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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복잡하고 에너지 집약적인 철강 제조 공정은 세계 대기 오염의 주요 기여요인이자 이산화탄소(CO2)의 주요 
배출원이다. 한국은 세계 6위의 주요 철강 생산국이자 동시에 조강 생산의 약 70%를 석탄 기반의 고로-전로 
공정에 의존하고 있어, 매년 제철소에서 상당량의 온실가스와 함께 다수의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다.

CREA와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고로-전로(BF-BOF) 기반 일관제철소 운영에 따른 대기 
오염, 건강 피해 및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2050년 탄소중립에 따른 건강 및 경제 편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주요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제철소들이 동시에 가동된다고 가정할 때,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연평균 농도를 기준으로 지표 
부근의 대기질에 연평균 최대 1.5μg/m3의 이산화질소(NO2)와 최대 1.22μg/m3의 이산화황(SO2) 그리고 
최대 0.4μg/m3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가중시킨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연간 
평균 대기 오염 안전 수준을 감안할 때, 이는 국내 일관제철소에서만 권장 공해 허용량의 8~12%를 
차지하는 수준임을 의미한다.

»  3개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은 2021년 기준 약 506건의 조기사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모델링된 지역 제철소 중 건강 피해 원인 기여도는 광양-포항-당진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21년 대기 오염 노출로 인해 발생한 건강 관련 비용 지출과 결근에 따른 경제적 손실 비용은 2021년 약 
3조 4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  현행 정책 시나리오(CurPol) 하에서 추가적인 배출 통제 개입이 없을 경우, 한국의 고로-전로 공정을 통한 
철강 생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누적 조기 사망은 2022년부터 2050년까지 약 19,400명으로 추정된다. 
동시에 같은 시기 누적 경제적 부담 금액은 약 127조 원으로 추산된다.

»  고로-전로 공정에 따른 대기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의 약 75%가 국내 부담으로 발생하며, 제철소 발 
대기 오염은 확산되어 주변 국가의 일부에도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의 2050 탄소 중립 로드맵(NZ2050) 이행은 일관제철소 가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누적 조기 사망 
가운데 약 9,300 건을 예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철강 소비·생산 효율 개선이 나타날 경우(NZ2050_Eff), 
추가 500 건의 조기사망을 피할 수 있다. 이처럼 2050 탄소중립의 성실한 이행은 현 정책 시나리오에서 
추정되는 누적 조기 사망 수를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 

»  2050년 철강 부문에서의 탄소 중립 달성과 함께 소비·생산 효율 개선이 나타나게 될 경우(NZ2050_Eff), 
일관제철소 대기오염에 따른 영향 비용은 2022년부터 2050년까지 약 63조 원으로 세 시나리오 중 가장 
높은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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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나리오 별 제철소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연간 조기사망 및 경제 비용 (2020-2050)

그림자 구간: 95% 신뢰 구간 / Shading indicates 95% confidence inter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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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한국의 철강산업은 국내 산업 및 경제의 근간이자 동시에 글로벌 철강 산업에서도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2021년 기준 세계 조강 생산량 가운데 3.8%(7,140만 톤)를 생산하며 세계 6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철강 산업은 자동차, 건설 및 조선 산업과 같이 주요 연관 산업의 중요한 재료 공급자로서, 엄청난 규모의 전후방 
연관효과를 지닌 산업이기도 하다.

이처럼 매년 상당량의 철강을 생산하고 있는 국내 철강 산업은 동시에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의 주요 
배출원이기도 하다. 전세계 오염물질 배출 가운데 황산화물(SOx)의 약 45%, 질소산화물(NOx) 및 초미세먼지 
(PM2.5) 오염의 각각 약 25%가 산업 활동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며(IEA, 2019), 이 가운데 철강 산업은 
연·원료의 연소를 포함한 다양한 제조 단계를 거치는 등 그 공정이 매우 복잡하고 에너지 집약적이어서 산업군 
중에서도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에서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대기오염 물질의 경우 부산물 생산 및 
정제 과정에서도 배출된다.

현재 한국의 대규모 고로-전로(BF-BOF) 기반 일관제철소1는 모두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여 철강을 생산하고 
있다. 국내의 대표 3개 제철소(포스코 광양, 포스코 포항, 현대제철 당진)가 이러한 고로-전로 공정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조강 생산량의 약 70%가 전로를 통해 생산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고로-
전로 기술은 조강 1톤 당 약 2.2톤의 CO2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2t CO2 /t steel), 이는 스크랩 기반 
전기로(EAF)2 기술(0.3t CO2/t steel)에 비해 탄소 집약도가 최대 86% 더 높다(IEA, 2020). 즉, 고로-전로 
공정을 통해 철강을 생산하는 일관제철소는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하기에 온실가스와 오염 물질 배출량 모두 
다른 산업 대비 두드러지게 크게 나타난다.

한국 정부는 철강 산업에서의 배출량 감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목표를 발표해왔다. 2021년 10월 발표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는 2030년까지 철강 부문의 배출량을 2018년 수준 대비 2.3% 줄이겠다는 
목표가 포함되었다. 또한 2021년 10월 발표된 탄소중립 시나리오 내 철강 부문의 탄소중립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기존 환원제로 사용해 온 코크스(석탄)를 수소로 대체하고, 스크랩을 기반으로 하는 전기로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도철강부문의 배출 저감을 위해 제강 공정 전반의 설비효율 향상, 부산물 
재활용 확대, 탄소포집·활용·저장 (CCU/S)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석탄이라는 화석연료를 연료로 사용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철강 산업에서는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술 전환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감축 효과가 혁신적으로 실현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처럼 철강 산업의 전환은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산업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문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 
또한 필수적이다.

이러한 기존 고로-전로 공정 운영에 따른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본 보고서는 “한국 철강 부문의 2050 
탄소중립 경로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 (CurPol, NZ2050, NZ2050_Eff)를 토대로 한국의 
3개 일관 제철소의 대기 오염, 건강 및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1　 일관제철소란 철의 원료인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들고(고로) 불순물을 제거해(전로) 판재, 강재 등 다양한 철강 반제품 및 완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생산 시설이 갖춰진 제철소를 뜻한다.

2　 전기로는 주로 고철(철스크랩)을 주원료로, 전기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고철을 녹이고 성분을 조정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제철소와 숨겨진 진실 : 국내 일관제철소의 대기오염 영향과 건강 피해

7

국내 일관제철소 개요

» 포스코 포항 제철소는 1973년에 준공된 한국 최초의 일관제철소로 2000년 완전 민영화까지 정부 
소유 및 위탁으로 운영되었다. 2021년 가장 오래된 제 1고로가 종풍되면서 현재 총 3기의 고로와 
7기의 전로가 가동되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연간 조강생산량은 약 1,600만톤 이상으로3 국내 
생산의 약 35%를 차지한다. 

»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일관제철소로, 연간 조강 생산량은 약 2,000만 톤 내외이며4 
현재 5기의 고로가 가동되고 있다. 광양제철소는 1987년 가동을 시작해 지금까지 고로 개수를 통한 
내용적 확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조강 생산량을 늘려왔다.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연간 조강생산능력은 2,400만 톤이다. 2006년 착공해 2010년 2기의 고로 
가동을 시작으로, 2013년 3 고로 완공 및 화입을 통해 현재 총 3기의 고로를 가동하고 있다. 2021년 
현대제철 생산량은 약 1,843만 7천 톤으로 집계된다.5

3 4 5

1. 철강 산업과 대기 오염

단일 굴뚝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발전 부문과 달리 제강 공정에서는 오염물질이 공정 과정에서 다양한 경로로 
배출된다. 제강은 수요 원자재, 생산 부산물, 설비 구성 방식 등이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요인은 제철소의 연식, 
사용 연·원료 및 기술과 함께 제철소의 배출량과 배출물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당 요인은 철강 시설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설비의 개별 배출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하다.

코크스 및 소결 공정 – 코크스 오븐 및 소결 공장
제강은 철광석, 석회석, 코크스용 석탄(제철용 원료탄) 등의 원료를 준비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원료는 제철의 
여러 공정 단계 내 오븐과 용광로에서 가열되고 녹는다. 코크스 공정에서 원료탄은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약 
1000℃ ~ 1100℃로 가열되며(무산소 연소), 이를 통해 코크스라고 하는 단단한 다공성 형태가 된다. 코크스는 
환원제인 일산화탄소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며, 이는 고로에서 철광석과 반응하여 철과 이산화탄소를 생성한다. 
코크스 제조 과정에서 미세먼지도 함께 생겨나며, 적절히 관리되지 못하면 대기 중으로 방출될 수 있다.

소결 공장에서는 가루 형태의 철광석과 석회석 등 부원료를 소결로에 투입하여 덩어리 형태의 소결광을 만든다. 
철광석, 석회석 또는 기타 보조 재료로 만들어지는 소결광은 고로에서 철강의 화학적 특성, 품질 및 입자 크기 
등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적합한 형태로 철광석을 가공한 것이다.

제선공정 – 고로
코크스, 소결광, 석회석은 고온의 고로 상부에서 공급되어 아래로 내려간다. 고로 상부에서는 수분이 빠져나가고 

3　 한국은행 포항본부, (2021). “2021년 1월 중 경북 동해안지역 실물경제동향 보도자료”, p.2.
4　  위와 같음.
5　 박진철, (2022.01.27). “(현대제철IR) 현대제철, 전년比 생산·판매 감소에도 매출액은 늘어”, 철강금속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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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물과 탄산염이 분리되는 한편, 고로 하부에서는 간접 환원이 일어나고 용선이 생성된다. 코크스 연소 가스는 
철광석에서 대부분의 산소를 제거하고 석회석은 철광석 및 코크스와 반응하여 불순물을 제거한다.

고로는 조업이 시작되면 중단 및 재가동, 적정 온도 유지 등이 쉽지 않기에 통상적으로 화입 후 15-20년 
간 지속적으로 가동된다. 따라서 고로는 화입 후 약 15~20년 간 24시간 연속가동되며 이러한 기한을 
‘1대기(campaign)’라고 표현한다. 고로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대개 개·보수를 위해 1대기가 끝날 때 
중단되며, 개수 작업을 통해 고로 내 내화 벽돌 교체, 내용적 확대 등 플랜트 추가 개조를 진행한다.

제선 공정에서는 상당량의 이산화황과 먼지가 방출된다. 이산화황은 일반적으로 탈황 및 활성탄을 통해 제어되며 
먼지는 주로 습식 및 건식 방식으로 탈진 장치를 통해 관리된다.

제강 – 전로
고로에서 생산되는 쇳물(용선)은 전로에서 불순물 제거를 통해 강(steel)으로 탄생한다. 전로에 고철 그리고/
또는 용선을 투입한 뒤 고순도 산소를 불어넣어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원하는 철강 성분 비율 조성을 위해 합금이 
추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전로 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에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납·망간 등의 
금속 및 기타 휘발성 물질 등이 있다. 제강 과정을 거쳐 생산된 철은 이후 강판, 판재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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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철강 산업의 대기오염 규제 현황

철강 부문에서의 탈탄소 과제 중 핵심은 대기오염 배출량이 많고 에너지 집약적인 고로-전로 공정의 전환이다. 
다만 대표적인 청정 전환 기술로 손꼽히는 수소환원제철은 국내에서 상용화 검증 단계에 있어, 3개 일관제철소 
모두 아직은 계속해서 고로를 통해 철강을 생산하고 있으며 개수를 통해 조업을 지속하고 있다.

11개의 잔여 고로 교체를 위한 구체적인 전환 로드맵은 부재하나, 기존 배출 제어 기술 및 규제를 통해 일부 
오염 물질 배출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국내 대기환경보전법은 주요 기준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철강 부문에서의 주요 배출 오염 물질로는 대표적으로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 
그리고 미세먼지(PM2.5) 등이 있다.

1. 배출 관리 및 제한

철강 부문에서의 오염물질 배출 규제에 관한 내용은 국내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되어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시행 시작연도인1991년 이후 지금까지 총 77회 개정되었으며, 법에서 규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한도는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날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8]을 통해 시설 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배출허용기준은 배출시설의 설치연도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다르게 적용된다(표1). 단, 일부 설비의 경우 이에 
우선하는 예외인정 허용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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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제철소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2020년 1월 1일 이후 적용)

배출 시설 SO2 (ppm) NO2 (ppm) PM (mg/Sm3) 비고

배소로 

140 60 2007년 1월 31일 이전

90 60 2007년 2월 1일 이후

45 60 2015년 1월 1일 이후

용선로 연소가스시설

140 60 25 2007년 1월 31일 이전

90 60 15 2007년 2월 1일 이후

45 60 10 2015년 1월 1일 이후

소결로
(또는 소결로 연소시설)

140(15) 170(15) - 2007년 1월 31일 이전

90(15) 100(15) 20(15) 2007년 2월 1일 이후 (SO2, NO2)
2014년 12월 31일 이전 (PM)

45(15) 60(15) 10(15)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
건조로
열풍로

-

150(11) - 2007년 1월 31일 이전

115(11) 20(11) 2007년 2월 1일 이후 (SO2, NO2) 
2014년 12월 31일 이전 (PM)

80(11) 10(11) 2015년 1월 1일 이후

코크스제조시설 중 
연소시설 85(7) 

190(7)
15(7)6 2006년 12월 31일 이전(NO2)

115(7) 2007년 1월 1일 이후(NO2)

출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8]

[표 2] 오염물질별 배출허용 예외기준 시설 중 제철소 시설

배출 시설 SO2(ppm) NO2(ppm) 예외인정 허용기준 및 인정기간

포스코 포항

1, 2, 3, 4, 5, 6 호기

-

60(4) 2021년 12월 31일 이전

9 호기 60(4)/30(4) 2021년 6월 30일 이전 60(4)
2021년 7월 1일 이후 30(4)

10, 11 호기 60(4)/30(4) 2020년 12월 31일 이전 60(4)
2021년 1월 1일 이후 30(4)

소결로 2, 3, 4호기 190(15)/
145(15)

2020년 6월 30일 이전 
190(15)2020년 7월 1일 이후 

145(15)

포스코 광양 

2, 6 호기 60(4)/30(4) 2021년 6월 30일 이전 60(4)
2021년 7월 1일 이후 30(4)

1, 4 호기 60(4)/30(4) 2020년 12월 31일 이전 60(4)
2021년 1월 1일 이후 30(4)

3, 8 호기 60(4)/30(4) 2020년 6월 30일 이전 60(4)
2020년 7월 1일 이후 30(4)

현대제철 당진
소결로 200(15)/

120(15)
2007년 1월 31일 이전 200(15)
2007년 2월 1일 이후 120(15)

소결로 연소시설 200(15) 2007년 1월 31일 이전 200(15)

출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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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출 감시 체계
6

한국환경공단(K-eco)은 한국환경공사법에 따라 환경 오염방지,  환경개선,  자원순환촉진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한국환경공단은 철강, 석유화학 및 발전 부문 등의 설비 배출지점에 설치된 
굴뚝자동측정기기(TMS)로부터 수집된 배출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수집한 배출 데이터는 
굴뚝자동화측정기기 측정결과 공개 사이트(CleanSys)에 공시하고 있으며, CleanSys를 통해 총 7개 오염물질 
배출정보7를 공개하고 있다. 

현재 오염물질 배출 정보는 웹사이트에 약 30분 간격으로 실시간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배출 정보가 
24시간만 공개되어 이전 누적 데이터가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으며, 일부 정보는 수리, 유지 보수 점검, 
또는 미수신 등을 사유로 보고되지 않는 경우도 잦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제철소에서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시설이 고로임에도 불구하고 설비 구조상의 이유로 이전에는 고로에 TMS가 부착되지 않았다. 
즉, TMS가 일부 굴뚝형 설비에만 설치되어 있어 전체 배출원 중 일부만 측정 보고되어 온 것이다. 

이 외에도 현장에서 배출 보고가 누락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일례로 2019년 일관제철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는 제철소에서 오염물질 배출 저감 없이 고로 블리더밸브를 개방한 것을 대기오염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대해 10일간 가동중단을 명령한 바 있다. 민관합동대응팀 발족 후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협의를 통해 향후 특정 조건8으로 블리더 밸브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승인받았다. 

6　 석탄코크스 제조시설-코크스로  
7　 먼지,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염화수소(HCL), 일산화탄소(CO), 불화수소(HF), 암모니아(NH3)  
8　 1) 밸브 개방일자·시간·조치사항 등을 지자체, 지방환경청을 비롯한 인허가 기관에 사전 보고 
 2) 풍압 조절 및 개방 전 미분탄 투입 조기 중단을 포함한 절차 개선을 통해 먼지 배출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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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분석 방법 

본 보고서는 포스코 광양, 포스코 포항,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의 대기오염 농도와 확산도를 정량화하여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제철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의 직접 노출로 인한 대기질, 인체 건강 및 경제적 영향9 을 
추정했다. 

CALPUFF 기상 및 대기 확산 모델링 시스템을 통해, 먼저 철강 시설 내 주요 굴뚝의 오염 물질 배출 농도 및 
방출을 중심으로 제철소의 과거 지표 근처 대기 오염 농도에 대한 기여도를 추정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및 
확산도 분석을 위한 관련 데이터는 위성 영상자료 및 철강 기업들이 대한민국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구 통계 자료와 상기 건강영향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오염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추정하였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및 확산도 분석을 위한 관련 데이터는 CleanSys와 같은 공공개방 
데이터 및 철강 기업들이 대한민국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보고되는 배출량은 실제 사업장의 전체 배출량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전 연도 대비 일관 제철소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당히 증가하여 높게 나타난 2021년을 연간 
영향의 표본 연도로 사용하였다.10 미래 배출 영향 예측은 KAIST·기후솔루션(2022)의 “한국 철강 부문의 2050 
탄소중립 경로” 연구에서 아래 3가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분석한 철강 생산기술별 철강 산출량을 참조하였다. 

»  현 정책(CurPol) 시나리오는 우리나라 제철 기술 현황과 산업연구원의 철강 부문 산출 전망 그리고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확정된 에너지 및 기후정책 수단이 반영된 시나리오이다 (2022년 3월 기준). 

»  Net Zero(NZ2050) 시나리오에서는 상기 현 정책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첫 모형 연도인 2025년부터 
우리나라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정 속도로 감소시켜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넷제로를 달성하는 
시나리오이다. 

»  철강 효율 개선 시나리오(NZ2050_Eff)는 위의 NZ2050 시나리오 가정을 따르되, 해당 시나리오 대비 
철강 생산 및 소비 효율 향상을 통해 철강 부문의 산출량이 2025년부터 2050년까지 선형적으로 약 22% 
감소한다고 전제한다. 

제철소 오염물질 배출의 누적 영향(2022~2050)은 국가 인구 통계를 고려하여 3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계산되었다. 이러한 누적 영향값을 통해 한국의 2050 탄소 중립 로드맵 이행과 이에 따른 설비, 연료 그리고 
공정의 전환이 가져다주는 건강 및 연관 비용 편익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상세한 분석의 방법론과 활용된 
자료의 출처는 부록에 기술되어 있다. 

9　 2021년 및 미래 대기 오염 관련 질병 및 사망으로 인한 한국의 의료 비용 증가, 경제적 생산성 손실 및 건강 영향  
10　 단, 사업장의 생산량 및 여건의 변동에 따라 연도별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영향의 분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유의해야 한다. 또한 2020년부터 사업장 내 자동측정기기 확대가 진행된 점, 그리고 국내 제철소에도 2022년 일부 설비에 자동측정기기가 추가된 점을 
감안하면 2022년 배출량은 기존보다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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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배출 분석 결과 

한국의 일관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은 전국의 대기 질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제철소 인근 도시와 지역 
사회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모든 일관제철소들이 동시에 가동된다고 가정할 때,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연평균 농도를 기준으로 지표 
부근의 대기질에 연평균 최대 1.5μg/m3의 이산화질소(NO2)와 최대 1.22μg/m3 의 이산화황(SO2) 그리고 최대 
0.4 μg/m3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가중시킨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연간 평균 대기 오염 안전 수준이 이산화질소의 경우 10μg/m3, 미세먼지의 
경우 5μg/m3이라는 점을 감안하면11, 이는 국내 고로 제철소 배출량만으로도 연간 권장 공해 허용량의 
8~12%를 차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대한민국 연평균 미세먼지 대기오염도는 
18μg/m3로, 세계보건기구 대기질 가이드라인을 현저히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 제철소 중에서는 광양 제철소가 연간 평균 이산화질소 1.2 μg/m3, 이산화황 1.16 μg/m3, 미세먼지 0.37 
μg/m3로 2021년 배출량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일관제철소에서는 오염물질과 함께 유독가스도 배출되는데, 3개 제철소의 유독가스 배출로 인한 
이산화질소 및 이산화황의 최대 시간당 지상 농도 증가는 95µg/m3에 달한다. 질소산화물과 이산화황은 모두 
2차 미세먼지도 생성하는데, 제철소 미세먼지의 최대 24시간 농도는 6.5 µg/m3로 WHO에서 권장하는 24시간 
미세먼지 농도 제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11　 WHO, (2021). Ambient (Outdoor) Air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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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내 일관제철소 지역의 연간 평균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국내 일관제철소 연간 평균 
이산화황(SO2) 배출 농도(2021)

국내 일관제철소 연간 평균 
이산화질소(NO2) 배출 농도(2021)

국내 일관제철소 연간 평균 
초미세먼지(PM2.5) 배출 농도(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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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제철소 건강 및 경제적 영향

1. 연간 건강 영향

분석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일관제철소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은 총 506건으로 나타났다(표 3). 
이러한 조기사망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발생하지만, 제철소 오염물질 배출은 북한, 중국 및 일본의 일부 지역 
대기질에도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모델링된 오염 물질 중에서는 1차 및 2차 
초미세먼지(PM2.5)의 결합 효과가 조기사망 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산화질소 역시 
주요 기여 요인으로 작용한다. 12 13

12 표는 일부 주요 질환에 대한 조기사망자 수만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표의 주요 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의 합이 실제 총 조기사망자 수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13　 이산화황이 다른 오염 물질 대비 독립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평가한 별도의 최신 연구가 없는 관계로 이중 계산을 피하기 위해 총 조기사망자 수는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의 합계로 계산하였다.  

[표 3] 일관제철소 오염물질로 인한 주요 질환 별 연간 조기사망자 수(2021)12

물질 사망 원인 질병 중앙 추정치 95% 신뢰 구간 범위

총 조기사망자 수 50613 329 – 698

이산화질소(NO2)로 인한 총 조기사망자 수 204 100 – 314

NO2
심장혈관계 질환 165 97 – 261

호흡기 질환 8 4 – 93

초미세먼지(PM2.5)로 인한 총 조기사망자 수 302 229 – 384

    PM2.5

만성 폐쇄성 폐질환 24 8 – 46

당뇨 2 1-5

허혈성 심질환 54 40 – 70

하부호흡기감염증 84 28 – 150

아동 하부호흡기감염증 0.2 0.1 – 0.2

폐암 42 20 – 69

뇌졸중 52 20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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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조기 사망 외에도 아동 신규 천식 사례 약 150건과 60 건의 조산이 제철소 발 오염 노출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고로 제철소의 대기오염으로 악화된 당뇨병, 뇌졸중,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후유증으로 단축되는 
건강수명15 연수는 약 550년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5). 

14　 표는 일부 주요 질환에 대한 조기사망자 수만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표의 주요 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의 합이 실제 총 조기사망자 수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15　 국가지표체계에서 정의하는 건강수명은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사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특별한 이상 없이 생활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표 4] 일관제철소 오염물질로 인한 국가별 조기사망자 수 (2021)14

사망 원인 질병 한국 중국 일본 북한

총 조기사망자 수 292 (180 – 411) 38 (26 – 53) 150 (106 – 197) 26 (17 – 37)

이산화질소(NO2)로 인한  
총 조기사망자 수 153 (74 – 235) 5 (2 – 8) 42 (21 – 63) 5 (2 – 8)

심장혈관계 질환 117 (70 – 187) 6 (4 – 10) 35 (19 – 53) 7 (4 – 11)

호흡기 질환 6 (3 – 7) 0 (0 – 0) 1 (1 – 1) 1 (0 – 1)

초미세먼지(PM2.5)로 인한 
총 조기사망자 수 139 (106 – 176) 33 (24 – 45) 108 (85 – 134) 21 (15 – 29)

만성 폐쇄성 폐질환 9 (3 – 16) 5 (2 – 10) 5 (2 – 11) 5 (2 – 9)

당뇨 2 (1-4) 0.1 (0.0 – 0.1) 1 (0 – 1) 0 (0 – 0)

허혈성 심질환 21 (15 – 27) 10 (8 – 13) 17 (12 – 21) 6 (4 – 9)

하부호흡기감염증 33 (9 – 61) 1 (1 – 2) 47 (18 – 82) 3 (1 – 5)

폐암 22 (11 – 37) 5 (2 – 8) 13 (7 – 21) 2 (1 – 3)

뇌졸중 22 (9 – 42) 10 (4 – 18) 12 (4 – 21) 8 (3 – 15)

[표 5] 일관 제철소발 대기 오염으로 인한 연간 건강 피해 추정(2021) 

물질 원인 질병 및 영향 중앙 추정치 95% 신뢰구간범위

PM2.5 천식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 126 78 – 173

PM2.5 저체중 출생아 출산 44 14 – 76

NO2 아동 신규 천식 환자 154 33 – 349

PM2.5 조산 63 31 – 67

PM2.5 결근(일) 183,877 156,429 – 211,140

PM2.5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건강수명 상실(년) 188 68 – 352

당뇨로 인한 건강수명 상실(년) 95 19 – 234

뇌졸중으로 인한 건강수명 상실(년) 276 91 – 555

PM2.5 및 NO2 합계 건강수명 상실 (년) 8,655 5,579 – 1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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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인구수를 기준으로 광역시·도 단위로는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기도, 전라남도 및 부산시가 제철소 
대기오염으로 인한 가장 높은 건강 영향을 받았으며, 시 단위로는 포항, 광주, 여수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제철소 지역 대비 인근 광역시 또는 대도시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 영향 인구의 절대 
수 또한 제철소 지역 대비 인근 광역시 또는 대도시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2. 미래 누적 건강 영향 

본 보고서에서는 1개의 현 정책 기반의 미래 시나리오와 2개의 2050 탄소중립 기반의 미래 시나리오 총3개의 
미래 정책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각 시나리오에서의 고로 활용도 변화에 따른 건강 영향을 예측했다 (그림 1 
참고). 

현행 정책 시나리오(CurPol)에서 추가적인 오염물질 배출 제어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제철소 대기 오염으로 
인한 누적 조기 사망은 2022년부터 2050년까지 약 19,400명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조기사망은 지속적인 

[표 6] 제철소 별 연간 건강 영향 및 조기사망 추정 (2021)  

물질 원인 질병 및 영향 포스코 광양제철소 포스코 포항제철소 현대제철당진제철소

PM2.5 천식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 87 (54 – 120) 26 (16 – 36) 13 (8 – 18)

PM2.5 저체중 출생아 출산 31 (9 – 53) 9 (3 – 16) 4 (1 – 7)

NO2 아동 신규 천식 환자 85 (18 – 192) 63 (14 – 143) 7 (1 – 15)

PM2.5 조산 44 (22 – 47) 13 (6 – 14) 6 (3 – 7)

PM2.5 결근 또는 병가(일) 127,118
(108,142 – 145,967)

38,866
(33,064 – 44,630)

18,786
(15,981 – 21,572)

PM2.5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건강수명 상실(년) 130 (47 – 244) 41 (15 – 77) 18 (6 -33)

당뇨로 인한 건강수명 상실(년) 65 (13 – 162) 23 (4 – 60) 6 (1 – 15)

뇌졸중으로 인한 건강수명 상실(년) 192 (63 – 385) 60 (20 – 121) 26 (9 – 52) 

합계 건강수명 상실 (년) 5,519 
(3,632 - 7,603)

2,535 
(1,539 - 3,609)

624 
(426 – 846)

총 조기사망자 수 323 (205 – 341) 150 (92 – 213) 34 (23 – 46)

이산화질소(NO2)로 인한 총 조기사망자 수 112 (54 – 172) 84 (41 – 129) 8 (4 – 13)

초미세먼지(PM2.5)로 인한 총 조기사망자 수 210 (159 – 268) 67 (51 – 85) 26 (19-33)

PM2.5

만성 폐쇄성 폐질환 17 (6 – 32) 5 (2 – 9) 2 (2 – 4)

당뇨 2 (0.4 – 3.4) 0.6 (0.2 – 1) 0.2 (0.1 – 0.4)

 허혈성 심질환 39 (28 – 49) 11 (8 – 15) 5 (3 – 6)

하부호흡기감염증 58 (19 – 104) 21 (7 – 37) 6 (2 – 10)

아동 하부호흡기감염증 0.12 (0.1 – 0.2) 0.03 (0.02 – 0.04) 0.02 (0.01 – 0.03)

폐암 29 (14 – 48) 9 (4 – 15) 4 (2 – 6)

뇌졸중 37 (14 – 67) 11 (4 – 19) 5 (2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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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 추가 제어와 고로 기반 철강 생산의 감소 등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표 7). 

탄소중립(NZ2050)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경우 향후 28년 동안 이러한 누적 조기 사망은 약 10,000건으로 
감소될 수 있으며, 여기에 효율성 향상이 더해지면(NZ2050_Eff) 약 9,560명으로 예상 조기사망자 수가 더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들에서의 예상 조기사망 수는 기본적으로 현 정책 시나리오(CurPol)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난다. 

탄소중립 시나리오(NZ2050)에서는 조기 사망 예방과 함께 대기 오염 노출로 인한 전반적인 건강 편익도 더 
크다(표 8).  2022년부터 2050년까지 대기 오염으로 인한 질병이나 간병으로 인한 예상 결근일은 530만 
일에서 290만 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당뇨병 또는 뇌졸중으로 인한 장애 수명은 
현정책(CurPol)에서는 총 21,130년으로 예상되지만 탄소중립 시나리오(NZ2050)에서는 10,800년으로, 효율 
향상 시나리오(NZ2050_Eff)에서는 10,300년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표 7] 철강 부문 시나리오 별 제철소 대기 오염으로 인한 누적 조기사망자 수(2022-2050)

물질 사망 원인 현 정책 2050탄소중립 2050 탄소중립
(+효율 향상)

총 누적 조기 사망자 수 19,355 
(12,478 - 26,774)

10,052 
(6,471 - 13,915)

9,556 
(6,157 – 13,223)

이산화질소(NO2)로 인한 총 조기사망자 수 11,280 
(8,540 - 14,344)

5,814 
(4,404 - 7,392)

5,545 
(4,200 - 7,049)

NO2
심장혈관계 질환 6,493 (3,828 - 

10,273) 3,413 (2,011 - 5,397) 3,231 (1,904 - 5,109)

호흡기 질환 310 (168 - 357) 163 (88 - 187) 154 (83 - 177)

초미세먼지(PM2.5)로 인한 
총 조기사망자 수

8,075 
(3,938 - 12,430)

4,238 
(2,067 - 6,523)

4,011 
(1,957 - 6,174)

PM2.5

만성 폐쇄성 폐질환 880 (316 - 1,695) 453 (162 - 873) 432 (155 - 833)

당뇨 96 (27 - 196) 49 (13 - 99) 46 (13 - 95)

허혈성 심질환 2,021 (1,473 - 2,593) 1,042 (760 - 1,337) 994 (725 - 1,275)

하부호흡기감염증 3,011 (976 - 5,418) 1,572 (512 - 2,823) 1,501 (489 - 2,695)

아동 하부호흡기 감염증 3 (2 - 4) 2 (1 - 3) 2 (1 - 3)

폐암 1,590 (772 - 2,612) 816 (396 - 1,339) 777 (378 - 1,276)

뇌졸중 1,967 (754 - 3,605) 1,010 (387 - 1,849) 963 (369 - 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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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적 비용 

국내 제철소 대기 오염에의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 관련 비용은 2021년 기준 약 3조 4천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추가적 정책이 개입되지 않고 인구 고령화가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할 경우, 제철소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영향 
비용은 매년 증가할 것이다. 

현 정책 시나리오(CurPol)에서 고로-전로 공정으로 인한 대기 오염의 누적 경제적 부담은 2022년부터 
2050년까지 12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예상 비용의 약 75%가 국내 부담 비용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8] 철강 부문 시나리오 별 제철소 대기오염으로 인한 누적 건강 영향(2022-2050)

물질 영향 현 정책 2050 탄소중립 2050 탄소중립
(+효율 향상)

PM2.5 천식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 3,638 (2,251 - 5,012) 2,009 (1,243 - 2,768) 1,928 (1,193 - 2,656)

PM2.5 저체중 출생아 출산 1,120 (347 - 1,944) 633 (196 - 1,098) 608 (189 - 1,056)

NO2 아동 신규 천식 환자 4,458 (964 - 10,082) 2,534 (548 - 5,731) 2,420 (523 - 5,474)

NO2
 아동 천식 환자 
(증가 유병률) 20,931 (5,233 - 45,015) 11,897 (2,974 - 25,584) 11,363 (2,841 - 24,438)

PM2.5 조산 1,617 (783 - 1,717) 914 (443 - 971) 879 (426 - 933)

PM2.5 결근(일) 5,304,182 
(4,512,407 - 6,090,624)

2,932,248 
(2,494,540 - 3,367,007)

2,813,959 
(2,393,908 - 3,231,179)

PM2.5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건강수명 상실(년) 7,168 (2,585 - 13,442) 3,670 (1,324 - 6,884) 3,498 (1,262 - 6,561)

당뇨로 인한 
건강수명 상실(년) 3,470 (708 - 8,553) 1,801 (364 - 4,439) 1,719 (347 - 4,236)

뇌졸중으로 인한 
건강수명 상실(년) 10,495 (3,471 - 21,110) 5,382 (1,780 - 10,824) 5,130 (1,697 - 10,317)

합계 건강수명 상실 (년) 335,033 
(214,616 - 466,934)

173,391 
(110,878 - 241,842)

164,779 
(105,452 - 229,748)

[표 9] 제철소 대기오염으로 인한 연간 경제적 비용에 대한 제철소 별 기여도 (2021) 
단위: 십억 원

합계 포스코 광양 포스코 포항 현대제철 당진

총 연간 비용 3,375
(2,189 - 4,640)

2,121
(1,409 - 2,885)

1,055 
(646 - 1,488)

208
(143 -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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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50탄소중립 이행에 따라 철강 생산 및 소비 효율성이 높아지고 석탄 사용이 감소한다면 경제 비용 
절감액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탄소중립 시나리오(NZ2050)에 따른 적절한 배출 및 오염 저감 정책의 개입은 현 
정책(CurPol) 대비 약 61조 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가장 높은 수준의 효율 향상 시나리오(NZ2050_Eff)를 
구현할 경우 제철소 대기 오염으로 인한 총 예상 경제적 비용은 약 66조원으로 절감된다. 

[표 10] 시나리오 별 제철소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누적 경제 비용 (2022-2050)  
단위: 십억 원

현 정책 2050 탄소중립 2050 탄소중립(+효율 향상)

총 누적 비용 127,428
(176,022 - 819,926)

66,450
(42,710 - 91,813)

63,192 
(40,649 - 8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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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산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철강을 비롯한 산업,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과 함께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건강 및 경제적 영향이라는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고로가 가동되고 있는 일관 제철소에서의 오염물질배출에 의해 연간 506명의 조기사망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철강산업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발맞춰 전환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2022년부터 
2050년까지 누적 조기사망 피해는 약 19,4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에너지원 및 공정에서의 전환이 탄소중립 시나리오(NZ2050)에 부합하게 나타난다면, 약 9,300건의 
누적 조기사망이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철강 소비 효율 개선이 뒷받침될 
경우(NZ2050_Eff) 500건의 조기사망이 추가로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에서는 모두 현 정책 시나리오 대비 예상 누적 조기사망 인원이 대체적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탄소중립이 전세계적으로 대두되면서 포스코와 현대제철 역시 종래의 화석연료 기반 공정을 수소 기반 공정을 
포함한 다양한 저탄소 공정으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이다.16 아직 탄소 및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청정 제철 기술이 
상용화된 단계는 아니지만, 전환 과정에서의 각종 환경·건강·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고로-전로 공정으로부터 전기로,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기술로의 전환은 더 많은 양의 전력 조달과도 
연결된다. 조강 전과정에서의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이 나타나지 않으려면, 앞으로는 직접 배출을 포함한 
간접배출 부문에서의 개선도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전과정에서의 배출 감소를 위해서는 충분한 재생에너지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한국 에너지믹스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 가스 발전 대신 
재생에너지와 수소환원철의 환원제인 그린 수소의 확보를 위해, 인프라 등 다방면에서의 전환 투자와 이를 위한 
정책 및 규제 부문에서의 지원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철강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와도 상당 부분 연관성이 있는 만큼, 일관제철소를 
운영하는 철강 기업들 또한 현재 수준보다 구체적이고 의욕적인 수준으로의 탄소중립 세부 계획 재조정 및 
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철강 산업이 다양한 전후방 산업과 얽혀있는 만큼 철강 산업의 전환이 불러올 파급 효과 
역시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현재 제철 공정과 설비 수준에서 국한되어 나타나고 있는 탄소중립 및 
전환 논의의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일자리 전환을 비롯한 더 포괄적인 범위에서의 전환 계획도 지금부터 
민관이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정 설비로의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탄소계 공정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과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저감 장치의 확대 및 강화된 배출량 관리가 지속되어야 한다. 앞서 산단에서의 조직적인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및 측정값 조작 등의 문제가 드러난 이후, 정부에서는 자동측정기기의 확대17, 처벌 
강화, 배출량 의무보고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기존의 규제 강화를 꾀하고 있으나 여전히 다음과 같은 보완점들이 
남아있다. 

16　 포스코는 2040년까지 수소환원제철기술을 개발·상용화하여 2050년까지 단계적 설비 전환을 하고, 이전에 전기로 도입, 저탄소 원료 사용, CCUS 
개발 등으로 공정 내 석탄 및 에너지 사용량을 저감하겠다는 계획이다(포스코, 2022). 현대제철 또한 신개념 전기로 기술을 통해 수소 기반 융합형 철강 
생산체제를 2030년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17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2,000개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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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24시간 공개로 제한되어 있는 CleanSys 배출구 별 오염물질 배출량 정보에 대한 누적 데이터 공개 

»  슬래그 야적장, 원료 야적장, 코크스로 원료투입구 등 저감 장치나 측정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기타 시설 및 
공정에서의 비산 배출에 대한 대책 수립 및 보고 체계의 강화 

이처럼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측정·보고되는 배출량이 실제 현장에서의 모든 배출량을 대표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므로 제철소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최선의 예방책들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과정과 결과의 투명성도 확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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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연구 자료 및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건강 영향을 연구하는 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영향 경로 (impact 
pathway)” 분석법을 적용하였다. 이 분석법은 대기오염물질의 지리적 확산 범위, 해당 인구의 대기오염 
노출도를 산정하여 각종 건강 위험도와 인구 수준에 대한 전체적인 건강 위험 증가 정도를 추정한다. 이를 
토대로, 대기 오염 노출로 인한 건강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비용을 추정하였다. 

1. 배출량 

우선 제철소의 오염물질로 인한 건강영향 연구는 제철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설비들의 위치, 설비 종류 및 
배출량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다양한 배출 지점에서 측정된 미세먼지(PM2.5), 질소산화물 
(NOx) 및 황산화물(SOx)의 연간 배출량은 CleanSys에 공개된 2019, 2020 및 2021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다만 오염 물질의 총 배출량(kg) 또는 배출농도(ppm 또는 mg/Nm3) 와 같은 연간 배출 관측 정보가 모든 오염 
물질에서 일관성있게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다음 방정식을 적용하여 오염물질 B에 대한 
배출량(EB)을 추정하였다. 

여기서 EA는 오염물질 A에 대한 배출량을 나타내며 FGC는 플루가스농도(ppm 또는 mg/Nm3)를 뜻한다. 

[표 A-1] 포스코 광양 제철소 오염물질 방출 지점/스택

설비 스택 수 공정

고로 및 소결기 5 소결

소각시설 1 소각로

전기로 2 전기로

기력 발전 설비 9

발전부생가스 복합화력 발전소 2

LNG 복합 발전소 2

코크스 P-ECS 2

코크스 인출 및 냉각코크스 ECS 8

코크스 CDQ 4

SNNC 페로니켈 사업장 4
페로니켈 제조

페로망간(FeMn) 전기로 설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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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2] 포스코 포항 제철소 오염물질 방출 지점/스택

설비 스택 수 공정

고로 및 소결기 4
소결

회전식 소각로 1

전기아크로 2
STS

탈청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4

발전발전 설비(기력) 12

부생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 2

PCM 산회수 2 냉연

산처리시설– 산회수 1 전기강판

도금 CGL(PGL) 탈청시설 1 냉간압연

코크스 인출시설 5

코크스 인출 및 냉각
코크스 ECS 8

코크스 CDQ 4

코크스 CDQ WGT 1

[표 A-3]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오염물질 방출 지점/스택

설비 스택 수 공정

소결기 3 소결
제선고로 3

현대그린파워 플랜트 8 발전

회전식 소각로 1
소성 

석회소성로(샤프트킬른) 5

염산제조시설 2 냉연

코크스 인출시설 3 코크스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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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사용된 CALPUFF 대기 확산 모델에는 발전소 스택에서 발생하는 연기 상승에 대한 세부 모델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모델링 스택에 대한 높이, 내부 직경, 배출가스 온도 및 배출 속도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해당 정보는 국내 철강 기업들이 대한민국 국회에 제공한 자료를 참조하였다. 

 
2. 미래 시나리오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미래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KAIST·기후솔루션(2022)의 “한국 철강 부문의 2050 
탄소중립 경로” 연구에서 활용된 세 가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고로 방식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은 2021년 고로 생산 단위당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상기 세 가지 
시나리오에서의 고로 기반 철강 생산량에 따라 산정하였다. 두 탄소중립 NZ2050 시나리오 내 탄소 포집 및 
저장(CCS) 에 따른 오염물질 감소 비율은 유럽에너지기구 (European Energy Agency)의 “탄소 포집 및 
저장(CCS)으로 인한 대기 오염 영향” 연구를 기반으로 이산화황(SO2), 질소산화물(NOx)및 미세먼지(PM) 
배출량이 각각 85%, 29% 및 6% 감소한다고 가정하였다. 

탄소중립 효율향상 (NZ2050_Eff)에서는 수소 활용 및 효율향상에 따른 철강 생산량 감소를 통해 오염 물질 
배출량의 추가 30% 감소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은 오울루 대학교 
연구(2022) 내 연료 연소 감소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프로세스를 참조하였다. 다만 탄소중립 효율향상 
시나리오의 경로 상에서 전반적으로 수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탄소중립 시나리오(NZ2050) 
대비 추가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표 A-4] 국내 가동 고로 목록

고로 시작 연도 (가동 연수) 최근 개수시기 (Relining)

포항 BF#1 1973 (48 년/종풍) 1993년 2월

포항 BF#2 1976 (46 년) 2015 년 5월

포항 BF#3 1978 (44 년) 2017년

포항 BF#4 1994 (28 년) 2010 년 10월

광양 BF#1 1987 (35 년) 2013년 6월

광양 BF#2 1988 (34 년) 2005년 5월

광양 BF#3 1990 (32 년) 2020년 7월

광양 BF#4 1992 (30 년) 2022년 6월

광양 BF#5 1999 (23 년) 2016년 6월

당진 BF#1 2010 (12 년) * 2024년 3분기까지 (추후 결정)

당진 BF#2 2010 (12 년) 2027년 (추후 결정)

당진 BF#3 2013 (9 년) 2030년 (추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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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기 및 공기질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고로-전로 기반(BF-BOF) 일관 제철소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국내 전역의 대기 오염 
농도와 이로 인한 건강 영향에 대한 기여도를 추정하기 위해 대기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대기 분산 모델링은 CALPUFF 모델링 시스템의 버전 7(2015년 6월)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Scire et 
al. 2000; Exponent 2015). CALPUFF는 점오염원이 대기질에 미치는 장거리 영향 분석에 적합하여 
세계적으로도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산업 표준 모델이다. 이 모델은 미국 환경보호국(EPA) 및 기타 규제 
당국으로부터 공식 검증된 바 있으며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있다. 

CALPUFF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 및 이산화황(SO2)에서 생성되는 2차 질산염과 황산염 
입자 및 2차 초미세먼지(PM2.5)를 파악하고, 이들의 장거리 이동경로에 대한 모델링이 가능하다. 이 메커니즘에 
따라 초미세먼지(PM2.5)에 노출되는 인구 수가 증가하는데, 이는 건강영향 90% 이상의 원인이 된다 (Zhou 
Y et al., 2006). 이를 배제할 경우 대부분의PM2.5 건강 영향이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CALPUFF는 고도의 해상도와 효율적인 계산을 통해 지표부근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모델링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기상 및 지구물리 데이터는 기상연구 및 예측(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WRF) 
모델 버전 4.2.2를 이용하여 생성되었다(Skamarock et al., 2008). WRF는 3개의 일관제철소를 중심으로 
각각 1500 x 1500km 및 450 x 450km를 포함하는 33층의 수직격자와 15km 및 3km 해상도로 2개의 
둥지격자로 설정되었다. 모격자 영역과 내부 영역은 서로 간의 상호 동적 작용을 보장하는 양방향 둥지 기법을 
사용하였다. WRF 시뮬레이션은 미국 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의 
국립환경예측센터(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기후예보시스템재분석 CFRS(Climate 
Forecast System Reanalysis) 데이터 세트의 초기 및 측면 경계 조건을 사용하였다. 기상 데이터는 2021년 

[그림 A-1] 철강 생산기술별 철강 산출량

출처: 엄지용 외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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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기상학적 변동성과 극단적 기상 사례가 상대적으로 덜한 2020년 전체에 대한 3차원의 시간별 기상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WRF를 통해 얻어진 결과물은 CALWRF를 사용하여 CALPUFF 모델에서 처리가능한 CALMET 형태로 
변환하였고, 이후 CALMET을 사용하여 CALPUFF 모델링을 위한 기상 데이터를 준비하였다. CALMET은 
CALPUFF입력을 위한 시간대별 미기상학적 변수(시간대별 3차원 온도 분포, 시간대별 격자 안정도, 표면 마찰 
속도, 혼합 고도, 모닌 오브코프 길이, 대류 속도 스케일, 공기 밀도, 단파 태양 복사, 표면 상대 습도 및 온도, 강수 
코드 및 강수율)를 생성한다. 지형 고도와 토지 이용 데이터의 경우 TAPM 시스템과 CSIRO에서 제공한 글로벌 
데이터세트를 사용했다. 

CALPUFF 확산 모델링의 경우 모델링 대상 배출원 근방 10km이내의 최소 격자에 1000x1000m 해상도로 
동심 둥지 격자를 정의했다. 모델 시작 효과가 기상 분석에 영향을 미치게 하지 않기 위해 연구 대상 기간의 첫 
6일은 스핀업 기간을 적용했다. 

CALPUFF의 ISORROPIA 화학 모듈에 대기 화학 변수(오존, 암모니아, 과산화수소 농도)를 적용하여 황 및 
질소 화합물의 화학적 변화를 모델링했다. 월 평균 농도 데이터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둥지 격자를 이용한 지오스-
캠(Geos-Chem) 대기 모델과 기준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모델에 적용했다(Koplitz et al., 2017). 

CALPUFF 결과는 POSTUTIL 유틸리티를 이용하여 재가공됨으로써 질소화합물이 재분류(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 질산염, 질산)되었다. 또한 향후 시나리오의 영향 예측을 위해 이번 연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제철소를 개별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4. 건강 영향 측정 

CREA는 전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건강영향평가 체계를 개발했으며, 중첩되지 않는 건강영향 평가를 
도출함으로써 정확도를 높인다. 이 체계는 글로벌 데이터세트를 기반으로 국가별로 발병률 데이터를 도출하고 
의료보건 및 노동생산성과 관련된 건강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표A-5참조). 

대기오염에 따른 건강 영향을 정량화하기 위해 기존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공신력있는 농도-반응 관계식을 
선정했다. 이 관계식은 지역과 대기오염물질 노출 수준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검증된 것이다. 

건강영향을 계산하는 방식은 표준적인 역학 등식을 따른다. 

위 등식에서 POP는 격자 내 총 인구, age은 분석 대상 연령집단(연령 의존적 농도-반응 함수인 경우 5세 
단위 하위집단, 그 외의 경우 함수가 적용되는 전체 연령대), Fracage는 분석 대상 연령집단에 속하는 인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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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 비율, incidence는 분석 대상 건강 상태의 기준 발생률, c는 오염물질 농도, Cbase는 기준 농도(현재 
주변 농도), ΔCsteel은 일관제철소로부터 기인한 농도를 의미하며 제철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농도에 대한 
현재 오염 물질 기여도는 음수(기준 농도에서 차감)로, 미래 예상 증가농도는 양수(기존 농도에 가산)로 표시된다. 
RR(c, age)은 깨끗한 대기질과 비교하여 특정 농도에서 특정 연령집단의 분석 대상 건강 영향이 차지하는 
위험도를 도출하는 함수에 해당한다. 

위 등식의 해는 기존 제철소의 경우 음수로서 제철소에서 배출된 대기오염을 제거했을 때 방지할 수 있는 발병 
건수를 표시한다. 

연령과 무관한 로그선형 농도-반응 함수의 경우 RR 함수는 다음과 같다. 

위 함수에서 RR0는 역학 연구에서 관찰되는 위험도, Δ c0 은 RR0 이 참조하는 농도 변화, c0은 무해하다고 가정한 
임계값(일반적으로 연구 데이터에서 발견되는 최저 농도)를 의미한다. 

총인구 및 인구 연령 구조에 관한 데이터는 2019년도 세계질병부담(GBD) 연구 결과를 참조했다(IHME, 
2020). 각 국의 예상 인구 공간분포는 GPW (Gridded Population of the World) v4를 근거로 삼았다 
(CIESIN, 2018). 

PM2.5로 인한 성인 사망률 및 수명 단축 기간은 Burnett et al. (2018)이 개발하고 Lelieveld et al. (2019)이 
적용한 위험 함수를 이용하여 추정했다. 사망률의 경우 세계질병부담(GBD) 모델 대신에 GEMM (Burnett et 
al., 2018) 위험 모델을 선택했다. 

GBD 모델이 보다 널리 이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농도와 고농도 범위에서 건강 위험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극단적인 예로서 GBD 모델은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저농도와 고농도에서 소량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이 영향을 무시한다. 게다가 GBD 모델의 사망률의 경우 실외 대기오염, 실내 공기오염, 흡연 
영향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에너지 부문에 국한된 분석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GEMM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여 최신 데이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본 연구의 대상인 실외 
대기오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GEMM 모델에 따른 PM2.5 사망률 결과에는 비전염성 질병 및 하기도 감염을 
포함한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이 포함되며, 가장 주된 사망 원인에 대한 결과를 원인 별로 나타낸다. 모든 
원인 별 사망자 수를 합산하면 전체 사망자 수 결과값을 초과하는데 이는 다른 비전염성 질병이 원인 별 결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분석은 다른 비전염성 원인까지 집계함으로써 더 높은 신뢰도를 제공한다. 

장기적인 이산화질소(NO2) 노출에 따른 사망률은 다중 오염물질 위험 모델을 통해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질소의 복합적인 영향에 주력한 Faustini et al. (2014) 메타 분석의 결과를 적용하여 정량화했다. 
농도-반응 관계(오즈비 1.04)는 WHO HRAPIE 프로젝트의 권고사항과도 부합한다(WHO, 2013). WHO는 
오즈비 1.057을 권고했지만 이산화질소 노출로 인한 사망률의 최대 3분의 1이 초미세먼지 (PM2.5) 로 인한 
사망률과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Faustini et al.은 분석에 포함된 최저 농도를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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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하다고 가정한 임계값 Stieb et al. (2021)을 참조했다. 

초미세먼지(PM2.5)에 의한 하기도질환으로 인한 소아(5세 미만) 사망률은 GBD 하기도질환 위험 함수를 
이용하여 분석했다(IHME, 2020). 

모든 사망률 자료의 경우 원인 별 데이터는 2019년 GBD 프로젝트 자료를 참조했다(IHME, 2020). 다른 
건강영향 결과의 경우 표 A-6에 명시된 국가별 발병률 데이터를 이용했다. 
건강영향 모델링은 연구 대상 기간 동안의 오염물질 노출로 인한 효과를 예측한다. 일부 건강영향은 천식 악화나 
근로손실일수처럼 증상이 즉각적인 반면에 그 외의 만성적인 증상은 잠복기가 수년에 이를 수도 있다. 

천식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 횟수와 결근에 관한 농도-반응 관계는 오염물질 농도와 건강영향 결과의 일간 변동을 
분석한 연구들을 참조하였다. 이러한 관계를 연평균 농도 변동에 적용했다.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질소 연평균 기준 농도는 각각 van Donkelaar et al (2016)과 Larkin et al. 
(2017)을 참조했다. 비선형 농도-반응 관계와 농도 기준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관 제철소의 영향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준 배경 농도가 요구된다. Larkin et al. 데이터세트의 해상도는 100m이며 van Donkelaar et al. 
데이터세트의 해상도는 0.01도이다. 두 데이터세트 모두 건강영향평가에 적용되는 1km 해상도로 집산하고 
내삽했다. 

모든 분석은 1×1km 해상도의 공간격자에서 R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통해 실시됐으며 각 단위격자에 대해 
건강영향을 산정했다. 모든 데이터세트를 필요에 따라 이 해상도로 집산하거나 내삽했다. 

미래 건강 영향 추정은 UN(2019) 중위 전망치를 기반으로 한 연령별 사망률 예상 변화를 사용하여 국가 수준의 
인구 증가와 사망률 영향을 예측·설명한다. 연령별 사망률을 활용하면 인구 건강 상태 예측 및 의료 서비스 
개선 영향 효과를 포착하여 어린이 사망률을 낮추는 동시에 대기오염 관련 비전염성 질병에 대한 성인 인구의 
민감도(susceptibility) 를 높일 수 있다. 

5. 대기 오염의 경제적 비용 

현재 운영중인 일관 제철소로부터 발생하는 대기 오염의 결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화석 연료로 인한 대기 
오염의 경제적 비용 정량화 연구(Myllyvirta, 2020)에 제시된 방법론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대기 오염은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과 관련 합병증으로 인해 사람들의 삶의 질과 경제적 생산성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이로 인한 연관 의료 비용이 발생하게 한다. 국제질병부담연구는 각 질병으로 인한 장애의 
정도를 다양한 질병 비용을 비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장애 가중치(disability weight)”로 정량화하였다. 
이러한 장애 가중치를 기반으로 질병과 장애가 경제적 비용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영국 환경 규제 
기관인 DEFRA (Birchby et al., 2019)에서 사용하는 장애의 경제적 비용 평가법을 함께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해당 값은 한국을 비롯하여 모델링 영역에 포함된 다른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GNI) 및 구매력평가(PPP)에 따라 
조정되었다. 

사망률 가치평가를 위하여 대기오염 관련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Viscusi & Masterman(2017)의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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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를 사용하였다. 

한국의 각 건강 영향의 사례 별 경제적 비용 추정치는 해당 경제적 비용이 국민총소득(GNI) 또는 국내총생산 
(GDP)에 비례한다고 가정하며, 월드 뱅크의 2019년 1인당 GDP, 1인당 GNI, 구매력 및 환율 데이터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표 A-5와 같이 건강 영향의 경제적 비용은 국가별 GDP 또는 GNI를 기준으로 계산된 단위 비용에 2011년 국제 
달러 기준 구매력 평가(PPP) 를 사용하여 변환되었다. 변환된 경제적 비용은 이어서 2019년 환율 기준으로 미국 
달러와 한국 원화로 변환되었다(표 A-7). 생산성과 관련된 영향 요소들은 GDP로 조정되었으며, 소득 또는 복지 
손실과 관련된 영향은 GNI로 조정되었다. 

미래 비용은 OECD의 장기 GDP 예측값(OECD, 2018)을 기반으로 추정하였으며 미국 환경 보호국 (US EPA) 
권장 사항에 따라 연 3%의 감가를 적용하였다. 

[표 A-5] 건강 영향 별 경제적 비용 

영향 가치 평가값 통화 단위 연도 출처 조정 참고 소득 
수준 탄력성

신규 천식 건수 496,000 GBP 건 2018 Birchby 2019 GNI PPP UK 1

천식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 844 USD 방문 횟수 2010 Brandt 

et al 2012 GDP PPP California 1

조산 321,989 USD 출생 수 2010 Trasande 
et al 2016 GDP PPP U.S. 1

장애 62,800 GBP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 햇수
2018 Birchby 2019 GNI PPP UK 1

조기 사망 9,631,000 USD 사망 건 2015
Viscusi and 
Masterman 

2017
GNI U.S. 1

결근 130 EUR 근무일 2005 EEA 2014 GDP PPP EU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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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반응 함수' 열의 숫자 값은 '농도 변화' 열의 농도 증가에 해당하는 상대 위험도를 나타낸다. 임계값은 
일반적으로 함수 기반 연구에서 증거 부족으로 인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정량화되지 않은 농도 이하를 
의미한다. 

[표 A-6] 건강영향 추정에 이용된 입력 변수 및 데이터 

연령집단 영향 오염물질 농도-반응 
함수 농도 변화

임계값
(No-risk 

thresholds)
참고문헌 발병률 데이터

1-18 신규 천식 환자 NO2
1.26

(1.10 - 1.37) 10 ppb 2 ppb Khreis 
et al 2017

Achakulwisut 
et al 2019

0-17 천식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 PM2.5 1.025

(1.013, 1.037) 10 ug/m3 6 ug/m3 Zheng 2015 Achakulwisut 
et al 2018

18-99 천식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 PM2.5 1.023

(1.015, 1.031) 10 ug/m3 6 ug/m3 Zheng 2015 Anenberg 
et al 2018

신생아 조산 PM2.5 1.15
(1.07, 1.16) 10 ug/m3 8.8 ug/m3 Sapkota 

et al 2012
Chawanpaiboon 

et al 2019

20-65 결근 PM2.5 1.046
(1.039-1.053) 10 ug/m3 N/A WHO 2013 EEA 2014

0-4
하부 호흡기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

PM2.5 IHME 2020 5.8 ug/m3 IHME 2020 IHME 2020

25-99

비전염성 질환
(원인별 세분화) 

및
하기도 감염으로

인한 사망

PM2.5 Burnett 
et al 2018 2.4 ug/m3 Burnett 

et al 2018 IHME 2020

25-99

당뇨병, 뇌졸중,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장애

PM2.5 IHME 2020 2.4 ug/m3 Burnett 
et al 2018 IHME 2020

25-99 조기 사망 NO2
1.04

(1.02-1.06) 10 ug/m3 4.5 ug/m3

Faustini 
et al 2014; 
NRT from 

Stieb 
et al 2021

IHM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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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8] 세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지역별 누적 조기사망자 분석 

지역 (도) 현 정책 2050 탄소중립 2050 탄소중립 
(+효율향상)

부산 1,267 (778 - 1,785) 644 (395 - 910) 611 (374 - 862)

충청북도 248 (163 - 340) 126 (82 - 172) 119 (78 - 163)

충청남도 287 (187 - 393) 145 (94 - 199) 138 (90 - 189)

대구 868 (522 - 1,235) 442 (265 - 631) 419 (251 - 597)

대전 231 (151 - 316) 117 (76 - 160) 111 (72 - 152)

강원도 94 (65 - 126) 48 (33 - 64) 45 (31 - 61)

광주 596 (370 - 836) 303 (187 - 426) 287 (178 - 404)

경기도 1,413 (942 - 1,916) 714 (475 - 970) 677 (451 - 920)

경상북도 1,834 (1,054 - 2,659) 938 (537 - 1,362) 888 (509 - 1,289)

경상남도 2,003 (1,216 - 2,837) 1,020 (617 - 1,448) 966 (585 - 1,371)

인천 243 (162 - 330) 123 (82 - 167) 117 (78 - 158)

제주 63 (45 - 83) 32 (22 - 42) 30 (21 - 40)

전라북도 395 (255 - 545) 200 (129 - 277) 190 (122 - 262)

전라남도 1,380 (813 - 1,980) 704 (414 - 1,012) 667 (392 - 958)

세종 13 (8 - 18) 7 (4 - 9) 6 (4 - 9)

서울 638 (427 - 863) 322 (215 - 437) 306 (204 - 414)

울산 517 (308 - 740) 264 (156 - 378) 250 (148 - 358)

[표 A-7] 각종 건강 영향에 대한 가치 평가

결과 가치평가, 2019
(단위: 미국 달러)

가치평가, 2019
(단위: 백만 원)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 햇수 65,700 76.6

사망 5,807,000 6,768

대기오염 노출로 인해 천식을 
앓고 있는 어린이 수 (유병률 증가) 2,480 2.89

천식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 535 0.62

조산 224,300 261.3

결근(병가 일수) 180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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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배출농도 자료 

광양제철소 연간 평균 
이산화황(SO2) 배출 농도(2021)

포항제철소 연간 평균 
이산화황(SO2) 배출 농도(2021)

당진제철소 연간 평균 
이산화황(SO2) 배출 농도(2021)

이산화황(S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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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제철소 연간 평균 
이산화질소(NO2) 배출 농도(2021)

포항제철소 연간 평균 
이산화질소(NO2) 배출 농도(2021)

당진제철소 연간 평균 
이산화질소(NO2) 배출 농도(2021)

이산화질소(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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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제철소 연간 평균 
초미세먼지(PM2.5) 배출 농도(2021)

포항제철소 연간 평균 
초미세먼지(PM2.5) 배출 농도(2021)

당진제철소 연간 평균 
초미세먼지(PM2.5) 배출 농도(2021)

초미세먼지(PM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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