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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여수산단 중흥동 확장단지 소재 업체 신규공장가동에 따른 소음·진동/화염/악취발생 안내]

6월 여수산단 중흥동 확장단지 소재 LG화학(주), GS칼텍스(주) 신규공장가동에 따른 플레어스택 소음·진동/화염/악

취 발생이 예상되어 주민들께 알려드립니다.

1. 알림사항

□ (주)LG화학 용성2공장 신규공장가동에 따른 소음·진동/화염/악취 발생

□ GS칼텍스(주) MFC공장 신규공장가동에 따른 소음·진동/화염/악취 발생

○ 6월 주풍은 남서풍/북동풍으로 예상되며, 상기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시민 및 

입주업체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 중흥동 확장단지 (주)LG화학, GS칼텍스(주) 신규공정가동에 따라 플레어스택 설비

스팀 주입 시, 소음·진동 및 화염 발생이 우려되니 주의바랍니다.

(우천 시, 저기압의 영향으로 일부 악취 발생할 수 있음)

※ 우리 시 대응

- 상기 업체에 스팀 주입량 및 반응속도 조절하여 신규공장가동에 따라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 철저히 하도록 현지 지도

- 플레어스택으로 인한 소음·진동 및 화염 발생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촉구

- 관할기관(환경부, 전라남도)으로 신속한 상황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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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 정비일정

□ (주)LG화학 용성2공장 [신규공장가동] - 소음·진동/화염 : ＇21. 6. 11. ~ 6. 22. [전라남도 관할]

- 위치 : 산단중앙로 535 (중흥동)

- 일정 : ‘21. 6. 11. ~ (용성2공장 신규공장가동)

- 환경오염 저감조치 : CCTV로 상시 모니터링하며 스팀 분사를 통한 환경오염저감

- 연락처 : ☎ (061) 805-5630

□ GS칼텍스(주) MFC공장 [신규공장가동] - 소음·진동/화염 : ＇21. 6. 11. ~ 7. 18. [전라남도 관할]

- 위치 : 산단중앙로 669 (중흥동)

- 일정 : ‘21. 6. 11. ~ (MFC공장 신규공장가동)

- 환경오염 저감조치

① Flare Stack 완전 연소

② CCTV 등으로 Flare Stack 불꽃 지속 모니터링 및 관리

- 연락처 : ☎ (061) 680-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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