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필리핀청정대기법」
(제19조-제20조)



국 가 ‧ 지 역: 필리핀



법 률 번 호: 공화국법 제8749호



제

정

일: 1999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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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ARTICLE THREE
POLLUTION FROM STATIONARY
SOURCES
SEC. 19. Pollution From Stationary
Sources.The Department shall, within
two (2) years from the
effectivity of this Act, and every
two (2) years thereafter,
review, or as the need therefor
arises, revise and publish
emission standards, to further
improve the emission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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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고정배출원으로 인한 오염
제19조 고정배출원으로 인한 오
염
환경자원부는 대기오염의
고정배출원에 대한 배출 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 법의 시행
후 2년 이내에, 그리고 매 2년
마다 배출 기준을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그 기준을
수정하고 공표해야 한다.
그러한 배출 기준은 국제적

조 항 호 목의 기호는 원문의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나라 법령 체계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표시한다.
SEC. 1.
제1조
(a)
① 또는 제1항
(1)
1. 또는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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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tationary sources of air
pollution. Such emission
standards shall be based on mass
rate of emission for all
stationary sources of air
pollution based on
internationally-accepted
standards, but not be limited to,
nor be less stringent than such
standards and with the standards
set forth in this section. The
standards, whichever is
applicable, shall be the limit on
the acceptable level of pollutants
emitted from a stationary source
for the protection of the public's
health and welfare.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대기오염
고정배출원의 배출 총량에
근거해야 하나, 국제적
기준이나 동 조에서 정하는
기준만 바탕으로 하거나 그
기준보다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 공중 보건 및 안녕의
보장을 위해, 실제 적용되는
기준은 고정배출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오염 물질의 허용
수준에 대한 한계여야 한다.

With respect to any trade,
industry, process and fuelburning
equipment or industrial plant
emitting air pollutants, the
concentration at the point of
emission shall not exceed the
following limits: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거래, 산업, 공정, 연소장비
또는 산업현장의 경우,
배출지의 오염 물질 농도가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Pollutants

Standard
Applicable
to Source

Method of
Analysisa

오염물질

배출원에
적용되는
기준

최대허용치
(mg/Ncm)

분석방법

Any source

Maximum
Permissible
Limits
(mg/Ncm)
10 as Sb

1. Antimony
and its
compounds
2. Arsenic
and its
compounds
3. Cadmium
and its
compounds
4. Carbon
monoxide

AASb

1. 안티몬
및 화합물

모든
배출원

10

AASb

Any source

10 as As

AASb

2. 비소 및
화합물

모든
배출원

10

AASb

Any source

10 as Cd

AASb

3. 카드뮴
및 화합물

모든
배출원

10

AASb

Any
industrial
source

500 as CO

Orsat
Analysis

4.
일산화탄소

모든 산업
배출원

500

오르자트
분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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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pper
and its
compounds
6.
Hydrofluoric
Acids and
Fluoride
compounds

Any
industrial
source
Any source
other than
the
manufacture
of
Aluminum
from
Alumina

100 as Cu

AASb

5. 구리 및
화합물

모든 산업
배출원

100

AASb

50 as HF

Titration
with
Ammonium
Thiocyanate

6.
플루오르화
수소산

알루미나로
알루미늄을
제조하는
시설을
제외한
모든 산업
배출원

50

티오시안산
암모늄
적정법

7. Hydrogen
Sulfide

i)
Geothermal
power
plants
ii)
Geothermal
exploration
and welltesting
iii) Any
source
other than
(i) and (ii)
Any trade
industry or
process
Any source

c, d

Cadmium
Sulfide
Method

7.
황화수소

i)
지열발전소
ii)
지열탐사
및
우물시험
iii) 위 두
경우를
제외한
모든
배출원

c, d

황화카드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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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화카드뮴
방법

모든 무역
산업 또는
공정
모든
배출원

10

AASb

5
(기본수은)

AASb/
저온증기법
또는
수은분석기

Any source

20 as Ni

i)
Manufacture
of Nitric
Acid
ii) Fuel
burning
steam
generators
Existing
Source
New Source
* Coalfired
* Oil-fired
iii) Any
source
other than
(i) and (ii)
Existing
Source
New Source
Any source

2000 as
acid and
NOx and
calculated
as NO2

8. Lead

9. Mercury

10. Nickel
and its
compounds,
except
Nickel
Carbonyl f
11. NOx

12.
Phosphorus
Pentoxide

e

e

7 as H2S

Cadmium
Sulfide
Method

10 as Pb

AASb

8. 납

5 as
elemental
Hg

AASb /
Cold-Vapor
Technique
or Hg
Analyzer
AASb

9. 수은

10.
니켈
및 화합물
(니켈
카르보닐
제외f)

모든
배출원

20

AASb

Phenoldisulfonic
acid Method

11.
질소
산화물

i)
질산
제조업체

2,000 (산,
질소산화물,
이산화질소)

페놀디술폰산법

ii)
연소
증기장치
･기존
･신규
석탄연소
기름연소

1,500

페놀디술폰산법

Phenoldisulfonic
acid Method

1,500 as
NO2

1,000
500

1,000 as
NO2
500 as NO2
Phenoldisulfonic

iii) 그 외
모든
배출원
･기존
･신규

1,000 NO2
500 as NO2
200 as P2O5

Spectrophotometry

12.
오산화인

3

모든
배출원

페놀디술폰산법
1,000
500

200

분광광도법

13. Zinc and
its
compounds
a

Any source

100 as Zn

AASb

13.
아연
및 화합물

Other equivalent methods approved by

a

the Department may be used.

모든
배출원

AASb

100

환경자원부가 인정한 기타 동등한
분석법을 사용할 수 있다.

b

Atomic Absorption Spectrophometry

b

원자흡수분광법

c

All new geothermal power plants

c

1995년 1월 1일까지 착공예정인 모

d

starting construction by 01 January

든 신규 지열발전소는 HsS 배출량

1995 shall control HsS emissions to

이 150g/GMW-Hr을 넘지 않도록

not more than 150g/GMW-Hr

해야 한다.
d

All existing geothermal power plants

기존의 모든 지열발전소는 이 법의

shall control HsS emissions to not

효력이 발생한지 5년 이내에

HsS

more than 200g/GMW-Hr. within 5

배출량이

넘지

years from the date of effectivity of

않도록 해야 한다.

200g/GMW-Hr을

these revised regulations.
e

f

Best practicable control technology for

e

air emissions and liquid discharges.

제할 수 있는 최선의 실행가능한

Compliance with air and water quality

기술. 대기질 밀 수질 기준에 부합

standards is required.

해야 한다.

Emission limit of Nickel Carbonyl shall

f

not exceed 0.5 mg/Ncm.
g

니켈카르보닐의

배출

제한은

0.5

mg/Ncm을 초과할 수 없다.
g

Provisional Guideline

Provided, That the maximum

임시 지침

다만, 동 법에서 말하는 배출원
별 mg/Ncm으로 표시된 미립자
최대 한계는 다음을 따른다.

limits in mg/Ncm particulates in
said sources shall be:

a

대기 및 수질 오염 물질 배출을 통

a

Other Stationary Sources means a

그 밖의 고정배출원이란 지열 발전

trade, process, industrial plant, or fuel

소, 산업용 보일러, 시멘트 공장, 소

burning equipment other than thermal

각로 및 용광로 외에 거래, 공정, 산

power plants, industrial boilers,

업시설, 또는 연소장비를 말한다.

cement plants, incinerator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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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elting furnaces

Provided, further, That the
maximum limits for sulfur oxides
in said sources shall be:

a

다만, 동 법에서 말하는
배출원별 산화유황 최대 한계는
다음을 따른다.

a

Other Stationary Sources refer to

그 밖의 고정배출원이란 황산 및 술

existing and new stationary sources

폰 제조 공정, 연소장비 및 소각으

other than those caused by the

로 인한 배출원 외에 기존 및 신규

manufacture of sulfuric acid and

고정배출원을 말한다.

sulfonation process, fuel burning
equipment and incineration.

For stationary sources of
pollution not specifically included
in the immediately preceding
paragraph, the following
emission standards shall not be
exceeded in the exhaust gas:

앞 문단에 포함되지 아니한
고정배출원의 경우, 다음의
배출 가스 제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I. 일간 및 30분간 평균값

I. Daily And Half Hourly Average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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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최소 4시간에서 최대 8시간에
이르는 측정 시간 기준 평균값

II. All Average Values over the
Sample Period of a Minimum of 4
and Maximum of 8 Hours
Cadmium and its compounds, expressed as
cadmium (Cd)
Thallium and its compounds, expressed as
thallium (Tl)
Mercury and its compounds, expressed as
mercury (Hg)
Antimony and its compounds, expressed as
antimony (Sb)
Arsenic and its compounds, expressed as
arsenic (As)
Lead and its compounds, expressed as lead
(Pb)
Chromium and its compounds, expressed as
chromium (Cr)
Cobalt and its compounds, expressed as
cobalt (Co)
Copper and its compounds, expressed as
copper (Cu)
Manganese and its compounds, expressed
as manganese (Mn)
Nickel and its compounds, expressed as
nickel (Ni)
Vanadium and its compounds, expressed as
vanadium (V)
Tin and its compounds, expressed as tin
(Sn)

total 0.05
mg/m3

카드뮴 및 화합물의 카드뮴(Cd) 수치

총
0.05
mg/m3

탈륨 및 화합물의 탈륨(Tl) 수치
0.05
mg/m3

수은 및 화합물의 수은(Hg) 수치

0.05
mg/m3

안티몬 및 화합물의 안티몬(Sb) 수치
비소 및 화합물의 비소(As) 수치
납 및 화합물의 납(Pb) 수치
크롬 및 화합물의 크롬(Cr) 수치
코발트 및 화합물의 코발트(Co) 수치
total 0.5
mg/m3

구리 및 화합물의 구리(Cu) 수치

총
0.5
mg/m3

망간 및 화합물의 망간(Mn) 수치
니켈 및 화합물의 니켈(Ni) 수치
바나듐 및 화합물의 바나듐(V) 수치
주석 및 화합물의 주석(Sn) 수치

이 평균값은 기체 및 증기
형태로 존재하는 중금속과 그
화합물에도 적용된다. 단,
대기로 배출되는 다이옥신과
푸란의 양을 최신 기술을

These average values cover also
gaseous and the vapor forms of
the relevant heavy metal
emission as well as their
compounds: Provided,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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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ission of dioxins and furans
into the air shall be reduced by
the most progressive techniques:
Provided further, That all
average values of dioxin and
furans measured over the sample
period of a minimum of 6 hours
and a maximum of 8 hours must
not exceed the limit value of 0.1
nanogram/m3.

사용하여 감소시켜야 한다.
또한, 최소 6시간에서 최대
8시간에 이르는 시간 중
측정된 다이옥신과 푸란의
평균값은 제한 수치인 0.1
nanogram/m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Pursuant to Section 8 of this
Act, the Department shall
prepare a detailed action plan
setting the emission standards or
standards of performance for any
stationary source, the procedure
for testing emissions for each
type of pollutant, and the
procedure for enforcement of
said standards.

동 법의 제 8조에 의거,
환경자원부는 배출 기준 또는
모든 고정배출원의 이행 기준,
오염 물질별 배출 검사 절차 및
각 기준의 시행 절차 수립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Existing industries, which are
proven to exceed emission rates
established by the Department,
in consultation with
stakeholders, after a thorough,
credible and transparent
measurement process shall be
allowed a grace period of
eighteen (18) months for the
establishment of an
environmental

기존 산업 중, 환경자원부에서
설정하는 배출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된 곳은, 철저하고
신뢰도 있으며 공정한 조사
절차 및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 관리 체계와 적절한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18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다만, 우수 사례에
한하여 환경자원부는 12개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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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system and the
installation of an appropriate air
pollution control device: Provided,
That an extension of not more
than twelve (12) months may be
allowed by the Department on
meritorious grounds.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SEC. 20. Ban on Incineration.Incineration, hereby defined as
the burning of municipal, biomedical and hazardous wastes,
which process emits poisonous
and toxic fumes, is hereby
prohibited: Provided, however,
That the prohibition shall not
apply to traditional small-scale
method of
community/neighborhood
sanitation "siga," traditional,
agricultural, cultural, health, and
food preparation and crematoria:
Provided, further, That existing
incinerators dealing with biomedical wastes shall be phased
out within three (3) years after
the effectivity of this Act:
Provided, finally, That in the
interim, such units shall be
limited to the burning of
pathological and infectious
wastes, and subject to close
monitoring by the Department.

제20조 소각 금지
지역 폐기물, 생체의학 폐기물
및 유해 폐기물을 태우는 것,
특히 그 과정에서 유독한
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소각행위는 금지된다.
단, 전통적으로 이뤄져 온
지역사회/이웃의 위생유지를
위한 소규모 “시가”, 관습,
농업, 문화, 보건, 요리 준비 및
시신의 화장에는 동 소각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기존의 생체의학 폐기물
소각장은 동 법의 시행 3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폐쇄토록
한다. 마지막으로, 그와 같은
시설은 폐쇄되기 전까지
병리적이고 전염성 있는
폐기물의 소각만 처리할 수
있으며 환경자원부의 면밀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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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government units are
hereby mandated to promote,
encourage and implement in their
respective jurisdiction a
comprehensive ecological waste
management that includes waste
segregation, recycling and
composting.

지방 정부 단체는 쓰레기 분리,
재활용 및 퇴비제작을 포함하는
총체적, 친환경적인 폐기물
관리를 해당 지역에서 홍보,
장려 및 시행할 의무가 있다.

With due concern on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the
Department shall promote the
use of state-of-the-art,
environmentally-sound and safe
non-burn technologies for the
handling, treatment, thermal
destruction, utilization, and
disposal of sorted, unrecycled,
uncomposted municipal, biomedical and hazardous wastes.

기후 변화의 영향을 적절히
고려하여, 환경자원부는
분리수거되고, 재활용 되지
않고, 퇴비로 만들어지지 않은
각 지역의 생체의학 그리고
유해 폐기물의 취급, 처리,
열분해, 활용과 폐기에 있어,
최첨단이면서도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비연소 처리 기술의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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