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기확산모델은 거의

대부분이 외국에서 개발한 모델이다. 특히 대기

환경 향평가에 사용되는 모델은 미국 환경보호

청(U.S. EPA)에서 추천한 모델들을 사용하고 있

대기확산 모델링 Software, AirMaster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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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Korean air dispersion modeling software, AirMaster, was developed on a basis of

dispersion theories adopted in U.S. EPA’s ISC3 (Industrial Source Complex - version 3) model

to assess the air quality impact from the stacks. Key characteristics of AirMaster are as follows:

1) The building downwash effect can be easily simulated; 2) The screen, long term, and short

term models can be run independently; 3) The input data to run the model such as

meteorological and terrain data are supplied automatically from the databases in AirMaster;

and 4) The modeling procedure is easy and simple under the GUI window environment.

In order to validate AirMaster, comparisons with ISC3 model and Indianapolis tracer

experiment were carried out. It was shown that AirMaster was identical to ISCST3 and ISCLT3

models in predicting the 1 hr to annual concentrations from the stack under various stack

emission and meteorological conditions. The 1 hr concentrations predicted by AirMaster also

showed a good agreement with the Indianapolis tracer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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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모델링에 사용되는 중요한 입력자료중의 하

나인 기상입력자료 작성에도 미국환경보호청에서

제공되고 있는 기상처리용 program을 이용하고

있다1-2). 미국과 기상자료체계가 다른 우리나라에

서 대기확산모델링을 위한 기상 입력자료 작성시

미국환경보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program을 사

용하므로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있고, 자료 작성

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또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기확산모델 자체가 일반인

이 이해하기가 어렵게 구성되어 있어 일부 전문

가 집단만이 모델링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

제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관리하는 환경관

리자들은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주변에 미치는 향에 대해서

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배출시설을 운 하고

있는 실정이다3-4).

따라서 사용이 용이하여 대기배출시설 관리자

가 자신이 운 하는 굴뚝에서 방출된 오염물질이

주변에 미치는 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GUI(Graphic User Interface) Windows용 대기확산

모델 Software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주

변에 미치는 향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

발된 대기확산용 Software인 AirMaster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AirMaster는 현재 국내 대기환

경 향평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미국 환경

보호청의 추천모델인 ISC3 (Industrial Source

Complex Model - version 3)에서 채택하고 있는

가우시안 확산이론을 근거로 하여 C++언어로 제

작된 GUI Windows용 software이다. AirMaster에

내장된 모델의 종류는 Screen모델, 단기 및 장기

확산모델로서 각각 독립적으로 모델이 수행되고,

모델 수행에 필요한 기초입력자료인 지형 및 기

상자료가 software내 DB로 구축되어 있어 계산시

자동으로 지원된다. 즉 지형자료는 사용자가 입

력하지 않고, 굴뚝위치와 계산 모델 역이 결정

되면 자동으로 Software에서 계산이 되며, 기상자

료는 국내 72개 정규 기상대자료를 가공하여 입

력자료로 DB화 되어 지원된다. 또한 모델로 계산

된 기여농도가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전자지도

위에 등농도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본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

째는 한국실정에 맞게 제작된 대기확산 Software

인 AirMaster에서 채택하고 있는 확산이론 및 구

성에 대한 설명이다. 두 번째는 AirMaster의 신뢰

성 검증부분이다. 신뢰성 검증에는 현재 미국환

경보호청에서 추천하고 있는 ISC3모델과

AirMaster모델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계산된 결

과를 비교하는 모델 대 모델 비교 방법을 기본적

으로 이용하 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는

AirMaster의 신뢰도를 검증할 대기확산실험자료

가 없고, 실제 대기확산실험에 많은 비용과 노력

이 요구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미국 Indianapolis에

서 1985년도에 수행한 확산실험결과를 이용하여

AirMaster의 실제 적용시 신뢰도를 검증하 다. 

II. AirMaster의 이론적 배경

1. 대기확산이론

AirMaster에서 채택하고 있는 대기확산이론은

미국 ISC3모델과 동일하다. 단기모델 및 장기모델

로 나누어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5). 

가. 단기 모델 (Short term model)

1시간 간격으로 변하는 풍향, 풍속, 기온, 대기

안정도 및 대기혼합고 등의 기상요소를 입력자료

로 하여 수행되는 단기모델인 경우, 가우시안 연

기확산이론(Gaussian plume dispersion theory)을

근거로 수용지점(receptor point)에서 1시간평균농

도를 계산한다. 

C(x,y,z) = exp -0.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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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는 수용지점에서 농도이고, x는 풍하

방향(downwind direction), y는 풍횡방향(crosswind

direction), z는 연직방향(vertical direction) 좌표를

각각 나타낸다. Q는 오염물질 배출량, K는 단위

환산계수, V는 연직확산항, D는 오염물질 감쇄항,

sy 및 sz은 수평 및 연직확산계수이고, us는 굴뚝

높이에서 대기풍속이다. 

연직확산항(V)은 굴뚝유효높이 he에서 연기

배출된다고 가정하여 아래와 같이 식(2)로 나타

낼 수 있는데 우변의 첫 번째 항은 굴뚝에서 직

접 배출되는 것에 대한 농도값이고, 두 번째 항은

배출된 연기가 지표면에 반사되는 향을 계산하

기 위한 항이고, 나머지 항들은 대기혼합층 높이

(Zi)에서 연기가 반사되어 지표면에 미치는 향

을 계산하는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기가 안정

된 조건에서는 대기혼합층에서 연기 반사를 고려

하지 않는다.

V = exp -0.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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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H1=Zr-(2iZi-he), H2=Zr+(2iZi-he),

H3=Zr-(2iZi+he), H4=Zr+(2iZi+he)이고, Zr은 수

용지점에서 지표면으로부터 높이로 실제로 농도

가 계산되는 높이이다. he는 굴뚝높이(hs)에 연기

상승높이(Dh)를 더한 값이다.

한편 감쇄항은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서 1차반

응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감쇄되는

과정을 반 하는 것이다.

D = exp ( -Y ) for Y > 0

= 1                      for Y = 0 (3)

여기서 Y는 감쇄계수로 오염물질의 반감기

(T1/2)로부터 Y= 로 계산되고, 비반응성 오

염물질은 Y가“0”이다. 

(1) 유효굴뚝높이

굴뚝에서 배출된 연기가 열부력(buoyancy) 및

관성력(momentum)에 의해서 상승하는데, 상승높

이는 굴뚝조건 및 대기조건에 따라서 큰 편차를

보인다. 연기가 굴뚝에서 배출되는 조건 및 대기

조건으로부터 안정도에 따라서 연기상승높이

(Dh)와 유효굴뚝높이(he)를 계산하는 과정을 그

림 1에 나타내었다. 

만일 배출연기속도가 수평방향의 대기풍속의

1.5배보다 작은 경우에는 굴뚝연기가 연직방향으

로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굴뚝높이보다 낮아지

는 굴뚝세류현상(Stack-tip downwash)이 발생하

는데 이 경우에 유효굴뚝높이는 실제 굴뚝높이보

다 낮아진다.

he = hs + 2ds (vs - 1.5 )     for vs < 1.5 us (4) 

한편 굴뚝주변에 건물이 있고, 굴뚝높이가 건

물폭(hw)이나 건물높이(hb)중에서 작은 값과 건

물높이를 더한 값보다 작은 경우(hs<hb+minimum

(hb, hw))에는 건물세류현상(building downwash)

으로 인하여 연기가 충분히 상승하기 못하고 건

물 주변에 퍼지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굴뚝

주변 건물로 인하여 연기 상승높이가 향을 받

는 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Scire 및 Schulman6)이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했다. 

(2) 연기확산계수

식(1)에서 수평 및 연직방향의 연기확산계수는

시골지역(rural area)인 경우에는 Pasquill-Gifford 의

계수를 이용하 고7-9), 도시지역(urban area)인 경

우에는 McElroy와 Pooler의 계수를 사용하 다10).

한편 연기확산계수도 주변에 건물이 존재하는 경

우에 건물세류현상에 의해서 향을 받는데 굴뚝

높이와 건물높이 및 위치에 따라서 Scire와

Schulman6)과 Huber와 Snyder11)가 제시한 방법에

의해서 확산계수를 보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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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flow diagram for calculating a plume rise height (Dh) under various stack and atmospheric conditions.

굴뚝자료: Vs(배가스속도,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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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형 향

AirMaster에서는 평탄(Flat), 단순(Simple), 중간

(Intermediate) 및 복잡 지형(Complex terrain)을

모두 계산할 수 있다. 평탄지형은 굴뚝 바닥 고도

및 수용지점의 고도가 동일하여 모두“0”인 경우

이고, 단순지형은 수용체의 고도가 굴뚝높이보다

낮은 경우이고, 중간지형은 수용체 고도가 굴뚝

높이보다 높고 유효굴뚝높이보다 낮은 경우이고,

복잡지형은 수용체 고도가 유효굴뚝높이보다 높

은 경우이다.

단순지형인 경우에는 지형에 의해서 유효굴뚝

높이가 낮아지는 형태로 계산에 반 된다. 즉 평

탄지형에서 유효굴뚝높이(he’)는 he’=he+zs-z|(x, y)

로 계산된다. 여기서 zs는 굴뚝바닥고도이고, z|(x,

y)는 수용체 고도이다. 

복잡지형에서는 수용체고도를 굴뚝높이로 절삭

(chopped off)하여 굴뚝높이를 수용체 고도로 사

용하고, 안정도에 따라서 지형조정인자(FT)를 사

용한다. 즉

he’ = he + (1 - FT) (zs - z|(x, y) ) (5)

FT는 중립 및 불안정 대기조건인 경우에는 0.5

값을 사용하고, 안정한 대기조건에서는 0값을 사

용했다. 그리고 복잡지형인 경우의 수용지점에서

농도는 아래의 1시간 기상자료를 근거로 가우시

안 sector 평균 농도식을 이용하여 계산했다. 가우

시안 sector 평균모델에서는 배출원을 중심으로

16개 방향으로 22.5。씩 sector를 나누고 sector내에

서 각도방향으로 농도는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C(x, y, z) = CORR (6)

여기서 R은 굴뚝에서 수용지점까지 축방향 거

리이고,  Dq’은 각도 22.5。에 해당되는 0.3927

radian값이다. CORR은 안정한 대기조건에서 복잡

지형에서 연기가 반사되는 정도를 조정하는 인자

로 중립 및 불안정 대기조건에서는 그 값이 1이

고, 안정 대기조건에서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CORR = 1.0      for DHr ≤ 0m

= 0.0      for DHr ≥ 400m (7)

= (400 - DHr)/400      for DHr < 400m

여기서 DHr은 지표면으로부터 굴뚝연기높이이

다. 한편 중간지형에서는 수용체에서 농도계산을

단순지형과 복잡지형으로 가정하여 각각 계산하

고, 그 중에서 큰 농도값을 중간지형에서의 농도

로 채택한다.

나. 장기모델 (Long term model)

장기모델에서는 월, 계절, 및 연간 기상조건을

종합하여 작성된 기상종합빈도함수 (joint

frequency function of meteorological data)를 기상입

력자료로 하며, 아래의 가우시안 sector 평균 방정

식을 이용하여 농도를 계산한다. 

C(x, y, z) = S
ijk (8)

위 식에서 i는 풍속 분류, j는 풍향 분류, k는 안

정도 분류를 각각 나타내는 하첨자이고, Q, V, D,

us, 및 sz은 단기모델에 관한 확산식인 식(1)과 의

미는 동등하나, 단지 장기모델에서는 미리 분류

된 특정 풍향, 풍속, 및 안정도에 해당되는 값이

다. sector 평균 모델은 sector를 22.5도 간격으로

분류하고, 이 각도 구간 내에서는 각도 방향으로

농도는 균일하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인접한

sector내의 경계에서 각도 방향으로 농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sector간

smoothing function인 S를 사용한다. 한편 기상종

합빈도함수(f)는 풍향, 풍속, 운량, 운고, 기온 등

의 지표기상요소에 의해서 계산되는 확률 빈도

함수이다. 

다. Screen 모델

AirMaster에서 Screen 모델은 미국환경보호청의

Sreen3 모델12)이 제시하고 있는 표 1에 나타낸 안

Q f S V D
ussz

K
¬

__
2p RDq’

Q K V D
¬

__
2p RDq’ussz

/ 327



정도 등급별 최악의 기상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설정된 54개의 기상조건을 배출원을 중심으로 1

도 간격으로 적용하여 단기모델을 수행하는 모델

이다. 즉, 풍향을 1도 간격으로 360도 전방향에서

대해서 각각 표 1에 있는 기상조건이 배출원에

적용되도록 구성하여 총19710개의 Screen 모델용

기상입력자료를 구성하 다. Screen 모델용 기상

자료의 바람장미가 그림 2에 있다. 이와 같이 최

악조건에 해당되는 Screen 모델용 기상자료를 작

성함으로써 대기배출시설, 즉,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모든 풍향에 대해서 주변지역에 최대

로 미칠 수 있는 기여 농도를 계산하도록

software를 구성했다.

2. AirMaster 구성

AirMaster는 사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국내에서 수집 가능한 고도 및 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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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Worst case meteorological conditions.

stability10m Wind Speed (m/s)

class 1 1.5 2 2.5 3 3.5 4 4.5 5 8 10 15 20

A * * * * *

B * * * * * * * * *

C * * * * * * * * * * *

D * * * * * * * * * * * * *

E * * * * * * * * *

F * * * * * * *

stability 10m Wind Speed (m/s)

class 1 1.5 2 2.5 3 3.5 4 4.5 5 8 10 15 20

Fig. 2.  A windrose of the worst case meteorological conditions used in Scree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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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B를 구축하여, 모델링시에 사용자가 별도

의 기초 자료 조사 없이 모델링을 수행할 수 있

도록 하 다. 모델링은 Screen 모델, 단기모델 및

장기모델로 구성되어 있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확산 계산이 가능하도록 구성

하 다. AirMaster의 개략적 구성은 그림 3에 나

타내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ISC3 모델링에 의해서 대

기확산모델을 수행할 때에 요구되는 입력자료는

배출원자료, 지형자료 및 기상자료이다. 기상자료

는 전국 72개소 기상대에서 측정한 자료를 미국

환경보호청이 추천하는 방법13)으로 가공하여 단

기 및 장기 기상입력자료를 작성되어 AirMaster

내 DB로 구축되어 있다.  지형자료는 전국을

100m 간격으로 고도자료가 있는 DB를 이용하여

AirMaster에서 자동으로 농도를 계산하는 수용지

점에 고도가 계산된다. 배출원자료는 공장에서

매년 작성하는 대기배출시설조사표의 의무 기재

사항인 굴뚝 농도 측정자료 및 연료사용량 자료

를 이용하여 Software에서 자동으로 계산된다. 또

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사용자가 필요시

는 배출량 자료를 입력할 수 있게 하 다.

모델 계산의 출력은 보고서 작성을 위한 text

형태의 파일과 공간적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해서 지도 위에 등농도 곡선이 그려진 그림파일

로 출력이 된다.  보고서 작성용 출력파일은

Screen 모델인 경우에는 각각의 수용체에서 1시

간 최대 기여 농도 및 해당 기상조건이 출력되고,

장기모델인 경우에는 계절 및 기간별 기여농도가

출력된다. 또한 단기모델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부터 1년까지 기여 농도를 출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여농도는 공간적으로 모델링 역의 지도

위에 등농도분포곡선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주변에 미치는

향을 시각적으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III. AirMaster 검증

국내 실정에 맞게 구성된 AirMaster의 신뢰도

는 국내에서 추적자 확산실험을 수행하여 실험치

와 AirMaster 예측치를 비교, 검증하는 것이 원칙

이나, 현재 국내에서 수행된 확산실험 자료가 없

고, 또한 비교를 위해서 추적자 확산실험을 수행

하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는 매우 방

대한 작업이므로 현시점에서 국내 확산실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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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program structure of Air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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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 기상, 
단기모델 기상, 
장기모델 기상)

입력 자료 확산모델 Algorithm 출력 자료

가우시안 연기모델
가우시안 Sector 모델
Building downwash
(Schulman & Scire 방법,
Huber & Snyder 방법)
Stack tip downwash
단순 및 복잡지형

Screen 모델
최대 기여 농도(1시간)
단기모델
: 1시간, 8시간, 24시간, 1
개월, 계절, 1년, 기간
평균농도

장기모델
: 계절별, 기간별
공간분석
: 모델링 역 지도 및
등농도 곡선



와의 비교는 불가능하다. 차선책으로 미국환경보

호청에서 추천하는 모델인 ISC3모델과 AirMaster

를 비교하는 모델 대 모델 비교 방법과 미국

Indianapolis에서 수행한 확산실험자료와 AirMaster

를 비교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AirMaster의 신뢰

도를 검증하 다. 

1. ISC3 모델과 비교

AirMaster의 신뢰도에 대한 검증은 동일한 기

상 및 지형조건에서 AirMaster로 계산한 농도와

미국 환경보호청의 ISC3모델로 계산한 결과를 비

교하는 모델 대 모델 검증 방법을 이용하 다. 이

미 미국 환경보호청 ISC3모델은 다년간의 수많은

현장 확산실험을 통해서 그 신뢰도가 검증된 상

태이므로 AirMaster의 신뢰성을 검증하기에는

ISC3모델과의 비교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검증은 단기 및 장기 모델에 대해서 수행하

고, 지형은 단순 및 복잡지형에 대해서 비교하

으며, 건물의 향도 함께 비교·검토하 다. 비

교에서 이용된 배출원 조건과 배출원 주변의 굴

뚝 좌표 및 사양은 표 2와 표 3에 각각 나타내었

고, 굴뚝과 주변 건물의 위치가 AirMaster에서

Window상에서 손쉽게 입력되고, 도식화되는 것

을 그림 4에 나타내었다. 미국 ISC3모델에서 굴뚝

주변의 건물의 향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BPIP14)이라는 전처리 program을 수행하여 ISC3

모델에서 빌딩 입력자료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복잡하나, AirMaster에서는 그림 4에 있는

바와 같이 빌딩의 높이와 좌표만을 입력하면 빌

딩의 향을 곧바로 계산되는 편리함이 있다. 검

증 시에 이용된 지역은 안양지역이고, 모델링

역은 10x10km이었다. 안양지역이 분지지형으로

모델 역내의 지형을 그림 5에 나타냈고, 이 경

우에 수용지점 격자간 간격은 250m이다. 1997년

도에 수원기상대에서 관측한 지표기상자료와 오

산기상대에서 관측한 고층기상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및 장기모델 기상입력자료를 작성하여 사용

하 고, 수원기상대의 바람장미는 그림 6에 있다.

대상오염물질은 SO2이다. 

빌딩의 향을 고려하여 1시간 기여농도를

ISCST3모델과 AirMaster로 각각 계산하여 비교한

결과가 그림 7(a)에 있고, AirMaster로 계산한 등

농도분포를 지도 위에 공간적으로 도식한 것이

그림 7(b)에 있다. 그림 8은 그림 7과 동일한 조

건이나 빌딩의 향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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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figuration of buildings used in AirMaster validation.

building corner 1 corner 2 corner 3 corner 4 height 

name TM-X TM-Y TM-X TM-Y TM-X TM-Y TM-X TM-Y (m)

BD 1 196700 432370 196750 432370 196750 432440 496700 432440 70

BD 2 197000 432300 197080 432370 197080 432350 197000 432350 40

BD 3 197200 432400 197250 432400 197250 432500 197200 432500 40

BD 4 197000 432700 197100 432700 197100 432800 197000 432800 80

building corner 1 corner 2 corner 3 corner 4 height 

name TM-X TM-Y TM-X TM-Y TM-X TM-Y TM-X TM-Y (m)

Table 2.  Stack parameters used in AirMaster validation.

stack location emission height gas temp. gas diameter 

name TM-X(m) TM-Y(m) rate (g/s) (m) (˚C) velocity (m)

Stack 1 197000 432450 10 80 127 9.3 4.88

Stack 2 197050 432440 29 40 50 5 2

Stack 3 197010 432500 20 120 150 20 6

stack location emission height gas temp. gas diameter 

name TM-X(m) TM-Y(m) rate (g/s) (m) (˚C) velocity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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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Building locations around the stack #1 displayed in AirMaster.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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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errain map around the source used for the comparison of AirMaster and ISCST3 model results. ( * : source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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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 windrose of Suwon weather monitoring station i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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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of 1 hr concentrations predicted by AirMaster with those by ISCST3 with the building downwash and

a map of 1 hr concentration distribution in Air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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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ison of 1 hr concentrations predicted by AirMaster with those by ISCST3 without the building downwash

and a map of 1 hr concentration distribution in Air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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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mparison of annual average concentrations predicted by AirMaster with those by ISCLT3 with the building

downwash and a map of annual average concentration distribution in Air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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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교를 나타낸 것이다. 한편 단기모델과 같은

굴뚝 배출조건에서 빌딩을 고려하여 장기모델로

계산한 연간 기여농도에 대한 비교가 그림 9에

있고, 빌딩의 향이 없다고 가정한 경우의 모델

비교가 그림 10에 각각 있다. 단기 및 장기 모델

에서 ISCST3로 계산한 결과와 AirMaster로 계산

한 결과와 완전히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AirMaster가 ISC3모델과 동등한 수준의 신뢰도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밖에도 여러

조건에 대해서 ISC3모델과 AirMaster의 계산값을

비교한 결과가 정확히 일치함을 확인하 다. 

2. 미국 Indianapolis 확산실험과 비교

1985년도 9월 및 10월에 미국 Indiana주

Indianapolis에 위치한 Perry K 화력발전소에서

SF6 추적자를 이용하여 확산 실험한 결과15)를

AirMaster 검증에 이용하 다. Perry K 발전소의

굴뚝의 높이는 83.8m이고, 직경은 4.72m이며, 추

적자 실험 중에 배가스속도는 7.72-14.53m/s 범위

이고, 배가스온도는 484.3-500.3K이 고, 추적자 가

스 SF6의 배출량은 4.62-4.67 g/s이 다. 그림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Perry K 화력발전소 주변은 비

교적 평탄한 지형이고, 전형적인 도시지역으로

굴뚝 주변에 많은 빌딩이 있다. 추적자 농도 측정

지점은 굴뚝을 중심으로 0.25∼12.0km 떨어진 160

지점에서 측정하 다. 실험과 동일한 조건에서

AirMaster로 계산한 1시간 평균농도와 추적자 실

험에서 측정한 농도값과의 비교가 그림 12에 있

고, 거리별로 계산치와 측정치의 비를 그림 13에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측정치와 계산치가 일치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특히 거리별로는 배출

원부근에서 2000m 미만의 거리에서는 계산치가

측정치에 비해서 20-35% 높은 경향을 보이나, 배

출원으로부터 2000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는 평

균치는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계산

및 측정 농도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는 Q-Q

plot 그래프를 그림 14에 나타냈는데, 측정치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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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mparison of annual average concentrations predicted by AirMaster with those by ISCLT3 without the building

downwash and a map of annual average concentration distribution in Air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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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치가 농도 크기에 관계없이 분포가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IV. AirMaster에서
Screen 모델의 적용 사례

AirMaster에서 수행되는 Screen 모델을 안양지

역에 위치한 대형 배출원을 대상으로 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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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 Map of Indianapolis and locations of Perry K power plant and major buildings.

A : Perry-K power station

B : Hoosier Dome Sport Stadium

C : the central Indianapolis business

district

D : surface meteorological station

E : highest building bank tower in the

town

Fig. 12.  Comparisons of 1 hr concentrations predicted by

AirMaster with those measured in the tracer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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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Quantile-quantile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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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Ratios of AirMaster predicted 1 hr. concentrations to

the measurements along the downwind distance

from the s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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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tack parameters and emission rate.

name height(m) diameter(m) gas velocity(m/s) gas temp.(℃) emission rate(g/s)

Stack_1 80 4.88 9.3 127 49.3

name height(m) diameter(m) gas velocity(m/s) gas temp.(˚C) emission rate(g/s)

Fig. 15.  A distribution of 1hr maximum concentrations calculated by screen and short term model in Air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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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A distribution of annual average concentrations calculated by long term model in Air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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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굴뚝 사양 및 배출량은 표 4에 있다. 먼

저 Screen 모델을 이용하여 최악의 기상조건일

때에 주변에 미치는 향을 1시간평균 최대기여

농도분포를 계산하여 그림 15(a)에 나타내었다. 1

시간 최대기여농도는 102.53ppb로 배출원을 중심

으로 북쪽 및 남동쪽에 나타났는데, 최대값이 이

곳에서 나타난 것은 이 지역 고도가 비교적 높기

때문이다. 실제 1997년도 수원기상대에서 관측한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AirMaster의 단기모델을 이

용하여 계산한 1시간 최대기여농도 분포가 그림

15(b)에 있고, 이때의 최대 농도값은 100.14ppb로

나타났다. Screen 모델로 계산한 경우와 실제 기

상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경우에 비슷한 최대

기여농도값과 최대 농도 착지점이 유사하게 나타

났다. 좀 더 많은 경우에 대해서 비교 연구를 해

야하지만, 현재 결과로써 판단하면, 최악의 기상

조건을 가정하여 작성된 Screen 모델이 배출원이

주변에 미치는 1시간 최대기여농도를 추정하는데

매우 유효한 수단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연간 기

여 농도를 계산하여 공간적 분포를 그림 16에 나

타냈는데 연간 최대 기여농도는 2.44ppb로 예측되

었다. Screen모델의 장점은 별도의 기상자료없이

최악의 기상조건하에서 AirMaster에서 DB로 제공

되는 배출원 주변의 지형을 고려하여 배출원의

최대기여농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V. 결 론

한국실정에 맞게 제작된 대기확산 계산용

AirMaster가 GUI로 구성되어 있어 용이하게 굴뚝

배출원에서 방출된 오염물질이 주변에 미치는 1

시간 최대기여농도부터 연간 기여농도까지 계산

할 수 있다.  특히 기상 및 지형 입력자료가

AirMaster내 DB에 의해서 지원되므로 사용자가

단지 배출원자료만 입력함으로써 굴뚝에서 배출

되는 오염물질이 주변에 미치는 향을 용이하게

계산할 수 있다. 

AirMaster는 미국환경보호청에서 추천하고 있

고, 현재 국내에서 많이 환경 향평가에 많이 사

용되고 있는 ISC3모델과 동등한 수준의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에 여건이 허락되

면, 국내에서 확산실험을 수행하여 AirMaster의

신뢰도 부분을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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