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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RTICLE

울산 산업단지인근 해변지역에서의 저 농도 황화수소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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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of Low Hydrogen Sulfide Concentrations in the Coastal 
Area Near the Ulsan Industrial Complex 

Mee Seon Yu, Sung-Bong Yang*

Department of Chemistry, University of Ulsan, Ulsan 44610, Korea

Abstract

Concentrations of hydrogen sulfide in ambient air have been measured from January 2014 to June 2016 in a coastal area 
near the Ulsan National Industrial Complex. The measurement sites were 1 km, 2.6 km, 5.6 km, and 20 km away from a kraft 
pulp mill, which is located at the most southern edge of the complex. Concentrations above 0.4 ppb were monitored every 5 
min and the highest concentration of the day was determined. From a total of 775 measurement days, hydrogen sulfide 
concentrations > 20 ppb were recorded on 36 and 38 days at the measurement site closest to the mill and the residential area 
2.6 km away from the mill, respectively. At the site farthest from the mill, the concentrations were always 20 ppb lower than 
the malodor regulation for the residential area but sometimes higher than the odor recognition threshold for hydrogen sulfide. 
Although several emission sources of hydrogen sulfide have been published in the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 of 
Korea, the kraft pulp mill is considered to be the biggest contributor of atmospheric hydrogen sulfide in the southern coastal 
area of Ul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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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황화수소(H2S)는 예부터 잘 알려진 지역사회의 악

취 원인물질 중 하나(Hughes et al., 2009; Jacobs, 

2012)로 그 발생원으로는 viscose rayon 공장, 도시

하수, 산업폐수, 건축물 폐기장, 매립장 침출수, 지열

대, 호소 및 연안 퇴적물, 산업시설, 축산시설 등

(Brunekreef and Harssema, 1980; Susaya et al., 2011; 

O‘Shaughnessy and Altmaier, 2011)이 알려져 있다. 

울산의 경우 화학물질 배출 이동량 조사(PRTR, 

KMOE, 2016)에 의하면 정유정제 및 화학제조 시설

에서 황화수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됨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국외 문헌에 의하면 Kraft pulp 제조에서도 황

화수소를 포함한 황화합물의 배출량이 많으며(EPA, 

1973; Hansen, 1962), 이로 인해 넓은 지역까지 악취 

피해(Deshmukh et al., 2014; Toda et al., 2010)를 발

생시킨 사례가 있었다. 대부분의 Kraft pulp 공장은 지

역사회의 악취 민원을 줄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

(Bordado and Gomes, 2003)해 왔지만 여전히 악취 

민원 대상 시설 중 하나(Jawjit et al., 2006)로 볼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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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s CAS No.
Emission amounts (kg/yr)

2010 2011 2012 2013 2014

Hydrogen chloride 007647-01-0 3 0 2 2 2

Hydrogen peroxide 007722-84-1 337 355 41 48 42

Sodium chlorate 007775-09-9 0 0 1 1 1

Chlorine 007782-50-5 10 12 9 8 8

Total

Table 1. Emission amounts of chemicals emitted into atmosphere from the Kraft pulp plant in Ulsan 

울산의 온산공단 인근지역에서도 간헐적이지만 황계 

악취에 대한 불평이 있어 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온산산업단

지 사업장에서 배출된 황화수소가 인근 해안지역을 

따라 악취민원을 야기할 수준의 농도로 이동되었는지

를 확인하고자 몇 몇 지점에 측정소를 설치하여 대기 

중 황화수소 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를 보고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울산 국가산업단지의 황화수소 배출원

“화학물질 배출 이동량 정보시스템”(MOE, 2016)

에서 제공하고 있는 2014년도 성분별 배출량 정보로

부터 산업단지 내 황화수소의 연간 대기 중 배출량을 

살펴보면 울산석유화학공단의 정유사 A의 경우 

11,271 kg/yr, 온산공단의 B사 제1 공장이 618 kg/yr, 

제2 공장이 1,495 kg/yr, 온산공단의 C사가 28 kg/yr 

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환원성 황 화합물로서는 A사

가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dimethyl disulfide) 6,561 

kg/yr를 대기로 배출하였다.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2010년 ~ 2014년까지 

펄프제조 시설에서 신고한 화학물질 배출량은 과산화

수소의 배출량이 2011년을 기점으로 연간 300 kg에

서 41~48 kg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외 신고된 

물질로는 염화수소와 염소산소듐, 염소뿐이며, 다른 

나라의 대부분  Kraft pulp 공장에서 신고되는 아황산 

가스(SO2), 황화수소(H2S), 메틸머캅탄 등의 배출 신

고는 없었다.  

울산의 펄프제조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하면 

2013년 펄프 생산량은 약 45만 톤이며, 이와 관련된 

시설로는 국외의 펄프제조공장(EPA, 1973)과 마찬가

지로 증해공정 증해기(digester), 표백공정 반응탑, 건

조공정 건조기/마감공정, 회수보일러, 증발기, 폐수처

리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펄프공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물질은 증해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인 수산화 소듐(sodium hydroxide)

과 황화 소듐(sodium sulfide)의 다음과 같은 평형반

응에 의해 생성되는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혹은 

메틸머캅탄(methyl mercaptan)이라고 알려져 있다

(Furukawa, 1972).

Na2S + H2O NaHS + NaOH ··························

NaSH + H2O H2S( ) + NaOH ·····················

Lignin-OCH3 + HS- Lignin-O- + CH3SH ······

이외 제지공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물질로 다이메틸 

설파이드 및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Bordado and 

Gomes, 2001; Tange, 1973)가 알려져 있으나, 이들 

화합물의 후각 감지농도가 매우 낮아 이들 성분의 지

속적인 동시 측정이 어려워(Wardencki, 1998), 여기

서는 황화수소 성분만 지속적으로 측정하였다. 

2.2. 측정지점 및 측정기간

공기 중 황화수소 농도 측정은 Fig. 1에 나타낸 바

와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공단 남단에 위치한 

펄프제조 생산시설에서 서쪽으로 약 1.0 km 떨어진 

A 지점(강양리, 온산공업단지 남단 도로변), 남서 방

향으로 2.6 km 떨어진 B 지점(화정리, 진하해수욕장 

입구), 남남서 방향으로 5.6 km 떨어진 C 지점(신암

리, 서생중학교 인근) 그리고 펄프 공장에서 남남서 

쪽으로 약 20 km 떨어진 D 지점(학리, 부산시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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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p of Korea and monitoring sites for H2S in Ulsan.
; H2S source. A, B, C, D : monitoring sites. 

Fig. 2. Measuring equipment of Hydrogen sulfide.

일광면 학리) 4 지점에서 이루어졌다. 이들 측정지점

은 모두 인근 해안에서 1 km 이내의 거리에 있으며, 

측정소 인근에는 주민 혹은 사업장 근로자가 상주하

는  곳이다. 

황화수소 농도측정은 펄프제조시설과 가장 가까운 

A 측정소와 해수욕장 인근의 주거지역인 B 측정소 그

리고 먼 거리에 위치한 D 측정소는 2014년 1월 1일부

터 시작하였으며, C 측정소는 2014년 2월 24일부터 

측정을 시작하였다. 각 측정소는 황화수소 측정 장비

의 점검 등의 이유로 측정기간 중 1달 정도 측정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2.3. 분석 및 측정

측정소 4곳에 미국 황화수소 측정기(Teledyne 

Advanced Pollution Instrumentation사의 Model 101E 

UV Fluorescence H2S Analyzer)를 3 m × 3 m 크기의 

컨테이너 박스(container box)에 수납 설치(Fig. 2)

하여 매 5분마다 1회씩 대기 중 황화수소 농도를 ppb 

단위(최소 검출 농도 0.4 ppb)로 연속 측정하였다. 또

한 측정정장비의 정도관리를 위해 황화수소 표준가스

와 고순도 압축공기를 함께 비치하여 일정주기마다 

측정 장비를 보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각 측정소에서의 측정사례 

각 측정소에서의 공기 중 황화수소 농도를 5분 단

위로 24시간 동안 측정한 농도값 중 비교적 높은 농도

로 관측된 2015년 5월 28일의 측정결과를 Fig. 2에 나

타내었다. 우리나라 악취방지법에서의 일반 공업지역



 유미선 양성봉

Fig. 3. H2S concentration chart of each station on May 28th, 2015.

에서의 악취배출허용 기준은 60 ppb, 울산시 조례에 

따른 사업장 부지경계선의 규제기준이 20 ppb임을 고

려하면, 악취허용기준을 초과한 지점은 A 측정소이며 

오전 7시와 9시 사이에 모두 3차례 초과(7시 15분과 8

시 45분, 9시에 99.3 ppb 및 108.7 ppb, 61.9 ppb)하였

고 9시 이후 30분간은 울산시 조례에 따른 규제기준

이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악취 

민원을 줄이기 위한 울산광역시 조례에 따른 사업장 

부지경계선의 규제기준인 20 ppb도 오전 7시 ~ 9시 

30분까지 초과하였음을 확인하였다. B 측정소에서는 

6시 30분에 57.4 ppb의 농도로 검출되었으며 이후 약 

5분 ~ 10분간 20 ppb이상의 농도로 7차례 초과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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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 (ppb) 6 Stage of odor strength Remark

0.5 1 Odor detection threshold1)

6 2 Odor recognition threshold2) 

20 2.5
Regulation standard at residential area in Korea

Regulation of malodor at Ulsan industrial complex

60 3 Regulation standard at general industrial area in Korea

200 3.5

700 4 Very strong malodor

8,000 5 Extremely strong malodor

1) The minimum concentration at which 50% of a human panel can detect the presence of an odor without being able to identify it.
2) The minimum concentration at which a stimulus can be identified or recognized.

Fig. 4. Maximum daily concentrations of H2S observed at B site from January 1st in 2014 to Jun 31th in 2016.

Table 2. Odor thresholds, strength and regulation limits of H2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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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istributions of maximum daily H2S concentrations over 20 ppb observed at A and B site.

을 알 수 있었다.

C 측정소에서는 약 3회 60 ppb 농도 수준으로 4시 

40분에 10분간, 7시 35분에 5분간 관측되었으며, D 

측정소에서는 악취방지법상의 일반 공업지역에서의 

배출허용기준이나 울산시 조례에 따른 규제기준보다

는 훨씬 낮은 수준에 해당하지만, 황화수소의 최소인

지농도인 6 ppb(MDHS, 2006)보다 높은 11.2 ppb, 

9.5 ppb의 농도로 7시 35분 ~ 8시 40분까지 거의 1시

간동안 관측되어 모든 측정소 주변 지역주민의 일부

는 황화수소 냄새를 인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측정결과 이른 오전시간에 다소 높은 농도를 나타

내었으며, B지점을 제외하고는 오후 시간에는 낮은 

농도경향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Fig. 4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B 측정소에서 관측된 농도 중 해당일자 의 가장 높은 

농도를 일자별로 나타낸 것으로 측정기기의 교정 및 

보수로 인해 2014년 8월, 2015년 10월 8일 ~ 25일, 

2016년 3월은 관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3.2. 주거지역 악취규제 기준의 달성률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년 6개월 동안의 황화

수소 농도 분포는 B 측정소에서 2015년 8월 4일에 

66.5 ppb로 가장 높게 관측되었으며 일반적인 공업지

역의 악취배출허용기준을 1회 초과하였음을 알 수 있

었다. 반면, 울산시 조례에 따른 주거지역에서의 규제

기준 20 ppb를 초과하는 일수는 38일에 달하였다. 이

는 총 관측일수 775일 중 4.9%에 해당하며, 악취배출

허용기준에 달성율로 나타내면 95.1%에 해당하였다. 

그리고 악취 규제기준을 초과를 살펴보면, 2014년의 

경우 11월에 5차례, 2015년도는 8월에 6회로 다른 달

에 비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Fig. 4와 같은 방법으로 각 측정소의 20 ppb 이상의 

농도로 정리하면, A 측정소는 36회 초과(달성율 

95.4%), C 측정소는 2회(달성율 99.8%)이었지만, 펄

프제조시설에서 20 km 떨어진 D 측정소는 20 ppb를 

초과한 사례가 없음(달성율 100.0%)을 알 수 있었다. 

비록 A 측정소의 측정결과 20 ppb 이상으로 나타나는 

횟수는 B 측정소보다 2회 적은 36회로 기록되었지만,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A 측정소에서 관측된 황화

수소의 1일 최고농도가 186.1 ppb로, 이것을 황화수

소 농도 대비 악취세기로 나타내면 3.5도의 악취수준

에 해당하였다. 또한, 20 ppb 이상으로 측정된 농도 평

균이 A 측정소의 경우 B 측정소의 29.9 ppb보다 높은 

45.9 ppb로 측정되어 악취가 발생할 경우 A 측정소 

주변 주민이 B 측정소 주변 주민보다 더 강한 악취를 

느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3.3. D 측정소에서의 악취 인지 

D 측정소는 공업단지의 남단에 위치한 펄프제조 

시설로부터 무려 20 km나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

다. 이 측정소에서는 주거지역의 국내 악취배출허용

기준인 20 ppb 이상 관측된 경우는 전혀 없었지만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A 측정소에서 높은 농도

가 관찰될 경우 D 측정소에서도 악취세기 2도에 해

당하는 황화수소의 후각 최소 인지농도(recognition 

threshold value, 6 ppb)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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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aximum daily concentrations of H2S observed at D site from January 1st in 2014 to Jun 31th in 2016.

(2014년 6월 11일의 경우 A 측정소 36.5 ppb, C 측정

소 20.0 ppb, D 측정소 17.7 ppb). Fig. 6은 D 측정소

에서 같은 기간 동안 측정된 황화수소의 1일 최고농도

를 나타낸 것으로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관측 일수 749일 중 최소 인지농도인 6 ppb를 초과하

는 일수는 42회(2.6%) 이었다. D 측정소에서의 관측

농도가 악취규제기준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일부 지

역 주민이 황화수소 냄새임을 알 수 있는 농도의 악취

가 간헐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울산 온산국가공단의 

남단에 위치한 펄프제조 시설로부터 남서쪽 해안선을 

따라 1.0 km (A site), 2.6 km (B site), 5.6 km (C site) 

및 20 km (D site) 지점에서 검출한계가 0.4 ppb인 대

기 중 황화수소 측정기를 설치하여 5분마다 황화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총 측정일수인 775일 중 A 측정

소의 경우 36일, B 측정소는 38일, C 측정소는 2일이 

주거지에서의 악취배출허용기준 이상의 값을 나타내

었으며, D 측정소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이상으로 검

출되는 사례는 없었다. 

A 측정소에서는 비록 주거지에서의 악취배출허용

기준인 20 ppb 이상으로 검출된 횟수가 B 측정소보다 

적었지만 측정된 황화수소 농도가 높았으며, 심지어 

일반적인 공업지역에서의 악취 배출허용기준인 60 

ppb를 초과하는 경우도 한 차례 측정되었다. 또한 20 

나 떨어진 D 측정소의 경우 20 ppb 이상으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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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례는 없었지만 무슨 냄새인지 알 수 있는 최소인

지농도인 6 ppb를 초과하는 경우도 42회나 되었다. 이

것은 A 측정소에서 높은 황화수소 농도가 나타나는 

경우 D 측정소에서도 황화수소 냄새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농도로 관측될 수 있다고 여겨졌다.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내 황화수소의 발생원으로 

화학물질 배출 이동량 정보시스템 상에서는 3개 사업

장이 보고되어 있지만, 비록 화학물질 배출 이동량 정

보시스템 상에 황화수소 배출이 없었지만 많은 문헌

이나 A 측정소에서 측정된 황화수소 농도를 비추어 

볼 때 펄프제조시설에서도 황화수소가 배출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향후 각 측정소에서 황화수소 측

정과 함께 풍향 및 풍속 자료와 결부시켜 검토한다면, 

남서쪽 해안가에 미치는 황화수소 냄새의 배출원에 

따른 기여도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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