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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odors emitted from sewage in a

sanitary sewer and its outlets. 

Methods: The concentration of mal-odorous sulfur was analyzed by gas chromatograph, and odor intensity was

estimated by an on-site sensory test. Odor intensity calculated from instrumental analysis results was compared

with odor intensity observed at field. 

Results: As a results, the concentration of H2S ranged from 2.4 ppb to 5,889 ppb (average 703 ppb), while

CH3SH, (CH3)2S, and (CH3)2S2 showed from 10 ppb to 554 ppb (average 119 ppb) and from 20 ppb to 332 ppb

(average 70 ppb) and from 2.7 ppb to 8.1 ppb (average 5 ppb) individually. Average odor intensity observed in

the field was degree three. Odor intensity calculated from sulfur compound concentration was confirmed as

similar to the observed odor intensity because the coefficient of variance between the observed and the calculated

intensities was less than one. 

Conclusion: It wa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helpful to design a deodorizing device to reduce

odor emissions from sewerage facilities in the future.

Keywords: Gas chromatography, Odor concentration, Odor intensity, Sewer odor, Sulfur-containing mal-

odorous compounds

I. 서 론

하수관거는 도시기반시설로서 주택 골목길, 대로

변, 하천고수부지까지 주거생활 환경에 설치되어 있

는 시설이다. 또한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 내 수질오

염 물질을 하수처리장까지 운반 처리함으로써 하천

환경 개선 및 수역 수질보전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쥐 등 설치류의 서식지를 제공하며 맨홀과 받이 등

에서 악취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생활환경과 보건에

악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하수관거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사회적 문제가 되

어,1) 이에 대해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하수관거 악취

관련 조사연구 및 악취저감사업이 다수 진행되었다.

서울시정연구개발원에서는 도로변 빗물받이 악취해

소방안2)과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하수관 악취 저감방

안 연구3)가 진행되었으며, 환경부에서는 하수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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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악취저감을 위한 로드맵 작성연구4)가 진행되었다.

2010년 G-20 정상회의 개최 장소 주변의 하수도 악

취저감을 위해 서울시 강남구5)에서는 도로변 빗물받

이 악취해소 사업을, 서초구6)에서는 하수도 악취저

감 시범사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기존에 수행된 연

구는 타 연구사례 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대안

을 제시하거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조치방

안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하수관거에서 발생하

고 있는 악취물질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조사나 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취강도에 대한 충분

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수관거 악취문제 해결

을 위한 기존자료 조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유황계 화합물인 황화수소와 질소계

화합물인 암모니아는 대표적인 악취물질로 알려져

있다. 악취물질로서 유황계와 질소계 화합물의 특성

을 비교해 보면 유황계 화합물의 대표적인 악취물질

인 황화수소는 0.4 ppb의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인

간의 후각에 쉽게 감지되나, 질소계 대표적인 악취

물질인 암모니아는 1,500 ppb 이상의 농도에서 감지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두 종류의 화합물이 혼재된

상태로 발생하는 경우 질소계 화합물은 거의 감지되

지 않는 상태에서 유황계 화합물이 민원을 야기 시

키는 주요 악취원인물질로 작용한다. 또한 황화수소

등 유황계 화합물은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아주 쉽

게 감지될 뿐아니라 부식성이 강하여 시설물을 손상

시키며,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독성으로 인해 인체

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본 연구는 밀폐되어있는 하수관거와 토구에서 현

장악취 강도를 측정함과 동시에 Gas Chromatograph/

FPD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채취한 악취시료 내 황화

수소(H2S), 메틸메르캅탄(MM, CH3SH), 황화메틸

(DMS, (CH3)2S), 이황화메틸(DMDS, (CH3)2S2) 등

4종류의 유황계 악취물질의 농도를 측정 제시함과

동시에 측정된 악취물질과 인간의 후각지표인 악취

강도와의 상관관계를 비교 제시함으로서 향후 하수

관거 악취저감 장치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지점 개요

일반적으로 하수관거는 관거 시설과 맨홀 등 부대

시설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수본관은 직경이 작아 내

부 시료를 채취하기 어려우며, 맨홀은 외부 공기가

접촉하고 있어 하수관거 내부의 악취시료를 채취하

기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료채취가 용이

하고 하수관거 내 악취강도측정이 용이하도록 설치

Table 1. Outline of point in this study

NO. Location NO. Location

① Dong-A Media Center ⑧ Jongro 6ga

② Gwang Bridge ⑨ Bangsan-dong

③ Jangtong Bridge ⑩ Sindang-dong

④ Sewoon Market ⑪
Dongdaemun 

History&Culture Park

⑤ Samgak-dong ⑫ Outlet#1

⑥ Hanwha Building ⑬ Outlet#2

⑦ Changsin-dong ⑭ Outlet#3

Fig. 1. Location of sampling points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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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청계천 하수도시설물을 조사 대상지역으

로 선정하였다. 

2. 악취분석 방법

악취시료는 AVS-550 시료포집장치(ACEN Co.,

Korea)를 이용하여 음압법으로 채취하였다.

악취분석은 현장에서 악취강도를 측정하는 직접

관능법과 현장에서 채취한 악취시료 내 악취화합

물의 농도를 측정하는 기기분석법에 의해 수행되

었다.

Table 2는 직접관능법에 의한 악취강도 조사방

법을 나타낸 것으로, 악취강도는 후각이 정상으로

판정된 5인이 현장에서 감지되는 악취의 세기에

따라 0도부터 5도까지 6단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기기분석방법은 Gas Chromatograph (GC)17A/

FPD (Shimadzu Co., Japan)를 이용하여 현장시료

내 악취성분 화합물을 검출하는 방법으로, 본 연

구에서는 악취방지법의 지정악취물질인 황화수소

(H2S), 메틸메르캅탄(MM), 황화메틸(DMS), 이황

화메틸(DMDS) 등 4개 유황계 화합물을 분석항목

으로 선정하였다.

Fig. 2는 본 연구에 사용된 GC17A/FPD의 사진을

나타낸 것이며, Table 3은 GC17A/FPD의 분석조건

을, Fig. 3은 GC분석을 위해 작성된 표준검량선을

나타낸 것이다.

3. 악취물질농도를 이용한 예상 악취강도 계산

악취강도는 현장에서 측정되는 것이나, 기기분석

을 통해 얻어진 악취물질 농도치로부터 아래 계산식

에 의해 이론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Table 2. Classification of odor intensity by on-site

olfactory test

Odor Intensity Properties

0 None
People can not feel contain smell with 

normal sense of smell

1 Threshold
People feel smell but can not 

distinguish the type of smell

2 Moderate
People feel smell but can not 

distinguish the type of smell

3 Strong
People easily feel strong smell like 

cresol smell in hospitals

4 Very Strong
People feel very strong smell like 

conventional rest room

5 Over Strong
People feel extremely strong smell like 

stopping a breath

Table 3. Analysis condition of GC17A/FPD used in this

study

Model Name GC-17A(Shimadzu, Japan)

Detector Flame Photometric Detector 

Oven Temp. 80oC

Injection Temp. 150oC

Detector Temp. 150oC

Column Packed Column (0.32 mm(I.D) × 3 m)

Column

Material

β,β’-oxidropionitriebo 60~80 mesh 

chromosorb w 

Carrier Gas

Flow Rate
50 ml/min

H2 Gas Pressure 60 kpa

Carrier Gas N2

Standard Gas

H2S 47.8 ppmv, CH3SH 45.7 ppmv,

(CH3)2S 44.4 ppmv, (CH3)2S 47.6 ppmv

(Kotte & Zeller Co., USA)

Fig. 2. Photograph of sampling at field and GC17A/FPD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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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OI(Calculated Odor Intensity): 예상악취강도

OCC(Odor Compound Concentration): 악취물질농도

a,b: 악취물질별 계수

Table 4는 한국인과 일본인을 대상으로 연구된 악

취물질농도-악취강도 상관관계식을 나타낸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기분석을 통해 측정된 하수관거 내 유

황계 악취물질의 농도를 Table 4의 공식에 대입하여

현장에서 관능적으로 감지되는 악취강도를 도출하였다.

III. 결 과

1. 하수관거 및 토구의 현장 악취강도

Table 5는 하수관거 및 토구의 현장 악취강도 조

사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일부지점을 제외하고는 하

수관거 내부와 토구의 악취강도는 3도~4도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화빌딩지점이 타 지점에 비해 매

우 낮게 나타난 것은 조사 당시 공사로 인해 외부

공기가 관내부로 대량 유입되어 희석되었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2. 하수관거 및 토구의 황화합물 악취농도

Table 6은 GC17A/FPD를 이용하여 하수관거 및

토구에서 발생하는 악취가스 내 황화합물의 농도를

COI α OCC( ) b+log×=

Fig. 3. Standard curves of GC17A/FPD used in this study.

Table 4. Correlation equation of odor intensity and

sulfur-containing compounds concentration

Compounds
 Correlation 

equation(Korea)8)
 Correlation 

equation(Japan)9)

H2S Y=0.874logX+4.0598 Y=0.950logX+4.14

MM Y=1.9171logX+7.3668 Y=1.25logX+5.99

DMS Y=0.7979logX+3.7654 Y=0.784logX+4.06

DMDS Y=1.0228logX+3.8933 Y=0.985logX+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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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6에서와 같이

하수관거 내부 악취가스 내 H2S 농도는 H2S 2.4

ppb~5,889 ppb(평균 703 ppb), MM 10 ppb~554

ppb(평균 119 ppb), DMS 20 ppb~332 ppb(평균 70

ppb) 그리고 DMDS 2.7 ppb~8.1 ppb(평균 5 ppb)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아미디어센터, 동대문역사문화공원, 토구

#2는 타 지점에 비해 유황계 악취물질의 농도가 매

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빌딩 정화조 배출수 등

하수관거로 오물을 배출하는 주변시설에 의한 영향

으로 생각되며, 주변의 보건 및 생활환경을 고려할

때 탈취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IV. 고 찰

1. 현장악취강도와 기기분석결과치에서 도출된

악취강도의 비교

악취가 갖고 있는 특징은 악취물질에 따라 인간이

악취를 감지할 수 있는 최소감지농도가 다르다는 것

이다. 즉, 인간이 느끼는 악취강도는 화합물의 농도

가 크다고 해서 악취를 강하게 느끼는 것은 아니다.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악

취에 대해 인간은 강도로서 냄새의 세기를 인지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불평 또는 민원을 제기하게 된

다. 그러나 Table 6에서 제시한 유황계 화합물의 농

도는 악취시료 내 해당 화합물의 물질량을 정량적으

로 제시할 뿐 민원을 야기하는 악취의 강도를 파악

할 수는 없다. 이는 악취는 감각에 의해 야기되는

공해이나 기기분석에 의한 악취물질 농도는 일정한

용적 내에 물질의 양을 제시하는 물질공해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물질공해인 화합물 분석결과를 감각공

해인 악취강도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GC 분석

결과를 악취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다. 

Table 7은 Table 6의 현장악취시료 내 유황계 악

취물질농도 분석 결과치를 Table 4에 제시한 한국과

일본의 악취물질농도-악취강도 상관관계식에 대입하

여 산출한 예상 악취강도를 현장에서 측정한 악취강

Table 5. Odor intensity estimated by on-site sensory test

No. Location

Observed odor 

intensity by each panelAverage

A B C D E

1
Dong-A Media 

Center
3 4 4 3 4 4

2 Gwang Bridge 3 3 3 4 3 3

3 Jangtong Bridge 2 2 2 2 2 2

4
Sewoon Shopping 

Street
3 2 2 2 3 2

5 Samgak-dong 3 3 3 3 3 3

6 Hanwha Building 0 0 0 1 1 <1

7 Changsin-dong 3 4 3 3 3 3

8 Jongro 6ga 3 2 3 2 3 3

9 Bangsan-dong 4 3 4 4 4 4

10 Sindang-dong 4 3 3 2 3 3

11
Dongdaemun 

History&Culture Park
4 4 4 4 4 4

12 Outlet#1 3 3 2 3 3 3

13 Outlet#2 3 3 2 2 3 3

14 Outlet#3 3 3 3 2 3 3

Average 3

Minimum <1

Maximum 4

Table 6. Sulfur-containing compounds concentration of

sewer odor by GC17A/FPD analysis

(unit: ppb)

Zone Location H2S MM DMS DMDS

1 Dong-A Media Center 858 69 48 N.D.

2 Gwang Bridge 256 35 25 N.D.

3 Jangtong Bridge 175 17 13 N.D.

4 Sewoon Shopping Street 42 10 12 8.1 

5 Samgak-dong 454 51 26 N.D.

6 Hanwha Building 2.4 N.D. N.D. N.D.

7 Changsin-dong 90 24 24 2.7 

8 Jongro 6ga 378 27 24 N.D.

9 Bangsan-dong 238 166 34 N.D.

10 Sindang-dong 358 N.D. N.D. N.D.

11
Dongdaemun

History&Culture Park
668 554 167 N.D.

12 Outlet#1 100 56 55 N.D.

13 Outlet#2 5,889 86 83 N.D.

14 Outlet#3 336 332 332 N.D.

Average 703 119 70 5

Minimum 2.4. 10 20 2.7

Maximum 5,889 554 332 8.1

Note. (Remark) N.D. : Not Detectable



482 박상진·권수열

J Environ Health Sci 2014; 40(6): 477-483 http://www.kseh.org/

도(Table 5참조)와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Table 7에서와 같이 현장악취강도와 기기분석결과

에서 산출한 예상악취강도간의 변동계수(CV)는 1보

다 훨씬 작은 0~0.15로 나타났다. 이는 현장악취강

도와 예상악취강도간의 편차는 매우 낮아 현장에서

측정한 악취강도나 기기분석결과로부터 산출한 예상

악취강도 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직접관능법은 5인의 판정위원이 현장에 직

접가야만 악취강도 측정이 가능한 반면, 기기분석 결

과치를 이용한 예상악취강도 계산방법은 현장측정치

와 유사한 악취강도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악취강도 조사시 소요되는 경비와 조사인력을 절감

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2. 하수관거 내부와 하수처리장 유입부의 유황계

화합물 악취물질농도 비교

Table 8은 본 연구에서 측정된 하수관거 내부와 하

수처리장 침사지 유입부에서 측정한 유황계 악취물

질농도를 비교한 것이다.

Table 8에서와 같이 DMS와 DMDS는 하수처리장

보다 하수관거가 더 높으나, 주로 악취 민원을 유발

하는 H2S와 MM은 하수관거 내부보다 하수처리장

유입부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수

관거로 유입된 하수가 용존산소 결핍상태에서 장시

간 유하하면서 더욱 혐기성화 되어 황환원 박테리아

에 의해 H2S 발생량이 더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V. 결 론

H2S는 저농도에서도 불쾌감을 느껴 민원이 야기되

며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구토, 기침, 권태감, 의식혼탁, 경련, 폐수종이나 폐

Table 7. Comparison of calculated odor intensity and observed odor intensity

No. Location

Calculated odor 

intensity(COI)
Observed 

odor intensity 

at field

Average
Standard deviation

Coefficient of 

variation(CV)

Korea's eq. Japan's eq. Korea's eq. Japan's eq. Korea's eq. Japan's eq.

1 Dong-A Media Center 4 4 4 4.0 0.0 0.0 0 0

2 Gwang Bridge 4 4 3 3.7 0.3 0.3 0.09 0.09 

3 Jangtong Bridge 3 3 2 2.7 0.3 0.3 0.13 0.13

4
Sewoon Shopping 

Street
3 3 2 2.7 0.3 0.3 0.13 0.13

5 Samgak-dong 4 4 3 3.7 0.3 0.3 0.09 0.09 

6 Hanwha Building 2 2 <1 2.0 0.0 0.0 0 0

7 Changsin-dong 3 3 3 3.0 0.0 0.0 0 0

8 Jongro 6ga 4 4 3 3.7 0.3 0.3 0.09 0.09 

9 Bangsan-dong 4 4 4 4.0 0.0 0.0 0 0

10 Sindang-dong 4 4 3 3.7 0.3 0.3 0.09 0.09 

11
Dongdaemun 

History&Culture Park
5 4 4 4.3 0.7 0.3 0.15 0.08 

12 Outlet#1 4 4 3 3.7 0.3 0.3 0.09 0.09 

13 Outlet#2 4 4 3 3.7 0.3 0.3 0.09 0.09 

14 Outlet#3 4 4 3 3.7 0.3 0.3 0.09 0.09 

Table 8. Comparison of sulfur compounds concentration

of odor emitted from sewage treatment plant

and sewer

(unit: ppb)

Facility H2S MM DMS DMDS

(reference)

Tancheon STP#1 2139 250 2.53 0.97

Tancheon STP#2 1466 202 0.87 0.19

Joongrang STP 3300 N.D. 2.5 0.49

Seonam STP 2400 N.D. N.D. 0.83

Nanji STP 1062 313 N.D. N.D.

Sewer/outlet (this study) 703 119 70 5



하수관거 및 토구에서 발생하는 유황계 화합물 악취특성 483

http://www.kseh.org/ J Environ Health Sci 2014; 40(6): 477-483

염을 일으켜서 사망까지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이러한 황화수소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하수도

시설 가운데, 청계천에 부설되어 있는 하수관거와 토

구 14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악취 강도와 GC/FPD

기기분석을 이용하여 악취시료 내 유황계 악취물질

농도를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 하수관거 및 토구에서 발생하는 현장악취강도

는 측정장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2도에서 4

도의 범위였으며, 평균 악취강도는 불쾌감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3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 하수관거 발생 악취물질 가운데 주요 민원대상

이 되는 유황계 화합물의 악취물질 농도는 H2S 2.4

ppb~5,889 ppb(평균 703 ppb), MM 10 ppb~554

ppb(평균 119 ppb), DMS 20 ppb~332 ppb(평균 70

ppb) 그리고 DMDS 2.7 ppb~8.1 ppb(평균 5 ppb)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기기분석 결과치를 이용하여 산출한 예상악취

강도와 현장 악취강도 측정치를 비교 분석한 결과

변동계수(CV)는 0~0.15로 두 결과치 간에 편차는

매우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기기분석 결과치를 이

용하여도 현장에서 측정하는 결과와 유사하게 악취

강도를 유추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하수관거 내 악취와 하수처리장 유입부 악취

측정결과를 비교한 결과 H2S와 MM은 하수처리장

에서, DMS와 DMDS는 하수관거 내에서 악취물질

농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관거는 인간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빠짐없이

설치되어 있는 도시시설물이며, 하수관거에서 발생

하는 악취가 최근에는 주요한 악취 민원으로 대두되

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초연구나 체계적인 악취저

감 기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그 중요성이 크게 증

대되고 있다. 하수관거 악취저감 기술로서 선진외국

에는 화학약품이나 탈취미생물제재 그리고 순산소를

주입하는 방법, 또는 지하에 탈취시설을 설치하는 방

법 등이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악취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향후에는 이러한 자료를 좀 더 다양하

게 수집하여 하수관거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악취저감기술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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