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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배출시설 운영자) 준수사항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배출시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공정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

준이 초과되는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4.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준수사항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여 오염물질 등의 배출이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일지를 사실대로 기록 1년간 보존할 것.

3. 자가측정기록부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기록부는 최종기재 및 측정한 날부터 6개월간 보존할 것)

4. 자가측정시에 사용한 여과지는 시료채취기록지와 함께 일자별로 보관할 것

5. 환경기술인은 사업장에 상근할 것(변경시엔 전언 통보할것).

관리사항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3. 자가측정 및 자가측정한 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허가 대상

변경신고대상

※ 1항부터 6항의 경우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제출, 나머지는 변경 전에 제출하여야 함

1. 대표자 변경

2. 사업장 명칭 변경

3. 사업장 소재지 변경

4.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5. 폐수배출량이 증가 또는 감소로 사업장 종별이 변경되는 경우

6.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

7. 폐수배출량이 시고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

정보공개 >  수질정보 >  폐수배출시설관리폐수배출시설관리

(http://www.boseong.go.kr)

/www/open_data
/www/open_data/water
/www/open_data/water/waste_water


8.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9.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10.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새로이 설치 하는 경우

1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12. 허가증․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사항

※ 변경허가 시점은 시설 변경 전에 제출하여야 함

1. 폐수배출량이 허가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또는1일700㎥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타 안내사항

1. 환경기술인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2. 가동개시예정일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득하여야 함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조치(행정처분 등)됩니다.

C O P YR IG HT ⓒ  BO S EO NG -G UN. ALL R IG HT

R ES ER VED.

(http://www.bose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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