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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CALPUFF 모델링을 수행하여 구미국가산업단지 공단지역에 악취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빈번한 지

역과 아세트알데히드 배출 주요 점오염원인 구미국가산업단지 공단지역 합성섬유제조업체 악취배출시설과의 상관관

계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CALPUFF 모델링 결과로서 T사 배출설비 개선 후에 구미공단의 아세트알데히드

농도의 최대값이 T사 배출설비 개선 전보다 O (10-5 g/m3)에서 O (10-6 g/m3)으로 저감되고 겨울(1월)과 봄(4월)에 구미

1공단의 아세트알데히드 농도가 개선되어서 구미 3공단에서 자주 아세트알데히드 농도의 구미공단 내 최대값이 도출

되었다. 또한 T사 배출설비 개선 후에 도출된 아세트알데히드 농도의 구미공단 내 최대값 예측범위는 T사 배출설비

개선 전의 구미공단 내 최대값 예측범위보다 개선되었다. 이와 같은 총괄 점오염원의 아세트알데히드 기여도 평가 예

측을 위한 CALPUFF 모델링 최대값은 ‘구미대구지역 HAPs 조사연구’의 측정 최대값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에 상호

비교할 수 있는 비슷한 값을 보였고 민원추세와도 잘 일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총괄 점오염원의 아세트알데히

드 기여도 평가 예측에 대한 유효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총괄 점오염원에서의 아세트알데히드 배출에 의하여 확산된

아세트알데히드 농도에 대한 T사 점오염원의 상대적 기여도가 T사 배출설비 개선 후에 개선 전보다 대부분 배 이상

낮아짐이 예측되었다. 반면에 이에 대한 W사 점오염원의 상대적 기여도는 T사 배출설비 개선 후가 T사 배출설비 개

선 전보다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것은 T사 배출설비 개선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W사 점오염원의 아세트알데히드 기

여도가 커졌음을 의미하였다. 

Abstract − In this study CALPUFF modeling was performed to establish a correlation between regions of frequent

civil odor complaints near Gumi national industrial complex and odor-emission facilities of synthetic fiber manufactur-

ers in the same area as main acetaldehyde-emission point sources. As a result of the CALPUFF modeling, the maximum

concentration of acetaldehyde in Gumi national industrial complex was reduced from O (10-5 g/m3) to O (10-6 g/m3) upon

improving emission facilities of T company so that the maximum concentrations of acetaldehyde frequently appeared in

complex 3. In addition, the predicted range of the maximum acetaldehyde concentration in Gumi national industrial

complex was also improved in comparison with that prior to improving emission facilities of T company. These maximum

concentrations of acetaldehyde obtained to estimate the expected contribution of total acetaldehyde point source by

CALPUFF modeling showed the similar values to those measured in ‘HAPs investigation in the region of Gumi-Daegu’

and were consistent to the trend of civil odor complaints. Therefore, the expected contribution of total acetaldehyde

point source was validated.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T company upon improving its emission facilities was predicted

to be lowered by more than factor of two, compared to that prior to improving its emission facilities. To the contrar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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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ve contribution of W company upon improving emission facilities of T company was predicted to be increased by more

than factor of two, compared to that prior to improving emission facilities of T company. This indicates that the contribution of

aldehyde point sources of W company was relatively increased upon improving emission facilities of T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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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구미국가산업단지 공단지역의 지속적인 악취저감 투자 및 모니

터링에도 불구하고 공단 인근 주민의 악취로 인한 민원 증가로 악

취배출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2010년 구미산업단

지 악취원인물질 실태조사[1]에 의하면 총 7개 지점 126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배출허용기준 대비 농도 %로 환산한 결과 암모니

아, 아세트알데히드, 트리메틸아민이 주요 악취유발물질임을 재확

인하였다. 또한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트리메틸아민과 아세트알데

히드의 주 발생원은 주로 합성섬유제조업체임이 보고되었다[2]. 이와

같이 구미국가산업단지 공단지역에 대한 악취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지역의 합성섬유제조업체 점오염원

악취측정데이터와 민원지역의 악취농도의 상관관계가 전혀 정립되

어있지 않았다.

배출원과 수용체의 적합한 시간 및 공간적 관계설정은 오염저감

조치를 위해서 어느 배출원이 개선목표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수반한다[3]. 한편 수많은 공기확산모델들이 개발되었고

개발된 Gaussian 모델(e.g., CALINE4 및 AERMOD), Lagrangian/

Eulerian 모델(e.g., GRAL, CALPUFF 및 TAPM)과 CFD 모델들

(e.g., ARIA Local 및 MICRO-CALGRID)에 의하여 배출원에서 나온

오염원 이동을 산출하는 능력이 평가되었다[4,5]. 본 연구에서는

2010년의 ‘구미산업단지 악취원인물질 실태조사’의 결과에서 2010

년에 2007년보다 모든 공단에서 두 배 이상 감소한 암모니아를 제

외한 트리메틸아민과 아세트알데히드를 악취 민원의 주 대상물질로

하여 CALPUFF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Ghannam과 El-Fadel[6]은 산업단지 굴뚝, 채석장과 근처 하이웨

이와 같은 배출원의 해안도시지역의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및

PM
10
의 농도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를 CALPUFF 모델링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그러나 악취의 특성은 다른 대기오염물질과 달라서 순

간적으로 사라질 수 있고 오염물질에 항상 존재하지도 않으며 반면에

비오염물질이 악취물질일 수도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나라에서 악

취측정과 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한 악취배출에 대한 환경보존법이 정

기적으로 입법되고 있다[7-11]. CALPUFF 모델링은 현장조사보다

경제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배출은 시공과 배출량에 관

한 불확실성 때문에 신뢰할 수준으로 모델링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

장검사방법은 모델링과 다르게 두 종류 이상의 악취가 존재할 경우

에는 가장 불쾌한 악취가 보고되기 때문에 그 중의 한 종류의 악취

농도를 정확하게 특징지을 수 없다. Ranzato 등[12]은 도시고형폐기

물을 처리하는 혐기소화조에서 발생하는 후각적 악취문제를 현장검

사방법과 CALPUFF 모델링으로 평가하였고 두가지 방법이 악취를

합리적으로 평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part 1으로서 구미국가산업단지 공단지역에 악취로 인

한 주민의 민원이 빈번한 지역을 악취수용(receptor) 지역으로 설정

하여 아세트알데히드 배출 주요 점오염원인 구미국가산업단지 공단

지역 합성섬유제조업체 악취배출시설과의 상관관계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방법 개요

본 연구의 악취오염배출원은 대규모 합성섬유제조업체의 점오염

원으로하고, 악취오염원은 아세트알데히드로 한정하였다. 2009년

도 화섬편람[13]에 기재되어 있는 구미소재 합성섬유제조업체를 근

거로 대규모 합성섬유제조업체를 설정하였다. 대규모 합성섬유제조

업체의 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아세트알데히드는 폴리에스테르 생

산공정의 에틸렌글리콜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구축

된 구미지역의 TRI (Toxic Release Inventory)[14,15]에서 산정이

어렵다. 따라서 폴리에스테르의 생산원료인 에틸렌글리콜의 구미소

재 대규모 폴리에스테르 제조업체에 의한 연간소비량(unpublished

data, 국립환경과학원) 및 폴리에스테르 연생산량[13]을 고려하여 T사

점오염원의 아세트알데히드 배출량을 기준으로 아세트알데히드의

대규모 합성섬유제조업체 점오염원들의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T사

점오염원의 아세트알데히드 배출량은 배출설비 설계기준으로 T사

배출설비 개선 후에 T사 배출설비 개선 전의 20%로 산정하였으며,

S사를 제외한 W사 및 기타 구미소재 합성섬유제조업체 점오염원들의

아세트알데히드 배출량은 각각 T사 배출설비 개선 후에 T사 점오

염원의 아세트알데히드 배출량의 140%로 산정하였다. 한편 S사 점

오염원의 아세트알데히드 배출량은 W사 점오염원의 아세트알데히

드 배출량의 25%로 산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인 구미지역의

대규모 합성섬유제조업체 악취배출에 따른 대기 모델은 CALPUFF

모델을 적용하였으며, CALPUFF 모델은 Fig. 1과 같이 1)지형 데이

터 처리 과정, 2)3차원 기상장 예측 모델인 CALMET, 3)대기 확산

예측 모델인 CALPUFF로 구성되어 있어 크게 3개의 모델링 과정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 대상 지역인 구미지역에 CALPUFF 모델을 적

용하기 위하여 구미권역 동서방향으로 15 km, 남북방향 15 km로

영역을 설정하였으며 격자간의 간격은 1 km로 하였으며, 구미지역

악취영향평가 모델링 대상 기간을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

였다. 또한 CALPUFF 모델을 적용을 위하여 구미국가산업단지 1

공단 및 3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대규모 합성섬유제조업체의 대기배

출시설설치 현황을 조사하여 각각의 점오염원(14개의 stack)의 좌

표 및 각 점오염원들의 배출량 관련 데이터를 입력하고, 악취 모델

링을 수행하였다. T사 점오염원의 경우는 T사 배출설비 개선 전

(2010년 12월까지) 및 개선 후(2011월 1월부터 2011년 12월 30일까

지)의 배출부하량을 사용하여 총괄 점오염원 및 T사 점오염원에 의

한 아세트알데히드 농도분포를 위한 CALPUFF 모델링을 수행하였

다. 이러한 구미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악취모델링의 결과로서 총괄

점오염원 및 개별 점오염원(T사 및 W사)의 아세트알데히드 관련

기여도 평가예측을 수행하였다. 첫 단계로서 총괄 점오염원에 의한

아세트알데히드 기여도 평가 예측 유효성을 구미지역 아세트알데히

드 농도 측정치와 비교하여 입증하였다. 다음 단계로서 개별 점오염

원의 총괄 점오염원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를 구하여서 개별 점오염

원(T사 및 W사)의 구미국가산업단지 대기/악취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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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구미국가산업단지 공단과 대규모 합성섬유 제조업체의 현황

구미지역 국가산업단지 1~4공단 중에서 민원이 가장 잦은 K사와

W사 인근지역은 아래의 구미지역 국가산업단지 공단 내의 대규모

합성섬유 제조업체 분포도(Fig. 2)와 같이 제 1공단의 북서쪽에 위

치하고 있다. 또한 제 1공단의 남동쪽에 T사 및 S사가 위치하고 있

으며, TR사 및 H사는 3공단에 분포되어 있다. 

2-1-2. CALPUFF 모델 적용조건 및 바람장 예측 모델링

본 연구 대상 지역인 구미지역의 CALPUFF 모델을 적용하기 위

하여 구미권역 동서방향으로 15 km (UTM좌표 436.445~451.445),

남북방향 15 km (3987.445~4002.445)로 설정하였으며 격자간의 간

격은 1 km이다. 모델링 수행기간은 우리나라는 4계절이 뚜렷한 계

절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모델링 영역정보는 Table 1과 같다.

본 모델링에서 수직적 기상장을 위하여 수직층을 12개 층으로 구

분하였으며, 각 층의 높이는 0, 20, 40, 80, 160, 300, 600, 1,000, 1,500,

2,200, 3,000, 4,000, 5,200 m로 하였다. 그밖에 연직 확산을 고려한

Bias의 경우 지표에서 5층까지는 상층기상대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

Fig. 1. Structure of CALPUFF modeling system. 

Fig. 2. Major synthetic fiber manufacturers in Gumi national complex:

K, W, T and S companies (complex 1); TR and H companies

(complex 3).

Table 1. Information of the model domain

Item Description

Grid origin 

(reference point)

X (Easting) 436,445.00 mE

Y (Northing) 3987,445.00 mN

Grid spacing (△X) 1 km

Domain size
Nx (no. x grid Cells) 15

Ny (no. y grid Cells 15

No. of Vertical layers 10

Cell face heights (m)
0, 20, 40, 80, 160, 300, 600, 1000, 1500, 

2200, 3000

Time zone UTC+0900

Projection UTM (Unversal Transverse Mercator)

UTM zone 52(northern)

Modeling period 2011.01.02. 1 am ~ 2011. 12. 30. 11 pm

Continent/Ocean Asia

Geoid-Ellipsoid Korean Geodetic System 1995: WGS-84

Region South Korea

Datum WGS-84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아세트알데히드 악취모델링 25

Korean Chem. Eng. Res., Vol. 54, No. 1, February, 2016

으며 그 이후로 factor값을 설정하여 9층부터 상층기상대의 영향만을

고려한 모델링을 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된 지형입력자료, 지표기상

입력자료 및 고층기상입력자료는 각각 Table 2, 3 및 4와 같다.

2-1-3. 구미 대규모 합성섬유제조업체의 연생산량

T사, H사, S사, TR사 및 W사의 회사별 생산능력은 폴리에스테르

PET의 경우에 각각 156,695, 230,400, 75,800, 44,280 및 277,078

톤/년이었다[13].

 

3. 결과 및 고찰

3-1. 계절별/시간별 바람장 분포의 모델예측결과

2010년 구미의 연평균 기온은 13.1 oC, 풍속은 1.7 m/s, 주풍향은

서북서(WNW)풍, 강수량은 1,153.5 mm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간

상대습도는 63%이며, 일조 시간은 1,959.4 hr를 보여주고 있다. 구

미의 바람에 관한 정보는 Fig. 2A와 같다. CALPUFF 모델링 지역

범위 내(15 km × 15 km)에서 2011년의 겨울, 봄, 여름 및 가을 각

각의 아침, 낮, 오후 및 밤의 바람장 예측을 하기위하여 1월 15일, 4월

15일, 7월 15일 및 10월 15일 각각의 08, 13, 17 및 22시에서의

CALMET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CALPUFF 모델링 지역범위 내 각

각의 좌표에서 바람장 모델예측결과는 아래 Fig. 3B와 같다.

3-2. 배출오염원 악취모델링 실험결과

3-2-1. 총괄 점오염원의 아세트알데히드 기여도 평가 예측 및 유

효성 평가(T사 배출설비 개선 후)

T사 배출설비 개선 후의 총괄 점오염원으로부터 아세트알데히드

배출에 의한 겨울, 봄, 여름 및 가을의 일중 시간별 아세트알데히드

예측농도분포를 Fig. 4가 보여주고 있다. 좌측은 아세트알데히드 농

도분포도, 풍향, 지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측은 아세트알데히드

분포도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숫자(단위: g/

m3)는 확산된 아세트알데히드 농도의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

에 따른 계절별 총괄 점오염원의 아세트알데히드 배출에 의한 아세

트알데히드의 일중 시간별 최대 예측농도 및 위치는 Fig. 5A와 같

다. Fig. 5A에 의하면 겨울(1월)과 봄(4월)에는 주로 구미 3공단에

서, 여름(7월)과 가을(10월)에는 주로 구미 1공단에서 아세트알데히

드 농도의 최대값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아세트알데히드 농도의 구

미공단 내 최대값은 1공단과 3공단에서 각각 1.03~9.60 ppb 및

1.31~4.34 ppb의 분포를 보였다.

Fig. 5A의 총괄 점오염원 아세트알데히드 기여도 평가를 위한 예

측농도 최대값과 구미대구지역 HAPs 조사연구[16]의 측정결과와

비교하였을 때에 Table 5와 같이 서로 근접한 값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총괄 점오염원(T사 배출설비 개선 후)의 아세트알데히

드 기여도 평가 예측에 대한 유효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총괄 점오

염원의 아세트알데히드 기여도 평가를 위한 CALPUFF 모델링에

의한 예측농도 결과와 2011년도 구미시 민원현황과 비교하였을 때

Table 2. Terrain input data

Item File name Description

Land cover map eausgs2_0la.img (GLAZAS) USGS Global for Eurasia-Asia

Terrain height N36E128.hgt SRTM3 (~90 m)

Surface meterological input data

143-2011.c14

CD144 format279-2011.c14

806-2011.c14

Upper air meterological input data 47138-2011.tdt TD6201 format

Table 3. Surface meterological input data

File Station Name
Station Number 

(ID)

UTM Coordinate
Time zone

Elevation Ht. 

(m)

Anemometer

Ht. (m)X (km) Y (km)

143-2011.c14 Daegu DG 143 465.400 3,971.076 UTC+0900 (-9) 58 10

279-2011.c14 Gumi GM 279 438.510 3,998.953 UTC+0900 (-9) 48 10

806-2011.c14 Seonsan SS 806 435.599 4,010.067 UTC+0900 (-9) 38 10

Modeling period : 2011.01.02. 1 am ~ 2011.12.30. 11 pm

Table 4. Upper air meterological input data

File Station Name Station Number (ID)
UTM Coordinate

Time zone Elevation Ht. (m)
X (km) Y (km)

47138-2011.tdt Pohang PH 47138 534.534 3,987.714 UTC+0900 (-9) 4

Modeling period : 2011.01.02. 1 am ~ 2011.12.30. 11 pm

Fig. 3. (A) Wind rose diagram of Gumi i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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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Table 6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2011년도 봄, 여름 및 가을에 발

생한 민원현황과 CALPUFF 모델링에 의한 아세트알데히드 예측농

도 최대값 위치가 비교적 잘 일치하였다.

3-2-2. 총괄 점오염원의 아세트알데히드 기여도 평가 예측 및 유

효성 평가(T사 배출설비 개선 전)

T사 배출설비 개선 전의 총괄 점오염원으로부터 아세트알데히드

배출에 의한 겨울, 봄, 여름 및 가을의 일중 시간별 아세트알데히드

Fig. 3. (continued) (B) Distribution of wind field per seasonal time in the year of 2011: a) Jan. 15. 8 am(1), 1 pm(2), 5 pm(3), 10 pm(4); b) Apr. 15. 8

am(1), 1 pm(2), 5 pm(3), 10 pm(4); c) Jul. 15. 8 am(1), 1 pm(2), 5 pm(3), 10 pm(4); d) Oct. 15. 8 am(1), 1 pm(2), 5 pm(3), 10 p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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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농도분포에서 아세트알데히드의 일중 시간별 최대 예측농도 및

위치는 Fig. 5B와 같다. Fig. 5B에 의하면 T사 배출설비 개선 전에는

주로 구미 1공단에서 아세트알데히드 농도의 최대값이 도출되었고,

구미 3공단에서는 특정 시간대 즉, 겨울(1월), 봄(4월) 및 여름(7월)의

낮(13시) 및 가을(10월)의 아침(08시)과 밤(22시)에 아세트알데히드

농도의 최대값이 도출되었다. 총괄 점오염원(T사 배출설비 개선 전)

아세트알데히드 기여도 평가 예측을 위한 CALPUFF 모델링 최대

값과 구미대구지역 HAPs 조사연구[16]의 측정(T사 배출설비 개선

전) 최대값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에 Table 7과 같은 매우 비슷한 값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총괄 점오염원(T사 배출설비 개선 전)의

아세트알데히드 기여도 평가 예측에 대한 유효성을 보여주었다. T사

배출설비 개선 후의 Table 5와 비교하였을 때에, T사 배출설비 개선

후에 아세트알데히드 농도의 최대값이 T사 배출설비 개선 전 보다

대부분 O (10-5 g/m3)에서 O (10-6 g/m3)으로 저감되어서 겨울(1월)

Fig. 4. Distribution of predicted concentration of acetaldehyde (AA) emitted from the total point pollution sources (in this study) of GUMI

national industrial complex per seasonal time in the year of 2011[unit: g/m3 (ppb)]: a) Jan. 15. 8 am(1), 1 pm(2), 5 pm(3), 10 pm(4); b) Apr. 15.

8 am(1), 1 pm(2), 5 pm(3), 10 pm(4); c) Jul. 15. 8 am(1), 1 pm(2), 5 pm(3), 10 pm(4); d) Oct. 15. 8 am(1), 1 pm(2), 5 pm(3), 10 p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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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봄(4월)에 구미 1공단의 아세트알데히드 농도가 저감 및 개선되

어서 구미 3공단에서 아세트알데히드 농도의 최대값이 도출되었다.

한편 T사 배출설비 개선 전인 2010년 4~6월에 측정된 구미산업

단지 악취원인물질 실태조사[1]에 따른 아세트알데히드 측정치는 1

공단 및 3 공단에서 각각 2.3~8.4 ppb (평균 6.4 ppb) 및 0.1~61.4 ppb

(평균 22.4 ppb)로 분포되었다. 본 연구에서 T사 배출설비 개선 전의

Fig. 4. (continued)

Table 5. Comparison between predicted maximum concentration, and its location, of acetaldehyde (AA) emitted from the total point pollution

sources (in this study) of GUMI national industrial complex upon improving AA emission facilities of T company, and the maximum of

measured AA concentration

Date Location
Predicted maximum 

concentration (g/m3)

Investigation on HAPs in the area of Gumi and Daegu [16] 

Measured maximum concentration (g/m3) Location (measuring date)

01.15 complex 3 and I dong 8.4×10-6 9.9×10-6 a I dong (2011.01)
aAverage 6.4×10-6 g/m3 (n=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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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점오염원 부하를 입력한 본 연구 CALPUFF 모델링을 이용한

아세트알데히드 기여도 평가 예측에서는 1 공단 및 3 공단에서 각

각 3.15~12.65 및 1.11~12.09 ppb의 구미공단 내 최대값 분포를 보

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기여도 평가 예측치는 구미산업단지 악취원

인물질 실태조사[1]의 아세트알데히드 측정치와 비교 시에 1 공단의

경우는 서로 근접하였고 3공단의 경우에는 더 낮았으나 측정치 최

대값을 제외하였을 때에 비슷한 크기이었다. 

3-2-3. 개별 점오염원의 아세트알데히드 기여도 평가 결과 및 상

대적 기여도

3-2-3-1. T사 점오염원의 아세트알데히드 기여도 평가 예측(T사

배출설비 개선 후) 및 상대적 기여도

T사 점오염원의 배출설비 개선 후 아세트알데히드 배출 기여에

의한 2011년도 겨울, 봄, 여름 및 가을의 일중 시간별 아세트알데

히드 예측기여 농도분포를 Fig. 6과 같이 보여주고 있고 우측 상단

에 있는 숫자(단위: g/m3)는 확산된 아세트알데히드 예측기여농도

의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른 계절별 T사 점오염원의 아

세트알데히드 배출 기여에 의한 아세트알데히드의 일중 시간별 예

측기여 최대 농도는 Fig. 7A와 같은데, 이와 같이 T사 점오염원만

의 아세트알데히드 배출에 의하여 1공단뿐만 아니라 3공단에서도

아세트알데히드 예측농도의 구미공단 최대값을 보였다. Fig. 7A의

계절별 T사 점오염원의 아세트알데히드 일중 시간별 예측기여 최

대 농도를, Fig. 5A의 T사 배출설비 개선 후 계절별 총괄 점오염

원의 아세트알데히드 일중 시간별 최대 예측농도로 나눈 값에 100

을 곱한 값을 T사 점오염원의 총괄 점오염원 아세트알데히드 농도

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A)로 정의하였고 그 상대적 기여도를 Fig.

7B와 같이 나타내었다. 

총괄 점오염원의 아세트알데히드 배출에 의한 아세트알데히드

농도에 대한 T사 점오염원의 상대적 기여도에 대하여 1월의 경우

아침(08시)에는 점오염원(T사)의 상대적 기여도가 높고 오후 및 밤

이 되면서 상대적 기여도가 낮아졌다. 4월의 경우 아침(08시)에는

1월과 비슷하게 상대적 기여도가 높았으나 오후 및 밤에는 1월보다

상대적 기여도가 배 이상 상승하였다. 7월의 경우 1 및 4월과 다르

게 아침(08시)에 상대적 기여도가 낮아졌으며 오후 및 밤에도 상대

적 기여도가 4월보다 감소하였다. 10월에는 7월보다 아침(08시)에

상대적 기여도가 더 낮아졌으나 오후에는 커지고 특히 17시에는 상

대적 기여도가 거의 99%에 접근하였다. 따라서 T사의 상대적 기여

도는 공간 및 시간에 따른 기상변화, 특히 T사 점오염원 근처의 시

Fig. 5. Predicted maximum concentrations, and their locations, of

acetaldehyde (AA) emitted from the total point pollution sources

(in this study) of GUMI national industrial complex: A. Upon

improving AA emission facilities of T company; B. Prior to

improving AA emission facilities of T company (Each set of pre-

dicted maximum concentrations is illustrated at its corresponding

seasonal time in the seasonal order of winter (Jan. 15), spring

(Apr. 15), summer (Jul. 15) and fall (Oct. 15)).

Table 6. Comparison between predicted maximum concentration of

acetaldehyde (AA) emitted from the total point pollution sources

(in this study) of GUMI national industrial complex upon

improving AA emission facilities of T company, and the filing

status of civil odor complaint of Gumi

Date Location

Predicted maximum 

concentration

(g/m3)

Number of civil odor 

complaint at the location 

in the year of 2011a

04.15 (spring) complex1 7.09x10-6 6/11

07.15 (summer) K dong 9.38x10-6 6/21

10.15 (fall) complex1 1.14x10-5 8/13
aFiling number of seasonal civil odor complaint in the year of 2011: a)

spring, 11; b) summer, 21; c) fall, 13; d) winter, 3.

Table 7. Comparison between predicted maximum concentration, and its location, of acetaldehyde (AA) emitted from the total point pollution

sources (in this study) of GUMI national industrial complex prior to improving AA emission facilities of T company, and the maximum

of measured AA concentration

Date Location
Predicted maximum 

concentration (g/m3)

Investigation on HAPs in the area of Gumi and Daegu [16] 

Measured maximum concentration (g/m3) Location (measuring date)

04.15 Complex 1 1.54×10-5 1.47×10-5 a complex 1 (2010.05)

07.15 Complex 1 1.13×10-5 1.35×10-5 b complex 1 (2010/08)

10.15 Complex 3 1.20×10-5 1.12×10-5 c complex 3 (2010/10)
aAverage 6.96×10-6 g/m3 (n=11). bAverage 7.49×10-6 g/m3 (n=14). cAverage 4.84×10-6 g/m3 (n=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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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따른 기상변화에 따라서 변할 수 있으며 2011년 겨울, 봄, 여

름, 가을이 지나가면서, 아침(08시)에는 상대적 기여도가 감소하였

으나 낮(13시)에는 점차 증가하였다. 오후(17시)에는 상대적 기여도

가 봄, 가을에 각각 81.88 및 98.40%로 심각하게 우려할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밤(22시)에는 봄을 제외하고는 미미하였다. 

3-2-3-2. T사 점오염원의 아세트알데히드 기여도 평가 예측(T사

배출설비 개선 전) 및 상대적 기여도

T사 점오염원의 배출설비 개선 전 아세트알데히드 배출 기여에

의한 2011년도 겨울, 봄, 여름 및 가을의 일중 시간별 아세트알데히

드 예측기여 최대 농도는 Fig. 8A와 같다. Fig. 8A의 계절별 T사 점

오염원의 아세트알데히드 일중 시간별 예측기여 최대 농도를, Fig.

Fig. 6. Distribution of predicted concentration of acetaldehyde emitted from T company point pollution source (in this study) per seasonal time in

the year of 2011[unit: g/m3 (ppb)]: a) Jan. 15. 8 am(1), 1 pm(2), 5 pm(3), 10 pm(4); b) Apr. 15. 8 am(1), 1 pm(2), 5 pm(3), 10 pm(4); c) Jul. 15.

8 am(1), 1 pm(2), 5 pm(3), 10 pm(4); d) Oct. 15. 8 am(1), 1 pm(2), 5 pm(3), 10 p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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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B의 T사 배출설비 개선 전 계절별 총괄 점오염원의 아세트알데히

드 일중 시간별 최대 예측농도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값을 T사

점오염원의 총괄 점오염원 아세트알데히드 농도에 대한 상대적 기

여도(B)로 정의하였고, T사 배출설비 개선 전의 상대적 기여도를

Fig. 8B와 같이 나타내었다. 따라서 T사 배출설비 개선 전에는 개선

후보다 가을(10/15)의 낮(13시) 및 오후(17시)를 제외하고는 상대적

기여도(B)가 배 이상 높았음이 예측되었다.

3-2-3-3. W사 점오염원의 아세트알데히드 기여도 평가 결과 및

상대적 기여도

W사 점오염원의 아세트알데히드 배출 기여에 의한 2011년도 겨울,

봄, 여름 및 가을의 일중 시간별 아세트알데히드 예측기여 농도분포를

Fig. 9와 같이 보여주고 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숫자(단위: g/m3)는

확산된 아세트알데히드 예측기여농도의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서 계절별 W사 점오염원의 아세트알데히드 배출 기여에

Fig. 6.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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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아세트알데히드의 일중 시간별 예측기여 최대 농도는 Fig. 10A와

같다. Fig. 10A의 계절별 W사 점오염원의 아세트알데히드 일중 시

간별 예측기여 최대 농도를, Fig. 5A의 T사 배출설비 개선 후 계절

별 총괄 점오염원의 아세트알데히드 일중 시간별 최대 예측농도 또는

Fig. 5B의 T사 배출설비 개선 전 계절별 총괄 점오염원의 아세트알

데히드 일중 시간별 최대 예측농도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값을

W사 점오염원의 총괄 점오염원 아세트알데히드 농도에 대한 각각

상대적 기여도(C)와 상대적 기여도(D)로 정의하였다. 그 상대적 기

여도 (C) 및 (D)를 각각 Fig. 10B-C와 같이 나타내었다. Fig. 10B-C

에 의하면 T사 배출설비 개선 후의 상대적 기여도(C)는 대부분 T사

배출설비 개선 전 상대적 기여도(D)보다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것

은 T사 배출설비 개선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W사 점오염원의 아세

트알데히드 기여도가 커졌음을 의미한다. 

W사 점오염원의 총괄 점오염원 아세트알데히드 농도에 대한 상

대적 기여도(C)에 대하여 1월에는 낮(13시)에는 점오염원(W사)의

상대적 기여도(C)가 100%로서 심각한 수준으로 매우 높았고 오후

및 밤이 되면서 상대적 기여도(C)가 낮아졌다. 4월에는 아침(08시)과

오후(17시)에 상대적 기여도(C)가 매우 높았다. 7월에는 아침에는

상대적 기여도(C)가 낮았으나 낮(13시)에 상대적 기여도(C)가 심각

한 수준으로 매우 높았고 오후(17시)에 약간 낮아졌다가 밤(22시)에

다시 높아졌다. 10월에는 상대적 기여도(C)가 7월과 반대 추세를

보여서, 아침(08시)와 낮(13시)에 상대적 기여도(C)가 매우 높았으

나 오후를 지나 밤에는 감소추세를 보였다. 따라서 W사의 상대적

기여도(C)는 공간 및 시간에 따른 기상변화에 따라서 변할 수 있으

며 아침(08시)에는 봄(4/15)과 가을(10/15)에 큰 값을 보였으며, 낮

(13시)에는 봄(4/15)을 제외한 겨울, 여름 및 가을에 상대적 기여도

(C)는 심각한 수준으로 매우 높았다. 오후(17시)에는 상대적 기여도

(C)가 봄(4/15)에 증가하였으며 밤(22시)에는 여름(7/15)을 제외하

고는 낮은 수준이었다. 

4. 결 론

본 연구의 CALPUFF 모델링에서 T사 배출설비 개선 후에 아세

트알데히드 농도의 최대값이 T사 배출설비 개선 전 보다 대부분

Fig. 7. Predicted maximum concentrations (A) of acetaldehyde (AA)

emitted from the point pollution sources (in this study) of T

company, and their relative contribution (B) upon improv-

ing AA emission facilities of T company (Each set of predicted

maximum concentrations is illustrated at its corresponding

seasonal time in the seasonal order of winter (Jan. 15), spring

(Apr. 15), summer (Jul. 15) and fall (Oct. 15)).

Fig. 8. Predicted maximum concentrations (A) of acetaldehyde (AA)

emitted from the point pollution sources (in this study) of T

company, and their relative contribution (B) prior to improving

AA emission facilities of T company (Each set of predicted max-

imum concentrations is illustrated at its corresponding sea-

sonal time in the seasonal order of winter (Jan. 15), spring

(Apr. 15), summer (Jul. 15) and fall (Oct.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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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0-5 g/m3)에서 O (10-6 g/m3)으로 저감되어서 겨울(1월)과 봄(4월)

에 구미 1공단의 아세트알데히드 농도가 저감 및 개선되어서 구미

3공단에서 아세트알데히드 농도의 최대값이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T사 배출설비 개선 후의 총괄 점오염원 아세트알데히드 기여도 평가

를 위한 예측농도 최대값과 구미대구지역 HAPs 조사연구[16]의 측

정결과와 비교하였을 때에 상호 근접한 값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

구의 총괄 점오염원의 기여도 평가 예측에 대한 유효성을 보여주었다.

2011년도 봄, 여름 및 가을에 발생한 민원현황과 CALPUFF 모델링에

의한 아세트알데히드 예측농도 최대값 위치가 비교적 잘 일치하였다.

한편 총괄 점오염원(T사 배출설비 개선 전) 아세트알데히드 기여

Fig. 9. Distribution of predicted concentration of acetaldehyde emitted from W company point pollution source (in this study) per seasonal

time in the year of 2011: a) Jan. 15. 8 am(1), 1 pm(2), 5 pm(3), 10 pm(4); b) Apr. 15. 8 am(1), 1 pm(2), 5 pm(3), 10 pm(4); c) Jul. 15. 8

am(1), 1 pm(2), 5 pm(3), 10 pm(4); d) Oct. 15. 8 am(1), 1 pm(2), 5 pm(3), 10 p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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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평가 예측을 위한 CALPUFF 모델링 최대값과 구미대구지역

HAPs 조사연구[16]의 측정 최대값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에 매우 비

슷한 값을 보였다. 따라서 T사 배출설비 개선 전에도 본 연구의 총

괄 점오염원의 아세트알데히드 기여도 평가 예측에 대한 유효성을

보여주었다. 그 뿐만 아니라 T사 배출설비 개선 전의 기여도 평가

예측치는 T사 배출설비 개선 전인 2010년 4~6월에 측정된 구미산

업단지 악취원인물질 실태조사[1]의 아세트알데히드 측정치와 비교

시에 1공단의 경우는 서로 근접하였고 3공단의 경우에는 더 낮았으

나 측정치 최대값을 제외하였을 때에 비슷한 크기이었다. 위와 같이

T사 배출설비 개선 후에 도출된 아세트알데히드 농도의 구미공단

내 최대값 분포는 1공단과 3공단에서 T사 배출설비 개선 후의 구미

공단 내 최대값 분포보다 개선되었다. 

또한 T사의 상대적 기여도(B)가 T사 배출설비 개선 후에 개선 전

보다 대부분 배 이상 낮아짐이 예측되었다. W사 점오염원의 총괄

점오염원 아세트알데히드 농도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C)[T사 배출

설비 개선 후]는 상대적 기여도(D)[T사 배출설비 개선 전]보다 배

Fig. 9.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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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증가하였다. 이것은 T사 배출설비 개선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W사 점오염원의 아세트알데히드 기여도가 커졌음을 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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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Predicted maximum concentrations (A) of acetaldehyde (AA)

emitted from the point pollution sources of W company, and

their relative contribution (B, C): A. Predicted maximum

concentration; B. Upon improving AA emission facilities of

T company; C. Prior to improving AA emission facilities of

T company. (Each set of predicted maximum concentrations

and relative contributions is illustrated at its corresponding

seasonal time in the seasonal order of winter (Jan. 15), spring

(Apr. 15), summer (Jul. 15) and fall (Oct.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