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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hanges among the nine kinds of reduction chemical

substances in Korea over the period of 2008-2017. We will define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management

methods for reducing chemical substances.

Methods: A survey of hazardous pollutant emissions for 2008-2017 was conducted through the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 homepage. Nine kinds of designated reduction chemical substances (Benzene,

Vinyl chloride, Trichloro ethylene, 1,3-butadiene, Dichloro methane, Tetrachloro ethylene, N,N-dimethylformamide,

Acrylo nitrile, and Chloroform) provided the study subjects. The emission of hazardous chemicals and health

effects used the National Health Statistics and Integrated Chemicals Information System (ICIS) as a reference.

Results: Hazardous pollutant emissions increased by 1.2 times over the past decade, and nine types of reduction

chemical substances increased by 1.6 times. By region, the emissions of reduction chemical substances over the

last 10 years were in the order of Chungbuk, Gyeonggi, and Gyeongbuk. Emissions of Dichloro methane was

the highest in Chungbuk and Gyeongbuk. N,N-dimethylformamide was the highest in Gyeonggi. Carcinogen

pollutant emissions showed a tendency to increase continuously. In addition, group 1 carcinogen emissions

showed a tendency to decrease.

Conclusion: In the last decade, the amount of hazardous chemical emissions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Hazardous chemical emissions require facility improvement for continuous emissions reduction. More research

on reduction of emissions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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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다양한 화학물질은 산업 활동과 일상생활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사용방법에 따라 인간의 삶

에 이로움을 주기도 하지만, 관리를 소홀하게 할 경

우 환경오염 및 화학사고와 같은 재난으로 이어져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다.1)

최근에는 신규 화학물질의 종류가 더 다양해지고 있

으며, 경제활동의 기본 요소로 화학물질에 대한 의

존도가 높아져 사용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 유해화학물질은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폐기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배출되어 건강과 환경피해를 유발

하고 있어 화학물질 사업장별 배출량 정보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도가 증대되고 있다.2,3)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의 경우 사업장 내 화학

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과정에서 환경(대기, 수계, 토

양)으로 배출되거나 발생되는 화학물질의 폐수, 폐

기물을 위탁처리업체로 이동시켜 처리하는 양을 공

개하는 PRTR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 제도로 조사 결과 대국민 공개를 통해 화

학물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공하고 있다.4,5)

이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저감 노력으로 환경

오염 최소화, 지역주민과의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 해

소, 기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EU (European Union) 회원 31개국 등

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시행 및 공개하고 있으며, 매년 기업에서 제출하여

공개하는 방식은 동일하지만 대상업종, 대상물질, 사

업장 규모, 보고기준 수량은 각 나라별 기준에 적합

하게 시행되고 있다.6)

국내에서는 사업장의 자발적인 유해화학물질 배출

량 감소를 위해 30/50프로그램, SMART프로그램 등

사업장과의 협약을 통해 일부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은 감소하였으나,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저감 관리

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유해화

학물질의 유해성과 연간 배출량을 고려하여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제출 의무화 제도를 2019년 11

월 시행하였다.7) 배출저감제도의 경우 미국(TURA:

Toxic Use Reduction Act), 캐나다(TRA: Toxics

Reduction Act) 등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

업장과 지역사회가 독성 화학물질의 사용을 저감하

여 미국은 2년, 캐나다는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미국, 캐나다의 국외 사

례를 바탕으로 ‘화학물질 배출저감 의무화’ 제도가

마련되었고, 2020년에는 유해성과 배출량, 저감 가

능성, 저감량의 측정·분석 능력을 고려한 9종 물질

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8)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대

상 사업장은 대상 물질을 1톤 이상 배출하면서, 기

업의 제도 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종업원 30인 이상

의 사업장에만 적용하였다. 또한 배출저감 대상 물

질은 2025년에는 53종, 2030년에는 배출량 전체 415

종 물질로 확대할 예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20년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대

상 9종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2008~2017년 동안의

배출량 변화 특성을 파악하여 화학물질 배출 특성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

리 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본 연구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배출량을 확인하기

위해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공

개된 2008~2017년까지의 유해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9) 배출량 조사 결과에 따르

면, 2008년 총 34개 업종, 2,945개 사업장을 대상으

로 하였으며, 2017년도 자료(2020 공개 기준)에 의

하면 3,798개로 사업장의 수가 확대되어 조사대상

415종 중 228종의 화학물질이 보고되었다. 조사대상

사업장 범위는 기존 30인 이상에서 종업원 수 규정

을 삭제하여 1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2013년부터

적용하여 조사되고 있다.

Table 1은 연구대상 물질의 연도별 조사대상 현황

을 나타내고 있으며, 연구대상 물질은 배출저감계획

서 대상 유해화학물질 9종(벤젠, 염화비닐, 트리클로

로에틸렌, 1,3-부타디엔, 디클로로메탄, 테트라클로로

에틸렌, N,N-디메틸포름아미드, 아크릴로니크릴, 클

로로포름)으로 선정하였다.

2. 화학물질 배출량 특성 비교

2008년 이후 연구대상 물질 9종의 배출 특성을 파

악하고, 광역자치단체인 17개 시·군별로 구분하여

배출량 특성을 분석하였다. 광역자치단체 중 상위 지

역을 대상으로 세부 물질별 배출 특성과 물질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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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배출 업종과의 연관성 및 발생 원인을 분석하였

다. 또한, 연구대상 물질 9종은 모두 발암물질로 국

가암등록 통계사업에 따라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암 발생 현황10)과 배출량조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암

발생 현황은 각 연령군에 해당하는 표준인구의 비율

에 가중치를 주어 산출한 가중평균 발생률로 연령구

조가 다른 지역 간 혹은 시기 간 암발생률 비교 시

사용되는 연령표준화발생률을 활용하였다. 배출량과

화학사고 현황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화학물질

안전원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9) 유해

화학물질 9종의 연도별 화학사고 현황을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현황

2008~2017년까지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

과에 따르면(Table 2), 2008년에는 전국 2,945개 사

업장에서 47,625톤의 화학물질이 배출되었고, 2017

년에는 전국 3,798개 사업장에서 56,232톤의 화학물

질을 배출하였다. 사업장 수는 10년간 약 1.9배, 배

출량도 약 1.2배 증가하였으며, 환경 배출의 경우

99% 이상 대기로 배출되었다. 대상 유해화학물질 9

종의 연도별 배출량조사 결과를 살펴보면(Table 3),

2008년에는 전국 353개 사업장에서 3,674톤, 2017

년에는 전국 403개 사업장에서 5,958톤의 화학물질

이 배출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물질별로는 디클로

로메탄, N,N-디메틸포름아미드, 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순으로 배출되었다. 또한, 2008~2017년 동안의

전체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변화를 살펴보면 약 1.2

배 증가한 반면 대상 유해화학물질 9종은 약 1.6배

증가하여 연구대상 물질의 배출량 변화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났다(Fig. 1).

Table 2. Emissions of hazardous pollutants by year

Year Emission (ton)
Classification (%)

Air release Water release Soil release

2008 47,625 99.7 0.3 -

2009 46,989 99.7 0.3 -

2010 50,034 99.7 0.3 -

2011 52,289 99.6 0.4 -

2012 51,121 99.6 0.4 -

2013 50,767 99.6 0.4 -

2014 54,261 99.5 0.5 -

2015 53,732 99.5 0.5 -

2016 57,248 99.3 0.7 -

2017 56,232 99.5 0.5 -

Table 1. Hazardous pollutant emissions survey status

Investigation year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Category of business 34

Number of hazardous substance* 

(Research**)

215

(388)

212

(388)

213

(388)

242

(415)

233

(415)

228

(415)

226

(415)

226

(415)

228

(415)

228

(415)

Company scale

(Number of employees)

30 or 

more

30 or 

more

30 or 

more

30 or 

more

30 or 

more

1 or 

more

1 or 

more

1 or 

more

1 or 

more

1 or 

more

Number of companies 2,945 2,917 2,985 3,159 3,268 3,435 3,524 3,634 3,732 3,798

*Reported substance, **Object of interest sub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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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대상 화학물질

배출량 특성

2.1. 화학물질별 배출 특성

배출저감계획서 작성대상 유해화학물질 9종의 17개

시·군별 배출량 조사결과에 따르면(Table 4), 10년간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충청

북도, 경기도, 경상북도 순으로 배출되고 있었다.

충청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9종 물질의 배출량 비

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배출저감 대상

물질 9종 중 벤젠, 1,3-부타디엔에 대한 취급량이 2010

년 이후 급증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서울

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연구

대상 물질 9종의 유해화학물질은 배출되지 않았다.

2008~2017년 동안 충청북도와 경상북도는 디클로로

메탄(95.9%, 66.8%), 경기도는 N,N-디메틸포름아미드

(46.8%)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물질로 조사되었다(Fig.

2). 디클로로메탄의 경우 주로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

시 용매제로 사용하거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에서 금속탈지 세정제 등으로 화학제품 제조 시에는

용제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1,12) N,N-디메

Table 3. Emissions of the target pollutants for reduction plan by year

Year

Number 

of 

companies

Pollutant (ton)

Total Benzene
Vinyl 

chloride

Trichloro 

ethylen

1,3-

butadiene

Dichloro

methane

Tetrachloro

ethylene

N,N-

dimethyl

formamide

Acrylo

nitrile
Chloroform

2008 353 3,674 349 78 611 91 966 176 1,180 96 127

2009 337 4,114 251 77 515 78 1,658 120 1,212 81 122

2010 333 5,715 184 71 660 65 3,201 103 1,241 76 114

2011 351 6,179 169 86 619 50 3,691 131 1,286 99 48

2012 357 5,942 167 90 735 46 3,420 79 1,286 74 45

2013 364 5,166 146 87 595 40 2,598 80 1,503 81 36

2014 370 4,892 153 82 713 32 2,588 102 1,124 63 35

2015 360 5,170 123 68 830 32 2,787 107 1,091 100 32

2016 367 5,369 110 55 651 29 3,023 135 1,218 122 26

2017 403 5,958 126 318 548 32 3,403 120 1,203 162 46

Fig. 1. The trend of hazardous pollutant and target pollutant for reduction plan b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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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포름아미드 물질은 인공가죽피혁 또는 우레탄계 합

성피혁 및 스판덱스섬유로, 분석화학용(용매, 포르밀

화시약)과 유기합성용매(염료 및 중간체 합성용) 등으

로 주로 취급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1,13)

Table 5는 9종의 유해화학물질별 주요 배출 업종

을 나타낸 표로, 벤젠과 1,3-부타디엔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서 주로 배출되고 있었다. 염화비

닐, 트리클로로에틸렌, N,N-디메틸포름아미드의 경

우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종이 주요 배출원으

로 조사되었으며, 디클로로메탄은 전기장비 제조업,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금속 제조업 등에서 많이 배

출되고 있었다. 주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에서 사용되는 벤젠과 1,3-부타디엔은 합성원료 및

중간체, 고분자 원료 등의 용도로 주로 사용되며, 테

트라클로로에틸렌은 1차금속 제조업에서 전자공업재

료(반도체) 용도로 주로 취급되고 있었다.

2.2. 발암물질 배출 현황

2008~2017년 동안 발암물질의 배출량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08년에는 5,031톤, 2017년 7,906톤이 배

출되었다. 그룹 1의 발암물질의 경우 2008년 1,252

톤(24.9%), 2017년 1,100톤(13.9%)으로 보고되었다.

대상 유해화학물질 9종 중 그룹 1 발암물질인 벤젠,

염화비닐, 트리클로로에틸렌, 1,3-부타디엔은 2008년

1,129톤(30.7%), 2017년 1,024톤(17.2%)이 배출되었

다(Table 6). 조사대상 발암물질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룹 1 발암물질의 배출량은 유사하거나

다소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내었다. 발암물질과 같이

위해성이 높은 물질의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배출량

저감을 위해 공정 및 오염방지시설 개선 등의 저감

노력들이 사업장에서 이행되고 있다. 주요 저감기술

에는 대체물질 사용, 전과정 관리, 공정관리, 시설개

선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하며, 벤젠 등 휘발성 물질

의 경우 비산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유증기회수장치

(VRU: Vapor Recovery Unit)를 이용하여 주로 저감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통해 주

로 배출되는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의 화학물질은 비

산방지를 위한 추가 국소배기장치 설치, 활성탄 교

체주기 단축 등을 통해 배출저감을 할 수 있다. 이

렇듯 비산배출을 비롯한 주요 저감기술은 이송·운

반·분배·계량시설·저장시설에서의 탈루배출 방지,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처리효율 제고 등이 중점적으로

관리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14,15)

국가암등록통계 조사 결과 모든 암의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2008년 인구 10만명 당 292.9명에서 2011

년 326.1명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 2012년 이

후 다소 감소하여 2017년에는 인구 10만명 당 282.8

명이었다.10) 암 발생의 경우 다양한 요인들이 잠복

Table 4. Emissions of the target pollutants for reduction plan by region (unit: %)

Classification
2008

(3,674ton)

2009

(4,114ton)

2010

(5,715ton)

2011

(6,179ton)

2012

(5,942ton)

2013

(5,166ton)

2014

(4,892ton)

2015

(5,170ton)

2016

(5,369ton)

2017

(5,958ton)

Busan 17.3 12.9 8.9 8.7 11 14.1 4.8 7.2 9.3 8.3

Chungbuk 4.3 25.0 43.4 50.7 38.0 23.6 25.3 30.5 32.5 25.3

Chungnam 6.0 5.2 2.6 1.7 2.3 2.1 2.4 1.2 1.1 1.3

Daegu 9.5 11.5 6.6 6.0 4.7 6.5 7.8 9.3 9.5 9.5

Daejeon 2.9 1.4 0.6 0.9 0.6 0.3 0.1 0.4 0.2 0.3

Gangwon 0.4 0.5 0.3 0.2 0.2 0.2 0.3 0.3 0.8 0.6

Gwangju 3.4 3.5 4.4 5.9 8.4 6.2 7.4 7.6 5.4 2.0

Gyeongbuk 9.4 8.9 9.2 4.9 11.7 16.7 16.1 10.5 7.6 10.5

Gyeonggi 17.0 12.2 10.3 8.7 10.1 14.9 18.8 16.6 17.4 19.5

Gyeongnam 7.9 4.3 4.0 2.9 2.7 3.6 5.1 5.5 5.7 6.7

Incheon 3.7 1.2 0.5 0.6 0.9 1.0 1.3 1.0 0.5 0.3

Jeonbuk 5.2 4.1 3.2 2.7 2.6 3.3 3.0 3 3.5 4.4

Jeonnam 5.5 4.4 2.4 2.6 3.4 3.6 4.0 2.9 2.6 7.2

Ulsan 7.5 4.9 3.6 3.5 3.4 3.9 3.6 4.0 3.9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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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거쳐 발생하므로 유해화학물질 배출량과 암 발

생과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전체적인 경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008~

2017년 10년간의 9종 전체 발암물질과 그룹 1에 해

당하는 발암물질의 배출량 비교결과 전체 암의 연령

표준화발생률과 특별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Fig. 3). 하지만, 발암물질의 지속적인 노출은 결국

인체에 다양한 건강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세부 지

역별로 발암물질의 배출량 변화와 암 발생 등 건강

영향을 확인하는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암의 경우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

고 있는 대표적인 질환으로16) 암 발생의 다양한 원

인 중 환경오염은 국제암연구소에서는 3%, 미국 국

립암협회지에는 2% 정도가 암 발생의 원인이라고

제시되고 있다.17,18) 유해화학물질은 직접적으로 발암

의 원인은 아니지만 발암영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다.19) 이렇듯 암의 원인은 일

반적으로 70% 정도는 흡연, 만성감염(세균, 바이러

스), 음주, 음식 및 화학물질 노출 등의 환경요인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다양한 위험요인을

피하고 생활방식의 변화 등을 통해 암의 예방이 가

능하다고 보고되고 있다.20,21)

Fig. 2. Emissions of the target pollutants for reduction plan by region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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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대상 화학물질과 화학사

고 현황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화학

사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대상 9종 물질의 화

학사고 빈도를 제시하였다(Table 7). 화학물질종합정

보시스템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화학물질관리

법 시행 이후인 2014년에서 2019년까지 화학사고

506건 중 벤젠 3건, 트리클로로에틸렌 3건, 1,3-부타

디엔 3건, 디클로로메탄 1건, 클로로포름 2건의 화

학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9) 화학사고의 경

우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인적, 물적 손실을 초래

하고,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의 건강 피해도 발생시

킬 수 있다.22,23) 화학사고의 경우 다양한 원인을 통

해 발생되고 있어 사고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위

한 안전 인식 변화, 지속적인 교육 등의 적절한 관

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화학물질

의 배출저감을 위해 주요 배출공정에 대한 시설 개

선 등을 통해 사고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Fig.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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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배출량조사

결과 중 배출저감계획서 작성대상 물질 9종(벤젠, 염

화비닐, 트리클로로에틸렌, 1,3-부타디엔, 디클로로메

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N,N-디메틸포름아미드, 아

크릴로니트릴, 클로로포름)에 대한 2008~2017년 동

안의 배출량 변화 특성을 조사하였다.

Table 5. Emissions of the target pollutants for reduction plan by category of business

Classification
High rank category of business (%)

1st 2nd

Benzene

Manufacture of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50.7)

Manufacture of coke, briquettes and

refined petroleum products

(40.8)

Vinylchloride
Manufacture of rubber and plastics products

(37.2)

Manufacture of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31.0)

Trichloroethylene
Manufacture of rubber and plastics products

(34.3)

Manufacture of motor vehicles,

trailers and semitrailers

(22.3)

1,3-butadiene

Manufacture of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79.7)

Manufacture of rubber and plastics products

(9.5)

Dichloromethane
Manufacture of electrical equipment

(25.4)

Manufacture of rubber and plastics products

(24.0)

Tetrachloroethylene
Manufacture of basic metals

(47.4)

Manufacture of other transport equipment

(28.7)

N,N-dimethylformamide
Manufacture of rubber and plastics products

(23.7)

Manufacture of textiles, except apparel

(21.2)

Acrylonitrile

Warehousing and support activities

for transportation

(41.9)

Manufacture of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35.3)

Chloroform
Manufacture of textiles, except apparel

(61.8)

Manufacture of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20.0)

Table 6. Emissions of the target pollutants for reduction plan by year (unit: ton)

Year
Carcinogen emissions Emissions of reduction substance

Total Group 1 % Total Group 1 %

2008 5,031 1,252 24.9 3,674 1,129 30.7

2009 5,730 1,035 18.1 4,114 921 22.4

2010 7,536 1,069 14.2 5,715 980 17.1

2011 7,930 1,023 12.9 6,179 924 15.0

2012 7,833 1,118 14.3 5,942 1,038 17.5

2013 6,918 942 13.6 5,166 868 16.8

2014 7,309 1,064 14.6 4,892 980 20.0

2015 7,781 1,135 14.6 5,170 1,053 20.4

2016 8,011 936 11.7 5,369 845 15.7

2017 7,906 1,100 13.9 5,958 1,024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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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e carcinogen emissions and cancer incidence rates

Table 7. The number of chemical accidents by year (unit: case)

Classification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Total 105 113 78 87 66 57

Benzene - - - - 3 -

Trichloroethylene 1 1 1 - - -

1,3-butadiene - 1 1 - 1 -

Dichloromethane - - - - - 1

Chloroform - 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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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유해화학물질 9종의 연도별 배출량은 2008

년 353개 사업장에서 3,674톤, 2017년 403개 사업

장 5,958톤의 화학물질이 배출되었다. 물질별로 약

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배출되는 주요물질은 디클로로

메탄, N,N-디메틸포름아미드, 트리클로로에틸렌, 벤

젠 순으로 조사되었다. 대상물질 9종의 배출량 변화

는 약 1.6배 증가하여 전체 배출량 대비 변화가 조

금 더 크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10년 동안 충청북

도, 경기도, 경상북도 순으로 대상 물질이 높게 배

출되었으며, 물질별로는 충청북도와 경상북도에서는

디클로로메탄, 경기도는 N,N-디메틸포름아미드가 가

장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그룹 1

발암물질인 벤젠, 염화비닐, 트리클로로에틸렌, 1,3-

부타디엔의 배출량은 유사하거나 다소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암의 연령표준화발생률과는

특별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후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구대상 물질에

대한 화학사고 현황은 벤젠 3건, 트리클로로에틸렌

3건, 1-3부타디엔 3건, 디클로로메탄 1건, 클로로포

름 2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배출량 변화 특성 분석을 활용하여 주요

화학물질의 비산배출 시설, 저감기술 및 방법에 대

한 지속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대상

9종 물질의 경우 유해성과 배출량이 높은 물질이므

로, 지속적인 추적 관찰을 통한 주변지역의 환경 및

건강영향과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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