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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축산농가용 휴대형 악취 간이 측정 시스템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현재 악취의 원인물질에 대한 정량분석은 악취지역의 대기를 샘플링하여 분석실에서 대기

시험공정법에 의하여 분석하여 그 양을 측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

요될 뿐 아니라 결과에 대하여 즉각적인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은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

를 극복하기 위하여 악취오염물질을 쉽고 간단히 그리고 빠르게 측정할 수 있는 악취오염물질

측정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검지관 방식으로 오염물질을 측정할 경우 미량의 오염물질도

별다른 전처리 없이 측정할 수 있으며, 검지관의 색깔변화 만으로 악취의 정도를 손쉽게 알아

낼 수 있다. 현재 일부 대기 측정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검지관 및 검지장치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기술개발을 통하여 휴대형 악취 간이 측정 시스템을 개발함으로

써 일차적으로 전국의 수많은 축산농가 농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악취의 정도를 손쉽게 파악

하고 축산농가의 생산성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악취 민원의 발생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

며, 나아가 검지관 및 검지장치 제작기술을 실용화 한다면 대기 측정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검

지관 장치에 대한 수입대체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농촌지역의 축산악취로 인한 민원의 증가와 악취방지법의 시행으로 악취의 규제가 강화됨

에 따라 대표적인 악취 가스(암모니아, 황화수소)를 검출하고 정량할 수 있는 반응을 연구하였

다. 악취현장에서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그 반응 감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반응 조건을 연

구하고, 시각적인 효과를 이용하여 악취정도를 검출하기 위하여 악취 가스와 매우 빠르게 반응

하여 진한 색깔을 띌 수 있는 검지반응 Mechanism을 규명하고, 암모니아 및 황화수소 가스

검지관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휴대형 악취 간이 측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성

능 평가(선형성, 재현성, 정확성 등)와 환경 평가(선택성, 간섭가스 영향, 습도 영향 평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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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여 암모니아 및 황화수소 가스 검지관을 개발하였다. 또한, 농촌 축산농가의 현장에서

축산 악취를 정량적으로 흡입하여 검지할 수 있도록 두성분 동시 샘플링이 가능한 악취 샘플

링 장치를 개발하여 일반 축산 농가에서 보다 쉽고 간편하게 악취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하

였다.

Ⅳ.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본 연구개발의 결과를 활용하여 단일 시스템으로 콤팩트하게 구성하여 일반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보급함에 있어서 중대형의 축산 농가에 집중적으로 개발 시스템을 공급하고, 사용상

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생산 안정화를 이룩하여 중․소형 축산 농가로 공급을 확대시키면 경제

적 효과는 크리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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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present study was aimed at the development of simultaneous measurement of

ammonia and hydrogen sulfide, which are typical components of livestock smell. The

applied method was the test tube with inside diameter of 2mm filled with coloring agent,

NaCl, and Chemicals.

Ammonia gas detector tube for 1.0, 2.0, 4.0 5.0ppm concentration of ammonia gas,

showed the average length of discoloration of experimental results, 3.95mm, 5.55mm,

11.65mm, 23.35mm, respectively, with good linearity of R = 0.875~0.965 for 20 runs.

The hydrogen sulfide gas detector tubes for 0.01, 0.55, 1.1ppm of hydrogen sulfide gas

were tested over 10 times, to show the average length of discoloration 5.3mm, 9.2mm,

13.6mm, respectively, with good linearity of R = 0.968~0.999.

Ammonia and hydrogen sulfide gas detector tubes were examined to see the

interference with humidity, 99.9% SO2, 49.9ppm NH3, 1.1% H2S, 99.5% CO. Hydrogen

sulfide was interfered with humidity and SO2 while ammonia showed no interference.

The measuring device was developed for the simultaneous measurements of ammonia

and hydrogen sulfide g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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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악취(惡臭)”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기체상태의 물질이 사람

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하며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복합악취”로 정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제정된 악취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악취배출시

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악취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와 방지는 사업장에 대한 악취 규

제와 생활 악취방지 두 가지로 구분한다. 사업장에 대한 악취 규제는 해당지역에 주민의 건강

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악취 관리 지역 안의 사업장에 대한 악취를 배출 허용 농

도의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생활 악취방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수관거(下水管渠)·

하천·호소(호소)·항만 등 공공수역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

하도록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악취 관리지역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 3월 지준으로 9개 시․도, 20개 지역에 대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Table 1에 악취관리지역 현황을 나타내었다(환경

부,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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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dor-Emitting Location (환경부, 2009)

시․도 지정일자 지정지역 지정면적 비고

울산광역시 ‘05.3.17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46,271천㎡ 엄격기

준온산국가산업단지 24,659천㎡

경기도 ‘05.5.16

아산국가산단 포승지구 6.33천㎡

엄격기

준
시화국가산업단지

안산시 4,424천㎡

시흥시 16,443천㎡

반월국가산업단지 15,374천㎡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1.47천㎡ -

충청남도 ‘06.1.20

삼성화학단지(전용공업지역) 3,070천㎡ -

현대석유화학단지(전용공업지역) 3,307천㎡ -

현대오일뱅크(주)(전용공업지역) 1,619천㎡ -

대죽지방산업단지 2,089천㎡ -

인천광역시 ‘06.1.24

남동국가산업단지 9,574천㎡ -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938천㎡ -

석남동․원창동 일반공업지역 3,782천㎡ -

백석․오류동 일원 11,107천㎡ -

부산광역시 ‘06.4.26
부산 신평·장림피혁공업사업조합

(폐수처리장)
15천㎡ -

전라북도 ‘07.10.12 우리밀축산영농조합(축산시설) 27.1천㎡ -

대전광역시 ‘07.12.28
대전 1,2,3,4산업단지 및 인근

일반공업지역
5,529.5천㎡ -

그러나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도시에 근접한 산업단지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악취

관리 지역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축산 시설은 1곳만이 지정되어, 축산 악취

환경의 관리가 열악한 실정이었다.

축산 현장에서의 축종별 악취에 기여하는 주요물질로는 NH3, H2S, (CH3)SH 및 CH3N,

(CH3)2N 이였으며 Table 2와 같이 가축사육에서 발생하는 주요 악취물질은 NH3, H2S인 것으

로 나타났다(악취관리지침,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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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dorous Compounds to Livestock Field (악취관리지침,2004)

축종
악취기여 물질 순위(악취도)

1 순위 2 순위 3 순위

한육우 NH3 (2.8) H2S (2.8) CH3N, (CH3)2N (2.0)

젖소 NH3 (3.0) H2S (2.4) CH3N, (CH3)2N (2.0)

산란계 NH3 (4.0) (CH3)2S (2.8) H2S (2.3)

육계 NH3 (4.1) (CH3)SH (3.6) (CH3)2S (2.5)

돼지

자돈사 NH3 (3.7) (CH3)SH (3.6) H2S (3.1)

분만돈사 (CH3)SH (3.5) NH3 (3.2) H2S (3.1)

모돈사 H2S (3.7) (CH3)SH (3.5) NH3 (3.4)

비육돈사 H2S (4.1) NH3 (3.7) (CH3)SH(3.5)

퇴비처리장 NH3 (5.6) (CH3)2S (3.1) (CH3)2N (3.0)

부지경계 NH3 (2.5) H2S (2.4) (CH3)2N (2.1)

사람이 악취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악취에 대한 인지능력은 일정한 냄새를 악취로 인식하는

데에 있어서 지역특성, 생활수준 등 사회․문화적인 특성과 성별, 연령, 건강상태, 흡연습관, 음

식물에 대한 기호 등 개인적인 특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예민한 사람과 둔감한 사람이 악취

를 느끼는 정도를 구별하는 한 예로서의 최소감지농도(Threshold)의 경우는 냄새물질에 따라

10배 이상의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이러한 악취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Table 3과 같이 사람의 후각을 이용하는 관

능시험방법과 기기를 이용하여 악취의 성분을 분석하는 기기분석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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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racter of Chemical Analysis and Olfactory Method.

(악취관리업무편람, 2007)

관능법

직접표시법

악취세기측정법(직접관능법)

쾌․불쾌도 표시법

냄새빈도 측정법

공기희석법

주사기법

냄새 주머니법

Olfactometer법

Scentometer법

기기분석법
단일성분표시법

복합성분표시법

Table 3의 기기분석법 중에 검지관법은 유리관속의 특정가스와 선택적으로 반응하여 색을 나

타내는 물질을 넣어둔 검지관을 이용하여 악취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방법이 간편하고

신속한 측정이 가능해서 배출원의 악취측정 시 법규에 의한 공기 희석 관능법을 보완하여 활

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현재까지는 낮은 농도의 악취보다는 수～수십ppm의 고농도 악취

물질을 측정하는 수단으로만 사용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정 악취 물질 중 황화수소와 암모니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으며 Table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지정 악취 물질 배출 허용 기준 및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의 설정 범위를

검지할 수 있는 악취 측정 시스템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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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mission Limit for Odorous Compounds(환경부, 2007)

구분

배출 허용 기준(ppm)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ppm)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1 암모니아 2 이하 1 이하 1∼2

2 메틸머캅탄 0.004 이하 0.002 이하 0.002∼0.004

3 황화수소 0.06 이하 0.02 이하 0.02∼0.06

4 다이메틸설파이드 0.05 이하 0.01 이하 0.01∼0.05

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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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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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개발의 범위

악취는 감각적이고 주관적인 오염물질로 상황에 따라 또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문제의 심각성 및 정도

가 판단되기 때문에 정량적인 측정이 어려운 물질이다. 그러나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농촌 지역의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나 이에 대

한 악취 관리 대책이 전무한 상태이다. 대기중 악취의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Table 5와 같은 대기시

험공정법에서 악취 판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표 1. 대기시험공정법의 악취 판정도.

악취도 악취강도 구분 설명

0 무취(None)
상대적으로 무취로 평상시 후각으로 아무것도 감지

하지 못하는 상태

1 감지 취기(Threshold)
무슨 냄새인지 알 수 없으나 무언가를 느낄 수 있

는 정도의 상태

2 보통 취기(Moderate) 무슨 냄새인지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

3 강한 취기(Strong)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냄새를 말하며 예

를 들어 병원에서 특유의 크로졸 냄새를 맡는 정도

의 상태

4 극심한 취기(Very Strong)
아주 강한 냄새, 예를 들어 여름철에 재래식 화장

실에서 나는 심한 정도의 상태

5
참기 어려운 취기

(Over Strong)

견디기 어려운 강렬한 냄새로서 호흡이 정지될 것

같이 느껴지는 정도의 상태

악취 판정도에 따르면 측정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악취의 정도에 대한 견해가 측

정자마다 다를 수 있으며 분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2005년 10월 악취방지법이 시행되어

악취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 짐에 따라서 축산농가의 고충은 날로 더해 가고 있으며, 악취를 규제하는 정

부부처에서도 규제기준이 모호하여 악취에 대한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악취를 신속하고 간편

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의 개발과 악취를 Index화 하여 축산악취의 강약을 판별하는 방법의 개발이 시

급한 문제로 대두된다. 특히 축산농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축산악취를 판별하는 효

율적인 악취확산 예방 기술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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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Table 6와 같이 일본 공해대책위원회에서는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물질의 발생원과 특징을 제시하여 악취에 대한 정량적인 측정의 가능성을 열었다.

Table 6. 축산악취 발생원별 특징.

발생원 악취강도 악취 특징

축사

가축, 채취 약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틸머캅탄, 트리메틸아민,

황화이메틸
축사바닥 중

사료(배합) 약

쓰레기 강
디메틸아민, 트리메틸아민, 젖산

하수구 중

분뇨

시설

분뇨운반장치 중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틸머캅탄, 트리메틸아민,

황화이메틸, 이황화이메틸
건조 약～중

퇴비저장시설 약

오수처리시설 약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틸머캅탄

분뇨, 오니처리장 중 암모니아, 황화수소

분 건조기 강 암모니아, 디메틸아민, 젖산, 메틸머캅탄, 트리메틸아민

분소각 약～강 암모니아, 디메틸아민, 메틸머캅탄

<출처 : 일본, 악취방지기술 매뉴얼, 공해대책위원회>

Table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축산사육농가 및 축산 분뇨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배출되는 악취물

질의 악취기여도는 암모니아, 메틸머캅탄, 황화수소, 이황화이메틸, 이황화이메틸이 주요 악취

기여 물질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악취강도에서는 암모니아, 황화수소가 가장 먼 거리 및

강한 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산정되었고 우선적으로 암모니아와 황화수소가 관리되어야 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 악취의 주요 물질 중에서 암모니아와 황화

수소를 검지할 수 있는 검지관을 개발하였으며, 국내 사업장별 축산시설에서 측정한 암모니아

와 황화수소를 측정한 결과를 Table 7에 나타내었다(악취관리지침,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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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Concentration of NH3 and H2S in the Livestock Farm

(악취관리지침, 2004)

축종 NH3 (ppm) H2S (ppb)

한육우 1.3∼5.4 0.0∼53.0

젖소 2.2∼7.5 0.0∼31.8

산란계 5.2∼34.6 12.2∼399.6

육계 3.3∼25.0 0.0∼11.9

돼지

자돈사 0.9∼21.0 29.3∼596.2

분만돈사 1.7∼6.1 42.3∼2182.9

모돈사 2.1∼6.7 51.9∼6712.4

비육돈사 1.5∼11.3 42.3∼2,903.2

퇴비처리장 12.5∼159.1 31.5∼52.3

부지경계 0.2∼7.5 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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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현재 악취의 원인물질에 대한 정량분석은 악취지역의 대기를 샘플링하여 분석실에서 대기시험

공정법에 의하여 분석하여 그 양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결과에 대하여 즉각적인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은 갖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

기 위하여 최근 센서를 이용한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센서를 이용

할 경우 오염물질의 농도가 다양하고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장치의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며, 일정기간 사용 후에는 반드시 센서의 교정 및 보정을 해주어야 하는 불편함을

갖고 있다. 또한, 장치의 사용자가 일반 축산농가의 농민인 것을 감안하면 센서를 이용한 측정

장치의 사용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뒤따라야 하는 부가적인 사항도 뒤따른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센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악취오염물질을 쉽고 간단히 그리고 빠르게 측정할

수 있는 악취오염물질 측정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였으며, 검지관 방식으로 오염물질을 측정할

경우 미량의 오염물질도 별다른 전처리 없이 측정할 수 있으며, 검지관의 색깔변화 만으로 악

취의 정도를 손쉽게 알아 낼 수 있다. 검지관 측정법은 작업환경 중에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유해성분 측정이나, 공정관리상 필요한 가스농도측정에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현장

에서 단일 성분의 농도 수준을 간단한 조작을 통해 평가할 수 있으며, 시료 채취 와 동시에 측

정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여러 종류의 악취유발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현장

에서 감지되는 취기의 대표적인 물질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용도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가스 검지관을 사용하기 위한 가스채취기는 형태에 따라 실린더 형과 사복(뱀의 배모양) 형의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며, 실린더 형은 시료가스의 통과 방법에 따라 진공방식과 송입 방식

으로 나누어진다. 진공방식은 검지관을 접속시킨 가스채취기의 실린더 내부를 피스톤에 의해

감압상태로 하여 검지관을 통하여 시료 가스를 흡인하는 방식이다. 축에 파여 있는 걸림쇠를

비틀어 가스의 흡인 부피를 조절할 수 있으며 핸들방향으로 표시구가 다가옴으로 인해 흡인력

이 소멸됨을 표시하는 표시 장치가 삽입되어 있다. 송입방식은 가스 채취기의 실린더 내부에

일단 시료 가스를 채취하고 나서 피스톤에 의해 90도로 접속시킨 검지관을 통하여 시료 가스

를 배출하는 방식이다. 사복 형은 가스 채취기 앞 끝 부에 가스 검지관을 접속시킨 후 스프링

응력 등을 이용해 뱀의 배처럼 작동하여 그 내부를 감압상태로 하여 검지관을 통해 시료가스

를 흡인하는 방식이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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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acuum pressure pump

(b) Positive pressure pump for gas detector

(c) Snake's body suction pressure pump for gas detector

Figure 1. 검지관 가스 채취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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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검지관의 종류에는 검지관에 시료 가스를 통과 후 시료가스에 대한 농도 측정 방식에 따

라 직독식 검지관과 농도 표식 검지관으로 나누어진다. 직독식 검지관은 검지관 표면에 인쇄되

어 있는 농도용 눈금을 직접 읽어 대상 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농도표식 검지관은 별

도의 농도 표와 검지제의 변색길이를 비교해서 대상 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Figure 2).

그러나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스 검지관은 독일의 Drager사와 일본의 GasTec사의 가스 검

지관 및 가스 채취 장치가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

히 독일의 Drager사의 가스 검지관은 다양한 종류의 유해가스 검지관을 개발하여 검지관의 상

품화에 성공하였으며, 호흡 보호 장비의 검사 및 사전 관리를 위한 검사 항목에 검지관이 사용

되고 있다. 일본의 GasTec사의 가스 검지관은 대기중의 다양한 오염물질을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GasTec 사의 검지관을 견품으로 사용하

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비교 평가를 수행하였다.

(a) Direct-reading gas tube (b) Gas detector for
comparison with
concentration notice

Figure 2. 가스 검지관의 종류.



- 21 -



- 22 -

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가스 검지관의 반응 메카니즘

1. 암모니아 가스 검지관의 반응 메카니즘

암모니아 검지관을 개발하기 위하여 산성인 지시약과 염기성인 암모니아 기체가 반응하여 지

시약이 염기성 형태로 바뀌면서 색깔변화가 일어나는 원리를 이용하였다. 산-염기 지시약은 약

한 유기산이나 그의 짝 염기로 존재하며 이들의 색깔은 pH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산성 지

시약 HIn의 해리 평형식과 암모니아와의 반응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HIn의 해리 평형식)

HIn ⇆ H+ + In-

(HIn과 암모니아의 반응식)

HIn + NH3 ⇆ NH4
+ + In-

여기서, HIn과 In-이 함께 존재할 때는 색깔의 차이를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우며 특히

[HIn]/[In-]비가 10보다 작거나 0.1보다 클 때는 더욱 색깔의 차이가 구별하기 어려워진다. 따

라서 지시약이 HIn으로 존재하여 산성일 때의 색을 나타내고, 염기성인 In- 로 존재하여 염기

성일 때의 색을 나타내려면 다음과 같은 두 식을 만족하는 조건을 가져야 한다.

In 
HIn

≥



In 
H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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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황화수소 가스 검지관의 반응 메카니즘

황화수소 검지관의 1차 반응은 다음과 같은 반응 메카니즘에 의하여 황화수소와 반응하기 위

한 염화수은(Ⅱ)과 염화주석(Ⅱ)이 반응하여 염화주석(Ⅳ), 염화수은(Ⅰ), 수은을 생성한다.

2HgCl2 +SnCl2 → SnCl4 + 2HgCl

2HgCl + SnCl2 → 2Hg + SnCl4

Hg + HgCl2 → 2HgCl

염화수은(Ⅱ)은 약한 힘으로 분리되는 염화물이다. 따라서 황화수소 검지관의 2차 반응은 황화

수소기체가 서서히 염화수은(Ⅱ)을 통과하면 1차로 형성되는 HgCl2․2HgS으로 인하여 엷은

노란색이 나타나며 계속적으로 황화수소와 반응하여 검은색 무정형의 HgS로 변환된다. 이러한

반응 과정에서 생성되는 염산에 의하여 pH가 변화하면서 지시약의 색깔을 변화 시키는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3HgCl2 + 2H2S → HgCl2․2HgS + 4HCl

HCl + H2O → H3O
+ + 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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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가스 검지관의 개발

1. 견품 검지관의 성능 평가

가. 암모니아 견품 검지관의 평가

일본 회사인 GasTec사의 암모니아 검지관 3가지(3L, 3La, 3M)를 견품으로 사용하였다. 견품 검

지관의 자세한 사양은 표 1에 나타내었다.

Table 8. GasTec사의 견품 검지관 사양

모델명 측정범위 반응시간 색변화 반응식

3L 0.5 - 78ppm 60sec 분홍색 → 노란색 2NH3 + H2SO4 →(NH4)2SO4

3La 2.5 - 200ppm 30sec 보라색 → 노란색 NH3 + H3PO4 → (NH4)3PO4

3M 10 - 1,000ppm 45sec 보라색 → 노란색 3NH3 + H3PO4 → (NH4)3PO4

Table 8과 같이 같은 성분이라 할지라도 측정 범위에 따른 검지관의 종류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견품의 특성을 파악하여 본 기술개발에서 암모니아 검지관을 개발할

때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개발하였다. 또한 견품으로 사용된 GasTec사의 검지관의 기본원리는

암모니아 가스가 검지시약의 pH를 변화 시켜 산, 염기 지시약을 반응시킴으로 색변화가 일어

나도록 하여 암모니아의 유무를 검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검지관을 이용하여 50ppm의

표준가스를 공급하여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견품 검지관의 반응 전과 후의 색변화를

Figure 3과 Figure 4에 각각 나타내었다.

Figure 3. 견품 검지관의 반응 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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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50ppm 표준가스를 이용한 건지관의 반응후

Figure 3과 Figure 4에서와 같이 50ppm의 표준가스를 이용하여 반응여부에 따른 평가를 수행

한 결과 검지 농도 및 표준가스의 농도에 따라서 우수한 반응성 및 재현성을 나타내었다.

나. 황화수소 견품 검지관의 평가

견품으로 사용한 일본의 GasTec사의 황화수소 검지관 4LT의 자세한 사양을 Table 9에 나타

내었다.

Table 9. GasTec사의 견품 검지관 사양

Measuring range 0.1 to 0.2 ppm 0.1 to 2 ppm 2 to 4 ppm

Number of pump strokes 2(200ml) 1(100ml) 1/2(50ml)

Correction factor 1/2 1 2

Sampling 1 minute per 1 pump stroke (100ml)

Detecting limit : 0.05 ppm (2 pump strokes)

Color change : Pale yellow → Reddish brown

Table 9와 같이 같은 성분이라 할지라도 측정 범위에 따른 검지 관 샘플링 부피가 다른 것

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견품의 특성을 파악하여 본 기술개발에서 황화수소 검지

관을 개발할 때 측정범위를 정하고 같은 샘플링 부피를 정하여 개발하였다. 또한 견품으로

사용된 GasTec사의 검지관의 기본원리는 황화수소가 검지시약의 pH를 변화시켜 산, 염기 지

시약을 반응시킴으로 색변화가 일어나도록 하여 황화수소의 유무를 검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검지관을 이용하여 1.1ppm의 표준가스를 공급하여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견

품 검지관의 반응 전과 후의 색변화를 Figure 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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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전> <반응후>

Figure 5. 견품 검지관의 반응 전․후

2. 암모니아 가스 검지관의 개발

가. 암모니아 가스 검지관 지시약 Bromocresol green용액 최적조건 규명

암모니아 가스 검지관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시약은 Bromocresol green 0.15g과 증류수 20㎖와

알코올80㎖를 혼합하여 0.15 %(w/v) Bromocresol green 용액을 제조하였다.

암모니아 가스 검지 시약의 지지체인 NaCl 3g에 0.15 %(w/v) Bromocresol green 용액을 혼

합한 후 pH를 조절하여 반응 직전에 노란색을 나타내도록 0.005M KOH 0.03g(3drop)을 넣고

혼합하여 유리관에 충전하여 5.1ppm NH3 표준가스 통과 실험을 한 결과를 Figure 6에 나타내

었다. Figure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0.06~0.08g의 지시약을 혼합하였을 경우에 가장 긴 변색길

이를 나타내었으나 암모니아 가스와의 반응에 있어서 변색된 면의 색깔 구분이 불명확하여 암

모니아 가스의 정확한 검지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암모니아 가스 검지관에 5.1ppm NH3 표

준가스를 통과 시켰을 때 변색된 면의 색깔 구분이 명확하고, 변색길이가 긴 0.15 %(w/v)

Bromocresol green 용액의 함유량을 0.1g 으로 하여 지시약의 첨가량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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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ngth of Detection and 0.15 %(w/v)

Bromocresol green Solution(g).

나. 암모니아 가스 검지관의 pH 조절을 위한 KOH 수용액 최적조건 규명

암모니아 가스 검지관의 지지체인 NaCl 3g에 암모니아 지시약 0.15 %(w/v) Bromocresol

green 용액을 0.1g 넣고 혼합한 후 pH를 조절하기 위하여 첨가하는 0.005M KOH의 양을 변화

하여 5.1ppm NH3 표준가스와 반응한 결과를 Figure 7에 나타내었다. Figure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0.005M KOH의 양은 3 drop에서 가장 긴 변색길이를 나타내었으며, 변색된 면의 색깔

구분이 명확하여 암모니아 가스를 검지하는데 이상적인 성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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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ngth of Detection and Drop of 0.005M KOH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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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암모니아 가스 검지제의 제조 및 검지관 충진

암모니아 가스 검지관의 지지체인 NaCl 3g에 암모니아 지시약 0.15 %(w/v) Bromocresol

green 혼합 용액을 0.1g을 넣고 혼합한 후 pH를 조절하기 위하여 반응 직전에 노란색을 나타

내도록 0.005M KOH 수용액 0.03g(3drop)을 넣고 혼합하여 외경 6 mm, 내경 2 mm, 길이 120

mm의 유리관에 충전하여 암모니아 가스 검지관을 개발하였다. Figure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암모니아 가스 검지관의 내부에는 암모니아 가스 검지 시약의 외부 유실을 방지하고, 측정 대

상 기체가 검지관의 내부로 유입될수 있도록 다공성 구조를 갖는 고정 부재를 설치하여 검지

관을 제작하였다.

Figure 8. Schematic Diagram of NH3 Gas Detector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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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황화수소 가스 검지관의 개발

가. 황화수소 1차 반응의 검지제 선정

황화수소 가스 검지관을 개발하기 위하여 일본의 GasTec사의 황화수소 검지관 4LT를 견품으

로 사용하였다. 견품의 성분 구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4LT를 각가 IR, ICP GC-MSD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를 Figure 9에 나타내었다. Figure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GasTec사의 황화수소 검지관 4LT는 ICP분석을 통하여 Hg계열의 화합물이 존재함을 확인하였

으며, GC-MS를 통하여 용매로 에탄올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황화수소 가스의 검지 시약

은 Hg과 황화수소가 반응하여 생성되는 부산물에 의하여 pH가 변화됨에 따라 색깔의 변화가

일어나는 메카니즘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g계 화합물인 HgCl2를 사용하였다. 황화

수소 가스는 가장 먼저 HgCl2와 반응하여 HCl을 생성하고, 산성인 HCl에 의하여 검지 시약의

pH가 변화하므로 지시약에 의한 발현반응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HgCl2를 검지 시약에

적용하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혼합형과 분리형으로 제작하여 황화수소 가스와 반응성을

평가하였다. 견품인 일본 GasTec사의 4LT는 혼합형으로 제작되었으나 본 연구를 통하여 황화

수소와 반응성을 평가한 결과 황화수소 가스와 우수한 반응성을 나타냄으로써 HgCl2의 충전형

태는 분리형이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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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T-IR

(b) ICP

(c) GC-MS

Figure 9. 견품 검지관의 성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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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화수소 가스 검지관의 1차 반응을 HgCl2의 최적 조건을 규명하기 위해서 SnCl2를 검지관에

3mm(0.02g)을 충진한 후, 황화수소 가스 검지관의 지지체인 NaCl 3g에 암모니아 지시약 0.1

%(w/v) Bromophenol blue 용액을 0.1g을 넣고 혼합하여 pH를 조절하기 위하여 반응 직전에

보라색을 나타내도록 0.01M KOH 0.06g을 첨가하고 유리관에 충전하여 HgCl2의 양을 변화시

켜 1.1ppm H2S 표준가스의 반응성을 평가하여 Figure 10에 나타내었다. Figure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HgCl2의 양을 3mm(0.03g) 첨가하였을 경우에 가장 우수한 반응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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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ngth of Detection and HgC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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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황화수소 1차 반응 물질 중 SnCl2 최적조건 규명

황화수소 가스 검지관의 1차 반응을 SnCl2의 최적 조건을 규명하기 위해서 HgCl2를 검지관에

3mm(0.02g)을 충진한 후, 황화수소 가스 검지관의 지지체인 NaCl 3g에 암모니아 지시약 0.1

%(w/v) Bromophenol blue 용액을 0.1g을 넣고 혼합하여 pH를 조절하기 위하여 반응 직전에

보라색을 나타내도록 0.01M KOH 0.06g을 첨가하고 유리관에 충전하여 SnCl2의 충전 길이를

변화시켜 1.1ppm H2S 표준가스의 반응성을 평가한 결과를 Figure 11에 나타내었다.

Figure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SnCl2의 최적 충전 길이는 3mm(0.03g)인 경우에 가장 긴 변색

길이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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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ngth of Detection and SnC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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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황화수소 가스 검지관의 Bromophenol blue 용액의 최적조건 규명

황화수소 가스 검지관의 지시약은 Bromophenol blue 0.1g과 증류수 80㎖와 알코올20㎖를 혼합

하여 0.1 %(w/v) Bromophenol blue를 제조하였다.

황화수소 가스 검지관의 1차 반응을 위해서 SnCl2 와 HgCl2를 검지관에 각각 3mm(0.02g)을

충진한 후, 황화수소 가스 검지관의 지지체인 NaCl 3g에 암모니아 지시약 0.1 %(w/v)

Bromophenol blue 용액을 다양하게 넣고 혼합하여 pH를 조절하기 위하여 반응 직전에 보라

색을 나타내도록 0.01M KOH 0.06g을 첨가하고 유리관에 충전하여 1.1ppm H2S 표준가스와 반

응성을 평가한 결과를 Figure 12에 나타내었다. Figure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0.1 %(w/v)

Bromophenol blue의 함유량이 0.1g일 경우에 가장 우수한 반응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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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ngth of Detection and 0.1 %(w/v)

Bromophenol Blue Soluti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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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황화수소가스 검지관의 pH 조절을 위한 KOH 수용액 최적조건 규명

황화수소 가스 검지관의 1차 반응을 위해서 SnCl2 와 HgCl2를 검지관에 각각 3mm(0.02g)을

충진한 후, 황화수소 가스 검지관의 지지체인 NaCl 3g에 암모니아 지시약 0.1 %(w/v)

Bromophenol blue 용액 0.1g을 넣고 혼합하여 pH를 조절하기 위하여 반응 직전에 보라색을

나타내도록 0.01M KOH 다양하게 첨가하고 유리관에 충전하여 1.1ppm H2S 표준가스와 반응

성 평가한 결과를 Figure 13에 나타내었다. Figure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0.01M KOH가 0.6g

함유되었을 경우에 가장 우수한 반응성을 나타내었다.

0.00 0.05 0.10 0.15 0.20 0.25
-2

0

2

4

6

8

10

12

14

16

18

 

 

 L
en

gt
h 

of
  D

et
ec

tio
n(

m
m

)

0.01M KOH(g)

 1st
 2nd

Figure 13.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ngth of Detection and 0.01M KOH Soluti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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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황화수소 가스 검지관의 검지 시약 제조 및 검지관 충진

1차 반응을 위해서 HgCl2 0.25g 충진한 후 SnCl2 0.25g을 검지관에 충진하였다. 황화수소 가스

검지관의 지지체인 NaCl 3g에 암모니아 지시약 0.1 %(w/v) Bromophenol blue 혼합 용액을

0.1g을 넣고 혼합한 후 pH를 조절하여 반응 직전의 보라색을 나타내도록 0.01M KOH 0.06g을

넣고 혼합하여 황화수소 가스 검지 시약을 제조하였으며, 외경 6 mm, 내경 2 mm, 길이 120

mm의 유리관에 충전하여 황화수소 가스 검지관을 제작하였다. Figure 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황화수소 가스 검지관의 내부에는 황화수소 가스와 검지 시약의 반응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HgCl2가 분리형으로 설치되었으며, 내부 검지시약의 외부 유실을 방지하고, 측정 대상 기체가

검지관의 내부로 유입될수 있도록 다공성 구조를 갖는 고정 부재를 설치하여 검지관을 제작하

였다.

Figure 14. Schematic Diagram of H2S Gas Detector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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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가스 검지관의 성능평가

1. 성능 평가 방법

가. 검지관의 성능평가를 위한 가스 혼합장치의 구성

암모니아 및 황화수소 가스 검지관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Figure 15와 같은 가스 혼합 장

치를 구성하여 암모니아 및 황화수소 표준가스를 질소와 혼합하여 암모니아 및 황화수소 표준

가스를 제조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황화수소 가스 검지관의 반응성, 선형성, 재형성 등의 성

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Figure 15. 황화수소 가스 검지관의 성능 평가를 위한 가스 혼합장치의 구성

나. 가스 검지관 시험방법

유리관 속에 황화수소와 암모니아가스를 선택적으로 반응하여 색을 나타내는 검지제를 충진한

각각의 가스 검지관을 이용하여 가스 채취기와 Figure 16과 같이 연결하고 유량비 혼합법으로

제조된 0.01, 0.55, 1.1ppm의 황화수소, 1.0, 2.0, 4.0 5.0ppm의 암모니아 가스가 포집되어 있는

5ℓ의 표준형 Sampling Bag에 검지관과 가스 샘플링 장치를 연결하여 100ml의 측정가스를 샘

플링 하여 시험가스가 검지관을 통과하도록 함으로써 검지시약과 반응하여 변색한 부분의 길

이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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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6. Schematic Diagram of Gas Detecto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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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모니아 가스 검지관의 성능평가

암모니아 가스 검지관의 성능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암모니아 표준가스(덕양에너젠) 5.0

ppm을 Figure 15의 가스 혼합 장치를 이용하여 1.0 ppm, 2.0 ppm, 4.0 ppm, 5.0 ppm의 암모

니아 표준가스를 제조하여 5L 표준형 Sampling Bag에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제조한

표준 가스를 이용하여 암모니아 검지관의 반응성 평가를 20회 반복하여 평가 하였으며 반응성

평가 결과를 Figure 17에 나타내었다. Figure 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고 농도인 5.0 ppm에서

급격하게 변색길이가 증가 하였으며 그 이하의 농도에서는 우수한 반응성 및 선형성을 나타내

었다.

암모니아 표준가스 1.0 ppm, 2.0 ppm, 4.0 ppm, 5.0 ppm에 대하여 20회 반복한 변색길이의

평균값을 Table 10에 나타내었다. Table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암모니아 표준가스 1.0 ppm,

2.0 ppm, 4.0 ppm, 5.0 ppm에 대한 평균 변색길이는 각각 3.95mm, 5.55mm, 11.65mm,

23.35mm를 나타내었으며, 표준편차는 각각 0.76, 0.76, 1.50, 1.98을 나타내었으며, Table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관계수 R=0.876～0.965의 범위를 나타내어 우수한 선형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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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The Gas Detection of NH3 Gas Detector Tube(i.d.=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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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Length of NH3 Gas Detection(i.d.=2.0mm)

구분

NH3

5ppm

(100㎖)

NH3

4ppm

(100㎖)

NH3

2ppm

(100㎖)

NH3

1ppm

(100㎖)

1 24 12 5 4

2 25 10 6 3

3 25 10 7 4

4 22 14 5 5

5 24 13 6 4

6 21 10 5 5

7 25 12 7 4

8 21 10 6 6

9 23 11 5 4

10 20 12 5 4

11 21 10 5 4

12 22 11 5 3

13 26 13 5 4

14 24 10 5 3

15 23 14 5 4

16 28 14 6 3

17 22 12 6 4

18 25 12 5 4

19 23 10 7 4

20 23 13 5 3

평균 23.35 11.65 5.55 3.95

표준편차 1.98 1.50 0.76 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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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Reproducibility Test of Length of NH3 Gas Detection (i.d.=2.0mm)

Y=A + B*X

구분 A B R

1 -2.85 4.7 0.931

2 -3.4 4.8 0.897

3 -2.0 4.5 0.880

4 -1.4 4.3 0.959

5 -2.35 4.7 0.950

6 -0.85 3.7 0.895

7 -2.1 4.7 0.925

8 0.55 3.4 0.875

9 -2.45 4.4 0.919

10 -1.45 3.9 0.960

11 -1.7 3.9 0.914

12 -2.95 4.4 0.940

13 -3.6 5.2 0.933

14 -3.6 4.7 0.906

15 -2.6 4.7 0.965

16 -4.65 5.8 0.947

17 -1.6 4.2 0.948

18 -3.2 4.9 0.924

19 -1.3 4.1 0.894

20 -3.4 4.8 0.963

암모니아 가스 검지관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 변색길이의 평균값을 견품인 일본 GasTec사의

암모니아 검지관인 3L과 비교하여 변색길이가 길고 우수한 민감도를 나타내었으며, 암모니아

가스의 측정 범위에 있어서 낮은 농도까지 측정이 가능하였다.



- 42 -

3. 황화수소 가스 검지관의 성능평가

황화수소 가스 검지관의 성능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황화수소 표준가스(리가스) 1.1 ppm을

Figure 12의 가스 혼합 장치를 이용하여 0.01 ppm, 0.55 ppm, 1.1 ppm의 황화수소 표준가스

를 제조하여 5L 표준형 Sampling Bag에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제조한 표준 가스를

이용하여 황화수소 검지관(내경 2mm)의 반응성 평가를 10회 반복하여 평가하였으며 반응성

평가 결과를 Figure 18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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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The Gas Detection of H2S Gas Detector Tube(i.d.=2.0mm).

황화수소 가스 검지관의 표준가스 0.01 ppm, 0.55 ppm, 1.1 ppm에 대하여 10회 반복한 변색

길이의 평균값을 Table 12에 나타내었다. Table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황화수소 표준가스

0.01 ppm, 0.55 ppm, 1.1 ppm에 대한 평균 변색길이는 각각 5.3mm, 9.2mm, 13.6mm를 나타

내었으며, 표준편차는 각각 0.90, 0.74, 1.49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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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Length of H2S Gas Detection(i.d.=2.0mm)

구분 H2S 1.1ppm H2S 0.55ppm H2S 0.01ppm

1 16 8 5

2 14 9 4

3 14 9 5

4 13 10 6

5 14 9 6

6 15 9 6

7 14 10 7

8 10 8 5

9 13 10 5

10 13 10 4

평균 13.6 9.2 5.3

표준편차 1.49 0.74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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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화수소 가스 검지관의 성능 평가 결과 변색길이의 평균값을 견품인 GasTec사 황화수소 4LT

검지관과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황화수소 가스 검지관의 변색길이가 1.1ppm

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0.55 ppm에서는 변색길이가 상대적으로 긴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변색길

이와 반응성이 비례하므로 0.55ppm 황화수소 가스 농도와의 반응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저 농도 측정 범위에서는 개발 황화수소 가스 검지관이 0.01ppm 수준의

농도 범위 까지 측정이 가능하였다.

황화수소 가스 검지관의 0.01ppm, 0.55ppm, 1.1ppm에 대하여 10회 반복 측정한 변색길이의

선형성을 Table 13에 나타내었다. Table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선형성을 나타내는 상관계수 R

값이 0.968~0.999 의 값을 나타내어 우수한 선형성을 나타내었다.

Table 13. Reproducibility Test of Length of H2S Gas Detection (i.d.=2.0mm)

Y=A + B*X

구분 A B R

1 4.07 10.105 0.968

2 3.92369 9.17405 0.999

3 4.7631 8.25945 0.998

4 6.1148 6.41903 0.996

5 5.60251 7.34485 0.990

6 5.42666 8.26507 0.982

7 6.77836 6.42464 0.997

8 5.13006 4.58422 0.992

9 5.27539 7.33363 0.988

10 4.43598 8.24823 0.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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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암모니아 및 황화수소 가스 검지관의 환경평가

가. 암모니아 및 황화수소 가스의 혼합가스 간섭현상 평가

(1) 암모니아 가스 검지관의 혼합가스 간섭현상

암모니아 가스는 다양한 가스와 혼합되어 악취 물질을 구성한다. 암모니아 가스 검지관의 혼합

가스에 대한 간섭현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99.9% SO2, 5ppm CO, 1.1 ppm H2S 가스를 사용하

였다. 혼합가스를 이용하여 암모니아 가스 검지관을 평가한 결과, 암모니아 가스 검지관은 다

른 가스에 의하여 간섭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5.0ppm의 암모니아 표준 가스와 99.9% SO2,

99.5% CO, 1.1 ppm H2S 가스를 혼합하여 제조한 혼합가스를 이용하여 암모니아 가스 검지관

의 성능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타가스에 의하여 변색길이가 다르게 나타나거나 변색되는 색깔

이 다른 색이 나타나지 않아 암모니아 가스에 대한 우수한 선택성을 나타내었다.

(2) 황화수소 가스 검지관의 혼합가스 간섭현상

황화수소 가스는 다양한 가스와 혼합되어 악취물질을 구성한다. 따라서 황화수소 가스 검지관

은 다양한 가스중에서 황화수소를 선택적으로 검지할 수 있도록 선택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Figure 19에 선택성 평가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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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황화수소 가스 검지관의 선택성 평가

Figure 19와 같이 혼합가스를 이용하여 황화수소 가스 검지관의 선택성을 평가한 결과

49.9ppm 암모니아, 99.5% 일산화탄소, 0.15ppm 이산화황과의 혼합가스를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황화수소 검지관의 반응을 평가한 결과 황화수소 표준가스를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와 비교하

여 큰 간섭현상 없이 황화수소 가스 검지관의 선택성을 평가하였다.

다양한 혼합가스 중에서 황화수소 가스를 검지하는데 간섭현상을 일으키는 혼합가스들과 간섭

현상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ure 20에 나타내었다.

Figure 20. 황화수소 가스 검지관의 간섭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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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화수소 가스 검지관을 이용한 간섭현상 평가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4가지 경우에 있

어서 간섭현상이 나타났다.

- 1.1ppm H2S (0.3L) +99.9ppm SO2(4.7L)

혼합가스 300ml를 반응 시켰을 때 변색길이는 13mm를 나타내었으며 처음부분 3mm (보라색

→노란색)는 1.1ppm 황화수소 표준가스에서 300ml통과 시켜서 반응 시킨 것과 변색길이가

같았다. 처음 변색 부분 3mm는 상대적으로 밝은 노란색을 나타내었으며 이후에 색변화는 비

교적 노란색과 회색이 섞여있는 어두운 색을 나타내었다. 이는 황화수소를 제외한 혼합가스

의 나머지 가스 성분에 대한 간섭현상으로 13mm (보라색→짙은 회색) 변색되었다. 99.9ppm

이산화황의 간섭으로 10mm가 보라색에서 짙은 회색으로 변색 되었으며 처음 3mm 부분의

색 변화는 보라색에서 노란색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노란색 사이의 명암으로 색을 구분

해야 하는 간섭현상이 일어났다.

- 1.1ppm H2S (0.3L) +99.9ppm SO2 (2.35L)+49.9ppm NH3 (2.35L)

혼합가스 300ml를 반응 시켰을 때 변색길이는 10～13mm를 나타내었으며 처음부분 3mm (보

라색→노란색)는 1.1ppm 황화수소 표준가스에서 300ml통과 시켜서 반응 시킨 것과 변색길이

가 같았다. 처음 변색 부분 3mm는 상대적으로 밝은 노란색을 나타내었으며 이후에 색변화는

비교적 노란색과 회색이 섞여있는 어두운 색을 나타내었다. 이는 황화수소를 제외한 혼합가

스의 나머지 가스 성분에 대한 간섭현상으로 10mm (보라색→짙은 회색) 변색되었다.

- 1.1ppm H2S (0.3L) +99.9ppm SO2 (2.35L)+99.5% CO (2.35L)

혼합가스 300ml를 반응 시켰을 때 변색길이는 10~13mm를 나타내었으며

처음부분 3mm (보라색→노란색)는 1.1ppm 황화수소 표준가스에서 300ml통과 시켜서 반응

시킨 것과 변색길이가 같았다. 처음 변색 부분 3mm는 상대적으로 밝은 노란색을 나타내었으

며 이후에 색변화는 비교적 노란색과 회색이 섞여있는 어두운 색을 나타내었다. 이는 황화수

소를 제외한 혼합가스의 나머지 가스 성분에 대한 간섭현상으로 10mm (보라색→짙은 회색)

변색되었다.

- 1.1ppm H2S (0.3L) +99.9ppm SO2 (1.56L)+99.5% CO(1.56L)+49.9ppm NH3(1.56L)

혼합가스 300ml를 반응 시켰을 때 변색길이는 18mm를 나타내었으며, 처음부분 2mm (보라

색→노란색)는 1.1ppm황화수소 표준가스 에서 300ml통과 시켜서 반응 시킨 것보다 변색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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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짧았다. 처음 변색 부분 2mm는 상대적으로 밝은 노란색을 나타내었으며 이후에 색변화는

비교적 노란색과 회색이 섞여있는 어두운 색을 나타내었다. 이는 황화수소를 제외한 혼합가

스의 나머지 가스 성분에 대한 간섭현상으로 16mm (보라색→짙은 회색) 변색되었다.

99.9ppm 이산화황의 간섭으로 16mm가 보라색에서 짙은 회색으로 변색 되었으며 처음 2mm

부분의 색 변화는 보라색에서 노란색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노란색 사이의 명암으로 색

을 구분해야 하는 간섭현상이 일어났다.

나. 암모니아 및 황화수소 가스의 습도 영향 평가

항온․항습조(MODEL: J-RHC-A, JISICO)를 이용하여 각각 30%, 45%, 60%, 90%의 습도 조건

에서 시료가스가 없는 수증기를 통과시켰을 경우와 1.1ppm H2S, 5.1ppm NH3 가스를

Sampling bag에 넣고 항온․항습조 내부에 위치하여 시료가스를 통과시켜 실험한 결과는

Table 14와 같이 나타났다.

30～90% 범위의 습도에 따른 수증기 간섭현상은 암모니아 검지관에는 영향이 없었으나 황화

수소 검지관에는 주황색으로 변색하는 반응을 보였으며, 황화수소와 암모니아 가스 검지관은

각각 1.1ppm H2S, 5.1ppm NH3 가스에 대해서는 각각 11.7mm, 18.9mm 의 변색길이 평균값을

나타냈다.

황화수소 가스 검지관은 Table 12의 1.1ppm H2S 가스에 대한 변색길이의 평균값 13.6mm와

비교했을 때 1.9mm 변색길이가 줄어들었으며 암모니아 가스 검지관은 Table 10의 5ppm NH3

가스에 대한 변색길이의 평균값 23.35mm와 비교했을 때 4.45mm 변색길이가 줄어들었다.



- 49 -

Table 14. Test of the Interference Phenomenon of Gas Detector Tube for H2S and NH3 on

the Various Humidity Condition (i.d.=2.0mm)

구 분 습도 30% 45% 60% 75% 90%
평균

(mm)

황화수소 검지관

수증기 간섭반응

변색길이(mm)

주황색 주황색 주황색 주황색 주황색 -

암모니아 검지관

수증기 간섭반응
- - - - - -

1.1ppm H2S

가스반응
10.5 12 11 12 13 11.7

5ppm NH3

가스반응
20.5 17.5 17.5 21 18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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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황화수소와 암모니아 가스 검지관의 성능 비교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가스 검지관의 지지체로 각각 Glucose와 40～60 mesh 실리카겔을 사용

하였고, 황화수소 가스 검지관의 경우 1차 반응제로 HgCl2를 사용한 연구결과(정재칠외, 2009)

와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시료 가스의 농도별 변색길이를 비교해 본 결과는 Table 15와 같이

나타내었다. 암모니아와 황화수소의 가스 검지관의 변색길이는 가스검지관의 반응성과 비례하

므로 Glucose와 실리카겔 보다 NaCl을 지지체로 사용할 경우 반응성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

었다.

Table 15. Performance Comparison for H2S and NH3 Gas Detection

구 분 지시약 지지체
1차
반응

내경
(mm)

가스
농도

(ppm) 변색
길이
(mm)

비 고
Sampling

부피
(㎖)

암모니아
검지관

Bromocresol
green

Glucose - 3
5

3～4

기존
검지관

300

황화수소
검지관

Bromophenol
blue

40-60
mesh

Silicagel
HgCl2 4

0.02～1.1

2～4.5
300

암모니아
검지관

Bromocresol
green

NaCl - 2
5

23.35

개발
검지관

100

황화수소
검지관

Bromophenol
blue

NaCl
HgCl2

SnCl2
2

0.01～1.1
5.3～13.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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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암모니아 및 황화수소 가스 동시 측정 장치 개발

축산악취 물질중 주요 악취 오염물질인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가스를 동시에 검지관 방식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2성분 동시 가스 검지 시스템을 Figure 21과 같이 설계하였다.

Figure 21. 2성분 동시 가스 검지 시스템 설계도

1차년도 개발한 암모니아 검지관과 2차년도 개발한 황화수소 검지관을 이용하여 악취를 간이

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다성분 가스 샘플링 장치를 개발하였다. 견품인 일본의

GasTec사의 GV-100모델을 참고하여 2가지 성분을 동시에 샘플링하기 위한 장치를 개발하였

다(Figure 22). 2개의 피스톤을 연결하여 단일 손잡이를 갖는 구조로 개발하였으며, 각각의 피

스톤은 각각 분리되어 있으므로 현장 조건에 따라서 단일 샘플링 장치로의 활용이 가능하도

록 설계되었다.

<정면도> <측면도>

Figure 22. 2성분 동시 샘플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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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농촌 지역 축산 악취의 주요 원인인 암모니아(NH3), 황화수소

(H2S), 2성분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간이 측정용 검지관을 개발하여 축산악취를 간이적으

로 정량화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판별하는 장치를 개발함으로써 축산 농가를 중심으로 현

장 실증 평가를 수행하여 기술의 효율적인 사업화를 추구함으로써, 값싸고 간편하게 축산

악취를 측정하는 휴대용 시스템을 궁극적으로 개발하는데 있었다. 축산 농가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악취의 주요 성분인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가스를 대상으로 악취 측정 검지관을

연구하였다.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가스 검지관의 견품으로 일본 GasTec사의 검지관을 사

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분을 분석하여 주요 변색 물질 및 메카니즘을 규명하였다.

총 3년간 진행된 본 연구개발은 1차년도와 2차년도 각각 암모니아 및 황화수소 가스 검

지시약을 개발하고 검지관으로 개발하는데 주력하였다. 대상 가스와의 반응에 따른 pH의

변화에 따라 변색이 나타나는 산염기 지시약을 찾아 첨가하는 양의 최적 조건을 찾았으

며, 원활하게 pH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검지 시약 전단에 전처리 필터를 설치

하여 반응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1차년도와 2차년도 연구를 통하여 암모니아

가스 검지관과 황화수소 가스 검지관의 proto type을 개발하였으며 간편하고 저렴한 가격

으로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정도를 측정하여 악취방지법에 대비할 수 있는 방

법이 제시 되었다.

최종 3차년도 연구에서는 암모니아 및 황화수소 가스 검지관의 성능을 평가하고 개선하

는데 주력하였다. 기존 1차년도와 2차년도를 통하여 개발된 악취 가스 검지관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지체를 변경하여 안정한 검지관을 개발하였으며, 검지관 성능의 신뢰

성을 위하여 반복 평가를 실시하여 검지관의 성능 향상에 주력하였으며, 개발한 두가지

성분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도록 두성분 동시 측정이 가능한 샘플링 장치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개발을 통하여 휴대형 악취 간이 측정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일차적으로 전국의

축산농가 농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악취의 정도를 손쉽게 파악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생

산성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악취 민원의 발생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

가 검지관 및 검지장치 제작기술을 실용화 한다면 대기 측정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검지

관 장치에 대한 수입대체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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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성과 및 성과활용 계획

* 실용화․산업화 계획(기술실시 등)

본 연구를 통하여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주요 원인 물질인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가스의 농도를 간단하고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검지관을 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개발의 성과를 이용하여 일반 축산 농가에서 활용한다면 악취방지법의 시행으로 악취의

발생으로 인한 규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 개

발의 성과를 활용하여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구성하여 축산 농가를 비롯하여 악취의 발생

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화를 실시한다면 그의 경제적 효과는 크리라 예상된

다.

* 특허, 품종, 논문 등 지식재산권 확보계획 등

본 연구의 결과를 이용하여 특허 1건 출원, 논문 2편을 투고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허

“검지관을 이용한 악취의 측정 방법”, 10-2009-0045811, 2009. 05. 26

- 논문

정재칠, 안민호, 정종원, 최희선, 김태진, “검지관을 이용한 축산악취 간이 측정방법”, 한

국생물공학회지 24(5), 2009

정재칠, 안민호, 최희선, 정종원, 김태진, “축산악취중 황화수소 검지관 개발에 관한 연

구”, 응용미약자기에너지학회지 7(1), 2009

* 추가연구, 타연구에 활용 계획 등

- 본 연구를 통하여 농촌지역의 축산악취로 인한 민원의 증가와 악취방지법의 시행으로

악취의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대표적인 악취 가스를 검출하고 정량할 수 있는 반응을 연

구하였다. 악취현장에서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그 반응 감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반

응 조건을 연구하였다. 시각적인 효과를 이용하여 악취정도를 검출하기 위하여 악취 가스

와 매우 빠르게 반응하여 진한 색깔을 띌 수 있는 검지반응 Mechanism을 개발하였으며,

농촌 축산농가의 현장에서 축산 악취를 정량적으로 흡입하여 검지할 수 있는 검지시스템

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휴대형 악취 간이 측정 시스템을 축산 농가에서 현장에서 더욱 안

정되고,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지관의 보관성이 길어질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연

구가 요구된다.

- 현실적으로 산업화를 위해서는 검지관의 균일한 효율을 나타내기 위하여 검지관 자동

제작 시스템을 개발하여 균일한 환경에서 검지관이 제작되어 개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

한 후속 연구 개발활동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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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암모니아 및 황화수소 가스 검지관은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정량적으로 검지하기 위하여 개발하였으며, 악취 검지 능력을 실험실적 규모로 평

가하였다. 따라서 축산 농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축산 악취를 측정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쉽게 발생하는 환경 영향인 바람의 세기, 바람의 방향, 악취유발지역으로부터 떨

어진 거리에 따른 악취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검지관의 성능을 평가하고 검증하여 현장에

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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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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