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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배출구의 합리적인 배출규제를 위한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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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for Reasonable Emission Regulation of Odor 
Exhaust S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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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field experiment, odor simulator, and dispersion modeling were used to evaluate the odor impact from J 
sewage sludge treatment facility. The height and flow rate of exhaust stack at this facility were 22.3 m and 100 Nm3/min. The 
mean odor concentrations of the wet scrubber inlet and exhaust stack were 267±160 and 93±44 OU/m3, respectively. The odor 
removal efficiency of wet scrubber showed 65%. The odor simulator is used for the regulated standard calculation of the 
exhaust pipe(stack). Resulting odor emission rate(OER) by odor simulator was 2.4×106(24,000 OU/m3). The forecasting result 
by Screen3 modeling showed that odor exhaust concentration up to 30,000 OU/m3 was’t exceeded maximum allowable 
emission level on site boundary(15 OU/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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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악취 배출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5년 악취방지법의 제정·시행을 하고 있으나, 악취 민

원의 발생건수 및 피민원업소수는 2005년도 4,302건, 

2,046개소에서 2013년도 13,103건, 6,024개소로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MOE, 2015). 특히, 최근 런던협

약‘96의정서’발효와 함께 유기성폐기물의 해양투기가 

2012년부터 전면 금지됨에 따라 소각, 탄화, 건조, 고화

시설 등 육상처리 및 재활용시설 등 악취 배출시설의 증

가와 더불어 악취 민원의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NIER, 2013a).

악취는 각종 배출원에서 기체 상태로 배출된 후 대기

확산 과정을 통해 주변지역으로 희석되면서 부지경계선 

또는 최대농도착지지점을 중심으로 사람의 후각을 자극

하여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감각공해의 피해영향이 

나타나게 되며, 피해영향 정도는 배출원의 총배출량(농

도×배출유량)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국내 악취방지법에서는 악취 배출원을 배출구 

및 부지경계선으로 구분하고 공업 또는 기타 지역에 따

른 각각의 농도 규제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농도기준의 배출허용기준은 만족하지만 배출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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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클 경우 발생원 주변지역에서 악취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등 현행 발생원 중심의 농도 규제방식에 따른 문제

점이 지적되고 있다(Yun and Koo, 2013). 또한, 악취방

지시설의 선정 및 설계는 통상 배출구의 배출허용 농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검토되나, 배출유량이 적

을 경우 상대적으로 배출구에 대한 과도한 농도 규제기

준으로 인한 비합리적인 악취관리 규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배출시설 설립 전에 

악취 민원의 발생가능성을 검토하거나 대기확산 모델 등

을 이용하여 피해 영향을 예측하는 등 수용체 중심의 악

취관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1년 중에 한번이라

도 기준치를 초과하면 규제대상이 되는 국내 관리기준과 

달리 초과농도 빈도수를 적용하는 다소 합리적인 규제기

준을 적용하기도 한다(Jeong and Kim, 2013; NIER, 

2013b). 특히, 1972년부터 악취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악취 농도가 주민들의 악취피해 감각과 일

치할 수 있도록 취기지수(odor index)의 도입과 더불어 

취기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부지경계선 및 최대농도착

지지점의 규제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개별 악취 배출구에 

대한 규제기준을 산정하여 적용하고 있다(Th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Government of Japan, 2015a). 이

에 최근 국내에서도 대기확산 모델을 이용하여 배출구의 

배출특성에 따른 주변지역에 미치는 피해영향의 수준 평

가 및 새로운 배출허용기준의 제안 등의 연구사례가 보

고되고 있다(An and Choi, 2006; Yun and Koo, 2013). 

본 연구에서는 악취배출구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기준

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사례로 A 하수슬러지 탄화시설의 

배출구를 대상으로 복합악취 현장조사, 취기시뮬레이션

을 이용한 적정 배출량 산정 그리고 대기확산 모델인 

SCREEN3 모델을 이용하여 이격거리별 피해영향 평가 

등 악취영향 평가를 실시하였다. 향후 연구 결과는 악취 

배출구로 인한 주변지역에 미치는 피해영향의 최소화 및 

합리적인 규제기준의 수준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연구 자

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분석방법

2.1. 연구대상 시설

2012년부터 운영 중에 있는 A 하수슬러지 탄화시설

은 함수율 약 80%의 탈수 하수슬러지를 건조 및 탄화설

비를 통해 함수율 1% 이하의 탄화물을 생산하는 100 

ton/day 규모의 재활용 처리시설이다. 슬러지 탄화과정

에서 발생된 배기가스는 백필터와 가성소다(NaOH)의 

세정액을 이용한 습식세정탑의 방지시설을 거쳐 최종 배

출구(굴뚝)로 배출된다. 배출구의 경우 굴뚝높이 22.3 m, 

굴뚝직경 0.35 m, 배출가스 유량 100 m3N/min 및 배출

온도 45 등으로 설계되어 있다. 또한, 배출구에서는 배

출허용기준인 복합악취의 희석배수 500배 이하를 유지

토록 설계되었으나, 부지경계선상의 주변지역에서는 간

헐적으로 악취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본 탄화시설의 주변지역은 대부분 평탄한 농경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지경계선의 이격거리는 최소 35 m 

그리고 배출구로부터 북동방향 약 100 m 지점에 높이 

약 25 m의 체육관 건물이 단독으로 위치하고 있다. 

2.2. 복합악취 농도 분석

본 탄화시설에서 복합악취에 대해 배출농도 특성과 

주변지역의 농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슬러지 탄화

과정에서 발생된 배기가스가 습식세정탑으로 유입되는 

지점 및 최종적으로 배출되는 배출구(굴뚝) 등 배출원 그

리고 부지경계선 2개 지점과 탄화시설로부터 반경 100 

m 이내에 위치한 주변지역 3개 지점 등에서 2015년 1차 

조사(4월 15일), 2차 조사(5월 21일), 3차 조사(6월 22

일) 등 총 3차에 걸쳐 복합악취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하

였다. 

복합악취의 시료채취와 분석은 악취공정시험법상 공

기희석관능법으로 실시하였으며, 복합악취 시료채취를 

위해 악취전용 시료채취장비(탑트레이딩이엔지제조사) 

및 5 L 악취채취백(OMI사, Japan) 등을 사용하였다. 현

장에서 채취된 시료는 변질되지 않도록 실험실로 바로 

운반하여 수시간 이내에 공기희석관능법으로 분석하였

다. 채취된 시료는 희석용 주사기로 무취공기와 희석배

수별로 희석시킨 3 L 냄새봉지(OMI사, 일본) 1개와 무

취공기가 주입된 냄새봉지 2개 등 총 3개를 한 조로 분석

용 시료를 준비하였다. 분석용 시료는 판정요원 5인을 통

해 3개 냄새봉지 가운데 후 악취시료가 주입되어 있는 냄

새봉지를 정확하게 감지하였는지를 판정하는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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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취기시뮬레이션 

본 연구에서는 배출구에 대한 적정 배출농도를 산정

하기 위하여 취기시뮬레이션을 이용하였다. 취기시뮬레

이션은 일본 악취방지법에서 배출구의 규제기준을 용이

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일본 환경성이 개발 보급하고 있

는 공개된 소프트웨어이다. 

취기시뮬레이션의 실행조건은 배출구의 높이나 주변

최대건물 높이와의 차이에 따른 대기확산 영향 등을 고

려하여, 배출구의 높이가 6.7 m 이하일 경우(A 패턴), 

6.7~15 m일 경우(B 패턴) 그리고 배출구의 높이가 15 

m 이상이고 주변최대건물 높이보다 1.5배 미만일 경우

(C 패턴) 및 1.5배 이상일 경우(D 패턴) 등 4가지 패턴으

로 구분된다. 또한, 입력항목은 배출구의 높이, 배출가스 

유량, 주변 최대건물높이 등이며, 실행과정 및 입력항목

은 사용자 매뉴얼에 잘 기술되어 있다(Th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Government of Japan, 2015b).  

한편, 본 연구에서는 탄화시설의 굴뚝높이 22.3 m 그

리고 주변지역이 대부분 평탄한 농경지이나 배출구로부

터 100 m 지점에 높이 25 m의 건물이 위치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주변건물의 영향 고려시 C 패턴 및 미고려시 

D 패턴 등 2가지 조건하에서 취기시뮬레이션을 실행하

였다. 

2.4. SCREEN3 모델

본 연구에서는 탄화시설 배출구로부터 주변지역에 미

치는 악취영향 정도를 모의하기 위하여 SCREEN3 모델

을 사용하였다. SCREEN3 모델은 미국 EPA의 권장모

델인 ISC3의 스크리닝(screen)을 위한 예비모델로써 

ISC3와 동일 알고리즘으로 구성된 정상상태의 가우시안 

플륨(Gaussian Plume) 모델이다(US EPA, 1995). 

SCREEN3 모델은 기상입력자료를 필요로 하지 않고 배

출조건과 간단한 지형조건으로 예측결과를 제공하기 때

문에 현지에서의 기상측정이나 기상자료 수집을 위한 시

간과 경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보수적인 계산을 하기 때

문에 사업시행으로 인한 최악조건을 산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Kim and Lee, 2008). 

한편, 모델링 입력자료인 악취배출량(odor emission 

rate, OU/sec)은 본 탄화시설의 배출구의 설계유량(m3/ 

sec)과 복합악취 농도(OU/m3)을 곱하여 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복합악취 농도

Table 1에는 습식세정탑의 유입구 및 최종 배출구(굴

뚝)의 배출원, 부지경계선 2개 지점(A1 및 A2지점) 그리

고 주변지역 3개 지점(B1, B2, B3지점) 등에서 복합악취

의 농도분석 결과를 나타냈다. 

복합악취의 배출농도는 세정탑 유입구의 경우 최대 

448 OU/m3, 최소 144 OU/m3, 평균 267 OU/m3 그리고 

굴뚝의 경우 최대 144 OU/m3, 최소 67 OU/m3, 평균 93 

OU/m3 등으로 현행 배출구의 배출허용기준(300 OU/m3 

이하) 이하로 나타났다. 냄새특징은 세정탑 유입구의 경

우 슬러지 탄화과정에서 발생되는 탄냄새 그리고 배출구

에서는 탄냄새와 세정탑에서 사용되는 가성소다(NaOH)

로 인한 약품냄새 등이 감지되었다. 

부지경계선 2개 지점 및 주변지역 3개 지점에 대한 복

합악취 농도는 평균범위 7~12 OU/m3으로 전반적으로 

부지경계선의 배출허용기준(15 OU/m3 이하)을 만족하

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냄새특징은 입지여건상 주변 

농경지로 인한 거름 냄새가 주로 감지되었다. 특히, 부지

경계선 A2 지점에서 1차 조사시 최고농도 21 OU/m3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나, 냄새특징이 탄 냄새나 약

품 냄새와 달리 인근 하수처리장의 최종처리 방류수 시

설에서 나타나는 비린 냄새와 유사하여 본 탄화시설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영향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서

울시 소재 하수처리 슬러지 건조시설의 경우 배출구의 

경우 최고 250 OU/m3, 최저 173 OU/m3 그리고 부지경

계선의 경우 최고 10 OU/m3, 최소 3 OU/m3로 현행 배

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ha et 

al., 2013).

한편, 본 탄화시설 배출구에 대한 악취배출량(OER)

은 배출구의 평균농도 93 OU/m3과 설계유량 100 m3N/ 

sec을 곱하면 9,300 OU/sec로 산정되며, 세정탑 입구 및 

최종 배출구의 농도로부터 세정탑의 복합악취 제거효율

은 평균 65%로 나타났다. 통상 본 탄화시설의 세정탑은 

악취를 포함한 배출가스를 가성소다의 세정액과 접촉시

켜 제거하는 방법으로 통상 다양한 운전조건에 따라 처

리효율은 달라 질수 있다. 수도권매립지의 슬러지 건조

시설의 경우 복합악취 4,000~6,000 OU/m3로 발생된 악

취농도는 산성 및 염기성의 다단 세정탑을 거쳐 최종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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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Odor unit(OU/m3)

1st 2nd 3rd Ave.

Source
Inlet of scrubber  208 448 144 267±160

Stack 67 144 67 93±44

Boundary
areas 

A1 8 7 8 8±1

A2 21 10 5 12±8

  Surrounding 
areas

B1 12 8 10 10±2

B2 14 10 5 10±5

B3 7 8 7 7±1

Table 1. Odor concentrations at J sewage sludge treatment facility

출구에서 100 OU/m3 이하로 저감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wang, 2014). 또한, Suh and Lee(2006)은 하수

슬러지 건조시설에서 발생되는 주요 악취물질의 성분은 

이소발르알데히드 및 메틸메르캅탄 등의 기여율이 높으

며, 습식세정탑에 의한 제거효율은 약 59%로 보고하고 

있다. 

3.2. 취기시뮬레이션에 의한 배출구의 규제기준

일본 악취방지법에서는 부지경계선의 규제기준의 경

우 지역주민 다수가 악취에 의해 불쾌감을 갖지 않는 취

기지수(규제기준 10~21)가 설정되며, 배출구의 규제기

준의 경우 부지경계선 또는 최대착지농도지점에서 취기

지수의 규제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취기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규제기준을 산정한다. 여기서, 취기지수(odor 

index)는 사람의 후각 감각량에 대응시키기 위해 복합악

취 농도에 대수(log)를 취하므로 “취기지수=10×Log(복

합악취농도)”의 계산식으로 나타나며, 참고적으로 국내 

부지경계선의 배출허용기준인 복합악취 농도 15 OU/m3

는 취기지수 약 12에 상당한다. 

Fig. 1에는 취기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본 탄화시설 

배출구에 대한 주변건물의 영향 고려시 C 패턴 그리고 

미고려시 D 패턴에 대한 배출구 규제기준의 산정사례를 

나타냈다. 여기서, 입력내용은 배출구에 관한 각종 항목, 

주변최대건물의 높이 및 이격거리 그리고 부지경계선의 

취기지수 등이 입력된다. 또한, 출력내용은 취기배출강

도(odor emission rate, OER) 즉,“취기배출강도(OER) 

= 취기농도×배출가스유량(m3N/min)”으로 계산된 값 

또는 취기지수 등으로 배출구 규제기준에 대한 산정결과

가 표시된다. 

한편, Table 3에는 본 탄화시설 배출구의 유량 100 

m3N/sec에 대한 취기시뮬레이션의 C 패턴 및 D 패턴을 

적용하여 산정된 규제기준 및 복합악취로 환산된 농도를 

나타냈다. 여기서, 부지경계선 규제기준은 감지취지 수

준인 취기지수 10(10 OU/m3) 그리고 국내 배출허용기

준 수준인 취기지수 12(15 OU/m3) 등을 고려하여 C-10, 

C-12, D-10, D-12 등 4가지 조건하에서 각각 산정하였

다. 

취기시뮬레이션 실행결과 C-10(C패턴 및 부지경계선 

취지기수 10)의 경우 최대농도착지지점은 부지경계선지

점인 35 m 그리고 취기배출강도(OER)은 1.7×105(취기

지수 32)로 나타났으며, 100 m3N/sec의 배출유량에 대

한 복합악취 농도는 약 1,700 OU/m3의 배출구에 대한 

규제기준이 산정되었다. C-12의 경우 최대농도착지지점 

35 m, OER 2.7×105(취기지수 34) 및 악취농도 약 

2,700 OU/m3로 산정되었다. 또한, D-10의 경우 최대농

도착지지점 318 m, OER 1.5×106(취기지수 42) 및 악취

농도 약 15,000 OU/m3 그리고 D-12의 경우 최대농도착

지지점 318 m, OER 2.4×106(취기지수 44) 및 악취농

도 약 24,000 OU/m3로 산정되었다. 

결국, 취기시뮬레이션의 적용 결과 본 탄화시설의 배

출구에 대한 규제기준은 부지경계선의 규제기준 수준 

및 주변건물의 확산영향 여부에 따라 1,700~24,000 

OU/m3로 산정되어 국내 배출허용기준(500 OU/m3)보

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배출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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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s

Input items Output items

Odor unit 
(OU/m3)

Regulation standard 
on site boundary

(odor index)

Landing point 
of the maximum 

concentration 

OER
(odor index)

C

C-10 10 35 m
1.7×105

(32) 
1,700

C-12 12 35 m
2.7×105

(34) 
2,700

 D

D-10 10 318 m
1.5×106

(42) 
15,000

D-12 12 318 m
2.4×106

(44) 
24,000

Table 2. The result of the odor simulator

(a) C pattern (b) D pattern

Fig. 1. Examples of the odor simulator.

배출가스유량(100 m3N/min)이 상대적으로 매우 작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3.3. Screen3 모델링에 의한 거리별 피해영향 

본 탄화시설 배출구에 의한 평탄지형의 이격거리별 

영향 평가를 위해 SCREEN3 모델을 이용하였으며, 

Table 3에는 악취배출량의 입력조건 및 모델링의 실행

과정을 통해 최대착지농도 지점에 대한 악취농도의 예측

결과를 나타냈다. 여기서, 모델링 입력자료인 악취배출

량(OU/sec)은 본 배출구의 설계유량 1.667 m3/sec과 현

장조사시 최대 배출농도 144 OU/m3, 배출허용기준 500 

OU/m3 그리고 고농도 배출조건 10,000 OU/m3, 15,000 

OU/m3, 24,000 OU/m3, 30,000 OU/m3 등의 농도를 곱

하여 Case 1~6 조건별에 따른 악취농도를 각각 예측하

였다. 또한, Fig. 2에는 Case 1~6별에 따른 이격거리별 

악취농도를 나타냈다. 

모델링 예측결과, 배출농도가 144 OU/m3 및 500 

OU/m3로 배출될 경우 이격거리별 모든 지점에서 악취

농도 1 OU/m3 이하의 무취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배출

농도가 10,000 OU/m3 이상의 비교적 고농도일 경우 최

대착지지점을 중심으로 5 OU/m3 이상의 피해영향이 나

타났다. 특히, 취기시뮬레이션의 산정결과에서 나타난 

배출농도 24,000 OU/m3의 경우 최대착지농도 거리인 

93 m 지점에서 10.7 OU/m3 그리고 배출농도 30,000 

OU/m3 이상의 경우 13.4 OU/m3로 현행 악취방지법 부

지경계선의 배출허용기준에 거의 도달하는 수준으로 나

타났다. 



 박정호 이형천

Case

Input conditions
Output items

(Landing point of the maximum concentration)

Odor unit
(OU/m3) 

Flow rate
(m3/sec) 

Emission rate
(OU/sec) 

Distance
(m)

Stability
Odor unit
(OU/m3)

Case 1 144 1.667 240 93 3 0.1

Case 2 500 1.667 833 93 3 0.2

Case 3 10,000 1.667 16,667 93 3 4.5

Case 4 15,000 1.667 25,000 93 3 6.7

Case 5 24,000 1.667 40,000 93 3 10.7

Case 6 30,000 1.667 50,000 93 3 13.4

Fig. 2. The result of odor concentration by distance.

Table 3. The result of Screen3 modeling 

결국, 악취 배출구로 인한 주변지역에 미치는 피해영

향은 총배출량(농도×배출유량)에 의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 탄화시설과 같이 상대적으로 배출유량이 적은 

경우 다소 고농도로 배출될지라도 주변지역의 피해영향

은 다소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대기확산 모델링

을 이용하여 악취농도, 배출구높이, 배출유량 등 배출구

의 조건에 따른 거리별 악취농도 특성의 연구사례에서도 

확산된 악취농도는 악취발생농도뿐만 아니라 배출유량

에 의해 크게 좌우됨을 지적하고 있다(Yun and Koo, 

2013).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배출가스 유량 100 m3N/min인 A 하

수슬러지 탄화시설의 배출구에 대한 복합악취 농도의 현

장조사, 취기시뮬레이션의 적정 배출량 산정 그리고 

SCREEN3 모델을 이용하여 이격거리별 피해영향 등을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본 탄화시설 배출구의 복합악취 배출농도는 평균 

93 OU/m3
으로 배출허용기준 이하이었고 주변지역에 미

치는 피해영향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습식세정탑의 악취제거효율은 약 65%로 나타나, 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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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배출구에서는 복합악취 농도 최대 1,400 OU/m3 이

하로 규제되어야 부지경계선의 배출기준을 만족하는 것

으로 계산될 수 있다. 

2) 부지경계선 또는 최대착지농도 지점에서 부지경계

선의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본 배출구의 경

우 배출농도는 취기시뮬레이션 산정결과 24,000 OU/m3 

그리고 Screen3 모델링 예측결과 30,000 OU/m3 이하로 

예측되었다. 

3) 결국, 악취 배출원에 의한 피해영향 정도는 총배출

량(농도×배출유량)에 따르므로 본 배출구와 같이 상대적

으로 배출유량이 적은 경우 배출구에서 다소 고농도로 

배출되더라도 주변지역에 미치는 피해영향 수준은 미미

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한편, 국내 악취방지법에서는 농도 중심의 배출원 규

제기준으로 인해 본 배출구와 같이 배출유량이 적은 경

우 과도한 농도 규제기준으로 비합리적인 악취관리 규제

가 될 수도 있다. 현재 악취 규제기준에 대한 개선안이 다

양하게 모색되고 있는 시점에 수용체 중심 그리고 총배

출량에 의한 합리적인 규제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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