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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ong with elevation of life of modern persons and living, interest for living environment and 

concrete rose by new request augmentation about health. and the qualitative-quantitative 

estimation for environment is required. This studies applied sense method of examination that 

measure fetid offensive smell strength using person's rear trail who is healthy by basis valuation 

method about concrete air environment. and this study Presented offensive odor estimation 

processor of cement mortar. Measured fetid degree that cement can happen at early hydration  

process step.

요  약

최근 인들의 생활수 과 의식수 의 향상과 더불어 건강에 한 새로운 요구증가로 생활환경과 

한 콘크리트에 한 심이 높아졌으며, 환경에 한 정성․정량 인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

나 콘크리트의 기환경에 련한 평가는 기존의 규정된 평가방법이 없어 기환경공정시험법  실

내공기질 분석방법 등에 의존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 한 분석방법  항목이 다양하고 분석방

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등으로 인해 연구자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있어, 분석결

과에 한 신뢰도도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 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콘크리트의 기환경에 한 

기  평가방법으로 건강한 사람의 후각을 이용하여 악취의 취기강도를 측정하는 능시험방법을 건축

재료에 용하여 시멘트모르타르의 악취평가 로세서를 제시하고, 시멘트가 수경성 경화체를 형성하는 

기수화과정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악취의 정도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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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Near Surface Mounted (NSM) method has been proposed to improve disadvantage 

of externally bonded strengthening to the concrete structure method. But the NSM method 

showed the limit that it is difficult to assure of depth of concrete-cover in surface of structure. 

With this reason, this study suggests the Stirrup-Cutting Near Surface Mounted (CNSM) 

Method which can ensure to have the strengthening depth even thought it was hard to apply 

the NSM method to the deteriorated surface of concrete. In the result of the test, the flexural 

behavior of the structure applying the NSM and CNSM method was similar and it was 

evaluated that the effective strengthening length of reinforcement for NSM and CNSM method 

was more than 70% of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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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연구는 시멘트모르타르에서 발생하는 기체상태의 복합악취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

쾌감과 오감을 주는 악취의 정도를 측정하기 하여 환경보 법에서 정하는 공기희석 능시험

법을 건축자재에 용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2.  실험 방법  사용재료

2.1. 실험계획

 2.1.1. 시료의 채취

시료의 채취방법은 재 국내에서 제정하여 시행 인 20L 소형챔버법을 기 로 시멘트가 수경성 경화

체를 형성하는 기수화과정(타설 후 24시간)에서 발생 가능한 기체상 악취물질을 MFC펌 로 냄새주머니에 직  

채취하는 로세서를 구성하 다. 특히 시료부하율은 원칙 으로 고상은 2.0m
2/m3(±10%), 액상은 

0.4m2/m3(±10%)로 하는 것이 기본 방법이나 수화반응을 시작한 시멘트모르타르의 경우 고상이 되

는 종결시 까지 반고체 상태이므로 부하율을 1.0m2/m3(±10%)으로 정하여 시험편을 구성하 다.

2.1.2. 정요원선정

정요원선정과정의 구체화를 하여 정요원선정시약을 4가지( 산, 트라이메틸아민, 메틸사이클로펜텐올온, 

페닐에틸알콜)로 하 다. 선정시약  3가지를 임의로 악취분석요원이 선택하여 정요원이 냄새를 맡게 하여 

시험액을 모두 알아맞히고 한 시험액의 종류와 악취도가 3, 4도인 사람을 정요원으로 하 다. 이는 후각능

력이 정상인보다 상 으로 뛰어나거나 약한 정 원을 배제하고자 하는 목 을 담고 있다. 

악취도 악 취 감 도 구 분 설        명

0 무취(None) 상 인 무취로 평상시 후각으로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하는 상태

1 감지취기(Threshold) 무슨 냄새인지는 알 수 없으나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상태

2 보통취기(Moderate) 무슨 냄새인지 알 수 있는 정도의 상태

3 강한취기(Strong)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냄새를 말하며 를 들어 병원에서 특유의 

크로졸 냄새를 맡는 정도의 상태

4 극심한 취기(Very Strong) 아주 강한 냄새, 를 들어 여름철에 재래식 화장실에서 나는 심한 정도의 상태

5 참기 어려운 취기(Over Strong) 견디기 어려운 강렬한 냄새로서 호흡이 정지될 것 같이 느껴지는 정도의 상태

표 1 악취 정도

2.2. 실험방법

2.2.1. 무취공기제조

A 흡인펌

B 흡수병(증류수)

C 빈병

D 실리카겔 병

E 활성탄 흡착병

F 냄새없는 공기주머니

그림 1 무취공기 제조방법



2.2.2. 시료공기희석

시료공기의 희석은 시료채취용 냄새주머니와 동등한 재질로의 3～20L 용량의 냄새주머니를 사용

하여 무취공기 제조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일정량의 무취공기를 주입하 다. 그리고 그림 2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기를 사용하여 시료가 담긴 시료주머니에서 필요한 양의 시료를 빼낸 다음 소정의 

희석배수가 되도록 무취주머니의 겉 표면에 주사바늘을 찔러 주입한 뒤 구멍을 셀로 테이 로 

하여 시료희석주머니를 제조하 다. 의 조작에서 시험용 냄새주머니의 희석배수는 약 2배수씩

(10배, 20배, 30배)단계별로 증가시키면서 희석하며 이와 별도로 무취주머니 2개를 비한다. 

그림 2 시료를 추출 는 주입 하는 방법 그림 3 능시험용 마스크

2.2.3. 능시험 차

정요원에게 채취한 냄새시료를 공 하여 평가 상 냄새를 인식시키고 최 시료희석배수를 단

계별로 희석시킨 시료희석주머니 1개와 별도로 비한 무취주머니 2개를 1조로 하여 능 시험용 

마스크를 쓰고 시료희석주머니와 무취주머니를 손으로 러 주면서 각각 2～3 간 냄새를 맡게 하

다. 시료의 정답률을 구하여 평균 정답률이 0.6 미만일 경우 시험을 단하도록 하며 정답률이 

0.6 이상일 경우 다음 시료희석배수의 평가를 진행하 다. 

그림 4 정원 선별 그림 5 시료  그림 6 순수공기제조장치 

3. 결과  고찰

3.1 능시험 결과치의 산출

(1) 능시험 결과 무취로 정된 희석배수의 바로  단계 희석배수를 각 정원의 냄새감지한

계 희석배수로 하며, 정답율의 산정은 시료 냄새주머니를 선정한 경우 1.00, 무취냄새주머니를 

선정한 경우 0.00으로 산정하 다. 

(2) 각 정원의 냄새감지한계 희석배수  최 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나머지를 기하 평균한 값

을 정인 체의 냄새감지한계 희석배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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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 1차(×10) 1차(×10) 2차(×20) 2차(×20) 3차(×30) 계산과정 비고

A ○ ○ ○ × × ×  -

B ○ ○ ○ ○ ○ 30 최 (제외)

C ○ ○ ○ ○ × 20 -

D ○ × × × × 최소(제외)

E ○ ○ ○ ○ × 20 -

표 2 정원의 평가결과 

정인 결과 체 희석배수
구분

배출허용기 엄격한 배출허용기

  A 14.14

××
= 1 7. 81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기타지역

C 20 배출구 1000이하 500이하 500～1000 300～500

E 20 부지경계선 20이하 15이하 15～20 10～15

표 3 악취 정결과  표 4 악취 정도

 

3.2 정방법

일반 으로 기환경에 한 능시험결과는 냄새감지한계 희석배수가 배출허용기 치 이내이면 

합, 배출허용기 치 이상이면 부 합으로 정한다. 그러나 재 건축자재에 한 능시험 악취 정

에 한 별도의 기 이 없으며, 일반 공기희석 능시험법의 악취 정도를 기 으로 할 경우 본 실

험의 결과는 공업지역의 부지경계선에서 배출허용기  희석배수를 과하는 결과값을 나타내었다. 

4. 결 론

1) 본 실험은 시멘트모르타르의 수화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체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

여 불쾌감과 오감을 주는 복합악취물질의 악취의 정도를 측정하기 하여 기오염공정시험방

법(악취편)인 공기희석 능시험법을 건축자재에 용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2) 15cm×15cm×5cm의 시험체에서 방출되는 시멘트모르타르의 악취는 선정된 5명의 정원에 의

한 능시험 결과 공업지역의 부지경계선의 허용기 치를 과하는 결과 값을 나타내었다. 

3) 능시험법에 의한 시멘트모르타르의 악취측정 결과 상당한 악취가 검출되는 것을 확인하 으

며, 일반 기오염에 한 능시험법 이외에 실내 환경에 련한 건축자재의 악취 측정에 한 

각종규정과 실험방법에 규정과 개선에 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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