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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A variety of industries handling hazardous chemicals emit odorous substances. Based on the

emission characteristics of major odor substances from the results of hazardous chemical substance emissions,

we will define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management methods of odorous substances.

Methods: A survey of hazardous pollutant emissions for 2010-2016 was conducted through the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 homepage. Eight kinds of designated odor substances (ammonia, hydrogen

sulfide, dimethyl disulfide, acetaldehyde, styrene, toluene, xylene, methyl ethyl ketone) provided the study

subjects. The status of chemical accidents for the target substances was analyzed using the Chemistry Safety

Clearing-house system.

Results: From 2010 to 2016, it was found that more than 30% of businesses that emitted odorous substances

accounted for more than 50% of the total emissions of the eight substances. Emissions of xylene, toluene, methyl

ethyl ketone, and ammonia were found, in that order, and they made up more than 90% of the total emitted. By

region, about 70% of odorous substances were emitted in the top-four regions: Gyeongsangnam-do Province,

Ulsan, Gyeonggi-do Province, and Jeollanam-do Province.

Conclusion: Recently, the amount of chemical emissions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including those that

can cause odor. Odorous substances can be a serious risk to the lives of local residents. Systematic research is

needed for the health protection of residents.

Key words: Odor pollution, chemical substance emissions, designated offensive odor substances, chemical

management

I. 서 론

현대사회의 생활 전반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경우 쉽게 노출되어 심각한 건강과 환경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1) 특히, 최근 경제발전에 따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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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지면서, 악취, 소음 등 생활형

환경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

이다.2) 악취의 경우 감각적이고 주관적인 환경오염

물질로 개인의 상황과 성향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정량적인 측정이 어

려운 물질이다.3) 또한, 낮은 농도에서도 피해를 유발

할 수 있고, 많은 종류의 성분이 섞여서 발생하는 복

합적인 감각공해로써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4) 국내의 경우 사업장에서 사용하

는 다양한 화학물질과 유해한 대기오염물질과 연계

하여 악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악취는 물질별로 각

각 특유의 냄새 특성과 휘발성, 용해도, 기온 등의

물리적 인자 등이 서로 복합적으로 악취 발생에 관

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6)

환경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위해

2004년부터「악취방지법」을 제정하여 사업 활동 등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여 국민이 건강

하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악취방지법상에서는 악취에 원인이 되는 황화합물,

알데하이드류, 암모니아, 아민류, 그리고 휘발성유기

화합물(VOCs)등 22종을 ‘지정악취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7) 이런 악취를 포함한 환경오염은 국

민들의 일상 생활환경에 위해요인으로 나타나 정서

적·생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 메스꺼움, 복통, 구

토, 현기증 및 알레르기 등을 유발하며 인간의 삶에

심각한 위해요인으로 부각되어 이에 대한 관리의 필

요성과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8) 악취물질들은 주

로 사업장에서 도료제조, 도장시설, 인쇄 및 잉크제

조시설 등에서 사용되는 유기용제에 의해 톨루엔, 스

타이렌, 자일렌 등의 탄화수소와 알데하이드, 에스테

르계 물질들이 주로 발생되며, 아민류는 식료품 제

조시설 등에서 주로 악취를 유발하며, 하수·폐수처리

장 등에서는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등이 발생되고 있

어 다양한 업종에서 악취물질들이 발생되고 있다.9)

지정악취물질 중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메틸,

아세트알데하이드, 스티렌, 톨루엔, 자일렌, 메틸에틸

케톤 총 8종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물질에 포함되어 있다.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조사는

1996년부터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이 환

경(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거나 또는 폐기물,

폐수처리업체로 이동되는 양을 파악하여 공개하는

PRTR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

PRTR)제도이다.10) 이와 같이 악취물질의 경우 다양

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종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어,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원

파악과 효과적인 환경정책 결정을 위한 신뢰성 있는

자료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

중 주요 악취물질의 배출 특성을 바탕으로 악취물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본 연구에서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지정악취물질이

22종으로 확대 적용되었던 2010년 이후 화학물질 배

출·이동량 정보공개 홈페이지에 공개된 유해화학물

질 배출랑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배출량 조사 결

과는 2010년에는 총 34개 업종, 2,98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량조사가 실시되었고, 2016년도 자료

(2018년 공개 기준)에 의하면 총 34개 업종, 3,73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대상 415종 중 228종의 화

학물질 배출량이 조사되었고, 조사대상 사업장 범위

는 기존 30인 이상에서 종업원 수 규정을 삭제하여

Table 1. Hazardous pollutant emissions survey status

Investigation year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Category of business 34 34 34 34 34 35 34

Number of hazardous substance* 

(Research**)

213

(388)

242

(415)

233

(415)

228

(415)

226

(415)

226

(415)

228

(415)

Scale company

(Number of employees)
30 or more 30 or more 30 or more 1 or more 1 or more 1 or more 1 or more

Number of companies 2,985 3,159 3,268 3,435 3,524 3,634 3,732

*Reported substance, **Object of interest sub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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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변경하여 2013년부터 조

사되었다. Table 1은 연구대상의 연도별 조사대상 현

황을 나타내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중 지정악취물질인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메틸,

아세트알데하이드, 스티렌, 톨루엔, 자일렌, 메틸에틸

케톤 총 8종에 대한 물질별 배출량 현황을 분석하였다.

2. 대상 물질별 배출량 특성 비교

주요 악취물질별 배출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0

년 이후 연구대상 물질 8종의 전체 배출량을 파악하

고, 이후 광역자치단체인 17개 시·군별로 구분하여

배출량 특성을 조사하였다. 광역자치단체 중 상위 지

역을 대상으로 세부 물질별 배출 특성으로 조사하여

배출량과의 연관성 및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을 실

시하였다. 추가적으로, 대상 물질별 화학사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정보공유시

스템을 활용하여 연도별 화학사고 현황을 분석하였

고, 악취 민원 현황의 경우 환경부 환경통계포털 자

료를 활용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화학물질 배출량 현황

2010년 이후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에 따

르면(Table 2), 2010년에는 전국 2,985개 사업장에서

50,034톤의 화학물질이 배출되었다. 이 중 연구대상

악취물질 8종의 배출은 1,008개 사업장에서 총 27,604

톤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6년에는

전국 3,732개 사업장에서 57,247톤의 유해화학물질

을 배출하였고, 악취물질 8종의 배출은 1,187개 사

업장에서 총 30,957톤을 배출하였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배출량조사 결과 중 악취물질을 배출하

는 사업장 수는 30% 이상, 연구대상 물질 8종의 배

출량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유해화학물질의 배출은 약 99%

이상이 대기를 통해 환경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8종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연도별 배출량 결과를 살

펴보면(Table 3), 주로 자일렌, 톨루엔, 메틸에틸케톤,

Table 2. Emissions of odorous substance characteristics by year

Year
Number of 

companies

Number of 

companies with 

odor substances

%

Hazardous 

pollutant 

emissions (ton)

Emissions of 

odorous

substance (ton)

%

2010 2,985 1,008 33.8 50,034 27,604 55.2

2011 3,159 1,063 33.6 52,289 27,722 53.0

2012 3,268 1,091 33.4 51,121 27,042 52.9

2013 3,435 1,109 32.3 50,767 27,088 53.4

2014 3,524 1,137 32.3 54,261 30,374 56.0

2015 3,634 1,132 31.2 53,732 29,985 55.8

2016 3,732 1,187 31.8 57,247 30,957 54.1

Table 3. Emissions of odorous substance by year (Unit: ton (%))

Classification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Ammonia 457(1.7) 574(2.1) 510(1.9) 520(1.9) 546(1.8) 744(2.5) 913(2.9)

Hydrogen sulfide 36(0.1) 47(0.2) 46(0.2) 44(0.2) 39(0.1) 35(0.1) 28(0.1)

Dimethyldisulfide 7.7(-) 7.2(-) 8.5(-) 8.2(-) 7.5(-) 1.8(-) 3.4(-)

Acetaldehyde 0.5(-) 0.6(-) 0.5(-) 0.9(-) 2.4(-) <0.1(-) <0.1(-)

Styrene 175(0.6) 183(0.7) 181(0.7) 171(0.6) 159(0.5) 219(0.7) 157(0.5)

Toluene 6,836(24.8) 6,931(25.0) 6,560(24.3) 7,070(26.1) 8,538(28.1) 8,225(27.4) 8,979(19.3)

Xylene 17,475(63.3) 17,442(62.9) 17,358(64.2) 16,397(60.5) 17,661(58.1) 16,857(56.2) 16,617(53.7)

Methyl ethyl ketone 2,615(9.5) 2,537(9.2) 2,377(8.8) 2,877(10.6) 3,422(11.3) 3,903(13.0) 4,261(13.8)

Total 27,604 27,722 27,042 27,088 30,374 29,985 3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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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 순으로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일렌과 톨루엔의 경우 탄화수소류에 해당되며 주

로 도장 및 인쇄공정, 화학제품 제조공정 등에서 악

취물질의 주요 발생원으로 파악되고 있다.11) 배출량

조사에서도 주로 운송장비 제조업에서 용매나 희석

제, 도료의 원료성분, 화학제품 제조업, 1차 금속업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어, 이는 취급형태가 옥외

도장, 분사로 배출율이 매우 높으며 대기 중으로 비

산되어 높은 배출량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일렌의 경우 만성 노출 시 중추신경계, 간, 신장에

독성을 유발하고, 고농도인 경우 폐부종, 체중 감소,

효소 활성 저하를 일으킬 수 있으며,12) 톨루엔은 장

시간 노출되면 자극 증상과 중추신경계 억제 작용으

로 피로, 졸음, 두통 등의 신경증상이 나타날 수 있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3,14) 특히 톨루엔의 경우 공기

보다 무거워서 실내에 배출되면 바닥에 쌓이게 되므

로 톨루엔을 함유한 페인트나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

는 환기가 필요하며, 피부 자극성의 경우, 톨루엔 액

체나 증기가 직접 몸에 닿게 되면 피부와 눈에 자극

을 유발할 수 있다.15,16)

연구대상 물질 중 암모니아는 2014년 이후, 메틸

에틸케톤의 경우 2013년 이후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다(Fig. 1). 암모니아의 경우 환경기초시설 중

주로 축산사업장, 분뇨처리장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악취이며, 배출량조사에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은 폐

수 및 폐기물 처리과정과 화학제품 제조공정에서 주

로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메틸에틸

케톤과 같은 탄화수소류의 경우 화학제품 제조업 중

특히 석유제조공정, 펄프제조, 합성고무제조 등에서17)

취급되는 양이 2015년 대비 2016년에 2.7% 증가함

에 따라 배출량 8.4% 함께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악취물질의 경우 호흡기, 순환기, 소화기 등

에 영향을 미치며 주로 감각적, 주간적으로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직접적 원인 파악이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또한, 미세먼지는 액적상태 입자의 혼

합물로 배출되거나 화학반응 또는 자연적으로 생성

되어, 사업장 연소, 자동차 연료 연소, 생물성 연소

과정 등 특정 배출원으로부터 직접 발생할 수 있어

향후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증가와 미세먼지 농도변

화에 대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대상 물질별 배출량 특성 비교

2.1. 지역별 배출특성

Table 4에 따르면, 2010~2016년 8종의 악취물질에

대한 지역별 배출량 조사결과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상위 4개 지역에서 전체 물질의 약

70% 이상이 배출되고 있었고, 2016년 결과 경기도

(24.1%, 7,447톤), 경상남도(22.4%, 6,942톤), 울산광

역시(14.0%, 4,344톤), 전라남도(7.9%, 2,442톤) 순으

로 조사되었다. 경기도의 경우 사업장 수가 배출량

조사 전체 사업장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

적으로 화학물질이 중소사업장에서 다량 배출되고

Fig. 1. The trend of odorous substance emissions b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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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tatus of high rank odorous substance emissions by region

Classification
High rank region (%)

1st 2nd 3rd 4th 5th

2010 Gyeongnam (32.5) Ulsan (19.8) Gyeonggi (13.8) Jeonnam (7.4) Chungbuk (4.8)

2011 Gyeongnam (28.1) Ulsan (22.6) Gyeonggi (14.4) Jeonnam (7.7) Busan (4.6)

2012 Gyeongnam (27.2) Ulsan (22.1) Gyeonggi (14.5) Jeonnam (7.9) Busan (4.9)

2013 Gyeongnam (24.0) Ulsan (20.3) Gyeonggi (19.8) Jeonnam (8.4) Gyeongbuk (5.8)

2014 Gyeongnam (22.1) Gyeonggi (22.0) Ulsan (19.9) Jeonnam (9.3) Gyeongbuk (5.0)

2015 Gyeonggi (22.7) Gyeongnam (22.3) Ulsan (17.4) Jeonnam (8.5) Jeonbuk (5.5)

2016 Gyeonggi (24.1) Gyeongnam (22.4) Ulsan (14.0) Jeonnam (7.9) Chungnam (6.6)

Fig. 2. Status of high rank odorous substance emissions (201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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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며, 경상남도는 강선건조업에서의 도장공정,

울산광역시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국가산단을 구성하

고 있어 악취물질을 포함하여 다량의 유해화학물질

이 배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는 중소사업장이

주로 분포되어 있어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인식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경상남도, 울산광

역시, 전라남도의 경우 주로 화학제품제조업을 하는

대규모 사업장이 많은 특성을 가진 지역인 만큼 화

학물질의 관리측면에서 중소사업장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저감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상

위 4개 지역에 대한 물질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

도의 경우 톨루엔 64%, 메틸에틸케톤 19% 순으로

조사되었다. 경상남도, 전라남도, 울산광역시의 경우

연구대상 물질 중 자일렌이 약 88% 이상으로 조사

되어 가장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2). 지

역별, 물질별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주로 사업장 수

가 많으며 산업단지와 대규모 국가산단을 구성하며

화학제품 제조업, 도장 및 인쇄공정, 1차 고무 및 플

라스틱 제조업, 금속제조업 등에서 용매제, 세척제로

사용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포함되는 악취

물질이 배출량 결과에서도 높은 분포를 차지하였다.16)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량이 높게 나타난 휘

발성 물질은 악취물질로 지정되어 있는 물질이므로

높게 배출되고 있는 지역에서라도 우선적으로 배출

Fig.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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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저감시킬 수 있는 공정에 대한 시설개선 및 관

리가 필요하며, 악취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이 가능하도록 악취 저감개선 및 방안 도출이 시급

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악취는 물질별로 휘발성,

용해도, 기온 등 다양한 물질적 인자뿐만 아니라, 다

양한 화학적 특성에 따라 쉽게 바뀔 수도 있어 지역

특성에 따라 배출량이 저감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환

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기

술적인 접근 뿐 아니라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

식 및 태도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18,19)

또한, Fig 3 악취 민원의 경우 2010년 7,247건에

서 2016년에는 24,748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20)

국내의 경우 좁은 국토로 인해 악취배출시설들과 거

주지가 인접지역에 있어 생활환경과 밀접한 체감형

생활악취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문제 해

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 역시 높다고 할 수 있다. 악

취의 경우 한번 발생하면 순간적으로 대기로 확산하

는 데다, 유해화학물질 사용하는 공장들에서 두 개

이상의 화학물질이 섞이는 경우도 많아 원인이 되는

사업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

라서 악취물질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삶에 심각한 위

해요인으로 부각됨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

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악취 저감 기술 개발

로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악취에 대한 처

리 기술개발도 병행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2. 배출량 특성 비교

Table 5는 주요 화학물질의 화학사고 빈도를 제시

하였다.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에서는 2014년에서

2019년 4월까지 화학사고 460건에서 8종의 화학물

질 중 암모니아 58건, 황화수소 4건, 톨루엔 13건,

메틸에틸케톤 5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

다.21) 화학사고가 30건 이상 발생한 화학사고 다발물

질의 경우 암모니아, 염산, 질산 등으로 조사되었다

.21) 화학사고의 발생하면 막대한 인적, 물적 손실을

초래하고,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의 건강 피해를 줄

Fig. 3. Odor complaints status

Table 5. Status of chemical accidents (Unit: case)

Classification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4

Total 105 113 78 87 66 11

Ammonia 16 9 7 7 15 4

Hydrogen sulfide - 1 1 - 1 1

Toluene 1 6 5 1 - -

Methyl ethyl ketone 1 1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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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22,23) 특히 악취 오염물질의 경우 화학물질

사고에 의한 지역주민들의 자극적이고 역겨운 냄새

로 인해 주변 주민들의 피해와 함께 대기 중에 고농

도로 존재하는 경우 추가적인 환경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처럼 화학물질의 경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화학사고가 발생하므로 사고를 예방 및 관리하기 위

해 안전 인식 변화, 지속적인 교육 등 적절한 관리

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유해화학

물질 배출량조사결과 중 지정악취물질 8종(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메틸, 아세트알데하이드, 스티렌, 톨

루엔, 자일렌, 메틸에틸케톤)에 대한 배출량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대상 물질 8종을 배출하는 사업장 수는 30%

이상, 배출량은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에서 주요 악취물

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

다. 물질별로 자일렌, 톨루엔, 메틸에틸케톤, 암모니

아 순으로 배출량을 나타내었으며 전체 90% 이상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경상

남도, 울산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상위 4개 지역

에서 악취물질의 약 70% 이상이 배출되었다. 주로

사업장 수가 많으며 산업단지와 대규모 국가산단을

구성하며, 업종별로는 화학제품 제조업, 도장 및 인

쇄공정, 1차 금속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등에서 용매제, 세척제로 사용되는 휘발성유기화합

물(VOCs)에 포함되는 악취물질이 배출량에서 높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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