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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5) 울산 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인근 도시지역 BTX 
농도에 미치는 영향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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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울산은 석유화학단지를 포함한 대규모 국가산업시설이 위치한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도시로 과거 수십 년간 

대기오염현상이 가장 중요한 지역사회 환경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산업단지의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은 
울산지역 대기환경관리의 중요한 요소이며 농도 모니터링 및 공간분포 파악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울산지역
의 대표적 유해대기오염물질로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자일렌(Xylene)을 통칭한 BTX를 들 수 있고, 
이는 지역 화학물질 대기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한다. 현재 지역의 BTX 농도 모니터링이 매우 부족한 상황
에서 시·공간적 농도분포를 면밀히 이해하고 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의한 영향을 파악하는 부분은 주민노
출과 건강영향 평가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적절한 대기질 수치모델의 적용과 산단 배출 자체의 
영향을 추정·평가할 수 있는 모델링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2. 자료 및 방법
Community Multi-Scale Air Quality (CMAQ, v.5.0.1) 모델을 이용하여 1 km 해상도의 BTX농도 공간분포를 

계절별 수치모의 하였고, 주요 산단지역 배출량 조절을 통해 산단 배출 대기오염물질이 인근 도시지역 BTX 
농도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CMAQ모델의 기상입력자료는 Weather Research & 
Forecasting (WRF, v.3.6.1) 모델링을 통해 생성하였고, 배출량 입력자료는 Model of Emissions of Gases and 
Aerosols from Nature (MEGAN, v2.0.4)과 Sparse Matrix Operator Kernel Emissions (SMOKE, v.3.1) 모델을 
이용하여 생성하였다. SMOKE 모델 수행에 있어 국외배출자료는 The Model Inter-Comparison Study for Asia 
(MICS-Asia) 2010을, 국내 배출목록으로는 국립환경과학원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CAPSS) 2013을 
이용하였다. 화학종 분배를 위한 화학메커니즘은 Carbon Bond 05 Toxic (CB05T)를 적용하였고 배출원별 
VOC 화학종 분류계수는 미국 EPA에서 제공하는 프로파일을 활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수치모델 결과 BTX 평균농도는 석유화학단지 지역을 중심으로 고농도가 나타나고 여름철에 인근 도시지역 

농도가 상승하는 특징을 보였다. 주요 산단지역 배출량 조절 모델링 결과, 인근 도시역 격자들의 BTX 연평균
농도의 경우, 약 40% 가량의 농도가 산단 배출의 직접적 영향으로 추정 계산되었다. 세 가지 물질 모두 계절
별 차이는 유사하였지만 상대적으로 7월에 그 기여도가 가장 컸다. 일별 기여도는 모델링 기간 동안 상당한 
변화를 보이며 7월에는 최대 80%를 초과하는 값이 나타났고 특징적으로 도시역이 산단의 풍하측에 위치할 때 
기여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산단지역 안과 도시지역에 위치한 각각의 측정지점
에서의 BTX 기여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산단배출의 영향이 거리에 따라 크게 감소함을 예상할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산업도시 BTX 농도의 고해상도 공간분포 분석과 산단의 영향의 정량적 평가가 이루어졌다. 
또한 BTX 모델링의 여러가지 한계들과 검증의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불확실성 역시 파악되었고 이는 노출평
가와 건강영향분석에 모델링 결과를 이용하는데 있어 제한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울산과 같은 대규
모 산업시설이 위치한 도시에서 유해대기오염 관리와 함께 산단 인근 주민들의 건강영향을 평가하는 역학연구
의 신뢰성을 높이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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