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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여수산단 대정비에 따른 악취 발생 안내]

여수산단 입주업체 대정비 기간 중 공장 가동 중단 및 Tank Cleaning에 따른 악취 발생이 예상되어 주민들께 알려

드립니다.

1. 알림사항

□ 롯데엠시시(주) MMA 공정 대정비 기간 중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악취 발생

□ LGMMA(주) 소정비 및 오일허브코리아 여수(주) Tank Cleaning에 따른 악취 발생

□ 해당 기간 주풍은 북서풍/북동풍으로 예상되오니, 상기 사업장 남쪽 및 인근에 위치한

시민 및 입주업체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 환경오염 저감 및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주요 정비일정

□ 롯데엠시시(주) 여수2공장 [대정비] - 악취 : ＇21. 2. 19. ~ 2. 21. [여수시 관할]

- 위치 : 여수산단4로 129(중흥동)

- 일정 : ‘21. 2. 19. ~ 3. 10. (MMA 공정 대정비)

- 환경오염 저감조치

① 설비 및 배관 NaOH 세정운전

② Pt-Pd 촉매 산화반응 후, 대기 배출

- 연락처 : ☎ (061) 680-8453

□ 오일허브코리아 여수(주) [Tank Cleaning] - 악취 : ＇21. 2. 16. ~ 3. 19. [여수시 관할]

- 위치 : 망양로 1100 (신덕동)

- 일정 : ‘21. 2. 16. ~ 3. 19. (Tank 201, 202 입·출하 정지)

- 환경오염 저감조치 : 활성탄 탈취기를 이용한 악취 제거

- 연락처 : ☎ (061) 688-9192

□ LG MMA(주) [소정비] - 악취 : ＇21. 2. 19. ~ 2. 23. [전라남도 관할]

- 위치 : 여수산단4로 58 (중흥동)

- 일정 : ‘21. 2. 19. ~ 2. 23. (PMMA2공장 소정비 - Bulk 공정 정비 및 Cleaning)

- 환경오염 저감조치 : 응축시설 및 활성탄 흡착

- 연락처 : ☎ (061) 805-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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