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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evaluated the odor emission characteristics from a wastewater treatment plant in an

industrial complex area in Daegu City.

Methods: Odor samples were collected from March 2016 to December 2016 and were analyzed for spec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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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mmonia, hydrogen sulfide, acetaldehyde, and toluene were detected in all samples for monitoring

specified odor compounds. The result of contribution analysis is that hydrogen sulfide had the highest

contribution in all processes, followed by acetaldehy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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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dor intensity and the concentration of the individual odor component.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odor

reduction, rather than addressing high-concentration odor compounds, policies focused on materials with a high

odor contribution a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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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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에서 가을사이에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리적 조건과 기상상태 등에 밀접한 관계

가 있다. 도시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

는 하·폐수처리장과 대규모 사업장이 위치한 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민원발생 현상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특히, 도시생활 주변에 위치한 환경기초시설에서

민원발생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기초적인 현상파악과 함께 악취원인물질 및 배

출원 규명을 통하여 적절한 악취저감과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2) 이러한 현실에서 산업단지 주

변에 악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악취 발

생원의 하나인 환경기초시설의 부지경계선에서 악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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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와 악취오염물질의 발생정도를 이미 연구한 바

있다.3) 그 결과는 폐수처리장이 하수처리장이나 음

식물류폐기물처리장에 비해 악취발생농도가 가장 높

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된 연구결과3)와 연계하

여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특성을 공정별로

분석하여 주요 악취원인물질을 도출함으로 주민의

일상생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악취 저감방안을 마련

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 폐수처리장

입주업체의 대부분이 염색업종과 섬유업종인 산업

단지의 공동폐수처리장이며, 시설용량은 60,000톤/일

이고, 평균유입량은 53,000톤/일이다. 처리공법은 표

준활성슬러지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처리공정은 Fig.

1과 같다. 비개방형으로 밀폐된 탈수동을 제외한 유

입조, 침사지, 반응조, 1차침전조, 포기조, 2차침전

조, 농축조, 방류조는 상부에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개방형으로 운영된다. 시료채취는 2016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계절별로 각 1회씩 실시하였다. 채

취지점은 처리공정별로 보면 수처리공정의 경우, 유

입조, 반응조, 포기조, 2차침전조에서, 그리고 슬러

지처리공정의 경우, 농축조, 탈수동에서 시료를 각각

채취하였다.

2. 분석항목 및 분석방법

연구대상의 악취물질(복합악취, 지정악취물질)과 분

석기기는 Table 1과 같고, 시료채취와 시료분석은 환

경부의 악취공정시험기준4)에 따랐다.

(1) 악취물질 시료채취

복합악취와 황화합물은 흡인상자방법으로 폴리에

스테르백(Top-trading, 10 L, Korea)과 테들러백

(Supelco, 10 L, USA)을 각각 사용하여 분당 1 L

~ 10 L의 유량으로 5분 이내에 시료를 채취하였다.

암모니아는 붕산 용액 40 mL를 2개의 임핀저에 절

반씩 나누어 담고 직렬로 연결한 후, 분당 10 L의

유량으로 5분 동안 총 50 L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아세트알데하이드, 뷰틸알데하이드 등 알데하이드

류는 2,4-다이나이트로페닐하이드라존(이하, DNPH)

카트리지(Supelco, S10, USA)를 이용하여 Air

Sampler(SIBATA, MP-Σ300, Japan)로 분당 1.6 L

의 유량으로 5분 동안 총 8 L를 채취하였고, 이때

오존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2,4-DNPH 카트리지

전단부에 요오드화칼륨이 채워져 있는 오존스크러

버(Supelco, USA)를 장착하여 측정하였다. 트라이

메틸아민은 황산 수용액 40 mL를 2개의 임핀저에

절반씩 나누어 담고 직렬로 연결한 후, 분당 10 L

의 유량으로 5분 동안 총 50 L의 시료를 채취하였

다. 톨루엔, 자일렌 등 휘발성유기화함물류(이하,

VOCs)는 Tenax TA(Supelco, USA) 흡착튜브와 Air

Sampler(SIBATA, MP-Σ30KN II, Japan)를 이용하

여 분당 0.1 L의 유량으로 5분 동안 총 0.5 L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프로피온산, n-뷰틸산 등 지방

산류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20 mL를 2개의 임핀

저에 절반씩 나누어 담고 직렬로 연결한 후, 분당

2 L의 유량으로 5분 동안 총 10 L의 시료를 채취

하였다.

(2) 악취물질 분석방법

복합악취는 공기희석관능법으로 일반 공기를 실리

카겔, 활성탄 등 흡수제를 통과시키는 무취공기제조

Fig. 1. Wastewater treat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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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를 이용하여 제조된 무취공기에 원시료를 단계

적으로 주입하여 희석시료를 조제한 후 악취공정시

험기준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희석배수를 산정하였다.

황화합물은 시료주머니(테들러백)에 채취한 시료를

저온농축장치에서 농축하고 탈착과정(MARKES,

UNITY2, USA)을 거친 후, Gas Chromatograph

(Agilent, 7890A, USA)로 주입해서 분석한다. 이때 검

출기로는 Pulsed Flame Photometric Detector(PFPD)

를 사용하였다. 암모니아는 분석용 시료용액에 페놀

펜타시아노나이트로실철(Ⅲ)산나트륨용액 5 mL를 가

하여 잘 흔들어 섞은 후,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 5

mL를 혼합하여 25oC ~ 30oC에서 1시간을 방치한 후,

UV/Vis Spectrophotomer(Perkinelmer, Lambda45,

USA)를 이용하여 640 nm 파장에서 분석하였다. 알

데하이드류는 UV/Vis Detector를 이용하여 360 nm

파장에 고정시킨 후,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Agilent, 1200, USA)로 분석하였다.

트라이메틸아민은 헤드스페이스방법을 이용하여 Gas

Chromatograph/Flame Ionization Detector(Perkinelmer,

Clarus600, USA)로 분석하였다.

VOCs는 고체흡착관으로부터 열탈착장치

(Perkinelmer, Turbomatrix650, USA)로 열탈착시켜

Gas Chromatograph/Mass Spectrometry(Perkinelmer,

SQ8T,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지방산류는 헤

드스페이스방법을 이용하여 Gas Chromatoraph/Flame

Ionization Detector(Perkinelmer, Clarus 600, USA)

로 분석하였다. 이때 분석에 사용한 기기의 분석조

건은 Table 2와 같다.

시험분석법의 정도관리방법은 악취공정시험기준에

있는 방법검출한계(Method Detection Limit, MDL),

정밀도와 검정곡선 작성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

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MDL은 검출한계에 근

접한 수준의 표준시료를 7번 반복 측정하고 얻은 농

도값의 표준편차에 3.14를 곱한다. 정밀도는 동일한

조건에서 3회 반복 분석하여 크로마토그램 적분 넓

이의 상대표준편차(Relative Standard Deviation,

RSD)로서 구한다.

또한 검정곡선 작성방법은 검정곡선의 결정계수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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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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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lfuric acid ab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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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orption
GC/FID

(Perkinelmer,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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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로 표시하였다.

(3) 악취농도지수와 악취기여도

악취는 개별물질마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소농

도나 냄새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측정된 악취물질의

농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 주요 악취원인물질을 선정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악취유발물질의 농도를 악취

정도와 연계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최소감지농도

(Threshold)를 이용한다. 이때 어떤 물질이 사람에게

냄새로 느껴지기 시작되는 최소의 농도를 최소감지

농도라 정의한다.5,6) 본 연구에서는 주요 악취원인물

질을 선정하기 위해 악취농도지수(Odor Quotient,

OQ)와 총악취농도지수(Sum of Odor Quotient, SOQ)

를 이용하였다. OQ는 측정된 악취물질의 농도를 해

당 물질의 최소감지농도로 나누어 구하였으며, 이때

최소감지농도는 환경부가 제시한 자료를 활용하였다.7)

그러나 자일렌의 경우는 이성질체로서 o-자일렌, m-

자일렌, p-자일렌의 최소감지농도가 각각 다르고 측

정항목은 자일렌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성질체 중

최소감지농도가 가장 낮은 m-자일렌의 최소감지농

도인 41 ppb를 적용하였다.

여기에서 OQ가 10 이상이면 약한 취기를 느끼고

100 이상이면 취기를 감지한다. 따라서 OQ가 100

이상인 성분들은 주요 악취원인물질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성분들이 많을 경우에는 대상

공정에서 강한 악취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된다.8) 또

악취농도지수
(OQ)

=
측정된 악취물질농도(ppb)

최소감지농도(ppb)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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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in)

Aldehyde
Agilent HPLC 1200 

Series

Agilent Eclipse 

XDB-C18 4.6X
- - 40oC

Amine
HS: TurboMatrix40

GC: Clarus600
Elite-5AMINE 130oC N2

38oC(5min) 

→ 15oC/min,

150oC(5min)

VOCs

TD: TurboMatrix650

GC: Clarus680

MS: Clarus SQ8T

Elite-1MS 250oC He

40oC(5min)

→ 10oC/min,

250oC(5min)

Fatty acid
HS: TurboMatrix40

GC: Clarus600
Elite-WAX 150oC N2

40oC(5min)

→ 5oC/min,

150oC

→ 10oC/min,

210oC(5min)

Table 3. Quality control of analytical methods

Odor

compounds

MDL

(ppb)

Precision

(RSD%)

Calibration curve

(R2)

Ammonia 2.110 ~ 9.180 2.195 ~ 2.964 0.991 ~ 0.998

Sulfur 0.028 ~ 0.063 0.039 ~ 1.621 0.999 ~ 1.000

Aldehyde 0.242 ~ 0.671 0.020 ~ 1.830 0.999 ~ 1.000

Amine 0.094 ~ 0.160 0.057 ~ 3.115 0.999 ~ 1.000

VOCs 2.000 ~ 9.630 0.350 ~ 2.830 0.995 ~ 1.000

Fatty acid 2.162 ~ 8.954 0.009 ~ 9.042 0.999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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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악취성분들이 냄새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

를 평가하기 위해 악취기여도를 분석하였다. 이때 악

취물질의 기여도는 총 악취물질에서 차지하는 악취

의 세기를 나타낸다.

여기에서 총악취농도지수(SOQ)는 지점별 악취농

도지수(OQ)의 합을 나타낸다.

(4) 데이터 분석

데이터의 정리는 Microsoft Excel Program을 이용

하였고, 지정악취물질과 복합악취간의 상관성 분석

은 SPSS Program(ver 17.0)을 이용하였다.

III. 결 과

Table 4와 같이 복합악취의 평균농도는 유입조 20.5

배(8.2배~44.8배), 반응조 22.1배(11.8배~31.1배), 포

기조 12.5배(6.7배~20.8배), 2차침전조 10.3배(6.7배

~14.4배), 농축조 8.3배(5.5배~14.4배), 탈수동 18.7

배(5.5배~31.1배)로 나타났다. 즉, 복합악취농도는 유

입조와 반응조가 다른 지점에 비해 2배 전·후로 높

게 나타났다. 특히 수처리시설인 유입조와 반응조의

복합악취농도는 높았고, 슬러지처리시설인 농축조의

복합악취농도는 낮았다. 그러나 슬러지처리공정의 일

부시설인 탈수동의 복합악취농도는 수처리공정의 일

부시설인 유입조, 반응조와 비슷하였다. 이는 탈수동

의 경우, 다른 처리공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악취강

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탈수과정에서 발생한

악취를 외부공기와의 희석을 위해 창문을 모두 연

상태에서 측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합악취농도가

낮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전준민 등8)이 국내의 다른

폐수처리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복합악취의

평균농도가 포기조 846배(300배~1,390배), 2차침전

조 237배(173배~300배), 농축조 2,241배(1,000배

~3,481배), 탈수동 1,658배(208배~3,107배)로, 본 연

구결과에 비해 100배 전·후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공정별 복합악취농도의 계절별 변동은 Fig. 2와 같

다. 복합악취농도는 대부분 봄철과 가을철에 높게 나

타났다. 이와 반대로 2차침전조는 여름철과 겨울철

에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유입조는 봄철을 제외한 여

름철, 가을철, 겨울철에 복합악취농도가 높으면 침전

조를 제외한 반응조, 포기조, 농축조, 탈수동 등의

후속공정에서 복합악취농도도 높은 특징을 보였다.

한편 기기분석법으로 구한 지정악취물질(22종) 중

질소화합물인 암모니아와 트라이메틸아민, 황화합물

인 황화수소, 알데하이드류인 아세트알데하이드, 그

리고 휘발성유기화합물류인 톨루엔과 자일렌 등 6종

이 검출되었고, 지방산류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위와 같이 검출된 6종에 대한 총 24회 측정 중 암

모니아와 아세트알데하이드는 각각 24회 모두, 황화

수소와 톨루엔은 각각 23회와 20회, 트라이메틸아민

과 자일렌은 각각 12회와 4회로 검출되었다. 특히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아세트알데하이드, 톨루엔은

공정별로 모두 공통적으로 검출되었고, 트라이메틸

아민은 유입조, 반응조, 포기조, 농축조, 탈수동에

서, 그리고 자일렌은 유입조, 탈수동에서 각각 검출

되었다.

공정별로는 6종 모두 유입조에서 높은 농도를 보

였으나 반응조, 포기조, 2차침전조의 수처리공정을 거

치면서 점차 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수처리공정과는 달리 슬러지처리공정인 농축조와 탈

수동은 서로 큰 농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이

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9)에서 슬러지처리공정의 농

도가 수처리공정의 농도에 비해 수십 배 이상인 일

반적인 하·폐수처리시설공정의 결과와도 상이하였다.

악취기여도
(%)

=
측정된 악취농도지수(OQ)

× 100
총악취농도지수(SOQ)

Table 4. Complex odor on the wastewater treatment plant (unit : dilution value)

Water processing Sludge processing

Influent Basin Reaction Tank Aeration Tank 2nd Clarifier Thickener Dehydrator

Sample size 4 4 4 4 4 4

Avg. 20.5 22.1 12.5 10.3  8.3 18.7

Min. 44.8 31.1 20.8 14.4 14.4 31.1

Max.  8.2 11.8  6.7  6.7  5.5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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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수를 모아서 공동으

로 처리하는 공단폐수처리장은 입주업체인 염색업체

와 섬유업체의 공장가동에 영향을 받게 된다. 염색업

체와 섬유업체는 업체마다 고유한 공정을 사용함으

로 일정한 종류의 오염물질이 발생하며, 공장가동률

이 높아지면 그에 따른 오염물질 발생량이 그 만큼

증가한다. 따라서 폐수처리장의 복합악취농도가 봄철

과 가을철이 여름철과 겨울철에 비해 높아진 원인은

산업단지의 공장가동률(특히, 여름철은 휴가철로 휴

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3)와도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폐수처리장의 유입조 혹은 침사지는 원수에 의한

악취가 발생하며, 포기조는 활성슬러지에 의한 유기

물의 분해가 일어나는 과정으로 악취 발생은 침사지

혹은 1차침전조에 비해 적다. 2차침전조는 유기물의

분해가 대부분 완료된 상태로 악취 발생은 적다. 농

축조와 탈수동은 주로 슬러지의 분해에 의해 발생하

는 악취로 비교적 고농도로 발생하며 폐수처리장의

악취 민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9) 본 연구에서

는 원폐수가 유입되는 유입조(20.5배)에서의 높은 복

합악취농도가 포기조(12.5배)를 거치면서 39.0%나

감소하였고, 또 2차침전조(10.3배)를 거치면서 49.8%

로 더욱 감소하였다. 그러나 농축조의 복합악취농도

(8.3배)는 모든 공정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는데,

기존의 일반적인 폐수처리장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는 연구결과8)와는 상이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연구

대상 폐수처리장의 침전슬러지에 유기물 농도가 낮

아서 분해에 따른 냄새 발생이 적을 뿐만 아니라 농

Fig. 2. The seasonal variation of complex o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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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시간을 적게 운영하여 냄새 발생을 크게 줄인 것

으로 판단된다.

지정악취물질 중 암모니아는 다림질공정, 염색공

정과 나염공정에서, 그리고 황화수소는 다림질공정,

염색공정과 코팅공정에서 발생되어 세정방식으로 제

거된 후에10) 공동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처리과정

을 거친다. 특히 암모니아는 유입조(254.4 ppb), 반

응조(102.5 ppb), 포기조(43.0 ppb), 2차침전지(6.1

ppb)로 처리공정을 거치면서 농도가 낮아진다. 이러

한 원인은 대상폐수처리장의 원수 pH가 11 정도인

알카리성으로 원수의 침전을 막기 위해 교반과 공기

송풍 등으로 인해 휘발되고, 또 반응조 전단의 황산

사용으로 인한 중화 제거와 포기조의 활성슬러지법

처리에 의해 제거된 까닭으로 사료된다. 1차침전조

와 2차침전조의 침전슬러지는 농축조로 이송·농축되

어 농축조의 농도(47.4 ppb)가 상승하고, 탈수동에서

고분자응집제에 의해 고형화되고 탈수되어 외부로

반출된다. 황화수소는 유입조(138.6 ppb), 반응조(47.6

ppb), 포기조(14.5 ppb)로 처리공정을 거치면서 농도

가 낮아진다. 여기에서 개방형인 유입조의 농도가 높

은 원인은 개별 공장에서 세정방식으로 제거된 황화

수소와 공장에서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폐수관로

내 용존산소 결핍상태에서 황산염 성분이 황화수소

로 환원되거나 황산염환원 박테리아에 의해 황화수

소로 환원 발생량이 더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이후 처리공정을 거치면서 휘발되거나 활성슬러

지에 의해 황산으로 산화되어 제거된다.

예를 들어 Table 5와 같이 산출된 평균농도가 254.4

ppb인 암모니아는 악취농도지수가 2.5를, 평균농도

가 0.9 ppb인 트라이메틸아민의 악취농도지수는 9.5

Fig. 3. The seasonal variation of odor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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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 현장농도가 낮은 항목의 악취농도지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악취 최소감지농도가

암모니아는 100 ppb, 트라이메틸아민은 0.1 ppb로 다

르기 때문으로 악취저감대책 수립 시 개별성분의 단

순농도가 아닌 악취농도지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11)

Fig. 4와 같이 산출된 악취물질의 기여도는 모든

공정에서 황화수소의 기여율이 82.6% ~ 92.7%로 가

장 크게 나타나, 황화수소를 주요한 악취저감물질로

선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아세트알데하이

드는 기여율이 5.5% ~ 13.3%로, 트라이메틸아민은

기여율이 0.0% ~ 8.1%로 나타나 악취저감물질로 추

Table 5. Odor quotient on the processes (unit : ppb)

Influent Basin Reaction Tank Aeration Tank 2nd Clarifier Thickener Dehyd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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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monia 254.4 2.5 102.5 1.0 43.0 0.4 6.1 0.1 47.4 0.5 3.9 0.0 

Trimethylamine 0.9 9.5 0.7 6.6 0.3 2.8 0.0 0.0 0.3 3.1 0.0 0.4 

Hydrogensulfide 138.6 277.3 47.6 95.2 14.5 29.1 52.9 105.7 40.4 80.7 64.0 128.1 

Acetaldehyde 33.6 16.8 24.9 12.4 4.4 2.2 16.5 8.2 19.6 9.8 39.6 19.8 

Toluene 27.1 0.0 15.2 0.0 18.1 0.0 18.6 0.0 11.7 0.0 13.3 0.0 

Xylene 39.0 1.0 0.0 0.0 0.0 0.0 0.0 0.0 0.0 0.0 10.9 0.3 

SOQ - 307.1 - 115.2 - 34.5 - 114.0 - 94.1 - 148.6 

Fig. 4. Odor contribution rate on the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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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선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환경공단의

폐수처리장 악취 기술진단 결과인12) 악취물질의 기

여율이 황화수소 89.4%, 메틸메르캅탄 10.3%, 다이

메틸설파이드, n-발레르산, 트라이메틸아민 각각 0.1%

인 기여율과는 황화수소와 트라이메틸아민은 유사하

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메틸메르캅탄이나 n-발레

르산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인3)

폐수처리장 부지경계선의 악취분석에서도 메틸메르

캅탄과 n-발레르산이 검출되지 않아 대상폐수처리장

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악취는 개별 악취성분의 농도보다 악취의 세기를

표현하는 악취강도에 대한 기여율을 평가함으로 악

취의 주요 성분이 어느 물질인가를 판단할 수 있다

고 하였다.13) 악취는 농도가 높은 악취물질을 대상

으로 계획되기보다는 악취기여율이 높은 악취물질을

중심으로 제어가 계획되어져야 악취저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11)

지정악취물질, 복합악취, SOQ간의 상관성은 Table

6에 나타내었다. 복합악취는 검출된 6종의 지정악취

물질과는 상관계수(r)가 0.340 ~ 0.641로, SOQ와는

0.556으로 상관성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암모니아는 트라이메틸아민과 자일렌 간에 상관계수

(r)가 각각 0.953(P < 0.01)과 0.834(P < 0.05)로, 황

화수소는 자일렌과 SOQ 간에 상관계수(r)가 각각

0.949(P < 0.01)와 0.999(P < 0.01)로 상관성이 높

게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황화수소의 악취기

여도가 82.6% ~ 92.7% 정도로 높았기 때문에 SOQ

와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또 자

일렌은 SOQ간에 상관계수(r)가 0.948(P < 0.01)로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V. 결 론

본 연구는 대구지역 산업단지의 악취 저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기존 연구와 연계한 논문

으로 공동폐수처리장 내에 공정별(유입조, 반응조,

포기조, 2차침전조, 농축조, 탈수동 등 6개 공정)로

발생하는 복합악취와 22종의 지정악취물질을 계절

별로 측정하여 배출 특성을 파악하였다.

1. 복합악취는 특히, 수처리공정인 유입조와 반응

조에서 높은 농도를 보였다. 그러나 슬러지처리공정

인 농축조는 낮은 농도를 보였지만 탈수동은 유입조

와 비슷한 농도를 보였다.

2. 지정악취물질은 암모니아, 황화수소, 트라이메

틸아민, 아세트알데하이드, 톨루엔, 자일렌 등 6종이

검출되었다.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아세트알데하이

드, 톨루엔은 공정별로 모두 공통적으로 검출되었

고, 트라이메틸아민은 2차침전조를 제외하곤 검출되

었고, 자일렌은 유입조와 탈수동에서만 검출되었다.

3. 악취물질의 기여도는 모든 공정에서 황화수소

의 기여율이 82.6% ~ 92.7%로 가장 크게 나타나,

황화수소를 주요한 악취저감물질로 선정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아세트알데하이드는 기여율이

5.5% ~ 13.3%로, 트라이메틸아민은 기여율이 0.0%

~ 8.1%로 나타나 악취저감물질로 추가·선정하여야

한다.

4. 악취는 개별 악취성분의 농도보다 악취의 세기

를 표현하는 악취강도에 대한 기여율을 평가함으로

악취의 주요 성분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농도가 높

은 악취물질보다는 악취기여율이 높은 악취물질을

대상으로 악취저감방안이 계획되어져야 악취저감의

Table 6. Correlation coefficient (n=24)

Ammonia
Trimethyl

-amine

Hydrogen

-sulfide

Acet

-aldehyde
Toluene Xylene SOQ

Complex

odor

Ammonia (1.000)

Trimethylamine 0.953** (1.000)

Hydrogensulfide 0.804 0.629 (1.000)

Acetaldehyde 0.321 0.238 0.693 (1.000)

Toluene 0.784 0.615 0.732 0.083 (1.000)

Xylene 0.834* 0.656 0.949** 0.599 0.785 (1.000)

SOQ 0.809 0.644 0.999** 0.717 0.710 0.948** (1.000)

Complex odor 0.553 0.601 0.526 0.641 0.340 0.520 0.556 (1.000)

*:P < 0.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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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5. 지정악취물질 및 SOQ간의 상관성은 암모니아

가 트라이메틸아민과 자일렌 간에, 황화수소는 자일

렌과 SOQ 간에, 그리고 자일렌이 SOQ간에 유의하

고 양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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