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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The existing method to measure the odor intensity based on the emission source does not properly

reflect the odor situation in the complaint area. Therefore, we conducted a more appropriate survey

on the odor complaint areas and confirmed the feasibility of them.

The grid was constructed at intervals of 100 m and the spot constituting the grid were divided into

four rounds. Surveys were conducted at 3-hour intervals per round. It was measured 60 times at

intervals of 10 seconds for 10 minutes, and when the odor was detected more than 6 times(10%), 1

Odor Hour was indicated as the frequency of occurrence of odor.

The first measurement period was from June to July, 2017, and the second measurement was

conducted in September. The measurement time was uniformly distributed between 05:00 and 24:00,

and 13 times at each point. The odor exposure for each grid was divided by the number of times

the odor was detected at the spot of each grid (N = 52).

Considering only the odor frequency of livestock manure, in the first survey, the odor exposur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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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gird was 0.019 ~ 0.288 and 4 grids showed more than 0.15. In the second survey, odor exposure of

10 grids was 0.038 ~ 0.288, and 5 grids showed more than 0.15 odor exposure frequency. The

frequency of exposure to odor was higher in the grid near the source of the odor source and in the

lower air velocity.

As a result of previous surveys,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case that exceeded the stringent

emission limi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alodor damage in the complaint area was more actively

reflected.

Key words : odor, odor survey, grid method

요약문

본 연구는 배출원 중심으로 악취강도를 측정하는 기존 악취실태조사방법이 민원발생지역의 악취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인근에 위치한 마을을 대상으로 악취발생빈도

로 평가하는 현장후각측정법을 적용하고 악취민원 다발지역에 보다 적합한 실태조사방법 도입을 위한 타

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조사 지역은 완주군 내에 위치한 악취관리지역 부근에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하였다. 해당 지역을 약

100 m 간격으로 격자를 구성하고, 격자를 구성하는 꼭지점을 4개 라운드로 구분하였다. 조사는 라운드별

로 3시간 간격으로 실시하였고, 각 지점에서 10분간 10초씩 60회 측정하여 이중 10%인 6회 이상 악취 감

지시 1 Odor Hour로 표시하여 악취발생 빈도로 나타냈다.

1차 측정기간은 2017년 6월에서 7월까지, 2차 측정은 9월에 실시하였다. 측정시간대는 05시에서 02시 사

이의 시간대를 골고루 안배하여 각 지점에서 각각 13회씩 측정하였다. 격자별 악취노출도는 각 격자의

꼭지점에서 악취가 감지된 횟수(n)를 측정한 횟수(N=52)로 나누어 결과를 나타냈다.

조사지역에서의 주요 민원 발생요인인 축산분뇨 감지 빈도만을 고려하여 살펴본 결과 1차 조사에서 9

개 격자의 악취노출도는 0.019 ~ 0.288이었고 이중 4개 격자가 0.15 이상이었다. 2차 조사에서는 10개 격

자에서 0.038 ~ 0.288이었고 5개 격자가 0.15 이상의 악취노출도를 보였다. 악취발생원인 축산농가에서 가

까운 격자 일수록, 풍속이 낮은 상태일수록 악취노출빈도가 높았다.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없었으나 현장후각측정법을 적용한 결

과 0.15 이상의 악취노출도를 보인 격자가 다수 조사되어 민원지역의 악취피해 정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악취 감지 시간대와 공간 분포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악취 피해지역

에서의 적절한 악취관리대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악취, 악취실태조사, 현장후각측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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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목적

정부는 2004년 ‘악취방지법’을 제정하고, 2005년부터 대기물질과는 별도로 규제기준을 설정

하여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학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취로 인한 민원은 오

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법적 규제기준의 설정과 이를 통한 관리만으로는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감소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악취 수용자의 입장을 반영한 새로운 악

취평가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1)

현재 악취실태조사는 악취관리지역 또는 주민건강과 생활환경 피해가 우려될 경우 실시하도

록 되어 있으며(악취방지법 제4조) 여러 악취물질이 혼재된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공기희석관능

법과 해당지역에서 검출될 것으로 예상하는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하는 기기분석법을 이용하여 

분기 1회 이상 조사하고 있다.

악취는 감각공해로서 평균농도보다 순간적인 최대농도가 의미가 있다.5) 그러나 악취공정시

험기준에 따른 복합악취 시료채취는 5분 이내에 유효한 양의 공기를 채취하도록 되어 있고, 이 

시간 동안 악취강도는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시료 분석결과 최고치가 아닌 시료채취 시간동

안의 평균 취기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러한 영향들로 인해 실태조사 결과 복합악취 및 지정

악취물질의 측정 농도는 대부분 배출허용기준 이내의 수준으로 나타나3) 악취영향지역에서 악

취수용자가 느끼는 체감도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공기희석관능법은 시료 채취 후 48시간 이내 분석을 원칙으로 하나 시료채취, 운반, 평

가시까지 방치되는 시간이 발생하여 악취물질이 시료채취 주머니 내부에 흡착, 자체 반응에 의

해 소멸의 우려가 있어 시료 손실로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4)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공기희석

관능법 이외에도 직접관능에 의한 악취세기를 표시하여 현장 악취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

가 있었다.7) 한편 지정악취물질을 모두 분석해도 악취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많아 기기분

석을 통해 한정된 수의 악취 화합물의 농도를 분석하더라도 악취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효

과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6)

악취 민원은 악취를 느끼는 빈도와 지속시간을 근간으로 여기에 피해 주민의 감정이 더해져 

민원으로 이어지는 특징을 가진다.2) 악취 규제의 목적은 악취로 인해 지역주민이 생활에 불편

함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악취 피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실

태조사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본 조사에서는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장후각측정법(Grid Method)으로 악취실

태조사를 실시하고 순간적으로 발생 및 소멸하는 악취 특성에 적합한지, 악취영향지역에서의 

민원 발생과 부합하는 조사 결과를 보이는지, 또한 실태조사시 조사 방법의 편의성과 인력 운

용 사항은 어떤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2. 조사 방법

2.1 조사 대상지역 현황

조사대상지역은 완주군 고산면에 위치한 양돈장(2007년 10월 악취관리지역 지정) 인근 마을

에서 실시하였다. 양돈장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역에 위치하였는데 조사대상지역으로 바람 

길이 열려 있어 특유의 양돈분뇨 냄새로 인해 민원이 이어지고 있으나 표 1에서 보듯이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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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실태조사 결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는 실정이다.

그림 1. 조사 대상지역 현황 및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지점

표 1. 2015 ~ 2017년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복합악취 결과              (단위: 희석배수)

구분 년도 기 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평균 주간 야간 새벽

경계-1

2015 10 8 5 4 8 6 8 5 6

2016 10 5 6 5 5 5 8 4 4

2017 10 5 8 4 5 6 7 5 5

경계-2

2015 10 4 4 4 4 4 5 5 5

2016 10 4 4 4 4 4 3 6 4

2017 10 6 3 5 5 5 4 5 4

인근-1

2015 10 3 4 5 3 4 4 4 3

2016 10 3 5 3 4 4 4 5 3

2017 10 3 3 4 5 4 3 5 3

인근-2

2015 10 3 3 4 3 3 4 3 3

2016 10 3 3 3 3 3 3 3 3

2017 10 3 4 3 3 3 3 3 4

인근-3

2015 10 3 3 3 3 3 3 3 3

2016 10 3 3 3 3 3 3 3 3

2017 10 3 3 3 3 3 3 3 3

평 균

2015 10 4 4 4 4 4 5 4 4

2016 10 4 4 4 4 4 4 4 3

2017 10 4 4 4 4 4 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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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격자구성

본 조사에서 이용한 악취실태조사 방법은 현장후각 측정법(Grid Method)으로 독일에서 사용

하고 있는 방법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한 안을 이용하였다.

주요 민원발생지역인 양돈장 인근의 마을 지역을 조사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악취배출

사업장으로부터 약 600 m 이상 떨어진 마을을 100 m 간격으로 평가 격자를 구성하였다. 전체 

지점 중 마을 외곽에 위치한 2개 지점(A-2 및 B-2)이 600 m 이내에 위치하였으나 악취배출원 

인근 지점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측정지점에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9개 격자로 총 16개 지점을 선정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결과를 바

탕으로 해당 악취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1개 격자를 추가하여 10개 격자 20 지

점을 선정했다. 본격적인 실태조사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선정한 지점 위치를 확인하고 현장 

상황을 고려해 격자 꼭지점과 최대한 가까운 지점으로 조정했다.

격자를 구성하는 꼭지점은 4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3시간 간격으로 각각 13회 측정하였다.

동일한 격자를 구성하는 꼭지점은 같은 그룹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같은 시간대에 중복으로 

측정하지 않게 그룹화 하였다.

그림 2. 악취실태조사 격자 구성

2.3 측정 기간 및 방법

1차 측정은 2017년 6월 12일 ~ 19일, 7월 13일 ~ 19일까지, 2차 측정은 9월 6일 ~ 26일까지 

실시했다. 측정 전 방문일자, 시간, 조사 그룹, 판정요원을 정한 현장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를 실시했다. 측정 시간대는 새벽(05시 ~ 07시), 오전(07시 ~ 12시), 오후(12시 ~ 18시), 저녁(18

시 ~ 22시), 심야(22시 ~ 02시)로 구분하여 각각의 시간대에 골고루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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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현장후각측정을 이용한 악취실태조사 모습

현장에서 측정에 참여하는 판정요원은 악취강도 인식시험과 악취종류 인식시험을 통해 선정

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판정요원은 측정 지점에서 10분동안 10초씩 60회 측정을 실시하고 냄새

가 감지되면 해당 시간대에 냄새 종류를 구분하여 아래의 현장후각측정기록표에 기록하였다.

60회 측정중 10%인 6회 이상 냄새 감지시 1 Odor Hour로 표시하고 악취발생빈도로 평가하였

다. 동시에 기상측정장비를 이용하여 10분 동안 온도, 습도, 기압, 풍향, 풍속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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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후각측정기록표
· 판정요원 성명 : · 측정 일시 :
· 측 정 주 기   : A B C D · 측정 지점 : -
· 측정 시작 시간 : 시      분           · 측정 종료 시간 : 시      분

1st minute 2nd minute

냄새의 종류

0 : 무취

1 : 축산분뇨 냄새

2 : 퇴비 냄새

3 : 음식물 냄새

4 : 하수구 냄새

5 : 기타

3rd minute 4th minute

5th minute 6th minute

7th minute 8th minute

9th minute 10th minute

기상 자료  바람 세기 

없음 약함 보통 강함 태풍

구름 낀 정도

전혀 없음 약간 낌 많이 낌 전체

강우

없음 이슬비 비 눈 안개 기타

기상장비측정

기온 기압 풍향 풍속 습도 기타

풍 향

측정된 풍속자료를 바탕으로 뷰퍼트 풍력 계급표를 참고하여 풍력 계급을 산정하였다. 뷰퍼

트 풍력 계급은 고요(0.0 ~ 0.2 m/s), 실바람(0.3 ~ 1.5 m/s), 남실바람(1.6 ~ 3.3 m/s)등으로 

풍속에 따라 계급이 나누어져 있다. 한편 기상청에서는 관측된 풍속이 0.4 m/s 이하일 때 바

람이 불지 않는 고요 상태로 발표하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본 조사에서는 고요(0.0 ~ 0.2

m/s), 약한 고요(0.3 ~ 0.4 m/s) 실바람(0.5 ~ 1.5 m/s)등으로 구분하여 풍력 계급을 나누었다.

주풍향은 측정 시간동안 최대 빈도로 불어온 풍향을 주풍향으로 하였다.

2.4 악취발생빈도 산출 및 결과 표시

현장후각측정기록표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 식을 이용하여 격자별로 악취발생빈도를 산출하

였고 산출된 결과를 지도상에 표시하여 조사지역에서의 악취노출정도 현황을 도식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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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  


여기서, EXP : 평가 격자에서의 악취발생빈도

N : 평가 격자의 꼭지점에서 측정한 횟수 (N=52 or 104)

n : Odor Hour 횟수의 합

7/52
(0.13)

2/13

0/13 1/13

4/13

그림 4. 악취발생빈도 결과 표시 사례

현재 국내에서는 현장후각측정의 결과인 악취발생빈도에 대한 기준은 없는 실정으로 부득이

하게 독일 기준을 참고하여 (마을 기준 악취노출도 0.15) 결과를 판단하였다.

표 2. 악취발생빈도 기준(토지활용에 따른 노출한계값, 독일)

구분 주거 지역 상업 및 공업지역 마을

기준 0.1 0.15 0.15

3. 결과 및 고찰

3.1 조사지역 주풍향

대기의 안정도는 Pasquill 등급 A-G로 표시될 수 있으며 여기서 A는 강한 불안정, D는 중

립, G는 강한 안정을 나타낸다. 강한 불안정은 더운 날 낮 동안 나타나며 이 때 대기는 수직방

향으로 급속한 혼합이 일어난다. 중립 대기는 바람이 강하고 풍속이 강하거나 운량이 많은 시

간에 나타난다. 안정 대기는 수직 방향 기류 이동이 거의 없는 무풍상태의 맑은 날 밤에 나타

난다. 대기가 불안정한 경우 악취 물질은 주로 수직방향으로 이동하고 안정한 경우는 수평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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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동하게 되어 지표 부근에서 악취 농도는 안정일 때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8)

악취 감지와 상관성이 있는 조사 지역의 기상여건을 알아보고자 조사 지역에서의 전반적인 

풍향 및 풍속 상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측정된 전체 기상 중 바람이 불지 않는 정

온(calm) 비율을 알아보았다. 뷰퍼트 풍력계급 기준(0.2 m/s)으로 고요 상태는 55.0%였으며 기

상청 기준(0.4 m/s)으로는 84.1%로 나타나 대기가 안정한 때가 많았으며 특히 야간에 정온 비

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바람이 부는 경우 측정된 풍향별 빈도를 살펴보면 양돈장

이 위치한 북북동 계열의 바람이 주로 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양돈장에서 발생한 악취가 조

사 지역에 영향을 주기 쉬운 기상 환경일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악취실태조사지역 풍속 측정 결과 정온(calm) 비율

구   분
0.2 m/s이하

(뷰퍼트 풍력계급 기준)
0.4 m/s이하

(기상청 기준)

전   체 55.0% 84.1%

주   간 40.4% 75.9%

야   간 77.5% 96.7%

북

북북동

북동

동북동

동

동남동

남동

남남동

남

남남서

남서

서남서

서

서북서

북서

북북서

북

북북동

북동

동북동

동

동남동

남동

남남동

남

남남서

남서

서남서

서

서북서

북서

북북서

풍향별 빈도 및 평균풍속(뷰퍼트)

빈도 (최대 8.1 %)

평균풍속 (최대 0.7 m/s)

북

북북동

북동

동북동

동

동남동

남동

남남동

남

남남서

남서

서남서

서

서북서

북서

북북서

북

북북동

북동

동북동

동

동남동

남동

남남동

남

남남서

남서

서남서

서

서북서

북서

북북서

풍향별 빈도 및 평균풍속(기상청)

빈도 (최대 3.6 %)

평균풍속 (최대 1 m/s)

그림 5. 악취실태조사지역 풍향별 빈도 

3.2 1차 악취노출도 조사 결과

1차 조사는 2017년 6월 12일 ~ 19일, 7월 13일 ~ 19일에 실시했다. 격자별로 감지된 모든 냄

새를 대상으로 정리한 악취 노출도는 0.038 ~ 0.308의 범위로 조사되었으며 마을 기준(독일)인 

0.15 이상의 빈도를 보인 격자는 전체 9개 격자 중 6개이었다. 감지된 냄새 중 축산분뇨에 의

한 악취노출도는 0.019 ~ 0.288의 범위였고 9개 격자 중 4개 격자가 0.15 이상의 악취노출도를 

보였다. 조사 지역중 악취관리지역에 가까운 북쪽일수록, 바람이 불어나가는 서쪽일수록 높은 

악취노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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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관리지역

악취 노출도

~ 0.15

~  0.20

~  0.25

~  0.30

0.30 ~

현장후각측정법실태조사결과
(1차전체냄새감지)

그림 6. 1차 악취노출도 결과(전체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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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
4

1

0

4

1
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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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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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
=0.288

2/52
=0.038

4/52
=0.077

6/52
=0.115

9/52
=0.173

9/52
=0.173

13/52
=0.250

1/52
=0.019

1/52
=0.019

현장후각측정법실태조사결과
(1차축산분뇨)

악취관리지역

악취 노출도

~ 0.15

~  0.20

~  0.25

~  0.30

0.30 ~

그림 7. 1차 악취노출도 결과(축산분뇨)

악취가 감지된 시간대는 Odor Hour로 판정한 40회중 야간(18시 ~ 22시)에 17회로 가장 많

았으며 이중 축산분뇨 냄새가 15회 감지되었다. 축산 분뇨 냄새는 야간, 심야, 새벽 시간대에 

골고루 감지되었다. 오후 시간대에는 퇴비 냄새가 3회 감지되었고 소각, 농약 등의 기타 냄새 

2회 등 농업 활동에 의한 냄새가 감지되는 특징을 보였다. 냄새가 감지된 시간대와 냄새 종류

를 표 4와 그림 8에 나타냈다.

표 4. 시간대별 Odor Hour 판정 횟수(1차)

구분
새벽

(05 ~ 07시)
오전

(07 ~ 12시)
오후

(12 ~ 18시)
야간

(18 ~ 22시)
심야

(22 ~ 02시)
합계

전체 냄새 5 2 9 17 7 40

축산분뇨 4 - 2 15 6 27

퇴비 - - 3 1 - 4

기타 1 1 3 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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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42.5%

오후
22.5%

심야
17.5%

새벽
12.5%

오전
5.0%

악취감지시간대(1차)

축산분뇨
71.1%

퇴비
10.5%

소각
7.9%

농약
5.3%

꽃
2.6%
음식물
2.6%

기타
18.4%

감지냄새 (1차)

그림 8. Odor Hour 판정 시간대 및 감지 냄새 비율(1차)

3.3 2차 악취노출도 조사 결과

2차 조사는 2017년 9월 6일 ~ 26일에 실시했다. 1차 조사 결과 대상지역 서편에 위치한 마

을에서도 악취가 감지될 가능성이 있어 1개 격자를 추가하여 10개 격자(20 지점)에서 악취발생 

빈도를 조사하였다.

18/52
=0.346

9/52
=0.173

12/52
=0.231

9/52
=0.173

20/52
=0.385

12/52
=0.231

20/52
=0.385

8/52
=0.154

8/52
=0.154

현장후각측정법실태조사결과
(2차전체냄새감지)

악취관리지역

추가조사지점

4 5 7 3

2

2

5 4 4
6

21 0

34 3

16/52
=0.308

7

1 4

4

악취 노출도

~ 0.15

~  0.20

~  0.25

~  0.30

0.30 ~

그림 9. 2차 악취노출도 결과(전체 냄새)

격자별로 감지된 모든 냄새를 대상으로 정리한 악취 노출도는 0.154 ~ 0.385의 범위로 모든 

격자에서 0.15 이상의 빈도를 보였다. 악취관리지역에 가까운 북쪽에 위치한 격자와 2차에 추

가한 격자에서 0.3 이상의 악취빈도를 보였다. 감지된 냄새 중 축산분뇨에 의한 악취노출도는 

0.038 ~ 0.308의 범위였고 10개 격자 중 5개 격자가 0.15 이상의 악취노출도를 보였다. 2차 조

사 시점인 9월 중에는 새로운 농작물 파종을 위해 조사지역내 경작지에 비료 살포가 많아 전

체적으로 악취감지빈도가 1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추가 조사 지점도 축분에 대한 영향보다 

비료 살포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영향으로 Odor Hour로 판정한 측정 횟수는 전체 68회로 1차(40회)에 비해 많았다. 또

한 야간에 악취 감지가 많았던 1차에 비해 오전 및 오후 시간대의 감지 비율이 대폭 늘어났다.

냄새 종류 별로 결과를 살펴보면 퇴비 냄새에 의한 Odor Hour 횟수는 총 9회로 1차(4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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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두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함께 축산분뇨 냄새도 오전 및 오후, 야간 시간대에 골고루 

상승하였다. 이는 미숙성이 퇴비를 사용하였거나 숙성된 퇴비라 하더라도 살포량이 많은 경우 

축분 악취와 혼재되어 구분이 쉽지 않은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된다. 축분 및 퇴비 이

외에 소각, 농약 등 농업 활동에 의한 기타 냄새가 간헐적으로 감지되었다. 냄새가 감지된 시

간대와 냄새 종류를 표 5와 그림 12에 나타냈다.

15/52
=0.288

3/52
=0.058

9/52
=0.173

5/52
=0.096

16/52
=0.308

8/52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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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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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7

현장후각측정법실태조사결과
(2차축산분뇨)

악취관리지역

추가조사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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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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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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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악취 노출도

~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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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

~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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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2차 악취노출도 결과(축산분뇨)

그림 11. 조사 지역내 경작지에 비료 살포 

표 5. 시간대별 Odor Hour 판정 횟수(2차)

구분
새벽

(05 ~ 07시)
오전

(07 ~ 12시)
오후

(12 ~ 18시)
야간

(18 ~ 22시)
심야

(22 ~ 02시)
합계

전체 냄새 6 18 18 16 10 68

축산분뇨 3 11 12 11 8 45

퇴비 2 2 2 3 - 9

기타 1 2 2 2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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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26.5%

오후
26.5%

야간
23.5%

심야
14.7%

새벽
8.8%

악취감지시간대(2차)

축산분뇨
72.6%

퇴비
14.5%

소각
4.8%

농약
4.8%

음식물
1.6%

하수
1.6%

기타
12.9%

감지냄새분포(2차)

그림 12. Odor Hour 판정 시간대 및 감지 냄새 비율(2차)

3.4 정온(Calm)상태와 악취 감지의 관계

대기오염물질의 확산은 대기의 연직방향의 온도변화에 따른 수직확산과 바람에 의한 수평확

산으로 구별된다. 수직확산의 정도는 연직방향의 기온변화를 측정함으로서 알 수 있는데 본 조

사에서는 이를 실측하지 못하여 지면에서의 악취 감지여부와 바람에 의한 수평확산에 대한 관

계만을 살펴봤다.

뷰퍼트 풍력 계급표에 따르면 풍속 0.2 m/s 이하의 바람을 정온 또는 고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은 대기가 안정할 때 주변으로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면에서 악취 감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조사에서 악취가 감지되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측정한 기상자료를 비교하여 그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표 6. 축분 악취 감지 및 미감지시의 정온 비율

구    분 1 차 2 차 1차 + 2차

축분 악취 감지
정온 (81.1%) 정온 (58.3%) 정온 (69.0%)

평균 풍속 (0.1 m/s) 평균 풍속 (0.3 m/s) 평균 풍속 (0.2 m/s)

축분 악취 미감지
정온 (53.6%) 정온 (50.8%) 정온 (52.2%)

평균 풍속 (0.3 m/s) 평균 풍속 (0.3 m/s) 평균 풍속 (0.3 m/s)

표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1차 조사에서는 축분 악취 감지시 정온 비율(81.1%)이 미감지시

(53.6%)보다 높았다. 2차 조사에서는 감지시(58.3%)의 정온 비율이 미감지시(50.8%)보다 높긴 

하지만 그 차이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교적 대기가 불안정한 오전 및 오후 

시간대에 농작물 파종을 위해 경작지에 비료를 살포한 것이 그 원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

과는 표 7을 통해서도 유추해볼 수 있다. 표 7에는 대기가 불안정한 오전·오후 시간대와 상대

적으로 대기가 안정한 새벽·야간·심야 시간대의 정온 비율과 축분 악취로 인한 Odor Hour 판

정 횟수를 함께 나타냈다. 1차 조사에서는 정온 비율이 높았던 야간에 축분 악취를 감지하는 

빈도가 높았다. 그러나 주간에 농업활동이 많았던 2차 조사에서는 정온 비율 자체는 1차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주간 시간대에 축분악취 감지 빈도는 상승하여 농업활동에 따라 

악취감지빈도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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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시간대에 따른 정온 비율과 축분 악취 감지 횟수

구분 1 차 2 차 1차 + 2차

오전
오후

정온 (42.7%)
2 회

정온 (37.9%)
23회

정온 (40.4%)
25회

평균 풍속 (0.4 m/s) 평균 풍속 (0.4 m/s) 평균 풍속 (0.4 m/s)

새벽
야간
심야

정온 (82.4%)
25회

고요 (72.9%)
22회

정온 (77.5%)
47회

평균 풍속 (0.1 m/s) 평균 풍속 (0.2 m/s) 평균 풍속 (0.1 m/s)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적으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된 풍속을 고요, 약한 고

요, 실바람, 남실바람으로 계급을 나누고 풍속 계급에 따른 축분 악취 감지에 대한 차이를 교

차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p=.045<0.05)를 나타냈으며, 풍속이 약할수록 축분 악취 감지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풍속에 따른 축분악취 감지 횟수

구분
고요

(0.2 m/s 이하)
약한 고요

(0.2 ~ 0.4m/s)
실바람

(0.5 ~ 1.5m/s)
남실바람

(1.6 ~ 3.3 m/s)

전체 측정 횟수 326 37 104 1

축분 감지횟수 58 6 8 -

표 9. 풍속 계급과 축분 감지 교차분석 결과

　구    분 축분 미감지 횟수 축분 감지 횟수 χ² p

풍속

고요 268(82.2%) 58(17.8%)

6.186 0.045약한고요 31(83.8%) 6(16.2%)

실바람 96(92.3%) 8(7.7%)

4. 결론

악취 피해 지역에서의 악취노출정도를 파악하고자 악취발생 빈도를 측정하는 현장후각측정

법을 2차에 걸쳐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악취 노출도가 0.15(독일, 마을기준)를 초과한 격자는 1차 조사에서 모든 냄새 고려시 9개 

격자 중 6개(최대 0.308), 축분만 고려시 4개(0.288) 였으며, 2차 조사에서는 모든 냄새 고려시 

10개 격자 모두 초과(최대 0.385)하였고, 축분만 고려시 10개 중 5개(0.308) 였다. 기존 악취실태

조사시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례가 없었던 점을 생각해볼 때 현장후각측정법이 악취수용자 측

면에서의 악취 체감 정도에 부합하는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감지된 냄새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축산분뇨(72.0%), 퇴비(13.0%), 소각(6.0%), 농약(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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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악취 감지율이 높은 시간대는 1차 조사에서는 새벽, 야간, 심야 시간대

였고 2차 조사에서는 오전 및 오후 시간대로 나타났다. 2차 조사 시기는 비료 살포 등 농업활

동이 활발해 지는 시기로 측정 시점의 대상지역 여건을 반영한 결과를 나타냈다.

3. 본 조사 지역에서 민원을 발생시키는 주요 악취발생원은 축산분뇨 냄새를 주로 감지하였

고 이외에도 농촌에서 생산 활동에 수반되는 다양한 냄새 감지와 그 발생시간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런 결과를 통해 다양한 업종의 사업장이 모여 있는 산단 인근에서 현장후각측정법을 

적용한다면 감지되는 악취 종류와 빈도, 시간대 및 기상자료를 통해 주요 악취발생원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측정된 기상 자료를 바탕으로 풍속에 따른 축분 악취 감지에 대한 차이를 교차분석한 결

과 유의한 차이(p=.045<0.05)를 나타냈으며, 풍속이 약할수록 축분 악취 감지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제안 사항 

향후 현장후각측정법으로 실태조사 도입을 위해서는 국내 여건에 맞도록 지역에 따른 악취

노출도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악취의 질 또한 수용자들의 용인성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한 인자이므로 감지 빈도와 함께 측정시점의 악취의 질을 함께 조사하여 악

취 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후각을 인

지하는 정도가 개인별로 다양하므로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조사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측정 

결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의를 제거하여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사사 

이 연구는 “현장후각측정법을 이용한 악취측정법 개선” 사업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과 악취

분야 공동연구조사로 추진되어 국고보조금이 일부 지원되어 이루어졌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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