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업지원사업 주요실적
순번

업체명

지원내용

1

대기

방지시설의 환경오염물질 처리효율 저하(행정처분)로 인한
고효율 방지시설 설치검토·기술지원을 통한 처리효율 증대

2

대기

방지시설의 환경오염물질 처리효율 저하로 인한 신규 대기
방지시설 설치검토·기술지원을 통한 먼지 발생량 저감 기여

3

대기

방지시설 노후·부식으로 인한 작업환경 악화 등에 따른 신규
방지지설 설치검토·기술지원을 통한 작업환경 개선 기여

4

대기/수질

환경관리 취약 및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원스톱 기술지원
을 통한 환경·안전사고 사전 예방

5

화학물질

화학물질 취급 영세사업장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등의 준
수사항 및 환경·안전 진단을 통한 화학사고 발생 예방

6

기업환경지원사업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7

환경기술인 대상
기업환경지원사업 소개

센터 기업환경지원사업과 유관기관의 기술지원 간 정보공
유 및 센터를 활용한 기업사업의 연계 추진방안 모색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기술인 대상 기업환경지원사업
및 사례설명회를 통한 올바른 환경의식 제공 및 자발적으
로 환경오염 예방에 동참 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체계 정착

① 고효율 방지시설 교체를 통한 배출오염물질 저감
<애로사항>

○ 기존 대기방지시설은 병렬로 설치된 흡착에 의한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배출가스 농도가 고농도이므로 흡착효율이 낮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활성탄 교체주기가 짧아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음

○ 신규 농축형 촉매연소시설(RCO)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기술지원 필요
<지원내용>

○ 신규 방지시설(RCO) 검토 및 현장 공정에 대한 현장 진단 실시
- 오염물질 배출농도의 경우 법적기준치 초과
구 분

배출농도

법적기준치

비 고

609

200

304% 초과

523

200

261% 초과

THC(ppm)

○ 신규 방지시설(RCO)은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VOCs 농도의 수준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수준의 농도로 농축, 연소시켜 오염물질(VOCs)을 에너지원으로
저연료 운전이 가능하며, 높은 환경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개선 전(1차활성탄+2차활성탄)

개선 후(농축형 촉매연소)

개선 전(1차활성탄+2차활성탄)

개선 후(농축형 촉매연소)

<지원성과 >

○ 환경적 효과
-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로 환경오염물질 저감효과 약 95~97%
구 분
THC
(ppm)

처리 전

처리 후

비 고

00기업

609

26.2

95% 개선

00기업

523

14.9

97% 개선

○ 경제적 효과
- 광주광역시청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으로 설치비 1,064백만원 절감
- 방지시설 여과재(활성탄) 교체 비용 2.8백만원 절감
·활성탄소모량(4톤/회)×활성탄비용(180만원/톤)×교체주기(2회/년)×대상업체(2개, 삼경기업·부영기업)

- 행정처분 취소에 따른 안정적인 사업운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② 대기방지시설 설치 기술지원을 통한 미세먼지발생 저감
<애로사항>

○ 도장작업을 위해 설치한 도장부스 방지시설의 노후로 인한 작업능력 저하
○ 자동차페인트를 도장 및 건조하는 과정에서 먼지 및 유기용제(악취) 발생

<지원내용>

○ 현장실사를 통한 개선계획서에 대한 자료검토 및 방지시설 오염도 검사 실시
- 문제점: 현재 사용 중인 대기방지시설의 오염물질 처리 효율 저하
- 지원내용: 방지시설 신규 교체를 통한 효율 향상
흡착에 의한 시설(380m3/min)→여과 및 흡착에 의한 시설(380m3/min)

현장실사

개선 전

개선 후

<지원성과 >

○ 환경적 효과
-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로 환경오염물질 저감효과 약 44~96%
- 적정 방지시설 적용으로 오염물질 포집 및 처리효율 증대로 작업환경 개선
구 분

처리 전

처리 후

비 고

먼지(mg/m3)

86.8

2.9

96% 개선

THC(ppm)

39.0

22.0

44% 개선

○ 경제적 효과

- 광주광역시청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으로 설치비 38백만원 절감
- 배출초과 부과금 7.4백만원 절감
구 분

비 용

비 고

배출초과부과금(먼지)

741만원/년

·오염물질 부과금액(770원/kg)×초과배출량(0.83톤/년)×
지역별부과계수(2.0)×산정지수(5.8027)

③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을 통한 오염물질 처리효율 증대
<애로사항>

○ 기존 방지시설의 노후 및 처리효율 저하로 인한 사업장내 환경여건 열악
○ 덕트내 이물질 퇴적으로 인한 압력손실 증가로 인한 포집효율 저하 및 화재
발생 사고 위험노출

<지원내용>

○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장실사
- 문제점: 운영 중인 방지시설(흡착에의한시설(400m3/min))노후·부식으로 인한 오염
물질 처리효율 저하 및 배풍기 배출량 감소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작성 및 환경설비 운영 관리 미흡
- 지원내용: 방지시설 신규 교체를 통한 효율 향상
흡착에 의한 시설(400m3/min)→여과 및 흡착에 의한 시설(400m3/min)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작성·보관방법 및 자가측정주기·항목 관련교육

개선 전

개선 후

<지원성과 >

○ 환경적 효과
-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로 환경오염물질 저감효과 약 84%
- 국소배기장치 신규 설치 등을 통한 작업환경 개선
구 분

처리 전

처리 후

비고

먼지(mg/m3)

3.2

0.5

84% 개선

○ 경제적 효과

- 광주광역시청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으로 설치비 53백만원 절감
-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및 관리로 사업장의 안정적 운영 가능

④ 영세사업장 원스톱 기술지원을 통한 환경사고 예방
<애로사항>

○ 영세사업장의

수질·대기방지시설의 노후화와 시설운영·관리 전담인력 부
재로 인한 환경관리 운영에 취약점 노출

○ 환경관리 취약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사고 저감방안을 위한 자치단체에서 센
터 기술지원 요청

<지원내용>

○센

터: 환경설비 운영관리 및 준수사항 등 기술적 애로사항 기술지원

자치단체: 관련법규 등 행정적 애로사항 기술지원

○ 방지시설 적정 운영방안 제시

- 대기·폐수처리시설 적정관리를 위한 기술지원(자체 설비개선 유도)
- 방지시설 운영 및 관리사항에 관한 매뉴얼 제공

집수조 청소

폐수관로 청소

활성탄 교체

<지원성과 >

○ 환경적 효과
- 안정적인 폐수처리시설 운영으로 방류수 처리효율 향상
- 방지시설 운영·관리방안 애로사항 해소
항 목

개선 전

개선 후

비고

여과 필터

흡착효율 저하

여재 교체
및 주기선정

적정운영

○ 경제적 효과

- 배출·방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전·관리로 인한

관련규정 준수

- 환경설비 부적정 운영 해소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절감

⑤ 화학물질 취급 영세사업장 환경·안전 진단을 통한 사고예방
<애로사항>

○ 화학물질관리법 준수사항에 대한 사업장 스스로 운영·관리 어려움 발생
○ 영세사업장으로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적정운영 및 관리미흡
○ 화학물질관리법 해당 사업장에서 갖추어야할 기준 준수 미흡

<지원내용>

○ 허가 및 신고 분야
- 화학물질관리법에 인허가 변경 관련 허가분야 교육 및 자료 제공
-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의 변경허가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관련 안내

○ 기준 준수

- 저장탱크 주변 및 출하시설과 유해화학물질 취급 주변에 보호구함 재배치
-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선임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종사자와 관련된 교육 실시

안전보건 표지판 부착(예시)

보호구함 비치(예시)

<지원성과 >

○ 환경적 효과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관리 기준 및 법령, 정보에 대한 폭넓은 이해
- 단계적 시설개선 계획 수립을 위한 관리 및 점검리스트 마련
- 화학물질취급사업장 현장 진단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 경제적 효과

- 화학물질관리법률 위반사항 등 위험요소 해소를 통한 안정적 조업 가능
- 화학물질관리 개선을 통해 약 5천만원의 벌금 절감 효과 발생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⑥ 기업환경지원사업 활성화 추진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추진목적>

○ 센터 기업환경지원사업과 유관기관의 기술지원 간 정보공유 및 센터를 활용한
기업사업의 연계 추진방안 모색
- 센터의 중소·영세 사업장 기술지원 추진방향 소개
-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 논의
-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광역시청·각구청 환경관리담당, 센터담당자 등 16명

<기대효과>

○ 기업환경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센터 자체추진 외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기술지원 추진
※ 현재: 광주광역시청(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북구청(공동기술지원)과 공동기술지원
향후: 현재 실시하는 시청·북구청외 각 구청별 센터와 공동 기술지원 진행

- 2020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 기술지원 추진
※ 광주광역시 소규모 방지지설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시청·구청 내 등록된 영세 및 노후
방지시설 운영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센터 요청

간담회 추진 목적 안내

기업환경지원사업 안내

활성화 방안 논의

⑦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기술인 대상 기업환경지원사업 설명회
<추진목적>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기술인 교육으로 올바른 환경의식 제공
○ 단속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사업체가 자발적으로 환경오염예방에 동참 할 수
있도록 예방 위주의 환경관리체계 정착
- 센터의 기업환경지원사업 안내 및 지원사례 소개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에 따른 기업 애로사항 청취

<공동협력>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북구청, 서구청
<기대효과>

○ 환경관리능력 향상을 통한 오염물질 적정관리 및 미세먼저 저감 기여
- 영세·중소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사업 추진

○ 사업장내 환경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교류 활성화
- 유관기관과 협력 활성화를 통한 센터 인지도 확대

○ 교육 참석자: 총438명

- 광산구청(4회, 161명), 북구청(4회, 90명), 서구청(4회, 187명)

기업환경지원사업 및 사례소개

언론홍보(일요서울)

언론홍보(아시아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