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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s 관리의 기본틀PCBs 관리의 기본틀

배출원분류/배출량 파악배출원분류/배출량 파악

인체/생태 위해도 관리목표 결정인체/생태 위해도 관리목표 결정

배출관리/규제

-환경질/배출허용 수준
하루허용섭취량-하루허용섭취량

-오염지역 정화 기준
-사용 규제

관리/규제의 효과 감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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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배출원/배출량: PCBs주요 배출원/배출량: PCBs

생산된 제품과 그 폐기물 중의 PCBs생산된 제품과 그 폐기물 중의 PCBs

소각 등 고온 공정부산물 PCB소각 등 고온 공정부산물 PCBs



제품/폐기물 PCBs제품/폐기물 PCB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비 고(제품)( )

특별고압변압기 7,000kVA 초과

고압변압기 600kVA초과~7,000kVA 이하

저압변압기 600kVA 이하

역률보상용

변압기

역률보상용

(power factor correction)

전동기
시동/기동 단상전동기 교류유
도전동기, 수중펌프 등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력용축전기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헤어드라이어, TV

전자레인지 등

전등안정기 가정용 제외

전압조절용절연유

가전제품군
축전기

(capacitor, condenser)

전압조절용

(voltage regulation)

정류기, 방전용 코일,

리액터 등과 유입식 혹은

oil사용 종이 콘덴서 등

기타

oil사용 종이 콘덴서 등

유입식 전선
(liquid filled cable)

특별고압전선   154kV이상의 특별고압전선

개폐기
(liquid filled switch)

유입식 개폐기 및 차단기 
차단기

(liquid filled circuit breaker)

(liquid filled switch)



제품/폐기물 PCBs제품/폐기물 PCB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비 고(제품)

광산, hydraulic dye casting,

무탄소복사지
(carbonless copy paper)

감압복사지

유압유

열매체유
정유 및 석유화학업체,
무기/유기화학업체

철/비철금속 업체 등(hydraulic fluid)

매체유
(heat transfer fluid)

무기/유기화학업체
(보일러, 건조기, 열풍발생기,

요리기구)

절삭유
(cutting oil)
진공펌프

절연유외
진공펌프

(vapor diffusion pump,
vacuum pump)

고온용 윤활유

합성수지
PVC, 염화고무, neoprene,
폴리에스테르 폴리에틸렌 등

기계유

합성수지 폴리에스테르, 폴리에틸렌 등
 

절연용
전선피복, 절연테이프,   전기

기기용 절연재 등

방염액 및 도료 페인트, varnish, lacquer 등

방염커튼 panel 카페트

가소제

방염제 방염커튼, panel, 카페트,

방염섬유, 직물 등 

기타
농약, 접착제, 방수 및
방습제, 함침제, 왁스,

sealant 등

방염제
방염처리제품



부산물 PCBs 배출원부산물 PCBs 배출원

연료연소: 가정용, 상업공공, 발전용, 산업
용, 기타. 

폐기물소각: 생활폐기물, 병원성 폐기물, 
유해폐기물 하수슬러지의 소각유해폐기물, 하수슬러지의 소각

산업생산공정: 철강산업, 비철금속산업, 비
금속광물산업의 열공정금속광물산업의 열공정



배출원별 배출량 ?배출원별 배출량 ?

제품/폐기물 PCB제품/폐기물 PCBs

절연유 중 PCBs 함량 파악 노력 중

제품/폐기물 중 환경배출량 평가 부재

Breivik(2002): 1940~2000년 동안 4300여톤 사용 추정

<그림 3-2-1)> 한국의 연도별 PCBs 소비량(1930∼2000년)



배출원별 배출량 ?배출원별 배출량 ?

부산물 PCBs

국가 차원의 배출원별 배출량 평가 부재

예비평가예비평가
철강산업: 전기로, 소결, 전로, 코크스생산

연료: 발전용 석탄/발전용 석유, 가정용 석탄연  발전용 석탄/발전용 석유, 가정용 석탄

폐기물소각



위해도 평가/관리 목표?위해도 평가/관리 목표?





PCBs 처리 실적PCBs 처리 실적



관리/규제의 효과 감시/평가관리/규제의 효과 감시/평가

환경오염도 감시

일부 PCBs: 내분비계장애물질 잔류실태조사

수질/토양측정망: 불검출 ???수질/토양측정망: 불검출 ???



측정자료 평가(예)측정자료 평가(예)



PCBs 관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PCBs 관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

2015년까지 “근절” 선언

PCB 정책협의회 구성

자발적 협약 체결

PCBs 함유 절연유 처리 방안 치중PCBs 함유 절연유 처리 방안 치중

절연유 중 PCBs 함량 파악 시도

절연유 중 PCB 처리 기술 평가절연유 중 PCBs 처리 기술 평가

절연유 중 PCBs로 오염된 폐기물 처리기술 평
가가

PCBs 관리 road-map 작성



할 일할 일

단편적 절연유 대책 치중에서 벗어나 종합
적 접근 필요: roadmap 실행

환경부가 선언한 2015년 근절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 확보 방안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 확보 방안

환경배출-식품전이-식품섭취 연결고리 차
단을 위한 관련 부처간 협조단을 위한 관련 부처간 협조



결론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