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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1.1 주민 등의 의견수렴 개요
◦ 광양 바이오 발전사업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규정
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공고하고 광양시 및 여수시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
하였으며 동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내용을 공개합니다.

1.1.1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
가. 주관행정기관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나. 관계행정기관 :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다.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구

분

내

용

공고 및 공고일자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7-12호(2017. 3. 20)

공고 일간지

◦ 중앙일간지
- 한겨레신문(2017. 3. 20)
◦ 지방일간지
- 광주매일신문(2017. 3. 20)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 2017년 3월 20일~2017년 4월 14일(23일간, 공휴일 제외)
- 주민의견 제출기한 : 공람기간 만료 후 7일 이내(2017년 4월 21일 까지)
- 주민의견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한 서면제출

공람장소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건축환경과, 광양시 환경과, 광양시 골약동주민센터,
여수시 기후환경과, 여수시 율촌면사무소, 순천시 환경보호과

인터넷 공개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http://www.gfez.go.kr/)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eiass.go.kr/)

1.1.2 주민설명회
◦ 주민설명회 개최 신문공고
- 공람공고에 포함하여 공고 : 2017. 3. 20(한겨레신문(중앙), 광주매일신문(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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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설명회 개최 주요내용
행정구역

주민설명회 일시

개최장소

참석인원

개최결과

2017. 3. 28 (14:00)

골약동주민센터

약 65인

정상개최

2017. 4. 11 (11:00)

광양읍사무소

약 70인

정상개최

2017. 4. 11 (09:00)

율촌면사무소

약 35인

정상개최

광양시

여수시

한겨례일보

광주매일신문

(그림 1-1)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신문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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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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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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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광양시 주민설명회(골약동주민센터)

(그림 1-5) 광양시 주민설명회(광양읍사무소)

(그림 1-6) 광양시 주민설명회(율촌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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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공청회
1) 공청회 개최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결과, 광양시
및 여수시 주민 55명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거,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음.
구

분

내

주민의견 제출현황

용

◦ 총 55명(광양시 54명, 여수시 1명)

공청회 개최 여부 결과

◦ 개최 필요(개최필요 55명, 불필요 0명)

◦ 공청회 개최 신문공고
- 1차 : 2017. 05. 12(한겨레일보(중앙), 광주매일신문(지방))
- 2차 : 2017. 08. 08(한겨레일보(중앙), 광주매일신문(지방))
- 3차 : 2017. 09. 27(한겨레일보(중앙), 광주매일신문(지방))

◦ 공청회 개최 주요내용
구분

1차

2차

일시

2017년
5월 30일(화)

2017년
8월 22일(화)

장소

참석인원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중앙로 119

◦ 신문공고 이외에 공청회 요청 주민들에게
약 40인

(중마동 주민센터)

◦ 개최 후 설명자료 상영까지 진행 되었으나
약 80인

(중마동 주민센터)

3차

광장로 14

10월 17일(화) (광양시청소년문화

주민찬반의견 대립으로 의견진술자의
의견진술 거부 및 공청회 연기요청

전라남도 광양시
2017년

개별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주민
측이 진행을 방해하여 중단됨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중앙로 119

개최결과

◦ 개최 후 설명자료 상영까지 진행되었으나
약 350인

주민측의 진행방해로 의견진술 및 토론
진행을 시작하지 못함

센터 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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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일보

광주매일신문

(그림 1-7) 환경영향평가서(초안) 1차 공청회 개최 관련 신문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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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환경영향평가서(초안) 1차 공청회 개최 관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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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환경영향평가서(초안) 1차 공청회 개최 관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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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일보

광주매일신문

(그림 1-10) 환경영향평가서(초안) 2차 공청회 개최 관련 신문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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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환경영향평가서(초안) 2차 공청회 개최 관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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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환경영향평가서(초안) 2차 공청회 개최 관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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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환경영향평가서(초안) 2차 공청회 개최 관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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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일보

광주매일신문

(그림 1-14) 환경영향평가서(초안) 3차 공청회 개최 관련 신문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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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환경영향평가서(초안) 3차 공청회 개최 관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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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6) 환경영향평가서(초안) 3차 공청회 개최 관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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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청회 생략
◦ 광양 바이오 발전사업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3회)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해당
지역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정상 개최되지 못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
41조에 의거 공청회를 생략하였음.
◦ 신문공고 : 2017. 0. 26(한겨레신문(중앙), 광남일보(지방))

한겨레일보

광남일보

(그림 1-17)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생략 신문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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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8)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생략 관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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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9)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생략 관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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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0)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생략 관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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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민의견 수렴 결과
가. 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
1) 환경부 검토의견
평가항목
Ⅰ. 총괄
의견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 본 사업은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 황금산 ◦ 본 사업지구는 대기보전특별대책구역 인근
업단지 내에 우드칩, 우드펠렛 등 목질계
에 해당하여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가
연료를 사용하여 220MW(110MW×2기)의
필요한 지역이므로 항목별 검토의견 및 저
발전시설을 건설하고 하는 사업으로,
감방안을 포함한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 동 사업지역은 대기보전특별대책구역에 해
최소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환경영
당하여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가 필요
향평가서(본안)를 작성하였음
한 지역이므로 아래 항목별 검토의견 및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제시한 저감방안을
포함한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
서(본안)를 작성하여야 함
◦ 본 발전시설은 바이오매스 연소로 먼지, NOx, ◦ 상위계획(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선행계획(황금산
SOx의 연간 총배출량이 888톤에 이르고, 중금
업단지)과의 연계성과 입지의 적정성을 검토하
속, PAHs, 다이옥신 등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였음
배출하고 있으며 황금산업단지는 오염물질 다
량 배출업종을 제한하는 것으로 협의된 바, 상
위계획 및 선행계획과의 연계성과 입지의 적정
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함
◦ 기 계획된 인근 다수의 산업단지 및 발전소 ◦ 강화된 특정대기유해물질 저감계획을 수립하
등을 포함한 누적영향 고려시 카드뮴, 6가
였으며, 최고효율의 저감대책 및 임계배출량
크롬, 비소, 니켈, 포름 알데히드 등이 위해
설정, 모니터링 계획 등을 수립하여 환경영
도 기준을 초과하므로 강화된 특정대기유해
향을 최소화하였음.
물질별 저감계획 및 대기오염물질별 최고효 - 성상별 저감시설 및 굴뚝 원격감시시스템 운영
율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유지관리목표 설정
- 녹지 조성 및 연료 관리, 품질관리계획
- 설계기준 강화, 자체관리기준 대처방안 설정
◦ 온배수로 인한 해양영향 파악을 위하여 조 ◦ 해양물리 조사, 해양수•저질 조사, 해양•
석, 조류, 수온, 염분, 수질, 저질 및 해양
동식물상 조사 및 수치모델링을 동계와 춘
동•식물 등의 현황조사 및 모델링을 추가
계를 추가실시하였음
실시하고, 온배수의 재유입 가능성이 높으 ◦ 배수구의 수심을 더 하부로 이동하여 취⋅
므로 취수구와 배수구의 이격거리를 확대하
배수구의 이격거리를 확대하였음
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온배수 재유입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재순환분석 검토보고서를 제시하였음
※ 「광양바이오 발전사업 기본설계 용역 취배수계통
최적화 검토, 2017. 2.」 검토서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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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괄
의견

의견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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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여부(미반영사유)

◦각 항목별 현황조사와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 각 항목별 현황조사와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을 철저히 강구하여 제시하여야 하고, 주민

을 수립하였음

의견과 관계 행정기관 의견 등을 충분히 검 ◦ 주민의견과 관계 행정기관 의견 등을 충분히
토하여 반영하여야 함

검토하여 반영하였음

Ⅱ.평가항목별 ◦ 생태계 현황조사를 2회(하계, 추계)만 실시 ◦ 생태계 현황조사를 추가(동계, 춘계) 실시하
검토의견
1.자연생태

한 바, 추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계절적 변

였으며, 계절적 변동을 파악하였음

동을 반영한 조사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환경 분야 ◦인근에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대상지역인 ◦ 광양만 및 갈사만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가.동･식물상

광양만 및 갈사만이 위치하고, 광양세풍일반

를 추가 문헌조사를 실시하였음

산업단지 조성사업(5km 이내) 남측저류지에

(광양 세풍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

서 큰고니 및 독수리의 도래가 확인된 바,

사통보서(2016)는 2017.12.15. 현재 환경영향

-광양만 및 갈사만으로 도래하는 동계조류에

평가 정보지원시스템 미공개 되어 있음)

대하여 추가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주변지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토대로 출현이 예상되
역으로 도래가 예상되는 법정보호종에 대하

는 법정보호종에 대하여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여 영향예측,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하였음

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광양만, 갈사만 등 사업지구와 인접한 지역의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환경부」, 「광양 세
풍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
사통보서, 2016」 참조
◦ 인근 조간대와 조하대에 서식하는 저서동물 ◦조간대 및 조하대에 서식하는 유기물오염지표
중 유기물 오염지표종(버들갯지렁이류, Lum

종이 확인된 바, 사후환경영향계획을 수립하

brineris longifolia, Upogebia major 등)이

여 저서동물 변동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

우점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지속적으로 유

겠음

기물 오염지표종 변동량을 확인하고 사업에
따른 영향이 확인될 시에는 저감방안(준설,
세척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인덕천 하류에 법종보호종(기수갈고등) 대체 ◦4차조사(봄)시 사업지구 인근 법정보호종의
서식지(딴섬, 광양익신일반산업단지 조성사

서식 가능성이 있는 고길천교 하부 조간대에

업)가 위치하여 사업지 인근에 동일 법정보

추가 조사지점으로 선정하여 법정보호종(기수

호종의 서식 가능성이 높으므로, 온배수 및

갈고둥)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고길천교 하부

부유물질 영향권에 있는 조간대에서 법정보

조간대에서 법정보호종(기수갈고둥)은 서식하

호종에 대한 정밀모니터링 및 대책(대체서식

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후환경영향

지로 이주 및 신설 등)을 마련하여야 함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법정보호종
에 대해 모니터링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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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여부(미반영사유)

가.동･식물상 ◦ 고길천교 하부 조간대(반폐쇄형 내만)에 대한 ◦고길천교 하부 조간대에 추가 조사지점으로
해양동•식물상을 추가 조사하고, 사업수행

선정하여 조사하였으며, 사후환경영향조사에

이전 생물상을 확보하여 이를 기준으로 사업

반영하여 사업전•후를 모니터링 할 계획임

전•후를 비교•평가하여야 함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129~131쪽)에서 ◦본 사업부지인 황금산업단지 사후환경조사중
멸종위기종(130~131쪽)을 포함한 야생생물

인 동·식물상 전문가 조사결과(2종 환경영향평

의 악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저감방안

가업)를 추가로 반영하여 구체적인 영향예측 및

(137~138쪽)이 구체적이지 못한 바,

저감방안을 제시하였음

-전문가를 통한 법정보호종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멸종위기종인 담비, 잿빛개구리매가 문헌조 ◦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추가 문헌조사를 실시하
사가 누락되고 수달, 삵, 새매 등 법정보호

였으며, 추가 문헌조사(광양 황금산업단지 사

종들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조사범위, 조

후환경영향조사,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겨

사시기 등 시•공간적(94쪽)선정이 부적절한

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등)를 통하여 법정보

바,

호종을(여우, 사향노루, 담비, 하늘다람쥐, 잿

- 법정보호종에 대한 문헌조사 추가 조사

빛개구리매 등) 추가 확인하였으며, 생태적

* (담비)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금리, 201

특성을 고려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

0)/(잿빛개구리매)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 ◦ 현지조사시 수달, 새매, 황조롱이 등이 확인
사(순천•광양지역의 조류, 1999) 참조
- 조사범위•시기 확대 또는 재설정하여 추가

되어 법정보호종들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

조사
* (주요 서식공간범위) (삵) 약5km「농촌지역의
삵 행동권」(2009, 최태영 외)/(담비) 약6km
이상「한반도 산림에 서식하는 담비의 생태특
성과 보전방안」(우동걸, 2014)/(수달) 0.5-1.
6km 이내 「부산신항만 주변에 서식하는 수
달의 생태학적 연구」(한창욱, 2012) : 「Otte
r: ecology, behaviour and conservation」
(Kruuk, 2006) 참조
◦「환경영향평가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201 ◦ 「환경영향평가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201
6.7.8.)에 제시된 작성방법을 준수하여 현지

6.7.8.)에 제시된 작성방법을 준수하여 현지

조사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조사자료를 제시하였음

- 측정기록부 및 시험성적서(1044~1068쪽) ◦측정기록부 및 시험성적서 해상도 향상시켜
는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상도를
높여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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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의견요지

제1장

반영여부(미반영사유)

가.동･식물상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시 아래내용을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시 검토의견을
포함하여 조사항목, 대상지 및 주기 등을
반영하였음
구체적으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 육상 동․식물상
- 문헌 및 현지조사시 확인된 법정보호종의 - 공사시
종별 상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 생태계교란 식물 조사
- 법정보호종의 서식 출현 변화에 관한 조
․ 육상동물 서식현황 및 저감대책 이행여
사결과
부
- 법정보호종 보전대책 및 저감대책의 이행
․ 법정보호종 동태
현황 조사결과
- 운영시
- 새로운 법정보호종 서식•출현에 따른 보
․ 조경식재 수목의 활착정도
전대책 또는 저감대책의 수립 여부
․ 생태계교란식물 활착 여부
- 녹지 및 식재 공정현황 및 공정률 조사결과
․ 육상동물상 서식현황 및 법정보호종 동태
- 생태영향 저감시설의 설치현황 및 온전한
(조류를 제외한 분류군은 2~3분기(4월~
기능수행 여부 조사결과
9월 중 2회) 조사수행, 조류는 매년 5
- 겨울철(12~2월)에는 조류조사를 별도의
월~6월 중 1회, 12월~2월 중 1회 조
항목으로 설정하여 월별 동계조류 모니터
사)
링 실시
◦ 해양 동․식물상
- 생태계교란 생물을 별도의 조사항목으로 - 공사시
설정하고, 공사시 춘•하•추계에 각 1회,
․ 부유생태계
운영시 춘•하•추계 중 2계절 1회 조사
․ 저서생태계
- 발전소 냉각수 사용에 따른 동물플랑크톤
․ 어류 및 수산자원
사망률 조사* 실시
- 운영시
* 발전소 냉각수 배출에 따른 해양환경 영
․ 부유생태계
향예측 및 최소화방안 연구(KEI, 2013)
․ 저서생태계
참조
․ 어류 및 수산자원
- 분기별 취수구 스크린에서 발생하는 어류
․ 발전소 냉각수 사용에 따른 동물플랑크
피해 조사
톤 사망률 조사
* 수산자원의 사망률 증가로 인근 수산업
에 피해를 주는 경우 저감방안(냉각수
사용량 조절, 스크린 덮개설치 등) 수립
2 . 대 기 환 경 ◦ 모델링 시 입력자료 또는 결과 검증에 활용 ◦ 부지기상 측정은 4계절 조사(1년 이상)을
분야
할 수 있도록 부지기상은 1년 이상 측정하여
수행하였음
가. 기상
야함
◦주변 개발사업(283쪽)과 본 사업의 부지기상 관 ◦ 본 사업의 부지기상 관측기간과 주변 개발
측자료를 비교하여 기상관측 시점의 기상변화
사업의 관측기간을 비교하여 기간이 중복
(기온, 풍향풍속, 습도, 대기안정도 등)을 분석
되는 사업의 기상자료 분석을 실시하였음.
(시계열, 통계, 오차분석 등)하여 제시하여야 함 - 사후환경조사계획에 공사시 및 운영시 부
-사후환경조사계획에 협의완료 후 공사시 및 운
지기상관측을 실시하여 모니터링토록 계
영시 부지기상관측을 실시하여 사업 시행으로
획함
인한 기상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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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기질 ◦ 계획 발전용량의 필요성 제시 등 사업계획과 ◦ 상위계획(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제7차 전력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부합성을 구체적

수급기본계획 등)과의 부합성을 구체적으로 제

으로 제시하여야 함

시하였음

- 본시설 인증서의 수요처 또는 인증서 거래 ◦ 본 시설 인증서의 수요처는 출자자인 한국수
시장 내•외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력원자력(주)에서 전량 구매할 예정임

수요용량 대비 기존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
등 계획의 적정성을 제시
◦ 바이오매스 발전은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 ◦ 광양 바이오 발전소는 순수목재를 사용하
출을 수반하므로, 생산전력의 일부 또는 전

는 발전소로서 석탄 및 bio-SRF를 사용하는

체를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비하여 오염물질 발생량이 훨씬 적

를 활용하여 생산하는 대안을 검토하여 제시

으며 CO2 발생량이 현저히 적음. 다만 준

하여야 함

공이후 옥상 및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소
규모 태양광 설비 설치를 검토할 계획임

◦ 바이오매스 연소 시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된 ◦ 춘계 조사시 PAHs에 대한 추가 현황조사
PAHs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를 실시하였음

◦ 황금구획지구를 영향예측지점으로 추가하고, ◦ 황금구획지구 및 성황지구 내 공동주택 및
인근 주거시설, 학교 등의 영향예측지점이 누

학교예정지를 예측지점으로 추가선정하여

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예측을 실시함

◦광화학모델링은 다음기간을 고려하여 모델링 ◦ 오존의 경우, 오존 평균 농도가 다른 월보
을 수행하여야 함

다 높고, 1시간 기준 초과횟수 가 가장 많은

-(오존)봄철부터 늦여름까지 고농도 감안, 최

2016년 8월을 선정(4~9월 사이에 부합)

소 4월~9월 사이

◦ PM2.5의 경우, 계절별 24시간 최고농도가

-(PM-2.5)겨울철에 빈번한 고농도가 출현하
므로 11월~3월 사이

나타난 날을 기준으로 계절별 각 15일 예
측

* 2차 오염물질에 대한 CMAQ 수행은 가능 * 환경부(대기질모델링 가이드라인(안) 마련
한 1년간 실시하여 분석

연구, 2010)에서 언급한 지침에 따라 계
절별 14일정도 모델링 수행할 경우 1년간
실시한 모델링 결과와 불확도가 큰차이가
없음

◦ WRF 기상장과 관측치(부지기상, 상측기 ◦ 모델링 도메인 및 해상도 명시의 경우 최
상, AWS 등)와의 비교를 통하여 기상모델
결과를 검증하여야 함

종 도메인의 해상도(1km, 61*61)명시
◦ 모델링 기간의 경우 CMAQ 모델링과 동일

- WRF 모델링 도메인 및 해상도 명시
- 모델링 기간

하기에 중복을 피하고자 제외
◦ WRF 분석 및 검증은 CMAQ모델 설명 하

- 시계열 분석 및 통계분석으로 결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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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기질 ◦ CMAQ 적용 시 배출량 입력 준비과정과 ◦ SMOKE에 관련된 내용 상세 제시 및 물질
산정결과를 명시(SMOKE 결과 명시)하여
야 함

별 배출량 분포 수정 보완하였음
◦ 주요물질별 배출량 분포현황은 SMOKE결

- SMOKE에 적용한 시간•공간 할당계수,

과를 그림으로 제시

Mapping Table을 명확히 제시 및 출처 ◦ 물질별 가중 배출량은 기여농도로 제시
명시
- 주요 물질별 배출량 분포 현황 작성
- 주요 물질별 가중 배출량 작성(사업시행 후
배출량 값 – 현황 배출량 값)
◦ CMAQ에서 사용한 화학메커니즘을 명시 ◦ CB05 메커니즘을 적용하였으나, PM-2.5
하고, PM-2.5 계산과정을 제시하여야 함

계산은 모델 자체내에서 수행되어 계산과
정이 따로 기록 되지는 않음. PM-2.5가
CB05 메커니즘상에서 어떤 방법으로 계산
되는지에 대해서는 수정보완 하였음.

◦ 광화학모델 결과에 대하여 NO2, VOCs, ◦ NO2, O3 및 PM-2.5의 CMAQ 모사 결과
O3 및 PM-2.5의 모의결과와 측정결과를

와 비교 검증 수행

비교•검증하여 제시하여야 함
◦ 인근 개발계획(황금구획지구 등)에 대한 ◦ 황금구획지구를 포함하는 일정영역 반경을
유동특수현상(down draught)을 추가 검

설정하여 유동특수현상을 추가 검토하였음

토하여야 함
◦ 사업지구가 광양만권 대기환경규제지역에 ◦ 최고효율의 저감시설을 계획(SNCR +SCR,
위치하고 친환경 산업단지로 협의된 황금

여과집진기, 백필터, Activated Carbon 분

산업단지 내에 입주함을 고려하여 최고효

무)하였음.

율의 저감시설을 계획하고 강화된 배출설 ◦ 법적 배출허용기준 및 바이오매스 및 타
계기준을 설정하여야 함

연료를 사용하는 유사규모의 최근 발전시

- 법적 배출허용기준과 비교

설과 비교하고, 강화된 배출설계기준을

- 바이오매스 및 타 연료를 사용하는 유사

설정하여 제시함

규모의 최근 발전시설과 비교
◦ NO2 누적영향결과 대기환경기준 초과 및 ◦ 설계기준 강화 및 추가 저감방안을 마련하
근접 지점이 있으므로(311쪽), 추가 저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고 예측결과를 제시하였음
- 운영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물질

- CO와 VOCs,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저감방
안을 물질별로 구체적으로 제시(저감효율
고려, 저감 후 영향 예측 농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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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기질 ◦ 수급처(해외)에 따라 원료성상 및 발열량 ◦ 연료성분분석은 물질수지를 근거로 산정하
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다수의 수급처를 활
였으며, 중금속 함유량에 대한 근거자료는
용할 경우, 연료 변동성을 고려하여 대기
국내⋅외 연료에 대한 대표 시료 시험성적
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의
서를 제시하였음.
최대치를 산정•제시하여야 함
- 연료성분분석(275쪽)의 근거를 제시(중금
속 등의 함유량 고려)
◦ 연료운반경로 및 방법에 대하여 제시하고 ◦ 해외 연료 조달계획은 전용연료부두를 신설
필요시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하여 선박을 통하여 운송할 계획임
야 함
(현재 고가의 국내산 연료는 연료가격 경쟁력
확보시 조달할 계획임)
◦ 우드펠릿은 성상의 일관성 및 품질 유지관 ◦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분기별 연돌 배
리가 중요한 바, 고형연료의 질적 관리를
출량을 측정하여 배출설계기준 만족여부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및 TMS 측정결과 분석을 실시하여 제시
- 연소 후 측정 결과로 품질 유지를 측정할
하였음.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사후환경영향조 - 고농도가 측정될 경우에 추가 대책을
사계획과 연계
수립⋅시행하겠음(설비점검, 발전량 및
- 예상과 달리 고농도가 측정될 경우에 대
가동률 탄력적 운영 등).
한 대책 수립 등 다양한 경우에 대한 사
전대책 수립
◦ 목재연료 수급계획(공급처(국내산/수입산),
수입국, 수입량)과 국내산 목재연료 수급
방안도 마련하고, 목재제품 규격•품질검
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특정 사유로 수입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
비하여 대체수입경로도 제시

◦ 해외 연료 조달 계획
- 공신력을 갖춘 대형 상사를 통해 해외 우드
펠릿 장기조달 예정
◦ 국내 연료 조달 계획
- 해외에서 조달하는 연료 가격 대비 경쟁력
확보시 조달
- 가급적 국내산 목재 연료를 조달하여 소비할
계획임
◦ 연료 품질 관리 방안
- 신용도/재무상황 우수한 대형 상사와 장기공
급계약 체결/품질보증 확보
- 생산업체에 대한 사전 품질검사 실시
- 통관절차 완료 전 검사기관의 수입 관계 서
류 검사 시행(산림청)

◦ 연료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마련 ◦ 연료품질 유지대책의 이행 여부를 사후환
하고 주기적인 품질•규격기준 검사와 보
경영향조사계획에 반영⋅제시토록 하였음.
관시 연료관리방안(해충방역, 수분함유량
변화 등)등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의 대기오 ◦ 운영 중인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의 대기오
염물질 초과배출현황을 제시하고, 필요시
염물질 초과 배출사례를 조사⋅제시하고,
본 시설의 저감방안에 반영하여야 함
관련 내용을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반영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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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기상대 자료에 의하면 2차 측정(´16.1 ◦ 2차 측정시 14일 강우 종료 후 측정을 실
1.14~21) 기간동안 강우가 있었던 것으로
시하였으며 18일 소량의 강우가 내려 일시
확인된 바,
정지 후 조사를 재개한 것으로 확인됨.
* 여수기상청 자료 ´16년11월13일 17.8m ◦ 3~4차 조사시 강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조건
m/14일 8.9mm/18일 43.3mm/19일 1.
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와
6mm/21일 0.1mm
조사당일 인근 도시대기측정망 자료를 비교
- 현지조사는 강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조건
⋅분석하여 제시하였음.
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와 조사 당일의 인
근 도시대기측정망 자료를 기준 시간별(1시
간, 8시간, 24시간, 연간)로 비교•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함
◦ 현지조사일 기준 대기오염측정망 측정결과와 ◦ 현지조사일 기준 대기오염측정망 측정결과
현지조사 결과 비교<표 6.2.2-12>에서 1차(´
와 현지조사 결과를 철저히 검증하고 비교
16.8.4~8.10)과 2차(´16.11.15~11.20) 조
검토한 결과를 제시하였음.
사결과가 동일(225~227쪽) 한 바, 보고서
수록 자료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현지조사
일 일평균 기준측정값과 대기오염측정망 측
정결과에 대한 비교결과를 재검토하여야 함
◦ 미세먼지 배출계수 산정 및 발생량 산정(2 ◦ 미세먼지 배출계수 및 발생량 산정과정을
56쪽)에 배출계수와 토공량에 따른 발생량
제시하였음.
산정과정을 제시하여야 함
◦ 기상장 수치모의 결과 검증에서 본문의 풍 ◦ 기상장 수치모의 결과 검증시 풍향 항목을
속 데이터와 <표 6.2.2-55>의 풍속 데이터
추가 검증하고, 모델결과와 실측치의 바람
가 상이(270~271쪽)한 바, 모델과 실측결
장미도를 제시하였음.
과 검증시 기온, 풍속 뿐만 아니라 풍향 항
목도 추가 검증하고, 모델결과와 실측치의
바람장미도를 제시하여야 함
◦ 연료사용계획에서 우드펠릿 약 80만톤/년 ◦연료사용계획시 각 연료의 전소기준으로 배
및 우드칩 약 118만톤/년(272쪽), 배출계
출량이 많은 연료를 배출량에 적용하였음.
수 및 배출량 산정시 연료사용량은 우드칩 ◦ 전소기준이란 각 연료로만 100% 사용시의
168톤/시로 산정(275쪽)하였고,오염물질
사용량임, 우드펠릿과 우드칩 혼소사용시
배출계수 및 배출가스량 산정결과에서 연료
각 연료의 사용비율이 조정되며 그때의 사
사용량이 많은 우드칩을 기준으로 발열량
용량은 전소기준을 넘지 않음.
2,800kal/kg을 적용(274, 276쪽)하였으나, ◦ 연료발열량(사업계획서, 목재제품 규격•품
- 실제 연료사용량은 우드펠릿 사용량을 포
질검사결과 제시)등을 근거로 재산정하였
함한 전제 약 200만톤/년으로 적용하여야
음.
하며, 발열량(사업계획서, 목재제품 규격•
품질검사결과 제시)등을 근거로 재산정하
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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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 방지시설 제거효율은 국립환경 ◦ 연료성분 분석에 의한 배출량 산정시 국립
과학원 고시를 적용하여 재산정하고, 설
환경과학원 고시를 적용하여 재산정하였으
치예정인 방지시설의 효율을 증명할 자료
며, 설치예정인 방지시설의 효율 증빙서류는
(인증서 등)를 제시하여야 함
개별 플랜트별로 제시되는 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 2012.10,
환경부’의 저감효율을 제시하였음.
◦ 운영시 배출량 산정량에 대한 검토의견 ◦ 운영시 배출량 산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토대
(연료사용량, 연료성분 분석 및 설계기준
로 재산정하였음.
적용 등)을 토대로 전면 재산정
(272~279쪽)하여야 함
◦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PM2.5와 O3 모델
검증하여야함
- 사업지구 인근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의 P
M2.5 및 O3 측정자료와 모델 예측결과
를 기준 시간별로 비교(시계열 및 통계
분석)하여 제시(환경기준 초과횟수를 참
조하여 기준 초과 및 하회 시 비교 검
증)
- 운영시 기준시간별 최고농도의 사업 전
•후 변화농도 및 변화율(단일 및 누적
평가)하여 제시(표 및 등농도곡선)
- 기준 시간별 최고농도와 환경기준 초과
횟수를 비교(사업전, 단일 및 누적평가)
하여 제시

◦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PM2.5와 O3 모델
검증
◦ 변화농도 및 변화율 제시
- 변화율은 기여농도를 더한 예측농도에서
현황농도를 나누고 그 값에 1을 뺀 값이
며 이는 실제 증감치만 나타냄.

◦ PM-2.5의 일평균 및 연평균, O3의 1시
간 및 8시간평균 예측결과, 환경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예측됨.

◦ 기상대 자료 및 사업지구 관측자료 적용 ◦ 유효굴뚝높이 산정방법에 의거 유효연돌
시 유효연돌높이를 산정하고 혼합층 고도
높이를 산정하고 혼합층 고도와 유효연돌
(CALMET 모델 예측치)와 유효연돌고 관
고 관계 분석결과를 제시하였음
계 분석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유효굴뚝높이 산정방법(국립환경과학원
제2012-33호)이용
◦ 아래사항을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반영
하여야 함
- 공사시 조사항목에 PM-2.5를 추가
- 운영시 연료 연소시 배출되는 것으로 조
사된 모든 물질 추가(TMS측정 이외의
물질도 연돌 측정)
- 분기별 측정시 시간별 조사를 실시하고
물질별 기준치에 부합하도록 1시간 평
균, 8시간 평균, 24시간 평균 농도 분석
* 복합악취와 VOCs 등 모든 물질 측정
(측정시간과 함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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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반영하였음.
- 공사시 PM-2.5 추가
- 운영시 연료 연소에 따른 배출물질 및 연
돌 배출설계기준 유지 여부 확인
- 매시간 조사 실시 후, 물질별 기준치에 부합
하도록 평균 농도 분석
- 복합악취와 VOCs 등 물질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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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기질

◦ 아래사항을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반영 ◦ 연돌에 대한 TMS 및 배출설계기준 유지
하여야 함
여부 확인 등 조사계획을 사후환경영향조
- 평가서에 제시된 배출농도 준수 여부 확
사계획에 반영하였음.
인을 위하여 TMS 자료를 분석하여 제시
• 연간 발전량 및 연료 사용량 대비 대
기오염물질 배출량
•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와 평가서 제시 기
준 비교 시 시간별 초과 횟수
- 환경기준항목인 PM2.5, CO, SO2, 벤젠,
Pb 항목 추가

다. 악취

◦ 연료저장•이송 중 연료의 부패, 오폐수 ◦ 연료저장⋅이송은 밀폐형으로 계획하였으
에서 발생하는 악취유발물질, 탈질설비
며, 탈질설비의 환원제 사용시 발생하는
(SNCR)의 환원제(NH3, Urea) 사용시 발
암모니아 및 황산화물 발생량은 강화된
생하는 암모니아, 황산화물 등에 의한 악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수처리시설에서 발
취유발물질 발생량을 재산정하여 악취 영
생하는 악취유발물질을 고려하여 재예측
향을 재예측하여야 함
하였음.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365쪽)을 작성할때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작성시 조사지점
는 조사지점을 현황조사점과 비교하여 제
을 현황조사지점과 비교하여 제시하였음.
시하여야 함

라. 온실가스

◦ 온실가스 저감계획(에너지 고효율 제품 사 ◦ 온실가스 저감계획을 수립(녹지 등)하였
용,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등)을 수립하
고, 연료연소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과
고, 연료연소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과
저감계획에 따른 저감량을 산정하여 비교
저감계획에 따른 저감량을 산정하여 비교
•제시하였음.
•제시하여야 함

3.수환경 분야 ◦ 임시구조물의 설계빈도를 고려하여 우수 ◦ 침사지는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실
가. 수질
유출량 및 토사유출량을 재산정하고, 공
무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 -13호
(지표․지하)
사시 발생 토사가 해양으로 직접 유입되
(2017.10.24.)”에 따라 설계빈도를 설정
지 않도록 침사지 규모를 결정하여야 함
하였으며, 우수유출량 및 토사유출량은
*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소방방재청, 2012)」
재산정하여 적합한 구조물(30년 빈도)이
참고 : 개발 중 침사지 겸 저류지와 같은
될 수 있도록 하였음.
임시구조물은 30년 빈도 경우를 기준으로
설계빈도 결정
◦ 생활오수 및 발전소 폐수를 황금산업단지 ◦ 오·폐수처리계획은 황금산업단지내 폐수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할 계
처리시설과 연계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사
획인 바, 사업완료 시기를 고려하여 오•
업 준공시기 및 처시시설 설치시기를 조
폐수처리 가능 여부 및 관로매설계획 등
절하여 처리가능하도록 하였음.
을 관련부서에 확인한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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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질
◦ 하천 생활환경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 사업지구 상류 수역의 지표수질에 대한
(지표․지하)
TOC항목을 포함하여 지표수질을 조사하
문헌조사 결과(TOC항목 포함)를 제시하
여야 함
였음.
◦ 황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공유수면매 ◦ 황금산업단지는 2018년 1월 외곽호안
립)과 동시에 사업이 진행되어 부유물질
축조공사가 완료될 계획이며, 본 발전소
발생으로 해양환경 피해를 가중시킬 수
는 2018년 상반기 인허가를 완료하여 기
있는 바,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단계별
초공사를 시작할 계획인바 공사시기 중복
공사, 사업별 공사일정 조정 등)을 수립
으로 인한 해양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계
하여야 함
획임
◦ 공사시 토사유출량 산정 및 저감계획을 ◦ 토사로 인한 SS예측농도를 재산정하여
아래와 같이 보완하여야 함
제시하였음.
- 사업지구 전체의 토사유출농도 산정시 ◦ 침사지는 조사 입경 및 침전속도를 고려
배수구역별 산정결과의 산출평균값을 적
하여 침사지 용량 및 방류농도 등을 설정
용하지 않고 유출량을 고려한 가중평균
였으며, 침사지 목표효율을 설정하여 규
값을 적용
모 산정시 “광양 황금산업단지 조성사업
- 침사지 규모에 따른 부유물질 제거효율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개발사업), 2013.
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도분석 결과에
6, 광양지아이(주)”에서 제시된 배수구역
의한 포착대상 입자크기, 침강속도, 침사
GY32의 지반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적용
지 용량 등을 이용하여 재산정(침사지
하여 재산정하였음
방류지점의 유지목표농도(SS) 설정)

◦ 운영시 폐수발생량 산정 및 저감계획을 ◦ 용수소요량 및 폐수발생량의 산정내역을
아래와 같이 보완아여야 함
제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오·폐수처리계
- 용수소요량 및 폐수발생량 산정근거 및
획(시설용량 및 계획 방류수질 포함)을
산정과정 제시
수립함.
- 상기 과정을 통하여 산정한 폐수발생량 ◦ 폐수는 발전소 내 설치된 폐수처리시설에
을 반영한 사업지구내 폐수처리시설의
서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1차 처리한 후
제원(시설용량, 설계수질 등) 제시
황금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이
송시킬 계획임.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계획(위치, 용량,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계획(위치 및 용
종류 등)을 제시하여야 함
량, 종류)를 제시함
◦ 침사지 유지목표농도의 준수 여부를 확인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추가수립함
할 수 있도록 침사지별 유입•유출지점 - 공사시
(총 6지점)을 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으로 ⋅ 현장내 침사지 유입수·유출수 지점 총
추가하고, 조사항목으로는 SS항목을 선정
6개소
하여야 함
나. 해양환경 ◦ 조석 및 조류 관측, 층별 수온관측, 공간 ◦ 동계 및 춘계 추가조사를 실시함
CTD관측을 추가 조사하여야 함
- 조석 및 조류, 층별 수온, 공간 C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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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양환경 ◦ 조석조화분석을 통하여 조화상수, 비 ◦ 조석조화분석을 통하여 조화상수, 비
조화상수, 조위면도 등을 표와 그림
조화상수, 조위면도 등을 표와 그림
으로 나타내고, 인근해역의 장기조석
으로 나타내었으며, 광양 장기조석관
관측소(국립해양조사원)자료와 비교
측소 자료와 비교분석하였음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조석위상
의 기준 통일)하여야 함
◦ 수층별로 원시자료, 최강유속, 평균 ◦ 수층별로 원시자료, 최강유속, 평균
유속, 조화상수 및 잔차류 등에 대한
유속, 조화상수 및 잔차류 등에 대한
내용을 도표와 그림으로 제시하여야
내용을 도표와 그림으로 제시하였음
함
-수층별 유속, 계급별, 유향별 유속 출현
- 통계 분석을 통하여 매 수층별 유속 계
율 등을 결과로 제시함
급별, 유향별 유속 출현율 등을 결과로 - 잔차류의 크기와 방향을 도면에 백터도
제시
로 작성함
- 잔차류의 크기와 방향을 공간적으로 파
악하기 용이하도록 도면에 백터도로 작
성
◦ 해수유동모형 실험의 모델 검증을 위 ◦ 해수유동모형 실험의 계산시간을 관
해서 계산시간을 관측기간(30일)동
측기간과 동일하게 30일 실시간으로
안으로 수행하여야 함
모의함
◦ 조석 개방경계조건은 최소 5개분조 ◦ 조석 개방경계조건 최소 5개분조(주
(주요 4개 분조+N2분조)이상으로 설
요 4개 분조+N2분조)이상으로 실시
정하고 검증결과를 상세히 제시하여
간으로 구성하였으며, 해당 분조에
야 함
대해 계절별 검증을 수행함
◦ 수온초기 및 개방경계조건은 층별 공 ◦공간 수온조사와 경계의 수온관측 자
간 수온분포 조사결과(공간 CTD 결
료를 상호 비교하여 해당지점의 수온
과)에 근거하여 설정하여야 함
자료를 보간하여 수온 초기 조건을
생성함
◦ 계절별 모델수행기간에 대해 실제 바 ◦ 현상태 검보정시에는 실제 바람자료
람관측 자료를 적용하여 수치모형을
를 활용하였으며, 계획안 검토시에는
검증하고, 최근 10년간 월별 바람자
최근 10년간 월별 바람자료 중 평균
료와 금회관측한 계절별 바람자료를
및 최대풍속이 가장 큰 기간의 풍속
비교•분석하고 월 최대 바람자료를
자료를 입력조건으로 하여 검토함
선정하여 입력시계열을 구성하여야
함
◦ 사업지 주변으로 많은 준설이 이루어 ◦ 모델에 적용한 수심도는 최신해도 및
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모델에 적용
국립해양조사원의 최근 수로측량 자료
한 수심도가 최근현황에 적용 가능한
를 반영하여 구성함
지에 대해 검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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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평가항목

의견요지

제1장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나. 해양환경 ◦ 온배수확산 수치모형실험에 대하여 아래 ◦ 온배수 검증 및 계획안 검토는 4계절에
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대해 30일동안 모의하였으며, 동기간동안

- 다음 사항을 토대로 수온검증을 실시

관측값과 모델값을 시계열로 비교함. 아

• 모델검증을 위한 계산기간을 관측기간

울러 관측값과 모델값을 1:1 대응하여

(30일) 동안 수행

RMS오차를 산정하였으며, 검보정을 통해

• 모든 정점에 대한 관측값와 모델값을
시계열형태로 비교•제시

오차 1℃ 이하로 만족시킴.
◦ 주요 입력변수 및 수평 및 연직 확산계수

• 계절별로 관측값과 모델값의 일대일
대응(1 to 1) 그래프 작성

는 검보정 실험을 통해 산정하였으며, 산
정된 결과를 층별로 제시함

• 계절별 수온의 검증정도를 정량적으로 ◦ 실험의 결과는 기간동안의 최대수온, 1℃
표현하기 위하여 RMS 오차등을 산출

초과수온 확산범위, 수온별 출현율 및 연

하여 제시

직수온확산도를 통해 영향을 제시하였음.

• 오차는 전 계절에 대하여 1℃ 이하로
설정
- 온배수확산 예측시 주요 입력변수 및 계
속에 대한 산정근거 제시
- 표층, 중층, 저층으로 나누어 각각의 예
측결과를 제시
- 온배수확산범위를 단면분포로 제시
- 최대 온배수확산범위는 3계절 이상 실험
을 수행하여 계절별 누적영향을 포함하
여 최대 확산범위를 산정
- 초과 수온에 대한 출현율을 제시
- 수중배수 시 각 대안별(거리 및 수심)
조건하에서 영향예측을 실시
◦ 수치모형에 사용된 침식 및 퇴적한계전단 ◦ 수치모형에 사용된 침식 및 퇴적한계전단
응력 등 각종 입력계수들을 국외 및 다른

응력은 해저질 조사 결과와 인근에서 기

해역의 사례를 통해 입력할 경우 대상 해

수행되었던 “율촌 MPC LNG복합화역발

역에 맞는 적정한 값인지에 대한 근거를

전소

상세 제시하여야 함

(2012.4)”의 자료를 활용하고 검보정을

제2호기

건설

환경영향평가

통해 적용함
◦ 수중배수 시 실지 공사공정에 근거한 부 ◦ 부유사 확산실험은 실제 공사공정에 근거
유사확산실험을 실시하여야 함

하여 실험하였으며, 계절별로 구분하여

- 농도시계열 자료의 판독이 어려운 바,

영향을 검토하였음. 정점의 부유사 농도

가독성 있는 결과를 제시

시계열을 실험안별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 부유사 발생지점을 중심으로 방사형 또
는 십자형으로 단면을 잘라 층별 부유사
농도를 제시
- 계절별 부유사 확산분포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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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직 최대 부유사확산 범위를 제시함.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평가항목

의견요지

제1장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나. 해양환경 ◦ 저층 배수에 대한 내용이 없는 바, 수심, ◦ 배수구 종평면도 제시
거리 방류방식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 지형여건 및 온배수 확산범위를 감안하

함

여 저층취배수[EL(-)14m]를 계획․제시

- 취•배수구 간 거리가 가까워 온배수 재

하였음.

유입 가능성이 높은 바, 취수구와 배수
구 사이 이격거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
련

- 취수지점 재순환 영향이 가장 적은 안
을 선정함
※「광양바이오 발전사업 기본설계 용역 취배

- 수중배수로 인한 저감효율을 최대한 높
일 수 있도록 최대한의 수심확보가 이루

수계통 최적화 검토, 2017. 2.」 검토서
를 제시함

어지는 해역으로 배출
◦ 온배수 영향범위 내에 최소 4지점 이상 ◦ 온배수 영향범위 내에 해양 수질 및 저
조사정점을 선정(2℃내측은 2지점)하여

질, 조하대저서동물 조사지점은 10지점

해양수질 및 저질과 조하대 저서생물에

이상 포함 됨.

대한 조사하여야 함

- 중금속의 경우 각 항목별로 공인된 표준

- 중금속의 경우 각 항목별로 공인된 표준

물질(SRM)을 이용하였음

물질(SRM)을 이용하여 회수율을 조사하

- 부록에 분석기록부를 첨부하였음

고, 부록에 분석기록지를 첨부

- 조하대 저서동물 조사시 각 정점에서 3
2

- 조하대 저서동물의 채집을 0.07m 그
랩을 3회 실시하는 바, 조사결과도 각
2

정점별 0.2m 로 제시

회씩 0.2m2로 제시하였음
- 춘계조사시 조사용 어구(자망)을 이용하
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 온배수 영향이 예상되는 유영생태계에
대해 취수구 주변해역을 대상으로 조사
용 어구(자망, 통발)을 이용하여 조사 실
시
◦ 온배수 확산 모델링 실험조건에서 인접 ◦ MPC 율촌 LNG 복합화력발전소 온배수
한 ‘율촌MPC 발전소 방류량’을 적용하여

가 배출되고 있음에 따라 현재상태와 계

누적영향을 예측하였으나, 해당 발전소의

획안에 이를 적용하였음.

취•배수 유량 및 배수온도 자료만을 사 ◦ MPC 율촌 LNG 복합화력발전소에서 발
용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누적환경영향을

생되는 냉각수량 및 온도조건은 “MPC

평가할 수 없는 바,

율촌 LNG복합화역발전소 제2호기 건설

- 온배수 확산 모델링 분석은 현재 율폰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MPC 발전소와 금회 계획된 발전소가

(2016.2)”에 제시된 실제 가동조건을

동시에 운영되는 조건(온배수 방류지점

반영함.

2개소로 설정)으로 확산 모델을 분석하 ◦ 본 “광양 바이오 발전소”의 냉각수 취·배
여야 함

수량 및 온도 조건을 계획안에 적용였으
며, 취수구에서의 재취수(recirculation)
를 고려되도록 모델을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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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평가항목

의견요지

제1장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나. 해양환경 ◦ 해양동•식물 영향 예측에 있어 타 사업 ◦ 본 해역의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향
사례가 아닌 본 해역의 현황조사 결과를
예측을 실시하였음
토대로 영향 예측을 실시하여야 함
- 온배수 영향에 대해 각 해양생물에 미치
- 취수구 충돌, 복수기 통과 및 온배수 영
는 영향을 우점종의 변화에 따른 영향으
향에 대해 각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로 예측함
우점종의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
- 동물플랑크톤 사망률을 모니터링을 통
- 사용예정 화학물질, 생물제거제의 종류
하여 냉각계통 순환에 따른 영향 여부를
•농도 및 사용방안에 대해 상세히 제시
지속적으로 관찰할 계획임
하고 이로 인한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 - 사용예정 생물제거제는 차아염소산 소오
을 예측
다용액(NaOCl)이며 잔류염소 농도는 0.
1ppm을 최종 유지농도로 계획하였음
◦ 냉각수 배수구의 위치선정 시 조하대 저
서생물에 대한 조사를 통해 영향이 최소
화되는 지역으로 선정 하여야 함
- 배수구의 수심은 저질교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츧으로부터 최소 3m이상 상층
방향으로 배수되도록 선정하는 것이 바
람직
- 온배수 배출구를 다중 확산관으로 배출
하는 방안 검토
- 냉각수 취수 시 발생하는 해양동물의 충
돌, 폐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동물플라크톤, 소형어류 등이 스크린에
걸려 발전소의 일시적인 가동정지가 야
기될 수 있는 바, 이를 저감하기 위한
방안을 상세히 수립

◦ 배수구의 수심은 저질교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수할 계획임
◦ 사업해역은 넓은 조간대가 형성되어 있
고 배수 수심이 약 EL(-)14m로 다중확
산에 의한 온배수의 희석영향이 크지 않
을 것으로 판단됨
◦ 해양생물 서식밀도가 낮은 심층취수관로
를 설치하여 취수시 스크린 충돌로 인한
해양생물의 사망률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취수로에 그물망(어망)을 설치하여 대형
어류의 유입을 차단하여 발전이 중단되
지 않게 조치할 계획임
◦ 운영시 취배수구 주변 식물플랑크톤을
포함한 해양생태계 군집의 지속적인 모니
터링 수행과 동물플랑크톤 사망률을 모니
터링을 통하여 냉각계통 순환에 따른 영
향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계획임

◦ 사업지구 연안 해양퇴적물 구리(20.6㎎/ ◦ 사업시행시 퇴적물의 교란 등으로 오염
㎏ 이상)와 아연(68.4㎎/㎏ 이상)농도가
물질의 수체로 확산을 저감하기 위하여
주의기준*을 초과하고, 강열감량(5% 이
오탁방지막 설치 등의 저감계획과 수저
상)이 중간오염**단계이므로 사업시행으
준설토 처리계획을 수립하였음
로 인한 영향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저감 ◦ 아연 및 구리 항목이 해양환경 주의기준
방안(준설, 세척 등)을 수립하여야 함
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수저
* 「해양환경관리법 제8조(해양환경기준)」
준설토 유효활용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 EPA 기준(USEPA 오대호 퇴적물 분류기
나타나 준설토는 전량 제3투기장에 처리
준, EValluation of Dredged Material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준설토 처리
Proposed for Ocean Disposal – Testin
시 2차적인 악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g Manual, 1991)
펌프준설공법 선정 및 배사관 설치구역
영향 최소화 방안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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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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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나. 해양환경 ◦지역개황에서 해양환경분야의 정보(어업권, ◦지역개황에 해양환경분야의 정보(어업권, 공
공유수면 이용현황 등)가 부족하므로, 영향
유수면 이용현황 등), 영향권 주변의 시설
권 주변의 시설물 분포와 공유수면이용현황
물 분포와 공유수면이용현황(어장 등), 타
(어장 등), 타 개발사업 추진 현황, 연안관
개발사업 추진 현황, 연안관리지역계획에서
리지역계획에서의 용도지구 및 보전•보호
의 용도지구 및 보전•보호구역 등 해양환
구역 등 해양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경과 관련된 정보를 제시
제시하고 영향을 파악하여야 함
◦ 운영 시 온배수확산 영향 등에 대하여 보완 ◦온배수확산 영향 등에 대하여 4계절 예측을
하여야 함
실시하여 계절별 검증결과를 제시하였음
- 온배수 확산예측이 하계에 한정되어 있어 - 해양수질 조사지점은 총 10개소로 율촌M
계절별 특성 파악 및 환경영향을 검토하기
PC 발전소에서 방류되는 온배수에 따른
어려우므로, 계절 검증 결과를 제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지점이 선정
- 율촌MPC 발전소에서 방류되는 온배수에
됨
따른 실측검증지점을 추가해 관측값을 고 - 각 격자의 수심은 국립해양조사원의 최
려하여 검증
신 해도를 이용하여 입력하였으며, 현장
- 낙조기 시 냉각수 취•배수관로의 갯벌지
관측 조위자료와 광양 검조소의 조위자
역 노출로 누적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료로 검증을 하였음
되므로, 배수방식, 수온저하(자연냉각정도)
및 방류량 저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대확산에 대한 실효적인 저감대책(대안)
을 제시
- 취•배수구 인근의 침•퇴적 변화 예측에
있어서, 낙조시 취•배수관로의 갯벌노출
및 수심변화 평면도 비교 등 예측결과가
해역의 실제 상태와 맞는지 검증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987~995쪽)에서 계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추가 수립
절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시기를 -온배수 확산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자료
조정하고, 온배수 확산 예측 결과를 토대로
확보 및 화학물질(잔류염소)사용에 따른 모
직접접인 영향권에서의 조사정점을 추가하
니터링 방안 검토
여야 함
-해양수질 조사지점은 율촌산단 폐수처리 방
-온배수 확산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자료
류구 전방지점과 율촌MPC 발전소 배수구
확보 및 화학물질(잔류염소)사용에 따른 모
전방지점을 추가로 선정
니터링 방안 검토
-해양수질 조사지점은 율촌산단 폐수처리 방
류구 전방지점과 율촌MPC 발전소 배수구
전방지점을 추가로 선정하고, 결과를 비교
하여 금회 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을 정
확하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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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토지환경분 ◦황금일반산업단지 평가 협의 시 토지이용 ◦황금일반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
야
계획도의 전기공급시설의 위치와 본 사업
을 제시함
가.토지이용
발전소 부지가 상이하므로, 산업단지 협 ◦ 황금일반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
의 이후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과 이로
른 환경적 영향 검토 자료(대기예측 비교
인한 환경적 영향 검토 자료를 제시하여
등)를 제시하였음.
야 함
나.토양

◦ 공사시 폐유보관시설을 2개소 이상 설치 ◦ 폐유보관시설은 1개소만 설치함
하는 경우에는 조사지점을 추가하여 선정
•조사하여야 함
◦고형연료 비산회의 확산으로 인한 토양오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시 최대착지
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대착지지점을
지점 대기질 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 (운
선정하여 조사지점으로 제시하여야 함
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은 최대착지지
점 2지점(단독, 누적)을 선정)

다.지형•지질

◦준설로 인한 해양지형의 변화과정과 영향 ◦해양 침퇴적변화 모델링수행 및 문헌조사를
을 모델링하고,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명
실시한 결과 사업으로 인한 영향 미미할 것
확히 제시하여야 함
으로 예측됨.
◦사업지구는 풍수해 우려가 높은 지역이므 ◦통계자료를 이용해 현황을 제시하여 자연재
로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 영향을 예측
해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제시하였
하고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음.

5.생활환경 분 ◦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소각, 매립, 재활용 ◦ 사업장폐기물의 발생량 및 소각, 매립, 재활
야
량(률)을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매립 및
용량을 예측하였고, 재활용을 최대한 할 계
가.친환경적
단순소각 최소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획임.
자원순환
◦바닥재(소각로)와 비산재(싸이클론) 발생 ◦ 바닥재와 비산재의 발생량을 산정하였고,
량을 산정하고, 매립, 재활용량을 정량적
황금산업단지내 매립시설에 매립할 계획
으로 계획•반영하여야 함
임
◦ 공사시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성상•종류 ◦ 건축물 신축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별 발생량을 산정하여 재활용량을 정량적
발생량을 산정하였고, 재활용량을 계획하였
으로 계획하고, 목표를 구체화하여 제시
음.
하여야 함
* 전라남도 「전라남도 제3차 폐기물처리
* 광양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전라남
기본계획」, 「제3차 국가폐기물관리 종합
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국가폐기물
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에 부합하도록 계
종합계획」
획
◦ 폐기물저장창고 운영계획의 적정성이 검 ◦ 폐기물저장창고 운영계획을 제시하였음
토되어야 함
- 저장되는 폐기물의 성상, 종류, 저장량
제시
-폐기물 수집, 보관, 운송 등에 대한 구체
적인 처리계획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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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친 환 경 적 ◦ 연소재의 위탁처리 시에는 수탁처리업체 ◦ 연소재 재활용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발생
자원순환
의 처리능력을 충분히 검토하여 안전한
하는 연소재가 전량 재활용되로록 계획하
관리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였음.
◦ 폐기물 (임시)야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 방진망 및 방진덮개를 설치하여 비산먼지의
비산먼지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현장
외부 유출을 최소화할 계획.
관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성토 또는 복토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인 ◦ 일부반영
•허가된 순환골재 및 친환경제품을 최 - 본 사업은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
대한 사용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부지는 부지
- 주차장 및 도로 포장시 우수재활용제품
정지가 완료되어 순환골재 사용을 계획
사용방안 수립
하지 않음
* GR제품 정보시스템(http://www.buyg
- 도로․주차장 등 포장시 우수재활용 제품
r.or.kr) 참고
사용여부는 공사시에 현장여건을 고려하
여 사용방안을 검토하겠음
나.위락•경관

◦ 시설물 배치, 높이, 스카이라인 저감방안 ◦ 주변의 색채분석을 통하여 구조물 이질감
을 제시(914쪽)하였으나, 경관영향 예측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배색 제시하였음
시 구조물이 배경 산림스카이라인을 침
해(911쪽)하고 이질감이 발생(912쪽)할
수 있는 바,
- 지형 및 산림 스카이라인과의 조화 및
이질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시설물(건
물, 연돌 등)에 대한 저감방안을 구제척
으로 수입하여 제시하여야 함

다. 위생•공중 ◦ 건강영향 예측지점에 대한 공간적 정보, ◦ 본안 작성시 예측지점 공간정보, 이격거리,
보건
사업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 지형적 차폐
지형적 차폐 여부, 인구노출특성 등을 구체
여부, 주변 인구노출특성(가구수 꼬는 인
적으로 제시하였음.
구수 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본안시 2계절 현황조사를 추가하여 계절별
- 주변에 율촌제1일반산업단지, 신풍일반
현황조사 결과를 반영하였음.
산업단지 등 다수의 오염원과 연접하여
개발되므로 평가대상물질에 대한 면밀한
현황조사를 위해 추가 현황농도 측정을
수행
* 현황조사 관련 측정 시험성적서 첨부

◦ 사업부지 동측에 주거 예정지역인 성황• ◦ 본안 예측시 황금지구 및 성황지구의 공동
황금지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건강영향
주택 및 학교시설을 예측지점에 추가하여
중점 예측지점으로 추가하여야 함
대기확산모델링을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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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생•공중 ◦ 베릴륨(Be)과 벤젠 항목에 대한 현황조사 ◦ 벤젠 항목에 대한 현황조사 및 영향예측을
보건
및 영향예측을 실시하여야 함
실시하였음.
*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 베릴륨은 “건강영향평가 매뉴얼 개정내용
업무처리지침」, 「건강영향항목의 평가매
(‘15.6.3)”의 화력발전소 원료별 평가물질
뉴얼」 참조
세분화 및 사용연료의 시료분석결과를 고
려하여 예측에서 제외하였음.
◦누적평가에서 카드뮴, 6가크롬, 비소, 니켈, ◦ 본 사업의 배출설계기준 강화 및 하이브리
포름알데히드 등이 위해도 10-5를 초과
드형 탈질설비(SNCR+SCR) 등을 반영하였
(945~960쪽)하고 있으므로, 금번 사업으로
으며, 임계배출량을 산정하여 산정기준을 초
인해 위해도가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배
과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음.
출설계기준 강화 등 추가 저감방안을 수립
하여야 함
◦연료품질에 따라 중금속 등 특정대기유해 ◦ 연료의 성분분석 및 배출량 산정결과(단일
물질의 배출량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연료
및 누적평가), 영향예측, 저감방안 수립 및 품
의 성분분석 및 배출량 산정(단일 및 누
질유지계획 등을 수립⋅제시하였음.
적평가), 영향예측, 저감방안 수립 및 품
질유지계획 등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환
경부 고시 제2014-135호), 「바이오매스
에 바인더 첨가에 따른 폐기물 고형연료
특성 및 환경성평가」(이형돈 외, 2012),
Clean Technology 17(4):336-345 등
참조
** US EPA, 「Compilation of Pollutant Emis
sion Factors, AP-42, 5th Ed., Vol1, Sect
ion 1.6 – Wood Residue Combustion i
n Boilers」 등 참조
◦ 발암위해도 기준(1×10-6)을 초과하지만 ◦방지시설 설치 전⋅후 예측결과를 제시하였
최상가용기법 방지시설 설치시 기준 으며, 발암위해도 기준 초과 여부를 재검토하
(1×10-5)*에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결과가 고, 적정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제시되어 있어, 산정결과(945~953쪽) 예
측농도 값이 최상가용기법 방지시설 설치
전•후 값 여부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국내외 최상의 저감시설을 설치•운영을
포함한 모든 저감시설을 설치 한후에도 기
준(10-6)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경우에 한
해 10-5기준을 적용
-카드뮴 등 발암성물질 7개 항목의 발암위
해도 기준 초과 여부를 재검토하고, 적정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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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여부(미반영사유)

다. 위생•공중 ◦ 발암성물질 7개 항목이 발암위해도 기준 ◦강화된 배출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재예측을
보건
을 초과(945~953쪽)하여 최적방지시설 실시하였으며, 예측결과 최적방지시설 설치
(BAT) 설치시 기준(1×10-5)을 적용하였 시 평가기준(1×10-5)을 초과하는 항목에
으나 BAT 설치에 따른 임계배출량을 산 대해 임계배출량을 산정하였음.
정하여 영향을 예측하지 않은 바,
- 연돌에서 배출설계기준 유지 여부 등의 사후
- 최적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임계배출량을
환경영향조사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임계배출
산정하고, 임계배출량 초과시 적정 저감
량 초과시 추가 저감방안을 제시하였음.
방안 제시 등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한 저감시설 사례조 ◦산업단지 및 발전소 등 발암위해도 평가기
사(972쪽)에 카드뮴 등 발암위해도 기준 준(1×10-6) 및 최상가용기법의 방지시설 설
을 초과한 7개 항목에 대한 사례를 추가 치시 평가기준(1×10-5)을 초과한 협의 사례
조사하여 제시하여야 함
를 제시하였음.
◦ Cr6+의 발암위해도 산정결과 계산값에 오 ◦대기 중 크롬은 3가 및 6가크롬으로 존재하
류(948쪽, 표 전체)가 있으므로 재산정하 며, 이 중 6가크롬이 발암성 물질로 분류되
여야 함
고 있으므로 관련 문헌자료를 참조하여 총
크롬 측정결과를 6가크롬으로 환산하여 재
산정하였음.
◦ 연령별 인체노출량 및 발암위해도 검토를 ◦발암위해도 검토항목 모든 물질을 대상으로
발암위해도 기준을 초과한 항목 모두를 연령별 인체노출량을 산정하였음.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함
- 벤젠을 제외한 발암위해도(발암잠재력 이용)
평가는 호흡으로 인한 발암잠재력 자료가 미
비하여 평가에서 제외함.
◦ 위해도 기준 초과 물질에 대해서는 주기 ◦연돌에서 직접 측정을 실시하여 대기확산 모
적인 현황농도 조사 외에 연동에서 직접 델링을 수행하고 예측지점에서의 위해도를 평
측정하여 모델링을 통한 영향 예측지점에 가하여 기준초과 우려가 있을 경우 추가 저
서의 위해도를 평가하고 기준초과 우려가 감대책을 수립하겠음.
있을 경우 추가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주변지역의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건강이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연돌 및 현황조사를
우려될 경우 연료 사용량 축소, 고효율 실시하여 환경영향평가서상의 배출량과
저감장치를 적용하는 등 기준을 초과하지 비교 검증을 실시한 후, 재예측 할 계획이
않도록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제 며 평가기준 초과시에는 주변지역에 대해
시하여야 함
건강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계획
◦ 사후환경영향 조사항목은 평가서에 제시 ◦운영시 배출이 예상되는 전항목에 대한 사후
된 8개 항목(974쪽) 외에 Hg, HCl 항목 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였음.
을 추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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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회․경제환 ◦ 사업지구 인근에 다수의 유사사업이 진행 ◦ 적극적인 의견수렴 진행하였음
경분야
가. 인구

되고 있어 추가 발전시설 입지에 대해 민 ◦ 2017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주
원을 제기할 개연성이 높은 바, 투명한

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수렴된 의견공지

초안 공람(5개소) 및 게시, 주민설명회 3

과정을 설계하여 민원을 최소화하여야 함

회 개최, 공청회 3회 개최하였으나, 공청

- 주요 이해당사자는 방문 조사를 통한 의

회 개최시 반대 주민들의 개최방해 등으

견 수렴

로 최종 공청회 생략을 결정하여 생략공

- 개진된 의견 반영 결과의 적극적인 공지

고를 시행하고, 공청회 생략에 따른 의견

- 사용연료로 인한 대기질, 건강과 해양에

수렴을 진행하였음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전달
* 온라인 홍보와 함께 오프라인을 활용(주
민센터에 결과 요약서 비치, 중요지점에
공고문 부착 등)하여 결과 공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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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산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
평가항목
1. 검토의견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 본 건은 전남 광양시 황금동에 위치한 황 ◦ 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은 작성
금일반산업단지에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

시 반영하였음

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환경영향평가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
성 시 검토‧반영하여야 함
◦ 본 사업지역은 대기질 개선을 통한 환경 ◦ 대기 및 건강영향 항목 등에 대하여 현황
기준 준수를 위해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분석 및 영향예측을 철저히 검토하고, 그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결과를 반영하여 입지의 적정성을 면밀히

있으며, 사업지구와 인접하여 율촌제1산

검토․제시하였음.

업단지, 세풍일반산업단지 등 다수의 오 ◦ 주변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개발 현황(계획
염원이 기 개발․운영 중에 있어, 본 사업

중인 시설 포함)을 고려하여 누적영향 평

의 추가 개발로 인한 환경상 악영향이 우

가 실시

려되는 바,

◦ 황금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토지이용계

- 대기 및 건강영향 항목 등에 대하여 현
황 분석 및 영향예측을 철저히 검토하

획 변경사항과 현재 전기공급시설과의
부합여부를 제시하였음

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입지의 적정성 ◦ 광양만권역 지역의 전기 수요‧공급량 을
을 면밀히 검토․제시하여야 함

토대로 본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제시하

- 주변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개발 현황(계
획중인 시설 포함)을 고려하여 누적영향
평가 실시
- 영향예측 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미치는 범위까지 대상지역
에 포함하고, 주민 의견 수렴 및 반영
필요
- 황금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시 계획된
전기공급시설과의 부합여부 검토․제시
- 주변지역에서 현재 운영‧계획 중인 유사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고, 주변 지역의
수요‧공급량 등을 고려하여 계획의 적정
성 검토‧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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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여부(미반영사유)

◦ 본 사업지구와 인접하여 다수의 주거시 ◦ 사업지구내 부지기상 관측시설을 설치하여
설(성황․황금지구 포함)이 위치하고 있으

시간별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이

며, 해안가에 위치한 사업지구의 입지적

용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였으므로 해안가

특성으로 발생하는 해륙풍의 영향으로

입지 및 기상특성을 대기질(건강영향 포

역전층 및 안정층의 형성시 사업지구에

함) 검토시 반영하였음.

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정체로 인 ◦ 황금지구 및 성황지구 공동주택 및 학교
한 환경영향이 우려되는 바,

시설을 영향예측지점에 추가하고, 평가서

- 부지기상 데이터 및 해륙풍 관련 연구자

에 제시된 건축물 높이를 고려하여 예측

료 등을 토대로 입지특성을 고려한 대기

을 실시하였음.

질(건강영향 포함) 영향을 철저히 검토․
제시하여야 함
- 성황․황금지구에 미치는 대기질(건강영향
포함) 영향 검토시 계획 중인 주거시설
의 높이 고려
◦ 본 사업지구와 인접한 해역은 반폐쇄성 ◦ 사업지구 주변해역의 어업권현황을 조사
특별관리해역이며, 동일 영향권 내에 온

하였으며, 면허어업 및 등록어업은 주변

배수를 배출하는 발전시설이 운영중에 있

해역에 없으며, 여수시 관내 신고어업(맨

으므로,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가중영향

손어업)은 1,369개 조사되었음(맨손어업

및 해양환경변화(동․식물상의 적조생물 출

은 신고어업으로 조업구역이 별도로 정해

현 등 생태계변화와 연계)에 대해 철저히

지지 않음)

검토하고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지구 주변해역의 어업권(맨손어업
포함) 현황과 중첩하여 해양환경영향 예
측․분석
- 수질오염변화에 따른 해양 동․식물상의
적조생물 출현 등 생태계변화와 연계하
여 영향 예측․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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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기관 검토의견
의견제출자
(기관)
전라남도
도민소통실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 기존 주변 개발사업에 의한 누적 영향을 ◦ 기존 주변 개발사업에 의한 누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환경보전방안을 수립
충분히 고려하여 누적평가 후 영향예측
시행하여야 함.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의한 생태계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의한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 될 경
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므로
우, 승인기관에서는 사업 승인시 20일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음
이내에 부과기관인 도동부지역본부(환경
보전과)에 승인내역(또는 변경면적)을 제
출하여야 함.
- 대상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
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동 사업지역은 광양만권역 대기환경규제 ◦ 본 발전소는 2015년 12월 광양 바이오
지역 등에 해당되며 연료의 종류, 사용량
발전소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였음
에 따라 배출오염물질의 종류, 배출량이 (사용연료 : 바이오매스(목질계연료))
달라지므로 연료 사용(우드펠릿, 우드칩)
가능여부 등을 인허가 기관 등에 검토를
받아야함.
◦ 운영시 장비의 가동, 연료 이송을 위한 ◦ 비산먼지 저감대책(살수, 세륜 및 세차시
작업차량 진⋅출입 등의 과정에서 발생
설, 주기적인 살수 등)을 수립⋅시행하겠
하는 비산먼지로 인하여 인근지역에 피
음.
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산먼지 발생 억 ◦ 보일러 연소후 생성되는 비산재 및 바닥
제시설(살수, 세륜 및 세차시설 등)을 설
재 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치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보일러 연소후 생성되는 비산재 및 바닥
재 관리 철저
◦ 상•하수도 공급계획은 광양시 수도정비 ◦ 광양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황금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여
가 반영되어 있음.
부 등을 검토하고 광양시와 협의하여 추 ◦ 본 사업은 황금산업단지내 입주로 산업
진해야 함.
단지내 상하수도계획과 연계하여 이용예
정
◦ 하수미처리구역에 포함되어 발전소 및
황금산업단지내 별도의 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할 계획임
◦ 발전소 취배수로 설치를 위한 굴착공사, ◦ 사업지구 주변해역의 어업권현황을 조사
사석투하 공사시 인근해역으로 부유사
하였으며, 면허어업 및 등록어업은 주변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주변 어업권 형성
해역에 없으며, 여수시 관내 신고어업(맨
된 지역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
손어업)은 1,369개 조사되었음
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해야 ◦ 신고어업인 맨손어업의 피해를 최소화하
함.
기 위해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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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의견제출자
(기관)
전라남도
도민소통실

의견요지

제1장

반영여부(미반영사유)

◦ 발전소 냉각수로 인해 온배수가 발생됨에 ◦ 온배수 영향에 대해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따라 발생 전과 후의 인근 해역에 대한
반영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피해발생
정이며 피해발생시 추가대책을 마련하겠
이 예상될 경우 평가서상 제시한 저감대
음
책외의 추가대책 마련후 사업 시행해야
함.
◦ 환경관련 법규에 의한 모든 인⦁허가는 ◦ 환경관련 모든 인․허가를 사전에 득할 예
사전에 득하고 시행하여야 함.
정임
◦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 주변환경에 예측하지 못한 추가적인 악영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
향 및 민원이 발생될 경우 별도의 대책을
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환경에 추가적인
신속히 강구․시행 하겠음
악영향 및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협
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공
사중지, 민원 적극 해결 등)을 신속히 강
구⦁시행하여야 함.

광양만권경제 ◦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관계기관 ◦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등을 최대한 반영
자유구역청
및 주민의견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환경
하였음
건축환경과
영향평가서(본안) 작성
◦ 환경현황조사(자연생태, 대기, 수환경분야 ◦ 자연생태환경분야, 대기환경분야, 수환경
등)에 필요한 현지조사는 사업지역 주변
분야, 생활환경분야 등 모든항목에서 4계
의 4계절 특성을 파악하여야 함.
절 환경현황조사를 시행하였음
◦ 온배수 발생에 의한 해양생태계 영향의 ◦ 온배수 발생에 의한 해양생태계 영향을
신뢰성이 있는 조사⦁예측과 실질적 저감
예측하고 저감방안 수립하였음
방안을 제시
◦ 운영시 바이오매스(우드칩, 우드펠릿 등 ◦ 연료는 전용연료부두를 신설하여 해상 선박
목질계 연료) 수송 과정에서 비산먼지로
을 이용 및 육상으로 수송할 계획이며,
인한 피해가 없도록 예방대책 수립⦁시행
밀폐형 컨베이어벨트로 이동 및 밀폐형
연료 저장 silo에 저장하여 수송과정에서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계획함
◦ 사업지구 및 주변은 산업단지 밀집지역으 ◦ 기존 주변 개발사업에 의한 누적 영향을
로 기존 및 신규 오염원과 연계하여 주변
충분히 고려하여 누적평가 후 영향예측
에 미치게 될 환경영향 예측과 저감방안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
제시
◦ 신규 발전소 건설로 인한 사업지구의 경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사업 전․후 경
관 고려(전⦁후 경관변화 예측)
관변화를 예측하였음
◦ 공사시 발생되는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 공사시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수질오염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예방대
저감대책 수립하였음
책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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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요지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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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 ◦ 환경영향평가(초안)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 ◦ 주변환경에 예측하지 못한 추가적인 악영
자유구역청
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향 및 민원이 발생될 경우 별도의 대책을
건축환경과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신속히 강구․시행 하겠음
경우에는 본 평가서(본안)에 제시된 환경영
향 저감 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마련
여수시
기후환경과

◦ 본 사업은 광양시 황금동 황금산업단지 내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에 위치한 신규 발전시설(220MW)을 설치
특별지원금 및 일반지원금을 각 지자체에
하기 위한 사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제출할 예정임
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별지원금 및 일반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
람.
◦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원료가 우드펠릿인 ◦ 원료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원료 성분 명시
점을 감안, 원료 성분표기 및 운영시 중
하였음.
금속 등 배출에 대한 예측과 그에 대한
대책 강구
◦ 발전시설에서 발생한 온배수가 발생하여 ◦ 온배수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감
율촌면 앞 바다에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방안 수립하였음
크므로 온배수 배출 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 공사 및 운여시 환경영향평가(초안) 과정 ◦ 주변환경에 예측하지 못한 추가적인 악영
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
향 및 민원이 발생될 경우 별도의 대책을
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환경에 악
신속히 강구․시행 하겠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평
가서(초안)에 제시된 환경영향평가 저감
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검토⦁시행하여
야 함.
◦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으로 인하여 민 ◦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량 및 장비
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량 및 장비투
투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시행하는 등
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시행하는 등
제반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
제반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
고,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겠음
여야 함.
◦ 우드펠릿으로 인하여 운반 및 사용 시 비 ◦ 연료는 전용연료부두를 통하여 밀폐형 컨
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방지시설, 운
베이어벨트로 이동 및 밀폐형 연료 저장
반대책 등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우드
silo에 저장하여 수송과정에서 비산먼지로
펠릿 사용 시 목재등급도 최상의 것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계획하며 연
사용하기 바람.
료등급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겠음
◦ 발전사업시 열과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할 ◦ 발전소 운영시 온배수 열 발생 및 미세먼
것으로 예상되니 저감방안 및 사례조사
지 발생에 따른 최적방지시설 설치로 저
연구 필요
감방안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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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기관)
여수시
기후환경과

의견요지

제1장

반영여부(미반영사유)

◦ 사업부지 주변에 맨손어업권이 많이 있어 ◦ 온배수 발생에 따른 어족자원(생태계) 영
발전 사업이 들어오면 어족자원 고갈 우
향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
려로 대책 강구 및 맨손어업에 대한 영향 ◦ 사업지구 주변해역의 어업권현황을 조사
예측 시뮬레이션 조사에 대한 추가 조사
하였으며, 면허어업 및 등록어업은 주변
필요
해역에 없으며, 여수시 관내 신고어업(맨
손어업)은 1,369개 조사되었음(맨손어업
은 신고어업으로 조업구역이 별도로 정해
지지 않음)
◦ 공사시 장비의 가동, 작업차량 진⦁출입 ◦ 공사시 세륜 및 세차시설 설치, 살수차량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
운영 등 환경저감시설 계획 및 관리를 철
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히 계획하였음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살수, 세륜 및 세
차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야 함.
◦ 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렵하여 본 ◦ 환경부 및 관계기관, 전문검토기관, 주민
안 작성시 적극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함
요구됨.

순천시
환경보호과

◦ 온배수의 배출구부터 해역내 확산 및 온도 ◦ 온배수 확산범위(1℃상승)를 도식화 하였
상승 정도를 도식화하여 제시하고 운영시
으며, 주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수온의 상승으로 특정개체의 증감 및 유해
최소화 하기위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함.
종의 증식이 예상되는 바 저감 방법을 제
시하여야 함.
◦평가서에서 제시한 연돌높이(100m)에서 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정책에
출가스 속도(17.7m/s)를 상시 유지할 수 있 따라 건설되는 발전소이므로, 일반적으로
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100% 부하 운전이 예상됨.
◦배출가스 속도 17.7m/s는 100% 부하
기준으로 산정된 유속이므로, 상기 유속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취⦁배수구 생물부착 방지를 위해 사용하 ◦ 취⦁배수구 생물부착 방지를 위해 사용하
는 약품(염소)의 사용량(농도), 빈도, 사
는 약품(염소)의 사용량(농도)등을 제시하
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약품
였으며,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투입 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
하기 위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잔류염
하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소 농도를 모니터링 할 계획임
◦ 보일러 연소 후 발생되는 바닥재 및 방지시 ◦ 바닥재, 비산재의 수집 및 처리 계통도
설에서 발생한 비산재의 수집 및 처리 계통
제시하였음.
도 명확히 제시하고 환경영향 검토하여햐 ◦ 재의 성분을 확인한 결과 지정폐기물이
함. 또한 재의 성분을 확인하여 지정폐기물
없는 것으로 조사됨.
유무를 확인하여 처리방법을 달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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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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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 사업지역은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방지시
환경보호과
설 설치시 오염원별 경제적인 설비가 아닌
제거효율이 높은 설비로 설치하여야 할 것
임.
- 여과집진시설이 고온(140~190℃)의 비산
재(fly ash)를 견뎌내 집진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집진효율이
높은 전기집진시설로 변경설치를 검토하
여야 하고, 탈질설비로는 SNR 공법을 선
정하여 탈질효율을 높여 대기환경규제지
역 내 온실가스 저감에 노력하여야 할 것
임

◦ 여과집진시설은 건식반응탑 후단에 설치되
며, 설계온도는 139℃임.
◦ 본 사업의 적용할 filter bag 재질은 PTFE
제품으로 고온(180℃)에서도 효율감소가
없는 제품을 사용할 계획임.
◦ 전기집진기의 경우, 양도체 먼지의 제거가
어렵고, 다이옥신 및 중금속류 저감에 어려
움이 있어 여과집진시설을 적용하였음
◦ 탈질설비는 하이브리드(SCR+SNCR) 형식
을 적용하여 탈질효율을 극대화하였음.

◦ 발전에 사용되는 바이오매스(우드칩, 우드
펠릿)의 품질을 상시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을 강구하여야 하고, 품질(대체연료)이 달
라질 경우 달라질수 있는 대기오염 배출원
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 해외 연료 조달 계획
- 공신력을 갖춘 대형 상사를 통해 해외 우드
펠릿 장기조달 예정
◦ 국내 연료 조달 계획
- 해외에서 조달하는 연료 가격 대비 경쟁력
확보시 조달
- 국내산 우드칩은 연간 52만톤(2030년 기준)
을 조달할 계획임
◦ 연료 품질 관리 방안
- 신용도/재무상황 우수한 대형 상사와 장기공
급계약 체결/품질보증 확보
- 생산업체에 대한 사전 품질검사 실시
- 통관절차 완료 전 검사기관의 수입 관계 서
류 검사 시행(산림청)

◦ 우기시 및 국지성 집중호우 등 강우형태를 ◦ 우기시 및 국지성 집중호우 등을 고려하기
고려하여 경계부에 우수배제시설(산마루측
위해 설계강우강도는 재현기간 30년을 적
구, 가배수로, 침사지 등)을 선시공하여 공
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산정하여 가배수로
사시 토사유출로 인해 미치는 영향을 최소
및 침사지 설치 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
화하고 민원발생시 추가적인 저감대책(침사
하였음
지 용량 증설 등)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 침사지 위치 선정 시 지형, 수계 등을 고
려하여 적정 위치에 설치하고 주기적인
준설 등을 통한 적정 관리
◦ 현지조사 결과 법정보호종(수달, 새매, 황 ◦ 공사시 법적보호종 출현시 적정 보존대책
조롱이) 서식이 확인된 바 법정보호종 출
을 마련하였음
현시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적정 보존대책
을 마련⦁시행하여야 함
광양시
환경과

◦ 연료사용량 우드펠렛 801천톤/년, 우드칩
1,180천톤/년의 수급계획을 제시하고 수급
장소에서부터 차량 이송, 사업장 싣기⦁내
리기 등의 대기오염물질(비산먼지 등)과 소
음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라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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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연료 조달 계획
- 공신력을 갖춘 대형 상사를 통해 해외 우드
펠릿 장기조달 예정임
◦ 국내 연료 조달 계획
- 해외에서 조달하는 연료 가격 대비 경쟁력
확보시 조달
- 국내산 우드칩은 연간 52만톤(2030년 기준)
을 조달할 계획임
◦ 연료는 전용연료부두를 통하여 밀폐형 컨베
이어벨트로 이동 및 밀폐형 연료 저장
silo에 저장하여 수송과정에서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계획함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기관)
광양시
환경과

제1장

반영여부(미반영사유)

◦ 주민설명회시 SRF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지 ◦ 사업개요에 우드칩, 우드펠릿 등 순수 목질
않는 것으로 제시한 만큼, 원료 종류에 따

계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명확히 명시함

른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증가를 고려하여
SRF 고형원료제품 미사용을 명확히 기재하
기 바람
◦ 발전소 온배수에 대한 주변해역 영향을 최 ◦ 온배수 재이용 시설은 주변에서 필요로 하는
소화하고 물재이용률 증가를 위해 온배수

수요가(공업 및 농업 등 분야) 있을시 온

재이용 시설(해수담수화) 설치를 검토하기

배수를 제공할 예정임

바람
◦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장지형 시설로 ◦ 누적유출고를 2.5mm 에서 5mm로 변경
계획하고 있으나 유지관리가 부적정할 경

하여 용량을 산정하였음

우 악취 유발과 처리효율 감소가 우려되므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
로 충분한 유지관리 편리성을 고려하여 비

뉴얼에 따라 강우 종료시 비점오염원 저감

점오염저감시설을 계획하기 바람

설비 내부에 설치된 역세 펌프에 의해 여

◦ (유지관리) 침전고형물 장기간 보관시 악

재에 부착된 고형물을 제거하므로 침전고

취 발생, 신속한 처리를 위해 강우감지센

형물로 인한 악취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서와 자동이송장치를 설치하여 강우종료시

판단되며, 역세수는 비점오염원 저감설비

침전고형물 폐수처리장 이송 처리 검토

인근 오수멘홀로 집수하여 폐수종말처리장
으로 이송할 예정임.

◦ (처리용량) 비점오염원 저감 효율성을 감
안하여 누적유출고를 2.5mm에서 5mm로
변경하여 용량을 검토하기 바람
◦발전시설 운영시 회(Ash) 발생량을 예측하고 ◦ 회(Ash) 발생량을 예측하였고 최대한 재활용
직매립 제로화를 통한 자원순환사회 실현(자

할 계획임.

원순환기본법 ´16.5.11. 제정)의 국가폐기물
관리정책에 부합되도록 회(Ash) 발생량 10%
이상 재활용방법을 제시하기 바람
◦ 발전소 연돌에서 배출되는 백연현상이 연 ◦ 백연현상은 대부분의 석탄발전소에서 사용하
돌고, 풍속, 배기가스 속도, 계절적 요인

는 습식 탈황설비 적용시 배출가스내 수분량

등에 인해 주변 환경영향이 발생될 것으로

과 온도차에 의해 발생됨.

판단되므로 연돌 직경 및 높이별 4계절 - 본 발전소는 건식반응설비를 사용할 계획으
대기오염물질 확산영향을 예측하고 최적연

로 배기가스내 습분비율이 낮아 겨울철에도

돌 직경과 높이를 제시하고 백연저감시설

백연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

검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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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기관)
광양시
환경과

제1장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또한, 연돌 인공구조물로 인한 경관변화를 최 ◦주변 색채분석을 통하여 구조물 이질감을 최소
소화하기 위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된 구조물과

화할 수 있는 배색 제시하였음

채색을 제시하기 바람
◦ ´10년기준 온실가스배출량이 광양시 4,027 ◦ 공사장비의 공회전금지 및 친환경 건축자재
만톤, 여수시 2,655만톤이 배출되어 전남지

사용, 녹지조성 등으로 온실가스 방출을 최

역의 90%을 차지하고 있음. 이에따라 감

소화하겠음.

축방안으로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 ◦ 향후,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온실가스
기술 적용 등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제시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이행계획을 수립

기 바람

하여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저감대책을 적극
이행토록 할 계획임.

◦ 인근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고려하여 환경 ◦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주민들과 충

하여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함

분한 협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한 후 사업 ◦ 주변환경에 예측하지 못한 추가적인 악영
시행하기 바라며, 본 사업의 공사 및 운영

향 및 민원이 발생될 경우 별도의 대책을

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시 환경영향저

신속히 강구․시행 하겠음

감방안 대책을 별도 마련 강구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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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제1장

나.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주민제출의견
의견제출자
(기관)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주민
양기홍

◦ 각 분야별 환경평가에 대한 현재 조사치를 ◦ 환경영향평가시 현황조사지점과 사후
기입하여, 현재와 공사시/운영시에 대한 비
환경영향조사 지점을 일치시켜 지속적
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사업지구가 도
인 모니터링이 될수 있도록 사후환경
로에 의해 단절되었으나, 다른 곳과 달리
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함
차량의 이동이 많은 편이 아님이 고려된 평 ◦ 사업지구는 황금산단내 위치하며 도로
가인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원자재의 “컨
에 의해 단절되어 있고, 연료는 전용
베이어에 의한 운송”으로 환경평가가 이루
연료부두를 통하여 밀폐형 컨베이어
어져 있는지 파악이 불가함. (비산먼지에 의
벨트로 이동 및 밀폐형 연료 저장 silo
한 오염, 살수차 운영에 따른 일부 원자재
에 저장하여 수송과정에서 비산먼지로
의 바다유입에 의한 수질오염 등)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계획함

광양만
환경포럼
허형채

◦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한반도 인근해의 ◦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수
수온은 지난 30년 동안 약 섭씨 0.8℃도 가
온상승등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량 상승함. 최근에는 1℃ 상승하여 광양만권
탄소중립적인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
해수온도가 평균수온상승과 지형적인 특성
지 발전소로 계획하였으며, 온배수 배
을 감안한다해도 타 지역에 비하여 수온이
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1.5℃ 이상 높은 이유는 온배수 때문이며,
수중배수 등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주
이로 인하여 광양만에 아열대 지방에서 나
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
타나는 저서생물 출현으로 생태 교란이 일
화 하도록 계획함
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본안에 반
영하길 바람
◦기존 발전소의 운영으로 인해 많은 환경영향 ◦ 발전소를 포함한 기존 주변 개발사업에
을 받고 있는 광양만에 추가적으로 발전소를
의한 누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누적
건설하는 사업이므로 현재의 해양환경 특성
평가 후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
및 기존에 온배수로 인한 영향정도를 정확히
였음
파악한 이후에 추가적인 발전소 건설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여, 현제 실시한 조사결과와 기
존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기존 발전소 운영에
따른 정밀분석을 실시하여 발전소 운영에 따
른 영향을 예측하여 제시 바람
◦심층수를 취수하는 과정에서 플랭크톤, 치어 ◦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취배수구 주변 식물
등이 복수기 내부로 유입하여 플랭크톤의
플랑크톤을 포함한 해양생태계 군집의 지
사막화 및 다량의 치어를 폐사시켜 생태계
속적인 모니터링 수행과 동물플랑크톤 사
를 파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
망률을 모니터링을 통하여 냉각계통 순환
적으로 제시 바람
에 따른 영향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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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계통의 방식은 냉각수를 취수하여 복수 ◦ 복수기 부식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주입되
는 약품은 없으며, 기기 및 배관의 부식
기로 공급하여 일과식 방식인데, 복수기의
방지를 위해 복수기 튜브 및 복수기 냉각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염기를 제거하여야 하
수 배관은 내식성 재질로 계획하였음.
는데 이 과정에서 수질관리 안되는데, 이
로인한 해양환경 파괴에 따른 저감 방안을
제시 바람
◦p618 발전소 취배수 2016년 율촌 MPC발 ◦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온배수 관리방안
연구(해양수산부, 2008)에서 온배수 최대
전소 취배수 온도차가 9.2℃ 차이가 있고, 광
배출 허용 수온변화(△T)는 하절기 기준
양바이오 발전소는 7℃ 온도차가 발생하는데
7℃, 동절기 기준 12℃(동해안), 15℃(서해
온도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방안을 제시 바람
안) 이하이며 본 연구내용을 충분히 반영
하였음
◦p657 배수방식은 수중(심층)배수 방식으로 ◦ Curtain Wal설치는 배수구가 수면 아래에
위치하여 표층 유속 제어 및 기포 유출
계획한바, 방류구 확산각도를 넓게 하여야하
가능성이 낮으며, 또한, 배수구 위치가 항
며 방류구 말단에 Curtain Wall을 설치하여
로와 근접하여 항해선박과의 간섭으로 인
온배수가 해양심층부에서 상층으로 혼합
한 사고 위험 등을 고려하여 배재하였음.
확산되도록 방류해역의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게끔 반영하여 주시기 바
람
◦발전소 온배수 방류구 내부에 토사퇴적 및 조 ◦순환기 계통내 해양생물의 증식 억제 방지
개류 번식 등으로 관로 기능이 저해되지 를 위해 일정농도의 염소를 주입하여 부착
않도록 가능한 개방형 방류수로로 설치하 생물을 제거할 계획임.(가이드라인에 제시
고 상시 유지관리에 필요한 적정대책을 수 된 잔류염소 농도인 0.2ppm 보다 낮은
0.1ppm이하를 최종 유지농도로 계획임)
립하시기 바람
◦본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 ◦해양수질 및 저질, 대기질 및 부지기상탑 설치
다면 발전소 주변 해양환경 상태를 연속적 등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영향
으로 감시하기 위한 남측 전면 해역에 해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임
수수온 연속 측정기 설치, 취배수구에 종합
수질 분석기 설치, 유속계 설치, 취수구 종
단에 풍향 풍속, 대기압 등을 측정할 수 있
는 기상장비까지 설치하여 수온 수질 분석
결과를 무선 송수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
격으로 인터넷 정보 공개를 해주시기 바람

◦사업지구 인근의 주거시설 현황을 상세히 ◦ 사업지구 인근의 주거시설 현황을 상세히
검토하여 이격거리와 함께 영향 예측지점을
검토하여 이격거리와 함께 영향 예측지점을
선정하였음
선정하여 주시기 바람
◦p27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연료저장 및 이 ◦사업지구 외곽으로 19.9% 완충녹지를 조
성하였으며 연료는 밀폐형 컨베이어벨트로
송시설 부지 중간에 완충녹지가 없어 비산
이동 및 밀폐형 연료 저장 silo에 저장하
으로 인한 공장부지내 대기질 역할을 할
여 수송과정에서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수 있는 완충녹지를 추가하여 주시기 바람
최소화 하도록 계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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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9 시설배치 계획도는 일반 주민들이 쉽게
◦ 시설배치계획도 범례 한글로 표기하였음.
이해할 수 있도록 계획도 범례를 한글로 표기
하여 주시기 바람
◦p100 육상식물상 문헌조사와 현지조사에 환 ◦ 육상식물상 조사시 4계절 현지조사를 실
시하였으며, 전국자연환경조사 등 문헌조
경부지정 법정보호종 2등급 종으로 나도승마
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음
와 세뿔투구곷이 확인된 바 있고, 산림청 지
정 희귀종은 천마, 나도승마, 회어리, 매미
꽃, 흰참꽃, 구상나무, 토현삼, 금마타리, 두
루미천남성 등이 최근에 확인된 바 있어, 본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누락되어 허위 및 부실
평가서라고 할 수 있으니 정밀조사와 4계절
동식물 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람
◦p114 육상동식물상 문헌조사에는 동주리봉 ◦ 육상동물상 조사시 4계절 현지조사를 실
시하였으며, 전국자연환경조사, 겨울철 조
일대에서 담비와 삵, 도솔봉 일대에서는 담
류 동시센서스 등 문헌조사를 병행하여
비, 삵, 하늘다람쥐, 용계산 일대에는 담비
실시하였음
와 삵이 확인되었다고 보도된 바, 본 영향
평가에서는 겨우 천연기념물 수달의 배설물
만 발견되었다는 조사는 형식적인 조사이므
로 조사시 충분한 표유류 조사를 하여 주시
기 바람
◦p147 국지기상 요소 상층조사 관측일자를 1 ◦ 부지기상 및 상층기상 항목을 4계절 조사를 실시
차 하계 2차 추계로 조사되어 본 사업 시행
하였음.
으로 인한 사업지역의 기상변화의 요인으로는 - 부지기상 : 1년(12개월 연속)
부지조성의 지형변화에 의한 풍향 풍속의 변 - 상층기상 : 4계절(4시간간격, 30회씩)
화와 시설설치에 따른 풍향 풍속의 변화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야기되지 않는 것
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으나, 바람의 영향이 큰
봄, 겨울에 해안에 위치해 있는 지리적 요건
을 이용하여 4계절 일사량의 영향을 조사하
여 바람의 계절풍에 따라 저감 방안을 제시
하여 주시기 바람
◦기상, 대기질, 수질, 토양, 육상 및 해양 동 ◦ 환경현황조사는 전문가 및 주민대표로 이루
식물상, 해양환경은 계절특성이 반영되도록
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심
조사시기, 조사지점 최소 10개에서 15개,
의하여 조사항목 및 지점, 방법을 결정하
계절별 연속 10일 대기질 항목별 조사 예측
여 조사를 수행하였음
평가하여 주시기 바람
◦ 현황조사는 계절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4
계절 조사를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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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평가서 저감방안은 둘 이상의 대안을 비교 분 ◦ 저감방안 수립시 현재 기술을 고려한 최적
석하여 저감방안을 선정하되, 그 선정 사유를 구
의 방지시설 설치로 계획하였음
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람
◦본 사업으로 인한 사업지구 내,외 송전선로, 변전 ◦ 사업지구 내,외 송전선로, 변전소 현황 및
소 현황 및 전자파 영향 예측과 대책을 수립하
전자파 영향 예측을 제시하였음
여 주시기 바람
◦ 예측결과, 전자파의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p340 Ash 처리 및 처리계통에 Bottom에쉬 이동 ◦ 재는 황금산업단지내 매립시설에 매립할
용 차량으로 외부 반출 한다고 하였는데 외부
계획임
어떤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인지 구체
적으로 제시하시기 바람
◦p342 배기가스 적용설비 NOx 적용설비는 ◦본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기
SNCR 설비가 말고 질소 산화물 제거율이 위하여 NOx 적용설비는 SCR설비를 추가
높고, 촉매 특성에 따라 다이옥신도 제거가 로 계획하여 SCR+SNCR 조합의 하이브
가능하고, 백연현상이 적은 촉매환원설비인 리드 설비를 계획하였음
SCR 장비를 설치하여 주시고 탈황설비는 유
해가스 제거효율이 더 나은 습식반응설비를
적용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더 낮추어 본 사
업지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환경오염이 심
한 지역이로 대기환경규제지역, 특별관리해
역으로 그 심각성을 국가에서도 인정하고 있
는 지역이므로 투자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이러한 설비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켜 주시기 바람
◦p344 요즘 미세먼지로 인하여 최근 심각해 ◦ 전기집진기의 경우 양도체 먼지의 집진
지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 사업자는 설계
효과의 한계가 있으며, 운전온도가 다이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는 것이 안이므로 집
옥신 재생성 조건과 비슷하여 바이오매
진설비는 1차 전기집진기 설치 후 2차로 여
스를 연료로 하는 플랜트에는 채택되지
과 집진기를 설치하여 미세먼지를 안전 차단
않는 추세임
하여 주시기 바람
◦ 본 발전소는 집진효율이 높고, 유량 및 먼
지농도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용가능한
여과식(Bag Filter) 집진설비를 적용하였
으며, 먼지는 노 내부에 Cyclon에서 1차 집
진후 2차로 여과식 집진시설에서 집진함.
◦p388 본 사업 운영으로 인하여 온실가스 ◦ 공사장비의 공회전금지 및 친환경 건축자재
배출량은 775,285ton으로 전국 지방 자치
사용, 녹지조성 등으로 온실가스 방출을 최
단체 중 광양만권이 전국 최고의 온실가스 배
소화하겠음.
출지로 보고되고 잇는데 본 사업으로 또 불명
의 1위를 차지할 것 같음.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저감방법 중 환경정화 수종 식재로 대
기환경 개선한다고 하였으나 19.5%로는 녹
지조성계획에 따른 사업장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녹지조성계획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저감방법을 또다른 방법으로는 광양시
녹지에 조경식재 및 공원조성 계획을 제시
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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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
환경포럼
허형채

◦취배수로 준설에 따른 퇴적물이동 영향예 ◦ 준설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준
측에 적용된 취배수로 설치 및 준설계획이
설토는 전량 제3투기장에 처리하는 것으
제시되지 않은 것 같은데 준설면적, 취수
로 계획하였음
배수시설 내역, 총준설량, 준설방법, 계획
수심, 준설계획에 따른 저감방안 등 구체
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람

송도마을
어촌계장
이기전

◦대상지역 설정도를 보면 반경 1킬로 이내 ◦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관계시 홈페이
및 5킬로 이내 동식물 소음진동 악취 대기
지 등에 게시
질 온실가스 온배수방지 등 하나도 근본적 ◦ 주민설명회(3회) 및 공청회(3회)를 개최하
대책 설명이 없으며 그러므로 자세한 자료
여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설명하였음
근거 의거 송도마을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시길 요구함

광양만
녹색연합

◦광양바이오 발전사업 개발로 인한 광양만권 ◦ 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본안에 본 사업으로
의 대기질 오염과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환
발생에 따른 영향조사가 성실히 조사되지
경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함
않았으며, 발전소 개발과 운영에 따른 인근
지역인 골약, 광양읍, 율촌면, 해룡면, 순천
신대지구, 조례동 등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
향 등이 조사되지 않음
◦광양만권 해양생태계조사가 대단히 미흡하 ◦ 계절별 해양생태계 조사를 실시하여 온배
며, 발전소 운영에 따른 온배수 배출에 따
수에 의한 해양생태계영향을 예측하고 저
른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이 미미함
감방안을 수립함
◦환경영향평가 조사기간으로는 사계절 조사 ◦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2계절 조사가 반영
도 없이 두 계절인 2회 조사의 문제점과
되었으며, 본안시 4계절조사를 실시하여
적어도 4계절 이상 조사가 필요함
반영하였음
◦발전연료인 우드펠릿과 우드칩의 주요 성분 ◦ 우드펠릿과 우드칩의 주요 성분을 구체적으
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기본 품질
로 제시하였고, 연소시 발생되는 유해성분
기준 및 발전원료 연소시 발생되는 유해성
을 예측하였음.
분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제시되지
않음
◦회처리(부산물) 반출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 ◦ 연소재 재활용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발생
시되지 않고, 처리업체에게 위탁한다라고만
하는 연소재가 전량 재활용되도록 계획하
명시되었다. 부산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였음.
제시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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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의견요지

(기관)
광양만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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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여부(미반영사유)

◦공사시 투입 차량 과소계상을 덤프트럭 1 ◦ 공사시 투입장비 산정을 토공량 대비 실공
대로 적용해 수치를 낮췄으며, 운영시 최

정기간(2개월)을 고려하여 재 산정하였음

대영향을 기준으로 평가해야하는데 1%로
만 적용함
◦발전소 개발 및 운영시 발생되는 악취와 ◦ 발전소 냉각방식은 냉각탑이 아닌 해수일
소음 문제, 백무에 의한 일조량 영향 및

과식으로 백무발생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

농산물 위착피해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

단되며, 악취 및 소음영향을 최소화 하기

고 있지 않음

위해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

◦냉각방식(해수이용 일과식)에 따른 소포제 ◦ 소포제는 사용하지 않으며, 온배수배출로
사용 연료와 사용량이 공개되어 있지 않고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수중배수

유해성 및 안전성 평가도 기재되지 않음.

방식을 채택함

냉각수로 인해 해수온도가 1~2℃만 높아 ◦ 7℃ 상승은 취수구와 배수구의 수온차이이
져도 어업 피해 및 해양생태계 파괴가 심

며, 광양만 전체 해역의 수온이 7℃가 상

각한데도 7℃까지 높아 질 수 있는 우려에

승하는 것은 아님(본 발전소는 배수구에서

대한 문제점 등이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6.1℃ 차이로 저감방안을 제시하였음). 배

이 또한 영향이 ‘미흡하다’라는 환경영향평

수구에서 배출된 온배수는 해수와 혼합되

가 초안은 결코 납득할 수 없음

어 수온은 급격히 하강하게 되나, 배수구
인근에서 국부적으로 수온상승은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영향을 수치모
형실험으로 예측하였음.

배미경 외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함

◦ 3회 공청회 실시

54명

(공청회는 주민 및 환경단체와 개최 일시
협의하여 개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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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민설명회 의견
의견제출자
(기관)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율촌면
조화마을
서임종

◦ 주변에 위치한 LNG 발전소(MPC 율촌) ◦ 추가로 율촌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
온배수로 해양에 미치는 영향이 큼. 우리
하였음.
지역과 인접해 있으므로 율촌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요청함

골약동
화포마을
박이복

◦저감대책 중 세차시설 등 비산먼지 방지대책 ◦ 공사시 우선적으로 환경저감시설 설치 예정
은 준공 후에 하는 건지 문의
임

율촌면
◦ 율촌면 관내는 414개 맨손어업권 지역으 ◦ 사업지구 주변해역의 어업권현황을 조사하
조화어촌계
로 온배수로 인한 갯녹음 현상으로 인한
였으며, 면허어업 및 등록어업은 주변해역
주민
대책마련이 필요함
에 없으며, 여수시 관내 신고어업(맨손어
업)은 1,369개 조사되었음(맨손어업은 신
◦맨손어업권 지역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
고어업으로 조업구역이 별도로 정해지지
하며, 율촌면에서 설명회를 요청
않음)
◦ 대기 및 해양에 대한 저감방안을 확실히
◦ 신고어업인 맨손어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세워줄 것으로 요청
위해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
◦ 추가로 율촌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
하였음.
서복리
군장마을
고영석

◦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소포제로 어떤 약품 ◦ 소포제는 사용하지 않음
을 어느 정도 쓸지 미제시됨
◦ 목질계 바이오발전소는 나무를 사용하는 ◦ 원료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원료 성분 명시하
사업으로 국산나무만 사용하면 반대를 하
였음.
지 않으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목질계 연
료는 믿을 수 없음
◦ 폐목재 중에 MDF가 있는데 본드를 섞어 ◦ 사업개요에 우드칩, 우드펠릿 등 순수 목질
서 만든 합판 종류로 소각시 다이옥신,
계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명확히 명시함
악취 등이 발생함. 발전소에서 비싼 연료
를 가지고 발전소를 돌릴 수 있는지?
◦ 외국에서 들여오는 펠릿도 어떻게 만들었 ◦ 원료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원료 성분 명시하
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재처리 비용이나
였음.
처리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또 ◦ 재 처리계획 및 식재계획을 명시하였음
한, 녹지공간 19%에 대한 식재계획이 필
요함

광양읍
청년회장
김영일

◦광양읍은 약 7천세대가 들어서는 등 인구증 ◦ 적극적인 의견수렴 진행 하였음
가 추세에 있음. 향후 문제점에 대해 광양 - 3회 주민설명회 실시
읍에서 설명회를 요청함
(광양읍사무소 포함)
- 3회 공청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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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의견요지

(기관)
골약동
고길마을

반영여부(미반영사유)

◦우리지역은 사업지구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 ◦ 본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는데, 이에 대한 저감방안 여부

위하여 최적의 방지시설 및 저감방안을 수

박정식
율촌면
송도마을

제1장

립하였음
◦ 북서풍에 따른 악취 피해 및 온배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이기전
광양만
환경인프라

◦ 발전소 공사시 양질의 원료, 밀폐형 컨베 ◦ 현재 공사는 황금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
이어벨트, 중장비, 지역인력을 쓴다고 했

공사이며, 본 발전소는 인허가를 득하여

으나, 현장확인 결과 지켜지고 있지 않음

착공할 계획임

◦ 110MW 2개를 설치하는 발전소로 대기 ◦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진행 하였음
오염, 온배수, 다이옥신 등 영향이 예상되 - 3회 주민설명회 실시
므로 충분한 사업설명이 필요함
광양

- 3회 공청회 실시

◦ 온실가스 저감 대책

◦ 공사장비의 공회전금지 및 친환경 건축자재

환경운동연합

사용, 녹지조성 등으로 온실가스 방출을 최

백성호

소화하겠음.
◦ 발전소 폐열에 대한 대책

◦ 발전소 운영시 온배수 열 발생에 따른 영향
및 저감방안을 수립함

◦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줄 것을 요청

◦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진행 하였음
- 3회 주민설명회 실시
- 3회 공청회 실시

환경단체
(환경운동연합

◦ 조사는 2차례 총 14일간 하고 나머지는 ◦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2계절 조사가 반영
문헌자료를 씀

되었으며, 본안시 4계절조사를 실시하여

사무국장)

반영하였음
◦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태양광 및 풍력이며 ◦ 바이오매스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바이오매스 발전은 신재생에너지와는 맞

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거 재생에너지에

지 않음

해당함

◦ 수익성을 가지고 접근하지 말고 진정성을 ◦ 준공이후 옥상 및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가지고 태양광 발전에 투자했으면 함
광양만
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수완

소규모 태양광 설비 설치를 검토할 계획임

◦ 우드펠릿, 우드칩의 품질 및 성분을 밝히 ◦ 원료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원료 성분을 명시
길 요청

하였음.

◦ 우드펠릿과 우드칩이 연소되었을 때 어떤 ◦ 대기환경분야에 발생가능한 대기오염물질
물질들이 발생하는지 설명요청

을 제시하고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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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기관)
광양만
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수완

율촌면
주민

제1장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현 정부의 정
책 및 사업자들의 경제성 때문에 폐기물
소각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음(우리나라
순수 바이오매스 목질은 다량의 수분이
포함되어 있어 발열량이 낮음. 따라서 해
외에서 다량의 나무를 수입을 하게 되는
데 이 과정에서 나무의 성분을 믿을수가
없음. 또한, 나무 운송에 따른 오염물질
(미세먼지)이 발생되게 됨)

◦ 연료 품질 관리 방안
- 신용도/재무상황 우수한 대형 상사와 장기공
급계약 체결/품질보증 확보
- 생산업체에 대한 사전 품질검사 실시
- 통관절차 완료 전 검사기관의 수입 관계 서류
검사 시행(산림청)
◦ 연료는 전용연료부두를 통하여 밀폐형 컨베
이어벨트로 이동 및 밀폐형 연료 저장
silo에 저장하여 수송과정에서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계획함

◦ 지리산 부근에 MOU를 체결하여 원료를 ◦ 국내연료 수급을 위해 각 지자체 및 산림
공급가능한가?
청등과 MOU를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 기후 여건상 발전에 필요한 연
료를 해외에서 수입할 수 밖에 없으며,
수입 과정에서 기업의 이익 추구 과정에
서 불순물이 섞여 있는 연료가 수입될
수도 있음

◦ 연료 품질 관리 방안
- 신용도/재무상황 우수한 대형 상사와 장기공
급계약 체결/품질보증 확보
- 생산업체에 대한 사전 품질검사 실시
- 통관절차 완료 전 검사기관의 수입 관계 서류
검사 시행(산림청)

율촌산단 ◦ 환경영향평가시 4계절 조사를 해야한다는 ◦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2계절 조사가 반영
대책 위원장
데 2계절 조사만 하지 않았는가?
되었으며, 본안시 4계절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하였음
◦ 지속가능한 발전이 필요하다(보상, 정부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최적의 저감방
시책 변화, 발전소 입지에 따른 온배수
안을 수립하였음
영향으로 인한 환경 변화 등)
율촌면 어민 ◦ 온배수 배출량 및 영향설명이 필요함

◦ 온배수 배출량 및 영향예측, 저감방안을
제시하였음

전남대학교 ◦ 연료에 대한 확실한 명기가 필요함(수급 ◦ 사업개요에 우드칩, 우드펠릿 등 순수 목질
수산해양대학
처 및 향후 계획 등)
계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명확히 명시함
교수
◦ 에너지 수급계획 공개 및 주변지역지원금 ◦ 상위계획(에너지수급기본계획 등)과의 연
계성을 제시하였음
◦ 향후 피해영향예측(어업피해영향조사 등) ◦ 본 사업지구 주변해역은 광양항내로 어업
을 실시하여 보상
피해영향조사 대상인 어업권은 없음
광양읍
청년회장
김병길

◦ 바다쪽에서 광양읍방향으로 바람이불면 미 ◦ 최적방지시설(BAT)을 설치하여 강화된 배출설
세먼지로 가득 찰거라 예상
계기준을 적용하여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저감방
안을 수립함.
◦ 광양읍에 수입되고 있는 나무원자재 현장 ◦ 우드펠릿은 연료로 가공 및 규격화된 제품
은 비산먼지가 심함
으로 목재 원자재와는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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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기관)

의견요지

제1장

반영여부(미반영사유)

광양읍
청년회장
김병길

◦ 원료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 ◦ 연료 품질 관리 방안
는지?
- 신용도/재무상황 우수한 대형 상사와 장기공
급계약 체결/품질보증 확보
- 생산업체에 대한 사전 품질검사 실시
- 통관절차 완료 전 검사기관의 수입 관계 서류
검사 시행(산림청)

광양읍
주민

◦ 여름에 남풍이 올라오며 미세먼지나 환경 ◦ 최적방지시설(BAT)을 설치하여 강화된 배출설
오염이 광양읍으로 올라옴
계기준을 적용하여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저감방
안을 수립함.
◦ 목재펠릿과 석탄은 차이점은?

◦ 목재펠릿은 순수목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석탄보다 오염물질 발생량이 훨씬 적으며
신재생에너지에 해당함

광양시의원 ◦ 초미세먼지에 중금속이 많이 포함된다는 연 ◦ 최적방지시설(BAT)을 설치하여 강화된 배출설
문양호
구가 있음
계기준을 적용하여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저감방
안을 수립함.
광양만
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수완

◦ 순수 목질계 연료로는 수분함량이 높아 발 ◦ 사업개요에 우드칩, 우드펠릿 등 순수 목질
전량이 나오지 않으며 따라서 폐목재, 건
계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명확히 명시함
설폐기물을 활용할 수 밖에 없음
◦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가장큰 문제는 대기 ◦ 최적방지시설(BAT)을 설치하여 강화된 배출설
오염과 해양오염임. 또한 산통부는 에너지
계기준을 적용하여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저감방
수급계획을 공개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
안을 수립함.
고 주민이 고민하여야 함
◦ 광양만권역 전력수요대비 자체 공급력이 부족해
추가적인 전기공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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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라. 공청회 의견(공청회 생략에 따른 의견수렴)
의견제출자
(주민)
박수완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 대기환경분야
- 산업단지, 발전소, 소각장 등과 같은 대규 ◦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2계절 조사가 반영
모 점오염원과 같은 기상조건에 따른 대
되었으며, 본안시 4계절조사를 실시하여
기오염물질 영향 변화가 큰 사업의 경우,
반영하였음
1년간 현지조사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광양그린에너지는 여름과 가을 2계
절
조사(1차:하계
(2016.08.08.~08.13)/추계:11.21~26)
와 여수기상청의 관측자료만으로 대기오
염물질의 영향 및 확산 예측결과를 1차적
으로 신뢰하기 부적합함.
- 대기 현황조사를 위해 사업지구 인근지역
운영중인 대기오염측정망 자료, 기존자료 ◦ 주변 측정망 자료와 현지조사를 4계절 실
조사와 현지조사 필수이다. 광양만권 경우
시하였으며 계절별 7일이상 대기질현황을
대기환경특별보전지구로서 현지조사는 최
조사하였음
소4계절, 계절별 7일이상, 매시간 별 측정
이 필요하다.
- 상층기상 분석결과 대기혼합고의 영향의 위치
를 나타내고 있지만 설명이 분명하지 않 ◦ 계절별 상층기상 분석결과 및 대기혼합고
아 이해하기 어려움
를 제시하였으며, 해당 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대기확산모델링을 수행하였음.
- 대기오염물질별 최대착지지점과 주요조사 ◦ 대기오염물질 최대착지지점과 현황조사지
지점을 명시해야함
점을 명시함.
- 대기오염물질 현황농도 조사결과, 조사지점 ◦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측정망조사를 실시
의 위치가 사업지구 인근 A-1(초남마을회관
하여 주변 대기환경에 대한 조사를 수행
1km반경 내), A-2~A-6(5km반경내),
하였으며, 예측지점으로 총 22개 지점을
A-7(6~7km반경내)로 주거인구가 적은
선정하여 본 사업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
마을회관 등을 중심으로 조사지점으로 선
였음.
정하였음. 광양 및 순천 주민들에게 미칠 ◦ 문헌조사, 측정망조사는 자료의 출처를 명
영향 등을 고려하여, 광양읍 덕례리, 신대
시하였음.
지구, 중동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 - 사업지구 주변지역 12개 개발사업 및 대
등 조사가 필요함.
기오염측정망 조사 실시
- 현황농도의 기존자료는 어떤 데이터를 기 ◦ 2015년기준 환경부 대기오염측정망 환경
반으로 하였는지, 초안에 기재되지 않음
기준 초과횟수 조사결과 여수시, 광양시,
(광양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인지 의문)
순천시는 PM-10은 2~6회 초과, NO2는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황농도 조사결과
0~2회초과, O3는 1~41회 초과한 것으로
PM-10 연간기준치 40마이크로 이상 54
조사됨
호 조사, 50마이크로 이상 6회, PM-2.5
(연간기준치25) 20 마이크로 이상 80회,
기준치 초과 42회, 조사결과 연간기준치
의 90~96% 를 육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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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주민)
박수완

의견요지

제1장

반영여부(미반영사유)

- 광양그린에너지 대기질 방지시설의 문제로
질소산화물(NOx)제어기술인 SNCR(선택
적소거법) 공정의 경우 고각내의 미반응
암모니아(NH3)에 따른 하부시설 부식화
현상으로 불안전 혼합으로 인해 낮은 질
소산화물 제거효율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NCR공정은 질소산화물 30~60%
낮은 제거효율이 보인다. 저감방안이 미흡
함.
- 환경부의 대기오염 측정 결과 광양시(4개
소:중동, 태인동, 진상면, 광양읍) 미세먼
지 연간기준치 초과 및 여수시 및 순천시
초과 근접에 육박하여 현재 발생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만으로도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
요함.
-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는 광양만권의 대기
오염배출 현황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
하고 배출량을 생략하고, 배출시설 사업장
만 몇 개인지 나타나는게 그치고 있음
- 사업설명회시 광양그린에너지는 일일
2,200여톤을 연소한다고 밝혔지만 환경영
향평가 초안에 기술된 자료는 우드펠렛과
우드칩 혼소로 일일 6,787톤을 연소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1일 얼마의 우드칩
과 우드펠렛을 연소하는지 정확한 답변이 필요
함.
- 공사시 오염물질 배출량도 15톤 덤프트럭
1대의 작업량으로 산출함. 기여농도 예측
이 트럭이나 작업장비의 각각의 대수를
밝혀야함.
- 우드펠렛 연소시, 질소산화물 배출로 인해
광양만권의 미세먼지 생성의 원인 및 오
존발생의 우려를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구체적인 조사결과가 없다.
- 황금산단 개발 등으로 21만 그루의 산림을
벌채하여 온실가스 흡수량을 감소시켰으며
온실가스 저감방안 역시 형식에 불과한 방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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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소산화물 제어기술 중 제거효율인 높은
SCR을 추가하여 SCR+SNCR 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임
- 최적방지시설(BAT)을 설치하여 강화된 배출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함.
- 주변지역의 배출량을 참고하여 누적평가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예측하였음.
- 연료사용계획시 각연료의 전소기준으로 우드
펠릿만 사용시 2,863.20톤/일, 우드칩만 사
용시 4,049.28톤/일로 예측되었음.
- 전소기준이란 각 연료로만 100% 사용시의
사용량임, 우드펠릿과 우드칩 혼소사용시
각 연료의 사용비율이 조정되며 그때의 사
용량은 전소기준을 넘지 않음.
- 공사장비의 공회전금지 및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녹지조성 등으로 온실가스 방출을 최
소화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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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주민)
박수완

의견요지

제1장

반영여부(미반영사유)

◦ 수환경분야
- 황금산단의 북측전면의 조간대의 경우 수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상승등
온상승과 주변지역의 광양읍 메이야발전
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탄소중립적인
소, 율촌열병합발전소가 2018년이면 초장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계획하
25톤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양바
였으며, 온배수 배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이오매스발전소 가동시 초당10톤의 온배
하기위하여 수중배수 등 저감방안을 수립하
수를 배출할 경우, 초당35톤이 배출된다.
여 주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
동⋅서천의 담수량이 초장1톤내외라면, 폐
화 하도록 계획함
쇄성 해안에 온배수 배출로 인해, 인근 해 ◦ 취⦁배수구 생물부착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양생태계는 치명적인 것이다.
약품(염소)의 사용량(농도)등을 제시하였으
- 냉각수 공급방식의 문제로는 해수를 이용
며,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
하여 복수기로 보내 열을 교환시킨 후, 다
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잔류염소 농도를
시 해수로 방출하는 방식이다. 염소주입설
모니터링 할 계획임
비 등 해양생태계 영향 문제 및 오존발생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취배수구 주변 식물플랑
의 원인이 되기도 함.
크톤을 포함한 해양생태계 군집의 지속적인
- 해양동식물 관련, 동물플랑크톤, 해조류,
모니터링 수행과 동물플랑크톤 사망률을 모
어류, 생물검정시험 지표종 등이 매우 미
니터링을 통하여 냉각계통 순환에 따른 영
흡함
향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계획임
◦ 자연생태계분야
- 조사범위 및 조사시기의 부적성, 1차조사 ◦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2계절 조사가 반영
(8월4~5일), 2차조사(11월16~17일) 하
되었으며, 본안시 4계절조사를 실시하여
루내지 이틀 조사로 포유류, 조류, 양서류,
반영하였음
파충류 등 조사는 산란시기, 활동시기, 잠
시 다녀가는 시기, 이동의 시기 등을 고려
하여 조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자연생태
계에 무지하거나 애초에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사자 및 사업자의 불성실한 자
세를 엿볼 수 있음.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자연생태계조사라고 판단됨.
- 세부적으로 식생조사는 문헌조사에 의지하였음
(2010, 2011년 자료 근거)
- 포유류 5차조사 멸종위기 동식물 Ⅰ급 수 ◦ 식생조사에 대해 현지조사와 더불어 2013 ~
달(천연기념물330호)의 대체서식지에 대
2017년의 문헌자료를 수행 하였음.
한 신중한 조사가 미흡함. 영향이 적다는 ◦ 수달의 먹이원인 어류 및 육수생물의 개체
조사결과의 근거제시가 부족합
보호를 위해 우수의 부유토사 유출을 저
감할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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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의견제출자
(주민)
박수완

의견요지

제1장

반영여부(미반영사유)

◦ 결론의견
- 광양만권은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
(1999.12)되어 주민건강보호차원에서 쾌
적한 환경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적으
로 수용가능한 개발계획만을 허용해야 한
다. 광양바이오매스 발전소 운영시 다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로 인해, 미세먼지 및 초
미세먼지 생성에 막대한 영향을 주어, 정
부의 미세먼지저감대책 정책과는 상반되는
개발계획이다. 목질계화력발전소는 전국적
으로 개발유치가 철회되고 있고,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판단하기는 한계에 이르고 있다.
- 정부 및 지자체의 책임 있는 연구 및 접근
이 필요하고 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광양시의 대기오염배출 현황을
참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증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뚜렷하게 저감방안이 마련되지 않
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발전소개발은 신뢰
성있는 기관의 연구과 검증 과정이 필요
하다.
- 광양그린에너지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
회에 책임있는 자세로 주민에게 설명하는
자세를 볼 수 없음. 공청회개최무효를 주
장하는 주민들에게 재공청회를 약속하면
서 한쪽에서는 장내소란의 이유로 공청회
를 마치며, 추가적인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다는 발언만을 남기고 법적 행적적 절
차를 밟겠다고 함. 발전소가 개발운영될
경우 앞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책
임있는 자세를 갖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사
회적 갈등을 지속시킬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됨.
- 사계절조사를 기반으로 자연생태계분야 및
대기질, 온배수로 인한 문제를 저감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고 판단됨.
- 광양만권에 발전소 개발은 다량의 질소산화물
등 대기질오염물질을 배출로 인해 미세먼지
생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광양바이오
매스 목질계화력발전소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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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2계절 조사가 반영
되었으며, 본안시 4계절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하였음
◦ 2017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초
안 공람(5개소) 및 게시, 주민설명회 3회
개최, 공청회 3회 개최하였으나, 공청회
개최시 반대 주민들의 개최방해 등으로
최종 공청회 생략을 결정하여 생략공고를
시행하고, 공청회 생략에 따른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음
◦ 질소산화물 제어기술 중 제거효율인 높은
SCR을 추가하여 SCR+SNCR 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임
◦ 최적방지시설(BAT)을 설치하여 강화된 배출설
계기준을 적용하여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저감
방안을 수립함.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의견제출자
(주민)

제1장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주민

◦ 발전소 연료가 친환경재료가 아님
◦ 주변 정온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 영향
우려
◦ 중국발 미세먼지와 발전소의 미세먼지
가 합하여 유소아 및 노인층 등에서 호
흡기 질환자의 대량생산을 야기
◦ 바다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생태계
의 교란 및 어업인 생계를 위협
◦ 공청회 생략 공고 방법이 미흡함

정희원

◦ 연간 160만톤의 나무를 태우는 광양 목질
계 화력발전소가 과연 친환경에너지인지
의문
◦ 광양만권 발전용량 이미 충분
◦ 반경5km 외 지역 의견 미수렴 반대
◦ 목재펠렛이 연탄보다 20배나 높은 질소산
화물을 배출한다는 연구결과로 인해 환경
오염 우려

장대범

◦ 이산화탄소 및 일산화탄소, 분진, 타르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우려
◦ 온배수로 인한 갯벌오염 우려
◦ 오존층파괴 우려
◦ 광양지역의 전기용량 이미 충분

◦ 광양만권역 전력수요대비 자체 공급력
이 부족해 추가적인 전기공급이 필요함.
◦ 목재펠릿은 순수목재를 사용하는 것으
로 석탄보다 오염물질 발생량이 훨씬
적으며 신재생에너지에 해당함
◦ 최적방지시설(BAT)을 설치하여 강화된
배출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영향을 최소
화하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함.
◦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등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탄
소중립적인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계획하였으며, 온배수 배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수중배
수 등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주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함
◦ 연탄보다 20배 높은 질소산화물을 배출
한다는 자료는 「고체연료 사용에 따른
대기환경 영향 분석연구, 2013, 국립환
경과학원」으로 가정 및 난방부문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 연구
를 위한 자료로써, 저감시설이 없는 가
정 및 난방분야(연탄화덕 등)를 대규모
발전분야 연료에 대입하는 것은 부적합
함

남경아,
남봉식,
사공태,
문승호,
문치송,
송충원,
오성경,
정미숙,
주학심,
허진욱,
유선미,
이점남,
조한나,
허권욱

◦ 광양 바이오 발전사업 건설 반대
◦ 자원을 함부로 쓰면 처참한 결과를 불
러옴
◦ 전남의 전력 수급에 문제없음
◦ 발전소 건설시 유해대기오염물질 몸속
에 침투
◦ 환경자원을 지켜내 아이들 건강하게 키
우고 싶음
◦ 미세먼지 문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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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주민)
양기홍

제1장

반영여부(미반영사유)

◦황방마을은 광양바이오발전사업으로 인해 ◦ 광양만권역 전력수요대비 자체 공급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을 마을임

력이 부족해 추가적인 전기공급이 필

◦주변에는 이미 많은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음

요함.
◦ 목재펠릿은 순수목재를 사용하는 것

◦발전소 공급 연료에 대해 의구심이 듦

으로 석탄보다 오염물질 발생량이 훨

◦사업자 본인들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말기

씬 적으며 신재생에너지에 해당함

바람

◦ 최적방지시설(BAT)을 설치하여 강화

◦영향이 미미한 것은 무해한 것이 아님

된 배출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영향을

◦황방마을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소(?) 및

최소화하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함.

신규 아파트 건립 등의 영향 포함되지 않 ◦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수
음

김맹철

온상승등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하

◦폐수처리장을 황방마을과 가깝게 위치 변

여 탄소중립적인 바이오매스 신재생

경한 것은 주민들의 건강은 생각하지 않은

에너지 발전소로 계획하였으며, 온배

것

수 배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기

◦발전소의 온배수발생으로 인하여 수환경 생태

위하여 수중배수 등 저감방안을 수립

계 교란 및 파괴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어민

하여 주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이 납득할만한 저감대책을 세워주기 바람

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함

◦여름철 평균수온이 30도에 육박하는데 냉각 ◦ 해외 연료 조달 계획
터번 설치를 통해 수온이 상승되지 않도록 - 공신력을 갖춘 대형 상사를 통해 해
외 우드펠릿 장기조달 예정

조치바람

◦온배수 등의 피해는 온전이 어업인들의 것, ◦ 국내 연료 조달 계획
주변 어민들에게 어업피해보상 및 지원을 - 해외에서 조달하는 연료 가격 대비
경쟁력 확보시 조달

명확히 밝혀주기 바람
박용훈

◦광양은 수 십 년 전부터 대기질 오염이 한

- 국내산 우드칩은 연간 52만톤(2030
년 기준)을 조달할 계획임

계에 이르렀음

◦지난 정부의 미세먼지저감대책방안에서는 ◦ 연료 품질 관리 방안
듣도 보도 못한 나무를 태우는 발전소는 - 신용도/재무상황 우수한 대형 상사와
장기공급계약 체결/품질보증 확보

말도 안됨
◦우리지역에 피치못하게 필요한 전기가 아

- 생산업체에 대한 사전 품질검사 실시

닌 사업자의 이익만을 위한 발전소를 들어

- 통관절차 완료 전 검사기관의 수입 관계
서류 검사 시행(산림청)

올 수 없음
◦친환경신재생에너지는 허울뿐임
◦환경영향평가에는 100% 해외수입으로 되
어 있음
◦엉터리 설명회 및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로
는 내 땅에 절대 허락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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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주민)
황금동,
황길동
주민일동

제1장

반영여부(미반영사유)

◦우리 7개 마을 주민은 현재, 대략 60세 이 ◦ 광양만권역 전력수요대비 자체 공급
상 주민이 약 700여명이 조상대대로 주거

력이 부족해 추가적인 전기공급이 필

하고 있음

요함.

◦현재의 공장지대만으로도 숨 쉬면서 살 수 ◦ 목재펠릿은 순수목재를 사용하는 것
가 없음

으로 석탄보다 오염물질 발생량이 훨

◦우리 주민 700여명의 의견을 제출함

씬 적으며 신재생에너지에 해당함

◦현재 황길택지조합 2,200세대 및 황금지구 ◦ 최적방지시설(BAT)을 설치하여 강화
2,300세대 택지개발이 진행 중에 있지만

된 배출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영향을

발전소로 인해 중단될 수도 있음

최소화하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함.

◦꼭 우리의 염원을 들어주기 바람
강희옥

◦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수

◦이미 광양제철소 등 다른 사업들로 인해

온상승등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하

대기오염배출이 심각한 이곳에 발전소가

여 탄소중립적인 바이오매스 신재생

들어온다면 막대한 악영향 줄 것임

에너지 발전소로 계획하였으며, 온배

◦이 땅은 묵묵히 농사를 지으며 성실히 살

위하여 수중배수 등 저감방안을 수립

아온 곳
◦환경부,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는 절대 용
◦그동안 일방적인 기계적 설명회뿐, 노인들
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필요
◦광양은 주변 여러 발전소로 인해 질병으로
인한 고통속에 살아옴
◦화력발전소가 마을 속 깊이 들어와 농지를
잃기에 이르렀음
◦광양지역은 이미 전기가 충분함
◦이해하기 쉬운 환경영향평가서를 부탁하며,
발전소개발을 즉각 철회하기 바람
김종옥

하여 주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함

납해서는 안 될 것

이장수

수 배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기

◦현재 공장지대만으로도 여러 유해물질 배출
로 환경관리 우범지역임
◦첨부된 타지역의 발표 및 비교표를 제출하
오니 취소결정 바람
◦현재 황길택지조합, 황길지구택지개발이 진
행중이나 발전소로 인해 소극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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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주민)
신청생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미세먼지 주범인 광양바이오매스발전소 환경 ◦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2계절 조사가 반영
영향평가서는 엉터리

되었으며, 본안시 4계절조사를 실시하여

◦엉터리 평가서는 믿을 수 없음

반영하였음

◦형식적인평가서로 지역주민을 우롱함
◦4계절 조사를 기본으로 권고하고 미흡시 엄
중하게 경고해야 함
박이복

◦광양인근 현재 발전소가 9개, 전기는 남아

게 분석바람

후 전력부족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체 공급력이 부족해 추가적인 전기공
급이 필요함.

◦발전소 개발을 즉각 철회해주기 바람
◦기계적, 형식적인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설명회

◦ 목재펠릿은 순수목재를 사용하는 것
으로 석탄보다 오염물질 발생량이 훨
씬 적으며 신재생에너지에 해당함

◦이미 주변 발전소로 인해 고통속에 있음

◦ 최적방지시설(BAT)을 설치하여 강화

◦친환경신재생에너지는 거짓말

된 배출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영향을

◦환경부는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를 면밀하

최소화하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함.

게 분석바람

◦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수

◦발전소 개발을 즉각 철회해주기 바람

온상승등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하

◦주민의견도 묻지 않고 급작스런 바이오 펠

여 탄소중립적인 바이오매스 신재생

릿 발전소가 웬 말
김광열

은 아래와 같이 부족한 상황이며, 호남화

◦ 따라서, 광양만권역 전력수요대비 자

◦환경부는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를 면밀하

서동기

◦ 여수, 순천, 광양시의 발전량 및 사용량
력(여수) 폐지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향

돌아 가동을 멈춘 발전소도 있음

서병윤

제1장

에너지 발전소로 계획하였으며, 온배

◦발전소개발(설치) 즉각 철회바람

수 배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기

◦거짓으로 포장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는

위하여 수중배수 등 저감방안을 수립

믿을 수 없음

하여 주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4계절 조사를 기본으로 권고하고 미흡시 엄
중하게 경고해야 함

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함
◦ 황금산업단지는 최초 개발계획 수립시

◦초당10톤의 온배수를 배출한다는 것은 해양

부터 발전소 유치업종(전기, 가스, 증기

어류 및 산란처의 치어들을 익혀 죽이겠다

및 공기조절 공급업)이 계획되어 있었으

는것

며, 6차에 걸치 개발계획 변경 및 고시를

◦주민들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광양그린에
너지
◦황금산단 토지이용계획을 쥐도 새도 모르게
변경한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은 지역주민들
은 안중에도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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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음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주민)
서동주

이정문

제1장

반영여부(미반영사유)

◦황금산단 토지이용계획을 쥐도 새도 모르게 ◦ 황금산업단지는 최초 개발계획 수립시
변경한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은 지역주민들

부터 발전소 유치업종(전기, 가스, 증기

은 안중에도 없는가

및 공기조절 공급업)이 계획되어 있었으며,

◦발전소 개발을 즉각 철회해주기 바람

6차에 걸치 개발계획 변경 및 고시를 진행

◦제대로 된 홍보 없이 기계적인 설명회만

하였음
◦ 여수, 순천, 광양시의 발전량 및 사용량

되풀이 함
◦질병으로 시달리는 광양에 우드펠렛을 태

은 아래와 같이 부족한 상황이며, 호남화

운다는 것은 광양시민은 기대수명치보다

력(여수) 폐지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향

빨리 죽어도 무관하다는 정부의 처라 볼

후 전력부족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광양만권역 전력수요대비 자

수 있음
◦원료로 쓸 수 있는데 40~50년이 걸리는

체 공급력이 부족해 추가적인 전기공
급이 필요함.

나무는 재생에너지가 아님

◦정부 보조금까지 퍼 주면서 사업자 주머니 ◦최적방지시설(BAT)을 설치하여 강화된 배출설
를 채우는 발전소 개발을 중단할 것을 강 계기준을 적용하여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저감방
안을 수립함.

력하게 요구함

◦폐수는 발전소 내 설치된 폐수처리시설에서 방
김인선

◦절대적으로 반대함

류수 수질기준으로 1차 처리한 후 황금산업단지

◦중국발 미세먼지로 이미 숨쉬기 상태

내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이송시킬 계획
◦현지조사시 발생된 종들 공사시 교란 회피하여

◦PM-2.5에 대한 언급은 없음
◦발생하는 일폐수 324,000L는 어찌 버릴
계획
◦환경적으로 좋은 것 하나 없으니 시민의 반
대에 귀기울여 달라
신소희

◦발전소 연로가 친환경재료가 아님
◦주변 정온시설과 가까운 유해물질 영향권
에 있음
◦중국발 미세먼지와 발전소의 미세먼지가 합
하여 유소아 및 노인층 등에서 호흡기 질환
자의 대량생산을 야기
◦생태계의 교란을 줄 것이며, 어업을 생계로
하는 지역 주민들까지 위협을 줄 것임
◦홍보가 미흡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광양
바이오 발전사업은 중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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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안정된 곳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됨.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주민)
양성심

제1장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동광양은 포스코광양제철 인근으로 인해 ◦ 광양만권역 전력수요대비 자체 공급력
유독 공기가 좋지 않음

이 부족해 추가적인 전기공급이 필요

◦4계절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황사와 매

함.

연 속에 화력발전소를 세운다는 것은 주 ◦ 목재펠릿은 순수목재를 사용하는 것으
민들을 타지로 떠나게 하는 원인

로 석탄보다 오염물질 발생량이 훨씬

◦대기, 수질, 해양동식물에 유해한 물질이
배출됨

◦ 최적방지시설(BAT)을 설치하여 강화된

◦미세먼지 문제에 민감한 이 시기에 화력
발전소 건립은 말도 안되는 일
이수철

배출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영향을 최소
화하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함.

◦내가 사는 곳은 그나마 초미세먼지로부 ◦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등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탄

터 조금 나은 도시
◦친환경이라는 우드펠릿, 태우면 초미세

김유경

적으며 신재생에너지에 해당함

소중립적인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및 유해물지 발생 야기

발전소로 계획하였으며, 온배수 배출에

◦폐수는 어떻게 관리 할지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수중배

◦수도권 못지 않은 미세먼지 발생

수 등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주변 해양

◦찬성측은 환경피해가 미미하고 지역경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발전에 크게 기여될 것이라며 찬성함

계획함

◦이 화력발전소는 다이옥신을 비롯한 인 ◦ 연탄보다 20배 높은 질소산화물을 배
출한다는 자료는 「고체연료 사용에 따

체에 유해한 물질 발생
◦생명권을 보장받으며 걱정없이 살고 싶

립환경과학원」으로 가정 및 난방부문에

음
김기용

른 대기환경 영향 분석연구, 2013, 국

◦감사원에서도 우드펠릿은 풍력이나 태양

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 연

광에 비해 환경친화적 전환에 기여도가

구를 위한 자료로써, 저감시설이 없는

떨어지고 온실가스 배출 감소 기여도 떨

가정 및 난방분야(연탄화덕 등)를 대규

어진다고 지적함

모 발전분야 연료에 대입하는 것은 부

◦황주홍 의원은 목재펠릿이 연탄보다 유해

적합함

도가 더 크며, 신재생에너지 범주에서 제 ◦ 폐수는 발전소 내 설치된 폐수처리시설
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1차 처리한
외해야 한다고 설명함
◦발생하는 비용적 문제는 누가 책임질지

후 황금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친환경적인 허울좋은 이름으로 포장된 바

로 이송시킬 계획임

이오 발전사업에 절대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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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주민)
최훈

제1장

반영여부(미반영사유)

◦유사업체의 환경영향에 대한 연구자료 없음.

◦ 광양만권역 전력수요대비 자체 공급

◦대안으로 제시한 공해방지 대책 실효성 없음.

력이 부족해 추가적인 전기공급이 필

◦천연목재만을 원료로 사용하겠다는 약속 믿을

요함.

수 없음.

◦ 목재펠릿은 순수목재를 사용하는 것

◦목재 벌목 후 생태계 복구 위한 노력 없음.

으로 석탄보다 오염물질 발생량이 훨

◦공해 발생시 발전소 폐쇄 약속 없음.

씬 적으며 신재생에너지에 해당함

◦광양시 전력 수급 상황 명시되지 않아 발전소 ◦ 최적방지시설(BAT)을 설치하여 강화
필수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발전소 건립 필

된 배출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영향을

연성 찾을 수 없음.

최소화하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함.

◦화력발전소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이미지로 포장 ◦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수
◦중소기업의 감시체계가 자체적으로 불완전할 수

온상승등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하

있어 외부 환경 감시업무 담당자 및 감시 단체

여 탄소중립적인 바이오매스 신재생

등 복수감시체계 필요

에너지 발전소로 계획하였으며, 온배
수 배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수중배수 등 저감방안을 수립
하여 주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공훈아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는 암, 심장마비 등

최경진

인간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 연탄보다 20배 높은 질소산화물을 배
알고 있음.
출한다는 자료는 「고체연료 사용에 따
◦제거설비를 엄격히 설치한다고 하나, 이윤
른 대기환경 영향 분석연구, 2013,
추구를 위해 얼마나 준수할지 의구심이 듦

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함

국립환경과학원」으로 가정 및 난방부
문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미영

◦ 저감장치의 고장 및 노후화때 피해 심각

특성 연구를 위한 자료로써, 저감시설

◦ 화력발전소 신규건립은 중단

이 없는 가정 및 난방분야(연탄화덕

◦ 주거지와 인접한곳에 발전소 설치는 재앙

등)를 대규모 발전분야 연료에 대입하

◦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

는 것은 부적합함

◦ 목재 펠렛이 연탄보다 20배나 높은 먼지
등을 배출

이율아

◦ 광양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반대

배정규

◦ 공단과 제철소로 이미 공기의 질이 매우

노향숙
황보근옥

안좋음
◦ 미세먼지 우려로 발전소 건설 반대

박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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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의견요지

(주민)
이명섭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나무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친환경 재생에너 ◦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2계절 조사가 반영
지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

되었으며, 본안시 4계절조사를 실시하여

◦전면적인 목질계화력발전소 개발 중단을 강
력하게 요구
이청운

제1장

반영하였음
◦ 광양만권역 전력수요대비 자체 공급

◦ 수입 우드펠릿의 품질 의심

력이 부족해 추가적인 전기공급이 필

◦ 반경5km 외 지역 의견 미수렴 반대

요함.

김종옥

◦ 이황산가스, 질소가스 및 유해물질 배출 우 ◦ 목재펠릿은 순수목재를 사용하는 것
으로 석탄보다 오염물질 발생량이 훨
려

김광열

◦ 2계절 조사로는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4계절

◦ 최적방지시설(BAT)을 설치하여 강화

조사를 실시해야함
◦ 온배수로 인한 갯벌, 해양어류 및 산란처의

◦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수

◦ 광양권 전력 이미 충분
◦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미세먼지, 오존발생 우
◦ 미세먼지, 오존 발생 우려

에너지 발전소로 계획하였으며, 온배

◦ 2계절 조사로는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4계절

수 배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수중배수 등 저감방안을 수립

조사를 실시해야함
이정문

온상승등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하
여 탄소중립적인 바이오매스 신재생

려
신청생

된 배출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함.

치어 피해 우려
이장수

씬 적으며 신재생에너지에 해당함

◦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

하여 주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함

가 필요

◦ 우드펠렛 연소로 인해 질환을 얻을까 우려 ◦ 연탄보다 20배 높은 질소산화물을 배
출한다는 자료는 「고체연료 사용에 따
◦나무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친환경 재생에너
른 대기환경 영향 분석연구, 2013,

지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
서병윤

◦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

문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필요
박이복

국립환경과학원」으로 가정 및 난방부

◦ 우드펠렛 연소로 인해 질환을 얻을까 우려

특성 연구를 위한 자료로써, 저감시설

◦ 광양지역 발전용량 이미 충분

이 없는 가정 및 난방분야(연탄화덕

◦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미세먼지, 오존발생 등

등)를 대규모 발전분야 연료에 대입하
는 것은 부적합함

우려
박용훈

◦ 광양지역 전기생산량 이미 충분

강희옥

◦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악영향 우려
◦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
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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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주민)

반영여부(미반영사유)

이나경

◦ 광양 바이오 발전사업 건설 반대

조성태

◦ 질소산화물로 인한 영향 우려

◦ 2017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초

조원희
한라경

제1장

안 공람(5개소) 및 게시, 주민설명회 3회
◦ 충분히 많은 공장들로 미세먼지가 많음

개최, 공청회 3회 개최하였으나, 공청회

◦ 발전소 건설 반대

개최시 반대 주민들의 개최방해 등으로
최종 공청회 생략을 결정하여 생략공고를

이은숙

강태민

◦ 현재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심각

시행하고, 공청회 생략에 따른 의견수렴을

◦ 기침과 미세먼지 질환 피해

진행하였음

◦ 양육하기 좋은 도시 광양 만들기 바람 ◦ 질소산화물 제어기술 중 제거효율인 높은
SCR을 추가하여 SCR+SNCR 저감시설을
◦ 목재 펠렛이 연탄보다 20배나 높은 질소
설치할 계획임
산화물을 배출

◦ 최적방지시설(BAT)을 설치하여 강화

◦ 기업체의 돈벌이를 위해 주민 피해 반대

된 배출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영향을

◦ 공청회 실시 요구

최소화하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함.
◦ 연탄보다 20배 높은 질소산화물을 배

최용철

◦우드펠렛 사용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됨.

출한다는 자료는 「고체연료 사용에 따

고태윤

◦발전소 건립될 경우 대기오염 등 각종오염 예

른 대기환경 영향 분석연구, 2013,

상

국립환경과학원」으로 가정 및 난방부

◦현재 여수와 광양에서 배출되는 것으로도 환경
에 지장주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 우려됨.
◦광양 바이오 발전소 건립 반대
◦미세먼지, 환경오염 우려 있어 건립 반대

최경학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
필요
◦주민의견 반영 및 공청회 개최 바람.
◦환경오염 줄일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 설명해
주시기 바람.
◦ 광양 바이오 발전사업 건설 반대
◦ 태우는 자체만으로도 공기오염
◦ 눈앞에 이익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람

박광열

◦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우려되는 발전
소 건설 반대

정연실

특성 연구를 위한 자료로써, 저감시설
이 없는 가정 및 난방분야(연탄화덕

손필준

안혜원

문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우려되는 발전
소 건설 반대
◦ 주변 주거지역이 많음
◦ 광양제철소 및 여천산단으로 인해 많은
오염이된 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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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를 대규모 발전분야 연료에 대입하
는 것은 부적합함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의견제출자
(주민)
서주영

신태호
송혜진

김빛나라
서은아
양승화

정서영
박성필
이청운

김현수

의견요지

제1장

반영여부(미반영사유)

◦ 광양 바이오 발전사업 건설 반대
◦ 사업개요에 우드칩, 우드펠릿 등 순수 목
◦ 환경적 고통 막대함, 우리 지역에서 필요
질계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명확히 명
로 하지 않는 전기수요임
시함
◦
여수, 순천, 광양시의 발전량 및 사용량
◦ 광양 바이오 발전사업 건설 반대
은 아래와 같이 부족한 상황이며, 호남화
◦ 광양 바이오 발전사업 건설 반대
력(여수) 폐지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향
◦ 100% 깨끗한 목재인지 신뢰안됨
후 전력부족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깨끗한 목재여도 유해물질 발생
◦ 따라서, 광양만권역 전력수요대비 자
체 공급력이 부족해 추가적인 전기공
◦ 환경오염이 되어 반대
급이 필요함.
◦ 좋은 공기 마시고 싶음, 발전소 건립 반
◦ 질소산화물 제어기술 중 제거효율인 높은
대
SCR을 추가하여 SCR+SNCR 저감시설을
◦ 광양 바이오 발전사업 건설 반대
설치할 계획임
◦ 폐목재 사용시 상당한 오염물질 발생
◦ 최적방지시설(BAT)을 설치하여 강화
◦ 이미 광양은 과포화, 아이들을 지켜주길
된 배출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영향을
바람
최소화하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함.
◦
연탄보다 20배 높은 질소산화물을 배
◦ 광양 바이오 발전사업 건설 반대
출한다는 자료는 「고체연료 사용에 따
른 대기환경 영향 분석연구, 2013,
◦ 우드펠릿이 친환경 수입품이 온다는 보장
국립환경과학원」으로 가정 및 난방부
이 없음
문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 우드펠릿이 화력발전소하고 다르지 않음
특성 연구를 위한 자료로써, 저감시설
◦ 주변 주거지역에 많은 인구가 삼
이 없는 가정 및 난방분야(연탄화덕
◦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발전소 건설은 안됨
등)를 대규모 발전분야 연료에 대입하
◦ 돈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 목숨임
는 것은 부적합함
◦ 광양 바이오 발전사업 건설 반대

김은주

◦ 화력발전소가 감소되는 추세인데 우리지
역에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함
◦ 광양지역 초미세먼지가 높음
◦ 연탄보다 20배 높은 유해가스 배출 발전
소 건립 반대
◦ 양육하기 좋은 도시 광양 만들기 바람

유정훈

◦ 광양 바이오 발전사업 건설 반대
◦ 친환경 목재 펠릿도 연탄의 20배 많은
질소산화물 발생
◦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를 만듬
◦ 보조금을 주는 자체가 잘못된 정책임
◦ 환경평가 10km로 늘려 다시 하십시오

이상용

◦ 대기유해오염물질 배출이 많음
◦ 수질. 해양동․식물에도 영향을 미침
◦ 광양 바이오 발전사업 건설 반대

서동기,
서동주

◦ 광양 바이오 발전사업 건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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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의견요지

(주민)
김인준

제1장

반영여부(미반영사유)

◦천연가공으로 인한 분진이 순천시내로 유입될 ◦ 사업개요에 우드칩, 우드펠릿 등 순수 목
것으로 여깁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의 건

질계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명확히 명

강애 해(害)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함
◦ 여수, 순천, 광양시의 발전량 및 사용량

유수현

◦ 대기오염에 문제될 수 있다.

은 아래와 같이 부족한 상황이며, 호남화

신이호

◦출처가 불분명하고 환경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력(여수) 폐지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향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 반대합니다.

후 전력부족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특히나 해외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은 더 위험하 ◦ 따라서, 광양만권역 전력수요대비 자
다는 보도를 접해 많이 우려됩니다.
체 공급력이 부족해 추가적인 전기공
◦이 사업에 대해 더 깊이있는 재고 및 설명이
급이 필요함.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질소산화물 제어기술 중 제거효율인 높은
SCR을 추가하여 SCR+SNCR 저감시설을

서주영

◦공기오염을 야기하는 공장운영에 좀 더 환경영

김희영

◦대기오염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합니다.

설치할 계획임
향평가에 기준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주 ◦ 최적방지시설(BAT)을 설치하여 강화
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된 배출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영향을

◦수입되는 목재의 병충해 우려, 재래종의 피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
장윤희

◦미세먼지,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설립을
반대합니다.

유준영

◦대기오염이 문제됩니다. 설립을 반대합니다.

마은미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알레르기를 일으

◦ 국내 연료 조달 계획
경쟁력 확보시 조달
년 기준)을 조달할 계획임
- 신용도/재무상황 우수한 대형 상사와
장기공급계약 체결/품질보증 확보
- 생산업체에 대한 사전 품질검사 실시

켜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대기 오염이 염려되어 발전소 설립을 반대합니

- 통관절차 완료 전 검사기관의 수입 관계
서류 검사 시행(산림청)

다.
◦환경오염·미세먼지 발생 등 우리 인체에 부작용
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반대합니다.
이지은

외 우드펠릿 장기조달 예정

◦ 연료 품질 관리 방안

문승원

이성심

- 공신력을 갖춘 대형 상사를 통해 해

- 국내산 우드칩은 연간 52만톤(2030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기존보다 더 심하다 들었
음. 이에 반대의견 제출

김재갑

◦ 해외 연료 조달 계획

- 해외에서 조달하는 연료 가격 대비

◦폐자재 등을 활용한 발전소 건립을 재고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강성모

최소화하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함.

◦발전소의 주 원료는 대기오염의 주변인 미세먼
지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설립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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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의견제출자
(주민)

의견요지

제1장

반영여부(미반영사유)

장준경

◦환경오염/미세먼지 우려

정현화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함. 태양광 풍
력 발전 등 설립을 추진하길 바람

김동심

◦환경오염으로 인한 미세먼지 우려 등 안좋은 점
이 너무 많습니다.

임은아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함.

성락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발전소는 필요없다. 대체
에너지도 많음.

조준서

◦ 환경오염과 그로 인한 미세먼지 등으로 주민들
의 피해가 우려됨.

곽미진

◦주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
는 에너지 개발해야 됨, 발전소 반대.

명은선

◦여수 석유화학단지만으로도 질환자가 늘어나고
있음. 유럽처럼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원함.

김은영

◦미세먼지 우려

이용신

◦미세먼지 우려로 반대함
◦태양광 설치 요망

김기석

◦발전소 건설을 반대합니다.
-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발생

박윤아

◦대기오염으로 인한 미세먼지 증가로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바이오 발전산업에 반대합니
다.

김민주

◦대기오염으로 인한 미세먼지 증가로 아이들과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바이오 발전사업에
반대합니다.

이강식

◦대기오염이 염려되어 발전소 설립을 반대합니
다.

고재범

◦대기오염이 염려되어 바이오 발전소 건립을 반
대합니다.

이호균

◦공해 때문에 반대

김효빈

◦먼지와 NOx 배출이 우려되므로 광양 바이오
발전사업에 반대합니다.

백현석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로 인한 공기오염이 우려
되어 반대합니다.

임명희

◦대기오염으로 인한 미세먼지로 인체에 해로움

강옥순

◦건강에 위해해서 설립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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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에 우드칩, 우드펠릿 등 순수 목
질계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명확히 명
시함
◦ 여수, 순천, 광양시의 발전량 및 사용량
은 아래와 같이 부족한 상황이며, 호남화
력(여수) 폐지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향
후 전력부족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광양만권역 전력수요대비 자
체 공급력이 부족해 추가적인 전기공
급이 필요함.
◦ 질소산화물 제어기술 중 제거효율인 높은
SCR을 추가하여 SCR+SNCR 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임
◦ 최적방지시설(BAT)을 설치하여 강화
된 배출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함.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의견제출자
(주민)
김성태

김정훈
임창욱
이덕상
정경원

황두형

의견요지

제1장

반영여부(미반영사유)

◦환경생태계 교란 및 파괴 우려
◦ 사업개요에 우드칩, 우드펠릿 등 순수 목
◦대기, 수질, 악취 등 기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질계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명확히 명
있어 반대함.
시함
◦ 여수, 순천, 광양시의 발전량 및 사용량
◦발전연료(우드펠렛)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은 아래와 같이 부족한 상황이며, 호남화
때문에 반대함.
력(여수) 폐지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향
◦먼지 많이 발생, 원료 모두 수입, 공해물질 배
후 전력부족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출로 공기오염됨.
◦ 따라서, 광양만권역 전력수요대비 자
체 공급력이 부족해 추가적인 전기공
◦신재생에너지이지만 환경오염이 크고 원료도 전
급이 필요함.
부 수입해서 반대합니다.
◦ 질소산화물 제어기술 중 제거효율인 높은
◦미세먼지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 화력발전
SCR을 추가하여 SCR+SNCR 저감시설을
반대. 이 지역은 이미 오염이 심한 곳인데 환경
설치할 계획임
오염시설 추가하면 안됨.
◦ 최적방지시설(BAT)을 설치하여 강화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존권 우려.
된 배출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영향을
◦광양만권 이미 대기오염물질 많이 배출되고 있
최소화하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함.
어 발전소 건립될 경우 대기유해물질 대량으로
발생되어 큰 피해 예상.
◦광양 바이오 발전소 건립 반대

김갑전

◦환경오염에 따른 악영향 우려하여 반대.

곽병선

◦미세먼지 유발로 환경에 악영향 끼칠 수 있어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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