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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

1. 대기관리

▪집필 ❙환경 리과 환경 리담당 황진규

가. 기오염물질

  기오염물질란 매연, 먼지, 가스  악취 등으로 사람의 건강상 는 재산상 

해를 미치거나 동․식물의 생육환경 등 자연환경에 나쁜 향을 미치는 물질

을 말하며, 가스상 물질과 입자상 물질로 크게 나  수 있다. 

  가스상 물질은 물질의 연소․합성․분해시 발생하거나 물리  성질에 의해서 

발생되는 기체상의 물질로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오존이 있으며, 

오존은 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이다.

  입자상 물질은 물질의 쇄, 선별 등 기계  처리 는 연소, 합성, 분해시 

에 발생하는 고체상 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기 에 존재하는 입

자상 물질은 태양  지구의 복사에 지를 분산시키거나 흡수하기도 하는데, 

특히 0.1㎛에서 1㎛크기의 입자가 가시거리에 많은 향을 미친다.

  기오염물질은 부분 기체상태나 미세한 입자상 물질로 기 에 배출되기 

때문에 쉽게 확산되어 피해 역이 넓어지며,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되어 폐나 

기 지 등 호흡기 계통의 질병을 유발한다.

  「 기환경보 법」에서는 기오염물질 주요 발생원인 기배출시설의 연간 

연료사용량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하 으나 2003년 6월 연간 발생되는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기 으로 산정 방법이 변경되었다.

  역시 승격 이후 자체 으로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먼지, 일산화탄소, 탄

화수소의 배출량을 산업, 수송, 발 , 난방으로 구분하여 종류별 연료사용량을 

근거로 산출하고 있다. LNG  0.3% 이하의 황유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아황산가스의 배출량은 어들고 있으나 상 으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같은 오염물질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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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후 석유화학, 산업용 화학 등 형사업장의 

입주로 기오염이 날로 심화되어 1986년 3월 18일 울산․미포공단과 온산공단을 

기특별 책지역으로 지정하여 기배출 허용기  등을 강화․ 리하여 왔다.

  그 동안 기오염을 개선하기 하여 정부의 황유 연료 사용정책, 청정

연료의 사용, 사업장의 엄격한 배출허용기  용과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율환경 리 약을 통한 오염물질 감축, 청정연료 사용 확 , 지속 인 방지

시설의 개선 투자 유도 등을 추진한 결과 1991년을 기 으로 아황산가스, 먼지 

등의 기오염도는 진 으로 개선되고 있다.

  반면 자동차의 격한 증가, 사업장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등으로 오존오염

도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배출업소 황

[표 Ⅱ-4-20]                                                                     (단 ：개소)

구         분 계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계 906 82 54 49 253 468

소      계 429 73 44 33 95 184

국가산업단지 울산․미포 279 53 23 19 58 126

온      산 150 20 21 14 37 58

국가산업단지 외 477 9 10 16 158 284

기업체 연 료 사 용 량  
[표 Ⅱ-4-21]

구 분
등유

(천㎘)

경유

(천㎘)

   유(천㎘)
LNG

(백만㎥)

LPG

(천톤)

유연탄

(천톤)

무연탄

(천톤)소계 4% 2.59% 1.0% 0.5% 0.3%

2007년 101 241 4,397 330 1,220 69 78 2,700 4,495 158 737 783

2008년 86 202 2,833 243 750 74 79 1,687 4,536 53 688 969

2009년 21 180 3,335 133 1,069 63 86 1,984 4,465 78 646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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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오염도 황

[표 Ⅱ-4-22]

구      분 환경기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아황산가스 0.02ppm/년 0.008 0.007 0.008 0.008 0.008

미세먼지 50㎍/㎥/년 50 52 53 54 49

이산화질소 0.03ppm/년 0.024 0.022 0.023 0.024 0.022

오존 0.06ppm/8시간 0.022 0.021 0.021 0.023 0.024

일산화탄소 9ppm/8시간 0.5 0.4 0.4 0.5 0.5

주) 내 14개 측정소의 평균치

속오염도 황

[표 Ⅱ-4-23]                                                                    (단 ：ppm)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Pb 0.0547 0.0431 0.0695 0.0691 0.0569

Cd 0.0034 0.0023 0.0027 0.0026 0.0028

Cr 0.0036 0.0022 0.0048 0.0058 0.0080

Cu 0.1334 0.1041 0.1508 0.1469 0.0363

Mn 0.0455 0.0517 0.0798 0.1056 0.0827

Fe 1.1518 1.4533 1.5822 1.8480 1.0302

Ni 0.0057 0.0055 0.0065 0.0084 0.0066

주) 내 4개 측정소의 평균치

나. 기환경개선 

1)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운영

  아황산가스, 먼지, 이산화질소, 오존 등 기환경상태를 상시 측정하기 하여 

14개소의 주요지 에 기오염자동측정소를 설치․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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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오염측정망 황

[표 Ⅱ-4-24]

구 분
용도
지역

측정소명       치 측  정  항  목 비  고

계 14

  구 상업 성남동
만남의거리 14
(성남동 219-10)
울산의용소방  옥상

SO₂,O₃,NOX, CO,
풍향, 풍속, PM-10

    

남  구

주거 야음동 야음동 789-12
야음 학교 5층 옥상

SO₂,O3, NOX, CO, 풍향, 
풍속, PM-10 속측정

주거 신정동
신정2동 1210-9
주민자치센터3층옥상

SO₂, O₃, NOX, CO, 
풍향, 풍속, PM-10, 산성우

    
속측정

주거 삼산동
 은비2길 48
 (삼산동 1513-13)
 삼산동 사무소 옥상

SO₂, O₃, NOX, CO, 
풍향, 풍속, PM-10, 산성우

공업 여천동
납도로 50
(여천동 250)
(주)BNG스틸 옥상

SO₂,O₃,NOX, CO, 풍향, 
풍속, PM-10

    
속측정

공업 부곡동 부곡동 125-2
경기계기술 옥상

SO₂,O₃,NOX, CO, 풍향, 
풍속, PM-10

상업 무거동
신복2길 34
(무거2동 1552-2)
무거2동사무소 옥상

SO₂, O₃, NOX, CO, 
풍향, 풍속, PM-10, 산성우

도로변 신정동
 문수로 9
 (신정동 1670-2)
 (학성고 교문 )

SO₂, O₃, NOX, CO, HC 
풍향, 풍속, PM-10

동  구 주거 송동
만장길 20
( 송동 148-2)

송동사무소 옥상

SO₂, O₃, NOX, CO, 
풍향, 풍속, PM-10, 산성우

북  구
주거 농소동

호계동 726
농소 학교 3층 옥상

SO₂, O₃, NOX, CO,
풍향, 풍속, PM-10

공업 효문동 효문동 616-8
효문 펌 장 옥상

SO₂, O₃, NOX, CO,
풍향, 풍속, PM-10

울주군

주거 덕신리 온산읍 덕신리 36-4
온산읍사무소 별 옥상

SO₂, O₃, NOX, CO,
풍향, 풍속, PM-10, 산성우

    
속측정

주거 상남리 청량면상남리 593-3
청량면사무소 옥상

SO₂,O₃,NOX, 풍향, 풍속, 
PM-10

공업 화산리 온산읍 화산리 22
풍산(주) 부지내

SO₂,O₃,NOX, CO,
풍향, 풍속,  P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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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개선 투자유도

  울산 미포  온산국가산업단지는 산업용화학, 석유정제, 비철 속 공장 등이 

건설된 지 부분 20～30년이 지나 생산공정, 배출시설  방지시설의 노후화로 

오염물질처리 효율이 떨어지고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쾌 한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주의 환경개선투자 의식을 고취시켜 친

환경  경 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유도하기 하여 매년 내  

기업체를 상으로 노후된 설비 교체, 배출시설  방지시설 개선, 악취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최 방지시설 설치 등 환경시설에 한 투자확 를 유도하고 있다. 

  2009년 내 기업체에서 환경개선을 하여 투자한 액은 약 3,477억원이며 

1995년 민선자치 이후 투자한 액은 총 5조 2,148억원에 달한다.

연도별 환경개선 투자실

[표 Ⅱ-4-25]                                                                     (단 ：억원)

계 1995～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52,148 34,683 4,101 5,383 4,504 3,477

3) 자율환경관리협약 체결

  시민, 기업, 행정이 환경개선을 하여 극 으로 노력을 한 결과 아황산가스 

등 기환경이 국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악취문제해결 등 시민이 체감하는 보다 

나은 환경의 질을 달성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 

  행정과 기업이 함께 고민하고 력하는 트 십에 의한 자율 인 환경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2000년 4월 19일 제1단계 자율환경 리 약을 체결하 다.

  환경 리 약을 보다 발 시켜 기업과 행정의 상호 신뢰하에 생산  력 계를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 인 환경 리 기반을 정착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2003년 11월 5일 제2단계 자율환경 리 약을 체결(2004～

2006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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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2단계 추가 약으로 27개사가 2008년까지 3년간 총 1,126억원을 투

자하여 아황산가스 10,573톤은 감하 으며, 2006년 3월 29일 23개사가 2010

년까지 3,200억원을 투자하여 아황산가스, 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물질 

21,590톤 감을 목표로 자율환경 리 약을 체결하 다.

자율환경 리 약체결 황

[표 Ⅱ-4-26]                                                                     (단 ：개소)

계 1단계
(2000~2002년)

2단계
(2003년)

2단계 추가
(2005년)

3단계
(2006년) 조선업종

274 174 48 27 23 2

  자율환경 리 약 사항에 하여는 연도별로 추진실 을 평가하고 이행실

이 우수한 기업체에 하여는 표창 우선 추천, 지도 검 면제, 환경친화기

업지정 유도 등 각종 인센티 를 부여하고 있다.

 [그림 Ⅱ-4-1] 

<울산지역 기오염 감 5-15 자발  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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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기오염 예방 환경지표(정화)수 식재

  우리시는 국에서는 처음으로 2003년부터 기 오염물질에 민감한 환경지표

(정화)수를 사업장 내 오염피해가 우려되는 지 에 식재하여 생육상태를 찰함으

로써  오염상태를 상시 확인하고 있으며, 기업체 주변에는 환경정화수 식재를 통해 늘 

푸르고 깨끗한 산업단지 조성에 기여하여 왔다. 

  환경지표(정화)수 식재사업을 통해 기업체의 자율환경개선 유도로 친환경경 을 

정착시키고 쾌 한 작업환경  휴식공간 제공으로 생산성 향상  안 사고 방은 

물론 산업과 환경이 어우러진 ‘친환경 생태도시 울산’의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환경지표(정화)수 식재 황

[표 Ⅱ-4-27]                                                           (단 ：개사, 본, 천원)

구  분 참여 업체수 식재본수 투자 액

계 869 1,357,469 10,276,556

2005년까지 313 506,236 5,282,438

2006년  80 250,264   903,188

2007년  106 201,928  1,741,000

2008년  189 221,956  1,107,000

2009년  181 177,085  1,242,930

5) 오존경보제 시행

  오존경보제는 기  오존농도가 일정기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경보를 

발령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해 실시하는 제

도이다. 우리시에서는 1999년 7월 1일부터 오존경보제를 실시하여 2001년 3회, 

2003년 4회, 2005년 3회, 2007년 6회, 2009년 12회 오존주의보가 발령되었다.

  오존경보제는 오존오염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 경보의 3단계로 구분 발

령한다.

구    분 발  령  기  해  제  기  

주 의 보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오존농도가 0.12ppm 미만일 때

경    보 오존농도가 0.3ppm 이상일 때 오존농도가 0.3ppm 미만일 때

경보 오존농도가 0.5ppm 이상일 때 오존농도가 0.5ppm 미만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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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존경보제발령구역은 6개 지역으로서 구, 남구, 동구, 북구와 울주군(온산․

청량면)에 하여 실시하고 있다. 오존경보발령 메시지 수신기 은 총 517개소로 

상시 37개소, 지역별 480개소에 메시지가 달되며, 오존경보의 신속한 달을 

하여 휴 폰 문자 메시지 송을 실시하고 있다. 시민과 기업체에서는 오존

경보 발령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실외 활동을 자제하여야 한다. 

오존주의보 발령 황

[표 Ⅱ-4-28]                                                                    (단 ：ppm)

구         분

( 기측정소)

발   령 해  제
발 령 지 역

시간 농도 시간 농도

2001. 7.  8
구 성남동 15:00 0.127 16:00 0.098 구 역

울주군 청량면 울주군 상남리 15:00 0.151 18:00 0.111

2001. 8. 22 울주군 원산리 15:00 0.129 17:00 0.089 울주군 온산읍 

2001. 8. 24
울주군 원산리 14:00 0.123 19:00 0.081

울주군 온산읍 
울주군 화산리 14:00 0.147 19:00 0.109

2003. 6.  4 동구 송동 16:00 0.123 17:00 0.116 동구 역

2003. 6.  5 동구 송동 13:00 0.132 18:00 0.090 동구 역 

2003. 6.  5
울주군 원산리 14:00 0.123 18:00 0.081

남구 역
남구 여천동 14:00 0.144 18:00 0.093

2003. 6.  5
울주군 원산리 16:00 0.123 18:00 0.081

청량면 역
울주군 상남리 16:00 0.137 18:00 0.102

2004. 6. 15 북구 농소1동 16:00 0.134 16:30 0.107 북구 역

2004. 7. 23 남구 야음동 18:00 0.125 18:20 0.104 남구 역

2004. 7. 24 남구 부곡동 14:00 0.121 16:00 0.097 남구 역

2004. 8.  7

남구 부곡동 13:00 0.128 16:00 0.117
남구 역

남구 삼산동 14:00 0.125 16:00 0.097

북구 농소1동 15:00 0.123 16:00 0.109 북구 역

2004. 8.  8 남구 부곡동 13:00 0.123 14:20 0.099 남구 역

2004. 8.  9
남구 부곡동 16:00 0.122 18:40 0.112

남구 역
남구 야음동 16:00 0.122 18:40 0.087

2005. 6. 19 울주군 화산리 17:00 0.131 19:00 0.083 울주군 온산읍

2005. 6. 24 남구 야음동 16:00 0.122 19:00 0.102 남구 역

2005. 7. 20 남구 야음동 14:00 0.126 16:00 0.108 남구 역

2006. 6.  5 울주군 화산리 14:00 0.136 16:00 0.095 울주군 온산읍

2006. 8.  6
남구 야음동 12:00 0.143 13:00 0.094 남구 역

북구 농소1동 13:00 0.139 14:00 0.104 북구 역

2006. 8. 24 남구 야음동 11:00 0.145 13:00 0.088 남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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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측정소)

발   령 해  제
발 령 지 역

시간 농도 시간 농도

2007 7. 27

울주군 상남리 12:00 0.145 14:00 0.113 울주군 청량면

남구 삼산동 13:00 0.147 14:00 0.088
남구 역

남구 여천동 13:00 0.138 14:00 0.076

북구 효문동 13:00 0.128 14:00 0.026 북구 역

2007. 8. 18 북구 농소1동 12:00 0.151 14:00 0.026 북구 역

2007. 8. 24 북구 농소1동 12:00 0.127 14:00 0.098 북구 역

2007. 8. 25

울주군 덕신리 13:00 0.130 15:00 0.097 울주군 온산읍

북구 농소1동 14:00 0.139 15:00 0.118 북구 역

남구 부곡동 14:00 0.121 15:00 0.094 남구 역

2008 5. 3

남구 여천동 4:00 0.122 17:00 0.080 남구 역

동구 송동 14:00 0.121 21:00 0.105 동구 역

남구 여천동 19:00 0.143 21:00 0.116 남구 역

남구 부곡동 19:00 0.128 14:00 0.026 남구 역

2008. 5. 17

동구 송동 13:00 0.126 15:00 0.094 동구 역

남구 여천동 14:00 0.122 16:00 0.058 남구 역

남구 부곡동 14:00 0.128 16:00 0098 남구 역

북구 농소동 15:00 0.120 16:00 0.095 북구 역

2008. 6.10 북구 농소동 14:00 0.126 15:00 0.085 북구 역

2008. 7.10 북구 농소동 12:00 0.121 13:00 0.098 북구 역

2009. 4.10 남구 삼산동 16:00 0.125 17:00 0.098 남구 역

2009. 5. 9 남구 신정동 17:00 0.120 18:00 0.095 남구 역

2009. 6.13 북구 농소동 14:00 0.125 15:00 0.099 북구 역

2009. 6.24

남구 야음동 16:00 0.120
18:00

0.102
남구 역

남구 삼산동 17:00 0.120 0.104

북구 농소동 15:00 0.120 16:00 0.099 북구 역

동구 송동 16:00 0.125 17:00 0.111 동구 역

울주군 상남리 17:00 0.120 18:00 0.098 청량면지역

2009. 8.14
남구 부곡동

13:00
0.125

14:00
0.08

남구 역
남구 여천동 0.124 0.08

2009. 8.18 북구 농소동 15:00 0.122 16:00 0.085 북구 역

2009. 8.22

동구 송동 12:00 0.123 13:00 0.112
동구 역

동구 송동 16:00 0.121 17:00 0.107

북구 농소동 17:00 0.120 18:00 0.093 북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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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0년 업무계획

1) 자율환경관리협약 이행 내실화 

  기업체 스스로 오염 물질을 감하겠다는 의지로 체결된 자율환경 리 약의 

완벽한 이행을 하여 수시로 기업체 이행실태를 악하고 의견수렴을 실시하

여 행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환경개선 

투자 우수사업장에 해서는 표창  선진사례 벤치마킹 기회 부여 등 인센티  

제공으로 가시화된 기질 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다.

2) 대기오염 예방 환경지표(정화)수 식재

  2010년 공단내 144개사에서 환경정화수 194,000본 식재를 목표로 기업체별 

자율식재 추진, 특히 향기 나는 나무인 목서, 은목서 등을 환경정화수로 식

재, 유도하고 공단별 환경정화수 리체계 확립을 통해 보식, 퇴비, 지작업 

등 사후 리에도 만 을 기할 계획이다. 

2. 대기지도 

▪집필 ❙환경 리과 기지도담당 이규홍

가. 악취특별 책반 운

  매년 하 기 국가산업단지에서 간헐 으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시민 생활

피해를 최소화하기 하여 2009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악취특별 책

반』을 편성하여 운 하 다.

  악취특별 책반은 주․야간, 공휴일에 악취순찰을 실시하여 시가지 주요악취 

원인물질인 아민류, 스타이 , 알데히드 등을 배출하는 악취 리업소에 하

여 리를 강화 한 결과 악취민원을 폭 이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한 악취

와 더불어 VOC 배출사업장에 한 검 강화와 5개반 10명의 악취 순찰반을 

운 하고 기업체의 악취 방을 하여 85개사의 정기 보수일정을 조정하여 

온기에 실시토록 유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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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민․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20명의 시민 악취모니터요원을 편성하

여 매연, 악취 발생여부  오염물질 무단투기 감시 강화로 울산 방문자들에게 

‘친환경 생태도시 울산’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기여하 다.

나. 배출업소 지도 검

  기배출업소에 한 지도․ 검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한 통합

지도 검 규정」(환경부 훈령)에 의거 각 사업장을 청색, 녹색, 색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연간 1～4회까지 차등하여 정기 지도․ 검을 실시하고, 환경오염 사고

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사업장에 한 지도․ 검을 실시하 다. 

  지도․ 검을 통하여 배출시설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을 유도하는 한편 노후

화된 방지시설 교체  신규시설 설치 등 방지시설 투자 확 를 유도하여 기

오염을 감시키는데 크게 기여하 다. 

지도․ 검 상  지도․ 검 인원 황

[표 Ⅱ-4-29]                                                                 (단 ：개소, 명)

구  분
 기 배 출 업 소 수 지도․ 검

인력계 1종 2종 3종 4종 5종

2005년 753 71 49 40 206 387 36

2006년 799 85 51 42 215 406 40

2007년 796 83 52 33 231 397 62

2008년 748 41 41 35 238 393 79

2009년 762 44 42 38 236 402 105

주) 지도 검 인력은 시, 구 ․ 군 환경 리( 생, 보호)과 지도계 인력을 합산한 것임

  2009년 기배출업소  지도․ 검 상업소는 762개소이다. 이들을 상으로 

검한 결과 38개소의 반업소를 발하여 개선명령 14개소, 조업정지 7개소, 

사용 지 6개소, 경고 등 기타 11개소를 행정조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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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검 황

[표 Ⅱ-4-30]                                                                     (단 ：개소)

구  분
단  속
업소수

  반
업소수

조       치        내       역

개선
명령 조업정지 사용 지 폐쇄명령

경고 등
기   타

고  발
(병 과)

2005년 716 26 2 5 6 2 11 -(13)

2006년 950 55 2 12 3 9 29 -(24)

2007년 892 33 3 13 1 4 12 -(18)

2008년 1,144 40 1 6 5 2 26 13(13)

2009년 1,109 38 14 7 6 11 9(9)

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리

  야 ․싣기  내리기․수송․채 ․야외 단․탈청․연마작업으로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공사장, 비 속물질 채취․제조․가공업 등은 「 기환경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 리하고 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총 700개 업소로 2009년 검결과 51개 업소를 발

하여 개선명령, 경고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1,436만원을 부과하 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황

[표 Ⅱ-4-31]                                                                     (단 ：개소)

계
시멘트, 석회

 련  제 품
제조  가공업

건설업
비 속물질
채취․제조․
가  공  업

비료 사료 
제품제조업

운송장비
제조업

속제품 
제조가공업

기 타

700 37 545 54 9 22 16 17

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시, 구․군에서 구성된 6개반 30명의 자동차배출가스 단속반을 운 하고 있

으며 측정방법으로 비디오카메라(매연), 측정기(CO/HC, 공기과잉률, 매연)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각 구․군에 설치된 감시 소에 의한 육안 감시 활동과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검 등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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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검 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반율은 매년 어들고 있어 

무척 바람직한 상이라 하겠다.

연도별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

[표 Ⅱ-4-32]                                                             (단 ： , %, 천원)

구   분 검 수 반 수 반율 과태료

2005년  143,648 491 0.3 547

2006년  154,294 295 0.2 2,240

2007년   75,733  80 0.1 1,100

2008년   101,964  15 0.01 300

2009년   101,691  13 0.01 500

마. 환경신문고 운

  폐수 불법방류, 자동차 매연 배출 등 환경오염 행 를 목격하 을 경우 시민들

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환경신문고 용 화(국번없이 128)를 운 하고 있다.

환경신문고 운 실

[표 Ⅱ-4-33]                                                                       (단 ：건)

구 분 계 자동차매연  기 수 질 폐기물 유독물 기 타

2005년 9,660 7,223 469 63 1,502 403

2006년 11,660 6,083 1,648 66 3,311 552

2007년 8,531 3,901 753 31 3,183 663

2008년 8,051 3,182 817 88 3,153 7 804

2009년 6,617 3,040 710 87 1,949 1 830

바. 2010년 업무계획

  2010년에도 악취특별 책반을 환경 리과에 설치․운 하여 악취 리업소 

 상습악취 감지지역에 한 순찰을 실시하고 악취감지 사업장에 해서는 

특별 검  필요시 시료 채취를 병행하고, 각종 환경오염 신고 수  처리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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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에는 배출업소 지도 검 상업소수 비 120%이상 검 목표를 정

하여 기, 수질, 유독물 배출시설에 하여 민  합동 검 등을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 행 가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 할 방침이다.

  2010년에는 울산항만부두 하장, 조선소, 재개발․재건축 공사장 등 비산먼지 

특별 리  용사업장에 하여 검을 강화하고 특히 철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공사장에 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 2010년에는 노상에서의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지양하고 차고지, 터

미  주로 단속을 지속 으로 실시하며, 특히 운행차 배출가스 무료 검을 

통해 운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 수질지도

▪집필 ❙환경 리과 수질지도담당 김용윤

가. 배출업소 리

1) 수질오염 배출업소 관리

  내 수질 배출업소 1,024개소  구․군 할업소는 629개소로 61.4%를 차지

하고 있으며, 소규모인 5종 사업장이 85.1%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3종 사업장은 99개소로 부분 국가산업단지 내에 치하고, 이들 형사

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수발생량이 체 폐수발생량의 91%에 달한다.

수질 배출업소 황

[표 Ⅱ-4-34]                                                                     (단 ：개소)

구      분 계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계 1,024 41 28 30 53 872

본청 할 395 41 28 30 45 251

구․군 할 629  8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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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별 수질 배출업소 황

[표 Ⅱ-4-35]                                                                     (단 ：개소)

계 역시 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1,024 395 72 190 36 76 255

2) 배출업소 지도점검

  2009년에는 971개소를 검하여 19개소에 행정처분  사법기 에 고발조치 

하 다. 

수질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 실

[표 Ⅱ-4-36]                                                                       (단 ：건)

구 분
단 속
건 수

 반
건 수

조     치     내     역

개 선
명 령

조 업
정 지

사 용
 지

폐 쇄
명 령

경고
기  타

순수고발
(병과)

2005년 837 24 22 1 1  (2)

2006년 1,026 49 15 14 20 12(12)

2007년 1,016 30 16 9 5 (9)

2008년 1,214 27 19 5 3 5(5)

2009년 971 19 13 2 1 4 9(9)

3)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설치․운영 

  폐수배출사업장의 방류수 수질을 실시간 리․ 검하여 수질오염사고를 방

하는 한편, 사업장 스스로 계 별, 시간 별 수질 황을 분석․ 리하여 자체 공

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2008년 9월 30일 재 1일 2,000㎥이상 배출하는 1종 폐

수배출시설 8개사에 6개 항목의 수질TMS(Tele-Monitoring System, 원격감시체

계)를 설치․운 하고 있으며, 2009년 7월 1일부터 행정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 단계별 의무 부착시기

사업장 구분 폐수배출량 는 처리능력 측정기기 부착기한

1종 사업장  2,000㎥/일 이상인 사업장 2008.9.30까지

2종 사업장  700㎥/일 이상 2,000㎥/일 미만 2009.9.30까지

3종 사업장  200㎥/일 이상 700㎥/일 미만 2010.10.1일 이후  배출허용기 과 
통보받은 날부터 9개월이내

주) 수질TMS 부착항목 : pH, COD, SS, T-N,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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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출부과 제도 운  

  배출부과  제도는 배출허용기 을 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하여 과 배출한 오염물질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경제  부담을 

주어 배출허용기 의 수(개선명령 등의 실효성)를 확보하기 한 제도이다.

  기본부과 은 반기별로 사업자로부터 신고 받아 배출허용기 이내 오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연료다량사용업소  폐수다량배출업소에 부과하고, 과부과 은 

배출허용기  과시 오염물질량(배출허용기  과분)에 오염물질 처리단가를 곱

하고 여기에 벌과  성격의 각종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있다.

  사업자로부터 징수한 배출부과 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고, 납입된 부과  

에 10%는 부과  징수비용으로 당해 시‧도지사에 지 되며, 나머지는 환경오염

을 감시키기 한 공단폐수처리 설치‧운  등 국가환경 오염방지사업과 사업자

의 방지시설 설치자  융자를 한 환경오염방지기 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배출부과  부과 황

[표 Ⅱ-4-37]                                                                  (단 ：건/천원)

계 기배출부과 수질배출부과

건수 액 건수 액 건수 액

69 297,584 52 269,905 17 27,679

다. 토양 리

1) 토양환경보전법의 목적 

  「토양환경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환경상의 해를 

방하고, 토양생태계의 보 을 하여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정

하게 리ㆍ보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 한 삶을 릴 수 있게 함을 

목 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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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양환경관리업무

  「토양환경보 법」에 의거 시(구ㆍ군)에서는 지역 토양측정망(토양오염실태

조사)을 설치ㆍ운 하여 측정망 운 결과에 따라 오염토양 정화명령 등의 업

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유소, 유해물질 장시설 등의 특정 토양오염 리

상시설 설치신고 수리와 이들 시설에 한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리  기  

과시 시정명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국 토양측정망을 설치ㆍ운 하며 토양 련

문기 (토양오염도 조사기 , 출 검사기 )과 토양정화업자의 등록  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3) 토양측정망 운영

  토양측정망 운 은 토양오염실태를 악하기 해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와 

우리시(구ㆍ군)에서 국측정망  지역측정망을 각각 설치ㆍ운 한다. 

토양측정망 운 황

[표 Ⅱ-4-38]

구   분 국측정망 지역측정망(토양오염실태조사)

목    국 토양오염 실태 악 지역내 토양오염 실태 악

설치지 토지용도별 토양오염원별

조사주기 매년 1회 매년 1회

주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 역시(보건환경연구원)

  ※ 조사항목：21개( 속 8종, PCB, 유기인, 페놀 등 일반 8종, 토양pH)

  ※ 토지용도별： , 답, 임야, 공장용지 등 15개 토지용도

  ※ 토양오염원별：공장지역, 폐기물지역, 교통 련 시설 지역 등 11개 토양오염원

토양오염실태조사 운 황

[표 Ⅱ-4-39]                                                                     (단  : 개)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조사 지역수 87 87 88 88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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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

  주유소, 유해물질 장시설 등 특정토양오염 리 상시설 설치자는 토양오염도 

검사기 으로부터 시설부지에 한 주기  검사(매 1~3년에 1회)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기  과시 토양정화 등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특정토양오염 리 상시설 황

[표 Ⅱ-4-40]                                                                     (단 ：개소)

계
석    유    류

유 독 물
소  계 주유소 산업시설 기   타

(난방시설 등)

590 584 324 227 33 6

  2002년 12월 26일 환경부와 5  정유사[SK(주), GS-Caltex정유(주), 오일뱅크

(주), S-Oil(주), 인천정유(주)]는 2012년 12월까지 10년간 『토양오염 복원을 한 

자발  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들 정유사는 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토양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후에는 3년마다 실시하여 토양오염우려기  과 시

에는 1년 이내 정 조사를 실시한 후 토양 복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다.

라. 화학물질 리

  재 세계 으로 약 10만 여종의 화학물질이 상업 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매년 

2,000여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되어 상업화되고 있으나 일부 화학물질은 개

발목 에 반해 환경이나 인체의 건강에 크게 해를 주고 있다.

 「유해화학 물질 리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유독물은 599종에 이르며 유독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58종은 

제조, 사용을 제한하는 취 제한․ 지 물질로 지정하여 그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

1) 유독물의 안전관리

  유독물 취 업소의 유독물 리자를 상으로 3년마다 유독물 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독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인명, 재산피해의 심각성을 부각

시켜 당해 사업장으로 인하여 생활주변에 해가 없도록 유독물 련시설과 

장비에 하여 수시 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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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취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종업원에 

한 교육  자체 검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 유독물영업자 지도․점검

  유독물로 인한 사고는 유독물이 지니고 있는 특성상 그 피해가 막 하고 환

경에 미치는 향이 클 뿐 아니라 국민보건 는 환경보 상의 해를 방지하기 

하여 유독물사업장과 련시설물에 한 정기․수시 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유독물의 안 리를 유도하고 있다. 2009년의 경우 317개 업소를 검

하고 4개 업소를 발하여 행정처분을 하 다.

3)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사업장에서 제조,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환경 으로 배출되는 양을 악하여 

기업체의 제품이나 원료의 배출 손실량을 자율 으로 임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환경오염을 자발 으로 감소하기 하여 환경부에서는 시․도의 

조 하에 매년 상물질  업종을 선정하여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조사하고 있다.  

  2009년에는 38개 업종 388종의 화학물질에 하여 조사를 실시하 고 환경

부에서 종합 정리하여 조사결과를 발표할 정이다.

마. 환경오염사고 방  수습 책

  태화강에는 민간환경감시요원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집 인 하천감시활동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상수원(회야호) 보호를 하여 감시 소를 설치․운

하고 있으며, 상수원 주변 지역 유독물 등 통행제한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아울러 공단지역에는 기업체에서 자율 으로 구성한 『산업단지 배출업소 

수질환경 자율감시단』이 일일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수질오염 사고발생시 효과 으로 처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하여 유 기

 합동으로 연 2회의 방제훈련을 실시하고 오일 스 800m, 유흡착제 26박스, 

유처리제 350ℓ등을 확보하여 만약의 사고에 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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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의 수질오염 사고시 신속한 응체제를 구축하고 효율 으로 수습하기 

하여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환경오염사고 책본부를 구성․운 하고 있다.

  이 책본부는 종합상황반, 사고수습반, 측정분석반, 수도 책반, 홍보지원반 

등 5개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 2010년 업무계획

  앞으로도 통합지도 검에 의한 리와 수질오염 방활동 강화로 신속한 

사고 응과 오염 배출 행 를 사 에 방함으로써 깨끗하고 쾌 한 생활환

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매년 토양오염 실태 조사를 하고 있으며, 기  과시 토양 정 조사와 오

염 토양 복원 조치 명령을 하게 된다. 한, 폐수 다량 배출업소에 한 24시

간 상시 감시하는 수질 원격자동감시시스템(TMS) 운 , 실시간 확인으로 오염 

행 를 사  방하게 된다.

  유독물 업자에 한 지도 검과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로 생활주변의 

해를 방지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