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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연구동기
서울시내의 하수관거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민원건수는 2006~2010년까지 총 

12,109 건이, 연 평균 2,422 건이 발생되고 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는 서울 전

역에 600,566 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하수악취 발생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정화조 오수 내 악취를 저감하는 장치인 '공기공

급장치'의 체계적인 악취저감효과 및 저감원리 정립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하고자 이 과제를 제안하였다.

연구목적
본 과업에서는 서울시 합류식 하수관거 지역 내 위치한 하수관거 및 지하에 설치된 

부패식 정화조의 악취 배출경향을 분석하고, 공기공급장치의 설치에 따른 악취발생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과 저감 원리 파악 및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화조 펌핑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자 한다.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정화조가 설치된 서울시내 건물

 ❍ 내용적 범위

- 공기공급장치 악취저감 효과 및 저감 원리 파악

- 공기공급장치 설치방안 마련

- 해외 정화조 악취저감 및 규제방안 조사



요  약  문

연구내용

서울시내 정화조 총 17 지점을 선정하여 악취(황화수소, 복합악취)의 농도를 파악

하고, 서울시에서 개발한 공기공급장치를 정화조 5 지점에 설치하여 악취저감 원리와 

효과를 파악하였다. 또한, 본 과제 수행내용은 지하펌핑식 정화조를 대상으로 실증조

사가 이루어졌으나, 자연유하식 정화조에서 공기공급장치, 철염, 미생물제제 등을 이

용하여 악취저감 방안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공기공급장치의 악취저감 원리는 용존황화수소와 황산염이온의 상관관계를 통해 산

화로 규명되었다. 또한, 공기공급장치에 타이머를 설치하여 최소 산화상태를 유지시

켜, 혐기상태로 들어오는 방류수 오수로 인한 악취발생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실증조

사를 위해 서울시내 총 5 지점을 선정하였고, 지점별 정화조 방류조 용적 1 m3 당 

0.004~0.07 m3/min의 공기를 공급하였다. 그 결과, 황화수소는 81.2~99.9%, 복합악

취는 43~99.2%의 악취가 저감되었다. 또한, 최종 공기공급량은 방류조 1 m3당 0.02 

m3/min으로 산정되었다. 

공기공급으로 인한 하수관거 내 방류수 배출지점에서 황화수소 농도 저감에 효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서울시내 정화조 방류조에 공기공급장치 설치의 확대 및 의무화를 

시행한다면,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

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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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과업의 배경

서울시의 하수배제방식은 대부분 합류식으로, 하수관로 총연장길이 10,287 km이

다. 서울시 관로 중 86%(8,819 km)가 합류식 하수관거로 이루어져 있다. 합류식 하

수관거는 하나의 관에 오수와 우수가 유입되며, 건기시에는 관거내 유속미달으로 인

한 오수의 부패로 인한 악취가 맨홀 및 빗물받이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된다 (합류식 

하수관거 악취개선 매뉴얼, 2011). 또한, 서울전역에 설치 된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

조)는 600,566개로 2008년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혐기성 처리방식인 부패탱크

식으로 일원화 되어 하수도 내 악취발생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서울시 도심지역의 도로 주변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민원사례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민원건수는 2006년~2010년까지 총 12,109 건이 발생하였으

며, 연평균 2,422 건으로 많은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자치구 악취민원 현황, 

2011).

이외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자체개발한 “정화조 공기공급장치”를 정화조 오수 

내 악취를 저감하는 장치로 제안하였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서울시의 공기공급장치

의 악취저감 효과 및 저감원리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한다. 기존 악취저감 장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서울시 합류식 하수관거 지역 내 위치한 하수관거 및 지하에 설치된 부

패식 정화조의 악취 배출농도를 파악하고, 공기공급장치 설치 시 발생악취의 저감효

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공기공급장치를 위한 최적의 공기공급량을 산정하여 정

화조 펌핑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근본적인 악취문제를 해

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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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의 범위

가. 과업의 대상지점

과업 대상 지점은 서울시내 합류식 하수관거 내 위치한 자연유하식 7 지점, 지하펌

핑식 부패식정화조 10 지점을 포함하며, 과업대상 정화조위치는 아래 <그림 1>과 같

다.

[ 그림 1. 과업대상 지점 ]

나. 연구목표

Ÿ 서울시내 정화조 악취발생 실태파악

Ÿ 공기공급장치의 저감 원리 규명

Ÿ 악취 발생 및 저감의 상관관계 파악

Ÿ 정화조 내 공기공급장치 적용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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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업의 내용

본 과업에서는 서울시 합류식 하수관거 내 위치한 정화조에 공기공급장치를 설치 및 

운영하여 악취감소를 파악하였다. 상세한 연구 수행 내용은 아래에 제시하였다.

1) 공기공급장치 모의시험

Ÿ 공기공급장치 악취저감 원리 및 최적 산소공급량 파악

Ÿ 조사항목 : 총 환원성 황화합물(Total reduced sulfur: TRS), 수온, ORP, 

pH, 용존황화수소(HS-)

- 총 25 회 : 5 시료 × 5 회/시료

2) 정화조 실태조사

Ÿ 정화조 운영실태조사

Ÿ 방류수 수질변화 및 오수 배출시 발생되는 악취 분석

Ÿ 조사항목 : 복합악취, 황화수소(H2S), 수온, ORP, pH, 용존황화수소

- (지하펌핑식 정화조) 총 40 회 : 5 지점 × 8 회/지점

- (자연유하식 정화조) 총 13 회 : 5 지점 × 2 회/지점

      : 1 지점 × 3 회/지점

3) 공기공급장치 현장적용 시험

Ÿ 모의실험에서 도출한 산소공급량 저감 결과를 정화조 현장에 적용

Ÿ 공기공급장치의 적용방안 및 개선방안을 마련

Ÿ 조사항목 : 복합악취, 황화수소, 수온, ORP, pH, 용존황화수소

- (지하펌핑식 정화조) 총 30 회 : 5 지점 × 6 회/지점

- (자연유하식 정화조) 총  6 회 : 1 지점 × 6 회/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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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의 수행방향

정화조 악취 발생실태 조사 및 공기공급장치를 적용한 악취저감 효과 실증수행 

순서를 아래의 <표 1>에 요약하였다.

기초 자료 조사
∙ 해외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및 기술파악
∙ 부패식 정화조 악취관련 법규 개선 파악

정화조 악취발생 실태 분석

∙ 지하펌핑 부패식 정화조 악취조사
∙ 자연유하식 부패식 정화조 악취조사
∙ 정화조 운영실태 조사
∙ 방류수 수질변화
∙ 오수배출시 황화수소 변화분석
∙ 하수관거 내부와 대기상 악취비교

공기공급장치 모의시험

∙ 공기공급장치 악취저감 원리 파악
∙ 악취저감 최적 산소공급량 파악
∙ TRS 측정기를 이용해, 실시간 악취측정
∙ 복합악취 측정(제 3기관에 의뢰)

공기공급장치 현장시험
∙ 부패식 정화조 악취조사
∙ 공기공급장치 실증 저감효과 파악
∙ 공기공급장치 개선방안

악취저감장치 운영 평가
∙ 공기공급장치 운영결과
∙ 활용 방안 및 계획 제시

[ 표 1. 과업수행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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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악취의 특성 및 현황

1. 악취의 개요

가. 악취의 정의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Mercaptanes), 아민류(Amines)와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기체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로 정

의되며 (악취방지법, 2010), 일반적으로 여러 화합물의 혼합물에 의해 발생하여 인간

에게 심리적,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악취는 여러 성분이 혼합된 상태로 존재하면서,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인간의 쾌

적한 정서생활과 나아가서는 건강에 피해를 주는 나쁜 냄새를 의미한다 (대기환경보

전법, 2010). 우리나라는 <표 2>와 같이 22종의 악취물질을 지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지정악취물질 22종 시행일

1. 암모니아
2. 메틸메르캅탄
3. 황화수소
4. 다이메틸설파이드
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6. 트라이메틸아민
7. 아세트알데하이드
8. 스타이렌

2005. 2. 10일 시행,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9. 프로피온알데하이드
10. 뷰티르알데하이드
11. n-발레르알데하이드
12. i-발레르알데하이드

13. 톨루엔
14. 자일렌
15. 메틸에틸케톤
16. 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
17. 뷰티르아세테이트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

18. 프로피온산
19. n-뷰티르산
20. n-발레르산
21. i-발레르산
22. i-뷰티르알코올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

[ 표 2. 악취방지법의 지정악취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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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악취의 특성

일정한 냄새를 악취로 인식하는 데에는 지역특성, 생활수준 등 사회⦁문화적인 특성

과 성별, 연령, 건강상태, 흡연습관 등 개인적인 특성이 중요하게 작용된다. 즉, 악취의 

감지는 개인적인 민감도, 친숙도 등 주관적인 성향에 따라 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1) 악취 인식

일정한 냄새를 악취로 인식하는 데에는 지역특성, 생활수준 등 사회⦁문화적인 특

성과 성별, 연령, 건강상태, 흡연습관, 음식물에 대한 기호 등 개인적인 특성이 중요

하게 작용한다. 예민한 사람과 둔감한 사람이 악취를 느끼는 정도를 구별하는 한 예

로서 최소감지농도(Odor threshold)의 경우 냄새물질에 따라 10배 이상의 차이가 날 

수도 있다. 또한, 동일악취물질에 대한 후각반응에 있어서도 개인별로 쾌•불쾌를 느끼

는 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동일인의 경우에도 냄새를 맡는 빈도에 따라 차이가 있어 

단기적으로는 좋은 냄새로 인식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악취로 여길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냄새를 감지하고, 이에 대한 쾌·불쾌도를 인식하는 데 있어 사람마다 느

끼는 정도가 다르므로, 대기 중의 악취오염도를 단순히 농도만으로 표시하기에는 어

려움 점이 있다.

2) 악취 유발물질의 다양성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여 유기산류, 알코올류, 아민류, 방향족

화합물류, 알데하이드류, 에스테르류, 황화수소류 등이 있다. 과거 일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요 악취물질만도 1,000여 종에 이른다고 한다. 냄새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물질 일부가 악취로 인식되게 된다. 악취종류를 모두 나

타낼 수는 없으나, 주요 형태로는 계란·생선 등이 썩는 것과 같은 부패성 냄새, 암모

니아성 냄새, 땀 냄새, 강한 자극을 주는 냄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된 악취 발

생의 원인은 특정물질보다 여러 물질의 복합적 작용에서 기인하며, 순간 최고치의 농

도가 중요하다 (하수관거 악취 측정 매뉴얼(안), 2010).

일반적인 악취 물질군의 특징 및 원인 물질을 <표 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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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 냄새특징 원인물질명

황화합물
양파, 양배추 썩는 냄새 메틸메르캅탄, 황화메틸, 이황화메틸 등

계란 썩는 냄새 황화수소 등

질소
화합물

분뇨 냄새 암모니아, 에틸아민 등

생선 썩는 냄새 메틸아민, 트리메틸아민 등

알데히드류 자극적이며, 새콤하고 타는 듯한 냄새 아세트알데히드, 프로피온알데히드, 
부틸알데히드 등

탄화수소류
자극적인 신나 냄새 아세트산에틸, 메틸이소부틸케톤 등

가솔린 냄새 톨루엔, 스티렌, 자이렌 등

지방산류

자극적인 산 냄새 프로피온산 등

땀 냄새 노말부티르산 등

젖은 구두에서 나는 냄새 노말발레르산, 이소발레르산 등

할로겐원소 자극적인 냄새 염소, 불소 등

[ 표 3. 주요 악취 물질군의 냄새 특성, 원인물질명 ]

출처)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악취관리 편람 (환경부, 2005)

3) 악취의 소멸, 은폐와 변조

악취는 다른 물질의 영향으로 세기가 커지거나 소멸될 수 있는데, 악취의 이러한 

성격을 이용한 것 중의 하나가 탈취제 또는 방향제의 활용이다. 즉, 대기 중에 존재

하는 악취물질의 농도를 저감하지 않고도, 탈취제 또는 방향제를 살포함으로써 악취

를 없애거나 은폐(masking)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복합성분에 의한 악취의 경우, 농도와 악취세기의 관계는 단독성분에 의한 경우에 

비해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는 성분간의 조합과 구성비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에 따라, 개별 물질로는 악취기준 이내인 경우라도 악취가 감지될 수 있으며, 반대

로 특정물질의 농도가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농도라도 다른 물질의 영향으로 악취가 

감지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악취오염이 단순히 농도로만 규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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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악취발생원

악취물질은 생활하수, 분뇨, 정화조와 함께 하수도로 유입되기도 하고, 하수도를 통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생성되기도 한다.

1) 하수 및 하수도

일반 가정의 주방 및 세탁실, 욕실 잡배수와 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오수, 건

물⦁시설물의 잡배수, 개인하수처리장(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오수 등은 하수관거

로 유입되며, 강우 시에는 도로 오염물질과 각종 협잡물을 함유한 하수관거에 유입된

다.

하수관거로 유입된 각종 협잡물은 하수도 관내에 침전되거나 하수도 토구부분에 설

치된 우수토실의 스크린에서 걸러진다. 이런 협잡물이 관거 내부에 퇴적되어 혐기 상

태에서 부패하게 되면 심한 악취가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하수도 복개하천 및 

하수가 대규모로 노출되는 장소에서는 악취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가정 및 사

업장 곳곳에 설치된 정화조의 오수펌핑도 하수관거 악취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2) 정화조

정화조는 일종의 처리 시설로써, 대부분의 대형건물에 설치되어 있다. 정화조의 유

형은 <그림 2>와 같이, 지하펌핑식 정화조와 자연유하식 정화조로 구분된다. 정화시

설에 유입된 단백질 또는 다른 황(S)성분을 포함한 유기물들은 혐기성 분해와 황산염

의 환원반응으로 H2S를 생성한다. 메틸메르캅탄(CH3SH)도 황화수소(H2S)와 동일한 

황화합물로써 호기와 혐기상태에서 발생한다. 암모니아의 경우처럼, 트리메틸아민류는 

단백질과 아미노산의 혐기성 분해로 생성되며, 소변 냄새를 발생한다 (하수관거 악취 

측정 매뉴얼(안),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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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정화조 유형 ]

3) 생활하수

하수도에 유입되는 하수의 성상은 사람의 활동과 주변 환경 변화에서 기인하는 사

회적 특성과 계절적인 특성에 따라 변한다. 특히, 생활하수는 유기물과 질소화합물, 

무기물, 황화합물, 인 등이 다량 함유되어 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부패하

여 악취물질들을 생성할 수 있다. 하수처리장까지 이송거리가 길어서 체류시간이 늘

어나게 된다. 특히, 여름철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질소를 함유한 유기화합물들이 가

수분해되고, 부산물로써 암모니아가 생성될 수 있다.

하수도 내에 협잡물 및 슬러지가 침전되면 황산염 환원 박테리아의 성장이 촉진되

는데 이러한 박테리아는 하수관망 내 H2S 생성의 원인이 된다. 하수관거 내 H2S 생

성 및 방출량은 하수의 체류시간, 수온, 용존산소, pH의 영향을 받는다. 악취를 유발

하는 기체는 하수관 내 축적되거나 맨홀, 정화조 환풍기, 빗물받이, 청소구, 통풍구를 

통하여 방출된다 (하수관거 악취 측정 매뉴얼(안), 2010).

4) 분뇨

인간에 의해 배출되는 분뇨 중의 유기물은 먼저 혐기성 세균이나 미생물이 배출한 

효소의 도움으로 가수분해된다. 산생성균에 의해 지방질은 글리세린과 지방산으로, 탄

수화물은 단당류 및 유기산으로 변한다. 또한 단백질은 펩톤을 거쳐 아미노산으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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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경로로 생긴 유기물과 아세테이트는 메탄생성균에 의해 메탄과 CO2, H2O로 

전환된다. 특히, 분뇨가 유입되는 정화조에서는 Cresol, Indole, Skatole 등을 주목해

야 한다. 이를 인돌류 화합물들은 분뇨의 분해과정에서 다량 발생될 수 있다. 특히, 

인돌 화합물들은 링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화합물들은 혐기상태에서는 지속적으

로 생성이 되고, 분해되지 않아 악취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화합물을 목표

로 정하고, 이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수관거 악취 측

정 매뉴얼(안),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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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악취 측정방법

악취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사람의 후각을 이용하는 관능시험법과 분석기기를 

이용하여 악취를 유발하는 주요 화학물질을 분석하는 기기분석법이 있다.

관능시험법은 현장에서 악취판정인들이 직접 악취의 세기(강도)를 측정하는 직접관

능법과 냄새의 쾌⦁불쾌도를 나타내는 방법, 냄새의 빈도를 측정하는 방법, 악취를 깨

끗한 공기와 희석하여 냄새가 감지되지 않을 때까지의 희석배수를 측정하는 공기희석

관능법 등이 있다.

기기분석법은 개별적인 악취의 성분을 분석하는 단일성분표시법 (좁은 의미의 기기

분석법)과 전체 악취물질의 정도를 파악하는 복합성분표시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악

취관리 업무편람, 2007).

가. 관능시험법

악취는 과학적으로 판단하여 규제하는 다른 대기오염물질과는 달리 특성상 후각에 

의한 측정이 매우 중요하다. 관능법에 의한 악취평가에서 고려하는 주요 척도는 다음

과 같다.

Ÿ 냄새의 질(Quality) 
Ÿ 냄새의 강도(Intensity)
Ÿ 냄새의 수용성(Acceptability)
Ÿ 냄새의 감지도(Detectability)

냄새의 수용성(Acceptability)은 냄새에 대한 유쾌함과 불쾌함의 표시이며, 특정냄

새에 대한 수용성은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냄새의 질(Quality)은 냄새에 대한 

심미적인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며, 냄새의 강도(Intensity)는 냄새의 세기로 정의된다  

(울산시 악취발생 방지대책 연구, 2001).

1) 직접관능법

Ÿ 원리 및 방법
-   악취가 발생하는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상이나 피해지점에서 악취세기가 

가장 높은 지점을 선정하여, 건강한 사람의 후각을 이용하여 악취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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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측정하는 방법
-   악취판정요원은 조사대상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으로 후각이 정상인 

건강한 사람 5인 이상으로 구성
-   조사담당자는 측정대상 지역의 풍향 및 풍속, 지형을 고려하여 악취의 

분포정도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한 후 악취의 세기가 가장 높은 악취 발
생현장의 부지경계선이나 피해지점을 조사 장소로 선정

-   조사담당자는 선정된 측정 장소에서 판정자에 의해 감지된 세기를 <표 
4>와 같이 해당되는 악취도로 표시하고, 인적사항을 함께 기록해야 함

악취강도 악취세기구분 내    용

0 무취(None) ∙상대적 무취, 후각으로 미감지

1 감지취기(Threshold) ∙간신히 감지할 수 있는 냄새(최소 감지 농도)

2 보통취기(Moderate) ∙무슨 냄새인지 알 수 있는 정도(최소 인지 농도)

3 강한취기(Strong)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냄새

4 극심한 취기(Very Strong) ∙아주 강한 냄새

5 참기 어려운 취기(Over 
Strong) ∙견디기 어려운 강렬한 냄새

[ 표 4. 6 단계 악취 판정표 ]

출처) 악취공정시험법(국립환경과학원, 2007)

Ÿ 판정방법
-   악취세기의 판정은 시험방법에 따라 각 판정자가 감지한 악취세기 중 판

정자의 다수가 감지한 악취도로 하며, 판정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악취도
가 높은 것을 선택하며, 측정치가 2도 이하이면 적합, 3도 이상이면 기
준초과(부적합)로 판정

악취는 인간의 후각체계에 의해 감지되는 반응이므로, 각각의 물질별 정량분석을 

통해 악취의 측정값을 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냄새에 대한 악취의 강도

는 개인의 감각이나 심리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인 판단이기에, 정확한 정량분석과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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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기희석관능법

Ÿ 원리 및 방법 <표 5>
-   사업장의 부지경계선 또는 발생원(배출구)에서 채취한 시료를 실험실로 

운반한 후 무취공기로 희석하면서 악취판정요원들에게 냄새를  맡도록 
하여, 평균 정답률이 60% 미만일 경우, 시험을 끝내고 희석배수(냄새감
지한계 희석배수)를 구하는 방법

Ÿ 판정방법
-   전체의 냄새감지한계 희석배수가 배출허용기준치 이내이면 적합, 이상이

면 부적합(기준초과)으로 판정

시료채취 지점의 
선정

∙현장여건, 악취분포상태, 기상상태 등 파악
∙부지경계선 또는 발생원(배출구) 선택



시 료 의  채 취 ∙유    량 : 1～10 L/분
∙채취시간 : 5 분 이내


시료의 운반 및 

보관
∙직사광선을 피하고 상온 유지
∙채취 후 48 시간 이내 시험 시행



시료의 공기희석 ∙시료와 무취공기를 약 3 배수씩 단계별로 증가시켜 희석
∙측정 시 시료의 악취정도 등을 파악 후 최초 희석배수 선택



희석배율의 판정
∙희석배수가 낮은 순서부터 단계별로 2～3초간＂희석 및 무취 

주머니＂냄새 구분
∙모든 판정요원의 정답률 60% 미만일 경우 판정시험 종료



결과치 산출 및 
판정

∙무취이전 희석배수 중 판정요원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나머지 
기하평균 값

∙희석배수의 배출허용기준치로 판정

[ 표 5. 공기희석관능법 시행절차 ]

출처) 악취공정시험법(국립환경과학원, 2007)

3) 쾌․불쾌도 표시법(인용적 표시법 또는 혐오성 표시법)

Ÿ 주로 9 단계의 표시법이 널리 이용되나, 실제의 악취조사에서 쾌(快)를 나타
내는 경우는 드물어 불쾌도만을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Ÿ 사람의 기호, 취향 또는 노출시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지도․점검의 수
단보다는 악취측정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활용 (악취배출시설 관리업무 편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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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2 -1 0 1 2 3 4

극히
불쾌

아주
불쾌

불쾌 조금
불쾌

쾌  도
불쾌도
아님

조금쾌 쾌 아주쾌 극히쾌

[ 그림 3. 9 단계 쾌•불쾌도 측정법 ]

4) 냄새빈도 표시법

Ÿ 냄새를 느끼는 빈도에 착안하여, 수량화하는 척도로 장기적인 영향 조사에 활용
Ÿ 주로 악취피해 지역에 대한 설문 조사에 이용 (악취배출시설 관리업무 편람, 

1999)

5) 기타 관능측정방법

Ÿ 주사기법, Olfactometer법, Scentometer법, 무취실법 등이 있음 (악취배출
시설 관리업무 편람, 1999)

나. 기기분석법

기기측정법은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들을 개별적 또는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다. 하지만, 같은 농도에서도 다른 물질의 영향, 온도, 습도 등에 따라 냄새 세기가 

다를 수 있어, 측정된 농도 값과 감지되는 악취간 상관관계를 정확히 나타내는 데에

는 한계가 있다 (악취배출시설 관리업무 편람, 1999).

기기분석법에 의한 악취 시료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를 원칙으로 하며, 악취방지법

에서 지정악취물질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기희석관능법과 기기분석법을 병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악취유발물질의 기기분석 측정방법은 다음의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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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
종류 화합물의 이름 구 분 분 석 방 법

암모
니아

암모니아 흡  광
광도법

∙산성여과지포집-피리딘피라졸론법
∙산성여과지˜beads˜용액포집-인도페놀법

아민류
메틸아민, 
다이메틸아민,
트라이메틸아민

GC법 ∙산성여과지˜beads˜용액포집-알칼리-분해˜농축-GC(F
ID,FPD)

황
화합물

황화수소,
메틸머캅탄,
다이메틸설파이드,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에르메르캅탄

GC법
∙진공병, bag채취-저온농축-GC(FPD)
∙염화제이수은beads, 시안화수은˜염화제이수은, 
여과지포집˜산분해˜농축˜GC(FID)

카르
보닐

화합물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하이드
부티르 알데히드
아크로레인, 아세톤
메틸아이소부티르케톤

GC법
GC/
MS법

∙(bag채취)-2,4-DNPH용액흡수-추출-농축-GC(FID,E
CD)
∙2,4-DNPH 
beads포집-무수프탈산분해˜농축-GC(FID)
∙(bag˜진공병채취)-저온농축, 상온흡착-GC(FID), 
GC/MS-SIM

저급지
방산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n-이소부티르산
n-이소발레르산

GC법 ∙수산화스트론튬 beads포집-포름산분해-GC(FID)
∙NaOH여과지˜용액채취-인산분해˜추출-농축-GC(FID)

에스테
르류

아세트산, 프로필부틸
메틸에틸, 아크릴산 
메틸

GC법 ∙상온흡착-GC(FPD), GC/MS-SIM
∙알칼리여과지포집-인산분해˜추출-농축-GC(FID)

페놀-
크레졸

류
페놀 o, m, p-크레졸

GC법
GC/
MS법

∙상온흡착-GC(FPD), GC/MS-SIM
∙알칼리여과지포집-인산분해˜추출-농축-GC(FID)

알콜류 i-부틸알콜
n-부틸알콜

GC법 ∙상온흡착-GC(FPD), GC/MS-SIM
∙알칼리여과지포집-인산분해˜추출-농축-GC(FID)

탄화
수소류

부틸렌, 벤젠, 루엔
o,m,p-자이렌, 
에틸벤젠
i,n-프로필벤젠
1,2,4-트리메틸벤젠
1,3,5-트리메틸벤젠
스타이렌

GC법 ∙(진공병˜bag채취)-저온농축, 상온흡착-GC(FID)

염소
화합물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1,1-트리클로로에탄

GC법 (진공병˜bag채취)-저온농축, 상온흡착-GC(FID)

[ 표 6. 대표적인 악취유발물질에 대한 기기 분석방법 ]

주) 굵은 글씨 : 국내 악취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물질
출처) 악취배출시설 관리업무 편람(199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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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악취 규제 현황

가. 국내

악취는 아주 낮은 농도에서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시켜 대기질 전체에 불신감을 

초래하는 감각공해로서, 사람의 개인적 특성, 지역, 생활수준 등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동일한 냄새가 좋고, 나쁜 냄새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악취유발 원인물질은 

발생원이 다양하고 독립적⦁부가적⦁상승적⦁상쇄적 작용으로 악취의 세기가 달리 나

타나는 특성이 있으며, 국지적･순간적으로 발생･소멸하기 때문에 획일화된 관리가 쉽

지 않다.

하지만,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질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에서 악취를 분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2004년 2월 악취방지법 <표 7>을 제정

하였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책무)
①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사업 활동이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적 시책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수역의 악취방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하수관거·하천·호소·항만 등 공공수역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 표 7. 악취방지법 ]

신규 개정된 악취방지법에는 시⦁도지사는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악취규제가 필

요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악취관리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

취의 배출허용기준 <표 8>은 환경부 장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도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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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통하여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악취관리지역안의 사

업장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하며, 시⦁도

지사는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복합악취

구      분
공장지역(희석배수) 기타지역(희석배수)

배출허용기준 엄격한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 엄격한배출허용기준
배  출  구 1000이하 500~1000 500이하 300~500
부지경계선 20이하 15~20 15이하 10~15

[ 표 8.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악취방지법 제8조 관련) ]

2. 지정악취물질

구      분
배출허용기준(ppm) 엄격한배출허용

기준의 범위(ppm)
비  고

공 업 지 역 기 타 지 역
1 암모니아 2 이하 1 이하 1~2

2005년
2월10일 

부터

2 메틸메르캅탄 0.004 이하 0.002 이하 0.002~0.004
3 황화수소 0.06 이하 0.02 이하 0.02~0.06
4 황화메틸 0.05 이하 0.01 이하 0.01~0.05
5 이황화메틸 0.03 이하 0.009 이하 0.009~0.03
6 트라이메틸아민 0.02 이하 0.005 이하 0.005~0.02
7 아세트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0.1
8 스타이렌 0.8 이하 0.4 이하 0.4~0.8
9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0.1
10 뷰티르알데하이드 0.1 이하 0.029 이하 0.029~0.1
1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2 이하 0.009 이하 0.009~0.02
1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6 이하 0.003 이하 0.003~0.006
13 톨루엔 30 이하 10 이하 10~30

2008년
1월1일 부터

14 자일렌 2 이하 1 이하 1~2
15 메틸에틸케톤 35 이하 13 이하 13~35
16 메틸아이소뷰틸케톤 3 이하 1 이하 1~3
17 뷰틸 아세테이트 4 이하 1 이하 1~4
18 프로피온산 0.07 이하 0.03 이하 0.03~0.07

2010년
1월1일 부터

19 n-뷰티르산 0.002 이하 0.001 이하 0.001~0.002
20 n-발레르산 0.002 이하 0.0009 이하 0.0009~0.002
21 i-발레르산 0.004 이하 0.001 이하 0.001~0.004
22 i-뷰틸알코올 4.0 이하 0.9 이하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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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복합악취"라 함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면서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배출허용기준의 측정은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의 

악취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측정방법에 의하여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3. 복합악취의 측정은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공기희석관능법(空氣稀釋官能法琺)을 적용하며, 지정악취물질의 
측정은 기기분석법(機器分析法)을 적용한다.

4. 복합악취의 시료 채취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가. 사업장 안에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와 다른 악취발생원이 혼재한 

경우에는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서 각기 채취한다.
나. 사업장 안에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외 다른 악취발생원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배출구에서 채취한다.
다. 가목 및 나목외의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5. 지정악취물질의 시료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6. "희석배수"라 함은 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시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최대로 희석한 배수를 말한다.
7. "배출구"라 함은 악취를 송풍기 등 기계장치 등을 통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통로(자연환기가 되는 창문·통기관 등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8. "공업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일반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지역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악취방지법은 하수와 관련하여 하수처리시설 부지경계선에서

의 배출허용기준은 가지고 있으나, 그 외 하수처리계통(하수관거, 빗물받이 등)에 대

한 악취농도 규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악취측정기준 및 참고할 수 있는 악취측정 

자료도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악취방지법상 하수관거, 빗물받이 등에 대한 

악취측정방법, 측정 장소, 시기 및 측정물질 등을 규정하고 악취허용기준 등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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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

일본은 환경법상 ‘대기와 관련되는 법령’과는 별도로 1971년 6월 ‘생활환경에 관련

되는 법령’에 “악취방지법”을 제정하여, 오래전부터 악취발생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다. 일본의 악취방지법은 최근 4차 개정(2000. 5)을 통하여 수정⦁보완되었으며, 

산업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악취물질의 방출을 규제하여 생활환경과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정부에서 악취발생 규제대상물질은 ‘좋지 않은 냄새를 발생시키는 물질’로 정

의되어 있다. 이에 대한 악취발생 규제대상 물질은 1993년 이전까지는 12개 물질이 

지정되어 있었으나, 1993년 이후부터는 22개종으로 확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규제대

상물질은 톨루엔과 크실렌 등의 VOCs 계열이 포함되며, 우리나라처럼 알데히드와 지

방산 계열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 악취방지법상 악취물질과 규제항목은 아래 

<표 9>와 같다.

악 취 물 질
부지경계

기준
배출구기

준 폐수기준 악 취 물 질
부지경계

기준
배출구기

준 폐수기준

암모니아 ○ ○ 이소발레알데히
드 ○ ○

메틸메르캅탄 ○ ○ 이소부탄올 ○ ○

황화수소 ○ ○ ○ 에틸아세테이트 ○ ○

황화메틸 ○ ○ 메틸이소부틸케
톤 ○ ○

이황화메틸 ○ ○ 톨루엔 ○ ○

트리메틸아민 ○ ○ 스티렌 ○

아세트알데히드 ○ 자일렌 ○ ○

프로피온알데히
드 ○ ○ 프로피온산 ○

노르말부틸알데
히드 ○ ○ 노르말부틸산 ○

이소부틸알데히
드 ○ ○ 노르말 발레르산 ○

노르말발레알데
히드 ○ ○ 이소발레르산 ○

[ 표 9. 일본 악취방지법상 악취물질과 규제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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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지 경계 선상에서의 악취물질 허용농도

일본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정한 규제기준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지도지침 등의 

방법으로 악취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다음의 <표 10>은 부지경계선상의 악취물질 

규제농도이다.

규 제 물 질
공업지역(ppm) 기타지역(ppm)

일 본 국 내 일 본 국 내

암모니아 2 ～ 5 2 이하 1 ～ 2 1 이하

메틸메르캅탄 0.004 ～ 0.01 0.004 이하 0.002 ～ .004 0.002 이하

황화수소 0.06 ～ 0.2 0.06 이하 0.02 ～ 0.06 0.02 이하

황화메틸 0.05 ～ 0.2 0.05 이하 0.01 ～ 0.05 0.01 이하

이황화메틸 0.03 ～ 0.1 0.03 이하 0.009 ～ 0.03 0.009 이하

트라이메틸아민 0.02 ～ 0.07 0.02 이하 0.005 ～ 0.02 0.005 이하

아세트알데히드 0.1 ～ 0.5 0.1 이하 0.05 ～ 0.1 0.05 이하

프로피온알데히드 0.1 ～ 0.5 0.1 이하 0.05 ～ 0.1 0.05 이하

n-뷰틸알데히드 0.03 ～ 0.08 0.1 이하 0.009 ～ 0.03 0.029 이하

i-뷰틸알데히드 0.07 ～ 0.2 0.02 ～ 0.07

n-발레르알데하이드 0.02 ～ 0.05 0.02 이하 0.009 ～ 0.02 0.009 이하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6 ～ 0.01 0.006 이하 0.003 ～ 0.006 0.003 이하

i-부탄올 4 ～ 20 0.9 ～ 4

에틸아세테이트 7 ～ 20 3 ～ 7

메틸이소뷰틸 케톤 3 ～ 6 3 이하 1 ～ 3 1 이하

톨루엔 30 ～ 60 30 이하 10 ～ 30 10 이하

스티렌 0.8 ～ 2 0.8 0.4 ～ 0.8 0.4 이하

자일렌 2 ～ 5 2 이하 1 ～ 2 1 이하

프로피온산 0.07 ～ 0.2 0.07 이하 0.03 ～ 0.07 0.03 이하

n-뷰티르산 0.002 ～ 0.006 0.002 이하 0.001 ～ 0.002 0.001 이하

n-발레르산 0.002 ～ 0.004 0.002 이하 0.0009 ～ 0.002 0.0009 이하

i-발레르산 0.004 ～ 0.01 0.004 이하 0.001 ～ 0.004 0.001 이하

[ 표 10. 부지경계선상 악취물질 규제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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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출구 악취물질 허용농도

배출구 가스에 대한 규제기준은 아래의 산출식에 따라 산정된다.

∙ q = 0.108 × He2 • Cm

여기서, q(㎥N/hr) : 유량 - 규제기준치

- He(m) : 배출구의 높이 보정값 - 유효배출구높이
- Cm(ppm) : 악취물질마다 지역별로 정해진 부지경계선 규제 기준치

다. 미국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악취문제를 지역적인 문제로 판단해, 악취문제와 규제에 

대해 특별히 관여하지 않고 있다. 악취관련 규제는 주 및 지방정부 차원의 규제가 이

루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악취규제를 대기오염, 불법 방해, 불쾌함으로 크게 3가지로 분류

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각 주는 이 외에도 각 지역마다 하나 이상의 악취를 추가하여 

규제하고 있다. 2003년 기준으로 50개 주 중 3개 주에서 고형폐기물 형태로 악취를 

규제하고 있으며, 11개 주에서는 Scentometer 법을 이용하여 대기질 기준을 정하고 

있다. 주별 악취규제 법규는 <표 1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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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Air 

Pollution)

불법방해
(Nuisance)

불쾌감
(Objectionable)

Scentometer에 
의한

대기질 기준

고형폐기물
(Solid Waste)

Alabama Connecticut California Colorado Florida
Alaska Delaware Colorado Connecticut Maine
Arizona Idaho Illinois Delaware Pennsylvania

Arkansas Maryland Florida Illinois
Indiana Massachusetts Kansas Kentucky

Iowa Minnesota Louisiana Minnesota
Kentucky Mississippi Mississippi Missouri
Michigan Montana Missouri Nevada
Nevada Nebraska North Carolina North Dakota

Ohio New Jersey Oregon Oregon
Georgia New York Rhodo Island Wyoming
Hawaii North Dakota Texas
New 

Hampshire Ohio Virginia
New Mexico Oklahoma West Virginia

South 
Carolina Vertmont Wyoming

South 
Dakota Virginia

Tennessee Washington
Utah West Virginia

Wisconsin
18 19 15 11 3

[ 표 11. 주별 악취규제 법규(2003) ]

악취규제의 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Ÿ 불법 방해법 : 즐거움이나 사유재산의 영유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을 일컫
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규정

Ÿ 악취에 대한 불만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 : 악취에 의한 불법 방해로 확인된 
불만의 횟수 또는 불만이 발생한 지역에서 냄새가 불쾌하다고 생각하는 거주 
주민들의 비율(%)로 규정

Ÿ 대기 악취기준을 기초로 한 규정 : 약 15 개의 관련기관에서는 대기 기준의 
관점에서 악취에 의한 불법방해를 냄새가 감지할 수 없을 때까지 희석될 때
의 수로 규정

이와 함께, 악취오염사고가 발생한 주 또는 지방정부는 관능시험방법에 의한 추가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악취의 판정도 3인 이상의 판정원이면 가능한 곳도 있으나, 

대부분의 주에서는 6～8명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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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독일

독일에서 대기환경에 관한 법은 연방침해방지법과 대기 제어에 관한 기술지침에서 

기술되어 있다. 이 법률에 의하면 공장에서 배출되는 냄새는 모두 악취로서 정의될 수 

있으나, 실제로 이 냄새가 타인에게 심각한 방해가 될 정도의 피해를 주는지에 대한 타

당성이 있어야 규제가 가능하다. 독일에서는 1986년부터 ‘악취의 허용 한계값’이 제시

되어, 1년 동안 냄새가 감지된 시간 수(악취빈도 = 환경냄새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

로 나타내었지만, 그 측정방법에 대한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후 1994년 “대기환경 

중 악취에 관한 지침이 마련되어, 악취 부하의 측정방법 및 예측계산방법, 최대 허용 

악취 빈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대기 중 악취빈도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Panel에 의한 Field 측정과 분산모델

링이 있다. 분산모델링은 후각측정, 유량검출, 기상학적 조건이 필요하며, 특정 지역에 

대해 연간 악취빈도로 악취를 계산한다. 현재 독일에서는 시간과 경비가 절약된다는 이

유로 분산모델링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악취부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악취부하에 근거한 환경냄새 특성값(AOCEXI)

과 예상되는 악취부하에 근거한 환경냄새 특성값(AOCEXP), 전체 악취부하에 근거한 

환경취기 특성값(AOCTOT)이 결정되어야 한다. 특히 냄새물질의 유량에 근거해 악취부

하를 감지･식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악취부하의 합이 규제치를 초과할 경우, 대기 중 악취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

다고 본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악취강도(세기) 만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악취시간｣ 또한 규제를 위한 검토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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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외 정화조 악취 규제 및 유형

가. 한국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악취관련법인 악취방지법은 하수처리시설과 같은 사업장 

관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악취의 발생근원이라 할 수 있는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배

수조에 대해서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 또한 하수도법은 악취 발생량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시설물의 효율 및 유출수의 배출농도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환경부, 2007)”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 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대

다수의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들은 방류수에 대해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실

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하수도법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해 정화조의 구조, 규격 및 성

능기준을 부패탱크식 정화조로 일원화학에 따라 정화조의 악취 발생 빈도가 많아지고 

있다.

구분 년  도 관련법 제 개정 사항

1 1962년 05월 오물청소법 ∙재래식 화장실 분뇨를 주로 처리하는 설치
∙수세식 화장실에 대한 분뇨정화조 설치 의무

2 1973년 09월 오물청소법 ∙액상폐기물정화조(분뇨 또는 오수처리)

3 1982년 10월 오물청소법 ∙액상폐기물정화조(오수정화시설과 분뇨정화조로 구분)

4 1987년 04월 폐기물관리법 ∙오물청소법의 생활오수관리규정 그대로 반영

5 1997년 9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에 관한법률

∙오수정화시설 : 오수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

∙합병정화조 : 오수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로서 오수정화시설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 

∙단독정화조 :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

6 1999년 8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에 관한법률

∙오수정화시설 및 합병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로 변경

7 2007년 10월 하수도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분뇨를 하수도법에 통합하여 정의하고, 하수도를 
공공하수도와 개인하수도로 구분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함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시설의 명칭은 유지)

[ 표 1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련법 변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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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 정화조라 함은 오수를 침전, 생⦁물리⦁화학적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⓵호기성 생물학적 방법, ⓶혐기성 생물학적 방법, ⓷물리, 화학적 방법, 

⓸ ⓵ 내지 ⓷의 방법을 조합한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아래의 방

법에 의해 정화조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Ÿ 물리적 방법
-   오수 중의 부유성 고형물을 침전 분리시켜 오니와 탈리액을 분리하는 것

으로 다른 단위공정과 조합하여 일반적으로 침전조 형태로 적용됨, 그 
구조는 수면적 부하, 월류부하, 침전시간 등에 의해 결정됨

Ÿ 생물학적 방법
-   오수중의 유기물을 미생물들의 영양원으로 하여 산화분해방법이 이용됨. 

미생물은 세균류, 원생동물류, 단세포의 조류 등으로 이러한 생물의 신진
대사에 의해 유기물을 물과 이산화탄소 등으로 분해시켜 무해화하는 방 
법, 미생물 기능에 따라 2가지로 분류함

-   혐기성 처리 :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오수 중 유기물에 함유된 산
소를 이용하여 생육, 증식하는 혐기성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법

-   호기성 처리 : 생존에 필요한 산소를 직접 대기 중 또는 수중 용존산소
를 이용하여 호흡하며 생육, 증식에 필요한 영양소를 오수 중 유기물로
부터 획득하는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법

아래 <표 13>에서는 오수처리 시설현황과 처리방식을 나타내었다.

 (단위 : 개소)
시설현황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계 402,037 2,603,070 3,064(500m3/일) 195

 (단위 : 개소)

처리방식 살수
여상

접촉
산화 폭기 부패

탱크
임호

프탱크
살수형

부패탱크 기타

계 107,428 404,111 33,462 1,333,204 254,427 294,250 176,188

출처) 하수도통계(환경부,2010)

[ 표 13. 오수처리 시설현황과 정화조 처리방식 ]

2008년 1월 환경부는 정화조 공법을 사후관리가 용이하고, 운영관리비가 저렴한 

부패식으로 단일화시켰다. 하지만, 정화조 악취로 인한 하수도 악취가 문제되면서 



하수악취 저감장치 효과실증

- 26 -

2011년 12월에 법령이 개정되어 신규시설에 한해 안에서만 방류조에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게 되었다. 이 공기공급장치는 정화조에 악취가 심하게 발생

하는 지역(낙차가 심한지역, 체류시간이 장기간 소요 등)에 설치된다.

현재 정화조의 설치 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을 아래의 내용과 <표 14>와 같다.

Ÿ 정화조 설치 및 기준
-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며, 이를 기초 자치단체장에게 미리 신고하고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Ÿ 방류수 수질기준
-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등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 환경부장관은 오수처리대책지역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시•도는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음

지 역 항 목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수변지역

BOD 제거율, % 65 이상 -

BOD 농도, mg/L 100 이하 10 이하

부유물질량, mg/L - 10 이하

특정지역

BOD 제거율, % 65 이상 -

BOD 농도, mg/L 100 이하 20 이하

부유물질량, mg/L - 20 이하

기타지역

BOD 제거율, % 50 이상 -

BOD 농도, mg/L - 20 이하

부유물질량, mg/L - 20 이하

출처) 오수분뇨 정화조 관리매뉴얼, (환경부, 2005)

토양 침투 처리방법에 의한 단독정화조의 방류수 수질기준
가. 1차 처리장치에 의한 부유물질 50%이상 제거
나. 1차 처리장치를 거쳐 토양 침투시킬 때의 방류수의 부유물질량 250 mg/L 이하
골프장 및 스키장의 방류수 수질기준 : BOD 10 mg/L, 부유물질량 10 mg/L 이하
다만, 숙박시설이 있는 골프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BOD 5 mg/L, SS 5 mg/L 이하

[ 표 14.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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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

일본은 현재 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분뇨만을 처리하는 단독처리정화조와 생

활잡배수를 하수종말처리 수준으로 처리하는 합병처리정화조, 단독처리 정화조 방류

수와 생활잡배수를 함께 처리하는 변칙합병처리정화조 등 3 종류의 유형으로 사용되

고 있다. 단독처리정화조 및 합병처리정화조의 설치면제제도는 없으며, 정화조 설비사 

및 정화조 관리사 제도를 두고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 

1970년 12월에 제정된 수질오탁방지법을 1990년 9월 개정하여 시정촌(시, 읍, 면, 

동, 리) 등에서 하수도 보급을 촉진하여, BOD 20 mg/L이하, 질소 등 제거 가능한 

합병처리조 미설치시에 건축허가가 나지 않도록 조례를 제정하였다.

국내보다 생활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악취 민원이 발생되어, 악취관련 

제도와 법규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와 유사하며, 세계에서 가장 먼저 악취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서 국내

의 악취방지법 개정 시 많은 참고가 되었다.

1) 일본의 악취 저감 관련 제도

인구밀도가 높고 악취배출시설과 주거지역이 근접한 도쿄시의 경우, 도쿄에서 연간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민원은 연간 약 1,000건으로 하수도국에 접수되는 민원 중 가

장 많다. 다음 <표 15>와 <그림 4>는 연도별로 악취로 인한 문의 및 민원접수 현황

을 보이고 있다. 2000년 악취관련 민원 내용을 보면, 빌딩피트에 관한 악취 민원 내

용이 약 41%, 원인불명이 약 36% 정도로 악취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구 분 1998년도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악취 민원 건수 963 (74%) 1,189 (74%) 1,213 (74%) 1,252 (72%) 1,166 (69%) 920 (58%)

(  )은 내부 민원 중 악취에 의한 비율
출처) 빌딩배수조 악취대책 매뉴얼(동경도,2009)

[ 표 15. 악취로 인한 문의 및 민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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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악취관련 민원 내용(2000년), (단위 : 건수) ]

악취에 대한 원인규명과 합리적인 규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본정부는 1970

년 초기에 악취발생 실태조사와 악취의 평가방법에 대해서 검토하고, 1973년에 악취

방지법과 함께 시행령 및 상세한 악취측정법을 선포하였다. 그 후 관능측정법(희석식 

3점 비교)의 도입과 악취규제물질의 추가 등에 관한 개정을 거친 후 악취에 대한 법

률로서 악취방지법을 마련하였다.

일본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도지사 및 광역시장)은 악취규제지역을 설정할 

수 있으며, 자연적⦁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 악취물질의 종류마다 규

제기준을 설정하여 선포해야 한다. 다음 <그림 5>와 같이, 규제기준을 배출 형태별로 

부지경계선, 배출구, 배출수의 3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 그림 5. 일본의 생활악취에 대한 규제기준 형태 ]



제 2 장 악취의 특성 및 현황

- 29 -

일본의 악취규제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치바현에는 현재 22가지 

화합물에 대하여 부지경계선상에서 규제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치바현의 악취

규제는 다음 <표 16>과 같다.

화합물

규제농도(ppm)

공업용 지역/
악취관련 지역 내 사업장

기타지역 내 사업장
(주거지역 등)

암모니아 2∼5 1∼2

메틸메르캅탄 0.0004∼0.001 0.0002∼0.004

황화수소 0.06∼0.2 0.02∼0.06

황화메틸 0.05∼0.2 0.01∼0.05

이황화메틸 0.03∼0.1 0.009∼0.03

트리메틸아민 0.02∼0.07 0.005∼0.02

아세트알데히드 0.1∼0.5 0.005∼0.1

프로피온알데히드 0.1∼0.5 0.05∼0.1

n-뷰틸 알데히드 0.03∼0.08 0.009∼0.03

i-뷰틸 알데히드 0.07∼0.2 0.02∼0.07

n-발레르알데히드 0.02∼0.05 0.009∼0.02

i-발레르알데히드 0.006∼0.01 0.003∼0.006

i-부탄올 4∼20 0.9∼4

아세트산에틸 7∼20 3∼7

메틸이소부틸 케톤 3∼6 1∼3

톨루엔 30∼60 10∼30

스티렌 0.8∼2 0.4∼0.8

크실렌 2∼51 1∼2

프로피온산 0.07∼0.2 0.03∼0.07

n-뷰틸산 0.002∼0.006 0.001∼0.002

n-말레르산 0.002∼0.004 0.0009∼0.002

i-말레르산 0.004∼0.01 0.001∼0.004

출처) 환경백서(치바현, 1996)

[ 표 16. 일본의 악취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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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이후 부지경계선 상에서의 규제뿐만 아니라, 연돌 및 기타 배출시설의 배출

구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다음의 3가지 유형의 규제기준을 마련하였다.

① 공장 및 기타사업장에서 악취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양돈장이나 양계장과 같이 

특정한 연돌ㆍ배기구와 같은 시설이 없으며 그 사업장의 건물ㆍ부지전체에서 악

취물질이 배출되거나 누출되는 경우는 <표 17>과 같다.

화합물 규제농도(ppb) 화합물 규제농도(ppb)

암모니아 1000 i-발레르알데히드 3

메틸메르캅탄 2 i-부탄올 900

황화수소 20 아세트산에틸 3000

황화메틸 10 메틸이소부틸 케톤 1000

이황화메틸 9 톨루엔 10000

트리메틸아민 5 스티렌 400

아세트알데히드 50 크실렌 1000

프로피온알데히드 50 프로피온산 30

n-뷰틸 알데히드 9 n-뷰틸산 1

i-뷰틸 알데히드 20 n-말레르산 0.9

n-발레르알데히드 9 i-말레르산 1

출처) 환경백서(치바현, 1996)

[ 표 17. 공장 및 기타사업장에서의 악취물질 ]

② 특정한 기체배출시설이 설비되어 있는 경우 <표 18>과 같이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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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악취물질 배출구의 악취발생량 규제기준(ppm)

메틸메르캅탄

0.001 ㎥/sec 이하의 경우

0.001∼0.1 ㎥/sec의 경우

0.1 ㎥/sec를 넘는 경우

0.03
0.007
0.002

황화수소

0.001 ㎥/sec 이하의 경우

0.001∼0.1 ㎥/sec의 경우

0.1 ㎥/sec를 넘는 경우

0.1
0.02
0.005

황화메틸

0.001 ㎥/sec 이하의 경우

0.001∼0.1 ㎥/sec의 경우

0.1 ㎥/sec를 넘는 경우

0.3
0.07
0.01

이황화메틸

0.001 ㎥/sec 이하의 경우

0.001∼0.1 ㎥/sec의 경우

0.1 ㎥/sec를 넘는 경우

0.6
0.1
0.03

출처) 악취관리제도의 국가가 비교연구(양성봉, 2000)

[ 표 18. 특정한 기체배출시설에서의 악취물질 ]

③ 피혁가공 공장 등 악취물질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와 사업장 밖으로 방류되는 폐수에서 악취물질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는 <표 

19>와 같다.

화합물
기체배출구의 
규제배출량

(N㎥/h)
화합물

기체배출구의 
규제배출량

(N㎥/h)
암모니아 0.108×1×He2 i-발레르알데히드 0.108×0.03×He2

황화수소 0.108×0.02×He2 i-부탄올 0.108×0.9×He2

트리메틸아민 0.108×0.005×He2 아세트산에틸 0.108×3×He2

프로피온알데히드 0.108×10.05×He2 메틸이소부틸 케톤 0.108×1×He2

n-뷰틸 알데히드 0.108×0.009×He2 톨루엔 0.108×10×He2

i-뷰틸 알데히드 0.108×0.02×He2 크실렌 0.108×1×He2

n-발레르알데히드 0.108×0.009×He2 - -

출처) 환경백서(치바현, 1996)

[ 표 19. 폐수에 포함되어 방류되는 사업장의 악취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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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중앙정부에서 정한 부지경계선상에서의 규제기준은 규제지역의 주민이 악취

에 의한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수준으로 지정되어 있다. 다음 <표 20>은 일본의 냄새

세기 표시법이다.

냄새세기 내용 비고(냄새지수로 환산)

0 무취 -

1 간신히 느낄 수 있는 냄새(최소감지 값) -

2 무슨 냄새인지 알 수 없는 냄새(최소인지 값) -

2.5 - 10∼15

3 쉽게 느낄 수 있는 냄새 12∼18

3.5 - 14∼21

4 강한 냄새 -

5 강렬한 냄새

[ 표 20. 일본의 냄새세기 표시법 ]

일본의 악취규정은 다음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출구와 부지경계선상에서

는 악취농도를 주거지역, 상가지역, 공업지역으로 나누고 해당하는 희석배율 이하의 

악취농도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의 구분
배출구 부지경계

지역 해당지역

주거 지역 주거밀집지역 500정도 15정도

공장, 상점, 
주거혼재지역

근린상업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미지정지역

(공업단지를 제외한)

1,000정도 20정도

공업 지역
공업지역, 공업전용지역,

공단지역
2,000정도 25정도

[ 표 21. 일본의 악취규정 ]

참고) 배출구 및 부지경계의 측정값은 취기농도로써 취기를 무취의 청정한 공기로 희석시켜 냄새가 
나지 않게 되었을 때의 희석배수를 의미한다.

출처) 환경백서(치바현,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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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악취를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 대상이 아닌 지역적인 문제

로 보기 때문에 지역적 악취문제와 규제에 특별히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새

로운 주거입지를 위한 부지가 점차 줄어들면서 주거 영역이 하수처리시설과 매립장 

부근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환경 공공시설의 악취문제가 미국 환경청이 처리해야 

할 주요 민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1) 공공시설의 악취관리 기준

현재 미국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악취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 <표 22>는 미

국의 각 주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중인 공공시설의 악취 유발물질 규제 항목과 그에 대

한 농도관리 기준이다.

지역 화합물 환경 대기 중 악취 관리 기준
California 황화수소 30 ppbv* (1시간 평균)

Connecticut 황화수소 6.3 ㎍/㎥
2.2 ㎍/㎥

Idaho 황화수소 10 ppbv (24 시간 평균)
30 ppbv (30 분 평균)

Minnesota 황화수소
30 ppbv (30 분 평균)**

50 ppbv (30 분 평균)***

Nebraska 총 농축 황화합물 100 ppbv (30 분 평균)

New Mexico 황화수소 10 ppbv (1 시간 평균) 또는
30 ~ 100 ppbv (30 분 평균)

New York State 황화수소 10 ppbv (14 ㎍/㎥) 1 시간 평균
New York City 황화수소 1 ppbv (for wastewater plants)
North Dakota 황화수소 50 ppbv (15 분 간격으로 순간농도측정)

Pennsylvania 황화수소 100 ppbv (1 시간 평균)
5 ppbv (24 시간 평균)

Texas 황화수소 80 ppbv (30 분 평균) –주거지역/상업지역
120 ppbv –공업지역, vacant or range lands

* ppbv = 10-9 (부피 분율 단위 농도).
** 5일 중 2일 이상 초과되면 안 됨.
*** 연간 2회 이상 초과되면 안 됨.

[ 표 22. 미국 각 주의 악취관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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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주에서는 황화수소와 같은 개별 성분에 대해서 농도 규제를 실시하고 있

다. 또한, 특정 시간의 악취 농도가 아닌 30분 또는 1시간 동안의 평균 농도를 이용

하여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악취 규제를 설정할 경우에도 고려하여야 

할 만한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2) 악취 관리 방안

가) 악취 및 부식 경감 방안

미국에서 악취는 부식 제어와 함께 관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악취유발물질은 각 

지방자치 단체의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 고려되고 있는 관리방안을 <표 

23>을 제시하였다 (악취와 부식의 표준설계, 2002).

구분 내용

수리설계
∙하수의 이송에 관한 제반요소 중 황화수소의 배출 감소
∙맨홀, 하수도 유입부, 압력관 배출구 및 사이펀 유입부와 같은 중량구조물은 수압의 감

소를 줄이고, 수중배출이 가능하게 개조가 가능

운영방법

∙혐기상태를 제한하기 위한 펌프 운전빈도 변경
∙펌프장 압력관에서의 적정한 속도 발생을 위해 대용량 상태에서 펌프를 매일 운전함
∙중력식 하수도에서 원활한 하수의 흐름을 위한 깨끗한 물의 사용
∙압력관 체크 밸브의 방취성 확보 및 펌프의 일회전 운전 사이에 압력관의 배수 불가

라이닝 
및 

코팅

∙부식에 영향을 받는 지역의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방법
∙부식의 위험성이 있거나 고농도의 황화수소로 인한 문제가 대두되는 독립된 지역 및 구

조물에 적용 가능하며, 환기가 불량한 압력이 가해지는 구조물에도 적용한다.
∙다량의 황화수소가 배출되는 환기가 가능한 구조물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단, 신설하수관과 최신 구조물은 내식성 재료와 라이닝이 적용된 구조로 고려해야 한다.

약품주입 ∙황화수소 배출량을 억제시키고 황화합물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공기환기 
및 정화

∙저장탱크, 수로관 및 그 밖의 운영지역 등의 이송시스템에서 사용 중력식 압력관과 개거
식의 처리과정으로 인하여 악취자체가 근본적인 문제인 곳에 적합

∙또한 주기적인 공기정화를 요구하는 적정한 기준 및 규정이 있는 막힌 공간에서도 사용
∙악취를 유발하는 공기의 이동이 하수의 유하에 의해 생길 때와 역사이폰 또는 낙차 구조

물과 같은 경우에 관로나 맨홀 등으로 공기가 역류하는 곳에 적합

구조물과 
처리공정

분리

∙악취를 유발하는 가스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물을 분리시키는 것
∙부식피해에 취약한 지역에서의 배수관 및 구조물은 내식성 재료이거나 격리 이전에 라이

닝을 하여 보호
∙이 방법은 황화수소에 의한 부식이 문제가 되지 않고, 환기정화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적합

[ 표 23. 미국의 악취 및 부식경감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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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내외 정화조 유형

<표 24>에서는 한국, 일본, 미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정화조의 설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국가 한국 일본 미국

구분

◦ 오수처리시설(하수+분뇨)
 - 하수처리구역 외

◦ 오수처리시설(하수＋분뇨)
 - 하수처리구역 외

◦ 오수정화시설(하수＋분뇨)
 - 하수처리구역 외

◦ 정화조(분뇨)
 - 하수처리구역 내(합류식)

◦ 정화조 없음
 ※ 淨化槽라 사용하나 한국의 

오수처리시설임

◦ 정화조 없음
 ※ septic tank(system)이라 하며 

오수처리시설임

종류

◦ 오수정화시설
 - 폭기, 미생물 등 다양

◦ 정화조
 - 부패식

◦ 오수정화시설
 - 폭기, 미생물 등 다양

◦ 오수정화시설
 - 부패＋토양흡착식

청소
주기

◦ 연 1회 이상

참고
도면

[ 표 24. 국내외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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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악취 민원

가. 민원 발생 현황

서울시에서는 해마다 악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하

고 있다. 연도별 악취 민원 현황은 <그림 6>과 같다.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민원접수(건) 1,442 2,067 2,523 3,346 2,731

Time, year
2006 2007 2008 20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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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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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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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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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 그림 6. 연도별 서울시 악취 민원 현황]

발생 민원 중 하수시설로 인한 민원발생 현황은 <그림 7>과 같다. 서울시내 악취발

생 민원 중 70%가 하수시설로 인한 악취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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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하수시설로 인한 연도별 상반기 민원발생 현황 (하수악취민원 현황분석, 2012) ]

발생하는 하수도 시설별 악취 민원 발생현황을 파악하였다. 하수관거, 정화조, 배수

설비, 하천, 센터 순으로 악취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정화조에서 오수가 펌

핑 될 시, 하수관거 및 맨홀, 빗물받이를 통해 악취가 배출되면서, 악취 민원의 주요

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정화조 오수 배출이 하수관거 악취 민원 발생에 크게 영

향을 미치고 있다.

[ 그림 8. 하수도 시설별 악취 민원발생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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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수 악취저감 방안

하수도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적용 및 제시된 방안

들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특히,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저감하는 방안을 보다 구

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정화조는 방류수, 대형빌딩 또는 공동주택의 저류조 오수가 일

시에 펌핑되어 다량 배출될 경우, 황화수소와 같은 혐기성 악취물질이 맨홀뚜껑을 통

하여 주변으로 확산되어 행인들이 악취를 감지하게 된다. 제시된 방안 중 공기공급은 

서울시에서 개발 및 연구되었다.

가. 하수관거 정비를 통한 악취저감

하수관거에서 발생되는 악취에 대한 방안 중 가장 일반적인 대책은 맨홀이나 빗

물받이에 악취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다. 기존 맨홀뚜껑을 악취차단기능이 있는 

것으로 교체 하거나 맨홀뚜껑 하단에 방지덮개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또한 맨홀 몸

통에 바이오필터 혹은 활성탄 등의 악취 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관거 유출부에 악

취방취장치를 삽입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낙차가 심한 장소에는 부관

을 설치하여 저유량 시 부관으로 하수를 유도하여 낙차에 의해 발생하는 악취를 저

감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악취차단장치의 설치는 악취가 새어 나오는 장소와 이격 거리를 두어 사람

이 쉽게 감지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단⦁중기적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악취저감

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나. 세정수 투입

하수관거 및 빗물받이 주기적 준설, 하수의 유속 및 흐름 개선(최소유속 확보, 역단

차, 역구배 및 맨홀 내 낙차 개선)을 통하여 하수관 내에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환경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하수처리수, 빗물저류조, 공공용수 등을 세정수로 

활용하여 하수관거 내 퇴적물이나 부패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다.

이 방안은 합류식 지역 내 하수관거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는 중⦁장기적 대안이

나 배수구역 전반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전체 하수관거의 내부 상태 조사와 더불어 

개선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므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



하수악취 저감장치 효과실증

- 40 -

다. 악취저감제 투입

맨홀에 악취의 산화, 침전, 분해를 유도하도록 산화제 등의 악취저감제를 첨가하는 

방법이다. 악취저감제를 투입할 경우, 모든 맨홀에 투입할 수는 없으므로, 하수관거의 

내부 시스템과 악취발생장소, 주변현황 등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비용대비 효과를 극

대화시키는 세부설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잡 석

부관

화합물/세정
수

[ 그림 9. 맨홀 악취저감시설 설치방안 ]

라. 공기공급

공기공급장치의 구조는 송풍기와 산기장치로 구분되며, 설치도를 <그림 10>과 같

다. 정화조 방류수조에 설치하여 방류수에 공기를 주입함으로써 수중의 황화수소를 

황산염으로 산화시키고, 일부는 탈기하여 제거하는 방법이다.

[ 그림 10. 공기공급장치 설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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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방류수 강제배출시 발생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공기공급장치를 S-빌딩, 지

하철 시청역 등 3개소에 설치 및 운영하였다. 그 결과, 강제배출시 배기가스 중 황화

수소용도가 크게 감소하였다. 설치전의 최대 H2S농도는 350 ppm이었으나, 공기공급

후에는 2.1 ppm이하로 감소하였다.

공기공급장치 설치전(S-빌딩) 공기공급장치 설치후(S-빌딩)

[ 그림 11. 공기공급 전후의 황화수소 농도 변화 ] 

서울시내 도심에 정화조악취를 발생지역 및 민원 주요 발생지점에 공기공급장치를 

적용하여 효과를 분석한 결과, 주요 악취물질인 황화수소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악취

가 감지농도 이하로 저감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하수악취 저감장치'의 보급확대를 위해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에 '하수악취 저감장치'설치 사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하수악취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개정안을 환경부와 협의하여 1,000 인

조 정화조에 대해서는 개정이 완료되었다(2011.12). 신축건물의 경우 건축물 인⦁허

가시, 200~1,000인조 정화조에 대해서는 ‘공기공급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조

건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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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정화조 실태조사

1. 조사대상 정화조 시설 현황

본 연구팀은 서울시내 악취 민원이 접수된 지역을 우선으로 하여, 총 11 지점의 조

사대상 지점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정화조 시설의 종류 및 용량 등 시설

현황을 <표 25>에 나타내었다.

유형 시설명 소재지 용량(인조) 건물 사용 용도 청소일자

지하
펌핑식

제 1 지점 중구 장충동 750 지하철 역내 2012.08.02
제 2 지점 동대문구 전농동 800 교육기관 실험동 2012.01.31
제 3 지점 동대문구 회기동 1800 기숙사 2012.07.21
제 4 지점 동대문구 전농동 3800 아파트 2011.11.24
제 5 지점 강북구 번동 4800 사무실 및 오피스텔 2011.10.28

자연
유하식

제 1 지점 동대문구 신설동 200 기숙사 2012.03.10
제 2 지점 동대문구 신설동 480 도서관 2012.02.08
제 3 지점 동대문구 신설동 600 시장 2012.06.13
제 4 지점 동대문구 답십리동 900 사무실 2011.10.05
제 5 지점 동대문구 답십리동 1050 아파트 2012.03.15
제 6 지점 중구 필동 1200 관광명소 2011.12.16

[ 표 25. 서울시내 정화조 실태조사 시설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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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화조 배출시설 시료채취

본 연구에서는 지하펌핑식 정화조 5 지점과 자연유하식 정화조 6 지점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정화조의 방류조 내부와 오수받이 내부, 오수받이 

외부로 구분하여 각 지점별로 시료채취 지점을 <표 26>과 <그림 12, 13>에 나타내었

다. 가스상 시료는 미리 세척하여 준비해 놓은 10 L Tedler bag을 이용하여 포집하

였으며, 하수 시료는 플라스틱 재질의 2 L 채수병을 이용하여 채취하였다. 당일 채취

한 시료는 즉시 실험실로 운반하였으며, 이 때 복합악취와 황화수소는 제 3 기관에 

의뢰 분석하였다.

구분 정화조 오수 배출 공정 배출지점

지하펌핑식 방류조 내부 
(하단 50 cm)

오수받이 내부
(하단 50 cm)

오수받이 외부
(상단대기 1.2 m)

제 1 지점 √ √ √ 빗물받이
제 2 지점 √ √ √ 빗물받이
제 3 지점 √ √ √ 오수받이 맨홀
제 4 지점 √ √ √ 하수도 맨홀
제 5 지점 √ √ √ 우수받이 맨홀
자연유하식 여과조 내부 하수관거 내부 여과조 외부
제 1 지점 √ √
제 2 지점 √ √
제 3 지점 √ √
제 4 지점 √ √
제 5 지점 √ √
제 6 지점 √ √

[ 표 26. 조사대상 정화조 별 시료채취 지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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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태조사결과

가. 지하펌핑식 정화조 현황 및 분석결과

지하펌핑식 정화조에서는 월 1회 시료채취를 실시하였으며, 시료 채취일은 2012

년 1월 20일(금), 2월 21일(화), 3월 7일(수), 4월 12일(목), 5월 16일(수), 7월 

30일(월), 8월 10일(금)이다. 채취 시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질변화에 따른 악취의 

발생관계와 정화조의 주요 악취 성분인 황화수소(H2S)와 복합악취와의 상관관계를 파

악하였다.

[ 그림 12. 지하펌핑식 정화조 배출시설 시료채취 지점 ]

[ 그림 13. 자연유하식 정화조 배출시설 시료채취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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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펌핑식 정화조 제 1 지점

가) 정화조 시설현황

지하펌핑식 정화조 제 1 지점은 서울시 중구 장충동에 위치한 지하철 역사이다. 일 

유동인구는 약 1000명 정도로 나타났다. <그림 14>는 조사 지점에서 시행된 시료채

취한 장소를 나타내었다.

<정화조 내부> <방류조 내부 악취 채취> <배출지점> <배출지점, 대기상 악취 채취>

[ 그림 14. 지하펌핑식 정화조 제 1 지점의 시료채취 ]

나) 분석결과

지하펌핑식 제 1 지점에 대한 측정결과는 다음의 <표 27>과 <그림 15>와 같다.

수질측정결과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수온, ℃ 13.0 13.8 16.9 17.1 19.4 21.0 24.1 24.4

pH 5.0 4.8 7.7 7.7 7.5 7.5 7.4 7.2
DO, mg/L 3.7 3.3 1.4 1.7 1.7 1.5 0.2 0.1
ORP, mV -156 -330 -195 -183 -176 -154 -126 -121

HS-, mg/L 1.5 0.8 4.9 4.3 5.1 3.4 4.8 4.5

황화수소,
 ppm

-방류조 0.01 2.8 7.72 0.2 0.4 0.07 2.91 0.8
-배출지점 N.D. N.D. 34.03 N.D. 1.12 0.03 0.02 0.04
-대기상 N.D. N.D. N.D. 0.07 N.D. N.D. 0.01 N.D.

복합악취,
희석배수

-방류조 10 14 1442 21 8 5 21 30
-배출지점 5 448 3000 21 14 8 8 7
-대기상 5 7 8 10 5 3 5 5

[ 표 27. 실태조사 제 1 지점 월별 수질 및 악취 조사결과 ]

1, 2차 실태조사를 제외하고, 정화조 오수의 pH는 모두 pH 7~8를 보였다. <표 

27>의 ORP는 모든 회차에 걸쳐 –120이하로 정화조 오수가 혐기상태임을 보이고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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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5. 시료채취지점에서의 월별 악취발생 ] 

배출지점의 황화수소(H2S) 농도는 최대값을 보였다. 3차에 34.03 ppm으로 나타났

으며, 당시의 H2S농도는 복합악취는 3,000 배로 나타났다. 3차 정화조 방류조 내부의 

경우 황화수소(H2S) 농도는 7.72 ppm, 복합악취는 1,442 배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

지경계선에서는 악취가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그림 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악취 

발생은 배출지점(2) > 방류조 내부(1) > 부지경계(3) 순으로 높게 검출되었다.

이는 지하펌핑식 정화조의 특성으로 오수펌핑 시 정화조 오수가 배출되면서 하수관

거 내 배출지점에서 악취가 높게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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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펌핑식 정화조 제 2 지점

가) 정화조 시설현황

지하펌핑식 정화조 제 2 지점은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하였으며, 대학교육

기관의 실험연구동으로 사용되고 있다. 제 2 지점 정화조는 화장실 오수가 주로 정화

조로 유입되고 있다. 제 2 지점은 방류조와 배출지점(빗물받이)의 거리가 상당히 먼 

지점이다. 제 2 지점의 시설 현황 및 시료채취지점을 <그림 16>에 제시하였다.

[ 그림 16. 지하펌핑식 정화조 제 2 지점의 시료채취 ]

나) 분석결과

지하펌핑식 제 2 지점은 실태조사 결과를 <표 28>와 <그림 17>에 나타내었다.

수질측정결과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수온, ℃ 7.9 9.3 17.1 13.6 15.2 20.6 23.7 22.8

pH 5.2 7.3 7.5 6.9 7.1 6.7 7.8 6.8
DO, mg/L 3.4 2.7 0.5 2.3 1.1 0.8 0.9 0.5
ORP, mV -211 -219 -212 -164 -203 -105 -188 -189

HS-, mg/L 2.7 1.4 1.9 3.9 4.1 2.1 1.7 3.9

황화수소,
ppm

-방류조 0.2 2.8 N.D. N.D. 9.97 N.D. 0.3 0.1
-배출지점 0.1 N.D. 0.02 N.D. 7.48 0.01 0.01 0.05
-대기상 N.D. N.D. 0.01 0.06 1.1 N.D. 0.01 N.D.

복합악취,
희석배수

-방류조 300 100 144 14 100 5 10 30
-배출지점 8 5 8 5 21 7 7 14
-대기상 4 3 7 8 8 5 7 8

[ 표 28. 실태조사 제 2 지점 월별 수질 및 악취 조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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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에서 알 수 있듯이, 1, 2차 실태조사를 제외하고 정화조 오수의 pH는 모두 

pH 7~8를 보였다. 또한, ORP는 -100이하로 정화조 오수가 혐기상태임을 보이고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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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7. 월별 악취 실태결과(a)와 시료채취 지점별 악취 분석결과(b) ]

분석결과는 방류조 내부(1) > 배출지점(2) > 부지경계(3) 순으로 악취가 높게 검출

되었다. 5월에 정화조 내부에서 채취된 시료의 황화수소는 9.97 ppm 이었으며, 복합

악취는 100 배 이었다. 5차의 분석결과는 제 2 지점의 특성을 뚜렷하게 나타내주고 

있다. 방류조 내부의 H2S(g) 평균농도는 2.68 ppm, 복합악취는 88 배, 배출지점의 

H2S 평균농도는 1.28 ppm, 복합악취는 9 배, 부지경계선에서는 악취가 검출되지 않

은 것으로 분석결과가 나타났다. 실태조사 제 2 지점은 대학기관의 실험동으로 사용

되고 있으며, 정화조 사용 인구수가 약 100명으로 정화조 오수배출량이 정화조에 비

해 사용량이 작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제 2 지점의 정화조 오수 배출지점은 빗

물받이로 이루어져 있으며, 빗물받이로 나오기 전 관로에 연결되어 있다. 일시적인 펌

핑이 되지만, 자연낙하형식처럼 빗물받이로 오수가 흘러들어오면서 악취가 비교적 적

게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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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펌핑식 정화조 제 3 지점

가) 정화조 시설현황

지하펌핑식 정화조 제 3 지점은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에 위치하였으며, 대학교육

기관의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다. 대상의 시설 현황 및 분석결과와 시료채취 지점을 

<그림 18>에 제시하였다.

[ 그림 18. 지하펌핑식 정화조 제 3 지점의 시료채취 ]

나) 분석결과

지하펌핑식 제 3 지점은 실태조사 지점으로 월 1회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측정결과

를 <표 29>와 <그림 19>에 나타내었다.

수질측정결과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수온, ℃ 14.0 13.8 20.2 15.1 15.1 24.7 26.1 27.0

pH 6.9 6.8 7.7 7.1 7.1 7.6 8.0 6.8
DO, mg/L 0.5 0.3 0.7 1.2 1.2 1.1 0.9 0.9
ORP, mV -144 -330 -195 -200 -200 -204 -197 -138

HS-, mg/L 1.5 2.7 4.8 4.1 4.2 5.7 3.9 5.9

황화수소,
 ppm

-방류조 12.48 4.2 7.97 7.72 0.03 8.5 7.11 5.5
-배출지점 25.23 9.4 34.96 34.03 6.84 4.47 21.67 93.35
-대기상 N.D. N.D. 0.01 N.D. 1.0 0.03 N.D. 0.08

복합악취,
희석배수

-방류조 2080 2080 448 1442 7 100 67 300
-배출지점 2080 1000 3000 3000 7 100 300 1000
-대기상 4 3 10 8 7 14 4 30

[ 표 29. 실태조사 제 3 지점 월별 수질 및 악취 조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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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실태조사를 제외하고. 정화조 오수의 pH는 모두 pH 7~8를 보였다. 또한, 

매월 측정된 ORP는 -130이하로 정화조 오수가 혐기상태임을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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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9. 월별 악취 실태결과(a)와 시료채취 지점별 악취 분석결과(b) ]

지하펌핑식 제 3 지점의 악취 분석결과는 배출지점(2) > 방류조 내부(1) > 부지경

계(3) 순으로 악취가 높게 검출되었다. 3, 4월의 복합악취가 3,000 배 희석배수로 높

게 발생되었고, 황화수소는 93 ppm로 높게 발생되었다. 배출지점의 황화수소(H2S) 

평균농도는 29 ppm, 복합악취는 1,310 배, 정화조 방류조 내부의 H2S 평균농도는 

6.7 ppm, 복합악취는 816 배, 부지경계선에서는 평균 H2S는 0.28 ppm, 복합악취는 

10 배로 분석결과가 나타났다. 정화조 방류수의 일시적인 펌핑으로 인해, 배출지점에

서 악취가 보다 높게 발생됨을 알 수 있다. 정화조 내부, 배출지점, 대기상에서 복합

악취와 황화수소의 발생경향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제 3 지점의 주요 악취성분이 

H2S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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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펌핑식 정화조 제 4 지점

가) 정화조 시설 현황

지하펌핑식 정화조 제 4 지점은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하였으며, 주거공간

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배출지점은 합류식 하수관거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화조 조

사 지점의 시설 현황 및 분석결과와 시료채취지점을 <그림 20>에 제시하였다.

[ 그림 20. 지하펌핑식 정화조 제 4 지점의 시료채취 ]

나) 분석결과

지하펌핑식 제 4 지점은 실태조사 결과를 <표 30>과 <그림 21>에 나타냈다.

수질측정결과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수온, ℃ 10.6 13.0 16.5 18.4 21.8 24.4 25.4 25.5

pH 5.1 7.2 7.4 7.3 7.7 7.1 7.1 7.4
DO, mg/L 1.2 0.1 0.9 0.6 0.6 1.0 0.5 0.3
ORP, mV -184 -192 -164 -184 -143 -219 -121 -196

HS-, mg/L 1.5 0.8 3.9 4.3 3.7 5.3 7.1 4.5

황화수소,
 ppm

-방류조 21.1 23.98 48.4 78.8 20.5 56.8 145.7 294.0
-배출지점 N.D. 0.01 0.06 0.06 7.82 N.D. 89.9 134.6
-대기상 N.D. N.D. N.D. N.D. N.D. N.D. N.D. N.D.

복합악취,
희석배수

-방류조 3000 3000 4481 8 69 100 1442 1442
-배출지점 8 6 8 10 45 4 300 208
-대기상 5 3 5 5 5 4 10 8

[ 표 30. 실태조사 제 4 지점 월별 수질 및 악취 조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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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에서 알 수 있듯이, 1, 2차 실태조사를 제외하고 정화조 오수의 pH는 모두 

pH 7~8를 보였다. 또한, 매월 측정된 ORP는 -120이하로 정화조 오수가 혐기상태임

을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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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 월별 악취 실태결과(a)와 시료채취 지점별 악취 분석결과(b) ]

<그림 21(a)>에서는 1~3월에 복합악취가 최고 높게는 3,000 배, 4,481 배로 희석되

었으며, 황화수소는 8월에 최고 135 ppm이 나타났다. <그림 21(b)>에서는 방류조 내

부(1) > 배출지점(2) > 부지경계(3) 순으로 악취가 높게 검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방류조 내부의 H2S 평균농도는 86 ppm, 복합악취는 1,693 배, 배출지점의 H2S 평균

농도는 38.7 ppm, 복합악취는 74 배, 부지경계선에서는 악취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서 복합악취 농도가 높을 때, 가스상 황화수소도 높게 발생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배출지점에서의 주요 악취가스 성분이 황화수소임을 알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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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하펌핑식 정화조 제 5 지점

가) 정화조 시설현황

지하펌핑식 정화조 제 5 지점은 서울시 강북구 번동에 위치하였으며, 오피스텔 및 

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다. 조사 대상의 시설 현황과 시료채취 지점을 <그림 22>에 

제시하였다.

[ 그림 22. 지하펌핑식 정화조 제 5 지점 시설 현황 ]

나) 분석결과

지하펌핑식 제 5 지점은 실태조사 지점으로 월 1회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측정결과

를 <표 31>과 <그림 23>에 나타냈다.

수질측정결과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수온, ℃ 16.3 16.7 20.5 21.2 20.5 24.0 26.7 26.8

pH 5.3 4.8 7.5 7.0 6.7 6.8 7.1 7.2
DO, mg/L 0.4 0.5 0.2 0.6 1.5 1.5 0.4 0.7
ORP, mV -184 -284 -154 -169 -152 -132 -179 -161

HS-, mg/L 0.5 0.5 4.7 3.3 3.9 5.7 4 3.5

황화수소,
 ppm

-방류조 0.02 0.02 N.D. N.D. N.D. N.D. 0.7 0.6
-배출지점 5.29 141.40 43.73 19.49 77.01 32.37 18.36 44.42
-대기상 N.D. 0.14 0.15 N.D. 0.06 N.D. 0.04 0.01

복합악취,
희석배수

-방류조 45 20 14 14 14 10 144 21
-배출지점 2080 3000 4481 300 100 144 67 10
-대기상 4 14 8 7 10 5 4 4

[ 표 31. 실태조사 제 5 지점 월별 수질 및 악취 조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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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 월별 악취 실태결과(a)와 시료채취 지점별 악취 분석결과(b) ]

<그림 23>에서는 지하펌핑식 제 5 지점의 악취 분석결과는 배출지점(2) > 방류조 

내부(1) > 부지경계(3) 순으로 악취가 높게 검출되었다. 또한, 3월에 방류수 배출지점

에서 복합악취가 최고 높게는 4,481 배로 희석되었으며, 황화수소는 2월에 최고 

141.4 ppm가 발생하였다. 방류조 내부의 H2S 평균농도는 0.34 ppm, 복합악취는 36 

배, 배출지점의 H2S 평균농도는 47 ppm, 복합악취는 1,272 배, 부지경계선에서는 악

취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서 복합악취 농도가 높을 때, 가스

상 황화수소도 높게 발생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배출지점에서의 주요 악취가스 성

분이 황화수소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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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연유하식 정화조 현황 및 분석결과

1) 자연유하식 정화조 제 1 지점

가) 정화조 시설현황

자연유하식 정화조 제 1 지점은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에 위치고 있으며, 소규

모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다. 조사 대상의 시설 현황과 시료채취 지점을 <그림 24>

에 제시하였다.

<자연유하식 제 1 지점 전경> <정화조 내부 방류수 채취> <정화조 내부, 대기상 악취 포집>

[ 그림 24. 자연유하식 정화조 제 1 지점의 시료채취 ]

나) 분석결과

자연유하식 제 1 지점은 실태조사 지점으로 총 2 회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측정결

과를 <표 32>에 나타냈다.

수질측정결과 1차 2차
수온 (℃) 23.1 26.9

pH 7.6 7.5
DO (mg/L) 0.09 0.17
ORP (mV) -202.3 -184.3
HS-, mg/L 6.8 4.1

황화수소,
 ppm

-방류조 0.42 N.D.
-대기상 0.06

복합악취,
희석배수 -대기상 5 7

[ 표 32. 실태조사 제 1 지점 수질 및 악취 조사결과 ]

 자연유하식 정화조 제 1 지점의 시료채취는 1, 2차 모두 9월에 진행되었으며, 이 

지점은 소규모 학사로 주로 대학생들이 주거하고 있어 밤 9시와 오전 7시에 오수배출

이 가장 많다. 분석 결과, 방류조 내부의 황화수소는 0.42 ppm으로 서울시 황화수소 

배출농도 규제치 5 ppm보다 낮게 발생하였으나, 대기상에서는 0.06 ppm으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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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규제치인 0.02 ppm보다 높게 발생하였다. 자연유하식 정화조에서는 대기상가스는 

복합악취만 분석되었다. 제 1 지점의 대기상 복합악취는 낮은 희석배수를 나타내었

다. 지점별 2회 측정으로 인해 지점별 상관관계를 도출할 수 는 없었지만, ORP와 

DO의 농도와는 반비례 하며 HS-와는 황화수소가 더 높게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자연유하식 정화조 제 2 지점

가) 정화조 시설현황

자연유하식 정화조 제 2 지점은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에 위치하였으며, 주요 도

서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에 설치되어있다. 따라서 이 지점의 특성상 평일보다는 

주말에 이용인구가 많아 오수발생량도 평일보다 휴일, 방학기간에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조사 대상의 시설 현황 및 채취지점을 <그림 25>에 제시하였다.

[ 그림 25. 자연유하식 정화조 제 2 지점 시료채취 ]

나) 분석결과

자연유하식 제 2 지점은 실태조사 지점으로 총 2 회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측정결

과를 <표 33>에 나타냈다. 제 2지점에서 발생된 오수의 ORP는 모두 20 mV 이상으

로 완전한 혐기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DO농도에서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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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측정결과 1차 2차
수온, ℃ 22.6 26.6

pH 7.9 7.5
DO, mg/L 3.21 3.24
ORP, mV 68.0 21.9

HS-, mg/L 1.7 2.1
황화수소,

 ppm
-방류조 0.01 0.06
-대기상 N.D.

복합악취,
희석배수 -대기상 4 14

[ 표 33. 실태조사 제 2 지점 수질 및 악취 조사결과 ]

그 결과, 자연유하식 제 2 지점은 정화조 내부나 대기상 황화수소와 복합악취의 농

도가 규제치 이하로 발생하였다. 제 2 지점도 지점별 2회 측정으로 인해 지점별 상관

관계를 도출할 수 는 없었지만, HS-의 농도가 높을 때 황화수소가 0.06 ppm으로 보

다 높게 발생하였다. 또한, 이 지점은 DO와 ORP의 농도가 보다 높게 발생한 지역으

로 정화조의 기능인 혐기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H2S 및 복합악취발생이 적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3) 자연유하식 정화조 제 3 지점

가) 정화조 시설현황

자연유하식 정화조 제 3 지점은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에 위치하였으며, 서울시

내의 풍물시장의 화장실 내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 대상의 시설 현황 및 시료채취 

지점을 <그림 26>에 나타내었다.

[ 그림 26. 자연유하식 정화조 제 3 지점의 시료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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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결과

자연유하식 제 3 지점은 실태조사 지점으로 총 2 회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측정결

과를 <표 34>에 나타내었다.

수질측정결과 1차 2차
수온, ℃ 22.7 26.4

pH 7.74 7.45
DO, mg/L 0.37 0.15
ORP, mV -182.2 -184.3

HS-, mg/L 6.7 6.1
황화수소,

 ppm
-방류조 0.13 0.02
-대기상 0.01

복합악취,
희석배수

-대기상 4 5

[ 표 34. 실태조사 제 3 지점 수질 및 악취 조사결과 ]

분석 결과, 방류조 내부의 황화수소는 0.42 ppm으로 규제치 5 ppm보다 낮게 발

생하였으나, 대기상에서는 0.06 ppm으로 대기상 준용치인 0.02 ppm보다 높게 발생

하였다. 자연유하식에서 대기상 가스는 복합악취만 분석되었다. 제 3 지점의 대기상 

복합악취는 낮은 희석배수를 나타내었다. 지점별 2회 측정으로 인해 지점별 상관관계

를 도출할 수 는 없었지만, ORP와 DO의 농도가 낮고, HS-의 농도가 높을 때 황화수

소가 더 높게 발생되었음을 <표 34>에서 도출할 수 있다.

4) 자연유하식 정화조 제 4 지점

가) 정화조 시설현황

자연유하식 정화조 제 4 지점은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하였으며, 회사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조사 대상의 시설 현황 및 시료채취 지점을 <그림 27>에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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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7. 자연유하식 정화조 제 4 지점의 시료채취 지점 ]

나) 분석결과

자연유하식 제 4 지점은 실태조사 지점으로 총 2 회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측정결

과는 <표 35>와 같다.

수질측정결과 1차 2차
수온, ℃ 23.0 27.0

pH 7.5 7.5
DO, mg/L 0.37 0.27
ORP, mV -188.8 -235.8

HS-, mg/L 5.4 7.1
황화수소,

ppm
-방류조 0.61 8.39
-대기상 N.D.

복합악취,
희석배수 -대기상 4 67

[ 표 35. 실태조사 제 4 지점 수질 및 악취 조사결과 ]

그 결과, 자연유하식 제 4 지점은 정화조 내부나 대기상 황화수소와 복합악취의 농

도가 규제치 이상로 발생하였다. 방류조 내부의 황화수소는 8.39 ppm으로 규제치 5 

ppm보다 높게 발생하였으며, 복합악취도 2차 측정 시 67 배의 희석배수로 대기상 

준용치 5 배 보다 15 배 높게 발생하였다. 지점별 2회 측정으로 인해 지점별 상관관

계를 도출할 수 는 없었지만, ORP와 DO의 농도가 낮고, HS-의 농도가 높을 때 황화

수소가 더 높게 발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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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연유하식 정화조 제 5 지점

가) 정화조 시설현황

자연유하식 정화조 제 5 지점은 서울시 신답동에 위치하였으며, 주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있으며, 조사 대상의 시설 현황과 시료채취 지점을 <그림 28>에 제시하였다.

[ 그림 28. 자연유하식 정화조 제 5 지점 시설 현황 ]

나) 분석결과

자연유하식 제 5 지점은 실태조사 지점으로 총 2 회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측정결

과를 <표 36>에 나타내었다.

수질측정결과 1차 2차
수온, ℃ 23.3 26.9

pH 7.4 7.5
DO, mg/L 0.59 0.32
ORP, mV -171.6 -23.2

HS-, mg/L 5.8 3.1
황화수소,

 ppm
-방류조 0.03 N.D.
-대기상 N.D.

복합악취,
희석배수 -대기상 7 10

[ 표 36. 실태조사 제 5 지점 수질 및 악취 조사결과 ]

분석 결과, 방류조 내부의 황화수소와 대기상 복합악취 각각 5 ppm과 15 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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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규제 및 준용하고 있으며, 자연유하식 제 5 지점에서는 규제치 이하로 발생하였

다. 지점별 2회 측정으로 인해 지점별 상관관계를 도출할 수 는 없었지만, ORP와 

DO의 농도가 낮고, HS-의 농도가 높을 때 황화수소가 더 높게 발생되었다.

6) 자연유하식 정화조 제 6 지점

가) 정화조 시설현황

자연유하식 정화조 제 6 지점은 서울시 중구 필동에 위치하였으며, 주요 관광 명소

로 사용되고 있다. 이 지점은 관광지역으로,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평균 약 500명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또한, 악취 민원으

로 인해 2011년 12월에 정화조를 신설한 지점이다. 조사 대상의 시설 현황 및 공

정도를 <그림 29>에 제시하였다.

[ 그림 29. 자연유하식 정화조 제 6 지점의 시료채취 지점 ]

나) 분석결과

자연유하식 제 6 지점은 실태조사 지점으로 총 2 회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측정결

과는 <표 3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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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측정결과 1차 2차
수온, ℃ 20.1 23.9

pH 8.7 7.9
DO, mg/L 0.62 0.55
ORP, mV -217.1 -259.7

HS-, mg/L 0.6 0.9
황화수소,

 ppm
-방류조 2.91 N.D.
-대기상 N.D. N.D.

복합악취,
희석배수

-대기상 4 4

[ 표 37. 실태조사 제 6 지점 수질 및 악취 조사결과 ]

방류조 내부 가스상 황화수소와 빗물받이 상부 1.2 m 복합악취 분석결과, 1, 2차 

방류조 내부의 황화수소와 대기상 복합악취 모두 규제치 이하로 발생되었다. 이 지점

은 다른 지점에 비해 악취가 비교적 낮게 발생되었다. 이는 지점의 특성상 이동인

구가 빈번하여 분보다는 뇨배출량이 많은 지점이며, 이동 인구에 비해 정화조용량은 

1,050 인조로 대용량으로 설치되었다. 장기간의 체류시간으로 인해, 정화조 분뇨 및 

오수의 완전 혐기상태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악취발생은 낮게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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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 결과

가. 지하펌핑식 정화조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내 정화조 용량별로 지하펌핑식 정화조 5 지점을 선정하였으며, 월 1회(1

월~8월)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방류수 수질변화와 오수 배출시 

황화수소 실태분석과 상관관계분석, 하수관거 내부와 대기상 악취비교를 통해 정화조

의 악취발생정도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30~31>, <표 3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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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0. 실태조사 대기상의 복합악취와 황화수소 상관관계 ]

<그림 30>과 같이, 유의 수준이 0.05 이상일 때 r=0.7035으로, 지하펌핑식 정화조 

대기상의 복합악취와 황화수소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시료분석 

상관관계 분석결과 복합악취 15 배 일 때 황화수소가 0.051 ppm이 발생되었다. 따

라서 대기상에서 발생하는 하수악취를 악취방지법상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15 배(부

지경계선)로 적용할 경우 지정악취물질인 황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을 2.5 배(배출허용기

준 0.02 ppm) 이상 초과하게 되므로, 대기상의 하수악취는 지정악취물질인 황화수소

로 관리하는 것이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대기상 악취 측정 시 불안정한 기상여건 및 맨홀, 빗물받이의 위치, 구조, 거

리, 낙차로 인한 다양한 악취배출특성으로 관계성이 높은 데이터를 얻기에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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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대기상 악취관리 기준을 설정하는 것 보다 하수관거 내 복합악취 기준(15~500 

배)을 설정하여 규제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으로 사료된다.

하수관거 내 발생하는 복합악취와 황화수소 상관관계는 <그림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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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 실태조사 배출지점의 복합악취와 황화수소 상관관계 ]

<그림 31>과 같이, 지하펌핑식 정화조 배출지점 복합악취와 황화수소의 유의수준 

ρ는 0.05일 때 상관관계는 0.604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서울시 정화조  오수 배출지

점 악취관리기준은 하수관거(맨홀하단) 내 황화수소의 농도를 5 ppm로 규제하고 있

으며 (일본에서는 빌딩피트 배출되는 황화수소의 농도를 10 ppm으로 악취를 규제

함), 앞에서 제안하였던 하수관거 내 복합악취를 15~500 배로 규제할 경우, 복합악취 

15 배일 때, 황화수소는 0.68 ppm, 복합악취 500 배 일 때 황화수소가 10.9 ppm으

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하수관거 악취를 황화수소 5 ppm으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하수관거 내 관리기준을 일본기준과 동일하게 10 ppm으로 

하거나 복합악취 기준을 500 배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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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펌핑식 정화조 총 5 지점의 방류조 내부에서 발생한 H2S(g)와 방류수의 일반 

수질항목 간의 상관관계를 <표 38>에 나타내었다.

　구분 황화수소 온도 pH DO ORP HS-

황화수소 190.7847

온도 12.08739 26.79496

pH 1.156065 2.119132 0.632516

DO -0.42152 -2.603 -0.33387 0.74083

ORP 99.8278 60.7106 7.1478 -3.96934 2677.17

HS- 0.962117 6.058252 0.939076 -0.59596 -17.8342 6.230836
주석) 공분산 분석
: 각 항목간의 분석치가 음이면 비례관계, 양이면 반비례관계, 0 이면 상관성이 없는 데이터임을
 공분산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음.

[ 표 38. 수질변화에 따른 정화조 황화수소의 공분산 분석 ]

그 결과, 온도와 pH, ORP, HS-의 농도가 높을 때, 황화수소의 농도가 높게 발생하

였고, DO가 높을수록 황화수소의 농도가 낮게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실태조사 결과는 용량이 각기 다른 정화조 5 지점을 선정하여 데이터 분석을 하

였기에 관계를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신뢰성 높은 데이터 비교를 위해, 지점선

정을 최소화하여 분석횟수를 늘려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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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연유하식 정화조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내 정화조 용량별로 자연유하식 정화조 총 6 지점을 선정하였으며, 각 2 회

씩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자연유하식 정화조 악취발생 현황, 방류수 

오수 황화수소 실태분석과 복합악취 상관관계분석, 하수관거 내부와 대기상 악취비교

를 하였다. 그 결과를 <그림 32, 3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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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점 2지점 3지점 4지점 5지점 6지점
1차
(1)

2차
(2)

1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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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차
(5)

2차
(6)

1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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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차
(9)

2차
(10)

1차
(11)

2차
(12)

황화
수소,
ppm

-배출지점 0.42 N.D. 0.01 0.06 0.13 0.02 0.61 8.39 2.91 N.D. 0.03 N.D.

-대기상 0.06 N.D. 0.01 N.D. N.D. N.D. N.D.
복합
악취,
희석
배수

-대기상 5 7 4 14 4 5 4 67 4 4 7 10

HS-(l), mg/L 6.8 4.1 1.7 2.1 6.7 6.1 5.4 7.1 0.6 0.9 5.8 3.1

[ 그림 32. 자연유하식 지점별 악취발생 ]

자연유하식 정화조의 악취발생은 대기상보다 정화조 내부에서 보다 높은 황화수소

가 검출되었으며, 특히 제 4 지점의 900인조 정화조에서 황화수소와 복합악취의 농도

가 비교적 높게 발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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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S concentration,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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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 자연유하식정화조 내부 황화수소와 대기상 복합악취의 상관관계 ]

<그림 33>와 같이, 유의 수준 ρ>0.05일 때 r=0.3066으로 자연식 정화조 배출지점

의 복합악취와 대기상의 황화수소가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연유하식 

정화조 제 4 지점의 2차 분석결과를 제외하고는 악취방지법상 복합악취 배출허용 기

준(부지경계선) 15 배 이하이고, 서울시 하수관거 내 관리기준 황화수소 5 ppm이하

로 발생되었다. 지하펌핑식 정화조 실태조사 결과인 <그림 31>과 비교해볼 때, 자연

유하식 정화조는 지하펌핑식 정화조 비해 황화수소 농도와 복합악취 희석배수가 전반

적으로 적게 발생되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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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정화조 실험

1. 정화조 모의실험

공기공급장치의 악취저감 원리를 파악하고, 공기공급장치를 실제 현장에 적용할 

때에 적정 폭기량을 산정할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고자 정화

조를 모의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가. 실험방법

정화조 모의실험 방법과 모의 반응기의 구성을 각각 <표 39>와 <그림 34>에 나타

내었다.

분 류 실 험 절 차

시료채취

지하펌핑식 정화조 대상 
 - 제 2 지점 : 동대문구 전농동 서울시립대학교 
 - 제 3 지점 :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기숙사
 - 제 4 지점 : 동대문구 전농동 래미안아파트
 - 제 5 지점 : 강북구 번동 가든타워

실험
방법

배
치

8 L(면적:0.04 m2) 0. 모의 정화조에 방류수를 
6.5 L를 채운 후, 폭기량을 조절하여, DO농도에 
따른 악취저감을 파악함.

연
속

20 L(면적: 0.073 m2) 모의 정화조에 200~300 
mL/min 유량으로 오수를 연속적으로 주입함. 
또한, 공기공급을 간헐/연속으로 공급하여 
악취저감을 파악함.

모의
공기
공급
장치

모델명 : 자크노 JPD-2구 기포발생기
크  기 : 1.4 cm × 7.5 cm × 6 cm
정격전압 : AC 220 V/60 Hz
소비전력 : 5 W
풍압력 : 0.0146 MPa
분당토출량 : 3.5 L/min

Ÿ DO에 의한 공기공급량 계산방법
- 3.5 L/min × 60 min/1h × 1 m3/1000 L
- DO = 6 mg/L, 0.21 m3/h (시간당 공기공급량; 최대공급량)
- DO = 3 mg/L, 0.105 m3/h (시간당 공기공급량)
- DO = 2 mg/L, 0.07 m3/h (시간당 공기공급량)
- DO = 1 mg/L, 0.035 m3/h (시간당 공기공급량)

[ 표 39. 정화조 모의실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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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험에 사용된 시료는 지하펌핑식 정화조 실태조사 지점 중 4 지점의 정화조 방

류수에서 채수를 하며 준비하였다. 준비된 시료는 반응기에 채운 후 모의실험을 수행

하였다. <그림 46>과 같이, Teflon 재질의 8 L 모형맨홀 내부에 하수를 담고, 유속을 

일정하게 한 후 공기를 간헐적으로 혹은 연속적으로 공급하였다.

[ 그림 34. 정화조 모의반응기 구성도 ]

위의 실험을 통해, 일반 수질항목과 악취발생량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하수의 주요악취인 황화수소를 포함한 총환원성황화합물을(TRS)측정기를 이용하여 악

취를 측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악취의 발생과 저감을 파악하였다.

1) 수질분석

측정된 일반 수질항목은 pH, 온도, DO, ORP이며, 연속측정을 위해 YSI-6800을 

이용하였다.

가) 황산염 이온(SO4
2-)

황산염 이온 측정은 ICS-90 (Dionex, USA)을 이용하였다.

나) 용존황화수소(HS-)

용존황화수소는 미국 수질공정시험방법 중 4500-HS-SULFIDE*에 의거하여 분석하

였으며, 분석방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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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시약

Ÿ 6N, 염산
Ÿ 0.025N 표준 요오드 용액
Ÿ 0.025N 티오황산나트륨 용액
Ÿ 전분용액

2. 실험방법

1)　삼각플라스크에 증류수 20 mL + 6N 염산 2 mL
２) 시료 200 mL + 1)
3) 0.025N 요오드 적정 보랏빛(핑크빛) 나타날 때 까지 적정
4) 0.025N 티오황산나트륨으로 무색이 될 때까지 적정

3. 계산식

Ÿ mg HS-/L = [(A × B) - (C × D)] × 16000 / mL sample
Ÿ A : 요오드용액 적정량 (mL)
Ÿ B : 요오드용액 노르말 농도 (N)
Ÿ C : 티오황산나트륨용액 적정량 (mL)
Ÿ D : 티오황산나트륨용액 농도 (N) 

2) TRS 측정기

TRS 측정기는 주요 악취물질인 총환원성 황화합물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으

며, 사용된 측정기의 원리 및 기기사양은 아래와 같다.

가) 측정원리

본 연구에 사용된 실시간 TRS 측정기기인 M102E(Teledyne Inc, San Diego, 

CA, USA)은 자외선 형광감측기(UV Fluorescence)를 이용하는 SO2 측정기로, 측정

기 내부로 유입되는 시료가스 중 환원성 황화합물들을 열산화촉매반응시켜, 아황산가

스로 변환시키고 이를 측정한다.

TRS 측정기기의 열산화장치에 의해서 시료 중에 존재하는 환원성 황화합물들은 

850℃에서 산화되어 SO2로 변환된다.

변환된 SO2는 190~230 nm파장의 자외선에 의해 높은 에너지 상태(SO2
*)로 여기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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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된 SO2는 다시 잉여에너지를 방출한 후, 급속히 안정된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

때, 330 nm의 자외선이 방출된다.

측정기의 교정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수행되며, 측정기에 물리적인 조정은 필요하

지 않다. 교정 값은 PMT dark offset, UV lamp ratio, 잔류 빛, 샘플가스의 온도와 

압력과 함께 사용하여 SO2의 최종 농도를 계산한다. 계산되었던 농도 값과 기기 정

보는 측정기의 내부 데이터 저장 시스템(iDAS Section 6.10)에 저장되며, 사용자에게 

아날로그 신호 출력 혹은 디지털 신호로 표시된다.

나) 기기 사양

본 연구에 사용된 실시간 TRS 측정기를 <표 40>에 제시하였다.

구 분 사 양
측정범위 SO2 : 100 ppm, TRS : 20 ppm

제로 오차값 0.2 ppb
제로 변화값 0.5 ppb 이하 (24시간), 1 ppb 이하 (7일간)

스팬 변화값(측정 범위) 0.5% 이하 (24시간), 1% 이하 (7일간)
최소 감지농도 0.4 ppb 이하
재현성 오차 측정범위의 1%
컨버터 온도 850 ℃

규격 178 mm × 432 mm × 597 mm
무게 24 kg
전원 220 V~240 V, 50/60 Hz, 2.5 A

[ 표 40. TRS 측정기기 사양 ]

나. 실험결과

본 실험은 모의 정화조에 공기를 공급하여, 악취발생이 산화 혹은 탈기에 의해 저

감되는지 규명하고자 수행한 실험이다. 공기 공급량에 의한 악취저감율을 파악하고자 

폭기주기와 DO 농도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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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tch(회분식 반응) 모의실험

실험조건 1에서는 대상 시료에 연속으로 공기를 공급하였다. DO 농도는 3 mg/L

로 설정하였으며, TRS 측정기를 이용하여 총환원성황화합물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단

위 시간당 공급된 공기량은 0.105 m3이며, 모의정화조 용적(1 m3)당 0.22 m3/min의 

공기가 모의정화조에 공급되었다.

측정항목 초기 농도

→

결과 농도
온도, ℃ 20.1 26

pH 7.1 6.7~8
DO, mg/L 0.27 0.1~2.9
ORP, mV -58.4 -78~33
TRS, ppb 12.8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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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5. 실험조건 1에서의 TRS농도와 일반수질항목 ]

모의 정화조 내부에 채워진 오수의 초기 TRS 농도는 약 12.8 ppb이였고, 1시간 

가량 정지하였다가 폭기를 수행하였다. 폭기 직전의 TRS 농도는 0 ppb로, 이는 

Head-space gas가 일반 공기에 의해 희석되어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폭기가 시

작되고 TRS 농도는 86 ppb로 증가하였다가 30 분 이내로 농도가 다시 22 ppb로 감

소 후 안정화되었다. 또한 <그림 35>와 같이, 공기공급 시작 후 DO 농도는 2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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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유지하였으며, ORP는 20 ~ 30 mV를 유지하였다.

<그림 36>의 실험조건 2는 폭기 전에 약 2시간의 안정화를 거쳤으며, 안정화 전후 

TRS농도는 3,000 ppb에서 80 ppb이하로 유지되었다. 또한, 실험조건 2는 정화조에 

공급된 공기량 0.14 m3/h이며, 정화조 방류조 용적당(m3) 0.29 m3/min의 공기가 모

의정화조에 공급되었다.

측정항목 초기 농도

→

결과 농도
온도, ℃ 10.3 19

pH 6.49 6.3~7.5
DO, mg/L 0.49 2.3~4.2
ORP, mV -144.2 -290~-9
TRS, ppb 1,185 93~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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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6. 실험조건 2의 분석결과 ]

이 때, DO 농도를 4 mg/L로 최대한 고정하였으며, 폭기를 시작하자 80 ppb이었

던 TRS 농도가 3,150 ppb로 증가하였다. 연속폭기가 8시간동안 지속되면서, TRS 농

도는 93 ppb로 감소하였다. 이 때, 폭기 전과 후의 SO4
2-와 HS-의 농도는 서로 반비

례관계를 보였다. 연속폭기를 통해서도 간헐폭기와 같이 산화에 인한 악취저감이 나

타남을 알 수 있었다.

실제 현장에 적용을 위해서는 연속폭기보다는 간헐폭기로 운전이 현실적이라 판단

되어, 이후의 모의실험에서는 연속폭기보다는 간헐폭기 위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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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조건 3은 간헐공기공급으로 3시간 폭기, 1시간 비폭기 주기를 설정하여 실험을 

하였다. 이 때, DO 농도를 1 mg/L로 고정하였으며, 공기공급량은 0.035 m3/h였다. 

또한, 정화조 방류조 용적(m3)당 공기량은 0.073 m3/min로 공급하였으며, 그 실험결

과를 <그림 37>에 나타내었다.

측정항목 초기 농도

→

결과 농도
온도, ℃ 20.24 26

pH 7.3 6~8.5
DO, mg/L 0.46 0.01~1.9
ORP, mV -276 -310~55
TRS, ppb 86 0.6~2100

Time, min

0 50 100 150 200 250 300

TR
S

 c
on

ce
nt

ra
tio

n,
 p

pb

0

500

1000

1500

2000

2500

D
O

, m
g/L

0

1

2

3

4

5

O
R

P
, m

V

-300

-200

-100

0

100

TRS
DO 

ORP 

air off air on off air on off air on off offair on air on

[ 그림 37. 실험조건 3의 분석결과 ]

1시간의 비폭기 상태를 유지한 후, 폭기가 시작되면서 TRS 농도는 2,100 ppb로 

증가하였고, DO와 ORP의 농도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2번째 재폭기시 TRS 농도가 

현저하게 감소했으며, 2번째 폭기가 시작되면서 완전 DO와 ORP의 농도가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되지 않았다. 3시간 폭기와 1시간 비폭기가 반복되면서, 폭기시에는 TRS, 

DO, ORP 농도가 증가하였다가, 비폭기시에는 악취가 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의 반복

성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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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조건 4은 2 시간 폭기, 45 분 비폭기로 공기공급의 주기를 설정하였으며, 공기

공급량은 0.21 m3/h로 그 결과는 <그림 38>과 같다. 이 때, 방류조 용적(m3) 0.44 

m3/min의 공기공급을 주었으며, DO 농도를 최대 6 mg/L로 고정하였다.

측정항목 초기 농도

→

결과 농도
온도, ℃ 13 20

pH 6.0 6~7.9
DO, mg/L 0.04 0.04~7.5
ORP, mV -102 -104~31
TRS, ppb 27 6.7~302

Time,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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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8. 실험조건 4의 분석결과 ] 

실험조건 4와 같이 DO농도를 6 mg/L로 유지하는 과폭기 상태운전방식을 현장에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이 실험을 통하여 폭기와 비폭기시 발생되는 TRS 농도와 일반

수질항목 간의 발생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초기 폭기 후 TRS 농도는 

302 ppb로 최고 높게 발생되었다. 간헐적 폭기 17시간이 지속된 후 TRS 농도는 6.7 

ppb까지 감소하였다. HS-(Sulfide, 용존황화수소)의 초기 농도는 22 mg/L이었으나, 

공기공급이 지속되면서 농도는 1 mg/L로 감소하였다. 반면, 초기 SO4
2-(Sulfate, 황

산염이온)는 1 mg/L이었으나, 공기공급 후 27 mg/L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39>의 실험조건 5는 간헐 공기공급 방식으로 2시간 폭기, 1시간 비폭기로  

폭기 주기를 설정하여 실험을 하였다. 이 때, DO 농도를 2 mg/L로 고정하였으며, 

공기공급량은 0.105 m3/h이었다. 정화조 용적(m3)당 공급되는 공기량은 0.22 

m3/min이었다. 악취가 폭기 초반에 탈기로 인한 고농도의 TRS가 발생하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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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악취 저감원리가 탈기현상인지 산화 또는 환원으로 인한 것인지 파악하고자, 황

계열의 이동을 파악하기 위해 공기공급 on, off에 따라 SO4
2-와 HS-의 분석을 추가

하여 실시하였다.

측정항목 초기 농도

→

결과 농도
온도, ℃ 11.22 26

pH 7.22 7.1~8.2
DO, mg/L 0.08 0.01~2.4
ORP, mV -99 -310~195
TRS, ppb 3226 4.6~3300

Time,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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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9. 실험조건 5의 분석결과 ] 

<그림 39>와 같이, 정화조 오수에 공기공급을 통하여 황화합물 계열의 농도 변화가 

나타났다. 초기 SO4
2-농도는 1 mg/L에서 공기공급 후에 30 mg/L로 증가하였지만, 

용존황화수소(sulfide, HS-)의 농도는 14 mg/L에서 1 mg/L로 감소하였다. SO4
2-농

도 증가는 반응기내 공기를 간헐적으로 공급하면서, HS-가 SO4
2-으로 산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조건 6는 2시간 폭기, 1시간 비폭기의 주기로 모의 정화조에 공기를 공급하였

다. 이 때, DO 농도를 2 mg/L로 고정하였으며, 공기공급량은 0.105 m3/h이었다. 

방류조 용적(m3) 공기공급량은 0.22 m3/min이며, 이때의 TRS 농도와 일반수질항목 

측정결과를 <그림 40>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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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 초기 농도

→

결과 농도
온도, ℃ 9 21

pH 7.3 7~8.5
DO, mg/L 2.6 0.04~5.6
ORP, mV -219 -291~-27
TRS, ppb 130 16~1228

Time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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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0. 실험조건 6의 실험결과 ]

그 결과, 폭기를 시작하자 TRS 농도가 130 ppb에서 540 ppb로 증가하였다. 2시

간 폭기, 1시간 비폭기가 끝나고 다시 재폭기가 일나면서 TRS 농도는 1,300 ppb로 

높게 발생하였다가 3번째 폭기가 시작될 때에는 TRS농도가 점점 감소하였다. 연속폭

기를 통해서도 초기에는 탈기로 인한 악취가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속적으

로 공기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악취가 산화에 의해 저감되는 것이 황화합물 계열의 농

도를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초기 SO4
2-농도는 5 mg/L에서 공기공급 후에 23 mg/L로 증가하였지만, 용존황화수

소(sulfide, HS-)의 농도는 18 mg/L에서 5 mg/L로 감소하였다. 이 때, 또한 폭기 전과 

후의 SO4
2-와 HS-의 농도는 서로 반비례관계를 보였다. 이는 반응기내 공기를 간헐적

으로 공급하면서, SO4
2-농도 증가는 HS-의 산화와 연관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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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속 모의실험

정화조 모의실험을 Batch-type 모의 정화조 실험이 아닌 연속으로 오수가 유입되

는 실제 정화조 형식으로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조건 7에서 6시간 폭기, 1시간 비폭기를 공기공급 주기를 설정하여 공기공급량

은 0.07 m3/h을 주었으며, 모의정화조 용적(m3) 0.06 m3/min의 공기를 공급하였다. 

20 L 반응조에 정화조 오수를 20 mL/min으로 연속 유입시켰다. TRS 농도와 일반수

질항목 측정결과를 <그림 41>에 나타내었다.

측정항목 초기 농도

→

결과 농도
온도, ℃ 25.54 26

pH 7.83 7.9
DO, mg/L 0.19 1.94
ORP, mV -310 -310~-27
TRS, ppb 553 2.5~15,053

Time, 5min

0 20 40 60 80 100 120

TR
S

 c
on

ce
nt

ra
tio

n.
, p

pb

0

5000

10000

15000

20000

D
O

, m
g/L

0

1

2

3

4

5

O
R

P
, m

V

-400

-300

-200

-100

0

100

200

S
ul

fa
te

, m
g/

L

0

10

20

30

40

50

S
ul

fid
e.

 m
g/

L

0

2

4

6

8

10
Air on

off Air onoff

TRS
DO 

ORP 
Sulfate 
Sulfide 

[ 그림 41. 실험조건 7의 분석결과 ]

이 때 DO농도는 2 mg/L로 유지시켰으며, 폭기가 이루어진 하수가 1 L 정도 채워

져 있는 상태에서 오수가 서서히 유입되었다. 초기 폭기 시, TRS 농도는 15,000 

ppb를 나타났다가 이내 TRS 농도가 10~16 ppb로 유지되었다. 연속으로 시료 주입

으로 인해 6 L의 물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1시간의 비폭기 후 폭기를 다시 가동하

자 많은 시료가 채워져 있었지만, 재폭기되는 초기에도 불구하고 TRS 농도는 3,000 

ppb로 증가하다가 이내 16.4 ppb로 악취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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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폭기로 인해서 SO4
2-농도는 8.9 mg/L에서 28.3 mg/L로 증가하였고, HS-의 

농도는 6.2 mg/L에서 마지막 시료채취에서는 적정범위에 안으로 측정되지 않았다. 

이는 폭기로 인해, HS-이 SO4
2-으로 전환되면서 악취발생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실험조건 8에서 연속으로 공기를 공급했으며, 시료유입량은 20 mL/min으로, DO

농도는 2 mg/L 설정하였다. 이 때, 공기공급량은 0.07 m3/h이며, 모의 정화조 방류

조 용적(m3) 0.06 m3/min의 공기가 공급되었다. 실험조건 8의 결과는 <그림 42>와 

같다.

측정항목 초기 농도

→

결과 농도
온도, ℃ 21.08 27

pH 7.45 8.01
DO, mg/L 0.49 1.18
ORP, mV -324 -310~-4
TRS, ppb 12,019 1.1~1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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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 실험조건 8의 분석결과 ]

초기 시료를 주입하면서 DO 농도는 0.6 mg/L이었는데, DO농도를 높이다가 TRS 

농도가 12,540 ppb의 peak가 발생하였다. 연속 공급에도 불구하고 TRS 농도는 1.1 

ppb까지 감소하였다. <그림 42>와 같이, SO4
2-와 HS-의 농도는 반비례하였다.

실험조건 9에서는 6시간 폭기, 1시간 비폭기를 설정하여 공기공급을 주었다. 이 

때, 공기공급량은 0.035 m3/h이며, 모의정화조 용적(m3) 0.03 m3/min으로 공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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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였다. 20 L 반응조에 정화조 오수를 20 mL/min으로 유입시켰다. 그 결과는 

<그림 43>과 같다.

측정항목 초기 농도

→

결과 농도
온도, ℃ 26.8 27

pH 7.06 8.02
DO, mg/L 0.08 0.62
ORP, mV -246 -305~-34
TRS, ppb 16,192 8.3~16,193

Air on Air offAir off Air on

Time, 5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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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3. 실험조건 9의 분석결과 ] 

DO농도는 1 mg/L로 설정하였으며, 폭기가 이루어진 하수가 1 L 정도 채워져 있

는 상태에서 오수가 조금씩 유입되었다. 초기 폭기 시, TRS 농도는 15,000 ppb를 

나타났다가 이내 TRS 농도가 60 ppb으로 유지되었다. 연속으로 시료 주입으로 인해, 

6 L의 물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1시간의 비폭기 후 폭기를 다시 가동하였다. 재폭

기임에도 불구하고 TRS 농도는 15,000 ppb로 증가하다가 이내 16.4 ppb로 악취가 

감소하였다.

또한, 폭기로 인해서 SO4
2-농도는 4.2 mg/L에서 31 mg/L로 증가하였고, HS-의 

농도는 25 mg/L에서 마지막 시료채취에서는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값을 정량할 수 

없었다. 초기 SO4
2-와 HS-의 농도는 역시 반비례하였다. 이는 폭기로 인해, 용존황화

수소가 SO4
2-으로 전환되면서 악취발생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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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론

1) 악취저감 원리규명

정화조 모의반응기 내 시료를 주입한 후, 공기를 공급하였다. 폭기 초반에는 탈기

현상으로 인해 대기상 황화합물의 농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보였으나, 연속적으로 공

기가 공급되면서 산화로 인한 악취저감이 이루어 진 것으로 규명되었다. 이는 초기 

HS-, SO4
2-와 폭기 후 HS-와 SO4

2의 농도 변화를 통해서 산화로 인해 악취가 저감되

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의한 악취 저감 원리규명은 아래 식 (1)~(3)과 같다.

유입되는 오수내의 SO4
2-는 혐기상태에서 유기물과 반응하여 HS-으로 변하며, 그 

반응식은 식(1)과 같다.

Ÿ 유기물을 기질로 하는 반응

  
  →   

     식 (1)

본 모의실험에서 황화수소는 폭기로 인해 산소와 반응하는데, 그 반응식은 식 (2), 

(3)과 같다.

Ÿ 폭기로 인한, 황화수소와 용존황화수소의 반응

   

 → 

    식 (2)

     → 
  식 (3)

식(2), (3)과 같이, 폭기로 인해 용존황화수소가 황산염이온으로 전환되면서 악취발

생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용존황화수소가 황산염이온으로 전환되면서 악취발생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국 EPA 따르면, 정화조에 공기공급을 사용하는 것

은, 혐기성 정화조보다 악취저감 효율이 20 배 높다고 한다. 이는 산화로 인한 호기

성미생물의 증식으로 규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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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기공급량

모의정화조에 공급된 공기량은 용적 1 m3당 0.073~0.44 m3/min이며, 실험에 공급

된 공기공급량과 이에 따른 TRS농도 제거율을 <표 41>과 <그림 44>에 나타내었다.

실험조건 공기공급량, 
m3/h

정화조 부피,
 m3

용적당 공급되는 
공기량, m3/min 저감율, %

1 0.105

0.008

0.22 100
2 0.14 0.3 97.5
3 0.035 0.073 99.97
4 0.21 0.44 97.78
5 0.105 0.22 99.86
6 0.105 0.22 98.70
7 0.07

0.02
0.06 99.98

8 0.07 0.06 99.99
9 0.035 0.03 99.94

[ 표 41. 공기공급에 따른 TRS 저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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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4. 공기공급량에 따른 TRS 제거율 ]

모의 정화조 용적 1 m3당 0.03 m3/min의 공기를 공급하여도 99.94%의 악취저감 

효과를 보였으며, 공기공급으로 인한 최소 악취저감율은 97%로 나타났다. 또한, 모의 

정화조 용적 1 m3당 0.073 m3/min의 공기를 공급하였을 때에는 모의정화조 방류수 

악취저감율은 99.99%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화조 악취저감은 산화에 의

해 저감되었으며, 방류조 용적 1 m3당 평균 공기공급량 0.18 m3/min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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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화조 실증실험

실증조사는 모의실험을 통해 얻은 저감 원리 및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 공기공급

장치를 설치하여 시간조절을 통해서 공기공급량을 조절하였다. 이를 통해서, 공기공급

량 조절에 따른 악취저감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설치지점은 총 5 지점으로 6회

에 걸쳐 실증조사를 수행하였다. 1, 2차는 현장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6차는 

정화조 방류조에 링브로워, 에어펌프 유형의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하여, 공기공급에 의

한 악취 저감효율을 평가하였다.

유형 시설명 소재지 용량(인조) 건물 사용 용도 청소일자

지하
펌핑식

실증조사

제 1 지점 동대문구 신설동 263.5 지하철 역내 2012.04.14
제 2 지점 용산구 문배동 600 체육문화센터 2012.06.28
제 3 지점 동대문구 전농동 1000 교육기관 2012.01.31
제 4 지점 중구 필동 2000 극장 2010.12.06

제 5 지점 동대문구 전농동 2500 교육기관 및 
연구동 2012.01.27

구분 정화조 오수 배출 공정

지하펌핑식
오수받이 내부
(하단 50 cm)

오수받이 외부
(상단대기 1.2 m)

제 1 지점 √ √

제 2 지점 √ √

제 3 지점 √ √

제 4 지점 √ √

제 5 지점 √ √

[ 표 42. 정화조 시설현황 및 시료채취 지점 ]

가. 실험방법

시료에 대한 분석항목은 복합악취와 황화수소에 대해서 수행하였으며, 실험방법은  

악취측정법 중 관능시험법의 공기희석관능법과 기기분석법(악취방지법, 2007)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수질분석항목은 SO4
2-와 HS-이 있으며, 실험방법은 p.70~71에 수질분석방법을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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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기공급장치

공기공급장치를 통해 정화조 방류조 오수가 방류조 내에 체류하는 동안 황화합물의 

전환(환원)을 방지함으로써, 펌핑시 하수관 내부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저감할 수 있

다. 공기공급장치 종류는 루쯔브로워, 수중에어레이터, 표면폭기장치, 링브로워, 에어

펌프 등이 있으며, 일반 도심지 소형 건축물의 정화조 방류조에는 소형링브로워, 에어

펌프 두 종류가 주로 설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 2, 4 지점: 링브로워와 3, 5지

점: 에어펌프를 사용하여 공기를 공급하였으며, 기기사양은 <표 43>과 같다.

구 분 링 브로워 에어펌프

사 진

모델명 HRB-202 JW-120

정격전압 380V 220V

소비전력 1.2HP/0.93 kW 120 W

최대풍량 1.65 m3/min
(1 m3/min, 1500 mmaq)

0.12 m3/min

송풍압력 2500 mmaq 0.22 kgf/cm

소음 - 68 dB - 없음

특징
- 설치작업 및 유지관리 복잡
  (강관배관용접 및 타이머 조정) 
- 사용기간 : 3년 ~ 5년

- 설치 및 유지관리 단순
  (디지털 타이머 내장)
- 사용기간 : 특수제작으로 5년 이상

설치
비용

- 330만원 (서울시 표준 모델) - 200만원 (간소화 모델)

[ 표 43. 링브로워 펌프와 에어펌프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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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사결과

1) 지하펌핑식 정화조 제 1 지점

가) 정화조 시설현황

지하펌핑식 정화조 제 1 지점은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철 역사로 사용되고 있다. 일 1000명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이동인구에 속한다. 또한, 이용시간은 오전 6시~오후11시이다. 이 지점의 정화조는 

화장실 내에 위치에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 1호선을 사용하는 시민들에 의해 발생

된 오수를 처리하고 있다. 조사 대상의 시설 현황과 시료채취지점을 <표 44>와 <그림 

45>에 제시하였다.

주요 용도 지하철 역사
정화조 형식 지하펌핑식

정화조 처리용량 263.5 인조
방류조 용량 9.46 m3

배출지점 우수받이 맨홀
배출지점 낙차 1.6 m

청소량/청소일자 2012.04.14. [연 2회 실시]

[ 표 44. 지하펌핑식 정화조 제 1 지점 시설 현황 ]

[ 그림 45. 지하펌핑식 정화조 제 1 지점 시설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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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결과

지하펌핑식 제 1 지점의 측정결과를 <표 45>에 나타내었다.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실험조건 공기공급 전 공기공급후

공기공급량, m3/min - 0.67 0.25 0.5 0.5

실험주기 - 40min폭기
20min비폭기

20min폭기
40min비폭기

1h폭기
1h비폭기

1h폭기
1h비폭기

수온, ℃ 26.5 24.5 24.7 26.2 25.4 24.5
pH 7.2 7.4 7.6 7.6 7.3 7.7

DO, mg/L 0.3 0.2 0.18 0.05 0.36 0.56
ORP, mV -224 -188 -142 -161 102 -17.8

HS-, mg/L 5.1 4.9 2.8 2.8 2.4 2.9
SO4

2-, mg/L 11.4 - 17.4 - 20.7 22.7

황화수소,
 ppm

-방류조 - 0.2 2.08 2.65 - -
-배출지점 66.3 64.16 0.05 0.04 7.9 1.64
-대기상 0.23 N.D. N.D. N.D. 0.01 N.D.

복합악취,
희석배수

-방류조 30 - - 300 - -
-배출지점 208 300 100 21 45 144
-대기상 7 3 5 4 4 3

[ 표 45. 실증조사 제 1 지점 월별 수질 및 악취 조사결과 ]

지하펌핑식 정화조 제 1 지점(263.5인조)의 1, 2차 실태조사 결과, 평균 배출지점 

황화수소(H2S) 65 ppm, 복합악취는 250 배 발생했으며, 대기상에서는 H2S(g) 0.1 

ppm, 복합악취는 5 배로 발생하였다. 악취 발생은 배출지점(2) > 방류조 내부(1) > 

부지경계(3) 순으로 악취가 높게 발생되었다. 이는, 정화조 방류수의 일시적인 펌핑으

로 인해, 배출지점에서 악취가 높게 발생됨을 알 수 있다.

3차에서는 0.67 m3/min, 4차 0.25 m3/min, 5, 6차에서는 0.5 m3/min의 공기를 

공급하였으며, 일반수질항목과 복합악취, 황화수소의 상관관계와 악취저감율을 파악하

였다. 공기공급량이 0.67 m3/min일 때, H2S(g)의 농도가 정화조 내부에서는 2.08 

ppm, 배출지점에서는 0.05 ppm으로 배출지점에서 현저하게 농도가 감소됨을 알 수 

있다. 공기공급량이 0.25 m3/min일 때, H2S(g)의 저감율은 99.94%로 가장 높았다. 

또한, 공기공급을 하면서 HS-의 농도는 5 mg/L에서 2.6 mg/L로 감소하였으며, 

SO4
2-는 11.4 mg/L에서 20 mg/L로 증가하였다.



하수악취 저감장치 효과실증

- 88 -

2) 지하펌핑식 정화조 제 2 지점

가) 정화조 시설현황

지하펌핑식 정화조 제 2 지점은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에 위치하였으며, 이 시설은 

구청의 문화체육센터에서 배출된 오수를 처리하고 있다. 제 2 지점의 시설이용인구는 

일평균 400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오전 6시~저녁 9시까지 시간당 최소 50명 정도가 

건물 내에 있다. 지하에 수영장이 포함되어 있어, 실내에 락스냄새가 심한 편이었다. 

조사 대상의 시설 현황과 시료채취 지점을 <표 46>과 <그림 46>에 제시하였다.

주요 용도 문화체육센터
정화조 형식 지하펌핑식

정화조 처리용량 600 인조
방류조 용량 6 m3

배출지점 오수맨홀
배출지점 낙차 1 m
최근 청소일자 2012.06.28. [연 1회실시]

[ 표 46. 지하펌핑식 정화조 제 2 지점 시설 현황 ]

[ 그림 46. 지하펌핑식 정화조 제 2 지점 시설 현황 ]

나) 분석결과

지하펌핑식 제 2 지점의 측정결과를 <표 47>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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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측정결과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실험조건 공기공급 전 공기공급후

공기공급량, m3/min - 0.25 0.5 0.67 0.25

실험주기 -
20min폭기
40min비폭기

30min폭기
30min비폭기

40min폭기
20min비폭기

20min폭기
40min비폭기

수온, ℃ 27.0 24.8 25.7 25.9 26.6 25.8
pH 7.4 7.4 7.8 7.6 7.8 7.7

DO, mg/L 0.3 0.2 1.93 0.37 3.18 4.54
ORP, mV -149 -130 86 8 38.4 24.5

HS-, mg/L 2.3 2.9 N.A. N.A. N.A. N.A.
SO4

2-, mg/L 12.8 22.3 21.3 24.6

황화수소,
 ppm

-방류조 - 0.33 2.08 2.65 - -
-배출지점 9.27 102.67 0.05 0.04 0.01 0.06
-대기상 N.D. 1.31 N.D. N.D. N.D. N.D.

복합악취,
희석배수

-방류조 - 67 100 67 - -
-배출지점 30 448 21 30 8 14
-대기상 5 5 4 4 4 4

[ 표 47. 실증조사 제 2 지점 월별 수질 및 악취 조사결과 ]

1, 2차 실태조사 결과, 배출지점에서의 황화수소(H2S)는 56 ppm, 복합악취는 240

배 발생했으며, 대기상에서는 H2S(g) 0.7 ppm, 복합악취는 5 배로 발생한 지점이다. 

악취 발생은 배출지점(2) > 방류조 내부(1) > 부지경계(3) 순으로 악취가 높게 발생되

었다. 3, 6차에서는 0.25 m3/min, 4차 0.5 m3/min, 5차 0.67 m3/min의 공기를 공

급하여 악취저감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공기공급량이 0.67 m3/min일 때, H2S(g)의 농도가 정화조내부에서는 0.01 ppm, 

배출지점에서는 검출한계 이하로 발생하였다. 공기공급 전, 후를 비교하면, 황화수소

는 56 ppm에서 0.04 ppm으로 감소하였으며, 복합악취는 240 배에서 18 배로 감소

하였다. 또한, 공기공급을 하면서 HS-의 농도는 2.6 mg/L에서 적정한계 이하로 분석

되었으며, SO4
2-는 12.8 mg/L에서 18.3 mg/L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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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펌핑식 정화조 제 3 지점

가) 정화조 시설현황

지하펌핑식 정화조 제 3 지점은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하였으며, 대학교육

기관의 강의실 및 도서관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설치되어 있다. 총 사용 인구는 일평

균 1000명 정도 되며, 오수발생은 오전 9시~오후 6시에 이루어진다. 조사 대상의 시

설 현황과 시료채취 지점을 아래의 <표 48>과 <그림 47>에 제시하였다.

주요 용도 대학교육기관의 강의실
정화조 형식 지하펌핑식

정화조 처리용량 1000 인조
방류조 용량 10 m3

배출지점 오수받이 맨홀
배출지점 낙차 2 m
최근 청소일자 2012.01.31. [연 1회 실시]

[ 표 48. 지하펌핑식 정화조 제 3 지점 시설 현황 ]

[ 그림 47. 지하펌핑식 정화조 제 3 지점의 시료채취 ]

나) 분석결과

지하펌핑식 제 3 지점의 측정결과를 <표 49>에 나타내었다. 1, 2차에서는 공기공

급장치 설치 전 악취 발생농도를 파악하였으며, 3~6차에서는 공기공급장치(에어펌프; 

0.06 m3/min)를 통하여 악취저감 정도를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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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측정결과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실험조건 공기공급 전 공기공급후

공기공급량, m3/min - 0.06 m3/min
실험주기 - 30 min 폭기, 30min 비폭기
수온, ℃ 20.1 24.4 24.7 22.7 26.5 23.0

pH 7.6 7.7 7.0 7.0 7.3 8.0
DO, mg/L 0.07 0.7 1.2 1.4 1.5 0.93
ORP, mV -255 -308 -125 -188 -132 -223

HS-, mg/L 12.4 13.5 3.1 3.6 5.2 2.8
SO4

2-, mg/L - 8.6 28.6 28.8 27.1

황화수소,
 ppm

-방류조 - - - 7.53 - -
-배출지점 9.12 0.13 0.87 0.3 5.35 14.42
-대기상 N.D. 0.02 N.D. N.D. 0.01 N.D.

복합악취,
희석배수

-방류조 - - - - -
-배출지점 67 7 21 300
-대기상 5 5 4 10 5 4

[ 표 49. 실태조사 제 3 지점 월별 수질 및 악취 조사결과 ]

지하펌핑식 정화조 제 3 지점(1000인조)의 악취 발생은 방류조 내부(1) > 배출지점

(2) > 부지경계(3) 순으로 악취가 높게 발생되었다. 1, 2차의 실태조사 결과, 배출지점

에서 황화수소(H2S) 4.7 ppm, 복합악취는 37 배의 악취를 발생하며, 대기상에서는 

H2S(g) 0.02 ppm, 복합악취는 5 배로 발생하였다.

3~6차에서는 0.06 m3/min의 공기를 공급하였다. 그 결과, H2S(g)의 농도가 배출

지점의 황화수소농도는 4.6 ppm, 배출지점에서는 2.2 ppm으로 감소되었다. 6차 실

험에서는 배출지점의 황화수소와 복합악취의 농도가 높게 검출되었다. 이는 초기 폭

기로 인해 보다 높은 악취가 검출되었다. 또한, 공기공급을 하면서 HS-의 농도는 

12.4 mg/L에서 3.7 mg/L로 감소하였으며, SO4
2-는 8.6 mg/L에서 28.2 mg/L로 증

가하였다. 이는 산화로 인해 악취가 저감되어 황계열의 변화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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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펌핑식 정화조 제 4 지점

가) 정화조 시설현황

지하펌핑식 정화조 제 4 지점은 서울시 중구 필동에 위치하였으며, 극장내부에 위

치하고 있다. 이용인구는 평균 1500명 정도이며, 오수는 오전 8시~새벽 2시 사이 발

생한다. 특히, 영화상영이 종료되는 오전10시, 오전12시, 오후8시, 오후 10시에 대량

의 오수가 정화조로 유입된다. 조사 대상의 시설 현황과 시료채취 지점을 <표 50>과 

<그림 48>에 나타내었다.

주요 용도 극장
정화조 형식 지하펌핑식

정화조 처리용량 2000 인조
방류조 용량 8 m3

배출지점 하수 맨홀
배출지점 낙차 1.6 m
최근 청소일자 2010.12.06. [2년 1회 실시]

[ 표 50. 지하펌핑식 정화조 제 4 지점 시설 현황 ]

[ 그림 48. 지하펌핑식 정화조 제 4 지점의 시료채취 ]

나) 분석결과

지하펌핑식 제 4 지점의 측정결과를 <표 5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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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측정결과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실험조건 공기공급 전 공기공급후

공기공급량, m3/min - 1 0.5 0.25 0.5
수온 (℃) 26.5 24.4 24.3 25.9 24.3 23.4

pH 7.4 7.2 7.7 7.6 7.7 7.8
DO (mg/L) 0.2 0.2 0.2 0.05 1.04 0.8
ORP (mV) -218 -130 -139 -76 -32.3 -45.5
HS-, mg/L 9.0 6.3 3.3 2.7 3.3 2.8

SO4
2-, mg/L 10.3 24.7 23.3 24.6

황화수소
 (ppm)

-방류조 - 27.5 23.4 - - -
-하수관거 188.45 53.58 1.18 0.02 0.48 1.10
-부지경계 N.D. N.D. N.D. N.D. 0.20 0.03

복합악취
(희석배수)

-방류조 - 144 208 - - -
-하수관거 1442 2080 67 14 45 100
-부지경계 4 4 4 4 4 7

[ 표 51. 실증조사 제 4 지점 월별 수질 및 악취 조사결과 ]

1, 2차 실태조사결과 지하펌핑식 정화조 제 4 지점(2000 인조) 배출지점에서의 황

화수소(H2S) 농도는 평균 121 ppm, 복합악취는 1760 배로 나타났으며, 대기상에서

의 황화수소 농도는 검출한계 이하, 복합악취는 4 배로 나타났다. 악취 발생은 배출

지점(2) > 방류조 내부(1) > 부지경계(3) 순으로 악취가 높게 발생되었다.

3차에서는 1 m3/min, 4, 6차 0.5 m3/min, 5차 0.25 m3/min의 공기를 공급하여 

악취저감 정도를 파악하였다. 공기공급량이 0.5 m3/min일 때(4차), 배출지점에서의 

황화수소 농도는 0.02 ppm, 복합악취는 14 배로 현저히 감소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기공급을 하면서 HS-의 농도는 7.7 mg/L에서 3.03 mg/L로 감소하였으며, SO4
2-

는 10.3 mg/L에서 24.2 mg/L로 증가하였다. 이는 산화로 인해 악취가 저감되어 황

계열의 농도변화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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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하펌핑식 정화조 제 5 지점

가) 정화조 시설현황

지하펌핑식 정화조 제 5 지점은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하였으며, 시설이 

설치된 건물은 대학교육기관의 연구실 및 강의실로 사용되고 있다. 조사 대상의 시설 

현황과 시료채취 지점을 <표 52>와 <그림 49>에 제시하였다.

업종 대학교육기관의 연구실
정화조 형식 지하펌핑식

정화조 처리용량 2500 인조
방류조 용량 16 m3

배출지점 오수받이 맨홀
배출지점 낙차 2.3 m
최근 청소일자 2012.01.27. [연 1회 실시]

[ 표 52. 지하펌핑식 정화조 제 5 지점 시설 현황 ]

[ 그림 49. 지하펌핑식 정화조 제 5 지점의 시료채취 ]

나) 분석 결과

지하펌핑식 제 5 지점의 분석 및 측정결과를 <표 53>에 나타내었다. 1, 2차 실태

조사 후, 공기공급(에어펌프; 0.06 m3/min)을 통해 악취저감 정도를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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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측정결과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실험조건 공기공급 전 공기공급후

공기공급량, m3/min - 0.06 m3/min
실험주기 - 30 min 폭기, 30min 비폭기
수온, ℃ 22.5 24.8 25.1 23.2 26.2 21.3

pH 7.5 7.5 7.5 7.4 7.5 7.8
DO, mg/L 0.1 0.3 1.2 0.8 1.3 2.9
ORP, mV -236 -299 -125 -142 -121 155

HS-, mg/L 4.5 5.2 1.5 1.6 1.9 1.1
SO4

2-, mg/L - 5.4 14.3 - 14.3 14.1

황화수소,
 ppm

-방류조 6.01 7.05 - 3.68 - -
-배출지점 3.21 59.63 0.01 0.03 0.03 0.06
-대기상 N.D. - N.D. N.D. N.D. 0.01

복합악취,
희석배수

-방류조 114 14 - - -
-배출지점 7 100 5 7 8
-대기상 4 - 5 4 5

[ 표 53. 실증조사 제 5 지점 월별 수질 및 악취 조사결과 ]

지하펌핑식 정화조 실증 제 5 지점(2500 인조)의 악취 발생은 배출지점(2) > 방류

조 내부(1) > 부지경계(3) 순으로 악취가 높게 발생되었다. 이는 정화조 방류수의 일

시적인 펌핑으로 인해, 배출지점에서 악취가 높게 발생됨을 알 수 있다. 제 5 지점에

서의 1, 2차 결과(공기공급 전), 배출지점에서 황화수소(H2S) 농도는 평균 31.4 ppm, 

복합악취는 54 배 발생했으며, 대기상에서는 H2S(g) 검출한계 이하, 복합악취는 4 배

로 발생되었다.

3~6차에서 0.06 m3/min의 공기를 공급하였다. 공기공급 후, H2S(g)의 농도는 정

화조내부에서는 3.68 ppm, 배출지점에서는 0.02 ppm으로, 농도가 감소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기공급을 하면서 HS-의 농도는 5 mg/L에서 1.5 mg/L로 감소하였으

며, SO4
2-는 5.4 mg/L에서 14.2 mg/L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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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펌핑식 정화조 실증조사 결과

가. 악취가스 및 수질 분석결과

지하펌핑식 정화조 실증조사대상 5 지점의 결과를 아래 그림에 나타내었다. <그림 

50>에서는 배출지점의 공기공급 전, 후 황화수소와 복합악취의 발생농도를 비교하였다.

[ 그림 50. 실증조사 지점 복합악취 및 황화수소 측정결과 ]

공기공급전에는 배출지점에서 측정한 황화수소와 복합악취 모두 높게 검출되었다. 

이는 지하펌핑식 정화조의 악취발생 특성으로 정화조 오수가 펌핑되면서 하수관거로 

배출되면서, 황화수소와 복합악취 농도가 비교적 높게 발생하였다. 이 때, 농도는 

185 ppm, 1,080 배 희석배수의 악취가 발생하였다.

<그림 51>에서는 배출지점의 공기공급 전, 후 황화합물의 농도변화를 나타내었다.

[ 그림 51. 공기공급 전과 후, HS-, SO4
2-의 농도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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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를 공급한 결과, 용존황화수소의 농도는 감소하였고, 황산염이온 농도는 증가

하였다. 이는 앞에 설명된 p.82 식 (2)과 (3)에 의한 산화반응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

증조사에서는 에어펌프와 링브로워 공기공급장치를 각각 설치하였다.

나. 악취발생 상관관계

실증조사 총 5 지점에서 배출지점의 H2S(g)와 방류수의 수온, pH, DO, ORP, HS-

의 상관관계를 <표 54>에 나타내었다.

　구분 황화수소 온도 pH DO ORP HS-

황화수소 12.44

온도 -0.73 1.99

pH 0.13 -0.02 0.07

DO -0.61 0.0062 0.049 1.28

ORP -71.82 6.27 7.66 52.07 10414.5

HS- 0.82 0.46 -0.069 -0.132 -33.46 0.87

[ 표 54. 수질변화에 따른 정화조 황화수소의 공분산 분석 ]

그 결과, HS-의 농도가 높을 때, 황화수소의 발생량도 높게 발생하였지만, DO, 

ORP가 높을수록 황화수소의 농도는 낮게 발생하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위 실태조사 결과는 용량이 각기 다른 정화조 5 지점을 선정하여 데이터 분석을 하

였기에, 관계를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신뢰성 높은 데이터 비교를 위해, 지점

선정을 최소화하여 분석횟수를 늘려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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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기공급장치로 인한 악취저감

실증조사 총 5 지점을 수행 시, 2 지점에는 에어펌프, 3 지점에는 링브로워 공기공

급장치를 각각 설치하였다. 공기공급에 따른 배출지점에서 발생한 황화수소와 복합악

취 저감율을 <표 55>에 나타내었다.

정화조 지점 공기공급량,
m3/min

용적, m3
용적에 따른 
공기공급량,

m3/min

황화수소 
저감율, %

복합악취 
저감율, %

1지점

3차 0.67

9.46

0.071 99.92 60

4차 0.25 0.026 99.94 91.6

5차 0.5 0.053 87.85 82

6차 0.5 0.053 97.48 42.4

2지점

3차 0.25

6

0.042 99.91 91.21

4차 0.5 0.083 99.93 87.45

5차 0.67 0.112 99.98 96.65

6차 0.25 0.042 99.89 94.14

3지점 3차 0.06 10 0.006
81.19

4차 93.51

4지점

3차 1

8

0.125 99.85 96.2

4차 0.5 0.063 99.98 99.2

5차 0.25 0.031 99.60 97.44

6차 0.5 0.063 99.09 94.32

5지점

3차

0.06 16 0.004

99.97 90.65

4차 99.90

5차 99.90 86.92

6차 99.81 85.05

[ 표 55. 공기공급에 따른 악취저감율 ]

실증조사 총 5 지점에서 방류조 용적 1 m3 당 0.004~0.125 m3/min의 공기를 공

급하여, 황화수소는 81.2~99.9%, 복합악취는 43~99%가 저감되었다. 또한, 3, 5지점

의 경우, 에어펌프를 이용하여 방류조 1 m3 당 평균 0.005 m3/min의 공기를 공급했

음에도 높은 악취저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제 4 지점에서는 링브로워 설치를 통해 타이머로 30 min on/30 min off 

주기로 공기를 공급한 결과, 복합악취와 황화수소 저감율이 모두 99.2% 이상의 높은 

저감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보아, 굳이 비용이 높은 링브로워 타입보다는 에어

펌프로 설치하고, 지속적인 공기공급 보다는 간헐공기 공급을 실시하여 설치 및 운영

비용을 저감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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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유하식 정화조 악취저감 개발

자연유하식 정화조가 설치된 제 7 지점은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에 위치해 있는 빌

라에서 배출되며, 용량은 700 인조이다. 특별히 이 지점에서 시행한 실험은 다양한 

악취저감 방안을 테스트하였다. 악취저감 방안 중 철염주입, 공기공급, 미생물제제 주

입을 적용하였다. 조사 대상의 시설 현황을 <그림 52>에 제시하였다.

[ 그림 52. 자연유하식 정화조 제 7 지점의 시료채취 ]

1) 실험방법

자연유하식 정화조에 적용한 방안의 실험 설명과 도면은 <표 56>과 같다.

구분 철염주입 공기공급 미생물제제

실험방법
- 철염을 정화조 오수가 

방류되는 위치에 분사

- 정화조 여과조 내부에 
공기공급장치를 하단으
로 두어 공기가 바닥에
서 상부로 접촉하게 함

- 부패조에 미생물제제를 
투입

참고도면

철염
주입
장치

[ 표 56. 자연유하식 정화조 악취저감실험 ]



하수악취 저감장치 효과실증

- 100 -

2) 분석결과

지하펌핑식 제 7 지점의 측정결과를 <표 57>에 나타내었다.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실험조건 실태조사 철염 공기공급 미생물+
공기공급 미생물

수온, ℃ 21.8 26.1 28.5 25.6 22.9 21.8
pH 6.3 7.0 3.3 7.4 7.4 6.9

DO, mg/L 1.3 0.75 4.6 0.08 0.69 0.48
ORP, mV -155.4 -205 451.3 -215.2 -132.4 -195.2

HS-, mg/L 4.4 4.0 0.87 4.1 4.6 3.7
SO4

2-, mg/L 3.8 3.5 3.5 3.3
황화수소,

 ppm
-방류조 7.74 4 1.98 8.5
-대기상 0.57 4.26 0.19 N.D. 0.16

복합악취,
희석배수

-방류조 67 4 144 300 144

-대기상 4 4 21 30 10 100

[ 표 57. 자연유하식 제 7 지점 수질 및 악취 조사결과 ]

1, 2차에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3차에는 철염주입, 4차에는 공기공급, 5차에는 

미생물+공기공급, 6차에는 미생물제제 주입 통하여 악취저감정도를 파악하였다. 이 

때, H2S의 발생경향 개요를 <그림 53~55>에 나타내었다.

[ 그림 53. 제 7 지점 1, 2차 H2S의 농도 ]

1, 2차 실태조사 결과는 <그림 53>과 같으며, 정화조 방류조 내 휴대용 H2S 측정

기기를 설치하여 황화수소의 농도를 8일간 측정하였다. 8일간의 측정결과, 황화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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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발생농도는 360 ppm이었으며, 악취발생시간은 오후 2시~4시와 기상 및 조식을 

위해 오전 8시~10시 사이에 높게 발생하였다. 이는 주거지역으로 악취발생 특성이 뚜

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3차 실험은 철염 18 ppm을 방류조에 주입하였으나, 특히 정화조 내부에 철염 부

산물의 침전을 우려하여, 방류조에서 하수관거로 배출되는 방류지점에 철염을 주입하

였다. 그 결과 낮은 HS- 농도가 측정되었다.

[ 그림 54. 4차 공기공급 일 때, H2S의 농도 ]

4차에서는 자연유하식 정화조 방류조 내부에 링브로워 타입의 공기공급장치를 설치

하였으며, 연속으로 공기를 공급하였다. 방류조 연속폭기 후, 황화수소 발생농도 최대

치는 95.4 ppm으로 발생하였으나, 이는 실태조사 때 나타난 360 ppm에 비해 25% 

수준으로 저감되었다.

5차에서는 정화조 방류조 내부에 미생물제제와 공기를 공급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5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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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5. 5차 미생물+공기 공급하였을 때, H2S의 농도 ]

미생물과 공기공급을 동시에 했지만, H2S의 최고 발생농도는 181.4 ppm으로 가장 

높게 발생하였다. 공기만 공급한 결과에 비해 황화수소의 농도가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 투입한 미생물의 균주 

및 기능을 <표 58>에 제시하였다 (미생물제재 공급업체 제공 자료임).

이 네 가지 방법 중 자연유하식에서는 철염을 주입한 경우에 가장 큰 악취저감율을  

보였다. 자연유하식 정화조 오수를 제어할 때, 물론 공기공급도 효과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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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8. KS50 종균의 동정된 미생물 ]

출처) 잔디병 방제효과 용역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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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방안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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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운영성 평가 및 활용방안

1. 공기공급장치의 구축 및 운영성 평가

가. 공기공급장치의 구축

본 과업에서는 정화조 악취저감을 목적으로 공기공급 악취저감장치를 서울시내 총 

5 지점에 설치하여, 악취저감장치 전과 후를 비교하였다. 악취저감장치가 설치된 위

치와 설치된 공기공급장치 유형을 <표 59>과 <그림 56>에 나타내었다.

지 점 위치 장치 유형 공기공급량, m3/min

1 동대문구 신설동 역사 내 링브로워 0.25 ~ 0.67

2 용산구 문화체육센터 내 링브로워 0.25 ~ 0.67

3 동대문구 서울시립대학교 내 에어펌프 0.06

4 중구 필동 대한극장 내 링브로워 0.25 ~ 1

5 동대문구 서울시립대학교 내 에어펌프 0.06

[ 표 59. 과업의 추진경위 및 설치지점 ]

[ 그림 56. 공기공급장치 설치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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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영성 결과 및 평가

실증실험을 통해 얻을 결과의 평균 공기공급량과 악취저감율을 <표 60>에 나타내

었다.

지 점 정화조 용적 1m3에 따른 
공기공급량, m3/min

황화수소 저감율, 
%

복합악취 저감율, 
%

1 0.05 96.30 69.15

2 0.07 99.93 92.35

3 0.006 87.35

4 0.07 99.63 96.78

[ 표 60. 공기공급을 통한 운영결과 ]

3 지점을 제외한 나머지 지점에서는 황화수소 96%이상의 저감율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서울시내 정화조 방류조에 공기공급장치 설치의 확대 및 의무화를 시행한다면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화조 공기공급량을 선정하기 위해, <표 60>에 제시된 공기공급량과 악취저감의 

상관관계를 <그림 57>에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정화조 방류조 1 m3당 공급되는 공

기량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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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val efficiency = 194.37x air + 86.297

[ 그림 57. 공기공급에 따른 황화수소 저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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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조사 총 5 지점의 실태조사(1, 2차) 결과, 배출지점의 황화수소는 평균 55 

ppm이 발생되었으며, 이를 서울시 악취규제 기준인 황화수소 5 ppm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91% 이상의 악취저감이 되어야 한다. <그림 57>의 식을 통해서, 황화수소 

91% 저감율을 얻기 위해서는 정화조 방류조 1 m3당 0.02 m3/min의 공기공급량을 

도출할 수 있었다.

<표 61>에서는 월별 공기공급장치 사용시 발생되는 전기비용을 나타내었으며, 간헐

적 운전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에 대해서 계산하였다.

[공기공급주기] 월 전기사용량 주택(원) 일반(원)

[연속가동] 720 kW ￦299,880 ￦128,720

[1h on/off] 360 kW ￦63,090
79% 비용절감 

￦83,660
35% 비용절감

[20 min on/
40 min off] 240 kW ￦30,140

90% 비용절감
￦68,640

47% 비용절감
출처) 한국전력공사, 계약종별 전기요금계산 (적용일자: 2012.08.06.)
     - 주택 : 주택용(저압), 일반 : 일반용(갑) 적용전력, 계약전력 5 kW, 지상역률 90%
     - 사용기간 8/1~8/31 적용
     - 720 kW의 전력비 경우, 할증이 포함된 비용임.

[ 표 61. 전력비 ]

기존 정화조 시설에 시간조절에 따른 공기가 공급(1h on/off)되는 경우, 주택전기

의 경우 23 만원, 일반전기의 경우 4 만원의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었다. 또한, 타이

머를 통한 공기공급을 간헐적으로 운영하여도 상시 운전 때와 거의 같은 악취저감 효

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번 과제에서는 타이머를 설치하여 일정 주기를 지정하여 간

헐적인 공기공급을 통해 경제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하수악취 저감장치 효과실증

- 108 -

2. 적용방안 및 계획

가. 적용방안

1) 시방서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 

공정표, 설계내역,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철저히 시공한다.

[ 그림 58. 정화조 설치기준 ]

가) 송풍기

⓵ 송풍기는 다음 사양을 충족하여야 한다.

구 분 공기공급장치

필요공기량 용적 1 m3당 최소 0.02 m3/min

산기장치 2 개

송풍압력 1500 mmaq 이상

⓶ 송풍기는 1 개의 방류조당 1 개를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⓷ 송풍기는 공기공급장치 1 대 당 1개의 배관과 1개의 디스크형 산기관을 하향 

설치하되 저류조 바닥에서부터 50 cm 정도로 설치하고 전체수심의 유효수심을 

1.5 m 이내로 조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⓸ 송풍기 제어반은 일정시간을 선택하여 24시간 자동으로 운전 및 정지가 가능 

할 수 있게 제어회로가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⓹ 운전 주기는 타이머를 설치하여 주기를 정하며, 에어펌프의 경우 30분, 링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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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의 경우 20분이상의 공기공급 주기를 가져야 한다. 이는, 최소의 산화상태로 

유지시켜 악취발생을 보다 저감시키고자 한다. (오수발생이 적은 심야시간에는 

공기공급을 10분/1시간으로 함.)

⓺ 공기공급장치 설치는 제조사의 제품설명서를 참고하여 설치한다.

나) 배  관

⓵ 배관 및 밸브는 내부식성 재질로 하여야 한다.

다) 산기장치 설치

⓵ 산기장치는 다음 사양을 충족하여야 한다.

Ÿ 제품규격 : 디스크형 Φ170~200

Ÿ 통 기 량 : 최대 200 L/min

⓶ 산기장치는 잉여공기 활용을 위해 2 개를 기본 설치하도록 하고 여건에 따라 아

래 개수로 조정(가, 감)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산기장치 최소 설치 수

- 1000 ~ 3000 인조미만 2개, 3000 ~ 5000 인조미만 3개, 5000~ 6000인조
미만 4개

⓷ 산기관은 정화조실 방류조에 설치하며, 오수펌프 및 배관유지 관리시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⓸ 산기관은 바닥에서 50 cm이상 위에 설치하며, 수위는 최대 2 m 정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오수펌프가동 수위감지센서 간격을 조정한다.

⓹ 산기장치는 송풍기의 풍량을 유효하게 배출할 수 있는 통기량을 확보하여 송풍

기에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전선배관 및 콘센트 설치

⓵ 전선의 배선작업시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⓶ 전선의 접속후 결선 부위가 이탈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접속하고 수분의 침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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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누전 및 접촉 불량을 철저히 예방하여야 한다.

⓷ 전선의 피복 제거시 심선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⓸ 전선관은 1 m 마다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⓹ 허용전류에 적합한 전선을 사용하며, 누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접지를 실시한다.

마) 시운전시 주의사항

⓵ 운전초기에 폭기로 인한 오수펌프실 내 악취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오염된 공기

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출입문 밀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⓶ 공기공급장치 운전은 제품설명서를 참고하여 운전한다.

나. 활용 계획

1) 악취저감 기본계획의 주기적인 수립

현재 악취저감 대책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대책을 수립

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 조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

해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 같이 악취저감 기본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고 악취 

관리가 필요하다. 

각 지자체에서는 악취저감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악취관리 대상지점을 

선정하여 연도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생활악취의 체계적인 관리

악취방지법은 악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악취에 대한 부

분을 분리하여 만들어진 법률이다. 그러나 악취방지법은 사업장 악취규제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하수관거와 정화조 악취와 같은 생활악취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업장 악취뿐만이 아니라, 생활악취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하수도 시설 중 악취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거나 악취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시

설(법적근거 : 악취방지법 제2장 제6조 1항, 2항)에 대해서도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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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체계적인 악취관리가 필요하다.

3) 악취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검토

우리나라는 악취방지법에서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악취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하수도시설 또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본 과제를 수행하면

서 하수도 시설은 하수도법에서 악취 허용 기준을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판단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규모에 따라 수중의 악취 농도와 대기중의 악취 농

도를 동시에 규제하거나 대기 중의 악취 농도만 규제하는 등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

한, 하수관거 내부(배출지점)에서 측정하는 악취에 대한 기준, 외부로 배출(대기상부 

1.2 m 혹은 부지경계)되는 지점에서의 악취 기준에 대해서는 각각 별도로 규정을 해 

주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수중의 황화수소 농도는 황화수소가 2 

mg/L 이하로, 배수시의 공공하수도의 내부공기에 포함된 황화수소는 10 ppm 이하

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환경 대기 중 악취 관리 기준이 황화수소 기준으

로 각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30분～1시간, 많게는 24 시간의 평균값을 관리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것은 악취의 특성상 항상 일정한 농도로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 농도가 높아질 경우를 감안해서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악취

배출기준을 설정할 때에도 오수받이에서의 악취 측정시기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하

수관거로 펌핑하여 순간적으로 악취 농도가 높아질 때 측정하여 그 때의 수치를 악취

배출기준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펌프장이나 우수토실, 토구와 같은 시설은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하여 악취방

지법에서 제시하는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하여 국외의 기준을 검토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하게 설정한 하수도법의 악취배출시설 

및 허용 기준은 <표 68>와 같다. 그러나 본 허용 기준 및 필요 항목은 향후 추가 연

구시에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수치를 도출 및 반영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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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 시설
배출 허용 기준(황화수소)

비고
수중 대기중

발생원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배수조 2 mg/L 10 ppm -

발산원 맨홀 내부, 압송관, 
역사이펀 2 mg/L 10 ppm -

배출원 펌프장, 맨홀, 받이, 토구 
등의 배출지점 -

악취방지법의 
지정 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

맨홀 및 
빗물받이에서의 악취는 

2시간 동안의 측정 
최대값이 기준치를 

넘지 않아야 함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수중 황화수소 허용 기준인 2 mg/L를 적용함

[ 표 62. 하수도법의 악취배출허용 기준 ]

4) 정화조에 대한 규정 필요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은 악취가 발생하는 주발생원으로써 악

취를 관리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시설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

는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관리 규정이나 제재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화조의 경우, 설계 단계에서 악취방지시설(공기공급장치)을 반영한다는 규

정을 신설하거나 운영시에 특별 관리 시설로 구분하여 악취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악취 원인자 부담을 적용하여 소유주가 의무적으로 악취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

도하여야 한다. 이를 근거로 하수도법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

Ÿ 정화조 및 배수조는 설계시에 악취방지 시설을 반영해야 함
Ÿ 악취원인자 부담 적용 : 악취의 주원인인 대규모 건물의(건축연면적 1,600 ㎡ 이상)

의 소유주에게 악취저감시설 의무 부여

악취원인자 부담은 우선적으로 악취를 유발하는 주원인인 대규모 건물 중에서도 건

축연면적 1,600 m2 이상의 건물 소유주에게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단

독 주택과 같은 소규모 개인에게는 차등적으로 원인자 부담을 적용한다. 그러나 악취

원인과 발생자를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고 실효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필요성만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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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담당 부서의 업무 협조 및 연계 강화 필요

하수도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악취가 발생하는 발생원과 악취가 수중에서 기상

으로 방출되는 발산지역, 하수도 시설 내부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배출지역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발생원으로는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 발산지역으로는 하수관거 내 낙차 지점이나, 

역사이폰 등 난류가 발생하는 지역, 배출지역으로는 맨홀, 빗물받이, 토구 등이 있다. 

악취는 주로 정화조에서 발생하여 하수관거 내에서 발산하고, 맨홀, 빗물받이, 토구 

등을 통하여 외부로 배출하여 악취를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과정을 일

원화하여 관리해야만 체계적인 악취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에서

는 정화조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하수관거 및 맨홀, 빗물받이 등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 담당부서가 동일하다면 체계적인 악취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지만, 담당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연계

의 소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부서간의 업무 협조 및 연계 강화를 규정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한 대책 방안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담당 부서 1인, 하수

관거 담당 부서 1인, 하수처리시설 담당 부서 1인 등 총 3인으로 구성된 하수도시설 

악취대책팀을 각 지자체 별로 구성하여, 악취 민원이 발생할 시에 공동으로 조사 및 

악취 저감 방안을 수립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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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악취 관련 기준/지침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1) 하수도시설기준의 악취방지 대책 구체화

하수도시설기준에서는 하수도 시설에 대해 설계시에 악취에 대한 대책을 고려하도

록 제시하고 있으며, 각 시설별로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리고 악취방지시설에서도 U트랩형, flap valve형 등의 방취시설을 제시하고 있다. 구

체적인 악취방지 대책이나 시설들은 “공공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실무지침서(환경부, 

2005)”와 “악취관리업무편람(환경부, 2007)”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지침이나 편람이 아니라 하수도시설기준에 구체적인 하수도 시설별 악취방

지 대책이나 기술들을 제시하여, 각 시설별로 악취 방지 대책을 하수도시설기준에 준

하여 준수하거나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하수도시설기준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악취방지대책]편을 추가하여 각 시설별 악취방지 기술과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악취저감을 위한 하수도 시설별 개선 대책 메뉴얼 작성

현재 우리나라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메뉴얼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메뉴얼 작성이 

시급하다. 따라서 각 시설별로 악취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개선 및 대책 방안을 구체

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해 주어야 한다.

3) 악취측정 메뉴얼 개정 필요

“하수관거 악취 측정 메뉴얼(안)(환경부, 2010)”은 악취에 대한 샘플링 및 측정 방

법이 제시되어 있다. 악취 샘플링은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반면,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준하여 제시되어 있으며 구체적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수관거 악취 측정방법에는 공기희석관능법과 기기분석법이 있으며, 환경
오염공정시험기준의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악취의 측정
은 공기희석관능법에 의한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악취물
질배출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기분석법에 의해 지정악취물질
을 측정한다』의 내용을 준수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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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거 악취 측정 매뉴얼(안)(환경부, 2010)”에서 제시하는 측정방법은 공기희석

관능법과 기기분석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측정항목, 지점, 빈도, 간이방법 등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공기희석관능법의 경우에는 후각으로 감지되는 냄새의 특성정

도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측정 방법이 미정립 되어있다. 미량 악취 물질

의 분석기술 ․ 장비의 국내보급이 미흡하다. 그러나 현재 악취 측정 방법에는 여러 가

지 간단한 장치나 방법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악취를 객관적으

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기를 고려하여 객관적인 악취측정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발생원에서의 저감 대책 수립과 악취 배출 형태 예측을 위해서는 대기 중의 

악취 농도뿐만 아니라 수중의 악취 농도도 동시에 측정하여야 하며, 풍향 및 풍속 또

한 고려된 연속 측정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라. 시설별 개선 대책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에서 악취 저감은 발생원에서의 저감, 발산 억제, 배

출 차단 세 가지 부분에서 저감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수도시설에서의 악취는 

정화조의 방류조에서 발생되어 하수관거 내부로 펌핑시 발산되고, 맨홀이나 빗물받이 

등을 통하여 외부로 배출되어 발생한다.

따라서 가장 근원적인 대책으로는 발생원에서의 저감 대책이 선행되어야 하고, 수

중의 악취 물질이 대기중으로 발산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 대책, 그리고 악취가 외부

로 배출되는 배출원에서의 배출 차단 대책이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 다음 <표 63>은

하수도 시설의 악취 발생원 및 그에 따른 저감 대책이며, 악취 저감을 위한 하수도 

시설별 개선 대책은 다음 <표 6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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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설 신규설치시
기존시설 개선시

단기 중장기

발생
원에
서의 
저감

개인하수처리시
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배수조

∙공기공급장치
∙분류식화

∙공기공급장치
∙산화제 등 

악취저감약품투입
∙주기적인 청소
∙수위 조절

∙분뇨 직투입
∙오접 개선

퇴적발생지점
(하수관내, 

맨홀, 받이 등)

∙최소유속확보방안
  - 복단면 적용
  - 중계펌프장설치
∙인버트 설치

∙청소 및 준설
∙인버트 설치

∙오접 개선
∙최소유속확보방안
  - 복단면 적용
  - 중계펌프장설치

발산 
억제

하수관거 내부, 
압송관, 

역사이펀, 
펌프장 등

∙낙차/단차 최소화
∙와류저감 부관 

설치

∙와류저감 부관 
설치

∙악취저감약품투입

∙낙차/단차 최소화
∙와류저감 부관 

설치

배출 
차단

맨홀, 
빗물받이, 토구 

등
∙환기시설(배기관) 

설치

∙악취차단장치
  (제한적으로 적용)
∙환기시설(배기관) 

설치
∙오접 개선

처리
시설

공공하수처리시
설,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악취제거공법적용

∙악취제거공법적용
∙분뇨차량세척시설
∙분뇨차량 

악취방지장치
∙관거내 산화제 등 

악취저감제 살포
∙주기적 관거 준설

∙지하화
∙원격 TRS 

발생감시장치기반 
악취제어 시스템

[ 표 63. 하수도 시설의 악취 발생원 및 저감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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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시설 신규설치시
기존시설 개선시

단기 중장기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배수조

∙공기공급장치
∙분류식화

∙공기공급장치설치
∙악취저감약품투입
∙정기적인 청소
∙수위 조절

∙분류식화

하수
관거

관거 
내부

∙최소유속확보방안
  - 복단면 적용
  - 중계펌프장설치
∙환기시설(배기관) 

설치

∙환기시설(배기관) 
설치

∙악취저감약품투입
∙청소 및 준설

∙오접 개선
∙최소유속확보방안
  - 복단면 적용
  - 중계펌프장설치
∙분류식화

맨홀
∙와류저감 부관 설치
∙인버트 설치
∙악취차단장치
  (제한적으로 적용)

∙인버트 설치
∙와류저감 부관 설치
∙악취차단장치
  (제한적으로 적용)
∙청소 및 준설

∙와류저감 부관 설치

빗물받이 ∙악취차단장치
  (제한적으로 적용)

∙악취차단장치
  (제한적으로 적용)
∙청소 및 준설

토구 및 
우수토실

∙악취차단장치
  (제한적으로 적용)

∙악취차단장치
  (제한적으로 적용)
∙청소 및 준설

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악취제거공법적용

∙악취제거공법적용
∙분뇨차량세척시설
∙분뇨차량 

악취방지장치

∙지하화
∙원격감시장비 설치

[ 표 64. 악취 저감을 위한 하수도 시설별 개선 대책 ]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의한 설치기준의 적합 여부 및 관리기준의 준수 여

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다음의 점검 착안 사항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

하여 부적합 사례가 없어야 한다.

Ÿ 점검 착안 사항
- 인입 “T" 배관 적정 설치 여부
- 혐기성처리시설의 맨홀 밀폐 여부
-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 및 관리실의 급기, 배기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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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9. 부패탱크 방식의 정화조 인입 ‘T" 배관 모형도 ]

인입 “T" 배관의 설치 요령은 다음과 같다.

Ÿ 수면으로부터 유효수심의 1/3 깊이로 한다.
Ÿ “T" 자형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는 위에서 볼 수 있도록 점검뚜껑을 두고 관의 지름

은 10 cm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인입 “T"관이란 인입관의 상단에 관내 가스의 흐름을 원활하게 작용시키기 

위해 설치한 관으로써, 인입 “T"관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

이 나타난다.

Ÿ 부패조 상단에 혐기성 상태의 유지를 어렵게 함
Ÿ 혐기성 부패균의 활동을 방해하므로 부패조의 슬러지 형성 저해
Ÿ 최초 설계시 정화목표에 미달
Ÿ 충분히 정화과정을 거치지 못한 오수가 흐름에 의해 방류될 가능성이 있음

위의 착안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속적으

로 악취가 발생할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배수조 등 발생원에서의 저감대책으로

는 악취의 대표 물질인 황화수소가 수중에 존재하고 있을 때,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으로 악취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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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도 개선 대책

악취관련 기존 자료 조사 및 국내․외 하수도 악취 관련 제도 현황의 내용을 토대로 

현재 국내의 악취 관련 제도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제도 개선 대책

을 수립하였다.

제도 개선 대책은 악취 관련법인 ‘악취방지법 및 하수도법’과 ‘악취 관련 기준 및 

지침’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악취방지법 및 하수도법에서는 악취저감 기본계획의 

필요성, 생활 악취의 체계적인 관리, 악취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검토, 악취 발생원인 

하수관거 내부 및 정화조 방류조에 대한 규정, 악취저감시설 의무 설치 검토, 담당 

부서의 업무 협조 및 연계 강화 필요, 악취배출시설에 개인하수처리설 확대적용에 대

하여 검토하였다. 악취 관련 기준 및 지침은 하수도시설기준의 악취 방지 대책 구체

화, 악취저감을 위한 하수도 시설별 개선 대책 메뉴얼 제정, 악취 측정 메뉴얼 개정,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개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상세한 제도 개선 

대책 내용은 다음 <표 6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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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존 문제점 개선 대책 개정 내용

가. 
악취방지

법 및
하수도법

1) 악취저감 
기본계획의 
주기적인 수립

∙현재는 악취 민원이 발생하거나 
악취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악취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악취저감 기본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여 체계적인 악취 관리를 
시행해야 함

∙각 지자체에서는 악취저감 
기본계획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악취를 관리하여야 함

2) 생활악취의 
체계적인 관리

∙악취방지법은 사업장 악취규제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하수관과 정화조 악취와 같은 
생활악취에 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사업장 악취뿐만 아니라, 생활악취에 
대한 규제도 필요함

∙하수도 시설은 하수도법에서 악취 
관련 항목 및 기준을 신설하여 
규정해야 함

∙하수도 시설 중 악취가 발생되는 
주요 시설인 하수관거, 우수토실, 
펌프장 등은 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처럼 점오염원으로 보아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하여야 함

∙다만 주요 악취배출시설인 맨홀과 
빗물받이는 그 수가 많고 
광범위하며, 악취의 발생원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악취방지 
대책을 수립할 경우 악취가 매우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악취배출시설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고, 현재 악취방지법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함

∙하수도법에 악취 관리 규정 신설
  - 발생원 :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배수조, 하수관거
  - 발산원 : 맨홀 내부, 압송관, 

역사이폰
  - 배출원 : 펌프장, 맨홀, 빗물받이, 

토구의 배출지점

[ 표 65. 악취 저감을 위한 제도 개선 대책 ]



하수악취 저감장치 효과실증

- 122 -

구 분 기존 문제점 개선 대책 개정 내용

가. 
악취방지

법 및
하수도법

3) 악취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검토

∙악취방지법에서 악취배출시설에 
대해서만 악취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정화조 및 하수관거는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지 않음

∙하수도 시설은 기준 자체가 없음

∙하수도시설은 하수도법에서 악취 
허용 기준을 규정해야 함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 
기준 재검토와 규모에 따라 수중의 
악취 농도와 대기 중 악취 농도를 
동시에 규제하거나 대기 중 악취 
농도만 규제하는 등 구분할 필요가 
있음

∙방류조에 대한 설치기준과 관리기준 
마련 필요

∙또한 하수관거 내부에서 측정하는 
악취에 대한 기준, 외부로 배출되는 
지점에서의 악취 기준에 대해서는 
각각 별도로 규정을 해 주어야 함

∙빗물받이에서의 악취 측정시기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관거로 
펌핑하여 순간적으로 악취 농도가 
높아질 때 측정하여 그 때의 수치를 
악취배출기준에 적용하여야 할 것임

∙펌프장이나 우수토실, 토구 등의 
시설은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하여 
악취방지법에서 제시하는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적용

∙하수도법의 악취배출 허용 기준 예시
  - 발생원 :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방류조, 합류식 하수관거
    * 수중 황화수소 : 2 mg/L
    * 대기중 황화수소 : 10 ppm
  - 발산원 : 맨홀 내부, 압송관, 

역사이폰
    * 수중 황화수소 : 2 mg/L
    * 대기중 황화수소 : 10 ppm
  - 배출원 : 펌프장, 맨홀, 빗물받이, 

토구의 배출지점
    * 대기중 황화수소 : 

악취방지법의 지정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

    * 단, 맨홀 및 빗물받이에서의 
악취는 24 시간 동안의 측정 
최대값이 기준치를 넘지 않아야 
함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수중 황화수소 허용 
기준인 2 mg/L를 적용함

 ※ 배출허용기준 및 허용기준 
초과여부 판단을 위한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조사방법과 기준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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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업의 효과

서울시에서는 개발된 공기공급장치의 악취저감 원리 규명을 위해 이 사업을 시행하였다.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하면서, 하수악취에 근본인 정화조 오수의 악취 저감뿐만 아니라, 부가

적인 효과 또한 가져올 것으로 사료된다. 본 사업의 예상되는 세부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

다.

Ÿ 악취발생의 근본적인 발생원인 대처 및 해결

Ÿ 악취저감으로 인한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Ÿ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방지

Ÿ 공기공급장치 설치로 주변지역의 토지 부가가치 증대

Ÿ 하수도 시설에 대한 인식제고 및 시민 환경의식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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