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악취 (odor)의 개요

 ▶약 200 만종에 달하는 지구상의 화합물 중에서 특유한 냄새를 내는 악취물질은 약       

   10,000 여종.

 ▶다 (多)성분의 화학물질이 복합되어 발생.

 ▶인간의 호흡에 의해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악취를 곧바로 감지하기 때문에 건강상 피  

   해와 정신적, 심미적으로 심각한 악영향.

 ▶악취 원인물질의 종류가 다양, 유발물질간의 복합적인 작용 (악취 강도의 상승, 혼합 악  

   취물질이 서로 취기 강도를 감소, 또는 중화시키는 작용), 후각의 개인적 차이 등으로   

   일률적으로 정의하는데 어려움.

 ▶정신적, 육체적 상태 및 환경조건에 따라서 피해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남. 

 ▶한 종류의 악취에 익숙해지면 강도의 변화가 일어날 때만 감지가 가능.

 ▶심리적인 영향 또는 미미한 생리적 피해만이 주장되고 있으나, 실내에서의 악취는 식욕  

   감퇴, 구토, 불면, 알레르기 증상, 정신신경증, 정서생활의 방해, 작업능률의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고 고농도의 경우는 심각한 영향.

 ▶악취오염 연구의 기본적인 문제점

   -악취의 오염원과 오염물질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업종별 현황조사가 전무.

   -악취물질에 대한 정량적 공정시험법이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 주로 정성분석에 의존.

   -업종별 오염항목이 구체적이지 못하며 포괄적으로 악취물질이 관리.

   -악취 발생원 각각에 대한 개별적 저감기술과 관리대책이 미진.

   -복합취기의 관리정책 부족.

2. 악취의 정의

 ▶대기환경보전법 (1998) :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기타 자극성 있는 기체상 물질  

   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

3. 악취유발물질

 ▶VOC (volatile organic compound; 휘발성 유기화합물)류 : 벤젠, 톨루엔, 벤젠, 페놀,메

        르캅탄류 등.

   VIC (volatile inorganic compound; 휘발성 무기화합물)류 : 암모니아, 염소, 황화수소  

        류 등.

 ▶화합물의 조성에 따라

  -질소화합물 : 축산관련, 분뇨․하폐수처리장, 비료 제조공장 등에서 저농도로 발생. 암  

                모니아가 대표적 물질.

  -황화합물 : 대표적 악취유발물질. 황화수소, 황화메틸, 이황화메틸, 메틸메르캅탄 등.



  -저급지방산류 : 축산관련, 유지공장, 분뇨․하폐수처리장 등에서 발생. 아세트산, 프로  

                  피온산 등.

  -카르보닐 화합물 : 연료의 불완전 연소, 식품화학, 석유화학 등의 제조공정에서 발생.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부틸알데히드, 아세톤 등.

  -에스테르류 : 유기물의 용매로 사용. 초산 제조공장, 아크릴 제조공장 등에서 발생. 

  -페놀․크레졸류 : 화학공장, 크레졸 제조공장, 전자기판 제조공장 등에서 발생.

  -알코올류 : 물에 잘 용해되고 환각, 마취증세 등이 나타남. 

  -탄화수소류 : 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 

  -염소화합물 : 강한 피부 자극과 중추신경 이상 유발.

 ▶악취유발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물 질 명 화학식 냄새특성
냄새역치

(ppb)

끓는점

(℃ 760

mmHg)

분자량

(g)

Acetaldehyde CH3․CHO 강한 과일향 4 20 44.1

Allyl Mercaptan CH3․CH․CH2․SH 강한 마늘향, 커피향 0.05 67 74.2

Ammonia NH3 자극성 냄새 37 -33 17.0

Butylamine C2H5․CH2․CH2․NH2 쉰 냄새, 암모니아 냄새 - 78 73.1

Chlorine Cl2 숨막히게 강한 냄새 10 -34 70.9

Dibutylamine (C4H9)2NH 생선 비린내 16 159 129.3

Diisopropylamine (C3H7)2NH 생선 비린내 3.5 84 101.2

Dimethylamine (CH3)2NH 고약한 생선 비린내 47 7 45.1

Dimethyl Sulfide (CH3)2S 야채 썩는 냄새 1 37 62.1

Ethylamine C2H5․NH 암모니아 냄새 830 17 45.1

Ethyl Mercaptan C2H5․SH 양배추 썩는 냄새 0.19 23 62.1

Hydrogen Sulfide H2S 썩은 달걀 냄새 0.47 -62 34.1

Methylamine CH3․NH2 생선 비린내 21 -7 31.1

Methyl Mercaptan CH3SH 양배추 썩는 냄새 1.1 8 48.1

Ozone O3 2ppm이상일 때 자극성 1.0 111 48.0

Pyridine C6H5N 자극적인 냄새 3.7 116 79.1

Sulfur Dioxide SO2 강한 자극성 9 -10 64.1

(출처 : 유해화학물질연구회, 1991; 한국대기보전학회, 1995)



4. 악취의 발생원과 기준치

 ▶악취유발 가능성이 큰 배출시설은 악취 중점관리업소로,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생활악취  

   규제대상시설로 규정하여 관리 (대기환경보전법).

 ▶주요 발생원

  -자연적 : 미생물에 의한 단백질의 분해, 도시하수의 혐기성 분해.

  -인위적 : 도살장, 양돈양계장, 피혁공장, 사료공장, 비료공장, 수산물 가공공장, 식품공  

            장, 펄프공장, 석유화학공장, 인쇄공장, 환경기초시설 (분뇨, 하폐수 처리장,  

            매립장) 등.

 ▶악취의 배출허용기준

  -직접관능법 외에 공기희석 관능법과 8가지 물질에 대한 기기분석법을 도입하여 분석방법  

   강화 (1992년 12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개정).

  -규제지역을 공업지역과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여 배출구 농도와 부지 경계선에서의 농도  

   를 구분하여 배출허용기준을 결정.

  -미국은 악취규제를 최초로 실시. 일본은 세계 최초로 악취방지법 제정 (1971년), 현재   

   22종의 물질을 관리. 

  -악취의 배출허용기준 (출처 : 환경백서, 1999)

측정방법 배 출 허 용 기 준

직접 관능법 악취도 2도 이하

공기희석

관능법

가. 배출구

(1) 공업지역내의 사업장 : 희석배율 1,000이하

(2) 기타지역내의 사업장 : 희석비율 500이하

나. 부지경계선

(1) 공업지역내의 사업장 : 희석배율 20이하

(2) 기타지역내의 사업장 : 희석배율 15이하

기기분석법

악취물질 공업지역안의 사업장 기타지역안의 사업장

암모니아

메칠메르캅탄

황화수소

황화메틸

이황화메틸

트리메틸아민

아세트알데히드

스티렌

5.00 ppm 이하

0.01 ppm 이하

0.20 ppm 이하

0.20 ppm 이하

0.10 ppm 이하

0.07 ppm 이하

0.50 ppm 이하

2.00 ppm 이하

2.000 ppm 이하

0.004 ppm 이하

0.060 ppm 이하

0.050 ppm 이하

0.030 ppm 이하

0.020 ppm 이하

0.100 ppm 이하

0.800 ppm 이하

5. 악취의 측정과 분석

 ▶직접관능법, 공기희석 관능법, 화학분석 측정법 (기기 분석) 등의 3가지 방법 채택.

  -직접관능법, 공기희석 관능법은 주관성이 큰 측정법.

  -화학분석 측정법은 규제대상 8종의 물질에 대해서만 복합취기로 밝혀질 경우 사용.



   ①직접관능법 : 5인 이상이 측정하여 감지한 악취도가 3 이상인 경우 행정처분과 부과금  

                  부과. 취기강도가 가장 높은 지점을 선정한 후, 후각이 정상이고 건강한  

                  사람 5명의 조사원 (odor panel)에게 아래 표에 제시한 것과 같이 6 등  

                  급의 취기강도를 결정하게 하여 측정.

악 취 도 악 취 의 감 도

0 무취 (취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함) None

1 감지취기 (약간의 취기를 감지) Threshold

2 보통취기 (보통정도의 취기를 감지) Moderate

3 강한취기 (강한 취기를 감지) Strong

4 극심한 취기 (아주 강한 취기를 감지) Very Strong

5 참기 어려운 취기 (견딜수 없는 취기) Over Strong

  ②공기희석 관능법 : 측정대상지역에서 채취한 공기시료를 시험실로 운반한 후 무취공기  

                      로 희석배수를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면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의  

                      희석배수를 구하는 방법. 비교적 정확도가 높아 현재 유럽과 미국에  

                      서 많이 이용. 그러나 이 방법은 정성적 측정법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개인의 후각능의 차이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③화학분석 측정법 :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이 가능한 분석법. 이 방법은 GC 분석법 (gas   

                       chromatography)과 자외선법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적으로 GC 분  

                       석법을 많이 사용.



 ▶악취 유발물질의 일반적인 측정법.

직접관능법 6단계취기강도표시법

관능

측정법
무취실법

공기

희석법

ASTM주사기법

3점 비교식취대법

공기

희석

관능법

olfactometer법

악취

분석

Scentometer법

용매

희석법

식염수평형법

물희석법

GC-MS법

GC법 수소불꽃이온화검출기

화학

분석

측정법

불꽃광도검출기

Electron Capture

검출기

UV법 열이온화검출기

6. 악취의 제어

 ▶악취가스 제거 방법 : 흡수, 흡착, 소각 등의 방법 사용.

  -암모니아, 아민류 (저급), 케톤류, 알데하이드류, 저급 유기산류, 페놀 등 친수성의 극  

   성을 가지는 성분은 물의 흡수처리로 쉽게 제거.

  -분자량이 비교적 크고 친수성이 아닌 성분 (소수성 성분)에 대해서는 활성탄에 의한 흡  



   착이 좋음 (저농도 혼합 냄새의 제거용으로 광범위하게 이용).

  -최근에는 흡착제와 화학약품이나 강력한 산화제를 혼합 성형하여 악취가스를 건식으로   

   흡착하고, 화학반응에 의해 산화분해처리를 함으로써 흡착법을 보완한 시설이 응용됨.

  -탄화수소류의 가연성 악취는 직접연소 또는 촉매연소에 의한 처리효과가 매우 크다.

  -황화합물 계통의 악취제거에 오존을 이용하여 산화하고 흡수시키면 효과가 증대됨.

  -은폐법 (masking) : 저농도의 악취인 경우 악취가스보다 강력하고 무해한 방향제 물질을  

   분무시키거나 다른 취기물질을 혼합시킴으로써 냄새를 상쇄시켜 무마.

  -토양의 미생물을 이용한 토양탈취.

  -액체상 촉매분해법.

  

참고 및 인용문헌

김기현. 김조천. 김종호. 구윤서 외 7명 (1999) 대기오염개론, 향문사.

김노중 (1996) 악취현황과 탈취 신기술 (2), 첨단환경기술, 4(9), 56-61.

대기환경연구회 (1998) 대기오염개론, 동화기술.

양성봉, 이성화 (1994) 악취의 성분분석, 동화기술.

환경백서 (1998), 환경부.

환경백서 (1999), 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