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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대기보전

제 1 절 대기오염 현황

1. 개요

가. 대기오염물질 정의

대기오염에 대하여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의한 것을 보면 대기 중에 인위적

으로 배출된 오염물질이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이 존재하여 오염물질의 양, 농도 및 

지속시간이 어떤 지역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쾌감을 일으키거나 해당지역에 공중

보건상 위해를 끼치고, 인간이나 동․식물의 활동에 해를 주어 생활과 재산을 향유

할 정당한 권리를 방해받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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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상 또는 재산상 해를 끼치거나 동․식물의 생육환경 등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말하며 이는 다시 가스상물질과 입자상물질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가스상물질은 연소, 합성, 분해시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에 의해서 발생되는 기

체상의 물질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오존 등을 말하며, 입자상물질은 물질의 파

쇄, 선별 등 기계적 처리 또는 연소, 합성, 분해시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

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대기 중에 존재하는 입자상물질은 태양과 지구의 복사에너지를 분산시키거나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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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

는 가스․입자상 물질로써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먼지 등 총 

61개 물질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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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원천은 너무나 다양하다. 황사와 같이 바람에 의해 

토양의 흙먼지가 날려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도 있고, 산불이나 화산에 의해 먼지나 

매연을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자연

적 발생원으로 인한 대기오염보다는 대부분 인간의 활동에서 비롯되는 인위적 발

생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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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Line source)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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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말하며, 면 오염원은 주택과 같이 일정 지역안에 

소규모 발생원이 다수 모여 오염물질을 발생하여 해당 지역 내에 오염문제를 발생

시키는 것이다. 선 오염원의 대표적인 것은 자동차로 이는 도로를 중심으로 오염물

질을 발생시켜 도로주변에 대기오염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1) 대기배출업소

2015년 12월 31일 기준 관내 대기배출업소 수는 총 1,142개소이며, 국가산단내 

465개소, 지방산단내 108개소, 산단외 569개소가 있다.

종별 구분은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1종(80톤 이상), 2종(20톤 이상80톤 미

만), 3종(10톤이상 20톤미만), 4종(2톤이상 10톤 미만), 5종(2톤 미만 사업장)으로 구

별하고 있다.

대기배출업소 1,142개소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속제품 266(23.3%), 화학제품 

199(17.4%), 비금속광물 60(5.3%), 석유정제 32(2.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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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1】

종별 대기배출업소 현황
(2015. 12. 31)

※ 자료：환경보전과

【표 Ⅲ-4-2】

업종별 대기배출업소 현황
(2015. 12. 31)

구 분 계
화학
제품

금속
제품

석유
정제

비금속
광  물

종이
제조

음식
료품

섬유
제품

기타

합  계 1,142 199 266 32 60 4 22 14 545

시 594 150 200 28 28 2 11 6 169

구․군 548 49 66 4 32 2 11 8 376

※ 자료：환경보전과

※ 기타 : 자동차수리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 폐기물처리업, 발전시설업, 도장업, 세탁업 등

2) 자동차

수송부분은 전국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자동

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자동차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갈

수록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     분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계 1,142 104 53 60 362 563

국가산업단지
소      계 465 92 43 40 114 176
울산․미포 298 68 23 22 79 106

온      산 167 24 20 18 35 70

일반산업단지

소      계 108 7 4 10 31 56

HTV 18 4 1 - 5 8

매      곡 15 - - - 3 12

길      천 30 1 5 10 14
신  일  반 15 3 2 4 4 2

작      동 1 - - - - 1

중      산 7 - - - 3 4

와지일반산단 4 - - - - 4

봉계일반산단 4 - - - 1 3

모듈화산단 2 - - - 1 1
반천일반산단 10 - - - 4 6

자유무역지역 2 - - 1 - 1

산업단지 외 기      타 21 5 6 10 - -

산업단지 외(구군) 548 - - - 217 331



환경보전대책  제4장 대기보전

214 ＿ 2016 환경백서

우리 시의 경우도  2006년 394,770대에서 2015년도에 525,092대로 매년 꾸준히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도시의 주 대기오염원이 발

전, 산업부분에서 수송부분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역 특성상 산업단지내 원료 및 제품을 수송하는 중․대형 외부 화물차량

의 운행이 많아 대기오염 발생량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 Ⅲ-4-3】

자동차 등록 현황
(단위：대)

구    분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2006 394,770 306,610 21,443 64,931 1,786

2007 407,477 319,723 20,710 65,181 1,863

2008 416,565 329,810 20,038 64,821 1,896

2009 427,610 342,092 19,335 64,279 1,904

2010 440,735 355,423 18,801 64,641 1,870

2011 456,051 370,433 18,250 65,383 1,985

2012 470,410 384,426 17,724 66,164 2,096

2013 485,184 398,281 17,532 67,154 2,217

2014 504,604 416,362 17,255 68,682 2,305

2015 525,092 435,314 16,831 70,520 2,427

※ 자료：차량등록사업소

【그림 Ⅲ-4-1】

자동차 증가 추이 

※ 자료：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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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질 현황

가. 아황산가스(SO2) 오염도

아황산가스는 B-C유 또는 석탄의 연소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오염물질로써 점

막을 자극하거나 기관지염, 천식 등 인체 호흡기질환을 가져오며, 식물의 성장을 

저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환경기준은 연간 평균치 0.02ppm이하, 24시간 평균

치 0.05ppm이하, 1시간 평균치 0.15ppm이하이다.

아황산가스 오염도를 줄이기 위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0.3% 저유황유 

사용, 청정연료사용권장, 환경개선 투자유도 등의 대기질 개선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아황산가스 오염도 추이를 살펴보면 1991년 연평균 0.035ppm까지 악화되었다가 

2006년 0.007ppm까지 개선된 이후 2014년까지 0.008ppm을 꾸준히 유지하다가,

2015년 0.007ppm으로 개선되었다.

【그림 Ⅲ-4-2】

연도별 아황산가스 오염도 추이

※ 자료：대기환경연보

2015년 월별 오염도는 11월, 12월에 0.005ppm으로 가장 낮았고, 5월에 0.012ppm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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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3】

2015년 월별 아황산가스 오염도

※ 자료：대기환경연보

나. 미세먼지(PM-10) 오염도

먼지는 연료의 연소나 도로, 나대지 등에서 비산(飛散)하여 발생되는 것으로써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2001년 1월 1일부터 환경기준이 총부유분진(TSP)에서 미세먼지(PM-10)로 변경되

었고, 2007년 1월 1일부터 환경기준이 연간평균치 70㎍/㎥이하에서 50㎍/㎥이하로,

24시간평균 150㎍/㎥이하에서 100㎍/㎥이하로 변경되었다.

울산의 미세먼지(PM-10) 오염도를 살펴보면 1995년 69㎍/㎥로 다소 높게 나타났

으나 점차 개선되어 1999년 29㎍/㎥까지 감소하였다. 2000년부터는 황사 등의 영향

으로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08년까지 50~54㎍/㎥의 오염도를 나타

냈으나 2009년 이후 감소 추세로 46~49㎍/㎥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4·2015년에는 

4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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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4】

연도별 미세먼지 오염도

※ 자료：대기환경연보

우리나라는 매년 봄 중국 북부, 몽고지역에서 발생하는 황사의 영향으로 이 기간 

중에 미세먼지의 농도가 평상시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울산지역도 4월, 5

월에 황사의 영향을 받아 높은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봄철에는 

시정거리도 상당히 감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Ⅲ-4-5】

2015년 월별 미세먼지 오염도

※ 자료：대기환경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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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 성 우

비는 오염이 없는 자연상태에서도 탄산가스와 반응하여 약산성을 띄는데, 산성우

란 대기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이 공기 중 습

기와 작용하여 황산, 질산, 탄산 등으로 변한 이후 이 산화물이 공중에 떠 있다가 

비가 내릴 때 빗물 속에 용해되어 내리는 것으로 pH 5.6이하의 산성도를 갖는 경

우를 말하며 강우의 산성도는 대기오염도(특히 아황산가스 오염도)와 밀접한 관계

가 있다.

산성도가 강한 비가 장기간에 걸쳐 내릴 경우 건물, 교량 및 구조물 등을 부식시

키고 식물의 수분흡수를 억제하거나 토양의 유기물 분해를 방해하는 등 토양과 수

질을 오염시켜 생태계에 손상을 입힌다.

울산시의 경우 1995년 pH5.3의 산성우가 내렸으며, 1997년에는 pH5.7로 산도가 

개선되었다가 2001년이후 pH5.1 ~ pH4.5의 산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Ⅲ-4-6】

연도별 산성우 pH(수소이온농도지수)

※ 자료：보건환경연구원

2015년 월별 산성우의 pH(수소이온농도지수)는 11월이 4.9로 가장 높았으며,

6월이 4.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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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7】

2015년 월별 산성우 pH(수소이온농도지수)

※ 자료：보건환경연구원

라. 이산화질소(NO2) 오염도

이산화질소는 화석연료 등의 연소 시 주로 발생하며,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 질

산을 사용하는 표면처리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써 코와 인후를 자극하여 

호흡기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2차 오염물질인 오존과 

광화학스모그를 생성하여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2007년 1월 1일부터 환경기준이 연간평균치 0.05ppm이하에서 0.03ppm이하로, 24

시간평균치 0.08ppm이하에서 0.06ppm이하로, 1시간평균치 0.15ppm에서 0.10ppm

으로 강화되었다.

울산시의 연도별 이산화질소의 경우 1994년 0.029ppm으로 오염도가 다소 높았으

나 1995년 0.023ppm으로 개선된 이후 최저 0.016ppm에서 최고 0.024ppm으로 연

간 환경기준이내를 유지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이산화질소 오염도는 뚜렷한 경향

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0.023~0.024ppm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5년 0.022ppm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이산화질소는 자동차의 증가, 기업체의 청정연료 사용 확대 등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므로 향후 질소산화물 저감대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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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8】

연도별 이산화질소 오염도

※ 자료：대기환경연보

2015년 울산의 월별 이산화질소 오염도는 7월에서 11월 사이에 0.015~0.022ppm

으로 연중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Ⅲ-4-9】

2015년 월별 이산화질소 오염도

※ 자료：대기환경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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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오존 (O3)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온도와 햇빛과의 복잡한 화학반응에 의해 생

성되는 2차 오염물질로써 눈을 자극하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물질이다. 환경기준

은 8시간 평균치 0.06ppm이하, 1시간 평균치 0.1ppm이하이다.

울산시의 연도별 오존 오염도를 살펴보면 1991년 이후 0.012～0.015ppm을 유지

하다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0.017~0.021ppm으로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2001년 

이후 0.020~0.024ppm으로 유지되다가 2011년 0.025ppm, 2012년 0.026ppm, 2013년 

0.028ppm, 2014년 0.028ppm, 2015년 0.028ppm으로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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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로 각 공장의 생산가동률 향상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증가와 기온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판단된다.

【그림 Ⅲ-4-10】

연도별 오존 오염도

※ 자료：대기환경연보

2015년 울산의 월별 오존 오염도는 4월~6월, 8월에 높은 농도로 나타났으며, 동

절기에 다소 낮은 농도를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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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11】

2015년 월별 오존 오염도

※ 자료：대기환경연보

바. 일산화탄소(CO)

일산화탄소(CO)는 주로 연료 중 탄소가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며, 자동차의 운

행 중에도 발생한다. CO는 혈액중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공급을 저하시켜 

두통, 현기증을 유발한다. 일산화탄소의 환경기준은 8시간 평균치 9ppm이하, 1시간 

평균치 25ppm이하이다.

일산화탄소 오염도 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 1.7ppm을 정점으로 하여 점차 개선

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수 년간 0.5ppm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Ⅲ-4-12】

연도별 일산화탄소 오염도

※ 자료：대기환경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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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월별 일산화탄소 오염도는 1월~3월, 12월에 0.6ppm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Ⅲ-4-13】

2015년 월별 일산화탄소 오염도

※ 자료 : 대기환경연보

사. 대기 중 중금속 오염도

「환경정책기본법」상 대기 중 중금속 오염도의 환경기준은 납(Pb)만 연평균 0.5

㎍/㎥ 이하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 중금속에 대한 환경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

울산시의 대기중 중금속 오염도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Ⅲ-4-4】

중금속 오염도 현황
(단위：㎍/㎥)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Pb 0.0691 0.0569 0.0651 0.0595 0.0603 0.0307 0.0370 0.0281

Cd 0.0026 0.0028 0.0025 0.0008 0.0022 0.0007 0.0003 0.0009

Cr 0.0058 0.0080 0.0039 0.0054 0.0077 0.0030 0.0040 0.0021

Cu 0.1469 0.0363 0.0481 0.0349 0.0414 0.0146 0.0201 0.0162

Mn 0.1056 0.0827 0.0624 0.0954 0.0814 0.0381 0.0603 0.0393

Fe 1.8480 1.0302 1.3308 1.9291 1.3900 0.6541 1.0571 0.6757

Ni 0.0084 0.0066 0.0075 0.0104 0.0092 0.0043 0.0060 0.0036

As - - - 0.0101 0.0117 0.0030 0.0062 0.0064

Be - - -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자료 : 대기환경연보 , 주) 관내 4개 측정소의 평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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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대기관리 체계

1. 대기환경기준 

환경기준은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세계보건

기구(WHO)가 권장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가 또는 지역내에서의 

환경보전 목표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각 지역의 오염정도나 환경 이외의 조

건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게 되므로 국가별 또는 지역별 차이가 있다.

대기환경기준은 1979년 2월 아황산가스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설정한 이래 1983

년 8월에는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오존, 먼지, 탄화수소, 1991년 2월에는 납의 환

경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1993년도에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등 일부 항목은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탄화수

소는 환경기준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1995년 1월부터는 자동차의 증가로 매연과 같은 미세한 입자에 대한 관리의 필

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입자의 직경이 10㎛이하인 미세먼지(PM-10) 기준을 새로이 

정하였으며, 각 오염물질별 측정방법을 명시하는 등 보다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

하기 시작하였다.

울산시에서는 지역 환경여건에 맞는 대기환경기준의 설정을 위하여 2000년도 울

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역환경기준 설정방안’에 대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오존을 

제외한 5개 항목에 대하여 2003년 7월 1일 ‘울산광역시 대기환경기준’을 제정하였

고, 2005년 1월 1일부터는 강화된 아황산가스 기준을 적용하였다.

200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대기질을 한 단계 더 선진화하기 위하여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의 국가 대기환경기준이 25%~40%정도 강화되었고, 2010년부터 벤젠을 

추가 적용하였다.1)

2009년 1월 8일부터 강화된 국가환경기준을 반영한 지역 대기환경기준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2)

1) 부록 5. 대기환경기준 참조

2) 부록 4. 울산광역시 대기환경기준조례 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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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의거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와 전남 여

천산업단지 등 2개 지역이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는 1986년 3월 18일 지정되었으며, 전남 여천산업단지는 1996년 9

월 20일에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배경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는 정부의 환경정책이 전무한 시기였던 1962년

에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되었다.

이로 인해 당시의 기업체들은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1960년대 말부터 각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주변마을의 주

민들과 농작물 등에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특히 입주업체들이 임야․농경지 등 용지매입이 용이한 지역을 중심으로 임의로 

입지를 선정하여 공장을 건설하는 등 무계획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공장과 

마을이 혼재되었고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대규모 이주사업이 추진되는 등 

환경오염 피해분쟁이 빈발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환경청에서는 1986년 3월 18일 환경청고시(제86-3호)로 울산․미

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를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나. 특별대책지역 규제강화 내용

1987년 2월 환경청(현 환경부)에서는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특별종합대책을 

고시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첫째, 가스상 물질과 분진 등 일부 오염물질에 대하여 

지역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방지시설을 개선․보완토록 조치하였으며 둘째, 연

료사용규제를 실시하여 황 함유량 2.5% B-C유를 1.6% B-C유로 대체토록 하였다.

셋째, 배출시설 감시체계 강화를 위하여 굴뚝자동측정기(TMS)를 설치토록 하고 넷

째, 굴뚝높이를 상향조정(25개 업체, 48개 굴뚝)하였으며 다섯째, 신규업체에 대한 

입주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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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10월 1일부터는 신규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른 지역보다 10년 정도 앞당

겨 30～88% 강화된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준수토록 하였다. 더 나아가 1992년 2월 

2일부터는 기존 공장까지도 다른 지역보다 5년 정도 앞당겨 30～60% 강화된 ‘엄격

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3.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운영

관내 주요지점의 아황산가스, 먼지, 이산화질소, 오존, 일산화탄소 등 대기환경상

태를 상시 측정하기 위하여 15개소의 대기오염자동측정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1999년 4월 15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국가와 시․도지

사가 대기오염측정을 위한 역할을 분담함에 따라 기존의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운

영하던 일반대기질 측정소 7개, 도로변측정소 1개, 중금속측정소 2개소를 2002년에 

우리 시가 인수받아 운영하게 되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던 측정소들은 

주로 공단의 대기오염을 측정하기 위하여 공단 인근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남구 삼산동, 무거동 등 신흥 주거지를 중심으로 측정망을 확충했으며,

2003년 5월에는 북구 호계지역, 2005년 11월에는 북구 효문지역, 2012년 10월에는 

울주군 삼남면에 설치 완료하였다.

또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측정을 위하여 2004년 11월 삼산동 측정소에 측정망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울산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현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측정망

의 종류는 표 Ⅲ-4-5, 표 Ⅲ-4-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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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5】

도시(도로변)대기 측정망 현황

지 역 측정소명
용도
지역

위 치 항 목 기 타 비 고

중구 성남동 상업
중구 만남의거리 14

(성남동 219-137)

SO2, O3, NO2,

CO, PM10 ,PM2.5

대기옥외전광판

남구

신정동 주거
봉월로 20번길 9

(신정동 1210-9)

SO2, O3, NO2,

CO, PM10

대기옥외전광판
대기중금속측정망
산성우측정망

종합대기
측정소

삼산동 주거
삼산중로 131번길 36

(삼산동 1513-13)

SO2, O3, NO2,

CO, PM10, PM2.5

산성우측정망
VOC측정망

야음동 주거
수암로 170

(야음동 789-11)

SO2, O3, NO2,

CO, PM10
대기중금속측정망

무거동 상업
대학로 147번길 38

(무거동 1522-2)

SO2, O3, NO2,

CO, PM10
산성우측정망

부곡동 공업
처용로 260-37

(부곡동 125-2)

SO2, O3, NO2,

CO, PM10

여천동 공업
납도로 90

(여천동 250-1)

SO2, O3, NO2,

CO, PM10

대기옥외전광판
대기중금속측정망

신정동 도로변
문수로 436

(신정2동 1674)

SO2, O3, NO2,

CO, PM10
도로변 측정망

동구 대송동 주거
대송5길 10

(대송동 148-2)

SO2, O3, NO2,

CO, PM10, PM2.5

산성우측정망

북구

농소동 주거
호계7길 13

(호계동 726)

SO2, O3, NO2,

CO, PM10, PM2.5

효문동 공업 효문동 616-8
SO2, O3, NO2,

CO, PM10

울주군

상남리 주거
청량면 신덕하3길 5

(상남리 595-7)

SO2, O3, NO2,

CO, PM10

덕신리 주거
온산읍 명봉거남로 2

(덕신리 36-4)

SO2, O3, NO2,

CO, PM10

대기옥외전광판
대기중금속측정망
산성우측정망

화산리 공업 온산읍 화산리 22
SO2, O3, NO2,

CO, PM10, PM2.5

삼남면 주거
삼남면 서향교1길 
67-12

(삼남면 교동리 1605-1)

SO2, O3, NO2,

CO, PM10, PM2.5

※ 자료：환경보전과



환경보전대책  제4장 대기보전

228 ＿ 2016 환경백서

【표 Ⅲ-4-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측정망 구분

구    분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고유사무)

측정망 종류

◦ 교외대기측정망

◦ 국가배경농도측정망

◦ 유해대기물질측정망

◦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

◦ 산성강하물측정망

◦ 지구대기측정망

◦ 대기오염집중측정망

◦ 도시대기측정망

◦ 도로변대기측정망

◦ 대기중금속측정망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1조(측정망종류)

4. 연료사용 규제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료를 제조․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시는 석탄류, 코크

스, 땔나무와 숯 등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아울러 저황유 연료유 및 청정연료 공급․사용 확대하는 연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1998년부터 발전시설, 빌딩, 공동주택 등에 대하

여 청정연료(LNG 또는 경유)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5. 오존경보제 운영

오존경보제는 대기 중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이를 신

속히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인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오존의 경우 단기간 동안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며 

특히, 어린이와 노인, 호흡기 환자의 경우에는 오존으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울산시의 경우도 1999년도에 오존경보제를 도입하였으며, 오존주의보는 2005년 3

회, 2006년 4회, 2007년 8회, 2008년 9회, 2009년 12회, 2010년 9회, 2011년 1회,

2012년 7회, 2013년 28회, 2014년 10회, 2015년 21회 발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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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7】

오존주의보 발령 현황

연도 계 ’99~’07 ’08 ’09 ’10 ’11 ’12 ’13 ‘14 ‘15

일수/

횟수
72/126 21/29 4/9 7/12 7/9 1/1 4/7 12/28 5/10 11/21

※ 자료：환경보전과

【표 Ⅲ-4-8】

오존경보 발령기준(1시간 평균 오존오염도 기준)

구    분 발   령   기   준 해   제   기   준

주 의 보 오존농도가 0.12ppm이상일 때 오존농도가 0.12ppm미만일 때

경    보 오존농도가 0.3 ppm이상일 때 오존농도가 0.12ppm이상, 0.3 ppm미만일 때

중대경보 오존농도가 0.5 ppm이상일 때 오존농도가 0.3ppm이상, 0.5 ppm미만일 때

울산시의 오존경보제 발령구역은 5개 지역으로서 중, 남, 동, 북구와 울주군에 대

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오존경보발령 시 주민, 학교(교육청), 언론기관 등에 팩스,

문자메시지 전송 등으로 경보상황 및 시민행동요령이 전파된다. 해당지역에서는 오

존경보 발령 시 실외 활동자제, 대중교통수단 이용 등 행동요령에 따라 움직여야 

오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표 Ⅲ-4-9】

시민행동요령

구   분 시   민 자동차 운전자(소유자)

주의보
(0.12ppm이상)

∙실외활동 및 과격운동 자제
∙노약자, 어린이, 흐흡기 환자 등 실외 활동 자제

∙자동차 사용의 자제
∙대중교통 이용

경보
(0.3ppm이상)

∙실외활동 및 과격운동 제한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 등 실외 활동 제한
∙유치원, 학교 등 실외학습 제한

∙경보발령지역내 자동차 
사용의 제한

중대경보
(0.5ppm이상)

∙실외활동 및 과격운동 금지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 등 실외 활동 금지
∙유치원, 학교 등 휴교 권고

∙경보 발령지역내 자동차 
통행금지

※ 사업장 : 경보 발령 시 연료사용량 감축, 중대경보 발령시 조업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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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 

미세먼지는 숨실 때 코 점막을 통해서 걸러지지 않고 인체 내부까지 직접 침투

하기도 한다. 단시간 흡입으로는 갑자기 신체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나, 장기적·지속

적 노출시 천식과 폐질환 등 유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미세먼지 경보제는 대기 중 미세먼지의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이를 신속히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인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

이다.

울산시는 2011년도에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범사업으로 도입하였다. 2014년도에 

미세먼지(PM-10) 발령기준을 강화하고, 미세먼지(PM-2.5) 경보제를 신설하였다. 권

역은 남부권과 북부권역 2개 권역으로 권역별 평균농도가 발령 기준에 도달하면 

시 전역에 경보를 발령한다.

【표 Ⅲ-4-10】

미세먼지 경보 발령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7)

오염물질 구분 발 령 기 준 해 제 기 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24시간 이동평균농도 120㎍/㎥ 이상 
또는  시간평균농도가 2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24시간 이동평균농도 100㎍/㎥ 미만 
또는

시간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

경보
24시간 이동평균농도 250㎍/㎥ 이상 
또는  시간평균농도가 4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24시간 이동평균농도 120㎍/㎥ 이상 
250㎍/㎥ 미만인 때 또는  

시간평균농도가 200㎍/㎥ 이상 
40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미세먼지

((PM-2.5)

주의보
24시간 이동평균농도 65㎍/㎥ 이상
또는 시간평균농도가 12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24시간 이동평균농도 50㎍/㎥ 미만 
또는

시간평균농도가 100㎍/㎥ 미만

경보
24시간 이동평균농도 150㎍/㎥ 이상

또는 시간평균농도가 2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24시간 이동평균농도 65㎍/㎥ 이상 
150㎍/㎥ 미만인 때 또는  

시간평균농도가 120㎍/㎥ 이상 
2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미세먼지 주의보는 2013년에 1회, 2014년에 4회, 2015년 10회를 발령하였다. 주의

보가 발령되면 시민과 유관기관에 모사전송(FAX), 휴대폰문자메시지(SMS), 각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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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판 등을 통하여 상황을 전파한다. 2015년 법적시행에 대비하여 미세먼지(PM-2.5)

측정소를 3개소에서 6개소로 확충하였다.

【표 Ⅲ-4-11】

2015년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현황 

발령
번호

측정소

주의보 발령 주의보 해제

비고
일자 시간 농도

(㎍/㎥) 일자 시간 농도
(㎍/㎥)

2015-1

성남

2. 5. 08:00

68(24hr)

2. 6. 07:00

53(1hr)

PM2.5대송 68(24hr) 50(1hr)

화산 70(24hr) 51(1hr)

2015-2

화산

3. 17.

05:00 120(24hr)

3. 18. 09:00

87(1hr)

PM10

여천 07:00 120(24hr) 81(1hr)

무거 14:00 120(24hr) 93(1hr)

부곡 17:00 121(24hr) 83(1hr)

화산 05:00 65(24hr) 54(1hr)

PM2.5성남 06:00 65(24hr) 48(1hr)

농소 11:00 65(24hr) 40(1hr)

2015-3

화산

3. 22.

07:00 120(24hr)

3. 23. 07:00

57(1hr)

PM10

대송 08:00 122(24hr) 55(1hr)

부곡 09:00 123(24hr) 41(1hr)

여천 09:00 124(24hr) 45(1hr)

삼산 09:00 121(24hr) 51(1hr)

효문 10:00 121(24hr) 46(1hr)

야음 11:00 125(24hr) 59(1hr)

신정 11:00 125(24hr) 45(1hr)

상남 11:00 120(24hr) 47(1hr)

성남 12:00 122(24hr) 44(1hr)

무거 12:00 123(24hr) 57(1hr)

농소 12:00 123(24hr) 63(1hr)

덕신 12:00 121(24hr) 48(1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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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현황 

발령
번호

측정소

주의보 발령 주의보 해제

비고
일자 시간 농도

(㎍/㎥) 일자 시간 농도
(㎍/㎥)

2015-4
여천

3. 31.
13:00 121(24hr)

3. 31. 18:00
33(1hr) PM10

화산 11:00 65(24hr) 25(1hr) PM2.5

2015-5

여천

4. 17.

20:00 121(24hr)

4. 18. 07:00

62(1hr)

PM10

부곡 21:00 120(24hr) 66(1hr)

효문 22:00 121(24hr) 61(1hr)

화산 22:00 122(24hr) 81(1hr)

2015-6 성남 5. 28. 12:00 67(24hr) 5. 28. 21:00 39(1hr) PM2.5

2015-7

성남

6. 10.

00:00 66(24hr)

6. 11. 08:00

57(1hr)

PM2.5화산 04:00 73(24hr) 37(1hr)

농소 05:00 66(24hr) 55(1hr)

2015-8

상남

6. 16.

13:00 123(24hr)

6. 16. 21:00

107(1hr) PM10

농소 10:00 65(24hr) 34(1hr)
PM2.5

성남 12:00 66(24hr) 35(1hr)

2015-9

효문

7. 14.

21:00 123(24hr)

7. 15. 24:00

27(1hr)
PM10

상남 21:00 120(24hr) 31(1hr)

화산 15:00 65(24hr) 20(1hr)

PM2.5

농소 17:00 65(24hr) 13(1hr)

대송 17:00 66(24hr) 11(1hr)

성남 20:00 65(24hr) 10(1hr)

2015-10

화산
10.20

14:00 65(24hr)

10.22 10:00

35(1hr)
PM2.5

대송 19:00 65(24hr) 23(1hr)

부곡 10.21 08:00 120(24hr) 57(1hr) P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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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대기오염 저감 대책

1. 아황산가스 저감 대책

가. 저황연료유 사용 확대

대기 중의 아황산가스는 석탄이나 석유 등 화석연료 연소 과정에서 주로 발생되

며, 특히 발전, 산업체, 수송 등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대기

오염의 대표적인 아황산가스 농도를 저감하기 위하여 기업체에서 발생되는 아황산

가스농도를 저감하는 탈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시설의 설비가 대형이며 설

치비와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산업체가 밀집되어 있으면서 기존의 아황산가스 저감을 위한 

탈황시설의 설치운영만으로는 대기오염도 개선에는 한계가 있어 황함유량 0.3%의 

저황유를 사용하는 대신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하는 연료정책을 추진하였다.

【표 Ⅲ-4-12】

저황연료유 사용 연혁

연 료 황함유율 시행시기 대 상 지 역 근        거

중  유
(B-C유)

4%이하 1971년부터 시 전 역

4%, 2.5%병행 1981. 7. 1~
1985. 6.30

울 산, 영 남
화 력 발 전 소 연료사용고시(81-8호)

2.5%이하 1985. 7. 1 화 력 발 전 소 연료사용고시(85-8호)

1.6%이하 1987. 7. 1 화 력 발 전 소 연료사용고시(87-2호)

1.6%이하 1991. 4.11 시 전 역 연료사용고시(91-20호)

1.0%이하
1995. 1. 1
1995.10. 1
1996. 7. 1

영 남 화 력
울 산 화 력
시 전 역

연료사용고시(94-21호)

0.3%이하 1996. 7. 1
1999. 1. 1

울 산 화 력
영 남 화 력 연료사용고시(94-21호)

0.5%이하 1997. 7. 1~
2001. 6.30 시 전 역 연료사용고시(96-50호)

0.3%이하 2001. 7. 1~ 시 전 역 연료사용고시(96-64호)

경  유

0.4%이하 1991. 4.11 시 지 역 연료사용고시(91-20호)

0.2%이하 1993. 7. 1~
1996. 4.10 시 지 역 연료사용고시(92-40호)

0.1%이하 1996. 4.10 시 전 역 “

※ 자료：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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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고시내용과 같이 정부에서는 아황산가스를 줄이기 위한 근원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연차적으로 저황연료유나 청정연료로 사용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울산시의 경우도 1981년 7월 1일 울산화력발전과 영남화력발전에 황함량 2.5%와 

4%연료를 사용한 이후부터 1996년 7월 1일 울산화력에 0.3%이하, 1997년 7월 1일

부터 시 전역에 0.5%이하, 1999년 1월 1일부터 영남화력발전에 0.3%이하, 2001년 7

월 1일부터 시 전역에 0.3%이하 B - C유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참고로 저황연료유의 사용 성과에 대하여는 저황연료유 공급 전․후의 아황산가

스(SO2) 농도로 비교해보면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Ⅲ-4-13】

주요 도시의 저황연료유 공급 전․후 아황산가스농도

(단위：ppm)

구 분
공  급  내  용 공  급  전 공  급  후

공급시기 대    상 기준년도 오 염 도 기준년도 오 염 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울 산

1981. 7. 1

1984. 7. 1

1984. 7. 1

1982. 2. 1

1981. 7. 1

대형 배출 시설
전 배 출 시 설
전 배 출 시 설
인천․경인화력
울산․영남화력

1980

1982

1982

1980

1980

0.094

0.065

0.039

0.026

0.053

2004

2004

2004

2004

2004

0.005

0.007

0.006

0.007

0.010

※ 자료：환경보전과

나.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환경부에서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청정연

료의 사용을 의무화하였으며, 1988년 서울을 시작으로 1991년 수도권지역, 1993년 

부산․대구지역, 1998년 울산․광주 등 13개시, 1999년 김해․구미 등 6개시, 2000

년 이후 진해 등으로 확대하였다.

우리 시는 1998년 9월 1일부터 보일러 용량 0.5톤 이상, 1999년 9월 1일부터는 

0.2톤 이상의 업무용시설에는 청정연료 또는 경유를 사용토록 고시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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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14】

업무용시설 연료사용규제 대상(울산)

보일러 용량의 합 사  용  연  료 시  행  시  기

0.5톤 이상

0.2톤 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

1998. 9. 1

1999. 9. 1

또한 중앙 집중 난방식 또는 지역 난방식 공동주택의 연료에 대해서도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82.5㎡(25평) 이

상은 1998년 9월 1일부터, 82.5㎡(25평) 미만 59.5㎡(18평) 이상은 1999년 9월 1일부

터 청정연료 또는 경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신규 공동주택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중 40㎡(12.1평) 이

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 Ⅲ-4-15】

중앙집중 및 지역난방식 공동주택의 연료 사용(울산)

구  분 평  균  전  용  면  적 사 용 연 료 시행시기

기  존
82.5㎡(25평) 이상

82.5㎡(25평) 미만 59.5㎡(18평) 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

1998. 9. 1

1999. 9. 1

신  규
40㎡(12.1평) 초과

(1997. 1. 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 완공시점

다. 기업체 청정연료 사용권고

우리 시 관내 기업체의 경우 2001년 7월 1일 이후부터 황함유량 0.3%이하의 저

황유를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아직도 아황산가스의 경우 서울 등 7대 도시에 

비해 오염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각 기업체에 LNG 등 환경친화적 연료 사용을 적극 권

장하고 있으며, 중유에서 환경친화적 연료로 일부 또는 전부 교체를 완료한 대기배

출업소가 현재 993개사 중 316개사로서 31.8%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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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개선 투자유도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는 1962년 조성된 후 산업용화학, 석유정제, 비

철금속 공장 등이 건설된 지 대부분 20～30년이 지나 생산공정,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의 노후화로 오염물질 처리효율이 떨어지고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주의 환경개선투자 의식을 

고취시켜 친환경적 경영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매년 관내 전 

기업체를 대상으로 노후된 설비 교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개선, 악취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최적방지시설 설치 등 환경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2015년 환경개선을 위하여 투자한 금액은 460개 기업체 별로 작성한 투자내역을 

집계한 결과 약 3,203억원이며, 1995년 민선자치 이후 관내 기업체에서 환경개선을 

위하여 투자한 금액은 총 7조 863억원에 달한다.

2015년도 대기, 수질 등 분야별 투자실적과 1995년 이후 연도별 환경개선 투자 

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Ⅲ-4-16】

2015년도 환경개선투자 실적

(단위：억원)

계 대  기 악  취 수  질 기  타

3,203 1,696 297 515 695

※ 자료：환경보전과

【표 Ⅲ-4-17】

연도별 환경개선투자 실적

(단위：억원)

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67,660

2,958 5,438 2,698 2,696 1,822 1,651 2,096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4,506 3,228 3,473 4,117 4,102 5,383 4,504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3,477 3,039 2,571 3,940 3,096 2,865 3,203

※ 자료：환경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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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율환경관리협약 체결

우리 시는 1962년도에 특정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이래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대규모 공단이 입주․가동되면서 국가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으나 공장 가

동으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1995년도부터 환경개선을 위한 시민, 행정, 기업의 많은 노력

으로 환경이 많이 개선되어 다른 도시와 비교해도 나쁘지 않음에도 시민들이 느끼

는 체감 환경은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못한 실정으로 2002년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기업체의 자발적이고 집중적인 오염물질 저감으로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여 우

리 시를 방문한 국내․외 손님들에게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주기 위

해 자율환경관리협약 체결을 추진하게 되었다.

자율환경관리협약 체결은 기업과 행정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이 스스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우리 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업

체 대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하여 2000년 4월 19일 제1단계 자율환경

관리협약을 174개소가 체결하여 기업 스스로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분위기를 정착

시켰다.

2003년 11월 5일에는 우리시 단독으로 제2단계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하였고 

2005년 1월 13일 2단계 협약에 아황산가스 저감을 위하여 추가 협약을 체결하였으

며, 2006년 3월 29일에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지역 23개 기업체가 5년간(2006년 ~

2010년) 대기오염물질 15%를 저감하는 제3단계 ‘울산지역 5-15 자발적 협약’을 체

결하여 성실히 이행한 결과 27,653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효과가 나타났다.

이어 2012년 3월 9일 환경부, 울산광역시, 23개 기업체가 향후 5년간(2012년 ~

2016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16.5%(7,188톤)를 저감하는 자발적 환경협약을 체결

하여 성실히 이행 중에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기업체에서는 환경개선을 추진한 결

과 지금까지 23개사가 4,905억원을 투자 오염물질 27,683톤을 저감하여 협약기간

(2012~2016년) 저감목표 7,188톤의 429.5% 달성하였으며 2016년까지 지속으로 저감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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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18】

자발적 환경관리협약체결 현황

연도별 계 2000년 2003년 2005년 2006년 2012년

협약기간 2000~2002 2004~2006 2005~2006 2006~2010 2012~2016

참여업체 295 174 48 27 23 23

4. 대기배출시설 관리

가. 지도 ․ 점검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

검 규정’(환경부 훈령 제1084호)에 따라 각 사업장을 우수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연간 1～4회까지 차등하여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환경

오염 사고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

고 있다.

지도․점검을 통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을 유도하는 한편 노후된 

방지시설 교체 및 신규시설 설치 등 방지시설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대기오염을 

저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관내 대기배출업소 중 우리 시(구․군 포함)의 지도․점검 대상업소수는 2015

년 1월 1일 기준 517개 업소이다.

【표 Ⅲ-4-19】

지도․점검 대상 업소 현황

(2015. 12. 31, 기준)

구  분
대 기 배 출 업 소 수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2011 792 96 63 64 144 425

2012 802 67 45 36 237 417

2013 573 73 24 25 95 356

2014 594 74 26 31 171 292

2015 517 81 21 28 136 251

※ 자료：환경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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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업소 691개소(2015년도 점검대상 517개소 및 수시점검 174개소)를 대상으

로 854회 점검한 결과 119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 하였다. 위반업소

에 대한 조치내역은 개선명령 23개소, 조업정지 17개소, 사용중지 10개소, 폐쇄명령 

1개소, 경고 등 기타 68개소, 고발병행 28개소 등이다.

【표 Ⅲ-4-20】

지도․점검현황

구  분
단  속
업소수

위  반
업소수

조       치        내       역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경고 등
기   타

고  발
(병 과)

2011 1,051 72 20 2 11 1 38 (15)

2012 1,177 62 22 14 6 4 16 (23)

2013 1,235 112 29 8 10 3 62 (22)

2014 1,033 119 30 14 23 3 49 (41)

2015 854 119 23 17 10 1 68 (28)

※ 자료：환경보전과

나. 대기 배출부과금 부과

대기 배출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줄이기 위하여 ‘오염원인자 부담원

칙’에 따라 초과부과금과 기본부과금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초과부과금제도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오염물질의 배출량

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며, 기본부과금제도는 농도 규제

방식만으로는 배출시설수의 증가 등으로 대기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으

로 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업자가 스스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오염물질 

배출량만큼 부과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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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21】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내용

구  분 초과 부과금 기본 부과금

근    거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목    적 

◦배출허용기준 준수 확보

◦기준 초과한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벌과금 성격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물질 

배출량만큼 부과금 부과

-연료대체, 공정개선, 고효율방지시설 

설치 등의 효과 기대

도입시기 ◦1983년 ◦1997. 1. 1

대상오염
물    질

◦9개(황산화물, 먼지,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불소화합물, 염화수소,

염소, 시안화수소)

◦2개(황산화물, 먼지)

부과시기

◦수시부과

-지도점검시 등 행정기관이 검사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정기부과(연 2회)

-1997. 1 : 대기 1～2종 사업장, 대기 

3종(특별대책지역)

-2000. 1 : 전사업장

-2010. 1 : 대기 1～3종

산정방법

◦초과부과금 =

- 오염물질1㎏당 부과금액 ×

기준초과오염물질배출량 ×

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기본부과금 =

- 오염물질1㎏당 부과금액 ×

기준이내오염물질배출량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농도별 부과계수

면제대상

《황산화물》

◦발전시설 : 황함유량 0.3%이하

◦기타시설 : 황 함유량 0.5%이하

《먼지․황산화물》

◦LNG, LPG 가스 사용업소

◦배출농도가 면제점 미만인시설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대비 30%

미만인 경우 

※ 자료：대기기본배출부과금 업무편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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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1～4종 사업장에 부과되던 대기기본부과금은 2010년부터 4종사업장은 제외

되었으며, 우리 시의 2015년 대기기본부과금 부과현황은 31개 사업장에 289,495천

원을 부과하였고, 초과부과금은 43개 사업장에 19,146천원을 부과하였다.

【표 Ⅲ-4-22】

대기배출부과금 부과 현황

구  분
기 본 부 과 금 초 과 부 과 금

부과대상업소수 부과금액(천원) 부과대상업소수 부과금액(천원)

2011 37 271,935 35 14,948

2012 34 300,202 41 18,105

2013 27 469,891 44 160,065

2014 25 475,175 42 76,544

2015 31 289,495 43 19,146

※ 자료：환경보전과

5.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가. 규제배경

휘발성유기화합물은 화학공업, 도장․페인트 공업 등에서 취급되고 있는 유기화

합물 중 휘발성이 강한 용제류, 연료유 등은 작업자의 건강 장애를 일으킬 뿐 아니

라 인근 주민에 악취 오염을 유발시키며, 광화학 스모그, 도심에서의 오존농도 증

가 또는 대규모 산림의 황폐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진국을 중심으

로 엄격한 총량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광화학 옥시단트에 의한 산림의 고사

○발암성 등 인체에 유해한 대기 오염물질에 의한 건강장애

○광화학 옥시단트의 주성분인 오존에 의한 지구온난화

○국지적인 악취오염

환경부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규제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20일 「대기환

경보전법」을 개정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1996년 9월 20일부터 환경부고시 제1996-117호로 울산지역은 배제하고 전남 여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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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를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1996년 3월 15일부터 1997년 5월 30일 ‘울산광역시 환

경오염도조사 및 환경중기종합계획 수립’ 용역 시 관내 휘발성유기화합물 발생업소

를 파악하고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내에도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환경부고시 제97-52호로 울

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내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에 대하

여 1997년 7월 1일부터 규제를 시작하였다.

나. 규제내용

규제 대상업소는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내 대기 1～5종 사업장 중 211

개 사업장으로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등의 업종이 주를 이루며 규제

대상물질은 에틸렌,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37종이다.

【표 Ⅲ-4-2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업소 현황

(2015. 12. 31, 단위：개소)

구    분 계 울 산․미 포 온    산

업소수 211 135 76

※ 자료：환경보전과

우리 시의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대량으로 사용되는 업종인 석유화학제품의 

제조시설과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을 비롯하여 저유소, 유기용제 및 페인트제조업,

자동차 도장시설, 선박도장에 대해서는 배출억제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

러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가 농도규제가 아니고 시설규제로 되어 있어 실질적

인 저감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은 사전오염 예방차원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이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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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등 배출방지의 사후관리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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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급속한 경제성장, 소득수준이 증가하면서 자동차의 급증으로 인하여 자동차는  

대도시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자동차에 의한 오염물질은 인구 밀집지역,

도로변 주거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다른 배출오염원에 비하여 체감오

염 지수가 훨씬 크다는 특징이 있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는 일산화탄

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등이 있다.

울산시의 자동차 등록현황은 2003년 359,016대, 2007년 407,477대, 2012년 470,410,

2013년 485,184대, 2014년 504,604, 2015년 525,092대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므로 자

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저감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울산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운행차 배출가

스 저감사업,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공회전 제한, 배출가스 수시점검을 지

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부터 친환경자동차인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을 시행하여 2015년까지  

천연가스 시내버스 1,137대, 전세버스 20대, 청소차 15대 등을 보급하였고, 도심을 

운행중인 시내버스는 2013년 전량 100%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였다.

【표 Ⅲ-4-24】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현황
(단위 : 대)

구  분 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169 648 104 107 79 112 119

시내버스 1,137 621 104 107 79 112 114

전세버스 20 20 - - - -

청소차 12 7 - - - 5

※ 자료：환경보전과

2006년부터는 도심내 운행 중인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에 대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LPG) 개조, 조기폐차 사업을 시행하여 2015년까지 매연저감장치  

1,727대 부착, 저공해엔진 1,711대 개조, 147대 조기폐차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환경보전대책  제4장 대기보전

244 ＿ 2016 환경백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하여 2011년부터 공공기관 등에 전기자동차 45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8대를 운행하고 있다.

【표 Ⅲ-4-25】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현황
(단위 : 대)

구    분 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3,585 1,260 426 240 497 537 625

매연저감장치 1,727 583 48 42 263 336 455

저공해엔진개조 1,711 677 378 198 211 157 90

조기폐차 147 23 44 80

※ 자료：환경보전과

울산시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효과적인 저감을 위한 자동차 배출

가스 정밀검사 제도가 2006년 11월 28일 도입되어, 2009년 3월 29일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와 자동차 정기검사가 통합된 자동차 종합검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표 Ⅲ-4-26】

연도별 자동차 정밀검사 실적

구   분 대 상 대 수 검 사 대 수 수 검 율(%) 부적합 대수

2011년 112,756 111,369 98.8 16,054

2012년 179,128 161,278 90.0 22,538

2013년 184,717 169,020 91.5 20,729

2014년 187,932 171,182 91.1 22,971

2015년 200,708 182,647 91.0 22,331

※ 자료：환경보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