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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A18) 부산 신평 ․ 장림 산업단지의 황화합물 악취 기여도 평가

이유정 ․ 박기형 ․ 정화숙 ․ 채진욱 ․ 박양진 ․ 한상민 ․ 임용승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생활환경팀

1. 서론 

악취 민원이 많은 지역 중 공업지역에서는 악취배출원이 다양하며 악취 강도는 시간과 기상조건에 따라 변

화하고 악취 민감도는 주관적 판단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악취 평가와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악

취물질은 휘발성이 큰 기체상 오염물질로 매우 낮은 농도 수준에도 후각세포를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

발한다. 시간적으로 불규칙적인 발생 특성을 가진 악취는 발생빈도를 감안하여 악취 발생원 중심의 지역적 관

리를 위하여 악취배출시설이 밀집한 공업지역을 중점적으로 악취물질의 정성 ․ 정량 조사 및 악취 농도에 따른 

강도 분포로 악취 실태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3월과 6월에 부산 지역 신평 ․ 장림 산업단지의 

악취 물질 분포 현황을 파악하고 황화합물 악취 기여도를 평가하여 산업단지 주변 지역의 악취 저감 관리를 위

한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 자료 및 방법

연구 대상 지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신평 ․ 장림 산업단지 및 주변으로 기계 ․ 철강 산업, 섬유 ․ 의복, 
음식료 시설 및 공공주택단지와 학교 등 6개 지점을 선정하였고 각 지점의 부지경계에서 악취공정시험기준

(2019)에 준하여 악취물질을 황화합물, 암모니아, 트리메틸아민(TMA), 휘발성유기화합물, 지방산류, 알데하이

드 등으로 분류하여 시료를 채취하였다. 황화합물은 저온농축-모세관컬럼-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 암모니아는 

붕산용액 흡수법-자외선가시선 분광법, TMA는 헤드스페이스-모세관컬럼-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 휘발성유기화

합물은 저온농축-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 지방산류는 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 및 알데하이드는 

DNPH카트리지-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각각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3월 조사시기에 암모니아 0.01~0.04 ppmv, TMA 0.000~0.0004 ppmv, 황화수소 0.000∼0.004 
ppmv, 아세트알데하이드 0.0023~0.0093 ppmv 및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000~0.003 ppmv로 검출되었고 6월에

는 암모니아 0.04~0.11 ppmv, 황화수소 0.001~0.030 ppmv, 아세트알데하이드 0.0024~0.0068 ppmv 및 프로피온

알데하이드 0.001~0.002 ppmv로 검출되었으나 악취방지법 상의 배출허용기준 이하 수준이었다. 최소감지농도

에 대한 검출농도인 악취활성값을 활용한 냄새 기여율을 살펴보면 황화합물 중 황화수소 기여율이 35~42%로 

조사지점의 주요 냄새 원인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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