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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imate a technology to reduce hydrogen sulfide (H2S) in sewage odor

using microbial deodorant.

Methods: After injecting five commercially available microbial deodorants into fresh sewage, the concentration

of hydrogen sulfide over time was measured using the headspace method. H2S concentration in odor samples

was measured using gas chromatograph/FPD. Calculated odor concentration and calculated odor intensity by

H2S concentration remaining after treatment with microbial deodorant were evaluated theoretically.

Results: The rate of H2S abatement by microbial deodorant differed depending on the experimental conditions

and the type of deodorant, but it was found to range from 63 to 82%. Especially, two deodorants showed high

H2S reduction rates of over 80% on average. However, based on the best deodorant, the theoretically calculated

odor concentration by H2S after microbial deodorant treatment was 4,400 OUk, and the theoretical odor intensity

was also rated at 4 degrees or higher.

Conclusions: In conclusion, microbial deodorant is considered to have a relatively high effect on reducing H2S

in sewage odor. However, even after treatment with microbial deodorant, calculated odor concentration and

calculated odor intensity were relatively high. This is thought to be caused by other odorous substances besides

H2S.

Key words: Sewage odor, microbial deodorant, H2S abatement, calculated odor concentration, calculated

odor intensity

I. 서 론

하수는 수돗물과 함께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하수를 운반하는

하수관거 그리고 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처리장 즉, 하

수도 시설은 인간의 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임에

도 불구하고, 하수도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이

미 오래 전부터 사회적인 민원이 되어 오고 있다.

이 가운데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는 악

취발생시설의 복개, 각종 탈취장치의 설치 등에 의

해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으나, 주거지역에 포설되

어 있는 하수관거 악취에 의한 민원발생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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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문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하수관거 악취

의 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하수관거에 악취발생원과

악취배출원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주요 악

취발생원은 하수관거로 배출되는 건물 내 정화조나

배수조 유출수, 하수관거 내부에서 유하되고 있는 혐

기성 상태의 생하수와 낮은 유속으로 인해 관거 내

부에 침적되어 있는 유기고형물 그리고 부적절하게

시공된 하수도 시설 등이 있다. 주요 악취배출원은

맨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그리고 토구 등이 있다.

하수관거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도로변 빗물받이 악취해소방

안1)과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하수관 악취저감방안이

연구되었다.2) Nam et al.(2012)은 산화전리시스템을

이용한 정화조 악취제거 사례를 보고하고 있으며3),

Kang et al.(2020)은 황산화박테리아를 고정시킨 메

디아층을 이용하여 정화조 내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H2S)를 제거하는 연구를 보고하고 있다.4)

정화조 외에 토구 발생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시에서는 대전시 관내 3대 하천의 토구에서 발

생하는 악취조사와 함께 대책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

행하였으며5), Park(2018)은 4차 산업기술을 악취분

야에 활용한 사례로서 악취센서와 무선통신기법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악취를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6)

그러나 이제까지 하수관거 악취에 대한 연구는 대

부분 정화조나 토구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실제로 제

기되고 있는 하수관거 악취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는

하수본관에 대한 연구사례나 기술은 그다지 많지 않다.

세정탑, 흡착탑, 바이오필터 등의 탈취기술이 하수

도 시설 악취제거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러

한 기술은 복개공간 내 악취가스를 포집하여 분해

처리하는 기술이므로, 하수도 시설 가운데 중계펌프

장이나 하수처리장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다.7,8)

그러나 하수관거는 유하구간이 길고 하류부에 갈

수록 신선한 하수가 계속 유입되어 전체 하수관거

연장에 걸쳐 악취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탈

취기술을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다양한 악

취발생원과 악취배출원이 연결되어 있는 하수관거

본관의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수와 함께

혼재되어 유하하면서 하수 내 악취물질을 저감시키

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하수관거 악취저감을 위해 사용되어 온 기술은 하

수관거 내부에 공기 또는 순산소를 주입하는 방법,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에 산화제를 투입하는 방

법 등이 보고되고 있다. García et al.(2017)은 압송

하수관거에 공기를 주입하여 황화합물을 저감하는

연구사례를 보고하고 있으며9), Choi et al.(2010)은

총 황환원분석기를 이용하여 5개 탈취제의 하수관거

악취제거에 대한 유효성을 평가한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10)

한편 악취제거를 위해 특정미생물 및 혼합균주를

이용하여 악취성분을 분해 제거하는 방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연구되어 왔다. Park et al.(1993)은

Thiobacillus thioparus DW44 분리균주를 이용하

여 하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유황

계 악취물질을 분해 제거한 사례를 보고하고 있으

며,11) Weon et al.(1995)은 Thiobacillus neapolitanus

R-10 균주를 분리하여 유황계 악취물질의 생물학적

탈취에 관한 연구를 보고하였다.12) Kim et al.(2013)

은 젖산 분해균주인 KJ-108을 이용하여 혐기성 환

경하에서의 악취분해기능을 조사한 사례를 보고하고

있으며13), Kim et al.(2011)은 토양으로부터 Rhodano

bacter sp. 균주를 분리하여 건식소화가스 중의 악

취를 제거하는 연구를 보고하였다.14)

그러나 기존의 많은 연구사례는 대부분 특정미생

물을 분리하여 실험을 진행한 실험실 규모의 연구로

서 실제 현장에 적용하여 실용화를 시키기에는 아직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

적인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는 하수관거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단계에 있는 특정취미생물 보

다는 현장에 적용되고 있고 실용화가 가능한 시판되

는 미생물탈취제를 이용하여 하수관거 악취저감 연

구를 진행하였다.

한편 하수관거에서는 다수의 무기화합물과 유기화

합물에 의해 악취가 유발되고 있는데, 국내 하수도

에서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는 무기악취물질과 휘발

성 유기화합물 악취물질의 특성을 조사한 두 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하수관거 악취의 주요 원인물질

은 황화수소(H2S)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6,17)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시판

되는 미생물탈취제를 생하수에 주입하여 혼합한 상

태에서 시간 경과에 따라 하수관거 악취 내 H2S의

농도를 측정 조사함으로서, 하수관거 악취 내 H2S

저감기술로서 현재 시판되고 있는 국내 미생물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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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적용 가능성을 조사할 목적으로 본 연구를 수

행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악취시료 측정

악취시료는 gas-tight syringe를 이용하여 반응조

내부 상부공간에서 head space법을 이용하여 운전시

간 경과에 따라 직접 채취하였으며, 채취된 악취가

스 시료내 H2S 농도는 염광광도검출기가 부착된 가

스크로마토그래프(GC17A/FPD, Shimadzu co. Japan)

를 이용하여 직접주입법으로 분석하였다. Table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프의 사진과 분

석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2. 실험에 사용된 하수시료 및 미생물탈취제

실험에 사용된 하수는 3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

TJ하수종말처리장 최초 침전지에 유입되고 있는 생

하수를 실험실로 직접 운반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실

로 운반된 하수시료는 약 1일 정도 보관되었으며,

실험 당일 침전물의 영향을 최소화한 균질한 시료를

확보하기 위해 충분히 혼합한 후 사용하였다.

미생물탈취제는 실제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

는 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조달청에 등록되어 시

판되고 있는 미생물탈취제 가운데 현장 보급실적이

많은 제품 5종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미생물탈취제의 미생물 활성화 및 사용방법

등 상세 규격 및 제품사양은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상세히 제공되고 있으므로 본 고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가 각 회사의

영업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 사용

된 미생물탈취제명은 모두 영문 익명으로 표기하였다.

Fig.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미생물탈취제의 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3. 실험방법 및 실험조건

모든 실험은 상온에서 진행되었으며, 밀폐된 반응

장치에 생하수 2L와 실험조건에 맞게 미생물탈취제

를 준비한 후, head space법을 이용하여 운전시간 경

과에 따른 수면 상부의 H2S 농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당초 실험은 5개 미생물탈취제 시료 사이에 blank

시료 2개를 제작하여 동일한 초기 농도 조건으로 실

험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동일한 초기 하수 농도의

blank 시료를 제작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실험

은 크게 blank 시료농도 측정실험과 탈취제 검증 비

교실험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3.1. blank 시료 실험

각 미생물탈취제 실험에 사용되는 blank 시료의 동

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회에 걸쳐 blank 시료

의 초기 악취농도를 측정하였다. 실험#1은 미교반,

실험#2는 교반 상태에서 각각 2개의 blank 시료를

측정하였으며, 실험#3은 교반 상태에서 6개의 blank

시료를 제작한 후 초기 악취농도를 측정하였다.

Table 1. Photograph and analysis condition of GC17A/FPD used in this stud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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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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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탈취제별 H2S 저감효과 비교 실험

Blank 시료 실험 결과를 토대로 실험#4에서 실험

#8까지 5차례에 걸쳐 미생물탈취제에 의한 악취가스

내 H2S 저감 효과 비교실험을 수행하였다.

미생물탈취제 주입량은 미생물 원액을 기준으로

하수량 대비 1/1000, 1/2000, 1/3000에 해당하는 양

을 액상으로 직접 하수에 주입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의 진행은 유입하수 농도 변화에 따른 악취저

감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하수에서 발생하는 초기악

취의 농도를 다양하게 시료를 준비하여 실험을 진행

하였으며, 수리학적 상태에 따른 악취저감 효과를 파

악하기 위해 하수와 미생물을 교반하는 경우와 교반

하지 않은 경우의 두 가지 조건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악취초기농도는 no mixing 실험(실험#4)의 경우

실험개시 단계부터 수면악취 발산이 정상상태(Steady

state)이므로 실험개시 시점의 농도를 초기농도로 설

정하였으며, mixing 실험(실험#5~실험#8)의 경우는

하수에서 악취가 발생되어 수면 상부 악취농도가 점

차 증가하며 Steady state 상태까지 도달하는데 시간

이 소요되므로 실험개시 30분 후 농도를 초기농도

로 설정하였다.

Fig. 2는 본 실험에 사용된 장치사진을 나타낸 것

이며, Table 2는 탈취제별 H2S 저감효과 비교 실험

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Fig. 1. Photograph of microbial deodorants used in this study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 of H2S abatement test using 5 microbial deodorants

Test
Hydraulic

condition

Injection rate of deodorants 

vs raw sewage

 Flow rate of raw sewage 

(L)

Flow rate of microbial 

deodorants (mL)

#4 no mixing 1/1000 15 15

#5 mixing 1/1000 2 2

#6 mixing 1/2000 2 1

#7 mixing 1/3000 2 0.67

#8 mixing 1/2000 2 1

Fig. 2. Photograph of experimental apparatus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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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생물탈취제별 H2S 저감율 산정방법

미생물탈취제별 H2S 저감율은 식 (1)에 의해 계산

하였다.

A.E.=(Ci−Ce)/Ci*100 (1)

여기서,

A.E.: 저감율(Abatement Efficiency), %

Ci: 미생물탈취제가 주입된 실험장치의 초기농도, ppm

Ce: 실험 종료시점의 처리 후 농도, ppm

5. 처리 후 H2S에 의한 악취농도 및 악취강도 검토

5.1. 미생물탈취제 처리 후 H2S에 의한 악취농도 검토

일반적으로 악취농도는 특정농도의 악취화합물에

대해 냄새가 인간의 후각에 감지되지 않을 때까지

주입되는 희석공기량의 배수에 의해 계산된다. 우리

나라 악취공정시험법에서는 공기희석관능법을 이용

하여 복합악취를 측정하여 희석배수로 악취농도를

표현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정악취물질인 H2S에

대해 기기분석을 수행하였으므로, 미생물탈취제에 의

해 저감된 후 하수악취 내에 남아 있는 H2S 농도를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악취농도를 평가하였다. 식 (2)

는 기기분석 결과치를 이용하여 이론적인 악취농도

를 계산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COC=Ce/CTLV (2)

여기서,

COC: 이론적으로 평가한 환산악취농도(Calculated

Odor Concentration), OUk

Ce: 실험 종료시점의 처리 후 농도, ppm

CTLV: 악취물질의 최소감지농도(Threshold Limit

Value), ppm

5.2. 미생물탈취제 처리 후 H2S에 의한 악취강도 검토

미생물탈취제에 의해 저감된 후 하수악취 내 H2S

는 어느 정도의 냄새 세기를 함유하고 있는가를 조

사하기 위해 악취강도를 검토하였다. 일반적으로 악

취강도의 측정은 후각이 정상적으로 판정된 5인이

현장에서 판정하는 직접관능법을 사용하나, 이론적

으로 악취물질농도와 악취강도간의 상관관계식을 이

용하여 환산악취강도를 추정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

서 이론적인 환산악취강도는 아래의 공식을 이용하

여 산정하였다. 식 (3)은 한국인의 후각, 식 (4)는 일

본인의 후각을 이용하여 도출한 연구결과이다18,19)

Y=0.874log(X)+4.0598 (3)

Y=0.950log(X)+4.14 (4)

여기서,

Y: 이론적으로 계산된 환산악취강도(Calculated

Odor Intensity, COI), 도

X: H2S 농도, ppmv

III. 결 과

1. Blank 시료별 H2S 초기농도 실험결과

미생물탈취제별 제거율 평가는 실험개시 시점의

blank 농도를 초기농도로 하고 탈취제 주입 후 2시

간 경과한 시점의 농도를 처리 후 농도로 하여 악

취제거율을 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5개 반응장

치의 악취시료를 측정하는 데는 30분 이상의 시간

이 소요되므로, blank 시료를 1개만 운용하는 경우

최초로 측정되는 탈취제는 마지막으로 측정되는 탈

취제 보다 반응시간이 짧아 제거율 산정 시 실험오

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2개의 blank 시료를 준비

하여 실험#1과 실험#2를 진행하였다.

Table 3은 blank test 실험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실험#1과 실험#2에서는 동일한 시료임에도 불구하

고 blank 시료간의 악취농도 편차가 거의 2배에 가

까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공시

료와는 달리 현장에서 채취한 하수는 부유물질 및

침강성 고형물에 의해 균질한 시료의 제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실험#3에서는 동일한 하수

를 이용하여 최대한 균질하게 5개의 blank 시료를

준비한 후, 미생물탈취제를 주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기 악취농도를 측정한 결과 초기 악취농도는 H2S

120 ppm에서 180 ppm까지 50% 이상의 편차를 나

타내었다.

이러한 실험결과를 토대로, 당초 연구여건상 측정

회수를 최소화하여 실험개시 단계에서는 blank 시료

의 악취농도만 측정하여 제거율 산정에 기준이 되는

초기농도를 확보하고, 미생물탈취제가 주입된 하수

시료는 운전개시 후 30분 후부터 측정하려 하였으

나, 미생물탈취제가 주입된 하수시료의 초기농도가

모두 상이하여 제거율 산정에 객관성이 부족하기 때

문에 blank 시료의 악취농도를 기준으로 제거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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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하려던 당초 방법은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

단되었다. 따라서 미생물탈취제별 정확한 제거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험 개시 단계에서부터 2개의

blank 시료가 아니라 미생물탈취제가 주입된 5개 실

험장치 모두 30분 후가 아닌 실험개시 직후부터 각

미생물탈취제별로 독립적인 초기농도를 측정하여 가

장 객관적인 방법으로 각각의 미생물탈취제별 제거

율을 산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현장에서 활용할 만한 미생물탈취

제를 선별할 목적으로 비교실험을 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시간경과에 따른 blank 시료의 H2S 농도변

화는 기존의 사례를 참고하였다. Table 4는 본 연구

와 유사하게 미생물탈취제의 H2S 저감에 대한 이전

의 연구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이 실험의 시료 역시

하수이며, 1개의 blank 시료와 4종류의 탈취제에 대

해 시간경과에 따른 H2S 농도 저감효과를 조사하였

다. Table 4에서와 같이 시간경과에 따른 blank 시

료의 H2S 농도 변화는 거의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

고하고 있다24).

2. 미생물탈취제에 의한 악취제거 실험결과

미생물탈취제 악취제거실험은 Table 2에 나타낸 바

와 같이 하수도 시설 내 수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no mixing 상태 1회(실험#4), mixing 상태 4회(실험

#5, 실험#6, 실험#7, 실험#8)로 구분하여 총 5차에

걸쳐 실험을 진행하였다

Table 5는 실험#4부터 실험#8까지 각 실험조건에

따라 미생물탈취제별로 운전 초기부터 운전시간경과

에 따른 수면 상부의 H2S 농도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며, Fig. 3부터 Fig. 7까지는 Table 5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도식화한 것이다.

Table 5에서와 같이 초기 H2S 농도가 2~8.4 ppm

으로 비교적 낮았던 경우 처리 후 농도는 1 ppm 정

도까지 처리가 되었으나, 하수에서 발생한 H2S의 초

기 악취농도가 32~58 ppm으로 높았을 때에는 처리

후 농도가 2 ppm에서 10 ppm까지 탈취제에 따라 5

배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생물탈취제의 시간 경과에 따른 악취 저감효과

는 초기 악취농도가 타 실험에 비해 높았던 실험#7

의 경우 90분이 경과할 때 까지도 일정한 속도로 제

거가 이루어는 경향을 보였으나(Fig. 6), 실험#7 이

외의 실험에서는 대부분의 미생물탈취제가 주입 후

약 60분까지는 악취농도가 큰 폭으로 감소되다가 60

분이 경과한 후에는 악취제거가 비교적 완만하게 이

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하수와 미생물탈취제의 교반 여부에 따른 저감

효과, 생하수량 대비 미생물탈취제 희석비율에 따른

저감효과, 하수 수면상부 H2S 초기농도에 대한 미생

물탈취제의 저감효과 등에 대해서는 IV. 고찰 부분

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Table 3. Experimental results of H2S initial concentration at 3 blank samples test (unit: ppm)

Test blank#1 blank#2 blank#3 blank#4 blank#5 blank#6

#1 16.5 35

#2 60 38

#3 120 180 150 150 130 180

Table 4. H2S concentration variation of blank and microbial deodorants over the retention time in the previous study24)

Time

(min)

H2S Concentration (ppb)

blank
Microbial deodorants

KS5 EM BRMA LAMA

0 1,858 1,858 1,858 1,858 1,858

69 1,852 1,800 2,000 980 1,846

140 1,850 1,200 1,900 2,060 932

190 1,848 1,200 9,800 3,860 930

241 1,846 1,200 16,900 3,830 928

295 1,844 1,200 28,600 3,786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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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ime-course H2S reduction of 5 mirobial deodorants according to the experimental condition (unit: ppm)

Test
Hydraulic 

condition

Injection rate of 

deodorants vs

raw sewage

Operating time 

(min)

Microbial deodorant

A B C D E

#4 no mixing 1/1000

0 8 6 7.6 6.8 8.4

30 2.8 2.8 3.3 2.4 2.8

60 1 1.1 1.6 1.2 1.8

90 1.2 1.2 1.2 1.4 1.5

#5 mixing 1/1000

0 6.2 6.2 6 6.5 5.1

30 12.5 12.5 16 21 9

60 3 3.5 6.5 15 5

90 2.5 2.5 9 17.5 7

120 1.1 1.8 10 27 10

#6 mixing 1/2000

0 32 38 32 32 38

30 38 35 38 47 48

60 5 7 18 28 11

90 3.4 3.1 8 13 5

120 2 2 3.6 7 4.5

#7 mixing 1/3000

0 57 58 42 40 41

30 48 50 41 46 60

60 16 16 16 26 43

90 4.4 3.4 4 6 20

120 2 2.2 2.2 3 10

#8 mixing 1/2000

0 2 1.5 1.2 2.05 1.65

30 2 3 2.5 1.95 3.1

60 1.25 1.65 1.65 1.2 1.8

90 1.1 1.25 1.25 1.2 1.3

120 1.1 1.2 1.2 1.2 1.3

Fig. 3. Time-course H2S reduction of 5 microbial deodorants in Tes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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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ime-course H2S reduction of 5 microbial deodorants in Test #5

Fig. 6. Time-course H2S reduction of 5 microbial deodorants in Test #7

Fig. 5. Time-course H2S reduction of 5 microbial deodorants in Test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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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1. 실험조건에 의한 미생물탈취제별 H2S 저감율 비교

Table 6은 실험#4에서 실험#8까지의 실험결과를

토대로 미생물탈취제별 H2S 저감율을 정리하여 제

시한 것이며, Fig. 8은 Table 4의 내용을 알기 쉽게

실험조건별로 구분하여 미생물탈취제의 H2S 저감율

을 막대그래프로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Table 6에서와 같이 미생물탈취제의 H2S 저감율은

실험조건에 따라 그리고 미생물탈취제의 종류에 따

라 17%에서 96%까지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Fig.

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실험에서 미

생물탈취제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유사

한 제거율을 보인 반면, 실험#5의 경우는 탈취제에

따라 제거율이 큰 폭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생물탈취제별로 비교해 보면 5종의 미생물탈취

제 가운데 미생물탈취제 A와 미생물탈취제 B는 대

부분의 실험에서 80% 이상의 안정된 H2S 저감율을

나타냈으며, 미생물탈취제 D와 미생물탈취제 E는 실

험조건에 따라 H2S 저감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실험조건별로 미생물탈취제의 H2S 저감정도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H2S 초기농도의 변화에 대한 미생물탈취제의

저감효과

실험#8의 경우 H2S 초기농도를 2 ppm에서 3 ppm

정도의 저농도 조건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5개 미

생물탈취제 모두 처리 후 농도는 대부분 1.3 ppm 이

하까지 저감되었으나, H2S 저감율은 모두 60% 이하

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동일한 희석조건으로 진

행한 실험#6을 포함하여 H2S 초기농도를 중농도와

고농도로 진행한 실험에서는 탈취제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80% 이상의 비교적 높은 제거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미생물탈취제는 유

입하수 내 H2S 발생물질이 많을수록 저감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1.2. 생하수와 미생물탈취제의 교반 여부에 따른

저감효과

실험#4와 실험#5는 H2S 초기농도를 8 ppm에서 20

ppm 정도, 미생물탈취제 주입량은 동일한 조건 하

에 생하수와 미생물탈취제의 교반여부에 따른 저감

효과를 비교한 것이다. Table 6에서와 같이 교반하

지 않은 상태의 실험#4에서는 모든 미생물탈취제가

80% 이상의 높은 저감율을 보였다. 그러나, 생하수

와 미생물탈취제를 교반하며 실험했던 실험#5의 경

우 미생물탈취제 A와 B는 여전히 80%의 저감율을

보인 반면, 미생물탈취제 C, D, E는 H2S 저감율이

44%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임

의의 미생물탈취제를 선정하여 하수악취를 저감하고

자 할 때에는 교반여부 등의 운영조건을 검토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Fig. 7. Time-course H2S reduction of 5 microbial deodorants in Test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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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생하수량 대비 미생물탈취제 희석비율에 따른

저감효과

실험#5, 실험#6, 실험#7은 H2S 초기농도를 45 ppm

에서 60 ppm (실험#5는 10 ppm에서 20 ppm), 생하

수와 미생물탈취제의 교반여부 등 비교적 유사한 실

험조건 하에서 생하수량과 미생물탈취제 주입량의

혼합조건을 다르게 한 실험조건하에서의 H2S 저감

효과를 비교한 것이다. Table 6에서와 같이 실험결

과는 실험#6과 실험#7 모두 대부분의 미생물탈취제

가 90% 이상의 매우 높은 저감율을 보였다. 다만

H2S 초기농도가 다소 낮았던 실험#5는 A, B 탈취

제의 경우 80%, 나머지 탈취제는 44% 이하의 낮은

Table 6. Comparison of H2S abatement efficiency of 5 microbial deodorants according to the experimental condition

(unit: ppm, %)

Test
Microbial deodorant

A B C D E

#4

Ci (ppm) 8 6 7.6 6.8 8.4

Ce (ppm) 1.2 1.2 1.2 1.4 1.5

A.E. (%) 85 80 84 79 82

#5

Ci (ppm) 12.5 12.5 16 21 9

Ce (ppm) 2.5 2.5 9 17.5 7

A.E. (%) 80 80 44 17 22

#6

Ci (ppm) 38 35 38 47 48

Ce (ppm) 2 2 2.6 7 4.5

A.E. (%) 95 94 91 85 91

#7

Ci (ppm) 48 50 41 46 60

Ce (ppm) 2 2.2 2.2 3 10

A.E. (%) 96 96 95 93 83

#8

Ci (ppm) 2 3 2.5 1.95 3.1

Ce (ppm) 1.1 1.2 1.2 1.2 1.3

A.E. (%) 45 60 52 38 58

A.E. in average (%) 80 82 73 63 67

Fig. 8. Comparison of H2S abatement efficiency of 5 microbial deodorants according to experiment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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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실험결과를 볼 때 실

험에 사용된 미생물탈취제는 하수량 대비 미생물탈

취제 원액의 1/3000 정도의 희석비율에서도 H2S 저

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미생물탈취제처리 후 H2S에 의한 악취농도 검토

Table 7은 II.5.1절에 기술한 방법대로 미생물탈취

제 처리 후의 H2S 농도를 이용하여 환산악취농도를

이론적으로 계산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실험조건

과 미생물탈취제에 따라 저감 효과가 상이하기 때문

에 전체의 실험결과를 평균적인 수치로 표현하는 것

이 다소 무리가 있으나, 저감 효과가 가장 높았던

미생물탈취제 A의 경우에도 처리 후의 H2S에 의한

환산악취농도는 4,400 OUk 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Table 8은 국내 악취방지법의 복합악취와 지정악

취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치를 나타낸 것이다. 현

행 악취방지법에서는 악취농도에 대해 공기희석관능

법에 의한 복합악취의 희석배수를 기준으로 배출구

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치를 1,000 이하로 규제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본 실험에서 얻어진 처리 후 H2S

에 의한 환산악취농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된

다. 다만 이론적인 환산악취농도가 공기희석관능법

에 의한 실측악취농도보다는 크게 산출된다는 점, 그

리고 실제 현장에서는 하수에서 발산되는 악취가 대

기 중으로 이동 확산되면서 희석된다는 것을 감안한

다면 처리 후의 환산악취농도가 높게 산출되기는 하

나 미생물탈취제에 의한 H2S 저감은 어느 정도의 악

취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미생물탈취제 처리 후 H2S에 의한 환산악취

강도 검토

Table 9는 II.5.2절에 기술한 방법대로 미생물탈취

제 처리 후의 H2S 농도를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평

가한 환산악취강도 결과를 나타낸 것이며, Table 10

은 인간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냄새의 세기를 악취

강도 0도부터 5도까지 6단계로 구분하여 표현하는

직접관능법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9에서와 같이 미생물탈취제 처리 후의 H2S

에 의한 환산악취강도는 실험조건이나 탈취제 종류

에 관계없이 한국과 일본의 두가지 방법 모두 4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내 악취방지법에서

는 악취강도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은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악취규제기준치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Table 10의 직접관능법에 비교해 볼 때

미생물탈취제 처리 후에도 남아있는 H2S에 의한 악

취강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환산악취농도와 마찬가지로 실제 현장에서

인지되는 악취강도와 이론적으로 계산되는 환산악취

강도와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악취강도는 개인의 후

각능력에 따라 측정 폭이 크기 때문에 이론적인 환

Table 7. Calculated odor concentration using H2S concentration after treating by microbial deodorants

Threshold limit value of H2S (ppm) 0.000421-23)

Test
Microbial deodorant

A B C D E

#4
Ce (ppm) 1.2 1.2 1.2 1.4 1.5

COC (OUk) 3,000 3,000 3,000 3,500 3,750

#5
Ce (ppm) 2.5 2.5 9 17.5 7

COC (OUk) 6,250 6,250 22,500 43,750 17,500

#6
Ce (ppm) 2 2 2.6 7 4.5

COC (OUk)  5,000  5,000  6,500  17,500  11,250

#7
Ce (ppm) 2 2.2 2.2 3 10

COC (OUk)  5,000  5,500  5,500  7,500  25,000

#8
Ce (ppm) 1.1 1.2 1.2 1.2 1.3

COC (OUk)  2,750  3,000  3,000  3,000  3,250

Average
Ce (ppm)  1.8  1.8  3.2 6.0 4.9

COC (OUk) 4,400 4,550 8,100 15,050 1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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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취강도 값만으로 미생물탈취제에 의한 악취저감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V. 결 론

다양한 악취발생원 및 악취배출원을 갖고 있어 해

결하기 어려운 하수관거 악취의 주요 원인물질인

H2S를 저감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시판

되고 있는 미생물탈취제 5종을 생하수에 주입하여

수리학적 조건 및 농도조건에 따라 하수 악취 내

H2S 저감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미생물탈취제에 의한 하수 악취 내 H2S 저감

율은 실험조건이나 탈취제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나

63~96%의 범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5개 제품 중

두 개 제품은 다양한 실험조건 하에서도 하수 악취

에서 발생되는 H2S의 80% 이상을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미생물탈취제 처리 후 잔존하는 H2S에 의한 악

취농도는 이론적으로 계산한 결과 가장 우수한 A

제품을 기준으로 4,400 OUk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Table 8. Permitted odor criteria of air quality in Korean Odor Prevention Law

Complex odor

Permitted criteria

(odor unit, diluted ratio)

Strictly permitted criteria

(odor unit, diluted ratio)

Industrial area Other area Industrial area Other area

Stack below 1000 below 500 500~1000 300~500

Boundary area below 20 below 15 15~20 10~15

Legally designated

malodorous compounds

Permitted criteria

(ppm)

Strictly permitted criteria 

(ppm)
Adopted 

period
Industrial area Other area Industrial area

Ammonia below 2 below 1 1~2

from Feb. 

2005

Methyl-mercaptan below 0.004 below 0.002 0.002~0.004

Hydrogen Sulfide below 0.06 below 0.02 0.02~0.06

Dimethyl Sulfide below 0.05 below 0.01 0.01~0.05

Dimethyl Disulfide below 0.03 below 0.009 0.009~0.03

Trimethyl Amine below 0.02 below 0.005 0.005~0.02

Acetaldehyde below 0.1 below 0.05 0.05~0.1

Styrene below 0.8 below 0.4 0.4~0.8

Propionic Aldehyde below 0.1 below 0.05 0.05~0.1

Butyl Aldehyde below 0.1 below 0.029 0.029~0.1

n-Valeric Aldehyde below 0.02 below 0.009 0.009~0.02

i-Valeric Aldehyde below 0.006 below 0.003 0.003~0.006

Toluene below 30 below 10 10~30

from Jan. 

2008

Xylene below 2 below 1 1~2

Methyl-Ethyl Ketone below 35 below 13 13~35

Methyl Iso Butyl Ketone below 3 below 1 1~3

Butyl Acetate below 4 below 1 1~4

Propionic Acids below 0.07 below 0.03 0.03~0.07

from Jan. 

2010

n-Butyl Acids below 0.002 below 0.001 0.001~0.002

n-Valeric Acids below 0.002 below 0.0009 0.0009~0.002

i-Valeric Acids below 0.004 below 0.001 0.001~0.004

i-Butyl Alcohol below 4.0 below 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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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 계산한 악취강도는 4도 이상으로 평가되

었다.

(3) 본 연구에서 얻어진 H2S 저감율, 이론악취농도

와 이론악취강도 실험결과 토대로 볼 때, 미생물탈취

제를 하수에 투입하는 경우 주요 악취원인물질인 H2S

의 저감효과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생각되나 하수 악

취의 저감효과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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