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장 생활주변 환경관리

제1절 소음진동 관리

제2절 악취방지

제3절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

제4절 유해화학물질 관리



제10장 생활주변 환경관리 _ 607

제1절

소음진동 관리

1. 소음현황

도시소음은 다른 공해요소와는 달리 시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 

이외에 정서생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다른 공해요소 못지않은 중요성을 

가진다. 특히 주거지 주변의 교통, 건설 및 생활소음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표 2-10-1> 소음 발생원

교통소음 생활소음 공장소음 항공기 소음

◦자동차엔진 및 

배기소음

◦경적음

◦타이어와 노면

  마찰소음

◦철도소음

◦엠프, 차임벨 등 확성기 소음

◦소규모 공장 및 사업장기계․ 
설비소음

◦이동행상 등 이동소음

◦항타기 등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발파작업 시 발생소음

◦출입차량 운행소음

◦동력(모터) 기기 

  사용 소음

◦작업기계 발생소음

  (충격음 발생기계)

◦원료 및 제품 운반시 

소음

◦항공기 소음

서울시의 소음공해는 공장소음, 건설공사장소음, 이동행상소음 등이 있지만 

가장 큰 소음공해는 교통수요 증대로 인한 교통소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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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음도 측정을 위해 서울시내 30개 지역 150개 지점(환경부 15개 

지역 75개 지점, 서울시 15개 지역 75개 지점)에 대하여 분기별로 소음도를 

측정하고 있다.

2008년 연평균 소음도는 일반지역의 녹지･전용주거지역에서는 환경기준을 

초과하나 주거지역, 상업･준공업지역에서는 기준이내이다. 도로변 지역은 지역 

구분 없이 모두 환경기준치를 초과하였다.

<표 2-10-2> 소음도 현황
(단위 : Leq dB(A))

구  분

일 반 지 역 도로변 지역

녹지･전용주거 주거지역 상업･준공업지역 녹지･주거지역 상업･준공업지역

환경기준 50 55 65 65 70

2008 53 53 60 68 69

2007 53 54 61 70 71

2006 53 54 61 70 70

2005 53 55 62 70 71

2004 52 54 60 70 71

2003 52 54 60 70 72

2002 52 54 60 70 72

2001 53 55 61 70 72

2000 53 54 61 70 72

1999 53 54 62 71 72

1998 52 53 60 70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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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저감대책2.

도로교통소음 저감대책2-1.

주요 소음 원인인 도로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도로변에 인

접한 공동주택아파트 등 학교 등 정온시설을 건축할 때에는 적정 이격거리를( ),

확보하고 방음벽 및 방음창 등을 설치하여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

지토록조치하고있으며 기존정온시설주변에도로를신 증설할때에는방음벽, ･
등을 설치하여 도로교통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방음시설 설치실적 년< 2-10-3> (2008 )

연번 설치장소 방음벽 설치규모
투자액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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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주변지역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는 2008년에 학교 주변 등 15개소에 

3.9km를 설치･완료하였으며, 2009년에는 학교 주변 등 11개소에 대하여 

2.4km를 설치할 계획이다.

<표 2-10-4> 방음시설 설치계획(2009년)

구 분 설 치 장 소 설치규모
예산액
(백만원)

총계 11개소
H=2～6m

L=2410m
5,030

도시기반

시설본부

 동작 교 남단I.C 방음벽 설치공사(동작 교)
H=3m

L=150m
303

 송 구 풍납동 신성노바빌  아 트 앞 방음벽 설치공사 

(올림픽 진출램 )

H=5m

L=200m
500

진구 노유동 신양 학교 앞 방음벽 교체공사 

(강변북로)

H=4.5m

L=220m
400

동부사업소
강남구 수서동 평교 진출입로 방음벽 교체공사

( 평로)

H=4m

L=500m
889

서부사업소
서 문구 홍은2동 옥천암 앞 방음벽 설치공사

(세검정길)

H=5m

L=200m
800

자치구청

등포구 양평동3가 선유 학교 방음벽 교체공사

(선유로)

H=4～6m

L=80m
202

등포구 양평동3가 선유고등학교 방음벽 설치공사 (선

유로)

H=6m

L=70m
321

강서구 방화2동 방화 학교 방음벽 교체공사

(개화동길)

H=5m

L=150m
603

시설 리공단

등포구 양평동4가 한강 자공 고교 방음벽 설치공사 

(노들길)

H=5～6m

L=90m
299

성북구 정릉동 국민  앞 방음벽설치공사 

(내부간선도로)

H=2～4m

L=70m
113

뚝섬유원지역～ 동아 트간 방음벽(소음감소기) 설치공

사  소음포장공사 (청담 교 북단램 )

소음감소기

L=680m

소음포장24a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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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생활소음 저감대책

가. 생활소음 관리강화

생활소음에는 확성기에 의한 소음,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소음,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해당된다. 소음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하여 생활소음을 저감시키고 있다.

나. 이동소음원 단속강화

이동하며 영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소음과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기 및 기구,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 

하는 이륜자동차의 이동소음원 규제는 2004년 12월 31일 소음･진동규제법이 

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이동소음원 규제사무가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게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다.

다. 생활소음 저감대책

산업발전 및 뉴타운 등 도시재개발에 따라 각종 공사장이 증가하고 그 규모가 

대형화･ 장기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요청되었다. 그러나 

건설공사장은 소음배출기간이 일시적이며, 배출원도 이동성이어서 근원적인 

방지시설의 설치가 곤란하고, 방지기법도 발달되지 않은 상태로서 소음저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나 공사전 사전 방음시설 설치 및 공휴일 

소음규제기준 강화 등 생활소음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항타기, 천공기, 굴삭기 등 소음도가 높은 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사장의 

건설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해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통하여 저소음 발생장비 

사용을 유도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소음을 

저감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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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5>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Leq dB(A))

대 상 지 역
시간별

 소음원

아침,저녁
(05:00~
07:00,
18:00~
22:00)

주  간
(07:00~
18:00)

야  간
(22:00~
05:00)

주거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70이하 80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장 50이하 55이하 45이하

사업장
동일건물 45이하 50이하 40이하

기타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   사   장 60이하 65이하 50이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70이하 80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장 60이하 65이하 55이하

사업장
동일건물 50이하 55이하 45이하

기타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   사   장 65이하 70이하 50이하

<비고> 

1. 소음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옥외에 설치한 확성기의 사용은 1회 3분 이내로 하여야 하고, 15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5. 공사장의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6.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 한하여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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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발파작업 및 브레이커ㆍ항타기ㆍ항발기ㆍ천공기ㆍ굴삭기

(브레이커 작업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공사작업이 있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주간에만 

규제기준치(발파소음의 경우 비고 제6호에 따라 보정된 규제기준치)에 +3dB을 보정

한다.

8.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 한하여 -5dB를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가. 주거지역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

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 지역

9.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체육 도장업･무
도학원업･무도장업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악교습을 위한 학

원･교습소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표 2-10-6>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의 종류

1.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를 제외한다)

2. 천공기   

3.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 이상의 이동식인 것에 한한다)

4.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5. 굴삭기   

6. 발전기   

7. 로우더   

8. 압쇄기

9. 다짐기계   

10. 콘크리트 절단기   

11. 콘크리트 펌프

※ 비고 : 건설장비에 대한 소음표시제 실시 및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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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거 1996년 2월부터 일정기준 이하의 

저소음건설장비에 대해서는 소음도를 표시하여 판매토록 하는 권고제를 

시행하여 저소음기계의 소비 및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1996년 5월 적용장비는 

굴 삭 기 ･ 로 우 더 ･ 공 기 압 축 기 ･ 발 전 기 ( 4 종 ) 이 고 , 1 9 9 6 년 에 는 

착암기･병타기･브레이커 ･항타기(8종), 2001년 12월에는 로울러,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절단기(11종)로 확대되었다. 2004년 12월 소음･진동규제법이 개정되어 

2008년부터 소음발생건설 기계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소음발생건설기계를 판매･사용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로는 굴삭기, 다짐기계, 로우더 등(9종)이 

있다.

2-3. 항공기소음 저감대책

가. 항공기 소음현황

경제발전과 함께 항공기 이용승객의 증가로 매년 운항횟수가 증가하였으나 

인천국제공항 개항 후 김포공항의 항공기 소음도는 감소하였다. 김포공항 주변 

지역의 항공기에 의한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및 

피해예상지역을 지정･고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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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7> 항공기소음 피해 및 피해예상지역 현황

구  분
계 양 천 구 강 서 구 구 로 구

면적(천㎡) 가옥수 면적(천㎡) 가옥수 면적(천㎡) 가옥수 면적(천㎡) 가옥수

계 13 41,770 6.6 31,520 3.9 2,750 2,5 7,500

제1종구역 - - - - - - - -

제2종구역 1.1 1.320 0.3 1,320 0.8 - - -

제3종구역 11.9 40,450 6.3 30,200 3.1 2,750 2,5 7,500

※ 제1종구역 : WECPNL 95이상

   제2종구역 : WECPNL 90이상 95미만

   제3종구역 : WECPNL 75이상 90미만

☞ WECPNL(가중등가지속감각소음도)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권장하고 있는 항

공기 소음 평가단위

김포공항 주변(서울시 관내)에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항공기소음 측정소 

6개소가 설치되어 소음도를 측정하고 있다.

<표 2-10-8> 김포공항 항공기소음도 현황
(단위 : WECPNL)

     지점별
연도별

강서 화곡동
(월정초교)

강서 오곡동
(오곡초교)

구로 고척동
(고척도서관)

강서 공항동
(송정중교)

양천 신월3동
(신월동)

양천 신월4동
(강서초교)

1997 76 82 77 68 91 82

1998 76 81 75 69 88 77

1999 73 81 75 70 80 81

2000 72 82 78 75 89 82

2001 67 79 75 72 86 79

2002 65 72 71 71 83 76

2003 62 70 71 69 81 76

2004 60 71 69 67 82 76

2005 60 70 69 65 82 77

2006 60 70 68 64 81 76

2007 62 71 70 65 82 77

2008 60 72 72 65 82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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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공기소음 저감대책

항공기 소음의 주요 발생원은 항공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이며 피해 

대상은 공항주변의 주거지 등으로 소음저감대책은 크게 소음원 대책, 운항절차 

대책, 수음점 대책 등 3단계로 나누어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첫째, 소음원 대책으로는 저소음 항공기 사용과 항공기 이착륙방법 개선, 

이착륙시 항공기의 엔진출력 규제가 있다. 저소음 항공기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소음이 많은 항공기에 대해서는 높은 소음유발부담금을 부과시키고 있다. 

특히, B-707 등 소음발생이 아주 높은 항공기에 대하여는 운항을 금지하고 

있다.

항공기 이착륙방법은 김포공항에서는 이륙직후에 고도를 급상승시키는 운항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지역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착륙시 항공기의 

엔진출력 규제는 이착륙시의 순항거리를 증가시켜 소음노출지역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운항절차대책은 운항코스 및 운항시간규제로서 김포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의 야간생활 안정을 위하여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항공기의 이착륙을 

금지시키고 있다. 운항코스도 서울시의 주거밀집지역인, 활주로 남동쪽 지역의 

소음도를 저감시키기 위해 배풍 15노트까지 북서방향에서 이착륙하도록 하여 

소음피해지역을 줄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항공기의 수음점 대책은 성격상 피동적방법인 토지이용규제와 

주택방음시설 시공, 토지수매 등이 있으며 항공법 제107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274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물의 설치와 용도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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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항공기소음 피해대책

항공기소음 피해가 심한 소음피해지역 및 소음피해 예상지역에 대한 피해 

대책 사업으로 국토해양부는 1994년부터 2008년까지 주택방음시설 설치 

15,060가옥, 경로당 냉방시설 56개소 설치, TV 수신장애 대책 7,462세대, 

학교 냉방시설 37개소, 공동이용시설 11개소를 설치하였다. 향후에도 

주택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피해대책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에서도 항공기소음 피해가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항공기소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음피해대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항공기소음 

전광판을 양천구 신월동 및 강서구 공항동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3. 진동방지대책

3-1. 진동의 발생

진동을 발생원별로 구분하면 공장진동, 교통진동, 건설진동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2-10-9> 진동 발생원

공장진동 교통진동 건설진동

◦왕복기계(Compressor, 엔진)

◦회전기계(Motor, 엔진)

◦충격력 발생기계(단조기, 프레스)

◦대형차량(버스, 트럭)

◦철도운행기관(기차)

◦항공기

◦발파작업(폭발물)

◦지반개량작업

◦항타작업(말뚝박기)

3-2. 진동 저감대책

진동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진동을 저감시키기 위해 탄성지지시설, 방진구 

시설 등 3가지를 진동방지시설로 지정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진동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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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민원대상이 되고 있는 

주택가의 공장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또한 항타기 등 진동을 많이 배출하는 특정공사에 해당되는 건설공사장은 

저진동 발생장비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작업시간의 

조정･방진시설의 설치 등 진동저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표 2-10-10>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dB(V))

                            시간별
  대상지역

주  간

(06:00~22:00)

심  야 

(22:00~06:00)

주거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비고> 

1. 진동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를 사용 

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 진동의 경우 주간에 한하여 규제기준치에 +10dB을 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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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악취방지

1. 발생원인

악취는 악취물질이나 악취물질을 사용하는 시설 등의 관리부실로 발생하게 

되지만 공정상 불가피하게 악취가 발생하기도 한다. 어느 경우에도 이로 인한 

피해가 따르기 마련이므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악취를 심하게 발생 

시키는 공장의 예를 보면 사료공장, 철강, 합성수지제조, 고무, 제지, 피혁가공, 

석유 및 화학공장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외 변두리 축산시설이 주요인이다. 

서울시의 경우 농․수․축산물 시장, 하수도, 쓰레기 적환장 등에서 생활악취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다.

악취는 대기오염 문제 중에서도 가장 까다롭고 해결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종류도 대단히 많을 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작용과 후각의 

개인적인 차이 등으로 인해 그 감각량과 피해도를 표시하기가 어려우며 냄새에 

대한 설명이나 표현 방법도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악취에 대한 정도는 일정한 기준이나 측정방법으로 정량적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며, 지리적 기상조건 및 시간에 따라 변동이 매우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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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물질 중에는 극히 낮은 농도에서도 강한 취기를 발생하는 물질도 있어 그 

농도와 강도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으며 따라서 피해의 정도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악취는 1990년 이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하나로 

배출구 및 생활악취로 관리해왔으나 일반적인 대기오염과는 달리 그 원인 

물질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국지적･순간적으로 발생･소멸하는 특성을 가진 

악취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별도로 2004년 2월 9일 악취방지법이 

제정･공포되어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 악취기준 및 측정

2-1. 악취배출허용기준

악취방지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며 측정 

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법”의 공기희석관능법, 기기분석법으로 측정하고 

있다.

<표 2-10-11> 악취배출허용기준(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3)

가. 복합악취

구  분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기타지역

배  출  구 1000이하 500이하 500~1000 300~500

부지경계선 20이하 15이하 15~20 10~15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별도로 정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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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정악취물질.

악취측정방법2-2.

악취측정방법은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관계로 복합2

악취의 측정을 원칙으로 공기희석관능법으로 측정하고 사업자의 악취물질

배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암모니아 등 종의 지정악취 물질에 대하여는22

기기분석법을 적용 병행하여 측정하고 있다.

구 분
배출허용기준(ppm)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ppm) 적용시기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1 암모니아 이하2 이하1 1 2～

년 월2005 2
일부터10

2 메틸머캅탄 이하0.004 이하0.002 0.002 0.004～
3 황화수소 이하0.06 이하0.02 0.02 0.06～
4 다이메틸설파이드 이하0.05 이하0.01 0.01 0.05～
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이하0.03 이하0.009 0.009 0.03～
6 트라이메틸아민 이하0.02 이하0.005 0.005 0.02～
7 아세트알데하이드 이하0.1 이하0.05 0.05 0.1～
8 스타이렌 이하0.8 이하0.4 0.4 0.8～
9 프로피온알데하이드 이하0.1 이하0.05 0.05 0.1～
10 뷰티르알데하이드 이하0.1 이하0.029 0.029 0.1～
11 발레르알데하이드n- 이하0.02 이하0.009 0.009 0.02～
12 발레르알데하이드i- 이하0.006 이하0.003 0.003 0.006～
13 톨루엔 이하30 이하10 10 30～

년 월2008 1
일부터1

14 자일렌 이하2 이하1 1 2～
15 메틸에틸케톤 이하35 이하13 13 35～
16 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 이하3 이하1 1 3～
17 뷰티르아세테이트 이하4 이하1 1 4～
18 프로피온산 이하0.07 이하0.03 0.03 0.07～

년 월2010 1
일부터1

19 뷰티르산n- 이하0.002 이하0.001 0.001 0.002～
20 발레르산n- 이하0.002 이하0.0009 0.0009 0.002～
21 발레르산i- 이하0.004 이하0.001 0.001 0.004～
22 뷰티르알콜올i- 이하4.0 이하0.9 0.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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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기희석관능법

공업단지 등 측정대상 공장 주변에 여러 공장이 밀집되어 측정대상 공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만을 측정하기 곤란할 경우, 배출구 등에서 악취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시험실에서 깨끗한 공기와 희석하여 냄새가 발생되지 않을 때까지의 

희석배수(냄새감지 한계 희석배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나. 기기분석법

원료사용 및 제조공정을 고려하여 암모니아 등 22가지 지정악취물질이 악취 

원인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들 악취물질을 포집하여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분석 

장치 등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이다.

3. 악취 방지대책

폐수처리시설, 금속표면처리시설 등 악취배출시설 설치사업장 3,393개소에 

대하여 통합지도․점검 및 민원 발생에 따른 수시지도․점검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악취 중점관리사업장 17개소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림 2-10-1> 중점 악취배출 관리업소 현황

기타(제조 등) 2

연쇄시설 2

물재생센터 3

자원회수시설 4

농수축산물시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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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축산․폐
기물 218
(6.4%)

폐수처리시설 
2,116
(62.4%)

금속표면처리 795
(23.4%)

기타(도축․식품 등) 
63(1.9%)

출판･인쇄 156
(4.6%)

섬유, 고무, 플라
스틱 제조시설 
45(1.3%)

물 질 명
화학적 성질

냄새의 특징 비   고
화학식 분자량 비중

암모니아 NH3 17.03 -
오줌과 같은 

냄새

축산, 계분건조, 화장장, 

복합비료･전분 제조, 

쓰레기･분뇨･하수처리장

메틸머캅탄 CH3SH 48.11 0.896
썩은 양파와 

같은 냄새

펄프제조, 화장장,  

쓰레기･분뇨･하수처리장

황화수소 H2S 34.08 -
썩은 계란과 

같은 냄새

축산, 어육처리장, 

펄프･전분･셀로판･담배･
복합비료 제조

황화메틸 (CH3)2S 62.14 0.845
썩은 양배추와 

같은 냄새

펄프제조, 화장장 

쓰레기･분뇨･하수처리장

이황화메틸 CH3SSCH3 94.20 1.057
썩은 양배추와 

같은 냄새

펄프제조, 화장장, 

쓰레기･분뇨･하수처리장

트리메틸아민 (CH3)3N 59.11 0.662 썩은 생선 냄새
축산, 복합미료, 화장장, 

수산식료품 제조

아세트알데히드 CH3CHO 44.05 0.784
자극적인 

비린내 냄새

아세트알데히드･아세트

산 제조, 

담배･복합비료제조, 

어육처리장

<그림 2-10-2> 악취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

<표 2-10-12> 주요 악취물질에 대한 화학적 성질 및 발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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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질 명
화학적 성질

냄새의 특징 비   고
화학식 분자량 비중

프로피온알데히드 CH3CH2CHO 58.08 0.8058 자극적인 쓰고 
탄 냄새

도장･기타금속제품제조･
자동차수리･인쇄공장, 
생선육 처리장, 
유지계식료품 제조공장

n-부틸알데히드 CH3(CH2)3CHO 72.11 0.8049 자극적인 시고 
탄 냄새

iso-부틸알데히드 (CH3)2CHCHO 72.11 0.7904 자극적인 시고 
탄 냄새

n-발레르알데히드 (CH3)(CH2)3CHO 86.14 0.8105 익어서 나는 
시고 탄 냄새

iso-발레르알데히
드

(CH3)2CHCH2CHO 86.14 0.8004 익어서 나는 
시고 탄 냄새

iso-부탄올 (CH3)2CHCH2OH 74.12 0.8018 자극적인 
발효냄새

도장･기타금속제품제조･
자동차수리･목공･섬유･
인쇄･수송용 기계기구 

및 주물공장 등

아세트산에틸 CH3CO2C2H5 88.11 0.9005 자극적인 
신너같은 냄새

메틸이소부틸케톤 CH3COCH2CH(CH3)2 100.16 0.7960 자극적인 
신너같은 냄새

톨루엔 C6H5CH3 92.14 0.8716 휘발유 냄새

크실렌 C6H4(CH3)2 106.17 0.861 휘발유 냄새

스티렌 C6H5CH=CH2 104.15 0.907 도시가스 냄새

스티렌･폴리스티렌제조 

및 가공･SBR제조･ 
FRP제품제조･화장합판

제조공장

프로피온산 CH3CH2COOH 74.08 0.999 자극적이며 쓴 
냄새

지방산제조･염색공장, 

축산업, 화장장

n-부티르산 CH3(CH2)2COOH 88.11 0.959 땀 냄새
축산업, 화장장, 

어육처리장, 

축산식료품･ 
전분제조공장, 분뇨 및 

폐기물처리장

n-발레르산 CH3(CH2)3COOH 102.14 0.939 오래신은 양말 
냄새

iso-바레르산 (CH3)2CHCH2COOH 102.14 0.928 오래신은 양말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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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13> 악취발생원에 따른 악취저감방안

대상시설(업) 악 취  발 생  저 감  방 안

가죽제조･보관업

 - 저장시설은 최대한 밀폐
 - 탈취제 살포
 - 원피(생피포함)의 노천방치 금지
 - 작업시 발생되는 잔재물(폐기물)의 신속처리

직 조 업
 - 작업장은 최대한 밀폐하고 탈취시설 설치
 - 호제보관시설의 밀폐
 - 저취성 호제사용

수질오염 방지시설  - 집수조(1차 침전조) 및 농축시설에 국소탈취 장치 설치 

분뇨처리 시설
 - 탈수시설의 설치장소는 최대한 밀폐할 것
 - 폐수 이송배관 밀폐
 - 분뇨운송차량 세륜･세차 실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 판매장 최대한 밀폐

농수산물공판장

 - 수집쓰레기 당일처리
 - 쓰레기 적환장 밀폐(가림막 또는 컨테이너박스 설치)
 - 물청소 자주 실시 및 탈취제 살포
 - 오･폐수처리장 최대한 밀폐

도 축 장

 - 계류장을 설치하고 바닥은 포장
 - 계류장 바닥의 오물 등은 즉시 제거토록하고, 탈취제를 수시 살포
 - 출입차량에 대하여 세륜･세차 실시
 - 밀폐된 우･돈분 저장소 설치
 - 물청소 자주 실시 및 탈취제 살포
 - 오･폐수 처리장 및 배수로는 최대한 밀폐

축 산 업

 - 축사 청결유지
 - 탈취제 살포
 - 1일 1회이상 축분을 수거하여 퇴비화시설 등으로 이송처리
 - 퇴비화시설은 덮개 설치

출판사･인쇄소
 - 저취성 용제 사용
 - 작업장은 최대한 밀폐하고 탈취시설 설치
 - 용제 등 악취발생물질 보관시설은 밀폐

폐기물보관시설

 - 보관시설에 덮개 설치
 - 탈취제 살포
 - 주위를 청결하게 유지
 - 악취발생물질의 노천소각 금지

공중변소
 - 1일 1회이상 물청소 실시
 - 환풍시설의 설치
 - 쓰레기는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

세 탁 업
 - 저취성 용제 사용
 - 용제 등 악취발생물질 보관시설은 최대한 밀폐
 - 건조시설은 밀폐하고 적정한 환풍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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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

1. 주요 배출원 현황

휘발성유기화합물은 휘발성이 높아 대기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탄화수소류로 

휘발유, 벤젠, 부탄 등 37종이 고시되어 있다.

벤젠, 할로겐화 탄화수소 등 일부 물질은 그 자체가 발암성 등의 유해성을 

가지며,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기중에서 질소산화물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지표면의 오존의 농도를 증가시킨다. 이러한 지표면의 오존은 자극성이 강하여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키는 등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나무 등에서 발생되는 자연배출원과 석유류 및 유기 

용제의 사용,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 등에서 발생되는 인위 배출원이 있다.

<표 2-10-14> 서울의 인위적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2006년)

계
연   소

(산업, 비산업 등)

에너지수송 

및 저장

유기용제사용

(도장,세탁 등)

이동오염원

(자동차, 철도 

등)

폐기물처리

68,142(톤)
100(%)

1,008(톤)
1.5(%)

3,347(톤)
4.9(%)

39,261(톤)
57.6(%)

23,951(톤)
35.1(%)

575(톤)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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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주유소, 세탁시설 등의 대하여 배출시설 

신고를 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직접 대기로 배출되지 않도록 각 시설에 

적합한 배출억제․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그림 2-10-3> 서울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업소 업종별 현황

계
725개소

주 유 소 
704개소

세탁시설
19개소

기타제조 2
개소

<규모>
- 주 유 소 : 20㎥이상의 휘발유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

- 세탁시설 : 세탁용량 합계 30㎏이상    

            용제세탁시설(물세탁 제외)

- 기타제조 : 세정시설 1㎥이상

             (탈지시설 포함) 

<표 2-10-15> 서울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업소 구별 현황
                                                          (2008.12.31)

        종별 
 구별

계 주유소
세탁
시설

기타
제조

        종별
 구별

계 주유소
세탁
시설

기타
제조

계  725  704 19 2 서대문구 20 20 

종 로 구 13 13 마 포 구 20 19 1

중    구 16 15 1 양 천 구 31 30 1

용 산 구 23 23   강 서 구 44 40 4 

성 동 구 26 26 구 로 구 27 26 1

광 진 구 30 29 1 금 천 구 22 20 1 1

동대문구 28 27 1 영등포구 46 46 

중 랑 구 24 23 1 동 작 구 17 16 1

성 북 구 32 31 1 관 악 구 28 27 1

강 북 구 21 20 1 서 초 구 52 52 

도 봉 구 25 25 강 남 구 56 56 

노 원 구 20 19 1 송 파 구 51 50 1

은 평 구 29 28 1 강 동 구 24 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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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등 대책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사업장 725개소 모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표 2-10-16>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따른 배출억제･방지시설

배출시설 배출억제･방지시설

주유소  주유소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세탁시설  밀폐형 세탁기나 용제회수기 사용

기타제조업(세정시설)  밀폐구조, 국소배기장치 및 방지시설 설치 

<표 2-10-17> 휘발성유기화합물 지도･점검 실적

구분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역

계

조치이행
또    는 
개선명령
불 이 행

배출억제
방지시설 
설치조치
미 이 행

변경신고
미이행

계

고발
(조치 

이행명령
병과)

경고

계 2,259 24 24 1 23 24 1 23

’08 792 8 8 1 7 8 1 7

’07 738 7 7 7 7 7

’06 729 9 9 9 9 9

특히 주유소의 경우 현재 저장시설 유증기 회수설비(STAGE Ⅰ)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유시설 유증기 회수설비(STAGE Ⅱ)의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어 

규모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단계별로 적용되므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저감과 이에 따른 오존생성 억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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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기관

지하유류저장탱크

VOC

VOC(휘발유)가스

VOC
회수시설

유
류

<그림 2-10-4> 주유소 저장시설 유증기 회수설비(STAGE Ⅰ)

<그림 2-10-5> 주유소 주유시설 유증기 회수설비(STAGE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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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장시설 관리대책

우리시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대기환경개선정책은 앞으로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자동차 정비 등 도장시설에서 배출되는 VOC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표 2-10-18> 서울의 자치구별 도장시설 현황                                                                           (2008.12.31)

        종별
구별

계
자동차
정  비

일반도장
        종별
구별

계
자동차
정  비

일반도장

계 737 580 157 서대문구 3 3 -

종 로 구 5 - 5 마 포 구 27 27 -

중    구 12 1 11 양 천 구 14 14 -

용 산 구 7 7 -  강 서 구 81 81 - 

성 동 구 134 108 26 구 로 구 56 26 30

광 진 구 12 3 9 금 천 구 106 47 59

동대문구 17 17 - 영등포구 59 43 16

중 랑 구 23 23 - 동 작 구 2 2 -

성 북 구 6 6 - 관 악 구 5 5 -

강 북 구 12 12 - 서 초 구 26 26 -

도 봉 구 19 18 1 강 남 구 24 24 -

노 원 구 14 14 - 송 파 구 52 52 -

은 평 구 6 6 - 강 동 구 15 15 -

도장시설 신고업소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의 현장 지도･점검과 서울시 보건 

환경연구원의 환경오염도 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내용으로는 

방지시설 설치･운영 적정여부와 배출시설의 무단증설 여부 등이고, 조치 

사항으로는 고발(배출시설 무단 증설) 및 조업정지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배출 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3마력이하의 분무시설)의 노상 또는 실내 간이식 도장 작업으로 

인하여 악취 발생 및 VOC배출로 인한 인근주민의 대기오염피해가 심각하여 

소규모 도장시설의 VOC 배출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소규모 철물, 

가구제작 도장사업장 등이 밀집된 집단공구상가 등에 방지시설을 갖춘 

도장부스를 설치 지원하여 공동작업을 유도함으로서 VOC배출을 방지하고 

인근주민의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도장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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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유해화학물질 관리

1.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1-1.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지구상에는 약 1,300만종의 화학물질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중 10만여 종 

이상이 상업적으로 생산 판매되고 있으며, 매년 2천여 종의 신규화학물질이 

상품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종류는 약 3만5천여 종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 화학제품의 시장주기 단축, 국제교역 규모의 증가 등으로 

인해 화학물질 유통량 및 사용량은 매년 200여 종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의 정확한 평가 및 관리기능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화학물질은 그 이용목적에 따라 약사법, 농약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등 각 개별법령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나, 개별법에 의한 관리목적은 

화학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안전성 측면보다는 당해 물질의 유효성 측면에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국민보건과 환경에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화학물질 관리체계가 없어, 환경부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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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6>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화  학  물  질
(수입 또는 제조)

신규화학물질 기존화학믈질

신 고
(사전검사)

안전성시험/독성검사

유해성 평가

관찰물질 유 독 물 취급제한 물질 취급금지물질 일반물질

1-2. 유독물 현황

유독물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말하며, 유독물의 지정기준은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유해물질을 

분류하고 있는 기준, 항목을 고려하여 유독물의 지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1-3. 유독물영업자 등록현황

유독물영업자에는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및 사용업이 있으며, 

유독물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취급 

제한･금지물질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8년 12월말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유독물영업소는 제조업 3개소, 

판매업 985개소, 운반업 4개소, 사용업 9개소로 총 1,001개의 등록업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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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19> 2008년도 자치구별 유독물영업소 현황

구    분 총계 제조업 판매업
보관, 
저장업

운반업 사용업

서울시 계 1,001 3 985 0 4 9

종로구 35 34 1

중 구 109 109

용 산 15 14 1

성 동 20 19 1

광 진 11 11

동대문 13 13

중 랑 9 9

성 북 10 10

강 북 5 5

도 봉 3 3

노 원 11 9 2

은 평 2 2

서대문 8 8

마 포 49 46 1 2

양 천 43 40 1 2

강 서 24 23 1

구 로 83 1 82

금 천 47 2 45

영등포 207 207

동 작 11 11

관 악 7 7

서 초 116 116

강 남 116 115 1

송 파 39 39

강 동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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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20> 유독물의 종류 및 지정기준

구  분 유   독   물 취급 금지 물질 취급 제한 물질

품목수 573 59 9

품목명(예) 황산, 가성소다, 벤젠 파라티온, 디디티 사염화탄소, 브롬화메틸

유

독

물

지

정

기

준

(1) 설치류에 대한 급성경구독성시험에서 시험동물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양(LD50)이 

300㎎/㎏ 이하인 화학물질

(2) 설치류에 대한 급성경피독성시험에서 시험동물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양(LD50)

이 1000㎎/㎏ 이하인 화학물질

(3) 기체 또는 증기로 노출시킨 경우 설치류에 대한 급성흡입독성시험에서 시험동물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4hr)가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4) 분진 또는 미립자로 노출시킨 경우 설치류에 대한 급성흡입독성시험에서 시험동물

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4hr)가 1.0㎎/ℓ 이하인 화학물질

(5) 피부에 3분 동안 노출시킨 경우 1시간 이내에 표피에서 진피까지 괴사(壞死)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6) 어류에 대한 독성시험에서 시험어류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96hr)가 

1.0㎎/ℓ 이하인 화학물질

(7) 어류에 대한 생물농축계수가 500 이상인 물질로서 90일 반복투여독성시험 결과 

최대무한 작용량이 10㎎/㎏/day 이하이거나 90일 이상의 장기간의 시험에서 간･신
장 등에 특이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화학물질

(8) 유전독성시험 중 동물시험(in vivo)과 박테리아를 이용한 유전자변이시험 또는 이

와 동등 이상의 시험에 해당하는 시험관내 시험(in vitro)에서 양성인 화학물질로서 

발암성시험을 하지 아니한 물질

(9) 2종 이상의 발암성시험에서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있거나 국제암연구센터 등 국

제적인 전문기관에서 인간에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류된 1급 화학물질 및 인간에 

암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2A급 화학물질

(10) 인체와 관련한 증거를 통하여 인체의 생식능력･발생에 악영향을 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 인체에도 그러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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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실태 및 안전관리

2-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보건 및 환경위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

는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환경부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제정･공포 

(1990. 8. 1)하여 1991. 2. 8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화학산업의 영역이 더욱 

커지고 화학물질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유독물에 의한 사고의 발

생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선진 각국에서는 화학물질 규제 및 관리기준을 국

제적으로 조화･통일화하여 무역장벽의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국민보건상 위해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면개정(1996.12.30)하였다. 이 법에

서는 유독물의 지정기준 및 표시사항 등을 국제화･통일화와 무역장벽의 최소화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추구하고 있다.

2-2. 유해성 심사 및 제한 강화

가.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새로이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제조･수입하기 전에 유해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를 위하여 국립환경 과

학원에 화학물질심사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새로운 화학물질의 물리 화학

적 성질, 독성, 유통량, 노출형태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 심사결과, 일반물

질, 유독물 및 관찰물질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현재 573종이 유독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또한 유독물중 독성이 아

주 큰 물질은 제조･수입 및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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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학물질 취급제한 강화

화학물질 유해성심사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독물을 취급제한 유독물로 지정하여 제조･수입,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 국민보건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현재 제

조･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물질은 59종,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물질은 9종에 이르고 있다.

2-3. 유해성 심사 및 제한 강화

가. 유독물 안전관리기능 강화

유독물별 물리화학적 성질, 독성 및 유해성 등을 근거로 OECD 등 국제 기구에서 

통일화되었거나 협의된 표시규정을 근거로 유독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해성, 

취급시 주의사항, 유해그림 등 표시사항을 규정하여 안전관리를 보강･개선하였다. 

유독물을 제조, 취급, 판매할 때는 유독물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방류제, 저류조 등의 차단시설과 포집시설, 살수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유독물을 중화, 흡착할 수 있는 방제자재나 약품을 비치하는 등 

일정한 시설, 장비를 갖추어 등록토록 하고 있다.

나. 유독물영업소 지도점검 강화

유해성이 확인된 유독물에 대하여는 제조, 취급 및 판매 등 유통과정의 안전

관리가 중요하므로 매년 유독물영업소 안전관리실태를 지도･점검하고 있다. 2008

년도에는 유독물 제조, 판매업소 등 1,159개소를 점검하여, 변경신고 미이행, 유독

물연간실적 보고서 미제출 등 유독물관리 기준에 부적합한 18개소에 대하여 행정

처분을 하였다. 또한, 유독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유독물영업소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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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유통단계별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에 유해성이 큰 물

질을 취급하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많은 업소에 대하여는 정기지도･점검을 강화

하는 한편 유독물 특성에 알맞은 안전관리방안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다. 유독물 안전관리 교육

유독물영업자에 대해서는 유독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유독물 

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유독물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3년에 1회 이상 

환경부장관(한국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이 실시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법정의무교육과는 별도로 자치구별로 유독물 

안전관리 및 사고시 응급조치요령 등에 대하여 1년 2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라. 유독물사고 대응체계 확립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독물 사고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유독물 사고에 대비하여 서울시 및 자치구에 유독물 사고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유독물 업소간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사고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고 있다. 유독물 사고시 비상조치 계획은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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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7> 유독물사고시 비상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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