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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vered stream of cities are considered an odor source. Also, the public do not want a wastewater treatment 

plant(WWTP) near their properties due to the emission of odor emanating from such sources, although they play an 
important role in urban develop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attern distribution of the odorous 
compounds from the Nambu WWTP and Youngho stream in Busan. odor sampled four times were analyzed by instrumental 
analysis method and indirect olfactory method. The kinds of offensive odorous compounds examined are acetaldehyde, 
propion aldehyde, hydrogen sulfide, methyl mercaptan, dimethyl sulfide and ammonia. Also, Concentration of air pollutants 
has been calculated by ISCST3 models. At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Nambu WWTP releases sulfur compounds. And the 
major odorous were hydrogen sulfide (1,475 ppb) and acetaldehyde (95 ppb) at Youngho stream. The stink which residents 
feel will point out the Nambu WWTP mainly if the odor is removed with the improvement of a Youngho stream. 
Accordingly,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appropriate components to processes in odor reducing plan at Nambu WW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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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쾌적한 삶의 질에 대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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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구 증대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악취 분야도 이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주

목받고 있다. 악취는 소음 공해 등과 같은 대표적인 

감각공해로서 코 내부의 후각세포를 자극하여 불쾌

감을 유발하는 기체상 물질을 의미한다(Dincer와 

Muezzinoglu, 2006). 이러한 악취 물질들은 시민들에

게 정신적 생리적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메스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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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 식욕감퇴, 위장장애, 수면장애, 호흡곤란 및 알

레르기 현상 등의 해를 주고 있어 환경 분야 민원 발생

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악취현상은 

발생원조건, 기상조건 및 대기 중에서 이루어지는 다

양한 반응현상과 함께 감지자가 처해있는 다양한 환

경요소에 의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 

중 어느 하나도 간단하게 평준화시키기 어려운 이유

로 객관적인 평가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대표적

인 악취발생원은 산단지역의 생산시설과 매립지, 소
각시설, 하수처리시설, 복개하천 등을 꼽을 수 있다. 
그 중 환경기초시설의 하나인 하수처리시설은 하수 

및 슬러지 처리과정에서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

수소, 메틸메르캅탄 등 여러 종류의 악취물질이 발생

되어 인근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김, 2003). 그리고 복개하천은 내부

에 차집관로가 없으면 하수가 하천 내 전폭으로 흐르

게 되어 대규모 하수노출로 악취가 발생하며 복개부 

끝단 전폭으로 차집되는 구간에서는 악취가 비산되어 

더욱 심하게 발생한다(신, 2009). 실제로 부산시 남부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의 경우 악취로 인하여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방해를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환경공단 남부하수처

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과 용호천에서 발생하

는 악취물질이 인근의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기 위해 하수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과 

하천 하류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의 종류 및 현황을 

측정하였다. 또한 국지적인 기상자료와 지형적 특성

을 고려한 모델링을 통해 악취물질의 확산을 예측하

여 주거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악취발생원을 파악 

함으로서 악취 관리지역 지정 등의 규제방안 및 개선

방안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자료 및 방법

2.1. 연구대상지역 현황

Fig. 1에서 부산환경공단 남부하수처리시설은 TM 
좌표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TMX : 210436, TMY : 
280968에 위치해 있으며, 지형 고도의 높이는 0 m로 

주변 지형보다 낮게 나타났다. 주변 지형을 살펴보면 

연구지역의 동쪽으로는 이기대 공원으로 고도는 125 

m로 연구대상 지형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북
쪽으로는 용호만이 있고, 서쪽으로는 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위치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상가와 주거지역

이 밀집되어 있으며, 용호천은 남부하수처리시설 서

쪽의 부지경계선을 따라 용호만을 향해 흐르고 있다. 
현재 남부하수처리시설은 부산시 남구전역, 부산

진구, 동구, 수영구 일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

는 환경기초시설로 1일 최대 340,000 ㎥의 하수처리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생활하수가 많이 유입되므로 

유기물과 질소화합물, 황화합물이 다량 함유되어 처

리되는 과정에서 부패하여 여러 가지 악취물질들을 

생성할 수 있다. 
그리고 용호천의 일부는 복개되어 있어 도시하수

에 함유된 유기물질의 혐기성분해가 진행되어 악취발

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생활하수 유입과 폐쇄성 

해역으로 해수가 정체되어 심한 악취를 유발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왔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수차례 

개선조치 요구를 받아왔다. 

A

C
B

D

Fig. 1. Sampling site (A: thickener, B: yard, C: end of the 
covered part at Youngho stream, D: the harbor 
entrance site at Youngho stream) in this study.

2.2. 악취측정지점 선정 

현재 남부하수처리시설은 대부분의 공정에서 악취

방지시설이 구축되어 있다. 하지만 야적장(B)의 경우 

악취방지시설이 미흡한 상태에서 개방되어 있고,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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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und Contents Methodology Instrumental and analytical condition

Odorous compounds Air dilution VP-18DT
(Astek, Korea)

Ammonia Ammonia Absorptiometric analysis
UV Spectrophotometer
(UV-1700, Shimadzu)

JAPAN

Sulfur
Compound

Hydrogen sulfide
Methyl mercaptan
Dimethyl sulfide

GC/PFPD GC CP-3800
(Varian, USA)

Aldehyde Acetaldehyde
Propionaldehyde HPLC/UV Prostar 210

(Varian, USA)

Table 1. Instrumental analysis method for odorous compounds

Odor intensity
1 2 2.5 3 3.5 4 5

Threshold Moderate Strong Very Strong Over Strong

Hydrogen sulfide 0.5 5.6 19 63 210 720 8,100

Acet aldehyde 1.5 15 47 150 460 1,400 14,000

Table 2. Functional relation between odor intensity and chemical compounds concentration

축조(A)는 공정특성상 악취농도가 매우 높으므로, 시
료채취지점을 농축조와 야적장으로 선정하였다. 그리

고 용호천은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점인 복개

부 끝단(C)과 용호만으로 유입되는 지점(D) 2군데를 

선정하였다. 측정시기로는 계절별로 각각 1회씩 총 4
회 측정하였다. 

2.3. 악취측정항목 선정

악취측정항목은 Table 1과 같이 국립환경과학원에

서 지정한 악취물질 중 하수처리장 및 하천에서 많이 

발생하는 악취물질의 일반적인 배출특성을 고려하여 

6가지 악취물질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개별 성분들에 

대한 악취분석은 GC 시스템과 같은 정밀기기를 사용

하지만 악취물질들이 혼재할 경우 (간섭, 중화, 상승

효과 등에 의해) 복합물질들에 대한 감지는 단일물질

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Micone과 Guy, 
2007).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람의 후각에 기

초한 관능방식의 감지기법을 사용하여 공기희석관능

법에 기초한 희석배수자료를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하

였다.

2.4. 냄새세기와 악취물질농도와의 관계

Table 2에서는 관능법에 따른 냄새세기와 악취물

질농도와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악취강도 1은 감지

취기로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냄새를 나타내

며, 2는 보통취기로 무슨 냄새인지 판별할 수 있는 정

도의 냄새로써 황화수소는 5.6 ppb, 아세트알데히드

는 15 ppb 일 때 해당한다. 그리고 악취강도 3과 4, 5
는 각각 강한취기, 극심한 취기, 참기 어려운 취기로 

불쾌감을 주는 강도에 해당한다(국립환경연구원, 
2002).

2.5. ISCST3 모델

본 연구에서는 그 유용성을 신뢰할 수 있으며, 지
형, 건물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가우시안 모델 중에서 국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ISCST3 모델을 선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연구대

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악취영향범위를 조사하였다. 
특히 ISCST3 모델은 오염물의 장기간 평균농도 예측

이 가능하고 고려하는 오염원 수는 제한이 없으며, 오
염원이 격자시스템의 안팎에 위치하게 된다. 이와 함

께 계절 평균농도 및 연 평균농도를 각각 또는 동시에 

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정확한 모델값을 구하

기 위해 연구대상지역의 지리학적 특성과 기상 등을 



956 문성만․이형돈․조상원․강동효․박해식․오광중

spring summer autumn winter

Fig. 2. Seasonal wind rose at Youngho Dong.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기상자료는 남부하수처리

시설의 옥상에 자동기상관측장비(AWS : Automatic 
Weather Station)를 설치하여 2009년 12월부터 2010
년 11월까지 운영한 자료를 이용하였고, 지형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1:5,000 지형도를 사용

하였다. 
확산모델의 검증은 측정치와 예측치 사이의 통계

처리 작업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모델 예측치와 실제 

측정치에 대한 일치도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통계량 

계산으로는 Willmott(Willmott, 1981)이 제시한 일치

지수(Index of Agreement : IA)와 정규평균자승오차

(Normalized mean square error : NMSE), 그리고 부

분편차(Fractional bias: FB) 등이 있다. 이 파라미터 

식은 (1∼3)과 같다(Karppinen 등, 2000).

 

  (1)



 (2)

 


 (3)

여기서, Cp는 예측 농도를 나타내고, Co는 실제측

정 농도를 나타내며, 막대표시는 평균값을 나타낸다. 
IA 와 NMSE는 예측농도와 측정농도사이의 분산정

도를 나타내는 척도의 방법이며 식(1)의 IA는 0～1 사
이의 값을 갖고 1에 가까울수록 예측치와 관측치 값의 

일치도가 크고 좋다는 것을 의미하며, 식(2)의 NMSE
는 0.5 이하로 작은 값일수록 모델의 정확도가 좋음을 

의미한다. 또한 식(3)의 FB는 측정치와 예측치 평균

농도의 일치도를 나타내며 -2～2사이의 값으로 표현

되고, 허용범위는 -0.5～0.5이고, 0에 가까운 값일수

록 이상적인 모델임을 나타낸다(정, 2003; Kumar 등, 
1999). 

3. 결과 및 고찰

3.1. 기상현황

Fig. 2는 남부하수처리장이 위치한 용호동의 국지

기상을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나타낸 것

이다. 연구대상지역의 국지기상은 가을철을 제외하고

는 모두 북서풍에서 북동풍의 영향이 우세하였으며, 
가을철에는 남서풍의 영향이 컸다. 풍속을 살펴보면 

1.75∼2.46 m/sec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북쪽에 위치

한 용호만에서 부는 해풍과 주변 지형의 영향에 기인

한 것으로 판단된다. 

3.2. 악취 측정 결과

Table 3에 복합악취 및 각 악취물질에 대한 분석 결

과를 나타내었다. 복합악취의 경우 희석배수로 나타

낸 결과, 대부분 측정지점에서 기준치인 15이상인 값

을 나타냈으며, 특히 용호천의 복개가 끝나는 C지점

에서의 희석배수 값이 45∼67로 배출허용기준치인 

15보다 3～4.47배 높게 나타났으며, 남부하수처리시

설의 야적장에 비해 2.23배, 농축기동에 비해 2.14～
4.79배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주민들에게 영향

을 주는 주요 악취원은 남부하수처리시설보다는 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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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orous 
Compound

Sampling 
Date Standard

Nambu wastewater treatment plant Youngho stream

A B C D

Complex odor
(dilution)

10.02
under

15

10.0 15.0 16.0 10.0
10.05 32.0 45.0 45.0 10.0
10.06 14.0 30.0 67.0 21.0
10.10 14.0 21.0 10.0 10.0

Ammonia
(ppb)

10.02

under 1,000

N.D N.D 10.0 N.D
10.05 102.7 56.0 17.0 6.0
10.06 56.1 13.5 50.6 16.0
10.10 N.D N.D N.D N.D

Hydrogen 
sulfide
(ppb)

10.02
under 

20

246.0 350.0 726.4 18.5
10.05 691.5 604.9 1,112.9 17.7
10.06 93.7 40.6 1,475.2 56.6
10.10 656.0 854.0 1,154.0 25.0

Methyl
mercaptan

(ppb)

10.02
under 

2

2.2 1.8 N.D N.D
10.05 3.1 5.8 N.D N.D
10.06 2.7 3.3 N.D N.D
10.10 N.D 7 N.D N.D

Dimethyl
sulfide
(ppb)

10.02
under 

10

5.0 2.1 N.D N.D
10.05 0.8 1.4 N.D N.D
10.06 N.D 0.8 N.D N.D
10.10 N.D N.D N.D N.D

Acet
aldehyde

(ppb)

10.02
under 

50

10.0 15.0 48.0 25.0
10.05 7.5 7.4 49.5 42.1
10.06 10.4 16.2 95.0 87.0
10.10 18.0 21.0 42.0 35.0

Propion
aldehyde

(ppb)

10.02
under

50

N.D 5.0 N.D N.D
10.05 12.0 13.0 3.0 N.D
10.06 105.0 94.0 N.D N.D
10.10 2.0 3.0 3.0 N.D

N.D : Not Detected

Table 3. Major offensive odorants result of measurement

천이 크다고 판단된다. 
지정악취물질 중 암모니아는 측정지점 모두 배출

허용기준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값이 측정되었다. 
이것으로 보아 이 지역에서는 질소를 함유하고 있는 

유기물질들이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김 등, 
2005; 전 등, 2006), 썩은 양파와 같은 냄새가 나는 황

화수소는 대부분 지점에서 허용기준치 이상의 값이 

측정된 것으로 보아 황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유기

물질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박과 금, 2004). 메틸

메르캅탄은 악취강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 야

적장에서 배출허용기준치인 2 ppb를 상회하는 3.3～7 

ppb 값이 나타났으며, 용호천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메틸메르캅탄의 메틸화에 의해 생성되는 악취물질인 

황화메틸은 메틸메르캅탄이 발생한 야적장에서 약간 

발생하였으며, 용호천에서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혐기성 환경에서 중간생성물로 발

생되는 아세트알데히드는 6월 측정 시 기온 상승으로 

인해 하천에서의 발생량이 5월보다 약 2배가량 증가

하였으며, 남부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양보다 약 2～
9배 정도 높게 나타나 인근 주거지역에 영향을 미쳐 

민원 발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프

로피온알데히드는 6월 측정 시 남부하수처리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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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Summer

Autumn Winter

Fig. 3. Modeling results of seasonal complex odor.

서 배출허용기준치보다 약 1.88배 높은 값이 나타났

으며, 용호천에서는 검출되지 않거나 3 ppb 정도로 매

우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3.3. 대기확산 모델링 결과

남부하수처리시설 및 용호천으로부터 인근의 주

거지역에 미치는 악취오염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악취물질의 확산을 ISCST3 모델을 통해 분석하였

다. Fig. 3은 복합악취에 대한 계절에 따른 영향을 

simulation 한 것으로, 북서풍의 영향이 강한 겨울철

에는 인근 주거지역에는 악취에 의한 피해가 작을 것

으로 예상되며,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약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봄철의 국지기상은 북

서풍 내지 북동풍의 영향이 강하며, 겨울철에 비해 온

도가 상승하여 대기 확산이 잘 이루어지고, 풍속이 

1.98∼2.46 m/sec으로 약 1.24배 높아지면서 겨울철

보다 인근 주거지역에 악취가 더 많이 영향을 미칠 것

으로 판단된다. 여름철에는 봄철에 비해 평균기온이 2
배 가까이 높아지고, 습한 날이 많아 악취가 용호천 C
지점을 중심으로 멀리는 600 m 이상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름철에도 지형의 특성상 북

풍의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보다는 남쪽

의 상가와 주거단지지역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가을

철에는 남쪽에서 불어오는 육풍의 영향으로 인해 용

호천과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악취가 아파트단지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여름철뿐만 아

니라 가을철에도 악취에 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

된다. 
지정악취물질의 경우 총 6종의 악취물질 중 가장 

고농도를 나타내는 황화수소와  인근 지역까지 확산

되는 아세트알데히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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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of odor emission
Nambu wastewater treatment plant Youngho stream

min max min max

Hydrogen sulfide
(ppb)

Spring 0 0 10 20
Summer 10 20 10 60
Autumn 0 40 10 50
Winter 0 0 10 30

Acet
aldehyde

(ppb)

Spring 0 0 10 20
Summer 0 10 10 50
Autumn 0 0 10 30
Winter 0 0 5 20

Table 4. Odor concentration in the nearby area result of modeling

Spring Summer

Autumn Winter

Fig. 4. Modeling results of seasonal hydrogen sulfide.

머지 악취물질들은 인근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

로 생략하였다. 
Table 4는 배출지점에서 측정된 악취물질이 확산

됐을 경우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모델링을 통해 

농도로 나타냈으며, 이는 Fig. 4와 Fig. 5에 그림으로 

나타냈다. Fig. 4는 계절에 따른 황화수소의 확산을 나

타낸 것으로, 용호천에서 발생한 황화수소에 의해 아

파트단지에 미치는 영향은 계절에 따라 보통취기에 

해당하는 10 ppb에서 강한취기인 50 ppb까지 나타났

으며, 상가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10∼60 ppb까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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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Summer

Autumn Winter

Fig. 5. Modeling results of seasonal acetaldehyde.

타났다. 반면에 남부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황화수

소가 인근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가을철에 보통

취기인 40 ppb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20 ppb 이하의 

낮은 농도 분포를 보여 용호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

우 작은 편이었다.
Fig. 5는 하천에서 많이 발생하는 아세트알데히드

의 계절에 따른 확산을 나타내었다. 용호천에서 발생

한 아세트알데히드가 아파트단지에 미치는 영향은 봄

에는 북풍의 영향으로 인해 상가지역에 최고 10 ppb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은 종관

적인 기상상태에 의해 일사량이 높아짐에 따라 비교

적 높은 혼합고의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상층의 대기

가 불안정하게 되어 비교적 확산이 잘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어 봄철에 비해 더 넓게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을철에는 주풍향인 남풍의 영향을 

받아 서쪽에 위치한 아파트단지에는 보통취기에 해당

하는 30 ppb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겨울철에는 북풍의 영향으로 상가지역으로 악취물질

이 확산되어 아파트단지에 미치는 영향은 적었다. 반
면에 남부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아세트알데히드

가 아파트단지 및 인근 상가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여

름철과 가을철에 보통취기에 해당하는 10 ppb로 나타

났으며, 대부분 낮은 농도 분포를 보여 용호천에 비해 

악취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3.4. 확산모델 검증

모델의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IA, NMSE, FB
와 상관계수를 비교하여 Table 5에 나타내었으며, 용
호천과 남부하수처리시설의 황화수소, 아세트알데히

드의 실측치와 예측치의 상관계수를 Fig. 6에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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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s Season Hydrogen sulfide Acetaldehyde

IA
IA → 1

10.05 0.9645 0.9464

10.06 0.9725 0.9442

NMSE
NMSE  0.5

10.05 0.0536 0.0707

10.06 0.0576 0.0643

FB
FB → 0

10.05 -0.2079 -0.0630

10.06 0.3364 0.0976

correlation coefficient (R2) 0.8055 0.8110

Table 5. Dispersion model evaluates and correlation coefficient(R2)

Observed concentration (ppb)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P
re

di
ct

ed
 c

on
ce

nt
ra

tio
n 

(p
pb

)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R2=0.8055

Observed concentration (ppb)

0 20 40 60 80 100

P
re

di
ct

ed
 c

on
ce

nt
ra

tio
n 

(p
pb

)

0

20

40

60

80

100

120

R2=0.8110

Hydrogen sulfide Acetaldehyde

Fig. 6.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predicted concentration and observed concentration.

었다. 황화수소의 경우 IA 0.8906～0.9725, NMSE 
0.0536～0.1656, FB -0.2079～0.3364로 모두 허용범

위 내에 포함 되는 값으로 나타났으며, 상관계수는 

0.8055로 실측치와 예측치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세트알데히드의 

경우 IA 0.8597～0.9464, NMSE 0.0214～0.1072, FB 
-0.2990～0.1579로 모두 허용범위 내에 포함 되는 값

으로 나타났으며, 상관계수는 0.8110으로 비교적 잘 

일치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주요 악취발생지역의 악취발생현황

을 파악하기 위해 남부하수처리시설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주요공정 2지점과 용호천 2지점을 선정하여 

배출농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대기확산모델링

을 수행하여 각 악취물질별 농도 분포 및 인근 주거지

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공기희석관능법에 의해 복합악취를 측정한 결과, 

용호천 C지점에서의 희석배수 값은 배출허용기준치 

뿐만 아니라 남부하수처리시설에서 측정된 희석배수

값 보다도  높게 측정된 것으로 보아 주민들에게 영향

을 주는 주요 악취원은 남부하수처리시설보다는 용호

천이 크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측정한 지정악취물질이 인근 지역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계절별로 모델링을 한 결과, 
용호천에서 발생한 황화수소와 아세트알데히드의 경

우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높은 혼합고에 의한 불

안정한 대기로 인해 넓게 확산되는 여름과 주풍인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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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으로 인해 아파트단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을에 각

각 강한 취기와 보통취기를 나타났으나, 하수처리시

설에 의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호동 지역에서 발생한 주요 악취원은 용호천의 C

지점인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용호천 개선으로 인해 

악취원은 점차 제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남부하

수처리시설은 악취문제에 대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

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악취물질 중 황화수

소는 배출허용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고 있으며, 야
적장은 악취방지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강

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에 대

한 결과는 향후 악취 관리지역 지정 등의 규제방안 및 

개선방안 연구와 대책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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