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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MOD를 이용한 축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암모니아 배출의 대기확산 영향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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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articulate matters (PM10 and PM2.5) and ammonia emitted from livestock farms as dispersed to urban and residential areas can increase the public’s 

concern over the health problem, social conflicts, and air quality. Understanding the atmospheric dispersion of such matters is important to prevent the 

problems for the regulatory purposes. In this study, AERMOD modeling was performed to predict the dispersion of livestock particulate matters and 

ammonia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and five surrounding cities. The five cities were divided into 40 sub-zones to model the area-based emissions 

which varied with the number of livestock farms, species and growth stages of the animals. As a result, the concentrations of PM10, PM2.5 and ammonia 

resulted from livestock farms located in the surrounding cities were 2.00 µg m-3, 0.30 µg m-3 and 0.04 ppm in the southwestern part of Gwangju based 

on the average concentration of 1 hour. These values accounted for 0.7% of PM10 concentration, 0.5% of PM2.5 concentration, and 0.4% of the ammonia 

concentration in Gwangju, contributing to a small amount of air pollution compared to other sources. As preventive measures, the plantation was applied 

to high emission source areas to reduce particulate matters and ammonia emissions by 35% and 31%, respectively, and resulted in decrease of the area 

of influence by 57% for particulate matters and 59% for amm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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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면서 이를 체

감하는 환경 요소로 미세먼지가 주목받고 있다. 2013년 10월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산하 국제

암연구소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

에서 미세먼지를 1군 (Group 1) 발암물질로 지정하였고 (IARC, 

2013), 2016년 한 해에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를 

700만 명으로 추정하였다 (WHO, 2018). 전 세계적으로 대기

오염으로 인한 인간의 건강 문제가 두드러지면서 대기오염물

질 중 특히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였다 (Myong, 

2016; Tsai et al., 2000).

국내 농업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PM10)는 2017년도 연간 

약 29천 톤으로 전체 미세먼지의 약 12%를 차지한다 (MOE, 

2017). 한편, 최근 냄새의 원인 물질인 암모니아 (NH3)가 초미

세먼지 (PM2.5)의 전구물질임이 규명되면서 암모니아 배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Kim et al., 2017). 국립환경과학

원의 대기정책지원시스템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CAPSS)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암모니아의 주요 발생원

은 농업부문 (경종 및 축산)으로 전체의 79.3%가 발생하고, 

그중 92.7%가 가축 분뇨의 생물학적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MOE, 2017). 암모니아가 대기 화학반응에 

의한 2차 초미세먼지 발생에 기여하므로 농업 분야 중 특히,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암모니아 배출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축산시설에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는 인근 도시 및 거

주지로 비산되어 작업자뿐 아니라 지역 거주민의 호흡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Radon et al., 2001). 또한 냄새 물질

이 흡착되어 확산되면 사회적 분쟁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Wing et al., 2008),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초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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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암모니아의 확산을 파악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최근 축

산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암모니아의 내부농도 및 배

출량을 측정하고 배출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지만 (Jang et al., 2021; Lee et al., 2020; Park et al., 

2020), 국내 축산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및 암모니아의 대기 

중 확산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오염물질의 대기 중 확산을 연구할 때 광범위한 지역에서 

오염물질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 어렵고, 기상환경을 고려한 

오염물질의 이류 및 확산 범위의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

로 대기확산모델을 사용한다. 대기확산모델은 다양한 시･공간

에서 물리･화학적인 이론으로 확산을 계산하여 농도를 구하는 

도구이다 (Hadlocon et al., 2015). 여러 대기확산모델 중 미국 

환경보호청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 EPA)에서 개발된 AERMOD (Air Quality Dispersion 

Modeling, US EPA)는 오염물질의 확산을 모의하고, 영향 범

위를 평가하기 위한 규제 모델로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

되고 있다.

국내에서 AERMOD를 적용한 연구는 산업, 교통, 도시 분야

가 주를 이루지만 (Jeong, 2011; Jung and Kim, 2012; Kim, 2019; 

Kim et al., 2014; Yoon et al., 2009), 국외에서는 농업분야에서

도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Heckel and LeMasters, 2011). 

IOWA 천연자원부 (IOWA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IDNR)는 축산시설에서 오염물질의 확산을 분석할 때 

AERMOD가 가장 적합하다고 밝혔다 (IDNR, 2004). 또한 

O’Shaughnessy and Altmaier (2011)는 CAFO 주변에서 황화수

소 농도 분포를 산출하기 위하여 AERMOD를 사용하였고, 

Handlocon et al. (2015)는 가금류 시설에서 PM10의 대기 중 

확산을 모의할 때 AERMOD를 사용하였다. 국내에서는 Jeong 

(2018)이 AERMOD를 사용하여 경기도 4개 지역의 표준 돈사

를 대상으로 부지경계선에서 악취 이격거리를 산출하였고, 

Kim (2009)은 도로변 축사의 NH3와 H2S의 지점별 확산을 비

교 및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이 AERMOD를 활용하여 

국내에서 수행한 축산 유래 미세먼지 및 암모니아의 확산 연

구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국내의 지리 및 기상 환경 특성을 

반영한 미세먼지 및 암모니아의 대기확산모델 구축 연구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축산시설에서 배출된 미세먼지, 초미

세먼지 및 암모니아가 인근 도시 및 주거지역에 확산되어 대

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였다. 광주광역시를 도시 및 주

거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광주광역시 인근 5개 지역의 축

산시설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및 암모니아의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AERMOD를 사용하여 

대상 지역으로 확산되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및 암모니아

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미세먼지와 암모니아의 저감 시나리

오를 작성하여 농도 및 확산 범위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대기확산모델 (AERMOD)

본 연구에서 사용한 AERMOD는 ISCST3 (1996, US EPA)

의 단점인 대기 상태가 공간적으로 균일하다는 가정과 복잡

지형에서의 적용성 문제를 보완한 모델로서 대기확산모델의 

필수 매개 변수를 포함하여 단순화한 모델이다. AERMOD 모

델은 풍하측에서 농도가 정규 분포에 따라 확산되는 정상 상

태의 가우시안 플룸 모델로 식 (1)을 확산의 기본 방정식으로 

사용한다 (Abdel-Rahma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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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는 배출원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의 농도 (μg m-3), 

Q는 오염물질의 배출률 (g sec-1), U는 배출원에서 x축 방향으

로의 평균 풍속 (m sec-1), x는 풍하 방향의 좌표 (m), y는 x축에 

직각인 좌표 (m), z는 지면으로부터 연직 방향의 높이 (m), 

H는 배출원의 유효 높이 (m), σy는 수평연기확산계수 (m), σz

는 수직연기확산계수 (m)이다. 연기 내에서 소멸되거나 생성

되지 않는 x축 확산은 바람에 의한 이류 이동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오염물질의 주 이동 방향은 x축이고, 분산 변수는 x의 

함수로 가정한다.

AERMOD 모델은 ISC-PRIME의 PRIME (Plume Rise Model 

Enhancements) 알고리즘을 수정한 모델로 기본방정식은 식 

(2), (3)과 같다 (Moon, 2005). PRIME 알고리즘은 AERMOD

에서 파생된 주변 난류 강도를 입력하여 농도를 계산한다. 

PRIME에 의해 추정된 농도와 원거리의 AERMOD 모델링값 

사이를 원활하게 전환하기 위하여 PRIME과 AERMOD의 농

도를 가중 합하여 AERMOD의 총 모델링 농도값을 추정한다 

(US EPA;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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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PRIME은 AERMOD에서 파생된 기상 상태와 함께 

PRIME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추정된 농도 (μg m-3), CAERMOD는 

건물 후류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AERMOD를 사용하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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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농도 (μg m-3)이다. 또한 γ는 가중 매개 변수로 후류로부터 

수직, 측면, 및 풍하 거리에 따라 PRIME 계산의 기여도가 기

하급수적으로 감소하도록 설계되었다.

AERMOD는 주프로그램인 AERMOD와 지형전처리모델

인 AERMAP, 기상전처리모델인 AERMET으로 구성되어 있

다 (US EPA, 2004a). Fig. 1과 같이 지형, 기상, 배출원 자료를 

사용하여 전처리 모델링 후 AERMOD를 모델링하면 오염물질

의 확산 농도가 도출된다. AERMAP은 지형프로세서로 고도 

데이터 DEM (Digital Eleveation Model)으로 AERMOD의 지

형입력자료를 생성하여 복잡지형효과를 고려한다 (US EPA, 

2004b). AERMET은 기상프로세서로 풍속 (m s-1) 및 풍향 

(degree) 등 미국 기상청 CD144 형식의 부지관측자료를 사용

하여 부지기상자료 (*.PFL)를 생성하고, 고도별 상층의 기압 

(atm), 기온 (℃), 현열 플럭스 (W m-2), 지표 거칠기 길이 (m), 

알베도 등을 포함한 미국 자료체계 TD6201 형식의 상층관측

자료를 사용하여 상층기상자료 (*.SFC)를 생성한다 (US EPA, 

2004c). 이는 대기의 확산을 평가할 때 미기상 및 풍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기질 영향 분석에 활용된다.

AERMOD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많은 문헌들에서 

Quantile-Quantile (Q-Q) plots 및 T-test와 같은 통계적 분석을 

사용하였다. Hadlocon et al. (2015)는 T-test와 Tukey-Kramer’s 

HSD를 이용하여 PM10과 PM2.5의 측정값과 모델링값을 비교

하였으며 통계적으로 풍상측보다 풍하측에서 일치하는 결과

를 보였다. Kesarkar et al. (2007)은 상업 및 산업 지역에서 

PM10의 모델링값이 측정값보다 과소평가되지만, 주거지역에

서 모델링값이 비교적 정확하다고 분석하였다. Zou et al. 

(2010)은 Q-Q plots를 사용하여 SO2의 측정값 및 모델링값의 

시간 간격이 단기간에서 장기간으로 증가할수록 오차가 감소

하고 정확도가 개선된다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별 및 장기간 모델링 값을 통해 일시적

인 편차를 보완하고 정확도를 개선하였고, 주거지역 및 풍하

측에서 농도를 분석하여 결과의 신뢰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하였다. 단, AERMOD는 평균적인 분포를 나타내기 때문에 

대상 지역 내 순간적인 배출량 증가 또는 추가 배출원이 발생

할 경우에는 예측이 어렵다. 

2. 대상 지역

본 연구에서는 도심 및 주거지역을 광주광역시로 선정하

고, 광주광역시를 둘러싸고 있는 나주시, 담양군, 장성군, 함

평군, 화순군을 인접 교외 지역으로 선정하여 1개의 시와 4개

의 군에 위치한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초미세먼

지 및 암모니아의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AERMOD는 배출원

과 예측점의 거리가 50 km 미만일 때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Fig. 1 Schematic diagram of AERMOD modeling

Fig. 2 Map of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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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EPA, 2004a) Fig. 2와 같이 종횡이 50 km 미만이 되도록 

모델링 영역을 정립하였다 (동서방향 (X) 50 km, 남북방향 

(Y) 30 km). 광주광역시 주변 지역은 경작지 등 넓은 평야가 

주를 이루지만 산지와 구릉지가 많아 지형 조건을 고려한 모

델링이 요구된다. 광주광역시의 전체 면적은 501 km2, 인구밀

도는 2,907명 km-2으로 도시 지역으로 간주되지만, 교외 지역

은 인구가 주로 읍에 몰려있고 인구 밀도가 낮아 (나주 188명 

km-2, 담양 102명 km-2, 장성 88명 km-2, 함평 84명 km-2, 화순 

80명 km-2) 모두 농촌 지역으로 규정하였다.

3. 배출량 산정

산업 전체에서 조사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농업부문

은 비료사용농경지와 가축의 분뇨관리로 세분화된다. 본 연

구에서는 가축의 분뇨관리만을 연구 범위로 국한하여 축산분

야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암모니아의 배출량

을 산정하였다. 읍면동 단위의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미세

먼지, 초미세먼지 및 암모니아의 배출량 산정을 위한 접근법

으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편람 (Ⅲ)에서 제시

한 식 (4)의 산정방법을 따라 단위면적당 시간별 배출량을 산

출하였다 (NIER, 2013). 

 


 × 
 (4)

여기서, E는 배출량 (kg yr-1 ha-1), A는 가축 사육두수 (head 

yr-1), EF는 배출계수 (kg head-1), A는 면적 (ha-1)이다.

가축 사육두수 (head yr-1)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2019년 나주, 담

양, 장성, 함평, 화순의 읍면동별 자료를 활용하였고, 가축 축

종은 주요 소비 가축인 소 (젖소, 한육우), 돼지, 닭 (산란계, 

육계)으로 하였다. 대상 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요 소비 가축이 

99% 이상을 차지하여 기타 축종은 고려하지 않았다. 가축 종류

와 월령에 따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암모니아의 배출계수 자

료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정책지원시스템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CAPSS)에서 수집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대부분 배출계수는 유럽환경청 (European Environmental Agency; 

EEA)에서 제시한 값을 차용하고 있고 (EEA, 2006; EEA, 2007), 

젖소 (Dairy cattle), 일반소 (Beef cattle), 돼지 (Swine)의 암모

니아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산정한 자료를 반영하고 있다 

(NIER, 2008).

4. AERMOD 입력자료 수집 및 구축

가. 지형자료 구축

국토교통부 국토정보플랫폼에서 대상 지역에 속하는 

1:25,000 지도 총 15장 (영광, 판정, 장성, 담양, 석현, 금덕, 

임곡, 송정, 광주, 창평, 함평, 나주, 남평, 화순, 장동)을 DXF 

파일로 수집하여 지리정보를 확보하였다. AutoCAD (2019, 

Autodesk)를 이용하여 하나의 지도로 병합하고 등고선을 추

출하였으며, 격자 크기가 500 m인 DEM 파일로 변경하여 세

밀하게 모사하도록 기초 자료를 정립하였다.

나. 배출원 자료 구축

구축한 지형자료를 바탕으로 Fig. 3과 같이 광주광역시를 

둘러싸고 있는 나주, 담양, 함평, 화순, 장성 총 5개 지역 중 

50 km × 30 km 범위 내의 일부 구역들로 배출원을 설정하였

다. 각 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나누고 구획한 선을 단순화하여 

Animal category
Emission factor (kg animal-1)

1)PM10
1)PM2.5 NH3

Dairy cattle 0.3600 0.2300 2)24.6000

Beef cattle

Under 1 years old 0.2400 0.1600 2)11.8000

1 -2 years old 0.2400 0.1600 2)14.0000

Over 2 years old 0.2400 0.1600 2)16.8000

Swine

Weaner 0.1800 0.0730 2)21.4000

Growing pig 0.4200 0.0690 2)11.4000

Pattening pig 0.4200 0.0690 2)8.7000

Sow 0.4500 0.0290 2)4.4000

Poultry
Laying hen 0.0170 0.0021 3)0.3700

Broiler 0.0520 0.0068 3)0.2500
1)EEA (2006) 2)NIER (2008) 3)EEA (2007)

Table 1 Emission factors for PM10, PM2.5 and NH3 with respect to animal category



이세연⋅박진선⋅정한나⋅최락영⋅홍세운

한국농공학회논문집 제63권 제5호, 2021 • 17

나주 7개 (A01∼A07), 담양 11개 (A08∼A18), 장성 9개 (A19∼

A27), 함평 7개 (A28∼A34), 화순 6개 (A35∼A40)의 총 40개 

세부 배출 구역으로 구분하였다. 배출원 구역은 배출원당 포

함된 모든 축산시설의 배출량을 합한 후 구역 면적으로 나누

어 균일한 면발생원으로 가정하였다. 40개의 배출원에서 배

출량은 Table 2와 같이 산정되었으며, A35 구역은 축산시설이 

없어 배출량이 0으로 계산되었다.

다. 기상자료 구축 

AERMOD 모델에 사용되는 기상자료의 입력 형식이 국내 

기초 자료의 형식과 상이하므로 국내 기상 데이터 형식을 미

국 기상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상 변

수 데이터는 실측이 어려워 허가 기관이 인정한 기상업체 (케

이웨더)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료를 수

집하였다. 대상 지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기상관측망의 

관측 데이터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고, 바람장미 (wind rose)

를 이용하여 계절별 도시 규모의 바람 환경을 해석하고 방향

별 풍향 빈도와 풍속의 크기를 분석하였다.

라. AERMOD 모델 입력

AERMOD 입력 파일인 AERMOD.inp의 입력 항목은 작업 

옵션, 배출원 옵션, 예측점 옵션, 기상 옵션, 출력 옵션으로 

분류되며, 각 단계별 옵션은 EPA에서 제공하는 초기 기준값

을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의 방법과 내용에 맞는 값으로 보정

하였다. 작업 옵션에는 장기간 평균 농도 (연간) 및 단기간 

평균 농도 (1시간)의 처리과정을 입력하였다. AERMAP을 구

동하여 도출된 배출원의 좌표, 면적 및 배출량 값은 배출원 

옵션에, 지형 좌표 및 고도 값은 예측점 옵션에 입력하였다. 

축산시설이 대규모 배출시설인 점 오염원으로 간주되지만 각

각 입력하기에는 축산시설의 양이 방대하여 읍면동 단위의 

면 오염원으로 구현하였다. 또한 기상 옵션에서는 AERMET

으로 생성된 기상 변수들이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하였고, 출

력 옵션에 시간별 및 예측점별 평균 농도 값이 출력되도록 

설정하였다.

5. 미세먼지 및 암모니아 저감 시나리오 수립

미세먼지 저감 방법 중 하나인 식수는 배출 지역의 기온을 

낮추고 습도를 높여 오염물질의 농도를 낮춘다. 또한 수목은 

공기를 여과하여 미세먼지와 암모니아를 제거하고, 지면 거

칠기에 의한 풍속 저감으로 풍하측으로 확산을 저해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Asman, 2008). 본 연구에서는 미

세먼지와 암모니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무를 심는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AERMOD 모델링으로 그 효과를 분석

하였다.

미세먼지와 암모니아의 농도 감소를 목적으로 나주 지역에 

식수 후 대기 중 농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지역별 미세먼지와 

암모니아의 총배출량은 함평이 가장 높지만, 함평 지역 중 고

농도 미세먼지 및 암모니아 배출 구역인 A30과 A32는 광주광

역시와 거리가 멀어 광주광역시 내부까지 미치는 영향이 적

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다음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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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tup of source zones (A01 ~ A40) in the computational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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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Emission

source

number

Annual heads Emission

area

(km2)

Emission flux (kg yr-1 ha-2)

Cattle Swine Poultry PM10 PM2.5 NH3

Naju-si

A01 4,069 52,871 4,530 41.93 4.781 0.914 158.938 

A02 1,838 9,807 406,000 48.00 4.230 0.624 55.496 

A03 3,991 1,190 231,500 40.97 2.955 0.506 35.198 

A04 3,494,604 792 1,566,504 36.32 9.387 1.491 75.275 

A05 1,258 0 97,000 31.14 1.765 0.276 14.459 

A06 657 3,082 65,000 23.46 2.001 0.126 27.175 

A07 986 3,156 775,000 43.27 9.651 1.299 61.842 

Damyang-gun

A08 3,212 0 39,832 33.12 0.554 0.180 18.224 

A09 1,150 1,989 112,000 20.43 3.394 0.525 35.056 

A10 632 4,508 333,000 20.43 9.359 1.290 75.406 

A11 406 3,184 100 26.25 0.482 0.098 16.131 

A12 529 0 60 44.77 0.179 0.080 7.076

A13 2,012 0 0 52.50 0.138 0.062 5.572 

A14 2,638 563 353,000 34.02 5.732 0.840 41.962 

A15 4,948 1,523 6,148,500 37.30 9.212 1.364 70.857 

A16 4,762 819 71,752 30.10 1.078 0.321 34.392 

A17 1,637 34,169 87,800 31.92 5.362 0.912 138.033 

A18 1,568 6 5,000 27.12 0.240 0.097 8.932 

Jangseong-gun

A19 586 0 0 11.24 0.188 0.083 7.404 

A20 2,910 6,046 150 59.29 0.535 0.140 18.684 

A21 1,144 9,604 200 28.50 1.328 0.267 44.409 

A22 790 6,430 0 42.04 0.603 0.122 20.225 

A23 566 0 91,100 68.18 0.725 0.104 4.920 

A24 2,066 2,209 353,100 48.01 2.063 0.318 37.334 

A25 1,006 1,400 65,000 28.36 0.300 0.242 17.120 

A26 817 0 750 27.71 1.330 0.048 4.297 

A27 1,608 0 3,000 30.73 0.239 0.098 8.879 

Hampyeong-gun

A28 6,529 16,210 449,270 34.59 7.968 1.341 123.259 

A29 3,863 0 452,000 39.70 4.210 0.745 49.974 

A30 3,811 20,651 260,000 14.13 15.659 2.565 258.360 

A31 1,882 0 385,000 51.03 4.056 0.574 26.678 

A32 7,830 31,793 7,313,800 12.74 41.840 6.705 609.943 

A33 1,996 11,309 182,050 31.92 5.879 0.701 65.553 

A34 4,423 6,200 706,000 54.05 6.355 0.941 64.984 

Hwasun-gun

A35 0 0 0 27.47 6.350 6.350 06.350

A36 326 3,075 100 50.16 0.239 0.047 7.967 

A37 1,155 5,163 0 64.47 0.353 0.078 11.911 

A38 610 12,499 286,600 70.22 2.577 0.372 33.719 

A39 1,716 16,863 152,100 62.03 1.301 0.308 43.730 

A40 2,196 0 143,500 43.27 0.990 0.316 17.972 

Table 2 Animal heads and PM10, PM2.5 and NH3 emission fluxs of 40 source areas i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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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지역인 나주의 A07과 A04, 암모니아 배출량이 높은 지

역인 A01은 광주광역시 경계에 인접하여 내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사료되어 시나리오의 대상 지역을 나주

로 선정하였다.

Pronk et al. (2013)은 나무를 심은 가금농장에서 PM10이 식

물에 40% 흡수된다고 하였고, Hernandez et al. (2012)는 소나

무와 삼나무를 식수 후 돈사에서 4 m 떨어진 곳에서 PM10의 

배출을 약 30%까지 영구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축산 분야의 주 축종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두 문헌을 고려하여 미세먼지의 배출량 감소율을 평균값인 

35%로 적용하였다. 암모니아는 가스상 물질로 동물 종류, 사

육시설, 연구 지역과 같은 환경에 따라 배출 효과가 1.1∼48%까

지 다양하였다 (Asman, 2008; Patterson et al., 2008;  Theobald 

et al., 2001). 광주광역시 인근 축산시설을 면 오염원으로 가정

하였기 때문에, 면 오염원에서 풍속이 2 m s-1, 표면저항이 0 

s m-1일 때 암모니아의 배출량이 31% 감소한다는 결과를 적용

하였다 (Asman, 2008). 이 때 입력 자료는 이전과 동일하며 

나주 지역에 집중하여 미세먼지와 암모니아의 확산 저감 효

과를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기상 분석

광주광역시 및 주변 지역의 2019년도 풍향･풍속 자료를 분

석한 바람장미 (Windrose)는 Fig. 4와 같다. 대상 기간 중 바람

장미를 분석한 결과, 주로 봄 (3∼5월)에는 서남서풍, 여름 (6∼

8월)에는 남서풍, 가을 (9∼11월)에는 북동풍, 겨울 (12∼2월)에

는 북북동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였다. 우리나라 겨울에는 북

서계절풍이 탁월하나 광주광역시는 내륙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아 계절풍인 북서풍과는 다른 바람인 북북동풍의 출현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간 주풍향은 북동풍, 서남서풍 순으

로 미세먼지 및 암모니아가 북동 및 서남서 계열의 바람에 의

해 확산될 것으로 사료되었다. 계절별 평균풍속은 봄, 여름, 가

을, 겨울 각 8.80, 7.20, 1.37, 1.43 m s-1로 겨울로 갈수록 풍속이 

증가하였으며, 가을에 북동 방향으로 10.3 m s-1의 강풍이 불었

다. 풍속이 0.5 m s-1 이하인 바람을 무풍으로 하여 연간 무풍 

비율은 17.4%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각 무풍 비율은 

15.6, 12.1, 25.0, 17.0%로 나타났다.

2. AERMOD를 통한 광주광역시 대기질 영향 분석 

가. 광주광역시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 영향 예측

AERMOD를 사용하여 광주광역시 인근 축산시설에서 배

출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암모니아에 대한 1시간, 연간 평

균 농도를 산출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고, 인근 축산시설에

서 배출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광주광역시 내로 확산되

는 농도 분포를 가시화하여 Fig. 5와 Fig. 6에 나타내었다. 축

산활동에서 배출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1시간 평균 농

도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값은 각각 2.000, 0.300 µg m-3 이내로 추정되고, 연평균 최대 

미세먼지 농도는 2.280 µg m-3, 초미세먼지는 0.349 µg m-3에 

Fig. 4 Seasonal windroses of the Gwangju and surrounding areas

i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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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지만 평균적으로 1시간 평균 농도에 비하여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남서부지

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하여 

배출량이 많은 함평에서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서남서

풍의 영향을 받아 남서부지역으로 확산되었다고 사료된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3번째로 높은 A07 구역이 광주광역시

와 가장 가까이 인접하여 남쪽 지역의 고농도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초미세먼지는 A04 구역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Fig. 7 The proportion of livestock-derived PM10 and PM2.5 among total PM10 and PM2.5 at five measuring stations in Gwangju

Fig. 5 Dispersion of PM10 emitted from livestock farms (a) 1hr-concentration (b) annual average concentration 

Fig. 6 Dispersion of PM2.5 emitted from livestock farms (c) 1hr-concentration (d) annual average concentration 

Concentrations

PM10 (µg m
-3) PM2.5 (µg m

-3) NH3 (ppm)

Houly
0.4300 ∼ 

9.7700

0.0700 ∼ 

1.4900

0.0070 ∼ 

0.1770

Annual
0.0200 ∼ 

2.2800

0.0030 ∼ 

0.3490

0.0003 ∼ 

0.0371

Table 3 Overview of 1hr and annual average concentrations of 

PM10, PM2.5 and NH3 for the whole study areas



이세연⋅박진선⋅정한나⋅최락영⋅홍세운

한국농공학회논문집 제63권 제5호, 2021 • 21

광주광역시에서 관측되는 총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 

중 인근 축산활동으로부터 유래한 비중을 분석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5개 측정소의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를 조사하였다. 측정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서구 

농성동, 남구 주월동, 북구 두암동,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하며, 

해당 관측소의 일평균 농도와 본 연구에서 수행한 모델링 결

과를 비교하여 Fig. 7과 같이 도시하였다. 관측소의 일평균 

총 미세먼지 농도는 36.284∼46.240 µg m-3로 측정되었고, 인

근 지역 축산활동으로 확산된 미세먼지의 모델링값은 0.243

∼0.329 µg m-3로 광주광역시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의 0.7%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총 초미세먼지의 경우 

관측값은 19.282∼24.793 µg m-3를 보였고, 인근 지역에서 광

주광역시 내로 확산된 축산활동 유래 초미세먼지의 모델링값

은 0.109∼0.123 µg m-3로 일평균 농도의 0.5% 정도를 차지하

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이 축산활동에서 기인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전체 발생량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는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

다. 2017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축산활

동에 의한 미세먼지는 약 7.63톤, 초미세먼지는 약 1.77톤으로 

동일 항목의 도로재비산먼지 배출량 중 미세먼지 약 624.05

톤, 초미세먼지는 약 150.98톤의 각각 1.22, 1.17%로 차량 이

용에 의한 배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NIER, 2017). 

나. 광주광역시의 암모니아 농도 영향 예측

Fig. 8에서 축산활동으로 배출된 암모니아의 연평균 농도

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추정하였다. 또한 1시간 평

균 농도는 전체적으로 0.0400 ppm 이내의 양이 확산되었는데 

광주광역시의 절반을 차지하는 남서부 지역에는 최대 0.1770 

ppm의 농도가 확산되었다. 이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와 동

일하게 광주광역시에서 우세한 서남서 계열 바람의 영향을 

받았고, 암모니아 배출량이 많고 광주광역시에 근접한 A01 

구역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광주광역시 총 암모니아 농도 중 인근 축산 활동으로 유래

한 암모니아의 확산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농

성동 측정소에서 암모니아 농도를 비교 및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Sung (2020)이 광주광역시 농성동 측정소에서 10년간 

직접 측정하여 분석한 암모니아 농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광

주광역시 농성동의 연평균 총 암모니아 농도는 0.0150 ppm이

며, 이 중 축산시설에서 농성동으로 확산되는 암모니아의 모

델링 농도값은 0.0063 ppm으로 약 0.4%를 차지하여 광주광역

시 내의 대기오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추정하였

다. 암모니아는 인근 배출원의 영향으로 농도 값이 크게 변하

고 장거리 수송 및 이동의 영향이 작은 물질로, 광주광역시에

서 인근 축산활동 배출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대부분의 암모니아는 농

축산활동이 많은 봄에 농도가 높아 월별 변화폭이 크다 (Sung, 

2020). 따라서 암모니아의 계절별 확산 변화를 분석하면 암모

니아의 확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암모니아

가 초미세먼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초미세먼지 농도에 암모니

아 농도를 가중 분석해야 하나 암모니아가 초미세먼지로 전

환되는 정량적인 수치가 규명되지 않았고, 발생량을 제외한 

잔존량과 변환량에 대한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추후에 추가

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3. 저감 시나리오 분석

축산시설에서 광주광역시로 확산되는 미세먼지와 암모니

아의 저감 효과를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인근 5개 지역 

중 나주시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및 암모니아를 분

석하였다. 1시간 평균 농도 (단기간)와 연평균 농도 (장기간)를 

분석한 결과 동일한 배출원에서 배출량이 일정 비율로 감소하

여 광주광역시 내로 확산되는 양상은 같지만 농도가 낮아졌다. 

첫 번째로 미세먼지의 저감 효과를 Fig. 9와 같이 나타내었다. 

1시간 평균 농도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내 미세먼지 농도의 최

대값은 7.57 µg m-3에서 식수 후 4.92 µg m-3로 감소하였고, 연평

Fig. 8 Dispersion of NH3 emitted from livestock farms (e) 1hr-concentration (f) annual average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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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농도 기준으로 2.11 µg m-3에서 1.37 µg m-3로 35% 감소하

였다. 이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저감한 35%와 동일한 값으로 

다른 인자의 변화 없이 발생원의 변화가 예측점에서 농도 변

화에 동일하게 영향을 준 것으로 가우시안 확산 모델에 기반

한 AERMOD의 계산적 한계이다. 또한 1시간 평균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내 2.00 µg m-3 이상 농도가 광주광역시의 45%를 

차지하였는데 식수 후 총 15%로 감소하였다. 연평균 미세먼지

는 광주광역시 내로 확산되는 범위가 작았고, 0.30 µg m-3 이상 

차지하는 범위가 57% 감소하였다.

Fig. 10은 암모니아의 저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광주

광역시로 확산되는 암모니아의 1시간 평균 농도의 최대값은 

0.151 ppm이고, 암모니아의 배출량을 저감시켰을 때 최대값은 

0.104 ppm으로 31% 감소하였다. 이는 미세먼지와 동일하게 

AERMOD를 모델링하였을 때 오염물질이 다른 인자의 영향 

없이 주로 배출량과 기상의 영향을 받아 확산되기 때문에 배

출량 저감률과 동일한 비율로 확산된다. 0.030 ppm 이상의 암

Fig. 9 Comparison of PM10 emitted from Naju area befroe and after reduction measures (a) before/ 

1hr-concentration (b) after/1hr-concentration (c) before/annual average concentration (d) after/annual 

average concentration

Fig. 10 Comparison of NH3 emitted from Naju area before and after reduction measures (a) before/1hr- 

concentration (b) after/1hr-concentration (c) before/annual average concentration (d) after/annual 

average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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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아는 광주광역시의 서쪽과 남쪽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는데, 이는 총 59% 감소하였고, 0.050 ppm 이상 기준으로 

48% 감소하였다. 미세먼지와 같은 경향으로 연평균 암모니아

는 광주광역시 남쪽 일부에서 0.004 ppm 이상 농도가 6.4%로 

작은 영향을 미쳤지만 식수 후 2.9%로 감소하였다. 나무를 심

는 것은 고농도의 미세먼지와 암모니아의 확산을 저해하고 심

미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식수 후 배출원과 나무 

사이에서 희석 및 분산이 감소하여 농도가 증가할 수 있고, 

AERMOD는 배출원 근처에서 갇힌 공기로 인하여 공기질이 

나빠지는 부분을 고려할 수 없다. 또한 AERMOD의 예측 결과

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기적인 현장 실험을 통해 측정

값과 모델링값을 비교, 분석 및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기확산모델인 AERMOD를 활용하여 광

주광역시 인근 5개 지역의 읍면동 단위 축산활동으로 유래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암모니아의 대기 중 농도를 예측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시간 평균 농도 기준으로 축산시설에서 확산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암모니아는 광주광역시 남서부 지역에 각각 

2.00 µg m-3, 0.30 µg m-3, 0.04 ppm 이내로 영향을 미쳤고, 

연평균 농도 기준으로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추정

하였다.

⋅평균적으로 축산 활동으로 확산된 미세먼지는 광주광역시 

총 미세먼지에 0.7%, 초미세먼지는 0.5%, 암모니아는 0.4%

를 기여하여 주요 다른 배출원과 비교하였을 때 광주광역시 

내부의 대기오염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배출원의 인

근에서만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식수 후 광주광역시 내부로 확산되는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의 최대값이 7.57 µg m-3에서 4.92 µg m-3로 감소하여 

광주광역시의 45%를 차지하는 2.00 µg m-3 이상의 농도가 

15%로 감소하였고,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남쪽 지역에 

0.30 µg m-3 이상 차지하는 면적의 범위가 57% 줄어들었다. 

암모니아의 1시간 평균 농도의 최대값은 식수 후 0.151 ppm

에서 0.104 ppm으로 감소하여 0.030 ppm 이상의 암모니아 

농도가 59% 감소하였고, 연평균 기준으로 0.004 ppm 이상 

암모니아 농도가 남쪽 지역에서 6.4%에서 2.7%으로 감소

하였다.

AERMOD를 이용한 다른 문헌들을 참고하였을 때 AERMOD

에 의해 도출된 결과는 타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AERMOD 

결과의 정확성 향상을 위하여 장기적인 관측값과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미세먼지와 암모니아의 배출량 저

감 시나리오에 따라 광주광역시 내 고농도 미세먼지와 암모니

아의 확산 범위 감소 효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초미

세먼지 농도에 대해서는 대기 중 암모니아에 의한 2차 초미세

먼지 변환 기작을 고려하여 추후 가중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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