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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구미공단 대규모합성섬유제조업체들의 총괄 점오염원 및 개별 점오염원에 의한 각각의 트리메틸아민 관련 기여도

평가예측을 위하여 CALPUFF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또한 개별 점오염원의 총괄 점오염원에 대한 트리메틸 관련 상대적

기여도를 산출하였다. T사 배출설비 개선 후 총괄 점오염원의 트리메틸아민 배출에 의한 본 연구 CALPUFF 모델링 결과로서

2011년 겨울(1월), 봄(4월)에는 주로 구미 3공단에서, 여름(7월), 가을(10월)에는 주로 구미 1공단에서 트리메틸아민 농도의

최대값이 도출되었다. 한편 T사 배출설비 개선 후에는 구미 1공단의 경우에 트리메틸아민 예측 최대값 범위가 매우 개

선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반면에 구미3공단의 경우는 T사 배출설비 개선 후에 오히려 트리메틸아민 예측 최대값의 상한치가

더욱 커졌으나 그 상한치를 제외하였을 때는 T사 배출설비 개선 전의 트리메틸아민 측정치의 상한치와 비슷하였다. 이와 같

이 T사 배출설비 개선이 공단별 트리메틸아민 농도에 미치는 영향이 구미 1공단에서는 컸으나 구미 3공단에서는 미미한 수준

이었다. 한편 본 연구 CALPUFF 모델링 결과로서 트리메틸아민 농도 예측치는 트리메틸아민 농도의 측정치 범주와

거의 일치하므로 본 연구의 총괄 점오염원에 의한 트리메틸아민 기여도 평가에 대한 유효성을 보여주었다. 

Abstract − In this study CALPUFF modeling was performed to predict a contribution of a separate single point pol-

lutant source as well as of total point pollutant sources of major synthetic fiber manufacturers in Gumi national indus-

trial complex to atmospheric trimethylamine concentration of the same area. In addition, a contribution of the separate

single point pollution source to the atmospheric trimethylamine concentration of the same area was estimated relatively

to the total point pollutant sources. As a result of the CALPUFF modeling, the maximum atmospheric concentration of

trimethylamine in Gumi national industrial complex was appeared upon improving T company emission facility fre-

quently in complex 3 in winter (January) and spring (April) while frequently in complex 1 in summer (July) and autumn

(October). Besides, the predicted range of the maximum atmospheric concentration of trimethylamine in complex 1 was

improved upon improving its emission facility. However, even though in complex 3 the upper bound of the predicted

maximum atmospheric concentrations of trimethylamine was increased upon improving T company emission facility,

the predicted value of their second upper bound below the upper bound was very similar to the upper bound of measured atmo-

spheric trimethylamine concentrations in Gumi prior to improving its emission facility. Thus, the effect of improving T company

emission facility was estimated huge in complex 1 while it was trivial in complex 3. These maximum concentrations of

trimethylamine predicted to estimate the expected contribution of total point pollutant sources by CALPUFF modeling

showed the similar values to those measured in the region of Gumi. Therefore, the expected contribution of total point

pollutant sources to atmospheric trimethylamine concentration in the area of Gumi was vali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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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악취규제의 목적은 규제기준을 달성하는 것보다는 민원 등의 불

만을 야기 시키지 않는 것이고, 불규칙하고 간헐적인 발생특성을 가

진 악취의 발생빈도가 민원발생의 주요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악취발생원 중심의 국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구미산업단지 총 7개

지점 126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배출허용기준 대비 농도 %로

환산한 결과 트리메틸 아민, 아세트알데히드, 암모니아가 주요 악취

유발물질임을 확인하였다[1]. 또한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최소감지

농도가 각각 0.1 및 2 ppb인 트리메틸아민과 아세트알데히드의 주

배출원은 주로 합성섬유제조업체임이 보고되었다[2]. 구미 국가산업

공단에서의 발생하는 주요악취원인 트리메틸아민과 아세트알데히

드는 각 합성섬유제조업체가 제품생산을 위한 원료 또는 용매와 같

이 생산에 직접 투입되는 물질이 아니라 생산 공정 중에서 화학반응

에 의하여 자연 발생한 악취오염원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생산공

정에서 화학반응으로 발생한 악취오염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출

량 산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배출원과 수용체의 적합한 시간 및 공간적 관계설정은 오염저감

조치를 위해서 어느 배출원이 개선목표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수반한다[3]. 그러나 구미국가산업단지 공단지역에 대

한 악취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공

단지역의 각 합성섬유제조업체 점오염원에서의 악취오염원 배출량

과 민원지역의 악취농도의 상관관계가 Lee 등[4]의 연구 외에는 거

의 정립되어있지 않았다. Lee 등[4]은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아세트

알데히드에 대한 악취모델링을 CALPUFF 모델링을 활용하여 수행

하여서 아세트알데히드 배출 주요 점오염원인 구미국가산업단지 공

단지역 합성섬유제조업체 악취배출시설과 구미국가산업단지 공단

지역에서 인근 주민의 악취로 인한 민원이 빈번한 악취수용

(receptor) 지역의 상관관계를 정립하였다. Jeong[5]은 upwind 및

downwind 방향의 위치와 면오염원과 악취수용(receptor) 지역에서

악취 샘플링 및 측정된 악취농도를 이용하여 산업단지 면오염원에

서의 악취배출량을 CALPUFF와 AERMOD 확산모델을 통하여 산

출하고 비교하였다. 그 결과 CALPUFF 모델링의 경우가 AERMOD

확산모델보다 약간 더 우수하였다. Ranzato 등[6]은 도시고형폐기물을

처리하는 혐기소화조에서 발생하는 후각적 악취문제를 CALPUFF

모델링과 현장검사방법으로 평가하였고 두 가지 방법이 악취를 합

리적으로 평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트리메틸아민 배출 주요 점오염원인 구미국가산업

단지 공단지역 합성섬유제조업체 악취배출시설과 구미국가산업단

지 공단지역에서 인근 주민의 악취로 인한 민원이 빈번한 악취수용

(receptor) 지역의 상관관계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최근

의 구미공단과 민원지역의 트리메틸아민을 포함한 악취원인물질 실

태조사인 구미산업단지 악취원인물질 실태조사[1]의 결과에서 2010

년에 2007년보다 모든 공단에서 두 배 이상 감소한 암모니아를 제외

한 트리메틸아민과 아세트알데히드를 확산물질로 하여 CALPUFF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2. 연구방법

2-1. CALPUFF 모델링

CALPUFF 모델링 시스템은 Fig. 1과 같이 세가지 주요요소로 구

성된다: CALMET, CALPUFF 및 CALPOST[7]. CALMET는 3차

원 그리드 모델링영역에서 통상적으로 매 시간마다 바람장 및 온도

장을 구성하는 기상모델이다. CALPUFF는 모델 배출원으로부터 배

Fig. 1. Structure of CALPUFF model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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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는 물질의 연기덩어리(puff)를 비정상상태에서 확산과정을 모사

하면서 설명하는 전달 및 확산모델로서 Lagrangian Gaussian 퍼프

모델이다. CALPOST는 CALPUFF로부터의 파일을 처리하면서 모

사결과를 처리하는데 사용된다[8]. 연기덩어리(puff)가 기여하는 악

취수용(receptor) 지역의 지표농도는 다음 식 (1)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7]. 

(1)

where

한편 간편한 평균시간 스케일링계수(scaling factor)[12]는 악취인지

평가에 적용할 때에 단기 첨두농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

다. 이러한 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악취는 몇 초의 시간대에서 인지

되지만 CALPUFF 모델링에서 평균농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농도확산곡선과 관련되는 평균시간은 3~60분(통상 60분)이기 때문

이다. 이러한 조정은 그 시간 동안 평균 바람흐름에 대한 바람장 변

동의 바람과 교차(cross-wind) 방향의 악취물질분포에 대한 영향을

처리한다. 악취모델링에서 더 짧은 평균시간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바람에 교차(cross-wind) 방향인 측면 확산에서의 표준편차(σ
y
)

또는 확산 폭이 감소하므로 연기덩어리(puff) 중심에서의 농도가 증

가한다[7]. 이와 같이 악취모델링에서 측면 확산계수를 조정하는 평

균시간 스케일링계수(scaling factor)[12]는 식 (2)와 같이 1/5th 지수

법칙(power law)을 따른다[7]. 

f(t, t
o
) = (t/t

o
)0.2 (2)

식 (2)와 같은 평균시간 스케일링계수(scaling factor)는 모델링이 끝난

후에 CALPOST에서 직접 평균농도에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더

짧은 평균시간에서 농도는 증가하게 된다[7].

2-2. 연구방법 개요

구미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트리메틸아민 농도분포를 구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악취오염배출원은 대규모 합성섬유제조업체의 점오염원

으로하고, 악취오염원은 트리메틸아민과 아세트알데히드로 한정하

였다. 대규모 합성섬유제조업체(Fig. 2)는 2009년도 화섬편람에 기

재되어 있는 구미소재 합성섬유제조업체 중에서 연생산량를 근거로

설정하였다. 한편 구미 국가산업공단에서의 발생하는 주요악취원인

트리메틸아민이나 아세트알데히드는 각 합성섬유제조업체가 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 또는 용매와 같이 생산에 직접 투입되는 물질이

아니라 생산 공정 중에서 화학반응에 의하여 자연 발생한 악취오염

원이다. 트리메틸아민은 스판덱스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용제인 디

메틸아세트아마이드(DMAc) 회수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며 아세트알

데히드는 폴리에스테르 생산공정에서 에틸렌글리콜을 회수하는 과정에

서 주로 발생하므로 구축된 구미지역의 TRI (Toxic Release Inventory)

[9,10]에서 산정이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악취오염원에 대한 배출량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는 상황으로서 이에

대한 배출량산정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미소재

대규모 스판덱스 제조업체의 연생산량(T사 및 H사당 각각 2만 톤/

년 및 25,000 톤/년)[11]을 고려하여 트리메틸아민의 T사 점오염원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각 대규모 합성섬유제조업체 점오염원들의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T사 점오염원의 트리메틸아민 배출량은 배출

설비 설계기준으로 T사 배출설비 개선 후에 T사 배출설비 개선 전의

20%로 산정하였으며, T사외의 대규모 스판덱스 제조업체인 H사 점

오염원들의 트리메틸아민 배출량은 T사 배출설비 개선 후의 T사 점

오염원 트리메틸아민 배출량의 100%로 산정하였다. 한편 각 대규모

합성섬유제조업체 점오염원들의 아세트알데히드 배출량은 Lee 등

[4]과 같은 방법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인 구미지역의

2011년도 바람장미는 Fig. 3(A)와 같으며, 구미지역의 대규모 합성섬

유제조업체 악취배출에 따른 대기 모델은 Lee 등[4]과 같이 CALPUFF

모델(Fig. 1)을 적용하였고, Lee 등[4]과 같은 CALPUFF 모델 적용조건

(Table 1~4)을 적용하여서 같은 바람장 분포의 모델예측결과(Fig.

3(B))를 공유하였다. 따라서 구미권역 동서방향으로 15 km, 남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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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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Δ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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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ve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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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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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km로 영역을 설정하였으며 격자간의 간격은 1 km로 하였으며,

구미지역 악취영향평가 모델링 대상 기간을 2011년 1월부터 12월까

지로 하였다. 또한 CALPUFF 모델을 적용을 위하여 구미국가산업

단지 1 공단 및 3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대규모 합성섬유제조업체의

대기배출시설설치 현황을 조사하여 각각의 점오염원(15개의 stack)의

좌표 및 각 점오염원들의 배출량 관련 데이터를 입력하고, 악취 모

델링을 수행하였다. T사 점오염원의 경우는 Lee 등[4]과 같이 T사

배출설비 개선 전(2010년 12월까지) 및 개선 후(2011월 1월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의 배출부하량을 사용하여, 구미국가산업단

지에 대한 악취모델링의 결과로서 총괄 점오염원 및 개별 점오염원

(T사)에 의한 각각의 트리메틸아민관련 기여도 평가예측을 수행하

였다. 첫 단계로서 총괄 점오염원에 의한 트리메틸아민 기여도 평가

예측 유효성을 구미지역 트리메틸아민 농도 측정치 및 악취 민원현

황과 비교하여 입증하였다. 실제 민원을 유발하는 것은 악취의 시간

평균농도가 아니라, 대기 중의 난류에 의하여 악취농도가 시간에 따

라서 급격히 변화하는 악취의 특성을 고려할 때에 순간적으로 첨두

(peak)를 나타내는 첨두악취농도(peak odor concentration)이다. 따라

서 악취모델예측에서 첨두농도 또는 최대농도(maximum concentration)

를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까지 악취모델예측을 위한 악

취모델은 본 연구에서 수행한 CALPUFF 모델이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와 같은 첨두농도를 악취모델에 적용하는 것은 초당 변화

하는 기상장의 측정데이타 등 방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CALPUFF 모델링은 현장조사

보다 경제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배출은 시공과 배출량

에 관한 불확실성 때문에 신뢰할 수준으로 모델링하기 어렵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의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악취모델링 결과분석 방법으

로서 트리메틸아민 최대농도를 활용하였다. 다음 단계로서 개별 점

오염원의 총괄 점오염원에 대한 식 (3)과 같은 상대적 기여도를 구

하여서 개별 점오염원(T사)의 구미국가산업단지 대기/악취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였다.

상대적 기여도(%) =

×100 (3)

3. 결과 및 고찰

3-1. 총괄 점오염원의 트리메틸아민 기여도 평가 결과 및 유효성

평가(T사 배출설비 개선 후)

T사 배출설비 개선 후 총괄 점오염원의 트리메틸아민 배출에 의

 

개별 점오염원에 의한 구미공단의 트리메틸아민 최대 예측농도

총괄 점오염원에 의한 구미공단의 트리메틸아민 최대 예측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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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on-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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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

1. www.kma.go.kr/ repositary/sfc/pdf/sfc_ann_20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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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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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2011년도 겨울, 봄, 여름 및 가을의 일중 시간별 트리메틸아민 예

측농도분포를 Fig. 4가 보여주고 있다. 좌측은 트리메틸아민 농도분

포도, 풍향, 지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측은 트리메틸아민 분포도

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숫자(단위: g/m3)는 확

산된 트리메틸아민 농도의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서 계

절별 총괄 점오염원의 트리메틸아민 배출에 의한 트리메틸아민의

일중 시간별 최대 예측농도 및 위치는 Fig. 5A와 같다. Fig. 5A에 의

하면 2011년 겨울(1월), 봄(4월)에는 주로 구미 3공단에서, 여름(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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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10월)에는 주로 구미 1공단에서 트리메틸아민 농도의 최대값

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 CALPUFF 모델링 결과의 최대값은 1 공단

및 3 공단에서 각각 0.46~15.02 ppb 및 0.46~9.81 ppb의 분포를 보

였다. 또한 일중 시간별로 아침(8 am)에는 겨울(1월), 봄(4월), 여름

(7월) 및 가을(10월)의 순으로 구미공단의 트리메틸아민 최대 예측

농도가 감소하였으나, 반면에 오후(5 pm)에는 구미공단의 트리메틸

아민 최대 예측농도가 증가하였다. 낮(1 pm)에는 구미공단의 트리

메틸아민 최대 예측농도가 겨울(1월), 봄(4월), 여름(7월) 및 가을(10

월)의 순으로 ∪형으로 감소하였다가 증가하였고, 밤(10 pm)에는 반

대로 ∩형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Fig. 4. Distribution of predicted concentration of trimethylamine (T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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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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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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의 CALPUFF 모델링 결과 중에서 4월과 7월의 구미

1공단과 3공단에서 트리메틸아민 농도의 예측최대값은 Fig. 6A-B와

같이 나타났다. 구미 1공단에서는 T사 배출설비 개선 후에 트리메틸

아민 농도의 예측최대값이 개선되어서 크게 감소하였으나, 3공단에

서는 T사 배출설비 개선이 트리메틸아민 농도의 예측최대값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T사 배출설비 개선 후의 총괄 점오염원 부하를 입력한 본 연구

CALPUFF 모델링 결과 중에서 4월과 7월의 트리메틸아민 농도의

예측 최대값 범위와 T사 배출설비 개선 전인 2010년 4~6월에 측정

된 구미산업단지 악취원인물질 상태조사[1]에 따른 트리메틸아민

측정치 범위를 Figs. 7A(a)-B(a)와 같이 상호 비교하였다. 구미산업

단지 악취원인물질 실태조사[1]에 따른 트리메틸아민(TMA) 측정치는

1공단 및 3공단에서 각각 6.4~21.4 ppb 및 2.4~4.1 ppb로 분포되었다.

그 결과로서 T사 배출설비 개선 후에는 구미 1공단의 경우에 Fig. 7A(a)

Fig. 4.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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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트리메틸아민 예측 최대값 범위가 매우 개선되었음이 확

인되었다. 또한 구미 3공단의 경우는 Fig. 7B(a)와 같이 T사 배출

설비 개선 후에 오히려 트리메틸아민 예측 최대값의 상한치(9.81

ppb)가 더욱 커졌으나 그 상한치를 제외하였을 때의 두 번째 상한

치(3.88 ppb)는 구미산업단지 악취원인물질 상태조사[1]에 따른

트리메틸아민 측정치의 상한치와 비슷하였다. 따라서 T사 배출설

비 개선이 구미 3공단의 트리메틸아민 농도의 예측 최대값 범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음이 예측되었다. 그러므로 구미의 주풍향

이 서북서풍임에도 불구하고 구미 1공단이 3공단에 트리메틸아민

농도의 예측 최대값 범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은 구미 1공

단에서 배출된 트리메틸아민이 3 공단과의 떨어진 거리만큼 바람

장을 통해 이동하면서 확산하여 배출된 트리메틸아민 농도가 3 공

단의 트리메틸아민 농도에 영향을 주지 못할 정도로 낮아졌기 때

문이다. 

3-2. 총괄 점오염원의 트리메틸아민 기여도 평가 결과 및 유효성

평가(T사 배출설비 개선 전)

T사 배출설비 개선 전 계절별 총괄 점오염원의 트리메틸아민 배

출에 의한 트리메틸아민의 일중 시간별 최대 예측농도 및 위치는

Fig. 5B와 같다. Fig. 5B에 의하면 겨울(1월), 봄(4월), 여름(7월), 가

을(10월)에 주로 구미 1공단에서 트리메틸아민 농도의 최대값이 도

출되었다. 본 연구 CALPUFF 모델링 결과의 최대값은 1 공단 및 3

공단에서 각각 2.20~20.53 ppb 및 0.20~8.63 ppb의 분포를 보였다.

이러한 T사 배출설비 개선 전의 트리메틸아민 최대값 분포는 T사

배출설비 개선 후의 예측에 비하여 트리메틸아민 최대값 분포 상한

치가 1 공단에서는 33% 만큼 더 컸으나 3 공단에서는 비슷하였다.

따라서 T사 배출설비 개선이 공단별 트리메틸아민 농도에 미치는

영향이 구미 1공단에서는 컸으나 구미 3공단에서는 미미한 수준이

었다. 또한 일중 시간별 겨울(1월), 봄(4월), 여름(7월) 및 가을(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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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methylamine (TMA) emitted from the total point pollution

sources (in this study) of GUMI national industrial complex:

A. Upon improving emission facilities of T company; B. Prior

to improving emission facilities of T company. (1. Each set of

predicted maximum concentrations is illustrated at its corre-

sponding seasonal time in the seasonal order of winter (J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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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denotes that the maximum concentration of TMA exists

in the vicinity of its emitting stack.)

Fig. 6. Predicted maximum concentrations on spring (Apr. 15) and

summer (Jul. 15)), of trimethylamine (TMA) emitted from the

total point pollution sources (in this study) of GUMI national

industrial complex: A. Complex 1; B. Complex 3. (1. Each set

of predicted maximum concentrations is illustrated at its

corresponding seasonal time in the seasonal order of spring

(Apr. 15)*, summer (Jul. 15)*, spring (Apr. 15)** and summer

(Jul. 15)**; 2. * and ** denote to adopt a point pollution source

of T company upon and prior to improving emission facilities

of T company,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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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서에 따른 구미공단의 트리메틸아민 최대 예측농도의 크기는

T사 배출설비 개선 후보다 2-3배 정도 컸으나 그 추세는 T사 배출설

비 개선 후와 유사하였다.

한편 Figs. 7A(b)-B(b)와 같이 T사 배출설비 개선 전의 총괄 점오

염원 부하를 입력한 본 연구 CALPUFF 모델링 결과 중에서 4월과

7월의 트리메틸아민 농도의 예측 최대값 범위와 T사 배출설비 개선

전인 2010년 4~6월에 측정된 구미산업단지 악취원인물질 상태조사

[1]에 따른 트리메틸아민 측정치 범위를 상호 비교하였다. 그 결과로

서 T사 배출설비 개선 전에는 구미 1공단의 경우에 Fig. 7A(b)와 같

이 트리메틸아민 예측 최대값 하한치가 측정치보다 약간 낮았음에

도 불구하고 예측 최대값 범위가 측정치 범위와 매우 유사하였다.

또한 구미 3공단의 경우에도 Fig. 7B(b)와 같이 트리메틸아민 예측

최대값 하한치가 측정치보다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트리

메틸아민 예측 최대값 범위는 측정치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CALPUFF 모델링을 수행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서 60분

마다의 평균으로 트리메틸아민 농도를 예측 평가함과 구미산업단지

악취원인물질 상태조사[1]에서 트리메틸아민 경우에 시료채취 기간

이 10분이어서 측정농도의 경우는 평균시간(averaging time)이 10분

임을 고려할 때에, CALPUFF 모델링에 의한 예측농도를 측정농도와

비교하기 위하여 트리메틸아민 농도의 모델예측평가를 위한 평균시

간 60분을 10분으로 환산할 때의 1/5th 지수법칙(power law)을 따르는

식 (2)의 스케일계수(scaling factor)[12]는 (60 min/10 min)0.2~1.43이

되고 이 값을 CALPUFF 모델 예측농도에 곱하여서 측정농도와 비

교할 수 있으므로 Figs. 7A(b)-B(b)에서와 같이 트리메틸아민농도의

예측 최대값 하한치가 측정치보다 낮음이 설명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CALPUFF 모델링 결과로서 트리메틸아민 농도 예측치는

구미산업단지 악취원인물질 실태조사[1]의 트리메틸아민 농도의 측

정치 범주와 거의 일치하므로 본 연구의 총괄 점오염원에 의한 트리

메틸아민 기여도 평가에 대한 유효성을 보여주고 있다. Fig. 7B(b)와

같이 3공단에서 T사 배출설비 개선 전의 트리메틸아민 예측 최대값

범위는 Fig. 7B(a)와 같은 T사의 배출설비 개선 후의 트리메틸아민

예측 최대값 범위에서 그 상한치(9.81 ppb)를 제외한 경우와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3-3. 총괄 점오염원 트리메틸아민 기여도 평가와 2011년도 구미시

민원현황과 비교

총괄 점오염원에 의한 트리메틸아민 기여도 평가를 위한

CALPUFF 모델링 결과와 2011년도 구미시 민원현황과 비교하였을

때에 Table 5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2011년도 봄, 여름 및 가을에

발생한 민원과 본 연구의 CALPUFF 모델링 결과의 최대값 위치가

잘 일치하였다. 

3-4. 개별 점오염원의 트리메틸아민 기여도 평가 결과 및 상대적

기여도

3-4-1. T사 점오염원의 트리메틸아민 기여도 평가 결과 및 상대적

Fig. 7. Comparison between predicted maximum concentration of

the designated complex on Apr. and Jul. of trimethylamine

(TMA) emitted from the total point pollution sources (in this

study) of GUMI national industrial complex and the maximum

of TMA concentration measured at the designated complex

on Apr. through Jun. of 2010[1]: A. Complex 1; B. Complex 3.

(A) a) Range of predicted maximum concentrations upon improv-

ing TMA emission facilities of T company [average 2.26 ppb], b)

Range of predicted maximum concentrations prior to improving

TMA emission facilities of T company [average 12.03 ppb], c)

Range of measured concentration of TMA [average 14.2 ppb].

(B) a) Range of predicted maximum concentrations upon improv-

ing TMA emission facilities of T company [average 2.72 ppb], b)

Range of predicted maximum concentrations prior to improv-

ing TMA emission facilities of T company [average 2.20 ppb],

c) Range of measured concentration of TMA [average 3.5 ppb],

d) Ceiling value (*) of TMA maximum concentrations upon

eliminating their current upper bound of 9.81 ppb.

Table 5. Comparison between predicted maximum concentration, and their locations, of trimethylamine (TMA) emitted from the total point pollution

sources (in this study) of GUMI national industrial complex during daytime upon impro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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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15 Complex1 1.40 × 10-5 2/3

04.15 Complex1 1.08 × 10-5 6/11

07.15 Complex1, 3 1.02 × 10-5 13/21

10.15 Complex1 3.95 × 10-5 8/13

a. Filing number of seasonal civil odor complaint in the year of 2011: a) winter, 3; b) spring, 11; c) summer, 21; d) fall,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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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T사 배출설비 개선 후)

T사 방지설비 개선 후 T사 점오염원의 트리메틸아민 배출 기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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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기여 농도분포를 Fig. 8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 좌측은 트리메틸

아민 예측기여 농도분포도, 풍향, 지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측은

트리메틸아민 예측기여 분포도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우측 상단

에 있는 숫자(단위: g/m3)는 확산된 트리메틸아민 예측기여농도의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서 계절별 T사 방지설비 개선 후

T사 점오염원의 트리메틸아민 배출 기여에 의한 트리메틸아민의 일

중 시간별 예측기여 최대 농도는 Fig. 9A와 같다. T사 점오염원의

트리메틸아민 배출 기여에 의한 일중 시간별 예측기여 최대 농도추

이는, 3공단에서 최대 예측농도를 보인 8 am(1월)과 10 pm(1월 및

Fig. 8. Distribution of predicted concentration of trimethylamine (TMA) emitted from T company point pollution source (in this study) per

seasonal time in the year of 2011[unit: g/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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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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을 제외한 Fig. 5A의 총괄 점오염원의 트리메틸아민 배출 기여

에 의한 최대 농도추이와 비슷한 크기와 추세를 보였다. 따라서 T사

점오염원의 트리메틸아민 배출 기여의 구미공단, 특히 1공단에서에

서의 트리메틸아민 농도에 대하여 큰 영향이 있음이 관찰되었다.

Fig. 9A의 계절별 T사 방지설비 개선 후 T사 점오염원의 트리메틸

아민 일중 시간별 예측기여 최대 농도를, Fig. 5A의 계절별 T사 방

지설비 개선 후 총괄 점오염원의 트리메틸아민 일중 시간별 최대 예

측농도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값을 식 (3)과 같이 T사 점오염원의

총괄 점오염원 트리메틸아민 농도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T사 방지

설비 개선 후)로 정의하였고 그 상대적 기여도를 Fig. 9B와 같이 나

타내었다. 총괄 점오염원의 트리메틸아민 배출에 의한 트리메틸아

민 농도에 대한 T사 점오염원의 상대적 기여도(T사 방지설비 개선

후)에 대하여 1월에는 아침(8 am)에는 점오염원(T사)의 상대적 기여

도가 비교적 높고 오후(5 pm)에 100%에 달하였으나, 낮(1 pm)과 밤

(10 pm)에는 상대적 기여도가 낮았다. 4월에는 1월과 비슷한 추세와

더불어 낮(1 pm)에도 상대적 기여도가 매우 높아서 밤(10 pm)에만

Fig. 8.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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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기여도가 낮았다. 7월과 10월에는 아침, 낮, 오후 및 밤의 모

든 시간에 상대적 기여도가 매우 높았다. 

3-4-2. T사 점오염원의 트리메틸아민 기여도 평가 결과 및 상대적

기여도 (T사 배출설비 개선 전)

T사 방지설비 개선 전 T사 점오염원의 트리메틸아민 배출 기여에

의한 겨울, 봄, 여름 및 가을의 일중 시간별 트리메틸아민 예측기여

최대농도는 Fig. 10A와 같다. 이 경우의 T사 점오염원의 트리메틸아

민 배출 기여에 의한 일중 시간별 예측기여 최대 농도추이는, 3공단

에서 최대 예측농도를 보인 10 pm(1월)을 제외한 Fig. 5B의 총괄 점

오염원의 트리메틸아민 배출 기여에 의한 최대 농도추이와 비교 시

에, T사 배출설비 개선 후보다 더욱 비슷한 크기와 추세를 보였다.

따라서 T사 점오염원의 트리메틸아민 배출 기여의 구미공단, 특히 1

공단에서에서의 트리메틸아민 농도에 대하여 T사 배출설비 개선 후

보다 더욱 큰 영향이 있었음이 관찰되었다. Fig. 10A의 계절별 T사

방지설비 개선 전 T사 점오염원의 트리메틸아민 일중 시간별 예측

기여 최대 농도를, Fig. 5B의 계절별 T사 방지설비 개선 전 총괄 점

오염원의 트리메틸아민 일중 시간별 최대 예측농도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값을 식 (3)과 같이 T사 점오염원의 총괄 점오염원 트리

메틸아민 농도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T사 방지설비 개선 전)로 정의

하였고 그 상대적 기여도를 Fig. 10B와 같이 나타내었다. 총괄 점오

염원의 트리메틸아민 배출에 의한 트리메틸아민 농도에 대한 T사

점오염원의 상대적 기여도(T사 방지설비 개선 전)는 1, 4, 7 및 10월 모든

계절에서 아침 (08시), 낮 (13시), 오후 (17시) 및 밤 (22시)에 걸쳐서

심각할 정도로 높았다. 따라서 T사 배출설비 개선 후를 T사 배출설비

개선 전과 비교했을 때에, T사 점오염원의 상대적 기여도가 1월과 4

월의 낮(1 pm)과 밤(10 pm)에 현저히 낮아져서 T사 배출설비 개선

이 구미 1공단 대기환경개선에 이바지하였음을 모델링 예측하였다.

4. 결 론

T사 배출설비 개선 후 총괄 점오염원의 트리메틸아민 배출에 의

한 본 연구 CALPUFF 모델링 결과로서 2011년 겨울(1월), 봄(4월)

Fig. 9. Predicted maximum concentrations (A) of trimethylamine (T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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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ny, and their relative contribution (B) upon improving

emission facilities of T compan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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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Predicted maximum concentrations of trimethylamine (TMA)

emitted from the point pollution sources of T company prior

to improving emission facilities of T company. (1. Each set of

predicted maximum concentrations is illustrated at its cor-

responding seasonal time in the seasonal order of winter (Jan.

15), spring (Apr. 15), summer (Jul. 15) and fall (Oct. 15); 2.

In Fig. 8B, relative contribution is assumed to be 100% when

it exceeds 100%. 3. *denotes that the maximum concentration

of TMA exists in the vicinity of its emitting s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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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주로 구미 3공단에서, 여름(7월), 가을(10월)에는 주로 구미 1

공단에서 트리메틸아민 농도의 최대값이 도출되었다. 한편 T사 배

출설비 개선 후에는 구미 1공단의 경우에 트리메틸아민 예측 최대

값 범위가 매우 개선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반면에 구미3공단의 경우

는 T사 배출설비 개선 후에 오히려 트리메틸아민 예측 최대값의 상

한치가 더욱 커졌으나 그 상한치를 제외하였을 때는 T사 배출설비

개선 전의 트리메틸아민 측정치의 상한치와 비슷하였다. 따라서 T

사 배출설비 개선이 구미 3공단의 트리메틸아민 농도의 예측 최대

값 범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음이 예측되었다. 이것은 구미 1

공단에서 배출된 트리메틸아민이 3 공단과의 떨어진 거리만큼 바람

장을 통해 이동하면서 확산하여 배출된 트리메틸아민 농도가 3 공

단의 트리메틸아민 농도에 영향을 주지 못할 정도로 낮아졌기 때문

이라고 사료된다. T사 배출설비 개선 전 총괄 점오염원의 트리메틸

아민 배출에 의한 본 연구 CALPUFF 모델링 결과로서 겨울(1월),

봄(4월), 여름(7월), 가을(10월)에 주로 구미 1공단에서 트리메틸아

민 농도의 최대값이 도출되었다. T사 배출설비 개선이 공단별 트리

메틸아민 농도에 미치는 영향이 구미 1공단에서는 컸으나 구미 3공

단에서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한편 T사 배출설비 개선 전에는 구미

1공단의 경우에 트리메틸아민 예측 최대값 범위가 T사 배출설비 개

선 전의 측정치 범위와 매우 유사하였다. 한편 구미 3공단의 경우에

트리메틸아민 예측 최대값 하한치가 측정치보다 낮았음에도 불구하

고 전체적으로 트리메틸아민 예측 최대값 범위는 측정치와 유사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 CALPUFF 모델링 결과로서 트리메틸아민 농

도 예측치는 트리메틸아민 농도의 측정치 범주와 거의 일치하므로

본 연구의 총괄 점오염원에 의한 트리메틸아민 기여도 평가에 대한

유효성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점오염원 농도의 총괄 점오염원

농도에 대한 기여도를 추정하였는데, T사 점오염원 트리메틸아민의

총괄 점오염원 농도에 대한 기여도가 T사의 배출설비 개선 후에 개

선 전에 비하여 매우 낮아짐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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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ation

σ
x

: standard deviation [m] of the Gaussian distribution in the

along-wind direction

σ
y : standard deviation [m] of the Gaussian distribution in the

cross-wind direction

σ
z : standard deviation [m] of the Gaussian distribution in the

vertical direction

C : ground-level concentration [g/m3]

H : effective height [m] above the ground of the puff center

Q : pollutant mass [g] in the puff

d
a : distance [m] from the puff center to the receptor in the along-

wind direction

d
c : distance [m] from the puff center to the receptor in the cross-

wind direction

f(t, t
o
) : Scaling factor

g : vertical term [m−1] of the Gaussian equation

h : mixed-layer height [m]

t : Averaging time of interest [min]

t
o

: Averaging time consistent with the dispersion rates used to

obtain the mean concentration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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