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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0.4.3. 시행)

1  주요 내용

  (대기관리권역 확대) 대기관리권역을 現 수도권에서 전국 오염우려지역*으로 확대

     * 대기관리권역 확대(안):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기본·시행계획 관련)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5년) 및 시·도 시행계획 수립·이행

    (기본계획) 대기환경개선 목표, 배출원별 배출량, 대기오염도, 배출원별·행정구역별 배출

허용총량, 저감계획, 총량관리 오염물질 할당기준, 직전 계획 평가 등 포함

    (시행계획)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하여 환경부장관 승인, 매년 추진실적 

보고, 환경부장관은 목표 미달성 시·도에 개선계획 제출 요구·승인

  (위원회 관련)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 위원장: 환경부장관, 위원: 관계부처 차관 및 권역포함 시·도 부시장·지사, 전문가, 

기본·시행계획 수립·변경, 사업장 총량관리 사항 등

    (실무위원회) 관계부처·시·도 공무원 및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회 심의안건 조정·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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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대기관리권역 관리체계

주요 내용 주  체 비  고

대기관리권역 지정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위 지역의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대통령

기본계획 수립·평가

▪관리 대기오염물질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학물, 먼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주요 내용
 ·대기환경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저감 계획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시·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총량 할당기준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 공청회 

등 의견수렴 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심의, 확정

환경부장관 5년 주기,

시행계획 수립·추진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심의, 환경부장관 승인

시·도지사 5년 주기

추진실적 보고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목표 미달성시 개선계획 제출, 환경부장관 승인

시·도지사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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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량관리 관련) 권역 내 일정 배출량 이상*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총량관리 시행

     * 수도권기준: 1~3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연간 NOx 4톤, SOx 4톤, TSP 0.2톤 초과배출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설치·변경허가를 득한 기존 업체는 시행령에서 정해진 기간 내 

총량관리사업장 신고, 이후 설치·변경* 시는 대기관리권역법 적용

    사업자에 총량 할당 시에는 기본계획의 저감계획, 지역배출허용총량, 과거 5년간 배출량, 

최적방지기술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할당

     ※ 시·도 위임 시, 업체별 할당안에 대하여 환경부와 사전 협의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기기의 부착 및 측정기기 관련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3종 사업장에 한하여 배출허용기준 특례(완화) 적용

  (자동차관리 관련) 권역내 특정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화 및 저공해 조치 미이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수도권→전국 대기관리권역, 시·도 조례 사항)

    어린이 통학버스 및 택배화물차 경유차 사용제한(‘23.4.3일부터 신차에 한함)

  (기타 배출원 관리 관련)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가정용 보일러의 제조·판매 사용 제한, 

항만·선박 대기오염원 관리 및 공항 대기개선계획 수립, 소규모 배출원 규제 근거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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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수도권역의 배출허용총량 사례

  •배출량 전망은 서로 다른 성장율을 갖는 점·면·이동의 합으로 결정되고 목표농도 준수를 위한 

지역배출허용총량과의 차이를 삭감대책으로 만들어 지역 삭감량 준수

  •미래 목표농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지역배출총량을 기준하여 사업장 할당량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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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부문 지역별 배출허용총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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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관리체계

주요 내용 주  체 현 수도권법

배출허용총량 설정
및 할당기준

▪(기본계획)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및 시·도별 지역배출허용총량 설정

 *배출시설, 자동차, 생활오염원
▪(기본계획) 사업장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 설정

환경부장관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

(수도권법 기준: 1~3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연간 
NOx 4톤, SOx 4톤, TSP 0.2톤 초과배출 사업장)

대통령

사업장 허가

▪총량사업장 설치·변경 허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설치·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변경신고를 하고 설치·설치 중인 자는 총량
사업장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정하는 기간 안에  
관련 사항을 신고 
▪허가·변경허가 시 최적방지시설 설치 조건
▪지역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허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위임

사업장별 할당
▪기본계획의 할당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 할당
▪할당을 시·도위임 시 환경부장관과 협의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위임

특례
▪배출부과금 감면, 황함유기준 미적용
▪3종 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 완화

환경부장관

이전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의 매매 등 이전 가능 환경부장관

총량초과과징금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초과 시 과징금 부과·징수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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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 법 관련사항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환경규제지역‘을 폐지하고 대기관리권역에 포함하여 관리

    ※ 대기관리권역 관련 조항

      - 배출시설에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가능(16조)

      - 휘발성유기화학물 규제(44조),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63조) 등 

  - ’저공해차 의무판매‘ 및 ’저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의무를 수도권법에서 이관, 전국으로 확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종합계획에(정부) 따른 시행계획(시·도지사) 수립·추진실적 보고 

    ※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시행계획에 미특법 종합계획이 반영된 경우 의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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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대기관리권역법 시행 이전·이후 비교

주요 내용 이  전 이  후 비  고

관리 방식
 ·지자체별, 
 개별 오염원별 관리

 ·권역중심의 광역적 오염원 관리
 ·기본·시행계획 추진 등 체계적 관리

배출시설 관리

 ·농도관리
 ·방지시설, 특정기기 부착 
등 일반사항

 ·농도관리 + 총량관리,
 배출허용총량 할당으로 총량 감축
 ·최적방지시설, TMS 의무 부착 등 
 권역내 사업장 특별 관리

자동차 관리

 ·배출허용기준, 공회전 제한 
등 일반사항

 ·저공해 조치, 운행차 개선
명령

 ·특정경유자동차 관리 강화
 ·경유자동차 교체 지원
 ·특정용도 자동차의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필요 시 경유자동차 운행 제한 

기타 배출원 관리
 ·유류, 비산먼지, VOC 등
 일반사항

 ·특정건설기계 등의 관리
 ·항만·선박 대기오염원 관리
 ·공항의 대기개선계획 수립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관리
 ·인증 받은 가정용 보일러 제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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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관련 법 비교

주요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특별법 대기관리권역법

관리지역 지정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대기환경규제
지역)

수도권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서울,인천,경기)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이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관리물질 대기오염물질 64종 관리물질 7종(총량관리 3종) 관리물질 7종(총량관리 3종)
기본·종합계획수립10년마다 수립(종합계획) 10년마다 수립(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기본계획)

위원회 -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실무 위원회권역별 대기환경 관리·실무 위원회
사업장

배출허용총량할당 - 시·도지사 위임
시·도 위임시 환경부와 협의하여 
  업체별 할당량 결정

굴뚝자동측정
기기 부착 일정 용량·배기가스량 이상 일정 시설규모·발생량 이상 전체 총량관리사업장

사업장 특례
배출허용기준 이내라도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른 부과금 부과
일정 조건 만족 시 면제

전체(1~3종) 총량사업장에 배출
허용 기준완화
기본·초과 배출부담금 면제

3종 총량사업장에 한하여 배출
허용 기준완화

경유자동차 
사용금지 - - 어린이 통학차량 및 택배용 화

물차 신규 경유차 사용 제한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관리 저공해조치 명령·권고
수도권 내 저공해조치 및 
  운행제한

권역내 운행제한, 공공공사 저공해 
조치 경유차·건설기계 사용 의무

기타 배출원 
관리 - - 항만․선박․공항 오염원 관리, 

생활주변 소규모배출원 관리 

가정용 보일러 - -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만 
제조·공급 또는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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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하위 법령 주요 제정사항

구   분 하위법령 주요내용 시행령 시행규칙

용어 
정의

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 지정 ○

배출시설  산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 ○

최적방지시설  산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 및 기준농도 ○

특정경유자동차  엔진배기량 등 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하는 기준 ○

대기
오염도 
측정

공개  공개 방법 ○

기준초과 시 조치  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청 기준 ○

계획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중 그 밖에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

 대기환경연구지원단 구성·운영 사항 ○

 기본계획 추진실적의 국회 제출 주기, 포함사항 ○

시행계획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추진실적 보고 사항 ○

위원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중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구성 방법
 사무기구의 구성

○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  실무위원회에의 위임 방법 ○

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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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하위법령 주요내용 시행령 시행규칙

총량제

허가

대상  총량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

허가사항  설치·변경 허가 시 제출 사항 ○

신고사항  변경 허가·신고 사항 ○

기존업체
신고

 기존 사업장의 총량사업장 신고 기한, 신고 내용 ○

할당

고려사항  사업장별 할당 시 그 밖의 고려 사항 ○

시기·절차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절차·방법 ○

이의신청  이의신청 절차와 결정 통지 사항 ○

측정

측정기기
 측정기기의 부착 대상, 측정기기의 종류, 설치·관리방법,   
 배출량 산정방법, 측정결과의 보존 기간 

○

배출량 산정  측정기기 미부착 사업장의 배출량 산정 방법 ○

보고  사업자의 배출량 산정결과 제출 사항 ○

특례
부과금  배출부과금 감면 및 황함유 기준의 적용 제외 범위 ○

허용기준  배출허용 특례 기준 ○

총량
조정

이전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증량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

 배출허용총량 이전 양, 지역 범위 및 이전절차 ○

조정  배출허용총량 조정 방법 ○

감량  초과배출량에 대한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감량 ○

과징금
 총량초과 과징금 및 가산금을 위임한 경우의 징수비용 교부 ○

 총량초과 과징금의 산정기준 ○

자발적 협약  자발적 협약의 체결, 이행결과 보고, 확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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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하위법령 주요내용 시행령 시행규칙

자동차
특정경유자동차

 대기법 운행차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설정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검사 면제 방법 ○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권역외 사업용 특정경유자동차의 지원 기준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의 검사방법·절차 사항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특정경유자동차의 성능 유지 사항 ○

연료 정보공개  권역내 자동차 배출등급, 자동차 연료품질등급의 구분·방법 ○

특정
건설
기계

대상 기관  규제적용 공공기관의 범위 ○

사용금지 범위  특정건설기계 등의 사용 금지 토목사업 등의 규모 ○

소규모
배출원

행위제한  행위의 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 명령의 범위 ○

가정용
보일러

인증 기준  권역내 제조·공급, 판매하는 보일러의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

인증 방법  인증의 신청, 기준 및 방법 ○

특별회계  특별회계 세출 항목 중 그 밖에 정하는 사업 ○

재정 지원의 중단  시행계획 미 수립·시행 등 시 그 밖에 조치 사항 ○

보고 및 검사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 제출을 하게 하는 경우 ○

수수료  총량사업장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수수료 사항 ○

권한
위임

권한의 위임·위탁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 위임할 사무 범위 ○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사무 범위 ○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의 부과 기준 ○



- 13 -

II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1  제도 개요

  (개 요) 사업장에 연도별·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

【총량관리와 농도규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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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량제 장단점

구  분 장   점 단   점

주요내용

· 일률적 농도관리에서 환경 용량을 고려한 관리 
가능

· 오염물질 저감(이행) 수단 다양
※ 배출권거래, 연료전환, 방지시설 설치·개선, 가동률 조정 등

· 단순 농도규제 시 보다 행정비용 추가 소요

· 배출허용총량 규제에 따라 배출시설 신·증설  
제한

  (대상오염물질)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 Total Suspended Particles)

  (대상 사업장) 대기관리권역 1~3종 사업장 중 NOx(4톤/년), SOx(4톤/년), TSP(0.2톤/년) 초과

※ 먼지의 경우 현재 공통시설(발전, 보일러, 소각,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만 적용

  (운 영 방 식) 사업장별로 5년 단위로 연간 배출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할당 및 매년 

이행평가를 통해 점진적인 감량 유도

  - (패널티) 배출량 초과 시 총량초과과징금 부과 및 차년도 할당량 삭감

  - (인센티브) 30% 완화된 농도규제 적용*, 대기배출부과금(기본 및 초과) 면제 등

* ’20부터 적용되는 대기관리권역법에서는 3종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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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수도권 대기총량사업장 현황(‘18.12 기준)

(’19.4월 기준, 단위: 개소)

<권역 확대 예상지역 포함 현황> 
(단위: 개, 개소)

지역
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중복

사업장 배출구 사업장 배출구 사업장 배출구 사업장 배출구 사업장 배출구
계 1,015 5,662 896 4,774 348 2,177 351 830 580 2,119

수도권 407 2,708 374 2,565 81 537 111 199 159 593

동남권 290 1,219 232 801 159 790 102 239 203 611

충청권 233 1,153 214 945 65 442 105 307 151 541

호남권 85 582 76 463 43 408 33 85 67 374

구분 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중복
사업장 배출구 사업장 배출구 사업장 배출구 사업장 배출구 사업장 배출구

계 405 2,699 375 2,557 80 447 110 198 160 503 

서울 34 151 34 151  1  3  5  11  6  14  

인천 71 512  68 500  11  78  20  40  28  106  

경기 300 2,036  273 1,906  68  366  85  147  126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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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총량관리제도 추진경과

   ‘03. 12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수도권의 심각한 대기오염을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등 도입

   1차 할당(할당기간: ‘08년～‘12년)

   - ‘07.7월: 1단계 사업장(대기 1종) 배출허용총량 할당
* NOx 30톤/년 초과, SOx 20톤/년 초과 사업장, 먼지는 배출량 측정 등 기술적 이유로 할당 유예

   - ’10.2월: 2단계 사업장(대기 2종)으로 적용 확대
* NOx 4톤/년 초과, SOx 4톤/년 초과 사업장

   2차 할당(할당기간: ‘13년～‘17년)

   - ‘12.11월: 1단계 사업장에 대해 2차 배출허용총량 할당

   - ‘16.1월: 3단계 사업장(대기 3종)으로 적용 확대
* 대기관리권역에 경기도 4개시(포천·안성·여주·광주) 편입

   3차 할당 및 먼지 1차 할당(할당기간: ‘18년～‘22년)

   - 먼지는 공통시설(발전․소각 등) 시행

   대기관리권역 확대(예정)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19.4.2), 시행(‘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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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총량관리제도 운영성과

  제도 시행 이후 배출량이 점진적으로 감소

    (NOx) ‘07년 대비 ‘12년까지 10%, ’17년까지 48% 감소 

    (SOx) ‘07년 대비 ‘12년까지  9%, ’17년까지 33% 감소

< 1단계 사업장 배출량 현황* >

(단위: 톤, %)

   

대상
물질

시행전 1차  할당기간 2차  할당기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NOX

(저감율)

30,444 25,812 24,744 29,061 27,381 27,521 25,880 19,627 16,795 17,541 15,795 

　 △15% △19% △5% △10% △10% △15% △36% △45% △42% △48%

SOX

(저감율)

11,873 8,723 12,114 11,782 11,400 10,751 12,125 8,648 9,908 10,040 7,926 

　 △27% 2% △1% △4% △9% 2% △27% △17% △15% △33%

* 1단계(‘08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장 대상(질소산화물 80개, 황산화물 21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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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외 지역 비교 : 총량관리제를 시행한 수도권 지역과 농도

규제만 시행한 수도권 외 지역의 배출량 저감 추이를 분석(TMS 부착대상)한 결과

    (NOx) 수도권 지역의 경우 매년 감소추세가 뚜렷이 보이나,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17년도만 감소가 나타남

    ⇒ (수도권) ‘07년 대비 ’17년 29% 저감, (수도권 외) ‘07년 대비 ’17년 6% 저감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수
도
권

배출량(톤) 31,979 28,103 26,184 31,976 30,915 31,620 31,620 23,797 23,194 24,296 22,609 
저감률(%) - △12% △18% 0% △3% △1% △1% △26% △27% △24% △29%
업체수(개소) 120 138 132 160 167 168 168 173 173 179 214

非
수
도
권

배출량(톤) 235,178 241,239 241,517 246,221 244,149 250,502 250,502 257,735 251,329 246,950 219,920 
저감률(%) - 3% 3% 5% 4% 7% 7% 10% 7% 5% △6%
업체수(개소) 277 288 288 291 305 308 308 304 313 320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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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x) 수도권 지역의 경우 수도권 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배출량 감소추세가 나타남

    ⇒ (수도권) ‘07년 대비 ’17년 8% 저감, (수도권 외) ‘07년 대비 ’17년 7% 저감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수
도
권

배출량(톤) 10,148  7,558  10,513  10,789  10,184  9,400  9,400  8,981  10,912  11,347  9,340  
저감률(%) - △26% 4% 6% 0% △7% △7% △11% 8% 12% △8%
업체수(개소) 44 76 76 83 86 84 84 84 78 79 88

非
수
도
권

배출량(톤) 107,778 111,080 99,740 107,773 107,973 112,659 112,659 108,953 107,679 109,472 100,136 
저감률(%) - 3% △7% 0% 0% 5% 5% 1% 0% 2% △7%
업체수(개소) 127 161 163 156 170 172 172 177 178 184 198

※1) 수도권 지역의 황산화물 증가원인 : (‘09년) 영흥화력 3∼4호기 가동, (’15∼16년) 영흥화력 5∼6호기 가동

및 저유가로 평택발전 가동률 증가

2) 수도권 외 지역의 ‘17년 배출량 감소원인 : 방지개선 및 가동률 조정(가동중지, 가동률 감소 등)이 주원인



- 20 -

참고  총량관리제도 업무절차 (수도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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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 

  (할당대상) 

  - 최근 2년 중 1년이라도 연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이 NOx(4톤 초과), SOx(4톤 초과), 

TSP(0.2톤초과, 현재 공통연소시설만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

  - 신규설치 배출시설로서 총량대상 배출량에 해당되는 경우

  (할당시기) 설치 허가증 교부 시 연도별(5년간)·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 할당

  (할당방법) 배출시설별·연도별 총량할당계수와 할당계수단위량의 곱으로 산정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 x 할당계수단위량**

* 총량할당계수: 오염물질의 단위배출량(초기할당계수, 최종할당계수)

** 할당계수단위량: 연간 연료·원료사용량, 연간 제품생산량 등(활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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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할당방법)

  - (초기연도) 과거 실재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

  - (최종연도)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에 

배출되는 수준으로 할당

  - (중간연도) 초기 및 최종 연도간 선형 비례삭감을 

원칙으로 할당

    ※ 5년간 총량할당시 1차연도 배출허용총량은 직전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할 수 없음

   (할당 세부방법) 

<초기 및 최종 할당계수>

 최근연도 단위배출량x[1-{(최근연도 평균배출농도-배출시설별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최근연도 평균배출농도}]

   * 최근연도란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하는 해의 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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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배출허용총량 할당량 산정 예시

◦총량관리대상 항목 : 질소산화물
◦배출시설명 : 기체연료(LNG)를 사용하는 10메가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시설
◦당해 시설의 연도별 활동도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평균
연료사용량(천㎥) 92,287 93,326 93,302 94,789 93,390 93,419

배출량(kg) 85,227 86,792 86,771 88,154 87,392 -
◦당해 시설의 최근연도 질소산화물 평균배출농도 : 12.00 ppm
◦시행규칙 별표1제2호 2017년부터의 질소산화물 최적방지시설 기준 농도 : 20 ppm
◦시행규칙 별표1제2호 2018년부터의 질소산화물 최적방지시설 기준 농도 : 5 ppm

  ⇒ 초기 및 최종 할당계수는 산식 적용(수도권법 시행규칙 별표3제2호 가목 1,2)

1차(초기) 연도 할당량 5차(최종) 연도 할당량 
= 초기할당계수 × 할당계수단위량(5년평균)
= [최근연도 단위배출량(배출량/활동도) × {1-((최근연도 평균 

배출농도-별표1 제2호의 2017년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
최근연도 평균배출농도)}] × 할당계수단위량(5년평균)

= [(87,392 ㎏/93,390 천㎥) × {1-((12-20)/12}] × 93,419 천㎥
= 1.5597 ㎏/천㎥ × 93,419 천㎥ = 61,482 ㎏

= 최종할당계수 × 할당계수단위량(5년평균)
= [최근연도 단위배출량(배출량/활동도) × {1-((최근연도 평균 

배출농도-별표1 제2호의 2018년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
최근연도 평균배출농도)}] × 할당계수단위량(5년평균)

= [(87,392 ㎏/93,390 천㎥) × {1-((12-5)/12}] × 93,419 천㎥
= 0.3900 ㎏/천㎥ × 93,419 천㎥ = 15,374 ㎏

※ 권역확대 시 초기 할당계수는 최근연도 단위배출량으로 함

연도 2020년(1차) 2021년(2차) 2022년(3차) 2023년(4차) 2024년(5차)
배출허용총량(㎏) 61,482 49,955 38,428 26,901 1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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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굴뚝자동측정기 부착시설) 관제센터로 전송되는 30분 오염물질 측정값·유량으로 산정

  (굴뚝자동측정기 미부착시설) ◯1  배출계수 적용 ◯2  단위배출계수(연간배출량/연간활동도) 적용 

◯3  자가측정결과 적용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 ’18년 지역별 배출허용총량, 할당량, 배출량 현황】
            (단위: 톤, %)

지역
NOX SOX TSP

총량 할당량 배출량 총량 할당량 배출량 할당량 배출량

서울

(비율)

1,318 1,166

(88*) 

695

(60**) 

20

 

6

(30) 

0.3

(5) 

9

 

6

(67) 

인천

(비율)
14,603 

14,109

(97) 

9,301

(66) 
7,799 

6,997

(90) 

5,895

(8) 
299 

218

(73) 

경기

(비율)
24,755 

21,903

(88) 

15,674

(72) 
6,269 

6,020

(96) 

3,238

(54) 
151 

86

(57) 

* 할당량비율(%): 할당량/배출허용총량x100 ** 배출량비율(%): 배출량/할당량x100

※ ‘18년 수도권 지역배출허용총량 (NOx 42,709톤, SOx 14,510톤, 정부예비분 포함(각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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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출허용총량 배출권 거래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그 연도 내에 

다른 총량관리사업장에게 매매(이전)

   배출권 거래 이전 절차

거래대상 탐색

⇒

거래계약

⇒

거래신청

⇒

승인·이전

사업장 사업자↔사업자 사업자→수도권청 수도권청

거래게시판 검색 온라인 계약체결 판매,구매자 신청

지역총량 초과여부 확인 등 

거래승인 후 배출권 

이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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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총량제 배출권 거래 현황

 ’18년도 거래 개요

 - 거래(이전) 참여 업체수 : 총 169개 업체 참여, 질소산화물(1,366톤), 황산화물(143톤), 먼지(9톤) 거래

 - 거래단가: 질소산화물(207원/kg), 황산화물(140원/kg), 먼지(2,638원/kg)

이행
연도

거래건수
(무상전체)

거래량(kg) 거래금액(천원) 거래단가(원/kg)

계 NOx SOx TSP 계 NOx SOx TSP NOx SOx TSP

‘08년  18(6,3/3) 1,009,998 894,104 115,894 - 28,943 5,525 23,418 - 250 319 -

‘09년 19(11,7/4) 566,612 325,608 241,004 - 18,812 7,343 11,470 - 221 96 -

‘10년 80(21,12/9) 2,295,497 582,803 1,712,694 - 164,462 76,177 88,285 - 188 58 -

‘11년 88(31,25/6) 2,278,555 710,490 1,568,065 - 162,651 81,027 81,623 - 178 53 -

‘12년 105(34,27/7) 3,269,441 1,868,067 1,401,374 - 255,359 129,362 125,997 - 93 92 -

‘13년 171(36,31/5) 4,933,000 2,031,543 2,901,457 - 991,674 475,069 516,605 - 285 180 -

‘14년 103(20,19/1) 1,740,150 1,192,650 547,500 - 518,139 371,212 146,928 - 385 269 -

‘15년 96(20,15/5) 1,143,669 1,077,469 66,200 - 250,490 244,298 6,194 - 265 140 -

‘16년 103(27,24/3) 1,223,079 1,133,579 89,500 - 232,084 216,829 15,255 - 225 197 -

‘17년 146(33,28/5) 1,394,458 1,243,492 150,966 - 261,967 247,949 14,017 - 229 124 -

‘18년 173(22,18/3/1) 1,518,465 1,366,064 143,324 9,077 300,468 257,253 19,352 23,863 207 140 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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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향후 계획

권역별 대기환경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사업장 총량제 확대관련 기초조사* 용역 추진(6월∼) 

     * 7～8월 사업장 현장조사 관련 지자체 협조 요청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관련 공청회·설명회·시행협의회·업종별협의회 등 의견수렴(6월∼) 

   ○ 시행협의회: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산업계 등을 포함한 권역별 협의회 구성, 대기관리권역 지정, 

기본계획, 총량제 등 논의 (금강/낙동강/영산강청 주관, 7월～)

   ○ 업종별협의회: 전체 협의회 및 5～6개 업종별 분과 협의회 구성, 총량제 관련 사항 협의·논의(7월～)

   ○ 설명회: 총량제 관련 지자체 담당자 및 사업장 대상 설명회(10월～)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입법예고(10월∼) 및 시행(’2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