과 코팅시설이
별개의 라인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쇄·건조시설(그라비아 인쇄시설)과 인쇄·건조
시설(코팅시설)로 각각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인쇄·건조시설(그라비아 인쇄시설)
3.5㎥*1set, 인쇄·건조시설(코팅시설) 3㎥*1set 한 사업장에 인쇄·건조시설이 있는 경우에
그 시설과 연계된 코팅시설은 인쇄·건조시설(코팅시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쇄시설이 없는 사업장에서 건조만하는 경우에는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시설의 건조
인

시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저장시설 해당여부 질의
질의요지

2008-05-07

콜

섬유 유연제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
위의 원료를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저장하는 180톤, 70톤 규모의 저장시설을

지방산 및 알 류 등의 원료를 혼합하여 가정용
입니다.

증설하고자 하는데 이 저장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et yl triethanolamine ammonium methyl sulphate dialkylester : 90%(지
방산, CAS NO.91995-81-2), Isopropyl Alcohol : 10%(알콜류, CAS NO.67-63-0 ), pH :
2.8∼3.5, 물리적상태 : 액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성상은 M h

1. 위의 제품 저장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무

2. 대기환경보전법 제5조 별표3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유. 기산 저장시설이 위의
제품저장시설과 같이 단일 물질이 아닌 혼합물일 경우에도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동법 시행규칙 별표1,

그 밖의 물체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3
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동 별표3 제1호거목6)가)에 따라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유·무기산 저장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2) 질의하신 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면 배출시설(유·무기산저장시설)에 해당되며,
혼합물질 저장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별표2)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제 목

답변일자

저장조 개념관련 질의

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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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신설 설치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제품은 화학반응에 의해 화학제품을
만드는 회사로 쉽게 A+B->C라는 제품을 합성반응하여 생산합니다. 생산시 열매를 이용
하여 온도를 높여 반응시켜 제품을 만들고 반응이 끝난 완제품은 성형/포장을 위해 임시
로 저장조로 옮겨 보관했다가 성형할 계획입니다. 이때 저장조는 크기가 5루베이며 일반
반응기처럼 제작되지만 제품을 저장하는 역할만 합니다. 열매가 들어가서 보온역할도 해
줘야 하고 교반하는 장치도 달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저장조가 아닌 반응시설로 분류
제품보관용 저장조를

되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신 시설에서 물리화학적 성질이 본래와는 다른 물질로 변하지 않고 단순히 저장만
하는 경우에는 저장시설에 해당될 것이며, 저장중 물리화학적 성질이 변하는 경우에는
반응시설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동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
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反應)시설이란 한 종류 또는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그
자신 혹은 상호간에 있어서 원자(原字)의 조환(組煥)을 시행하여 그 조성이나 구조, 성분
등 물리화학적 성질이 본래와는 다른 물질을 만드는 시설을 말합니다. 저장(貯藏)시설이란
제품 또는 원료, 반제품상태의 원료, 부원료, 첨가제 등 제품제조에 필요한 각종 물질(반
질의하

제품을 포함한다)을 저장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제 목

답변일자

전기로 연소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여부

2008-08-22

질의요지

현재 아래와

같이 사용되고 있는 전기로가

직접연소에

의한 배출시설인지

의한 연소시설로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간접가열에

학섬유제조 사업장으로 방사공정에 사용되는 Pack이라는 방사설비가 있고 일정 사용시
간이 지난 경우 품질유지를 위하여 Pack내에 묻어 있는 pp를 전기로를 이용하여 연소
(450~600℃) 시킨 후 배기가스는 원심력집진시설을 거쳐 배출시키고 있으며 pp가 제거된
Pack설비는 공정에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Pack내 pp를 연소시키는 전기로는
직접연소시설로 대기배출시설 신고필증에 신고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로가 시행규칙 별표3 비고의 간접가열 연소시설에 해당되는지 해석부탁 드립니다
화

회신내용

존허가(신고) 사항이

기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비고2에 따라 전기만을 사용하여

외

간접가열하는

연소시설은

그

신 전기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거목 9)에 따라 시간당 연료사용량이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배출시설에서 제 됩니다. 질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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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로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직접가열이라 함은 연료연소시 발생되는 불꽃 및 가스가 포함된
열이 제품 등과 직접 만나는 방식으로서, 연료연소시 발생되는 오염물질과 제품 등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서로 섞여 배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과 폐가스소각시설 차이점
질의요지

1) 대기방지시설 중

엇인지요?

2008-05-01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과 배출시설인 폐가스소각시설과의 차이점이 무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도 소각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이라면 폐가
스소각시설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라면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다음에 대기방
지시설 추가로 설치해야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2) 방지시설인

회신내용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
오염물질을 함유한 가스를 직접연소에 의하여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대기
배출시설 중 폐가스소각시설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과 폐기물매립시설에
서 발생하는 가스를 소각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간당 100 킬로그램 이상의 폐가스를 소각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3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애

줄이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4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을 폐가스를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로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동 시설이 시간당 100
킬로그램 이상의 폐가스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인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어
없 거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라면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탈사 및 탈청시설의 구분

2008-12-18

질의요지

탈사 및 탈청시설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조선업체의 경우 숏트볼을 이용해서 녹을 제거
하던데, 이게 탈사시설에 해당되나요? 그라인더(이동식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해서 녹을
제거할 경우 탈청인가요? 탈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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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력 10마력이상의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은 대기배
출시설에 해당됩니다. 「탈사시설」이라함은 유체의 분사나 원심력을 이용하여 금속품
특히 주물품에 붙어있는 모래를 제거하여 표면을 깨끗하게 하는 시설로 쇼트블라스트
샌드블라스트 및 텀불러 등이 있으며,「탈청시설」이라함은 금속재 표면의 녹을 제거하는
시설로 기계적 탈청에는 탈사에 사용하는 쇼트블라스트 샌드블라스트를 사용합니다. 그라
인더 등은 일반적으로 연마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사용목적이 순수하게 녹만을
제거하기 위한 시설이라면 탈청시설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동

제 목

답변일자

폐가스 소각시설에 대하여

2008-12-18

질의요지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폐가스소각시설) 용량이 100kg/hr
이상일 경우에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므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대기배출시설인
인쇄건조시설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voc물질을 제거할 목적으로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을 방지시설로 설치할 경우 폐가스소각시설(100kg/hr) 이상일 경우에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허가)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대기방지시설이면서 배출시설인

회신내용

각

간 각능력이 100kg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해당될 것이나 시간당 100kg미만일 경우는 방지시설에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가스 등을 소 하는 시설의 시 당 소
만 해당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질의요지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에 대한 질의입니다.

2009-09-24

' 그밖의 배출시설'은 연료사용량 및 용적과는 상관없이 결정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
니다. 예를 들어 염소 및 그 화합물을 발생시키는 시설의 용적이 아주 작은 0.01㎥이고,
T.C.E의 농도는 200ppm인데, '28)그밖의 배출시설'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위의 시설이 '28)그 밖의 배출시설'에 해당 된다면 T.C.E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데 30% 미만 및 30% 이상 등의 기준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
1. 28)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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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년월

목 28)에 따라 암모니아, 이황
화탄소 등 명시되어 있는 20개 물질을 해당물질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으로 배출
하는 시설은 배출시설에 해당되며, 민원내용의 트리클로로에틸렌과 같이 별표3 제2호나목
28)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물질은 제외됩니다. 이를 적용하는데 있어 용적, 연료사용량,
용량 등은 고려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 1 1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나

제 목

답변일자

2010년 대기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건에 관한 질문(질소산화물)

2009-03-04

질의요지

년

허 준 '6)유리.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
공시설을 포함한다)중 용융.용해시설;가)개별 배출용량이 일 10톤 이상인 시설-250(13),
나)개별 배출용량이 일 10톤 미만인 시설-350(13)' 중 개별 배출의 의미 및 개별 배출에
대한 자세한 정의가 궁급합니다.
2010 부터 적용되는 질소산화물 배출 용기

회신내용

량

허

신

록

유리·유리제품 제조시설의 개별배출용 이란 배출시설 설치 가증( 고증명서)에 기 된

량

허 준

유리 용융·용해시설의 용 에 따라 분류한 배출 용기 이며, 이는 용융·용해로의 제품

량

량

생산 (인출 )을 말합니다.

제 목

답변일자

5만㎥ 이상의 도장시설로 인정여부

2009-03-19

질의요지

축 두 개의(3만㎥(50*40*15)/22,875㎥(61*25*15)) 도장공장을 연결하여 하
나의 (52,875㎥) 도장공장으로 변경할 시 5만㎥이상의 도장시설로 인정여부에 대해 답변
도장공장 증 으로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

곱

력 마력이상
인 도장시설'을 대기오염배출시설로 정하고 있으며, 용적규모가 50,000세제곱미터 이상인
도장시설은 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동 규칙에서 용적규모가 50,000세제곱미터
이상인 도장시설을 제외한 것은 선박 등과 같이 그 규모가 커서 도장실내에서 도장을 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질의내용과 같이 별도의 공간을 인위적으로
연결하여 용적규모를 50,000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확장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로 관리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용적이 5세제 미터 이상이거나 동 이 3

것이 보다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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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VOC처리 시설에 대한 배출시설,방지시설 여부 확인 요청

2009-06-01

질의요지

VOC 배기를 제올라이트로 흡착/탈착과정을 거쳐 제거하고, 이 중 처리가 되지않는 미처
리가스(약10% 미만)에 대해서 추가로 RTO를 통해 연소시키는 장치입니다. 제올라이트
처리시설 후단에 RTO시설이 추가로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동일한 배출구로 배출됩
니다. 이 경우 배출시설 중 하나인 폐가스소각시설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방지시설
(촉매반응 이용시설, 직접연소 등)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허가 등록 시 어떤
시설로 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각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
칙 별표3의 제1호 거목의 폐가스소각시설에 해당될 것이며, 동시에 대기오염방지시설(직
접연소에 의한 시설)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한 시설은 소

제 목

답변일자

건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질의요지

섬

2009-01-22

폭

힌 소재를 반입하여 오븐에 넣고 100℃에서 경화시키는 공정
이 있으며, 사용되는 오븐(건조시설)의 규격은 3.5㎥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건조시설이
탄소 유에 에 시수지를 입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요?
회신내용

온

학

일정 도에서 금속제품 또는 화 제품의 물리적성질을 변경하는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목
그 밖의 로에 해당될 수 있으며, 동 시설의
규모가 시간당 연료사용량이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2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시행규칙 별표3 제1호거 9)에서 정하고 있는
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기계 반입 허가 여부

2009-03-10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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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매
일러입니다. 사용연료는 가스입니다) 이 기계를 반입하는데 허가가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열매보일러의 대기 허가증에 기재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해 에서 중고기계를 반입하려고 합니다. 기계의 구성물 중에 보일러가 있는데(열 체 보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중고 보일러 수입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의

신 열매체 보일러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해
당되지 않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거목 2)에 따라 가스(LNG, LPG)
하

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 목

답변일자

냉각시설의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해당유무

2009-03-23

질의요지

련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체로,
금속제련 후 발생하는 슬래그를 냉각수로 급속냉각시키는 장치를 설치하려 합니다. 시설
은 1,600℃의 용융슬래그를 시간당 100톤 가량 냉각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이때 발생하
는 수증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높이 30m의 배출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 냉각시설
이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궁급합니다.
금속제조업 중 용융, 제

회신내용

신 시설이 공기, 물, 기타 냉각제 등을 이용하여 제품에 함유된 열을 빼앗아 차게
하는 기능을 하며 시간당 처리능력이 0.5톤 이상이면, 동법 시행규칙 별표3의 제1호 아목
에 따라 냉각시설(서냉시설은 제외)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

제 목

답변일자

대기 배출시설(10톤/hr 보일러)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변경 건
질의요지

년월

내

2009-03-04

년 이후 NOx규제치가 180ppm(10
톤/hr 이하)로 되어 있어 개정된 법규에 맞추어 2007년 10월에 10톤/hr의 보일러를 설치
(B-C유 0.3% 이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 4월에 법규가 개정되면서 10톤
이상 40톤 미만,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이상 24,760,000킬로칼로리 미만은
NOx를 규제치를 100ppm 미만으로,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
칼로리 미만은 NOx를 규제치를 180ppm 미만으로 규제함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애매하
2007 1 31일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용을 보면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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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

량

톤

량

cal/hr입

게 되 습니다. 저희 사 보일러의 경우 증발 은 10 /hr 이나 열 은 5,600,000 k

허 준

떻

니다. 저희사의 배출 용기 은 어 게 됩니까?
회신내용

목
동 시설의 시간당 증발량 또는 시간당 열량으로 산정하며,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최대시설용량(최대시설규모)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보일러의 시간당 열량이
6,190,000킬로칼로리 미만이라 하더라도 시간당 증발량이 10톤 이상인 경우에는 10톤 이상
보일러에 해당되며, 배출허용기준 적용시 10톤 이상 보일러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나 24)나)에 따라 보일러의 배출시설 해당여부는

합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 배출시설 신고사항

2009-04-02

질의요지

주 원료인

천연고무를 사용하고 약품으로는 유황, 아연화, 촉진제 등을 배합하여 고무장

화를 생산하고자 합니다 성형된 장화를 전기히터로 열을 가하여 건조할 계획입니다. 주요

곱

응

곱

시설의 설치계획은 혼합시설 5.61세제 미터 1기, 반 시설 5.61세제 미터, 건조시설 110

곱

세제 미터 1기입니다. 이러한 생산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시
설에 해당될 경우에 반응시설, 건조시설의 용적이 각각 1세제곱미터 이상이고, 혼합시설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동 규칙 별표3에서 정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입니다.
질의한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한 합성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여부

2009-03-04

질의요지

약600℃에서 열분해를 시켜 열분해가스를 생성하며 분해로 내부에서
발생된 가스를 응축시켜 액화시키며 액상의 물질은 1·2차 정제과정을 거쳐 재생유 및
물로 분리하여 재생유를 생산품으로 출고하고자 합니다. 분해로부터 2차 정제까지는 밀폐
된 상태로 운전되며 대기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분해로에 설치된 연돌에서 배출되는
비응축가스의 연소가스에 의하여 오염물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폐비닐을 입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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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여부

측정하고자 할 경우 분해로의 연료연소 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지인 연돌에서만 측정하면 되는지, 응축공정 및 2차 정제에서 발생되는 가스성분(전량
연료로 이용)의 대기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여부에 대하여도 측정해야
하는지요?(대기오염물질 측정은 기 운영중인 시험공정에서 측정할 것이며 운전조건은
생산하고자 하는 공정과 사용원료 등의 조건을 동일하게 하여 측정할 것임)
2. 분해로의 연돌에서 발생되는 연소가스에 의한 오염물질 중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었을
시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이하일 경우로 발생된다면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는 시설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을 위하여

회신내용

내용

각시설(열분해시설)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험공정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측정을 위한 위치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질의 하신 응축공정 및 정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의 소각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경우
에는 폐가스소각시설에 해당됩니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발생된다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질의

중의 분해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소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해당여부

2009-03-04

질의요지

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단 질 및 배합사료 제조시설에

량

간

㎏

㎥ 이상의 증자시설, 자숙시설, 발효시설,
증류시설, 산.알카리시설, 건조시설 등을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미사료인 발효
사료의 제조시설 중 발효숙성 및 건조시설(9.3㎥)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에 해당되는지
있어 연료사용 이 시 당 60 이상 또는 용적5

여부

회신내용

신 단미사료 제조시설 중 건조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파목
1) 나)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7년1월31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시 음식료품제조시설·단백질 및 배합사료 제조시설의 증자·자숙·발효·증류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질의하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에 해당되는 제품인지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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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0

질의요지

준

다음의 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떤 기 에 해당하는지요?

폼 감용기 : 스치로폼을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용융(발포제거)과 동시에 고체
(Ingot)화시켜 주는 재활용 기계임
2. 기계구성 : 스치로폼 투입->분쇄기에서 분쇄->사이로에 저장->감용기에서 감용화 및
1. 스치로

배출

회신내용

통상적으로

내용과

질의

폼을

같은 스치로

용융하는 시설은 대기배출시설 중 성형시설

또는 용융시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기배출시설의 분류는 해당공정의 원리, 특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공정이 동시에 또는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로 분류되는 시설로 분류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감용기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화합물 또는 화학제품
제조시설의 용융시설 또는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의 성형시설에 해당될 수 있으며,
성형과 용융이 함께(일체형)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성형 또는 용융시설 중 하나의 시설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시설로 분류하여야 할것입니다. 또한 20마력 이상의 분쇄시설은 동
별표에서 정하는 규모이상에 해당되므로 동 공정에서 먼지 등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에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2009-03-10

질의요지

a 액
석
석탱크를 20
용량 스텐재질 탱크에 5마력 교반기를 설치해서 실시 예정입니다.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
N OH용 을 33%에서 물을 첨가해서 18%로 희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희
면 방지시설을 해야 되는데 해당여부를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내

a

a

석

질의 용과 같이 N OH(33%)에 물을 첨가하여 N OH(18%)로 희 하는
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탱크는 대기오염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해당 유무

2009-02-18

질의요지

때

뭍어
있는 주물사는 재사용이 불가능하여 폐기물로 처리하고 그 외의 주물고사(주물사)는 선별
주물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주물사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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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재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때 재사용하는 시설이 단순 선별과정을 거처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면 이 시설을 선별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주물사 처리시설로 보아야 하
하여

는지 알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내역 및 공정에 대하여 명확히 알 수가 없으나, 주물사처리시설은 주형을
다시 분쇄·선별하여 주물사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연관된 처리공정(시설)을
말하며, 질의내용으로 볼 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 3)에 따라 시간
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물사처리시설로
해당 시설 설치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2009-03-30

질의요지

롬

후 가열된 Filament 음극전자관에 아르곤 가스를
주입하여 형성된 Plasma 구간을 통과시켜 전자와 입자(금속 크롬)를 충돌시켜 금속양이
온(Cr+)으로 전환. PVD로 내를 진공 펌프를 사용하여 진공상태로 한 후 반응가스(N2)를
주입하고 가공대상물에 전압을 걸어 금속양이온(CrN)을 증착시킴
1) 금속크롬 및 금속양이온이 특정대기오염물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해당시설이 어떠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3) 해당시설에 대하여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금속 크 에 전기를 사용하여 증발한

회신내용

롬

질의한 시설이 크 (Cr)을 금속표면에 도금하는 시설이라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목

별표3 나 의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중 도금시설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질의한
시설이 반도체 및 기타전자제품 제조시설에 해당된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목

다 의 반도체 및 기타전자제품 제조시설 중 증착시설에 해당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설명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산공정에서 특정

대기유해물질 발생여부는 방지시설 설치업체 등 전문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대기환경

허

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가를

항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

오니 자세한 사 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200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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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햄 및 소세지를 제조하는 공정이며, 모든 공정은 훈연챔버내에서 이루어지며, 훈연챔버의
용량은 2㎥(6기)정도입니다.
훈연챔버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신 훈연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에 따라 2009년12월31일까지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나, 동 별표3 제2호 나목 26)바)③에 따라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훈증시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질의하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해당유무

2009-03-04

질의요지

칼

현재 폐산저장시설은

1. 폐알 리 보관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알고자합니다. (

임

대기배출시설 )

칼

봐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산알 리처리시설을 공정상의 어디까지

곱

3. 공정상 용적이 5세제 미터미만인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지요?

<참고> 산알칼리처리공정(용적)
1. 산알칼리 보관시설(92, 92. 8)-중화반응시설(8)-응집시설(3.4)-농축시설(21)-탈수시설(슬
러지-소각),(여액-폐수처리)
2. (여액-폐수처리)유량조정조-중화시설-응집시설-침전시설-처리수조-소각로 재이용
회신내용

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폐알 리 저장시설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규정
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폐산·폐

칼

목

④

알 리를 중화하여 처리하는 공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제2호나 26)바) 의

칼

산·알 리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나

목23)가)에 따라 시간당 처리능력이 0.5 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폐기물 농축시설은 대기
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여부
질의요지

2009-03-10

늄 세척을 하는 설비를 하고 자하는데 이 시설

탄화수소계열의 세정제를 사용하여 알루미
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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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늄 척
별표3 제1호나목1)나)에 따라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탈지시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탄화수소계열의 세정제를 사용하여 알루미 을 세 하는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탈수기)

2009-06-01

질의요지

el

탈수기에 투입하여 탈수를 거쳐 나온 액 FeCl2는 제품으로 생산되며 이
때 발생되는 CAKE는 폐기물 위탁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탈수시 단순히 기계물리적 처리
만 이루어지며 화학적인 반응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며 폐염산(FeCl2)에 의해 극미량의 염
소가스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인 탈수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데 이 폐기물처리시설인 탈수시설도 마찬가지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폐염산(F C 2)을

보면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목

학

질의한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라 의 화합물 및 화 제품 제조시

추

설 중 정제시설(분리·증류· 출·여과를 포함)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항

사 은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해당유무
질의요지

작

2009-05-04

차

피도장제품인 자동차부품을 금속지그에 올려놓
고 도장을 합니다. 이때 금속지그에 페인트가 묻으며, 이 금속지그에 묻은 페인트를 제거
하기 위해 세척조 두 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용량은 0.24㎥(800×1000×300)로 2set이며
약품은 디클로로메탄을 사용하려 합니다.
1) 위의 세척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어떤 시설로 봐야 하는지?
2)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신고없이, 또 방지시설 없이 사용해도 되는지?
3) 기존 도장시설에 연결되어 있는 집진기에 덕트를 연결하여 사용해도 되는지?
도장 업시 자동 부품을 도장하기 위해

회신내용

탈지시설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오나, 시설의 용적이 대기환경보전법
별표3 나목에서 정한 1세제곱미터 미만이므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질의한 시설은
시행규칙
것입니다.

신

무

따라서, 배출시설설치 고 및 방지시설 설치의 는 없으나, 오염물질은 적정처리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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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참고로,

탈지시설이라

함은

피도금물의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유지, 산화물,

금속염 또는 기타 오물을 유기용제나 알카리로 용해하여 제거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

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의하면 방지시설은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을 배

허 준 이하로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내용과

출 용기

같이 대기배출시설이 아닌 시설을 방지시설에 연결하고자 한다면 관할지자체의 인정을

받아 설치·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해당 여부

2009-02-23

질의요지

탈지시설(0.42㎥x2조), 산처리시설(0.42㎥x1조), 화성처리시설(0.42㎥x1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규칙 별표3에 의하면, 용적 1㎥이상의 탈지시설, 산알카리 처리시설, 화성
처리시설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써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각각의 시설용량
으로 보면 1㎥미만인데, 전처리시설 전체용량을 합산하면 1.68㎥입니다. 당사의 전처리시
설인 탈지시설, 산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비고1에 따라 규 미만인 시설은 동일 사업장에

총규모를 산정하며, 동종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탈지시설(0.82㎥), 산처리시설(0.42㎥), 화성처리시설(0.42㎥)은
시설별 용적이 1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종시설을 대상으로

제 목

답변일자

목재가공연마시설과 제재시설의 해석

2009-04-30

질의요지

절단하는 원형톱 15마력과 그라인딩기
7.5마력 3기가 있는데 그라인딩기 3기의 동력합계가 20마력이 넘어 대기배출신고를 하려
합판을 제조하는 공장입니다. 생산기기중 합판을
고 합니다.

절단하는 원형톱은 제재시설로 보아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목재가
공 연마시설중 몰더기로 보아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2) 몰더기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인지요?
1) 합판을

회신내용

목재가공용 연마시설이라 함은 연마재가 부착된 연마포지를 사용하거나 연마재의 절삭작
용에 의해 목재의 표면을 깨끗하게 완성시키는 시설을 말하며, 제재시설이라 함은 목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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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태 절단하는 시설로 톱을 장착하여 목재를 자르는 동력구동식 시설
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합판을 절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형톱이 목재를
일정한 규격이나 형태로 절단하는 시설로 톱을 장착하여 목재를 자르는 동력구동식 시설
이면 제재시설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몰더기란 목재가공 연마시설의 일종
으로 절삭작용에 의해 일정한 형태로 목재의 표면을 연삭시키는 시설을 말하니, 자세한
사항은 전문기관 등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규 이나 형 로

제 목

답변일자

배출시설 명칭 문의

2009-05-01

질의요지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업체로서 보일러 20ton/HR(스팀을 생산하여 공정에 사용)를 공정
부생가스[OFF GAS, 가스사용량 : 약1200KG/HR, S함:0.01PPM이하]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1. 공정부생가스 사용시 배출시설이 일반보일러, 소각보일러, 폐가스소각시설 등에서 어떤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요.

허 준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용기 에서 질소산화물1),3),5)

항 중 어떤 농도를 적용해야 되는지요.
3. 별표8에서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의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이상 시설이라 함은 보
일러 20ton/HR 또는 공정부생가스 1200Kg/HR 중 어떤 것을 소각용량으로 하는지요.
4. 2010년1월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에서 질소산화물 1)),3),5)항 중 배출시설 명칭
및 어떤 농도를 적용해야 합니까.
회신내용

1)

귀하가 질의한 시설의 소각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
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한 폐가스소각시설(소각보일러)로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2,4)폐가스소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의 질소산화물 배출시설란에서 3)소

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폐가스소각처리시설)에 해당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각

각 량

각 량

3) 폐가스소 시설의 소 용 은 공정부생가스 소 용 을 의미합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배출시설 용적에 대한 질의
질의요지

2009-04-02

㎥

대기환경보전법 규칙 별표3에 의하면, 용적1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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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지시설, 산·알카리처리시설, 화성

써 적용하고 있어, 탈지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당사의 탈지시설은 침지식으로, 제품을 약품이 담긴 탈지조에 일정시간 담궜다
꺼내는 형식인데, 탈지조 중간에 폐수저장조로 이송되는 드레인배관이 설치되어 있어, 드
레인 배관높이 이상까지는 약품이 올라갈 수 없게 설계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탈지시설
의 유효용량은(0.45㎥x2조)로 1㎥미만이 되어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탈지시설의
용적을 실제용량인(0.6㎥x2조)로 적용해야 되는지, 실제약품이 들어있는 유효용량인(0.45
㎥x2조)로 적용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처리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회신내용

배출시설의 용적은

최대시설 용적을 말하므로 침지식 탈지시설인 경우에는 실제 약품을

최대로 채울 수 있는 용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배출시설 해당여부 관련 질의 건(박)

2009-01-19

질의요지

높이 1.5m인 사각탱크
에 황산 3%짜리 전해질용액을 사각조안에 유입하고 CU판 2개를 조안에 넣어 구리판 한
쪽에는 +전기와 다른 구리판 한쪽에는 –전기를 흐르게 합니다. CU판의 전해질 용액인
Cu2가 이온이 –의 전기를 띠고 있는 CU판에 붙으면서, Cu판이 Cu분말로 나오는 공정
으로 Cu분말이 생성되는 공정입니다. 96년도 7월 시행규칙에는 전해전리시설이 있었으나.
7월이후 배출시설에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해로의 경우 온도를 900도이상
가열하는 것으로 저희공정의 조온도는 30~35도로 전해로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
금속분말을 생산하는 업체로 공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로, 세로,

는바 저희가 생산하려고 하는 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신 전해전리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에 따라 2009년12월31일
까지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2010년1월1일부터는 동 별표3 제2호 나목
20)가)⑤㉶에 따라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이상 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
인 전해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해로(電解爐)란 전해질용액이나 용융전해질
등의 이온전도체에 전류를 통해서 화학변화를 일으키는 로를 말하며, 주로 비철금속 계통
질의하

의 물질을 용융시키는데 이용됩니다.

- 66 -

제 목

답변일자

배출시설 해당여부 및 배출시설명 관련

2009-01-23

질의요지

왁싱 공정(몰드를 건조한 다음 내부의 왁스를 제거하기 위한 고온
고압의 Autoclave에 장입하여 왁스를 녹여냄)의 배출시설 해당여부.(오염물질 발생이

1. 정밀주조공정에서 디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방지시설 미설치 계획)

2.

블레이드가공-블레이드검사(비파괴검사)시 형광액 도포와 유화제 침적의 배출시설명은
금속표면에 얇은 막을 입히는 시설로 보아 도금시설로 보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배
출시설명은?

3.

현상액 도포의 배출시설 여부.(오염물질 배출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방지시설 미설치
계획) 만약, 배출시설에 해당된다면 이것도 도금시설로 보면 되는지?
회신내용

신 시설 중 열을 가하여 주형에 남아있는 왁스를 건조하여 제거하는 설비는 비금
속광물제품 제조시설 중 건조시설, 몰드를 높은 온도에서 구워내는 시설은 비금속광물제
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금속의 산화방지와 장식을 위하여 표면에
금·은·크롬·주석 등의 얇은 막을 입히는 시설은 도금시설에 해당될 것이나, 페인트·니스
등 도료를 사용하여 물질을 공기·물·약품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차단하거나 또는 전
기절연·장식 등을 위해 캘린더·압출·침지·분무 등의 가공법을 이용하여 물체표면을 피막
으로 쌓는 시설은 도장시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하

제 목

답변일자

보일러 증발량에 대하여
질의요지

2009-04-13

량

허용기준이 달라지는데 증발량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신고필증에 보면 보일러의 용량으로 "톤/시간"으로 표시되어 있
는데 이 용량이 증발량을 뜻하는 것인지?
2. 보일러의 열량을 계산하는 방법: 연료의 최대사용량 *고체연료환산계수(B-C유의 경우
2.0)*4600Kcal/Kg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3. 만약 보일러의 용량이 증발량이라면 증발량과 열량을 계산했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이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때 이용 되는지?(예를들어 보일러의 용량이 10톤/시간
이고, 연료최대사용량이 625L/시간이라면 열량은 5750000Kcal/시간이 되는데 이 경우
2010년 배출허용기준이 신규시설의 경우 180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100이 되는 것인지?)
1. 보일러의 경우 증발 에 따라 질소산화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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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톤 간

년 톤 간
였
는데 증설되는 보일러를 기존의 굴뚝에 연결하였습니다. 때문에 10톤/시간이 되므로
신규 시설에 해당되어 배출허용기준이 100mg/m3이 된다면, 증설된 보일러의 굴뚝을
다시 따로 분리하여 낸다면 기존시설과 신규시설로 나누어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을

4. 기 에 6 /시 의 보일러를 사용중이다가 금 에 4 /시 이 되는 보일러를 증설하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선 증기가 갖는 열량은 조건, 이를테면 유체의 종류 증기발생압력 등에 따라 다르므로
압력에 따르는 열량은 대기압 1기압(1013헥토파스칼)이고 유체가 물일 경우에 물1kg이
증기로 되었을 때 539.6Kcal의 열량을 갖고 있습니다. 정확한 표기는 539.6Kcal/kg됩니다.
보일러용량을 표기할 때, 발생열량이 300,000Kcal라면, 시간당 증발량은 300,000(Kcal)/
539.6(Kcal/kg)=약556kg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유체역학"내의 "보일-샤를의 법
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배출시
설규모는 그 시설의 최대시설 용량(최대시설 규모)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보일러
의 시간당 증발량이 10톤/시간이고 열량이 5,750,000Kcal/시간이라면 배출허용기준 적용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10톤이상 보일러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
니다. 또한, 기존시설의 변경없이 증설된 보일러의 굴뚝을 따로 분리한다면 기존시설과
신규시설로 나누어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우

제 목

답변일자

선박건조 공정시 도장시설과 관련하여

2009-07-10

질의요지

강선건조업을 하는 사업장서는 선박건조공정 중 선체외판도장은 배출시설에서 제외되
고,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시 야외도장으로 오염물질을 규제하면 되는데, 선체내부 도
장시에는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2. 강선건조업에서 길이가 50미터인 구조물을 도장할때는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참고로 도장시 동력마력은 30마력으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됨
1.

회신내용

목 7)에 따라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거

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대기배
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비고9에 따라 용적규모 50,000세제곱미터이상인 도장시설, 선박건조공정의 야외구조물 및
선체외판 도장시설, 수상구조물 제작공정의 도장시설, 액체여과기 제조업 중 해수담수화
설비 제조도장시설, 금속조립 구조재 제조업 중 교량제조 등 대형 야외구조물 완성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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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도장시설, 제품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야외도장시설 등은
배출시설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민원내용의 강선건조업 도장시설 중 선체내부 도장시설
은 선체외판블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구조물은 선박건조공정의 야외구조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이며, 단, 이 경우에도 각 시설이 용적규모 50,000세제곱
미터 이상이거나, 제품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야외도장시설인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
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도장하는 야

제 목

답변일자

연료사용량 산정에 관한 건

2009-02-23

질의요지

㎥
ℓ
풍
기에 의한 간접열풍으로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직접가열이 아닌 간접가열일
경우에도 신고필증상에 기재되는 연료사용량을 산정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도장(건조)시설(104 )에서 건조시 사용되는 열원의 경우 경유(15 /hr)를 사용하는 열

회신내용

풍

간접건조하는 경우 경유를 연소하는 시설은 대
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며, 열풍에 의해 간접가열되는 도장(건조)시설은 대기배출시
설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상의 도장시설의 연료(경우)사용량은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산정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기배출시설 설
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상의 연료사용량은 참고적으로 기재하셔도 무방하나 간접가열시
설로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량이 대기오염물
질 배출량산정에 포함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경유를 사용하여 발생된 열 을 이용하여

제 목

답변일자

예열로 관련 질의

2009-03-16

질의요지

교

용해반사로가 있습니다. 용해반사로에 연결된 배관에 열 환기를 설치하여 발생되는 폐열

간접적으로 예열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은 발생되는 배관표면에 송풍기를 이
용하여 공기를 불어 넣어서 배관에 열을 빼앗아 예열로에 뜨거운 공기를 불어 넣습니다.
공기의 온도는 대략 100도가 넘어갑니다. 예열로에 들어가는 것은 알루미늄 인고트라고 하
는 괴가 들어갑니다. 알루미늄 인고트가 녹는점이 대략 500도가 넘기 때문에 녹지는 않습
니다. 인고트에 묻어있는 수분이나 습한 기운을 없애기 위해서 예열로를 사용하고 있습니
다. 이때 이 시설을 가열로라고 보고 배출시설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문의드
립니다. 아니면 가열로가 아닌 기타로로 보고 미신고를 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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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반사로에 연결된 배관에 열교환기를 설치하여 발생하는 폐열을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예열로)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제1호 가목의
가열로(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이상이거나 용적이 1㎥이상) 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
조 별표3의 제1호 거목의 공통시설의 기타로(시간당 연료사용량이 50kg이상이거나 용적
이 2㎥이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열로란 금속재료를 가열하여 재료의 조직 및
결정상태를 가공에 적당한 상태로 유도하기 위해 사용되는 로를 총칭하여 말하며, 대표적
인 것으로 회분로와 연속주조로가 있습니다.

제 목

답변일자

용용로와 용해로의 차이점

2009-04-23

질의요지

용융로와 용해로의 용어설명 및 정확한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액상의 상태로 되는데 사용되는 로(爐)를 말하며,
용해로라함은 액체 또는 고체물질이 다른액체 또는 고체물질과 혼합하여 균일한 상의 혼
합물, 즉 용체(鎔體)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로를 말합니다. 용융로의 대표적인 것이 용광
로, 단지(Pot)로 등이 있으며, 용해로로서는 도가니로, 반사로, 전로, 평로, 전기로, 용선로
용융로라함은 고상인 물질이 가열되어

등이 있습니다.

제 목

답변일자

접착제 도포시설 및 진공성형기의 대기배출시설의 해당유무

2009-06-01

질의요지

목재가구(목재문) 제조시설 중에 목재문 양옆에 접착시키는 ABS판을 전기열판에
서 단순히 가열한 후 틀에 올려놓고 진공을 걸어 문의 모양을 만드는 시설의 경우
(450kw=600HP, 먼지나 가스 등 오염물질의 발생은 없음) 이를 '마)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의 성형시설(250마력 이상)로 판단 대기배출시설로서 신고를 득하여야
하는지. 현재 당사업장은 배출시설분류에 따른 제재 및 목재가공 연마시설만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으로 제품이 목재제품이므로 '마)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에 해당

1. 기타

하지 않으므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2.

목재에 무늬목을 접합시키기 위하여 접착제를 바르는 시설(접착제 도포시설)의
(스프레이로 분사하지 않고 롤러로 도포) 공통시설 중 도장시설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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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회신내용

귀하가 질의한 시설(ABS판을 가열하여 요구하는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시설)은 대기환
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마목에서 정하는 성형시설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라 대기오염배출시설이라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내

그밖의 물체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것을 말

하며, 질의 용과 같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한다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

접착제를 도포하는
시설은 2009년12월31일까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거목7)의 도장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2010년1월1일부터는 동 별표 3제2호 나목 25)바)에 따라 연료사용
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건조시설(도포
으니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질의 용과 같이

시설을 포함)에 해당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제재 및 목재가공시설 해석여부

2009-04-23

질의요지

목재를 가공하는 업체입니다. 사용하는 기계로는 대패기(15마력), 톱날기계(10마력)를 사
용중입니다. 벌채한 나무를 널빤지나 각목으로 가공된 제품을 입고하여 2차가공하는 업체
입니다. 이 시설들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시설에서 차. 제재 및 목재가공시
설 중 대패기 및 톱날기계를 목재가공연마시설로 해석하여 대기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대패기를 목재가공연마시설로 해석하고 톱날기계를 제재시설로 해석하여 대기
설치신고를 안하여도 무방한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차목에서 정하는 목재가공 연마시설(자동대패기·밀
링기·샌딩기·그라인딩기·몰더기만 해당) 또는 제재시설의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이니,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시
기 바랍니다. 참고로, 목재가공용 연마시설이라 함은 연마재가 부착된 연마포지를 사용하
거나 연마재의 절삭작용에 의해 목재의 표면을 깨끗하게 완성시키는 시설을 말하며, 제재
시설이라 함은 목재를 일정한 규격이나 형태로 절단하는 시설로 톱을 장착하여 목재를
자르는 동력구동식 시설을 말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제 목

답변일자

축전지제조업의 충전시설외 배출시설 여부

2009-03-06

질의요지

축전지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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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전지 제조과정 중 축전지 내부에 황산(전해액)을 채운 후 전기를 가하여 전기에너지
를 화학적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충전작업을 할때 황산가스가 발생되는데 이 시설이 대
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요?

2.

축전지제조업이 1차금속 제조시설 또는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제조
시설에 해당이 되는지요?
회신내용

신 축전지 충전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에 따라 2009년12월
31일까지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2 010년1월1일부터는 동 별표3 제2
호 나목 28)에 따라 그밖의 배출시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질의하신 시설에
서 황화수소가 3ppm미만(동법 시행규칙 별표8 제2호가목 황화수소 중 그 밖의 배출시
설의 배출허용기준 10ppm의 30%)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1) 질의하

않을 것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배출시설의 분류 및 제조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

축전지제조업(표준산업분류코드:28202)을 가진 사업장에 설치된 시설이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제조시설[동 별표3 제2호나목21)]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규모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분류에 따르며,

제 목

답변일자

프레스이 대기배출시설 해당유무

2009-04-27

질의요지

재생칩 및 고무제품 프라스틱 진입판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공정 중 분쇄하여 용융한 폐합성수지를 단순히 압력을 가하여 프레스로 프라스틱 진입판을
찍어내는 기계를 성형시설로 볼수 있는지 단순 프레스기로 볼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폐합성수지를 가공하여

회신내용

마목에 따라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 외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력이 250마력 이상인 성형시설(압출방법, 압연방법 또는 사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플라스틱 제조시설 중 동력 250마력이상인 성형시설의 규모산정
질의요지

모

2009-06-03

모
명칭 : 진공성형기 3대, 동력 : 모터구동 동력(6HP x 2대, 37.5HP 1대=합계 89.5마력)
대기배출시설의 규 중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의 규 산정에 대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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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45.6kwh x 2대, 122.4kwh x 1대
이런 경우 배출시설의 규정에서는 시설의 동력이라고 하였는데 이때 전기히터의 전력사
용량까지 포함하여야 하는 것인지 단순히 시설의 구동동력(모터의 마력수)만 보고 시설의
규모를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전기히터의 전기용

회신내용

마목3)에 따라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중 폴
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 외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력 250마력 이상의 성형
시설(압출·압연 또는 사출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은 배출시설에 해당되며, 동 별표3
제1호 비고8에 따라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최대시설 용량(최대시설 규모)을 말하고
배출시설의 가동하여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동력원의 규모로 산출합니다. 성형시설의 경우는
히터용량과 전동기(모터)용량을 합하여 동력을 산정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제 목

답변일자

혐기성 폐수처리공정에서 발생되는 부생가스(메탄)의 연소시설 의 대기배
출시설 허가여부

2009-05-01

질의요지

혐기성 미생물을 이용해서 폐수처리를 함과 동시에 부생가스를 발생시키는 설비로서
공정 : 원수조-->혐기성 처리조-->폭기조-->이후 공정 계속
* 혐기성 처리조-->메탄가스 발생-->스팀보일러(잉여 메탄가스는 연소장치로 이송 후
폐수를

연소처리)

1.

혐기성 폐수처리공정에서 발생되는 부생가스(CH470%, CO229%, H2O1%)를

1)메탄가스 보일러의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BOILER용량 : 0.5ton/hr(STEAM 발생량 기준)X2EA
- 연료 : 100% 부생가스만을 사용
2) 연소장치에서 직접연소하는 경우(잉여량or보일러 stop시)
- 용량 : 300Nm3/hrX1EA
-

위와같이 설비를 구성할 경우 메탄가스를 연소하는 시설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매
각
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확인한 적이 있는데, 부생가스 즉 메탄가스를 생산하는 설비
는 제외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2. 폐기물 립지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소 , 연소하는 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회신내용

각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한 폐가스소각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한 시설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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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거목3)나)에 따라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발
생하는 가스를 소각하는 시설은 폐가스 소각시설에서 제외되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나, 이것이 메탄가스를 생산하는 설비를 제외함을 의미하지는 않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혼합시설 해당 여부

2009-04-13

질의요지

차

써 가전제품의 원료인 컬러강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냉연코일에
페인트를 도장하기 전에 페인트 농도가 진할 경우 페인트(200ℓ)에 신나(3∼5kg)을 넣고
교반기로 혼합할 경우 교반기가 혼합시설로 보아야 하는지요? (교반기 용량은 2Hp가
제1 금속제 품제조업으로

여러대 있습니다.)
회신내용

곱

력

마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용적이 3세제 미터 이상이거나 동 이 10

이상인 경우 혼합시설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구체적인 설명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균

재료에
상호간에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혼합시설이란 불 질한 성분으로 되어있는

작을

적당한 조

써

가함으로

농도

성분

분포를

접촉면적을 증대시키는 시설을 말합니다.

균일화하는

시설 또는

제 목

성분

답변일자

2010년 대기법규 저장시설 허가범위
질의요지

각

2010-03-10

먼

cmm x 3기, 35cmm x 1기, 5cmm x 2기,
3cmm x 5기, 2cmm x 2기, 1cmm x 1기, 0.5cmm x 2기의 시설이 있습니다. 2008년 시설을
설치하며 당시 허가기준(시행규칙 별표3)에 의해 50cmm x 3기에 대한 허가를 득한 상태
입니다. 그런데 금회 2010개정 법규에 보니 비고란에 있던 "다만, 저장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목이 없어졌던데 그럼 50cmm외의 시설에 대해 허가를 득해야하는지? 아니
면 배출시설 설치 면제 신청이 가능한지?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지만 발생) 50

회신내용

[

]

2010.1.1.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2.나.26)에 해당하는 시설은

력 및 용적에 따라 배출시설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입자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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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은 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용적이 50

답변일자

제 목

대기오염배출시설 적용기준(보일러)

2010-02-12

질의요지

"산업용보일러와 업무용보일러만 해당하며, 다른 배출시설에서 규정한 보일러는 제외한
다."에서 산업용보일러, 업무용보일러는 구체적으로 어떤 보일러입니까?
2. 아파트 난방용 보일러(중앙집중식 B-C사용보일러) 2010년1월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
1.

오염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요?

무

회신내용

영업용 및 공공용건물을 포함하여 비산업용으로 설치한 보일러를 말하며,
산업용보일러는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시 열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한 보일러입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별표3]. 2. 24)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난방용
보일러는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업무용보일러 : 호텔, 백화점, 상가, 극장, 예식장, 음식점, 목욕탕 등, 산업용보일러 :
건조, 세척시설 등에 열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한 보일러
업 용보일러는

제 목

답변일자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의 해석

2010-08-03

질의요지

년 12월 31일까지는 동일 사업장에 규모미만의 동종시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로서 시설의 총규모가 배출시설 기준이상이 될 때에는 배출시설로 보되, 저장시설은
제외하였으나 2010.1.1일부터는 저장시설도 합산한 규모가 배출시설 란의 기준 이상일
경우 배출 시설로 분류하여야 함. 배출시설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사업장 전체 배출구가
아닌 각각의 배출구에 연결된 동종배출시설의 합계 또는 누계’라고 되어 있는바 이는
대기배출시설중 ‘저장시설’에 한하여 적용하는지 아니면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모든 대
기배출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는지요? 또한 해석에 있어서 일례로 ‘저장시설’을 기준할
경우 기존50m3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업장에서 20m3와 30m3의 저장시설을 각
각의 배출구를 갖추어 시설할 경우 이를 전체 합산용량 50m3로서 배출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배출구를 갖추고 있는 용량이 각각 20m3와 30m3이므로 대기배출
시설 적용 규모미만의 시설이므로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지요?

1) 2009

2) 대기배출시설과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오염발생시설의 대기오염방지시설 공동사

들

련

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를 어 대기배출시설과 관 된 대기오염방지시설에 대기배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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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나 그 외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변오염이 우려되어 이를
함께 연결하여 오염물질을 저감시키고자 할 경우 이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요?
3) 그 동안 벼를 저장하는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금번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고체입자상물질의 1㎜ 관련규정이 삭제되어 입자의 크
기와 관계없이 먼지 등이 배출된다면 배출시설로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렇다면 기존 배출시설설치신고에서 제외되었던 미곡처리장의 ‘벼 저장시설’ 및 도정을
마친 ‘미곡 저장시설’이 관련법에서 정하는 대기배출시설의 규모에 해당 될 경우 대기
배출시설로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4) 일반농가등에서 사용되는 규모이상의 ‘도정시설’ 및 ‘건조시설’등이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
설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회신내용

1)

'각각의 배출구에 연결된 동종시설의 합계'라함은 동일한 시설끼리(가령 탈사시설은
탈사시설끼리 탈지시설은 탈지시설끼리) 합산하라는 지침이며 말씀하신 저장시설의
경우 저장시설에 각각의 배출구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동일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20
세제곱미터와 30세제곱미터 용량의 저장시설은 합산하여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
여야 할것입니다.

2) 대기배출시설의 배출구에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을 연결시킬 경우 공기희

석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연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개정된 대기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미곡처리장의 도정시설 및 저장시설 또한 규모이상
일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됩니다.

석 침

곡

4) 대기법 해 지 에 따라서 미 처리장의 도정시설에 연계된 저장시설의 경우 배출시설의

범주에 포함되며, 개별농가의 저장시설의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금속표면처리시설의 먼지배출허용 기준

2010-10-27

질의요지

먼지의 대기배출허용기준 관련 질의를 드립니다.
금속표면처리시설의 먼지배출 허용기준이 40mg/S㎥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금속표
면처리시설 이라 하면 대기배출시설 분류표에서 20)의1차 금속제조시설 중금속 표면처리
시설(용적이1㎥이상의 도금, 탈지, 산알칼리 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 연료사용량이 30kg
이상 이거나 용적이 3㎥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시설)을 일컫는 것인지요?
아니면 21)의 조립금속제품, 기계, 기기, 장비, 운송장비, 가구제조 시설중 표면처리시설
(용적이 1㎥이상의 도금, 탈지, 산알칼리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 연료 사용량이 30kg이상
이거나 용적이 3㎥이상인 금속 또는 가구의 표면처리시설)도 포함하여 일컫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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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설명 드리자면 20)에는 금속표면처리시설이라 명시되어 있는반면 21)에는 금속 이라

삭제되고 표면처리시설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용적이 1㎥이상의 도금, 탈지,
산알칼리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 연료사용량이 30kg이상 이거나 용적이 3㎥이상의 금속
의 표면처리시설등의 세부적인 시설은20)과 21)에 함께 명시되어 있기에 궁금해서 질의를
는 단어는

드립니다.

회신내용

[

]

허 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2, 나, 금속표면처리시설 배출 용기 에 해당하는 시설

[

]

은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3 2, 나, 20)의 금속표면처리시설과 21)의 표면처리시설중에 금
속을 표면처리하는 시설을 포함함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 배출시설 해당여부 및 인허가 사항 여부 질의

2010-08-26

질의요지

m a
액
킴
투입
(사람이 20kg의 지대로 투입)하는 과정에서 투입구 주변에 발생하는 입자상물질에 대하
여 작업환경개선차원에서 후드를 설치하고 방지시설(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인허가(설치신고)사항인지 여부?
* 용해시설내 첨가제 투입작업은 1~2hr/주 정도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밀폐된 상태로 운영
용해시설(5 3, N OH 5.6%용 에 분체상첨가제를 용해시 )에 분체상의 첨가제를

하고 있음.
회신내용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량

㎏

2,나,14)규정에 의거 연료사용 이 30 /hr 이상이거나

㎥
대한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할 자치단체에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용적이 1 이상인 용해시설은 배출시설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용해시설 및 방지시설에

제 목

답변일자

대기 배출시설 해당여부?

2010-05-01

질의요지

켈 저장창고(19.4x39.6x4.65m=3,549㎥), 산화니켈 투입창고(12.2x10.7x7.2m=940㎥)를
신설할 증설할 예정입니다. 산화니켈(분말)저장은 2톤백으로 저장창고(3,549㎥)에 입고
하여 보관하고, 생산공정에 필요시는 투입창고(940㎥)에서 저장빈(Bin)에 산화니켈을 투입
하여 빈을 생산공정으로 이동하여 사용합니다. 이때 투입창고(940㎥)에서 저장빈(Bin)에
산화니켈을 투입시 분진발생을 대비하여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산화니켈
산화니

- 77 -

창

㎥

켈 투입창고(940㎥)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요?

저장 고(3,549 ) 및 산화니
회신내용

켈

창
어려우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2,나,26)규정에 따라, 저장빈(Bin)의 용적이 50㎥
이상이면 대기배출시설로 적용될수 있으므로, 저장빈(Bin)의 용적등을 파악하여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화니 (분말)을

백으로

포장하여 보관 고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로 보기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방지시설로 가능 유무 확인

2010-02-28

질의요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폐수처리장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습니다.

혐기성 소화시설에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 메탄 및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고 황화수소가 미량 발생이 되어 2010년도부터 적용되는 배출시설에 혐기성소화시설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 고있습니다. 그러면, 배출시설인 혐기성소화시설에서 발생되는 폐
가스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는데 혐기성소화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가스를 FLARESTACK
으로 유입하여 소각할 경우 FLARESTACK이 방지시설로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폐수처리장의

회신내용

R T K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인 동시에
FLARESTACK을 설치하는 목적은 공정 또는

FLA ES AC 은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방지시설인

각

배출시설인 폐가스소 시설에 해당되며,

배출시설에서 미연소된 가스를 연소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므로, 만일 공정중 연소
되지 않는 물질이 있다면 별도의 방지시설을
대한 별도의

통하여 처리할 사항이며, 폐가스소각시설에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검토 - 하나의 동력원에 2기의 유도로 연결
질의요지

2010-08-12

강주물주조업(24312)를 영위하고자 하는 회사(신규)로서, 금번 전기아크로(유도로)를 설치
할 계획입니다. 하나의 동력원(250KWH)에 전기아크로(유도로, 250KWH) 2기를 연결하여
교대운전할 계획입니다.(시설특성상 2대 동시가동 불가하며, 2시간씩 교대로 운전함) 전기
아크로가(유도로) 가동시 가동되는 일이 없고, 한 시간에 최대 이용가능한 시설의 전력사
양이 250KWH이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
아크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각각 연결된 동력원의 최대규모로 시설의 규모"를 합산
하여 전기아크로(유도로) 500KWH로 보아 대기배출시설로 보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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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씩 교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대 모두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므로,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2,나,20)규정에 의거, 배출시설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전기
아크로가(유도로)가동시 가동되는 일이 없어 교호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관할 행정
기관의 인정을 받아 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호운전 등에 관한 자료 등을 구비
유도로 2대를 1대

하여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관련 문의
질의요지

2010-03-19

틀

탕

취출 후 수작업으로 제품을 선별하기 위하여
냉각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바, 고온(350℃~360℃) 상태의 제품을 냉각시설에 투입, 약 90분
간 체류시간을 두고 급기팬 및 배기팬을 아용 상온의 외부공기를 강제통풍방식으로 유입
하여 냉각시설 내부온도(분위기온도)를 낮추어 제품의 온도를 150℃ ~ 200℃ 까지 단순
냉각시키는 공정입니다. 해당 냉각시설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별표3 "대기오염물질배출
시설"에 의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품생산공정 중 금형 에 용 주입 및 제품

회신내용

귀하께서 말씀하신 냉각시설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나목 배출시설 분
류에서 1)∼27)까지의 배출시설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28)그 밖의 배출시설로 볼
수 있으나 냉각시설에서 28)의 가)에서 버)까 지정한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배출허용기준
의 30%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출허
용기준은 별표8에서 기준을 정한 물질에 한합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및 제조시설 여부

2010-07-23

질의요지

륨 50% 원액을 탱크에 보관합니다. 과산화수소와 수산화나
트륨 거래처에 납품시 20톤과 30톤 탱크로리 차에 원액과 물을 일정량 탱크로리탱크에
바로 담아서 과산화수소는 35%로 수산화나트륨은 25%와 33%로 농도로 희석하여 납품시
이동중에 탱크안에서 약품과 물이 혼합하여 제품을 납품합니다. 이러한 작업시 과산화수
소와 수산화나트륨은 희석제품은 대기배출시설에 접촉되는지요.
과산화수소 70%와 수산화나트

회신내용

[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2,나,26)규정에 의거, 용적이 50 이상인 저장시설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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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산의 농도와 관계없이 배출시설로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품을 저장시설에
저장하지 않고 탱크로리로 제품을 운반을 하는 과정은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대상 여부
질의요지

식

2010-01-12

간

식

톤 간

1) 음 물류 폐기물 중 처리업으로서 음 물을 건조하기 위한 건조시설이(2.5 /시 ) 대기

신

배출시설 설치 고 대상인지 여부?

응축수는 간접 콘텐서를 통하여 응축후 폐수로 위탁처리하고 악취는
스라버를 통하여 처리하여 대기로의 방출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건조시 발생되는
회신내용

내

질의 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오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목

간

능력이 0.5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폐기물 증발

별표3 제2호 나 23)에 따라 시 당 처리

곱
대기배출시설에 해당 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문의 하시기
시설 및

농축시설,

용적이 0.15세제 미터이상인 폐수·폐기물 건조시설 및 정제시설은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적용여부

2010-03-24

질의요지

학섬유 제조시설의 방사시설의 경우 2010년 01월 01일자로 적용되는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까? 아니면 유사한 배출시설인 용융.용해시설로 보아야 합니
까? 만약 방사시설이 대기배출시설이 아니라면 기존 방사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설치신
고를 필하고 가동 중인 사업장의 경우 2010년01월01일 이후에는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에 등재된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시켜야 합니까?
화

회신내용

년월

[

]

2010 1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배출시설 분류에 따라, 방사시설은 이 규칙 별표3 2,

됨

나,12)의 용융·용해시설에 해당 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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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의료용

붕대(석고붕대,

붕

그런데

수지 대)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년 1월

2010

1일부터

舊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으로 구분해서 보면 21)조
립금속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에 해당되지만 업체의 원료(재질) 및 생
산품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적용되는 대기오염배출시설에서 업종(

별표3의 나.배출시설의 분류에서 어떤 배출시설을 적용해서 보는 것이 합당할지를 질의합

석고붕대는 석고(비금속광물)를 사용하므로 18)기타 비금속광
물제품 제조시설로 수지붕대는 polyester를 사용하므로 14)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
라스틱제품 제조시설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제품과는 무관하게 공통시설인 26)입자상물
니다. 원료, 생산품에 따라

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을 적용하는지?
회신내용

[ ]
석고 및 수지붕대 제조시설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3]2.나.17)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에 따라,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2010-05-03

질의요지

멀티보링기(구멍 뚫는 기계) 28HP입니다 2010.1.1.일
개정전에는 목재가공 연마시설로 대기배출시설로 설치신고를 득하였으나 2010.1.1.일부터
시행되는 대기배출시설 분류에는 목재가공연마시설이 없습니다. 2010.1.1.일부터 시행되는
대기배출시설의 분류에 따라 멀티보링기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요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은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력

마

2,나,26)규정에 의거, 동 이 20HP이상인 연 시설은

대기배출시설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멀티보링기는 연마시설

공정에 해당되어, 대기배출

시설로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2010-05-24

질의요지

그 밖의 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음의 물질을 제조하거나
해당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켜 배출하는 모든시설. 다만, 대기오염물질이 해당물질 배출
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배출되는 시설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탄화수소(유
기용제류)를 배출하는 배출시설이 도장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당 배출시설에 적용되는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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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준

화수소의 배출 용기 이 없는바,

신

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

무조건 대기배출시설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

‘그 밖의 시설’은, 가)-버)까지의 물질을 제조하
거나, 해당 대기오염물질을 이 규칙 [별표8] 2,의 배출허용기준 대비 30%이상 발생시키는
모든 시설을 말합니다. 그 밖의 배출시설에 해당되나, 이 규칙 [별표8]2,의 배출허용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배출시설은 배출시설로 적용하실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2,나,28)호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2010-07-19

질의요지

V

각종 첨가제를 drymixing하여 파우더 상태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혼합시설이 3m3이상, 동력 10마력이 신고대상인데, 아직은 해당사항이 없지만 증설
계획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믹서를 가열하는 히터가 용기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모터
동력 5마력, 전열기(히터) 전력 10마력일 경우, 배출시설 판단시 전열기 전력을 포함
하는지, 주 모터의 동력만 계산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플라스틱 압출기의 경우도, 히터를
포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염화비닐(VC)이 PVC배합 및 압출라인에서 ppm단위로 측정이 되지
않아도 배출되는 것으로 해석하는지요.
1. P C원료와

회신내용

1)

귀하께서 질의하신 시설이 혼합시설인지 압출시설인지가 분명치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PVC원료 배합 및 압출품을 만드는 압출라인이 일련의 공정으로
이루어진다면, 모터동력과 전열기 동력을 합하여 배출시설 규모를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V

V

압출라인에서 소량 배출될 경우라도,
배출시설에 해당되므로 적정한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할것입니다.

2)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염화비닐( C) P C배합 및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정의

2010-03-30

질의요지

존 허가사업장(특정유해물질 배출) 중 산처리시설은 허가가 나있으나 금번 알카리처리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때 알카리처리시설을 신규 배출시설로 보아서 설치
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산.알카리처리시설로 보아서 변경허가로 보아야 하는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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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법규에 산.알카리처리시설에서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액 담구어 원료 및 제품을 산성이나 알카리성의
변화를 유도하거나 또는 가수분해시키는 시설을 말하므로, 산·알카리처리시설은 일련의
공정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기존의 산·알카리처리시설과 변경하
고자 하는 알카리처리시설의 규모 및 기존의 방지시설에 유입처리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답변이 곤란하오니,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산·알카리처리시설은 산이나 알카리용 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중 “도장시설” 에 적용 유무?
질의요지

현

당사는 산업 장에서 사용하는

승강기, 분쇄기, 쇄석기

2010-08-16

선

등 대형시설물을 수리,수 하여

임대를 하는 시설물 임대업체(서비스업) 입니다.
승강기, 분쇄기, 쇄석기 등 대형시설물을 수리, 수선시 공기압축기(15마력)를 이용하여
야외에서 부분적으로 도장작업을 하고 있는데 대기배출시설 중 “도장시설”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배출시설 기준에 따라 당사(서비스업)의 도장작업이
1. 승강기, 분쇄기, 쇄석기 등 대형 시설물에 동력 15마력의 압축기를 이용하여 도장작업을
하므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

외

력 15마력의 압축기를 이용하여 시설물에 도장작업

2. 사업장 야 에서 도장부스 없이 동
을 하므로 용적의 적용을

력

동

받지 않아 대기배출시설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 ?

회신내용

15HP을 이용하여 대형시설물을 도장하는 도장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2,나,21)규정에 의거 배출시설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동력 15HP을 이용하여 대형
시설물을 야외도장하는 도장시설은 용적에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 2,
나,21)규정에 의거 배출시설로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접착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2010-10-28

질의요지

목재가공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공정중 목재합판(PW, PB, MDF) 일부분에 PVC를
본드로 접착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스프레이 타입은 아님, 건조는 자연건조임.) 대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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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법상

접착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접착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2,나,2)규정에 의거 용적이 3㎥이상일 경우에
는 배출시설로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해당유무

2010-11-26

질의요지

백라이트를 만드는 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공정중 PMMA 수지를 FACECUTTER를
이용하여 PMMA수지 외 각 4면을 0.5mm/면 1회를 가공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이 공정이
절단시설, 제재시설, 연마시설 중 어떤 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백라이트 작업공정은 아크릴 수지면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 수지를 절단 및 연마를 동시에
하는 것으로, 백라이트시설은 연마시설로 판단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2,
나,26)규정에 의거 연마시설의 동력이 20HP이상일 경우에는 배출시설로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레미콘제조업 혼합시설

2010-06-28

질의요지

레미콘제조업의 혼합시설은 [별표3]2.나.1 7)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의

혼합시설에 속하나요? 26)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의 혼합시설에 속하나요?

준

허 준 먼 그 밖의 배출시설 100
을 적용해야 하나요? 레미콘제조업의 혼합시설이 [별표3] 어디에 적용되는지 배출허용기
준은 얼마를 적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17)에 속한다면 기 이 따로 없으니까 배출 용기 에서 “ 지”20)

회신내용

레미콘제조업의 혼합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 2,나,17)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의 혼합시설에 해당되며, 먼지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이 규칙[별표
8]2,나,20)그 밖의 배출시설(100이하)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건조시설 대기배출 허용기준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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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내

㎥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구분 용 중, 용적이 5 이상인 건조시설(도포시설,

약 5㎥이하인 배출시설이 여러 개일때
모든 용적을 합한 크기로 봐야 하는지요? 50(mg/S㎥)이하인지 100(mg/S㎥)이하가 되는
도장시설 및 분리시설을 포함한다)이 있습니다. 만
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

]

량

㎏ 간 이상이거나
용적이 5㎥이상인 건조시설은 대기배출시설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동일시설 규모의 합이
배출시설 규모이상일 경우에는 배출시설로 적용하여야 하며, 입자상물질 건조시설의 배출
허용기준은 이 규칙 [별표8]2,나,13)의 50(mg/S㎥)이하를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2,나,26)규정에 따라, 연료사용 이 60 /시

제 목

답변일자

성형시설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문의

그외

질의요지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을

×

×

×

×

2010-01-25

영위하는

공장입니다. 당사 보유기기 중 사출성형기

마력 합이 135HP입니다. 대기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출성형기의 기준이 열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
힘과 압력을 사용하는 성형시설이라 하는데 사출성형기에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출성형기에 열을 사용하면 가열시설로 봐야 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30HP 3, 20HP 1, 15HP 1, 10HP 1대 이며, 사출성형기

회신내용

목

질의한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나 14)의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

프 필

외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력이
250마력 이상인 성형시설인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출이라
함은 가열한 실린더 속에 열가소성수지를 가열시켜 유동화한 후 이것을 사출램에 의해
금형속에 넣고 플렌저로 압입하여 성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제품 제조시설로서 폴리 로 렌 또는 폴리에틸렌

제 목

답변일자

대기환경법 시행규칙 별표3의2 다에 대한 질의
질의요지

먼

2010-04-29

신고 된 석탄재 저장조(Ash silo, 50세제곱미터
이상)가 대기배출시설로 분류된다면, 법 시행규칙 별표3-2 다의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 해당되어 신고· 변경신고

1. 발전사업자로서 비산 지발생 사업장으로

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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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석탄재 저장조(Ashsilo, 50세제곱미터 이상)]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3장(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와 2011.12.31.일 이후 동법 제2장(사업장등의 대기오염물질 규제)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로 2가지 모두 규제를 받고 있을시, 향후 법적용에 있어서 제43조와
제23조 중 어느 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요?
3. 기존에 설치하여 2010년 현재 운영 중인 위 동일 배출설비(시설)에 대해서 현행과 같이
동법 제43조에 의해서만 신고 운영 한다면 2011.12.31.일 이후에는 법 제23조의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 설비(시설)운영에 해당되는지요?
2. 같은 장소 동일 배출설비(시설)

회신내용

석탄재 저장조는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26)의 마)에서 규정한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에 해당되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어느 조항을 우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례로 휘발유 저장시설의 경우 대기배출시설 규제와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련 조항을
동시에 적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탄재 저장시설의 경우 대기배출시설이자, 비산먼지
발생시설로서 두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게 됩니다.
3) 석탄재저장조는 2011.12월말까지 신고를 완료하여야 할 대상이 되며, 기간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 의무 위반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제 목

답변일자

대기환경보전법 /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련 문의

2010-02-12

질의요지

차
언더코팅 작업시 용적5㎥이상 및 동력(분사)이 3마력이상이 되는
경우 신고대상인지?
2. 신고대상이라면 정비시설에서 위 작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물은 무엇인지?
3.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대상을 용도/용제에 따라 다른 수성과 유성에 따라 다른게 유권
해석하여 신고대상이 달라지는지?
1. 자동 정비시설에서

회신내용

[

]

㎥이상 또는 동력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2. 21)규정에 따라, 용적 5

마력 이상이 되는 도장시설은 배출시설에 해당되며, 수성과 유성페인트의 구분없이 도장
시설은 용적 및 동력에 따라 배출시설 적용여부가 구분됨을 알려드립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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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적용에 대해서

2010-09-10

질의요지

간
능력이 0.2세제곱미터 이하인 폐기물(슬러지) 건조시설로써 비가열식이며,
저온기류 건조(건조공기 온도 85도씨 이하)인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적용됩니
까? 만약 적용되지 않는다면 처리능력이 얼마 이상부터 적용됩니까?
시 당 처리

회신내용

[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2, 나, 23)규정에 의거, 용적이 0.15 이상인 폐수,폐기물
건조시설은 배출시설로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환경보전법 적용여부

2010-09-13

질의요지

식물을 전처리후 혐기성소화를 거쳐 바이오가스를 생산한 후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집단에너지시설로 공급하며, 발생 소화슬러지는 부숙과정을 거쳐, 퇴비화를 하는 시설
입니다. 본 시설의 탈취시설로는 RTO와 3단 약액세정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본 처리
음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시행규칙
별표 3의

내용으로는 음식물처리시설이

해당되는 시설분야는 없고, 다만 28)

배출시설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규정이 된다면,
연소시설로 규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밖의

RTO는 방지시설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회신내용

먼저 폐가스를 소각하기 위한 RTO시설의 경우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
거나 용적 1세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폐가스 소각시설로서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되어야
할 것 입니다. 아울러 귀 사업장에서 증발, 농축 또는 건조시설 등이 있다면 이 또한 대
기배출시설에 해당이 될 것 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도장시설 문의

2010-01-15

질의요지

1)

실외(건물 앞마당)에서 동력 3마력미만으로 차량 도장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을 때
용적계산을 실외에서 도장작업을 하는 면적(업체 실내면적 포함)에 업소 내부측 높이
(바닥에서 천정까지)로 산정하여 용적계산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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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에서 도장 작업 시 도장시설의 실질용적 계산이 어려울 경우 피도장물(예, 자동차 등)
의 용적으로 측정하여 대기배출시설 대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또한 가능
하다면 피도장물이 자동차인 경우 어떤 차량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3) 질의2)가 가능하다면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2)

회신내용

목 26) 바)에 따라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나

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도장시설은 대기배출시설로 관리해야 되므로
방지시설을 통한 오염물질 적정처리 등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용적
이란 피도장물을 도장하기 위한 도장시설의 용적을 의미하므로 해당 피도장물을 도장
하기 위해 필요한 도장시설의 최소용적이 5㎥이상인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
으로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배출(건조시설)시설의 해당여부 및 방지시설 선정방안 질의

2010-01-21

질의요지

lass를 "쇠" 제질의 테이블 위에 pad(우레탄재질)에 glass를 부착하여 연마재를 이용
하여 연마를 합니다. 연마가 완료된 후, glass를 떼어낸 후, 물로 테이블과 pad를 세척합
니다. 세척이 완료된 후, 건조설비를 통과하게 되는데 건조기는 전기를 이용하여 따뜻한
공기를 상부에서 불어줍니다. 건조설비는 전기를 열원으로 사용하며, 사용연료량이 환산시
60이 넘으며, 용적 또한 5m3보다 큽니다. 단, 물을 이용하여 세척을 한 후에 투입하기
때문에 오염물질발생에 대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질의1.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요?(해당된다면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질의2. 배출시설에 해당된다면 어떠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요?("물"로 세척하기
때문에 오염물질 발생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질의3.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면, 방지시설 설치
면제로 허가를 받으면 되는 지요?
G

회신내용

질의한 시설이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를 위한 시설로서 제품을 말리기 위한 시설이라면

목

량

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제2호나 26)바)의 건조시설(연료사용 이 시 당

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이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조시설
이라함은 전기나 연료, 기타 열풍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말리는 시설을 말합니다. 대기환
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2에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60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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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령 제14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

대기배출시설에서 제 될 것이며, 동법 시행

항상 배출허용기준(동법 시행규칙 별표8)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서 오염물질이

제 목

답변일자

배출시설 및 대기 자가측정 해당 유무

2010-06-29

질의요지

년월

그 밖의 배출시설에서 지정해
자가측정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의 30%

1) 2010 1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배출시설 중 26)

놓은

물질을 사용하여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며,

미만일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측

허 준
시설에서 사용한 특정유해물질(그 밖의 배출시설에서
자가측정(2회/월) 의무가 있는지요?

2) 만일 대기 자가 정 결과가 배출 용기 의 30%미만이어서 비배출시설로 되면, 비배출

회신내용

[

지정해

놓은

물질)을 배출시에

]

‘그밖의 시설’은, 가)-버)까지의 물질을 제조하
거나, 해당 대기오염물질을 이 규칙 [별표8]2,의 배출허용기준 대비 30%이상 발생시키는
모든 시설을 말합니다. 그 밖의 배출시설에 해당되나, 이 규칙 [별표8] 2,의 배출허용기준이
규정되어 있지않은 배출시설 및 항상 배출허용기준의 30%미만의 시설은 대기배출시설
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은 별도로 자가측정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2,나,28)호

제 목

답변일자

배출시설 분류 질의

2010-02-26

질의요지

철
켈+철)을 제조하는 회사이며,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24219,
KSIC 8차)으로 대기 인허가를 득한 후 가동 중에 있습니다. 공장내 단위공정에서 원광석의
수분함량이 높아 수분을 건조하기 위해 RotaryKiln 형식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설치목적은 원광석의 수분만을 건조하기 위한 것으로 주열원으로는 배가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공정내 수분건조 이외의 다른 화학반응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배출시설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
데 1차금속제조와 관련이 없는 상기 공정의 경우에도 1차금속 제조시설에 적용되는지요?
비 금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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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광석을 건조하는 RotaryKiln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2. 나. 18)기타 비
금속광물제품제조시설의 건조시설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원

제 목

답변일자

배출시설 신고해야 되는지
질의요지

그 밖의

2010-05-14

내용적이나 설비용량이 없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벤젠이 담겨있는 아주 작은 통(내용적0.1ℓ)이 현장내 4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붓을 가지고 벤젠을 묻혀 닦아내는 공정이 있는데 이 공정이 배출시설 허가를
득해야 되는지요? 이때 발생되는 벤젠의 농도는 15ppm입니다. 만약 배출시설에 해당되면
line마다 설치된 붓통에 집진설비를 설치해야 되는지요?
배출시설중 28)

배출시설에는

회신내용

[

]

‘그밖의 시설’은, 가)-버)까지의 물질을 제조
하거나, 해당 대기오염물질을 이 규칙 [별표8]2,의 배출허용기준 대비 30%이상 발생시
키는 모든시설을 말합니다. 벤젠 배출공정은 이 규칙 [별표3]2,나,28)호 규정에 의거, 배
출시설에 해당되며, 벤젠이 배출되는 모든시설은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적정처리 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2,나,28)호

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배출시설 적용여부
질의요지

2010-08-26

eatingRoom에서 도료를 25℃로 항온유지하기 위한
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해당되면 어느 시설에 해당되는지? (옥외 위험물
보관장에서 공정에 투입하기전 옥내와의 온도차를 해소하기 위해 Heating Room에서
25℃로 유지후 공정에 투입-동절기에는 스팀을 이용하여 25℃항온유지, 하절기에는
에어컨을 이용하여 25℃항온유지, 도료는 200ℓ드럼으로 되어 있으며, 밀폐용기임)
2) 건조한 Coil을 절단하기 전에 Lamina Sheet를 Roller를 이용하여 Coil표면에 부착할때
이 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해당되면 어느 시설에 해당되는지? (Roller의 온도는
200℃정도되며, Lamina Sheet는 일반 Sheet지로 생각하면 됨)
1) 도장공정에

투입하기

위해 H

회신내용

태로 항온유지하는 시설은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2,나,28)의 오염물질이
도료의

항온유지를

위해 도료를 밀폐용기에 완전밀폐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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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naSheet를

30%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배출시설로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L

Roller을

이용하여 Co

il

학적처리

표면에 부착하는 공정에 화

화성처리시설에 해당되어,

내부용적이 1㎥이상이면

공정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이나,

귀하의

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용으로는 시설제원 및 처리공정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제 목

답변일자

배출시설 해당여부

2010-03-31

질의요지

압출(용융)하여 재생칩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배출시설 중 14.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시설 중 250
마력의 항목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23.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시설 중 동력이 20마력인
시설(용융시설)에 해당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자원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폐기물재활용시설 설치신고를 필요로 하는 업체입니다.
폐플라스틱(PP.PE)을 가지고

회신내용

프 필

외

폴리 로 렌 또는 폴리에틸렌 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폐플라스틱

압출(용융)시설은

[별표3]2,나,14) 성형(압출)시설 또는 사출시설로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소각전처리 용융시설은 이 규칙 [별표3]2,나,2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의 배출시설로 적용하여야 할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변경된 대기배출허용기준 적용여부

2010-01-26

질의요지

악세사리나 작은 금속류(볼트 등)를 도금처리하는 업체로서 시설은 도금시설, 산.알카리처
리시설, 탈지시설이며 배출오염물질은 먼지일때에 금속표면처리시설을 적용하여 40을 기
준으로 할지, 그 밖의 배출시설을 적용하여 100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내

질의 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허 준
먼지항목 중의 “금속표면
처리시설”에는 동 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나목20)나)의 “금속표면처리시설”과 동 별표3
나목21)나)의 “표면처리시설 중 금속표면처리시설”이 동 시설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8 제2호의 “2010.1.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 용기 ”에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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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별표3 대기배출시설의 적용에 대한 질의

2010-11-05

질의요지

차
범위를 규정함
에 있어 장입이란 작업공정상 주형에 레들(쇳물받이)이나 기타 도구를 이용하여 쇳물을
붓는 것인데 대기보전법상 주형장입공정의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 인지 알고싶습니다.
대기배출시설의 제1 금속제조시설 중 주물사처리시설 중 주형장입시설의

회신내용

탕 쇳물을 거푸집에 붓는 공정을 말합니다.

주형장입이란, 로에서 용 한

제 목

답변일자

비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가동 여부

2010-11-24

질의요지

현재 포장시설의 경우 고체원료를 작은 병에 포장하는 고체포장시설과 액체원료를 작은
병에 담아 포장하는 액체포장시설의 2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액체포장시설이 비
배출시설인지 여부를 알고 싶고, 만약 비배출시설이라면 액체포장시설 가동 시,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흡수에 의한 시설:60㎥/min) 미가동 시 단속 및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단, 방지시설에 대해 연결되어 가동하고 있는 배출시설은 액체포장시설이
전부입니다.

회신내용

[

]

포장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2,나,26)규정에 의거,

액체상의 물질은 제외하고,

액체원료 포장시설에서 기체
상의 오염물질이 발생될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3]2,나,26)규정에 의거, 그 밖의
배출시설에 해당될 수 있으며, 그리고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에 대한 방지시설의
입자상의 물질에 대하여만 배출시설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설치 및 가동여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시행규칙 별표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질의요지

2010-04-15

그 밖의 배출시설 부분을 보면 다음의 물질을 제조하거나 해당 대기오염물질을 발생
시켜 배출하는 모든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가부터 버까지 오염물질만
배출하면 배출시설용량에 상관없이 무조건 배출시설로 봐야하는 건지요? 배출허용기준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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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센트 미만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30퍼센트 이상으로 배출되는 시설은 배출시설
용량에 상관없이 무조건 배출시설로 봐야 하는 건지요?
30

회신내용

[

]

∼버)까지의 물질을 제조하거나,
해당 대기오염물질을 30%이상 발생하는 모든 시설은 동력 및 규모에 상관없이 배출시설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법 시행규칙 [별표3]2,나,1)∼27)까지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에만 적용되며, 1)∼27)에 포함되나 규모미만인 시설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법
시행규칙 [별표3]2,나,28)그 밖의 배출시설 중 가)에서 버)까지의 물질 및 오염물질 중에서도,
이법 시행규칙 [별표8] 규정에 의거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물질 및 오염물질에 대해서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2,나,28)규정에 의거, 가)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식품공장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2010-07-02

질의요지

천일염 등을 가공하는 공장으로서 원료인 제제염 및 천일염을 들여와 공장내
원적외선 방사로 3㎥×3식(총9㎥)에서 LPG가스를 이용하여 고온숙성 후 일정크기로 분쇄
하고 포장하여 출하를 합니다. 이때, 본 생산시설의 방사로는 단순히 원적외선로에서
소금을 굽는 방식으로 현재 개정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궁금
합니다. 또한 배출시설에 해당한다면 오염물질을 어떤 항목으로 선정하며, 대기 종별
제제염 및

산정에 따른 산정 시 적용계수 등이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별표3]2,나,26),바)-②호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소금을 숙성하는 공정은 특별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기능·공정
및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관련자료 등을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 방지시설은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방사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목

답변일자

신고사항 질의

2010-05-28

질의요지

식 임목파쇄기의 제원은 사용연료 : 경유, 출력 : 525마력이며 작업 시 살수를 하면서
작동하는 시설이며 건설현장에서 임목폐기물이 발생시만 투입하여 파쇄 후 우드칩은
재활용업체에 인계한 후 임대 계약 된 다른 건설현장으로 이동하는 이동식 장비입니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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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요
회신내용

[

]

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2,나,26)규정에 의거, 20HP이상의 분 시설은 대기배출

선 벗어나는 이동식 및 원료에 수분이 항상 15%
이상 함유될 경우에는 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에 해당되나, 사업장의 부지경계 을

제 목

답변일자

업종(제조시설)에 따른 배출시설의 분류

2010-03-22

질의요지

믹 로드에 니크롬, TiN, 니켈 등의 합금을 증착시킨 후 저항 값에 따라 외부의 증착
물질을 벗겨내고 절연도장(Marking 포함)을 하게 되는데, 이때 도장 후 건조시설의 배출
시설분류는 어느 업종(제조시설)에 적용시켜야 할지를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세라

회신내용

절연도장 후

[

]

건조를 하는 시설이라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2.나.21) 규정의

됨

건조시설에 해당 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열분해 정제유 사용 보일러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질의요지

폐플라스틱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열분해방법으로

2010-02-11

재생처리

한 정제연료유

감압증류유 규격에 적합)를 보일러연료로 이용하고자 함에 따라, 당 보일러가 대기환경

(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대기배출시설 중 경질유(정제연료유)만을 사용하는 보일러에

외

해당되어 대기배출시설에서 제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

]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2.24)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에는 폐플라스틱

재생유에 대해서 규정된바 없으므로, 폐플라스틱 재생유를 사용하는 보일러시설은 배출시
설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유기질퇴비를 생산하는 발효시설이 반응시설과 질소화합물제조시설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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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2

질의요지

식물성 잔재물(원두박, 주정박, 피마자박) : 50%, 톱밥 : 20%, 축분 : 30%를 입고시켜
발효—분쇄—선별—저장-계량-포장-출고의 공정을 거쳐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작업장임.
위 공정 중 발효시설이 대기배출시설 중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중 용적 1
루베 이상의 반응시설과 질소화합물 및 질산제조시설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효

회신내용

[별표3]2,나,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업의 개별
공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규칙 [별표3] 2, 나, 28) 규정에 의거, 가)∼버)까지의
발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물질을 제조하거나, 해당 대기오염물질을 30%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로 적용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절단시설에 관련 질의

2010-07-02

질의요지

들

절단하는 시설입니다. 절단시설은 석면 및
암면제품 제조시설에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절단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와 이 절단시설이 동력은 20마력이 넘는 시설로 공통부분에서 제재시설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기판을 만 기 위해서 우드가 첨가된 기판을

회신내용

[

]

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2, 나, 26) 규정에 따라, 동 이 20HP이상인 우드기판

재

제 시설은 입자상물질 발생 배출시설로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주물사 처리시설

철

2010-12-07

질의요지

선철을 전기유도로에 녹인 후 용융된 주물을 주형틀에 주입시킨 후 주형틀에
인입된 주물을 냉각시키기 위해 냉각부스로 이송시켜 외부공기를 공급하여 주조된 주물
을 식히는 시설이 주물사처리시설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고

및

회신내용

틀

냉각시키는 작업은 주물사해체 공정으로 생각되므로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2, 나, 20) 규정에 의거, 주물사처리시설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주형 에 인입된 주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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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증자시설 해당여부

2010-07-26

질의요지

내용은 없는데 훈증시설만 해당되는지요?
2. 기존에 증자시설이 해석하기에 따라 가열시설로 해당될 것도 같은데 명확한 경계는
무었인가요?
3. 훈증시설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태우는 소형 연소시설은 방지시설로 인정이 되는지요?
1. 증자시설이란

회신내용

1)

귀하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있는 훈증시설의 용적이 5㎥ 이상 이거나 연료사용량이 60
㎏/hr 이고, 입자상물질 발생시설일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 2, 나,
26)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로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증자시설은 원료나 제품을 증기로
물체의

온도를 상승시키는데

찌는 시설을 일컬으며,

가열시설은 어떤 방법으로

련

허

제원 및 처리공정 등에 대한 관 서류를 구비하여 인 가를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

사용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자세한 사 은, 증자시설의

담당하는 관할 자치단체

]

효율 등을
구비하여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할 자치단체에 방지시설 인정여부를 결정 받으시기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 제15호 규정에 의거, 연소시설의 제원 및 처리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직접 연소에 의한 시설(RTO) 배출시설 신고여부

2010-12-14

질의요지

THC, 악취 등을 제거하기 위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인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RTO)을
설치하는 경우 LNG 등의 보조연료를 통한 2차 오염물질의 발생양이 적고,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기준 이내로 배출된다고 가정되는 바,
배출시설인 폐가스소각시설에 대한 대기방지시설 설치면제를 신청하여 인허가를 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또 다시 배출시설로 신고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고려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각

[

]
량이 30㎏/hr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 또는 소각능력이 100㎏/hr 이상일 경우에는
배출시설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은 폐가스의 소각 시에 소각
폐가스 소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2, 나, 23) 규정에 의거, 연료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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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배출시설이면서
방지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직접
연소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관련자료 등을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상 물질 및 보조연료 등에 따라 2

제 목

답변일자

탄화시설의 방지시설 설계

2010-03-22

질의요지

갖추고 있습니다. 7개를 전부 동시에 연소하지는 않습니다. 운영상, 3∼
4기를 번갈아 가며 연소와 찜질을 번갈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
7개를 모두 연소하는 것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운영하는 최대 4기를 기준
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7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송풍기 용량산정이 과하게 되어 실제로
4기를 작동했을 때, 탄화시설내의 온도가 하락하여, 불연소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7개의 탄화시설을

회신내용

[

]

모 그 시설의 최대시설용량
(최대시설 규모)을 말합니다. 따라서, 방지시설 설계용량은 7기의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하나, 귀하의 사업장 공정여건상 탄화시설을 교호운전 하는 것으로 송풍기
용량을 산정 하고자 한다면, 관할 행정기관의 인정을 받아야할 것이므로, 교호운전 등에
관한 자료 등을 구비하여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별표3 제1호 비고8에 따라, 배출시설의 규 는

제 목

답변일자

탈사시설의 동력 기준 혹은 범위에 대하여

2010-06-30

질의요지

탈사시설의 용량 20마력에 대하여 질의하고자합니다. 용량 20마력의
기준 혹은 범위에 대하여 탈사방법이 각기 다른 쇼트블라스트와 샌드블라스트입니다
대기배출시설 중
회신내용

쇼트브레스트의 동력은 실제로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부분에만 적용하므로 오염물질 발생과
관련없는 부대시설의 동력은 제외하여도 될 것입니다. 샌드블라스트의 컴프레서 동력은
예비율(여유율)과 관계없이 컴프레서 전체 동력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샌딩 대상
제품을 회전시키기 위한 구동모터의 동력은 제외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샌드블라스트와 관계없는 제품 이송용 컨베이어 동력 또한 제외하여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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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특정 저장시설이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0-04-23

질의요지

석유류 저장시설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배출시설의 분류에서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원유·휘발유·나프타·알켄족·알킨족·방향족·알데히드류·케톤류가 50% 미만 함유
된 석유제품(유기화합물) 저장시설은 26)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또는 28)그
밖의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

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2,나,26)에 의거, 용적이 50세제 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휘

프

켄

킨

케톤류가

원유· 발유·나 타·알 족·알 족·방향족·알데히드류·
제품(유기화합물)은 배출시설로 적용하지 않아도

50% 미만 함유된

됨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석유

답변일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탈취세정시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

2010-03-10

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슬러지

슬러지를 부분 건조하기 전기히터를 사용하고
전기히터는 대기 공기를 간접가열하여 생성된 열풍으로 간접건조(전처리 목적의 부분건조)
하수

처리시설의 건조시설 중에

를 수행하는 건조기를 단위공정으로 가진다.

런

1.이

목의4)가)에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별표3.가

경질유 만을 사용하여

의한 가스류, 전기 또는

간접 가열하는 연소시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외

2.배출시설의 분류에서 표23, 25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배출시설에서 제 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

]

목 4)-가)호에 따라 가스류·전기 또는 경질유만을
사용하여 간접 가열하는 연소시설은 그 시설만 배출시설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슬러지
부분건조 전기히터는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나, 슬러지를 건조하는 건조시설은 배출시설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2. 가

제 목

답변일자

합금철 제조원료 계량시설
질의요지

철

합금

2010-05-18

철 실리콘, 철,

제조시 사용되는 원료 MO3, 산화 ,

- 98 -

베x5개의 계량하는

AL을 5루

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귀하의 사업장 계량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2,나,18)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로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혼합시설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2010-03-16

질의요지

커피 및 설탕 입자를 제품 특성에 맞게 일정크기로 분쇄하여, 혼합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이 혼합공정이 대기오염배출시설 25.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배출시설 나)용적이 3제곱
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②혼합시설(농산물 가공시설은 제외
한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농산물 가공시설로서 대기오염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커피, 프리마, 설탕 등 가공식품은 농산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혼합하는 시설은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2.나.26)규정에 의거, 용적이 3㎥ 이상이거나 동력이 10HP
이상이면 배출시설(혼합시설)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혼합시설 관련 질의

2010-04-19

질의요지

쌀, 누룩과 효모, 용수 등 재료를 잘 섞어주기 위해 교반탱크를 이용하는데,
1. 막걸리생산을 위하여 재료를 섞어주는 이 시설도 배출시설에 해당되어 혼합시설로 봐야
하는지요.
2.

농산물가공시설은 제외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막걸리 생산도 농산물가공시설로 볼 수

있는지요.

3.

농산물 가공시설의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누룩과 효모, 용수 등을 혼합하기 위한 교반시설은 농산물 가공시설에 해당되므로,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2,나,26)규정에 의거, 배출시설로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공시설은 곡물, 수산물, 낙농물, 육류 등을 가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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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혼합시설의 대기오염 배출시설 해당여부

2010-06-22

질의요지

석유제품(윤활유) 제조업체로서 주 공정이 혼합을 하는 공정이며 원료는 윤활기유
(인화점 200''C이상)와 혹은 첨가제를 혼합하는 시설이 3㎥이상 있습니다. 이 경우 2010
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환경보전법 [별표3]에 의해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사는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2,나,26)규정에

력

의거, 용적이 3HP 이상이거나 동 이

10HP 이상인 혼합시설은 배출시설로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 적용여부

2010-10-25

질의요지

통

1. 당사의 폐유기용제 저장용기로서의 20리터 말

‘

량

보관 조건이 저장시설의 저장용

합산에 산입되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유류, 유기용제, 유기용제 함유물질의 저장시설을

컬 때 저장시설은 압력용기, 지상 또는 지하저장 탱크 등을 말함’과 같이 저장시설로
볼 수 없는 것인지요?
2.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시행령 제45조, 시행규칙 제59조, 관련고시에 따라 보관공간에
관계없이 저장용기의 합산양이 10㎥미만이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일 을

회신내용

량 10㎥이상(합계)일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 신고대상
이므로 보관창고 용량이 아니라 실제 폐기물 보관시설의 저장용량 합이 10㎥이상이면
신고대상입니다. 저장용량(합계)이 10㎥미만일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폐유기용제 보관시설의 경우 저장용

제 목

답변일자

밧데리 공장의 화성처리시설

2011-06-17

질의요지

밧데리 공장의 공정 중 화성처리시설(냉각수를 채운 충전수조에 밧데리를 담근 후 교류
전압 전류기를 통하여 전기적 에너지를 화학적 에너지로 바꾸어 충전을 시켜주는 공정)이
라는 공정이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제1차금속 제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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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나)금속표면처리시설에 화성처리시설(화 적처리로 금속표면에
하는 것으로 인산염처리,

흑염처리,

안정된

케

화합물을 생성

크로메이트처리 등이 있다)이 있으나

화성처리시설과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배출시설의 해당
알고

밧데리 공장의
유무에 관해서

싶습니다. 또한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이 된다면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밧데리 제조공정, 규격, 동력 등을 알 수 없어 배출시설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2, 나, 11)의 반응시설 또는 이
규칙 [별표 3] 2, 나. 28) 그 밖의 배출시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 목

답변일자

가성소다 사용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유무 질의

2011-07-28

질의요지

늄 제조공정 중 치공구(다이스)에 묻은 알루미늄을 제거하기 위해 가성소다와 물을
3:7의 비율로 섞은 용액과 알루미늄이 묻은 치공구를 철재용기(1300mm×1300mm×1300mm)
에 넣고 전기를 사용하여 간접가열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가열온도는 약130도 정도이며,
알루미

가열중 수증기가 발생합니다. 위의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의 대기배출시설인지요?
회신내용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2,가,4),가)에 전기만을 사용하는

외

련

간접가열시설은 대기배

출시설에서 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속의 용융·제 ·열처리시설의 연소시설은 배출시
설에 포함합니다.

제 목

답변일자

가스창고 관련 스크러버 질의

2011-05-11

질의요지

충전되어 있는 고압가스 용기를 수입하여, 당사의 가스창고에 보관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 판매사업 허가증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스창고에는 고압가스가
용기에 저장되어 보관되고 있으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비상시(가스누출사고)를
대비하여 스크러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스창고에 설치되어 있는 스크러버는
도매업을 위한 설비이므로, 대기오염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가스가

답변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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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귀하께서 질의하신 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고압가스 용기를 수입하여 보관하는 가스창고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감융기 관련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문의

2011-11-07

질의요지

티 폼 감융기라는 기계에 넣어 부피를 줄이는 고자 합니다. 부피가 큰 스티로폼을
열을 가하여 부피를 줄여 가래떡처럼 뽑아 부피를 줄여주는 기계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스 로 을

의한 용융.용해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니면 성형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 별표3.

무

14)합성고 ,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시설 중 라)에 의한 성형시설인지 여부?
회신내용

귀하께서

신 스트로폼에 열을 가하여 부피를 줄여주는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2, 나, 14), 라)에 따라, 동력이 250마력 이상인 성형시설(압출방법, 압연
질의하

방법 또는 사출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에 해당할 경우에는 배출시설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건조시설의 적용 범위

2011-11-17

질의요지

magneticmetalfiller를 용제(톨루엔, MEK)와
혼합(10HP)여 Slurry형태로 만 든후 탈포(7.5HP) 후 건조시설(4m3)을 거쳐 제품을 절단
포장 출하를 합니다. 여기서, 혼합시설 및 탈포시설은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 건조시설의 경우 20.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제조시설의 표면
처리용 건조시설과 25.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의 건조시설로 중 어느 것을 적
당사는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원료인

용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시설별로 정하고 있으므

[

]

량

간

그램

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2, 나, 21)에 따라 연료사용 이 시 당 30킬로

곱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 미터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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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건조저장시설 배출시설 유무
질의요지

2011-10-31

순 벼건조 저장(100㎥)시설이 허가대상인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도정공정 없이 단
회신내용

[

]

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2, 나, 26) 규정에 의거, 용적이 50세제 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은 배출시설로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고무판 숙성시설

2011-08-29

질의요지

무
원재료를

무
성형기에 투입하기 전에 숙성과정을 거치는데 "숙성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창고같은 부스에 고무판(원재료)이 저장되어 있고
고무판이 겨울엔 딱딱해지지 않고 여름엔 녹지 않게 평균농도25~30℃를 유지하기 위하여
겨울엔 히터를 틀고 여름엔 냉풍기를 가동하는 형태입니다.(봄,가을엔 가동하지 않음)
연료사용량은 30kg/hr미만이고 용적은 100㎥정도입니다.
고 판을 성형하여 고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회신내용

[ ]
량 간
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건조시설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2, 나, 14) 규정에 의거, 연료사용 이 시 당 30킬로

제 목

답변일자

고체입자상 저장시설 문의

2011-09-22

질의요지

모 그 시설의 중량 면적
용적 열량 마력 등의 규모로 하되 동일 사업장에 그 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지름 1밀리
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은 제외한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총 규모가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설들을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고체입자상 저장시설이라 함이 지름 1밀리미터 미만인 고체입자상 물질을 저장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2 2)를 보면 배출시설의 규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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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약 1밀리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때 여러저장시설이 하나의 방지시설로 연결되어 있을시 인허가 등록은 1밀리미터
미만의 고체입자상 저장시설만 등록하면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방지시설로 들어가는
모든 저장시설에 대해 인허가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만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목

름

2, 가 , 2)호 규정에 의거, 단일 시설로서 지 이

mm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의 용적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배출시실로 적용
하여야 하나, 용적규모 미만의 저장시설은 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름
1mm 이하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로서, 용적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의 합이 50㎥ 이상
1

인 경우에는 배출시설로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대상 여부

2011-12-23

질의요지

톤 빽에 밀봉되어 입고한 후 사업장 공장내에 적재보관
한 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관한 장소를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로 봐야 하는지요?(1톤
빽에 밀봉되어 입고 됨으로 먼지 등의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고체입자상물질(산화전분 등)을 1

회신내용

신 고체입자상물질(산화전분 등)이 빽에 밀봉되어 입고 됨으로써 먼지 등의 대기오

질의하

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과거 대기배출시설인 발효시설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질의요지

2011-05-25

현재 발효시설과 건조시설에 대하여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를 득하고 운영중이며,
이에 대한 방지시설로 흡착시설 1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배출구1기) 이번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으며, 현재시설을 새로 이사 가는 곳에 그대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전에는 발효시설이 배출시설에 있었는데 현재법에는 제외된 것으로
당사는

알고있습니다.

효

신

1. 발 시설은 따로 대기배출시설 고를

득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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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득하지 않아도 된다면, 방지시설을 연결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3. 발효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그냥 현재처럼 집진후드를 설치해서
흡착시설로 연결해도 되는지요?
4. 3번과 같이 사용할 경우 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건조시설만 새로 신고 할 때
서류에다 내용만 표기해주면 되는지요?
2.

회신내용

〔별표 3〕2. (종전 별표 3)의 12.음식
료품제조시설중 증자시설, 자숙시설, 발효시설, 증류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었습
니다. 따라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면 방지시설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이 아닌
악취물질만 배출되는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물질을 대기방지시설에 연결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제27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7.1.31일 개정·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여부

2011-02-28

질의요지

철

1. 금형( 판) 열처리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전기를 사용하여 간접가열, 가열물체 : 금형(철판), 가열온도 : 약 1,000도,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금형(철판)의 간접열처리시설이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가열방법

회신내용

[

]
[
생연료유 1호(등유형) 휘발유·나프타·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열분해
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한다)] 만을 사용하는 간접가
열하는 연소시설은 대기오염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유의 정제과정이나
금속의 용융 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스를 사용하는 석유정제시설의 연소시
설과 금속의 용융 제련 열처리시설의 연소시설은 배출시설에 포함하므로, 귀 사업장이 금
속의 열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2. 4)에 의거 가스류, 전기, 또는 경질유 경유, 등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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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대기 배출시설 분류

매

2011-08-31

질의요지

존;경유→변경;부생연료유 2호)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변경신
고를 하여야 함으로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열매체보일러가 대기 대상 배출시설 중
열 체 보일러의 연료변경(기

보일러와 가열시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매

; 매
그 열(온도)를 이용하여 제품을 용해, 용융시키는 시설
가열시설: 시간당 연료사용량이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열매체보일러의 사양은 열량이 500,000킬로칼로리이며, 시간당 연료사용량은 30킬로
그램을 초과하여 사용함. 만일 열매체보일러가 가열시설에 해당되면, 대기배출시설
열 체보일러 열 유를 가열하여

업종분류에 합성수지류 제조시설인 경우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업종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귀하께서 질의하신 열매체 가열은 가열시설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보일러는
연료의 연소열을 물에 전달하여 온수 또는 수증기를 발생시키는 시설을 의미하며, 가열
시설이라 함은 물체를 가열하여 재료의 조직 및 결정상태를 적당한 상태로 유도하기 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 배출시설(산처리시설) 해당 여부

2011-04-13

질의요지

철판세척을 위해 황산수조에 철판으로 담겨 철판內 부식(녹) 성분을 제거할려고 합니다.
위 황산수조에 철판을 넣어 부식방지時 이 시설이 대기배출시설(산처리시설 1㎥이상)에
해당되는지요?
회신내용

식
각종 산성물질을 이용하여 유리 등의
비금속광물을 절단하거나 광택을 내게하는 등 화학적 처리를 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귀 사업장의 황산수조에 철판을 넣어 부식성분을 제거하는 것은 산처리시설에 해당할 것
산처리시설(부 시설을 포함한다)이란 황산 불산 등

으로 판단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방지시설 여부

201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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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차

무 부품과 주철(프레스제품) 부품을 조립
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조립시 고무부품이 원활히 주철부품에 삽입될 수 있도록 알콜류를
미량(주철부품내부에 소량이 묻음)을 주철부품에 분사하는데 알콜류를 사용하는 이유는
조립후 자연 휘발되기 때문입니다.
1) 알콜류를 사용하는 분사시설이 대기방지시설에 해당되는지
자동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 부품을 조립 시 고

2) 해당되면 어떤 시설에 분류되는지요?
회신내용

귀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부품 조립시 고무부품이 원활히 주철 부품에 삽입될 수 있도록
알콜류를 미량 분사하는 작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배출시설 분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관련 질의사항

2011-11-22

질의요지

무벨트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제조공정 중 톨루엔 또는 톨루엔에 녹인 용액
(일명: 고무풀 또는 노리)을 상심고무와 cord를 붙이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톨루엔의 배출허용기준이 얼마인지 알고 싶으며, 저희시설이 접착시설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용적 및 동력은 3㎥, 10Hp 이상)
산업용 고

회신내용

[

]

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접착시설인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할 것입니다. 접착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접착제의 종류, 공정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용하는 원료, 약품 등에 대하여 검토하시기 바라며, 톨루엔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2, 나, 13)에 따라 용적이 3세제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유무

2011-07-20

질의요지

재

녹을 제거하는 쇼트블라스트 작업장에 탈청시설과 선별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배출시설 신고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쇼트블라스트 작업후 BOX(금속조립품)내
청소를 위해 사용하는 고정식 VACUUM기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금속 표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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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쇼트블라스트 작업 후 금속조립품내 청소을 위해 사용하는 고정식 VACUUM기는 대기환
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정의

2011-01-11

질의요지

그 밖의 배출시설이라 함은 1)∼27)로 국한(ex도장시설, 성형시설 등) 된 것인지 아
니면 1)∼27)에 해당되는 시설로 그 규모미만이지만 28) 그 밖의 배출시설 가)∼버)의

1) 28)

대기오염물질이 30%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인지

∼

외 모든시설을 말하는 것인지 그 규모기준은

2) 아니면 제품제조 과정 시 1) 27)을 제 한

떻

어 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

]

‘그 밖의 시설’은, 가) - 버)까지의 물질을
제조하거나, 해당 대기오염물질을 이 규칙 [별표8] 배출허용기준 대비 30%이상 발생시키
는 모든시설을 말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 2, 나, 1)~27)까지의 분류에 포함
되지 않는 시설에만 적용되며, 1)~27)에 포함되나 규모미만인 시설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2, 나, 28) 가) ~ 버)의 오염물질이 30%미만 배
출되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 배출허용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2, 나, 28)호

상 30% 미만 배출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중, 저장시설 신고대상 포함 여부
질의요지

학

다음의 화 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이 유기화합물인지 알고

글 콜: n
2) DEG(Di-EG):CASno111-46-6
3) TEG(Tri-EG):CASno112-27-6

1) EG(에틸렌 리 ) CAS o107-21-1

회신내용

2011-11-15

싶습니다.

신 EG(에틸렌글리콜): CAS no107-21-1, DEG(Di-EG): CASno 111-46-6,
TEG(Tri-EG): CASno 112-27-6 등의 세 가지 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유기화합물
질의하

저장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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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해당 규모 범주

2011-04-05

질의요지

[

죽 모피가공시설 및 모피제품.신발제조시설 중 건조시설(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은 3루베 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기용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접착용으로 본드를 사용하는데에 있어서 본드의 내부성분
중 유기용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시설로 보고 3루베 이상일 경
우 대기배출시설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대기배출시설

2) 가 .

회신내용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2, 나, 2)의 건조시설은 유기용제가 사용된 원료, 반제품,
제품 등을 건조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건조과정에서 본드의 함유된 유기용제로 인하여

모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규 이상 시설인 경우 배출시설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2011-11-22

질의요지

매 asno:61788-32-7)입니다. 이 물질을 저장하는 50세제곱미터 이
상의 저장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장하려는 물질은 열 (C
회신내용

신 열매(Casno:61788-32-7)는 유기화합물저장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하

제 목

답변일자

저장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2011-12-23

질의요지

늄 탕 응고를 막기 위해 임시 보온하는 저장시설(유사표현 보
온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저장시설(보온시설)에는 열원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
습니다. 이 경우 저장시설(보온시설)을 배출시설로 보아야 합니까?
주조기에 유입될 알루미 용 의

회신내용

온
[ ]
량 간
로그램 이상 또는 용적 3세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될 수 있으나, 전기를 사용하고 밀폐되
보 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에서 정하는 기타로(연료사용 이 시 당 50킬
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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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해당 유무

2011-05-24

질의요지

p 핸드그라인더(에어타입) 10EA를 이용해 연마작업을 하고 있음. 당 시설에서 배출
되는 대기오염물질 처리를 위해 여과집진시설을 설치 가동 중에 있음. 도장 준비를 위한
그라인더 작업에서 발생되는 먼지 등 입자상 오염물질 처리를 위해 여과집진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이 시설을 대기배출시설(규모 미만)로 보고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요?
0.45H 의

회신내용

[

]
력 마력 이상인 연마시
설인 경우 배출시설에 해당하나, 귀 사업장의 경우 규모미만으로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
으며,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업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2, 나, 26) 규정에 의거, 동 이 20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2011-02-28

질의요지

탱크에서 단순 물을 끓이기 위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
에서 물이 끓게되면 버블이 발생되어 버블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반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교반기는 버블방지용으로 설치하였을 뿐인데 이 탱크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회사에서 사용하는 시설중

회신내용

교반시설은 혼합시설에 해당하나, 단순히 물의 거품이 생겨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교반시
설은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해당유무 [레이져 가공]

2011-02-28

질의요지

평판 디스플레이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수지재료에 레이져를 이용한 판화가공 및 절삭
가공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흄이 발생하여 작업환경 개선 차원에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 시설이 대기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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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작업공정, 시설의 제원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
우나, 레이져를 이용한 판화가공 및 절삭가공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2, 나,
28)호 ‘그 밖의 배출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 [가)~ 버)]이 배출허용기준의 30%이상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저장시설의 대기배출시설 관련

2011-11-30

질의요지

漁油), 식물유가 저장된 50m3 미만인 시설이 17개가 있고 합계
가 50m3이 넘습니다. 어유, 식물유 저장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장 저장시설 중 어유(
회신내용

귀 사업장의 어유, 식물유 저장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 2, 나, 26) 마)에
유기화합물 저장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산처리시설 해당 되는지

2011-05-06

질의요지

후에 마지막으로 세정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세정기는 사각 밀폐된 공간을
약 W3m*H3*L7m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으며, 내부에는 유리를 이송하기 위한 컨베
이어와 세정을 위한 블러쉬와 물을 분사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세정공정은 #1차
물을 이용한 세척 #2차"세제"를 이용한 세척-알칼리성 세제입니다. #3차 물을 이용한 세
척을 한 후, 검사와 포장으로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2차 "세제"를 이용한 "세
제"를 알칼리성→산성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 세제를 사용하게 된다면 "산처리시
설"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유리를 가공한

회신내용

액
귀사업장의

담구거나 원료 및 제품을
표면처리시설로 규모이상 시설인 경우

산처리시설이란 산용 에 어떤 제품을 표면처리하기 위하여
중화시키는 시설로

유리 세정공정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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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대기신고 유무

멘

2011-07-26

질의요지

매
멘 항만운송 후 저장시설에
저장하여 선별 후 벌크차량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으로써 사업자등록증상에 도.소매
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본사업장은 이송된 시멘트제품을 가공하는 시설은 없으며
이송시 발생되는 이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한 선별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장시설 및
선별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유무?
시 트제품을 판 하는 사업장이며, 본사에서 제조된 시 트를

회신내용

[

]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항목(광업, 제조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운수업, 항공운송지원 서비스업, 폐기물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
생업, 폐수처리업)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의 경우 한국표
준산업분류에 따른 위 항목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배출시설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비고3에 배출시설의 분류 중 26)과 28)은

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해당여부 확인

2011-08-10

질의요지

탱크 34.62세제곱미터 2기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유.무기산 저장시설)에 포함되어 허가를 받고자 합니다만, 동일 사업장에 황산 탱크 이외
에 인산 탱크 6.28세제곱미터 1기가 더 설치되어 있는데 황산 탱크와 인산 탱크를 동종
시설로 보아서 인산탱크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동종시설이 아닌 경우 인산탱크는
50세제곱미터 미만이므로 배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지요?
황산

회신내용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2, 가, 2)에 동일사업장에

그 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이 2

그 시설의 총 규모가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
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설들을 배출시설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황산저장
시설과 인산저장시설은 동종시설이므로 두 시설의 총 규모가 배출시설 규모 이상인 경우
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대기배출시설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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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발생량 증가에 따른 종별 변경

2011-01-11

질의요지

매

량

대기오염환경보전법에서 배출시설이 아닌 열 보일러(정제연료유 사용)에서 연료사용 이

량 약 4톤)이

증가되어 대기오염물질 발생 (

신

증가되면 당사의 경우 대기5종에서 4종으로

변경 고 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항 규정에 의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대기배출
시설별로 발생오염물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매체보일러가 대기배출시설이
아닐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

제 목

답변일자

도장시설 해당유무?

2011-04-13

질의요지

붓이나 페인트 롤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에서 제외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경우
제외되는 것은 분사나 기타 다른 도장에 비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이 적어 제외된다고 보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페인트롤러에 동력을 이용하여 자동화 시킨다면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것인지, 단순 피도체에 페인트를 묻혀나가는 방식이므로 자동화 시켰다고 해서
특별히 오염물질의 증가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배출시설에서 해당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 ]
붓 또는 롤러만을 사용하는 도장시설은 대기
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페인트롤러에 동력을 이용한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나, 21)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2, 가, 4)에

설인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방지시설 설치 면제 관련 질의 건

존

2011-10-19

질의요지

탱 차아염소산(NaOCl)탱크 2개는 용량이 50m3을 넘지 않아
따로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지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설비입니다. 황산과 차아
기 에 황산(H2SO4) 저장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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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워 공기 중으로 비산되지 아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지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할 수 있는지요?
염소산은 비중이
회신내용

차아염소산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26)의 마)항에 해당되지 않는
물질입니다. 황산의 경우 위 법조항에 해당되는 물질로써 시설의 총규모의 용적이5 0m3
이상인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됨으로 관련규정에 의거 관할 지자제에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며 방지시설도 갖추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배출시설 구분

2011-12-27

질의요지

얇은 전선인 경우 전선을 밀폐된 "로"에 넣은 후 연료(경유, 등유)를 이용하여 직접가열
하여 전선피복을 제거한 후 구리를 선별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 배출시설을 어떻게 구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귀하께서 질의하신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2, 나, 26)에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기타로일 경우 대기배출시설로
적용하야야 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배출시설 중 작업 범위

2011-11-11

질의요지

"
"
신규배출시설로 규정되었는데 주형장입 공정의
작업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1. 쇳물 주입행위가 완료되면, 배출시설 가동이 완료되는 것으로 본다.
2. 주입된 용탕이 완전히 냉각될 때 까지를 주형장입 공정으로 본다.(약 3시간이상) 상기
내용처럼, 주형장입 행위의 완료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주물사처리시설 중 주형장입 이란 공정이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가.1)의 규정에 의거
까지를 주형장입공정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14 -

쇳물주입부터 완전히 냉각될때

제 목

답변일자

배출시설 해당여부 문의

두

2011-10-25

질의요지

곡물을 선적해 오면, 곡물저장만을 하는 업체입니다. 저희업종은 기타(저장)시설
로 되어있고, 당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 단순 저장시설(500㎥)만 수십 개로 가지고 있어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데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부 에서

회신내용

귀 사업장의 곡물저장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2, 나, 26)에 따라,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인 경우에는 배출시설에 해당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업종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비고3에 [가)광업~사)폐수처리업]
적용되지 않는다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배출시설에 있어 용적규모

2011-03-04

질의요지

축 내에 칸막이 벽체로 구획되어 2개의 룸으로 되어있으며, 2개의 룸을
합한 용적규모는 50,000m3이상이나 각각의 룸의 용적규모를 산정하면 50,000m3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지?
1개 동의 공장건 물

회신내용

[

]

모

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2, 가. 4)에 “용적규 가 5만 세제 미터 이상인 도장

외

모

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 하고 있습니다. 용적규 란 “단위시설별 용적

모”를 말하며, 2개의 룸으로 나뉘어서 도장대상물질을 별개로 도장하는 경우 각각의
용적규모로 산정하므로 배출시설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

제 목

답변일자

별표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질의

2011-11-16

질의요지

"주형장입 및 해체시설" 이란? 주형장입: 주형(거푸집)에 주물사를 장입(넣는것)하는 공정
해체시설: 주형(거푸집속)에서 제품을 꺼집어 내는 공정을 하는 것인지 정확한 해석이 없어
질문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틀 제조공정 및 주형에 쇳물을 넣는 공정 등 주물사를 사용. 제조

주형장입 공정은 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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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하는 공정을 포함하여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해제시설은 만 어진 주형을 해체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제 목

답변일자

식초 제조설비의 배출시설 해당유무

2011-07-26

질의요지

◦제조시설 종류.
1) 주요(술(酒)덧) 발효시설 : 액당과 물을 이용한 주요 발효공정으로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종별 산정에 적용되는 오염물질(먼지,SOx, NOx)에 해당되지 않은 오염물질 발생.
2) 초산 발효시설: 주요(질의 1번)와 주정(57%)을 이용한 식초 발효설비로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종별 산정에 적용되는 오염물질(먼지, SOx, NOx)에 해당되지 않은 오염
물질 발생.
상기

두가지의 제조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

]

식

2007.1.31일 개정·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2(종전 별표3)의 12.음 료품

숙

효

외 었

제조시설 중 증자시설, 자 시설, 발 시설, 증류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서 제 되 습니다.

제 목

답변일자

압연시설 관련 질의.

2011-08-11

질의요지

늄 철의 압연이 배출시설에 해당이 되는지요? 해당이 된다면 명칭은 무엇입니까?
3) 구리, 알미늄, 철의 압연시 압연유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때 악취와 흄이 많이 발생되
1) 구리, 알미 ,

는데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력 : 500HP, - 압연시 온도 : 200℃

- 동

회신내용

늄 철의 압연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2,
나, 28)호 “그 밖의 배출시설” 가)~버)의 대기오염물질이 해당 물질 배출허용기준의 30퍼
센트 이상으로 배출될 경우 배출시설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리, 알루미 ,

제 목

답변일자

액상원료의 대기배출시설의 유,무기산 저장시설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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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6

질의요지

축

배합사료공장으로서 가 사료를 생산합니다.

무

그 중 액상원료를 사용하는데 이 액상원료

저장시설이 대기배출시설 중 유, 기산 저장시설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액상원료 : 당밀, 유지, CMS
회신내용

액상원료 저장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2, 나, 26) 유·무기산 저장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유기화합물 저장시설 해당여부

2012-01-03

질의요지

당사에서 사용하는 유기화합물이 유기화합물 저장시설에 해당하는 물질로 분류되는지 궁
금합니다.

* 사용물질 : 에틸아세테이트(141-78-6), 메틸에틸케톤(78-93-3), 톨루엔(108-88-3), 프로필
렌글리콜
모노에테르(107-98-2), 이소프로필알코올(67-63-0), 메탄올
(67-56-1), 에탄올(64-17-5) 등을 사용합니다.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톨루엔

귀하께서

저장시설이 유기화합물 저장시설에 해당되나

량

셔

신 내용중에는 메틸에틸케톤,
물질의 함량이 50%이상인 것만

질의하

무

해당되므로 함 을 확인하 서 배출시설의 해당유 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저장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
질의요지

2011-06-03

무

무

준 무엇인지? 예) 산의

1) 대기배출시설 중 유 기산 저장시설이 있는데 유, 기산의 기 이

준 p 농도기준 등 정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함.
2) 아래 것도 유무기산 저장시설에 해당되는지
- 황산탱크(50㎥), 염산탱크(50㎥), 가성소다탱크(50㎥), 폴리머 탱크(50㎥), 소석회 탱크
(50㎥), 염화제 2철(fecl3) 탱크(50㎥)
3) 상기 2)의 해당탱크 중 일부 가성소다와 폴리머 등은 화학구조상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는데 저장시설 허가 필요시 대기배출오염물질은 무엇으로 해야되는지?
기 , h

회신내용

유기산은 유기화합물 중 산성을

띠는 물질이며, 무기산은 탄소가 없거나 단순한 탄소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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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는 물질을 말합니다. 따라서, 황산과 염산은 유무기산에 해당하여 용적이
규모이상인 경우에는 유무기산저장시설에 해당할 것이며, 가성소다와 폴리머는 유무기산
물로 산성을

저장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폐쇄 신고에 따른 배출시설 철거 여부?

2011-12-29

질의요지

쇄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폐쇄하고자 하는 시설은 생산
공정과 관계없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폐쇄신고 후 그 시설을 철거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기를 끊고 사용불가 상태로 두어도 되는지요.
2. 생산공정과는 상관없이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배출시설(배출시설 기준에는 포함
됨)에 대해서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월 가동 시간 약 2시간 정도)
1. 배출시설을 사용하지 않아 폐

쇄

회신내용

철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물질이 더 이상 배출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전기 등 시설일부를 철거하여 시설을 가동하지 못하도록
폐 란 시설의

하면 될 것입니다.

순수실험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연구시설인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에서 정한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품제조 등을 위하여

운영되는 시설이면 순수 실험용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에서 정하는 규모이상이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할 것입니다.
설치

제 목

답변일자

주물사 해체시설에 대하여 질의

2012-01-06

질의요지

손으로 해체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자동
화되어 있는 업체들은 해체시설에 대하여 허가를 받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업체 공장내의
일정장소에서 손으로 해체작업을 할시 허가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해체시설 부분이 자동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회신내용

[

]

간

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주형해체시설은 수동 작업일지라도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됨을 알려드
리며,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를 관장하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2, 나, 21)에 따라, 시 당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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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10mm 이상을 저장하는 사이로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질의요지

mm이상인

입자의 크기가 10

볼 수 있는지

2012-10-23

베

폴리에틸렌을 저장하는 50루 의 사이로가 대기배출시설로

회신내용

신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나목 26)에 용적이 50세제곱미

질의하

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에 해당합니다.

제 목

답변일자

EPS 수지(Ezpandable Polystyrene:발포수지)

2012-02-15

질의요지

～ mm의 EPS수지(Ezpandable Polystyrene:발포수지)를 원통형의 교반기에 넣고
서서히 저어주면서 108도~116도의 스팀증기를 60초 정도 가하면 EPS수지가 10배
정도의 크기로 발포하는 발포시설(동력 50마력, 60루베)이 대기배출시설로 볼수 있는
지의 여부와 볼수 있다면 어떤 시설로 보아야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2) 난연성 발포수지 알갱이를 사각 판넬 모양의 틀에 넣고 110도～130도의 스팀증기를 140초～
150초 가하면 난연성 발포수지가 서로 접착성을 가져 샌드위치 건축 판넬에 사용하는
사각모양의 난연성 스치로폼의 모양을 만드는 시설이 대기배출시설로 볼수 있는지 볼
수 있다면 어떤 시설로 보아야 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평판기:50마력 55루베)
3) 0.8～0.9mm의 EPS 수지(Ezpandable Polystyrene:발포수지)를 원통형의 교반기에 넣고
서서히 저어주면서 108도~116도의 스팀증기를 60초 정도 가하면 EPS수지가 10배 정도
의 크기로 발포하면 스팀증기가 발포수지에 미미하게 묻어있기 때문에 30~40도정도의
열기를 100초 정도 가하여 발포수지에 묻어있는 물기를 말리는 시설이 대기배출시설
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0.8 0.9

회신내용

학 응 없이 가열하여 제품을
생산한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2.나.14).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

1) 플라스틱 발포형 성형제품 제조공정(EPS수지)에서 화 반

스틱제품 제조시설에서의 가열시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열시설이란 어떤
방법으로 물체의
포함합니다.

격

온도를 상승시키는데 사용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열매체 가열을
폼

[

]

2) 일정규 의 스치로 제품을 만드는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2,나,14)의

력

마력 이상인 성형시설에 해당할 경우, 배출시설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 이 250

- 119 -

묻어 있는 물기를 말리는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2,나,
14)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시
설은 배출시설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건조시 순수한 수분만 발생한다면 배출시설

3) 발포수지에

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납땜시설의 배출시설 해당여부

2012-09-06

질의요지

선 벗어나는 시설이란 어떤시설을 의미하는 것인
지요? 부지경계선을 벗어난다는 얘기는 사람이 소지할수 있거나 바퀴가있어서 사람이
밀면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것인지요? 고정된 것 이외의 시설을

1) 해당시설이 당해사업장의 부지경계 을

말하는 것인지요?

그밖의 배출시설은 해당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미만으로 배출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현장측정을 하여 기준을 삼았으나 차) 염소 및 그 화
합물, 타)탄화수소에 대한 부분은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적용할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
습니다. 위 항목의 기준은 어떤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요?
3) 기계가 아닌 사람이 수동으로 직접 작업을 한다면 배출시설에서 제외해도 되는지요?
접착제 또는 페인트 등은 납화합물, 탄화수소 등 오염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시설입
니다. 작업대에서 사람이 직접 스프레이건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한다면 배출시설에
2) 28)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외

식
차량에 부착되어 있거나 싣고서 이동이 가능
하여 일정한 사업장 소재지 없이 필요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면서 사용하는 시설을

1) 대기배출시설에서 제 되는 이동 시설은
말합니다.

그 화합물, 탄화수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라 가스형태의 물질중 염화수소 및 탄화수소(THC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합니다.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납땜시설은 대기배출시설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람이 수동으로 작업하는 시설이 모두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
서, 사람이 스프레이건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작업하는 경우 동력, 용적 등을 검토하여
2) 염소 및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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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대기 배출 시설 해당 관련 문의
질의요지

년월

2012-08-20

대기환경보전법에 2010 1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사업장에 설치

범

준

되어진 배출시설이 배출시설 적용 위인 표 산업분류 에 따라 21) 조립 금속 제품 기계
기기 장비

운송장비 가구 제조시설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28)그밖의 배출시설과는 해당이

안되는 건지요?
회신내용

[ ]
목 그 밖의 배출시설의 적용범위는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3]제2호나목1)∼27)까지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에만 적용되며, 1)∼
27)에 포함되나 규모미만인 시설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비고 4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가)광업∼사)폐수처리업 항목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나 28)에

만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 이송설비관련
질의요지

2012-09-10

송

설비 중 원료 이 설비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신내용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이송시설은
[별표3] 배출시설분류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

제 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답변일자

대기관련 질의 드립니다.

2012-09-06

질의요지

슬러지의 감량화를 위하여 건조(수분건조)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조설비가 대기배출
시설에 해당이 되는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또한 최근 하수슬러지 연료화가 상용화되고
신재생에너지의 무할당제 시행으로 화력발전소에서 유연탄의 대체에너지원으로 유연탄
총량의 2%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의 상황에서 기존 유연탄 사용을 하는 열병합
발전시설이 하수슬러지 연료(총량의 2%)를 같이 사용할 경우 열병합 발전시설은 기존대로
- 대기배출시설 : 발전시설의 열병합 발전시설
폐수

- 121 -

TMS 측정기기 부착 대상 : 발전시설의 고체연료 사용시설(먼지,SOx,Nox)
- 배출 허용기준 : 발전시설의 고체연료 사용시설
에 해당되는 규제를 받게 되는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만약 규제의 범위가 변경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

회신내용

[

]

곱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또한, 대기배출시설(열병합발전시설)의 사용연료를 변
경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명, TMS측정항목, 배출허용기준은 기존과 변경이 없으며, 연료
변경 사항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에 따라 용적이 0.15세제 미터 이상인 폐수·폐기물 건조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대상여부

2012-08-17

질의요지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시설중 건조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나, 인쇄 및 각종기록매체제조시설에는 건조시설이 대기배
출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조시설은 펄프를 원료로 제조된 종이를
단순히 건조하는 시설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는

회신내용

신 종이제품제조시설 중 건조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제2호나목26)에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시설인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동 건조시설이 단순히 수분만을 건조시켜 대기오염
물질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면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의하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신고 관련

2012-08-24

질의요지

무

1. 법적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 발생유 와 상관없이

신고대상인가요?

극미량이라도 발생한다면 신고해야 되나요?
2. 열원으로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온풍기가 설치된 5m3정도 크기의 room을 70도로 유
지하는 설비가 있습니다. 제품을 넣어서 4시간정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설비로
뜨거워진 대기를 외기로 방출하는데, 해당설비도 가열시설로 보아야 하는지요?
혹은 테스트를 해보고, 대기오염물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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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료 및 연료의 사용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예측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배출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2) 가열시설은 어떤 방법으로 물체의

m

roo 에서 제품의

온도를 높이는

온도를 상승시키는데

사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모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고, 시설의 규 가

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한 규 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여부 확인

2012-01-18

질의요지

㎥ 각각 보관하고 있으며
방지를 위해 흡수에 의한 시설을

위탁폐수 중 산폐수(불화물, 인산계)를 지하 집수조(용적70 )에
환기시설을 설치하여 배가스를 포집하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악취

등의

㎥

ㆍ무기산

1) 보관하고 있는 폐수집수조(저장시설-70 )를 대기배출시설인 유
해당 되는지요?

저장시설에

[ ]
간
능력이 0.5㎥이상인
폐수ㆍ폐기물 증발시설 및 농축시설을 배출시설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과 정
중화학적처리 및 생물학적처리 후 발생된 슬러지를 저장시설(농축조)에 보관하고 탈수
기를 탈수하여 여액은 처리수조로 보내지고 탈수슬러지는 폐기물처리 합니다. 단순히
탈수를 하기 위하여 슬러지 저장 농축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 되는지요?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2,나,23)규정에 의거 시 당 처리

회신내용

[

]
무
또한, 단순히 탈수를 하기 위한 슬러지 저장농축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산폐수 집수조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2,나,26)의 유· 기산저장시설에 해당할 것입니다.
판단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2012-11-05

질의요지

백필터, 사이클론 등이 본체하부에 dustbox를 설치하여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먼지를 포집
하여 모여 놓는데 이 dustbox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배출시설 분류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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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bagfilter(여과집진시설), cyclone(원심력집진시설) 등의 본체 하부에 dustbox는 방지시설의
일부이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2012-01-31

질의요지

축케이블을 제조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원료투입-세척-성형-냉각-권취-건조-성형-탈지-권취-제품> 상기공정 중 탈지공정
(외부 도체주름 성형시 도포한 수용성 절삭유를 세척하는 공정)에 탈지시설이 있습니다.
탈지시설의 합계용량은 3.2㎥(1.5㎥*2대, 0.1㎥*2대)이고, 탈지시설에서는 물만을 사용하며
약품의 사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 상기 탈지시설은 배출시설에 해당이 되는가요?
다음과 같이 동

회신내용

탈지시설이란 피도금물의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유지, 산화물, 금속염 또는 기타오물을

유기용제나 알카리로 용해하여 제거하는 시설을 의미하기

탈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때문에 물로 세척하는 시설은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각

2012-04-10

질의요지

투입되는 폐기물은 하수슬러지, 생활폐기물입니다. 하수슬러지는 1차로 밀폐형
건조기(250kg/hr)를 통하여 폐열보일러 스팀을 슬러지 건조열원으로 사용하여 건조시키고
소각로로 직투입하고 있습니다. 건조기가 배출시설에 포함되는지요.
소 시설에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2,나,23)에

건조시설인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질의요지

곱

용적이 0.15세제 미터 이상인 폐수폐기물

2012-07-31

곱

입자상발생물질 발생시설 중 용적이 50세제 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은

준

대기배출시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 별표 배출시설 적용기 에 보면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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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그 시설의 중량·면적·용적·열량·마력 등의 규모로 하되, 동일 사업장에 그
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지름 1밀리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은 제외한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총규모가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설들을 배출시설에 포함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장입자 크기가 1밀리미터 이상 저장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
시설의 규 는

시설이 대기배출시설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

]

목

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가 2)에 따라 지 이 1밀리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

곱

물질 저장시설의 용적이 50세제 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배출시설로 적용하여야 하나,

모

용적규

외
용적규모 미만의

미만의 저장시설은 배출시설에서 제 하고 있습니다.

이하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로서,

그러나, 지름

1밀리미터

곱

동종시설의 합이 50세제 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배출시설로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관련 민원 질의

2012-03-06

질의요지

1.

접착제를 단순하게 물에 용해시켜 희석하는 시설일지라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나.배출시설의 분류항목 중 26)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항의 혼합시
설로 판단하여 설치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2. 혼합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배출시설 분류중 어떤시설에 해당하는지 혹은 대기

신

무

배출시설 설치 고 의 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도
회신내용

무방한 것인지.

균

재료를 균질화 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원래상태의 물질이 물리·화학적 변화없이 단순히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교반시설이나 교반조도 포함하여 말합니다. 따라서, 접착제 원액을 물에 용해시켜 일정한
농도로 희석하는 교반시설이라면 혼합시설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혼합시설이란, “2개 이상의 불 질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문의
질의요지

2012-01-10

액

율 들어있는 용액을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용 중 에틸아세테이트가 일정 비 로

작용기상으로 위에 열거되어 있는 유
계열의 화합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에틸아세테이트의 경우
기화합물

목록에

해당되지 않는 에스테르

저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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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유기화합물저장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도 무방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귀하께서 질의하신 에틸아세테이트가 일정 비율로 들어있는 용액의 저장시설은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별표3] 2, 나, 26)에 유기화합물 저장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질의

2012-09-25

질의요지

액 채워지는 조)의 용적은 50리터이며,
공장내 유일한 도금시설입니다. 도금시설은 실험용 클린벤치와 유사한 모양으로 반밀폐된
클린부스내부에 용적50리터의 도금조가 설치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도금시설”의 용적(1세제곱미터 이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도금용액에는
구리, 황산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물 함량은 90%정도입니다. 발생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
는 대기오염물질은 황산화물, 구리 및 그 화합물입니다.
1) 상기의 경우 ‘도금시설’의 용적을 50리터로 보는지, 클린벤치 내부의 용적전체로 보는지요?
도금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도금조(도금용 이

2) 상기의 도금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도금시설” 용적에 미치지 아니

목 1∼25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상기 도금시설에서
구리 및 그 화합물이 배출허용기준의 30%를 초과하여 배출된다면 “그 밖의 배출시설”
할 경우, 별표3) 나
에 해당되는지요?
회신내용

모 그 시설의 최대시설 용량(최대시설 규모)을 말하며 용적은 내용적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의하신 시설의 용적은 도금조의 최대용적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제2호나목 28)그 밖의 배출시설의 적용범위는 1)∼
27)까지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에만 적용되며, 1)∼27)에 포함되나 규모미만인 시설
배출시설의 규 는

은 포함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입자상물질 저장시설) 관련 문의
질의요지

름

2012-08-22

량

곱

1. 지 이 1밀리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의 용 이 50세제 미터 이상일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내

들어가는지요?

2. 동일사업장 에 동종시설이 2개이상 설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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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규모의 합이 규정하고 있는 규모

였
때 사업장이라 함이
부지내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요? 만약 사업장이 부지내 전체라고 한다면 부지가 넓고
(20만평이상) 저장시설의 경우 만약 50세제곱미터 이상의 저장시설이 하나 있고 50세
제곱미터 미만의 저장시설이 여러곳에 있다면(예:5제곱미터 저장시설 20개(다른곳 위
치))이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보고 각각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인허가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또한 향후 1세제곱미터 용량크기의 저장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인허가를 득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일 경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적용된다고 하 습니다. 이

회신내용

[

]

목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나 26)에 따라 고체입자상물질의 경우 입자의

곱

크기와 상관없이 용적이 50세제 미터 이상인 저장시설은 배출시설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 전체를 말하며, 저장시설의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설치
허가(신고)를 하여야 하며, 방지시설설치 또는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향후 별도의
새로운 배출구로 저장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일 때 설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장은 부지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중 저장시설

2012-05-17

질의요지

m
름이 1cm 이상의 물질을
이런 경우 저장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100 3 정도 되는 저장시설이 있는데 지
회신내용

신

질의하

[

저장하고 있습니다.

]

곱미터

저장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2,나,26)에 용적이 50세제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인 경우 대기배출시설로 적용하여야 할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해당유무

2012-09-13

질의요지

차

늄 곳

g X
를 이용하여 주조공정이 이루어 집니다. 이 주조기에 중자(주물사로 만든 셀몰드)를 타업
체로부터 사들고 와서 주조작업시 형틀을 만드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조기가
자동 엔진용 부품제조업체로서 원료로 알루미 인 을 용해하여 주조기(165k /hr 14기)

상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주물사 사용 및 처리시설 중 주형 장입 및 해체
시설로

봐야 되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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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탕 쇳물을 거푸집에 붓는

주형장입공정은 로에서 용 한

공정을 말하므로

늄잉곳을 용해하여 주조기를 이용하여 주조하는 것은
[별표3]제2호나목21)나)④주형장입 및 해체시설에 해당됩니다.
알루미

귀

사업장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 분류에서 용적의 기준

2012-09-12

질의요지

[별표3]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적용되는 배출시설분류 시
해당배출시설 마다 연료사용량 및 용적이 기재되어 있는데, 당사는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용해로(전기유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용적의 기준이 원료가 투입되는 실제 내부용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용적의 기준이 순수원료가 투입되는 면적에 해당하는 용해로(전기유
도로)의 내부용적을 의미하는 것인지, 각 종류의 보드(보온제)와 슬리브 등으로 내부용해로를
감싸고 있는 형태인 외부의 용해로(전기유도로) 시설 전체의 용적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회신내용

모 그 시설의 최대시설 용량(최대시설 규모)을 말하며 용적은 내용적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의하신 시설의 용적은 용해로의 최대용적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배출시설의 규 는

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2012-12-18

질의요지

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고 있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시설중 대기배출시설의 분류 28번
그 밖의 배출시설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이 해당 배출 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배출되는
판단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 규정 또는 적용방법, 관행 등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한 자료를 알고 싶습니다.
2010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허 준 항상

배출 용기 의

[별표3]의 그 밖의

30%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 배출시설에서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표8]에서 정한
제외되며, 배출시설

배출시설 중 시행규칙

농도산정은 사용원료, 부원료, 첨가제, 공정 조건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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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배출시설 해당 여부

2012-12-11

질의요지

플라스틱제품제조업으로 성형시설이 29대 있습니다. 이중 27대의 원료는 PE, PP이고, 250

마력 이상입니다. 나머지 2대의 원료는 ABS 등 특수원료이고, 250마력 이하입니다. 이
같은 경우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해당하나요?
회신내용

[

]

목

프 필
외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력이 250마력 이상인 성형시설(압출방법, 압연방법 또는 사출
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은 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성형시설 27대의
원료로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만 원료로 사용한다면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머지 2대의 시설도 규모 미만으로 배출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원료란 제품
제조에 필요한 주원료와 그 밖의 각종첨가제 등의 부원료를 합한 것을 말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나 14)에 폴리 로 렌 또는 폴리에틸렌

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배출시설 해당유무

2012-05-16

질의요지

내
먼 줄이고 작업환경개선을 위해 국소박이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
니다. 이런, 국소배기장치도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이 되는지요?
2) 또한, 생산공정의 작업환경을 위해 비산되는 먼지 및 기타 Particle을 청소하기 위해
Hi-vac을 설치하여 국소배기장치를 운영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대기오염배출시설에
1) 사업장 에서 비산 지를

해당이 되는지요?
회신내용

내 작업환경개선을

사업장

흡/배기(환기)시설은

위하여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과

무관하게

설치하는

강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환기시설에서 대기오염

피

감

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오염 해 예방을 위하여 오염저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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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문의

2012-08-20

질의요지

식각시설, 암모니아, 불소화물 사용시설이 있을 경우 21)
조립금속제품 기계 기기 장비 운송장비 가구제조시설 28)그 밖의 배출시설 상기 두 가지
시설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반도체제조업의 경우 증착시설과

회신내용

식각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나목21)에 용적이 3세제
곱미터 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며, 또한, 암모니아와 불소화물이 같은 법 시
행규칙 [별표 3] 제2호나목28)에 해당물질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으로 배출된다면
증착시설과

배출시설로 보아야 합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배출시설 구분은?

2012-10-31

질의요지

∼ mm로 분쇄하는 분쇄기에 덕트를 연결하여 원심력집진시설에서 분쇄
제품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분쇄시설은 대기배출시설로 보면 되나 제품 회수하는 원심력
폐플라스틱을 12 16

집진시설은 방지시설인가요? 아니면 배출시설인가요? 배출시설이라면 회수시설로 보아야

쇄

p

심력집진시설은 70M3/분의 규모입니다.

하나요? 분 기는 125h 이고, 원
회신내용

애

대기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없 거나

줄이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생산제품이 대기로 방출되는 것을 회수하는 시설 또한 방
지시설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알루미늄 다이케스팅 대기배출시설 유무

2012-05-17

질의요지

케 팅작업은 알루미늄을 녹여 금형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플라스틱 성형시설(압출, 사출) 방식과 동일합니다. 알루미늄을 재료로 하는 압출시설도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당되면 주물사 사용 및 처리시설의(주형
장입시설)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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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신 알루미늄 다이케스팅 작업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 2, 나, 28) 그 밖에

질의하

배출시설에 해당한다면 배출시설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염색시설중 증열시설 관련 사항
질의요지

색

2012-09-24

색 후 원단이 스팀 등의 열을 공급하는
염착된 염료가 고착되도록 하는 기계입니다. 이에 본

1. 공정 중 염 과 수세사이에 증열이라 하여 염

감

로울러를 지나 으로서 원단에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대기배출시설에는 명기되어 있지는 않으

색후 스팀이 공급되는 로울러를 거쳐가기에 원단이 건조되는바, 어떻게 분류해야

나 염

하는지?

약 이 증열기를 건조기의 개념으로 보아 대기배출시설로 분류가 된다면, 용량산출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시설의 전체를 용량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원단이 닿는
로울러의 면적만을 용량으로 산정하는지?

2. 만

회신내용

신 원단에 염착된 염료가 고착되면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시설이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나목26)에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건조시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배출시설 용량은
질의하

염료가 고착되는 부분인 로울러 면적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중 혼합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2012-08-21

질의요지

식물류 페기물을

선별파쇄-탈수-가열,멸균-혼합-출고의 공정을 거쳐 습식
사료를 생산합니다. 혼합시설의 용량이 30hp(10m3)입니다. 혼합공정은 가열, 멸균된 음식
물과 보조사료(밀기을 등)를 혼합하는 공정으로 혼합되는 물질의 성상이 습식상태이고
혼합시설이 밀페되어 있고 혼합후 반출시 이송컨베어로 반출됩니다. 이러한 경우 혼합시
음

입고하여

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요?
회신내용

[

]

목차 식
않는 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합시설이 습식상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가 4) )에 습 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이고 밀폐되어 있어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131 -

제 목

답변일자

저장시설 해당여부

2012-11-26

질의요지

콘

찌꺼기)를

아스 제조업체로 원료의 일부인 타르(원유

저장하는 시설이 대기배출시설 중

저장시설(원유 50%이상 유기화합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신 타르를 저장하는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나목26)에 용
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유기화합물 저장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하

제 목

답변일자

주형장입 시설의 정의

2012-04-04

질의요지

대기환경보전법에 명기되어 있는 배출시설중 주형장입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시설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틀 제조공정 및 주형에 쇳물을 넣는 공정 등 주물사를 사용·제조하는

주형장입공정은 주형

공정을 포함하여 보고 있습니다.

제 목

답변일자

폐산 탱크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문의

2012-01-26

질의요지

간

폐기물중 처리시설에서 폐산을 처리하기 위해, 폐산배출업체에서 수거한 폐산을

모아두

는 폐산저장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간
모아두는 폐산저장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거,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유·무기산저장시설인 경우 대기배
폐기물 중 처리시설에서 폐산을 처리하기 위해
출시설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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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포장시설에 해당여부

2012-12-07

질의요지

콘베이어로 이송하여 1톤 빽에 담는 작업입니다.

1. 분말제품 저장시설에서 밀폐된 스크류
포장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요?

mm~60mm 제품을 벨트 콘베이어로 이송하여 1톤 빽에 담는 작업입니다.

2. 저장시설에서 20

포장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요?
회신내용

[

]

능력이 시간당 100kg 이상인 고체
입자상물질 포장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분말제품 및 20mm
∼60mm제품을 포장하는 시설에서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고, 처리능력이 시간당
100kg이상인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 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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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기 방지시설

제 목

답변일자

THC 저감시설 설치여부

2008-03-19

질의요지

신규설치에 대한 방지시설(THC저감시설)의 설치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기존 도장설비에 대한 THC 자가측정결과 세정집진시설만으로도 THC가
법적 배출허용농도 이내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신규로 설치되는 도장설비는 비연속식
도장시설로서 THC의 법적 배출허용농도가 200ppm이하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설치되는 도장시설의 THC 예상 배출농도 및 기존 도장시설의 THC배출
농도를 보아도 항상 법적배출허용농도이하로 배출되어 배출허용기준(200ppm)을 초과할
생산라인 증설로 인한 도장설비의

우려가 없습니다.

THC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없다면 신규 도장시설에 대한 방지시설로
일반적인 THC저감시설인 활성탄 흡착탑을 제외하고 세정집진시설만 설치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정집진시설 후단에 CARBONFILTER를 설치하여 비상시 THC저감
시설로 활용할 계획인데, CARBONFILTER가 THC에 대한 처리효율이 있다면 THC에
대한 방지시설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애

대기오염물질을 없 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4와 같으며, 배출시설별로

항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방지시설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 은 없습니다. 또한,

령

동법 시행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도장시설에서 발생되는

능

THC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거나,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에는 세정집진시설만 설치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므로 관할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배출시설의 기 이나 공정에서

바랍니다.

RBON FILTER가 도장시설에서 발생하는 THC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가 가능
하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4(대기오염방지시설)의 규정을 만족한다면 THC를 처리하기 위한
CA

방지시설에 해당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개방형 시설의 방지시설 해당여부

2008-04-21

- 134 -

질의요지

직

저장시설( 립원상사이로)에 방지시설을 부착하려고 합니다.

Bag Filter를 설치하려 하는데, 기존 Bag Filter와는 달리 무동력이며, 일정한
배출구가 없습니다.(사이로 내부에서 비산되는 분진을 포집하고, Air로 포집된 분진을 탈
리 및 중력낙하 하고, Clean Gas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Bag Filter상부로 배출하는 원리)
이런 방지시설이다 보니, 분진농도 측정이 불가 합니다.(일정한 배출구를 만든다고 해도,
유체의 흐름이 없으니 유량산출이 불가능 합니다.) 이 경우,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필증상
에 등록 할수 있는지요?
방지시설은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

애 줄이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Bag Filter가 동 규정을 만족한다면 방지시설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이나, 동법 제39조에 따라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므
로 자가측정을 위한 적정한 측정공 등을 설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방형
여과집진시설에서 배출되는 입자상물질을 채취하기 위한 측정공 위치 등에 대하여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07-145호) 중 배출가스 입자상 물질 시료채취방법
(ES 01112.1) 또는 철강공장의 아크로와 연결된 개방형 여과집진시설의 먼지(ES 01315.1)를
염물질을 없 거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이송시설에 연결된 회수설비의 방지시설 해당여부

쇄

질의요지

2008-01-30

무

득하였습니다. 설치신고 시 분쇄시설에서
발생되는 분쇄물을 저장조에 이송하기 위하여 분쇄기 저장조에 덕트를 연결하여 링블로
워를 설치후 이송된 분쇄물을 저장조로 이송시 저장조 투입전 싸이크론을 거쳐 원심력
분리에 의하여 제품은 저장조로 떨어지고 링블로워에서 발생된 공기량은 배기되는 싸이
크론이 대기배출시설 분쇄시설과 일체의 시설로 보아 방지시설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분쇄시설은 설치면제를 득하고 싸이크론은 분쇄물 이송시설로 보아 방지시설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분 시설을 설치하여 방지시설설치 의 면제를

회신내용

송 또는 원료 손실을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아닌, 원료이

싸이크론은 대기환경보전법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내용에 업종, 공정, 시설설치내역 등이 구체적이지 아니하
방지하거나 회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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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련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으로

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니 구체적인 사 은 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애

줄이는 시설로 정하고 있
나오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동법 시행규칙 별표3)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없 거나
으며, 동법 제26조에서 배출시설로부터

록 하고 있습니다.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도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기준

2008-10-27

질의요지

허

대기 5종사업장으로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가를

받고자

탱

쇄

혼합 크를 설치예정이고 폐

각 혼합조 주변 및 제품자동 포장기 주변 등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조건으로
흡착에 의한 대기방지시설의 용량을 산정하려고 합니다. 이의 산정을 위해 총 50개의
국소배기구는 상시 가동률이 25%~30%이므로 50개*30%=15개의 용량을 기준으로 대기방
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최대 설치수량인 50개를 반영하여 산출 후 설치해야
공정으로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허용기준 이하로
방지시설의 용량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서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을 배출

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방지시설의 용량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을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산정하면 될것이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시설의 용량 산출서, 설계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나오게 하기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도

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여과집진시설의 범위에 관한 문의
질의요지

1.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정하는 것인지.

2008-01-10

<별표4 5항>.여과집진시설이 반드시 bag filter 집진시설만을 규

<별표4의 15항>. 에서 규정하는 것 처럼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이라 함은 어떠한 기관에서 그 성능 및 효율에 관한 검사를 통과한 시설이라는 것인지.
3. 만약 간이식 여과집진시설을 대기오염방지시설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여과집진시설
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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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재 통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의 제5호 여과집진시설이란 함진배가스를 여과 에

켜 입자를 관성충돌, 직접 차단, 확산 등에 의해 분리·포집하는 고효율집진장치”로 일반
적으로 백필터(Bagfilter)라고 하나, Bagfilter만을 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동 별표4의 제15호와 관련하여 여과집진시설에 대한 별도의 설치기준 및 승인기준에
시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을

때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계·시공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간이식 여과집진시설의 구조, 용도 등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는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농도, 배출유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처리효율, 설치부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법 시행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기 위한 적정한 방지시설을
설치할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방지시설 해당 및 설치여부

2008-03-14

질의요지

존

똑같은 용량 및 설비의 연마시설 및
도장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데, 기존의 연마시설 및 도장시설의 배출오염물질
(먼지,THC)이 방지시설 유입전에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데도 방지시설이 설치

1. 기 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라인의 증설로 인해

되어있음.
2.

신규로 설치되는 연마시설은 기존의 방지시설 중 BAGFILTER을 제외한 PREFILTER
만을 설치하여도 방지시설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3.

신규로 설치되는 도장시설의 경우 먼지의 경우 비상시에 대비하여 방지시설로 세정집
진시설을 설치하고, THC의 경우 방지시설로 활성탄흡착탑을 PREFILTER로 교체하여
설치하여도 THC방지시설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동법 시행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능
항상 배출허용기준(동법 시행규칙 별표8)이하로 배출되거나,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관할 행정
기 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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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방지시설의 설치면제 가 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

애

줄이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4와 같으며, 배출시설별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방지시설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연마
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로서 PRE-FILTER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 준수가 가능하고 동 별표 4의 규정을 만족한다면 방지시설에 해
오염물질을 없 거나

당할 것입니다.

R ITR

능
능
등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PRE-FILTER가 도장시설에서 발생
하는 오염물질(THC)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가 가능하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4(대기
오염방지시설)의 규정을 만족한다면 THC를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PRE-FILTER의 경우 먼지 전처리용으로서 먼지제거 효율은 있을 것
이나, THC처리에는 효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THC처리를 위한 방지시설로서는
방지시설로 설치하고자 하는 P E-F L E 에 대한 구조, 성 , 처리 가 한 오염물질 종류

적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업종별 방지시설 설치대상 및 비용에 대한 문의

2008-02-13

질의요지

각 업종별로 꼭 설치하여야 되는 방지시설이 있나요?
그리고 방지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방지시설별로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

애

물질을 없 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4와 같으며, 업종별로 반드시 설치

해야 하는 방지시설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해당업종, 제품제조 공정, 사용원료 및 연료

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처리하여야 할
오염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배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지시설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방지시설 설치비용은 방지시설의 종류, 형식, 성능, 용량, 재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지시설 설치 업체 등에 문의하여
등에 따라 다르고 방지시설의 종류와 적용 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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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세정시설과 흡수에 의한 시설 차이

2008-04-11

질의요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방지시설 중 세정에 의한 시설과
데 분류방법이 궁금합니다.

흡수에 의한 시설을 분류해 놓았는

"세정집진시설‘은 일반적으로 액적, 액막, 기포 등에 의해 함진배기가스를 세정, 입자 상호
간의 응집을 촉진시켜 분리시키는 장치로서 주로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흡수에 의한 시설‘은 흡수제, 반응제 등을 이용하여 주로 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시설을
의미하나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스크러버 살수액에
흡수액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용수를 사용하였다면 ''흡수에 의한 시설''이 아니고 세정에
의한 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일반적으로 “세정집진시설”은 입자상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나, 수용성의 가스

능

상물질도 제거가 가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 처리 대상 오염물질이 분진이라면 세정에 의한 시설로
가스상 물질을 처리하고자 한다면

흡수에 의한 시설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방지시설 신고대상 여부
질의요지

1.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사이

볼 수 있을 것이며,

2008-12-05

닥트에 호파설치하여 무거운 쇠가루 제거하는 장치도 허가

대상이 되는지?

곳

2. 여과집진시설 4개소 하부에 포집된 분진을 한 으로

흡입하여 여과집진기를 사용하여 한곳으로 모아
득하지 않고 사용하는데 허가를 득해야하는지?

모으기

송풍기로
방지시설은 허가를

위해 분진을

처리하는데 이

회신내용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

애

줄이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4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동 별표4 비고에 따라 방지시설에는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하기 위한 장치(후드), 오염
물질이 통과하는 관로(덕트), 오염물질을 이송하기 위한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
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예비용을 포함한다)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사이 덕트에 설치하는 호퍼는 방지시설에 해당되며 대기
기오염물질을 없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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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배출시설 설치 가 또는

신고시 동 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곳으로 모으기 위한 시설의 용도, 구조 등이 구체
적으로 제시되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오염물질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방지시설의 부대시설이라면 배출시설 설치신고시 동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오염물질처리와 관련 없이 단순히 집진된 분진을 이송하는 시설이라면 허가
나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방지시설 하부에 포집된 분진을 한

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

2008-05-19

질의요지

능 준 검사방법 및 검사조건(5조 관련) 별표14-1항에 성능기준검사는
시험하고자 하는 연소보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하"공시험"이라 한다) 먼저
실시하고, 다음에 연소보조장치를 설치한 후 공시험과 동일조건하에서 대비시험방식으로
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공시험이라함은 기존집진시설이 있는 경우 배출가스 측정시
측정위치가 집진시설 前에 하는지? 집진시설을 통과 後에 하는지?
참고로, 기존집진시설을 가동한 후에 한다면 연소보조장치가 대기오염방지시설로 인정

1) 연소보조장치의 성 기

해주는 의미가 없는거 같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에 유화연료유 연소배출
가스 시험이 있는데 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 검사방법을 준행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측정시 1)의 답변과 같은 조건으로 하는게 옳은지요?
3) 부생연료 2호는 중질유 범위에 포함되어 집진시설이 있는곳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생연료유를 유화연료화해서 사용시 대기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경우 대기오염방지
2) 산업자원부 고시2005-120호에

시설로 인정해주는지요?

능 준 검사방법 및 검사조건에서 연소보조장치 설치된 시험과 설치
후 공시험과 동일조건 하에서 대비시험 방식으로 한다에 "동일 조건"이라함은 비교
연료와 대상연료의 효율이 최적 상태에서 운전시의 결과를 뜻하는지요?
아니면, 공기비. 연료의 온도 기타 연비가 다같은 조건인지요?
유화연료의 특성상 중질유보다 저공기비운전이 가능한데 공기비(과잉 산소)조절 및 투입전
연료온도가 유화연료의 특성에 맞춰 운전상태를 유지해도 좋은지 알고싶습니다.
4) 연소보조장치의 성 기

회신내용

능 준

험 「

능 준
시험하고자

(1) 연소보조장치 성 기 검사 시 공시 은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 기

」

및 검사방법 (환경부고시 제2001-35호) 별표1 제4호

태

험

①의

규정에 의거

하는 연소보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상 를 “공시 ”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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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공시험과 동일조건하에서 시험하도록 되어 있으며 측정
위치는 동 별표1 제4호 ③에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집진시설이 있는 경우 배출가스 측정은 집진시설 전단에서 연소보조장치
설치전과 설치후의 배출가스 중 대기오염물질 저감율 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2) 지식경제부(구.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51호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제3호는 유화연료유에 대한 품질기준을 평가하고
있는 규정이며 시험방법에 대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
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 별표1 제4호 에 따라 대비시험을 위한 동일한
조건 유지를 위한 검사조건 등은 검사기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
별표1 제4호 에서 기타 상세한 검사방법 및 검사조건은 검사신청자가 제출한 내용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제출한 내용이 이 고시에 정한 검사방법 및 검사조건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연소보조장치 성능기준 검사시 사용 연료는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 원유를 정제한
액상의 석유제품 연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생연료유를 사용하는 시설은
연소보조 장치를 설치한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항

(4) 동일조건이란 동 고시 제6조제2 에 따라 연소보조장치를 설치하기 전과

항 등)이 동등한 상태를 말합니다.

조건(보일러에 관한 사

제 목

후의 검사

답변일자

원심력 집진기의 방지시설 해당 여부

2009-06-19

질의요지

목재를 이용하여 우드칩을 생산하려 합니다.
우드칩 공정중 파쇄된 폐목재를 드럼선별기로 이송하는데에 원심력집진기의 풍력을 이용
폐

하려고 합니다.

심력집진기는 폐목재 파쇄시 발생하는 먼지 등을 포집하는 방지시설이며, 풍력으로
파쇄된 목재를 드럼 선별기로 이송하는 회수분리시설입니다. 여기서 원심력집진기를 방지
시설로 볼 수 있는지요?
원

회신내용

민원내용의 원심력집진기는 방지시설에 해당되며, 동 시설의 배출가스를 이송에 이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원심력집진기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배출허용기준 이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141 -

제 목

답변일자

배출시설과 일체형 시설의 방지시설 해당 여부

2010-03-11

질의요지

신설 예정인 소결로는 상부에 자체 방지시설이 부착되어 있는 일체형입니다. 수입품으로
외국에서는 부착된 방지시설을 인정해 주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럴 경우 국내에서도 방지시설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배기닥트를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귀하께서 말씀하신 방지시설이「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대기오염방지
시설의 일부로써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8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 할 수 있다면
방지시설로 볼 수도 있겠으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배출구 설치,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등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하므로 설치전 관할 지자
체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암모니아수 저장탱크 관련 시설의 방지시설 해당여부

2010-07-31

질의요지

암모니아수 탱크에서 발생한 암모니아가스를 밴트시켜 물에 녹여서 암모니아가스를 처리
하는 기능을 가진 희석탱크가 있습니다. 암모니아가스는 물에 잘 녹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암모니아가스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희석탱크의 물은 암모니아가스가 녹아
있기 때문에 폐수처리장으로 이송시켜 처리합니다. 희석탱크 또한 별도의 설비가 아니라
현재는 SCR설비의 부대설비로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희석탱크를 어떤
시설물로 보아야 할까요?

암모니아수를 처리하기 때문에 방지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SCR 부대설비로 보아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R 운용에서 암모니아 저장시설을 대기배출시설이 아니라 방지
판단하듯이 암모니아 가스 처리설비인 희석탱크 또한 탈질설비의

대기방지시설비인 SC 의
시설의 부대기구로

부대기구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 목

답변일자

유증기 회수장치의 방지시설 해당여부

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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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지역외 일반공업지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휘발유 저장탱크에서 발생되는 유증기(VOC)를 회수하는 시설로서 유증기회수장치
(통기관에 설치하는 장치, Stage1)를 방지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

」

허가권자가
적정한 방지시설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가능할 것이나, 이동식 저감
장치는 관리 부실의 우려가 크고 오염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사실상 불가하여 방지시설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방지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 해당하는 시설에 해당하며

제 목

답변일자

저장시설에서 회수시설과 방지시설의 구분

2010-11-30

질의요지

투입할 때, 상부에 설치된 사이클론으로 투입하여 원료와 미세분진을
포집하여 사이클론 하부의 저장시설로 떨어뜨리는 경우, 이때 설치된 사이클론을 회수
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방지시설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원료가 사이클론으로 투입)
2) 저장시설로 원료를 투입하여 원료는 저장시설로 떨어지고, 이송용 공기와 미세분진은
상부에 설치된 사이클론으로 유입되어 미세분진을 포집하여 사이클론 하부의 저장시
설로 회수하는 경우, 이때 설치된 사이클론을 회수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방지
시설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원료는 사일로로 투입되고 이송용 공기와 미세분진만
사이클론으로 유입)
3) 상기 1) 2)의 경우 사이클론이 회수시설에 해당된다면, 사이클론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경우 방지시설 설치의무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1) 저장시설로 원료를

회신내용

투입하는 과정에서 비산되는 원료 및 분진을 저장시설로 재회수
하는 사이클론은 회수시설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규정의 1호부터 14호까지의 시설과 같은 방지효율 또는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이라고 판단된다면, 지자체의 인정을 받아야할 것입니다.

1),2)저장시설로 원료를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능
허 준
증명하는 관련자료 등을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배출시설의 기 ·공정·사용원료 및 대기오염물질이 배출 용기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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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백필터 하부 호퍼의 대기배출시설의 해당 여부

2011-11-30

질의요지

먼지를 백필터로 처리하고 있으며 백필터에서 포집된 먼지는
백필터 하부hopper에 설치된 스크루켄베이어을 통해 반송탁트에 투입되면 1차CYCLONE.
2차백필터로 포집한 후 로타리밸브 & 스크루컨베이어로 먼지를 하부분진함(먼지 저장시설)
으로 보낸다. 하부 저장시설의 먼지는 일정량식 계량한 후 하부 혼합시설로 보낸다. 혼합
시설에서는 물을 투입하여 습식혼합하여 수분 함수유을 15%이상으로 만들어 폐기물로
보낸다. 위 모든공정은 밀폐형으로 혼합시설 내부로 먼지가 투입시 발생하는 내부압력에
의한 공기는 밴드(파이프)는 저장시설의 상부로 보내고 저장시설은 백필터로 연결되어 있다.
1) 폐기물을 외부로 유출시 효율적인 관리방식으로 관리하는 시설로 대기방지시설에서 배출하는
먼지를 처리하는데 대기방지시설이 이런 경우 백필터를 배출시설로 잡아야 하는지 여부.
2) 포집한 먼지를 하부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데 저장시설로 봐야하는지 여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회신내용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기방지시설인 백필터는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대기방지
시설인 백필터의 하부호퍼는 대기방지시설의 부대시설로 보아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산화, 환원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요지

악취물질을 산소클러스터와 산화촉매를 하이브리드 시킨
설비에 의해 처리하는 방지시설을 제작·판매하고 있습니다.
1. 산소클러스터 분사방법이 오존산화법과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별표4에서 정하는 대기
오염방지시설인 산화환원에 의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배기가스에 오존산화법과 마찬가지로 외부공기를 원료로 하여 생성된 산소클러스터를
분사하고, 산화촉매시설을 통과시켜 오염물질을 산화제거하는 설비의 경우 어떠한
종류의 대기방지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염된 배기가스중의

VOC

2011-06-27

및

회신내용

효율 및 구체적인 처리방법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산화력이 강한 오존 등을 이용하여 산화처리하는 경우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에
해당하며, 금속산화물 등의 촉매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경우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염물질 처리방법 및 처리효율 등 이와 동등한 시설의
인정 여부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시 관할 허가기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염물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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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작업장 환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2011-07-12

질의요지

존 대기배출시설은 방지시설에 연결하여 허가를 득하여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자체적으로 작업장 환기측면에서 배출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공간의 환기를 위하여
천정부근에 새로운 덕트를 설치하여 기존 대기배출시설이 연결된 방지시설이 아닌 신규
기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오염물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촉

1. 대기환경보전법상 위와 같은 행위가 저 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 허

2. 대기환경보전법상 위의 행위가 대기배출시설 설치 고( 가)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작업환경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방지시설은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자체적
으로 관리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러나, 대기오염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유입·
처리할 경우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집진시설의 dust box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저장시설에 해당 유무

2011-02-16

질의요지

bag filter, cyclone 등의 본체 하부에 dust box를 설치하여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먼지를
포집하여 모아 놓는데 이 dust box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고체입자상물질 저장
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신내용

bag filter(여과집진시설), cyclone(원심력집진시설) 등의 본체 하부에 dust box는 방지
시설의 일부이지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휘발유 지상탱크 유기용제 방지시설 설치 관련 질의
질의요지

2011-12-13

휘발유탱크의 통기관은 “밸브 없는 통기관”으로 설치되어 있어, 탱크로리
저유시 이외의 평상시에는 내부증기가 자연벤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소방법상의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으로 개조하여, 평상시 유증기 배출을 방지토록 스테이지 1과
더불어 운영한다면, 이것을 대기환경보전법상 “방지시설설치완료” 혹은 “방지시설면제
사유”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소방관계법령과 “대기밸브 부착통기관”의 특성을 참고하
사업장에 설치된

여 인정여부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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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저장시설의 억제·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설치된 경우에는 대기오염 방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6 의
시설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흡수에 의한 시설 관련 문의

2011-05-26

질의요지

흡수에 의한 시설은 살수액으로 반드시 화학약품이 용해된 물을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물을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흡수에 의한 시설은 처리오염물질에 따라서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약품이나 수용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분진청소를 위한 백필터의 대기 인허가 해당유무
질의요지

저희사업장에는

dustfilter가

2012-09-10

린룸에 존재하여

70EA개가 있습니다. 이 설비는 특성상 크

앙 식 bagfilter를 설치하여 분진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1. 중앙식 bagfilter를 방지시설로 보고 인허가를 득해야 하나요?(분진청소 시에만
dustfilter에 배관을 연결하여 청소를 실시-분리형 잡아라 호스 타입)
2. bagfilter후단에 스크레바를 설치하여 환경사고를 대비하고자 하는데 스크레바 역시
방지시설로 보고 인허가를 득해야 하나요?
3. 스크레바는 공조시설과 병행하여 사용예정인데 인허가상 방지시설로 본다면 공조시설
부분은 희석으로 보고 배관연결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분진을 청소하기가 불가하여 중 집진

회신내용

신 특성상 클린룸에 있는 dust filter의 분진을 청소하기가 어려워 분진청소시에만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으로 dust filter에 배관을 연결하여 청소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질의하

방지시설이라면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 목

답변일자

분진포집장치의 대기배출시설 신고여부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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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신고된 방지시설(백필터)이 6기가 있어 각 방지시설에서 최종처리된 폐기물인
분진을 duct로 이송한후 분진포집장치(백필터)를 거쳐서 최종분진을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마다 분진을 수거하는 수고의 번거로움과 수거시 발생되는 비산먼지 등을 줄이기
위한 최첨단 환경설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1. 각 방지시설에서 발생되는 분진을 모아주는 분진 포집장치가 방지시설로 신고되어야
당사의

하는지 여부?

2. 방지시설로

신고되어야 할 경우 배출시설명을 어떻게 기재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애 줄이는 시설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각 방지시설에서
발생되는 분진을 모아주는 시설이라면 대기방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을 없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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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제 목

답변일자

배기연돌 높이 및 점검구 설치 등에 대한 법적 규정

2008-07-18

질의요지

먼지발생원을 Hood로 국소포집하여 여과집진시설을 거쳐 대기로 vent시키는 설비를 설치
하고자 합니다.

송풍기 후단 연돌을 설치하는바 아래에 대한 법적 항목이 있는지요
1. 연돌높이 또는 직경에 대한 법적규제?
2. 연돌에 취부되는 점검구 설치 위치 및 홀크기의 법적 규제?
유인

회신내용

내

(1) 질의 용에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및 고체연료 사용여부 등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의

굴뚝높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고체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동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

참고로, 동 별표12 제1호 가 에 따라 고체연료로

석탄을 사용하는 배출시설의 굴뚝

높이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되, 유효굴뚝높이가 4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60
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으며, 기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인
경우에는 2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운영할 때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염물질을 정확하고 통일성 있게 측정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배출가스 중 먼지(ES
01301.1)의 3.2.1에 따라 측정공은 측정위치로 선정된 굴뚝벽면에 내경 100-150mm
정도로 설치하고 측정시 이외에는 마개를 막아 밀폐하고 측정시에도 흡입관 삽입
이외의 공간은 공기가 새지 않도록 밀폐되어야 합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을

제 목

답변일자

배출가스 중 총탄화수소 (ES 01602.1) / 8. 농도 계산 관련한 질문
질의요지

2009-05-26

총탄화수소(ES01602.1)/8.농도 계산관련한 질문입니다. 배출가스중의 총탄화
수소(THC)을 관리하기위해 사용한 측정기기는 비분산적외선(NDIR)법의 "Minirae2000
(RAESYSTEMSINC.)"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보정가스는 이소부틸렌(isobutalene)
배출가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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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m이였습니다. 공정시험법의 농도계산방식으로는 K = 탄소 등가 교정계수를 적용하
였는데 만약 측정기 측정수치 200PPM일 때 혼합가스 보정계수 0.5로 추정시(용제사용량
조사) 일반적으로 총탄화수소 농도는 100ppmv(=200*0.5)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공정시험
법에 의하면 총탄화수소 농도는 400ppmv(=200*0.5*4(K값))으로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잡히지 않아 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농도계산하여
500

관리를 하여야 합니까?
회신내용

총탄화수소(대기오염공정시험법, ES 01602.1) 측정시 시험법 상에 보정계수
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공정시험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정가스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공정시험법에서 C(THC 농도)에 탄소등가 교정계수를 곱한
Cc(단위는 ppmv(탄소))는 다른 농도임을 알려드리며 법적인 농도 규제치는 C(THC
농도)에 해당됩니다.
배출가스 중

제 목

답변일자

THC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2009-09-07

질의요지

신발공장에서 접착제를 도포한 후에 건조시설을 통과하여 나오는 제품
에서 건조공정통과시에 도포한 접착제에 포함되어 있는 톨루엔이라던지 아세트산에틸 등
C-H와 C-H-N, C-H-O를 포함한 물질이 모두 THC로 배출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조건아래에서만 THC로 배출되는 것인지
도장시설이 아닌

회신내용

총탄화수소(THC, Total Hydro Carbons)는 수소와 탄소로 이루어진 유기화합물의 총칭으로
대기오염공정시험법에서는 불꽃이온화분석기(FIA) 또는 비분산적외선분석기(NDIR)로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출기의 온도, 구성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는 있으나 불꽃이온
화분석기(FIA)는 주성분이 알칸, 알켄, 방향족인 경우에 적용되며 비분산적외선분석기
(NDIR)는 주성분이 알칸인 경우에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톨루
엔의 경우는 THC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며 환산량은 공정의 온도, 조건 등을 고려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가스 측정구 설치위치에 관한 질의
질의요지

2011-08-31

두 개의 배출시설이 하나의 굴뚝으로 합쳐진 후 배출되어도 되는지 만약 된다면 설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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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차원에서 여러 배출시설을 모은 후 하나의 굴뚝 사용가능한지.
만약 하나의 굴뚝으로 설치가 가능 하다면 대기배출가스 측정구는 하나의 굴뚝으로 합쳐
지기 전 각각의 덕트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합쳐진 후 최종 굴뚝에 설치하여야 되는지.
만약 하나의 굴뚝으로 합쳐져서 측정구를 그 굴뚝에 설치하여 대기측정을 하는 경우
대기배출가스 허용기준 및 측정 횟수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지와 배출가스 허용기준초과에
의해 법령에 의한 문제 발생시 2개 보일러를 모두 사용할수 없는지 하나의 굴뚝으로
합 쳐지기 전 덕트에 측정구를 설치하는 경우 기존법령에 측정횟수와 허용기준를 적용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돌 병합하여 배출하는
경우 병합 배출구 설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종류가 각기
다른 배출시설이 각각의 방지시설을 거쳐 하나의 출구(연돌)로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 및
배출허용기준이 다른 배출시설을 하나의 배출구로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가
병합하여 배출되는 연돌에서 혼합되기 전단에 각각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병합 연돌에서 합쳐지기 전단 덕트에 측정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
라 각 배출구별로 측정횟수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여러개의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을 하나의 배출구(연 )로

제 목

답변일자

연돌 설치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2012-09-30

질의요지

1. 하나의 공정에 배출시설 2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이에따른 대기방지시설을 배출시설

각

각 한 대씩 총 2개의 방지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최종부분에서 하나의 연돌만을 사용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배출시설이 2개인 경우에 방지시설을 한 대만 놓을 경우에도 연돌을 한 대만 설치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

똑같은 설비의 배출시설인 용해로 2대를 하나의 방지시설을 설치할시 TMS를 굴뚝에
하나만 설치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일반적으로 방지시설별로 1개의 배출구를 설치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에 배출구
개수를 별도로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아울러, 사업자의

재

신청에 의해 허가권자가 배출농도, 배출량 등을 검토하여 인정한(신고필

증에 등 한) 배출구 개수로 해야 합니다. 또한, 2개 이상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을 1개의 배출구로 배출하는 시설의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설치 방법은 대기오염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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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준 “굴뚝연속자동측정기 설치방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측정기
및 유량계를 오염물질이 합쳐진 후에 설치할 수 있으나, 배출허용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합쳐지기 전 각각의 지점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시 기

제 목

답변일자

연돌 합류에 의한 측정구 위치에 대한 문의 건
질의요지

방지시설이 생산건물

내부에

2012-08-03

량

위치하고, 방지시설 수 도 17개나 되며, 방지시설의 설치

stack을 가까운 방지시설별로 몇 개씩 묶어 공장건물
밖으로 배기하려고 합니다. 이에 측정공 설치위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가까운 방지
시설별로 측정구를 방지시설과 합류 stack사이에 각각 설치하려고 할 경우 환경법 및
여타 규정에 저촉이 되는지, 설치를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위치 및 거리상의 문제 등으로

회신내용

측

록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설치되는 배출구( 정구)는 개별 배출시설별로 설치하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방지시설별로

능

것은 가 합니다.

측정구를 설치하여 배기가스를 병합하여 배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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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사업장 관리 Q&A

Ⅱ.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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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물질 농도 및 유량 산정 질의
질의요지

식으로 현장의

자연배기방

공기를

2008-11-25

외부로

록되지

배출하고 배출시설로 등

않은

곳에서

때 오염물질의 측정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요? 자연
배기식이라 측정구가 없으며 유량산정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오염물질 농도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측정구를 설치할 수 있지만 유량산정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요?
오염물질이 배출된다고 가정할

회신내용

대기오염물질의

측정(농도, 유량 등)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환경부 고시 제2007-145호)

에 따라야 합니다.
참고로,

작업환경개선을 위하여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과 무관하게 설치하는 환풍기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 목

답변일자

sox농도 보정에 관하여

2007-12-31

질의요지

병
x
ppm 규제를 받아서 농도 공식 C= Ca*(21-표준
산소농도/21-측정산소농도)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ox는 500ppm이하로
규제를 받고 있는데 C= Ca*(21-표준산소농도/21-측정산소농도)로 공식을 대입하여 계산
하는지 아니면 그냥 위의 공식을 대입하지 않고 실제 측정치를 그대로 사용하는지 궁금
유리 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No 는 350(13)

합니다.

회신내용

목 년 월
허 준
에서 황산화물 항목의 배출시설 중 그 밖의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500ppm이하로
정하고 있어 표준산소농도 보정을 하지 않은 측정값을 적용합니다.
아울러 동표 제1호 가목 비고란에 따라 유리용해시설에서 공기대신 순산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준산소농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소산화물 적용).
참고로, 동표 제2호 가목에 따라 2010년1월1일부터는 유리·유리제품제조시설 중 용융·
용해로의 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도 지역에 따라 300(13)ppm 또는 350(13)ppm으로 표준
산소농도의 적용을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제1호 가 (2009 12 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 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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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THC적용 기준을 위한 연속식, 비연속식에 대한 질문

2008-10-22

질의요지

작업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장시설의 설비가 콘베이어시설(연속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정)과 허가증상 10시간(250일) 가동시간으로 되어있어 연속식 도장시설로
보는듯한데 만약 콘베이어시설을 철거(또는 사용하지 못하게 폐쇄)하고, 가동시간을
하루 8시간 이내로 작업을 하는 것으로 허가증을 변경하게 되면(물론 허가증대로 8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할것입니다) 비연속식으로 적용받게 되나요?
2) 그리고 저희회사는 분체도장설비가 있고 액체도장설비가 있는데 허가증상 가동시간을
분체도장부스는 10시간, THC를 배출하는 액체도장시설은 8시간미만으로 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도 궁굼합니다.(허가증상의 가동시간은 회사의 근무시간을 말하는지 아니면
해당배출시설의 가동시간을 말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

회신내용

내

식

작

태 또는 8시간 미만으로 도장
작업을 하는 것으로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연속식도장시설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참고로, “연속식 도장시설”이라 함은 원료입고 → 도장 → 건조 등
일련의 도장작업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도장작업 설비시스템(구조)을 갖추고 있으
면서 1일 8시간 이상 도장시설을 가동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1일 8시간 이상 가동하는 경우”라함은 개별 사업장마다 제품생산량 증감 등으로 인
하여 도장시설을 가동하는 시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도장시설을 가동하는
시간만으로 “1일8시간이상 가동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으며,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필)증(또는 허가/신고 신청내역)에 기재된 1일조업시간으로
”1일8시간이상 가동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도장시설의 1일 가동시간이 허가증상의 1일 조업시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에는 관할 행정기관에 도장시설의 1일 최대 가동시간을 인정(도장시설의 가동시간 변
경기재 등으로 변경신고)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1) 질의 용과 같이 연속 으로 도장 업을 할 수 없는 상

제 목

답변일자

굴뚝TMS O₂측정기의 정상가동 중 공기비 3배 이상 측정값 처리 방법
질의요지

2008-07-25

석고소성시설로(대기1종) 굴뚝TMS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기존 O₂측정기의 고장이 잦아
측정방식이 다른 O₂측정기를 설치하였지만 실측공기량이 표준산소농도에 의한 공기량의
3배 이상(19%이상)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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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많이 들어가는 시설로 당사로서도 제품생산을 위해서는

이는 생산제품의 공정상 A 가

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당사에서는 정상운전 시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기비 적용 제외 방법
2. 공기비 적용제외가 안될시(정상적인 측정값으로 인정시) 벌칙 및 행정처분기준 적용여부.
어

회신내용

석고소성시설은 정상 운전상태에서 표준산소농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별도의 공기비적용
제외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정상운전 상태에서 관제센터로 전송하는 측정자료는 표준산소농도로 보정되어 전송되며,
전송자료 30분 평균치가 2회 연속 또는 1주 7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34조(행정처분 기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에 대해

2008-03-17

질의요지

년월
각
추가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그러나 기존 시설같은 경우 추가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은 가능하나 대기오염공
정시험법에 의한 측정범위를 변경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현재 당사는 황산화물에 대한 측정범위가 0～700ppm으로 되어있으며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황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이 3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정시험법에
의한 측정범위를 2이상 5배 이내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야 하는데 당사는 현재의 측정
범위 0～700ppm으로 측정범위를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2～5이내의 기준인 0～60
또는 0～150으로 설정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신규시설에 대한 측정범위를 처음 시공시 적용하여 사용하면 되나
기존시설의 경우 측정범위를 형식승인에 맞게 변경을 해야 합니다.
당사는 기존TMS 설치하여 자가측정면제가 되어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
기준 30%미만으로 배출하고 있으나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각로는 자가측정자료가
없을시 무조건 오염물질항목을 추가하여야 하는지요? 면제를 받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2008 7 까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소 로의 오염물질

없는지요?

회신내용

험 준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의 기능(ES01801.1)에 따라 측정범위는
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2내지 5배 또는 측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의 5배 내지 10배 이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기존시설 중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기한 만료일 6개월 이전 1년 동안 매월 1회 이상
(1) 환경오염공정시 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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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준

퍼센트 미만으로 항상 배출되는 측정자료가 없을 경우
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부칙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 유예대상에 포함
되기 곤란합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방지시설
설치면제(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면제 해당항목 기재)를 인정받으면
동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을 면제받을
오염물질이 배출 용기 의 30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나프탈렌 배출허용기준에 관해서

2008-05-02

질의요지

프탈렌 대기배출허용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나프탈렌이 법적인 재제가

나

없는 건가요

회신내용

프탈렌에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8에 나

허 준

대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용기 은 규정

프탈렌(C10H8)은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로서 대기환경보전법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나

시행규칙 별표1(대기오염물질) 제53호 및 별표2(특정대기유해물질) 제26호에 해당됩니다.

프탈렌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동법 시행규칙 부칙<제270호> 제5조에 따라 2008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나프탈렌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나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허용기준 중 기존시설 해당여부

2008-05-23

질의요지

T
년 6월 30일 이전에 시설했고, 방지시설 2003년 6월 30일
쯤에 증설했습니다. 그럼 배출허용기준이 기존시설 또는 신규시설 인가요.
보일러 2 /Hr이고 배출시설 2001
회신내용

목 비고17 및 나목 비고7에 따라 배출시설란에
별도로 기간이 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 “기존시설”이란 가.2001년6월30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 나.2001년6월30일 이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한 시설, 다.2001년6월30일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제1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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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신
신
교체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하고, “신규시설”이란 기존시설 외의 시설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배출시설(보일러)이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되었다면 기존시설에 해당될
배출시설설치 가 청서 또는 배출시설설치 고서를 제출한 시설(다만, 배출시설을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변경 관련 질의
질의요지

현행 Nox배출기준이
변경되는데 이것이
알고

싶습니다.

2008-08-26

권 준
ppm에서 2010년 1월1일부터 50(15)ppm로
규제치가 강화된 것을 의미하는지 오히려 약화된 것을 의미하는지
수도 기 으로 50(13)

회신내용

내연기관(가스터빈 포함)의 표준산소농도 변경은 동 시설의
실질적인 운전범위와 상이하여 2007년12월31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한
사항이며,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배출허용기준 중 발전용 내연기관의 표준산소농
도를 조정(13%→15%)한 사항으로써, 규제강화 또는 완화가 아닌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던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용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문의

2008-05-19

질의요지

멘
써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적용범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 먼지항목은 입자상물질 제11번 항의 기준을
적용받고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기타시설로 적용받아 공기비를 적용받지 않고 적용을
받는지 궁금하여 질의를 합니다
시 트를 제조하는 공장의 건조시설로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별표8에 대기오

허 준
멘
배출허용기준 중 먼지에 대한 기준은 동 별표8 제1호 나목 먼지 중 11) 가) 건조시설 및
소성시설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황산화물(SO2로서)에 대한 기준은 동 별표8 제1호 가목
11) 그 밖의 배출시설을 적용하고, 질소산화물(NO2로서)에 대한 기준은 동 별표8 제1호
가목 9) 그 밖의 배출시설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배출허용기준 난에 표준
산소농도가 없는 경우에는 산소농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염물질의 배출 용기 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트제조시설의 건조시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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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Clean SYS 설치대상) 병합굴뚝 사용시 배출허용기준 적용

2008-03-05

질의요지

존B-C(0.3%)

기

톤

번 신규로

사용하는 산업용보일러(132 /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금 에

량 톤

신규 Stack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 Stack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배출허용기준 적용은 현행 법규상 신규설치
예정인 산업용보일러가 별표 8 보일러 배출허용기준 중 신규시설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게 되어 있어 이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1) 금년에 신규 산업용보일러를 설치하여 가동개시한 후 내년에 신규보일러용 별도의
Stack을 설치할 경우에 기존보일러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8 보일러 배출허용기준에서
기존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2) 또한 CleanSYS를 Stack에 설치하지 않고 각각의 마지막 방지시설 후단(닥트)에 각각
설치할 경우에 기존보일러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8 보일러 배출허용기준에서 기존
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산업용 보일러를 동일한 용 (132 /시)으로 설치할 예정에 있으나

회신내용

(1)

(2)

굴뚝자동측정기기

허 준
다른 2개의 보일러를 1개의 병합 굴뚝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병합굴뚝에서
측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은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합니다. 상기 배출시설이 굴뚝
만을 공유하여 사용하다가 분리하여 각각의 굴뚝으로 배출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은 병합 및 분리에 대한 타당한 시설설치 및 배출시설 변경허가(또는 변경신고)
등의 적합한 행정절차가 선행된 경우에 해당 배출시설의 설치시기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신규 배출시설(보일러)의 설치 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
설치방법(ES 01802.1) 등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라면 각각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착대상 배출시설이면서 설치시기에 따라 배출 용기 이 서로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변경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적용 관련
질의요지

2008-11-30

B-C유 보일러3기(30톤/HR×2기, 20톤/HR×1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보일러에서 배출
되는 가스는 메인닥트로 연결되어 1개의 대용량 전기집진기를 통해 입자상물질을 처리한
후 굴뚝을 통해 배출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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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유 보일러 3기중 1기(30톤/HR)를 고형연료제품(RPF)을 사용하는 전용 보일러시설
(1.9톤/HR 용량)로 교체코자 하며, 메인 닥트를 통해 모아져 배출되는 가스의 적정처리를
위해 방지시설은 기존 전기집진시설은 그대로 사용하되 배출이 예상되는 가스상 물질의
저감장치를 추가하여 법적기준 이내로 배출시키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8]의 배출허용기준적용에 있어 현재는 일반보일러 중 액체
연료 사용시설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시설변경시 2기의 B-C유 보일러, 1기의 고형
연료제품 전용보일러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통합하여 처리함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배출
허용기준은 [별표8]의 일반보일러 중 액체연료사용시설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표8]의 강화된 기준인 폐기물소각처리시설 중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 전용시
설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하나의 배출구에 여러 개의 배출시설이 연결된 경우에는 동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별

허 준 중 가장 강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시설의 경우에는 B-C유
보일러와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 전용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중 강화된 기준을 적용
배출 용기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에서 공통시설 중 일반보일러인지 또는 소각보일러인지 문의

각

질의요지

2008-03-12

슬

소 장에 설치된 보조보일러인데 별도의 배출구가 있으며, 보조보일러 연료는 하수 러지를

켜

온

소화시 서 나

각

간

팀 량

톤

부생가스를 사용합니다. 시 당 스 생산 이 3

보일러이며, 용도는

슬러지 투입전 소각로 후단에 설치된 폐열회수 보일러에서 스팀을 생산해 소각로
전단에 있는 건조기로 보내서 슬러지를 건조시키는데 이때 스팀이 부족할 경우 보조 보
일러를 가동해 스팀을 건조기에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보일러를 공통시설 중 보
일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소각보일러로 볼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보일러
시설 배출허용기준은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도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 로에

회신내용

슬

켜 발생된 부생가스의 성분, 발열량, 연소방법(다른 연료혼소 여부 등)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하수슬러지를

하수 러지를 소화시
등에 대한

켜

소화시 서 나오는 부생가스를 처리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거

목 3) 나)의 소각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폐가스소각시설에 해당되어, 소각시
설 또는 소각보일러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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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 물질 중 질소화합물의 종류

2008-08-26

질의요지

통

～
2～5%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법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관련)
에서 질소산화물의 농도를 표시할 때 "NO 로서 ppm" 으로 표기하는 이유가 무었입니까?
질소산화물 중에서 NO가 약 95%정도 되므로 "NO로서 ppm"으로 표기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발전소에서 중유등을 연소시키면 발생하는 질소화합물은 보

NO가 95 98%, NO2가

2

회신내용

허 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에서 질소산화물의 배출 용기 을 “NO2로서” 적용한다는

험

의미는 질소산화물을 이산화질소로 계산한다는 의미로, 대기오염공정시 방법에서 배출

범

가스 중 질소산화물(ES 01308.1)의 적용 위는

+

굴뚝 등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중의 질소

석 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화물(NO NO2)을 분 하도

제 목

답변일자

간접가열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적용여부

2008-04-29

질의요지

항 배출시설 적용기준(라)에는 가
스 전기 경질유(경유.....)를 사용하고, 간접가열하는 연소시설은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연료를 경유로 사용하고, 소성로 구조는 2중 구조로써 안쪽에
있는 통의 내부에 버너를 이용해 붉게 달구어 그 뜨거운 열로 바깥쪽의 통에서 연소되는
장치입니다. 즉, 원료에 직접 불꽃이 닿지 않고 열이 전달되어 간접가열방식인데, 이 경우
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에는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관리를 해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대기오염배출시설의 1

하는지요.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비고2에서 가스류·전기 또는 경질유만을 사용하여

간접가열하는 연소시설은 그 시설만 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연소시설만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간접가열하는 소성시설을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간접 가열하는 소성로라 하여도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8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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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도장설비류 배출허용기준(탄화수소)량 규제 관련 질의

현재

2008-11-24

질의요지

량 규제조건 중 연속식 구조란 해당공정의 작업이 콘베이어 설비 등의
자동화설비를 갖추고 있는 구조이며, 시설의 가동시간이 1일8시간 이상인 시설이란 허가
(신고)증상의 1일조업시간이 8시간 이상으로 등재된 시설을 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
현장의 도장기류는 자동화 설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도장작업을 수행
하면 8시간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에따라 해당 도장기류가 연속식 도장시설인지
비연속 도장시설인지에 대한 판단에 의해 배출허용기준이 달라지므로 그것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탄화수소

회신내용

내

식

질의 용에 도장시설의 설비가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연속 이라

→

탈 →
련 작업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콘베이어시스템
등 자동화설비를 갖추고 있으면서 1일8시간 이상 가동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도장시설이 연속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콘베이어 시스템 등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연속적으로 도장을 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비연속식 도장시설에 해당될 것이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
함은 원료입고 도장( 청) 건조 등 일 의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배출허용기준 중 그 밖의 배출시설에 대한 정의
질의요지

2008-09-26

허 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2010.1.1부터 적용되는 배출 용기 에서

암모니아 배출시설 중 4) 그 밖의 배출시설
2. 질소산화물 배출시설 중 10) 그 밖의 배출시설이라 함은 어떠한 시설을 뜻하는지요
1.

회신내용

그 밖의 배출시설”이란 동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로써 해당항목의 오염물질이 발생은 되지만 대기배출허용
기준 적용을 위한 별도의 시설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을 말합니다. 예로서, 동
별표의 암모니아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암모니아를 배출하는 시설로써 1)
부터 3)까지는 해당되는 시설에만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이며, 4) 그 밖의 배출시설이란
암모니아를 배출하는 시설이지만 상기 1)부터 3)에 해당되지 않는 배출시설을 말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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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린번가스엔진 발전시설의 배출허용 기준 적용

2008-05-26

질의요지

천연가스인 LNG을 이용, 린번가스엔진을 가동하여 전기(541KW)와 열(0.67Gcal) 생산
(2기)하여 아파트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고 있은 열병합발전시설입니다(2007년준공). 린번
가스엔진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배출허용기준)와 관련하여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이 1) 발전용 내연기관에 해당하는지 2) 그 밖의 발전시설에 해당하는지요. 참고로
린번엔진은 GE(GeneralMotors)의 제품으로 높은 수준의 과잉공기와 희박농도의 가스
혼합물로 가동되는 엔진입니다.
회신내용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린번가스 엔진은 발전용 내연기관에 해당하며, 2001년7월1일 이후
설치된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용 내연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
전법 시행규칙 별표8 제1호 가목 질소산화물(NO 로서) 2)발전시설 다)기체연료사용시설
(1)발전용내연기관 (나)신규시설 50(13)ppm이하를 적용받습니다.
2

제 목

답변일자

먼지 배출허용기준 적용

2008-02-25

질의요지

B 전자기판에 구리(동)를 도금하거나 현상, 에칭 등(산처리시설, 알카리처리시설)을 하는
금속의 표면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방지시설은 흡수에 의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법에서 먼지 배출허용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3)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표면가공 및 처리시설로 보고 기준을
50mg/Sm3을 적용해야 할지, 아니면 기타시설로 보고 기준을 100mg/Sm3으로 적용해야
PC

할지 질문드립니다.
회신내용

신 내용으로는 귀 사업장 배출시설의 공정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표준
산업분류표 32192(인쇄회로기판제조업)는 표준산업분류표 3219(기타전자부품제조업) 포함
되며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의 증착 및 식각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 먼지의 배출허용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제1호 나목 먼지항목의 13) 기타전자부품제조업
(표준산업분류표3219)에 포함됨으로 50mg/S㎥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질의하

- 163 -

제 목

답변일자

배출허용기준치 적용여부

2008-08-25

질의요지

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가측정결과 정상적인 노의 운영시 배출
농도는 먼지가 배출허용기준의 40%미만으로 측정되며 도가니로에서 용해된 제품을 배출
하기 시작될 때 먼지농도는 배출허용기준의 50%미만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으로 도가니로의 용해된 제품외의 잔재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교반하는 과정에서 순간적
으로 미산화분이 발생하여 배출허용기준의 0.8%인 108mg/Sm3이 측정되었습니다. 잔재물
제거시에는 도가니로에 열원의 공급을 할 수가 없는 작업조건입니다 도가니로를 용기에서
들어올려 제거하기 때문에 충분히 열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런 과정에서 열원을
공급한다면 도가니로의 결함이 발생되어 생산시설의 훼손이 발생됩니다. 아직까진 국내외의
기술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도가니로의 용해시간이
3시간 소요되며 용해제품의 배출시간은 약 30분정도 소요되고 잔재물 제거는 약5분정도
소요됩니다. 실제적으로 배출되는 공기량은 약 220CMM 정도로 계산되며 혹시라도 발생될
폭발을 예측하여 여유율을 30%정도 주어서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측정결과
전체가동시간의 2%작업시간동안 일시적인 농도의 초과시 이 부분도 배출허용기준에
초과가 되는지요?
전체 가동시간의 98%는 배출허용기준의 50%미만에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작업시 원료의
성분이 재활용하는 제품으로 공급선에 따라 일정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고 극히
도가니로와 세정집 시설을

일부분에서 함유물질이 다를수 있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간 중 작업에 들어가서 일정온도 이상 상승되는 부분과 작업 종료
시점에서 일부시간에 대하여는 법적인 기준에서 조건을 잡아주는 과정으로 배출기준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전체 가동시

회신내용

항제5호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됩니다. 아울러, 작업시작 시간과 종료시점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 배출 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허용해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방지시설 개선 등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
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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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보일러 대기배출허용기준 문의

2008-02-14

질의요지

량 : 보일러 50ton/hr, 연료 : B-C유 4%(탈황시설 운영)
2010년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현재는 250(4)ppm이나
1) 2010년이후에 질소산화물 허용기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비고.5에 가.적용예외
시설 및 용

인정시설 해당여부)

년 이후에 변경되는 배출허용기준에서
(질소산화물) 비고5.에가(일반보일러 액체연료사용시설/증발량이 40톤/시간이상인 시설
2001년6월30일 이전 설치시설에 해당시설 중 연료교체 후 탈황설비를 설치운영중인
시설-2012년12월31일까지 250(4)ppm이하를 적용)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에 의하여 2010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유선으로 확인 후 설명드린 것과 같이 신규로 배출
시설과 방지시설(탈황설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제2호
가목 비고5 가항의 본문적용 예외인정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제2호가목비고5가항의 본문적용 예외인정시설은 2001년
6월30일 이전에 설치한 증발량이 시간당 40톤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
로리 이상인 액체연료 사용 일반보일러로서 사용연료 교체후 탈황설비를 설치운영중인
배출시설이 해당되며 이 경우에는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2012년12월31일까지
250(4)ppm이하로 적용합니다.
제 목

답변일자

비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여부

2008-01-25

질의요지

투입 혼합함에 입자상비소가 오염물질로 발생합니다.
대기배출허용기준에 의하면 가스상 비소화합물만이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 입자상 순수 비소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이 경우 특정대기유해물질 비소가 발생하나 그 허용기준 적용은 먼지로 하여도 되는지 여부?
혼합시설에서 입자상 비소를

회신내용

태 존재하며,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8에서 정한 비소화화물(AS로서)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입자상과 가스상으로 각각 분리·설정하지 않고, 가스상물질로 통합설정하여 적용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비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
비소, 수은 등 일부 중금속물질은 배출가스 중에 입자상과 가스상 형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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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배출가스 중 금속화합물 ES 01400-배출가스 중 비소화합물 ES 01401.1(수소화물

흡 광광도법)”에 따라 배출가스중의 입자상 및 가스상을 각각 채취하여 분석
한 각각의 결과 값을 합산한 값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발생 원자 수분

제 목

답변일자

소각로 대기 TMS 측정관련 질의

각

2008-07-16

질의요지

운영하는 업체로써, 굴뚝TMS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2003년
당시의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멀티측정기를 설치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Dust, NOx,
CO, HCl을 전송하였으며, 당시 황산화물(SO2)는 전송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전송을 하지
않았으나, 매년 멀티 측정기에 대해서는 모든 측정 항목을 정도검사 및 정기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었습니다. SO2 측정기는 2003년도 부착 당시 배출허용기준
300ppm의 1.2∼3배 이내인 700ppm의 측정범위로 적법하게 설치하였고, 2005년 1월 1일
소각로의 대기 배출허용기준(Dust, SOx, CO, NOx, HCl)이 변경이 되었을 때, 멀티 측정
기의 모든 측정 항목에 대해 측정범위를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측정범위 변경없이
현재까지 기존 규정대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2008년7월14일부터 기존 소각로시설은 황산화물(SO2)을 추가로
전송해야 합니다. 현재 황산화물(SO2)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이 2005년부터 70ppm으로
강화되어 측정범위가 현행 배출허용기준에 10배가 되어 현행 TMS규정(측정기2∼5배 범위)
에 맞지않게 되는데, 이전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운영중이었던 SO2측정기에 대해 기존
측정범위를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변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소 로를

회신내용

험 준 굴뚝자동측정기기의 기능(ES01801.1)에서 측정범위는 배출허용기
준의 2내지 5배이내의 값으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배출가스 농도가 측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와 배출허용기준이 5ppm이하(먼지5㎎/S㎥)인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의 5배
내지 10배 이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공정시 기 의

제 목

답변일자

스치로폼 감용기 작동시 다이옥신 및 유해성가스 성분이 나오는지요
질의요지

2008-12-19

재활용품 선별품시설 중 스치로폼 감용기에서 감용시 다이옥신 및 유해성가스가 발생하는지요?
외국사례에서는 염분기가 많은 스치로품감용시에 다이옥신이 검출된다고 본 것 같은데 맡는지
궁금하고요? 국내 스치로품은 건자재용 및 생선박스등이 재활용품으로 반입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내 스치품감용시에는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는다들 하는데 맡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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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티 폼

감용과정에서 온도나 감용시설의 공정특성 등에 따라 유해성
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이옥신의 경우 스티로폼 자체만으로는 발생하지 않을것이나
재활용 스티로폼에 부착되어 있는 종이류, 다른 이물질 등의 유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
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 로 은 스틸렌중합체로

제 목

답변일자

시설이전 설치 시 설치적용 날자기준에 관하여
질의요지

2008-09-16

T

허가일자 : 2002.08.07) 다른지역으로
이전설치를 하려고 했을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날짜가 이전설치의 날로 된다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질소산화물이 2007년1월31일이전 설치시설은 200PPM이하
이고 2007년2월1일이후 설치시설의 경우 100PPM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설치날자 적용이
변경된다면 저희 회사의 경우 방지시설설치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보일러 12 /H1기를(검사증

질문을 부탁드리오니 설치일자의 적용을 검토하시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목 질소산화물 1)가)(2)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
2007년1월31일이전 설치시설과 2007년2월1일이후 설치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다르게 정
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 별표8 제2호 비고8에 따라 “이전 설치시설”이란 해당 연월일
이전에 배출시설을 설치 중인 시설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하며, “이후
설치시설”이란 해당 연월일 이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배출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에 해당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제2호가

제 목

답변일자

열분해 용융소각시설 초기 가동 관련 TMS 관련 질의
질의요지

2008-06-18

각 톤
준공하여 가동중에 있습니다. 열분해 용융소각시설은
초기 가동시 프로세스 특성상 용융로에 코크스만 투입을 하여 착화(着火)를 시킨 후 압입
송풍기(FDF)를 기동하여 송풍을 합니다. 이후 약 2∼3 시간 후 FDF(압입송풍기)를 정지
하고 쓰레기를 장입한 후에 압입송풍기(FDF)를 재가동하여 아래와 같이 정상조업을 실시
하게 됩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경우 소각방식 차이로 인하여 초기 가동시 불가피하게
CO성분이 TMS 법적 규제치 이상 배출될 경우에 대한 질의입니다.
열분해 용융소 로 100 /일, 2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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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쓰레기투입시점으로부터 5시간의 굴뚝오염물질 배출기준 면제를 받게
되는데 일반소각로와는 달리 용융소각로는 프로세스 특성상 용융로에 코크스만 투입을
하여 착화(着火)를 시킨 후 압입송풍기(FDF)를 기동하여 송풍한 후, 약2~3시간후 FDF를
정지하고 쓰레기를 장입한 후에 정상조업을 실시하게 된다. 이 기간 중에 쓰레기를 장입
하지 않고 크크스만 연소를 시키는데, CO 성분이 법규제치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초기 승온과정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배출기준 면제가 될 수 있는지에

1. 소 로 가동시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준

쓰레기투입 후로 기준이 되어있는데, 당시설과 같이 코크스를 이용하
여 착화하는 용융소각로의 경우 배출기준시점을 코크스착화로부터 기준적용을 해야 하
는지, 일반소각로와 같이 쓰레기투입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2. 배출기 적용은

회신내용

목

각

측정(전송)항목
이 폐기물투입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대상에서 제외되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8 제3호다목4)표-<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시간>(10)호 따라 소
각시설(소각보일러 포함)의 기준초과 인정시점은 폐기물투입시점부터 적용됩니다.
1),2)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제3호다 3)에 따라 소 시설의 경우

제 목

답변일자

유리용해시설 순산소 적용여부

2008-12-23

질의요지

버너를 순산소사용 버너로 변경하고, 2차 연소공기를 순산소가 아닌
공기를 사용할 때 순산소 사용시설로 적용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순산소시설로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도 답볍 부탁드립니다.
유리용해시설의 연소용

회신내용

신

차 연소공기로 순산소가 아닌 공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순산소사용
시설로 적용할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대기배출허용기준에서 표준산소농도를 적용하는
것은 연소과정에서 공기의 과잉투입에 따른 희석이 발생하여 대기오염물질농도가 다르게
검출되는 것을 보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료와 순산소만 투입한 상태로 연소를 하여 공
기로 인한 희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산소농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질의하 것과 같이 2

제 목

답변일자

일괄투입식 소각로 교호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의요지

2008-07-25

차a소각로에 일괄투입하여 2차 버너로 일정시간 승온후 1차버너로 착화

소 가동시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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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각 내부의 폐기물이 소진되면 1차b소각로에 다시 일괄투입하여 1차
버너로 착화, 소각하는 방식이라면
1.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시간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것입니까? 대기법 시행규칙을 보니
폐기물 투입 후 5시간이지만, 저희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어야는지요? 폐기물을
투입 후 승온(일정시간)이 이뤄지기에 궁금합니다.
2. 그리고 a소각로의 폐기물을 소진하여 b소각로가 가동된다면, b소각로 가동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시간에 적용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하여 소 하며, 소 로

회신내용

허 준 초과 인정시간, (10)호의
규정에 의거 소각시설의 경우 초과인정시간 인정시점은 폐기물 투입시부터 5시간을 인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3, 4)배출시설별 배출 용기
하고 있으니 동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 내용으로 판단해 볼 때 귀사의 소각시설의 경우 1차 A연소실(1차소각로)과 B연
소실(1차소각로)을 교호사용하여도 2차 연소실은 상시 가동하는 공정일 경우에는 소각시설
가동중지 및 재가동으로 볼 수 없어 초과인정시간을 적용하기 곤란할 것입니다.
질의하

제 목

답변일자

자가측정 해당 여부 질의
질의요지

초 학

2008-09-02

써

기 화 물제조업을 하고있는 업체로 , 대기배출시설로 저장시설이 있습니다. 이 저장시

프 필
름
허가증에 기재
되어있는 사항은 먼지, SOx, NOx의 발생이 없기 때문에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때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을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설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로 렌옥사이드, 포 알데히드)이 발생하는데

합니다.

회신내용

측정 항목은 동 규칙 별표8에 따른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출
허용기준이 없는 프로필렌옥사이드에 대하여는 자가측정은 생략할 수 있을 것이나, 시행
규칙 별표8 제1호 가목에서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포름
알데히드에 대하여는 자가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
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의 인정을
받아 방지시설의 설치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11비고2에 따라 해당시
설에 대한 자가측정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름알데히드에 대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자가측정도 생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라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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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중유, LNG 양용 발전보일러 배출허용기준 적용 등
질의요지

병

보일러(열 합발전시설)의 연료는 중유(0.3%S) 전용이며, 동 보일러의

2008-11-25

버너를 중유와 LNG를

양용할 수 있는 버너로 개조하여, 중유를 주연료로 하고 LNG를 보조연료로 하여 가동하고자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사용연료의 비율은 열량기준으로 중유90%이상, LNG10%미만)
1. 대기배출허용기준 적용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중유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LNG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4호에 의한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병
B-C유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배출허용기준은
액체연료와 고체연료사용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중 강한기준을 적용하여야 할것입니다.

(1) 열 합발전시설에서 기체연료(LNG)와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LNG와
B-C유를 혼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변경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으나,
연료가 변경됨으로써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 또는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변경 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 목

답변일자

2010년 1월1일 배출허용기준 적용 문의

2009-02-12

질의요지

년 1.1일 적용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대하여 문의하겠습니다. 저의 소각장은 1999년12
월에 운전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배출허용기준치 적용목록는
먼지(80mg/m3), NOx(150ppm), SOx(70ppm), HCL(40ppm), CO(200ppm)입니다
2010년 1.1일 5가지 법적기준 및 적용법위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네요.
1999년 12월가동~현재까지 운전 중 소각로는 일 36톤으로 시간당으로는 1.5톤입니다.
2010

회신내용

각 량

간

톤 각
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먼지[40(12)mg/Sm3], NOx[100(12)ppm], SOx[50(12)ppm],
HCl[20(12)ppm], CO[200(12)ppm]를 적용합니다.
소 용 이 시 당 1.5 인 소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제2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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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보일러의 배출허용기준 적용에 대한 문의
질의요지

년월

2009-02-23

준

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먼지에서 보일러는 배출가스량으로 계산을 해서 기준을 판가름했습니다. 이제
부터는 증발량으로 기준을 판가름 해야 하는데 그 계산법을 알 수 있을까요?
2010 1 1일부터 기 이 바 는

회신내용

간

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보일러의 배출시설 해당여부는 시 당 증발 (증기

량

간

량

초 허가 또는 신고시 산정한 설치허
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기록된 증발량 또는 열량으로 해당 보일러의 증발량을 환산하시
발생 ) 또는 시 당 열 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당
면 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2010년 대기배출허용기준 관련 문의

2009-03-10

질의요지

: 금속의 용융.제련시설 또는 열처리시설 중 용해로.
용해로 형태 : 열원으로 LNG 또는 전기를 사용하여 간접가열하는 방식
현재 먼지의 배출허용기준은 기타시설을 적용하여 100이하로 관리되었음. 2010년 배출
허용기준을 보면 용해로는 40(11)이하로 되어 표준산소농도를 적용하고 있음.
1. 상기와 같이 용해로가 간접가열방식으로 운영될시에는 표준산소농도 적용은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2. 표준산소농도 미적용시에는 기존처럼 기타시설로 계속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배출시설명

회신내용

준 농
모
질의내용과 같이 LNG 또는 전기를 사용하여 간접가열하는 방식(연소가스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과 혼합되지 않는 경우)의 용해로에 대한 먼지 배출허용기준은 표준산소
농도의 보정이 필요 없으며, 동 시설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먼지 배출허용기준은
40mg/S㎥이하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표 산소 도 보정은 산소를 소 하면서 연소하는 배출시설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 목

답변일자

2010년 변경되는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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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4

질의요지

년월

허 준

2010 1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배출시설과 배출 용기 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 배출시설에 보면 "자.가죽모피가공시설 및 모피제품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의 석회적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2010년 적용되는 배출시설 "2)가죽모피가공시설 및 모피제품 신발제조시설"에는
석회적시설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는 배출시설에서 제외되어 허가증상(염산
사용하여 염화수소 발생)에도 제외되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며 그 밖의 배출시설에 염화수
소발생을 적용하여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2010년1월1일부터는 금속도금시설의 먼지배출허용기준을 "18)금속표면처리시설 40이하"
로 보는게 맞는 것인지 그렇다면 플라스틱 도금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19)그 밖의 배출
시설 100이하"로 보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배출시설)에
따라 가죽·모피가공시설 및 모피제품·신발 제조시설에서 석회적시설은 제외되었으나 질의
하신 내용과 같이 동 시설에서 염산을 사용하여 염화수소가 1.8ppm(동규칙 별표 8 제2호
가목 염화수소 중 그 밖의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6ppm 이하의 30퍼센트)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 별표3 제2호 나목 28)에 따라 그 밖의 배출시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도금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나목 20)나) 제1차금속제조시
설 중 금속 표면처리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 동 규칙 별표8 제2호 나목 먼지 18) 금속 표면
처리시설의 배출허용기준 40mg/S㎥이하를 적용하며, 동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20) 그 밖의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100mg/S㎥이하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2010

제 목

답변일자

2010년1월 도금시설 먼지 배출허용기준

2009-02-23

질의요지

년 1월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보면 도금시설의 경우 금속표면처리 -먼지- 40
이하 -기존:100이하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럼 플라스틱도금의 경우는 배출허용기준(먼지)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기존의 경우처럼
2010

100이하로 적용되는 건가요?
회신내용

신 도금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나목 20)나) 제1차금속제조시설

질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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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먼지 18) 금속 표면

중 금속 표면처리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 동 규칙 별표8 제2호 나

허 준 40mg/S㎥이하를 적용하며, 동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20) 그 밖의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100mg/S㎥이하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처리시설의 배출 용기

제 목

답변일자

배출허용기준 적용시 용어 문의

2009-05-15

질의요지

년월

허 준

련

2010 1 1일부터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용기 과 관 하여 질의합니다.

외

허용기준 적용)에 따르면
"2007년1월31일 이전에 SCR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300(13)ppm을 적용한다"라고
예외 인정허용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란 설치신고일을 의미
하는 것인지, 설치후 가동개시일을 의미하는지 질의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비고5(질소산화물의 예 인정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비고5 거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하여

신

함은 해당 시설의 설치 및 가동개시 고를 완료하여

제 목

운영하는 경우”라

그 시설을 가동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답변일자

대기TMS 문의

2009-06-11

질의요지

설비의 증설로 인하여 대기 4종에서 3종으로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배출시설이 산처리

+ +

령

광
시설이 저희 배출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배출유량은 인허가 사항으로 17700m3/hr로 되어
있습니다. 배출량은 먼지가 배출허용기준의 5% 황산화물이 5% 불산화물이 17% 염소 및
화합물이2 0%입니다. 법령에 보니 산처리시설 중 염화수소 및 염산을 사용하고 배출유량이
시간당 10,000m3 이상인 연속식시설이라고 되어있는데요
1. 연속식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배출가스가 지속적으로 계속 배출되면 연속식인가요?
2. 염화수소 및 염산을 사용하지 않으면 TMS설치가 면제되나요?(불산+황산은 사용합니다)
3. 염산 및 염화수소를 사용하더라도 염화가스(Cl)이 배출허용기준치 대비 몇%이하로
배출이 되면 설치가 면제가 되나요 (저희가 염산을 소량 (월 200kg).정도 사용을 합니다)
4. 4종에서 3종으로 신고가 허가된 날의 9개월안에 TMS를 설치하여야 한다는데 맞나요?
시설과 불산 황산 염산을 사용합니다. 대기법 에 보니 비금속 물제품 제조시설 중 산처리

회신내용

령 별표3 제1호비고(5)에서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산처리
시설의 “연속식”이란 연속적으로 작업이 가능한 구조로서 시설의 가동시간이 1일8시간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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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시설입니다.

작업이 가능한 구조란 해당공정의 작업이 콘베이어 및 크레인 등의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산세, 수세 등 작업공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연속적으로

2. 배출시설(산처리시설)의 원료로 염산 및 염화수소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시설 공정중에

응 통하여 염산 및 염화수소가 생성되지 않는 구조라면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

반 을

상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염화수소

측정항목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대비 실제 배출농도비율에 따른 굴뚝자동측정

기기 부착을 면제 또는 유예하는 규정은없습니다.

존 써 사업장 종규모 변경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날부터 9개월 이내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4. 기 시설로
합니다.

제 목

답변일자

염소 배출허용기준 문의
질의요지

년

뀌

2009-03-10

허 준

l 항목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빠져 있

2010 부터 바 는 대기배출 용기 에서 염소(C 2)

던데 어떻게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년 12월 31일까지는 염소를 직접 사용
하는 모든 배출시설에 대하여 염소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나, 2010년 1월 1일부터는
동표 제2호에 따라 염소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예고기준 및 최적방지시설 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조사(2006.3)”에 따라 공정에서 염소를 직접 생산하거나 염소를 사용하는 시설에서 염소
가스가 수분과 반응할 경우 염화수소로 전환되므로 염화수소를 규제하는 시설에 염소를
추가로 규제할 필요가 없는 등의 사유로 배출허용기준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제1호에 따라 2009

제 목

답변일자

2010년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질의요지

2009-02-23

년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중 먼지의 13번항에 '입자상물질 발생시설의 도장시설 및
부속건조시설'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입자상물질이 뜻하는 바가 궁금합니다. 일반금속
제품도장이나, 자동차도장시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도장시설인지 알고
싶습니다.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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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목 먼지13)입자상물질발생시설의 도장시설(분무·
분체·침지 도장시설, 자동차정비업의 경우 동력을 이용한 연마시설을 포함한다) 및 부속
건조시설의 입자상물질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를 포함한 중금속 등 입자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말합니다. 도장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먼지항목의 13)에 해당되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하며, 동 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도장시설에 대하여는 '20)그 밖의 배출
시설'의 먼지기준을 적용하며, 2010년 먼지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금속제품도장시설, 자동차
도장시설로서 분체, 분무, 침지하는 도장시설은 50이하를 적용하시면 될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제2호 나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허용기준 문의

2009-03-06

질의요지

허 준 중에 먼지부분의 기준적용 관련입니다. 먼지 배출허용기준 중에 "반도
체 및 기타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용적 1㎥이상의 표면가공 및 처리시설(증착시설, 식각시
설을 포함한다)"에서 탈지시설도 표면가공 및 처리설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
다. 만약에 탈지시설도 표면가공 및 처리시설에 포함된다면 기준이 100에서 50으로 변경
되기 때문입니다.
대기배출 용기

회신내용

신 탈지시설은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의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제조시설 중 표
면가공 및 처리시설(증착시설, 식각시설을 포함한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먼지의 배출허용기준 중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의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제조시설 중 표면가공 및 처리시설(증착시설, 식각시설을 포함한다)”은
동 규칙 별표3의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용적이 3세세곱미터 이상인
증착시설과 식각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할것입니다.
질의하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허용기준에 대해 문의
질의요지

2009-02-19

허 준

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의 배출 용기 에서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 일반보일러- 체,

렇

고체연료 이 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보일러는 기체(가스(LNG))를 사용하는데

그럼 법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밖의 배출시설란
이 있기는 한데 이것으로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배출허용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서의 배출허용기준을 보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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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여기는 질소산화물 에서

그 밖의 배출시설란도 없어서 기체연료 사용시 어떤 허용기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지역별로 배출허용기준이 다른지 아니면 지역별 상관없이 배출허용기준
이 같은지도 궁금합니다. 수도권같은 경우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란게
있어서 다른지역하고 틀리더군요
이 있는지

회신내용

목 2)에 따라 가스(LNG)를 사용하는 보일러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 규칙 별표8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지역에서 도시가스(LNG)를 사용
하는 보일러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르고 있으며,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1종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되는 사업장에서
도시가스(LNG)를 사용하는 보일러의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는 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도의 조례로 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거

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물질 중 탄화수소 적용여부

2009-06-10

질의요지

침지도장시설이 규모미만으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도장
후 건조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경우 대기오염물질 중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에
적용되는지 알고 알고 싶습니다. 도장시설이 규모미만으로 비배출시설일 경우 건조시설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에 해당되므로 대기오염물질중 탄화수소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생각되어서 민원신청합니다.
거울제조공정 중

회신내용

내

질의 용과 같이 건조시설만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도장시설(비연속식)에 대해서는 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2010년 1월 1일부터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나목26)에서 정한 건조시설에
별표8 제1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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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월 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도장
시설에 대하여 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되어 동 규칙 별표8 제2호(2010

제 목

답변일자

배출허용기준 적용시 용융 용해시설의 용량 의미

2009-01-23

질의요지

년월

후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중, -질소산화물6)유리,유리제품제조시설중 용융,
용해시설 가) 개별배출용량이 일 10톤 이상인 시설: 배출허용기준 250(13)이하 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별배출용량”이라함은 용융, 용해시설의 용량(생산량?)을 의미하는건지요?
.2010 1 1일이

회신내용

신 유리·유리제품 제조시설의 개별배출용량이란 용융·용해시설의 용량에 따라 분류
한 용융·용해로의 제품생산량(인출량)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의하

제 목

답변일자

도장시설 배출허용기준 적용 관련 질의

2009-05-07

질의요지

운송장비제조업체로 사업장의 일일조업시간은 과거 신고된 8시간 “연속식” 으로 되어있으나
현재 가동중인 도장시설 및 건조시설(CONVEYORSYSTEM)의 가동시간과 조업시간의
신고부문과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생산물량 대폭감소 및 외주처리한 상태로 도장공정의
가동시간은 최소 2시간, 최대 6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도장시설 가동시간은 1년이전부터 현재까지 위의 사유로 인해 실제 가동시간은
최소 2시간, 최대 6시간 작업추진한 결과에 준한 근거자료(전년대비 생산물량 감소증빙자료,
외주처리제품 LIST 및 수량,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운영기록부 등)DATA를 비치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상황에 대하여 "비연속식" 도장시설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 도장 → 건조 등 일련의 도장작업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설비시스템(구조)
을 갖추고 있으면서 1일 8시간 이상 가동하는 경우에는 연속식 도장시설에 해당합니다.
(수동으로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 포함) 참고로, “1일 8시간 이상 가동하는 경우”라 함은
개별 사업장마다 제품생산량 증감 등으로 인하여 도장시설을 가동하는 시간이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도장시설을 가동하는 시간만으로 “1일 8시간 이상 가동하는 경우“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으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필)증(또는 허가/신고
신청내역)에 기재된 1일 조업시간으로 ”1일 8시간 이상 가동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원료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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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게 됩니다.

실제 도장시설을 1일 8시간 이하로 가동하더라도 신고필증상의 1일 조업시간이 8
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일 가동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제 목

답변일자

린번엔진 열병합발전시설 사용시설 확인 요청

2009-02-19

질의요지

신규시설은 질소산황물은 배출허용기준 50(13)을
적용받으나, 대기환경보전법의 비고 15번항에 린번엔진 열병합발전시설은 125(13)을 적용
받는 항이 있는데, 린번엔진 열병합발절시설도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거 발전시설

회신내용

신 시설이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로서 매립가스 및 바이오가스를 사용하고
발전용량이 10MW 이하의 린번엔진 열병합발전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제1호 가목 비고15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질소산화물(NO 로서)의
배출허용기준은 125(13)ppm 이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질의하

2

제 목

답변일자

배출시설 증설(예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적용 문의

2009-03-10

질의요지

년 7월 1일 이후에 설치되는 보일러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010년 부터
100 ppm(보일러 증발량 30 ton/hr*1식 설치시)을 적용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
집진기 및 굴뚝을 동일하게 사용(굴뚝 증설없이)하게 될 경우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보일러(4대)와 증설(1대)되는 보일러의 배출허용기준 적용은 어떻

1) 2001

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굴뚝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는 새로이 증설되는 보일러만 2001년 7월 1일
이후의 강화된 기준(100ppm)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2) 보일러 증설시

존

회신내용

던 하나의 배출구에 신규 보일러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출구에 연결된 모든 보일러의 용량을 합하여 총규모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기 에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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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배출구와 별도로 증설되는 보일러에 대하여 신규 배출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출구에 한하여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

제 목

답변일자

배출시설 교체시 배출허용기준 적용 기준

2009-03-10

질의요지

년월
노후되어 방지시설 변경없이(방지시설 처리용량
범위내)배출시설만 증설교체할 경우 배출허용기준 적용은 어느기준을 적용하여 관리

(1) 2007 1 31이전에 설치된 배출시설이
하여야 하는지요?

승 목재)을 받아 운영중인 소각보일러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
적용은 고체연료 사용시설과 소각보일러 중 어느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3) 2007년1월31이전에 설치된 시설로 보일러의 용량이 대기신고필증과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과 상이하여 실제 용량에 맞게 변경신고할 경우 배출허용기준 적용은 신규
(2) 고체연료 사용 인(

시설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목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제2호 가

질소산화물 1)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의

허 준 적용시 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배출시설을 증설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 증설되거나 교체된 시설은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된 시설로 보아야 할 것
배출 용기
입니다.

신 소각보일러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거목 3)소각시설(소각
보일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야

(2) 질의하

할 것입니다.

신 보일러의 시설변경은 없이 단순히 신고필증상의 용량만 정정하는 경우에는
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비고8에 따라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최대시설용량(최대시설 규모)를 말합니다.

(3) 질의하

제 목

답변일자

동일 배출구내 배출시설 증설시 배출허용기준 적용 문의
질의요지

존 톤 간

2009-05-22

던 중 용량의 부족으로 4톤/시간의 보일러를 증설하였
습니다. 증설을 하면서 굴뚝을 기존의 굴뚝에 연결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설치되었
기 에 6 /시 의 보일러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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럴 경우, 시설을 따로 보아서 6톤/시간과 4톤/시간의 용량을 가진시설로 보아
배출허용기준을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합하여 10톤/시간의 시설로 보아 배출허용기준을
습니다. 이

결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허 준
신규 증설된
보일러를 기존 굴뚝에 연결하였다면 각각의 보일러 용량을 합산한 규모를 기준으로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의 배출 용기 은 배출구별로 적용되므로

제 목

답변일자

배출허용기준의 내용 관련 문의

2009-02-23

질의요지

허 준
먼지, Sox같은 기준에서 보일러의 경우 증발량 및 열량을 가지고
그 기준을 나누는데요 증발량과 열량은 어떻게 계산 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이걸 몰라서 어디에 적용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배출 용기 사에 보면

회신내용

간
량 팀
생산량) 또는 시간당 열량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당시에
산정한 자료 또는 설치허가증(신고증)에 기록된 증발량 또는 열량으로 해당 보일러의
증발량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보일러의 배출시설 해당여부는 시 당 증발 (스

제 목

답변일자

보일러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2009-03-04

질의요지

년월
허 준
스팀을 생산하는 일반보일러의 연료로 저희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메탄, 수소, 에탄
등)를 사용하며 연료로 부족한 부분을 B-C(0.3%)를 사용하고 있습니다.(가스:B-C=8:2)
이럴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액체연료 사용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그 밖의 배출시설로 적용하는지요?
2010 1 1일부터 적용하는 보일러의 질소산화물 배출 용기 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회신내용

내

질의 용에 보일러의 연료로 사용되는 부생가스의 발생원에 대한 설명이 없어 명확한

액체와 기체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중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정부생가스를 처리하는 보일러의 경우에는 동 규칙 별표3 제2호 나목 23)마)에
답변은 곤란하나, 일반보일러의 연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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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폐가스소각시설에 해당될 수 있으며, 폐가스
소각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가스소각시설과 보일러의 배출허용기준 중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 소

제 목

답변일자

화장로설치 싯점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2009-03-23

질의요지

현재 화장로 설치공사(09년12월31일 준공목표)를 진행중인 현장인데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
(09년01월14일)되어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화장로시설이 포함되었지요. 당 현장은 시행규칙
별표3의 어느기준 날짜에 적용되는지요?
- 별표8의 배출허용기준은 09년12월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에 해당되는지요?
- 만일 준공일자가 지연된다면 적용기준이 다르게 되는지요?
- 아울러 설비개선 유예기간이 있는지? 있다면 설비개선 의무조건 有/無?
- 결과적으로 시행규칙 별표8의 09년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에만 충족되면
되고, 향후 설비개선은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신내용

귀하가 질의한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한 화장시설이며 ‘09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면 동 규칙 별표8에 따라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

참고로 배출시설에서“이전 설치시설”이란 해당 연 일 이전에 배출시설을 설치 중인 시설

영 평 협

준공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규칙 별표8에 따라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에 해당되는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및 환경 향 가 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하며,

제 목

답변일자

2010년에 적용되는 대기배출허용기준

2010-01-11

질의요지

년
허 준 항목중 염소(cl2) 목록이 빠져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배출허용기준에서 삭제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2010 에 적용되는 배출 용기
회신내용

허 준

2010.1.1일부터는 염소에 대한 배출 용기 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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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강화되는 배출허용 기준 적용시 용해로의 표준산소농도 적용 예외
질의요지

금속의 용융,열처리시설 중 용해로의

2010-02-11

먼지 기준 40(11) 적용시 당사에서는 연료로 LNG와

순산소를 사용하고 있음.
이 경우 순산소 사용으로 인하여 배기가스 중 산소농도는 거의 20%를 유지하는데 표준
산소 적용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본 용해로는 주물용 순산소 용해로로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순산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생산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배출허용기준 적용시 유리용해로와
같이 순산소를 사용하므로 표준산소 농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허 준
안
통해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하였으므로 시설보완을 통해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산소농도도 기준에 따라 측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정 특성상 표준산소농도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지자체의 인정을 받아 표준
산소농도를 제외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의 배출 용기 (2007.1.31일 개정)은 개정( ) 입법예고를

제 목

답변일자

건조시설 배출허용기준 적용 관련

2010-06-15

질의요지

차
페
외선 램프사용, 용량 :
577KW*1기)의 먼지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적용관련입니다.
1) 건조로:40(11)㎎/S㎥
2) 그밖의 배출시설:100㎎/S㎥
3) 기타 다른 배출허용기준 적용여부 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1 금속제조시설 중 수용성 인트를 건조하는 건조시설(적

회신내용

[

]

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2,나,13) 규정에 따라, 폐인트 건조시설에 대한 배출 용

준

㎎ ㎥ 이하를 적용하시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 은 50 /S

제 목

답변일자

건조시설(도포)의 THC측정대상 여부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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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년

접착제를 뿌려주는 시설을 건조시설(도포)로
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였는데 그 시설이 THC 측정대상에 해당되는지요?
2010

개정된 배출시설 세부분류에 따라

회신내용

귀하의

접착제를 건조하기 위한 시설이라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규정에 따라, THC는 측정대상으로 적용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사업장 건조시설(도포)이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허용기준에 관한 문의
질의요지

년

2010-01-31

허 준

준 빠져있는데요. 꼭 측정하지 않아도

2010 부터 적용되는 대기배출 용기 에 염소기 이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보일러기준에 보면 2009년까지는 시간당 배출가스량으로 판단하다가, 2010년부터는
증발량 또는 열량으로 나뉘는데요. 어디서 찾아봐야 하는지, 혹시 직접 계산해야 한다면
구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년1월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에는 염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이를 적용할 필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보일러환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매체보일러 ⇒ 일반보일러
※ 기름 1톤당 발생시킬 수 있는 열량 619,000㎉/톤임
예) 1,800,000㎉/시간 ⇒ 1,800,000㎉/시간 = 2.5톤/시간 619,000㎉/톤
2010

제 목

없으므로

답변일자

먼지 배출허용기준 적용

2010-05-31

질의요지

항

2010.1.1부터 적용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

mg/Sm3이하)에 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50

마

중 연 시설의

먼지

허 준

배출 용기

목재 가공연마시설 역시 연마시설로 보아
50㎎/S㎥ 인지, 기타시설로 보나 100㎎/S㎥인지. (15) 연마,연삭시설, 고체입자상물질
포장, 저장·혼합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50mg/S㎥)
2. 연마, 탈사 등 다른 표면처리시설은 모두 50㎎/S㎥인데 도금시설은 기준이 모호하여 질
의 드립니다. 18) 금속 표면처리시설의 금속표면처리시설로 보아 먼지기준 40㎎/S㎥
이 맞는지? 아님 도금업종의 시설은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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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
마
허 준 mg/Sm3이하
이며, 금속 표면처리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40mg/Sm3이하입니다.
따라서, 이 규칙[별표8] 배출허용기준은 업종별로 분류하고 있지 않으므로 도금업종에
대한 먼지의 배출허용기준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규정에 따라, 연 시설의 배출 용기 은 50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저용농도 및 산소농도 적용 여부?

2010-04-22

질의요지

차 축전지제조회사이며 조립공정의 용융·용해로가 있습니다.
용융·용해로: 고체상태의 납(Pb)인 괴를 전기히터에 의해 간접가열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희터: 주물 및 합금 내부에 삼상의 전류를 연결 저항열에 의한 용융· 용해(온도:
440℃~550℃)]
질문1. 입자상물질 "먼지"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적용농도(mg/S㎥)?
질문2. 입자상물질 "먼지"에 대한 적용농도가 40(mg/S㎥)이었을 경우 산소농도(11)을 적
용해야 하는지요?(산소농도가 감소될 만한 시설이 없음)
자동

회신내용

태 괴를 가열하여 액체상태로 만드는 용융·용해시설에 해당되나, 시설의 구조가
OPEN형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2,나,4)-나)의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시면 될것입니다.
고체상 의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분류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 분류
질의요지

병

2010-06-10

빈내

빈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배출시설분류에 따라 열 합발전을 가스터 ( 연기관)과 증기터 의

복합화력발전 형식으로 한다면 22) 발전시설 중 나) 열병합발전시설 다)120㎾이상인 발전
용내연기관 중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궁금하고요?
둘다 해당된다면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시간(가동개시 후)의 적용을 발전용내연기관(4시간)과
복합화력 형식의 발전시설(5시간) 중 어떤것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병

회신내용

빈 발전용 내연기관과 증기터빈 형식으로 한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시

열 합반전을 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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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연기관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 초과인정시간은 이 규칙[별표8] 2, 나, 비고 8-다-4)에 따라, 내연기관발전
시설에 대해 가동 개시·재가동 시간을 4시간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규칙 별표3 2, 나, 22) - 다)의 발전용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중 28)그밖의 배출시설 문의
질의요지

년

2010-05-07

목

그 밖의 배출시설의
경우 가)에서 버)까지 정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만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그 밖의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로 배출된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알
2010 부터 적용되는 시행규칙 별표3의 나

배출시설분류에서 28)

수 있는지요?

년

년 월
신고 혹은 허가를 득하면 되므로 오염물질의
발생이 예상되면 실제측정을 통해서 근거를 제시해도 되는지요?
2.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경우(염소)에는 어떻게 배출시설에 적용해야 하는지요?
3. 대기배출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의 폐수처리시설 중 가)에서 버)목에 해당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될때 배출허용기준치의 30%이상으로 배출이 되면 이 시설도 28)
그 밖의 배출시설로 볼 수 있는지요?
2010 부터 개정되어 2011 12 31일까지

회신내용

허 준

내 배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가측정 및 원·부자재, 배출공정
등의 자료를 구비하여,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할 자치단체의 인정을 받아야할 것입니다.
(2) 2010년1월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에는 염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없으므로
이를 적용할 필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폐수처리시설 중에서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 2, 나, 28)의 그 밖의 배출시
(1) 배출 용기 의 30%이

설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로 적용 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허용기준 적용 문의
질의요지

허 준

대기배출 용기

태

입자형 의 물질의

2010-03-04

먼지항목중

차

4)제1

운송장

금속제조시설.기계.기기.

항

항

비.가구 제조시설의 용융.용해시설 또는 열처리시설에서 나) 의 도가니로와 라) 의 도가
니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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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준 농
출허용기준은

허 준

표 산소 도 보정여부에 따라 배출 용기 을 분류하고 있으나, 도가니로와 전해로의 배

[

]

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8 2.나.입자상물질의 4)-나)의 기 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암모니아 대기배출허용기준 질의

2010-08-26

질의요지

[ ]
허 준
련
년 1월
1일 적용기준을 보면 암모니아는 총5가지 시설로 나누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 3)항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
용시설과 5)항 그 밖의 배출시설 두 가자중 어떤 시설로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용기 (제15조관 )의 2010

회신내용

슬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2,가규정에따라, 그 밖의 배출시설(50이하)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하수 러지를 건조하는 건조시설의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허용기준(먼지)에 대하여

2010-02-28

질의요지

허 준 먼 : 번항 포장시설 혼합시설 저장시설의 먼지기준 적용여부.
예)고체상일때는 기준 50 이하이고 액체상일때는 100이하가 됨. 그런데 고체상이 30% 이고
액체상이 70%인 혼합시설이 같이 묶여서 배출되는 경우의 먼지기준 적용여부.
대기배출 용기 ( 지) 15

회신내용

허 준

여러개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1개의 배출구로 배출할 경우 배출 용기 은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허용기준과 공정시험법 중 암모니아
질의요지

2010-01-29

석회제조공장의 배출허용기준을 알고자합니다. 기존에 석회제조공장 소성로의 배출허
용기준은 황산화물 11) 그밖의 배출시설 500 이하 질소산화물7) 시멘트.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시설 중 소성로 350(13) 로 보았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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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허 준

멘 "
아니면 14)그 밖의 배출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질소산화물 7)시멘트~:으로 보아야 하는
지 아니면 11)그 밖의 배출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 대기공정시험법중 암모니아 4.1시료의 흡수 4.1.1산성가스가없는 경우 (1)여과관 또는
여과구가 붙은 흡수병1개 이상을 준비하고 각각에 흡수병으로 붕산용액(0.5%)50㎖를
넣는다. 여기서 흡수병마다 50ml씩 넣는 겁니까? 아니면 1개 이상의 흡수병에 50ml를
나누어 넣는 겁니까?
2010 부터 적용되는 배출 용기 을 보면 황산화물 10)시 트~ 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내

멘
석회
소성시설의 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010.1.1일부터 “ 그밖의 배출시설” 기준이 적용
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흡수병마다 각각 50 ㎖를 넣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
학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 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관란하오나, 시 트 소성시설이 아닌

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하여

2010-09-16

질의요지

허 준 선정시 어떤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기준을 선정하는지 알고 싶

대기오염배출 용기 을
습니다.

준

c
허 준
한 다를꺼라는 생각이 듭니다.

c

듯

준

대기환경기 에서 o수치와 배출 용기 에서의 o수치가 다르 이 기 을 정한 방법 또
회신내용

준

허 준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환경기 과 별도로 배출 용기 을 정하고 있습니다.

준 WHO권고기준, 인체위해도, 물질자체의 유해성을 기반으로 설정된다면
배출허용기준은 위해성 뿐만 아니라 방지기술 현황, 오염농도 저감을 위한 비용 등이
고려대상이 됩니다. 환경부에서는 주기(대략 5년)를 두고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연구사업을
통해 실제 산업시설에서의 배출농도와 이에 대한 방지시설, 그리고 국내 방지기술 등을
대기환경기 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질의
질의요지

배출시설의 분류에는 반사로가 있습니다.

2010-11-05

그런데 먼지 배출허용기준에는 반사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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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그 밖의 배출시설로 분류하여 배출허용기준을 100mg/S㎥이하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

]

허 준 그밖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2,나,규정에 의거, 반사로의 배출 용기 은

mg/S㎥이하)을 적용하시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시설(100

제 목

답변일자

도장시설의 연속식 비연속식 해당여부 질문
질의요지

식

배출

2010-01-15

식

워 질의하오니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사의 경우는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필증에 공통시설 중 도장시설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도장작업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설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작업시간은
다른 배출시설이 24시간 가동되기 때문에 도장시설 또한 24시간 가동으로 등록되어있습
니다. 도장시설의 가동으로만 보면 하루에 3시간 미만으로 가동되어 신고시에도 도장시설
은 3시간 가동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당사의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는 작업시간 - 24시간/일 (도장시간은 3시간/일)이라
고 도장시간이 확실히 명시되었는데 이럴 경우에 당사의 도장시설이 연속식으로 해당되
는지 비연속식으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장시설의 연속 , 비연속 의 구분이 어려

회신내용

귀 사의 도장공정이 연속적인 시스템(구조)을 갖추고 “1일 조업시간이 8시간이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 도장시설에 해당될 것이며, 연속식 도장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도장 작업하는 경우 및 연속식 도장시설이라도 “1일 조업시간이 8시간미만”이라면
연속식 도장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1일 8시간 이상 가동하는 경우”라
함은 개별 사업장마다 제품생산량 증감 등으로 인하여 도장시설을 가동하는 시간의 변동
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도장시설을 가동하는 시간만으로 “1일 8시간 이상 가동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필)증(또는 허가/
신고 신청내역)에 기재된 1일 조업시간으로 ”1일 8시간 이상 가동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도가니로의 먼지배출허용기준 문의
질의요지

㎥

2010-11-30

배출시설이 도가니로(2.54 )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지 배출허용기준에 따르면 4)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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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라) 에서 도가니로에 대한 법적

허용기준이 2개로 나와 있습니다.

느걸 적용해야 할

나)도가니로 및 전해로-(공기비 비적용), 라)도가니로(공기비 적용)중 어
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도가니로가 밀폐되어 있지 않아 공기비를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

]

준

길 바랍니다.

시행규칙 별표8 2,나,4)-나)의 기 을 적용하시

제 목

답변일자

바이오 및 매립지가스 내연기관 발전기 대기배출기준에 대한 문의
질의요지

W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10M 이하 발전시설 중

2010-10-06

매립지 및 바이오가스 내연

낙스(NO )규제치가 125ppm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상용 500kW 바이오 및 매립지가스 발전기의 경우 500kW(100%부하)에서 125ppm이하를
만족하여야 되는데 그러면 75/50/25%부하의 경우 낙스규제치는 어떻게 되나요?
100%부하와 마찬가지로 50ppm이하를 만족하여야 하는건지 아니면 규제치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관 발전기의 경우

2

회신내용

내연기관의 NOx
배출허용기준은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은 100(15)ppm이며,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은
50(15)ppm입니다.
따라서 120kw이상의 매립, 바이오가스 사용 발전시설의 경우 가동부하와 관계없이 설치
시점에 따라서 위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라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용

제 목

답변일자

배출시설 적용기준

2010-04-07

질의요지

홀
둔
허 준
홀딩로는 없는데 질소산화물, 먼지에 소둔로가 있어서 이 시설은 소둔로에 적용시켜야 하
나요? 그 밖의 배출시설에 적용시켜야 하나요?

배출시설에 반사로, 기타로( 딩로), 기타로(소 로)가 있는데, 배출 용기 에 반사로,

회신내용

[

]

홀

그 밖의 배출시
기타로(소둔로)는 소둔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규정에 따라, 반사로 및 기타로( 딩로)는

허 준

설의 배출 용기 을 적용하시면 되고,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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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배출허용기준 질의

2010-09-02

질의요지

석탄화력발전소에 RPF를 소량 혼소(5%이내)할 경우 염화수소가 배기가스에 나옵니다.
이때 배출허용기준은 어디에 준하는지요? 또한 다이옥신도 미량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의
배출기준은 어디에 기준되는지요?
회신내용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규정에 의거,
은

그 밖의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시설(6이하)를 적용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에는

허 준

대기오염물질 배출 용기 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허 준
다이옥신에 대한

염화수소 배출 용기

답변일자

배출허용기준에 관하여

2010-02-25

질의요지

차 금속제조시설. 조립금속제품, 기계, 기기, 운송장비, 가구제조 시설의 용융. 용해시설
또는 열처리 시설에서 나)용선로, 용광로, 용선예비처리시설, 전로, 정련로, 용융.용광로,
도가니로 및 전해로 라)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 건조로, 도가니로, 제선로, 용해로, 전해로
여기 두항목에 모두 도가니로가 있는데 나)는 공기비가 적용이 되지 않고 라)는 공기비가
(11)로 적용이 되는데 이2가지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으로 정하는가요?
제1

회신내용

[

]
중복으로 들어가 있으나, 이는 표준산소농도 적용여부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달리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도가니로와 전해로에 대해서는 공정특성상 표준산소농도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지자체의 인정을 받아 나)호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2.나.입자상물질에 나)호와 라)호에 도가니로, 전해로가

제 목

답변일자

배출허용기준적용

2010-08-23

질의요지

반사로, 도가니로를 여과집진시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년월

었

년

당 시설은 2007 1 31이전에 설치되 으며, 2009 에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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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

져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먼지 배출허용기준인데 적용을 2007년1월
이전설치를 인정받는지 하고, 4)제1차금속제조시설,조립그목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

로 가 와서
31일

가구제조시설의 용융,용해시설 또는 열처리시설의 나)도가니로 및 전해로 20이하를 적용

켜

둔

선

시 야 되는지, 아니면 라)가열로, 열처리로, 소 로, 건조로, 도가니로, 제 로, 용해로, 전

켜

해로 40(11)이하를 적용시 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였
항
신규시설로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하였다면, 2007년2월1일이후 설치시설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가니로 및 전해로의 배출허용기준은 20이하를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장을 이전하 을 당시에,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 에 따라

제 목

답변일자

염산 가스 대기환경기준

2010-05-31

질의요지

㎥ Tank에 저장보관하고 있습니다. 저장과정 중 염산가스가 발생하여 대기
중으로 확산되는데 염산가스의 대기배출 환경기준은 얼마인지요?(PPM,%)
염산 35%를 5
회신내용

[

]

허 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규정에 의거, 염산저장시설은 염화수소 배출 용기 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자동차 부품제작사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

2010-04-29

질의요지

차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한국산업표준분류상 자동차부품제조업(34300)으로 분류
되어 있고 차량휠 및 샤시프레임 등 다양한 차량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사 도장시설의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은
① 40ppm(연속식)에 해당되는지
② 비고 7항에 의한 225g/㎡(차체부품)에 해당되는지 문의코자 합니다.
자동

회신내용

차

차 작

자동 부품제조업은 자동 제 사로 보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되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

[

]

간

간

칙 별표8 2,가,비고6에 의거 1일조업시 이 8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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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됨

이상이면, 연속 도장시설에 해당 을

제 목

답변일자

하수슬러지 건조 시설의 대기배출허용기준
질의요지

누

2010-09-01

허 준

슬

1. 일산화탄소의 경우 4가지시설로 나 어 배출 용기 을 정하고 있으나 하수 러지 건
조하는 시설과 연관성 있는 시설을 찾을 수가 없으며,
또한 없습니다.

그 밖의 배출시설이라는 항목

그렇다면 본 시설은 일산화탄소의 대기허용기준이 없다고 판단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염화수소의 경우 6번항목의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기타 비금속광
물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 용해시설, 건조시설” 있으며

번 항목 “그 밖의 배출시설” 항목이 있습니다. 본 시설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

10

습니다.
3.

먼지의 경우 5번 항목의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건조시설”있으
며 20번 항목 “그 밖의 배출시설” 항목이 있습니다. 본 시설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슬

허 준

하수 러지 건조시설에 대한 일산화탄소 배출 용기 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염화수소

허 준 그 밖의 배출시설 6이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수슬러
지 건조시설이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과 연계한 시설이 아닐 경우, 먼지에 대
한 배출허용기준은 그 밖의 배출시설 100이하를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에 대한 배출 용기 은

제 목

답변일자

고형연료(wcf)의 대기 배출허용기준 적용기준
질의요지

2011-01-31

허 준

각
각
항목과 생활폐기물
고형연료(RDF) 또는 폐플라스틱고형연료(RPF) 전용시설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고형연료
제품중 WCF만 사용하는 전용시설의 경우 어느항목의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야
대기환경보전법 배출 용기 표에 보면 소 로 또는 소 보일러라는

하는지?

회신내용

량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시설의 경우 고형연료제품 사
용시설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함.
연료사용

제 목

답변일자

대기 배출허용기준 관련 질의드립니다.

20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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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복합화력발전소로 가스터빈을 가동하여 전기
를 생산하고 배출되는 배기가스에서 열을 회수하여 스팀을 생산, 스팀터빈에서 전기 및
온수를 생산하는 시스템입니다. 가스터빈(GasTurbine) 2개호기, 스팀터빈(SteamTurbine)
1개호기와 덕트버너(DuctBurner)가 포함된 배열회수 보일러(HRSG) 2개호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출시설은 가스터빈만이 해당되며, 가스터빈에서 나온 배기가스는 덕트버너를 거
쳐 배출구로 나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배출허용기준에서 우리 사업장(2001년7월1일이후 설치시설
임)의 배출허용기준을 ‘(1)발전용내연기관(가스터빈을포함)’에 해당하는 50(15)이하를 적용해
야하는지 아니면‘(2)그 밖의 발전시설’에 해당하는 50(4)이하를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
LNG를 연료로 하여 전기 및 열을 생산하는

습니다.

회신내용

내

빈

x

당해시설은 (1)발전용 연기관(가스터 을포함)의 NO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준 50(15)이하를 적용받아야

배출기

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질의요지

배출시설중 증착시설,

2011-05-27

식각시설의 Housing과 GasCabinet, GasBox 등의 설비에서 배출하

는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염화수소와 불소화합물이 해당하는

두 기준에서 어느항목 기준에 맞춰서 관리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의 반도체 및 기타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데, 하기

표면처리시설

-

그 밖의 배출시설
회신내용

귀하의

]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의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의 배출허용기준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배출시설 중 증착시설 및

식각시설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2. 가.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허용기준 질의
질의요지

2011-08-31

[

]

허 준

련

년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용기 (제15조 관 ) 201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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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준 가. 가스형태의 물질 비고 8. 배출시설란에서 “이전설치
시설”이란 해당연월일 이전에 배출시설을 설치중인 시설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하며, “이후설치시설”이란해당연월일 이후에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시설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1>2010년1월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가. 가스형태의 물질 비고 8. 내용중
“배출시설설치허가”란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제출대상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대기
배출시설설치허가 신청서외에 설치신고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제출대상 전부를
모두 포함하는지요?
<질의2>2001년6월30일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대기배출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제27조에 의거 변경신고서 제출대상(15%용량증대)에 해당될 경우 2010년1월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가. 가스형태의 물질 비고 8.의 “이전설치시설“ ”이후설치시설“중
일부터 적용되는 배출 용기

어디에 해당되는지요?
회신내용

[

]
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비
고. 제8호의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포함)를 받은 시설”이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증이나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필증에 등재되어 있는 시설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기배출시설의 용량증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변
경신고 대상일 경우 “이전 설치시설” 또는 “이후 설치시설”의 판단은 변경신고 시점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2, 가. 2010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황산화물에 대해서

2011-10-11

질의요지

허 준 중 황산화물을 보면 SO 로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대기오
염공정시험방법에 보면 황산화물은 SO +SO 의 농도를 측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서의 황산화물의 농도는 SO 가 포함된 농도인거 같은데 왜
배출허용기준에는 SO 로서의 기준으로 정해져 있나요? 이렇다면 실험을 했을 때 결과값
을 배출허용기준에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지는 않나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용기

2

2

3

3

2

회신내용

쳐서 표현하는 용어이며 대기중에서는 대부분 SO 로 존재
하게 됩니다. 따라서 황산화물을 대표 기준물질인 SO 로 표현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
황산화물은 SO2와 SO3를 합

2

2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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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먼지 배출허용기준 설정 의문

2011-08-26

질의요지

먼지항목 배출허용기준에서 14)조립금속제품제조시설의 반도체 및 기타전자부품제조시설
중 표면가공 및 처리시설(증착시설, 식각시설을 포함한다.) 5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타전자부품제조시설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의 경우 상기 기타전자부품제조시설로 보아 먼지 배출허용기준을 50
이하로 봐야할지 아니면, 그 밖의 시설로 봐서 100이하로 보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쇄

회신내용

「통계법」제22조에 따른 표준분류에 의하면 반도체 및 기타전자
부품제조시설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표면가공 및 처리시설(증착시설 및 식각시설을 포함
한다)인 경우 먼지의 배출허용기준은 50이하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 회로기판 제조업은

제 목

답변일자

배출가스유량 공기비 적용관련

2011-04-20

질의요지

측정항목이 먼지, HF로서 먼지(공기비적용)는 반기1회 측정, 특정유해물질인 HF
(공기비 미적용)는 월2회 측정을 합니다. 배출가스유량 적용시 먼지를 측정할때에는 공기비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HF측정시 배출가스유량에 공기비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용해로

회신내용

농도를 측정하시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따라 해당시설에 대한 표준산소농도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HF

측정시

산소

제 목

제15조 별표8의 규정에

답변일자

배출허용기준 문의

2011-08-25

질의요지

각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로서 실측 산소농도가 16% 전후입니다. 실측
산소 12%이상 이면 표준산소농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가스형태의 물질 배출허용기준비고1]
실측산소가 12%미만인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은 표준산소농도(O 의 백분율)를 적용한다.
폐가스소 시설 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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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항

신 시설은 표준산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별표8과 비고1의 가 에 의거 문의하

농도의 표준산소농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소각보일러 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과 관련하여

각

2011-10-20

질의요지

각각 2ton씩 설치예정입니다.
이 경우 대기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이 개별 소각보일러1개열인 2ton의 경우를 따라야
할지, 2개를 합친 4ton의 경우를 따라야 할지 궁금합니다.
소 보일러 2개열로

회신내용

배출구가

각각인 경우에는 2톤으로, 같은 배출구인 경우에는 4톤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적

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연속식 도장시설 판정방법에 대해

2011-12-01

질의요지

탈사시설, 건조시설을 운용하고 있고, 대기
신고필증 상의 조업시간은 1일 8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도장시설은 1일 5시
간 정도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도장시설의 연속식 판정 여부가 실제 가동시간과는 별도로 대기신고필증의 조업시간에
따라서 연속식으로 판별해야 되는지.
2. 또한 시청에서는 도장시설을 비연속식으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조업시간을 조정하라고
하는데, 도장시설 가동시간이 5시간이고, 탈사시설은 10시간인데 어느 쪽을 택하여 조
업시간으로 정할 수 있는지.
3.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는 도장시설은 작업자가 직접 스프레이 작업을 하는 시설인데,
이러한 시설도 가령 8시간 이상 가동하면 연속식으로 판정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 문의는 한 공장에서 배출시설로 도장시설,

회신내용

련

식 도장시설은 일련의 도장작업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설비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서 1일 8시간 이상 가동하는 경우로서 수동으로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도
1, 3) 관 하여 연속
포함됩니다.

간 이상 가동여부는 개별 사업장마다 제품생산량 증감 등으로 인하여 도장시설을

1일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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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허 신 필

재

가동하는 시 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기배출시설 설치 가( 고 )증에 기 된 1

간

일 조업시 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련

간

최대 가동되는 시설의 가동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야 할 것이며, 이미 설치되어 사용 중인 시설의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전년도 일일평균
조업시간을 일일 조업시간으로 인정할 경우 변경이 가능합니다.
2) 관 하여 일일조업시 은 시설별

제 목

답변일자

열처리로, 가열로의 표준산소농도 적용 건.

2011-05-18

질의요지

허 준
져
후
격
외
그 흡
최
농도가 20.8%, 20.9%로 측정이 되어도 표준산소농도를 보정해 주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출시설 중 금속제조시설에서 가열로, 열처리로는
용기 40(11)으로 정해
있는데
가열로, 열처리로의 연료를 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열처리로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포집
하기 위한 드시설의 이 이 있어 부공기가 대로 입이 되어 종배출구에서 산소
회신내용

귀 사업장의 시설이 가열로, 열처리로에 해당한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2,
나, 4), 라)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40(11)이하]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용해로 먼지 배출허용기준

2011-05-11

질의요지

먼지 허용기준중. 4)제1차금속제조시설 중 용해시설에서 4)의 라)에 용해
로의 허용기준은 40(11)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밀폐식이 아닌 일반 개방형 후드를
이용하여 배출가스를 방지시설로 유입하게 되면 대기 중의 일반 공기들과 같이 빨려들어가
실측산소농도가 20.8 % 가 나옵니다. 먼지허용기준은 40인데 실제 산소량(20.8%)을 적용
하게 되면 공기비만 50이 적용되어 먼지가 1이 나올 경우라도 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공기비11로 적용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대기 입자상물질

회신내용

귀하의 사업장의 시설이 용해로에 해당한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2. 나.
4). 라)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40(11)이하]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일산화탄소 배출기준 관련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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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준 각
석유정제시설, 자동차 등에는 기준이 있으나 일관
제철소에는 기준이 안되 있습니다. 황산화물 등 다른 기준은 있으나 일산화탄소만 없습니다.
일산화탄소 배출기 이 소 장, 보일러,
회신내용

귀하께서 질의하신 일관 제철소의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에 대해서는 규제대상 대기오
염물질이 아니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 명
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 목

답변일자

하수슬러지 법규관련 질의

2011-01-17

질의요지

슬

허 준

하수 러지 건조시설 설계시 대기환경보전법 중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용기 에서 일산
화탄소는 어떤 배출시설을 적용하여

몇 ppm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회신내용

슬

허 준

[

]

하수 러지 건조시설에 대한 일산화탄소 배출 용기 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2015년 대기 배출허용기준 강화 관련

2012-07-11

질의요지

년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안에 따르면 현재 배출시설에서 제외된 경질유 전용보일러를
다시 배출시설에 포함되도록되어 있는데, 설치일자는 최초보일러 가동일(1998년)인지요?
아니면 경질유 전용보일러로 변경한일(2009년)인지요?
아니면, 다시 배출시설에 포함되어 재차 허가증에 등재될2015년도가 설치일인지요?(설치
일자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다름)
※ 당사 현황 : 1998년 0.3% B-C 전용 보일러 설치→2009년 경질유 전용으로 변경
(대기 배출시설에 제외)→2015년도 경질유 전용 보일러 배출시설에 포함 예정.
2015년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안에 따르면 액체연료 사용시설(증발량 40t/hr이상, 04.12.31
이전설치시설)의 경우 SOx는 150(4), 기체연료사용시설(2014.12.31이전 설치시설)인 경우는
100(4)를 적용받습니다. 당사와 같이 액체 및 기체연료 겸용 사용시설은 배출허용기준을
액체연료사용시설 기준인 150(4)인지, 아니면 기체연료사용시설 기준인 100(4)를 적용받는지요?
※ 당사 현황 : 경질유 및 기체연료 겸용 보일러가 있는데 현재는 대기 배출시설에서 제외되었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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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임
2015년 대기배출허용기준강화안에 따르면 기초유기화합물질 제조업의 가열시설인 경우,
액체연료 사용시설(증발량 50t/hr미만, 2001.6.30이전 설치시설)의 경우 NOx는 180(4), 기
체연료 사용시설(2001.6.30이전 설치시설)인 경우는 150(4)를 적용 받습니다.
이를 경우, 당사와 같이 액체 및 기체연료겸용 가열시설은 배출허용기준을 액체연료사용
시설 기준인 180(4)인지, 아니면 기체연료사용 시설기준인 150(4)를 적용 받는지요?
2015 도에는 경질유 및 기체연료 사용시설을 배출시설에 포함 예정 .

회신내용

[

]

"
"
월
배출시설을 설치했거나 설치중인 시설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하므로,
귀사의 보일러 사용시설은 2014년12월31일 이전 설치시설로 적용받게 됩니다.
아울러, 액체 및 기체연료 겸용 시설인 경우의 배출허용기준은 기준이 상이할 경우 강한
기준을 따르는 원칙에 따라 기체연료 기준을 적용 받습니다.
참고로, 향후 개정되는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라 기존에 설치하여 운영되던 시설이 추가로
배출시설에 해당될 경우에는(2015년1월1일 당시 기존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약1년 정도의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의 기한을 추가로 부여
(2015.1.1일부터~)할 예정이므로 향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공포된 내용을 확인
하여 차질없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의 배출시설란에서 이전설치시설 이란 해당연 일이전에

제 목

답변일자

녹스발생량 규제에 관한 질문

2012-11-16

질의요지

초소형 열병합발전기(발전용량:25kW)를 수입하여 신축아파트현장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의하면 발전시설 기체연료 사용중 내연기관에 해당하는 기
준이 녹스50ppm이하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초소형발전기에도 이기준에 적용되는 설비
인지 궁급합니다.
아마도 이50ppm이라는 기준은 열병합발전소이거나 중형이상급에서의 적용기준은 아닌지
하는 의문과 함께 예외기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배출기준에 적용되는지 여부와 혹시 소형엔진형식의 발전기에 적용할수 있는 녹스저감장
치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병

허 준 ppm이하이며, 매립
린번엔진 열병합발전시설의 경우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열 합발전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 용기 은 50

량

가스와 바이오가스를 사용하는 발전

W

10M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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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m이하를 적용합니다.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후처리방법으로는 선택적촉매환원법, 선택적비촉매환원법, 흡착
125

법 등이 있습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2-11-15

질의요지

년월

준

2015 1 1일부로 LNG사용하는 업체에도 대기배출기 이 설정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허 준 가스형태의 물질내용에 대기오염물질 중 질
소산화물(NO 로서, ppm), 황산화물(SO 로서, ppm)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소산화물과 황산물의 기준이 NOX(녹스), SOX(쏙스)내용으로 봐야하는지 법규내용 대
로 NO , SO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되는지 명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시행규칙 별표8의 대기오염물질배출 용기
2

2

2

2

회신내용

허 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별표8의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의 배출 용기 은 NO2 및
SO2로서 적용이 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적용

2012-03-20

질의요지

" 초
곱
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시설 ③가열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적합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1. 가열시설의 버너를 기존 납사연료만 가능한 것에서 납사와 LNG를 모두 사용할수 있는
버너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만약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면,
2.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적용에 있어서 액체연료와 기체연료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나요?(버너가 두연료를 모두 사용할 수 있음)
3. 액체연료로 납사를 사용하고, 기체연료는 LNG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가열시설에서 증
발량은 어떻게 산출해야 하나요?(공정상온도를 높이기 위해 직접가열을 하는 설비입니다.)
4. 가열시설의 설치시기에 있어서 다른 곳에 있는 설비를 이전하여 설치하였을때 기존설
비 설치시기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전설치할때를 적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해 6)기 유기화합물제조시설 나)용적이 1세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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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사용하는 연료 등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

신
액체연료와 기체연료를 혼합연소하는 경우 대
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강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가열시설은 어떤방법으로 물체의 온도를 상승시키는데 사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보일러의 경우도 가열시설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보일러의 증발량 산정과
기배출시설 변경 고를 하여야 할것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중 자세한 명칭 안내

2012-02-02

질의요지

저희회사는 기타전자부품제조업입니다.

신고된 저희 산,알카리bath의 배출허용기준을 시행규칙별표8의 입자상물질
20)그 밖의 배출시설로 판단하여 먼지100ppm이하로 배출허용기준을 보고있는데 이 내
용이 옳은가요?
2. 시행규칙 별표8 입자상물질''14)조립금속제품제조시설의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제조
시설 중 표면처리가공 및 처리시설(증착시설,식각시설을 포함한다)''의 내용중 조립금
속제품제조시설의 반도체 및 기타전자부품제조시설 모두에 해당되어야만 해당이 되는지
아님 저희회사와 같은 기타전자부품제조업만 해당되어도 이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식각시설과 산처리시설의 차이점?
예) 금속의 표면을 깍아내는 시설을 식각시설로 본다고 알고 있는데 비금속물질은 이에
해당이 안되는지요?
예) 저희산처리시설중 세정을 하는곳이 있는데 이곳은 이곳에서 불산 등을 사용하여 이
물질을 제거한 후 1∼2차 순수로 세척을 하는시설이 있는데 이시설을 산처리시설로
봐야하는지 아님 식각시설로 봐야 하는지?
1. 산처리시설로

회신내용

허

(1) 기타 전자부품제조업의 산처리시설로 배출시설설치 가 또는

신고받은 시설에 대한

먼지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2,나,14)에 의한 조립금속
제품제조시설의 반도체 및 기타전자부품제조시설 중 표면가공 및 처리시설의 기준(50
이하)이 적용될 것입니다.

번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의 입자상물질14) 은 반도체 제조시설 또는 기타 전
자부품제조시설 중 표면가공 및 처리시설이 해당됩니다.

액

(3) 산처리시설은 산용 에 어떤 제품을 표면처리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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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그거나 원료 및 제품을

중화시키는 시설을 말하며,

식각시설은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금속표면을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용해제거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따라서, 불산등을 사용하여 이물질을 제거
하는 시설은 산처리시설에 해당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허용기준 먼지내용중 도가니로 구분

2012-11-12

질의요지

먼지 배출허용기준에서 도가니로의 기준을 확인 중
4)제1차금속제조시설, 조립금속 나)용선로 용광로 용선예비처리시설, 전로, 정련로,....도가
니로 및 전해로 라)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 건조로, 도가니로, 제선로...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어느기준에 적용을 해야하나요?
나),라)에 해당하는 도가니로의 구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현장에서 판단하여 open형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표준산소농도를 제외한 50㎎/S㎥를 적용하고 폐쇄형인 경우에는 40(11)㎎/S㎥ 규정을 적
해당 시설의 구조를
용하면 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시간

2012-04-25

질의요지

내연기관 발전시설의 대기배출기준 초과인정시간은 가동개시. 재가동 후 4시
간입니다. 배출시설을 가동개시(점화)하여 출력을 올리는 도중(점화 후 2시간뒤) 배출시설이
잠시 가동정지된(트립) 경우 바로 다시 점화하여 기동시 최초 점화한 시점으로부터 4시간
까지 초과인정시간을 적용받게 되는지 아니면 가동정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시
간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출시설 중

회신내용

신 배출시설을 가동개시(점화)하여 도중 잠시 가동정지(2시간 미만)되었다면, 최초
점화한 시점으로부터 4시간까지 초과인정시간을 적용받을 것입니다.
질의하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허용기준에 관한 문의

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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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g

기타 금속제품제조업이며, 배출시설은 기타로(소성로)50k /hr이고, 방지시설은 여과집진

m

100 3/분입니다.

먼지 배출허용기준이 얼마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신 소성로의 경우 먼지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나
목의 먼지항목 20) 그 밖의 배출시설(100 이하)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하

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별표 8] 문의
질의요지

당사는 고형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시설을 검토설계 중에 있습니다.

2012-09-27

현재

내

사업부지 에

굴뚝으로 3개 배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소기
부터 굴뚝까지 모든 시설은 각각 3개이며 각각 연료가 연소되어 굴뚝으로 배출됩니다.
연료는 고형연료(RPF)를 검토중이며 연소기1기에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으로 연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별표8]을 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농도에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의 시설”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위의 용량이 연소기 각각의 사용량을 말하는 것인지, 시설부지내의 전체
연소기의 합(3기×1.9톤/hr=5.7톤/hr)의 사용량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시설은 3기 각각 1.9톤씩 연소되어 각각의 굴뚝을 통해 대기로 배출됩니다.
연소기-보일러-연소가스 처리설비 -

회신내용

각각의 보일러가 1.9톤이라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8]에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미만인 시설”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2012-07-10

질의요지

래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을 제조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에는 생산공정은 섬유제조, 배출시설명에
는 건조시설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발생되는 오염물질 중 먼지의 기준을 알고자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별표8]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먼지기준의 11)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가)의 (2)에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로 40 이
하로 보아야 하는지 아님 그 밖의 배출시설 100이하로 기준을 정해야 할 지 확실이 몰라
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대기 거 처 중에 폴리에스터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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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
섬유제조 중 건조시설의 먼지 배출
허용기준은 그 밖의 배출시설 기준(100이하)를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2, 나 규정에 따라

제 목

답변일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련 문의사항

2012-09-12

질의요지

년
배출농도가 개정될 허용기준보다 훨씬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배출농도가 항상 허용기준치 미만으로 배출될 경우 방지시설 면제신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면제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 대의 보일러가 하나의 Stack(굴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Stack의 배출농도가 항상 허용기준치미만으로 배출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일러 각각이 항상 허용기준치 미만으로 배출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015 부터 LNG보일러도 배출시설에 해당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공장의 경우 보일러

회신내용

보일러
입니다.

각각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어야 할 것
제 목

답변일자

도포시설 THC측정 여부와 기준

2012-12-05

질의요지

필름을 접착제로 도포하여 건조하는 업체이고, 건조시설이 연속설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신고필증상 1일8시간 가동) 이 경우 도장건조가 아닌(단순접착제를 이
용하여 도포) THC측정여부와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인테리어

회신내용

[

] 준

질의한 시설이 도장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기 에 따라

허 준

탄화수소 배출 용기 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
질의요지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2012-02-29

복합화력발전시설(가스터빈 및 스팀터빈 2:1 방식)의 경우 대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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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준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에서 다.기체연료사용시설(1) 발전용 연기관으로 보고 기 치를

복합화력발전시설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연기관으로 적용)
동일법상<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8)공통시설 중 발전시설에서 배출시
설을 (나)복합화력발전시설 (다)내연기관 발전시설 중 어떤 것으로 적용해야 할지 궁금합
니다. 세부시설장치가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화력시설로 적용하여 가동개시 5시간,
가동중지 2시간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적용하고 있는데(별도로

회신내용

복합화력발전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3.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 (19)호. (나)의 복합화력
형식의 발전시설이라면 5시간(가동개시 재가동), 2시간(가동중지)을 적용 받습니다.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제 목

답변일자

배출허용기준 문의

2012-02-29

질의요지

백운석 소성로의 먼지 배출허용기준을 얼마로 적용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신 백운석 소성시설의 먼지 배출허용기준 적용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
칙 [별표 8] 2. 나, 5)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10)도자기, 요업제품 제조시설,
11)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의 소성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0)그 밖
의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하

제 목

답변일자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에 대한 질의

2012-12-20

질의요지

급전계획에 따라 가동 및 가동중지를 반복하고 있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별표8에 의해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시간을 적용받고 있습니다.(2시간
가동중지시 : 가동개시; 재가동 후 9시간, 가동중지전 2시간) 현재 저희사업장은 겨울철
설비 동파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기동중지(발전기정지)후 최소한의 연료를 이용하여 스팀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때 사용하는 연료는 발전목적이 아닌 설비 동파방지를 위한 스팀공급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연료입니다. 이 경우 설비 동파방지를 위한 스팀공급용 연료투입 시간이
끝난후, 발전을 위한 재점화 시점부터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시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발전시설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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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신 시설에 대한 상세내용이 없어 정확히 말씀 드릴 수 없으나, 연료를 사용하여 시
설을 가동하는 경우에는 가동중지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

제 목

답변일자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건

2012-08-06

질의요지

1.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이며 배출시설은 도장시설(240M3), 방지시설(1차여과+2차흡착)입니다.
먼지기준치를 입자상물질발생시설의 도장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금속표면처리
시설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차

2. 자동 정비공장의 도장시설도

먼지기준치를 입자상물질발생시설의 도장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금속표면처리시설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

]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2, 나, 규정에 의거 도장시설의

먼지 배출허용기준은

금속표면처리시설(40이하)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차

2) 또한, 자동 정비공장의 도장시설은 입자상물질 발생시설의 도장시설(50이하)를 적용하
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대기오염물질 관련 문의
질의요지

허 준

2012-09-10

론 배출농도와 관계없이

1. 디클로로메탄은 배출 용기 이 없는 특정대기오염물질인데, 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농 낮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서 방지시설설치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각각의 디클로로메탄 배출시설에 송풍기를 설치하여 하나의 방지시설로 연결하는데,
이 송풍기의 용량의 총합이 방지시설 용량보다 큰 경우, 각각의 송풍기에 인버터를 설치
하여 방지시설의 용량으로 배풍량을 맞추어 준다면, 적정한 처리로 볼 수 있는지요?
4. 향후, 디클로로메탄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정이 되거나 별도의 관리계획이 있으신지요?
5. 4번과 관련한 사항이 진행중이라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배출 도가

회신내용

허 준 이하로

1, 2)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라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배출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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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며,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배출시설에서 디클로로메탄 물질
만 배출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방지시설 설치를
에는 방시시설 설치면제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일반적으로 여러 종류의 대기오염물질이 동시에 배출되므로

허 준 준수를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디클로로메탄
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인버터 설치와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인버터 설치로
인하여 송풍량 변경 등 방지시설 허가사항에 변경이 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4, 5) 디클로로메탄의 배출허용기준 설정과 관련하여 현재 관련법 개정 등의 추진사항은
없으나, 향후 디클로로메탄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해 나갈
다른 오염물질의 배출 용기

계획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용해로 배출허용기준 문의

2012-05-20

질의요지

운영중인 용해로는 전기 또는 천연가스를 사용하여 간접가열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 용도는 연괴(납)를 녹이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배출허용기준 먼지
농도는 무엇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먼지의 적용 배출허용기준에 보면 용해로의 배출허용기준은 40(11)로서
표준산소농도를 보정하게 되어 있으나 상기 1)항과 같이 간접가열시설이기 때문에
표준산소농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에 표준산소농도는 제외하고 40을 적용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밖의 배출시설로 보고 100을 적용해야 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당사에서

회신내용

준 농
모
질의하신 LNG 또는 전기를 사용하여 간접가열하는 방식(연소가스가 배출시설에 나오는
오염물질과 혼합되지 않는 경우)의 용해로에 대한 먼지 배출허용기준은 표준산소농도의
보정이 필요 없으므로 40(mg/S㎥)를 적용하여야 할것입니다.

표 산소 도 보정은 산소를 소 하면서 연소하는 배출시설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 목

답변일자

탄화시설(숯가마) 배출허용기준 문의

2012-05-31

질의요지

숯 마

허 준 중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의

탄화시설( 가 )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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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준

배출 용기 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 ]
목 중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에
탄화시설(숯가마)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가

제 목

답변일자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련 질의

2012-09-25

질의요지

땅속의 VOC를 회수하여 흡착탑을 거쳐 배출되는 공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 흡착탑
에서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VOC의 배출허용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혹시 정확히 제시된
기준이 없다면, VOC와 관련된 배출 또는 공기질 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신 공정 중의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며,
VOC 관련 물질로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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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제 목

답변일자

TMS부착면제 대상의 질의 건
질의요지

2008-03-05

령 제17조 제3항에서 TMS부착대상사업장은 1종～3종으로 명시되어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있습니다.

량

당사의 종별은 개별배출구로는 4,5종으로 여러개가 있지만, 전체 대기오염물질 발생 을
산정하면 2종에 해당이 됩니다.

량

대기오염물질발생 으로

령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준 곱

TMS부착대상에서

봐야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개별배출구로

봐야되는지?

전체

량

별표3의 부착대상 배출시설에서 배출구별 배기가스 이

량

량

100,000표 세제 미터 이상인 시설에서 배기가스 이 배출시설의 용 인지? 방지시설의

량

용 인지 질의드립니다.

3) 또한 한 개의 방지시설에 여러개의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있을 경우, 소수의 배출시설

각각의 배출시설의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을
산정하는지 아니면 한 개의 방지시설인 전체용량을 산정하는지? 질의드립니다.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0547호)의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시기
및 부착유예에서 당사는 부착기한 만료일 6개월 이전 1년동안 매월 1회 이상 측정한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 30퍼센트 이내로 측정되었는데, 배출허용기준 30퍼센트
만이

TMS부착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상이 되기 전까지 부착유예로 보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령 별표3.의 비고2.나.에서 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제43조에 따른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굴뚝자동
측정기기의 부착면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청정연료인 LNG를 사용하여 배출
허용기준 30퍼센트 이내로 1년동안 측정한 기록이 있기에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면제에

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해당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령 별표1의 사업장의 분류기준에서 종별구분은 사업장에서 배출
되는 전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로 구분합니다.
(2)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비고(1)에 따라 해당 방지
시설의 용량(표준상태 : 0℃, 1기압으로 환산값 적용)을 기준으로 배출구별로 산정합니다.
(3) 한 개의 방지시설에 여러 개의 배출시설이 연결된 경우 해당 배출시설의 배기가스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비고(1)에 따라 방지시설(한 개의 방지시설 전체)의
용량을 기준으로 배출구(굴뚝)별로 산정합니다.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 당시(‘08.1.15)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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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등을 받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배출시설로서 기본부과금 대상 항목인 먼지와
황산화물 항목이 부착기한 만료일 6개월 이전 1년 동안 매월 1회 이상 측정한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항상 배출되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하여 굴뚝자
동측정기기 부착을 유예합니다. 다만, 해당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
센트 이상이 될 경우 그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5)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 면제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발전시설은 제외)
아울러, 상기(5)의 내용과 같이 청정연료 사용여부 및 간접가열 여부와 관계없이 배출
허용기준 30퍼센트 이내로 1년 동안 오염물질이 배출되었을 경우에는 답변 (4)항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 목

답변일자

고형연료제품 관련

2008-03-17

질의요지

R

발전시설(대기1종)에서 고형연료제품( DF)을 보조연료로 사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R R

련

1. 고형연료제품( DF, PF)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관 입니다.

각

국립환경연구원

고시

제2004-1호의 별표1의 소 시설중 기타 사업장 폐기물 배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면 적법한 배출계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대기배출시설 연료변경신고서 중 기타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관련입니다.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 배출계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고형연료제품 투입 위치를 표시한 공정도
-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인증서 사본 1부
- 품질시험결과 통보문서 사본 1부
- 그 외에 어떠한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하나요?
나요?

회신내용

량

맞

(1) 대기오염물질 발생 산정을 위한 배출계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 및

국

학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립환경과 원 고시 제2004-13호)에서 정하는

선 적용하여야 할것이나, 배출계수가 없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는 계수(현재 EPA계수)를 적용하거나 이론적으로 산정한 양의 순으로 적용하
여야 할것입니다. 아울러, 발전시설에서 고형연료제품(RDF, RPF)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질의내용과 같이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4-1호의 별표1의 소각시설 중 기타
배출계수를 우

사업장 폐기물 배출계수를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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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구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될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 은 관할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 종변경 여부

2008-04-23

질의요지

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종재산정시 실측 배출량으로 산정하여 3종사업장(약 13톤)
으로 허가를 득하고 운영하던 중 이론 배출량으로 산정한 결과 5종사업장(약 1톤미만)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종이 잘못 산출된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관할 시군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 3종에서 5종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2004

회신내용

년 종재산정시, 기존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을 위한 배출계
수는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 및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4-13호)에서 정하는 배출계수를 우선 적용하여야 할것이나,
②배출계수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방법,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는 계수(현재
EPA계수), ④이론적으로 산정한 양의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초 오염
물질 발생량 산정시 실측에 의한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당초의 발생량 산정방법에 근거하여
재산정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시설 변경 등이 없는 상태에서 이론적으로 산정한 양으로
발생량을 재산정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4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신규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산정에 따른 적용방법

2008-08-13

질의요지

신규시설의 오염물질발생량 산정방법에서 배출계수 및 EPA계수가 없을 경우, 계열사-동종
업종 자가측정기록부 측정값을 이용하여 오염물질발생량을 산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측 값
운전특성, 배출시설(생산시설)의
가동율 등에 따라 측정결과에 차이가 발생될 수 있어 유사자료를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4-13호의 규정에
의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 및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배출계수,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는 계수(EPA계수), ③ 배
유사시설의 자가 정 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정조건,

출계수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 사용되는 원료, 부원료, 첨가제, 공정
조건 등을

감안하여 이론적으로 산정한 양의 순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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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질의

2008-01-30

질의요지

우유를 분유로 만드는 배출시설(건조시설)이 있습니다. 배출시설(건조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심력집진시설)은 분유를 만드는 제조공정 중 우유를 분무화화는 과정에서 발생된 미세한
분무가루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방지시설에서 제거된 미세한 분무
가루는 전량 재활용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선별 및 분쇄시설이 아닌 경우) 제거된
오염물질을 오염물질 발생량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원

회신내용

식

먼지의
전량이 원료 또는 제품으로 회수되는 경우”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발생량 산정에 예외를
두는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04-13호에서 선별시설, 분쇄시설,
저장시설 등에 연결된 방지시설에서 제거되는 먼지에 대하여 오염물질발생량에서 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건조시설에서 제거되는 먼지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감할 수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음 료품 제조시설 중 건조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에서 제거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2008-03-03

질의요지

운용지침 중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 제조시설과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에서 발생되는 먼지에 한하여 오염물질
발생량을 제외(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레미콘, 아스콘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종에 해당되며, 제조시설 중 혼합, 건조, 계량, 저장시설이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되고, 발생오염물질 중 먼지가 방지시설(백필터)에서 90% 집진
되어 전량 제품제시설로 회수되는 경우 종산정시 발생된 오염물질 중 먼지발생량의 90%를
감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종산정 방법에 대한 배출계수 고시의

회신내용

국
학원 고시 제2004-13호) 제6조제2호다목에 따라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시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중 선별 및 분쇄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에서 제거된 먼지의
전량이 원료 또는 제품으로 회수되는 경우는 먼지발생량을 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 및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립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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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아울러, 레미콘 또는 아스콘제조시설에 있는 선별시설이 별도의 공정으로 독립되어 방지
시설을 거친 먼지의 전량을 제품으로 회수할 경우에는 동 조항에 해당될 수 있으나, 건조
시설에서 발생되는 먼지와 선별시설에서 발생되는 먼지가 하나의 방지시설로 전량 유입,
혼합될 경우에는 동 고시의 다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혼합, 건조, 계 , 저장시설은 동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관련

2008-03-28

질의요지

신너를 제조하는 공정중 혼합시설 및 반응시설에서 유기용제에 따른 THC(VOC)
발생이 예상되어 배출계수를 찾고 있었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고시한
배출계수에는 먼지, NOx, SOx뿐이 없습니다. THC 또는 VOC의 관한 배출계수가 담겨있는
자료가 존재 하는지 궁금합니다(인허가 서류작성시 인정이 되는 배출계수). 만약 없다면
이론적으로 발생량을 산정해야하는지요
도료와

회신내용

량

령 별표10 비고7에 따라 방지시
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제43조 별표10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합니다. 아울러,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에
따른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을 위한 배출계수는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있으며, THC 또는 VOC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염물질 발생 이란 동법 시행

제 목

답변일자

버너 용량변경으로 종산정 가능여부

2008-01-16

질의요지

tn

량 750L/1시간을 버너만 400L/시간으로 교체하여 종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연료 사용량이 줄고 오염물질 발생량이 줄기 때문에 증빙서류만 있으면
가능하지 않는가 해서 문의 드립니다.
보일러 10 o -연료사용

회신내용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배출시설
에서 나오는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
까지 분류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은 연료별 배출계수를 적용할 경우에는
시간당 최대 연료사용량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시설의 최대 연료사용량이
변경되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도 변경되어 오염물질 발생량변경에 따라 종 변경은 가능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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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산정시에는 가동시간, 가동일수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
이므로 종변경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오염물질발생량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
할 것이나, 대기오염물질 발생

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증(신고필증)에 적힌 허가(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목

답변일자

변경신고서의 연료사용량의 의미

2008-03-21

질의요지

신 [
식]의 ⑨⑩의 시설변경 “연료 및 원료사용량”
-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서[별지 제6호서식]의 ⑨⑩의 오염물질발생량 “연료 및 원료사용량”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중 “연료사용량”
비고： 3. “연료사용량”이란 연료별 사용량에 무연탄을 기준으로 한 고체연료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말하며, 고체연료환산계수는 다음 표와 같다.
1) 위에 사용된 연료사용량이 모두 같은 의미인가요?
즉, 연료별 사용량에 무연탄을 기준으로 한 고체연료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⑨⑩의 시설변경 “연료 및 원료사용량”의 단위는 연간 사용량(톤/년)으로 표시하고 ⑨
⑩의 오염물질발생량 “연료 및 원료사용량”의 단위는 시간당 최대 연료사용량(톤/시간)
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나요?
2) ⑨⑩의 시설변경 “연료 및 원료사용량”은 고체연료환산계수를 적용하고 ⑨⑩의 오염물
질발생량 “연료 및 원료사용량”은 고체연료환산계수를 적용하지 않나요?
3) 3가지의 연료사용량이 각각 다르게 사용되나요?
- 대기배출시설 변경 고서 별지 제6호서

회신내용

량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연료사용 ”이란 동

량 무연탄을 기준으로 한 고체연료 환산계
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말하며, 주로 시간당 연료사용량을 사용합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서 연료 및 원료
사용량의 표기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므로, 반드시 고체연
료로 환산하여 표기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동 규칙 별지 제2호서식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에서 ⑧연료사용량을 년단위로 표기하고 있으며, 동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확정배출량명세서에서 ⑩사용예정연료량을 석탄, 유연탄 등
고체연료는 톤으로, 액체연료는 ㎘ 단위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표 3 제1호 비고3에 따라 연료별 사용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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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시설별 조업일수가 다른 경우 종산정 방법

2008-03-31

질의요지

년 종변경을 할 때 모든시설을 같은 조업일수와 작업시간(270일, 24시간)을 적용하여
3종사업장에 해당되었습니다. 앞으로 작업일수가 270일에서 365일로 변경 예정이어서
변경신고를 하려고 하니 2종으로 종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탈사10HP은 거의
가동을 하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년에 10일정도) 그렇다면 이번에 변경신고를 할때

1) 2004

시설별로 다른 조업일수를 적용하여 종산정을 할 수 있는지.

년 종변경을 할당시에 배출계수에 대한 개념부족으로 인하여 후단 측정으로 하여
실측에 의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였는데 금번 변경신고를 할때는 배출계수를 이용
하여 변경신고를 득할수 있는지.
3)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다면 원료사용량이나 제품생산량은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님 2004년 당시 신고시를 기준으로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2) 2004

회신내용

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는 각각 24시간과 365
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시설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전년도의 일일평균조업시간과 연간가동일수로 산정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관련자료를 가지고 관할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기오염물질발생량산정을 위한 배출계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 및 배출
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4-13호)에서 정하는
배출계수를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배출계수가 없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는 계수(현재 EPA 계수)를 적용하거나 이론적으로 산정한 양의 순으로 적용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시 고시된 배출계수가 있었다면
배출시설 변경신고시 동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재산정할 수 있을 것이나, 배출계수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귀사에서 당초 산정한 방법에 근거하여 재산정하여야 할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에 따라 일일조업시

입니다.

량

(3)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간 최대 연료사용량을 이용하여 산정하거나 배출
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4-13호)규정에 의한
배출계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에서는 배출량
산정은 시간당 최대 연료사용량을, 원료사용 또는 제품생산 공정에서의 배출량 산정은
변경신고 시점의 원료사용량 또는 제품생산량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10 제1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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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신규사업장(아스콘)의 배출계수 적용 문의

2008-12-15

질의요지

콘 제조업체로서 배출시설은 열원인 B/C와 건조시설 (5㎥ 이상), 선별시설 (10HP)이

아스

해당됩니다.

때

이

배출계수를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국립환경연구원

인정자료

직접가열)으로 골재를 건조하는 방법이고 건조 후 이송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선별 계량 혼합이 한 개의 프랜트에서 이루어짐.
이때 각각의 시설기준으로 산출하는지 1>열원B/C 2> 건조시설 3> 선별시설 아니면
인정자료(AP-42계수, EPA) 1>먼지(Dryer, hot screen, mixer) 2>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
(B/C열원) 부탁드립니다.
(AP-42계수, EPA) 건조기의 열원(

회신내용

모든 대기배출시설에 대하여 각각의 오염물질(먼지, 황산
화물, 질소산화물) 발생량을 산출하여 합산하셔야 합니다. 직접가열하는 경우 건조로에서
연료연소와 함께 오염물질이 배출되므로, 1>먼지배출계수(Dryer, hotscreen, mixer
14.4kg/ton)에 2>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 (B/C열원) 배출계수를 함께 적용하시면 됩니다.
배출계수 적용시 사업장에 설치된

제 목

답변일자

오염물질 회수시 먼지발생량 감안 여부

2008-12-23

질의요지

선별시 발생되는 오염물질 먼지(미강, 왕겨 등)를 방지시설에서 제거하여 회수된
경우 먼지발생량을 회수된 만큼 감할수 있는지요.[회수된 먼지(미강, 왕겨 등)는 다시
원료로 투입하지 않으며 미강은 전량 사료공장으로 판매하고 왕겨는 농가나 축가로 판매함.
: 생산품목상에는 왕겨나 미강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만약 생산품목 제품이 아니라서 감할 수 없다면 공장등록상에 품목기재시 또는 재활용
신고를 득할시 감할 수 있는지요.
도정 및

회신내용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4-13호에서 선별시설, 분쇄시설, 저장시설등에 연결된 방지시
설에서 제거되는 먼지에 대하여 오염물질발생량에서 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제품의
제조공정상 방지시설이 원료 또는 제품을 회수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동시설에서 제거
되는 먼지(제품 또는 원료)를 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방지시설에서 처리되는 오염
물질을 재활용하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도정시설 또는 선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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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감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선별
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먼지)이 전량 제품(공장의 생산품목)으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먼지에 대한 오염물질발생량을 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서 제거된

제 목

답변일자

오염물질발생량 재산정 신고 가능여부

2008-04-16

질의요지

량 실측으로 산정할 때 건조시설 및 포장시설은 실측에
의한 오염물질발생량으로 산정하고, 분쇄시설, 저장시설은 실측에 의한 오염물질 발생량
으로 산정하되 방지시설에서 제거된 먼지의 전량을 원료로 회수, 사용하므로 먼지발생량을
감하여 산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 저희사업장의 기신고된 내용을 검토해 보니 분쇄
및 저장시설에서 실측에 의한 오염물질발생량으로 그대로 산정하고 방지시설에서 제거된
먼지의 전량을 원료로 회수, 사용함에도 먼지발생량을 감하여 산출하지 못한점이 발견된바,
조업시간의 변경이 예상되어 다시 자가측정기록을 근거로 일부 배출시설의 원료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재산정하여 보니 오히려 지난번 보다 오염물질량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어 종
구분이 축소되는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상기와 같은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였을때 사유가 합당한 것인지 정확한 해답을 듣고 싶습니다.
배합사료 제조공정에서 오염물질 을

회신내용

량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
2004-13호(2004.6.9) 제6조제2호다목에 따라 배합사료 제조시설중 선별 및 분쇄시설
또는 저장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에서 제거된 먼지의 전량이 원료 또는 제품으로 회수
되는 경우에는 먼지 발생량을 감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초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시 먼지발생량을 감하지 않았다면 당초의 발생량 산정 방법에
근거하여 먼지발생량을 감하여 재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배출시설의 오염물질발생

제 목

산정시,

답변일자

용해로 배출계수 적용

2008-04-16

질의요지

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종산정 방법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환경부,2004.2)에 적용하여 종을 산정하고자 할때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9"
및 고시 "별표3"적용 + 고시 "별표1"을 함께 적용 ②고시 별표1만 적용
용해로는 대기배출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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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시설에서의 배출계수를

①을 적용해야 하는지 ②을 적용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회신내용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배출계수가 있는 시설(고시 별표1에 해당하는 시설)은 배출시
설에 대한 계수만을 적용하여 오염물질배출량을 산정하고 연료부분은 따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②고시 별표1만 적용하면 될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이온정제유로 변경시 오염물질 계산

2008-03-14

질의요지

B-C유(0.5%)를 사용하다 이온정제유(0.3%)를 50:50 비율로 사용하고자 하여
대기변경신고를 하고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하는데 성분분석표를 보고 배출가스량 구하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는데 이게 맞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보일러에

회신내용

량 산정을 위한 배출계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 및 배출시
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4-13호)에서 정하는 배출계
수를 우선 적용하여야 할것이나, 배출계수가 없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는
계수(현재E PA계수)를 적용하거나 이론적으로 산정한 양의 순으로 적용하여야 할것입니다.
아울러, 이온정제유의 배출계수 적용에 있어「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제4조에 따라 동고시 별표3 기타연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중 해당항목을 적용하면
될것이나, B-C유와 이온정제유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고시 제5조에 따라 여러
가지 물질을 혼소하거나 오염물질 배출계수가 각각 다른 경우에 해당되어 배출계수 중
가장 큰값을 적용하여야 할것입니다.
대기오염물질발생

제 목

답변일자

배출계수에 대한 질의

2008-10-13

질의요지

mission Factor라는 것 정확하게 어떠한 것인지 궁금하며 또한 이 계수가 어디에 적용이

E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emissionfactor)란 배출 오염물질의 양과 공정에서 사용된 원료(연료)의 관계를
나타내는 계수를 말합니다. 예로서, 강철을 만드는 노(爐)의 먼지 배출계수는 단위 톤당
연료사용량 대비 발생 먼지량입니다. 배출계수(emission factor)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배출계수(

산정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서 배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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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량

록 하고

설의 시 당 대기오염물질 발생 은 동규칙 별표10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도

간
량
배출계수에 해당 시설의 시간당 최대 연료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있으며, 동 별표10 제1호에 따라 배출시설의 시 당 대기오염물질 발생 는 대기오염물질

제 목

답변일자

크롬도금시 발생되는 물질

2008-05-15

질의요지

롬 도금시 오염물질로 어떤 것들이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먼지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EPA계수를 보면 경질 크롬도금시 먼지계수가 0.069grains/A-hr로 표기 되어 있는데
단위가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유사시설에 대하여 자가 측정업체에
문의해본 결과 아주 미량의 먼지가 발생된다고 하나 기준치이하가 배출된다고 하고
0.069grains는 0.000004 kg인데 먼지량을 표기 하여야 하는지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크

롬

회신내용

때

액

크 도금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은 도금할 에 사용하는 용 이나 전해질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오니, 사용원료 및 공정조건 등을 검토하여 발생될 수 있는

들

써 NaCl을 사용하신다면 대기오염

오염물질을 산정하여야 할것입니다. 예를 어 전해질로
물질로서 염화수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인정자료(AP-42계수,EPA)에 따라 경질크롬 도금시의 EPA먼지 배출계수는
0.250grains/A-hr입니다. 여기서 A-hr는 전기도금시에 들어가는 에너지의 총량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써 ampere(전압단위)-hours를 나타냅니다. 아울러 grains는 0.0648g을
의미합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량 산정을 위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더라도 공정
중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발생

제 목

답변일자

탄화시설 배출계수 적용

2008-06-18

질의요지

숯가마(탄화시설 14㎥×8기)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1) 사업장종별 산정시 연료(LPG)에 의한 오염물질 발생량 및 원료(참나무)에 의한 오염
물질발생량을 합산하면 되는지요?
제품생산공정에 이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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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량 산정시 배출계수는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①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별표1] 14.공통시설:폐기물 소각시설-폐목재의 경우 먼지
21.776kg/ton, NOx 5.244kg/ton ② EPA 배출계수 - charcoal 제조공정 배출계수(EPA
홈페이지 자료)
먼지 170kg/ton, NOx 12kg/ton
3) 사업장의 특성상 탄화시설 8기중 동시에 가동되는 시설은 최대 2기인데 이럴 경우 나
머지 6기는 예비용으로 보아 사업장 종별산정시 제외할 수 있는지요?
2) 원료(참나 )에 의한 오염물질발생

회신내용

간 최대 연료

(1)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는 연료사용(연소)시설의 경우 해당시설의 시 당

량

숯 마

사용 을 고려해야 하나 탄화시설( 가 )의 경우는 공정배출계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숯가마)의

모 산정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계산에 사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4-13호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자료(AP-42, EPA 미국)에 개발되어 있지 않으므로,
참숯가마 시설에 대한 배출계수 적용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4-13호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론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하고 그 근거와 오염물질 발생량 인정 여부는 해당 인·허가 행정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3)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예비용 시설이란 시설의 고장 등을 대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
하여 예비로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교대 운전하는 시설은 예비용 시설에 해당되지
(2) 탄화시설(참

종규

않습니다.

제 목

답변일자

확정배출량에서 환산화물 배출계수

2008-07-30

질의요지

병
량 RPF(10%미만)를 연료로 혼소해서 사용할 경우 확정
배출량 신고시 황산화물 배출계수를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4-14호) 제5조에는 배출계수 중 큰 값을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만약 RPF값이 크면 다량의 유연탄과 소량의 RPF를 사용하고도 RPF로 적용되는가요?
그리고 RPF의 배출계수는 어떻게 되나요? 고체연료사용 열병합발전은 황함유량이 0.45%
미만이면 황산화물 배출부과금이 면제인데 이경우에는 어떤 연료의 황함유량을 기준으로
열 합발전시설에서 유연탄과 소 의

해야하는가요?
회신내용

(1)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제2004-13호)제5조(배출계수의 적용)에 따라
여러 가지물질을 혼소하거나 오염물질 배출계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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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다른 경우 해당되는 배출계수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해당배출계수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사용연
료별 사용비율을 감안하여 황산화물 배출계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RPF의 배출계수는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국립환경과학원) 별표1의
기타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의 배출계수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3) 2가지 이상의 연료를 혼소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열병합발전시설(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미만인 경우 포함)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은 연소시설에 투입되는 여러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을 평균한 것으로 합니다.
중 가장

제 목

답변일자

기허가공장과 인접하여 야적장 조성시 배출시설 편입여부 확인

2009-03-26

질의요지

허가부지 아스콘공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3종사업장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중입니다. 기허가 부지와 인접하여 야적장을 증설하게 되어 공장으로 편입
기

된다면 야적장부지도 공장시설물로 분류되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3종사업장으로 분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령 제13조 별표1에 따라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먼지,

종산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X

량

준

SO2, NO ) 발생 을 기 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는 시설
이라면 종산정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목

답변일자

가열로 및 thens로의 대기배출계수에 관해

2009-07-20

질의요지

둔
칠
국립환경연구원 인정자료
(1)(EPA AP-42) 를 참조하였으나, 가열로, 소둔로에 관한 배출계수를 찾을수 없습니다.
구리를 용해로-가열로-소 로의 공정을 거 시에 용해로는

이에대한 배출계수가 있는지 없다면 용해로의 배출계수를 적용하여도 되는지요
회신내용

신

용해로의 배출계수를 대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의

량 산정시 연료 사용 대기배출시설의 배출계수는 국립환경
과학원 고시 제 2004-13(2004.6)호에 의한 배출계수 및 국립환경과학원 인정자료(EPA 계수)를
사용하되, 동 배출계수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같은 고시 제6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이론적으로 산정한 양과 산정내역 등 관련 자료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인정(허가
또는 신고 등)을 받으시면 됩니다.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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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사업장 종 분류관련 질의

2009-03-04

질의요지

준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요?
2) 1992년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사업장의 경우 ①항의 사업장규모 적용 시행시(시행년도
1) 대기환경보전법의 사업장분류(1종~5종) 기 은
당시) 산정방법은?

년 시설(운영과정에서 법시행에 의거 현재 4종시설)을 2009년1월 매입하여 대기
환경보전법 제27조 규정(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에 의한 신고시, 배출시설은 변경없이
조업조건 변경(1일 가동시간, 년간 가동일수 변경을 통하여 생산량의 증감이 현격한
경우)의 경우, 종수산정은 변경된 조업조건과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재산정하여야 하는지요?
4) 재산정결과, 현행 도시계획법에 의거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일 경우 3종이상의 시설은
입지가 제한되는바, 위 기존시설도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지요?
3) 1992

회신내용

‘ 년 환경보전법 제정 이래 2003년 12월 31일 까지 연료
사용량을 기준으로 1~5종으로 구분하였으나,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종 분류 취지(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엄격 관리)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2004년 1월
1일부터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으로 개선하여 종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제148호, 2003.12.10> 제3조에 의하여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모든 대기배출시설에 대하여 변경된 종산정 방법에 의하여 종을 재산
정하여 2004년 6월 30일 까지 변경신고 하도록 하였습니다.
3) 최초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이 잘못되었다면 당초의 발생량 산정방법에 근거하여 재산정
할 수 있을 것이나, 시설 변경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산정 방법(가동시간 및 가동일 등)을
달리하여 발생량을 재산정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2004.1.1일 개정·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에 따라 기존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받은 시설을 변경된 방식으로 종규모 재산정 결과 다른
법에 따른 관리지역으로 입지제한을 받는 종으로 상향되었다면 입지가 불가능할 것이나,
기존에 인·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당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해당법률에 의한 입지제한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입지제한 지역(관리지역 등)에 상기 규정의 경과조치에 따라 입지하여 조업 중인 사업
장으로서 가동시간 또는 가동일수의 변경 등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증가하게 되는
1)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77

경우에는 변경이 제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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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의 오염물질발생량 산정과 관련
질의요지

2009-01-10

늄 용해시설(반사로, 도가니로)의 연료로 B-C유를 사용할 경우 오염물질

배출시설 알루미

량 산정시

발생

B-C유에 대한 배출계수(대기법 시행규칙 별표9, 국립환
경연구원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별표3)를 모두 적용하여 계산하여

1)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계수와
합산하는지?

약 합산계산한다면 해당배출시설이

2) 만

연료로

경우 연료에 대한 계산적용과 비적용의

직접가열시설일 경우와 간접가열시설일

차가 있는지?

3) 아니면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계수만 적용하여 계산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약 ③번이라면 대기변경신고 사항중 연료가 변경되더라도 오염물질발생량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굳이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요

4) 만

회신내용

대기오염물질은 연료 연소시 발생되는 경우와 연료와 상관없이 공정에서 발생될 수 있습

께 이루어질 경우
당해 배출시설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배출계수가 있는 항목은 연료와 공정의
니다. 연료연소와 공정에 의한 오염물질 발생이 하나의 배출시설에서 함

구분 없이 고시된 배출계수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고시된 배출계수가 없으나 연료연소

x

x 등의 항목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에서 정하는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먼지, SOx, NOx의 오염물질배출량을 산정하는
에 의한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SO , NO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체에서 방지시설 추가 설치시 먼지발생량 감경여부

2009-08-19

질의요지

광

쇄

선별시설, 저장시설입니다.
대기배출시설중 분쇄시설, 선별시설, 저장시설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먼지)을 대기방지
시설인 1차 집진시설(원심력, 여과집진시설)에서 포집하여 포집된 대기오염물질은 전량
원료로 회수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하여 분쇄시설, 선별시설, 저장시설의
1차 집진시설(원심력, 여과집진시설)에 2차집진시설(고효율 여과집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포집된 먼지를 원료로 회수하고자 할 경우 추가로 원료로 회수한 먼지량 만큼 대기오염물
질(먼지)의 발생량을 감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비금속 물제품 제조업체로서 주요 대기배출시설이 분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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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신 시설의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4-13호 제6조(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2의 다 규정에 의거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중 선별 및 분쇄시설의 경우에는 먼지발생
량을 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하

제 목

답변일자

오염물질 발생량에 관한 문의
질의요지

석

2009-03-24

무

버너가 아닌 화격자에 넣어
연소(소각)을 시켜 발생되는 발열량을 열회수 보일러를 이용하여 사용합니다. 이때 오염
물질발생량은 화격자에서 시간당 연료를 소각할수 있는 양을 산정하여 오염물질발생량을
보일러에서 연료를( 탄, 나 ) 등 고체연료를 사용할 경우

산정하는게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버너, 화격자 등 연소기기의 형태에 관계없이 연소시 사용하시는 원료에
따라 배출계수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석탄일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시행규칙 별표
10의 연료별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참조하시거나 나무일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 2004-13(2004.6)호 별표3의 기타연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중 목재에 대한 배출
보일러의 경우

계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종별산정방법 변경에 관한 문의

2009-02-12

질의요지

년월
신 론 산정)를 하여 대기종별이 3종사업장으로 확정이
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여 보니 아주 미량의
오염물질만 발생되고 실측에 의한 방법(역산하여)으로 대기종별 산정을 해보니 4종사업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최초 이론산정에서 현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한 상태에서
정확히 측정한 자료와 비교해 실측에 의한 방법으로 대기변경신고(종별변경:3종-->4종)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2008 9 경 대기배출시설 설치 고(이

회신내용

량산정을 위한

대기오염물질발생

배출계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 및 배출

국

학

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립환경과 원 고시 제2004-13호)에서 정하는 배출

선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배출계수가 없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
하는 계수(현재 EPA 계수)를 적용하거나 이론적으로 산정한 양의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계수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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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이 잘못되었다면 당초의 발생량 산정방법에
근거하여 재산정한 자료(사용연료·원료 등의 변경내역 또는 역산하여 산정한 자료)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방지시설의 처리효율 등에 대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관련 자료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검토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적정한 배출계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입니다.
참고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4-13호) 제6조 제2항의
자가측정 결과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은 개정 법 적용 시점(2003.12.31) 이전의
있습니다. 따라서,

배출시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 및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

능 록 한 규정임을

수 고시에 규정된 배출계수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가 토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계수에 관해.

2009-07-20

질의요지

둔
칠
국립환경연구원 인정
자료(1) (EPA AP-42) 를 참조하였으나, 가열로, 소둔로의 관한 배출계수를 찾을 수 없습
원료 구리를 용해로-가열로-소 로의 공정을 거 시에 용해로는

니다. 이에대한 배출계수가 있는지 없다면 용해로의 배출계수를 적용하여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회신내용

신

용해로의 배출계수를 대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의

량 산정시 연료 사용 대기배출시설의 배출계수는 국립환
경과학원 고시 제 2004-13(2004.6)호에 의한 배출계수 및 국립환경과학원 인정자료(EPA
계수)를 사용하되, 동 배출계수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같은 고시 제6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이론적으로 산정한 양과 산정내역 등 관련 자료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인정
(허가 또는 신고 등)을 받으시면 됩니다.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제 목

답변일자

건설폐기물 분쇄시설 배출계수
질의요지

간

2010-08-31

쇄 쇄

신

건설폐기물 중 처리업체에서 사용하는 분 (파 )기의 대기배출시설 설치 고시

량 산정을 위한 배출계수를 알고자 합니다.
1. 폐콘크리트 분쇄시 발생되는 먼지에 대한 배출계수는 무엇인지요.
대한 오염물질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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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에

콘 분쇄시 발생되는 먼지에 대한 배출계수는 무엇인지요.
3. 혼합 건설폐기물 분쇄시 발생되는 먼지에 대한 배출계수는 무엇인지요,
4. 하루에 폐콘크리트 700톤을 분쇄하며 하루 8시간, 1년에 300일 작업을 할 경우 오염
물질발생량 계산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2. 폐아스

회신내용

량 산정을 위한 배출계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 및 배출
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4-14호)에서 정하는 배출
계수를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배출계수가 없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
하는 계수(현재 EPA계수)를 적용하거나 관할 자치단체와 이론적으로 산정한 양의 순으로
대기오염물질발생

적용하여야 합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신고필증의 조업시간 관련 질의

2010-12-17

질의요지

신고필증상 조업시간이 대기배출 방지시설의 가동시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 만약
방지시설에서 제외된 증자시설이 24시간 가동한다고 가정하면 대기배출방지시설 신고필
증상 조업시간을 변경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증자시설에 의해 조업시간이 변경된다면 방지시설 신고필증상 오염물질발생량 산정
다시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예> 방지시설 8시간 가동 : 증자시설 24시간 가동 => 방지시설 신고필증상 조업시간은?
조업시간 변경시 : 실제 가동하지 않은 방지시설의 오염물질 재산정이 필요한가요?
회신내용

신고필증상의 조업(예정)시간은 배출시설의 가동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증자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및 오염물질
발생량 재산정은 필요치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대기배출시설

제 목

답변일자

대기 배출시설의 변경으로 인하여 종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요지

2010-12-06

년 종별변경으로 3종사업장이 되었고 종별 산출 결과 15.53톤/년(집진기 효율적용 역산)
오염물질발생량이 산출되었으며 이 지역은 연료가 B/C 1%로 고시지역에서 2010년7월1일
부터 황함유량이 B/C0.5% 이하로 변경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1) 연료가 0.5% 변경되어 연료에 대한 오염물질량을 재산정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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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3EA) 이어서 설치신고

2)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이 합산으로 인하여 50 이상( 36
를 하고자 합니다.

신고가 가능한지 ?

→ 질문1) + 질문2) 오염물질을 합산하여 종별이 2종사업장이 됩니다.
3종사업장으로 환경관리를 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어 전문인력를 채용하여 관리하고 하여
2011년 12월 까지 설치신고를 득하여야 하나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신고를 득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년 7월 1일부터 B/C 1% 지역에서 황 함유량이 B/C 0.5% 이하 지역으로 변경되었다면,
오염물질의 재 산정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이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일 경우에는 2종사업장의
입지가 불가능 할 수도 있으므로, 신규시설의 증설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제 목

답변일자

대기 오염물질 배출계수 관련
질의요지

2010-08-11

신

부생유 1호(하이 )은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적용시 등유와 같은 배출계수를 적용하나요?
아니면 어떤 연료에 배출계수를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국

학원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립환경과
부생연료유 1호의 경우 기타

규정에 의거,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의 배출계수 적용 문의

쇄

2010-06-10

식 쇄 압출

폐기물처리시설중 분 시설 100HP(습 분 )와
설치하고자 합니다.

[별표3]

액체연료의 배출계수를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질의요지

제2004-1호)

성형시설 150HP(일체형)을

신규로

식 쇄 - 압출성형 - 수냉각 - 절단 - 포장 - 납품입니다.
1. 대기배출시설인 분쇄시설(습식)을 신고하고자 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종별산정에 따른 배출계수를 적용시켜야 하는지? 이론산정량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만약, 배출계수를 적용시킨다면 최대치로 적용시켜야 하는지?
2. 위의 시설중 압출성형시설(250HP이상일 경우 신고하게 되어 있음)은 분쇄품을 투입하여
일체형인 시설에서 압출성형하여 재생원료를 생산하는데, 이럴 경우 압출성형시설로
공정은 폐기물 입고 - 습 분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용융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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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식 쇄

혀 발생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국립환경과학원 2004-14) 제6조4호 규정에 의거하여,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할 자치단체의 인정을 받아 이론산정량으로 배출계수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용융 후에 성형하는 공정이 아니고, 분쇄품을 투입하여 압출성형을 하는 일체형의
경우에는 압출성형시설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1) 습 분 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전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종산정시 가동시간 부분에 대한 질의

현재

2010-04-07

질의요지

쇄되어, 설비폐쇄신고와 동시에 종
산정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종산정시 폐쇄되는 설비부분 뿐아니라 가동시간 부분도 변경
하고자 합니다. 대기배출시설로 설치허가를 받고 가동신고도 했으나 사업여건이 변경되어
그 동안 3년정도 가동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앞으로도 조만간 가동이 없을 예정입니다.
1) 이러한 경우 종 산정시 해당 설비의 가동시간을 0로, 가동일수도 0로 하여 종산정이
가능한지
2) 해당 설비의 경우 설치후 가동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폐쇄신고를 해야
대기배출시설 2종사업장입니다. 일부설비가 폐

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항 규정에 따라, 종별산정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은 배출시설별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한 후, 예비용시설을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 후 가동
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오염물질발생량 및 일일평균조업시간 등을 관할 지자체의 인정을
받아 종별변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 이므로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동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폐쇄 및 예비용시설로 활용여부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

판단하여야 할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2010-09-30

질의요지

㎡:2대)가 있으며 1대만 가동하고 1대는 예비용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서 에서 배출시설로 2대 전부를 신고를 하지만 배출가스량 산출시
1대만 사용하므로 1대 사용시 배출가스량을 산출해도 무방합니까? (참고로 반사로 연료는
반사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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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유를 사용합니다.)

량

량

배출가스 에 따라서 방지시설 설계용 이 2배
회신내용

허

차이가 있으므로 문의드립니다.

신 필

㎡
㎡
허가 또는 신고 되어 있을 경우에는, 배출가스량 및 종별 산정 시에 예비용은 제외하고
산정토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 가증( 고 증)에 반사로(5 ) 2기 중 반사로(5 ) 1기가 예비용으로

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 종별 변경 관련 질의

2010-11-10

질의요지

씬

월 사용량이 5만리터 정도 사용합니다. 현장 담당자들이
열량이 떨어진다고 해서, 씨나인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하이씬 판매자가 씨나인으로 바꾸면
4종에서 3종으로 바뀐다는데 사실인가요?
저희가 하이 을 사용하고 있는데,

회신내용

령 제13조[별표1] 규정에 따라, 사업장 분류기준은 대기오염물질 발
생량에 따라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씨나인에 포함된 먼지, 황산화물 등에 따라
종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씨나인의 황산화물 분석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문의

2010-05-13

질의요지

차

자동 부품제조업으로 2종 사업장 입니다. 대기 종수의 적정성을

재확인을 위해 대기오염

량 재산정하고자 관련사항을 문의합니다.
1. 배출시설 후단을 기준으로 하는지, 방지시설 후단을 기준으로 하는지?
2. 배출시설 후단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워터커튼식 도장부스를 예로 들면 워터커튼 전단
인지 아니면 후단인지?
3. 기 허가시 이론적 산출자료를 근거로 허가를 받았는데, 실측자료를 근거로 오염물질
발생량을 재산정하여 허가변경이 가능한지? 변경이 가능하다면, 실측자료의 신뢰성을
위해 몇 차례 측정하여야 하는지?

물질 발생 을

회신내용

항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 후단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발생

(1)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제1

량으로 사업장 종별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워터커튼식 도장부스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하나로 되어있는 일체형이나, 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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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이

방지시설에 해당되므로,

하여야할 것입니다.

(3)

워터커튼

준

량

전단 기 으로 오염물질 발생 을 산정

실측자료를 근거로 오염물질발생량에 대해 변경허가는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측정
횟수 등에 대하여는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할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질의요지

간

건설폐기물 중 처리업체에서
수가 없습니다.

2010-06-10

운영중인 폐콘크리트 습식파쇄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

침 [별표2]07.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중 인광석 분쇄시설의 배출계수가 있어
유사한 것으로 사료되어 먼지 0.0276으로 적용하던가, [EPA계수]중 14.공통시설,분쇄시설
[brickmanufacturing(processingwetmaterial)] 먼지 0.011kg/ton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
종산정 지

면 다른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식 폐콘크리트 파쇄시설에서

습

혀

대기오염물질이 전

국

발생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할 자치단체의 인정을 받아 이론산정량으로 배출계수 적용이 가능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립환경과 원 2004-14) 제6조4호 규정에 의거하여,
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바이오가스의 배출계수?

2010-07-31

질의요지

준

허

발전시설을 가동하는 중. 배출계수를 LNG가스의 배출계수의 기 을 보고 인 가를

득하

였는데 실제로 사용연료는 발효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이
오가스의 배출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없다면 LNG가스의 배출계수의 기준을 적
용할 수 있는건지?
회신내용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제2004-14호)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오가스 등 이 고시에 제외된 배출시설은 이론적인 방법으로 산정
하여야 하므로 관련자료 등을 구비하여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할 자치단체와 상의하시기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는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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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방지시설 처리효율 적용

2010-10-26

질의요지

량

후단의 농도를 측정하여(전단에서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역산하여 산정하고자 합니다. 이때 방지시설 처리효율을 반드시 국립환경연구원
고시2 004-13호의 별표4.대기오염방지시설의 오염물질 제거효율을 적용해야하는지요?
대기배출사업장 종규모 산정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2004.12,환경부)의 부록(종산정 방법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에는 (가)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시 제출한 서류에 제시된
방지시설의 효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나)배출시설의 허가서류가 해당관청이나, 사업장에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별표4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항의 설치신고 시
제출한 서류에서 제시된 방지시설 효율이라 함은 방지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제품인증서
등 이와 유사하게 인정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방지시설 효율이 인정되는 것인지요?
오염물질발생 을 산정할시 방지시설

회신내용

국립환경과학원

목

효율값이 없는
경우에 별표4의 값을 적용토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지시설의 제품성능 인정서, 당초
인,허가 제출시 첨부되었던 방지시설 성능 인증서류 등이 첨부되어야만 실제 방지시설
효율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출계수 고시(2004-13호) 제6조제2호나 에서 방지시설

제 목

답변일자

배출계수 산정

2010-07-28

질의요지

허 관련하여 농도 및 배출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
(http://airemiss.nier.go.kr) 자료실 9번의 배출계수 자료를 사용해왔습니다. 이는 기존 모호한
방식의 농도산정보다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해 왔는데 이자료를
인허가상으로 사용이 부적합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인 가

회신내용

Info 배출계수 자료는 연구목적의 참고용 자료로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기배출
사업장의 종규모 산정 및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9-41호(대기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고시에 배출계수가 없는
시설일 경우에는 해당 관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N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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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부생연료유 2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적용 건

2010-11-04

질의요지

존 보일러 연료로 사용중인 B-C유(0.3%)를 부생연료유로 대체하고자 검토중에 있습니다.

기

1) 부생연료유 2호(중유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는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액체연료로의 적용여부?
ex. 부생연료유 2호 : PHT C9+(제품명)
2) 기타 액체연료로 적용된다면, 대기오염물질
0.02%(제조사 성적서)로 적용 가능 여부?
고시 별표3의 기타

량

배출계수 중 황산화물(17.0S)의 황함

회신내용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9-41호 별표3의 기타 액체연료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황산화물의 함량은 사용하시는 부생연료의 황함량을 적용하셔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부생연료의 경우

제 목

답변일자

배출계수에 대한 문의

2010-01-22

질의요지

B emptyfruitbunch)라는 속이 빈 열매껍질을 소각할 예정입니다. 팜유 열매
껍질이라고도 하는 이 물질을 소각시 산정해야 할 배출계수에 대해 문의합니다.
저희는 EF (
회신내용

신

빈 열매 껍질(EFB) 소각시설에 적용하여야 할 배출계수는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고시 별표 1. 14. 소각시설의 폐목재 배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문의하

속이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신규 대기배출시설 설치관련 문의

2010-06-30

질의요지

모
간
량
때 LNG보일러와
VOC흡착설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제조시설 중 용적이 3세곱미터 이상인 증착시설, 식각시설을
신설할 경우 배출계수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각각의 시설은 흡수에 의한 시설(scrubber)에 연결)
3. 기존 대기배출시설에 추가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연간 오염물질발생량(배출계수
1. 대기배출시설의 규 가 4종인 사업장의 연 오염물질 발생 을 계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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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록후 대기배출시설을 사용 중 측정한
오염물질의 농도가 예상한 농도보다 높아 등록된 종의 오염물질발생량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or 이 적인 산정방법)을 계산하여 종산정하여 등

회신내용

량
량
후 예비용시설을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을 더하여 산정하시면 될것이며,
따라서, LNG보일러 등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10] 규정의 대기오염
물질발생량 산정방법에 의거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2)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제2004-14호)에 따라 산정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착 및 식각시설 등 이 고시에 제외된 배출시설은 이론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관련자료 등을 구비하여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할 자치
(1) 대기오염물질발생 은 배출시설별로 대기오염물질발생 을 산정한

단체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량
량 준 초과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대기오염물질발생 이 종별 오염물질 발생 기 을

제 목

답변일자

대기 배출계수 적용

2011-07-04

질의요지

량 산정을 위해 배출계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배출
계수 중 EPA계수가 현재 환경부에 올라와 있는(등록되어 있는) 계수와 미국 EPA 홈페
이지 계수가 다를 경우 어떤 것을 사용하여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알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귀하께서

신 대기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9-41호)를 우선 이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에 없을 경우 미국 EPA 계수 등을 이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종별 산출 및 오염 농도
질의요지

각

2011-11-11

간

각
슬러지를
직접 건조하고자 합니다. 소각시설 2차 연소가스에서 직접 건조시설로 유입하여 건조 후
소각시설의 1차 연소용공기로 재사용하고자 합니다. 현재보다 배출되는 배기가스량이 3분의
폐기물 소 전문 중 처리업체로 소 시설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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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되어 배출가스량이 저감됨. 건조시설의 배출되는 오염농도(배출량)을 산출하여야
하는지? 소각시설의 종별산출은 소각로의 처리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1로

회신내용

항

1)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제1 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의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
물질

총량으로

모

량

사업장 종규 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조시설에서도 발생

산정을 해야 합니다.

각

각

준

량

셔

2) 당해 소 시설의 경우에도 소 로 처리기 으로 오염물질발생 을 산정하 야 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신고시 배출계수 적용 관련

2011-12-27

질의요지

늄
괴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연료로는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
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를 이용하고 있으며 간접적으로 열을 가하여 용융하고 있습니다.
생산공정중 용융시설에 배출시설에 해당되어 배출시설신고시 국립환경연구원 고시 제
2003-34호의 연료를 사용하는 대기배출시설의 배출계수 중 1.금속의 용융, 제련 또는
열처리시설의 알루미늄 용융.용해(6.12kg/알루미늄사용량(ton))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는데
적합하게 산정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정제연료유를 사용한 간접 용융에 따른 또 다른 배출
알루미 을 용융하여

계수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늄 용융, 제련시설에서의 먼지 배출계수는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2009-41호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알루미늄 용융, 용해시설(6.12kg/알루미늄 사용량
(ton))을 적용하시어야 하며 알루미늄 용융, 용해시 별도의 배출구를 가진 간접 용융일 경우
정제유에 대한 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하여 합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알루미

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 배출량 산정방법

2011-11-30

질의요지

각

량 산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할 때 배출계수에 원료를 곱하여 산정함에 있어 원료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폐기물의 양만을 산정하면 되는지 아니면 투입되는 폐기물의
양 이외에 함께 연소되는 보조연료로 투입되는 경유나 LNG등에 대해서도 원료로 각각
구분해 별도로 계산에 반영하여야 하는지요.
폐기물소 시설의 배출계수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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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각

량 산정시에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9-41호에 의한
배출계수를 적용한 오염발생량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라 연료 연소에
의한 오염물질 발생량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 소 시설의 오염물질 발생

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2011-08-10

질의요지

간처리업에서 트레일러 차량으로 입고된 폐기물을 사일로에 입고하면서 중간
처리(정제시설)를 하고 있으며, 처리 후 다시 트레일러차량으로 출고합니다.
대기 종별산정을 하려고 하는데,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알고 싶습니다.
1. 코크스분진의 중간처리(정제시설) 할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2. 슬래그분진의 중간처리(정제시설) 할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3. 코크스분진의 1톤 톤백에 포장하는 포장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폐기물중

회신내용

간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검토한 결과 폐기물 중 처리업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는

값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9-41호 제6조제4항에 의거 이론
적으로 산정한 오염물질 발생량 자료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
고시된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인허가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대한 정의

2011-02-22

질의요지

허 신고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인 가

회신내용

량
최대량이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거쳐서 최종
배출구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량을 말합니다.
“대기오염물질 발생 ”이란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오염물질 발생량

2012-07-30

질의요지

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보일러가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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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년

하면 질소화합물만 6.4 / 으로 4종 사업장이 됩니다.

럴 경우 배출시설이 없는데 4종사업장으로 봐야되는지 보일러가 배출시설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일러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제외하고 산정하여 5종 사업장으로 봐야 되는지
이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량

후
예비용시설을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더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할 것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배출시설별로 대기오염물질 발생 을 산정한

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의 배출계수 적용

2012-02-16

질의요지

신규신고시 적당한 배출계수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또는 EPA-42 에 없어 일반
서적에 기재된 배출계수를 적용 대기배출시설 신고 후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시설의 증설이 필요하여 시설을 증설하려하니 종별제한에 걸려 시설증설이 어려워져 지난
1년간의 대기오염 측정 자료를 활용하여 오염물질 발생량을 실측한 자료를 근거로 시설을
증설하려는데, 가능 할런지요?
시설의

회신내용

량 산정을 위한 배출계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및 ‘배
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9-41호)’에서 정하는 배출
계수를 우선 적용하고, 배출계수가 없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는 계수
(EPA 계수)를 적용하거나, 이론적으로 산정한 양의 순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대기오염물질발생

제 목

답변일자

대기 변경신고

2012-03-26

질의요지

허가당시 원료사용량을 근거로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오염물질발생량을
산정하여 3종사업장에 해당되나, 최근 2년간 원료사용량이 50%감소 하였다면 연간 오염
물질 발생량을 4종사업장으로 변경신고가 가능한지, 최근 자가측정결과 2회분을 평균하여
산출하여도 4종사업장에 해당됨 변경신고가 가능하다면 근거자료로 제출해야 될 서류는
무엇인지요
대기 3종업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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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신 내용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종변경은 시설의 규모나 가동시간, 가동
일수의 변경으로 인하여 종이 변경되는 경우만 가능할 것으로,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셔서
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제 목

답변일자

대기환경보전법상 사업장 종별산정 문의 건
질의요지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종별 산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x

영

2012-03-07

암모니아

가스가 질소산화물

(NO )에 해당되어, 종별 산정시 반 해야 되나요?
회신내용

신 암모니아 가스는 질소산화물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질의하

제 목

답변일자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및 가동일수

2012-04-25

질의요지

늄 케 팅 사업장으로 그 공정상 알루미늄괴의 용해 및 보온(도가니로) ->
주조(다이케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주6일 제품생산을 하며, 일요일은 도가니로에서
용탕을 밀폐하에 보온만 합니다. 이 경우 배출시설의 연간가동일수를 주6일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주7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2) 피막처리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건조시설의 경우 작업시 작전피도물의 입고가 없이 2시간
동안의 승온이 이루어집니다. 이 2시간의 경우 배출시설의 가동시간에 포함시켜야
1) 알루미 다이 스

하는지요?
회신내용

항

신 도가

대기환경보전법상 가동일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사 은 없으나, 질의하

탕

온

니로에서 용 을 밀폐하에 보 만 하는 것도 가동일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간

간

또한, 일일조업시 이라 함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의 가동시 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승온시간도 배출시설 가동시간에 포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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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먼지 발생량 감 산정 여부

2012-03-12

질의요지

콘

아스 제조시설의 공정은 배출시설별로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3개의

선

배출시설(건조- 별-혼합)이 하나의 방지시설에 연결되어 있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으며,

량 원료(제품)로 재사용되고 있고 전량 원료로
재사용(회수)된 먼지를 제외한 방지시설 후단에서 최종적으로 발생되는 먼지만을 발생량
방지시설에서 회수(집진)된

먼지

등은 전

으로 종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검토를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4-13호(2004.6.9) 제6조제2호‘다’목에 의하여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중 선별 및 분쇄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에서 제거된 먼지의 전량이 원료 또는
제품으로 회수되는 경우에는 먼지발생량을 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스콘제조시설의 경우 건조시설과 선별시설, 혼합시설 등 밀폐 연속 공정으로서
발생한 먼지가 전량 하나의 방지시설로 유입되므로, 동 고시의 ‘다’목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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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출시설 인허가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설치신고
제 목

답변일자

그라비아인쇄시설이 밀폐된 연속공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8-07-10

질의요지

그라비아인쇄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한 부칙(제270조,2007.12.31)에 근
거하여, 신규로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되는바, 그라비아 인쇄시설에 소형건조기가 장착된
건조기에서 대형 원형(직경1m정도) 배기관을 통하여, 폐가스소각시설(RTO)로 유입되어
RTO(폐가스소각시설)에서 완전소각시킴, 인쇄기와 RTO가 연결된 공정으로 최종 배출구
(RTO)가 배출시설로 등재되어 있음.
이를 밀폐되고 연결되어 있는 시설로 인정되어 금번 대기배출시설 시행규칙의 개정내용
에서 빠질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각호에 규정된 배출시설
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이 일련의 공정작업 또는 연속된 공정작업을 통하여 밀폐된 상
태로 배출시설을 거쳐 대기에 배출되는 경우로서 해당 배출구가 설치된 최종시설이 허가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경우에는 해당 최종시설과 일련의 공정 또는
연속된 공정에 설치된 모든 배출시설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인쇄시설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이 건조시설을 거쳐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구조(밀폐)로 되
어 있고, 건조시설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 신고시 인쇄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졌다면 연속공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인쇄시설 및 건조시설에서
오염물질이 각각 발생되는 구조라면 연속공정으로 볼 수 없을것이므로 인쇄시설에 대한
별도의 허가(또는신고)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비고10에 따라 동 별표3

제 목

답변일자

대기, 수질, 폐기물 신고관련 문의

2008-08-22

질의요지

현재회사는 1공장(본사)과 2공장이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회사 설립당시 모든 신고사항
이 본사로 되어 있습니다. 2공장의 부지에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기존 신고되어 있는 내용만을 변경(신고)해도 되는지 아니면 1공장과 2공장을 별
도 배출시설로 해서 1공장과 2공장을 나누어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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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존 공장의 허가(신고)사항, 1공장과 2공장의 떨어진 거리, 운영관계, 입지제한지역 여부
등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1공장과 2공장의 경영 등이 분리·
운영되는 경우로써 2공장에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별도로 설치허가(또는신고)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2개), 1공장과 2공장이 인접하여 동일한
경영체제로 운영되고, 관할 행정기관이 동일한 경우로써 1개의 사업장으로 관리하고자
한다면 추가되는 배출시설은 기존 허가증(또는 신고증명서)에 변경사항을 등재하여 관리
기

하면 될것입니다.

새로운

허

배출구가 설치되는 경우 설치 가(또는

항

신고)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니 기타

구체적인 사 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 허가대상여부
질의요지

각

2008-12-01

신

득하고 사용중입니다 조만간 다이옥신 측정
(2년에 1회)을 하여야 하는데 측정결과 법적기준치 이내의 소량이라도 검출이 된다면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1항에 의거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에서 허가대상으로
변경을 하여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폐기물 소 로를 대기배출시설 설치 고를

회신내용

신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배출시설( 고 시설)에서

신 등)이 추가로 배출된다면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이옥

새로운

제 목

특정대기유해물질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신고필증 폐쇄건

2008-12-16

질의요지

차
록
임대건물에 전 정비업 사업주가 모든 설비를
이전철거하였으나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폐업신고를 하지않아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받아
자동 정비업 등 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주지 않습니다.

번

1. 같은 지 에 대기배출시설

신고시 중복신고는 불가능한지.

신

2. 전 정비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대기배출 고서를 폐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존 번

읍

- 기 지 에 있는 전 정비사업주의 설비 및 장비등은 없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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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일지번에 배출시설의 중복신고 가능여부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및 다른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허가의취소등)에서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
하고 있으나, 배출시설의 철거에 따른 직권취소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기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이 없는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만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볼수없을 것이며, 실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또는 폐쇄
여부, 입주계약 해지여부, 실제 이전여부 등 사실관계를 행정기관에서 명확히 확인하거나
기존 사업자의 사업추진 여부를 확인하여 실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허가(신고)사항을 말소 또는 취소할 수 있을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허가대상여부

2008-10-28

질의요지

플라스틱 일회용용기를 생산하는 포장용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체입니다.

프 필

T

레프탈레이트) SHEET이고

원료는 PS(폴리스틸렌), PP(폴리 로 렌), PE (폴리에틸렌테

쳐

진공성형기를 거 서 금형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를 생산하는 공정입니다.
성형기는 250HP이상이 되어

신고대상입니다.

먼지농도 산출에 있어 공정원료를 특정대기오염물질인 스틸렌, 프로필렌옥사이드, 에틸렌
옥사이드로 봐야하는지?
2. 단순히 SHEET를 성형하는 공정이므로 특정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고 생각
1.

되는데요.

회신내용

신

질의하

시설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 시설에서

사용하는 원료의 종류·특성,공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발생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것입니다.

귀하의

T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원료(PS,PP,PE )만으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료,부원료,첨가제,제조공정 및 가공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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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방지시설과 타 시설간의 이격거리

2008-10-27

질의요지

대기방지시설과 타 시설 및 구조물

간의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요.

회신내용

령 제12조에서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나,
동법에서 방지시설과 타시설 또는 구조물과의 이격거리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대기방지시설과 타 시설 또는 구조물과의 이격거리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법률에 따라야 할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제 목

답변일자

변경허가(신고) 대상여부 문의

2008-07-04

질의요지

존 시설중 산알칼리처리시설 8기(용적합계 4.565㎥)를 산처리시설 3기(용적합계 0.92㎥),
알칼리처리시설 2기(용적합계2.7㎥)로 분리하여 변경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2. 분리하여 변경신고가 가능하다면, 산처리시설 3기(용적합계 0.92㎥)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 대상 규모미만으로 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한지여부
3. 법상 산알칼리처리시설로 산처리시설과 알칼리처리시설의 시설용적을 합산하여 시설
규모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ex. 산처리시설 0.5㎥+알칼리처리시설 0.6㎥=1.1㎥로 배출
1. 기

시설 해당여부)

4. 합산하여 산정한다면, 산처리시설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될 경우

신고를 필한

써 신규로 설치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여부
5. 배출시설허가(신고)대상 규모미만의 시설을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증설 및 폐쇄하여 기존
방지시설에 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6. 배출시설허가(신고)대상 규모미만의 도금시설이지만 기존 방지시설에 연결되어 필증상에
명시되어 있다면, 규모미만의 시설로써 배출시설이 아니지만 해당시설을 폐쇄나 증설할
경우 별도에 변경허가(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업소로

회신내용

존허가 또는 신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신고 하여야 하며, 산·알칼리 처리시설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후 산처리시설과
알칼리처리시설로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2, 3)제조공정 중 산처리공정과 알칼리처리공정이 각각 별도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산처리
시설과 알칼리처리시설은 별도 구분하여 대기배출시설 규모를 산정하여야 할것이며,
1)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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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칼리처리시설0.6㎥는 각각의 시설규모가 1㎥

이 경우에 있어서 산처리시설 0.5

미만이므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칼
규모를

번갈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산처리시설과 알칼
1㎥이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산 또는 알칼리

산처리공정과 알 리처리 공정을
리처리시설

합하여

처리시설로 분류)에 해당될 것입니다

신 받은 시설에서 사용원료, 부원료, 공정여건 등의 변경으로 특정
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
기관에 변경신고하여 설치허가증으로 갱신교부 받으시면 될것입니다.
5) 기존허가 또는 신고받은 시설의 방지시설에 규모 이상 또는 규모미만의 대기배출시설을
증설, 폐쇄 등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6) 규모미만의 대기배출시설을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상에 등재된 경위에 대하여 알 수 없
지만 대기배출시설 규모미만의 시설의 증설, 폐쇄로 인하여 대기배출시설 또는 방지시
설의 부적정 운영행위(공기희석행위 등)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
(변경신고 등)하여 증설 또는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4) 대기배출시설 설치 고

제 목

답변일자

사업장 이전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변경

2008-01-14

질의요지

간
득한 사업장으로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업장을 이전
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신고의 경우 사업장 이전 전에 하여야 하는 것인지 사업장 이전 후에 하는 것인지
법령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제출‘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폐기물중 처리업을

말하는 서류란 정확하게 어떤 서류인지도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벗어나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이전 전에
변경신고(폐쇄)를 하여야 하며,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서 새로이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구비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것이며, 배출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시에는 동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구비서류중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것입니다.
대기배출시설을 사업장부지를

대기배출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2조에 따라 폐기물

승인·신고(폐기물처리업의 허가포함)등을 한경부에는
법령(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 등이 의제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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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제 목

답변일자

외국이민자의 배출시설설치신고 인허가 취득여부

2008-05-20

질의요지

운영하다 사업주(개인사업자 대표)가 외국으로 이민을 간 상태에서 배우자
(배우자는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재외동포로 국내 거주신고를 하여 국내 체류 중)가 국내에
남아 사업을 영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는 외국으로 이민을 간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외국으로 이민을 간 사업주는 아직 시민권을 받지 못하여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상기상태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환경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허가
신청시 신청서류에 사업주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데 상기업소의 사업주는 외국
으로 이민을 가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었으며, 시민권을 못받아 외국인 등록번호도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허가 신청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개인사업체를

회신내용

허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및 설치신고서는 동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상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제하여야 하나,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직함을 기재하면 될것이나, 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성명)를 기재하여야 할것입니다.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었다면 사업자로서 인정을 받을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가 제한될 것이므로 적법한 사업자로등록(변경)후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 가를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인쇄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건

2008-04-03

질의요지

령 제270호(2007.12.31)에 따라 기존 인쇄시설(그라비아인쇄)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
장의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시기 : 2008. 7. 1일이후 부터 2008. 12. 31일까지인지, 아니면 2008. 7월 1일 이전
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아무때나 신청 가능한지 여부
2. 기존시설(인쇄) 설치사업장이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 신청시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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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후 방지시설은 2008년 12월31일
까지만 설치해도 되는지 여부(방지시설의 설치 유예기간이 있는지 여부)
3. 방지시설 설치없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사전신고)후 가동개시 신고없이 기존시설
(인쇄) 운영 가능여부(대기배출시설 설치사전 신고 후 방지시설 완료시까지 조업을 할
수 없는지)
회신내용

년월
운영하고 있는 그라비아 인쇄시설은 2008년7월1일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3)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서 배출시설은 설치하기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30조에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가동개시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 방지시설설 치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방지시설 설치완료 후 가동개시 신고를 하면 될것입니다. 다만, 2009.1.1
부터 방지시설 없이 운영할 경우 부적정운영등으로 법적위반사항이 발생될수 있으므로
2008.12.31까지는 적정한 방지시설등을 설치하여 가동개시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1) 2008 6 30일 이전에 설치·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사업장 분리에 따른 종산정 방법

2008-12-29

질의요지

B라는 사업자에게 임대를 내주어 B사에서 대기배출시설
인허가를 득한후 영업을 하고 있던중 금번에 A사가 나머지 사업장부지에 대기배출시설을
신설하여 영업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의 사업장부지(같은 지번)를 나누어서 두 개의 법인사업자가 각각 영업을 할 경우
대기배출시설 종산정은 각 사업자 별로 해도 무방한지 여부?
A사 명의로 된 사업장부지 일부를

회신내용

허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 가를

신고를
별도로

받거나

하여야 합니다. 동일부지라하여도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종분류시 별도의 사업장으로 각각

산정하여야 할것입니다.

률

다른 법 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 하여야 할 것이므로

내용과

질의

번에

같이 같은 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출시설의

신설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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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는 관할 행정기관에

제 목

답변일자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에 따른 허가

험

질의요지

2008-04-11

준

」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을 제외한 공장만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시 공장의 설치 기 에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되어 있습니다.

1.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사용하면 반드시 배출되는 것 인지요?

예를

들어 염산을 사용한

후 완전히 중화시킨다면 배출되지 않는 다고 볼 수 있는지요?
2. 만약 완전히 중화가 되지 않더라도 대기오염방지시설과 연결하여 방지시설 후단에서
배출되지 않도록 하면 특정대기오염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그 밖의 물체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동 별표3 제1호
비고12에 따라 배출시설의 분류 및 제조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있습니다.
기계, 기구,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거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된다

더

하 라도 동 시설이 동 별표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은 원료 특성, 제조공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서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

록 하고 있습니다.

나오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도
방지시설

이하로

후단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하여도 방지시설 전단(배출시설)

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나오는 경우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합니다.

제 목

답변일자

페놀화합물 적용여부

래

질의요지

2008-02-18

"

" 페놀 및 그 화합물 해당

아 물질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 특정대기유해물질 15.
여부?

: 페놀수지(레진),CASNO:9003-35-4,함량:100%
부원료로 일부 사용할 경우 현행 대기배출시설신고에서 허가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대상물질

회신내용

페놀수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 제44호 및 별표2 제15호 페놀 및 그 화합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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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페놀수지를 부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대기배
출시설에 해당하고, 동 원료를 사용함으로써 특정대기유해물질(페놀 및 그화합물 등)이
발생된다면 동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아야 할것입니다.
질의 용에 업종, 배출시설의 종류 등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제 목

답변일자

2010년 대기 배출허용기준 적용에 대하여
질의요지

2009-05-19

년 월

B-C를 원료로 가동하던중 2008년 8월 기존보일러에
연료를 도시가스(청정연료)로 전환한후 방지시설 폐쇄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였고, 2009년
1월 기존에 사용한 연료(B-C)로 전환하였습니다. 2010년1월부터 시행되는 대기배출허용
기준의 적용에 있어 당 사업장의 보일러 설치 시기가 최초설치(2000년 11월)를 적용받아
200ppm이 되는지, 신고필증상 2009년1월 변경신고 이후를 적용받아 기준이 100ppm이
보일러 설치를 2000 11 에 하여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쇄신고를 한 후 다시 가동하고자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규시설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한 폐쇄란 시설의
철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대기오염물질이 더 이상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새로이 설치하고자 설치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시설은 “이후 배출
시설”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기배출시설 폐

제 목

답변일자

공장설립 승인 해당여부?

2009-03-06

질의요지

축면적이 500㎡이하인 경우 공장설립 승인대상 여부가 되는지요? 별도의 공장
설립승인이 필요치 않은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도 제외되는지요?(참고로 가열 재생아스
팔트 설비임 연료는 시간당 벙커C 기준 360리터 사용, 년간 180,000리터 사용량 예상됨)
공장 건

회신내용

허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에 있어서 공장설립승인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 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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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대기 배출시설의 배출기준 강화에 따른 질의

2009-03-04

질의요지

년 이후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중 비고(8)에 의해 배출시설
란에서 ‘“이전설치시설”이란 해당 연월일 이전에 배출시설을 설치 중인 시설 및 환경영향
평가 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하며, “이후설치시설”이란 해당 연월일 이후에 배출시설설
치허가를 받은시설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 사업장의 보일러는 2005년도에 최초 설치신고한 시설로서, B-C유를 사용하고 있는 시
설인데, 2008년도 9월에 연료를 B-C유에서 LNG로 변경(양 연료 겸용 Burner 임)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배출시설을 폐쇄하였다가 2008년 12월에 LNG에서 B-C유로 연료를 다시
바꾸면서 재 설치신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시설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면 될런지요?
대기환경보전법 별표8중 2010

회신내용

쇄신고를 한 후, 다시 가동하고자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폐

신규시설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변경 관련 문의
질의요지

다음과 같은 경우의 대기배출시설
등)을 알고

싶습니다.

2009-01-23

신고서류 명칭(변경인지 설치인지, 허가인지 신고인지

존 30톤/시 보일러 2기가 예비용으로 전환되고 50톤/시 보일러 1기가 신설되고, 신설
보일러에 대한 후단 환경설비가 신설로 설치됩니다.
신규시설의 배출구는 신규방지시설의 최후단 설비의 stack으로 배출되고 예비용으로
전환된 기존 배출시설 배출구는 신규 배출구에 합류시켜 예비용을 가동시에 신규 배출구로
기

배출됩니다. 특정유해물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회신내용

존 대기배출시설(보일러 30톤x2기)를 예비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
되며, 새로운 대기배출시설(보일러5톤) 및 방지시설(배출구)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규
설치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상기와 같이 변경신고와 신규신고 사항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신규보일러 설치에 따
른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시 변경되는 사항(보일러30톤 예비용 변경)을 설치신고신청서에
기

포함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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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2009-03-26

질의요지

령
항
"
모
"
데 이때 배출구별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며, 배출시설의 규모란 어떤 뜻을 의미합니까?
흡수에 의한 시설 150CMM에 가황시설 4.4㎥×2SETS, 4.2㎥×1SET가 기존으로 물려있고
성형시설 273HP, 210HP이 증설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변경신고 또는 변경허가 중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행 11조 제4 제1호에 따르면 배출시설 규 나 합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고 하는

회신내용

모
것이므로 새로운 종류의 시설(성형시설)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100% 증설로 보아 변경허
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배출시설의 규 는 원칙적으로 동일 배출구에 연결된 동종시설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할

제 목

답변일자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 후 조업을 하지 않았을시 처벌여부

2009-02-23

질의요지

신
후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지 않고 시
운전만 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 고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설치한
회신내용

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에서 정하는시설 외에 경우에는 시운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

전에 대한 별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써 도장시설을 설치·완료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따라서, 상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운

벌

경우에는 시 전 여부와 상관없이 처 대상에 해당되며, 이 경우 설치·완료라 함은 도장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는 상태(전기연결, 용수라인 연결 등)를 말하며,
전기, 용수설비 미설치 등 도장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할 상황일 경우에는 설치
중인 것으로 보아 도장시설을 설치완료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미신고 대기배출
시설로 볼 수 없음)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에는 동법 제89조 제1호 또는 제90조 제1호에 해당하여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설을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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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건축물용도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여부

2009-04-22

질의요지

현재 창고동으로 등록된 건축물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배출시설허가를 득하고자
합니다. 건축물이 공장으로 허가되지 않고 창고동으로 허가되어 있을 경우 배출시설의
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

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배출시설 설치허가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허가 등을 득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설치 가 또는

제 목

답변일자

탄화시설의 가동시간 관련 문의
질의요지

숯 마

2009-05-12

숯

참 가 를 이용하여 참 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신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며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대기배출시설설치 고를

득하였습니다.

신고된 배출시설의 가동시간에 관한 질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가마에서 숯을 생산하기 위하여 목재를 넣고 산소를 투입하여 일정시간 연소합니다. 이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일정 연소 후 로내로의 공기의 투입
및 토출을 차단하여 탄화시켜 참숯을 생산합니다. 연소 후 탄화공정 중에는 공기의 이동
이 없으므로 방지시설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방지시설을 가동하면 공기의 토출이 일어나

그리하면 참숯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
간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라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

염물질을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해야 합니다.

내

다만, 질의 용과 같이

숯제조

공정의 특성을

감안하여

숯 마

대기배출시설( 가

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기방지시설의 가동하지 않는 것으로 관할 행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대기배출시설의 가동시간은 실제 연간 최대가동시
간으로 허가·신고(변경포함)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정기관의 인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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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특정대기유해물질관련 질의

2009-07-07

질의요지

항 " 름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2의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는 22 에 포 알데히드 가

름

들 졌

"

있는데 포 알데히드를 중합하여 만 어 다고 하는

름

름

"

파라포 알데히드(89%) 라는 물질

을 포 알데히드와 같은 물질로 보아 특정대기유해물질로 단정하고 사용여부를 결정하여
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름

89%파라포 알데히드가 특정대기유해물질인지 아닌지, 아울러 특정대기유해물질일 경우

떠 절차가 필요한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 한
회신내용

름
닙
외 다른 성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규정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상에서
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일반 배출시설은 신고사항인데 반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은
허가사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4종 및 5종 사업장 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
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관리인을 두도록 규정하여 환경관리인
선임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배출시설로부터 반경 1 km 안의 상주인구가 2만
명 이상 지역으로서 단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2가지 이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24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 제한도 가능합니다.(시행령 제12조).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제1종 주거지역(시행령 별표 4)과 생산녹지지
역(별표16), 자연녹지지역(별표 17), 생산관리지역(별표 19)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
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불허하고 있어, 입지자체가 불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파라포 알데히드 자체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아 니다. 89% 이

제 목

답변일자

폐열회수용 보일러와 스팀을 이용한 발전기가 배출시설인지 여부

2009-03-18

질의요지

흐름 : 용수→소각시설-보일러(100,000kcal/hrx1)-대기오염방지시설→ 스팀(공

변경전 공정

정이용)

후 공정흐름 : 용수→소각시설-보일러(100,000 Kcal/HRX, 50,000kcal/hrX1<증설>) 대기오염방지시설 → 스팀(생산) →발전기(1200Kw)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하여 스팀을 생산하고(보일러), 스팀을 이용하여 발전
기를 가동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9항의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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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간접가열 방식이므
로 비배출시설인지 여부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2비고11의 일련 또는 연속된
공정에 해당되어 허가 또는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계, 기구 기타물질로서 환경부 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되는지, 혹은

회신내용

각

질의한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소 시설을 이용한 발전시설
에 해당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제1호비고10에 따라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

련

작

작

통하여 밀폐된 상태로 배출시설을 거쳐
대기에 배출되는 경우로서 해당 배출구가 설치된 최종시설이 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거
나 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한 경우에는 해당 최종시설과 일련의 공정 또는 연속된 공정에
설치된 모든 배출시설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질의하신 시설은 소각시설 및 발전시설에 해당되므로 배출허용기준 적용시 두 시설
중 강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이 일 의 공정 업 또는 연속된 공정 업을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설치 미신고 해당여부

2010-12-17

질의요지

년

목재펠릿제조에 필요한 시설물(배출시설 포함)을 구입하기 위하여 미국에
있는 설비업체와 수입계약을 하고 2009년부터 순차적으로 시설물이 수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운영상 자금회전력이 좋지 않아 그 시설물이 현재에 이르러 수입이 완료되었
습니다. 현재 시설설치를 하지 않고 보관되어 있는 상태이며,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4종
사업장)를 하고 배출시설 공정별로 시설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상황과 같이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고 보관만 되어있는 경우에도 대기배출시설 설치미신고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2008 부터

회신내용

항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는 배출시설의

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시설이 전기배전판 등과 단전되어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일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미신고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
설치 가 또는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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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 배출시설 혹은 방지시설인지 여부

2010-07-20

질의요지

코일을 슬리팅할 때 코일표면에 처리된 화합물이 입자성가루로 날려 집진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대기오염보전법상 집진기는 배출시설은 아니고,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준

보이며, 대기오염보전법상 설치면제기 에 해당하지만,
이 집진기도

신고대상에 해당하나요?

회신내용

귀하가

신

질의하

작업자의 편의상 설치를 하였다면

시설이 대기배출시설이 아니고 입자상물질을 집진하기 위한 집진기일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로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제 목

신고는 필요치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일자

배출시설의 설치(변경)허가 및 신고와 관련하여

2010-04-05

질의요지

존

1. 기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배출시설과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배출시설이

같이 연결된 배출구에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동일한 배출시설을 증설할 경우에

허

신

변경 가인지, 변경 고인지와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다른 배출시설을

허

신

에는 변경 가인지, 설치 고인지

허

2. 설치 가를

득한

신설할 경우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만 연결된 배출구를

신설할 경우에 설치허가인지, 설치신고인지.
회신내용

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50%이상 증설될 경우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10%~50% 증설될 경우 변경신고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별도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할것입니다.

신고단위를 구분하므로 해당시설이 일반
대기오염물질만 배출하는 시설일 경우 설치신고를 하면 될 것이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동시설이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내에 설치되는 경우로서 4종
이상 사업장에 설치되는 경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할것입니다.

2) 대기배출시설의 경우 시설별로

허가

또는

제 목

답변일자

불소화물 배출시 허가 관련 문의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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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측정시에 어떤 형태까지 F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특정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사업장에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야할 텐데
기존에는 일반 오염물질만 발생하던 사업장의 경우 특정이 추가 되었을때 패널티나 기타
인허가업무에 특이사항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알고 싶습니다.
1) F는 특정대기오염물질인데

회신내용

험

불소화물의 경우 대기오염공정시 방법에는
있습니다.

무기불소화물에

대하여

측정토록

규정하고

존
허 신규로
받아야 하며 용도지역별 입지제한 문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자가측정
주기, 환경관리인 선임 등에서 강화된 관리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 사업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 가를

제 목

답변일자

배출시설 신고대상 또는 변경대상 여부

2010-11-22

질의요지

신
추가되며, 도금시설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배출시설 증가량이 50/100이상 증가되었을 경우에 변경신고 대상인지 설치신
고 대상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설치 고가 된 동일공정에 도금시설이

회신내용

새로이

도금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금공정에서 특정유해물질이

령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의 설치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허가를 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증설이전에 따른 종 변경 관련

2010-03-31

질의요지

대기2종업체로서 증설이전 예정에 있으며

허가업무는 신규업체로 신고가 되는지?
2. 증설 이전시 1종 업체로 변경이 예상 되는데 허가여부는 어떠한지?
3. 증설시 오염물질 배출억제로 2종사업장으로 신고가 가능하기 위한 적정연료는 어떠한게
1. 이전시

있는지요?

회신내용

내

질의 용과 같이 사업장 부지를

벗어나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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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은 변경(폐쇄)신고를 하고, 이전할 장소의 관할 지자체에서 새로이 설치신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적은 청정연료(LNG 등)를 사용하면 될 것이나, 청정연료를 사용
시에 2종 사업장 해당여부 및 1종 업체의 입지여부에 대하여는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폐기물처리시설의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신고 여부
질의요지

1. 대기오염 배출시설

2010-05-31

신고 및 관리와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의제처리가 다음

느 것에 해당하는지요

어

신 허
신
않아도 됨(단순한 신고 절차만 면제가 된다는 의미임)
2) 대기오염배출시설이나 신고 이외 관리까지 포함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면제가 됨(물론
파쇄분쇄하면서 먼지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현장에서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수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지금도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 법규가 개정되면서 기존의 습식 및 이동식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왜 삭제가 된 것인지?
1) 대기오염배출시설이나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 고/ 가 또는 가동개시 고를 하지

회신내용

신고절차만 면제한 사항이므로,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준수 하여야할 것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 2, 나, 26)에 습식 및 이동식 배출시설에 대한 제외사
항이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32조에 의한 의제처리는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관련 문의
질의요지

2011-05-24

신

득하여 운영중에 있는 사업장입니다. 당사 생산시설 증설로
세척공정이 있는데 불소를 함유한 약품으로 세척하는 공정중 특정유해물질인 불소성분이
대기로 배출되며 이때의 불소 배출농도는 항상 법적기준치 이내일때
1) 배출시설 인허가는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항상 법적기준치 이내로 배출될 때 방지시설 설치여부
대기배출시설 설치 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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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귀 사업장 시설의 증설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한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1호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할것입니다. 다만 항상 법적 기준치 이내
로 배출된다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기능, 공정, 사용원료 및
연료특성에 관한 자료,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
하는 관련자료 등을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으시면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배출시설 관련 문의

2011-04-04

질의요지

“화장로 시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대상인지, 허가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신규설치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정
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치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배출시설 설치제한 관련 문의
질의요지

2011-07-26

령 제12조(배출시설의 설치제한) 1항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현재 2만명 미만이하라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함)을 설치
하였으나, 향후 2만명을 초과할시 배출시설설치허가가 취소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특정대기유해물질중 한 가지 종류의 물질을 연간 10톤이상 배출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연간 25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의미가 배출시설, 배출구,
사업장 기준중 어느것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설치제한이 배출시설 또는 배출구 기준일 경우, 2번 기준에 만족하나, 사업장의 특정대
기유해물질 배출량 합이 2번 기준을 초과하여도 설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회신내용

령 제12조(배출시설설치의 제한)

안의
상주 인구가 2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으며, 기존시설은 허가가
취소되지 아니하나, 신증설에 대하여는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 제한은 배출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안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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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라 반경 1킬로미터

제 목

답변일자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란

2011-08-12

질의요지

농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한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 도가

얼마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지, 산업현장에 사용되는 원료, 부원료, 연료 등에는 미
량의 특정대기오염물질 유발가능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량

량

원료(연료 포함)의 사용 , 오염물질 배출 으로 배출시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것

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원료(연료 포함)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험 준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대기오염공정시 기 에 따른 검출한계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발생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화목보일러 설치 시 배출시설 허가관련

2011-11-28

질의요지

현재 벙크-C유를 연료로 보일러를 가동하여 증기를 제품생산에 공급하고 있으나 연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화목보일러를 설치하여 원가를 절감코자 합니다.
1. 저희회사(갑)과 화목보일러 설치.운영업체(을)은 (갑)의 생산설비에 (을)이 유상으로
증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 (갑)의 토지를 (을)이 임차하여 보일러 운전에 필요한 건축허가를 득한후 화목보일러 설
치시 (을)명의로 해당보일러에 대한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3. 만약 (갑)이 위 2의 내용에 따른 변경신고시 기존에 가동하던 보일러(벙크-C유)는 예비용
으로 전환하여 화목보일러 겅기검사 및 고장시에만 가동할 예정으로 (년간 5일 정도예상)
변경후 배출시설용량은 합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보일러는 1대만가동)
회신내용

1, 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을

실제 설치·운영하려는 자(을)가 대기배출

허 신 득하실 수 있습니다.
3) (갑)이 기존 보일러를 예비용으로 전환하고 신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시 예비용 시설은
제외됩니다.
시설 설치 가( 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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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 설치신고 유무 및 가동개시신고 유무

2012-07-17

질의요지

탈시시설(20HP×1기)에 여과집진시설(30㎥/분×1기)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탈사시설(15HP×1기)에 여과집진시설(30㎥/분×1기)을 증설하려고 합니다. 증설되
는 탈사시설이 20HP미만으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이 안되며 새로운 배출구가 늘
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습니다.
질의2) 배출시설 변경없이 방지시설만 증설하여 변경할 경우 가동개시신고 대상인지 문의
질의1)

드립니다.

회신내용

[

]

모

모
동종시설 규모의 합에 따라 배출시설 규모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규모 미만의 탈사시
설(15HP)은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이 아니나, 향후 탈
사시설의 증설로 합계 규모가 20HP 이상인 경우 배출시설에 해당되어 설치신고(허가)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2,가에 따라 배출시설 규 미만시설의 경우 규 미만의

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르며, 배출시설 변경없이 방지시설만
증설된 경우 가동개시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가동개시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관련 문의

쇄

2012-02-14

질의요지

마력 2기가 여과집진시설에 연결된 것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필증을 받았
는데 분쇄기를 100마력 2기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분쇄기 100마력 1기는 기존 여과집진시설에 연결하여 사용을 하고있고, 다른 분쇄기 100
마력1기는 원심력집진기에 연결하여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교체 후에 따로 대기배
출시설신고필증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안한것인가요?
아니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안한것이 되는가요?
분 기 50

회신내용

별도의

새로운 배출구로 분쇄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설치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

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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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허가 신청관련

2012-11-16

질의요지

련 허가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지 아니

환경전문공사업을 소지한 업체만 대기배출시설 관
면

그 외 사람들도 허가서류를 만들어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허가신청시 신청서류작성을 환경전문공사업자가 하여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아닌 배출업소에서 직접 허가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기배출시설

제 목

답변일자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도장시설 허가여부

2012-01-11

질의요지

력 5마력으로 별도의 도장시설 없이 작업장 용적을 산출할 수 없는 야외도장작업을 할

동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여부와 법에 정한 대기배출시설 및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니 검토하시어 답변부탁드립니다.

방지시설을 설치·
회신내용

모

㎥ 이상이거나 도장작업에 연결된 동력이 3마력 이상일 경우

도장시설의 규 가 용적 5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

신

운영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시설 설치 고를 하여야 하며, 적정한 방지시설을 설치

제 목

답변일자

사업장의 행정처분 적용에 관한 질의

2012-05-25

질의요지

순 뗄나무) 70%와 고형연료(WCF)30%를 연료로 사용하여 고형연료 사용시설
이 되어 TMS를 운영하였으나, 금번에 연료(고체연료75%, 고형연료25%) 변경허가를 득
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이 일반보일러, 열병합발전시설 및 TMS 미부착대상으로
적용되어 운영하고 있는 대기1종 사업장입니다.
질의1)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의 분류에 따라 당사는 일반보일러 및 열병합발전시설에
적용되어 대기배출 오염물질도 별표8에 따라 NOx, 먼지, 매연의 3가지 항목만 적
용되어 지는지? 그 밖의 오염물질 중 염화수소가 측정되어 진다면 대기오염물질
고체연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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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배출시설로서 적용하는게 타당한지?
질의2) 위 질의1) 내용처럼 염화수소를 그 밖의 배출시설로 적용받아 대기측정을 한다면
별표3 28번 항목(다음의 물질을 제조하거나 해당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켜 배출하
는 모든시설. 다만, 대기오염물질이 해당 물질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배출되는 시설은 제외한다)과 같이 30퍼센트 미만으로 검출될 시 그 밖의 배출시
설에서도 제외되는지?
질의3) 당사와 같이 연료사용비율의 조정에 따라 TMS부착 시설에서 미부착시설로 변경
되어지는데 기존의 TMS부착 시 행정처분(개선명령)이 미부착 대상시설에서도
승계가 되어 위반횟수로 적용받아야 하는지? 만약, TMS부착시설에서 행정처분
(개선명령)을 5회 받았는데 당사와 같이 TMS부착시설에서 제외된다며 조업정지
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는지?
의 배출시설에서

회신내용

초 허가 또는 신고 당시 사용원료, 부원료, 연료 및 공정
조건 등을 감안하여 자가측정 등을 통해 배출오염물질을 예상하여야 하며, 염화수소가
배출된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제2호가목 비고 4에 6)가)의 위반행위를 5차 이상 한
자에 대하여는 이전 위반 시의 처분에 더하여 추가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마다 조업정
1, 2) 발생 대기오염물질은 당

지 10일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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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제 목

답변일자

종변경 신고에 대한 질의

2008-12-16

질의요지

냉·난방을 목적으로 시험 가동하고 있습니다.
1년간 냉·난방용으로 가동결과 2종(53.303톤/년간오염물질발생량, 냉·난방일수 : 360일/년,
조업시간 : 20시간/일 계산)에서 4종(9.475톤/년간오염물질발생량, 냉·난방일수 : 160일/년,
조업시간 : 8시간/일 계산)으로 종변경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질의1)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4조(일일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수)단서 조항을 적용
하여 2종에서 4종으로 변경가능한지
질의2) 일일조업시간은 전년도 평균조업시간을 의미하므로 일시적으로 일일조업시간이 변
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질의3) 정상적으로 냉난방 가동기간이 1년이 넘어야 변경신청 가능한지
배출시설을

회신내용

간 또는 연간 가동일수는 각각 24시
간과 365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난방용보일러 등 일정시간 또는 일정기간만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일일조업시

동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로서 이미 설치되어 사용중인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년

평균조업시간을 일일조업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새로 설치되
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설치 명세서에 기재된 일일조업 예정시간
을 일일조업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시설에 대한 가동시
간의 변경은 관할 행정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구
비하여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도의 일일

제 목

답변일자

보일러 남는 스팀 타공장 공급에 대한 문의

2008-03-24

질의요지

RPF 보일러로 허가 득하였으나 일부기계 미가동으로 남은 스팀을 타공장(2종 업체이고
고유가시대에서 기름절약이 꼭 필요한 사항임)에게 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허가
조치 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현행 법상 해당법령이 없으면 변경신고서를 작성
하여 공정변경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회신내용

항

허가받은 시설을 변경신고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 질의내용과 같이 발생된 스팀을 타공장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변경이 없다면 변경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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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보일러 연료변경에 따른 배출시설 해당여부

2008-06-30

질의요지

B-C유 일반보일러를 LNG 보일러로 교체하여 운전하고자 검토중에있습니다.
보일러 용량은 변경(1종)없이 사용연료를 변경코자 합니다.이에따른 행정절차를 알려주시고
LNG를 연료로하는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 B-C유 보일러를 가동해오면서 TMS를 설치운영해 왔는바. 상기내용과 같이 사용연
료를 교체하였을 경우 TMS의 설치여부가 궁금합니다.
기

회신내용

존 B-C유 사용 일반보일러를 LNG사용 일반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기존의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배출시설 변
경(폐쇄)신고를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에서 제외 될 것입니다.
기 의

제 목

답변일자

경유사용에서 LPG로 전환사용에 관하여

2008-06-12

질의요지

현재 경유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대기배출시설 신고업체이며 소규모로 방
지시설은 면제되었습니다.
최근 경유가 폭등으로 LPG로 전환 생각중인데 이 사항도 대기관련 각종신고 및 환경관
련 규제대상이 되는지요?
회신내용

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허가(신고)사항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

기

하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에

신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경유를 LPG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로 변경신고를 하실 필요
는 없으나, 연료가 변경됨으로써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
또는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는 변경 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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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공장의 무기한 가동중지

2008-03-24

질의요지

무기한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1) 가동중지 이후에 행정 관청에 회사의 환경관련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2) 가동중지 이후에 회사의 부과금 관련업무는 어떻게 되는지?
회사 사정상 공장 전체 생산라인 가동을

회신내용

내

존

(1) 질의 용에 기

허

신 내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가(또는 고)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을

신

쇄

쇄

등이 구체적이지

무기한 중지하는

경우에는 변경 고(폐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기환

간 간

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변경 전에 일일조업시 (연 가동일수)을 “0”으로

신

하여 변경 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기한 가동중지가 예상되는 사업장의 경우라면 상기 (1)번
과 같이 해당시설에 대하여 변경신고(폐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때 동 사업장
에서 납부하여야 할 부과금이 있을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부과금 납부통지 기간과 상관없이 즉시 납부통지를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할 것인바, 사업장에서는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기체연료로 변경에 따른 신고

2008-12-01

질의요지

현재 B-C(0.5%S)를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입니다.
청정연료 사용의무지역은 아니고 대기오염물질 감량과 에너지효율을 위해 기체연료(청정
연료로 인정받은 것은 아님)로 변경하고자하는데, 조성은 Hydrogen : 7.46% Methane :
91.66% Ethane : 0.02% Ethylene : 0.54% CO : 0.32%로 LHV : 12,100kcal/kg 입니다.
1. 액체연료에서 기체연료로 변경시 배출시설 변경으로 해야 하는지?
2.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시설로 득할 수 있는지?
3.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시설로 득하더라도 배출허용기준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내

B-C유에서 기체연료(청정연료로 인정받은 것이 아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거목2)내지3)에 해당

(1) 질의 용과 같이 보일러의 연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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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신

되어 대기배출시설 설치 가(또는 고)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것입니다.

참고로, 사용하고자 하는 가스가 공정 중에 부생적으로

목

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거

각

각

발생하는 물질이라면 대기환

각능력이 시간당

3)나)에 따라 소

그램

100킬로

이상인 폐가스소 시설(소 보일러)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동법 시행규칙 별표8) 이하로 배출
되거나,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방지시설의 설치면제가 가능할 것이므로 관할 행

(2)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동법 시행

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허 준

(3) 배출 용기 의 적용은 해당 배출시설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허 준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해당 배출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배출시설의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의 대기오염물질별 해당 배출시설의 배출 용기 을

제 목

답변일자

대기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 유.무

2008-01-11

질의요지

번

선 환경비용절감의 일환으로 폐수방지설에서 적정처리된 방류수를 방류하기
전(적산유량계 통과 전에)에 재순환하여 세정집진시설의 세정수로 사용하고자 하는바
이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였을 때 대기변경신고사항이 되는지?
2) 그리고 대기배출오염물질과 수질배출오염물질이 상이한데 그럴 경우에는 오염물질을
추가로 신고해야 하는지
1) 금 당사에

회신내용

항

(1)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세정집진시설의 세정수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된 사 은 없으나,
세정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함에 있어 세정수에 포함된 성분에 따라 발생 오염

효율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라며, 방류수

물질, 처리

를 세정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이 변경된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에 따라

신
(2) 질의내용에 오염물질의 종류, 추가 발생 사유 등이
변경 고를 하여야 할것입니다.

써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

변은 곤란하나,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함으로

신

는 경우에는 변경 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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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

제 목

답변일자

대기 허가증 조업시간 관련

2008-03-27

질의요지

허가증에 조업시간 항목에 1일 24시간 년 300일로 기재되어 있는데 년 300
일을 초과하여 설비를 가동해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대기배출시설

회신내용

허가증의 조업시간 항목에 1일 24시간 년300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300일을 초과하여 가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제1항제6호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변경전에 변
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기배출시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변경 신고시 오염물질 발생량 재산정 여부

2008-01-18

질의요지

존 쇄
쇄 새로운 파쇄시설(250HP)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파쇄시설만 변경을 했는데, 오염물질발생량을 재산출하여 발생량(톤/년)을 계산하여 신고
를 해야 하는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배출시설의 용량만 변경하여 신고하면 되는겁니까?
기 의 파 시설(200HP) 을 폐 하고

회신내용

항

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3 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증설· 체 또는

쇄

련

신

폐 와 관 되는 경우에는 변경 고를 하여야 합니다.

량

아울러, 대기배출시설의 변경으로 인하여 오염물질의 발생 이 변경된다면 오염물질 발생

량을 재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에 따라 종을 재산정하여
야 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가능유무
질의요지

각

2008-02-22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별도 설치운영중인 폐가스 흡착시설에 연계

폐가스소 시설의 처리

코

처리를 검토 자 합니다.

신

능 유무?

1. 대기배출시설 변경 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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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가스 소각시설, 폐가스 흡착시설 각각 운영
폐가스 소각시설 Trouble 시 폐가스 흡착시설에 연계처리 허가됨.
-. 변경 후 : 폐가스 소각시설 처리후 대기중 배출되는 배출가스를 폐가스 흡착시설에
연계처리가 가능한지요? 연계시 화재 및 폭발사고 예방을 위하여 비상용 배기 굴뚝을
-. 변경 전

설치 할 수 있는지요?

후 대기오염물질 측정방법?
-. 변경 전 : 각각 독립 배출구로 각각 측정중임
-. 변경 후 : 2차 방지시설인 폐가스 흡착시설만 측정하면 되는지요?
이 경우 측정항목은 기존 폐가스 흡착시설 항목만 측정하면 되는지요?

2. 변경

회신내용

내용에

(1) 질의

존 허가(또는신고)사항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기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배출시설

교 쇄 련
허
치신고 증명서)에 적힌 허가(또는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를
또는 방지시설의 증설· 체·폐 와 관 되는 경우 또는 배출시설 설치 가증(또는 설
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항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나,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로서 배출시설 설치허
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으니, 공정상 불가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면 변경신고
시에 동 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인정을 받는 경우에 가능할 것입니다.
(3)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이 폐가스소각시설을 통하여 밀폐된 상태로 폐가스
흡착시설로 전량 유입된다면 폐가스흡착시설에 대하여만 자가측정을 하면 될 것이며,
변경신고 시에 배출시설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하여 제시한 대기오염물질 중 배출허용
기준(동법 시행규칙 별표8)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측정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폐가스소각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거목 3)나)에 따라
소각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이면 대기배출시설에도 해당합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 제2호에 따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제 목

답변일자

연돌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여부

2008-05-06

질의요지

각1기씩2 개가 설치 운영중입니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용량변경은 없는 상태에서 연돌의 높이를 높이고자 할 때 문의
동일한 오염물질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드립니다.

돌

돌

1) 2개의 연 에서 배출되는 것을 하나의 연 로 하여 배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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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측정구를 2개로 해야할지?

최종배출구에 한곳만 설치하여도 되는지? (최종 배출구 통과 후 1개의 연돌로
합하여 지는 것으로 방지시설 통과 후 배출되는 것임)
2) 연돌의 높이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유/무?
아니면

회신내용

모

(1)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배출시설의 규 는 배출구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개의

통합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증설·교체 또는 폐쇄와
관련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동법 제23조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배출허용기준 적용에 있어 하나의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 중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자가측정에 있어 통합된 배출구 규모에 맞도록 측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행정처분시 동일 배출구에 연결된 모든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굴뚝의 높이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12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하고
있으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또는 신고증명서)에 굴뚝의 높이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굴뚝 높이를 변경하는 것은 배출시설 설치허자가증(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에 해당되며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변경신고
배출구를 1개로

를 하여야 합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해당여부
질의요지

1) 용융시설과

신

흡착에

의한 시설을

변경 고에 해당되나요

2008-04-28

운영중이며, 금번,

㎥x1식)을

용융시설(0.96

증설하면

약 변경신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금번 증설계획인 용융시설을 기존 방지시설인 흡

2) 만

착에 의한 시설에 유입해도 되는건지
3) 용융시설 용적계산은

내부용적을 계산하는게 맞는 건지

회신내용

신 용융시설은 규모미만으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존 방지시설에
연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라목 1)나)에 따라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용융·용해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합니다.
(2) 기존 배출구(방지시설)에 동종의 규모미만인 시설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 또
는 방지시설의 증설에 해당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1) 질의하

하여야 합니다.

모 그 시설의 최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비고8에 따라 배출시설의 규 는

량

대시설용 을 말하며, 용융시설의 용적이란

최대내부용적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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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변경 신고 대상 여부

2008-05-01

질의요지

존

x
x
x
량
상이 되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한 후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157HP의
성형시설 1기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신설할 157HP의 성형시설은 배출시설 변경신고의 대
당사는 기 에 설치된 성형시설 225HP 1기, 80H 1기, 50HP 1기의 합계용 이 250HP이

상이 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새로운 배출구에 157마력 성형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규모미만으로 신고대상이 아니나,
기존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있던 기존배출구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
시설의 증설·교체 또는 폐쇄로 보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 배출시설 변경신고인지 여부
질의요지

2008-02-27

마

마력), 제재시설 2기(30마력)입니다. 이번에 새로이 6마력의
연마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설치하는 연마시설을 기존 배출구에 연결하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지요? 만일 변경신고 대상이 된다고 하면 어떠한 법령기준에
의해서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또한 변경이 아니고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연마시설 6마력은 시행규칙 별표3 기준에 있는 배출시설이 아닌데 굳이 설치허가를 받아야
배출시설은 연 시설 2기(30

하는지요?

두 번째로 새로운 배출구에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에는 변경인지 설치
인지 또한 법 어느 조항을 적용해서 해야 하는지요?
존

회신내용

허가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동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합니다. 기존 허가받은 배출시설 규모의 100분의 50미만(특정대기
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유해물질 배출시설인 경우에는 100분의 30미만)을 증설하고자 한다면 동법 시행규칙 제27

항 제6호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제1호비고1에 따라 규모미만인
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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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로서 동일 사업장에

총규모가 각 항목에 규정된 규모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설을 배출시설에 포함합니다. 연마시설을 기존 배출구에 추가로 연결(설치) 한다면
변경(증설)대상에 해당될 것이나, 추가되는 규모미만의 연마시설을 기존 배출구에 연결
(설치)하지 않고 별도로 설치한다면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마시설을
추가 증설하여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총합계가 배출시설 규모이상에 해당된다면 설
치신고(또는 허가)를 하여야 할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
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종시설이 2개이상 설치되어 시설의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설치 변경신고, 변경허가, 허가인지.
질의요지

2008-04-01

존

허

특정대기유해물질(염화수소)이 발생되는 사업장으로 기 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가를

득한 업체입니다.

신규로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정해진 물질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칙에 의거하여 2008년12월31일 이전에 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
고 하는데 당사 같은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변경신고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의 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존 설치허가 내역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허가받은 기존 배
출시설에서 새로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된다면 사용하는 원료의 변경(원료의 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개정법에 따라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추가되는 경우 포함)에 해당되어 변
경신고에 해당될 것이며,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배출시설(신고 시설)에서 새
로운 특정대기오염물질이 추가로 배출된다면 기존 신고시설은 폐쇄하고 새로이 설치허가
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기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사항

2008-03-31

질의요지

량 함유되어 있는데 에틸

도장시설에서 사용되는 도료중 대기특정유해물질인 에틸벤젠이 소

온 압

안정하다고 하여 도장시설에서는 별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이나,
건조시설에서는 에틸벤젠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듯하여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자
합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요
벤젠은 상 ,상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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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허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도장시설과 건조시설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
된다면 허가를 받아야 할것입니다.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제270호> 제5조에서 200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있거나 운영하고 있는
자는 2008년 12월 31일 까지 동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은 설치 가를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인지 변경허가 인지

2008-03-27

질의요지

각
간 톤 허가를 득하였으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각량을 시간당
1.5톤으로 변경하기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용량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소각량(시간당1톤에서 1.5톤으로)의 변경과 방지시설의 용량이 변경하고자할 경우 새로운
시설로 보아 설치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기존시설의 용량이 과대하게 설치된
사항으로 용량을 재조정 하고자 하는사항으로 보아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소 시설에 대하여 시 당 1 의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내

각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배출시설 규모

질의 용과 같이 소

누계의 100분의50이상(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30이상)
증설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 합계나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신고필증 재발급
질의요지

대기배출시설
회신내용

2008-01-30

신고필증이 분실된 경우 재발급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요?
허

신고증명서)을 손실이나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
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재발급 요청하면 교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 가증(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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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종별 변경

2008-03-17

질의요지

매 낙찰받은 업체로 대기1종사업장인데 관리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경매시 대지,
건물 및 모든설비를 포함하여 낙찰받아 대기배출시설 신고필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변경
을 하고, 기존 생산설비(대기배출시설 포함)를 이용하며, 일부 부족한 생산설비(용해로-정
제유 사용)를 증설하고자 하는데 대기1종 범위 안에서 대기배출시설 변경이 가능한지요?
경 로

회신내용

량

2004.1.1일 개정·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염물질 발생

허 신

존

산정방법에 따라 기

받은 시설을 변경된 방식으로 종규모 재산정 결과 다른법
에 따른 관리지역으로 입지제한을 받는 종으로 상향되었다면 입지가 불가능할 것이나,
기존에 인·허가를 받은시설에 대하여 당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경과조치 규
정에 따라 해당법률에 의한 입지제한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입지제한 지역(관리지역 등)에 상기규정의 경과조치에 따라 입지하여 조업 중인
사업장(3종 이상)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출시설의
증설 또는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생산 설비의 증설로 인하여 오염물질 발생량이
대기배출시설 설치 가( 고)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설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련

항 련 운영하는 해당부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해서는 국토해양부 등)나 관할 행정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
아울러, 입지와 관 된 정확한 사 은 관 법을
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신고에 대상여부 문의

쇄

2008-12-01

질의요지

선별시설(10HP)을 설치후 여과집진시설로 처리하고 있는데 금번 분쇄
시설(10HP), 선별시설(2HP)를 설치하고 두 시설의 집진시설을 여과집진시설로 설치하고자
하는데 한 사업장에 동종시설외 설치합계로 금번 증설시설이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하여야 하는지 또는 증설시설이 배출구별로 보아서 신고대상 미만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분 시설(50HP),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령 제11조제4항제1호에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배출구에 규모미만의 배출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추가적인 시설의 증설로
인하여 누적합계가 신고대상 규모이상에 해당될 경우 변경신고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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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의 화재로 인한 복원

2008-03-28

질의요지

운영중인 대기배출시설이 화재로 인하여 전소되었습니다.
동일시설 및 동일용량으로 복원시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인허가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회신내용

존 허가(또는 신고) 받은 배출시설을 원료 또는 공정의 변경없이 동일시설 및 동일
용량으로 복원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제1항제
1호의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같은 종류나 같은 규모의 시설로 대체하는 경우, 또는
동조 제3항제1호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증설·교체 또는 폐쇄와 관련되는 경우에 해당
기 에

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환경시설 배출 및 비배출시설 인허가 관련사항

2008-11-30

질의요지

B-C유 보일러 5대가 설치되어 있고, 평상시에는 3대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일러 5대 중 LNG 버너 3대 및 혼용버너(B-C유+ LNG) 2대를 설치예정입니다
B-C유 3대는 폐쇄신고하고[LNG 3대사용 대체] B-C유 2대는 혼용버너로 변경신고(B-C유
+ LNG) 하고자 합니다
혼용버너는 B-C유 50%+ LNG 50% or B-C유 60%+ LNG 40% or B-C유 70%+LNG
30% 등으로 연료 사용에 대한 변동을 특성화 할 수 있습니다

① 혼용버너 대는 배출시설로 변경신고하고, 기존 TMS 부착 굴뚝으로 배출하고자 합니다
B-C유+ LNG 연료를 변동해서 사용하게 되면 희석배출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LNG버너 공사 완료 시 기존 굴뚝을 활용하여 시운전 TEST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
다면 자체계획서 또는 가동개시신고 등 어떤 민원서류를 접수해야 하는지? [향후 LNG
버너 3대는 신규 굴뚝을 설치하여 사용예정]
회신내용

B-C유와 천연가스(LNG)를 혼용하는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량 감소 등으로
인한 대기배출사업장 및 배출구 종 변경, 이로 인한 자가측정 횟수변경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신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B-C유와 천연가스(LNG)를 혼소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관할 행정기관의 인정(변경
신고)을 받을 경우 희석배출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변경신고시 보일러에 청정

(1) 보일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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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및 종산정, TMS 부착대상

연료(LNG, LPG)를 혼소함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감안하여 변경신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제1호에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
물질을 배출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일러의 버너 교체에 따른 성능검사(시운전) 기간동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부 등을

제 목

답변일자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유무

2008-02-22

질의요지

써 대기배출시설 신고필증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필증을 득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신고필증의 대표자란에 성명 대신 직함(대표이사)을 기재하여 득하였습
니다. 대표이사의 변경이 있을 경우 대표자 변경에 해당이 되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법인회사로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나,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작성요령 1에서 대표자 기재
란에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대표자 성명이 아닌 직함으로 기재
되어 있는 경우에 대표이사의 변경은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사업장의 명

제 목

답변일자

도시가스 사용 보일러의 방지시설 설치관련 질의
질의요지

배출시설인 보일러의

2008-11-13

B-C유 사용시 방지시설 원심력집진시설을 사용했습니다

B-C유를 도시가스(LNG)로 대체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면제받았습
니다. 방지시설인 원심력집진시설을 그냥 두어도 되는지 아니면 철거를 해야되는지 질의
보일러의 원료
드립니다.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도시가스(LNG)를 사용하는 보일러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받

것이며,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 지 아니하는 시설(방지시설 등)에 대하여

- 273 -

별도로 관리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신 원심력 집진시설의 처리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변경신고(폐쇄)시 관할 행정기관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였다면 신고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하

제 목

답변일자

배출시설 규모 변경에 관한 사항

2008-03-21

질의요지

현재 사용중인 15톤 보일러의 구조변경을 하여 용량을 7톤 보일러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경우 기존 15톤 보일러에 딸린 방지시설을 구조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15톤→7톤으로 바꾸고 기존 방지시설을 그대로 사용할시 배출시설 변경신고 등 행정적
절차가 필요한지요?
2. 기존 15톤보일러(예비용)을 폐쇄하고 새로이 7톤보일러를 신설했을 경우 15톤보일러
(예비용)에 딸린 방지시설은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1.

회신내용

허용기준(동법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서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배출

시행

록 하고 있으므로, 배출시설의

규칙 별표8)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도

량

교체(폐쇄 후 신설) 등에 따라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적정처리
할 수 있다면 기존 방지시설을 사용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되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설치 여부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시설의 용량산출서, 설계도 및 처리효율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으로
용 변경이나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량 감소하는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보일러의 용 을

경우에는

허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변경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배출시설 설치 가증(또는

제 목

답변일자

배출시설 설치 신고대상 여부

2008-01-18

질의요지

신고된 배출시설이 노후화되어 자주 고장이 발생하여 동일 기계(배출시설)로 교체와
함께 동일 시설의 예비시설을 설치 할려고 합니다. 이때 동일시설만 교체할 때에도 변경
신고 대상인지 아니면 예비시설 설치 시에만 신고 대상인지 질의합니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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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항
신
또는 방지시설의 증설·교체 또는 폐쇄와 관련되는 경우 또는 설치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 시설로 교체하거나 예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에 해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3 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고를 한자가 배출시설

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변경신고 대상여부

2008-01-22

질의요지

두개의 공장을 가동중이며 공장 소재지가 동일한 자치구에 있지 않고 두 개의 자치구에
각각 위치하고 있고 허가사항 또한 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폐쇄하고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를 법인명과 동일하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에 의하여 변경신경를 함에 있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변경신고
하여야 하는지 기존 허가사항에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칭이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사업장의 명

신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재
허가 등이 별도로
되어 있다면 대표자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다하여도 별도로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변경 고에 해당하며, 사업장 소 지가 자치구를 달리하고 있고, 이미

제 목

답변일자

보온로에서 용해 가능여부 질의

2008-12-10

질의요지

늄 칩을 녹이는 용광로(반사로)가 있으며 후단에는 보온로가 있습니다.
보온로는 용해시킨 물을 보온저장 시키며 탈가스 처리 후 불순물을 제거→주형틀에 보내
폐알루미

기 위한 설비로 알고 있습니다.

광

용 로(반사로) 고장시

후단에 있는 보온로에 직접 폐알루미늄 칩을 넣고 용해해도 되는

무런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 환경법규 상 아
회신내용

내

허가(신고)사항 등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질의하신 시설에 직접 폐알루미늄 칩을 넣고 용해하는 경우에는 오염
질의 용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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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의

량, 종류 등이 변경될 수 있어 방지시설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되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령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항

허

제11조제4 제2호에 따라 설치 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거나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용도를

제 목

답변일자

보일러 교체시 인허가 대상여부

존
이때

2008-11-17

질의요지

던 5톤 보일러를 없애고 7톤으로 신규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방지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와 기존에 있는 방지시설을 계속해서 이용하는
경우에 인허가에 차이가 있는지요?
방지시설에서 처리후 배출되는 가스는 기존에 설치되 있는 굴뚝을 계속 사용을 하려고
기 에 설치되어 있

합니다.
회신내용

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항

존 허가받은

제11조제4 에 따라 기

모

배출구의 배출시설 규 의

누계보다 50%(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30%)이상 증설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그 외의 신고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대기배출시설을 증설하면서 새로운 배출구가 추가되는 경우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합계 또는

제 목

답변일자

보조버너 대기방지시설 대상여부

2008-11-17

질의요지

현재 설치된 소각시설의 일산화탄소 제거를 위하여 경유버너를 소각시설 내부에 설치
하여 연소가스를 다시 한번 연소시켜 주는 2차 연소 개념으로 설치하였는데
1) 소각시설에 부착된 버너는 무조건 점화시에만 승온을 위한 보조버너 역할만 하여야 하는지
2) 1번의 역할이외에 2차 연소개념으로 설치하게 되면 방지시설로 들어가는지
3) 폐목재 전용 소각로이기 때문에 경유버너는 배출시설로 들어가는지 설치 자체가 불법
인지 인허가상 어떻게 분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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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각

(1)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소 시설에 부착된

버너의 가동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항
(2) 질의내용에 소각시설의 구조, 공정 등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2차 버너를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물질의 발생량 등이
변경된다면 변경신고 사항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체적인
사 은 없습니다.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사업장명칭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에 대한 질의

2008-12-05

질의요지

매각되었으며, 매각되는 절차에 따라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시로 사업장
변경을 하고 그 이후로 다시 사업장 명칭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1) 업체명칭이 변경될 때마다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2) 변경신고 유효기간이 30일 이므로 그사이에 변경되는 중간업체명은 제외하고 12월
15일 이후 확정되는 업체명으로 변경신고를 하여도 되는지요?
사업장이

회신내용

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사업장의 명 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30일 이내에 사업장 명칭이 여러 번 변경되는 경우에는 최초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 기간 동안의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고일 현재 사업장 명칭으로 변경신고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
변경신고의 수리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세정식 집진장치 물분사 관련 질의

2008-11-06

질의요지

내

as Scrubber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출시설에서 산성가스가 발생되어 노즐에
의해 물을 살포하는데 방지시설의 설계 및 최초 인허가 등록시 물을 살포하고 산성가스
에 의해 떨어진 pH는 가성소다를 투입하여 다시 pH를 중성상태로 맞춘다고 신고되어 있
습니다. 사업장에서 자체 테스트결과 가성소다를 투입하지 않고 물만 살포하여도 자가
사업장 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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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시 법정기준치 5~10% 내외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성소다를 투입하지 않고 물만 살포하여도 무방한지요? 물만 살포 가능하다면
인허가 변경신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허

신 필
가성소다를 투입하여

대기배출시설 설치 가증( 고 증)에 방지시설에 가성소다를

투입하여 가동하는 것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나, 가성소다를
투입하지 않아도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라면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가성소다를 투입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허가증
(신고필증)의 허가(신고)사항에 가성소다 투입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명시되어 있다면

방지시설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연료변경 시 변경신고 대상여부

2008-03-05

질의요지

petrocokes)를 사용하는 보일러 및 방지시설에 대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연료를 수급하는 과정 등에 따라 무연탄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무연탄
(황함유량 : 0.5%미만)을 섞어서 사용할 경우 다시 설치승인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고체연료(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와 설치

신고증명서(또는 설치허가증)의 신고사항(또는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설치신고(또는 허가) 받은 대기배출시설의 연료를 변경(무연탄 혼합 사용)하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연료변경시 변경신고 여부 질의

2008-10-17

질의요지

B-B유 황함유량 0.26% 사용하다가, B-C유 황함유량 0.26%로 변경(교체)하고자
할때 황함유량(%)의 변동 없이 연료를 변경하고자 할때 연료변경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변경신고에 해당 하는지를 질의 합니다.(단, B-B유 또는 B-C유의 황함유량은 정유사의
품질보증서에 표기된 숫치입니다)
종전에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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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 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외
질의내용과 같이 B-B유를 B-C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경우는 제 하고 있습니다.

량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황함유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에 따른 배출

간

량 산정시에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변경(증가)될 것

시설의 시 당 대기오염물질 발생

신

으로 판단되므로 변경 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용해로(예비용)설치 가능여부

2008-10-13

질의요지

운영중인 용해로는 총 4기가 있습니다. 용해로 1기는 공정상 비가동이 불가능하며,
이를 보수하여 사용하려면 작업이 불가하므로, 동일한 용해로 1기를 설치가동 후 기존
용해로 보수공사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또한, 1기를 증설하여 배출시설로 등재하기에는
방지시설의 용량이 부족합니다. 향후 보수공사 완료한 후에는 결국 2기중 1기는 예비용
개념으로 가동을 하지 않고, 오로지 1기만 가동을 합니다.
예비용 개념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으며, 설치가능 하다면 용해로 1기(예비용)
에 대한 방지시설 용량산정을 제외해도 되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예비용이란 시설의 고장 등을 대비하여
예비로 설치된 시설을 말합니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내

존 용해로의 보수공사를 위하여 예비용 용해로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예비용으로 설치가 가능할 것이며,
하나의 방지시설에 총 5기(예비용 포함)의 배출시설이 연결된 경우에는 항상 가동되는
배출시설 4기의 풍량으로 방지시설의 용량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시설의 용량산출서,
설계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따라서, 질의 용과 같이 기

관할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폐쇄신고된 방지시설의 처리여부
질의요지

2008-06-23

차 세정집진시설, 2차 활성탄 흡착탑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도장시설에 대한 방지시설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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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세정집진시설을 거쳐 배출 되는 THC가 측정 결과 항상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바,
2차 활성탄 흡착탑을 폐쇄신고 하여 방지시설에서 삭제시키되 흡착탑은 철거하지 않고
그 내용물인 활성탄만 제거를 하고 속이 빈 흡착탑 BODY는 오염물의 배출 DUCT 기능
으로 활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폐쇄 신고 때문에 흡착탑을 방지시설 위치에서 꼭 철거를
1

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신

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변경 고(폐 )한 방지시설에 대하여

태

철거를

록

하도

하는 규정은

없으나, 동 시설을 배출시설에 연결된 상 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1조

항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폐쇄된 방지시설은 배출시설과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아울러, 방지시설의 설치면제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

제 목

답변일자

wcf 고형연료 사용에 관한 질의

2009-04-23

질의요지

승 받은 목재보일러에 순수 목재를 사용하고 있고 연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wcf 고형연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순수목재와 혼합하여 고형연료를 25%정도만 사용할 때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
니다. 고형연료제품(wcf)을 사용할려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사용연료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가능한가요?
고형연료 25%사용시 적용되는 대기배출허용기준은 기존의 목재보일러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준용합니까? 아니면 고형연료 전용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용합니까?
고체연료 사용 인을

회신내용

능

질의한 시설에 고형연료제품의 연료사용이 가 하여 연료를 고형연료제품으로 변경하고자

신

한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사용연료 변경 고를 하여야 합니다.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시설로서 연료사용량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비율이 30%이상인 시설을 말하므로
고형연료제품 25% 사용시에는 기존의 목재보일러에 해당하는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적용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라 함은 자원의

하시면 될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관리지역내에서 대기배출 종수 추가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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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1

질의요지

역

:레미콘제조업-4종, B업체:아스콘제조업-4종)
사업중으로 2009년1월1일자로 A업체에서 B업체의 아스콘생산설비를 매입(설비-생산기계
만 매입)하고 B업체는 공장등록증 및 대기배출시설신고필증을 취하한 상태로 법인명은
존속되어있음.
1. 아스콘생산시설에 대한 매각(B업체), 매입(A업체)의 경우(기계만 거래)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권리와 의무의 승계)에서 허가, 변경허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승계의 범위가 B업체에서 신고된 2008년
이전의 확정 대기오염물질과 조업일수, 생산량을 뜻하는 건지? 현재 B업체의 법인은
존속되어 있음.
2. 4종 사업장(위 A업체)이 대기배출 4종인 배출시설을 매입하여 공장등록을 하면 4종＋
4종=대기배출 3종사업장이 되는 건지?
3. 아스콘생산시설의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신고 없이 생산(4월16일)하고 건설사에 생산,
납품, 판매를 하고 있어 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바, 대기환경보전법 제 30조에는 배출
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1)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에 대한
신고 없이 가동시의 처벌관계 여부 2) 가동개시 신고 없이 가동시의 처벌 관계 여부
계획관리지

B

공장용지에 A, 업체(A업체

회신내용

양도한 경우에는 허가,
변경허가 또는 신고, 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가 승계되므로 별도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4호(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

질문1,3)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전법 제30조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신

완료하여 이를 가동하려면 사전에 가동개시 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신

무
질문2)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발생량을
합산하여 종규모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않는 경우 가동개시 고 의 가 없을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방지시설 변경허가와 관련

2009-05-04

질의요지

액상소석회 슬러리 공급시설을 추가로 도입하여 방시시설을 개선하는 경우 대기방지시설
변경허가를 득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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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 세정기(가성소다분무+고상소석회공급)+여과집진기
-개선 :세정기(가성소다분무+고상소석회공급+액상소석회 슬러리 공급)+여과집진기
-

회신내용

항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지시설을 증설,

교체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시 증설규모 산정

2009-04-16

질의요지

령 제11조4항,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기존 도금시설 10㎥, 산처리시설 10㎥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사용하고 흡수에 의한 시설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증설(특정대기유해물질 사용)하는 도금
시설은 4㎥, 산처리시설은 1㎥로 기존의 흡수에 의한 시설로 유입처리 하고자 합니다.
각 시설용량으로 볼 때 도금시설은 40%증설(4/10), 산처리시설은 10%(1/10) 증설에 해당
되고, 도금시설 및 산처리시설을 합산한 용량으로 볼 때는 25%증설(4+1/20)에 해당됩니다.
각 시설용량으로 보아 도금시설이 40%증설(100분의 30이상)되므로 변경허가 대상인지
합산한 용량으로 보아 25%증설(100분의 30이하) 이므로 변경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회신내용

모

배출시설의 증설규 는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별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각각

모

따라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인 도금시설의 증설규 가 40%에 해당된다면 대기환

령 제11조4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보전법 시행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폐쇄신고 시점 여부 문의
질의요지

현재 운영중인

2009-03-26

' 력 급

'

운영을
중단하고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지정한 운영중단(폐지) 일자 이후에는
설비를 정지시키고 당 설비의 철거 방침(활용을 위한 설비매각 또는 고철매각)을 세워
약 9개월 후에 당 설비를 실제 모두 철거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3항1'에 의거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폐쇄내용을 해당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폐쇄기준 시점이 실제 철거
작업 일자인지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명시한 운영중단(폐지)일자 인지 알고 싶습니다.
발전설비 중 1개 호기가 정부의 전 수 기본계획 에 따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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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쇄

철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대기오염물질이 더 이상
배출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폐쇄하고자 하는 시설이 더 이상
가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행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폐쇄신고를 하면 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폐 란 시설의

제 목

답변일자

오염물질 발생량 증가시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질의요지

2009-01-14

신

였
숙 술
부분 때문에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30톤 정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허가가
아니라 변경신고로 하는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잘못된 설치신고시 처벌사항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대기 2종으로 배출시설 설치 고를 하 으나, 조업을 하다보니 기계 미 과 기 적인

회신내용

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지도 검결과 사업장의 대기오염

량

물질 발생 이 변경되어 해당사업장의 구분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동 규칙 제27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사업장의 오염물질 발생량이 증가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배출시설설치신고시의 오염물질 발생량보다 실제 오염물질 발생량이
증가된 경우의 처분에 대하여는 최초 배출시설설치신고 사항, 오염물질발생량이 증가된
장에게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에 대하여(임대차)

2008-12-31

질의요지

신고하여 대기 소음필증을
가지고 B회사에 임대하여 변경신고, 현재 필증은 B회사 명의로 나갔으며 현재 B회사는
부도난 상태로 대표자를 찾을 수 없음.
1. 현재 임차인인 A회사가 다시 C회사에 도장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대하려 합니다. 그래서
변경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A사와 B사의 임대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이것이 가능한 것
인지 궁금하며,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불가능 하다면 어떠한 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A회사는 금속조립구조제제조업으로 도장시설 및 방지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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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허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는 설치 가를
하여야 하며 동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신

받거나 신고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변경 고를 하여야 합니다.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에 있어 사업자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에
관련된 부분은 관련법령 등에 따라야 할 것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지자체
(환경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에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제 목

답변일자

대기변경 신고관련

2009-05-22

질의요지

신

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배출시설의 변경 고 등)1 에 의하면 같은 배출구에

신

연결되어 있는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을 10% 미만 증설하는 경우에는 변경 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A라는 사업자가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에 등록된 도금시설 총용량 12㎥ 중에 8㎥는
자가운영으로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고, 4㎥는 B라는 사업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으며 도금시설 총 용량 12㎥의 배기가스는 공동방지시설인 900㎥/분의 세정탑
으로 유입배출하고 있습니다.

㎥

탑

능

A라는 사업자가 공동방지시설인 900 /분의 세정 에서 처리가 가 하고 특정대기유해물

㎥

때 도금시설 8.3% (1㎥ / 12㎥) 증설
이므로, 배출시설 10% 미만 증설로 보아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요?
질을 배출하지 않는 도금시설(1 )를 증설하고자 할
회신내용

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여 증설되는 배출시설의 규 가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의 10%미만에 해당되고 배출시설의 증설에 따라 변경되는 오염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이내이며, 배출시설의 증설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제한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변경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질의내용과 같이 배출시설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기존 신고
(허가)증이 반납되고 새로운 허가증이 교부되지 않으므로 신고(허가)증에 기재된 해당
배출시설의 총규모를 기준으로 증설규모를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물질의

- 284 -

제 목

답변일자

방지시설 폐쇄여부

2009-04-13

질의요지

쇄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방지시설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때 방지시설도 폐쇄신고를

폐

하여야 하나요? 법규상 규정이 있는 건가요?

신규로 들어오면 허가가 힘들기 때문에 되도록 방지시설은 남겨두었
다가 이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나중에 배출시설이
회신내용

쇄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폐

시설의

철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대기오염물질이

록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 배출되지 않도

쇄하고자하는 대기배출시설
조치하여 폐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폐

또는 방지시설이

더

이상 가동되지

제 목

더

못하도록

답변일자

배출시설 변경신고 해당여부

2009-04-07

질의요지

현황은 1.5㎥이 5개시설, 1.9㎥이 9개,
2.0㎥이 7개, 3.6㎥이 6개, 4.5㎥이 3개가 있습니다.(총합계=69.7㎥)이 모든 시설은 관계
기관으로부터 방지시설설치면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4.5㎥ 소결로1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7종1항의1에
보면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를 받은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총규모"
소결로(방지시설 설치면제)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

㎥

1. 이 말은 같은 규 의 시설인 4.5 시설의 합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소결로의

㎥
2. 이번 4.5㎥을 1기 설치하려고 하면, 첫째 질문에 의거 변경신고에 해당되는지요? 아니면
1기를 신규설치하기 때문에 설치신고 사항에 해당되는지요?
합인 69.7 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신규 설치되는 배출시설과 동일한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의 총규모(방지시설설치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면제
받은 배출시설의 총규모)를 말합니다.
2. 배출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증설범위가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의 10%미만에
해당되고 배출시설의 증설에 따라 변경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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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이내이며, 배출시설의 증설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제한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신규로 추가되는
배출시설이 별도 배출구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변경신고 대상여부

2009-06-04

질의요지

번호가 다른 각 지역 자사 공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합 관리 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사업자

회신내용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내용과 같이 사업자등록번호 외에 변경사항이 없다면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한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보일러 가동시간
질의요지

2009-01-19

톤

톤

팀

실

당사는 주보일러(5 )와 보조용 보일러(3 )를 이용한 스 을 이용하여 과

톤

및

채소를

현장에서 사용하는
스팀의 양(스팀 압력)이 부족할 경우 자동으로 점화되어 가동이 됩니다. 그런데 본 보조
보일러의 운영상(자동) 조업시간(8시간)동안 대기상태(보일러 전원은 on이나 점화는 되지
않은 상태로 연료를 소비하지 않음)로 있다가 주보일러만(5톤)으로 스팀압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 자동으로 점화되어 가동되는 시설(3톤)입니다. 본 보조보일러의 가동시간을 어떻
게 적용해야 하나요? 최초 신고시 보조보일러의 가동시간을 6시간으로 신고하였는데
대기상태까지 가동시간으로 본다면 8시간이 됩니다. 실질적인 가동시간을 버너의 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으로 1일간 사용량을 나누어 보면 평균 4시간 가동한( 연료사용량 : 860리
터/일, 버너용량 : 218리터/시간, 860/218 = 3.94시간 )것으로 산정이 됩니다. 보일러에는
각각 연료게이지가 부착되어 있어 사용량을 기록할 수 있는데요. 가동시간을 연료사용량에
비례해서 적용해도 될지 아니면, 대기상태의 시간까지 전체 포함해서 가동시간으로 적용
가공하는 업체입니다. 3

보일러는 보조용으로 주보일러의 가동시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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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간 또는 연간 가동일수는 각각 24시
난방용 보일러 등 일정시간 또는 일정기간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일일조업시

간과 365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가동 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로서 이미 설치되어 사용 중인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년

평균조업시간을 일일조업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시설에 대한 가동시간의 변경은 관할 행정기관에서 인정하는

전 도의 일일
따라서,

능

가 할 것입니다.

간

량

경우에

례

참고로, 보일러의 일일가동시 을 연료사용 에 비 하여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간

대기배출시설의 가동시 은 대기배출시설의
행정기관에서 인정할 수 있는

실제가동시간을 기록한 운영일지 또는 관할

작업일지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 목

답변일자

보일러 벙커C유 연료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2009-03-04

질의요지

보일러

벙커C유 황람량을

0.5%에서 0.3%로 변경할 경우 대기배출시설 변경

신고서를

약 신고대상이 아닐시 대기배출계수 변경으로 인한 종변경
사항에 대한 것은 완전히 배제가 되는지 궁급합니다.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만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

변경전에 변경 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량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량

배출 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 함유 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벙커C유(황함량 0.5%)에서 벙커C유(황함량 0.3%)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료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나, 연료변경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변경됨으로써 종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에
적힌 사항(종별)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사업장 분사에 따른 인허가 신고관련

2009-01-19

질의요지

신설된 법인에서는 기존
신고를 득하여 운영중인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대로 사용할 경우 기존사업장은
1개의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사업장(개별 법인)으로 분사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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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에 따른 시설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설되는 법인
에서 임대하는 시설에 대하여 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사업장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기재내용 변경으로 분리해서 각각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내

임대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또는 신고한 자)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질의 용과 같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제 목

답변일자

성형시설 추가 설치시 대기배출시설 해당유무

2009-03-10

질의요지

신
추가로 성형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추가 설치되는
설비의 동력 마력이 250마력 미만일 경우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성형시설 설치 고가 되어 있고
회신내용

모
신
동 시설을 포함하여 미신고된 시설(규모 미만) 또는 추후 설치되는 시설의 총규모가 배출
시설 규모에 해당되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것입니다.
기존의 배출구에 규모미만의 시설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것입니다. 다만, 기존 배출시설규모의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여
별도의 배출구에 규 미만의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변경 고에 해당되지 않으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세척시설 악취를 대기방지시설을 통한 배출 가능여부
질의요지

내

사업장

대기배출시설로서 도장

booth가

있으며,

2009-03-04

그에

활 흡 탑

따른 방지시설( 성탄 착 )이

작업장에서 단품 세척용 용제로 tce(트르클로로에틸렌)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철판으로 시공된 도장작업장 측면을 사각으로 자르고 개.폐가 가능한 도어를 설치하여,
세척작업시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한 후 도어를 열어 발생되는 휘발성오염
물질을 대기방지시설(활성탄 흡착탑)를 통과하여 배출시키려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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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허
변경신고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배출시설(도장시설)의 설치 가증 또는

힌 허가

서에 적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증명

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참고로, 트리클로로에틸렌(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됨)을
사용하여 금속의 표면을 세척하는 시설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동 시설은
대기배출시설 중 탈지시설에 해당될 수 있으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출시설을 가동할때에는 방지
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서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도장시설 또는 탈지시설의 문을 열고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예비보일러 가동에 대한 인정 범위

2009-03-05

질의요지

내 다른 보일러의 고장 또는 정비시 가동을 목적으로 예비 LNG 보일러를 설치하려
고 합니다.(배출구는 TMS가 설치된 보일러 stack 이용 계획)
1. 예비보일러 설치지침 또는 기준이 있는지요?
2. 예비보일러의 연간가동일수가 제한되어 있는지요?
3. 같은 배출구를 사용하는 보일러이외의 다른 보일러의 고장 또는 정비시 가동할 수 있는지요?
4. 예비보일러 가동실적을 동 배출구 총량 활동도 실적에 포함해야 하는지, 제외해서
회사

보고해야 하는지요?

존

회신내용

추가로 설치 또는 가동하고자 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별도의 설치기준 또는 가동일수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예비보일러를 가동시에는 대기배출허용총량에 포함됨을 알려
기 보일러의 고장 등을 대비하여 예비시설을

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임차인에 대한 허가번호 발급가능여부

2009-03-06

질의요지

두 사업장이 있는데 A사가 B사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임대로 사용
하고 있을 경우 대기신고필증을 구분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B사가 생산공정 2라인을 가지고 있으면 1라인을 전부 A사에 임대해
주는 형태입니다. 배출시설은 섞이지 않으며 그에 따른 방지시설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 주소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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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신
신
허
신고증명
서의 뒤쪽에 변경신고 사항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신고증명서 원본을 보유하고 임차인은 사본을 소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변경 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 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배출시설설치 가증 또는

제 목

답변일자

대기 방지시설 및 FAN(송풍기)의 용량
질의요지

량

2010-03-18

1. 방지시설의 용 은 1,000CMM으로 설계시공하고, 방지시설
1,100CMM으로 설치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후단의

단, 배출시설에서

송풍기)은
배출되는 총풍량은
FAN(

량
운영됩니다.
그리고 방지시설에 TMS가 설치되어 풍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방지시설의
처리용량과 방지시설 후단의 FAN(송풍기)의 용량이 달라도 인허가가 가능한가요?
위 1번 질의사항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현재 기 허가받은 1,000CMM 방지시설,
1,000CMM FAN을 1,000CMM의 방지시설은 변경없이 FAN(송풍기)만 1,100CMM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방지시설의 처리용 인 1,000CMM 이하로

2.

회신내용

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변경없이

송풍기 용량의 변경은 변경신고 대상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나, 방지시설 처리용량과 송풍기
용량의 관계는 방지시설의 효율과 관련이 있으므로,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판단하
여야 할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허가 가능 여부

존

질의요지

2010-05-04

탈 +탈황)을 운영함에 있어 방지시설의 고장으로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정운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보완
하기 위하여 고장난 방지시설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기존 배출시설
의 연료로 청정연료(LNG)를 사용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허
가가 가능한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

배출시설(보일러) 및 방지시설(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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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예비용으로 설치예정인 보일러시설의 연료를

항상

LNG를 사용한다면, 대기환경보전법

허

시행규칙 2,나,24)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변경 가 또는 변경

신고는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허 준

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기존시설의 이상으로 TMS자료가 전송되지 못한다면,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여야함을 알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는 배출 용기 을 적용하
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방지시설 송풍기 관련 문의

2010-05-01

질의요지

신규로 설치하는데 송풍기 설치 인버터송풍기로 설치가 가능한지요?
인허가 신고를 할 때는 송풍기의 최대용량으로 신고를 하겠지만, 인버터로 설치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고 합니다.
방지시설을

회신내용

항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

때에는 변경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설치전에 관할 자치단체에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자 할

제 목

항

버

중요사 이므로, 인 터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증설 관련 질의

2010-03-03

질의요지

존 가열시설, 탈지시설, 건조시설이 하나의 방지시설에 물려 있습니다. 여기에 가열시설
하나를 증설의 개념으로 똑같은 배출구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1) 대기환경보전법 23조2항에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합계나 누계라는 것이 각 배출시설의 합계나 누계라는 것입니까
(가열시설이라면 가열시설만의 합계나 누계) 아니면 가열시설, 탈지시설, 건조시설
전부의 합계나 누계라는 것입니까?
2) 그리고 용적으로만 계산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풍량으로도 (증설)퍼센테이지를 계산해도
기

됩니까?

회신내용

항

모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 의 “배출시설의 규 의 합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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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총량누계가 아닌 각각의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 합계 또는 누계이며, 배출시설의 증설규모는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같은
배출시설별 연료사용량 및 용적의 합계로 각각 산정하여야 합니다.
라는 것은, 사업장 전체 배출구의 배출시설의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교호운전 가능여부
질의요지

2010-03-15

㎥x5기,

대기배출시설 도장시설 10.1

㎥x2기,

건조시설 18.9

㎥x1기를

18.8

대기방지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580㎥/분x1에 연결 처리하여 정상가동하고 있습니다.
금회 도장시설 10.1㎥x 2기를 증설하여 기존 방지시설에 연결 처리하고자 하나 도장시설
2기가 증설하더라도 절대 도장시설 5기 이상 가동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총 도장시
설 10.1㎥x7기(증설 포함) 중 10.1㎥x 2기는 기존 방지시설에 연결하여 교호운전을 하려
합니다. 교호운전에 관한 가능여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귀하의 사업장 사정상 도장시설 10.1㎥x2기를 교호운전 하는 것은 관할 행정기관의 인정
을 받아야 가능할 것이며, 증설시설에 대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증설시설 인·허가 및 교호운전 등에 관한자료 등을 구비하여 관할 자치단체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위치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여부
질의요지

2010-02-28

신

득하고 영업 중인 사업장으로 소재지의 변경이 없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내역 및 발생량 등 기타 제반사항의 변경없이 사업장내에서 위치만 변경할
경우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대기배출시설 설치 고를

회신내용

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제1

등의 변경 없이 단지 같은 공정라인에서 위치만

었
신 항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변경되 다면 변경 고 사 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이동한 위치를 알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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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여부

2010-03-11

질의요지

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 중에 여열을 활용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소각시설내
설치하여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 또는 혼합소각을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건조설비 및 혼합소각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인허가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변경
허가 대상인지 변경신고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생

회신내용

령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 추가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허

임

변경 가 대상 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방지시설 면제시설의 변경신고 대상여부
질의요지

년

mm이하

2008 에 입자상물질 1

곱

60세제 미터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로 방지시설

년에 위 시설에 대한 방지시설에 대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운영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면제를

받아서 운영중인데

2010-03-04

2010

변경

허가

또는

회신내용

받은 시설은 추가로 변경허가 또는 신고는 필요
치 않으나, 기존의 면제사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자체단체에 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할 자치단체에서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제 목

답변일자

제품생산량 변경 및 시설 이전시 변경신고 대상여부

2010-11-25

질의요지

량 및 제품생산량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2. 기 신고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동일한 행정기관(시) 관내로 시설변경 없이 이전할
경우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인지요? 아니면 설치신고 대상인지요?
1. 원료의 사용

회신내용

량

신

원료사용 의 변경은 배출시설의 변경 고 대상은 아니나, 시설의 전부를 다른 장소로

항 규정에 의거,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이전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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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보조연료 사용량 변경신 변경신고 여부

2010-10-11

질의요지

각
최초 신고후 원료의 종류가 바뀌지 않았으나 보조연료로 사용중인 LNG의
사용량이 최초신고와 차이가 날 경우에 변경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지요.
소 시설에서

회신내용

항 규정에 의거, 연료의 변경으로 인한 배출량의 증가는
없고, 보조연료의 연료사용량만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여부

2010-06-22

질의요지

법인사업장 A의 대표자가 본인의 명의로 개인사업장

축

B를 창립하였습니다.

A사업장의

승낙을 받고 B사업장에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
고자 합니다. A사업장은 현재 대기1종으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입니다.
현재 A사의 대표와 B사의 대표가 같고 B사가 사용 승락받은 건물도 A사의 부지내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 B사에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B사의 명의로 새로이
설치신고를 받아야 되는지(B사의 대기배출시설은 3종 사업장임) 동일 부지내의 사업장
이며 대표자가 같으므로 대기배출시설 증설로 보아 기존 신고사항에 추가 설치신고를
받아야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토지 및 건 물 일부를 토지. 건물사용

회신내용

B사업장(3종사업장으로 보임)이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사업장이라면,
B사의 배출시설 증설로 보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규정에 의거, B사업
장에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장소 이전에 따른 신고사항 문의
질의요지

2010-04-14

두고 위치하고 있고 1공장은 농공단지(시설
용지 지구)이고, 2공장은 준농림지역의 기준으로 해서 대기신고필증이 1,2공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현재 2공장 보일러시설을 1공장으로 통합운영하려고 하는바, 2005년도 설치한
당사업장은 1공장과 2공장이 도로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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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보일러(2공장)를 1공장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설을 장소변경으로 해서 변경 고를

신규설치 시설로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규에 2007년2월1일 이후 설치시설에 대한 대기배출허용기준이 현재 운영 중인 배출허
용기준과 다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려고 하는데 이 이전설비가 1공장에서는

회신내용

신 필

각각으로 나누어져 있고, 동일 공장 내부에서 시설 이전이 아니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의거, 2공장의 보일러는 폐쇄신고로 하여야
하고, 1공장에 설치예정인 보일러는 신규시설로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공장에 보일러를 이전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신규시설 설치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기배출 고 증이

제 목

답변일자

대기변경신고 여부

2010-08-20

질의요지

식
래
①반응시설(0.1㎥×1ST, 0.5㎥×1ST, 1.0㎥×1ST, 1.5㎥×2ST, 2.0㎥×1ST, 5.0㎥×2ST, 7.5㎥
×2ST, 5.0㎥×2ST, 10㎥×1ST)=51.6㎥
②용해시설(10㎥×1ST, 7.0㎥×1ST, 6.0㎥×1ST, 0.5㎥×1ST, 0.3㎥×1ST, 0.1㎥×1ST)=23.9㎥
③혼합시설(15HP×1ST, 5HP×1ST)=20HP
위 시설 중 반응시설(2.0㎥×1ST)를 폐쇄하고 반응시설(5.0㎥×1ST)를 신설 예정.(같은 배출구)인 경우
* 증설비율(반응시설)
-기존 총 규모:51.6㎥ , 신설시설:5㎥ , 폐쇄시설:2㎥
-증설분(5㎥-2㎥)=3㎥ ∴증설률 = (3㎥/51.6㎥)/100=5.81%,
상기와 같은 계산으로 10%미만으로 변경신고 제외대상인지 아닌지를 문의드립니다.
세정 집진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이 아 와 같음.(같은 배출구)

회신내용

교체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증설범위가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의 10%
미만에 해당되고 배출시설의 증설에 따라 변경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이내 이며, 배출시설의 증설로 인하여 다른법령에 따른 설치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증설범위를 산정할 시에는 폐쇄시설은 기존의
시설에서 제외하고 증설범위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 295 -

제 목

답변일자

대기변경신고의 건

2010-03-24

질의요지

존신고된 방지시설설치의무 면제시설(여러종류의 배출시설-건조시설, 가열시설, 성형
시설 등)들이 있을 경우 신규 증설되는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시설의 규모가 기존
신고된 방지시설 설치의무면제시설 중 같은 종류의 시설의 규모 10%미만일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방지시설 의무면제로 신고되어 있는 전체시설의 규모 10%
미만일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2. 또한 기존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시설로 건조시설만 신고되어 있을 경우, 신규로 방지
시설 설치의무면제시설로써 성형시설을 증설하고자 한다면 설치신고로 해야 하는지요?
1. 기

회신내용

항
무 면제시설의 총규모에 10%
미만의 증설 또는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을 10%미만 증설하는
경우이고, 이 규칙 제27조제1항 ‘가’호와 ‘나’호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 의거, 방지시설설치의

않아도 됩니다.

존

무 면제시설과 다른 신규시설을 증설하고자 한다면, 이 규칙 제27
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 의 방지시설 설치의

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 방지시설 풍량 조정을 위한 인버터 설치 관련

2010-05-03

질의요지

팬 덕
효율을
조정할 수 있는 인버터를 팬에 설치하여 풍량을 조정하여 사용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버터를 설치하게 되면 에너지비용도 절감하면서 시설의 부하도 적게 주게되어 상당히
이득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풍량조정을 위한 인버터설치(모터회전수를 조정하여 풍량 조정)가
대기오염방지시설( ,바디, 트) 사용에 있어 배출시설의 사용정도에 따라 시설

불법이라고 하는데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항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

때

신

하고자 할 에는 변경 전에 변경 고를 하여야 합니다.

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이므로, 인버터
설치전에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할 자치단체에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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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변경허가신청관련

2010-01-31

질의요지

총량관리사업장설치 허가를 득하였으며 허가를 득한 시설을 전부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허가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대기오염물질

회신내용

허가를 득한

시설을 전부

항

임대하는

항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

신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제1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변경 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허가증 정정시 변경신고 대상여부

2010-08-23

질의요지

허 작성중 오기재로 인하여 허가증에 잘못 등재가 되어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 변경
신고에 해당하는지
인 가

회신내용

항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7조제1

신

허

규정에 의거, 인 · 가 당시의 오기를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고로 정정 하시면 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표이사 변경시 신고여부

2010-11-30

질의요지

허가증상에 대표이사 성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이한 변경사항이 없이 대표이사가 변경
되었을 경우에 변경신고를 득하여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허
재
신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로 대표자 변경신고는 필요치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배출시설 가증 대표자 기 란에, 성명 대

제 목

답변일자

방지시설을 지난 배기가스 연소시 신고여부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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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8

난 배기가스를 일반보일러 연소용 Air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배출시설에서 방지시설을 지

허

항

별도의 인 가 사 인지 궁금합니다.
- 배출시설(폐가스)

→ 방지시설(활성탄흡착탑) → 처리가스 → 보일러 연소용Air

회신내용

i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의거, 변경신고 사항은 아닙니다.
자가측정 등을 고려하여 측정공 후단의 배출가스를 보일러 연소용 Air로 사용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할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주시기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한 배출가스를 보일러 연소용 A r로 사용하는 경우는 대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방지시설의 운영방식 변경시 위반여부

2010-10-31

질의요지

후
차차
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여 1차 방지시설은 미가동중입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
기 때문에 미가동은 아닌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 경우 제31조 1항 5호에 위배사항인지요
배출시설 단에 방지시설을 1 ,2 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가동결과 2 만 가동하여도

회신내용

허

차 및 2차를 동시에 운영하기로 허가되어 있을 경우
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변경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득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시시설의 일부만 가동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 부적정운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
배출시설설치 가증에 방지시설을 1

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배출구 통합시 변경신고 대상여부

2010-04-20

질의요지

신 필

항
톤
톤 각각 원심력집진시설 75풍량
으로 처리되어 나간다고 각각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원심력집진시설을 거친 후 덕트를 조인하여 총 배출구가 하나로 나가게 하고
있다면 이것도 변경신고 대상이 되어 필증상에 덕트 조인배출구 하나라는 표시를 해줘야
대기 고 증 사 에는 배출시설로 보일러3 , 보일러5 이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증설·폐 가 없고, 방지시설의

- 298 -

송풍량 및 효율에 변동이 없으며,

각각의 방지시설에서 배출가스 처리과정을 거친 후에 배출구를 하나로 합하여 배출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변경신고는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각각의 보일러시설에 연결된 방지시
설의 자가측정을 고려하여 반드시 측정공을 거친 후에 배출구를 하나로 합하여 배출하여
야 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여부 질의

2010-05-14

질의요지

풍량이 바뀌면 신고사항인지,
2) 성형시설의 경우 성형시설의 마력수가 10퍼센트 이하로 바뀌어도 신고사항인지,
1) 집진기의

회신내용

풍량에 따라 처리효율에 큰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고)증 상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 해당되므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증설·교체되는 배출시설의 규모가 같은
방지시설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의 10%미만에 해당되고 배출시설의 증설에 따라 변경

량 범위이내이며, 배출시설의 증설로 인하여
다른법령에 따른 설치제한을 받지않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

제 목

답변일자

연료변경신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여부

2010-04-23

질의요지

녹색에너지 고체연료인 PKS(PALMKERNELSHELL)를 현지에서 건조 및 선별한
후 수입하여 현재 무연탄을 사용하는 업체의 시설에 연료를 변경하여 사용하려고 하는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1항4호에 따라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
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며, 황 함유량도 낮기 때문에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저탄소

않아도 되는지요?
회신내용

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 제4호에 의거, 사용하는 연료를 변경할 경우에는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않으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다면, 변경신고는 필요치 않을 것 입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호에 따라, 귀하의 사업장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1의2]지역에 해당되면 고체연료의 사용승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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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여부

2011-09-19

질의요지

각각의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후단에 각각의 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배출
가스를 여과집진기를 거쳐 최종 배출되고 있습니다.
배출시설 2기중 1기를 폐쇄하고 배출시설1기를 교체설치 할 때 방지시설이 불필요하여
설치하지 않을 때 시행규칙 제27조2항 방지시설 폐쇄조항에 해당되어 변경신고를 해야하는지요?
2기 배출시설에

회신내용

쇄

항

방지시설을 폐 하고자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 에 의거 배출시설

신

변경 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쇄

2011-11-28

질의요지

분 시설 20HP을 설치, 대기배출시설
5HP을 증설하는데

신고대상 여부?

신고를

하여

운영중입니다.

쇄

당사에서는 분 시설

존 신고한 분쇄시설과 합산하여 25HP이므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분쇄시설 20HP을
신고하였으므로 개별 분쇄시설 5HP으로 보아 신고대상이 아닌지 여부?
기

회신내용

존 신고된 분쇄시설과 동일한 배출구로 연결해 증설하는 경우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별도의 새로운 배출
구로 분쇄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동력이 20마력 이상일때 설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

제 목

답변일자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여부 문의

2011-12-12

질의요지

허가시 방지시설인 백필터 전단에 활성탄과 소석회를 주입하여 배출가스처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운영시 활성탄과 소석회를 투입하지 않아도 대기배출오염기준이 초과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럴 경우 백필터, 스크러버 등 방지시설은 모두 가동을 하지만 위의 약품투입만 중지할
경우도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으로 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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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최초 허가시 방지시설인 백필터 전단에 활성탄과 소석회를 주입하여 배출가스 처리를
한다고 허가를 받았으나, 운영하면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방지시설 신규 설치시 변경신고 여부
질의요지

무

2011-05-11

받

방지시설 설치의 면제를 인가 은 배출시설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신

허용기준을 준수한다 하더라도 지역의

최선을 다하고자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배출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변경 고를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귀하께서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득하였더라도 추가로 설치되는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배출
시설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아스콘 대기배출 종 산정의 건

2011-11-21

질의요지

준공되어 가동중인 기존 아스콘공장을 해체하고(예비용시설 제외)
대기배출시설 관련 건조, 혼합, 저장, 선별시설 등이 신규시설로 교체된 경우에 용량,
용적, 처리시설의 능력등이 기존 아스콘공장과 같은 동일한 사양이거나 그 이하인 경
우는 ‘변경허가’에 해당하는지요?
(2) 대기배출시설(건조, 혼합, 저장, 선별 등)이 신규로 교체되었으나 대기배출시설 관련
설치장비가 기존의 용량, 용적, 처리시설 등의 능력보다 상향할 경우는‘신규시설’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종산정을 해야 하는지요? 신규시설로 판단될 경우 EPA계수를
(1) 2004.01.01이전에

적용한 종산정을 해야 하는지요?

(3)

교체된 대기배출시설의 용량, 용적, 처리시설의 능력과 무관하게 대기배출관련 기존
시설(2004.01.01일 이전)을 폐쇄하고 2004.01.01일 이후 신규로 설치신고를 하였다면,
대기 종산정시 EPA계수를 적용한 신규로 대기배출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1) 배출구가 증가되지 않고 배출시설을

항

신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시행

규칙 제27조 제1 에 의한 변경 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모

배출시설의 규 를 10% 미만으로

교체하는 경우 변경되는 오염물질 양이 방지시설의
- 301 -

량 범위 이내이고,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제한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2, 3)대기배출시설을 증설하거나 신규 설치신고를 받은 경우 오염물질발생량 산정을 위한
배출계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및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9-41호)’에서 정하는 배출계수를 우선 적용하고, 배출
계수가 없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는 계수(EPA 계수)를 적용하거나, 이론적
으로 산정한 양의 순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처리용

제 목

답변일자

총탄화수소 규제 기준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2011-05-26

질의요지

년 허가당시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먼지, 악취 두가지 항목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최근 총탄화수소(THC) 항목이 대기오염물질로 등록되면서 해당 배출시설의 배출구 오염
도 측정결과 THC가 배출되고 있고, 기준치인 200PPM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허가당시에는 총탄화수소(THC)를 오염물질항목으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THC에
대한 오염도 측정의무 및 농도초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허가당시에는 등록이 되지 않았지만 개정된 법규에 따라 총탄화수소를 배출하고(법기준
치의 30% 이상)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측정의무 및 농도초과에 따른 행정처분여부를 질의
합니다. 아울러 THC저감을 위해 처리효율이 비교적 낮은 흡착에 의한 시설(활성탄)을
고효율 대기방지시설 (RTO, RCO등)로 교체를 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97

회신내용

허가시 등록된 오염물질이 아닌 새로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 변경신
고를 하여야 하며,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미이행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면 이에 따
른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지시설 교체와 관련해서는 대기방지시설
전문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사유 중 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
질의요지

2012-08-27

신
임대하는 경우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 변경내역을 신고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임차인의 경우 변경신고 기
한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대기배출시설의 변경 고 사유 중,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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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이며 방지시설(혹은 배출시설)을 임차하여
설치허가를 득하고자 한다. 이때 배출시설 설치신고(혹은 허가)시에 임차한 방지시설
(혹은 배출시설)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2) 임차인은 기존에 사업장을 운용중인 사업자이며 사업의 확충을 위해 방지시설(혹은 배
출시설)을 임차한 것이며, 이때 임차인의 배출시설 변경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는가?
3)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이 임차하였던 방지시설(혹은 배출시설)을 A에게 돌려주었다.
이때 임차인의 배출시설 변경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는가?
4) 임차한 시설의 문제(배출허용량 초과, 측정기기 미부착, 보고나 검사) 등에 대한 책임
은 누구에게 있는가? 또한 방지시설이 설계효율대로 운영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부대
비용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러한 사항은 갑과 을의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따릅니까?
1)

회신내용

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내
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시설임대에 따른 변경신고가
완료된 경우 임차인은 동일시설에 대해 신규로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30일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1,2)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

할것입니다.

항
임대차하는 경우 배출
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측정기기 부착, 배출허용기준 초과, 보고와 검사 등에 있어서
임차인을 사업자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지시설 운영비용의 부담에 대해
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결정

4)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제2 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하면 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증설에 따른 변경신고 여부

2012-10-22

질의요지

존 특정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과 대기방지시설의 증설을 하려고 합니다.
몇 %증설이 이루어질 때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신고 및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기

문의 드립니다.

국소배기시설 설치시 국소배기장치 후단에
wetscrubber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때 wetscrubber를 방지시설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
또한 사업장(공장) 및

실험실에

환기용으로

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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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항

허

제11조제4 에서 배출시설설치 가를

받은

모

배출시설의 규 의

누계보다 100분의50이상(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100분의 30이상) 증설하는
경우를 변경허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을
100분의 30미만으로 증설하는 경우는 변경신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
15조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설하는 경우 가동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배출시설과 관계없이 작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환기용 후드, 방지시설 등은
허가 또는 신고절차 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합계나

제 목

답변일자

조업시간 변경시 신고대상 여부
질의요지

2012-11-01

&

총 18기가 설치된 3종 사업장입니다.
대기오염 배출농도는 배출허용기준 대비 10∼20%수준으로 처리 배출하고 있으며, 조업
시간은 8시간, 300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대기배출시설 가동시간이 대부분 일일 8시간으로 운영되나, 일일생산량에 따라 일부 몇몇
설비는 잔업 2시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업시간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지요?
당사의 배출시설은 도장 건조시설 구성되어 있으며

회신내용

허 신
간
간
1일 최대조업시간을 말하며, 조업시간이 변경될 경우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변경, 자가측정
횟수 등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사업장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기배출시설설치 가( 고)증의 “1일조업시 이 8시 ”이라함은 당해 배출시설(공정)의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대상인지, 변경신고대상인지?
질의요지

2012-07-10

심력집진시설 1대를 대기배출
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하고 가동 중, 배출시설은 변경이 없고, 방지시설만 원심력집진
시설 1대를 증설하여, 기존에 보일러 2대에서 방지시설 1대로 배출구가 1개인 상태에서,
보일러 2대(변경 없음)에서 방지시설 2대(1대 기존, 1대 증설)로 배출구가 1개가 증설되어
배출구가 2개가 될 경우 변경신고 대상인지, 아니면 설치허가(설치신고) 대상인지의 여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보일러 2대와 이의 방지시설로 원

를 알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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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신

배출시설 변경없이 방지시설을 1대 증설하면서 배출구도 1개 증설할 경우 변경 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여부?

2012-07-10

질의요지

현재 생산공정 중 대기배출시설인 열처리로(20㎥)를 사용중에 있는데, 열처리로가 너무 길어
열소모율이 높아 기존 열처리로(20㎥)를 1/2을 절단하여 2대(10㎥x2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기시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해당 여부?
회신내용

신 기존 열처리로(20㎥×1대)를 절단하여 2대(10㎥×2대)로 사용한다면 대기환경보전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하

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 여부
질의요지

2012-05-11

내 고체연료사용 보일러 3기와 액체연료사용 보일러1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가상승 및 대기배출허용기준의 강화와 관련하여 액체연료(중유) 전용 보일러1기를
기체연료(LNG)와 겸용으로 사용하고자 설비 변경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1항4호에 의하면 배출시설의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사용
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가 포함되지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LNG의
경우 기존의 중유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당량 저감된 청정연료로서 상기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시설을 증설하거나 교체하는 행위가 아닌 사용
연료만 혼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배출시설 변경신고의 생략이 가능한지요?
2)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1항1호에 의하면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3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24)
보일러 항목에는 가스 또는 경질유만을 연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배출시설에서 제외한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스연료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방지시설을 가동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요?(LNG의 경우 방지시설을 별도 가동하지 않아도 기준치
이내로 배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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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신

실 필요는 없으
나, 연료가 변경됨으로써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 또는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보일러의 연료를 중유와 LNG 를 혼소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일정기간씩 별도 사
용하는 경우(동일한 보일러내 중유버너, LNG버너가 각각 설치된 경우)에는 신고사항
(또는 조건)으로 LNG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도록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1) LNG와 중유를 혼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변경 고를 하

제 목

답변일자

대기환경 종 변경 신고 관련?

2012-05-23

질의요지

현재 대기배출신고필증에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 만큼 배출을 하지
않고 4종 또는 5종에 해당되나 필증에 보면 89년도에 신고되어 종이 변경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2종에서 4종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구청에 신고 하면 되는지요?
회신내용

허 신 받은 대기배출시설의 규모(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내 설치된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량(먼지, 황산화물, 질
소산화물)을 재산정한 서류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기 가( 고)

제 목

답변일자

연료변경에 따른 신고 대상여부

2012-09-27

질의요지

씨
톤
목재펠렛으로 연료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방카씨유를 사용하였을때 오염물질 발생량이 먼지 : 2.0톤/년, 황산화물 :3.0톤/년, 질소산
화물 : 4.0톤/일=9.0톤/년의 오염물질이 발생되었던 것을 목재펠렛을 교체 사용하였을 때
오염물질발생량이 먼지 : 1.0톤/년, 질소산화물 : 2.0톤/년=3.0톤/년으로 발생이 줄게 된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변경신고를 하여야 되는지의 여부?
방카 유를 사용하는 5 /시 보일러에

회신내용

B-C유에서 목재펠릿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
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용연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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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체연료 사용승인
제 목

답변일자

배출시설 굴뚝 높이 질의
질의요지

광역시소재

너

2008-06-17

집단에 지 사업소에

페트로코크스(Petro-Cokes)를

연료로 하는 고체연료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2에 의거 "페트
로코크스“가” 기타 고체연료사용시설"에 해당되어 20m이상의 굴뚝을 세우면 되는 것인지요?
사용보일러를

회신내용

항 제2호에 따라 고체연료 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서에 동 규칙 별표12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시설의 설치기준
에 맞는 시설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아울러, 동 규칙 별표12에서는 석탄사용시설과 기타 고체연료 사용시설로 분류하여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체연료(페트로코크스)를 사용하는 시설은 동 별표12
제2호 가목에 따라 배출시설의 굴뚝높이를 2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해당유무

2010-09-17

질의요지

숯가마시설을 운영 중인데 2010년부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수도권 일부(수원,
안산, 안양 등)에서는 나무를 사용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게 된다면,
나무를 떼기 어렵나요?
회신내용

령 [별표11의2]에 해당되는 지역은 고체연료의 사용금지 지역이므로
탄화시설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구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허가를 담당
하는 관할 자치단체에 고체연료의 사용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제 목

답변일자

연료변경 사용

201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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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남 광양지역은 황함유량 0.3%이하 사용지역입니다.
1) 현재 액체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고체연료(Coal) 변경사용이 가능한지요
2) 고체연료사용이 가능하면 변경해야 하는 설비 및 서류는?
3) 고체연료의 시험성적서 제출은(공인기관)?
전

회신내용

귀하가 소재한 사업장에서 고체연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출서류 등은 이 규칙 제56조제1항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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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권리·의무 승계
제 목

답변일자

과징금 처분의 승계

2008-01-25

질의요지

운영 중 행정관청의 지도점검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적발되어 그에 따른 행정처분(조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사정으로 과징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행정관청에서 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압류를 시켜 놓았습니다. 회사가 운영의 악화로 부도나게 되어 법원의 경매로 넘어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업자가 법원경매로 인수하게 되어 동 업종의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그대로 사용 사업을 운영 중 군으로부터 법원경매 이수전 과징금처분에 대한
지위승계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된다고
하는데 그 여부를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회신내용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에 의한 양도, 사망 및 합병에 의한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지만, 경매 또는 파산 등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조항이 없어, 경락받은
사업자에게는 승계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사항과 관련하여 대기환경
보전법을 개정 추진중(법제처 심사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권리 의무 승계에 의한 대기 인허가 관련 문의

2008-08-01

질의요지

권리 의무 승계에 의한 대기 인허가(변경신고) 관련 문의로서 모회사와 계열회사가 같이
인접한 상태에서 계열회사가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하여 모회사에서 계열회사의 대기배출
시설 및 방지시설(배출구 3기)을 인수할 경우 모회사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변경
신고(회사명, 사업자 변경)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배출구 증가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만약 계열회사가 이전하면서 일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1기)을
같이 이전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인수가 이루어질 경우(방지시설 1기를 신설해야 함)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모회사에서 계열회사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전부를 인수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27
조제1항에 따라 양도양수 하여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전부 인수할 경우 모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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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될 것이며, 승계 후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가 변경
되는 등 당초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상의 허가(신고)받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변경신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회사에서 계열회사의 일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하고 새로운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계열회사에서 모회사로 양도양수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양도양수되지 않고 이전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변경신고(폐쇄)한 후 이전되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규로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모회사에서 새로운 방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배출구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동
배출구와 연결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신규로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계열회사의

합니다.

제 목

답변일자

권리의무 승계시 대기배출 변경허가

2008-01-11

질의요지

간
양도받아 권리의무 승계를 하고자 합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과 소음진동 배출신고는 각각 권리의무 승계서 법정양식이 있으나 대기
배출신고서는 변경신고서만 있고 권리의무 승계서 양식은 없는데 변경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대기환경보전법 24조의(다른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에 해당
되어 소음진동배출신고서의 권리의무승계만 하여도 의제처리가 되는지요?
폐기물중 처리업을

회신내용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귀사와 같이 배출시설을 양도받은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양도로
인하여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동법
제24조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관련된 「소음·진동규제법」제8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배출시
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시기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자가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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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임대에 관한 변경신고

2008-08-11

질의요지

신고하여 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A회사가 B회사와
C회사에게 도장시설 및 방지시설을 각각 1EA씩 임대하려 합니다. 그래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하나의 신고필증이 두 개의 신고필증으로 나뉘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면 어떤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어떠한 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A회사에서 도장시설 및 방지시설을

회신내용

임대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행정기관에서 A사의 임대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을
수리한 경우에는 A사의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B사와 C사의 임대사항을
기재하여 변경신고 수리하면 될 것이며, 행정기관에서 임대에 따른 A사의 변경신고 수리
시에 B사와 C사에 새로운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거나 A사의 허가증 또는 신고
필증에 B사와 C사의 임대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 향후 대기배출사업장의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기본부과금 자료제출 등 사업자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여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직권폐쇄 관련

2008-07-25

질의요지

신 받은 사업자가 부도, 개인 사정 등으로 해당배출시설을 설치
하지 않거나, 설치 후 장시간 방치 또는 임의로 대기배출시설을 폐쇄 또는 철거한 경우,
현재 직권 폐쇄조항이 없어, 사업장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허가의취소등)제3항에 의거 배출시설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하여, 해당사업장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한지?
2) 폐쇄명령을 내릴 경우, 행정상의 절차는 청문회, 공시송달 등 기존 직권폐업 조치와
대기배출시설 설치 고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되는지?

락받는

3) 사업장을 경

신고사항이 몇 차례 누락되어 동일
존재할 경우(임대계약 없음),행정상의 오류로 보아 폐쇄

과정에서 배출시설에 대한

두 개의 사업장이
명령이 가능한지?
4) 사업장을 경락받는 과정에서, 기존사업장과 전혀 상관없는 마트가 들어선 경우, 기존에
설치된 보일러를 신규 사업장(마트)이 임의로 철거한 경우, 마트에서 보일러 변경(폐쇄)
주소에

- 311 -

신고가 가능한지?

례

권
무 승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전사업장에 대한 변경(폐쇄)신청이 가능한지? 즉 시설인수 없이
건물과 토지만 인수한 경우에는, 부도난 이전사업장의 변경(폐쇄)신청이 불가능한지?
6) 대기환경보전법 변경신고 조항에 사업장소재지 변경사항이 없어서, 변경신고시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6항의 기타 신고필증상 변경사항으로 판단하여 변경
신고를 받는 것이 타당한지? 불가능하다면 시행규칙 제27조제6항의 기타 변경사항을
5) 이와 같이 유사사 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 리와 의 의

어디까지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내용

쇄

신

(1)-(2)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에 따라 배출시설을 폐 하는 경우에는 변경 고를 하여야

신

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6

할것이나 변경 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36조제3

준
(3) 동일 사업장 소재지(지번)에 2개 사업장이 허가(신고)받은 것으로 된 경우 임대계약
여부, 소유권 등에 대한 사실여부, 경락과정의 인수인계 관련 서류 등의 확인을 거쳐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허가기관에서
내부적인 방침에 따라 잘못 등재된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삭제 또는 정리하거나 행정
절차법」등에 따라 직권 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기존 허가 또는 신고 받은 대기배출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허가 또는
신고자(임대인)가 폐쇄신고 하여야 할 것이나, 임대인이 변경신고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임차인(마트)이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변경신고(폐쇄)
에서 구체적인 행정처분기 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행정처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고사항의 폐쇄여부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실제
대기배출시설 철거 또는 폐쇄여부 등을 현장 확인하고, 법적 인수·인계 관련 서류 등을
확인될 경우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허가취소 또는 폐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경매 등의 인수에 대한 권리ㆍ의무 승계와 직권취소 등을 반영하여 현재 대기환경보
전법을 개정중임을 알려드립니다.
(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 변경신고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소재지를 변
경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이 같고, 입지를 제한 받지 않는다면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볼 수 있어 변경신고를 하면
될 것이나 그 외의 경우라면 신규로 설치허가(또는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5) 부도로 인한 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

제 목

답변일자

명의변경 인허가

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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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신

필요하여 올립니다.
a :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주 / b : 기존 사업자 /c: 신규사업자
기존에 b가 a에게 사용을 허락받아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여 자동차정비 사업을 하다
경영상의 이유 및 일신상의 문제로 잠수(연락이 되지 않음)한 상태로 인하여 c 신규사업
자가 a에게 임대차 계약을 하고 명의를 c앞으로 하여 신규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중 이며
이로 인한 인허가 진행 중에 b의 양도계약이나 권리 및 의무 인수인계를 할 수가 없어 a
와 c의 계약만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대기 변경 고(명의변경)의 진행상황 중 질의가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자가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기존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을 사업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증(신고증명서)을 건물주가 아닌 임차인(b)이 받았다면 배출
시설에 대한 권리·의무는 임차인(b)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임대
등에 대한 권리·의무 또한 임차인(b)에게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질의내용과 같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b)로부터 배출
시설에 대한 허가증을 양도·양수 받을 수 없다면 법원의 허가 등을 얻어 당해 배출시설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후, 허가증(신고증명서)을 재발급 받아 배출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배출시설 양도에 따른 신고
질의요지

대기/수질 방지시설을

내에

운영

2008-05-21

중인 A사 공장의 일부라인(방지시설 포함)이

B사로 매각

존재할 경우 단, 라인을 매수한 B사는 별도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고, 기존 운영 중인 동일지역의 B사의 기존공장의 사업자 등록증을 공용함.
이 경우, 라인을 인수한 B사는 별도로 대기방지시설 설치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
되어 단위사업장

2개 법인이

드립니다.

회신내용

항
양도하는 경우에는 허가·
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사업장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 제1 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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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사업주의 위임장을 가지고 배출시설 설치신고 가능여부

2008-05-27

질의요지

민 간(미국으로 이민) 사업주의 배우자가 미국대사관에서 발행하는 위임장으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2008년 2월경)도 받았으며, 기타 세무관계
및 다른 공증서류 등도 위임장을 첨부하여 배우자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배출시설 설치신고 인허가 취득은 어떻게 되는지 검토하시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회신내용

허

신고)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가(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대한 권리 등을 위임받은 경우라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는
위임 받은 자가 허가 또는 신고(기존 배출시설을 양도 양수한 경우라면 변경신고 등)를
자가

하면 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법원에서 경락 받은경우 배출시설 인허가 권리의무 승계 문의
질의요지

근

신

2008-02-05

년 12월 12일

부도로 폐업처리 된 인 의 배출시설설치 고가 되어 있는 제조공장을 2007

매 받았으며, 설비 및 업종 변경 없이 위 공장을 운영하려 합니다.
공장경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 인허가는 낙찰받은 본인에게 자동승계가 되는지요? 아니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처리해야 하는지요?
법원에서 경 를

회신내용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에 따라 양도, 사망 및 합병에 의한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지만, 경매 또는 파산 등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조항이 없어 경락받은
사업자에게는 승계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배출시설 설치허가는 대물허가
이므로 경락에 의하여 배출시설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이 허가를 받을 사항은
아니며,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신고하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또는 파산 등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
조항 신설과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 추진 중(법제처 심사 중)에 있음을 알려드
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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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아웃소싱업체 배출시설에 대해

2008-04-29

질의요지

B, C부서를 아웃소싱화하여 사업자번호가 다른 협력사로 만들 때(A, B,
C는 같은 공장부지내 있습니다) B, C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은 모두 A사에서 임대하여
사용할 예정(임대료 지급)입니다.
대기신고필증을 B, C사 모두 따로 만들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기존 신고대로 A사명의의
신고필증을 사용해도 되는지요?(아웃소싱 계약서 상 그러하다면)
각각 신고필증을 가지더라도 A사 관리인이 B, C 모두 관리할 수 있는지요?
A라는 공장에서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신
신
허
신고증명
서의 뒤쪽에 변경신고 사항(임대 내역)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A사는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을 보유하고, B,C사는 사본을 보유하면 될 것입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에 따라 동일한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
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4이하의 사업장(2종사
변경 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 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배출시설설치 가증 또는

업장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3종사업장을 1이상 포함한 경우에는 3이하의 사

술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대기유해물질
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간 오염물질발생량이 80톤 미만인 경우와 특정대기유
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로서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 20톤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이 위 규정을 만족한다면 A사의 관리인이 B,C사의 관리인을 겸할 수
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기 인을

있습니다.

제 목

답변일자

임차업체의 대기운영일지 작성과 그 근거자료

2008-05-20

질의요지

임차업체가 있습니다
임차업체의 배출시설이 단독으로 방지시설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 대기운영일지 작성을
임대업체에서 작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임차업체에서 작성을 하여야 하는지요
저희회사에

회신내용

항
때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27조 제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2 에 따라 사업자는 조업을 할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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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
설의 운영)를 적용할 때 사업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한 시설에 대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는 임차인이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에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제 목

답변일자

제조시설 위탁운영 시 책임범위

2008-04-11

질의요지

신규시설을 설치 후 운영을 B사에서 할 경우 질의사항입니다.
1. 환경관련 허가증상의 명의는 A, B사 중 어느 곳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2. 만약 A사로 관련허가를 득하고 운영만을 B사에서 할 경우 B사에서 제반법규 위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개선명령, 행정처분 등의 처벌의 주체는 A, B사 중 어느곳 인지요?
3. A사와 B사간의 계약서에 운영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B사가 진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을
경우에도 처벌의 주체는 A, B사 중 어느 곳 인지요?
A사의 자본으로

회신내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
여야 하므로 자본 소유자와 관계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허가 또는 신고를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대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
고증명서의 뒤 쪽에 변경신고사항(임대 내역)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2,3)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
차인은 동법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부터 제35조(배출부과금)까지, 제36
조(허가의 취소 등, 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9조(자가측정), 제40조(환경기술
인), 제82조(보고와 검사 등)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
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차에 대한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였다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법적 책임은 배출시설을 실제 운영하는 자(임차
아울러,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인)에게 있습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허가증 양도 양수건
질의요지

2008-05-15

허가를 전임차인에서 임차인한테 양도양수 받
았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부도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두고 폐쇄되었습니다.당사한테 배출
당사는 토지건물 및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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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양도양수을 해야 하나 임차인은 연락도 안되고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사업운영 중에 당사한테 공과금등 미지급금이 많은 관계로 모든 기계 및 공구
일체를 저희한테 공증이 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사가 대기허가를 양도양수 받아야하는
데 연락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데 이럴 때는 양도양수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적법한
처리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

회신내용

내

임차 및 양도ㆍ양수관계 등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사인간의 계약관련 부분은 관련법령 등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자가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그 양수인이 기존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배출시설이나 방지
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을 사업자로 보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용에

제 목

답변일자

환경 관리의 법적 책임은 어느 업체에 있는지

2008-03-17

질의요지

임대를 주어 당사내 가공업체가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임대를 주었으며 모든 관리를 해당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 상황에서 환경
당사에서

관리를 하여야 주체가 당사인지 해당업체인지 궁금합니다.

내에 있기 때문에 당사에서 법적책임 및 관리책임을 져야하는지?
당사는 임대를 해주었으므로 임차사업자가 모든 법적책임 및 관리책임이 있는지?
환경문제 발생시 당사
회신내용

항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제2 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허 취

외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동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6조( 가 소의 경우는 제 한다), 제39조, 제40조, 제82

항 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차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였다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법적 책임
은 배출시설을 실제 운영하는 자(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조제1

제 목

답변일자

위탁운영 사업장의 환경기술인 임명

각

2009-03-31

질의요지

소 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회사 직원을 환경기술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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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발주자의

직원으로 환경기술인을 선임해야하는지요?

회신내용

항

약

권

자세한 사 은 위탁계 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 리와 의

무의 승계 등)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을 사업자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임차인이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면 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사업장 분할에 의한 대기변경신고 관련 문의

2009-03-13

질의요지

존 설비 중 일부를 분할 양도하여 2개의 사업장으로 분리운영하게 되었습
니다. 기존1개의 사업자등록번호에서 제1사업장은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며, 제2
사업장은 신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2개의 사업장으로 분리된 상태입니다. 대기배
출시설의 신규 설치는 없는 상태이고 원료 사용양의 일부 변경이 있는 상태입니다.
1. 이러한 경우 사업장 명칭변경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가 가능한지 여부(1개의
신고필증으로 2개 사업장의 신고필증 교부가 가능한지)
2.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가 곤란할 경우, 분활된 제1사업장은 배출시설 변경신고로서 제
2사업장의 배출시설을 폐쇄신고 하고, 신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제2사업장은
해당시설에 대하여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때에도 설치신고를
한 제2사업장에서 가동개시신고를 하여야하는지
당사업장은 기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허 신

신

양도하는 경우에 양수인은 허가·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변경이 없이 기존 시설에 대하여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인이 분할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면 관할 행정기관에서 양도·양수 사항을 확인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신고필증을 각각 교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배출시설의 변
경이 없는 경우에 가동개시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변경 가· 고 또는 변경 고에 따른

제 목

답변일자

배출시설 매입에 따른 허가 및 종산정

2009-02-17

질의요지

내 레미콘 및 아스콘공장을 인수하여 가동해 오다 회사사정으로 B사에
아스콘사업장 부지는 임대하고, 아스콘시설은 매각하여 최근까지 B사에서 아스콘을 생산
하였습니다. 이후 임대계약 만료로 우리회사는 B사로부터 아스콘시설을 재매입하였으며
동일 사업장부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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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
콘 제조업 추가에 따른 공장등록 변경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2004년 종산정 방법 변경에 따라 종을 재산정한 결과, 우리회사는 8.16ton/년, B사는
9.66ton/년의 오염물질이 발생하여 각각 4종의 대기배출사업장에 해당됩니다.)
1. 기존 레미콘 제조시설에 아스콘 제조시설 재매입으로 배출구가 추가되는 경우(B사의
대기배출시설은 폐쇄신고 하지 않음),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인지 변경신고인지
2. 우리회사에서 대기배출시설(아스콘)을 매입하여 대기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기존의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을 더하여 종수산정을 하여야 하나요? 또는 업종
추가계획(제품생산량, 원료사용량, 연료사용량 및 조업시간 등)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발
생량을 재산정하여 대기배출 설치신고(변경)하여야 하나요?
아스 생산을 위해 관할청에 아스

회신내용

항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
수인이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양도·양수하여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증)에 적힌 허가(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배출시설별로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을 산정한 후 예비용 시설을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더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기존 레미콘 제조시설에 아스콘제조시설을 매입하여 하나의 사
업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매입한 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합하여 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시설변경 등으로 인한 발생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신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제1 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제 목

답변일자

배출시설 임대에 따른 변경신고 및 운영책임관련 질의

2010-03-30

질의요지

B라는 업체가 임대를 해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B회사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련내용을 A회사의 대기신고필증에 기재하기
위해 A회사가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B회사가 직접 대기배출시설을 신고해서 신고
필증을 받고 배출시설, 방지시설을 운영관리 해야 하는가요? 그리고 B회사에 있는 배출
시설과 관련된 위법사항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리는지요?
A라는 회사에

회신내용

임대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기존의 허가증 이면에 변경사항(임대내역)
기록)를 하면 되고, 임대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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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임대 가능여부 문의

2010-02-17

질의요지

재 및 목재가공시설과 도장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대기배출시설 4종으로 되있
습니다. 사업장을 동일 부지내에서 2개의 사업체에 배출시설 임대를 해주려고 하는데 1개
의 업체에는 제재 및 목재가공시설을 1개의 업체에는 도장시설을 임대해주려고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장에 제

회신내용

항
임대할 시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신고필증에 B사와 C사의 임대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 향후, 대기배출사업장의 법령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기본부과금 자
료제출 등 사업자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 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제 목

답변일자

배출시설 임대차에 대한 행정처분 승계여부
질의요지

2010-08-12

신

영업 중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조업정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 전 A사가 B사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전부를 임대하는
것으로 변경신고를 했습니다.
1) A사가 받은 행정처분(위반횟수 포함)이 B사로 승계가 되는지?
2) 임대차의 경우 행정처분이 승계되지 않는다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다시 임대인
(A사)이 시설 운영을 할 경우 기존에 받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있어 임대인(A사)에게
A사가 대기배출시설 설치 고를 하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권리·의무가 승계되므로 행정처분
사항의 자동승계가 이루어지나, 임대차의 경우에는 권리·의무승계가 아니므로, 행정처분
사항은 승계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임대차의 경우 권리·의무승계가 아니므로, 임대차계약이 완료 되더라도 임차인(B)의
행정처분은 승계가 되지 않으나, 기존에 임대인(A)의 행정처분사항은 가산될 수 있음을
1)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에 의거,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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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일부시설 양도양수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신고가능여부
질의요지

2010-06-15

간

허가를 득하여 조업 중에 있으며 중간처리업 중 지정폐기물처
리업을 양도양수에 의하여 타사업장(B)에게 양도하고자 합니다.
A사업장 명의로 가지고 있는 배출시설설치신고 증명서의 배출시설 중 일부만 B사업장
명의로 변경하여야할 경우 변경신고를 통하여 A업체의 신고증명서와 B업체의 신고증명
서로 분리를 해야 할 경우 변경신고로서 가능한 건지 아니면 기존 A사업장은 변경신고로
일부시설을 폐쇄하고 B사업장은 별도로 설치신고를 득하여야 하는 건지요?
(A)는 폐기물 중 처리업

회신내용

항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양도·양수
하는 경우에는 A, B사업장에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

제 목

답변일자

양도양수시 행정처분 승계여부

2010-07-29

질의요지

신
영업 중 행정처분(조업정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진행되던 중 B사가 시설물을 양수받았습니다.(양도·양수
시 B사가 행정처분까지 승계 받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음)
1) 행정소송이 종료(또는 취하)될 경우 A사가 받은 행정처분도 B사로 승계가 되어 행정
처분(조업정지)도 B사가 받게 되는지?
2)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 권리 의무 승계는 신고 권한에 대해서만 승계한다는 의미인
지, 신고권한 외에 행정처분(위반횟수 포함)까지 승계한다는 의미인지?
3) 양도·양수 시 행정처분에 대하여 당사자간 언급이 전혀 없더라도 B사로 행정처분이
승계되는지?
A사가 대기배출시설 설치 고를 하고

회신내용

항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양수 또는 상속을 하게
될 경우에는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양수 시 당사자간 언급이 없었더라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행정처분(위반횟수 포함) 사항 등이 자동승계 됨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제1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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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경락받은 공장의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관련문의

2011-08-30

질의요지

매
락받아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오나 현행 법령
에는 경락에 의한 경우의 조항이 없습니다.
대기배출시설의 경우 해당관청에서 양도양수서가 필요하다고 하나 이전업체의 부도로 인
해 경매로 인수하였기 때문에 양도양수서를 받을 수 없고 신규신고를 하려고 해도 초기
허가받은 업체가 허가취소를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령에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지만 경락증명서로 대치하여 변경신고가 가능한지
법원경 에 의하여 공장을 경

회신내용

락받은 경우, 경락 받은 자의 대기배

사업장의 부도로 인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경

허 신 승계여부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배출시설은 대물적 허가이기 때문에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임을
감안하면,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경락 받은 자가 양도양수에 갈음하는 경락서류를
첨부하여 배출시설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관할 행정기관에 상의하
출시설 설치 가( 고)

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변경신고 관련
질의요지

2011-12-07

련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제조업,
기타 방적업으로 영위하는 중 생산시설을 일부 매각하고 토지건물은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당사(A) 공장등록변경을 하고 환경인허가를 받고, B(생산시설 매각 및 건물토지 임대)사
는 제조시설이 500㎡이상인 관계로 공장설립승인을 받고 환경인허가를 받은 후 공장완료
를 하려고 합니다. 공장 매각과 토지건물 임대 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증가는 없으므
로 환경인허가시 일부 생산시설의 양도양수계약서와 대기변경신고를 하여 A사 대기배출
시설신고증명서와 B사 대기배출시설 신고증명서를 분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장내에서 2개의 대기필증(C사와 D사가 있는데 C사가 D사를 매입)을 1개로 합
쳤는데 사정상 다시 2개업체로 분리하려고 합니다. 건물은 따로 분리되어 있으며 생산시
설을 양도양수계약서와 대기변경신고를 할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당사의 업종은 일반용 도료 및 관 제품 제조업,

회신내용

항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양도·양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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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친 C사와 D사의 대기배
출시설신고증명서를 2개의 업체로 분리하려면, 매각에 의한 양도·양수할 경우 변경신고로
허가증(신고증명서)을 분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는 경우에는 변경 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로 합

제 목

답변일자

배출시설 임대에 따른 용적 합계 산정 여부
질의요지

1. 당사에 배출시설의 용적합계를 산정할 시
으로 보고 합계를 산정하는 것이

록

2012-09-17

임대하고 있는 공장의 설비들은 당사 사업장

맞는 것인지요?

신

들

2. A라는 사업자가 사업자 등 증만 가지고 사업주 자 의 설비 을 가지고 당사에 공장을

임대(입주)하여 공정의 일부에서 영업 하고 있을 경우 환경적인 배출시설의 허가신고
및 운영 관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지요?
3. B라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공장등록을 하고 사업주 자신의 설비를 가지
고 당사의 공장내 공정의 일부에서 영업하고 있을 경우 환경적인 배출시설의 허가신고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은 누가지게 되는지요?
회신내용

임대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는 A 사업
자가 적용을 받으나, 임대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등에 있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을 사업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B사업자가 자신의 설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운영관리는 B사업자가 하여야 합니다.
A 사업자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양도양수관련 질의

2012-05-17

질의요지

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운영중인 당사의 협력회사가 경영악화로 인해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로인해 그 회사의 협력업체 대다수가 자재납품
대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폐업된 회사는 협력사의 자재대금(삼억오천칠백만원) 등을 주지 못하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기계, 기구, 설비(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보일러, 위험물 제조소 등 행정사항
포함)등을 양도담보 부금전 소비대차계약공정서를 작성하여 협력사로 넘겨준 상태였습니다.
채권단은 넘겨받은 물건일체를 제3자에게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쉽지 않았으며, 시간만 지
체되자 법원을 통해 경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차 경매는 유찰된 상태였으며, 당사가
당사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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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양도양수계약을 조건으로 진행중인 경매는 해지진행 중
에 있습니다. 상기내용으로 당사는 설비일체 및 행정적 서류일체를 원소유주에게 양도양
수를 받은 것은 아니나, 담보물권으로 넘겨받은 채권단으로부터 양도양수한 상태로 이전
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상기내용으로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고자합니다.
회신내용

락받은 경우, 경락받은 자의 대기배출

사업장의 부도로 인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경

허 신 승계여부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
하나,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법률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민사집행법에 의
한 경매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서”에 의한 권리의무승계 가능여부 등
시설설치 가( 고)

에 대하여는 관할행정기관에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허가 명의변경 문의사항

2012-04-06

질의요지

W

허 현재 사업자명의로 시설허가
를 받았습니다. 고형연료 전용연소기 보일러는 스팀공급사업자가 시설비를 투자하기 때문
에 시설을 설치할 사업자에게 명의를 변경해 줘야하는데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고형연료( CF) 전용 연소기 보일러의 대기배출시설 가를

문의를 드립니다.

래
팀 급받기 위한 양사간 업무내용을 진행했습니다. 1. 양사간 스팀공급 계약체결.
2. 스팀공급업체에게 공장부지내 배출시설 장소임대차 계약체결.
아 와 같이 스 을 공

회신내용

임대, 사업장 대표자 변경은 변경신고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허가, 변
경허가, 신고, 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토록 하고 있을 뿐, 질의하신
배출시설의 시설비를 투자한 사업자에게 명의를 변경토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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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지시설의 설계·시공

제 목

답변일자

구리화합물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배기 관한 질의

2008-02-12

질의요지

실 내부공기를 바깥으로

구리화합물을 사용하여 도금을 하고있는 업체에서 대기중(도금 )
배기시키려고 할

때 활성탄 필터를 거친 후 배기하면 될까요?

회신내용

내

질의 용에 업종, 도금시설의 용적 등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 에 따라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중 용적이 1세

곱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동법 제26조에 따라 당해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
제 미터 이상인 도금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며, 동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여야 합니다.

「

술

률」

참고로, 동법 제28조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환경기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항

록

제18조제1 에 따라 방지시설업의 등 을 한 자가 설계·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질의하신 도금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내 작업환경개선을 위하여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과 무관하게 설치하는 강제 흡/배기(환기)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규칙 제30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기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주변환경 오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적정한 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 문의

래

질의요지

2008-02-27

던 중고 도장부스를 제작 설치한 업체가 없어져 현재 대기방지
시설업 등록을 한 다른 업체가 이전 설치하였습니다. 이전 설치를 한 업체의 방지시설업
등록증 및 설계도면, 제작도면 등을 가동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 방지시설 전부를 이전설
치 업체 에서 신설한 것으로 허위 제출하여 수리 받았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제
1,2 항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변경허가, 신고, 변경신고를 한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데 위의 사항은 이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오 전에 설치하여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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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허가(또는 신고) 내역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에서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은「환경기
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자가 설계·시공 하도록 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하고 있습니다.

더

록

따라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중고제품이라 하 라도 방지시설업의 등 을 한자가 동

감독을 하였다면, 상기 규정에 위배되지는 않을 것으
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배출시설의 허가사항의 허위신고에 따른 취소나 폐쇄명령 등 구
체적인 행정처분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허가 경위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관할 행정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지시설에 대한 설계 및 설치관리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방지시설 설치 건

2008-12-18

질의요지

독일 업체가 설계한 건조시설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건조시설은 배출시설로서 응축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응축기는 용제를 회수하기 위한 공정의 필수 시설이며 또한 먼지를
제거하는 방지시설입니다. 응축기를 방지시설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고 절차가
필요할까요? 자가방지시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회신내용

「

술

률」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에서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환경기 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

에 따른 방지시설업자가 설계·시공하거나,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 설계·시공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을 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관

련서류를 관할 행정기관으로 제출하여 인정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문의

2008-10-07

질의요지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방지지설의 설계와 시공)에 의하면 “방지시설업의 등
에게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반시

떠

령

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시 어 한 법 에 의해
회신내용

록을 한자

벌금 및 과태료 부분이 명

벌칙이 있는지요?

록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방지시설업의 등 을 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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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설계·시공 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30조(방지시설업의 등 을 한자

외의

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 및 제31조(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에 해당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시 동법 제28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거짓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이 되며, 동법 제89조제1호 또는 제90조제1호에 해당하는 벌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경우에는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변경여부

2008-03-20

질의요지

존 사용하는 배출시설(제재시설)이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방지시설 또
한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배출시설외의 똑같은 마력수의 타 배출시설을 기존
기

방지시설에 연결하여 사용해도 되는지요

존 배출시설에 새로운 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여유율이 없어 방지시설 가동을 하지
못하기에 기존시설은 가동하지 않고 신규 배출시설이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려고
합니다. 기존시설을 가동할 경우 신규시설은 미가동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변경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각 시설은 따로따로 가동되기 때문에 중간에 댐퍼를 설치하여서
변경신고를 해야하는지요?
기

회신내용

내

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허가(또는 신고)내역, 타 배출시설의 종류, 여유율의

질의 용에 기

의미 등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량

설치여부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시설의 용 산출서, 설계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항

하여야 할 사 이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량
최대 배출가스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댐퍼의 설치 등으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전량 방지
시설로 유입하여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면 질의내용과 같이 설치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참고로, 방지시설의 용 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판단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불소 배출 시 방지시설 설치여부

2008-02-12

질의요지

사용되는 물질이 불소인 경우 별도의 집진장치 및
하는 것인지요?

필터류를 설치하여 대기 중으로 방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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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불소화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며, 불소를
배출하는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
법 제26조에 따라 당해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동법 시행규칙
동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가를

별표8)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동법

「

술

률」제18조제

제28조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환경기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항

록

1 에 따라 방지시설업의 등 을 한 자가 설계·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규칙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사업장내 작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제30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신 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과 무관하게 설치하는 강제 흡/배기(환기)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질의하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기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오

피

감

염 해 예방을 위하여 적정한 오염저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방지시설업 등록를 하지 않은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는 범위
질의요지

2008-01-11

록

외의 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 1호를 보면,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 기구류를 신설, 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기에 명시된 범위에 방지시설 부속 부품교체 및 설치도 포함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방지시설업의 등 을 한자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딸린 기계·기구류(예비용을 포
오염물질이 통과하는 관로(덕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 비고에 따라 “방지시설에

후

함한다)”란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하기 위한 장치( 드),

송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방지시설의 공
정을 변경하지 않고 기 설치된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류나 기구류를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부품을 교체·설치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개정전 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외의 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오염물질을 이 하기 위한

제 목

답변일자

사업자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 시공하는 경우
질의요지

대기환경보전법에 사업자 스스로 방지 시설을 설계, 시공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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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4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 되어있습니다.
1) “사업자 스스로” 라는 문장에서 사업자는 시행규칙 26조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서 사
업자가 방지시설업자 인지 아니면 설비를 설치 사용하는 업체인지요 ?
회신내용

1)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방

록

령

지시설업의 등 을 한자가 설계·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환경부 으로 정하는 방지시

령

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환경부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
계·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자란 동법 제

23조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방지시설 설치 자격에 관하여
질의요지

2008-05-27

"

「

술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보면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환경기 개발및지원에관한법

률」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자(이하 "방지시설업자"라 한다)가 설계·
시공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방
지시설업의 등록을 한자("이하" 방지시설업)가 설계.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당사에서 A업체에 설치공사 발주를 주어 A업체가 다시 B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B업체에서
모든 설계시공을 한다고 가정할 때 A업체는 방지시설업이 없고 B업체가 방지시설업을
가지고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록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에서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방지시설업의 등 을 한자가 설계·

록 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방지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에 대하여

시공 하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 목

답변일자

하나의 배출시설을 두 개의 방지시설 연결 문의

2008-01-17

질의요지

배출시설의 증설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하나의 배출시설을 하나의 방지

좋으나 그렇게 되면 처리되는 방지시설의 효율이 저하되어 비용이
드나 나누어 연결 처리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최대한 방지처리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시설에 연결처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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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허 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

나오는 오염물질을 배출 용기

여야 합니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1개의 배출시설에 2개의 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항

사 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

능

다는 것을 관할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가 가 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방지시설업을 계열사에서 설계시공한 경우
질의요지

2008-01-25

록

저희공장에 설치한 도장부스가 방지시설업 등 을 한 회사의 계열사에서 설치를

했는데

약 하자가 있다면 어떤 처분을 받는 것인지요? 정비공장의 도장부스
신고가 취소까지 가능한 것인지요
하자가 있는지요? 만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준 이하로

용기

때에는 오염물질이 배출허

나오게 하기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동법 제28조에

「

술

률」제18조 제1항에 따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환경기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록

라 방지시설업의 등 을 한자가 설계·시공 하여야 합니다.

였

허

아울러, 동 규정을 위반하 을 경우 관할 행정기관으로 부터 배출시설설치 가(또는

신

받지 못하거나, 허가(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거목 7)에 따라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
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를

제 목

답변일자

방지시설용량 산정 관련

2008-05-20

질의요지

마
량 ㎥
추후 증설을 고려하여 방지시설(여과집진시설)의
용량을 280㎥/분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잉여공기는 DAMPER를 설치하여 조절)
1. 이 경우 설치신고가 가능한지요?
2. 가능하지 않다면 왜 가능하지 않으며 법의 어느 조항에 있는지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산정가스량의 몇 %까지 여유율을 두어 방지시설 용량을 산정해야하는지요?
3. 배출시설과 배출시설 외 시설을 연결할 경우 배출시설 외 시설의 설치범위는 배출가스
량의 몇%정도로 봐 주어야 하는지요?
연 시설의 산정가스 이 162 /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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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허 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방지시설의 용량에 대하
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방지시설의 용량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적정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산정하면 될것입니다.
다만, 배출시설의 증설 등을 고려하여 방지시설의 용량을 적정 용량보다 과다하게 설
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방지시설의 용량을 적정용량보다 크게 설치하거나 공기 조절장치(DAMPER)를 설치하
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
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또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방지시설의 여유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출시설을 가동할때에 방지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서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있는 비배출시설의 배가스를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부득이 비배출시설의 배가스를 배출시설에 연결된 방지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과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서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을 배출 용기

제 목

답변일자

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에 대한 문의

2008-06-16

질의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에서 사업자가 법 제28조 단
서에 따라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

술능력현황을 적은 서류”라 함은 어떤 기술인력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장의 기술인력(환경기술인:기사,산업기사)을 말하는지? .방지시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
인력에 준하는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서류중 “5.기

회신내용

항 제5호에 따라 사업자가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

술능력 현황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동 조에서 기술능력현황이란 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에 참여하는 자의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말하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방지시설업
의 등록기준 제1호 가목 대기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의 자격을 갖추면 될 것입니다.
는 경우에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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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흡착탑 설계관련

2008-07-01

질의요지

흡착탑 설계와 관련된 대기허가시 대기오염물질의 활성탄 접촉시간을 1초이상 그리고 공탑
속도를 0.5m/s이하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흡착탑을 통과한 대기오염물질 측정시 법적기
준을 만족한다면 접촉시간을 0.9초 공탑속도를 적정하게 수정하여 설계를 해도 되는지요?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부터

애

줄이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4로 정하고 있으나,
방지시설의 용량 산정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이하로 처리할 수 있
도록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농도 등을 고려하여 처리효율, 설치부지
여건, 경제적 부담 등을 감안하여 방지시설(흡착탑)을 설계하여 설치하면 될 것입니다.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없 거나

제 목

답변일자

공해방지시설업체가 아닌자가 대기배출시설에 따른 생산설비와 부대설비
인 환경설비를 일괄하도급 계약이 가능한지의 여부.

2009-01-20

질의요지

록
B사로 도정시설을 공급판매 계약을 하고자 할 시 A사에서 대기배출시설인 도정시설과
국소배기설비인 공해방지시설을 일괄 하도급계약을 하여 공해방지시설업체(C사)에 국소
배기설비 및 환경설비를 일괄 하도급 계약을 하여도 되는지의 여부?
당사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이 등 되지 않은 도정기계 생산업체입니다(A사)

회신내용

「

술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에서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환경기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15조 제1항에 따라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자가 설계·시공 하도록 하고 있으나, 방
지시설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않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도정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설계·시공은 하도급 계약 관련여부와 상관없
이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계·시공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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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사업장에서 방시설 설계시공 가능여부

2009-03-06

질의요지

신규사업장으로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를 득하여야 하므로 당사에 대기방지시설업
체 설계시공 분야에 수년간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회사자체에서 관할 관청에 신청하여
신고필증을 득할수 있는지, 아니면 대기방지시설업체에 의뢰하여 신고필증을 득하여야 하
당사는

는지를 알고자합니다.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사업자가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록

방지시설업의 등 을 하지 아니한 자가 설계·시공을 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라 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공정도,

술능력 현황을 적은 서류 등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사가 자가

기

방지시설의 설계·시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 관련 기술능력

2009-02-20

질의요지

①항 5호에서 기술능력현
황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자가 설계 시공이 가능한 기술능력은 무
엇을 뜻하는지 궁금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의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을 하려는 자가 제출하

술능력 현황을 적은 서류에서 기술능력이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라 방지시설업(대기분야)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
술능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야 할 서류 중 기

다만, 관할 행정기관에서 사업자가 스스로 설계·시공하는 방지시설이 오염물질을 적정하
게 처리할 수 있는

효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거나 방지시설업에 준하는 기

술능력을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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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대기방지시설 무등록업체 시공관련

2010-07-01

질의요지

허

대기방지시설을 “A”업체가 설계.시공하여 인 가까지

최종 완료되어 현재 정상가동중에

있습니다.

최근 “A”업체가 대기방지시설등록증이 없는 업체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런 경우 당사
는 행정처벌 대상이 되는지요?
2. 인허가 등록까지 완료하여 현재 “A”업체가 설계.시공한 방지시설이 정상가동 중에 있
는데 앞으로도 계속 정상가동해도 되는지요? 그렇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당사의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3. 대기방지시설등록증이 없는 “A”업체가 대기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였을때 어떤 행정처벌을
받게 되나요?
1.

회신내용

술

률 제35조에 따라, 무등록 방지시설업체가 대기방지시설을
설계·시공을 하였을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무등록
방지시설업체에서 설계·시공한 대기방지시설은 처리효율이 적정하다면 방지시설의 가동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기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방지시설 설치 기준

2010-12-24

질의요지

운영 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법규
상에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도료사용량이 극소량이고, 수용성 수지도료 공정으로 악취
발생이 거의 없으며 백필터를 이용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도장시설을 설치

회신내용

도장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

]

허 준

백필터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허

능

시행규칙 별표8 의 배출 용기 을 만족하여야만 인· 가가 가 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적정 대기방지시설 설치관련

201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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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량 톤
설계가스량(800톤/분)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기존에는
10%~20@의 여유율만 가지고 하였으나 작업환경개선을 하고자 방지시설의 충분한 여유율
을 갖으려 합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설계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허가가 어려울 거라
하는데 적정 방지시설 설계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발생가스 (180 /분)대비

회신내용

항상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효율
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량, 온도, 압력 등의 조작조건과 오염물질의 성상, 먼지의 경우에
는 평균입경, 입도분포, 밀도, 마모성, 접착성, 부식성 등을 파악하고 장치의 성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상태라 할 것입니다.
적정 방지시설 설계라 함은, 방지시설이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방지시설 하도급 가능 여부

2010-11-10

질의요지

차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기간이 짧아
다른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업체에게 일부분의 방지시설을 하도급할 수 있는지?
2. 발주업체로부터 공사전체(기계설비, 방지시설)를 설비업체가 턴키 수주하여 기계설비는
자체 시공하고 방지시설 부분은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업체에게 하도를 했는 경우 법
률상으로 정식하도가 가능한지 및 이 경우 실적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1. 발주업체로부터 1

회신내용

급

록

1)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하도 업체가 방지시설업으로 등 되어 있을 경

능

우에는 방지시설의 설계·시공이 가 할 것입니다.

식

2) 정 하도 및

실적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해양부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적법한 환경인허가 대행 업체선정 요건
질의요지

록

2010-03-22

컨 팅 등록업체에서 환경관련업무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결과
저희업체에서는 생산시설 명세서중 습식도장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되며, 발생하는 오염
물질로는 먼지 및 THC가 발생하며,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가동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 방지시설 등록업체에 환경인허가 대행 및 방지시설 설계를 의뢰하여 시공은 설계시방
서대로 저희사업장에서 설치하였을 경우 합법적인지 여부?
방지시설 등 업체와 환경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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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 팅 등록업체에 환경인허가 대행 및 방지시설 설계를 자문받아 시공은 설계시
방서대로 저희사업장에서 설치하였을 경우 합법적인지 여부?
3. 환경컨설팅 등록업체에서 방지시설에 대한 자문을 받아, 저희사업장에서 집진시설을
저렴한 가격에 중고로 매입해서 설치하여, 환경컨설팅 등록업체(방지시설 등록에 준하
는 기술능력 있는 업체)에 환경인허가 대행하였을 경우?
4. 위의 경우보다 저렴하면서도 합법적으로 환경인허가 및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
2. 환경 설

법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록 되어있으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방지시

1,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은 사업자가 설치토

능력이 있다면 직접 설치하는 것이나, 적정한 대기방지시설 설계·시공
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합법적임을 알려 드립니다.
3.4) 집진시설을 중고로 매입하여 인·허가를 대행하는 것은 무방하나, 저렴한 가격으로
인·허가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은 귀하께서 제시한 상위의 경우 외의 다른 방
설 설계·시공

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이전허가

2010-12-06

질의요지

내용, 구조 변경사항 없음)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이전시 반드시 대기환경오염 방지시설업 등록을 필한 회사가 이
당사 사정으로 사업장을 이전할 예정입니다.(배출시설
전하여야 되는지요?

신

2) “대기배출시설 고증명서”에 주소변경
3)

절차는?

최초 허가시 방지시설업체에서 허가받은 서류가 있어 그 서류로 허가를 받을려고 하는
데 대기오염방지시설업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서 구비서
류를 보면 대기오염 방지시설업 등록증 첨부내용 없음)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이전은 사업자가 스스로 할

록

허

수 있으며, 대기오염 방지시설업 등 증 첨부 여부에 대하여는 인· 가를

담당하는 관할

그리고 주소의 변경절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를 신규로 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환경 보전법 제28조 해석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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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술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환경기 개

률] 제15조1항에 따라 방지시설의 등록을 한 자(이하 방지시설업자
라 한다)가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 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에서 사업자 스스로란 내용 중 사업자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플랜트를 제작하는 화사인데 방지시설 설계는 전문 등록업체가 하고 저희는 전문
플랜트 제작업체인데 폐기물 신고를 하다보니 방지시설 법 해석이 애매모호하여 질문드
리오니 답변 바랍니다. 저희처럼 플랜트 제작업체도 가능하다는 뜻인지를 알고자 합니다.
발 및 지원에 관한 법

회신내용

‘

’

사업자가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려는 경우의 사업자 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

’임을 알려드립니다.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자

제 목

답변일자

방지시설 업체가 아닌 업체가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처분
질의요지

태

방지시설업체가 아닌 업체가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과 료는

2010-12-06

얼마인지요

회신내용

술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에 의거, 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을 하고자 하는자는 환경기 개발

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자(방지시설업자)가 설계·
시공을 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및 지원에 관한 법

제 목

답변일자

환경 인허가 서류 대행에 있어서
질의요지

허

2010-05-31

련

신

환경인 가 관 서류를 대행함에 있어서 대기변경 고시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30/100
이하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증설을 하게 되면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시공하

록
" 허 " 께 병행처
리할 수가 있는지 또한 인허가 서류대행시 방지시설등록증 첨부를 요구하는데 무슨 법에 있
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는 업체에서도(방지시설 등 이 되어 있지 않음) 설치공사와 인 가부분 을 함

회신내용

컨셜팅업 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

방지시설업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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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허가 또는 신고의 시설보다 30/100이 이하로 방지시설설계·시공 및 인·허
가서류의 대행은 가능할 것 입니다.
그리고 이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지1호’ ‘별지2호’ 서식의 구비서류로서 방지시설의 일반
도에 방지시설업체명을 기재토록 되어있어, 인·허가를 담당하는 자치단체에서 이를 확인
에 따라, 당 의

하기 위함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환경설비 시공관련
질의요지

번

2010-06-26

련

악취절감을 위한 환경설비를 하고자 하는데 설계와 감리만
환경전문업체에 맡기고 시공은 시공능력이 있는 다른 일반업체에 맡겼을 경우 어떤 문제
가 생기는지에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 에 대기 관 하여

회신내용

록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의 설계·시공은 방지시설업의 등 을 한자가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설계 및 시공의 분리 발주 여부는

록

귀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나, 설계·시

공은 방지시설업의 등 을 한자가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건축공사 가능여부 질의
질의요지

2011-01-31

록

대기오염방지시설업체(건설업 등 업체)에서 방지시설인 집진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기

초토목공사와 집진시설의 부대시설인 전기실 외 기타 건축물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라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자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할 때, 그 시공이「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토목공
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
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라면 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전
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 등의 공사는 해당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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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작성시 등록된 업체 범위
질의요지

술

2011-10-11

률

령 22조의 4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
의 규정에 의거 환경오염방지시설업 설계 또는 시공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법률이 있고, 시행규
칙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기배출시설 서식의 작성요령에도 "방지시설의 일반도는 방지시
설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방지시설 업체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라는 구비서류
“환경기 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 ” 제15조 동법 시행

가 있습니다.

록
용역비를 지급받고 대기배출설치신고서를 해당관청에 제출해도 되는지 여부?
2) 환경오염방지시설업 설계 또는 시공에 관한 영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했을 경우
어떠한 벌칙사항이 있는지 여부?
1) 등 된 방지시설업체가 설계 또 는시공한 경우에 설계 및 시공을 하지않은 타업체가

회신내용

신

대기배출시설설치 고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설치하려는 자가

신

신고를 하

는 행위이며, 배출시설 설치 고하는 행위와 방지시설설계·시공업을 하는 행위는 구분되
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방지시설업체가 집진설비 설치를 위한 토목 건축공사 가능한가요
질의요지

록

록
전기실외 기타 건축물공사를

2011-01-27

대기오염방지시설업으로 등 된 업체(건설업등 업체)에서 집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초 목

기 토 공사와 집진시설의 부대시설인

시공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방지시설에

록

시설업의 등 을 한자

딸린 부대시설의 시공은 방지

외의 자가 설계·시공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자동차 정비시설(도장부스) 설치 및 판매 기준 업체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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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질의요지

매

록

매
가능한 것인지? (대기방지시설업 등록이 없는 업체와 계약을 했을때 사업장에 불이익
이 올수 있는지)
2.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중에서 대기방지시설업 미등록 업체가 있어 해당업체 문의결과,
설치 및 신고를 대기방지시설업이 있는 업체를 통해서 대행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것도 가능한 것인지
1. 방지시설 설치 및 판 업자가 대기방지시설업 등 이 있는 경우에만 설치 및 판 가

회신내용

영업을 하고자 하는자는「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지원법」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별표4](방지시설업의 등록기
준)에서 규정한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만 환경오염방지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에 관한

설 설계 또는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을 위반하여 방지시설 설계·시공에

영업을 한 자에 대하여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35조에 의거,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법 제15조제5항제8호에 의거,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하지 못하도
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한

제 목

답변일자

하도급에 대한 문의

2012-07-26

질의요지

송풍기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당사에 발주하고자는 업체에서 흡착탑까지
포함해서 설치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당사는 방지시설등록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
에서는 방지시설등록증을 보유한 업체에게 설계 및 시공 하도급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
럴경우 환경법에 어긋남이 있는지요
당사는 산업용

회신내용

록

급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라, 방지시설업으로 등 되어 있는 하도 업체에게 방지시설

능

의 설계·시공 발주가 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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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지시설 설치면제

제 목

답변일자

DEEPING 도장시설도 방지시설을 해야만 하는건가요?

2008-03-14

질의요지

페인트 DEEPING후 자연건조하는 도장공정이 있습니다. 분사나 전착도장 등은 방재시설
을 해야하는 것이 이해는 가지만 침지도장시설도 방재시설을 해야하는 것입니까?.
회신내용

목

곱

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거 7)에서 용적이 5세제 미터 이상이거나 동 이

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며, 동법 제26조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
하거나 변경할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동법시행규칙별표1,별표2)이 배
출허용기준(동법시행규칙별표8)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3

야 합니다.

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
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동법 시행규칙 별표8) 이하로 배출되거나,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방지시설의 설치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배출시설의 기능·공정·사용원료
아울러, 동법 시행

(부원료를 포함한다) 및 연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
의 시험분석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제 목

답변일자

가열로 사용연료를 청정연료를 사용시 대기법규상 관련사항 문의
질의요지

1. 가열로의 사용연료를

B-C유(S:0.5%이하)에서 천연가스(도시가스)로

2008-02-04

변경시 가열로는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지, 아니면 배출시설에는 해당되나 방지시설 설치면제에 해

측

당되어 방지시설이 없어도 되고 자가 정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지요

운영기록부 작성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 지요
2. 사용연료 변경시(도시가스로 변경) 변경신고 절차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요
방지시설 설치면제에 해당된다면 배출시설
회신내용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비고2에서 “가스류·전기 또는 경질유만을 사용
하는

간접 가열하는 연소시설은 그 시설만 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가스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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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가열하는 경우 배출시설에서 제외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라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의 인정을 받아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2에 따라서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은 해당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연료변경에 따라 오염물질 등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
우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아도 대기배
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2.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에 해당
되며, 연료변경(B-C유→LNG가스)에 따라 배출계수 및 오염물질발생량 등이 변경되어
허가(또는 신고)사항이 변경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변경신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용하여 가열로에

제 목

답변일자

가열로 열처리 방지시설 설치의무면제
질의요지

늄

2008-07-29

I

둔

작

알루미 판 CO L의 물리적 특성을 여리게하는 열처리(소 ) 공정 업시에는 대기오염물

무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관련 첨부서류나 관련 방지시설설치 의무면제를 받은 사례에 대하여 답변을
질 발생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방지시설설치 의 면제”를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동법 시행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능
항상 배출허용기준(동법 시행규칙 별표8) 이하로 배출되거
나,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관할 행정
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방지시설의 설치면제가 가능할 것이니, 해당 배출시설의 기능·
기 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공정·사용원료(부원료를 포함한다) 및 연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와 배출시설에서 배출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
헌이나 그밖의 시험분석자료를 구비하여 관할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방지시설설치 면제 신청에 관하여

2008-07-04

질의요지

콘크리트 혼화제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원료로는 리그닌분말, 계면활성제, 기타 첨가제 1
톤/일(기타 첨가제 중 포름알데하이드 포함), 공업용수를 혼합하여 콘크리트 혼화제를 생
산하고 있으며, 혼합시설에서 포름알데하이드의 사용량이 적으므로 배출되는 포름알데하
이드는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07-45호)에 의거하여 혼합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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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구에서 측정결과 0.0426ppm(8시간/일기준)이 발생되었으므로, 대기
배출허용기준인 10ppm보다 현저히 미량으로 항시 배출될 것으로 사료되어 방지시설면제
를 받고자하오니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정 : 원료입고-->혼합-->포장-->저장-->출하.
유일한 개구부인

회신내용

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기
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동법 시행규칙 별표8)이하로 배출되거나,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관할 행정기
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방지시설의 설치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배출시설의 기능·공정·사용원료(부원료를 포함한다) 및 연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
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동법시행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방지시설 설치관련 문의

2008-01-23

질의요지

차

득한 콘베이어식 가열로1기를 보
유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고져 가열로 전단과 후단에 에어커튼을 설치할 경
자동 부품을 생산하 는업체로서 대기배출시설 면제를
우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항

운
영하는 자가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연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내용에
업종, 기존 배출시설의 허가(또는 신고)내역, 설치하고자 하는 에어커튼의 시설용량, 사용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제2 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연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오니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
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방지시설 설치면제 가능여부

2008-11-30

질의요지

번 설치 예정 배출시설은 PET필름 원단에 일정량의 코팅액을 코팅(자동)하여 건조시설로
이송되어 건조되는 시설입니다..건조시설은 1㎥이상의 열풍건조시설이므로 대기오염물질
금

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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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제(에티아세테이트 함유)를 사용할 경우 발생 예상 오염물질은 악취 및 THC이므
로 적절한 방지시설인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R.T.O)을 설치하여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수성코팅제를 사용할 경우에 악취 및 THC등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이 전혀 없거나 시행규칙 별표8의 배출허용기준치 이하로 항시 배출될 것으로 판단됩
니다. 수용성 코팅제 사용시만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득할 수 있는지요.
유성

회신내용

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능

제14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기 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허 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 방지시설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시설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
배출 용기

로 방지시설의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항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 제1호에 따라 배출시설을 가동할

내

때에는 방지시설을 가동하

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질의 용과 같이 주기적으로 원료를 변

량 현저하게 변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의 인정을 받
아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시기
경함에 따라 오염물질의 발생 이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방지시설 설치여부

2008-09-11

질의요지

늄 합금(AL 92%, CU 4%, NI 2%, Mg 1.5%임)을 이용하여 자동차부품인 실린더
헤드, 피스톤 등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제조과정에서 약 700도 정도의 온도로 용해하는
도가니로를 이용하여 용해한 후 주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데 도가니로를 운영시 방지시
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도가니로의 온도가 완전 고온
이라 기술감리 표준사례집(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관련)에는 AL잉곳만을 단순용해하는
시설로 탈가스 처리를 하지 않는 것에 한해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데 저희 사업장은 탈가스 처리는 하지 않으나, 알루미늄이 92%인 알루미늄합금을
용해하는데 알루미늄 성분 단 5%정도 차이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오염물질 항목을 무엇으로 잡아야 하는지요. 배출계수(EPA)에는 도가니로 -먼지
-0.855kg/ton(제품생산량)이라고 되어있어서 먼지항목만 오염물질로 보아도 될런지요
알루미

회신내용

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배출시설
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동법시행규칙별표8) 이하로 배
출되거나,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방지시설의 설치면제가 가능할 것이니, 해당 배

(1)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동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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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출시설(도가니로)의 기 ·공정·사용원료(부원료를 포함한다) 및 연료의 특성에 관한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
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밖의 시험분석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
설명자료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먼

(2)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사업장 분류를 위한 산정방법으로 오염물질의 배출계수( 지, 황
산화물, 질소산화물)를 정하고 있으나,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사용하는 원료 및 연료,
공정 조건 등을 검토하여 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에 대한 발
생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가 가능여부
질의요지

2008-04-02

I

보일러의 연료를 부생연료유 2호(C-N NE)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타사의 보일러에서 부생

후 적법한 자가측정업체에 의뢰하여 자기측정을 실시해본
결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가 모두다 배출허용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사에서도 동일한 성상의 부생연료유 2호를 설치할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치 이내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사에서도 방지시설 설치의 의무면제를
득하여 부생연료유 2호 보일러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궁금합니다.
연료유 2호를 사용하여 연소한

회신내용

능
항상
배출허용기준(동법 시행규칙 별표8) 이하로 배출되거나,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외의 방
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방지시설
의 설치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측정자료를 활용한 방지시설
면제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검토·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자가측정결과로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측정
시의 연소조건(부하율 등)에 따라 측정결과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단순 비교는 어려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기 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방지시설 일시 정지 허용 여부
질의요지

2008-06-27

농

ppm으로 배출허용기준농도 270ppm을
초과할 우려가 없습니다. 이렇게 0.3%S 유연탄 사용 시에만 배연탈황설비를 일시 가동
중지가 가능합니까? (배출시설은 TMS 부착시설임,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임)

1. 0.3%S 유연탄 사용 시에는 황산화물 배출 도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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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및 보수가 필요하여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행정처분은
면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일하게 벌칙, 초과부과금, 행정처분을 받게되는 것인지도

2. 방지시설을 반드시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허

신고시에 황산화물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였다면 대기배출시설 가동시에
대기방지시설을 항상 가동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나, 대기방지시설
가동 없이도 항상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라면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신

(1) 대기배출시설 설치 가 또는

고하여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0.3%S 유연탄과 다른 연료를 혼합

교대로 사용하는 경우 0.3%S 유연탄을 연료로 사용하여 항상 배출허용기준을 준
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그 외의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허
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탈황설비를 가동하는 것으로 관할 행정기관의 인정(허가
또는 신고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수하는 과
정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행정처분은 받지 않으나, 배출허용기준 초과
에 따른 초과부과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는

제 목

답변일자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시설인지 여부

2008-06-17

질의요지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체로 제품제조 공정 중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가스를 직접연
소에 의한 시설(폐가스소각시설)로 유입처리 하였으나,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중 RTO형
식의 방지시설을 신규로 설치하여 기존 폐가스소각시설로 유입되던 일부 고농도(90%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배출시설만을 별도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RTO 설비를 석유화학
제품제조 공정 중 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로 등재하여야 할까요, 이산화탄소 회수
설비로서 대기배출시설로 간주하여 방지시설설치 의무면제 대상설비로 등재하여야 할까요?
회신내용

내

모

질의 용에 공정, 시설의 규 , 오염물질의 종류 등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하나의 시설이 방지시설에 해당되면서 동시에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

방지시설 및 배출시설로 등 하여야 할것입니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동법

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동법 시행규칙 별표8) 이하로 배출되거나,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방지시설의 설치면제가 가능할 것이므로 구제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문
시행

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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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방지시설설치의무 면제시설 측정가능 여부?
질의요지

보일러(가열시설)시설에서 연료의 특성에 따라

2008-04-02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자

무 면제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료를 가지고 방지시설 설치의

허 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검사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사할 경우 측정구 위치를 어디로 선정하여야 하는지요?
3) 검사결과 기준이 초과한다면 조치사항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1) 배출 용기

회신내용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1)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서 사업자가

측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규칙 별표11 비고2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
업장은 해당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자가측정
에 대하여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가측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실대
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시료의 채취 위치의 선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르고 있으며 측정위치는 원칙
적으로 굴뚝의 굴곡부분이나 단면모양이 급격히 변하는 부분을 피하여 배출가스 흐름
이 안정되고 측정작업이 쉽고 안전한 곳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수직굴뚝
하부 끝단으로부터 위를 향하여 그곳의 굴뚝내경의 8배 이상이 되고, 상부 끝단으로
부터 아래를 향하여 그곳의 굴뚝내경의 2배 이상이 되는 지점에 측정공 위치를 선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의 기준에 적합한 측정공 설치가 곤란하거나 측정 작업
의 불편, 측정자의 안전성 등이 문제될 때에는 하부 내경의 2배 이상과 상부 내경의
1/2배 이상되는 지점에 측정공 위치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단, 수직굴뚝에 측정공을
설치하기가 곤란하여 부득이 수평 굴뚝에 측정공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수평굴뚝에
서도 측정할 수 있으나 측정공의 위치가 수직굴뚝의 측정위치 선정기준에 준하여 선
정된 곳이어야 합니다.
(3)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초과 사유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명령을 받거나, 당초 신고(또는 허가)시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또는 허가)등을 받았다면 허가취소 등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을 자가 정하거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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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배출시설인 추출시설에 관한 문의

2008-02-22

질의요지

필름, 시트 및 판제조업으로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추출시설(디클로로메탄+물)의
경우 디클로로메탄과 물은 분리층으로 나눠져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물이 디클로로메탄의
증발을 막아주고 극히 미량이 방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디클로로메탄이 특정유해물질로
배출허용기준이 없고 배출시설 관리대상에도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신고서를 작성할 때 추출시설(디클로로메탄+물)이 배출시설에 해당되고 디클로로메탄이
미량 발생되므로 명시해줘야 하는지 여부와 먼지, SOx, NOx가 배출되지 않는것으로
사료되나 근거사례가 없으므로 방지시설 의무면제를 얻으려면 어떠한 근거자료를 득해야
플라스틱

하는지요.
회신내용

령 제11조제1항에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
되는 배출시설은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한 동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배출시설설
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원료의 사용량 및 제품생산량
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미량이라 하더라도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
서에 기록하여야 할 것이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서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시설 중 용적 1세제곱미터 이상의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를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

포함)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배출시설
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동법 시행규칙 별표8) 이하로
배출되거나,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하
다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방지시설의 설치면제가 가능할 것이니, 해
당 배출시설의 기능·공정·사용원료(부원료를 포함한다) 및 연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
료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2)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동법 시행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연료전환에 따른 방지시설설치 면제의 건

2008-07-17

질의요지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배출시설은 원재료의 가열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가열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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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를 LNG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입증하
면 방지시설 설치면제→자가측정 생략가능 한지요
2) 기타 근거에 의해(청정연료 사용과 관련된) 방지시설 면제나 자가측정 생략이 가능한가.
3) 연료전환 공사전에 관할 구청의 승인을 득해야하는가.
4) 방지시설면제가 이루어질 경우 기존 방지시설의 폐쇄신고가 필요한가.
가열로의 연료로 사용중인

회신내용

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배출시설
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동법 시행규칙 별표8) 이하로
배출되거나,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하
다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방지시설의 설치면제가 가능할 것이므로,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구비하

(1,2)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동법 시행

여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규칙 별표11 비고2에 따라 방지시설설치면제 사업장은 해당시설에

측

략

대한 자가 정을 생 할 수 있습니다.
(3)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에 따라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신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
료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단서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신
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연료를 변경함으로써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에 적
힌 허가(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방지시설의 면제가 이루어진 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을 폐쇄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변경 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 목

답변일자

염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제외 여부

2008-06-30

질의요지

RPF를 5~10% 연소하여 염화수소를 측정한 결과 항상 0.100~0.250PPM정도
검출되면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가요? 소숫점이하 몇자리까지 불검출의
기준으로 보는가요?
보일러에서

회신내용

량 검출된다 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을 제외

(1)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미

하는 규정은 없으나, 동법 시행규칙 별표11 비고2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

측

략

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염화수소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면제를 받으시면 동 항목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을
은 해당시설에 대한 자가 정을 생 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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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에 따라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동법 시행규칙
별표8) 이하로 배출되거나,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
처리가 가능하다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방지시설의 설치면제가 가능
것입니다.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동법 시행

할 것입니다.

숫점이하 몇 자리까지”의 의미는 불검출의 기준이 아니라 각 분석법이나 해당 기
기로 측정된 분석데이타의 유효숫자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불검출의 의미는 정량하
한 이하 값을 의미합니다.

(2) “소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방지시설 면제 서류 작성 관련

2009-06-03

질의요지

모
신고대상이라고 합니다. 방지시설 면제
신청 하려고하는데 대기방지시설업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서류작성이 가능한가요
배출시설중에 소결로와 전기로가 규 이상 이어서
회신내용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배출

능

허 준이
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야 하오
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의 기 ·공정 ·사용원료 및 연료 특성에 관한 자료, 대기오염물질이 배출 용기

제 목

답변일자

방지시설 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문의

2009-03-31

질의요지

사업장에 유기가스가 발생되는 배출시설의 방지시설로

RTO(폐가스소각시설)을 설치하였

허용농도 미만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이라는 사유로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악취배출기준은 만족하나 회사 자체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RTO 후단에 스크러버 설비를 설치 하려고 합니다.
1) 방지시설설치면제를 받아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물질에 대하여 스크러버설치로 인한
측정의무가 발생하는지요(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현재까지는 RTO에 유입되는
배출시설이 도장시설이라 THC만 측정하고 있습니다.
2) 폐가스소각시설은 소각시설에 배출허용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요.
고 배출가스의

회신내용

각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가스를 소 하는 시설에 대해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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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면

측

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한 자가 정을 생 할 수 있을

버 설치로 인한 측정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폐가스 소각시설은 소각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면 될 것입니다.
것입니다. 따라서, 스크러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관련
질의요지

2011-05-27

쇄

머

모두 "방지시설설치 의무면제"
대상이 되게 되어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걸
대기배출시설중 일부시설을 폐 하여 나 지 배출시설은
로 보면 되는지요?

그러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대기배출시설은 모두 폐쇄신고 하
는걸로 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회신내용

귀 사업장의 나머지 배출시설의 경우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어 방
지시설 설치면제를 득하였으나, 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폐쇄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방지시설 면제 신청을 위한 준비자료

2011-11-03

질의요지

신

주물업을 하는 사업장으로서 주형장입시설에 대해 방지시설 면제 청을 진행하고자 하는

재

측정결과를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규격으로 측정
이 진행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측정위치에 따라서 농도변화가 심하고, 용탕을 주입
하는 동안에는 안전상 측정을 하기 곤란하며 주입후 발생되는 gas는 1곳이상에서 발생하
기 때문에 point를 잡기도 애매합니다.
데 법규상으로 기 되어 있는 서류 중,

회신내용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허 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배출
시설에서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 및 시행
규칙 제2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위한 시험분석은 대기
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정해진 항목별 시험방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배기닥트에서 측정하여
야 할 것이며, 질의 내용과 같이 특정 배출구나 덕트가 없는 배출시설에서의 측정방법은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위한 측정은 현행 대기배출
배출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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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

시설과 같이 해당 배출시설에 발생되는 배가스를 한 으로 포집하여 배출되는

굴뚝에서 측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목

덕트 또는

답변일자

방지시설 면제시설의 오염도 측정

2010-11-29

질의요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여 방지시설설치의무면제
를 받은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의심되는 경우에 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스택이나 배출구가 없는 경우 오염도를 어떻게 측정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오염물질이

회신내용

받
기능·공정·사용원료·부원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 은 사업장에서 오염물질

허 준 초과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및 연료특성에 관한 자료 등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지시설 설치면제 시설은 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공 및 굴뚝이 없어 측
정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재검토 결과 오염물질이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면 방지시설 설치
면제 시설을 가동중지 하고,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할 자치단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함을
의 배출 용기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방지시설설치 유예 가능여부

2010-07-19

질의요지

신규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당사가 위
치한 산업단지가 다른 지방에 신규로 조성중인 산업단지로 이주하기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
다. 신규 산업단지는 현재 공사중이며 완전히 이전하기까지는 3～5년 정도 소요될 예정입
개정된법에서 주물조형주입라인이 대기배출시설에

니다. 조형주입라인에 집진장치를 설치해야 하나, 비용문제만 아니라 집진장치를 또 다시

～ 년 이후에 신규산업단지로 이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당사처럼 공장이전이
확정된 경우, 유예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방지시설설치를 유예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1 2

회신내용

항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
하여야 하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자하는 경우에는 이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배출시설을 설치하면서 공장이전을 문제로 방지시설 설치를 유예
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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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방지시설 설치대상인지 또한 dust sox nox 측정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2010-04-05

질의요지

감귤건조를 위해 엘피지를 연료로 사용하여 간접열로 건조열원으로 사용하고 또한 건조
기 부분은 간접열에 의해 킬른방식으로 건조하는데 함수율 85%를 10%로 건조하는 공정
입니다. 실제로 간접열을 건조기에 투입하여 배출되는 엘피지 연소물을 처리하는 대기방
지시설과 건조기에서 발생하는 건조물의 분진을 예상하여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면 배출규제치가 있어야 하는데 규정에는 열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엘피지인 부분
과 건조물이 사료인점에 대해서 대기방지시설 설치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근거가 어
디에 있는 것인지?와 현재 먼지만 종산정에 해당하여 설정하였는데 맞는 것인지?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배출

능

허 준 이하
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관련자료 등을 관할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으시면
되고, 이 법 시행령[별표1]에 의거, 사업장 분류기준 오염물질은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
산화물 발생량으로 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의 기 ·공정·사용원료 및 연료특성에 관한 자료, 대기오염물질이 배출 용기

제 목

답변일자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오염물질의 방지시설설치 및 자가측정 대상 여부

2010-07-12

질의요지

식각시설에서 오염물질에 해당되는 인 및 화합물이 발생되어 배출될 것
으로 예측되는데 인 및 화합물의 배출허용기준이 정하여 있지 않아 배출시설 설치시 방
지시설 설치의무 대상여부? 또한 주변 민원 등을 고려하여 배출시설 설치신고 후 방지
대기배출시설인

시설을 설치하고 가동할 경우 이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인 및 화합물)을 자가

측정 대상에 해당되는지요?(다른 오염물질은 배출되지 않으며, 5종사업장에 해당됨)
회신내용

항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하는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제1
여 합니다.

그러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
는 배출시설의 기능·공정·사용원료 및 연료 특성에 관한 자료,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
기준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관련자료 등을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할 자치단체
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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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규칙 [별표8] 규정에 인 및 화합물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가측정을 하
지 않아도 무방하나, 식각시설에서 인 및 화합물 외에 기타, 다른 오염물질이 발생 된다면,
이 규칙 [별표11]에 따라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면제와 관련한 문의 건.
질의요지

허 준

2012-12-14

외

머

들

대기오염물질 61가지중 배출 용기 이 적용되는 25가지를 제 한 나 지 물질 은 배출

허용기준이 없는데. 이런 경우 방지시설의 설치면제를 받을 수 없는건지? 아니면, 방지시
설설치 면제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허 준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

오는 오염물질의 배출 용기 (동법 시행규칙 별표 8)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
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시설에 대하

록 하는 규정은 없으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적정
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항목(오염
여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도

물질)은 대기방지시설 설치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방지시설 면제기준

2012-12-06

질의요지

벙커씨유를 연료로 사용하여 왔으나, 부생연료유 2호로 연료가 바뀔시 부생연료유 1호는
배출시설 제외사항이 될 수 있으나, 부생연료유2호는 배출시설제외항목은 아니나 연료의
특성 및 항상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방지시
설의 설치면제기준에 해당하여 방지시설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하여 종산정변경도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될 경우 또는 방지시
설 설치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에서 방지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서 인정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방지시설 면제시설도 종산정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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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염색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면제 문의

2012-02-13

질의요지

죽 및 모피가공시설 중 염색시설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염색에 사용하는 약품(염료)은 분체상물질이나 염료를 물에 섞어 조제한 액상상태에서
염색시설에 투입하므로 먼지의 발생이 없고, 염료의 MSDS를 확인해본 결과 악취의 발생이
전혀 없으며, 염색시설에 용수를 채워 액상상태의 염료액을 주입한 후 가죽 또는 모피를
넣어 습식상태(수중에서 작업이 이루어짐)에서 염색작업이 이루어지므로 배출되는 대기오
가

염물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색

<

> 비고 6항의 습식시설에 포함시켜 배출시설

1) 염 시설을 대기오염배출시설 규칙 별표3

외 켜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2) 먼지 및 악취의 발생이 없으므로 대기오염방지시설 면제를 받는 방법으로 대기배출시
설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에서 제 시

회신내용

[

]

죽 모피가공시설 및 모피제품·신발제조시설
중 염색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상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에 의한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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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

제 목

답변일자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일지 작성 여부

2008-10-23

질의요지

법인2개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곳

를 법인 2 에서

각각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운영일지

회신내용

항
운영할 때에는 그 시설의 운영
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두어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동 방지시
설 운영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에게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사업자 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배출
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가동시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가측정에 관한 기
록 등에 관한 사항을 매일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에 따라 운영기구의 대표자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를 작성하거나, 또는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각 사업장의 배출시설 가동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할 것이므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작성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2 에 따라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

제 목

답변일자

공동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 외 문의

2008-07-10

질의요지

B사는 배출시설만 소유하고 이를
A사의 공동방지시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A사가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임.)
이 때 운영일지 작성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
2) A사는 대기2종, 수질3종으로 도 관할사업장이고, B사는 대기/수질 5종 사업장일 때,
B사가 A사 소유의 공동방지시설을 이용할 경우, B사의 관할 행정기관은 어디인지
1) A사는 배출시설 및 공동방지시설을 소유하고 있고

회신내용

항 및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
고자 하는 경우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두어야 하며, 공동방
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사업자(A사, B사) 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
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방지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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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구에서 A, B사의 배출시설 및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일지를 각각 작성하거나, A
사에서 A사의 배출시설 및 공동방지시설에 대한 운영일지를 기록하고, B사는 B사의
배출시설에 대한 운영일지를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
우라 하더라도 A, B사 각각의 배출시설 및 공동방지시설에 대한 운영일지는 작성하
여 보존하여야 함)
(2) 대기환경보전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관리에 대한 업무
가 시·도지사에게 위임(시·도에서 시·군으로의 재위임 관련사항은 해당 기관의 조례로
정함)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2개 사업장(A사 : 광역 시·도 관할 사업장, B사
: 시·군·구 관할 사업장)의 경우라도 A사의 경우 도 관할 사업장이 될 것이며, B사의
경우 시·군·구가 관할 행정기관이 될 것입니다.(오염물질의 적정처리 여부 등을 확인
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을 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이전관련 문의

2008-07-18

질의요지

존 대기허가를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건물
을 임대로 있다가 동일 건물 옆 호수를 취득하여 이전(809에서 807로)하고자합니다.
배출시설은 기존 허가받은 그대로 이전하고자 하며 동일지번이며 호수만 바뀝니다.
대기방지시설은 공동방지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전하더라도 동일 공동방지시설로 유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된 업체로 기

입처리 됩니다.

신

존

쇄

이러한 경우 배출시설 변경 고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기 시설을 폐 하고
를

득해야 되는지
회신내용

신규로 허가

신 내용과 같이 아파트형 공장에서 동일 공동방지시설을 이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동일 지번에서 호수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
라 변경신고를 하면 될것입니다.
질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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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제 목

답변일자

허가 후 설치계획 미확정 시 가동개시 신고

2008-08-07

질의요지

허가를 득하였으나, 사업장에서 아직까지 설치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적으로 특별히 설치기한이 정해져 있는것도 아니므로, 무기한
설치 확정만 기다리고 있어도 되는 건지? 1년 이상 길어질 경우라도 일단 설치가 되지
않았으므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대기배출시설을 증설하여

회신내용

신

득한 후, 가동개시신고까지의 기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 당해시설을 가동하고자 할때
에 미리 관할 행정기관에 가동개시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배출시설의 설치 고를

제 목

답변일자

가동개시신고대상 규모 해당여부

2008-10-27

질의요지

mx

흡
m x
운영하다가 이를
모두 폐쇄하고, 동일한 방지시설(흡착시설800m3/분x1대)에 도장시설(231m3x1대, 154m3 x 2
대)을 증설하였습니다.
동일한 배출구(흡착시설800m3/분x1대)에서 배출시설 규모가 변경이 있는 경우 가동개시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장시설(288 3 2대)을 배출시설(방지시설- 착시설800 3/분 1대)로

회신내용

신

령 제15조에

변경 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

허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20이상
증설(배출시설 증설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증설의 누계)하는 경우에 가동개시 신고
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시설의 변경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가동개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따라 설치 가를

제 목

답변일자

건설 공정 중 내화물 건조시 가동개시신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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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8

질의요지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단 방지시설을

허가받아 건설 중이며, 현재 건설과정 중 로내 내화

였
건설공정상 먼저 내화물 균열 및 탈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화물에 포함된 수분제거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연료(경유)를 이용해 건조시켜야 할 실정입니다(원료투
입 없음) 또한, 내화물 수분제거시 발생되는 물질은 수증기가 대부분으로 추정되며 일부
발생된 배가스는 전량법 기준치이하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도 가동개시신고를 하여야
물 시공을 완료하 으며, 방지시설은 일부 설치가 진행중입니다.

하는지요

회신내용

내 내화물을 건조하기 위하여 연료(경유)를 사용
하는 작업은 대기배출시설의 가동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가동개시신고 대상에 해당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로 의
되지 않습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신고 해당유무

2008-06-13

질의요지

모 교체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를
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가동개시신고를 미리 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대기방지시설을 동종. 동일 규 로
회신내용

령 제15조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20이상
증설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가동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

제 목

답변일자

시운전을 할 수 있는 대상시설

2008-08-31

질의요지

각

RTO)-(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
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가 거의 완료되어 가동개시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시운전
을 2～3주정도 하여야하는데 가동개시신고를 한 후 시운전을 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시운전을 거친후 정상으로 가동될 때 가동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그밖에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한 후 상당한 기간
시운전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배출시설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폐가스소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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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령 제16조에 따라 배연탈황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배연탈질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그 밖에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한 후 상당한 기간 시운전이 필요
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시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참
고로, 동 시행령 제16조제3호에 따라 시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배출시설은
현재까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제 목

답변일자

변경신고 후 배출시설 설치에 대하여

2007-12-31

질의요지

신 후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은 설치했으나 배출시설(포장시설:0.5톤/시간)을 설
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배출시설 설치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방지시설 및
배출시설을 운영해도 문제가 되는지요?
변경 고

회신내용

령 제15조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설치허가(또는 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100분의 20이상 증설하
여 당해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가동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대
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를 득한 시설 중 일부 설치 완료된 시설에 대하여 부분
적으로 가동개시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

제 목

답변일자

가동개시 신고에 따른 문의 사항
질의요지

콘
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09-03-10

차 선별(자갈 및 모래) 생산까지만 부분 가동개

아스 공장을 계획 중인 사업체입니다. 2
회신내용

투

차선별까지에 설치된 배출시설들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동 시설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다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부분 가동개시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원료 입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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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원료변경 시 가동개시대상여부

존

질의요지

2009-05-15

허

기 일반폐기물 100% 처리중 변경 가를

신

통하여 원료변경(일반90%, 지정10%)시 대기환

경보전법에 의거 가동개시 고 대상인지 여부? 단,100분의20이상의 증설에 해당되지 않는

항 "
"
되어 동법 시행규칙 제41조1항에 의거 사용개시 신고대상에는 해당됨.(변경전후일 폐기물
처리 용량은 동일함)
경우에 해당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1 1호 처리대상 폐기물의 변경 에 해당

회신내용

령 제15조에 의하면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설하는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
고를 포함하며 변경신고인 경우는 증설의 누계를 말함)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
시설을 가동할 경우에는 가동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사용원
료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인 경우는 가동개시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

제 목

답변일자

양도양수 시 가동개시여부

2009-01-14

질의요지

신

배출시설설치 고를 완료하고 가동중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이전설치가 아

양도양수에 의하여 “갑”의 사업장이 “갑”과 “을”의 사업장으로 분할되어 “갑”의 배출
시설 및 방지시설중 일부가 “을”의 소유가 되는경우 “을”의 사업장은 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한 후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닌

회신내용

내

질의 용과 같이 사업장이 분할되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일부가
에는 가동개시

신고

양도·양수되는 경우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장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동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자는 배
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
는 경우에는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이상 증설)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
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가동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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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가동개시 유효기간

2009-04-16

질의요지

현재의 부지에서 운영하기 어려워 다른 공단쪽으로 이전하고자 당사의 제2공장으
로 하여 대기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위탁처리)의 신고를 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전기
간이 길어지면서 가동개시를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신고필증의 가동개시까
지의 유효기간이 있는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회사를

회신내용

내

신고기간은 없으며, 배출시
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가동하려는 경우에 미리 관할행정기관에 가동개시신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경우 질의 용과 같이 가동개시
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부분가동개시신고

2009-02-19

질의요지

래
신
였
1. 도장시설A -> 여과 및 흡착시설 A
2. 도장시설B -> 여과 및 흡착시설B
이중 1번 시설만을 설치하였으며, 2번 시설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몇 개월 후 설치하고자
합니다. 1번 시설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가동개시 신고를 하고 조업을 시작할 수 있는지요?
대기배출시설을 아 와 같이 설치 고를 하 습니다.

회신내용

내

신

득한 시설 중 일부 설치 완료된
시설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가동개시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므로 가동개시신고서에
가동하고자 하는 시설과 향후 가동하고자 하는 시설을 구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
질의 용과 같이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고를

시면 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신규발전소 가동개시 시점 질의

2009-02-12

질의요지

신규 복합발전소 시운전공정은 장기간에 걸친 최적화 성능시험 시운전을 거쳐 최종적으로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거하여 사용전 검사(30일 소요)를 행한뒤 정상제품 전력을 생산하는
상업운전준공이 가능합니다. 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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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준공을 위한 최종 성능시험 단계인 사용전 검사 및 신뢰도시험의 시

개시일을 상업 전

작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뒤 배출시설(발전시설)을 정상가동하기 시
작한다면 사용전검사 시작일을 가동개시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이나, 사용전 검사일 이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행한

전단계에서 전기제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배출시설(발전시설)을 가동하여 대기오
염물질을 적정처리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 가동개시에 관한 건.
질의요지

2011-08-29

허

득하였습니다.(방지시설 설치 의무면제) 배출시설
중 건조시설 1식을 제외한 나머지 배출시설은 입고된 상태입니다. 건조시설은 추후 2년후
입고될 예정이며 인허가는 건조시설까지 득한 상태라면, 건조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
에 대해서 부분 가동개시를 신고 할 수 있는지요?
2011.8.4일자로 대기배출시설 인 가를

회신내용

신 득한중 일부 설치완료된 시설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가동개시신
고를 하는것도 가능할 것이므로 가동개시 신고서에 가동하고자 하는 시설과 향후 가동하
고자 하는 시설을 구분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 고를

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 시점
질의요지

2012-04-03

R

항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39조 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폐기물관리법 제32조(다른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등의 의제)에 의하여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함께 의제처리하여 승인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여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시설의 가동에 앞서 폐기물관리
법 제2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폐
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에 언급된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결과를 첨부하게
되어 있어, 본 시설의 검사를 위해 가동이 필요합니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신고)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위한 가동 이전에 별도로 가동개시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승인과정과 동일하게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에 의한 가동개시신고 없이 폐기물처리
본 시설은 고형연료( DF) 생산설비로 공사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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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시설 검사를 종료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고를 하여 의제처리로 처

능

리가 가 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승 신
허 신
였
기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도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에 의제처리 하는 것이 가능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인( 고)시 대기배출시설 설치 가( 고)를 의제처리 하 다면 대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가동개시 신고 시점

2010-01-15

질의요지

병
가스터빈을

병

설치공사중인 열 합발전시설(대기배출시설)에 있어서 설치공사 공정 중 열 합발전시설

:천연가스)하여 발생된 증기에 의해 열병합발전시설 배관
및 설비를 증기 세정(배관 녹 제거작업)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위 증기 세정작업 공정 이
전에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세정작업 완료하고 설치 공사 완료 후 열병
합발전시설의 상업 운전시 가동개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의 자체

연소(연료

회신내용

허 신 득한 후,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 당해시설을 가동하고자 할 때에 미리 관할 행정기관에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내용과 같이 열병합발전시설의 자체 가스터빈을 연소하
여 발생된 증기에 의해 열병합발전시설 배관 및 설비를 증기 세정하는 작업을 대기배출
시설의 가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질의내용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오니 관련자
료를 구비하여 지자체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①배
연탈황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②배연탈질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③ 방지시설을 설치
하거나 보수한 후 상당한 기간 시운전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배출
시설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시운전 기간을 부여토록 하고 있으니 자
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가( 고)를

제 목

답변일자

대기설치신고 후 가동개시를 해야 하는지 안해도 되는지
질의요지

2010-09-20

신 후 가동개시를 하지 않고 어떤 업종은 대기 설치신고후 가동
개시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 가동개시를 하고 안해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면 감
어떤 업종은 대기 설치 고
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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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항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만, 변경신고일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이상 증설하는 배출시설의 변경일 경
우에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제1

제 목

답변일자

배출시설 가동개시 시점

2010-11-30

질의요지

신규설치후 시운전 이전 절차로 최소한의 버너점화를 통해 로내
내화물 건조작업을 위한 DryOut 단계(100도) 및 튜브내 수지성분 및 녹성분 제거 등을
위한 SodaBoiling 단계(200도)를 각 1일 정도 수행한 후, 다시 상기 배출시설 버너를 소
화하여 수일간 내부점검 및 미비사항 보완후 최종 시운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 경우 배
출시설 가동개시 시점을 시운전 이전인 DryOut 및 SodaBoiling 시점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부점검 및 보완후 최종 시운전 단계의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를
보일러/가열시설의 경우

드립니다.

회신내용

신고 전에 최소한의 버너 점화를 통한 내화벽돌 DryOut 단계 및 수지성분 및
녹성분 SodaBoiling 단계는 배출시설의 가동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제1항 규정의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시점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
동개시 시점은 시운전 단계부터 임을 알려드립니다.
가동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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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제 목

답변일자

B-C유 보일러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8-11-14

질의요지

B-C유 보일러(5TON)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보일러에 전처리장치-중유의 열효율을 높게하여 주는 에멜죤 장치(중유에 물을 섞는 장
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예비용으로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에서

B-C유를 사용하는 보일러에 전처리장치(에멀젼 장치)를 반드시 설치

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도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

허 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 용기
설치하여야 합니다.

신 전처리장치(에멀젼장치)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 제15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로 볼
아울러, 질의하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EMERGENCY DAMPER 설치 여부의 건
질의요지

재

당사에서 위기시의 화 의 예방을
방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2008-12-02

막고자EMERGENCY DAMPER를 설치하여 화재를 예

싶어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에 따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절

재 폭발 등의

공기조 장치나 가지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나, 화 나

령

허

받은 경우에는 제
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EMERGENCY DAMPER을 설치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의 인정을 받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예방을 위하여 다른 법 에서 정한 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 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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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flare stack 질문

2008-07-25

질의요지

혐기성 소화과정에서 발생되는 biogas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안전상의 문제로 운전되는
flarestack의 별도 운전기준(연소온도, 가스체류시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농도 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flarestack(폐가스소각시설) 등 대기방지시설에 대한 별도의 운전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은 없으므로 오염물질 처리효율, 적정온도, 가스체류시간 등을
시설구조 등 특성에 따라 설계하면 될 것이며, 기타 안전 등에 관한 규정은 관련법령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Scrubber의 가성소다 탱크 처리건

2008-12-23

질의요지

실 pilot용 Scrubber의 살수물의 PH를 조절하려 가성소다탱크를 설치하였습니다. 가
동하던 중 scrubbr 살수물의 PH는 한달이 되도 9미만이고, PH가 over되면, 자체 폐수처
리장으로 보내고, 물을 교환하면 되기 때문에, 가성소다탱크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공간만 차지하고 있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scrubber의 가성소다 탱크를 철거하여
공간활용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요?
연구

회신내용

존 허가 내역 등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며,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의 적정설치 여부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시설의 용량산출서, 설계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으로 문의
기 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

허 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방지시설에서 가성소다 탱크를 철거하여도 배출시설
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할 수 있다면 가성소다 탱크를
철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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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THC 및 활성탄흡착탑 운영

2008-05-19

질의요지

차 세정집진시설 2차 흡착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수년간 자가측정결과 1차 방지시설을 거쳐 나오는 먼지, THC가 항상 배출허용기준의
50% 미만으로 배출 되는바, 2차 흡착탑의 활성을 제거 사용하여도 무방한지?
2. 활성탄을 제거하고 사용시 관계되는 절차?
배출시설이 도장시설로서 방지시설은 1

회신내용

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THC가 항상 배출허용기준(동법 시행규칙 별표8) 이하로 배출되거
나,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THC에 대한 방지시설(흡착탑)의 설치면제가 가능할
것이니, 해당 배출시설의 기능·공정·사용원료(부원료를 포함한다) 및 연료의 특성에 관
한 설명자료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

1)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동법 시행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쇄

신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방지시설을 폐 하는 경우에는 변경 고를 하
여야 합니다.
제 목

답변일자

WATER BOOTH의 수막판(水膜판)을 이용한 수세식 시설을 세정식집진시
설로 인정 여부

2008-01-17

질의요지

식 식 식
WATER BOOTH(수세식도장)의 순환수를 오
버플로우하여 수막판에 흐르는 동시에 스프레이파이프를 통해 수막실내에 노즐분사하여
분무공기는 세정되어 하부수조에 고이고 연속 순환사용 됩니다. 이설비 중 수막실 분사노
즐을 이용한 세정부위를 세정식집진시설(WETSCRUBBER)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장시설중 건 과 습 의 방 이 있는데

회신내용

액적, 액막, 기포
등을 이용하여 함진배기가스를 세정, 입자상호간의 응집을 촉진시켜 먼지를 분리시키는
장치(충돌과 차단의 원리로 물을 뿌려 먼지입자를 제거하는 장치)”로서 주로 먼지를 제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의 제4호 세정집진시설이란“일반적으로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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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배출시설에서

허 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
며,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에 따라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계·시공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제시된 내용만으
로는 질의하신 시설의 방지시설(세정집진시설) 인정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농도, 유량 등을 산정한 자료와 방지시설의 처리
계통도 및 처리용량, 효율 등을 산출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
나오는 오염물질을 배출 용기

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가열로 공기비 적용에 대한 질의
질의요지

먼

2008-03-27

준 농

가열로의 오염물지( 지)의 표 산소 도가 11%이지만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산소농도가 20%를 초과하는

투입되고 나오는 과정에 있
어 방지시설은 계속 가동되므로 외부공기가 방지시설로 유입되어 산소농도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외부공기의 차단을 위해 배출시설을 밀폐형으로 제작은 힘듭니다.
배출시설의 특성상 밀폐형시설이 아니므로 제품이 가열로에

회신내용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에서 금속의 용융·제련시설 또는 열처리시설 중 가열
로의 먼지 배출허용기준은 70(11)mg/S㎥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배출시설에 외부공기의 유
입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적합한 시설보완 등을 통하여 공기희석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건조시설의 방지시설운영
질의요지

2008-01-30

풍

각 열풍팬을 설치하여 건조시설(P/H,OVEN)
에 열풍을 불어 넣는데,각 열풍량을 100m3/분씩 불어넣고, 건조시설로 유입시킨후, 배출
되는 30%의 공기(가스)만 배기시켜 RTO(직접연소에 의한 시설)로 보내고, 나머지 70%의
공기(가스)는 다시 순환하여 건조시설로 유입되도록(30%배기된 가스량만큼 열풍량 보충
함)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열풍을 이용하지 않으면 건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건
조시설내 적절한 온도유지와 건조효과를 위해서 충분한 열풍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각 건조시설은 SHEET만 들어가고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공간(입출구)만 OPEN되어 있으며,
건조를 하기 위해 열 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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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DUCT연결하여 배기와 순환 열풍두배관으로 나뉘게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가스
의 순환으로 인해 가스농도가 높아지므로 해서 RTO의 연료비가 절감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각 건조시설의 배출가스량을 급기량의 30%를 보면 되는지요? 30%의 열풍량
보충하는 것은 공정상 꼭 필요한 사항으로 공기의 희석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상
기로 설계할 경우 문제가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항 제1호에 따라 배출시설을 가동할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희석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생되는 배출가스 전량을 방지시설로 유입처리하면 될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
항은 관할 행정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

제 목

답변일자

건조시설을 대기배출시설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2008-11-14

질의요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규정에서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
동하지 아니하면 같은법 제89조 제3호 규정에 의거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
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

]

통
력
정규모 이상이면 신고를 득하여야 하고 법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자동차종합수리업에 설
치되어 있는 도장부스와 같은 경우 도장후 건조시 방지시설을 가동할 경우 일어나는 열
손실로 인하여 건조시간이 길어지고 효율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완전밀폐형으로 제작된 건조시설에 대해서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
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1.거.공 시설 중7)도장시설은 용적이나 동 이 일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그 밖의 물체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3으로 정하는 것을 말
하며, 동법 제26조에서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
기 위하여 방지지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장 후 건조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가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동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건조시설 가동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도 오염물질을

허 준 이하로 나오게 할 수 있다면 관할 행정기관의 인정을 받아 방지시설을 가

배출 용기

동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므로 오염물질 발생 및 배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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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기존 방지시설에 새로운 배출시설 연결 가능 여부

2008-06-26

질의요지

존
했었습니다. 예비용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설치한거고 지금껏 예비용은 사용하지 않
았습니다.
1. 기존에 사용하던 방지시설에 배출시설(2)을 폐쇄하고 배출시설(1)과 새로운 하나의 배
출시설(3)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요?(단,배출시설(2,예비용)을 폐쇄하고 배
출시설(1)과 배출시설(3)을 연결하여 사용할 때 용량은 적정함.)
2. 배출시설(2,예비용)을 사용하지 않고 예비용으로 두었음을 증명하기위해 대기오염방지
시설 운영일지가 아닌 용해로 운영일지가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지요?(용해일지상에는
알루미늄괴의 사용량과 용해로1(배출시설1)과 용해로2(배출시설2)의 청소시간이 기록
기 에 용해로라는 배출시설(1)과 배출시설(2,예비용)을 하나의 방지시설에 연결하여 사용

되어 있음.)
회신내용

내

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허가(또는 신고)내역, 신규배출시설의 종류
등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
또는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증설·교체 또는 폐쇄와 관련
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방지시설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
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므로 기존 방지시설을 사용하여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적정처
리 할 수 있다면 설치는 가능할 것이나, 이와 관련된 용량산출서, 설계도 등 구체적인

(1) 질의 용에 기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

(2)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 ,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조업을 할

때에는 배출시

운영에 관한 상황을 동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
설의 운영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출시설 가동여부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기타 생산일지 등으로 시설 가동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참
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과 방지시설의

제 목

답변일자

세정수 관련 대기 및 악취방지법 질의
질의요지

대기 및

악취방지시설(흡수에

2008-01-22

레버)에서

의한 시설, 스크

량 계속해서 공급하고

제거하고 있습니다. 당사업장은 폐수처리시설이 있어 세정수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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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세정수를 공 하여 오염물질을

론 생산Line이 정지되면 모든 세정수는 폐수처리장으로 보내어 폐수처리하
고 가동시에는 전량 새로운 세정수를 공급하여 재가동하고 있습니다.
1. 세정수를 공급하고 있다는 증거 즉 수량계를 설치해야 하는지
2. 설치해야 한다면 대기나 악취방지법 어디에 저촉이 되어 설치를 해야 하는지
방류합니다. 물

회신내용

악취방지시설(세정식집진시
설, 흡수에 의한 시설 등 포함)가동시에 오염물질을 처리(흡수 등)하는 세정수 공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량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수량계를 설치할 필
요는 없습니다. 다만, 세정수를 주기적으로 교체하지 않고 대기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운
영하여 대기오염물질(악취 포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에 따라 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별 사업장에서 대기방지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적정운영여부 확인을 위하여
세정수 공급량을 기록하는 수량계를 설치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악취방지법

규정에서는 대기방지시설 및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방지시설에 배출시설 규모미만 시설 연결가능 여부

존

2008-07-22

질의요지

준

기 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방지시설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기 에 미달하는 설비

허 받아 연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를 배출시설로 인 가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배출시설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 시행규칙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배출시설을 가동할때에 방지시설에서 나오는

별표3에서 정하는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은

항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 제1호에 따라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서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람

따라서,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있는 배출구에 비배출시설의 배가스를 연결하는 것은 바

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부득이 비배출시설의 배가스를 기존의 방지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도 검사시에
공기가 섞이지 않도록 차단장치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 배출시설 허가증에 등재 여부

20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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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탱 운영에 따라 발생될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은(VOC포함) 대기
오염물질방지시설인 RTO에 연결하여 처리되도록 설치되어 있고 허가증에 등재된 상태로
현재 운영중인 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상기와 같이 처리하는 저장탱크의 경우라도 저장물질의 과다 유입으로 인한 사고 예방
(탱크 파열 및 RTO 유입으로 인한 폭발)을 위하여 과량의 저장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OVER FLOW 배관이 있으며 여기에는 WATER SEAL이 되어 있어 평상시에는 대기
오염물질이 동 시설로 배출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OVER FLOW된 저장물질
은 별도의 집수조를 통해 회수 가능토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동 시설(OVER FLOW 배
관)도 대기 VENT구로 허가증에 등록 하여야 하는지요
2. 상기와 같이 처리하는 저장탱크에 이상압력 발생시 대기로 VENT되도록 되어 있는 압
력조절 밸브가 있을 경우 압력조절 밸브를 대기허가증에 등록 하여야 하는지요?
대기 배출시설인 저장 크의

회신내용

항 제2호에 따라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 방지시
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수 있는 공기조절장치나 가지배출관 등을 설치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재나 폭발등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다른법령에서
정한 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OVER FLOW 배관 및 압력조절 밸브를 제조공정상 불가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면 대기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시 동 내용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등록을 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

제 목

답변일자

대기 배출시설에 가동확인에 대한 문의

2008-06-12

질의요지

평균조업시간이 8시간 미만인 산세척 시설이 있습니다. 배출시설의 특성(산세척시설)
상 배출시설이 조업중단 하여도 방지시설인 scrubber의 fan은 가동하고 있습니다.(작업환
경상 염산흄의 동내 비산방지 위해) 방지시설 굴뚝에는 TMS용 유량계 및 온도계가 설치
되어져 있고, 유량계는 fan이 가동하고 있어 거의 일정하고 온도계는 배출시설이 가동될
때에는 40～45도 정도, 배출시설인 비 가동될 때에는 상온(20～30도, 겨울철 10도 정도)정
도 지시하고 있습니다.(오염물질 측정치는 0.2～0.5사이)
위와 같이 온도가 상온이라면 배출시설 가동중지유무를 온도계로도 판단 할 수 있는지
일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배출시설의 가동, 비가동 여부는

온도계의 지시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적합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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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되며,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것입니다.

공정조건, 제품생산

제 목

답변일자

대기 흡착탑 활성탄 교체 주기 관련 질의

2008-09-10

질의요지

허 신청시 활성탄 교체주기가 명시되어 신청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
건 이 교체주기에 따라 활성탄을 교체하여야 하는지요. 활성탄은 요오드 흡착력 분석 등
을 통하여 KS규격을 나누고 있는데 활성탄의 요오드 흡착값이 얼마이하로 떨어지면 교
체를 하라는 지침과 같은 내용이 있는지요?
방지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경우에도 무조건적인 교
체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의문이 됩니다.
대기 가

회신내용

허

신 필

교체주기를 지켜야 할
것이나, 활성탄 교체주기를 조정하여도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라면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교체주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
며, 허가증(신고필증)의 허가(신고)사항에 교체주기가 적혀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
대기배출시설 설치 가증( 고 증)에

활성탄 교체주기가

있다면

야 할것입니다.

흡착시설의 활성탄 교체주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배출시설의 가동여부, 오염물질종류·농도, 활성탄 종류 및 흡착탑 용량 등에
따라 다르므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체주기를 산정하여야 할것입니다.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제 목

답변일자

조업시간 외 대기방지시설 가동 여부

2008-12-17

질의요지

간 중에는

당사 배출시설 중 용해로는 용해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합니다. 조업시

외 시간[휴일, 야간(조업을 하지
않은)]에는 알미늄ingot의 투입이 없으며 다른 생산시설들(다이캐스팅기 등)의 가동도 하지
오염물질이 발생되므로 방지시설을 가동해야 하나, 조업
않습니다

늄 탕 온도가 용융점 이하로 떨어지면 고체화되어 재용융해야 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휴일, 야간 등의 조업 외 시간에도 용해로에 LNG로 일정온도를 유지합니다.
조업외시간(휴일 등)에는 일정온도를 유지하는외여 타작업은 없고 뚜껑을 닫아 놓아 오염
물질의 배출이 없습니다. 상기와 같이 휴일, 야간 등 조업외 시간에 실제작업은 없이
단지 알미 용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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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간

LNG를 이용해 일정 도로 유지만 해주는 시 에도 배출시설의 가동으로 보아 반드시 방
지시설을 가동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온

안

용해로에서 일정 도로 유지하는 동 에도 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배출된다면 계속하여 방
지시설을 가동하여야 할 것이나, 용해하는 과정에서만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면 관할 행정
기관의 인정을

받아 동시간만 방지시설을 가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방지시설 송풍기 인버터설치 가능여부
질의요지

2008-01-18

흡

scrubber가 있습니다. 송풍기쪽에 인버터 설치가 가능한
지요. 인버터를 설치하면 풍량이 줄어들어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안된다는 의견과, 송풍기 모터쪽에 풀리를 키움으로써 풍량을 맞출수 있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대기방지시설 중 세정 수시설인

회신내용

송풍기에 인버터를 설치하거나 또는 풀리를 조정하는 경우 배출가스
량이 허가(또는 신고) 당시와 변경되어 오염물질의 적정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기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설치허가 또는
신고 등의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
방지시설에 연계된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방지시설의 굴뚝높이에 대한 기준조건

2008-08-01

질의요지

존 생산설비가 공장외부의 3층 구조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굴뚝의 높이를 기존공장 외부의 3층 구조물 보다 높게 설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방지시설의 굴뚝높이 기준조건이나 법적근거를 알고싶습니다.
기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2에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의

굴뚝높이를 정하

고 있으나, 고체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대기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
으므로 배출가스로 인한 주위
가 설치하면 될것입니다

피해 영향범위, 기상상태 등 사업장내 여건에 따라 사업자

목

참고로, 동 별표12 제1호 가 에 따라 고체연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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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을 사용하는 배출시설의 굴뚝높이는

효굴뚝높이가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되, 유

4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6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으며, 기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인 경우에는 2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도금조 후드 부속시설관련 질의

2008-11-19

질의요지

내

롬
작업환경 측면에서 도금조가스 흡입후드 윗부
분에 “PushPull”이라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푸쉬풀”은 도금조 후드(좌우흡입방식)
위에서 다른 한쪽 후드로 고압의 에어를 쏴주는 시설이라합니다..
1. 푸쉬풀 시설을 하면, 후드로 도금조 가스뿐아니라 깨끗한 에어도 동시에 흡입되어 대
기방지시설로 유입하게 되는데, 이것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오염물질
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사항이 되는지요?
2. 푸쉬풀 장비는 노동부에서도 권장하는 시설이라고 하는데, 환경법과 충돌하는 사례가
있었는지요?
회사 에 크 /아연도금 공정이 있습니다.

회신내용

때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
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서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다른법령에서 정한 시설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노동부에서 권장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
정기관의 인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에 따라 배출시설을 가동할 에 오염도를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대상여부 문의

2008-07-14

질의요지

허 신
량 허가(신고)대상시설에서 사용되는 원료의
사용량만 기재하여야 하는 것인지, 공장내에 있는 허가(신고)대상 규모미만의 시설에서
사용하는 원료의 사용량까지 모두 작성하여 신고해야 되는지 여부.
2. 배출시설신고업소에서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대상 규모미만의 시설증설과 함께 원료
를 변경하여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될 때, 기존 방지시설을 이용한다면 변경신고
1. 배출시설설치 가( 고)증상의 원료사용 은

대상인지 여부

존

3. 기

신

허 신

모

배출시설 고업소에서 배출시설설치 가( 고)대상 규 미만의 시설을 증설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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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할 경우, 기 의 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를 할

신

허

때변

갱신교부 받아야 하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
장의 입지제한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 대상이므로 규모미만의 시설이라도 시설증설 및
원료변경에 제한을 받는지 여부
4. 기존배출시설신고업소에서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대상 규모미만의 시설을 증설할 때,
기존의 방지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작업장의 환경과 대기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별도의 시설을 이용하여 배출시키고자 할 때, 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
5. 4번의 사항이 변경신고대상이 아니라면,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대상규모미만의 시설
에서 발생되는 원료의 사용량, 오염물질등을 기재사항 변경을 통하여 허가(신고)증명서
상에 기재 가능한지 여부
경 고를 하여 설치 가증을

회신내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
대기배출시설의 연료 및 원료사용량을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록 하고 있으므로 허가증(신고증명서)에는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신청서류 작성시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관련되는 제조공정 등에 대하여
사용하는 원료 또는 부원료, 연료, 제품생산량 등을 감안하여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
지 않음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서 지도단속 및 허가 또는 신고신청서 검토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 방지시설에 비배출시설
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를 연결하여 처리하는 경우 오염물질의 농도를 희석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방지시설 처리용량, 오염도 검사시 희석방지를 위한 댐퍼
설치 등을 감안하여 희석행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받은 시설에서 사용원료, 부원료, 공정여건 등의 변경으로 특
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행
정기관에 변경신고하여 설치허가증으로 갱신 교부 받으면 될 것이나, 관리지역으로서
특정대기오염물질 발생에 따라 입지제한을 받는 경우라면 변경이 불가할 수 있으니,
입지제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운영하는 해당부처(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은 국토해양부 등)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업장내 작업환경개선을 위하여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과 무관하게 설치하는 시
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환기
시설로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흡입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할 것
이며, 주변환경오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적정한 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5)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원료 및 연료사용량 또는
오염물질종류 등을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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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여부

2008-11-30

질의요지

쇄
심력집진시설 2기, 여과집진시설 1기에 직렬
연결되어 운전되고 있습니다.(*여과집진시설용량 : 80m3/분x2,000mmAq)
분체도료 분쇄설비가 가동되지 않을 때 청소용 hood(1,340x1,550)를 신설하여 기존 분쇄
기용 여과집진시설에 연결하여 청소용hood를 가동할시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요?
분체도료 분 설비가 배출시설로 구분되어 원

회신내용

항

때에는 방지시설에서 나오
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서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있는 방지시설을 청소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동 시설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의 인정을 받아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 제1호에 따라 배출시설을 가동할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운영 적정성여부

2008-03-26

질의요지

목공기계 전부를 배출시설로 신고 각각의 기계에 주름관을 연결 DUCT에 연결
하여 방지시설로 흡입하여 처리하며, 도장시설은 공장동 내에 별도의 룸을 만들어 후드를
통해 흡착탑으로 연결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며, 더워지는 기온으로 공장의 문을
열고 작업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지 궁금합니다.
배출시설은 국소배기하며, 공장동의 건물 출입문이나 창문을 열고 작업하면 안되는지요?
당사는

회신내용

운영할 때에 하여서는 아니되는 행위
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모든 오염물질을
적법하게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고 있다면, 공장동 문을 열고 작업하는 것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위법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작업환경 및
방지시설의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주변에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에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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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해당유무

2008-06-12

질의요지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제조업으로서 공정상 설비내 원단 이동시 골판지 제단 및 인쇄의
정확성을 위해 원단을 suction하여 흩틀어짐을 방지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이 없어 국소배기장치만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suction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먼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기배출시설에 해당이 없으나, 먼지가 다량으로 발생되더라도 방지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와 방지시설을 설치 했을 경우 대기인허가 신고필증상 신고를 해야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허 준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 용기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
여야 할 것이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발생되는 오
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의 설치 및

항

신고에

대하여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 은 없습니다. 다만, 발생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정한

감

오염저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 변경신고 도는 허가신고 여부
질의요지

2008-07-07

허

뀌
Monomergas만 나오므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출시설만 가동하여 먼지
를 테스트한 결과 2.99mg/m3 나옵니다.
1)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 변경신고만 하면 되는지?
2) 허가 또는 변경신고시 2.99mg/m3(먼지) 결과가 대기공정시험법상 경미한 양인지 아니
대기배출시설설치 가증에는 생산 공정의 방지시설을 가동하여야 하지만 공정이 바 어서

면 방지시설을 가동해야 하는지?

험

3) 대기공정시 법에

꾸

먼지측정시 2.99mg/m3가 나오면 경미하여 변경신고 하여 허가증만

바 면 되는지? 방지시설을 가동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존 허가내역, 제조공정, 공정변경사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현황 및 배출허용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허가 받은 시설
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1)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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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하며 그 외의 경우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변경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
따라서,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온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에 따라 배출시설을 가동할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임의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동법 시행규칙 별표8) 이하로 배출
되거나,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방지시설의 설치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하여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유무

2008-04-30

질의요지

선재(철강)는 입고하여 산처리를 하여 출고하는 사업장으로서 공정 중에 배출되는 오염물
질은 후드덕트를 설치하여 집진기로 포집 후 배출하고 있으나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지붕
(천정) 상부에 환풍기를 설치하여 배출하고자 합니다
생산공정 : 입고(선재)--산처리시설--수세--화성처리시설--수세--알칼리처리시설--수세--제품
공정중에 산처리시설 및 수세 화성처리시설 알칼리처리시설은 후드덕트를 설치하여 집진
기로 포집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공장상부의 환기를 위하여 환풍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때 설치하는 환풍기를 배출시설로 보아 집진시설을 별도로 설치하고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내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과 무관하게 설치하는 환풍

사업장

기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흡입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며, 주변 환경 오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적정한 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환기시설로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의 Drain 용 물 배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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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31

질의요지

버 운영중입니다. 산처리시설은 세정용
으로 설치되어 있어 상시 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후드를 이용하여 대기방지시설로 흄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상시 물을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 흄과 물이 배기 배관내에서 “물”이
응축되어 스크러버로 이송과정 중 다량이 응축수가 발생되어 배기 Duct(배관)을 “막는 현
상”이 발생되어(배관의 관로를 물이 막아) 흄이 스크러버로 유입되지 못하는 현상이 빈번
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출시설에서 대기방지시설간의 Duct(배관)에 “물”배
출 Drain배관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법적문제가 있는지요?
법적문제가 있다면 “물”Drain용 배관에 대하여 어떻게 인.허가를 받으면 되는지요?
산처리시설(제품 세정용)과 대기방지시설(스크러 )를

회신내용

항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 제2호에 따라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절

운영할 때에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 장치나 가지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재 폭발 등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
한 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Drain배관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배출시설설치허
가 또는 신고시 동 내용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인정을 받아 설치하면 될 것입니다.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 나

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 방지시설 운영관련
질의요지

톤

톤

배출시설로 3 (예비)과 2

2008-06-17

보일러를 가동중에 있습니다.(동시 가동되지 않고 한 대만

됨
톤
신
었
력식 IDFAN이 장착된 멀티싸이클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3톤보일러의 노후로
신규 2톤보일러를 설치 후 3톤을 예비용으로 놓고 대기오염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완료하
였습니다. 하지만, 2톤보일러의 가동시 방지시설의 ID FAN을 가동할 경우 보일러효율에
가동 ) 예비용인 3 보일러를 변경 고전 주보일러로 사용하고 있 으며, 방지시설로 동

문제가 있으니 가동하지 말아달라는 시공업체의 요청이 있어 방지시설의 가동을 하지 않

았습니다. 상기 보일러의 배출가스는 덕트를 통하여 무동력 type이 된 방지시설을 거처 대
기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다른 배출구는 없으며, 방지시설을 통하여 배출될 수 밖에 없는
시설인데 방지시설 비가동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항

때에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아울러, 배출시설의 효율을 문제로 방지시설의 가
동을 제외하는 규정은 없으며, 신고(변경신고 포함) 받은 내역에 따라 발생되는 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 제1호에 따라 배출시설을 가동할

을 적정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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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 방지시설중 응축에 의한 시설에 관한 질문

2008-11-28

질의요지

슬러지 처리시설(유기질비료 제조시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배출시설설치신고와 더불어
방지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대기오염방지시설인 응축에 의한 처리시설를 설치
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응축하여 전량 우리 사업장에 있는 폐수처리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점검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사업장에
설치될 방지시설은 응축하여 폐수처리시설로 이송 후 수질환경보전법에 의거 처리할
계획인데 이 경우에도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참고로 폐기물처
리시설은 회분식 반응조이고, 운영중에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응축에 의하여 폐수

1)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배출

로 발생될 것입니다.)

약 점검구를 설치해야 할 경우 차후 별도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되는지요

2) 만 에

회신내용

응축시설)

(1)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공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명확한

응축에

답변은 곤란하나,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대기방지시설(

허 준 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구를 설치하여야 할것이나, 대기오염물질을 전량처리(응축)하여 수질오염
방지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의 인정(허가 또는 신고)을 받아
별도 측정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2) 대기오염물질을 전량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기오염방
지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이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 및 대기 중
배출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처리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관할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한 시설)에서 처리하여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배출 용기

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 및 운영 질의
질의요지

2008-06-23

운영 관련사항
- 건물 내에 서로 격리되어 위치한 신고대상 파쇄시설(공간1)의 오염물질을 비산먼지 발

1.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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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먼

께 동시에 방지시설로 흡입하여 처리할 경우

생원(공 2)에서 발생하는 비산 지와 함

항 1호의 적용여부
☞ 파쇄시설 가동시 오염도를 낮추기 위한 공기희석으로 적용되어 불법 운영에 속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1
궁금합니다.

운영 관련사항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위탁

내
운영을 맡길

(1) 원청 사업장 소유의 건물 및 오염물질 배출시설(사업장 부지 에 위치한

록

사업자등 이 되어 있는 위탁업체에게 관리 및

신고완료시설)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의 적용 여부

☞ 원청사업장에서 위탁업체에게 모든 관리 및 운영을 맡고 있을 경우, 원청사업장의
배출시설을 변경신고하여 위탁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원청사업장 소유의 건물내에 위탁업체가 배출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모든 관리
및 운영을 맡을 경우, 위탁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청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등록해야 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 변경신고 및 신고가 완료되어 위탁업체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등록될 경우 운영
및 관리사항에 대한 법적책임여부가 궁급합니다.
회신내용

항
때
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서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대기배출시설(파쇄시설)이 연결되어 있는 배출구(방지시설)에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산먼지 발생원의 배가스를 연결하는 것은 공기희석 등의 위법
사항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대기배출시설 이외의 시설과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의 뒤 쪽에 변경신고 사항(임대 내역)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원청자는 허가증(또는 신고증명서) 원본을 보유하고, 임대사업자(위탁업체)는
(1)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 제1호에 따라 배출시설을 가동할 에는 방지시설에서 나

사본을 보유하면 될 것입니다.

항

(3)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제2 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

운영)부터 제35조(배출부과금)까지, 제36조
(허가의 취소 등, 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9조(자가측정), 제40조(환경기술인),
제82조(보고와 검사 등)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위탁) 계약에 따라 임대차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였다면
인은 동법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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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법적 책임은 배출시설을 실제 운영하는 자(임차인)

에게 있습니다.

항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배출시설을 직접 설치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합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환경 보전법 제 15조 관련 문의

2008-10-17

질의요지

마
마홀 가공설
비의 후단에 압력조절 밸브를 설치하여 설비 가동대수가 감소시 압력의 적정압력을 유지
하기 위하여 밸브를 일부 개방조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15조 관련법 조항의 1,2항의
적용을 받게되는데 밸브를 폐쇄시키면 설비일부 가동시 작업불가로 부득이 설치가 필요로
합니다. 또한 송풍기 부로아의 과부하 발생으로 소손 및 부로아 룸의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면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릴 연 설비를 가공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가동중에 있습니다. 드릴 연

회신내용

항

때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 에 따라 배출시설을 가동할 에 오염도를
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절

낮추기 위하여 배

섞어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

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 장치나 가지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

석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

습니다. 따라서,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희

재 폭발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 정한 시설로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으므로 공정상 꼭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되나, 화 나

제 목

답변일자

방지시설 적정 운영 관련 질의

2008-06-26

질의요지

운영하고 있으며, 원료를 용해하는 과정에서 분진이 발생되는데 이를 방지시
설로 유도하여 적법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해시 발생되는 fume이 상온에서 고형화
하여 연결닥트가 쉽게 막히고 있어 이를 청소하기 위하여 닥트부분에 청소구를 만들어
부착하였습니다. 청소구는 가동중 밀폐되도록 하였으며 닥트청소를 1일 1회 이상 실시하
기 때문에 청소구 맨홀을 원터치 방식의 고리를 연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기
도가니로를

환경보전법상 적정한지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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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신 내용과 같이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유입하기 위한 닥트
에 임의로 개·폐가 가능한 청소구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인정)를 받
은 후에 설치하여야 할것입니다.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
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
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
지하고 있으나,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 정한 시설로서 배출시
설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질의하

제 목

답변일자

환풍기가 공기조절장치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8-10-31

질의요지

작업장이 밀폐된 공간이어서 열기나 습기 등으로 인해 작업자의 안전과 작업환경을 개선
할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받아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실내공기 환기목적으로 건물천정에 환풍기나 공기 자연통풍구를 설치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이는 기존배출시설과 상당한 거리(5m이상)에 있어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희석시키거나 방지시설로 유입처리되는데 전혀 영향이 없으며, 작업환경 측정결과에서도
실내에는 어떠한 오염물질도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환기시설로
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정에 있는 환풍기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기조절장치나 가지배출관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위배되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내 작업환경개선을 위하여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과 무관하게 설치하는 환풍기

사업장

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항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 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절

재 폭발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에는 제외하고 있으므로 질의 내용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천정에 환풍기를 설치하였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
수 있는 공기 조 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나, 화 나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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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가지배출관의 의미와 행정처분 질의

2008-03-31

질의요지

식 집진시설)의 세정수 드레인 배관의 부식으로 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가지배출관에 의한 배출로 볼 수 있는지?
2) 이로 인한(드레인배관의 부식) 배출가스 누출시 그에 따른 행위는 어떤 행정처분에
1) 방지시설(세정

해당하는지요?
회신내용

존허가 또는 신고내용 및 위반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
되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나 가지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화재나 폭발등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로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지배출관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대기배출시설의 인ㆍ허가 내역, 시설 설치
구조, 처리공정에 대한 가동상태 등을 현지 확인하여 지도·점검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가지배출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드레인배관의 부식에 의한 배출가스
누출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가지배출관에 해당
되는 위반사항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36 제2호 가목 7)나)를 적용받을 것이며, 제31조
제1항제3호의 부식ㆍ마모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은 별표36 제2호 가목 7)다)를 적용
받습니다.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기

제 목

답변일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환기시설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여부

모든

질의요지

배출시설(예.산처리, 도금시설,

등의 시설을

왔

탈지시설

2008-05-27

등)에는 대기오염방지시설로서

후드. 닥트

통해 흡수에 의한 시설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 조

업을 해 습니다.

작업장이 밀폐된 공간이어서 가스, 열기와 습기 등으로 인해 작업환경 개선사항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환기시설 설치를 권고받아 환기를 해왔습니다.
작업장내 환기를 목적으로 부착한 환풍기(1/4마력)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2항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나 가지배출관 등
의 시설로 봐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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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

벽면 또는 천정에 부착한 것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2항에 위배되는지?
2) 산업안전보건법에 환기장치를 부착토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용도로 설치한 환풍기를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유입 시켜야 하는지?
3) 이러한 환기시설의 환풍기를 대기오염방지시설로 유입 시키면 오염물질 또는 희석 행
1) 환 기를

위에 해당하는건 아닌지?
회신내용

(1)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서는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적정처리하기

록 하고 있으나, 대기오염물질 처리와 관련없는 작업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된 환풍기의 경우 가지배출관 등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환풍기 등을 설치할 때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방지시설로 유입·
처리하는데 영향이 없도록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2,3)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에 작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의 배가스를 연결하는 것은 희석행위 등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
위하여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

하지 않습니다.

득 작업환경개선을 위하여 기존의 방지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행정기
참고로, 부 이

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도장방법에 대한 적정여부 질의

2008-04-11

질의요지

길이를 30m로 신축하고 년3~5회 정도 예상되는 도장시설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도장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을 먼저 도장작업 한 후, 제품을 반대로 돌려서 도장
되지 않은 부분을 도장시설로 넣어 나머지 부분을 도장작업 하려합니다. 이때 도장시설
밖으로 제품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도장시설 문이 닫히지 않으므로 커튼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문 역할을 한 다음 페인트가 도장시설 밖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
입니다. 이 방법으로 작업을 해도 무방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도장시설의

회신내용

목

곱

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거 7)에 따라 용적이 5세제 미터 이상이거나 동 이

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며, 동법 제26조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
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
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1조에 따라 배출시
설을 가동할 때에는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
3

어서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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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도장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가

섞이거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록 조치를 한 후 도장 작업을 하여야 할 것이며, 설치 전에 관할 행정기관과

배출되지 않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도장시설 운영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여부

2008-11-05

질의요지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도장부스에서 사용하던 5HP 짜리 콤프레
샤로 도장부스가 아닌 곳에서 작업을 한다면 이 사업장은 도장부스에 대한 비정상 가동
으로 위반이 될까요, 5HP 짜리 도장기계에 대한 무허가로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이 될까요?
2) 도장부스 중에서 완전 밀폐형이 아니라 한쪽 벽면에 여과나 흡착시설로 방지시설이 있
는 경우(밀폐형이 아니라 사방이 개방되어 있음), 도장시설에서 용량이 큰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도장시에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모두 흡착될 경우 이 도장시설의 방지시설도
1) 도장시설로 배출시설

적법하게 인정이 될까요?
회신내용

(1)

허가받은 시설의 내역, 현황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허가받은
도장시설을 이용하여 도장부스 밖에서 도장하여 오염물질을 적정처리 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
하거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그밖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에 해당 될 수

항

초 허가받은 배출시설 및 방지

있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위반사 에 대해서는 당

내역,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점검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질의내용과 같이 개방된 공간에서 용량이 큰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
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방지시설의 용량을
적정 용량보다 크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시설 설치

제 목

답변일자

도장시설의 재질 적합여부

2008-10-06

질의요지

식필터,후드)를 설치하고 후단으로는 활성탄흡착탑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때, 도장실 자체의 구조를 판넬이 아닌 천막재질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사
도장부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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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실 재질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기환경보
전법 제31조에 따라 도장시설의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거나 외부공
기가 유입되어 오염물질이 희석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할것입니다. 아울러, 타법에
서 도장실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법률에 따라야 할 것이며, 동 시설의 적합
여부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도장 의

로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도장제품 건조시 방지시설 가동여부

2008-03-27

질의요지

작

쳐

도장 업시 (연속공정)전처리, 하도, 상도부스를 거

:

건조공정(열원 LNG)으로

들어가게

작 후 점심시간에 건조로 버너를 끄고 건조로 내의 FAN만 가동되게 하는
데 이때 도장한 제품이 건조로 안에 있을시 방지시설을 가동하여야 하는지?
됩니다. 오전 업
회신내용

버너가 가동될 때에만 배출된다면 동 시간
만 방지시설을 가동하여도 될 것이나, 건조로 내의 FAN만 가동하여도 오염물질이 계속
하여 배출된다면 동기간 동안 계속하여 방지시설을 가동하여야 할것입니다.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서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
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31조에서 배출시설
을 가동할 때에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건조로의

제 목

답변일자

무기화합물 제조시 방지시설 가동 관련 문의
질의요지

2008-03-27

탱크에 물과 약품(유,무기화합물)을 넣고 온도 70도 상태에서 30분유지 후 온도를 20도
까지 내립니다. 온도가 20도로 내려가면 그때부터 포장을 하는데 탱크에 보온이 되어 있
어서 바로 20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방지시설을 언제까지 가동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약품 넣을 시점부터 가동하고 있는데 약품이 제조 탱크에서 말통으로
옮겨질때까지 계속 가동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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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에 교반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교반기 가동시만 방지시설을 가동해도 되는지 어느정
도 온도가 떨어지면 방지시설을 꺼도 되는지요
회신내용

방지시설의 가동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배출시설에

교반기를 가동할때만 나온다면 동시간만 방지시설을 가동하여도
될것이나, 약품을 넣는 시점부터 말통으로 옮겨질때까지 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나온다면
동기간 동안 계속하여 방지시설을 가동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 목

답변일자

반응기 안전밸브의 방지시설 연결 가능 여부 문의

응

질의요지

2009-01-05

안

안전밸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는 반응기내 이상으로
인해 내부 압력이 상승했을 때 안전밸브를 통해서 내용물이 배출되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비상시 반응기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나, 실제 비상사태 발생으로 안전밸브
가 작동하여 반응기내 내용물이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면, 악취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됨에 따라 스크러버에 연결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반 기에는 산업 전보건법상

회신내용

항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 제1호에 따라 배출시설을 가동할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서

때에 방지시설에서 나오는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므로,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득이 안전밸브 작동으로 인한 악취문제 예방을 위하여 기존의 방지시설에 연결
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도 검사시에 외부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장치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있는 배출구에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의 배가스를 연결하는 것은 바

제 목

답변일자

배출허용기준 이내 유지할 경우 방지시설 가동 유무
질의요지

2008-12-10

운영되고 있는 배출구가 각각인 방지시설 4기(1,500CMM*4)가 있는데 2기
(1,500CMM*2)씩 묶어 각 공정(2개)과 연결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2기씩 연결된 것은 설계시 전체적으로 정상가동이 이루어질 때를 기준으로 용량
산정이 이루어진 것 이므로, 현재 가동되는 배출시설은 초기설계당시와 비교해 절반이 되질
당사에서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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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2개씩 묶여있는 방지시설을 각 공정별로 1기씩만 가동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한 기씩만 가동해도 방지시설 용량에는 문제없음)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허 준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31조에서 배출시설을 가동할때에 방지시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 용기 (동법 시행규칙 별표8)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
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나, 질의내용과 같이 방지시설을 운영하여도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배출허
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할 수 있다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상기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배출시설을 가동할

제 목

답변일자

강우 등 먼지 미발생시 방지시설 운영 여부

2008-03-17

질의요지

쇄
허
강우시 원료에 수분이 많이 포함된 경우
(15％이하) 수분이 많아 분쇄시 죽탕으로 먼지가 발생되지 않지만 법 기준 따라 방지시설을
가동하므로서 높은 습도의 배가스 처리로 방지시설의 여과포 더스트 고착 및 파손 등 운
영상 문제점 있음
분쇄시설 등 배출시설 가동시 먼지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방지시설 가동은 불필요하며
설비 문제를 야기시키더라도 항상 방지시설을 가동 하여야 하는지
분 시설이 배출시설로 인 가 되어 있습니다.

회신내용

현

내

배출시설의 설치여건 및 가동 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용과 같이

강우시

원료에 수분이

간

많이

쇄

먼

포함되어 분 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 지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동 시 에 한하여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여도 될것으로 판단되나,

먼

점

측

렵

강우

조건에 따라 오염물질( 지 등)이 발생되지 않는 시 을 정확히 예 하기가 어 고, 방지

운영 등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시설 미가동에 따른 비정상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방지시설 전단 측정구 설치시 공기희석에 해당되는지 여부

- 391 -

2008-05-02

질의요지

방지시설 전단

덕트에 측정구를 설치하였을 경우 측정구가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낮추기

석
참고로 측정구의 설치목적은 유입관의 막힘 확인과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확인하기 위함
이며, 정기 및 특별측정시에만 일시적으로 개방한후 평상시에는 밀폐관리할 계획입니다.
위한 “희 공기”의 유입장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항
운영할때에 배출시설에서 나
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
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나 가지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입관의 막힘 확인과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지시설 전단 덕트에 측정구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시 동 내용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 에 따라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제 목

답변일자

하나의 배출시설에 방지시설 중복 설치 가능 여부

2008-10-15

질의요지

복수의 대기배출시설이 하나의 방지시설(백필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운영
중 압밸런스가 유지되지 않아 공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기존에 설치된 대기배출시설에
방지시설(백필터)를 추가로 설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배출시설에서 배출
되는 배출가스가 두 개의 방지시설로 유입되어 처리될 수 있는데 이렇게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때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허 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
도록 하고 있으나, 1개의 배출시설에 2개의 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
나오는 오염물질을 배출 용기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관할 행정기관의 인정을

받으면

능할

설치가 가

량산출서,

것으로 판단되니, 시설의 용

설계도 등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92 -

제 목

답변일자

방지시설 처리 능력증설 가능여부

무

2008-09-22

질의요지

존

m

풍량이

고 제품에 첨가도료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기 에 47 3/분의 배출

발생하여

흡착시설 50m3/분를 설치하여 처리하였으나, 금회 배출시설의 증설로 인해 배출
풍량이 59m3/분으로 증가되어 여과 및 흡착시설(50m3/분)의 송풍기를 교체하여 60m3/분
으로 용량을 증설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가능한지 유무를 질의합니다.
여과 및 흡착시설의 설계사양서를 검토한 결과 60m3/분로 용량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여과 및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라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동법 시행규칙 별표3)을

허 준

올 수 있도록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면
교체하여도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면

배출 용기 (동법 시행규칙 별표8) 이하로 나

내

될것이므로, 질의 용과 같이

송풍기를

받아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적정 설치 여부는 관할 행정
기관에서 시설의 용량산출서, 설계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관할 행정기관의 인정을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방지시설 명칭 변경여부

2008-11-24

질의요지

먼지 및 가스상물질 등이 발생하여 방지시설로 1차 원심력집진시설, 2차
여과집진시설, 3차 습식전기집진시설(Ventury scrubber + 전기집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운영결과 2차 여과집진시설 후단의 먼지농도가 배출허용기준치보다 훨씬
낮아 후단의 습식전기집진시설에서 먼지를 제거하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경비절감 차원으로 먼지제거가 필요없는 습식전기집진시설의 전기방전을 하지
않고 물만 뿌려 가스상물질을 제거하는 기능(Ventury scrubber)만 가동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습식전기집진시설의 방지시설의 명칭을 흡수에 의한 시설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배출시설에서

있는지요
회신내용

허 준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서 방지시설은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을 배출 용기

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31조에서 배출시설을 가동할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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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지시설은 허가
받거나 신고한 내용에 따라 운영하여야 할 것이나, 질의하신 습식전기집진시설에서 흡수
시설만 가동하여도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면 관할 행정기관의 인정을 받아 흡수
시설만 가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칭 변경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시설의 용량산출서, 설계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
다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 및 방지시설의 명

이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배출가스처리 온도에 관한 규제

2008-09-30

질의요지

대기방지시설 설치에 있어 배출가스

온도에 관한 규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배출시설의 배출가스

온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배출시설 설치신고, 변경신고 여부 및 오염물질발생량 관련

2008-08-06

질의요지

차 흡착에 의한 시설(2차)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도장시설과 1차)여과집진시설(PRE-FILTER)를 증설하여 기존
2차)흡착에 의한 시설에 유입, 처리하고자 합니다. 기존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을 가동
할때는 증설되는 도장시설의 댐퍼가 닫히게 하고, 증설되는 도장시설(건조는 자연건조)
가동시에는 기존 도장시설 댐퍼가 닫히게 할 계획입니다. 기존 배출구에 배출시설 및 1차
방지시설만 증설되나, 최종 배출되는 방지시설은 2차)흡착에 의한 시설로 배출되므로 하나
의 배출구로 보고, 기존 도장시설과 증설 도장시설을 교호운전하는 것으로 볼 때, 배출시설
변경신고 사항으로 보면 되는지? 오염물질 발생량도 기존 도장(건조)시설에서 발생되는
먼지량에 금번에 증설되는 먼지량을 합하면 되는지?
가공금속제품 제조업체로 도장·건조시설이 세정집진시설(1 ),

회신내용

존 신고받은 시설에서 배출구가 증가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이 증설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면 될것입니다.
아울러, 질의내용과 같이 댐퍼를 설치하여 기존 방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용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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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의 적정처리 여부 등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것

이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배출시

량

량

설의 증설로 인하여 오염물질 발생 이 증가한다면 증가되는 오염물질 발생 을 합산하여
종산정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연결에 관한 문의

2008-05-26

질의요지

주배출시설 1과 배출시설 1의 고장 등을 대비하여 설치한 배출시설 2(예비용)를 하나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지시설 1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 2(예비용)
를 차단하고 배출시설 1,3을 방지시설 1에 연결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방지시설 1에 연결하여
회신내용

내

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허가(또는 신고)내역, 타 배출시설의 종류 등이

질의 용에 기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설치여부는

량

관할 행정기관에서 시설의 용 산출서, 설계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항

사 이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행정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허

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배출허용기준 없는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여부

2008-06-30

질의요지

필름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도장하기 전 MEK+톨루엔+첨가제(액상 또는 분말)를 혼합하는 시설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고 THC와 먼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장 및 건조시설에는 RTO를 설치하여 오염물질을 처리할 계획인데, 혼합시설에서는
THC 배출허용기준이 없으므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대기로 방출(방지시설 설치
의무 면제)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허 준
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

오는 오염물질을 배출 용기 (동법 시행규칙 별표8)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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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준

록 하는 규

참고로, 배출 용기 이 정하여지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도

람직할 것입니다.

정은 없으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은 적정처리 하는 것이 바

제 목

답변일자

배출허용기준 이내 배출 할 경우 방지시설 미가동시 위법 여부

2008-04-07

질의요지

유연탄을 연료로 보일러를 가동하는 1종사업장입니다. 저유황 유연탄을 사용할 경우

탈황

허 준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탈황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위반되
는 항목이 있는지
시설을 가동하지 않아도 대기배출 용기 을

회신내용

항

때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 에 따라 배출시설을 가동할 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

항 단서 및 동법 시행
령 제14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이 가능하다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방지시설의 설치면제가 가능할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

것입니다.
따라서,

능

탈황시설을 가동하지 않아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해당 배출시설

의 기 ·공정·사용원료(부원료를 포함한다) 및 연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 자료와 배출시설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
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방지시설(탈황시설)
의 면제신청을 하시거나, 기존 방지시설이라면 폐쇄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제 목

답변일자

허가시와 배출시설 풍량이 다른 경우 위법여부

2008-12-18

질의요지

허가시 배출풍량에 맞춰 방지시설 풍량을 산정하고 있으나, .배출시설 허가시
풍량보다 낮은 풍량으로 방지시설이 가동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요?
배출시설

존

회신내용

허 내역, 설치현황 및 풍량감소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풍량감소로 인하여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등을 방지시설로
적정유입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방지시설 비정상운영등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며, 감소된
기 시설의 설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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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량으로도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하다면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여 시설변경에

제 목

답변일자

보일러 2대의 개별 방지시설을 1개만 설치하여도 되는지
질의요지

보일러 2대와

2008-07-25

각각 방지시설인 멀티사이크론 2대가 있으며, 2대중 1대는 예비용으로 1대

만 가동됩니다.

그런데 당사에서 전기집진기로 1대만 설치하려 할 경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설계용량
은 1대기준으로 해도되는지요.
회신내용

때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에는

허 준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 용기 (동법 시행규칙 별표8)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개의 배출시설이 동시에 가동되지 않는 경

내

우로서 1개의 방지시설로 적정 처리할 수 있다면 질의 용과 같이 설치할 수 있을 것이
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비배출시설의 대기방지시설로의 유입처리 가능여부

2008-07-14

질의요지

악취가 납니다. 산업환기 배관만으로는 악취저감을 할
수 없어서 기존 대기방지시설인 폐가스소각시설을 통해 세정집진시설을 통과시킨 후 굴뚝
으로 내보내려 합니다. 비배출시설인 산업환기배관을 기존 방지시설에 연결해서 사용가능
폐수저장시설이나 전처리과정에서

한지요?
회신내용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대기오염방지시설에 비배출시설에

석

람직하지 않

서 발생되는 배가스를 연결하는 경우 희 행위 등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바

득 악취 저감을 위하여 기존의 방지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
습니다. 부 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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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비산먼지방지시설과 대기오염방지시설 병용 가능여부
질의요지

2008-10-01

먼

하나의 방지시설로 대기오염방지시설과 비산 지 방지시설을

능

가 한지요?

병용하여, 신고 및 사용이

감

신고하고, 배출시설외의 비산
재가 발생될 수 있는 개소에서 집진라인을 여과집진시설과 연결하여 비산먼지 방지시설
로 신고후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기배출시설의 오염저 시설로 여과집진시설을 방지시설로

회신내용

항

때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 제1호에 따라 배출시설을 가동할 에 방지시설에서 나오는

섞어서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대기배출시설
에 연결되어 있는 대기방지시설에 비산먼지방지를 위한 시설로 병행하는 경우 외부 또는
대기중의 공기가 유입되어 대기배출시설의 배출농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오염물질에 공기를

않습니다.

제 목

답변일자

소각로 배가스의 공기 희석 가능여부

각

2008-05-20

질의요지

외부공기를 희석하여 온도를 하강시킨후 그 열원으로 건조물을 건조
하고자 합니다. 소각로 방지설비는 모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배기가스중의 산소농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O 12%기준내에서 법적인 규제
치를 만족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공기 희석이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질
소 로 배기가스에

2

의합니다.
회신내용

항

때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 에 따라 배출시설을 가동할 에 오염도를
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절

낮추기 위하여 배

섞어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

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 장치나 가지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

석

습니다. 따라서,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희 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나,

재 폭발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 정한 시설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으므로 공정상 꼭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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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아연함유 증기를 기존 염산가스 처리시설로 처리가능여부

차

2008-03-05

질의요지

1 금속업으로서 염산 산세로 인해 대기시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공정중 용융아연 도금

추가된다면 발생되는 아연증기의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며, 대기설비가 필요하다면
염산가스 흡입후드와 연결하여 공용으로 사용하여도 되는지요?
공정이

회신내용

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나.금속의 표면처리시설 중 용적이 1세제 미터
이상의 도금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신

허가)를 하여야 하며, 동법 제26
조에 따라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동법 제16조)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면 방지시설 설치면
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방지
시설의 설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와 농도에 따라 사업자가 처리용량, 처리효율,
설치부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기
위한 적정한 방지시설을 선택하여 설치하면 될 것이며, 추가되는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기존 방지시설에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상기 사항을 검토하여 기
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등을 검토하여 적정처리가 가능한 범위라면 공용으로 처리할 수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고(또는

있을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용해로의 보온시 방지시설 가동여부
질의요지

간

간

2008-12-10

온

용해로를 주 에는 사용하고 야 에는 보 만(LPG사용)만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했을 경우 집진시설을 가동해야

신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작업을 할때에만 발생한다면 동시간만 방지
시설을 가동하여도 될것이나, 보온시에도 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발생된다면 동기간 동안
계속하여 방지시설을 가동하여야 할것이므로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서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
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31조에서 배출시설
을 가동할 때에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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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저장시설의 여과집진기 항시 가동여부

2008-06-26

질의요지

il 들어올때만
외부로 공기와 함께 먼지가 배출되는 구조입니다. 저장물질이 Silo에 유입되지 않고, 단순히
저장시설에 저장물질만 저장되어 있어 외부로 먼지가 배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여과
집진기를 항시 가동해야 하는지요?
분체상물질 저장시설과 여과집진기가 있습니다. 저장시설은 저장물질이 S o에

회신내용

항

허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 에서 방지시설은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을 배출

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31조제1항제1호에서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장시설을 가동할 때에 여과집진기를 가동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나, 질의내용과
같이 저장시설에서 원료 등을 입고할 때 이외 오염물질의 발생이 없다면 관할 행정기관
의 인정을 받아 동 시간에 한하여 방지시설의 가동을 중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용기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측정구 이후 최종배출구 전단에서의 희석가능 여부

2008-06-19

질의요지

방지시설

후단 측정구 이후 최종배출구 전단에서 청정공기를 희석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석 점 : 방지시설 처리후 측정구 이후 stack
- 희석사유 : 방지시설 처리후 배출가스는 모든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고 있으나,
배출가스가 약한 취기가 발생하고 있어 기상여건에 따라 배출가스의 미확
산에 따른 인근 주민의 냄새감지로 인한 민원이 우려되며, 공정상 방지시
설 처리후 배출가스의 재이용을 위하여 외기와 일정비율 희석 필요
- 희 지

회신내용

항

때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 제1호에서 배출시설을 가동할 에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나,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을 적
정처리후 오염도 검사에 영향이 없는 측정구 이후에서 공기를 희석하는 행위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물질에 공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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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의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복합악취측정은 악취공정시험방
법에 따라 사업장내 높이가 5m이상의 일정한 배출구에서는 악취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측정공 또는 최종배출구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악취배출구의 최종 측정점을 통
과한 이후의 악취 희석여부에 대하여 별도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목

답변일자

폐가스 소각 시설 운영온도 관련 질의

2008-01-25

질의요지

각
운영중이며, 폐가스는 악취(악취방지법)와 THC(대기
환경보전법)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됩니다.
도장기술 핸드북이라는 책의내용을 적용하여 THC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 폐가스소
각시설을 700도로 운영이 가능한지
도장시설에 대해 폐가스소 시설을

회신내용

악취방지법에서 대기(악취)방지시설에 해당되는 폐가스소각시설의 소
각온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있지 않으므로,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악취)
물질의 종류, 성분, 방지시설의 처리효율 등을 감안하여 대기오염(악취)물질을 적정처리
하는 등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운영하면 될것입니다. 다만,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증(신고필증) 등에 폐가스소각시설의 운영온도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
과 협의 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제 목

답변일자

활성탄없이 방지시설 가동시 위반사항

2008-09-17

질의요지

대기배출시설중 건조시설에 연결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인
가동하면서

활성탄 흡착에 의한 시설을

내부에 활성탄 없이 가동하였을 때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활성탄 흡착시설의 특성상 활성탄이 없는 경우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처리되지 않는 특성
이 있으므로, 대기배출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활성탄 없이 운영하였다면 대기환
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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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흡수에의한시설의 순환수 사용 관련 질의

2008-09-25

질의요지

산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인 염화수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흡수에

의한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계속 순환하여 흡수에 의한 시설의 세정

설치

수로 사용할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허 준 이하로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서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을 배출 용기

록 하고 있으나, 세정집진시설에 사용되는 세정수

오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도

항

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 은 없습니다. 다만, 폐수를 세정수로 사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오염물질이 발생될 수 있으며, 방지시
설의 처리효율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폐수를 세정수로 재이용함으로써 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
고로, 폐수의 처리는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에는 폐수에 포함된 오염물질 등에 따라

제 목

답변일자

방지시설의 활성탄 교체주기 적용 문의

2008-01-16

질의요지

신
활성탄 교체주기가207일에서 185일로 변경신고가 들
어갔는데 이때 활성탄 교체주기를 바뀐 것으로 바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일단 207일로
한 것을 기준으로 한번 처리한 후 그 다음부터 185일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배출시설 증가로 변경 고를 진행중

회신내용

흡착탑의 활성탄 교체주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용량 증설에 따라 기존의 활성탄으로는 207일 보다 단축될 것이므로 오염물질 발생량,
흡착탑 활성탄의 운영기간, 흡착효율, 흡착능력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교체주기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의 인정을 받아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제 목

답변일자

흡착탑 활성탄교체주기

2008-04-07

질의요지

대기

흡착탑에 배출시설 9기가 연결되어 있는데 가동율이 떨어져 3기만 가동되는데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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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주기가 1200시간/회 주기로 되어 있지만 정상적인 교체주기가 아닌 것 같은데 활
성탄 교체시기가 오면 이경우에도 교체를 해야하는 것인지
탄

회신내용

허

신

활성탄 교체주기가 있다면 교체주기에 따라 교체
하거나,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시 첨부서류 중 방지시설 내역(용량산출서)의 오염물질
농도, 활성탄의 흡착능력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활성탄 교체주기에 따라 교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허가증(또는 신고증명서)의 허가(또는 신고)사항에 교체주기가 기재 되어
있는 경우로서 교체주기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항에 해당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 가증( 고증명서)에

제 목

답변일자

방지시설 시운전 관련 질의
질의요지

x

2008-04-15

탈

R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배연탈질
촉매의 수명만료로 신규교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촉매 교체완료 후 여러 가지 성
능시험이 필요한 바(배출허용기준 초과우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3항에 의거 시
운전을 할 수 있는 시설에 포함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대기오염물질(NO ) 제거설비로 배연 질설비(SC )를 설치

회신내용

항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2 에 따라 가동개시

탈

탈

신고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 중에서 배

연 황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배연 질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등에 대하여 가동개시일

운 간
탈
촉매교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의 가동개시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시운전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동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
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이상 증설하는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그 배
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가동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사가 질의하신 방지시설의 촉매교체는 동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배
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써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됨
으로 개선계획서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할것입니다.
부터 30일까지 시 전기 을 정하고 있으나, 배연 질설비의

제 목

답변일자

비배출시설을 기존 방지시설 에 연결사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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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질의요지

금속표면처리시설

후단에 0.98㎥ 건조기(전기사용)를 설치할 경우 사업장내에 동종의 건

조기가 없다면 이 건조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요

존 방지시설에 연결해서 사용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표면처리시설의 기
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외의 시설을 방지시설에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오
니, 만일 반드시 필요하다면 관할 행정기관의 인정을 받아 하시기 바랍니다.
대기배출시설

제 목

답변일자

비배출시설을 방지시설에 연결사용 가능 여부

2009-03-04

질의요지

먼지가 발생되어 방지시설로 들어가는 배관에 연결
하여 먼지를 제거하는 경우 위법인지?(방지시설을 지난 후엔 별도 배관없고 배출구 뿐임)
방지시설로 들어가는 배관에 진공청소기와 같은 주름관 라인을 연결하여 설비 및 바닥의
먼지 청소할때만 개폐하여 사용할 경우 위법인지?
만약 불법이라면 비배출시설 및 청소용라인을 방지시설이 아닌 건물 외 바깥으로 연결하
여 먼지를 바로 배출해도 되는 것인지?
배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이나

회신내용

항

때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 제1호에 따라 배출시설을 가동할 에 방지시설에서 나오는

섞어서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배출시설이 연
결되어 있는 배출구에 작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의 배가스를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부득이 작업환경개선을 위하여 기존의 방지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도 검사시에 공기가 섞이지 않
도록 차단장치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염물질에 공기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비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처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

항은 없으나,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적정처리하여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 배출 및 방지시설 가동 방법 질의
질의요지

2009-04-03

차 여과집진시설(4기), 2차 흡착에 의한 시설

배출시설(도장 및 건조시설)과 방지시설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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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를

운영중입니다.

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지시설 4기중 일부만(1기∼2기) 가

건조시설 가동시 열에 지

능

동 가 한지?

약

존 허가사항[1차 여과집진시설(4기), 2차 흡착에 의한
시설(4기)]을 유지하고, 건조시설은 별도로 1차 여과집진시설(2기), 2차 흡착에 의한 시설
(2기)]로 인허가를 득한 후 가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만

능

불가 하다면 도장시설은 기

회신내용

허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라 방지시설은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을 배출 용

준

기

내

이하로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므로 질의 용과 같이 4기중 일부만

능

가동하여도 적정처리가 가 하다면 일부만

운영 여부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관

다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할 지자체의 인정을

운영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받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방지시설 가동변경가능 여부

2009-01-14

질의요지

량감소로 장기간 가동하지 않는 도금시설
이 다수 발생하나, 세정집진시설 각각의 도금장비들이 일부 가동 중인 경우가 있어 세정
집진시설은 전량 지속적으로 가동중에 있습니다.
도금시설(1∼5번)에 따른 세정집진시설(1)과 도금시설(6번∼10번)에 따른 세정집진시설(2)
를 운용중에 각각 배출구에 따른 배출시설(1∼3번, 6∼8번)의 가동이 장기간 중단되었을
경우(9번∼10번)의 배출가스를 기존 세정집진시설 #BLINE을 CLOSE한 상태에서 세정집
진시설(1)과 연결하여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세정집진시설(2)의 가동을
중지하고 세정집진시설(1)만 가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도금시설과 세정집진시설을 가동중에 있으며, 물

회신내용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연결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신
한 경우에 질의내용과 같이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신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변경 고를 하시기 바라며, 관할 행정기관에서 변경 고를 수리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방지시설 공기희석처리 해당여부
질의요지

HF를 사용하는 저장시설에 방지시설은

2009-05-28

흡수시설(Schrubbe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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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k에 Blower를 설치하고, 또한 Blower에 공기를 흡입(Damper)하는 구조일
경우 공기희석에 해당되는지요. 측정구를 Blower전단에 설치(공기가 유입되기 전위치에
설치)할 경우 공기와 혼합전의 방지시설을 거친 배출가스를 측정할 경우 희석처리에 해당
방지시설 S

하는지요?

회신내용

때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다만, 질의내
용과 같이 측정구를 공기가 유입되기 전에 설치하여 공기와 혼합 전에 방지시설을 거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희석처리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배출시설을 가동할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방지시설 가동시 풍량조절에 대한 문의

2009-04-27

질의요지

방지시설 1개에 16개의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출시설 1,2대 정도 가동하는 경

너 낭비가 심한 것 같아 1,2대의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대기
방지시설의 풍량을 조절하여 가동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주말같은 경우 다른 배출시설에
단파를 설치 후 막고, 가동시설에 단파만 열어, 인버트 같은 것으로 관내 풍향으로 조절
우 방지시설을 가동하여 에 지

하여 가동됩니다.
회신내용

허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라 방지시설은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을 배출 용

준 이하로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

능

내

따라서, 대기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 하다면 질의 용과 같이

운영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되오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설치·운영 여부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관할 지자체의 인정을 받아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변경에 관한 질의

2009-04-01

질의요지

RUBBER가 공정중 대기배출시설과 연계되어 처리되는 중이고 일부 여유용량이 있어
기존에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폐수처리시설의 일부가 악취배출시설이 되어서 기존
SCRUBBER의 여유용량이 남아있는 관계로 인하여 연계하여 처리하려 합니다. 악취 배출
시설 설치신고는 연계처리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도 기존의
3기의 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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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악취를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신고를 하려합니다.
그리고, 배출시설과 연계되어 있는 방지시설의 여유율(여유용량)에 대한 법적근거도 궁금합니다.
방지시설의 여유용 에 폐수처리시설의
회신내용

외의 시설을 방지시설에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오
니, 만일 반드시 필요하다면 관할 행정기관의 인정을 받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지시설 여유율(여유용량)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동 사항은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적정처리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관할 행정기관이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배출시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에 연결되는 방지시설 수에 대한 질의

2009-02-28

질의요지

두개의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방지시설 두 개는 전기적으로 연
동되어 있어 배출시설 사용시(부스 안에서 작업시) 두개의 방지시설이 같이 작동됩니다.
하나의 도장시설에

대기 배출시설 하나에 방지시설 하나만 설치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허 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

나오는 오염물질을 배출 용기

록 하고 있으나, 배출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의 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
라서, 질의하신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하나의 방지시설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방지시설 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도

아울러, 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신

변경 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목

답변일자

필터 및 활성탄 교체주기 변경 관련 질의
질의요지

2009-01-20

간 유지관리계획인 필터 및 활성탄 교체주기가 허가증에 기재되어야 하는

1) 방지시설 연

필수항목인지
2) 배출기준을 50%이하로 관리 및 유지하나 허가증에 기재된 필터 및 활성탄 교환주기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처벌기준은 있는지?
3) 필터 및 활성탄의 교환주기는 작업상황의 MAX값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인허가상에 기재되어 있는 교환주기를 변경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는? 기존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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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설계용량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과하고 기술자료를 제출해야만 변경이 가능하다
면 필터 및 활성탄 교체 주기는 동일한 데이터 값이 산출될 텐데 그런 경우 변경가능한지?
회신내용

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
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신고서)에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를 첨부
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행정기관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르고 있으며, 필터 및 활성탄의 교체주기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지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는 않습니다.

다만, 관할 행정기관에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방지시설의 연

간 유지관리 계획서를 검토하여 산정한 활성탄 교체주기를 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에
명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 신 필 활성탄 교체주기가 명시되어 있다면 교체주기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나, 활성탄의 교체주기는 조업시간 변경 등 공정특성에
따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 배출량 증감으로 당초 허가 또는 신고시 제시된 교체
주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활성탄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지 않는 사유만으로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활성탄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지 않아 배출허용
기준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활성탄 교체주기를 조정하여도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준
수할 수 있는 경우라면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교체주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며,
당초 허가 또는 신고시에 관할 행정기관에서 제조공정 특성을 감안하여 활성탄 교체
주기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 경우에는 교체주기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인정(변경신고 등)을 받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대기배출시설 설치 가증( 고 증)에

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굴뚝에 관한 법규 및 방법 문의
질의요지

2009-05-22

굴뚝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한 개는 폐기물을 용융하여 재활용하는 시설에 굴뚝을 설치하고자 하며 연료로는 분말
석탄을 사용합니다. 방지시설을 거친 후 굴뚝으로 배출됩니다.
다른 하나는 수분이 있는 재료를 스팀으로 건조시키는 것으로 백필터를 거쳐서 약간의
먼지와 습기를 굴뚝을 통해 배출시키고자 합니다. 굴뚝의 사이즈를 정하는 법규나 방법이
2개의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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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준

굴뚝높이를
규제하고 있으나. 그 외 사항은 동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니, 다른 법령에 의한
규제여부와 관련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2에서 고체연료사용시설 설치기 의 하나로

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물질 중 가스상 물질의 pH규제

2009-04-01

질의요지

허 준

T

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중 염화수소의 경우 배출 용기 을 만족하고( MS 설치)

p 측정결과 간혹 산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규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있으나, 가스의 H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라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동법 시행규칙 별표8

허 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대기배출허용기준에서 pH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볼
에서 정하고 있는 배출 용기
수 없을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방지설비 운영 방안 관련

2009-04-23

질의요지

최근 생산설비 증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증설설비 관련 대기오염 방지시설 검토중입니다.
방지시설의 검토안으로 기존의 대기오염방지시설과 신규방지시설을 연결하여 방지시설에
문제발생시 또는 정비시에 연결된 하나의 방지시설로 배가스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에 따라 방지시설은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적정처리하
기 위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방지시설의 고장, 정비 등 문제발생시 오염물질을 다른 방지시설로 유입하
여도 용량, 효율 등에 문제가 없이 적정처리가 가능하다면 질의내용과 같이 운영해도 될
것으로 판단되오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설치·운영 여부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관할 지자체의 인정을 받아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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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질소산화물(NOx) 저감설비의 고장시 배출가스(NOx) 유예시간

2009-02-17

질의요지

액체연료(B-C유)를 사용하는 산업용보일러의 배출가스량 10,000m3/hr 이상시설(50Ton/hr)
서 대기오염방지시설(탈질설비)의 고장으로 인하여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
을 때 법적으로 허용하는 질소산화물 대기배출가스 유예시간을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허 준 초과하였을 경우 대기환경보

방지시설의 고장으로 인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용기 을

간

전법에서는 별도의 유예시 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돌발적 사고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
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였거나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제 목

답변일자

방지시설 미가동과 비정상가동에 대한 해석

2009-04-17

질의요지

송풍기와 스크라바 본체 닥터 연결부인 연질 켐파스 봉제선 부분이 뜯어진
상태로 가동중인 것에 대해 방지시설 미가동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법령해석상 "방지시설 미가동"과 "방지시설 결함 고장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가동"의 행정
처벌 많이 차이 나는데 어떤 해석 맞는지 및 어떤 행정조치를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 알
고 싶습니다
세정스크라바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배
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배출시설 가동시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세정식 집진시설에서 펌프고장으로 물이 공급되지 않을
때, 하나의 배출시설에 2개 이상의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1개 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때,
흡착에 의한 시설에서 흡착제 없이 운영할 때 등을 말할 수 있을 것이며, 같은법 제31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제1항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여과집진시설에서 손상된 여과지를 교체하지
않은 경우, 흡착시설의 흡착제(활성탄 등)를 교체기간이 지나 흡착효율이 떨어진 상태에
서도 계속 가동하는 경우, 세정집진시설에서 세정수를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
우, 집진시설의 퇴적함을 비우지 않아 재비산 되는 경우, 기타 유지·보수를 하지 않고 운
영하는 경우 등을 의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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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방지시설 미사용시 행정조치사항

2009-03-04

질의요지

R

허 준

SNC 설비가 설치되어 질소산화물 배출 용기 의 50%도달시

작동하도록 셋팅하여 가동

그런데 항시 질소산화물 수치가 50%이하로 유지되어 거의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우 행정기관에 별도의 신고가 되어야 하는것인지 그냥 현재처럼 사용
하고 있습니다.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약 연동조건을 해지하고 중지하고 있다가 배출수치가 상승했을때만 가동시에는 어떻게

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항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
하로 배출이 가능하다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방지시설의 설치면제가 가
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탈질시설을 가동하지 않아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해당 배출시설의 기능·공정·사용원료(부원료를 포함한다) 및 연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 자
료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방지시
설(탈질시설)의 면제신청을 하시거나, 기존 방지시설이라면 폐쇄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 에 따라 배출시설을 가동할

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연결 기준 질의
질의요지

2009-03-27

모

외

1)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예상되나, 규 미만으로 배출시설에서 제 되는 시설을 방지시설
에 연결해도 되는지

투 목적으로 투입구 또는 호퍼 설치시, 투입구측에 Canopyhood를
설치하고 해당 duct를 환경방지시설에 연결해도 무방한지(투입시에만 사용하고 혼합시

2) 혼합시설에 원료 입을

설 가동시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량 느
외
능하다면, 유량의 몇% 까지 유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능 한지요. 가

3) 전체 배출유 중 어 정도의 배출시설 이 의 시설을 방지시설에 연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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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외의 시설을 방지시설에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
나, 만일 반드시 필요하다면 관할 행정기관의 인정을 받아 하시기 바랍니다.
2) 혼합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료투입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전량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배출시설에 해
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관할 행정기관의 인정을 받아 하시기 바랍니다.
3)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배출시설 이외의 시설을 방지시설에 연결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배출시설 외의 시설을 연결하는 것은 동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업환경개선 등 필요한 경우에
관할 행정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대기배출시설

제 목

답변일자

배출시설의 청소구 설치운영 가능여부
질의요지

2009-03-10

각

대기배출시설중 폐가스소 시설에 관한 질의입니다.

ust가 함유되어 평균 4일에 한번 청소를 실시해야 하며 청소시에는 전기로의
가동은 중지되며 폐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상태에서 청소를 실시합니다. Dust는 동시설
하부 청소구로 떨어지도록 되어 있으며 떨어진 Dust는 전기로로 Recycling 됩니다. 하부
의 각 청소구에는 슬라이딩 댐퍼가 설치되어 있어 전기로 가동시에는 항상 닫혀 있으며
청소할때는 슬라이딩 댐퍼를 열어서 Dust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때 청소구를 방지시설
폐가스에 D

을 거치지 아니하는 오염물질 배출장치로 보아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항
운영할 때에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
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로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폐가스소각시설에 청소
구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시 동 내용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기존에 운영 중인 시설의 청소구가 가지 배출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허가 또는
신고 당시의 서류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 에 따라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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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비배출시설을 방지시설에 연결시 변경신고 유무

2009-05-12

질의요지

국소배기(비배출시설) 2기를 하나의 방지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
의 국소배기를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배출시설 2기와
회신내용

허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의하면 방지시설은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을 배출

준 이하로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질의하신 국소배기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방지시설에 연결하고자 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인정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용기

제 목

답변일자

보일러 신규 설치시 연돌 구성

팀

2009-06-17

질의요지

팀

량tn

스 보일러가 2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스 보일러를 보완하기 위해 소형(증발 2 o /hr)
의 보일러 5기를

돌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형보일러 연 를 개별로 구성하지 않고 1개로

돌

으로 연 을 구성하여도 되는지요

모아서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방식

회신내용

돌 병합하여 배출하

여러 개의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을 하나의 배출구(연 )로

병합 배출구 설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다른
배출시설이 각각의 방지시설을 거쳐 하나의 배출구로 배출하는 경우 및 배출허용기준이
다른 배출시설을 하나의 배출구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가 혼합되기 전단에 각각
의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어야 합
는 경우

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관련 질의

2009-01-23

질의요지

항

동파로 인한 세정집진기 비정상 가동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1 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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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방지시설 유입농도가 배출허용기준 30%정도인데 1차 방지시설만 가동하고 2차 방지
시설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동하지 못했을때 비정상 가동에 해당되는지 여부
1

회신내용

내

질의 용과 같이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동파로 세정집진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령 제21조에 따른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개선하여야

않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선

할 것이나, 자체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에서 정하

운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의 비정상운영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의 공정, 실제 운
전여건 등에 감안하여 관할 행정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1차 및 2차 방지시설
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방지시설의 종류와 처리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공

차 세정집진시설이 가
동되지 않은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을 알 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 드리기 곤란하나, 동파로 인하여 1

방치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시안화합물 제조시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관련

2009-03-31

질의요지

매
안
대기배출시설 허가상 CN이 포함될 경우, 법적으로 요구되는 설비가 있는지요.
수입하여 판 하는 제품 중 시 성분이 포함된 혼합물이 있습니다.
회신내용

신 시안화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같은법 시행 규칙 별표8에서 시안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을 10ppm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시안화수소 등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질의하

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26조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업체 등 전문기관에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저장시설이 비배출시설일때 방지시설의 가동여부
질의요지

2009-01-14

간 많아져 배출시설 정지기간 동안 방지시설 가동도 중단하려고 하는

생산시설 정지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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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데 가 한지 또는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한지요

또한, 배출시설이 저장시설(또는 비배출시설)일 경우, 생산설비 비가동시 방지시설을 미가
동해도 되는지요.
회신내용

허 준 이하로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서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을 배출 용기

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31조에서 배출시설을 가동

오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도
할

때에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때에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방지시설의 가동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오염물질이
생산설비를 가동할

때만 나온다면 생산설비를 가동하지 않을 때에는 방지시설을 가동하

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때에도 방지시설과 연결된 저장시설 등 배출시설(배출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나오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참고로, 생산설비를 가동하지 않을
가동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최종배출구 설치위치
질의요지

2009-01-19

내

내

간

배출시설이 공장 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공장 부 여유 공 이 있어 방지시설을 설치하
고자 합니다.

이 경우 방지시설의

싶

최종배출구는 공장외부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공장내부에 설치하여도

되는지 알고 습니다.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배출구를
장 여건에

실내 또는 실외에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사업

맞게 적정하게 설치하면 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Bag filter 운영 관련 질의

2010-06-07

질의요지

BagFilter) 운전조건 중 흡입가스 온도가 최대 300도 내외가 될것으로 예상되어
BagFilter 흡입Duct에 온도센서 및 Damper를 설치하여,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갈
경우 Damper를 개폐하여 외기로 희석하여 투입되는 가스의 온도를 낮추어 설비를 보호
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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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계획중입니다. 이 방법이 대기환경보전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배출시설의 배출m3당 허용 분진량에 대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항 규정에 따라. 방지시설의 운전조건을 변경하는 것
은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사항에 대한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될 것이므로, 인·허
가를 담당하는 관할 자치단체의 인정을 받아야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에 의거, 분진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배출시설 공정별
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칙 [별표8]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

제 목

답변일자

방지시설 용량이 큰 경우 공기희석 해당여부

2010-11-17

질의요지

실제 배출시설 발생가스량에 비해 방지시설의 용량이 클 경우 공기희석으로 판단하는 것
이 맞는 것 인지 답변부탁 드립니다.
공기희석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도 함께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항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 제1호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오염
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공기희

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량
석
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6항 규정에 의거,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록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득하여야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인 · 허가를 담당하
따라서, 방지시설의 처리용 을 증가하는 것은 공기희 으로 보기 어려우나, 대기환경보

는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공동방지시설 관리주체 관련 질의

2010-11-16

질의요지

내
존재하는 사업장으로 A사업장은 2종시설이며, B사업장은
4종시설의 규모로 특정유해물질을 사용하여 각각 배출시설 허가를 득하여 공동방지시설로
운영중입니다.
B사업장이 4종으로 A사업의 2종보다 하위 사업장인데 B사업장이 공동방지시설 대기부분
관리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하나의 사업장 에 2개의 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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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항 규정에 따라,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그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기부분 공동방지시설의 관리주체는 운영기구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2

제 목

답변일자

공장지붕 동력환기시설 설치시 법저촉여부
질의요지

도장시설중 배출시설은
고 있습니다.

2010-08-05

모두 후드와 덕트로 연결되어 전량 방지시설로 유입되어 처리되

그런데 건조로 외부에서 방출되는 복사열로 인하여 공장내부 온도가 높아 작업효율이 저
하되어 동력 배기휀 설치를 검토중입니다. 동력배기휀 설치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악취방
지법에 위반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량 방지시설로 유입처리하는 상태이고, 단지 건조로
외부에서 방출되는 복사열로 인해 동력 배기웬을 설치하는 목적일 경우에는, 대기 및 악
취방지법에 저촉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할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전

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 방지시설 가동 관련 질의

응

2010-10-06

질의요지

활성탄 흡착 방지시설 있습니다.
방지시설 용량은 반응기 9기와 포장시설 8기가 전부 동시 가동될 때를 최대배출량으로
계산하여 방지시설 용량을 설치하였습니다. 반응기와 포장시설 전부 가동했을때를 기준으
로 방지시설 용량을 계산했음으로 항시 포장시설 8기의 후드를 개방해도 되는지요
개방이유는 방지시설 송풍기에서 계속적으로 빨아당기고있는 상황에서 후드를 잠궈버리
면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후드를 항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반 시설, 포장시설과

회신내용

항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을 가동할때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 예방 및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한 행위가 아닐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의 인정을 받아 후드의 개방이 가능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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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방지시설의 효율이 적정하여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이고, 후드를 밀폐하였을
경우 폭발 등의 위험성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작업장내 환풍기 설치시 대기 배출시설 여부

2010-12-06

질의요지

실내부스 내부에 설치한 후 대기방지시설인 RTO를 설치하여 오염물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내 작업자의 건강을 위해 대기배출시설이 설치된 부스에 환풍기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부스에 환풍기를 설치하는 경우 환풍기가 설치된 부스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배
대기배출시설을

출시설에 해당되는지요?

풍

회신내용

항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방지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환풍기시설을 통하여 외부로
배출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환경 여건상 환풍기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자치단체의 인정을 받아야할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및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 기시설은 배출시설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

제 목

답변일자

대기 스크라바 운영관련 질의

2010-07-01

질의요지

작업공정이 끝나고 국소배기장치에서 떨어질 수 있는 응축수 때문에 현재 새로 신설된
스크라바를 24시간 풀가동 중에 있습니다. 공정내 작업자도 없고, 작업도 진행하지 않
는 상태에서 펌프작동을 끄고 팬가동만 하게되면 부적정운영으로 취급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때

운영토록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가동할 에 방지시설을 적정

태

잔존하고 있는 오염물
질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방지시설의 운영은 귀사의 실정에 따라 운영하여도 무방함을 알려
있습니다. 따라서,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상 에서 방지시설에
드립니다.

- 418 -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방지시설 부적정운영 여부 질의

2010-04-27

질의요지

차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거쳐 2차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통과한 후 대기중으
로 배출됩니다. A배출시설의 경우 초기설치시 과도한 투자로 인해 1차, 2차 방지시설을
설치했지만 실제 1차 대기오염방지시설 만으로도 충분히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므로 2차
대기오염방지시설 가동을 중지하고 1차 대기오염방지시설만 가동시킨다면 방지시설 미가
동으로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에 해당되어 처벌 받는지요
A배출시설은 1

회신내용

차 및 2차 대기오염방지시설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종류와 처리

1

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공정을 알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오나, 배출시
설을 가동시에는 이에 연결된 방지시설은

항상 가동하여야 합니다.

신고필증상의 신고내용대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2
차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미가동하는 것은 부적정 운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1차
대기오염방지시설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인·허가를 담당하
는 관할 자치단체에 변경신고를 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점검당시 1차 대기오염방지시설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1차 대기
오염방지시설로 항상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2차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미가동 하였다면, 방지시설 부적정운영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지도·점검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따라서, 배출시설

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방지시설 후단의 배출공기를 제조 현장에 재공급 가능 여부

절

질의요지

현

온 ℃

2010-08-24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 동절기 방지
연결하여 재공급함으로 작업장의 기온을

동 기 제조 장의 경우 기 이 5 정도로 유지되어
시설의 배출구

승

후단의

현

배출공기를 제조 장에

상 시키는 건에 대해서 검토 중입니다.

흡 탑

측정시 먼지 및 악취가 미량 측정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방지시설(흡착탑)의 배출구 후단의 배출공기를 제조현장에 재공급
대기방지시설( 착 )에서 배출되는 가스
시킬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회신내용

귀사의 현장여건상 냉방 및 보온을 위해 배출가스를 제조현장에 재투입하는 것은 무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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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공 후단의 최종배출구에서
재투입 하여야 하며, 재투입 가스를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에 투입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
나, 반드시 방지시설에서 적정처리한 배출가스이고, 또한,
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방지시설 후단 배출가스를 작업현장 유입가능여부

2010-11-24

질의요지

작업현장의 냉.난방비 절감을 위하여 여과집진시설 굴뚝끝부분에 연결덕트를 하여 작업현
장으로 유입시켜 냉난방비를 절감하고자합니다. 이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 문제가 되는지요
회신내용

냉·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전량 방지시설로 유입 처리
후에 측정공후단의 굴뚝지점에서 배출가스를 재순환하는 것은 무방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실내의 공기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굴뚝으로 유출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조
치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지도 · 점검을 담당하는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도장시설중 도료공급탱크 HOOD적용 및 배출시설명 구분

2010-02-24

질의요지

급탱크 8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도료공급탱크에서 펌프를 이용 도장실에 일정
한 비율로 공급하는 시설로서 이에 대한 방지시설(HOOD)로 개별 국소배기장치인
SLOT, CANOPY HOOD등을 적용하기 어려워 "INDUSTRIAL VENTILATION 21st
VS-75-30"을 적용 전체ROOM 설치, ROOM배기를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2) 도료공급 탱크내에서 페인트성분중 고형물의 침적을 방지하기위하여 교반기를 설치할
경우 혼합시설, 저장시설, 그외 어떤 시설로 하여야 하는지요?
1) 도료공

회신내용

1)

귀하께서 설치계획중인 시설에 대하여 국소배기장치 설치가능여부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없어 답변하기 어려우나, Room 배기로 인한 외부 공기 혼입(공기희석) 등의 문제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설계 및 설치 시 관할 지자체의 인정을 받아 설
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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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 시설 적이

페인트를 보관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설이라면 교반기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저장시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활성탄 제거후 방지시설 가동시 위반여부

2010-03-18

질의요지

흡착) 운영시 여과 및 흡착을 위한 활성탄 또는 활성탄 부직포를 사용
하지 않고(제거 후) 방지시설을 가동하였다면 방지시설 미가동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방지시설(여과 및
회신내용

활성탄 흡착시설 및 여과포 흡착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발생량 및 활성탄,
흡착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활성탄 및 흡착포를 적정하게 채우고 운영하여야 방지시설의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활성탄 및 흡착포를 제거 후에 방지시설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배출시설 및 방
지시설은 운영하였다면, 점검기관의 판단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
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관련 질의

2010-01-31

질의요지

흡착에 의한시설로 되어있고 내부에 활성탄을 넣어서 사용합니다.
활성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활성탄을 가득 채우지 않고 일부만 사용한 경우 처벌사
항이 어떻게 다른지요? 비정상 가동이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요?
방지시설이 여과 및

회신내용

활성탄 흡착시설의 특성상 활성탄이 없는 경우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처리되지 않는 특성
이 있으므로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활성탄 없이 가동하였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제
3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활성탄을 적정하게 채우지 않고 가
동을 하였을 시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으므로, 점검기관의
판단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상가동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의 사항의 행위를 비정상가동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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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운전시 촉매제외 가능여부

2010-05-21

질의요지

선택적촉매환원법:SCR)을 가동시 촉매없이도 대기오염물질(NOx)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할 경우 촉매를 장착하지 않고 방지시설을 운전할 수 있는지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선택적촉매환원법:SCR)의 특성상 촉매가 없는
경우 대기오염물질이 처리되지 않는 특성이 있으므로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할때에 촉매없
이 가동하였다면 점검기관의 판단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해당될 수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있으므로, 관할 자치단체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배연가스 배출 방법 문의

2010-07-30

질의요지

탈황설비를 보유한 보일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가스를 Bypass할 경우 법적으로
운전가능한가요? 단, 배출농도는 규제치를 만족합니다.
회신내용

패

통하여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는
배출허용기준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저촉될
배출가스의 일부를 바이 스라인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소각시설 자동 온도기록장치 질의

각

2010-08-19

질의요지

운영중입니다. 2차 연소실 출구온도는 800도 이상, 방지시설 유입온도는 250도
이하로 유지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온도 기록장치에서 2차 연소실 출구온도는 자동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지시설
유입온도도 기록을 하여야하는지요?
소 시설을

회신내용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방지시설 유입구의 온도기록에 대해서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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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옥외 건조의 적정 여부 문의
질의요지

차부품을

2010-06-30

후 옥외에서 건조시키는 경우 초기에 유기용제가
휘발되면서 냄새가 발생하고 있는데 옥외 건조는 정당한 행위인지?
유기용제와 페인트 등에서 증발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상에서 규정한 대기오염물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옥외에서 건조하는 경우 그 휘발의 강도가 초기부터 점감되고 사방으로 배출되어 농도측
정이 불가능하므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알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한 규제
도장시설에서 자동

도장한

방법은 없는지?
회신내용

차 도장공정의 경우 도장뿐만 아니라 건조시
설 또한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서 자동차 도장 후 건조 또한
실내에서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도장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THC(총 탄화수소)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도료
등에 포함된 탄소화합물의 총칭을 의미합니다 .
또한, 도장 후 야외건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지시설을 가동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는 자동

지 아니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제 목

답변일자

활성탄 교체주기건

2010-01-25

질의요지

활성탄 교체주기는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출시설설치신고시 활
성탄 교체주기를 6개월로 산정하여 신고하였는데 이 활성탄 교체주기가 변경된다면 변경
신고 의무가 있습니까?
회신내용

활성탄 교체주기는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발생 특성에 따라 개별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는 대기오염물
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교체주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에 활성탄 교체주기가 있다면 교체주기에 따라
교체하거나,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시 첨부서류 중 방지시설내역(용량산출서)의 오염물
질 농도, 활성탄의 흡착능력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활성탄 교체주기에 따라 교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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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또는 신고증명서)의 허가(또는 신고)사항에 교체주기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교체주기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항에 해당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을 것이며,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시운전 기간연장

2010-03-25

질의요지

신규로 설치된 배연탈질시설(排煙脫窒施設)을 설치한 배출시설은
시운전기간이 30일까지입니다. 위 시운전기간의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회신내용

운 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시 전기 은 가동개시일로부터 30일로 한정되어 있

운 간

능

으므로, 시 전기 의 연장은 불가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바닥 청소용으로 설치되는 Bag Filter의 방지시설 등록여부

2011-01-10

질의요지

닥
였 작업
환경개선 및 환경관리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Bagfilter를 설치하여 Flexible호스를 연
결해서 진공압으로 바닥먼지를 제거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해당설비(Bagfilter)가 대기오
건물바 에 유출되는 일부 분진을 이동용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제거하 으나

염방지시설에 해당하는지요?

약 방지시설에 해당한다면 건물바닥 등은 어떤 배출시설명으로 해야 하는지요?
해당되지 않는다면 자체 시설관리만 하면 되는지 또는 다른 법적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만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작업환경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방지시설은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자체
적으로 관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기오염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유입·
처리할 경우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댐퍼 및 인버터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여부
질의요지

1. 대기배출시설의

2011-11-23

덕트부분에 풍량조절 장치인 댐퍼 및 방지시설의 송풍기 전단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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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량조절장치인 댐퍼가 대기환경보전법상 불법장치인지 여부
2. 방지시설의 송풍기에 있는 모터에 전기적으로 연결하여 전기판넬에 인버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면 불법인 장치인지 여부
된

회신내용

댐퍼를 설치하여 단순히 배출가스의 흐름을 조절하는 경우는 대기
환경보전법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댐퍼 설치로 인하여 외부공기가 유입되거나
오염물질 농도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지시설 인입 전단에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방지시설 가동에 대해 문의

2011-10-31

질의요지

현재 용해로 가동시 방지시설을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나 용해로내 온도가 1200℃이상
유지되므로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경우에도 방지시설을 가동하여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배출농도가 항상 배출기준 이하이면, 방지시설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초기에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만 방지시설을 가동
할 수는 없는지요
회신내용

항

운영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것과
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 제1호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제 목

답변일자

배출시설 교호운전시 방지시설 설치관련 문의

2011-01-26

질의요지

총 3개의 공정(A,B,C)을 공정의 작업여건상 한 공정당 년간 3개월씩만 가동합니다. A공
정이 3개월 동안 가동될 때 나머지 B, C공정은 미가동 상태이며, B공정이 3개월동안 가
동될때와 C공정이 3개월 가동될 때 나머지 공정은 미가동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은 A,B,C공정 중 최대 배출가스량 기준으로 A,B,C공정 모두
에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대기설치신고가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귀하의 사업장 사정상 3개의 공정을 교호운전 하는 것은 관할 행정기관의 인정을 받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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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교호운전 등에 관한 자료 등을 구비하여 관할

따라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과잉공기 유입이 불법인지 여부

2011-10-31

질의요지

친 후 배출가스 온도가 높아 스택으로 배출되기 전 과잉공기를 유입하여
온도를 낮춘 후 스택으로 배출을 한다면 이것이 불법인지? 공기를 유입하여도 산소 농도
보정을 통해 오염물질 농도를 산출하여 산출된 농도가 배출기준을 만족한다면 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방지시설을 거

회신내용

항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
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 제1호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가동할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방지시설의

최종배출구 전단, 즉 측정공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외부 공기를

유입하는 장치는 상기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용량산정 및 방지시설 운영관련 문의
질의요지

2011-09-07

량 산정시 전체 외형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해당 산처리 bath

산처리장비의 경우 설비용
용적으로 하는지요?

약품저장시설의 경우 다량의 작업환기시설과 공통으로 방지시설에 연결처리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따로 분리하여 방지시설에 연결처리 해야 되는지요?
회신내용

항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을 가동할때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
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오염물질을 희석하여 배출하는 것은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으로 해당될
수 있으므로 약품저장시설과 작업환기시설을 같은 방지시설에 연결하여 처리하여서는 아
니될 것입니다. 그리고, 산처리시설의 용량산정시 시설 내부 용적으로 하여야 할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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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송풍기 설치 관련 질의

2011-12-07

질의요지

저장시설 상부에 여과집진기가 달려 있으며,

송풍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외부의 공기압으로 자연집진이 되고 있는바

회신내용

송풍기를 가동하지 아니하고도 오염물질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송풍기를 설치
하지 아니하여도 될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동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 지자
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방폭구에 대한 질의

각

질의요지

폭

2011-05-02

폭

재 폭발에 대비해 소각로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데 배출시설 설치허가 받을 당시 방폭구도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되서 허가
난 것인지, 아니면 방폭구를 대기배출시설과 별도로 봐서 따로 대기배출허가증에 등재 시
켜야 하는지요
소 로 상부에 방 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 구가 화 나

회신내용

각

허 신

재폭

대기배출시설(소 시설) 설치 가( 고)시에 화 · 발 등

허

받

폭

능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관할

항

인· 가기관의 인정 은 경우라면 방 구의 설치는 가 한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

허

무

은 인, 가 업 를 관장하고 있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2011-10-31

질의요지

층보일러 출구 배가스 온도는 180℃이고 배가스의 페열을 활용하기 위한 기류식
건조기의 운전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백필터 전단에서 외기를 공급하여 배가스 온도를
150℃로 냉각하여 백필터를 거친 후 기류식건조기의 열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오염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이 아닌 배기가스의 폐열활용을 위한 건조공정상
필요에 의한 외기공급이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1항의 금지사항에 포함되는지 질의합니다.
유동

회신내용

층 보일러 배가스 온도를 낮추기 위하여 외부공기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것은 대기환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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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규정의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
므로, 열회수장치 등 다른 방법을 활용하여 배가스 온도를 낮추어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경보전법 제31조제1
판단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물질 희석 배출 적용 관련 문의
질의요지

2011-02-28

모

신고 하였을 경우 해당사업장에서
도장작업시 창문 및 출입문을 열어두거나 외부공기가 유입되도록 선풍기를 켜놓은 경
우(대기오염물질과 외부공기가 함께 방지시설에 유입됨)에 공기를 섞어서 배출하는 행

1)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의 규 가 건물 동전체로

위에 해당되는지,

2) 대기배출시설인 전기유도로, 주물사처리시설, 금속의 표면처리시설인 도금시설 등을 건

내

운영하는 중에[밀폐구조 아님] 창문 및 출입문을 열어 두거나 외부
공기가 유입되도록 선풍기를 켜놓은 경우(대기오염물질과 외부공기가 함께 방지시설에
유입됨)에 공기를 섞어서 배출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3) 도금조, 세척조 등과 같은 개방조 후드를 설치하는 경우 조의 폭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일반적인 국소배기방식은 실용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설계방법에 따라 푸시
풀후드형태로 설계하여 사용해 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 한쪽방향에서 설계에 맞게
보충용 공기를 불어 넣어 주는 경우에 공기를 섞어서 배출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4) 공기를 섞어서 배출하는 행위란 방지시설을 통과 전, 후 최종배출구 이전에 공기를 유
입하는 배관을 설치하여 공기를 불어 넣어주는 경우를 말하는지,
물 부에 설치하여

회신내용

1) 건물동 전체가 대기배출시설인 경우,

외부공기가 함께 방지시설로 유입되면 공기를 섞

어서 배출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량 방지시설로 유입처리가 가능하다면 문제
가 없을 것이나, 창문이나 선풍기를 통하여 대기오염물질이 외부로 배출된다면 방지시

2)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전

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푸시풀후드는 오염물질 포집방법으로 공기를 섞어서 배출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4) 방지시설 유입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3)

제 목

답변일자

배출시설 미가동시 방지시설 가동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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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1

질의요지

간 항상 가동해야 하는지?

1. 배출시설 미가동시 방지시설을 24시

㎥

2. 폐산, 폐알카리를 50 이상의 저장시설에 보관중,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저장시설
을 밀폐형으로

뚜껑을 닫아 보관하면 방지시설을 가동해야하는지??

회신내용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경우에 방지시설을 가동하는것에 대하여 법적으로 규제하
는 규정은 없으나, 배출시설인 저장시설일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가동하여야 할 것으로 판
단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방지시설 운영에 관해

2011-01-12

질의요지

방지시설

운영시 배출유량은 몇 프로 정도로 해야 되나요?

회신내용

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방지시설의 적정유 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방지시설의 적

효율 및 설치 등에 관하여는 방지시설업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제 목

답변일자

비상용 대기 방지시설의 24시간 가동 필요 여부
질의요지

2011-09-23

응

압력용기)의 안정을 위해 비상변(Safety밸브)을 두어 폭발사고 등에
대비하고 있는데, 비상변이 터졌을 경우 오염물질이 기존의 흡착시설로 유입되어 처리되
도록 별도의 라인을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별도의 방지시설을 신설하여 유입시켜
배출시설인 반 시설(

처리하고자 합니다.

평상시 비상변으로의 오염물질 발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설되는 비상용 방지시
설의 운전을 24시간 365일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상변이 터졌을 경우에만 운전되도
록 해도 되는지?
단, 비상변이 터지는 시점을 컨트롤룸에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알람을 설정하고, 비상
변이 터질 징후가 보일 경우 미리 비상용 방지시설이 자동으로 가동 되도록 할예정입니다.
회신내용

졌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이 아닌 비상변이 터 을 경우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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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
운전하여도 될 것으로 판
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설치하는 비상용 방지시설이라면, 비상변이 터 을 경우에만

제 목

답변일자

주물사 사용 및 처리시설의 방지시설 설치 문의
질의요지

2011-12-16

블 방식으로 집진설비를 하여도 가능한지요.

주형장입시 개별적 포타

내

레

작

주물사 해체 업은

식

공장 부에서 포크 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집진시설를 설치해야 한다면 어떤방
이 있는지요
회신내용

블 집진기의 연결관계, 오염물질 적정처리여부 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
려우나, 포터블 집진기가 항상 고정되어 설치되지 않는다면 방지시설 적정 운영관리 측면
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물사 해체작업의 방지시설 설치는 고정식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건옥 집진방법 등이
있으나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문업체(방지시설업체 등)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시설과 포터

제 목

답변일자

집진기 가동 여부 문의

력

질의요지

2011-10-31

온

후 보온시켜 주조장입시설인 중력주조기내 금형에 용탕
을 주입 성형시켜 제품을 생산합니다. 주조기 비가동시에는 집진기를 가동시켜야 하는지
가동을 안시켜도 되는지요?
중 주조시 용해보 로에서 용해

회신내용

온

배출시설(전기로) 비가동시 보 만하는 경우라도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으므로 방

항

무 담당하고 있는 관련

지시설을 가동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 은 동 업 를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축열식 연소장치(RTO)의 비상 굴뚝

2011-09-16

질의요지

축열식 연소장치(RTO)는 건조시설에서 나오는 VOCs가스를 처리하는 설비이며 건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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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s가스의 이상 발생시 비상용 배기굴뚝을 설치하여 RTO로 보내지
않고 바로 대기중으로 보내는 굴뚝을 설치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
하고자 합니다. 평상시 비상용 배기굴뚝은 항상 닫혀있는 상태이며 비상시에만 댐퍼가 열
려서 배기되도록 설계하고 비상용 굴뚝을 사용하지 않고 RTO로 보내질 경우 화재 및 폭
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설비입니다.
에서 발생하는

회신내용

항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 제2호에 따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

절

할 수 있는 공기조 장치나 가지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다만,

재 폭발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므로, 방지시설의 갑작스런 고장 등 비상시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아 비상배출관 등을 설치 할 수
화 나

있을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활성탄 교체주기

2011-04-15

질의요지

활성탄 흡착탁 운영시 활성탄 교체기준인 요오드 흡착력을 알고 싶습니다.(몇 mg/g 이하
이면 교체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활성탄 흡착탑 운영시 파과점(breakthrough point:흡착능력이 상실되는 시기)까지의 소요
시간은 처리가스중의 오염물질 농도, 흡착제의 총길이, 흡착층 포화속도 등에 따라 달라
지므로 등온흡착식을 참고하셔서 계산한 다음 교체시기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활성탄 교체주기

2011-11-16

질의요지

흡착에 의한 시설 유지관리시 활성탄 교체주기를 6개월에 1회 교체로 하였음. 1년이 경과
하여도 활성탄을 사용 후 배출오염물질 농도가 기준치 이내라면, 변경신고 접수시의 교체
주기를 임의변경 하여도 되는지?
임의변경이 안된다면, 교체주기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다시 해야하는지? 활성탄 교체주
기에 대한 법적규제사항이 있는지? 활성탄 수명에 대한 법적기준이 있는지?
회신내용

활성탄 교체주기는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발생특성에 따라 개별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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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는 대기오염물질

허 준 준수여부를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교체주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에 활성탄 교체주기가 있다면 교체주기에
따라 교체하거나,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시 첨부서류 중 방지시설 내역(용량산출서)의
오염물질 농도, 활성탄의 흡착능력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활성탄 교체주기에 따라 교체하
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허가증(또는 신고증명서)의 허가(또는 신고)사항에 교체주기가
기재되어 있다면, 교체주기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항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구체
적인 사항은 인·허가 기관인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출 용기

제 목

답변일자

공동방지시설 해당여부 질의

2012-07-13

질의요지

RTO 및 습식세정시설을 통하여
나온 폐가스를 B업체의 배출시설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연소기로 투입하여 후단의
방지시설을 통하여 굴뚝으로 배출이 가능한가요? 이 경우 공동방지시설에 해당이 되는가요?
2)A업체는 굴뚝자동측정기기 미부착시설이며, B업체는 부착시설입니다. 이 경우 배출허용
기준 및 자가측정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나요?
1)A업체의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인

회신내용

후 B업체 배출시설로 유입하고자 할
경우 A업체는 방지시설 후단에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공 등을
설치한 후 B업체로 유입가능 할 것이나, B업체는 A업체에서 유입되는 배출가스량과 시
설용량 및 처리방식 등을 고려하여 처리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방지시설은 각 사업장의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을 동일 방지시설에서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질의하신 사항은 공동방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배출허용기준 및 자가측정 횟수 등은 A업체와 B업체의 종별, 대상시설 등에 따라 각각
1)A업체 배출시설의 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처리한

별도로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방지시설에 인버터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요지

버

능

2012-09-10

능
절차를
거쳐야 가능한지 설치가 어려운 경우는, 어떠한 법적사유와 근거 때문인지 같이 답변부탁
대기방지시설에 인 터 설치가 가 한지 질의합니다. 설치가 가 한 경우, 어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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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송풍기에 인버터를 설치하는 경우 배출가스량이 허가(신고)당시와
변경되어 오염물질의 적정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기방지시설의 적정운영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변경신고 등의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지시설에 연계된

제 목

답변일자

오염물질을 다른 사업장으로 연결 후 처리 가능 여부

2012-02-14

질의요지

B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외부 배출없는 Closed계) 사용
할 수 있다면 B공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가스를 다시 A공장으로 보내서 A공장의 대기방
지시설을 통해서 배출허용기준에 적법하게 배출할 수 있는지?
A공장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회신내용

그 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
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공장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B공장의 배출시설로 이송하여 사
용한 후 다시 A공장의 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주체 등이
달라 오염물질의 적정처리를 위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을것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으로 판단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배출시설 용량 초과 운영

2012-06-18

질의요지

항
하지 아니하여 배출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제4호에 승인받은 용량의 100분의30이상의 증가가 있는 경우 변경승인을 받
아야 할 것으로 판단, 여기서 100분의 20이 초과에서 배출기준 초과면 대기환경보전법 제
31조5항에 포함되나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5 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

회신내용

률

받는 경우 관련법령을 모두 준수해
야 됩니다. 따라서 배출시설용량을 초과하여 운영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정상
적인 가동이 되지 않았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이 여러 개의 법 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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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대기환경보전법 31조의 1항 2호 관련 해석문의

2012-01-25

질의요지

현재 계획중인 시설중 보일러에 폭발에 대비한 Explosiondoor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 위와같이 보일러에 Explosiondoor 부착이 대기환경보전법 31조의1항2호에 의해 설치가
불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Explosiondoor 부착시 환경부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필요한 신고나 허가절차가 필요한
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xplosion door 시설이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로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시설일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21조 제1
항 제2호에 의한 예외규정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질의하신 보일러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2. 나. 24)에 의한 보일러에 해
당될 경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시 관할 행정기관에 동 내용으로 허가(신고)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1) 보일러에 설치된 E

제 목

답변일자

예비용 방지시설 운영관련 질의

2012-05-21

질의요지

하나의 방지시설 시설을 가동하고 다른 방지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예비용으로 설치
되어 있습니다.

허가내용과 같이 정상 운영하다가 "가동"되는 방지시설과 "예비용"의 방지시설을
동시에 운영해도 되는지요?
질의 2) 만약, 질의1과 같이 운영이 안된다면,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인허가 변경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1)

회신내용

더

신고필증에 등재한 대로 가동하여야 합니다.
2) 예비용 방지시설을 동시에 가동하는 경우 예비용 시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예비용 방지시설이 라도

제 목

답변일자

세정집진시설의 세정수펌프 미가동에 대한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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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6

질의요지

식
펌프가 전기숏트로 인하여 가동되지 않았고 송풍기만 가동
되었을 때 법 적용에 있어 31조1항의 방지시설 미가동인지 아니면 31조 4항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정 집진시설에서 세정수

회신내용

뿌려서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세정시설에서 펌프의 고장으로 물을 뿌려주지 않
는다면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처리되지 않고 배출될 것이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
항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위법사항의 적용은 점검결과, 점검당시 상황, 점검자의 의견
등을 토대로 관할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물을

제 목

답변일자

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방지시설 공동 운영시

2012-06-12

질의요지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되어 방지시설을 설치시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작업환경개선의 목적으로 하나의 방지시설에 설계 및 설치하여 인허가 관련서류에 첨부
하여 제출한 경우에

질문1. 대기오염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시 반드시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
시설 전용으로만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또는 기타시설도 포함하여 하

록 설계.설치를 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위

나의 방지시설에서 처리 할 수 있도

항

배되는 사 이 있는지요?

외 기타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하나의 방지시설에서 처
리 후 배출 되도록 인허가를 득한 경우 각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관련 공무원에게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되는지요? (현재 인허가증에는 관련 내용이 명기되지 않음)

질문2. 위와같이 배출시설

회신내용

대기배출시설에 부착된 방지시설에다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능

「

」

오염물질을 동시에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는 가 할 것이나, 대기환경보전법 제31

항

조제1 1호에 따라

외부공기 유입에 따른 희석배출이 없도록 하여야 하므로 관할 행정기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시에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을
대기방지시설에 연결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의 인정을 받았을 경우라면 위반행위로 볼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허가증상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설치된 시설내역이 다를 경우「대
기환경보전법」위반여부(공기희석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기
관으로부터 허가증 상에 실제 시설내역으로 확인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허가증 상
관에 인정을

에 비배출시설의 대기방지시설 연결여부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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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주물공장의 건옥식 집진기설치 방법

2012-12-12

질의요지

작 및 장입공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처리에서 집진기 10
개를 지붕에 병렬로 설치하여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주물공장의 공정중 주형제
회신내용

병렬처리하여 배출허용기
준을 준수하는 경우 처리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병렬처리를 위한 세부적인 처리방식,
처리효율 등에 대해 인·허가 기관과 협의한 후 변경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여러개의 방지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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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

제 목

답변일자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련 질의

2008-03-04

질의요지

모듈과 AMOLED모듈, 2차전지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입니다. 산업분류는 방송
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분류코드 3230)입니다.
금회 신규로 부착대상이 된 산처리시설(염산 사용시설)은 용량이 10,000표준세제곱미터
미만이나, 방지시설 용량은 염산이 아닌 산을 사용하는 산처리시설과 함께 연결 처리함에
따라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또한, 염산을 사용하는 산처리시설과 염산을 사용
하지 않는 산처리시설이 함께 연결된 방지시설이 사업장 전체에 3개 있고(방지시설은 건
물별로 1개씩 설치되어, 서로 먼거리에 위치함.), 사업장전체의 산처리시설의 배기가스량
을 모두 합하면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당사 산처리시설은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에 해당되는지요?(허가시
산처리시설 각각의 배기가스량은 표기하였음.)
당사는 PDP

회신내용

령 별표3제1호 비고1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의
규모산정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상의 해당 배출구의 방지시설용량
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염산사용 산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다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과 병합하여 하나의 방지시설로 처리할
경우에는 동 방지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각의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
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의 경우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에 해당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제 목

답변일자

CleanSYS 관련 문의

2008-06-02

질의요지

leanSYS를 설치 운영하는 소각업체입니다.
1) 개선명령완료 이행보고 제출시기와 정상 데이터 적용시점 예) 행정처분기간 : 1월 5
일까지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민원 접수 시간 : 1월 4일 12:00
예)와 같은 경우 어느 시점부터 정상 데이터를 적용받는지요?
2) 법령 34조(조업정지명령 등) 및 별표36 행정처분기준 관련 2.가.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에서 6)항과10)항의 적용 관련사항
10)항의 경우 개선명령을 받고 개선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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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nSYS 부착 운영이후엔 개선완료 후 배출허용기준 검사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leanSYS운영사업장에서는 10)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지 또는 CleanSYS데이터를 적용한다면 어떤식으로 10)항에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명시 되어 있지만 C

회신내용

선 령
련 항
굴뚝자동측정기기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측정데이터는 항상 정상으로 처리합니다.
(2) 개선명령기간은 일단위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개선완료일(24:00) 이내에 동일한 항목이
초과될 경우에는 10)호에 해당되고 개선완료일 익일에 초과될 경우에 는 6)호에 해당
(1) 대기환경보전법제 33조에 의한 개 명 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과 관 된 사 으로

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CleanSYS 부착 여부 문의

2008-03-31

질의요지

활
슬러지(중, 하수), 건설폐기물(가연성)에
대하여 영업대상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만 주 대상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일반폐기물
입니다. 소각시설 CleanSYS항목중 SOx에 대하여 설치 및 전송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종 사업장으로 생 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회신내용

령 별표3의 규정에 따라 소각용량이 시간당 0.4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은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오염물질
측정항목은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황산화물이 해당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제 목

답변일자

LNG 사용 일반보일러 배출시설 여부 및 TMS 설치여부

간

2008-05-19

질의요지

량 40톤 이상의 B.C유 보일러의 연료를 LNG로 전환할 경우

시 당 증발

1. 대기배출시설에 해당 여부

TMS 설치 대상 여부
3. 기존에 설치된 대기방지시설에 유입하여 대기 배출이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의 굴뚝을
설치하여 배출해야 하는지요? 40톤 이상 2기중 1기만 LNG 전환할 경우 기존 B.C유
보일러 배출가스 처리용 방지시설에 유입처리 가능 여부
2.

회신내용

목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거 2)에 따라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
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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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자동측정기기(TMS)의 부착대상이 아닙니다.
(3)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에서 나오
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서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은

따라서,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있는 방지시설에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을 연결하는 경

석 및 방지시설의 용량, 처리효율 등에 영향을 미치는 등 위법사항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 공기 희

제 목

답변일자

TMS 관련

2008-09-25

질의요지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에 관한 업무편람을 봤을 때 측정된 자료가 비정상적으로 측정이
될 경우 “최근 정상적으로 측정자료의 30분 데이터를 한다”라는 문구로 오염물질의 농도
가 산정되어 산소농도 공기비 적용(소각로18%)를 2회 이상 초과하여도 부과금이 부과되
는데 위 내용에서 “최근 정상적로 측정된 30분데이터”라는 의미가 오염물질이 초과하는
바로 앞 30분 데이터를 애기하는지 아니면 소각로를 재가동, 가동중지가 아닌 정상적으로
소각을 하고 있을때의 30분 데이터를 애기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회신내용

최근 정상 측정된 30분 평균자료”의 의미는 굴뚝자동측정기기가 고장표시(보수중, 동작
불량, 교정중 등) 없이 정상적으로 측정되어 전송된 자료중 최근의 30분 평균 측정자료를
“

의미합니다.

제 목

답변일자

TMS 관련 질문

2008-03-27

질의요지

항
초과기준이 30분
평균치가 연속2회이상 혹은 1주 7회이상 초과 발생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연속2
회이상 초과라는 말이 30분 평균치가 2개 이상 연속으로 발생할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1주 7회이상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2) 초과인정시간에 대한 표에서 배출시설에서 가동중지. 재가동 등에 대한 초과인정시간이
기술되어 있는데 여기서 (1)의 (다) 가열로의 경우 가동중지. 재가동의 개념이 각가 원
료투입중지로 되어있는바, 이것은 가동중지 재가동 가동정지가 유량의 유무와 상관없
이 배출시설내 원료의 유무로 결정 되는것인지? 아니면 유량이 없어야 적용이 되는지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비고 3.다 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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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목

굴뚝자동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 30분 평균치가 연속하여 2회(1시간)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
과하는 경우와 1주일의 기간내에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횟수가 7회
이상(연속 또는 비연속과 무관)인 경우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3호 다목 3)의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
정시간에서 가열로의 경우에는 동표의 비고 1의 규정에서 가동중지·재가동 기준은 가
열로에 원료 투입이 중지되는 시점과 원료 투입이 개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
니다. 이 경우 가동개시, 가동중지 또는 재가동 24시간 전까지 관제센터에 그 일정을
통지한 경우에 적용되며 배출시설 내부에 원료의 유무 또는 유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제3호 다 의 행정처분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 목

답변일자

TMS 부착 면제 관련

2008-04-30

질의요지

운영중인 소각시설은 황산화물의 발생이 되지 않아 2005년 TMS부착 당시
황산화물 부착을 면제받았습니다. 또한, 현재 황산화물이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번에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소각시설의 황산화물이 기존에는 황이 다량 포함
된 폐기물에 한한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금번에는 단서조항이 없어진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부착면제를 받고 운영중인 소각시설에 대해 다시 황산화물 부착면제를
신청하여야 하는지요?
당사에서 설치,

회신내용

령

‘
각
굴뚝자동측정기
기 측정항목중 황산화물의 단서조항인 “황을 다량으로 포함된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삭제하여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소각하는 폐기물과 관계없이 황산
화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굴뚝자
동측정기기 부착기한 만료일 6개월 이전 1년 동안 매월 1회 이상 측정한 황산화물의 배
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항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행정기관에 해당항목의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일부개정( 08.1.15)으로 사업장폐기물 소 시설의

제 목

답변일자

TMS 부착 면제대상 여부

2008-02-25

질의요지

각 RT

각

폐가스 소 로( . .O 370M3/분)을 설치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폐가스 소 의 연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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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가스로 사용되며 또한 공중에서 발생되는 폐가스를 연소하여 발생되는 열을 자체 회
수하여 열원으로 다시 사용하고 배출되는 가스의

각

폐가스소 로에

TMS부착면제가 되는지요.

온도는 50~60도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령 별표3 제1호 차목에 따른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
준세제곱미터 이상인 폐가스소각시설의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면제 조건은 동법 시행
령 별표3 제1호 비고(5)(다)에 따라 청정연료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처리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가스를 연소원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해당됩니다.

신 내용이 공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판단하기 곤란하나 굴뚝 자동측정기
기의 부착 면제는 해당 폐가스 소각시설에 한하며, 폐가스를 발생하는 각각의 배출시설이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법 시행령 별표3을 참조하여 별도로
질의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TMS 부착면제 신청 서류

2008-03-05

질의요지

량 간
준 곱
TMS 부착
대상 시설이지만 연간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시설이어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면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면제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청에 30일 미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을 제출하
면 되는지 궁급합니다.
배출구별 배기가스 이 시 당 10,000 표 세제 미터 이상인 소성시설이어서

회신내용

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연

허

신

준

가동일수를 산정하며, 배출시설

설치 가증( 고증명서) 상의 가동일수를 기 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기 설치되어 운영중인 배출시설일 경우에는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으로 운영
하는 객관적인 사유 및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해당 배출시설의 운영일지, 조업일지
등)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허가 절차를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TMS 부착대상 시설 여부 문의
질의요지

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이란 연속적으로

2008-12-12

탈사시설. 탈청시설의 “연속식”
가동시간이 1일8시간 이상인 시설을

별표3비고(5)(나)주물사처리시설.

작업이 가능한

구조로서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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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탈사시설·탈청시설의 작업방법은다음과 같습니다.
선박엔진 부품을 생산하며, 작업시 제품을 공장 내 천정크레인(2대)을 이용하여 탈사시
설(Shake Out), 탈청시설(Shot Blast)에 하나씩 장입한 후 탈사, 탈청 작업을 실시한 후
제품을 밖으로 빼고, 다음 작업을 위해 예비 작업을 하는 동안은 설비를 중지하고 재작
업시 설비를 가동하는 방법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탈사·탈청을 위한 예비공정
작업시간은 30분이며, 실제 탈사시간 15분, 탈청시간은 15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루에 최대 12회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작업이 연속식인지 비연속식 인지요?
2. 또한 ‘연속식이라 함은 해당공정의 작업이 콘베이어설비 등의 자동화설비를 갖추고 있
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동화설비라 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포함하는지?
1. 당사에 설치하고자 하는

회신내용

령 별표3 제1호 비고(5)에서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탈사·탈청시설)의 “연속식”이란 연속적으로 작업이 가능한 구조로서 시설의 가동시간이
1일8시간 이상인 시설입니다. 연속적으로 작업이 가능한 구조란 해당공정의 작업이 콘베
이어 설비 등의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있는 구조이며, 따라서 간헐적으로 작업이 이루어
지는 시설의 경우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제 목

답변일자

TMS 부착면제 가능여부 및 기타 질문

2008-04-24

질의요지

식 각
였
최종 후단에 폐가스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고
폐가스소각 보일러는 방지시설면제로 허가증상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열분해방식의 처리시설이다 보니 화염과 직접 닿지 않고 열분해로의 내부온도를
800~1000도까지 LNG를 사용하여 예열한 후 폐기물투입을 합니다. 폐기물 투입시점에
화염은 없습니다.(직접연소방식이 아닌 간접가열방식입니다.)
열분해로에서 생성된 대기배출오염물질은 크게 CO, 먼지, HCl, NOx. SOx 등이 있는데
공정을 보듯이 방지시설을 거쳐 최종적으로 폐가스소각보일러에서 연소를 하여 굴뚝에
배출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별표2의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면제에서 폐가스소각시설 중 청
정연료를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처리대상 가스를 연소원으로 하는 시설이라면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06년12월30일 공포예정)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
상에서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열분해 방 의 소 시설을 설치하 습니다.

1. 저희사업장도 포함이 되는지요?

투

각

2. 가동중지시 열분해로에 폐기물 입을 중지한다 해도 폐가스소 보일러는
스를

잔류하는 가

태우기 위해 가스소모에 따라 가동을 해야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동중지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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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걸 기준으로(열분해로, 폐가스보일러 중지)잡아야 하는지
3. 열분해로에서 나오는 가스를 방지시설을 거쳐 폐가스소각보일러로 가게 되있는 배관을
두 개로 나누어 하나는 폐가스소각보일러 다른 하나는 가스엔진을 추가하여 합니다.
여기서 가스엔진이란 가스터빈입니다.(현재 열분해로에서 나오는 가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여 합니다, 또한 가스발전기는 예비용으로 가동하여합니다. 시간당 전력생산량은
120kw입니다.) 비상용이나 연간 가동회수가 30일 미만인 경우 배출시설에 제외된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요? 따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시 은 어떤

회신내용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에 대한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3 제
1호의 규정에 따라 소각용량이 시간당 0.2톤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감염성폐기
물 소각시설은 부착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와 별개로 상기 조항에 따라 청정연료를 연
속하여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처리대상가스를 연소원으로 사용하는 폐가스 소각시설은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므로 굴뚝자동측정기기 부
착대상 배출시설(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과 부착 제외시설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1개
의 배출구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의 기준을 적용
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측정항목은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측정항목만 적용하면 가능함).
(2)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3호 다목 4)의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은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대상 배출시설이 감염성폐기
물 소각시설만 해당되므로 동 소각시설 기준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3) 설치 허가(신고)를 받은 내용이 변경되어 당초 방지시설의 설계용량 및 효율에 변화
를 초래하거나 배출시설의 용도 추가,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 조업시간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동 법령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
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출시설의 가동일수가 연간 30일 미만이라 하여 배출시
설에서 제외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거(공통시설)
의 규정에 따라 120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용 내연기관은 배출시설에 해당되나, 도서지
방용·비상용 및 수송용는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3 제2
호의 규정에 의거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
의 부착 면제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1)

제 목

답변일자

TMS 부착면제 관련 문의

2008-06-26

질의요지

B

련 TMS 부착면제 질문입니다.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기 등
의 부착대상 사업장ㆍ측정항목 및 부착시기 고시 및 청정연료 사용에 관한 고시내용 중
연료변경( C에서 LNG)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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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차이는 무엇인지요?
- 부착면제의 발전시설은 화력 수력 원자력발전소만 포함되고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인지요? 발전시설과 산업용열병합발전시설을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즉, 당사는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로서 청정연료로 전환할 경우 질소산
화물 측정기기 부착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 부착면제의 발전시설과 청정연료의 산업용 열 합발전시설의

회신내용

신 고시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기 등의 부착대상사업장 측정항목 및 부착시기”
(환경부 고시 제2000-9)는 ‘05.4.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3으로 이관되어 현재 폐지된
고시이며,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면제 대상시설 해당여부는 동법 시행령 별표3 “굴뚝자동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시기 및 부착 유예” 2.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가∼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정연료의 사용에 관
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1-197호) 역시 이후 2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질의하

제 목

답변일자

TMS 부착면제 대상여부

2008-02-26

질의요지

령 개정에 따라 TMS 추가 부착과 관련하여 “방지시설 설치의무면제
시설”의 경우 부착면제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경우 항상 배출허용기준
미만으로 방지시설 설치의무면제시설에는 해당이 되나 행정기관 자율협약에 따라 추가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목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TMS 부착면제가 가능한지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항
받
전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 면제항목에 한하여 굴뚝 자동측정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제1 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 은 배출시설은 대기환경보
기기의 부착 면제에 해당합니다. 동 법의 규정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 면제대상이 되는

협약 등의 사유로 해당오염물질의 추가 저감을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 면제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배출시설의 설치허가증(신고 증명서)에 동법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방지시설
설치 면제대상시설로 기록됨과 동시에 추가로 설치되는 방지시설의 내역 및 사유가 기록
배출시설이 자발적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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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TMS 부착여부

2008-03-13

질의요지

현재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을 가동중에 있으며 TMS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TMS
전송은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이며 황산화물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1.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08.1.15)에 의하면 소각용량이 시간당 0.4톤 이상인 연속식
사업장 폐기물소각시설은 황산화물을 전송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사의 소각시설도 해
당사는

당되는지요?

령 부칙 전문 제2조2항에 의하면 오염물질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시 자동측정기 부착이 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사 소각시설이 해당되는지요?
지난 일년간의 자가측정결과를 보면 항상 30%미만입니다.
3. 또한 면제대상이 된다면 면제와 관련된 신고나 신청을 해당되는지요?
2. 또한 시행

회신내용

령 별표3 제1호차목1)의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폐기물
처리업을 포함한다)의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항목 중 황산화물은 기존의 “황이 다량
포함된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에 한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황이 다량 포함된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에 한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황산
화물 자동측정기의 부착을 면제받은 시설은 개정규정에 따라 ‘08년 7월 14일까지 황
산화물 자동측정기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부착기한 만료일 6개월 이전 1년동안
매월1회 이상 측정한 오염물질(먼지와 황산화물)의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항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이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3) 상기 (2)번의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및 시행령 부칙
<제20547호,‘08.1.15)의 규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유예 신청
(문서)을 하여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제 목

답변일자

TMS 설치 관련의 건

2008-03-03

질의요지

TMS설치대상으로 1내지 3종사업장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배출시설별로는 일반보일러의 경우 시간당 증발량이 40ton이상인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대기보전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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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량

tn

만일 시 당 증발 이 40 o 미만이고 2종의 사업장인 경우
것인지 아니면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TMS설치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신내용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3항에 따라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이고, 이 대상사업장중 보일러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규모는 동
법 시행령 별표3 자목에 액체연료 또는 고체연료사용시설로서 시간당 증발량이 40톤이상
또는 시간당열량이 2,476만 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대기환
경법령에 의거 2종 사업장에 설치되어있는 보일러로서 상기 시설기준 이하인 경우라면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수도권 지역의 총량관리사업장의 부착대상 측정기기에 대한 기준은 대기환경보
전법과 별개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목

답변일자

TMS 설치 기간 문의

2008-02-20

질의요지

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547호) 일부 개정에 따라, TMS 설치

당사는 금

대상이 된 사업장 입니다.

* 최초공시일자(‘08.01.15) → (6개월)→설치 만료일 (''08.07.14)→(6개월)→ 폐쇄 만료일
(연기조건 : 공정폐쇄)(‘09.01.14)
1) 만약, 설치만료일 이후 공정폐쇄를 조건으로 6개월 연기를 하였다가, 이 기간(‘08.07.14∼
‘09.01.14) 중에 계획이 변경되어 "년30일미만 가동 등"의 면제조건에 설치는 맞추어
폐쇄하지 않는 행위의 가능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설치만료일(''08.07.14)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하여, 방지시설설치면제를 받는
다면, TMS 설치를 면제 받을 수는 있는지도 확인 바랍니다.
3) LNG를 설치할시 국고지원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 바랍니다.
회신내용

령 별표3 제2호 바목에 따라 부착대상시설이 된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할 계획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면제를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경우 그 기간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하여야 하고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사유로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면제를 받을 경우에는 ‘08년 7월 14일 이전에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부착면제 인정을 받아야합니다.
2) 기타 비금속광물 소성·용융·용해시설의 경우 청정연료 사용으로 인한 굴뚝자동측정기
기의 부착 면제 조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목에 따라 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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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따른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제1 에

받

받 항목에 대하여만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 은 경우 면제 은
부착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대한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보일러 시설 중 10톤 미만의 버너만 해당, 환경부 홈페이지
참조)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LNG 연료변경에 따른 국고지원 등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이나 산업자원부 등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연료변경에 따른 지원사업은 우리부에서

제 목

답변일자

TMS 설치 여부
질의요지

2008-07-04

B

반도체 및 기타전자부품 제조시설(PC 업체)로서 전체시설은 대기2종이며

굴뚝은 4곳이

굴뚝는 1000m3/min, 500m3/min, 700m3/min, 800m3/min 가 있습니다.
배출시설 공정중에 염산을 사용하는 굴뚝(1000m3/min, 500m3/min)에서 염화수소가 발생
합니다. 별표3 비고(1)에 "배출구별로 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
또한 당사의 1000m3/min, 500m3/min을 배출구별로 산정한 결과 각각 4종, 5종입니다.
이때 1000m3/min, 500m3/min 스크러버에 TMS를 설치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설치 해야 한다면, 별도로 배출시설에서 염산을 사용하는 곳을 따로 모아서 스크러버
150m3/min에 설치 할 경우 TMS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알고 싶습니다.
있습니다. 당사의

회신내용

령 별표3 비고(1)의 “배출구별로 산정”의 의미는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의 시설기준 용량을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의
배출구별 방지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2)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의거 1종
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배출구별 기준이 아님)중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2종 사업장에서 배출구별 배출가스량이
10,000m3/시 이상인 반도체 및 그 밖의 전자제품 제조시설은 염화수소 굴뚝자동측정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기기를 부착대상에 해당됩니다.

존 배출시설 중 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 배출시설의 배출구를 별도로 통합할 경우에
는 이에 따른 적합한 방지시설을 별도로 갖추어 관할 행정기관에서 변경허가(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선행하여야 할것입니다. 이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
증명서의 방지시설용량이 10,000m3/시 미만이면 부착대상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3)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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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TMS 설치 여부 문의

2009-01-02

질의요지

웨이퍼인 폴리실리콘(poly siliCOn) 생산 공정상에서 배출되는 배가스에 TMS의
설치 여부와 관련입니다. 배출풍량의 경우 10,000Nm3/hr를 상향하는 조건입니다. 공정은
Etching(에칭) 공정이며, 반도체의 식각시설에 분류될거라 판단됩니다. 공정상에서 사용하
는 에칭용 물질로 불산(HF), HNO3(질산)을 사용합니다. 위의 배출시설의 후단에 TMS를
반도체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령 별표3) 규정에 따라 반도체 및 그 밖의 전자제품 제조시설의 증착
및 식각시설에 해당되고 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연속식만 해당)의 경우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증착 및 식각시설 공정에서 염산 및 염화수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배출
시설 설치허가/신고 시 포함)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사업장의 공정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방지시설을
거쳐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경우에도 위 항에 해당되면 굴뚝자동
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에 포함됩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의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항상 동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
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적법 절차(허가, 변경허가, 신고, 변경신고 등)를 선행한 후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면제에 해당
됨을 알려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제 목

답변일자

TMS 설치관련 질의

2008-02-04

질의요지

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령으로 TMS 설치사업장 대상에 포함 되었습니다. 소성
시설로서 B-C(0.5%)를 사용하고 있으며, 측정항목은 먼지, SOx, NOx입니다.
당사가 사용연료를 LNG로 변경하였을시, TMS 설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금

회신내용

령 별표 3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경우(발전시설은 제외)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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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TMS 설치대상 여부 문의

2008-11-07

질의요지

외 폐기물을 가스화하여 청정연료(CO, H2, CH4)로 전환 후 Boiler로 공급, 증기를
생산하고 연소가스는 굴뚝으로 배출됩니다. 법규에 따르면 1∼3종 사업장 중 소각시설은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바,
1) 사업장 종류의 정의중 오염물질발생량의 측정과 판정 방법
2) 4종사업장의 경우는 TMS 설치 의무 대상애 포함되는지의 여부
3) 4종사업장으로 지정받기 위한 방법, 절차
지정

회신내용

내

간

그램 이상의 폐기물을 가스화하여 보일러의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거목3)가)에 따라 폐기물소각
시설(소각보일러)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장의 분류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의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량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제43조 별표10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합니다.
2) 4종사업장의 경우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은 4종사업장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4종 사업장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이 되는 용량의 소각시설(소각보일러)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 용의 시설이 시 당 25킬로

제 목

답변일자

TMS 추가 부착에 관해

2008-03-17

질의요지

존 소각로에 대한 SOx 항목이 추가되어 이번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시행령 부칙에 보면 "별표8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제1항에 따른 부착기한
말료일 6개월 이전 1년동안 매월1회 이상 측정한 오염물질(먼지와 황산화물만 해당한다.)의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의 30%미만으로 항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의
30%이상으로 된때에는 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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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TMS가 설치된 시설에 대해 자가측정이 면제되므로 종별에 따른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았고 측정항목 중 SOx항목이 없기 때문에 자가측정자료가 없습니다.
이 법령에 의해 일시적 Sox에 대한 측정을 해본결과 배출허용기준 30%에 미치지 않는
농도로 배출되는 것을 개정 이후 알게 되었다면 위 법령에 의한 내용에 의해 측정기기를
부착해 전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기존 배출시설이 측정기기가 부착되지 않아 주별 또는 월별 자가측정을 하였다면 자가측정
내용을 토대로 부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으나 기존시설에 대해 자가측정 면제대상이
되어 자가측정이 되지 않았으며 추가항목에 대한 측정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법령에
기존 설치자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하는지요?
라는

존

회신내용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기한 만료일 6개월 이전 1년동안 매월1회 이상 오염
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미만으로 항상 배출되는 측정자료가 없다면,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 부칙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유예 대상에 포함되기 곤란합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방지시설 설치면제(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면제 해당항목 기재)를 인정받으면 동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 시설 중

제 목

답변일자

TMS 상대정확도 검사 관련 문의

2008-07-23

질의요지

TMS부착사업장에서 상대정확도 불합격시 행정처분 여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기존의
측정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측정기기를 교체
합니다. 그리고 기기교체가 완료되면 자체개선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서 상대정확도 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교체한 측정기기가 상대정확도 검사에서 불합격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보통 불합격이 되면 우선 전송된 자료는 무효화해서 대체자료를 생성시키고
그리고 불합격된 기기이므로 다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다시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기기를 개선하면 되는지? 아니면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회신내용

굴뚝자동측정기기 교체를 위해 제출한 개선계획서 내용과 같이 개선하였으나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동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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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격 였
개선계획서

선
재제출하여 개선한 후 상대정확도
시험을 다시 받아야 하며,
제출내용과 같이 개선하지 아니하여 상대정확도
시험에 불합격하였다면 동법 제32조 제4항에 의거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미준
수”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없어 상대정확도 시 에 불합 하 다면 개 계획서를

제 목

답변일자

TMS관련 문의

2008-05-23

질의요지

측정기기의 원격교정검사에 부적합 판정이 나와 24시간 이내 적합판정을 받기까지
배출가스는 부적합 판정상태의 기준치로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받는가요?
2) 자체개선계획서에 관련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를 개선, 변경,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개선을 하고자 한다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으면 가능한지요?
1)

회신내용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원격교정심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을 경우 그 판정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을 때 까지의 자료를 행정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상기의 경우 환경부 고시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의 관할 사업장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001-201호, ‘01.12.31)
제7조 제2항에 따라 대체자료를 생성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2) 자체개선계획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21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에 규정에 따라
정해진 시간 전(개선, 변경, 점검, 보수등의 경우 24시간전)까지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
(1)

하여야 합니다.

제 목

답변일자

TMS부착 유예관련

2008-12-18

질의요지

복합비료제조회사로 기존에 원료로 인광석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였으나 현재는
인광석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HF 측정기록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5ppm이하) 30%이하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저희회사의 HF측정기기 유예
신청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으며, 그리고 유해신청시 필요한 자료나 처리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허 준

퍼센트

별표3제3호다.1)규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 용기 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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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될때까지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부과기준이란 기본부과금 대상
항목인 먼지, 황산화물 측정항목에 해당하며 귀하가 질의하신 불소화물(HF) 측정항목은
미만으로

유예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 목

답변일자

TMS설치 여부

2008-01-25

질의요지

망간합금철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배출시설은 전기아크로 이며 현재 TMS설치
운영중입니다. 문의 사항은 출탕되는 먼지 포집을 위해 500m3/분 집진기를 설치하고
비연속식으로 두 시간마다 출탕하는 동안 25분정도 하루 6번 가동을 할 경우 해당되는지
당사는

여부입니다.

간

1. 이 경우 하루 150분 가동하고 30일이면 4500분(75시 ) 가동하게 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령 별표3에 부착면제 사항 중에 년간 30일 미만 가동일 경우 면제된다 하였는데
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30일이면 720시간)
2.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10,000 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해당되어 설치 여부?
3. 설치를 해야 한다면 위 사항 외에 설치 면제 조건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시행

회신내용

령 별표3 제2호마목에 따라 연간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시설은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면제에 해당됩니다. 연간 가동일수는 조업일수를 의미하므로
하루 150분의 실제 가동도 조업일수 1일로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30일 미만인 사유로
CleanSYS 부착면제를 받으실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07.12.31 개정)
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임을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증명하는 서류 구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간 가동일수가 30일 이상이 될 경우에는 다시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배출시설의 연간 가동일수가 30일이 되는 날 이전까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관
할 행정기관에 굴뚝 자동측정기기 신규부착 완료보고서 제출, 통합시험 및 정도확인
시험 등을 다시 받아야 함)
따라서, 연간가동일수 산정은 최대 가동예정일수를 감안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비고(1)에 따라 부착대상시설의 용량은 설치신고증명
서의 방지시설 용량을 기준으로 배출구별로 산정하고 방지시설의 용량은 표준상태
다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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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
값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배출시설의 용량(500㎥/분)은
시간당 환산의 경우 30,000세제곱미터에 해당되지만, 표준상태로 환산하는 경우 달라
(0 , 1기 )로 환산한

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면제에 관한 조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굴뚝 자동 측정기기 설치 여부 문의

2008-07-31

질의요지

존 법인(3종사업장) 사업장내에, 일부 1개동에 대해 신규 법인(5종사업장)이 설립됩니다.
그 1개동에는, 2개의 법인이(신규/기존법인) 존재하고, 그 1개동에 대해 공동방지시설 운영
예정입니다. 운영예정 공동방지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2톤 미만으로, 5
종사업장 규모입니다. 이 경우, 배출구에 TMS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신규 법인 신설전에는
제17조2항 및 별표3에 의거, TMS설치대상입니다.
기

회신내용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규정에 따라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 중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부착대상이 되는 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은
동 시행령 별표3에 정하고 있으며, 방지시설(배출구)의 형태(개별 또는 공동) 및 종규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존 법인(3종사업장)의 대기오염배출시설이 상기기준에 따른 굴뚝자동
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동방지시설에 연결되더라도 굴뚝자동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면제 대상 시기

2008-06-11

질의요지

령 별표3호에 의거하여 공통시설 중 소각시설
의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항목에 황산화물(SOx)를 추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7월이나 8월중에는 가동개시를 할 예정이며, 정상가동시(9월 예상) 기존 소각시설은
폐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번 개정된 황산화물 측정을 위한 추가부착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받을 수 있다면 "부착대상시설이 된 날"은 시행령 개정된 날(2008.1.15)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부착완료시기인 2008.7.14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8. 1. 15 에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회신내용

령 부칙(제20547호,2008.1.15) 제2조에 따라 동일사업장에서 굴뚝자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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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구가 10개 이하인 경우라면 ‘08.7.14일이 부착대상 시설이 된날이며,
동법 시행령 별표3 제1호가목3)에 따른 대상시설의 먼지를 부착하여야 하는 경우와 동일
사업장내 부착대상 배출구가 10개 이상인 경우라면 ‘09.1.14일이 부착대상시설이 된 날입
니다. 귀 사업장의 경우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 배출시설(소각시설)을 부착대상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할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부착 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굴뚝TMS 재설치에 따른 유예기간

2009-01-02

질의요지

년 12월05일 화재로 인하여 굴뚝이 소실되고 굴뚝에 설치된 TMS(샘플라인, 먼지측정
기, 전처리장치, 유량계 등) 화재로 전소되어 2009년01월에 설치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신규 TMS사업장처럼 전송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
니다. 아니면 기존시설의 개선으로 보고 유예기간 없이 통합검사 완료 후 바로 정상적인
금

데이터로 사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령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화재, 그 밖의 불가항
력적인 사유로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개선계획서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선이 완료된 굴뚝자동측정기기에서 생성되는 자동측정자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으며, 개선이 완료된 굴뚝자동측정기기의 구조와 성능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제 목

답변일자

굴뚝원격시스템(TMS) 가동중지절차

2008-01-10

질의요지

각
허 철
간 소각로및 방지시설을 가동
못하고 TMS도 철거후 재설치하여야 할 경우 행정절차?
폐기물처리시설인 소 로 변경 인 가· 거및 설치로 장기

존

회신내용

각

후 철거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1항
(‘07.12.31 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사유로 대기배출시설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굴뚝자동측정기기의 가동중지(전송 중단) 및 철거가 가능합니다.
기 의 소 시설을 가동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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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설치한 소각시설이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일 경우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와 동시에 굴뚝자동측정기기 신규부착완료 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할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행정자료 활용유예기간 이내(3개월 이내)에 관제센터로부터 통합시험 및 정도
확인시험 등을 받아야 합니다.
제 목

답변일자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시설에서의 자가측정 관련 문의

2008-10-21

질의요지

측 항목 및 회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규정 중 굴뚝자동측정시설이 설치된 시설의 경우 자동측정되는 항목에 한하여 자가측정을
면제토록 되어 있는데요. 해당시설의 경우 굴뚝자동측정시설이 설치되어 운영은 되고
있으나 자료전송은 2010년부터 될 경우 단지 설치만 되어있다면 자료전송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항목에 대해 자가측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에서 자가 정

회신내용

험

률 제9조 규정에 의해서 형식승인을 취득한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동법 제11조 규정에 의해 정도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측정기기의 경우 동
측정기기에서 생산되는 측정자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의 자가측정자료로 사용할 수
환경분야 시 ·검사 등의 관한 법

있습니다.

제 목

답변일자

굴뚝자동측정기기 추가 설치 여부

2008-06-30

질의요지

령 개정(08.1.15)으로 2008.7.14일 까지기존 먼지측정항목에서 추가로
질소산화물을 측정할 수 있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그간 유가급등으로
누적적자와 자금난으로 2008.4.5부터 공장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공장 재가동시점도
미정이고 TMS부착을 7.14이전까지 설치해야 하는데 유가급등으로 인한 재정난 때문에
가동중단상태에서 설치가 유보되는지 궁금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현행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대기배출시설 가동중지에 따른

태

부착기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장기간
향후 재가동 시점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기한

연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가동중지 상 에서

굴뚝자동측정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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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실

통보하여 협의하시기 바라며 향후, 배출
시설을 다시 가동할 경우에는 가동개시 전까지 부착을 완료한 후 관할 행정기관에 굴뚝
자동측정기기 신규부착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기와 관 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동 사 을 사전

제 목

답변일자

굴뚝자동측정장치의 유예기간의 연장

2008-12-26

질의요지

신규소각설비를 설치하여 2008년 10월 07일에 굴둑자동측정장치의 부착신고를 한 후
2009년 01월 07일까지 유예기간을 받았습니다. 현재 HCl을 제외하고는 전항목 합격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1) TMS의 통합검사 중 HCl장치(이온전극방식)의 상대정확도 검사에 부적합통보를 받았
는데 측정기기 제작업체에서 개선이 되지않아 NDIR방식으로 장비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장비가 외산이어서 재검사 가능한 일자가 2009년2월중 이어야 하므로 유예기간을 연장
가능하지 여부
2) 질의1)대로 진행시 유예기간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되는지?

각

l 항목은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는지?

3) 질의1)대로 진행시 소 설비 가동을 하기 위해 HC 배출
회신내용

측

운영·관리기준” 규정에 따라 사업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구조 및 성능이「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굴뚝자동측정기기가 행정자료
활용 유예기간 이후에도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6] 2. 나. 5) 가)의 규정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굴뚝자동측정기기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2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 할 수 있으므로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 “ 정기기의

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 배출 시설 관련

2008-01-07

질의요지

운영기록부에 항목에 보면 방지시설 운전 사항
이란 란이 있는데 전력 사용량(kW)을 각 페인트 부스 마다 기록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부스의 경우는 콘트롤 박스 자체에 가동 시간에 대한 기록이 누적 되어 디지털 화면에
도장 부스에 대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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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점검 기록 하게 되어 있는 우수 기종부스 입니다. 그런데 꼭
전력 사용량을 기록을 해야 하는 지요. 부스의 가동 시간을 점검,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항목이라 생각 하는데 굳이 장비에 그런 기능이 있는데 적산 전력계를 설치해서 기록해야
표시되어 하루 가동 시 을

하는지요?

회신내용

령 제17조에 따라 방지시설의 적정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산
전력계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2 제1호나목에 따라 방지시설과 배출
시설이 같은 전원설비를 사용하는 등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지 아니하여도 가동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방지시설의 경우에는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장
부스에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지 아니하여도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이나, 방지시설에 적산전력계가 부착되어 있다면
운영기록부에 전력사용량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제 목

답변일자

대기운영기록부 전력사용량 입력값
질의요지

2008-04-15

식

운영기록부 방지시설 운전사항 중
전력사용량 칸에 입력되어야 하는 값은 무엇입니까? 당사의 경우, 현재 각 방지시설별로
설치되어 있는 적산전력계값(누적 값)을 이용하여 자체관리프로그램으로 “일일사용량”이
자동계산되어, 해당란에 입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서 7.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회신내용

령 제17조에 따라 방지시설의 적정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산
전력계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2 제2호가목에 따라 적산전력계는 방지
시설을 운영하는데에 사용되는 모든 전력을 적산할수 있도록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력사용량란에는 당해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사용되는 모든 전력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하면 될 것이며, 적산전력
계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누적량(당일 사용량)을 기록하면 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제 목

답변일자

적산전력계 갈음 여부

2008-09-25

질의요지

력량계
설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PowerMeter 설치를 검토중입니다. PowerMeter는 전기에너
대기환경보전법 32조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적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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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악
석
압
력
력 관련
요소를 통합적으로 계측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환경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지시설 가동
상태파악을 위한 적산전력계측이 가능하며, 전력기기 국내 공인 검사기관인 KERI로부터
승인(시험 성적서)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PowerMeter를 계량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른 적산전력계로 갈음할 수 있는지
지의 상 를 파 하고 분 하기 위한 것으로 전 , 전류, 전 , 주파수와 같은 전

회신내용

목에서 방지시설의 적정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착하는 적산전력계는「계량에 관한법률」제12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적산전력계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적산전력계를
대신하는 Power Meter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적산전력계는 대기방지시설의 정상 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토록 한 것이며,
적산전력계의 종류를 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적산전력계를 대신하여 Power
Meter를 부착하더라도 대기방지시설의 정상가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관할
행정기관의 인정을 받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9 제1호가

제 목

답변일자

집진기 전력량계 질문

2008-01-25

질의요지

력량계도 그 교체시기가 법에 명시가 따로 되어 있나요? 임의로 교체를 하면

집진기 전

안되는지요

회신내용

항

작동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9제1호 적산전력계의
운영·관리기준에서 적산전력계를 임의로 조작을 할 수 없도록 봉인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체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적산전력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산전력계의 봉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 교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3 제2호에서 정상적으로

제 목

답변일자

R.P.F 전용보일러 TMS 설치여부
질의요지

동일사업장에 1기의 폐기물
합니다.

2009-07-14

투입용량이 800kg/hr인 R.P.F 전용보일러 2기를 설치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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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방지시설과 연돌을 설치할 경우 TMS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1호기와 2호기에 방지시설과 유인송풍기까지 2대 설치하고 연돌을 하나로 설치할 경우
TMS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3. 1호기와 2호기의 연소보일러는 2기이고 방지시설 및 연돌은 1기로 공동처리 할 경우
TMS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1. 1호기와 2호기에

회신내용

허

신고증명서에 고체연료제품 사용시설로 기록되고 고형연료
제품을 포함한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0.8톤으로 각각의 방지시설과 배출구로 설치된
경우라면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3 비고(1)규정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시설 기준은
배출구별로 산정하며, 여러 개의 동일 배출시설을 병합하여 하나의 배출구로 배출하는
경우 시설 용량을 합산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배출시설이 고형연료제품을 포함한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0.8톤인 배출시설
2기를 병합하여 배출하는 경우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시설에 해당합니다.
1. 배출시설설치 가증 또는

제 목

답변일자

TMS 및 방지시설 관련

2009-07-24

질의요지

활
각
TMS 설치 및 운영중입니다.
생활페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황산화물은 해당이 되지 않아 TMS설치 및 전송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자가측정은 대기1종 시설에 맞게 황산화물을 주1회
측정해야 하는지요?
2. 박스형 여과집진기(30m3/min)를 작업현장내에 설치운영중입니다. 최종배출구는 집진기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방지시설의 최종배출구는 외부(대기)로 반드시 설치되어야만 합니까?
아니면, 현장안에 설치되어 있어도 문제는 없습니까?
1. 생 폐기물 처리시설(소 )로서 대기1종 시설에 해당되어

회신내용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관제센터로 자료를 전송하는 배출시설이 상기사유로 전송
하지 않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해당항목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의무 부착대상 항목이 아니어서 관제센터에 전송하지
않는 자동측정기기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항 가목 및 나목의 정도검사를
받은 경우, 동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를 자가측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고체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해서 최종
배출구의 옥내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옥외로 배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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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TMS 자체개선이후 행정자료 사용시기

2009-02-28

질의요지

신설 TMS설비를 설치완료 후 통합검사 및 상대정확도 검사를 완료(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HCL장치(이온전극법)의 반응속도가 늦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HCL측정장치를 이온전극법에서 NDIR방식으로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측정
장치를 교체완료 후 자체개선완료보고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였습니다.
1) 위와 같이 교체한 HCL측정장치의 행정자료로 사용가능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장치
교체 후 상대 정확도 검사 합격을 득한 후에 유예자료로 사용가능하지 않습니까?)
2) 만약, 자체개선완료 보고서를 관할청에 접수 후 교체한 장치에 대한 상대정확도 검사
및 REMOTE 체크 등이 이루어 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전송시 관제센타에서 HCL
항목에 대한 정상자료로 판정하여 초과 과태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굴뚝자동측정기기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으며, 개선완료보고서가
접수된 시점부터는 측정된 data는 행정자료로 활용됩니다.
2) 개선계획이 완료된 시점부터는 측정자료는 행정자료로 활용하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하는 경우 초과부과금을 부과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자체개선완료보고서 제출
후 관제센터의 통합 및 상대정확도 시험에서 불합격 할 경우에는 측정자료는 무효화가
되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9 “측정기 운영관리 기준위반”에 해당됨을
1)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굴뚝 TMS 설치 관련 문의

2009-10-28

질의요지

신규설치 예정인 4기의 보일러 및 방지설비 후단 덕트를 묶어서 한 개의 굴뚝으로 배출
하고자 할 때 각 호기의 방지설비 후단 덕트상에 TMS를 설치하고 개별 전송을 해도
TMS로 간주하는 것인지 여부.
2. 상기1항의 방법이 가능하다면 4기의 가스가 합쳐지는 굴뚝에는 별도TMS를 설치하지
1.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 460 -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 배출시설이 동일하고, 동일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설이라면 한 개의 굴뚝으로 병합처리할 수 있으며 각각의
배출시설 후단 덕트상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각각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각 배출시설별 굴뚝자동측정기기를 각각 설치하였다면 최종 배출되는 굴뚝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제 목

답변일자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면제대상 여부문의

2009-03-18

질의요지

령 별표3의 제2항 가항에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측정항목에 대한 방지
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3의3항 다항에는 별표8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에 따른 부착유예조항은 기본부과기준
미만으로 항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유예한다고 되어있으므로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 받
았다 해도 기본부과기준이상이면 부착대상이 되는지를 문의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회신내용

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방지시설설치면제를 받은 배출시설은
해당항목에 대해서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방지시설 면제시설이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방지시설 면제를
받고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면제를 받은 배출시설이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유예 기준인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된다고 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제 목

답변일자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여부
질의요지

2009-03-25

톤 간

톤 간

후 소성로에

소성로에 유연탄 17 /시 , 폐타이어 3 /시 의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

톤 간

톤 간
톤 간 의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1) 폐합성수지의 황함량이 기존의 연료보다 황함량이 낮은 경우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유연탄 17 /시 , 폐타이어 2 /시 , 폐합성수지 1 /시
대상이 되는지?

년

측

측

허 준

2) 염화수소를 1 이상 자가 정(자가 정 대행)한 결과가 배출 용기 의 30%를 만족

굴뚝자동측정기 부착이 유예될 수 있는지?
3) 2)번과 같이 유예되는 경우 염화수소 자가측정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의 30%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6개월 이내 염화수소 굴뚝자동측정기를 부착하면 되는지?
하는 경우 염화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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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점

월 이내

4) 2),3) 의 경우가 아니라면 폐합성수지를 사용하는 시 부터 6개

염화수소

굴뚝자동측정기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는지 ? (또는 폐합성수지를 사용하기 전에 염
화수소 굴뚝자동측정기를 부착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신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사용연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고를
해야 합니다.

령 별표 3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유
예는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염화수소
항목의 경우 항상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배출된다 하더라도 부착유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4) 연료 변경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굴뚝자동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2),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방지시설 적산전력계 설치 관련

2009-02-04

질의요지

력
간
Timer을
부착하여 가동하고 있는데 부착사용중인 타이머가 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로서 유효한지요?
당사의 대기오염방지시설(집진기)에는 적산전 계가 아닌 가동시 을 체크하는

회신내용

머
측정기기에
해당되지 않으나, 가동시간을 확인하는 타이머 기록을 전력량으로 환산하여 적산전력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산전력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타이 는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 목

답변일자

소각로 장기 미가동시 정도검사에 관하여

각

2009-06-11

질의요지

각
노후화로 인해 5월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6월중 표준가스로 정도검사를 실시하고, 향후 소각로가 정상 가동되면 상대
정확도 측정을 실시한다."라고 업무의 방향을 설정하였으나 그렇게 되면 상대정확도가
종료되는 시점을 정도검사의 종료시점이라고 봐야 하는데 소각로의 정상가동시점을 가늠
할 수 없는 현상황에서는 6월을 넘길것이 확실시 됩니다. 이런 경우, 굴뚝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소각로가 정상가동되는 시점에 정도검사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요
소 로가 소 물 부족 및 설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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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정도검사를 수검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없으며, 비정상 측정자료로 판단합니다. 배출시설 중단으로 정도검사 수행이
불가능하여 정도검사 수검시한을 초과하는 경우 배출시설이 가동되는 즉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배출시설 재가동 시점부터
정도검사 수검이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자동측정자료는 비정상 측정자료로 처리되므로
굴뚝자동측정기기 개선계획서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목

답변일자

적산 전력계 설치 관련 문의
질의요지

차 차

1. 1 , 2

방지시설이

설치해도 되는지요.

병렬로

2009-03-18

연결되어 있을시

두

력

방지시설중 1기에만 적산전 계를

차 차 방지시설이 서로 연동되어 있을시 한 방지시설에만 적산전력계를 설치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두 방지시설 모두를 포괄하는 적산전력계 한 기만 설치해도 되는지요

2. 1 , 2

회신내용

령 제17조 제1항의 적산전력계는 방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전력을 적산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개의 방지시
설이 병렬로 연결된 경우에는 각각의 방지시설에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의 방지시설 가동시에 다른 방지시설도 항상 가동되어 2개의 방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전력을 적산할 수 있다면, 하나의 시설에만 적산전력계의
설치가 가능할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

제 목

답변일자

적산전력계

2009-02-24

질의요지

차 정비공장 전체 한전전기 계량기가 있는데, 도장시설(부스)과 방지시설을 이 계량
기에 연결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적산전력계를 따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전 전기계량기를 적산전력계 대신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자동

회신내용

령 별표2 제2호 나목에 따라 적산전력계는 방지시설 외의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적산되지 아니하도록 별도로 구분하여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출시설의 전력사용량이 방지시설의 전력사용량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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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지시설의 전력을
적산하기 위한 전력계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할 것이나, 배출시설의 전력사용량이 방지시
설의 전력사용량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부착할 수 있도

제 목

답변일자

초과인정시간 문의

2009-10-26

질의요지

간
연속운전중으로 주보일러 운전이 어려울시에는 예비보일러를 가동하면서 사업장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보일러의 수선을 위해 보일러 1기를 정지하는 동안 예비보일러를 스타트
합니다. 초과인정시간은 일정시간 보일러를 가동정지하고 스타트 할때, 보일러를 정지할
때 발생되는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시간인데 이런 경우
에는 주보일러를 정지하고 예비보일러를 스타시에는 예비보일러 스타트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주보일러 정지시간으로 잡는지 초과인정시간이 궁금합니다.
일반보일러 1기를 주로 사용하고 예비용으로 1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24시

회신내용

귀하의 예비용 보일러가 연간 가동일수 30일 미만인 배출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인 경우,
자동측정기기의 부착 및 자료 전송과 관계없는 시설이므로 주보일러 시설의 가동중지와
재가동시에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3의 (다)에 의한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에 의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HCL 측정기 관련 질의

2010-08-11

질의요지

TMS의 HCL 측정기 전처리 관련 문의입니다.
1) 이온전극법에서는 수분도 HCl로 간주되어 기액 분리관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2) NDIR 방식에서는 수분이 아닌 기체만 측정 하는 방식으로 분석기 내부에 수분이 들
어가면 측정기가 고장 날 수 있는데, 기액 분리관을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대기

드립니다.
회신내용

l측

측정방법 및 원리에 따라 측정가스의 수분 제거가 반드시 필요
한 측정기기와 수분의 제거가 필요 없는 측정기기가 현재 운용되고 있습니다.
염화수소(HC ) 정기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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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영향이 많은 항목이므로 기액분리관을 설치하여 측정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설치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귀사에 설치된 측정기기에
기 액분리관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측정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측정기기
제작·설치업체 및 관할 관제센터와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염화수소(HC )의 경우 수분의

제 목

답변일자

TMS 굴뚝 가스측정기 관련 문의

2010-10-07

질의요지

굴뚝배출가스측정기중 HotWet 측정방식으로 형식승인 받은 측정기 전단에 쿨러를 설치
하여 측정기에 공급되는 배출가스를 상온으로 냉각시킨 후 측정하도록 설치하면 측정기
형식승인을 변경해야 하는지요?
측정하고자 하는 배출가스의 종류는 SO2, NOx, O2 세 종류이며 측정기 내부, 샘플프루브
등 기타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샘플라인과 측정기 중간에 쿨러만 추가하여 측정
토록 하는 구조입니다.
회신내용

측정기기의 구성은 고온습식방식(Hot-WetSystem)과 저온건식방식(Cool-DrySystem)으로
크게 분류됩니다.

신 내용에 따르면 두 가지 방식의 혼용 가능여부에 대한 것으로서, 이 경우는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형식승인 등의 변경승인 등)에 따라 형식
승인 변경승인 대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시스템 구성계획, 측정장비,
부대설비 등 종합적 검토가 요구되므로,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기관에 추가로 문의하여
문의하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TMS 설치 관련 문의

2010-11-18

질의요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대기배출시설

신

신

득하였습니다. 방지시설 후단의 Stack에 TMS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후 TMS설치 의무기간이 궁금합니다. 가동개시신고 완료
시점에서 얼마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설치 고를 하여 설치 고를

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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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17조 제3항 [별표3] 규정에 따라, TMS 설치시점은 같은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같은 사업장에서
굴뚝 자동측정기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구가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동개시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제 목

답변일자

TMS 설치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0-05-20

질의요지

R

량 간 톤
이상인 시설에 TMS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PF연소로이며, 열교환기를 이용
하여 고온열풍을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RPF 연소로의 용량은 1ton/hr입니다만, 실질적인
RPF사용량은 800kg/hr입니다.
위 경우에 실질적인 사용량 기준으로 TMS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연소로 용량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 판단이 쉽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고형연료( PF)제품 사용시설의 경우 고형연료제품을 포함한 연료의 사용 이 시 당 1

회신내용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여부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상에 고형연료제품의 사용 및 사용량에 대하여 허가를 득한 연소로의 용량, 즉 설계용량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고형연료 제품 사용시설의

제 목

답변일자

굴뚝자동연속측정기중 일반 광투과 방식의 먼지측정기 적용범위

2010-01-31

질의요지

각

식 유해가스 저감공정에서 노점(수증기가 응축하여 안개상이 있는 형상)
이 형성하는 분위기에 일반 광투과 방식의 먼지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나요?
가시수증기가 광투과방식 먼지측정기의 측정을 방해하여 광의 발광부에 굴뚝내경의 90%에
해당하는 튜뷰를 끼워서 비교적 가까워진 광의 투과거리로 만들어 지나가는 수증기를 무시
또는 보상하여 먼지를 읽게 하는 원리인데, 이러한 원리가 가능하며 또한 이렇게 설치해도
일반소 로의 습

되는지요?
회신내용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
관련 별표9] 규정에 의해 사업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사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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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따른 형

측정기기 중에 해당 배출시설의 특성(수분, 설치위치, 배출가스 성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측정기기를 선정하고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시면 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 TMS 설치된 사업장의 온도기록지 보관

2010-03-23

질의요지

TMS를 설치하고 NOx, CO, SOx, O2, HCl, 유속 및 출구온도 등을 CleanSys에
전송하고 있습니다. 대기배출 관련 데이타를 모두 전송, 저장하는 상황에서 별도로 온도
기록지를 보관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대기

회신내용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자료수집 및 저장에 관하여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중 부록3 굴뚝
자동감시체계 구성(ES 01812. 1)의 3.1.3에서 “30분 자료는 측정기 상태와 함께 7일 이상을,
5분 자료는 6일 이상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기능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기록지를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방지시설면제) 대기측정구 관련

2010-12-14

질의요지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열로 7개(용량의 차이는 존재함), 액화천연가스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소둔로 5개(용량의 차이는 존재함)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7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설치 의무면제로 인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가열로 1개를
더 증설할 계획에 있으며, 위와 동일한 액화천연가스의 연료를 사용하는 가열로입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에 해당은 되지만,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착면제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지시설 의무면제를 받은 배출시설에 대한 측정구설치를
해야 하는 법적기준이 명시되어 있는가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설치예정중인 배출시설에 대한 측정구를 설치해야 하는 법적기준이
명시되어 있는가요?
회신내용

령[별표3] 2‘가’호 및 ‘나’호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의 설치면제시설 및
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청정연료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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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굴뚝자동측정기의 부착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구는 방지시설의 배출구에 설치토록 되어 있으므로, 방지
시설의 설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시설에는 측정구를 설치할 의무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하는 시설(발전시설은 제 )은

제 목

답변일자

대기환경보전법상 개선명령 대상에 관한 질문

2010-08-26

질의요지

선 령 대상이 되는 항목이
1) 30분 평균치가 연속2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2) 30분 평균치가 1주에 7회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 로 알고 있습니다.
1주일 7회중 1주일을 어떻게 잡는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1) 1일부터 7일,
3일부터10일 이러한 방식으로 날짜로 끊어서 1주일을 잡는 것인지 2) 1일 10:00부터 8일
09:30, 3일12:00부터 10일11:30분까지 방식으로 시간으로 끊어서 1주일이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개 명

회신내용

굴뚝자동측정자료의 행정처분적용을 위한 주7회의 개념은 초과시점이 속한 날(00:00∼
24:00)로부터 7일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초과한 시점의 시간개념으로 산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 관련 질의
질의요지

2010-12-14

준초과 인정시점(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을 가동개시/재가동시: 원료
투입 시점, 가동중지시: 원료투입 중지시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가동중지는 "배출시설(가열로)의 가동을 4시간 이상 중단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기준
초과인정 시점은 "원료 투입 및 원료 투입중지시 부터 5시간 인정"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과 관련한 배출시설(가열로) 가동중단은 "원료
투입을 중단하는 기간"으로 산정하면 타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3.다. 4) 관련사항으로 관제센터에 매월 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계획 및 실적을 통보하는 경우,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가동중지 또는 재가동 8시간 이전에 관제센터에 그 일정을 통보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월간 계획사항으로 계획일정과 실적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으나 실적(확정)통보시 실적통보함]
가열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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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다,4)호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중

센터에 통지한 경우로서, 가열로의 기준초과 인정시점은 “원료투입중지”
시점부터 4시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매월 초에 가동개시, 가동중지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계획 등을 관제센터로
통보하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또한 계획의
변동이 잦은 관계로 관제센터에서는 참고사항으로만 간주하고 있으므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가동중지 또는 재가동 8시간 이전에 관제센터에 그 일정을
통보한 경우"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를 관제

제 목

답변일자

배출허용기준
질의요지

2010-04-22

각

tn
허 허 준
sox:30 ,CO:50, HCl:20, NOx:7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TMS 30분 data 기준
으로 ex)sox가 30ppm부터가 기준초과인지 31ppm부터가 기준초과인지(31ppm부터 초과이면
30.99는 초과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관련법규는 어디에 있는지)
* (21-표준산소농도)÷(21-측정산소농도)로 계산한 값이 3이상인 경우 즉 측정산소 농도가
18% 이상인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측정산소농도(18%)의
기준이 5분data기준인지 30분data기준인지
(5분data 기준이면 1회 초과부터 적용되는지)알고 싶으며(관련법규는 어디에 있는지)로
출구온도와도 관련이 있는지(폐기물 투입온도인 600도이하인 경우 CO가 초과 하여도 행정
처분 제외)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에 의하면 소 로(100 o )의 경우 배출 용 용기 이

회신내용

굴뚝자동측정자료의 확정을 위한 수치 맺음은 한국산업규격 KSQ5002(데이터의 통계적
해석방법-제1부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에 따르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중 황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이 30mg/Sm3일 경우, 굴뚝자동측정자료의 30분평균치가 30.99mg/Sm3라면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31mg/Sm3이 됨으로 초과된 것으로 계산되며, 자동측정
자료의 30분평균치가 30.4mg/Sm3일 경우 초과되지 않은 것으로 계산됩니다. 자료수집방법
및 기능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부록3. 굴뚝자동감시체계구성의 3.2자료수집기능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굴뚝자동측정자료가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는 정상적으로 측정된 30분 평균치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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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준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굴뚝원격감시세터로
대한 특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제3호를

속2회 이상 또는 1주 7회이상 배출 용기 을

측정결과를 전송하는

배출시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적산전력계 부착방법 문의

2010-07-15

질의요지

그룹)별로 닥트를 연결하여 각기 독립된 방지시설
(4개의 집진기:여과형식 2대, 원심력 2대)에 유입시켜 서로 다른 시간대이나 동일시간에
다수의 대기 배출시설을 4개의 공정(

공정별로 가동시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만, 4대의 방지시설이 동일위치에 설치되어 있으며

작
작
전기제어반의 메인전선에 연결하여 하나의 통합 적산전력계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4개의 집진시설마다 적산전력계를 부착해야 되는지, 현재처럼 통합된 전산전력계 하나만
1개의 방지시설 전용 전기제어반에서 조 (ON, OFF)하게 제 되어 있으므로, 방지시설

있어도 적법한 것인지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법 규칙 제3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시설별 운영시간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므로, 각각의 집진시설별로 적산전력계를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

제 목

답변일자

공기비 3배시 초과부과금 대체자료 산정

2011-01-27

질의요지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으로 초과부과금 산정시 공기비 3배일때 대체자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신내용

측정자료에 대한 처리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8의3항 및「굴뚝원격
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252,2009.10.20)
제7조 별표2·3에 근거하여 해당 측정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측정된 30분
평균치로 대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기비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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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굴뚝 TMS 유지보수 및 점검 관련

2012-01-10

질의요지

굴뚝 TMS 설치사업장으로서 TMS의 유지, 보수 및 점검(리모트 체크 등)을 위하여 전문
외주업체를 통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TMS 유지, 보수 및 점검에 대하여 법규로 정한
의무사항과 점검횟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기자가측정의 경우 대기종별 규모에
따라 자가측정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러한 TMS의 유지, 보수 및 점검에 대한 의무 또는
횟수규정은 없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련 「
」
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관련
별표9에 따라 사업자는 굴뚝자동측정기기의 구조와 성능이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격검색은「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252, 2009.10.20) 제5조 제3항에는 “관제센터는
원격검색 실시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사업장에 24시간 이내에 정상가동
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확인(원격검색의 재실행 또는 사업장을 출입하여 수동 조작에 의
한 자동측정기기의 영점 및 스팬 지시값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하여야 한다.”로 규정
유지.보수와 관 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4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및 부착유예 관련 질의

2011-04-07

질의요지

량
령 [별표3]의 항목에 포함되나,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종별이 ‘5종’에 해당되어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출허용기준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의 기준치
대비 30% 이하를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업확장으로 인하여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종별이 ‘3종’ 이상이 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3]의 제3호의 다목에 의거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유예 적용이 가능한지? 종규모 변경일이 전1년동안 매월1회 이상
측정Data가 배출허용기준치 30%를 항상 유지할 경우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유예 가능여부?
당사는 배출공정 및 방지시설 용 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회신내용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유예와 관련하여「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제3항 관련 별표3
제3호 다목에 따라 해당시설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8 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되고,
기존시설로서 사업장 종규모 변경으로 새로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이 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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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변경일 이전 1년 동안 매월 1회 이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이하 “기본부과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항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지 부착을 유예하고, 이 경우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종규

제 목

답변일자

대기 TMS관련 문의

2011-08-01

질의요지

TMS는 연돌에서 측정된 산소값에 따라 NOX, SOX, CO값을 보정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계산식은 질소산화물의 경우 NOX*((21-4)/(21-산소측정값))입니다. 이런 보정을 하는
이유는 보일러의 정상연소를 가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산소측정값에서
보일러의 송풍기에서 넣어주는 공기가 많아져서라면 보정이 합당하겠지만 설비의 노후로
산소 LEAK가 발생하여 산소값이 높게 측정된다면 대기오염물질 전환값에 영향을 줄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1. 설비의 LEAK가 발생시 NOX값의 상승여부?
2. 상승한다면 외부공기 유입에 따른 희석효과는 NOX 전환값에 미치는 영향?
대기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15조관련 별표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표준산소
농도는 산소의 백분율을 의미하며 완전연소를 유도하고 과잉공기 유입에 따른 배출가스
희석을 보정하기 위한 것으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총칙 제9항에 따라「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5조 관련 별표8의 배출허용기준 중 표준산소농도를 적용받는 항목에 대하
여는 다음 식을 적용하여 오염물질 농도를 보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 = Ca * (21-Os)/(21-Oa) 여기서, C : 오염물질 농도(mg/Sm3 또는 ppm), Os : 표준
산소농도(%), Oa : 실측산소농도(%), Ca : 실측오염물질농도(mg/Sm3 또는 ppm)
설비의 누수로 공기가 유입 되는 경우 공기 희석 전과 비교하여 실측 오염물질농도는
낮아질 것이며, 실측산소농도는 상승하여 보정된 농도 값이 산출될 것입니다. 참고로, 대기
오염공정시험방법 제3장 제3절 제2항 측정기 설치방법에 따르면 불가피하게 희석공기가
유입되는 경우에 측정기는 희석공기 유입 전에 설치하여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 배출허용기준관련 문의

2011-11-16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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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허 준초과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연속 3회 또는

대기 자동 정기기 부착시설의 배출 용기

었

1주에 8회 이상 이라고 되 는데 1주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5조 관련 별표8 제3호 다목의 “1주”는 달력상의 날짜기준
으로 7일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TMS유량계 수리의 건

2011-03-10

질의요지

굴뚝자동측정기기중에 하나인 유량계의 부속시설(차압계, 전압계)에 고장나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데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개선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개선계획서 제출시
외국제품이므로 수입하는데 오랜시간(3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시행령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자에게 개선기간을 정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21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는 측정기기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관계공무원에게 개선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관련 별표36(행정처분기준) 제2호 나목 3)에 따라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없이 7
일이상 방치하는 경우는 행정처분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3항에는 개선계획서와 관련하여 대기오염도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할 수 있으며,「굴뚝원격감시체계 관제
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252호, 2009.10.20)」별표34에
따라 측정기기 개선기간동안의 자료는 무효자료로 처리되며, 정상가동된 최근 3개월 동안의
30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이나, 오염도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결과를 관할행정기관
에서 인정한 경우 그 검사결과로 대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배출구(Stack)설치 관련 문의

각

2011-04-14

질의요지

톤

소 보일러(2 이상/시)를 설치하여 연소가스를 적정처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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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Stack를 통해 바로 대기중

uct를 직접연결하여 건조공정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물론 굴뚝자동
측정기기는 부착대상일 것이며,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지점을 지난 후단으로 바로 Duct을
(별도의 배출구(Stack)없이) 연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건조공정에는 또
다른 건조공기를 유입시키기 때문에 최종 건조공정쪽 배출구에는 희석공기 개념이 적용
될 것 같은데, 이와 같이 별도의 Stack없이 Duct중간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으로 확산시키지 않고 D

회신내용

험

절 제2항의 측정기 설치 규정에 의거 수직굴뚝에 굴뚝자
동측정기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평굴뚝에도 측정공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먼지와 가스상 물질을 모두 측정하는 경우 측정위치는 먼지
측정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수평굴뚝(덕트 등) 중 경로를 이용한 측정기는 하부 직경의 4배
이하인 지점에 설치할 수 있으며, 측정위치는 상향 흐름인 경우에는 굴뚝 바닥으로부터
굴뚝 내경의 1/2과 2/3사이의 단면 위에 위치하여야 하고, 하향 흐름인 경우에는 굴뚝 바닥
으로부터 굴뚝 내경의 1/3과 1/2 사이의 단면 위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대기오염공정시 방법 제3장 제3

제 목

답변일자

적산전력계 관련 문의

2011-08-01

질의요지

현재 Hour meter(시간지시계)로 하고 있습니다. 적산전력계와 같이 전력이
산출되는 것이 아니고, 가동시간만 산출되어 가동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공장에서 사용하는 Hourmeter로 가동유무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적산전력계를 설치해야 할까요?
방지시설 관리는

회신내용

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제17조에 따라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력
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에 따라
적산전력계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사용되는 모든 전력을 적산할 수 있도록 부착하
여야 합니다. 따라서, 적산전력계를 대신하여 시간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의 인정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산전 계를 부착하도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방지시설 운영에 따른 적산전력계 설치대상 면제의 건
질의요지

였

백휠터)가

건조기를 설치하 으며 부속설비로 집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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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3

있습니다. 집진설비는 대기배출

록

방지시설로 등 되어 있으며, 생산된 제품의 회수시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조기

운영상 집진설비(백휠터)는 반드시 가동되어야 하는 설비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2항 및 별표2제1호 용의 적산전력계 미설치대상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령 별표2 제2호다목에

대기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여과집진기)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능

따라 원료나 제품을 회수하는 기 을 하여

력계 부착이 제외될 것입니다.

항상 가동하여야 하는 방지시설이라면 적산전

제 목

답변일자

TMS 대상 확인

2012-08-03

질의요지

알루미나를 생산하는 도자기 요업제품제조시설로서 설치된 배출시설중 소성시설의 경우
LNG(청정연료)를 연료로 사용하며 구조는 소성로

내부에 내화용기에

알루미나를

담아

뚜껑을 닫고 콘베이어로 이송하며 LNG (청정연료)를 열원으로 이용하여 용기를 가열하
는 시설입니다. 이겨우 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또는 제품과 직접접촉하지 않는 시설로
보아야 되는지와 상기시설에 대한 TMS대상 부착면제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령 제17조제3항 별표 3 제2호나목에 "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청정연료를 사용
하는 경우(발전시설은 제외한다)"는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화용기에 알루미나를 담아 뚜껑을 닫고 콘베이어로 이송하며 LNG (청정연료)를 열원
으로 이용하여 용기를 가열하는 시설" 부분만을 판단할 경우 간접가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제 목

답변일자

TMS 운영관리기준 중 측정실 관리
질의요지

2012-05-14

험

TMS 측정실 운영기준(7항 TMS 측정
실의 출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변경 관련하여 저희 회사는 배출
시설이 전기아크로로 대상항목이 먼지이며, 먼지농도 측정방식이 광투과식으로 별도의
측정실 존재하지 않으며 TMS Room은 DataLogger와 전송장비(FEP)만 있습니다
1) 변경고시안 내용만으로 TMSRoom 출입여부 확인용 카드키 등의 운영만으로 해당내용을
환경부고시 2011-158호(대기오염공정시 방법)의

만족하지 않은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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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Logger 판넬에 마그네틱 스위치 부착만 하면 되는 것인지?

2) D

회신내용

측정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열선감지장치 활용을 권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마그네틱 스위치, 근접 스위치 등을 설치하여 출입여부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측정실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다른 용도의 공간과 같이 이용하는 경우 칸막이 등
으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분리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능한 경우 측정기기 보호함의
열림/닫힘의 신호 등으로 출입여부가 확인(관제센터로 전송)될 수 있어야 합니다.
별도의

제 목

답변일자

TMS 자체개선계획의 연장

2012-02-29

질의요지

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지 않고 TMS 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법 시행령 제18조(측정기기의 개선기간) 및 굴뚝원격감시
체계 업무편람(환경부 : 2007. 3월)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장으로 간주
하고 6개월의 범위 내에서만 개선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아니면 연장횟수와 기간에
상관없이 사업기간 지연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개선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2) 위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조치명령을 받은사업장으로 간주하여 6개월의
개선기간내 개선이 불가한 경우 결과적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인지 여부?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1조제3항에는 같은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
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개선계획 연장기간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굴뚝 TMS와 관련하여 문의

2012-05-24

질의요지

험
먼지와 가스상 물질을 동시에 측정하는 경우 측정위치는 먼지의
설치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4배이하인 곳에만 설치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스상물질 기준에 따라 최소한 2배이상은 확보를 하고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공정시험법상 수평덕트의 경우 TMS 설비 후단 덕트쪽으로 확보해야 하는 최소구간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TMS 이후의 덕트 구간은 계측기업체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요구 구간만 확보하면 되는지?
1) 공정시 법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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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배출가스의 성상, 설치환경, 측정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굴뚝연속자동측정기 설치방법(ES01802.1)"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수평굴뚝(덕트 등)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측정위치는 오염물질의 농도, 유량등을 대표할 수 있으며 배출흐름이
안정적인 곳으로써 하부직경의 4배 이상인 지점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로를 이용한
측정기기는 현장의 설치환경이 하부직경의 4배이상인 곳에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4배
이하인 지점에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위치는 상향흐름인 경우에는 굴뚝(덕트 등) 바닥으로
부터 내경의 1/2과 2/3사이의 단면에 위치하여야 하고, 하향흐름인 경우 굴뚝(덕트 등)
바닥으로부터 내경의 1/3과 1/2사이의 단면위에 위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굴뚝TMS 대기오염시험기준 개정에 따른 산소측정기 교체 문의

2012-03-05

질의요지

각
현재 산소측정기는 형식승인을 득한 측정 기기로 1
년에 1회 정도검사를 실시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소측정기의 타입은 굴뚝삽입형으로 굴뚝
측정공 위치에서 측정이 되며, 다른 가스상 물질(CO, SOx, NOx, HCL)은 샘플링형으로
굴뚝아래 CleanSYS 룸에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기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준한 동일한 시료로 측정하는 조건에 위배되는지 궁금하며, 현재 정상적으로 측정 관리되고
있는 수 천 만원이 넘는 고가의 측정기를 금번 법규개정으로 인해 교체해야 하는지 문의
당 사업소의 배출시설은 소 시설로

드립니다.

회신내용

험 준

[ 준 농

개정된 대기오염공정시 기 (환경부 고시 제2011-158호(2011.11.3)에서는 표 산소 도를

받

측정기기는 산소측정기기의 측정시료와 동일한 시료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시설은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에서 규정한 산소측정기의 측정시료와 동일한 시료로 측정할 수 없을 것으로
적용 는 시설의 가스상 오염물질

판단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굴뚝시료채취장비 정도검사 주기

2012-09-03

질의요지

신규로 구입한(2012.08.20) 굴뚝 먼지 시료채취 장비 정도검사 주기는 2년 후 2014년8.20
일 이후인지 아니면 구입하자 바로 정도검사를 맡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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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신규로 형식승인을 받은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2년간 정도검사를 면제받습니다.
제 목

답변일자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범위 설정
질의요지

험

2012-04-16

측 범

허 준 내
내
값으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배출가스농도가 측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와 배출
허용기준이 5ppm이하(먼지 5㎎/S㎥)인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의 5배 내지 10배 이내에서
설정할 수 있다. 각 배출항목별 측정범위는 다음과 같다.”는 내용과 관련입니다.
1. 대기오염공정시험범 내용중에 “다만, 배출가스농도가 측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와
(중략)”에서 측정범위는 무엇의 측정범위를 말하는 것인지요?
2.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측정범위는 배출허용기준의 2～5이내에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법 내용 중에 “다만, 배출가스 농도가 측정범
위를 초과하는 경우와(중략)”에서 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배출허용기준의 5～10배 이내
에서 설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배출가스 농도가 측정범위를 어느 시간동안
초과해야 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재조정하는지 기준이 명확지 않습니다.
1) 간헐적으로 배출가스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배출허용기준의 2～5배로
설정하여 사용해도 무방한지요?
2) 간헐적으로 배출가스 농도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해도 배출허용기준치의 5～10배 이내로
반드시 설정해서 운영해야 하는지요?
3) 상시(24시간, 365일내내)로 배출가스 농도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해야만 배출허용기준치의
5～10배 이내로 반드시 설정해서 운영해야 하는지?
대기오염공정시 법에 “ 정 위는 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 용기 의 2 지 5배이 의

회신내용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1-158호,2011.11.3)」“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의
기능”의 “1.0측정범위 설정”에 규정된 측정범위는 측정기기에 설정되어 있는 측정범위이고,
또한, 배출가스농도가 측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상시 측정자료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하는 경우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적산적력계 부착여부와 부착위치

2012-02-29

질의요지

- 478 -

운영에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력

있어서 적정가동여부을 확인 할 수있는 적산전 계를

력
무 항
주십시요 참고로 저희회사는 70T시멘트 싸이로로 벌크차량으로 원료을 이송싸이로에
저장시설이며 대기배출방지시설은 무동력으로 가동중입니다. 적산전력계을 부착한다면
어느라인 어느위치에 부착하는지요
부착하여야 한다고 알고있는바 적산적 계를 부착함에 있어 법적으로 의 사 인지 알려

회신내용

무동력으로 방지시설이 가동되는 경우라면 적산전력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적산전력계 부착 관련 질의

2012-07-10

질의요지

후단에 각각 적산전력계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방지시설
2개가 있는데, 적산전력계는 하나로 사용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기방지시설
회신내용

력

목
별개라면 적산전력계를 각각 부착하여야 할 것입니다.

적산전 계의 설치 적이 방지시설의 적정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배출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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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제 목

답변일자

도장공장 미가동 업체의 대기자가측정 실시 여부
질의요지

량

"

2008-10-17

"

측

년 실시

생산물 이 없어 도장공장을 미가동 하고 있는데 대기자가 정을 상,하반기(2회/ )

신
내년 상반기에 가동할 예정
입니다. 만약 해야 한다면 어떤 법규에 의해 실시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4종 대기배출 고 되어 있고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별표11에 따라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자가측정은 배출시설을 가동
할때에 실시하면 될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THC 측정기의 사용에 관한 문의

2008-10-13

질의요지

점검기관에서 휴대용 THC측정기를 사용하였는데 휴대용THC측정기는 측정방식(FID,
NDIR)에 따라 측정값에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목적으로 휴대용
THC측정기를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험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공정시 방법(환경부 고시 제2007-54호,

년월

험
굴뚝배출가스 중 총탄화
수소(ES01602.1)를 측정하고 있으며, 휴대용 THC 측정기기의 측정값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험법에 제시된 측정조건에 맞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3.27.)이 개정되어 2007 3 27일부터 개정된 시 법에 따라

제 목

답변일자

TMS 부착사업장의 자가측정

2008-03-21

질의요지

TMS 전송대상 사업장은 아니지만 TMS가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측정되는 항목에 대하여 전송사업장과 같이 기준치 이상이 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지요? 그리고 기본 5개항목에 대하여 위탁하여 자가측정을 할 경우 어떤걸로 적용을
사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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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지 궁금합니다.(자동측정되는 자료와 자가측정되는 자료)
회신내용

령 별표3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이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운영할 경우 측정값은 사업장의 방지시설의
공정제어와 자체적인 오염물질의 관리등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운영 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주기적인 정도
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적법하게 준수한
경우,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측정값을 자가측정자료로 대체·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제 목

답변일자

VOC 자가측정 관련 질의

2008-06-13

질의요지

측 항목 중 voc를 꼭 측정해야 하는지
voc를 측정해야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자가 정

련

여부와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관 해

회신내용

측
허 준
적용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실시하면 될것입니다. 참고로, 질의내용에 해당
업종,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
하나,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사용하는 배출시설 중 도장시설 또는 인쇄 및 각종 기록
매체 제조(복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에서 탄화수소
(THC로서)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른 자가 정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라 배출 용기 이

제 목

답변일자

굴뚝측정기 부착 배출구의 자가측정

2008-11-07

질의요지

굴뚝측정기 고장으로 배출구별 측정횟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개월 1회이상 자가측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계획서(기간 50일)를 제출한 1종시설의 자가측정은 2개월에 1회만 하면 되는지.
2. 개선기간이 당월 10부터 차월 25일이라면 당월 10간과 차월 5일간의 굴뚝측정기로
측정한 실적이 있는데 굳이 자가측정을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시행규칙 별표11 비고6에 의하면

회신내용

굴뚝자동측정기기의 고장 등으로 정상적인 측정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항목의 자가측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 비고6에 따라 정상측정이 되지 않는 시점부터 2개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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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내
측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질의하
신 경우에는 자가측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다만, 효율적인 대기오
염물질 배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업장 스스로 자가측정을 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도달되는 시 이 에 1회이상 자가 정을

제 목

답변일자

불검출되는 항목의 대기 자가측정 관련

2008-05-02

질의요지

암모니아를 사용하고 있고 발생되는 오염
물질 항목에 암모니아도 배출되는 것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월 1회당 약 1년간
자가측정을 해본 결과 암모니아는 단 한번도 검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료의 사용량이
극히 적어 자가측정에 불검출로 나올 경우에도 암모니아가 신고되어 있기 때문에 자가
측정을 해야하는지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체원료 중 1% 정도를

회신내용

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

능

제14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기 이나 공정에서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의 인정을 받아
방지시설의 설치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11 비고2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은 생략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의 사용량이 극히 적어 방지시설 유입
전 암모니아 농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발생된다면 관한 행정기관에 암모니아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아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염물질이

제 목

답변일자

사업장 종별 대기 자가측정 주기 문의

2008-07-23

질의요지

굴뚝같은 경우에는 반기별 1회 측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자가측정을
하지 않고 있는 중 상반기에 시설을 가동하지 않게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자가측정

1) 5종

위반이 되는 건가요?

굴뚝같은 경우에는 월2회 측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설 가동의 불규칙 및
비가동 등으로 인하여 2회 측정을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2종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별표11에 따라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반기별 1회 측정을 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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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반기 종료전에 배출시설의 가동
중지가 예상된다면 사전에 자가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배출시설을 가동하다가
반기 종료시점에 해당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자가측정을 못한 경우에는 자가측정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행정기관에서는 직접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는 등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배출시설의 자가 정은 가동 중에

것입니다.

매월 2회이상 측정해야 하는 배출시설이 불규칙하게 가동하는 경우 가동일을 예상
하여 가능한 월2회 이상 측정을 실시하여야 할것이며, 가동일수가 불가피하게 월2회 측정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가동되는 날에 1회이상 측정하면 될것입니다.
또한,

제 목

답변일자

항목별 대기 자가측정 주기 관련 질의

2008-01-18

질의요지

측

측

월

대기자가 정이 5종이라도 특정유해물질이 발생하면 자가 정을 2회/ 로 하여야 하는데

측

월

때 기본항목인 먼지. SOx. NOx.는 1회/6월만 하고 나머지 특정
유해물질에 해당되는 것만 2회/월 하면 된다하는데 그게 맞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가 정을 2회/ 을 할
회신내용

매반기 1회이상 자가측정하여야 하는 시설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과 일반오염물질이 배출
되는 경우에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하여는 월2회 이상 나머지 일반항목은 반기1회이상
측정하면 될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간헐적 가동에 대해서

2008-02-20

질의요지

간 먼지와 황산화물 3.78톤과 4.58톤의 허가를 받아 조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주문감소 및 업종변경으로 인해 도금작업이 매일이 아닌 2～3개월에 한두번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시설도 가동중단인 상태가 많은데요. 그동안 매달 받아오던 1개월/2회의 자가
측정대행을 계속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가동중에만 받아도 되는지 1개월중 1일만 가동
했을때에도 자가측정을 해야하는지 가동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특4종으로 연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별표11에 따라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가측정은 배출시설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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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면 될 것이며, 매월 2회 이상 측정해야 하나 배출시설을 1개월 중 1일만 가동
한다면 가동되는 날에 1회 측정하면 될 것입니다.
중에

제 목

답변일자

대기 자가측정 항목 문의

모든

2008-01-22

질의요지

매연만 기본으로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만 있을 때 이 물질들이 측정항목으로 추가되는 건가요?
[별표11] 비고7에 의하면 여과집진시설이 먼지만 배출한 경우 2~3종 시설도 반기마다 측정
해도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배출시설은

회신내용

측

항목 및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배출허용기준(동 규칙 별표8)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비산먼지 제외)
(2) 동 별표11의 비고7은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만 배출하는 대기배출시설로서 먼지를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에서 자가 정의 대상·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이 동법 시행규칙 별표4 제5호의 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된

모

경우 시설의 규 에 관계없이

매반기 1회이상 자가측정할 수 있습니다.

제 목

답변일자

자가측정 횟수 관련 질의

2008-05-26

질의요지

탈사시설(먼지만 배출), 건조시설(먼지, SOx, NOx 배출), 도장시설(먼지만 배출),
분쇄시설(먼지만 배출) 2종에 해당되는데 측정횟수를 선정할 때 각 시설을 따로 놓고
각각 측정횟수를 달리하는지 아니면 전체를 하나로 놓고 2종에 해당하는 횟수를 적용하
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사업장에

회신내용

측

횟수는 배출구별 규모에 따라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시설의 배출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배출구별로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를
산정하여 해당되는 배출구별 규모에 맞게 측정횟수를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자가 정의

제 목

답변일자

폐쇄 예정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

20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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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월

쇄
측
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가동이 되다가 폐쇄하는 경우 측정의무가 어떻게 되는지요?
가동이 정지되고 있다가 몇 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폐쇄하는 경우에는 측정의무가 없겠지요?
대기배출시설 중 일부를 9 에 폐 하는데 저희사업장이 반기1회 자가 정을 하도

회신내용

내

～월

질의 용에 7 9 까지의 배출시설 가동여부가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
하나,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별표11에 따라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반기 1회 자가측정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7～9월까지 배출시설을 가동하고 있다면 동 기간 중 자가측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나, 동 기간 중 가동하지 않고 있다면 자가측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물질 중 클로로포름에 관한 질문
질의요지

2008-05-19

름

허 준

항목은
자가측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제가 알고있는 정보가 맞는지
여부와 VOC가 측정항목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류상 클로로포 이 발생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배출 용기 이 정해지지 않은

회신내용

측

허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른 자가 정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한 배출 용

준
허 준
항목은 자가
측정 대상이 아닙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사용하는 배출시설중 도장시설 또는 인쇄 및 각종기록매체
제조(복제)시설에 한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에서 탄화수소(THC로서)의 배출
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장시설 또는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복제)시
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탄화수소(THC로서) 항목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기 이 적용되는 오염물질을 대상으로 하며 배출 용기 이 정해지지 않은

제 목

답변일자

대기자가측정 항목

활

질의요지

각

생 폐기물 소 시설입니다.

2008-02-20

TMS 장비는 관제센터에 전송은 안하고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측
실시 대상사업소입니다.
법적으로 측정대행업체에게 측정해야 할 항목(법적기본항목)들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대기자가 정 주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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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측 항목은 허가(신고)시에 소각대상 물질의
성분 등을 감안하여 예상한 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면 될것입니다. 다만, 소각
대상물질의 성분 등이 변경되어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고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 별표 11 비고4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한 배출구에 대한
자가측정은 자동측정되는 항목에 한하여 자가측정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같 은법 시행규칙 별표9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2호 나목에 따라「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도록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는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할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라 자가 정

제 목

답변일자

대기 자가측정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 여부

2008-10-02

질의요지

측
신 먼지, 황산화물 등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면 점검기관에서
자가측정결과를 근거로 개선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가 정결과 다이옥 ,
회신내용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하여
야 합니다. 이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비정상적인 오염물질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상시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자가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보존하도록 한 것
입니다. 아울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가측정결과에 따라 초과부과금 부과, 개선명령
등과 같은 행정처분은 없으나 반기별로 부과되는 기본금부과에는 반영이 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사업자는

제 목

답변일자

연1-2회 사용물질에 대한 대기자가측정에 관하여
질의요지

2008-01-11

phenol을 원료로 사용하므로 5종 사업장임에는 불구하고 월2회 대기자가측정을 해야 합
니다. 하지만 이 phenol을 항상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제품을 요청을 할시에만
사용합니다 거의 연1～2회 정도 작업을 하는데 작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1day 정도입
니다. 그리고 반응공정상 원료로 phenol을 사용하지만 배치반응이라 대기중으로 phenol이
방출되는 공정도 아니고 반응 후 물질은 phenol이 아닌 다른물질로 만들어집니다
원료에 phenol이 있으므로 월2회 자가측정을 해야하나 위에 처럼 거의 작업하는 날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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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데

굳이 월2회 측정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작업하는 달만 측정을 해도 되는지요
회신내용

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의 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자가 정은

초 허가 또는 신고받을 당시의 사용원료, 부원료, 첨가제, 공정조건 등을 감안하여 대기
배출시설에서 배출될 것으로 예상하여 제시한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거나,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상에 자가측정항목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항목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자가측정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배출시설 미가동시에는 자가측정을 하지 않아도 되며, 특정대
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년 1～2회 가동하거나, 신고(또는 허가)당시와 사용원료
등이 변경되어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발생이 없다면 변경신고 등을 통하여 관할 행정기관
과 협의하여 측정이 가능한 기간에 측정하면 될 것입니다.
당

제 목

답변일자

미가동 예정시설의 대기자가측정 여부

2008-12-05

질의요지

몇 개 있는데 하반기 7월～10월 까지는 가동중이다가 공장 사정에 의해
11월부터 내년 언제까지일지는 몰라도 몇 개월간 가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반기 대기측정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요. 원래 계획은 11월～
12월에 측정을 할려고 했는데 내년 초까지 가동이 어려울꺼 같은데 반드시 올해 하반기
에 측정을 해야 되는지요
대기5종시설이

회신내용

모

마
질의하신 5종 시설은 7월～1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에서 배출구별 규 가 5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기 다

측

록 하고 있습니다.

1회 이상의 자가 정을 하도

따라서,

측
간 중 생산시설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의 인정을 받아 자가
측정을 생략할 수 있을 것이므로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이에 1회 이상 자가 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동 기

제 목

답변일자

배출허용기준 미설정 항목의 대기자가측정의 건
질의요지

2008-09-02

프로필렌 옥사이드, 에틸렌 옥사이드는 법제52조 제3항 관련 별표11에
비고1에서 월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지만 측정 허용 기준치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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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측 항목은 동 규칙 별표8에 따른 배출허
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출허용
기준이 없는 프로필렌옥사이드 또는 에틸렌옥사이드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카목 2) 인쇄 및 각종 기록
매체 제조(복제)시설 또는 거목 7)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탄화수소(THC로서)에 대한 자가측정이 필요할 것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라 자가 정

판단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배출구가 2개인 시설의 대기자가측정의 건
질의요지

백필터)중 배츨가스

사업장에 방지시설(1400
있습니다.

2008-11-25

츨

돌

유입구가 2개 배 구(연 )가 2개인 시설이

둘 다 자가측정을 이행해야 하는지.
2. 둘다 해야 한다면 방지시설 용량을 어떻게 기재를 하여야 하고,
3. 배출구 2개의 유량을 합한 값이 방지시설 유량(1400)과 같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배출구가 2개이면

회신내용

현 운영형태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하나의 방지시설에
두 개의 배출구가 있는 경우에는 배출구별로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할것입니다.
(2) 방지시설 용량은 당초 허가(또는 신고)받은 시설규모로 하여야 할 것이며, 하나의
방지시설에 두개의 배출구가 연결된 경우에 배출구별 산정을 한 후 두개의 용량을
(1) 시설 황,

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풍량이 2개의 배출구로 나누어 배출되는 경우에 각 배출구에서
나가는 풍량의 합은 유입된 풍량의 합과 같아야 할 것이며, 측정유량의 경우 작업
부하율, 압력손실, 가스의 상태(온도, 압력 등) 등에 따라 설계유량과 달라 질 수 있으
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방지시설로 유입된

제 목

답변일자

대기자가측정의 애로사항 문의

2008-08-05

질의요지

두번 대기 자가측정을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동 시간이 한달에
8～20 시간정도로 짧고 , 또 작업이 연속적으로 오랫동안 이루어 지지 않고, 잠깐(30～40분)
한 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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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 집니다.

측
실제 가동하는 타이밍을 맞추어서 시료를
포집하기는데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가측정에 있어 면재, 혹은 기타 예외
사항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따라서 자가 정 업체가 저희 회사에 방문해서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별표11에 따라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

영할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가측정은 배출시설의 가동 중에 실시하면 될 것이며 간헐적으로 가동하는 배출
시설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면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로, 매월 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나 배출시설을 1개월 중 1일만 가동한다면 가동되는 날에 1회 측정하면 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항목별 대기자가측정 횟수 문의

2008-03-13

질의요지

내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
화물 합산하여 3종이며 염화수소가 있어 3종 특이 되었습니다. 이때 매월 분석항목은
염화수소만 자가측정대상인지 아니면 모든 물질이 대상인지 알고자 합니다.
2) 배출구가 5(특)종 배출구입니다. 종별산출 내용 먼지로 산출하였고 5종이며 염화수소가
1) 배출구가 종별 산출결과 3종(특)배출시설입니다. 종별산출 용

있어 5종 특사업장입니다.

때 역시 매월분석항목은 염화수소만 자가측정대상인지 아니면 먼지와 염화수소가
자가점검 대상인지 알고자 합니다.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각각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배출시설을 가동시 동시에
발생되는 물질(대기배출설치허가시 발생 물질)이므로 배출구별 발생물질은 종별에 맞는
자가점검항목을 모두(허가신청시 발생 물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회신내용

측
항목 및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배출구별 3종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2월마다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나, 동 별표 11
비고1에 따라 특정유해물질이 포함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월2회이상
측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대기유해물질과 일반오염물질이 동시에 배출되는
경우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염화수소)에 대하여는 월 2회이상 나머지 일반항목(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은 2월마다 1회이상 측정하면 됩니다.
(2) 배출구별 5종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반기마다 1회이상 측정하여야 하나, 동 별표 11
비고1에 따라 특정유해물질이 포함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월 2회이상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에 자가 정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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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대기유해물질(염화수소)에 대하여는 월 2회이상 나머지
일반항목(먼지)은 반기마다 1회이상 측정하면 됩니다.
(3) 아울러,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시설의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이며, 다른
법에 따른 입지제한 등을 통하여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사항임을 고려할 때, 측
정주기 또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하여 강화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특정유해물질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자가측정하면 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환경 자가측정 유예기간

2008-02-05

질의요지

내부 사정에 의해 자가측정기간을
기간에 대한 유예기간은 없는지요?

연장할

회신내용

때

경고처분을

측

받는다고

항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에서 자가 정의 대상·

측

하는데요. 자가 정

및 방법을 정하고 있으나,

측 간 유예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
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6
조제12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6 제2호 가목 12)가)에 해당하여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조업정지 5일, 4차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동법 제94조제5호에
해당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가 정기

제 목

답변일자

비소 배출농도

2008-08-28

질의요지

비소가 발생되는 시설에서 가스상, 입자상으로
단위를

통일해서 합계를 내어 배출농도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농

채취한 결과 비소가 모두 발생 하였다면

험

항목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입자상과 가스상으로 배출되는 비소는 각각 8.1.2입자상 비소농도(㎎/S㎥)와
8.1.3기체상 비소농도(㎎/S㎥) 산출방법을 이용하여 산출하시면 됩니다. 입자상과 가스상
비소 도 계산은 대기오염공정시 방법 배출가스 중 비소화합물(ES01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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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는 동일한

농도단위로 산출되므로 두가지상의 농도를 합하시면 전체 비소의 배출

농도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제 목

답변일자

유기용제 취급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질의요지

2008-10-28

측정을 실시하여야

대기환경보전법 별표11에 의한 자가

하는데 별표8의 대기오염물질

허 준
항목을 찾을수 없습니다. 가스형태의 물질로 탄화수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있으나 이 기준은 도장시설,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시설에 해당되는
기준입니다.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세정식 흡수시설에 적용되는 자가측정 항목과 배출허용기준을 알려
주시면 방지시설 관리에 참조 하겠습니다. 현재는 방지시설 배출구에서 복합악취를 참고
용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것이 적정한 방법인지도 함께 알려 주십시요.
배출 용기 에 적용되는

회신내용

측

항목 및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동
별표11에서 배출허용기준(동 규칙 별표8)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만 측정항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당시의 사용원료, 부원료, 첨가제, 공정조건 등을
감안하여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될 것으로 예상하여 제시한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
측정을 하거나,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상에 자가측정 항목으로 등재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만 자가측정을 하면 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에서 자가 정의 대상·

제 목

답변일자

자가측정 면제방법
질의요지

허

2008-04-16

온 각

월2회 자가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소각물이 없어 월3～6일정도만 가동하고 나머지는
가동하지 않습니다. 단 8월은 월3일씩 2번소각하여 측정할 수 있지만 그 이후는 소각물이
없어 폐쇄신고 예정입니다. 그러면 3～7월사이 자가측정을 1회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담당행정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면 당사는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출 가시 고 소 로에서 불화수소(HF)가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3종이지만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별표11에 따라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때에는

측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 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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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실

록
존
측
실시하면 될것이며, 매월 2회이상 측정해야 하나 배출시설의 가동이 없어 매월 2회이상
측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가동되는 날에 측정하면 될것입니다. 아울러, 동 자가측정 내용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동 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합니다.
결과를 사 대로 기 하고, 보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가 정은 배출시설의 가동중에

제 목

답변일자

2010년1월1일 이후 변경되는 대기법 시행규칙(별표11)에 관한 질문사항

2009-04-01

질의요지

년월

후 변경되는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법령(별표11)에 관한 질문사항입니다
배출시설에서(주1회 측정) 만약 2008년1월1일부터 2009년12월31일까지 먼지항목의 허용기준
100에 30프로를 넘긴 적은 없으나 2010년1월1일 이후 먼지항목의 허용기준이 50으로 줄어
들어 30프로 초과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자가측정의 횟수가 월1회로 줄어드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전처럼 주1회를 측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최근 2년간이라 하면 전일부터 2년간인지 아님 2008년～2010년1월1일까지 인지
2010 1 1일 이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최근 2년간 오염도 검사결과
대기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인 경우”란 최근 2년간 오염도 검사
결과가 그 당시 시행중인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2010년
1월1일부터는 개정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 규칙 별표11 비고8에서의 “최근 2년간”이란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해당
연도 이전 최근 2년간”을 의미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 비고8에서 규정하고 있는 “

제 목

답변일자

THC 정기측정 여부

2009-02-23

질의요지

RTO에서 제거가 되는 VOCs

THC입니다. THC를 정기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지 여부와 정기적으로 측정을 해야 한다면 측정주기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가스는 대부분이

측

항목은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탄화수소(THC로서)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은 도장시설과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복제)시설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라 자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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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시설(RTO)가 도장시설 또는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복제)시설에서

따라서, 질의하

나오는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대기오염방지시설이라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모
측 횟수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측정결과가 최근 2년간 배출허용기준의 30%미만일 경우에는 자가측정이 50%
별표11에 정하고 있는 배출구별 규 에 따른 자가 정
완화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TMS전송 관련

2009-05-04

질의요지

TMS전송 건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소각로 시설은 먼지,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 유량과 함께 전송되는
데 꼭 모든항목이 다 전송되어야만 하는지? 예를들어 황산화물은 자가측정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있다면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대기

회신내용

령 [별표3]규정에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동 규정에 의하면 소각시설(사업장 폐기물)의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
항목은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산소, 유량, 온도, 최종연소실
출구온도이며,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측정항목에 대해서 자가측정으로 대체할 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따라 배출시설별

없습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 자가측정 부분 측정 주기에 관한 질의

2009-03-10

질의요지

측정해야 하는 1종 배출시설인 경우입니다.
1주일 동안 딱 한번 30분미만으로 가동하였고, 가동시간이 측정 취약시간대인 아침 일찍
이었다면, 자가측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하루에 30～1시간 미만으로 4～5일 정도씩
가동을 하였다면 자가측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다음은 월 2회 측정해야하는 2종 경우입니다.
월초에 몰아서 2일 연속측정하거나 2～3일 정도 시간차로 월2회를 측정하는것도 상관없
주1회

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별표11에 따라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

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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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록

존

측

과를 사 대로 기 하고, 보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가 정은 배출시설의 가동

실시하면 될 것이며, 배출시설의 가동율이 낮아 자가측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측정 횟수를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에서 매월 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는 배출구에 대한
측정시기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가측정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2주에 1회 이상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중에

제 목

답변일자

대기 자가측정 주기 문의
질의요지

2009-02-04

측

항목 및 방법(제52조제3항 관련)의 비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 자가 정의 대상

내용이 나옵니다.
해당연도 이전 최근 2년간 오염도검사 결과 대기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의 30
퍼센트 이내인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제1종 배출구는 매월 2회 이상, 제2종 배출
구는 매월 1회 이상, 제3종 배출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및 제5종 배출구는 매년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제1종 배출구는 매월 2회 이상, 제2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는 매월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저의회사는 2종 배출구입니다. 주오염물질은 NOx, Dust이고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염화수소,
불소화합물이 있습니다. 이 오염물질 중에서 배출평균이 30%미만도 있고, 30%이상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대기오염물질 항목별로 비고8을 적용해서 측정하는지요?
아니면 하나라도 30%를 넘기 때문에 전 오염물질 모두 원래의 측정주기인 2회/월를 유지
해야 되는지요? 예)배출기준 대 비백분율(%):NOx=31%,Dust=3%,HCl=50%,F=40%
8에 보면 다음과 같은

회신내용

<

령 제320호, 2009.1.14>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11 비고란 제8호·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별표11
비고8에서 최근 2년간 오염도 검사결과 대기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내인 경우란 최근 2년간 오염도 검사한 결과값이(자가측정 및 행정기관 오염도 검사결과
포함)가 해당 오염물질별로 항상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내인 경우를 말하며, 자가측정
주기는 해당 오염물질별로 각각 적용합니다.
질의내용과 같은 경우에 Dust는 완화된 측정주기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나머지 항목
(NOx, HCl, F)에 대하여는 기존 측정주기에 따라야 합니다.
개정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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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관련

2009-01-14

질의요지

월 자가측정하고 있는 2종 보일러가 있습니다. 연료를 가스로 바꿀 경우는
자가측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유와 가스를 일주일 혹은
한달 주기로 번갈아 쓸 경우
1) 연료를 번갈아 사용해도 되는지?
2) 자가측정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3) 만약 사용해도 된다면, 가스를 사용할 때 자가측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 증빙서류가 필요
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사업장에 2회/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에는 변경 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있습니다. 참고로, LNG가스 등 청정연료를 보일러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존 시설(보일러)의 연료를 변경함으로써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

신

쇄

다면 변경 고(폐 )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번갈아 사용하는 사유 및 구체적인 사용기간
등을 알 수 없으나, 보일러의 연료가 중유로 신고되어 있는 경우로서 중유와 가스를 번갈아
사용하고자 한다면, 동 사항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인정(변경신고)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보일러의 배출구가 2종배출구(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
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라 매월 2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동 보일러의 연료를 가스로 사용하는 기간에 자가측정을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의 인정을 받는 경우에 가능할 것이며, 동 보일러의 가동현황 및 연료사용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증빙서류)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사용하는 연료를 일주일 또는 한달 주기로

제 목

답변일자

대기환경보전법 상 휘발성유기화합물(TCE)관련
질의요지

탈지시설에 사용하는 TCE(트리클로로에틸렌)가배출되어 대기배출시설 설치
받았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자가측정),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별표11

생산라인의

허가를

200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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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E 자가측정을 하려고 하는데 배출허용기준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가측정(2회/월)을 해야 되는지 측정해줄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측정을 할 수가
없는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규정에 의거

회신내용

측

허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른 자가 정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한 배출 용

준
측정 대상이 아닙니다.

허 준

기 이 적용되는 오염물질을 대상으로 하며 배출 용기 이 정해지지 않은

제 목

항목은 자가

답변일자

먼지만 나오면 2종사업장이 5종처럼

2009-01-12

질의요지

먼지만

bag필터 집진기가 있습니다. 2종
관리인과 자가측정을 반기에 할 수 있습니까?
나오는

준

사업장이지만 5종인 사업장의 기 인

회신내용

령 별표10에서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표 비고6에 따라 대기 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은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에서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표 비고7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만 배출되는 시설로서 동 규칙 별표4 제5호에
따른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은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반기마다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제 목

답변일자

배출가스 중 총탄화수소 농도 계산 관련한 질문
질의요지

2009-05-26

총탄화수소(THC)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한 측정기기는 비분산적외선(NDIR)
법의 "Minirae 2000(RAESYSTEMSINC.)"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보정가스는 이소
부틸렌(isobutalene) 500ppm이였습니다. 공정시험법의 농도계산 방식으로는 K = 탄소 등가
교정계수를 적용하였는데 만약. 측정기 측정수치 200PPM일 때 혼합가스 보정계수 0.5로
추정시(용제사용량 조사) 일반적으로 총탄화수소 농도는 100ppmv(=200*0.5)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공정시험법에 의하면 총탄화수소 농도는 400ppmv(=200*0.5*4(K값))으로 사용하
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잡히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기준
배출가스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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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농도 계산하여 관리를 하여야 합니까?
회신내용

총탄화수소(대기오염공정시험법, ES 01602.1) 측정시 시험법 상에 보정계수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공정시험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정가스를 사용하시기 바랍
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공정시험법에서 C(THC 농도)에 탄소등가 교정계수를 곱한 Cc
(단위는 ppmv(탄소))는 다른 농도임을 알려드리며 법적인 농도 규제치는 C(THC 농도)에
배출가스중

해당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배출시설과 비배출시설 연결처리시 TMS 설치

2009-04-29

질의요지

먼지 등 입자형태의 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과 배출시설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먼지가
발생하는 비배출시설을 하나의 여과집진기에 연결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두 시설을
연결처리하는 경우, 방지시설의 처리용량은 충분하여 관할 인·허가기관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연결처리하는 시설 중 배출시설은 TMS 부착대상시설에 해당
되어 집진기후단의 굴뚝에 TMS설치가 필요합니다. TMS를 이용하여 실시간 먼지 Data
를 전송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굴뚝연속자동측정기 설치방법(ES01802.1)에
따라 불가피하게 희석공기가 유입되는 경우에 측정기기는 희석공기 유입전에 설치하여야
하며, 배출허용기준이 다른 배출시설이 병합된 경우의 측정기기는 오염물질이 합쳐지기
전 각각의 지점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배출시설 연결처리에 대해서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시설공정도 등의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대기오염 배출
시설과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을 병합하여 하나의 방지시설로 처리하려는 경우 대기환경
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보일러 자가측정 문의

2009-03-04

질의요지

tn
t n 각각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최종배출구는 하나의 연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보일러의 배출량을 합산하여 종별
배출시설인 보일러5 o /hr, 1.5 o /hr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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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 굴뚝 1개로서 3종으로 허가를 득하였음.(종별 3종은 5ton과 1.5ton 배출량을
합산하여 산정된 것임)
2.5ton 보일러-평일주간운전, 1.5ton보일러 - 평일 야간운전, 공휴일, 토일 운전
1) 3종 배출구이기에 2개월 1회씩 자가측정을 하게되어 있는데 자가측정을 측정일 당시
운전중인 보일러에만 실시하면 되는지? 아니면, 무조건 2대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실시
산정을 하 고,

해야 하나요?

tn

tn

허 준 각각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2) 5 o /hr과 1.5 o /hr의 배출 용기 도
회신내용

측

측정일 당시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두개의
배출시설이 하나의 배출구(연돌)에 연결된 경우에 배출허용기준은 배출시설 용량을 합산
자가 정은

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소각로 자가측정여부 및 주기 문의

2009-02-10

질의요지

각

최초 신고당시 예상 오염물질을 소각로의 기준이 있는
전항목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가동이 이루어지고 보니 배출되어지는
가스 및 원료에서 조차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오염물질에 대하여도 자가측정을 하게 되었
대기1종의 소 로가 1기 있습니다.

습니다.

TMS가 설치되어 있는 항목을 제외하고도 카드뮴, 납 등의 특정유해물질에 해당하는 중
금속들과 구리, 니켈 등 일반 오염물질에 해당하는 중금속들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1. 원료분석성적서 및 자가측정 성적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로 배출가능성이 있는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을 제외시킬 수 있습니까?
2. TMS가 설치되어 있는 항목 이외에 수은, 납 등의 특정대기오염물질의 측정주기와 구리
등의 일반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주기가 어떻게 되는지?(1종배출구임)
회신내용

각
초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받을 당시의 폐기물 원료
조성을 감안하여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예상하고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
측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투입 폐기물 조성성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항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고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만 자가측정
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당초 허가 또는 신고당시의 투입
폐기물의 조성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입가능한 폐기물의 전체종류와 성분을
감안하여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하는 것이 바람직

(1) 폐기물소 시설의 경우 당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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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횟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라 제1종배출구에서의 자가 정 수는

매주 1회
시행규칙<환경부령

측정하여야

이상이며,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하여도

이상

개정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

제320호, 2009.1.14

매주 1회

합니다. 참고로,

>

부칙 제1조

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단서에 따라 별표11 비고란 제8호·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0

최근 2년간 오염도 검사결과 대기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배출
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내인 경우에 제1종 배출구는 해당 오염물질(특정대기유해물질
제외)에 대하여 매월 2회이상 측정하면 될 것이나, 단서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오염물질(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하여 매월2회 이상 측정하
동 별표11 비고8에 따라

여야 합니다.

제 목

답변일자

자가측정 항목에 관한 건.
질의요지

각

대기1종 사업장으로 소 로를

간

2009-05-14

운영하고 있습니다.

측 항목을 알고 싶습니다.

의료폐기물 중 처리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자가 정

TMS 운영사업장으로 기본항목은 전송중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항목에서
연관된 항목 모두 하면 되는 건가요?
회신내용

측

허 준 설정항목 중 해당항목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별표 비고4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설
치한 배출구에 대한 자가측정은 자동측정되는 항목에 한하여 자가측정을 한 것으로 보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라 자가 정은 배출 용기

있습니다.

제 목

답변일자

자가측정 횟수및 대상에 대해서

2009-05-20

질의요지

월2회를 측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특정오염물질이 아닌 먼지가 함께 배출된다면 특정오염물질만 월2회 측정을 하고 특정오
염물질이 아닌 먼지는 반기에 한번씩만 측정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특정오염물질 배출되는
배출구는 그 배출구에서 발생되는 모든 오염물질에 대해서 월2회를 측정해야 하는지
배출업체 종별이 5종이지만 특정오염물질이 배출되어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 비고1에 의하면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에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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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매월

측

2회 이상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 정을

내
먼지와 특정대기유해
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먼지는 반기마다 1회 이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월 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 용과 같이 제5종 배출구에 해당되고

제 목

답변일자

자가측정을 직접하려는 경우에 대한 질의
질의요지

2009-05-27

허 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배출 용기 이 적용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측정대행을 하지

직접 하려고 할 경우, 법적요건은 무엇인지요
1. 자체 측정하고자 하는 항목 : 중금속(납, 비소, 수은, 카드뮴, 크롬) 가스상 물질(황화수소,
암모니아, 불소화합물, 염화수소)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는가요?(대기환경기사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기술
능력, 실험실,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할 수 있는 기본항목의 장비 및 실험기기,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할 수 있는 상기 1항의 항목의 장비 및 실험기기, 차량 1대)
3.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답변바랍니다.
않고 사업자가 자체에서

회신내용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
측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적법한 자가측정을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및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93조 제1항에 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배출시설을

제 목

답변일자

전기유도로 측정항목

2009-02-10

질의요지

측 항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법규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해져 있는 항목은 무엇인지요
전기유도로(연료는 전기)에 자가 정
회신내용

측

항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에서 자가 정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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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허 준
모
측정횟수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자가측정은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받을 당시의 사용원료, 부원료, 첨가제, 공정조건 등을 감안하여 대기배출
시설에서 배출될 것으로 예상하여 제시한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거나,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상에 자가측정 항목으로 등재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만 자가측정을 하면 됩니다.
배출 용기 (동 규칙 별표8)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배출구별 규 에 따른

제 목

답변일자

난방용 보일러의 자가측정 여부

2010-03-26

질의요지

택용 난방용보일러는 배출시설에서 제외되어 자가측정을 할 필요가
알고 있습니다. 위의내용이 맞다면 그내용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가 있나요?
공공주

회신내용

[

없는

걸로

]

2010. 1. 1.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 2. 24) 규정에 따라, 공동

택 난방용 보일러는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었으며, 이 법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는 별도의 자가측정은 하실 필요가 없음을 알려
주

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 배출시설 자가측정 횟수

2010-07-22

질의요지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만 배출되는 시설은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반기마다 1회이상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별표를 따르면 저희사업장의 대부분의 배출시설은 반기1회만 측정할
수 있는 설비에 포함이 됩니다. 이럴 경우, 대기배출원조사 등의 자료이나 기본부과금 자
료 작성시 전년도까지는 많은 데이터를 입력하다 데이터의 개수가 반기1회로 축소되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측정횟수에 대한 다른 단서조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의7을 보니

회신내용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 비고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중

[

]

먼지만

배출되는 시설로서, 이 규칙 별표4 제5호의 여과집진기를 설치한 배출시설은 배출시설의

모
측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배출
량 자료작성 시에 반기1회 실시한 자가측정 자료로서 갈음 하고자 한다면, 관할 자치단체와
상의하여 자가측정 횟수 및 자료입력을 감소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규 와 관계없이 자가 정을 반기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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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대기 자가 측정 기준
질의요지

측

2010-06-07

당사에서 대기 자가 정업체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당사에서

쓰는 포집기 및 uv측정기 등을 구매하여 직접 측정을

직접 분석진행시 자가측정업체에 위탁처리 하지않아도 되는 것인지?

회신내용

측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토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측정을 할 경우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등 관련법령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자가 정하거나,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의 염화수소 항목 변경 사항 문의

2010-03-12

질의요지

모두 따로 분리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L2, BCL 등의 사용으로 대기배출시설에서 염화수소가 가끔 검출되기도 합니다.
현재 HCL공정을 분리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기존 대기배출시설에 염화수소 자가측정을
계속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항목에서 제외시켜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대기배출시설중 공정에서 사용중인 HCL 공정을

회신내용

측 항목은 당초 허가 또는 신고당시의 사용원료, 부원료,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자가 정

감안하여,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될 것으로 예상하여 제시한 대기
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거나,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상에 자가
측정 항목으로 등재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료 또는 부원료 등의 변경으로 배출구에서 HCL이 배출된다면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할
자치단체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 측정여부를 판단하여야할 것 입니다.
첨가제, 공정조건 등을

제 목

답변일자

대기특정유해물질의 측정주기

2010-10-13

질의요지

항목에 특정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2주에 1번 측정을 했고, 지난2년 동안 대기

배출

- 502 -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30%내로 들었습니다. 지난 2년동안 배출허용기준에 30%
내로 들었다고 하여 측정주기를 1달에 1번으로 줄일 수 있는지 알고 싶네요. 이 사항이
해당되는 대기법규도 함께 가르쳐 주십시요
배출

회신내용

[

]
최근 2년간 오염도
검사 결과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이내인 경우에는, 자가측정을 1종 및 2종
사업장 매월1회이상, 4종 및 5종사업장은 매년 1회이상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 비고8호 규정에 의거, 해당연도 이전

알려드립니다.

측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자가 정을 1종 배출구는
종부터 5종까지의 배출구는

매월1회이상 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제 목

매월 2회이상, 2
답변일자

대기오염물질 측정관련 문의

2010-06-01

질의요지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의 대기오염물질 중 황산화물(SO2로서), 질소산화물

<～로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의미가 궁금합

(NO2로서), 불소화합물(F로서)등 에서

즉
외
면 그 범위와 양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3은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측정항목으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불화수소 등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상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정기기는 질소산화물, 아황산가스, 불화수소 등입니다.
TMS에서 측정하는물질은 <산화물>, <화합물>을 포함해야 합니까? 아니면 질소산화
물은 이산화질소, 황산화물은 아황산가스, 불소화합물은 불화수소 단일물질만 측정하면
니다.( , 질소산화물중 NO2를 제 한 NO, N2O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포함된다

되는 것입니까?
회신내용

통칭하며 일반적으로 NO, NO 를 뜻합니다. 이는
연소가스 중 약 95%가 NO이나 대기 중에서 NO 산화되어 때문에 통상적으로 NOx를
“NO 로서” 라고 표현하며, 그리고 N O는 아주 미량으로 배출 될 수 있으나 측정분석
방법이 NO, NO 와는 완전히 달리해야 하므로 굴뚝에서 측정되는 NOx에는 포함되지

1) 질소산화물은 NO, NO2, N2O 등을

2

2

2

2

2

않습니다.

뿐

차 차

2) 대기법에서 정하는 오염물질은 단일물질 만 아니라 일 , 이

오염물질 유발 및

생성과 유해성이 있는 물질 전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불소화물,

허 준 각
물질들 중, 대표할 수 있는 단일 물질로 나타내어 규제하고 있으며 대기오염공정시험법
수은 및

그화합물

들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 이 배출 용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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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S에 측정되는〈산화물〉,〈화합물〉을 NO , SO , HF 등의 단일 물질로 환산하여
측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및

2

2

제 목

답변일자

황산화물에대한 자가측정여부

2010-03-12

질의요지

련 "측정항목 중 황산화

대기환경보전법 3종사업장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관

측

측정대상 시설이 중유 등 연료유만을 사용하는 시설인 경우
에는 연료의 황함유분석표로 갈음할 수 있다"에서 측정항목 중 황함유분석표가 있을 경우
3종사업장인 경우 2개월에 1회 실시하는 황산화물측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황산화물
측정을 할때마다 측정대행료가 나갑니다. 측정대행료를 줄일 수 있을지요?
물에 대한 자가 정은 해당

회신내용

[

]

측 항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 비고 제2호 규정에 의거“ 정

측

중 황산화물에 대한

측
함유 분석표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황산화물에 대한 자가측정은 연료의
황함유분석표로 갈음하신다면 측정대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가 정은 해당 정대상시설이 중유등 연료유만을 사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연료의 황

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 측정용 사다리기준

2010-06-23

질의요지

점검기관에서 시료채취시 측정사다리를 안전사다리로 개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 현재 당사에 측정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안전 사다리 미설치라는 말이 맞는것인지?
2. 공정시험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안전사다리의 기준은 무었인지?
3. 개선을 하지 않을시 수반되는 행정명령은 무엇인지?
회신내용

험
먼지(ES 01301.1) 등에서 측정작업대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습니다. 측정작업대 규정 중 승강시설에 대하여는 s형, z자형, 옥상의 경우 경상층
대형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측정작업대 규정 미준수에 따른 행정처분규정을 별도로 규정
하고 있지 않으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를 위
하여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공정시 방법 배출가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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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도장시설의 총탄화수소 측정시
질의요지

측

2010-08-31

뢰

총탄화수소(페인트 스프레이 도장시설)를 측정하였습니다. 형식
승인된 NDIR 측정기기를 사용하였는데 공정시험법상에 명시된 바로는 NDIR방식은 주로
알칸류에 적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 스프레이 도장시설인 경우 측정결과의 신뢰성에 문제는 없는지요?(도장시설에서 배출
되는 총탄화수소가 알칸류로 대표될 수 있는지요? 알칸류라 하면 주로 연료에 포함된
자가 정업체에 의 하여

물질로 보입니다)

프레이

2. 또한 스

IR로 측정시의 제약조건(또는

도장시설을 ND

조건)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IR로 측정시의

ND

전제

식승인된 측정기기는 정도검사를 받게되어 있는데 형식승인된 총탄화수소 측정기기
중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단서조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공고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측정기기가 있는지요?

3. 형

회신내용

총탄화수소류가 알칸류로 대표될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도료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도료의 사양, 배출물질에 대한
실측 등으로 검증을 하셔야 합니다.
2. NDIR방식의 제약에 대해서는 대기오염공정시험법 ES01602.1배출가스중 총탄화수소중
1.2.2항의 내용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으며 알칸류가 주성분인 증기에 대해서라고 제한
을 두고 있습니다.
3. 형식승인된 측정기기의 경우 정도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
오염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도장시설에서 배출되는

제 목

답변일자

발전시설의 자가측정 항목 질의

2010-04-15

질의요지

허 준 추가된바, 상기 열병합발전
시설에서도 대기자가측정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및 측정하여야 할경우 자가측정 주기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01.01부터 발전시설에 대하여 수은화합물 배출 용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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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휘발성유기화합물질

각

측정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RTO)에

방지시설인 폐가스소 시설(

[별표8]2,가,규정에

대하여도 수은을 자가

따라,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설 및

각
측 실시하여야 하며, 자가측정횟수에
대하여는 귀하의 사업장 발전시설 종별에 따라 실시하여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폐가스소 처리시설은 수은화합물에 대한 자가 정을

제 목

답변일자

자가측정관련 질의

2010-11-05

질의요지

탈사시설(50HP)이 2기가 설치되어 있어 최근2년간 오염도 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내였을 경우
1) 배출시설의 일부폐쇄-탈사시설1기를 폐쇄할 경우 측정주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2) 배출시설의 대체-탈사시설 2기중 1기가 노후되어 동종이나 동일규모로 대체할 경우
측정주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3) 배출시설의 증가-기존 탈사시설 이외에 신규로 연마시설(30HP)을 설치할 경우 측정주
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하나의 배출구에

회신내용

쇄 였 추가로 오염물질의 증가는 없을것으로 판단되
므로 기존의 측정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기존의 시설을 폐쇄하고 시설제원 및 처리능력 등이 동일한 시설로 대체할 경우에는
추가로 오염물질의 증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존의 측정자료를 인정받을 수
(1) 동일공정시설 중 1기를 폐 하 다면,

있을 것입니다.

(3) 배출시설의 증설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존 측정자료로 대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기 의

제 목

답변일자

자가측정 및 변경신고 관련 질의

2010-12-21

질의요지

느 한 배출구의 원료사용량이 많은 생산량으로 증가가 되다보니 기존보다 몇 배로
늘었습니다. 이에따라 오염물질발생량도 몇 배로 증가되어 배출구의 종별이 5종에서 1
종으로 늘어났다면 변경신고를 한뒤 자가측정 횟수를 구별하여 측정하여야 합니까?
2) 반대로 원료사용량이 줄어들어 배출구의 종별이 1종에서 5종으로 줄어들었다면, 이것
1)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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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또한 변경 고를 한

뒤 자가측정횟수를 구별하여 측정하여야 합니까?

회신내용

량

량
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변경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규정에 따라 변경된 종별의 측정횟수를 준수 하여야 함을 알려드
립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에도 종별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변경된 종
별의 측정횟수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원료사용 의 변경 등으로 오염물질 발생 이 증가되어 종별이 변경된다고 판단될 경우

제 목

답변일자

자가측정 횟수에 대한 질의

2010-05-31

질의요지

모 4종에 해당되며 1개는 2종에 해당됩니다. 방지시설
로서는 1차에 원심력집진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그 후단에 직렬로 연결된 2차 여과집진
장치가 최종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때 배출오염원으로 먼지만 배출되는 2종 배출구의 자가측정 횟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4개의 배출구중 3개는 배출구별 규

회신내용

먼지만 배출되는 시설
로서 별표 4 제5호에 따른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은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반기1회이상 측정하면 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 비고7에 따라서 대기오염물질 중

제 목

답변일자

측정구 설치방법 및 규격

2010-05-31

질의요지

측정을 위해 원심력집진장치 굴뚝(약 500A)에서 ㅏ 형식으로 지관덕트(약 150A)를
연결하여 공장동 아래(지상에서 약 1M 높이)로 내린 후 측정구를 설치할 경우 적합한
측정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오염도

회신내용

덕
측정은 배출가스 흐름 등 대표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측정방식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준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관 트를 이용한 오염물질

제 목

답변일자

대기 자가측정 주기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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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B-C유를 연료로하는 5톤, 25톤, 30톤 보일러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중에
5톤과 25톤이 연료가 LNG로 대체되어 주가동 보일러로 사용될 예정이며, 30톤(B-C유)은
25톤보일러 고장시 대체 보일러로 활용 예정입니다. 25톤 보일러가 년중 고장이 없을시
30톤은 가동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5톤과 25톤 보일러가 LNG로 바뀌어도 대기1종으로
종별은 변화가 없습니다.

톤 보일러에 대한 자가측정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2) 1종사업장 기준으로 주1회 측정을 해야 한다면, 측정을 위해 30톤 보일러를 가동해야 하는지?
1) 30

회신내용

톤 B-C유) 가동시 1종 사업장 기준으로 자가측정을

주가동 보일러 고장으로 대체보일러(30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문의
질의요지

2011-01-31

신 필

l
량
: 0,5종사업장) 이에 대한 방지시설로 활성탄흡착시설을 설치운영중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8에 의하면 2010년1월1일부터 염소에 대한 기준이 없어졌으며,
염소를 직접 사용하는 배출시설도 아닙니다.
1. 대기배출시설 폐쇄신고 할 수 있는지,
2. 폐쇄신고를 할 수 없다면, 자가측정을 계속 해야 하는지
3. 해야 한다면 어떤 항목에 대한 측정을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 고 증 상 염소(C 2)을 배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오염물질 배출

회신내용

허 준
으므로, 염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없다 하여 배출시설을 폐쇄하지 않고 폐쇄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염소에 대한 자가측정은 실시할 필요는 없으나 기타, 다른 오염물질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원·부자재, 사용연료, 처리공정 등을 감안하여 발생오염물질을 선정
염소에 대한 배출 용기 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염소는 대기오염물질로 규정되어 있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시 측정공의 위치
질의요지

측

대기배출시설 자가 정시

2011-04-26

측정공의 위치가 공정시험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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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공의 위치가 송풍기의 전단이나 후단에 설치되는 것이 측정에 상관이 있는지요. 저희가
설치한 송풍기의 상부에 있는 굴뚝은 높이가 약4m가 되어 측정하기가 위험하고 송풍기의
진동등으로 인하여 측정작업이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어 방지시설을 통하여 송풍기로 가는
DUCT(송풍기전단 DUCT) 에 측정공을 설치하였습니다. 이것이 자가측정할시에 문제가
되는 지점인지요?(송풍기전, 후단의 배출가스 속도 및 농도는 차이가 없음)
회신내용

험

측정위치는 원칙적으로 굴뚝의 굴곡부분이나 단면모양이
급격히 변하는 부분을 피하여 배출가스 흐름이 안정되고 측정작업이 쉽고 안전한 곳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즉, 수직굴뚝 하부끝단으로부터 위를 향하여 그곳의 굴뚝내경의 8배
이상이 되고, 상부끝단으로부터 아래를 향하여 그곳의 굴뚝내경의 2배 이상이 되는 지점에
측정공 위치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공정시 방법에 의한

제 목

답변일자

대기자가측정 횟수

2011-08-12

질의요지

항목을 발생하는 소각시설에서는 대기자가측정을 월2회 측정대상입니다. 이때 하루
2회 연속측정할 경우에도 월2회 측정법 조항에 위배되는지요
유해물질

회신내용

[

]

매월 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는 배출구에 대한
측정시기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가측정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2주에 1회이상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 에서

제 목

답변일자

배출구 변경에 따른 자가측정

2011-07-04

질의요지

톤 2대(1대는 예비)에 각각에는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방지시설 후 배출
구를 하나로 연결하여 배출되었습니다. 1대의 노후화로 인하여 같은 용량으로 보일러를
교체하면서 각각의 방지시설을 거친후 하나의 배출구로 배출되던 것을 각각의 배출구로
보일러 1.5

분리하려고 합니다.

신

1) 대기변경 고에 해당되는지요?

측

2) 자가 정은
회신내용

각각의 배출구에서 받아야 하는지요?
항 제1호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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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

신

거나 폐 의 경우에 해당하여 대기배출시설 변경 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측

배출구에 대하여 자가 정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각각의

답변일자

자가측정 대상 및 주기

2011-02-18

질의요지

TMS 대상설비에 해당되지 않지만 현재 TMS설비를 설치하여 정도검사도 받은 상태이나
전송은 하지않고 있습니다.
1. 대기자가측정대행을 주1회씩 실시하여야 한다는데 TMS가 설치되어있고 정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는다고 한다면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더라도 자가측정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요?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으면 측정대행을 시행하여야 하는지요?
2. 또한 배출시설의 가동시 1종은 주1회의 자가측정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만약 가동일이
일요일 오후부터 가동한다면 일요일에도 자가측정을 시행하고 그 다음 월요일에서 토
요일사이에도 자가측정을 시행하여야 하는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한주로 인정하여
1회만 실시하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

]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에
대한 자가측정은 자동측정되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자가측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먼지항목에 대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배출구의
경우는 매연항목에 대해서도 자가측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자가측정 주1회는 7일안에 1일을 택하여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자에게 측정하게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4에 의거

제 목

답변일자

자가측정 주기관련

2011-11-25

질의요지

측정주기가 2주1회라 함은 총가동일 14일에 1회인지 가동한날로부터 14일내 1회인지
기준이 애매합니다. 7일 가동 7일 비가동 7일 가동일 경우 측정주기를 1회를 해야하는지
아님2회로 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측정횟수가 2주마다 1회란 가동한날로부터 2주내에 1회 측정하는 것으로 귀사업장의 경우
2회 측정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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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자가측정항목 문의

2011-07-25

질의요지

광

무연탄을 사용하는 경우 방지시설은 스크라바입니다.
SOx, NOx, 매연, 먼지 자가측정 이외에 CO도 자가측정 항목에 해당하는지요.?
비금속 물제조업으로 연료로
회신내용

측 항목은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당시의 사용원료,
부원료, 첨가제, 공정조건 등을 감안하여,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될 것으로 예상하여 제시
한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거나,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상에 오염물질종류로 등재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자가 정

제 목

답변일자

황산화물과 SO2
질의요지

2011-04-13

측

필
농도표시가 SO2로 나옵니다. 이럴 경우,
이 농도를 황산화물 농도로 봐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오염물질 자동 정기(정도검사 )를 가지고 있는데
회신내용

측

황산화물은 SO2와 SO3를 포함하는 용어로서, 자동 정기로 표시되는 SO2

농도로 표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목

농도는 황산화물
답변일자

대기방지시설 자가측정에 관하여

2012-01-31

질의요지

총9개이며 대기측정결과 각 배출구별 4종(2개), 5종(7개) 총9개입니다. 이에
측정횟수가 개별 측정된 4,5종 기준으로 1회/반기 실시인지 또한 총 배출구 수의 오염농도가
합산된 신고증명서 상의 3종 기준인 1회 / 2개월로 실시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배출구수는

회신내용

[

]

측
모
측정 주기를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배출구의 규모가 4, 5종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구별(9개)로 반기마다 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에 의한 자가 정 방법은 배출구별 규 에 따라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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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건

2012-02-06

질의요지

측정을

도장공정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에틸벤젠이 배출되어 자가

허 준

허 준

하여야 되는데 에틸

허

벤젠의 배출 용기 이 없어 벤젠의 배출 용기 을 사용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배출 용

준

떻

기 을 어 게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2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동법

[

]

허 준

측

시행규칙 별표8 에서 규정하는 배출 용기 이 없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자가 정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에틸벤젠을 벤젠의 배출허용기준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문의

2012-10-11

질의요지

현재 자가측정을 2회/월 실시하고 있는데 배출시설을 한달동안 가동을 하지 않을 경우도
발생하는데 어떻게 자가측정을 실시해야하는지 가동을 하더라도 1～2시간 새벽시간 등
측정불가한 시간에 가동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측

측

자가 정은 대기배출시설 가동시에 자가 정을 하면 될것이므로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측
매월 2회 이상 자가측정을 하여야
할 경우 당해기간내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가측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배출시설을 새벽시간 등에 가동할 경우에는 자가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경우에는 자가 정을 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따라서,

제 목

답변일자

자가측정 주기 관련

2012-11-14

질의요지

년월
초과하였고 이후로는 계속하여 30% 이내로 배출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2013년2월부터 매월1회 이상 측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년단위로 끊어서 2014년
1월부터 매월1회이상 측정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1 1 에 30%를 1회

회신내용

년 2월부터

2011

허 준

퍼센트 이내인

오염도 검사결과 계속하여 배출 용기 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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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라면

년 2월부터 매월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측정을 위탁받은 측정대행업자가 해당연도 이전 최근 2년간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에 따
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2013

제 목

답변일자

자가측정 측정횟수에 대한 질의

2012-11-28

질의요지

측정횟수를 반기마다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른 측정주기와
관련하여 상반기와 하반기중 아무 때나 각각 1회씩 하면 되는지요 올해 9월에 측정하였
다면 다음해 1월에 해도 되는지요?
4종사업장으로

회신내용

측
월
월
월
월
질의하신 9월에 자가측정을 실시하였다면 다음연도 1월1일∼6월30일까지의 기간중 자가
측정을 실시하면 됩니다.
자가 정에서의 반기란 1 1일부터 6 30일까지, 7 1일부터 12 31일까지를 말합니다.

제 목

답변일자

자가측정 항목 해당여부

2012-04-30

질의요지

쓰고 있습니다. 방지시설은 흡착에 의한 시설입니다.
기존 오염물질발생량 산정시 배출계수를 이용해서 질소산화물을 오염물질로 산정하였습니다.
자가측정시 현장의 배출공정상 방지시설 후단에 질소산화물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질소
산화물을 측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실제 나오지 않는다 하여도 자가측정 항목에는
들어가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질소산화물을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면 공정을 확인
하여 다른 오염물질을 측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리겠습니다.
건조시설로서 사용하는 연료는 LNG를

회신내용

측

자가 정은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필증)에 기재된

초 허가

측정하는 것으로, 허가증(신고

신고(변경포함)시에 예상 오염물질을 관할
행정기관에서 인정하여 기재한 것이므로 의무적으로 자가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오염물질 항목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여 자가측정을 하
오염물질은 당

또는

여야 할 것입니다.

- 513 -

제 목

답변일자

자가측정 항목은 어떤걸 해야되나요?

2012-10-11

질의요지

톨 +초산)는 발생오염물질이 먼지는 발생이 거의 안되고 THC만 발생될 경우
자가측정 항목을 먼지만 해야되는지 아니면 THC를 자가측정대행을 해야되는지 여부.
혼합시설( 루엔
회신내용

허 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에서 배출 용기 (동 규칙 별표 8)이 적용되는 대기
오염물질만

측정항목으로

쇄

정하고 있으므로 도장시설, 인

각종 기록매체 제조시설,
탄화수소(THC로서)에 대한

및

멘트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가측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먼지항목이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증에 배출항목으로 등재한 경우 자가측정을
시

하여야 합니다.

제 목

답변일자

자가측정 횟수
질의요지

2012-03-20

름

항상 배출허용기준 30%
이내로 배출되고 있어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으로 신고를 득하였읍니다. 별표11의 자가
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의 비고 1, 2에 따라 자가측정횟수를 매월2회 측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는지, 그리고 8,9호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기5종사업장으로특정유해물질포 알데히드가발생되고 있으나

회신내용

무

무

방지시설 의 면제 사업장의 의 면제 시설에 대해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여부에도

[

]

측

략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1, 2호 규정에 의거, 자가 정을 생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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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환경기술인 임명 및 교육

제 목

답변일자

관리인 선임 겸직
질의요지

험

2008-12-10

격 취득하고 있습니다. 1종 대기환경관리인(대기환경기사),
취급제한물질관리인(위험물산업기사)을 겸직할 수 있는지에

대기환경기사, 위 물산업기사 자 을

안전관리인(위험물산업기사),
대해서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술

안전관리인 또는 취급제한물질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0 비고5에 따라 대기
환경기술인이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으며,
또한 대기환경기술인이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소음·진동환경기술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소음·진동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제29조제4항,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미만
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환경기 인이

제 목

답변일자

환경기술인 교육관련

2008-09-11

질의요지

간
간
술
더 선임해야 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선임되는 환경기술인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교육을 받아야하면,4일짜리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요.
대기 1종업체로 조업시 이 24시 이라 환경기 인을 한명

회신내용

술
임명된자는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0 비고2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2명
이상 임명한 경우에는 임명된 자 모두가 환경기술인의 교육을 받아야 할것이며, 교육과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동 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는 환경보전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에 따라 환경기 인으로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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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대기환경관리인 공동 선임
질의요지

대기2종 사업장을

2008-01-11

운영하고 있습니다.(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없음) 100% 출자된 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신설 자회사는 대기2종 사업장이며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먼지입니다. 이때 기존사업장에서
신설된 자회사까지 환경관리인을 공동으로 겸임할 수 있는지 문의드림니다.
회신내용

령 별표10에 따라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에 적합한 환경기술인을 선임하여야 하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7
조에 따라 동일한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4이하의 사업장(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3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4이하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자
할 경우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 80
톤 미만(2종 이하 사업장)인 경우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로서 연간 대기오
염물질발생량이 20톤 미만(3종 이하 사업장)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

제 목

답변일자

대기환경관리인 업무 위탁에 대하여
질의요지

환경관리인을 구하지

못하는

2008-11-25

내

무실을

사업장을 위하여 환경전문업체가 단지 에 사

설치

후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기관련 업무를 하며, 대기 방지시설을 점검하면서 위탁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
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임명하는 환경기술인”의 경우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대기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으므로 동 규칙 제4조에 따라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아 관리를 대행할 수 있
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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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대기환경기술인 위탁 및 상주 관련 질의
질의요지

2008-03-10

항

술
근
항
활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1항에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
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는데요,
1. 환경기술인(대기한경산업기사)을 직원으로 두어야 하는지 대기관리 대행업체에 위탁할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6 에 환경기 인은 사업장에 상 할 것이라는 사 과 기업 동

수 있는지 여부?

2. 대행업체에 위탁의 경우에 대행업체

직원이 상주해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령 별표10에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2종사업장의 경우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이상(1일17시간이상
작업하는 경우에는 2명이상)을 두어야 하나,「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
법」제40조제1항제8호에 따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사업장에 상근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나, 대행업체 직원이 상주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제 목

답변일자

대기환경기술인 근무 위치에 대한 문의

2008-06-04

질의요지

존

신규법인 B와 C로 분할할 예정이며, 공장위치는 A의 기존
부지 내에서 그대로 B와 C로 나뉘어지는 형태로 위치 변경이 없습니다. 법인 분할에 따라
각 법인 별로 법적 선임이 필요한 인원을 재선임할 예정이며, 이때 신규법인 B의 선임
인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존 공장 부지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여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신규법인 C의 경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부분의 관리조직(인사, 재무 등)이
길바로 건너편에 있는 본사 건물(사업장과 지번이 틀림)로 옮겨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때
법적 선임인원(대기환경기술인)의 경우에도 본사에 입주하여 길을 사이에 두고 위치한
사업장의 법적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사는 기 법인 A를 분할하여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술

운영·관리를 위

임명하도록하고 있으며, 환경기술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
하는 자가 이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는 등 준수사
항을 지켜야 합니다. 아울러, 질의내용과 같이 길을 사이에 두고 동일 법인의 본사와 사
하여 환경기 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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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본사에 근무하는 자를 환경기술인으로 선임하여도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면 당해
사업장의 환경기술인으로 선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로

제 목

답변일자

대기환경기술인 추가 임명 여부
질의요지

2008-05-02

술

간 가동하므로 3종사업장에

1종사업장으로 대기환경기 인을 대기환경기사1인과 일일 24시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시설을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증설된 경우 대기환경기술인을 기존에서 추가 임명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하는 관리인1명을
회신내용

령 별표10에서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1
일평균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1종사업장의 경우에는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
자 1명과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1명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비를 증설
하는 경우에도 기존 1종사업장의 환경기술인 자격기준을 만족하고 있다면 추가로 임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제 목

답변일자

소각시설사업장 환경관리인 자격기준

2008-03-19

질의요지

각

격 준 문의드립니다. 환경기사 대기2급
취득 후 대기시설관리 경력 7년 이상자로 문의드린 폐기물 중간처리 사업장에 취업자격
폐기물소 시설 1종사업장인 경우 환경관리인 자 기
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령 [별표10]에서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1종사업장의 경우에는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1명 이상을 선임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대기환경산업기사(기존 대기기사 2급) 취득후 일정경력 소유자로 대체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관련

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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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격 준

련 업무에 종사한자 1인이상이라
고 되어있는데 환경안전팀 소속으로 급여대장에도 명시되어 있고 실제 대기분야에 종사
하였고 임명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서류들이 실제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법적 자격
기준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부족함이 없는지요? 아니면 대외적인 법적효력을 발휘하는 다
른 조건이 필요한지요?
3종사업장의 환경관리인 자 기 에서 대기분야 환경관

회신내용

술

격 준

령 별표10에 따르며, 3종사업장의
경우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자 1명이상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기분야 환경
관련업무에 3년이상 종사하였다는 증명서류는 환경관리인 교육수료증 또는 회사내부의
임명문서 등이 해당할 것이니,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별 환경기 인의 자 기 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제 목

답변일자

환경기술인 근무시간에 관련 질의

2008-02-29

질의요지

간

년 근무하는 대기 제1종 사업장입니다. 일작업 17시간 초과로 대기환경
기사 1명과 제3종사업장(대기분야근무 3년이상인 자)근무자로 선임되어 운영중입니다.
야간근무시(18:00～익일09:00) 모든 정식 근로자(사무실 및 환경기술인) 퇴근을 하고 일용직
근무자만 야간근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야간근무시 환경기술인 내지 정규직근무자가 야
간에 상주를 하여야 하는지요?
24시 /일, 300일/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술

운영·관리를 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기술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
사하는 자가 이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는 등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할것입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제6호에서 환경기술인은
사업장에 상근하도록 하고 있으나, 야간 근무시 환경기술인의 상주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
하여 환경기 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 목

답변일자

환경기술인 산전휴가기간시
질의요지

술

휴

환경기 인이 산전 가를 가게 되어

2008-10-27

그기간에

월

3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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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을

해야하는데

그 기간에

격

환경 자 증 소지자를

채용해야 하는지요. 산전휴가를 가게 되는 사람이 퇴사한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을 써도 되지 않는지요.
회신내용

운영·관리를 위
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사업장에 상근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내용과 같이 외부 출장이나, 휴가 등으로 일시적
으로 환경기술인이 상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자체규정 등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5일 이내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4종, 5종사업장의 기준에 준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행기관의 환경기술인 선임에 관하여

2008-08-31

질의요지

그런 경우 환경기술인을 선임할시 회사법인 명의로 기
술인 선임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관리대행으로 등록된 인원 개인명의로 기술인을 선임
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환경기술인의 법정교육은 1종은 1종에 해당하는, 2종은 2종
에 해당하는 인원이 교육을 받으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기환경관리 대행을 하고 있는데

회신내용

항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
경기술인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
제8호에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환경기술인을 별도로 임명할 필요는 없으며,
관리대행에 관한 위탁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환경
관리를 위탁한 경우의 환경기술인에 대한 법정교육은 위탁관리를 수행하는 환경관리대행
기관에서 받으면 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 에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제 목

답변일자

환경기술인 업무를 대리인이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대기1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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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31

술

련

무

무

술

1. 환경기 인은 관 법에 따라 의 적으로 해야할 것이 있는데, 이러한 업 를 환경기

직원, 대리인이 할 수 있는지요?
2. 환경기술인은 상근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교대직(4조 3교대)도 상근으로 봅니까?
3. 대기환경기술인이 고압가스법의 책임자로 겸임할 수 있나요?
인이 아닌 다른 같은 회사

회신내용

술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수행을
위한 환경기술인은 선임하여야 하며, 사업장에서 자체규정 등에 따라 법적으로 선임
된 환경기술인의 책임하에 같은 회사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장에서 자
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선임되는 환
경기술인은 사업장내에서 근무하면서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교대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상근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선임된 환경기술인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사업장내에서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환경기 인의

할 것입니다.

술

압 안

(3)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기 인은 고 가스 전관리법에 의한
자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제 목

안전관리

답변일자

job sharing실시에 관하여(법적선임자)

2009-03-04

질의요지

내 수질, 대기 선임자가 jobsharing에 동참해도 되나요? 만약 동참할 수 없다면 대
리인 선임 후 jobsharing에 동참할순 있나요?
사업장

회신내용

내 수질 및 대기 환경기술인이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른 업무(Job Sharing 등)에 동참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사업장

제 목

답변일자

환경관리인 법정교육

2009-03-04

질의요지

년 후반기에 환경관리인이 퇴사를 하고 다른 환경관리인이 입사를 했습니다. 법령에
의하면 환경관리임 선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활동규제완화에 의
한 특별조치법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하면 선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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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조치법처럼 적용이
되나요? 기업이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하여 마지막 받은 교육 이수 년도 이후 3년 뒤에 교
육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 것이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지금 환경기술인은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되고 나서 1

회신내용

신규교육은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의 환경기술인 교육을 받도
록 하고 있으며, 이때 기준은 선임된 환경기술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기술인
으로 선임된 자가 1년이 안되어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아 더 이상 환경기술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환경기술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이며, 환경기술인
으로 임명된 자는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에 따라

제 목

답변일자

환경관리인 선임에 대하여

2009-02-19

질의요지

철강선제조업체로서 금번 설비의 증설로 인하여 3종사업장에서 2종사업장으로 변경되었
습니다.

: 먼지, Zn화합물
2. 조업시간:17시간
1) 위내용으로 볼 때 대기환경환경보전법의 먼지만 배출되는 사업장에 대한 규정으로 인
하여 환경기술인을 5종사업장에 대한 기술인으로 선임을 할수 있는지 여부(Zn화합물
의 배출시설은 화성처리시설(본데라이트)로서 방지시설설치 의무면제를 받은 시설임)
2) 조업시간이 17시간 이상이면 환경기술인을 2명 선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종속근무기간이 3년이상이 되는 무자격증 소지자를 임명해도 되는지 여부
3) 환경관리업체에 위탁하여 환경기술인을 선임시 기술인1명과 당사업장에서 선임한 무
자격증 소지자1인을 선임하면 되는지 여부
1. 오염물질발생

회신내용

술

격 준

령

1) 사업장별 환경기 인의 자 기 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동 별표10 비고6의 규정은 일반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 또는
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먼지이외에

별표10에 따르고 있으며,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

아연화합물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동

월 동안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하여 1일
평균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기술인을 2명 이상 두어야 하며,
1명은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하여야 하며, 나머지 인원은 대기환경

2) 동 별표10 비고2에 따라 2종사업장에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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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
에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
자 1명과 무자격 소유자라 하여도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1명
을 환경기술인으로 임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을 「기업활동 규
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0조에 따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경기술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업기사 이상의 기 자

제 목

답변일자

환경기술인 선임 관련

2008-12-31

질의요지

급
술 격
약
사(2급)의 자격을 가지고 환경관련 유사업종에서 몇 년간 근무하면 대기기사(1급)의 자격
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이런 경우 대기산업기사(2급)로 5년간 환경관련 유사업체에서 근무
했을 경우 대기1종 사업장의 환경기술인이 될수 있는지요?

대기1종사업장으로 대기기사(1 ) 이상이 환경기 인 자 이 있습니다. 만 , 대기산업기

회신내용

령 [별표 10]에서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1종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을 선임하도록 규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방지시설업의 등록
요건 등 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요건으로 기술인력 등에 대한 경력을 인정하는 대체인력
규정은 있으나, 대기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자격요건을 대기환경산업기사
로서 일정 경력 소유자로 대체하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제 목

답변일자

기업규제완화특별법상 환경기술인 선임관련

2010-01-20

질의요지

활
항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중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나와 있
습니다. 그렇다면 당사는 1일평균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대기2종 사업장으로서 위법에
따라 환경기술인 1명만 선임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업 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4 에 2인이상

회신내용

기업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에서의

겸임은 대기, 수질환경기술인 및 보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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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내용과 같이 1일 평균 17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대기환
경기술인을 2인 이상 두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리자의

제 목

답변일자

대기 3종 환경기술인 선임
질의요지

2010-10-06

술

선임되어 있던 직원이 퇴사하여 선임변경을 하고자 하
는데 회사에 법적요건을 만족시키는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환경기술
인 자격요건을 보면 3년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도 대기3종 사업장 환
경기술인 선임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입사 후 3년 이상 다른 공장의 환경기술인으
로 내부 선임되어 대기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내부결재 문서 보유)
그렇다면 위직원이 대기3종사업장의 환경기술인 선임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기3종사업장의 환경기 인으로

회신내용

령[별표10]규정에 의거, 3종사업장의 경우 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또는 3년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자를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
라서, 동일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지 않더라도 대기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하였음을 증명(임
명장 및 문서 등)할 수 있을 경우에는 환경관리인으로 임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제 목

답변일자

환경관리인 겸임 가능여부

2010-10-20

질의요지

허가증(특정유해물질 발생) 5종으로 되어 있는 사업장입니다. 수질환경
기사1명(기술자격증소유자)이 대기, 수질환경관리인 겸임을 할 수 있는지 문의 합니다.
수질 5종, 대기는
회신내용

령 제39조 제2항 [별표10] 비고 제5호 규정에 의거 대기환경관리인이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겸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제 목

답변일자

환경관리인 부재에 관한 질의

2010-07-27

질의요지

재
1. 부재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연월차 휴가, 장기 교육이나 출장 등이 있을
대기2종 사업장의 환경관리인입니다. 환경관리인 부 시 발생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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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도 비상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비상주로 인식된다면 동등한 자격을 소유한 사람을 대리로 둬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적합한 사람을 인명만 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운영·관리를 위
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사업장에 상근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월차 휴가나 단기 외부출장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환경기술인이 상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자체규정 등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지정
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1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이나 장기 출산휴가 등으로 환경관리인이 비상주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10]에 적합한 환경기술인을 선임하여야 할것입니다.
참고로, 이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환경산업기사이상의 자격이 있는자를 임명하여
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5일이내 채용할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4종,5종사업장의 기준에 준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할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환경관리인에 대한 질의

2010-03-31

질의요지

측 록

환경업체에 관리대행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대기 정기 부상의 환경관리인란에 관리대행
업체의 상호명을 명시해야하는지 관리대행업체의 관리인의 성명을 명시해야하는지 알려

십

주 시오.

그리고 관리대행업체의 환경관리인 1인이 몇 개의 2,3종 배출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환경관리대행업체에서 환경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대행업체에 소속한 환경관리

술 들

태

측 록

록

기 인 이 환경관리를 하고 있는 상 이므로, 대기 정기 부상의 기 은 대행업체로
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환경관리대행업체에서 여러사업장을 관리하는 것은 대행업체의

능력에 따름이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인을 공동으로 선임한 경우, 해당사업장에 번갈아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관리

제 목

답변일자

환경기술인 선임 질의

2011-03-24

- 525 -

질의요지

항으로

술인을 임명해야하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관리대행기관 지정을 받은 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환경기술인을 선임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 사업장은 대기1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1

환경기

회신내용

활

기업 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의거,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의 규정에

술
무
앙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이 관리
대행기관 지정 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다면 따로 환경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도 될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 인에 대한 업 를 관계 중 행정기관의 장이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환경기술인 공동 임명

2011-01-25

질의요지

술
항
임명할 경우
1)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환경기술인의 임명신고 의무면제 조항이 있
는데 공동임명할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면제인지?
2)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였을 경우 환경기술인 교육은 각 사업장마다 받아야 하
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으로 한번만 받아도 되는지 여부.
환경기 인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4조1 6호에 의하여 공동으로

회신내용

활

항

기업 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4조의4 제2 에 의거, 공동방지시설 설치 사업

술

임명신고는 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환경기술인 교육은 사업장
에 관계없이 공동방지시설 설치사업장의 환경기술인이 이수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장 환경기 인의 경우에도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환경관리인 선임 건

2012-03-21

질의요지

선임하려고 하는데 자격요건이 대기환경산업
기사, 환경기능사, 대기배출시설관리인으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환
경관리인으로 선입되지는 않았지만 동 시설 동 기계실 내에서 7년 이상 같이 근무한 직
원의 경우 선임이 가능한지요.
대기 3종으로서 대기배출시설 환경관리인을

회신내용

령[별표10]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중 3종사업장에서 “3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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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업무에 종사한자‘라 함은 배출업소 또는 환경관련 산업체를 구분
하지 아니하고 3년이상 대기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격증빙 서류로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으로서 기재내용중 대기환경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하였다는 것이 확인이 가능하고, 이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의 대표자가 확인한 서류라면
자격증빙서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

제 목

답변일자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참석여부
질의요지

신

2012-06-15

신

태

설치 고는 되어 있으나, 가동개시 미 고 상 로서

현재 가동실적이 없습니다. 대기분야

교육을 꼭 참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자 과정 법정
회신내용

령 제39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면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에는 가동개시신고를 할 때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동개
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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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

제 목

답변일자

공동방지시설 경우 자가측정기록부에 대한 질의

2008-02-05

질의요지

4종업체와 5종업체가 하나의 방지시설을 공동방지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배

두 업체가 따로 자가측정을 해서 자가측정기록부를 각각의 사내에 비치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두 업체중 대표로 한 업체만 자가측정기록부를 비치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출구는 하나인데

회신내용

항
운영할 때에는 그 시설의 운영
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두어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에게 법과 영 및
이규칙에 따른 행위를 대행하게 할수 있으므로 자가측정은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
표자가 하면 될것입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라 자가측정은 배출구별로
실시하여야 하므로, 하나의 배출구에 대하여 두 업체가 따로 자가측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대기 측정기록부는 운영기구의 대표자가 원본을 보관하고 다른 사업자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2 에 따라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는 사본을 보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영하더라도

참고로, 2개의 사업장이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운영기록부는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제 목

답변일자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작성에 관한 사항
질의요지

활성탄흡착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5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라 운영기록부를 작성할 때 전력량 체크를 명
일 오전 9시에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환경담당자는 출근은 하지
않고, 생산라인도 출근할때도 있고, 안할때도 있는 생산라인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근무형
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말운영일지를 작성할 때 월요일 오전9시에 전력량을 체크하고, 가동시간은 가동일
지를 보고 금/토/일 것을 한 장으로 통합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누적전력량은 금/토/일
것이지만, 일별로 가동시간은 별도로 적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에 저촉을 받는지요?
무조건 일괄적으로 일자별로 적어야 되는지요?
대기배출시설은 도장건조시설로

신고되어

2008-12-10

있으며, 방지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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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항

때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 에 따라 사업자는 조업을 할 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업을 할 때에는 배
출시설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다 하여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제1호 비
고란에 가동여부를 기재하여야 할 것이나, 조업을 하지 않는 기간에는 운영기록부의 작성
을 생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및 운영일지 기록

2008-01-22

질의요지

록
식
대기방지시설(세정식집진장치) 가동 목적이 실내온도 하강을 위해 부분적으로 가동되고
있는데(물론 먼지도 약5mg/m3정도 발생) 전혀가동을 하지 않으면 폐쇄신고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기온변화에 따라 월2~3회 정도 또는 그보다 적게 가동될때도 있는데 이런 경
우 가동이 되지 않을 때 지도점검이나 올 경우 방지시설 미가동사유가 되는지요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가동하고 대기방지시설 운영일지에 기록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대기방지시설로 등 되어 있는 세정 집진장치에 대해 문의 드리려 합니다.(4종사업장)

회신내용

때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에 따라 배출시설을 가동할 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여서는

때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
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출시설을 가동할때에는 방지시설을 가동하
고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아니되며, 사업자는 조업을 할 에는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방지시설 운영 여부

2008-05-13

질의요지

운영일지 및 자가측정실시 여부 문의 드립니다.(허가는 유지중
이며, 저장시설 및 도금시설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미가동임.)
이경우의 적법한 관리방법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Ex.운영일지-비가동작성,자가
측정-미실시 등)
배출시설이 비가동될 경우

회신내용

항

때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 에 따라 사업자는 조업을 할 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업을 할 때에는 배
출시설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다 하여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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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록부 제1호 비고란에 가동여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하도
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측정 주기(횟수)내에서 배출시설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자
가측정을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및 방지시설의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

2008-07-01

질의요지

운영기록부에 보면 자가측정사항 기록란이 있습니다. 측정농
도, 일일유량, 일일배출량, 검사기기명, 연료 및 원료사용량 환경기술인 의견 등을 기록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가측정 대행을 하면 최소한 그 결과를 확인하려면, 며칠이 소요됩
니다. 운영기록부는 매일 작성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측정농도 및 일일배출
량을 기록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연료사용량 및 원료사용량 또한 자가
측정사항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또한 매일매일 파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별지7
호 서식양식을 그대로 준수를 해야 되는지, 사업장여건에 맞게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
다. 또한 1. 배출구별주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시간, 2. 방지시설 운영사항은 매일
기록하고, 3. 자가측정사항은 측정 대행 업체의 자가측정 결과로 대체가 가능한지요?
서식의 1과 2를 매일 작성한다면 3.자가측정사항의 1번～18번까지의 항목은 사업장 여건
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지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회신내용

운영기록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
라 작성을 하여야 하며, 작성양식을 사업장마다 별도 여건에 맞게 변경할 경우 대기배출
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법적인 관리사항이 누락될 수 있어 환경기술인의 준수사
항 미이행 등으로 행정처분등을 받을수 있으므로 최대한 법정양식에 따라 운영일지를 작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일지 작성요령과 관련하여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2호의 방지시설 운
영사항(가,나 포함)을 기재하지 않아도 될것이며(예:동란에 “방지시설면제“라고 기재), 자
가측정을 위탁하는 경우 동서식 제3호 “자가측정사항“란에는 일반적인 사항(배출구번호,
배출시설명, 측정항목 등)을 기록하고 ”환경기술인의 의견“ 또는”기타“란에 위탁업체에서
측정을 대행한 사항(일자 등)을 확인할수 있도록 기록한후 측정대행업소의 측정결과를 확
인한 후에 동서식의 제3호 ”자가측정사항”에 기재하거나 첨부하시면 될것입니다. 상기내
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현재 운영일지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자가측정을
- 530 -

받

식

내지 제3호의 사항을 기재

위탁하거나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 은 경우 동 서 의 제2호

록 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하지 않도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운영관리대장 작성 문의

2008-09-26

질의요지

쇄

마력1기를 소유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업체로 폐기물 입고시 조대 폐기물을 파 시설 300

허

신청하여,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시
받았습니다. 이 경우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에 파쇄기 관련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내역를 매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대기배출시설 변경 가를

회신내용

내

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 배출시설에서 제외된 사유등이 구체
적이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는
조업을 할때에는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의 운영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 용에 기

제 목

답변일자

대기운영기록부 결재

2008-05-27

질의요지

운영기록부를 매일 전산작성하여 공유를 통해 내부결재자가 실시간으로, 수시로 내용
을 확인하고 있으며 법적 양식에 결재란이 있어 매일 결재양식을 만들고 a4로 출력하여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매일하다 보니 양도 많고 번거러운 면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기존 민원내용을 확인해 보니, 운영일지를 디스켓등에 파일로 저장하여 사업주가 공유하
여 확인하는 경우에 공유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으면 가능할 것이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럼 내부결재을 매일 상신하는 것이 아니라 월1회로 통합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대기

회신내용

항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

간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량

측

록

대하여 시설의 가동시 , 대기오염물질 배출 , 자가 정에 관한 기 , 시설관리 및

운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동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운영
기록부는 테이프·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습니다.
자,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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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록부는 매일 기록하고 결재를 받아야 할 것입니
다. 참고로, 운영기록부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하는 경우에도 결재가 완료된
운영기록부를 기록·보존하여야 할 것이며, 전자결재시스템이 없는 경우에는 수기 결재서
류를 별도로 기록·보존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제 목

답변일자

대기운영일지 관련 질문

2008-02-20

질의요지

허 득하였으나 대기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방지
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는가요 작성해야 된다면 관련 법률과 작성항목 및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대기방지시설 설치 가를

회신내용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사업자는 조업을 할때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방지시설설치 면제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를 기록할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해당하는
사항만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

제 목

답변일자

대기운영일지 전력사용량 단위 오류

2008-11-02

질의요지

운영일지 작성내용중 전력사용량 단위가 법규 제정이후부터 KW/h로 잘못 표기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에서는 그대로 사용하는 기업이 대부분이고, 대기업 사업장에서는 KWh로
대기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음.
회신내용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
설에 대하여 시설의 가동시간,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운영
기록부에 매일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는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산전력계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환
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제2호 가목 방
지시설 운전사항 중 전력사용량(Kw/h) 작성시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
도록 [방지시설의 시간당 전력사용량/가동시간(kw/h)]으로 표기하거나 [방지시설 가동시
간의 전력사용량 누계(kwh)]로 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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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대기환경 관련일지의 결재

2008-05-26

질의요지

작성하고 있는 대기관련 일지가 2종류가 있는데 이의 결재선이 궁금합니다. 작성,
검토, 승인의 단계가 궁금한데요. 당사에서는 작성은 그날의 점검자가 작성하고, 검토는
회사 환경담당자, 승인은 공장장, 즉 ISO14001상의 환경경영대리인이 실시를 하는데요.
당사가

부서장이 해도 되지 않는지요.
회신내용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사업자는 조업을 할때에는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동 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동 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서 결재선은 담당, 과장, 부서장, 공장장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이는 그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운영일지 작성자뿐만
아니라 공장운영을 책임지는 대표자 또는 공장 책임자가 해당 시설의 가동상태를 매일
확인도록 함으로써 당해 시설을 적정 가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의 최종결재는 그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운영의 최종책임자가
하여야 할 것이나, 회사의 내부규정 또는 내부문서 등에 따라 대표자로부터 당해 배출시
설 또는 방지시설 운영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면 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

제 목

답변일자

배출시설및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운영방식 질의

2008-03-25

질의요지

매일 작성하는 운영기록부의 종류가 많고, 기록시의 업무효율화를 위해 환경(수질, 대기 등)
의 운영기록부를 통합하려 합니다. 양식의 변경이 없이 통합가능한지?
양식을 변경(필요부분만 추출)은 가능한지?
회신내용

운영기록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나, 운영기록부의 양식변경이 없다면 통합하여 작성하여도 가능할 것입니다.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특성상 불필요한 여백(빈칸) 등에 한하여 조정이 가
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기본적인 항목 등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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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운영일지 작성관련

2008-12-01

질의요지

운영일지 작성시 배출시설명에 인허가된 모든 배출시설을 명
기해야 하는지요? 배출시설을 모두 명기하려면 너무 많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하나의
연속공정인 A공정에 a,b,c의 배출시설이 같이 붙어있어 가동시간이 같고, 연속공정이면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배출시설명에 A공정으로 표기해도 되는지요?
회신내용

운영기록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
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서식 제1호에서 배출시설은 배출구별로 “ 외 종”으로 표기하도록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하고 있으므로 배출구별로 대표적인 배출시설과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의 개수를 표기
하면 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운영일지 작성 및 조업시간 변경

2009-02-04

질의요지

운영일지중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조업)시간을 쓰는 빈칸이 있는
데 배출시설 운영시간을 적는 것인지 방지시설 가동시간을 적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배출시설을 사용하는 시간은 적은데 민원이 발생하여 방지시설을 배출시설 신고필증에
기재된 일일조업시간(8시간/일)보다 초과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운
영일지에 기재해야 하는것인지요
2. 배출시설신고필증에 일일조업시간이 8시간/일, 300일/년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하루8
시간을 넘게 배출시설을 사용할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어떤 것으로 첨부해야 하는지요? 또한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난방용보일러등 일정시간
또는 일정기간만 가동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정확히 무슨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일일조업시간은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사업장 조업시간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배
출시설을 가동한시간을 말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대기배출시설

회신내용

식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제1호
배출구별 주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조업)시간에서 가동시간은 배출시설이 연결
된 개별 배출구의 가동시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발생 등의 사유로 대기배출
시설 가동없이 방지시설만 가동한 경우에는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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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일지상의 적산전력량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기배출시설 가동없이 방지시설만 가동하였음을 알 수 있도록 별도 표시 등을 하시면
방지시설만 가동할 경우에도
될 것입니다.

존

간 변경은 전년도의 일일 평균조업시간으로 산정한 자료
와 대기배출시설의 가동시간이 증가된 사유 등을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
을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재산정하여 해당 배출구별 자가측정 주기, 사업장 종 구분 등을 재산정하여

2) 기 의 대기배출시설의 가동시

야 할 것입니다.

간 또는 일정기간만 가동한다고 시·도지사
가 인정하는 시설이란 배출시설의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는 각각 24시간과
365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난방 등을 목적으로 일정시간 또는 일정기간만 가
동하는 것으로 관할 행정기관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시에 인정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상에 기재된 시설을 말하며, 이 경우 해당기간을 초과하여 가동하는 경
우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사업장 종변경이 될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
신고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의 일일조업시간은 대기배출시설이 포함된 생산
공정의 조업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1개의 사업장에 제조공정이 여
러개 있을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즉 대기배출시설이 포함된 해당
생산공정의 조업시간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 일정시

제 목

답변일자

방지시설 면제사업장의 운영일지 작성관련

2009-03-10

질의요지

운영일지의 2호(방지시설 운영사항)와 3호(자가측정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하는데, 2호와 3호를 제외한 1호(배출구별 주요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 가동(조업)시간)는 매일 기재를 하여야 하나요? 단순하게 조업시간만을 기재하는 것
이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1호는 반드시 기재를 하여야 한다면 용지를 절
약하는 차원에서 2호와 3호를 뺀 1호서식만을 편집해서 1장에 1개월분의 조업시간을 적
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방지시설 면제시설에 대하여

회신내용

식

(2) 방지시설면제사업장의 경우에 별지 제7호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을

편집(제2호와 제3호 삭제)하여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제1호 배출구별 주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조업)시간은 매일 기록하고 결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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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등에 대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시설의 가동시

제 목

답변일자

방지시설 운영일지 관리.

2009-01-16

질의요지

면제시설도

운영일지를 작성해야 되는지? 법규에는 그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회신내용

항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 에 따라 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방지시설의 면제를
받은 시설이라 하여도 조업을 할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 제1호 배출구별 주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조업)시간 란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며, 동 양식을 변경하여 필요한 항목을 포함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운
영일지를 작성하여도 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방지시설운영기록부에 관하여

2010-03-12

질의요지

운영기록부를 작성하고 있는데 결제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담당자
(안전관리원) 전결로 결제란을 임의로 변경하면 안되는지요? 아니면 결제란을 없애면 안
되는지요? 법령에 결제기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기방지시설

회신내용

운영기록부 작성양식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7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동 서식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항목이 모두 포함되도록 기록·
유지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담당자와 책임자의 결재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대기환경보전법에 결재기준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의 여건상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결재란의 일부 변경은 무방할 것입니다.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제 목

답변일자

운영기록부 작성관련 문의
질의요지

2010-04-02

외교육을 받게 되어 몇주간 업무를 보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일일

회사 사정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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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해야 할 방지시설일지 등은 어떻게 작성을 하고 기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항 규정에 의거 사업자는 조업을 할때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
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보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 규칙 제36조<서식 제7호>의 양식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사항,
자가측정 사항 등 중요사항을 귀하의 사업장 현황에 맞추어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

제 목

답변일자

일일 조업시간 기준

2010-05-31

질의요지

간 기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혼합시설 및
건조시설을 설치 및 방지시설로 폐가스 소각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2교대로 07시를 기준으로 근무교대를 하고 있어서 일일기준이 0시～24시가
아닌 금일 07시에서 익일 07시로 생산량, 전기사용량, 원료사용량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수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포함)상의
가동시간(일일 가동시간)을 금일 07시에서 익일 07시 사이에 가동된 시간으로 작성을 해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일일조업시

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항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간을
1일(0시～24시)기준으로 기록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일일가동기간의
기준은 귀사의 자체실정에 맞게 기록하여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1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 운영일지에 관하여
질의요지

간

2011-01-12

간

폐기물중 처리업으로 폐기물을 중 처리할경우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합니다. 폐기물 이외에 물건을 처리할 경우도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는
데 그 경우도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해야 하나요?
회신내용

항 규정에 의거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할
시에는 반드시 방지시설운영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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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운영일지 미작성시 처벌

2011-09-30

질의요지

꼭 방지시설을 가동해야만 되는 구조로 되어있고 방지시
설과 배출시설이 같은 전원설비를 사용하고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도록 설치된 전원설비
에서 방지시설, 배출시설 순으로 가동 됩니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운영일지만을 작성하고
대기운영일지는 작성 안했을시 처벌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배출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회신내용

항 규정에 의거, 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의 행정처분(1차:경고)에 해당함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2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관련 문의입니다.

2012-11-14

질의요지

운영기록부 작성시 2항 가, 방지시설 운전사항에서 전력사용량
란이 있는데 방지시설 적산전력계의 전력사용량을 적는것인지 작성일의 전력사용량(금일
지침-전일지침)을 적는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회신내용

[

식]의 전력사용량란에는 당해 방지시설을 운영
하는 데에 사용되는 모든 전력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하면 될 것이며, 적산전력계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누적량(당일 사용량)을 기록하면 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매일 작성 문의?

2012-01-27

질의요지

휘
탱
②항''4,5종사업장은~(중략)~운영기록부에 매일기록''이라는 조항에
기록보관하고 있습니다.

대기배출시설 5종사업장( 발유저장 크 1기)에 속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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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운영기록부를

신고시 324일/년로 신고했고 출하상황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기록이라는 조항이 현실과 맞지않아 운영시에만 작성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고 생각됩니다
저희사업장은

회신내용

항상 가동을 하지 않은 요일(공휴일, 일요일 등)은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비정기
적으로 가동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중단한 사유 등만 기재하고 기타 다른 내용들은 작성
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다만, 공휴일이나 일요일인 경우에도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한다
면 일지를 작성하여야 할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변경관련

2012-05-16

질의요지

내 여러 배출시설 중 일부(1종배출구)를 사업장의 사유에 따라 장기간 가동중

동일사업장
지할 경우,

허

채 생산활동의 중지일 경우임)
2.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운영일지의 작성과 자가측정 여부는?
1. 대기배출시설의 설치 가를 변경해야 하는지?(시설은 유지한
회신내용

실제로 폐쇄하지 않고 있으면서, 향후 재가동을 위하여 배출시설을 일정
기간 가동하지 않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가동중지와 관련하여 자가
측정, 운영일지 등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참고로, 배출시설 가동중지로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경우 동 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은
생략할 수 있을 것이며, 관할 관청에서 장기간 가동하지 않는 것을 인정한다면 동 기간
동안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대기배출시설은

제 목

답변일자

제조 공장 미 가동시 대기배출방지시설 유지상태에 대해
질의요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조공장이

2012-04-10

매출부진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조업을 중단하였습

니다. 이 경우 대기배출시설이 가동정지함에 따라 방지시설도 가동 중지하고 있습니다만,

태

태

방지시설 정지에 따른 조치 또는 방지시설의 상 는 어떤상 를 유지해야 하는지요?

레

즉,

순환수를 항시 보관할 경우 순환수가 부패되어 향후 재가동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순환수를 전부 제거한 상태에서 스크레바 미가동 상태 유지코자 합
니다. 아울러 대기방지시설 운영일지 기록은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요?
방지시설은 스크 바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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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가동시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비 가동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미가동사유를 기재하여 점검시 등에 확인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에 사업자는 조업을 할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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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개선계획

제 목

답변일자

TMS개선계획 제출 기관

2008-02-20

질의요지

TMS 개선계획서는 도에 보고를 하는지 환경공단에 보고를 하는건지요
회신내용

령 제21조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제출은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제
39조에 따라 사업자가시·도지사에게 제출 또는 통지하도록 하고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의
관제센터는 시·도지사로부터 사업자가 제출 또는 통지한 개선계획 기간 및 내용을 통보
받은 후 사업자로부터 전송받은 측정자료를 확인·확정하여 관리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미가동시 개선계획서 제출여부
질의요지

량

2008-03-17

년

당사 생산공정 중 일부공정의 생산물 이 없어 대기배출시설이 1 이상 가동이 중지된

태
태
행령21조④항에 따른 부적정운영이 아닌 경우 사업장에서 인허가변경 등 조치해야할 사
항이 있는지요
상 이며 이에따라 대기오염방지시설 또한 가동이 중지된 상 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시

회신내용

령 제21조 제4항은 방지시설 등의 비정상운영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행정기관에 스스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고자하는 경우이므로, 동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받고 운영하는 시설 중
일부를 폐쇄하지 않고 사용중지 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다
만, 허가(또는 신고)된 시설이므로 관리측면에서 해당시설을 예비용으로 변경신고 하거나
휴지신고 등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니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으로 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방지시설 보수 시 개선계획서 제출여부
질의요지

2008-07-31

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지아니한 사업자는 배출허용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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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된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지만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계획
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예를들어, 스크러버로 유입되는 배출가스배관이 손상되어 외기가 흡입되는 경우 방지시설
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나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는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회신내용

령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개선하여도 될것입니다
다만, 관할 행정기관의 인정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경우 대기환경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항

제21조 제4

제1호에 따라 배출

보전법 제31조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가동하면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되

선

선

람직할 것입니다.

므로 관할 행정기관에 자체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개 하는 것이 바

제 목

답변일자

배출시설 가동중일때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방지시설 가동중지 허용여부

2008-06-13

질의요지

병

급

당사업장은 열 합발전시설로 전기생산 및 증기를 공 하고 있습니다.

간 항시 가동하여 방지시설 점검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도 점검보수를 하
지 못하고 현재 방지시설을 항시 가동 중에 있습니다.
방지시설의 점검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배출시설이 가동중일
때 방지시설을 정지할 수 있습니까?
업종 특성상 24시

회신내용

령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방지시설의 점검·보수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
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후에 방지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보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배출시설 개선, 변경, 점검 시 자체개선계획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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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31

질의요지

령 제21조제4항1에 개선명령을 받지 않는 자체개선계획서가 있는데
“배출시설을 개선, 변경, 점검 또는 보수의 경우”
1) 이때 배출시설이란 기존 동일한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 ,변경, 점검인가요?
2) 2010년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적용시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 1～2년 유예가 가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한가요?

존

3) 기 의 설비로

운영 중 2010년 대기오염물질배출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신내용

령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
출하게 된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동 호에서 배출시설이란 허가 또는 신고받은 배출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는 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2)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은 2007년 1월 31일 환경부령 제227호로
개정·공포하여, 예고하고 있으므로, 기존시설의 경우 시행일(2010년 1월 1일) 이전에
허용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입니다.

허 준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개선명령), 제34조(조업정
지명령 등), 제35조(배출부과금),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제89조(벌칙), 제95조(양벌
규정)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배출 용기 을

제 목

답변일자

자체 개선계획서 제출 여부

2008-09-23

질의요지

버 폴링층이 약간 붕괴가 되었습니다. 생산으로 인하여 스크러버는 가동중지를 할
수가 없고.그런데 송풍기는 정상가동이 되고 있으며 세정 역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전단 및 후단 먼지,황산화물 농도를 측정을 해보았는데 기준이
내로 가동이 되고 있으며 공사진행은 28일 일요일 작업예정에 있습니다. 자체개선획서를
스크러

제출을 하여야하나요?
회신내용

방지시설의 보수방법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배출시설을

선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가동하지 아니하고 보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체개 계획서를

람직할 것입니다.참고로,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에 따라 배출시

제출하고 보수하는 것이 바

때에

설을 가동할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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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준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
출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나, 동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된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 용기 을

제 목

답변일자

TMS 개선 계획서 제출후 데이터 전송

2009-02-24

질의요지

각
간 년 이상) 중지 후 재가동하게 되었습니다. 가동개시신고를 하고 TMS
개선계획서를 신청한 후 소각로를 정상가동하려합니다.
이때 소각로를 정상가동하면서 TMS를 개선해도 무방한지요? 그러하다면 TMS개선기간
중 관제센터에TMS실시간데이터를 꼭 전송을 해야 하는지?
만약 소각로가 정상가동중이라 전송을 해야하는데전송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행정처분이
소 로를 장기 (2

있는지요?

회신내용

굴뚝자동측정기기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1호내지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시설의 가동여부에 관계없이 관할 행정기관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
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자동
측정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없으나, 굴뚝자동측정기기가 정상이라면 배출시설의 가
동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측정자료를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하여야 합니다.
측정기기가 정상인 상태에서 관할 관제센터로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을 경우 대기환경보
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과태료)을 받게 됩니다.
배출시설 정상 가동 중에

제 목

답변일자

TMS 개선계획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가동에 관하여
질의요지

2009-02-24

TMS 개선계획 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이 가능한지요?(대기배출시설 허가증에 방지시설
을 변경 신고 완료 및 배출시설 가동 신고 완료 TMS는 개선계획상태 중임)
2. TMS 개선완료보고 후 통합검사 전까지의 자료에 대한 행정처리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통합검사 적합 및 부적합의 경우)
3. TMS 개선계획기간 중에 배출시설을 가동하였을 경우 이 자체가 위법행위입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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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MS 개선완료이후 배출시설 가동중 TMS 측정기 이상에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TMS
개선계획서 제출은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1), 3)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은 없습니다.

2)

굴뚝자동측정기기 개선기간 중에 배출시설가동을 제한하는 규

굴뚝자동측정기기 개선 완료 이후의 자동측정자료는 행정자료로 사용되어지며,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에 부적합의 경우 개선 완료 이후의 자동측정자료는 행정자료로 활용
할 수 없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4항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굴뚝자동측정기기 개선 완료 이후 측정기기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
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 목

답변일자

TMS 유량계 정도검사시 자체개선계획서 제출 여부

2010-02-17

질의요지

TMS 유량계 정도검사시 자체개선계획서 제출여부가 궁금합니다. 당 현장에서 정도검사시
유량계는 탈착하여 검사기관으로 반출하여 검사후 재부착하며. 보통10-15일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때,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법적사항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령 제21조 3항과 관련하여 조치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자동측정
기기를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할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1항1호에 의하여 개선사항
확인 및 부과금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지사에게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배출시설 일시 가동 중단시 개선계획서의 제출건
질의요지

2010-01-28

내 전력설비의 보수를 위해 약 3일간 공장을 Shutdown할 예정입니다. Shutdown기간
에는 모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도 중단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제3호의 "단전,단수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배출시설의 가동이 중단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상기조항에 해당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Shutdown기간에는 모든 설비들의 가동이 중단되어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습니다.)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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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선 령 받지 않고, 질의내용과 같이 보수공사에 따른
배출시설 가동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였거나 배출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개 명 을

제 목

답변일자

굴뚝 재질 변경에 따른 행정 절차 문의
질의요지

2011-03-28

각

저희 사업장은 대기1종사업장으로 소 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 중이며 굴뚝은 높이50m,

직경 0.7m로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금번 소각로 정기보수기간 중 굴뚝재질 변경공사를 예정 중에 있습니다. 굴뚝재질 변경에
관련된 환경법규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으며, 관련법규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개선계획서
제출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항

굴뚝자동측정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전까지 별지 8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제1 제1호 규정에 의거

제 목

답변일자

자체개선 계획서
질의요지

2011-03-29

점

대기 방지시설의 정기 검(전기집진시설)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선
선 간 중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
초과부과금을 부과받고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체개선을 완료하였슴에도 개선기간 중 배출허
용기준 초과에 대한 별도의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받게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개
선완료 후 배출허용기준(TMS배출기준) 초과 없슴)
의거하여 방지시설 자체개 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체 개 기

회신내용

귀 사업장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
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 등)에 따라 개선완료 후 배출허용기준 초과를 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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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자체개선계획서 제출에 따른 처분사항
질의요지

2011-01-31

령

선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이 돌발적인 고장으로 인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할 경우 법
제32조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법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와 위의
기준에 의해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의 행정적 처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행정처분과 초과부
과금 부과는 개선명령을 받고 개선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되는게 아닌지요?
2)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전송사업장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특례인정에 의해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산소농도 3배이상의 경우 이외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전송하지 않는 사업장과의 불공평, 불필요한 행정처분
발생 등에 관한 의견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1조 개 계획서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항

령 받지 아니한 사업자, 같은 법 제33조
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개선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부과금
부과 시 종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2) 굴뚝TMS 부착사업장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령 제21조 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할지라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관련 [별표8]의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발생이란 폭우, 폭설, 태풍, 번개 등 외부영향에 의해 피할 수 없는 사고의 발
생을 의미하며, 일상적인 공정과정에서 일시적인 내부 영향에 의한 사고의 발생은 이
1)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제5 에 따른 조치명 을

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개선계획서 제출 요건에 관한 건
질의요지

령

항
(방지시설)에 대하여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요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였거나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사항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항

2012-05-16

제21조제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제1 에 따른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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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점검을 위한 소각정지시 에도 상기 서술한 조항에 의해 자체개
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것인지
2) 비산재 및 바닥재 배출관련 컨베이어 및 화격자부분교체, 케이트실린더 누유에 의한
교체, 바닥재 배출구 막힘 등에 의한 긴급 점검시에도 상기 조항에 의해 자체개선계획
관 이 없는 정기적인

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령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였거나 배출할 우려가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또는 보수시에

선

경우에는 계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자체개선계획서 제출 의무 여부

2012-05-21

질의요지

령 제21조제4항에 따르면, 아래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
염물질을 배출하였거나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있습니다.

선

점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 ,변경, 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2)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경우

돌발적 사고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

3) 단전, 단수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2. 위의 4가지 경우에 해당하지만 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가 가능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요?(예: 방지시
설이 병렬처리 구조여서 한 대가 보수중에도 나머지 방지시설로 충분히 오염물질 처리가
가능한 경우 등)
4)

회신내용

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였

항

허 준 초과하여

제21조제4 제1호에 따라 배출 용기 을

선

오염물질을

선
개선하는

배출하 거나 배출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자체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개 하여도
될것입니다. 다만, 관할 행정기관의 인정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방지시설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선

선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기관에 자체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개 하는 것이

람직 할 것입니다.

바

- 548 -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Q&A

Ⅲ. 위반행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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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처분 및 벌칙
제 목

답변일자

관계 공무원이란

2008-09-01

질의요지

무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보고와 검사 등)에 의거 “관계 공 원”이란
어디까지 인가요?
회신내용

항

누구를 말하며 범위는

령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 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환경부 으로 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

무원(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
다)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해, 제16조나 제32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
용기준 준수 여부,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제32조제7항에 따른 사항만 해
당한다), 제62조와 제63조에 따른 검사업무와 제64조에 따른 검사업무대행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이란 동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부장관 및 동법 제87
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과 위탁을 받은 시·도지사, 환경부 소속 환경연구원의 장이나 지방
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환경관리공단, 환경보전협회의
직원 등이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개선계획서 제출 후 2010년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준수 관련

2008-12-18

질의요지

년 1월 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강화되는데 미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서을 제출하면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운전이 가능한가요? 또한 최대 2년
(연장기간 포함)까지 유예가 가능한가요?
2) 만약 배출시설 개선명령을 받고 계선계획서을 제출하면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운전이
가능한가요? 또한 최대 2년(연장기간 포함)까지 유예가 가능한가요?
1) 2010

회신내용

항

선 령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동법 시행령 제21조제
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제3 에서 동법 제33조에 따른 개 명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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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령 받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기간은 관할 행정기관에서 사업
장의 여건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조에서 동법 제33조(개선명령)에 따라 개선 명령을 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정하여진 개선 기간에 명령받은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선기간 및 개선기간의 연장 여부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
따라서, 개 명 을

이므로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 TMS 개선기간 연장기간 문의.

2008-11-30

질의요지

선
내역
2007년12월28일∼2008년01월11일 방지시설 고장 및 보수
2008년01월11일∼2008년05월16일 TMS 측정기기 교체로 개선계획
2008년01월11일∼2008년06월13일 방지시설 보수 및 가스배출허용기준 적정처리을 위한 개선
2008년06월13일∼2008년12월31일 방지시설 보수 및 가스배출허용기준 적정처리을 위한
개선연장
당사의 굴뚝의 방지시설 보수로 인하여 1년간 방지시설 개선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12월03일 부대시설인 i.d팬의 고장으로 약3개월의 개선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명시된 바로는 방지시설의 경우 개선연장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 있어
더 이상 개선연장은 힘들 것이라 하는데 개선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당사업장의 개 계획 및 연장

회신내용

항

선 령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를 제출 받은 시·도지사는 관계공무원에게동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기간은 관할 행정기관에서 사업장의 여
건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조에서 동법 제33조(개선명령)에 따라 개선 명령을 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제4 에서 동법 제33조에 따른 개 명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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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소각로 보조버너 교체시 변경신고 및 개선계획 보고여부

2008-08-25

질의요지

각

운영중에 있으며 보조버너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최근 버너노후화에 따라
이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기존과 동일한 연료에 동일한 용량의 버너로 교체만 한다면,
1)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인지요.
2) 버너교체 후 시운전이 필요할 텐데 이때 당사는 TMS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굴뚝자동
측정기기 개선계획 보고대상인지요.
당사는 소 로를

회신내용

내

(1) 질의 용과 같이

허가 당시와 같은 동일 용량의 보조버너만 교체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
질을 배출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24
시간 전에 관할 행정기관에 동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배출시설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 될 것이며, 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서의 제출 대상은 아닙니다.
제 목

답변일자

정상 조업중 방지시설은 정상가동하면서 배출시설을 보수할 경우 관련
조치사항

2008-07-31

질의요지

현재 배출시설의 굴뚝이 설치된 후 노후화되어 교체가 필요합니다.
현재 설비는 TMS설치 사업장으로 공장 가동 중지 후 보수할 경우 약 60일간의 조업중지가
필요하며 현재 조업여건상 불가능하므로 조업중 굴뚝의 지지대를 교체하고져 합니다. 단
방지시설은 정상가동하고 배출가스을 최종방지시설의 스크라바 배관으로 배출하고져 할
경우 배출시설 개선계획서을 제출하는지 아니면 TMS개선계획서로 가능한지 답변바랍니다.
회신내용

귀 사의 경우처럼 측정기기가 부착되어 있는 굴뚝의 교체로 부득이하게 정상적으로 측정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행정기관
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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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과태료와 행정처분의 기준

2008-04-29

질의요지

태
항목과 행정처분 기준이 있는데, 과태료 부과 항목과 행정처분
기준이 같은 항목일 때 과태료와 행정처분 두가지 모두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둘 중 한
가지만 적용이 되는지? 둘 중 한가지만 적용이 된다면, 그 결정에 대한 기준은 누가 어떻
환경법에서 과 료 부과

게 하는지?

회신내용

항이 동법 제84조(행정처분의 기준) 및 동법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모두 받을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

제 목

태료)에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에 대하여
질의요지

제94조(과

2008-12-17

허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사용
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장에서 동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속 조업을 할 경우 고발 및
행정처분의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대기배출시설 설치 가 또는

회신내용

허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장에서 동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속 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기
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또는 제90조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36 제2호가목1)에 따라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에 해당됩니다.
배출시설의 설치 가 또는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시설 행정처분에 대하여
질의요지

산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

2008-02-18

외 20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1개의 대기방지시

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22개 대기배출시설중에서 5개의 대기배출시설을 비정상 가동

떻

하여 조업정지처분이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조업정지 대상시설은 어 게 되는지요?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제1호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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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연결되어 있는 배출구별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

모든 배출시설에 대하여 적용될 것입니다.

처분(조업정지)은 배출구의 방지시설에 연결된

제 목

답변일자

대기환경보전법상 가동개시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 가동시

2008-03-31

질의요지

신

선 및 시험가동

가동개시 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할시(정상가동이 아닌 시설개

항 중 허가취소 및 폐쇄명령이 가능한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
조에 의하면 가동개시 미신고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36과 같다 했는데 여기서 별표36의
5항에 따르면 1차 경고, 2차 허가취소 또는 폐쇄로 되어있는바 1차 적발시 막바로 허가취
소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중) 행정처분사

회신내용

항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 에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신
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36 제2호가목5)에 따라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하는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허가취소 또는 폐쇄의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행위
에 따른 행정처분은 동 별표에 근거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차수별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
니다. 참고로, 동 별표36 제1호 나목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는 그 위반행위를 한 날 이
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배출구별로 산정하고
변경을 완료하여 가동하려면 가동개시 고를 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방지시설 by-pass 배관설치

2008-10-27

질의요지

용융로 1기, 2기의 크기는 같고 배출가스의 성상은 거의 유사합니다. 2기에 부하가

걸려서

폐열보일러 전단이나

후단

쪽

배관에서 1기 방지시설

배관으로

by-pass

많이

배관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문의드리며 혹시 방지시설에 문제가

겼

쪽

생 을 시에 법적인 부분도 궁금합니다. 한 이 문제가
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됐을 때 다른 한쪽도 행정처벌 대
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설치여부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시설의 용 산출서, 설계도

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 이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
정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서 배출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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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
고 있으며, 동법 제31조에서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
나오는 오염물질을 배출 용기

위를 금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26조 및 제31조의 규정을 만족할 수 있다면 관할 행정기관

받아 by-pass 배관을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행정처분기준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위반횟
수는 배출구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개의 배출시설이 연결된 배출구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 배출구에 연결된 모든 시설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의 인정을

제 목

답변일자

예비시설과 조업중지
질의요지

2008-10-31

던

었

1) 전기유도로를 사용하 중 방지시설 미가동으로 적발되 는데

벌칙이 고발과 조업중지

내려지는 건가요? 전기유도로만 사용
중지 되는 건가요? 예비시설에 대하여도 조업중지가 같이 내려지는 건가요? 예비시설
은 가동하면 안되나요?
2) 후드와 닥트, 여과집진시설을 행정처분명령을 받고 수리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이
라고 하는데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조업중지가

라도 시설보수를 하면 되나요?

3)

후드와 닥트, 여과집진시설을 보수하여 정상가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여도 되는지요?
회신내용

준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에서 행정처분기 을 정하고 있으며, 배출시설 및 방

횟

신 모든 시

지시설에 대한 위반 수는 배출구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
설이 하나의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다면 동 배출구에 연결된

모든 배출시설에 대하여

받을 것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배출시
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
할 행정기관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처분은 배출구별로 하고 있으므로 동일 배출구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들은 모두 조
업정지의 처분을 받을 것이며, 개선을 완료한 후의 배출시설 가동에 대하여는 관할 행
조업정지의 행정처분을

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답변일자

조업정지에 대한 질의

200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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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간 중에 기계나 시설물에 대해서만 조업을 중단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업정지기간 중 이미 제조된 재고상품 판매나 원료구입은 가능한 것인지
조업정지기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36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은
배출구별로 산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라 조업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배출구와

운영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아울러, 동법에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운영과 관련 없이 상품판매 또는 원료구입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
연결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지는 않습니다.

제 목

답변일자

현장측정 가능 오염물질

2008-02-05

질의요지

령 제121조에 의하면 매연, 일산화탄소 등은 검사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오염도검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관할관청 담당자가 직접 검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해 행정처분이 가능합니까? 보일러, 소각로 등 초기 가동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매
연도 검사 후 행정처분 가능한지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회신내용

항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 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사업자로 하여금

무

필요한 보고를 명하

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수 있으며, 관계공 원이 해당시설이나 사업장등에 출입해 배출

허용기준 준수여부, 측정기기의 정상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87
조 및 시행령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명령 및 검사, 행정처분등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규칙 제133조에서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로 매연, 일산화탄소,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
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의

담당자가 현장에서 측정 및 기준초과시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보일러, 소각로 등에서 초기 가동시 발생되는 매연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환경관리인을 미선임 행정처분

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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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환경관리인을

선임 안하면 걸리나요? 환경관리인 단속은 안하지 않나요?

회신내용

항

술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4호에 따라 동법 제40조제1 에 따른 환경기 인을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92조제3호에 해당하여 300만원 이하의

준

칙 별표36(행정처분 기 )제2호13)에 따른 행정처분을

임명하지

벌금에 처해지며, 시행규

받게 될것입니다.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을 지
도·점검할 때에 환경기술인의 근무사항을 점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제 목

답변일자

cleansys 운영 사업장의 행정처분

2011-07-26

질의요지

허

준초과(동 항목 주8회 초과)로 인해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받고 개선계획
서를 제출한 후 개선완료를 하여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개선명령 완료
이행보고서 제출일(7일) 다음날부터 동 항목이 초과하여 8일4번/9일2번/10일2번/11일2번
으로 다시 행정처분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초 개선명령을 받고 개선한 내용은 2차 연소실
의 문제로서 개선을 완료하였고 완료 후 동 항목의 데이터 초과의 원인은 1차 연소실의
이상으로서 각각 다른 기기 이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지요?
대기배출 용 기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34조 관련 별표36제2호가목6)은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를 하고 가동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 인하여 같은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로 하고, 같은 목 10)은 같은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연장기간 포함) 내에 개선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로 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의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관할행정기관의 확인 후 그 결과
에 따라 행정처분이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TMS 사업장 관리철저 공문 관련 질의

2011-02-14

질의요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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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할 수 없어 배출허용기준을 연속 3회 초과하였을 경우, 개선계획서를 제출
할 수 있으나, TMS 사업장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관련 별표 8의 제
3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시행령에는
해당 조항에 의거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관련 별표 8의 제3호 다목 1), 2), 3), 4) 내용을
살펴보면 통지의 주체가 해당 지자체가 아닌 관제센터인 점과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통지 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다목 1), 2), 3), 4)에 해당하는 경우
TMS 사업장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면
행정처분을 제외 해주겠다는 특례로서 이해가 됩니다. 즉, 개선계획서 제출과 무관하게
TMS 사업장에 행정처분을 제외하는 항목을 별도로 규정한 내용이 아닌지 질의 드립니다.
적정하게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

련

굴뚝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배출시설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는 정상적으로 측정된 30분 평균치가 연속
3회이상 또는 1주 8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이고, 다목 1)~4)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되는 경우는 행정처분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장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1조(개선계획서의 제출)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 제출과 관계없이「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제15조 관련 별표8의 제3호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는 행정처분
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시행규칙 제15조 관

목

별표8제3호 다 에 따라

제 목

답변일자

기준 초과시 처벌 규정

2011-08-29

질의요지

촉

령

항 및 처벌규정은

도시가스 주성분인 메탄을 대기중에 방출할 경우 저 되는 법 과 조

무엇인지요?

회신내용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의 대기배출시설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 악취배출시설에서 메탄가스가 발생된다면, 메탄가스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의 오염물질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별표 36]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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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조업정지 기간 문의

2012-09-14

질의요지

허 준 초과로 적발되었습니다. 1차개선 명령후 다시 초과되어 2차 개선명령을 받
은 상태고, 3차 초과시에는 조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행정처분기준을 보면 10)의 경우에 해당되어 ,2차 위반시
조업정지10일로 되어 있으나, 비고3.에는 조업정지기간이 조업정지일로부터 개선완료일까
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지시설 등을 개선할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걸려서 조업정
지 기간이 길어 진다면 회사운영 자체가 어렵습니다.
만약, 오염도검사를 하여 또다시 초과된다면, 저희업체에서 받게될 조업정지기간이 10일
인가요, 개선완료일까지 인가요? 그리고, 개선완료일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을 얘기
배출 용기

하는 건가요?

그리고,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처할 경우 과징금 부과기간이 10일인지, 개선완료일
까지로 보게되는 건지도알려주십시오.
회신내용

허 준

차 초과

동일시설에서 배출 용기 을 3

[

시 행정처분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
내 선
개선완료일까지입니다. 또한, 개선완료일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
라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의한 개선완료 보고서를 제출한 날을 말합니다.
조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제1항에 해당될 경우 부과할 수
있으며, 과징금 산정을 위한 조업정지 일수는 해당사업장이 행정처분을 받은 실제 조업정
36 에 따라 조업정지 10일에 해당되며, 10일 이 에 개 이 완료되는 경우 조업정지일은

지일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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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출부과금

제 목

답변일자

기본배출부과금 산정방법 질의

2008-01-25

질의요지

재

련

훼손되었고 생산활동이 불가능하여 폐
업신고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하반기 대기배출기본부과금 확정배출량 제출을 위한 구비
자료 중 조업일수 및 조업시간에 대한 자료를 화재로 인하여 모두 훼손하였기에 근거자
료를 갖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확정배출량 산정을 위한 다른 방법이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장이 화 로 인하여 생산시설 및 관 문서가 다

회신내용

량

령 제30조(기준이내
배출량의 조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과기간 동안 배출시설별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 농도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최대시설용량으로 1일 24시간 조업하면서 배출한
것으로 추정하여 기준이내 배출량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화재
로 인하여 생산 활동 중단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동 기
간은 제외 가능할 것입니다.
사업자가 확정배출 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제 목

답변일자

기본부과금 면제 대상인지 여부

2008-03-19

질의요지

역
량
역
그래서 1%미만을 공급 받는 계
약을 했고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은 공급을 받을 때 공급받는 벙커씨유의 황함유량
이 표시되어 있는 전표를 받는데 어떤때는 그런 전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
함유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그달 중에 검사를 한 날이 있으면 그날의
검사성적서를 받아 기본부과금 명세서에 제출할때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예) 1월25일 20,000리터공급(황함유량 없음), 관청 제출 1월3일 검사값 제출(황함유량 0.4)
법에 보면 황함유량이 0.5%이하의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부과금 면제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1%미만을 공급받기로 했으나, 실제로 입고되는 황함유량이 0.5%이하인 경우 기본
저희지 은 황함유 이 1%미만을 사용하는 지 입니다.

부과금 면제 대상이 되는지요?

월

량 0.4), 2월15일 40,000리터(황함유량0.8)일 경우 2월1일 입고

1) 2 1일 40,000리터(황함유

벙커c유에 대하여 기본부과금 면제인가요?
황함유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1월3일

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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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월

정유사 검사 이 0.4이고 1 중에

총

였

능

90,000리터를 입고하 을 경우 면제가 가 한지요? 만일 면제대상이 아니면 기본부과
금 산정시

농도별 부과계수는 어떤 값을 사용해야 되나요?

회신내용

령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발전시설외의 배출시설(설비
용량이 100메가와트 미만인 열병합발전시설 포함)의 경우 황함유량 0.5%이하인 액체연
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 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황산화물 배
출부과금 면제대상에 해당될 것이나 사업자가 배출부과금 부과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서 관련서류(연료구매계약서,
영수증사본 등)를 해당지자체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황함유량 0.4%인 연료에 대한 증빙서류가 구비되어 인정을 받을 경우에 부과
금 부과면제가 가능할 것이며, 농도별 부과계수를 산정시 황함유량에 대한 증빙서류는
연료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재발급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1),2)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기본부과금 산정시 산정방법

2008-10-13

질의요지

벽돌을

역 B/C 1%로 고시지역이며 기본부과금 산정시
B/C 사용량으로 산정하나 당사업장은 집진효율이 좋은 세정식 집진시설(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저감할 목적)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환경연구원 및 자가측정 대행
업체 측정결과 모두 30%이내에 데이타 나왔습니다. 이결과 최적의 방지시설로 인정 받아
기본부과금(황산화물) 면제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또한 기본부과금 산정시
B/C 사용량이 아닌 측정데이타로 산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적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지 은

회신내용

항

령 제32조제3항으로 정하는 최적
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에게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최적의 방지시설로 고시된 시설은 없습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9제1호에서 황산화물에 대한 확정배출량 산정방법을 정하
고 있으며 단서조항에 따라 황산화물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
우나 생산공정상 황산화물의 배출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동 별표 9제2호먼지의 산정방
법을 준용하여 황산화물의 기본부과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세정식집진시설이 황산화물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설치된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
의 인정을 받아 자가측정결과를 근거로 확정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3 제2호에 따라 동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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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대기기본배출부과금 관련 문의

2008-07-31

질의요지

현재 모든 대기배출시설에서 먼지가 발생되며, LNG를 연료로 하는 건조시설에서는 먼지
와 아주 소량의 황산화물이 가끔씩 검출됩니다.
"시행령 32조(부과금의 부과면제 등) 2항에 의거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먼지와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을 부
과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당사의 LNG를 연료로 하는 건조시설에 대하여는 먼
지와 황산화물 모두 면제되어 확정배출량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질의)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시설에서 위와같이 자가측정 결과 가끔 소량의 황산화
물이 검출되어질 때가 있는데, 부과금 면제시설이라도 혹시 황산화물에 대한 확정배출량
명세서 작성해야 하는지요?(지금까지는 물론 부과금면제대상이라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면제라도 그냥 먼지에 대해서는 작성을 해서 내다가 "07년부터는 관청에서 부
과금 면제시설이니 먼지도 산정하지 않아도 된다하여 위의시설은 먼지, 황산화물 모두 작
성하지 않고, 그 외 시설에 대해서만 먼지만 산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회신내용

량

식

확정배출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 )는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령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먼지,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한 자료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LNG나 LPG를 사용하여 직접가열하여 건조하는 경우에는 연료 연소외의 오염물질 배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한것이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에 따른 배출부과금에 대하여는 검토하여야 할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기본부과금 황함량 관련 증빙서류 문의
질의요지

2008-03-28

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반기마다 산정하여 제출하는 대기기본부과금
확정배출량 산정시 아래사항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1. 구비서류의 "황함유분석표 사본": 판매업체로부터 원료입고시마다 황함유분석 성적서
를 준비해야(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석유품질연구원 등 공인기관에서 검사한 품질
평가서 사본 1부로 갈음할 수 있는지요?
2. 연료의 입고량확인을 위한 자료는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사본, 입고전표 사본 중
어느것이 인정받는지요?
3. 만약, 황함량 3% 미만의 정제유나 벙커C유를 사용한다면, 공인기관의 성적서 사본 1
부로 배출부과금면제신청이 가능한지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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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량 명세서
자료 제출시에는 해당 부과기간 동안의 원료입고시 마다 황함유분석표 사본(황함유량
이 적용되는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황산화물의 확정배출량을 산정한 경우에만 제출)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황산화물의 확정배출량을 산정한 경우 연료사용량 또는 배출계수
별 단위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입고전표
사본 등 객관적인 자료로서 관할 행정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면제 대상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가 배출부과금부과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연료구매 계약서(황함유 분석내용 포함)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으면 가능할 것입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황산화물의 확정배출

제 목

답변일자

배출부과금 관련 문의사항
질의요지

항

대기 배출부과금 면제사 에서

2008-06-13

먼지항목이

내

30%이

써

배출시 부과금 면제가 되는것으로

약1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중 하나가 대기오염물질(먼지)이 기준치 대비 30%가 초과 되었습니다. 그럼 대기 배출
부과금 면제가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10개 기준) 기준으로 30%가 안넘으면 부과금면제가 되는 건가요?
질문의 요지는 회사내 설치된 방지시설 각기준으로 30%초과가 되면 부과금을 납부하는
것인지? 전체적인 농도에서 평균값을 내어 30%초과가 되면 부과금을 납부하는 것인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의 회사는 3종사업장으로

대기방지시설이

회신내용

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는 동법 시행
령 별표8과 같으며, 동 별표8 제2호에 해당되는 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30%미만
으로 배출하는 경우에 농도별 부과계수가 “0”이 됩니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 제3호 바목에
따라 농도별 부과계수가 “0”이 되는 경우에 기본부과금은 “0원”이 됩니다. 또한 동 표에
서 배출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배출구별로 작성하여 합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배출구가 둘 이상이라면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30% 미만인
배출구에 대하여는 기본부과금이 산출되지 않을 것이며,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30% 이
상 초과한 배출구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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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자체 개선계획서 재출시 부과금 질문건
질의요지

선

였

2008-09-23

허 준 이내라도 부과금을 내야 하나요?

자체 개 계획서 제출하 을 경우 배출 용기
회신내용

항
초과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
는 경우에 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초과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1 제1호에 따라

제 목

답변일자

초과부과금 부과대상 판정
질의요지

령

2008-02-26

련

개정법 과 관 하여 배출시설
에 대해서

재가동중 유예시간 인정내에 초과되는 오염물질(황산화물)

초과부과금 부과대상이 되는지요?

회신내용

TMS 부착대상시설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3. 다. 4) <배출시설별 배출허용
기준 초과 인정시간>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동 규칙
[별표 8] 3. 나.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 특례시간에 대한 초과부과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이 경우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를 1로 하여 초과부과금을 산정합니다.
제 목

답변일자

초과인정시간내 부과금 및 정제유 사용관련 문의
질의요지

[

]

2008-09-03

초과인정시간과 관련하여 배출시설이 8
시간 이상 운휴시 주어지는 초과인정시간은 배출시설별로 2∼8시간 부여하고 있습니다.
TMS 부착 굴뚝에서 초과인정시간내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30분Data는 연속 비연속을
불문하고 모두 초과부과금이 부과되는 것인가요?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대기배출허용기준에 명시된 일반보일러와 관련하여
현재 일반보일러에 황 0.5% 이하 B.C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정연료 사용 고시
(2007-180호)에 의한 황 1.0% 이하 중유 사용지역) 저황유 사용으로 배출허용기준 준
수가 가능하여 별도의 탈황설비는 설치 안하고 운영중이며 황산화물 배출부과금 면제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배출시설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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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료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 부과금도 면제

받고 있습니다. 원가 절감 차원에서

B.C유를 황 0.5% 이하의 이온정제연료유로 대체하여 사용하고자 한다면, 황 0.5%이하
B.C유 사용시와 마찬가지로 탈황설비는 설치 안하고 사용해도 되는지요? 또한 배출부
과금 면제대상에도 해당 되는지요? 마지막으로 정제유에 대한 배출부과금 면제대상
연료 사용명세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해서 재인정을 받아야 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령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관제
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의 자동측정자료의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
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부과금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초과부과금 부과에 있어서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연속, 비연속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의 면제여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관

능

할 행정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가 할 것이므로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령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발전시설 외의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황함유량이 0.5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수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에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허 준 준수할

황 0.5%이하의 정제연료유를 사용하여도 배출 용기 을

받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을 면제 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 있는 경우에는

받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부과를 면제 으려는 경우에는

식

동 규칙 별지 제15호서 의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연료사용 명세서를 관할 행정기
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목

답변일자

확정배출량 관련 질문
질의요지

량

2008-01-25

련

약 여러업체가 방지시설 하나에 공동으로 돌리고 있을 경
우 업체들이 4종인 업체가 몇 개 있고 5종인 업체가 몇 개 있는 경우 4종인 업체들만 확
정배출량을 산정하는데 각각 따로따로 확정배출량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한 업체가 대표
적으로 전부하는 건지요. 또한 만약 대표적으로 한 업체가 떠안게 된다면 5종시설도 같이
배출시설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대기 확정배출 과 관 하여 만

회신내용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가 동 법령에 따른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동 대표자가 대표로 확정배출량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방지시설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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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은 사업장의 종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종사업장의 배출부과금은 면제하고, 4종사업장은 배출
부과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본부과금

제 목

답변일자

확정배출량 명세서 작성 관련 문의

2008-04-04

질의요지

량 명세서 작성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배출시설명 : 아스콘 건조시설
2. 방지시설명 : 여과집진시설 (Bag Filter)
3. 사용연료명 : 중유 (B-C 황함유량 1% 이하)
위 배출시설의 황산화물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
질문 1)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황산화물 확정배출량(연료사용량 및 배출계수 이용)"을 이
황산화물 확정배출

용하여야 하는지?

잘문 2) "(16)자가측정에 의한 확정배출량"을 이용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량

항 별표9.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황산화물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해당 부과기간에 사
용한 배출계수별 단위량(황산화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와 생산공정상 황산화물의 배출량이 줄어든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을 곱하여 산

1) 황산화물에 대한 확정배출

정합니다.

령

산정방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항

제29조제2

측

능

2) 아울러, 상기 1) 의 배출계수 적용이 곤란할 경우 자가 정에 의한 방법도 가 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기본부과금에 대해
질의요지

2009-02-05

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별은 1종에서
4종까지 해당하는 업체는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종별 상
관없이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데 이부분이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지? 있으면 어디에 명시
되었는지? 아파트는 빠진다면 그 이유는 뭔지 알고 싶습니다.
기본부과금은 일 에 상반기, 하반기 2회

회신내용

택

「

」

항

아파트와 같이 공동주 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제1 제2호 및

담

「환경개선비용

령」제6조에 따라 기본부과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부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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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2009-06-26

질의요지

먼지 및 황산화물의 오염물질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백분율 30%이내일 경우 대기
기본배출부과금이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분율 30%가 반기(6개월)동안
측정한 농도평균으로 30%이내면 면제가 되는 것인지 반기동안 측정한 모든농도값이
30%이내여야 면제가 되는 것인지요
2. 만약 측정한 모든값이 30%이내 이어야 면제를 받는다면 30%가 넘는것과 이내인 것을
농도별로 나누어 산정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회신내용

농도별 부과계수 적용을 위한 배출
허용기준의 백분율 산정은 배출농도를 배출허용기준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산정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라 기본부과금의

여 할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9 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기간에 측정된 자가측정 농도를 합산하여 이를 자가측정
횟수로 나누어 이를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를

제 목

답변일자

대기 배출 기본부과금 제출 관련 신고 방법

2009-07-14

질의요지

올해초 보일러 연료 B-C유→LNG로 변경신고를 했는데 보일러연료 B-C유 할때는 보일
러 가동일수부터 해서 B-C유 사용량 구해서 기본부과금을 신고하는 것은 해봐서 알겠는
데 보일러연료 LNG로 했을 때 먼지, 황산화물 등 기본부과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몰라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거 에 따라 가스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는

련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부과금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대기배출부과금과 관 하여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했을시 종별부과금(기본부
과금)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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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질의요지

허 준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 용기 을

+

했

=

배출 을시 처리부과금 기본부과금(종별부과

금) 처리부과금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기본부과금(종별부과금)을
알고

싶습니다.

사업장의 종에 따라 다르게

액

한 금 을 알고

싶습니다.

얼마나 내야 하는지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종별로 얼마씩 내야 하는지 정확

회신내용

허 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은 다음과 같은 산정 방식에 의하여 산정하고 있
대기배출부과금은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이

구분되며, 배출 용기

습니다.

<산정방법> :

㎏
액×배출허용기준이내 오염물질 배출량×농도별 부
과계수×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대상 오염물질 및 1kg당 부과금액 : 황산화물(500원), 먼지(770원)
또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부과하는 초과부과금은 다음 산정방식에 의하여 산정
하고 있으며, 사업장 규모에 따른 ‘종별부과금’은 ‘99년 폐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정방법>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 배출량 × 배출
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
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오염물질 1 당 부과금

제 목

답변일자

배출허용기준 변경에 따른 대기배출 기본부과금 부과기준 문의

2009-02-12

질의요지

령 제27조, 28조 및 별표6,8에 따르면 기본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이
하로 배출하는 반기별(1∼6월,7~12월) 평균 배출농도에 의한 “기준이내 배출량”에 대하여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시설(제1, 2호기)이 기본부과금 부과기간중 추가 신규시설
증설로 배출허용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기본부과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립니다.

존 제1,2호기가 운영중에 있고 제3,4호기가 증설되어 제4호기 가동시점부터 제1,2호기
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제4호기 가동개시 신고일:’08.12.01)
- 제1, 2호기(기존 설비)의 먼지 배출허용기준 변경현황 배출허용기준(mg/S㎥) :
40('08.07.01～11.30까지)→20('08.12.01부터)
기본부과금부과기준(배출허용기준의 30%) : 12('08.07.01～11.30까지)→6('08.12.01부터)
제1,2호기의 6개월간(’08년07월～12월) 매월 평균 먼지 배출농도가 8mg/S㎥일 경우 배
출허용기준 변경전(’08년7월～11월까지)은 기본부과금 부과기준 이내에 해당되나, 변경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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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08년12월)에는 부과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기본부과금 부과기간(상·하반기)중 배출허용기준 변경시 부과금 산정에 있어서 다음방
법 적용이 가능한지요
- 배출허용기준 변경전(’08년7월~11월) 기본부과금 부과기준과 배출허용기준 변경후(’08년
12월) 기본부과금 부과기준으로 각각 구분적용하여 대기배출 기본부과금 산정
회신내용

민원내용과 같이 배출허용기준이 반기별 부과기간 중에 변경된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전 운영기간은 기존 배출허용기준을, 변경 후 운영기간은 변경된 배출허용기준을 각
각 적용하여 기본부과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에 사용하는 오염물질배출량 또한
각 운영기간에 해당하는 일일평균배출량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2009-03-23

질의요지

초과부과금 계산시 연도별 산정지수가 있는데, 연도별 산정지수는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되며, 2009년도 연도별 산정지수는 나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값이 얼마인
지도 알고 싶습니다.
대기오염물질

회신내용

령

매년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
하여 산출됩니다. '09년 가격변동지수는 1.0635(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산술 평균한 값),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5.0292로, 환경부고시 제2008-194호
로 고시되었으며, 동 고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메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제26조에 따라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제 목

답변일자

기본부과금면제에 대한 질의

2010-01-25

질의요지

년 하반기 대기기본부과금 및 확정배출량 신고를 하려합니다. 기본부과금 면제에 대해서
알아보니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3항2호와 시행령 제32조3항을 보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란 것을 보았습니다.
현재 제가 일하는 사업장은 먼지 와 황산화물의 농도가 배출허용기준농도에 10%를 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사업장은 기본부과금을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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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별표8」제2호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배출허
용기준농도가 10%를 넘지 않는다면 농도별 부과계수가 0이 되므로 기본부과금을 면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 기본부과금 문의

2010-07-19

질의요지

누
량
3월까지만 조업 후 시설을 모두 폐쇄하고 허가증도 모두 반납하였습니다. 대기기본부과금
의 부과기준일이 6.30인데 부과기준일에 대기배출시설이 없고 허가증도 없는데 확정배출
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3개월치를 제출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부과기준일에 허가증이 없고 폐업상태인데 제출
안해도 되는지요
대기3종 사업장입니다. 대기기본부과금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 어 확정배출 을 제출하는데

회신내용

령 제27조[별표6] 및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
조 규정에 의하여,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은 배출시설의 가동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하고 있으므로, 배출시설 폐쇄 전 까지의 3개월에 대하여 확정배출량 신고를 하여야 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4종 사업장의 기본부과 면제대상의 적용 시기

2010-07-22

질의요지

령 개정에 의거하여 이제 대기4종사업장도 기본부과금 면제 대상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는 대기 4종사업장인데 2010년도 상반기 기본부과금이 면제되는 것이 맞는지
요? 아니면 기존처럼 그냥 감면대상이 맞으므로 기본부과금 신고 및 감면신고서를 따로
대기법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 에 따라 대기 4종 및 5종 사업장에 대한 기본부과
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면제대상 사업장에 대한

신고는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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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대기기본부과금

2010-04-07

질의요지

량

량
경우에는 검사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이내 배출량으로 산정한다
수질기본부과금에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 이 검사배출 의 100분의 20이상 적은
고 되어있습니다.

량

량

대기기본부과금 정산을 하는 도중에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 이 검사배출 보다 100
분의 20이상 적은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량

일단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 이 100분의 20이상 적어 100분의 120에 해당하 는배출

량을 기준이내 배출량으로 계산해서 업체에 통보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도 알고 싶
습니다.
회신내용

령 제30조 제3호에 의하면 해당 사업자가 제29조 제1항에 따라 제출
한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가 명백히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확정배출량을 현지조사
하여 산정하되, 확정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이내 배출량으로 조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제 목

답변일자

대기배출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장 종류 및 부과 기준

2010-01-26

질의요지

먼지 배출사업장에 근무하는데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 배출부담금은 어떤 사업장(1종~5종)
에 해당되며 어떤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황산화물,
암모니아 등 9종에 대한 초과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지라도 동 기준의 30% 이상 초과한 배출량에 대하여는 기본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규칙 개정(‘10.1.6)에 따라 제47조 규정에 의거 4종 및 5종 사업장에 대
해서는 기본부과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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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도 검사에 따른 후속 조치 가능 여부

2010-07-01

질의요지

군 먼지시료를 채취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하여 나온 먼지농도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요
시. 에서

회신내용

초과배출부과금은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에 당해 배출허용
기준 초과 오염물질배출량 등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결과가 배
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 및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기본부과금
은 자가측정 결과를 근거로 배출량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령 제30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기준이내 배출량
의 조정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 산정한 자료로 부과금
산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확정배출량 질의

2010-07-14

질의요지

량 제출기간이 7월말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법이 개정되
서 4종도 면제라고 그러던데 요번에 확정배출량 작성시 4종은 제출 안해도 되는 건가요?
상반기 확정배출
회신내용

령 제29조(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 배출량산정 등)에 따라 해당사업자
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부과기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
으나,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따라 4종 사업장에 대한 기본부과금이 면제 대상으
로 변경 되었으므로 확정 배출량 신고 시 제외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제 목

답변일자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 별표4번 초과부과금 산정기준의 문의
질의요지

2010-10-31

초과부과금 산정기준에 나온 오염물질외의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등이 배출
허용기준에 초과했을시 행정처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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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준

실제 배출농도가 400이라고 가정한다면 행정
처분이 어떻게 될까요?(부과금 계산방법이나 행정처분을 알고 싶습니다.)
2. 초과부과금 산정물질 외의 배출물질들은 초과했을시 행정처분은 어떻게 될까요?
1. 예)일산화탄소 배출 용기 이 200일시에

회신내용

령

항
정한 황산화물, 암모니아 등 9종에 한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그 외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
준을 초과하더라도 초과부과금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동법 시행규칙 별표36 행정
처분기준에 따른 위반사항에 따라 처분기준이 각각 적용되므로 검토사항만으로는 구체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제24조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은

령

동법 시행

제23조제1 에서

으로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곤란하나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허 준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
을 배출하는 경우 '1차 : 조업정지 10일, 2차 : 조업정지 20일, 3차 : 허가취소 또는 폐쇄'
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 용기 을

제 목

답변일자

무동력 저장시설 환경부담금 산정

2010-02-01

질의요지

현재 무동력 저장시설(여과집진시설 70m3/분)을 3EA를 가동중인 공장입니다. 대기확정배
출량을 산정할려고 하는데 저장시설은 무동력으로 전기가 없습니다.
차량이 하루에 3～4차례 들어와서 입자상고체연료를 받아서 갑니다. 가동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요?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동법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
고 보존하여야 합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가측정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별 가동시간 등을 기록한 방지시설 운영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자가측정결과에 따라 대기확정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배출부과금 면제 대상 명세서 제출문의

2010-05-28

질의요지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발전설비(복합화력)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총량배출사업장에 해당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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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nSYS를 운영중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배출부과금 면제대상명세서를 제출해야 한
다고 되어 있는데, 질소산화물은 배출부과금 부과대상이 아니고, 먼지와 황산화물은 배출
물질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배출부과금 면제대상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매반기 똑같은 서류를 계속해서 제출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C

회신내용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의거,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할 자치단체의 인정을 받아, 배출부과금 면제대상 연료사용명세서
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초과부과금 산정시 조업일수 문의
질의요지

간

2010-10-06

각

사업장폐기물 중 처리업(소 )업체로서,

송

굴뚝자동측정장치를

센

설치하여 관제 터로

측정

결과를 자동전 하는 사업장입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의 고장에 의해 지자체에 굴뚝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 후
개선기간중 2010년9월3일 11시20분경 지차체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에서 염화수소 항목이
초과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와 관련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관련하여 초과부과금 산정시에, 초과부과금 부과대상기간은 2010년 9월 3일부터
개선완료일인 같은해 9월 10일까지 8일간으로서 이 기간 중 배출시설을 각종 기계장치의
고장 등으로 3회, 총 29시간을 가동정지하였습니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조
업일수는 9월 3일부터 10일까지 총 8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가동 시
간을 24시간으로 나눈 6.5일을 조업일수로 배출부과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령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의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30분마다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에 해당 30분 동안의 배출유량을 곱하여 초과배출량을 산정하고
부적정 운영개시일(9.3)부터 개선기간 만료일(9.10일) 까지의 기간을 곱하여 초과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제25조에 따라

제 목

답변일자

초과부과금 시간

20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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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일반보일러를 가동개시할

때 초과인정시간안에도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면 초과부과금이

부과되는지요?
-

TMS 30분자료 1회인지 30분자료 연속2회부터인지?

- 행정처분이 면제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

그리고

운

정상 전중에

TMS

허 준 초과하면 초과부과금이

30분자료 1회가 배출 용기 에

부과됩니까?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8」제3호다목의4)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될 경우
초과부과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동법 시행규칙「별표36」에 따른 행정처분이 면제대상
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상운전 중 TMS 30분 자료1회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부과금 부과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시설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2011-01-18

질의요지

년 월

항
굴뚝자동측정기가
설치된 시설의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
직전 3개월간 평균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30%미만으로 배출되었다면, 초과배출량 공제
분을 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연계된 시행규칙[별표5의2]의 <비고3>에 의하면,
“초과배출량공제분이 초과배출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배출량을 초과배출량 공제분
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위의<비고3>의 경우라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
더라도 초과배출부과금이 없다는 내용입니까?
2010 12 31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제5 에 의하면,

회신내용

령 [별표 5의2] 비고 ‘3’호 규정에 의거, 초과배출량 공제분이 초과배
경우에는 초과배출부과금이 전액 공제 되므로 배출부과금은 부과되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량 초과하는

출 을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답변일자

2012년 상반기 초과부과금(HCl) 관련

20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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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초과부과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된 경우 개선기간 동안(1~2월)의 부과금 산정방
법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2년 1월 5일 : 측정기기 조치명령 이행보고서 제출
2. 2012년 1월 5일 : 배출허용 기준 초과(HCl 1일 연속 3회이상 초과)
3. 2012년 1월 25일 : 상대정확도 시험 결과 적합 통보 (시험일:2012년 1월 18일)
4. 2012년 1월 25일 :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 처분(개선명령) - 전2항의 건으로
5. 2012년 2월 9일 : 개선 계획서 제출
6. 2012년 2월 24일 : 배출 허용 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 계획 일정 변경 (1/25 -> 3/2 )
7. 2012년 3월 2일 : 대기배출 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제출
회신내용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경우, 그 측정자료가
정상측정자료이면 그 측정자료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
배출량×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위반
횟수별 부과계수”산정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염물질 1킬
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는 같은 령 제24
조 제2항 관련 별표4에 따르고,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는 같은령 제26조제1항에” 매년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
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은
같은 령 제25조 제1항에 “그 초과한 30분마다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배출허용기준을 초과
한 30분 평균치에서 배출허용기준농도를 뺀 값을 말한다)에 해당 30분 동안의 배출유량을
곱하여 초과배출량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같은 령 제26조 제4항에 “자동측정사업장의 경우에는 30분 평균
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횟수를 위반횟수로 하되, 30분 평균치가 24시간 이내에 2
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를 1회로 보고,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각 배출구마다 오염물질별로 3개월을 단위로 산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목

답변일자

TMS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2012-09-28

질의요지

태풍 영향으로 당사지역에 갑작스런 폭우로인하여 먼지 농도가 초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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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초과 부과금에 대한 유예 또는 구제 해주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태풍으로 농도가 상승하여 초과한 경우에 대하여 초과부과금을 유예하
거나 구제하여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는 기
본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
과한 날 이전 3개월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초과
배출량에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의2에 따른 초과배출량 공제분을 공제하는 규정은 있음
대기환경보전법상

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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