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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Using atmospheric dispersion representative models (AERMOD and CALPUFF), the emissions

characteristics of each model were compared and analyzed in ready-mixed concrete manufacturing facilities that

generate a large amount of particulate matter (PM-10, PM-2.5).

Methods: The target facilities were the ready-mixed concrete manufacturing facilities (Siheung RMC, Goyang

RMC, Ganggin RMC) and modeling for each facility was performed by dividing it into construction and operation

times. The predicted points  for each target facility were selected as 8-12ea (Siheung RMC 10, Goyang RMC 8,

and Gangjin RMC 12ea) based on an area within a two-kilometer radius of each project district. The terrain input

data was SRTM-3 (January-December 2019). The meteorological input data was divided into surface weather and

upper layer weather data, and weather data near the same facility as the target facility was used. The predicted

results were presented as a 24-hour average concentration and an annual average concentration.

Results: First, overall, CALPUFF showed a tendency to predict higher concentrations than AERMOD. Second,

there was almost no difference in the concentration between the two models in non-complex terrain such as in

mountainous areas, but in complex terrain, CALPUFF predicted higher concentrations than AERMOD. This is

believed to be because CALPUFF better reflected topographic characteristics. Third, both CALPUFF and

AERMOD predicted lower concentrations during operation (85.2-99.7%) than during construction, and annual

average concentrations (76.4-99.9%) lower than those at 24 hours. Fourth, in the ready-mixed concrete

manufacturing facility, PM-10 concentration (about 40 µg/m3) was predicted to be higher than PM-2.5 (about 24

µg/m3).

Conclusions: In complex terrain such as mountainous areas, CALPUFF predicted higher concentrations than

AERMOD, which is thought to be because CALPUFF better reflected topographic characteristics. In the future,

it is recommended that CALPUFF be used in complex terrain and AERMOD be used in other areas to save

modeling time. In a ready-mixed concrete facility, PM-10, which has a relatively large particle size, is generated

more than PM-2.5 due to the raw materials used and manufacturing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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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인 미세먼지(PM-

10, PM-2.5)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특히, 중국)의

영향, 그리고 기상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1차적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1차 미세먼지)뿐

만 아니라 1차 미세먼지가 대기 중으로 발생된 후

2차적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2차 미세먼지)는 그 발

생원과 발생원별 기여율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특징

을 갖고 있다. 한편, 미세먼지가 인체 건강에 미치

는 악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매우 많으며 대표적으

로 호흡기질환(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폐렴 등),1-2)

심혈관질환(급성관상동맥증후군, 심방세동, 고혈

압), 3-5) 내분비질환(내분비계 교란, 당뇨병, 조기 초

경 등),6-8) 신경정신질환(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병,

우울증 등)9-11) 등에 대한 연구결과가 보고되어 있다.

대기 중 오염물질의 거동은 육안으로 파악하기 어

렵다는 단점 때문에 대기오염물질의 거동을 파악하

기 위하여 주로 대기확산모델을 이용한다. 대기확산

모델은 대기 중에서 대기오염물질의 이동과 반응현

상을 재현하여 사전에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영향을

저감하고 대책 수립시의 효과를 분석하는 도구로 활

용되고 있다.12-13)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기확산모델은

EPA에서 개발한 ISC3, AERMOD, CTDMPlus,

InPuff 및 CALPUFF 등이 소개되고 있으며, EPA 권

장모델은 AERMOD와 CALPUFF 모델 등이 적용

되고 있다. 대기확산 모델에서는 지형자료 이외에 기

상자료 및 배출원 자료가 입력자료로 요구되어진다.

이중 배출원 입력자료는 오염물질의 배출량, 배출높

이 및 배출속도 등으로 나눌 수 있다.14)

AERMOD는 ISC3 모델의 가장 큰 단점이었던 대

기상태가 공간적으로 균일하다는 가정과 복합지형에

서 적용 문제점을 보완한 모델로 미국기상학회와 미

국환경부가 공동으로 개발한 대기확산모델이다.15)

AERMOD의 구성은 기상처리모델인 AERMET과 지

형전처리모델인 AERMAP으로 구성되어져 있다.16-17)

CALPUFF는 시간 및 공간에 따른 바람장의 변화

를 퍼프의 이동에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정상상

태(Unsteady state)모델이다.18) 따라서 정상상태 모델

인 AERMOD보다 정확히 시간에 따른 풍향 및 풍

속의 변화를 확산에 반영할 수 있다.

CALPUFF 모델은 복잡지형에서 산곡풍이나 해륙

풍 순환과 같은 급격한 바람장 변화를 나타내는 지

역에 유용한 모델이다. 또한 CALPUFF 모델은 우

리나라와 같이 삼면이 바다로 되어있고 도시나 공단

등이 해안지역에 위치한 경우 해륙풍 순환의 영향을

받는 풍하측에서의 농도 예측에 적합한 모델이다.

CALPUFF 모델은 다음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었

다.19-20) 첫째, 진단 및 예측 기상장 생성 모듈을 포

함하는 기상 모델링 도구, 둘째, 화학적 제거 및 건

·습식 침척, 복잡지형 알고리즘, 빌딩 다운워시, 연

기침강 및 기타 효과들을 다루는 가우시안 퍼프 확

산 모델, 셋째, 기상 자료와 농도 및 침적량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는 후처리 프로그램이다.

CALPUFF는 CALMET에 의해 생성된 3차원 기

상장을 사용할 수도 있고, 기상을 단순하게 ISCST3,21)

CTDMPLUS,22) 혹은 AUSPLUME23)와 같은 정상상

태 가우시안 플륨 모델로부터 나온 기상장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ISCST3, CTDMPLUS, AUSPLUME

과 같은 단순모형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사용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모델을 이용해 CALPUFF

모델이 공간적으로 변화하는 기상장을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확산의 대표적인 모델(AERMOD

와 CALPUFF)을 이용하여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

는 레미콘 제조시설에서 각 모델간의 배출특성을 비

교·분석하였다.

II. 연구 방법

1. 대상 레미콘시설

대상시설은 경기도와 전라도에 소재해 있는 3개의

레미콘시설(시흥레미콘, 고양레미콘, 강진레미콘)이

며 사용하고 있는 원료는 시멘트, Fly ash, 모래, 골

재, 혼화재, Slag, 용수 등이고 골재, 모래, 시멘트의

사용량이 월등히 높다(86.5~91.2%).

Table 1. Status of Ready-mixed concrete industries

Site
Raw material 

input (ton/y)

Product output 

(m3/y)

Siheung RMC 2,160,288 1,008,000

Goyang RMC 1,088,160 600,000

GangJin RMC 414,288 1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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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상시설에서 사용되는 원료량 및 제품량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2. 대상시설별 모델링 방법

각 대상시설별 모델링 방법은 크게 공사 시와 운

영 시로 구분하여 24시간 평균농도와 연간 평균농

도로 예측하였다. 공사 시는 레미콘공장을 건설하는

공사과정이고 운영 시는 건설 후 정상운영시를 말한

다. 또한, 시흥레미콘과 고양레미콘은 PM-10, 강진

레미콘은 PM-10과 더불어 PM-2.5도 예측하였다.

각 대상시설별 예측지점은 각 사업지구 반경 2 km

내 정온시설을 기준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다소 차

이가 있었으나 8~12개 지점(시흥레미콘-10개, 고양

레미콘 8개, 강진레미콘 12개)으로 선정되었다. 한

예로, 강진레미콘의 예측지점을 Fig. 1에 나타내었다.

3. 지형 및 기상 입력자료

지형 입력 자료는 SRTM (Shuttle Radar Topography

Mission)-3 (2019년 1~12월)를 이용하였으며 이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기상 입력 자료는 지표기상과 상층기상 자료로 구

분되며 각 대상시설과 가장 가까운 곳의 기상 자료

를 사용하였고 이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III. 결과 및 고찰

1. 대상시설별 각 모델간 특성 비교

1.1. 시흥레미콘

1.1.1. 공사 시

Fig. 2에서 알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CALPUFF와

AERMOD 농도는 유사하나 일부지점(P-1~4)에서는

CALPUFF가 AERMOD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예측

되었다. 이는 이 지점들이 사업대상부지와 가깝고 산

지인 지형적 특성을 CALPUFF가 보다 더 잘 반영

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또한, 각 지점의 농도를 합산(p1~10)하여 평균한

결과(Fig. 3), 전반적으로 24시간 농도가 연간농도보

다 높게 예측되었다.

한편, Fig. 4의 바람장미도를 보면 주풍향은 서쪽

이고 풍속은 2.1~5.7 m/s 임을 알 수 있다.

1.1.2. 운영 시

Fig. 2와 Fig. 5에서 알 수 있듯이, CALPUFF와

AERMOD 모두 공사 시가 운영시(85.2~98.2%) 보

다 높게 예측되었다. 이는 Fig. 3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모델 예측결과의 한 예(공사 시)는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1. Example of prediction point of GangJin RMC

(Aa1~Aa12)

Table 2. Terrain input data

Item File name Division Model 

Land use eademla.img USGS Land Use File -

Terrain N37E126..HGT
GTOPO30 3-sec datda (~100) CALPUFF

SRTM-3 (global-90m) AERMOD

Table 3. Weather input data (part)

Site Station Latitude Longitude

Siheung RMC
Suwon 37.2575 126.9830

Osan 37.1000 127.0333

Goyang RMC
Seoul 37.5714 126.9658

Osan 37.1000 127.0333

GangJin RMC
Yeosu 34.7393 127.7406

Gwangju 35.1167 126.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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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양 레미콘

Fig. 7과 같이 모든 지점에서 두 모델간의 농도차

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예측지점

들 모두가 산지와 같은 복합지형적 특성이 없는 지

점(Fig. 8)이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Fig. 9의 바람장미도를 보면 주 풍향은 압도적으로

서쪽이고 풍속은 0.5~3.6 m/s으로 비교적 약풍임을

알 수 있다.

모델 예측결과의 한 예는 Fig. 10에 나타내었다. 

Fig. 2. PM-10 Concentration of Siheung RMC under construction

Fig. 3. PM-10 Average Concentration of Siheung R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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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Wind rose of Siheung RMC

Fig. 5. PM-10 Concentration of Siheung RMC in ope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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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xample of annual average PM-10 Concentration distribution of Siheung RMC under construction

Fig. 7. Annual average PM-10 Concentration of Goyang RMC in ope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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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강진 레미콘

1.3.1. 공사 시

1.3.1.1. PM-10

Fig. 11에서 알 수 있듯이 CALPUFF와 AERMOD

의 농도는 유사하나 Aa-9~12에서는 CALPUFF가

AERMOD보다 높게 예측되었다. Aa-9~12 지점은 농

장(금옥, 서산, 재오농장 등)으로 사업대상부지와 가

깝고 산지인 복합지형적 특성을 CALPUFF가 보다

더 잘 반영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나머지 지점은

산지와 같은 복합 지형적 특성이 없는 마을(거목마

을, 금당마을 등, Fig. 12)이기 때문에 두 모델간의

농도차이는 거의 없었다.

또한, 각 지점의 농도를 합산(Aa1~12)하여 평균한

결과, 시흥레미콘과 같이 24시간 농도가 연간농도

(94.9~99.9%)보다 높게 예측되었다.

한편, Fig. 13의 바람장미도를 보면 풍향은 북동,

동동남, 남서, 북서쪽 등 다양하고 풍속 또한 2.1~

8.8 m/s 범위로 넓게 분포되어 있다.

1.3.1.2. PM-2.5

Fig. 14에서 알 수 있듯이 PM-2.5도 PM-10과 같

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PM-2.5 연간평균농도(약 24 µg/m3)는 PM-

10 연간평균농도(약 40 µg/m3) 보다 낮게 예측되었

다. 이로 판단해 볼 때, 레미콘 제조시설은 원료 및

제조특성상 비교적 입경이 큰 PM-10이 PM-2.5보다

더 많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8. Terrain data of Goyang RMC

Fig. 9. Wind rose of Goyang R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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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운영 시

운영 시도 공사 시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한편,

모델 예측결과의 한 예(PM-2.5, 운영 시)는 Fig. 15

에 나타내었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레미콘

제조시설에서 두 모델간(AERMOD vs CALPUFF)

의 배출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1. 전반적으로 CALPUFF가 AERMOD보다 농도

가 높게 예측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산지와 같

은 복잡지형에서는 CALPUFF가 AERMOD보다 농

도가 높게 예측되었는데 이는 CALPUFF가 지형적

특성을 더 잘 반영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향후

복잡지형에서는 CALPUFF를 사용하고 그 외 지역

에서는 모델링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AERMOD

사용이 권장된다.

2. CALPUFF와 AERMOD 모두, 공사 시 보다 운

영 시(85.2~99.7%)의 농도가 낮게 예측되었다. 이는

운영 시보다는 공사 시에 굴착, 파쇄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공정이 많고 운영 시 보다 방지시설

의 적용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한편,

24시간 평균농도보다 연간평균농도(76.4~99.9%)가

Fig. 10. Example of annual average PM-10 Concentration distribution of Goyang RMC in ope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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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 예측되었다. 일반적으로 모델링 시 24시간이

연평균보다 높게 예측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년간

조업일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 레미콘 제조시설은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특

성상 입경이 비교적 큰 PM-10 농도(약 40 µg/m3)가

PM-2.5 농도(약 24 µg/m3)보다 높게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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