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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배출 사업장의 알데하이드류 배출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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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emission characteristics of aldehydes were investigated in five industries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aldehydes.

Methods: Aldehydes and THC were measured from the stack and boundary of facilities. The relative

concentrations and odor contribution of aldehydes were evaluated.

Results: The concentrations of aldehydes in the asphalt manufacturing and printing industries were relatively

high. Formaldehyde met emission limits for all facilities. According to the odor contribution analysis of

aldehydes, i-valeraldehyde and butyraldehyde, which have a relatively low odor threshold value, were found to

be the major odor-causing substances in the painting and textile processing industries. 

Conclusions: Among the aldehydes, the major emission compounds were formaldehyde in asphalt

manufacturing, acetaldehyde in the paper manufacturing and textile processing industries, and butyraldehyde in

the printing and painting industries. Therefore,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aldehyde reduction, proper control

devices need to be installed and operated according to the emission characteristics of aldehy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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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국내에는 4만 4천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며, 매년 300여종 이상이 새로이 국내시장에 유

입되는 등 화학물질의 사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산업발달에 따른 오염 물질의 다양화로 대기오

염물질에 대한 관심이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알데하이드류(Aldehydes)

등의 유해대기오염물질(Hazardous Air Pollutants:

HAPs)로 확대되고 있다.1,2)

알데하이드류는 자동차 운행, 화석연료와 바이오

매스의 소각 및 생산 공정 등과 같은 1차 발생원과

대기 중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광화학 반응에 의

한 2차 발생원을 통해서 대기로 배출된다.3,4) 알데하

이드류는 각종 질병유발의 원인 및 발암성으로 인한

환경보건학적으로 위해한 성분, 광화학 반응의 주요

한 부산물, 환경부에서 규정하는 관리대상 악취성분,

휘발성유기화합물, 특정대기유해물질 등과 같이 여

러 가지 특징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대기 중에서

질소산화물의 광분해 반응에 관여하여 오존, 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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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산 등의 형성에 주요한 전구물질로서 연구의 주

요한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5-7)

알데하이드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복합악취와

악취발생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경계지

점에서의 지정악취물질 농도를 조사하여 악취의 발

생 원인과 그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진

행되어 왔으나, 대기 배출 사업장의 배출구에서 직

접 채취하는 방식에 의한 개별 알데하이드의 배출특

성에 관한 자료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대기오염

배출시설에서는 사용원료, 공정, 방지시설 등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지정악취물

질 등이 배출되고 있으나,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알

데하이드류 중 폼알데하이드에 대해서만 배출허용기

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악취기여도가 높

은 알데하이드류인 아세트알데하이드, 프로피온알데

하이드, 뷰틸알데하이드, n-발레르알데하이드, i-발레

르알데하이드는 악취방지법에서 지정악취물질로 부

지경계선 기준만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알데하이드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배출원에서의 개별 알데하이드에 대한 배출특성 조

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알데하이드류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을 대상으로 배출시설의 최종

배출구와 부지경계선에서 알데하이드류의 시료채취

및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업종별 개

별 알데하이드의 배출특성과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폼

알데하이드와 아세트알데하이드의 배출특성 그리고

알데하이드의 악취기여도를 평가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업체의 선정 및 시료채취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대기오염

배출시설 중 선행연구를 통해 알데하이드류의 배출

이 예상되는 종이제품 제조, 아스팔트 제조, 인쇄,

도장 및 도료 제조, 섬유가공 등 5개 업종에 대해

업종별로 각각 3개의 시설을 선정하여 총 15개의 시

설을 대상으로 알데하이드류의 배출특성을 평가하였

다. 이들 조사 대상시설의 주요 배출시설과 방지시

설 현황 등은 Table 1과 같다.

알데하이드류 중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염물

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폼알데하이드와 악취

방지법에서 지정악취물질로 지정된 알데하이드류를

측정 대상으로 하여 시료채취 및 분석을 수행하였으

며, 측정 대상 알데하이드류의 특징을 Table 2에 나

타내었다. 모든 조사 대상시설의 시료채취는 각 사

업장의 생산라인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조건에서

진행하였으며, 각 배출시설의 최종배출구와 알데하

이드류의 농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경

Table 1. Information of target facilities

Facilities Industrial classification Discharge device Control device

A Paper Incineration SNCR+MC+SDA+AC/BF+WS

B Paper Incineration SNCR+SDA+BF

C Paper Incineration SNCR+SDA+BF

D Asphalt Ascon Cyclone+BF

E Asphalt Ascon Cyclone+AC+BF

F Asphalt Ascon Cyclone+BF

G-1 Printing Printing AC

G-2 Printing Coating AC

H Printing Coating AC

I Painting Glass painting AC

J-1 Painting Paint manufacturing (Water based Paint) BF+AC+WS

J-2 Painting Paint manufacturing (Oil based Paint) BF+AC+WS

K Textile Tenter WS

L Textile Tenter WS

M Textile Tenter WS

*MC: Multi Cyclone, SDA: Semi Dry Absorber, AC: Activated Carbon, BF: Bag Filter, WS: Wet Scrub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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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선에서 채취하였다. 시료채취는 대기오염공정시험

기준과 악취공정시험기준을 토대로 하여 DNPH

(Dinitrophenylhydrazine)가 코팅되어 있는 실리카 카

트리지(LpDNPH S10, Supelco)를 이용한 2,4-DNPH

유도체화분석법으로 채취하였다. 시료채취시 DNPH

유도체의 감소 또는 인위적인 불순물의 형성에 기여

하는 오존과 같은 간섭물질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

해 요오드화칼륨(KI)을 충진한 오존 스크러버를

DNPH 카트리지 전단에 설치하였으며, 1.0 L/min의

유량으로 5분 동안 포집하였다.8,9)

2. 분석방법

DNPH카트리지에 채취한 시료는 아세토나이트릴

용매를 이용하여 DNPH 유도체를 추출하며, 추출한

용액에 아세토나이트릴을 첨가하여 정확히 5 mL가

되도록 하였다. DNPH 유도체 추출액은 2 mL 갈색

바이얼에 담은 후 마개로 밀봉하여 자외선 검출기

(UV/VIS Scanning Spectrophotometer)가 장착된 고

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Waters 2695, USA)를 사용

하여 Table 3의 조건에서 분석하였다.

업종에 따른 총탄화수소(Total Hydrocarbon: THC)

의 배출특성과 알데하이드류의 상관관계를 평가하기

위하여 측정공에서 알데하이드류 시료채취시 THC

를 동시에 측정하였다. THC 측정은 불꽃이온화검출

기(Flame Ionization Detector: FID) 방식의 TVA-

2020(Thermo Electron, USA)을 사용하여 굴뚝 측정

공에서 시료채취관을 통해 30분 연속 측정하였으며,

측정값은 측정시간 동안 15초 간격으로 측정결과를

저장하여 평균 측정결과를 나타내고 이 값의 전체

평균값을 최종결과 값으로 사용하였다.10)

3. 악취기여도 평가방법

어떤 물질이 사람에게 냄새로 느껴지기 시작되는

최소의 농도를 최소감지농도(최소감지값, 역치 또는

Threshold)라 하며, 개별 물질마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소감지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측

정된 물질의 농도만으로는 악취의 영향 정도를 파악

하거나, 물질별 비교에 어려움이 있다.11,12) 따라서 많

은 연구자들은 측정된 개별 악취성분농도를 그 성분

의 최소감지농도로 나누어준 값인 예상악취농도

(Expected Odor Concentration)를 이용하여 악취기

여도(Odor Contribution)를 평가하였다.12-16) 

본 연구에서도 개별 악취물질의 예상악취농도를

이용하여 악취기여도를 평가하였다.

악취기여도(%)

=
 개별 악취물질의 예상악취농도 

×100
   악취물질의 예상악취농도합

III. 결 과

1. 배출구에서의 알데하이드류 배출특성

알데하이드류 중에서 폼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

Table 2. Target compounds investigated in this study

Compounds Structural formula Molecular weight Odor Threshold11)

Formaldehyde (Form-A) CH2O 30.03 0.50000

Acetaldehyde (Acet-A) CH3CHO 44.05 0.00150

Propionaldehyde (Propion-A) C2H5CHO 58.05 0.00100

Butyraldehyde (Butyr-A) CH3CH2CH2CHO 72.12 0.00067

n-Valeraldehyde (n-Valer-A) CH3(CH2)3CHO 86.13 0.00041

i-Valeraldehyde (i-Valer-A) (CH3)2CHCH2CHO 86.13 0.00010

*( ): Short name

Table 3. Analytical conditions of aldehydes

Variables Conditions

Instrument  HPLC (Waters 2695)

Detector  UV 360 nm

Column  WAT086344 Nova-pak 3.9×150 mm

Mobile

condition

 Step 1: 60% ACN/40% Water

 Step 2: 100% MeOH/0% Water

 Step 3: 20% MeOH/80% Water

Flow rate  1.0 mL/min

Injection volume  10 µ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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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 프로피온알데하이드, 뷰틸알데하이드는 상대적

으로 유해성이 높으며, 독일은 이 4종의 알데하이드

를 HAPs로 지정하여 국가배출기준을 적용하고 있

다.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4종의 알데하이드를 대상

으로 배출시설의 최종배출구에서 업종별 배출특성을

조사하였으며, 알데하이드와 함께 THC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종이제품 제조업은 A, B, C 사업장의 소각시설을

Fig. 1. Emission concentrations of aldehydes and THC from the stack of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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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측정을 수행하였다. 종이제품 제조업은 폐

지,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의 소각으로 아세트알데하

이드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으며, 아세트알

데하이드, 폼알데하이드, 뷰틸알데하이드가 주배출물

질로 확인되었다. 이는 반월공단내 주요 산업시설물

을 대상으로 수행된 홍윤정 등의 연구에서 펄프와

종이 제조업의 경우 아세트알데하이드와 뷰틸알데하

이드의 배출율이 높은 결과와 유사하다.5)

아스팔트 제조업에선 아스콘 제조시설을 대상으로

측정하였으며, 방지시설은 공통적으로 사이클론과 백

필터가 설치되어 있다. 특히 E사업장은 활성탄 흡착

탑이 추가로 설치되어 있다. F사업장의 폼알데하이드

와 THC의 배출농도는 각각 동종의 D, E 사업장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활성탄 흡착탑이 설

치되어 있는 E사업장의 경우 알데하이드류 농도와

THC 배출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인쇄업종에서는 인쇄공정과 코팅공정을 대상으로

측정하였으며, 방지시설은 공통적으로 활성탄 흡착

탑을 적용하고 있다. 인쇄공정과 코팅공정에서 공통

적으로 뷰틸알데하이드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활성탄의 흡착능 파과시 폼알데하이드

의 배출농도가 증가하였다.

도장 및 도료 제조업에서는 화장품용 유리용기 제

조업체인 I사업장과 도료를 생산하는 J사업장을 대상

으로 측정하였으며, J사업장의 경우 수성도료와 유성

도료 생산시설에서의 알데하이드류 배출특성을 비교

하기 위해 수성도료 제조시설과 유성도료 제조시설을

각각 J-1과 J-2사업장으로 선정하였다. 유리용기 도장

공정과 유성도료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알데하이드

의 종류와 농도분포가 유사했으며, 이는 유리용기 도

장공정에서 유성도료를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

진다. 수성도료 제조공정의 알데하이드류와 THC의

배출농도가 낮음을 알 수 있으며, 유성도료보다 수성

도료를 사용시 도장공정에서 배출되는 알데하이드류

와 THC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섬유가공업에서는 텐터시설을 대상으로 측정하였

으며, 측정시 작업 조건은 L사업장의 경우 섬유 종

류는 면직, 공정 온도 160oC, M사업장의 경우 섬유

종류는 레이온과 스판, 공정온도 197oC이었다. 사업

장별로 텐터공정 온도와 사용 섬유에 차이가 있었으

나 텐터공정의 배출 알데하이드의 종류와 농도분포

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Fig. 1의 (f)는 업종별 알데하이드류의 평균 배출

농도를 나타내며, 폼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프로피온알데하이드, 뷰틸알데하이드의 농도를 합산

한 총알데하이드의 농도는 종이제품 제조업 0.092

ppm, 아스팔트 제조업 3.545 ppm, 인쇄업 3.624 ppm,

도장 및 도료제조업 0.114 ppm, 섬유가공업 0.263

ppm으로 아스팔트 제조업과 인쇄업의 총알데하이드

류 배출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Fig. 2는 업종별 알데하이드류의 상대농도를 나타

내며, 종이제품 제조업과 섬유가공업의 경우 아세트

알데하이드의 농도 비율이 높으며, 인쇄와 도장 및

도료 제조업의 경우 뷰틸알데하이드의 농도가 상대

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2. 부지경계선에서의 알데하이드류 배출특성

폼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프로피온알데하

이드, 뷰틸알데하이드를 대상으로 농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경계선에서의 업종별 배출특성

을 조사하였다.

Fig. 3은 부지경계선에서의 업종별 알데하이드류의

평균 배출농도를 나타내며, 폼알데하이드, 아세트알

데하이드, 프로피온알데하이드, 뷰틸알데하이드의 농

도를 합산한 총알데하이드의 농도는 종이제품 제조

업 0.044 ppm, 아스팔트 제조업 0.007 ppm, 인쇄업

0.063 ppm, 도장 및 도료 제조업 0.037 ppm, 섬유가

공업 0.067 ppm으로 부지경계선에서는 인쇄업과 섬

유가공업의 총알데하이드류 배출농도가 상대적으로

Fig. 2. Relative concentrations of aldehydes from the

stack of facilities.



174 황철원 · 김인구 · 김세광 · 오천환 · 김태현 · 정병환 · 임주혁 · 문혜란 · 김종수

J Environ Health Sci 2018; 44(2): 169-177 http://www.kseh.org/

높게 나타났다.

부지경계선에서의 총알데하이드의 배출농도와 배

출구에서의 농도분포가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업종

별 배출특성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인쇄

업의 경우 배출구와 부지경계선 모두 총알데하이드

의 배출농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아스팔트 제조업의

경우 아스팔트 제조공정의 간헐적 운전 외에 알데하

이드의 배출원이 없으며 인쇄업의 배출시설과 달리

높은 굴뚝에 의한 확산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지경

계선에서의 농도가 낮게 나타났다. 섬유가공업은 유

사 업종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어 부지경계선이 모호

하며 여러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이 동시에 배출되기

때문에 배출구 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지경계에

서의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지며, 종이

제품 제조업의 경우도 배출구 대비 부지경계선에서

의 농도가 높은데, 이는 배출구 외에 폐지 및 폐기

물 적재시설, 소각재 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등 알

데하이드류의 발생 요소가 사업장내에 산재되어 있

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Fig. 4는 부지경계선에

서의 업종별 알데하이드류의 상대농도를 나타내며,

아스팔트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폼알데하이드, 아세

트알데하이드, 뷰틸알데하이드의 농도분포가 유사함

을 알 수 있다.

3. 알데하이드류의 악취기여도 평가

도장 및 도료 제조시설과 섬유가공시설을 대상으

로 6종의 알데하이드에 대하여 배출구와 부지경계선

에서의 상대농도와 악취기여도를 평가하여 Table 4

에 나타내었다.

도장 및 도료 제조시설의 경우 배출구에서의 상대

농도는 뷰틸알데하이드(45.1%)와 폼알데하이드

(21.8%)가 높으나, 최소감지농도를 적용한 악취기여

도는 i-발레르알데하이드(69.6%)와 뷰틸알데하이드

(26.4%)의 기여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배출

구에서의 상대농도는 폼알데하이드(21.8%)가 i-발레

르알데하이드(17.7%)보다 높으나 악취기여도에서는

i-발레르알데하이드가 폼알데하이드에 비해 매우 높

게 나타났다. 이는 i-발레르알데하이드의 최소감지농

도가 폼알데하이드에 비해 5,000배 낮기 때문이며

악취의 관점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지정악취물질에

서 제외된 이유이기도 하다. 김영두 등의 연구에서

도 도장시설의 도장부스 내의 악취기여도에서 알데

하이드 중 i-발레르알데하이드와 뷰틸알데하이드의

기여도가 높음을 나타내었다.18)

섬유가공시설의 경우 배출구에서의 상대농도는 아

세트알데하이드(32.7%)>폼알데하이드(29.4%)>뷰틸

알데하이드(21.4%)>프로피온알데하이드(9.3%)>i-발

레르알데하이드(7.2%)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악취기

여도는 i-발레르알데하이드(53.2 %)>뷰틸알데하이드

(23.7%)>아세트알데하이드(16.2%)>프로피온알데하

이드(6.9%)>폼알데하이드(0.0%)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지경계에서도 최소감지농도가 낮은 i-발레르알데

하이드, 뷰틸알데하이드의 악취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Fig. 4. Relative concentrations of aldehydes from the

boundary of facilities.

Fig. 3. Comparison of mean concentrations of aldehydes

from the boundary of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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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각 업종마다 또는 동일한 업종 내에서도 사용 연

료, 조업방식, 방지시설 등에 따라 배출되는 대기오

염물질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므로 측정결과에 절대

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우며, 전체 조업시간 중

5분의 측정결과로 전체 조업시간을 대표하기는 어려

우나, 업종별로 정상적인 조업조건과 방지시설의 관

리 하에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도출된 결과로 업종별

배출농도와 상대농도분포는 의미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19)

상대적으로 알데하이드류의 배출농도가 높은 아스

팔트 제조업과 인쇄업에 대해 본 연구에서의 측정결

과와 사업장별 공정 특성을 고려하여 배출저감 방안

을 검토하였다. 아스팔트 제조업의 경우 활성탄 흡

착탑이 설치된 E사업장의 총알데하이드와 THC의

배출농도가 다른 사업장에 비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으며, 아스팔트 제조공정은 주문에 따라 간헐적

으로 운전되는 공정이므로 방지시설로 활성탄 흡착

탑을 적용시 효율과 경제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인쇄업의 경우 공정 특성상 VOCs의 발생량이 매우

높으나 소규모 영세업체가 많으므로 대부분 시설비

가 저렴한 활성탄 흡착탑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활성

탄의 흡착용량의 한계성으로 인해 파과점에 도달 후

에는 오염물질이 그대로 배출되고 있다. 이를 개선

하기 위한 근본적 대처방안으로 MEK, 톨루엔 등의

유기용제 타입 잉크를 상대적으로 VOCs와 유독물

질의 배출량이 적은 알콜 타입 잉크나 친환경 잉크

로 교체가 필요하며, TO (Thermal Oxidizer)와 같은

컴팩트 소각기술 등의 최적방지기술의 적용 가능성

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공성용 등은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체계 정비방안

관련 연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관리를 위한 방

법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총탄화수소(THC)로 관

리하는 방안의 검토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며, 본 연

구에서는 배출구에서 총알데하이드 농도와 THC 농

도의 상관관계 평가를 통해 알데하이드류의 관리방

안으로서 THC 농도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17)

Fig. 5는 시설별로 측정된 폼알데하이드, 아세트알

데하이드, 프로피온알데하이드, 뷰틸알데하이드의 농

도를 합산한 총알데하이드의 농도와 THC 농도의 회

귀선식을 나타내며, 상관계수는 0.62 (p<0.05)로 총

알데하이드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THC의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업

종에 관계없이 본 연구에서 총알데하이드와 THC 농

도를 측정한 전체 시설에 대한 상관관계의 평가결과

로 향후 업종별 측정 자료의 축적을 통해 업종별 총

Fig. 5. Linear regression lines between THC and total

aldehydes (Total-A).

Table 4. Relative concentrations and odor contribution of aldehydes from the stack and boundary of facilities

(Unit: %)

Compounds

Painting Textile

Stack Boundary Stack Boundary

Relative 

Concentration

Odor 

Contribution

Relative 

Concentration

Odor 

Contribution

Relative 

Concentration

Odor 

Contribution

Relative 

Concentration

Odor 

Contribution

Form-A 21.8 0.0 19.4 0.0 29.4 0.0 18.4 0.0

Acet-A 15.3 4.0 21.1 3.4 32.7 16.2 24.2 4.9

Propion-A 0.0 0.0 0.0 0.0 9.3 6.9 0.0 0.0

Butyr-A 45.1 26.4 22.3 7.9 21.4 23.7 30.3 13.6

n-Valer-A 0.0 0.0 0.0 0.0 0.0 0.0 0.0 0.0

i-Valer-A 17.7 69.6 37.1 88.7 7.2 53.2 27.1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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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데하이드 농도와 THC 농도의 상관관계 평가가 필

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대기환경보전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알

데하이드류 중 폼알데하이드만이 설정되어 있으며

모든 배출시설에서 10 ppm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업종별 모든 배출시설에서 폼알데하이드의 농도는

배출허용기준인 10 ppm이내였지만, 아스팔트 제조업

과 인쇄업, 섬유가공업의 일부시설의 배출농도가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 평균 폼알데하이드

의 배출농도는 아스팔트 제조 >인쇄 >섬유가공 >

도장 및 도료 제조 >종이제품 제조업의 순으로 높

게 나타났으며, 아세트알데하이드의 경우 아스팔트

제조 >인쇄 >섬유가공 >종이제품 제조 >도장 및

도료 제조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기 중 폼알데하이드와 아세트알데하이드의 농도

비는 대기 중에 존재하는 두 물질의 조성비와 탄화

수소가 지역규모의 광화학 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

가하는데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3,20,21) 그러나 폼

알데하이드와 아세트알데하이드의 농도비에 관한 기

존 연구는 대기 중의 폼알데하이드와 아세트알데하

이드의 농도 측정에 국한되어 있으며, 1차 발생원에

서의 폼알데하이드와 아세트알데하이드의 농도비에

관한 연구는 그 예가 적으므로 중요한 자료로 이용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배출구에서의 폼알

데하이드와 아세트알데하이드의 농도비는 Table 5에

나타낸 것과 같이 업종별로 편차를 보이며, 같은 업

종에서도 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전체 업종의

폼알데하이드와 아세트알데하이드의 평균 농도비는

1.97로 김영화 등의 연구에 의한 시화공단의 대기

중에서 측정된 값과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으나, 한

정된 표본에 의한 결과로 측정치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향후 업종별 농도비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3)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종이제품 제조, 아스팔트 제조, 인

쇄, 도장 및 도료 제조, 섬유가공업 등 5개 업종에

대하여 업종별 알데하이드류의 배출특성을 조사하였

다. 업종별 알데하이드류의 배출특성 조사 결과 아

스팔트 제조업과 인쇄업의 알데하이드류 배출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아스팔트 제조업은 활성탄 흡

착탑 등 가스상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공정의 적용

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개별 알데하이드류 중

업종별 주요 배출물질은 아스팔트 제조업에서는 폼

알데하이드, 종이제품 제조업과 섬유가공업에서는 아

세트알데하이드, 인쇄업과 도장 및 도료 제조업에서

는 뷰틸알데하이드로 나타났다. 알데하이드류의 악

취기여도 평가결과 도장 및 도료 제조업과 섬유가공

업 모두에서 최소감지농도가 낮은 i-발레르알데하이

드와 뷰틸알데하이드가 주요 악취원인물질로 조사되

었다. 효율적인 알데하이드류의 관리를 위해서는 이

들 물질의 배출특성을 고려한 저감방안 수립이 필요

할 것으로 여겨지며, 알데하이드류의 배출특성에 대

한 자료 축적을 통해 향후 다양한 통계분석이 가능

하며, 대기광화학 반응 연구 등 관련연구를 위한 배

출원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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