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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investigated the estimation of 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emission from a gas 
station tank. To improve the atmosphere environmental quality near the gas station, the installation of vapor 
recovery system has been expanded recently. Therefore, it was necessary to calculate VOCs emissions from 
the gas station tank with vapor recovery systems for evaluation of their performance. The VOCs emissions 
are difficult to measure directly because of various sources and irregularly emission by pressure rise. In this 
study, VOCs emissions were estimated by simple calculation based on the equation of state for measured 
pressure, temperature and volume of a gasoline tank at a gas station. The result confirmed that the present 
national emission factor did not have significant discrepancy with the calculated value.

Key Words : 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emission, Vapor recovery system, Gas station, Va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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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주유소 저장시설과 석유제품 출하시설에서 차량

의 연료 주유시 발생되는 유증기는 휘발성 유기화

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로 피부접촉이나 

호흡을 통해 신경계 장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화

재의 원인이 된다. 또한 VOCs는 1차 대기오염물질

과 2차 반응을 통해 초미세먼지(PM2.5)를 생성한다고 

알려져 있다[1].
특히 유기화합물인 VOCs(Volatile Organic Com-

pounds)는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에 위치한 주유소

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

요하다[2]. 이에 환경부는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및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설정하고 지역 내에 위치한 주

유소 및 판매시설에 대해 유증기 회수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유증기를 관리하고 있으며, 점차 전국적

으로 그 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주유소에서 사용하는 유증기 회수설비는 판매구

간 회수설비(Stage II)와 적하구간 회수설비(Stage I)
로 나눌 수 있다. 판매구간의 회수설비는 개인차량

으로 주유되는 휘발유에 의해 배출되는 유증기를 주

유기에 설치된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주유소의 유류

저장탱크로 회수한다. 적하구간의 회수설비는 주유

소 탱크로 적하되는 휘발유에 의해 배출되는 유증기

를 적하차량의 유류저장탱크로 회수한다.
회수설비 설치에 따른 효과와 회수율을 검토하고 

주유소 내의 유증기 발생량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주

유소 유류탱크에서 배출되는 유증기의 양을 측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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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emission points in the gas station tank.

필요가 있다. 그러나 주유소에서 배출되는 유증기는 

Fig. 1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동시에 여러 곳에서 배

출될 뿐만 아니라 미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측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배경하에 유증기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서 미국의 EPA의 경우, 다음과 같은 식 (1)을 사용하

여 유증기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다[3].

  





 (1)

여기서 LL : Loading loss(lb/103 gal)
S : Saturation 상수

P : 휘발유 증기압(psia)
M : 증발가스 분자량(lb/lb-mol)
eff : 총 회수효율(94%)

식 (1)은 이상기체상태방정식에서 유도된 것으로 

적하하는 동안에 배출되는 유증기 질량을 계산한다. 
하지만 이 식에서는 미국에서 측정된 데이터로 산

출된 총 회수효율(94%)을 사용한다는 점과 판매구

간의 경우 탱크 내부에서 발생하는 액화와 증발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배출량을 산정

하기 어렵고 국내 실정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실정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유

증기 배출량 산정방법을 도출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탱크 내 혼합기(공기+유증기) 모델링

혼합기의 압축성계수(Z)가 “1” 근처의 값을 가지

는 경우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이용하여 상태량을 

계산 할 수 있다. 실제로 이상기체로 취급되는 습공

기(25℃, 상대습도 70%)의 압축성 계수를 NIST사의 

SUPERTRAPPS을 사용하여 계산할 경우 0.9996으로 

1과 거의 유사한 값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주유소 

탱크 내 25℃ 유증기의 압축성 계수를 계산한 결과 

0.9826으로 1.0과 거의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
러한 근거 하에 주유소 탱크 내부의 압력과 체적, 온
도를 측정하고 상태방정식에 대입하여 유증기와 공

기의 질량을 계산하였다.

2.2. 탱크 내 혼합기(공기+유증기)양 및 배출량 계산
방법

주유소 유류탱크 내 혼합기(공기+유증기)의 질량

을 계산하기 위해서 특정사건 전후에 측정한 상태량 

중 휘발유 온도 Tl을 이용하여 유증기의 포화증기압 

및 공기의 분압을 계산하였다. Fig. 2는 유증기의 포

화증기압 곡선을 나타낸 그림이다. 유증기의 포화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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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apor pressure of VOCs vs. temperature.

Table 1. Molecular weight of VOCs (g/mol)

Temperature 
(℃) 10℃ 20℃ 30℃

Molecular weight 
(g/mol) 68.19 70.07 70.76

기압은 37.8℃에서 57 kPa를 가지는 국내 휘발유의 

RVP(Reid Vapor Pressure)와 동일한 값을 가지는 미

국의 RVP 7.8 데이터[4]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포화증기압과 온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Clausius 
Clapeyron 식 (2)를 이용하여 유증기의 포화증기압을 

계산하였다. Fig. 2는 미국 EPA에서 제공한 실제 온

도에 따른 RVP 7.8의 유증기의 포화증기압과 Clausius 
Clapeyron 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값을 도시한 그래

프이다. Table 1은 환경부에서 공시한 온도에 따른 

유증기 분자량 데이터를 정리한 것 이다. 이 데이터

를 보간하여 온도에 따른 유증기의 분자량을 계산

하였다. 
계산에 의해 결정된 온도에 따른 유증기의 포화

증기압을 식 (3)에 대입하여 공기의 분압을 계산한

다. 이후에 실험을 통해 측정된 탱크온도와 주유소 

탱크 내 빈 공간 체적을 식 (4)의 이상기체 상태방정

식에 대입하여 순간순간의 공기와 유증기의 질량을 

계산하였다. 계산된 유증기의 질량을 질량보존식 (5)
에 대입하여 특정사건 이후에 배출된 유증기 질량을 

산정하였다. 증발량과 액화량이 고려되는 경우, 주유

소 탱크 내 유증기가 증발량은 양수로 액화되는 경

우에는 음수로 계산하였다. 증발량 및 액화량을 계

산하는 과정은 3.1절에 소개하였다. 일반적으로 유

증기 배출량은 배출계수로 표현되는데 판매구간과 

적하구간의 배출계수를 각각 식 (6)을 이용하여 환산

하였다.

  
 




(2)

   (3)

여기서, Pt는 유류탱크 내 전압(kPa)
Pv는 유증기의 포화증기압(kPa)
Pa는 공기의 분압

  


 

 (4)

여기서, Pv는 유증기의 포화증기압(Pa)
Pa는 공기의 분압(Pa)
Ve는 탱크 내 빈공간 체적(m3)
Mv는 유증기의 분자량(g/mol)
Ma는 공기의분자량(g/mol)
Tl는 탱크 내 유류온도(K)




  

 
증발  액화  (5)

여기서, 
  : 단위시간 동안 주유소 탱크 내 부의 

유증기 질량변화량(kg/s)

배출계수 =
유증기 대기 배출량(kg)
유류적하 및 판매량(kl)

(6)

2.3. 실험장치의 구성 및 측정항목

측정대상은 유증기 회수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탱

크레벨게이지(TLG, Tank Level Gauge)가 장착된 주

유소로 하였다. Table 2는 유증기 배출량을 계산하기 

위해 측정한 항목을 도시한 것이며, 각 항목의 측정

위치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유류탱크 내 압력(Pt)은 

압력진공밸브의 하단에 어댑터를 설치하여 매초마다 

측정하였으며 유류탱크 내 휘발유 체적(Vl) 및 온도

(Tl)는 주유소에 설치된 탱크레벨게이지(TLG)를 사

용하여 5분마다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Table 2. Lists of measurement and apparatus

Measurement Equipment

Pressure of tank(Pt) Pressure Sensor

Volume of gasoline(Vl) Tank Level Gauge

Temperature of gasoline(Tl) Tank Level Gau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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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ge II

(b) Stage I
Fig. 3. Measurement position of Stage II and Stage I.

2.4. 실측데이터 처리방법

Fig. 4는 측정된 데이터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해
석구간은 적하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다음번 적하가 

완료될 때까지를 1주기로 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Fig. 5는 판매구간과 적하구간의 데이터를 단순화 한 

그래프이다. 데이터는 상태량 변화가 느린 판매구간

은 5분마다 상태량 변화가 빠른 적하구간은 10초마

다 평균하여 단순화하여 계산하였다. 판매구간은 유

류감소와 유증기 회수로 인한 압력의 증가와 감소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낮 구간과 탱크 내 압력이 서

서히 증가함에 따라 통기관 밸브가 0.78 kpa(Gauge 
pressure) 이상에서 열려 대기로 유증기 배출이 발생

하는 새벽구간(A*, B*)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적하구

간의 경우 적하가 진행됨에 따라 압력이 빠르게 상

승하는 구간과 통기관 밸브가 열리면서 일정한 압

력을 형성하는 구간, 적하가 끝나고 압력이 하강하

는 구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순화 된 데이터를 상

태방정식 식 (4)를 이용하여 순간순간의 유증기와 공

기의 질량을 계산하여 판매구간과 적하구간의 유증

기 배출량 계산에 활용하였다.

Fig. 4. Typical measurement data.

(a) Stage I

(b) Stage II
Fig. 5. Exemplary profiles of measured data for Stage I 

and II.

3. 결과 및 고찰

3.1. 판매구간의 배출량 계산법 및 계산결과

판매구간의 회수설비(Stage II)는 자동차에 유류를 

주유할 때 주유기의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판매유류

만큼의 유증기를 유류저장탱크로 회수하는 시스템

이다. Fig. 6은 판매구간에서 유류 판매가 일어났을 

때 판매 전후의 유증기 거동을 나타낸 그림이다. 국
내의 경우 판매구간의 회수율 측정결과 80-110%[7]
로 본 연구에서는 배출량 계산을 위해 평균 값인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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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 Behavior of VOCs in Stage II.

로, 판매차량 연료탱크 내부의 전체압력은 1 bar로 

가정하였다. 식 (7)은 판매구간의 통기관 배출량 계

산식으로 질량보존식인 식 (5)로부터 유도되었다. 식 

(7)은 단위시간동안 판매 전후에 유증기 질량과 차

량에서 회수된 유증기 질량를 고려하였다. 또한 주

유소 탱크 내 액화량 및 증발량을 고려하기 위해 단

위시간동안 판매한 휘발유 부피에서 평형상태로 있

을 수 있는 유증기 질량을 계산한다. 이 유증기 질량

과 실제로 판매차량에서 회수된 유증기 질량의 차를 

이용하여 액화량과 증발량을 계산하였다. 따라서 이 

값이 양의 값일 경우에는 평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유증기가 증발된 것을 의미하며 음의 값일 경우에

는 유증기가 액화된 것을 의미한다.

 
 

 


tan   
(7)

tan  

∆   
∆ ×

여기서, v : 유증기 l : 휘발유 2 : 판매 후 상태량 

c : 차량 연료탱크 내부 상태량
 : 단위시간 동안 특정사건 전 유증기 질량(kg/s)
 : 단위시간 동안 특정사건 후 유증기 질량(kg/s)
tan : 단위시간 동안 휘발유 판매 부피에서 포

화상태로 있을 수 있는 유증기 질량(kg/s)
 : 단위시간 동안 판매차량에서 회수된 유증

기 질량(kg/s)
 : 단위시간 동안 통기관으로 배출되는 유증

기 질량(kg/s)
∆ : 판매한 휘발유 체적(m3)

Table 3은 판매구간(Stage II)의 배출량 계산결과

를 나타낸 표이다. 15.631 kl의 휘발유 판매할 때 회

수된 유증기 질량은 15.25 kg이며, 주유소 탱크에서 

Table 3. Calculation results of Stage II
구분 유증기량

회수된 유증기량(kg) 15.25

탱크 내 유증기 액화량(kg) 3.57

탱크 내 유류 증발량(kg) 3.57

유증기 배출량(kg) 0.06

유증기 배출계수(g/kl) 4.02

액화량 및 증발량은 3.57 kg으로 동일하다. 통기관 

배출계수는 식 (6)에 의해 4.02 g/kl로 산정되었다.

3.2. 적하구간의 배출량 계산법 및 계산결과

적하구간의 회수설비(Stage I)는 주유소 유류탱크

에 유류를 적하할 때 적하차량의 탱크로 유류 적하

량 만큼의 유증기를 회수하는 시스템이다. 적하차량

에서 주유소 탱크로 휘발유를 적하하면서 주유소 탱

크에서 나가는 혼합기량을 총 발생량이라고 정의하

였다. 적하구간의 유증기 총 발생량(mvt)은 회수배관

을 통해 적하차량으로 회수되는 유증기 회수량(mvr)
과 통기관 밸브로 배출되는 유증기 배출량(mvo1), 적
하가 완료된 이후에 유류 주입관을 탈거하면서 주입

관에서 유증기가 배출되는 주입관 배출량(mvo2)으로 

구성되며 식 (8)과 같다.

    (8)

여기서,   : 유증기 총 발생량(kg)
  : 유증기 회수량(kg)
 : 통기관 유증기 배출량(kg)
 : 주입관 유증기 배출량(kg)

Fig. 7은 적하구간의 유증기 상태량 변화 및 대기

배출 지점을 도시한 것이다. 유류차량탱크는 보통 4
개의 격벽으로 구분된 탱크로리를 사용기 때문에 다

음과 같은 적하과정이 반복된다. 1-2번 구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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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ypes of events indicated in the measured data 
for Stage I.

저장탱크의 유류 주입구가 열림에 따라 음압을 유

지하던 탱크의 압력이 유입되는 공기에 의해 상승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회수관이 연결되는 2-3
번 구간에서는 증가한 체적에 의해 일시적으로 압

력이 하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적하가 시

작되는 3-4번 구간에서는 유류가 적하되면서 밸브가 

열리는 0.78 kPa까지 압력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4-5 구간은 탱크 내 압력이 0.78 kPa 이
상이 되면서 통기관 밸브가 개방되어 유증기가 대기

로 배출되어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

였다. 마지막으로 5-6 구간은 적하가 종료되고 회수

만 발생하여 압력이 하강하는 구간으로 다음 격벽

의 유류가 적하되면 3-4번 구간과 마찬가지로 다시 

압력이 상승하였다. 모든 유류가 적하되고 난 이후

인 8-9 구간은 유류 주입관이 탈거됨에 따라 탱크 내 

압력이 대기압 근처로 떨어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주입관에서 차있던 유증기가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적하구간의 유증기 배출량 계산은 4-5 구간을 제

외한 구간에서는 상태방정식을 통해 순간순간의 질

량을 구하고 그 차이를 이용하여 회수된 유증기의 

질량 및 주입관 배출량을 계산하였다. 통기관을 통

해 유증기가 배출되는 4-5구간에서는 탱크 내 압력

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유증기 회수유량은 개방직전

의 회수유량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

여 식 (9)을 통해 총 발생량과 회수량을 계산하고 이

들의 차를 이용하여 통기관 배출량을 계산하였다. 적
하구간의 유증기 회수율은 적하구간 동안 총 발생된 

유증기 질량에 회수된 유증기 질량을 나눈 값으로 

식 (10)을 통해 계산되었다. 

     

 ∆
    

×∆   
(9)

여기서, 

    : 4-5 구간의 통기관 배출 질량(kg)
  : 통기관 밸브 개방 시점에 유증기 질량(kg)
  : 통기관 밸브가 닫히는 시점에 유증기 질량 (kg)
   : 통기관 밸브 개방 전 유증기 질량(kg)
∆    : 통기관 밸브 개방시간(s)

총발생량
회수량 (10)

Table 4. Comparison of emission factor between cal-
culated result and US EPA in Stage I

산출결과 미국 EPA

총 배출량(kg) 15.50 -

통기관 배출량(kg) 0.63 -

회수율(%) 94.6 94

배출계수(g/kl) 52.59 40

Table 4는 15.915 kl 휘발유를 적하할 경우에 산정

된 배출계수와 회수율과 미국에 EPA에서 산정한 배

출계수를 나타낸 표이다. 계산결과 회수율은 94.6%
로 미국의 EPA의 회수율(94%)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환경부에서 제시한 유증기 국가배출 계

수[6]는 50.5 g/kl로 계산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상태방정식과 질량보존법칙을 사

용하여 주유소에서 실제 배출되는 유증기의 질량을 

계산하고, 기존에 발표된 배출계수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판매구간의 경우에는 주유소 탱크 내에서 발

생하는 액화 및 증발량을 고려하여 유증기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었다. 적하구간의 경우에는 회수율과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식을 도출하였으며, 계산

결과 미국 EPA와 국내 환경부에서 제시한 국가배출

계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주유소 내 유증기 배출량은 간단한 측정을 통

해 산정할 수 있었으며, 배출계수 비교결과 산정방

법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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