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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측정 패러다임의 변화 
- 부지경계측정법 (Fenceline Monitoring) – 

 
광운대학교 환경공학과 유경선교수 

 

 

 

 

환경 분야에서 측정분석은 국가와 사업장 그리고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이다. 이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측정되어야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리수준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1. 굴뚝과 연돌 자동측정 

 

대기분야의 측정분석 흐름을 살펴보면 대기환경보전법이 발효된 1990년대 

초반까지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흡수병에 채취하여 용해된 오염물질의 

농도를 분석하는 직접측정 방식의 공정시험법이 주된 방법이었다. 이후 굴뚝에 

분광학적 기법을 적용한 연돌 자동측정기(CMS, Continuous Emission Monitoring 

System) 부착이 도입되고 2000년대 중반 사업장 총량제가 시행되며 

자동측정기기 사용이 확대되었다. 대형 배출시설은 SOx, NOx, 먼지가 배출되는 

경우 자동측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은 HCl, HF, NH3 항목에 대한 자동 

측정도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현재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공표된 자동측정  

오염물질은 SOx, NOx, 먼지, HCl, HF, NH3 총 6개 항목이다1. 

                                           
1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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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측정 대상이 아닌 굴뚝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가 측정을 시행하며 

대부분 자가 측정 대행업체를 통하여 측정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측정대상 굴뚝 수를 정리한 결과이다 2 . 자가측정 대상 굴뚝 수는 현재 

42,316개이며 2021년 조사가 진행 중인 4,5종 사업장의 측정대상 굴뚝 수를 

사업장당 평균 2개소로 추정하면 4,5종 사업장의 측정대상 굴뚝 수는 11만개 

정도로 예상되어 전체 측정대상 굴뚝 수는 15만개 수준으로 추정된다. 
 

표 1. 종별 사업장 수 및 배출구 현황 

 1종 
(80톤이상) 

2종 
(20~80톤) 

3종 
(10~20톤) 

4종 
(2~10톤) 

5종 
(2톤미만) 

사업장 수(개소) 1,196 1,272 1,756 18,687 33,240 

총 굴뚝수 32,049 15,822 13,417 (추정치) (추정치) 

 
TMS굴뚝 1,563 62 19 - - 

자가측정굴뚝 20,646 11,563 10,107 - - 

자가측정면제굴뚝 9,840 4,197 3,291 - - 

 

2020년 6월30일 기준, 전국 대기측정 대행업체 수와 종사자 인력은 각각 

210개사 총 1,902명으로 발표된 바 있다. 측정은 2인 1조로 구성되어 진행되므로 

한 개 조는 연간 15개 굴뚝을 담당하는 수준이며 굴뚝 당 연간 측정회수를 

3종배출구 기준 2개월에 1회를 기준하면 연간 6회 측정으로 총 90회 수준의 

측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최소 일주일에 2회 굴뚝 시료채취 작업이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측정대상 오염물질 수가 많을 경우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하여 지역적으로는 자가 측정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019년 자가 측정 조작으로 사회적 파장이 크게 일어난 이후 적법한 측정과 

분석결과 도출에 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자가 측정 단가의 상승과 

적절한 대행업체 선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현황 (2020년6월),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 3 / 8 - 

 

2. 비산배출과 LDAR (Leak Detection and Repair) 

 

우리나라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하는 기준물질로 SOx, NOx, 먼지를 

정하고 있으며 VOCs(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발생량은 종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VOCs의 경우 다양한 탄화수소 성분으로 구성되어 독성도 다양하고 배출형태도 

굴뚝이 아닌 비산배출(fugitive emission)의 특성을 갖는다. 석유정제 업종의 

원유저장시설이 대표적인 사례로서, 배관연결부위, 펌프, 저장탱크의 

숨구멍(breather valve) 등에서 탄화수소의 누출이 일어나고 이 부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누출저감 정책이 시행되고 LDAR (Leak Dtection and Repair) 프로그램을 

이용한 관리가 시작되었다. 누출방지를 위하여 측정기를 누출지점에 위치시켜 

고농도가 감지되면 누출보고서를 작성하고 수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아래 사진 (A)는 측정기를 이용하여 누출지점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의 

직접측정법 (EPA TO-21)3이고 (B)는 IR카메라4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누출지점을 

확인하는 TO-25방식이다. 측정(TO-21)에서 원격측정(TO-25)으로 전환되며 

IR카메라와 같이 원격측정을 활용하는 기법이 보다 발전되어 최근에는 직접 

측정이 불가능하였던 flare stack의 불꽃 내의 오염물질 농도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법이 개발되기에 이르렀다. 

 

 

(A) TO-21 측정기법                      (B) IR 카메라를 이용한 원격측정 

                                           
3 https://www.epa.gov/emc/method-21-volatile-organic-compound-leaks 

4 https://www.epa.gov/sites/default/files/2020-12/documents/detection_limits_of_og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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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격측정 (Remote Sensing) 

 

오염물질의 측정방식은 최근 이동차량이나 드론 등을 이용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지역 대기질을 관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아래 표2에는 다양한 방식의 원격측정 장비의 형태, 측정원리, 

항목 및 적용대상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하였다.  
 

표 2. 원격측정 방법 별 측정원리, 측정항목 및 적용대상 

기술명 형태 측정방법 및 원리 측정항목 감시대상 

초분광카메라 

 

드론 등에 탑재하여 굴뚝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공간분포를 

3차원 영상으로 촬영 

SOx, NOx,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벤젠 등 

산단 등 지역단위 

SOF  

(Solar 

Occultation 

Flux)  

태양에서 지표면으로 

도달되는 파장의 차이를 

이용하여 사업장 

부지경계 모니터링 

SOx, NOx, O3, 

알칼류, 알켄류 

등 

특정사업장 

DIAL 

(Differential 

Absorption 

LIDAR)  

배출 방향에 가상의 벽을 

세워 오염물질 배출감시 

SOx, NOx,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등 

사업장 내 특정 

배출공정/배출시설 

UV-DOAS 

 

원거리 수신기에 UV를  

조사하고 대상물질에 

흡수되는 방식을 통한 

측정 및 정량화 

HF, H2O, CH4, 

Hg, HCl, Cl2, 

ClO2, CS2, 

연소가스 등 

사업장 주변 

오염물질 농도 

관측 

FT-IR 

 

적외선(IR)을 쏘아 

대상물질에 의해 

흡수되는 방식으로 

화학물질 농도 측정 

SOx, NOx, 

Acids, VOCs, 

SVOCs, CFCs, 

GHSs, F화합물 

특정 사업장 굴뚝 

Flare 

Guardian5 

 

불꽃 내의 빛의 파장 

변화를 감지하여 화염 내 

오염물질, 연소효율, 매연 

불투명도 측정 

연소효율, 

화염온도, 

매연수준 

Flare Stack 

이동차량 

 

차량에 측정장비를 

장착하여 원격측정과 

주변 가스흡입을 통한 

오염지도 도출에 활용 

탑재장비에 따라 

측정항목 다변화 

가능 

산단, 특정기업, 

특정시설 등 다양 

                                           
5 https://www.zeeco.com/scanners-monitors/scanners-monitors-flare-monitoring-flare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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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굴뚝 측정방식은 사업자에게 일정 부분 자율권을 제공하였으나 

원격측정 방식은 규제자가 일방적으로 측정시간과 방식을 결정할 수 있어 

사업자에게는 상당한 관리부담으로 작동하게 된다. 원격측정의 발전된 형태는 

사업장 부지경계 모니터링 (Fenceline monitoring)기법으로 이동차량에 분석장비를 

탑재하여 공장 경계선을 중심으로 공장에서 외부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와 

총량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는 규제수단으로 작동하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규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3.1 사업장 부지경계 모니터링 (Fenceline Monitoring) 

분광학적 측정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기본 원리는 광원의 빛이 오염물질을 

통과하며 농도에 따라 변화하는 파장 차이를 감지하여 오염물질 별 농도를 

해석하는 방식이다. SOF, UV-DOAS, OP-FTIR, DIAL 등의 장비를 이동차량에 

탑재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 등의 농도를 측정하고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배출원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한다. 

 

3.2 해외적용사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2017년 10월, Fenceline Monitoring 기법을 이용하여 

원유정제시설에서 배출되는 VOCs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발표하도록 

제도화하였다 (AQMD Rule 1180, Community Air Monitoring Plan6). 아래 사진은 

자료공개 결과로서, 측정데이터의 신뢰도와 CO, CH4, 총 탄화수소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6 http://www.aqmd.gov/home/rules-compliance/rules/support-documents/rule-1180-refinery-

fenceline-monitoring-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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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국 캘리포니아 Fenceline Monitoring (결과공개 요약) 

유럽에서는 Fenceline Monitoring 기법은 통합허가 최적가용기법(BAT)로 검토

되고 있으며 스웨덴의 경우 항만지역의 대기질 관리수단으로 활용한 바 있다. 아

래 사진은 스웨덴 에테보리 항구의 원격모니터링 측정결과의 합성사진이다. 위의 

두 장의 사진은 항만주변 산업단지에서 외부로 배출되는 탄화수소류에 대한 

fenceline monitoring을 실시한 결과이다. 이를 기반으로 항만 지역의 알칸농도 연

간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완만한 감소가 나타남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림 2. 스웨덴 에텐보리 항구 Fenceline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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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내 도입가능성 

우리나라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오염물질 多 배출 업종의 관리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장실험을 통한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어 수년 내에 제도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석유정제시설과 제철소 및 소각시설 등에 

Fenceline Monitoring 기법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며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일관성과 

관련된 기술적 한계들을 개선하고 있다.  

사업장에서는 Fenceline Monitoring에 대하여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나 일

부업종에서는 실질적인 비산배출 문제해결의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자

가측정 대체수단으로 인정된다면 적극 도입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불확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사업장과 정부의 합의에 따

라서는 부지경계 측정법의 활용될 수 있으며, 일부 업종에서는 통합허가 진행과

정에서 허가조건으로 fenceline monitoring 기법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측정패러다임의 전환 

 

Fenceline Monitoring 기법이 제도화되는 경우 측정분석 부문의 패러다임이 크

게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측정분석이 진행되기 위해서

는 사업장과 측정자가 협의하여야 결정하여야 하는 요소가 많았지만 원격측정은 

그러한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소수이기는 하겠으나 불법배출과 규제의 틀

을 벋어나려는 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원격측정 방식이 자

가측정 대체수단이 된다면 패러다임의 변화속도를 상당히 빠르게 할 것으로 예상

되며, 다양한 활용수단이 등장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형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과 이동 원격측정장비를 이용하여 환경 오염물질 

배출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다. 자가 측정 자료를 이용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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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관리는 측정 시료 수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관리가 어려웠지만 이동 원격

장비의 경우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조업과 배출의 상관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활용될 수 있다. 정부는 원격

측정 방식을 대형사업장에 적용하며 4, 5종 사업장과 같이 소규모 배출원에 환경

관리 역량을 배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하여 국가수준의 환경관리 비용은 감

소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아직은 사업장 부지경계 모니터링 기법에 대하여 정부 주도의 연구사업이 진

행되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이 사업장 적용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수준이지만, 멀

지 않은 미래에 부지경계 모니터링 기법은 굴뚝 자동측정기법처럼 이해되고 활용

될 것이라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 굴뚝자동측정이 일상화되었던 과정과 원격측

정의 잠재력 그리고 IoT, Big data, 자동화, 무인화 등의 미래 키워드를 고려하면 

원격측정, Fenceline Monitoring 등의 기법의 등장은 가까운 미래에 패러다임 전환

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신호라 이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