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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dor is one of the major nuisances in the environment. In most countries, odor annoyance from livestock 

production is an increasing problem in community. In order to reduce the odor inconvenience and establish a 
good relation between livestock industries and the surrounding communities, many studies, such as diffusion 
simulations and field experiments, on the odor dispersion and its reduction have been investigated. These studies 
need to accompany the aerodynamic approach, as a main mechanism of diffusion phenomenon, an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CFD) can be effectively used to study this kind of research. CFD considers both various wind 
conditions as well as topographical conditions to study aerodynamic phenomenon. Therefore the ultimate 
objective of the study was to develop an aerodynamic model to predict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odor 
diffusion from livestock. In this study, as the first step of this study, various phenomena and factors of odor 
diffusion from livestock houses were investigated through field experiments in 2007. Later, those data will be 
also used to verify the CFD accuracy as well as to develop 3-dimensional CFD model.

Keywords : CFD, Livestock building, Odor dispersion, Olfactometry 

I. 서 론*

악취는 대기 환경에서 가장 유해한 요소 중의 하

나이다. 특히 축산 악취는 최근 농촌에서의 주거환경

에 대한 인식 향상과 농업 지역들의 도시화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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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에 대한 불만과 민원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악취방지법 시행으로 인해 악취의 규제가 강화

되고 있어 축산농가와 인근지역의 거주자 간의 마찰

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일부 국가

들은 축산 시설 지역과 인근 주거지역 간의 제한 거

리를 규정하고 있으나(Piringer와 Schauberger, 1999),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지표들은 경험적으로 계산되어 

왔다. 그러나 악취의 확산 현상은 각 축산 시설의 특

성 뿐 아니라 지형적 특성, 주변 기상현황 등 여러 

환경 인자들에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환경 인자들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악취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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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피해지역에 대한 원인 분석이나 확산정도의 정량

적 평가가 어려운 실정이다.

악취의 확산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현장 측

정 방법과 수치모델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방법이 있

으며, 현장 측정 방법에는 직접 또는 간접 관능시험

법과 가스 센서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구 등, 

2003; 최와 안, 2005). 이 중 가스 센서를 이용하는 

방법은 가장 정량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센서의 가격이 고가이고 가스의 종류

에 따라 다른 센서를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복합 

악취의 경우 측정이 힘든 단점이 있다. 특히 축산 악

취는 약 321가지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복합물로 

대부분의 물질이 저농도로 분포하기 때문에 측정상

에 어려움이 있다(Schiffman 등, 2001). 관능시험법

은 사람의 후각을 이용하여 악취의 정도를 측정하므

로, 잘 훈련된 판정원만 있으면 악취 물질의 종류에 

상관없이 판정이 가능하며, 실제적으로 사람이 인지

할 수 있는 정도의 악취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람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단점이 있

다. 이러한 현장 측정 방법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

하여 최근에는 수치모델을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Bjerg 등, 2004). 현장 측정 방법이 자연적인 환

경 변화에 큰 영향을 받고 점측정에 의존하여 확산 

경향을 파악하는데 반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한 연구

는 다양한 기상 및 환경조건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

으며 모든 위치에서의 확산 현상을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악취를 구성하는 가스의 성분들이 

불명확하고 이들의 상호 작용에 따른 영향 및 확산 

메커니즘 등을 명확히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실제의 악취 확산 현상을 

완전히 구현할 수는 없으므로 검증의 과정이 필요하

며 현장 측정 방법과 병행하여 연구하는 것이 중요

하다. 

축산 악취의 현황을 파악하고 확산을 예측하기 위

한 시도는 국외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으나 

국내에서는 구 등(2006), 김(2006) 등의 연구 이외

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유럽의 국가들에서는 오래 

전부터 축산 농가와 인근 주민 간의 민원 및 갈등을 

줄이기 위하여 제한 거리를 산정하고자 하였다

(Schauberger 등, 1997). 특히 독일은 돼지(VDI 

3471, 1986), 소(VDI 3473, 1994), 가금류(VDI 3472, 

1986) 별로 다른 지침을 사용하기도 하며, Piringer

와 Schauberger (1999)는 이러한 국가 별 제한 거

리를 비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들은 경험

적인 판단에 의해 산정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지형적, 기상적, 발생 특성적 영향 인자들을 

고려하기 위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에 Guo 등

(2003)은 확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상 인

자인 대기안정도와 풍속에 따라 축산 악취의 발생 

빈도를 조사하였으며, 대기의 안정도가 안정할수록 

또한 풍속이 낮을수록 악취의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

는 결과를 보인 바 있다. 보다 다양한 인자들을 고

려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모델을 도입한 연구도 진

행되어 왔으며, 악취의 확산 현상을 모의하기 위하여 

사용된 모델로는 가우시안 플륨 모델, 가우시안 퍼프 

모델 등(Arya, 1999)의 가우시안의 확산 이론에 근

거를 둔 모델들이 많다. 이들은 확산 현상을 가우시

안 분포에 따른 농도 분포로 간주하기 때문에 실제

의 공기의 유동과 복잡한 기류의 움직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최근 전산유체역학을 이

용한 확산 모델링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지형과 비정상적인 환경 조건에 따른 공기의 유동 

및 악취의 확산을 예측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

고 있다(Li와 Guo, 2006, 2008). 그러나 외국과 달

리 축산시설이 산재되어 있고 지형 조건이 복잡한 

국내에 적용하기 위하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이다.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은 축산시설 지역과 인근 지

역 간의 마찰 및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

상조건에 따른 악취의 확산 현상을 정성적 및 정량

적으로 예측하는 공기유동학적 전산유체역학 모델을 

개발하는데 있으며, 이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 

실험을 통하여 기상 조건 및 지형에 따른 축산 악취

의 확산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

은 향후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검증하는데 사

용될 것이며, 이를 이용하여 충분한 기초 자료가 확

보된다면 웹 설계를 통한 민원대비용 악취확산 예경

보시스템의 개발이 가능하며, 관련 정책수립이나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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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취를 저감시키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

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재료  방법

대기 안정도는 악취의 전체적인 확산 경향을 결정

하는데 중요한 인자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의 대기 안정도를 정확히 추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축산 악취와 같은 복합취의 악취도 평가를 위하여 

공기희석 관능법을 사용하였다. 현장 실험은 2007년 

4월부터 실험지역 선정을 위한 답사 및 장비 제작과

정을 거쳐 2007년 11월까지 수행되었다.

1. 기 안정도의 산정

대기의 안정도는 대기를 이루고 있는 공기의 수직 

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공기의 수직 운동은 

대기 중 오염물질의 수직 혼합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인간이 생활을 하는 높이는 지면 근처에서 그

리 높지 않으므로, 대기의 안정도는 지면 근처의 오

염물질 농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대기 중의 어떤 고도에 있는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

거나 하강하여 변위가 생길 때, 원래의 위치로 되돌

아가려는 힘을 받으면 이 기층은 안정 상태에 있다

고 하며, 변위 방향으로 더 멀어지려고 하면 불안정 

상태에 있다고 한다. 또한 변위된 위치에 머물러 있

을 경우 중립 상태에 있다고 한다. 대기의 안정도를 

산정하는 방법에는 풍속과 일사량, 운량자료를 이용

하는 방법(Pasquill, 1961), 두 고도의 기온과 한 고

도의 풍속자료를 이용하는 방법(Paulson, 1970), 

Monin-Obukhov 길이를 이용하는 방법(이와 김, 

1990)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대부분 큰 규모나 

넓은 지역의 대기 상태를 나타내어 실제의 국지적인 

분포와는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축산 악취는 

산업 악취에 비하여 발생원과 영향 범위가 넓지 않

으므로, 적정 높이까지의 대기 안정도 분포와 확산성

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본 실험에서는 측정의 용이성과 향후 확산 모델링

의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온의 연직 분포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Seinfeld 

Table 1 Vertical temperature gradient according 
to the atmospheric stability (Seinfeld, 
1986 ; Golder, 1972)

Atmospheric stability Atm.temp.

∂T/∂z 

(℃/100m)

Potential temp.

∂Q/∂z 

(℃/100m)
John H. 

Seinfeld

Pasquill's 

stability

1 A  < -1.9  < -0.9

2 B -1.9 ~ -1.7 -0.9 ~ -0.7

3 C -1.7 ~ -1.5 -0.7 ~ -0.5

4(주간), 

5(야간)
D ( 립) -1.5 ~ -0.5 -0.5 ~ 0.5

6 E -0.5 ~ 1.5  0.5 ~ 1.5

7 F  > 1.5  > 1.5

(1986)가 대기층의 기온 감률로부터 대기 안정도를 

산정한 방법으로 그 관계는 Table 1에 나타나 있으

며, 우(1991) 등이 63빌딩의 상하부 온도차로부터 

대기의 안정도를 산정한 바 있다. 본 실험의 대상 

지역에서는 고층의 기온을 측정할 만한 높은 시설물

이 없으므로 소형 기구를 이용하여 기온을 측정하였

으며, 기온 연직분포를 직접 측정함으로써 실제 하층 

대기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향후의 확산 시뮬레

이션에서도 경계 조건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데

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직 기온 측정 

시 바람에 따라 기구가 기울어지므로, 풍속이 비교적 

일정한 시점에서의 기구가 기울어진 정도를 고려하

여 기온이 측정된 높이를 보정하였다.

2. 공기희석 능법에 의한 악취도 평가

축산악취는 대기 중의 일반 악취 성분과는 달리 수

백 가지의 물질이 저농도로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악취의 정도를 측정하고 정량화하기가 매

우 어려운 특징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복합 취

기물인 축산 악취의 악취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관능

시험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중 여러 측정지점에서 동

시적으로 악취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악취 공기를 포

집 후 평가하는 간접 공기희석 관능법을 적용하였다. 

실험의 절차 및 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을 따

라 진행하였으며, 제한된 시간 내에 평가할 시료의 

수가 많고 악취의 정도가 비교적 낮은 범위에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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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outside(left) and inside(right) views of clean air generator(600㎜(L)×300㎜(W)×400㎜(H)), 
moisture & odor removal column and hepa filter installed.

밀하게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절차는 일부 변경하였고 시도할 희석배수들은 2, 4, 

6, 8, 10, 12, 15 등 2~5배 간격으로 조밀하게 변

경하여 적용하였다. 악취도는 5명의 패널들을 대상

으로 각 희석배수들로 제조된 희석공기를 평가하도

록 하여 각 패널들의 냄새감지 한계 희석배수를 산

정한 후, 이 중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값의 기하평균으로 계산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악취 

공기의 희석배수는 악취단위(OU, odor unit)로 표현

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의 편리성을 위하여 김과 김

(2002), 정 등(2004)의 기존 사례와 대기오염공정시

험방법 등을 참조하여 무취공기 제조기를 제작하였다. 

무취공기는 활성탄과 실리카겔, 헤파필터 등을 통과

하여 생성되며, 장비 내의 모든 재질은 악취의 흡착

을 최소화하기 위한 표면처리가 되어 있다. 또한 디

지털 방식의 MFC에 의하여 0~10LPM의 정확한 유

량 조절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으며, 시료가 주입되

는 부분에는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체크밸브가 부착

되어 있다. 제작된 무취공기 제조기는 Fig. 1과 같다. 

또한 제조된 희석 공기 시료를 각 패널들에게 하나

씩 제공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5

방 분배기를 제작하여 모든 패널들에게 일제히 공급

하고자 하였으며, 미리 제공한 무취공기와 비교하여 

악취의 인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3. 실험 지역 선정

실험을 수행할 농장을 선정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

한 단계이므로 지형적 요건, 기상 환경적 요건, 사회

적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지역을 선정 하였다. 

먼저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조건

으로 일정한 기류가 형성되는 지역을 찾고자 하였다. 

특히 골짜기 형태의 지형은 비교적 일정한 기류가 형

성되므로 유효한 결과를 얻는데 용이할 것으로 판단

되었다. 이외에도 농가의 협조가 원활한 곳, 주변에 

다른 악취 발생원이 없는 곳, 풍하측의 실험환경이 

용이한 곳, 충분한 정확도의 수치 지형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곳, 개발 및 자연재해에 의한 급격한 변화

가 없는 곳 등의 요건을 적용하여 실험 지역을 선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지역의 농장을 실험 대상으로 선

정하였으며, 각각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지역1)과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지역2)에 위치하고 있다. 각 

지역의 농장(원으로 표시)과 주변 지형은 Fig. 2에 

나타나 있듯이 계곡 형태의 지형으로 예비 측정에서 

비교적 풍향이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예산 지역(지역1)의 농가는 4동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모돈과 비육돈을 포함하여 총 약 2,000두를 사

육하고 있다. 농장 외부의 특징은 바닥부분에 저장고

가 위치해 있으며, 분뇨는 고액분리를 통한 액비살포 

처리와 환경업체를 통하여 처리되고 있었다. 또한 라

군(lagoon)과 같이 외부에 드러나 있는 악취 발생원

은 없었다. 실험 시기가 여름이었으므로 거의 대부분

의 환기가 건물 측창의 윈치커튼으로 이루어졌기 때

문에 정확한 환기량 및 악취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

은 어려웠다. 풍하측 방향은 농장으로부터 남동 방향

으로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기대풍향은 북서풍이다. 풍

하측 방향으로의 경사도는 비교적 완만하였으며,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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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lected two areas located in Yesan(left) and Cheongyang(right)

장의 부지 경계 바로 아래에 작은 저수지가 있고, 그 

아래로는 계단식의 논이 형성되어 있었다. 청양 지역

(지역2)의 농가는 약 4,000두 규모의 농장이다. 주

로 모돈, 자돈, 비육돈을 사육하고 있다. 돈사는 5동

으로 구성되었으며, 농장 내 분뇨교반시설이 있고, 업

체((주)유닉스) 시험설비로 바이오 가스 생산 시설이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풍하측 방향으로 지름이 약 

20m 정도인 라군을 시공 중에 있었다. 돈사의 형태

는 무창 돈사이며 측벽에 설치된 배기용 팬과 지붕

의 굴뚝으로 공기가 배출되며, 피트 바닥을 통하여 

배기되어 굴뚝을 통하여 지상 5m 이상에서 배기되

기도 하였다. 따라서 지역1에 비하여 악취의 발생원

이 산재해 있는 편이다. 풍하측 지역이 농장으로부터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 기대 풍향은 서풍 계열이었으

며, 풍하측 방향으로 약 200~300m 까지는 경사가 

조금 급한 편이며 밭이 형성되어 있고, 그 후방에는 

완만한 경사의 논과 소규모 농가가 위치하고 있다.

4. 실험 방법

현장 실험은 기상 환경의 측정과 악취 시료의 포

집으로 나뉘어 진다. 먼저 기상 측정은 간이형 기상

대((Watchdog 2900ET, Spectrum Technologies 

Inc., USA)를 이용하여 1분 간격으로 온도, 습도, 일

사, 풍향, 풍속 등을 측정하였다. 간이형 기상대는 

설치 시 주변 장애물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당 실험 지역에서 비교적 평탄한 곳에 설치하였다. 

연직 기온 측정용 소형 기구는 장애물이 적은 곳에

서 약 30~50m 높이까지 띄우며, 높이별로 3~5개의 

온습도 기록 센서(Hobo data logger, Onset com-

puter corp., USA)를 매달아 측정하였다(Fig. 3). 측

정은 기상대와 동일하게 실험 기간 중 계속 측정하

였으며, Seinfeld(1986)의 안정도 기준에 따라 안정

도를 산정하였다. 악취 시료의 포집은 축산 농가의 

부지 경계로부터 포집이 가능한 최대거리까지 거리

별로 약 5~9개의 측정지점에서 포집하였으며, 측점 

간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농로 가에 포집 장비를 설

치하였다. 타이머 기능이 가능한 소형 펌프(PCRX8, 

SKC Inc., USA)를 다수 이용하여 동시에 펌프가 작

동되도록 설정하였고, 분당 약 5.5~6L의 유량으로 

1분간 악취 공기를 흡입하여 6L의 테들러 백

(Tedlar bag, Japan)에 포집하였다. 소형 펌프와 테

들러 백은 바람이나 주변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 케이스 내에 보관하였으며, 펌프에 테플

론 재질의 튜브를 연결하여 악취 공기의 흡입 높이

를 지상 약 1m 높이로 상승시켰다(Fig. 4). 풍하측 

부위에서 거리별 악취 포집 외에도 수직 악취 분포

를 측정하기 위하여 악취가 감지되는 한 측정 지점

에서 1m, 2.4m, 4.3m의 세 높이에서 악취 공기를 

포집하여 분석하였다. 악취도 분석은 시료의 포집 후 

약 24시간 내에 실험실에서 수행하였다. 또한 추가

적으로 악취 공기에 포함된 화학성분의 농도 분석을 

위하여 풍하측의 거리별 4 지점에서 별도의 악취 시

료를 포집하여 화학 분석을 실시하였다. 화학 분석은 

대표적인 악취 성분인 암모니아와 황화수소에 대하

여 실시하였고, 각각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상의 인

도페놀법과 메틸렌블루법을 사용하였다. 각 반응 용

액의 흡광도 측정은 UV 분광광도계(Helios Delta 

UV-Vis Spectrophotometer,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USA)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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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Balloons(marked by the dotted line) for 
measuring vertical temperatures

Fig. 4 Odor-intake sets(pump, tube, tedlar bag, 
case, etc.)

III. 결과  고찰

Table 2와 3은 예산 지역(지역1)에서 수행된 실험 

중 풍환경이 안정된 6회 실험의 기상 환경 측정 결

과이다. 풍향은 Fig. 5와 같이 거의 서풍 계열로 형

성되었으며, 거의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풍속은 

1~2 m/s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측정일의 연직 온

도 분포는 Fig. 6과 같이 나타났다. 낮 동안은 전체

적으로 불안정한 대기층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하부의 온도가 역전되면서 점차 안정해졌다. 

이로부터 포집 당시에 추정된 대기의 안정도는 Table 

3과 같다. 그러나 지표 부근에서는 전체적인 안정도

와는 다른 온도 분포를 나타내었다. 주간의 경우, 전

체적으로는 상부로 갈수록 온도가 감소하지만 5~ 

10m 아래에서는 지표 부근의 온도가 더 낮았으며, 

밤의 경우는 반대로 전체적으로는 하부로 갈수록 온

도가 감소하지만 지표 부근에서는 온도가 상승하였

다. 이러한 온도 분포는 지역1의 특징으로, 실험지역

의 지표면이 저수지, 수풀, 논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표면을 덮고 있는 물과 수풀 

등이 주간의 강한 태양 복사에너지를 흡수하여 잠열 

형태로 소비되어 지표면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막

는 동시에, 야간에는 지표가 빠르게 냉각되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Fig. 7(left)은 농장의 부지 경계선으

로부터 풍하측 방향으로 악취도의 분포를 나타낸 그

래프이다. 경계에서 약 40m 에서는 7~10 OU 정도

로 나타났으며, 200m 이상에서는 6 OU 이하의 악

취도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지표 근처에서 감지되는 

확산의 거리는 시간대에 따라 변화하는데, 주간의 경

우 대기가 불안정할수록 수직적인 혼합이 강하게 나

타나기 때문에 확산 거리는 짧아지게 된다. 그러나 

예산 지역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Table 2 Measured weather conditions in Yesan 
area

 Date Time
Air temp. 

(℃)

Air hum. 

(%)

Wind 

direction

Exp.1 2007.6.22 21:55 20.4 96.8 W

Exp.2 2007.6.22 22:05 20.2 97.4 W

Exp.3 2007.7.18 17:37 29.2 73 W

Exp.4 2007.7.18 17:50 28.2 75.5 W, NW

Exp.5 2007.7.18 21:28 23 98 W

Exp.6 2007.7.18 21:40 22.9 98.6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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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Weather data measured for 1, 10 and 30 minutes before sampling in Yesan area

 
Wind speed (m/s) Lapse rate (℃/100m) Atm. Stability 

(1min.)1min. 10min. 30min. 1min. 10min. 30min.

Exp.1 0 0.3 0.6 7.6∼10.7 6.1∼8.6 5.6∼7.9 F

Exp.2 0 0.1 0.6 7.6∼10.7 5.1∼7.3 5.3∼7.6 F

Exp.3 0.8 1.2 1.3 0 5.1∼7.2 -1.5∼-2.1 D

Exp.4 0 0.6 0.3 -3.2∼-4.5 -2.8∼-3.9 0.4∼0.5 A

Exp.5 1.6 1.7 1.5 3.1∼4.4 3.1∼4.4 3.7∼5.3 F

Exp.6 1.6 1.5 1.6 4.6∼6.5 3.7∼5.2 3.3∼4.7 F

     

Fig. 5 Variation of wind direction measured on Jun. 22(left) and Jul. 18, 2007(right) in Yesan area 
(wind direction was the angle measured from the north(0°), moving clockwise)

     

Fig. 6 Vertical air temperature profiles measured on Jun. 22(left) and Jul. 18, 2007(right) in Yesan area

     

Fig. 7 Distributions of odor unit according to the distance from livestock boundary in Yesan area(left) 
and Chungyang area(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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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Weather data measured for 1, 10 and 30 minutes before sampling in Chungyang area

 
Wind speed (m/s) Lapse rate (℃/100m) Atm. Stability 

(1min.)1min. 10min. 30min. 1min. 10min. 30min.

Exp.1 0.28 0.17 0.35 -1.5~-2.2 -2.3~3.3 -2.6~-3.6 B~C

Exp.2 1.11 0.39 0.69 0 -0.8~-1.2 -0.8~-1.1 D

Exp.3 1.11 0.47 0.27 4.6~6.5 3.8~5.3 3.2~4.5 F

Exp.4 0.28 0.44 0.46 6.2~8.7 5.5~7.8 4.8~6.7 F

Exp.5 0 0.53 0.56 -9.1~-12.9 -10.4~-14.8 -8.8~-12.5 A

Exp.6 0 1.11 0.78 -6.1~-8.7 -8.9~-12.6 -11.4~-16.2 A

않았다. 이는 악취도를 측정한 거리가 이를 명확히 

분리해낼 만큼 충분히 길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예산 지역은 주간 내 불안

정한 대기층이 형성되어 있지만, 실제로 하부에는 안

정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표 부근의 대기는 충

분히 수직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예산 지역은 거리에 따라 악취도의 오

르내림이 있지만, 180m 부근에서 약간 높은 악취도

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이 지역에서 서풍이 불 경우, 

바람의 유로가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지면서 분지와 

같은 형태를 띄는 측점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

한 지점은 유속이 급격히 느려지고 와류에 의한 정

체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악취 성분이 축적되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Table 4와 5는 청양 지역(지역2)에서 수행된 실험

에서 측정된 환경 조건이다. 10월 12일에는 Fig. 8

과 같이 거의 서풍 계열의 풍향이 불어왔기 때문에 

적절한 풍 환경이 조성되었으나, 10월 26일에는 반

대 풍향인 동풍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연직 온도 

분포는 Fig. 9와 같이 나타났으며 예산 지역과는 달

Table 4 Measured weather conditions in Chungyang 
area

 Date Time
Air temp. 

(℃)

Air hum. 

(%)

Wind 

direction

Exp.1 2007.10.12 16:15 18.6 51.8 W

Exp.2 2007.10.12 16:56 17.2 59.9 WSW

Exp.3 2007.10.12 19:56 14.2 63.9 WSW

Exp.4 2007.10.12 20:20 14.6 59.8 WSW

Exp.5 2007.10.26 13:21 18.4 66.0 E

Exp.6 2007.10.26 14:13 18.4 63.1 W, NE

리 주간에는 하층부터 상층까지 전체적으로 불안정

한 대기층이 형성되었고, 야간에는 안정한 대기층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10월 26일에는 오전 내내 구름 

낀 날씨가 지속되다가 오후 1시경에 맑은 날씨로 변

하였기 때문에 이때부터 지표 근처의 온도가 상승하

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다. Fig. 7(right)은 농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풍하측에서 거리별로 측정된 

악취의 분포를 나타낸다. 10월 12일의 경우, 낮과 

밤의 확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낮의 경우, 

부지 경계근처에서는 16 OU 이상의 강한 악취가 나

타났으나 급격하게 감소하여 200m 부근에서는 5 

OU 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낮의 불안정한 대기 안

정도에 의하여 수직적으로 확산이 크게 일어났기 때

문이다. 또한 지형적으로도 약 150m 부근에서는 낭

떠러지처럼 지형고도가 약 4m 정도 크게 감소하는

데, 여기서 부력을 크게 받고 있는 악취 성분들이 

지형을 따라 하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표 근처에서 

측정된 악취도는 매우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대로 밤의 경우는 부지 경계에서는 약 12 OU 정도

로 나타났지만, 풍하측 방향으로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200m 이상의 지점들에서는 

낮의 경우와 비교하여 훨씬 더 높은 악취도를 보였

다. Fig. 10은 10월 12일에 약 160m 거리의 측정 

지점에서 높이별 악취도의 측정 결과를 나타낸 그래

프이다. 측정시간은 17:25, 17:28, 19:08, 19:13 이

었으며, 기상 환경은 실험 1~4와 크게 차이는 없었

다. 이 연직 악취 분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간에

는은 수직적인 확산에 의하여 상층이 하층보다 높은 

악취도를 보였으며, 야간에는 상층보다는 중하층에서 

높은 악취도를 나타내었다. 10월 26의 실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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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Variations of wind direction measured on Oct. 12(left) and Oct. 26, 2007(right) in Chungyang 
area (wind direction was the angle measured from the north(0°), moving clockwise)

     

Fig. 9 Vertical air temperature profiles measured on Oct. 12(left) and Oct. 26, 2007(right) in Chungyang 
area

Fig. 10 Vertical distribution of odor unit on Oct. 
12 in Chungyang 

앞선 기상 측정결과와 같이 풍 환경이 안정되어 있

지 못했고, 풍향도 반대 방향의 빈도가 높았기 때문

에 확산현상이 명확히 나타나지는 않았다. 

악취의 성분 분석을 위한 포집은 11월 16일 청양 

지역(지역2)에서 실시하였다. 포집은 거리별로 4지점

에서 실시하였으며, 동시에 악취도 분석(실험7, 실험

8)을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실험이 진

행되는 약 3~4시간 내내 평균 풍속이 약 0.79 m/s

Fig. 11 Horizontal distributions of odor unit in 
Chungyang on Nov. 16

로 비교적 강한 바람이 불었으며, 1분당 거스트(gust) 

속도의 평균은 약 1.33m/s 정도로 비교적 높고 끊임

없이 변화하였다. 풍향은 기대풍향인 서풍계열의 빈

도가 높았지만, 변동이 심하여 풍 환경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는 못하였다. 강풍으로 인하여 연직 온도

분포를 정확히 측정하지는 못하였지만 대기의 안정

도는 약 A~C 정도로 불안정하게 나타났다. 풍하측에

서 거리별 악취도의 분포는 Fig. 11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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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alibration curves of ammonia(left) and hydrogen sulfide(right)

Table 6 Distributions of gas concentration calcu-
lated by chemical analysis

Distance (m) 0 150 500 830

Conc. 

(ppm)

Ammonia 0.00035 0.00152 0.00000 0.00000

Hydrogen sulfide 0.00153 0.00160 0.00116 0.00038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실험 1~6과 비교하여 매우 낮

은 편이었다. 부지 경계선에서도 평균 8 OU 정도로 

낮게 평가되었고, 150m 후방에서도 4 OU 이내의 

악취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전체적으로 평균 풍속이 

다른 실험들에 비하여 높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일

반적으로 풍속이 높을수록 악취의 감지 농도나 빈도

는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uo 등, 2003). 별

도로 4지점에서 포집한 시료를 이용하여 암모니아와 

황화수소의 성분 농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이 나타났다. 분석에 앞서 흡광도와 성분 농도 간

의 검량선은 Fig. 12와 같이 선형적으로 나타났다. 각 

성분의 농도는 풍하측 거리가 멀수록 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농도가 

검출되었는데, 이는 당일 악취도 또한 낮게 나타난 

것과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암모

니아와 황화수소의 최소감지농도는 각각 0.1, 0.0005 

ppm이다(환경부, 2007). 측정 결과에 따르면 암모니

아는 거의 감지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황화

수소는 830m 지점을 제외하고는 감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두 성분의 농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

지만, 축산 악취의 특성 상 전체적인 물질들의 결합

은 악취를 유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 또한 이러

한 분석 자료들은 향후에 시뮬레이션에서 악취 공기

를 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악취 공기의 특성 값을 설

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축산 시설로부터 발생되는 악취의 

확산 현상을 모니터링하였다. 복합악취인 축산 악취

를 여러 측점에서 동시적에 분석하기 위하여 공기희

석 관능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확산 현상의 중요 인

자인 대기의 안정도를 산정하기 위하여 지표면으로 

부터 높이별 기온 분포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

으며, 이는 향후의 시뮬레이션 연구 시 입력 경계조

건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풍하측에서 거리에 따른 악취도는 대체로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으나, 부분적으로 변동이 큰 경우도 

있었다. 기상 환경이 안정화된 상태에서 확산의 정도

는 대기 안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으며, 대기가 

안정된 상태에서 더 멀리 확산되는 결과를 보였다. 

지형적인 특성에 따라서도 악취도의 차이를 보였으

며, 이는 예산 지역의 180m 지점이나 청양 지역의 

150m 지점과 같이 지형에 따른 공기 유동의 변화가 

악취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

다. 빠른 풍속 하에서는 전반적으로 악취도가 낮았으

며, 청양지역의 풍하측으로 200m 이상 떨어진 지점

에서 4~8 OU 정도의 악취도를 보였으나, 비교적 빠

른 풍속에서는 4 OU 이하로 감소하였다.

악취의 농도 자체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변화하며, 

많은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원하는 결

과를 얻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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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실험을 통하여 이를 보정할 필요가 있으며, 충

분한 실험 자료가 확보된다면 악취의 빈도와 농도를 

확률적 의미로 재해석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유동학적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이를 보완할 예정이며, 현장에서 얻어진 많은 

데이터들은 전산유체역학 모델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또한 이로부터 많은 현장실험의 

한계를 극복하고 악취의 확산 현상과 메커니즘에 대

하여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의 2007년도 농업특정연

구사업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며, 따

라서 이에 감사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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