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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the increased use of organic solvents in air emission facilities in Jeollabuk-do, there

are reported damages by high ozone concentrations generated by hydrocarbons and the

management of hydrocarbons is necessary to reduce ozone risk. There is a need to set

standards because emission limits are applied only to some facilitie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emission characteristics of total hydrocarbons (THC)

from 202 facilities at 54 work sites after conducting preliminary survey on the sites in the

province. After the adsorption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VOCs) using THC field survey

and Teddler bag, VOCs items were analyzed.

The average concentration of THC in industry was 638 ppm for chemical products, 602

ppm for other chemical products, 230 ppm for rubber and plastics, 232 ppm for other

manufacturing, and 2 ppm for metal products. The concentration of THC was higher in the

workplace and the emission facility where the organic solvents were used, such as the

chemical product manufacturing and other chemical product manufacturing industries, Even

if the same organic solvents are used, there is a large difference in the emission

concentration depending on the type of the emission facility and the prevention facility. In

the case of facilities using a lot of organic solvents, it would be appropriate to install an

absorption facility or an RTO (Regenerative Thermal Oxidizer) facility in order to reduce

the THC.

In addition, there are many facilities with high THC emissions. However, the facilities

regulated by the emission stnadard of hydrocarbons are extremely limited such as pa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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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ies, printing and reproduction facilities.

There is a need to apply additional THC criteria to the emission sites. As a result of

analyzing 8 items of volatile organic carbons, the proportions of four items were high,

namely toluene 25.1%, styrene 17.0%, methylisobutylketone 15.5%, xylene 14.3%, benzene

has an average concentration of 0.037 ppm, much lower than the emission limit of 10 ppm.

The average concentration of toluene was 2.251 ppm, styrene 1.529 ppm, xylene 1.289 ppm,

MIBK 1.389 ppm, MEK 1.092 ppm, butyl acetate 0.873 ppm, and ethylbenzene 0.522 ppm.

The emission criteria limit only two items such as hydrocarbons and benzens, but styrene

and ethylbenzene are limited by the total hydrocarbons instead of the emission criteria of

those items. So, it is hard to know the emission status of those items. If new emission

standards of those items are established, we can expect to reduce total hydrocarbon

emissions and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fine dust and ozone generation.

Key words : THC(Total Hydro Carbons), Organic Solvent, Industry, Volatile Organic

Carbons, Emission Standards

요약문

전라북도내 사업장에서 대기배출시설의 유기용제 사용량 증가로 인하여 탄화수소류에 의한 고농도 오

존이 생성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및 위해성 저감을 위해서 탄화수소류의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배출허용기준이 일부 시설에만 적용되고 있어 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본 연구에서는 대기

배출시설의 총탄화수소(THC) 배출특성 연구를 위하여 도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조사 후 54개 사업장

202개 배출시설에서 THC 현장 실측 조사와 테들러 백을 사용하여 VOCs 물질을 흡착 후 8개 항목을 분

석하였다.

업종별 THC 평균농도는 화학제품 제조업 638 ppm,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602 ppm,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230 ppm, 그 밖의 제조업 232 ppm, 금속제품 제조업 2 ppm으로 나타났으며, 화학제품 제조업이

나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과 같이 유기용제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 및 배출시설에서 THC 농도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같은 유기용제를 사용하더라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종류에

따라 배출농도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유기용제를 많이 사용하는 시설은 THC를 저감시키기 위해 방

지시설을 흡착시설이나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RTO)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THC가 높게 배출되는 시설이 많으나 배출허용기준으로 탄화수소를 규제하는 시설은 도장시설, 인

쇄 및 복제시설, 시멘트제조 중 소성시설 등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THC의 기준을 추가 설

정하여 배출사업장에 적용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VOCs 물질 8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항목별 구성비는 톨루엔 25.1%, 스틸렌 17.0%, 메틸아이소부틸케톤

15.5%, 자일렌 14.3%로 네 항목의 농도가 높았고, 벤젠은 배출허용기준인 10 ppm보다 훨씬 낮은 평균농

도 0.037 ppm으로 나타났으며, 톨루엔의 평균농도 2.251 ppm, 스틸렌 1.529 ppm, 자일렌 1.289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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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BK 1.389 ppm, MEK 1.092 ppm, 뷰틸아세테이트 0.873 ppm, 에틸벤젠 0.522 ppm의 순으로 높게 검

출되었다.

배출허용기준은 탄화수소, 벤젠으로 국한되어 있고, 스틸렌, 에틸벤젠 등은 항목별 기준이 없어 총탄화

수소(THC)의 배출허용기준을 이용 탄화수소류 총량으로 규제하고 있어 항목별 배출실태를 알기 어려우

므로,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면 총탄화수소 배출량을 줄이고 미세먼지 및 오존생성의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THC, 유기용제, 업종별, VOCs, 배출허용기준

1. 서 론

산업의 발달과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인간은 풍요로움과 안락함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더 편리한 생활을 유지하고자 인류는 환경오염문제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환경 및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을 개발 생산하게 되었다. 현재 세계적으로 약 10만 여종의 화학물질이 

상업적으로 개발되어 우리나라도 약 38,000여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고, 매년 400여종이 

신규 화학물질로 등록되고 있다. 따라서 대기오염물질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인체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가스 상태의 물질은 심한 악취를 함께 유발함으로써 인간

에게 참을 수 없는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민원발생의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스 상태의 물질 중 총탄화수소(Total hydrocarbons, 이하 THC)는 탄소와 수소로 결

합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포함한 모든 유기화합물로서 2000년 10월에 처음 대기오염물

질로 지정되었다. 당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시설은 도장시설 및 그 부속 건조 시설이었으나

현재는 인쇄시설, 시멘트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음으로써 시간이 지날

수록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배출시설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배출허용기준 또한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THC의 주요 배출원은 자동차 및 도장산업, 인쇄산업, 유류저장·출하시설, 세탁

시설, 도로포장(아스팔트)등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유기화합물 배출량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및 도장산업이 83%로 인쇄시설 3.0%, 주유소 4.1%, 유류저장시설 4.6%에 비해 월등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¹),²⁾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는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배출량이 많고 종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물질들을 기본으로 입자상 물질 9종, 가스상 물질 18종 등에 대해 배출

기준을 마련해 규제하고 있다. 이런 배출기준을 통해 제어하고 있는 항목들 외에도 대기 중에

는 매우 많은 종류의 대기오염물질이 존재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대기오염

물질은 입자상 물질 등 64종, 특정대기유해물질도 35종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대기환경관리

측면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광화학반응을 일으키는 탄화수소류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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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의미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증기압이 높아 대기 중으로 증발·배출이 잘되는 유기화합물

의 총칭으로 볼 수 있으며 탄화수소 외에도 알코올, 알데하이드, 케톤, 에테르, 에스테르 등 대

기 중의 수많은 화학물질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발암성과 같은 해당물

질 그 자체의 유해성으로 건강에 유해인자로 작용하며, 대기 중 질소산화물과 반응하는 오존전

구물질로서 대류권 오존증가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시민의 체감환경 측면에서도 크게 작용하

는 악취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여 민원 유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점에서 

대기질 개선에 있어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관리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대기환경보전법

에서는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 내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해 시설관리,

방지시설 설치 등의 측면에서 기준을 두고 있다.

대기배출시설 중에서도 도장이나 건조에 관련된 배출시설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다량 발

생하게 되는데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에서 총탄화수소(THC)와 벤젠 두 가지 항

목에만 규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톨루엔이나 자일렌 등 사용량이나 배출량이 많고 다양한 산

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물질들에 대한 각각의 배출현황에 대한 실측자료는 제한적이다. 이에 따

라 배출사업장들의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각 항목에 대한 실제 배출현황 및 시설관리현황의 파

악이 필요한 상황이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기배출시설에서 유기용제 사용증가로 인하여 탄화수소류의 증가추

세에 따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THC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도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업종별 THC 배출특성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방지시설의 효율 등을 조사하여, VOCs

분석을 통하여 THC와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시설에 

대한 기준설정 건의에 필요한 정책 제안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THC 와 VOC 관리현황

포화탄화수소에는 메탄이나 에탄과 같은 기체분자, 석유나 벤젠 같은 액체분자, 나프탈렌과 

같은 고체분자가 있는데, 모두 물에 잘 녹지 않고 에테르 등의 유기용매에 잘 녹는다. 포화탄

화수소는 안정하지만 조건에 따라 라디칼 반응을 일으킨다.

탄화수소는 천연으로는 천연가스, 석유, 천연고무, 식물에 함유되는 테르펜류 등으로서 존재

한다. 석유는 가장 중요한 탄화수소 자원으로서, 폭 넓은 분자량의 알칼(파라핀)과 시클로알칼

(나프텐)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분별증류하여 액화석유가스(LPG), 휘발유, 등유, 중유, 케로신 

등으로 분류한다. 석유는 석유화학공업의 중요한 원료이지만 필요한 불포화탄화수소가 별도 함

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분해나 접촉리포밍 등에 의해서 알켄을 얻고 있다. 식물 정유에 포

함되어 있는 탄화수소에는 비 고리식 모노테르펜인 미르센, 동물성 탄화수소로는 상어의 간유 

속에 있는 비고리식 트리테르펜인 스쿠알렌 등이 있다.

올레핀계 탄화수소나 포화지방족 탄화수소는 대기 속의 오존과 반응,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 

물질이 된다. 타르에 함유된 3,4-벤조피렌이 강력한 발암성을 가진다는 것이 인정된 것은 20세

기 초이지만, 그 후의 연구에 의하면 3,4-벤조피렌을 대표로 하는 여러 고리 방향족 탄화수소

(PAH) 가운데 주로 4 ∼ 6개의 고리를 갖는 것에서 발암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들은 미립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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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에 침착하여 어떤 것은 니트로화되어 방향족 니트로화합물이 되고, 중금속과 함께 폐 속으

로 침입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대기 중에 휘발돼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을 

일컫는 말로,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침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이고 벤젠

이나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자일렌, 에틸렌, 스틸렌,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총칭한다. 이들 휘발

성 유기화합물은 대개의 경우 저농도에서도 악취를 유발하며 화합물 자체로서도 환경 및 인체

에 직접적으로 유해하거나 대기 중에서 광화학반응에 참여하여 광화학 산화물 등 2차 오염물

질을 생성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 지정되어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37종류로 그 종류는 

Table 2와 같다.

수도권지역의 오존오염 저감 목적으로 VOCs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의 의무화와 

VOCs의 정의 및 규제대상시설 등이 대기환경보전법에 새로이 추가 개정되었다. 대기환경보전

법보다 더욱 강화된 법규로 여천산업단지(96년 9월)와 울산의 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97년 

7월)를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VOCs 배출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고시

하였다. 국내의 VOCs 관리는 수도권 지역의 오존오염 저감을 위해 출발하였으나 공단지역의 

악취 및 건강 위해성 저감을 위한 관리로 변화되었으며, 최근에는 VOCs에 의한 오존오염 피

해 및 위해성을 동시에 최소화하기 위해 VOCs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 VOCs 발생량의 

감량을 위해 도장·건조시설에 대한 규제가 2005년 1월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2004년 1월 

주요 6개 페인트 제조사와 페인트 중 VOCs를 20% 저감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2005년

말까지 건축용 페인트 중 유기용제 20%를 줄이기로 합의하였다.

현재 총탄화수소 처리기준 현황을 보면 배출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탄화수소(THC로서)는 도장시설, 인쇄 및 복제시설, 시멘트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에 한해 기준

을 적용하고 있다. 이 외에 배출시설에서 발생 예상 오염물질로 탄화수소는 기재되어 있으나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기준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비산배출시설(굴뚝 등 배출구가 아닌 공정·설비 등에서 HAPs를 배출하는 시설)에서는 그간

농도위주의 배출구 관리에 편중됨에 따라 사각지대에 있던 공정, 설비 등 비산배출시설에서의 

HAPs 저감을 위해 비산배출 저감제도를 도입하여, 원료투입부터 배출까지 공정 전과정의 시

설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비산배출을 최소화하여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

고 보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 시설관리기준에서 직접연소·회수에 의한 시

설, 그 밖의 방지시설의 관리대상물질 배출허용기준은 관리대상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상에 따

라 적용하며, 유기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0의2에 따른 총탄화수소(THC)배출

기준(Ⅰ업종 50 ppm, Ⅲ업종 100 ppm)을 적용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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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andard for permitting emission

Fig. 1. THC Processing standard application status.

Pollutant Emission facilities 배출허용기준

탄화수소
(THC로서)

(ppm)

1) 연속식 도장시설(건조시설과 분무·분체·침지
도장시설을 포함한다)

40 이하

2) 비연속식 도장시설(건조시설과 분무·분체·침지
도장시설을 포함한다)

200 이하

3)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복제) 200 이하

4) 시멘트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하  
며,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60(1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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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ist of official volatile organic compounds(VOCs)

No. Product and material name Molecular formula

1 Acetaldehyde C2H4O[CH3CHO]

2 Acetylene C2H2

3 Acetylene Dichloride C2H2Cl2

4 Acrolein C3H4O

5 Acrylonitrile C3H3N

6 Benzene C6H6

7 1,3-Butadiene C4H6

8 Butane C4H10

9 1-Butene, 2-Butene C4H8[CH3CH2CHCH2], C4H8[CH3(CH)2CH3]

10 Carbon Tetrachloride CCl4

11 Chloroform CHCl3

12 Cyclohexane C6H12

13 1,2-Dichloroethane C2H4Cl2[Cl(CH2)2Cl]

14 Diethylamine C4H11N[(C2H5)2NH]

15 Dimethylamine C2H7N

16 Ethylene C2H4

17 Formaldehyde CH2O[HCHO]

18 n-Hexane C6H14

19 Isopropyl Alcohol C3H8O[(CH3)CHOHCH3]

20 Methanol CH4O[CH3OH]

21 Methyl Ethyl Ketone C4H8O[CH3COCH2CH3]

22 Methylene Chloride CH2Cl2

23 Methyl Tertiary Butyl Ether C5H12O[CH3OC(CH3)2CH3]

24 Propylene C3H6

25 Propylene Oxide C3H6O

26 1,1,1-Trichloroethane C2H3Cl3

27 Trichloroethylene C2HCl3

28 Gasoline -

29 Naphtha -

30 Crude Oil -

31 Acetic Acid C2H4O2

32 Ethylbenzene C8H10

33 Nitrobenzene C6H5NO2

34 Toluene C7H8

35 Tetrchoroethylene C2Cl4

36 Xylene C8H10

37 Styrene C8H8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보

- 38 -

3. 연구내용 및 방법

전라북도내 유해화학물질 허가현황에 따르면 2016년 5,465,459.9 톤으로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의 2.8%로 전국 시·도별 취급량이 7번째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북 산단의 취급량이

산단외 지역에 비하여 66.7%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2014년 시·도별 오염물질 배출량 조사에 따

르면 전국 VOCs 배출 총량 905,803 톤 중에서 전북은 66,046 톤으로 전국 배출량의 7.3%를 차

지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통한 오염물질의 저감이 필요하다. Table 3에 2016년 전

북지역 유해화학물질 허가현황에 대해 나타내었다.

Table 3. Status of hazardous chemical substances(Jeollabuk-do)

3.1. 연구기간

Table 4. Research period

조사대상 대기배출시설은 전라북도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통하여 업종별로 선별

한 후 주로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대기배출시설을 선정하여 상시 가동여부를 확인한 후 분기별

로 50개소를 측정하여 총탄화수소(THC)를 분석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4차 측정시에는 총탄화수소 측정과 동시에 배출가스를 테들러 백에  채취한 

후 고체흡탁관(Tenax TA)에 흡착시켜 VOCs를 분석하였다.

Industrial complex Number of companies Annual usage(ton)

Jeonju 7 215,721.0

Gunsan 52 2,271,032.8

Iksan 34 789,060.8

Jeongeup 8 12,516.7

Wanju 20 359,808.1

Other areas 291 1,817,320.5

Total 412 5,465,459.9

division Period Object

1 st 2017. 3

Jeollabuk-do Air emission facility
(Mainly organic solvent use facility)

2 nd 2017. 5

3 rd 2017. 8 ∼ 9

4 th 2017. 10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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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조사대상시설

Table 5. Facilities subject to survey

조사대상시설을 업종별로 5개로 구분하여 화학제품, 기타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금속

제품, 그 밖의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배출시설에 따른 방지시설을 파악하였다. 업종별로는 기타

화학물질 제조업과 그 밖의 제조업이 주를 차지하였고, 방지시설은 흡착에 의한 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RTO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으며, 여과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등도 소량 설치되어 

있다.

3.3. 분석항목 

총탄화수소(THC)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중 메틸에틸케톤(MEK), 벤젠(Benzene), 메틸아

이소부틸케톤(MIBK), 톨루엔(Toluene), 뷰틸아세테이트(Butyl Acetate), 에틸벤젠(Ethylbenzene),

자일렌(Xylene), 스틸렌(Styrene) 등 8개 항목을 분석하여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3.4. 현장시료채취방법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별 가동상태를 확인한 후, 온도, 압력, 유속 등 배출가스

량 산정을 위한 인자를 측정하였다. 총탄화수소(THC)현장 측정방법은 배출구에서 대기오염공

정시험방법의 측정방법에 명시된 불꽃이온화방식(FID)으로 휴대용 가스분석기인 TVA-1000B와

TVA 2020 을 사용하였으며, 제로가스로는 고순도 메탄가스를 이용하여 Zero 와 Span 교정을

한 후 측정을 실시하였다.

탄화수소는 기본적으로 15분 동안 측정하였고, 배출가스가 관통하는 시간과 반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처음 1 ∼ 2분 동안은 측정치에서 제외하고 측정시간동안 15초 간격으로 측정된 

Data를 산술평균한 값을 측정값으로 하였다.

Industry Numbers Prevention facility

Chemical product
manufacturing

5 Adsorption, Absorption, RTO

Other chemical products
manufacturing

23 Adsorption, Absorption

Manufacture of rubber
and plastics

6 Adsorption, Absorption, RTO

Metal product manufacturing 8 Absorption, Bag filter

Other manufacturing 12 Adsorption, Bag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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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A-1000B TVA 2020

Fig. 2. THC analyzer.

BTEX 등 각 물질별 농도파악을 위한 시료채취는 가스샘플러를 이용하여 테들러 백에 채취

한 후 저용량펌프(SIBATA MP-Σ30KNⅡ)를 이용하여 0.1 L/min 의 유속으로 시료를 흡착관

(Tenax TA)에 흡착시켜 분석하였다. 시료채취용 흡착관은 불순물을 탈착시키기 위해 시료채취 

전 320 ℃에서 2시간 동안 N₂가스를 이용하여 Conditioning 한 후 사용하였다.

3.5. 분석방법

현장에서 채취한 테들러 백에 의한 시료는 직사광선을 차단한 서늘한 상태에서 보관하였고,

펌프를 이용해 시료를 흡착시킨 흡착관은 빠른 시간 내에 자동 열탈착 전처리 장비(Turbo

matrix 650)에 장착하여 탈착시킨 후 GC/MSD(Clarus 680/SQ8T, PerkinElmer)로 분석하였다.

장비 및 분석조건은 Table 6과 같다.

Table 6. GC/MSD Analysis Condition

Analytical
instrument

Model Analysis Condition

Concentrator
Turbo matrix 650

(PerkinElmer)

Tube desorb temp: 290 ℃
Tube desorb time: 10 min

Trap high: 310 ℃, low: -30 ℃
Desorb flow: 50 mL/min

Trap hold: 5 min
Agricultural tube: tenax TA

Convey temp: 280 ℃

GC/MSD
Clarus 680/SQ8T

(PerkinElmer)

Column: VB-1, 0.25 mm × 60 m, 1.0 ㎛
Column flow: 1.0 mL/min

Oven temperature: 50 ℃ → 180 ℃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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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및 고찰

4.1. 총탄화수소 측정결과

조사대상 54개 사업장에서 202건의 총탄화수소를 측정한 분석결과는 Fig. 3과 같다. 측정결

과 THC 평균농도는 439 ppm이었고, 1000 ppm 이상의 높은 농도를 나타낸 시설은 22개였으

며, 비연속식 도장시설 및 인쇄·복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인 200 ppm을 넘는 시설은 조사대상 

202건 중 77개로 38%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허용기준 없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Fig. 3. THC Concentration.

업종별로 측정된 THC 농도는 화학제품 제조업의 THC 평균농도 638 ppm, 기타 화학제품제

조업 602 ppm,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230 ppm, 금속제품 제조업 2 ppm, 그 밖의 제조업  

232 ppm으로 나타났으며, 톨루엔이나 자일렌 같은 탄화수소계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화학제품 

제조업이나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이 THC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유기용제

를 사용하지 않는 금속제품 제조업은 평균 2 ppm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THC로써 탄화수소를 규제하는 시설은 도장시설과 그 부속 건조시설, 인쇄 및 복제시

설, 시멘트의 소성시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 외에도 THC가 다량 배출되는 시설이 여러

업종에 걸쳐 상당히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화학제품 제조업과 같이 유기용제류를 사용

하는 사업장 및 용제사용 배출시설의 발생 THC 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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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C analysis

Fig. 4. Box-whisker plot(Type of industry).

Industry
Number of

measurement
THC avg

(ppm)

Concentraion range(ppm)

Min Max Median

Chemicals 30 638 8 5,028 202

Other chemicals 97 602 5 4,853 248

Rubber & Plastics 37 230 12 2,976 105

Metal products 10 2 1 4 2

Other
manufacturing

28 232 3 1,164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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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C Concentration by industry.

4.2. 업종별 THC 배출특성

4.2.1. 화학제품 제조업 THC 배출특성

5개 사업장을 30회 측정한 결과 화학제품 제조업의 THC 평균농도는 638 ppm으로 조사되었

으며, 조사대상 시설은 대부분 페인트 제조업으로 도료의 제조시 혼합시설은 775 ppm, 농축시

설은 418 ppm으로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주 성분으로는 톨루엔과 자일렌이 80%를 차지

하고 있으며, 반응시설은 메탄올 등을 사용하여 34 ppm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화학

제품 제조업의 용제종류에 대해 Table 8과 Fig. 6에 나타내었다.

Table 8. Solvent type of chemical product manufacturing

Fig. 6. Solvent fraction.

Solvent type Toluene Xylene Methanol, ethanol PEP

% 40 4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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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배출공정에 따라 일부 다르긴 하지만 증기압이 높은 톨루엔이나 자일렌의 사용량이 많

은 사업장일수록 THC농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방지시설의 설치시 흡착에 의

한 시설이나 연소에 의한 시설(RTO)을 통해 저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4.2.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THC 배출특성

23개 사업장을 97회 측정한 결과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의 THC 평균농도는 602 ppm으로 나

타났으며, 다양한 종류의 용제를 유기용매로 사용하고 있고, 주요 THC 농도 발생 용제로는 아

세톤, 톨루엔, 자일렌, 노말헥산 등이 주요 발생 용제로 파악되었다.

배출시설은 반응시설, 응축시설, 정제시설이 75%정도를 차지하여 주요 배출원이고, 혼합·분

쇄시설의 THC 평균농도는 8 ppm, 저장·포장시설은 7 ppm, 반응·응축·정제시설은 898 ppm,

건조·저장시설은 279 ppm을 나타냈다.

같은 용제를 사용하더라도 배출시설에 따른 THC 배출농도가 그에 대한 방지시설의 종류에 

따라 흡수에 의한 시설의 THC 평균농도는 685 ppm, 흡착에 의한 시설의 THC 평균농도는 78

ppm으로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 당시의 용제사용량, 가동현황 등 사용환경

에 대한 추가적인 요소의 파악이 필요하다.

그 외 배출시설 중 폐식용유, 팜오일을 사용하는 보일러는 THC 농도가 5 ppm 정도 검출되

었고, 폐유(정제유)를 정제하고 반응시키는 시설은 THC 농도가 4 ppm, 불산, 질산 등 무기산

을 사용하는 혼합시설은 2 ppm, 유황, 가성소다를 원료로 사용하는 용융, 반응시설은 1 ppm,

과탄산소다를 사용하는 혼합·분쇄시설은 1 ppm으로 다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의 사업장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4.2.3.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THC 배출특성

6개 사업장을 37회 측정한 결과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THC 평균농도는 230 ppm

으로 나타났으며, 주용제는 톨루엔, 메틸렌클로라이드, 트리옥틸아민 등이 사용되었으며, 배출

시설은 반응시설, 혼합시설, 저장시설 등이 많았고 반응시설과 혼합시설이 혼재하는 배출시설

의 THC 평균농도는 157 ppm, 반응시설, 혼합시설, 저장시설이 혼재하는 경우 164 ppm, 반응

시설, 정제시설, 저장시설이 혼재하는 경우 946 ppm, 단순 저장시설은 16 ppm으로 나타났다.

THC 평균농도가 다소 높은 이유는 에폭시 수지, 경화제를 생산하는 한 사업장에서 저장시설 

및 응축시설에 연결된 방지시설인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의 고장으로 인해, 흡착에 의한 시설로

만 배출되어 THC 농도가 높게 나타나 THC 평균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용제의 사용량이 화학제품 제조업이나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보다 적고, 방지시설별 농도를

보면 흡착에 의한 시설의 THC 평균농도는 100 ppm, 흡수에 의한 시설은 214 ppm, 직접연소

에 의한 시설은 122 ppm으로 흡착에 의한 시설과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이 67%정도 설치되어 

있어 화학제품 제조업보다 THC 발생농도가 낮게 나타났다.

화학제품 제조업과 다르게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각각의 제품에 따른 용제사용량이 달라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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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금속제품 제조업 THC 배출특성

8개 사업장을 10회 측정한 결과 금속제품 제조업의 THC 평균농도는 2 ppm으로 낮게 나타

났으며, 유기용제의 사용량이 다른 업종에 비해 극히 적거나 사용하지 않아 THC 농도가 매우

낮게 측정되었다. 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전기아크로, 전기유도로, 반사로, 탈사시설 등은 THC

농도가 1 ∼ 3 ppm이었고, 황산, 술폰산 등 유·무기산을 사용하는 탈지, 산·알칼리처리, 도금

시설은 2 ∼ 4 ppm으로 조사되었다.

금속제품 제조업의 배출시설에 따른 THC 농도는 Table 9에 나타내었다.

Table 9. THC Concentration by Emission Facilities in Metal Products Manufacturing Industry

Emission facility
Solvents and raw

materials
Control system THC(ppm)

Electric induction
fufnace

Pig iron, Scrap iron Bag Filter 3

Electric arc Scrap iron Bag Filter 1

Reverberatory furnace Aluminium Bag Filter 2

Clearance facility Sus Ball Bag Filter 2

Plating facility Sulfonic acid, KOH, Sn Absorption 2

Acid·alkali, Plating
facility

Sulfonic acid, Copper Wet scrubbe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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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그 밖의 제조업 THC 배출특성

12개 사업장을 28회 측정한 결과 그 밖의 제조업의 THC 평균농도는 232 ppm으로 조사되었

으며 Table 10에 그 밖의 제조업의 업종별 THC 농도를 나타내었다.

공정 중에 톨루엔과 같은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의약품 제조업의 경우에 THC 농도가 585

ppm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게 측정되었으며, 아스콘 제조업도 THC 농도가 145 ppm으로 

석유를 정제하고 남은 잔재물인 아스팔트를 원료로 사용하기에 높게 나타나 탄화수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밖에 기타 산이나 알칼리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용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미량 사용하고 또한 사용하는 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역시 흡착에 의한 시설 

등을 통해 적정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 THC 농도가 낮게 조사되었다.

Table 10. Other Manufacturing Industry THC concentration

4.3. 분기별 THC 농도변화

8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각 사업장별 2개씩의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분기별 THC 농도를 측정

한 결과 사업장별 유기용제 사용량, 공장부하율, 배출시설의 여러 공정 혼합 가동시 배출시설

의 가동 유·무에 따라 THC 농도변화율이 크게 나타났다. Table 11에 사업장 분기별 THC 농

도변화를 나타내었다

8개 사업장 중 기초화합물을 제조하는 E사업장의 배출시설은 반응시설과 저장시설로 연중 

가동시간과 부하율이 일정하고 조사를 통해 활성탄 교체주기를 변경 요청(6개월에서 3개월)하

여 THC 농도변화가 크지 않았으며, 도료를 제조하는 B, C사업장은 배출시설이 여러 대의 혼

합시설로 이루어져 있으며, 혼합공정의 가동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2분기 측

정시 혼합시설의 전체가동으로 인하여 THC 농도가 다른 분기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의약품 및 항생제를 제조하는 D사업장은 반응, 정제, 농축시설의 1번 배출시설은 연중 비슷

한 추이를 나타냈으나, 4분기에 활성탄 교체주기의 도래로 다른 분기에 비해 높은 값을 나타냈

으며, 2번 배출시설은 건조시설의 가동 유·무에 따라 424 ∼ 1,443 ppm 까지 큰 차이를 나타

내고 있으며, 세정액의 교체주기(1주일)와 활성탄 교체주기(6개월)의 변화를 통해 THC 농도를 

감소시키도록 유도하였다.

Industry Solvent THC conc.(ppm)

Textile product
manufacturing

Polycarbonatelysine 28

Pharmaceutical
manufacturing

Toluene, Acetone, Ethyl acetate 58

Paper manufacturing NaOH 3

Semiconductor preparation
business

Sulfuric acid, BPDA,
Hydrofluoric acid

18

Battery manufacturing
business

Sulfuric acid 6

Ascon manufacturing Asphalt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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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Work places quarterly THC concentration

난연제를 제조하는 F사업장의 1번 배출시설은 혼합, 저장, 회수, 반응시설의 혼재 시설로 고

분자 반응이 일어날 때 1,663 ppm, 4,850 ppm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혼합, 저장시설 가

동시 78 ppm, 83 ppm으로 높지 않은 수치를 나타내고, 2번 배출시설은 혼합, 건조시설로 일

정한 부하율에 따라 농도변화폭이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THC 농도가 높은 고분자 

반응시설은 배출구에서 악취를 유발하므로 방지시설인 흡수에 의한 시설보다는 흡착에 의한 

시설을 연결하여 2단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G사업장은 1번 배출시설이 반응시설과 저장시설로 반응기의 반응상태에 따라 THC 농도가 

큰 편차를 보이며, 2번 배출시설은 유기화합물 저장시설과 건조시설로 분기별로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또한 F, G사업장은 방지시설이 흡수에 의한 시설을 거친 후 활성탄을 이용한 흡

착에 의한 시설로 유도하여 저농도, 고농도의 유기용제 가스를 처리하도록 유도하였다.

따라서 이번 조사를 통하여 사업장의 분기별 THC 변화율을 분석한 결과 분기별 THC 농도

의 상관관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Work Places 1/4 2/4 3/4 4/4

A - 1 707 1,441 1,260 595

A - 2 565 161 552 306

B - 1 61 157 91 98

B - 2 219 1,129 110 150

C - 1 402 184 167 134

C - 2 606 1,541 876 416

D - 1 250 307 156 707

D - 2 727 1,443 1,164 424

E - 1 44 28 50 70

E - 2 194 122 157 149

F - 1 78 83 4,850 1,663

F - 2 407 783 524 788

G - 1 3,491 1,004 247 4,461

G - 2 129 96 36 395

H - 1 16 248 19 8

H - 2 269 439 26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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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Quarterly THC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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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테들러법에 의한 VOC물질 농도

업종별로 9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각 사업장별로 배출시설 2개씩을 대상으로 테들러 백에 포

집한 시료는 고체흡착관 2개를 직렬로 연결하여 파과에 의한 농도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시

료당 100 mL/min, 200 mL/min의 유량으로 흡착시켜 분석하였다. Table 12에 9개 사업장의 

현황에 대해 나타내었다.

Table 12. Work places Status

Division Industry Raw material
Annual

usage(ton)

A
Manufacture of Flame

Retardants
Methanol, Sulfuric acid, Toluene,
Triphenylethyl, Triethylamine, etc

7,900

B
Synthetic resin and

basic organic compound
manufacturing

Ammonia water, Sulfuric acid,
Toluene, Formaldehyde, etc,

3,380

C
Synthetic resin and

Plastic Manufacturing
Nitrobenzene, Toluene,

Trimethylamine, Methyl ether, etc
106,125

D
Other chemical

products manufacturing
Phenol, Methyl ethyl ketone,

Toluene, Xylene, Methyl 2-propene, etc
10,529

E
Other chemical

products manufacturing
Benzene, Triethylamine,

N-N-dimethylformamide, etc
1,275

F
Basic chemical
manufacturing

Toluene, Methyl ethyl ketone,
Trioctylamine, etc

225,334

G Paint manufacture
Toluene, Xylene, Methyl ethyl

ketone, Ethyl acetate, etc
31,101

H Paint manufacture
Xylene, Toluene,

Butyl benzyl phthalate, etc
9,052

I
Pharmaceutical

manufacture
Ethyl acetate, m-Cresol, Ethylene

dichloride, Toluene, Tributylamine, etc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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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VOCs Analysis

9개 사업장의 THC 평균농도는 422 ppm, 범위는 8 ∼ 1,663 ppm으로 전체 202건의 THC

평균농도 439 ppm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으며, VOCs 8개 항목 분석결과 농도의 범위는 

0.050 ∼ 25.872 ppm의 범위이고 평균농도는 10.271 ppm를 나타냈는데 THC안에 VOCs가 일

부분을 차지하기에 8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로는 THC와 VOCs의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났다.

Division
THC
Conc

MEK Benzene MIBK Toluene
Butyl

acetate
Ethyl

benzene
Xylene Styrene

A
1,663 0.010 0.003 0.000 0.030 0.001 0.016 0.021 0.001

788 0.008 0.002 0.001 0.030 0.000 0.000 0.026 0.001

B
8 0.002 0.004 0.002 0.033 0.000 0.002 0.003 0.001

25 0.220 0.004 6.724 0.017 0.000 0.004 0.003 0.001

C
157 0.023 0.007 1.033 3.008 0.001 0.026 0.116 6.176

305 0.011 0.047 0.468 3.253 0.002 0.261 0.101 4.826

D
595 0.006 0.068 0.207 3.957 0.001 0.051 4.602 0.034

306 0.013 0.070 0.130 2.895 0.002 0.033 0.047 3.847

E 1,177 0.094 0.199 0.087 3.287 0.001 0.016 0.021 2.294

F
149 10.626 0.027 0.073 2.389 0.006 0.015 0.015 2.322

70 1.191 0.018 0.067 2.507 0.003 0.012 0.011 2.205

G
134 0.495 0.021 0.089 1.684 1.644 1.307 3.150 0.533

416 0.468 0.093 0.087 3.584 7.516 2.684 5.485 0.467

H
98 2.077 0.022 0.141 3.998 2.566 1.787 3.270 0.984

150 2.821 0.019 0.287 4.030 1.345 1.353 2.245 0.774

I
707 0.340 0.011 6.748 2.003 0.946 0.715 1.473 0.846

424 0.164 0.008 7.476 1.560 0.808 0.582 1.321 0.682

Avg 422 1.092 0.037 1.389 2.251 0.873 0.522 1.289 1.529

Max 1,663 10.626 0.199 7.476 4.030 7.516 2.687 5.485 6.176

Min 8 0.002 0.002 0.000 0.017 0.000 0.000 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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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Box-whisker plot(VOCs Analysis).

VOCs 8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항목별 구성비는 시설마다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일반적

으로 Fig. 10에 나타낸 것과 같이 톨루엔, 스틸렌, 메틸아이소부틸케톤, 자일렌의 농도가 높았

다. 톨루엔 25.1%, 스틸렌 17.0%, 메틸아이소부틸케톤 15.5%, 자일렌 14.3%의 순으로 나타났다.

벤젠이나 에틸벤젠 등의 배출농도는 0.4 ∼ 5.8%로 다른 항목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Fig. 10. Composition ratio by VOCs sub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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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EX 등 VOCs 물질별 배출농도를 분석해 본 결과 메틸에틸케톤(MEK)의 농도는 0.002 ∼

10.626 ppm 까지 나타났는데 F, G, H, I 사업장은 0.164 ∼ 10.626 ppm으로 접착제, 페인트 

제거제, 윤활유, 의약품 제조의 원료로 사용되어 다른 업체에 비해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벤젠의 농도는 0.002 ∼ 0.199 ppm 범위로 평균농도는 0.037 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인 10

ppm에 비해 매우 낮은 농도를 나타냈으며, 전라북도내 벤젠 사용량의 70%를 차지하는 E사업

장의 농도가 0.199 ppm으로 다른 사업장에 비해 높게 나타나서 다른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조

사를 통한 관리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메틸아이소부틸케톤(MIBK)은 불검출 ∼ 7.476 ppm, 평균농도는 1.389 ppm이었고 합성수지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업(B사업장)과 의약품 제조업(I사업장)은 3.363 ppm, 7.112 ppm으로 다

른 사업장에 비해 매우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톨루엔의 농도범위는 0.017 ∼ 4.030 ppm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주원료로 사용되어 평균

농도가 2.251 ppm으로 전 사업장에서 검출되었으며, A, B사업장에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뷰틸아세테이트의 농도범위는 불검출 ∼ 7.516 ppm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은 불검출이거나 

미량의 농도를 나타냈는데 도료제조, 의약품 제조업에서는 3.268 ppm으로 평균농도인 0.873

ppm 보다 높게 검출되었다.

에틸벤젠의 농도범위는 불검출 ∼ 2.684 ppm, 평균농도는 0.522 ppm이었고, 도료제조 및 의

약품 제조업인 G, H, I사업장에서 0.649 ∼ 1.996 ppm으로 평균농도보다 높은 값을 나타냈다.

자일렌의 농도범위는 0.003 ∼ 5.485 ppm, 평균농도가 1.289 ppm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페

인트 제조, 의약품 제조업인 G, H, I 사업장에서 높게 나타났다.

스틸렌의 농도범위는 0.001 ∼ 6.176 ppm, 평균농도는 1.529 ppm으로, 폴리스틸렌, 폴리에스

테르수지 제조나 도료제조의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에서 많이 배출되고, 이온교환수지를 제조하

는 C사업장에서 5.500 ppm으로 약 4배 정도 높게 검출되었다.

도료를 제조하는 G, H 사업장은 다른 사업장에 비해 VOCs 8개 항목이 높은 농도를 나타내

어 생산량과 운영상태에 따라 변화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유기용제 사용량과 적절한 방지시

설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기오염물질 중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벤젠 항목 이외에도 기준이 없는 에틸벤젠, 스틸렌 

등이 배출시설에서 검출되고 있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저감을 위해서는 이들 항목도 배출시

설 및 방지시설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메틸에틸케톤, 메틸아이소부틸케톤, 톨루엔, 뷰틸아세테이트, 자일렌 등 악취물질로 지정된 

물질도 대기배출시설에서 원료로 사용시 악취유발과 대기민원을 야기하는바 이들 물질도 휘발

성유기화합물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로 추가시켜 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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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oncentration by VOCs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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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도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한 후 54개 사업장 202개 배출시설에서 대기

배출시설의 총탄화수소(THC) 배출특성 연구를 위하여 THC 현장 실측조사와 함께 테들러 백

을 사용하여 VOCs 물질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업종별 THC 평균농도는 화학제품 제조업 638 ppm,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602 ppm, 고

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230 ppm, 그 밖의 제조업 232 ppm, 금속제품 제조업 2 ppm으로 조사

되었으며, 화학제품 제조업이나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과 같이 유기용제류를 많이 사용하는 사

업장 및 배출시설에서 THC 농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2) 같은 유기용제를 사용하더라도 THC 배출농도는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의 종류에 따

라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유기용제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THC

를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방지시설의 설치시 흡착에 의한 시설이나 직접 연소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3) VOCs 8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항목별 구성비는 톨루엔 25.1%, 스틸렌 17.0%, 메틸아이소

부틸케톤 15.5%, 자일렌 14.3%로 네 항목의 농도가 높았으며, 벤젠은 배출허용기준인 10 ppm

보다 훨씬 낮은 평균농도 0.037 ppm으로 나타났고, 톨루엔 평균농도 2.251 ppm, 최대농도 

4.030 ppm, 스틸렌 평균농도 1.529 ppm, 최대농도 6.176 ppm, MIBK 평균농도 1.389 ppm, 최

대농도 7.476 ppm, 자일렌 평균농도 1.289 ppm, 최대농도 5.485 ppm, MEK 평균농도 1.092

ppm, 최대농도 10.626 ppm, 뷰틸아세테이트 평균농도 0.873 ppm, 최대농도 7.516 ppm, 에틸

벤젠 평균농도 0.522 ppm, 최대농도 2.687 ppm 순으로 나타났으며, 생산량과 운영상태에 따라 

변화폭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최대값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발생의 원인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4)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탄화수소, 벤젠, 스틸렌, 에틸벤젠 등을 대기오염물질 및 특정대기

유해물질로 지정하고 있으나,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항목은 탄화수소와 벤젠으로 국한되어 있

고, 스틸렌, 에틸벤젠 등은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이 없고 총탄화수소(THC)의 배출허용기준으로 

규제하고 있어 배출실태를 정확히 알기 어려우므로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5) 휘발성유기용제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현재 총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시설은 도장시설, 인쇄 및 복제시설, 시멘트제조 중 소성시설 등 극히 제한된 시설만 기

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와 같이 THC가 높게 배출되는 다른 사업장들에 대한 

THC의 기준을 추가로 설정하여 총탄화수소 배출량을 줄이고 미세먼지 및 오존생성을 저감시

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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