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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Ulsan, large-scale industrial facilities emit large amounts of various odors and hazardous air pollutant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odor problems in Ulsan and suggested a comprehensive man-

agement system. Owing to the geographical conditions, weather conditions, major industrial complexes, and 

management of emission facilities, complaints about odor occur mainly in summer. The city authority responds 

to odor problems by preparing comprehensive measures to prevent odors and introducing unmanned sampling 

devices, real-time monitors, and a mobile monitoring system. Major odor substances and pollution char-

acteristics can be identified through these efforts, but information on specific odor substances, complex odors, 

emission sources, and transport pathways is lack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pgrade the current mon-

itoring system and establish a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to solve this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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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악취방지법에 의하면, 악취는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     

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        

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이다. 2000년대 이후      

악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산업단지의 악취배출     

량을 산정하고 주변지역으로의 영향을 평가하며 배출저     

감 방법을 제안하는 종합적인 연구들이 수행되었다.1) 이      

후, 악취센서, 실시간 질량분석기, 자동시료채취장치, 대     

기확산모델링 기법 등이 개발되어 현업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울산과 같이 다       

양한 업종의 산업단지가 위치한 도시에서는 악취 문제가      

획기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악취는 주관적, 감각      

적, 순간적인 공해로서 악취도를 표준화하기 어려우며, 악      

취가 발생하는 시간대에 시료를 채취하여 악취유발물질     

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2) 또한, 울산과 같     

은 대규모 산업도시에는 악취를 유발하는 업체가 많고 전     

수조사 결과가 부족하므로, 악취 사고가 발생해도 배출업     

체를 특정하기 어렵다.3) 더구나 악취배출원이 부지경계     

와 굴뚝만이 아니라 비점오염 형태인 경우가 많으므로 악     

취배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3)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https://icis.me.go.kr/prtr)에  

의하면, 울산 소재 산업체의 2020년 연간 유해화학물질     

대기 배출량은 9,029 tonne/y로서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     

서 2위(16.1%)를 차지했으며, 단위면적당 배출량은 8.5     

tonne/km2로서 1위를 차지하였다. 배출 물질수는 139개     

로서 전국에서 가장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고 있     

다. 이와 같이 다양한 화학물질이 다량으로 배출되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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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물질에 의한 악취 혹은 복합악취(두 가지 이상의 악취       

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여       

전히 악취방지법에 지정된 22종 지정악취물질(암모니아,    

메틸메르캅탄, 황화수소, 다이메틸설파이드, 다이메틸다   

이설파이드, 트라이메틸아민, 아세트알데하이드, 스타이   

렌, 프로피온알데하이드, 뷰틸알데하이드, n-발레르알데하   

이드, i-발레르알데하이드, 톨루엔, 자일렌, 메틸에틸케톤,    

메틸아이소뷰틸케톤, 뷰틸아세테이트, 프로피온산, n-뷰틸   

산, n-발레르산, i-발레르산, i-뷰틸알코올)을 측정분석 대     

상으로 한다. 물론, 배출구와 부지경계선에서 시료를 채      

취하고 공기희석관능법을 이용하여 복합악취의 희석배수    

를 산정하지만, 여전히 지역 배출특성이 충분히 고려되      

지 않고 실질적인 악취 원인물질과 배출원 파악에 한계가       

있다.

울산에서는 2005년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와 온산국가   

산업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9년과   

2014년에는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축사 밀집 지역)와 조      

일리(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일원   

이 지정되었다. 전자의 경우에는 산업활동으로 배출된 휘      

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이   

주요 악취유발물질이며, 이러한 악취물질은 단순한 냄새     

성분이 아니라 유해대기오염물질인 경우가 많다. 반면에     

울주군 삼동면 악취는 주로 생활 악취와 관련이 있다. 이        

와 같이 국가산업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 만      

17년이 경과하였으나, 여전히 악취 배출량 자료가 부족하      

고, 정규 대기오염측정망4)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장기간     

실시간 정밀 측정결과가 없다. 또한, 현 모니터링 체계에     

서는 산업단지 주변 주거지역의 악취 원인물질을 정확하     

게 파악하고 배출업체를 특정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울산광역시의 악취발생 현황을 정리하고, 향후 효과적인     

악취 모니터링 방안과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2. 울산시 악취오염 현황

2.1. 울산의 입지조건과 악취오염 특성

울산의 주요 산업단지는 모두 동쪽 해안가에 위치하므     

로, 여름철 해풍의 영향으로 산업단지에서 배출된 대기오     

염물질이 시내 방향으로 확산된다. 연평균 바람장미에 의     

하면 북서풍이 주풍으로서 산업단지에서 배출된 대기오염     

물질 상당량이 동해로 확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Fig. 1).     

계절별 주야간 바람장미에 의하면, 겨울을 제외한 모든 계     

절의 주간에는 남동풍과 북동풍이 우세하며, 야간에는 북     

서풍이 우세하였다. 특히, 봄과 여름에는 해륙풍 순환이     

강하게 나타나므로 주간에 산업단지에서 배출된 대기오     

염물질이 시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20년 울산시의 악취민원은 국가산단이 위치     

한 남구(275건), 북구(204건), 울주군(174건) 위주로 여름     

철에 집중되고 있다(Fig. 2). 여름철 해풍으로 산업단지에     

서 배출된 악취물질이 주거지역으로 이동하기 쉬우며, 산     

업체 정기보수 기간이므로 방지시설이 가동되지 않는 경     

우가 많고, 기온 상승으로 인한 화학물질 휘발이 증가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악취민원 증가는 여름철 미세먼지와     

아황산가스(SO2) 농도 증가와 비슷한 현상이다.5)

Fig. 1. Major industrial complexes and wind patterns in Ulsan, South Korea. Meteorological data were obtained from a 
weather station (ID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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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울산시 악취의 주요 원인과 특성

2020년 울산광역시 환경백서에 제시된 주요 악취민원     

유발물질은 생선 썩는 비린내를 유발하는 아민 계통(남      

구 삼산동), 곡물/사료 냄새(삼산동), 매캐한 냄새를 유발      

하는 스타이렌 계통(선암동, 야음동)이다.7) 지역별 악취     

유발물질은 (1) 삼산동에서는 암모니아, 아민류, 메르캅     

탄, 곡물사료, 초산, 스틸렌, (2) 여천동, 선암동, 야음동,       

신정동에서는 스타이렌, 초산, 암모니아, 벤젠, 황화수소,     

아민류, (3) 양정동과 염포동에서는 알데히드류, 벤젠, 아      

민류, 코아류, 페인트, (4) 울주군 온산읍에서는 아민류, 암       

모니아, 코아류, 벤젠, 메르캅탄, 황화수소로서 지역별 주      

요 산업체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산업단       

지에서 배출되는 악취물질은 매우 다양하므로 22종 지정      

악취물질 위주의 측정분석으로는 실제 악취 원인을 규명      

하기 어렵다.

울산시가 파악한 악취발생의 주요 원인은 (1) 석유화학      

및 정유, 비료, 자동차, 조선업 등 다양한 업종과 생산시        

설의 노후에 의한 오염물질 누출, (2) 봄과 여름철 기업        

체 정기 보수작업 중 다량의 악취물질 배출, (3) 노후 및         

저효율 방지시설의 가동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4) 악       

취물질이 각 공정의 밸브와 프랜지 등에서 미량 누출되       

어 복합악취 발생, (5) 주거지역 배수장, 오수펌프장, 하       

수구 등의 부패로 인한 생활악취 발생이다.7)

2.3. 울산시 악취 대응현황

2.3.1. 악취방지 종합대책

울산시는 2021년 4월 보도자료를 통해 악취방지 종합      

대책 추진을 발표하였다.8) 특히, 무인악취포집기 55대     

(2021년 5대 추가 예정), 악취모니터링시스템 22대(2021     

년 3기 추가 예정), 실시간 유해대기 측정시스템 1대를 구     

축하여 입체적인 악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내     

용은 (1) 구  ·  군과 함께 4월부터 10월까지 환경감시 종합     

상황실 설치, (2) 사업장별 악취종류 및 특성 데이터베이     

스화, (3) 악취 중점관리사업장과 상습감지지역 주변 사     

업장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단속 등 지도  ·  점검 강화,     

(4) 사업장 내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설치해 원격제어로 채     

취한 시료에 대해서 행정처분, (5) 악취모니터링시스템으     

로 복합악취, 황화수소, 암모니아,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등의 악취정보를 측정, (6) 유해대기시스템으로     

벤젠 등 유해대기오염물질 105개 항목을 실시간으로 측     

정, (7) 악취모니터링시스템 3대, 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    

5대를 추가 설치, (8) 4월부터 10월까지 울산지역 154개     

업체로 민간자율환경순찰반을 설치 운영하고 석유화학공    

단 등 5개 지역 대상 순찰활동을 하는 것이다.

2.3.2. 무인악취포집시스템과 악취자동측정기

울산시는 악취민원 발생 현장에서 즉각적인 시료채취     

를 위해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인악취포집시스템을 도     

입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 현재 고정식과 이동식 포집     

기 총 55대를 보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울산시 본청     

(고정식 22대)과 기초자치단체인 중구(고정식 1대), 남구     

(이동식 13대), 동구(이동식 2대), 북구(이동식 3대), 울주     

군(고정식 10대, 이동식 4)이 별도의 필요성에 의해 무인     

악취포집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고정식은 공단주변 악     

취 상습감지지역에 설치하였고, 이동식은 민원다발 사업     

장 등 배출구와 부지경계에 설치(수시변경)하였다(Fig. 3).     

Fig. 2. Monthly occurrence of odor complaints in Ulsan in 2020. Data were obtained from the Ulsan Institute of Health and 
Environment.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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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울산시는 무인악취포집시스템 설치 22개소에 악취     

자동측정기(센서)를 설치하였다. 악취자동측정기는 주로   

산업단지 외곽에 설치되었으므로(Fig. 4의 붉은 원), 악취      

민원 다발 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악취       

배출원과 이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내부에 무      

인악취포집기와 자동측정기를 다수 설치할 필요가 있다.

2.3.3.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악취실태조사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매년 반기 혹은 분기별로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측정결과부터    

홈페이지(http://www.ulsan.go.kr/uihe)에 공개하고 있다.  

2020년 악취실태조사6)에서는 반기마다 2일 동안 악취관     

리지역 19개 지점(Table 1)에서 새벽(6~9시)·주간(11~17    

시)  ·  야간(19~22시) 각 1회 시료를 채취하여 복합악취와     

Fig. 3. Sampling devices and real-time odor monitors 
installed in Ulsan. Photos were obtained from the 
Ulsan Metropolitan City.

Fig. 4. Real-time odor monitors (n = 22) and odor monitoring 
stations (n = 19) operated by the Ulsan Metropolitan 
City and the Ulsan Institute of Health and Environment, 
respectively. 

Table 1. Classification of odor monitoring stations in Ulsan operated by the Ulsan Institute of Health and Environment in    
2020.6) Their locations are presented in Fig. 1.

악취관리지역 계
측정지점 수

관리지역 경계지역 영향지역

계 19 7 2 10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12 4 2 6

온산국가산업단지 2 1 0 1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2 1 0 1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3 1 0 2

지역분류 관리지역 경계지역 영향지역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 현대자동차울산서비스센터 앞 

· 롯데정밀화학(주) 입구 사거리

· (주)효성 울산공장 정문

· SKC(주) 울산공장

· 태화강역

· 북구문화예술

회관

· 양정동 힐스테이트아파트

· 화정동 엠코타운아파트

· 선암동 주민센터

· 선암동 신선산휴먼빌아파트

· 화암추등대 입구

· 삼산동 꿈에그린

온산국가산업단지 · 고려아연(주) 사거리 - · 덕신소공원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 울산자원화산업(주) 앞 - · 삼남면 마산마을회관

 조일리
· 대건자원화(주)와 울산양돈영농조합법인 

경계
-

· 상천리 상천마을회관

· 조일리 암리마을회관

총 19개 지점 7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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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악취물질(22종)을 분석하였다. 이 결과, 전 지점에서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였다. 복합악취의 희석배수는 대    

부분 지점에서 무취(3배) 수준으로 나타났고, 일부 지점      

(울산자원화산업㈜ 등)에서 4~10배 수준이었다. 지정악취    

물질의 경우, 일부 지점에서만 3종(암모니아, 아세트알데     

하이드, 트라이메틸아민)이 미량 검출되었다. 이 조사는     

악취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악     

취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      

의가 있다.6) 그러나 측정주기가 길고 실제로 악취 민원       

이 발생한 상황에서 시료를 포집하지 않았으므로 비교적      

악취오염도가 양호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악취실태조사의 시료채취지점 위치(Fig. 4의 파란 삼각     

형)는 전반적으로 울산시 악취자동측정기 분포와 비슷하     

며, 일부 산업단지와 울주군 삼동면 지점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악취의 특성을 고려할 때 최대한 많은 측정지점       

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수동대기채취기를 이용하     

여 고해상도 공간자료를 산출하여 악취물질 분포와 이동      

현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9,10)

2.3.4. 이동형 유해대기측정시스템

악취는 다양한 배출원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여 사라     

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정형 측정기를 사용하여 배       

출원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악취자동측정기에     

는 악취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러한 센서로는 다양       

한 악취물질을 분석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이동형 유해대기측   

정시스템을 도입하였다(Fig. 5). 차량에 선택이온흐름튜브    

질량분석기를 장착하여 악취물질을 포함한 다양한 대기     

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이동 혹은 정차하여 분석한다. 차     

량 이동에 따른 좌표별 오염물질 농도가 할당되며, 이를     

지도상에 표출하여 주요 도로 오염지도를 작성할 수 있     

다. 해당 장비는 국립환경과학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에 보급되었으며 울산의 VOCs 모니터링     

현업에 사용되고 있다.11-13) 

2020년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78일 동안 이동형    

유해대기측정시스템을 운행했으며, 총 201건을 측정하였    

다.13) 구체적으로는, 자체(운행일수 40일, 포집시료 6건,     

대기질측정 25건), 외부의뢰(운행일수 28일, 포집시료 72     

건, 대기질측정 48건), 신규사업(운행일수 10일, 포집시료     

39건, 대기질측정 11건) 실적을 달성하였다. 향후, 해당 장     

비를 이용한 악취 및 유해대기오염물질 연구가 활발히 수     

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악취통합관리체계

3.1. 악취통합관리체계 사례

2020년 4월 3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악취통합관리시     

스템을 공개하였다(Fig. 6). 해당 보도자료14)에 의하면, 이     

시스템은 “온산공단과 상습 악취 발생 사업장 주변 지역     

에 대표적인 악취 원인물질인 황화수소와 암모니아,     

VOCs에 대한 복합 악취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악취 센     

서 37대와 풍향, 풍속, 습도, 온도, 일사량 등을 관측할 기     

상측정기 7대, 미세먼지 측정기 12대, 굴뚝 매연 발생 등     

악취 징후를 상시 감시할 고성능 CCTV 8개소, 악취발생     

지역에서 측정 및 시료 포집 가능한 이동측정차량으로 운     

영된다”. 또한, “기상 확산 정추적과 역추적을 통한 악취     

이동 확산 경로를 파악해 악취 피해 지역 예측과 악취 발     

생 시 대상 지점을 역추적할 수 있는 악취모니터링과 악     

Fig. 5. Mobile monitoring system for the monitoring of odor 
and VOCs operated by the Ulsan Institute of Health 
and Environment.

Fig. 6. Integrated management control room for odor 
management in Ulju. The photo was obtained from 
the Ulju County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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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예측 모델링을 구현”한다. 이 관리시스템을 6개월 운       

영한 결과, 위법행위에 대한 조업정지 8건을 행정처분했      

고, 주요 악취 사업장 11개소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       

였으며, 전년(147건)도 대비 민원 건수(99건)가 33% 감      

소하였다.15) 향후, 울주군 악취통합관리시스템을 참고하    

여 울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시스템 구축을 고       

려할 수 있다.

한편, 울산시 소재 업체인 ㈜태성환경연구소는 센서와     

측정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악취통합관리시스템을 자체적    

으로 구축하였다. 또한, 다종 센서 모니터링 결과와 인공       

지능(기계학습)을 통해 악취종류를 예측하고 발생원을 추     

적하는 기술도 개발하였다.16) 최근에는 울산광역시의회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악취발생 실태에 따른 문제점과 향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악취통합관리시스템의 필    

요성을 강조하였다.17)

추가적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악취    

민원의 구체적인 지점 확인, 사진, 동영상 첨부 등을 통        

해 정확한 신고와 관리가 가능하다. 2022년 1월 현재, 악        

취 관련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3개가      

검색되었다. 울산시에 특화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효율적인 민원대응과 악취 배출원 파악을 기대할 수 있다.

3.2. 악취 모니터링을 위한 고려 사항

배출원과 수용원 관계를 고려하여 악취를 모니터링하     

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악취유발물질을 규명     

해야 한다. 일반적인 악취센서는 암모니아, 황화수소,     

TVOC 등을 분석하므로, 구체적인 악취유발물질을 확인     

하기 어렵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울산에서는 전국에서 가       

장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므로, 현행 22종 지정악취      

물질이 울산시의 주요 악취유발물질이 아닐 가능성이 크      

며, 여러 물질이 혼합되어 발생하는 복합악취의 원인물질      

을 파악해야 한다. 악취민원 지역에서 측정한 자료로 악       

취 배출원을 특정할 수 없다면 악취 관리차원에서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울산시에 적합한 악취 분석대상물질이 확정되면 배출     

원 전수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신     

뢰성 있는 악취 배출량을 산정해야만 악취 모델링 결과     

를 신뢰할 수 있다. 산업단지 내부에도 충분한 무인악취     

포집기와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해야 배출원 영향을    

파악하고 악취물질 이동 현황을 추적할 수 있다. 또한, 대     

기오염취약 지역(산업단지 최근거리 마을)에도 무인악취    

포집기와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 지역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악취 측정     

결과(정밀 분석기기 및 센서)를 충분히 공개하여 악취 배     

출업체가 사회적인 부담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악취배출     

을 저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3.3. 모니터링 기법 고도화와 통합관리체계 구축

지금까지 울산시에서는 악취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울산     

시 본청에서는 무인악취포집시스템과 악취자동측정기 설    

치,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의 악취 실태조사, 개별 연     

구용역 등을 통해 다각도로 악취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울주군은 이와 별도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니     

터링과 모델링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 주     

변에서는 여전히 악취가 수시로 발생하고, 시민들이 체감     

할 수 있을 정도로 악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기법을 고     

도화하고 울산시 전역에 대한 통합관리체계(Fig. 7)를 구     

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초 자료 확     

보와 최신 기술 활용 등을 제안한다. (1) 악취민원과 악     

취 측정지점의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한     

다. (2) 주민참여를 전제로 악취측정지점 위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 (3)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측정하고 있     

는 울산시 고해상도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실시간 바람장     

을 표출하고 대기확산모델을 이용하여 악취 확산 경로를     

추적해야 한다. (4) 악취 배출구, 부지경계, 주거지역(민     

원다발지역)에서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실시하고 고해상    

Fig. 7. Concept of a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for o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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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공간 자료를 확보한다. (5) 악취원인물질 규명과 배       

출원 파악을 위해서 지정악취물질 22종 외에 다양한 원       

인물질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법을 도입      

해야 한다. (6) 배출원 전수 조사를 통해 악취 배출량을        

산정하고 물질별 배출 경향을 파악한다. (7) 배출량 자료       

와 실측자료를 다변량통계기법에 적용하여 민원지역에서    

의 배출원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8) 실시간 측       

정자료를 활용하여 조건부확률함수 등의 자료해석기법을    

사용하여 배출원을 추정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울산시의 악취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 악취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제      

안하였다. 울산의 지리적 입지조건, 기상조건, 산업단지     

의 위치, 배출시설 관리 등으로 인해서 주로 여름에 악취        

민원이 발생한다. 울산시는 악취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     

고 무인악취포집, 자동측정, 악취실태조사, 이동형 유해     

대기측정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악취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요 악취물질과 지역별 특성       

을 파악하고 있으나, 지정악취물질 이외의 구체적인 원인      

물질과 복합악취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며, 민원발생 시 악       

취배출원을 특정하고 오염경로를 추적하는데 한계가 있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니터링 기법을 고도       

화하고 악취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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