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제3조 관련)

구 분(업종) 배출시설 기 준

1. 유기용제 및 페인

트 제조업

가. 제조시설 (1)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

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펌프, 밸브, 배관에 대하여는 육안으로 누출여

부를 확인하고 누출시에는 15일이내에 이를 수

리하여야 한다.

(3)혼합시설과 이동식 저장시설 상부에는 덮개를

설치하여 외부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한

다.

나. 저장시설 (1) 저장시설은 밀폐구조이어야 하며, 환기구를

통해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방지시설을

설치․처리하여야 한다.

(2) 충전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전량 운

송차량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2. 선박 및 대형 철

구조물 제조업

가. 세정시설 유기용제 사용시설은 밀폐구조이어야 하며 국소

배기장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을 설치

하여 대기로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도장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44

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된 야외도장시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다

페인트 사용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작업방법

등의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그 외 도장시설은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유

기화합물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저장시설 1. 유기용제 및 페인트제조업중 나. 저장시설의

기준에 준한다.

3. 자동차제조업 가. 저장시설 1.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중 나. 저장시설의

기준에 준한다.

4. 기타 제조업 가. 세정시설 (1) 유기용제 사용시설은 밀폐구조이어야 하며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저장시설 1.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중 나. 저장시설의

기준에 준한다.

5.폐기물보관처리시

설

가. 보관시설 (1) 저장시설은 밀폐구조이어야 하며, 환기구를

통해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방지시설을



* 비고 : 도장, 세정 등 유기용제 사용시설에 대해 가능한한 유기용제 사용을 억제하고,
사용 도료내 유기용제 함유량을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권장한다.

(폐기물관리법시행

령 제3조 별표1에

의한 폐유,폐유기

용제 및 폐농약)

설치․처리하여 대기로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충전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전량

운송차량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나. 파쇄․분쇄․절

단시설

파쇄․분쇄․절단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을 막

기위하여 밀폐 혹은 밀폐와 동등한 효과의 시설

설치또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소각시설

라. 고온열분해시설,

마. 건류시설

시설 투입구 및 배출구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의 배출을 방지하여야 한

다.

바. 용융시설,

사. 증발․농축반응시설,

아. 정제시설,

자. 유수분리시설,

차. 응집침전시설

시설은 밀폐구조여야 하며, 환기구를 통해 배출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방지시설을 설치․처리

하여 대기로의 배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카. 건조시설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의 배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