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대기관리 정책변천과 대기오염도 추이

국립환경연구원  나 진 균

목   차

 I. 대기오염문제의 태동

Ⅱ.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법령의 변천

Ⅲ. 대기오염물질과 대기오염전망

Ⅳ. 대기오염관리정책의 변천

Ⅴ. 대기환경기준과 오염도추이

Ⅵ. 대기오염배출허용기준의 변천

Ⅶ. 자동차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

Ⅷ. 인용․참고문헌



- 2 -

 I. 대기오염문제의 태동

    우리 나라 공장에서 아황산가스 배출허용기준이 43,000ppm인 적이 있었고, 필자가 환경분

야에 입문하여 대기오염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한 1979년도에는 2,400ppm이었다.  이는 고유황 

중유를 태워 아무런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굴뚝으로 내보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수치이다.  

당시에는 한마디로 법은 정하 으나 대기오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대기오염 배출원은 산업시설, 운송을 위한 자동차 등과 주거생활에 따른 난방․취사시설, 

노천소각, 산불, 쓰레기 매립지 발생가스, 공사장․도로․야적장․나대지 등에서의 비산먼지,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외부 유입 등 매우 다양하다.  이 중에서도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내보

내는 것은 산업시설, 자동차, 주거용 난방시설이고, 우리 나라 대기관리 정책은 이들을 관리하

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우리 나라 도시 대기오염이 아주 옛날부터 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필자가 본 ‘65∼‘66년도 서울 하늘은 맑고 깨끗하 다.  새싹이 돋는 봄 파고다 공원 

옆에 있던 종로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나른하여 밖에 나오면 햇볕은 따사롭고, 공기는 매우 상

쾌하 다.  오히려 직사광선을 피하여 새들 소리 들리는 그늘을 찾곤 하 다.  남산에 올라가

면 서울이 아주 멀리까지 보 으며, 지금처럼 부옇게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기억된다.  

여름철 비온 뒤 무지개도 많이 보 고, 저녁 노을도 아름다웠다.  겨울에는 춥고 눈도 많이 왔

으나, 당시 가정 난방용 연료는 19공탄(무연탄), 취사를 위해서는 소형 석유(등유)곤로가 거의 

모두이었다.  주요 거리는 전차가 다녔고, 간혹 대형버스, 지금의 봉고차 비슷한 승합차, 그리 

많지 않은 택시 등이 대중교통 수단이었다.  왕복 4차선이던 종로거리는 교통체증이 있었다는 

기억은 전혀 없다.  ’65년도에 우리 나라 자동차 수는 고작 4만대이었다.  그 때는 대기오염 배

출량이 서울의 대기환경용량을 초과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 나라는 4․19혁명, 5․16군사정변을 비롯한 ‘60∼‘63년 사이의 정치적 격동기를 거치

면서 새로운 정부에 의하여 공업화를 통한 고도성장 전략이 수립되었고, 그 일환으로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62∼’66년)이 추진되었다.  이 시기는 주로 기간산업과 사회간접자본을 확

충하는 것, 즉 원조에 의존하던 소비재를 수입대체공업으로 육성하고 자력 공급력을 증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PVC, 정유, 자동차조립 등이 신규공업형태로 나타났고, 외국자본 등에 의하

여 비료공장이 확충되었으며 정유시설이 건설되었다.  또한 석유화학공업 개발이 착수되어 나

일론, 비스코스, 레이온, 아크릴 등 화학섬유산업이 태동되었다.  시멘트, 비료, 정유, 화학섬유 

등 기간산업 육성에 주력하던 이 때는 건설 단계에 있거나 소규모이었기 때문에 대기오염문제

는 그다지 부각되지 않았다.

    여기에서 당시의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단면을 잘 나타내고 있는 울산시 공

업탑 탑문내용(현 울산산업단지 기공식 치사문)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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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업센타 기공식 치사문

  사천년 빈곤의역사를 씻고 민족숙원의 부귀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곳 

울산을 찾아 여기에 신공업도시를 건설하기로 하 습니다.

  루르의 기적을 초월하고 신라의 성을 재현하려는 ………………………… 

중  략

  제 2차 산업의 우 찬 건설의 수레소기라 동해를 진동하고 공업생산의 검은   

연기가 대기속에 뻗어 나가는 그날엔 국가민족의 희망과 발전이 눈앞에 도래하

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 

후  략  

1962년 2월 3일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육군대장 박 정 희

    요즘 시절에 정부가 이런 내용의 을 발표한다면 아마도 온 나라가 들끓었을 것이다.  제 

2차(‘67∼‘71년), 제 3차(’72∼’76년), 제 4차(‘77∼‘81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는 20년 

동안 우리 나라는 완전히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석유화학분야 등의 산업시설을 고

루 갖춘 중화학공업국가로 탈바꿈하 으며, 박정희 정권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 후

에도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계속 이어지지만 그 간 20년 동안의 개발 덕에 우리 나라는 빈

곤의 늪에서 헤어날 수 있었으나 생태계와 환경파괴라는 씻을 수 없는 멍에를 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인구집중에 따른 도시의 비대화, 교통량의 급증은 필연적이고도 당연하 다. 대부

분 분지형태로 조성된 우리 나라 대도시들에는 연탄 등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부유먼지 등이 쌓여만 갔다.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는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시기이다.  이 

전에는 환경오염문제가 언론에서조차 보도되는 일이 드물었으나 이 시기에 들어서 대도시 대

기오염으로 아황산가스, 부유먼지, 산성비, 대기 중 납 등이 논란이 되었고, 런던․LA스모그의 

사례가 자주 거론되었으며, 공단주변 특히, 울산․온산공단 주변 주민 이주 문제가 큰 이슈로 

등장하 다. ‘63년에 환경과 관련하여 최초로 “공해방지법”을 제정한 것으로 보아 환경문제에 

대하여 당시의 정부가 전혀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70년대 말까지 이 

법은 거의 시행되지 못하고 사문화되었다.  “울산공업센타기공식 치사문”에서 보듯이 환경문제

는 개발논리에 의해 저 멀리 뒷전으로 려났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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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 법을 이어받은 “환경보전법”이 제정(‘77. 12. 31)되면서 본격적인 환경관리가 시

작되었다. 이 법에 따라 국립환경연구소(현 국립환경연구원)가 보사부 소속으로 설립(’78. 7)되

었고, 환경청(현 환경부)이 보사부 외청으로 창설(‘80. 1)되었다. 학계는 학계대로 사회의 수요

에 맞추어 대학에 환경관련 학과들이 신설되기 시작하 고, 그 간 미미하 던 대기오염분야 연

구도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 다. ’83년에는 드디어 당시 학계, 연구계, 관계, 산업계 등의 몇

몇 뜻 있는 학자들이 모여 한국대기보전학회(현 한국대기환경학회)를 탄생시키게 된다.

    이 후로 필자는 대기오염관련 법령과 관리정책의 변천, 대기환경기준과 오염도의 추이, 배

출허용기준의 변천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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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법령의 변천

    한 나라의 법령은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 한 것이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살아 움직인다.

대다수의 사람들(국민 또는 국회의원)이 옳다고 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법이 되고 바로 규

범이 되는 것이다. 시대가 바뀌면 새로운 문화․문명이 발생되고 이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게 되어 옛날에 옳던 것이 그른 것으로 바뀌어 자연히 사회 규범도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 나라 대기환경 법령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난다.

 

    60∼70년대에는 개발논리에 려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한 공해방지법, 80년대에는 환경오염

의 사회문제대두에 따른 환경보전법, 90년대 이후의 고도의 사회적 욕구에 맞추기 위한 대기환

경보전법 등 매체별 개별법들이 바로 그러하다. 또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번 조금씩 

바뀌면서 사회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재미있기도 하고 서 프게 느껴지기도 한다.

    우리 나라 법 체계는 입법부에서 정하는 법률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행정부가 제정하

는 시행령(대통령령), 이를 보조하기 위하여 부처의 장이 제정하는 시행규칙(장관훈령), 기타 

고시로 이루어져 있다. 아래에 열거한 법령들의 제․개정 내용들이 일부 누락되기도 하 으나 

대체로 흐름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1. 공해방지법 및 시행령

ㅇ 1963 공해방지법 제정(법률 제14-36호, 전문 21조)

 - 1969. 11 동법 시행령 제정

ㅇ 1971.  1. 22 동법 재구성(법률 제2305호, 전문 27조)

 *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중심으로 설치허가, 취소, 이전법령조항 추가

 * 행정부 담당과 설치 인정, 공해방지협회 조직(연구, 기술개발기능 부여)

ㅇ 1978.  7.  1 환경보전법 시행으로 동법 폐지

   2. 환경보전법 및 시행령

  ㅇ 1977. 12. 31  환경보전법 제정(법률 제3078호, 전문 11장 70조, ‘78. 7. 1 시행)

    * 환경기준설정, 환경 향평가제 실시, 환경오염 상시측정, 국립환경연구소 

설치, 특별대책지역 지정, 사업자의 환경오염방지비용 부담제 도입

   - 1978.  6. 30   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9066호, ‘78. 7. 1 시행)

  ㅇ 1979. 12. 28  제1차 법개정(‘80. 1. 1 시행)



- 6 -

  * 환경청 발족, 연료별 황함유기준 설정, 배출시설 자가측정대행제도 도입,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정비 등 명령

   - 1980.  8.  6   시행령 1차 개정(대통령령 제9989호, ‘80. 8. 6시행)

  * 방지시설업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요건 명시

   - 1981.  1.  7   시행령 2차 개정(대통령령 제10153호, ‘81. 1. 7시행)

    * 방지시설업의 등록신청 간소화

  ㅇ 1981. 12. 31  제2차 법개정(법률 제3505호, ‘82. 7. 1 시행)

  * 환경오염측정망 설치고시, 사업자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조치, 배출부과금 

제도 도입

  ㅇ 1982. 12. 31  제3차 법개정(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따른 문구 조정)

   - 1983.  4. 13   시행령 3차 개정(대통령령 제11101호, ‘83. 5. 13 시행)   

  * 환경 향평가 대상사업 구체적 명시, 환경기술 감리단 구성․운 , 배출부

과금 산정기준․부과절차 설정, 운행중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항목에 

탄화수소 추가

   - 1985.  3. 30   시행령 4차 개정

  * 환경보전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11672호, ‘85. 3. 3)에 따른 조문 조정

  ㅇ 1986. 12. 31  제4차 법개정(법률 제 3903호, 전문 11장 98조 및 부칙, '87. 4. 1 시행)

    * 환경 향평가 대상을 민간인 사업에까지 확대, 환경기준 유지곤란한 곳 등

의 지역에 배출시설 설치 제한, 배출부과금 부과기간을 배출허용기준 초과

기관과 일치시킴.  자가측정대행자 지정요건강화 및 수 제한. 비산먼지 규

제, 자동차 연료첨가제 유해성 여부 심사, 화학물질심사제 도입 및 유해화

학물질 제조․수입․유통 금지 또는 제한, 배출시설 조업 정지등과 자가측

정대행자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시 의견진술 청문제도 도입

   - 1987.  4. 10   시행령 5차 개정(대통령령 제12139호, '97. 4. 10 시행)

    * 소속기관 및 지자체장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 권한 위임범위확대(환경오염

도 상시 측정, 측정대행자의 지정․취소․ 업정지, 방지시설업의 등록․

취소․ 업정지등

   - 1987.  6.  4   시행령 6차 개정(대통령령 제 12172호, '897. 6. 4 시행)

  * 배출 및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자진신고 시 배출부과금 부과 차등관리, 배

출부과금 산정지수를 물가상승율에 연동, 신고대상 제조․수입 화학물질의 

범위설정, 공단지역 사업장 및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 관할권을 시․도

지사에서 지방환경청장으로 이관

 ㅇ 1991.  1. 31  환경정책기본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 개별법 제정으로 동법 및 시행령 등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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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환경정책기본법 및 시행령

ㅇ 1990.  8.  1  환경정책기본법 제정(법률 제4257호, 전문 5장 41조 및 부칙, '91. 2. 1 시행)

                 * 환경기준, 기본시책, 자연환경보전, 환경 향평가, 분쟁조정․피해구제, 환

경보전위원회․자문위원회․협회 등의 필요조항을 규정

     ※ 환경보전법 대신 환경정책기본법을 상위법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개별법 제정

   - 1991.  2.  2   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13303호, ‘91. 2. 2 시행)

   - 1991.  9.  7   시행령 1차 개정(대통령령 제13462호)

 ㅇ 1991. 12. 31  제1차 법개정(법률 제4492호, '92. 7. 1 시행)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내용정리     

   - 1992.  7. 21  시행령 2차 개정(대통령령 제13699호)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용정리

     ※ 이 후로도 계속하여 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었음

   4. 대기환경보전법

  ㅇ 1990.  8.  1  대기환경보전법 제정(법률 제4262호, '91. 2. 2 시행)

   * 환경보전법중에서 대기보전관련조항을 분리하여 개별법으로 정비하고, 연

료사용량 및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화를 예방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ㅇ 1991. 5. 31   제1차 법개정(법률 4389호, ‘91. 5. 31 시행)

   * 조업정지명령이나 허가취소를 받고도 그 배출시설․ 방지시설을 운 한 

자의 벌칙조항 강화

  ㅇ 1992. 12. 8   제2차 법개정(법률 제4535호, ‘93. 6. 8 시행)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양도․양수되거나 임대차된 경우 등에 있어서 동 

시설의 운 책임소재를 명백하게 하고, 벌칙을 현실에 맞게 조정

  ㅇ 1993. 6. 11   제 3차 법개정(법률 제4561호, ‘93.12.11시행)

     * 건설기계관리법 개정(건설기계정비․대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행정규제완화)에 따라 내용 조정

  ㅇ 1993. 12. 27  제 4차 법개정(법률 제4652호, ‘94.6.27시행)

   * 배출시설의 설치완료신고제도를 가동개시의 신고제도로 전환하고, 방지시

설설치면제승인시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를 받도록 하던 제도를 폐

지하며, 측정대행자의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함과 아울러 정수제한규정

을 삭제하는 한편, 벌칙 중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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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1994.  1.  5  제 5차 법개정(법률 제4714호, ‘95.1.5시행)

   * 환경개선특별회계법(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확충방안을 마련하고, 환경

개선부담금․폐기물부담금 등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의 확대에 따라 마련된 

재원이 민간기금 및 정부관리기금에서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이를 

통합)에 따라 내용 조정

  ㅇ1995. 12. 29  제 6차 법개정(법률 제5094호, ,96.7.1시행)

   * 일정규모 이하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하고, 사업자가 오염물질배출을 자율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오

염물질배출량에 비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운행중인 자동

차의 배기가스점검을 강화하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시․도지사가 관

할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시책을 직접 추진하도록 함

  ㅇ1995. 12. 29  제 7차 법개정(법률 제5096호, ‘96.6.29시행)

   * 환경기술개발계획의 내실있는 추진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의 사전예방기능

을 확대하도록 하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환기법) 개정에 따라 내

용 조정 

  ㅇ1997. 8. 28   제 8차 법개정(법률 제5388호, ‘98. 1. 1 시행)

   *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사항을 반 ,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기준을 대통령령

으로 명확히 정함

  ㅇ1997. 12. 13  제 9차 법개정(법률 제5453호, ‘98. 1. 1 시행)

    *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

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관련규정을 삭제

  ㅇ1997. 12. 13  제 10차 법개정(법률 제5454호, ‘98. 1. 1 시행)

   *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의하여 부처 명칭조정, 타 법률의 개정으로 인

한 인용조문 위치 변경 등 관련 법규정 일괄 정비

  ㅇ1999.  2.  8  제 11차 법 개정(법률 제5871호, ‘99. 8. 8 시행)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변경대상을 환경부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환경부장관이 환경측정기기제작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및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며, 대기환경보전

법․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규정되어 있는 측정대행업 

관련사항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율에서 통합하여 규정하는 등 환

기법 개정에 따름

  ㅇ1999.  4. 15   제 12차 법 개정(법률 제5961호, ‘99. 10. 15 시행)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환경관리인 변경명령제도를 

폐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대기환경규제지역안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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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배출가

스검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대도시지역의 대기의 질을 개선

하도록 함  

  ㅇ2000.  2.  3   제 13차 법 개정(법률 제6262호, ‘00. 6. 3 시행)

   * 환경기술개발의 범정부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종

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우수한 환경기술의 사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기술평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재료 및 제품의 환경

친화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성적표식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환기법 개정에 

따름

  ㅇ2002.  2.  4   제 14차 법 개정(법률 제6656호, ‘03. 3. 1 시행)

   *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

는 공익사업 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제도를 2003년 1월 1일부터

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통합함에 따라 내용 

조정

  ㅇ2002. 12. 26   제 15차 법 개정(법률 제06826, 전문 7장 60조 및 부칙, 2003. 6. 27 시행)

   * 도시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유사용자동차를 무공해․저공해 자동차로 전환하거나 배출가스저

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후차량의 배출가스

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정 검사제도를 도입하고, 불법 제조

된 유류제품 등을 자동차 연료․첨가제로 공급․판매․사용하는 것을 금

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참고로 ‘90년에 그간의 환경보전법을 대체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을 상위법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17개의 개별법을 제정하 다. 이후로도 다수의 환경관련 개별법들이 제정되

어 선진국과 같이 복수법 주의를 취하게 되었다(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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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법의 변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후

ㅇ공해방지법('63)………▶ 환경보전법('77)…………… …………………………▶ ㅇ환경정책기본법(‘90)

ㅇ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90) → 환경분쟁조정법(‘97)

ㅇ소음․진동규제법(‘90)

ㅇ수질환경보전법(‘90)

ᄋ대기환경보전법(‘90)

ㅇ자연환경보전법(‘91)

ㅇ환경개선비용부담법(‘91)

ㅇ환경 향평가법(‘93) →환경․교통․재해에관한 향평가법(‘99)

ㅇ토양환경보전법(‘93)

ᄋ환경개선특별회계법(‘94)

ᄋ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96)

ᄋ호소수질관리법(‘97)

ᄋ지하수법(‘97)

ᄋ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98)

ᄋ습지보전법(‘99)

ᄋ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99)

ᄋ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00)

ᄋ 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02)

ᄋ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02)

ᄋ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02)

ㅇ독물 및 극물에관한

  법률(‘63)
……………………………… …………………………▶ ㅇ유해화학물질관리법(‘90)

ㅇ해양오염방지법(‘78)…… …………………………▶ ㅇ해양오염방지법(‘93)

ㅇ오물청소법(‘61)………… ……………………………▶ ㅇ폐기물관리법(‘86)…▶

ㅇ폐기물관리법(‘91)

ㅇ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91)

ㅇ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92)

ㅇ합성수지폐기물처리

 사업법(‘79)
…………………………▶

ㅇ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93)

ㅇ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그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95)

ㅇ한국자원재생공사법(‘93)

ㅇ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 

(‘83)……………………▶

ㅇ환경관리공단법(‘94)

ㅇ환경법죄의처벌에관한 특별 조치법(‘91)

 →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99)

ᄋ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 에관한법률(‘00)

ㅇ하수도법(‘66)

ㅇ수도법
……………………………… …………………………▶

ㅇ하수도법(‘94)

ㅇ수도법(‘94)

ㅇ먹는물 관리법(‘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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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기오염물질과 대기오염전망

   1. 대기오염물질 지정    

    우리 나라 대기환경보전법 제1장 제2조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의 규정을 “대기오염이 되는 

가스․입자상 물질 또는 악취물질”로 정하고 있다.  대기 중으로 배출된 오염물질들은 여러 가

지 형태로 존재하면서 대기의 혼합과 확산 또는 화학적 변화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연정화도 일어나는데 대기의 오염정도가 자연정화작용에 의한 자정능력의 한계를 초과하게 

되면 대기오염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대기오염물질은 도시지역이나 공단지역에서의 국지적 오염현상뿐만 아니라 산성비,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와 같은 광역적 오염현상에 이르기까지 직접 또는 간접적인 형태로 인체 또는 

생태계에 피해를 주게 된다.

    환경보전법 제정(‘77년) 당시 동법 시행규칙에는 입자상물질, 석면,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

염물질과 물환경 등 다른 매체의 오염물질인 암모니아성질소, 대장균군까지 총 55개 물질을 

“오염물질”로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기환경보전법 제정(’91년)시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황산

화물”과 같은 가스상물질, “입자상물질” 및 여기에 포함된 중금속류 등 47개 물질을 “대기오염

물질”로 지정하 고, 이 중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등 16종을 “특정대기유해물질”이라 정하

다.  그 후 ‘97년 12월부터 “대기오염물질”로 “클로로포름”, “포름알데히드” 등 7종을 추가(일부

항목은 조정)하여 52종(아래 표 참조)으로 확대․지정하 고, 이 중 “특정대기유해물질”도 25종

으로 하여 관리하고 있다.  대기오염의 정의를 떠나서 대기환경 중에 배출(인위적이든 자연적

이든)되어 인체나 자연에 피해를 줌으로서 관리가 필요한 어떤 물질도 대기오염물질로 지정될 

수 있다. 따라서 지정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수도 매우 가변적인 것이다.

우리 나라의 대기오염물질 

 1. 입자상물질 14. 암모니아 27. 아닐린 40. 석면

 2. 브롬 및 그 화합물 15. 질소산화물 28. 벤젠 41. 니켈 및 그 화합물

 3.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16. 황산화물 29. 스티렌 42. 염화비닐

 4. 바나듐 및 그 화합물 17. 황화수소 30. 아크롤레인 43. 다이옥신

 5. 망간화합물 18. 황화메틸 3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44. 페놀 및 그 화합물

 6. 철 및 그 화합물 19. 아황화메틸 32. 시안화물 45. 베릴륨 및 그 화합물

 7. 아연 및 그 화합물 20. 메르캅탄류 33. 납 및 그 화합물 46. 프로필렌 옥사이드

 8. 셀렌 및 그 화합물 21. 아민류 34. 크롬 및 그 화합물 47.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9. 안티몬 및 그 화합물 22. 사염화탄소 35. 비소 및 그 화합물 48. 클로로포름

10. 주석 및 그 화합물 23. 이황화탄소 36. 수은 및 그 화합물 49. 포름알데히드

11. 텔루륨 및 그 화합물 24. 탄화수소 37. 구리 및 그 화합물 50. 아세트알데히드

12. 바륨 및 그 화합물 25. 인 및 그 화합물 38. 염소 및 그 화합물 51. 벤지딘

13. 일산화탄소 26. 붕소화합물 39. 불소화물 52. 1-3부타디엔

     * 표 중 1∼21, 24, 25, 26, 29, 30, 37번 물질 외 나머지 25개 물질은 "특정대기유해물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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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기오염 전망

    인구 도가 세계적으로 최 상위권에 속해있는 우리 나라는 5대 도시가 차지하는 행정구역

상의 면적이 전국의 약 2.5%에 불과하나 이들 지역의 인구수는 전체인구의 약 45%를 점유하

고 있고 서울은 약 0.6%의 면적에 약 25%에 해당하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이 도시

의 집중도가 높고 인구 집도가 높은 국가의 도시대기오염은 농어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심하게 느껴지며, 실제로도 높게 나타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만큼  

미치는 건강피해도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해 질 수 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인구사망률 통계

는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효과적이고도 지속적인 대처방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

다.

    우리 나라 도시지역 대기오염은 공업화의 기치아래 국토개발과 산업화를 이룩한 60∼70년

대와 국민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소비 패턴이 변화되는 80년대의 조정기, 그리고 고도 산업사회

로서 높은 복지수준을 요구하는 90년대를 거치면서 매우 큰 변화를 겪어왔다. 또한 전국적인 

대기오염도의 변화와 이의 원인이 되는 대기오염 배출원도 함께 달라져 왔다.

    대기오염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우리 나라가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시도한 70년대부터이다.  이때는 주로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와 주변 환경의 파괴현상으로 나타났으며, 공장으로부터 배출되는 화학물질과 연료의 

연소에 의해 배출되는 연소가스가 주된 원인이었다.  도시지역에서는 무연탄이나 중유에 의한 

난방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저질 연료의 연소결과 발생되는 아황산가스나 먼지 등이 

일차적인 문제의 대상이 되었다. 8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에너지 사용량

의 급격한 증가가 이어졌고 산업시설이나 발전시설 등의 규모와 수가 급격히 팽창하 다.

    그러던 것이 80년대 후반과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자동차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생활

수준의 향상과 관련하여 냉․난방 수요의 증가, 그리고 각종 화학물질 사용의 증가 등으로 인

하여 대기의 오염현상은 상당히 달라지게 되었다.  특히 인구 도가 높고 자동차 보유대수가 

많은 도시지역의 대기오염현상이 심화되고 오염의 형태도 많이 변화되었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오염문제는 도시공간의 점령, 주차문제의 심각성, 만성적 체증문

제와 더불어 도시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 생각하게 되었다. 60년대 중반  전

국적으로 4만대, 80년대 초 50만대 수준이었으나 88서울올림픽 개최시기에 200만대, ’02년 월드

컵이 열린 시기에는 1,300만대, ‘10년에는 2,0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로만 진행된

다면 자동차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관리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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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대기오염현상 주요 배출원

70년대

<초기 오염현상>

산업시설 설치로  주변지역 피해
대형산업시설,

가정용 난방

고 유황화석연료 소비증가로

도시지역 SO2, CO 등 문제대두
 

↓ ↓

80년대

<배출량 증가>

경제규모 확대로 각종 산업시설

 배출량 증가
열원시설, 산업시설

에너지 사용량 증가로 도시지역

 오염도 증가

↓ ↓

90년대

<이차 오염현상>

자동차 증가로 도시 대기 질 악화 자동차․석유화학 등 

관련산업, 용제사용 시설, 

소각시설
유해 화학물질 사용량 증가로

 미량 유해물질 오염도 증가

↓ ↓

00년대

<이차오염심화>

자동차 폭증으로 광화학스모그

 현상 심화

자동차 및 관련시설,

용제사용 시설, 소각시설, 

황사 등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 증가, 시정악화 지속

대기오염현상의 변화 과정

    특히 수도권지역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전국적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스모그 문

제는 일부 계절을 제외하고는 거의 연중 관찰되고 있다.  여름철의 광화학 스모그 현상은 오존 

및 광화학적 산화물 농도의 급격한 증가현상으로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겨울철에는 안개

현상과 낮은 혼합고와 함께 자동차 및 난방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상시적 스모그 

현상, 봄철에는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현상과 복합된 오염현상으로 인한 스모그 등 다양한 요

인에 의하여 이러한 대기질 악화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간 총 에너지 사용량 측면에서 볼 때 ‘70년 당시 2,000만 TOE(tonnes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톤수), ’80년에 4,400만 TOE수준이던 것이 88올림픽 개최시기에 7,500만TOE 수준으

로 증가하 고 월드컵이 개최된 ‘02년에는 2억TOE 수준으로 증가하 다.  대체적으로 10년에 

2배의 에너지 사용량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교통량이 많고 에너지 이용 도가 

매우 높은 대도시지역의 대기 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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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소비량의 급격한 증가는 필연적으로 지구온난화 물질의 다량 발생이라는 문제를 일으

키고 기후변화 협상에서의 우리 나라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지구온난화 문제

는 비단 에너지문제 또는 국제협약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대기 질 문제, 자동차공해 및 미래 

자동차의 개발문제, 새로운 연료형태와 결부하여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한편, 화학물질의 사용량과 관련한 유독물의 유통량을 보면 과거 ‘90년경보다 2배 가량이 

증가하여 ’99년에는 전국적으로 약 3,000만 톤이 유통되었다.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도입

과정에서 유해성심사를 거치지만 대부분의 기존 화학물질은 아직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고 관련 업계나 취급자들도 이들의 위해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지 않는 형편이다.  

화학물질배출량조사 결과를 보면 이 중 상당부분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물질의 흐름과 생태계 및 인체에 대한 노출 등을 조사하고 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수행하

기 시작하 으나 아직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대기의 상태에 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변화되고 있다.  국내적으

로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절대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 자동차 대수의 급격한 증가, 각종 화학

물질 사용량의 증가와 새로운 배출원의 등장, 예를 들어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소각장, 불법 소각행위의 증가 등이 큰 압박 요인이 되었다.  국외적으로는 

중국의 급격한 산업화와 이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의 급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증가는 장거

리이동현상에 따라 우리 나라 대기오염 상황을 더욱 가중시키는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 15 -

Ⅳ. 대기오염관리정책의 변천

   1. 기본방향의 설정과 80년대 대기관리정책

   가. 기본방향 설정과정

    제 5공화국 헌법 제33조에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

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

적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천명하 고, 지표의 하나인 복지 사회건설을 위하여 국민

의 환경기본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제 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환경보전 부문의 정책목표를 “경제성정과 환경보전의 강화”라고 하 으며,  

이러한 헌법상 환경권을 구현하기 위하여 ‘81년 개정된 환경보전법 제1조에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

함”을 그 목적으로 선언하 다.  이것은 그 동안 환경관리정책의 수립, 시행에 있어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국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써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대 전환점이 되었다.

    환경보전법은 기초과정에서 전문분야별 학계의 의견을 수렴시켜 종래의 보

건․.위생법적 성격을 띤 공해방지법을 전면적으로 개편․강화시킨 법이었다.  즉 

환경기준의 설정, 환경 향평가의 실시,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환경기술감리단의 설

치, 사업자에 대한 오염방지 비용부담 등 환경행정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이 마련

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선진 환경행정구현을 위한 제도의 마련 등이 미흡한 상태

으며 성장 기반의 지속 및 확충이라는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려 법의 시행은 

소극적․형식적인 범위에 머물 다.

    ‘77년 12월 31일 제정된 환경보전법중 대기환경관리상 중요사항은 SO2에 대한 

환경기준의 설정과 환경 향평가제도의 도입이었다.  그 당시 아황산가스의 환경기

준은 0.05ppm이었으며, 측정방법(용액전도율법과 중화적정법)에 따라 적용하는 방

법이 각각 달랐다.  즉 『(1)용액전도율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연간을 통하여 1시간

치의 1일 평균치가 0.05ppm 이하인 일수가 70%이상 유지되고 1시간치가 0.15ppm

이하이어야 한다.  (2)중화적정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연간을 통하여 24시간 평균치

가 0.05ppm 이하인 일수가 70%이상 유지되고 24시간치가 0.15ppm이하이어야 한다.  

(3)이 기준은 공업지역차도 기타 일반공중이 통상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지역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정하고 있었다.

    아울러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환경기준을 자치단체의 장이 설정할 수 있는 제

도적 장치도 담고 있었다.  이 중 환경 향평가제도의 도입은 관련 근거법을 바탕

으로 해서 제도화시킨 나라로서 미국(‘69년),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스웨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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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세계 다섯 번째 국가이었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를 정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새롭게 규정하 으

며, 자동차 배출가스를 규제하기 시작하 다. 배출가스규제를 위한 실질적인 방법으

로는 배출부과금제도의 실시와 환경오염방지기금 운 을 통한 방지시설 설치 유도

가 있었다. 80년대의 대기오염문제, 특히 도시지역 대기오염 문제는 아황산가스와 

부유먼지가 주이었으며, 따라서 이 시기의 대기오염 관리정책은 아황산가스와 부유

먼지 저감대책이 중심이 되었다. 이 두 오염물질은 80년대 초기부터 중점관리를 하

으나 88서울올림픽 개최 직전까지 대기중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배출량 증가추세에 비해 대기관리정책은 뒤따라가기 바빴던 것이다. 아래 

표는 환경보전법상에 나타난 대기오염관리분야의 정책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환경보전법의 주요 개정 내용

제.개정

일  시

제  정

(‘77.12.31)

1차개정

(‘79.12.28)

2차 개정

(‘81.12.31)

4차 개정

(‘86.12.31)

주  요

내  용

o  환경기준의 설정

o 환경 향평가 제

실시

o 환경오염도 상시 

측정 및 환경연

구소의 설치

o 특별대책지역 지

정

o 연료의 황함유기

준 설정

o 자동차로부터 배

출되는 매연 등

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발산방지

장치의 정비 대

체 등을 명함

o 자동차연료의 대

체등 필요한 조

치사항을 정함

o 자가측정업무대행

o  환경 향평가의  

   대상 범위 확대

o 사업자에게 방지

시설 설치의 의

무 부여

o  환경기술감리단 

   설치

o 배출부과금 제도 

도입

o  방지기금설치 등

o 환경 향평가 대

상 민간사업까지 

확대

o 배출시설 설치허

가 제한 규정 신

설

o 비산먼지 발생사

업자에 대한 조

치사항 신설

o 자동차연료 첨가

제 제조․수입 

신고 신설

   나. 아황산가스 저감 대책

    아황산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81년 7월부터 실시한 저유황유 공급과 ’88년 

9월부터 시행한 LNG사용 의무화가 있다. 산첩체의 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는 유류, 석탄, 기체연료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당시는 유류가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었다. 유류사용과 관련한 황산화물 저감방안 중 중요한 수단은 유황분이 적

은 원유를 사용하는 방법, 정유과정에서 유황분을 제거하는 방법, 연료 배출가스중

의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방법을 들 수 있는데, 이 중 하나로서 ‘81년 7월 1일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저유황 연료유의 공급을 확대하여 왔으며, ’86년 당시까지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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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10개군에 공급하 다. 이 때의 저유황유 기준은 중질유의 경우 황함량 1.6%이하, 

경질유는 0.4-1.0%로 하 다. 또한 원유탈황을 위하여 4개정유사로 하여금 중질유

(B-C유) 5만바렐/일(직접탈황), 경질유 7만4천바렐/일(중질유분해)의 생산시설을 설

치 추진하도록 계획하 다. LPG 등 가스연료 보급률은 ‘82년 당시 전국 가구수의 

10%이었고, ’84년도에는 20%로 증가하 다. 이에 따라 LNG 도입계획과 함께 수도

권지역부터 업무․ 업용 및 공공빌딩의 시간당 2톤이상 열공급시설에 LNG사용의

무화 계획을 수립하여 ‘86년 4월부터 시행하도록 고시하 으나 LNG 도입이 원활하

지 못함에 따라 연기되었고, ’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처럼 LNG 도입이 지연되고 저유황유 공급만으로는 SO2 저감이 쉽지 않았던 

‘85년도 3월에는 수도권과 대도시권을 “연료사용 규제지역”으로 고시하여 연료사용

을 규제하기 시작하 다. 즉 수도권(13개 시.군)과 대도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대형 배출시설(환경보전법 시행구칙 제3조에 규정된 시설)은 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도록(고체연료 사용규제: 사용금지)하 고, 서울의 전지역에 있는 업무․ 업용 

및 공공빌딩에 대하여 열공급시설합이 2.톤/시간이상이면 기체연료사용, 그 이하이

면 경유를 사용토록(액체연료 사용규제)하는 등 일부 연료사용을 규제하 다.

   다. 자동차 배출가스, 비산먼지 등 저감대책

    ‘65년도 4만대, ’80년도 50만대, ‘88년도 200만대 등의 수치에서 보듯이 우리 나

라 자동차 증가 추세는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배

출가스에 대해서는 경제적이나 기술적인 이유로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가 없었다.  

’80년대는 대기 중 납이 문제로 거론되었으며 자동차에 사용되는 유연휘발유가 원

인이었다. 또한 연료규제에도 불구하고 대기 중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이 증가하 다. 이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

으로 대폭강화하고 ‘87년 7월부터의 5종의 신규제작 자동차에 대하여는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는 삼원 촉매장치가 부착된 저공해자동차를 생산 보급토록 하 으며, 아

울러 자동차 연료를 유연휘발류에서 무연휘발유로 대체토록 하 다. 그러나 경유자

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의 저감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 다.  

    골재야적장, 저탄장, 공사장, 비포장도로, 나대지, 기타 산업공정 중에서 발생하

는 비산먼지 대책으로 ‘87. 4월 비산먼지 발생원 시설관리준을 제정․고시하 고, 

특히 산업공정에 대해서는 공정시설 개량과 적정 방지시설설치 등을 통하여 저감시

키도록 노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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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기환경보전법 제정과 90년대 대기관리정책

   가. 대기환경보전법의 의의

    ‘80년에 개정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날로 

다양화․복잡화 되어 가는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90년 8월에는 

환경보전법을 매체 또는 분야별 개별법으로 개편하 다.

    ‘90년 8월 1일 법률 제4262호로 제정․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에는 특별대책지

역내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총량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 다. 무허가시설에 대한 단전․단수,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제

도, 운행자동차에 대한 결함시정명령 등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화를 

예방하는 등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 다.

    ‘91년 5월 31일 2차 개정에서는 환경범죄행위자의 벌칙을 대폭 강화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 다.

    3차 개정은 ‘92년 12월 8일에 이루어졌는데 배출시설의 양도․인수의 경우 권

리․의무관계를 정하고,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가산금, 중가산금을 부

과할 수 있게 하 다. 그리고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해서 운행할 경우 자

동차소유자에게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93년 12월 27일에는 4차 개정을 함으로써 방지시설 설치 면제승인을 할 때 환

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를 받도록 하던 절차를 폐지하고, 측정대행자의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함과 아울러 징수제한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

여 과태료로 완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다.

    ‘95년 12월 29일에는 5차 개정을 단행하 다. 즉 일정규모이하의 배출시설에 대

하여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오염물질배출량에 비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

과토록 하 다.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관리근거를 마련하고, 대기환경규제지역

을 지정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시책을 직접 추진토록 

하 고, 대기오염경보제 도입,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규제, 자동차배출가스 정기검

사제도 도입 등 대기환경정책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 다.

   나. 대기오염관리 및 규제의 강화

    아황산가스에 대한 환경기준을 최초로 설정(‘78. 7)한 후, ’83년 8월에야 6개항

목의 환경기준이 설정되었다.  배출허용기준 또한 ‘83년 8월에 그 골격을 갖추게 되

었다. 이 두 기준은 정책변화와 더불어 수시로 개정되어 왔으며, 사회의 요구에 부

응하여 점점 강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대기관리 정책은 목표설정(환경기준)이 이

루어지면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차적인 수단(규제 : 배출허용기준)과 부수적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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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들로 나타난다. 아황산가스에 대해서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한 연료규제가 따르

게 되며, 질소산화물과 오존, 시정을 악화시키는 미세먼지 등은 ’90년대의 주요 대

기오염문제로써 자동차 폭증이 주원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황산가스저감대책과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 대책이 ‘90년대의 대기오염관리정책의 축을 이루고 있다.

   다. 아황산가스 저감대책

   1) 저유황유 공급확대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과 주요 지방도시의 아황산가스 오염도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81년에 연료용 유류의 황함유기준을 B-C유는 4.0%에서 1.6%이하, 경유는 

1.0%에서 0.4%이하로 강화하여 그 공급을 시작하 다.  정유회사의 탈황 및 분해시

설 설치가 일부 완료됨으로서 ’93년부터는 유류의 황함유기준을 한 단계 더 강화

(B-C유 : 1.6%→1.0%이하, 경유: 0.4%→0.2%이하)시킨 유류의 사용을 의무화하여 

‘95년 말 현재 B-C유는 서울․부산․대구 및 수도권 21개 시․군에, 경유는 전국 

주요도시 38개 시․군에 공급하고 있다.  ’96년에는 연료사용규제고시를 개정하여 

저황유의 함유기준을 강화(B-C유 : 1.0%→‘97년부터 0.5%→2001년부터 0.3%, 경유 

: 0.2%→0.1%)하고, 공급지역도 단계적으로 확대하 다.

황함량 규제기준과 저황연료 공급 확대 추이

구분 1981 1982 1988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9 2000

B-C유
서울시

(1.6%)

8개시․군

(1.6%)

27개시․군

(1.6%)

34개시․군

(1.6%)

18개시․군

(1.6%)

20개시․군

(1.0%)

17개시․군

(1.6%)

21개시․군

(1.0%)

19개시․군

(1.6%)

22개시․군

(1.0%)

42개시․군

(1.0%)

37개시․군

(1.0%)

24개시․군

(0.5%)

0.5%지역

을 제외한 

전국(1.0%)

56개시․군

(0.5%)

0.5%지역

을 제외한 

전국(1.0%)

56개시․군

(0.5%)

경유
서울시

(0.4%)

8개시․군

(0.4%)

27개시․군

(0.4%)

34개시․군

(0.4%)

38개시․군

(0.2%)

38개시․군

(0.2%)

41개시․군

(0.2%)

63개시․군

(0.1%)

전국

(0.1%)

전국

(0.1%)

전국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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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LNG사용 의무화 확대

    환경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청정연료

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즉 ‘88년부터 서울특별시내의 보일러 용량 2톤 이상 빌

딩(업무, 업, 공공용)에 청정연료 사용을 의무화시킨 바 있으며, ’91년에는 서울시

내의 보일러 용량 0.5톤 이상 빌딩 및 평균 전용면적 30평 이상, 수도권지역(14개

시)에는 보일러 용량 2톤 및 전용면적 35평 이상의 중앙 난방식 아파트에 대하여 

청정연료로 대체하 다.  ‘92년에는 서울특별시의 전용면적 25평 이상, 수도권지역

의 보일러 용량 0.5톤 이상 빌딩 및 평균 전용면적 30평 이상의 중앙 집중 난방식 

아파트의 연료를 청정연료로 대체하 다. ’93년 9월부터는 수도권 지역의 평균 전용

면적 25평 이상의 중앙집중 난방식 아파트와 부산, 대구지역 보일러 용량 0.5톤 이

상의 빌딩에 대해서 청정연료로 대체하도록 하 다.  또한 ‘94년 9월부터는 서울특

별시내의 0.5톤 미만 0.2톤 이상의 보일러에 대해서 청정연료 사용을 의무화시킨 바 

있다.

   3) 고체연료 사용 규제

    연료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환경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환경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내에서는 석탄류,  

코크스, 땔나무와 숯,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가연성폐기물 등의 고체연료 사용

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울산 등 7개 광역시 지역과 경기도의 

수원․부천․과천․성남․광명․안양․의정부․안산․의왕․군포․시흥․구리․남

양주시 등 13개 지역을 고체연료 사용금지지역으로 고시하고 있다(환경부 고시 제

99-192호,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 제11조관련, 1999.12.3 개정).  

  다만, 제조공정 상 고체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주물․제철공장 등의 용해로와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제품 제조공정 중에 흡수․흡착 등의 방법으로 

제거되어 오염물질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시멘트․석회석 등의 소성로 시설과 폐기

물관리법 관련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4) 지역난방시스템의 확대

    서울시 목동지역난방(‘85. 11)과 서울화력발전소의 발전폐열을 이용하는 남서울

지역난방(’87. 11)시스템이 여의도, 반포 지역에 열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93년부

터는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 신도시와 

수서, 가양, 방화지구의 총 51만 가구에 연차적으로 지역난방 공급 확대를 추진하

다.



- 21 -

   라.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

   1)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65년도에는 4만대에 불과하던 자동차가 ’96년도 말에는 955만대를 초과하여 30

년만에 239배 이상 증가하 으며, 특히 승용차는 더욱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여 자

그마치 358배 이상 증가하 고, 2000년대에는 1,400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로 인한 대기 환경오염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

으로써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게 되었다.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은 ‘78년 6월 

30일 환경보전법시행령 제정 시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96년 9월 14일 대기환경보전

법 시행규칙 개정시까지 10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최초 제정시에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매연에 대하여 차종별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 으나 현재와 

비교하면 매우 약한 기준이었다.

    ‘91년 2월 2일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정시에 휘발유 또는 가스 사용

자동차와 경유 사용 자동차, 이륜 자동차로 구분하여 차종별로 적용기간에 따라 배

출 허용기준 측정방법 등을 세분화하 다. ’95년 3월 7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시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 등 3톤 이상의 중량 자동차에서 배출

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저공해 엔진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시내버스는 

‘98년부터 질소산화물(NOx)과 입자상물질(PM)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02년에

는 중량 자동차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 으며, ‘96년 9월 14일 새로 개정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서는 ’98∼‘00년에 모든 차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

준으로 강화하며 이 기간동안에 자동차로 인한 오염수준을 크게 저감시킬 수 있도

록 하 다. 먼저 대형 경유차는 ’98년부터 매연기준을 49%에서 25%로 크게 강화하

고, 이때까지는 소형화물차로 분류되었던 지프 및 8인 이하 승합차를 승용차로 

재분류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토록 하 으며, 승용차기준도 ‘98년부터 질소산화물

을 0.62g/km에서 0.40g/km로 강화하 다. 한편, 배기량 800cc미만의 경승용차에 대

해서도 이제까지는 기준제정 당시 기술개발이 부족하고 경차 보급․확대차원에서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왔으나 ’96년 12월부터는 공해저감 장치를 전면 부착해야 

하는 수준(일반 승용차와 동일)으로 기준을 강화하 다.

   2) 경유자동차의 연료전환 추진

    경유자동차 매연 저감방안의 일환으로 ‘90년 7월부터 15인승 이하 승합 자동차

를 대상으로 사용연료를 경유에서 휘발유나 LPG로 전환한 차종을 생산․보급토록 

하 으며, ’93년 2월에는 관계부처 및 업계와 협의하여 1톤 이하 소형 화물 자동차

까지 확대한 결과, ‘96년 12월말 현재 183천대(경승합차 포함)를 보급하 다.

    한편 ‘91년부터 대형버스나 트럭의 매연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국립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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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해연구소와 관련업계 및 학계가 공동으로 연구해오던 CNG(Compressed 

Natural Gas) 혼소 장치 개발을 ’92년부터 G-7 과제로 선정하여 동 장치 개발에 대

한 연구지원을 강화해 왔고, 동 장치를 시내버스에 부착하여 실차 주행시험을 계속

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노력하 다.

    CNG자동차는 ‘00년까지 15만대를 보급할 목표로 500개소의 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CNG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어려

움에 부딪쳐 추진이 미흡하 으며, 그후 월드컵경기 개최를 계기로 시내버스(’02년 

6월말 2,415대), 청소용 차량 등을 CNG자동차로 활발히 대체하고 있다. 또한 전

기․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97∼‘99기간 중 자연보전지역 및 관

광특구부터 일정구간 시험운 하며 ’00년부터는 전기 자동차의 운행지역과 용도를 

지정하는 등 본격적인 보급실시에 노력하고있다.

   3) 고출력 버스의 보급 확대

    대도시 대중 교통수단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내버스는 출․퇴근시

의 교통인구 집중에 따라 정원초과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로 인한 출력부족 현상

이 심하게 나타남으로써 매연발생과 차량의 조기 노후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91년부터 시내버스의 엔진출력을 관광버스 수준으로 높인(185마력

→230마력) 고출력 시내버스를 보급하기 시작하 으며, ’95년 말 기준으로 전체 시

내버스 29,437대중 65.6%인 19,325대가 고출력 시내버스로 보급되어 매연저감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자동차 제작사의 고출력 버스 판매비율이 80%를 상회하 다.

   4)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운행자동차 배출 허용기준은 사용연료와 차종에 따라 규제항목과 규제기준을 

구분하여 설정하고, 휘발유 또는 가스 사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와 탄화

수소를, 경유자동차의 경우에는 매연을 규제하고 있다. 특히 대형경유 자동차의 매

연 배출 허용기준을 ‘96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30%(종전 40%)

이하로 강화하 고 시내버스는 ’98년부터는 25%이하로 강화하 다.

   5)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 도입

    현행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은 무부하 상태(기어 중립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도로운행상태에서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자동차의 

선별 효과가 미흡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조작, 탈거, 훼손하는 자동차의 적

발이 곤란하게 되므로 운행차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

처의 협의를 거쳐 ‘95년 12월 29일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 운행차의 배출검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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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여 ’97년 

1월 1일부터 휘발유․가스 사용 자동차에 대해 공기과잉측정을 추가하는 등 정기 

검사를 강화하고 ‘99년부터는 부하검사와 검사항목에 NOx를 추가하여 정기검사를 

내실화하고 있다.

   6) 배출가스 단속 강화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92년 7월 이전까지 지방환경청 및 시․도로 이원

화되어 있었으나 ’92년 7월 이후 단속권을 시․도 고유업무로 전환하 다.

    또한 단속의 효율성과 단속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오염물질 다량 배출자동

차 위주로 차고지, 회차지 및 사용지 등에서의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운 기준을 강

화하는 한편 상습위반업체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하는 등 실질적인 단속을 지속적으

로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97년부터는 매연단속분야에 공익요원(100명)을 투입하는 

등 시․도지사가 직접 운 하는 총 37개의 광역상설단속반을 구성, 매연차량에 대

하여 수시단속을 상시 단속 체제로 강화할 예정이다.

   7) 결함시정제도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보증기간 동안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유지되고 있

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결함시정 제도가 ‘91년 1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정시 최초로 도입되어 ’92년부터는 본격적인 결함 확인 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동 검사는 ‘90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휘발유․가스사용 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

기간 이내에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5대를 선정․검사하고 있으며, 동 검사결과 제

작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동차 제작자가 책임을 지고 당해 차종 전체에 

대하여 무상으로 관련부품을 수리 또는 교체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러한 결함 확

인검사는 ‘92년에 최초로 현대 엑셀 등 4개 차종을 선정하여 검사한 이래 ’93년 6개 

차종, ‘94년 9개 차종, ’95년 9개 차종, ‘96년 10개 차종 등 총 38개 차종을 검사하

으며, ’95년도 검사차종 중 1개 차종이 결함 확인 검사에 불합격하여 결함시정조치

를 취한바 있다.

   8) 배출가스 보증기간 강화

    ‘91년 2월 2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정시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사용 연

료별, 차종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강화․설정한 이래 ’93년 1월 1일부터는 보다 

강화된 보증기간을 적용․시행함으로써 자동차 제작자의 품질관리를 강화시켰다.  

즉, 사업용 택시는 8만km에서 10만km까지(‘96년 이후는 12만km) 그리고 소형 화물 

자동차는 1만km에서 2마km(’96년 이후는 4만km)까지 보증기간을 확대하 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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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경유 승용차의 보증기간을 대폭 강화하여 현행 휘발유 승용차와 동일하게 5년 

또는 8만km까지 보증토록 하고 있다.

   9) 자동차 연료의 품질개선

    ‘91년 2월 2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정시, 그 동안 석유사업법이 규제하

고 있던 자동차 연료 품질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유종별 

품질기준을 단계별로 강화․예시하 다.

    현재 자동차 연료의 품질규제 항목은 휘발유의 경우 ‘92년 이전까지는 납과 인 

함량만을 규제하여 왔으나 ’93년부터는 납 첨가를 금지했으며, 아울러 방향족 화합

물질, 벤젠 및 산소함량에 대한 규제도 연차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경유의 경우에도 

매연과 관계가 깊은 황 함량을 ‘92년 이전의 0.4%이하에서 ’93년에는 0.2%이하로, 

그리고 ‘96년에는 0.1%이하로 그 규제를 강화하 으며, ‘98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0.05%이하로 강화하 다.

   마. 기타 대기오염 저감대책

   1) 배출부과금 제도

    ‘81년 12월 31일 환경보전법 개정시 사업장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억제

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책으로서 배출부과금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 다.  당시에

는 개선명령 또는 이전명령을 받은 후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

하는 경우에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 으나 실제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가

운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간과 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이 일치하지 않아 ’86년 

12월 31일 제4차 개정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면서 조업

을 하는 경우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 다.  그러나 배출허용기준만 준

수하면 된다는 사업자의 의식 때문에 연료의 전환, 고효율 방지시설 등 오염물질 

총량을 저감하려는 노력이 미흡하여 지역 환경관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95년 12월 

29일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배출 허용 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하

여서도 배출총량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토록 조정하 다.

    새로 개선된 배출부과금 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오염물질을 저감하도록 유도하

기 위하여 아황산가스, 먼지를 대상으로 ‘97년부터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많은 1∼2

종 사업장과 특별대책지역 안의 3종 사업장에 대하여 부과하며, ’00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확대․실시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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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제도 개선 내용

1996년 1996년 8월 개정 내용(1997년 일부 시행)

- 배출부과금 :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량에 

대하여만 부과

 o 대상물질 : SO2, 먼지, NO2 등 10개항목

 o 부과금액 : SO2 500원, 먼지 77원, 기타 

             1,400∼ 1700원(kg당)

- 초과부과금 :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부과

- 기본부과금 : 초과부과금과는 별개로 배출

허용기준 이내라도 오염물질 배출총량에 

대하여 기본부과금을 부과

 o 대상물질 : SO2, 먼지

 o 부과금액 : SO2 500원, 먼지 770원(kg당)

   2) 비산먼지 관리대책

    ‘86년 12월 31일 환경보전법 제4차 개정시 골재야적장, 저탄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시설을 설치토록 

최초로 근거규정을 마련하 다. ’87년 4월에 비산분진 발생원 시설관리 기준을 최초

로 제정․고시하 고, ‘91년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정시 비산먼지의 관리

기준을 동 법 시행규칙에 포함시켜 법제화하 다.

   3) 휘발성유기화합물질 관리대책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오존(O3)발생의 원인물질로 작용하여 지상의 오존농도 

증가 및 광화학스모그를 유발하고 그로 인해 식물의 고사 및 고무제품․섬유류의 

조기노화를 일으키며, 인체에 대한 암 발생 등의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에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95년 12월 29일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대기환경 규제지역 내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억제 또는 배출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 다.

   4) 오존경보제 실시

    자동차 수의 급증으로 대도시의 오존 오염도가 단기 환경기준(0.1ppm/시간)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존 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95년 7

월부터 서울지역에 대한 오존 경보제를 실시하고 있다(인천지역은 ’96년부터 실시).  

‘97년부터는 부산, 대구 등 6대 도시와 경기도 일부 도시지역까지 오존경보제를 확

대 시행하되 6대도시에는 예보제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오존 경보제 실시에 따른 

조치사항 등 법적 근거는 ’95년 12월 27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제도화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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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하생활공간 관리

    지하 생활공간의 공기의 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89년에 먼지 등 14개 항목에 

대한 지하공간 환경기준 권고치를 설정하여 관계부처에서 운용하는 각 개별법에 반

토록 한 바 있으며, 시․도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기준 권고치 만으로는 지하공간의 질적 적정관리가 어렵고, 현행법

에서 정하는 관리대상 기준 등에 차이가 있는 등 제도상의 미비점이 허다하며 공기

의 질 관리업무가 여러 부처에 나뉘어져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문제는 지하철의 확충 등 대도시의 지하공간 이용율이 시․공간적으로 계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하공간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보다 합리적인 공기 

질 기준, 관리시설 설치기준의 설정과 효율적 관리방안 등을 도출하도록 하는 한편, 

지하 생활공간과 다수인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 관리를 위한 개별법 제정을 추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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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대기환경기준과 오염도추이

   1. 대기환경기준의 변천

    우리 나라는 70년대 초반의 공해방지법을 거쳐 ‘77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기환경기준으로서는 우리 나라 최초로 ’78년 7월 아황산가스기준이 설정되었으며, 이후 

’01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대기환경기준을 개정하 다. 또한 환경기준설정이래 대기오염

도를 상시 측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납을 제외한 주요 대기오염물질(SO2, NO2, TSP, O3, 

CO, PM10)을 상시 자동측정하고 있다. 환경기준은 정책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목표가 

달성되면 목표치를 상향조정할 수 있게 된다. 대기환경기준이 제 골격을 갖춘 것은 ‘83년 

8월 SO2 를 포함한 6개 대기오염물질(SO2, NO2, O3, CO, HC, TSP)의 기준을 제정하면

서부터 이며, 이후 유연휘발유로 인한 대기중 납이 문제가 되자 ’91년에 납의 환경기준이 

추가되었다. ‘93년에는 탄화수수(HC)기준을 삭제하는 대신 먼지를 TSP와 PM10으로 분

리․신설하 고 SO2, NO2, O3, CO의 기준을 상향조정하 다. 그리고 ’01년에는 먼지 중 

TSP를 삭제하고 O3 이외 물질들의 기준을 더욱 강화하 다. 또한 미세먼지의 건강 향

을 고려하여 PM2.5 기준 설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기환경기준의 변천

         내역
 항목

 대기환경기준 개정시기 및 내용
비고1978년 1983년 1991년 1993년 2001년 

아황산가스(SO2)
(ppm)

연간   0.05
24시간 0.15

연간   0.05
24시간 0.15

연간   0.05
24시간 0.15

연간   0.03
24시간 0.14
1시간  0.25

연간   0.02
24시간 0.05
1시간  0.15

일산화탄소(CO)
(ppm) -

1개월  8
8시간  20

1개월  8
8시간  20 8시간  9

1시간  25
8시간  9
1시간  25

이산화질소(NO2)
(ppm) -

연간   0.05
1시간 0.15

연간   0.05
1시간 0.15

연간   0.05
24시간 0.08
1시간  0.15

연간   0.05
24시간 0.08
1시간  0.15

먼지

(㎍/㎥)
총먼지

(TSP) - 연간   150
24시간 300

연간   150
24시간 300

연간   150
24시간 300 - ‘01년 삭제

미세먼지

(PM10) - - - 연간    80
24시간 150

연간    70
24시간 150 ‘95년 시행

오존(O3)
(ppm) - 연간   0.02

1시간  0.1
연간   0.02
1시간  0.1

8시간  0.06
1시간  0.1

8시간  0.06
1시간  0.1

탄화수소(HC)
(ppm) - 연간    3

1시간  10
연간    3
1시간  10 - - ‘93년 삭제

납(Pb)
(㎍/㎥) - - 3개월  1.5 3개월  1.5 연간 0.5

  주: (2001년 1월 1일 이후 시행 기준에만 해당)

     1.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의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값

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10μm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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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기오염 변화추이

    우리b나라는 대기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기오염

자동측정소를  운 하며, 이 곳에서 매시간 측정한 자료는 국립환경연구원에 실시간 전송

되어 분석되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기오염농도는 극심한 일․월(계절)변화를 보이며, 

전체적으로는 ‘89년도이래 아황산가스, 총 먼지, 일산화탄소의 경우 농도가 급격히 감소되

고 있는 추세이지만 자동차 증가 등으로 인해 오존, 이산화질소, 미세먼지의 오염도는 점

차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우리 나라의 아황산가스 농도는 저황유 및 LNG 등 청정연료의 지속적

인 공급확대로 대부분의 도시에서 개선되었으며 부산, 울산, 대구를 중심으로 고농도를 

보이고 있고 전국 모든 지점에서 1년 기준 0.03ppm을 만족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0.01ppm 이상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0

10

20

30

40

50

60

70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Year

S
O

2
(p

p
b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아황산가스 농도 

0

5

10

15

20

25

30

35

40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Year

N
O

2
(p

p
b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29 -

이산화질소 농도 

    연료사용량 및 자동차의 증가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이산화질소의 연평균 농도도 도시별로 차이는 있으나 증가하고 있다. 

특정 배출원이 없는 오존은 원인물질의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성상 일․월 변화가 뚜렷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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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 농도

 

    우리 나라의 경우 ‘95년부터 대기환경기준에 PM10(직경 10㎛이하의 입자)을 추가하

다. 총 먼지는 최근 10년간 자료에서 눈에 띄게 개선되어 장․단기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사례는 없다. 미세먼지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장기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97년, 

부천)도 있으며 단기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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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먼지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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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먼지 농도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최근 10년간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도시에서 ‘97년

의 경우 년 평균 2ppm을 밑돌고 있으며 장․단기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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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 농도 

   가. 아황산가스(SO2)

    황을 함유하고 있는 연료의 연소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는 고농도에 노출될 때 호흡

기 질환을 가져올 수 있으며 또 산성비, 건물부식, 시정감소와 같은 악 향을 줄 수 있는 

물질로 최근 10년간 아황산가스의 농도는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개선되고 있으며 ‘96년 이

후 모든 지역에서 장․단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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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황산가스 단기기준 초과현황

도시
24시간기준(0.14ppm) 초과지점(초과횟수)

‘94 ‘95 ‘96 ‘97 ‘98
계 1개소 4회 1개소 4회 - - -
울산 원산리(4) - - - -
대구 - 중리(4) - - -

1시간기준(0.25ppm) 초과지점(초과횟수)

계 4개소 59회 4개소 21회 - - -

경기 - 호계(7),성남(3) - - -

울산 원산리(24),상남리(7) - - -
대구 중리(8),노원(20) 중리(4),노원(6) - - -

   ※ 초과지점은 년간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한 측정소임.

   나. 이산화질소(NO2)

    자동차, 산업시설 등에 사용되는 연료의 고온 연소시 발생하는 이산화질소는 그 자체

가 호흡기에 향을 주기도 하고 대기 중에서 산화제 역할을 하여 산성비를 만들며 오존

이나 스모그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기간 폭로된 경우에 대한 

향이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계속적이고 자주 폭로되었을 때 호흡기 계통의 질병을 일

으킨다고 알려있다.

 이산화질소 단기기준 초과현황

도시
1시간기준(0.15ppm) 초과지점(초과횟수)

'94 '95 '96 '97 '98

계 3개소 33회 2개소 16회 2개소 22회 5개소 158회 2개소 84회

서울 화곡(7) 화곡(9) - 화곡(15) -

대구 - - - - 이현(60),만촌(24)

인천 구월(4),부평(2) - - 만석(6) -

수원 팔달(18) - - - -

부천 - - 심곡(15) 심곡(42),내동(50) -

제천 서부(2) - - - -

안산 - 고잔(7) - - -

시흥 - - 정왕(7) 정왕(45) -

24시간 기준(0.08ppm) 초과지점(초과횟수)

계 1개소 10회 3개소 12회 7개소 66회 3개소  39회

서울 - - - 한남(4),화곡(14), 
반포(4), 방이(9) 화곡(14)

대구 - - - 이현(20),만촌(5)

부천 - - 심곡(5) 심곡(12),내동(18) -

광명 - - 철산(4) - -

안산 - 고잔(10) 고잔(3) - -

시흥 - - - 정왕(5) -

 ※ 초과지점은 년간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한 측정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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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존(O3)

    다른 대기오염물질과는 달리 오존은 직접적인 배출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기 중

에 존재하는 질소산화물(NOx), 휘발성 유기물(VOCs)의 광화학 반응에 의해 생성된다. 

가솔린 증기, 화학용매, 연료 연소시에 발생하는 오존 원인물질은 배출원으로 부터 수 

km떨어진 넓은 지역에 걸쳐 고농도의 오존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저농도에 

폭로되더라도 호흡계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시정악화에도 향을 주는 물질이다. 배

출원 뿐 아니라 기상 상태에 의해서도 좌우되는데 이는 전체 농도의 95%이하가 30∼

40ppb를 나타내는 반면 여름철 발생하는 상위 5%의 고농도가 오존 고농도 현상을 좌우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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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단기기준(0.1ppm/1시간) 초과현황

도시
초과지점(초과횟수)

'95 '96 `97 `98

계 5개소 33회 36개소 324회 51개소 486회 47개소 498회

서울

불광(6),

성수(3),

쌍문(8),

방이(4,)

신설(7), 불광(11),잠실(15),

구의(16), 쌍문(41),반포(6), 

방이(19),관악산(3),길음(9), 

대치(17),한남(5),성수(17),화곡(

5), 마포(3)

시청앞(7), 면목(5),불광(6), 

관악산(3),대치(19), 길음(3)

한남(13), 구의(33),성수(30), 

쌍문(43),구로(4), 오류(6)

반포(9), 방이(15)

시청앞(5),불광(14)잠실(3)

길음(4) 한남(18), 구의(20)

성수(45),방학(53),남가좌(3)

구로(3), 오류(3), 반포(9)

방이(19),이화(12),천호(5)

사당(4) 번동(22),상계(19)

인천 － －
연희(6), 계양(4),신흥(3), 

논현(6),만석(5)
구월(3), 부평(7), 연희(8)

춘천 조운(12) 조운(11) 조운(7) 조운(4)

의정부 － 의정부(4) 의정부(16) -

수원 － 권선(6) 팔달(8) 신풍(6).우만(11)

안산 － 고잔(5) 고잔(16) 고잔(13), 원시(3), 본오(9)

부천 － 내동(5) － 심곡(3)－

안양 － － 안양(15), 호계(5) 부림(11)

성남 － － 단대(14) 신기(21)

광명 － － 철산(3) -

평택 － － 신평(8) 신평(3)

과천 － － 별양(9) 별양(3)

구리 － － 수택(14) 수택(6)

의왕 － － 오전(3) -

여천 － 삼일(9), 월내(7) 삼일(5), 월내(16) -

광양 － 중동(8), 태인(15) 중동(12), 태인(17) -

여수 － 광무(16) 광무(11) -

순천 － － 장천(9) -

대전 － 대화(6) 대흥(3), 읍내(5) -

청주 － － 내덕(5) 내덕(10)

천안 － － 원성(4) -

서산 － 독곳리(10) 독곶리(11),동문(13) 독곶리(25), 동문(31)

부산 －

대연(10),광복(5),덕천(3), 

신평(5), 범천(4), 연산(4), 

동삼(5)

광복(4), 연산(6) 광복(15), 동삼(8)

울산 － － 여천(5) 상남(4)

마산 － － 회원(3) 회원(3),봉암(3)

진주 － － 상봉(4)

진해 － － 경화(4) 경화(3)

대구 － 삼덕(4), 노원(3) －
대원(3),북현(3)

노원(6),만촌(8)

구미 － 공단(5) － －

포항 － － 장흥(8) -

창원 - - - 가음정동(4)

경주 － － 성건(3)

 ※ 초과지점은 년간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한 측정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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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미세 먼지(PM10)

    대기 중에 존재하는 입자상 물질은 검댕(soot)이나 연기(smoke)와 같이 눈에 보일만

큼 큰 것부터 microscale의 크기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며 배출원 역시 그렇다. 입자상 물

질은 자동차, 산업시설 등에서 직접 발생하기도 하고 SO2, NOx 등이 대기 중에서 반응

하여 형성되기도 한다. 

 미세먼지단기기준(150㎍/㎥/24시간) 초과현황

도시
초과지점(초과횟수)

'95 '96 97 `98

계 15개소 244회 22개소 285회 20개소 224회 27개소 234개소

서울

　

광화문(24),면목(15)

신설(25), 불광(5)

마포(5), 쌍문(46)

구로(3) 반포(28),

화곡(11)

광화문(18),면목(7)

신설(12),마포(6)

쌍문(26),구로(5),

반포(17),화곡(5)

면목(4), 신설(5)

불광(4), 마포(9)

쌍문(32),구로(3)

반포(6)

면목(7), 신설(4)

불광(4), 마포(10)

방학(8), 이화(7)

신정(3) , 상계(4)

안양 호계(19) 호계(5) 호계(9) 호계(7)

성남 － 성남(14) 성남(7)) 성남(10), 신기(11)

안산 - - - 본오(3)

부천 － 내동(39) 내동(13) 내동(8)

인천 숭의(9) 구월(10),숭의(6)

구월(5), 숭의(3)

연희(4),계양(11)

신흥(10),논현(364)

만선(9)

구월(7), 숭의(6)

연희(5),계양(5)

신흥(14),논현(25)

부산 신평(7), 범천(6) 신평(29),범천(22) 신평(16)
덕천(7), 신평(29),

범천(9)

김해 － 동상(6) － 동상(10)

대구

　
중리(34), 대명(7)

중리(24),대명(3)

이현(14)
이현(18)

이현(9),대명(3)

노원(15)

목포 － 용당(3) －

대전 － 대흥(4) －

서산 － 독곳리(10) 독곳리(4) 독곳리(4)

※ 초과지점은 년간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한 측정소임.

   마. 일산화탄소(CO)

    연료의 불완전 연소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현재 장․단기 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은 없다. 대도시 전체 평균 농도도 감소하고 있으며 1시간 평균 농도는 기준 25ppm에는 

훨씬 밑돌고 있으며 8시간 평균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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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오존경보제와 경보발령 추이

   가. 오존경보제

 오존경보제는 고농도의 오존에 노출될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나 노약자, 어린이들에게 오존농도가 높음을 알려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오

존농도를 줄이는데 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로서 ‘95년

도에 서울지역에 처음 도입되었다. 오존경보제는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와 수도권인 경

기도 지역 도시를 비롯한 전국 21개시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3단계의 발령기준을 갖고 있

다.

  단계별 조치사항은 주의보가 발령되면 주민들은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경보가 발

령되면 자동차 사용자제와 사업장의 연료사용량을 감축해야 하며, 중대경보가 발령

되면 자동차 통행금지와 사업장의 조업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보나 

중대경보를 발령한 경우는 없었다. 특히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과격한 운동경기를 삼가고,  

호흡기 환자와 노약자, 어린이는 외출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발령지역 내에서는 해

제시까지 자동차운행, 스프레이사용, 드라이크리닝, 페인트칠, 신나 사용을 억제하고, 승용

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오존경보 발령기준

구   분 주 의 보 경   보 중대경보

오존농도 0.12ppm/시 이상 0.3ppm/시 이상 0.5ppm/시 이상

오존경보제 실시추이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경기 7개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의정부, 광명)

과천,

구리,

청주

울산
군포, 시흥, 

고양, 포항

의왕,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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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경보발령구역

시․도 지 역  행 정 구 역 측 정 소 명

서울
(4)

북서(6) 은평, 서대문, 마포, 용산, 중구, 종로 불광, 남가좌, 마포,한남동, 시청앞, 이화동

북동(8) 도봉, 강북, 성북, 동대문, 성동, 광진, 중량, 노원 방화, 길음, 신설, 성수, 구의, 면목, 번동, 상계

남서(7) 강서, 양천, 등포, 동작, 관악, 구로, 금천
화곡, 문래, 관악산, 구로, 오류, 사당, 시흥, 
신정

남동(4)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반포, 대치, 방이, 잠실, 천호

인천
(3)

중남부(4) 중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신흥, 숭의, 구월, 논현

서부(2) 동구, 서구 만석, 연희, 석남

동부(2) 부평구, 계양구 부평, 계양

대전
(3)

서부(2) 서구, 유성구 구성

중부(2) 중구, 동구 대흥

북부(1) 대덕구, 동구일부 대화

대구
(3)

서북부(3) 중구, 서구, 북구 수창, 이현, 노원, 복현

동부(2) 동구, 수성구 만촌

남부(2) 남구, 달서구 대명

광주

(3)

동부(2) 동구, 북구 충금, 두암

중부(2) 서구, 남구 농성 

서부(1) 광산구 송정

부산

(6)

Ⅰ권역(4) 중구, 서구, 동구, 도구 광복, 동삼

Ⅱ권역(4) 부산진구,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 범천, 연산, 부곡

Ⅲ권역(3) 남구, 해운대구, 수 구 대연, 재송

Ⅳ권역(3) 북구, 사하구, 사상구 덕천, 신평, 감전

Ⅴ권역(1) 강서구 대저2

Ⅵ권역(1) 기장군 기장읍

울산

(5)

1권역(1 중구 성남

Ⅱ권역(1) 남구 야음, 개운, 신정, 여천, 무거2, 삼산

Ⅲ권역(1) 동구 대송

Ⅳ권역(1) 울주군 온산읍 화산, 원산, 덕신

Ⅴ권역(1) 울주군 청양면 상남

경기

(14)

수    원 수원시 권선, 우만, 신풍

성    남 성남시 단대, 성남, 신기

안    양 안양시 호계, 안양, 부림

안    산 안산시 고잔, 원시, 본오

부    천 부천시 심곡, 내동, 상일

의 정 부 의정부시 의정부

광    명 광명시 철산, 광명3동

구    리 구리시 수택

과    천 과천시 별양, 과천

군    포 군포시 군포2동

시    흥 시흥시 정왕,시화공단

고    양 고양시 행신

평    택 평택시 신평

의    왕 외왕시 오전동

충북

(1)
청  주 청주시 송정, 내덕

경북

(1)
포  항 포항시 장흥,죽도,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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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경보 발령시 조치사항

 구  분 시  민 차량운전자(소유자) 관계기관 사 업 장

주의보

(0.12ppm 

이상)

․노천소각금지 요청

․대중교통이용 권고

․주민 실외활동 및 과격운동 자제 요청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 심장질환자

의 실외활동  자제 권고

․경보지역내 차량운행 

자제 권고 (Carpool제 

시행)

․대중교통이용 권고

․자동차 사용 자제요청

․주의보 상황 통보

․대중홍보매체에 의한 대국민 

홍보요청

․대기오염도 변화분석 및 

기상관측자료 검토  요청

   

경 보

(0.3ppm 

이상)

․소각시설 사용제한 요청

․주민 실외활동 및 과격 운동제한 요청

․유치원, 학교 등 실외 학습제한 권고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 심장 질환

자 실외 활동제한 권고

․경보지역내 자동차 사

용제한 명령

․경보상황 통보

․대기오염 측정 및 

기상관측 활동강화 요청

․경보상황에 대한 대국민 

홍보강화 요청

․연료 

사용량 

감축권고

중대경보

(0.5ppm 

이상)

․소각시설 사용중지 요청

․주민 실외활동 및 과격 운동 금지 요청

․유치원, 학교등 실외  학습중지 및 휴

교권고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 심장 질

환자 실외 활동중지 권고

․경보지역내 자동차 통

행금지

․중대경보상황 통보

․대기오염측정 및 기상 관측

활동강화 요청

․위험사항에 대한 국민 홍보

강화 요청

․경찰에 교통규제 협조  요청

․조업단축  

명령

   나. 오존주의보 발령현황('95∼‘01)

 대도시 오존농도의 전반적인 상승에 따라 오존주의보(0.12ppm/시간) 발령일수 및 회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오존주의보 발령일수가 ‘95년에는 1일(2회)에 불과하 으나, ’97년 

12일(24회), ‘99년 16일(41회)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00년에는 17일(52회), ‘01년에는 15

일(29회)을 기록하 다.

연도별 오존주의보 발령현황

연    도 '95 '96 '97 '98 '99 ‘00 ‘01

․발령지역수(市) 1 2 6 9 10 12 12

․발령일수 1 6 12 14 16 17 15

․발령횟수 2 11 24 38 41 52 29

․최초발령일 7.22 6.8 6.14 5.21 5.22 5.25 5.29

․최종발령일 7.22 8.18 8.7 9.13 9.2 9.19 9.1

․시간 최고농도(ppm) 0.167 0.162 0.150 0.155 0.170 0.177 0.164

․평균 지속시간 2.5 1.9 1.8 1.9 2.2 1.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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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발령일수

연도별 계 '95 '96 '97 '98 '99 '00 ‘01

계 81(197) 1(2) 6(11) 12(24) 14(38) 16(41) 17(52) 15(29)

발

령

지

역

서 울 45(76) 1(2) 5(10) 10(16) 11(17) 8(13) 8(16) 5(5)

인 천 11(15) 1(1) 1(2) 2(2) 3(4) 2(4) 2(2)

부 산 8(10) - 3(3) 1(2) 3(3) 2(2)

대 구 1(1) 1(1) - - - -

대 전 - - - - - -

광 주 - - - - - -

울 산 3(3) - - 3(3)

경 기 45(89) 5(5) 6(16) 13(22) 12(29) 11(17)

수원 (15) (1) (4) (3) (7) -

안양 (12) (2) (4) (3) (2) (1)

의정부 (12) (2) - - (5) (5)

안산 (10) - (3) (3) (3) (1)

부천 (6) - (2) (2) (1) (1)

성남 (11) - (2) (5) (2) (2)

과천 (7) - (1) (1) (5) -

구리 (10) - - (5) (3) (2)

시흥 (3) - - - (1) (2)

광명 (3) (3)

충 북 - - - - -

 ※ ( )는 발령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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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대기오염배출허용기준의 변천

   1. 현 황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기준을 달성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기 위한 정책

수단의 하나로서 법으로 정하며,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 국에서도 배출시설별 배출

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무분별한 오염배출을 사

전에 방지하며, 오염방지기술의 개발을 유도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도 하나의 목적이

다. 이와 같은 대기오염배출허용기준도 사회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며, 정부의 정책

과 대기환경기준변화에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움직인다.

    우리 나라는 “공해방지법”시절부터 대기오염 배출 허용기준을 정하 으나 당시의 기준은 

규제효과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었다. 대기오염관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78

년 “환경보전법” 제정이후 당시의 악화된 대기질의 개선을 위하여 연료규제를 시작한 ’80년

대 초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때의 대기오염 배출허용 기준은 그 시기의 대기오염

방지기술에 비추어 상당히 엄격하 다. 현재의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이 제정되면서 그 골격이 형성되었으며 계속적으로 약간씩 개정되어 왔다. ‘90년 제정된 대

기오염배출허용기준은 ’91년부터 4년 단위로 단계별 허용기준을 예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99년 이후의 기준”이 시행 중에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05년 1월 1일 이후에 적용할 대기

오염배출허용기준을 ‘00년 10월 30일 공포하 으며, 염화비닐과 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을 

새로이 설정하 다.

    대기오염물질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배출물질의 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

는 농도규제와 총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총량규제 등이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주로 

농도규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오염물질로 52종을 정하고 

있으나 이중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가스상 오염물질은 암모니아 등 16종이고, 입자상 오염물

질은 먼지 등 9종으로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물질이 오염물질 전체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본격적인 총량규제 도입을 위한 많은 노력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는 점이 아쉬움으

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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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해방지법 시행규칙(‘71. 9)의 대기배출허용기준

오 염 물 질 피해지점허용용도(ppm) 배출허용용도(ppm) 참   고

암모니아 1 600 
일산화탄소 20  3,000  
염화수소 0.1  60  
염    소 0.02 50  
황화산화물 0.2  43,000  SO2로 환산함

질소산화물 0.5  250   NO2로 환산함

아황화수소 0.5  120  
불소화합물 0.1  10  F로 환산함
포름알데히드 0.1  70  
황화수소 0.03  -
비소화합물 0.15  - As로 환산함
벤젠화합물 0.2  - C6H6로 환산함

페놀화합물 0.005 mg/㎥ - C6H5OH로 환산함
크롬화합물 0.2 mg/㎥ - Cr로 환산함
시안화합물 0.2 mg/㎥ - CN으로 환산함
인화합물 0.4 mg/㎥ - P로 환산함
먼   지 0.5 mg/㎥  1 g/㎥

주 : 1. 측정장소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배출구 또는 피해발생지점으로 함

     2. 피해지점 허용농도는 공장 또는 사업장 부지경계선 밖에서 검출된 수치를 말함

     3. 배출허용농도는 공장 또는 사업장 내의 연돌 및 배출구내에서 검출된 수치를 말함

     4. 측정방법은 공정시험방법에 의함.

     5. 배출허용농도의 수치는 표준상태때의 농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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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환경보전법시행규칙(‘83. 8. 1)의 대기배출시설 및 허용기준

   가. 가스․입자상 물질 및 악취 배출시설

    (1) 금속의 용융시설, 제련시설 또는 열처리시설

      (가) 500KW 이상의 전기로

      (나) 노상면적 4.5㎡이상의 반사로

      (다) 내용적 1m2 이상의 전로 [LD로 (순산소상취전로)를 포함한다]

      (라) 1회 주입원료량 1톤 이상의 용선로

      (마) 1회 주입 용해용량이 0.5톤 이상의 도가니로

      (바) 고체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 또는 액체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30L이상의 로

      (사) 연축전지 제조용로와 연계안료 제조로

      (아) 풍구 (노복)면의 횡단면적 0.2m2 이상의 제선로(용광로를 포함한다)

    (2)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용적합계가 3m2 이상인 시설

    (3) 화학제품 제조 및 정제시설

      (가) 염소, 불소, 인, 황 및 그 화합물의 제조 또는 정제시설

      (나) 비료제조시설, 질소화합물 제조 또는 정제시설

      (다) 염료(그 중간물을 포함한다), 안료, 도료 또는 기타 유기 무기약품의 합성, 제조시설

      (라) 고무의 제조․가공시설로서 1일 주원료 사용량이 0.5톤 이상의 시설

      (마) 비누 또는 유지의 제조시설로서 생산능력이 1일 3톤 이상의 시설

    (4) 석유 정제시설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제조․가공시설

      (가) 석유정제시설

      (나) 1일 원료 사용량이 0.3톤 이상의 석유화학제품의 제조․가공시설

    (5) 시멘트 또는 석회 제조․저장시설 및 가공시설 

      (가) 시멘트 또는 석회제조시설

      (나) 시멘트 또는 석회원료 및 제품의 저장시설로서 용량 100톤 이상의 싸이로

      (다) 동력 30HP 이상의 시멘트 또는 석회혼합 및 가공시설(이동식 제외)

    (6) 활성탄 제조시설 및 동 원료의 저장시설

    (7) 석탄 및 석탄제품 제조시설 및 동 원료의 저장시설

    (8) 가죽․아교 및 제라틴 제조시설

    (9) 요업제품 제조시설 또는 유리의 제조․부식시설로서 1일 주원료 사용량이 0.5톤 이상인 시설

    (10) 소각시설

      (가) 소각능력이 시간당 25kg 이상인 소각로

      (나) 소각능력이 시간당 200kg 이상인 폐가스 소각시설

    (11) 단백질사료의 제조시설

    (12) 분쇄, 제분, 제재, 도정, 연마, 탈사 및 선별시설

      (가) 동력 20HP 이상의 분쇄시설

      (나) 동력 30HP 이상의 제분시설

      (다) 동력 20HP 이상의 제재시설

      (라) 동력 30HP 이상의 도정시설

      (마) 동력 10HP 이상의 연마, 탈사 및 선별시설

    (13) 열공급시설: 연료를 연소시켜 시간당 10만 kcal 이상의 열량을 발생시킬수 있는 시설․다만, 이동식 시설 및 경질유(경유, 

등유, 휘발유, 납사, 가스류)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4) 상기 (1) 내지 (13)의 시설이 동일 사업장안에 2개 이상의 동종시설이 설치되어 시설의 총규모가 당해 각 호에 규정된 

규모 이상일 경우

    (15) (1) 내지 (13) 이외의 시설로서 암모니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취소화합물, 메르캅탄류, 아민류, 알데히드류, 스티렌, 이

황화탄소, 황화수소, 이화화메틸, 황화메틸과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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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배출허용기준

    (1) 가스 

   (2) 분진

     (3) 비산분진 : 2mg/Sm
3
 이하

     (4) 매연 : 링겔만비탁표 2도 이하. 다만 점화 또는 화층정비를 할 때에는 11월부터 2월까지에는 1시간당 3분 이상, 3월부터 

10월까지에는 1시간당 1분 이상 매연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오염물질 배출구허용기준

암모니아 250ppm 이하

일산화탄소 400ppm 이하

염화수소 25ppm 이하

염소 10ppm 이하

황산화물(SO2로서)
1,800ppm 이하(다만 연료용유류의 유황함유량이 1.6% 이하인 T액체연료
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은 1,000ppm 이하)

질소산화물(NO2로서) 250ppm 이하(다만, 석탄전용은 500ppm 이하)

이황화탄소 120ppm 이하

포름알데히드 50ppm 이하

황화수소 30ppm 이하

불소화합물(F로서) 1-ppm 이하

카드뮴화합물(Cd로서) 1.0mg/Sm3
이하

납화합물(Pb로서) 30mg/Sm3 이하

시안화합물(CN로서) 10ppm 이하

취소화합물(Br로서) 10ppm 이하

벤젠화합물(C4H6로서) 200ppm 이하

크롬화합물(Cr로서) 1.0mg/Sm3 이하

구리화합물(Cu로서) 30mg/Sm3
이하

페놀화합물(C4H5OH) 10ppm 이하

비소화합물(As로서) 3ppm 이하

시   설   명 배출구허용기준

-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m3 이상인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열공급시설 200mg/Sm3이하

-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m3 이상 200,000m3 미만인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열공급시설
- 금속의 용융, 제련, 열처리, 표면처리시설 및 화학제품제조․정제시설
- 소각시설

300mg/Sm3 이하

-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m3이상인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열공급시설

- 시멘트, 석회, 활설탄 및 석탄제품, 요업제품, 유리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400mg/Sm3

이하

-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500m3 이하인 액체,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열공급시상기 이외의 배출
시설

800mg/Sm3
이하

- 상기 이외의 배출시설 500mg/Sm3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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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의 대기배출허용기준

   가. 가스상 물질 배출허용기준

구분
배출시설 및 기간별 배출허용기준

(단위 : ppm)
'05년 이후의 배출시설 및 기준

(단위 : ppm)

오염

물질
배 출 시 설

‘91.2.2∼
’94.12.31

‘95.1.1∼
‘98.12.31

‘99.1.1∼
‘02.12.31

배 출 시 설
배출허용

기    준

암모

니아

가. 화학비료 제조시설 150 100 50 50

나.안료 및 염료 제조시설 100 70 70 현행 기준유지 70

다. 기타시설 200 200 100 100

일산화

탄  소

가. 발전시설 또는 일반보일러 가. 발전시설 또는 일반보일러

  (1)액체연료 시설 350(4) 350(4) 350(4) (기준삭제)

  (2)고체연료시설 400(6) 400(6) 400(6) (기준삭제)

나.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600(12) 600(12) 600(12) 나. 소각시설 또는 소각 보일러

  (1)소각용량 2톤/h 이상인 시설 50(12) 

  (2)소각용량 200㎏/일 이상 2톤/
시 미만인 시설

200(12) 

  (3)소각용량 200kg/h 미만인 시설 300(12)

다.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로 600(12) 600(12) 600(12) (기준삭제)

라. 기타시설 700 700 700 (기준삭제)

염화

수소

가. 염산제조시설 25 15 6 가. 염산제조시설 6

나. 인산제조시설 5 2 0.6 나. 인산제조시설 2

다. 화학비료제조시설 15 10 10  현행 기준 유지 10

라.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중 산처리시설 10 5 2  현행 기준 유지 5

마.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80(12) 60(12) 50(12) 마. 소각시설 또는 소각 보일러
 (1)소각용량 2톤/h 이상인 시설 
 (2)소각용량 200kg/h 이상 2톤/h 
미만인 시설

 (3)소각용량 200kg/h 미만인 시설

30(12)
40(12)

50(12)

바.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시설 중 용

융․용해시설

5 2 0.6 바.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2 

사. 폐염산재생시설 15  현행 기준 유지 15 

아. 기타시설 10 10 6  현행 기준 유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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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배출시설 및 기간별 배출허용기준

(단위 : ppm)
'05년 이후의 배출시설 및 기준

(단위 : ppm)

오염

물질
배 출 시 설

‘91.2.2∼
’94.12.31

‘95.1.1∼
‘98.12.31

‘99.1.1∼
‘02.12.31

배 출 시 설
배출허용

기    준

염소

가.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80(12) 60(12) 60(12)  (기준 삭제) -

나. 기타시설 10 10 10  나. 기타시설
 (현행 기준 유지)

10 

황산

화물

(SO2로서)

가. 일반보일러
 (1) 액체연료사용시설
  (가) 저황유 사용지역
    1) 1.0% 이하
    2) 0.5% 이하
    3) 0.3% 이하
  (나) 기타지역

850(4)

1,950(4)

540(4)

1,950(4)

540(4)
270(4)
180(4)

540

가. 일반보일러
 (1) 액체연료사용시설
  (가)배출가스량 30,000㎥/h이상

  (나)배출가스량 30,000㎥/h미만

180(4) 

 (2) 고체연료사용시설
    (액체연료혼합시설 포함)
  (가)고체연료사용규제지역
  (나)기타지역
   1)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연
    탄을 사용하는 시설
   2)기타 고체연료사용시설

500(6)

1,200(6)

700(6)

250(6)

700(6)

500(6)

250(6)

500(6)

250(6)

  (2) 고체연료사용시설
    (액체연료혼합시설 포함) 
   (가)고체연료사용규제지역
   (나)기타지역
      단, 신규시설의 경우

250(6)
500(6) 
160(6)

나. 발전시설
 (1)*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설비용량 500㎿미만
  (나)설비용량 500㎿이상

1,200(4)
1,200(4)

1,200(4)
540(4)

나. 발전시설
 

 (2)* 고체연료사용시설 
  (액체연료 혼합시설 포함) 
  (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을 사용하
는 시설

   1) 부산직할시․강원도지역
   2) 기타 지역
  (나) 기타 고체원료 사용시설

1,650(6)
1,200(6)
700(6)

1,650(6)
1,200(6)
500(6)

(1)*∼(2)*
‘99년이후 
배출시설

내용 및 

개정기준

 
(1) 기존발전시설
  (‘96.6.30이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

  (가)액체연료사용시설
   1)설비용량 400㎿이상
   2)설비용량 100-400㎿
   3)설비용량 100㎿미만
   4)저유황연료유 사용시설
  (나)고체연료사용시설
    (액체연료혼합시설포함)
   1)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을 사
용하는 시설

     가)설비용량 50㎿이상
     나)설비용량 50㎿미만
     다)강원도 월지역 및 전북군

산 지역

   2)유연탄 사용시설
     가)설비용량 500㎿이상
     나)설비용량 500㎿미만

150(4)
180(4)
270(4)

150(6)
270(6)
700(6)

150(6)
270(6)

 
(1) 기존발전시설

  (가)액체연료사용시설
    ◦400㎿ 이상
    ◦400㎿-100㎿
    ◦100㎿미만
  
  (나)고체연료사용시설
    (액체연료혼합시설포함)
   1)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을 사
용하는 시설

    ◦50㎿이상
    ◦50㎿미만
   2)강원도 월지역 및 전북 군산지

역 (2000.12.31 까지 적용)
   3)유연탄 사용시설
    ◦50㎿이상
    ◦50㎿미만

100(4)

100(6)

700(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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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배출시설 및 기간별 배출허용기준

(단위 : ppm)
'05년 이후의 배출시설 및 기준

(단위 : ppm)

오염

물질
배 출 시 설

‘91.2.2∼
’94.12.31

‘95.1.1∼
‘98.12.31

‘99.1.1∼
‘02.12.31

배 출 시 설
배출허용

기    준

황산

화물

(SO2로서)

  (2) 신규발전시설
   (기존발전시설을 증설․개축하는 

시설과 ‘96.7.1이후 설치하는 시설)
   (가) 액체연료사용시설
   (나) 고체연료사용시설

120(4)
120(6)

  (2) 신규발전시설

   (가) 액체연료사용시설
   (나) 고체연료사용시설

50(4)
50(6)

  (3)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270(6)   (3)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150(6)

  (4)기타 고체연료 사용시설 270(6)   (4)기타 고체연료 사용시설 150(6)

다. 금속의 용융, 제련, 열처리시설 중 
배소로, 용광로, 용선로

650 650 650
 다. 금속의 용융, 제련, 열처리시설 
중 배소로, 용광로, 용선로

300

라. 황산제조시설
  (1)유황연소 황산제조시설
  (2)기타 황산제조시설

500(8)
500(8)

200(8)
200(8)

300(8)
300(8)

라. 황산제조시설
   (현행기준유지) 300⑻

마. 화학비료 제조시설 중 혼합․반
응․정제 및 농축시설

350(4) 350(4) 350(4) 마. 화학비료 제조시설 중 혼합․반
응․정제 및 농축시설 

   (현행기준유지)
350⑷

바. 석유정제시설중 가열시설, 탈황시
설, 폐가스 소각시설

800(4) 500(4) 220(4) 바. 석유정제시설중 가열시설, 탈황시
설, 폐가스 소각시설

300⑷

사. 코크스 제조시설 300(7)하 150(7) 150(7) 사. 코크스 제조시설 
   (현행기준유지)

150⑺

아.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300(12) 300(12) 300(12) 아.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1)소각용량 2톤/h 이상인 시설 
  (2)소각용량 200kg/일 이상 2톤/h 
미만인 시설

   (가)기존시설
   (나)신규시설
  (3)소각용량 200kg/h 미만인 시설
   (가)기존시설
   (나)신규시설

30(12)

70(12)

100(12)

자. 시멘트 제조시설 250(13)

자. 기타시설 800 800 500 자. 기타시설
   (현행기준 유지)

500

질 소

산화물 

(NO2로서)

가. 액체연료사용시설
  (1)발전용 내연기관

  (2)기타시설

1,400(13)

250(4)

1,400(13)

250(4)

950(13)

250(4)

가. 일반보일러
 (1) 액체연료사용시설
  (가)배출가스량 100,000㎥/h 이상
  (나)배출가스량 10,000㎥/h 이상
    100,000㎥/h미만
  (다)배출가스량 10,000㎥/h 미만
 (2) 고체연료 사용시설
  (가)신규시설
  (나)기존시설
   1)배출가스량 10,000㎥/h이상 시설
   2)배출가스량 10,000㎥/h미만 시설
 (3) 기타시설
   (현행기준유지)

200(4)
200(4)

200(4)

200(4)

200(4)
250(4)

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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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배출시설 및 기간별 배출허용기준

(단위 : ppm)
'05년 이후의 배출시설 및 기준

(단위 : ppm)
오 염

물 질
배 출 시 설

‘91.2.2∼
’94.12.31

‘95.1.1∼
‘98.12.31

‘99.1.1∼
‘02.12.31

배 출 시 설
배출허용

기    준

질 소

산화물 

(NO2로서)

나. 고체연료사용시설
 (1)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로
 (2)소결로
 (3)기타시설

350(6) 350(6)
350(13)
220(15)
350(6)

나. 발전시설
 (1)기체연료사용시설
  (가)발전용 내연기관
    1)신규시설

    2)기존시설
  (나)기타 발전시설
    1)기존시설(99.1.1 이전)
    2)신규시설(99.1.1 이후)

50(13)

70(13)

150(4)

50(4)

다. 기체연료사용시설
   (발전시설에 한한다)
  (1)발전용 내연기관 1,200(13) 950(13) 500(13)

 (2) 액체연료사용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 150(13)

  (2)기타 발전시설 400 400 400   (나) 기타발전시설
   1)설비용량 100㎿이상
    ①기존시설 (99.1.1이전) 150(4)

    ②신규시설 (99.1.1.이후) 50(4)

   2)설비용량 100㎿미만
    ①기존시설 (99.1.1이전)
    ②신규시설 (99.1.1.이후)

(3) 고체연료사용시설

  (가)기존시설(99.1.1이전)

  (나)신규시설(99.1.1.이후)

200(4)
50(4)

200(6)

다.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1)소각용량 2톤/h 이상인 시설 
 (2)소각용량 200kg/일 이상 2톤/h
   미만인 시설
 (3)소각용량 200kg/h 미만인 시설

50(6)
50(12)

150(12)

라. 금속용융, 제련, 열처리시설 중
  (1)배소로
  (2)용광로, 용선로
  (3)소결로
  (4)가열로

200(14)
100(15)
200(14)
200(10)

마.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중 가열로
  (1)배출가스량 10,000㎥/h 이상 시설
  (2)배출가스량 10,000㎥/h 미만 시설

130(6)
180(6)

바. 유리제품제조시설중 용해로    350(13)

사. 시멘트제조시설중 소성로    350(13)

라. 기타시설 200 200 200 아. 기타시설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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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배출시설 및 기간별 배출허용기준

(단위 : ppm)
'05년 이후의 배출시설 및 기준

(단위 : ppm)

오 염

물 질
배 출 시 설

‘91.2.2∼
’94.12.31

‘95.1.1∼
‘98.12.31

‘99.1.1∼
‘02.12.31

배 출 시 설
배출허용

기    준

이황화

탄  소

가. 인견사 제조시설 100 100 80 모든 배출시설 30

나. 기타시설 30 30 30

포름알

데히드

모든 배출시설 20 20 20 모든 배출시설 10

황화수소
가.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1)소각용량 2톤/h 이상인 시설 
 (2)소각용량 200kg/일 이상 2톤/h
   미만인 시설
 (3)소각용량 200kg/h 미만인 시설

2(12)
2(12)

10(12)
가. 석유정제시설(가열, 탈황, 
폐가스 소각)

10 6 6 나. 석유정제시설(가열, 탈황, 폐가스 
소각) 

    (현행기준유지)

6

나. 펄프제조시설 10 5 5 다. 펄프제조시설
   (현행기준유지)

5

다. 기타시설 15 15 15 라. 기타시설 10

불 소

화합물

(F로서)

가. 도기, 자기, 토기, 구조점
토내화물 제조시설 중 용

융, 용해, 소성시설 

10(16) 10(16) 5(16)
 

가. 도기, 자기, 토기, 구조점토내화물 
제조시설 중 용융, 용해, 소성시설 

  (현행기준유지)

5⒃

나. 습식인산제조시설, 복합
비료제조시설 및 인광석, 
형석의 용융⋅용해⋅소성

시설,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5 나. 습식인산제조시설, 복합비료제조
시설 및 인광석, 형석의 용융⋅용해
⋅소성시설,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현행기준유지)

5

다. 과인산암모늄 제조시설 4 다. 과인산암모늄 제조시설  
  (현행기준유지)

4

라.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1)소각용량 2톤/h 이상인 시설 
 (2)소각용량 200kg/일 이상 2톤/h
   미만인 시설
 (3)소각용량 200kg/h 미만인 시설

2
2

  3

라. 기타시설 5 3 3 마. 기타시설   3

시안화

수  소

모든 배출시설 10 10 10 모든배출시설 10

브  롬

화힙물 

(Br로서)

모든 배출시설 5 5 5  기준삭제 -

벤  젠

화합물 

(C6H6로서)

모든 배출시설 50 50 50  모든 배출시설 30

페  놀

화합물 

(C6H6OH
로서)

모든 배출시설 10 10 10  현행기준 유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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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배출시설 및 기간별 배출허용기준

(단위 : ppm)
'05년 이후의 배출시설 및 기준

(단위 : ppm)

오 염

물 질
배 출 시 설

‘91.2.2∼
’94.12.31

‘95.1.1∼
‘98.12.31

‘99.1.1∼
‘02.12.31

배 출 시 설
배출허용

기    준

수  은

화합물

(Hg로서)

모든 배출시설 5㎎/S㎥
이하

5㎎/S㎥
이하

5㎎/S㎥
이하

가.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1)소각용량 2톤/h 이상인 시설 
 (2)소각용량 200kg/일 이상 2톤/h
   미만인 시설
 (3)소각용량 200kg/h 미만인 시설

0.08(12)㎎/S㎥
0.08(12)㎎/S㎥

0.1(12)㎎/S㎥

나.기타시설 5㎎/S㎥

비  소

화합물 

(As로서)

모든 배출시설 3 3 3 가.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1)소각용량 2톤/h 이상인 시설 
 (2)소각용량 200kg/일 이상 2톤/h 
미만인 시설

  (3)소각용량 200kg/h 미만인 시설

0.5
0.5

0.5

나.기타시설 3

염화비닐 <신설>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모노머․
PVC 제조시설중 중합반응시설

(1)기존시설
(2)신규시설

2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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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입자상 물질 배출허용기준

구분
배출시설 및 기간별 배출허용기준

(단위 : ㎎/S㎥)
'05년 이후의 배출시설 및 기준

(단위 : ㎎/S㎥)

오염

물질
배 출 시 설

‘91.2.2∼
’94.12.31

‘95.1.1∼
‘98.12.31

‘99.1.1∼
‘02.12.31

배 출 시 설
배출허용

기    준

먼지

가. 발전시설 또는 일반보일러
 (1)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배출가스량 200,000㎥/hr이상
  (나)배출가스량 30,000㎥/hr이상 200,000
     ㎥/hr 미만
  (다)배출가스량 6,000㎥/hr이상 30,000㎥
     /hr 미만
  (라)배출가스량 6,000㎥/hr미만

100(4)
150(4)

200(4)

300(4)

60(4)
100(4)

150(4)

200(4)

40(4)
50(4)

100(4)

150(4)

가. 일반보일러
 (1)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배출가스량 200,000㎥/hr이상
  (나)배출가스량 30,000㎥/hr∼ 

200,000 ㎥/hr 미만
  (다)배출가스량 6,000㎥/hr∼ 

30,000㎥/hr 미만
  (라)배출가스량이 6,000㎥/hr미만

20(4)
40(4)

80(4)

100(4)
 (2) 고체연료 사용시설
   (액체연료 혼합시설포함)
  (가)배출가스량 30,000㎥/hr이상
  (나)배출가스량 6,000㎥/hr∼30,000㎥/hr 미
만

  (다)배출가스량 6,000㎥/hr미만

250(6)
250(6)

300(6)

100(6)
150(6)

200(6)

50(6)
50(6)

150(6)

 (2) 고체연료 사용시설
  (액체연료 혼합시설포함)
  (가)배출가스량 30,000㎥/hr이상
  (나)배출가스량 6,000㎥/hr ∼
     30,000㎥/hr 미만
  (다)배출가스량 6,000㎥/hr미만

30(6)
40(6)

100(6)
나. 발전시설
 (1)액체연료사용시설
  (가)발전용량100㎿이상
  (나)발전용량100㎿미만
  (다)발전용 내연기관

20(4)
40(4)
40(13)

 (2)고체연료사용시설
  (액체연료 혼합시설 포함)
  (가)발전용량500㎿이상
  (나)발전용량500㎿미만

20(6)
40(6)

나.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1배출가스량 40,000㎥/hr이상
  (2배출가스량 40,000㎥/hr 미만

100(12)
200(12)

80(12)
100(12)

80(12)
100(12)

다.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1)소각용량 2톤/h 이상
 (2)소각용량 200kg/일∼2톤/h 미만
 (3)소각용량 200kg/h 미만

20(12)
100(12)
200(12)

다. 금속의 용융․제련 또는 열처리시설 중

 (1) 전기아크로(유도로 포함)
  (가) 기존시설
  (나) 신규시설
 (2) 용광로, 용선로, 배소로
 (3) 소결로
 (4) 가열로

30

70
200

100(11)

20

50
70

100(11)

20
15
50
50

70(11)

라. 금속의 용융․제련 또는 열처
리 시설 중

 (1) 전기아크로(유도로 포함)
  (가) 기존시설
  (나) 신규시설
 (2) 용광로, 용선로, 배소로
 (3) 소결로
 (4) 가열로

15

50
50(13)
50(11)

라. 화학비료 제조시설 또는 인산 및 그 화
합물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건조시설

70 70 50(10) 마. 화학비료 제조시설 또는 인산 
및 그 화합물제조시설 중 소성

시설, 건조시설

50(10)

마.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70(4) 50(4)/ 50(4) 바.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중 가
열시설

50(4)

바. 코크스 제조시설 100(7) 100(7) 100(7) 사. 코크스 제조시설 50(7)

사. 아스콘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100(10) 100(10) 100(10) 아. 아스콘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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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배출시설 및 기간별 배출허용기준

(단위 : ㎎/S㎥)

'05년 이후의 배출시설 및 기준

(단위 : ㎎/S㎥)

오 염

물 질
배출시설

‘91.2.2∼
’94.12.31

‘95.1.1∼
‘98.12.31

‘99.1.1∼
‘02.12.31

배출시설
배출허용

기    준

먼 지 아. 석유정제시설 중
 (1) 촉매재생시설
 (2) 탈황시설
 (3) 가열시설

100(6)
100(6)
70(4)

100(6)
50(6)
50(4)

70(6)
50(6)
50(4)

자. 석유정제시설 중
 (1) 촉 매재생시설
 (2) 탈황시설
 (3) 가열시설

50(6)
50(6)
50(6)

자.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의 
용융, 융해시설중

 (1) 연속식 탱크로 또는 전기로
 (2) 기타시설

100(13)
100

70(13)
70

50(13)
50

차.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의 용
융, 융해시설 중

 (1) 연속식 탱크로 또는 전기로
 (2) 기타시설

50(13)
50

차. 도기, 자기, 토기, 구조점토, 내
화물 제조시설중 용융, 용해, 소
성 또는 냉각시설

100(16) 100(16) 70(16) 카. 도기, 자기, 토기, 구조점토, 내화
물 제조시설중 용융, 용해, 소성 또
는 냉각시설 

50(16)

카. 시멘트, 석회 및 프라스트 제조
시설 중

 (1) 건조시설 및 소성시설
 (2) 냉각시설

200(13)
100

100(13)
50

50(13)
50

타. 시멘트, 석회 및 프라스트 제조시
설 중

 (1) 건조시설 및 소성시설
 (2) 냉각시설

40(13)
50

타. 석면제품 제조가공시설 중
 (1) 방사, 집면, 탈판시설
 (2) 기타시설

30
100

30
100

30
100

파. 석면제품 제조가공시설 중
 (1) 방사, 집면, 탈판시설
 (2) 기타시설

30
70

파. 발전용 내연기관 40(13)  (기준삭제) -
하. 기타시설 120 120 120 하. 기타시설 100

카드뮴 

화합물

(Cd 로서)

모든 배출시설 1.0 1.0 1.0 가.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1) 소각용량 2톤/h 이상 
 (2) 소각용량 200kg/일∼2톤/h 미만
  (3) 소각용량 200kg/h 미만

0.02(12)
0.1(12)
0..2(12)

나. 기타시설 1.0(12)
납

화합물 

(Pb로서)

가. 금속의 용융, 제련, 열처리시설
  중 용융로, 용해로, 용광로 및 
  정련시설

20 20 10 가.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1) 소각용량 2톤/h 이상 
 (2) 소각용량 200kg/일∼2톤/h 미만
  (3) 소각용량 200kg/h 미만

0.2(12)
1.6(12
5(12)

나. 기타시설 10 10 5 나. 기타시설 (현행기준 유지) 5
크  롬

화합물

(Cr로서)

모든 배출시설 1.0 1.0 1.0 가.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1) 소각용량 2톤/h 이상

 (2) 소각용량 200kg/일∼2톤/h 미만

 (3) 소각용량 200kg/h 미만

0.5(12)

0.5(12)

0.5(12)
나. 기타시설 1

구  리 

화합물

(Cu로서)

가. 구리제련시설 20 20 20 모든 배출시설 10

나. 기타시설 10 10 10

니켈 및

그 화합물

모든 배출시설 20 20 20 모든 배출시설

(현행기준 유지)
20

아 연

화합물

(Zn로서)

가. 금속제련, 전기로 및 소각시설 30 30 30 모든 배출시설 10

나.기타시설 10 10 10

비산먼지 모든 배출시설 1.5 1.0 0.5 모든 배출시설 0.5
매연 모든 배출시설 링겔만 

비탁표 2도
링겔만 

비탁표 2도
링겔만 

비탁표 2도 
모든 배출시설 링겔만 

비탁표 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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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자동차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

   1. 현 황 

    우리 나라는  ‘80년 1월 시행한 환경보전법 시행령에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

준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 배출가스를 본격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하 다. 즉 휘발유 

자동차에 대하여 일본이 ’73년부터 적용하 던 기준을 그대로 도입하여 적용하 다.  

그러나 전체 자동차 수의 50%이상을 차지했던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연(50%)만 

규제하 기 때문에 질소산화물의 배출량 급증을 자초한 결과가 되었다.

    ‘84년 7월 휘발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개정(일산화탄소 : 31%, 탄화

수소 : 26%, 질소산화물 : 17%로 강화)하는 동시에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도 일산화탄소 : 980ppm, 탄화수소  670ppm, 질소산화물 : 직접 분사식(1,000ppm)/

간접분사식(590ppm)과 시험방법(6모드)로 규제하 다.  아울러 운행중인 휘발유 자

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탄화수소(1,200ppm)을 추가하 다.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또한 해가 바뀌면서 잦은 개정이 있었으며 최근 ‘96부터

는 매 2년마다 개정되었고, 현재는 2002년도 개정기준이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서

는 2000년도 개정기준을 실었으며, 기준에 나오는 자동차 종류의 구분은 아래와 같

다.

       경차 : 엔진배기량<800cc

       일반 승용차 : 엔진배기량≥800cc, GVWR<2.5t

                       승차인원 8인 이하의 웨곤, 짚차 등 승합차 포함

       소형화물 자동차 : 엔진배기량≥800cc, GVWR<3.5t

                           승차인원 9인이하의 밴, 상용차 포함

       중량자동차 : GVWR≥3.5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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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최초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최초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78. 6. 30)

          구  분

배출가스

  의 종별

배출가스농도기준

차  종 연료 배출허용기준 측정방법

일산화탄소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로서 차량 총중량 2.5톤 이하 

또는 승용에 전용하는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것(2싸이

클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휘발유,

LPG
26.0g/km

10모드에 

의한 측정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로서 차량 총중량 2.5톤 초과의 것

(승용에 전용하는 승차정원 10인이하의 것을 제외한다)

휘발유
1.6% 이하

6모드에 

의한 측정

탄

화

수

소

배기관으로

부터 배출

되는 것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로서 차량 총중량 2.5톤 이하 

또는 승용에 전용하는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것(2싸이

클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휘발유,

LPG
3.80g/km

10모드에 

의한 측정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로서 차량 총중량 2.5톤 초과의 것

(승용에 전용하는 승차정원 10인이하의 것을 제외한다)
520ppm이하

6모드에 

의한 측정

누출가스로

서배출되는 

것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
휘발유

0g
1주행에 

의한 측정

질소산화물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로서 차량 총중량 2.5톤 이하 

또는 승용에 전용하는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것(2싸이

클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휘발유,

LPG

3.0g/km

이하

10모드에 

의한 측정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로서 차량 총중량 2.5톤 초과의 것

(승용에 전용하는 승차정원 10인이하의 것을 제외한다)
휘발유

2,200ppm

이하

6모드에 

의한 측정

매  연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 특수자동차 경유 50%이하
정지가동상

태에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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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 승용차의 허용기준

  

 경 승용차의 허용기준(운전모드 : CVS-75모드, 단위 : g/km)

차종 적용년도 CO HC NOx HCHO PM

휘발유

경승용차

91.2.2 8.0 2.1 1.5

96.12.1 2.11(4.5) 0.25(0.5) 0.62(1.25)

2000.1.1 2.11/2.61 0.16/0.19 0.25/0.37

휘발유

경상용차

98.12.1 4.0 0.5 1.0

2000.1.1 2.11/2.61 0.25/0.29 0.62/0.85

저공해차 2000.1.1 1.06/1.31 0.05/0.07 0.13/0.19 0.005/0.007

경유

경승용차

99.12.31 이전 1.5 0.25 0.62 0.08

2000.1.1 1.2 0.25 0.62 0.05

경유

경상용차
2000.1.1 1.2 0.25 1.02 0.11

1) 증발가스 91.2.2 4g/test, 96.12.1 2g/test

2) 천연가스 자동차 : THC는 NMHC로 측정

3) 알콜 연료자동차 : THC 대신 알데히드 적용(0.009g/km)

4) (  )안의 기준은 96.11까지 인증받은 차량에 적용

5) 신규생산 경승용차는 일반 승용차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6) 2000년 이후 규제 : 8만km/16만km 제작차 및 결함확인검사 기준

7) 경상용차 : 코우치, 밴형 등 화물수송용 자동차

8) 저공해자동차의 적용대상차종 및 시기별 적용비율은 환경부장관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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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승용차의 배출허용기준

승용차의 배출허용기준(운전모드 : CVS-75모드, 단위 : g/km)

차종 적용년도 CO HC NOx HCHO PM

휘발유

가스,

승용차

91.2.2 2.11 0.25 0.62

98.1.1 2.11 0.25 0.40

2000.1.1 2.11/2.61 0.16/0.19 0.25/0.37

휘발유

가스,

승합차

98.1.1 2.75 0.30 0.62

2000.1.1 2.75/3.11 0.25/0.29 0.44/0.62

저공해

승용차
2000.1.1 1.06/1.31 0.05/0.07 0.13/0.19 0.005/0.007

경유

승용차

93.1.1 2.11 0.25 0.62 0.12

96.1.1 2.11 0.25 0.62 0.08

98.1.1 1.5 0.25 0.62 0.08

2000.1.1 1.2 0.25 0.62 0.05

경유

승합차

98.1.1 1.5 0.25 1.12 0.14

2000.1.1 1.2 0.25 1.02 0.11

1) 증발가스 91.2.2 부터 2g/test

2) 천연가스 자동차 : THC는 NMHC로 측정

3) 알콜 연료자동차 : THC 대신 알데히드 적용(0.009g/test)

4) 승합차 : 짚차 및 승차인원 8인이하 승합차종 적용

5) 인증 주행거리 5년/8만km,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10년/16만km

6) 2000년 이후 규제 : 8만km/16만km 제작차 및 결함확인검사 기준

7) 저공해자동차의 적용대상차종 및 시기별 적용비율은 환경부장관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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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소형화물자동차 허용기준

소형화물자동차 허용기준(운전모드 : CVS-75모드, 단위 : g/km)

차  종 적용년도 CO HC NOx HCHO PM

휘발유, 가스

LVW≤1.7t

91.2.2 6.21 0.5 1.43

98.1.1 6.21 0.5 0.75

2000.1.1 2.75 0.24 0.25

2004.1.1 1.27 0.18 0.16

LVW>1.7t

91.2.2 6.21 0.5 1.43

98.1.1 6.21 0.5 1.06

2000.1.1 3.11 0.29 0.43

2004.1.1 1.65 0.24 0.30

저공해자동차
2000.1.1 1.56 0.15 0.37 0.007

2004.1.1 1.56 0.15 0.37 0.007

경유

LVW≤1.7t

96.1.1 6.21 0.50 1.43 0.16

98.1.1 2.11 0.25 1.40 0.14

2000.1.1 2.11 0.25 1.02 0.11

2004.1.1 1.27 0.21 0.64 0.06

LVW>1.7t

96.1.1 6.21 0.50 1.43 0.31

98.1.1 2.11 0.50
1.40

(1.96)

0.25

(0.35)

2000.1.1 2.11 0.50 1.06 0.14

2004.1.1 1.52 0.33 0.71 0.08

1) 경유 LVW>1.7t 98.1.1 의 (  )는 차량총중량 3.0톤 이상 3.5톤 미만 적용

2) LVW(Loaded Vehicle Weight) = 공차중량 + 136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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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중량자동차 허용기준

중량자동차 허용기준(운전모드 : D-13모드, 단위 : g/km)

차종 적용년도 CO HC NOx HCHO PM 매연

휘발유
91.2.2 33.5 1.3 11.4 -

2000.1.1 33.5 1.3 5.5 -

저공해

자동차
2000.1.1 33.5 1.3 5.5 0.01 -

경유

96.1.1 4.9 1.2 11.0 0.9 35%

98.1.1 4.9 1.2 6.0(9.0) 0.25(0.5) 25%

2000.1.1 4.9 1.2 6.0 0.25(0.1) 25%

 

1) (  )는 시내버스에 적용

2) 매연은 D-3 모드로 측정

3) 2000.1.1 경유 중량자동차 기준은 EURO-2 기준으로 변경(NOx 7.0, PM 0.15), 기존 판매차량은 2000.10.1부터 

적용

4) 2002.1.1 기준은 EURO-3 기준으로 변경 계획(NOx 5.0, PM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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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사용연료 차종 적용기간 CO(%) HC(ppm) 매연(%)

휘발유, 가스, 

알콜

승용자동차

1988이전 4.5 1200

1988 1.2 220, 400(가스)

2000 1.2 200

경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중량자동차

2000이전 4.5 1200

2000
≤1.7톤 1.2 200

>1.7톤 4.5 1200

경유

승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1996이전 40

1996 35

1998 30

중량자동차

1993이전 40

1993 35

1996 30

1998
시내버스 25

시내버스외 30

200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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