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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naging hazardous air pollutants (HAPs) becomes an important issue with the amendment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in 2012. In this study, to develop an effective air quality management policy direction against the 
HAPs in Korea, (1) the HAPs control policies in the USA, United Kingdom, Japan, and the South Coast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 (SQAQMD) are reviewed, (2) the state of the art of the HAPs management in Korea are studied, 
and (3) policy directions are suggested. It was found that each country has its own policy priority and management 
directions. It was also found that the current HAPs management status is far behind to the countries compared in 
HAPs identification, emission inventory, monitoring, modeling, and risk management. Further policy directions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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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환경관리 패러다임이 수용체 중심으로 변하

는 추세이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의 국

가 및 지자체의 환경관리 패러다임은 국민들의 ‘삶
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종래의 

매체별 물질농도 관리에서 보건학적 총괄 위해성 

저감 차원으로 변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국민

의 환경보건학적 위해성을 저감하는 통합매체 환경

관리 체제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

라에서도 수용체 중심의 환경관리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서는 

‘맑은 공기로 건강한 100세 시대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한다(MOE, 2013a). 
대기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zardous Air 

Pollutants, HAPs)은 일반적으로 호흡기를 통하여 인

체에 흡수되어 다른 매체의 유해물질보다 훨씬 치

명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대기환경을 관리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

기 위해서는 HAPs의 배출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

고, 현 상태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환경부에서는 HAPs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2

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유해성대기감시

물질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개념을 정하였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유해성대

기감시물질’을 대기오염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

ᆞ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

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ᆞ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

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심사ᆞ평가 결과 저농도에서

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

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

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

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MOE, 2012a). 2015년 12월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기

준 농도를 설정하여, 그 미만으로 발생되는 대기배

출시설은 설치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되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수정

하였다(MOE, 2015).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대기오

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

하여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할 때, 
(1) 대기오염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와 이

를 개선하기 위한 위해수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의 측정 및 감시ᆞ관찰에 관한 

사항, (3)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

정 및 달성을 위한 분야별ᆞ단계별 대책을 포함하

도록 하고 있다(MOE, 2012a). 
HAPs 배출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에서 배출되는 

HAPs의 환경대기 중 농도를 측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

는 것은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며 국가

안전관리차원에서도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과

업이라고 할 수 있다(NIER, 2012). HAPs 관리 대책

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HAPs 배출 및 관리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선진국의 HAPs 관리 정책을 검

토하여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차원의 HAPs 관리 체계 구축

에 선행되어야 할 (1) 선진국의 HAPs 관리 정책의 

특징을 파악하고, (2)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HAPs의 

배출 및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3) 앞으로의 관리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선진국 사례로는 미국 연방정부 환경보호청(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EPA)과 대

기환경 관리의 모범사례로 평가되는 남가주 대기질

관리국(South Coast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 
SCAQMD), 일본, 영국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본 연

구는 NIER (2012; 2013)의 선행연구를 주로 참고하

여 국내외 유해대기오염물질의 측정, 배출원 관리, 
모델링, 위해성평가 현황과 관리 방향을 제시하였다. 

2. 국외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 현황
2.1 미국 환경보호청(USEPA)의 유해대기오염물

질 관리 현황
미국의 연방정부 수준에서의 HAPs 관리는 크게 

배출원 및 부문별 기술기준, 지자체 기반의 위해성 

연구, 국가대기 독성물질 평가(National Air Toxics 
Assessments, NATA), 교육 및 지역사회 복지의 4개

의 부문으로 나뉘어 이루어진다. 
배출원 및 배출부문별 기술 기준은 1990년 개정

된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의 112조와 129조, 202



우리나라 유해대기오염물질의 관리 방향  83

Part. Aerosol Res. Vol. 12, No. 3(2016)

조 (l)항 하에서 시행되고 있다. 112조에서는 HAPs
에 관한 MACT (Maximum Achievable  Control 
Technology)/ GACT (Generally Available Control 
Technology) 기준과 잔여 위해성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112조 (f)항에서는 MACT 기준이 이행된 이

후 해당 오염원에 의한 위해성을 평가하도록 하였

다. 환경청은 3년마다 112조에 관한 활동 사항 및 

성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고서에는 

HAPs 데이터베이스와 배출원, 기준 설정 및 이행, 
도시대기 독성물질 관리프로그램(Urban Air Toxics 
Program), 사고로 인한 노출에 관한 지침 등을 수록

한다. 129조에서는 폐기물 소각 시설에서 배출될 것

으로 예상 되는 HAPs에 대한 기술기준을 다루고 있

다. 202조 (l)항은 이동 배출원에 의한 HAPs 배출 관

리를 위한 조항이다. 여기서 연료 교체 및 엔진과 

차량에 대한 배출제어장치는 환경보호청의 배출기

준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HAPs들을 저감

하는데 효과적임을 나타내었다. 
이 외에도 청정대기법은 HAPs과 관련하여 다양

한 연구 수행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1999년에 발표

한 대기 독성물질 관리전략(Air Toxics Strategy)에서

는 도시지역에서의 위해성을 평가하는 위해성 기반 

목표를 지향하며, 이는 전기 생산 설비, 코크스로 등

에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HAPs에 의한 건강 위

해성에 관한 연구인 시설 연구(Utility Study) 등을 

포함한다. 또한, 5대호 연안에서의 HAPs 침적을 조

사하고, 저감시키기 위한 연구(Great Water Program), 
수은에 의한 인체 및 생태계 영향과 배출원, 제어기

술 등을 보고하기 위한 제반 연구인 수은 연구

(Mercury Study)가 속한다. 
도시 지역에서의 HAPs 위해성을 다루는 연구인 

도시 유해대기 정책(UATS, Urban Air Toxics 
Strategy)에서는 기존 주오염원들의 배출기준, 잔여 

위험성 기준, 이동 오염원 기준, 실내 대기질 개선 

활동 등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는 통합 도시대기 

독성물질 관리전략(Integrated Urban Air Toxics 
Strategy)에 포함되어 이동배출원에 의한 영향 등과 

함께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 HAPs 제어전략

은 청정대기법의 112조 (k)항에 의거하여 도시지역

에서 면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어 인체 위해성이 높

을 것으로 예상되는 HAPs 물질 중 최소한 30종을 

규명함으로써 암 발생률을 75% 감소시켜 위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도시 지역 

내에서 규명된 30종 HAPs의 전체 배출량의 90% 혹
은 그 이상의 배출에 기여하는 면오염원들을 

MACT/GACT의 기술 기준 및 기타 기준에 근거하여 

규제할 것을 명시하였다. 
추가로, 환경보호청에서는 NATA에 의한 HAPs 

관리 방안을 고안한 바 있다. NATA는 HAPs 및 배

출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선별된 자료를 분석

하며, 오염물 및 지리적 영역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국가 및 지역적 차원에서의 이행 과정을 보여

주는 도구로서 개발되었다. NATA의 목표는 잠재적 

인체 위해성이 높은 독성물질들을 규명하는 것으로 

전 지역에 걸쳐 독성 물질에 의한 발암 및 비발암 

위해도 특성을 평가하며, 모니터링과 배출 인벤토리 

구축, 모델링의 절차를 따른다. NATA는 차례로 

1996년, 1999년, 2002년, 2005년에 걸쳐 4번 실시되

었고, 독성물질 배출 인벤토리(National Toxics 
Inventory, NTI)는 매 3년마다 보완된다. 

HAPs 배출량 저감에 활용되는 인벤토리 프로그

램에는 NATA에서 모델링을 거쳐 구축되는 NTI와 

더불어 국가 배출 인벤토리(National Emissions 
Inventory, NEI)가 있다. NEI는 미국의 50개 주와 워

싱턴 DC, Puerto Rico, U.S. Virgin Islands에 걸쳐 기

준 대기오염물질과 HAPs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배

출량 인벤토리이며, 여기서 HAPs 배출량 인벤토리

는 오염물질을 개별오염물질, 단일응집(single 
aggregate) 형태의 금속 및 혼합물질, 그리고 두 가지 

분류기준에도 속하지 않는 크롬, 다이옥신, 시안화

물 등과 같은 물질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류

하고 있다(USEPA, 2011).
그 외에도 인벤토리 관련하여서는 환경보호청 웹

사이트를 통해 대중이 손쉽게 접근이 가능한 독성

물질 배출량 조사 프로그램(Toxics Release Inventory, 
TRI)이 있다. 이는 일반대중을 위한 정보공개의 목

적을 갖고 있으며, 제조업체로부터 대기, 물, 토양으

로 배출되는 독성 화학 물질 목록을 구성해 놓은 것

이다. 
이동 오염원으로부터의 HAPs를 저감하기 위해서 

환경보호청은 이동 오염원으로부터의 HAPs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규칙(Mobile Source Air Toxics Rule, 
MSAT2)을 제정하여, 휘발유 내 벤젠함량을 제한하

고, 승용차와 휴대용 가스용기로부터의 독성물질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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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저감토록 한 바 있다. 또한 규칙 신규 개정 및 

보완 등을 통해 조기 벤젠 크레딧 전략뿐만 아니라 

벤젠 알킬화반응(Benzene Alkylation) 등의 벤젠 제어 

기술들을 포함하였고, 정제업소 및 수입업체의 벤젠 

저감을 유도하는 공정 변화, 혹은 기술 활용에 대해 

환경보호청에 조기 크레딧(early credit)을 요청할 수 

있는 일반 규정을 마련하였다.

2.2 미국 남가주 대기질관리국의 유해대기오염물
질 관리 현황

미국 Los Angeles (LA)에 소재한 SCAQMD는 남

가주 4개 카운티를 관할하는 대기 관리국이며 관할 

지역 내의 점오염원과 면오염원 등 고정 오염원을 

통제 관리하는 기관이다. 남가주 LA지역에서 대기 

중 독성 물질에 관한 연구는 1987년 처음 수행되어 

독성 물질의 측정과 이에 대한 평가를 했으며, 다중 

대기독성 노출연구(Multiple Air Toxics Exposure 
Study, MATES)라고 불린다. 표 1에 3단계에 걸쳐 

MATES에서 모니터링한 독성물질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이 연구는 대기 중 독성 물질에 노출될 경우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위해도(Carcinogenic Risk)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치사율이나 다른 건강에 미

치는 영향은 대기질 관리계획(Air Quality 
Management Plan, AQMP)에서 추산된다. 

SCAQMD에서 진행하는 독성 물질에 관한 연구는 

독성 물질의 측정과 배출량 목록의 갱신, 그리고 모

델링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SCAQMD
는 독성 물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

를 계획하는 초기 단계에 학계, 환경단체, 산업계, 
그리고 공공 기관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 자

문 그룹을 만들고 기술 자문 그룹의 정기적인 모임

을 통해서 독성 물질의 측정, 배출량 산정, 그리고 

모델링에 관한 그들의 통찰력과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 연구를 향상시키고 있다.
SCAQMD는 1987년 제1차 독성 물질에 관한 연구

를 수행했으며 대기 중 독성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

고 독성 물질의 암 발생 위험도를 추산했다. 그 이

후 2000년과 2008년에 제2차, 제3차 독성 물질에 관

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이후 제4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매 연구마다 10개의 고정 측정 장소에서 6일

에 한번(3차의 경우 3일에 한번)씩 1년 동안(3차의 

경우 2년) 측정을 실시하였는데, 각 연구마다의 측

정 대상 물질은 표 1에서와 같이 1차에 20개, 2차에 

34개, 3차에 35개이다. 
SCAQMD는 독성 물질의 규제 계획서를, 독성 물

질에 관한 연구와는 별개로 2000년과 2010년 두 차

례 수립했으며 2004년에는 2000년 계획서의 부록을 

만들었다. 독성 물질 규제 계획서는 2000년에는 보

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독성 대기오염물질 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것으로, 2010년에 기존 계획에 국

지적 영향을 미치는 오염원 규제를 위한 추가 방안

을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정책 방향과 로드맵 설정

과 관련하여 미래 배출량 목록을 작성하고 미래년

도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결과, 기존의 독성 물질 규

제들이 모두 시행될 경우, 전반적인 독성 물질의 위

해도는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약 28%가 저감될 것

으로 추산되었으며 이동 오염원은 전체 암 발생 위

해도의 약 89%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독성 

물질 규제 계획서에 포함된 추가 규제들이 모두 시

행될 경우 전체 위해도는 기존의 프로그램만 시행

됐을 경우보다 약 31% 정도 더 감소 될 것으로 추

산되었다. 이처럼 독성 물질 규제 계획서에 기술된 

새로운 추가 규제들이 기존의 배출량 저감 프로그

램과 함께 모두 시행된다면 이동 오염원과 고정 오

염원으로부터 독성 물질의 암 발생 위해도가 크게 

저감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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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s Organics

I Arsenic
Beryllium
Cadmium
Chromium
Lead
Mercury
Nickel

Benzene
Carbon Tetrachloride
Chloroform
Ethylene Dibromide
Ethylene Dichloride
Methyl Bromide
Methylene Chloride
Perchloroethylene
Toluene
1,1,1-Trichloroethane
Trichloroethylene
Vinyl Chloride
Xylenes

II Arsenic
Lead
Nickel

Chromium
Cobalt
Copper
Elemental 
Carbon
Manganese
Organic Carbon
PAHs
Phosphorous
Selenium
Silica
Silver
Zinc

Benzene
Carbon Tetrachloride
Chloroform
Chloromethane
Toluene
Vinyl Chloride
Xylene(m-, p-, o-)

Acetaldehyde
Acetone
1,3 Butadiene
Dichlorobenzene(o-, p-)
Dichloroethane[1,1]
Dichloroethylene[1,1]
Ethyl Benzene
Formaldehyde
Methylene Chloride
Perchloroethylene
Styrene
Trichloroethylene

III Arsenic
Cadmium
Chromium
Lead
Nickel

Copper
Elemental 
Carbon
Manganese
Organic Carbon
PAHs
Selenium
Zinc

Hexavalent
Naphthalene
PM10

PM2.5

Benzene
Carbon Tetrachloride
Chloroform   
Methylene Chloride
Perchloroethylene(Tetr
achloroethylene)
Toluene
Vinyl Chloride
Xylene   
Styrene

Acetaldehyde
Acetone
1,3 Butadiene
Dichloroethane
Ethyl Benzene 
Formaldehyde
Trichloroethylene

Dichlorobenzene
Methl Ethyl 
Ketone
MTBE
Dibromoethane

Table 1. Toxics monitored in MATES I, II, III (NIER, 2013).



86  여민주⋅김나경⋅김봉만⋅정창훈⋅홍지형⋅김용표

Particle and Aerosol Research 제 12 권 제 3 호

2.3 일본의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 현황
일본에서는 HAPs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 대기 오염

의 원인이 되는 것(매연 및 특정 분진 제외)으로 정

의하며, 사람의 건강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기오염방지법에 "유해대기오염물질 

대책 추진"에 관한 새로운 장이 마련되었으며, HAPs
를 관리하는 방안으로 다단계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HAPs로 분류할 수 있는 물질로 234개 물질이 지

정되었으며, 그 중 건강 위험이 높아 우선적 배출 

관리가 필요한 22개 물질이 지정되었다. 우선취급물

질 22종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데 다이옥신은 

특별 조치법에 의해 별도 모니터링하고, 크롬류는 

크롬 및 그 화합물을 측정한다. 다이옥신 외 모니터

링하는 21종에는 대기환경기준 설정 물질 4종(표 2 
참조), 환경 중 HAPs에 의한 건강 위해도 저감 기준

이 설정되어있는 물질 8종, 기타 우선취급물질 9종

이 있다(MOEJ, 2013a) (표 3 참조). 
HAPs 농도를 측정하는 지점은 일반 환경, 발생원 

주변, 도로변의 3종류로 구분하여 설정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사업자에 의한 HAPs 자발적 관리에 

중점을 두어 사업자 자발적 관리 계획을 중앙 환경 

심의회 평가하는 방식을 취하는 특징이 있다(MOEJ, 
2013b). 

Table 2. Air quality standards of air toxics in Japan 
(MOEJ, 2013a). 

Species Objective

Benzene below 3 ㎍/m3 
(avg. conc. of 1 yr)

Trichloroethylene below 200 ㎍/m3 
(avg. conc. of 1 yr)

Tetrachloroethylene below 200 ㎍/m3 
(avg. conc. of 1 yr)

Dichloromethane below 150 ㎍/m3 
(avg. conc. of 1 yr)

Table 3. Directive limit values for reducing health risks 
caused by air toxics in Japan (MOEJ, 2013a). 

Species Directive limit values 

Acrylonitrile below 2 ㎍/m3 
(avg. conc. of 1 yr)

Vinyl chloride 
monomer

below 10 ㎍/m3 
(avg. conc. of 1 yr)

Chloroform below 18 ㎍/m3 
(avg. conc. of 1 yr)

1,2-dichloroethane below 1.6 ㎍/m3 
(avg. conc. of 1 yr)

Mercury below 40 ngHg/m3 
(avg. conc. of 1 yr)

Nickel compounds below 25 ngNi/m3 
(avg. conc. of 1 yr)

Arsenic & compounds below 6 ngAs/m3 
(avg. conc. of 1 yr)

1,3-butadiene below 2.5 ㎍/m3 
(avg. conc. of 1 yr)

HAPs 관리를 위한 각 주체의 역할은 그림 1과 같

다. 사업자는 HAPs의 배출 상황을 파악하고 배출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국가는 HAPs에 의한 대기 오

염 상황을 조사하고, 건강 영향에 관한 과학적 지식

을 충실히 제시하며, 배출 저감에 관한 기술 정보의 

수집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 공공 단체는 

HAPs에 의한 대기 오염 상황 조사, 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 주민에 대한 지식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은 일상생활에 따른 HAPs의 

배출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Fig. 1. The roles of each subject for management of 
the Hazardous Air Pollutants (HAP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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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영국의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 현황
영국의 경우 법률에 HAPs를 따로 지정하고 있지 

않으며, 인간에게 해가 되는 모든 물질을 관리의 대

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HAPs 범위가 광범위하다. 
대기환경기준물질(Air Quality Standard 2010)에 

HAPs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기준물질에는 SO2, 
NO2, NOx, PM, Pb, benzene, CO, O3, arsenic, 
cadmium, mercury, nickel, benzo(a)pyrene이 있으며 

농도 기준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Benzo(a)pyrene
은 PAHs 가운데 가장 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물질

로, 영국의 대기환경기준 전문가패널(Expert Panel 
on Air Quality Standards, EPAQS)은 1999년 

benzo[a]pyrene을 중심으로 측정한 총 PAHs 혼합량

에 근거하여 PAHs의 연간 평균 대기 내 기준량을 

0.25 ng/m3으로 제안한 바 있다.

영국은 자동 모니터링과 일부 물질에 대해 수동 

모니터링을 병행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며, 자

동모니터링네트워크 (Automatic Urban and Rural 
Network, AURN)에서 중요 오염물질에 대한 시간별 

자료를 제공한다(DEFRA, 2011; 2012). 입자 농도 측

정에는 TEOM (Tapered Element Oscillating 
Microbalance) 등을 이용한다. 연평균 benzene, 
1,3-butadiene, PM10, NO2, 그리고 8시간 동안의 CO 
농도는 영국 주요 도로에서 2003년부터 측정되어 

왔다. 모델링에는 1 km x 1 km 격자를 기본단위로 

공간적으로 분할한 National Atmospheric Emission 
Inventory (NAEI) 결과를 사용하며,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과 국지 배출의 영향을 모두 고려한다.

Pollutant Applies Objective Date to be achieved

PM10

UK
 50 ㎍/m3 (24 hr)
 40 ㎍/m3 (1 yr)

2004/12/31

Scotland
 50 ㎍/m3 (24 hr)
 18 ㎍/m3 (1 yr)

2004/12/31

PM2.5

UK (excluded scotland)  25 ㎍/m3 (1 yr) 2020

Scotland  12 ㎍/m3 (1 yr) 2020

UK urban area 15% reduction 2010 - 2020

NO2 UK
 200 ㎍/m3 (1 hr)
 40 ㎍/m3 (1 yr)

2005/12/31

O3 UK  100 ㎍/m3 (8 hr) 2005/12/31

SO2 UK

 166 ㎍/m3 (15 min) 2005/12/31

 350 ㎍/m3 (1 hr) 2004/12/31

 125 ㎍/m3 (24 hr) 2004/12/31

PAHs UK  0.25 ㎍/m3 B[a]p (1 yr) 2010/12/31

Benzene

UK  16.25 ㎍/m3 (1 yr) 2003/12/31

England and Wales  5 ㎍/m3 (1 yr) 2010/12/31

Scotland, Northern Ireland  3.25 ㎍/m3 (1 yr) 2010/12/31

1,3-butadiene UK  2.25 ㎍/m3 (1 yr) 2003/12/31

CO UK  10 ㎍/m3 (8 hr)

Pb UK  0.25 ㎍/m3 (1 yr) 2008/12/31

Table 4. National air quality objectives and European Directive limit and target value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health in the United Kingdom (DEFR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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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 현황
국가적으로 HAPs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측정 및 

모델 결과를 바탕으로 노출 주민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환경보건

학적 영향 평가를 통해 관리대상물질을 선정하고 

기준을 설정하며, 이에 따른 관리방안이 수반되어야 

한다(NIER, 2012). 따라서 국내 HAPs 관리 현황을 

살피기 위해 HAPs와 관련된 규정, 측정, 배출원 관

리, 모델링, 위해성평가 현황을 살펴보았다. 

3.1 국내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 개요
우선 전반적으로 HAPs가 어떻게 관리되어 왔는

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HAPs와 관련되는 여러 규정

을 다음과 같은 6가지 항목에 대해 살펴보았다. 1) 
특정유해대기물질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었는지

(MOE, 2013b), 2) 국가 유해대기오염물질 기본계획 

수립 및 배출특성사업 종합 평가에서 핵심관리대상

(key-toxic pollutants)으로 설정되었는지(NIER, 2011), 
3)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로 지정되어 있는지(MOE, 2009), 4) 악취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지(MOE, 2012b), 5) 대기오

염측정망에서 관리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MOE, 2011), 6) 화학물질배출량·이동량 정보시스템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 PRTR)에서 

결과를 제공하는지(MOE, 2013c)를 살펴보았다.
1)에서의 특정유해대기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지정되어있는 35종을 의미한다. 1) 특정유해대기물

질의 배출허용기준 설정 여부와 6) PRTR 결과 제공 

여부는 HAPs의 배출 관리 측면을 보여주는 항목으

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배출 규

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PRTR 결과가 제

공된다는 것은 배출량 정보가 관리되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3) VOC나 4) 악취 관리대상이면, 해당 

범주의 관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측정

망관리 대상 여부는 주기적으로 해당 물질의 대기 

중 농도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때, 
HAPs와 관련되는 측정망의 종류로 유해대기물질측

정망, 대기중금속측정망, 광화학오염물질측정망, 산

성강하물측정망의 4가지를 주로 고려하였다. 2) 핵

심관리대상물질은 환경부의 기존 연구에서 향후 우

리 정부가 우선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선정한 8가지 

물질을 의미한다. 핵심관리대상물질에는 최근 건강 

위해성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PM2.5가 포

함되어 있다. 표 5에 핵심관리대상 물질이 VOC, 카
르보닐화합물, PAH, 중금속, 입자상 HAPs의 5가지 

그룹의 9종 물질에 대해 제시되어 있다. PAH의 위

해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benzo(a)pyrene 을 하나의 

지표물질로 관리하는 방안 이외에 독성이 인정된 7
개 PAH(현재 유해대기물질측정망에서 측정하는 항

목의 농도를 benzo(a)pyrene 의 상응농도로 환산한 

등가지수(TEQ))로 관리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어

(NIER, 2011), 이들을 함께 제시하여 모두 8종이 아

닌 9종을 제시하였다.
표 6은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과 여기에 포함되

지 않는 핵심관리대상물질 2종인 아크롤레인과 

PM2.5를 포함한 37개 물질을 기준으로 하여 1)~6)에 

대한 결과를 제시한다. 37개 물질 가운데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상 배출허용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물질은 총 14종이며, 나머지 23종 물질은 법률상 배

출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고

시에 규정된 37종의 물질 중 13종이 중복되며, 악취

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지정 악취물질 중 2종이 중

Group Species

VOC Benzene, 1,3-Butadiene, Trichloroethylene

Carbonyl compounds Formaldehyde, Acrolein

PAH Benzo(a)pyrene, Seven PAHs

Heavy metal Chrome [VI]

Particulate HAPs PM2.5

Table 5. Proposed Key-toxic pollutants in Korea (NI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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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된다. 또한 PRTR 결과를 제공하는 물질의 수가 

37개 가운데 27개로 1)~6) 항목(6개 요소) 중 가장 

많다. 측정망에서 주기적으로 측정되고 있는 물질은 

37개 중 16개이다. 대기환경기준물질은 6개 요소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37개 물질 가운데 PM2.5, 납, 벤

젠 3종이 해당한다. 
표 6에서 제시하는 6개 요소에 해당하는 물질 지

정 여부, 측정 여부, 배출량 결과 제공 여부 등은 일

종의 관리 지표이다. 37개 물질 가운데 이들 6개 항

목이 모두 대상인 물질은 없으며, 5개 항목이 대상

인 물질이 한 종(벤젠) 있고, 4개 항목 대상 물질이 

3종, 3개 항목 대상 물질이 12종, 2개 항목 대상 물

질이 10종, 1개 항목 대상 물질이 8종, 대상 물질이 

아닌 것이 3종이다. 

　 HAPs Emi. Permit Key-toxics VOCs Odor Monitoring** PRTR 
1 Cadimium & compounds V 　 　 V (HM) V
2 Hydrogen cyanide V 　 　 　 　
3 Lead & compounds V 　 　 V (HM) V
4 PCBs*** 　 　 　 　
5 Chrome compounds V V (Cr(VI)) 　 V (HM) V
6 Arsenic & compounds V 　 　 V (HM) V
7 Mercury & compounds V 　 　 V (AD) (2004~2011)
8 Propylene oxide 　 V 　 V
9 Chlorine and Hydrogen chloride V 　 　 　 V
10 Fluorine compounds V 　 　 　 　
11 Asbesto 　 　 　 (2001~2007)
12 Nickel & compounds V 　 　 V (HM) V
13 Vinyl chloride V 　 　 　 V
14 Dioxins (PCDD/Fs) 　 　 　 　
15 Phenol & compounds V 　 　 　 V
16 Beryllium & compounds 　 　 V (HM)
17 Benzene V V V V (AT, PA) V
18 Carbon tetrachloride 　 V 　 V
19 Dimethyl disulfide 　 　  　 V
20 Aniline 　 　 　 V
21 Chloroform 　 V V (AT) V
22 Formaldehyde V V V 　 V
23 Acetaldehyde 　 V V 　 V
24 Benzidine 　 　 　 　
25 1,3-Butadiene V V V (AT) V
26  PAHs*** V 　 V (AT) 　
27 Ethylene oxide 　 　 　 V
28 Dichloromethane V 　 　 　 V
29 Styrene 　 V V V (AT, PA) 　
30 Tetrachloroethylene V 　 V
31 1,2-dichloromethane 　 V V (AT) V
32 Ethylbenzene 　 V V (AT, PA) V
33 Trichloroethylene V V V (AT) 　
34 Acrylonitrile 　 V 　 V
35 Hydrazine 　 　 　 (2001~2004)
* Acrolein V V V
* PM2.5 V V (UA scheduled) 
** AT: Air Toxic monitoring network; HM: Heavy Metal monitoring network; PA: Photochemical Assessment monitoring station; 

AD: Acid Deposition monitoring network; UA: Urban Air quality
*** PCBs: Polychlorinated biphenyl; PAHs: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Table 6. Current state of the Hazardous Air Pollutants (HAPs) manage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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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내 유해대기오염물질 측정 현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4항에 의해 대기

오염측정망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HAPs와 관련하여 유해대기오염측정망 31개소에서 

월 1회, 대기중금속측정망 49개소에서 월 5회, 광화

학오염물질측정망 25개소에서 연속(1시간 자료 생

산)으로 측정하고 있다. NIER (2012)에 의하면, 측정

망의 위치선정, 개수, 측정주기, 측정 대상 등과 관

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직 HAPs의 범주

에 포함되는 많은 종류의 물질에 대한 측정 방법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선진국의 경우에도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또한 국내 HAPs에 

관한 연구가 선진국에 비하여 미진한 편으로 일부 

오염우심지역에서의 현황 파악 단계에 머무르고 있

다. 유해대기오염측정망과 관련하여서 중장기적으

로 확대하고, 현황파악을 위해서는 측정 주기를 보

다 짧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NIER, 2012).  

3.3 국내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현황
특정대기유해물질에 관한 배출량 조사는 대기환

경보전법 제8조 28에 의한 대기배출원조사와 유해

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 2에 의한 화학물질배출량조

사 등이 있다. 대기배출원 조사는 매년 1~5종 사업

장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물질에 

대해서 시행되고 있으며, 1999년부터 대기배출원 관

리시스템(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 SEMS)
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화학물질배출량조사는 

사업장에서 제조되거나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환경

(대기, 수역, 토양)에 배출되는 양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는데(MOE, 2014),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제시된 물질에 대해 

조사하고, PRTR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대기보

전 정책지원시스템(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CAPSS)과 다이옥신 인벤토리 등도 HAPs와 관련된 

배출량 관리시스템인데, 각 시스템이 대상으로 하는 

물질의 종류가 서로 다르고, 대기로 배출되는 경로

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

에 HAPs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CAPSS를 활용하여 HAPs 배출 인벤토리를 구축

한다면, HAPs 배출량 산정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CAPSS 배출원 분류는 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HAPs 인벤토리 구축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유해물질 배출이 많은 공정이나 

비산 배출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현재 기 수행된 

연구성과를 통한 배출계수(141개 배출원의 HAPs 중 

각 10개 이하의 배출계수 확보)만으로는 HAPs 배출

량 산정에 한계가 있어 국내 실정을 반영한 배출계

수 확보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자료 축적 

및 주기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NIER, 2013).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은 미흡하지만, 

3.1절에서 언급한대로 현재 PRTR을 통해 주요 산업

단지에서 HAPs 배출량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표 6
에서 제시한 37개 물질 가운데 PRTR 자료가 존재하

는 27개 물질의 배출현황을 통해 우리나라 HAPs 배
출 특성을 살펴보았다. NIER (2013)이 PRTR에서 제

공하는 지난 11년간(2001~2011) 물질별 증가, 감소 

추이를 살펴보았는데, 27개 가운데 증가하는 물질이 

12개, 감소하는 물질이 9개, 추이를 파악하기 힘들

거나 변화가 거의 없는 물질이 6개였다. 현재 결과

와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분석에 한계가 있어 이들 

결과에서 우리나라 HAPs 배출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추후 꾸준한 관리와 자료 확

보, 분석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배출량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틀 마련이 시급한 상

황이다

배출목록시스템의 경우, 아직 구축을 준비하는 단

계이지만, CAPSS와 같이 국가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배출목록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고, 산발적으로나마 관련 정보를 수집해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책과 법적인 틀이 확고해진다면 배출

량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빠른 시일에 체계를 갖추

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3.4 국내 유해대기오염물질 모델링 현황
모델링을 통한 HAPs 현황 파악에 있어 고려할 사

항은 (1) 모델링에 필요한 자료, 특히 배출량 자료의 

확보 여부, (2)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시공간 분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모델 개발 여부, (3) 마지막

으로 모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확보 

여부이다(NIER, 2012). HAPs 농도 예측은 배출량, 
기상, 그리고 풍상지역의 농도 등과 같은 입력자료

와 생성/소멸 메커니즘 등에 의해 불확도를 보인다. 
따라서 현실성이 확보된 HAPs 농도 예측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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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뢰도 있는 입력자료 준비과정과 결과를 평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AER, 2002). 
HAPs 모델링을 위해서는 대기오염물질 농도 모사를 

위한 모델링 시스템 장착이 마련이 중요한데, 여러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기상 및 배출량 입력자료 데

이터베이스 구축과 모사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방

안 마련이 필요하다. 
HAPs 모델링에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여 보면, 

사업장 위주의 조사로 인하여 비점오염원 및 이동

오염원등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지만 HAPs 모델링용 

배출목록의 일부분인 점오염원 부분에 대해 배출량 

추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이 경우에도 각 배출원의 시간에 따른 배출량 

변화, 정확한 위·경도 자료 등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보완과 자료의 불확실성에 대한 검증 단계가 필요

하다. 이와 함께 대상물질의 재검토도 필요하다. 국

가 배출목록인 CAPSS의 경우 NOx, SOx, CO, PM, 
VOC 등 기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량을 산정

하고 있어 HAPs의 개별적인 배출량을 정확하게 산

정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NIER, 2012).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HAPs 모델링을 위해서는 추후 

작성될 배출량 자료를 공개, 이용,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atabase)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3.5 국내 유해대기오염물질 위해성평가 현황
위해성 평가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인 

대기 중 출현 농도와 분포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 HAPs 적정관리를 위해서는 대기 

모니터링과 모델링을 통한 현황파악 이후 노출평가

를 통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NIER, 2012). 
위해성평가는 대상물질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용량-
반응평가 및 노출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위해도를 

결정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위험성 확인과 노출평가 

단계에서 국제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노출량 계산에 필요한 체중, 호흡량 등의 

계수는 국내 실정에 맞는 값이 제시되고 있지만, 지
속적인 모니터링과 노출량 측정이 필요하다. 용량-
반응 평가를 위해서는 측정과 모델링 등을 통한 신

뢰가능한 농도자료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 맞는 각종 지표와 상수는 거의 개발되

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기존 연구들에서의 방법론 

차이로 인한 결과 신뢰성 문제도 해결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4. 검토 및 제언
지금까지 국내‧외 HAPs 관리 현황을 살펴보았다. 

국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측정, 배출원 관리, 모델

링, 위해성평가에 대해 살펴보았고, 미국 연방정부

와 SCAQMD, 일본, 영국에서의 HAPs 관리 현황을 

살펴보았다.
현재 국내 HAPs 관리에는 미비한 점이 많은 상황

이다. 측정의 경우 유해대기물질측정망, 대기중금속

측정망, 광화학 오염물질측정망, 산성강하물측정망, 
지구대기측정망 및 PM2.5 측정망 등 여러 측정망이 

운영되고 있지만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부재하여 유

해대기물질측정망과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에서 

중복 측정되는 물질(예: 벤젠, 스틸렌, 에틸벤젠)도 

있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측정망의 위치, 개수, 측

정주기, 측정 대상 선정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미 측정망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추후 예산과 인력 확보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단, 아직 

HAPs의 범주에 포함되는 많은 종류의 물질에 대한 

측정 방법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선진국의 경우

에도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이므로 단

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향후 우선순위

에 따라 방법론이 확립된 물질을 순차적으로 추가

하고,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배출원 관리의 경우 정확한 배출량 산정이 중요

하다. 배출량 자료는 대기 확산 모델링의 입력 자료

로 쓰이고, 모델링 결과 산정된 농도는 위해성 평가

에 활용되므로, 위해성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

기 위해서는 정확한 배출량 활용이 필수적이다. 정

확한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배출원을 파악하

는 것 또한 중요하다. 배출원 관리 관점에서는 각 

배출원에 적합한 관리 및 저감정책을 실시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관리 및 저감 정책의 경우 우선순위

를 고려한 효율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한데, 이를 위해서는 배출 특성, 배출원 특성 등 기

초자료 구축과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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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잘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비교적 많은 물질에 대해 장기간의 배출량 정보

를 제공하는 PRTR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표 6의 37개 물질 가운데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물질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CAPSS와의 연계 

등 국가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초기 단계

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배출원에 대해서 

배출량을 산정하고 파악하여 자료를 구축하고 있지

만, 배출원과 저감 방안 등 전반적인 배출원 관리를 

고려한다면 아직 많은 부분이 미진한 상황이다. 하

지만 정책과 법적인 틀이 확고해진다면 빠른 시일

에 배출원 관리 체계를 갖추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국내 HAPs 관
리를 위한 기초 자료 획득 체계가 잘 구축되지 않았

고, 이 때문에 모델링, 위해성 평가 등 기초 자료 적

용이 필요한 부분도 연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HAPs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는데, 

HAPs를 관리하는 데에는 SOx, NOx, O3, VOCs등과 

같은 다른 대기오염물질의 관리책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HAPs 관리 현황만을 분리하여 판단하는 것

도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사항이다. 

국외 관리 현황과 국내 현황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제시하는 관리 항목

인 대상물질 및 지역별 관리, 배출원 관리 및 배출

현황 관리, 배출저감 대책 추진, 위해성 파악 및 관

리는 NIER (2013)에서 제시하는 HAPs 총위해도 

50% 저감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 과제로 제시된 것

이다. 
객관적인 지표 및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

서 HAPs 관리 현황에 대해 정량적인 결과를 제시하

고 비교한 것이라는 점에서 표 7은 한계가 있다. 예
를 들어, 관리 현황이 100% 진행되었다고 했을 때 

그 수준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합의나 지

침이 없으므로 주관적인 관점으로 진행 수준을 판

단하였다. 국가마다 상황 및 관습, 정책에서의 우선

순위 선정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점 역시 제한요

소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HAPs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인 관리제계가 

존재하지 않고, 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

다. 법적 관리체계가 없으므로 관리 체계가 미비하

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일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저

감에서도 자발적 참여 체제를 구축한 바 있고, 대부

HAPs Management Korea US SCAQMD Japan UK Description

1
Management targeted 
HAPs/ region

40 75 80 65 70
- Step-by-step management for 

targeted HAPs
- Measure by targeted region

2
Management HAPs 
emissions and sources

50 75 80 70 70
- Establishing HAPs inventory 
- Strengthening HAPs monitoring
- Modelling

3
Measures for the 
reduction of HAPs 
emissions

40 75 75 60 65

- Management plan for the 
Maximum Achievable Control 
Technology (MACT)

- Reduction measurements by 
source

4
Identification and 
management of HAPs' 
health risk

40 75 80 - -
- Nationwide risk assessment for 

HAPs
- Strengthening monitoring

Table 7. Comparing the current state of the Hazardous Air Pollutants (HAPs) management in Korea, the United 
States (US), the South Coast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 (SCAQMD), Japan, and the United 
Kingdom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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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경우 자발적 참여가 배출 저감으로 이어져 법

적 체계가 존재하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뒤쳐지

지 않는다. 그럼에도 Table 7은 전반적인 HAPs 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국가 정책을 수립할 때 유용

할 것이다. 
Table 7을 통해 우리나라의 분야별 현황에 대한 

비교도 가능한데, 인벤토리 구축과 모델링 부분이 

포함된 배출원관리 및 배출 현황관리의 점수가 다

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는 모델링의 

경우 체계적인 방법론의 부족과 배출량 정보 부족

이 한계점이 되겠지만, 적용가능한 방법론이 존재하

고, 배출량에 대해서도 CAPSS와의 연계를 통해 전

국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Table 7에서 분야별로 SCAQMD가 대체적으로 가

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SCAQMD의 경우 미국 

연방정부의 권고에 더하여 유해물질을 관리하고 있

는 상황이다. 4단계에 걸친 연구와 규제계획서를 통

한 정책 실행 등, SCAQMD의 관리현황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법들이므로 향후 우리나라의 연구와 정

책에도 참고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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