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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가-1.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근거 규정 : 법 제2조제1호 및 제9호,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

❐ 대기오염물질이란?
-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상․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함(“시행규칙
별표 1” 참조)
❐ 특정대기오염물질이란?
- 사람의 건강과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우려
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함(“시행규칙 별표 2” 참조)

가-2. 대기배출시설의 종류
근거 규정 : 법 제2조제11호, 시행규칙 제5조

❐ 대기 배출시설 :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함(“시행규칙 별표 3” 참조)

가-3.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근거 규정 : 법 제23조제1항, 시행령 제11조, 제12조, 시행규칙 제25조

❐ 허가 또는 신고대상 배출시설
구분

허가대상
신고대상

대상 시설
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2.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시설로서 5종사업장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
1. 허가 대상 배출시설을 제외한 모든 배출시설

Ⅰ.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운영 ․ 관리

5

환/경/규/제/편/람

❐ 허가 또는 신고시 필요한 서류
구분

공통
서류

추가
서류

필요 서류

1.
2.
3.
4.
5.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설치신고서)(별지1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방지시설의 일반도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과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
(황 함유기준 초과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1. 원료(연료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허가의 경우)
2. 그 밖의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의 해당 구비서류
3. 배출시설 설치허가증(변경허가의 경우)

가-4.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근거 규정 : 법 제23조제2항, 시행령 제11조제4항,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 및 신청시 필요한 서류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한 경우
구분

변
경
허
가

변
경
신
고

6

대상 요건

신청 시기

1.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
계의 100분의 50이상 증설
2.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은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30%이상 증설
3.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 추가
1.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 다만,
배출시설의 규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면제받
은 배출시설)의 총 규모를 말한다]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
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않음
가. 배출시설의 증설ㆍ교체ㆍ폐쇄에 따라 변경
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
용량 범위 내일 것
나. 배출시설의 증설ㆍ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
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2. 방지시설 증설ㆍ교체 또는 폐쇄
3.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변경 전

Ⅰ.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운영 ․ 관리

제출서류

변경 전
변경 전
변경 전

변경 전
30일이내

변경허가신
청서
(별지제3호)
변경신고서
(별지제4호)
공정도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와 그 도면
기타 변경내
용을 증명하
는 서류

제1장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국민(기업)이 알아야 할 규제

구분

대상 요건

신청 시기

4.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의 변경(새로운 대기오염물
질이 발생하지 않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않는 경
우,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은 제외)
5.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6. 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
변경

변경 전

제출서류

30일이내
변경 전

※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

-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구분

변경 요건

신청 시기

변
경
신
고

1.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 다만,
배출시설의 규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면제받
은 배출시설)의 총 규모를 말한다]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
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않음
가. 배출시설의 증설ㆍ교체ㆍ폐쇄에 따라 변경
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
용량 범위 내일 것
나. 배출시설의 증설ㆍ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
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2. 방지시설 증설ㆍ교체 또는 폐쇄
3.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4.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의 변경(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않는 경우,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은 제외)
5.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6. 신고증에 기재된 신고사항 및 일일조업시간 변경

제출서류

변경 전

변경 전
30일이내
변경 전

변경신고서
(별지제4호)
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기타 변경내
용을 증명하
는 서류

30일이내
변경 전

※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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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편/람

가-5.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특정 대기유해물질 이나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대기
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
근거 규정 : 법 제23조제6항, 시행령 제12조

❐ 배출시설 설치 제한 대상
- 반경 1킬로미터 안의 상주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한 가지 종류의 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연
간 25톤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특별대책지역에서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
상인 배출시설을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나

방지시설의 설치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기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
-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치 면제

나-1. 방지시설 설치자의 자격
근거 규정 : 법 제28조, 시행규칙 제30조, 제31조

❐ 방지시설은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가 설계 ․ 시공
❐ 아래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스스로 설치할 수 있음
1. 방지시설의 공정 변경 없이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류나 기구류를 신설․대체․
개선하는 경우
2. 방지시설의 공정 변경 없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의 용량이나 용적의 100
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설하거나 대체하는 경우
※ 다만, 최초로 허가(신고) 받은 시설의 용량이나 용적보다 30%를 초과할 경우에는 방지시설업자가
설계․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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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 방지시설 설치 면제
근거 규정 : 법 제26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
1.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 방지시설 설치 면제된 경우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되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1.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2. 부대설비의 교체ㆍ개선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설치신고나 변경신고 이후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나-3. 공동방지시설 설치
산업단지나 그 밖에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
하여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이 경우 그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
표자를 두어야 함)
근거 규정 : 법 제29조, 시행규칙 제32조, 제33조

❐ 공동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서류
1.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
2.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3. 사업장별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 예측서
4. 사업장별 원료사용량과 제품생산량을 적은 서류와 공정도
5.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6.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 공동방지시설 설치사항 중 아래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내용 증명서류
를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1. 공동 방지시설의 종류 또는 규모
2.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
3. 공동 방지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4. 각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
5.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Ⅰ.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운영 ․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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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동개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이를 가동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함

다-1. 가동개시 신고 및 시운전
근거 규정 : 법 제30조,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 시행규칙 제34조 및 제35조

❐ 가동개시 신고서 : 별지 제5호 서식
❐ 시운전 : 아래의 시설은 가동개시 신고 후 시운전을 실시
※ 시운전 기간 중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개선명령, 조업정지) 및 배출부과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시운전 대상시설
1. 배연탈황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2. 배연탈질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3. 그 밖에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한 후 상당한 기간 시운전이 필요하다
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배출시설
- 시운전 기간 : 가동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
-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20%이상 증설한
경우에만 가동개시 신고

라

기타

라-1. 권리 ․ 의무의 승계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양도, 사망, 합병한 경우 및 임대차하는 경우의 권리․의무
승계 등에 대하여 규정
근거 규정 : 법 제27조

❐ 권리의무의 승계 사항
-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
라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변경허가․신고․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
를 승계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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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경우는 아래의 규정 적용 시 사업자로 간주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 측정기기 부착
- 개선명령, 조업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허가취소는 제외)
- 배출부과금 부과
- 자가 측정
- 환경기술인 임명
- 보고․검사

라-2. 다른 법령의 허가 의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시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
근거 규정 : 법 제24조

❐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 ․ 변경허가 ․ 신고 ․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아래 각호의
허가 ․ 변경허가 ․ 신고 ․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봄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
고·변경신고

라-3. 사업장의 분류
대기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
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
근거 규정 : 법 제25조, 시행령 제13조

❐ 사업장 분류기준
종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Ⅰ.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운영 ․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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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해당 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일부
행위가 금지됨
- 아울러 동 시설의 운영상황을 사실대로 기록․보존하여야 함

마-1. 운영시 금지행위
근거 규정 : 법 제31조제1항

❐ 금지행위의 유형
1.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
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3.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4.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5. 기타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
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마-2. 운영 기록 보존
근거 규정 : 법 제31조제2항, 시행규칙 제36조

❐ 기록 대상
1. 시설의 가동시간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
4. 시설관리 및 운영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
❐ 기록 양식 :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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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국민(기업)이 알아야 할 규제

바

배출허용기준 준수

대기환경보전을 위해 대기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
-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음

바-1. 시설별 배출허용기준
근거 규정 : 법 제16조, 시행규칙 제15조

❐ 배출허용기준 : 환경부장관이 정함(“시행규칙 별표 8” 참조)
❐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 시․도 조례로 정함
-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
정되거나 제18조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정할 수 있음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 환경부장관이 정함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 그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음
❐ 특별배출허용기준 : 환경부장관이 정함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함

사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
기기를 부착․운영하고, 측정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측정
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사-1. 부착대상 사업장 및 부착 대상 측정기기
근거 규정 :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시행령 제17조

Ⅰ.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운영 ․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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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착대상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대상사업장 ․ 부착대상 시설 등
-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 별표 2” 및 “시행령 별표 3” 참조
구분

부착
대상
사업장
부착
대상
시설
부착
시기

부착
면제

적산전력계

모든 사업장

1종, 2종, 3종 사업장

모든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시행령 [별표 3] 참조

가동개시 신고 전

가동개시 신고 전

1.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
착한 배출구와 연결된 방
지시설
2.. 방지시설과 배출시설이
같은 전원설비를 사용하
는 등 적산전력계를 부
착하지 아니하여도 가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지시설
3. 원료나 제품을 회수하는
기능을 하여 항상 가동하
여야 하는 방지시설

1.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항목에 대한 방지
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에만 해당)
2. 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
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경우(발전시설은
제외)
3. 액체연료만을 사용하는 연소시설로서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이 없는
경우(발전시설은 제외하며, 황산화물
측정기기에만 부착 면제)
4. 보일러로서 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할 계획이 있는 경우
5.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배출시설
인 경우
6.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방지시설
인 경우 해당 배출구
7. 부착대상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할 계획이 있는 경우
1. 같은 사업장에서 새로 굴뚝 자동측정기
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구가 10개
이상인 경우
- 가동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4종이나 5종의 사업장을 1종부터 3종까
지의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날부
터 9개월 이내
3. 기존 시설로서 사업장 종 규모변경으로
새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이 된 경우
- 종 규모 변경일 이전 1년 동안 매월 1회

부착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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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국민(기업)이 알아야 할 규제

구분

적산전력계

굴뚝자동측정기기

이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 오염
물질(먼지, 황산화물 측정항목만 해당)이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항상 배출
되는 경우에는 부착 유예
- 이 경우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으로 배출될 때에는 배출일
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착
4. 신규 시설은 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 측정
항목만 해당)이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
으로 배출될 때까지 부착 유예
- 이 경우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으로 배출일부터 6개월 이내
에 부착
- 가동개시일부터 6개월 내에 배출허용
기준의 30%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
에는 가동개시 후 1년이내 부착
※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시는 유량․유속계, 온도측정기, 자료수집기를 포함하여 설치

사-2. 측정기기의 운영 및 관리기준
근거 규정 : 법 제32조제4항 , 시행규칙 제37조

❐ 적산전력계운영 ․ 관리기준(시행규칙 별표 9 참조)
- 「계량에 관한 법률」 에 의거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적산전력계를 부착
- 적산전력계는 임의로 조작을 할 수 없도록 봉인
❐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 ․ 관리기준(시행규칙 별표 9 참조)
- 구조 및 성능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오염공정
시험기준에 맞도록 유지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형식승인을 받은 굴뚝 자동측
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도검사 결과를
관제센터가 알 수 있도록 조치. 다만,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맞는 자료수집기
및 중간자료수집기의 경우에는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
- 굴뚝 자동측정기기에 의한 측정자료를 관제센터로 상시 전송
- 굴뚝배출가스 온도측정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
법」에 따른 교정을 받아야 하며, 그 기록을 3년 이상 보관. 다만, 온도측정기
중 최종연소실출구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측정기의 경우에는 KS규격품 사용으로
교정을 갈음
Ⅰ.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운영 ․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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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3. 측정기기 운영시 금지행위
근거 규정 : 법 제32조제3항

❐ 측정기기 운영 시 금지행위
1. 배출시설 가동 시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
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3.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아

자가 측정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을 하거나 또는 측정대행업에
위탁하여 오염물질의 오염도를 상시 관리하여야 함
- 자가측정 결과는 일정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함

아-1. 자가측정 대상
근거 규정 : 법 제39조,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별표11

❐ 자가측정 대상 ․ 주기 ․ 항목
구분

배출구별 규모

측정횟수

제1종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
배출구 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시설

매주 1회 이상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제2종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배출구
미만인 시설

매월 2회 이상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제3종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배출구
미만인 시설

2월마다
1회 이상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제4종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배출구
미만인 시설

반기마다
1회 이상

제5종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
배출구 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시설

반기마다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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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정 항 목

시행규칙 별표 8에 따
른 배출허용기준이 적
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비산먼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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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측정에 대한 예외
- 자가측정 면제 등
1.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면제
2.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에서 자동 측정되는 항목은 자가측정을
한 것으로 간주
3. 굴뚝 자동측정기기에서 먼지항목을 자동측정하는 경우는 매연항목에 대하여
도 자가측정을 한 것으로 간주
4. 측정항목 중 황산화물에 대한 자가측정은 해당 측정대상 시설이 중유 등 연
료유만을 사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연료의 황함유분석표로 갈음
- 자가측정 횟수 조정
1.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에서 특정유해물질이 포함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월 2회 이상 측정 2. 대기오염물
질 중 먼지만 배출되는 시설로서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은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반기마다 1회 이상, 여과집진시설 외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중 월 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2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
3.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에서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고장 등으로
배출구별 규모에 따른 측정횟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2개월마다 1회 이
상 자가측정 실시.
4. 해당 연도 이전 최근 2년간 오염도 검사결과 대기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
의 30퍼센트 이내인 경우 제1종 배출구는 매월 2회 이상, 제2종 배출구는 매월
1회 이상, 제3종 배출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및 제5종 배출구는 매년 1회
이상 측정.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제1종 배출구는 매월 2회 이상, 제2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는 매월 1회 이상 측정

아-2. 자가측정 결과 기록 ․ 관리
근거 규정 : 법 제39조제1항,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및 제2항

❐ 기록 보존 대상
1. 자가측정 기록(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2. 측정시 사용한 여과지
3. 시료채취기록지
❐ 보존 기간 : 최종 기재일 또는 측정일로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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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환경기술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기환경기술인으로 임명하고 이를 신고하여야 함

자-1. 임명 및 신고
근거 규정 : 법 제40조,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53조

❐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 환경규제편람 ‘Ⅱ-1. 대기환경기술인’(p. 141) 참조
❐ 임명신고 시기
-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시 임명신고
-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 다만, 환경기사 1급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
으로서 5일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에서 4종ㆍ5종사업장의 기준에 준하여 임명
❐ 임명신고서 및 개임신고서 : 규칙 별지 21호서식
※ 환경기술인 임명신고 의무는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4조의4조에 따라 신고(변경
신고)의무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내부적으로 임명하면 됨

차

연료의 사용 규제
환경기준의 유지 정도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에
대해 황 함유기준을 설정하고 기준 미만의 연료의 제조․판매․사용 등을 제한함
근거 규정 : 법 제41조 및 제42조, 시행령 제40조부터 제43조, 시행규칙 제55조
및 제56조

❐ 연료의 제조 및 사용 규제에 대한 세부사항
- 환경규제편람, ‘Ⅰ-13. 연료사용의 제한‘(p. 1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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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휘발성 유기화합물 규제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근거 규정 : 법 제44조 및 제45조, 시행령 제45조, 시행규칙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 휘발성 유기화합물 규제에 대한 세부사항
- 환경규제편람 ‘Ⅳ장 Ⅰ-5.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p. 532) 참조

타

각종 보고사항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136조 및 별표 37

❐ 보고 의무자 : 시 ․ 도지사
❐ 보고할 사항
1.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상황 검사, 배출시설에 대한 업
무처리현황(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2. 배출업소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다음 달 10일 이내)
3. 배출부과금의 징수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등(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운영여부 확인기기 부착업소와 행정처분 현황(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5.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정도검사 현황(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파

개선명령(조치명령)

가동개시 신고를 득하고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개선명령(측정
기기 운영․관리기준 미준수시는 조치명령)
-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관련시설을 개선
-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고

파-1. 개선명령(조치명령)의 요건 및 대상
근거 규정 : 법 제32조 제5항 및 제33조, 시행령 제18조, 제20조,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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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명령(조치명령)의 요건
- 가동개시 신고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 부착한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개선명령(조치명령) 대상
-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 해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위반 시 : 해당 측정기기
❐ 개선(조치) 기간
-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 1년 이내(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 개선이 어려운 경우
에는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위반시 : 6개월 이내(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파-2. 개선계획서 제출
근거 규정 :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시행규칙 제38조

❐ 개선계획서 제출 기간 : 개선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개선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위반 유형별

배출허용
기준
초과한 경우

개선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사항

< 배출시설․방지시설 개선 시>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
명세서 및 설계도
2.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방식 및
처리효율
3. 공사기간 및 공사비
4. 개선기간 중 배출시설의 가동
을 중단하거나 제한 또는 공
법 등의 개선으로 대기오염물
질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
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1.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기 전에 개선하려면 그
개선하려는 기간
2. 개선기간 중에 배출시설의 가
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면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3. 공법(工法) 등의 개선으로 오
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려
면 그 내용

<운전미숙으로 인한 경우>
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및 방지
시설의 처리능력
2.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사유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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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
운영․관리
기준 위반

1. 개선기간․개선내용 및 개선
방법
2.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운영․
관리 진단계획

1.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적정
한 운영ㆍ관리의 내용
2.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적정
한 운영․관리에 대한 원인
및 개선계획
3.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개선기
간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
한 자가측정계획

※ 기타 사항은 개선기간 중 오염물질 배출농도 추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개선기간 중 오염물질 배출농도 추정
- 오염물질 배출농도 추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개선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
우에는 아래와 같은 상태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배출시설을 계속 가동한 것
으로 추정하여 후속 조치(배출부과금 부과 등)
1.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 ‘개선명령에서 명시된 오염상태’
2.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위반 시 :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정상가동된 최근 3
개월 동안의 배출농도 중 최고 농도’
※ 배출농도는 매시 정각부터 30분까지 또는 매시 30분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5분마다 측정한
값을 산술평균한 값임

파-3.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
개선명령을 받지 않았으나 시설 개・보수 등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
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측정기기를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개
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관련시설을 개선할 수 있음
근거 규정 :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제4항, 시행규칙 제39조

❐ 대상 요건 및 개선계획서 제출 시기
구분

배출
시설 및
방지
시설

개선명령 없이 개선할 수 있는 요건

개선계획서 제출 시기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ㆍ변경ㆍ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ㆍ변경ㆍ점검ㆍ보수
작업 시작하기 24시간 전

2.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주요 기계장
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배출시설이나 방
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ㆍ단수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사유발생 이후 48시간 이
내(8시간 이내에 행정기관
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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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선명령 없이 개선할 수 있는 요건

개선계획서 제출 시기

4. 천재지변이나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
인 사유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
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1.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개선ㆍ변경ㆍ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측정
기기

2. 굴뚝 자동측정기기 주요 장치 등의 돌발
적 사고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적정하
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
인 사유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적정하
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개선ㆍ변경ㆍ점검ㆍ보수
작업 시작하기 24시간 전

사유발생 이후 48시간 이
내(8시간 이내에 행정기관
에 통지)

파-4. 개선명령 이행보고 및 개선완료보고
근거 규정 :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40조

❐ 개선명령 이행보고
- 개선명령에 따라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
1.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 별지 제13호서식
2.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미이행의 경우 : 별지 제12호서식
❐ 자체개선 완료 보고
- 개선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을 완료한 경우 : 별지 제11호서식
2.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개선을 완료한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
❐ ‘개선명령 이행보고’ 및 ‘자체개선 완료보고
’ 시에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개선이
행상태를 확인하고 오염도 검사를 실시

하

조업정지 명령 및 조업시간 제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한 경우, 또는 측정기기에 대한 조치명령을
미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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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1. 조업정지 명령
근거 규정 : 법 제32조제6항 및 제34조

❐ 조업정지명령 요건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개선기간 내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
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 조업정지명령 대상
- 해당 배출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

하-2. 조업시간의 제한
근거 규정 : 법 제34조제2항, 시행규칙 제41조

❐ 조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 대기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상, 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조업시간 제한 대상
- 예상되는 위해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사용연료의 대체, 조업시간의 제한 또는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하되, 피해를 가장 크게 주는 배출시설부
터 조치

하-3. 과징금 처분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국민경제 및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장금 부과
근거 규정 : 법 제37조, 시행령 제38조, 시행규칙 제51조

❐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업장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 사회복지시설 및 공동주택의 냉난방시설
3. 발전소의 발전 설비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5.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배출시설
6. 제조업의 배출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Ⅰ.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운영 ․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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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1. 외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2. 조업의 중지에 따라 배출시설에 투입된 원료ㆍ부원료 또는 제품 등이 화학반응을 일
으키는 등의 사유로 폭발이나 화재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원료를 용융(鎔融)하거나 용해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과징금 부과한도 : 2억원 이하
❐ 과징금 부과기준
- 과징금은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300만원)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
-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1종

2종

3종

4종

5종

2.0

1.5

1.0

0.7

0.4

❐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갸

배출부과금 부과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
- 초과부과금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부과
- 기본부과금 :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부과

갸-1. 초과부과금
근거 규정 : 법 제35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 부과대상 오염물질(9종) :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먼지, 불
소화합물, 염소, 염화수소, 시안화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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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금 산정방법
- 개선명령 없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을 완료한 경우
․ 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 배출량 × 지역별 부
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개선명령에 따라 개선을 이행한 경우
․ 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 배출량 × 지역별 부
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위반
횟수별 부과계수
❐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등
-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 배출총량 = 일일 기준초과 배출량 × 배출기간 일
수(日數)
- 배출기간 산정
․ 개선명령 없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을 완료한 경우 : 명시된 부적정 운
영 개시일부터 개선 완료일까지
․ 개선명령에 따라 개선을 이행한 경우 :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또는
오염물질 채취일)부터 개선명령․조업정지 명령․사용중지 명령․폐쇄명령의
이행완료일이나 또는 허가 취소일
-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 일수 계산은 민법을 적용, 초일(初日)을 산입
❐ 일일 기준초과 배출량 산정방법(시행령 별표 5 참조)
-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농도 × 일일 유량
❐ 부과계수 및 부과금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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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과계수 등

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Ⅰ 지역

2

Ⅱ 지역

1

Ⅲ 지역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
위반이 없는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시행령 별표 4 참조

1.5
’09년 : 5.0292
100분의 100

처음 위반한 경우

100분의 105

2차이상 위반한 경우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00분의
105를 곱한 것

※ Ⅰ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취락지구,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 Ⅱ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37조
에 따른 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
원보호구역,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 Ⅲ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
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
※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의 최근 2년의 단위로 산정

갸-2. 기본부과금
근거 규정 : 법 제35조제1항제2호, 시행령 제28조부터 제31조, 시행규칙 제45조

❐ 부과대상 오염물질(2종) : 황산화물, 먼지
❐ 부과기간 : 매반기별로 부과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상반기

매년 6월 30일

1월 1일 부터 6월 30일 까지

하반기

매년 12월 31일

7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 부과기간 중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의 부과기간은 최초 가동일부터
부과기간 종료일까지로 함.

❐ 부과금 산정방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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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 배출량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농도별 부과계수
구분

부과계수 등

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

초과부과금과 부과금액과 동일

지역별 부과계수

Ⅰ 지역

1.5

Ⅱ 지역

0.5

Ⅲ 지역

1.0

농도별 부과계수

시행령 별표 8 참조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최초 부과년도 ‘1’을 기준으로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

’09년 기준 : 1.5046

※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구분은 초과부과금 기준과 동일

❐ 기본부과금 부과를 위한 확정배출량 자료 제출
- 기본부과금의 산정을 위해 기본부과금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내배출
량에 관한 확정배출량 자료를 부과기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행정기
관에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함)
- 확정배출량 자료 제출 시 첨부할 서류
1. 확정배출량 명세서(별지 제14호서식)
2. 황 함유분석표 사본(황 함유량이 적용되는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부과기간 동안의 분석표만 제출)
3. 연료사용량 또는 생산일지 등 배출계수별 단위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4. 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자가측정 결과를 이용하
는 경우에만 제출)
5. 배출구별 자가측정한 기록 사본(자가측정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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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3. 배출부과금 조정 및 징수유예, 분할납부
특별한 사유 발생시에는 배출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거나, 이미 납부가 완
료된 경우에는 차액을 부과․환급하고,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할 수 있음
근거 규정 :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6조, 시행규칙 제50조

❐ 배출부과금 조정
- 배출부과금을 조정할 수 있는 요건
1. 개선기간 만료일 또는 명령이행 완료예정일까지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
용중지명령 등을 이행하였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초과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진 경우
2. 초과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을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
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3. 사업자가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하였거나 환경부장관이 조
정한 기준이내 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
- 배출부과금 조정 신청 : 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조정 신청
❐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요건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위의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기본부과금의 경우)
- 징수유예 기간 및 분할납부 횟수
1. 초과부과금 :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6회 이내로 분할납부
2. 기본부과금 :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 부과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4회
이내로 분할납부
※ 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을 2배이상 초과할 때에는 유예기간이나 분할납부
횟수 연장 가능

갸-4. 배출부과금 부과면제 및 감면
근거 규정 : 법 제35조제3항 및 제4항, 시행령 제32조, 시행규칙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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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면제 대상 ․ 면제항목 ․ 면제 절차
부과면제 대상

부과면제 항목

부과면제 절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
을 운영하는 사업자
1.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황 함유량이 0.3%
이하인 액체연료 및 고체연료, 발전시설 황산화물
외의 배출시설(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 1. 및 2..의 연료와
미만인 열병합발전시설 포함)의 경우에는
그 외의 연료를 섞
황 함유량이 0.5% 이하인 액체연료 또는
어서 연소시키는
황 함유량이 0.45% 미만인 고체연료를 사
시설로서 배출허
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
용기준을 준수할
수할 수 있는 시설
수 있는 시설에 대
하여는 1. 및 2.의
2. 공정상 발생되는 부생(附生)가스로서 황
연료사용량에 해
함유량이 0.05% 이하인 부생가스를 사용
당하는 황산화물
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
에 대한 부과금만
할 수 있는 시설
면제
3. 위의 1. 및 2.의 연료를 섞어서 연소시키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배출부과금 부
과면제대상 연
료 사용명세서
(별지 제15호서
식)에 관련자료
를 첨부하여 제
출

4.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먼지 및 황산화물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적(最適)의 방지시설을
먼지 및 황산화물
설치한 사업자

배출부과금 부
과면제대상 최
적방지시설 설
치 명세서(별지
제15호서식)에
관련자료를 첨
부하여 제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국방
먼지 및 황산화물
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군사시설을 운영하는 자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적의 방지시설이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고 설계된 대기오염물질의
제거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지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
시하는 시설을 말함

❐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및 감면액
감면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
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감면액

4종 사업장

기본부과금 면제

5종 사업장

기본부과금의 50% 감면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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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위반시 조치사항

냐-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89조부터 제93조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23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법 제26조제1항 본문이나 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
설을 설치·운영한 자
3. 법 제31조제1항제1호나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법 제36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쇄나 조업정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
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법 제32조제3항제1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6. 법 제44조제7항(제4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2.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명(변경 임명
포함)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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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4.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00만원 이하의 벌금
1.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냐-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94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31조제1항제3호나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법 제3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법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6. 법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
거나 사용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2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법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4.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냐-3. 행정처분
근거 규정 : 법 제84조, 시행규칙 제134조

❐ 행정처분 기준 : “시행규칙 별표 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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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설치허가․신고한 폐수배출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

가-1.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근거 규정 : 법 제2조제7호ㆍ제8호,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

❐ 수질오염물질이란?
-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함(“시행규칙 별표 2” 참조)
❐ 특정수질오염물질이란?
-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함(“시행규칙 별표 3” 참조)

가-2. 폐수배출시설의 종류
근거 규정 : 법 제2조제10호, 시행규칙 제6조

❐ 폐수배출시설 :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
경부장관이 정함(“시행규칙 별표 4” 참조)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은 제외

가-3. 폐수배출시설의 허가 ․ 신고
근거 규정 : 법 제33조제1항ㆍ제9항, 영 제31조제1항 및 제2항

❐ 폐수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폐수배출시설의 허가대상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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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설치되는 배출시설
3.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법 제33조제7항)에 설치하는 배
출시설
4.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제7조)과 상류 10㎞이내에 설치되는 배출시설
5. 상수원보호구역외 상수원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15㎞이내에 설치되는 배출시설
6.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의 변경으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 폐수배출시설의 신고대상
1. 허가대상 외의 폐수배출시설
2.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설치제한지역 외에 설치하는 특정수질유해물
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되는 폐수를 동 제한지역 외로 전량 위탁처리
하는 배출시설
3.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이 발생되지 않는 배출시설로서 배출되는 폐수 전량을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양식 :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가-4. 폐수배출시설의 변경허가 ․ 변경신고
근거 규정 :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 규칙 제38조

❐ 폐수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대상
1.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은
100분의 30) 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배출허용기준(법 제32조)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
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서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을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
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다음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음

-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출시설을 변경
한 경우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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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1.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변경허가 대상은
제외)
2. 폐수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사업장의 종류(1～5종)가 변경되는 경우
3.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변경허가 대상은 제외)
4. 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
하는 경우
5.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폐수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6.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7.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8.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9.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10.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허가관청, 신고관청 및 폐수배출시설이 같
고,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
11. 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12.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면제받은 경우로서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13. 9～12호 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
※ 9～12호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하여야 함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 :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가-5.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등의 배출시설로부터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
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
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을 환경부장관(유역ㆍ지
방환경청장)이 고시하여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
근거 규정 : 법 제33조제5항·제6항, 시행령 제32조

❐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
1. 취수시설이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2. 제1호에 따른 지역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에 따른 하천 및
34

Ⅰ.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운영 ․ 관리

제1장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국민(기업)이 알아야 할 규제

호소의 호나경기준이 매우 좋음(Ⅰa) 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점에서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의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
내인 집수구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상류지역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로 상수원의 오염에 영향이 미치는 지역(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
우만 해당)

가-6.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시설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및 시설에 한하여 폐수무방류배출
시설 설치가 가능
근거 규정 : 법 제33조제7항·제8항, 제34조, 시행규칙 제37조, 제39조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1. 구리 및 그 화합물
2. 디클로로메탄
3. 1, 1-디클로로에틸렌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수무방류
배출시설 설치계획서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 제출
- 시ㆍ도지사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환경관리공단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기준
-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ㆍ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전부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다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
와 섞이지 아니하도록 하는 분리ㆍ집수시설
2.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을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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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의 고장, 사고 등으로폐수가 유출ㆍ누출되거나 빗물 등에 의하여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차단ㆍ저류(貯留)시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 시행령 별표 6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배출시설 설치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사업자는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하고 가동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가동개시신고를 하여 허가․신고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받아야 하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함

나-1. 방지시설의 설치면제
근거 규정 : 법 제35조, 영 제33조, 규칙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 방지시설 설치의 면제대상
1.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3.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해역배출 및 지정폐기물로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 규칙 별표 14
❐ 위탁처리대상 폐수
1.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서는 2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 아파트형 공장에서 고정된 관망을 이용하여 이송처리하는 경우는 폐수량의 제한을 받지 않고
위탁처리 가능

2. 동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다른 폐수와 성상이 달라 적정처리가 어려
운 폐수로서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서는 20세제곱미
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3.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해역에 배출할 수 있는 폐수
4. 방지시설 개선 등을 위하여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된 기간에만 배출되는 폐수
5. 기타 환경부장관이 위탁처리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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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근거 규정 : 법 제37조, 영 제34조, 규칙 제46조 및 제47조

❐ 가동개시 신고대상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가동하고자 하는 경우
2.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재가동하고자
하는 경우
-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
-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
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은 배출시설로서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서 : 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가동개시신고 시설에 대한 시운전 기간 부여기준 등
1.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는 가동개시일부터 50일(가동개시
일이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기간 중에 해당하는 경우는 70일)
2.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는 가동개시일부터 30일
3. 관할 행정기관은 시운전 기간내에 가동상태 점검 및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적
합여부에 따라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4. 가동개시 신고를 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변
경허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함

나-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근거 규정 : 법 제38조, 규칙 제48조 및 제49조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시 금지사항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이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거나 이
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않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않은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폐수에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 관할 행정기관이 희석처리를 인정한 다음의 경우는 제외

Ⅰ.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운영 ․ 관리

37

환/경/규/제/편/람

- 폐수의 염분이나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 원래의 상태로는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 폭발의 위험 등이 있어 원래의 상태로는 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
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운영시 금지사항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
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동일한 폐수
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않고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 운영일지의 작성 등
1.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간, 폐
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을 운영일지에 매일 기록하여야 함
2. 운영일지는 최종기록일로부터 1년간(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3년) 보존해야함
3. 운영일지는 테이프, 디스켓 등 전산방법으로 기록하여 보존할 수 있음
※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다

위반시 조치사항

다-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75조, 제76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33조제1항의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
서 제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3. 법 제38조제2항(폐수무방류배출시설 운영관련)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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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법 제38조제1항(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련)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2. 법 제37조제4항(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관련)의 규정에 의한 조사
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다-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82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35조제2항(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3. 행정처분
근거 규정 : 법 제42조, 시행규칙 제105조

❐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령함
❐ 행정처분 기준 : “시행규칙 별표 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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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음 ․ 진동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령 : 소음․진동규제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에게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함
-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시에는 변경신고

가-1. 소음 ․ 진동배출시설의 종류
근거 규정 : 법 제2조제3호, 시행규칙 제2조

❐ 소음 ․ 진동배출시설 :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공장의 기계 ․ 기구 ․ 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시행규칙 별표 1)

가-2.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근거 규정 : 법 제8조제1항,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9조

❐ 허가 또는 신고대상
구분

허가

신고

대상 시설
- 다음 시설의 부지경계선 50m 이내 지역
1. 「의료법」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
2. 「도서관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3.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 「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
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
1.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허가 또는 신고시 필요한 서류
구분

공통 서류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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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1.
2.
3.
1.

배출시설 설치신청서/설치허가 신청서(별지1호/2호)
배출시설 설치명세서 및 배치도(허가인 경우)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도면은 허가인 경우만)
방지시설 설치의무를 면제 받으려는 경우, 방지시설 설치명세서와
도면을 갈음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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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3. 변경신고
근거 규정 : 법 제8조제2항, 시행규칙 제10조(별표6)

❐ 변경신고의 대상 및 신청시 필요한 서류
대상 요건

신청 시기

1.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이상(신고 또는 변경시고
변경 전
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규모를 증설하는 누계를 말한
다) 증설하는 경우
2.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3. 배출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변경일 30일
이내

나

제출서류

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설치신고증명서
/ 설치허가증

방지시설의 설치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소음․진동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소음․진동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나-1. 방지시설 설치자의 자격 및 공동방지시설
근거 규정 : 법 제11조 및 제12조

❐ 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은 사업자 스스로가 설계․시공하거나 「환경기술개
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지시설 사업자에게 설계․시공을 하
도록 하여야 함
❐ 공동방지시설 설치
- 아파트형 공장의 사업자나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공동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나-2. 방지시설 설치 면제
근거 규정 : 법 제9조 단서, 시행규칙 제11조

❐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
1. 시․군․구청장이 배출시설의 기능․공정 또는 공장의 부지여건상 소음․진동
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Ⅰ.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운영 ․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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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더라고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공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이 없는 경우
가. 주택(폐가는 제외)․상가․학교․병원․종교시설
나. 공장 또는 사업장
다.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라. 그 밖에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고시하는 시설 또는 지역
❐ 방지시설 설치 면제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
여야 함
1.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각 호의 시설이 새로 설치될 경우
2.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분쟁이 발생할 경우
3. 그 밖에 시․군․구청장이 생활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경우

다

가동개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끝내고 배출시설을 가동하려면 미리
시․군․구청장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함

다-1. 가동개시 신고 및 변경신고
근거 규정 : 법 제13조,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

❐ 제출서류
1. 가동개시 신고서 / 가동개시일 변경신고서(별지 제5호/제6호서식)
2.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 배출시설의 설치확인
- 가동개시 신고를 한 사업자는 가동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배출허용기준에 맞
도록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정상 운영하여야 함, 다만 시․군․구청장은 연간
조업일수가 90일 이내인 사업장으로서 가동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업이 끝
나 오염도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경우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시․군․구청장은 상기 기간이 지난 후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
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상태 점검 및 소음․진동검사를 할 수 있으며 배
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하여야 함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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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
-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50%이상 증설한
경우에만 가동개시 신고

라

기타

라-1. 권리 ․ 의무의 승계
근거 규정 : 법 제10조

❐ 권리 ․ 의무의 승계
-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양도, 사망, 합병, 인수한 경우 및 임대차하는 경우의
권리․의무 승계 등에 대하여 규정
❐ 권리 ․ 의무의 승계 사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
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인수자는 신고․허가․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
리․의무를 승계함
❐ 임차인의 경우는 아래의 규정 적용 시 사업자로 간주
-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 개선명령, 조업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허가취소는 제외)
- 환경기술인 임명
- 보고․검사

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사업자는 소음․진동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마-1. 배출허용기준
근거 규정 : 법 제7조 및 제14조, 시행규칙 제8조

❐ 배출허용기준 : “시행규칙 별표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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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환경기술인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
신고(시․군․구청장)하여야 하며,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도 또한 같음

바-1.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근거 규정 : 법 제19조, 시행규칙 제18조(별표7)

❐ 환경기술인의 임명신고 시기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 가동개시 신고와 동시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 개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 “시행규칙 별표 7” 참조
※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환경기술인
임명의무는 없으며 사업장의 관리책임자를 환경기술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

사

보고와 검사

사-1. 보고와 검사
근거 규정 : 법 제47조 및 시행규칙 제71조

❐ 보고와 검사
-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해당 시
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해서 배출허용기준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소음․진동
검사를 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음

아

개선명령
조업 중인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개선명령)을 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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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1. 개선명령의 요건 및 기간
근거 규정 : 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5조

❐ 개선명령의 요건
- 조업 중인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이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 개선기간
- 개선에 필요한 조치,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
(시․군․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대해 신청에 의
하여 6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아-2. 개선명령 이행보고 및 확인
근거 규정 :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19조

❐ 개선명령 이행보고
- 법 제15조~18조에 따른 조치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등을 받은 사업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지체 없이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명령이행 또는 개선완료 상태의 확인
- 시․군․구청장은 이행보고를 받으면 지체없이 명령의 이행상태나 개선완료 상
태를 확인하여야 함

자

조업정지 명령 및 조업시간 제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

자-1. 조업정지 명령 및 조업시간의 제한
근거 규정 : 법 제16조, 시행규칙 제16조

❐ 조업정지명령 요건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조업정지 명령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와 생활환경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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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업시간의 제한
- 소음․진동으로 주민의 건강상, 생활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되 가장 큰 위해와 피해를 끼치는 배출시설부터
조치

차

허가의 취소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치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

차-1. 허가의 취소
근거 규정 : 법 제17조

❐ 허가취소 또는 조업정지의 요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 조업정지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카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카-1.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근거 규정 : 법 제18조

❐ 사용중지의 요건
- 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
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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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조치의 요건
-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해도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가능
성이 없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는 장소인 경우

타

위반시 조치사항

타-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17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
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
2. 법 제1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3. 법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업정지 명령 등을 위반한 자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
을 이용해 조업한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
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타-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59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8조제2항,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1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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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5. 법 제4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타-3. 행정처분
근거 규정 : 법 제49조, 시행규칙 제73조

❐ 행정처분 기준 : “시행규칙 별표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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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악취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령 : 악취방지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악취물질의 종류 등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서와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
신고하여야 함

가-1. 악취물질의 종류
근거 규정 :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시행규칙 제2조

❐ 악취란?
- “악취”라 함은 황화수소·메르캅탄류·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기체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
❐ 지정악취물질이란?
-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함(“시행규칙 별표 1” 참조)

가-2. 악취배출시설의 종류
근거 규정 : 법 제2조제3호, 시행규칙 제3조

❐ 악취배출시설 :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기계·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함(“시행규칙 별표 2” 참조)

가-3. 사업장의 분류
악취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종류 및 시설규모에 따라
45종류로 분류
근거 규정 : 법 제2조, 시행규칙 제3조

❐ 악취배출시설 : 시행규칙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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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

나-1. 권리 ․ 의무의 승계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양도, 사망, 합병한 경우의 권리․의무 승계 등에 대하여
규정
근거 규정 : 법 제9조

❐ 권리의무의 승계 사항
- 악취배출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함
❐ 임차인의 경우는 아래의 규정 적용 시 사업자로 간주함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 개선명령, 조업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허가취소는 제외)

다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해당 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일부
행위가 금지되며, 시설의 운영상황을 사실대로 기록․보존하여야 함

다-1.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근거 규정 : 법 제8조, 시행규칙 제9조

❐ 신고대상 배출시설
1. 악취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당해 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
는 자
2.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3.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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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절차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 당시]

[초기 신고 이후]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

악취배출시설 설치 전

6개월 이내

신고서 접수(개선계획서 포함)

검

토

처리기간
10일

신고필증 교부
지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악취방지계획 이행

배출시설 설치 /
방지계획 이행

배출허용기준 준수 / 가동개시신고 의무 없음

❐ 신고시 필요한 서류
1. 악취배출시설 설치 설치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2. 사업장 배치도
3.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공정도
4.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내역서
5. 악취방지계획서(시행규칙 제11조 규정 내용 포함)
6. 악취방지기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 악취방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악취방지계획에는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다
음의 조치 중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조치를 사업자 스스로가 선
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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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의 악취방지시설 중 적정한 시설의 설치
① 연소에 의한 시설

② 흡수에 의한 시설

③ 흡착에 의한 시설

④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⑤ 응축에 의한 시설

⑥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⑦ 미생물을 이용한 시설
나) 소취제․탈취제 또는 방향제의 살포를 통한 악취의 제거
다) 기타 보관시설의 밀폐, 부유상 덮개 또는 상부덮개의 설치, 물청소 등을 통
한 악취 억제 또는 방지 조치(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방지시설의 설치면제
기준에 준하는 규정으로 악취유발이 적은 특정한 원료사용, 생산공정 개선
등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악취발생원 및 사업장부지경계선에
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될 수 있다)
❐ 설치신고서 제출 갈음
-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
출시설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휘
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동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의
제출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악취방지법 시행규
칙 제9조제2항)

다-2. 변경신고
근거 규정 : 법 제8조, 시행규칙 제10조

❐ 변경신고대상 배출시설
1. 악취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동종·동일규모의 시설로 대체하는 경우
2. 악취배출시설의 폐쇄하는 경우
3. 사업장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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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 절차

변경신고 요건 검토

※구비서류
1.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변경)
내역서 1부
2.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
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3. 악취방지계획서(방지시설설치
기간, 설치방법, 내용 등 포함) 1부
4. 대기배출시설/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서
(해당시설에 한함)
단, 배출시설 폐쇄, 사업장명칭
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
서만 제출

변경신고서 접수
7일

검

※변경신고 요건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동종 ․ 동일 규모의 시설로
대체하는 경우
2.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3. 사업장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토

신고필증 교부

변경사항 이행
배출허용기준 준수/
가동개시신고 의무 없음

❐ 변경신고시 필요한 서류
가) 악취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동종․동일규모의 시설로 대체하는 경우
① 악취배출시설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② 악취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동종․동일규모의 시설로 대체하는 변경내역서
③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 부득이한 사유를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이 없는 경우(분실 등)에는 신고 전에 재교부 받거나, 분
실사유서를 첨부

나) 악취배출시설 폐쇄 또는 사업장 명칭 변경
① 악취배출시설 변경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②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③ 악취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사업장 명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다-3. 악취관리지역 지정당시 기존시설에 대한 신고
❐ 신고기한
-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배출시설의 설치신고와 함께 악
취방지계획을 제출
Ⅰ.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운영 ․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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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및 신고서류 검토 등
-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서류 및 검토 사항과 동일하게 처리
❐ 신고수리
1.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관리대장 및 배출시설 설치신고
필증 교부대장에 신고수리 내용을 기재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
2.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된 날로부
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 조치를 하도록 지도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6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
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악취방지 조치기간 연장사유<시행령 제2조>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악취방지기술의 도입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경신기술로
받은 악취방지기술로 전면 교체하는 경우
24시간 연속 가동하는 사업장으로서 공정의 특성상 가동이 중단되는 때에는
생산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경우

1.
2.
3.
4.

라

조치
지정
제품
없는

배출허용기준 준수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음

라-1. 배출허용기준
근거 규정 : 법 제7조, 시행규칙 제8조

❐ 배출허용기준
- 악취관리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함(“시행규칙 별표 3” 참조)
※ 복합악취 :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면서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
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
※ 희석배수 : 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시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
까지 최대로 희석한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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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 시․도 조례로 정함
-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음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
1.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구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기타지역

배 출 구

1000이하

500 이하

500~1000

300~500

부지경계선

20이하

15이하

15~20

10~15

2. 지정악취물질 (시행규칙 별표 3)
구분

공업지역

기타지역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ppm)
공업지역

배출허용기준(ppm)

1

암모니아

2 이하

1 이하

1 ～ 2

2

메틸머캅탄

0.004 이하

0.002 이하

0.002 ～ 0.004

3

황화수소

0.06 이하

0.02 이하

0.02 ～ 0.06

4

다이메틸설파이드

0.05 이하

0.01 이하

0.01 ～ 0.05

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3 이하

0.009 이하

0.009 ～ 0.03

6

트라이메틸아민

0.02 이하

0.005 이하

0.005 ～ 0.02

7

아세트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8

스타이렌

0.8 이하

0.4 이하

0.4 ～ 0.8

9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10

뷰티르알데하이드

0.1 이하

0.029 이하

0.029 ～ 0.1

1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2 이하

0.009 이하

0.009 ～ 0.02

1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6 이하

0.003 이하

0.003 ～ 0.006

13

톨루엔

30 이하

10 이하

10 ～ 30

14

자일렌

2 이하

1 이하

1 ～ 2

적용시기

2005년 2월
10일부터

2008년 1월
1일부터

Ⅰ.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운영 ․ 관리

55

환/경/규/제/편/람

공업지역

기타지역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ppm)
공업지역

35 이하

13 이하

13 ～ 35

16 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

3 이하

1 이하

1 ～ 3

17

뷰티르아세테이트

4 이하

1 이하

1 ～ 4

18

프로피온산

0.07 이하

0.03 이하

0.03 ～ 0.07

19

n-뷰티르산

0.002 이하

0.001 이하

0.001 ～ 0.002

20

n-발레르산

0.002 이하 0.0009 이하

0.0009～0.002

21

i-발레르산

0.004이하

0.001 이하

0.001 ～ 0.004

22

i-뷰티르알코올

4.0 이하

0.9 이하

0.9 ～ 4.0

배출허용기준(ppm)

구분

15

메틸에틸케톤

적용시기

2010년 1월
1일부터

라-2.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근거 규정 : 법 제7조, 시행규칙 제8조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절차
<시 ․ 도지사>
악취관리지역의 악취 측정 등
악취발생 실태조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악취관리지역의 악취 측정 등
악취발생 실태조사
↓
시․도에 기준 설정요청

시 ․ 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계획(안) 수립

↓
이해관계인(사업자, 주민 등) 의견수렴(일간신문, 인터넷 등)

↓
의견수렴 결과 반영여부 검토․반영(이해관계인에게 결과통보)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계획 확정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 제정․공포

↓
환경부장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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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조치사항
1) 악취발생 실태조사
- 기본현황, 민원발생 실태, 악취오염 측정 및 자료 분석과 악취방지법 제4조의
악취실태조사 또는 이에 준하는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ㆍ분석
2)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계획 수립
-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을 수립
가)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목적
나) 기준 적용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다) 기준적용 대상지역과 인근 영향지역의 악취 농도 및 정도 현황
라)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
마) 기준적용 대상지역의 악취배출원 현황 및 악취관리계획
바)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 공고, 열람방법, 의견수렴 계획 등
사)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시 인근영향지역의 악취예측농도
아) 기타 위치도, 지적도, 행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
3)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가) 공고내용
공고내용에는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 설정목적, 악취관리지역 및 그 인근 지역의
악취 현황,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열람 장소를 포함
나) 공고방법
일간신문(2회 이상) 및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반드시 공고하되 일간신
문은 공고는 가급적 서로 다른 중앙․지방신문에 각각 게재하는 것이 바람직하
며, 기타 일반인이 지자체․유관기관 민원실 등에서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
도록 조치
다) 의견수렴
시․도지사는 의견수렴기간을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이상으로 정하여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라) 의견수렴 방법 및 검토
열람기간 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견을 접수하고, 제출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여부(반영, 미반영, 수정반영)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서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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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공포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하
여 최종(안)으로 확정하고, 절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내부 절차를 거쳐 그
내용을 관보 또는 도보․공보 등에 게재하여 공포․시행
- 또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는 사업장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악취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사업장에 알리고,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마

각종 보고사항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표 8

❐ 보고 의무자 : 시․도지사
❐ 보고할 사항
1.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악취검사,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
2. 악취배출업소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
3. 과징금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현황

바

개선명령 및 개선권고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개선명령

바-1. 개선명령
근거 규정 : 법 제10조, 시행령 제3조

❐ 개선명령의 요건
- 조업 중인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 개선명령 대상
-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 해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 개선(조치) 기간
- 악취의 제거 또는 억제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 안에
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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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기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6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이 경우 연장신청은 조치기간 만료 전 신청하여야 함

바-2. 개선권고
근거 규정 : 법 제14조, 시행령 제6조

❐ 개선권고의 요건
- 악취관리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 개선권고 대상
-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 해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기간
- 악취의 제거 또는 억제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 안에
서 정함
-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기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3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이 경우 연장신청은 조치기간 만료 전 신청하여야 함
❐ 조치 이행상태 확인
- 조치기간 만료시 지체없이 이행상태 확인
- 확인자 : 관계 공무원(시장·군수·구청장)

사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한 경우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 명령

사-1. 사용중지 명령
근거 규정 : 법 제11조

❐ 사용중지 명령 요건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개선기간 내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
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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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중지 명령 대상
- 해당 배출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

사-2. 폐쇄명령
근거 규정 :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9조

❐ 폐쇄명령의 요건
- 다른 법률에서 그 설치장소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우
❐ 폐쇄명령 대상
- 해당 악취배출시설 전부

사-3. 과징금 처분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중지가 주민의 생활에 심한 불편을 주
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중지를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
근거 규정 : 법 제12조,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12조

❐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업장
1. 산업집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
2.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
3.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
치 또는 운영하는 시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악취배출시설
※ 참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1. 축산시설
2. 유기·무기화합물 제조시설. 다만, 해당 시설의 사용을 중지할 경우 당해시설 안에 투입
된 원료·부원료·용수 또는 제품(반제품을 포함) 등이 화확반응을 일으켜 폭발 또는 화
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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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부과한도 : 최고 5천만원
❐ 과징금 부과기준
- 과징금은 사용중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100만원)을 곱하여 산정
-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 납부통지서 교부일로부터 30일로 함

아

위반시 조치사항

아-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2.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8조제1항 전단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 신고를 하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한 자
❐ 200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8조제1항 또는 제4
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로서 그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자를 제외)
2. 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악취발생물질을 태운 자
3.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아-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30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
치를 하지 아니하고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한 자
2.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
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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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
신고를 한 자
2.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
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아-3 행정처분
근거 규정 : 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9조

❐ 행정처분 기준 : “시행규칙 별표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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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배출시설 설치 신고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을 억제·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기환경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
여야 함

가-1.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정의
근거 규정 : 법 제2조,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환경부 고시)

❐ 휘발성유기화합물
-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함

가-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근거 규정 : 시행령 제45조,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의종류,시설의규모,배출억
제·방지시설의설치등에관한규정(환경부 고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환경부 고시)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시행령 제45조)
1. 석유정제를 위한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과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의 제
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2. 저유소의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3.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4. 세탁시설
5. 그 밖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환경부 고시)
1. 시행령 제45조에 의한 상기 제1호 내지 제4호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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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의 반응시설, 혼합시설, 희석 신나 제조시설, 유기용
제 및 유기용제 함유물질 유류 저장시설
3. 선박 및 대형 철구조물 제조업의 세정시설(탈지시설 포함),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 유기용제 및 유기용제 함유물질 저장시설, 유류 저장시설
4. 자동차 제조업의 유류, 유기용제 및 유기용제 함유물질 저장시설
5. 기타 제조업의 세정시설(탈지시설 포함), 유류, 유기용제 및 유기용제 함유물질
저장시설
6. 폐기물 보관·처리시설(폐유, 폐유기용제 및 폐농약)의 보관시설, 파쇄·분쇄·절단
시설, 소각시설, 고온열분해시설, 건류시설, 용융시설, 증발·농축·반응시설, 정제
시설, 유수분리시설, 응집·침전시설, 건조시설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환경부 고시)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에 적용

1. 시행령 제45조에 의한 상기 제1호 내지 제4호의 시설
2. 유기용제 및 도료 제조업의 제조시설, 저장시설(유류 포함)
3. 1차 금속산업의 사용시설, 저장시설(유류 포함)
4. 자동차 제조업의 저장시설, 사용시설
5. 선박 및 구조금속제품 제조업의 사용시설,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 저장시설
6. 보관 및 창고업의 저장시설, 출하시설
7. 폐기물 보관·처리시설의 보관시설, 파쇄·분쇄·절단시설, 소각시설, 고온열분해시
설, 건류시설, 용융시설, 증발·농축·반응시설, 정제시설, 유수분리시설, 응집·침
전시설, 건조시설
8. 기타 제조업의 사용시설, 저장시설(유류 포함)

가-3. 신 고
근거 규정 : 법 제44조 및 제45조, 시행규칙 제59조

❐ 신고주체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될 당시 그 지역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신고시기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전
❐ 신고기관 : 사업장 관할 시․도지사(시․군․구)
❐ 제출서류 :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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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4. 변경신고
근거 규정 : 법 제44조 및 제45조, 시행규칙 제60조

❐ 변경신고 대상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설하는
경우
3.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4.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5.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또는 배출억제·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신고시기
- 상기 제1호 또는 제5호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상기 제2호 내지 제4호 : 변경 전
❐ 제출서류 :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나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기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
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함

나-1.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기준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61조 및 별표 16, 환경부 고시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시행규칙)
-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의 제조시설, 저장시설, 출하시설 등 5개 업종
별, 배출시설별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기준
※ “시행규칙 별표 16” 참조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고시)
-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의 제조시설, 저장시설 등 5개 업종별, 배출시설별 배
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기준
※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의종류,시설의규모,배출억제·방지시설의설치등에관한규정(환경부
고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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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고시)
- 유기용제 및 도료 제조업의 제조시설, 저장시설, 1차 금속산업의 사용시설, 저장
시설 등 9개 업종별, 배출시설별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기준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환경부 고시)” 참조

나-2. 기 타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16, 환경부 고시

❐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의 범위(시행규칙 별표 16)
-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업, 합성섬유 제조업, 합
성고무 제조업, 합성수지 및 그 밖의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을 말함
❐ 기타 제조업의 범위(환경부 고시)
-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중분류 20, 27, 28, 29, 30, 32, 33, 36에 해당되는 제
조업을 말함
※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의종류,시설의규모,배출억제·방지시설의설치등에관한규정(환경부
고시)” 참조

다

위반시 조치사항

다-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90조, 제92조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44조제7항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2.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9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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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44조제2항이나 제45조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를 하지 아니한 자

다-3. 행정처분
근거 규정 : 법 제84조, 시행규칙 제134조 및 별표 36

❐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차 경고
❐ 배출 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차 개선명령, 2차 조업정지 10일, 3차 조업정지 20일
※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그 위반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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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령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대기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 중 일부시설과
폐기물소각시설이 해당됨

가-1.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종류
근거 규정 : 법 제2조제1호, 시행령 제2조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란?
- 독성․잔류성․생물농축성 및 장거리 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로서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서 정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시행령 별표 1” 참조)
1. 알드린
2. 엔드린
3. 디엘드린
4. 톡사펜
5. 클로르데인
6. 헵타클로르
7. 미렉스
8. 헥사클로로벤젠
9.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0. 디디티
11. 다이옥신
12. 푸란
13. 그 밖에 스톨홀름협약에 등재된 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질

가-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근거 규정 : 법 제2조제2호, 시행규칙 제2조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범위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또는 그 밖의 물체로서 환
경부장관이 정함(“시행규칙 별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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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1. 제철 및 제강시설

대상 배출시설

가. 용량이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세제곱미터 이상인 소결로

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가. 용량이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
3. 알루미늄 제련, 정련 나.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反射爐)
다.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및 합금 제조시설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4.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라.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제조시설
1세제곱미터 이상인 전로, 정련로, 배소로(焙燒爐),
용융·용해로 (鎔融·鎔解爐), 전해로(電解爐), 건조로
5. 동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시설
6. 시멘트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
곱미터 이상인 소성(燒成)시설

7.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
물 제조시설
곱미터 이상인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제조시설
8. 소각시설

시간당 소각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가-3.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근거 규정 : 없음

❐ 허가 또는 신고대상 배출시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별도의 허가 또는 신고의무가 없음

나

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을 위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며,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음

나-1. 시설별 배출허용기준
근거 규정 : 법 제14조, 시행규칙 제7조

❐ 배출허용기준 : 환경부장관이 정함(“시행규칙 별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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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가측정 및 주변지역 영향조사
배출시설 방지시설에서 나오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을 하거나 또는 측정대행업에
위탁하여 오염물질의 오염도를 상시 관리하여야 함

다-1. 자가측정 대상
근거 규정 : 법 제19조,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별표 6

❐ 자가측정 대상범위 ․ 주기 ․ 횟수 등
1. 측정대상 : 별표 1에 규정된 배출시설
2. 측정물질 : 다이옥신
3. 측정매체 : 배기가스, 폐수
4. 측정의 주기 및 횟수
가. 배기가스
1) 소각시설
가)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시설의 경우 : 6개월마다 1회 이상
나)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의 경우 : 12개월
마다 1회 이상
다) 시간당 처리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 :
24개월마다 1회 이상
2) 소각시설을 제외한 배출시설
구

분

측정주기

다이옥신발생량이 연간 25g-TEQ 이상인 배출시설(소각시설을
제외한다)

6개월 마다
1회 이상

다이옥신발생량이 연간 4g-TEQ 이상 25g-TEQ 미만인 배출시
설(소각시설을 제외한다)

1년마다
1회 이상

다이옥신발생량이 연간 4g-TEQ 미만인 배출시설(소각시설을 제
외한다)

2년마다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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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자가측정 결과 보존
근거 규정 : 법 제19조제1항,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 측정결과 보존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결과를 측정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

다-3. 주변지역의 영향조사
근거 규정 : 법 제19조제2항, 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 주변지역에 현저한 환경오염의 영향을 미치는 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배출사업자는 그 배출시설의 운영으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 제출
1.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5천 톤 이상인 철강 소결로(燒結爐)
2.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3천 톤 이상인 철강 전기로
3.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1만 2천 톤 이상인 시멘트 소성로
4.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50톤 이상인 동(銅) 압연(壓延)ㆍ압출(壓出) 및 연신(延
伸) 시설
❐ 조사방법 및 범위
- “시행규칙 별표 7” 참조

다-4. 측정 및 영향조사 명령
근거 규정 : 법 제19조제3항ㆍ제4항, 시행규칙 제16조

❐ 측정 또는 영향조사 명령
- 자가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영향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정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영향조사를 명령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 : 1개월
2.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조사 : 6개월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측정이나 조사를 끝내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 가능(측정 : 1개월, 조사 :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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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 자가측정 또는 영향조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배출사업자에 대하여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나 폐쇄를 명령

라

각종 보고사항
근거 규정 :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제2항

❐ 보고 의무자 :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 보고할 사항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현황
2. 법 제16조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이나 폐쇄명령 처리현황

마

개선명령,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가동개시 신고를 득하고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개선을 명령함

마-1. 개선명령 등
근거 규정 : 법 제16조, 시행규칙 12조

❐ 개선명령 요건
- 가동개시 신고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 개선명령 대상
-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 해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 개선 기간
-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 1년 이내(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 개선이 어려운 경우
에는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사용중지 명령
- 개선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안에 개선하지 아니하는 배출사업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 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사용중지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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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적합하게 개선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명령을 철회
❐ 폐쇄명령
-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 구조나 방지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령

마-2. 개선계획서 제출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시행규칙 제9조

❐ 개선계획서 제출 기간 : 개선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개선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대기오염방지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개선 시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등의 처리방식 및 처리효율
3. 공사기간 및 공사비
4. 개선계획의 이행기간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경우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발생량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처리현황
2.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원인 및 운영대책
3. 계선계획의 이행기간

마-3. 개선명령의 이행 확인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10조

❐ 개선명령 이행 확인
- 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이 끝나면 관계 공무원은 개선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
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해당기관에 잔류성유기
오염물질 배출농도의 분석을 의뢰
1. 국립환경과학원
2. 환경관리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중 다이옥신 측정기관으로 국
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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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고발생에 따른 응급조치 등
배출시설의 고장 등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된 경우 사고처리기준에 따라 응급조치 등을 취하여야 함

바-1. 사고발생에 따른 응급조치 등
근거 규정 : 법 제20조, 시행규칙 17조

❐ 사고발생
- 배출시설의 고장ㆍ파손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대기 중
으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된 경우
❐ 응급조치
- 다음의 사고처리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배출된 잔류성유
기오염물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거하거나 처리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호가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계구역의 설정, 조업중지,
방제작업 등의 조치
2. 사고발생 원인, 오염 정도 및 확산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
3. 인근 지역주민에게 사고발생 상황을 알리고 대피하도록 조치
-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고 상황을 환경부장관에 신고
❐ 재발방지 등을 위한 조치명령
- 사고가 발생한 배출시설의 배출사업자에게 사고의 확대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

사

위반시 조치사항

사-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16조제3항·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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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
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명령이나 주변지역의
영향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사-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37조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응급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거
나 배출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거 또는 처리하지 아니
하거나 사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
료제출을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시료채취·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사-3. 행정처분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11조

❐ 행정처분 기준 :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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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관리
관련 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과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 등의 폐수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

가-1. 비점오염원 관련 정의
근거 규정 : 법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 비점오염원이란?
-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법 제2조제2호)
❐ 강우유출수(降雨流出水)란?
-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녹은 물 등(법 제2조제5호)
❐ 불투수층(不透水層)이란?
-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
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법 제2조제6호)
❐ 수질오염물질이란?
-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함(법 제2조제7호,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가-2. 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
근거 규정 : 법 제53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시행령 제72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 대상사업
-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법 제53조제1항제1호, 영 제72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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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법 제53조제1항제1호, 영
제72조제2항” 참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재협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법 제53조제1항제3호, 영 제72조제5항제1
호” 참조)
[ 신고 대상사업 및 적용시기 ]
구

분

적용시기

1. 도시의 개발사업(가)

*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나)

*

3. 에너지 개발사업(다)

*

4. 항만의 건설사업(라)

**

5. 도로의 건설사업(마)

**

6. 수자원의 개발사업(바)

**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사)

**

8. 공항의 건설사업(아)

*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자)

**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차)

*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카)

*

12. 산지의 개발사업(타)

*

13. 특정지역의 개발사업(파)

*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하)

*

15.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거)

*

1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너)

*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더)

*

* 2006년 4월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평가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부터 적용
** 2007년 11월 30일부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평가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부터 적용

❐ 대상시설
-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제철시설 또는
섬유염색시설 설치사업장(“법 제53조제1항제2호, 영 제72조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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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에「통계법」제22조에 따른 표준분류 중 목
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
는 경우(“법 제53조제1항제2호, 영 제72조제4항” 참조)
-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사업장**
으로서 부지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법 제53조제1항제3호, 영
제72조제5항제2호” 참조)
[ 신고 대상시설 및 적용시기 ]
구

분

적용시기

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2.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3.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7. 제1차 금속산업

*

8. 석유, 원유 및 우라늄 광업

**

9. 금속광업

**

10.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은 제외한다.)

**

11. 음·식료품 제조업

**

12. 전기업, 가스업 및 증기업

**

13.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

14. 하수처리업, 폐기물처리업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

15. 제철시설

*

16. 섬유염색시설

*

* 2006년 4월 1일부터 최초로 법 제33조제1항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의 신청 또는 신고
하는 사업자부터 적용
** 2007년 11월 30일부터 최초로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는 사업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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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3.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근거 규정 :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시행령 제72조,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및 제2항

❐ 신고대상 비점오염원의 사업 및 시설
- “가-1-2. 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 참조
❐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기한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영 제72조제5항제1호) :
「환경영향평가법」제19조제2항에 따라 승인 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자(법 제53조제1항제2호 또는 영 제72조제5항제2호) : 폐
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까지
❐ 신고시 필요한 서류
필요 서류

1.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별지 제33호서식)
2.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개발사업등” 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주요 비점오염원 및
비점오염물질에 관한 자료
3. 개발사업등의 평면도 및 비점오염물질의 발생·유출 흐름도
4. 개발사업등의 유지관리 및 강우유출수의 저감방안 등에 관한 비점오염저감계획서
5.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운영·관리계획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
(단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외한다)
6.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

가-4.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근거 규정 : 법 제53조제2항·제8항, 시행규칙 제74조,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환경부고시)

❐ 비점오염저감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①비점오염원 관련 현황 ②비점오염원 저감방안 ③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
④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방안
❐ 비점오염저감계획서 세부적 작성방법
-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환경부고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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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5. 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근거 규정 :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후단 및 제2항, 시행령 제73조, 시행규칙 제73조제4항

❐ 변경신고의 대상 및 신청시 필요한 서류
대상 요건

신청 시기

제출서류

1. 상호·대표자·사업명 또는 업종의 변경
2. 총 사업면적·개발면적 또는 사업장 부
지면적이 처음 신고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위치,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4.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대상 사업 또는
시설과 관련한 변
경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승인·인가·허가·면
허 또는 결정 등
을 받은 날부터 7
일 이내
변경사실이 발생
한 날부터 7일 이내

변경신고서
(별지 제35호서식)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증명서
변경내용을 증명
하는 서류
비점오염저감계획
을 포함하는 비점
오염저감계획서

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 사업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은 발생되는 비점오염
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
- 다만, 사업장의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와 완충
저류시설에 유입하여 강우유출수를 처리하는 경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근거 규정 : 법 제2조제12호 및 제12의2호,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

❐ 수질오염방지시설
-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 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
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시설(“법 제2조제12호, 시행규
칙 제7조 별표5”)
❐ 비점오염저감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법 제2조제12의2호, 시행
규칙 제8조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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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
근거 규정 : 법 제53조제3항, 시행규칙 제75조제1항

❐ 공사 중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 공사개시
2일 전
❐ 공사완료 후 그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
점오염저감시설 : 공사 준공 시

나-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통보
근거 규정 : 법 제53조제4항제2호, 시행규칙 제76조제2항 별표 18

❐ 설치통보 : 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신고자 → 유역(지방)환경청
❐ 통보시점 :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한 경우 지체 없이 통보
❐ 통보방법 : 서면 통보
❐ 통보내용 : 설치내용, 운영내용 및 유지관리계획 등

나-4.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
근거 규정 : 법 제53조제3항,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 17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별표 17)
-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의 설치기준 공통사항 및 시설유형별 기준에 따라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08.12)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적절하게 하기 위한 지침서
※ 환경부 홈페이지 참조

나-5.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면제
근거 규정 : 법 제53조제3항 단서, 시행령 제74조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면제요청 대상 비점오염원 사업장
-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에 제철시설 또는 섬유염색시설을 설치
하는 사업장
-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에「통계법」제22조에 따른 표준분류 중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 등의 업종 사업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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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1. 사업장의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해당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완충저류시
설에 유입하여 강우유출수를 처리하는 경우

나-6. 관계전문기관의 의견수렴
근거 규정 : 법 제53조 제6항, 시행규칙 제78조

❐ 관계전문기관의 의견 수렴 대상
-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적정성
-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 인정 적정성
❐ 관계전문기관
- 환경관리공단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다

기타

다-1. 권리 ․ 의무의 승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자가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등의 권리․의무 승계 등에 대하여
규정
근거 규정 : 법 제53조제7항

❐ 권리의무의 승계 사항
-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
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함
- 경매, 환가(換價), 압류재산의 매각 등의 절차에 따라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인수한 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
의 권리․의무를 승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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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또는 변경된 운영관리 주체의 경우는 아래의 규정 적용 시 비점오염
원 설치신고사업자로 간주
- 비점오염저감계획서 내용의 이행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 유지 준수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 준수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자 지정
- 강우 전후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점검 및 관리·운영대장 기록·보관
-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개선 등의 명령에 대한
이행 및 조치보고
- 보고․검사

라

비점오염원 및 저감시설의 설치·운영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가 사업을 하거나 설치·운영할 때에는 비점오염저감
계획서 내용의 이행,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 유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아울러 관리자를 정하여 강우 전후에 시설물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사실대로
기록․보존하여야 함

라-1. 설치 ․ 운영시 준수사항
근거 규정 : 법 제53조제4항, 시행규칙 제76조

❐ 비점오염저감계획서 내용의 준수
- 비점오염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제출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 유지
-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 17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이 유지될 수 있
도록 하여야 함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 준수
- 시행규칙 제76조제2항 별표 18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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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한 기타사항 준수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자 지정
- 강우 전후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시설물 점검

라-2. 운영 기록 보존
근거 규정 : 법 제53조제4항제3호, 시행규칙 제76조제3항제2호

❐ 기록 대상
1. 강우량, 강우기간, 강우 전후 저감시설의 관리운영 내용
2.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직원교육 및 사전 예방조치 사항
3. 개발사업의 시설설명, 설치일정, 보수, 교체 등 관리실적
4. 강우직전, 강우 중 1시간 간격, 강우완료 직후 탁도, 고형물, 거품 등 육안검사
결과
5.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입수 및 유출수가 발생한 후 2시간 이내에 수질분석결과
(분석항목 : 부유물질, 탁도, 유출 가능한 오염물질) 등
❐ 기록 양식 :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환경
부고시)

마

비점오염저감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는 제출한 비점오염저감계획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입수와 유출수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육안검사 및 수질분석을 하여야 함
- 육안검사 및 수질분석 결과는 일정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함

마-1. 육안검사 및 수질분석 모니터링
근거 규정 : 법 제53조제4항제3호, 시행규칙 제74조제3항,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환경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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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업별 모니터링 주기 ․ 항목
구분

공
사
중
개
발
사
업
공사
완료
후

폐수배출
시설설치
비점오염원
발생사업장

모니터링
구분

육안
검사

수질
분석

육안
검사

수질
분석

육안
검사

수질
분석

주기

방법

항목

비고

강우시

강우직전, 강우 중 1시간
탁도, 고형
간격, 강우완료 직후로
물, 거품 등
구분 육안검사

고시 별지
제3호서식
기록보관

2회
이상/년

유입·출 수가 발생한 후
SS, 탁도,
2시간 이내 시료채취, 수
유출 가능한
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오염물질
따라 수질분석

고시 별지
제4호서식
기록보관

색도, 냄새,
유입·출 수가 발생한 후 탁도, 고형
분기 1회
30분 이내 육안검사
물, 거품, 기
름띠 등

고시 별지
제3호서식
기록보관

유입·출 수가 발생한 후
SS, BOD, 유
30분 이내 시료채취, 수
출 가능한
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오염물질
따라 수질분석

고시 별지
제4호서식
기록보관

색도, 냄새,
유입·출 수가 발생한 후 탁도, 고형
분기 1회
30분 이내 육안검사
물, 거품, 기
름띠 등

고시 별지
제3호서식
기록보관

유입·출 수가 발생한 후
SS, BOD, 유
30분 이내 시료채취, 수
출 가능한
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오염물질
따라 수질분석

고시 별지
제4호서식
기록보관

1회
이상/년

1회
이상/년

※ 동 모니터링은 각 개발사업 등의 비점오염저감계획서 내용에 따라 모니터링 주기, 항목 등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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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개선명령(이행명령)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가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운영할 때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시설의 설치·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설치·개선하도록 이행명령
- 이행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행조치를 마친 경우에는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바-1.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시설의 설치 ․ 개선명령(이행명령)
근거 규정 : 법 제53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시행령 제75조, 시행규칙 제77조

❐ 이행명령의 대상
-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가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운영할 때
1.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5. 강우 전후 시설물 점검결과를 관리·운영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이행 또는 설치·개선 명령의 기간
-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시설설치·개선의 경우 제외) : 2개월 이내
- 시설의 설치 : 1년 이내
- 시설의 개선 : 6개월 이내
※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 명령받은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에서 연장신청 가능

❐ 이행명령 또는 시설설치·개선명령
-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 : 구체적인 저감계획의 이행사항을 기재하여 서면
으로 명령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개선명령 : 설치·개선의 대상시설 및 관리·운영기준과
설치·개선 시의 고려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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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2. 이행명령 이행조치 보고
근거 규정 : 시행령 제75조제3항, 제4항

❐ 이행조치 보고
- 이행명령 또는 시설설치·개선명령의 내용에 따라 이행조치를 완료한 경우에 그
이행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 이행명령 또는 시설설치·개선명령의 내용에 대한 이행조치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

❐ ‘이행조치 보고’ 시에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이행조치 결과를 확인

사

위반시 조치사항

사-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78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사-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82조제2항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사-3. 행정처분
근거 규정 : 법 제71조, 시행규칙 제105조

❐ 행정처분 기준 : “시행규칙 별표 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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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신고 및 관리
관련 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설치신고된 폐수배출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

가-1.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대상
근거 규정 : 법 제60조제1항

❐ 기타 수질오염원의 신고대상 :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15일 전까지 신고를 하여햐 함

가-2. 기타 수질오염원 변경신고 대상
근거 규정 : 법 제60조제1항, 시행규칙 제86조제3항

❐ 기타 수질오염원의 변경신고대상
1. 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제출관청과 기타 수질오염원이 같고, 입지제
한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나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 ․ 관리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
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나-1.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 ․ 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
근거 규정 : 법 제60조제2항, 규칙 제87조

❐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 : “시행규칙 별표 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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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반시 조치사항

다-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78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다-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82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의 설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
니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3. 행정처분
근거 규정 : 법 제42조, 시행규칙 제105조

❐ 행정처분 기준 : “시행규칙 별표 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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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령 : 하수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
하여야 함
- 신고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가-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근거 규정 : 법 제34조,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 신고 대상
-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의 설치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 하수처리구역 밖
· 1일 오수발생량이 2톤을 초과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할 것(단,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또
는 수변구역에서는 수세식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발생량이 1톤을 초과하
는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 1일 오수발생량이 2톤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 하수처리구역 안
· 수세식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 세부 설치기준 : “시행령 별표 1” 참조

❐ 설치신고 처리기한 : 2일
❐ 수수료 : 없음
❐ 설치신고시 필요한 서류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
- 해당 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
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 건물 등의 배수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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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 개인하수처리시설 변경신고
근거 규정 : 법 제34조제2항, 시행령 제24조제1항,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 변경신고 사항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
- 개인하수처리시설 본체의 교체
❐ 변경신고 처리기한 : 2일
❐ 수수료 : 없음
❐ 변경신고시 필요한 서류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변경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
계도서)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가-3.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면제
근거 규정 : 법 제34조제1항,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설치면제 대상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
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2.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
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하수관거정비구역으
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4.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
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자기의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
여 처리하는 경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면제 신고시 필요한 서류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면제 신고서(별지 제1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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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평면도 및 「건축법」제29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사본
-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운반하는 계획서

가-4.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 시공
근거 규정 : 법 제38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1조에 따른 개
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산
업·환경설비공사업 포함)로 하여금 설계·시공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1. 하수처리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방지시설업에 등록한 자
3. 국내에서 처리기술상 일반화되어 있지 아니한 하수처리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로
서 시험용 시설(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대학부설연구소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친 경우에 한함)을 설치하는 경우
4.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자신
이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가-5.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신청
근거 규정 : 법 제37조, 시행규칙 제30조

❐ 준공검사신청 대상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가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
❐ 준공검사 신청 처리기한 : 5일
❐ 수수료 : 없음
❐ 준공검사 신청시 필요한 서류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준공검사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
- 재질검사성적서(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 포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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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 ․ 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방류수의 수질 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함

나-1. 운영 ․ 관리시 금지행위
근거 규정 : 법 제39조제1항

❐ 금지행위의 유형
1.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
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
는 행위
2.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
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
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나-2.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근거 규정 : 법 제39조제2항, 시행규칙 제33조

❐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또는 측정대행업자가 측정)
- 대상 시설(단,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
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외)
· 1일 처리용량이 200톤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인원이 2천명 이상인
정화조(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
· 1일 처리용량이 50톤 이상 200톤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인원이
1천명 이상 2천명 미만인 정화조(연 1회 이상 실시)
- 측정결과 보관기간 : 3년
❐ 내부 청소
- 정화조 : 연 1회 이상 실시
-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 연 1회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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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 정화조의 경우에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전기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

나-3. 개인하수처리시설 비정상운영 신고
근거 규정 : 법 제39조제3항, 시행령 제26조제1항, 시행규칙 제34조

❐ 신고 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 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사고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단수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기후의 변동 또는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5.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신고 처리기한 : 7일
❐ 수수료 : 없음
❐ 신고시 필요한 서류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비정상운영 신고서(별지 제19호서식)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 개선기간과 개선내
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개인하수처
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 : 비정
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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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류수 수질기준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에 대한 수질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되, 상수원의 수질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다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정할 수 있음

다-1. 방류수 수질기준
근거 규정 : 법 제7조, 시행규칙 제3조

❐ 방류수 수질기준 : “시행규칙 별표 3” 참조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 조례로 정함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라

기술관리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함

라-1. 기술관리인 선임
근거 규정 : 법 제66조, 시행령 제37조

❐ 기술관리인 선임의무자
- 1일 처리용량이 50톤 이상인 오수처리시설(1개의 건물에 2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용량의 합계가 50톤 이상인 것 포함)을 설치·운영하는 자
-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명 이상인 정화조(1개의 건물에 2 이상의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처리대상 인원의 합계가 1천명 이상인 것 포함)를 설치·운영하는 자
❐ 기술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사
업장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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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지역인 경우
※ 기술관리인 자격기준은 환경규제편람 중 “Ⅱ-2. 수질환경기술인”(p. 146) 참조

마

개선명령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부과받게 됨

마-1. 개선명령의 요건 및 대상
근거 규정 : 법 제40조, 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36조

❐ 개선명령의 요건
- 준공검사 후 실시된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개선명령 대상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개선 기간
- 3개월 이내(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자에 대
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마-2. 개선명령 이행 보고
근거 규정 : 법 제40조제3항, 시행규칙 제36조

❐ 개선명령 이행 보고
-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이행하였을 경우에 7일 이내에 개선명령 이행(개
선완료) 보고서 제출

바

위반시 조치사항

바-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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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
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개
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톤 이하인 경우에 한함
2.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3.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바-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80조제2항 및 제3항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
한 자
3. 법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자
4.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유지·관리한 자
5.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관리인에 대하여 교육
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6.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과태료 부과기준 : “시행령 별표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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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축분뇨 배출 ․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설치허가 및 신고
사육규모에 관계없이 가축을 사육하는 모든 축산농가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에 유입하여서는 아니됨

가-1. 설치허가 및 설치신고 대상
근거 규정 :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설치허가 대상
1. 돼지 : 축사면적 1,000㎡이상(특정지역 500㎡이상)
2. 소․말 : 축사면적 900㎡이상(특정지역 450㎡이상)
3. 젖소 : 축사면적 900㎡이상 또는 운동장면적 2,700㎡이상(특정지역 축사면적
450㎡이상, 운동장면적 1,350㎡이상)
※ “특정지역”이란 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청정지역 등을 말함(“가축분뇨법 시
행령” 제12조제1~5호, 제8호)

❐ 설치허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7일 이내
→

배출시설
설치허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준공검사신청

→

허가사항 및 설치
기준부합 여부조사

→

적 합
부적합

준공검사필증 교부 →

1. 돼 지 : 축사면적 50㎡이상 1,000㎡ 미만(특정지역 50㎡～500㎡)
2. 소․말 : 축사면적 100㎡이상 900㎡ 미만(특정지역 10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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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젖 소 : 축사면적 100㎡이상 900㎡미만 또는 운동장면적 300㎡이상 2,700㎡ 미
만(특정지역 축사면적 100㎡～450㎡ 또는 운동장면적 300㎡～1,350㎡)
4. 닭․오리․양 : 축사면적 150㎡이상
5. 사슴사육시설 : 축사면적 500㎡이상
6. 개 사육시설 : 축사면적 60㎡이상
❐ 설치신고
5일 이내
→

배출시설
설치신고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준공검사신청

→

배출시설신고수리
(신고필증교부)
신고사항, 설치기준
부합여부조사

→
적 합
부적합

→

준공검사필증 교부 → 조 업
개선 후 재차 준공검사 신청

가-2. 허가 ․ 신고 접수 및 구비서류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설치허가
1. 신청서의 접수
가. 신청서 접수시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변경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기재사항, 신청인의 날인, 구비서류, 수입증지 등 첨부
나. 구비서류
-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 가축사육 마리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표준설계도(처리시설 설치의무가 면제
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내역서(액비화시설의 경우)
-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배관도
- 최종오니의 예측 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설치신고
1. 신청서의 접수는 설치허가의 경우와 유사
2.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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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치신고서 및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나.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처리시설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다.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내역서(액비화시설의 경우)
라. 퇴비저장시설 설치내역서(퇴비화시설의 경우)

나

처리시설의 설치

나-1. 처리시설의 설치
근거 규정 :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0조

❐ 허가 또는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당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이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기준에 적합한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1. 구조물의 천장․바닥 및 벽은 누수되거나 빗물․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
도록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은 토압․수압․자체중량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부식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점검․보수․오니․스컴 및 찌꺼기의 청소를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이
어야 한다.
4. 펌프등 기계류는 계속하여 가동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구조로 하되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가축분뇨의 배관은 막힘․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 가스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고 발생가스가 충분히 배출될 수 있
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약품등을 이용하여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8. 가축분뇨의 유입량이 증감되어도 처리시설에는 일정량이 유입되어 처리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생물학적, 물리․화학적처리방
법의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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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톱밥등 수분조절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건조․발효할 수 있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발
효시설등은 수분이 증발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퇴비화방법의 경우
에만 해당한다).
10.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생산된 퇴비를 최종 처분하기 전까지 저장할
수 있는 퇴비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퇴비저장시설은 퇴비가 외부
로 유출되거나 빗물․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11. 액비화시설에는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6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반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저장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조를 2단으로 설치하여 가축분뇨가 1단계 저장조를 거쳐 2단계
저장조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1단계 저장조는 가축분뇨를 6개월 이상, 2
단계 저장조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12.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상 가축분뇨의 저장․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로 가
축분뇨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비가림시설이나 가축분뇨 유출방지턱을 설치하
여야 하고, 배출시설중 운동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유출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면제
1. 재활용신고자에게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 가축분뇨 유입처리하는 경우
3.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가축분뇨의 처
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나-2. 처리시설의 설계 ․ 시공
근거 규정 : 법 제16조

❐ 처리시설(정화처리 및 자원화시설) 설치 또는 변경은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한 방지시
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설계․시공하도록 하여야 함
-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자원화 시설(퇴비․액비화시
설)을 스스로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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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3. 준공검사
근거 규정 : 법 제15조

❐ 시설 설치자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신청
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준공검사의 합격여부를 결정 ․ 통보하여야 함

다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변경

다-1. 변경허가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5조

❐ 변경허가 대상
1.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허가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
2. 법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3.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4.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변경허가 절차
1. 변경허가시에는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배출시설설치허가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2. 변경허가 절차는 설치허가절차에 준함

다-2. 허가대상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6조

❐ 변경신고 대상
1.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미만 증설하는 경우
2. 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처리시설의 처리공법(공정)을 변
경하는 경우
4.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5. 액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나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자가 그 계약내용 중 위탁량을 변경하는 경우
6.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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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신고업무 처리절차
배출시설변경신고

→

신고사항등 적합여부 조사
(필요시 현지확인)

→

변경신고 수리

※ 변경신고는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수리여부를 결정

1. 변경신고시에는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2. 변경신고업무 처리 : 설치(변경)허가업무에 준함
3. 변경신고사항의 관리
-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배출시설 관리 카드에 신고
사항을 기재 후 허가증 교부

다-3.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7조제4항

❐ 변경신고 대상
1.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소재지의 변경
2.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공법의 변경
3.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 도는 대표자 변경
4. 액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5.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 변경신고업무 처리절차
배출시설변경신고

→

신고사항등 적합여부 조사
(필요시 현지확인)

→

변경신고 수리

※ 변경신고는 접수일로부터 2일이내에 수리여부를 결정

1. 변경신고시에는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과 변경내용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2. 변경신고업무 처리 : 설치신고업무에 준함
3. 변경신고사항의 관리
-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배출시설 관리카드에 신고
사항을 기재 후 신고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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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운영 ․ 관리

라-1. 방류수수질기준
근거 규정 : 시행규칙 별표3

1. 특정지역
구 분

허가대상 처리시설

신고대상 처리시설

50이하

150이하

SS(ppm)㎎/ℓ

50이하

150이하

TN(ppm)㎎/ℓ

260이하

850이하

TP(ppm)㎎/ℓ

50이하

200이하

항 목
BOD(ppm)㎎/ℓ

※ 특정지역 :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 구역(상수원 보호
구역,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이내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자연공원,
공원보호구역, 지하수보전구역, 청정지역)

2. 기타지역
구 분

허가대상 처리시설

신고대상 처리시설

150이하

350이하

SS(ppm)㎎/ℓ

150이하

350이하

TN(ppm)㎎/ℓ

850이하

-

TP(ppm)㎎/ℓ

200이하

-

항 목
BOD(ppm)㎎/ℓ

라-2. 행위의 금지
근거 규정 : 법 제17조제1항

1.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
는 행위
2.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다만, 처리시설의 처리과정에서 액비를 생산하기위하여 관할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미리 중간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
3. 정화처리하는 시설에 물을 섞어 정화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처리공법
상 물을 섞어야만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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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원화시설에 따라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다만,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5.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당해 시설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가 확보한 초지 또는 농경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이 정
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6.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7. 정당한 사유없이 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행위

라-3. 관리기준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15조

1.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항상 처리시설을 가동할 것
2.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가동 및 방류수수질 상태 등을
매일 점검할 것
3. 운영에 관한 사항등을 매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
4. 자가측정 또는 측정대행자를 통해 측정하고 일지을 3년간 보관할 것
5. 관리대장 작성(1년 보관), 내부청소 실시, 오니는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적정
처리
6.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 생산된 퇴비를 최종 처분하기 전까지 퇴비저장시설에
보관하고, 퇴비저장시설내로 빗물․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라-4. 비정상운영 신고
근거 규정 : 법 제17조제2항, 영 제13조, 시행규칙 제14조

1. 처리시설이 다음의 사유로 정상 운영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가축분뇨를 방류하게 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비정상운영신고 대상
-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사고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단전․단수로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화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기후의 변동 또는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가축분뇨처리 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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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5. 개선명령
근거 규정 : 법 제17조제4항, 영 제14조, 시행규칙 제16조

1.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이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 또는 유지․관리되는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음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3월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2.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에서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동 시설에서 배출
되는 방류수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시공한 자에게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음
- 시공자의 파산․도망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

마

위반시 조치사항

마-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을 위
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
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한자
2.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
을 사용한 자

106

Ⅰ.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운영 ․ 관리

제1장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국민(기업)이 알아야 할 규제

4.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
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5.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3.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그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4.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제
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제
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
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
여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또는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수입
ㆍ운반업자는 제외한다)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처
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로서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자
7.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제
12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8.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0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9.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Ⅰ.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운영 ․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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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또는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
상 과실로 인하여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
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마-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53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처리시설
을 설치한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처리시설
을 설치한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2.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
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4.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한 시설설치
자ㆍ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
❐ 과태료 부과기준 : “시행령 별표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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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일반 사항

가-1. 적용 범위
근거 규정 : 법 제30조

❐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 ․ 설치신고
-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
-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

가-2. 업무처리 절차
사업자

→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승인신청(신고)

시·도,
유역(지방)
환경청
적정여부검토
(타법 저촉여부
검토)

승인
→
신고
수리

사업자

시설설치
(성능검사 등)

사용
개시
신고
→

시·도,
유역(지방)
환경청

신고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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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3. 설치 승인 및 신고대상 시설
근거 규정 : 법 제29조, 시행규칙 제38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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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시

설

설치승인

1. 일반소각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지정폐기물의 경우 10톤)
이상인 시설
2. 고온소각시설, 열분해시설, 고온용융시설, 열처리조합시설, 시멘트 소성
로 및 용광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투입설비 등을 갖춘 시설로서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으로부터 당해 폐기물처리시설
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100킬로그램이상인 시설
3. 기계적 처리시설중 증발․농축, 정제, 또는 유수분리시설로서 시간
당 처리능력이 125킬로그램이상인 시설
4. 기계적처리시설중 압축, 파쇄․분쇄, 절단, 용융 또는 연료화시설로
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이상인 시설
5. 생물학적 처리시설중 사료화․퇴비화․소멸화시설(건조에 의한 사
료화․퇴비화시설을 포함) 및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로서 1일 처
리능력이 100톤이상인 시설
6. 매립시설
7. 영 별표2의 제1호 중간처리시설 중 마목의 시설 또는 동표의 제2호
최종처리시설 중 나목의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규모이
상인 시설

설치신고

1. 설치승인대상시설란 중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모미만인
시설
2. 기계적처리시설 중 탈수․건조시설, 멸균분쇄시설과 화학적처리시
설 중 고형화․안정화시설, 반응시설, 응집․침전시설

설치승인
·
신고제외

1. 학교․연구기관 등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가 시험․연구목적으
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과 그 부설연구기관
다. 국․공립연구기관
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마.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바. 환경친화적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
한 기관 및 단체
사.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다만, 위의 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유
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 받은 시․도지
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계획서
를 검토한 후 적정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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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4. 설치 승인 및 신고 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시·도지사

◦광역폐기물처리시설
- 2이상의 시·도 및 2이상의 시·도의 시· ◦유역(지방)환경청장의 권한 외의 폐기물
처리시설
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 동일 시·도의 2개 이상의 시·군·구가
- 시·도가 설치하는 시설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소관임
◦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감
염성폐기물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동일 폐기물처리시
설에서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시설을 포함)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나-1. 제출 서류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 제출서류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서(규칙 별지 제9호서식)
2. 처리대상폐기물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내역서(사업장폐기물배출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폐기물의 종류·성상 및 예상배출량내역서(사업장 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
우에 한한다)
4.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계획서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6.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7. 처리후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8. 공동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약(법 제
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9.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10.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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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과 1일 소각용
량이 100톤이상인 소각시설(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이상)의 경우에 한한
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
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1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나’ 내지 ‘자’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 그
에 해당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2. 승인사항의 변경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39조제3항 ․ 제4항

❐ 변경승인 대상
❍ 주요설비의 변경
※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나목(2)(가)의 ①․②, (나)의
①․②, (다)의 ②․③, (라)의 ①․②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차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2)(바)의 규정에 의한 가스처리시설 또는 가스활용
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및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 변경승인신청서 제출시기
- 변경승인대상 중 (2)내지 (6)은 변경 전에, (1)은 변경승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
일이내
❐ 기 타
- 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
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마. 의제 처리 등’에 따라 처리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

다-1. 제출 서류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규칙 별지 제11호서식)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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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1일 소각용량
이 50톤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
경성검토대상사업 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4.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한한다)
5. 공동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약(법 제
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2. 신고사항의 변경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 제4항

❐ 변경신고 대상
1. 상호의 변경(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처리시설소재지의 변경
3. 처리대상폐기물의 변경
4.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처리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30이상의 증가
5. 주요설비의 변경(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나목(2)(가)의 ①․②, (나)의 ①․②, (다)의 ②․③, (라)의 ①․②의 기준이 변경
되는 경우 및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 변경신고서 제출시기
- 변경신고대상 중 (2) 내지 (5)의 경우에는 변경 전에, (1)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

라

사용개시 신고

라-1. 신고 기관
근거 규정 : 법 제30조

❐ 설치승인기관 또는 설치신고기관, 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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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2. 사용개시 대상시설 및 시점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로서 사용개시 10일 전에 신고
※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하는 자 및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도 포함됨.

라-3. 제출 서류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당해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서 발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
1. 일반소각시설, 고온소각시설, 열분해시설, 고온용융시설, 열처리조합시설, 시멘
트 소성로 및 용광로(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한다)
2. 매립시설
3. 멸균분쇄시설(영 별표 2 제1호 마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감염성폐기물
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포함)
4.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마

의제 처리 등

마-1. 관련내용
근거 규정 : 법 제32조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
리시설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관련한 배
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마-2. 의제처리되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근거 규정 : 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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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시설설치허가 및 신고
1.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3.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
는 신고
❐ 가동개시 신고
1.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3.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마-3. 의제처리되는 시기
근거 규정 : 법 제32조

❐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신고수리시
❐ 배출시설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수리시
❐ 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시

마-4. 기 타
❐ 처리시설 변경승인·신고대상은 아니나 배출시설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
상인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 별도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
야 함

바

지정 혼합폐기물처리시설

바-1. 설치승인 및 신고기관
❐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소각시설 등의 폐기물처리
시설에 대한 설치승인·신고수리 및 관리는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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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2. 업무처리절차 등
❐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및 신고를 한 자가 당해시설에서 지정폐기물을 추가로 처리코자 하는 경우
- 시․도에서 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받아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에 기존의 승인 또는 신고서류와 함께 동 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이송하고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시·도로부터 인계받은 설치승인·
신고관련서류를 근거로 검토후 타당할 경우에는 설치승인서 또는 신고필증을
갱신 교부

사

위반시 조치사항

사-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13조나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2.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
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4.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13조나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
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제65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4.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
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5.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측정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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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68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13조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
2.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
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같은 항 제3호의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17조제2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3항
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자
2.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
한 자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사-3. 행정처분
근거 규정 : 법 제60조, 시행규칙 제83조

❐ 행정처분 기준 : “시행규칙 별표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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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가-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근거 규정 : 시행령 제6조

❐ 파쇄 ․ 분쇄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함)
❐ 탈수 ․ 건조시설(건설오니의 수분함량을 85%이하로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
에 한함)

가-2.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근거 규정 : 법 제27조제1항, 시행규칙 제16조

❐ 승인신청 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승인권자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 신청자 : 건설폐기물 배출자
※ 건설폐기물을 자가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외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를 받아야 함

❐ 제출서류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서
2.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및 건설폐기물 배출내역서
3. 건설폐기물의 성상․종류 및 예상배출량 내역서
4.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5.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재활용 계획서
6.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7.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계획서
8.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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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법 저촉 여부 검토
1. 타 법 저촉 여부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의견조
회를 통하여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조회를
통하여 확인
2. 검토되어야 할 타 법
-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계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건축법, 하천법, 문화재보호법, 농지법, 산림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등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운
영을 제한하는 법률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기술검토
1.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장비 등에 관하여 기술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 관계부서 협의, 관계기관의 자문 및 관계 전문지식을 가진 4인 이상으로 구
성된 기술검토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실시
❐ 현지조사 실시
1. 승인권자는 서류검토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장비 설치예정지를
방문하여 진입 도로, 상수원과의 거리 등의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의견을 청취
❐ 설치승인신청서 반려 등
- 설치승인신청서의 반려
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차에 거쳐 서류
보완․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민원인으로부터 설치승인신청서의 반려요구가 있는 경우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로서 단기일내에 보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검토결과 설치승인신청서의 전면적인 재작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 설치승인신청서의 불승인
1. 타 법에 저촉되는 경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
2.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관련 부문에 대한 검토
결과 허가 또는 신고수리 불가판정이 있는 경우
※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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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 설치승인신청서 검토결과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권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함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 승인조건의 부여 등
1. 승인 시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승인조건
으로 붙일 수 있음
2. 타 법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아닌
단순 경미한 사항(절차 미이행 등)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업
계획의 적정통보를 할 수 있음

가-3.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근거 규정 : 법 제27조제3항, 시행규칙 제18조

❐ 신고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신고수리권자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 신고자 :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험․연구목적 등으로 건설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제출서류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서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목적
3.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운영기간
4.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계획서
5.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 설치신고서 검토 등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 검토와 같은 방법으로 검토
❐ 설치신고필증 교부
1. 설치신고서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수리권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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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4.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근거 규정 : 법 제27조제4항, 시행규칙 제19조

❐ 신청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및 제18호서식
❐ 변경승인(신고) 대상
- 변경승인 신청
1. 상호의 변경
2. 처리대상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
3.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4.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처리용량의 30%이상 변경
5. 주요 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
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 변경신고
1. 처리대상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주요 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
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 제출서류
- 변경승인신청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상호 변경의 경우)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처리용량 30%변경 또는 주요설비 변경의
경우)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
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
는 경우에 한함)
- 변경신고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필증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주요 설비 변경의 경우)
3.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
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
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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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승인 신청(신고)서 검토
- 주요 검토사항
1. 변경승인(신고)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내용을 토대로 빠짐없이 기재
되었는지 여부 확인
2. 변경사항으로 인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과 재협의 하여야 함
3.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서(설치신고서) 검토와 같은 방법으로 검토
※ 변경승인(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변경사항의 경우라 하더라도 처리시설설치승인(신고)을
받은 자가 변경승인(신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 변경승인(신고) 절차에 따라
변경승인(신고) 가능

- 상호의 변경
1. 제출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2. 검토요령
․변경되는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이 건폐법 제2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
은 지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로 인한 상호 및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상호변경에 대한 변경허가신청서 및 권리․의무승계신고서를 함께 제출
받아 처리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로 인한 상호의 변경없이 대표자의
변경만 있는 경우 변경허가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권리․의무승계신고서
를 제출받아 처리
- 처리대상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
1. 제출서류
․변경하고자 하는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상세내역
2. 검토요령
․변경하고자 하는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이 승인(신고)받은 시설에서 적정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으로 인한 시설 설치기준의 변경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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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1. 제출서류
․소재지 변경에 따른 처리시설 설치계획서
․토지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차계약서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함) 등
2. 검토요령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이동없이 단순히 행정구역 개편 등에 의한 변경은 대상
에서 제외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여부는 현지 확인을 통하여 확인
․변경되는 소재지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능여부 등 검토
※ 승인권자가 다른 소재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되는 소재지의 승인권자가 변경승인신
청서를 접수받아 기존 승인권자로부터 관련서류 일체를 이관 받아 처리하여야 함
※ 처리시설 해체 후 재시공하는 경우 새로이 설치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처리용량의 30%이상 변경
1. 제출서류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 계획서
2. 검토요령
․변경되는 시설이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변경되는 처리용량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검토 실시
※ 변경승인의 대상시설 규모는 승인받은 단위시설의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2개 이상의 시설용
량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님)

- 주요 설비의 변경
1. 제출서류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변경내역서
2. 검토요령
․변경되는 시설이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검토 실시
- 기타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 분야별 배출시설 설치허가권자에게 검토 의뢰
2. 구체적인 사항은 ‘다. 배출시설 등의 의제처리’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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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및 사용종료 신고

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자
가 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 신
고하여야 함

나-1. 사용개시 신고
근거 규정 : 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0조

❐ 신고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신고 수리권자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 허가권자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신고자 : 승인 또는 신고수리권자
❐ 신고자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자
❐ 신고시기 :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 제출서류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
- 당해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서
-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서류(동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
우에 한함)

나-2. 사용개시신고서 검토
❐ 검토내용
1. 신고서 상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내역이 허가 또는 승인, 신고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
부
3. 유지․관리계획서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4.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의 운전관리요령, 주요 예비부품 목록, 처리시
설의 점검․청소 등의 유지․관리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5.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항이 적정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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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분야
별로 서류가 작성되었는지 여부

나-3. 현지조사 실시
❐ 사용개시신고서의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지조사를 통한 확
인 실시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등이 허가증 또는 승인서, 신고서와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
는지 여부 확인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등이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시험가동 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기준(최대직경 100mm이하, 유기이물질 부피기준 1% 이하)
준수여부 확인

3. 필요한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등 시설의 시험가동을 명할 수 있으며, 현지
조사 일정과 시험가동의 범위 등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최소 3일전까지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
4.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시설․장비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설 ․ 장
비 등의 보완이 완료된 사실을 접수한 때에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 등

나-4. 사용개시 신고 수리 통보
❐ 사용개시신고서 검토 및 현지 확인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폐
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를 수리 ․ 통보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사항을 관할 시․도
지사에게 통보

나-5. 사용종료 신고
근거 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50조

❐ 신고서식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 신고 수리권자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 허가권자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신고자 : 승인 또는 신고수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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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자
❐ 신고시기 : 시설의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 1월전
❐ 제출서류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용종료․폐쇄신고서
❐ 신고수리
- 신고서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를 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
에게 통보하여야 함

다

배출시설 등의 의제처리

다-1. 의제 처리되는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근거 규정 : 법 제30조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경우
1.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
3. 「소음․진동규제법」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
1.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신고
3. 「소음․진동규제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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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의제처리 시기
❐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1.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위한 사업계획 적정 통보 시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신고수리 시
❐ 배출시설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1.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시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 수리 시
❐ 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수리 시

다-3. 의제처리 절차
❐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 신청인으로부터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서,
신고서 및 사용개시신고서(이하 “사업계획서 등”이라 한다) 2부를 제출받아 1부
는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 및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
고, 1부는 관련서류를 접수한 때로부터 8근무시간 내에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
에 검토의뢰
❐ 협의결과 통보
-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서는 송부받은 배출시설설치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적정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요청 문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
보하여야 함
-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서는 송부받은 배출시설설치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협의요청 문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사
항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서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수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보완요청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승인 및 신고수리기관 포함)에서는 제출서류 검토결
과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보
완사항을 종합하여 일괄 보완 요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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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적정통보 등
-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으로부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가동개시신고서 검
토결과 적정하다는 통보가 있는 경우로서
1.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승인서 또는 신고필증 포함)를 하고 이와 동시에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 동 사항과 함께 신청인에게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필증)
등을 교부해 주도록 통보하여야 함
2.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서는 처리업 허가기관(승인 및 신고수리기관포함)으로
부터 사업계획 적정통보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
(신고필증) 등을 교부하여야 함
-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으로부터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수리가 불가하다고
통보받은 경우 동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계획서 등의 검토결과와 함께 신청인에
게 통보하여야 함
1. 사업계획서 등 검토결과 반려 또는 부적정통보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

다-4. 기 타
❐ 사업계획 변경, 변경허가,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도 동 처리절차
를 준용함
❐ 건폐법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변경허가,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에 해당되
지는 않으나 「대기환경보전법」등에 의한 배출시설 변경허가 등에 해당되
는 경우에는 의제처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개별법에 의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함

라

위반시 조치사항

라-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63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준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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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을 설치한 자
3.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
을 위반한 자

라-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66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자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을 설치한 자
3.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4.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자
3.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
한 자
4.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5.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과태료 부과기준 : “시행령 별표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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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료사용의 제한
관련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저황유 사용 제한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연료는 그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를 정하여 사용을
제하고 있음

가-1. 정의 등
근거 규정 : 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40조ㆍ제41조

❐ 저황유(황의 함유 허용기준이 정하여진 연료용 유류) : 경유, 중유
❐ 도입시기
- 전국의 이산화황 오염도 개선을 위해 ´81년 서울시에 최초 도입(경유 0.4%, 중유
1.6%)

가-2. 저황유 사용 제한
근거 규정 :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55조

❐ 저황유 외의 연료 사용 가능시설
- 저황유 외의 연료를 사용해도 배출허용기준(황산화물)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시․도지사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필요)
- 부생가스 또는 폐열 사용시설
❐ 저황유외 연료사용 시 제출서류
- 사용연료량 및 성분분석서
- 연료사용시설 및 방지시서설의 설치명세서
- 저황유외의 연료를 사용할 때의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

가-3. 저황유 공급 및 사용지역 현황
근거 규정 : 시행령 별표10의 2

❐ 저황유 공급 및 사용지역 현황
- 경유 (황 함유기준 0.1%이하)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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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 외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관계규정의 등유1호(보일러 등유),
부생연료유 1호(등유형)나 ｢폐기물관리법｣ 관계규정에 의거 고온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 한 정제연료유를 사용할 수 있다.
- 중유
(1) 1.0% 이하 중유 공급․사용지역 : 0.5% 및 0.3% 이하 중유 공급․사용지역을
제외한 전국
(2) 0.5%이하 중유(LSWR 포함) 공급․사용지역
기준적용 시점(0.5%)
구분 현행 0.5% 사용지역 2009.1.1
2010.7.1 적용
적용
과천시, 광명시,
안양시, 의왕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안성시, 여주군,
경 하남시, 고양시,
양주시,
포천시
기 남양주시,
파주시
광주시, 김포시,
오산시, 이천시,
용인시, 화성시

적
용
대
상
지
역

강 원주시, 강릉시,
원 동해시, 삼척시

-

충
충주시, 제천시
북

-

충 서산시, 아산시,
남 천안시, 당진군

-

전
전주시
북

-

전 광양시, 나주시,
남 목포시
경산시, 구미시,
경
김천시, 경주시,
북
포항시

-

청원군,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

2012.1.1 적용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태백시,
영월군,
철원군,
인제군,
속초시
보은군,
괴산군,

홍천군,
평창군,
화천군,
고성군,

횡성군,
정선군,
양구군,
양양군,

옥천군, 영동군,
단양군

계룡시, 금산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

순천시, 담양군,
곡성군,영암군,
함평군, 완도군

구례군,
화순군,
해남군,
장성군,

고흥군,
장흥군,
무안군,
진도군,

보성군,
강진군,
영광군,
신안군

-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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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적용 시점(0.5%)
구분 현행 0.5% 사용지역 2009.1.1
적용

창원시, 마산시,
경
진해시, 진주시,
남
김해시, 양산시

-

제
전지역
주

-

2010.7.1 적용

2012.1.1 적용

예천군,
울릉군,
밀양시,
고성군,
산청군,
합천군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함안군
-

봉화군, 울진군,
칠곡군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

* 비고 : 저황유의 사용자는 시행시기로부터 1월 이내에 상기 표에 적합한 연료로 교체하여야 한다.

(3) 0.3%이하 중유(LSWR 포함) 공급․사용지역
구분

현행 0.3%사용지역

2009.1.1 적용

서울시, 부산시,
특별 대구시, 인천시,
(광역시) 울산시, 광주시,
대전시
수원시,
경 군포시,
기 부천시,
구리시,

안산시,
시흥시,
성남시,
평택시

의정부시, 안양시,
광명시, 고양시,
오산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강
춘천시
원
충
청주시
적 북
용 충
대 남
상 전
군산시, 익산시
지 북
역 전
여수시
남

-

2012.1.1 적용

-

과천시,
남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파주시

-

원주시, 강릉시

-

-

충주시, 제천시

-

아산시, 서산시,
당진군

-

천안시
전주시

-

-

목포시

광양시

-

-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경주시

김천시

-

경
남

-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

제
주

-

제주시, 서귀포시

경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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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1. 저황유의 사용자는 시행시기로부터 1월 이내에 상기 표에 적합한 연료로 교체하여야 한다.
2. 0.3% 이하 중유(LSWR 포함)외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관계규정의 부생연료유 2
호(중유형)를 사용할 수 있다.
3. 서귀포시 남제주 화력발전소는 2013년까지 황 함유량 0.5%를 사용하고, 2014년 1월 1일부
터는 황 함유량 0.3%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고체연료 사용금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체연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나-1. 정 의
근거 규정 : 시행령 제42조제1항

❐ 고체연료란
1. 석탄류
2. 코크스
3. 땔나무와 숯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 또는 이를 가공처
리한 연료

나-2. 고체연료 사용의 허용
근거법령 : 시행령 제42조제2항, 시행규칙 제56조

❐ 고체연료 사용이 가능한 경우
- 주물공장ㆍ제철공장 등의 용해로 등의 시설
- 시멘트ㆍ석회석 등의 소성로 등의 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고체연료를 사용하더라도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시․도지사 승인
필요)
❐ 고체연료 사용승인시 제출서류
-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설치계획서
-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시설 설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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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시험분석자료

나-3.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
근거법령 :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 11의2

❐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및 울
산광역시, 경기도(수원시, 부천시,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안양시, 의정부시, 안
산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구리시, 남양주시)

다

청정연료 외의 사용금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료사용에 관한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업무용시설 등에 대하여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아니하는 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등 기체연료 외의 연료에 대한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음

다-1. 청정연료 사용 의무
근거법령 : 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43조

❐ 저황유 공급이나 고체연료 사용금지에도 대기오염이 개선되지 않아 '88년부
터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보일러, 공동주택, 지역냉난방시설, 발전시설에
청정연료 사용의무 부여
❐ 청정연료 이외의 연료 사용이 가능한 경우
- 산업용 보일러와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 발전시설 중 지경부장관이 에너지․전력 수급상의 사유로 환경부장관과 협의하
거나 기 허용된 오염물질 배출량 범위 내에서 증설하는 경우
- 지역난방시설 중 LNG 발전소나 소각시설의 폐열로 난방열의 85% 이상을 공급
하는 경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
너지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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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청정연료 사용대상 시설의 범위
근거법령 : 시행령 별표 11의3

❐ 청정연료 사용대상 시설의 범위
-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40.0㎡ 이상 공동주택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중 지역난방시설
- 시설용량 합계로서 증발량이 0.2톤/h 이상의 보일러(산업용 제외)
- 발전시설(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제외)
가) 지역별로 업무용 시설 또는 발전시설의 사용연료 규정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수
도
권

부
산
권

보일러 용량의 합

사용연료

․ 2톤이상
․ 0.2톤이상 2톤미만

청정연료
청정연료 또는 경유

수원·부천·과천·성남·광명·
․ 2톤이상
안양·의정부·안산·의왕·군포·
․ 0.2톤이상 2톤미만
시흥·구리·고양

청정연료
청정연료 또는 경유

평택·오산·용인시

․ 0.2톤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부산광역시

․ 0.2톤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양산·진해·마산·창원·
김해시·울산광역시

․ 0.2톤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대
구
권

대구광역시

․ 0.2톤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구미·포항시

․ 0.2톤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전
남
권

광주광역시,
광양·여수시(구 여천군은
제외한다)

․ 0.2톤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전
북
권

전주·군산·익산시

․ 0.2톤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대
전
권

대전광역시,
청주시, 계룡시

․ 0.2톤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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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별로 중앙집중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의 연료사용 규정
대상지역

구분

서울특별시

기 존

수
도
권

인천광역시·
수원·부천·과천·
성남·광명·안양·
의정부·안산·의왕·
군포·시흥·구리·
고양

평택·오산·
용인시

부산광역시
부
산
권

대
구
권

양산·진해·마산·
창원·김해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구미·포항시

전
남
권

광주광역시,
광양·여수시
(구 여천군은
제외한다)

전
북
권

전주·군산·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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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규

전 용 면 적

사용연료

․ 82.6㎡이상
․ 40.0㎡초과 82.6㎡미만

청정연료
청정연료 또는 경유

․ 82.6㎡이상
․ 59.5㎡초과 82.6㎡미만
․ 82.6㎡이상(아파트는 '91.1.1,
연립주택은 '91.4.11이후 사
업승인을 받은 시설)
․ 46.3㎡이상 82.6㎡미만(아파트는
'91.1.1이후, 연립주택은 '91.
4.1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 40.0㎡초과 46.3㎡미만 ('94.5.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청정연료
청정연료 또는 경유
청정연료

청정연료 또는 경유

청정연료 또는 경유

기 존

․ 59.5㎡이상

신 규

․ 40.0㎡초과 ('97.1.1이후 사업
청정연료 또는 경유
승인을 받은 시설)

기 존

․ 59.5㎡이상

신 규

․ 40.0㎡초과('94.5.1이후 사업승인을
청정연료 또는 경유
받은 시설)

기 존

․ 59.5㎡이상

신 규

․ 40.0㎡초과 ('97.1.1이후 사업
승인을 받은 시설 다만, 김해
청정연료 또는 경유
시는 '98.7.1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기 존

․ 59.5㎡이상

신 규

․ 40.0㎡초과 ('94.5.1이후 사업
청정연료 또는 경유
승인을 받은 시설)

기 존

․ 59.5㎡이상

신 규
기 존

청정연료 또는 경유

청정연료 또는 경유

청정연료 또는 경유

청정연료 또는 경유

청정연료 또는 경유

․ 40.0㎡초과 ('97.1.1이후 사업
청정연료 또는 경유
승인을 받은 시설)
․ 59.5㎡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신 규

․ 40.0㎡초과 ('97.1.1이후 사업
청정연료 또는 경유
승인을 받은 시설)

기 존

․ 59.5㎡이상

신 규

․ 40.0㎡초과 ('97.1.1이후 사업
청정연료 또는 경유
승인을 받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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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대
전
권

라

대전광역시,
청주시, 계룡시

구분

전 용 면 적

사용연료

기 존

․ 59.5㎡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신 규

․ 40.0㎡초과 ('97.1.1이후 사업
청정연료 또는 경유
승인을 받은 시설)

위반시 조치사항

라-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라-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94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
나 사용한 자

라-3. 행정처분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134조

❐ 법 제41조제4항 및 제42조에 따른 연료의 제조․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 ․
제한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차, 조업정지 10일 ⇒ 2차, 조업정지 20일 ⇒ 3차, 조업정지 30일 ⇒ 4차,
허가취소 또는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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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환경기술인 임명과 교육의무
1. 대기환경기술인
2. 수질환경기술인
3. 소음 ․ 진동 환경기술인
4. 유독물관리자
5. 가축분뇨 기술관리인
6. 먹는물 품질관리인
7. 수도시설관리자
8. 정수시설운영관리사
9.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10.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제1장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국민(기업)이 알아야 할 규제

1. 대기환경기술인
관련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대기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책무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대기환경기술인
을 임명하고 이를 신고하여야 함
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
로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가-1. 대기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근거 규정 : 법 제40조, 시행령 제39조 별표 10, 시행규칙 제53조

❐ 대기환경기술인 임명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동개시 신고와 동시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다만,
환경기사 1급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을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이 5일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4종․5종 사업장
의 기준에 준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음)
※ 환경기술인 임명신고 의무는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4조의4조에 따라 신고(변
경신고)의무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내부적으로 임명하면 됨

❐ 대기환경기술인 자격기준
- 사업장 규모별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시행령 별표 10)
구
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1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이상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
3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
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
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4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
5종사업장(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된 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
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II. 환경기술인 임명과 교육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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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술인 자격기준에 대한 예외
1.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 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함.
2. 1종사업장과 2종사업장 중 1개월 동안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하여 1일 평
균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기술인을 각각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
술인 또는 환경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음.
3. 공동방지시설에서 각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4종사업장과 5종사업
장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함.
4. 전체 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장은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음.
5. 대기환경기술인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환경기
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으며, 대기환경
기술인이 ｢소음ㆍ진동규제법｣에 따른 소음ㆍ진동환경기술인 자격을 갖춘 경
우에는 소음ㆍ진동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음.
6.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배출시설 중 일반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과 대기오염
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은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음.

가-2. 대기환경기술인의 책무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54조

❐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여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
에 맞도록 할 것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일지를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할 것
3. 자가측정은 정확히 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
한 같음)
4. 자가측정한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5. 자가측정 시에 사용한 여과지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
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한 시료채취기록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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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날짜별로 보관ㆍ관리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음)
6. 환경기술인은 사업장에 상근할 것.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제3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공동으로 임명한 경우 그 환경기술인은 해당
사업장에 번갈아 근무하여야 함
❐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1. 대기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대기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3. 자가측정 및 자가측정한 결과의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나

대기환경기술인의 교육
대기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함

나-1. 교육대상자, 교육기관 및 일정 등
근거 규정 : 법 제77조, 시행규칙 제125조

교육 대상

․법 제40조에 의해 임명된 대기환경기술인

교육기관

․환경보전협회,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인정한 위탁 기관

교육 횟수 및
일정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 마다 1회
※ 교육기간은 4일 이내

나-2.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결과의 제출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127조, 제128조
❐ 선발 및 등록 절차

① 교육계획의 통보 (환경부장관→시․도지사)
- 환경부장관은 126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
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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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통보 (시․도지사→교육기관의 장)
-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교육과정개시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③ 교육대상자의 통지 (시․도지사→ 고용주)
-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함
④ 교육대상자의 등록 (교육대상자)
-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개시 전까지 해당 교육기관에 등록하여야 함
⑤ 교육결과의 제출 (교육기관의 장→환경부장관)
- 교육기관의 장은 매분기의 교육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환

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한시적 규제 유예에 따라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교육대상이
된 자는 그 교육을 받아야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2년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나-3. 보고 ․ 지도 및 자료의 제출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129조, 제130조

❐ 교육실시 현황 등의 보고·지도 등
-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 현황 등을 보고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 상황, 교육시설 및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를 하게 할 수 있음
❐ 자료제출 협조
- 환경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1. 환경기술인의 명단
2. 교육이수자 현황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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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반시 조치사항

다-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92조, 제93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다-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94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7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다-3. 행정처분
근거 규정 : 법 제84조, 시행규칙 제134조

❐ 행정처분 기준 : “시행규칙 별표 36” 참조
1. 법 법 제40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선임명령(1차), 경
고(2차), 조업정지 5일(3차), 조업정지 10일(4차)
2. 법 제40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이 미달한 경우 : 변경명령(1차), 경고
(2차), 경고(3차), 조업정지 5일(4차)
3.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경고(1차), 경고(2차), 경고(3차), 조업정지 5일(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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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질환경기술인
관련 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신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
명․신고(환경부장관)하여야 하며,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도 또한 같음
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
로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가-1.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근거 규정 : 법 제47조, 영 제59조 별표 17, 시행규칙 제63조

❐ 환경기술인의 임명신고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동개시 신고와 동시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 임명․개임 신고서 : 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 영 별표 17
구 분

환경기술인

제1종사업장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

제2종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제3종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

제4종·제5종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
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
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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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 환경기술인의 책무
근거 규정 : 규칙 제64조

❐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1.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4. 운영일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5.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나

환경기술인의 교육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장관 또
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함

나-1. 교육대상자, 교육기관 및 일정 등
근거 규정 : 법 제67조, 규칙 제93조, 제94조, 제100조

교육 대상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

교육과정 및
교육 기관

․환경기술인과정 : 환경보전협회
․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필요시 환경부장관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외의 교육기관에서 기
술요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음

교육 횟수 및
일정

3년마다 1회 이상, 5일이내

교육 경비

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며, 교육내용과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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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결과의 제출
근거 규정 : 규칙 제96조

❐ 선발 및 등록 절차
① 교육계획의 통보 (환경부장관→시․도지사)
- 환경부장관은 제95조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
게 통보하여야 함
②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통보 (시․도지사→교육기관의 장)
- 시·도지사는 교육과정별로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교육
과정개시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③ 교육대상자의 통지 (시․도지사→ 고용주)
-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함
④ 교육대상자의 등록 (교육대상자)
-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개시 전까지 해당 교육기관에 등록하여야 함
⑤ 교육결과의 제출 (교육기관의 장→환경부장관)
- 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교육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함

나-3. 보고 ․ 지도 및 자료의 제출
근거 규정 : 규칙 제98조, 제99조

❐ 교육실시 현황 등의 보고·지도 등
-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 현황 등을 보고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 상황, 교육시설 및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를 하게 할 수 있음
❐ 자료제출 협조
- 환경기술인이나 기술요원을 고용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
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1. 소속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의 명단
2. 교육이수자 현황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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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반시 조치사항

다-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80조

❐ 100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
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다-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82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명(바
꾸어 임명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6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다-3. 행정처분
근거 규정 : 법 제42조, 시행규칙 제105조

❐ 행정처분 기준 : “시행규칙 별표 22” 참조

II. 환경기술인 임명과 교육의무

149

환/경/규/제/편/람

3. 소음 ․ 진동 환경기술인
관련 법령 : 소음․진동규제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신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
명․신고(시․군․구청장)하여야 하며,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도 또한
같음
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
로 가동되어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가-1.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근거 규정 : 법 제19조, 시행규칙 제18조 별표 7

❐ 환경기술인의 임명신고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동개시 신고와 동시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개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임명․개임 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 및 그 자격기준
대상 사업장 구분

1. 총동력합계 5,000마력 미만인 사업장

2. 총동력합계 5,000마력 이상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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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인 자격기준

○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
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
서 임명하는 자
○ 소음·진동기사 2급 이상의 기술자격소지
자 1명 이상 또는 해당 사업장의 관리책
임자로 사업자가 임명하는 자

제1장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국민(기업)이 알아야 할 규제

* 참고
1. 총동력 합계는 소음배출시설 중 기계·기구의 마력의 총합계를 말하며, 대수기
준시설 및 기계·기구와 기타 시설 및 기계·기구는 제외한다.
2.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중 소음·진동기사 2급은 기계분야기사·전기분야기사 각 2급
이상의 자격소지자로서 환경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3. 방지시설 면제사업장은 대상 사업장의 소재지역 및 동력규모에도 불구하고 위 표
중 1.의 대상 사업장의 환경관리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환경관리인을 둘 수 있다.
4.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는 해당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여야 한다.
※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환경기술인
임명의무는 없으며 사업장의 관리책임자를 환경기술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

가-2. 환경기술인의 책무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1.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음․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나

환경기술인의 교육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환
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함

나-1. 교육대상자, 교육기관 및 일정 등
근거 규정 : 법 제46조, 시행규칙 제64조, 제70조

교육 대상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교육과정 및
교육 기관

환경기술인과정 : 환경보전협회

교육 횟수 및
일정

3년마다 1회 이상, 5일이내

교육 경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교육실비를 환경기술인을 고
용한 자로부터 징수

II. 환경기술인 임명과 교육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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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결과의 제출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66조, 제67조

❐ 선발 및 등록 절차
① 교육계획의 통보 (환경부장관→시․군․구청장)
- 환경부장관은 제65조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군․구청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②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통보 (시․군․구청장→교육기관의 장)
- 시·군․구청장은 교육과장 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교육과정개시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③ 교육대상자의 통지 (시․군․구청장→고용주)
-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함
④ 교육대상자의 등록 (교육대상자)
-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개시 전까지 해당 교육기관에 등록하여야 함
⑤ 교육결과의 제출 (교육기관의 장→환경부장관)
-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도의 교육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3. 지도 및 자료의 제출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68조, 제69조

❐ 지도
-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
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 상황․시설 및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
에 대하여 지도를 하게 할 수 있음
❐ 자료제출 협조
- 환경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군․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1. 환경기술인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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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반시 조치사항

다-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58조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
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다-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59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8조제2항, 제19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
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46조를 위한바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다-3. 행정처분
근거 규정 : 법 제17조, 시행규칙 제73조

❐ 허가의 취소 등
- 시․군․구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출시설의 설
치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
1. 법 제19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 행정처분 기준 : “시행규칙 별표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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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독물관리자
관련 법령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유독물관리자의 임명 및 신고
유독물영업자 및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는 해당 취급시설에서 유독물 등을 적
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마다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유독물관
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유독물관리자를 임
명하여야 함

가-1. 유독물관리자의 임명 및 자격기준
근거 규정 : 법 제25조, 시행규칙 제25조, 시행규칙 별표 5

❐ 유독물관리자의 임명
1. 최초 영업 : 영업등록과 동시
2. 해임한 경우 : 해임한 날부터 10일 이내
※ 유독물, 취급제한․금지물질선임서 :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
-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실업계고등학교 화학과 또는 화공과를 포함
한다)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과목을 이수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환경기
능사,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규칙 제51조에 따른 유독물관리자 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
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가-2. 유독물관리자의 책무
근거 규정 : 법 제25조, 시행규칙 별표 3 ․ 별표 4

❐ 유독물관리자의 관리사항
1. 유독물, 취급제한․금지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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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급시설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3. 유독물 관리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4. 종업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나

유독물관리자의 교육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유독물영업자 및 취급제
한․금지물질영업자는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에 대하여 환경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함

나-1. 교육대상자, 교육기관 및 일정 등
근거 규정 : 법 제67조, 규칙 제93조 ․ 제94조 ․ 제100조

교육 대상

유독물관리자, 취급제한․금지물질관리자

교육과정 및
교육 기관

․유독물관리자 과정
․유독물관리자 양성과정
※ 양성과정은 화학물질취급업무 3년 이상 담당자가 신청
․교육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교육 횟수 및
일정

․유독물관리자 과정
- 최초교육 : 유독물관리자로 임명한 날부터 1년 이내
- 계속교육 : 3년마다, 1회, 1일 이내
․유독물관리자 양성과정 : 1회, 3일 이내

교육 경비

4만4천원(유독물관리교육경비｢고시｣)

나-2.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결과의 제출
근거 규정 : 규칙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 선발 및 등록 절차
① 교육계획의 제출 (협회의 장→환경부장관→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 협회의 장은 규칙 제53조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규칙 제53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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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통보 (시․도지사→협회의 장)
- 시·도지사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교육과정별로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
발하여 그 명단을 교육과정개시 15일 전까지 협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③ 교육대상자의 통지 (시․도지사→고용주)
- 시·도지사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대
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함
④ 교육대상자의 등록 (교육대상자)
-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개시 전까지 협회에 등록하여야 함
⑤ 교육결과의 보고 (협회의 장→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 협회의 장은 교육의 연간 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3. 보고 ․ 지도 및 자료의 제출
근거 규정 : 규칙 제56조, 제57조

❐ 교육실시 현황 등의 보고·지도 등
-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협회로 하여금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회의 교육 상황, 교육시설 및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
는 사항에 관하여 지도하게 할 수 있음
❐ 자료제출 협조
- 유독물관리자 또는 양성과정 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협조하여야 함
1. 유독물관리자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및 양성과정 이수 희망자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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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반시 조치사항

다-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61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1. 법 제24조(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25조제1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
독물관리자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자

다-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63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록․보존의무를 위반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에 대한 교
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

다-3. 행정처분
근거 규정 : 법 제47조, 시행규칙 제45조

❐ 행정처분 기준 : “시행규칙 별표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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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축분뇨 기술관리인
관련 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가축분뇨 기술관리인의 임명 및 신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및 지자테의 가축분요공공처리시설은 당해 시설
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함(퇴비와 액비로 이용하는 처리시설은 제외)

가-1. 가축분뇨 기술관리인의 채용 및 자격기준
근거 규정 : 법 제37조, 영 제23조, 규칙 제 38조

❐ 기술관리인의 채용
- 기술관리인의 임명(변경)신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채용의무 대상시
설은 일정 자격자를 채용하여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종사토록 조치
❐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구 분

자격기준

1. 공공처리시설

ㅇ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공업화
학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환경기능사 또는 화학분석기능사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처리시설

ㅇ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임명하는 자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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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근거 규정 : 규칙 제39조

❐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1. 처리시설을 정상 가동하여야 하며,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설을 개선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2.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할 것
3. 방류수수질검사를 정확히 실시하고 사실대로 기록할 것

나

위반시 조치사항

나-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51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나-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53조제3항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에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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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먹는물 품질관리인
관련 법령 : 먹는물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품질관리인의 임명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먹는샘물 제조과정의 품질관리와 제조시설의 위생적인 관
리를 위해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품질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함

가-1. 품질관리인의 임명 및 임무
근거 규정 : 법 제27조

❐ 품질관리인 임명
-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함.
다만, 개인인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품질관리인 자격을 갖추고 품질관리인의 업
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상 필
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품질관리인의 임무
- 먹는샘물 제조과정 중 품질관리 및 제조시설의 위생관리

나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나-1.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근거 규정 : 법 제27조제4항, 시행령 제6조

❐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 수질환경기사, 위생사, 위생시험사, 공정관리기사 또는 품질관리기사의 자격증이 있는 자
- 대학에서 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공정관리 또는 품질관
리 분야의 학과․학부를 졸업한 자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수질환경, 위생, 공정관리, 품질관리 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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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품질관리 교육대상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품질관리교육을 영업개시 후 1년이내에 1회 교육을 받아야
하고, 품질관리인이 되려는 자는 미리 교육을 받아야 함

다-1. 품질관리 교육대상
근거 규정 : 법 제28조, 시행규칙 제17조

❐ 품질관리 교육대상
-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교육을 받아야 하고, 품질
관리인에게도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 품질관리인이 되려는 자는 미리 교육을 받아야 함.
다만, 품질관리인이 특별한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
면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음

라

품질관리 교육과정, 교육횟수 등

라-1. 품질관리 교육과정 등
근거 규정 : 법 제28조, 시행규칙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 품질관리 교육과정
- 먹는샘물 제조업자 과정
- 먹는샘물 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
❐ 품질관리 교육횟수 및 교육기간
- 먹는샘물 제조업자
․ 영업개시 후 1년이내 1회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기간은 1일 이내
- 먹는샘물 품질관리인
․ 품질관리인이 되려는 자는 미리 교육을 받아야 하고, 품질관리인이 된 날부
터 1년 이내에 1회 교육
․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2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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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2. 품질관리 교육기관
근거 규정 : 법 제28조제3항, 시행규칙 제17조

❐ 품질관리 교육기관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먹는샘물 제조관련단체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및 기관
: (사)한국샘물협회(법 제55조제2항)
❐ 교육계획 제출시기 등
- 교육실시기관의 장(사.한국샘물협회장)은 품질관리인에 대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
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함(매년 11월 30일까지)
- 교육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 교육의 기본방향
․ 교육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 추계
․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기간 및 인원
․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마

건강진단
먹는샘물의 제조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
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먹는샘물 제조영업에 종사를 금지하
여야 함

마-1. 건강진단
근거 규정 : 법 제29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7조

❐ 건강진단 대상자 및 횟수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횟수

먹는샘물의 취수․제조․가공․저장․이
6개월마다 1회
송시설에서 종사하는 자
먹는샘물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 중 위의 환경부장관이 전염병의 예방 등을 위해 필
자를 제외한 경우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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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 장티푸스, 파라디푸스 및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여부
- 다만, 소화기 계통 전염병이 먹는샘물 제조공장 또는 수도의 취수장․배수지 부
근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건강진단 기관
- 관할 보건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정의료기관에
서 실시
❐ 건강진단결과 보존 : 3년간 보존
❐ 타 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
단을 받은 것으로 갈음

바

위반시 조치사항

바-1. 행정처분
근거 규정 : 법 제48조 ․ 제51조, 시행규칙 제40조 ․ 제43조

❐ 허가취소 등
- 영업허가, 등록취소, 영업장 폐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음(경
고→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법 제27조제3항을 위
반하여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품질관리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
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관리인으로 하
여금 품질관리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 과징금 처분
-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법 제48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
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과징금의 징수절차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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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2. 행정형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자

바-3. 과태료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자

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근거 규정 : 법 제49조

❐ 먹는물관련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을 합병할 경우, 법 제48조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승
계(다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함.

164

II. 환경기술인 임명과 교육의무

제1장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국민(기업)이 알아야 할 규제

7. 수도시설관리자
관련 법령 : 수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수도시설관리자 임명 및 신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총괄업무를 수행
하기 위한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함

가-1. 수도시설관리자 임명
근거 규정 : 법 제21조제5항, 영 제33조

❐ 수도시설관리자 임명 대상
- 일반수도사업자
❐ 수도시설관리자의 업무
- 수돗물의 공급, 수도시설의 관리, 수도 관련 통계자료의 관리, 수질관리 및 긴급
조치와 수도시설 운영요원의 교육에 관한 총괄업무

가-2. 수도시설관리자 자격요건
❐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음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토목ㆍ전기ㆍ전자ㆍ기
계ㆍ건축ㆍ환경 또는 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에 수도공학이나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후 2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
천 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1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토목ㆍ전기ㆍ전자ㆍ
기계ㆍ건축ㆍ환경 또는 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에 수도공학이나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후 5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
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3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에 공학ㆍ이학ㆍ농학ㆍ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후 4년
(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 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2년) 이상,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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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에 공학ㆍ이학ㆍ농학ㆍ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는 졸업 후 8년
(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 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4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4. 10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 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7년) 이상 수
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5. 위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능력이 있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의 범위(수도법 시행규칙 제12조)>
①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따른 토목ㆍ전기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화공 또는 환경 분야의 기
사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 그 분야 실무에 종사한 자
② 수도법 제24조제1항 및 수도법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 또는 2등급의
자격을 가진 자
※ (자격요건 적용배제) 시설용량이 1일 1천 톤 이하인 일반수도나 전용상수도로서 그 수도가 소독설비
외의 정수시설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급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자격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나

위반시 조치사항

나-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85조

❐ 200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또
는 전용수도 설치자

나-2.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근거 규정 : 법 제63조

❐ 인가관청은 수도사업자 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등을 조치
1.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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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관련 법령 : 수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의 규모 등
을 고려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여야 함

가-1.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
근거 규정 : 법 제21조제6항, 영 제34조

❐ 배치 목적
- 정수시설 운영인력의 자질향상을 통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공급 및
수돗물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도입
❐ 시행 : 2006. 12. 30.부터 시행
❐ 시설규모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시설규모
(㎥/일)

배치기준(명)
적용시기
계

1급

2급

3급

50만 이상

10

2

3

5

10만 이상 ～ 50만 미만

8

1

3

4

5만 이상 ～ 10만 미만

6

1

2

3

2만 이상 ～ 5만 미만

4

1

1

2

5천 이상 ～ 2만 미만

2

-

1

1

5백 이상 ～ 5천 미만

1

-

-

1

2009년 1월 1일 부터

2009년 7월 1일 부터
2010년 7월 1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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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

나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의 규모 등
을 고려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여야 함

나-1. 응시자격
근거 규정 : 영 제41조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자격
등급

응 시 자 격

1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등급 취득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
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등급 취득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
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
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
에 종사한 자

2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등급 취득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
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
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에 종사한 자

3급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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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 자격제한
근거 규정 : 법 제24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음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3. 시험방법 및 합격기준
근거 규정 : 영 제42조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선택형)과 제2차 시험(논문형 또는 주관식 단답형)으로 구분하여 실
시하고,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
❐ 시험과목
-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 정수시설
수리학 등 5과목
❐ 합격기준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각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 합격

나-4.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14조

❐ 시행공고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은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방법․합격기준․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60일 전까지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
❐ 시험응시
-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에게 제출하고
응시수수료를 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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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36,000원, 제2차 시험 27,000원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증 발급 수수료(환경부고시)

❐ 자격증발급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취종합격한 자에게 자격증을 발급(발급수수료
5,000원,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대행)
❐ 자격취소 등
-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
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법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정수시설 운영ㆍ관리의 잘못으로 수돗물을 공급
받은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경우
4.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다

위반시 조치사항

다-1.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근거 규정 : 법 제63조

❐ 인가관청은 수도사업자 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등을 조치
1.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2. 자격 취소 등
근거 규정 : 법 제25조

❐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
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법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
3.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잘못
하여 수돗물을 공급받은 주민들에게 건강상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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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손해를 끼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나. 손해를 끼쳐 자격상실 이하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다. 손해를 끼치고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경우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가. 2회 이상 대여한 경우
나. 1회 대여한 경우
다. 자격증 대여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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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관련 법령 : 하수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기술관리인 선임 및 자격기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시
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함

가-1. 기술관리인 선임
근거 규정 : 법 제66조, 시행령 제37조

❐ 기술관리인 선임의무자
- 1일 처리용량이 50톤 이상인 오수처리시설(1개의 건물에 2 이상의 오수처리시설
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용량의 합계가 50톤 이상인 것 포함)을 설치·운영하
는 자
-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명 이상인 정화조(1개의 건물에 2 이상의 정화조가 설
치되어 있는 경우 그 처리대상 인원의 합계가 1천명 이상인 것 포함)를 설치·운
영하는 자
❐ 기술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사
업장의 경우
-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지역인 경우

가-2. 기술관리인 자격기준
근거 규정 : 법 제66조제2항, 시행규칙 제67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음
- 수질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환경기능사 또는 화학분석기능사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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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
에 종사한 자
-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1일 처리용량이 1천톤 미만인 개인하
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이 되는 경우에 한함)

나

기술관리인 관리
기술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술관
리인 선임의무자는 고용하고 있는 기술관리인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함

나-1. 기술관리인 준수사항
근거 규정 : 법 제66조제2항, 시행규칙 제68조

❐ 기술관리인 준수사항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가동하여야 하며,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설
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할 것
- 방류수수질검사를 정확히 하고 이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

나-2. 기술관리인에 대한 교육
근거 규정 : 법 제67조제2항, 시행령 제38조

❐ 기술관리인 선임의무자는 고용하고 있는 기술관리인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함
- 교육대상자 : 기술관리인으로 신규채용된 자
- 교육시기 : 신규채용된 날부터 1년 이내
- 교육실시기관 : 환경보전협회
- 교육과정명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과정
- 교육기간 :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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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반시 조치사항

다-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78조

❐ 200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다-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80조제3항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관리인에 대하여 교육
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부과기준 : “시행령 별표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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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기술관리인의 임명 및 신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
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기술관리인의 자격을 갖추어 스스
로 기술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기술관리 능력이 있다고 정하는 자와 기술
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가-1. 기술관리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근거 규정 : 법 제34조, 영 제15조, 규칙 제48조

❐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1. 매립시설
가.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3,300㎡ 이상인 시설, 다만 차단형
매립시설에서는 면적이 330㎡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1,000㎥ 이상인 시설
나.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10,000㎡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0,000㎥ 이상인 시설
2.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600㎏(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
의 경우에는 200㎏) 이상인 시설
3. 압축․파쇄․분쇄 또는 절단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
4. 사료화․퇴비화 또는 연료화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5톤 이상인 시설
5. 멸균․분쇄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100㎏ 이상인 시설
※ 폐기물처리업자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

❐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
1.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2.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3.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기
술사가 개설한 사무소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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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구분

가. 매립시설

자

격

기

준

○ 폐기물처리기사․수질환경기사․토목기사․일반기계
기사․건설기계기사․화공기사중 1명 이상

나. 소각시설(의료성폐기물을 ○ 폐기물처리기사․대기환경기사․토목기사․일반기계
기사․건설기계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
기사중 1명 이상
을 제외한다)
다. 의료성폐기물을 대상으로 ○ 폐기물처리산업기사․임상병리사․위생사중 1명 이상
하는 시설
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화공산업기
사․토목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기계기사․전
기기사 중 1명 이상
마. 그 밖의 시설

○ 같은 시설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 1명 이상

비 고 : 폐기물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
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이 기술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다.

나

기술관리인의 교육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
는 교육을 받아야 함

나-1. 교육대상자, 교육기관 및 일정 등
근거 규정 : 법 제35조 , 시행령 제17조, 규칙 제50조

❐ 교육대상자
-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담당자
1. 폐기물처리시설(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술관리인을 임명한 폐기물처리시설
은 제외)의 설치․운영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3.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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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로서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자
5. 폐기물수집․운번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6.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 교육주기 : 3년
- 다만, 규칙 50조제2항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규칙 제18조제1항제4호에 해
당하는 자는 제외)는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규칙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였을 때와 법의 규정을 위반
하였을 때에는 교육을 받아야 함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신고 제외)를 한 경우
2.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최초에 한함)
3.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제외)를 받은 경우
4.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교육기관별 교육 대상자
1.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환경관리공단 또는 한국폐기물협회
-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로서 스스로 기술
관리를 하는 자
-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의 설치․운영자 또
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2. 환경보전협회 또는 한국폐기물협회
-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17조제3
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제외)가 고용한 기술요원
-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9조에 따라 설치 신고한 경우, 영 제15조 각호에 해당하
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의 설치․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 교육과정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과정
2. 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 과정
3. 폐기물재활용신고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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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기물처리시설 기술담당자 과정
※ 각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하며, 환경보전협회에서 하는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함

나-2.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결과의 제출
근거 규정 : 규칙 제53조

❐ 선발 및 등록 절차
① 교육계획의 통보 (교육기관의 장→환경부장관)
-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제51조에 따른 교육과정별로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②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통보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교육기관의 장)
-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
을 교육과정개시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③ 교육대상자의 통지 (시․도지사→고용주)
-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
는 해당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함
④ 교육대상자의 등록 (교육대상자)
-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개시 전까지 해당 교육기관에 등록하여야 함
⑤ 교육결과의 제출 (교육기관의 장→환경부장관)
- 교육기관의 장은 매 분기의 교육실적을 그 분기가 끝난 후 15일이내에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 교육과정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여 통보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함

나-3. 보고 ․ 지도 및 자료의 제출
근거 규정 : 규칙 제55조, 제56조

❐ 교육실시 현황 등의 보고·지도 등
-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 현황 등을 보고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 상황, 교육시설 및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를 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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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출 협조
-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필요하다면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배출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1. 소속 기술요원 또는 폐기물처리담당자의 명단
2. 교육이수자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다

위반시 조치사항

다-1.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68조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
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35조제1항 또는 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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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
관련 법령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오염총량관리 대상

❐ 목표수질을 초과한 오염총량관리 단위유역내의 하수 및 오․폐수처리시설 등
점 오염원, 농업, 축산 등 비점오염원 등 모든 수질오염원

나

오염부하량 할당대상 및 할당방법 등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량관
리단위유역 내 관할지역의 할당대상자(지정대상자)에게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
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음
근거 규정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나-1. 할당대상 및 지정
1. 폐수종말처리시설, 마을하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
처리시설 : 유역(지방)환경청장 (광역시장 ․ 시장 ․ 군수와 미리 협의)
2. 1일 200㎥이상 오 ․ 폐수 배출 또는 방류 시설,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시행계
획에서 정하는 시설 : 광역시장 ․ 시장 ․ 군수

나-2. 할당·지정 시기 및 방법
1. 시행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할당 또는 지정
2. 시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대상자(오염부
하량 할당대상자)에게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지정내역서 통보)
-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
- 할당 또는 지정 전에 미리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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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3. 지정내역서 통보내용
1. 최종방류구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 사항
2.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지켜야 하는 이행시기

다

오염부하 할당량 초과시 제재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근거 규정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다-1. 조치명령
❐ 시설 개선 등의 조치명령
1. 관리청은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
에 대하여 개선 등 필요한 조치 명령
2.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관리청에 제출, 개선계획서에
따라 명령이행(※ 부득이한 경우 명령종료전 6개월내 이행기간 연장)

다-2. 총량초과부과금 부과
❐ 초과 총량에 대한 부과금 부과
1. 부과대상 : 할당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
2. 부과권자 : 오염부하량 할당권자(유역환경청장, 광역시장․시장․군수)
3. 산정방법 : 총량초과부과금 =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함으로써 지
출하지 아니하게 된 오염물질의 처리비용) × 초과율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
과계수 × 위반회수별 부과계수〕- 감액액(배출부과금,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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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 조업정지 및 시설폐쇄 명령
❐ 조업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조치
1. 명령권자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내 이행했으나 검사결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는 때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6월 이내) 또는 시설폐쇄 명령
2. 조치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명령이행보고서를 명령권자에게 제출
※ 조업정지, 폐쇄명령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명령권자가 명령이행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 상태 확인(필요시 시료채취 검사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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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이용부담금 부과 ․ 징수
관련 법령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목적

❐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
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을 부과 ․ 징수
❐ 징수한 부담금을 수질개선을 위한 행위규제로 제한받는 주민 등에 대한 지
원 및 상수원 수질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나

부과근거 및 대상지역
“물자원의 사용료”로서 납세능력 기준이 아닌 현재 물자원사용량에 따라 서비스
비용(수도요금)과 병행하여 부과
근거 규정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나-1. 부과대상지역
❐ 한강수계
<부과대상 공공수역>
1. 팔당호(팔당댐～경기도 하남시 및 남양주시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선)
2. 팔당댐하류의 한강본류 하천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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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지역>
구

분

범

서울특별시(25개 구)

위

전 역

인천광역시(9개 군․구) 강화군(길상면) 제외
경 기 도(25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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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

대왕제지공업 등 39개소

수계위 사무국
(전용수도 및 하천수 전용수도 설치자 1개소(워커힐)
사용자)

❐ 낙동강수계
<부과대상 공공수역>
1. 낙동강본류
2. 낙동강수계 지역안에 있는 댐으로서 저수를 수도법에 의한 광역상수원으로 이
용하는 댐
3. 낙동강수계 지역안에 있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목적댐
4. 2번과 3번의 댐으로부터 낙동강본류까지의 하천구간
5. 1번 내지 4번의 수역으로부터 지하 등으로 침투되어 흐르거나 정체되어 있는
물을 취수하는 구간으로서 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구간
<부과대상지역>
구

분

계
광역시(3개)

범
위
48 (일반수도 31, 전용수도 12, 하천수 5)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12개 시․군)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성주군, 영천시, 예천
군, 청도군, 칠곡군, 포항시

경상남도
(15개 시․군)

거제시,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마산시,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진해
시, 창녕군, 창원시,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합천군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공업용수도, 포항공업용수도, 창원공업용수도, 거제공업용수도,
(1개소)
사천공업용수도, 밀양공업용수도, 구미공업용수도
수계위 사무국 수도법 제3조 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자 12개소,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자 5개소
(1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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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수계
<부과대상 공공수역>
1. 금강수계 지역안에 있는 댐으로서 저수를 수도법에 의한 광역상수원으로 이용
하는 댐
2. 금강본류
<부과대상지역>
구

분

범

계

위

29 (일반수도 17, 전용수도 7, 하천수 5)
대전광역시

일반수도
사업자

전 역

충청북도(2개 시․군)

청주시, 청원군

충청남도(9개 시․군)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연기군, 부여군, 당진군, 서천군

전라북도(4개 시․군)

익산시,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한국수자원공사
전용수도
설치자

전용수도설치자
(7개소)

월산지방산업단지, 현도지방산업단지, 부용지방
산업단지, 아트원제지, 이엔페이퍼, 한솔제지, 한
국인삼공사고려인삼창, 삼성전기

하천수
사용자

하천수사용자
(5개소)

아세아제지㈜, 남한제지㈜, 한화엘엔씨㈜, 웅포관
광개발, 유진기업㈜

❐ 영산강 ․ 섬진강수계
<부과대상 공공수역>
1. 주암호․동북호․상사호․이사천의 역조정지댐․수여호 및 탐진호(계획홍수위선 기준)
<부과대상지역>
구

분

범

계

위

19 (일반수도 19)
광주광역시

전

역
16개 지역

일반수도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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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시 지역

순천시, 나주시, 목포시, 여수시, 광양시

군 지역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고흥군, 해남군,
무안군, 완도군, 영암군, 진도군, 신안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율촌 제1산단, 해룡단 34개 업체

한국수자원공사

여수․광양산단 125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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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 부과대상지역중 면제지역
1. 한강수계
- 상수원관리지역
구

분

상수원관리지역

범
위
서울시 강동구 일부, 송파구 일부, 광진구 일부, 남양주시(조안면
일부, 화도읍, 수동면), 하남시(배알미동), 용인시(모현면, 동부동,
중앙동, 유림동, 역삼동, 양지면, 포곡면)

2. 낙동강수계
- 상수원관리지역
- 댐주변지역
- 다목적댐이 2이상 소재한 시․군지역
- 다목적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집수구역
- 과반수 이상의 동(洞)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에 있는 시지역
구

분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주변지역

범
위
대구광역시 일부, 경산시 일부, 안동시 일부, 영양군 일부,
영천시 일부, 청도군 일부, 청송군 일부, 포항시 일부, 밀양
시 일부, 사천시 일부, 산청군 일부, 양산시 일부, 하동군 일
부, 합천군 일부, 거창군 일부

다목적댐이 2개 이상
안동시
소재한 시․군지역
다목적댐으로 유입되는
청송군, 영양군, 거창군, 산청군, 함양군, 태백시
하천의 집수구역
과반수이상의 동(洞)이 댐
진주시
주변지역에 있는 지역

3. 금강수계
- 상수원관리지역
- 광역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집수구역
구

분

상수원관리지역

범
위
동구, 대덕구, 청원군 일부, 보은군(회남면) 일부, 옥천군 일부,
영동군 일부, 공주시 일부, 부여군(부여읍, 규암면) 일부, 금산군
(부리면, 제원면) 일부, 무주군(무주읍, 부남면) 일부, 장수군(장수
읍, 천천면) 일부, 진안군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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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산강 ․ 섬진강수계
- 상수원관리지역
-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집수구역
구

분

상수원관리지역

다

범

위

순천시(승주읍, 송광․외서․주암․상사․낙안면 일부), 보성군(보
성읍, 겸백․율어․복내․문덕․노동․미력․웅치면 일부), 화순군
(동복․남면, 한천, 북․이서면 일부), 광양시(진상면 일부), 장흥군
(유치면 일부), 강진군(옴천면 일부), 영암군(영암읍, 금정면 일부)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방법
수계관리위원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환경부장관이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결정
고시하면 수도사업자가 부과․징수

다-1. 부과 ․ 징수권자
❐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사업자가 부과․징수하여 수계관리기금에 납입
- 수도사업자인 시장․군수가 각 가정․사업장의 수돗물의 사용량을 확인하여 수
도요금과 함께 부과․징수
❐ 수도사업자가 아닌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는 매월분의 물이용부담
금을 다음달 15일까지 수계관리위원회에 통보하고, 다음달 말일까지 수계관
리기금에 납입

다-2. 부과 ․ 징수방법
1. 일반적인 부과 ․ 징수 방법
-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 납입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징수
- 물이용부담금과 수도요금을 구분하고, 최종수요자로부터 부과․징수한 물이용부
담금은 수계관리기금에 납입
- 부과․징수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에 따름
- 단,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에서 정
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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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과 ․ 징수권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의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 ①시장․군수가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최종수요자에게 공급하
거나, ②시장․군수가 다른 수도사업자(한국수자원공사등)로부터 공급받아 물을 최종수요자에
게 수도요금을 부과․징수

나. 시장․군수가 물 사용량을 확인하여 수도요금 납입고지서를 발급하면 최종수
요자는 수도요금을 시장․군수가 정한 금융기관에 납입
다. 시장․군수는 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구분‧산정하여 물이용부담금은 수계관리
기금에 지체없이 납입하여야 하고 수계관리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3. 부과 ․ 징수권자가 한국수자원공사인 경우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수도요금징수의 예에 따름
※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최종수요자에게 공급
하고 직접 부과․징수
※ 부과․징수 절차는 부과․징수권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와 같다.

4. 전용수도설치자 및 하천수사용자인 경우
가. 전용수도설치자 및 하천수사용자는 전월달의 “물이용부담금 내역 통보서”를
다음달 10일까지 수계관리위원회에 통보
나. 수계관리위원회는 동 자료를 검토하여 전용수도설치자 및 하천수사용자에게
“물이용부담금 납입의뢰서”를 송부
다. 다음달 말일까지 수계관리위원회의 수계관리기금 관리계좌로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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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 부과 ․ 징수 사례(서울특별시)
물 사용기간(직전 검침일
이후～당월검침일(2개월)

검
침
(9.22~10.7)

예) 7.23～9.22, 8. 8～10.7

↓
수도요금고지서 발급
(10.19~21)

수도사업자 → 수용가(2개 권역
으로 구분, 권역별 격월 검침)

수도사업자 → 수용가

↓
수도요금 수납
(10.22~말일)

수용가 → 시중은행

↓
시 ․ 군 금고 이체
(11.7마감)

시중은행 → 지자체

↓
수계관리기금 납입
(11.15)

지자체 → 수계관리위원회

※ 물 사용에서 수계관리기금 납부까지는 2～4개월의 시차 발생

라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결정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2년마다 수역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기금 용도에
소요되는 재원의 범위안에서 수계관리위원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협의로 결정

라-1. 물이용부담금 부과기준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
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
- (수도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취수된 원수를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
자인 각 가정․사업장 등의 수도계량기에 표시된 물사용량에 따라 부과․징수
-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인 경우) 취수한 물의 양에 따라 부과․징수하
거나 취수한 물의 양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수도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일 평균급수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
❐ 수도사업자가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물과 이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물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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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요금의 부과․징수기준인 물사용량에 당해 수도사업자의 전년도 전체 취수
량 중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물의 양이 차지하는 비
율을 곱하여 산정한 물사용량을 당해 수도사업자가 관할하는 급수구역(수도사업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에서의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으로 함
※ 물 사용량 = (수도요금의 부과․징수기준인 물 사용량) × (당해 수도사업자의 전년도 전체 취
수량 중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물의 양이 차지하는 비율)

라-2. 물이용부담금 산정 및 예측
❐ 산정 ․ 예측 및 적용
- 물이용부담금 산정 및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수도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물 사용량과 물이용부담금을 산정․예측하여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을 마
련하고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반영
❐ 산정 ․ 예측 자료
- 수도사업자는 물이용부담금 산정․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매월 물이용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1. 원수의 취수량
2. 수돗물의 공급량 및 손실률
3. 물이용부담금의 산정자료 및 납부내역
4.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물이용부담의 산정 및 예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라-3.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결정
❐ 부과율 조정안 마련
- 수도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물이용부담금 산정․예측 자료를 종합하여 물 사용
량과 물이용부담금을 산정․예측하고, 수계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물이용
부담금 소요를 감안하여 부과율 조정안을 마련
❐ 부과율 협의 ․ 조정
1. 수계관리 실무위원회 개최
- 부과율 조정안을 수계의 목표수질 달성 여부와 수질개선사업 소요 재원을 고
려하여 실무차원의 회의를 개최하여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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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계관리 실무위원회 개최
- 실무위원회를 거쳐 마련한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을 최종적으로 협의․
조정

마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결정 고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 조정안이 수계관리위원회 협의․조정을 거쳐 결정되면
환경부장관은 회계연도 90일전까지 결정 고시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결정 고시 절차도
원수의 취수량
수돗물의 공급량 및 손실율
부담금 산정자료 및 납부
내역
기타 위원회 요구 자료

물이용부담금 산정․
예측자료 작성․제출

납부고지
다음달 15일(한강:10일)까지

(수도사업자)
↓
물이용부담금 산정․예측

물 사용량 예측

(사무국)
↓
부과율 조정안 마련

수질개선 소요재원 고려

(사무국)
↓
실무국장 회의
실무위원회 개최

부과율 조정안 협의

(사무국)
↓
부과율 조정안 심의
(수계관리위원회)
↓
고시안 마련
관보 게제

부과율 결정 고시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환경부장관)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2008. 9)
(원/톤)

한강수계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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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자의 배출량 줄이기
관련 법령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수립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배출량, 배출량줄이기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근거 규정
- 한강수계법 제15조의2 및 시행규칙 제13조
- 낙동강수계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36조
- 금강수계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30조
- 영산강수계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32조

가-1. 종류, 취급량 ․ 배출량, 배출량줄이기 계획 제출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
류, 취급량ㆍ배출량, 배출량줄이기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하여 관계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변경시에는 변경사유와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

가-2. 배출량줄이기 계획 수립기준
❐ 배출량줄이기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1.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2. 제품생산공정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사용량
3.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배출공정과 배출량
4.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의 설치내용, 처리공정, 처리 후의 배출량
5.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위치한 하천의 수계와 하류 인접 치수시설
내용
6. 특정수질유해물질 사용량 및 배출량줄이기 목표 저감량 감시장치 설치계획 및 투자계획
7. 이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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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 및 이행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자는 배출량줄이기계획을 매 2년마다 수립ㆍ제출하고 이
행하여야 함

나-1. 배출량줄이기계획 제출
❐ 배출량줄이기계획 제출 시기
1. 최초 배출시설 설치 : 가동 개시일부터 2년째가 되는 해의 10월 31일까지
2. 최초 계획 제출 이후 : 최초 계획 제출된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째가 되는 해의
10월 31일까지

나-2. 배출량줄이기계획 이행
❐ 배출량줄이기 계획 이행
- 사업자는 제출된 계획에 따라 배출량줄이기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경우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배출량줄이기계획에 포함하여 제출
하여야 함

나-3. 보고 ․ 지도 및 자료의 제출
❐ 이행실적 미달시 이행명령 및 조사 등
- 환경부장관은 이행실적이 배출량 줄이기 계획에 미달한 경우 그 계획을 이행하
도록 명령할 수 있음
- 관계 공무원에게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추급량과 배출량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

다

위반시 조치사항

다-1. 조사결과 공표
❐ 조사결과의 공표
- 배출량 줄이기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배출량 줄이기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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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과태료
근거 규정
- 한강수계법 제32조제1항
- 낙동강수계법 제46조제2항
- 금강수계법 제43조제2항
- 영산강수계법 제43조제2항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배출량줄이기계획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III. 4대강 유역에 적용되는 규제

197

환/경/규/제/편/람

4. 산업단지 입주자의 폐수 재이용(낙동강수계)
관련 법령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폐수의 재이용 의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사업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의 재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완충저류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공
동방지시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대표자는 방류수와 폐수의 재이용계획
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가-1. 수립 ․ 제출 대상
근거 규정 : 법 제22조제1항, 시행규칙 제40조

❐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1 ․ 2 ․ 3종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자
- 1․2․3종 사업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 단,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자는 제외

가-2. 수립 ․ 승인 대상
근거 규정 : 법 제22조제2항

❐ 완충저류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
는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
-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21조에 따라 처리수의 재이용 대상시설임
- 공동방지시설은 200톤/일 이상의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 단, 폐수를 폐수종말처
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시설은 제외

가-3. 운영비 지원
근거 규정 : 시행령 제36조

❐ '09.7.1 이전에 지정된 공업지역 또는 '02.7.5 이전에 지정된 산업단지에 설
치된 완충저류시설의 운영비는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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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폐수의 재이용계획

나-1. 제출 기한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 최초의 폐수재이용계획
-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일부터 3년째가 되는 해의 10월 31일까지
❐ 그 후의 폐수재이용계획
- 최초의 폐수재이용계획이 관리청에 제출된 날을 기준으로 매 3년째가 되는 해의
10월 31일까지

나-2. 제출 서류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공정별 용수사용량(낙동강수계법 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 폐수방류수의 배출 및 처리현황
❐ 폐수의 재이용현황 및 재이용 추진계획
❐ 재이용되는 폐수의 양, 수질 및 그 공정도

다

폐수의 재이용량 측정기기 등

다-1. 유량계 등 설치
근거 규정 : 법 제22조제3항, 시행규칙 제42조

❐ 폐수 재이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측정
기기와 그 부속기기 설치

다-2. 기록 ․ 보존
❐ 재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자는 배출수의 발생량ㆍ재이용량 등을 기록하
여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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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반시 조치사항

라-1. 개선명령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43조

❐ 개선명령의 대상
- 폐수의 재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는 경우
- 유량계 등 미 설치, 배출수의 발생량․재이용량 기록 보존하지 않은 경우
❐ 개선명령의 방법 등
- 개선에 필요한 조치 또는 시설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명령이
행기간을 정함
- 개선명령, 개선계획서의 제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 명령이행보고서의 제출 및
명령이행상태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3항부터 제5항
까지를 준용

라-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46조제1항 ․ 제2항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폐수의 재이용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배출수의 배출량ㆍ재이용량 등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자료를 제출ㆍ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ㆍ보
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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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완충저류시설 설치(낙동강수계)
관련 법령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공업지역(시장․군수) 및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을 일정 기간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가-1. 설치대상
근거 규정 : 법 제18조, 시행규칙 제32조

❐ 조성면적이 150만㎡ 이상으로서 오수 ․ 폐수 ․ 소화수 및 빗물 등이 폐․하수
종말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1일 200톤 이상 배출하는 공업지역 또
는 산업단지
❐ 폐수배출량이 1일 5천톤 이상으로서 하천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공업지역 또
는 산업단지
❐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량이 1천톤 이상 또는 조성면적
1평방미터당 2킬로그램 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09.7.1 시행)

가-2. 설치의무자
❐ 공업지역 : 관할 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 제외)
❐ 산업단지 : 개발사업시행자
※ ’09.7.1 이전에 지정된 공업지역, ’02.7.5 이전에 지정된 산업단지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고, 5
년 이내 설치

가-3. 운영 ․ 관리자
❐ 완충저류시설 설치한 자에 의해 운영․관리권을 부여 받은 공업지역, 산업단
지 또는 환경기초시설을 운영 ․ 관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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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4. 운영비 지원
근거 규정 : 시행령 제36조

❐ '09.7.1 이전에 지정된 공업지역 또는 '02.7.5 이전에 지정된 산업단지에 설
치된 완충저류시설의 운영비는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

나

설치 현황 및 계획

나-1. 설치 현황
❐ 총 6개소(설치완료 5개소, 설치중 1개소) : 환경부장관 설치
구분
시설명

사업위치

시설규모
사업비
(저류조 용량) (백만원)

공사기간

비고

합 계

6개소

153,400㎥

98,603

함안칠서
※시범사업

경남 함안군 칠서면
대치리 168 일원

11,000㎥

4,020

’03.6～’4.5

완공

대구달성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 471 일원

17,000㎥

10,310

’04.10～’06.10

완공

진주상평

경남 진주시 상평동
55-42 일원

9,000㎥

9,091

’04.12～’06.11

완공

대구염색

대구시 서구 상리동
649-1 일원

25,200㎥

12,085

’06.5～’07.12

완공

구미2.3

경북 칠곡군 석정면
중리 491-2 일원

45,900㎥

36,400

’06.5～’08.11

완공

구미 1

경북 구미시 공단동
325 일원

45,300㎥

26,697

’07～ ’09.10

공사 중
(’09.10완공예정)

※ 위 6개소 외 2개소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의해 설치․운영중
- 달성 2차(30,000㎥), 구미 4산단(2,850㎥)

나-2. 확대 추진배경
❐ '08. 3. 1 발생한 김천 (주)코오롱유화 화재에 따른 페놀유출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재발 예방을 위해 완충저류시설 확대설치 추진
- 완충저류시설 확대설치 계획 수립('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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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설치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08.6~'08.12)
❐ 낙동강수계법('08.12 개정, '09.7.1 시행), 시행규칙 개정('09.7.1 시행)
- 설치지역을 산업단지 이외에 공업지역으로 확대하고, 설치대상에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지역을 추가

나-3. 확대 계획
❐ 총 설치대상 46개소 중 우선설치사업지역 20개소(공업지역 13, 산업단지 7)
선정 ․ 추진
- 선정기준 : 수질오염발생 가능성, 입지여건, 기술적 조건, 경제성 등
-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구분
○ 총 개소수
- 가 동 중
- 계획 중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 기 설치지역
- 향후 설치계획
- 설치 제외(하류지역)

계
170
129
41
46
8
20
18

산업단지
54
24
30
20
8
7
5

공업지역
116
105
11
26
0
13
13

❐ (1단계) 우선설치사업지역 20개소 중 13개소를 2014년까지 설치
- 김천 1차(공업), 김천 2차(공업), 경산1(산단), 서대구공업(공업), 영천채신1(공업),
성서1․2․3차(산단), 경산 압량리(공업), 경산2(산단), 왜관1(산단), 영천 도남(공
업), 김천 대광농공단지(공업), 성서 4차(산단), 왜관 2(산단)
- 투자계획(’09~’14) : 1,865억원
❐ (2단계) 나머지 7개소는 2019년까지 설치
- 경산 선화리(공업), 고령 다산(산단), 영천 금호오계(공업), 상주 함창준공업(준공
업), 달성 현풍(공업), 경산 북리(공업), 고령 장기(공업)
- 투자계획(‘15~’19) : 474억원
❐ 지정고시
- 1단계(7개소) : 환경부 고시 제2009-49호(2009. 4. 6)
- 1단계(6개소) : ‘09년 고시 예정
- 2단계(7개소) : ‘14년까지 고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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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반시 조치사항

다-1. 개선명령 등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35조

❐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나 설치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명령
❐ 개선명령, 개선계획서의 제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 명령이행보고서의 제출 및
명령이행상태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의 규정을 준용

다-2.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44조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조업정지ㆍ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시설설치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후 설치ㆍ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3.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46조제2항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설치ㆍ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자료를 제출ㆍ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ㆍ
보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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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천 인접지역내 오염물질저감시설 및 녹지 설치(낙동강수계)
관련 법령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하천인접지역의 범위 및 설치대상
낙동강 본류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지역에
서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광단지의 개발 등을 할 경우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녹지를 만들어야 함

가-1. 하천인접지역의 범위
근거 규정 : 시행령 제7조

❐ 하천인접지역의 범위
1. 낙동강 본류 : 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2. 낙동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국가하천 또는 지방 1급하천에 한함) : 본류
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가-2. 녹지 등 오염물질저감시설 설치대상
근거 규정 : 법 제6조제2항, 시행령 제8조

❐ 녹지 등 오염물질저감시설 설치대상
1. 도시개발 사업
2.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4.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부터 3종
까지의 사업장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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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녹지 등 오염물질저감시설의 설치기준

나-1. 녹지 등 오염물질저감시설의 설치기준
근거 규정 : 시행규칙 별표2

❐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 및 녹지의 설치기준
1. 사업장내 오염물질이 빗물 등과 함께 유출되지 않게 하거나 줄일 것
2. 빗물 등이 사업장 밖으로 유출되는 곳에 설치
3. 식생, 초지대, 녹지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따를 것
- 경사도는 5/100이하로 하고 유출수가 이 지대를 통과토록 할 것
- 설치 폭은 6미터 이상(하천으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 또는 3미터 이상(하천
으로부터 500미터 이상 지역)
4. 제3호 외의 시설 설치시 관계 행정기관이 지방환경관서와 협의한 기준을 따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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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2. 수질오염총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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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관련 법령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총량관리 사업장 설치 허가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일정 규모 이상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
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가-1. 대기관리권역
근거 규정 : 수도권대기법 제2조제2호 및 시행령 제2조

❐ 대기관리권역 범위
지역구분

지역범위

서울특별시

전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경 기 도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가-2. 대상 사업장 및 오염물질 항목
근거 규정 : 수도권대기법 제14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 별표 2

❐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받는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 또
는 수도권대기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한 시설에서 2005년
도 이후 배출된 오염물질의 양이 사업장 단위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장
구분

NOx

SOx

먼지

’07.7.1 이후

연간 30톤 초과

연간 20톤 초과

연간 1.5톤 초과

※ 대기환경보전법의 1종 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 가스․경질유만을 사용하는 증발량 2t/hr이상이
거나 열량 1,238,000 kcal/hr의 보일러 및 열량 1,238,000 kcal/hr 이상의 간접 가열 연소시설에서 배
출되는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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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받는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1종부터 2종까지의 사업장에 설치
된 배출시설 또는 수도권대기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한
시설에서 2007년도 이후 배출된 오염물질의 양이 사업장 단위로 일정 규모 이상
인 사업장
구분

NOx

SOx

먼지

’09.7.1 이후

연간 4톤 초과

연간 4톤 초과

연간 0.2톤 초과

※ 대기환경보전법의 1∼2종 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 가스․경질유만을 사용하는 증발량 2t/hr이상
이거나 열량 1,238,000 kcal/hr의 보일러 및 열량 1,238,000 kcal/hr 이상의 간접 가열 연소시설에서
배출되는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시행규칙 제2조)

가-3. 사업장 설치허가 및 신고
근거 규정 : 수도권대기법 제14조제1항,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8조, 제10조

❐ 허가 또는 신고대상 사업장
구분

허가대상

신고대상

대상 사업장
1.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
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2. 상기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 허가 또는 변경 허가시에는 최적방지시설의 설치를 전제로 함
1. 대기관리권역을 정할 당시 해당 대기관리권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고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과의 관계
- 총량관리 사업장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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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또는 신고시 필요한 서류
구분

필요 서류

1.
2.
3.
4.
허가시

5.
6.
7.
8.
9.

신고시

향후 5년간 원료(연료 포함)의 사용량, 제품의 생산량을 예측한 내역서
향후 5년간 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향후 5년간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저감 계획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른 자가방지시설 설계ㆍ시공
관련서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6조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관
련서류

1. 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에너지 사용량, 연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2. 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 배출량
3. 향후 5년간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저감 계획서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5. 사용연료 성분분석서,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가-4. 변경허가
근거 규정 : 수도권대기법 제14조제1항, 시행규칙 제9조

❐ 변경허가의 대상 및 신청시 필요한 서류
구분

대상 요건

신청시기

변경 전

변경
허가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명, 용
량, 연료 및 원료사용량, 수량 등의
변경
2.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오염물질 발
생량 등의 변경
3.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변경
4.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변경 전
변경 전
30일이내

제출서류

허가시 제출서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
리사업장 설치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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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5. 사업장 설치허가의 제한
근거 규정 : 수도권대기법 제15조
- 총량대상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지역배출허용총량의 범위를 초과
하게 되면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되나,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설
치 또는 변경의 허가를 요청하는 사업장으로서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
의 결과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 가능

나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총량대상 사업장의 설치허가시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
로 구분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

나-1.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ㆍ절차
근거 규정 : 수도권대기법 시행규칙 제11조

❐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
- 시ㆍ도지사는 사업자에게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을 교부시 연도별 배출허
용총량을 할당하며, 할당한 후 5년이 경과하는 연도의 11월 30일까지 다음 5년
동안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
- 다만, 2009년 11월 31일까지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라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2010년도 배출허용총량 할당량을 준수할
수 없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기간을 정
하여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유예할 수 있음
❐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절차
- 시ㆍ도지사는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배출허용총량의 이전ㆍ조정 및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증량 등에 관한 내용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통보
- 시ㆍ도지사는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과 관련하여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에 자
문을 요청하여 할당시 자문결과를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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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 배출허용총량 할당시 고려사항
근거 규정 : 수도권대기법 제16조제2항, 시행규칙 제13조

❐ 환경부장관은 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해야 함
1. 법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배출량의 저감계획
2. 지역배출허용총량
3. 해당 사업장의 과거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4. 최적방지기술의 수준과 앞으로 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의 추가적인 저감 가능 정도
5. 해당 사업자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저감계획
6.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자문결과
7. 총량관리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주변지역의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나-3.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근거 규정 : 수도권대기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 × 할당계수단위량

-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 : 설비의 종류, 연료사용량, 원료투입량,
제품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별 오염물질의 단위배
출량
1. 초기할당계수 : 초기연도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하는데 적용되는 배출시설별 할
당계수
2. 최종할당계수 : 최종연도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하는데 적용되는 배출시설별 할
당계수
※ 배출시설별 할당계수는 시행규칙 별표3제2호 및 제3호 참조

- 할당계수단위량 : 총량관리상업자의 연간 연료ㆍ원료사용량, 연간 제품생산량 등
배출시설 특성과 관련된 인자
-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는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때의 오염물
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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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연도의 할당계수단위량은 해당 사업자의 최근 5년간 가동율이 최고인 연도
의 연간 연료사용량, 원료투입량, 제품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
- 배출허용총량의 산정ㆍ할당은 킬로그램(kg) 단위의 정수로 표시
❐ 총량할당계수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총량 산정
- 초기연도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시행규칙 별표3에 명기된 배출시설별 초기할당계수와 할당계수 단위량을 바탕
으로 다음의 산정식에 의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올림처리하여 킬로그
램(kg) 단위의 정수로 산정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별 초기할당계수 × 할당계수단위량

- 최종연도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시행규칙 별표3에 명기된 배출시설별 최종할당계수와 할당계수 단위량을 바탕
으로 다음의 산정식에 의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올림처리하여 킬로그
램(kg) 단위의 정수로 산정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별 최종할당계수 × 할당계수단위량

❐ 할당계수단위량 적용 방법
(2005년 이후의 배출량이 영 별표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005년 1월 1일 이전 가동개시 신고를 한 배출시설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적용
1. 2001년~2005년 기간 중 가동율이 최고이거나 배출량이 최대인 연도의 연간
연료ㆍ원료사용량, 연간 제품생산량 등
2. 2006년의 연간 연료ㆍ원료사용량, 연간 제품생산량 등
3. 2007년의 연간 연료ㆍ원료사용량, 연간 제품생산량 등. 다만, 이 경우에는
2008년 2월말까지 2007년 연료ㆍ원료사용량, 연간 제품생산량 등을 시ㆍ도지
사에게 제출하여 재산정
-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가동개시 신고를 한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연간 활동도를 적용하되, 가
동개시연도를 제외한 가동이후 2년간의 자료와 향후 5년간 활동도를 예측한 내
역서, 향후 5년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저감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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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월 1일 이후 가동개시 신고를 한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연간 활동도를 적용하되, 가동개시연도를 제외한 가동
이후 1년간의 자료와 향후 5년간 활동도를 예측한 내역서, 향후 5년간 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 저감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재산정.
(2007년 이후의 배출량이 영 별표 2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007년 1월 1일 이전 가동개시 신고를 한 배출시설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적용
1. 2003년~2007년 기간 중 가동율이 최고이거나 배출량이 최대인 연도의 연간
연료ㆍ원료사용량, 연간 제품생산량 등
2. 2008년의 연간 연료ㆍ원료사용량, 연간 제품생산량 등
3. 2009년의 연간 연료ㆍ원료사용량, 연간 제품생산량 등. 다만, 이 경우에는
2010년 2월말까지 2009년 연료ㆍ원료사용량, 연간 제품생산량 등을 시ㆍ도지
사에게 제출하여 재산정
-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가동개시 신고를 한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연간 활동도를 적용하되, 가동개
시연도를 제외한 가동이후 2년간의 자료와 향후 5년간 활동도를 예측한 내역서,
향후 5년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저감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재산정
- 2009년 1월 1일 이후 가동개시 신고를 한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연간 활동도를 적용하되, 가동개시연도를 제외한 가동
이후 1년간의 자료와 향후 5년간 활동도를 예측한 내역서, 향후 5년간 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 저감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재산정
❐ 총량할당계수가 없는 경우 배출허용총량 산정
(2005년 이후의 배출량이 영 별표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007년 1월 1일 이전 가동개시 신고를 한 배출시설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적용
1. 2001년~2005년 기간 중 오염물질의 평균 배출량
2. 2006년 오염물질 배출량
3. 2007년 오염물질 예상 배출량. 다만, 이 경우에는 2008년 2월말까지 2007년
오염물질 배출량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재산정
- 2007년 1월 1일 이후 가동개시 신고를 한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연간 오염물질 예상 배출량을 적용하되, 가동개시연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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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가동이후 1년간의 오염물질 배출량 및 활동도를 기준으로 배출허용총량
할당계수 재산정. 다만, 재산정 대상 배출구의 가동개시연도와 다음연도 1년간의
할당량은 실제배출량으로 함
(2007년 이후의 배출량이 영 별표 2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009년 1월 1일 이전 가동개시 신고를 한 배출시설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적용
1. 2003년~2007년 기간 중 오염물질의 평균 배출량
2. 2008년 오염물질 배출량
3. 2009년 오염물질 예상 배출량. 다만, 이 경우에는 2010년 2월말까지 2009년
오염물질 배출량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재산정
- 2009년 1월 1일 이후 가동개시 신고를 한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연간 오염물질 예상 배출량을 적용하되, 가동개시연도
를 제외한 가동이후 1년간의 오염물질 배출량 및 활동도를 기준으로 배출허용총
량 할당계수 재산정. 다만, 재산정 대상 배출구의 가동개시연도와 다음연도 1년
간의 할당량은 실제배출량으로 함
❐ 중간연도의 배출허용총량 산정
- 사업장 단위의 초기 및 최종연도 배출허용총량을 가지고 중간연도의 배출허용총
량을 산정
- 중간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은 선형 비례 삭감 원칙으로 하되, 당해 사업자의 오염
물질 저감 계획을 고려하여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 산정
❐ 법정관리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총량 산정
- 2001년 이후 법정관리에 속해 있던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은 이 규칙 시행
직전 연도의 동종업체 가동률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간 연료ㆍ원료 사용
량, 연간 제품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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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출량 산정
총량관리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1. 측정기기 부착시설의 배출량 산정
근거 규정 : 수도권대기법 제16조제4항, 시행령 제18조제2항, 시행규칙 제13조의2
❐ 굴뚝자동측정기기

- 배출량 산정 방법
오염물질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
지

배출량(g) 산정방법

30분 평균농도(ppm)×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10-3×46÷22.4
30분 평균농도(ppm)×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10-3×64÷22.4
30분 평균농도(㎎/S㎥)×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10-3

1. 30분 배출량은 그램(g) 단위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림 처리하여 정수
로 산정
2. 월 배출량은 그램(g) 단위의 30분 배출량을 월 단위로 합산하고 킬로그램(kg)
단위로 환산한 후, 소수점 이하는 버림 처리하여 정수로 산정
- 부착 대상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에 따른 시설
2. 수도권대기법 시행령 별표 2의2 제1호 가목 2)~4)에 따른 시설
❐ 배출가스유량계
- 배출량 산정 방법
오염물질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
지

배출량(g) 산정방법

평균농도(ppm)×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10-3×46÷22.4
평균농도(ppm)×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10-3×64÷22.4
평균농도(㎎/S㎥)×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10-3

1. 평균 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를 적용하며
자가 측정 주기가 1개월 이상인 배출시설은 해당기간 동안 동일한 배출농도
를 적용하며 측정 농도의 자리수는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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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0분 배출량은 그램(g) 단위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림 처리하여 정수
로 산정
3. 월 배출량은 그램(g) 단위의 30분 배출량을 월 단위로 합산하고 킬로그램(kg)
단위로 환산한 후, 소수점 이하는 버림 처리하여 정수로 산정
- 부착 대상시설
1. 먼지 발생량이 연 10톤 이상이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비연소시
설 (단, 도장시설은 먼지 발생량이 연 80톤 이상인 경우)
❐ 연료유량계
- 배출량 산정 방법
월당 연료사용량 × 해당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 × (1-방지시설 효율/100)

1. 해당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계수를 적용
2. 월간 연료사용량은 연료온도, 측정기기 고유의 오차 등을 고려하여 연료저장
탱크의 게이지 값으로 보정 가능
3. 방지시설 적용 효율은 설계효율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효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3의2를 적용
4. 당해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효율은 종산정시 적용한 효율과 동일하여야 함
- 부착 대상시설
1. 굴뚝자동측정기기 및 배출가스유량계 부착대상이 아닌 액체 및 기체연료 사
용 시설

다-2. 측정기기 미부착시설의 배출량 산정
근거 규정 : 수도권대기법 시행규칙 제14조,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환경부 고시),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국립환경
과학원 고시)

❐ 배출계수 적용
-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따른 배출계수 적용
배출량 = 배출계수 × 연료․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 등 단위량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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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오염물질 제거 효율
1. 방지시설의 효율은 설계효율을 원칙으로 함
2. 설계효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국립
환경과학원 고시) 별표 4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오염물질 제거 효율에서 정
한 효율을 적용
❐ 단위배출계수 적용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배출계수가 없는 경우 단위배출계수 적용
월간 활동도(제품생산량, 원료사용량 등) × 당해 배출구의 단위배출계수

- 당해 배출구의 단위배출계수는 직전년도 연간 배출량을 연료ㆍ원료사용량, 제품
생산량 등 연간 활동도로 나누어 산정
❐ 자가측정 적용
- 배출계수 및 단위배출계수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제39
조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배출량 산정
월 배출량 = 자가측정 농도 × 시간단위의 배출가스 유량 × 월 배출시설 가동시간
- 자가측정 농도 : 소수점 둘째자리
- 자가측정 자료가 2회 이상인 경우 가중평균 산출방법을 이용하여 배출량 산정

다-3. 배출량 산정결과의 보고
근거 규정 : 수도권대기법 제16조제5항, 시행규칙 제15조

❐ 배출량 산정결과의 보고
-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량 산정결과 및 산정 근거자료를 월 단위로 작성하여 다
음달 15일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
- 측정기기를 부착ㆍ가동하는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전산망으
로 전송
-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배출량 산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매월 말일까지 그
결과를 총량관리사업자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사업장별 배출량의 변동내
역을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에 기록(전산에 의한 방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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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측정기기의 설치 및 운영관리
총량관리사업자는 정확한 배출량 산정을 위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배출
농도 및 배출가스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ㆍ가동하여야 함

라-1.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대상시설
근거 규정 : 수도권대기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별표 2의2

❐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
- “수도권대기법 시행령 별표 2의2” 참조
-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제외시설
1. 연간 가동일수가 30일(또는 720시간) 미만인 시설의 경우(기체연료를 사용하
는 보일러는 연간 가동일수가 90일 미만인 경우)
2. 부착 대상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3. 보일러로서 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먼지․황산
화물 측정기기에 한함)
4. 연속가동시간이 일일 8시간 미만인 시설의 경우
5. 폐가스 소각시설 중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6. 비연소시설 중 도장시설(먼지 측정기기에 한함)
7.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 배출가스유량계 및 배출가스온도계 부착대상시설
-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 이외의 시설로서 먼지 발생량이 연 10톤 이상이
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비연소시설(도장시설은 먼지 발생량이 연
80톤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 배출가스유량계 부착대상 제외시설
1. 저장시설로서 여과집진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또는 720시간 미만인 시설의 경우
3. 부착 대상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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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유량계 부착대상시설
- 굴뚝자동측정기기 및 배출가스유량계ㆍ배출가스온도계 부착대상시설 이외의 시
설로서 액체 및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시설
- 연료유량계 부착대상 제외시설
1. 부착 대상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2. 그 밖에 영수증 등을 통하여 배출구별 연료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
으로서 연료유량계의 부착이 필요없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라-2. 측정기기의 설치 및 관리기준
근거 규정 : 수도권대기법 제16조제4항, 시행령 제18조제2항 별표 2의2

❐ 굴뚝자동측정기기 및 배출가스유량계
- 총량관리사업자는 측정기기의 구조 및 성능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에 부합되도록 유지
- 총량관리사업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은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도검사
결과를 관제센터에서 알 수 있도록 조치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
되는 자료수집기 및 중간자료수집기의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
은 것으로 간주
- 총량관리사업자는 측정기기에 의한 측정자료를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
- 총량관리사업자는 굴뚝배출가스 온도측정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아야 하며
그 기록을 측정기기 가동기간 동안 보존
- 온도측정기 중 최종연소실출구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측정기의 경우에는 KS규격
품 사용으로 교정을 갈음
- 휴동 설비의 경우에는 재가동 전까지 측정기기를 부착
❐ 연료유량계
- 총량관리사업자는 연료유량계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가표
준기본법」에 따른 교정을 받아야 하며, 그 기록을 측정기기 가동기간 동안 보존
- 총량관리사업자는 연료유량계의 임의조작을 할 수 없도록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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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총량관리사업자가 오염물질 저감 노력 등을 통해 할당된 배출허용총량 이내로
배출하는 경우 잔여 배출허용총량의 판매 및 다음연도 사용을 허용하는 인센티
브 제공

마-1.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근거 규정 : 수도권대기법 제18조, 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17조·제18조

❐ 총량관리사업자는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당해 연도 내에
다른 사업자에게 매매 등을 통한 이전 가능
-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한 자는 이전한 만큼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하
며, 이를 이전받은 자는 이전받은 만큼 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이 증가
❐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가능량 및 이전의 제한
- 연간 이전 가능한 배출허용총량
1차연도

배출허용총량의 20%

2차연도

3차연도

배출허용총량의 30%

4차연도

5차연도

배출허용총량의 50%

1.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고 2년이 경과한 후에도 해당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
는 경우에는 3차 연도 이후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영(零)으로 함
2. 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 이전량
폐쇄년도에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 당해연도 이전 가능 배출허용총량 × (당해연도 가동일수/365)

3.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가 할당받은
지역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할 수 없음
❐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절차
- 이전하려는 자는 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서를 이전개시 7일전까지 수도권대
기환경청장에게 제출
-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출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 검토 및 확인 후 신청서
제출자 및 시ㆍ도지사에게 결과 통보
※ 매매를 통한 이전시 오염물질 거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칙에 의거, 거래자의 자율에
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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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허용총량의 다음 연도 사용
-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을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일부
를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증량 가능
-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증량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1.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별로 전체 총량관리사업자가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
한 배출허용총량의 합계가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 합
계의 10% 미만인 경우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에 증량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 × 1/2

2.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별로 전체 총량관리사업자가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
한 배출허용총량의 합계가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 합
계의 10% 이상인 경우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에 증량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 × 1/2 × 0.1 × (전체 총량관리사
업장의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 합계 ÷ 전체 총량관리사업자가 당해연도에 사용하
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의 합계)

마-2.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근거 규정 : 수도권대기법 제19조, 시행령 제22조

❐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절차 및 제한
- 지식경제부장관이 에너지 또는 전력 수급을 이유로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
총량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의 배출허용
총량을 조정
-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경우, 그 초과 배출
량의 2배의 범위 내에서 다음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감량할 수 있음
❐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 조정
- 사업자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당해연도의 초과배
출량에 위반계수를 곱한 값을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에서 감량
위반횟수

1회

2회

3회

4회

위반계수

1.0

1.2

1.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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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

바-1. 총량대상사업장의 특례
근거 규정 : 수도권대기법 제17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16조

❐ 배출부과금 면제
- 황산화물 및 먼지 항목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기본부과금 및 초과
부과금 면제
❐ 황함유 기준 적용 제외
- 황산화물 항목에 대하여 연료의 황함유 기준 적용 제외
❐ 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
- 일부 배출시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달리 적용
(수도권대기법 시행규칙 별표4)

바-2. 자발적 협약
근거 규정 : 수도권대기법 제22조, 시행규칙 제20조ㆍ제21조

❐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에 대한 혜택
1. 자발적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지원
2. 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 전년도에 할당된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인 양에 해당
하는 금액의 감액
❐ 자발적 협약의 내용
1. 총량관리사업자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
2.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목표 및 그 이행기간
3. 저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투자계획
❐ 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및 확인
-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당해연도의 이행결과를 수도권
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
- 보고 내용
1. 당해연도의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 배출량
2. 배출량 저감실적 및 저감목표의 달성 여부
3. 배출량 저감을 위한 투자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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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감목표 미달성 사유(저감목표 미달성시에 한함)
5. 저감목표 이행기간이 종료한 다음연도에는 저감목표 이행기간 동안의 종합적
이행결과를 함께 보고
-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
여 당해 협약기업에 대한 현지점검을 할 수 있음

사

위반시 조치사항

사-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수도권대기법 제40조, 제42조, 제43조제1호, 제45조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설치하
거나 변경한 자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허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배
출량 산정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기를 조작하거나 산정 결과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대기환경보전법」제92조의 규정에 의한 300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내지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
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 조문의 법금형을 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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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2. 과태료
근거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3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사-3. 행정처분
근거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시행규칙 제134조

❐ 행정처분 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6의 ‘측정기기의 부착ㆍ운영 등과 관련된 행정
처분기준’ 참조

아

총량초과부과금 부과
총량관리사업자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시 해당 사업자에 대
하여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ㆍ징수
- 부과금 부과시 「대기환경보전법」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 부과된 경우에
는 해당 금액만큼 감액

아-1. 총량초과부과금
근거 규정 : 수도권대기법 제20조,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 부과대상 오염물질 :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 부과금 산정기준 및 방법
초과부과금 = ①배출허용총량 초과 배출량(㎏) × ②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 × ③배출허용
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 ④지역별 부과계수 × ⑤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⑥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총량 초과율(%) = (연간 배출량  배출허용총량) ÷ 배출허용총량 × 100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구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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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금 산정 관련 부과계수
구분

오염
물질

③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2%
2% 이상
미만 4%
미만

4%
이상
8%
미만

⑥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④지역별
부과계수

8% 10 20% 30%
Ⅰ
이상 이상 이상 이상 40%
1회 2회 3회 4회 지
10% 20% 30% 40% 이상
역
미만 미만 미만 미만

Ⅱ
지
역

Ⅲ
지
역

질소산화물 1.20 1.45 1.70 2.00 2.50 3.50 5.00 7.00 1.2 1.4 1.6 1.8

2

1

1.5

황산화물

1.20 1.45 1.70 2.00 2.50 3.50 5.00 7.00 1.2 1.4 1.6 1.8

2

1

1.5

먼지

1.20 1.45 1.70 2.00 2.50 3.50 5.00 7.00 1.2 1.4 1.6 1.8

2

1

1.5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는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며, 부과
금이 최초로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는 1.2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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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질오염총량관리
관련 법령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가

수질오염총량제도 개념 및 의의

가-1. 개 념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
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허용부하량(허용총량)을 산정하여
해당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부하량(배출총량)을 허용총량 이하로 관
리하는 제도

가-2. 의 의
❐ 과학적인 수질관리를 통한 환경규제의 효율성 제고,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
려함으로써 유역의 지속가능성 제고, 광역·기초지자체별, 오염자별 책임을
명확히 하여 광역수계를 효율적으로 관리, 상·하류 유역구성원의 참여·협
력을 바탕으로 한 선진유역 관리

가-3. 추진체계
❐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환경부장관 시달) → 목표수질 설정 →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승인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승인 → 시행계획 이
행평가(시장·군수) → 불이행 제재

나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
여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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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 절차 및 주요내용
근거 규정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근거 및 절차
1. 3대강 수계별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정
-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 환경부 훈령 제808호(2008.10.31, 개정)
-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 환경부 훈령 제807호(2008.10.31, 개정)
- 영산강․섬진강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 환경부 훈령 제809호(2008.10.31,
개정)
❐ 주요내용
1. 오염총량관리목표
2.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3. 오염총량관리계획의 기간
4. 오염부하량의 산정방법

다

목표수질 설정
목표수질은 총량관리 계획기간 중 단위유역별로 목표하는 수질을 말하는 것으
로, 오염원 밀도, 지역개발 정도, 환경기초시설 투자정도, 수량 및 수질, 수중생
태계의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수계의 환경용량범위에서 설정됨

다-1. 설정지점 및 주체, 설정원칙
근거 규정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설정지점 및 주체
1. 광역시․도 경계지점 : 환경부장관
2. 광역시․도 관할구역 : 시․도지사(환경부 승인 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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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원칙
1. 낙동강수계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
- 개발지역과 낙후지역 간 형평성, 그간의 수질개선노력 등을 고려하여 물금 상
수원 수질을 2급수로 안정적 달성․유지를 전제하에 기준치로 1.5㎎/ℓ를 정
하고 초과지역은 삭감량을 할당, 달성지역은 허용량 부여
2. 금강수계, 영산강수계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
- ‘03년 목표수질 측정결과와 과거 3년간 인접 수질측정망 측정결과의 평균치를
초과하지 않은 수준으로 설정(Anti-degradation 원칙)
- ‘00년 물관리종합대책 수질목표를 크게 상회하지 않은 수준으로 설정
- ‘05년 BOD 예측농도가 1㎎/ℓ이하인 수계구간은 1㎎/ℓ로 설정

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지자체별·수계
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라-1. 주체 및 주요내용
근거 규정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수립·승인 주체
1. 수립 : 광역시장, 도지사
2. 승인 : 환경부장관(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의 검토를 거쳐 승인)
❐ 주요내용
1. 지역개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2. 지자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삭감계획
4.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삭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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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마-1. 주체 및 시기, 주요내용
근거 규정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주체 및 시기
1. 주체 :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오염총량관리 단위유역내 광역시장·시장·군수
2. 시기 : 오염총량관리 단위유역의 목표수질 측정결과 2회 연속하여 목표수질을
초과(같은 경우 포함)한 단위유역에 대하여 5년 단위로 수립
❐ 주요내용
1. 오염원그룹별 할당부하량
2. 개별오염원별 할당부하량 또는 배출량 지정계획
3. 연차별 지역개발계획
4. 연차별 삭감이행계획 등

바

시행계획 이행평가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
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바-1. 작성주체 및 작성방법 등
근거 규정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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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주체 및 방법
1. 주체 :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 광역시장·시장·군수
2. 방법 :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3대강 수
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작성
❐ 이행평가서 검토조치
1.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평가보고서를 검토 후 오염총량관리의 원활한 이행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
2. 이 경우 광역시장․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함

사

불이행 지방자치단체 제재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광역 시·도 및 시·군에는 도시개발사업 등
의 허가 등을 금지함

사-1. 제1단계 제재 조치
근거 규정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제재요건
1.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지역
2.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지역
❐ 제재내용
1. 다음 사항을 승인․허가하여서는 아니됨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
- 산업단지의 개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
- 3종 이상의 폐수배출시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별표 13)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시설(대학교, 1천㎡이상 공공청사, 일
정규모이상의 업무용, 판매용, 복합용 건축물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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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2. 제2단계 제재 조치
근거 규정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제재요건
1.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1단계 승인․허가 등의 제재를 아니한 경우
2. 광역시장․시장․군수가 지방환경관서에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서
검토후 필요한 조치나 대책 수립 등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재내용
1.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 밖의 필요한 조치
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제한 대상시설 및 지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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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체를 설립 ․ 운영하는
국민(기업)이 알아야 할 규제
Ⅰ.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Ⅱ. 오염물질 처리업
Ⅲ. 환경업무 대행업
Ⅳ.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
Ⅴ. 기 타

̇

̇

I. 처리시설 설계 ․ 시공업
1. 방지시설업 등록
2.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 · 시공업 등록
3.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 시공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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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지시설업 등록
관련 법령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방지시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
- 등록한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

가-1. 방지시설업 등록(신고)
근거 규정 : 법 제15조, 시행령 제22조의4, 시행규칙 제30조

❐ 등록 대상
- 대기분야, 수질분야, 소음․진동분야(설계의 경우 신고) 등의 설계 또는 시공에
관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 등록 기준
- 기술능력 : 대기 분야(4인 이상), 수질 분야(4인 이상), 소음·진동 분야(3인 이상)
- 실험기기(수질분야에 한하며, 실험기기 보유자와 공동사용계약 가능)
※ 방지시설업의 세부 등록기준 :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 등록신청 처리기한 : 15일
❐ 수수료 : 분야별 10,000원
❐ 등록신청시 필요한 서류
- 방지시설업 등록신청서(별지 제20호서식)
- 기술능력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 방지시설업 신고
- 대상 : 소음․진동분야 방지시설의 설계업종
- 처리기한 : 14일
- 필요서류 : 방지시설업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증 사본
또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필증 사본(각 해당분야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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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 방지시설업의 변경등록
근거 규정 : 법 제15조, 시행령 제22조의5, 시행규칙 제31조

❐ 변경등록 사항
- 대표자 또는 상호
- 영업소 또는 실험기기의 소재지(수질분야)
- 실험기기 공동사용계약 또는 측정․분석 대행계약 체결사항(동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 전담기술인력
❐ 변경등록 신청 처리기한 : 7일(소재지 변경 10일)
❐ 수수료 : 분야별 5,000원
❐ 변경등록 신청서류
- 방지시설업 등록변경 신청서(별지 제20호서식)
- 방지시설업 등록증 원본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가-3. 방지시설업 등록(신고)의 결격사유
근거 규정 : 법 제15조제4항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방지시설업 등록(신고) 불가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5항에 따라 방지시설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
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형을 선고받
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
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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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지시설업의 운영 및 관리

나-1. 방지시설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근거 규정 : 법 제27조제2항, 시행규칙 제46조

❐ 방지지설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환경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며, 상기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그 교육대상자에게 환경전문교육을 받게 하여야 함
❐ 교육개요
- 교육대상자 : 기술인력으로 최초로 고용된 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교육시기 : 대상자 명단을 교육과정 개시 15일전까지 통보
※ 교육의 유예 : ’09.7.1~’11.6.30 사이에 최초 고용자는 고용된 날로부터 2년간 교육의무를 유예

- 교육실시기관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교육과정명 : 방지시설 기술요원 과정(전문교육과정)
- 교육기간 : 5일 이내

나-2. 방지시설업 사후관리
근거 규정 : 법 제28조제2항, 시행규칙 제50조

❐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방지시설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하게 하거나
❐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
계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다

위반시 조치사항

다-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35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15조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방지지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
니하고 방지시설업을 한 자 또는 영업이 정지된 기간 중에 방지시설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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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37조, 시행령 제35항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
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ㆍ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
피한 자
❐ 과태료 부과기준 : “과태료 부과 ․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참조

다-3. 행정처분
근거 규정 : 법 제17조제2항,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행정처분 기준 : “시행규칙 [별표 8] 2호. 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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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 ․ 시공업 등록
관련 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 ․ 시공업 등록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1. 설계 ․ 시공업 등록기준
근거 규정 : 시행령 제21조 별표 5

❐ 시설 및 장비
가. 사무실 및 실험실
나.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 수분·온도
2) 대장균·일반세균
3)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4) 화학적 산소요구량
5) 부유물질량
6) 총 질소(TN) 및 총 인(TP)
7) 잔류염소량 및 염소이온농도
다. 제도설비 1조(組) 이상 또는 제도설계(CAD)를 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 기술능력
가.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나. 윤활관리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계량기계산업기사, 계량전기산업기사, 계량
물리산업기사, 기계공정설계기사,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다. 수질환경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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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 설계 ․ 시공업 등록신청
- 신청서식 : 시행규칙 제34조 별지 제20호서식
- 구비서류 :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기술능력 보유현황(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나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 ․ 시공업 변경등록(신고)

나-1. 설계 ․ 시공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대상
근거 규정 : 법 제34조제2항

-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나-2. 설계 ․ 시공업 변경등록
- 대상 : 실험실 소재지 변경(시행규칙 제35조제1항)
- 시기 : 실험실 소재지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시행규칙 제35조제3항)
- 신청서식 :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20호서식
- 구비서류 : 등록증 및 변경내용 증명서류

나-3. 설계 ․ 시공업 변경신고
- 대상 : 영업소 명칭변경 등(시행규칙 제35조제2항)
- 시기 :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각 호 변경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시행규
칙 제35조제4항)
- 신청서식 :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20호서식
- 구비서류 : 변경내용 증명서류

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 ․ 시공업 등록취소 등

다-1. 등록취소 등
근거 규정 : 법 제35조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설계․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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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법 제35조)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한 경우
3.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하거나 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3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법 제3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6.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7.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
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8.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31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 법 제31조제5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10.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라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 ․ 시공업 운영

라-1. 설계 ․ 시공업 등록자 준수사항
근거 규정 : 법 제3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시행규칙 별표 10

- 설계․시공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설계․시공업
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 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범위 등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설계․시공업자는 그 설계․시공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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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2. 설계 ․ 시공업 휴업 ․ 폐업 ․ 재개업 신고
근거 규정 : 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47조

- 대상 :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자
- 시기 :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날부터 10일내
- 신청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구비서류 : 등록증

라-3. 설계·시공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근거 규정 : 법 제38조, 시행규칙 제40조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자 중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함
❐ 교육개요
- 교육대상자 : 기술요원으로 신규채용된 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고용한
기술인력
- 교육시기 : 신규채용된 날부터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 교육실시기관 : 환경보전협회
- 교육과정명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기술요원 과정
- 교육기간 : 3일 이내

마

위반시 조치사항

마-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49조, 제50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등록을 하여 설계․시공업을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시공업자로서 제32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
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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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
등록을 하여 설계․시공업을 한 자
3.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
용하여 설계․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마-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53조제2항, 제3항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하게 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2. 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한 자
3. 법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
고․자료제출을 한 자

마-3. 행정처분
근거 규정 : 법 제32조, 시행규칙 제17조

❐ 행정처분 기준 : “시행규칙 별표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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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 시공업 등록
관련 법령 : 하수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 및 변경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
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가-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 시공업 등록 신청
근거 규정 : 법 제51조, 시행령 제31조, 시행규칙 제50조

❐ 등록 대상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 등록 기준
- 사무실 및 실험실
- 실험기기(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총 질소, 총 인,
대장균 군수, 염소이온농도 등의 측정기기)
- 장비제도설비 1조 이상 또는 제도설계를 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 기술인력(4명 이상)
·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 윤활관리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계량기계산업기사, 계량전기산업기사,
계량물리산업기사, 기계공정설계기사,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 이상
※ 세부 등록기준 : “시행령 별표 4” 참조

❐ 등록신청 처리기한 : 10일
❐ 수수료 : 23,000원
❐ 등록신청시 필요한 서류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신청서(별지 제2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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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
약서 사본)
-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2.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 시공업 변경신고
근거 규정 : 법 제51조, 시행규칙 제51조

❐ 변경신고 사항
- 상호의 변경
- 기술인력의 변경
- 대표자의 변경
-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측정대행계약의 변경 포함)
❐ 변경신고 처리기한 : 10일
❐ 수수료 : 없음
❐ 변경신고시 필요한 서류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변경신고서(별지 제29호서식)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증 원본

가-3. 등록 결격사유
근거 규정 : 법 제48조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 불가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하수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
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4. 하수도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등
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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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운영 및 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을 받은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함

나-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 준수사항
근거 규정 : 법 제51조제5항, 시행규칙 제52조

❐ 설계 ․ 시공업자 준수사항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야 함
․ 외압·하중 및 지반상태 등을 고려한 시설의 구조·강도에 관한 부분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용량, 처리효율 등을 고려한 하수처리계통에 관한 부분
-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여서는 안되며,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
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산업·환경설비공사업자)나 개인하수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함
- 해당시설의 설계·시공을 마쳤을 때는 운전요령에 대한 교육과 시운전을 3개월
이상 충분히 실시하여 시설이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함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오수처리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
게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가 등록한 제품의 처리용량 범위에
서 제작을 의뢰하여야 함
※ 세부 준수사항 : “시행규칙 별표 11” 참조

나-2.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근거 규정 : 법 제67조제2항, 시행령 제38조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함
❐ 교육개요
- 교육대상자 : 기술인력으로 신규채용된 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고용한
기술인력
- 교육시기 : 신규채용된 날부터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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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실시기관 : 환경보전협회
- 교육과정명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기술인력과정
- 교육기간 : 3일 이내

나-3.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 시공업 사후관리
근거 규정 : 법 제69조제1항, 시행령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71조

-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다

위반시 조치사항

다-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76조부터 제77조까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
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2.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
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을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
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다-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80조제3항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
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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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4.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5.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과태료 부과기준 : “시행령 별표 8” 참조

다-3. 행정처분
근거 규정 : 법 제54조제2항, 시행규칙 제64조

❐ 행정처분 기준 : “시행규칙 별표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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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오염물질 처리업
1. 폐수처리업 등록
2. 지하수정화업 등록
3. 토양정화업 등록
4. 가축분뇨관련영업 등록
5. 분뇨수집 · 운반업 허가
6. 저수조청소업 등록
7. 폐기물처리업 허가
8.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9.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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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수처리업 등록
관련 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폐수처리업 등록
폐수의 수탁처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
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등록된 폐수처리업자의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음

가-1. 폐수처리업 등록
근거 규정 : 법 제62조, 영 제79조 별표 17, 규칙 제90조

❐ 폐수처리업 업종 구분 및 영업내용
1. 폐수 수탁처리업 :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위탁받은 폐수를 재생·이용 외의 방
법으로 처리하는 영업
2. 폐수재이용업 : 위탁받은 폐수를 제품의 원료·재료 등으로 재생·이용하는 영업
❐ 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
- 기술능력
1. 폐수 수탁처리업 :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
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1명 이상
2. 폐수재이용업 : 수질환경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중 1명 이상
- 시설 및 장비 : 실험실, 실험기기 및 기구, 저장시설, 처리시설, 운반장비
※ 세부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20” 참조

❐ 폐수처리업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폐수처리업 등록이 취소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임원 중 제1호~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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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 폐수처리업 변경등록
근거 규정 : 규칙 제90조제6항

❐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
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하여야 함
1. 사업장의 소재지
2. 사업장의 대표자
3.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4. 폐수의 처리용량 및 처리방법
5.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나

폐수처리업 운영·관리
폐수처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나-1. 폐수처리업자 준수사항
근거 규정 : 법 제62조, 규칙 제90조(별표 21)

❐ 폐수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폐수의 처리능력과 처리가능성을 고려하여 수탁할 것
2.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항상 유지·점검하여 폐수
처리업의 적정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환경부령이 정하는 처리능력이나 용량미만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아니
할 것
4. 그 밖에 수탁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시행규칙
별표 21” 참조)

나-2. 폐수처리업자가 수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
근거 규정 : 규칙 제91조제2항

❐ 폐수처리업자가 수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
1. 규칙 제41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수
-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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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에 있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다른 폐수와 그 성상이 달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정한 처리가 어려운 폐수로서 1일 50세제곱
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폐수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배출해역에 배출할 수 있는 폐수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나 보수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수로서 시ㆍ도
지사와 사전 협의된 기간에만 배출되는 폐수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위탁처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폐수
2. 규칙 제42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
수배출시설에서 부득이 하게 배출하여야 하는 폐수
3. 폐수배출시설 외의 보일러, 그 밖에 생산관련시설 이나 「해양오염방지법」 제
3조제2항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폐기물관리법」 제2
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위탁처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폐수

다

위반시 조치사항

다-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78조, 제79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수처리업
을 한 자
❐ 500만원이하의 벌금
1. 법 제6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
리업자

다-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82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6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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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 행정처분
근거 규정 : 법 제64조, 시행규칙 제105조

❐ 행정처분 기준 : “시행규칙 별표 22” 참조
※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근거 규정 : 법 제66조, 규
칙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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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수정화업 등록 및 운영
관련 법령 : 지하수법 ․ 시행령 ․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규칙’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임

가

지하수정화업이란?

가-1. 지하수정화업의 정의
근거 규정 : 법 제2조제5호

❐ “지하수정화업”이란 지하수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제거·분해 또는 희석하여 지
하수의 수질개선을 하는 사업을 말함

나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지하수정화업무는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지하수정화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함
- 다만, 정화하고자 하는 지하수의 수질기준이 100분의 1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행하는 경미한 정화작업은 제외

나-1.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및 변경
근거 규정 : 법 제29조의2, 영 제39조의2, 규칙 제16조

❐ 지하수정화업 등록 대상
1. 지하수조사전문기관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한 지질 및 지반·수자원개발·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분야 엔지니어링활동주체
3. 「기술사법」에 의하여 지질 및 지반·수자원개발·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분
야의 기술사가 개설·등록한 기술사사무소
4.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자연(이학) 또
는 공학관련연구소
5.「먹는물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영향조사대행자
6. 기타 지하수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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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정화업 등록요건 (영 별표7)
1. 기술능력

2. 자본금

3. 시설 및 장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
인력을 각각 확보하여야 함
가 .「 국 가 기 술 자 격 법 」 에
의한 지질 및 지반 기술
사 1인 이상 또는 「건
설기술관리법」, 「엔지
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특급기
술자 1인 이상
나 .「 국 가 기 술 자 격 법 」 에
의한 수자원개발·상하수
도·수질관리·토양환경기
술사 1인 이상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
법」에 의한 해당 분야
의 특급기술자 1인 이상
다.「국가기술자격법」에 의
한 응용지질·토목·지하
수·수질환경·폐기물처리·
토양환경기사, 토목·지하
수·수질환경·폐기물처리
산업기사, 해당분야의 학
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건설기술관리
법」,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
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
중 5인 이상

가. 법인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개인
은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나. 법인의 자본금은 주식
회사의 경우에는 납입
자본금을 말하고, 주식
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에는 출자금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서 자본금(출자금)이 없
는 법인의 경우에는 자
산평가액으로 자본금을
갈음할 수 있다.
다.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본금(출자금) 또는 자
산평가액이 각각의 금
액을 충족하는 때에는
이로서 가목의 자본금
에 갈음할 수 있다.
라. 자산평가액은 환경부장
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
하여 산출한 자산평가
액을 말한다.

가. 지하수의 수위측정장비·
수소이온농도(pH)·수온·
전기전도도·용존산소
(DO)·산화환원전위(Eh)
등의 측정장비를 갖추어
야 한다.
나. 지하수의 수위측정장비
는 대수성시험시 지하수
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다. 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용존산소
(DO)·산화환원전위(Eh)
등의 측정장비는 측정장
소에서 사용가능한 장비
이어야 한다.
라. 측정장소에서 휘발성 유
기화합용질(VOC)을 직접
취수하여 측정할 수 있는
가스크로마토그라프 장
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마. 장비의 소유자와 1년 이
상의 임대계약을 체결
한 경우에는 해당 장비
를 갖춘 것으로 본다.

❐ 변경등록 사유
1. 상호 또는 명칭 변경
2. 대표자 또는 임원 변경
※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제외

3.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
4. 주된 사무소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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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신청서류의 제출 (시장·군수)
등

록

변경등록

․지하수정화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규칙 ․지하수정화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규
칙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첨부
․첨부
1.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지하수정화업등록증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2.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 변경등록의 신청기한 : 사유가 발생한
수 있는 서류
3. 기술 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
날부터 1월 이내
명하는 서류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
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
6.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나-2. 수수료
근거 규정 : 법 제33조제6호, 규칙 제17조제2호 및 제3호

❐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 5만원
❐ 지하수정화업의 변경등록 :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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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등록의 취소

다-1. 지하수정화업 등록의 취소
근거 규정 : 법 제29조의2(제25조 준용), 영 제36조

❐ 시장·군수는 지하수정화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다만, 제1호·제4호·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함
1.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때
4. 법 제2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 다만, 법인의 임원중에 제23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5. 법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부실하게 한 때
8. 「국세징수법」·「지방세법」 등 관계법률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요구가 있는 때
❐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지하수정화업자는 그 처분이 있기 전에 착공한 공사에
대하여는 시공을 계속할 수 있음
-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지하수정화업자는 그 처분이 있기 전에 착공한 공사를 계
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자 및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
게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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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하수정화업의 양도·양수

라-1. 지하수정화업의 양도·양수
근거 규정 : 법 제29조의2(제24조 준용), 영 제35조, 국토해양부령 제27조

❐ 양도 ․ 양수의 신고
- 지하수정화업자가 지하수정화업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에게 신고하여야 함
- 양도·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서를 제출
- 제출서류
양도 시
합병 시
․지하수정화업양도신고서(규칙 별지 제 ․지하수정화업합병신고서(규칙 별지 제
30호의2서식)
30호서식)
․첨부
․첨부
1. 지하수정화업등록증
1. 지하수정화업등록증
2. 합병계약서 사본
2. 양도계약서 사본
3.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 결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의서 사본
4. 기타
4. 기타
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보고서
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보고서
나.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나.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
경우에 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
는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
는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
다.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
다.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
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
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할 수 있는 서류
라.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
라.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
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 증명서류
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 증명서류
마.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함)
마.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함)

- 신고한 양수인 및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및 합병전의 법인의 지하수정화업자로서의 지위를 각각 승계함
❐ 지위의 승계
- 지하수정화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일부터 3
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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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제출 (시장·군수)
․지하수정화업 승계신고서 (지하수법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첨부 1. 지하수정화업시공업 등록증
2.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결격사유 : 법 제23조의 결격사유 준용

마

타인 토지에의 출입

마-1. 타인 토지에의 출입
근거 규정 : 법 제31조, 영 제41조

❐ 지하수정화업자는 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음
❐ 타인토지에의 출입시 요구되는 사전절차
-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고자 할 날의 3일전까지 당해 토지의 소유자·점
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함
-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
자 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다만,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
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시장·군수) : 출입 또는 사용하여야 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구역·현황과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주소, 출입·사용의 목적·시기 및 기간을 기재한 신청서에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일출전 일몰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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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교육

바-1. 기술인력의 교육
근거 규정 : 법 제34조의2, 영 제42조

❐ 지하수정화업체의 종사자 및 기술인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함
- 교육대상 : 지하수 정화업체의 기술인력 (영 별표 7 제1호에 해당)
- 교육시기 :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
- 교육기간 : 3일 이내
- 교육내용
1. 지하수 관련 법 및 정책
2. 지하수 개발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기술
3. 그 밖에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

명의대여의 금지

사-1. 명의대여의 금지
근거 규정 : 법 제29조의2(제26조 준용)

❐ 지하수정화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
정화업을 영위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됨

아

보고·조사

아-1. 지하수정화업 보고·조사
근거 규정 : 법 제34조

- 시장·군수는 등록요건 및 법령위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발생 등이 있
을 때에는 지하수정화업자에 대하여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
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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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자료 및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해당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자

위반시 조치사항

자-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37조 및 제37조의3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
록을 하고 지하수정화업을 영위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하고 지하수정화업을 영위한 자
- 법 제26조(제29조의2제3항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위반한 지
하수정화업자와 명의대여 또는 등록증대여의 상대방

자-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40조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제29조의2제3항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정화업의 양도·양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
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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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양정화업 등록
관련 법령 : 토양환경보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토양정화업 개요

가-1. 정 의
❐ 생물학적 또는 물리ㆍ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중의오염물질을 감소ㆍ제거
하거나 토양중의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토양정화를 수행하는 업

가-2. 도입시기
❐ 2005.1.1부터 토양정화업 등록제 도입

가-3. 업무범위
근거 규정 : 법 제15조의3제2항

❐ 오염토양의 정화는 토양정화업자만이 할 수 있음
※ 다만, 군부대시설의 오염토양 또는 군사활동으로 인한 오염토양이 50㎥ 미만, 유기용제․유류
오염토양이 5㎥ 미만인 경우 오염원인자가 직접정화 가능

나

토양정화업 등록

나-1. 등록절차
근거 규정 : 규칙 제31조의2

❐ 토양정화업등록신청서(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
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 반입정화시설의 설치 내역서 및 도면(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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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절차>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등록 신청

타법검토

적합

등록증 교부

부적합

보완 또는 반려

나-2. 등록요건
근거 규정 : 시행령 별표2

❐ 영 별표 2의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반입정화시설의 경우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환경부 고시)’의 시
설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반입정화시설의 타법저촉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인․허가기관과 협의

나-3. 변경등록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31조의2제4항

❐ 변경등록의 대상은
-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기술인력의 변경 및 반입정화
시설의 변경 시 이며,
- 상호 등의 변경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반입정화시설 변경은 미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다

토양정화업 운영

다-1. 정화기준 및 방법
❐ 토양정화 시에는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준수하여야 함
근거 규정 : 시행령 제10조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3조 및 별표2의 토양정화방법에 따라 정화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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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반출정화 시에는 같은 고시 제4조 및 별표3의 반출토양의 운반 및 정화기
준을 준수하여야 함

다-2. 준수사항
근거 규정 : 법 제23조의9, 규칙 별표 11의2

❐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1. 토양정화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2. 토양전화업자는 도급받은 토양정화를 위한 공사(이하 “토양정화공사”라 한다)
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3. 기술인력은 해당분야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4. 토양정화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토양정화실적을 지방환경관서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오염토양의 정화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또는 폐기물 등이 발생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처리하거
나 위탁처리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오염토양을 운반하는 때에는 오염토양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위탁받은 오염토양을 반입정화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반입정화시설 또는 정화현장 입구에는 오염토양 정화 또는 반입정화시설임을
표시하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표지판을 지상 100
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판에는 오염토양의 양,
정화공법, 정화기간 및 관리자의 주소?성명?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8. 정화현장에 오염토양의 정화공정도 및 정화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정화일
지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9.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정화검증을 위한 정화현장 방문, 시료의 채취 등 검증업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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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 기술인력 교육
근거 규정 : 법 제23조의14, 규칙 제32조, 토양관련 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교육에
관한 고시

❐ 기술인력은 다음과 같이 교육을 받아야 함
- 신규교육 : 1년 이내에 24시간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마다 8시간
※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고시’ 부칙에 따라 2010.1.1부터 신규교육 중
일부과목 및 5년간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음

라

위반시 조치사항

라-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29조, 제30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1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토양 투기
- 법 제23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토양정화업 미등록영업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미준수(법 제15조의3제1항 위반)
- 반입정화시설이 아닌 장소로 반출하여 정화(법 제15조의4제3항 위반)
-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 농도를 낮춘 자(법 제15조의3제4항 위반)
- 오염토양의 보관․운반․정화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유출한 자(법 제15조의4
제2호 위반)
-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을 하게 아니한 자(법 제15조의6제1항 위반)
- 속임수 및 부정한 방법으로 정화업 등록을 한 자
- 정화업 명의 도용 및 임대(법 제23조의9제1항 위반)
- 토양정화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법 제23조의9제2항 위반)
-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한 경우(법 제26조의2제2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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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32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규정 위반)
- 준수사항 미이행(법 제23조의9제3항 위반)
- 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지 아니하게 한 자(법 제23조의14제1항 및 2항 위반)
-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법 제26조의9제2항 위반)

라-3. 행정처분
근거 규정 : 법 제23조의10

❐ 등록취소 : 법 제23조의10제1항 참조
❐ 영업정지 : 법 제23조의10제2항 및 제3항, 규칙 별표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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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축분뇨관련영업 등록
관련 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가축분뇨관련영업 개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이하 “가축
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 허가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가-1. 가축분뇨관련영업 개요
근거 규정 : 법 28조제2항

❐ 업종구분과 영업내용
- 가축분뇨수집․운반업 : 가축분뇨를 수집하여 운반하는 영업
- 가축분뇨처리업 : 처리시설을 갖추어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영업
- 가축분뇨시설관리업 :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

나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

나-1.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기준
근거 규정 : 시행령 제17조

❐ 가축분뇨수집·운반업
- 사무실,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 이상, 차고
-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명 이상
❐ 가축분뇨처리업
- 사무실 및 실험실, 가축분뇨 처리시설 1식 이상, 실험기기 1조 이상
-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또는 환경기능사로서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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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시설관리업
- 사무실 및 실험실, 실험기기 1조 이상
-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상하수도기술사 1명 이상,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을 가진 자 2명 이상
※ 자세한 허가기준은 “시행령 별표 3” 참조

나-2.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 신청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허가권자
- 가축분뇨수집·운반업 수집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 가축분뇨처리업 : 처리시설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 가축분뇨시설관리업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 신청서식 : 시행규칙 제30조 별지 제17호서식
❐ 구비서류 :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기술능력 보유현황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다

다-1. 변경허가
근거 규정 : 시행령 제18조제1항

❐ 대상
1. 처리시설이나 실험실의 소재지 변경
2.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 시기 : 처리시설이나 실험실의 소재지 변경된 날부터 30일이내, 처리시설의 처
리용량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전
❐ 신청서식 : 별지 제17호서식
❐ 구비서류 : 허가증 및 변경내용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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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변경신고
근거 규정 : 시행령 제18조제2항

❐ 대상
1. 영업소의 명칭 변경
2. 운반차량의 변경
3. 기술요원의 변경
4. 대표자 변경
5.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6. 축정대행업자와의 대행계약의 변경이나 측정대행업자의 변경
❐ 시기 : 변경된 날부터 30일이내
❐ 신청서식 : 별지 제17호서식
❐ 구비서류 : 변경내용 증명서류

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준수사항 등

라-1.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
근거 규정 : 법 제28조 및 제30조

1. 가축분뇨관련영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
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2. 가축분뇨관련영업자(종사자 포함)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
에 위반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3. 가축분뇨관련영업자는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조건 등 가축분뇨관
련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 시행규칙 제32조 별표9

라-2. 휴업 ․ 폐업 ․ 재개업 신고
근거 규정 : 법 제40조, 시행규칙 제47조

- 대상 :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자
- 시기 :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날부터 10일이내
- 신청서식 : 별지 제23호서식
- 구비서류 :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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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반시 조치사항

마-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
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한 자
2.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또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수집․운반업자는 제외한다)로서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
에 유입시킨 자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
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수집․운반업자는 제외한다)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한 자
3.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
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준 자
4.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시공업자로서 법 제32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 3백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
2.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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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53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방류수
수질기준에 위반하여 방류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한 자
2.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3.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구역을 벗어나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을 하
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
4.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자
5.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게 교육을 정당한 사
유없이 받게 하지 아니한 자
6. 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
를 거짓으로 기록한 자
7. 법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
고․자료제출을 한 자

마-3. 행정처분
근거 규정 : 법 제32조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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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위반한 경우
6.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한 경우
7.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종 외의 영업을 한 경우
8.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9.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0.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
11.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경우
12.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
한 경우
13. 법 제31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 법 제
31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15. 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
한 경우
16.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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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뇨수집 ․ 운반업 허가
관련 법령 : 하수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분뇨수집 ․ 운반업 허가 및 변경신고

가

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가-1. 분뇨수집 ․ 운반업 허가
근거 규정 : 법 제45조, 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제44조

❐ 허가 대상
- 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 허가 기준
- 사무실
-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 이상
- 차고
- 기술인력(1명 이상)
· 수질환경산업기사, 위생사, 환경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또는
해당 영업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 세부 허가기준 : “시행령 별표 2” 참조

❐ 허가신청 처리기한 : 7일
❐ 수수료 : 30,000원
❐ 허가신청시 필요한 서류
-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신청서(별지 제25호서식)
-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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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 분뇨수집 ․ 운반업 변경신고
근거 규정 : 법 제45조, 시행규칙 제45조

❐ 변경신고 사항
1. 상호의 변경
2. 운반차량의 변경
3. 기술인력의 변경
4. 대표자의 변경
5. 사무실의 변경
❐ 변경신고 처리기한 : 7일
❐ 수수료 : 없음
❐ 변경신고시 필요한 서류
- 분뇨수집·운반업 변경신고서(별지 제25호서식)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증 원본

가-3. 허가 결격사유
근거 규정 : 법 제48조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불가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하수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
니한 자
4. 이 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
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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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뇨수집 ․ 운반업 운영 및 관리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함

나-1. 분뇨수집 ․ 운반업자 준수사항
근거 규정 : 법 제47조,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9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됨
2.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의 수집·운반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
부하여서는 아니 됨
3.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영업구역, 영업대상, 그 밖의 허가조건을 지켜야 함
4.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의 수집·운반에 관한 일지를 작성하고, 수수
료 징수내역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함
5. 영업자의 상호,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역신문·방송 또
는 엽서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함
6.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스컴(scum) 및 침전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수
집 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쇄석(碎石), 플라스틱 등 여재(濾材)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함

나-2. 분뇨수집 ․ 운반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근거 규정 : 법 제67조제2항, 시행령 제38조

❐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
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함
❐ 교육개요
- 교육대상자 : 기술인력으로 신규채용된 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고용한
기술인력
- 교육시기 : 신규채용된 날부터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 교육실시기관 : 환경보전협회
- 교육과정명 : 분뇨수집·운반업의 기술인력과정
- 교육기간 :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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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3. 분뇨수집 ․ 운반업 사후관리
근거 규정 : 법 제69조제1항, 시행령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71조

❐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
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다

위반시 조치사항

다-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76조 및 제77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
고 분뇨수집·운반업을 한 자
2. 법 제4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
용하여 분뇨수집·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준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의 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다-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80조제3항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
를 한 자
2. 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구역·영업대상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3.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
4.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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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6.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
재한 자
7.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8.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과태료 부과기준 : “시행령 별표 8” 참조

다-3. 행정처분
근거 규정 : 법 제49조제2항, 제50조제1항, 시행령 제30조, 시행규칙 제48조

❐ 행정처분 기준 : “시행령 별표 3”, “시행규칙 별표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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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수조청소업 등록
관련 법령 : 수도법 ․ 시행령,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저수조청소업의 신고

가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가-1. 저수조청소업 신고
근거 규정 : 법 제34조,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 영업신고
-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
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신고 서류 :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시설 및 장비명세서
❐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 인력
1. 청소감독원 1명 이상
2. 청소종사자 3명 이상
- 시설 : 창고(16㎡ 이상)
- 장비
1.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 : 1대 이상
2. 운반차량 : 1대 이상
3. 고압세정기(18ℓ/min, 150㎏/㎠ 이상) : 1대 이상
4. 배수펌프(1HP 이하, 5HP 이상) : 각 1대 이상
5. 환기기구(200㎡/hr) : 1대 이상
6. 조명기구(DC 24V이하) : 1대 이상
7. 위생의·안전모·안전벨트·로프 : 작업인원수에 맞게 확보
8. 간이수질검사 기구(pH 측정기·잔류염소측정기·색도계·탁도계) : 각 1대 이상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생상태의 점검을
대행하는 저수조청소업자로 한정한다)
9. 누전차단기 : 1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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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 변경신고 등
근거 규정 : 법 제34조,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 변경신고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함
- 변경신고 대상 : 대표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폐업 ․ 휴업신고
-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한 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나

교육 등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나-1. 교 육
근거 규정 : 법 제36조, 시행령 제52조

❐ 교육대상
-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 교육시간
-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8시간
❐ 법정 교육기관
1. 한국상하수도협회
2. 한국수자원공사
3. 환경보전협회
4. 한국관리공단
5.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중 적정한 인력 등을 갖추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6. 그 밖에 교육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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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 청소결과 등의 기록 ․ 보관
근거 규정 :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 기록ㆍ보관
- 저수조의 청소, 위생점검 또는 수질검사를 하거나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를
하면 각각 그 결과를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함

다

위반시 조치사항

다-1. 영업정지 등
근거 규정 : 법 제35조

❐ 영업정지 등
- 저수조청소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
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법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수조청소업을 한 경우
2. 수도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수도법 또는 수도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다-2.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35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1. 저수조청소업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수조청소업을 경영하거나 거짓이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저수조청소업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저수조청소업을 계속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폐쇄하거나 휴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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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폐기물처리업 일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지정폐기물에 한함)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함

가-1. 정 의
근거 규정 : 법 제25조

❐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
❐ 수집․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함
❐ 중간처리업 : 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처리, 기계적처리, 화학적처리,
생물학적처리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리하는 영업을 말함
❐ 최종처리업 : 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배출 제외)의 방법
으로 최종처리하는 영업을 말함
❐ 종합처리업 : 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리와 최종처리를 함께하는 영
업을 말함

가-2. 허가절차
근거 규정 : 법 제25조, 시행규칙 제28조

❐ 허가업무 처리절차
사업자

제출

사업계획서
작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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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유역(지방)환경청

사업자
적정
통보
- 허가요건 구비
- 사업계획서 적정 ➡
(시설설치 등)
여부 검토(타법저촉
여부 검토)
- 변경허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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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권자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 처리시설 설치 예정지(수집․운반업의 경우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 지정폐기물처리업 : 처리시설 설치 예정지(수집․운반업의 경우는 주차장 소재
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장
- 동일한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과 지정외 폐기물의 처리업 : 지정폐
기물과 지정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하는 경우 환경부장
관의 처리업 허가시 의제처리 됨

나

폐기물처리업 허가

나-1. 시설 ․ 장비 ․ 기술능력의 기준
근거 규정 : 법 제25조, 시행규칙 별표7

❐ 폐기물수집 ․ 운반업(시행규칙 별표7 참조)
❐ 폐기물중간처리업(시행규칙 별표7 참조)
❐ 폐기물최종처리업(시행규칙 별표7 참조)
❐ 폐기물종합처리업(시행규칙 별표7 참조)

나-2. 사업계획 검토 및 적정통보
근거 규정 : 법 제25조제1항,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 사업계획서 작성 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제출서류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 확
보계획 포함)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
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서류와 중복되
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환경성조사서(소각을 업종으로 하는 중간처리업 및 최종처리업에 한함). 다만,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사전환
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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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검토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ㆍ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상의 ①항 내지 ⑬항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1.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폐기물배출업체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의 종류별, 성상별 수집․운반․보관․
처리계획이 적정한 지 여부 검토
․폐기물 종류별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 폐기물량이 영업을 하고자 하는 구역
안에서 발생되어 위탁 처리되는 폐기물량보다 많은 지 여부 검토. 다만, 산업
단지 조성 등으로 허가시점에서 물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야 함
․폐기물의 종류별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이 폐기물 보관시설 및 처리시설
용량에 비하여 과다하게 계획되어 있는 지 여부 검토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발생량․성상․발생주기
등이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이의 처리계획이 적정한 지 여부 검토
2. 시설설치 및 장비 확보계획서
․폐기물처리시설별로 기본설계도면, 설명서 및 처리시설 배치도 등이 모두 적정
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매립시설을 구획하여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단계별 매립계획과 매립․
복토장비, 침출수처리시설의 확보 또는 설치(증설)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검토
․시설․장비별 능력과 1일 작업량 등을 고려하여 시설, 장비가 적정한지 여부 검토
3. 폐기물처리업의 기준(별표 7)에 의해 갖추어야 할 계량시설, 실험시설
․수집․운반차량 계량시설이 수집․운반차량의 최대적재량을 적재한 경우에도 계량
이 가능한지 여부 및 실제로 사용가능한 위치(출입문 등)에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처리대상폐기물을 실험하는데 충분한 종류 및 수량의 실험기기 및 기구가 구비
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4. 기술능력 확보계획서
․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
하여 기술능력 확보계획이 허가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검토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검토
-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분야별로 서류가 작성되었는지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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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배출시설 설치허가권자에게 검토 의뢰
- 자세한 사항은 동 지침 “배출시설 등의 의제처리”를 참조
❐ 타 법 저촉 여부 검토
- 타 법 저촉 여부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의견조
회를 통하여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조회를 통
하여 확인할 수 있음
※ 참고 : 검토되어야 할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계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
축법, 하천법, 문화재보호법, 농지법, 산림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
지관리법 등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법률

-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허가권자의 관할구역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하고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지역을 관할
하는 허가권자와 협의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기술검토
- 시설․장비 등에 관한 기술검토는 대기․수질․토양오염․폐기물 등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하거나, 관계전문지식을 가진 4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술검토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다만, 수집․운반업과 변경허가의 경우 등 기술검토
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협의, 기술검토위원회의 심의, 관
계기관의 자문 등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소각시설․매립시설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의 검사기
관, 관계 전문기관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중간처리업중 재활용전문의 경우 기존 재활용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재활용하거
나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계 전문기관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현지조사 실시
- 허가권자는 필요 시 사무실 또는 시설․장비 설치예정지를 방문하여 진입 도로,
상수원과의 거리 등의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보완 등
-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검토와 현지조사 실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
하여 서류보완․보정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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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반려 및 부적정 통보
- 사업계획서의 반려
1.「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차에 거쳐 서류
보완․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민원인으로부터 사업계획서의 반려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업계획서의 전면적인 재작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계획서의 부적정 통보
1.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타 법에 저촉되는 경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
3.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관련 부문에 대한 검토
결과 허가 또는 신고수리 불가판정이 있는 경우
※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는 불가

❐ 사업계획서의 조정 및 적정 통보
-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
업계획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에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이를 조정할 수 있음
-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의 검토결과 그 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
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사업계획이 적정함을 통보
-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설치검사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소각대상 폐기물의 종류, 발열량과 사업계획상의 주요내용을 부기하여야 함
2. 소각시설, 매립시설에 대하여는 사용개시신고 이전에 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함
- 타 법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아닌 단
순 경미한 사항(절차 미이행 등)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
의 적정통보를 할 수 있음

나-3. 사업계획의 변경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 사업계획서 작성 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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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변경계획서 제출시기 등
- 허가요건에 관련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
서가 검토 중이거나 사업계획 적정통보 후 허가신청 이전
- 변경사항으로 인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과 재협의 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변경내용으로 보아 구비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음
❐ 사업계획 변경 대상
1. 공통사항
-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변경을 포함한다)변경
- 영업구역의 변경(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한한다.)
- 수집․운반․처리대상 폐기물의 변경
- 운반차량의 변경
2.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종합처리업
-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 주요설비의 변경.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시행규칙 [별표7]
제1호 나목(2)(가)의 ①․②, (나)의 ①․②, (다)의 ②․③, (라)의 ①․②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차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및 배출시설의 변
경허가 또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한다
-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의 변경(처리용량의 변경으로 인해 타법에 의한 인허
가를 득하여야 하는 경우 및 중간 또는 최종처리 물량이 당초 물량 보다 100
분의 30이상 증감되는 경우)
※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증감율은 폐기물처리시설별로 각각 계산

- 허용보관량의 변경

나-4.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근거 규정 : 법 제25조, 시행규칙 제28조제4항

❐ 허가신청서 작성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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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서
- 시설 및 장비명세서
-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 제외)
-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 수집․운반계획서)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운반업 제외)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에 한함)
❐ 주요 검토사항
-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 준수여부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와의 일치여부
- 시설․장비 등의 적합여부 등(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함)
❐ 현지조사 실시
- 서류검토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서류상의 기재내용이 사실
인지 여부 확인
- 현지조사시에는 처리시설, 장비 등의 시험가동을 명할 수 있으며, 현지 조사 일
정과 시험가동의 범위 등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최소 3
일전까지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
❐ 허가신청 서류의 보완
- 허가신청서상의 서류검토 또는 현지조사 실시 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류보완․보정을 요구할 수 있음
- 보완이 완료된 사실을 접수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검토 또는 현지조사를 다
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 다만, 서류검토만으로 가능한 경
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 허가신청 서류의 반려 등
- 허가신청서 반려
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차에 걸쳐 서류
보완․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민원인으로부터 허가신청서 반려요구가 있는 경우
3. 허가신청이 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기간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 불허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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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타법에 저촉되는 경우
3. 허가신청서상의 시설․장비 중 주요시설․장비 등이 허가요건에 크게 미달하
는 경우로서 단시일 내에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확보된 시설․장비 등의 성능이 크게 미흡하여 영업대상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시설․장비 등의 전면적인 재시공 등이 필요한
경우
※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는 불가

❐ 처리업의 허가
- 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시
행규칙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19, 20호 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 허가조건의 부여
- 허가권자는 다음의 조건을 부여한다.
1.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기준에 관한 증빙자료에서 제시한 보관형태(밑면적, 높
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대로 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하고, 보관형태를 변
경하여 보관하고 있어 감독기관이 증빙한 보관형태대로 변경을 명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보관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에 따른 산출기준에
관한 증빙자료를 다시 제출하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사항
2. 폐기물처리업 영업개시 이전까지(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폐기물 보관
이전까지) 법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완료하는
사항
3. 기타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5.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근거 규정 : 법 제26조, 시행규칙 제18조

❐ 변경허가 대상
1. 수집․운반 또는 처리대상폐기물의 변경
2.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또는 영업구역의 변경
3.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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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5.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6.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100분의 30이상(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시설별로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의 변경
7. 주요설비의 변경
8.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9. 허용보관량의 변경
❐ 처리절차
<보완요구>
↓

신청인

→

신청서접수
(허가기관)

↑

→

검 토

→

현지조사

→

결재 및
변경허가

<허가증에 변경사항 기재후 교부>

❐ 제출서류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
의 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나-6.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근거 규정 : 법 제26조, 시행규칙 제19조

❐ 변경신고 대상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 변경(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제외)
3.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4. 임시차량의 증차 또는 운반차량의 감차(수집․운반차량을 대차하는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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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허가증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나-7.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
근거 규정 : 법 제30조, 시행규칙 제41조

❐ 사용개시신고 대상시설 및 시점
-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로서 사용개시 10일전에 신고
❐ 제출서류
- 당해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당해 시설의 설치검사결과서
-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당해 시설의 설치검사결과서
❐ 사용개시신고 수리 ․ 통보
- 사용신고서류 검토 및 현지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
고를 수리․통보한다.
※ 사용개시 신고수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봄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②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③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다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승인받아서 운반하여야 함
근거 규정 : 영 제7조제1항제3호, 시행규칙 제9조

다-1. 처리절차
수집·운반업자

설치승인 신청

신청
→

시·도, 유역환경청

․설치필요성 검토
․승인된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관할업체가
아닌 경우)

승인
→

수집운반업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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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임시보관장소 승인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제3항

❐ 임시보관장소를 승인하는 경우에 아래 기준을 준수
1.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1개소로 제한
2. 임시보관장소에서 보관할 수 있는 허용량 및 기간은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부
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 및 기간 이내
❐ 제출서류
-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서(규칙 별지 제1호서식)
-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 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과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
-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3. 임시보관장소 변경승인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9조제4항

❐ 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에 관하여 아래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 임시보관장소 소재지의 변경
- 보관대상 폐기물 종류의 변경
- 승인받은 허용량의 변경

라

준수사항

라-1.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근거 규정 : 법 제36조제1항, 시행규칙 제58조

❐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
야 함(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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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2.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 폐기물 중간처리대장 및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
대장
3.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4. 폐기물 최종처리업자 : 폐기물 최종처리대장 및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운영·관리
대장
5. 폐기물 종합처리업자 :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폐기물 최종처리시
설 운영·관리대장 및 폐기물 종합처리대장

라-2.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근거 규정 : 법 제37조, 시행규칙 제59조

❐ 폐기물처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허가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라-3. 보고서 제출
근거 규정 : 법 제38조

❐ 폐기물처리업자는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해당 허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1.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
2.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 폐기물 중간처리 실적보고서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실적
보고서
3. 폐기물 최종처리업자 : 폐기물 최종처리 실적보고서
4. 폐기물 종합처리업자 :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 폐기물 중간처리 실적보
고서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폐기물 최종처리 실적보고서

라-4.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
근거 규정 : 법 제40조

❐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후 영업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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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2.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

마

위반시 조치사항

마-1. 허가의 취소 등
근거 규정 : 법 제27조, 시행규칙 별표 21

❐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함
1.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
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 갱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한 경우
❐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음
1.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
각한 경우
2.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
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반 중에 서류 등을 지니지 아니하거나 관계 행정
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이를 내보이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6.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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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8. 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9. 법 제2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운반·처리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
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10.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
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11. 법 제3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1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13.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측정명령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8. 법 제4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9.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20.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
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마-2. 과징금 처분
근거 규정 : 법 제28조, 영 제11조

❐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
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1.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처리업체에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
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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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3.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64조, 제65조, 제66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2.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
2. 법 제25조제7항의 조건을 위반한 자
3. 법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4. 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자

마-4.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68조, 제69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자
2. 법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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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법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건설폐기물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수집․운반업
또는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 파쇄하는 중간처리업을 말함

가-1. 정 의
근거 규정 : 법 제2조

❐ 건설페기물처리업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 :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 파쇄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음

가-2. 허가절차
근거 규정 : 법 제21조제1항, 시행규칙 제12조

❐ 허가업무 처리절차
사업자

사업계획서
작
성

제출
➡

관할 행정기관의 장

사업자
관할 행정기관의 장
적정
허가
통보
신청 - 처리업 허가
- 허가요건 구비
- 사업계획서 적정 ➡
➡
(시설설치 등)
여부 검토(타법저
촉 여부 검토)
- 변경허가
- 변경허가서 작성

❐ 허가권자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 처리시설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

Ⅱ. 오염물질 처리업

301

환/경/규/제/편/람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수수료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 : 40,000원
-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신청 : 수수료 없음

가-3. 건설폐기물처리업자 허가기준
근거 규정 : 법 제21조, 시행규칙 별표2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 시설 및 장비
1. 파쇄․분쇄시설 : 1일 처리능력(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이 600톤 이상(재생
아스팔트콘크리트 전용생산시설의 경우에는 400톤 이상)인 파쇄․분쇄시설(재
활용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을 최대직경 40밀리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분쇄
할 수 있는 시설)
2. 분리․선별시설 : 스크린 1식 이상, 풍력 또는 자력 선별시설 1식 이상(파
쇄․분쇄시설의 앞 또는 뒤에 설치하여 파쇄․분쇄시설과 일체를 이루어야 함)
3. 탈수․건조시설 : 건설오니를 중간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4.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재생아스팔트콘크리
트의 원료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5. 소각시설 : 100kg/시 이상 200kg/시 미만의 소각시설(소각대상 폐기물을 스
스로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6. 보관시설 : 파쇄․분쇄시설의 1일 처리능력에 10일 이상 30일 이하의 보관일
수를 곱하여 산출한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
7. 계량시설 : 1식 이상
8. 굴삭기 :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삭기 1대 이상
9. 수집․운반차량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
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중 1대 이상(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소음진동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 중 1인
이상
- 자본금 규모 : 5천만원 이상(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8천만원 이상)
- 사업장 부지 : 3,300제곱미터 이상(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전용생산시설의 경우
2,000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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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수집 ․ 운반업
- 장비 :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
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서울특별
시의 경우에는 5대 이상)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 자본금 규모 : 2천만원 이상(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4천만원 이상)

나

건설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시·도
지사에게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은 후 시설·장비·기술능력 등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함

나-1. 사업계획 검토 및 적정통보
근거 규정 : 법 제21조제2항,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 제출서류
-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기술능력․
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 포함)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 타 법 저촉 여부 검토
- 타 법 저촉 여부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의견조
회를 통하여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조회를 통
하여 확인할 수 있음
※ 참고 : 검토되어야 할 타 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계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
축법, 하천법, 문화재보호법, 농지법, 산림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
지관리법 등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법률

- 타 법 저촉여부 확인 후 발생되는 경미한 사업 계획의 변경 등과 관련하여 허가권
자가 의견조회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이
를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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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조사 실시
- 허가권자는 필요 시 사무실 또는 시설․장비 설치예정지를 방문하여 진입 도로,
상수원과의 거리 등의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보완 등
-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검토와 현지조사 실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
하여 서류보완․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사업계획서 반려 등
- 사업계획서의 반려
1.「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차에 거쳐 서류
보완․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민원인으로부터 사업계획서의 반려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업계획서의 전면적인 재작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계획서의 부적정 통보
1.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타 법에 저촉되는 경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
3.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관련 부문에 대한 검토
결과 허가 또는 신고수리 불가판정이 있는 경우
※ 법령 등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는 불가

❐ 사업계획서의 조정 및 적정 통보
-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
업계획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에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이를 조정할 수 있음
-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의 검토결과 그 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
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사업계획이 적정함을 통보하여야 함
- 타 법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아닌 단
순 경미한 사항(절차 미이행 등)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
의 적정통보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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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 사업계획의 변경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 사업변경계획서 제출시기
-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서가 검토 중이거나 사업계획 적정 통보 후 허가신청 이전
❐ 사업변경계획 대상
- 공통사항
1.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2.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대상 폐기물의 변경
3. 자본금 규모의 변경
- 수집․운반업자
1.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2. 수집․운반차량의 변경
- 중간처리업자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ㆍ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신설
2. 폐기물처리시설 처리용량의 변경(처리용량의 변경으로 인해 타법에 의한
인․허가를 얻어야 하는 경우 또는 처리용량의 30%이상 변경되는 경우)
※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증․감은 폐기물처리시설별로 각각 산정

3. 주요 설비의 변경(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
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4. 허용보관량의 변경
5. 사업장부지의 변경
❐ 사업변경계획서 제출서류
- 별지 제10호서식의 ① 내지 ⑦, ⑭ 및 ⑮를 기재하여 제출
- 변경사항 및 사유에 관련되는 구비서류

Ⅱ. 오염물질 처리업

305

환/경/규/제/편/람

다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시·도
지사에게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은 후 시설·장비·기술능력 등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함

다-1.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근거 규정 : 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 허가신청 기간
-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수집·운반업의 경우 6월이내)
❐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서
- 시설 및 장비명세서
-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 제외)
-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 수집․운반계획서)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 제외)
-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운반업 제외)
-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장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 제외)
❐ 현지조사 실시
- 허가신청서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제출서류
의 기재사항과 동일한 지 여부 확인
- 필요시 처리시설, 장비 등의 시험가동을 명할 수 있으며, 현지 조사 일정과 시험
가동의 범위 등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최소 3일전까지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
❐ 허가신청 서류의 보완
- 허가신청서상의 서류검토 또는 현지조사 실시 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류보완․보정을 요구할 수 있음
- 보완이 완료된 사실을 접수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검토 또는 현지조사를 다
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 다만, 서류검토만으로 가능한 경
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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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신청 서류의 반려 등
- 허가신청서 반려
1.「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차에 걸쳐 서류보
완․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민원인으로부터 허가신청서 반려요구가 있는 경우
3. 법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기간 이후에 처리업 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 불허가 통보
1.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타법에 저촉되는 경우
3. 허가신청서상의 시설․장비 중 주요시설․장비 등이 허가요건에 크게 미달하
는 경우로서 단시일 내에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확보된 시설․장비 등의 성능이 크게 미흡하여 영업대상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시설․장비 등의 전면적인 재시공 등이 필요한 경우
❐ 허가조건의 부여
- 허가권자는 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건폐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조건으로 붙일 수 있음
1. 비산먼지 및 소음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2. 허용보관량의 준수 등 방치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 그 밖에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환경보호,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붙임 수 있음

다-2. 건설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근거 규정 : 법 제22조, 시행규칙 제13조

❐ 변경허가 대상
- 상호의 변경
- 대표자의 변경(권리․의무승계로 인한 대표자의 변경제외)
-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 운반차량(임시차량 제외)의 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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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처리시설ㆍ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30%이상의 변경
- 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처리시설ㆍ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또는 폐
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되
는 경우에 한함)
- 허용보관량의 변경
❐ 처리절차
<보완요구>

↓
신청인

→

신청서접수
(허가기관)

→

검 토

→

현지조사

→

결재 및
변경허가

<허가증에 변경사항 기재후 교부>

↑

❐ 제출서류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
시설ㆍ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함)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
의 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라

임시보관장소 승인 등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 임시보관장소를 승인 받아야 함

라-1. 임시보관장소 승인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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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관 :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 신청대상자 :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 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
- 수집․운반업자당 특별시․광역시․도 별로 1개소에 한할 것
- 건설폐기물의 보관용적은 700㎥ 이하로 할 것
- 건설폐기물의 보관기간은 10일 이내로 할 것
❐ 제출서류
-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서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 임시보관장소 변경승인
- 변경승인 대상
1. 임시보관장소의 소재지 변경(관할 시․도 구역내의 소재지 변경에 한함)
2. 임시보관 대상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
3. 승인을 얻은 건설폐기물의 보관량 또는 보관기간의 변경
- 제출서류
1.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변경승인)서 발급
- 승인(변경승인)신청서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폐법 시행규칙 별
지 제3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설치(변경)승인서를 발급
- 임시보관장소 승인(변경승인)을 한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즉시 해당 수집․운
반업자의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라-2. 폐기물수집 ․ 운반증의 발급
근거 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

❐ 발급기관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자
❐ 발급신청시기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수집․운반증의 발급 신청으
로 봄으로써 별도의 발급신청은 하지 않아도 됨

❐ 발급대상 수집․운반차량
-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전용차량 또는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함)
- 발급신청인(처리업자) 명의로 등록된 수집․운반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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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수집 ․ 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 폐기물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
가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 원의 지름 : 100mm
2. 바탕색 : 노란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마

폐업 ․ 휴업 등의 신고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마-1 폐업 ․ 휴업 등의 신고
근거 규정 : 법 제33조, 시행규칙 제25조

❐ 신고대상
-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신고시기
-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전
❐ 제출서류
- 휴업․폐업의 경우
1.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2.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완료 내역
․미처리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그 폐기물을 처리하고 공제조합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함
- 재개업의 경우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점검결과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수리
- 휴업․폐업 신고서 접수 후 미처리 폐기물의 방치여부 등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를 실시하여야 함
- 신고서 검토 및 현지 조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를 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 휴업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휴업기간 만료일 이후부터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간주하되,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동 사실을 처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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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준수사항

바-1. 장부의 비치 ․ 기록 및 보존
근거 규정 : 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4조

❐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수집·운
반·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관리대장,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및 순환골재생산·판매대장

바-2.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근거 규정 : 법 제33조, 시행규칙 제25조

❐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
실을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처리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그 폐기물을 처리하고 공제조합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함

바-3.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
근거 규정 : 법 제42조

❐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를 받은 후, 그 사용을 개시하기 위한 신고를 하
기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
1. 건설폐기물 처리업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2.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증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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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위반시 조치사항

사-1. 허가의 취소 등
근거 규정 : 법 제25조, 시행규칙 별표 3

❐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
할 수 있음
1. 법 제24조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
원중 법 제24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2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
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사-2. 과징금 처분
근거 규정 : 법 제26조, 영 제15조

❐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경우에 그 영업의 정지
가 당해 영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음

사-3.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62조, 제63조, 제64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처리업 영
업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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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사항을 변경한 자
2. 법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신이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다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자
3.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한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
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
게 빌려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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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
관련 법령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등의 재활용에 관한 영업(이하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 등록한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

가-1.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 신청
근거 규정 : 법 제32조 ․ 제42조, 시행령 제30조 ․ 제35조, 시행규칙 제15조 ․ 제16조

❐ 업종구분 및 영업내용
- 파쇄재활용업 : 자동차폐차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을 부수어
재활용하는 영업
- 파쇄잔재물재활용업 : 파쇄재활용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파쇄잔재물을 재활용하거
나 에너지를 회수하는 영업
- 폐가스류처리업 : 자동차폐차업자가 분리․보관한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영업
❐ 등록 기준(시설기준)
- 파쇄재활용업 : 투입시설, 파쇄시설(25cm 이하로 파쇄), 이송시설, 선별시설(철금
속, 비철금속을 선별할 수 있는 시설), 보관시설, 계량시설(50톤 이상 계량)을 각
1식 이상 확보
- 파쇄잔재물재활용업 : 투입시설, 이송시설, 선별시설, 보관시설, 계량시설 각 1식
이상 확보, 그 외 선택 시설 1식 이상
- 폐가스류처리업 :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맞게 파괴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
1식 이상
※ 파쇄재활용업의 세부 등록기준 :“시행규칙 별표 3” 참조

❐ 등록신청 처리기한 :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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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신청시 필요한 서류
-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 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
- 구비서류 :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시설․장비명세서, ㉢시설설치 명세
서 및 재활용․처리공정도, ㉣수집․운반․재활용․처리계획서 등 사업계획서,
㉤재활용시설 운전계획서
- 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사본
- 대표자 및 임원(법인의 경우)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원증
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 등)

가-2. 폐자동차재활용업 변경등록
근거 규정 : 법 제32조, 시행령 제31조

❐ 변경등록 대상
- 대표자 또는 소재지의 변경
-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등
록을 한 후 변경되는 처리용량의 누계)
- 주요 시설의 변경(시설의 변경으로 처리․재활용방법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변경등록 신청 처리기한 : 신규등록 시의 업무처리절차에 준하여 처리
❐ 변경등록 신청서류
-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 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
-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증 원본 1부
- 기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3.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규정 : 법 제33조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 불가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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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법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등록의 취소 후 2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위 사항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같음

나

폐자동차재활용업의 운영 및 관리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을 받은 자는 법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

나-1. 폐자동차재활용업자의 준수사항
근거 규정 : 법 제26조 ․ 제31조 ․ 제36조, 시행령 제26조 ․ 제29조 ․ 제32조, 시행규칙
제14조 ․ 제19조

❐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쉽도록 하여야 함
-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 : “시행령 별표 7” 참조
❐ 폐자동차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고하여야 함
- 파쇄재활용업자 : 분기별 재활용결과보고서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 파쇄잔재물의 분기별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을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 폐가스류처리업자 :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분기별 재활용과 처리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 아래의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하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함(전자기록매
체로 기록․보존할 수 있음)
- 파쇄재활용업자 : 폐자동차 파쇄·재활용관리대장
-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 파쇄잔재물 인수·재활용관리대장
- 폐가스류처리업자 :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인수·처리 관리대장

나-2. 폐자동차재활용업 사후관리
근거 규정 : 법 제37조, 시행령 제33조

❐ 환경부장관은 폐자동차재활용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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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ㆍ사업소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다

위반시 조치사항

다-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43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거짓의 보고나 자료를 제출한 자나 출입․검사를 거부․방
해 또는 기피한 자

다-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45조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한 자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파쇄잔재물을 분리·배출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활용결과보고서나 재활용·
에너지회수·처리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보고·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4.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관리표를 작성·제출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부과기준 : “시행령 별표 8”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환경부
예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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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 행정처분
근거 규정 : 법 제34조제2항, 시행규칙 제17조

❐ 행정처분 기준 :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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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측정대행업 등록
관련 법령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측정대행업 등록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
- 등록한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

가-1. 측정대행업 등록 신청
근거 규정 : 법 제16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

❐ 등록 대상
- 대기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또는
소음ㆍ진동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 등록 기준
- 기술능력 : 대기 분야(3명 이상), 수질 분야(3명 이상), 소음·진동 분야(1명 이상),
실내공기질 분야(3명 이상), 악취 분야(2명 이상)
- 실험실(소음·진동 분야는 제외)
- 측정대행하려는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
- 시료채취용 장비 등을 실을 수 있는 차량 1대(시료변질 방지용 설비 포함)
※ 측정대행업의 세부 등록기준 : “시행규칙 별표 9” 참조

❐ 등록신청 처리기한 : 10일
❐ 수수료 : 분야별 10,000원
❐ 등록신청시 필요한 서류
-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
- 기술능력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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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 측정대행업의 변경등록
근거 규정 : 법 제16조, 시행규칙 제15조

❐ 변경등록 대상
- 대표자 또는 상호
- 영업소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
- 측정대행 항목
- 기술능력
- 실험시설 또는 장비
❐ 변경등록 신청 처리기한 : 5일
❐ 수수료 : 분야별 5,000원
❐ 변경등록 신청서류
- 측정대행업 등록변경 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측정대행업 등록증 원본

가-3. 측정대행업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규정 : 법 제16조제2항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측정대행업 등록 불가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악취방지법」또는「다중이용
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에 있는 자
5.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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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측정대행업의 운영 및 관리
측정대행업 등록을 받은 자는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측
정대행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
을 받도록 하여야 함

나-1.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근거 규정 : 법 제18조, 시행규칙 제17조

❐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측정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
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함
❐ 측정대행업자는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고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
1. 시료채취 및 측정․분석은 해당 분야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수질 분야의 시료채취는 다른 분야에 등록된 기술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2.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환경 오염도를 정확하고 엄정하게 측정․분석하
여야 하며, 측정 후 작성한 측정기록부 중 1부를 측정의뢰인에게 보내야 한다.
3. 보유차량에 국가기관의 오염물질 검사차량으로 잘못 알게 하는 문구를 표시하
거나 과대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등록된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업종의 기술인력으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질 분야의 시료채취는 다른 분야에 등록된 기술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여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가. 시료채취기록부(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험기록부(시험항목,
일자, 분석자, 시험방법, 계산식, 기초시험자료, 분석기기 조작 조건, 측정 결과,
검량선(calibration curve), 전처리사항 등 분석과정과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및 시약소모대장(소음․진동분야는 제외한다)
나. 측정기록부 발송대장
다. 악취 분야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정도관리 수행기록철(악취 분야에만 해당한다)
라. 차량 운행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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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근거 규정 : 법 제18조 및 제28조,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25조

❐ 측정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며, 측정대행업자는 기술인력에 대하여 당해 전문교육을 받게 하여야 함
❐ 교육개요
- 교육대상자 : 기술인력으로 최초로 고용된 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교육시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 교육실시기관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교육과정명 : 측정분석 기술요원 과정(전문교육과정)
- 교육기간 : 5일 이내

나-3. 측정대행업 사후관리
근거 규정 : 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9조

❐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측정대행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하게 하거나
❐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
계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다

위반시 조치사항

다-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33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
록을 한 자
3.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
정대행 업무를 하게 하거나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324

Ⅲ. 환경업무 대행업

제2장 환경산업체를 설립 ․ 운영하는 국민(기업)이 알아야 할 규제

4. 법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5.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측정분석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다-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35조, 시행령 제18조제3항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제출ㆍ출입․검사 또는 수
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과태료 부과기준 : “시행령 별표 3” 참조

다-3. 행정처분
근거 규정 : 법 제17조제2항,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행정처분 기준 : “시행규칙 별표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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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대행자 지정
관련 법령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검사대행자 지정
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 및 검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아야 함

가-1. 검사대행자 지정 신청
근거 규정 : 법 제13조

❐ 등록 대상
- 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精度檢査) 및 검정(檢定)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
는자

가-2. 검사대행자 지정 기준
근거 규정 :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

❐ 기술능력
- 정도검사 검사대행자 : 자동차분야(6명 이상), 대기분야(5명 이상), 수질분야(5명
이상), 소음·진동 분야(2명 이상), 토양분야(5명 이상), 먹는물 분야(3명 이상), 실
내 공기질 분야(4명 이상)
- 검정 검사대행자 : 4명 이상
❐ 측정기기 및 교정용품을 정도검사 또는 검정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시행
규칙 [별표5]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갖춘 것으로 봄)
※ 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 : “시행규칙 별표 6” 참조

❐ 등록신청 처리기한 : 25일
❐ 수수료 : 없음
❐ 등록신청시 필요한 서류
- 검사대행업 등록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
-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맞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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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3. 검사대행자의 지정내용 변경
근거 규정 : 법 제13조,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

❐ 지정내용 변경 대상
- 대표자 또는 상호
- 영업소의 소재지
- 검사대행분야 또는 대상기기
- 기술능력
- 시설 또는 장비
❐ 변경등록 신청 처리기한 : 5일(대상기기 변경은 20일)
❐ 수수료 : 없음
❐ 지정내용 변경 신청서류
- 검사대행자 변경지정 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검사대행자 지정서 원본

가-4. 검사대행자 지정의 결격사유
근거 규정 : 법 제16조제2항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대행자 지정 불가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 「토양환경보전법」, 「먹는물
관리법」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형
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
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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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사대행자의 운영 및 관리

나-1. 검사대행자 사후관리
근거 규정 : 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9조

❐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검사대행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
게 하거나
❐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
계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다

위반시 조치사항

다-1.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35조, 시행령 제18조제3항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제출ㆍ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과태료 부과기준 : “시행령 별표 3” 참조

다-2. 행정처분
근거 규정 : 법 제14조제2항, 시행규칙 제12조

❐ 행정처분 기준 : “시행규칙 [별표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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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관련 법령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가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유독물관리자, 대기환경기술인 및 수질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을 받아야 함

가-1.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신청
근거 규정 : 법 제40조제1항, 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지정 대상
- 유독물관리자, 대기환경기술인, 수질환경기술인 업무의 대행
❐ 지정 요건
- 유독물관리대행기관
․자격요건 : 측정대행업 등록자, 방지시설업 등록자, 폐수처리업 등록자, 폐기물
처리업(수집·운반업의 경우 지정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대기ㆍ수질환
경관리대행기관
-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기술인력 : 대기관리기술사 또는 환경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대기환경기
사 1인 이상, 대기환경기사 또는 환경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대기환경산
업기사 1인 이상, 대기환경산업기사 1인 이상, 분석요원 1인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및 장비
․시료채취용 차량(시료변질 방지용 설비를 갖춘 차량) 1대 이상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기술인력 :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환경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수질환경기
사 1인 이상, 수질환경기사 또는 환경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수질환경산
업기사 1인 이상, 수질환경산업기사 1인 이상, 분석요원 1인 이상
․수질오염물질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및 장비
․시료채취용 차량(시료변질 방지용 설비를 갖춘 차량) 1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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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세부 지정요건 : [별표 1] 참조
※ 따로 두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수 : [별표1의2] 참조

❐ 지정신청 처리기한 : 10일
❐ 지정신청시 필요한 서류
- 유독물, 대기환경,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함을 증명하는 서류
- 기술능력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 시설·장비명세서(대기 또는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함)

가-2.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변경
근거 규정 : 규칙 제4조제4항

❐ 지정 변경 대상
- 관리대행기관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
- 소재지의 변경
- 상호 또는 대표자
- 기술인력 또는 시설․장비의 변경
❐ 지정 변경신청 처리기한 : 5일
❐ 변경등록 신청서류
-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 관리대행기관 지정서 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가-3.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근거 규정 : 규칙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별표 1 비고 제7호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불가
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유독물관리대행
기관에 한함)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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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 또는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취소가 된 자의
경우에는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나-1. 환경관리대행기관 지도 ․ 점검
근거 규정 :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관리 업무처리지침(Ⅱ.,１. 가~라.)

❐ 유역(지방)환경청장은 모든 관리대행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의 지도
점검을 실시
❐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술인력 및 실험기기 등의 지정기준 준수여부, 지정
서 대여 여부, 업무의 부실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 필요시 기술지도

다

위반시 조치사항

다-1. 과태료
근거 규정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3호,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
기를 사용한 자
❐ 과태료 부과기준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참조

다-2. 행정처분
근거 규정 : 규칙 제6조제1항

❐ 행정처분 기준 : 규칙 별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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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도시설 기술진단 대행기관 지정
관련 법령 : 수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수도시설 기술진단 대행기관
수도시설의 기술진단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추어 수도시설
기술진단 대행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함

가-1. 수도시설 기술진단
근거 규정 : 법 제74조제2항

❐ 수도시설 기술진단이란?
- (진단주기) 수도시설사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수장․상수도관망 등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
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의무를 부여
- (진단방법) 수도사업자가 스스로 진단하거나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수도시설 기술진단의 구분
1.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 : 취수지점부터 정수장까지의 취수시설ㆍ도수시설 및
정수시설과 그에 속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진단
- 일반기술진단 : 시설용량이 1일 5천 톤 이하인 정수장
- 전문기술진단 : 시설용량이 1일 5천 톤을 초과하는 정수장
2.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 정수장 이후의 송수시설ㆍ배수시설 및 배수관에
속하는 관과 그에 속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진단
- 일반기술진단 : 군 단위 이하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
진단
- 전문기술진단 : 시 단위 이상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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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 기술진단에 필요한 장비 및 기술인력
근거 규정 : 시행규칙 별표8

❐ 장 비
구분

정수장

상수도관
망

장비명

규격

단위

수량

탁도계(연속식)
전력품질측정기
추적자 시험 분석기
슬러지농도계
수압계
유량계
표준체 및 진동기
건조기
펌프효율 측정기
DO meter
Jar tester 및 표준자(2L)
유동전하측정장치
침강실험장치
입자수 측정기(연속식)
SS/함수율 분석장치
(진공여과장치, Drying Oven)
관로탐지기
수압계
유량계
관두께측정기
누수탐사기
비저항측정기
피복손상탐지기
비교유량측정기
비교유량측정기

0～10NTU
디지털식
(불소이온)
디지털
연속식
연속식
0.15～2.0㎜
항온항습
열역학적방식
멤브레인방식
표준형
연속식
표준형
2~1,000㎛

대
대
식
대
대
대
식
대
대
대
식
대
대
대

2
2
1
1
2
2
1
1
1
1
1
1
1
1

표준형

식

1

금속,비금속
연속식
연속식
초음파식
전자식
4-pin 방식
DCVG 방식
D50㎜ 이하
D75㎜ 이상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1
10
3
1
2
1
1
1
1

❐ 기술인력
- 상하수도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1명
- 상하수도 관련 분야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정수시설운영관리
사 2급 자격 취득자, 상하수도 관련 분야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
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 취득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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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 관련 분야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정수시설운영관리
사 2급 자격 취득자, 상하수도 관련 분야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
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 취득자 3명
- 상하수도 관련 분야 기사자격 취득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상
하수도 관련 분야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
영관리사 3급 자격 취득자 3명

가-3. 수도시설 기술진단 대행기관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31조

1.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의한 상하수도 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2. 환경관리공단
3.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상하수도협회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재단법인 한국수도연구소
7.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
8. 사단법인 대한상하수도학회
9.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10.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11. 그 밖의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
시하는 자

가-4. 기술진단 대행기관의 인정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31조

❐ (등록신청) 기술진단 대행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
❐ (등록인정) 기술진단 대행기관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장비와 기술인력 등을
검토하여 기술진단능력이 있을 때는 인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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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
관련 법령 : 먹는물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환경영향조사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기타 샘물 개발자가 샘물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영향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함
- 환경영향조사서는 샘물개발 허가 신청시에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환경영향조사서를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의뢰하여 기술적
심사 실시

가-1. 환경영향조사
근거 규정 : 법 제13조, 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7조

❐ 환경영향조사대상
- 샘물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먹는샘물 제조업자
- 1일 취수능력이 300톤 이상의 샘물을 개발하려는 자
❐ 환경영향조사 주요내용
-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주변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 예측분석 및
이에 대한 저감방안 등
❐ 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 조사방법, 평가기준 등
- 최초허가 신청의 경우 :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 조사항목
① 원수의 부존량 및 산출상태
② 적정채수량․영향범위 및 포획구간
③ 환경지질학적 피해
④ 수질
․ 조사방법 :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 평가기준
① 물 수지분석에 따른 1일 최적 채수량 및 영향범위
② 영향범위의 지표 및 지하공간에 미치는 영향
③ 원수수질의 적정성
․ 조사서의 작성
- 연장허가 신청의 경우 :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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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영향조사 대행

나-1. 환경영향조사 대행
근거 규정 : 법 제14조

❐ 환경영향조사의 대행
- 환경영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샘물을 개발하려는 자는 조사서를 작성할 때에 환
경영향조사대행자에게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게 하여야 함

다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

환경영향조사 실시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능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 지방환경
관서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등록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다-1.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
근거 규정 : 법 제15조, 시행규칙 제8조

❐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
-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시 구비서류
․ 환경영향조사대행자등록 신청서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 장비명세서(사용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대표자 또는 상호변경시 구비서류(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샘물 개발 등의 영향조사대행자 등록증 원본
❐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변경등록
- 사무실 소재지, 시설․장비 또는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
❐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등록기준(시행규칙 별표2)
- 기술능력
1. 지질, 지반기술사 및 수질관리기술사 각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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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추기사, 응용지질기사 각 1명 이상 또는 관련분야 학사이상의 학위소지자
각 1명 이상
3. 수질환경기사 또는 수질관련분야 학사이상의 학위소지자 1명 이상
* 수질관리기술사 대체인력
ㆍ수질환경기사 자격취득 후 수질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ㆍ수질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공공
연구기관에서 수질분야의 연구관으로 8년 이상 종사한 자
* 수질환경기사 대체인력
ㆍ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수질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
- 시설 및 장비
1. 사무실
2. 지구물리 탐사장비(지구물리 탐사장비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장비를
갖춘 것으로 봄)
3. 시험공 굴착장비(시험공 굴착장비의 사용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장비를
갖춘 것으로 봄)
4. 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등의 측정장비
5. 수위 및 수량측정장비
❐ 환경영향조사대행기관(법정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라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 등

라-1. 결격사유
근거 규정 : 법 제16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이 불가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영향조사대행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임원중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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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2. 등록취소 등
근거 규정 : 법 제17조

❐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 등록취소 대상
1.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등록취
소하지 아니함)
2.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한 경우
- 업무정지
1.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도급받은 샘물 개발 등 환경영향조사대
행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2. 등록요건에 미달된 경우
3.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필요한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등 환경영향조사 대
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5. 등록한 후 5년 이내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
서 5년 이상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의 실적이 없는 경우

마

환경영향심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시․도지사가 의뢰한 환경영향조사서의 기술적 심사를 할 때
환경영향심사위원회를 두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마-1. 환경영향심사
근거 규정 : 법 제18조, 시행령 제5조
샘물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 환경영향심사위원회 구성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가 의견을 듣
기 위하여 환경영향심사위원회를 구성
- 지역전문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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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가 조사서의 기술적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선정
․ 지역전문가는 4인 이내로 선정, 지역주민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위원의 임기 : 2년(2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지역전문가 임기는 해당 조사서에 대한 환경영향심사 완료시까지
❐ 조사서의 심사
- 조사서의 심사는 서면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 순으로 진행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심사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분야별 3인 이상 위
원과 지역전문가 중 2인 이내를 포함하여 위원회 구성
다만, 해당 사업시행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역전문가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심사분야
- 지구물리분야 심사사항
․ 지구물리탐사 자료의 해석
․ 환경지질학적 피해의 분석
․ 수리지질도 및 단면도 작성을 위한 조사의 적정성
․ 그 밖에 조사서의 내용중 지구물리분야에 관한 분석
- 응용지질분야 심사사항
․ 수문 및 수리지질현황조사의 분석
․ 잠재오염원 및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의 적정성
․ 수리지질도 및 단면도 작성을 위한 조사의 적정성
․ 원수의 부존량산출방법 및 해석의 적정성
․ 적정취수량, 영향범위 및 포획구간에 대한 분야
․ 환경지질학적 피해의 분석
․ 그 밖에 조사서의 내용중 응용지질분야에 관한 분석
- 수질환경분야 심사사항
․ 수문 및 수리지질현황조사의 분석
․ 잠재오염원에 대한 조사 및 영향예측분석의 적정성
․ 주변수원 및 원수의 수질특성 상호관계 분석
․ 수질측정을 위한 채집 및 분석방법, 해석의 적정성
․ 그 밖에 수질영향분석의 적정성
-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은 공동으로 심사
․ 1일 취수한도량의 결정
․ 조사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환경영향에 미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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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은 분야별 위원의 해당분야에 대한 심사의견을 위주로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분야 위원의 의
견을 반영할 수 있다.

바

위반시 조치사항

바-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59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 법 제15조에 다른 조사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영향조사대행 업무
를 한 자

바-2. 행정처분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39조

❐ 등록취소
1. 법 제 16조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한 경우
❐ 업무정지
1.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일괄하
여 하도급한 경우
2.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ㆍ기술능력․시설 또는 장비가 전혀 없거나 부족한 경우
3.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ㆍ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필요한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등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 경고 등 행정지도
1. 등록한 후 5년 이내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
서 5년이상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의 실적이 없는 경우
2. 법 제15조 후단에 다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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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함
- 등록한 사항 중 기술능력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하여야 함

가-1. 평가대행자 등록 신청
근거규정 : 법 제35조, 시행규칙 제20조

❐ 등록대상
- 법 제34조에 의한 평가서, 평가계획서, 평가서초안, 환경보전방안, 사후환경영향
조사의 결과 또는 간이평가서 등 작성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
❐ 등록기준
- 기술인력 : 총괄분야(2명 이상), 자연생태환경분야(2명 이상), 토지환경분야(1명
이상), 생활환경 기타분야(5명 이상)
- 장비 및 실험실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환경기준의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정도검사를 받은 장비) 및 실험실을 갖추어야 함(측정대행업자와
측정업무에 대하여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외)
※ 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 “시행규칙 별표1” 참조

❐ 등록신청 처리기한 : 21일
❐ 수수료 : 없음
❐ 등록신청시 필요한 서류
-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
- 시설 및 장비 명세서(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1부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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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 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
근거규정 : 법 제35조, 시행규칙 제21조

❐ 변경등록 대상
- 평가대행자의 명칭 또는 상호
- 대표자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 평가담당부서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
- 측정대행업자 및 그 계약내용(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됨)
❐ 변경등록신청 기한 :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등록신청 처리기한 : 7일
❐ 수수료 : 없음
❐ 등록 신청시 필요한 서류
-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 평가대행자 등록증 원본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가-3. 평가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규정 : 법 제36조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행자 등록 불가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법 제3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
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임원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나

평가대행자의 운영 및 관리
평가대행자 등록을 받은 자는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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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근거규정 : 법 제37조제2항, 시행규칙 제22조

❐ 평가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함
1. 다른 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평가서등을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여서
는 아니 된다.
3. 평가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
평가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평가대행자가 환경측정장비를 갖추어 대기·수질·소음·진동 등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장비에 대하여 「환
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정도검사)를 받아
야 한다.
5. 법 제2항제2호에 따른 거짓·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
로 정한다.
※ 참고 : 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제23조 관련)
1. 평가서등의 거짓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가. 환경현황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조사하고 환경현황을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평가서등에 제시한 경우
나. 고의로 평가서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2. 평가서등의 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서
등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거나 평가서등의 검토·협의기관이 평가서등을 적절 하게 검토
하기 어렵게 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보완으로는 그 미비사항을 해소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가.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제출 현황과 그 반영 여부 등을 누락한 경우
나. 사전환경성검토 및 평가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면서 그 사실과 이유
를 누락한 경우
다. 관련 전문가의 통상적인 주의로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지역이나 주요보호대상물 등을
누락한 경우
1)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동식물 보호지역 등
2) 평가서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문헌 등에 제시되어 있는 법적 보호 동식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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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 업무의 폐업 신고 등
근거규정 : 법 제38조ㆍ제48조제2항, 시행규칙 제24조ㆍ제24조제2항

❐ 대행자의 폐업신고 수리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담당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정보 공고
- 공고사항 : 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업무의 폐업신고, 행정처분사항 등

나-3. 평가대행자 사후관리
근거규정 : 법 제42조, 제43조

❐ 보고·조사 및 지도·점검
-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무의 적절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
가대행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
록기준의 준수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의 보고
- 평가대행자는 매년 1월31일까지 전년도의 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사)환경영향평가협회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을 취합하여 매년 2월 말까
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다

위반시 조치사항

다-1. 행정형벌
근거규정 : 법 제52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35조을 위반하여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영향평가대행 업
무를 한 자
- 법 제35조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자
- 법 제37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평가서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평가서등
을 작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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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37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후 새로이 환경영향평
가대행 계약을 체결하거나 새로운 계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행 업무를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37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일괄하여 하도급한 평가대행자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조사를 거부한 자
- 법 제4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다-2. 과태료
근거규정 : 법 제54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37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평가대행자나 사업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다-3. 행정처분
근거 규정 : 법 제39조, 시행규칙 제25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시행규칙 별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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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관련 법령 : 먹는물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정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가-1.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신청
근거 규정 : 법 제43조제1항, 시행규칙 제35조제8항

❐ 지정 신청시 필요한 서류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청
- 구비서류
1)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2)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 개요
3) 검사설비와 기계 및 기구의 현황
4)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관련 별표 8” 참조

❐ 서류 및 기술능력 검토
- 신청서 : 기재사항의 적정 및 구비서류 제출여부 확인
- 기술능력
1) 기술인력 자격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확인
※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현 근무지의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확인

2)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먹는물(수돗물) 3
건 및 먹는샘물 2건에 대한 각각의 수질기준 전 항목 시험기록부와 시험성적
서의 적정여부 확인
- 시설 및 장비
1) 미생물실험실은 다른 실험실과 독립되거나 격리되어 있어야 함
2) 먹는물 수질기준항목 분석을 위한 30종 37개의 장비를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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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분석능력 평가 의뢰(국립환경과학원)
- 서류검토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국립환경과학원 먹는물연구과(이화학 및
미생물 분야)에 측정분석 능력평가를 문서로 의뢰
․ 평가항목 : 이화학분야 8개, 미생물분야 7개
- 문서 의뢰 후 관련과에 문의하여 시료배부 날짜를 확인하고 민원인에게 국립환
경과학원에서 시료를 접수토록 통보
- 민원인이 분석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 해당과에 민원서류로 접수하면, 해당과에
서 제출된 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의뢰 청에 문서로 통보
․ 한 항목이라도 부적합이면 지정신청서류 반려
․ 적합하면 현지평가 일정을 확정하여 민원인에게 통보
❐ 현지평가
- 이화학 분야 및 미생물 분야 관계공무원 각 1인 이상이 현지점검 평가표에 따
라 기술인력, 실험실 시설 및 장비보유현황, 분석업무에 관한 사항을 현지평가
실시
․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기관에 즉시 문서로 보완 요구
․ 현지점검 평가표의 평가항목이 모두 적합인 경우에만 적합으로 평가
❐ 지정서 교부
- 현지평가 결과 적합하면 현지평가 점검표 및 지정서를 첨부하여 지정 통보 및
관보 게재
❐ 처리기간 : 20일(측정능력평가 30일 제외)

가-2. 검사기관의 변경 지정신청
근거 규정 : 법 제43조제1항, 시행규칙 제35조제8항

❐ 변경지정 사항
-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장에게 신청
1) 검사기관의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2) 검사기관의 명칭 및 상호
3) 검사기관의 대표자 변경
4)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 변경지정 신청서류
1) 변경지정신청서(별지 제3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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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검사기관의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변경 :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에 한함), 실험실평면도 및 실험기기 배치전경사진 등
- 검사기관의 명칭 및 상호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검사기관의 대표자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변경 :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필요시 성
적증명서, 검사관련 자료 등
3) 검사기관지정서 원본
❐ 변경지정 신청 : 처리기한 20일

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사후관리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점검 및 정도관리 실시

나-1.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도점검
근거 규정 : 법 제42조,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 지도 ․ 점검
1) 모든 검사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 실시
- 검사시설(실험실) 및 장비, 인력, 검사수수료, 시험분석결과 등의 적정여부 확인
2) 환경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민원 발생, 행정처분 결과 확인, 타기관 요청 등에
의해 필요한 경우 수시 지도․점검 실시
❐ 검사기관 지도 ․ 점검 사항
1) 검사시설(실험실), 검사장비의 보유 및 적정여부
2) 검사인력의 적정여부
3) 검사업무규정의 준수여부
4) 검사 및 수탁검사 적정수행 여부

나-2.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정도관리
근거 규정 : 법 제43조, 시행규칙 제35조제6항

❐ 시행규칙 제35조제6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준수사항의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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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필요시 정도관리수행기록철, 관련 실험일지 및 차트 등을 제출받아
확인함
❐ 정도관리수행기록철
1) 내부정도관리 수행결과
- 표준작업순서(SOPs)
- 측정분석장치의 유지관리와 성능평가 결과
- 관리 차트 정리사항
2) 정도관리 수행기록 :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

다

위반시 조치사항

다-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58조, 제59조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
을 받은 자
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고의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자
3.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자

다-2. 행정처분
근거 규정 : 법 제43조제9항, 시행규칙 제39조

❐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시행규칙 별표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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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양관련 전문기관 지정
관련 법령 : 토양환경보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
경부장관을 지정을 받아야 함

가-1. 토양관련전문기관 종류
근거 규정 : 법 제23조의2제1항

❐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 토양오염조사기관 : 토양정밀조사, 토양환경평가, 토양오염도검사, 토양정화의 검
증,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지도·감독을 수행하는 기관
- 누출검사기관 :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누출검사를 실시하는 기관

가-2.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근거 규정 : 법 제23조의2제2항, 규칙 제28조제1항

❐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자격
- 지방환경관서,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특별법에 의해 설립
된 특수법인,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중에서 지정
․ 국립환경과학원,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유역(지방)환경청은 법정기관임
※ 누출검사 기관은 별도의 지정자격이 없음

❐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절차
- 토양정화업등록신청서(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
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1. 검사절차가 포함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2.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 지정기준 : 영 별표1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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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3. 토양관련전문기관 변경지정
근거 규정 : 영 제17조의2제2항ㆍ제3항

❐ 변경지정 대상
-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기술인력의 변경
❐ 변경지정 기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겸업의 금지
- 법 제23조의5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은 토양정화업 겸업 금지

나

토양관련전문기관 운영

나-1.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업무
근거 규정 : 법 제13조, 영 제8조, 규칙 제11조

❐ 토양오염도검사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저장시설 및 배관 주변토양의 오염여부를 검사
1. 검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료채취 및 14일 이내에 이․화학적
분석을 실시하여야 함(규칙 제11조)
2. 토양오염도검사 주기는 규칙 별표4, 검사항목은 별표5, 시료채취방법은 별표6
및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규정
3. 검사종료 시 7일 이내에 신청자, 관할 시․군․구에 결과 통보(규칙 제16조)
4. 토양오염검사 면제의견서를 첨부해야하는 경우
․ 토양시추를 할 수 없는 지반 또는 건물지하에 설치되어 시료채취가 불가능
한 경우(영 제8조의2제1항제2호)
․ 저장시설에 1년 이상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지 아니한 경우(영 제8조의2제1항제3호)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환경부 예규)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
하는 경우
❐ 토양정밀조사
- 토양정밀조사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 토양정밀조사는 기초조사→개황조사→정밀조사 순으로 ‘토양정밀조사지침’의
시료채취지점 및 방법 등에 따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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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환경평가
- 부지의 양도․임대 등의 거래 시 또는 부지의 오염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토양환
경평가를 실시
1. 토양환경평가 결과는 평가 당시의 토양오염의 정도를 나타내며, 법적 증거 능
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2. 토양환경평가는 1단계(기초조사)와 2단계(정밀조사)의 순으로 ‘토양환경평가
지침’에 따라 실시
❐ 토양정화의 검증
- 법 제15조의6에 따라 토양정화에 대한 정화검증을 실시하여야 함
1. 오염토양정화계획서 또는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 제출 시 정화검증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2. 검증은 정화과정에 대한 과정검증과 정화완료 여부에 대한 완료검증으로 구분
3. 오염토양의 양이 1000㎥ 미만인 경우 과정검증 생략 가능(단, 중금속이 대책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토양으로서 500㎥이상인 것은 제외)
4. 시료채취지점수 등의 검증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
5. 검증 수수료 산정기준은 규칙 별표6의2에서 규정

나-2. 누출검사기관의 업무
근거 규정 : 법 제13조, 영 제8조, 규칙 제11조

❐ 누출검사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저장시설 및 배관의 누출여부를 검사
1. 검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누출검사 실시
2. 검사종료 후 7일 이내에 신청인,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고, 누출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에도 통보

나-3. 기술인력의 교육
근거 규정 : 법 제32조

❐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교육에 관한 고시’에 따라 기술인력은 다
음과 같이 교육을 받아야 함
1. 신규교육 : 1년 이내에 24시간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마다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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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고시’ 부칙에 따라 2010.1.1부터 신규교육 중
일부과목 및 5년간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음

다

위반시 조치사항

다-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80조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토양관련전문기관 미지정영업(법 제23조의2제1항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1. 토양정밀조사 부실수행
2. 고의 또는 과실로 검증절차․내용 및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15의6제4
항 위반)
3. 속임수 및 부정한 방법으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4. 토양관련전문기관 명의 도용 및 임대(법 제23조의4 위반)
5.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한 경우(법 제26조의2제2항 위반)

다-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82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토양정밀조사결과를 지체없이 시․군․구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법 제11조제4
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위반)
2.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23조의2제1항 위반)
3. 준수사항 미이행(법 제23조의2제4항 위반)
4. 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지 아니하게 한 자(법 제23조의14제1항 및 2항 위반)
5.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법 제26조의9제2항 위반)

다-3. 행정처분
근거 규정 : 법 제23조의6,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 지정취소 : ‘법 제23조의 6 제1항’ 참조
❐ 영업정지 : ‘법 제25조의 6 제2항 및 제3항, 규칙 별표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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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
관련 법령 : 소음․진동규제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준수사항
환경부장관은 소음도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춘 기관을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소음도 검사를 대행(代行)하게 할 수 있으며, 소음도 검
사기관은 소음도 검사를 하면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가-1.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근거 규정 : 법 제45조, 시행규칙 제61조

❐ 대상 및 신청시 필요 서류
대상

필요 서류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1.
2.
3.
4.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신청서(별지 28호서식)
법인등기부등본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검사장,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 등록신청 처리기한 : 15일
❐ 수수료 : 없음

가-2.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근거 규정 : 법 제45조, 시행령 제10조

❐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 소음․진동 관련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것
- 기술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출 것
․ 검사장 : 면적 900㎡ 이상(30m×30m 이상)
․ 장비 : 다기능표준음발생기, 표준음발생기, 마이크로폰, 녹음 및 기록장치, 주
파수분석장비, 삼각대, 평가기준음원(reference sound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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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능력 : 기술직 2명, 기능직 3명
※ 세부기준 : “시행령 별표 1” 참조

가-3. 소음도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근거 규정 : 법 제45조, 시행규칙 제63조

❐ 소음도 검사기관은 소음도 검사를 하면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소음도 검사기관은 검사방법 및 시설·시험장비의 관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사항을 지켜야 함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은
기계․장비의 사용
-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에 따라 소음도 검사 실시
- 소음도 검사관련 서류의 보존(5년간)
※ 세부사항 : “시행규칙 별표 20” 참조

가-4. 기 타
근거 규정 : 법 제54조, 시행령 제12조

❐ 소음도 검사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함

나

위반시 조치사항
환경부장관은 소음도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음도 검사업무의 전부나 일부
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나-1. 지정의 취소 또는 정지
근거 규정 : 법 제45조

❐ 다음의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음도 검
사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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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음도 검사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 1호의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

나-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59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2. 법 제4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과태료 부과기준 : “시행령 별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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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악취 검사기관 지정
관련 법령 : 악취방지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악취검사기관 지정 및 변경
악취검사기관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국
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정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보고

가-1. 악취검사기관 지정 신청
근거 규정 : 법 제17조·제18조, 시행규칙 제15조·제16조

❐ 지정신청 대상
-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채취된 시료의 악취검사를 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환경관련 비영리법인
5)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화학분야의 시험·검사기관
❐ 등록 기준
- 기술인력 : 대기환경기사 1인, 악취분석요원 1인, 악취판정요원 5인
- 공기희석관능 실험실
- 지정악취물질 실험실
- 무취공기 제조장비 1식
- 악취희석장비 1식
- 악취농축장비(필요한 측정·분석장비별) 1식
- 지정악취물질을 악취공정시험방버버에 의하여 측정·분석 할 수 있는 장비 및 실
험기기 각 1식
※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세부기준 : “시행규칙 별표 5” 참조

❐ 등록신청 처리기한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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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악취검사기관지정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
3) 검사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 검사시설 : 건물등기부등본 등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 계
약서, 실험실 평면도 등
- 장비 : 실험기기 및 장비보유현황, 장비보유증빙서류(거래명서세 등), 장비관리
대장, 장비배치 전경사진 등
4) 기술능력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 증명서류, 기술인력의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국가기술자격
수첩 사본, 대체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등

가-2. 악취검사기관의 변경보고
근거 규정 : 법 제18조, 시행규칙 제16조

❐ 변경등록 사항
- 다음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
1) 상호
2) 사업장 소재지
3) 실험실 소재지
❐ 변경등록 신청 : 처리기한 5일
❐ 변경등록 신청서류
1)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서(별지 제7호서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상호변경 : 변경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사업장 또는 실험실 소재지 변경 : 변경보고서,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에 한함), 실험실평면도 및 실험기기 배치전경사진 등
3) 악취검사기관지정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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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3. 악취검사기관 지정 반려
근거 규정 : 악취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5조

❐ 악취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반려
1. 지정신청서 보완요구 기한 내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유를 명
시하여 접수된 지정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반려
2.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아 보완의 요구가 2회 걸쳐 반송된 경우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결처리
3. 신청인이 검사기관지정신청을 취하하여 지정신청서와 관련서류의 반환을 요청
한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돌려주어야 함

나

악취검사기관 운영 및 관리
악취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자는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나-1. 악취검사기관 준수사항
근거 규정 : 법 제18조, 시행규칙 제17조

❐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1. 시료채취는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자가 하여야 함
2. 검사기관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
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3. 검사기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악취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정확하고 엄정하
게 측정·분석을 하여야 한다.
4. 검사기관이 법인인 경우 보유차량에 국가기관의 악취검사차량으로 오인하게 하
는 문구를 표시하거나 과대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검사기관은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 실험일지 및 검량선 기록지
나) 검사결과 발송 대장
다) 정도관리 수행기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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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 악취검사기관 정도관리
근거 규정 : 법 제18조, 시행규칙 제17조, 악취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처리규정 제5조

❐ 검사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준수사항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정도관리수행
기록철, 관련 실험일지 및 차트 등을 제출받아 확인함
❐ 정도관리 수행 기록철
1) 내부정도관리 수행결과
- 표준작업순서(SOPs)
- 측정분석장치의 유지관리와 성능평가 결과
- 관리 차트 정리사항
2) 정도관리 수행기록 :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

다

위반시 조치사항

다-1. 행정처분
근거 규정 : 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9조

❐ 법 제21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행정처분기준
- “시행규칙 별표 7”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9조 지정취소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19조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지정취소
(가) 시설 및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경고
업무정지
(나) 시설 및 장비가 부족하거나 고장
1월
난 상태로 7일 이상 방치한 경우
지정취소
(다)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경고
(라)기술인력이 부적한 경우
업무정지
15일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법 제19조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4) 법 제19조제4호를 위반하여 측 법 제19조
경고
1월
정대행업을 한 경우
업무정지
(5) 법 제19조제5호를 위반하여 기 법 제19조
경고
6월
술인력이 중복된 경우
업무정지
1월

4차

업무정지 지정취소
3월
업무정지 업무정지
1월
3월
업무정지 지정취소
3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업무정지
3월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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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기관 지정
관련 법령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기관이란?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기관은 화학물질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으로 GLP 규정을 준수하는 시험기관을 말함

가-1.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기관(GLP 시험기관)
❐ GLP(Good Laboratory Practice) : “우수실험실 운영기준”으로, 의약품, 화장
품, 화학물질 등의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시험시설, 장비, 시험방법 등 시험의 모든 과정에
관련되는 사항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규정
❐ GLP 시험기관 : 시험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GLP 규정에 따라 운영․관리되는
시험기관
❐ 우리나라의 GLP 관리 부처 및 청
- 환경부 : 산업용 화학물질 분야
- 식품의약품안전청 : 의약품, 식품 분야
- 농촌진흥청 : 농약 분야

나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GLP 규정에 부합하는 능력을 갖춘 기관을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

나-1. 시험기관의 지정
근거 규정 : 법 제14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10조

❐ 시험기관의 지정 신청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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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2. 시설 현황 명세서
3. 운영 현황 명세서
- 신청서를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청서 검토 및 현지평가 등을 실시하여 적
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정서 교부
❐ 변경지정 신청
- 변경지정 대상 항목
1. 시험기관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
2. 시험 분야 또는 세부 시험항목
- 변경지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기관 변경지정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2. 지정서 원본
❐ 시험기관 지정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나-2. 시험기관의 관리
근거 규정 : 법 제14조, 시행규칙 제11조

❐ 시험기관의 관리기준 :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별표 2
❐ 시험기관의 사후관리
- 주기 : 2년에 1회
- 시험기관의 GLP 규정 준수여부를 재평가
- 평가 → (필요시 보완) → 지정서 재발급

다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취소

다-1.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근거 규정 : 법 제14조의2

❐ 시험기관 지정 취소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IV. 환경분야 시험 ․ 검사기관

365

환/경/규/제/편/람

❐ 시험기관 또는 시험항목의 지정 취소, 업무정지명령 사유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거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 업무정지기간 중 시험업무를 한 경우
- 지정받은 시험항목 외의 시험을 하거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는 시험기관 지정 불가
- 시험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시험기관의
주소와 같은 소재지에서 시험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
- 시험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
표자를 포함)가 다시 시험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
❐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시험항목의 지정이 취소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항목에 대하여 시험기관 지정 불가
※ 세부 행정처분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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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관련 법령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환경컨설팅회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인력를 갖추어 유역(지방)환경
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등록한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

가-1.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근거 규정 : 법 제16조의4, 시행령 제22조의8, 시행규칙 제33조의9

❐ 등록대상 회사의 업무
-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 및 정보제공
- 환경 관련 등록 및 인·허가 등 환경행정 절차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대행
- 사업장과 각종 시설의 입지(입지) 및 건설, 운영관리 등과 관련된 환경규제에 대
한 진단 및 조사등
- 환경오염의 예방과 최적 처리를 위한 진단·조사등 및 교육
-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운영에 대한 진단·조사등 및 교육
- 사업장의 환경성에 대한 진단·조사등 및 교육
- 환경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에 대한 진단·조사등 및 교육
❐ 등록 기준
- 인력요건 : 고급인력(1명 이상), 일반인력(2명 이상)
※ 환경컨설팅회사의 인력요건 : “시행령 제22조의8 별표” 참조

❐ 등록신청 처리기한 : 21일
❐ 수수료 : 없음
❐ 등록신청시 필요한 서류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신청서(별지 제22호의7서식)
- 정관 1부
-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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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 환경컨설팅회사의 변경등록
근거 규정 : 법 제16조의4, 시행령 제22조의8 제2항, 시행규칙 제33조의10

❐ 변경등록 대상
-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 기술인력의 변경
- 사업목적(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을 말한다)의 변경
❐ 변경등록 신청 처리기한 : 14일
❐ 수수료 : 없음
❐ 변경등록 신청서류
- 환경컨설팅회사 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22호의7서식)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증 원본

가-3.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규정 : 법 제16조의4제2항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불가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
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또는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
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
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 제16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사의 등록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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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컨설팅회사의 운영 및 관리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받은 자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몰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나-1.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 규정 : 법 제16조의5

- 환경컨설팅관련 정보의 제공
- 환경컨설팅 인력에 대한 교육

나-2.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의 취소
근거 규정 : 법 제16조의6

❐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취소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임원이 법 제1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결격사유
에 해당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력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
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나-3. 환경컨설팅회사의 비밀준수 의무
근거 규정 : 법률 제16조의7

❐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환경컨설팅회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및 같은 항 각 호의 업무에 참여한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
설하거나 몰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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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반시 조치사항

다-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34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16조의7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몰래 사용한 자

다-2. 행정처분
근거 규정 : 법 제29조, 시행규칙 제54조

❐ 행정처분 기준 : “시행규칙 별표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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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측정분석사
관련 법령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환경측정분석사의 응시자격
환경분야 측정분석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일정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검정기관에서 공고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검정(1차
필기, 2차 실기)한 결과 합격한 자에 대하여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교부

가-1. 응시자격 및 검정종목
근거 규정 : 법 제19조제3항, 시행령 별표 1, 별표 2

❐ 응시자격
- 실기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기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해당 자격종목 분야 기사 또는 화학분석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해당 자격종목 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환경기능사 또는 화학분석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환경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
5) 4년제 대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2년제 대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주」 1. “4년제 대학교 졸업자 등”이란 4년제 대학교(교육대학, 사범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졸업자와 환경 분야 외의 분야의 대학원 졸업자
를 말하고, “2년제 대학교 졸업자 등”이란 2․3년제 대학교 졸업자와 4년제 대학교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자를 말한다.
2. “환경 분야”란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먹는물, 실내공기질, 악취 및 유해화학물질 분야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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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종목
- 대기환경측정분석분야
1) 필기시험 : 대기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정도관리
2) 실기시험 : 일반항목 분석, 중금속 분석, 유기물질 분석
- 수질환경측정분석분야
1) 필기시험 : 수질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정도관리
2) 실기시험 : 일반항목 분석, 중금속 분석, 유기물질 분석

가-2. 응시원서 제출
근거 규정 : 법 제19조,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 검정의 필기시험
- 전국적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 일간신문에 공고한 내용 및 기간을 고려하여
응시원서를

검정기관(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환경측정분석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ehrd.me.go.kr/qtest)에 접속)에 접수
❐ 검정의 실기시험
- 응시원서와 함께 증빙서류 제출(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실기시험 원서접수 후에 「응시자격 서류심사 접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응시자
격 증빙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출
- 증빙서류 : 학력증명서 원본, 경력증명서 원본, 관련 자격증 사본
- 제출기간 :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시행계획 상에서 정하여 공고한 기간
❐ 수수료 : 필기 33,000원, 실기 150,000원

가-3. 응시 제한
근거 규정 : 법 제19조제2항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제한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 「악취방지법」 또는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374

Ⅴ. 기 타

제2장 환경산업체 설립 ․ 운영하는 국민(기업)이 알아야 할 규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
간 중에 있는 자
4. 제3호의 규정에 다른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에 있는 자
5.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4. 합격기준 및 시험의 면제
근거 규정 : 시행령 제15조

❐ 합격의 기준
- 필기시험 : 과목별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100점 기준)
- 실기시험 : 각 과목별 60점 이상(100점 기준)
❐ 합격자의 발표
- 필기시험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는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환경측정분석사 홈페이지
(http://ehrd.me.go.kr/qtest)에 발표
❐ 시험의 면제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한 날로부터 2년간 제1차 시험(필기시
험)을 면제
- 다만, 2년 이내에 시험이 실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의 시
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

나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관리

나-1. 자격증 발급
근거 규정 : 법 제19조, 시행규칙 제20조

❐ 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환경측정분석사 자격
증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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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 자격증의 재발급 및 재교부
근거 규정 : 법 제19조, 시행령 제15조제6항, 시행규칙 제20조

❐ 자격증의 재발급 또는 재교부 대상
- 검정에 합격하여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
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
-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교부 신청
-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반납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
를 검정기관에 제출
-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즉시 자격증을 검정
기관의 장에게 반납

나-3. 환경측정분석사 양성교육
근거 규정 : 법 제21조 시행규칙 제24조

❐ 환경부장관은 환경측정분석사를 양성하기 위한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
정기관 지정
❐ 교육과정(향후 교육기관에서 별도계획 수립예정)
- 대기환경측정분석사 과정과 수질환경측정분석사 과정으로 구분
❐ 교육내용
- 정도관리 이해와 해당분야의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기기분석방법을 포함

다

위반시 조치사항

다-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33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 법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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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행정처분
근거 규정 : 법 제20조제1항, 시행규칙 제21조

❐ 행정처분 기준 : “시행규칙 별표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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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제업 등록
관련 법령 : 야생동․식물보호법 ․ 시행규칙

가

박제업 등록
야생동물의 박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가-1. 박제업 등록
근거 규정 : 법 제40조, 시행규칙 제47조

❐ 등록대상 : 야생동물의 박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
❐ 등록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박제업 등록 신청서 : 별지 제43호서식

가-2. 박제업 등록 변경
근거 규정 : 법 제40조, 시행규칙 제47조

❐ 변경등록 대상
1. 영업장 소재지의 변경
2. 시설의 신ㆍ증축(종전 시설의 50% 이상을 신·증축하는 경우에 한함)
❐ 변경등록 신청서 : 별지 제45호서식

나

박제업 운영
야생동물의 박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등록․관리토록 하여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의 유통을 방지

나-1. 박제업 운영
근거 규정 : 법 제40조, 시행규칙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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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의 비치
- 박제업을 등록한 자는 박제품의 출처․종류․수량 및 거래상대방 등 아래의 사
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
1. 박제품 및 박제용 야생동물의 출처·구입일시·종류 및 수량
2. 박제품의 제작일시 및 판매일시
3. 거래상대방
❐ 영업의 정지 및 등록취소
- 시장․군수․구청장은 박제업자가 변경등록 미이행 및 장비 미비치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을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등록증 반납
-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등록증을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반납하여야 함

다

위반시 조치사항

다-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70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생동물의 박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

다-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73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
한 자
2.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4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Ⅴ. 기 타

379

환/경/규/제/편/람

4.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
관련 법령 : 하수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가-1. 등 록
근거 규정 : 법 제52조, 시행령 제32조, 시행규칙 제53조

❐ 등록 대상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 등록 기준
- 공장 및 제조시설(형틀, 성형기, 절단설비 등)
- 수질시험기기, 장비 및 설비(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총 질소, 총 인,
대장균 군수, 염소이온농도 등의 측정기기)
- 기술인력(4명 이상)
·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 화공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 품질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오수처리시
설을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
※ 세부 등록기준 : “시행령 별표 5” 참조

❐ 등록신청 처리기한 : 10일
❐ 수수료 : 23,000원
❐ 등록신청시 필요한 서류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신청서(별지 제31호서식)
-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
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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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서류(처리공법설명서, 설계도서, 처리용량
산출서, 처리효율 산출서, 설치·운영방법 등 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견본, 재질검
사·성능검사 성적서)

가-2. 변경등록
근거 규정 : 법 제52조, 시행규칙 제54조

❐ 변경등록 사항
- 실험실이나 공장의 소재지 변경
- 제조시설의 변경
-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재질·처리용량(처리대상인원)·처리효율
(오수처리시설에만 해당) 및 규격의 변경
❐ 변경등록 신청 처리기한 : 10일
❐ 수수료 : 15,000원
❐ 변경등록 신청서류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변경등록신청서(별지 제31호서식)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증 원본

가-3. 변경신고
근거 규정 : 법 제52조, 시행규칙 제54조

❐ 변경신고 사항
- 상호의 변경
- 기술인력의 변경
- 대표자의 변경
- 측정대행계약의 변경
❐ 변경신고 처리기한 : 10일
❐ 수수료 : 없음
❐ 변경신고시 필요한 서류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변경신고서(별지 제3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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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증 원본

가-4. 등록 결격사유
근거 규정 : 법 제48조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 불가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하수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
니한 자
4. 하수도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운영 및 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을 받은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함

나-1. 준수사항
근거 규정 : 법 제52조제7항, 시행규칙 제59조

1. 자신의 등록한 공장에서 제조한 구조물 및 부품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의 완제품을 제조하여야 함. 다만, 부품 중 자신이 등록한 공장에서 제조할 수
없는 것은 타인이 제조한 것을 사용할 수 있음
2. 겉모양·두께·수밀성 등에 대해 스스로 품질시험을 하고, 시험결과를 품질관리대
장에 작성·보존하여야 함
3. 판매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품질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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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를 부착하여야 하며, 검사증명서에는 출고일과 품질관리기사의 성명 및
서명이 있어야 함
※ 세부 준수사항 : “시행규칙 별표 14” 참조

나-2.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근거 규정 : 법 제67조제2항, 시행령 제38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함
❐ 교육개요
- 교육대상자 : 기술인력으로 신규채용된 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고용한
기술인력
- 교육시기 : 신규채용된 날부터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 교육실시기관 : 환경보전협회
- 교육과정명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기술인력과정
- 교육기간 : 3일 이내

나-3. 사후관리
근거 규정 : 법 제69조제1항, 시행령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71조

-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다

위반시 조치사항

다-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76조 및 제77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52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
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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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하지 아
니하거나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을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
설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3.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4.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에 위반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자

다-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80조제3항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
를 한 자
2. 법 제5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
지 아니한 자
3.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4.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5.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과태료 부과기준 : “시행령 별표 8” 참조

다-3. 행정처분
근거 규정 : 법 제54조제2항, 시행규칙 제64조

❐ 행정처분 기준 : “시행규칙 별표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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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
관련 법령 : 하수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가-1. 등 록
근거 규정 : 법 제53조, 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제61조

❐ 등록 대상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 등록 기준
- 사무실 및 실험실
- 실험기기(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총 질소, 총 인, 대장균 군수, 염소
이온농도, 수소이온농도 등의 측정기기 1조 이상)
- 기술인력(3명 이상)
·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상·하수도 기술사 1명 이상
·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 이상
※ 세부 등록기준 : “시행령 별표 7” 참조

❐ 등록신청 처리기한 : 7일
❐ 수수료 : 23,000원
❐ 등록신청시 필요한 서류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별지 제37호서식)
-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
약서 사본)
-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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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 변경신고
근거 규정 : 법 제53조, 시행규칙 제62조

❐ 변경신고 사항
- 상호의 변경
- 기술인력의 변경
- 대표자의 변경
-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측정대행계약의 변경 포함)
❐ 변경신고 처리기한 : 7일
❐ 수수료 : 없음
❐ 변경신고시 필요한 서류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변경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증 원본

가-3. 등록 결격사유
근거 규정 : 법 제48조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 불가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하수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
니한 자
4. 이 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
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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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운영 및 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을 받은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함

나-1. 준수사항
근거 규정 : 법 제53조제5항, 시행규칙 제63조

1. 위탁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가동상태를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개인하수처리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할 것
2. 위탁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및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지키기
위하여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없이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시
설을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나-2.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근거 규정 : 법 제67조제2항, 시행령 제38조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함
❐ 교육개요
- 교육대상자 : 기술인력으로 신규채용된 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고용한
기술인력
- 교육시기 : 신규채용된 날부터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 교육실시기관 : 환경보전협회
- 교육과정명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과정
- 교육기간 : 3일 이내

나-3. 사후관리
근거 규정 : 법 제69조제1항, 시행령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71조

1.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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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다

위반시 조치사항

다-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76조 및 제77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
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2.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
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
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다-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80조제3항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
를 한 자
2. 법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
지 아니한 자
3.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4.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5.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과태료 부과기준 : “시행령 별표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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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 행정처분
근거 규정 : 법 제54조제2항, 시행규칙 제64조

❐ 행정처분 기준 : “시행규칙 별표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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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폐기물
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생활폐기물이란?

가-1. 생활폐기물의 정의
근거 규정 : 법 제2조제2호

❒ 생활폐기물이란?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시행규칙 제2조 7호 및 9호

나

생활폐기물의 배출

나-1.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근거 규정 : 법 제15조

❒ 자가처리 및 감량배출
-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할 특별
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함
❒ 분리보관
-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함

나-2. 생활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근거 규정 : 법 제8조

❒ 투기 금지 등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
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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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
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됨
❒ 청결이행명령 등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
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
치를 명할 수 있음

다

생활폐기물의 처리

다-1. 생활폐기물 관리지역
근거 규정 : 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5조

❒ 생활폐기물의 관리지역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
집․운반․처리하여야 함
❒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지정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1.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오지․섬지역 등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다-2. 생활폐기물의 처리
근거 규정 : 법 제14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시행령 제8조

❒ 생활폐기물의 처리책무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자
1.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처리업자)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로서 음식물류, 농․수․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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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쓰레기 종량제
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쓰레기 종량제란?

가-1. 쓰레기 종량제의 정의
근거 규정 : 법 제14조제3항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때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음
❒ 쓰레기종량제의 정의
- 생활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그 배출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
는 비용을 부담케 하는 제도

나

종량제봉투

나-1. 종량제봉투의 종류 ․ 재질 ․ 규격 등
근거 규정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 종량제봉투의 종류
- 종량제봉투는 용도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작하되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용량 조정이 가능하며, 이외에 처리방법에 따라 매립용(불연성), 소각용(가연성) 봉
투로도 구분․제작 가능
․ 일반용 봉투 용량 :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 공공용 봉투 용량 : 30ℓ, 50ℓ, 100ℓ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용량 : 1ℓ, 2ℓ, 3ℓ
- 1회용 비닐봉투 전용봉투 용량 : 3ℓ, 5ℓ
❒ 종량제봉투의 형태․재질․규격
-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주민의 사용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종량제봉투 재질을
선정하되 재질별 규격은 환경적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체표준규격을 기준
으로 자치단체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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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량제봉투의 색상
-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의 색상은 반드시 구분하여 혼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용은 흰색(반투명), 공공용은 엷은 청색을 기준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시킬 것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투명하게 제작하여 재활용 불가능 물질의 투입여부
확인과 쓰레기 줄이기 노력을 유도

나-2.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근거 규정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의 부과원칙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은 생활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 및 처리
체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하여 배출자에게 부과
- 배출자가 한정되어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하여는 당해 폐기물 배출자에게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의 전액을 수수료로
부과

나-3. 종량제봉투의 공급 ․ 판매 등
근거 규정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 종량제봉투의 공급ㆍ판매
- 봉투공급은 시․군․구(읍․면․동)직영판매/금융기관 위탁판매/청소대행업체
판매/민간 위탁판매 방식 등을 검토하여 자치단체가 결정하되 직영판매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금을 취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 강화
❒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사용 활성화
- 유통매장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비닐봉투 대용으로 재
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를 추진
❒ 저소득층 등의 수수료 경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영세민에 대하여 1인당 매월 60ℓ를 기준으로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하거나
봉투값을 경감하여 매월 생활보호비(물품)와 함께 제공하되, 선심성 무상제공사
례 억제
- 재래식 시장, 시골장날 등에서 종량제 시행으로 봉투값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
는 영세상인의 경우도 경감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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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근거 규정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다-1.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의 배출방법(자동집하시설 설치 경우 포함)
❒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작․판매하는 종량제봉투, 배출
스티커 부착 및 기타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
❒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한 배출요령 및 방법 등은 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
-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치단체의 분리수거 여건, 주민 편의성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전용용기 등을 사용하여 배출 가능
❒ 자동집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이행
- 반드시 가정이나 공동 투입구 등의 투입단계에서 종량제봉투 사용 등 동 지침의
종량제 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천재지변․사고 등에 대비하여 별도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갖추
어야 함
- 신규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을 위한 별도의
수집․운반관로를 설치하여야 함
ㆍ 단, 음식물류 폐기물 회수율(고형물 기준 90%)을 준수하고, 분리배출된 음식
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되도록 재활용 연계시스템이 구축된 경우로서 해당 지
자체에서 전문가 회의를 거쳐 기술수준 및 재활용 가능여부 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도의 수집․운반관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회수율은 관로 이송거리 최소 500m 이상 지점에서 200kg이상 시료를 2회 이상 투입하여 고형물
기준으로 평균 회수비율을 적용

❒ 자동집하시설은 원칙적으로 직접 수혜를 보는 사업주체 및 입주민이 관리․운영
하여야 함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관
리할 수 있음
- 지자체에서 운영․관리를 전제로 자동집하시설을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경우에
도 동일한 원칙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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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종량제 적용배제 폐기물의 배출방법
❒ 가정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무상 배출하되, 지정된 정기 수거일에 지정된 장
소에 배출
-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재래시장, 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된 연탄재
는 무상배출
❒ 재활용가능자원은「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에서 정한 배출요령을 기준으로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별도의 배출방법을 적용

다-3.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배출방법
❒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최대한 대형폐기물로 분류하여 수거

다-4.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지정 ․ 운영
❒ 생활폐기물 수거여건 등에 따라 지역별로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지정하되,
가능한 한 일몰후~일출전(20:00~익일 06:00)에 배출하도록 규정

라

생활폐기물의 수거

라-1. 생활폐기물의 수거
근거 규정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 수거장소 지정 및 청결유지
- 아파트, 상가, 단독 주택지역내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거가 용이한 장소를 선정
하여 수거장소로 지정하고 수거시간, 배출요령 등이 기재된 안내판 설치 및 홍
보 실시
❒ 요일별ㆍ품목별 수거체계 운영
- 지역별 수거장비 및 인력 여건에 따라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요일을 지정․운
영하고, 수거체계를 별도로 운영하여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이 혼합 수거되지 않
도록 관리
❒ 재활용품 적정 수거체계 유지
- 재활용품은 종류별(4~5종)로 분류하여 배출․수거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 참여도,
수거 및 선별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에 적합한 분리수거 유형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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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의 배출 ․ 수거 ․ 처리 등

마

근거 규정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마-1. 대형폐기물의 종류
❒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 등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
려운 폐기물로서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폐기물

마-2. 대형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방법
❒ 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은 재활용센터에 연락하여 무상수거 되도록 안내 및
홍보
❒ 대형폐기물의 배출과 수거는 주민편의 및 수거효율 제고를 위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 추진
1. 자치단체에서 배출스티커 구입․배출
2. 봉투판매소에서 배출스티커 구입․배출
3. 대형폐기물 수거대행업체 지정 수거
4.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인터넷으로 신청 후 배출하는 방안 강구

마-3.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산정
❒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조례로 별도 규정하되,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하여 개별 품목별로 처리수수료를 정하여 부과

마-4. 대형폐기물의 재활용 및 처리
❒ 대형폐기물의 직매립을 지양하고 파쇄시설을 설치하여 파쇄 후 소각 또는
처리
❒ 파쇄과정에서 분리된 고철 등 재활용가능품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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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폐기물의 배출 ․ 처리 등

바

근거 규정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바-1. 생활계 유해폐기물
❒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방법
- 자치단체 및 재활용시설 여건에 따라 폐형광등 수거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재활용업
체에 위탁처리 하되, 깨어진 폐형광등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바-2. 농어촌 생활폐기물
❒ 농어촌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지역 중 폐기물 수거체계가
미흡하고 인구 밀도가 낮아 분리배출 및 수거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는 마을단위 또는 지역단위로 공동 수거하고, 수거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분배하는 “마을단위 종량제”를 실시
❒ 농어촌 생활폐기물의 수거체계
- 폐기물 공동수거시 생활폐기물 이외의 농촌폐비닐, 농약빈병, 재활용품 등은 별
도 분리수거체계를 구축
- 농어촌지역에서 발생된 농기계 폐윤활유는 마을단위, 개인별 폐유 수집통에 수
집토록 하고, 자치단체에서 수거하여 농기계 수리센타, 재활용업체에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
- 농어촌지역에서는 자치단체별로 생활폐기물 전담 수거반을 구축․운영하는 방안
강구

바-3.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종량제 적용
-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경우 1일 300㎏이상이
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종량제를 가능한 한 확대 적용
- 공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일괄적으로 종량제를 확대
적용
❒ 불법배출 단속 강화
- 사업장 지정폐기물 등이 종량제 봉투에 혼합배출 또는 불법배출 되지 않도록 지
도․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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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량제 적용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가 조례로 정한 폐기물 배출방법을 준수하
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

바-4. 공공지역의 생활폐기물 관리
❒ 공원․유원지․관광지․등산로․경기장․해수욕장 등 공공지역은

공공지역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가능한 한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적용

사

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 등

사-1. 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
근거 규정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 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청소대행업자)에게 일정지역에 대한 청소업무
대행가능
-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실제 폐기물 수
집․운반 및 처리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
- 주민과 처리업자간의 직접계약에 의한 폐기물처리는 불가

사-2. 청결유지 책임제 도입․시행
근거 규정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결을 유지
하도록 조례로서 필요한 조치를 명령
❒ 청결유지 조치명령 대상 행위
-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아니한 행위
- 토지․건물에 생활폐기물을 쌓아놓거나 방치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 무단 소각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소각 및 연
소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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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결유지 조치명령의 내용 및 절차
- 토지․건물의 청소, 폐기물 수거 등 청결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1개월
의 범위 내에서 이행토록 조치
- 미 이행시 과태료 처분을 실시

사-3. 거리 쓰레기통 설치 ․ 운영
근거 규정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 도시 청결유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동인구수, 지역주민의 편의성 등
을 고려하여 휴지․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진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거리
쓰레기통 확대 설치
- 쓰레기통 투입구는 이동 중에 발생되는 소량의 쓰레기만 투입될 수 있도록 투입
구 크기를 제한
- 거리 쓰레기통 설치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병행 설치(그물망, 수거함 등)하여
캔,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분리수거

아

불법투기 및 소각의 단속 ․ 홍보 등

아-1. 불법투기 및 소각에 대한 단속 ․ 홍보 강화
근거 규정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단속을 위한 단속반을 설치․운영
- 시․군․구청에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행위를 신고 할 수 있는 환경
오염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상습 생활폐기
물 무단투기 지역에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거나 화단 등을 설치하는 방안 강구

아-2. 연휴기간 및 피서 ․ 행락철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추진
근거 규정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 설․추석연휴, 피서 및 행락철 등 유동인구가 급증하여 생활폐기물 투기가 예상
되고,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급증이 우려되는 기간 및 지역에 대한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수립추진
- 연휴기간 중 생활폐기물 적체방지, 피서지․행락지 생활폐기물 적기수거를 위한
특별청소체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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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위반시 조치사항

자-1.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68조제3항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
한 자
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Ⅰ. 폐기물의 적정한 배출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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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음식물류 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식품의 판매․유통․조리과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및 먹고
남아 버려지는 음식물류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포함)을 말함

가-1. 범위 및 분류체계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16조

❒ 음식물류 폐기물의 범위
- 가정, 소규모식당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시행규칙 제16조 각 호의 배출자로부터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정
❒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체계
가정, 아파트,
식당 등
↓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
집단급식소, 대형식당,
사무실 등

- 생활폐기물은 가정․소규모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순수 생활폐기물과 기숙사, 백
화점 등 1일 폐기물이 300㎏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
물)로 분류
❒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근거 규정 : 법 제15조 및 특별자치도, 시․군․구 조례

-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기준은 각 자치단체의 처리시설 설치․운영 여건
등이 달리하고 있어 배출방법 및 기준을 조례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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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의무

나-1. 생활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 포함) 배출자
근거 규정 : 법 제15조 및 특별자치도, 시․군․구 조례

❒ 가정 등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그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함
-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함

나-2. 감량의무사업자
근거 규정 : 법 제1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6조

❒ 집단급식소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각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음식물류폐
기물 배출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고,
- 처리실적 등을 기록 보존하는 등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나-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근거 규정 : 법 제17조제2항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감량
의무계획 신고는 할 필요가 없으며,
-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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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 운반 ․ 처리

다-1.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주체
근거 규정 : 법 제14조 및 특별자치도, 시․군․구 조례

❒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 가정, 아파트, 소규모식당(시행규칙 제16조 각 호 제외) 등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류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수거․처리
-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법
제14조)
․ 음식물류 폐기물 등 생활폐기물의 분리 배출, 위탁방법 및 수수료 등은 지방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
- 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등에게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할 수 있음
<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처리 현황 >
【배출원】

【수거형태】

【처리형태】

단독주택
전용봉투
공동주택

자가처리

소형식당
감량의무사
업장 이외의
업소

전용수거
용기

위탁처리

공공처리시설

민간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축산농가)

❒ 감량의무사업자(일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포함)
근거 규정 :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 감량의무사업자는 자신들이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
거나 위탁하여 재활용해야 함(시행규칙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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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량의무사업자(시행규칙 제16조 배출자)가 스스로 감량하는 방법으로는 ,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미만으로 감량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40%미만으로 감량
- 감량의무사업자(시행규칙 제16조 배출자)가 위탁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음식물류 폐기물을「사료관리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 등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비용을 받는 경우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외)
〈 감량의무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유형 〉
【배 출 원】

【처리형태】

집단급식소
(1일 평균 급식인원
100인 이상)

감량기기
자가 처리

음식점
(지자체 조례로 정한 자)

자가 재활용시설

대규모 점포
(유통산업발전법)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
․종합유통센터(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공공처리시설
위탁재활용

지자체 조례로 정한 자

민간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자,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축산농가)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근거 규정 : 법 제1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 음식물류 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경우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
물은 사업주가 스스로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여야 함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야 함(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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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범위
근거 규정 : 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7조제5호 ․ 제8조

-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10
조제3호에 따른 1일 처리능력이 100㎏ 미만의 사료화․퇴비화․소멸화 시설(시
행령 별표3 참조)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제10조제4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 생물학적 처리시설의 경우 법 시행령 [별표2] 규정에 의거 1일 처리능력이 100킬로
그램 이상인 시설만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

- 또한, 법 시행령 제8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나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위탁대행자가 될 수 있음
❒ 폐기물 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 음식물류 폐기물을 압축․파쇄․분쇄, 사료화․퇴비화․소멸화방법으로 규모미
만의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해당시설의 처리과정을 거쳐 배출수와 함께 배출
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 한정
(시행규칙 제10조제3호)
-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하되, 생활폐기물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에 한한다)을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
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비
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다-2. 처리대행자의 폐기물 수집 ․ 운반증 관련
근거 규정 : 법 제13조 및 규칙14조 별표5

❒ 시행규칙 [별표5]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폐기물 수
집․운반증”을 부착한 차량을 이용해야 함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등
❒ 폐기물중간처리업자나 재활용신고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없이 허가 또는
신고한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가능
- 이 경우에도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 부착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의 폐
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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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 운반
근거 규정 : 법 제13조 및 규칙 제14조 별표5

-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가 나거나
오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으
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함
-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 운반차량 및 전용 수거용기는 씻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함
-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방역을 위하
여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다-4. 음식물류폐기물의 보관
근거 규정 : 법 제13조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분리하여 보관
-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악취가 나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아니하도
록 밀폐된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에서 보관하여야 함

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자

라-1. 지방자치단체의 처리 대행자
근거 규정 : 법 제14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

❒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 시행규칙 별표 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제2항 가목 3호
에 의하여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의 시설
❒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로서 음식물류, 농․수․축
산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
고자 하는 경우로 시행규칙 제38조(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에 의하여“생
물학적 처리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은 신고, 1일 처리능력
이 100톤 이상인 시설은 승인을 득해야 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는 자가 사용 목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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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
- 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비료관리법상 부산물비료를 제조하는 자, 사료관리법상
사료를 제조하는 자
❒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

라-2. 감량의무사업자의 처리 대행자
근거 규정 : 법 제13조 및 규칙 제14조 별표5 제2호다목

❒ 감량의무사업자의 처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2. 재활용신고자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4.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원형 이용자(다만, 시행규칙 제16조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제외)

라-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처리대행자
근거 규정 : 법 제18조

❒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대행자
1.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2.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
3.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설
치․운영하는 자
4.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음식물
류 폐기물은 대상에서 제외)

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마-1. 폐기물처리시설(생물학적 처리시설)의 기준
근거 규정 : 법 제29조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

❒ 사료화․퇴비화․소멸화시설
- 폐기물을 선별․파쇄․혼합․발효․건조․소멸․소화 등의 공정을 거쳐 물리
적․생물학적으로 안정된 상태의 물질로 만드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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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화시설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
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퇴비화시설은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호기성 ․ 혐기성 분해시설
- 미생물을 이용하여 생물학적으로 안정된 물질로 만드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2.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근거 규정 : 법 제31조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11

❒ 사료화․퇴비화시설 및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 사료화․퇴비화시설 및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은 사료화․퇴비화․분해를 위
한 온도․습도․공기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 비료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규격에서 정한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는 그 공정규격에서 정한 퇴비의 원료로 사용 가능한 물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사료화․퇴비화 과정에서 선별된 이물질 등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하며, 악
취가 발산되거나 수질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사용 신고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는 공사가 끝난 후 사용개시 10일 전까지 사용개시신
고서 등 서류{해당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1일 100㎏ 이
상의 시설)}를 갖추어 해당 관서에 제출하여야 함(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41조)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최초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 2회 이후 정기
검사는 최종정기검사일부터 1년내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시설은 가동할 수 없음(법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41조)
※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가동할 수 없음

마-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및 변경 승인 ․ 신고
근거 규정 : 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38조

❒ 폐기물처리시설 승인대상 시설
- 생물학적 처리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임(법 제2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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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 신고대상 시설
- 생물학적 처리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임(시행규칙 제38조)
❒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대상
- 상호의 변경, 처리대상 폐기물의 변경,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승인 또는 변경승
인을 얻은 처리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주요
설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
※ 당초 신고대상 시설(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 시설)이었더라도 가동시간 연장 또는 증설 등으로
1일 처리능력이 100톤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반납하고 승인신청을 해야 함

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폐수의 처리

바-1. 폐기물관리법상 처리방법
근거 규정 : 법 제29조, 제31조, 제42조제1항,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에 따른 처리방법 [시행규칙 별표9 제1호가목3)]
-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는 경우와 ②매립시설의
침출수처리시설, ③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
질오염방지시설(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한다), ④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⑤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⑥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
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그 시설에 옮겨 처리하는 경우와 영 제5조에 따
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혐기성분해시설에 유입하여 에너지를 생산(음식물류 폐기
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수질오염 처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에 따른 처리방법[시행규칙 별표11 제1호라목]
-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와 별표3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동 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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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침출수를 별표9 제1호가목3)
단서 또는 동표 제2호나목2)마) 단서에 따른 시설에 옮겨 처리하거나 폐수처리
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바-2. 해양배출에 따른 처리방법
❒ 폐기물 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업체에 위탁하여 해양배출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 다만, 해양배출시 배출기준(함수율 95%이상, 유해물질 기준농도 이하)을 준수하
여야 하므로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시설 설치․운영 필요
※ 음폐수는 기계적 처리시설 중 연료화시설, 생물학적 처리시설 중 사료화․퇴비화시설 및 호기성․
혐기성 분해시설에서 발생되는 액상의 것에 한하여 해양배출이 가능하며,
※ 단순 탈수․분쇄시설에서 발생되는 경우 바로 해양배출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생물학적 처리시설을 거친 후
해양배출 필요

사

위반시 조치사항

사-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65조제7호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 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여 주변환경을 오
염시킨 자
-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
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Ⅰ. 폐기물의 적정한 배출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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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3항(개정 중)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시행규칙 제
10조제3호 및 제4호)
-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
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생활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 포함) 배출자는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
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하며(법 15조제1항),
․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
하여야 함(법 제15조제2항)
-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폐기물 포함) 배출자는 음식물류폐기물의 감
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지자체에 제출하고
․발생량과 처리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함(법 15조제3항)
※ 법 제15조제3항의 과태료 조항이 배제되어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제3항 개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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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장폐기물
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사업장폐기물이란?

가-1. 사업장폐기물의 정의
근거 규정 : 법 제2조제3호

❒ 사업장폐기물이란?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
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아래의 사업장을 말함
1.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2.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3.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6.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 착공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한 양) 이상 배출하
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건설공사 제외)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 착공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한 양)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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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나-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근거 규정 : 법 제17조

❒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업자의 준수사항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 생산 공정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함
-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려면 배출자는 수탁자가 법 제13조에 따른
기준에 맞게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탁하
여야 함.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함
❒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 배출 신고
- 아래의 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특별자치도, 시․군․구에 신고하
여야 함(폐지 및 고철 제외)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 이상 배출
하는 자
2.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 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자
4. 건설공사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
하는 자
5. 사업장폐기물을 공동 처리하는 경우 운영기구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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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다-1.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근거 규정 : 법 제18조

❒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폐기물 해양 배출업
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
❒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 아래의 사업장 운영자로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공동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수 있음
1.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와 그 작업을 업으로 하는 자
2.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자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4.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5. 세탁업을 하는 자
6.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
7. 같은 법인의 사업자 및 동일한 기업집단의 사업자(같은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포함)
8.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9.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여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것이 효율적이
라고 관계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처리대상 사업장에 대한 아래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음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2. 지정폐기물배출자의 서류의 제출
3.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입력
4.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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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사업장폐기물 처리자의 의무
근거 규정 : 법 제19조

❒ 사업장폐기물 운반자의 책무
-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운반 중에 아래 각 호의 서류 등을 언제나 지녀야 함
1. 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의 서류 중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사본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출력한 서류(의료
폐기물인 경우에는 무선주파수인식기구를 말함)
- 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는 영업정지·휴업·폐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사유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배출자에게 통보하
여야 함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1. 영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의 폐기물
2.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사업장폐기물
가. 오니(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광재, 분진, 폐사,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
3. 규칙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지정폐기물
4. 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폐기물

라

위반시 조치사항

라-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65조, 제66조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2. 법 제17조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확인․변경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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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라-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68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2.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
물 처리를 위탁한 자
4.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때에 전자정
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5.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6.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 등을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보이지 아니한 자
7.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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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정폐기물
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 처리계획서, 폐기물
분석결과서, 수탁확인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처리하여야 함

가-1.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근거 규정 : 법 제2조제4호, 제17조

❒ 지정폐기물이란?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하
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과 같음.
․ 액체상태의 폐합성수지, 폐합성 고무, 유해물질을 함유한 폐수처리 오니, 공정
오니, 폐농약(농약의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정),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이하), 폐알칼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
소이온 농도지수가 12.5이상), 유해물질을 함유한 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샌
트블라스트 폐사,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 소각
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폐페
인트 및 폐래커, 폐유(기름성분을 5퍼센트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 폐석면(석면
이 1%이상 함유된 제품․설비), 폴리클로리네이티트비페닐 함유 폐기물, 폐유
독물, 의료폐기물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아래의 서
류를 제출
1. 폐기물처리계획서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분석결과서
3.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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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5일 이내 확인하여 폐기물처리계획 확인
증명서를 발급
※ 폐기물분석전문기관(법정기관)
1. 환경관리공단
2. 한국환경자원공사
3. 보건환경연구원
4.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폐기물의 분석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가-2.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대상 배출자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대상 배출자
1. 폐농약․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유기용제 또는 폐유 : 각
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2.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산․폐알카리․폐페인트․폐래커 또는 폐석면 :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3. 오니 : 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5. 폐유독물을 배출하는 자
6.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7. 기타 지정폐기물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하는 폐기물

가-3.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확인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18조2 제7항

❒ 지정폐기물배출자가 확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 할 때에는 다음의 확인 사유가
발생할 시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를 기재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 변경확인 사유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확인받은 지정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최근 6개월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
한다)의 증가(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
3. 새로운 지정폐기물의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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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운반자 또는 처리자의 변경
5. 대상사업장의 수나 대상폐기물 종류의 변경(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

나

지정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

나-1. 지정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
근거 규정 : 법 제18조, 제36조, 제38조

❒ 지정폐기물 배출자의 준수사항
- 지정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함.
-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발생량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존할 필
요가 없음
- 지정폐기물배출자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폐기물의 발생량을 확인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
-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
료를 매년 1월 15일까지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1월
3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위반시 조치사항

다-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정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경우
- 적법하지 않은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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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 확인․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 폐기물의 보관을 잘못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다-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68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 폐기물 발생․처리․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2월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
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때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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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폐기물
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계획서, 수탁확인서 등을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처리하여야 함

가-1. 의료폐기물의 정의
근거 규정 : 법 제2조제5호, 시행령 제4조

❒ 의료폐기물이란?
-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 환경부령에서 정한 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
❒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ㆍ검사기관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4.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혈액원
5. 검역법 제28조에 따른 검역소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0조에 따른 동물검역기관
6. 수의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
학에 관한 기관을 말한다)
8.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그 부속 시험․연구기관(의학․치과의학․한의
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을 말한다)
9. 학술연구나 제품의 제조․발명에 관한 시험․연구를 하는 연구소(의학․치과의
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을 말한다)
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장례식장
11. 행형법 제2조의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드엥 설치된 의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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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기업체의 부속 의료기관으로서 면적이 100제곱
미터 이상인 의무시설
13. 군통합병원령에 따라 사단급 이상 군부대에 설치된 의무시설
14.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5. 법 제46조에 따라 의료폐기물 중 태반의 재활용 신고를 한 사업장
16.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직은행
17.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의료폐기물의 종류
구

분

격리의료폐기물
조직물류
병리계
위해
의료
폐기물

손상성

내

용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
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
기물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재)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
재질의 시험기구

생물․화학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혈액오염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가-2.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아래의 서
류를 제출
1. 폐기물처리계획서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분석결과서
3.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5일 이내 확인하여 폐기물처리계획 확인
증명서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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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분석전문기관(법정기관)
1. 환경관리공단
2. 한국환경자원공사
3. 보건환경연구원
4.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폐기물의 분석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가-3.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18조2 제7항

❒ 의료폐기물배출자가 확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 할 때에는 다음의 확인 사유가
발생할 시 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
서의 장에게 제출
❒ 변경확인 사유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확인받은 지정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최근 6개월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
한다)의 증가(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새로운 지정폐기물의 배출
4.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운반자 또는 처리자의 변경
5. 대상사업장의 수나 대상폐기물 종류의 변경(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

나

의료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

나-1. 의료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
근거 규정 : 법 제18조, 제36조, 제38조

❒ 의료폐기물 배출자의 준수사항
-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재활
용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
-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함
-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발생량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하나, 현재 무선주파수(RFID) 인식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보
존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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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폐기물배출자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폐기물의 발생량을 확인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
-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
료를 매년 1월 15일까지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1월
3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위반시 조치사항

다-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65조, 제66조까지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의료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경우
- 적법하지 않은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 확인․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 의료폐기물의 보관을 잘못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다-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68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 폐기물 발생․처리․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2월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
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때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Ⅰ. 폐기물의 적정한 배출과 처리

429

환/경/규/제/편/람

7. 건설폐기물
관련 법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가

건설폐기물의 정의 및 종류

가-1. 건설폐기물의 정의
근거 규정 : 법 제2조

❒ 건설폐기물의 정의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제2호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참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의 범위
1.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
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함
가. 토목공사 : 항만․철도․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간척․매립공사 등
나. 도로공사 : 토공사, 비탈면 안정공사, 지반개량공사, 구조물공사, 배수공
사, 터널공사, 동상방지층․기층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공사,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등
다. 산업설비공사 : 산업생산시설 공사, 발전소 설비공사 등
라. 환경시설공사 : 소각장 설치공사, 수처리설비 공사 등
마. 기타 건설공사 : 미장․방수공사, 비계․구조물 해체공사, 상․하수도 설
치공사, 철도․궤도 공사 등
2.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사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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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 건설폐기물의 종류
근거 규정 : 법 제2조, 시행령 별표1, 시행규칙 별표1

❒ 건설폐기물의 분류
분류

종류

가연성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불연성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건설폐재류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가연성ㆍ불연성 혼합

폐보드류, 폐판넬, 혼합건설폐기물

기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 건설폐기물의 종류
1. 폐콘크리트
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 폐벽돌 : 내화벽돌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
4. 폐블럭
5. 폐기와
6. 폐목재 :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거푸집, 가설재, 나무창틀, 나무바닥재 등
※ 건설공사현장에서 벌목, 벌근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나무뿌리․가지 등 임목폐기물은 건설
폐기물에서 제외

7. 폐합성수지 : 장판, 스티로폼 등
8. 폐섬유 : 유리섬유, 암면, 보온덮개 등
9. 폐벽지
10. 건설오니 : 슬라임 등 굴착공사, 지하구조물 공사 등을 할 때 연약지반을 안정
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무기성오니
※ 건설공사현장의 세륜시설에 침전된 폐기물 중 함수율이 높아 슬러지 상태인 경우에는 건설
오니에 해당되며, 토사상태인 경우에는 건설폐토석으로 분류

11. 폐금속류 : 철근․금속자재 등 금속성분의 폐기물
12. 폐유리
13. 폐타일 및 폐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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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폐보드류 : 석고를 주원료로 한 석고보드, 인테리어 내외수장재ㆍ마감재(보드
형태) 등
※「폐기물관리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일반 또는 지정)에 해당하는 폐석면이 함유
된 것(슬레이트, 텍스 등)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

15. 폐판넬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판넬류로서 콘크리트, 그라스울,

우레탄, 메

탈, 목재 등의 재질로 제작된 샌드위치판넬 등
16. 건설폐토석 : 건설공사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은 제외
※ 건설공사시 폐기물과 별도로 발생하는 오염된 토양(더러운 흙 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토양환경보전법 적용대상임)

17. 혼합건설폐기물 :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발생당시 종류별·성상별로 분리
배출이 불가능하여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건설폐토석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
은 제외)
※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분류할 수 없으며, 해당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등으로 분류하여야 함

- 분리·선별된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과 혼합되어 분리·선별이 곤란한 혼합폐
기물 : 지정폐기물
- 분리·선별된 가정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분리·선별된 일반폐기물 : 사업장일반폐기물
- 분리·선별된 건설폐재류·폐토석 및 이와 혼합되어 분리·선별이 곤란한 혼합폐
기물 : 건설폐기물
18.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 :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

나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기준

나-1.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3조의2, 시행규칙 별표1의2

❒ 건설폐재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 건폐법의 규정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에 의한 재활용(순환골재) 또는 폐기물관리
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신고를 한 자에 의한 재활용(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가
급적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에서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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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
여야 하며, 분리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
도록 수집․운반, 중간처리하거나 보관(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
기하여 분리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
- 입도(粒度)가 40밀리미터 이하로 절삭(切削)되어 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직접 사용가능
- 건설폐재류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 가연성폐기물 :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
가능한 폐기물 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처리하고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
처리
❒ 불연성폐기물 : 폐금속류, 폐유리
-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매립처리
❒ 건설오니
-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오니는 재활용하고,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건설오니는 수분함
량 85%이하로 탈수, 건조 후 매립처리
❒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 건폐법의 규정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에 의한 재활용(순환골재) 또는 폐기물관리
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중 소각이 가능한 것
은 소각처리하고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 폐판넬
- 내부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동일한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폐기물관리법의 규
정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 포함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가연성 혼합건설폐기물 : 가연성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가연성 혼합건설폐기물은 우선 중간처리(재활용 또는 소각) 하여야 하며, 중간처리 후 발생하
는 불연성폐기물에 대하여 매립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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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재류 포함 혼합건설폐기물 및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은 우선 중간처리(재활용 또는 파
쇄․분쇄)하여야 하며,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 또는 불연성폐기물에 대하여 재활
용 또는 소각·매립처리하여야 함

❒ 기 타
-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

다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다-1.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시행규칙 별표 1의2

❒ 중간처리기준
-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
하여야 함
- 건설폐재류를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최대지름이
100mm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
여야 함
- 건설폐토석(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 포함)을 시행령 제4조제2호의 용도
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
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함(다만, 환경오염공정시험기
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
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함)
- 건설오니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
조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제2호에 따른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여야 함(다만,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이내인
경우에 한함)
❒ 수집 ․ 운반기준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
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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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함. 다
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함
-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배출되어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해당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 대수의 2
배수 범위내에서 임시차량을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매립기준
-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 및 재활용
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지름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
는 용융 등 중간처리 후 매립하여야 함. 다만, 건설폐재류는 가급적 매립을 지
양하고 우선 재활용(순환골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건설오니의 경우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하는 과정에서 발생시킨 폐기물(잔재물)은
새로이 발생한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가목 1)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로 분류․처리. 다만,「건폐법」시행령 별표1의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해당하
는 건설오니, 건설폐토석은 건설폐기물로 분류․처리

라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라-1. 수탁처리능력 사전확인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17조

❒ 수탁처리능력 사전확인 대상 사업자
- 건설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ㆍ 폐기물의 양은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양을 말함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시․군․구의 경계에서 다른 시․군․구의 경계까지 직
선거리로 100km를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함으로써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
여야 하는 자
ㆍ 동일한 도(특별시 및 광역시는 인접하는 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안에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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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발급
- 발급서식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발급자 : 건설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위탁 의뢰를 받은 수집․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처리자 및 재활용신고자가 각각 작성(수집․운반과 중간처리를 함께 위탁받
는 경우 1장의 수탁처리능력확인서에 작성가능)
❒ 발급 및 확인시기
- 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 위탁처리계약(변경계약 포함) 체결 전에 수탁처리능력확
인서를 발급받아 수집 운반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
❒ 발급 시 첨부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 및 건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방치폐기물이행보증
대상인 경우 방치폐기물이행보증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추가 제출
1. 공제조합 가입자 : 공제조합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이행보증물량〔허용보관량 × 안전율(1.5배)〕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보험증서 사본

라-2.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
근거 규정 : 법 제15조 및 제16조

❒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투자ㆍ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1.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배출자가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은 제외)
․반드시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함
2.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 미만인 건설공사
․발주기관에서 발주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05.3.7일 제정․시달한 ‘분리발주
시행지침('05.3.7)에 따라 규모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분리발주를 적극
이행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투자ㆍ출현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1. 발주자가 발주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분리발주제도의 도입취지를 감안하여
가급적 분리발주를 적극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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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 체결
-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
※ 건설폐기물은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한 처리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건설폐기물은 건설폐재류 등과 별도로 소각
전문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발주하여 처리하여야 함

- 서명 또는 날인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위․수탁 계약서는 서로 교부하여 3년간
보관
-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를 포함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계약서로 그 계약을 체결하고,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
- 수집․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운
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
1. 공공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
결되어 있는 경우
3. 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
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라-3.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근거 규정 : 법 제17조, 시행규칙 제9조

❒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
-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자
❒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기 및 제출서류
- 신고 시기 :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 “건설공사의 착공일”은 건설폐기물의 발생과 관계없이 실제로 건설공사를 시작하는 날을 말함

- 제출서류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2.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배출자에 한하며 첨부서류를 포함)
3.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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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관할 행정기관의 장
➡
신고

사업자

- 접수
➡
- 폐기물처리계획 등의
신고필증교부 - 신고필증 수령
적정여부 검토
(3일이내)
- 신고필증 작성

❒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업무처리절차
❒ 변경신고대상 및 신고시기 등
- 변경신고대상
1.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 배출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총 배출량은 건설폐기물 처리방법에 관계없이 당해 건설공사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모든 건설폐기물의 양을 말함
2. 신고한 건설폐기물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다른 종류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를 말함
3.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처리업체는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체, 최종처리업체 등 모든 처리업체를
말함(재활용신고자도 포함)
․처리방법은 동일하고 단순히 처리업체만을 변경하는 경우 및 위탁처리에서
자가처리, 자가처리에서 위탁처리 등의 경우에도 변경신고
4.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으로 관할 행정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배출자는 변경되는
소재지의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5.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당초 배출자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공사기간에서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
기간이 3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가 시작되어 완료되는 때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동절기 또는 공사중
지로 인해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도 변경신고 대상임

- 변경신고 시기
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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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4. 건설폐기물의 인계 ․ 인수
근거 규정 : 법 제18조, 시행규칙 제10

❒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
- 순환골재 및 재생아스콘 생산 등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수집․운
반되는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 이외의 재활용, 소각 및 매립대상 건설폐기물 :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인
계서를 작성
❒ 폐기물인계서 및 간이인계서 작성방법 등
- 작성서식
1. 폐기물인계서 : 6매를 모두 작성
2. 폐기물간이인계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4매를
모두 작성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11호서식) : 4매[(3-청색) ～ (6-분홍색)]를 작성
- 폐기물인계서(간이인계서) 흐름 및 인계시기
배출자
감독청

배출자
3

운반자

처리자

처리자
감독청

즉시
인계

6

5

5

즉시
인계

4

4

6

3

3일이내
송부

7일이내 제출

2

7일이내 제출

1

2

1

7일이내
※기호설명

(기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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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5. 폐기물 수집 ․ 운반증의 발급
근거 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 신청서식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 발급기관 :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수리기관
❒ 발급신청시기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 발급대상 수집․운반차량
- 건설폐기물배출자가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건설공사현장
밖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집․운반차량
- 발급신청인(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수집․운반차량
❒ 폐기물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 폐기물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6호
가.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 원의 지름 : 100mm,
2. 바탕색 : 노란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마

위반시 조치사항

마-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63조 및 제64조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준을 위반한 자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

마-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66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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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리발주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
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한 자
3.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나의 계약서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4.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산처리기구에 자료나 정보를 전송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적정하게 보관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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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폐기물 수출입
관련 법령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가

폐기물 수출입 제도의 종류
폐기물 수출입 허가제도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등에 따라 유해폐기물의 수출입을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제도임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는 허가대상 외의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도 수출입 관리를
강화하여 적정처리를 유도하는 제도임

가-1. 폐기물 수출입 허가제도
근거 규정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10조

❒ 수출입 허가대상 폐기물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
고시)
❒ 주요 내용
- 허가대상 폐기물을 수출입할 경우 사전에 수출입국間 허가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함

가-2.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근거 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

❒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환경부고시)
❒ 주요 내용
- 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출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해야 함

나

허가 및 신고절차

나-1. 허가절차
근거 규정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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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1. 당해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출 가격이 본선인도
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2. 수출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가 표시된 국내운반 계약서
3.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이 발행한 수출폐기물의 시험성적서
4. 수출대행의 경우에는 수출대행계약서등 당해 폐기물의 수출자와의 거래를 입증
하는 서류
5. 포괄수출의 경우에는 수출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
로 수출량이 기재된 포괄수출계획서
6. 폐기물 수출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7. 수입국 또는 경유국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바젤협약 제6조제11항의 규정에 의
한 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증서
❒ 수입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1. 당해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입가격이 선적가격
(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2. 수입폐기물의 특성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3. 수입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가 표시된 국내운반계약서
4. 포괄수입의 경우에는 수입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
로 수입량이 기재된 포괄수입계약서
5. 폐기물 수입허가 수수료 납부 영수증
6. 수입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용도 및 방법설명서와 그 공정도
7. 수입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시설(보관시설 포함) 설치내역서
8. 재활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처리계획서
9. 수입대행의 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

나-2. 신고절차
근거 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 수출신고시 구비서류
1.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나 주문서 사본
2. 수출폐기물의 운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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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운반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른 시험․분석기관에서 발행한 수출폐
기물의 분석결과서
5. 수출폐기물의 통관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로 수출량이 적힌 포괄
수출계획서
❒ 수입신고시 구비서류
1.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나 주문서 사본
2. 수입폐기물의 운반계획서
3. 수입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
4. 수입폐기물의 처리계획서
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사본(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만 첨부)
6. 수입폐기물의 분석결과서
7. 수입폐기물의 통관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로 수입량이 적힌 포괄
수입계약서

다

운반 ․ 처리시 준수사항

다-1. 허가대상 폐기물
근거 규정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ㆍ제8조, 제11조부터 제
14조까지

❒ 수출이동서류의 작성
- 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수출이동서류를 작성하여 함
❒ 수출폐기물의 운반
- 수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당해 수출폐기물에 대한 수출이동서류를 지녀야 하
며, 수출이동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수입이동서류의 작성
- 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수입이동서류를 작성하여 함
❒ 수입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 수입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당해 수입이동서류 및 수출이동서류(수
출국 발행)를 지녀야 하며, 수입이동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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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폐기물을 양도․양수하는 때에는 당해 수입이동서류 및 수출국발행이동서류
를 함께 인도하여야 함
- 수입폐기물을 양수한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수입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자는 지체없이 당해 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수출한 자에게 송부하고 그 사본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라

보고

라-1. 허가관련 보고
근거 규정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보고 대상자 : 폐기물을 수출․입 또는 양수한 자는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의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1. 수출허가를 받은 자 : 폐기물수출실적보고서
2. 수입허가를 받은 자 : 폐기물수입실적보고서
3. 수입폐기물을 양수한 자 : 양수수입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

라-2. 신고관련 보고
근거 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

❒ 보고 대상자 : 매년 폐기물 수출입 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
까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 수출 신고자 : 폐기물수출실적보고서
2. 수입 신고자 : 폐기물수입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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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허가제도 위반시 조치사항

마-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2.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2. 법 제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
지 아니한 자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4. 법 제1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
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위반한 자
2.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마-2. 과태료
근거 규정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7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동 서류
에 해당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 또는 수출국발행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동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자
446

Ⅰ. 폐기물의 적정한 배출과 처리

제3장 폐기물을 배출 ․ 처리하는 국민(기업)이 알아야 할 규제

4. 법 제17조제1항에 위반하여 포장․표지부착 등을 하지 아니한 자
5.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나 자료를 제출한 자

바

신고제도 위반시 조치사항

바-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2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수입 당시의 성질과 상태로 수출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
2.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3. 법 제2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바-2. 과태료
근거 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2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때에 전
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2.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3. 법 제2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 등을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보이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2.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Ⅰ. 폐기물의 적정한 배출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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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폐기물 재활용 신고
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폐기물 재활용 신고

다른 사람의 사업장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방법
으로 재활용하는 자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 시설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하여야 함
- 신고한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가-1.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
근거 규정 : 법 제46조제1항, 시행규칙 제66조,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 재활용 방법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자
-「비료관리법」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 또는 같은 조에 따라 지정
된 부산물비료를 제조하는 자
-「사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성분등록을 한 사료를 제조하는 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을 제
조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에 정한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
하는 자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가-2. 폐기물 재활용 신고
근거 규정 : 법 제46조제1항, 시행규칙 제67조제1항

❒ 신고 대상
-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사업장 폐기물을 재
활용하려는 자
❒ 신고 기준
-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
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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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 시설 :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방법 등에 따라 맞게 설치
하여야 하는 해당 시설 1식 이상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
우만 해당)
❒ 신고 처리기한 : 14일
❒ 수수료 : 없음
❒ 신고 필요한 서류
- 폐기물 재활용 신고서(별지 제56호서식)
- 재활용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설명서 1부
-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1부
- 재활용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설치명세서 1부
-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가-3. 폐기물 재활용 신고업의 변경신고
근거 규정 : 법 제46조제3항, 시행규칙 제67조제3항

❒ 변경신고 사항
- 재활용 대상 폐기물
-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
- 재활용사업장 소재지
- 상호
- 재활용시설의 용량
-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용량
-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적용대상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 변경신고 처리기한 : 14일
❒ 수수료 : 없음
❒ 변경신고 서류
- 폐기물 재활용 변경 신고서(별지 제5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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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폐기물 재활용 신고증명서 원본

나

폐기물 재활용 신고업의 운영 및 관리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나-1.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의 준수사항
근거 규정 : 법 제46조제6항, 시행규칙 제67조의2

❒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신고한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함
❒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
❒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의 준수사항
1.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신고한 재활용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2.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탁한 자와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
함된 폐기물 위탁재활용(운반)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
야 한다. 다만,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와 함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탁한 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 위탁재활용(운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재활용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상호, 소재지 및 대표자
나. 위탁계약기간
다.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성질과 상태 및 취급시 주의사항
라.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장소 및 재활용방법
마.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바. 재활용처리단가 또는 재활용처리비(재활용처리비를 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사. 폐기물의 구입단가(무상으로 위탁받는 경우에는 무상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3.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영업정지, 휴업, 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재활용시설의 검사를 받기 위
한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하거나 재
위탁받을 수 있다.
4. 자신의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위탁받거나 재활용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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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초과, 휴업이나 폐업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수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위탁받게 하거나
신고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9. 제품의 본래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ㆍ수선하여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수리ㆍ수선한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및 수리ㆍ수선한 제품임을 소비
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0. 사업정지,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1. 폐기물 배출자에게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폐기물재활용 신고증명서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시멘트소성로에서 연료, 원료 등으로 사용한 폐기물(수입폐기물을 포함한다)
및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제품 사용량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보고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한 것으로 본다.
13. 유기성 오니를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자는 유기성
오니 연료의 저위발열량, 수분 함유량, 회분 함유량, 황분 함유량, 길이 및 금
속성분을 매 분기당 1회 이상 측정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것

다

위반시 조치사항

다-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66조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2. 법 제46조제7항에 따른 재활용사업의 정지기간 중 재활용사업을 계속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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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68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2.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과태료 부과기준 :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 예규)” 참조

다-3. 행정처분
근거 규정 : 법 제46조제7항,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 행정처분 기준 : “시행규칙 별표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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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폐기물 감량지침
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사업장페기물감량화 제도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생산 공정에서 폐기물감량화 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며,
환경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동 고시하는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을 준수하
여야 함

가-1. 사업장폐기물 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자
근거 규정 : 시행령 제9조

❐ 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자 : 아래의 해당업종과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시행령
별표 5)
1. 대상업종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업종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섬유제품 제조업(봉제 의복 제외)
나. 코크스(cokes),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다.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라.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마.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바. 1차 금속산업
사.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와 가구 제외)
아.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 그 밖의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차.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카. 의료, 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파.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하. 전기․가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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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규모
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을 200톤이상 배출하는 자
나.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1천톤
이상 배출하는 자
* 비고 : 제2호 가목의 경우 2005년은 2004년 배출량, 2006년은 2004년 및 2005년 배출량의 평균
을 기준으로 산정

가-2. 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자 현황
근거 규정 : 시행령 별표 5

❐ 연도별 대상사업자 현황
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사업장 수

681

731

703

1,175

1,275

1,270

1,350

1,297

※ 2004년까지는 지정페기물 배출량 기준, 2005년부터는 일반폐기물 연평균 1,000톤 이상 배출 사업장
으로 확대되었음

❐ 업종별 대상사업자 현황(2009년)
업 종

업체수

업 종

업체수

섬유제품 제조업(봉제 의복 제외)

5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9

코크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16

그 밖의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18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60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136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7

의료, 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3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5

1차 금속산업

27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5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와 가구 제외)

147

전기․가스업

27

나

감량지침 준수 의무
사업장에서는 페기물감량(배출억제 및 재활용)을 위하여 향후 3년간의 폐기물감량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및 시행하고, 전년도 감량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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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 폐기물감량계획 제출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환경부 고시)

❐ 사업장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기술개발‧공정개선‧재이용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의 발생
을 억제하기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함
- 폐기물감량계획에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폐기물 발생억제 목표율 및 효율적인 달
성방법 등을 포함
❐ 사업장폐기물 감량계획 제출
- 폐기물 감량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2월말까지 전산프로그램 등
을 이용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한국환경자원공사)에게 제출
※ 참고 : 폐기물감량 계획에 포함할 내용
- 폐기물감량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 폐기물 발생‧처리현황 및 전망
- 폐기물 감량 목표율 ․폐기물 감량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계획
- 폐기물 감량계획의 추진실적 자체평가방안
- 기타 사업활동 현황(사용원료.연료, 생산제품, 사업목표 및 성과) 등 폐기물감량 추진과 관련
된 사항)

나-2. 폐기물감량 추진실적 제출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19조,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환경부 고시)

❐ 폐기물감량 추진 실적 작성
- 폐기물감량 추진실적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
1. 사용원재료 및 연간 사용량
2. 생산제품명 및 연간생산량과 총매출액
3. 폐기물발생량, 발생예방량 및 재활용량
4. 사업장 폐기물 감량 활동사항
5. 기타 기술진단‧지도요청 등
❐ 폐기물감량 추진실적의 제출
- 폐기물감량 추진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전산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전산처리기
구의 장(한국환경자원공사)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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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반시 조치사항

다-1.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68조제2항제2호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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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관련 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가

정의

가-1. 포장재의 정의
근거 규정 : 법 제2조제14호

❐ “포장재”란
-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함

나

포장재질 등의 검사기관

나-1. 포장재질·포장방법 검사기관
근거 규정 : 법 제9조제3항 및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기관
1. 한국환경자원공사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기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기관 고시
(환경부 고시 제2003-73, '03.4.12)

나-2. 중금속 함량 시험기관
근거 규정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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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시험기관
1. 국립환경과학원
2. 기술표준원
3. 한국환경자원공사
4.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공고하는 기관

다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자등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장재질·포장기준에 관한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

다-1. 포장방법 규제 대상 제품
근거 규정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1

❐ 포장방법 규제 대상 제품의 종류
1. 가공식품 : 식품위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공전의 규정에 의한
가공식품
2. 음료 : 과실․채소류 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살균을 포함), 분말
음료, 기타음료(혼합음료, 추출음료, 음료베이스) 등 마시는 것을 목적으
로 하는 식품(먹는 샘물 포함), 다류․인삼제품 등 건강․기호식품중 액
상(液狀)으로 된 음용제품을 포함. 단, 주류 및 분말․엽상(葉狀)․분상
(粉狀)의 음료용 제품은 제외
3. 주류 : 곡류, 서류, 과실류 및 전분질 원료 등을 주원료로 하여 발효 등 제조․
가공한 양조주, 증류주 등 주세법에서 주류로 규정된 것
4. 제과류 : 곡분, 당류 등을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 처리한 빵 또는 떡류, 건과류, 캔디류, 초
콜릿류, 껌, 쨈류, 아이스크림 제품류 (아이스크림류, 빙과류, 아이스크
림 분말류, 아이스크림 믹스류), 인삼과자류(인삼캔디류, 인삼추잉껌)
등의 제품
5. 건강보조식품 : 식품공전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조식품과 인삼제품류(인삼과자류와
인삼음료용 제품은 제외), 벌꿀 및 다류(침출차․추출차․분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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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차․커피를 말하며, 액상으로 된 음료용 제품은 제외)등의
제품
6. 화장품류 : 화장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품 및 기능성화장품
7. 세제류 : 각종 형태의 비누, 합성세제, 샴푸․린스, 야채․과실․기타 식품이나
식품의 용기 등의 세척제 등
8. 완구·인형류 : 자동차․로보트․무기․집․건물․악기․글자 기타 생활용품 등
각종 모형의 장난감 및 그 부속품과 사람 또는 동물모형의 인형
및 그 부속품 등으로서 조립품과 완성품, 동력식과 무동력식을
불문. 다만 아동용 삼륜자전거, 비디오게임기 등 모형이 아닌 제
품은 제외
9. 문구류 : 필기용구․공책․회화용품 등 학용품과 사무용품
10. 신변잡화류 : 지갑 및 허리띠
11. 의약외품류 : 약사법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외품
12. 와이셔츠·내의류 : 와이셔츠와 각종 내의(잠옷, 브래지어, 콜셋, 팬티, 거들, 캐
미솔, 슈미즈, 슬립 등을 포함)제품
13. 1차식품 : 농․임․축․수산물로서 가공하지 않은 식품

다-2. 제품별 포장방법 기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등에게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
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음
근거 규정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1

❐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 규제 기준
1. 단위제품 : 1회 이상 포장한 최소판매단위의 제품을 말함
2. 종합제품 : 단위제품과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단위제품을 함께 포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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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제품의 종류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가 공 식 품

15% 이하

2차 이내

음

료

10% 이하

1차 이내

주

류

10% 이하

2차 이내

제 과 류

20% 이하
(데커레이션케이크는
35% 이하)

2차 이내

건강보조식품

15% 이하

2차 이내

화장품류

화장품류
(방향제를 포함한다)

10% 이하
(향수 제외)

2차 이내

세제류

세제류

10% 이하

2차 이내

완구․인형류

35% 이하

2차 이내

문 구 류

30% 이하

2차 이내

신변잡화류
(지갑․허리띠에 한한다)

30% 이하

2차 이내

의약외품류

의약외품류

20% 이하

2차 이내

의 류

와이셔츠․내의류

10% 이하

1차 이내

25% 이하

2차 이내

음식료품류

단위
제품

잡화류

종합
제품

라

준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보조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라-1. PVC 재질의 사용기준
근거 규정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
및 제4항

❐ PVC 재질 사용금지 대상 포장재의 범위
1.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수축포장 또는 도포(코
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 포함)
2. 계란·메추리알·튀김식품·김밥류·햄버거류·샌드위치류의 포장에 사용되는 폴리비
닐클로라이드재질 포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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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VC 재질 사용금지 적용 제외대상 포장재의 범위
1.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
제품의 종류

제품의 범위

휘발유․등유․경유․중유․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1. 석유사업법 제2조제2
〔항공유․용제․아스팔트․나프타․윤활기유(조유를 포함) 및
호의 규정에 의한 석
석유중간제품(유분)〕 및 석유가스(프로판․부탄 및 이를 혼합
유제품
한 연료용 가스로서 액화한 것을 포함)
대한약전에 수재(收載)된 것으로서 위생용품이 아닌 것,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
2. 약사법 제2조제4항의 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구기계(치과재료․의료용품 및 위생
규정에 의한 의약품 용품을 포함한다)가 아닌 것,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
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구기
계가 아닌 것(화장품을 제외)
3. 동물유 및 식물유

각종 동물성 또는 식물성 기름제품

4. 화공약품 및 농약

가. 화공약품 : 염류, 황산, 질산, 비료, 전지, 도금, 카아바이드
등을 생산하는 화학공업의 공정에 사용하거나 이러한 화학
공업에서 생산된 약품(농약 및 의약품을 제외)
나. 농약 :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작물을
해하는 균․곤충․응애․선충․바이러스 기타 동․식물(달
팽이․조류 또는 야생동물 및 이끼류 또는 잡목)의 방제에
사용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기피제․유인제․전착
제 및 약효증진제

5. 냉동이 필요한 제품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별히 냉동으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는 제품

라-2. EPS계 재질의 사용기준
근거 규정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

❐ EPS계 재질 사용금지 대상 포장재의 범위
1. 완구·인형
자동차․로보트․무기․집․건물․악기․글자 기타 생활용품 등 각종 모형의
장난감 및 그 부속품과 사람 또는 동물모형의 인형 및 그 부속품 등으로서
조립품과 완성품, 동력식과 무동력식을 불문. 다만 아동용 삼륜자전거, 비디오
게임기 등 모형이 아닌 제품은 제외

II.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발생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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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제품
1차식품(농․임․축․수산물로서 가공하지 않은 식품을 말한다), 가공식품, 음
료류, 주류, 제과류, 건강보조식품, 화장품류(방향제 포함), 세제류 또는 잡화류
의 제품으로서 1회 이상 포장한 최소판매단위의 제품과 1회이상 포장한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제품을 함께 포장한 것
※ EPS : 발포폴리스티렌계 포장재

라-3. 합성수지 재질 연차별 줄이기
근거 규정 : 법 제9조 및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별표3

❐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대상 제품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닭사
육시설에서 생산되는 계란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하여 거래
되는 사과·배
3. 매장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
부류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소에서 제
조·가공하는 면류
5.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
기류,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정보·사무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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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종류별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대상 포장재의 범위
제품의 종류

제품의 범위

계란난좌 및 팩

계란을 담는 난좌(받침접시), 팩 등

사과․배 받침접시 사과․배를 포장하는데 사용되는 받침접시류
청과부류(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및 유지작물
청과부류․축산
류와 두류 및 잡곡류 중 신선한 것), 축산부류(조수육류 및 난류 등),
부류․수산부류
수산부류(생선어류, 건어류, 염건어류, 염장어류, 패류, 해조류 및 젓갈
받침접시
류 등)를 포장하는데 사용되는 받침접시류

면류용기

면류(곡분 또는 전분을 주원료로 하고 필요에 따라 식품첨가물 등을
혼합한 후 면발을 성형한 것이거나 이를 열처리, 유탕처리, 건조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 또는 이에 수프를 첨가한 것으로서 건면류, 생면
류, 숙면류, 유탕면류, 호화건면류 및 개량숙면류 등)를 포장하는데 사
용하는 용기

진공청소기, 전기다리미, 전기탈수기, 전기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전기기기류 전기레인지․전기오븐기기, 전기세탁기, 전기면도기 및 전기이발기,
안전
전기토스터․그릴, 전기바닥청소기, 회전형 전기건조기, 전기보온기 등
인증
텔레비전수상기․모니터, 비디오테이프 플레이어, 비디오카메라, 튜
대상 오디오․ 비디
너, 편집기, 디스크플레이어, 라디오 수신기, 앰프 및 리시버, 음성기
전기 오 응용기기
록계 및 플레이어, 오디오시스템 등
용품
정보․ 사무 모니터, 프린터, 복사기, 직류전원장치, 무정전전원장치, 스캐너, 지폐
기기
계수기, 전자저울, 금전등록기 등

❐ 제품별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기준
1. 난좌·팩, 받침접시 및 용기
제품의 종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대상 닭사육시설에서 생산되는 계란

연차별 줄이기 기준
대 상
포장재 2003, 2004 2005, 2006 2007 이후

난좌

60% 이상

70% 이상

80% 이상

팩

35% 이상

40% 이상

45% 이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
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
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하여 거래되는 사
과․배

받침
접시

15% 이상

20% 이상

25% 이상

매장면적 165㎡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
되는 청과부류․축산부류․수산부류

받침
접시

10% 이상

20% 이상

25% 이상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면류

용기

20% 이상

30% 이상

35% 이상

II.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발생 억제

465

환/경/규/제/편/람

2. 포장용 완충재
대상
포장재

제품의 종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
포장용
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완충재
의한 안전인증대상 전기
용품 중 전기기기류, 오
디오․비디오 응용기기,
정보․사무기기

마

연차별 줄이기 기준
2004년․2005년

2006년․2007년

2008년 이후

포장용적 2만㎤
이하의
제품은
발포폴리스티렌
재질외의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

포장용적 3만㎤
이하의
제품은
발포폴리스티렌
재질외의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

포장용적 4만㎤
이하의
제품은
발포폴리스티렌
재질외의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

포장재의 유해물질 함량기준

마-1. 유해물질 함량기준
근거 규정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포장
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 규제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1. 납(Pb)
2. 카드뮴(Cd)
3. 수은(Hg)
6+
4. 6가 크롬(Cr )

❐ 유해물질 함량기준
1.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농도의 합이 100㎎/㎏ 이하로 권장

바

기타 포장폐기물 관련 권장사항

바-1.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표시 권장
근거 규정 : 법 제9조제4항 및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 표시 내용
1. 포장재의 재질
2.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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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 방법
포장재질
검사결과

1차 :

2차 :

포장공간비율

%(기준 :

% 이하)

포장횟수

차(기준 :

차 이내)

검사성적서 발행번호
검사일 등
전문검사기관

바-2. 포장용기의 재사용제품 생산 권고
근거 규정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 제품 별 권고율(포장용기를 재사용 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량이 당해 제품
총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1. 화장품 중 색조화장품(메이크업)류 : 100분의 10
2. 합성수지 용기를 사용한 액체·분말세제류 : 100분의 5
3. 두발용 화장품 중 샴푸·린스류 : 100분의 25
4. 위생용 종이제품 중 물티슈류 : 100분의 60
5. 분말커피류 : 100분의 70
6. 크레용·크레파스·물감 : 100분의 10
❐ 포장용기 재사용 제품 사용을 위한 협조
1. 대상 :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에 따른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2. 내용 : 포장용기 재사용제품 진열·판매 등 포장용기 재사용 활성화 협조

바-3. 포장제품의 재포장 자제
근거 규정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 포장제품 재포장 자제
1. 대상 :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에 따른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도매센터 및 면적
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
2. 내용 : 구매자가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여
제공하는 것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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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위반시 조치사항

사-1.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명령
근거 규정 : 법 제9조제3항 및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 포장검사명령 대상
1.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의 제조·수입·
판매자
2. 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를 한 경우 표시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포장검사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포장검사명령 기간
1. 제품의 제조자 등이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포장검사명령을 받
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함.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2. 포장검사명령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이미 포장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경우
그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명령에 의한 검사성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사-2.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39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
짓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사-3.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41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
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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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회용품의 사용 규제
관련 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1회용품이란

가-1. 1회용품의 정의
근거 규정 : 법 제2조제15호

❐“1회용품”이란
-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2. 1회용품의 종류
근거 규정 : 시행령 제5조 별표1

❐ 1회용품의 종류
1.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 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설탕·커피·크림·케첩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과 컵·접시·용기의 형태가 아닌 종이·비닐 및 금속박지 싸개는 제외

2. 1회용 나무젓가락
표면을 옻칠 등으로 가공 처리하여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제외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4.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함)
5. 1회용 광고 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
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 선전물로서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
거나 첩합된 것)
6. 1회용 면도기·칫솔
7. 1회용 치약·샴푸·린스
8.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
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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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봉투 :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합성수지 또는 종이 재질에 단면 이상
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코팅) 하거나 첩합(라미네이션)하여 제
조된 것
1회용 쇼핑백 : 손잡이가 부착되어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합성수지(손잡이
를 포함한다) 또는 종이 재질에 단면 이상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코팅) 하거나 첩합(라미네이션)하여 제조된 것

9. 1회용 응원용품
체육관, 운동장, 종합체육시설 등에서 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
대풍선, 비닐방석 등

10. 1회용 비닐식탁보(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하며,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가-3.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근거 규정 : 법 제2조제14호 및 시행령 제3조의2

❐ 생분해성수지제품의 정의
-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제품
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2.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시험기관으로부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
시한 생분해성수지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증받은 제품

나

1회용품 적용 제외

나-1. 1회용품에서 제외되는 봉투·쇼핑백
근거 규정 : 시행령 별표1 제8호,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품 봉투, 쇼핑백(환경부 고시)

❐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1. A4 규격(210mm×297mm) 또는 1ℓ(1,000㎤) 이하의 종이 봉투·쇼핑백
2. B5 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 이하의 종이 봉투·쇼핑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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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4.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다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업종

다-1.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업종
근거 규정 : 시행령 제8조제1항

❐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업종
1.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제과점영업 등
을 말함

2. 「식품위생법」제2조제9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
는 기숙사·학교·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상시 1회 50인 이상에
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함

3.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유통산업 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등

5.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소매업
(제5호에 따른 업종 및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
피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업종 제외)
6.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
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운동장, 체육관, 종
합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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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업종별 세부 준수사항

라-1. 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
근거 규정 : 시행령 제8조제2항,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 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 및 세부 준수사항
업

종

1.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준수사항

가. 사용억제

나.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적용대상 1회용품

○ 1회용 컵(합성수지컵·금속박컵 등)
○ 1회용 접시(종이접시·합성수지접
시·금속박접시 등)
○ 1회용 용기(종이용기·합성수지용
기·금속박용기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광고 선전물

2.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치약
○ 1회용 샴푸·린스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
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
모점포(이하 이 표에서 "
대규모점포"라 함)

가.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로 된 것 제외)

나.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 선전물

4.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
른 도매·소매업(제3호에
따른 업종 및 영 제8조
제1항제6호에 따라 환
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 제외)

가.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로 된 것 제외)

나.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 선전물

사용억제

1회용 합성수지용기

6.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
른 금융업, 보험 및 연
금업, 증권 및 선물 중
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
급업, 광고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
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
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 선전물

7.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
육시설

무상제공금지

1회용 응원용품

5.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
매제조·가공업(대규모점
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
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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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2. 1회용 봉투·쇼핑백 유상제공자 준수사항
근거 규정 : 시행령 제8조제2항, 시행규칙 제4조, 별표2 비고 5

❐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금 환불안내 등
1. 1회용 봉투·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쇼핑
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
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혜택을 제공
하도록 노력
2.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하여야 함
가) 홍보문안 설치 규격 : 판매대(가로 450mm×세로 600mm이상), 봉투･쇼핑백
(중앙 또는 상당부, 가로150mm×세로40mm이상)
나) 홍보 표준문안 : 『사용하신 비닐봉투･쇼핑백을 가져오시면 봉투･쇼핑백 값
을 되돌려 드립니다. 꼭 가져오세요!』

마

1회용품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적용제외

마-1.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적용 제외 업종
근거 규정 : 시행령 제8조제1항제6호

❐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세세분류)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세세분류)

업

종

50110

자동차 신품 판매업

51313

수산물 도매업

50120

중고 자동차 판매업

51319

기타 비가공 식품 도매업

51321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51322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51324

낙농품 도매업

51331

주류 도매업

50201
50202
50203
50301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중고부품 및
중고내장품 판매업
이륜자동차 및 부품 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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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세세분류)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세세분류)

업

종

50302

이륜자동차 및 부품 소매업

51332

비알콜 음료 도매업

50401

주유소 운영업

51333

담배 도매업

50402

차량용 가스 충전업

51430

가전제품 도매업

51101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중개업

51511

원목 및 건축관련 목재품
도매업

51102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51512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51103

상품종합 중개업

51513

유리 및 창호 도매업

51109

기타 상품 중개업

51521

배관 및 냉·난방장치 도매업

51201

곡물 도매업

51522

철물 및 수공구 도매업

51202

종자 및 묘목 도매업

51591

도료 도매업

51203

사료 도매업

51592

벽지 및 장판류 도매업

51204

화초 및 산식물 도매업

51599

그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51205

산동물 도매업

51601

철근 도매업

51209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51602

금속판, 봉, 관 및 유사 1차
금속제품 도매업

51311

과실 및 채소 도매업

51603

금속광물 도매업

51312

육류 도매업

51711

고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51712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51892

사무용 가구 및 기기 도매업

51713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51893

51721

산업용 기초화합물 도매업

51894

51722

염료, 안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51895

51723

비료 및 농약 도매업

51896

51724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도매업

51899

51731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52520

가구 소매업

51732

방직용 섬유 및 사 도매업

52611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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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경보 및 탐지용 장비
도매업
의료, 전문 및 과학기기
도매업
수송용 기계장비 도매업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그외 기타 기계 및
장비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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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세세분류)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세세분류)

업

종

51733

직물 도매업

52612

51739

그외 기타 산업용 중간재
도매업

52619

51811

농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52671

51812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도매업

52672

액체연료 소매업

51813

공작기계 도매업

52673

가스연료 소매업

52691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52891

자동판매기 운영업

51819
51891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컴퓨터 및 패키지소프트웨어
도매업

벽지 및 장판류 소매업
기타 철물, 난방용구 및
건설자재 소매업
연탄 및 기타 고체연료
소매업

마-2. 1회용품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적용 제외 1회용품
근거 규정 : 시행령 제8조제1항제6호

❐ 1회용품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품
1.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가. 혼례․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조문객, ․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나.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다.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라.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마. 그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2. 대규모점포 및 도･소매업
가.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
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합성수지 봉
투를 사용하는 경우
3. 도･소매업
가. 매장면적 33제곱미터 이하, 단 지자체 조례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
4.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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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밀봉포장인 것
밀봉이란 「식품위생법」제12조에 따른 식품공전 규정에 의하여 용기 또
는 포장 내외부의 공기유통을 막는 것

나.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5. 다음의 사업장
가.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 안
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90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장
사업장 안에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재질별로 분리․수거 후 회수된 폐 1회
용품을 재활용업체 등에 인계하여 실제로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재활용관
련 계약서 및 폐1회용품 인수인계서 등 관련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입증
하는 경우에 한함

나.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는 사업장

바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바-1.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근거 규정 : 법 제10조의2

❐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1.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되가져올 경우의 현금 환불
2. 고객이 장바구니를 이용할 경우의 현금할인
3. 장바구니의 제작·보급
4.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5. 전년도의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금액보다 고객에게 환불 또는 현금 할인한 금
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
6.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바-2.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근거 규정 : 법 제10조의2 제6호, 시행규칙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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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1. 1회용 합성수지 재질 제품의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의 대체
2. 1회용 봉투·쇼핑백의 회수·재활용 촉진
3. 환경미화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4. 민간 환경단체의 환경보전 활동 지원

사

위반시 조치사항

사-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39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
짓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사-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41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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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관련 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이행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제품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
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
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

가-1. 재활용의무 대상
근거 규정 : 법 제16조 ․ 제23조제1항, 시행령 제11조 ․ 제12조 ․ 제18조, 시행규칙 제25조

❐ 대상 품목
-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24개 제품·포장재를 대상으로 생산자에게 출고량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의무를 부여
<포장재>
품

목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 포장재

가.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첩합 도포된 종이팩
음식료품목, 농・수・축
에 한한다)
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
나. 유리병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
다. 금속캔
탄가스제품, 살균 살충
라.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 시트형 포장재 및
제등의 포장재
트레이를 포함한다)

전기기기류, 오디오 비
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
사무 기기와 개인용 컴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퓨터(모니터 및 자판 포
함)의 완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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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품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 포장재

목

전 지 류

가.
나.
다.
라.
마.
바.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1차전지에 한한다)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타 이 어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타이어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타이어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
되는 타이어

윤 활 유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윤활유
(흡입․압축․폭발․배기의 4행정을 크랭크축 1행정으로 행하
는 엔진이 장착된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윤활유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
되는 윤활유
마.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외항선박을 제외한다)
에 사용되는 윤활유
바. 어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양어선을 제외)에 사
용되는 윤활유

형 광 등

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를 포함한다

※ 전자제품은 ’08.1.1일부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성보
장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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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생산자
- 재활용 의무 생산자
구

분

내

용

대

상

자

제

품

재활용의무대상이 되는 제품을 제조 제조・수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
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제조업자와 수 업자
입업자

포 장 재

- 대상포장재를 제품 포장에 사용하 — 제조업자・판매업자 : 전년도 연
는 제조업자 판매업자 및 수입업자
간매출액 10억원 이상인자, 포장
- 대상포장재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재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자
(유리병 10톤, 발포 0.8톤)
— 수입업자 : 전년도 연간수입액 3억
원 이상인자, 포장재 연간 수입량
이 1톤 이상인자(유리병 3톤, 발포
0.3톤)

※ 포장재의 재활용 의무 생산자가 되는 자는 매출․ 수입액 및 출고․ 수입량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함

❐ 연도별 재활용의무율
-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의 출고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
리수거량 재활용실적 및 재활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당해연도 개시전에(전
년도 12월말까지) 재활용의무율을 고시

가-2. 재활용의무이행 절차 및 방법
근거 규정 : 법 제18조 ․ 제22조 ․ 제25조,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 재활용의무이행 절차
1.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재활용의무생산자가 빈용기보증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당해연도 1월말까지 제출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에는 EPR대상 제품‧포장재의 당해연도 최초 출고일
또는 최초 수입신고일부터 30일 이내(12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
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에 제출할 수 있음
※ 첨부서류(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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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 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재활용시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1부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운반계획(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영 제20조 각 호에 따른 재활용 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재활용을 위탁하는 경
우에 한한다)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세부내역(공제조합의 경우에만 작성)

2.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승인
- 운영부서장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승인서를 교부하고, 승인
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아니한다는 뜻과 그 사유를 재활용의무
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통보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승인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활용의무의이
행계획서를 보완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제출
3. 변경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승인
-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승인을 얻은 재활용의무이행계
획서의 내용중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
법, 재활용사업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10서식에 따라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제출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승인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활용의무이행
계획서를 보완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제출
4. 제품․포장재의 출고량 제출․접수
-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
부된 전년도 의무대상품 출고량을 매년 4월 15일까지 제출
․ 의무생산자의 사업자등록증사본
․ 결산보고서 등 출고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산출 기초자료(예규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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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고량 제출시 국내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국내소비용으로 출고된 제품・포장
재별 중량을, 수입업체의 경우에는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통관기준의 제품・포
장재별 중량 기재
- 의무생산자가 공제조합에 가입하였더라도 의무대상품의 출고량은 개별의무생
산자로부터 직접 접수
- 다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의무생산자로부터 출고량을 일괄 제출받는 경우
에는 사업장별로 출고실적을 구분 기재하여 접수
-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출고량은 주문자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조자로부터는 총 출고량중 주문자에게 납품한 물량과 자신이 직접 출
고한 물량을 구분 기재하여 접수
-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산출 기초 자료는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는 종별
및 재질별로 예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
5.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시행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의거, 다음연도 4월30일까지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제출
-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시 첨부서류
․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
류(재생원료 및 재활용제품의 거래・납품자료, 생산・수출실적 자료 등)
․ 제27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
활용관리대장 사본(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초과 재활용실적을 당해연도 실적에 포함하고자 하
는 경우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초과실적을 인정받은 서류(재활용의무이행결
과통보서 예규 별지 제2호서식)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포장재의 회수 재활용관리대장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되 시행령 별표 6에 의한 종별 및 재질별로 작성된 관리대장 제출
❐ 재활용의무이행 방법
-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재활용사업공
제조합이 승인받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대로 재활용의무를 대행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승인받는 재활용의무이행계
획대로 재활용의무를 이행

482

II.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발생 억제

제3장 폐기물을 배출 ․ 처리하는 국민(기업)이 알아야 할 규제

(1) 생산자 스스로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제출
(생산자→공사)

재활용의무이행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출고실적서
제출(의무생산자→공사)

의무미이행시 부과금
납부(의무생산자→공사)

(2)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계 약
(의무생산자→
재활용업자)

의무이행계획서
제출(생산자→공사)

의무이행결과
보고서출고실적서
제출(의무생산자→공사)

재활용의무
이행

의무미이행시
부과금납부
(의무생산자→공사)

(3) 재활용사업공제조합가입 분담금 납부
계 약
(의무생산자→조합)

의무이행계획서
제출(조합→공사)

재활용
의무이행

출고실적서
제출
(의무생산자)

의무이행결과
보고서제출
(공제조합→공사)

의무미이행시
부과금납부
(공제조합→공사)

가-3.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13조 별표4

❐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가-4. 조사 및 확인 등
근거 규정 : 법 제36조, 시행규칙 제26조

❐ 조사 및 확인
1. 적용대상
- 재활용의무생산자
-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제조자등
-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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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조사
- 대상 및 주기
출고실적

재활용의무이행실태
(비대상혼입비율 포함)

재활용의무이행결과

10%이상 표본조사
(재활용의무생산자)

연 1회 이상(재활용사업자 등)

연 1회(재활용사업자 등)

- 지방자치단체, 군부대가 재활용사업자인 경우 재활용의무이행실태조사를 생략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재활용 사업자는 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등급별 분류
관리 지침에 따름
- 출고실적조사는 운영부서장이 당해연도 재활용의무생산자중 출고실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10%이상 표본 선정하여 연간조사․확인계획에
포함 수립 후 조사 실시
3. 수시조사
- 대 상
․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 재활용부과금의 산출・부과 및 납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장부의 비치・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확인결과 문제가 있거나 우려되는 사업장으로서 운영부서장이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조ㆍ수입자의 출고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재활용사업자와 계약 체결한 경우 재활용비용
적정 반영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의 재활용실적이 실제 재활용실적과 차이가 나는
경우
․ 당해연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 조사가 필요한 경우(별표 6의 재활용을 위탁받
는 자의 등급별 분류관리 목적 포함)
․ 기타 위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
- 주 기 : 필요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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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의 기록․보존
1. 재활용의무생산자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제조・수입 관리대장 : 별지 제18호서식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19호서식
-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 불필요
․ 재활용업체에 위탁한 경우 : 재활용업체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사본
․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 : 직접 작성관리
2.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19호서식
3.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재
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나

재활용부과금 부과 ․ 징수

나-1. 재활용부과금 부과 ․ 징수
근거 규정 : 법 제19조, 시행령 제27조 ․ 제28조,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예규)

❐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1. 부과대상 : 재활용의무를 미이행한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재활용공제조합
2. 산정기준 : 재활용의무 미이행량 × 재활용단위비용 + 가산금액
- 재활용단위비용 : 재활용기준비용 × 재활용비용산정지수
- 가산금액: 재활용단위비용 × 재활용의무미이행량 × 가산률(15%~30%)
❐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 부과시기 : 매년 6월 30일까지
- 납부기한 : 당해연도 7월 20일까지
❐ 가산금 부과 및 독촉
- 납부의무자가 재활용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II.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발생 억제

485

환/경/규/제/편/람

경과후 15일 이내에 예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며, 이때 납
부기한은 고지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상으로 함
․ 독촉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
산금을 가산하여 징수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 납부의무자가 재활용부과금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을 접수한 운영부서장은 접수 30일 이내에 예규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
․ 이의신청은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과오납금 반환
- 과오납금 반환 신청자로부터 예규 별지 제12호서식의 재활용부과금반환청구서와
다음의 서류를 접수
․ 재활용부과금 납부영수증 사본
․ 반환청구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부과금 반환결정을 한 때에는 반환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활용부과금반환
청구서 혹은 과오납부자계좌번호통지서에 명시된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로 반환
금 등이 입금되도록 하여야 함

다

위반시 조치사항

다-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39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
짓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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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41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18조(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활용의무이
행계획서 또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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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산자책임재활용 지원제도
관련 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분리배출표시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에 따라,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여 생산자들의 재활용 의무를 원
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2003년도부터 시행한 제도

가-1. 분리배출표시제도 개요
❐ 관련 법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법 제14조(분리배출표시)
․ 시행령 제16조(분리배출표시 제품・포장재)
․ 시행규칙 제11조(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
․ 법 제41조(과태료) 제1항제4호
❐ 연 혁
- 종전의 합성수지・금속캔의 재질분류표시와 재활용품의 재활용 가능표시 간 주
민들의 혼동으로 모든 제품을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

함으로써 수거업체와

분쟁 및 민원대상이 됨
-

종전의 재질분류표시와 재활용가능표시를 분리배출표시로 통합하여 운영
(2003.01)

- 생산자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는 분리배출표시 의무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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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명 칭

마

전
크

개
표시대상

명

칭

마

선
크

플라스틱 포장재
(재질에 따라
1∼7)

재질
분류
표시

철캔,
알미늄캔

분리배출
표
시
마크 안에
재질 표시

재활용
가능
표시

표시대상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표시승인을
받은
재활용
품목

유리병,종이박스
등 재활용품

가-2. 분리배출표시 대상
근거 규정 : 법 제14조,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11조

❐ 대상 품목
- 분리배출 표시방법
구 분

의무표시
(필수표시)
지정표시
(선택표시)

표시방법
-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빈용기보증금 용기 제외)
-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되는
포장재에는 분리배출표시 의무
-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외에 종이․금속․유리․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하는 제품․포장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
관(한국환경자원공사)의 지정을 받아 표시

-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
포장재의 종류(A)

-

포장재의 용도(B)
° 음식료품류(식품공전상의 식품, 산물가공처리법에의한 육가공
품․알가공품,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 샘물)
° 농․수․축산물(음식료품류를 제외한 1차 생산물)
종이팩
° 세제류
금속캔
° 화장품 및 애완동물 샴푸린스
유리병
° 의약품 및 의약외품
합성수지 재질
° 부탄가스
포장재
° 살균․살충제
° 전기기기류등의 완충재(발포합성수지 포장재에 한함)
※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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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예외대상
❍ 분리배출 예외대상
구

분

내

용

1. 무표시 포장재 → 포장재의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등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않은 필름․시트형 포장재
2
2.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cm 미만인 포장재
분리배출표시
(필름 포장재의 경우 100 cm2 미만)
적용예외 항목 3. 내용물 용량이 30 ㎖ 또는 30 g 이하인 용기
4. 소재․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
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5. 랩 필름(두께가 20 ㎛ 미만)
분리배출표시
방법 중
일괄표시
예외항목

6. 분리배출표시 사업자가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성수
지제의 용기포장에 대한 재질 표시를 한 경우 일괄표시를 함에 있
어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수입제품의
분리배출표시
예외항목

7. 외포장재가 밀봉된 상태로 수입되는 제품 중 내포장재에 분리배출
하는 경우 손상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외포장재에 일괄표시
8. 외포장된 상태로 수입되는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제10조의 규정
에 의한 용기 등의 기재사항과 함께 분리배출 표시 가능

가-3. 분리배출표시 방법
근거 규정 :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 분리배출표시 도안
- 분리배출표시 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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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안내부 표시문자
구분

도안 내부 표시문자

플라스틱

PET, HDPE, LDPE, PP, PS, PVC, OTHER

금속

철, 알미늄

종이

종이, 종이팩

유리

유리

※ 플라스틱 도안 내부 표시문자의 ‘OTHER’는 2이상의 플라스틱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이거나 플라
스틱에 여타의 재질이 도포 및 첩합된 것 또는 플라스틱 재질이며 다른 6개 도안에 해당하지 않
는 재질에 표기
※ PET : Polyethylene Tererphthalate, HDPE : High Density Polyethylene
LDPE : Low Density Polyethylene, PP : Polrypropylene, PS : Polystyrene
PVC : Polyvinyl Chloride
※ 참고사항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오디오 등의 전자제품이나 건전지,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등은 분리배
출 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임

❐ 포장재질별 분리배출표시 방법
- 종이
구분

내

용

표시도안

정의

- 종이로 된 포장재로 한국환경자원공사로부터 지정표시 승
인을 받은 포장재

예시

- 지정표시 승인을 받은 전자제품, 식품 등 포장용 종이박스
- 지정표시 승인을 받은 문구용 종이 포장재

- 종이팩
구분

정의
예시

내

용

표시도안

-합성수지 또는 알미늄박이 첩합, 도포된 종이팩
- 합성수지가 첩합된 우유팩, 합성수지, 알미늄박이 첩합, 도
포된 두유팩 등

- 유리병
구분

내

용

표시도안

정의

- 유리 재질로 된 포장재

예시

- 음료 및 주류를 담은 유리병
※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유리병 제외
사기그릇, 도자기 등은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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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캔
구분

내

용

정의

- 철, 알미늄 재질로 된 포장재

예시

- 음료 및 주류를 담은 철캔, 알미늄캔
- 살충제 및 부탄가스 포장재

표시
도안

- 합성수지
구분

내

용

정의

- 합성수지 (PET, HDPE, LDPE, PP, PS, PVC, OTHER) 재질로 된 포장재

예시

-

음료 및 주류를 담은 합성수지 용기
라면, 과자, 세제류, 등을 포장한 합성수지 필름
과자, 의약품 등을 포장한 합성수지 필름
먹는 샘물을 포장한 PET병
전기 기기류 등의 포장완충재로 사용한 발포합성수지

표시
도안

❐ 다중 포장재 분리배출표시 방법
- 다중포장재
구분

내 용
- 하나의 제품을 포장하는데 받침점시와 - 뚜껑과 본체 등으로 2개 이상
외부포장재 등으로 2개 이상의 분리된
의 포장재가 일체를 이루는
정의
포장재가 사용된 포장재
것으로 폐기물의 배출시에 분
리되어 배출될 수 있는 포장재
- 고추장 용기(합성수지 재질의 본체+뚜껑) - 양념 용기(뚜껑과 본체가 동일
한 재질이면서 서로 분리가
- 음료수 병(유리병+합성수지 뚜껑)
예시
- 과자 필름(합성수지 시트 트레이+합성수
되지 않음)
지 포장필름)
- 분리되는 각 부분품 또는 포장재마다 분 - 분리되지 않고 일체를 이루는
다중포장재는 주요부분 한 곳
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함
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음
표시방법 - 소재․구조상 개별포장재마다 분리배출
표시가 어려운 포장재는 주요 부분 한
곳에 일괄표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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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포장재의 일괄표시 예
구분

내

용

표시도안

라벨

- 분리배출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나 가급적이면 일
괄 표시를 하도록 유도
※종이 라벨의 경우 분리배출표시는 하지 않음

뚜껑

- 다중포장재의 뚜껑이 50㎠(필름일 경우 100㎠)일
경우 분리배출표시 뚜껑에 별도 표시(미만일 경우
본체에 표시를 하여야 하나, 본체, 뚜껑, 라벨 등을
일괄표시)

펌프

- 가급적 펌프에 표시하고, 펌프에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본체에 일괄표시

나

뚜껑 : 철

빈용기보증금제도
사용된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반복사용이 가능한 제품의 용기
에 대한 반환보증금을 제품가격에 추가하여 판매한 뒤, 소비자가 빈용기를 반환
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나-1. 빈용기보증금제도 개요
❐ 관련 법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법 제15조의2(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 법 제15조의3(빈용기보증금 잔액의 용도)
․ 시행령 제17조(빈용기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 시행규칙 제12조(취급수수료의 지급)
․ 시행규칙 제12조의2(빈용기보증금액)
․ 시행규칙 제12조의3(빈용기보증금액 포함제품의 제조자등의 준수사항)
․ 법 제41조(과태료)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
❐ 빈용기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 「주세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
- 「주세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
- 청량음료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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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별 빈용기보증금액 및 취급수수료
-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규

격

빈용기보증금액

취급수수료

190㎖미만

20원/개당

개당 5원

190㎖이상 400㎖ 미만

40원/개당

개당 13원

400㎖이상 1000㎖ 미만

50원/개당

개당 16원

1000㎖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당

개당 20원

❐ 미반환보증금의 사용용도
- 빈용기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 빈용기의 보관과 수집소의 설치․지원
- 빈용기의 효율적 회수와 재활용방안의 연구․개발
- 전년도에 받은 빈용기보증금액보다 빈용기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
-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나-2. 제조자 등의 준수사항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12조의3

❐ 제조 ․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1. 지역별로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빈용기를 회수하기 위한 수집소를 설치 또
는 지정하여 운영할 것
2.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빈용기를 반환하는 도매업자, 소매업자에게 보증금을
전액 돌려줄 것
3. 빈용기의 회수가 촉진될 수 있도록 빈용기를 취급하는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종합소매업 또는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경영하
는 사업자에 한한다)에게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취급수수료를 지급할 것.
4. 완전히 파손되지 아니하고 일부 파손된 빈용기도 회수하고 빈용기보증금을 전
액 돌려줄 것
5. 빈용기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불편․부당사항 신고처를 용기의 상표에 기재할
것. 다만, 출고시부터 용기에 별도의 상표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용기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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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비자가 빈용기보증금의 반환 등에 대한 불편․부당사항을 신고할 경우 이를
조사하여 그 조사결과를 당해 소비자에게 알릴 것
7.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빈용기보증금 반환에 관한 홍보
물을 제작하여 연 2회 이상 중앙일간신문․텔레비전 또는 라디오에 광고할 것
8.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반환 보증금을 법 제15조
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따라 당해 연도에 사용할 것
❐ 도매업자의 준수사항
1. 거래하고 있는 소매업자가 보관중인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빈용기를 회수하
고 그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 것
2. 거래하고 있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소매업자의 취급수수료를 일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전액 소매업자에게 지급할 것
3. 완전히 파손되지 아니하고 일부 파손된 빈용기도 회수하고 빈용기보증금을 전
액 돌려줄 것
❐ 소매업자의 준수사항
1. 판매중인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판
매처와 관계없이 빈용기보증금을 전액 돌려줄 것
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및
기타 대규모점포가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는 빈용기의 반환장소를 설치하고, 반환장소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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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반시 조치사항

다-1.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41조제1항제4호

❐ 분리배출표시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빈용기보증금 관련 위반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 법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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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폐기물부담금제도
관련 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 또는 유독물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
품․재료․용기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하여 그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
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가-1. 폐기물부담금 대상
근거 규정 :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0조

❐ 대상 품목(6개 품목)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인 제품ㆍ재
료ㆍ용기
1. 유리병ㆍ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 및 금속캔ㆍ유리병ㆍ플라스틱용기
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
2. 부동액
3. 껌
4. 1회용 기저귀
5. 담배
6.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및 그 포장재(소
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 및 그 포장재).
단, 합성수지 섬유제품 및 살충제․유독물 플라스틱 용기는 제외
․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조한 제품 및 그 포장재
․ 시행령 별표 1의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조한 제품
의 포장재
․ 도ㆍ소매업자가 수입한 제품 및 그 포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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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 대상
- 살충제(유리병, 플라스틱용기)․유독물(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 및 그 포장재(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
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 및 그 포장재)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부과 제외대상
- 폐기물부담금 부과에서 제외되는 대상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
포장재

○
○

○
제 품

○

재활용 의무대상 (EPR제도 대상)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트레이, 시트, 필름(음식료품류, 농․수․축
산물,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 의약품 및 의약품의 포장
에 사용되는 포장재)
가정용 살균․살충제용기 합성수지용기 등 모든 용기(’06년 출고물량부터)
발포합성수지 포장재(전기기기류,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사무
기기의 완충재로 사용하는 것)
재활용 의무대상 (환경성 보장제 대상)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가정용), 에어컨디셔너(자동차용 제외), 개인용 컴
퓨터(모니터 및 자판포함), 오디오(휴대용 제외),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
전기 포함), 복사기, 팩시밀리, 프린터
자동차

2.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3.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
4. ｢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견본품
5. 플라스틱제품 및 그 포장재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
․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가 제조하는 플라스틱제품
․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양이 수입액 기준으로 미화 9천달러 미만인 플라스틱제품
․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이 10톤 이하인 사업자가 제조한 플라스틱제품 및 그
포장재
․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100kg 이하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
품 및 그 포장재
․ 법적으로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여
된 경우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나. ｢군수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획득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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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라.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
마. ｢어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어선
바. ｢항공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항공기
사.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철도차량
6. 환경부장관과 폐기물 회수․재활용에 관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 포함)가 제조한 제품 및 그 포장재
7.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
- 폐플라스틱을 기계식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제품의 제조공정에 투입하기
에 적합한 일정 형태의 새로운 원료 상태로 전환한 것으로 재활용 전에 폐기
물부담금을 납부했는지에 따라 면제여부 판단
8.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연간 매출액이 20억 미
만인 제조업자에 한함)
-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간(’12.8.3까지 창업한 자에 한함) 면제

가-2. 조사 및 확인
근거 규정 : 법 제36조, 시행규칙 제26조

❐ 적용대상
- 폐기물부담금 대상 제품 제조․수입업자
- 폐기물부담금 체납업자
- 폐기물부담금 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한 제조․수입업자
❐ 정기조사
조사순위

조 사 대 상

1순위

○ 폐기물부담금 대상 제조․수입업자중 출고실적 미제출자
○ 폐기물부담금(플라스틱제품) 대상여부 확인을 위해 출고실적 제출을 안내
받은 자 중 실적 미제출자
○ 폐기물부담금 대상제품 수입업자중 대상여부 확인 관련 서류 미제출자

2순위

○ 폐기물부담금 체납업자로 보유재산 및 휴․폐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

3순위

○ 정기분 부과업체 중 출고실적 인정자료 미흡, 누락 또는 제외대상이 많은
경우로서 확인이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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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조사
- 신규 부담금 대상업자 중 출고실적 미제출업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폐기물부담금의 산출․부과 및 납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의한 출고제품 중 폐기물부담금 납부주체가 불분명하
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타 기관 및 민원인으로부터 정당한 조사․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 확인결과 문제가 있거나 우려되는 사업장으로서 운영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폐기물부담금 부과 ․ 징수

나-1. 폐기물부담금 부과 ․ 징수
근거 규정 : 법 제12조 및 시행령 11조부터 제13조까지,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
규정(예규)

❐ 품목별 산출기준
연도
품 목(산출기준)

살충제․
유독물
용기(개)

가. 플라스틱 용기
○ 500ml이하
○ 500ml초과
나. 유리병
○ 500ml이하
○ 500ml초과
다. 금속캔
○ 500ml이하
○ 500ml초과

부동액(ℓ)
껌(판매가/수입가)
1회용기저귀(개)
담배(20개비)
일반용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관
(합성수지
및 건축용
투입kg당)
단열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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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09

’10 ~ ’11

’12이후

살충제 7원/유독물 6원
살충제 16원/유독물
11원

14.94원
18.42원

24.9원
30.7원

33.72원
50.58원

56.2원
84.3원

11.24원
16.86원
유독물 10.78원
유독물 15.64원
37.96원
0.36%
1.2원
7원
30원

32.34원
46.92원

53.9원
78.2원

113.88원
1.08%
3.3원
7원
90원

189.8원
1.8%
5.5원
7원
150원

15원

45원

7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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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절차
- 제조업자

- 수입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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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금 부과 및 독촉
❍ 납부의무자가 폐기물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
과 후 15일 이내에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환경부예규)」 별지 제6호서
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며, 이때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상
으로 함
- 독촉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을 가산하여 징수
❐ 과오납금 반환
❍ 과오납금 반환 신청자로부터 시행규칙 제10조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반환지급결정서와 다음의 서류를 접수
- 폐기물부담금 납부영수증 사본
- 과오납금 반환청구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부과금 반환결정을 한 때에는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폐기물부담금반
환청구서에 명시된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로 반환금(반환가산금을 포함)이 입금
되도록 하여야 함
❐ 이의신청 처리
❍ 납부의무자가 폐기물부담금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받
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환경부예규)」별지 제
11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을 접수한 운영부서장은 접수 30일 이내에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
규정(환경부예규)」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
- 이의신청은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체납처분
❍ 체납처분 절차
- 납부기한 내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및 독촉
- 납부독촉 기간 내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해 징수(재산압류, 매각 및 청산의 절차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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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반시 조치사항

다-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39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다-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41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36조 제3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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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업)이 알아야 할 규제
Ⅰ.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규제
Ⅱ.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자동차 관련 규제
Ⅲ. 화학물질의 위해 예방을 위한 규제
Ⅳ. 야생 동·식물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규제
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규제
Ⅵ. 먹는물 관리를 위한 규제
Ⅶ. 토양·지하수 보전과 상하수도 관리를 위한 규제
Ⅷ. 기 타

Ⅰ.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규제

505

I.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규제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2. 생활 · 교통 · 항공기소음 규제
3.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방음시설 설치
4. 비산먼지 규제
5.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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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관련 법령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적용대상 시설

가-1. 다중이용시설
근거 규정 : 법 제3조제1항

❒ 다중이용시설의 종류
- 지하역사, 의료기관 등 17개 시설군으로 되어 있으며, 각각의 시설별로 법에 적
용되는 규모를 달리하고 있음
시

설

명

규

모

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포함)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의 대합실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 제외)

연면적 2천㎡이상

공항시설 중 터미널

연면적 1천5백㎡이상

항만시설 중 터미널

연면적 5천㎡이상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점포

연면적 3천㎡이상

의료기관(입원진료병상이 100개 이상)

연면적 2천㎡이상

지하에 위치한 장례식장,
노인의료 보호시설 중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
ㆍ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ㆍ노인전문병원

연면적 1천㎡이상

목욕장(찜질방)

연면적 1천㎡이상

산후조리원

연면적 5백㎡이상

국공립/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

430㎡이상/860㎡이상

가-2. 신축공동주택
근거 규정 : 법 제3조제2항

❒ 신축공동주택
-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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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나-1. 실내공기질 유지 ․ 권고기준
근거 규정 : 법 제5조·제6조, 시행규칙 제3조·제4조

❒ 소유자등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유지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함
- 관리주체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
(이하 “소유자등” 이라고 한다)
- 점검주체 : 지방자치단체, 시․도보건환경연구원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
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
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목욕장,
대규모점포

PM10
(㎍/㎥)

CO2
(ppm)

HCHO
(㎍/㎥)

총부유세균
(CFU/㎥)

CO
(ppm)

150이하

1,000이하

100이하

-

10이하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의료시설, 산후조리원

100이하

800이하

실내주차장

2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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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오염물질 항목

NO2
(ppm)

Rn
(pCi/ℓ)

VOC
(㎍/㎥)

석면
(개/cc)

오존
(ppm)

0.05이하

4.0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다중이용시설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목욕장,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의료시설, 산후조리원
실내주차장

다

400이하
0.30이하

1,000이하

0.08이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다-1. 측정 및 보고
근거 규정 : 법 제12조 ․ 제13조, 시행규칙 제11조 ․ 제12조

❒ 소유자등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연 1회, 권고기준은 2년
1회 측정하여야 함
1. 유지기준 :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폼알데하이드(HCHO),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CO)
2. 권고기준 : 이산화질소(NO2), 라돈(Rn),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석면, 오존
3. 측정방법 :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에 따라 측정위치, 측정지점, 시
험방법 등을 정함
❒ 소유자등은 측정한 결과를 기록․보존
❒ 소유자등은 다중이용시설의 현황,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현황, 전년도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익년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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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측정대행기관
근거 규정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소유자등은 법 제12조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스스로 하거나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측정
* 측정대행업체 목록은 환경부 홈페이지 참조

라

소유자등의 교육

라-1.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근거 규정 : 법 제7조

❒ 소유자등은 환경보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1. 신규교육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마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 공고

마-1. 실내공기질 측정․공고 및 보고
근거 규정 : 법 제9조, 시행규칙 제7조

❒ 신축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주민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공고
1. 공고위치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2. 측정항목 :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항목(6개 물질)
- 폼알데하이드 210㎍/㎥ 이하
- 톨루엔 1,000㎍/㎥ 이하
- 자일렌 700㎍/㎥ 이하

- 벤젠 30㎍/㎥ 이하
- 에틸벤젠 360㎍/㎥ 이하
- 스티렌 300㎍/㎥ 이하

3. 측정방법 :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에 따라 측정위치, 측정지점, 시
험방법 등을 정함
❒ 시공자는 신축공동주택의 측정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입주 3일전
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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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2. 측정대행기관
근거 규정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소유자등은 법 제12조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스스로 하거나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측정
* 측정대행업체 목록은 환경부 홈페이지 참조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사용제한

바

바-1.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고시
근거 규정 : 법 제11조, 시행규칙 제10조

❒ 환경부장관은 시중에 유통중인 건축자재의 방출량을 시험하여 오염물질을
많이 방출하는 제품을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로 고시
*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고시현황은 환경부 홈페이지의 고시․훈령․예규코너 참조
<사용제한을 고시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현황(‘09.9월)>
계

바닥재

페인트

접착제

벽지

퍼티

실란트 및 충전재

240

23

159

19

36

1

2

바-2. 사용제한 시설
❒ 다중이용시설을 설치 및 보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
출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신축공동주택, 신축학교에서도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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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위반시 조치사항

사-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14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13조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한 자

사-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16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
출․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한 자
3.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
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4.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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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 ․ 교통 ․ 항공기소음 규제
관련 법령 : 소음․진동규제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생활소음의 규제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활소음의 규
제대상 및 기준을 정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
하여야 함

가-1. 생활소음의 규제 대상
근거 규정 : 법 제21조제1항,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 규제대상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
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규칙 제20조제1항 각 호의 지역(비규제대상)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비규제대상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산업단지 중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적용)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 운동․
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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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 생활소음의 규제 기준
근거 규정 : 법 제20조제2항,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 생활소음 규제기준
- 측정방법 : 소음․진동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08-22호)
- 지역 구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자
(민원인)의 위치
대상 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옥외설치
주거지역, 녹지지
옥내에서 옥외
역, 관리지역 중 취
확성기
로 소음이 나
락지구 및 관광ㆍ
오는 경우
휴양개발진흥지구,
공장
자연환경보전지역,
동일 건물
그 밖의 지역에 있 사업장
기타
는 학교ㆍ병원ㆍ공
공사장
공도서관
옥외설치
옥내에서 옥외
확성기
로 소음이 나
오는 경우
그 밖의 지역
공장
동일 건물
사업장
기타
공사장

아침, 저녁
주간
야간
(05:00~07:00,
(07:00~18:00) (22:00~05:00)
18:00~22:00)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50
45
50
60
70

55
50
55
65
80

45
40
45
50
60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60
50
60
65

65
55
65
70

55
45
55
50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동일 건물” 해당 사업장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ㆍ체육도장업ㆍ무도학원업
ㆍ무도장업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ㆍ교습소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세부사항 : “시행규칙 별표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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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동소음의 규제대상 및 관리
시·군·구청장은 이동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음

나-1. 이동소음의 규제대상 및 관리
근거 규정 : 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3조

❒ 이동소음의 규제대상
1.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2.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3.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 이동소음의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변경하면 그 지정 사실을 고시
하여야 함

다

위반시 조치사항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시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
면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음

다-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57조 및 제58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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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60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자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도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
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4. 법 제4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다-3. 행정처분
근거규정 : 법 제49조 및 제60조, 시행규칙 제73조)

❒ 행정처분 기준 : “시행규칙 별표 21” 참조
❒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뿐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벌금형을 부과한다.
-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56조부
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뿐 아니라 그 개인에개도
해당 벌금형을 부과한다.

라

교통소음 규제지역의 지정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
기관이 발생시키는 소음·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교통소
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라-1. 교통소음 규제지역의 범위
근거 규정 : 법 제26조제3항, 시행규칙 제26조

❒ 규제지역의 지정
- 교통소음규제지역을 지정할 때는 주요 시설, 주거 형태, 교통량, 도로 여건, 소
음․진동 규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27조에 따른 교통소음․진동의 한도
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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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지역의 범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업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
구(관리지역에 한정)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주변지역,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공공도서관
주변지역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지역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

라-2. 교통소음의 한도
근거 규정 : 법 제27조, 시행규칙 제27조

❒ 도로교통소음의 한도
한도(Leq㏈(A))
주간
야간
(06:00~22:00) (22:00~06:00)

대상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
양개발진흥지구,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
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
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미고시지역

68

58

73

63

❒ 철도교통소음의 한도

대상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
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
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
미터 이내 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미고시지역

한도(Leq㏈(A))
2000년 1월 1일~
2010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주간
야간
주간
야간
(06:00~22:00) (22:00~06:00) (06:00~22:0) (22:00~06:0)

70

65

70

60

75

70

75

65

※ 세부사항 : “시행규칙 별표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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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통소음의 관리
시·군·구청장은 교통소음규제지역 안을 통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속
도의 제한·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마-1. 교통소음의 관리
근거 규정 : 법 제28조 및 제29조, 시행규칙 제28조

❒ 자동차 운행의 규제
-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소음규제지역 안을 통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른 속도의 제한·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지방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 방음시설의 설치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교통소음 규제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방
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바

항공기소음의 관리
환경부장관은 항공기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소음의 한도를 초과하
여 공항 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음
시설의 설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바-1. 항공기소음의 관리
근거 규정 : 법 제39조,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49조

❒ 항공기소음의 관리대상
- ｢항공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공항
※ 항공법 시행령 제40조 (소음대책 수립등) ①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의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하 "소음대책"이라 한다)은 군용항공기지법시행령 별표 가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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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목에 해당되는 공항(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소재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외한 공항에 대하여
수립·시행한다.

❒ 항공기소음의 한도
- 공항 인근 지역 : 90 웨클(WECPNL)
- 그 밖의 지역 : 75 웨클(WECPNL)
❒ 공항주변의 지역 구분
- 공항 인근지역 :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에 따른 소음피해지역
- 그 밖의 지역 :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에 따른 소음피해예상지역
❒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지정
- 지방항공청장은 다음 표의 구역별로 소음피해(예상) 지역을 지정․고시
구분

소음피해지역

소음피행예상지역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제1종 구역

95이상

제2종 구역

90이상 95미만

제3종 구역

가 지구

85이상 90미만

나 지구

80이상 85미만

다 지구

75이상 80미만

바-2. 관계기관 조치 요청
근거 규정 : 법 제39조제1항

❒ 방음시설 설치 등 요청
- 환경부장관은 항공기 소음의 한도를 초과하여 공항 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
상된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나 그 밖에 항공기 소
음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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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방음시설 설치
관련 법령 : 소음․진동규제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특정공사 사전신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시에는 변경신고

가-1. 특정공사 사전신고
근거 규정 : 법 제22조제1항, 시행규칙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시행규칙 별표 9)
-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 천공기, 공기압축기, 브레이커, 굴삭기, 발전기,
로더, 압쇄기, 다짐기계, 콘트리트 절단기, 콘크리트 펌프
❒ 특정공사의 정의
-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다음의 공사
시기

신고 대상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
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
공사시행 전
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건설공사는
3.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정지공사(整地工事)
착공 전)
4.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
상인 굴정공사
5.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특정공사 사전신고자 :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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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시 필요 서류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과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

가-2. 특정공사 사전신고 제외대상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제외대상
-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장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저소음․저진동을 발생하는 기
계․장비라고 인정하는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공사
→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기계 또는 소음도 표지를 부착한 건설기계
-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비고

신고 대상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생활소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진동규제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
제외지역
유무역지역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
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가-3. 특정공사 변경신고
근거 규정 : 법 제22조제2항,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 변경신고의 대상 및 구비서류
대상
1.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의 30퍼
센트 이상의 증가
2.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4. 소음ㆍ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5.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신청 시기
변경 전

제출서류
변경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변경내용 증명 서류
특정공사사전신고증명서
변경에 따른 소음․진
동 저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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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음시설의 설치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하여야 함

나-1. 공사장의 방음시설 설치기준
근거 규정 : 법 제22조제3항, 시행규칙 제21조제6항(별표10)

❒ 방음시설 설치기준
-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삽입손실)는 최소 7㏈ 이상, 높이 3m 이상
- 방음벽시설로 인한 음의 반사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흡음형 방음벽시설
- 방음벽시설에는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함
- 방음벽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지주 사이에 틈새가 없어야 함

나-2. 방음시설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거 규정 : 법 제22조제4호 및 제5조, 시행규칙 제21조제7항 및 제8항

❒ 방지시설 설치가 곤란한 경우와 별도의 방음대책
-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하면 별도의 방음 대책을 세워
야 함
방음시설 설치가 곤란한 경우

별도의 방음대책

1. 공사지역이 협소하여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
치하기 곤란한 경우
2. 도로공사 등 공사구역이 광범위한 선형공사인
경우
3. 공사지역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방음벽시설의
사전 설치에 따른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4. 건축물의 해체 등으로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
치하기 곤란한 경우
5. 천재지변․재해 또는 사고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복구공사의 경우

1.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과
건설기계의 사용
2. 이동식 방음벽시설이나 부분
방음시설의 사용
3. 소음발생 행위의 분산과 건설
기계 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소음 저감
4. 휴일 작업중지와 작업시간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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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고와 검사

다-1. 보고와 검사
근거 규정 : 법 제47조 및 시행규칙 제71조

❒ 보고와 검사
- 환경부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명하
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
에 출입해서 배출허용기준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소음․진동검사를 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음

라

개선명령
시·군·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이 생활소음․진동기준을 초과
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라-1. 개선명령의 요건 및 종류
근거 규정 : 법 제23조

❒ 개선명령의 요건
-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이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시
❒ 개선명령의 종류
-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
-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
는 폐쇄를 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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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반시 조치사항

마-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57조 및 제58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마-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60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특정 공사를 시행한 자
2.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자
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4. 법 제4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마-3. 양벌규정
근거 규정 : 법 제59조

-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뿐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벌금형을 부과
-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56조부
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뿐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부과

마-4. 행정처분
근거 규정 : 법 제49조, 시행규칙 제73조

❒ 행정처분 기준 : “시행규칙 별표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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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산먼지 규제
관련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함

가-1. 비산먼지의 정의
근거 규정 : 법 제43조

❒ 비산먼지
-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

가-2. 비산먼지 발생사업
근거 규정 : 시행령 제44조,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3

❒ 비산먼지 발생사업
1.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3. 제1차 금속 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로 한정)
6.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 제조업
8. 저탄시설(貯炭施設 )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10. 금속제품 제조업 및 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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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3. 신 고
근거 규정 : 법 제43조,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 신고주체
-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
업 제외)
-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공사를 도급
받은 자
❒ 신고시기 : 사업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 실제 착공 전)
※‘착공전’이란 실제 공사 시작 전을 의미

❒ 신고기관 : 사업장 관할 시․도(시․군․구)
※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
을 관할하는 기관에 신고

❒ 제출서류 :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가-4. 변경신고
근거 규정 : 법 제43조,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제2항

❒ 변경신고 대상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비산먼지의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4.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만 해당)
❒ 신고시기 : 변경전(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 공사기간 연장의 경우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
❒ 제출서류 :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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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기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나-1.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기준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58조제4항 별표 14

❒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이송, 채광․채취, 야외절단, 야외탈청, 야외연마, 야
외도장, 그 밖에 공정 등 10개 공정별 시설 설치 및 조치 기준
※ “시행규칙 별표 14” 참조

나-2. 엄격한 기준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58조제5항

❒ 엄격한 기준의 적용
- 시행규칙 별표 14의 기준을 준수하여도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게 시․도지사가 적용
❒ 적용대상 : 시멘트제조업자,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자, 석탄제품 제조업자, 건축
물 축조공사자, 토목공사자

나-3. 기 타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58조제6항·제7항

❒ 시행규칙 별표14 적용 예외
- 사업자가 설치기술이나 공법 또는 다른 법령의 시설 설치 제한규정 등으로 인하
여 시행규칙 별표 14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특히 곤란하다고 시․도지사 인정
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별지 제25호서식,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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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반시 조치사항

다-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91조 및 제92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
고철의 분체상물질을 운송한 자는 제외)
2.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94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분체상물질을 운송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3. 행정처분
근거 규정 : 시행규칙 별표 36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차 경고, 2차 사용중지
❒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차 조치이행 명령, 2차 사용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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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설이나 조치가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1차 개선명령, 2차 사용중지
❒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차 사용중지
※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그 위반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Ⅰ.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규제

531

환/경/규/제/편/람

5.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관련 법령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 억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대기관리권역에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
하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대기관리권역에 공
급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됨

가-1. 도료의 VOCs 함유기준 적용지역
근거 규정 : 법 제2조제2호, 제30조제2항, 시행령 제2조

❒ 대기관리권역
1. 수도권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수도권지역 중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대기관리권역(시행령 제2조 관련)>
지역구분

지역범위

서울특별시

전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
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가-2. 도료의 VOCs 함유기준
근거 규정 : 법 제30조제1항, 시행규칙 제39조

❒ 도료의 VOCs 함유기준(시행규칙 별표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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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VOCs 규제 대상물질의 종류 및 면제물질

나-1. VOCs 규제 대상물질의 종류
근거 규정 :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
2008-227호(’08.7.8) 및 제2009-192호(’09.5.12)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종류
- 1기압 250℃ 이하에서 최소 비등점을 가지는 유기화합물. 다만, 탄산 및 그 염류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물질은 제외
❒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연번

화학물질명

CAS No.

1

아세톤

Acetone

67-64-1

2

파라-클로로벤조 트리플루오라이드

para-Chlorobenzotrifluoride
(PCBTF)

98-56-6

3

디메틸카보네이트

Dimethyl carbonate

616-38-6

4

t-부틸아세테이트

tert-Buthylacetate

540-88-5

다

위반시 조치사항

다-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43조제2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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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자동차 관련 규제
1.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및 검사
2. 제작차 · 운행차 · 저공해자동차 · 특정경유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3.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 · 판매 · 사용
4. 제작자동차 인증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 · 관리

제4장 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해 국민(기업)이 알아야 할 규제

1.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및 검사
관련 법령 및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

가-1.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
근거 규정 : 법 제2조제13호 및 제50조, 시행규칙 제7조

제작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 보증기간 동안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작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검사 실시(정기
검사 + 수시검사)
- 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는 판매 및 출고정지 명령

❒ 검사대상 자동차 :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배출가스 보증기간에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고 제작한 자동차
※ 참고 : 자동차의 종류
종

<2009년 1월 1일 이후 적용기준>

류

정
의
규
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
경자동차
엔진배기량이 1,000cc 미만
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 총
소 형 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8명
이하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 총
승
용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
중 형 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9명
자 동 차 하게 제작된 것
이상
대 형 차량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형 차량총중량이 15톤 이상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 총
소형
중량이 2톤 미만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 총
화
물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
중형
중량이 2톤 이상 3.5톤 미만
자 동 차 하게 제작된 것
대형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형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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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이
륜
자 동 차
건
기

설
계

정
의
규
모
1명 또는 2명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 공차 중량이 0.5톤 미만
하게 제작된 것
건설공사에
사용하기
원동기 정격출력이 19kw 이상 560kw 미만
적합하게 제작된 것

※ ’09년 이전 제작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 종류’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5” 참조

❒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2009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사용연료

휘발유

가 스

경 유

자동차의 종류

적용기간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10년 또는 192,000㎞

대형 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2년 또는 160,000㎞

이륜자동차

2년 또는 10,000㎞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 소형 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
차
대형 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6년 또는 100,000㎞
10년 또는 192,000㎞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10년 또는 160,000㎞

대형 승용차․화물차

6년 또는 200,000㎞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7년 또는 500,000㎞

건설기계

1년 또는 20,000㎞

2년 또는 160,000㎞

※ ’09년 이전 제작 자동차에 적용되는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시행규칙 별표 18” 참조

❒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 환경규제편람 “제4장 Ⅱ-2. 제작차․운행차․저공해자동차․특정경유자동차 배
출허용기준(p.554)” 참조

가-2. 검사의 종류 및 검사 결과
근거 규정 : 법 제50조, 시행령 제48조 ․ 제49조, 시행규칙 제68조 내지 제71조, 제작
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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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종류
수시 검사

정기 검사

재검사

수시로 필요한 경우에 자동차 종류별로 제작 대 수시검사 또는 정기검사 결과에
수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 불복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의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 및 운행차 마다 실시하는 검사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검사
검사 등 각종 검사 - 동일 차종 단위로 매 1 - 배출허용기준 초과 원인의
개월의 생산대수를 기
결과를 토대로 허용
기술적 조사내용에 관한 서
준으로 로트를 구성하
기준의 적합여부에
류와 개선계획 및 사후관리
여 검사 실시
대한 검증이 필요한
대책을 첨부하여 재검사 신청
경우 등

❒ 정기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자동차 제작자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환경부장관이 정
하는 검사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정기검사 생략

※ 참고 :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인력 및 장비
장비 :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동력계, 배출가스 측정장비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인력 : 검사 및 시험장비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기계, 화공 또는 자동차 검사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다른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1명 이상
수입자동차의 외국 제작자의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별도 고시

❒ 검사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장

비

기 술 인 력

별표 17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 및 시험장비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동력계, 배출가스 측정 장 기계, 화공 또는 자동차 검사 분야의 「국
비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 기
술자격증 소지자 1명 이상
비고 : 수입자동차의 외국제작자의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검사방법 ․ 절차 및 합격․불합격 판정 기준
-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참조
❒ 검사 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 검사 비용 :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동차 제작사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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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비용은 ‘검사용 자동차 선정비용’ + ‘운반비용’ +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비용’
+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
❒ 검사 결과
- 적합 판정시 : 정상 판매
- 불합격 판정시 : 불합격된 자동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생산된 것으로 인정되는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판매 또는 출고 정지 명령

나

제작차 결함확인 검사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운행 중인 자동차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결함확인 검사 실시(예비검사 + 본검사)
-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결함을 시정하여야 함

나-1. 검사대상 자동차
근거 규정 : 법 제51조, 시행규칙 제72조

❒ 검사대상 자동차 :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아래의
선정기준에 따른 검사 대상 차종을 매년 결정․고시
1. 자동차제작자가 정하는 사용안내서 및 정비안내서에 따르거나 그에 준하여 사용
하고 정비한 자동차
2. 원동기의 대분해수리(무상보증수리 포함)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3. 무연휘발유만을 사용한 자동차(휘발유사용 자동차만 해당)
4. 최초로 구입한 자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5. 견인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
6. 사용상의 부주의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고장을 일으키
지 아니한 자동차
7. 그 밖에 현저하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자동차

나-2. 검사의 종류 및 방법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72조제2항 및 제73조 내지 제74조,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
확인 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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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종류 ․ 방법 및 검사결과 판정방법
구분

예비 검사

검사
대상 인증별․연식별로 5대
차량수
1. 검사차량 5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
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
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한 항목
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5대 중
부적합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
판정
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
2. 검사차량 5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
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
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별도조치 필요 없음
2.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검사
- 15일 이내에 결함을 시정할 의사
결과
나 본검사에 응할 의사를 서면으
조치
로 통지하여야 함
- 서면통지가 없을 때에는 결함시정
명령 대상에 해당

본 검사

인증별․연식별로 10대
1. 검사차량 10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
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10
대 중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검사차량 10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
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
서 6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
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별도조치 필요 없음
2.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15일 이내에 결함을 시정할 의사
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서면통지가 없을 때에는 결함시
정명령 대상

❒ 검사 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 검사용 자동차 선정방법등
-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 확인 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참조

나-3. 결함 시정명령
근거 규정 : 법 제51조제4항 및 5항, 시행규칙 제75조

❒ 결함 시정 명령
- 결함확인검사 결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그 사유가 자동차 제작
자에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차종에 대하여 결함 시정명령(결함시정명령서
: 별지 제36호서식)
- 다만, 자동차 제작자가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려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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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함 시정계획 승인 신청
- 결함을 시정하려는 경우에는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
- 결함시정계획 승인 신청은 결함시정명령일(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할 것을 통지
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결함시정계획 승인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결함시정계획서(별지 제37호서식)
2. 결함시정대상 자동차의 판매명세서
3. 결함발생원인 명세서
4. 결함발생자동차의 범위결정명세서
5. 결함개선대책 및 결함개선계획서
6. 결함시정에 드는 비용예측서
7. 결함시정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결함시정내용의 통지계획서
❒ 결함 시정 결과 보고
- 결함을 시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환경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 결함시정 계획이 이행되지 아니
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시 결함 시정 명령

다

부품의 결함 시정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및 운행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자에게 그 결함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동차 제작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함
- 결함시정 요구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을
보고하거나 또는 의무적으로 결함을 시정하여야 함

다-1. 부품 결함 시정
근거 규정 : 법 제52조, 시행규칙 제76조

❒ 결함시정 대상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종류
- 결함시정 대상 배출가스 관련 부품은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
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함(시행규칙 별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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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 결함 시정 요구
-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 결함시정 대상 배출
가스 관련 부품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 제작자에게 시정을
요구
- 자동차 제작자는 지체없이 결함을 시정하여야 함. 다만, 자동차 제작자가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

다-2. 결함시정 보고 및 부품결함 보고
근거 규정 : 법 제53조, 시행령 제50조, 시행규칙 제77조

❒ 결함시정 현황 보고
- 보고 시기 : 매분기말 30일 이내
- 결함시정 현황 보고 대상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의 판매대수에 대한 비율이 4% 이상인 경우
- 보고 사항
1. 결함시정 요구건수와 결함시정 요구율 및 그 산정근거
2. 부품의 결함 시정 내용
3. 결함을 시정한 부품이 부착된 자동차의 명세(자동차 명칭, 배출가스 인증번호,
사용연료) 및 판매 명세
4. 결함을 시정한 부품의 명세(부품명칭․부품번호)
❒ 부품 결함 현황 보고
- 보고 시기 : 분기말 90일 이내에 보고
- 부품결함 현황 보고 대상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건수가 100
건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의 판매대수에 대한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 보고 사항
1. 결함시정 요구건수와 결함시정 요구율 및 그 산정근거
2. 결함을 시정한 부품의 결함 발생 원인
3.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산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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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 결함현황 보고의 예외
- 결함시정 요구가 있었던 부품과 동일한 조건하에 생산된 동종의 부품에 대하여
스스로 결함을 시정할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보고대상
에서 제외

다-3. 의무적 결함시정
근거 규정 : 법 제53조제2항 내지 제4항, 시행령 제51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함시정 요구가 없
더라도 자동차 제작자가 의무적으로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함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부품 결함 건수(제작 결함
으로 부품을 조정하거나 교환한 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의 부품 결함 건수가 판매 대수의 4% 이상인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결함시정
을 명할 수 있음

라

운행차 수시 점검

운행 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지를 확인하기 위
하여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대상으로 수시 점검을 실시
- 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개선을 하여야 함
- 기준초과 원인이 자동차 소유자나 운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보증기간
이내인 자동차는 자동차 제작사가 부품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

라-1. 점검 대상 및 점검 방법
근거 규정 : 법 제61조, 시행규칙 제83조 및 제84조

❒ 수시점검 대상 자동차
-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
❒ 수시점검 면제 대상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 자동차 및 저공해 자동차
2.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한 자동차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4.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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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기관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 점검 방법
- 노상 점검 : 도로나 주차장에서 정차 후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 비디오 점검 : 원활한 차량 소통과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행 중인 상태에서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여 점검
❒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 환경규제편람 “제4장 Ⅱ-2. 제작차․운행차․저공해자동차․특정경유자동차 배
출허용기준(p.554)” 참조

라-2.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 소명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85조

❒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에 대한 소명
- 소명 방법 : 해당 자동차가 보증기간 내에 있고 기준 초과원인이 소유자나 운행자
에게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확인한 확인검사 결과표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별지 제38호서식, 확인검사 대행자로부터 발급)
- 소명 기간 : 개선명령일로부터 15일 이내
❒ 자동차 제작사의 필요조치 이행
- 확인검사 결과표에 의거 배출허용기준 초과 원인이 자동차 소유자나 운행자에게
있지 아니함이 소명된 경우 자동차 제작자는 지체없이 부품의 교체 및 비용 부
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라-3. 운행차의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명령
근거 규정 : 법 제70조, 시행규칙 제106조 내지 제108조, 제114조

❒ 개선명령
- 개선명령 대상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소유자
- 개선 기간 및 조치 : 개선명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확인검사대행자에게 개선명령
서를 제출하고 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 확인검사 대행자는 확인검사 결과표(3부)를 작성
① 1부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
② 1부는 개선결과 확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점검기관(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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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부는 확인검사대행자가 1년간 보관
- 확인검사 수수료 : 환경부장관이 고시
❒ 사용정지 명령
- 개선명령시 개선에 필요한 기간동안 그 자동차에 대한 사용정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음(사용정지 명령서 : 별지 제49호서식)
- 사용정지 명령서는 자동차의 전면유리 우측상단에 부착하여야 하며, 사용정지기간
내에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됨

마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 등에 의한 정기검사 시에 통합 실시

마-1. 검사 대상 자동차
근거 규정 : 법 제62조

❒ 정기검사 대상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
검사 대상 자동차
❒ 정기검사 제외
- 법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대상
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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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검사 관련 규정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자동차검사) ①자동차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
한다)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1.29, 2008.2.29>
1. 신규검사 :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신규등록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구조변경검사 :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
으로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자동차종합검사)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
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
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
사"라 한다)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
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상태 확인을 관능검사(관능검사
: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2.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3.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①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당해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3.7, 1997.12.13, 2001.1.16, 2007.4.6, 2007.4.11, 2007.4.27, 2008.2.29>
1. 신규등록검사 : 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 내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검사유
효기간의 만료후에 계속하여 운행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
3. 구조변경검사 :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때 실
시하는 검사
4. 수시검사 :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빈발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
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와 건설기계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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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2. 검사 절차 및 방법
근거 규정 : 법 제62조제2항, 시행규칙 제86조 및 제87조 [별표 22]

❒ 검사 신청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 신청 시에 운행차 정기검사 신청
❒ 검사 기관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행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정비사업자 중 운행차 정기검사 대행자
※ 운행차 정기검사 대행자의 장비․기술능력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23” 참조

❒ 검사 주기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
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월

그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월

주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
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
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검사 항목 및 방법 ․ 기준 : 운행차 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시행규칙 별표
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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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기환경규제지역 등에 등록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검사를 받아야하며, 부적합판정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로
부터 정비를 받아야 함

바-1. 정밀검사 대상
근거 규정 : 법 제63조, 시행령 제54조

❒ 검사대상 자동차 : 아래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1. 대기환경규제지역
규제 지역

수도권역

부산권역
대구권역

광양만권역

지 정 범 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제외, 영흥면은 포함)
경기도(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의정부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광명시, 하남시)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김해시(진영읍, 장유․주촌․진례․한림․생림․상동․대동면 제외)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화력발전소 부지
전라남도
․광양시(봉강․옥룡․진상․다압면 제외)
․순천시(승주읍, 주암․송광․외서․낙안․별량․상사․황전․
월등면 제외)
․여수시(돌산읍, 화양․남․화정․삼산면 제외)

2.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ㆍ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용인시
ㆍ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포항시 및 창원시

바-2. 정밀검사
근거 규정 : 법 제63조제3항․제5항․제6항, 시행규칙 제89조 ․ 제91조 ․ 제93조, 운
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 정밀검사 기관
- 정밀검사대행자(교통안전공단) 또는 법 제64조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 지정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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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신청․결과 및 보고
- 자동차등록증 또는 직전의 정밀검사결과표를 지참하고 검사 신청
- 정밀검사대행자 및 운행차 정밀검사 지정사업자는 정밀검사 실시 후 적합여부를
판정하고 정밀검사결과표(2부)를 작성(전산파일로 작성 가능)
①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
② 1부는 정밀검사기관에서 2년간 보관
- 검사 결과는 정밀검사대행자 및 운행차 정밀검사 지정사업자가 관할 시․도지사
에게 보고(전산정보조직을 이용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예외)
- 정밀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하여 적합통보를 한 경우에는 정밀검사기간
경과 자동차 보고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함(전산정보조직을
이용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예외)
❒ 정밀검사 유효기간
차종

비사업용
사업용

정밀검사대상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승용자동차

차령 4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기타자동차

차령 3년 경과된 자동차

승용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

기타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

1년

❒ 정밀검사 명령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 정밀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밀검사 명령(정밀검사 명령서 : 별지 제43호서식)
- 자동차 소유자가 정밀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번호
판을 영치할 수 있음
❒ 정밀검사 수수료 : 수수료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
※ 정밀검사 수수료 산출기준 : “시행규칙 별표 24 참조”
❒ 검사 방법 등 세부 사항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참조

바-3. 재검사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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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검사 기간
구분

재검사기간

정밀검사 기간내에 정밀검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정밀검사기간 만료 후 5일 이내
사를 신청한 경우
정밀검사기간 이후에 정밀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5일 이내
검사를 신청한 경우

❒ 전문정비업자로부터 정비를 받은 경우의 재검사
- 전문정비업자로부터 정비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전문
정비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정비점검 확인서(별지 제4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함(전
산정보조직을 이용하여 기록한 경우는 제외)
❒ 정밀검사를 미실시한 것으로 간주
- 재검사 기간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재검사를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바-4.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근거 규정 : 법 제63조제4항, 시행규칙 제94조

❒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정비대상 자동차
-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정비 ․ 점검 확인서 작성
-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는 정비 후 전문정비업자 정비․점검 확인서(2부)를 작성
① 1부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
② 1부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가 2년간 보관(전산파일로 보관 가능)

바-5. 정밀검사 유효기간 연장 및 정밀검사 유예
근거 규정 : 법 제63조제2항, 시행규칙 제91조

❒ 정밀검사 유예 및 유효기간 연장
-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정밀검사를 유예할 수 있음
❒ 정밀검사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경우
- 자동차의 도난․사고․압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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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를 조건으로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2. 자동차 부품의 수급 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를 할 수 없는 경우
❒ 정밀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시 필요한 서류
-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인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재검사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1. 정밀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41호서식)
2. 자동차등록증
3. 정밀검사결과표
4.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정밀검사 유효기간 연장
-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다만, 도난․사고․압류 등의 경우에는
예외 인정

사

위반시 조치사항

사-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90조, 제92조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51조제4항 본문·제6항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2. 법 제5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결함시정 의무를 위반한 자
❒ 3백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한 자

사-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94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51조제5항(제5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결함시정 결과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과 부품결함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57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2. 법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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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70조제2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개선결과를 확인받지 아니하거나 확인결과
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사-3. 행정처분
근거 규정 : 법 제84조, 시행규칙 제134조

❒ 행정처분 기준 : “시행규칙 별표 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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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작차 ․ 운행차 ․ 저공해자동차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관련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소음 ․ 진동규제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가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및
소음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및 소음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
하여야 하며 배출가스보증기간 동안 해당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가-1. 제작차 배출허용기준(대기)
근거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시행규칙 별표 17 및 별표 18

❒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가. 휘발유 또는 가스자동차(2009년 1월 1일 이후)
차

질 소
산화물

가

2.11g/㎞
이하

0.031g/㎞
이하

0.047g/㎞
이하

0g/1
주행

2g/테스트 0.009g/㎞
이하
이하

나

2.61g/㎞
이하

0.044g/㎞
이하

0.056g/㎞
이하

0g/1
주행

2g/테스트 0.011g/㎞
이하
이하

1.06g/㎞
이하

0.031g/㎞
이하

0.025g/㎞
이하

0g/1
주행

2g/테스트 0.005g/㎞
이하
이하

1.31g/㎞
이하

0.044g/㎞
이하

0.034g/㎞
이하

0g/1
주행

CVS
-75
2g/테스트 0.007g/㎞ 모 드
이하
이하

0.625g/㎞ 0.0125g/㎞ 0.00625g/㎞
이하
이하
이하

0g/1
주행

2g/테스트 0.0025g/㎞
이하
이하

종

기준
1

경자동차
가
소형승용
기준
소형화물
2
중형승용
나
중형화물
기준 3

기준 4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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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화 수 소
배기관
블로바
증발
가 스
이가스
가스

일산화
탄 소

포름
알데히드

0g/㎞
이하

0g/㎞
이하

0g/㎞
이하

0g/1
주행

0g/테스트
이하

0g/㎞
이하

4.0g/㎾
H 이하

2.0g/㎾H
이하

0.55g/㎾
H 이하

0g/1
주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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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방법

ETC
모드

제4장 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해 국민(기업)이 알아야 할 규제

나. 경유사용자동차(2009년 9월 1일 이후)
차종

일산화
탄 소

질 소
산화물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매연

0.50g/㎞
이하

0.18g/㎞
이하

0.23g/㎞
이하

0.005g/km
이하

-

RW≤
1,305㎏

0.50g/㎞
이하

0.18g/㎞
이하

0.23g/㎞
이하

0.005g/km
이하

-

1,305㎏
<RW≤
1,760㎏

0.63g/㎞
이하

0.235g/㎞
이하

0.295g/㎞
이하

0.005g/km
이하

-

RW>
1,760㎏

0.74g/㎞
이하

0.28g/㎞
이하

0.35g/㎞
이하

0.005g/km
이하

-

1.50g/㎾H 2.0g/㎾H
이하
이하

0.46g/㎾H
이하

0.02g/㎾H
이하

K=0.5m-1

4.0g/㎾H
이하

0.55g/㎾H
이하

0.03g/㎾H
이하

구분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
소형
화물차
중형
승용차
중형
화물차

대형
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2.0g/㎾H
이하

측정
방법

ECE-15
및
EUDC
모드

ND-13
모드
ETC
모드

다. 이륜자동차(2008년 1월 1일 이후)
원동기

최고속도 45km/h 초과

3륜 이상
자동차

최고속도
45km/h 이하

150cc 미만

150cc 이상

일산화탄소

7.0g/㎞

1.0g/㎞

2.0g/㎞

2.0g/㎞

탄화수소

1.5g/㎞

-

0.8g/㎞

0.3g/㎞

질소산화물

0.4g/㎞

-

0.15g/㎞

0.15g/㎞

탄화수소+질소산화물

-

1.2g/㎞

-

-

측정방법

CVS-40

CVS-47

UDC Cold

ECE 40+EUDC

배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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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설기계(2009년 1월 1일 이후)
원동기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

입자상물질

19㎾ 이상
37㎾ 미만

5.5g/㎾h 이하

7.5g/㎾h 이하

0.3g/㎾h 이하

37㎾ 이상
75㎾ 미만

5.0g/㎾h 이하

4.7g/㎾h 이하

0.4g/㎾h 이하

75㎾ 이상
130㎾ 미만

5.0g/㎾h 이하

4.0g/㎾h 이하

0.3g/㎾h 이하

130㎾ 이상
560㎾ 미만

3.5g/㎾h 이하

4.0g/㎾h 이하

0.2g/㎾h 이하

측정방법

ISO8178
C1-8모드

가-2.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근거 규정 : 소음․진동규제법 제30조 ․ 시행규칙 별표 13

❒ 제작차 소음허용기준(2006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소음 항목

가

나

배기소음
(㏈(A))

가

74 이하

75 이하

100 이하

110 이하

나

76 이하

77 이하

소형

74 이하

75 이하

100 이하

110 이하

중형

76 이하

77 이하

77 이하

78 이하

100 이하

112 이하

원동기출력 195마력 이하

78 이하

78 이하

103 이하

원동기출력 195마력 초과

80 이하

80 이하

105 이하

소형

76 이하

77 이하

100 이하

110 이하

중형

77 이하

78 이하

77 이하

77 이하

103 이하

112 이하

78 이하

78 이하

103 이하

80 이하

80 이하

105 이하

총배기량 175㏄ 초과

80 이하

80 이하

105 이하

총배기량 175㏄ 이하·80㏄ 초과

77 이하

77 이하

총배기량 80㏄ 이하

75 이하

75 이하

자동차 종류

경
자동차

승용
자동차

중대형
대형

화물
자동차
대형

이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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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주행소음(㏈(A))

원동기출력 97.5마력 이하
원동기출력 97.5마력
초과 195마력 이하
원동기출력 195마력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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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이하

경적소음
(㏈(C))

110 이하

제4장 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해 국민(기업)이 알아야 할 규제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

나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최근 3년간 연평균 판매수량이 3,000대(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의 승합자동차와 화물차의 경우 300대) 이상을 대기관리권역에서 판매
(위탁 등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하는 자는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 구매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나-1. 저공해자동차의 개념 및 종류
근거 규정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시행령 제3조 및 시행
규칙 제4조

❒ 개념 : 저공해자동차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거나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종류
- 제1종 저공해자동차 :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해당 자동차
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 제2종 저공해자동차 : 압축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 제3종 저공해자동차 : 경유·휘발류· 압축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나-2.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근거 규정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2

❒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2009년 1월 1일 이후)
저공해자동차
종류

제 1 종

차 종

일산화
탄소

질소
산화물

모든 차종

0g/㎞

0g/㎞

탄화수소
배기관 부로바이
증발가스
가스
가스

0g/㎞

0g/1주행

0g/
테스트

입자상
물질

측정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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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편/람

저공해자동차
종류

휘발유
ㆍ가스
자동차

제
2
종

차 종

질소
산화물

입자상
물질

측정
방법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
중형
승용ㆍ화물

0.625
g/㎞
이하

0.0125 0.00625
g/㎞
g/㎞ 0g/1주행
이하
이하

2g/테
스트
이하

-

CVS75
모드

대형
승용ㆍ화물,
초대형
승용ㆍ화물

4.0
g/kwh
이하

0.4g/k
wh
이하

0.16
g/kwh
이하

0g/1주행

-

-

ETC
모드

경자동차,
소형 승용

0.50
g/㎞
이하

0.08
g/㎞
이하

0.170
g/㎞
이하

0g/1주행

-

0.0045
g/㎞
이하

0.50
g/㎞
이하

0.08
g/㎞
이하

0.170
g/㎞
이하

0g/1주행

-

0.0045
g/㎞
이하

0.63
g/㎞
이하

0.105
g/㎞
이하

0.195
g/㎞
이하

0g/1주행

-

0.0045
g/㎞
이하

0.74
g/㎞
이하

0.125
g/㎞
이하

0.215
g/㎞
이하

-

0.0045
g/km
이하

1.5
g/kwh
이하

0.4
g/kwh
이하

0.13
g/kwh
이하

-

0.01
g/kwh
이하

ND-13
모드

4.0
g/kwh
이하

0.4
g/kwh
이하

0.16
g/kwh
이하

-

0.01
g/kwh
이하

ETC
모드

경자동차,
소형승용ㆍ화
물, 중형
승용ㆍ화물

0.625
g/㎞
이하

0.0125 0.00625
2g/테스트
g/㎞
g/㎞ 0g/1주행
이하
이하
이하

-

CVS-75
모드

대형
승용ㆍ화물,
초대형
승용ㆍ화물

4.0g/k
wh
이하

1.6g/k
wh
이하

-

ETC
모드

RW≤
1,305
kg

경 유
자동차

소형
화물, 1,305
중형
RW
승용 ≤1,760
중형
kg
화물
RW〉
1,760kg

대형
승용ㆍ화물,
초대형
승용ㆍ화물

하
이
브
리
드
자
동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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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
발
유
ㆍ
가
스

탄화수소

일산화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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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관 부로바이
증발가스
가스
가스

0g/1주행

0g/1주행

0g/1주행

0.36g/
kwh 0g/1주행
이하

-

ECE15 및
EUDC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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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자동차
종류

차 종

질소
산화물

경자동차,
소형승용

0.50
g/㎞
이하

0.18
g/㎞
이하

0.23
g/㎞
이하

0g/1주행

-

0.0045
g/km
이하

0.50
g/㎞
이하

0.18
g/㎞
이하

0.23
g/㎞
이하

0g/1주행

-

0.0045
g/km
이하

0.63
g/㎞
이하

0.235
g/㎞
이하

0.295
g/㎞
이하

-

0.0045
g/km
이하

0.74
g/㎞
이하

0.28
g/㎞
이하

0.35
g/㎞
이하

-

0.0045
g/km
이하

1.5
g/kwh
이하

1.2g
/kwh
이하

0.3
g/kwh
이하

-

0.01
g/kwh
이하

ND-13
모드

4.0
g/kwh
이하

1.2
g/kwh
이하

0.36
g/kwh
이하

-

0.01
g/kwh
이하

ETC
모드

1.06
g/㎞
이하

0.023
g/㎞
이하

0.025g
2g/테스트
/㎞
0g/1주행
이하
이하

1.31
g/㎞
이하
4.0
g/kwh
이하
0.50
g/㎞
이하
0.50
g/㎞
이하

0.025
g/㎞
이하
1.6
g/kwh
이하
0.18
g/㎞
이하
0.18g/
㎞
이하

0.034
g/㎞
이하
0.36
g/kwh
이하
0.23
g/㎞
이하
0.23g/
㎞
이하

0.63
g/㎞
이하

RW≤
1,305kg

경
유

탄화수소

일산화
탄소

소형
화물, 1,305
중형 〈RW
승용 ≤1,760
중형
kg
화물
RW〉
1,760kg

대형
승용ㆍ화물,
초대형
승용ㆍ화물
휘
경자동차,
발
가
소형승용
유
ㆍ화물,
ㆍ
중형승용
가
나
ㆍ화물
스
자
동 대형 승용ㆍ화물,
제 차 초대형 승용ㆍ화물
3
종
경자동차,
소형승용
경
유 소
자 형 RW≤1,305kg
동 화
차 물,
1,305〈RW
중
≤1,760kg
형

배기관 부로바이
증발가스
가스
가스

0g/1주행

0g/1주행

0g/1주행

0g/1주행

입자상
물질

측정
방법

ECE15 및
EUDC
모드

CVS-75
모드

0g/1주행

2g/테스트
이하

-

0g/1주행

-

-

0g/1주행

-

0g/1주행

-

0.235g 0.295g
/㎞
/㎞
0g/1주행
이하
이하

-

ETC
모드

0.0045
g/km이
하
0.0045 ECEg/km이 15 및
EUDC
하
모드
0.0045
g/km이
하

Ⅱ.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자동차 관련 규제

559

환/경/규/제/편/람

저공해자동차
종류

승
용
중
형
화
물

탄화수소

차 종

일산화
탄소

질소
산화물

RW>1760kg

0.74
g/㎞
이하

0.28
g/㎞
이하

0.35
g/㎞
이하

0g/1주행

1.5
g/kwh
이하

1.2
g/kwh
이하

0.3
g/kwh
이하

4.0
g/kwh
이하

1.2
g/kwh
이하

0.36
g/kwh
이하

대형 승용ㆍ화물,
초대형 승용ㆍ화물

배기관 부로바이
증발가스
가스
가스

입자상
물질

측정
방법

-

0.0045
g/㎞
이하

0
g/1주
행

-

0.01
g/kwh
이하

ND-1
3
모드

0g/1주행

-

0.01
g/kwh
이하

ETC
모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맞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함

다-1. 운행차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의 배출허용기준
근거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별표 21

사용
연료

구

분

차

종

승용자동차
․
소형화물
자동차
경
유

2000년12월31일
이전
제작자동차
중량자동차

일산화
매연
탄화수소
공기과잉률
탄소
(여지반사식)
1995년12월31
40%(2도)
이하
일 이전
1996년 1월
1일부터
35%(2도)
2000년12월
이하
31일까지
1992년12월
40%(2도)
이하
31일 이전
1993년 1월
1일부터
35%(2도)
1995년12월
이하
31일까지
제작일자

199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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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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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연료

구

분

차

종

제작일자

1일부터
1997년12월
31일까지
1998년 시내
1월
버스
1일부터
시내
2000년
버스
12월
외
31일까지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30일까지
제작자동차

승용자동차
․
다목적자동차
․
중형자동차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30일까지

대형자동차

2002년 7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승용1․
승용2․
승용3․
화물1․
화물2
승용4․
화물3

2002년 7월
1일 이후

일산화
매연
탄화수소
공기과잉률
(여지반사식)
탄소

이하
-

-

25%(2도)
이하

-

-

30%(2도)
이하

-

-

30%(2도)
이하

-

-

25%(2도)
이하

-

-

25%(2도)
이하

-

-

20%(2도)
이하

다-2.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근거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별표 21

❒ 휘발유 ․ 가스 ․ 알콜 사용 자동차
- 부하검사방법
가) 경자동차
구

분

일산화탄소(%)

배기관탄화수소(ppm)

질소산화물(ppm)

1997년 12월 31일 이전

4.2 이하

1,090 이하

2,110 이하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2.4 이하

390 이하

2,110 이하

2001년 1월 1일 이후

1.2 이하

210 이하

1,64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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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승용자동차
구

일산화탄소(%)
배기관탄화수소(ppm)
질소산화물(ppm)
1987년12월 1988년 1월 1987년12월 1988년 1월 1987년12월 1988년 1월
31일 이전 1일 이후 31일 이전 1일 이후 31일 이전 1일 이후

분

1,000 미만

5.1 이하

1.7 이하

710 이하

260 이하

1,990 이하 1,990 이하

1,000～1,400 미만

3.7 이하

1.2 이하

510 이하

190 이하

1,440 이하 1,440 이하

1,400～1,800 미만

2.8 이하

0.9 이하

390 이하

150 이하

1,080 이하 1,080 이하

1,800～2,200 미만

2.3 이하

0.8 이하

310 이하

120 이하

880 이하

880 이하

2,200 이상

1.9 이하

0.7 이하

260 이하

110 이하

740 이하

740 이하

다) 승합 및 화물자동차
구

일산화탄소(%)
배기관탄화수소(ppm)
질소산화물(ppm)
2002년 6월 2002년 7월 2002년 6월 2002년 7월 2002년 6월 2002년 7월
30일 이전 1일 이후 30일 이전 1일 이후 30일 이전 1일 이후

분

1,500 미만

3.4 이하

2.6 이하

540 이하

1,500～2,000 미만

2.4 이하

1.8 이하

370 이하

2,000～2,500 미만

1.9 이하

1.4 이하

290 이하

2,500～3,000 미만

1.5 이하

1.1 이하

230 이하

3,000 이상

1.3 이하

1.0 이하

200 이하

270 이하
190 이하
150 이하
120 이하
110 이하

1,840 이하 1,510 이하
1,270 이하 1,040 이하
990 이하

810 이하

790 이하

650 이하

680 이하

570 이하

- 무부하(無負荷) 정지가동상태의 검사방법
․‘다-1 운행차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경유사용자동차
- 부하검사방법
구분

제작일자

(가) 차량총중량 5.5톤 이하
자동차

1995년 12월 31일 이전

매연
1모드
2모드
3모드
70% 이하

1996년 1월 1일 이후

60% 이하

1995년 12월 31일 이전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2001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008년 1월 1일 이후

50% 이하

(나) 차량총중량 5.5톤 초과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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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투과식 분석방법에 의한 무부하급가속검사방법
구

분

차

종

승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가) 2000년12월31일
이전
제작자동차
중량자동차

제

작

일

자

매

연

1995년12월31일 이전

60%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50% 이하

1992년12월31일 이전

60% 이하

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12월31일까지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12월31일까지

55% 이하
45% 이하

1998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40% 이하
2000년12월31일까지 시내버스외 45% 이하
승용자동차․
(나) 2001년 1월 1일부터 다목적자동차․
2002년 6월30일까지
중형자동차
제작자동차
대형자동차
(다) 2002년 7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승용1․승용2․
승용3․화물1․
화물2
승용4․화물3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30일까지

45% 이하
40% 이하
40% 이하

2002년 7월 1일 이후
30% 이하

❒ 구조변경 및 임시자동차
-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의 규
정에 의하며 원동기․연료장치 및 배기가스 발산장치의 구조변경검사를 신청하는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신청하는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측정은 운
행차 정밀검사 방법으로 한다.
- 위의 검사방법에 적용하는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은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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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수도권 대기개선목표를 위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보증기간이 경과한 특정경유
자동차에 기준을 강화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본 검사의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등 조치하여야 함

라-1. 특정경유자동차 개념
근거 규정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시행령 별표1, 시행규칙
제27조

❒ 특정경유자동차 개념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배출
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말한다.
※ 배출가스 보증기간 :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은 2년 또는 주행거리 16만km이고,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은 5년 또는 주행거리 8만km임

❒ 대기관리권역
지역구분

지역범위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 특정경유자동차 제외 대상
- 경자용차 : 엔진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차량
- 소형 승용자동차 :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8명 이하인 차량(다목적형 소형 승용자동차는 특정경유자동차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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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2.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매연)
근거 규정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시행규칙 별표 7

차종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적용일자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2007년 1월 1일
이후
2006년 1월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2007년 1월 1일
이후

제작일자

2000년 12월
이전
2001년 1월
이후
2000년 12월
이전
2001년 1월
이후
2000년 12월
이전
2001년 1월
이후
2000년 12월
이전
2001년 1월
이후

31일
1일
31일
1일
31일
1일
31일
1일

부하
검사방법

무부하급가속
검사방법

40% 이하

35% 이하

35% 이하

30% 이하

35% 이하

30% 이하

30% 이하

25% 이하

30% 이하

25% 이하

25% 이하

20% 이하

25% 이하

20% 이하

20% 이하

1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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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 ․ 판매 ․ 사용
관련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자동차연료, 첨가제 및 촉매제의 제조기준
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수입 포함)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하여 미리 제조기준의 적합여부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함

가-1. 첨가제 및 촉매제 정의
근거 규정 : 법 제2조제15호ㆍ제16호

❒ 첨가제의 정의
-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의 연료에 첨가
하는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함
1. 자동차의 연료에 부피 기준으로 1퍼센트 미만의 비율로 첨가하는 물질.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가 자동차연료인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품질을 보정(補正)
하는 과정에 첨가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그 첨가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유사석유제품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물질
❒ 촉매제의 정의
- 배출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로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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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 자동차연료, 첨가제 및 촉매제의 제조기준
근거 규정 : 시행규칙 별표 33

❒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 휘발유
항 목

'08. 12. 31까지

'09. 1. 1부터

황함량

50이하

10이하

방향족화합물(부피%)

30(또는 27)이하

24(21)이하

벤젠함량(부피%)

1.0이하

0.7이하

납함량(g/ℓ)

0.013이하

0.013이하

인함량(g/ℓ)

0.0013이하

0.0013이하

산소함량(무게%)

1.0 이상 2.3이하

2.3 이하

올레핀함량(부피%)

18(또는 21)이하

16(19)이하

증기압(㎪,37.8℃)

65이하

60이하

90%유출온도(℃)

175이하

170이하

※ 비고
1. 올레핀 함량에 대하여 ( )안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방향족화합물 함량에 대하여도 ( )
안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증기압 기준(60)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3. 증기압은 매년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출고되는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경유
항 목

'08. 12. 31까지

'09. 1. 1 부터

황함량(ppm)

30이하

10이하

10%잔류탄소량(%)

0.15이하

0.15이하

밀도＠15℃(㎏/㎥)

815～845

815～835

다고리방향족(무게%)

11이하

5이하

윤활성(㎛)

460이하

400이하

방향족화합물(부피%)

-

30이하

세탄지수(세탄가)

-

52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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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
항 목

'08. 12. 31까지

'09. 1. 1 부터

황함량(ppm)

100이하

40이하

증기압(40℃, MPa)

1.27이하

1.27이하

밀도(15℃, ㎏/㎥)

500 이상 620 이하 500 이상 620 이하

동판부식(40℃, 1시간)

1이하

1이하

100㎖ 증발잔류물(㎖)

0.05이하

0.05이하

1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15이상 40이하

15이상 40이하

4월1일부터 10월30까지

15이하

15이하

프로판함량
(mol, %)

- 천연가스
항 목

제조기준

메탄(부피%)

88.0이상

에탄(부피%)

7.0이하

C3 이상의 탄화수소(부피%)

5.0이하

C6 이상의 탄화수소(부피%)

0.2이하

황분(ppm)

40이하

불활성가스(CO2, N2 등)(부피%)

4.5이하

- 바이오디젤(BD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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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제조기준

지방산메틸에스테르함량 (무게%)

96.5 이상

잔류탄소분 (무게%)

0.1 이하

동점도(40℃, ㎟/s)

1.9 이상 5.0 이하

황분 (㎎/㎏)

10 이하

회분 (무게%)

0.01 이하

밀도@ 15℃ (㎏/㎥)

860 이상 900 이하

전산가 (㎎ KOH/g)

0.50 이하

모노글리세리드 (무게%)

0.80 이하

디글리세리드 (무게%)

0.20 이하

트리글리세리드 (무게%)

0.20 이하

유리 글리세린 (무게%)

0.0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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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제조기준

총 글리세린 (무게%)

0.24 이하

산화안정도(110℃, h)

6 이상

메탄올 (무게%)

0.2 이하

알카리금속
(㎎/㎏)

(Na + K)

5 이하

(Ca + Mg)

5 이하

인 (㎎/㎏)

10 이하

❒ 첨가제 제조기준
- 첨가제 제조자가 제시한 최대의 비율로 첨가제를 자동차연료에 혼합한 경우의
성분(첨가제+연료)이 제1호의 자동차연료 제조기준에 맞아야 하며, 혼합된 성분 중
카드뮴(Cd)·구리(Cu)·망간(Mn)·니켈(Ni)·크롬(Cr)·철(Fe)·아연(Zn)

및

알루미늄

(Al)의 농도는 각각 1.0㎎/ℓ 이하이어야 한다.
- 첨가제 제조자가 제시한 최대의 비율로 첨가제를 자동차의 연료에 주입한 후 시험한
배출가스 측정치가 첨가제를 주입하기 전보다 배출가스 항목별로 10% 이상 초과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배출가스총량은 첨가제를 주입하기 전보다 5% 이상 증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첨가제 제조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조된 휘발유용 첨가제의 경우에는 0.55ℓ 이하의 용기에, 경유용 첨가제의 경우
에는 2ℓ 이하의용기에 담아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제2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자동차
연료인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품질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첨가하는 첨가제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마. 고체연료첨가제를 제조한 자가 제시한 비율에 따라 고체
연료첨가제를 자동차 연료에 주입하였을 때 해당 자동차 연료의 용해도가 감소
되거나 자동차 연료의 회분 측정치가 첨가제를 주입하기 전의 회분 측정치보다
증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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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매제 제조기준
항목

단위

요소함량

기준
최소 기준

최대 기준

%(m/m)

31.8

33.2

밀도@ 20℃

㎏/㎤

1087

1093

굴절지수@ 20℃

-

1.3814

1.3843

알칼리도(NH3)

%(m/m)

-

0.2

뷰렛

%(m/m)

-

0.3

알데히드

㎎/㎏

-

5

불용해성물질

㎎/㎏

-

20

인(PO4)

㎎/㎏

-

0.5

칼슘(Ca)

㎎/㎏

-

0.5

철(Fe)

㎎/㎏

-

0.5

구리(Cu)

㎎/㎏

-

0.2

아연(Zn)

㎎/㎏

-

0.2

크롬(Cr)

㎎/㎏

-

0.2

니켈(Ni)

㎎/㎏

-

0.2

알루미늄(Al)

㎎/㎏

-

0.5

마그네슘(Mg)

㎎/㎏

-

0.5

나트륨(Na)

㎎/㎏

-

0.5

칼륨(K)

㎎/㎏

-

0.5

비고 : 요소함량, 밀도@ 20℃, 굴절지수@ 20℃의 목표값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요소함량: 32.5%
2. 밀도 @20℃: 1089.5㎏/㎤
3. 굴절지수 @20℃: 1.3829

가-3.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공급 등 제한
근거 규정 : 법 제74조ㆍ제75조, 시행규칙 제116조 ․ 제117조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의 적용
- 누구든지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
제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제조ㆍ공
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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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과 그 부설연구기관
2. 국공립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
4.「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5.「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규제
-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되면 해당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사용 제한, 다른 연료로의 대체 또는 제작자동차의 단위연료량에 대한
목표주행거리의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자동차연료 등의 제조ㆍ공급ㆍ판매중지
-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조의
중지를 명함
-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공급이나
판매의 중지를 명함

나

자동차연료 등의 검사

나-1.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및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120조, 제120조의2, 제120조의3

❒ 검사방법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그 제조기준 중 대기오염물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기오염에 영향을 주는 항목의 기준은 다음의 방법을 따름
1.「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방법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종류별 검사시기 등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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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절차
- 자동차연료 등의 검사신청서에 시료 및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검사기관에 제출
- 검사결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기준에 맞제 제조된 것으로 인정되면
검사합격증을 발급
❒ 검사수수료
-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

나-2.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및 촉매제의 검사기관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121조, 제121조의2, 제122조, 제123조, 제123조의2

❒ 검사업무의 대행
- 자동차연료 등의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대행기관 및 검사업무 종사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업무를 하는 행위
3.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 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하는 행위
❒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
: “시행규칙 별표 34의2” 참조
❒ 검사기관의 구분
- 자동차연료 검사기관의 구분
1. 휘발유ㆍ경유 검사기관
2. 엘피지(LPG) 검사기관
3. 바이오디젤(BD100) 검사기관
4. 천연가스(CNG) 검사기관
- 첨가제 검사기관의 구분
1. 휘발유용ㆍ경유용 첨가제 검사기관
2. 엘피지(LPG)용 첨가제 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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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연료 등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
❒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 검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
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74조의2제2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나-3. 첨가제 및 촉매제의 제조기준 적합 제품 표시방법
근거 규정 : 시행규칙 별표 34

❒ 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임을 아래와 같이 표시하여야 함
- 표시방법 : 첨가제 또는 촉매제 용기 앞면 제품명 밑에 한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3의 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에 맞게 제조된 제품임. 국립
환경과학원장(또는 검사를 한 검사기관장의 명칭) 제○ ○호”로 적어 표시하여야
한다.
- 표시크기 : 첨가제 또는 촉매제 용기 앞면의 제품명 밑에 제품명 글자크기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 표시색상 : 첨가제 또는 촉매제 용기 등의 도안 색상과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으로
하여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

위반시 조치사항

다-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 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연료나 첨가제를 제조기준에 맞지 않게 제조
하거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법 제74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동차 연료나 첨가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자

Ⅱ.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자동차 관련 규제

573

환/경/규/제/편/람

- 법 제74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 법 제75조에 따른 제조 또는 공급ㆍ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74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74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연료를 사용한 자
-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규제를 위반하여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
하거나 판매한 자
- 법 제74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제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법 제74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다-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94조부터 제91조까지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74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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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작자동차 인증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 ․ 관리
관련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인증(대기)
자동차를 제작(수입 포함)하려는 자는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제작하기 전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함

가-1. 인증 근거 및 대상
근거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 인증의 구분 : (기본)인증, 변경 인증, 인증 생략
❒ 인증 대상 자동차 : 모든 제작(수입)자동차, 건설기계
❒ 인증 면제 자동차
-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와
소방용 자동차
- 주한 외국 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 주한 외국 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 수출용 자동차와, 박람회나 그 밖에 이애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전시의
목적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 여행자 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 자동차제작자 및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등이 자동차의 개발 또는 전시 등 주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동차
- 전기․태양광 또는 수소 등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배출가스(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가 전혀 배출되지 아니하는 자동차
-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주거를 옮기기 위하여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
대의 자동차

Ⅱ.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자동차 관련 규제

575

환/경/규/제/편/람

❒ 인증 생략 자동차
- 국가대표 선수용 자동차 또는 훈련용 자동차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 외국에서 국내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서 무상으로 기증한 자동차
- 외교관 또는 주한 외국 군인의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 항공기 지상 조업용 자동차
- 제작자동차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구입
하여 제작하는 자동차
- 국제협약 등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증을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가-2. 인증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근거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4조 내지 67조,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
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신규인증>
❒ 인증 신청
- 자동차를 제작하려는 자는 인증에 필요한 신청서를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 단, 부득이하게 전산시스템을 통해 서류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 제출
※ 국내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수입자동차 및 개별자동차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인
증 신청

- 신청 시 첨부 서류
∙ 자동차 원동기의 배출가스 감지․저감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 자동차의 연료 효율에 관련된 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 인증에 필요한 세부 계획에 관한 서류
∙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 결과 보고에 관한 서류
∙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나 제작자․수입자 간의 계약서
∙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의 구성에 관한 서류
※ 첨부 서류 작성 양식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참조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설 및 인력 확인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자체 시험결과를
인증(변경) 신청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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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및 인력 확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시험한 결과 서류를 첨부
※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 : 환경관리공단, 자동차부품연구원, 자동차성능연구소, 한국
석유관리원

❒ 인증 신청서 검토 및 인증서 발급
- 환경부장관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청된 인증 신청서를 토대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인증시험의 결과, 출력․적재중량․동력전달장치․운행여건 등
자동차의 특성으로 인한 배출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필요시 인증
시험 실시) 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인증서 발급
<변경인증>
❒ 변경 인증 신청
- 자동차 제작자 등은 변경 인증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를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전산시스템」을 통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
- 신청 시 첨부 서류
∙ 동일 차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인증 내용에 대한 설명서
<기본 인증 받은 차종에 대해 변경 인증이 필요한 경우>
- 배기량 변경
- 캠축타이밍과 점화 또는 분사타이밍의 변경
- 차대동력계를 사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동력전달장치(변속비, 감속비) 변경
- 촉매장치의 성분, 함량, 부착위치, 용량 등 변화
- 증발가스 관련 연료탱크의 재질 및 제어장치(캐니스터) 변경
- 공차중량이 10% 이상 증가(차대동력계를 사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 최고출력 또는 최고출력시 회전수 변경
- 흡배기밸브 또는 포트의 위치
-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변경 등 배출특성이 다를 경우
❒ 변경 인증 신청서 검토 및 인증서 발급
-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청된 변경 인증 신청서를 토대로 인증 신청서의 검토기준에
준한 검토 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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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생략>
❒ 인증 생략 신청
- 자동차 제작자 등은 인증 생략에 필요한 신청서를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전산시스템」을 통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
- 단, 부득이하게 전산시스템을 통해 서류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 제출
- 신청 시 첨부 서류
∙ 원동기의 인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나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제작
자와 수입자 간의 계약서
∙ 인증의 생략 대상 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서류
❒ 인증 신청서 검토 및 인증서 발급
- 변경 인증시 검토내용과 동일

가-3. 인증시험 및 시설확인
근거 규정 :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인증시험>
❒ 인증시험의 구분
-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배출가스시험
- 보증기간 동안 배출가스의 변화 정도를 검사하는 내구성시험. 단,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열화계수를 적용하여 실시하는 시험 또는 강제열화방식 활용 가능
-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 인증시험 실시 대상
- 시설 미확인 자동차제작자가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 제작자의 자체 인증 시험 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 시설확인 자동차제작자가 요구하는 경우
❒ 배출가스 시험 자동차의 선정기준
- 동일차종 중 등가시험중량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
- 도로부하력이 가장 높은 자동차
- 배기량이 가장 큰 자동차
- 최종 기어비율이 가장 높은 변속기를 장착한 자동차
- 차축비가 가장 높은 자동차
- 연료탱크 용량이 가장 큰 자동차 순서에 따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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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확인>
❒ 자동차제작자의 검사 기술인력 및 시설 관리
- 환경부장관은 3년마다 1회씩 자동차제작자의 인력 및 장비의 적정 관리․유지
여부를 확인

가-4. 수수료
근거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5조,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 수수료 부과 기준
- 인증시험, 시설확인, 인증시험 입회, 인증 생략에 대해서는 시설 및 검사별로 해당
수수료를 자동차제작자에게 부과하며
- 국외의 시설확인 등의 경우 국외 출장에 드는 경비(공무원여비규정 준용)를 신청
자가 부담

나

제작자동차 인증(소음)
자동차를 제작(수입 포함)하려는 자는 그 자동차의 소음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제작하기 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소음이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함

나-1. 인증근거 및 대상
근거 규정 : 소음․진동규제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인증의 구분 : (기본)인증, 변경 인증, 인증 생략
❒ 인증 대상 자동차 : 모든 제작(수입)자동차
❒ 인증 면제 자동차
-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와
소방용 자동차
- 주한 외국 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 주한 외국 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 수출용 자동차와, 박람회나 그 밖에 이애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전시의
목적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 여행자 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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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제작자 및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등이 자동차의 개발 또는 전시 등 주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동차
-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주거를 옮기기 위하여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
대의 자동차
❒ 인증 생략 자동차
- 국가대표 선수용 자동차 또는 훈련용 자동차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 외국에서 국내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서 무상으로 기증한 자동차
- 외교관 또는 주한 외국 군인의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 제작자동차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원동기 및 차대를 구입하여 제작하는 자동차
- 항공기 지상 조업용 자동차
- 국제협약 등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나-2. 인증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근거 규정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30조 내지 34조,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
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신규 인증>
❒ 인증 신청
- 자동차를 제작하려는 자는 인증에 필요한 신청서를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 단, 부득이하게 전산시스템을 통해 서류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 제출
※ 국내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수입자동차 및 개별자동차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인증 신청

- 신청 시 첨부 서류
∙ 자동차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 자동차 소음 저감에 관한 서류
∙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첨부 서류 작성 양식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참조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설 및 인력 확인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자체 시험결과를
인증(변경) 신청 시 제출하며,

580

Ⅱ.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자동차 관련 규제

제4장 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해 국민(기업)이 알아야 할 규제

- 시설 및 인력 확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시험한 결과 서류를 첨부
※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 : 환경관리공단, 자동차부품연구원, 자동차성능연구소, 한국
석유관리원

❒ 인증 신청서 검토 및 인증서 발급
- 환경부장관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청된 인증 신청서를 토대로 소음 관련 부품의
구조․성능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인증시험의 결과, 인증 대상 자동차의 소음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필요시
인증시험 실시) 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인증서 발급
<변경 인증>
❒ 변경 인증 신청
- 자동차 제작자 등은 변경 인증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를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전산시스템」을 통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
- 신청 시 첨부 서류
∙ 동일 차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인증 내용에 대한 설명서
<기본 인증 받은 차종에 대해 변경 인증이 필요한 경우>
- 동력전달장치(변속비, 감속비, 차축수) 변경
- 소음기의 용량, 재질 및 내부구조 변경
- 최고출력 또는 최고출력시 회전수 변경
- 공차중량 30% 이상 증가되는 경우
- 소음 관련 부품 변경 등 소음배출특성이 다를 경우
❒ 변경 인증 신청서 검토 및 인증서 발급
-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청된 변경 인증 신청서를 토대로 인증 신청서의 검토기준에
준한 검토 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인증서 발급
<인증 생략>
❒ 인증 생략 신청
- 자동차 제작자 등은 인증 생략에 필요한 신청서를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전산시스템」을 통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
단, 부득이하게 전산시스템을 통해 서류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 제출
- 신청 시 첨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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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 인증의 생략 대상 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서류
❒ 인증 신청서 검토 및 인증서 발급
- 변경 인증시 검토내용과 동일

나-3. 인증시험 및 시설확인
근거 규정 :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인증시험>
❒ 인증시험의 구분
-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 시험
- 자동차의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 시험
❒ 인증시험 실시 대상
- 시설 미확인 자동차제작자가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 제작자의 자체 인증 시험 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 시설확인 자동차제작자가 요구하는 경우
❒ 배출가스 시험 자동차의 선정기준
- 동일차종 중 등가시험중량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
- 도로부하력이 가장 높은 자동차
- 배기량이 가장 큰 자동차
- 최종 기어비율이 가장 높은 변속기를 장착한 자동차
- 차축비가 가장 높은 자동차
- 연료탱크 용량이 가장 큰 자동차 순서에 따라 선정
<시설확인>
❒ 자동차제작자의 검사 기술인력 및 시설 관리
- 환경부장관은 3년마다 1회씩 자동차제작자의 인력 및 장비의 적정 관리․유지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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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4. 수수료
근거 규정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32조,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 수수료 부과 기준
- 인증시험, 시설확인, 인증시험 입회, 인증 생략에 대해서는 시설별 해당 수수료를
자동차제작자에게 부과하며
- 국외의 시설확인 등의 경우 국외 출장에 드는 경비(공무원여비규정 준용)를 신청
자가 부담

다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등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배출가스저감을 위하여 엔진개조에 사용하는
부품 포함)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장치나
엔진이 보증기간 동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함

다-1.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종류
근거규정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별표 8

❒ 배출가스저감장치
- 배출가스저감장치는 저감효율에 따라 제1종부터 제3종 배출가스저감장치로 분류됨
구

분

저감효율(%)

보증 기간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

입자상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80% 이상

3년 또는 16만㎞

제2종 배출가스저감장치

입자상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50% 이상

3년 또는 8만㎞

제3종 배출가스저감장치

입자상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25% 이상

3년 또는 8만㎞

측정 방법

CVS-75
모드
또는
ND-13
모드

※ 비 고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의 출력 및 연비가 해당 장치를 부착하기 전보다 5퍼센
트 이상 감소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오염물질(일산화
탄소,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이 해당 장치를 부착하기 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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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공해엔진
- 저공해엔진은 사용 연료에 따라 가스엔진 또는 경유엔진으로 분류됨
구분

저감효율

가스
엔진

해당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해당 자동차가 「대기
환경보전법」제4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당시의
가스자동차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경유
엔진

보증기간

3년
해당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 또는 8만㎞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개조 또는 교체하는
당시의 경유자동차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
할 것

측정방법

CVS-75
모드
또는
ND-13
모드

다-2. 인증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근거규정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 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 인증 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 인증시험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및 인증시험대행기관
※ 인증시험대행기관 : 자동차성능연구소,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
원, 인하대학교, 한국석유품질관리원 등 6개 기관

< 인증 진행 절차 >
인증 절차

장치 제작사

인증시험기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인증신청
시험지시 또는
보완, 반려
시험기관선정
시험평가계획서
작성 및 제출
시험실시
시험결과서 제출
시험결과서 평가
인증서 발급 또는
부적합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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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신청서류
-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 전후의 배출가스 시험
결과서
-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내구성능시험 결과서
-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판매 및 사후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서
❒ 변경 인증 신청서류
-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동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성능 등에 관한 설명서
-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 인증내용 변경 전후의 저감효율 변화에 대한 검토서

다-3. 인증 시험 방법
근거규정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및 운행경
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
정(환경부 고시)

❒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시험 종류
- 제1종 및 제2종 저감장치 : 저감효율시험, 영향평가시험(첨가제 재생방식 저감장치에
한한다), 실차내구시험, 실차적용성시험
- 제3종 저감장치 : 저감효율시험, 실차시험
- 저공해엔진 : 저감효율시험, 실차시험, 원동기동력계를 이용한 내구주행시험(터보
장착 장치에 한함)
❒ 인증시험 대상자동차 또는 엔진 선정방법
- 차대동력계를 사용하는 시험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경우 제작당시 년도에서 출력이
가장 큰 자동차, 저공해엔진의 경우 동일차종 중 화물차 및 승합차 각각 구분하여
선정
- 엔진동력계를 사용하는 시험 : 엔진출력이 가장 큰 엔진
- 실차내구시험 : 등록차종 중 등록대수가 많고, 매연배출량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고 특정경유자동차
매연허용기준의 90%를 초과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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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차적용성시험 : 적용차종 중 제작 당시 년도에서 출력이 가장크고 매연농도가
장치적용조건의 ±5%(매연농도) 이내인 차량(제1종 및 제2종 장치에 한함)
❒ 저감효율시험방법 및 영향평가시험방법
-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적용대상 차종 중「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6
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로서

1대를 선정하여

검사(필요시 3대까지 추가로 선정․시험 가능)
- 배출가스저감장치
․제1종 및 제2종 저감장치의 경우 저감장치 장착 전후 각 3회씩, 제3종 저감장치의
경우 실차시험 전․후 조건에서 저감장치 장착 전․후 각 2회씩 실시
※ 배출가스 저감효율 및 영향평가 시험에 사용되는 저감장치는 반드시 실차내구시험에 사용되었던
제품으로 함

- 저공해엔진
․원동기동력계를 이용하여 300시간 내구운전을 실시한 후 배출가스시험 실시
❒ 실차내구시험방법
- 장치 부착 또는 개조 후 주요부품을 봉인한 상태에서 주행거리 만큼 실도로 주행
하면서 주행 데이터 기록 분석으로 장치 정상작동 여부 판단
구

분

주행거리

제1종
저감장치

- 실차내구시험 : 시험차종 1대에 대하여 160,000km(엔진시험 2,000
시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시간)
- 실차적용성시험 : 시험차종 1대에 대하여 16,000km(온도조건이 명
확하지 않은 경우 운행특성별로 구분하여 3대에 대한 500시간 이
상 시험)

제2, 3종
저감장치

- 실차내구시험 : 시험차종 1대에 대하여 80,000km(엔진시험 2,000
시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시간)
- 실차적용성시험(2종에 한함) : 시험차종 1대에 대하여 16,000km(온
도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운행특성별로 구분하여 3대에 대한
200시간 이상 시험)

저공해엔진

- 실차시험 : 시험차종 1대에 대하여 50,000km
※ 터보장착 장치의 경우 원동기동력계를 이용한 내구주행시험실시

❒ 기술적 타당성 평가
- 인증시험기관은 신청 자료에 근거하여 필요시 저감장치의 작동원리ㆍ구조ㆍ기능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평가 실시
․저감장치의 입자상물질 여과 및 누적상태
․저감장치에 축적된 입자상물질의 재생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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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어장치 및 관련부품의 작동상태
․바이패스(Bypass) 적용시 바이패스율
․바이패스(Bypass)장치 고장 또는 임의 조작 방지를 위한 경보장치 등 부착상태
․자기진단장치의 작동상태
․그 밖에 저감장치의 구조 및 기능의 기술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다-4. 인증서 교부 및 인증장치의 관리
근거규정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 인증서 교부
- 법 제26조제1항에 의거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해
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함
❒ 인증내용 표시
- 저감장치
1.
2.
3.
4.
5.
6.
7.
8.

표지판의 명칭 : 저감장치 표지판
제작자 또는 판매자 명칭 : 표지판의 상단 또는 하단에 표시
인증번호
저감장치의 명칭, 종류 및 형식
배출가스 감소율 : 인증시 배출가스 감소율 또는 배출농도 표시
사용연료 : 사용가능한 연료 표시
장착대상 자동차 범위 : 장착할 수 있는 차종 명시
사용조건 : 장착할 수 있는 운행조건 명시

- 저공해엔진
1.
2.
3.
4.
5.
6.
7.
8.

표지판의 명칭 : 저공해엔진 표지판
제작자 또는 판매자 명칭 : 표지판의 상단 또는 하단에 표시
인증번호 :
저공해엔진의 명칭, 종류 및 형식
인증기준 : 인증시 적용한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 표시
사용연료 : 사용가능한 연료 표시
저공해엔진개조 대상 자동차 범위 : 개조가능한 차종 명시
사용조건 : 저공해엔진의 운행조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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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자동차 표지(법 제28조)
- 서울특별시장등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표

지

장치별 구분방법

- 바깥 테두리원의 색깔
․제1종 저감장치 : 파랑색
․제2종 저감장치 : 주황색
․제3종 저감장치 : 보라색
․저공해엔진(LPG) 개조 : 연두색
․저공해엔진(CNG) 개조 : 빨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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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화학물질의 위해 예방을 위한 규제
1. 화학물질의 제조 · 사용 및 수입
2. 유독물의 제조 · 사용 및 수입
3. 취급제한 · 금지물질의 제조 · 사용 및 수입
4. 관찰물질의 제조 · 사용 및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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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물질의 제조 ․ 사용 및 수입
관련 법령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화학물질의 분류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
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추출 또는 정제한 것으로, 기존 화학물질과 신규
화학물질로 분류

가-1. 기존 화학물질
근거 규정 : 법 제2조제2호가목

❒ 기존 화학물질 기준
1.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1996년 12월 23일 고시한 화학물질
(총 37,021종)
2.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의 규정이나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08.6.31, 3,710종)

가-2. 신규 화학물질
근거 규정 : 법 제2조제2호나목

❒ 신규 화학물질은 기존 화학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화학물질

나

화학물질의 확인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유독물 등에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확
인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해당 화학물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확인 증명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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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근거 규정 : 법 제9조제1항, 시행규칙 제2조

❒ 확인명세서 제출 주체
1.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자
2.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수입을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자)
❒ 확인 사항
-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신규화학물질
2. 유독물
3. 관찰물질
4. 취급제한ㆍ금지물질
❒ 화학물질 해당여부 확인 방법
1.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화학물질의 함량,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등을 적은 서류
2. 제조자·수출자 또는 확인을 위임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
3. 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에서 발급받은 증명서
❒ 확인명세서 제출
- 확인명세서 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제출처 :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

나-2. 화학물질 확인 증명 신청
근거 규정 : 법 제9조제2항, 시행규칙 제3조
❒ 확인증명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당해 화학물질의 성분내역서
❒ 확인증명 신청기관 :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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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해성 심사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화학물
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
해성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 소량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등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고 유해
성 심사를 면제

다-1. 유해성 심사 신청
근거 규정 : 법 제10조,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 유해성 심사 대상 : 신규화학물질
※ 신규 화학물질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기존 화학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화학물질

❒ 유해성 심사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주요 용도, 녹는점·끓는점·증기압·용해도 및 옥탄올 물 분배계수 등 물리·화학
적 성질에 관한 자료
2. 급성독성 시험성적서
3. 유전독성 시험성적서
4. 분해성 시험성적서
5. 어류급성독성 시험성적서
6. 물벼룩급성독성 시험성적서
7. 조류급성독성 시험성적서
8. 피부자극성 시험성적서
9. 눈자극성 시험성적서
10. 피부과민성 시험성적서
11. 고분자화합물의 수평균분자량·단량체구성비·잔류단량체함량 및 안정성 등에
관한 자료
12. 환경에 배출되는 주요 경로 및 예상 배출량에 관한 자료
13.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 참고
-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 또는 경제협력개발기
구의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한다고 환경부령에 따라 확인된 외국 시험기
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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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성 심사 신청시 제출이 면제되는 서류
- 아래의 경우에는 유해성 심사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일부 또는 전부
를 생략할 수 있음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서류

1. 연간 1톤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심사 신청시 필요한 서류 중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험성적서

2. 1991년 2월 2일 전에 상업용으로 유통
된 것으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
하는 신규화학물질

심사 신청시 필요한 서류 중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험성적서 중 일부 시험
성적서

3. 그 밖에 유해성이 확인된 화학물질과
구조가 유사한 화학물질 등으로서 국
립환경과학원장이 관련 자료의 일부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
하는 신규화학물질

심사 신청시 필요한 서류 중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험성적서 중 일부 또는
모든 시험성적서

❒ 유해성 심사 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 해당 화학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에 따른 유해․위험성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따른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음
※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3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노동부장관에게 송부

다-2. 유해성 심사 면제
근거 규정 : 법 제10조제2항,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4조

❒ 유해성 심사 면제 대상
1. 기계 또는 장치에 내장되어 있거나 시운전용으로 그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2.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신규화학물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성 심사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신규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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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성 심사 면제 대상
1.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2.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개발하거나 공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한된
장소에서 조사ㆍ연구자만 사용하는 신규화학물질
3.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4. 전량 수출하기 위한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
되는 신규화학물질
5.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
6.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유해성심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신규화학
물질

❒ 유해성 심사면제 대상 해당여부 확인 신청
- 확인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성분명세서
3. 사용 용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고분자화합물의 성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
시하는 자료
- 심사대상 면제 확인 기관 :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

다-3. 유해성 심사 결과
근거 규정 : 법 제12조 및 제13조,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

❒ 심사결과 통지(신청인에게 통지)
- 유해성 심사 결과
- 유해성 심사 면제확인 결과
- 해당 화학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에 따른 유해․위험성 조사대상에 해당하
여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송부한 사항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유해․
위험성 조치사항 통보서를 송부받은 경우 해당 유해․위험성 조치사항 통보서
❒ 심사결과 고시
- 해당 화학물질이 유독물이나 관찰물질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심사 즉시 화학물질의 명칭,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 해당 여부, 유해성 등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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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화학물질이 유독물이나 관찰물질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심사결과를 알린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화학물질의 명칭, 유독물 또는 관
찰물질 해당 여부, 유해성 등을 고시
※ 참고
-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이면 그 자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총칭명으로 고시
- 자료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바. 화학물질 관련 자료의 보호’ 참조

라

판매 및 사용 중지
신규 화학물질이 유해성 심사 또는 유해성 심사 면제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에는 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음

라-1. 판매 및 사용 중지 명령
근거 규정 : 법 제16조

❒ 판매 및 사용중지 명령 대상 : 유해성 심사 또는 유해성 심사 면제확인을 받지
않고 제조하거나 수입한 신규 화학물질
- 해당 물질에 대하여 유해성 심사 또는 유해성 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후에는 다
시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

마

화학물질 통계 조사
화학물질로 인한 위해 예방을 위해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통량과 화학
물질 취급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배출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

마-1. 유통량 조사
근거 규정 : 법 제17조제1항,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

❒ 조사대상 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혼합한
물질로서 아래와 같이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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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별 취급량이 연간 100㎏을 초과하는 단일물질
· 제품별 취급량이 연간 1ton 이상인 혼합물질
· 유독물·관찰물질, 배출량조사대상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혼합물질은 제품별 연
간 취급량 100㎏을 초과하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
❒ 조사대상 업체
-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
치허가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장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37개 업종(‘06년 조
사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
❒ 유통량 조사 주기
- 4년마다 실시
❒ 유통량 조사 결과
- 화학물질 관리대상의 우선순위 물질선정, 위해성평가 및 배출량조사의 기초자료
로 활용하고, 화학물질 사고시 누출원인 추적, 방제약품, 방제장비를 신속하게
파악

마-2. 배출량 조사
근거 규정 :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제4항

❒ 조사대상 화학물질
1. 유독물
2. 관찰물질
3.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
4.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5.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7. 국제적인 전문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지정한 발암성ㆍ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
등을 가진 화학물질로서 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 조사대상 업종
-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
치허가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장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39개 업종(‘08년 조
사 기준)에 해당하는 종업원수 30인 이상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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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량 조사 주기
- 매년 실시
❒ 배출량 조사 결과
- 배출량 조사결과는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을 통하여 대외 공개
- 사업장별 조사 결과는 법 제7조 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공개할 수 있음

바

화학물질 관련 자료의 보호
유해성 심사 등을 위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비밀 보호를 위해 자료보호를 신청
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이를 보호
- 다만, 국내․외에 공개된 자료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보호 대
상에서 예외

바-1. 자료 보호 신청
근거 규정 : 법 제51조, 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조

❒ 자료보호 신청 대상자
-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화학물질 확인증명 신청자)
- 법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유해성 심사 신청자)
-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유해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
- 법 제17조제1항 및 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 대상자)
-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
❒ 자료 보호 기간 : 5년
- 자료보호기간 연장 : 5년 단위로 두 번까지 연장
❒ 자료 보호 (연장)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자료보호 신청서(별지 제44호서식) 또는 자료보호 연장 신청서(별지 제45호서식)
2. 보호 내용의 요지 및 이유서
3. 보호대상 자료

바-2. 자료 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
근거 규정 : 법 제5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시행령 제28조

❒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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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외에 공개된 자료
2. 화학물질의 상용 명칭 또는 상품명
3. 화학물질의 사용용도에 관한 자료
4. 화학물질의 취급 시 주의사항에 관한 자료
5. 화학물질의 폐기 방법에 관한 자료
6. 화학물질의 사고 발생 시의 대응 방법에 관한 자료
7. 화학물질의 물리적 성질 또는 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8.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9. 화학물질의 환경 배출량에 관한 자료
10. 그 밖에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료

사

위반시 조치사항

사-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1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성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판매 또는 사용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면제확인을 받고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사-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63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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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8조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존의무를 위반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2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법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4.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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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독물의 제조 ․ 사용 및 수입
관련 법령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유독물이란?
유독물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가-1. 유독물의 지정기준
근거 규정 : 시행령 제2조

❒ 유독물의 지정기준(“시행령 별표 1”참조)
1. 설치류에 대한 급성 경구독성 시험에서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양
(LD50)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 이하인 화학물질
2. 설치류에 대한 급성 경피독성 시험에서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양
(LD50)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 이하인 화학물질
3. 기체나 증기로 노출시킨 경우 설치류에 대한 급성 흡입독성 시험에서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4hr)가 2,500피피엠 이하이거나 리터당 10
밀리그램 이하인 화학물질
4. 분진이나 미립자로 노출시킨 경우 설치류에 대한 급성 흡입독성 시험에서 시험
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4hr)가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인 화
학물질
5. 피부에 3분 동안 노출시킨 경우 1시간 이내에 표피에서 진피까지 괴사(壞死)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6. 어류에 대한 독성 시험에서 시험어류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96hr)가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인 화학물질
7. 어류에 대한 생물농축계수가 500 이상인 물질로서 90일 동안 반복 투여하여 독
성시험을 한 결과 최대 악영향무관찰량이 1일 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하이거
나 90일 이상의 장기간의 시험에서 간ㆍ신장 등에 특이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화학물질
8. 유전독성 시험 중 동물 시험(in vivo)과 박테리아를 이용한 유전자변이 시험 또는
Ⅲ. 화학물질의 위해 예방을 위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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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시험인 시험관 내 시험(in vitro)에서 양성인 화학물질
로서 발암성 시험을 하지 아니한 물질
9. 두 종류 이상의 발암성 시험에서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있거나 국제암연구센
터 등 국제적인 전문기관에서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류된 1급 화학물
질 및 인체에 암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2A급 화학물질
10. 인체와 관련한 증거를 통하여 인체의 생식능력ㆍ발생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거나 동물실험 및 기전연구에서 생식능력ㆍ발생에 악영향을 준다는 충
분한 증거가 있어 인체에도 그러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
11. 위의 1.부터 8.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독물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화합물
질ㆍ혼합물질
12. 위 9. 또는 10.에 해당하는 유독물을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화합물질ㆍ혼합물질

가-2. 유독물의 종류
근거 규정 : 법 제2조제3호, 유독물 ․ 관찰물질 지정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 유독물 지정 현황(지정현황은 관련 고시 참조)
구분

~ ’05년

유독물

554

나

’06년

’07년

’08년

’09. 9월

3
0
28
12
(누계 : 557) (누계 : 557) (누계 : 585) (누계 : 597)

유독물 수입 신고
유독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유독물의 종류와 용도 등을 신고하여야 함

나-1. 수입 신고
근거 규정 : 법 제19조,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16조

❒ 수입 신고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 수입신고에 대한 변경 신고
- 변경신고 대상
1. 신고한 물질의 종류 및 함량의 변경
2. 신고한 수입 예정 물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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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신고 기한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변경신고시 필요한 서류
1. 신고서(별지 제15호서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고확인증 원본
❒ 수입신고 면제 대상
1. 시험ㆍ연구ㆍ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교정ㆍ측정용으로 사용되는 표준가스 포
함)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2.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을 수입하는 경우
❒ 수입 (변경)신고 기관 :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

다

유독물 영업의 등록
유독물의 제조․사용․판매 등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함
-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고 폐업 또는 휴
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나 휴업신고를 하여야 함

다-1. 영업 등록 신청
근거 규정 : 법 제20조 및 제21조,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

❒ 등록대상 유독물 영업자의 종류
1. 유독물 제조업(판매를 목적으로 유독물을 제조하는 영업)
2. 유독물 판매업
3. 유독물 보관ㆍ저장업
4. 유독물 운반업
5. 유독물 사용업(유독물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ㆍ도장 등 작업과정
중 유독물을 사용하는 영업)
❒ 유독물 영업자가 갖추어야 할 취급시설 기준
- 업종별 취급시설 기준 : “시행규칙 별표 3” 참조
※ 다만, 취급하는 유독물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의 기준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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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독물 영업자 등록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
2. 취급하는 유독물의 종류 및 물질별 연간 취급 예정량에 관한 서류
3. 유독물 취급시설 설치명세서
4. 취급 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유독물의 양과 그 방지계획에 대한 검토명세서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방제계획)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또는 그 사본(유
독물운반업의 경우)
❒ 유독물 영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
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법 제27조에 따라 유독물 영업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다-2. 영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근거 규정 : 법 제20조제2항, 시행규칙 제19조

❒ 변경등록 ․ 변경신고 대상 및 시기
구 분

대상

변경등록

1. 업종별 보관․저장시설 또는 운반시설
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감
1. 사업장 명칭․소재지 또
2.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100분의 50
는 대표자의 변경
이상 증가
3. 등록한 유독물의 품목의 변경

시기

변경 전

❒ 유독물 영업자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시 필요한 서류
1. 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유독물영업 등록증 원본
604

변경신고

Ⅲ. 화학물질의 위해 예방을 위한 규제

변경 후 30일 이내

제4장 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해 국민(기업)이 알아야 할 규제

다-3. 유독물 영업의 등록 면제
근거 규정 : 법 제20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15조

❒ 유독물 영업 등록 면제 대상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독물을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2. 시험ㆍ연구ㆍ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
는 영업을 하는 자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 허가를 받
은 자
4.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독물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5. 항만, 역구내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독물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6. 한 번에 1톤 이하의 유독물을 운반하는 자
7.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을 사용하는 자. 다만, 사업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
대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60톤 이하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은 제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240톤
이하로 한다.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유독물영업의 등록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4. 폐업 및 휴업 신고
근거 규정 : 법 제26조, 시행규칙 제26조

❒ 신고 시기 :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10일 전
- 폐업․휴업 신고 처리기간 : 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
❒ 폐업 및 휴업시 필요한 조치 이행
- 해당 영업장에 있는 유독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의 폐기나 유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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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 권리 ․ 의무의 승계
근거 규정 : 법 제28조

❒ 권리 ․ 의무 승계 요건
- 유독물 영업자의 사망
- 유독물 영업을 양도한 경우
- 유독물 영업자인 법인이 합병된 경우
❒ 권리 ․ 의무의 승계자
- 유독물 영업자의 상속인
- 유독물 영업의 양수인
- 유독물 영업자인 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 권리 ․ 의무 승계 신고
- 신고 기한 : 권리․의무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시 제출할 서류
1. 신고서(별지 제26호서식)
2. 등록증 원본
3. 권리․의무의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승계한 권리 ․ 의무의 양도
- 유독물 영업자의 상속인이 법 제21조(유독물 영업자의 결격사유) 제1호부터 제3
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음
※ 참고 : 유독물 영업자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
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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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독물 관리자 및 유독물 취급시설 관리
유독물 영업자는 해당 유독물 취급시설에서 유독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유독물 관리자를 임명하고, 운영하는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하여는 정기․수시검
사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함

라-1. 유독물 관리자
근거 규정 : 법 제25조, 시행규칙 제25조

❒ 유독물관리자 임명 서식 : 별지 24호서식(선임서)
❒ 유독물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해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함
❒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교육
- 환경규제편람 “제1장 Ⅱ-4. 유독물관리자”(p.154) 참조

라-2. 유독물 취급시설 정기 ․ 수시검사
근거 규정 : 법 제22조,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1조

❒ 검사대상 유독물 취급시설의 범위
1. 유독물을 연간 5천톤 이상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2. 유독물(가스상 물질이나 액체상 물질만 해당)을 200톤 이상 보관․저장하는 시설
❒ 검사의 종류 및 주기
구분

검사 시기
및 주기

정기 검사
최초 검사

등록 후 6개월 이내

계속 검사

수시 검사

최초 검사 후 매 1년 유독물 유출 또는 폭발
이 되는 날의 전후 30 등의 사고 발생시 15일
일 이내
이내

❒ 검사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
2. 유독물 취급시설 설치 명세서
❒ 검사 기관 :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Ⅲ. 화학물질의 위해 예방을 위한 규제

607

환/경/규/제/편/람

❒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
- 해당 취급시설에 대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1회의 정기검사를 면제

라-3. 유독물 취급시설 안전진단
근거 규정 :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22조

❒ 안전진단 명령
-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 결과 유독물 취급시설의 구조물이
나 설비가 침하․균열․부식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될 경우
유독물영업자에게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도록 명령
❒ 안전진단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
2. 안전진단명령서
3. 정기․수시검사 결과 통보서
4. 유독물 취급시설 설치명세서
❒ 안전진단 신청 기간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
- 신청 기간 : 안전진단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안전진단 전문기관
1.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환경관리공단
2.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

라-4. 유독물 관리자 및 취급시설 공동활용
근거 규정 : 법 제30조,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

❒ 공동활용 개요
- 같은 부지나 건축물에 사업장이 설치된 둘 이상의 유독물 영업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유독물 취급시설과 유독물 관리자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음
❒ 공동활용 승인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신청서(별지 제27호서식)
2. 공동활용계획서
3. 개별업소의 명세 및 위치도
4. 개별업소별 유독물 관련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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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별업소 간의 유독물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 등의 협약서
6. 개별업소별 유독물 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 명세서
❒ 공동활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함
- 변경신고 대상
1. 대표업소 및 공동활용업소
2. 대표업소 및 공동활용업소
3. 공동활용하는 유독물취급시설의 용량(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
4. 공동활용하는 업무대행자의 대행범위
5. 유독물관리에 관한 협약 중 유독물 사고 시의 공동대처방안
- 변경신고 시 필요한 서류
1. 신청서(별지 제28호서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공동활용자의 등록증 원본

마

유독물의 관리기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유독물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
는 자는 유독물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마-1. 유독물의 관리기준
근거 규정 : 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4조

❒ 유독물 관리기준
1. 유독물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2. 유독물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
3. 유독물을 보관ㆍ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독물을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4. 유독물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독물 취급시설로 옮겨 실을 때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유독물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유독물의 안전관리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독물의 관리기준 :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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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유독물의 표시
유독물 영업자 및 유독물 수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유독물의 용기나 포장
등에 해당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함

바-1. 유독물의 표시
근거 규정 : 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8조

❒ 유독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 및 표시 대상
유독물 표시 의무자

1. 유독물 영업자
2. 유독물 수입자

유독물 표시 대상

1.
2.
3.
4.

유독물의 용기 및 포장
유독물 취급시설
유독물을 진열하는 장소
유독물의 운반장소

❒ 유독물의 표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1. 명칭 : 유독물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2. 그림문자 :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3. 신호어 :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4. 유해․위험문구 :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
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6. 공급자정보 :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에 관한 정보
- 유독물의 표시 사항 중 아래사항은 ’유독물의 표시를 위한 유해성 항목‘(“시행
규칙 별표 6” 참조)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1. 그림문자
2. 신호어
3. 유해․위험문구
4. 예방조치 문구
❒ 유독물 표시의 종류 및 규격(“시행규칙 별표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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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실적보고 및 서류의 기록ㆍ보존
유독물 수입신고자 및 유독물영업자는 유독물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
반 또는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보존하고, 연간실적보고서 제출하여야 함

사-1. 유독물 실적 보고
근거 규정 : 법 제45조, 시행규칙 제41조

❒ 실적보고 대상자
1.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한 자
2.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 실적보고 내용 : 유독물의 연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실적
❒ 보고 기한 : 다음해 2월말까지

사-2. 유독물 관련 자료의 기록․보존
근거 규정 : 법 제46조, 시행규칙 제44조

❒ 기록 ․ 보존 대상자
1.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한 자
2.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 기록 ․ 보존 대상 자료
1. 화학물질의 성분 명세서, 확인증명서 및 제조자․수출자 또는 수입대행자가 제
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
2. 수입신고확인증 등 수입 관련 서류(수입의 경우)
3. 화학물질 관리대상(영업자의 경우)
❒ 보존 기간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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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위반시 조치사항

아-1.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근거 규정 : 법 제23조, 시행규칙 제23조

❒ 개선명령 개요
- 유독물 취급시설이 유독물 취급시설 기준에 맞지 않거나 안전진단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령
❒ 개선명령의 요건
-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취급시설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결과 안전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 개선명령 기간
- 1년의 범위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개선계획서 제출 기한 : 개선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개선계획서에 포함할 사항
1. 취급시설의 개선명세서
2. 개선기간 및 공사비
3. 개선기간 동안의 유독물 안전관리계획
❒ 개선명령 이행보고 : 개선이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이행보고서를
제출

아-2.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57조부터 제61조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고 영업을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22조제2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안전진단명령
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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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독물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
고하고 수입한 자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 영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하고 영업을 한 자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유독물을 수입한 자
2. 법 제22조제1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취급시설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법 제23조(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자
4. 법 제24조(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유독물 또는 취급
제한ㆍ금지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25조제1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유독물관
리자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 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26조제2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을 위반하
여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아니한 자

아-3.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63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
경신고하고 영업을 한 자
2. 법 제26조제1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3. 법 제28조제2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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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한 자
5.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존의무를 위반한 자

아-4. 행정처분
근거 규정 : 법 제47조, 시행규칙 제45조

❒ 행정처분 기준 : “시행규칙 별표 9” 참조
❒ 행정처분의 승계
- 유독물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 또는 법인을 합병한 경우, 양수인․상
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행정처분의 효력이 승계
․ 기존 행정처분의 효력 : 행정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승계
․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
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행정처분 절차를 계속 진행(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 합병
한 때에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

아-5. 과징금 처분
근거 규정 : 법 제49조, 시행규칙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 과징금 부과한도 : 3억원 이하
❒ 과징금의 가중 및 감경
-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및 감경(다만, 과징금 부과한도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 : “시행규칙 별표 10” 참조
❒ 과징금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징금 미납시 조치 :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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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급제한 ․ 금지물질의 제조 ․ 사용 및 수입
관련 법령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취급제한 ․ 금지물질이란?
취급제한․금지물질이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제
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물질

가-1. 취급제한 ․ 금지물질의 지정기준
근거 규정 : 법 제32조

❒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지정기준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제기구 등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3. 국제협약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가-2. 취급제한 ․ 금지물질의 종류
근거 규정 : 법 제32조제2항, 취급제한 ․ 금지물질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 현황(지정현황은 관련 고시 참조)
구분

’06년

’07년

’08년

’09.8월

합계

취급금지물질

58

1

0

1

60

취급제한물질

5

4

4

0

12

※ ’07년 오산화비소를 제한물질에서 금지물질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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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급제한 ․ 금지물질 수입 허가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허가 필요
- 금지물질인 경우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의 목적인 경우에만 수입허가
- 취급제한물질 수입업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나-1. 수입 허가
근거 규정 : 법 제33조, 시행규칙 제32조

❒ 수입허가신청서 : 별지 제31호서식
-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용용도가 명확하고 해당 물질에 대한 관리
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32호서식의 허가증 발급
❒ 수입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 변경허가 대상
1. 허가받은 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2. 허가받은 수입 예정 물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 변경
- 변경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수입허가 변경신청서(별지 제33호서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허가증 원본
❒ 수입허가 면제 대상
- 취급제한물질을 시험ㆍ연구ㆍ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교정ㆍ측정용으로 사용되
는 표준가스 포함)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 수입 (변경)허가 기관 :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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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취급제한 ․ 금지물질 영업의 허가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제조․사용․판매 등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함
- 금지물질의 경우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하
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영업허가 가능
-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함
-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여야 함

다-1. 영업 허가 신청
근거 규정 : 법 제34조,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

❒ 허가대상 취급제한물질 영업자의 종류
1. 취급제한물질 제조업 또는 수입업(판매를 목적으로 취급제한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영업)
2. 취급제한물질 판매업
3. 취급제한물질 보관ㆍ저장업
4. 취급제한물질 운반업
5. 취급제한물질 사용업(취급제한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ㆍ도장
등 작업과정 중 취급제한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 취급제한물질 영업자가 갖추어야 할 취급시설 기준
- 업종별 취급시설 기준 : “시행규칙 별표 8” 참조
※ 다만, 취급하는 취급제한물질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의 기준을 준용

❒ 취급제한물질 영업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신청서(별지 제34호서식)
2. 취급제한․금지물질의 품목별 연간 취급 예정량에 관한 서류
3.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 설치명세서
4. 취급 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양과 그 방지계획에 대
한 검토명세서(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는 자체방제계획 첨부)
5. 취급제한물질의 용도(취급제한물질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 취급제한 ․ 금지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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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
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다-2.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근거 규정 : 법 제34조제3항, 시행규칙 제34조제3항

❒ 변경허가 ․ 변경신고 대상 및 시기
구분

대상

변경허가

변경신고

1. 허가한 취급제한․금지물질의 품목
2. 업종별 보관․저장시설 또는 운반시설 용
1. 사업장 명칭․소재지 또는
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감
대표자의 변경
3.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100분의 50이
상 증가

시기

변경 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취급제한 ․ 금지물질 영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시 필요한 서류
1. 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업 허가증 원본

다-3. 취급제한물질 영업의 허가 면제
근거 규정 : 법 제34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19조

❒ 취급제한물질 영업 허가 면제 대상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취급제한물질을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
는 사용하는 경우
2. 취급제한물질인 시험ㆍ연구ㆍ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수입․판매, 보관ㆍ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 허가를 받
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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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취급제한물질을 가정용
품으로 판매하는 자
5. 유독물이 아닌 취급제한물질을 보관․저장 또는 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
6. 항만, 역구내 등 일정한 구역 안에서 취급제한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7. 한 번에 1톤 이하의 취급제한물질을 운반하는 자
8. 취급제한물질을 연간 60톤 이하 사용하는 자의 경우.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또는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
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독물인 취급제한물질은 제외
9.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취급제한물질영업의 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
하는 경우

다-4. 폐업 및 휴업 신고
근거 규정 : 법 제34조제6항

❒ 신고 시기 :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10일 전
- 폐업․휴업 신고 처리기간 : 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
❒ 폐업 및 휴업 시 필요한 조치 이행
해당 영업장에 있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취급제한․금지물질의 폐기나 유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다-5. 권리 ․ 의무의 승계
근거 규정 : 법 제34조제6항

❒ 권리 ․ 의무 승계 요건
-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의 사망
-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을 양도한 경우
-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인 법인이 합병된 경우
❒ 권리 ․ 의무의 승계자
-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의 상속인
-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의 양수인
-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인 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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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 의무 승계 신고
- 신고 기한 : 권리․의무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시 제출할 서류
1. 신고서(별지 제26호서식)
2. 허가증 원본
3. 권리․의무의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승계한 권리 ․ 의무의 양도
-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의 상속인이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음
※ 참고 :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1호~3호)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
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라

취급제한 ․ 금지물질 관리자 및 취급제한 ․ 금지물질 취급시설 관리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는 해당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에서 취급제
한․금지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를 임명
하고, 운영하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는 정기․수시검사 및 안
전진단을 받아야 함

라-1.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
근거 규정 : 법 제34조제6항

❒ 취급제한 ․ 금지물질 관리자 임명 서식 : 별지 24호서식(선임서)
❒ 취급제한 ․ 금지물질 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해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함
❒ 취급제한 ․ 금지물질 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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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2. 취급제한 ․ 금지물질 취급시설 정기 ․ 수시검사
근거 규정 : 법 제34조제6항, 시행령 제20조
❒ 검사대상 취급제한 ․ 금지물질 취급시설의 범위

1. 유독물인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연간 1천톤 이상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2. 유독물인 취급제한․금지물질(가스상 또는 액체상 물질만 해당)을 100톤 이상
보관․저장하는 시설
❒ 검사의 종류 및 주기
구분

정기 검사
최초 검사

계속 검사

수시 검사

검사 시기
최초 검사 후 매 1년이 되 취급제한․금지물질 유출 또는
허가 후 6개월 이내
및 주기
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폭발 등의 사고 발생시 15일 이내

❒ 검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
2.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 설치 명세서
❒ 검사 기관 :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
- 해당 취급시설에 대하여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1회의 정기검사를 면제

라-3.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근거 규정 : 법 제34조제6항

❒ 안전진단 명령
-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 결과 취급제한․금지
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균열․부식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될 경우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에게 전문기관으로부터 안
전진단을 받도록 명령
❒ 안전진단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
2. 안전진단명령서
Ⅲ. 화학물질의 위해 예방을 위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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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기․수시검사 결과 통보서
4.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 설치명세서
❒ 안전진단 신청 기간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
- 신청 기간 : 안전진단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안전진단 전문기관
1.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환경관리공단
2.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

라-4. 취급제한 ․ 금지물질 관리자 및 취급시설 공동활용
근거 규정 : 법 제34조제6항

❒ 공동활용 개요
- 같은 부지나 건축물에 사업장이 설치된 둘 이상의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과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음
❒ 공동활용 승인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신청서(별지 제27호서식)
2. 공동활용계획서
3. 개별업소의 명세 및 위치도
4. 개별업소별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련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5. 개별업소 간의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 등의 협약서
6. 개별업소별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 명세서
❒ 공동활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함
- 변경신고 대상
1. 대표업소 및 공동활용업소
2. 공동활용하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의 용량(100분의 30 이상 증감하
는 경우)
3. 공동활용하는 업무대행자의 대행범위
4.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에 관한 협약 중 취급제한․금지물질 사고 시의 공
동대처방안
- 변경신고 시 필요한 서류
1. 신청서(별지 제28호 서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공동활용자의 등록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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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취급제한 ․ 금지물질의 관리기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마-1. 취급제한 ․ 금지물질의 관리기준
근거 규정 : 법 제34조제6항

❒ 취급제한 ․ 금지물질 관리기준
1.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
지ㆍ관리할 것
2.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
을 강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와 약품을 갖추
어 둘 것
3. 취급제한․금지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취급제한․금지물질을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4.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
설로 옮겨 실을 때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취급제한․금지물질
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독물의 관리기준 [시행규칙 별표 4] 준용

바

취급제한 ․ 금지물질의 표시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 및 수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취급제한․금지
물질의 용기나 포장 등에 해당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함

바-1. 취급제한․금지물질의 표시
근거 규정 : 법 제34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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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제한 ․ 금지물질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 및 표시 대상
취급제한 ․ 금지물질 표시 의무자

1.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
2.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자

취급제한 ․ 금지물질 표시 대상

1.
2.
3.
4.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용기 및 포장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진열하는 장소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운반장소

❒ 취급제한 ․ 금지물질의 표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1. 명칭 :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2. 그림문자 :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3. 신호어 :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4. 유해․위험문구 :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
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6. 공급자정보 :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에 관한 정보
- 취급제한․금지물질의 표시 사항 중 아래사항은 ’유독물의 표시를 위한 유해성
항목‘(“시행규칙 별표 6” 참조)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1. 그림문자
2. 신호어
3. 유해․위험문구
4. 예방조치 문구
❒ 취급제한 ․ 금지물질 표시의 종류 및 규격("시행규칙 별표 7“ 참조)

사

취급제한 ․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수출하려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 필요
- 취급제한물질의 경우 취급이 제한된 용도에 한정

사-1. 수출 승인
근거 규정 : 법 제37조, 시행규칙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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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승인신청서 : 별지 제36호서식
- 매년 수출국별 해당물질을 최초 수출 전에 제출
-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국에 수출통보서를 통지하여 수입국이 해
당 화학물질의 수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출승인서(별지 제37호서식)를 발급
하고, 수입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
❒ 수출승인에 대한 변경승인
- 변경승인 대상
1. 승인받은 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2. 승인받은 수출 예정 물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 변경
- 변경승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수출승인 변경신청서(별지 제38호서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수출승인서 원본
❒ 수출(변경)승인 기관 :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아

실적보고 및 서류의 기록․보존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를 받은 자 및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는 취급
제한․금지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보존하고, 연간실적보고서 제출하여야 함

아-1. 취급제한 ․ 금지물질 실적 보고
근거 규정 : 법 제45조, 시행규칙 제41조

❒ 실적보고 대상자
1. 법 제33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취급금지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2.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
은 자
❒ 실적보고 내용 :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연간 제조, 수출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실적
❒ 보고 기한 : 다음해 2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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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2. 취급제한 ․ 금지물질 관련 자료의 기록 ․ 보존
근거 규정 : 법 제46조, 시행규칙 제44조

❒ 기록 ․ 보존 대상자
1. 법 제33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취급금지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2.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
은 자
❒ 기록 ․ 보존 대상 자료
1. 화학물질의 성분 명세서, 확인증명서 및 제조자․수출자 또는 수입대행자가 제
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
2. 수입신고확인증 등 수입 관련 서류(수입의 경우)
3. 화학물질 관리대장(영업자의 경우)
❒ 보존 기간 : 3년

자

위반시 조치사항

자-1. 취급제한 ․ 금지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근거 규정 : 법 제34조제6항

❒ 개선명령 개요
- 취급제한 ․ 금지물질 취급시설이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 기준에 맞지 않
거나 안전진단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
선을 명령
❒ 개선명령의 요건
-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급시설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결과 안전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 개선명령 기간
- 1년의 범위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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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계획서 제출 기한 : 개선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개선계획서에 포함할 사항
1. 취급시설의 개선명세서
2. 개선기간 및 공사비
3. 개선기간 동안의 취급제한․금지물질 안전관리계획
❒ 개선명령 이행보고 : 개선이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이행보고서
제출

자-2.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제한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허가받고 영업을 한 자
2. 법 제34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취급금지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등의 영업을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22조제2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안전진단명령
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3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취급제한물질을 수입한 자
2. 법 제33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취급금지물질을 수입한 자
3. 법 제34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취급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의 제조, 수입, 판매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
고 영업을 한 자
4. 법 34조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영업을 한 자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22조제1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취급시설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법 제23조(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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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24조(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유독물 또는 취급
제한ㆍ금지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법 제33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취급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수입한 자
5.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수입한 자
6. 법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32조제2항의 고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
7. 법 제3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32조제2항의 고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
8.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
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수출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25조제1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유독물관
리자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 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26조제2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을 위반하
여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4.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고시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

자-3.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63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26조제1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2. 법 제28조제2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영업을 한 자
4.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5.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존의무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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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에 대한 교
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유독물 영업자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

자-4. 행정처분
근거 규정 : 법 제47조, 시행규칙 제45조

❒ 행정처분 기준 : “시행규칙 별표 9” 참조
❒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 또는 법인을 합병한 경우,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행정처분의 효력이 승계
․ 기존 행정처분의 효력 : 행정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승계
․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
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행정처분 절차를 계속 진행(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 합병
한 때에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

자-5. 과징금 처분
근거 규정 : 법 제49조, 시행규칙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 과징금 부과한도 : 3억원 이하
❒ 과징금의 가중 및 감경
-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및 감경 가능(다만, 가중의 경
우에도 과징금 부과한도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 : “시행규칙 별표 10” 참조
❒ 과징금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징금 미납시 조치 :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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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찰물질의 제조 ․ 사용 및 수입
관련 법령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관찰물질이란?
관찰물질이란 유해성이 있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가-1. 관찰물질의 지정기준
근거 규정 : 시행령 별표1

❒ 관찰물질의 지정기준
1. 난분해성 물질로서 옥탄올 물 분배계수(logPow)가 4부터 7까지인 화학물질
2. 어류에 대한 생물농축 계수가 500 이상인 화학물질
3. 박테리아를 이용한 유전자변이 시험과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시험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시험에서 모두 양성이거나 어느 하나의 시
험에서 강한 양성인 화학물질
4. 시험동물을 이용한 시험에서 유전적 손상을 주는 화학물질
5. 한 종류 이상의 시험동물에 대하여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있거나 국제암연구
센터 등 국제적인 전문기관에서 인체에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한
2B급 화학물질
6. 인체 또는 동물에 대한 시험(in vivo 또는 in vitro)에 기초한 자료를 통하여 인
체의 생식능력ㆍ발생에 악영향을 준다고 의심되고, 인체에 그러한 악영향을 주
지 않는다는 증거가 미약한 화학물질
7. 위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관찰물질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화합물질
ㆍ혼합물질
8. 위 5 또는 6에 해당하는 관찰물질을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화합물질ㆍ혼합물질

가-2. 관찰물질의 종류
근거 규정 : 법 제2조제3호, 유독물 ․ 관찰물질 지정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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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물질 지정 현황(지정현황은 관련 고시 참조)
구분

~ ’06년

’07년

’08년

’09. 9월

합계

관찰물질

21

0

21

9

51

나

관찰물질 제조ㆍ수입 신고
관찰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관찰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신고
하여야 함

나-1. 수입 신고
근거 규정 : 법 제31조, 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31조

❒ 수입 신고서식 : 별지 제29호서식
❒ 수입신고에 대한 변경 신고
- 변경신고 대상
1. 신고한 물질의 종류 및 함량의 변경
2. 신고한 제조․수입 예정 물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 변경
- 변경신고 기한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변경신고시 필요한 서류
1. 신고서(별지 제14호서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고확인증 원본
❒ 제조 ․ 수입신고 면제 대상
1. 시험ㆍ연구ㆍ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교정ㆍ측정용으로 사용되는 표준가스 포
함)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는 경우
2.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관찰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수입 (변경)신고 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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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적보고 및 서류의 기록ㆍ보존
유독물 제조․수입 신고자는 관찰물질 제조, 수입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보존
하고, 연간실적보고서 제출하여야 함

다-1. 관찰물질 실적 보고
근거 규정 : 법 제45조, 시행규칙 제41조

❒ 실적보고 대상자
-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찰물질 제조 등의 신고를 한 자
❒ 실적보고 내용 : 관찰물질의 연간 제조, 수입 실적
❒ 보고 기한 : 다음해 2월말까지

다-2. 유독물 관련 자료의 기록 ․ 보존
근거 규정 : 법 제46조, 시행규칙 제44조

❒ 기록 ․ 보존 대상자
-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찰물질 제조 등의 신고를 한 자
❒ 기록 ․ 보존 대상 자료
1. 화학물질의 성분 명세서, 확인증명서 및 제조자․수출자 또는 수입대행자가 제
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
2. 수입신고확인증 등 수입 관련 서류(수입의 경우)
❒ 보존 기간 : 3년

라

위반시 조치사항

라-1.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63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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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관찰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존의무를 위반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관
찰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라-2. 행정처분
근거 규정 : 법 제47조, 시행규칙 제45조

❒ 행정처분 기준 : “시행규칙 별표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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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야생동 ․ 식물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규제
1. 수렵면허 및 수렵장 설정
2. 야생동 · 식물의 포획 허가 등
3. 공원구역내 행위허가
4. 생태계보전협력금

제4장 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해 국민(기업)이 알아야 할 규제

1. 수렵면허 및 수렵장 설정
관련 법령 : 야생동․식물보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수렵면허 취득
수렵장안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렵면허를 받아야 함

가-1. 수렵면허의 신청
근거 규정 : 법 제44조제1항, 시행령 제30조, 시행규칙 제52조

❒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시험에 합격
하고, 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수렵강습을 이수한 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렵면허를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이전에 수렵
면허 갱신대상자에게 통보
❒ 수렵면허의 종류
1. 제1종 수렵면허 :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2. 제2종 수렵면허 : 총기외의 수렵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 수렵면허 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 구비서류
1. 면허시험 합격증
2. 수렵강습 이수증
3.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에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함) 또는 ⌜총포․도금․
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소지 허가증
4. 증명사진 1매

가-2. 수렵면허 갱신
근거 규정 : 법 제44조제3항, 시행규칙 제52조

❒ 수렵면허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렵면허를 갱
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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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렵면허를 갱신 하려는 자는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
부터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별지 제50호서식의 수렵면허 갱
신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1.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에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함) 또는 ⌜총포․도금․
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소지 허가증
2. 증명사진 1매
3. 수렵면허증

가-3. 면허수수료 납부
근거 규정 : 법 제44조제4항, 시행규칙 제53조

❒ 수렵면허를 받거나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자 또는 수렵면허를 재교부 받으
려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
1.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 : 1만원
2. 수수료는 시․군․구의 수입증지로 납부.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보통신
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나

수렵면허시험

나-1. 수렵면허시험
근거 규정 : 법 제45조제1항, 시행령 제31조, 시행규칙 제54조

❒ 수렵면허시험의 방법
-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음
❒ 수렵면허시험의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도
지사에게 제출
❒ 수렵면허시험 대상
1.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2.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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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4.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실시 후 10일 이
내에 면허시험의 합격자를 발표

나-2. 수렵 강습
근거 규정 : 법 제47조, 시행규칙 제58조

❒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렵강습기관에서 실시하는 수렵의 역사
문화, 수렵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에 관한 강습을 이수
1.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강습을 받은 자에게 강습 이수증을 발급
2.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수렵강습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
❒ 수렵강습기관의 지정요건(2인 이상)
1. 시행규칙 제59조제2항의 강습과목에 관한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2. 수렵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3. 수렵강습기관에서 수렵강습 실무에 4년 이상 종사한자
❒ 수렵강습 실시 공고
-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수렵강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실시 예정일 30일 전에 일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공고
❒ 수렵강습 과목과 과목별 강습시간
1. 수렵의 역사․문화(1시간)
2.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1시간)
3.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1시간)
4. 수렵도구의 사용법 및 안전수칙(1시간)
❒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강습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기를 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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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3. 수렵면허증 교부
근거 규정 : 법 제48조, 시행규칙 제61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강습 이수증을 발급받은 자에게 환경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면허증을 교부

❒ 수렵면허증을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교부한 때부터 발생하고, 교부받은 수렵
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음
❒ 수렵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손상되어 못쓰게 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교부 받아야 함

나-4. 수렵면허 결격사유
근거 규정 : 법 제46조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렵면허를 받을 수 없음
1. 미성년자
2.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정신장애인
3.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수렵면허의 취소 ․ 정지

다-1. 수렵면허의 취소 ․ 정지
근거 규정 : 법 제49조,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62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렵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
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수렵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렵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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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
2. 수렵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46조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일으킨 경우
4. 수렵도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5.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6.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7.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8. 법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9.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을 한 경우
10. 법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나 시간에 수렵을 한 경우

라

수렵장 설정 및 수렵승인 절차 등
야생동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야생동물의 적정 밀도유지․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 및 생태계 균형 유지를 위하여, 수렵동물의 서식밀도와 유해야생동물
피해정도 등을 검토하여 수렵장 설정을 승인

라-1. 수렵장의 설정
근거 규정 : 법 제42조,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49조

❒ 수렵장 설정절차
1.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 수렵을 할 수 있는 장소(이하 “수렵장”
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음
2. 누구든지 수렵장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됨
3.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렵장을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
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수렵장을 설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함
4.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렵장을 설정한 후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렵장의 설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수렵장의 설정을 해제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함
5.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렵장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
을 얻어야 하며, 수렵장의 설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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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렵장설정의 고시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1. 수렵장의 명칭 및 구역
2. 존속기간
3. 수렵기간
4. 관리소의 소재지
5. 수렵장의 사용료 및 징수방법
6. 수렵도구 및 수렵방법
7.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종류 및 포획제한수량
8. 수렵인의 수
❒ 수렵장 설정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 설비기준
1. 수렵장 관리소
2. 안내시설 및 휴게시설
3. 응급 의료시설
4. 사격연습시설
5.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야생동물을 인공사육하여 수렵대상 동물로 사용하는
수렵장에 한함)
6. 포획물의 보관 및 처리시설
7. 수렵장의 경계표지 시설
8. 안전관리시설

라-2. 수렵승인 등
근거 규정 : 법 제50조, 시행규칙 제63조

❒ 수렵장 안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고자 하는 자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수렵장을 설정한 자(이하“수렵장설정자”라 한다)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렵장 설정자에게 수렵장사용료
를 납부하여야 한다.
❒ 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시 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2. 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수렵보험 가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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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렵승인 조건 등
1. 수렵동물을 포획한 후 지체 없이 교부 받은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포획한 동물
에게 붙일 것
2. 승인 받은 포획기간, 포획지역, 포획동물, 포획예정량 등을 지킬 것
❒ 수렵장설정자의 승인을 얻어 수렵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
렵동물의 종류 및 수량 등을 수렵장설정자에게 신고하여야 함(5일 이내)

라-3. 수렵동물의 지정
근거 규정 : 법 제43조

❒ 수렵대상동물 : 16종
1. 포유류(3종) :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2. 조 류(13종) : 꿩(수꿩), 멧비둘기,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뺨검둥오리, 까치, 어치, 참새

라-4.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근거 규정 : 법 제54조

❒ 수렵장설정 제한지역
1. 특별보호구역, 시․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2.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3. 「습지보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4. 「자연공원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5. 「군사시설보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7. 「문화재보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8. 「관광진흥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등
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 및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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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11. 능묘․사찰․교회의 경내
12.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장소

라-5. 수렵의 제한
근거 규정 : 법 제55조

❒ 수렵장안에서의 금지행위
1. 시가지․인가부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2. 해진 후부터 해뜨기 전
3. 운행중인 차량․선박 및 항공기안
4. 「도로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한다.
5. 「문화재보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6.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
7. 그 밖에 인명․가축․문화재․건축물․차량․철도차량․선박 또는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장소 및 시간

마

위반시 조치사항

마-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69조, 제70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장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자
2. 법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동물외의 동물을 수렵하거나 수
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한 자
3.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자
4.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얻지 아니
하고 수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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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를 받은 자
2.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대여한 자
3. 법 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지니고
돌아다니는 자

마-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73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동물의 종류·수량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5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수렵을 한 자
4.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장운영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마-3.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근거 규정 : 법 제49조, 시행령 제33조

❒ “시행령 별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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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생동 ․ 식물의 포획 허가 등
관련 법령 : 야생동․식물 보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멸종위기 야생동 ․ 식물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하였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훼손
및 고사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지정 당시에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관신고를
하여야 함

가-1.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종류
근거 규정 : 법 제2조제2호, 시행규칙 제2조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란?
-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하였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
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시행규칙 별표 1” 참조)
지정 현황
구분

계

포유류

조류

양서․
파충류

어류

곤충류

무척추
동물

육상
식물

해조류

계

221

22

61

6

18

20

29

64

1

Ⅰ급

51

12

13

1

6

5

5

8

1

Ⅱ급

170

10

48

5

12

15

24

56

-

비고

※ 지정 기준
- Ⅰ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 Ⅱ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
식물

가-2. 포획 ․ 채취 ․ 수출 ․ 수입 등의 허가
근거 규정 : 법 제14조·제15조, 시행령 제10조·제11조, 시행규칙 제13조부터 17
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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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의 종류
- 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죽은 것 포함), 유통(죽은 것 포함), 보관(죽은 것
포함), 수출(죽은 것 포함), 수입(죽은 것 포함), 반출(죽은 것 포함), 반입(죽은
것 포함), 훼손, 고사
❒ 포획․채취․수출․수입 등의 허가 기준
1. 학술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
고자 하는 경우
2. 법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보전시설이나 법 제39조에 의한 생물자원관
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6.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인한 인명·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 허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
구분

일반적인
경우

인공증식
한 경우

필요 서류

1.
2.
3.
4.
5.

멸종위기야생동․식물 포획, 채취 등 허가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식물의 경우)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허가요건 1.의 경우)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허가요건 2.의 경우)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허가요건 3. 및 6.의
경우)
6.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허가요건 4.의 경우)
7.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허가요건 6.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1. 인공증식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포획, 채취 등 허가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2. 인공증식증명서 사본
3.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
4. 수출․반출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Ⅳ. 야생동 ․ 식물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규제

647

환/경/규/제/편/람

구분

필요 서류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1.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포획, 채취 등 허
가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2.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용계획서
4.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
5.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경우)

※ 인공증식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가공·유통·보관하는 경우에는 인공증식증명서 또는 그 사본
을 구비하여야 함

❒ 인공증식증명서 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2. 인공증식된 동․식물의 부모개체의 입수경위서
3. 보호시설 내역서(보호시설이 필요한 경우)
❒ 허가 후 포획․채취 등 결과 신고
- 신고자 : 허가를 받아 멸종위기야생 동․식물의 포획․채취 등을 한 자
- 신고 기한 : 포획․채취 등을 한 후 5일 이내
- 신고서 양식 : 별지 제9호서식
❒ 허가의 취소
-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허가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함
- 허가취소 요건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 등을 함에 있어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가-3. 보관 신고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지정 당시에 해당 야생동․식물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함
근거 규정 : 법 제14조제5항,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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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대상
- 보관 중인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또는 그 박제품
❒ 신고시 필요한 서류
1.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관신고서(별지 제14호서식)
2. 보관하고 있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그 박제품의 사진
3.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식물의 경우)

나

국제적 멸종위기종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반입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을, 양도 및 폐사․질병 발생시에는 신고를
하여야 함

나-1.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종류
근거 규정 : 법 제2조제3호,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환경부 고시), 수입 또는 반입이 가
능한 국제적 멸종위기종(환경부 고시)

❒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
되는 동·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종류
1.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Ⅰ에서 정한 것
2.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그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3.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
권안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
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Ⅲ에서
정한 것
※ 세부 지정현황(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고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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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 수출 ․ 수입 ․ 반출 ․ 반입 허가
근거 규정 : 법 제16조 및 제17조,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의2까지, 시행규칙 제
19조부터 제21조까지

❒ 허가의 종류
- 수출(가공품 포함), 수입(가공품 포함), 반출(가공품 포함), 반입(가공품 포함)
❒ 허가의 기준
1.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Ⅰ,Ⅱ,Ⅲ)에 포함되어 있는 종에 따른 거래의
규제에 적합할 것
2. 동·식물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 부속서별 세부허가조건에
적합할 것
※ 세부 허가 조건 : “시행령 별표 1” 참조

❒ 허가시 필요한 서류
구분

필요 서류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1.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입 등 허가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
2. 당해 국제적멸종위기종(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국제적멸종
위기종)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수입국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서 사본(협약 부속서 Ⅰ에 해당하는 경우)
4.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가죽제품으로서 당해 제품의 견본
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
기의 가죽견본).
5.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

외국에서
수입 후
재수출하는
경우

1.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입 등 허가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
2. 수입시 발급받은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허가서와
수입신고필증 사본(다른 법령에 의한 수입신고필증으로 대체 가능)
3.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가죽제품으로서 당해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
4.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
5.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협약 부속서 Ⅰ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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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필요 서류

5.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
6. 당해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을 기재한 서류
7. 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Ⅱ·Ⅲ에 해당하는 동·식물의 경우)

❒ 허가의 의제 처리
-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Ⅱ에서 정한 식물로서 인공증식된 식물 중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식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동 식물에 대해 식물방역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해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 허가 면제 대상
1. 약사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
2. 국제거래 과정에서 세관의 관할 하에 영토를 경유하거나 영토 안에서 환적(관세법
제2조제13호 의거)되는 동·식물 및 그 가공품
3. 환경부장관이 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한 동·식물 및
그 가공품
4. 개인의 휴대품 또는 가재도구로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식물 및 그 가공품.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면제 대상에서 제외
가. 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동·식물을 그 소유자가 외국에서 획득하여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나. 협약 부속서 Ⅱ에 포함된 동·식물을 그 소유자가 외국에서 야생상태로 포획·
채취하여 이를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다. 협약 부속서 Ⅱ에 포함된 동·식물 중, 야생상태의 동·식물이 포획·채취된 국가
에서 사전 수출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
5. 박물관용 동·식물 및 그 가공품과 과학자 또는 과학기관 사이에 비상업적으로
대여·증여 또는 교환되는 동·식물 및 그 가공품
❒ 허가의 취소 및 보호 조치
- 아래의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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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을 함에 있어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아래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 살아있는 동․식물의 생존을 위하여 긴
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1. 법 제16조제3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국제적멸종위기종 중 살아있는 동·식물의 생존을 위하여 긴급
한 경우
2.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 또는 반입된 사
실을 알면서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하거나 진열되고
있는 국제적멸종위기종 중 살아있는 동·식물의 생존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나-3. 용도 변경
근거 규정 : 법 제16조제3항 및 제5항, 시행규칙 제22조

❒ 증식된 종에 대한 용도
-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은 관련규정
에 의하여 수입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처음에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용도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
- 용도가 변경된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의 용도는 변경된 용도와 동
일한 것으로 간주함
❒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
1. 공공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학술연구기관 등에 기증하는 경우
2. 종의 증식·복원 및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위하여 방사 또는 번식목적으로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3. 재수출을 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을 학술연구 또는 관람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재수출을 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입하여 인공사육중인 곰(수입 또는 반입한
것으로부터 증식한 개체 포함)을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행규칙 별표 5의 곰의 처리기준”에 적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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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의 처리기준>
종별

처리기준(나이)
85년 이전에 수입된 곰

큰곰
반달가슴곰
늘보곰
말레이곰
아메리카흑곰

25년
24년
40년
24년
26년

85년 이전에 수입된 곰으로부터 증식된 곰

10년
10년
10년
10년
10년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5. 그 밖에 수입 또는 반입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달성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협약의 취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 용도변경 승인신청시 필요한 서류
1.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
2. 용도변경사유서
3.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입등 허가서 사본
4. 별지 제22호서식의 용도변경계획서
5. 별지 제23호서식의 사육곰 관리카드(용도변경 요건 제4호의 경우)

나-4. 양도 ․ 폐사 등 신고
근거 규정 : 법 제16조제6항, 시행규칙 제23조

❒ 양도 ․ 폐사 등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 허가를 받고 수입 또는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폐사, 질병으로 인한 사육이
곤란한 경우 또는 양도시
❒양도 신고필요한 서류
1. 수입·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 양도신고서(별지 제25호서식)
2. 수입허가증 등 양도하려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입수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양도하려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부모개체의 입수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인공 증식된 경우)
4. 양수받으려는 자의 국제적멸종위기종 보호시설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식물을 양도하는 경우)
❒폐사 및 질병신고필요한 서류
1. 수입·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 폐사·질병신고서(별지 제2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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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의사 진단서(질병으로 사육할 수 없게 된 경우)
3. 폐사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다

멸종위기 야생동 ․ 식물 외의 야생동 ․ 식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에 해당하지 않는 야생동물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포획
금지 대상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수출․입하는 경우, 또는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

다-1. 허가 대상 야생동물의 종류
근거 규정 : 법 제19조 및 제21조,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8조

❒ 포획금지 야생동물(“시행규칙 별표 6” 참조)
계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486

64

396

10

16

❒ 수출․입 허가 대상 야생동물(“시행규칙 별표 8” 참조)
계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689

130

492

16

51

❒ 유해야생동물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2. 국부적으로 서식밀도가 과밀하여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흑부리오리,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 제외)
3.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멸종위기야생동물 제외)
4.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맹수류
(멸종위기야생동물 제외)
5.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6.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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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멸종위기종이 아닌 야생동물의 포획 허가
근거 규정 : 법 제19조 및 제20조, 시행규칙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 허가의 기준
1. 학술연구 또는 야생동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법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보전시설이나 법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생물
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야생동물을 이동시켜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5. 환경부령이 정하는 아래의 야생동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 증식하는 경우
※ 참고 : 인공증식을 위한 포획 허가대상 야생동물
구분

포유류

조류

종

명

다람쥐 Tamias sibiricus
1.
2.
3.
4.

청둥오리 Anas platyrhynchos
흰뺨검둥오리 Anas poecilorhyncha
물닭 Fulica atra
쇠물닭 Gallinula Chloropus

양서류

1. 한국산개구리 Rana coreana
2. 계곡산개구리 Rana huanrenensis
3. 북방산개구리 Rana dybowskii

파충류

1.
2.
3.
4.

살모사 Agkistrodon brevicaudatus
쇠살모사 Agkistrodon ussuriensis
까치살모사 Agkistrodon saxatilis
능구렁이 Dinodon rufozonnatus

❒ 허가시 필요한 서류
1. 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별지 제27호서식)
2.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의 경우)
3.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보호·증식 및 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허가의 기준 1.의 경우)
4.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허가의 기준 2.의 경우)
Ⅳ. 야생동 ․ 식물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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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물의 이동계획서(허가의 기준 3.의 경우)
6.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허가의 기준 4.의 경우)
7. 인공증식계획서(허가의 기준 5.의 경우)
❒ 아래의 경우에는 허가없이 야생동물의 포획이 가능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가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문화재보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인 경우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허가를 받은 경우
6.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얻은 경우
❒ 포획 신고
- 신고자 : 허가를 받아 야생 동물을 포획한 자
- 신고 기한 : 포획 후 5일 이내
- 신고서 양식 : 별지 제28호서식
❒ 허가의 취소
-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허가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함
- 허가취소 요건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생동물을 포획함에 있어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4.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받은 기준 또는 방법에 따라 인공증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3. 멸종위기종이 아닌 야생동물의 수출 ․ 입 허가 등
근거 규정 : 법 제21조 및 제22조, 시행령 제14조의2, 시행규칙 제29조

❒ 허가의 기준
1. 수출이나 반출의 경우
가. 야생동물의 수출이나 반출이 그 종의 생존을 해롭게 하지 아니할 것
나. 야생동물이 야생동물보호와 관련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획득되었을 것
다.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칠 가능성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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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이나 반입의 경우
가. 야생동물의 수입이나 반입이 그 종의 생존을 해롭게 하지 아니할 것
나.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수령예정자가 그 야생동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별 수입 또는 반입 허용 세부기준에 적합할 것
❒ 허가시 필요한 서류
구분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필요 서류

1. 야생동물의 수출․입 등 허가신청서(별지 제29호서식)
2. 당해 야생동물(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야생동물)이 적법
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
4. 야생동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1.7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가죽제품으로서 당해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
1. 야생동물의 수출․입 등 허가신청서(별지 제29호서식)
2.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수입의 경우)
3. 사용계획서
4.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
5.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의 경우)
6. 수출국에서 인공사육된 야생동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공사
육한 경우)

❒ 아래의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생동물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을 함에 있어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야생동물과 그 가공품을 수입·또는 반입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다-4.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근거 규정 : 법 제23조, 시행규칙 제30조부터 제31조의2까지

❒ 허가의 기준
1. 인명·가축 또는 농작물 등 피해대상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시기·포획도구·
포획지역 및 포획수량이 적정할 것
2. 포획 외에는 다른 피해억제방법이 없거나 이를 실행하기 곤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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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
- 포획허가 신청서(별지 제32호서식)
❒ 포획 방법
1.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포획하되 자력으로 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하여 대행(총기를 이용한 포획의 경우)하도록 할 것
2.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총기류, 올무 등 포획도구를 이용하여 포획하되 생명의
존엄성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포획시 안전수칙
1. 총기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허가 지역의 지형·지물, 산림·도로·전·답
등에 주민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것
2.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식별하기 쉬운 피복류를 착용할 것
3. 인가(인가)·축사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인가·축사와 인접한 지역의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후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음

라

생태계 교란 야생동 ․ 식물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은 학술․연구용 목적외에는 수입․반입할 수 없으며,
동 목적으로 수입․반입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함

라-1. 생태계 교란 야생동 ․ 식물의 종류
근거 규정 : 법 제2조제4호, 시행규칙 제3조

❒ 생태계 교란 야생동 ․ 식물이란?
- 아래에 해당하는 야생동․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함
1.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
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
2.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생물체중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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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 교란 야생동 ․ 식물의 종류
구분

종명

포유류

1. 뉴트리아 Myocastor coypus

양서류·
파충류

1. 황소개구리 Rana catesbeiana
2. 붉은귀거북속 전종 Trachemys spp.

어류

1. 파랑볼우럭(블루길) Lepomis macrochirus
2. 큰입배스 Micropterus salmoides

식물

1. 돼지풀 Ambrosia artemisiaefolia var. elatior
2. 단풍잎돼지풀 Ambrosia trifida
3. 서양등골나물 Eupatorium rugosum
4. 털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
5. 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distichum
6. 도깨비가지 Solanum carolinense
7. 애기수영 Rumex acetosella
8. 가시박 Sicyos angulatus
9. 서양금혼초 Hypochoeris radicata
10. 미국쑥부쟁이 Aster pilosus
11. 양미역취 Solidago altissima

라-2. 수입 ․ 반입의 허가
근거 규정 : 법 제25조, 시행규칙 제33조

❒ 허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생태계 교란야생동․식물 수입․반입 허가신청서(별지 제34호서식)
2. 사용계획서
3.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식물의 경우)
4.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
5.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을
기재한 서류(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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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반시 조치사항

마-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이하의 벌금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Ⅰ급을 포획·채취·
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이하의 벌금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Ⅱ급을 포획·채취·훼손
하거나 고사시킨 자
2.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Ⅰ급을 가공·유통·보관·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3.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또는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4.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없이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이하의 벌금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Ⅱ급을 가공·유통·보관·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2.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방사 또는 이식한 자
3.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4.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한 자
5. 법 제16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국외에서
포획·채취·구입하거나 국내로의 반입 또는 반입을 위한 알선·중개를 한 자
6.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한 자
7.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폭발물·덫·창애·
올무·함정·전류 또는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농약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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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
놓거나 식재한 자
9. 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수입 또는 반입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이하의 벌금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포획·채취
등의 허가를 받은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반출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자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포획허가를 받은 자
4.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없이 야생동물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5.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지니고
돌아다니는 자
6.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
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그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마-2. 몰수 및 압류 등
근거 규정 : 법 제9조, 법 제71조

❒ 압류 등 조치 대상
-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
❒ 몰수 대상 :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
1. 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없이 수입 또는 반입되거나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
2. 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없이 수입·반입된 사실을 알면서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되고 있는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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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3.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73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관신고를 하지 아니
한 자
3. 법 제5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지니지 아니한 자
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1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입 또는 반입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양도·
폐사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의 포획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6.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마-4. 행정처분
근거 규정 : 법 제63조, 시행규칙 제78조

❒ 행정처분 기준 : “시행규칙 별표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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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원구역내 행위허가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연공원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공원구역내 행위허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가-1. 행위허가 대상
근거 규정 : 법 제23조, 시행령 제20조

❒ 행위허가의 종류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
2.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돌․모래․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3.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지하 굴착 및 해저의 형질변경 포함)
4.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
5. 하천 또는 호소의 물높이나 수량을 늘거나 줄게하는 행위
6. 야생동물(해중동물을 포함)을 잡는 행위
7.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포함)을 채취하는 행위
8. 가축을 놓아 먹이는 행위
9. 물건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
10.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선전이나 광고를 위한 입간판을 설치하는 행위, 계곡 등에 좌판대를 설치하는
행위, 전신주․철조망 등을 설치하는 행위
❒ 행위허가 기준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을 것
2.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보전이 필요한 자연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4. 일반인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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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취소
-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협의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공원시설 관리 및 변경허가
나.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다.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료 징수의 허가
라.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한 협의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호 각 목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게 한 경우
3. 공원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2. 신고사항 및 신고생략사항
근거 규정 : 법 제23조제1항, 시행령 제18조ㆍ제19조

❒ 신고사항
1.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주거용․농림수산업용 건축물을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으로 설치하는 행위(다만,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함)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재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 수립시
공원관리청과 협의된 벌채․육림․조림행위
3. 자연환경지구 안에서 벌채목적이 아니면서 1헥타르당 50본 미만으로 자생종 나무를
심거나 1헥타르당 1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에 풀을 심는 행위
4. 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상업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 신고생략사항
1. 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주거용 또는 농림수산업용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다만,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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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환경지구․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연면적 10제곱미터의
범위 안에서 화장실을 개축하는 행위
3. 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농경지 정리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4. 영림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자생종 나무 또는 풀을 심는 행위
5. 자연환경지구․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농림수산 및 생활용수의
인수를 위하여 하천 또는 호수의 수면의 변동이나 수량의 증감을 초래하는 행위.
다만,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함
6. 자연환경지구․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꿀벌을 기르거나 자연
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1가구 5두 이하(조류는 1가구 20마리 이하)의
가축을 기르는 행위
7. 자연환경지구․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농림수산물을 쌓아 두거나
농작물수확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10제곱미터 미만의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8. 자연공원 안의 거주민(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하며, 거주민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협의체를 포함)이 공원관리
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자연환경지구․자연마을지구 및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공원자원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약초․버섯․산나물․해산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
8의2. 법 제18조제2항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민(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이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
결하여 자연보존지구 안에서 행하는 임산물의 채취행위
9. 자연보존지구 외의 용도지구 안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10. 제1호 내지 제9호에 규정된 행위 외에 자연환경의 훼손이나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공원관리청이 판단하는 경미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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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3. 허가시 필요한 구비서류
구 분

행위
허가

필요서류

1.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2. 위치도․지적․임야도 및 평면도
3. 토지사용승낙서(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9호 및 시행령 제
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
에 한함)
공원관리청에
허가를 신청
하는 경우 첨
부서류

행위
신고

1. 토지등기부등본(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
9호 및 시행령 제2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에 한함)
2. 건축물대장 등본(법 제23조제1항제10의 용도변경의 경우에
한함)

1. 위치도․지적 및 임야도
2. 토지사용승낙서(신고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공원관리청에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

1. 토지등기부등본

가-4.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근거 규정 : 법 제23조제3항, 시행령 제21조

1.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부대의
증설․창설 또는 이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2. 도로․철도․삭도․궤도 등의 교통․운수시설을 1킬로미터 이상 신설하거나 1킬로
미터 이상 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
3. 광물을 채굴(해저광물채굴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채취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이거나 채취량이 1만톤 이상인 흙․돌․모래 등을 채취하는 경우
4. 5천제곱미터 이상의 개간․매립․간척 그 밖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군사
시설의 경우에는 부대의 증설․창설 또는 이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5. 만수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100만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댐․하구언․저수지․보 등 수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6.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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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상회복예치금
공원관리청은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1. 원상회복소요비용 예치기준
근거 규정 : 법 제24조, 시행령 제22조, 공원 원상회복 소요비용 예치기준(환경부
고시)

❒ 원상회복 예치비용
예치대상

예치비용

가.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개
공사비의 5/100
축․재축 또는 이축 행위
나. 광물의 채굴이나 죽목․토석․사력의
채취 행위

산지근처 산물의 가격에서 채굴비 및 운반
비를 공제한 금액의 10/100

다. 개간 기타 토지의 형질 변경행위

공사비의 5/100

라. 물건의 야적 또는 계류행위

토지임대료 추정액의 10/100

마.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각호의
공사비의 5/100
1에 해당하는 행위

❒ 예치비용 납부
- 예치비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보증서, 정기
예금증서 및 수익증권으로 예치가능

나-2. 예치금 면제대상
근거 규정 : 원상회복비용 예치업무처리지침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보증을 한 경우
2. 공원자연환경지구내에서 지역주민이 주거용 또는 1차 산업용 건축물이나 공작
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하는 행위
3. 공원자연마을지구 및 공원밀집마을지구내에서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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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원집단시설지구내에서 지구지정 이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재축을 하는
행위
5. 자연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기 전에 원상회복이 불가능(천재지변에 따른 지형의
변형 또는 안전사고 위험요인의 발생 등)하거나 부적당(공원계획 변경 및 기타
사업의 추진에 따라 원상회복 하는 것이 국가, 개인 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을 때)
하여 공원관리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행위
7. 문화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에 필요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

용도지구별 허용행위 기준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하고 용도지구별 허용행위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음

다-1. 공원자연보존지구
근거 규정 : 법 제18조, 시행령 제14조의2

❒ 허용행위 기준
1.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3. 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군사시설․통신시설․항로표지
시설․수원보호시설․산불방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 절차를 거친 사찰의 복원과 사찰경내지에서의 불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다만, 부대시설 중 찻집․매점 등 영업시설의
설치는 경내 건조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부속 토지로
한정함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의 시설물 중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재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 절차를
거친 시설물의 복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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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으로서 자연 상태로 그냥 두면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막기 위하여 실시되는 최소한의 사업
7.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주민(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간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하는 임산물의
채취행위(시행령 별표 1의3)

다-2. 공원자연환경지구
근거 규정 : 법 제18조, 시행령 제14조의3

❒ 허용행위 기준
1.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밀집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
사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범위에서의 농지 또는 초지 조성행위 및 그 부대
시설의 설치
4. 농업․축산업 등 1차산업행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5. 임도의 설치(산불 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한다), 조림, 육림, 벌채 생태계
복원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6.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거축물에 대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개축․재축 및 그 부대
시설의 설치와 천재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다만,
공원계획에 따라 정비 또는 철거의 대상으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증축이나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할 수 없다.)
7.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방․호안․
방화․방책 및 보호시설 등의 시설
8. 군사훈련 및 농로․제방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방상․
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 묘지의 설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지
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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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 공원자연마을지구
근거 규정 : 법 제18조, 시행령 제14조의4

❒ 허용행위 기준
1.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설치 및 생활환경 기반시설의
설치
3. 공원자연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상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공원자연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상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5.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가내공업

다-4. 공원밀집마을지구
근거 규정 : 법 제18조, 시행령 제14조의5

❒ 허용행위 기준
-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행위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5. 공원집단시설지구
근거 규정 : 법 제18조, 시행령 제14조의6

❒ 허용행위 기준
1. 공원시설의 설치
2. 공원집단시설지구로 결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개축 및 재축

라

위반시 조치사항

라-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
1.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
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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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
1. 법 제23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
2.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처분 또는 변경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한 자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
1.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대상 행위를 한 자

라-2.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근거 규정 : 법 제30조

❒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협의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공원시설 관리 및 변경허가
나.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다.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료 징수의 허가
라.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한 협의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호 각 목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게 한 경우
3. 공원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3. 대집행
근거 규정 : 법 제31조

❒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
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0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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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태계보전협력금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연환경보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부과대상 및 기준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

가-1. 부과대상
근거 규정 : 법 제46조제2항

❒ 부과대상
1.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시․도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포함)
2.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노천탐광․채굴사업(채광계획 인가면적
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
는 면적이 5천㎡이상인 사업)
3.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
면적이 3만㎡이상인 사업
4.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 중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업

가-2. 부과시점
근거 규정 : 법 제47조

❒ 부과대상사업의 인가·허가 등의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부과
-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인․허가 등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등을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권자에게 통보
- 인․허가 등을 통보받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권자는 1월이내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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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과금액 산정 및 면제

나-1. 부과금액 산정기준
근거 규정 : 법 제46조제3항, 시행령 제37조

1. '01.10.8 이후 최초로 인 ․ 허가 등을 신청한 부과대상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
①생태계 훼손면적(㎡) × ②단위면적당 부과금액(원/㎡) × ③지역계수(1～4)

① 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
- 다음에 해당하는 훼손행위가 발생하는 지역의 면적을 기준으로 생태계 훼손면적
을 산정
․ 토양의 표토층을 제거․굴착 또는 성토하여 토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행위
․ 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지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 습지․갯벌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개간․준설․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생태계 훼손면적에서 제외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대․공장용지․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체육용지
및 유원지인 토지의 면적
․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의 면적
※ 동 규정 시행일인 '01.10.8 이후 설치된 무허가 시설, 비닐하우스 등은 적용제외

②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 250원/㎡
③ 지역계수 : 1~4
-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임야․
염전․하천․유지 및 공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그 밖의 지목인 경우에는 0
- 녹지지역 2, 생산관리지역 2.5, 농림지역 3, 보전관리지역 3.5, 자연환경보전지역 4
2. '01.10.8 이전 인 ․ 허가 등을 신청한 부과대상 사업
- 기존의 법규정 적용 (총사업비 기준으로 부과)
가. 총사업비 1천억원 이하 : 총사업비의 1.5/1000
나. 총사업비 1천억원 초과 : (1천억원×1.5/1000)+(1천억원 초과분×1/1000)
3.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상한액 : 10억원('06.1.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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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 감 면
근거 규정 : 법 제46조제3항, 시행령 제39조

❒ 감면대상
1. '01.10.8 이후 최초로 인․허가 등을 신청한 부과대상사업
-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
①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②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시설
③ 군용 유류(油類) 및 폭발물의 저장·처리시설
④ 진지(陣地)구축시설
⑤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⑥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部隊)시설과 그 구성원·군속·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다만, 군인복지기금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
사업은 제외

- 그 외 사업은 '01.4.7 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공제, 감경 규정 삭제
ㆍ 대체조림비 등 공제 규정 삭제
ㆍ 국가․지자체 시행사업 등 면제 규정 및 공공기관 시행사업 등 감경 규정 삭제
2. '01.10.8 이전 인․허가 등을 신청한 부과대상 사업
- 기존의 법규정 적용 (공제, 면제, 감경 기준 적용)

다

부과 및 징수

다-1. 부과 ․ 징수권자
근거 규정 : 법 제46조제2항

❒ 부과·징수권자 : 시·도지사

다-2. 사업의 인 ․ 허가 통보
근거 규정 : 법 제47조, 시행령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35조

❒ 통보기관 : 부과대상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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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내용
- 사업자․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태계 훼손면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 통보서식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통보시점
-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같은 법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재협의․변경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허가 등의 처분을 한 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
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참고

-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노천탐광․채굴사업 :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인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한 때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 : 같은 법
제25조의6과 제26조의2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재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허가 등의 처분을 한 때

다-3. 납부통지
근거 규정 : 시행령 제38조제3항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의 통보를 받은 생태계보전
협력금 부과․징수권자는 1월이내에 사업자에게 납부통지
- 1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개시 5일전까지 서면으로 납부고지서 통지
- 납부고지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함

라

납부방법 등

라-1. 분할납부
근거 규정 : 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제4항
❒ 분할납부 대상

-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납부의무자가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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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납부 사유
-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자금사정에 뚜렷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 위의 규정에 준하는 사정이 있은 경우
❒ 분할납부 기간
- 3년 이내의 기간이나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기간이 2년인 경우 분할납부기간은 2년 이내임

❒ 분할납부 횟수
- 부과금액별 분할납부의 횟수
․ 2억원 이하 : 2회 이하
․ 2억원 초과 : 3회 이하
※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2회 이하로 함
※ 분할납부시에는 납입 회차별 균등분할을 원칙으로 함

❒ 분할납부 처리절차
- 분할납부 신청 : 사업자 → 시․도
․ 분할납부신청서에 분할납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 분할납부 처리결과 통지 : 시․도 → 사업자
․ 분납 사유를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분할납부 처리결과 통보

라-2. 재부과 및 환급
근거 규정 : 시행령 제40조 및 제41조

❒ 재산정 대상
-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
- 산정이 잘못된 경우
-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 등을 잘못 또는 허위로 산정한 경우
❒ 재산정 결과 조치사항
- 부과․징수권자는 이미 납부한 금액과 재산정한 금액이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
- 재부과․정상부과 또는 환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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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정 신청 및 처리
-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생태계보전협력
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음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부과․징수권자는 재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
에게 통지

라-3. 정 산
근거 규정 : 시행령 제42조

❒ 정산 대상
- 부과․징수권자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의 준공검사․신고 등을 받은 후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 등이 변경되어 당초 납부한 생태계보전
협력금과 차이가 나는 경우
❒ 환급신청
-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준공검사 등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 환급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훼손면적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정산시 조치사항
- 부과․징수권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
- 부과․징수권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라-4. 강제징수
근거 규정 : 법 제48조

-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
- 체납된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
- 독촉기간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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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부

마-1. 징수금의 교부
근거 규정 : 법 제46조제5항 및 제49조

- 시․도지사가 징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
액을 당해 시․도지사에게 교부
- 시․도지사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교부금을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비용
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금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사용
- 교부금은 「자연환경보전법」제49조에 규정한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하여야 함

마-2.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1. 생태계․생물종의 보전․복원사업
2.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시행
4.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5.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6.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치 지원
7.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의 생태계 보전
8.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
9.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10.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보호대상 생태계의 보호·복원
11.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 설치사업
12.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 자연환경 보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국민운동의 추진사업
2) 특정도서의 자연자산 조사 또는 보전사업
3) 생태축을 구축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4) 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중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
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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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장부관리 및 보고

바-1. 장부관리 및 보고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31조

❒ 부과·징수결과의 기록·관리
- 부과․징수권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
❒ 보 고
- 부과징수권자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을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부과징수권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 각 호의 용도에 따라 교부된 생태계
보전협력금의 사용현황을 다음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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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규제
1. 환경영향평가 협의
2.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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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영향평가 협의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미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검토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

가-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근거 규정 : 법 제4조제1항 각 호 및 시행령 별표 1

❒ 대상사업
- 도시개발 등 17개 분야 76개 개발사업(도시개발, 산업단지, 도로건설, 수자원개
발, 철도의 건설, 공항, 하천, 관광단지, 산지의 개발, 특정지역 개발, 체육시설,
광물, 개간 및 공유수면 매립, 폐기물처리시설, 산지개발, 항만, 에너지개발, 국
방ㆍ군사시설, 토석ㆍ모래 등의 채취 등)
❒ 평가분야 및 항목
1. 평가분야 : 6개 분야(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
회․경제환경)
2. 평가항목 : 21개 항목(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질(지하수), 수리․수문,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
진동,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인구, 주거,
산업)

나

평가서 작성․협의 절차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

나-1.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 설정(스코핑)
근거 규정 : 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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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코핑 제도
- 사업시행시 발생될 주요 환경이슈를 미리 파악하여 환경영향평가시 이를 중점적
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및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으로서 협의기간 단축
및 신뢰성 향상에 기여
❒ 스코핑 절차
- 평가계획서 작성(사업자) ⇒ 평가계획서 심의요청(사업자→승인/협의기관) ⇒ 심
의위원회 구성․심의(승인/협의기관) ⇒ 스코핑 결과통보(승인/협의기관→사업자)
❒ 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등
- 위원회 : 위원장, 승인 및 협의기관, KEI, 전문가 등 10인 내외
- 심의방법 : 위원회 개최, 서면심의
- 심의내용 : 평가항목․범위 결정, 간이평가절차 대상여부 및 의견수렴 생략여부 등
- 심의기간 : 30일
- 사업자는 결정된 평가항목 및 범위 내에서 환경영향평가 실시

나-2.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근거 규정 : 법 제14조, 시행령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 평가서초안의 작성 및 의견수렴
-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하기 전 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 영향지역내의 지역주민
및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
1. 평가서초안 제출 :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관계행정기관
2. 공고 : 중앙 및 지방일간신문 각 1회 이상 공고
3. 공람 : 20일 이상 주민공람, 공람만료일부터 7일이내 의견제출
4. 설명회 : 공람개시 10일 이내 개최(1회 이상 의무적)
5. 공청회 : 주민 30인 이상 또는 의견제출 주민의 50%이상 요구시
❒ 평가서초안의 의견 재수렴
- 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후 사업규모의 30%이상 증가, 평가대상 최소
사업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등은 의견 재수렴

나-3. 평가서의 작성
근거 규정 : 법 제13조 및 제16조

❒ 평가서의 작성 주체 :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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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서 작성의 대행
- 사업자는 평가서 등을 작성하려는 때에는 법 제35조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평
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다

평가서의 검토 ․ 협의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전문검토기관 등의 의견을 취합하여 협
의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과(협의내용)를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

다-1. 평가서 검토
근거 규정 : 법 제17조

❒ 평가서 협의요청 절차
- 사업자(평가서 작성) → 사업승인기관(사전검토) → 환경부장관
❒ 평가서의 검토
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
2. 항만건설 등 해양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국토해양부장관
❒ 평가서의 보완
-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승인기관장등에게 사업계획 등을 보완하거나 조정

다-2. 협의내용의 결정 통보
근거 규정 : 법 제18조

❒ 협의내용의 결정방법
1. 평가서내용에 대한 동의 : 적정한 저감방안이 강구되어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
의가 없는 경우
2. 추가적인 환경오염 저감방안 등 제시 : 저감방안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추가적
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제시
3. 사업계획 조정 등 :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환경보전상 문제가 있어 사업의 규
모, 내용, 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하여 변경․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
도록 의견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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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내용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통보
- 사업승인기관은 사업계획 승인시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환
경부장관에게 통보(승인 후 30일 이내)

라

협의내용의 관리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내용
을 이행

라-1. 협의내용의 이행
근거 규정 : 법 제23조,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

❒ 협의내용의 관리
1.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협의내용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
된 사무실에 갖추어야 함
2. 사업자는 협의내용의 적정한 이행관리를 위하여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
여 승인기관의 장 및 환경부장관에게 통보
❒ 사업의 착공 ․ 준공 ․ 중지의 통보
-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
지하려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

라-2. 협의내용 관리 ․ 감독
근거 규정 : 법 제26조

❒ 관리 ․ 감독
- 사업승인기관은 사업승인내용의 관리차원에서 관리감독
- 환경부장관은 환경에 관한 주무부처 차원에서 관여
❒ 협의내용 미이행시 처벌
- 협의내용 미이행→이행조치명령(요청)→미이행(과태료 2천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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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
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대상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

마-1. 사후환경영향조사
근거 규정 : 법 제24조, 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제14조

❒ 조사기간
- 영향정도에 따라 공사 준공시, 공사준공 후 3년 또는 5년으로 구분
❒ 조사항목
-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설정된 항목
- 평가서의 협의내용을 통보할 때 협의기관의 장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한
항목
❒ 조사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 특별한 주변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평가서 협의내용 통보 시 환경영향조사기
간을 단축한 경우
-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한 경우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환경영향이 적어 더 이상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사결과의 제출
- 연도별 조사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
- 피해발생시 신속한 조치 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마-2. 조사 미실시에 따른 처분
근거 규정 : 법 제54조, 시행령 제44조

❒ 조사 미실시 등의 처분
-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전부 실시하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 중요한 사항의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 경미한 사항의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 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1차), 300만원(2차), 500만원(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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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위반시 조치사항

바-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51조 및 제52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사중지명령 위반(사전공사, 협의내용 미이행으로 중대한 영향 발생)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평가서, 환경영향조사 등의 거짓 작성 및 무단 복제
-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향평가대행업무 수행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대행자 등록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평가대행자
- 평가협의 또는 재협의 절차를 미이행 한 사전공사
- 평가서 검토과정에 참여한 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자료제출 또는 보고․조사 거부

바-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54조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협의내용 미이행에 따른 조치명령(요청)을 받고 이를 미이행한 경우
-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끝내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전부 또는 일부 미실시
- 평가서 등에 대한 작성계약의 분리계약 미실시
- 평가서등 부실작성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평가서 보존기간(사업준공 후 10년) 미준수
- 협의내용관리대장 미비치, 협의내용관리책임자 미지정
- 환경영향조사결과 또는 사업착공 등 미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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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관련 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 시행령

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등 계획 초기단
계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 즉,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

가-1.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근거 규정 : 법 제25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시행령 별표 2

❒ 대상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내용으
로 하는 행정계획을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으로 규정

행정계획
↓
개발사업

대규모 사업
소규모 사업
(보전지역 내)

사전환경성검토
(83개 행정계획)
↓
환경영향평가
(76개 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
(19개 보전지역)

- 행정계획 : 구체적인 개발입지가 없는 행정계획(13개), 개발입지가 있는 행정계
획(70개)으로 구성
- 개발사업 : 보존용도지역에서의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 농림지역, 개발제한구역, 생태계보전지역 등 보존용도지역에서 5,000㎡ ～ 50,000㎡ 이상의 개
발사업

- 기타 행정계획 : 관련법령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
는 행정계획
❒ 검토항목
- 6개 분야 :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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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개 항목 :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질(지하수), 수리․수문, 지형․지
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위
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인구, 주거, 산업

나

검토서 작성 및 협의절차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환경성검
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나-1. 계획의 구상 및 대안마련
근거 규정 : 법 제25조의3

❒ 계획구상
- 행정계획의 구상 및 대안마련은 새로운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최초 단계에서 계
획수립기관(부서)이 수립
- 계획수립기관(부서)은 수립하고자 하는 행정계획과 관련한 대안․검토항목․검
토방법 등을 환경성검토협의회에 제출
※ 제도의 목적 및 도입취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부서(계획 수립 또는 승인기관)에
서 시행하여야 함

❒ 환경성검토협의회 구성 ․ 운영
- 환경성검토협의회의 구성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관계 전문가, 환경
단체, 민간단체 등)와 관계행정기관 및 협의기관 소속 공무원,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10인 이내로 구성
- 환경성검토협의회는 계획 주관 부서에서 해당 행정계획의 검토를 위해서 한시적
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할 때마다 환경성검토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행정적인 부담이 되는 경우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전문가 인력
풀을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
- 전문가 인력풀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대상계획의 성격상 인력풀 외의 전문가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으로 추가하거나 회의 참석, 서면 자문 등의 방안 검토
❒ 환경성검토협의회 역할
- 대안의 설정 : 행정계획 수립기관이 대안을 설정할 때 주안점을 제시할 수 있으
며, 정책적․규모적․입지적․기술적 대안 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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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검토항목 설정 : 해당 사전환경성검토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항목
(스코핑) 및 검토방법 등을 검토
※ 대안 및 세부 검토항목은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을 따름

❒ 행정계획의 대안 마련
- 해당 행정계획의 수립기관은 일차적으로 수립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환경성검토협의회의 검토를 받도록 하며, 검토 이후 환경성검토협의회
가 제시한 대안 설정 방안을 참조하여 정책적․입지적․기술적 대안을 확정
- 대안을 설정할 때에는 행정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포함하여 반드시 2개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대안은 행정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천가능하
고 현실적이어야 함
- 대안은 환경적 목표와 기준 유지를 전제로 행정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공법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
과를 토대로 선정

나-2. 초안 작성 및 주민의견수렴
근거 규정 : 법 제25조의4, 시행령 제8조부터 제8조의3까지

❒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작성
- 검토서 초안은 해당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에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2항,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에 따라 작성
❒ 의견 수렴
- 주민의견 수렴은 계획수립 주체(부서)가 검토서 초안을 바탕으로 실시하며, 환경
정책기본법시행령 제8조의2(의견수렴의 방법 및 절차)의 규정에 따라 실시
․ 주민공람(1회 이상 공고, 20일 이상 공람) 및 설명회
․ 공청회 등 :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
- 검토서 초안의 공개 범위 등
․ 검토서 초안의 공개 정도는 해당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비공개는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
※ 의견수렴시 검토서 초안에 대한 비공개 사유는 타당하여야 하며, 비공개 사유가 타당하지 않
은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보완사유에 해당

-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
한되어 있는 경우, 공개하는 것이 행정목적 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
우에는 검토서 초안의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검토서에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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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3. 검토서의 작성
근거 규정 : 법 제25조의4

❒ 평가서의 작성 주체 :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개발사업자
❒ 검토서는 해당계획의 수립기관이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검토서 초안에 주민
의견 수렴결과를 반영하여 작성

다

사전환경성검토서 검토 ․ 협의
환경부장관은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대하여 전문검토기관 등의 의견을 취합하여
협의내용을 결정

다-1. 사전환경성검토서 검토
근거 규정 : 법 제25조의6

❒ 검토서의 접수 및 검토
- 해당 계획을 허가․승인․확정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협의요청에 따라 다음의
절차에 따라 검토 및 협의 추진
․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접수 및 기본요건 등 검토
․ 검토의뢰기관(KEI, 자문위원 등)의 결정 및 검토의뢰
․ 현지조사 및 (필요시)회의
․ 검토의견 종합․분석
․ 협의의견의 결정 및 통보
❒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의 통보
- 해당 계획을 허가․승인․확정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 협의기관의 협의의견에
대해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30일 이내에 통보

다-2. 협의의견의 결정 통보
근거 규정 : 법 제25조의6

❒ 협의의견의 결정방법
- 검토기관의 의견 및 현지조사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검토서에 제시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및 환경영향과 저감방안 등에 따라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협의의견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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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칠 영향이 경미하거나 그에 대한 적정한 저감방안이 강
구되어 있어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의가 없는 경우
- 친환경적 토지이용 및 검토서(보완서 포함)에 제시된 내용을 이행하고, 향후 환
경성검토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환
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별도의 환경대책을 마련
<조건부 동의>
- 환경훼손․오염 및 이와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며, 관련 정책과 제도․
법령과의 저촉 사유를 해소하는 등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이
행을 조건으로 하여 사업추진에 동의하는 경우
- 검토서에 제시된 저감방안보다 강화된 저감방안을 제시하거나 사업규모의 축소,
개발계획을 조정
- 환경성검토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환
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별도의 환경대책을 마련
<부동의>
- 당해사업이 관련법령에 저촉되거나 환경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개발계획의 축
소․조정 또는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수립 및 이행을 전제하더라도 그 사업의 추
진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경우
- 환경상 영향을 명기하여 그 규모․내용․시행시기 등에 대한 재검토
❒ 협의의견 통보
- 협의의견은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승인기관장 등에게 통보하
고,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 관
련부서에 통보
- 협의의견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의견을 통보, 1회에 한하
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관리지역에서 계획되는 공장설립에 대한 협의는 20일 이내에 협의의견을 통보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함

- 정한 기간 내에 협의의견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 협의지연 내용을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

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규제

693

환/경/규/제/편/람

라

협의내용의 관리
협의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의견의 이행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

라-1.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
근거 규정 : 법 제26조, 시행령 제10조

❒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검토
- 조치계획 및 결과 등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및 인허가 등에 협의의견
이 조건으로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
- 조치계획 및 결과 등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

라-2.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
근거 규정 : 법 제26조, 시행령 제10조제3항

❒ 조사대상 사업 : 협의의견을 통보한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는 사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
- 중점검토 대상사업
- 사업자와 승인기관이 동일한 사업
- 부동의 사업
- 조치결과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
- 부동의협의 후 동일 영향권역에서의 동일사업 또는 유사사업으로서 조건부 동의
의견을 얻어 추진되는 사업
❒ 조사시기 및 횟수
- 조사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사업성격에 따라 적
정한 시기에 실시
- 연 1회 이상 실시를 원칙, 환경영향의 정도 등에 따라 수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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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반시 조치사항

마-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42조 및 제43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27조제3항의 공사중지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를 완료하기 전에 공사를 한 자

마-2. 행정조치
❒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조치
- 현지조사결과 협의내용의 미이행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이행
을 지도하고 기록․유지
-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서를
작성하여 조치를 할 것을 요청
-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 또는 운영하는 경우 승인기관장에게 허
가취소 등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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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수도사업 및 전용상수도 인가
관련 법령 : 수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가

일반수도사업이란?

가-1. 수도의 정의
근거 규정 : 법 제3조제5호

❒ 수도의 정의
- 수도 :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공업용수도․전용수도로 구분함
※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

❒ 농업생산기반시설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
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웅덩이(유지), 도로, 방조제, 둑(제방)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
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

가-2. 일반수도의 정의
근거 규정 : 법 제3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

❒ 일반수도의 정의
- 일반수도 :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함
❒ 광역상수도 정의
- 광역상수도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
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
❒ 국가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
- 다목적댐이나 용수 공급을 위한 댐 등을 취수원으로 하여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 직할하천의 수계를 변경하여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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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방
자치단체에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
-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수도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 한국수자원공사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의 동의를 받아 광역상수도의 수돗물
을 일반수요자에 공급할 수 있음(수도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 지방상수도 정의
- 지방상수도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
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외의 수도
❒ 마을상수도 정의
- 마을상수도 : 지방자치단체가 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정수시설을 갖춰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 이상 500㎥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시
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도

가-3. 일반수도사업의 정의
근거 규정 : 법 제3조제19호

❒ 일반수도사업의 정의
- 일반수도사업 : 일반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수도(광역상수도․지
방상수도․마을상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

나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나-1.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근거 규정 : 법 제17조 및 제78조, 시행령 제67조

❒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인가기관의 수도사업 인가를 받아야 함
- 지방지차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정수시설은 제외)
: 국토해양부장관이 인가
- 국토해양부장관이 인가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 환경부장관이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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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상수도 : 시장․군수․구청장이 인가
※ 환경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도사업 인가 전에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수시설이 포함된 광역상수도에 대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가하면 해당 정수시설은 환
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봄

❒ 환경부장관 권한의 위임
- 특별시장․광역시장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0만㎥/일 이하 광역
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인가, 폐업․휴업의 허가 및 인가의 취소
- 도지사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만㎥/일 이하 광역상수도 및 지방
상수도 인가, 폐업․휴업의 허가 및 인가의 취소

나-2. 일반수도사업의 인가절차
인가절차
① 기본 및 실시설계


② 인가신청



세부사항

▪인가대상 수도시설(사업)이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
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함
▪수도사업자는 시행하려는 수도공사(사업)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
▪수도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인가기관에 제출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
▪수도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구비서류 첨부

③ 인가신청서 검토
(검토기간 30일)

▪인가기관은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



▪기술적인 부준에 대해서는 필요시 환경관리공단, 한국수
자원공사 등에 기술검토 의뢰
▪검토과정에서 구비서류가 누락되거나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수도사업자에게 보완을 요청

④ 인가 및 고시


⑤ 사업 시행

▪인가기관은 사업계획서의 검토가 완료되면 해당 수도사
업에 대해 인가
▪인가기관은 수도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
▪수도사업자는 인가조건 등을 반영하여 상수도시설 설치
등 수도사업을 시행

① 기본 및 실시설계
-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 인가신청 이전에 해당 수도사업이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부분변경) 승인
을 받은 후 인가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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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 인가에 필요한 구비서류 작성을 위해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계획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함
② 인가신청
- 수도사업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수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가신청서(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 수도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인가신청서와 함께 인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③ 인가신청서 검토
- 인가기관은 기 승인된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수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을 참고하여 인가신청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함
- 사업계획서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이나 한국수자원공사에 검
토를 의뢰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비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청
- 인가신청서의 검토기간은 30일(마을상수도는 21일)이며 보완기간은 검토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④ 인가 및 고시
- 인가기관은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면 사업자에게 인가하고, 수도법 시
행령 제28조에 따라 인가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함
- 인가고시는 관보에 게재하고 고시내용은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라 소관부서 상
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법제처 법률입안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⑤ 사업 시행
- 수도사업자는 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은 수도사업에 대해 인가조건 등을 사업계획
에 반영하여 상수도시설 설치공사 등 수도사업을 시행

나-3.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
근거 규정 : 법 제4조,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1.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수돗물의 중장기수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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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역상수원 개발에 관한 사항
4.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5.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6.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 시설의 배치ㆍ구조 및 공급 능력
7. 수도사업의 재원 조달 및 실시 순위
8.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개량ㆍ교체에 관한 사항
9. 중수도(中水道)의 개발ㆍ보급
10.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 급수구
역에 관한 사항
11. 수돗물의 수질 개선에 관한 사항
12.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3. 수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수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
*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변경사항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

❒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
1. 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수돗물의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
3. 광역상수원 개발에 관한 사항
4.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5.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6. 수도시설의 공급능력
7. 수도사업의 실시순위
8. 낡은 수도관의 개량ㆍ교체 등
9. 중수도(中水道)의 개발ㆍ보급
10.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급수구
역에 관한 사항

나-4. 인가신청 내용 및 제출서류(사업계획서)
근거 규정 :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2항

❒ 수도사업 인가신청 시 구비서류
1. 수도사업(수도시설을 포함한다)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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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수구역, 급수인구 및 1인당 1일 급수량
3. 연도별사업계획(마을상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수도보급률
4. 1일 최대급수량, 1일 평균급수량 및 시설용량
5. 상수원 또는 취수지점의 위치 및 정수방법
6. 취수원의 수량계산서 및 수질시험 결과
7. 수도시설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8. 공사 착공ㆍ준공 및 급수시작 예정연월일
9. 투자재원의 조달방법 및 연도별 투자계획
10.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조서와 지번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11.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수도사업 인가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관련 서류와 도면
1. 수도시설의 평면도
2. 수리계통도ㆍ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수리계통도
및 급수관망도)
3. 취수량 및 취수에 대한 인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4.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19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의 사본) 다만, 마을상수도의 경우는 제
외함

나-5. 수도사업 인가고시 내용
근거 규정 : 법 시행령 제28조

❒ 인가기관은 일반수도사업을 인가하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지체 없이 인
가하여야 함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급수구역ㆍ급수인구 및 급수량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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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다

일반수도사업의 변경인가

다-1. 일반수도사업의 변경인가
근거 규정 : 법 제17조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제3항

❒ 인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인가 대상에 해당하며 아래와 같은 가
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인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 투자재원의 조달방법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도법 제29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는 범위에서 시설용량이 증감되지 아니하
는 수도시설의 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
3. 시설용량의 10분의 1 이내의 증감에 관한 사항
❒ 수도시설의 용량(수도법 제3조제17호)
-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ㆍ정수ㆍ송수ㆍ
배수시설,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 시설용량의 증감은 인가된 수도시설별 용량이 10분의 1 이상 증감할 경우 변경
인가 대상임
❒ 변경인가 절차는 일반수도사업 인가절차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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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라-1.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근거 규정 : 법 제46조

❒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으면 다음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거나
고시ㆍ공고가 있는 것으로 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
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
5.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는 제외한다.
8.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
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지
정의 해제
10. 측량법 제25조에 따른 측량성과의 사용승인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 다만, “인ㆍ허가 등” 및 “고시ㆍ공고”에 대한 의제는 인가관청이 수도사업 인가 전에 미리 관
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만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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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2.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출입 등
근거 규정 : 법 제60조 및 제61조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
- 수도사업 인가 및 인가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
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공사를 완공할 때까지 하
여야 함
-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
는 입목 및 대나무,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음

마

전용상수도란?

마-1. 전용상수도의 정의
근거 규정 : 법 제4조제11호 및 시행령 제4조

❒ 전용상수도
-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ㆍ사택ㆍ요양소, 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
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천명 이내의
급수인구(학교ㆍ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
하는 수도
-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급수량이 20㎥ 미만
인 것과 그 수도 시설의 규모가 다음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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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수원으로부터 공급되는 수도관의 지름이 25mm 미만인 관을 사용하는 것
․ 취수원으로부터 저수조까지의 관로(管路) 길이의 합이 1,500m 미만인 것
․ 저수조의 유효용량의 합계가 100㎥ 미만인 것

마-2.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근거 규정 : 법 제51조 및 시행령 제57조

❒ 국가가 전용수도를 설치하려는 경우 주무부장관은 미리 전용상수도는 환경부
장관과, 전용공업용수도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바

전용상수도 인가

바-1. 전용상수도 인가
근거 규정 : 법 제52조, 시행령 제58조, 시행규칙 제26조

❒ 전용상수도 인가
-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
는 제외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전용상수도 인가요건
- 수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다음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 좋은 원수를 필요한 만큼 취수할 수 있는 취수원 및 취수시설을 갖출 것
․ 갈수기(渴水期)에도 원수를 필요한 만큼 공급할 수 있는 저수능력이 있는 저수
시설을 갖출 것
․ 원수를 필요한 만큼 송수할 수 있는 펌프ㆍ도수관 등의 도수시설을 갖출 것
․ 원수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맞게 필요한 만큼 정수할 수 있는
정수시설을 갖출 것
․ 정수를 필요한 만큼 송수할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이나 그 밖의 송수시설을 갖
출 것
․ 정수를 일정 한도 이상의 압력으로 필요한 만큼 계속 공급할 수 있는 배수지
펌프ㆍ배수관이나 그 밖의 배수시설을 갖출 것
- 인가로 인하여 기존 수리권자가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존 수리권
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지하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취수원의 개발 또는
이용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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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2. 전용상수도 인가절차
❒“나-2. 일반수도사업의 인가절차”와 동일
- 전용상수도의 인가신청서에 대한 처리기한은 14일이고 변경신고는 즉시 처리
※ 전용상수도 인가는 일반수도사업인가와 달리 인가내용에 대한 고시절차가 없음

❒ 전용상수도 인가신청서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지 제7호서식을 따
르며 변경인가ㆍ변경신고의 경우에도 동일함

바-3. 인가신청 내용 및 제출서류(설치계획서)
❒ 인가신청 내용 및 제출서류
1. 수도시설의 개요
2. 급수인구 및 1인당 1일 급수량
3. 1일 최대급수량 및 1일 평균급수량
4. 상수원 또는 취수지점의 위치 및 정수방법
5. 취수원의 수량계산서 및 수질시험 결과
6. 수도시설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7. 공사 착공ㆍ준공 및 급수시작 예정연월일
8. 전용상수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기존의 수리권자(水利權者)에게 미치는 영향
검토서. 다만, 「지하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취수원의 개발 또는 이용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함

사

전용상수도 변경인가 등

사-1. 전용상수도 변경인가
근거 규정 : 법 제52조제2항 및 시행령 제59조

❒ 전용상수도 변경인가 대상
1. 상수원이나 취수지점의 위치 및 정수방법
2. 수도시설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3. 1일 최대급수량 및 1일 평균급수량(증감량이 10분의 1 미만인 경우는 제외)

사-2. 전용상수도 변경신고
근거 규정 : 수도법 제52조제2항

❒“전용상수도 변경인가 대상”을 제외한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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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3. 전용상수도의 폐지 또는 휴지
근거 규정 : 법 제52조제3항

❒ 전용상수도의 설치자는 전용상수도를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그만두려면 특별
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함
❒ 전용상수도 폐지 또는 휴지신고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름

아

전용상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아-1. 전용상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근거 규정 : 법 제54조

❒ 전용상수도에 관하여는 법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5항, 제26조, 제29조제1
항ㆍ제3항, 제32조, 제33조, 제37조 및 제61조를 준용함
❒ 시설 기준 등(법 제18조)
- 수도시설을 설치할 때에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원수의 질과
양, 지리적 조건, 수도의 종류 및 시설의 규모에 따라 기준에 맞는 수도시설을
갖추어야 함
- 수도법 시행령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준수
❒ 완공 시 수질검사(법 제19조)
- 수도공사를 완공하면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수돗
물을 공급할 수 없음
❒ 수도시설관리자 임명(법 제21조제5항)
- 수돗물의 공급, 수도시설의 관리, 수도 관련 통계자료의 관리, 수질관리 및 긴급
조치와 수도시설 운영요원의 교육 등에 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도시
설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함
❒ 수질기준(법 제26조)
- 전용상수도 운영 시 수도법 제26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수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수질검사와 수량분석(법 제29조)
- 원수 및 정수가 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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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취수량ㆍ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수량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함
- 수질검사 횟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호에 따라
항목별로 분기 1회, 반기 1회, 매년 수질검사를 실시
- 수질검사 횟수에 따라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고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인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위생상의 조치 등(법 제22조ㆍ제33조ㆍ제37조)
- 취수ㆍ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함
❒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
는 입목 및 대나무,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음

자

위반시 조치사항

자-1. 인가취소 등
근거 규정 : 법 제63조

❒ 인가취소
1. 인가를 받은 수도사업 또는 전용수도의 공사 착수 예정일 또는 공사 완공 예정
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인가를 받은 수도사업의 급수 개시 예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 수돗물을 공급
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ㆍ이전ㆍ변경 및 제거 조치
-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가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
- 인가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수도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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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2.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81조 및 제83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도사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도사업을 경영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가된 사항을 변경한 수도사업자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거나 휴업한 수도사
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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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먹는샘물 개발 및 제조
관련 법령 : 먹는물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가

먹는샘물이란?

1) 가-1. 샘물 및 먹는샘물의 정의
근거 규정 :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 샘물의 정의
- “샘물”이란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
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
❒ 먹는샘물의 정의
- “먹는 샘물”이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

나

샘물개발 허가
일정규모 이상의 샘물을 개발하려는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샘물개발허가를 받
아야 함
- 샘물개발 허가는 우선 샘물개발 가허가를 받고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 후 환경
영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샘물개발 허가
- 샘물개발 허가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나-1. 샘물 개발의 가허가
근거 규정 : 법 제10조, 시행규칙 제4조

❒ 샘물 개발 가허가
- 시·도지사는 샘물 개발을 허가하기 전에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관한
서류를 정하는 기간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샘물 개발을 가허가할 수 있음
❒ 샘물 개발 가허가 기간 : 2년
- 2년 이내에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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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가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해당 샘물개발의 환경영향조사 업무를 수행 중인 환경영향조사대행자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허가 신청시 제출할 서류
1. 샘물 개발 가허가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4. 원상복구계획서
5.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허가의 취소
- 가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하지 아
니하면 가허가를 취소하여야 함

나-2. 샘물 개발 허가 및 변경허가
근거 규정 : 법 제9조, 영 제3조, 규칙 제3조

❒ 샘물개발 허가대상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을 하려는 자
2. 1일 취수능력 300톤 이상의 샘물(기타 샘물)을 개발하려는 자
※ 기타 샘물 : 원수(原水)의 일부를 음료류ㆍ주류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샘물
※ 취수능력을 산정할 때 샘물을 이미 개발ㆍ이용하고 있는 자가 취수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취수능력을 기준으로 함

❒ 샘물개발 변경허가 대상
1. 샘물 개발의 위치 및 면적의 변경
2. 취수계획량 변경
3. 샘물의 용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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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물개발 (변경)허가시 필요한 서류 및 허가 절차
구분

세부 내용

허가신청 서류

- 샘물 개발허가 신청서(별지 1호서식) 또는 샘물 개발 변경허가 신
청서(규칙 별지 2호서식)
-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서류(조사서)

기술적
검토
의뢰

-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한 기술적 검토 의뢰
(환경영향심사)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60일 이내에 심사의견 작성, 통보(별지 제5
호의2서식)

허가
절차

- 제출된 조사서가 조사항목 누락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환경영향
의 범위 내에서 조사서 보완 요구.
조사서
-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보
보완
완기간 연장 가능
허가
신청서
반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를 반려
1.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조사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환경영향조사대행자가 조사서를 작성하
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나-3. 샘물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연장허가
근거 규정 :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6조

❒ 샘물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 5년
❒ 샘물 개발허가 유효기간 연장 허가
- 샘물개발 허가 유효기간은 매회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샘물개발 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유효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을 하여야 함
- 유효기간 연장신청 등은 샘물개발 허가 신청 절차를 준용함

나-4. 샘물 개발허가의 제한 및 취소
근거 규정 : 법 제11조, 법 제12조의2

❒ 허가 제한
- 시․도지사는 환경영향심사결과 다른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또는 지표수의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샘물개발 허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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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허가
- 샘물개발 허가시 환경영향심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1일 취수량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샘물개발 허가 취소
- 아래의 경우에는 샘물 개발허가를 취소하여야 함
1. 샘물개발 허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샘물 개발허
가를 받거나 샘물 개발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은 경우
- 아래의 경우에는 샘물 개발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1.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샘물을 개발하지 아니하거나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법 제53조에 따른 지하수의
용도변경, 취수능력의 증가 등으로 제9조에 따른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경우
는 제외
2.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로서 2년 이내에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
를 다시 받지 아니한 경우

다

환경영향조사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기타 샘물 개발자가 샘물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영향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함
- 환경영향조사서는 샘물개발 허가시에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환경영향조사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의뢰하여 기
술적 심사 실시

다-1. 환경영향조사
근거 규정 : 법 제13조 및 제14조, 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7조

❒ 환경영향조사 대상
- 먹는샘물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샘물 개발허가를 받는 경우
- 1일 취수능력이 300톤 이상의 샘물을 개발하는 경우
❒ 환경영향조사의 내용
- 환경영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샘물을 개발하려는 자는 샘물 개발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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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등
- 세부적인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 환경영향조사의 대행
- 환경영향조사서 작성시에는 환경영향조사대행자에게 환경영향조사를 대행하게
하여야 함
❒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
-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규제편람 제2장 Ⅲ-5. 환경영
향조사대행자(p.335)’ 참조

라

먹는샘물 제조업의 허가
먹는샘물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적합한 시설 및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
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시에는 조건부로 허가할 수도 있음
-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라-1. 먹는샘물 제조업 (변경)허가 등
근거 규정 : 법 제20조 및 제21조,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 “시행규칙 별표 3” 참조
❒ 허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허가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2.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 포함)
3. 제조공정 설명서
4. 취수정별 취수예정량
5. 취수정 설비명세서(취수정의 위치도 포함)
6. 취수정 형성상태를 촬영한 텔레비전-카메라 검층(檢層)필름
❒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 변경허가 대상 : 제조공장의 소재지 변경
- 변경신고 대상 : 허가받은 사항 중 기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2. 허가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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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4.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라-2. 먹는물 제조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근거 규정 : 법 제23조, 시행규칙 제13조

❒ 조건부 영업허가
-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 시 조건부 영업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먹는샘물 제조업
자의 시설 기준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음
-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지체없이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조건부 영업허가 취소
-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면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이 기간동안
에는 먹는샘물을 판매할 수 없음

라-3. 영업허가 등의 제한 및 영업의 승계
근거 규정 : 법 제24조 ․ 제25조, 시행규칙 제14조·제15조

❒ 영업허가 등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음
1. 영업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가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일 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일 때
3. 영업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
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일 때
4. 영업의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다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 할 때
5. 영업의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장소에
서 먹는샘물 제조업이나 수처리제 제조업을 하려 할 때
6. 지반침하, 수자원의 고갈 등 환경에 심각한 피해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
려가 있어 1일 취수량의 제한이나 지반침하, 수자원의 고갈, 그 밖의 심각한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붙이는 샘물 개발허가의 조건에 위반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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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의 승계
- 다음의 경우, 영업자의 지위가 승계됨
1. 먹는물 제조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인 먹는물 제
조업자자가 합병한 경우 :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 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와
등록은 그 효력을 잃음
①「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③「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먹는물관련영업의 변경신고 절차를 준용하여 1개
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마

먹는샘물 수질관리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제조하는 먹는샘물이 환경부장관이 정한 먹는물 수질기준
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는 그가 제조하는 제품이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를 자가
검사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함

마-1.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근거 규정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4조

❒ 먹는물 수질기준 : “규칙 별표 1” 참조
1. 미생물에 관한 기준
2.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3.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4.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 수질검사 횟수 : “규칙 별표6(자가품질검사 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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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먹는샘물 기준 및 표시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샘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 그가 제조하는 제품이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를 자가 검사하고 그 기록을 보
존하여야 함

바-1. 먹는샘물의 기준 ․ 규격 및 표시기준
근거 규정 :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시행규칙 제30조,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환경부 고시)

❒ 먹는샘물의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
- 먹는샘물과 그 용기의 제조방법, 보존방법, 재질 및 회수․유통 등에 관한 기준
과 성분에 관한 규격 및 표시기준을 정함
- 먹는샘물의 표시사항(표시기준 고시 별표2)
1. 품목명
2. 제품명
3. 원수원 및 수원지
4. 업소명 및 소재지
5. 유통기한
6. 영업허가번호 또는 수입판매업 등록번호
7. 내용량
8. 보관상 주의사항
9. 반품 및 교환
10. 처리방법
11. 무기물질 함량
12. 표시금지 등
❒ 자가기준 및 자가 규격의 인정
-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는 자가 기준 및 자가
규격을 제출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 그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
격으로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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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용 먹는샘물의 기준․규격․표시기준
-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먹는샘물 등의 경우 먹는샘물 등을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
는 기준, 규격, 표시 기준을 따를 수 있음
- 이 경우 다음의 서류들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1. 수출용 먹는샘물 등 제조 신청서(규칙 별지 제33호서식)
2. 수입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 등에 관한 증빙서류
3. 수출계약서 사본

바-2. 자가 품질 검사
근거 규정 : 법 제41조, 시행규칙 제33조

❒ 먹는샘물 제조업자의 자가 품질 검사 기준 : ‘시행규칙 별표 6’ 참조
- 다만,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산망을 통하여 자료를 제출한 경우
에는 그 일부 면제가능
❒ 위탁 검사
- 시·도지사는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가 직접 검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면
지정된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음

사

품질관리인의 임명 및 교육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먹는샘물 제조 과정의 품질관리와 제조시설의 위생적인 관
리를 위해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품질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함

사-1. 품질관리인의 임명 및 교육
근거 규정 :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17
조부터 제20조까지

❒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준수사항 및 교육 등
- 환경규제편람 ‘제1장 Ⅱ-6. 먹는물 품질관리인’(p.1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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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건강진단
먹는샘물의 제조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
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먹는샘물 제조영업에의 종사를 금지
하여야 함

아-1. 건강진단
근거 규정 : 법 제29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7조

❒ 건강진단 대상자 및 횟수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횟수

먹는샘물의 취수․제조․가공․저장․이
6개월마다 1회
송시설에서 종사하는 자
먹는샘물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 중 위의 환경부장관이 전염병의 예방 등을 위해 필
자를 제외한 경우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여부
- 다만, 소화기 계통 전염병이 먹는샘물 제조공장 또는 수도의 취수장․배수지 부
근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건강진단 기관
- 관할 보건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정의료기관에
서 실시
❒ 건강진단 결과 보존
- 건강진단 결과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타 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
단을 받은 것으로 갈음

722

Ⅵ. 먹는물 관리를 위한 규제

제4장 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해 국민(기업)이 알아야 할 규제

아-2. 먹는샘물 제조 영업에의 종사 금지
근거 규정 : 법 제29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 먹는샘물 제조 영업에의 종사가 금지되는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먹는샘물 제조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1. 장티푸스
2. 파라티푸스
3.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4. 소화기 계통 전염병

자

광고의 제한 및 과대 광고 금지
환경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먹는샘물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 또한 먹는샘물과 그 용기·포장의 명칭, 제조 방법·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
는 아니됨

자-1. 광고의 제한
근거 규정 : 법 제39조, 시행령 제17조, 규칙 제31조

❒ 광고의 금지 및 제한 대상
- 텔레비전을 통한 광고(종합유선방송에 의한 광고는 제외)
❒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경우
1. 먹는샘물의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는 경우
2. 먹는샘물의 광고가 수돗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광고의 금지 및 제한 위반시 조치
- 시․도지사는 먹는샘물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광고 금지 및 제한 사항을
위반하면, 그 먹는 샘물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필요
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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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2. 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의 금지
근거 규정 : 법 제40조, 영 제17조, 규칙 제 32조

❒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ㆍ광고의 범위
- 용기ㆍ포장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곡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 그 밖
의 방법에 따라 먹는샘물 및 그 용기ㆍ포장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 또는 사용
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1.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또는 등록한 사
항이나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2. 제품 중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3. 제조연월일이나 유통기한을 표시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4. "최고"ㆍ"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
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5.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차

먹는샘물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및 측정결과 제출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의 품질관리를 할 때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

차-1. 먹는샘물 제조업자 준수사항
근거 규정 : 법 제30조, 시행규칙 제20조

❒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 “시행규칙 별표 5(먹는물관련영업자 및 표지제조자의 준수사항)” 참조

차-2. 먹는샘물 관련 측정결과 제출
근거 규정 : 법 제22조, 시행규칙 제12조

❒ 수위 ․ 수량 및 수질 등에 관한 측정결과 제출
-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계측기에 의한 수위ㆍ수량 및 수질 등에 관한 측정결과를
전산망을 통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전산망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컴퓨터에 의하여 매월 측정결과가 수록된 테이프나 디
스켓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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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결과에 따른 취수 제한 및 중단
- 시 ·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측정결
과를 분석한 결과, 먹는샘물이 성분 규격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먹는샘물
제조업자의 취수를 제한하거나 중단하게 할 수 있음

카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샘물 제조업자와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는 환
경부장관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카-1.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
근거 규정 : 법 제31조, 시행령 제7조 ․ 제8조, 시행규칙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 부과대상 및 부과 금액
부과 대상
먹는 샘물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자가 취수한 샘물)
기타샘물
(음료류ㆍ주류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샘물)

수입 먹는샘물

부과 금액

취수량 1세제곱미터당 4,150원
취수량 1세제곱미터당 1,300원
먹는샘물 수입량 1세제곱미터당
4,150원

❒ 수질개선부담금 부과관련 자료 제출
부과 대상

제출 자료

먹는 샘물
<샘물 취수량 측정 자료>
(먹는샘물 제조업
-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는 취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
허가자가 취수한 샘물)
기를 설치·관리하고, 그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1.
샘물 취수량 보고서(별지 제18호의2서식)
기타샘물
2.
취수정․계측기별
일일 취수량과 월별 누적 취수량 기록
(음료류ㆍ주류 등의
서류
원료로 사용하는 샘물)

수입 먹는샘물

<먹는 샘물 수입량 자료>
- 분기별 수입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의3서식)와 수입신고서 사
본을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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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물 취수량 등의 조사
- 제출된 샘물 취수량이나 먹는샘물 수입량이 실제보다 적다고 인정되면 이에 대
한 조사․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부담금의 차액을 내도록 고지 (이 경우 징
수유예는 인정하지 아니함)
❒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
- 부담금 부과대상 중 다음의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
류를 매 분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부과제외 대상

제출 서류

수출하는 경우

1.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2. 수출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수출실적확인서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경우

1.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2. 납품계약서 사본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ㆍ제공 1.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신청서
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별지 제18호서식)
제66조제3항제1호 관련)
2. 재난구호기관ㆍ단체장이 발급한 제공확인서

카-2. 수질개선부담금의 납부 및 징수유예 ․ 분할납부
근거 규정 : 법 제31조·제32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25조

❒ 수질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
- 부담금의 납부기한 :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말일까지
- 부담금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함
※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

❒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대상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제조업자 등의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있
는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환경부장관은 징수를 유예한 경우,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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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
납부 횟수는 6회 이내로 함
-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시에는 납부기한 3일전까지 아래의 서류를 환경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1.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서(별지 제23호서식)
2. 첨부서류 (납부통지서,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보제공에 필
요한 서류)
※ 징수유예나 분할납부 결정의 효력은 신청서가 제출된 날에 발생

❒ 부담금의 징수유예 취소
- 아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음
1. 체납액을 지정한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변경 등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정당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
한 경우
3. 재산상황이 좋아지거나 다른 사정의 변화로 그 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타

부담금 증명 표지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가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한 병
마개를 사용하여야 함

타-1. 부담금 증명표지
근거 규정 : 법 제16조 ․ 제34조 ․ 제35조, 시행규칙 별표 5

❒ 부담금증명표지의 사용
-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출고하는 먹는샘물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부담금 증명
표지 제조자가 부담금 납부증명 표지를 표시한 병마개를 사용하여야 함
❒ 부담금증명표지 사용이 제외되는 경우
- 아래의 경우에는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법 제7조제2항제1호 관련)
2. 병마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3.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할 수 없는 병마개를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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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 증명표지 사용 제외자의 의무(제외대상 제2,3호에 해당)
1. 자동계측기로 먹는샘물 제조수량의 계측
2. 자동계측기 가동상황 기록부(별지 제31호서식) 및 기계봉함․봉함해제 확인대
장(별지 제32호서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
❒ 부담금증명표지의 사용 및 폐기 절차
① 병마개 사용신청(먹는샘물 제조업자 → 부담금증명표지 제조자)
- 병마개사용신청서(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제출
※ 부담금증명표지 사용의 제한 : 시․도지사는 부담금을 2회 이상 내지 아니한 먹는샘물 제조
업자에게 부담금증명표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표지제조자에게 병마개 반출금지 요청)

② 병마개 반출통보(표지제조자 → 먹는샘물 제조업자 관할 시․도지사)
- 다음 달 20일까지 병마개반출통보서(별지 제28호서식)에 반출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제출
③ 병마개를 사용상황 보고 (먹는샘물 제조업자→ 시ㆍ도지사)
- 병마개 사용상황 보고서(규칙 별지 제29호서식)를 다음달 20일까지 제출
④ 병마개 폐기확인 신청 (먹는샘물 제조업자→ 시ㆍ도지사)
- 병마개 폐기사유 발생시 다음 분기의 첫째 달 20일까지 병마개 폐기확인 신청
서(별지 제30호서식) 제출
※ 참고 : 병마개 폐기사유
1. 병마개의 사용과정에서 병마개가 파손된 경우
2. 휴업ㆍ폐업 또는 보관 잘못으로 병마개의 사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3. 품질불량 등 표지제조자의 잘못으로 병마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④ 병마개 폐기 여부의 확인 및 통보 (시ㆍ도지사→ 표지제조자)
❒ 부담금증명표지 관리를 위한 준수사항
- “시행규칙 별표 5(먹는물관련 영업자 및 표지제조자의 준수사항)” 참조

타-2. 부담금 증명표지 제조자 지정 및 지정취소
근거 규정 : 법 제35조, 시행규칙 제28조

❒ 부담금 증명표지 제조자의 지정
- 제조자의 지정 요건(시설 및 장비 요건)
1. 원료ㆍ제품창고, 제조장, 검사실, 포장실 및 사무실
2. 부담금증명표지의 소요량을 인쇄할 수 있는 인쇄기
3. 병마개의 수량을 계산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자동계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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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 증명표지 제조자의 지정 취소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증명표지 제조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이 경우에는 반드시 지
정을 취소하여야 함)
2. 제조자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부담금증명표지의 규격, 표시 방법, 그 밖의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 부담금 증명표지 제조자의 준수사항
- “시행규칙 별표 5(먹는물관련 영업자 및 표지제조자의 준수사항)” 참조

파

위반시 조치사항

파-1. 지도 및 개선명령
근거 규정 : 법 제45조, 시행규칙 제38조

❒ 개선명령 대상
- 먹는샘물 제조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먹는물관련 영업자 또는 부담금 증명표지 제조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개선명령 기간
- 1년의 범위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파-2. 폐쇄 조치 등
근거 규정 : 법 제46조

❒ 폐쇄조치의 요건 및 대상
-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를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면 그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음
1. 그 사업장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그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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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사업장의 시설물의 그 밖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폐쇄조치 통보
- 시․도지사가 폐쇄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그 대리인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음

파-3. 폐기 처분
근거 규정 : 법 제47조

❒ 폐기처분 또는 폐기처분 명령
- 아래의 경우에는 해당 먹는샘물 및 그 용기․포장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거나
영업자 등에게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음
1. 법 제36조제3항(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에 위반되는 경우
2. 법 제40조제1항(거짓 또는 과대표시․광고의 금지)에 위반되는 경우
❒ 압류 또는 폐기처분
- 아래의 경우에는 해당 물건을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음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먹는샘물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
2. 부담금 증명표지가 없는 먹는샘물

하

위반시 조치사항

하-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57조 내지 제59조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먹는샘물 제조업
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3. 부담금증명표지를 위조·변조 또는 재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부담금증명
표지를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내준 자
4. 법 제35조에 따른 부담금증명표지 제조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부담금증명
표지를 제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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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법 제19조제3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한 자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처리제 제조업을 하거나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4.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5.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
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신고를 하고 먹는샘물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한 자
7.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먹는샘물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
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9.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고의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자
10.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한 자
11. 법 제45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영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먹는샘물 제조업을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샘물을 개발하거나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샘물을 개발한 자
2. 법 제11조제2항이나 제21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4. 법 제15조에 따른 조사 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영향조사 대행 업
무를 한 자
5.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처리제 제조업을 한 자
6.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을 한 자
7.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
니하고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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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신고를 하고 수처리제
나 그 용기를 수입한 자
9.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이나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자
10.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한 자
11.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계측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 결과를 제출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2.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
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자
13.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수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자
14.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
15.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명영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17. 법 제42조에 따른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검사성적서
를 발급한 자
19. 법 제46조나 제47조제2항에 따른 폐쇄, 압류·폐기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수처리제 제조업을 한 자
21.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
판매업을 한 자

하-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61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2.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법 제28조제1항이나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5.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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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3. 행정처분
근거 규정 : 법 제48조, 시행규칙 제39조

❒ 행정처분 기준 : “시행규칙 별표 9” 참조
❒ 행정처분의 승계
-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경우,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행정처분의 효력이 승계
․ 기존 행정처분의 효력 : 행정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승계
․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행정처분 절차를 계속 진행(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

하-4. 과징금 처분
근거 규정 : 법 제51조,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43조

❒ 과징금 처분
- 시․도지사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가능
- 산정기준 : 영업정지기간에 시행령 별표(과징금산정기준)의 기준금액(금액/일)을
적용하여 산정
-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
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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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먹는샘물 수입신고 및 수입판매업 허가
관련 법령 : 먹는물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가

먹는샘물 수입신고
먹는샘물이나 그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관련서류, 원수 수질검사서 사본,
제조일자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
하여야 함

가-1. 수입신고서 제출
근거규정 : 시행규칙 제16조

❒ 먹는샘물 등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수입
신고서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수입항을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함
※ 다만, 보세운송인 경우 수입화물 보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가-2. 먹는샘물 수입신고시 구비서류
근거규정 : 시행규칙 제16조

- 먹는샘물 수입신고서
- 수입관련서류
․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등록증 사본(먹는샘물 수입판매등록업자에 한함)
․ 내용증명서(송장) 사본
․ 선적증명서
- 제조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조자가 제품의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외)
- 먹는샘물 원수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
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
(원수의 부존상태, 처리공정 등을 설명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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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3. 수입신고 면제대상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것
2. 위의 기관에 소속된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3. 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양
4. 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물품의 특성 및 수량이 연구목적에 합당한 것
5. 무상으로 반입하는 것으로 판매목적이 아닌 상품의 견본 및 광고용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것
6. 「관세법」 제239조에 따른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 경우
-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
국관리법」에 따라 출국 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
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가-4. 먹는샘물 수입신고시 처리기한
근거규정 : 먹는샘물 ․ 수처리제 및 그 용기의 수입검사 지침

- 처리기한 : 25일
․ 서류검사만 필요한 경우 : 5일이내
․ 서류 및 관능검사만 필요한 경우 : 7일 이내
․ 서류, 관능 및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 25일 이내
※ 다만, 수질검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6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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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입 먹는샘물 등의 검사

나-1. 검사의 종류와 대상
근거규정 :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별표 4

❒ 서류검사
-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출된 신고서와 첨부서류의 내용을 검토
❒ 관능검사
- 정밀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같은 회사, 같은 제품을 6개월 이내에 다시 수
입하는 것은 현품의 성상․색깔․맛․냄새 등에 의하여 판단
❒ 정밀검사
- 다음의 것은 물리적․화학적․세균학적 방법에 의하여 판단
․ 서류검사나 관능검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국내에서 유통 중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것
․ 수송 중 위생상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것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나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나-2. 검사대상의 수거
근거규정 : 시행규칙 별표 4

- 검사대상은 표본의 대표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대포장단위 3곳 이상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 시험에 필요한 기준에 따른 적정량의 검사대상만 수거하여야 한다.
- 검사대상 수거는 해당 제품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참석한 가운데 검사공무
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하여야 한다.
- 관계 공무원은 검사대상을 수거한 경우에는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나-3. 시 험
근거규정 : 시행규칙 별표 4

- 수거한 검사대상에 대한 시험은 해당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에서 시행한다.
다만,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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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받은 지정검사기관은 송부받은 검사대상에 대한 시험의뢰항목에 대하여 시
험을 신속히 시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4. 불합격품의 처리
근거규정 : 시행규칙 별표 4

❒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통보함과 아
울러 다음의 경우 외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하는 경우
- 먹는샘물․수처리제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부적합 판정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하고, 다른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관할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신고자는 불합격된 제품 등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해당 유역환
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

수입신고시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 등

다-1. 시료채취
근거 규정 : 수입검사지침

❒ 구비서류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된 물품과의 동일여부 확인 및 시
료채취
- 시료채취시에는 먹는물 수질감시원증 등을 휴대하고, 사전에 제시
- 시료수거는 먹는물 수질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당해제품 보관창고 관리자
입회하에 수거, 관계공무원은 검사대상시료를 수거한 경우 수거증 교부
- 시료는 표본의 대표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제조일자별로 3곳 이상에서
수거
- 수거가 완료된 신고물품은 필요시 봉인가능하며, 그 방법은 해당 물품 및 보관
장소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시행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상충부분은 법 제42조(출입․검사․수거 등)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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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시료채취량
근거 규정 : 수입검사지침

❒ 먹는샘물 : 5L(미생물검사용 1L, 이화학검사용 4L 등)
- 포장용기의 용량에 따라 적정량을 초과하여 수거가능
※ 신고된 최소 포장단위가 검체수거량을 초과하는 경우 검체채취 과정에서 오염 등으로 검사결
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포장단위 그대로 검체로 수거 가능

다-3. 수거시료의 시험분석 및 수거증 관리 등
근거 규정 : 수입검사지침

❒ 시험분석
- 수거한 시료분석은 해당 지방환경관서에서 실시하거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
로 지정받은 기관에 의뢰가능
❒ 수거증 관리
- 수입 먹는샘물 보관장소(보세장치장 등)의 입회인, 출장보고서 첨부, 보관용으로
각각 보관
- 수거증 불출은 수거증관리대장에 의하되 매권․장마다 1조3매 단위의 일련번호
부여․관리

라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허가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적합한 시설이나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
의 허가를 받아야 함.

라-1.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허가시 구비서류
근거 규정 : 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0조

❒ 허가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
- 보관시설명세서
- 원수가 법 제3조제2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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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3조제3호 : “샘물”이라 함은 암반대수층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
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원수
를 말함
* 원수(수질검사성적서 : 수입하고자 하는 해당국가에서 발행된 성적서)

라-2.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시설기준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10조

❒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시설기준
-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실
- 먹는샘물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
보관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사무실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음
- 영업신고한 사무실과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 안에 상시 운영하는 반품․교환
품 등의 보관시설

라-3. 영업허가 등의 제한
근거 규정 : 법 제24조

❒ 영업허가 등의 제한
-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
- 영업을 하려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영업을 하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일 때
-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다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 할 때
-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장소에서 먹는샘물 제조업이나 수처리제 제
조업을 하려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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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4. 영업의 승계
근거 규정 : 법 제25조

❒ 영업의 승계
-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인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
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
가와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마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 준수사항

마-1.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 준수사항
근거 규정 : 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0조

❒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 준수사항
- 보관창고에는 유독물․농약․의약품․인화물질, 그 밖에 보관 중인 먹는샘물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과 제품을 같이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 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교환
- 수입 및 판매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
- 법 제3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표시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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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위반시 조치사항

바-1. 지도와 개선명령
근거 규정 : 법 제45조

- 시․도지사는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가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
하여 그 시설을 고치도록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바-2. 행정처분
근거 규정 : 법 제48조, 제49조

1. 법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별표5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2개월)
- 보관창고에 유독물․농약․의약품․인화물질 등 보관중인 먹는샘물에 유해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과 제품을 같이 보관한 경우
- 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교환하여 주지 아니한 경우
- 수입 및 판매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1
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표시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샘물 및 먹
는 샘물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법 제36조제3항 또는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
준과 규격에 적합한 하지 아니한 먹는샘물,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
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 먹는샘물의 제조방법ㆍ보존방법ㆍ유통기한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
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허가취소)
- 용기의 기준과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
개월→영업정지 2개월)
- 그 밖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4. 법 제45조나 제47조제1항에 따른 다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5조에 따른 지도 또는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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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압류․폐기 또는 처리방법 등에 관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5.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한 경우(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6.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허
가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
-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을 합병할 경우에는 제48조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을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
-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
여 그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함

바-3.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58조, 제59조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신고를 하고 먹는샘물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을 한 자

바-4.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61조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 허가받은 사
항이나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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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처리제 제조 및 수입
관련 법령 : 먹는물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수처리제의 종류

가-1. 수처리제의 정의
근거 규정 : 법 제3조

❒ 수처리제 : 자연상태의 물을 정수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물 공급시설의 산화방
지를 위하여 첨가하는 제제

가-2. 수처리제의 종류
근거 규정 : 법 제36조·제37조,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환경부고시)

❒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 환경부장관은 수처리제의 종류, 성능, 제조방법, 보
존방법, 유통기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
❒ 수처리제의 표시기준 : 환경부장관은 수처리제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 제품명
의 사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
❒ 응집제 : 9종
- 폴리염화알루미늄, 황산알루미늄, 알긴산나트륨, 폴리황산규산알루미늄, 폴리수산
화염화규산알루미늄, 황산제이철, 염화제이철(액체), 폴리아민(에피클로로히드린디메틸아민 폴리아민), 폴리수산화황산알루미늄
❒ 살균소독제 : 7종
- 고도표백분, 액화염소, 차아염소산나트륨, 이산화염소, 오존, 현장제조염소, 과산
화수소
❒ 부식억제제 : 3종
- 1종(인산염), 2종(규산염), 3종(인산염+규산염)
❒ 기타제제 : 9종
- 수산화칼슘(소석회), 활성탄, 황산구리, 수산화나트륨, 제오라이트, 일라이트, 안
정화 이산화염소, 이산화염소, 이산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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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제 제조업 등록

나

나-1.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
근거 규정 : 법 제21조

❒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
- 수처리제 제조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
사에게 등록 신청
-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아래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등록
1. 제조공장의 소재지
2. 제조품목
❒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 신청시 제출할 서류
1. 등록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 재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
3. 품목별 제조공정 설명서

수처리제 수입신고

다

다-1. 수처리제 수입 신고
근거 규정 : 법 제26조

❒ 수처리제 수입 신고
- 수처리제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 수처리제 수입신고 시 제출할 서류
1. 수입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2. 수입 관련 서류(수입판매업등록증 사본, 내용증명서(송장), 선적증명서 등을 포
함한다.)
3. 자가기준 및 규격검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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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품질관리인

라-1. 품질관리인
근거 규정 : 법 제27조

❒ 품질관리인
- 수처리제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함

라-2.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근거 규정 : 시행령 제6조

❒ 품질관리인
- 수질환경기사 또는 위생사·위생시험사의 자격증이 있는 자
- 대학에서 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분
야의 학과·학부를 졸업한 자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1년 이상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의 사무에 종사한 자

라-3. 품질관리인 교육
근거 규정 : 법 제28조, 시행규칙 제17조

❒ 품질관리 교육
- 수처리제 제조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교육을 받아야 하고 법 제
27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에게도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 법 제27조에 따른 품질관리인이 되려는 자는 미리 교육을 받아야 하며, 품질관
리인이 특별한 사정 등 부득이 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품
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음
- 법 제28조에 따라 수처리제 제조업자는 영업 개시 후 1년 이내에 품질관리교육
을 받아야 하며, 법 제28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지 아니한 품
질관리인은 품질관리인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교육을 받아야 함
❒ 교육 실시기관
- 품질관리인 교육기관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수처리제 제조관련 단체 등 환
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및 기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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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자가 품질 검사

마-1. 자가 품질 검사
근거 규정 : 법 제41조

❒ 자가 품질 검사의 의무
- 수처리제 제조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는 제품이 법 제
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다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를 자가 검사 하고 그 기
록을 보존하여야 함
- 수처리제 제조업자가 직접 검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면 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할 수 있음

바

검사기관의 지정

바-1. 검사기관의 지정
근거 규정 : 법 제43조

❒ 검사기관의 지정
- 환경부장관은 수처리제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 검사기관 지정의 제한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임원 또는 기관의 대표자 중에서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이
나 기관

바-2. 검사기관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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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기관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지
정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 신천서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2.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개요
4. 검사설비와 기계 및 기구의 현황
5. 검사수수료에 관한사항 등을 포함한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사

기타

사-1. 수처리제 제조업체 공개
❒ 수처리제 제조업체 공개
- 환경부장관은 수처리제 제조업 현황을 시·도지사로부터 보고받고 그 명단을 매
년 1회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
※ 환경부홈페이지의 법령/정책-주요정책-상하수도-물산업육성-검색

아

위반시 조치사항

아-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58조, 제59조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처리제 제조업을 하거나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
을 받은 자
3.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고의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자
4.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한 자
5. 법 제45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처리제 제조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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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신고를 하고 수처리제
나 그 용기를 수입한 자
3.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이나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한 자
5.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
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자
6.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7. 법 제42조에 따른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자
9. 법 제46조나 제47조제2항에 따른 폐쇄, 압류·폐기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수처리제 제조업을 한 자

아-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61조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1.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2.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법 제28조제1항이나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5.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아-3. 폐쇄조치 등
근거 규정 : 법 제46조

❒ 시도지사는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
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사업장에 폐쇄조치를 할 수 있음
1. 그 사업장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그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3. 그 사업장의 시설물이나 그 밖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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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4. 폐기처분 등
근거 규정 : 법 제47조

❒ 시·도지사는 아래에 해당하면 해당 물건을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음
- 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26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

아-5. 행정처분
근거 규정 : 법 제48조, 시행규칙 제39조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규칙 별표 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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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수기의 제조 및 수입판매
관련 법령 : 먹는물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정수기 및 관련용어 정의

가-1. 용어의 정의
근거 규정 : 법 제3조, 정수기의 기준 ․ 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정수기란?
-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들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먹
는물을 수질기준에 맞게 하는 기구로써, 유입수 중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감소시
키는 기능을 가진 것
❒정수기품질검사란?
- 정수기에 대한 구조, 재질, 정수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것
❒ 정수기 관련 용어의 정의
- 정수기의 기능은 여과․흡착․이온교환․살균기능 등을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을
결합하여 물을 정수하는 것
․ 여과기능 : 부직포 등 미세막을 통하여 물속의 입자 등을 거르는 기능
․ 흡착기능 : 활성탄 등을 통하여 물속의 휘발성유기물질 등을 제거하는 기능
․ 이온교환기능 : 이온교환수지 등을 이용하여 물속의 이온상태로 존재하는 물질
을 감소시키는 기능
․ 살균기능 : 자외선 등을 이용하여 미생물 등을 제거하는 기능
- 유입수 : 정수기의 정수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수돗물 또는 수돗물에 검사대상
물질을 인위적으로 첨가한 시험수
- 유출수 : 유입수를 정수목적으로 저수기를 통과시킨 후의 물
- 정수성능검사 : 유입수를 정수기에 통과시켜 그 정수기의 오염물질 제거성능을
측정하는 검사로써 일반정수성능검사와 특수정수검사로 구분
- 일반정수성능검사 : 정수기가 반드시 제거성능을 갖추어야 하는 의무항목에 대
한 정수성능검사
- 특수정수성능검사 : 정수기제조업자 및 정수기수입판매업자가 일반정수성능검사
항목 외의 항목에 대한 제거효율이 있음을 정수기에 표시하
려고 하는 경우에 그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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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수기의 분류

나-1. 정수기의 분류
근거 규정 : 정수기의 기준 ․ 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 처리용량에 따른 분류
- 간이정수기 : 유효정수량이 500L이하인 정수기
- 가정용정수기 : 일반가정․식당․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유효정수량이 500L를
초과하는 정수기
- 단체급식용정수기 : 학교․교육기관․집단생활기관 등에서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제공할 목적으로 특수제작된 정수기
❒ 원수공급에 따른 분류
- 저장형정수기 : 상부에 설치된 용기에 원수를 채우고 중력에 의하여 필터를 통
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의 정수기
- 폿트형정수기 : 정수장치가 들어 있는 용기에 원수를 넣어 필터가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정수되는 방식의 정수기
- 수도직결형정수기 : 수도꼭지에 직접 연결하여 수압에 의하여 원수가 필터를 통
과하여 정수되는 방식의 정수기
❒ 정수원리 및 방식에 따른 분류
- 자연여과식정수기 : 중력에 의하여 원수가 필터를 통과하여 정수하는 정수기
- 필터여과식정수기 : 수압에 의하여 물이 필터를 통해 정수하는 방식으로 활성탄
(Activated Carbon)필터, 정밀여과(MF ; Micro Filtration)필
터, 한외여과(UF ; Ultra Filtration)필터 등을 사용하여 정수
하는 정수기
- 이온교환수지식정수기 : 이온교환수지가 물속의 이온성 물질을 치환하여 제거하
는 정수기
- 역삼투압식정수기 : 원수에 압력을 가하여 삼투막(Reverse Osmosis)을 통과시켜
정수하는 정수기
- 기타 정수기 : 위의 여과방법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정수하는 정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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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제조 ․ 수입판매업 신고

다

정수기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검
사를 받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다-1. 업무처리 흐름도
근거 규정 : 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0조

❒ 업무처리 흐름도
품질검사적서
발급신청

정수성능 등 검사의뢰

정수기품질
검사기관

▶
품질검사
성적서 발급

정수기품질
심의위원회

※ (구비서류)

①
▼
제조업신고

신청인

◀

②

▶

시․

신고수리

▶
◀

정수성능 등 검사결과통보
(시행사항)
(시행사항)
∘ 구조 ․ 재질검사
∘ 정수기 성능검사
∘ 표시사항검사
∘ 유효정수량검사
∘ 사후관리계획서 검토
(시행사항)
∘ 서류검토(구비여부 및 사실여부등 확인)
도지사
∘ 공장실사(시설등 조사)
∘ 사후관리계획서 검토

(구비서류)
1. 정수기제조업신고서
2. 정수기의 품목, 형식별
제조공정설명서
3. 정수기품질검사성적서
4. 사후관리계획서

※ (품질검사신청시 구비서류)
1. 정수장치의 종류 및 기능 등
2. 구조도면
3. 상품카탈로그
4. 정수성능 및 유효정수량검사 성적서(제출가능시)
5. 재질의 유해성관련 증빙서류(제출가능시)
6. 전기형식승인서(제출가능시)
7. 사후관리계획서

다-2. 신청시 구비서류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정수기 제조업
- 정수기 제조업 신고서
- 정수기의 품목․제조공정 설명서
- 정수기 품질검사성적서
․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의 검사성적서
- 정수기 사후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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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기 수입판매업
- 정수기 수입판매업 신고서
- 사업계획서(수입처 포함)
-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
-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

다-3. 변경신고 대상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10조제5항

❒ 변경신고 대상 : 변경전에 시․도지사에 제출
- 제조공장의 소재지
- 제조 또는 수입제품의 품명 및 형식
- 신고받은 사항 중 기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변경신고시 구비서류
․ 변경신고서
․ 신고증명서 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다-4. 시설기준
근거 규정 : 시행규칙 별표 3

❒ 정수기 제조업
- 검사실
- 검사장비 : 일반세균, 맛, 냄새, 색도, 탁도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기구 및 시
약류
-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정수기품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 경우에는 검사실
및 검사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 정수기 수입판매업
-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실
- 정수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및 반품․교환품 등의 보관시설(보관시설은 영업
신고를 한 사무실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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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 소비자보호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 : 법 제44조, 시행규칙 제37조

❒ 정수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함
- 다만, 제조업자 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2조에 따라 설
립인가를 받은 협동조합이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
등이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봄
❒ 시설 설치기준
- 지역별 소비자보호센터에 품질관리교육 이수자 1명 이상의 인력배치할 것
- 소비자보호센터의 사무실은 10제곱미터 이상일 것
- 소비자보호센터의 사무실에 장비를 갖출 것
ㆍ 전화기와 인터넷 등 유․무선 통신망
ㆍ 피팅․튜빙․가압펌프․체크밸브․취수꼭지․필터 등 정수기 부품
ㆍ 저수조청소용구․피팅분리기 등 정수기 청소․수리기구

라

정수기 품질검사 및 성능검사

라-1.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근거 규정 : 법 제43조, 시행규칙 제35조 및 제36조

❒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
․ 정수기의 구조․재질과 표시사항 및 사후관리계획서에 관한 심의․평가
․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정수기품질검사성적서의 발급
-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 구성 : 8~11명(위원장 포함)
‥ 정수성능 분야 : 2명 이상
‥ 구조․재질 분야 : 2명 이상
‥ 유통 등 사후관리 분야 : 2명 이상
‥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장 및 국립환경과학원 관련 부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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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 정수기의 구조․재질과 표시사항 및 사후관리계획서에 관한 심의
‥ 정수기 품질검사에 관한 자문

라-2. 정수기 품질검사방법
근거 규정 : 정수기의 기준 ․ 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 정수기 품질검사방법
- 구조․재질검사
․ 구조검사
․ 재질검사
- 성능검사
․ 정수성능검사(일반정수성능, 특수정수성능)
․ 유효정수량검사
․ 용출검사
․ 필터재질검사
- 표시 및 사후관리계획서 검사
․ 표시사항 검사
․ 사후관리계획서 검토

라-3.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10조, 정수기의 기준 ․ 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시 구비서류
- 정수기 품질검사신청서
- 정수장치의 종류 및 기능 명세서(주요부품의 기능 및 제원 등) 1부
- 구조도면 1부
- 상품 카탈로그 5부
- 재질의 유해성관련 증빙서류 1부(제5조제2항에서 정한 재질 외의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
- 전기안전인증서 1부(전기사용제품에 한하며, 신제품인 경우 품질검사 종료 전까
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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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계획서 1부
․ 판매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 불량제품에 대한 반품 및 교환방법 및 장소 등
․ 필터의 공급방법
․ 제조업체 또는 수입판매업체의 모델교체 등으로 그 제품의 생산․수입․판매
를 중단하는 경우에 판매된 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교환부품 공급계획
․ 필터등 주요부품의 표준화 계획
․ 자가품질검사 실시계획 (정수기 제조업체에 한함)
․ 사후 서비스(A/S) 관련 안내
․ 필터등 교환부품의 주기 산정
․ 사후관리에 대한 이행각서
- 필터의 원산지 증명서류 1부(수입품에 한함)
❒ 외국에서 수입하는 정수기로써 아래 검사기관에서 발급된 성적서를 첨부한
경우 성능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첨부한 것으로 갈음
- 미국 NSF(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
-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공인검사기관
❒ 품질검사성적서 교부
- 정수기품질검사기관에서는 품질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결과 합격제품에 한하여
교부

라-4. 자가품질 검사기준
근거 규정 : 시행규칙 별표 7

❒ 정수기 제조업자의 자가품질 검사기준
- 자가 품질 검사는 정수기의 생산품목별(정수기의 외형과 모델이 다르더라도 내
장된 필터류의 규격․수량․배열순서․기능 및 유효정수량이 같은 경우에는 같
은 제품으로 본다)로 정수성능시험을 한다.
- 자가 품질 검사의 횟수는 정수기의 생산품목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연간 생산량이 5천대 이하인 경우: 생산량 3천대 단위로 실시
․ 연간 생산량이 5천대를 초과하는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
- 자가 품질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검사항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유입수를 조제하여 정수성능을 검사하여야 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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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냄새, 색도, 탁도, 클로로포름, 그 밖에 특별히 정수성능이 있다고 정수기
에 표시한 항목
․ 수돗물을 그대로 사용하여 검사하여야 하는 항목
‥ 톨루엔, 세제, 카바릴, 경도, 납, 비소, 염소이온, 질산성질소, 대장균군. 다만,
가목에서 검사하는 항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한다.
- 검사방법 등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
하는 정수기의 기준․규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라-5.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지정기준
근거 규정 : 시행규칙 별표 8

❒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지정기준 : 시행규칙〔별표8〕참조
- 기술인력
- 시설 및 장비

마

정수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준수사항

마-1. 준수사항
근거 규정 : 법 제21조, 시행규칙 제20조

❒ 정수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준수사항
- 수돗물을 불신하거나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판매행위·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품질검사기록부를 작성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제조업자만 해당한다)
- 판매된 정수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 판매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 판매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할 때: 제품교환
․ 판매 후 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성능․기능상의 하자
가 발생한 경우
‥ 수리가 가능한 경우 : 무상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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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 구입가 환불
‥ 같은 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같은 고장이 다시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 교환된 제품에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구
입가 환불
․ 품목(모델)이 단종된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부품을 단종 시부터 3년 이상 보유
하여야 한다.
․ 필터 교환 등 판매 후 사후관리체계를 안내하여야 한다.
․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서류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검사를 받고 신고한 경우에는 정수기에 검사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 법 제3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표시기준을 지켜야 한다.

위반시 조치사항

바

바-1. 행정처분
근거 규정 : 법 제30조 ․ 제48조제1항5호, 시행규칙 제20조

1. 법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별표5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고→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2개월)
- 품질검사기록부(제조업자만 해당한다),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서류를 1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판매된 정수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교환 또는 환불하거나 수리하여 주지 아
니한 경우
- 품목이 단종된 경우 해당 품목의 부품을 단종 시부터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 필터교환 등 판매 후 사후관리체계를 안내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검사를 받고 신고한 후 검사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판
매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표시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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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별표5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영업장폐쇄)
- 수돗물을 불신하거나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판매행위․광고를 한 경우
3.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이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장폐쇄)
-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과 다른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 최고․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
- 유효정수량을 표시할 때 실제정수량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 실제 정수기능과 다른 기능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 비교대상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
제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 또는 다른 회사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를 한 경우
4.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가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자가검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장 폐쇄)
- 자가검사 항목의 일부를 검사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장 폐쇄)
5.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가검사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적거나 그 기록을 보
존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6.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 출입, 검사, 수거 또는 열람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경
우(영업정지 3개월→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7.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법 제36조제3항 또는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
준과 규격에 적합한 하지 아니한 먹는샘물,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
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일반정수성능 시험항목 및 특수정수성능 시험항목의 제거율이 규정 제거율의 40
퍼센트 미만인 경우
(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6개월→영업정지 6개월)
- 일반정수성능 시험항목 및 특수정수성능 시험항목의 제거율이 규정 제거율의 40
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장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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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정수성능 시험항목 및 특수정수성능 시험항목의 제거율이 규정 제거율의 70
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장 폐쇄)
- 그 밖의 기준과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장 폐쇄)
8. 법 제45조나 제47조제1항에 따른 다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5조에 따른 지도 또는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
장 폐쇄)
-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압류․폐기 또는 처리방법 등에 관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9.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한 경우
(허가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0.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허가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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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토양 ․ 지하수 보전과 상하수도
관리를 위한 규제
1. 토양오염 방지 및 오염토양 정화
2. 지하수의 오염방지 및 정화
3.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4. 배수설비 및 제해시설 설치 등

제4장 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해 국민(기업)이 알아야 할 규제

1. 토양오염 방지 및 오염토양 정화
관련 법령 : 토양환경보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종류

가-1. 용어의 정의
근거 규정 : 법 제2조제4호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
하는 것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 및 장소를 말함

가-2. 종 류
근거 규정 : 시행규칙 별표 2

❒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
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저장
시설(배관 포함)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옥외․옥내저장소를 포함, 이동탱크저장시설 제외

❒ 유독물 제조 및 저장시설
- 유독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제조, 판매, 보관․저장 및 사용업을 등록하거나,
취급제한 유독물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저장
시설(배관포함)
❒ 송유관시설
-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용 배관 및 탱크

Ⅶ. 토양 ․ 지하수 보전과 상하수도 관리를 위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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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나-1. 신고절차
근거 규정 : 법 제12조제1항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
구에 제출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나-2. 의제처리
근거 규정 : 법 제12조제2항

❒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를 한 것으로 봄
- 허가 또는 등록기관은 시설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방지시설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동 사실을 통보

나-3. 변경신고
근거 규정 : 법 제12조제1항, 시행규칙 제8조의2

❒ 규칙 제8조의2에 따라 다음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
경신고
-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되는 경우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토양오염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 저장하는 오염물질을 변경하는 경우

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다-1. 토양오염도검사
근거 규정 : 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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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오염도검사
- 저장시설 및 배관 주위 및 주변지역의 토양에 대한 오염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서,
토양오염조사기관이 수행
❒ 정기검사
- 검사주기는 5년․10년․15년이 되는 해와 이후에는 2년 주기로 검사(토양오염방지
시설을 미설치 시에는 매년 1회)
․검사기준일은 위험물시설의 경우 완공검사일, 유독물시설의 경우 등록 또는
허가일
※ 다음의 보전지역의 경우 매년 1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대기 관련 지역 제외)에서는 매년 1회
❒ 수시검사
- 영 제8조제2항 각 호에서 수시검사 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
․시설의 종료 또는 폐쇄할 경우(당해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양도․임대 등으로 운영자가 변경되는 경우(변경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시설을 교체하거나 저장하는 물질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변경일 이전 3개월 동안에)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지체 없이 검사)
❒ 검사항목 및 시료채취
- 검사항목은 “규칙 별표 5”, 시료채취방법은 “규칙 별표 6” 및 “토양오염공정시험
기준” 참조
❒ 검사신청
- 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검사신청서에 시설의 도면 및 소재지 약도를 첨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제출
❒ 검사기간
- 검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료채취 및 14일 이내에 이․화학적 분석을
실시하여야 함, 검사종료 후 7일 이내에 신청인,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고,
누출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에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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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누출검사
근거 규정 : 법 제13조

❒ 누출검사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저장시설 및 배관의 누출여부를 검사로서, 누출검사
기관이 수행
❒ 검사제외
-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10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는 제외
❒ 정기검사
- 검사 주기는 최초 10년이 경과한 후 이후에는 8년 주기로 검사
❒ 수시검사
-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3”지역 기준 초과 시(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지체 없이 검사)
❒ 검사신청
- 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검사신청서에 시설의 도면 및 소재지 약도를 첨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제출
❒ 검사기간
-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누출검사 실시, 검사종료 후 7일 이내에 신청인,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고, 누출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에도 통보

다-3. 검사의 면제
근거 규정 : 법 제13조제1항, 시행령 제8조의2

❒ 영 제8조의2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토양오염도검사 또는 누출검사가 면제됨

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라-1.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종류
근거 규정 : 법 제12조제3항, 시행령 제7조

❒ 토양오염방지시설에 대해서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
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별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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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내 및 옥외저장소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게 설치된
경우 방지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등

마

마-1. 조치명령
근거 규정 : 법 제14조, 시행령 제8조의3

❒ 방지시설을 미설치, 방지시설 기준 부적합 시 또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다음의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음
- 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선 : 최초 6개월, 추가로 6개월 연장 가능
- 토양정밀조사 : 최초 6개월, 추가로 6개월 연장 가능
- 토양정화 : 최초 2년, 추가로 1년씩 2회 연장 가능

마-2. 사용중지 명령
근거 규정 : 법 제14조제3항

❒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명령을 이행하였더라도 토양오염의 정도가
우려기준 이내로 내려가지 아니한 경우

바

오염토양의 정화

바-1. 정화기준 및 절차
근거 규정 : 법 제15조의3, 시행령 제10조 ․ 제11조

❒ 토양정화명령을 받은 경우 이행기간 내에 당해 부지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
내로 토양정화를 완료하여야 함
- 토양정화는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함
※ 오염토양이 군사시설의 경우 50㎥ 이하, 유류 및 유기오염 오염토양이 5㎥미만인 경우 직접
정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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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절차
- 정화명령 → 오염토양정화계획서제출 → 정화공사 착공 → 토양정화검증 → 정화
명령 이행완료보고

바-2. 반출정화
근거 규정 : 법 제15조의3, 시행규칙 제19조,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 고시(환경부고시)

❒ 반출정화 대상은 규칙 제19조 및‘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 고시’제3조
참조
❒ 반출정화계획
- 반출정화 시에는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시장․군수․구청
장의 적정통보를 득해야함
❒ 첨부서류 : 반출정화계획 제출 시 운반위탁계약서 및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첨부
❒ 적정통보 : 반출정화계획이 적정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적정통보
❒ 반출계획 변경
- 반출 오염토양의 양, 오염범위 및 오염정도가 20%이상 증감, 토양오염물질의 종류,
정화방법, 정화소요기간, 토양정화업자 또는 검증기관의 변경 시 반출정화계획을
변경해야 함

바-3. 토양정화의 검증
근거 규정 : 법 제15조의6, 시행령 제11조의2,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환
경부고시)

❒ 법 제15조의6에 따라 토양정화에 대한 정화검증을 실시하여야 함
- 오염토양정화계획서 또는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 제출 시 정화검증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 검증은 정화과정에 대한 과정검증과 정화완료 여부에 대한 완료검증으로 구분
- 오염토야의 양이 1000㎥ 미만인 경우 과정검증 생략 가능(단, 중금속이 대책기준을
초과하는 오염토양으로서 500㎥이상인 것은 제외)
- 시료채취 지점 수 등의 검증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참조
- 검증 수수료 산정기준은 “규칙 별표6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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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위반시 조치사항

사-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29조, 제30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 정화조치명령 미이행(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3항 위반)
2. 사용중지명령 미이행(법 제14조제3항 위반)
3. 오염토양을 버린자(법 제15조의4제1호 위반)
4. 토양관련전문기관 미지정영업(법 제23조의2제1항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법 제12조제1항 위반)
2. 토양오염방지시설 미설치(법 제12조제3항 위반)
3.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 명령 미이행(법 제14조제1항 위반)
4. 오염토양을 반입정화시설이 아닌 장소로 반출하여 정화(법 제15조의3제3항 위반)
5.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한 경우(법 제26조의2제1항 위반)

사-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32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토양정밀조사 명령 미이행(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위반)
2. 변경신고 미이행(법 제12조제1항 위반)
3. 토양오염도검사 결과를 미보존(법 제13조제4항 위반)
4.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변경계획 미제출(법 제15조의6제2항 위반)
5.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법 제26조의9제1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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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수의 오염방지 및 정화
관련 법령 : 지하수법 ․ 시행령 ․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지하수의 수진보전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규칙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임

가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음

가-1. 지하수 개발 ․ 이용자의 의무
근거 규정 : 법 제16조제1항, 영 제25조

❒ 지하수 개발․이용자(지하수오염방지의무자)의 지하수오염방지 조치
1. 외부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 방지
-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상부보호공 및 지표하부보호벽을 설치
-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주변에 일정한 경사도를 유지
※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세부설치기준등은 규칙 별표 1” 참조

- 상부보호공의 설치 제외
가. 오염물질이 유입될 우려가 없는 건축물안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농ㆍ어업용수를 개발ㆍ이용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조치*를 한 경우
※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ㆍ어업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설치되는 토출관을
지표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높게 하고, 그 토출관의 끝부분을 "ㄱ"자형으로 한 후 뚜껑을
씌워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지하수의 개발ㆍ이용량 및 수질 측정
-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상부보호공안(상부보호공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당해 건축물안의 적절한 곳)에 적산유량계(시간계측기 등 유량측정이 가능한
장치 포함) 및 출수장치를 설치
※ 설치 제외
가.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인 가정용 또는 국방ㆍ군사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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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ㆍ어업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의 경우
- 지하수오염방지의무자는 적산유량계의 봉인이 훼손되었거나 고장 등의 사유로
유량계를 교체 또는 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3. 지하수수위 측정
-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지하수 수위측정관을 설치
※ 설치 제외
가. 굴착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또는 1일 양수능력
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
함)인 가정용 또는 국방ㆍ군사시설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경우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ㆍ어업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경우
- 지하수오염방지의무자는 지하수의 개발ㆍ이용량 및 수위를 매월 측정하여야 함
※ 측정제외
가. 지하수수위측정관의 설치가 제외되는 경우
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후 설치된 시설로서 시장ㆍ군
수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량 및 수위를 측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시설
의 경우
4. 토출관에 대한 오염물질 유입 방지
-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용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설치되는 토출
관을 지표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높게 하고, 그 토출관의 끝부분을 “ㄱ"자
형으로 한 후 뚜껑을 씌워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5. 기타 환경부장관이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조치 이행

가-2.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근거 규정 : 법 제16조제2항, 영 제26조

❒ 조치 명령
1.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 및 수질측정
※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및 수질측정의 주기ㆍ방법은 규칙 별표 3” 참조

2. 지하수 오염진행상황의 평가
3. 지하수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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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
5. 당해 시설의 설비ㆍ운영의 개선
6. 당해 시설의 폐쇄ㆍ이전 또는 철거
❒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의 연장신청
-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이 종료되기 3일전까지 지방
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
❒ 이행완료통보서 제출
-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
1. 조치명령완료통보서(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현장사진

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지하수 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해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하수오염이 우려되거나 지하수
오염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시장·군수에게 신고
-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수질측정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에는 지하수의 수질 복원을 위한 정화명령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결과 기준 이내로 감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오염유발시설의 운영 및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폐쇄·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음

나-1. 지하수 오염유발시설의 개념 및 종류
근거 규정 : 법 제16조의2제1항, 규칙 제4조 별표 2

❒ 지하수 오염유발시설의 개념
- 지하수를 오염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오염하게 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환경부령
으로 정함
❒ 지하수 오염유발시설의 종류
- 지하수보전구역에 설치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규칙 별표 2. 지하수오염유발
시설의 종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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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오염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

나-2. 지하수 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조치
근거 규정 : 법 제16조의2, 영 제26조의2, 규칙 제6조

❒ 지하수오염방지조치
1. 지하수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의 설치
2. 지하수오염물질의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3.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상ㆍ하류구간에 대한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
4. 지하수 수질의 정기적 측정 및 시장ㆍ군수에 대한 수질측정결과의 보고
❒ 실시한 수질측정의 기록 : 수질측정기록부(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수질측정기록부의 보존기간 : 최종기재를 한 날로부터 3년
❒ 측정결과의 보고 : 매분기 종료후 10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
※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및 수질측정의 주기ㆍ방법은 “규칙 별표 3” 참조

나-3. 지하수오염이 우려되거나 지하수오염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근거 규정 : 법 제16조의2, 영 제26조의2, 규칙 제5조

❒ 지하수오염이 우려되거나 지하수오염이 발생한 경우
-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인근 지하수로 누출된 때를
말함
❒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의 조치
1.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수질측정
2. 오염물질의 제거
3. 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 신고
-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위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ㆍ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1. 지하수오염사고의 발생일시ㆍ장소 및 사고의 원인과 내용
2. 지하수오염물질의 종류ㆍ농도 및 누출량
3. 오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수질을 측정한 지점
4. 오염사고의 수습을 위한 각종 조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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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하수오염사고의 발생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ㆍ지적도
또는 임야도

나-4. 지하수 수질기준 부적합시 지하수 오염유발시설의 관리자에 대한 조치
근거 규정 : 법 제16조의3 ․ 제20조제2항, 영 제26조의3, 규칙 제7조·제11조

❒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1. 특정유해물질이 규칙 별표 4 제2호의 생활용수의 특정유해물질에 관한 수질기준
이내일 것
2. 석유계총탄화수소가 리터당 1.5밀리그램 이하일 것
※ 지하수의 수질기준은 “규칙 별표 4” 참조
❒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제출
-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위해성ㆍ오염범위ㆍ오염원인에 대한 평가 및 오염방지대책 등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라 함)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함
-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음
❒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기초한 조치명령
-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지하수오염
유발시설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함
1. 지하수오염범위에 대한 정밀조사
2. 지하수오염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설의 설치
3. 지하수오염물질의 운송ㆍ저장ㆍ처리방식의 변경
4.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사업
5. 당해 시설의 설비ㆍ운영의 개선
6. 자연적 감소에 의하여 오염된 지하수가 자연정화되고 있는지 또는 자연정화
될 수 있는지 여부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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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정화계획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거나 정화명령을 받은 때
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을 작성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다-1. 오염정화계획의 승인 등
근거 규정 : 법 제16조의4, 영 제26조의4, 규칙 제8조

❒ 오염정화계획의 작성
- 오염정화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함
1. 정화사업의 방법과 종류
2. 정화사업기간 및 정화사업지역(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위치ㆍ면적과 비용부담
적용 대상지역의 범위를 포함한다)
3. 시설용량ㆍ설치면적 등 정화작업의 규모
4. 총소요사업비와 분야별 소요사업비
5. 재원조달방법
6. 정화작업이 계획대로 수행되지 아니할 경우의 비상대책
❒ 오염정화계획의 승인
-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을 작성한 후에 지하수 정화조치의
개시 30일 이전 또는 정화명령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오염정화계획의 변경승인
- 승인을 얻은 사항 중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1. 영 제26조의4제2항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영 제26조의4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용량 또는 설치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영 제26조의4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총소요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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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하수 수질검사

수질검사 대상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관련 검사전문기관(이하 "수질검사전문 기관"
이라 함)으로부터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함
- 수질검사 결과 그 수질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라-1. 지하수 수질기준
근거 규정 : 규칙 제11조

❒ 지하수 수질 기준
- “규칙 별표 4‘ 참조

라-2. 수질검사 대상 ․ 주기 ․ 항목 ․ 방법
근거 규정 : 법 제20조, 영 제29조·제30조, 규칙 제10조·제12조

❒ 수질검사 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1. 음용수
2.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및 농ㆍ어업용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생활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 다만, 청소용·조경용·공사용·
소방용 등 보건위생과 사용 후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
하는 생활용수의 경우를 제외
나. 공업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
다. 농·어업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인 경우
※ 제외대상

1. 공공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수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받은 자를 제외
2.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한 지하수의 경우에는 수질검사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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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검사의 주기
용도

검사주기

음용수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 신고전에 수질검사를 받아
야 하고,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마다 1회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준공신고전에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3년마다 1회

※ 시장․군수는 수질검사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항목이 지하수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
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하여는 동항의 수질검사의
주기 조정 가능

❒ 수질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용도

검사항목

검사방법

음용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
기준설정항목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
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
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를 것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하수
의 수질기준설정항목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
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
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를 것

라-3. 수질검사전문기관, 검사절차 및 수수료
근거 규정 : 법 제20조 ․ 제33조, 영 제30조, 규칙 제13조 ․ 제14조 ․ 제17조

❒ 수질검사전문기관의 검사 (음용수로 개발․이용시)
- 지하수를 음용수로 개발ㆍ이용할 때는 다음의 검사기관에서 받아야 함
1. 지하수조사전문기관
2.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3. 「수도법」 제3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자
4.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도 농업
기술원
6.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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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육군 각 군수지원사령부 식품검사대
나. 함대사령부 의무대
다. 전투비행단 의무대
라. 국군의학연구소
❒ 수질검사의 절차
① 수질검사의 신청․접수 (지하수개발․이용자→시장․군수)
② 시료 채취 (시장․군수)
-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기간을 정하여 시료채취 실시 3일전까지 검사를 받을
자에게 이를 통보
③ 시료의 인계 및 검사의뢰
- 시장·군수는 시료채취를 한 후 시료를 봉인하여 수질검사 신청인에게 인계
하여야 함
- 수질검사 신청인은 동 시료를 인계받은 후 6시간 이내에 수질검사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함
※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결과서를 비치하여야 함

❒ 수수료 :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정하는 금액
※ 국립환경과학원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는 금액

라-4. 검사기록의 보존 및 수질기준 부적합에 따른 조치
근거 규정 : 법 제20조, 영 제30조

❒ 검사기록의 보존 및 통보
-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수질검사의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함
- 매 분기말 현재의 기록을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함
❒ 수질기준 부적합에 따른 조치
-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수질검사결과가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함
- 부적합 통보시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당해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이용중지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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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수의 정수처리(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목적상 정수처리가 필요하다고 시장ㆍ
군수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보완
❒ 검사결과서의 비치
-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결과서를 비치하여야 함

마

위반시 조치사항

마-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37조 및 38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2.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를 받아 동조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
3.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방지명령에 위반한 자
4. 법 제16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물질의 정화, 시설의
운영 및 사용의 중지·폐쇄·철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법 제22조제1항·제27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
조사업무 또는 지하수정화업을 영위한 자
6.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한 지하수영향조
사기관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조치 또는 관측정의 설치를 하지 아
니하거나 수질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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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발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방지조
치를 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수량의 제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7조제6항(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수량 및 취수기간의 제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거
나 시정명령·이용중지명령·공동이용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법 제9조제2항(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법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출지하수 저감대책(저감대책)
또는 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법 제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법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
하고 정화를 실시한 자
8. 법 제22조제1항·제27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
하수영향조사업무 또는 지하수정화업을 영위한 자
9. 법 제26조(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0
조의 규정에 위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
정화업자와 명의대여 또는 등록증대여의 상대방

마-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39조 및 40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로 보고한 자
2.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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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6.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3.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정화업의 양도·양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4. 법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얻
지 아니하거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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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관련 법령 : 하수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수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중수도의 정의
근거 규정 : 하수도법 제2조제11호

가-1. 정의
❒ 중수도란?
-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다시 처리하여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
이용하는 시설을 말함

나

중수도의 설치 등

나-1. 중수도 설치 대상
근거 규정 : 하수도법 제26조, 시행령 제21조

❒ 중수도 설치 대상
-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 포함)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용수량의 100분의 10이
상을 재이용하여야 함. 다만,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부터 재이용수를 사용수량의 100분의 10이상 공급받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
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인 시설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인 시설물"이란 건축의 연면적이 6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함
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집배송시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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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도소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바. 그 밖에 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나-2. 중수도 설치결과 통보
근거 규정 : 하수도법 제26조제1항, 시행규칙 제18조

❒ 중수도 설치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나-3. 기술지원
근거 규정 : 하수도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려는 자
에게 설치방법 등에 관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음

나-4. 중수도의 시설기준 및 관리
중수도의 시설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른 사용수량의 기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 연면적, 폐수
배출량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근거 규정 : 하수도법 제26조제2항, 시행규칙 제19조·제21조

❒ 중수도의 시설기준
- 중수도에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
1. 사용된 물을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기에 적합한 수질로 다시
처리할 수 있는 재처리시설
2. 재처리한 물을 송수할 수 있는 펌프·송수관 등의 송수시설
3. 재처리한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관 등의 배수시설
- 중수도의 시설은 위생 및 안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수도에 설치하
는 배관은 상수도·하수도 및 가스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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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도 사용수량의 산정기준 등
- 산정기준
1.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시설 :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를
통하여 공급받는 수량과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 사용 수량
을 합산한 양
2.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공장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양을 제외한 수량
- 건축연면적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름

나-5. 중수도의 수질기준
근거 규정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6

❒ 중수도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중수도의 수질을“시행규칙 별표 6”의 수질
기준에 맞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함

나-6. 재정지원 등
국가는 중수도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음
근거 규정 : 하수도법 제26조제3항

❒ 설치자금융자(환경개선자금 융자요강)
- 중수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환경시설 설치․대행자금을 50억원까지 융자함,
환경관리공단 융자지원팀(032-560-2237)
❒ 상하수도요금 감면
-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름
❒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 에너지절약시설(중수도시설 포함)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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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부담금 감면(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제9조제3항, 시행령 제7조)
- 중수도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동시설을 설치한 후 최초로 부과하는
기분의 개선부담금(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 한한다)의
100분의 25를 경감함

나-7. 이행조치명령
근거 규정 : 하수도법 제26조(4항)

❒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
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음

다

위반시 조치사항

다-1. 과태료
근거 규정 : 하수도법 제80조, 시행령 제43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시행령 별표 8“ 참조

라

빗물이용시설의 정의

라-1. 정 의
근거 규정 : 수도법 제3조제16호

❒ 빗물이용시설이란
-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조경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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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 등 지붕의 면적이 넓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그 빗물이
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 요금을 경감할 수 있음

마-1.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대상
근거 규정 : 수도법 제16조제1항, 시행령 제26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운동장 또는 체육
관으로서 지붕면적이 2천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관람석 수가 1천 400석 이상인
시설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 지붕면적이 2천 400제곱미터이고 관람석 수가 1천 400석인 경우

마-2.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등
근거 규정 : 수도법 제16조제2항, 시행규칙 제7조

❒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1.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
2. 비가 내리기 시작한 후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시설이거나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3. 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빗물 저류조(저류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것
가.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한 지붕 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
나. 물의 증발이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구조
다. 내부 청소에 적합한 구조
4.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빗물을 사용하는 곳으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ㆍ
배수관 등 송수ㆍ배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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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물이용시설은 위생과 안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빗물이용시설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ㆍ하수도 및 가스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빗물이용시설의 관리기준
1. 음용(음용)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고 표시를
분명히 하여야 함
2. 제1항 각 호의 시설은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물질 제거 등 청소를
하여야 함
❒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자의 의무
- 관리대장을 만들어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 청소일시 등을 적어야 함

마-3. 재정지원 등
근거 규정 : 수도법 제16조제3항

❒ 설치자금 융자(환경개선자금 융자요강)
-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환경시설 설치․대행자금을 50억원까지 융자함,
환경관리공단 융자지원팀(032-560-2237)
❒ 수도요금 감면
-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름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제9조제3항, 시행령 제7조)
-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동시설을 설치한 후 최초로 부과하는
기분의 개선부담금(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 한한다)의
100분의 25를 경감함

바

위반시 조치사항

바-1. 과태료
근거 규정 : 수도법 제87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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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수설비 및 제해시설 설치 등
관련 법령 : 하수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배수설비의 설치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국·
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가-1.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
근거 규정 : 법 제27조, 시행령 제22조

❒ 배수설비의 부실시공 방지
-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자에게 배수설비 시공을 대행하게 명할 수 있음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
의 유지·관리 공사
❒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
- 아래의 자료를 작성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
1. 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
2. 배수설비설계서
3.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
4. 공공하수도시설의 복구방법
- 설치의무자가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하는 때에 함께 신고 하여야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1.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 이하이고 부유물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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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터당 80밀리그램 이상인 수질의 하수(폐수의 하루 최대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은 제외)
2. 하루에 내보내는 오수의 최대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

가-2.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근거 규정 : 법 제27조제6항, 시행규칙 제23조

❒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책임자 : 설치자
- 다만, 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관리할 수 있음
❒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1.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에 연결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가설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운반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배수설비는 철근콘크리트, 경질염화비닐, 도기, 그 밖에 내구성과 내부식성(耐腐
蝕性)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고 수밀구조(水密構造)로 할 것
3. 분류식 하수도에 연결하는 배수설비는 오수(汚水)와 우수(雨水)가 분리되어 흐를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연결시킬 때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을 잘못 연결하는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그 밖의 배수설비 설치 기준 : “시행규칙 별표 7” 참조

나

위반시 조치사항

나-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77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제해시설 설치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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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80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유출
시킨 자
-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대체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자
-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 과태료 부과기준 : “시행령 별표 8” 참조

다

제해시설의 설치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계속 유입시키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그 하수로 인한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시설(제해시설)을 설치하게 명할 수
있음

다-1. 설치대상
근거 규정 : 법 제23조, 시행령 제22조

❒ 제해시설의 설치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하수를 유입시키는 경우
1. 공공하수도 시설의 기능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그 시설을 손괴시킬 우려가 있는
수질의 하수
2. 방류수수질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하수

다-2. 설치명령 등
근거 규정 : 법 제23조,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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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해시설 설치 명령
- 제해시설 설치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제해시설의 개요, 공사착공일 및 공사준공
일을 정하여야 함
❒ 제해시설 설치계획 승인
- 제해시설 설치명령을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제해시설설치계획서를 작성ㆍ제출
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공사시행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해시설 준공검사
- 제해시설의 설치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라

위반시 조치사항

라-1.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80조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제해시설의 장해 제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제해시설의 장해 제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부과기준 : “시행령 별표 8” 참조

마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하수 등을 배출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후 공공
하수도에 하수를 유입시키지 않을 수 있음

마-1. 유입제외 대상
근거 규정 : 법 제28조

❒ 유입제외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에 유입하지 않을 수 있음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3.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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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2. 유입제외 허가
근거 규정 : 법 제28조, 시행령 제24조

❒ 유입제외 허가 신청
-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3.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으려는 경우 제출
서류
1.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2. 원료(용수 포함) 및 오염물질의 종류·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
기관이 채수(採水)ㆍ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폐수배출시설이 가동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 허가증 교부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유입제외 신청을 받고 허가를 할 때에는 허가증을 신청인에
교부
❒ 유입제외 허가자의 준수사항
- 유입제외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건축물 또는 배출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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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
관련 법령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령

가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 ․ 운영
3천 제곱미터 규모 이상의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친환경상품(재활용제품 포함)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가-1. 설치 대상 및 설치 규모
근거 규정 : 법 제18조, 시행령 제14조

❒ 설치 대상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로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
1의 대형마트ㆍ백화점 및 쇼핑센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부터 마목
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을 단일사업
자가 운영하는 쇼핑센터의 경우에 한함)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로서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설치 규모
- 판매장소의 규모는 10제곱미터 이상
※ 판매장소의 세부 설치기준 :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참조

가-2.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활성화 노력 이행
근거 규정 : 법 제18조, 시행령 제14조

❒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친환경상품을 홍보하고 판매
장소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친환경상품 판매장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

Ⅷ. 기 타

795

환/경/규/제/편/람

나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운영 관리

나-1.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 및 운영여부 보고 ․ 검사
근거 규정 : 법 제18조의2

❒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
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친환경상품 판매장소의 설치 및 운영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
하게 할 수 있음

다

위반시 조치사항

다-1.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20조, 시행령 제16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친환경상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부과기준 : “시행령 별표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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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징수
관련 법령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등
환경부장관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
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

가-1. 부과대상
근거 규정 : 법 제9조, 시행령 제4조

❒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
- 점포․사무실․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약 48평) 이상인 건물
- 공동소유 시설물의 경우에도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이면 공동소유자수
및 1인 지분면적과 관계없이 부과
❒ 경유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 부과대상지역은 시설물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에 의한 농림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자동차는 전국을 대상으로 함(시행령 제4조 제7항)

가-2. 부과제외대상
근거 규정 :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항, 제5항

❒ 시설물
- 생산․제조부문의 시설물과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물로 한정하고, 각
개별법에서 당해 시설물의 부대시설로 규정하는 시설물 포함
- 제외대상(시행령 제4조제1항 단서)
: 공장, 에너지의 생산·비축·공급시설, 광업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주차장, 군사시설, 축사, 식물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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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휴지허가를 받거나 휴지신고를
하고 그 휴지기간에 있는 자동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휴지신고를 하고 그 휴지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일까지의 자동차
- 말소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②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③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경우
④ 그 밖에 사용이 폐지 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중기의 경우는 「자동차관리법」이 아닌 「건설기계관리법」 관리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음

가-3. 부과면제 대상
근거 규정 : 법 제9조제3항, 시행령 제6조,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면제 대상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소유 시설물과 자동차
- 단독주택․공동주택(복합용도 시설물 중 주거용부분 포함)
- 시설물이 구분 소유되고 있는 경우로서 동일인의 소유면적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미만인 시설물
※ 공동소유 시설물의 경우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이면 공동소유자수와 1인 지분면적과
관계없이 부과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
(자동차매매업자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2항제1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기간에 한함)
-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사용하거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
저하게 저감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고시*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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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09-95호, 2009. 7. 2)
- 저공해자동차(「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 : 등록일로부터 5년간 면제
- 운행차 중 배출가스저감장치(1, 2종) 부착 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
법」 제32조 별표7 제1호의 저감효율 충족) : 부착일로부터 3년간 면제
-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 개조 또는 교체의 지속기간동안 면제
- ’09.5.1～’09.12.31 신차로 등록하는 경유차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 별표17. 제2호 마목 2006.1.1. 이후 적용기준 충족(유로
-4기준) 경유차 : 등록일로부터 4년간 면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 별표17. 제2호 바목 2009.9.1. 이후 적용기준 충족(유로
-5기준) 경유차 : 5년간 면제

가-4. 부과경감 대상
근거 규정 : 시행령 제7조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경감 대상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3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기본배출부과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
-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동 시
설을 설치한 후 최초로 부과하는 기분의 부담금의 100분의 25를 경감 (2003년 1
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부과분에 한하여 한시적용)
- 배기량 3천 시시 이하 일반형 소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8백 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자동차 기준부과금액 인하로(20,250원 → 15,190원) 사실상 100분의
25 경감 (2009년 부과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기준부과금액 10,125원 적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은 제외

가-5. 일할계산대상
근거 규정 : 시행령 제8조제2항

❒ 시설물
- 신축시설물의 보존등기일
- 경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일(경매대금완납일)
- 멸실등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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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 신규등록
- 부담금 부과대상 또는 면제대상 용도로의 변경등록
- 운송사업용 또는 자가용으로의 변경등록
- 말소등록(사용폐지의 등록일)
※ 자동차등록은 말소되지 아니하였으나 부과기간중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사용이 폐지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사용폐지의 사실을 증명하는 공적서류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 실제로 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상태에 있는 경우 사용을 폐지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공적서류의
작성일을 사용폐지의 등록일로 봄
: 폐차장입고확인서, 폐차인수증명서, 도난신고서, 미소유확인서, 기타 관계공무원이 당해차량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출장복명서 등

나

부과대상자

나-1. 부과대상자
근거 규정 : 시행령 제5조

❒ 시설물 : 부과기준일(6.30, 12.31) 현재 당해 시설물 소유자
❒ 자동차 : 부과기준일(6.30, 12.31) 현재 당해 자동차 소유자
1. 부과기간 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를 소유
기간별로 구분
2. 신규등록이나 말소등록 차량은 원시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 부과기간 중 시설물의 철거․멸실, 자동차의 사용폐지로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기간 중 최종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함

다

부담금 산정방법

다-1. 시설물 부담금 산정방법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 용도별, 연료 종류별, 지역별로 차등․산정
근거 규정 : 법 제10조제1항,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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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계산식
연료사용량 ×

단위당부과금액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

×

연료계수 × 지역계수
(연료종류별) (행정구역별)

❒ 연료사용량
- 연료사용량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계측기에 의하여 측정된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
- 연료사용량은 실제로 사용한 연료의 양에 영 별표 5에서 정하는 해당 액체연
료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
❒ 기준부과금액
구 분

액체환산연료사용량 (ℓ/반기)

1

기준부과금액(원/ℓ)

1,000이하

13

2

1,000초과

～

2,000까지

15

3

2,000초과

～

4,000까지

16

4

4,000초과

～

6,000까지

18

5

6,000초과

～

10,000까지

20

6

10,000초과

～

20,000까지

22

7

20,000초과

～

100,000까지

24

8

100,000초과

～

600,000까지

27

9

600,000초과

29

❒ 부과금산정지수 : 매년 고시하고 있음
- ‘06년도 1.643, ’07년도 1.679, ‘08년도 1.175, ’09년도 1.769
❒ 연료계수
경유
연료종료

LNG,
LPG

연료계수

0.16

중유

황 함유량 황 함유량
0.1% 이하 0.1% 초과

0.87

1.00

황 함유량
1% 이하

1.62

황 함유량 황 함유량
1% 초과 1.6% 초과
1.6% 이하 4% 이하

2.03

3.67

무연탄
신탄,
유연탄

3.67

Ⅷ.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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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계수
지역별

특별시

광역시

도청
소재지

자연환경보전지역, 운동․휴양지구, 관광지,
온천원보호지구 및 시지역

기타지역

지역계수

1.53

1.00

0.97

0.79

0.40

②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계산식
용수사용량 ×

단위당부과금액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

×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시설물용도별) (행정구역별)

❒ 용수사용량
- 용수사용량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계측기에 의하여 측정된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
❒ 기준부과금액
구

분

용수사용량 (톤/반기)

1

기준부과금액(원/톤)

400이하

79

2

400초과

～

800까지

87

3

800초과

～

1,600까지

97

4

1,600초과

～

2,400까지

108

5

2,400초과

～

4,000까지

120

6

4,000초과

～

8,000까지

132

7

8,000초과

～ 40,000까지

145

8

40,000초과

～ 240,000까지

160

9

240,000초과

❒ 부과금산정지수 : 매년 고시하고 있음
- ‘06년도 1.643, ’07년도 1.679, ‘08년도 1.175, ’09년도 1.769
❒ 시설물용도별 수질오염 유발계수 및 표준사용량
- “시행령 별표 4” 참조

802

Ⅷ. 기 타

176

제4장 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해 국민(기업)이 알아야 할 규제

❒ 지역계수
지역별

특별시

광역시

도청
소재지

지역계수

2.07

1.00

0.68

자연환경보전지역, 운동․휴양지구, 관광지,
기타지역
온천원보호지구 및 시지역

0.67

0.57

다-2. 자동차 부담금 산정방법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
근거 규정 : 법 제10조제2항, 시행령 제14조 ․ 제15조

❒ 계산식
대당기본부과금액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배기량기준)
(차량노후정도) (행정구역별)

❒ 기준부과금액 : 20,250원
❒ 부과금산정지수 : 매년 고시하고 있음
- ‘06년도 1.643, ’07년도 1.679, ‘08년도 1.175, ’09년도 1.769
※ 부과금 산정지수란 환경개선부담금 산정시 매년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함으로써 실질적인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수로서, 매년 전년도의 부과금 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정

❒ 오염유발계수
엔진
2,000초과 ～ 2,500초과 ～ 3,500초과 ～ 6,500초과 ～
2,000이하
10,000초과
총배기량(cc)
10,000이하
2,500이하
3,500이하
6,500이하

오염유발
계수

1.00

1.25

1.75

2.64

4.50

5.00

차령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차령
계수

0.50

1.00

1.04

1.08

1.12

1.16

❒ 차령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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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차령이 3년 미만인 경유 사용 자동차의 차령계수는 다음 구분에 따른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경유 사용 자동차
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경유사용 자동차: 0.50
2) 그 밖의 경유 사용 자동차: 1.00

❒ 지역계수

지역별

인구
500만 이상

인구
100만 이상
500만 미만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인구
10만 미만

지역계수

1.53

1.00

0.87

0.85

0.40

라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및 납기

라-1.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및 납기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상반기분

매년 6월30일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하반기분

매년12월31일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다음연도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

마

납

기

부과 ․ 부과기간 및 납기

마-1. 부과 ․ 징수절차
근거 규정 : 법 제19조

❒ 부과·징수업무는 각 시·도지사에 위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규정에 의거 시·군·구청장에
재위임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
❒ 징수된 개선부담금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
(영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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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 이상으로 개선부담금을 징수한 시ㆍ
도지사에 대하여는 징수된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징수비용을 추가로
교부(영 제11조 제1항 단서)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08-36호,
2008. 2.22)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방법
- 시군구행정정보화 유지보수지원시스템(환경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부과징수

환경개선부담금 사용 용도

바

바-1. 환경개선부담금 사용 용도
근거 규정 : 법 제11조, 시행령 제18조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등 지원
-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 중 하수도 정비사업비 보조
- 4대강 수질개선대책사업 중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비
보조
-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보조 등
❒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지원
- 자동차배출가스 저감기술 등 저오염·무공해공정기술 개발
- CFC 대체물질개발 등 지구환경보전기술 개발 등
❒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 등에 사용

사

부과 ․ 징수 및 사용내역

사-1. 부과 ․ 징수 및 사용내역
❒ 2008년도에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6,245억원이며, 징수비용 등을 제
외한 전액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어 사업예산으로 집행
❒ 환경개선부담금의 분야별 사용내역은 매년 「부담금관리기본법」관련규정에 따라
국회 등에 제출하여 적정사용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거쳐 국민들에게 공개
- 관련 자료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가능

Ⅷ.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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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강제 징수

아-1. 강제 징수
근거 규정 : 법 제20조

❒ 납부기간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함
-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ㅇ을 부과
❒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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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이 알아둘 규제
Ⅰ. 환경보호지역에서 제한하는 행위
Ⅱ. 수질 보전을 위해 제한하는 행위
Ⅲ. 먹는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제한
Ⅳ. 생태계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제한
Ⅴ.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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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환경보호지역에서 제한하는 행위
1. 대기관리권역
2.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3. 악취관리지역
4.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5. 수변구역
6. 상수원보호구역
7. 생태 · 경관보전지역
8. 습지보호지역
9. 야생동 · 식물특별보호구역
10. 특정도서
11. 수렵 제한지역

제5장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이 알아둘 규제

1. 대기관리권역
관련 법령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대기관리권역 지정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등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정하여 관리

가-1. 대기관리권역의 지정기준
근거 규정 : 법 제2조제2호

❒ 대기관리권역 지정기준 : 아래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1. 수도권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수도권지역 중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
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 참고 : 수도권 지역이란(법 제2조제1호)
- 수도권 지역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을 말함

가-2. 대기관리권역 지정현황
근거 규정 : 시행령 제2조 별표 1

❒ 대기관리권역
지역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범위
전 지역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Ⅰ. 환경보호지역에서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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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기관리권역내 적용 규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대기오염물질 총량 규제 ▲저공해 자
동차 보급 ▲특정경유자동차 관리 ▲환경친화형 도료 보급 ▲소형 소각시설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의 규제가 적용됨

나-1.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 규제
근거 규정 : 법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시행령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시행규칙 제8
조부터 제19조까지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의 개요
-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
- 할당량 초과 시는 할당량 삭감 및 총량초과부과금 부과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규제의 세부 내용
- 환경규제편람 “제1장 Ⅳ-1.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p.209) 참조

나-2. 저공해 자동차 보급
근거 규정 : 법 제2조제6호,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 시행령 제3조, 제26조부터 제28
조까지, 시행규칙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 저공해 자동차란?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
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동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
- 제1종 :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 제2종 : 환경부령이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 제3종 : 경유․휘발유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 참고 : 환경부령이 정하는 연료란(시행규칙 제4조)
- 압축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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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공해자동차 보급 의무
- 자동차 판매자(제작자 또는 수입업자) 중 아래 수량 이상을 대기관리권역에서
판매(위탁 판매 포함)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
급기준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여야 함
1. 최근 3년간 연평균 판매수량 3천대 이상
2. 차량 총 중량 3.5톤 이상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의 최근 3년간 연평균 판매수
량이 3백대 이상
❒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 승인
- 자동차 판매자는 매년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함
※ 참고 :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1. 전년도의 차종별․연료별 자동차 판매실적
2. 전년도에 판매된 자동차의 총 오염물질 배출량
3. 당해 연도의 차종별․연료별 자동차 판매 계획
4. 당해 연도에 판매 계획 중인 자동차의 총 오염물질 배출량
5. 연간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판매계획
6. 판매하고자 하는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저공해자동차 인증서 또는 인증계획

❒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제출
- 자동차 판매자는 전년도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
게 제출
※ 참고 :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제출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1.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보급실적
2. 저공해 자동차 보급에 따른 자동차의 총 오염물질 배출 저감량
3. 보급계획 미달성 사유 및 보급계획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보급실적이 보급계획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함)

나-3. 특정경유자동차 관리
근거 규정 : 법 제25조, 시행규칙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 특정경유자동차란?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배출
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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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 환경부장관은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
용기준을 정할 수 있음
-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규제편람 “제4장 Ⅱ-2. 제작차․운행차․
저공해자동차․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p.554) 참조
❒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 및 부적합시 조치사항
-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특정경유자동차
의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검사일로부터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함.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의 수급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1.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 배출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경우에는 소요경비가 지원되
며 해당 배출저감 장치 및 저공해 엔진의 보증기간 동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
조에 따른 운행차 정밀검사를 면제

나-4. 환경친화형 도료의 보급
근거 규정 : 법 제30조, 시행규칙 제39조

❒ 환경친화형 도료의 보급
- 대기관리권역에 도료를 공급․판매하는 사업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함
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대기관리권역내에 공급․판매할 수 없음
- 대기관리권역내 보급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 “시행규칙 별표 8” 참조

나-5.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근거 규정 : 법 제31조, 시행규칙 제40조

❒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에 설치된 폐기물소각시설(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사
업장으로 설치허가 받은 소각시설은 제외)에 대하여 대기 배출허용기준보다 강
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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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오염물질

황산화물
먼 지

배출시설
(1) 소각용량 2톤/시간 이상인 시설

배출허용기준
30(12)ppm 이하

(2) 소각용량 2톤/시간 미만인 시설

70(12)ppm 이하

(1) 소각용량 2톤/시간 이상인 시설

30(12)㎎/S㎥ 이하

(2) 소각용량 2톤/시간 미만인 시설

80(12)㎎/S㎥ 이하

비고 : 배출허용기준란의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말한다.

다

위반시 조치사항

다-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43조, 제44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 5백만 이하의 벌금
1.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참고 : <나-1.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 규제> 에 대한 위반시 조치사항은 환경규제편
람 ‘제1장 Ⅳ-1.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p.209) 참조

다-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46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25조제9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등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 참고 : <나-1.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 규제> 에 대한 위반시 조치사항은 환경규제편
람 ‘제1장 Ⅳ-1.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p.2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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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관련 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 시행령

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가-1. 지정목적
근거 규정 : 법 제22조

❒ 환경오염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특별관리하여 대기질을 개선함으로써 환경 및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

가-2. 대상오염물질
❒ 대기환경기준 오염물질이외에 대상 지역의 특징적인 오염물질(예:VOC) 까지
포함하여 지정·관리

가-3. 지정 및 관리 절차
❒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시사와 협의하여 지정·고시
❒ 환경부장관이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대책을 수립한 후 해당 시·도
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이행 지시

가-4. 지정현황
❒ 1986년 : 울산광역시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각 48.055㎢ 및 25.590㎢),
아황산가스 피해를 계기로 지정
❒ 1996년 :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31.3㎢), 휘발성유기
화합물질 및 악취물질 피해를 계기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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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기배출시설 설치제한 등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대
책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

나-1. 토지이용 및 시설설치 제한
근거 규정 : 법 제22조, 시행령 제5조

❒ 제한 요건
- 국가 환경기준 또는 지역환경기준(환경기준보다 확대ㆍ강화하여 시ㆍ도 조례로
설정한 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토양 또는 수역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경우
❒ 제한 방법
- 토지이용 및 시설설치 제한의 대상·내용·기간·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음)

나-2. 신규업체 입주제한
근거 규정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같은 지역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환경부고시) 제6조

❒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특별대책지역 안에 3종 이상의 사업장과 특정대기유해
물질의 배출업체를 입주시키고자 할 경우 환경성검토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
계약 이전에 지방지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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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적용
특별대책지역안에 이미 설치된 배출시설과 새로이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각각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다-1. 기존사업장 및 신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설정
근거 규정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같은 지역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환경부고시) 제3조

1. 가스상물질
오염물질

배출시설

염화수소
염소
이황화탄소
포름알데히드
황화수소

가. 염산제조시설
나. 인산제조시설
다.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중 산처리
시설
염소를 직접 사용하는 모든 배출시설

10ppm 이하

8ppm 이하

모든 배출시설

15ppm 이하

10ppm 이하

모든 배출시설
가. 석유정제시설 중 가열시설, 탈황
시설, 폐가스 소각시설
나. 펄프제조시설

10ppm 이하
5ppm 이하

5ppm 이하
4ppm 이하

5ppm 이하

4ppm 이하

오염물질

배출시설

불소화물
(F로서)

가. 습식인산 제조시설, 복합비료제
조시설, 인광석․형석의 용융․
용해 및 소성시설,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나. 과인산암모늄 제조시설

페놀화합물
(C6H5OH)
수은화합물
(Hg로서)

배출허용기준
기존사업장
신규사업장
6ppm 이하
4ppm 이하
2ppm 이하
2ppm 이하
2ppm 이하
2ppm 이하

모든 배출시설
가.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1)소각용량2톤/h 이상인 시설

배출허용기준
기존사업장
신규사업장
5ppm 이하
4ppm 이하

4ppm 이하

3ppm 이하

5ppm 이하

4ppm 이하

0.08⑿㎎/S㎥이하 0.08⑿㎎/S㎥이하

(2)소각용량 200㎏/h 이상 2톤/h 0.08⑿㎎/S㎥이하 0.08⑿㎎/S㎥이하
미만인 시설

비고 1. 배출허용기준란의 ( )는 표준산소농도 (O₂의 백분율)를 말한다
2. 여천 산업단지내 호남화력발전소는 질소산화물에 대하여 기존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300(6)ppm 이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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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자상물질
배출허용기준
오염물질

배출시설
기존사업장

먼

지

카드뮴화합물
(cd로서)

납 화 합 물
(Pb로서)

신규사업장

가. 금속의 용융 및 제련시설 또는
열처리시설 중
(1) 전기 아크로(유도로 포함)
10㎎/S㎥ 이하
10㎎/S㎥ 이하
(가)기존시설(1998.12.31이전)
나. 화학비료제조시설 또는 인산 40⑽㎎/S㎥ 이하 30⑽㎎/S㎥ 이하
및 그 화합물 제조시설 중 소
성시설․건조시설
기타시설
가. 금속의 용융․제련 및 열처리
시설중 용융․용해로․용광로
및 정련시설
나. 기타시설

1.0㎎/S㎥이하

0.5㎎/S㎥ 이하

10㎎/S㎥ 이하

5㎎/S㎥ 이하

5㎎/S㎥ 이하

3㎎/S㎥ 이하

구리화합물
(Cu로서)

모든 배출시설

10㎎/S㎥ 이하

5㎎/S㎥ 이하

아연화합물
(Zn로서)

모든 배출시설

10㎎/S㎥ 이하

5㎎/S㎥ 이하

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방지시설 설치

라-1. 대상사업장
근거 규정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같은 지역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환경부고시) 제5조

❒ 특별대책지역내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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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배

구 분(업종)

시

가.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나.
제조업
다.
가.
저 유 소
나.
주

유

소

세 탁 작 업
유기용제 및 도료
제조업
1차 금속산업
자동차 제조업
선박 및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보관 및 창고업
폐기물보관・처리시설

기타 제조업

설

명

출

시

설
규

모

제조시설
저장시설
출하시설
저장시설
출하시설

모든시설
저장용량 40㎥ 이상
모든시설
저장용량 10㎥ 이상
모든시설
저장용량 20㎥ 이상
가. 저장시설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20㎥ 이
나. 주유시설
상
가. 세탁시설
처리용량30㎏ 이상(합계)
가. 제조시설
모든시설
나. 저장시설(유류포함)
저장용량 2㎥ 이상
가. 사용시설
모든시설
나. 저장시설(유류포함)
저장용량 2㎥ 이상
가. 저장시설
저장용량 2㎥ 이상
나. 사용시설
모든시설
가. 사용시설
모든시설
나. 도장시설(건조시설포함) 모든시설
다. 저장시설
저장용량 2㎥ 이상
가. 저장시설
저장용량10㎥ 이상
나. 출하시설
모든시설
가. 보관시설
저장용량 10㎥ 이상(합계)
나. 파쇄・분쇄・절단시설 동력 20마력 이상
다. 소각시설
1일 처리능력 10톤 이상
라. 고온열분해시설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
마. 건류시설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
바. 용융시설
동력 10마력 이상
사. 증발・농축・반응시설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
1일 20킬로리터 이상(고온열분
해 또는 감압증류는 1일 24시
아. 정제시설
간 기준으로, 기타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
자. 유수분리시설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
차. 응집・침전시설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
카. 건조시설
시간당 처리능력 0.15㎥ 이상
가. 사용시설
모든 시설
나. 저장시설(유류포함)
저장용량 2㎥ 이상

비고 1. 보관 및 창고업의 경우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폐기물 보관ㆍ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의한 폐유, 폐유기용제 및 폐농
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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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2. 설치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6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을 따름
❒ 규칙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시설에 대한 기준
구 분(업종)

배출시설

배출억제및방지시설의설치등에관한기준

1. 유기용제 및 가. 제조시설 (1) 규칙 별표 16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배출억제⋅방지
도료 제조업
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등의 1. 석유정제 및 석유화
학제품제조업중 가. 제조시설의 기준에 준한다.
나. 저장시설 (1) 저장시설은 밀폐구조이어야 하며, 환기구를 통해 배
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방지시설을 설치․
처리하여 대기로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충전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전량 운송
차량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2. 1차금속산업 가. 사용시설 (1) 사용시설에는 국소 배기장치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
여 대기로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저장시설 (1) 1. 유기용제 및 도료제조업중 나. 저장시설의 기준에
준한다.
3. 자동차제조업 가. 저장시설 (1) 1. 유기용제 및 페인트제조업중 나. 저장시설의 기준
에 준한다
나. 사용시설 (1) 도장시설(혼합시설 포함)을 제외한 사용시설의 경우
는 국소배기장치 및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지시
설을 설치하여 대기로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선박 및 구 가. 사용시설 (1) 사용시설에는 국소배기장치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
조금속제품
여 대기로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조업
(2) 가능한한 유기용제 사용을 억제하고, 무기용제 사용
을 적극 권장한다.
나. 도장시설 (1) 법 제43조, 영 제44조 및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
여 신고된 야외도장시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다
(가) 가능한한 유기용제 사용을 억제하고 무기용제 사
용을 적극 권장한다.
(나) 페인트 사용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작업방법 등
의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그외 도장시설은 국소배기장치 및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저장시설 (1) 1. 유기용제 및 도료제조업중 나. 저장시설의 기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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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관 및 창 가. 저장시설 (1) 1. 유기용제 및 도료제조업중 나. 저장시설의 기준에
고업
준한다.
나. 출하시설 (1) 규칙 별표 16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배출억제⋅방지
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의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
품제조업중 다. 출하시설의 기준에 준한다.
6. 폐기물보관. 가. 보관시설 (1) 저장시설은 밀폐구조이어야 하며, 환기구를 통해 배
처리시설
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방지시설을 설치・
처리하여 대기로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충전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전량 운송
차량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나. 파쇄・분 (1) 파쇄․분쇄․절단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을 막
기 위하여 밀폐 혹은 밀폐와 동등한 효과의 시설의
쇄 절단
설치 또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설
다. 소각시설 (1) 시설 투입구 및 배출구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
로의 배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고온열분
해 시설,
마. 건류시설
바. 용융시설 (1) 시설은 밀폐구조여야 하며, 환기구를 통해 배출되는
사. 증발・농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방지시설을 설치・처리하여
축․반응
대기로의 배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시설
아. 정제시설,
자. 유수분리
시설
차. 응집․침
전 시설
카. 건조시설 (1) 국소배기장치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의 배
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7. 석유정제 및 가. 벤젠저장
(1) 준수사항
석유화학 제
시설
(가) 내부부상지붕형(Internal floating roof)저장시설의 경우
조업
(내부부상
1) 부상지붕시설을 설치한 후 벤젠을 주입하기 전에
지붕형 또
내부부상지붕, 이중밀봉장치(상․하로 설치)를 육
는 외부부
안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만일 밀봉장치가 파손되
상지붕형
거나 틈이 있을 경우 또는 부상지붕에 결함이 발
저장시설
견되면 벤젠을 채우기전에 수리하여야 한다.
에 한한다)
2) 최초로 벤젠을 주입 후 또는 고시 시행일로부터
매년 1번 이상 내부부상지붕 및 상부밀봉장치를
맨홀 등을 통하여 육안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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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내부부상지붕이 벤젠의 표면에 접촉되어 있지
않거나 부상지붕위에 벤젠이 있거나 밀봉장치가
떨어져나간 경우 45일 이내에 결함 부분을 수리
하거나 저장시설을 비워야 하며, 45일 이내에 실
시하지 못할 경우 30일 연장요청을 할 수 있다.
3) 저장시설이 비워지고 가스가 제거될 때마다 내부
부상지붕, 이중밀봉장치, 가스켓, 멤브레인 및 금
속밀봉장치 등을 육안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가) 육안으로 검사할 경우 각 저장시설을 충전하기
전 최소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행정기관에 신
고하여야 한다. 만일 30일 이전에 알리지 못했
을 경우 전화로 알리고 최소한 충전 7일 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나) 내부부상지붕에 결함이 있거나 이중 밀봉장치
가스켓 등이 파손되어 있거나 또는 멤브레인이
10% 이상 개방되어 있는 경우 벤젠 재충전시
까지 수리해야 한다.
4) 이중밀봉장치를 설치한 저장시설은 다음과 같은
주기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가스켓, 멤브레인, 금속밀봉장치는 최소 5년마
다 검사하여야 한다.
(나) 외부부상지붕형(External floating roof)저장시설의
경우
1) 아래 주기에 따라 이중밀봉장치와 저장시설의 벽
사이의 최대간격을 측정하여야 한다.
가) 이중밀봉장치가 설치된 외부부상지붕형시설의
경우 저장시설벽과 하부에 설치된 밀봉장치 사
이의 간격측정은 수압시험 동안 또는 최초 벤
젠 충전후 또는 고시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시하며,그 이후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나) 이중밀봉장치 중 상부에 설치한 밀봉장치가 없
고 액체충진밀봉장치만을 설치한 외부부상지붕
형시설인 경우 간격측정은 최초 벤젠 충전후
또는 고시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시하며
그 이후는 매년 1번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다) 이중밀봉장치가 설치된 외부부상지붕형시설의
경우 시설 벽과 상부에 설치된 밀봉장치의 간
격측정은 최초 벤젠 충전후 또는 고시시행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실시하며, 그 이후는 1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라) 1년 또는 그 이상 기간동안 벤젠저장을 중지하는

Ⅰ. 환경보호지역에서 제한하는 행위

823

환/경/규/제/편/람

구 분(업종)

배출시설

배출억제및방지시설의설치등에관한기준

경우 재충전은 최초 충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간격측정후 아래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45일 이내
에 수리하거나 45일 이내에 저장시설을 비우고 운전
을 중단하여야 한다.
가) 저장시설의 벽과 이중 밀봉장치중 하부에 설치
한 밀봉장치 또는 지렛대구조 밀봉장치와의 간
격은 저장시설 원둘레의 30%가 1.3㎝를 초과해
서는 아니되고 60%가 0.32㎝를 초과해서는 아
니된다. 또한 0.32㎝를 연속하여 초과하는 비율
이 10%를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어떤 부분도
3.8㎝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나) 저장시설의 벽과 이중 밀봉장치중 상부에 설치
한 밀봉장치와의 간격은 저장시설 원둘레의
95%가 0.32㎝를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어떤 부
분도 1.3㎝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보고사항
(가) 이 고시 시행후 90일이내에 검사등 준수사항을
기술한 최초 보고서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
여야 한다.
(나) 내부부상지붕형저장시설인 경우 검사등 준수 사
항을 기술한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하며, 보
고서는 검사 실시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보고서는 각 저장시설의 검사일과 다음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가) 내부부상지붕이 저장탱크내에서 벤젠의 표면
에 있지 않거나 지붕위에 액체가 있는지 여부,
밀봉장치가 내부부상지붕으로 부터 떨어져 나
갔는지 또는 구멍이나 파손부위가 있는지 여부
나) 밀봉장치와 저장탱크벽 사이에 구멍이 있는지
여부
2) 연간 보고서는 결함의 특성, 저장시설을 비운날,
수리한 날 및 내용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3)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보고서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 내부부상지붕형저장시설인 경우 매 검사시 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고서를 관할 행정기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실시후 60일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각
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상지붕의 결함 여부, 이중밀봉장치 및 가스켓
의 파손여부, 멤브레인이 10%이상 개방되어 있
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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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업종)

배출시설

배출억제및방지시설의설치등에관한기준

․결함 특성, 저장시설을 비운날, 수리한 날 및 수
리내용 등
(라) 외부부상지붕형저장시설인 경우 밀봉장치간격을
측정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첫번째
보고서는 최초보고서 제출 후 12월 이내에 제출
하며 연차보고서는 매년 검사실시 후 60일 이내
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고서는 측정일, 측정된 모든 측정자료, 간격측
정방법, 밀봉장치 간격의 적합 여부, 수리내역
및 준수사항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2) 연간 정기보고서의 제출을 연장받았을 경우 수리
후 30일이내에 추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보고서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기록유지
(가) 저장시설의 사업자 또는 운영자는 제출한 보고서
를 제출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9. 기타 제조업 가. 사용시설 (1) 사용시설에는 국소배기장치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
여 대기로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가능한한 유기용제 사용을 억제하고, 무기용제 사용
을 적극 권장한다.
나. 저장시설 (1) 1. 유기용제 및 도료제조업중 나. 저장시설의 기준에
준한다.

마

기타 환경관리

마-1. 용도지역 관리
근거 규정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같은 지역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환경부고시) 제7조

- 공단 조성시에는 입주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배수로 및 교통망 설치와 완충림,
공원 등 충분한 녹지시설을 사전에 확보
- 확보한 녹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환경부
및 국토해양부 공동고시) 제14조제1호의 녹지확보 및 설치기준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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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2. 신규공단의 환경관리 강화
근거 규정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같은 지역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환경부고시) 제8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대책지역 안에 새로운 공단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승인 이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
여야 하며 체계적인 공단조성 및 관리대책을 수립
- 동일업종 또는 유사업종 등을 집단화하는 방안과 이들 업소에 필요한 집단에너
지 공급시설의 설치를 적극 유도하여 대기오염의 방지 및 배출업체 관리의 효
율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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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악취관리지역
관련 법령 및 규정 : 악취방지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악취관리지역 지정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정하여 관리

가-1.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근거 규정 : 법 제6조, 시행규칙 제5조의2 및 제6조

❒ 선행조건 : 악취관리지역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적합한 지역으로서 시·도지
사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
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 악취관리지역 지정기준
1. 악취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내의
악취가 배출허용기준(기타지역)을 초과하는 경우
① 불특정인(동일인은 제외)이 일정한 계절 또는 시기에 년 1회 이상 최근 1년
간 연속하여 악취 민원을 제기하고,
② 인근지역의 악취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3의 배출허용기준 중 기타지역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인근지역의 기타지역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는 지정 대상지역 경계선 밖의
지역에서 악취가 가장 심한 지역의 악취를 공기희석관능법 또는 기기분석법
으로 측정
※ 복합악취 또는 지정악취물질 중 어느 한 항목이상이 기준을 초과

2. 공업지역 등에서 악취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거나 지역 내의 악취가 악취방
지법 시행규칙 별표3의 배출허용기준 중 기타지역을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시․
도지사가 주민의 건강과 생활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악취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사회조직, 단체, 지역공동체, 자연부락 등의 소속원이 연명 또는 소속원의 위
임을 받은 대표자 명의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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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민원의 기준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다수인민원을
준용
② 지역 내의 악취가 기타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공단 등 지정 대상지역 내에서 공장이 아닌 도로, 공한지 등 불특정지역에서
가장 악취가 심한 지역의 악취를 공기희석관능법 또는 기기분석법으로 측정

가-2. 악취관리지역 지정 절차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악취민원 발생 등 악취 취약지역 현황조사

악취민원 발생 등 악취 취약지역 현황조사
↓
악취관리지역 지정요청

시․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 수립

↓
이해관계인(사업자, 주민 등) 의견수렴(일간신문, 인터넷 등)
↓
의견수렴 결과 반영여부 검토․반영(이해관계인에게 결과통보)
↓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 확정
↓
악취관리지역계획 지정․고시
↓
환경부장관 보고
↓
악취실태조사,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
악취배출시설설치(변경)신고 수리(신고필증 교부)

828

Ⅰ. 환경보호지역에서 제한하는 행위

제5장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이 알아둘 규제

가-3.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
근거 규정 : 법 제6조

❒ 악취관리지역 : 9개 시·도 20개 지역
시․ 도

지정일자

울산광역시

’05.3.17

경기도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05.5.16

’06.1.20

’06.1.24

지정지역

지정면적

비고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46,271천㎡

온산국가산업단지

24,659천㎡

엄격
기준

아산국가산단 포승지구

6.33천㎡

시화국가산업단지

안산시

4,424천㎡

시흥시

16,443천㎡

엄격
기준

반월국가산업단지

15,374천㎡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1.47천㎡

삼성화학단지(전용공업지역)

3,070천㎡

-

현대석유화학단지(전용공업지역)

3,307천㎡

-

현대오일뱅크(주)(전용공업지역)

1,619천㎡

-

대죽지방산업단지

2,089천㎡

-

남동국가산업단지
(’09.3.2 추가지정)

10,545천㎡
(971천㎡)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938천㎡

석남동․원창동 일반공업지역
(’09.3.2 추가지정)

9,171천㎡
(5,389천㎡)

백석․오류동 일원

11,107천㎡

엄격
기준

부산광역시

’06.4.26

부산 신평·장림피혁공업사업조합
(폐수처리장)

15천㎡

-

전라북도

’07.10.12

우리밀축산영농조합(축산시설)

27.1천㎡

-

대전광역시

’07.12.28

대전 1,2,3,4산업단지 및
인근(일반공업지역)

5,529.5천㎡

-

강원도

’08.4.28

영월군 서면 쌍용리 일원

101.5천㎡

-

경상북도

’08.12.4

의성군 금성면 개일리 446-1, 467, 467-2

7,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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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악취관리지역 조치 사항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해서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는 사전조치사항을 시행하여
야 함

나-1. 사전조치 사항
근거 규정 : 법 제6조, 시행규칙 제5조의2

❒ 악취취약지역 현황 조사
1. 기본현황 조사
- 위치, 행정구역별 면적, 악취배출업소 수, 업소별 악취발생 물질․배출량, 인근
영향지역 인구 등 주거 현황 등을 조사
2. 민원발생 실태 조사
- 민원유형별, 시설별, 물질별, 지역별, 계절별, 시간대(주야․요일)별, 기상․기후
별로 최근 1년간 악취민원 발생현황을 분석하고,
- 악취민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신고 된 악취민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인적․물적․건강피해, 분쟁신청 현황 등을 통하여 악취로 인한 피해
사례를 조사하여야 함
3. 악취오염 측정 및 자료 분석하여 악취발생도면 작성
- 지역 내, 부지경계선, 인근 영향지역 중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과 가장피해가
없는 지역의 악취를 측정 분석․비교, 대상지역에서 영향(주거)지역까지 악취
확산거리 등 측정․분석, 기존 악취 측정자료(대상지역내, 영향지역) 분석을
통하여 악취발생도면을 작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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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 발생도면(예) >

나-2.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 수립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6조

❒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을 수립
1. 지정목적
2.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지정 대상지역과 그 인근 지역의 악취 농도 및 정도 현황
4. 지정 대상지역의 악취배출시설 현황 및 악취관리계획
5.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의 공고, 열람방법, 의견수렴 계획 등
6. 악취발생 실태 조사계획,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계획 등
7. 기타 위치도, 지적도, 행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

나-3.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6조

❒ 공고내용
- 공고내용에는 지정목적, 지정대상지역 위치와 면적, 지정대상지역 및 그 인근지
역의 악취 현황, 지정대상지역 악취배출시설 관리계획, 열람 장소를 포함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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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방법
- 일간신문(2회 이상) 및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고하되 일간신문
의 공고는 가급적 서로 다른 중앙․지방신문에 각각 게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타 일반인이 지자체와 유관기관 민원실 등에서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의견수렴
- 시․도지사는 의견수렴기간을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이상으로 정하여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의견수렴 방법 및 검토
- 열람기간 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견을 접수하고, 제출된 이해관계인의 의
견을 검토하여 반영여부(반영, 미반영, 수정반영)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의견제
출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함

다

지정계획 확정 및 고시

다-1. 확정고시
근거 규정 : 법 제6조제3항

❒ 시도지사는 지정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결과 등을 반영하여 최종
(안)으로 확정하고, 최종(안)을 확정한 경우에는 내부 절차를 거쳐 그 내용을
고시함

라

기타

라-1. 행정사항
근거 규정 : 법 제6조

❒ 시도지사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악취실태 조사계획을 수립․시행
❒ 시도지사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계획을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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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관련 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 시행령

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가-1. 지정현황
근거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 고시)

❒ 지정일 : 1990. 7. 19(환경부고시 제90-15호)
❒ 특별대책지역
1.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경기도 4시3군 60 읍․면․동)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남양주시 : 화도읍(가곡리를 제외한 전역), 남양주시 : 화도읍(가곡리), 수동면
조안면
여주군 : 능서면(구양리, 번도리, 내양리,
여주군 : 능서면(구양리, 번도리, 내양리,
백석리, 왕대리), 홍천면, 금사면, 대신면, 산 백석리, 왕대리를 제외한 전역)
북면
광주시 :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오포읍,
광주시 : 도척면(방도2리)
초월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실촌읍, 도
척면(방도2리를 제외한 전역)
가평군 : 설악면(천안1리, 방일리, 가일리), 가평군 : 설악면(사룡리, 선촌리, 신천리,
청평면(하천리, 청평리, 대성리, 삼회리)
회곡리, 천안2리, 이천리), 청평면(호명리,
고성리), 하면(대보2리), 상면(항사리, 덕현리,
임초1리)
양평군 : 양평읍, 강상면, 강하면,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개군면

양평군 : 용문면, 청운면(여물리, 비룡리)
단월면(행소리, 부안리, 덕수리, 보룡리,
봉상리, 삼가리), 지제면(송현리, 월산리,
지평리, 망미리, 대평리, 곡수리, 수곡리, 옥현
리)

용인시 : 모현면

용인시 : 동부동, 중앙동, 유림동, 역삼동, 양지
면, 포곡읍
이천시 :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 안흥동, 갈산
동, 증포동, 송정동, 증일동, 율현동, 진리동, 사
음동, 단월동, 장록동, 고담동, 대포동, 부발읍
(가좌리, 신하리, 마암리,
무촌리, 신원리, 대관리, 죽당리, 산촌리, 아미
리, 고백리), 신둔면, 호법면, 마장면, 백사면,
모가면(신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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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행정구역

대전광역시 1구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동구 : 추동, 비룡동, 주산동, 용계동,
마산동, 효평동, 직동, 신하동, 신상
동, 사성동, 오동, 세천동, 내탑동, 신
촌동, 주촌동
※비룡동 및 세천동 중 대청호 수계
바깥 지역은 제외

충청북도 3군
11개 읍․면

청원군 : 문의면[남계리, 등동리 일부
(무심천수계)를 제외한 전역]
보은군 : 회남면, 회북면(갈티리를 제
외한 전역)
옥천군 : 안남면, 안내면(오덕리를 제 옥천군 : 옥천읍, 군서면, 이
외한 전역), 군북면(이백리, 자모리, 원면, 동이면, 청성면(능월리,
증약리를 제외한 전역)
도장리를 제외한 전역), 군북
면(이백리, 자모리, 증약리)

나

특대지역내 업종 제한
근거규정 :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고시)

나-1. 가축분뇨배출시설
❒ Ⅰ권역에서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입지 금지

나-2. 폐기물처리시설
❒ 특대 전 지역에 폐기물매립시설,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재활용시설 입지 금지
* 단,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폐수
비발생 등의 경우 허용
* 폐수비배출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비용출되는 도자기파편재생시설, 폐수비배출 폐목재로 숯·
활성탄·톱밥 등의 제조업 등 허용

나-3. 폐수배출시설
❒ 특대 전 지역에 200㎥/일 이상 폐수배출시설 입지 금지

834

Ⅰ. 환경보호지역에서 제한하는 행위

제5장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이 알아둘 규제

* 단, 특대 Ⅱ권역에 발생폐수를 BOD 30mg/L 이하 처리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처리시 입
지 가능

❒ 특대 전 지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 금지
* 단,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위탁처리하는 도시계획구역 내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병원시설, 세탁시설,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이·화학시험시설의 폐
수배출시설은 허용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분류가 변
경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서 제2조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용

나-4. 내수면 어업
❒ 특대 전 지역에 양식어업의 신규입지 및 면허기간 연장 금지
* 양식어업 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별표19에 따른 기타수
질오염원 설치·관리자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특대Ⅰ권역에 양식어업을 제외한 내수면어업의 신규 면허·허가 및 신고(증설
포함) 금지
* 단, 수도법상 어로행위는 허용

나-5. 유·도선사업, 수상레저사업
❒ 특대Ⅰ권역에 유선·도선사업 및 수상레저사업의 신규(증설) 면허·신고 및
등록(하천점용허가 포함) 허용 금지

나-6.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 팔당호 특대지역 1권역에 골프장 설치 금지
❒ 천연잔디로 조성된 골프코스(단순 퍼팅연습시설 제외)를 갖춘 골프연습장은
- 특대 Ⅰ권역에 신규입지 및 증설 금지
- 특대 Ⅱ권역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별표
19에 따른 골프장 설치·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입지
허용

나-7. 광물채굴 및 채석
❒ 특대 전 지역에 광물채굴 및 채석 금지
* 단, 시장·군수가 공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채석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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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8. 집단묘지
❒ 특대 전 지역에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설묘지 및 법인이 설치하는
사설묘지 금지

특대Ⅰ권역 오수배출시설 입지제한

다

근거규정 :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
경부 고시)

다-1. 하수처리구역내
❒ 하수처리시설 용량 이내 : 규모제한 없음(별표4 제1호)
❒ 하수처리시설 용량 초과 : 규모제한(제5조, 별표3)
❒ 예정 하수처리구역 : 공정률 충족시 조건부 입지(별표4 제2호)
- 건축공사기간이 2년 초과시 하수처리시설 공정률 20% 이상
- 건축공사기간이 2년 미만시 하수처리시설 공정률 50% 이상

다-2. 하수처리구역외(고시별표3)
❒ 1990.7.19일 이전 필지 분할 토지
- 건축 연면적 400㎡ 미만 숙박업·식품접객업, 건축연면적 800㎡ 미만 오수배출시설
입지
* 연접·인접토지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미혼형제자매
인 경우 각 필지별 건축연면적 합산

❒ 1990.7.19 ~ 1997.9.30 사이 필지 분할 토지
- 건축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위한 농지전용 등의 사전 인·허가 신청시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특대Ⅰ권역에서 주민등록 및 실제거주 필요
* 연접·인접토지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미혼형제자매
인 경우 각 필지별 건축연면적 합산

❒ 1997.10.1 이후 필지 분할 토지
(생산·보전관리지역) 주거목적의 단독주택(세대당 1개동)만 입지가능, ‘97.8.30
이전 주민등록자는 건폐율·용적률 각각 50%·100% 이하, ’97.10.1 이후 전입자
는 건폐율·용적률 각각 30%·60% 이하
- 숙박시설, 식품접객시설, 공동주택 설치 불가
*건축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위한 농지전용 등의 사전 인·허가 신청 시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특대Ⅰ권역에서 주민등록 및 실제거주 필요

836

Ⅰ. 환경보호지역에서 제한하는 행위

제5장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이 알아둘 규제

*연접·인접토지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미혼형제자매
인 경우 각 필지별 건축연면적 합산

(농림지역) 지역주민 공공복리시설이 아닌 아래의 시설은 입지불가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에서, 제2호 공동주택, 제3호·제4호 근린생활시설(수퍼마
켓, 소매점, 사무소, 세탁소, 이·미용원, 체육장 제외), 제5호 종교집회장 중 기도원,
제11호 숙박시설, 제12호 위락시설, 폐수배출시설(현지 생산 농림축산물 저장·가공·처
리시설 제외), 농어촌정비법 제2조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
청소년수련시설, 교육·연구·시험시설(학원, 농림·환경 연구·시험시설 제외),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제3호 사회복지시설, 의료법 제3조제1항 요양병원

다-3.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고시 별표1)
❒ BOD·SS 20mg/L(수변구역은 10mg/L) 이하 처리 시 규모제한 없음
1. 관공서, 공공교육기관(유아교육, 초·중·고등학교에 한한다), 도서관, 금융기관
2. 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장애자·노인 등을 위한 의료·요양
및 휴양시설과 같이 외지인구 유입을 유발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기도원을 제외한다)
4. 공공용 체육시설, 대중목욕탕(숙박업겸업 시설은 제외한다)
5. 농업·임업·축산업혐동조합이 현지 생산무를 가공 또는 저장하기 위한 시설
6. 마을공돈시설(마을의 공동창고를 포함한다)
7. 취·정수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마을하수도·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8.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 또는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주민
의 소득 및 복리에 기여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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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변구역
관련 법령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가

수변구역 지정

나-1. 수변구역 지정
❒ 4대강 수계의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호소 및 하천 양안(兩岸)의 일정구
간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나

수변구역 지정대상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지
정․고시

나-1. 수변구역 지정범위 등
근거 규정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한강 수계
1.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한강(팔당댐부터 충주조정지댐까지의 구
간),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 경안천(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구간)
의 양안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
으로 지정․고시
- 특별대책지역은 그 하천(하천법 제2조 제1호에 다른 하천)․호소(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호소)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
내의 지역
-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은 그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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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하려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하여야 함
- 상수원보호구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같은 법 제
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함)
- 법률 제5932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당시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현지실태조사결과에 따라 제외되는 지역
3. 수변구역이 한강수계법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한강수계법 제11조에 따른 주
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그 지역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
입되는 경우에는 수변구역을 해제하지 아니함
❒ 낙동강 수계
1. 환경부장관은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과 그 상류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으로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
을 수변구역(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
-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댐 및 그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해당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지천)은 제외한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지정
2.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지역은 제외하여야 함
-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주거형으로 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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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부장관은 낙동강수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이하 "
수변구역"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에 낙동강수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그 지역이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
된 경우에는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함.
❒ 금강 수계
1. 환경부장관은 금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
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 및 그 상류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수변구역)으로 지
정ㆍ고시한다. 다만, 금강수계법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특별대책지역의 금강 본류(본류)인 경우에는 해당
댐과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금강 본류인 경우에는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
터 이내의 지역
- 금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인 경우에는 그 하천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2.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지역은 제외하여야 함
- 상수원보호구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
구역
-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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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부장관은 금강수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
변구역"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에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
되어 그 지역이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함
❒ 영산강․섬진강 수계
1. 환경부장관은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
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다. 다만, 해당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10호 이상의 가구가 있는 자연
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영산강수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그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주암호․동복호․상사호․수어호․장흥댐(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의 지역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1호의 상류지역 중 해당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2호의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의 지역으로서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지역은 제외하여야 함
- 상수원보호구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
구역
-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3. 환경부장관은 영산강수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이하 "
수변구역"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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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면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영산강수계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
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그 지역이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함

나-2. 수변구역 지정방법
근거 규정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 지정 방법
1.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실태를 조사한 후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협의 후 수변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역 등은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나-3. 수변구역 지형도면의 고시
근거 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지형도면 고시내용
1. 지역․지구등의 명칭 및 지정내역
- 지역․지구등의 명칭 : 수변구역
- 지정내역 : 붙임 참조
2. 관계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환경부홈
페이지(http://www.me.go.kr) 및 관련 시․군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
이고 있음

842

Ⅰ. 환경보호지역에서 제한하는 행위

제5장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이 알아둘 규제

다

수변구역내 행위제한 등
누구든지 수변구역내에서는 폐수배출시설 등의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 포
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1. 수변구역내 행위제한 내용
근거 규정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영위하는 시설
-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목욕장업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다-2. 수변구역내 행위허가 및 허가 절차
❒ 행위허가
- 환경부장관은 행위제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설로서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허가를 할 수
있음(한강수계는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 낙동강수계는 광역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은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상류로 10㎞ 바깥지역, 지방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은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상류로 5㎞ 바깥지역, 금강수계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 영산강․섬진강수계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으로
직접 유입되는 하천은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상류로 10㎞ 바깥지역, 댐으로 직접
유입되는 하천의 지류는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상류로 5㎞ 바깥지역에 한함)
∙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
출시설

Ⅰ. 환경보호지역에서 제한하는 행위

843

환/경/규/제/편/람

∙ 가축분뇨를 퇴비화하거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목적으로 수변구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수변구역에서 하수를 BOD 및 SS가 각각 10mg/L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것으로 한강 등 수계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행위허가 절차
- 수변구역내에서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설치하려는 시설의 면적․구조 등이 포함된 설치명세서
∙ 가축의 종류, 사육 마릿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을 적은 명세서(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
와 그 도면(개인하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해당 시설의 설치를 허가한 경우에는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함

라

행위제한 위반시 제재
수변구역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와 행위제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
을 설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라-1. 행위제한 위반시 제재
근거 규정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 수변구역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와 행위제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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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법령 : 수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상수원관리규칙

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
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가-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근거 규정 : 법 제7조제1항제2항, 시행령 제11조,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부터 제8조까지

❒ 지정권자 : 시․도지사(시장 ․ 군수 ․ 구청장 신청)
❒ 지정기준
- 상수원보호구역은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으로,
1. 하천수와 복류수(伏流水)의 경우 :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4킬로미터
를 표준거리로 하되, 수질오염상태, 취수량, 취수비율, 주변지역의 개발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가감(加減)할 수 있다.
2. 호소수의 경우 : 하천수나 복류수의 경우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지정하되 상수
원전용댐, 1일 취수량 10만 톤 이상의 상수원, 그 밖의 지역의 특성상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호소는 표준거리의 산정기점을 호소의 만수위선으로 한다.
3. 지하수의 경우 :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지하심도(地下深度), 수질, 취수량, 인접
지역의 토지이용상태, 토양의 투수계수(透水係數), 지층의 구조, 지하수맥 등
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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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절차

지정(안)
설정

⇩
지정신청
(요청)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상수원보호구역지정(안) 마련
수도사업자 → 관할청(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상수원관리규칙 제5조제2항, 제3항

지역주민, 000도,
00군,
한국수자원공사
수공→00군→000도

⇩
지정신청

관할청(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 상수원관리규칙 제5조제1항
※ 첨부서류
- 취수지점, 보호구역 범위, 용도지역을 표시한 5
천분의 1 지형도
- 당해 구역안의 주요 시설물의 현황 및 위치도
- 당해 구역안의 지목별․용도지역별 토지이용현
황 및 행정구역별 토지면적 조사서
- 당해 구역안의 오염부하량 계산서
- 지방환경관서의 검토의견서

지정공고

시․도지사

⇩

※ 수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6조제4항
※ 관보, 시․도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
- 상수원보호구역 명칭
- 상수원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수도설치자 명칭 및 주소
- 기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적승인
신청

관할청(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 상수원관리규칙 제8조제1항, 제2항(보호구역 지
정시 지적이 명시된 5천분의 1이상 지형도 사
용시 제외)

지적승인

시․도지사

000도

관할청(시장․군수․구청장)

00군
(지정공고 후
6개월이내)

00군→000도

000도

00군 → 000도

⇩
지적고시

※ 수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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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공고 내용
1. 상수원보호구역의 명칭
2. 상수원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수도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 상수원보호지역 지정 현황 : 341개 지역의 1,245,278㎢(‘09. 8월 기준)

가-2. 지정 변경
근거 규정 :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시행령 제11조, 상수원관리규칙 제9조

❒ 지정 변경 절차 : 지정 절차를 준용

나

행위 금지 및 제한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는 일정한 종류의 행위가 금지되고, 제한됨
- 보호구역내에서 제한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
받거나 경미한 행위인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함

장의 허가를

나-1. 행위 금지
근거 규정 : 법 제7조제3항, 시행령 제12조

❒ ⌜수도법⌟에서의 행위 금지 사항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
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
물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
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버리는 행위
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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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법 시행령⌟에서의 행위 금지 사항
1.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2.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3.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4.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하는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어로행위는 제외한다.
5.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6.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일반친환경농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2. 행위 제한
근거 규정 : 법 제7조제4항, 시행령 제13조 ․ 제14조

❒ ⌜수도법⌟에서의 행위 제한 사항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변경 또는 제거
2. 입목(立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 ⌜수도법 시행령⌟에서의 행위 제한 사항
1. 시행령 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 허가가 필요한 행위 규정
2. 시행령 제14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신고행위) :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한
행위 규정
관계법규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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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항
제7조 제3항
(금지행위)

제7조 제4항
(행위허가)

제12조
(금지행위)

규제 행위
-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오염물질, 유해화학물질, 농약,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
-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개축, 재축, 이전․변경 또는 제거
2. 입목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성토 기타 토지의 형질 변경
1.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2.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3.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4.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5.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6.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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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3. 환경정비구역
근거 규정 : 상수원관리규칙 제14조 ․ 제15조

❒ 지정권자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신청)
❒ 지정기준
- 보호구역지정 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부락으로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
설의 설치가 쉬운 보호구역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1. 공공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오수·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오염원관리에 관한 사항
❒ 행위내용
- 환경정비구역으로 승인받은 지역에서는 보호구역내 행위제한규정이 완화되어 적용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다

보호구역의 관리

다-1. 관리사항
근거 규정 : 법 제8조, 시행령 제15조 ․ 제16조, 상수원관리규칙 제17조부터 제25
조까지

❒ 관리청 : 해당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 관리사항
- 관리청은 상수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와 인원 등을 확보하고 금지
행위의 단속이나 그 밖에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1. 시설 등의 확보
2. 표지의 설치
3. 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상
4. 보호구역의 순찰 및 조치
5.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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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주민지원사업
근거 규정 : 법 제9조ㆍ제10조, 시행령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 수립·시행권자 : 시․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 지원대상
-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에 종
사하는 자
❒ 지원사업의 종류
-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
령 별표1)
❒ 수립절차
-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지원사
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
하여 전년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
3. 지원사업 대상지역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4. 재원확보계획
5.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6. 그 밖에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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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생태 ․ 경관보전지역
관련 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생태 ․ 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변경
자연생태․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
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제․변경

가-1. 생태 ․ 경관보전지역 지정
근거 규정 : 법 제12조 ․ 제13조 ․ 제23조 ․ 제24조, 시행령 제7조 ․ 제8조, 시행규칙 제
3조

❒ 지정권자 : 환경부장관, 시·도지사(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우)
❒ 지정 기준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그 밖에 하천․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지역
❒ 핵심구역 등 구분 지정·관리
- 환경부장관은 생태적 특성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음
1.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 :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2.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
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생태ㆍ경관전이(轉移)보전구역(이하 "전이구역"이라 한다) : 핵심구역 또는 완충
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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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절차
1.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 자연환경정밀조사 → 지정계획 수립 → 의견수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지방자치단체장) →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 → 중앙환경
보전자문위원회 심의 → 지정․고시
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 지정계획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 지방환경관서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 → 지방환경보전
자문위원회 심의 → 지정․고시
❒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지정 고시 내용
1. 생태․경관보전지역(이하 “지역”이라 함)의 명칭 및 근거법령
2.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지정의 사유 및 목적
4. 지역 안의 주요자원의 명칭․위치․범위 및 규모
5. 토지이용현황 및 지역 안의 토지의 소유구분에 따른 면적
6. 관리청
7. 지정연월일
8. 지역 지정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9. 구역별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현황
-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현황 : 34개 지역, 354.362㎢(’09. 7월 기준)

가-2. 지정 해제 또는 지정 변경
근거 규정 : 법 제12조제3항, 제13조, 제24조

❒ 지정 해제 또는 지정 변경 대상
- 군사목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
❒ 지정 변경 절차 : 지정 절차를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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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위제한, 중지명령 및 금지행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해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는 일정 종류의 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됨
-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위 중지 또는 원상회복 명령

나-1. 행위 제한
근거 규정 : 법 제15조,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생태 ․ 경관보전지역내 행위제한 사항
1. 핵심구역안에서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移植)․훼손하거나 고사(枯死)
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注入)하는 행위
※ 낚시도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덫․그물․함정 등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기존 건축
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함)
※ 2배 이상이라 함은 기존 연면적 포함 개념

3. 토지의 형질변경
4. 하천․호소 등의 구조변경, 수위 또는 수량 증감행위
5. 토석의 채취
6. 수면의 매립이나 간척
7. 불을 놓는 행위
❒ 생태 ․ 경관보전지역내 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1.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가. 건축물․공작물 등의 붕괴․폭발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다. 그 밖의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한 행위
- 생태․경관 보전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생태․경관보전지역내
토지나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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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채취행위, 버섯․산나물 채취행위 및
이에 준하는 행위
4. 환경부장관이 당해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받은 행위
5.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산림
유전자원보호림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어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7.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인․허가등을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과의 미리 협의를 거친 경우
8. 환경부장관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 정기적인 현황조사․학술연구 또는 그 수행에 필요한 관측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 자연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 완충구역내에서의 허용행위
1.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서 단독주택, 소매점, 휴게음식점 등의 설치
2. 생태탐방․생태학습 시설(자연학습장, 생태 도는 산림 박물관, 수목원, 식물원,
생태숲, 생태체험장, 생태연구소,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등)의 설치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과 산림보호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산림사업
4.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임․수산
업에 부수되는 건축물 등의 설치
5. 개인묘지의 설치
❒ 전이구역내에서의 허용행위
1. 완충구역 내에서의 허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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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설치
※ 참고 :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등(시행령 제15조제1항)
1.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2.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신축․증축
및 개축의 경우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동표”라 한다) 제3호의 제1종 근린
생활시설(휴게음식점․제과점 및 일반목욕장을 제외한다)
나. 동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실내낚시터․골프
연습장․총포판매소․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동표 제7호가목의 병원
라. 동표 제17호가목 또는 마목의 축사 또는 버섯재배사
마. 동표 제20호나목의 납골당(현지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에 한한다)
바. 초등학교
※ 참고 :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시행규칙 제5조)
1. 신축시에는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2층 이하인 경우
2. 증․개축시에는 건축연면적이 기존 건축연면적의 2.5배 이하이고 건축물의 층수가 2층 이
하인 경우. 다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2.5배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증․개축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상인 때에는 증․개축의 층
수가 동일 층수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숙박․판매시설의 설치
※ 참고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숙박․판매시설(시행령 제15조제2항)
1.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동표 제3호나목의 휴게음식점․제과점
- 동표 제4호가목의 일반음식점
- 동표 제4호나목의 휴게음식점․제과점
- 동표 제8호아목의 청소년수련시설
※ 참고 :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시행규칙 제6조제3항)
1. 신축시에는 건축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경우
2. 증․개축시에는 증․개축의 연면적이 기존 건축연면적의 2.5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
인 경우. 다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2.5배가 330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증․개축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건축물의 높이가 3층 이상인 때에는 증․개축의
층수가 동일 층수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 및 생활편의 시설의 설치
※ 참고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 및 생활편의 시설(시행령 제15조제3항)
1.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 또는 주차장 등 교통시설
2.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상․하수도 또는 전주 등의 공공용시설 또는 지역주
민을 위한 생활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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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 중지 명령 등
근거 규정 : 법 제17조

❒ 명령의 대상
-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서 행위제한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
❒ 명령의 내용
1. 중지명령
2. 원상회복 명령
3.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명령

나-3. 금지행위
근거 규정 : 법 제16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7조

❒ 금지행위의 종류
1.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또는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2.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한한다)
가.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나. 자연발화성 물질
다. 기체 연료
3.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4. 풀․나무의 채취 및 벌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참고 :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시행령 제17조)
1.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2. 야생동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3. 완충 및 전이구역 안에서 풀․입목․죽을 채취․벌채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고사시
키기 위하여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注入)하는 행위. 다만, 행위제한 적용배제에 해
당되는 경우 및 완충구역과 전이구역내 허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
4. 가축의 방목
5. 완충구역 및 전이구역 안에서 동물을 포획하거나 알을 채취하는 행위 또는 화약류․덫․
올무․그물․함정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낚시 행위도 해당
6.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치료하여 방사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환경
부장관과 협의하여 야생동식물 복원을 위하여 동물을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

856

Ⅰ. 환경보호지역에서 제한하는 행위

제5장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이 알아둘 규제

다

위반시 조치사항

다-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63조 및 제64조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핵심구역 안에서 다음사항을 위반하여 자연생태․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한 사람
- 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이식․훼손․고사 행위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 또는 2배 이상 증축
- 토지의 형질변경
- 수위․수량 증감행위
- 토석의 채취
- 수면의 매립․간척
- 불을 놓은 행위
2. 완충구역 안에서 다음사항을 위반하여 자연생태․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한 사람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 또는 2배 이상 증축
- 토지의 형질변경
- 수위․수량 증감행위
- 토석의 채취
- 수면의 매립․간척
- 불을 놓은 행위
3. 중지․ 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전이구역 안에서 다음사항을 위반하여 자연생태․자연경관을 훼손시킨 사람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 또는 2배 이상 증축
- 토지의 형질변경
- 수위․수량 증감행위
- 토석의 채취
- 수면의 매립․간척
- 불을 놓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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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66조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시․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은 금지행위를 한 사람
-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또는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 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 야생동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 완충구역 및 전이구역 안에서 동물을 포획하거나 알을 채취하는 행위 또는 화약류․
덫․올무․그물․함정 등을 설치하는 행위
- 완충 및 전이구역 안에서 풀․입목․죽을 채취․벌채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고사시키기 위하여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注入)하는 행위
- 가축의 방목
- 동물의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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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습지보호지역
관련 법령 : 습지보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해제
습지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떨어진 경우에는 지정 해제 또는 축소

가-1. 습지보호지역 지정
근거 규정 : 법 제8조, 시행규칙 제5조

❒ 지정권자 :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 지정 기준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3.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 지정 절차
1.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 지정 입안 → 시․도지사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지정 및 고시
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 지정 입안 →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지정 및 고시
❒ 습지보호지역 등 지정 고시 내용
1. 해당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지정 연월일
3. 지정목적 및 근거법령
4. 습지보호지역 등의 관리청
5.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습지보호지역 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습지보호지역 지정 현황 : 20개 지역, 283.156㎢
- 환경부 지정 : 12개 지역, 110.627㎢
- 국토해양부 지정 : 8개 지역, 17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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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 지정 해제 또는 지정 변경
근거 규정 : 법 제10조, 시행령 제6조

❒ 지정 해제 또는 지정 변경 대상
1. 천재지변․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서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
2. 해상항로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 또는 물적 자원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홍수 예방 등 인명․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국방부장관이 군 작전이나 군사시설의 설치․보호 또는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
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절차 : 지정 절차를 준용함

나

행위제한 및 출입금지

습지보호지역의 보호를 위해 습지보호지역내에서는 일정한 종류의 행위가 제한
되고, 그 지역에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됨
-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위 중지 또는 원상회복을 명령

나-1. 행위 제한
근거 규정 : 법 제13조, 시행령 제10조의2부터 제11조의2까지,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8조의2까지

❒ 습지보호지역내 행위 제한 사항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 기타 공작
물의 연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2배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3. 흙·모래·자갈 또는 돌 등의 채취
4. 광물의 채굴
5.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경작, 포획 또는 채취(해당 지역주민이 공동부령이 정
하는 기간 이상 생계수단 또는 여가활동 등의 목적으로 지속하여 온 경작·포획
또는 채취의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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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지보호지역내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당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
제한 사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군 병력 투입·작전 활동 등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개발행위
- 아래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
1.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매립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 대상 행위
3.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 허가 및 협의대상 행위
4.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허가대상 점용
5.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대상 행위
6.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대상 전용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도의 설치,
동법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 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

나-2. 행위 중지 명령
근거 규정 : 법 제14조

❒ 행위중지 명령의 대상
- 습지보호지역 내에서 행위제한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
❒ 행위중지 명령의 내용
1. 행위에 대한 중지 명령
2. 원상회복 명령
3.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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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3. 출입 제한 또는 금지
근거 규정 : 법 제15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9조

❒ 출입제한 및 금지의 고시 및 표지
-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출입을 제한
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고시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1. 해당 지역의 위치, 면적, 출입 제한 또는 금지 기간
2. 출입 또는 금지의 사유
3. 위반 시의 과태료
4.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습지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출입제한 및 금지에 대한 예외
1. 해당 지역주민이 일상적 농림수산업의 영위 등 생활영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2. 습지보전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3. 군사상 목적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의 자연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5. 기타 습지보호지역의 보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가.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학술조사·연구
나.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생태계의 보전·복원을
위한 행위
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의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한 행위
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
마.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조수의 서식상황 조사
바. 그 밖에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습지보전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나-4. 이용료
근거 규정 : 법 제18조의2, 시행규칙 제10조의2

❒ 습지보호지역 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
❒ 이용료 징수권자 :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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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료
-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시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징수
❒ 이용료 징수 면제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6. 공무수행을 위하여 당해 지역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7. 당해 습지보호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거주자
8. 법 제1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수단의 목적으로 경작·포획·채취가
허용되는 자
9.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습지생태안내인

다

위반시 조치사항

다-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이하의 벌금
1.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습지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면허없이
매립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이하의 벌금
1.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제23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2.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간척사업, 공유수
면매립사업 또는 위해행위를 한 자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원상회복명령 또는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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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27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15조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지역을 출입한 자
2.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3.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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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야생동 ․ 식물특별보호구역 등
관련 법령 및 규정 : 야생동 ․ 식물보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
하여 서식밀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및 지방
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야생동ㆍ식
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

가-1. 특별보호구역 지정(변경 ․ 해제)
근거 규정 : 법 제27조, 시행규칙 제34조

❒ 야생동 ․ 식물특별보호구역 지정
-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서식밀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야생동․식물특별보
호구역으로 지정
【특별보호구역 지정기준 및 조사항목】
❒ 지정기준
○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집단서식지․번식지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 멸종위기야생동물의 집단도래지로서 학술적 연구 및 보전가치가 커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 서식․분포하고 있는 곳으로서 서식지․번식지의 훼
손 또는 당해 종의 멸종우려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 조사항목
○ 해당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개체수, 밀도, 서식반경, 분포현황
○ 서식지 생태환경 특성, 보호가치분석, 토지이용현황과 주변환경, 서식지 위협요소 등

❒ 야생동 ․ 식물특별보호구역 해제(변경)
- 특별보호구역이 군사목적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보호구
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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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 특별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근거 규정 : 법 제15조 및 제28조,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 훼손행위의 제한
-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
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 토석의 채취
- 그 밖에 야생동․식물 보호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훼손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행위
※ 야생동․식물보호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훼손행위(시행령 제15조)
1. 수면(水面)의 매립․간척
2. 불을 놓는 행위

❒ 금지행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 야생동․식물의 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
부로 이전하는 행위
- 그 밖에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행위
※ 야생동ㆍ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는 행위(시행령 제18조)
1.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2. 야생동ㆍ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3. 풀, 입목․죽의 채취 및 벌채
4. 가축의 방목
5.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그 알의 채취
6. 동물의 방사(放飼)

❒ 행위제한의 적용을 받는 않는 경우
-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
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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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보호구역안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동․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3. 출입제한
근거 규정 : 법 제29조

❒ 출입제한
- 환경부장관은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멸종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특별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
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 다만, 야생동ㆍ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은 출입이 가능함
【출입이 가능한 경우】
○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행위(시행규
칙 제37조제1항)
- 보호시설의 설치 등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의 서식실태 조사
○ 군사목적상 필요한 행위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
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 특별보호구역안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그 밖에 야생동․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행위
-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학술연구 및 조사
- 자연환경보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
- 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보수

가-4. 중지명령 등
근거 규정 : 법 제30조

❒ 중지명령 등
- 유역(지방)환경청장은 특별보호구역안에서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
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
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음
-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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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반시 조치사항

나-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68조 및 제69조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별보호구역안에서 훼손행위를 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 등을 위반한 자

나-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73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을 위반한자

다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시․도지사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
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이하
“시ㆍ도보호구역”이라 함)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야생동․
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이하 “보호구역”이라 함)

다-1. 시ㆍ도보호구역 등의 지정(변경 ․ 해제)
근거 규정 : 법 제33조,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43조

❒ 시 ․ 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의 지정(변경 ․ 해제)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
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변경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때에
도 또한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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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의 위치, 면적, 지정
일시, 그 밖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함
【시ㆍ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조사항목】
❒ 지정기준
○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시․도 보호 야생동ㆍ식물의 집단서식지․번식지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 여러 종류의 야생동식물이 대규모로 집단 서식하고 있는 지역 등
❒ 조사항목
○ 해당 야생동식물의 개체수, 밀도, 서식반경, 분포현황
○ 서식지 생태환경 특성, 보호가치분석, 토지이용현황과 주변환경, 서식지 위협요
소 등

다-2. 출입신고
근거 규정 : 법 제33조,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44조

❒ 출입신고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시․도보호구역 및 보호구
역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법 제33조제5항)
< 법 제33조제5항 각 호에 따라 출입이 가능한 경우 >
1. 산불의 진화(鎭火)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의 예방․복구 등을 위한 경우
2. 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3. 그 밖에 자연환경조사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출입이 가능한 경우>
1.
2.
3.
4.
5.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보호시설의 설치 등 야생동ㆍ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식물의 서식실태를 조사하는 경우
「자연환경보전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를 하는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
7. 보호구역안에서 보호구역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 또는 영어(營漁)행위를 지속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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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신고서 제출 등
- 법 제33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 안에 들어
가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시․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출입신고서
에 출입예정 장소를 표시한 임야도(축적 6천분의 1의 것을 말함)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다-3. 개발행위 등의 협의
근거 규정 : 법 제34조

❒ 보호구역안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 시․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안에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이용․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개발 등에 관한 인․허가 등을 하고
자 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시․도 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라

위반시 조치사항

라-1.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73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조치를 위
반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안에 들어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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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정도서
관련 법령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특정도서 지정 및 해제

무인도서중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 등이 우수한 도서를 특정도서(特定
島嶼)로 지정․관리
- 보전의 필요성이 떨어진 경우에는 지정 해제 또는 변경

가-1. 특정도서 지정
근거 규정 : 법 제4조, 시행규칙 제2조

❒ 지정권자 :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 지정 기준
1. 화산·기생화산·계곡·하천·호소·폭포·해안·연안·용암동굴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도서
2. 수자원·화석, 희귀동·식물, 멸종위기동·식물 기타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종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3.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도서
4. 자연림(自然林)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도서
5.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도서
6. 기타 자연생태계 등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도서
❒ 지정 절차
1.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 자연생태계정밀조사 → 지정계획 수립 → 의견
수렴․협의(토지소유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등) → 지정․
고시
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 지정계획서 수립 → 의견수렴․협의(토지소유자,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 → 지정․고시
❒ 특정도서 지정 고시 내용
1. 도서의 명칭․구역․면적․지정연월일, 지정사유, 지정번호,
2. 지형도 및 기타 필요한 사항(관련자료의 열람)
❒ 특정도서 지정 현황 : 167개 도서(‘09. 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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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 지정 해제 또는 지정변경
근거 규정 : 법 제4조, 시행규칙 제2조

❒ 지정 해제 또는 지정 변경 대상
1.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특정도서로 존치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정목적에 현저히 부합되지 아니하여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절차 : 지정 절차를 준용함

나

행위제한 및 출입금지

특정도서의 보호를 위해 특정도서내에서는 일정한 종류의 행위가 제한되고, 그
지역에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됨
-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명령

나-1. 행위 제한
근거 규정 : 법 제8조, 제9조

❒ 특정도서내 행위 제한 사항
1. 건축물·공작물의 신축·증축
2.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3.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4. 공유수면의 매립
5.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6.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7.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8. 도로의 신설
9.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동·식물 또는 특정도서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10. 특정도서안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11.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12.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13.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872

Ⅰ. 환경보호지역에서 제한하는 행위

제5장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이 알아둘 규제

❒ 특정도서내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1. 군사·항해·조난구호행위, 천재지변 등 재해발생으로 인하여 그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2. 국가가 시행하는 해양자원개발행위, 도서개발촉진법 제6조제3항의 사업계획에
의한 개발행위 및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 특정도서에서의 행위허가 가능 행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산로·산책로·도로·공중변소 및 정자 등을 설치하는
행위
2. 자연생태계 등의 연구·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3. 기존의 건축물·공작물의 보수·개축
4. 기타 자연생태계 등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나-2. 원상회복 명령 등
근거 규정 : 법 제11조

❒ 명령의 대상
- 특정도서안에서 제8조제1항의 행위제한사항을 위반하여 행위를 한 자
❒ 명령의 내용
1. 원상회복 명령
2.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명령

나-3. 출입 제한 또는 금지 등
근거 규정 : 법 제10조

❒ 출입금지
-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보호․육성 또는 훼손된 자연생태계등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정도서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 출입제한 및 금지의 고시 및 표지
- 시․도지사는 특정도서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공고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1.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지역의 위치·면적
Ⅰ. 환경보호지역에서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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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기간
3.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
4. 위반시의 벌칙
- 시·도지사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위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
하여야 함
❒ 출입제한 및 금지에 대한 예외
1. 도서주민이 생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2. 군사·항해·조난구호 목적상 또는 천재지변 등 재해의 발생으로 그 방재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3. 자연생태계 등의 조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
4.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입
하는 경우

다

위반시 조치사항

다-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14조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정도서 안에서 아래의 제한행위를 위반한 자
1. 건축물·공작물의 신축·증축
2.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3.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4. 공유수면의 매립
5.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6.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7.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8. 도로의 신설
9.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동·식물 또는 특정도서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10. 특정도서안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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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12.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다-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16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특정도서안에서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한 자
3.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4. 법 제10조(출입금지등)를 위반하여 특정도서를 출입한 자
5. 법 제11조(원상회복명령등)에 의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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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렵 제한지역
관련 법령 : 야생동․식물보호법

가

수렵 제한지역
특별보호구역 등 보전하여야 할 지역에 대한 보호․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
하여 일정지역에 대한 수렵행위를 제한

가-1.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근거 규정 : 법 제54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렵장으로 설정할 수 없음
1.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시․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2.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같은 법 제
23조에 따라 지정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3.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3호․제5호의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7.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8. 「관광진흥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등
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산림자원
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 및 같은 법 제47
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지
10.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11. 능묘․사찰․교회의 경내
12.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장소
※ 야생동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장소(시행규칙 제69조)
- 수렵장 설정자가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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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 수렵의 제한
근거 규정 : 법 제55조

❒ 수렵장안에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 있어
서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됨
1. 시가지․인가부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2. 해진 후부터 해뜨기 전
3. 운행중인 차량․선박 및 항공기안
4. 「도로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쪽
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한다.
5. 「문화재보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6.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
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
7. 그 밖에 인명․가축․문화재․건축물․차량․철도차량․선박 또는 항공기에 피
해를 줄 우려가 있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장소 및 시간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렵 제한지역(시행규칙 제70조)
1. 해안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해안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해안
선으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
2. 수렵장설정자가 야생동물보호 또는 인명ㆍ재산ㆍ가축ㆍ철도차량 및 항공기 등에 대
한 피해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나

위반시 조치사항

나-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70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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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대강 유역에서의 행위제한
관련 법령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가

하천구역 국ㆍ공유지의 비료 및 농약사용 제한
누구든지 하천구역 중 국유지와 공유지에서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정기준을 지켜야 함

가-1. 하천구역의 범위 등
근거 규정 : 법 제6조

❒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1. 하천기본계획에 완성제방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
로부터 하심측(河心側)의 토지
2.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
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3.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에 해당하는 토지
4.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의 계획홍수위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5. 철도·도로 등 선형 공작물이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곳에 있어서는 선형 공작물
의 하천측 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로 보아 그로부터 하심측에 해당하는
토지
6.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은 하천에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그 주변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는 지형의 상황, 홍수흔적
❒ 농약 및 비료의 범위 :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과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가-2. 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근거 규정 : 규칙 제7조, 친환경농업육성법 규칙 별표 3(제6호다목(1)부터 (3)까지)
❒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사용기준

1. 화학비료는 농촌진흥청장·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재배포장별
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3분의 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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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기합성농약의 살포 횟수는 「농약관리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안전사용기
준의 2분의 1이하
3. 유기합성제초제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가-3. 위반시 조치사항
근거 규정 : 법 제46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자

나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본류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支流)의 경계로부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됨

나-1. 허가제한 지역
근거 규정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허가 제한내용 및 제한지역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본류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
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됨.
-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은 4대강 수계 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본
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 하천의 경계는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경계선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서 정한다.
1. 하천법 제15조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이 작성·보관되고 있는 하
천의 경우 : 그 관리대장에 기록된 하천구역의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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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천관리대장이 작성·보관되고 있지 아니한 하천의 경우
- 제방이 있는 하천의 경우 : 그 제방의 경계선
- 제방이 없는 하천의 경우 :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지형도상의 하천구역
의 경계선

나-2. 매립시설 설치허가 제한지역 등 고시
근거 규정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법률 제8614
호(2007.8.3) 부칙 제5조

❒ 매립시설 설치허가 제한지역 등 고시
- 한강수계는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
※ 기타 3대강 수계는 지형도면 고시없이 하천경계로부터 일정한 거리이내에는 설치허가를 제한
하고 있음.

다

건축물 등의 신축 제한
광역시장·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수질이 목표수질보다 나쁜 경우에는 건축물
의 신축 및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 기간 및 대상을 미리
고시하여야 함

다-1. 허가제한 사유 및 대상
근거 규정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31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29조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
31조

❒ 허가제한 사유 및 대상
1. 주 체 : 광역시장·시장·군수
2. 허가제한 사유 : 관할 지역의 수질이 목표수질보다 나쁜 경우
3. 허가제한 대상 : 건축물의 신축,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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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허가제한 절차
근거 규정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31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29조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
31조

❒ 허가제한지역 등 고시
1. 허가 제한 사항을 미리 고시하여야 함(관보, 공보 및 일간신문 공고)
2. 고시 사항 : 허가제한 지역, 허가제한 대상, 허가제한 기간

라

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행위 제한(한강수계)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수
도법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라-1. 행위제한
근거 규정 : 한강수계법 제6조, 수도법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 오염행위 제한 내용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
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
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
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버리는
행위
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지행위
❒ 허가 및 신고 사항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변경 또는
제거
2. 입목(立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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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2. 위반시 조치사항(행정형벌)
근거 규정 : 한강수계법 제30조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6조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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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낚시의 금지 및 제한 등
관련 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낚시의 제한
낚시제한구역 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낚시의 방법․시기 등 환경부령
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1. 낚시금지구역에서의 낚시행위
근거 규정 : 법 제20조, 영 제27조, 규칙 제29조 ․ 제30조

❒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등
1. 용수의 목적, 오염원 현황, 수질오염도, 낚시터 인근에서의 쓰레기 발생현황
및 처리여건, 연도별 낚시인구의 현황, 서식 어류의 종류 및 양 등 수중생태
계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2.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낚
시제한구역 명칭 및 위치, 낚시의 방법․시기 등 제한사항, 위반자에 대한 과
태료” 등을 공고
❒ 제한사항
1. 낚시방법에 관한 행위
가.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어
분 등을 던지는 행위
나.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등 “낚시어선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행위
다. 1명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라.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마. 쓰레기를 버리거나 취사행위를 하거나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등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바. 고기를 잡기 위하여 폭발물․배터리․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
2.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른 포획금지행위
3.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밖에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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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반시 조치사항

나-1.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82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금지구역 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제한구역 안에서 낚
시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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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수원 주변도로의 통행 제한
관련 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전복, 추락 등 사고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지역 또는 그 지역의 인접지역 중 환경부장
관이 정하는 도로·구간을 통행할 수 없음

가-1. 통행제한 지역
근거 규정 : 법 제17조제1항, 시행규칙 제27조

❒ 통행제한 지역
1. 상수원보호구역
2. 특별대책지역
3.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수계 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상수원에 중대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
1) 상수원 호소
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가-2. 통행제한 지역 외의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
근거 규정 : 법 제17조제2항

❒ 통행제한 지역 외의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
1. 특정수질유해물질
2.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액상)
3. 유류
4. 유독물
5.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및 원제
6.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성폐기물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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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3. 경찰청장의 통행제한 조치
근거 규정 : 법 제17조제3항

❒ 경찰청장의 통행제한 조치
- 경찰청장은 통행제한지역의 자동차 통행제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는 표지판의 설치 등 조치를 하여야 함
❒ 통행제한을 위해 조치할 사항
1. 자동차 통행제한 표지판의 설치
- 통행제한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
- 설치위치 : 시점․종점 및 중간 진입로의 진입전 1㎞이내 전방 우측과 진입로
우측에 설치
※ 동법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표지판은 경찰청에서 설치

① 안전시설 설치위치 : 상수원 인접도로 등 통행제한도로를 대상으로 차량운
행 시 추락이 예상되는 구간 등
- 사고방지를 위한 고강도교량난간, 야간점멸등, 미끄럼 방지시설 등 안전운
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② 차단벽(저류조) 설치
- 목적 : 상수원 상류 도로상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유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수문 조작만으로 일정시간 차단하기 위함
- 설치대상 : 하천→ 취수구로부터 상류 15km이내의 도로 주변
호소→ 도로상으로의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하천 하류와의 경계점
- 설치조건 : 상시 건천이거나 차단벽을 설치하여도 수문조작이 가능하여 물
의 흐름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사례 : 비룡분기점 도로상의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소하천과 대청호와의 경계점에 설치되어
있는 저류벽(H 3m, L 400m)

③ 설치 및 개․보수 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2. 통행제한 위반 자동차의 단속
- 근거 : 법 제17조제3항제2호
- 단속대상차량 및 대상도로
․ 대상 :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행하는 차량
3. 단속기관 및 방법
- 상시 : 경찰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 합동단속 : 시․도(시․군․구)는 공익요원 등을 활용한 자체단속 외에 관할
경찰서 등과 협의하여 실시(분기 3회, 2일/회, 환경감시대 지원)
4. 위반차량 조치 : 법 제78조에 의거 확인서 징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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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행제한지역 및 도로 ․ 구간 등
통행할 수 없는 도로․구간 및 자동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경찰청장
과 협의하여 정하며 군용차동차 등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수송하는 경우라도
통행제한 도로․구간을 통행할 수 있음

나-1. 통행할 수 없는 도로 ․ 구간 등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 팔당호 등 13개 지역 28개 도로(구간) 290.8km
- 한강권역(2개 지역 7개 도로) : 팔당호, 잠실
- 낙동강권역(5개 지역 6개 도로) : 남강․밀양․운문․덕동․회야호
- 금강권역(2개 지역 8개 도로) : 대청․보령호
- 영산강권역(4개 지역 7개 도로) : 주암․동복․용담․상사호
※ 통행제한 차량 분류 등
- 제한차량 : 유류․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액상), 농약 및 원제,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성폐기물 수송 차량
- 가능차량 : 군용차량, 인접지역 사용을 위한 주민이 농약을 운반하는 차량,
통행증을 발급받은 차량.
- 우회도로 : 통행제한 차량 불편 해소를 위한 우회구간 안내

나-2. 통행제한 도로 ․ 구간을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 통행제한 도로․구간을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
- 군용차동차
- 통행제한 도로․구간의 인접지역 주민이 그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농약을
운반하는 자동차
- 통행제한 도로․구간의 시점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
은 통행증을 그 앞쪽 유리에 붙임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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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3. 통행증 발급신청서 제출 및 발급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27조 제4항

❒ 통행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통행발급신청서를 해당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통행발급신청서 및 통행증
1. 통행증 발급 대상차량
- 통행제한도로 주변 농가 등에 유류․농약을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차량
- 통행제한도로변에 위치한 주유소 유류공급차량,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지정폐
기물(액상) 배출업소의 유해물질․폐기물(액상) 수거 차량
- 기타 통행증 발급권자가 통행제한도로 통행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2. 발급기관
- 통행제한 구간의 시점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3. 신청 및 발급 방법
- 상수원 통행제한 도로․구간을 불가피하게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통행증 발
급신청서(서식1)를 관할 통행증 발급기관장에게 제출
- 통행증 발급기관장은 신청서에 의거 통행여부를 검토한 후 통행증(서식2)을
발급하여 교부
- 통행증을 발급받은 자가 업종변경 등 사유 발생시 통행증 반납조치
- 통행증 발급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되 기간 경과시 재교부 신청
- 통행증을 분실․훼손, 통행기간경과 등으로 재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통행증
발급기관장은 재발급신청서에 의해 발급하여 교부, 다만 수질오염사고 야기
차량, 통행증대여 등 위법차량은 통행증 발급금지
- 통행증 발급기관장은 통행증 (재)발급대장 비치 기록․관리
❒ 통행증을 발급받은 차량은 통행증을 앞유리 우측에 부착․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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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반시 조치사항

다-1. 행정형벌
근거규정 : 시행규칙 제178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다-2. 홍보 및 계도
❒ 유류․유독물등 수송차량(통행제한차량) 운전자에게 홍보팜프렛 배포 등 통
행제한 계도 및 우회도로 차량운행 유도
❒ 통행제한 대상차량 중 통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증
발급신청 하도록 계도
❒ 기존 및 신규 지정도로
- 관할 시․도(시․군․구)는 상수원통행제한도로 운행제한에 대하여 지역홍보
매체(신문, 라디오, TV, 반상회보, 안내문 등)를 이용하여 상수원수질 오염사고
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상세히 홍보
- 관할 유류 등 수질오염물질 취급업체 및 협회에 해당차량의 통행제한도로 운
행을 금지하여 주도록 홍보하거나 공한문 발송
- 상수원보호를 위한 통행제한도로로 지정된 것을 알리기 위해, 통행제한도로
시점․종점 및 중간 진입로 입구에 차량안전과 소통에 지장이 없게 현장상황
에 맞도록 현수막 자체 제작․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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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관련 법령 : 먹는물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먹는물공동시설의 정의

가-1. 먹는물공동시설이란
근거 규정 : 법 제3조제6호

❒먹는물공동시설이란?
- 여러 사람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했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말함

나

먹는물공동시설 지정 ․ 관리

나-1. 먹는물공동시설의 지정 ․ 관리
근거 규정 : 법 제8조, 시행규칙 제2조,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환경부 훈령)

❒ 먹는물공동시설 지정
- 지정시 검토사항
․ 취수원 주변의 입지환경
․ 취수원의 지질 및 수질특성
․ 상시 이용인구 및 이용목적
․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먹는물공동시설을 지정한 경우,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카드 작성․보관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별지 제1호서식)
❒ 관리대상 시설
- 상시 이용인구가 50명 이상으로서 먹는물공동시설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 상시 이용인구가 50명 미만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질관리가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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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군수․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하여 정기 수질검사, 주변청소, 시설
보수 등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
❒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 먹는물공동시설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정기
적으로 검사하는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알맞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 오염행위 금지
- 누구든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됨

다

수질검사 등

다-1. 수질검사 등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2조,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환경부 훈령)

❒ 수질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별표1〕먹는
물의 수질기준 중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기준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
※ 위생관리 등을 위해 수질검사가 필요한 항목 포함할 수 있음

❒ 수질검사방법 :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을 따름
❒ 수질검사 횟수 및 검사항목
- 1/4분기 및 4/4분기 : 매분기 1회 이상, 3/4분기 : 월 1회 이상
․ 검사항목 : 7개 항목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군(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
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증발잔류량
- 2/4분기 : 분기 중 1회 이상
․ 검사항목 : 전 항목(48개 항목)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 수질검사기관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2/4분기 중 전 항목 검사
- 시․군․구 보건소
- 특․광역시의 상수도연구소, 수질검사소
- 시․군․구의 정수 또는 수도관리 담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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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질검사결과 공개

라-1. 수질검사결과 공개
근거 규정 :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환경부 훈령) 제10조 및 제11조

❒ 수질검사결과 공개
-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에 공개
❒ 수질검사결과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마

먹는물공동시설 시설관리

마-1. 먹는물공동시설의 시설관리
근거 규정 : 법 제8조, 시행규칙 제2조

❒ 시설관리를 위한 조치사항
- 취수원 주변의 오염원 제거 및 청소
- 취수시설 보수 및 외부 오염원의 유입차단
- 이용 안내판 설치, 이용방법 등의 홍보 및 계도
- 그 밖에 먹는물공동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내판 설치 등
- 안내판 기재사항
․ 지정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위치
․ 수질검사 관련사항 : 검사일시, 검사결과(수질검사성적서 포함), 다음 검사예정
시기
․ 관리기관
․ 이용시 주의사항
․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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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판 예시
안

내

문

수질검사성적서

이 ○○약수터는 ○○시(군․구)에서 먹는물공동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깨끗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정번호 :
2. 시 설 명 :
3. 위

치 :

4. 수질검사 관련사항
가. 검사일시 :
나. 검사결과 :
다. 다음 검사예정 시기 :
5. 관리기관․담당자 : ○○시 ○○과 ○○○(전화번호 :

)

6. 이용시 주의사항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의 자율관리를 유도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바

부적합시설 관리

바-1. 부적합시설 관리
근거 규정 :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환경부훈령)

❒ 부적합시설 관리
-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안내판의 ‘이용시 주의사항’ 란에 수질기준 초과사실
및 조치내역 등을 신속히 기재․부착
❒ 부적합시설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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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항목

1단계
2단계
3단계
사용중지/시설개선 후 조속히
사용금지 조치
미생물(5)
재검사
※ 1년간(4계절) 수질 시설폐쇄
사용중지/1개월 간격 2회 이상
유해영향물질(27)
검사
재검사
심미 적영 향물 질
경고문 부착(장기간 먹을 경우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음)
(16)

❒ 시설폐쇄 사유
- 취수원의 물이 고갈된 경우
- 취수원 주변에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물이 설치된 경우
- 그 밖에 시설의 지속적인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특히 인정하는 경우

사

평가위원회 구성 ․ 운영

사-1. 평가위원회 구성 ․ 운영
근거 규정 :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환경부훈령) 제9조의2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시 주민대표(약수터 소재지), 시민단체, 전문가 등 최소
5명이상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먹는물공동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함
- 위원회 심의내용
․ 부적합시설 폐쇄여부
․ 미생물 살균기 설치여부
․ 대체수원(상수도보급, 지하수 개발 등) 공급여부
․ 수질검사 주기
․ 그 밖에 먹는물공동시설의 적절한 관리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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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위반시 조치사항

아-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58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한 자로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시설을 훼손한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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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돗물 재처리 등 영리행위 금지
관련 법령 : 수도법

가

수도사업의 경영원칙

가-1. 경영원칙
근거 규정 : 법 제12조제1항

❒ 원 칙
- 수도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예 외
-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민간사업자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가-2. 수도요금 체계
근거 규정 : 법 제12조제2항·제3항

❒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요금 체계 확립
- 수요자의 물 절약을 유도하고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 데에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해야 함

나

수도사업의 인가

나-1. 수도사업자 인가
근거 규정 : 법 제17조제1항, 제49조

❒ 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함
① 인가권자
- 광역상수도(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제외)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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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경우 환경부장관의 인가
- 마을상수도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
② 구비서류
- 인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관계서류, 도면을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제출
※ 사업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시행령 제27조제2항)

1. 수도사업(수도시설 포함)의 개요
2. 급수구역, 급수인구 및 1인당 1일 급수량
3. 연도별 사업계획 및 수도보급률
4. 1일 최대급수량, 1일 평균급수량 및 시설용량
5. 상수원 또는 취수지점의 위치 및 정수방법
6. 취수원의 수량계산서 및 수질시험 결과
7. 수도시설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8. 공사 착공․준공 및 급수지가 예정연월일
9. 투자재원의 조달방법 및 연도별 투자계획
10.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11.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다

위반시 조치사항

다-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81조제1호

❒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9조를 위반하여 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도
사업을 경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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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금지행위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이를 위반한 자에게 기구 등의
철거, 수돗물의 공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라-1. 수돗물 재처리 판매 금지
근거 규정 : 법 제13조제1항

❒ 금지하는 영리행위
-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하는 행위

마

위반시 조치사항

마-1. 행정처분
근거 규정 : 법 제13조제2항, 제63조제2항

❒ 기구 등의 철거, 수돗물의 공급중지 등의 조치
-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령
❒ 인가취소 등 조치명령
- 인가관청은 수도사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경우 인가를 취소하거나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이전․변경 및 제거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마-2.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82조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자

Ⅲ. 먹는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제한

903

IV. 생태계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제한
1.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내 행위제한
2. 야생동물의 학대방지 등
3.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제5장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이 알아둘 규제

1.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내 행위제한
관련 법령 : 자연공원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자연공원내 금지행위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원관리
청은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

가-1. 금지행위 대상
근거 규정 : 법 제27조, 시행령 제25조

❒ 금지행위의 종류
1.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을
뿌리는 행위
4.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7.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9. 오물 또는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10. 그 밖에 공중의 자연공원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공원생태계를 교란 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놓아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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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행위 해석사례
◦ 금지행위 타당성
-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국가
차원에서 이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공원으로 지정한 곳인데,
이러한 국립공원은 자연풍경지 그대로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보전ㆍ관리 방법이
므로, 비록 그 곳에 위험한 곳이 있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원관리자로서는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도 도모함이 상당(대법원 판결, ‘01. 11. 9)
◦ 상행위 의미 (법 제27조제1항제5호)
- 행위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매매ㆍ교환ㆍ운수(運輸)ㆍ임대 등의 행위를 말하
는 것으로서,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장소 밖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자연
공원법 제86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

나

위반시 조치사항

나-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82조 및 제84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2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2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한 자
2. 법 제2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
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린 자

나-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86조

❒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자
2. 법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자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908

Ⅳ. 생태계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규제

제5장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이 알아둘 규제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27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다

자연공원내 출입제한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의 보호, 훼손된 자연의 회복,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연공원 중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그 지역에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1. 출입제한 대상
근거 규정 : 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0조

❒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경우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출입제한 또는 금지의 공고
- 공원관리청은 출입 또는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함
❒ 공고내용
- 출입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자연공원의 명칭ㆍ구역ㆍ
목적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 출입금지 해석사례
◦ 금지행위 타당성
-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국가차원
에서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공원으로 지정한 곳인데, 이러한
국립공원은 자연풍경지 그대로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보전·관리 방법이므로,
비록 그 곳에 위험한 곳이 있다 하여도 인위적으로 난간 등과 같은 인공물을 설치하기보
다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2에 의하여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킴으로써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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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반시 조치사항

라-1.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86조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자

마

자연공원내 영업제한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이용ㆍ보안과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마-1. 영업제한 대상
근거 규정 : 법 제29조, 시행령 제26조

❒ 제한행위의 종류
1. 사행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
2.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ㆍ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3.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4.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ㆍ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5.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지역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
6.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
7. 자연공원의 보전ㆍ이용ㆍ안전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
되는 영업 또는 행위
❒ 영업제한 등의 공고
- 공원관리청은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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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위반시 조치사항

바-1.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86조

❒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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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생동물의 학대방지 등
관련 법령 : 야행동․식물보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가

야생동물의 학대방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야생동물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가-1. 야생동물의 학대방지
근거 규정 : 법 제8조

❒ 야생동물 학대금지 행위
1. 독극물 사용 등 잔인한 방법이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3. 살아있는 상태에서 혈액․쓸개․내장 그 밖에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
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

나

위반시 조치사항

나-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70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한 자

다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
누구든지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양도․양수․운반․
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의 알선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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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
근거 규정 : 법 제9조

❒ 취득 등 금지
- 누구든지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및 이
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이 정
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물을 먹는 행위를 포
함)․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함
❒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
- 멸종위기야생동물에 해당하는 포유류
-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참조

라

위반시 조치사항

라-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70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음식물 또는 추출
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마

덫 ․ 창애 ․ 올무의 제작금지 등
누구든지 덫․창애․올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마-1. 덫 ․ 창애 ․ 올무의 제작금지
근거 규정 : 법 제10조

❒ 덫 등의 제작 금지
- 누구든지 덫․창애․올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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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학술연구, 관람․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1. 학술연구용 또는 관람․전시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허가를 받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도구(덫․창애․올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작․
소지 또는 보관하는 경우. 다만, 포획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 받은 방법에 한한다.
2.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허가를 받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도구를 제작․소지 또는 보관하는 경우. 다만, 포획
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방법에 한한다.
3.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쥐․두더지를 잡는 소형 덫․창애를 제작․판매
또는 소지․보관하는 경우

바

위반시 조치사항

바-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70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덫․창애․올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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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관련 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 시행령

가

훼손방지지역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훼손방지지역을 정할 수 있음

가-1. 훼손방지지역 지정
근거 규정 : 법 제40조, 시행령 제35조

❒ 지정권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정 기준
1. 해수욕장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 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2. 도로 또는 철도변에 있는 숲․거목 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경우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가. 자연휴식지 안의 숲․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나.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및 전통․생태마을 등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거나
지역주민의 정서상 보전의 가치가 큰 경우
다. 그 밖에 암석․암벽․폭보․해안선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정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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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위제한
훼손방지지역 내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출입·취사·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음

나-1. 행위 제한
근거 규정 : 법 제40조, 시행령 제35조

❒ 훼손방지지역 내 제한행위
1.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2. 출입․취사․야영 행위 제한

다

위반시 조치사항

다-1. 과태료 등
근거 규정 : 당해 지방자체단체 조례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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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각물질의 흡입 ․ 판매 등 금지
관련 법령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시행령

가

환각물질이란?
환각물질이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가-1. 환각물질의 종류
근거 규정 : 시행령 제25조

❒ 환각물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함
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콜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
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3. 부탄가스

나

흡입·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하
여서는 아니됨

나-1. 흡입 ․ 판매 등의 금지
근거 규정 : 법 제43조

❒ 흡입·판매 등의 금지행위
-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 금지
-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환각물
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Ⅴ.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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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반시 조치사항

다-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58조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
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
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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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축사육 제한
관련 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령

가

가축사육의 제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

가-1.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
근거 규정 : 법 제8조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당해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음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가-2. 축사 이전명령 등
근거 규정 : 법 제8조제2항, 제3항

❒ 가축 사육자에 대한 축사 이전명령
-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축사의 이전을 명 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축사의 이전
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
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함

Ⅴ.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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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3. 재정적 지원 등
근거 규정 : 시행령 제5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축사의 이전명령을 하는 경우 이전비용 등을 보상하여야 함
- 보상대상 : 이전대상 시설 중 축사ㆍ처리시설 및 그 밖에 축사와 관련된 공작물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
여야 함
1. 축사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축사 등을 당초 목적으로 사
용할 수 없는 경우
2. 축사 등의 이전비용이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경우 축사 등의 소유자 등과 미리 협의
하여야 함

나

위반시 조치사항

나-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50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나-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53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8조제1항의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여 그 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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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공산품(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 제한
관련 법령 : 하수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특정공산품 사용금지

가

특정공산품이란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를 말하며,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
용을 제한함

가-1.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
근거 규정 : 법 제33조제2항, 시행령 제23조,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 ․ 사용의
금지(환경부 고시)

❒ 금지 대상
- 주방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오
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
❒ 판별 방법
구분

주방용오물분쇄기

음식물류 폐기물감량기기

확인
방법

○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하여 고
형물이 오수와 함께 하수관거
로 배출되도록 한 장치
※ 분쇄물에 미생물만 접종하여
하수관거로 배출하는 장치
포함

○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한 후 탈수, 건
조 등을 거쳐 고형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 장치
○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한 후 고형물을
저장하여 미생물을 이용한 액상분해
소멸한 후 배출하는 장치

근 거

○ 「하수도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23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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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정공산품 사용제한의 예외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
하는 경우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을 할 수 있음

나-1. 연구·시험 주체 및 규모
근거 규정 : 법 제33조제1항,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

❒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형식, 성능, 하수도의 수용능력 등을 연구·시험하기
위하여 아래의 주체가 해당규모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1.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 독립된 하수의 배수분구(排水分區) 및 처리시설을 갖춘 지역에서 1천 미만 가
구를 시범대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
단체출연연구기관, 대학교의 부설 연구소
- 독립된 하수의 배수분구 및 처리시설을 갖춘 지역에서 200 미만의 가구를 시
범대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나-2. 연구·시험 승인
근거 규정 : 법 제33조제1항,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2항

❒ 주방용 오물분쇄기 형식, 성능, 하수도의 수용능력 등 연구·시험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나-3. 연구·시험 계획서 작성방법
근거 규정 : 법 제33조제1항,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3항

❒ 연구·시험 계획서 제출시 포함할 사항
- 연구·시험의 목적 및 내용
-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설치지역 및 사용자
-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확보방안 및 수량
- 사후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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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반시 조치사항

다-1. 행정형벌
근거 규정 : 법 제76조제2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다-2. 과태료
근거 규정 : 법 제80조제3항 제7호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자
❒ 과태료 부과기준 : “시행령 별표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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