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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績 論

大氣펀梁의 管理를 위해서는 그 地域의 土地利用目的을 홉害하지 않는 동시에 技術的무로 

나 經濟的a로 현실상 타당한 수준의 大氣環境基準 흑은 大氣環境目標가 設定되어야 한다. 

이 環境基準 혹은 環境目標가 大氣펀梁管理의 最終 目標가 되며 이 目標達成을 위하여 排

出規制를 實施하게 된다. 排出規制의 방법S로는 排出灌度나 生盧量當 排出總量 흑은 使用

然料등에 제한을 가하여 排出量을 規制하는 方法， 大氣중에서의 據散이 적절히 일어나도록 

굴뚝의 높이 나 排出時間 등의 排出條件을 規制하는 방법 , 績衝地域을 둔다든지 大氣펀榮이 

심한 지역에서 土地利用에 制限을 가하는 등의 地城을 規옮tl하는 방법， 훌地鏡度가 어떤 環

境水準을 달성하도록 地上灌度를 規制하는 방법 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排出許容基準에는 據散을 고려한 煙突高나 排出量 둥에 대한 制限이 없 

고 단지 排氣가스중의 i쥔梁物質의 灌度만을 주로 規制하고 있기 해문에 雄出許容基準을 지 

킨다 하더라도 環境基準을 達成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補完策으로 環

境保全法 第26條에 環境펀梁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어 特別對策地域으로 指定된 

地域에서 事業場이 密集되어 각 事業場3로부터 大氣로 排出되는 펀梁物質이 排出許容基

準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地域環境基準을 초과할 때에는 地域내의 事業場에 대하여 펀梁 

物質을 總量으로 規制할 수 있다고 規定되어 있다. 總量規옮tl가 實拖되는 地域에서는 地域

總量基準 이상으로 排出되는 펀榮物質에 대한 低減 負擔을 짧存의 .業所들이 적절히 配分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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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누어 맡아야 하며 事業場의 據張이나 新設은 이로 안한 추가 排出量의 삭감을 많存 

業所가 맡지 않는 한 억제된다. 그러나 아직 總量規制의 雄行方法을 제시하는 規定은 마련 

되어 있지 않다. 본 論文에서는 許容總量을 算出하고 이를 각 業所에 配分하는 기볍들을 

考察해 본다. 

n. 總훌훌規뿜1I의 計劃樹立 方法

1. 總풀規뿜11 計훌l樹立의 節次

總量規制의 實施計劃을 세우커 위해서는 먼저 이 規制를 實拖하여 達成하고자 하는 環境

의 目標水準이 設定이 되어야 한다. 環境基準을 반드시 이 目標로 삼을 필요는 없다. 우리 

나라의 大氣環境基準이 A體의 健康에 유의하여 設定한 基準이묘로 都市地域의 總量規制의 

目標로서는 적합할 수 있으나， 環境基準項目 이외의 펀榮物質들에 의한 複合的인 펀梁의 

우려가 있는 工團地域이나 農親地， 山林地， 顆光休養地， 기타 自然保護가 요청되는 地域에 

대해서는 별도의 環境目標를 設定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目標가 정해지면 規制의 對象項目을 정해야 하는데 排出許容基準을 지키고서도 현재 大

氣質의 水準이 目標를 達成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計劃된 成長이 계속될 때 目標를 達成하 

지 못할 우려가 있는 項目중에 排出源이 몇몇 특수한 業所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은 項目을 

택한다. S02, NOx, TSP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規制의 對象地域은 行政區域 단위로만 나눌 것이 아니라 總、量規制의 펄요성을 야기시킨 

지정， 즉 目標를 達成하지 못하는 지점의 1'5梁度에 影響을 미치는 지역을 다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지역의 범위는 大氣‘펀뽕 모델령의 작업을 거친 후에야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規制의 目標， 大氣質과 對象項目， 對象地域이 결정되면 그 目標를 達成하기 위하여 지역 

내에서 許容될 수 있는 排出量의 總量과 이 總量을 각 排出源에 配分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大氣펀핏 모델렁 技法이 활용되어야 한다. 水質펀梁 管理를 위한 

總量規制블 실시할 경우에는 어느 지역에서 排出되는 펀架物質이 流入되어 據散될 수 있는 

水體의 균모가 한정이 되어 있￡나， 大氣의 경우에는 據散될 수 있는 공간의 범위에 일정한 

경계션이 없다. 따라서 水質의 경우에는 對象地域의 地形的인 여건이 주어치면 거 71 에 따 

라 許容되는 排出總量이 결정되게 마련이나， 大氣의 경우에는 地形이나 氣象條件과 같이 주 

어진 與件이외에 어떤 양상으로 i당榮物質이 大氣에 排出되느냐 즉 펀梁源의 密集度라든지 

煙突高 통에 따라 許容排出總量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許容되는 排出總量과 이의 配分方法

을 결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煙突高 規制를 비훗한 排出規制方法과 總量의 配分方法의 代案

을 設定하고 각 代案에 따른 排出總量을 算出하여 最適代案을 도출하고 이 最適代案에 따 

라 각 業所에 排出量 혹은 排出則減量이 홈U當되 어 야 한다. 01와같은 排出總量의 算出과 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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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量規制 對象項g 및 地域設定

代案別 排出量(빼쨌量)의 
配分 및 許容排出總、量算出

排出量(創減量)의 配分計劃樹:iI

〈그립 1> 總量規制 計劃樹立의 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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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量의 配分量 計算을 위해서는 大氣펀梁 모탤렁 技法이 活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總量規制 計劃樹立의 節次는 〈그립 1>과 같다. 

2. 大第펀쌓 모델링 技法의 活用

大氣펀梁物質의 排出이 주어진 氣象과 地形條件에서 據散된 후에 大氣중에서 어떠한 灌

度分布를 이루게 될 지 이의 原因-結果의 관계를 數學的￡로 풀이를 할 수 있어야만 環境

目標f直를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排出規制의 內容과 程度를 결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렇게 大氣펀榮度를 據測할 수 있는 數學的 모렐에는 크게 가우스(Gauss) 모델과 數f直解析

모렐이 있다. 數f直解析 모델은 氣象條件， 地形條件， 大氣化學反應 등에 대 한 융통성 이 크 

고 가능성이 무한하나 그 가능성에 첼적할 만한 정확한 入力資料를 구하기가 어렵고 電算

時間이 많아 소요되며 使用者 개인차의 影響이 많 o 묘로 이러한 難點들이 극복되지 않는한 

總量規制 計劃樹立에 活用되기는 어렵다. 가우스 모델이 그 자체가 안고 있는 많윤 制限性

에 도 불구하고 오히 려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 (1) 

가우스 모델에는 1개월， 季節， 혹은 年:zp.均 灌度를 계산하기 위한 長期 모델과 l알 이하 

의 短期間 鍵度를 계산하기 위한 短期 모델이 있￡나 短期 모델은 檢證과 補正이 잘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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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誤差가 크기 때문에 許容總量과 排出量이나 創減量 配分을 위해서는 長期 모델의 사 

용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短期 모렐도 長期 모렐로 規制計畵tl을 세운 후 環境目標{直중 1일 

이하의 短期 目標f直가 達成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방펀a로는 活用이 되어야 

한다. 미국 NTIS(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에서 공급하고 있는 UNAMAP 

(User’s Network for Applied Modeling of Air Pollution) 모텔들이 모두 가우스 모렐들이 다. 

사용될 모델은 실제 펀梁現況을 얼마나 정확하게 鍵測할 수 있는 지 檢證이 되어야 하고 

誤差에 대해서는 補正이 이루어져야 한다 1몽梁度 實뼈，u{直와 .R..렐렁에 의한 計算{直간에는 

높은 相關關係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 값이 서로 대등한 수준이어야 한다. 相關關係는 높 

￡나 그 값에 서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모댈렁에 의한 計算f直를 回歸分析의 방법을 이용 

하여 다음과 같이 補正할 수도 있다. 

y=ax+b .................................................................................... (1) 

여기서 

y: 計算f直의 補正f直

x: 모델렁에 의한 計算f直

a: 實測f直 (y)와 計算f直 (x)의 며歸直線의 기울기 

b: 實測f直 (y) 와 計算f直 (x)의 며歸直線의 y철펀이다. 

檢證과 補正이 끝나면 總量規制의 目標年度때의 大氣펀梁度를 鍵測하여 環境目標f直를초 

과하는 지점들을 판별하여 이 지점즐의 灌度를 目標f直 이하로 낮추기 위한 規制方法을 강 

구하여 야 한다. 이 장래 펀梁度를 鍵測할 때 에 i당뽕排出源은 總量規制의 對象무로 삼을 수 

있는 排出源과 삼을 수 없는 排出源을 구분하여 이들에 의한 펀榮度를 따로따로 計算해 두 

어 야 規制量을 算出하기 가 용이 하다. 예 를들면 가정 난방용 무연단이 나 자동차의 排氣가스 

는 總量規制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들에 의한 i람梁度도 펼히 장래 、펀梁 

度 據測時에 고려가 되어야 한다. 

지역의 許容排出總量과 業所別 排出量 흑은 빼減量은 排出量 配分方法과 煙突高 規制를 

비릇한 排出規制의 方法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위에 확립된 모델렁 技法을 이용하 

여 排出量 配分과 排出規制의 代案에 따라 環境目標f直를 초과하는 지점들의 灌度를 目標f直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는 각 業所별로 劃當되어야 할 排出量을 계산하여야 한다. 지역의 許

容排出總量은 연후에야 모든 排出源에 配分된 排出量을 합하여 구할 수 있게 된다. 

lll. 煙突高의 規制

다음의 가우스 據散公式에 서 보는 바와 같이 펀梁物質의 地上灌度는 排出源의 有效高의 

困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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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 ， o)=싫εexp (-꿇2) exp (-짧) .............................. (2) 

여기서 

C(x> y ,O) 풍하거리 X , 연커 중심선에서 수평방향￡로 y 떨어진 지점에서의 훌地鍵度 

(ML-3) , 

Q: 펀梁物質 排出速度(MT-l) ，

u: 風速(LT-l) ，

<1y: 風向과 橫方向의 據散標準偏差(L) ，

Gz : 華直方向의 據散標準偏差(L) ，

He : 排出源의 有效高이 다. 

따라서 일청한 排出量￡로도 煙突의 有效高에 따라 훌地灌度에 차이가 크게 나으로 煙突

高에 대한 規制가 없이는 總量規制의 의미가 없어진다. 식 (2)에서 보는 바와 갚이 훌地‘農 

度가 排出源의 특성￡로서는 排出量(Q)과 有效高 (He)의 영 향을 받고 나머지의 변수들음 

氣象條件에 관계된다. 그러므로 일정한 수준 이하의 훌地灌度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煙突의 

有效高가 排出量의 困數로 規制가 되 어 야 한다. 

식 (2)에서 大氣 安定度가 약한 不安定 狀態나 中立에서는 <1yf<1，의 比가 거리에 관계없이 

거의 일청하고 <1，는 風‘-f거리 z의 함수가 된다. 最大灌度는 연기의 중심션에서 나타나거 
dc 

때 문에 y를 O.으로 두고 그표-=0 ξ로부터 最大灌度 지 점 에 서 의 He와 <1，의 관계 를 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He= 、/효 <1z .............................................................................. (3) 

그러므로 最大灌度는 다음 식￡로 나타내어 진다. 

Cmax=~요--;;- ........................................................................... (4) 
πU<1y<1， 

식 (4) 에 식 (3)을 代入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r< _ 2Q (<1,\ 
L'max= 깅과효5‘ 다;-j --------------------------------------- ------------------------ (5) 

여기에서 (풍) 를 상수로 간주하면 有效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He=kQl/2 .......................................................... ‘ ...................... (6) 

여커서 k는 地上 最高灌度와 風速과 安定度에 따라 결청되는 상수이다. 

즉， 煙突의 有效高는 排出量의 제꼽근의 함수로 規制할 수가 있다. 

그러나 煙突의 높이를 有效高로서 規制하게 될 해에는 規制의 施行에 많은 어려움이 따 

르게 된다. Concawe(2)에 의해서 제시된 연기 상송고의 식은 다음과 같다. 

L1H=0.175 u-3/ 4 Qhl/
2 ...............................................................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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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키서 

t1H: 연기의 상송고(m) 

u 風速 (m/s)

Qh : 熱排出 速度 (caljs) 이다. 

熱排出 速度는 排氣가스의 溫度가 같고 排氣가스중의 펀榮物質의 灌度가 같다면 펀梁物 

質 排出速度， 즉 Q에 비례하게 완다. 그러므로 대개의 경우 t1H는 또한 Q에도 1'11 례하게 

된다. 그러면 煙突의 실제높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Hs= He- t1H=kQJ/2- k'QJ/2=k"QJ/2 ... … .................. f •••••••••••••• … ... (8) 

여기서 Hs는 실제 煙突高이다. 

그러으로 煙突高의 規制는 煙突의 有效高로 표시할 수도 있￡나 보다 깐략하게 실제 煙

突高로 規制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어떤 수준의 훌地灌度를 유지 

하커 위한 有效 煙突高를 먼저 구하고 여기에서 有效 煙突高와 연기 상숭고와의 평균 比를 

구한 후 두 값의 차이를 식 (8)과 같은 형식우로 나타낼 수가 있다. 실제로 薦山工業地域

의 경우 이러한 관계가 대체로 맞아 들어서 煙突高가 식 (8)의 형태로 規制式이 만블어진 

바 있다. (3,4) 

煙突의 높이는 훌地灌度가 1일 이하의 短期 目標f直를 達成할 수 있도록 規制되어야 할 것 

이다. 煙突高외 規制로 長期間의 zp:행灌度를 엄의로 調節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長期 팀標 

f直는 어 차피 總量規制로써 達成시 켜 야 하기 때 문이 다. 短期 目標f直를 達成하도록 煙突高를 

規옮u하기 위해서는 最惡、의 氣象條件하에서 펄요한 t煙突의 有效高를 排出量에 따라 계산하 

여야 한다. 短/期 目標f直의 平均化 時間이 만약 1일이면 밤과 낮의 氣象의 據散條件이 대단 

히 달라서 zp:均的인 安定度와 風向 風速을 구하기가 어려우묘로 낮 동안의 最惡의 氣象條

件￡로 煙突휘 有效高를 구해도 우방할 것이다. 最高의 看地灌度는 風向이 일청하고 風速

이 작우며 安定度가 낮을 때에 일어난다. 

어느 한 지점에서의 灌度는 여러 排出源에서 그 펀梁度에 기여를 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의한 중청효과를 고려하여 煙突高를 規制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중첩효과를 

정확히 다 고려해 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비록 煙突高 規制만a로는 短期 目標f直를 達

成하지 옷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추가로 總量規制가 실시되면 排出源이 密集하여 중청효과 

가 심한 지역에 많은 則減量이 훤j當되어 大氣質이 개선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煙

突高는 1개 煙突에 의한 기여율을 어느 정도까지 고려해 주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 고 

려해 주고자 하는 기여율에 따라서 여러가지 代案의 煙突高 規制式이 나올 수 있다. 1개 

煙突에 의한 키여율을 크게 잡아주면 煙突은 낮아도 되고 중청효과를 다 고려해 주자띤 煙

突은 높아져야 한다. 

煙突을 낮게 하면 훌地灌度는 높아지나 펀榮度가 좁은 지역에 국한환다는 長點이 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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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케하면 最大훌地灌度가 낮아지커는 하나 펀榮度가 넓은 지역에 퍼지게 되묘로 예를들연 

二E業團地의 현榮物質이 언근 住居地域무로까지 據散될 수 있다는 短點이 있다. 만약에 排

出源이 위치한 地域보다 住居地나 市街地를 위시한 인근지역으로 펀榮度가 몰려서 문제가 

될 경 우에 는 같은 정 도의 i펀梁度를 低減시 키 는데 더 많음 양의 排出量 則減이 필요하게 된 

다 (3) 그러묘로 健突高 規制의 代案別로 필요한 總量 創減量을 구하여 經濟性을 檢討하고 

代案別 펀梁度 分布를 比較하여 大氣質에 서 나타나는 效果플 評價해 본 후에 야 最高 代案

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된다. 

일단 排出業所별로 煙突高가 排出量에 따라 결청이 되면 나중에 總、量規制에 의하여 排出

量에 創減이 있더라도 則減量에 따라 煙突高를 도로 낮추어서는 안된다. 또한 總量規制計

劃으로 大氣質의 短期 目標f直도 達成이 될 수 있는지 檢討가 되어야 할 것이다 

N. 總훌規制의 尊出과 排出置의 配分

1. -定빼j減率에 의한 방법 

煙突高가 規制된 상태에서의 ‘펀榮度가 長期 目標f直를 達成하지 못하게 되면 이는 總量規

制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最高 훌地灌度가 目標植로 낮아지도록 排出量을 則減

시켜야 한다. 식 (2) 에 의하면 훌地灌度는 다른 條件이 같다연 排出量에 비례한다. 따라서 

어느 지점의 훌地灌度를 目標f直로 낮추기 위해서는 排出量을 目標滾度의 훌地灌度에 대한 

比만큼 줄이면 된다. 즉 

여껴서 

Qa=활Q ................................................................................. (9) 

Q. :許容 排出量，

Q: 規制 이전의 排出量，

Cs : 大氣質 目標{直，

Cg : 훌地灌度이다. 

그러나 排出源중에 總量規制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가정난방이나 交通에 의한 排出量응 

規制量에서 제외되어야 하묘로 결국 總量 빼減率은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한다. 

Cs-C 
r=l-강=냥 ........................................................................... (10) 

여기서 

r 排出量 則減率，

Cη : 非規制對象 排出源에 의 한 훌地灌度이 다. 

그러면 훌地灌度가 自廳植를 초과한 치첨 카운레셔 계산펀 f값충에 最*의 값을 모든 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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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源에 대하여 일률적우로 적용하면 모든 지역에서 目標 灌度를 達成할 수가 있다. r의 最

大f直는 반드시 最大 훌地灌度 지 점 에 서 발생 하지 는 않는다. 이 때 각 펀梁源별 許容 排出

量은 다음과 같다. 

Qa= (1 -rmax)Q ... … .................................................................. (11) 

이 때 規制對象 i쥔梁源 o 로부터 이 지 역 에 許容되 는 排出量의 總量도 規制전의 總量에 

서 (l-rmax) 만큼 빼減된 양이 된다. 

2. 排出훌에 따라 뺑l減率에 差等을 투는 방법 

대개의 경우 發電所나 몇개의 대규모 排出業所가 지역의 排出훌의 대부분을 첨하고 이들 

이 훌地灌度에 미치는 영향도 대단히 크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소수의 대규모 排出業所에 

規制를 강화하고 소규모 排出源에 대해서는 則減負擔을 줄이겠다는 것이 이 방법이 취지이 

다. 이 방법에서 각 業所에 害U當되는 排出量을 다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Qa=aQb ..........................•....................•......•........•...............•.... (12) 

여기서 a와 b는 1보다 작은 상수이다 C(그림 2> 참조). 

Qa=Q 

(
。
잉
)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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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애
 
{
뼈
 

삭감량: 

Qa=a.Qb' 

허용배출량 

0 
삭감전 배출량CQ) 

〈그힘 2> 差等 빼減率에 의 한 許容排出量

이 방법 은 日本에 서 然料 使用量에 따라 許容 排出量을 規制한 방법 과 유사하다 (5) 日本

에서는 b의 값을 0.8 내지 1. O.으로 規定하고 있다. b가 l이면 一定 創減率에 의한 방법과 

같은 방법이 된다. 

상수 a와 b는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도 있다. 즉 排出業所에서의 則減率을 담標f直를 초 

과한 지점들에서의 灌度 寄與率에 비례하여 害U當하는 방볍이다. 

Q-Qa=kfQ ............................................................... … ........... …(13) 

여기서 k는 상수， 1는 어느 目標f直를 초과한 지점에서의 排出源별 寄與率이다. 이 경우의 

許容 排出量을 計算하기 위해서는 우선 k=l로 가정하여 Q.를 구한 후 식 (1 2) 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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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Q.) VS. (ln Q)의 그래프상의 最適直線의 기울기로부터 b를 구할 수가 있다. 일단 b가 

구해지면 排出量을 Qb로 가청하여 灌度를 예측한 후 여전히 目標f直를 초과한 지점중에서 

(Cs-C.)/(Cg-C，η) 를 계산하여 이 값의 最小f直를 a로 장a면 된다. 薦山 l業地域의 경우 

에는 b의 값이 0.925로 算出된바 있다 (6) 지역에 허용되는 排出量의 總量은 이렇게 해서 

計算된 각 업소 排出量의 合計가 된다. 

이 방법을 적용할 경우 대개 큰 排出業所들의 훌地灌度에의 寄與率이 크다고는 하나 지 

역의 總排出量에서 정하는 버융만큼은 크지 못하기 때문에 앞의 방법보다 상당히 더 많은 

양의 빼減을 요하게 된다. 즉 지역 전체적우로 보아 앞의 방법보다 非經濟的이다. 그러나 

높은 煙突의 대 규모 엽소에 많은 則減量을 휠j當한 관계 로 大氣i륭梁이 넓 윤 지 역 에 據散되 

지않고 排出業所들의 주위에만 국한되어질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3. 線型計훌l法에 의한 방법 

앞의 두 방법은 모두 最惡、의 지점에서의 創減率을 계산하여 이를 전 規制地域에 일률적 

￡로 適用하였기 때문에 排出業所에 따라서는 則減量이 과다하게 害U當된 경우도 있을 것이 

다. 가장 經濟的인 總量規制 방법은 總則減量을 最少로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인데 이 때의 

빼減量 配分은 線型計劃法￡로 計算할 수가 있다. (5,6,7) 

看地灌度가 目標f直를 초과하는 지점 i에서의 두 灌度 차이를 4ι， 훌地灌度를 G/, 排出

源 j에 의한 灌度 寄與率을 P ‘j, 目標f直를 達成하커 위해 排出源 j에 劃當해야할 創減率을 

Rj라 하면 다음 식이 성립하게 된다. 

-
폭
 G

‘
P,lRl+ G/Pi2R2+'" … +GiPijRj'2.11C; .......................................... (1 4) 

Pi1R1+P‘2R2+ … + PijRj '2. 11CdG .............................................. (14a) 

이는 다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c 

r Pu P12,,,Plj 1 r Rl 1 r 11CdG1 1 

I P 21 P22 ,,,P2ì 1 X 펀2 1 즈 1 11텃G2 1 ..................... (15) 

l ;~~ .. ;:~ ...... ;:;. J l1
j 

J l 11C파 j 
빼減率 Rj는 O보다 착을 수 없고 I은 業所의 폐쇄를 의미하으로 l보다는 작아야 한다. 

그러 나 經濟的인 技術的인 고려 하에 가능한 最大의 倒減率을 fκ라하면 Rj는 rι보다도 작아 

야 한다. 行列 (PijJ를 P, (RjJ를 R , (11CdG，J를 C, 排出源 j에서의 排出量을 Ej라하면 

가장 經濟的언 빼減방법 은 다음의 線型計劃法 o 로 풀어 질 수 있다. 

Min Z= I:,Ej Rj ........................................................................ (16) 

subject to restrictions 

PxR'2:,C .................. " ........ , ....•..•.... ,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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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j으μ ................................................................................. (18) 

지역의 排出許容總量음 이렇게 계산된 업소별 排出量의 總計가 된다. 

煙突高를 規制할 혜에 排出量에 상관없이 最大 地上灌度가 어느 수준 이하를 달성하도록 

되 었커 때 문에 훌地灌度가 目標f直를 초과하는 지 역 은 주로 여 러 排出源에 의 한 重複效果가 

큰 지역이 될 것이고 그 지역에서 1개 대큐모 排出源에 의한 寄與灌度에는 한계가 있다. 

즉 대규모 排出源들은 그 지역의 總排出量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큰 만큼 훌地灌度에 큰 영 

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일정량의 훌地灌度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소규모의 排出源에 

.서 는 대 규모 排出源에서 보다 작은 빼減量ξL로 이 를 달성 할 수가 있다. 그러 므로 線形計劃

法에서는 앞의 創減率에 差等을 두는 방법과는 반대로 소규모 排出源의 規制로 쏠리게 된 

다 (3) <그림 3)은 薦山地域에서 排出量의 크기순우로 업체수에 따른 排出量의 累積 백 분율 

을 나타내 고 있는데 즉， 100여 개 업 소중 10개 업 소가 全排出量의 약 80%를， 20개 업 소가 

약 90% 정도를 차지함을 보여준다. 이로 미루어 보면 큰 업소 10개 흑은 20개에 대해서 

則減이 없이 나머 치 업 소에 대해 서 만 規制를 하면 全排出量의 20% 흑음 10%만이 倒減의 

괜상이 되어 經濟的이 됨을 보여준다 (3) 

이 방법은 지역전체적￡로 보아서 經濟的이긴 하나 영세한 업소에 더 큰 則減負擔을 지 

워야 하므로 공펑하지 못하고 각 개개 업소별로 則減負擔이 다 달라지묘로 輝行이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補完策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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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 業體數에 따른 S02 排出量의 比率(짧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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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結 論

總量規制는 그 지역의 장래 成長이 예상되는 한 이를 고려하여 規옮u對策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장래 排出業所의 사업확장이나 신설이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서 어떤 규모로 일어나 

게 될 지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변동이 비록 그 치역의 排出許容總量의 법위 

내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변동이 環境目標f直를 위협하게 되는지의 여부는 어떤 형식￡ 

로든지 검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總量規制 對象地域이란 이미 大氣質이 惡、化되 

어 염려가 되고 있는 지역이커 해문이다. 지역의 排出許容總量이 융힘和狀態에 이르면 더 이 

상의 排出業所의 확장이나 신설은 금지되어야 한다. 만약 추가로 成長을 許容할려면 새로 

운 成長目標에 따라 總量規制計劃이 재수립되어야 하고 많存業所들에 대해서는 펀梁則減負 

擔이 더 늘어야 한다. 

總量規制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더 엄격한 規制를 가하묘로 해당 業所들에게는 버싼 負

擔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에 規制計劃을 수렵할 때는 最小의 經濟的 負擔￡로 最大의 效果

플 얻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여러종류의 規制代案올 

設定하고서 각각에 따른 經濟的 負擔과 大氣質에 미치는 效果를 比較檢합한 연후에 最適代

案이 選定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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