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장림산단내 대기배출시설 주요오염물질 배출특성 연구 – 배출량자료 및 측정결과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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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장림산단내 대기배출시설 주요오염물질 배출특성 연구
– 배출량자료 및 측정결과 이용 -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m 신평장림산단은 환경오염물질 배출부하가 높은 사업장이 많고, 주거지역에 인접해 환경민원 다수 발생
m 산단내 사업장 대기배출시설 관리의 기초자료 제공과 산단 대기질 이해 제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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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개요

m 연구기간 : 2020년 1월 ~ 12월
m 연구자료
- 사업장 허가증/신고증명서 : 업종과 오염물질 종류, 발생량, 배출·방지시설 등 대기배출시설 현황
-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배출원 조사,
굴뚝원격감시체계(CleanSYS), 연구원 측정결과
- 국가배출량 :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

Ⅲ

연구결과

m 대기배출사업장 총 23개소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94개소) : 흡수, 여과집진, 세정집진, 흡착이 주요 방지시설로 운영
– 염색가공 등 섬유제품제조업 (47개소) : 텐터시설은 여과, 섬유염색은 세정, 전기집진이 주요 방지시설
m 대기오염 자동측정기기는 2개 사업장, 3개 배출구 운영
- 1개 배출구에서 일부 밤~새벽 시간대 TSP, NOx 농도 증가, 해당시간대 유량이 적어 배출량은 낮으나 밤시간
에는 대기가 안정하여 인근 대기질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고, 산단내 전체 배출량 중 해당 사업장의 배출
량 비중이 높아 주요 관리대상 사업장임.
m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사업장 총 81개 사업장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59개소) : 크롬, 니켈, 구리, 아연 등 중금속계열, 염화수소, 암모니아, 불소화물
– 섬유제품 제조업 (7개소) : 포름알데하이드, 암모니아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포함
–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최종 배출구 외 비점오염 발생에 대한 고려가 극히 제한적이며, 사업장 비점오염 발생에
대한 대책 시급함. 특히 국소배기장치 가동시 비점오염 발생 가능성이 높아 관리 필요
m 허가증 발생량을 환산한 배출량, 자가측정결과로 계산한 배출량, 국가배출량(CAPSS) 비교
– 먼지 : 허가증 발생량 9626.96 t/yr, 발생량 환산 배출량 667.38 t/yr, 자가측정 배출량 140.01 t/yr,
CAPSS 배출량 24.81 t/yr, CAPSS 배출량은 연료 연소 위주의 배출량 산정, 생산 공정에 대한 고려
미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통계 할당 방식으로 배출량이 가장 적게 나타남.
– 황산화물 : 허가증 발생량 1861.23 t/yr, 발생량 환산 배출량 1688.67 t/yr로 방지시설로 배출량 제어에는
한계, 연료 전환이 중요
– 질소산화물 : 허가증 발생량 1925.68 t/yr, 발생량 환산 배출량 892.77 t/yr, 자가측정 배출량 261.65 t/yr,
CAPSS 배출량 425.95 t/yr, LNG 연료 사용시 자가측정이 면제되어 자가측정 배출량이 가장
적게 나타남. 산단내 114개소가 방지시설 면제 배출시설로 조사되었으며, 2021년부터 면제 사
업장에서도 연 1회 이상 자가측정 수행하여야 함.
담당부서 : 산업환경팀(☎051-309-2954)
팀장 : 정재은, 담당자 : 김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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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연구원 지도점검 46개 대기배출시설
: 허가증 발생량 총 352 t/yr, 허가증 배출량 42.7 t/yr, 연구원 측정결과 21.8 t/yr, 자가측정 배출량 14.9
t/yr, 연구원 측정과 자가측정 배출량은 실제 가동시간이 고려되지 않고, 짧은 측정시간으로 왜곡 가능성
있음. 연구원 측정결과에 의한 배출량이 자가측정 배출량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Ⅳ

정책연계방안

m 부산시 고유의 대기배출시설 데이터베이스화 및 배출량 산정 시스템 구축
- 대기배출시설 자료 전산화 : 사업장 지도점검 및 대기오염검사 효율화, 내실화
- 사업장 배출량 산정 : 대기배출시설 관리 목표 설정 및 성과 정량화, 배출량 기초자료 신뢰성 제고

Ⅴ

활용계획

m 신평장림산단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과 특성, 중점관리요소 등 사업장 관리 자료 제공
m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목록화를 위한 기초자료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