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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is aimed at offering basic data for making plans for offensive odor management after

researching offensive odor occurrence and characteristics in Gangwon Province.

Methods: The data used in the study is based on offensive odor data analyzed by the Gangwon Institute of

Health and Environment from 2012 to 2019. The data were reclassified by year, month, facility, and region to

identify characteristics of occurrence. Finally, a distribution map of offensive odors was created using ArcGIS.

Results: The highest monthly frequency of offensive odor occurrence falls in June, August, and July, and the

summer season and third quarter are the highest. According to the latest eight-year data for Gangwon Province,

complaints about offensive odors in county areas are more frequent than those in city areas. There are many

offensive odor complaints in Wonju, Cheorwon, and Heongsung. The main offensive odor emission facilities are

livestock and waste treatment (recycling) facilities. Complaints about offensive odors are relatively lower the

Yeongdong area than Yeongseo area, which is considered to be the result of characteristics of land-sea breezes

and geographical factors. Offensive odors from livestock facilities count for an average of 53.9% of the total,

and the inadequacy rate of livestock facilities averages 36.9%. 

Conclusions: To maintain a clean environment in Gangwon Province,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an

offensive odor reduction plan for livestock facilities be established. Areas with a high density of offensive odor

occurrence should be identified and systematically managed with short- and mid-term measures. If offensive

odors is managed using GIS, it is possible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occurrence by time and space and

also by facility. In addition, since systematic data management is possible, it is believed that a rapid response

to offensive odors, prediction of their spread, and efficient management are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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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악취는 소음, 진동과 함께 감각공해로 불리는 환

경오염중의 하나로서 황화수소·아민류·메르캅탄류

등 자극성 있는 기체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해서 불쾌감을 유발하고, 다양한 성분이 혼합된

상태로 존재함으로 인해 쾌적한 생활에 피해를 주는

특성이 있다.1) 악취공해는 원인물질이 다양하고 복

합적이며 순간적이므로, 범위가 넓고 지속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일반 대기오염물질과는 특성이 다르다

고 할 수 있다.2) 또한, 사람의 후각은 성별, 연령, 기

분 상태, 인식정도, 생활습관 등에 의해 악취를 느

끼는 정도가 상이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악취

로 느껴지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느껴지지 않는 경

우도 많다. 특히, 악취는 후각으로 인지되는 감각 오

염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극히 낮은 농도에서도 주민

들의 불만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대표적인 민원발

생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3) 또한, 인간관계, 보상

문제 등 악취오염도와는 별개인 간접적 요인들도 악

취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악취 발생원의 효과적 관리와 대책수립에

어려운 점으로 작용한다. 악취오염은 일반적으로 주

민의 민원이나 진정의 형태로 표면화되는데,4) 악취

민원 발생시 현장에서 발생원(사업장)을 확인하고 배

출허용기준 초과여부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며 이해

당사자 및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정도를 파악한

다. 이와 같은 현장조사와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에

대한 검사결과를 기본으로 하여 악취 발생사업장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악취관련 민원은 삶

의 질 향상,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증대 등으로

인해 산림이 풍부하고, 청정환경을 자랑하는 강원지

역의 경우에도 최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발생특성 파악과 효율적인 관리대책 수립

이 요구되고 있다. 

악취는 공간과 관련된 문제이다. 따라서 공간분석

도구인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활

용하면 정보전달의 효율성이 높고, 자료 수정 및 업

데이트가 용이하여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체계적인

자료 관리가 가능하다.5) 즉, 악취민원에 대한 신속

한 대응과 오염확산 예측 및 발생원에 대한 효율적

인 분석과 관리에 효과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강원지역을 대상으로 시간적, 공간

적 악취 발생특성을 파악하고, 악취발생지도 작성을

통한 밀집도 분석과 중점관리대상 악취배출시설을

선정함으로써 향후 강원도의 효율적인 악취관리 방

안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조사내용 및 방법

우리나라의 악취방지법6) 및 악취공정시험기준7)에

서의 악취측정방법은 복합악취는 공기희석관능법, 지

정악취 22개 물질은 기기분석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는 공기희

석관능법의 복합악취에 대한 측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은 일반지역은 부지

경계선 15, 배출구 500, 공업지역은 부지경계선 20,

배출구 1,000으로 규제하고 있다.1,6-7) 

본 연구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악취민원 발생시 검사한 복합악취 자료

를 이용하여 고찰하였다. 본 논문에서 악취발생이란

“악취가 발생되어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된 후, 현장

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것”으로 한정지었다.

모든 시료는 악취공정시험기준에 의거하여 채취하였

으며, 직사광선을 피하고 상온을 유지하도록 하여 악

취분석실로 운반하였다. 운반된 시료는 시료채취 후

48시간 이내에 무취공기로 희석하여 복합악취에 대

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악취판정요원 선정은 악취강

도 1도를 인식하고, 판정요원 선정용 시험액 3개의

냄새를 전부 맞히면서 악취강도를 3, 4로 느끼는 5

인을 선정하여 시험을 진행하였다.7) 

악취자료는 연도별, 월별(분기별), 지역별, 시설별

로 구분하여 배출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악취발생

지점에 대한 지도화는 네이버, 다음, 구글 등에서 제

공하는 Open API를 이용하여 지번주소로 되어있는

Table 1. Degree of Offensive Odor Strength

Strength 

level

Distinguish of 

offensive odor strength

n-butanol Conc. 

(ppm)

0 None 0

1 Threshold 100

2 Moderate 400

3 Strong 1,500

4 Very Strong 7,000

5 Over Strong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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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를 경·위도 좌표로 변환하는 지오코딩

(Geocoding)의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점(Point) 객체

로 변환된 악취발생 지점은 커널밀도 분석 등의 방

법으로 시각화하였다. 지오코딩은 Google Sheets를

활용하였고, 지도 시각화 및 커널밀도 분석 등은 GIS

소프트웨어인 ArcGIS 10.2를 활용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시간적 악취발생 특성

강원도는 7개 시와 11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원도 통계연보 2019년 기준 인구는 156만 정도이

다. 또한,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안지역인 영동과

내륙지역인 영서로 구분되는 지리적 특성이 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악취 발생건수는

46~142건의 범위를 보였으며, 전체적으로 악취민원

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

다. 연도별 악취검사건수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초과

율은 15.8~44.0%의 범위로서 평균 32.7%로 높게 나

타났다.

월별 악취발생은 6월(14.5%), 8월(12.1%), 7월

(11.8%) 순으로 온도가 높은 여름철이 높게 나타났

으며, 1~2월, 5월이 가장 낮은 3.9~4.4%의 비율을

보였다. 5월의 악취발생이 낮은 것은 대기순환이 원

활하여 악취강도가 약해진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나,

좀 더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한편, 겨울철

인 12~2월에도 악취가 발생되었으며, 이러한 원인은

겨울철에도 일시적인 온도와 습도 증가 등 기상 상

황에 따라 악취민원이 발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악

취는 일반적으로 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26~30oC에서 강한 영향을 미치고, 온도가 낮아질수

록 악취의 강도가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습도는

60~80%의 상대습도에서 악취에 보다 민감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1) 종합적으로 온도와 습도가 높아서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여름철에 대비하여 주요

악취 발생원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과 대책수립이

요구된다.

분기별 악취발생은 3분기가 가장 많은 230건으로

33.6%를 차지하였으며, 4분기가 187건으로 27.3%,

2분기가 165건으로 24.1%를 보였다. 분기별 악취배

출허용기준 초과율은 3분기가 46.1% (106건)로 가

장 높고, 2분기 31.5% (52건), 4분기 27.8% (52건)

순으로 나타났다. 3분기의 악취발생 비율 및 기준초

과율이 높은 것은 여름~초가을 동안 기온과 습도가

높은 기후의 영향으로 악취 강도가 증가한 것에 기

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1. Yearly offensive odor occurrence condition in Gangwon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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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적 악취발생 특성

강원지역 악취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은 강

릉, 철원, 2013년은 철원, 화천의 악취발생이 많았으

며, 2014년은 철원, 고성, 원주 지역, 2015년은 원주,

횡성, 강릉 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은

원주, 양양 지역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2017

년은 원주, 삼척, 고성, 2018년은 원주, 횡성, 홍천,

평창, 양양, 2019년은 원주, 영월, 철원, 강릉, 홍천,

횡성 등 많은 지역에서 악취가 발생되었다. 악취는

일반적으로 악취배출시설에서 점오염원 형태로 발생

되는데 시군별 악취발생 현황의 경우 해당 시군 전

지역에 대한 악취발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

부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악취 민원제기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원주 지역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악취가 증가

하였는데 이러한 원인은 우산동 산업단지내 악취배

출시설 및 인근의 분뇨처리장, 음식폐기물 연료화시

설 등의 악취 배출원이 근거리에 집중되어 있음으로

인해 기상변화에 따라 빈번하게 악취가 발생된 것에

기인된다. 따라서, 도시지역에서 대규모 사업장이 위

Fig. 2. Monthly offensive odor occurrence condition in Gangwon province

Fig. 3. Quarterly offensive odor occurrence condition in Gangwon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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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 산업단지와 하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중심으로 악취발생에 대한 현상파악과 배출원 규명

을 통해 악취저감과 관리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8)

시지역, 군지역 발생현황은 2012~2016년, 2018년

은 군지역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되었고, 2017, 2019

년은 시지역이 다소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시지역 보

Table 2. Each of Cities and Countries Offensive Odor Occurrence Condition

Item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Total

Chuncheon 0 5 0 5 1 6 1 12 30

Wonju 7 6 8 18 25 37 44 45 190

Gangneung 14 4 4 10 5 0 0 13 50

Donghae 1 0 0 1 0 0 0 2 4

Taebaek 2 0 0 0 0 0 0 0 2

Sokcho 0 0 0 0 0 0 0 0 0

Samcheok 0 0 0 2 3 14 2 9 30

Hongcheon 3 2 2 9 10 6 11 10 53

Hoengseong 4 2 4 14 9 4 14 10 61

Yeongwol 0 0 0 0 4 7 4 17 32

Pyeongchang 1 2 0 0 2 0 10 2 17

Jeongseon 0 0 0 2 1 0 0 0 3

Cheorwon 12 17 10 2 5 4 8 17 75

Hwacheon 7 10 7 4 8 9 0 0 45

Yanggu 1 1 0 2 1 0 0 2 7

Inje 1 0 0 0 0 0 0 0 1

Goseong 5 1 9 2 2 14 0 0 33

Yangyang 0 0 2 5 23 9 10 3 52

Fig. 4. City and county area offensive odor occurrence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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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군지역에서 악취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동지역과 영서지역의 발생특성은 영동보다 영서

지역의 악취발생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영서지역의 시군이 12개로 영동지역

보다 2배 많고, 축산시설,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시

설, 공공처리시설 등 악취 배출시설이 비교 우위에

있음으로 인해 악취발생이 영동지역에 비해 상대적

으로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영서지역은 산악

과 분지형태의 지형으로 이루어져 대기정체 일수가

영동지역 보다 많고, 이로 인해 악취발생시 확산이

잘 되지 않아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

다. 영동지역은 동해에 접해 있어 해륙풍의 영향, 지

형적인 특성 등의 원인으로 인해 대기확산이 원활함

에 따라 악취강도가 약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시설별 악취발생 현황

시설별 악취발생은 축산시설, 폐기물처리(재활용),

비료(퇴비) 제조, 수산물가공, 음식료품제조 시설의

순으로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은 축산시설은 전체적인 발생건수 대

비 차지하는 비율이 53.9%였으며, 악취 배출허용기

준 초과율은 평균 36.9%로 높게 나타났다. 축산시

설 악취발생의 대부분은 돈사시설이다. 축산시설에

서 발생되는 주요 악취물질은 암모니아 및 휘발성아

민류, 휘발성 황화합물, 인돌 및 페놀, 휘발성 저급

지방산 등으로 알려져 있다.9) 축산시설의 악취제어

방법으로는 효모, 유산균 등 미생물을 이용하여 생

분해하는 방법, 산 또는 침전염을 이용하는 산화제

법, 흡착제를 이용한 흡착법, 요소분해효소 분비 억

제제 사용 등 다양한 첨가제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9) 한편, Ryu 등10)은 현재 양돈장에서

마스킹제, 화학약품 탈취제, 미생물 제제, 흡수액 등

이 사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

로 평가하였으며, 분뇨저장시설의 경우 악취저감을

위해서는 분뇨표면을 불투과성 막이나 부유성 덮개

를 설치해 액상에서 기상으로의 악취물질 전달을 줄

여야한다고 하였다. 또한, 돈사시설의 배기가스 악취

를 저감하는 방법으로 휘발성물질과 악취물질을 물

과 이산화탄소로 산화할 수 있는 미생물들을 이용한

바이오필터 사용을 효과적인 저감기술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축산시설의 경우 악취저감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기술들이 현장 상황에 적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악취 발생현황을 살펴보았듯이 축산시설과 가축

사육두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축산악취 민원이 제기

될 확률이 높다. 특히, 축산악취의 경우 돈사에서 발

Fig. 5. Offensive odor occurrence condition in Young-Dong and Young-S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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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urrent status of offensive odor occurrence by facility

Item
Number of 

occurrences

Percentage

(%)

No. of

criteria excess 

Percentage of criteria 

excess (%)

Livestock 369 53.9 136 36.9

Waste treatment (recycling) 49 7.2 12 24.5

Fertilizer (compost) manufacturing 39 5.7 14 35.9

Marine product processing 31 4.5 6 19.4

Food and beverage manufacture 30 4.4 12 40.0

Wastewater treatment 29 4.2 15 51.7

Food waste treatment 26 3.8 9 34.6

Cement manufacturing 25 3.6 2 8.0

Ascon manufacturing 23 3.4 8 34.8

Feed manufacturing 16 2.3 2 12.5

Livestock manure treatment 9 1.3 2 22.2

Nonferrous metal manufacturing 8 1.2 0 0.0

Charcoal manufacturing 6 0.9 2 33.3

Glass wool manufacturing 6 0.9 0 0.0

Chemical manufacturing 4 0.6 0 0.0

Printing facility 4 0.6 2 50.0

Sludge treatment 3 0.4 1 33.3

Slaughter facility 3 0.4 1 33.3

lime manufacture 2 0.3 0 0.0

Others 3 0.4 0 0.0

Total 685 100.0 224 32.7

Fig. 6. Yearly offensive odor occurrence status of livestock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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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되는 악취로 인한 민원제기가 대부분이다. 강원지

역의 경우 단순히 돼지 사육두수만을 고려할 때, 축

산악취 민원은 철원, 원주, 강릉, 횡성의 순으로 잠

재적인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나, 시설 규

모와 인근 마을(가구)과의 이격거리, 기상상황 및 지

형적 특성 등에 따라 변화가능성이 매우 크다.11) 

4. 악취발생 분포도 분석

악취에 대한 문제는 사후 관리보다는 사전 예방과

관리대책 수립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악취발생에 대

한 시공간적 분포를 도시(圖示)화 하는 것은 전반적

인 발생실태를 파악할 수 있어 악취관리에 매우 유

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악취발생 지점

의 데이터는 한 지점(시설)당 여러 개의 데이터가 존

재하고 있다. 분포도 작성의 경우 동일한 지점에서

여러 건의 악취발생은 겹쳐짐으로 인해 1점으로 나

타나는 단점이 있으나, 밀집도 분석에서 한지점당 모

든 데이터를 포함, 자료화하여 농도의 진하기로 표

현함으로써 각 지점에서의 악취발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2012~2019년의 전체 685건에 대한 악취발

Fig. 7. Distribution map of offensive odor occurrence by year in Gangwon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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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현황을 살펴보면(Fig. 7) 전체적으로 붉은색 계열

의 점들이 많이 나타나 최근 악취발생이 많음을 보

여주고 있다. 악취발생 밀집도는(Fig. 8) 원주 산업

단지 부근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후 철원의 대규모

축산단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시설

로서 축산시설의 악취발생 밀집도가 높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원주 산업단지와 인근의 악취는 기존의 산

업단지 인근에 공동주택(아파트)이 들어서면서 주민

들이 지속적으로 악취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개별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해당 구역에 대

한 전체적인 관리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Yeon 등3)

은 도심의 팽창으로 산업단지 인근에 대규모 주거지

역이 조성되어 악취 배출시설과 주거지역간의 이격

거리가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하고, 거주지 삶의 질

이 강조되는 상황으로 인해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향후 산업단지·공업단지 인

근에 대규모 주거지역이 조성될 경우 악취배출시설

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 후 조성될 수 있

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현황은(Fig. 9) 전체 685건

Fig. 8. Distribution map of offensive odor occurrence density in Gangwon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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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224건이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원주

가 가장 많은 39건으로 나타났다. 원주의 경우 기준

초과 지점이 가장 많으나 그림에서는 적게 나타나는

데 이러한 원인은 동일한 지점(시설)에서 기준초과

가 많아 겹쳐 진 것에 기인된다. 이후 철원 36건, 횡

성 29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설별로는(Fig. 10)

축산시설이 54%를 차지하고 있어 강원지역의 악취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축산시설을 중점관리대

상으로 선정하여 시설개선 유도 및 저감대책을 수립

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시군별로 조례 제정을 통

해 축산시설의 설치허가를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한

이격거리를 설정하여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기상인

자 변화에 따라 악취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넓으

므로 축산규모 및 시설위치 등에 따라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대규모 축산시설의 경우 최대한 이격거리

를 확보해서 허가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철

원의 대규모 축산단지와 같이 악취발생 밀집도가 높

은 지역은 해당 구역을 대상으로 발생원 및 악취물

질을 파악하고 단·중기 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Fig. 9. Distribution map of offensive odor occurrence status in Gangwon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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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본 연구는 2012~2019년 동안 강원지역 685건의

악취 검사자료를 시공간적, 시설별 등으로 구분하여

발생특성을 파악하고, 분포도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

인 악취관리 방안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

해 수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월별 악취발생은 6월이 가장 많고, 8월, 7월 순

으로 나타나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철 대비 주요

악취 배출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과 관리

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로는 3

분기의 악취발생 비율과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높

게 나타났으며, 여름~초가을 동안 고온, 다습한 기

후의 영향으로 인해 악취 강도가 높아진 것이 원인

으로 판단된다.

2. 시군별 악취발생은 원주가 가장 많고 이후 철

원, 횡성으로 나타났으며, 시지역 보다는 군지역에서

의 악취발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영서

지역의 악취발생이 영동지역보다 3배 이상 많은 것

으로 나타났는데, 악취배출시설 개소수 차이, 해륙풍

Fig. 10. Distribution map of offensive odor occurrence by facility in Gangwon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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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 지형적인 특성 등의 원인에 기인되는 것으

로 판단된다.

3. 악취발생시설은 축산시설이 가장 많고 배출허

용기준 초과율도 높게 나타나 축산시설의 악취에 대

한 관리대책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한, 도시주변 산업단지와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축산

시설 등의 악취발생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배

출원 규명을 위한 단·중기 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악취발생 현황을 GIS를 이용하여 관리하면 시

공간적, 시설별 발생특성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

고 체계적인 자료 관리가 가능하므로 악취발생에 대

한 신속한 대응과 확산 예측 및 발생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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