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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A12) 노후된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을 통한 오염물질 저감방안

김현수 ․ 배헌균1) ․ 김학윤1)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1)계명대학교 환경학부 지구환경학전공

1. 서론 

대구시 도심산단의 소규모 사업장수는 전체 사업장의 92%로, 중소사업장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저감 효율을 평가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환경개선의 의지는 있으나, 기술 ․ 정보 ․ 재정 등이 열악한 4·5종 영세사업장으로 대구시의 주력산업인 금속, 
섬유제조를 비롯하여 화학제품제조,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 물질제조,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 등의 14개 업체가 

평가에 참여하였다. 저감 효율 평가 참여업체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확인을 하였고, 업종, 배출시설의 

현황 및 특징, 방지시설의 설치기간, 유지관리현황, 발생 오염물질 종류 및 농도, 오염물질 처리현황 등을 파악

하였다. 방지시설을 설치한지 3년 이상 되는 업체로 노후화 정도, 오염물질 처리효율 등이 저하되는 사업장을 

고려하여 저감 효율을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현장 여건에 적합한 방지시설 선정 및 설계 검토 등으로 업종별 ․ 공정별 발생 되는 대기오염물질을 효율적으

로 처리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먼지, 염화수소, 암모니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총탄화수소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 교체전 배출농도와 교체후의 배출농도를 비교 ․ 분석하여 저감효율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평균 60%의 저감효율, 연간 3.4톤의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를 나타내었다. 향후, 최적방지시설

의 도입 및 설치, 개선 업체 확대 추진 등으로 대구광역시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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