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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Based on the results of a chemical substance emissions survey, we investigated characteristics of

chemical emissions in industrial complexes and used them as basic data for chemical management.

Methods: The emissions and characteristics of chemicals by major industrial complexes from 2011 to 2015 were

analyzed using the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 homepage. To understand the status of chemical

accidents for major chemicals emitted from the industrial complexes, the Chemistry Safety Clearing-house

system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was used.

Results: Emissions from the top five industrial complexes accounted for about 30% of total chemical emissions.

The chemical emission was the highest in the order of Ulsan Mipo Industrial Complex and Okpo Industrial

Complex. The main chemicals emitted were xylene, ethylbenzene, ethyl acetate, toluene, dichloromethane, and

others. Carcinogen emissions differed by industrial complex, but ethylbenzene and dichloromethane were the

major chemicals for this type of emissions.

Conclusion: Recently, the use and emission of chemicals have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A chemical

management plan should be prepare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complexes and chemical

substance e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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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대사회는 경제개발 이후 단시간 내의 고도성장

에 따라 인류에게 물질적 풍요와 편리성을 주었으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관

심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1,2)

국내의 경우 1960년대부터 산업단지 개발을 시작

하였고, 최초의 산업단지인 울산공업지구가 중화학

공업의 입지를 위해 개발되었다. 1960년대 건설된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수출 위주의 경공업에 중심을

두었고,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기

계·화학 ·철강 ·선박 등의 산업 구조가 형성되었다.

1980년대 경제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다수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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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단지와 공업지역이 자리 잡으면서 국내에서 유통

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게 되

었다.3) 주요 산업단지에서는 화학물질을 저장·운반

시설, 제품제조공정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화학물

질 취급(사용, 제조) 과정에서 환경 중으로 배출하고

있다4). 결국 배출되는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인체와

환경에 피해를 일으킨다는 것이 확실해지면서 국민

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5,6,7)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화학물질의 위험

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

부에서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이 환경(대

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거나 폐기물 또는 폐수처

리업체로 이동되는 양을 파악하여 공개하는 PRTR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 PRTR)제

도를 199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의 경우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취급하는 화학물

질이 환경으로 배출되는 양을 매년 보고하고 국민에

게 공개하는 제도로 2000년 석유정제 ·화학 등 2개

의 업종 80종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조사

를 실시한 이후, 현재 2015년(2017년 공개기준) 약

3,600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발암물

질, 중금속 등 총 415종 물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

한 39개 업종, 1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범위를 확

대하여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8,9)

미국에서 시행된 TRI (Toxics Release Inventory) 제

도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호주, 캐

나다, EU회원 31개국 등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시행

및 공개가 되고 있다.8) 이처럼 화학물질 배출량 정

보공개에 따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발하

여 배출량 저감을 촉진할 수도 있다.9)

이번 연구에서는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바

탕으로 국내 주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고 있는 화학

물질의 특징을 분석하여 지역의 화학물질 배출 저감

및 환경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본 연구에서는 화학물질 배출 ·이동량정보 홈페이

지에 공개된 지난 5년간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

과를 활용하여 주요 산업단지별 각종 화학물질 배출

량 추이와 현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화학물질은 저

장·운반시설, 제품제조공정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16개 화학물질 취급(제조, 사용) 과정에서 환경 중으

로 배출되고 있다. 2011년에는 총 34개 업종, 3,159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량조사가 실시되었고,

2015년도 자료(2017년 공개 기준)에 의하면 총 35

개 업종, 3,63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대상 415

종 중 226종의 화학물질 배출량이 조사되었고, 이

중 그룹 1 발암물질 12종, 그룹 2A 발암물질 10종,

그룹 2B 발암물질 33종이 포함되어 있었다. 조사대

상 사업장 범위는 기존 30인 이상에서 종업원 수 규

정을 삭제하여 1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변경하여

2013년부터 시행하였다. 조사대상 화학물질은 80종

을 시작으로 2011년 415종으로 확대하여 배출량에

따라 I그룹(1톤/년) 16종, II그룹(10톤/년) 399종을 대

상물질로서 조사되었다.

2. 산업단지별 배출량 특성 비교

주요 산업단지별 화학물질의 배출 특성을 확인하

고자 가장 먼저 최근 5년간의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국내 산업단지(국가산단, 일반산단)별로 구분하였다.

전체 배출량 중 2015년에는 70% 이상이 산업단지

에서 배출되었고, 이중 가장 많이 화학물질이 배출

되고 있는 울산·미포(13.1%), 옥포(4.7%), 영암삼호

(4.0%), 죽도(3.0%), 반월(3.0%) 산업단지를 연구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주요 산업단지별 화학물질

배출량의 변화와 화학물질의 특성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산업단지에서 배출하고 있는 주요 화학물질에

대해 화학사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화학물질안전

원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연도별 화학

사고 사례를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화학물질 배출량 현황

Table 1은 화학물질의 연도별 배출량조사 결과를

제시하였고, 2011년에는 전국 3,159개 사업장에서

52,289톤의 화학물질이 배출되었고, 2015년에는 전

국 3,634개 사업장에서 53,732톤의 화학물질이 배출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2는 최근 5년간의 화학물질 배출량이 많은 주

요 산업단지별 특성을 제시하였다. 울산·미포산업단

지는 1975년부터 조성되어 산업구조 고도화와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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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균형발전 및 첨단산업의 유치로 중화학공업육성

을 도모하였다. 옥포와 죽도산업단지는 1974년부터

조성되었고 조선소 건설을 위한 종합 산업기지로서

개발되었고, 영암삼호산업단지는 1991년부터 조성되

어 조선 및 기계공업의 계열화·집단화를 위해 조성

된 민간개발 산업단지이다. 반월산업단지는 1977년부

터 조성되어 기계, 전기·전자, 석유화학 등 다양한 업

종이 입주해 있으며 지역 개발 활성화와 미래지향적

지원체제를 갖춘 복합산업단지로 개발되었다.3)

Table 3은 연구대상 산업단지의 최근 5년간 화학

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2011년에는

52,289톤 중 상위 5개 산업단지에서 14,818톤의 화

학물질이 배출되었고, 2015년에는 53,732톤 중 14,970

톤의 화학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배출량

상위 5개 산업단지의 배출량이 전체 산업단지 화학

물질 배출량의 약 30% 정도 차지하고 있었다. 울

산 ·미포산업단지에서 배출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

사되었고, 2011년부터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다. 옥포산업단지, 영암삼호산업단지, 반월산업단지

의 경우 배출량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화학물질 대부분은 대기를

통해 환경으로 배출되고 있었다.

Table 1. Hazardous pollutant emissions survey status

Investigation year 2011 2012 2013 2014 2015

Category of business 34 34 34 34 35

Number of hazardous substance*

(Research**)

242

(415)

233

(415)

228

(415)

226

(415)

226

(415)

Scale company

(Number of employees)
30or more 30or more 1or more 1or more 1or more

Number of companies 3,159 3,268 3,435 3,524 3,634

Pollutant (ton) 52,289 51,121 50,767 54,261 53,732

*Reported substance

**Object of interest substance

Table 2.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complexes

Classification Designation year Area (m2) Business category

Ulsan · Mipo 1975 45,653,000 Machinery, transportation equipment, petrochemistry

Okpo 1974 5,780,000 Shipbuilding

Samho 1991 2,926,000 Machinery, shipbuilding

Jukdo 1974 4,260,000 Shipbuilding

Banwol 1977 15,373,000 Machinery, electrics & electronics, petrochemistry

Table 3. Emissions of industrial complexes by year (Unit: ton)

Classification
2011

(52,289)

2012

(51,121)

2013

(50,767)

2014

(54,261)

2015

(53,732)

Ulsan · Mipo
7,796

(14.9%)

7,267 

(14.2%)

7,236

(14.3%) 

7,265

(13.4%) 

7,049

(13.1%)

Okpo
2,280

(4.4%) 

2,359 

(4.6%)

2,115

(4.2%) 

2,499 

(4.6%)

2,500 

(4.7%)

Samho
1,936

(3.7%) 

1,737

(3.4%) 

1,508 

(3.0%)

2,466 

(4.5%)

2,174 

(4.0%)

Jukdo
1,829

(3.5%) 

2,022 

(4.0%)

1,858 

(3.7%)

1,841 

(3.4%)

1,630 

(3.0%)

Banwol
977 

(1.9%)

948 

(1.9%)

1,283 

(2.5%)

1,588 

(2.9%)

1,61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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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는 산업단지별 최근 5년간 배출되는 화학

물질 중 가장 많이 배출되는 화학물질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울산 ·미포산업단지(23,424톤), 옥포산업

단지(9,528톤), 영암삼호산업단지(7,264톤)에서는 자

일렌이 가장 많이 배출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에틸

벤젠, 톨루엔 등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반월산업단지의 경우 톨루엔(1,750톤)과 아

세트산에틸(1,577톤) 등이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Fig. 1.에서는 전체적으로 주요 산단에서 배

출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비율을 제시하였다.

자일렌, 아세트산에틸의 경우 기타운송장비 제조

업, 1차 금속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등에서 페인트 희석제나 용제로 주로 사용되고,10,11)

에틸벤젠과 톨루엔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과

1차 금속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

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에서 페인트 희

석제나 용제로 사용하고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에

서 점도 조정제나 용제로 배출되고 있다12). 주요 산

업단지에서 배출되고 있는 자일렌, 에틸벤젠, 톨루엔

등은 휘발성 유기화합물로서 대기 환경 중으로 쉽게

증발한다.13) 또한, 자일렌은 눈, 코 및 목의 자극과

신경학적 영향을 유발할 수 있고,14) 톨루엔은 주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독성 물질로서 흡

입하면 폐를 통해 빠르게 흡수된다.15,16)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경우 대상 물질 415종과

대상 업종 39개 업종을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기준

량 이상(I그룹 1톤, II그룹 10톤)을 취급하는 경우에

만 해당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화학물질과 업종이

한정되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배출량 조

사를 통해 취급하는 주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주요 산업단

지의 화학물질 배출 저감에 대한 자료로 활용이 가

능하다고 사료된다.

2. 산단별 화학물질 배출 특성

2.1. 발암물질 배출량

 Table 5는 산업단지별로 배출되고 있는 화학물질

중 발암물질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발암성 분류는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르며, 그룹 1

인체발암성물질, 그룹 2A 인체발암추정물질 그리고

그룹 2B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다17). 산업

단지별 발암물질의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울산·미

포산업단지의 경우 그룹 1 물질은 10종이 배출되었

고 전체적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었다. 그룹 2B 물

질의 경우 연도별로 약 20여종이 배출되고 있었고,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었다. 옥포와 영암삼호산업단

지의 경우 그룹 2B물질 2종이 배출되고 있었으며

배출량이 전체적으로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죽

도산업단지의 경우도 그룹 2B 물질 1종이 배출되고

있었고, 배출량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

월산업단지의 경우 그룹 1 물질 약 7종이 배출되고

있었고, 배출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그룹 2B

물질 약 12종의 배출량은 2015년에는 취급량이 전

년대비 증가되면서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는 배출되는 발암물질 중 가장 많이 배출

되는 화학물질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산업단지별

Table 4. Distribution of major substances for total emissions

Classification
High rank Chemical (ton)

1st 2nd 3rd 4rd 5rd

Ulsan · Mipo
Xylene

(23,424)

Ethylbenzene

(4,207)

Toluene

(1,875)

Methyl alcohol

(648)

Ethylene

(581)

Okpo
Xylene

(9,528)

Ethylbenzene

(1,925)

Ethylene

(86)

2-Propanol

(81)

Toluene

(77)

Samho
Xylene

(7,264)

Ethylbenzene

(1,776)

2-Propanol

(339)

Toluene

(242)

Ethylene

(160)

Jukdo
Xylene

(8,167)

Ethylbenzene

(711)

Ethylene

(128)

2-Propanol

(117)

Toluene

(53)

Banwol
Toluene

(1,750)

Ethyl acetate

(1,577)

Methyl Ethyl Ketone

(743)

Methyl alcohol

(530)

Hydrogen chloride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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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의 최근 5년간 배출량을 살펴보면 울산·미

포산업단지(4,207톤), 옥포산업단지(1,925톤), 영암삼

호산업단지(1,776톤), 죽도산업단지(711톤)에서는 에

틸벤젠이 가장 많이 배출되고 있었다. 에틸벤젠의 경

우 주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서 도료용 용제로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8,19) 반월산업단지(204

톤)의 경우 디클로로메탄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디클로로메탄은 주로 산업에서 세척

제, 분리막 제조공정의 필름표면 세척, 프린터 드럼

표면 코딩제의 혼합용매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다.18,20)

반월산업단지는 기계와 전기·전자 업종이 주요 산

업으로 위치하고 있어 원유정제를 처리하는 공장이

Fig. 1. Status of hazardous chemicals by industrial comple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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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리튬2차전지에 들어가는 폴리에틸렌 필름을 생산

하는 공장 등에서 발암물질의 일종인 디클로로메탄

을 사용하여 배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18,21)

2.2. 주요 배출 화학물질과 화학사고

Table 7은 주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주요 화학

물질의 화학사고 빈도를 제시하였다. 화학안전정보

공유시스템에서는 2014년에서 2018년 8월까지 화학

사고 435건 중 5개 산업단지에서 배출하고 있는 주

요 화학물질인 자일렌 3건, 톨루엔 9건, 에틸렌 2건,

아세트산에틸 4건, 메틸에틸케톤 1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22) 또한, 화학사고가 30건

이상 발생한 화학사고 다발물질은 암모니아, 염산,

질산으로 조사되었다.22) 전국의 화학 사고를 산단별

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었지만 화학사고의 특성

상 사고가 발생하면 막대한 인적, 물적 손실을 초래

할 뿐만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23) 특히 우리나라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산업단지들은 20년 이상의 노후화 된 산

업단지들이 많아 화학물질 사고에 의한 위험이 크다

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산업단지에서는 화학물질 저

장, 취급, 이송 등 다양한 원인으로 화학사고가 발

생할 수 있어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안전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화학물질 취급 및 사용에 대

한 적절한 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5년간의 주요 산업단지별 화

학물질 배출량 특성을 살펴보았다.

배출량이 높은 주요 산업단지의 배출량이 전체 산

업단지 화학물질 배출량의 약 30% 정도 차지하고

있었고, 울산 ·미포산업단지에서 배출량이 가장 높았

다. 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은 자일렌, 에틸벤젠, 아

Fig. 1. Status of hazardous chemicals by industrial complexes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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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산에틸, 톨루엔, 디클로로메탄 등이 배출되고 있

었다.

발암물질의 배출은 산업단지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주로 에틸벤젠, 디클로로메탄 등이 가장 많이 배출

되고 있었다. 영암삼호산업단지, 반월산업단지에서는

발암물질의 배출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내에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

업단지 등 총 1,100여 개의 산업단지가 형성되어 단

지의 사업장 특성에 따라 다양한 화학물질을 사용하

고 있다. 이에 특정 지역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특성을 고려해 보면 환경오염과 인체에 건강 영향을

유발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배출되는 화학물질과 해

당지역 주민들의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화학물질에 대한 적극적인 저감 정책과 지

Table 5. Status of carcinogen emissions by industrial complexes (Unit: ton)

Classification 2011 2012 2013 2014 2015

Ulsan · Mipo

Total 921 863 1,175 1,144 1,376

Group 1 84 72 78 79 73

Group 2A 5 4 6 18 20

Group 2B 832 787 1,090 1,047 1,283

Okpo

Total 366 407 363 424 366

Group 1 - - - - -

Group 2A - - - - -

Group 2B 366 407 363 424 366

Samho

Total 373 382 339 345 338

Group 1 - - - - -

Group 2A - - - - -

Group 2B 373 382 339 345 338

Jukdo

Total 135 132 123 161 160

Group 1 - - - - -

Group 2A - - - - -

Group 2B 135 132 123 161 160

Banwol

Total 94 78 63 46 115

Group 1 33 31 40 19 7

Group 2A 8 4 4 5 5

Group 2B 53 43 19 22 103

Table 6. Distribution of major carcinogens for industrial complexes

Classification
High rank Chemical(ton)

1st 2nd 3rd

Ulsan · Mipo
Ethylbenzene

(4,207)

Dichloromethane

(185)

Benzene

(177)

Okpo
Ethylbenzene

(1,925)
- -

Samho
Ethylbenzene

(1,776)
- -

Jukdo
Ethylbenzene

(711)
- -

Banwol
Dichloromethane

(204)

Trichloroethylene

(106)

Dimethyl sulfat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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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민들의 건강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

으로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

는 사업자로 하여금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이 시행 예정이다. 이렇게 접수된 배출저감계획서를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화학물질

배출 저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산업단지별 다양한 화학물질의 사용은 결국 화학

사고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화학사고

의 특성상 사고 발생 시 2차 피해 발생으로 확대될

수 있어 산업단지별 지역 특성과 주로 사용되는 화

학물질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화학물질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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