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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evaluated the odor emission characteristics from fundamental environmental  facilities

at an industrial complex area in Daegu City.

Methods: The odor samples were collected from May 2015 to January 2016 and were analyzed for specified

offensive odor substances. The odor quotient and the odor contribution was calculated.

Results: Ammonia was detected in all samples monitoring specified odor compounds, followed by hydrogen

sulfide and acetaldehyde. According to contribution analysis, hydrogen sulfide shows the highest contribution in

all facilities. At wastewater treatment plants A and B and sewage treatment plant F, it was followed by

acetaldehyde. At wastewater treatment plant C, it was  followed by imethyl sulfide.

Conclusion: The major component of odor can be determined by evaluating the degree of contribution to the

odor intensity rather than the concentration of the individual odor component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odor reduction, policies focused on materials with a high odor contribution are needed rather than focusing on

high-concentration odor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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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악취방지법에서 악취는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

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로, 그리고

복합악취는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

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

는 냄새”로 정의하고 있다.1) 이러한 악취는 사람에

게 특정냄새 자체로 정신적인 피해와 건강상의 피해

를 주는 감각오염의 한 형태이다.2) 

악취 민원은 축산, 양계, 비료 등 인구밀도가 낮은 농

촌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에서는 지

자체에서 운영하는 하·폐수처리장과 대규모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민원발생 현상이 높

아지는 추세이다. 특히, 도시생활 주변에 위치한 환경

기초시설에서 민원발생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기초적인 현상파악과 함께 악취원인

물질 및 배출원 규명을 통하여 적절한 악취저감과 관

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2)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의 대구지역 연구사례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악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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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도를 평가한 사례3)가 있을 뿐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연구한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산업단지 주변에 악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악취 발생원의 하나인 환경기초시설

에 대한 악취강도와 악취오염물질의 발생정도를 파

악하여 시민건강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산업단지 인

근의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악취방지법에서 규정

한 복합악취와 악취원인물질인 지정악취물질 22종

을 계절별로 측정하였다. 이렇게 측정한 자료를 바

탕으로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특성을 파

악하고 시설별 주요 악취원인물질을 도출하여 주민

의 일상생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악취 저감방안을 마

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환경기초시설

연구대상 인근의 산업단지는 입주업체의 대부분이

염색과 섬유업종이며, Table 1과 같이 환경기초시설

은 6곳(A폐수처리장, B폐수처리장, C폐수처리장, D

하수처리장, E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 F하수처리장)

을 대상으로 하였다. 시료채취는 2015년 5월부터

Table 1. Facilities investigated in this study

Facility
Treatment 

method

Capacity

(ton/day)

Wastewater

A
Activated 

sludge
60,000

B
Activated 

sludge
25,000

C
Activated 

sludge
20,000

Sewage D A2O 170,000

Food waste & Night soil E Dry compost 200 & 1,000

Sewage F A2O 400,000

Table 2. Sampling and analytical methods in this study

Odor compounds Sampling method Analytical instrument

Complex odor Dilution value Lung sampler
Air dilution method

(Korea)

Specified

offensive

odor

substances

Ammonia Ammonia
Solution

adsorption

UV/Vis

(Perkinelmer, USA)

Sulfur

Hydrogen sulfide

Methyl mercaptane

Dimethyl sulfide

Dimethyl dissulfide

Lung

sampler

GC/PFPD, TD

(Agilent, USA)

Aldehyde

Acetaldehyde

Propionylaldehyde

Butylaldehyde

n-Valeraldehyde

iso-Valeraldehyde

DNPH

cartridge

HPLC/UV

(Agilent, USA)

Amine Trimethylamine
Sulfur acid

adsorption

GC/FID

(Perkinelmer, USA)

VOCs

Styrene

Toluene

Xylene

Methylethylketone

Methylisobutylketone

Butylacetate

iso-Butylalcohol

Tenax tube

adsorption

GC/MSD

(Perkinelmer, USA)

Fatty acid

Propionic acid

n-Butyl acid

n-Valeric acid

iso-Valeric acid

Alkali solution

adsorption

GC/FID

(Perkinelmer,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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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까지 계절별로 1회씩 실시하였고, 채취지

점은 각각의 처리장 부지경계선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다.

2. 연구항목 및 분석방법

연구대상의 악취물질과 분석기기는 Table 2와 같

고, 시료채취와 시료분석은 환경부의 악취공정시험

기준4)에 따랐다.

1) 악취물질 시료채취

복합악취와 황화합물은 흡인상자법을 시료채취방

법으로 하였고, 각각 폴리에스터백(Top-trading, 10

L, Korea)과 테들라백(Supelco, 10 L, USA)을 사용

하여 1 L/min ~ 10 L/min 유량으로 5분 이내에 시

료를 채취하였다. 암모니아는 0.5% 붕산용액 40 mL

를 2개의 임핀저에 나누어 담고 직렬로 연결 한 후

10 L/min 유량으로 5분 동안 총 50 L의 시료를 채

취하였다. 알데하이드류는 2,4-dinitrophenylhydrazine

(DNPH) 카트리지(Supelco, S10, USA)를 이용하여

Air Sampler(SIBATA, MP-Σ300, Japan)로 1.6 L/min

유량으로 5분 동안 총 8 L를 채취하였으며, 오존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2,4-DNPH 카트리지 전단

부에 요오드화칼륨(KI)이 채워져 있는 오존 스크러

버(Supelco, USA)를 장착하여 측정하였다. 트라이메

틸아민은 임핀저 시료채취장치를 이용하였으며, 10

L/min 유량으로 5분 동안 총 50 L를 채취하였다. 스

타이렌, 톨루엔 등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물질은 Tenax-TA(Supelco, USA) 흡착튜브

와 Air Sampler(SIBATA, MP-Σ30KN II, Japan)를

이용하여 0.1 L/min 유량으로 5분 동안 총 0.5 L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지방산류는 알칼리수용액 시료

채취장치를 이용하였으며, 2 L/min 유량으로 5분 동

안 총 10 L를 채취하였다.

2) 악취물질 분석방법

복합악취는 공기희석관능법으로 일반 공기를 실리

카겔, 활성탄 등 흡수제를 통과시키는 무취공기제조

장치를 이용하여 조제된 무취공기에 원시료를 단계

적으로 주입하여 희석시료를 조제한 후 악취공정시

험기준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희석배수를 산정하였다. 

암모니아는 분석용 시료용액에 페놀펜타시아노니

트로실철(III)산나트륨용액 5 mL를 가하여 잘 흔들

어 섞은 후,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 5 mL를 혼합하

여 25oC~30oC에서 1 시간을 방치한 후 UV/Vis

Spectrophotomer(UV, Perkinelmer, Lambda45, USA)

를 이용하여 640 nm 파장에서 분석하였다. 황화합

물은 시료주머니에 채취한 황화합물 시료를 저온농

축장치에 농축한 다음 탈착과정(MARKES, UNITY2,

USA)을 거친 후 기체크로마토그래프(Agilent, 7890A,

USA)로 주입해서 분석한다. 검출기로는 펄스형불꽃

광도검출기(Pulsed Flame Photometric Detector,

Table 3. Analytical conditions of instruments 

Odor compounds Analytical instrument Column Injector temp. Carrier gas Oven temp.

Sulfur
TD: MARKES

GC: Agilent 7890A
CP-Sil 5CB - N2

80oC

→ 15oC/min,

180oC(15 min)

Aldehyde Agilent HPLC 1200 Series
Agilent Eclipse XDB-

C18 4.6X
- - 40oC

Amine
HS: TurboMatrix40

GC: Clarus600
Elite-5AMINE 130oC N2

38oC(5 min) 

→ 15oC/min,

150oC(5 min)

VOCs

TD: TurboMatrix650

GC: Clarus680

MS: Clarus SQ8T

Elite-1MS 250oC He

40oC(5min)

→ 10oC/min,

250oC(5 min)

Fatty acid
HS: TurboMatrix40

GC: Clarus600
Elite-WAX 150oC N2

40oC(5min)

→ 5oC/min,

150oC

→ 10oC/min,

210oC(5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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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PD)를 사용하였다. 알데하이드류는 자외선/가시선

검출기를 이용하여 360 nm 파장에 고정시킨 후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HPLC, Agilent,

1200, USA)로 분석하였다. 트라이메틸아민은 헤드

스페이스방법을 이용하여  Gas Chromatograph/Flame

Ionization Detector(GC/FID, Perkinelmer, Clarus600,

USA)로 분석하였다. VOCs 물질은 고체흡착관으로

부터 열탈착장치(Perkinelmer, Turbomatrix650, USA)

로 열탈착시켜 Gas Chromatograph/Mass Spectrometry

(GC/MSD, Perkinelmer, SQ8T, USA)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지방산류는 헤드스페이스방법을 이용하여

GC/FID(Perkinelmer, Clarus600, USA)로 분석하였

다. 분석에 사용한 기기의 분석조건은 Table 3과 같다.

시험분석법의 정도관리 방법은 악취공정시험기준

에 있는 방법검출한계(Method Detection Limit,

MDL), 정밀도와 검정곡선 작성방법을  사용하였으

며, 그 결과는 Table 4에 표시하였다. MDL은 검출

한계에 근접한 수준의 표준시료를 7번 반복 측정하

고 얻은 농도값의 표준편차에 3.14를 곱한다. 정밀

도는 동일한 조건에서 3회 반복 분석하여 크로마토

그램 적분 넓이의 상대표준편차(Relative Standard

Deviation, RSD)로서 구한다. 검정곡선 작성방법은

검정곡선의 결정계수로 표시하였다.

3) 악취농도지수와 악취기여도

악취는 개별물질마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소농

도나 냄새의 질이 달라, 측정된 악취물질의 농도가

높고 낮음으로 주요 악취원인물질을 선정하기는 어

렵다. 그래서 악취유발물질의 농도를 악취정도와 연

계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최소감지농도

(Threshold)를 사용하는데, 어떤 물질이 사람에게 냄

새로 느껴지기 시작되는 최소의 농도를 최소감지농

도라 한다.5,6) 이번 연구에서는 주요 악취원인물질을

선정하기 위해  악취농도지수(Odor Quotient, OQ)

와 총악취농도지수(Sum of Odor Quotient, SOQ)를

사용하였다. OQ는 측정된 악취물질의 농도를 그 물

질의 최소감지농도로 나누어 구하였으며, 최소감지

농도는 환경부가 제시한 자료를 활용하였다.7)

SOQ는 지점별 악취농도지수의 합을 나타낸다. OQ

가 10 이상이면 약한 취기를 느끼나 100 이상이면

취기를 감지한다. 따라서 OQ가 100 이상인 성분들

은 주요 악취원인물질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성분들이 많을 경우에는 대상시설에서 강한

악취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된다.8) 

악취성분들이 냄새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악취기여도를 분석하였다. 악취물질

의 기여도는 전체 악취물질에서 차지하는 악취의 세

기를 나타낸다. 

III. 연구결과 

1. 복합악취

Table 5와 같이 복합악취의 평균농도는 A폐수처리

장 9.1배(5.5배~14.4배), B폐수처리장 22.5배(14.4배

~31.1배), C폐수처리장 8.1배(5.5배~11.8배), D하수

처리장 3.5배(3.0배~3.7배), E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

16.1배(8.2배∼30.0배), F하수처리장 4.3배(3.7배~4.5

배)로 나타났다. 총 24회 측정자료 중 연구대상 산

업단지 내 사업장(공업지역) 부지경계선의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인 20배보다 높은 경우는 총 3회로 나

타났다. B폐수처리장과 E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의 복

합악취 평균농도는 15배 이상으로 다른 처리장에 비

해 높았다. 시설별로는 복합악취농도가 폐수처리장

(3곳 평균, 13.2배)이 하수처리장(2곳 평균, 3.9배)에

비해 3.4배나 높았다. 또한 폐수처리장의 복합악취

농도는 B폐수처리장이 E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에 비

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A와 C폐수처리장이 E음식물

악취농도지수

(OQ)
=
측정된 악취물질농도(ppb)

최소감지농도(ppb)

악취기여도

(%)
=
측정된 악취농도지수(OQ)

× 100
총악취농도지수(SOQ)

Table 4. Quality control of analytical methods

Odor 

compounds

MDL

(ppb)

Precision

(RSD%)

Calibration 

curve (R2)

Ammonia 0.57~2.87 0.030~0.244 0.995~0.999

Sulfur 0.083~0.120 0260~2.711 0.999~1.000

Aldehyde 0.184~0.526 0.02~0.81 0.999~1.000

Amine 0.059~0.156 0.279~3.871 0.998~0.999

VOCs 0.15~1.59 0.32~4.22 0.997~1.000

Fatty acid 3.170~7.002 0.456~4.173 0.996~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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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폐기물처리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하수처리장(D, F)의 복합악취농도는 폐수처리장(A~C)

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E)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시설별 복합악취농도의 계절별 변동양상은 Fig. 1

과 같다. 폐수처리장(A~C)은 복합악취농도가 여름

철과 겨울철에 낮아지고 봄철과 가을철에 높아지는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하수처리장(D, F)은 복합악

취농도가 5배 이하인 낮은 농도로 계절별 뚜렷한 농

도차이가 없었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E)은 가을

철로 갈수록 농도가 낮아지다가 겨울철에 다소 높아

지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복합악취농도는 시설별

과 계절별 패턴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2. 지정악취

Fig. 2와 같이 분석된 지정악취물질 22종 중 암모

니아, 메틸메르캅탄, 황화수소, 다이메틸설파이드, 트

라이메틸아민, 아세트알데하이드, 톨루엔, 메틸에틸

케톤, 아이소뷰틸알코올 등 9종이 검출되었고, 지방

산류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특히, 검출된 9종에 대한 총 24회 측정 중 암모니

아는 모두 검출되었고, 황화수소와 아세트알데하이

드는 각각 21회와 22회 검출되었고, 그 외의 종은

4회 이하로 검출되었다. 또한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시설별 모두 공통적으로 검출되

었고, 메틸메르캅탄은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E)에서

50%(2회/4회) 검출되었고, 다이메틸설파이드는 폐수

처리장(A~C) 17%(2회/12회), 트라이메틸아민은 폐

수처리장(A~C) 8%(1회/12회), 톨루엔은 폐수처리장

(A~C) 25%(3회/12회), 하수처리장(D, F) 13%(1회/8

회), 메틸에틸케톤은 하수처리장(D, F) 13%(1회/8회),

Table 5. Odor dilution value at the boundary line of the

fundamental facilities (unit : dilution value)

Facility A B C D E F

Sample size 4 4 4 4 4 4

Avg. 9.1 22.5 8.1 3.5 16.1 4.3

Min. 5.5 14.4 5.5 3.0 8.2 3.7

Max. 14.4 31.1 11.8 3.7 30.0 4.5

Fig. 1. The seasonal variation of complex o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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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E) 25%(1회/4회), 아이소뷰틸

알코올은 폐수처리장(A~C)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

(E)에서 각각 25%(3회/12회, 1회/4회)로 검출되었다.

메틸에틸케톤은 D하수처리장에서 봄철에, E음식물

류폐기물처리장에서 여름철에 검출되었다.

IV. 고 찰 

복합악취농도의 시설별과 계절별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을 살펴보면, 폐수처리장(A~C)은 산

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함으로 입주업체인

염색업체와 섬유업체의 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염색업체와 섬유업체는 업체마다 고유의 공정을 사

용함으로 일정한 종류의 오염물질이 발생하며,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면 오염물질 발생량이 그 만큼 증가

한다. 따라서 폐수처리장(A~C)의 복합악취농도 패

턴을 보면 봄철과 가을철에 산업단지의 가동률이 높

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하수처리장(D, F)은 계절별

로 유입원수 중 악취발생 오염물질의 농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음식물류폐기

물처리장(E)은 유입물량이 가을철로 갈수록 적어지

는 경우라고 추정된다.

지정악취중 요산과 단백질의 생물학적 분해에 의

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암모니아는9) E음

식물류폐기물처리장에서 뚜렷하게 높았는데, 이 처

리장은 음식물류를 포함한 분뇨도 함께 처리하는 시

설로, 이들 분뇨에서 암모니아가 많이 생성된 원인

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암모니아는 모든 계절에 걸

쳐 검출되고 있으나 계절별 패턴은 보이지 않는다.

C폐수처리장은 계절별 농도차이가 적었으나 나머지

Fig. 2. The seasonal variation of odor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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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들은 계절별로 농도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황화

합물 중 메틸메르캅탄은 E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에

서 봄철과 여름철에 검출되었다. 가축분뇨저장조 및

처리시설, 분뇨의 분해 때에 발생하는 주요 악취화

합물인 황화수소는 축산폐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에

서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황화수소는 모든

시설에서 검출되었고, 특히 B폐수처리장, C폐수처리

장과 E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에서 높게 검출되었는

데, 이들 중 B폐수처리장과 C폐수처리장이 E음식물

류폐기물처리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은 원

인은 연구대상 산업단지가 염색업종과 섬유업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의 코팅과 텐터공정에서 많

이 발생된10) 황화수소가 세정방식에 의해 제거되어

공단 내의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원수로 들어온

까닭으로 추정된다. 다이메틸설파이드는 C폐수처리

장에서 봄철과 가을철에 검출되었다. 트라이메틸아

민은 B폐수처리장에서 겨울철에 검출되었다. 아세트

알데하이드는 모든 시설에서 검출되었고, 폐수처리

장에서 높게 검출되었다. 특히, 톨루엔과 아이소뷰틸

알코올은 폐수처리장에서 가을철에만 검출되었고 3

곳의 농도는 비슷하였다. 이는 연구대상 산업단지에

서 가을철에 톨루엔과 아이소뷰틸알코올을 사용하는

공정의 가동률이 높아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여 폐

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폐수처리장에서 톨루엔과 아

이소뷰틸알코올의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

단된다.

악취농도지수분석에서는 Table 6과 같이 산출된 평

균농도가 31.8 ppb인 암모니아는 악취농도지수가 0.3

을, 평균농도가 0.3 ppb인 트라이메틸아민의 악취농

도지수는 2.5를 보여 현장농도가 낮은 항목의 악취

농도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악취 최

소감지농도가 암모니아는 100 ppb, 트라이메틸아민

은 0.1 ppb로 다르기 때문으로 악취저감대책 수립

시 개별성분의 단순농도가 아닌 악취농도지수를 반

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1) 

Fig. 3과 같이 산출된 악취물질의 기여도는 모든

환경기초시설에서 황화수소의 기여도가 69.7%~ 94.9%

정도로 가장 크게 나타나 황화수소를 주요한 악취저

감물질로 선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황화수소는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페

수처리시설에서 가장 큰 기여도를 나타내었으며, 음

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는 메틸메르캅탄이 황화수

소에 비해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12) 그러나

본 연구대상인 E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은 분뇨도 함

께 처리하는 시설로 분뇨의 황화수소 발생량과 음식

물류의 황화수소 발생량이 합해져 황화수소가 가장

큰 기여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A폐수처리

장, B폐수처리장, F하수처리장은 아세트알데하이드

가 20.2%~23.3%의 기여도를 나타내었고, C폐수처

리장은 다이메틸설파이드가 11.0%, E음식물류폐기

물처리장은 메틸메르캅탄이 19.5%를 보여 악취저감

물질로 선정하여야 한다. E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에

서 메틸메르캅탄이 주요한 악취물질로 나타나는 것

은 기존 연구와도 일치한다.12) 악취는 개별악취성분

의 농도보다 악취의 세기를 표현하는 악취강도에 대

한 기여도를 평가함으로 악취의 주요 성분이 어느

Table 6. Odor quotient at the facilities

Facility
A B C D E F

Avg. OQ Avg. OQ Avg. OQ Avg. OQ Avg. OQ Avg. OQ

Ammonia 65.6 0.7 36.5  0.4 31.8  0.3 30.4  0.3 62.7 0.6 41.5  0.4 

Methylmercaptane 0.0 0.0 0.0 0.0 0.0 0.0 0.0 0.0 0.9 9.4 0.0 0.0

Hydrogensulfide 3.5 7.0 48.5 97.0 20.3 40.5 11.1 22.2 18.1 36.1 2.0 3.9 

Dimethylsulfide 0.0 0.0 0.0 0.0 0.6 5.5 0.0 0.0 0.0 0.0 0.0 0.0

Trimethylamine 0.0 0.0 0.3 2.5 0.0 0.0 0.0 0.0 0.0 0.0 0.0 0.0

Acetaldehyde 4.1 2.0 60.8 30.4 5.3 2.6 1.8 0.9 3.1 1.6 2.4 1.2

Toluene 5.5 0.0 4.9 0.0 4.8 0.0 4.9 0.0 0.0 0.0 0.0 0.0

Methylethylketone 0.0 0.0 0.0 0.0 0.0 0.0 6.0 0.0 3.9 0.0 0.0 0.0

iso-butylalcohol 3.4  0.3 3.4 0.3 13.7 1.4 0.0 0.0 3.4 0.3 0.0 0.0

SOQ - 10.0 - 130.6 - 50.3 - 23.4 - 48.1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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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인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13) 악취는 농

도가 높은 악취물질을 대상으로 계획되기보다는 악

취기여도가 높은 악취물질을 중심으로 제어가 계획

되어져야 악취저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

된다.11) 

한편 Fig. 4와 같이 지점별 복합악취의 평균농도

와 SOQ의 관련성은 결정계수(R2)가 0.7592로 높게

나타나 SOQ가 희석배수와 높은 상관성을 갖는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14)

V. 결 론

본 연구는 대구지역 산업단지에 위치한 3개 업종

의 6개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계절별로 복합악취

와 22종의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하여 배출특성을 파

악하였다. 

1. 복합악취는 폐수처리장이 하수처리장에 비해 농

Fig. 3. Odor contribution rate at the facilities.

Fig. 4. The linear regression analysis between complex

odor and S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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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높았다. 계절별로는 폐수처리장의 경우, 여름철

과 겨울철에 악취농도가 낮았고 봄철과 가을철에 높

았다. 하수처리장은 농도도 낮지만 계절별로 뚜렷한

농도차이도 없었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은 가을철

로 갈수록 농도가 낮아지다가 겨울철에 다소 높아졌다.

2. 지정악취물질은 암모니아, 메틸메르캅탄, 황화

수소, 다이메틸설파이드, 트라이메틸아민, 아세트알

데하이드, 톨루엔, 메틸에틸케톤, 아이소뷰틸알코올

등이 검출되었으며, 지방산류는 검출되지 않았다. 시

설별로는 암모니아, 황화수소, 아세트알데하이드가

공통적으로 검출되었다.

3. 악취농도지수 분석을 통한 기여도는 황화수소

가 69.7%~94.9% 정도로 가장 크게 보여 모든 환경

기초시설에서 황화수소를 주요한 악취저감물질로 선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폐수처리장, B폐수처

리장, F하수처리장은 아세트알데하이드가 20.2%~

23.3%의 기여도를 나타내었고, C폐수처리장은 다이

메틸설파이드가 11.0%, E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은 메

틸메르캅탄이 19.5%의 기여도로 나타나 악취저감물

질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악취는 개별악취성분의 농도보다 악취의 세기

를 표현하는 악취강도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함으로

악취의 주요 성분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농도가 높

은 악취물질보다는 악취기여도가 높은 악취물질을

대상으로 악취저감방안이 계획되어져야 악취저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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