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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dispersion prediction of odor from Hanwoo and 
dairy farms. Gaussian Plume model used in considering of farm size, wind velocity, atmospheric 
stability and threshold odor unit to prediction of odor dispersion based on the survey on current 
state of odor emission and control from 9 site of Hanwoo and 9 site of dairy farms. Farm size, 
wind velocity and atmospheric stability were affected the distance of odor dispersion, showed 
longer distance in cases of large farm, low wind velocity and stable atmospheric condition. We 
will suggestion the adjusted distance of odor dispersion according to farm size was estimated to 
50~100 m in Hanwoo farm and 50~150 m in dairy farm when apply the 3OU, 5 m/s wind 
velocity and stable atmospheric condition. 
(Key words : Hanwoo and Dairy farm, Odor, Dispersion, Atmospheric condition)

서    론

축산업의 지속가능 여부는 친환경 축산업
으로의 전환을 얼마나 잘 이루어 내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친환경 
축산은 소비자에게는 물론 생산자 및 가공 
유통과정에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의 친환경축산에 대한 요구가 높
아지면서 동물복지와 축산환경의 개선이 없

이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미래는 보장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친환경축산 종합대책을 
발표(MAFRA, 2014) 하고 환경부담 최소화, 
친환경 축산물 공급 활성화 및 생산기반 조
성을 친환경 축산을 위한 중점추진과제로 설
정하였다. 중점추진과제로 추진 우선 순위에
서 맨 앞에 자리한 환경부담 최소화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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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onditions of Hanwoo and dairy farms in study.

  Region†
Species‡
(No. of 
animals)

Location conditions
Distance of boundary 
line between building

(m)
Jinju, GN H 280 Halfway far village 20
Jinju, GN H 150 Flatland the end of hillside 30
Uiryeong, GN H 200 Some sloped near national road 12
Gosung, GN H 220 End of hillside, plain area 10
Gosung, GN H 130 Flatland near irrigation canal  7
Uiryeong, GN H 105 Flatland near national road  5
Sancheong, GN H 170 In the mountain area far village 25
Hadong, GN H 130 In the mountain area far village  6
Hadong, GN H 33 End of hillside, near the residential district 13
Gimpo, GG D 33 Near the residential district  7
Yanju, GG D 210 Near the large scale residential district  6
Paju, GG D 24 Flatland the end of hillside  5
Namyangju, GG D 70 End of hillside, near the residential district  3
Icheon, GG D 86 Around poultry farm, waste treatment plant  5
Ansung, GG D 100 Flatland near village  5
Ansung, GG D 72 Plain area  4
Hwasung, GG D 70 Rural village flatland  3
Siheung, GG D 120 Flatland the end of hillside  2
†GG: Gyeonggi, GN: Gyeongnam, ‡H: Hanwoo, D: Dairy

여 지역단위 가축분뇨 종합관리와 악취관리 
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악취는 자극성 있는 기체상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
새로 악취물질은 그 종류에 따라서 발생원이 
다르며 발생량을 어느 정도 저감시킨다 할지
라도 아주 작은 양으로도 취기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과 방지에는 많은 어
려움이 따르고 있다. 사람의 후각 감각은 개
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감지한 악취의 질과 
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악취에 노출되면 악취의 
강도와 지속시간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
만, 신체 알러지 반응, 식욕 감퇴, 음수량 저
하, 호흡기 장애, 설사와 구토, 정신적 스트
레스 등의 심미적 환경공해 요인으로 작용한
다고 알려져 있다(Yasuhara et al., 1984). 

환경부가 2011년 11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을 전국의 지자체에 시달한 

이후, 전국의 지자체 중 80% 이상의 지자체
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
영하고 있으나(MAFRA, 2013) 가축분뇨법과 
축산법 등 서로 다른 제도에 의하여 가축사
육을 제한할 수 있게 되고 동일하지 않은 기
준이 적용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반드
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 사육 농장
의 악취발생과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바탕
으로 한우 및 젖소농장 발생 악취가 어떻게 
확산되는가를 추정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1. 조사대상 한우 및 젖소농장 

악취의 확산특성 연구를 위하여 조사한 한
우 9개 및 젖소 9개 농장의 일반 현황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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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riteria for odor strength.

     Degree of strength Definition
0 (None) Not detectable odorless state 
1 (Threshold) Barely detected odor
2 (Moderate) Moderate odor
3 (Strong) Strong odor
4 (Very strong) Very strong odor
5 (Over strong) Difficult to bearing strong odor

2. 조사내용 및 방법

(1) 악취 측정

  축산농장에서 발생되는 악취 정도를 조사
하기 위하여 농장의 부지경계선 상에서 복합
악취는 직접관능법으로 측정하였으며, 개별 
악취물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암모
니아 농도는 검지관법으로 측정하였다.

복합악취는 직접관능법인 6단계 악취세기
법으로 악취를 측정하였는데, 6단계 악취세
기법은 사람의 후각으로 느낀 바를 세기별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주로 배출원이 아닌 환경 
중 악취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공인된 악취평
가 방법 중 하나이다. Table 2와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자 5명이 측정 대상 사업장 부지경
계선에서 6단계 냄새 세기 수준에 따라 악취
를 평가하여 평가자의 평균을 적용하였다.

(2) 확산 추정

한우 및 젖소농장에서 발생된 악취의 주변 
환경으로의 확산은 경영규모, 축사 형태, 분
뇨처리 방법 등 농장 특성 뿐 아니라 위치, 
지형적 특성, 실시간 기상현황 등 여러 환경 
인자들의 영향을 받게 되며, 이러한 환경 인
자들은 예측이 어렵고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
에 악취의 확산 원인과 확산 정도 등 확산 
특성의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대기 중 확산을 
모의하기 위하여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

는 Gaussian 확산모형에 기반을 둔 가우시안 
모델들 중 Gaussian Plum을 사용하여 악취확
산을 추정하였다.

Gaussian Plume 모델의 기본 설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 난류는 random 운동이므로 난류에 의한 

확산도 random하게 되고 
－ 농도는 정규분포하게 된다는 Gaussian 

확산 가정 적용
－ 특정 배출구에서 지속적으로 배출되며 
－ 배출량의 변화나 기상조건의 변화가 없

는 정상상태로 가정
  Gaussian Plume 모델의 세부 가정은  
－ 풍하방향을 x축으로 할 경우, v=0, w=0
－ x축 방향으로 이류가 확산보다 현저히 

크므로 확산을 무시하여 kx=0
－ 정상상태이므로, ∂C / ∂t =0
－ 소 마리당 27 OU m3/s/ton의 악취발생 

가정   

결과 및 고찰

1. 한우 및 젖소농장 악취 발생특성

조사한 18개 한우 및 젖소농장의 경영규모
에 따라 200두 이상을 대규모 농장, 50두에
서 200두 까지를 중규모 농장, 50두 이하의 
농장을 소규모 농장으로 구분하여 규모에 따
른 부지경계선에서의 악취세기와 암모니아 
농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한우와 젖소농장의 경영규모에 따른 악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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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dor emission characteristics of Hanwoo and dairy farms in study.

Species
(size)

Wind velocity
(m/s)

Humidity
(%) Odor strength Ammonia

(ppm)

Hanwoo
(Large)

1.1 50.4 1.4 3
0.9 37.1 1.0 3
1.2 51.9 1.4 3

Hanwoo
(Medium)

1.0 45.0 0.4 3
1.1 53.2 1.2 3
1.0 56.6 1.8 2
0.4 50.1 0.6 3
0.6 45.6 1.4 3

Hanwoo
(Small) 0.5 43.7 0.8 2

Dairy
(Large) 2.9 56.0 0.8 3

Dairy
(Medium)

1.5 32.0 1.4 2
1.0 29.0 2.2 3
1.3 60.0 2.4 5
1.9 62.0 2.2 2
1.8 60.0 1.8 2
1.5 70.0 1.0 1

Dairy
(Small)

1.0 65.0 2.2 2
1.0 54.0 1.0 3

세기와 암모니아 농도의 차이는 뚜렷하게 나
타나지 않았으며, 악취확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풍속은 0.4 m/s에서 2.9 m/s의 범위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풍속은 한우 0.87 m/s, 젖
소 1.54 m/s로 조사되었다.  

악취세기는 낮게는 0.4, 높게는 2.4로 평가
되었고 평균 악취세기는 한우 1.11, 젖소 
1.67로 나타나 젖소농장 비교적 높게 나타났
다. 검지관에 의한 암모니아의 평균 농도는 
한우 2.78 ppm, 젖소 2.56 ppm으로 나타나 3
ppm을 초과하지는 않았다. 직접관능법에 의
한 악취세기와 검지관에 의한 암모니아 농도
를 종합하면, 6단계 악취세기법 기준으로 
“약한 냄새”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악취확산 추정

Gaussian Plume Model을 농장의 경영규모
별, 대기안정도별 및 풍속별 요인들을 복합
적으로 고려하여 계산한 결과들을 이용하여 

작성한 한우농장 상관곡선표는 Fig. 1, 2와 
같고 젖소농장은 Fig. 3, 4와 같다.

대기안정도가 높을 때 악취확산 거리가 훨
씬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오전 일찍이
나 늦은 오후에 축산농장 인근의 실제 민원 
발생 동향과도 일치하는 결과로 대기안정도
가 높고 민원인의 활동이 증가하며 풍향이 
바뀌는 시점 등 복합적인 요인들의 영향으로 
사료된다.  

경영규모가 커질수록 발생하는 악취 농도
도 증가하여 확산거리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풍속이 높은 경우
보다는 낮은 경우에 확산 거리가 훨씬 더 긴 
것을 알 수 있으며, 풍속이 높아질수록 좌우 
상하 확산효과가 증가하여 지표면을 따라서 
확산되는 거리는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된다. 

Kim et al.(2013)이 보고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한우와 젖소농장 악취 발생과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이 관리되고 있
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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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OU b) 3OU

Fig. 1. Calculated correlation under the stable atmospheric conditions at Hanwoo farms.

a) 1OU b) 3OU

Fig. 2. Calculated correlation under the unstable atmospheric conditions at Hanwoo farms.

a) 1OU b) 3OU

Fig. 3. Calculated correlation under the stable atmospheric conditions at dairy fa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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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OU b) 3OU

Fig. 4. Calculated correlation under the unstable atmospheric conditions at dairy farms.

Fig. 5. Adjusted correlation of the odor 
dispersion of Hanwoo farms. 

Fig. 6. Adjusted correlation of the odor 
dispersion of Hanwoo farms. 

－ 한우 및 젖소농장의 위치나 입지 조건이 
지표면에서의 악취 확산거리를 크게 줄
일 수 있는 요인들을 갖추고 있었다. 

－ 한우 및 젖소농장 대부분 악취저감을 위
한 환경개선제를 사용하고 있었다. 

－ 대부분의 한우 및 젖소농장에서 환경개
선과 분진 저감을 위해 일상적이고 정기
적인 청결유지, 청소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 일부 한우 및 젖소농장에서 악취발생 지
점의 밀폐 등 적극적으로 악취저감을 위
한 집중관리를 시행하고 있었다.

한우 및 젖소농장의 위와 같은 악취관리 실태를 바탕으로 대기안정도와 악취저감농도 
및 풍속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보정
된 확산추정을 실시하였다. 
  ① 대기안정도 높을 때
  ② 악취감지농도 3OU 
  ③ 풍속 0.5 m/s 

Gaussian Plume Model을 이용하여 한우 및 
젖소농장 경영규모에 따른 보정된 확산추정 
결과와 상관관계표는 Fig. 5, 6과 같다.

결    론 

한우농장 9개소 및 젖소농장 9개소의 악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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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과 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
규모와 풍속 및 대기안정도를 고려하여 
Gaussian Plume Model을 사용하여 악취확산
을 추정하였다.

경영규모가 클수록 발생 악취농도는 증가
하고 확산거리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풍속이 낮을 때 확산거리가 
크게 증가하고 풍속이 높아질수록 좌우 상하 
확산 효과가 커져 지표면을 따라 확산되는 
거리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안정
도가 높을 때 악취의 확산거리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기안정도가 높은 상태, 악취감지농도 3OU 
적용 및 풍속 0.5 m/s 기준을 적용하고 조사 
양돈장의 현장여건과 악취저감 노력을 반영
하여 보정된 악취 확산추정을 실시한 결과, 
한우농장은 50~100 m, 젖소농장은 50~150 m 
정도까지 확산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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