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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have been persistent civil appeals in Ansan area against the odor and aerosols emitted

from nearby Banwol/Sihwa industrial complex. A fundamental solution for the good air

quality has not been addressed yet in spite of the continuous counterplan to reduce odor

emission. A systematic and scientific study is needed to examine the reason for the odor

episode and to predict the impact coverage of odor pollution. An approach by computational

simulation is considered to be adequate to investigate the transportation and the dispersion

processes of air pollutants blown by sea breeze toward the coastal city, Ansan.

This study has employed various dispersion models to simulate the transportation and the

dispersion processes of odor pollutants by a local circulation between land/sea breeze using the

data set of emission rates of odorous species from the Banwol/Sihwa industrial complex.

Key words : numerical modeling, land/sea breezes, odor pollutants

Corresponding Author: Dong-Woong Song,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Sangji University, 660 Woosan-dong, Wonju
Gangwon-do 220-702, Korea   Tel: 82-33-730-0442   Fax: 82-33-730-0403   E-mail: dwsong@mail.sangji.ac.kr



I. 서 론

4000여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진 반월,시화공업단

지는 염색, 기계, 전자, 도금산업등 연간 21조의

공산품을 생산하는 국가경제의 기반이 되고 있으

나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오염물 생산단지라

는 비난을 함께 받고 있다. 또한 공장과 주거지역

이 인접하여 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부유물

질로 인한 인근 주민들로부터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악취로 인한 민원이 그치지 않고

있으나 이에 대비한 악취오염물질의 배출현황과

확산현상규명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

이다. 안산시의 경우 고잔지구의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면서 인근 반월공단으로 부터의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시민의 건강과 생활에 막대한 지장

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오염물질의 확산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동안 해륙풍등의 국지순환에 의한 오염물질

의 이동 및 확산 mechanism을 규명하기 위한 모

델링 연구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김유근 등(1996)은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배출

량 조사와 확산모델링 연구를 실시하 으며 池田

(1977), 原(1997) 등은 수치모델에 의한 국지순환

과 대기오염농도와의 연구를 광화학 옥시단트를

중심으로 수행한 바 있다. 또한 원미경 등(1999)

은 연안 도시지역에서 대기오염의 3차원 수치예

측 모델링을 실시하 고, 이종범(2001)은 USEPA

에서 개발된 Model-3/CMAQ (Community Multi-

Scale Air Quality)을 우리나라 수도권에 적용한

연구를 수행하 으며 이상득(2003)은 해륙풍 등

의 국지순환, 광화학반응 및 침적과정을 고려한 3

차원 광화학 대기오염모델에 의한 수치모의를 광

양만권에 적용시킨 연구를 수행하 다.

이와 같은 연구는 대부분 질소산화물과 오존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다양한 배출특성과 확

산특성을 갖고 있는 악취물질을 대상으로 한 확

산모델링 연구는 현재까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반월, 시화공단에서 배

출되는 악취물질이 해륙풍등의 국지순환에 의하

여 안산지역으로의 이동 및 확산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대기확산모델링을 실시하 으며 모니터링자

료를 이용하여 모델의 재현성을 평가하 다.

II. 대기확산모델의 구성

대기확산예측 모델링을 위한 시나리오를 Fig. 1

에 제시하 다.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기상장모델

수행 부분과 확산모델 수행 부분으로 크게 2부분

으로 나눌 수 있다.

기상장모델 수행은 성긴 격자 예단 (3 km

Grid, 수도권 역) 모델링과 미세격자 진단 (100

m Grid, 분석 역) 모델링으로 나누어 수행하

다. 여기서 기상청 지상 및 상층관측자료와 지형

및 지표 이용도 자료를 이용하여 미세 격자 진단

모델링을 바로 수행할 수도 있지만 앞서 분석

역내의 국지 순환, 특히, 해륙풍 순환의 중요성때

문에 국지 순환의 3차원 구조를 잘 모의 할 수

있는 3차원 해륙풍 모델을 성긴 격자에 대해 수

행하고 이 결과를 이용하여 미세 격자 진단 모델

링을 수행하여 분석 역에 대한 확산 모델링의

입력자료 중 하나인 기상장을 산출하 다.

한편 확산모델로는 일반적으로 대기환경 향평

가에 널리 쓰이는 U.S. EPA의 가우시안모델이

지형이 복잡하고 국지 순환이 탁월한 지역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나타내어 복잡한 지형과 기상

장을 잘 고려할 수 있는 오일러리안 모델을 채택

하 다.

1. 기상장 모델

1) 모델 방정식

이 모델은 서울대학교 대기과학과 경계층 실험

실(Park, 1990)이 개발한 3차원 해륙풍 모델이다.

이에 대한 모델 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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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방정식은

(1)

(2)

로 주어지며 정역학 방정식은

(3)

열역학 방정식은

(4)

비습 방정식은

(5)

연속 방정식은

(6)

로 주어진다.

여기서, 지형좌표계 z*는

z* = S
_
(z - zg)/(S - zg)

로 주어지며 전미분연산자는

로

그리고 Exner 함수인 p는

로 표시된다.

물질면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 325

Fig. 1.  Scenario for dispersion modeling



(7)

지형좌표계에서의 연직속도 w*는

(8)

로 주어진다.

이상에서 u, v는 각각 x, y 방향의 수평바람성

분이며 t는 시간, q는 온위를 나타내며 q는 비습,

S는 물질면까지의 높이, S
_
는 모델 상단의 높이, zg

는 지형의 높이, Ug,  Vg는 각각 x, y 방향의 지균

풍을 나타낸다. 그리고 KH는 수평확산계수, Kz,

Kz(q), Kz(q)는 각각 운동량, 온위, 비습에 대한 수

직확산계수를 나타낸다.

2. 확산 모델

대기확산 모델로는 수평방향의 이류 및 확산항

을 풀기 위해 Time Splitting Technique과 Chapeau

Fuction을 사용하는 Galerkin Technique을 사용하

는 FEM(Finite Element Method)를 이용하여 개

발된 비반응성 물질의 3차원 오일러리안 대기확

산모델(Park and Kim, 1999)을 사용하 으며 확

산기초식은 다음과 같다.

오염물질의 농도 C를 시간 t에서 수평 및 연직

바람성분(u, v, w)에 의해 이류되고 수평 확산 계

수 KH와 연직 확산 계수 KZ에 의해 혼합된다면

오일러리안 계에서의 질량 보존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9)

여기서 P는 배출량에 의해 생성되는 과정 그

리고 L은 침적 과정에 의한 소멸되는 과정을 각

각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이류 과정의 수치 해를 구하기

위하여 약한 음의 경도가 나타나는 단점을 보완

한 유한 요소 법(finite element method: Toon et

al., 1988)을 이용하 으며 계산의 효율성과 수치

잡음이 적게 3 차원 방정식을 일차원적으로 나누

어 푸는 시간 분리(time splitting) 방법을 사용하

다(Carmichael et al., 1986; Park and Kim, 1999).

그리고 확산 과정의 수치 해는 Crank-Nicolson의

암시적 유한 차분법(implicit finite difference

method)으로, 지표층에서의 연직 확산 계수 Kz는

Monin-Obukhov 상사이론(similarity theory:

Businger et al., 1971)을 사용하여 계산하 으며,

지표층 위에서 대기 혼합 층까지는 대기 안정도

가 안정한 경우에 지표층의 연직 확산 계수를 연

장하여 사용하 으며 지표층 위의 대류 경계층에

서는 대류 속도 스케일을 이용하여 매개 변수화

하 다(Brost and Wyngaard, 1978). 한편, 대기 경

계층 위의 연직 확산 계수는 연직 바람 쉬어와

리쳐드슨 수(Ri)를 이용한 Blackadar(1976)의 다음

과 같은 결과식을 이용하 다.

(10)

여기서 K0 = 1.0 m2 s-1, l = 100 m, Rc는 임계

리쳐드슨수로서 0.25의 값이고 S는 연직 바람 쉬

어, 로서 q
_
는 온위를 그리고 g는

중력 가속도를 나타낸다.

III. 기상자료

Fig. 2는 분석 역 지형과 기상관측망을 나타낸

것이다. 분석 역의 북쪽과 북동쪽으로 100~300

m의 고도를 갖는 상대적으로 높은 산악지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과 남서쪽으로는 서해에 인

접해 있다. 특히, 서쪽에서부터 시흥시 소재 시화

공단이 위치하며 그 남동쪽으로는 반월공단이 그

리고 동쪽으로는 안산 시가지가 연속하여 위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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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분석 대상지역중 악취에 관한 민원이 가장 많

이 보고되는 지역은 시화공단 북쪽에 위치한 시

흥시 정왕동과 남서쪽으로 시화공단 그리고 남쪽

으로 반월공단에 접해 있는 택지개발 예정지구인

안산 신길지구 그리고 반월공단 동쪽에 위치한

안산 고잔 신도시를 들 수 있다. 이 중에 안산에

속하는 안산 신길지구(Fig. 2에서 A 지역)과 안

산 고잔 신도시(Fig. 2에서 B 지역)의 2002년도

민원발생현황을 Table 1에 제시하 다.

Table 1를 살펴보면, 악취민원이 봄, 여름 그리

고 가을철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민원

사례의 75% 이상이 일몰로 인하여 야간 복사 냉

각 등의 지표면 물리적 특성이 변화하는 19시 이

후에 집중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시 이후

에 1일 2회 이상 민원이 보고된 경우는 5월 4일

그리고 8월 24일 경우이며, 이들 두 경우는 주풍

의 풍향이 남서풍 계열로 나타난 날로서 시화 및

반월공단에서 배출된 악취 물질이 안산지역으로

수송될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해당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5월 4일과 8월 24일의 경우

를 worst case day로 선정하여 단기예측 모델링을

수행하 다.

먼저 5월 4일과 8월 24일의 종관 규모의 일기

개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상청 발표 00 Z(09

LST) 지상 일기도를 Fig. 3에 제시하 다. 5월 4

일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동성 고기압의 사이에

있는 저기압의 끝 부분에 위치하여 기압선 사이

의 간격이 좁아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비교적 약

하게 불고 있으며 구름이 많이 끼어 있어 약간

흐린 날씨를 보 다. 8월 24일의 경우에도 마찬가

지로 우리나라 북동쪽으로 약하게 발달한 저기압

이 위치하고 있으며 약한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미루어 보아 비교적

불안정한 대기 상태를 벗어나 안정한 대기 상태

로 접어드는 경향을 보 다.

한편 Fig. 4에 이 때의 분석 역내에 위치한 기

상청 AWS(안산(545), 시흥(565))의 풍향과 풍속

을 나타내었다. 5월 4일과 8월 24일 모두 주간에

강한 서풍(해풍 계열)이 두드러지며 야간에는 남

동풍에서 동풍(육풍 계열)의 약한 바람을 나타내

고 있다.

특이한 점은 18~22 LST에 이르는 시간대에

아직 해풍 계열의 서풍이 불고 있으나 풍속이 급

격히 약화됨으로 인한 안정한 대기 상태로의 변

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데, 이러

한 상태는 Fig. 2의 A 지역(안산 신길지구)와 B

지역(안산 고잔 신도시)으로 시화 및 반월공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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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opography and KMA observation network of analysis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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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cent state of civil appeal against nuisance odor at Ansan Singil(A) and Kojan(B) region(2002)

발생일 발생 시각 보고 위치 일기 개황 풍향

02/07 21:30 Samik Apt. Clear N

04/08 19:40 Greenville Apt. Clear W

04/16 18:15 Samik Apt. Cloudy NW

04/23 00:05 Hosoomaeul Apt. Clear W

04/28 22:05 Samik Apt. Clear SE

05/04 22:10 Samik Apt. (A region) Clear SW

05/04 22:15 Samik Apt. (A region) Clear SW

05/04 23:05 Samik Apt. (A region) Clear SW

05/08 19:50 Hosoomaeul Clear W

05/10 21:55 Samik Apt. Clear SW

05/12 17:20 Hosoomaeul Clear SW

05/28 20:30 Hosoomaeul Clear

06/03 19:10 Poonglim Apt. Clear W

06/07 22:10 Hosoomaeul Apt. Clear SW

06/27 21:45 Poonglim Apt. Clear W

07/09 20:10 Hosoomaeul Clear W

07/13 18:00 Hosoomaeul (B region) Clear NW

07/13 18:30 Gosan Dong (B region) Clear NW

07/17 15:10 Hosoomaeul (B region) Clear SE

07/17 21:50 Samik Apt. (A region) Clear SE

07/20 17:55 Hosoomaeul Apt. Clear W

07/31 00:17 Hosoomaeul Apt. Clear W

08/02 19:35 Samik Apt. Clear SW

08/08 20:12 Hosoomaeul Apt. Clear SW

08/09 01:35 Samik Apt. Clear SE

08/14 19:05 Greenville Apt. Cloudy SW

08/21 21:35 Samik Apt. Clear SW

08/24 20:35 Hosoomaeul Apt. (B region) Clear SW

08/24 20:45 Daelim Apt. (B region) Clear SW

08/25 02:25 Samik Apt. Clear SE

08/27 21:00 Choji Dong Cloudy SW

09/02 19:30 Gosan Dong Clear SW

09/18 23:15 Samik Apt. Clear SE

09/24 19:40 Choji Dong Clear SW

10/02 19:00 Samik Apt. Clear S

10/04 18:15 Hosoomaeul Apt. (B region) Clear SW

10/04 18:10 Greenville Apt. (B region) Clear SW

10/04 18:55 Choji Dong (B region) Clear W

10/04 18:40 Gosan Dong (B region) Clear SW

Month/date Time(hh:mm) Location of appeal Weather Condition Wind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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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urface weather charts (May 4 2002 and August 24 2002)



오염물질이 수송되지만 안정한 대기 상태로 인하

여 연직 및 수평확산이 매우 약해져서 고농도의

오염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V. 배출원 자료

악취물질은 배출형태가 부정기적이고 비정상적

이며 또한 그 종류와 발생원이 매우 다양하고 악

취물질별 취기강도가 다르고 대기중에서 혼합된

상태의 화합물로 존재하여 복합취기를 나타내므

로 악취물질에 대한 배출원조사와 정확한 배출량

산정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아직까지 대기확산

모델링에 활용할 수 있는 악취배출원자료는 제대

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제한때

문에 본 연구에서는 시화, 반월지역의 주요 악취

물질로 알려진(환경부, 2001) 25종의 악취물질중

배출원자료의 획득이 가능한 대상지역내 184개의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업소를 점오염원

자료로 이용하 다. Fig. 5에 2002년 5월과 8월의

배출량 자료를 그 크기에 따라 분석 역내에 위

치와 함께 나타내었으며 점오염원에 의한 월별

배출총량은 5월에 123 ton, 8월에 96 ton으로 월별

95~130 ton/month의 분포를 보 다. 점오염원중

1 ton/month 보다 큰 12개의 주요 배출원은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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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urnal variation of wind direction and speed observed at KMA site (May 4 2002 and August 2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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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onthly emission amounts (May 4 2002 and August 24 2002)

Fig. 6.  Diurnal variation factor of VOCs emission amounts



과 8월이 거의 동일하지만 그 크기는 약간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2).

그리고, 모델의 입력 배출량은 100m×100m 격

자 크기에 포함되는 점오염원의 월별 배출량을

모두 합하여 격자 면적(104 m2)으로 나누어 각 격

자별로 할당한 후, 그 격자의 면오염원의 월별 배

출량과 합산한 후 한 달에 해당하는 날 수로 나

누어 일별 총 배출량을 산출하 다. 그리고 배출

량의 일변화는 발생원별 조성비 자료를 적용하여

그 배출량의 일변화(한진석 등, 1996)를 이용하여

산출하 다(Fig. 6).

이와 같이 분석 역내의 모델 격자별 그리고

시간별로 계산된 배출량 자료가 확산 모델의 입

력자료로 사용되었다.

예측된 VOCs농도는 시화, 반월지역에서 VOCs

중 주요 악취원인물질로 알려진(환경부, 2001) 부

틸아크릴레이트로 가정하여 부틸아크릴레이트의

분자량(Table 3)을 이용하여 격자별로 농도로 환

산하 다. 그러나 연구대상지역내의 실제 악취는

부틸아크릴레이트 이외에도 기타 VOCs물질과

VOCs이외의 아민, 알데히드, 저급지방산과 페놀

류 등의 다양한 악취물질에 의한 복합취기로 나

타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예측농도와 실제 악취

강도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악취모델

링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악

취모니터링과 추후 전반적인 악취물질에 대한 배

출원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예측농도

와 복합취기로 나타나는 실제 악취강도와는 차이

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해륙풍 등의 국지순환

에 의한 악취물질의 이동 및 확산패턴 규명은 가

능하리라 사료된다. 따라서 복합취기로 나타나는

실제 악취강도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해륙풍등의 국지순환에 의한 악취물질의 이동 및

확산패턴은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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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VOCs point source on May and August 2002

TM-X TM-Y 고도 굴뚝 굴뚝 배출 배출 5월 배출량 8월 배출량
(km) (km) (m) 높이(m) 내경(m) 온도(℃) 속도(m/s) (t/mon) (t/mon)

182.044 422.422 16 20 1.5 25 10 2.60 2.44

181.249 422.704 20 29 1.4 170 4 1.46 1.79

180.522 425.592 14 30 1.8 80 6.5 14.7 14.1

176.348 425.599 0 29 1.2 65 6.4 38.2 23.1

182.890 423.122 20 29 1.2 65 6.5 19.6 12.5

181.249 422.704 20 29 1.4 170 4.5 3.50 4.02

181.249 422.704 20 29 1.4 80 4 1.70 2.09

179.232 422.681 17 29 1.2 63 6.2 18.5 14.4

180.627 421.912 3 30 1.3 49 2.9 3.59 3.41

179.754 422.744 17 27 0.7 70 6.5 7.01 6.11

180.853 423.444 21 25 1 201 15.77 4.66 5.10

176.353 424.611 0 20 8 150 20 1.77 1.77

TM-X TM-Y Altitude Stack Stack Exit Temp. Exit Vel. Emission Emission 

(km) (km) (m) Height(m) Diameter(m) (℃) (m/s) (May)(t/mon) (August)(t/mon)

Table 3.  Physical and chemical characteristics for Butylacrylate

(U.S.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993; U.S.

EPA, 2001; 국립환경연구원, 2001)

Chemical Formula C7-H12-O2

Molecular Weight 128.17

Color/Phase Colorless liquid

Odor Sharp, biting characteristic odor

Conversion factors 5.23 mg/cu m = 1 ppm

Minimum Detectable Level 0.55 ppb

CAS # 141-32-2



V. 모델링 결과

이상에서 기술한 3차원 해륙풍 모델, 3차원 진

단 미세 기상장 모델 그리고 오일러리안 대기확

산 모델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

다. Fig. 7에는 모델 역의 지형 고도와 3차원 진

단 미세 기상장의 결과중 지상 바람장 그리고 오

일러리안 대기확산 모델의 결과인 부틸아크릴레

이트의 지상 농도장이 표현되어 있다.

먼저 2002년 5월 4일의 경우를 살펴 보면, 바람

장의 경우 15 LST~18 LST에는 해안가에서는

서풍이 그리고 내륙으로 진입할 수록 비교적 강

한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나타나고 있으며 21

LST에는 모델 역 전 지역에서 서풍 계열의 바

람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24 LST에 이르러는 바

람이 약해지면서 남서풍 계열의 바람으로 변화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농도분포에서는, 15

LST에서 24 LST에 이르는 동안 주요 배출원이

위치하는 시화공단과 반월공단 중심부에는 5~10

ppb 이상의 농도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

요 배출원에서 멀어질 수록 바람의 방향으로 확

산/수송되는 경향이 나타나 그 농도가 약해지지

만 안산시의 주요 민원발생지역인 A 지역(안산

신길지구)과 B 지역(안산 고잔 신도시)은 주요

배출원이 바로 인접해 있어 그 향을 직접적으

로 받고 있다.

특히 21 LST에서 24 LST에는 풍속이 약해지

며 풍향의 경우 남서풍 계열로 바뀌어 A 지역과

B 지역의 농도가 15 LST~21 LST에 비하여 높

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A 지역의 경

우는 21 LST에서 24 LST 시간대에 그 농도가

부틸아크릴레이트 악취 최소 감지 농도(Table 3)

0.55 ppb 이상(Fig. 8)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앞서 제시한 악취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악취 민원이 특히 A 지역에서 22

LST~23 LST에 집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2002년 8월 24일의 경우로, 바람장의 분

포 경향이 21 LST~24 LST에 풍속이 급격히 약

해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앞서 분석한 5월 4일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 너무 약한 풍속으로 인하

여 배출원에서 오염물질의 수송이 효과적으로 일

어나지 못함으로 인하여 5월 4일에 나타난 21

LST에서 24 LST에 그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18 LST에서 21 LST 사이

에 A 지역과 B 지역의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

다. 특히 20 LST에는 두 지역 모두 0.55 ppb 이상

의 농도를 보이고 있다(Fig. 8). 역시 8월 24일에

이러한 특징은 앞서 제시한 악취 민원 현황을 살

펴보면 악취 민원이 특히 B 지역에서 20 LST~

21 LST에 집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Fig. 8를 살펴보면 풍속이 강하고 혼합고

가 높아지는 주간에는 오염 농도의 절대값이 낮

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일몰 전/후 시간대에는 해

풍이 미처 육풍으로 바뀌지 못하여 풍향이 서풍

특히, 남서풍 계열을 나타내며 풍속이 급격히 약

해지는 현상과 매우 낮은 혼합고의 향이 더해

져 지상 오염 농도의 절대값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악취 민원이 보고된 시간대

와 잘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일출 전/후

시간대에 가장 높은 지상 오염 농도가 나타나는

현상은 실제 악취 민원 사례에서는 나타나고 있

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일몰 전/후 시간대와 같

이 약한 풍속 그리고 낮은 혼합고 등으로 이론적

인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실제 정량적인 관측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검증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정량적인 관

측 자료와의 비교 검증이 필요하다.

VI. 결 론

반월, 시화공단에서 배출되는 악취물질의 안산

지역으로의 이동 및 확산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기상장 모델과 확산 모델링을 수행하 으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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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opography, surface wind field and surface concentration field of Butylacrylate calculated by fine mesh

meteorological model and dispers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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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Diurnal variation of wind speed and concentration for A and B region



된 모델은 일반적으로 대기환경 향평가에 널리

쓰이는 U.S. EPA의 가우시안 모델이 지형이 복

잡하고 국지 순환이 탁월한 지역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나타내어 복잡한 지형과 기상장을 잘

고려할 수 있는 오일러리안 모델을 채택하 다.

기상자료는 악취민원자료를 이용하여 worst

case day를 선정하 고 배출원자료는 대상지역내

VOCs 자료를 이용하 으며 예측결과는 VOCs물

질중 반월, 시화지역에서 악취원인물질로 알려진

부틸아크릴레이트의 농도로 환산하여 표현하 다.

모델링결과 해륙풍에 의한 국지순환의 일변화

가 전형적으로 나타났으며 순환의 종류가 바뀌는

시점, 즉, 일출전후의 육풍순환에서 해풍순환으로

의 전환, 그리고 일몰전후의 해풍순환에서 육풍

순환으로의 전환되는 시점에 그 풍속이 매우 약

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야간에는 해

풍인 서풍계열의 바람이 약하게 불어 안정한 대

기상태를 나타내며 혼합고도 낮아 오염물질의 농

도가 높아지는 특징을 보 으며 낮시간대에는 배

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으나 해풍이 강해 오염물질

의 수송 및 확산이 잘 되어 오염물질의 농도가

낮아지는 특징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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