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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용어의 정의

SEC. 5. Definitions. –
As used in this Act: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는 다음과 같다.
① "대기오염물질"이란, 산소, 질
소, 수증기, 이산화탄소 및 자연

(a) "Air pollutant" means any
matter found in the atmosphere
other than oxygen, nitrogen,
water vapor, carbon dioxide,

적·일반적 농도로 존재하는 비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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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inert gases in their
natural or normal
concentrations, that is
detrimental to health or the
environment, which includes but
not limited to smoke, dust, soot,
cinders, fly ash, solid particles
of any kind, gases, fumes,
chemical mists, steam and
radio-active substances;

성 기체를 제외하고,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한 대기 중에 존재
하는 모든 물질을 말하는 것으
로서, 연기, 먼지, 검댕, 재, 비산
(飛散)재, 모든 종류의 고체입
자, 기체, 흄, 화학 미스트, 증기
및 방사성 물질 등을 포함한다.

(b) "Air pollution" means any
alteration of the physical,
chemical and biological
properties of the atmospheric
air, or any discharge thereto of
any liquid, gaseous or solid
substances that will or is likely
to create or to render the air
resources of the country
harmful, detrimental, or
injurious to public health, safety
or welfare or which will
adversely affect their utilization
for domestic, commercial,
industrial, agricultural,
recreational, or other legitimate
purposes;

② "대기오염"이란 대기의 물리,
화학, 생물학적 특성의 변경, 또
는 액체, 기체, 고체 물질 중 공
공보건, 안전 또는 복지에 위험
하거나 유해하거나 손상을 가하
는 국가의 대기 자원을 생성 또
는 유발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높은 물질, 또는 가정·상업·산업·
농업·여가·그 밖의 용도로의 활
용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물
질의 대기 방출을 말한다.

(c) "Ambient air quality
guideline values" mean the
concentration of air over
specified periods classified as

③ "대기질 권고 수치"란 장단기
로 분류하는 특정 기간의 대기
농도로서 건강 그리고/ 또는 공
공복지의 보호를 위한 목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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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term and long-term
which are intended to serve as
goals or objectives for the
protection of health and/or
public welfare. These values
shall be used for air quality
management purposes such as
determining time trends,
evaluating stages of
deterioration or enhancement of
the air quality, and in general,
used as basis for taking positive
action in preventing, controlling,
or abating air pollution;

지는 목적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의도하는 것을 말한다.

(d) "Ambient air quality" means
the general amount of pollution
present in a broad area; and
refers to the atmosphere's
average purity as distinguished
from discharge measurements
taken at the source of pollution;

④ "대기질"이란 넓은 지역에 존
재하는 오염물질의 일반적인 양
을 말하며, 오염 배출원에서 채
취한 방출 측정치와 구별되는
대기의 평균 청정도를 의미한다.

(e) "Certificate of Conformity"
means a certificate issued by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to a
vehicle manufacturer/assembler
or importer certifying that a
particular new vehicle or
vehicle type meets the
requirements provided under
this Act and its rules and

⑤ "준수 인증서"란 특정 신규
차량 또는 차량 유형이 이 법과
그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사
항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는, 환
경자원부가 자동차 제작업자/ 조
립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대상으
로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이 수치는 시간별 동향의 판단,
대기질 악화·개선 단계의 평가와
같이 대기질 관리 목적으로 사
용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대
기오염의 방지, 관리 또는 저감
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기초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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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f) "Department" means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⑥ "소관부처"란 환경자원부를
말한다.

(g) "Eco-profile" means the
geographic-based instrument
for planners and decisionmakers which present an
evaluation of the environmental
quality and carrying capacity of
an area. It is the result of the
integration of primary and
secondary data and information
on natural resources and
anthropogenic activities on the
land which are evaluated by
various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and forecasting
methodologies that enable the
Department to anticipate the
type of development control
necessary in the planning area;

⑦ "환경정보"란 어느 지역의 환
경 수준 및 수용력에 대한 평가
를 보여주는 계획업자와 결정권
자를 위한 지리 기반 도구를 말
한다.

(h) "Emission" means any air
contaminant, pollutant, gas
stream or unwanted sound from
a known source which is passed
into the atmosphere;

⑧ "배출물"이란 특정 배출원으
로부터 대기 중으로 유입되는
대기오염물질, 오염물질, 증기
또는 소음을 말한다.

(i) "Greenhouse gases" mean
those gases that can potentially

⑨ "온실가스"란 온실효과를 초
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러하다

다양한 환경위험평가와 예측 방
법을 통한 평가를 거친 천연자
원과 육상에서의 인위적 활동에
대한 1차 및 2차 자료와 정보를
취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관부
처는 계획 지역에 필요한 개발
규제의 유형을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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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can reasonably be expected
to induce global warming, which
include carbon dioxide,
methane, oxides of nitrogen,
chlorofluorocarbons, and the
like;

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산화
탄소, 메탄, 질소산화물, 염화불
화탄소 및 동종물질을 포함한다.

(j) "Hazardous substances"
mean those substances which
present either: (1) short-term
acute hazards such as acute
toxicity by ingestion, inhalation,
or skin absorption, corrosivity
or other skin or eye contact
hazard or the risk of fire
explosion; or (2) longterm
toxicity upon repeated
exposure, carcinogenicity
(which in some cases result in
acute exposure but with a long
latent period), resistance to
detoxification process such as
biodegradation, the potential to
pollute underground or surface
waters;

⑩ "위험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험이 있는 물질
을 말한다.
1. 섭취·흡입·피부 흡수로 인한
급성 독성, 부식성 또는 그 밖
의 피부·안구 접촉 위험과 같
은 단기 급성 위험 또는 화재
폭발의 위험
2. 지속된 노출, 발암성(잠복 기
간이 긴 급성 노출로 귀결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생물분해와
같은 해독과정에 대한 내성,
지하수나 지표수 오염 가능성
등을 원인으로 하는 만성 독성

(k) "Infectious waste" means
that portion of medical waste
that could transmit an infectious
disease;

⑪ "감염성폐기물"이란 감염성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의료폐
기물의 부분을 말한다.

(l) "Medical waste" means the
materials generated as a result

⑫ "의료폐기물"이란 환자 진단,
치료, 또는 사람이나 동물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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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atient diagnosis, treatment,
or immunization of human
beings or animals;

방접종 결과로 발생하는 물질을
말한다.

(m) "Mobile source" means any
vehicle propelled by or through
combustion of carbon-based or
other fuel, constructed and
operated principally for the
conveyance of persons or the
transportation of property or
goods;

⑬ "이동배출원"이란 화석연료
또는 그 밖의 연료를 연소하여
움직이는 모든 차량으로서, 주로
사람의 운송 또는 재산이나 물
품의 운송을 위하여 제조하고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n) "Motor vehicle" means any
vehicle propelled by a gasoline
or diesel engine or by any
means other than human or
animal power, constructed and
operated principally for the
conveyance of persons or the
transportation of property or
goods in a public highway or
street open to public use;

⑭ "자동차"란 휘발유나 경유 엔
진으로 또는 사람이나 동물의
동력이 아닌 방법으로 움직이는
모든 차량으로서, 공도(公道)나
공용으로 개방된 도로에서 주로
사람의 운송 또는 재산이나 물
품의 운송을 위하여 제조하고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o) "Municipal waste" means
the waste materials generated
from communities within a
specific locality;

⑮ "생활폐기물"이란 특정 지역
내의 생활공동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p) "New vehicle" means a
vehicle constructed entirely
from new parts that has never
been sold or registered with the

⑯ "신규 차량"이란 이전에 매각
되거나 교통통신부 또는 유관
기관·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새
부품만으로 제조하여, 필리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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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TC or with the appropriate
agency or authority, and
operated on the highways of the
Philippines, any foreign state or
country;

나 외국의 도로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q) "Octane Rating or the AntiKnock Index (AKI)" means the
rating of the anti-knock
characteristics of a grade or
type of automotive gasoline as
determined by dividing by two
(2) the sum of the Research
Octane Number (RON), plus the
Motor Octane Number (MON);
the octane requirement, with
respect to automotive gasoline
for use in a motor vehicle or a
class thereof, whether
imported, manufactured, or
assembled by a manufacturer,
shall refer to the minimum
octane rating of such
automotive gasoline which such
manufacturer recommends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such
motor vehicle, or a substantial
portion of such class, without
knocking;

⑰ "옥탄값 또는 도로옥탄값
(AKI)"이란 일정 등급 또는 유
형에 해당하는 자동차 휘발유의
노킹 저항 특성을 말하는 것으
로서, 연구옥탄값(RON)과 모터
옥탄값(MON)의 합계를 2로 나
누어 측정하며, 어느 자동차 또
는 차종에 사용하는 차량용 휘
발유에 대한 옥탄 요건은, 제조
업자가 수입·제조·조립하였는지
에 관계없이, 해당 자동차, 또는
해당 차종의 대부분을 노킹 없
이 효율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자동차 휘
발유의 최저 옥탄값을 인용하여
야 한다.

(r) "Ozone Depleting
Substances (ODS)" mean those
substances that significantly

⑱ "오존 파괴 물질(ODS)"이란
염화불화탄소, 할론 및 동종물질
등과 같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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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lete or otherwise modify the
ozone layer in a manner that is
likely to result in adverse
effects on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such as, but not
limited to, chlorofluorocarbons,
halons, and the like;

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가능
성이 있는 방식으로 오존층을
현저히 파괴하거나 달리 변형하
는 물질을 말한다.

(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mean the
organic compounds that persist
in the environment,
bioaccumulate through the food
web, and pose a risk of causing
adverse effects to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These
compounds resist photolytic,
chemical and biological
degradation, which shall include
but not be limited to dioxin,
furan,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organochlorine
pesticides, such as aldrin,
dieldrin, DDT,
hexachlorobenzene, lindane,
toxaphere and chlordane;

⑲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
이란 환경에 잔류하여, 먹이그물
을 통하여 생물축적 되고, 사람
의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
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유기화
합물을 말한다.

(t) "Poisonous and toxic fumes"
means any emissions and fumes
which are beyond
internationally-accepted
standard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World Health

⑳ "유독가스"란 국제보건기구
(WHO) 권고 수치 등 국제적으
로 인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모든 배출물 및 가스를 말한다.

이러한 화합물은 광분해 및 화
학·생물분해 되지 아니하며, 다
이옥신, 푸란, 폴리염화바이페닐
(PCB) 등을 비롯하여 알드린,
디엘드린, 디디티, 헥사클로로벤
젠, 린덴, 톡사펜, 클로르데인과
같은 유기염소계농약을 포함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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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WHO) guideline
values;
(u) "Pollution control device"
means any device or apparatus
used to prevent, control or
abate the pollution of air caused
by emissions from identified
pollution sources at levels
within the air pollution control
standards established by the
Department;

㉑ "오염관리장치"란 특정 오염
배출원으로부터의 배출물로 인
한 대기오염을 소관부처에서 정
하는 대기오염관리기준 이내의
수준으로 방지, 관리 또는 저감
에 사용하는 장치 또는 기구를
말한다.

(v) "Pollution control
technology" means the pollution
control devices, production
processes, fuel combustion
processes or other means that
effectively prevent or reduce
emissions or effluent;

㉒ "오염관리기술"이란 배출물
또는 오수를 효과적으로 방지하
거나 저감하는 오염관리장치, 생
산과정, 연소과정 또는 그 밖의
방법을 말한다.

(w) "Standard of performance"
means a standard for emissions
of air pollutant which reflects
the degree of emission
limitation achievable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best
system of emission reduction,
taking into account the cost of
achieving such reduction and
any non-air quality health and
environmental impact and
energy requirement which the

㉓ "이행 기준"이란 대기오염물
질 배출물에 대한 기준으로서,
배출물 저감 달성 비용을 비롯
하여 대기질 이외 요인의 건강
및 환경 영향, 그리고 소관부처
가 정하는 에너지 요건을 고려
하여 최선의 배출물 저감 체계
를 적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
는 배출물 제한의 정도를 나타
내고 충분히 실연(實演)하는 것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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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determines, and
adequately demonstrates; and
(x) "Stationary source" means
any building or immobile
structure, facility or installation
which emits or may emit any air
pollutant.

㉔ "고정배출원"이란 대기오염물
질을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
는 모든 건물 또는 움직이지 아
니하는 구조물·시설·설치물을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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