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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usan and Ulsan, representative industrial cities in South Korea, have been exposed of hazardous chemical accidents. For this reason,

people who live in those areas are enormously interested of the corresponding response. The chemical incidents may cause serious 

odor and hazardous impacts on neighborhood and surrounding area. The dispersion simulation is the most useful tool for estimating

the effect distance of odor or chemical accident. The other studies, there are almost focused on each simulation results using ALOHA,

AERMOD, and CALPUFF. The significant problem of these dispersion simulation for this purpose is that they have own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Even though these limitation of each simulation, overlapping analysis has not been studied yet. Therefore, we 

investigated the overlapping analysis of three simulation outputs by the case study of gas odor accident in the Busan and Ulsan 

area on Jul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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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업⋅공업도시인 부산과 울산은 특히 주거지역과 산업⋅공업단지가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로

악취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노출되어있다. 이로인해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발생시 정확한 피해영향범위를 예측하고 대응을

위한 주민들의 관심과 대책을 요구 받는다.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ALOHA, AERMOD, CALPUFF와 같이 단일 대기확산시뮬

레이션을 이용한 환경영향 예측 연구 결과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각각의 대기확산시뮬레이션 장⋅단점에 의해 결과해석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2016년 7월 부산과 울산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민원이 접수되었던 가스냄새악

취 원인조사사례를 적용하여 세가지 대기확산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사고발생시 피해영향범위 예측을 위한 대기확산 시뮬레이션

중첩분석을 수행하였다.

핵심용어 : 대기확산시뮬레이션, ALOHA, AERMOD, CALPUFF, 고정오염원, 이동오염원, 악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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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국내에서는 삶의 질의 향상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산업⋅공업단지를 포함

하여 주거지역 주변에 위치한 다양한 시설로 인하여 유발되

는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 협소한 

국토면적 및 산업화에 따라 도시의 형태가 변화하면서 산업

단지 및 환경기초시설과 같은 다양한 악취배출원이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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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과 인접⋅혼재하는 형태를 보이며, 악취 민원이 점차적으

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Kil, 2009; Park, 2011). 악취오염

은 대부분 주민 민원제기에 의해 표면화되고, 악취유발물질

이 축적되지는 않지만 그 피해가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경향

을 보인다(Song et al., 2003). 또한 감각공해인 악취유발물질

의 확산은 가시화되지 않으므로 거동을 쉽게 파악할 수 

없으며 악취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수단 또한 분명하지 않다. 

그러므로 민원 발생 건수의 변화 추이는 전체적인 악취정도

에 대한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한다(Kim and Cho, 2009; 

Lee,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악취유

발물질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정도와 그 피해영향범위 

예측을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보 및 연구가 부족하다. 

화학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위험피해영향범위예측 뿐 

아니라 화학물질 자체가 가지는 악취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악취피해영향범위 예측 연구는 화학사고 피해영향범위 예

측 연구와 동일한 맥락에서 다루어진다. 

국내 대규모 화학공단이 조성되어있는 울산, 여수, 서산 

등의 지역에서는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은 복잡하고 강한 유독성으

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Lee et al., 2012). 

화학사고 유형은 크게 누출, 폭발, 화재로 나눌 수 있다(Crowl 

and Louvar, 2001). 화학사고는 누출로 인한 폭발, 폭발로 

인한 화재, 누출로 인한 화재 등 짧은 시간에 큰 피해를 

발생 시킬 수 있고, 복잡한 형태로 발생하게 된다. 특히 

화학사고는 유해화학물질이 기상상황에 따라서 대기 중으

로 확산되어 산업시설 내 작업 중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Lee et al., 2015). 따라서 대기확산시뮬레이션

을 이용한 화학사고 및 악취 피해영향범위예측을 위한 연구

가 필요하다(Oh et al., 2011; Song and Yang, 2017). 매순간마

다 변화하는 온도, 풍향, 풍속 등의 기상조건과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지형의 각종 영향인자들에 의해 주변

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 확산현상을 완전하

게 추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대기환경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인 과정을 정량적으로 분석

하고 오염도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대기확산시뮬레이션

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대기확산시뮬레이션 결과는 대기

오염물질 혹은 유해화학물질이 기상과 지형조건에 따라 

오염원에서의 확산형태와 특성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현상

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대기확산시뮬레이션의 종류는 

지형과 기상조건의 변화에 따라 대기 확산 형태의 차이가 

다양하기 때문에 종류에 따른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함

으로써 대기확산시뮬레이션 수행결과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대기확산시뮬레이션의 입력 자료인 기상조건을 

얼마나 실제 기상상황과 비슷하게 모사하는가에 따라 시뮬

레이션 프로그램이 산출한 대기확산농도의 정확성이 결정

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정확도가 높은 기상자료, 지형자료, 

오염물질 배출량을 필요로 한다. ALOHA 시뮬레이션은 기상

변화의 실시간 반영, 오염물질의 수직확산, 평균시간 농도 

예측이 불가능 하지만 매우 빠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함

에 따라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AERMOD 

또한 실시간 기상반영과 오염물질의 수직확산의 예측은 

불가능 하지만 ALOHA 보다 비교적 정확한 결과와 빠른 

시뮬레이션 속도로 사고발생시 단기 대응에 유리하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AERMOD기반의 CARIS (Chemical 

accident response information system)를 사용하는데, 해당모

델은 가우시안 플름 모델로 복잡한 주변지형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기상통계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영향범위의 정확성이 결여될 수 있다(Kim et al., 

2013; Lim et al., 2015; Yoon, 2015; Kim et al., 2017; Lee 

et al., 2017). CALPUFF (California puff model)의 경우는 

가우시안 퍼프 모델로 주변지형과 실제기상을 고려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비교적 정확하다. 그러나 대기확산시

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데이터가 많고, 실시간 결과

도출이 어려워 신속한 사고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Scire et al., 2000).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ALOHA, 

AERMOD, CALPUFF 등 단일 대기확산시뮬레이션을 이용

한 연구 결과가 대부분이었다(Lee et al., 2012; Kim et al., 

2013; Lim et al., 2015; Kim et al., 2017; Lee et al., 2017). 

개별 대기확산시뮬레이션 결과를 활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거동을 해석한 결과 각각의 대기확산시뮬레이션 장단점을 

고려하지 못하였고, 이는 유해화학물질의 피해영향범위 예

측 결과 해석에 있어 오류를 범할 수 있다(Kim et al., 1996). 

화학사고 발생 시 기상상황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이 비교적 

먼 곳까지 확산될 수 있으므로 화학사고 시나리오를 기반으

로한 계절⋅풍향⋅풍속별 피해영향범위 예측에 따른 화학

사고 대응 연구 또한 필요하다(Kim et al., 2003; Kim et 

al., 2013). 

2016년 부산⋅울산지역에서 발생한 가스냄새 및 악취 

원인이 확인되지 않아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되었다. 이에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는 조속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이 필요하게 되었고 민⋅관 합동 조사단이 구성되

어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인조사에 따른 보도자료와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ALOHA, AERMOD, CALPUFF 세가지 대기확산시뮬레이

션 중첩분석을 통해 악취피해영향범위를 분석하였다. 악취

유발물질의 이동경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풍향⋅풍속 

특성을 부산 및 울산지역에 위치한 기상관측지점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풍향에 따라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부산⋅울산지역의 악취와 대기질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이번 2016년 

발생한 악취의 원인지역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개별

의 대기확산시뮬레이션의 한계를 파악하고, 결과의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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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극복을 통한 대기확산시뮬레이션 중첩분석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지역

1980년대 이후 국가 경제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산업단지 

개발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개발된 산업단지의 활발

한 육성지원은 경제성장에는 효과적이었던 반면에 상대적으

로 환경문제를 방치하게 되었다.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는 한반도 동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업도시로서 산업단지, 공업단지, 항만 등과 같이 주민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오염원을 포함하고 있다. 

부산 산업단지지역은 부산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

고 있으며, 꾸준한 도시화 진행으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혼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환경과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Fig. 1(a)). 울산의 남동쪽지역에는 공단이 

위치하고 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주거지역이 매우 인접하게 

위치하고 있다(Fig. 1(b)). 이로 인해, 울산지역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가 주거지역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

(b)

Industrial Area

Residential Area

Fig. 1. Analysis of the Targeted Modeling Area

and Geo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in (a) Busan

and (b) Ulsan, Red and Yellow Circle are indicated

that Residential and Industrial Area

국민안전처(현 행전안전부)는 2016년 7월 부산⋅울산지

역에서 발생한 가스냄새악취에 관련하여 ‘민⋅관합동조사

단’의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MPSS, 2016). 본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산⋅울산 가스냄새악취는 신고 표현 및 냄새충격

형태가 다르므로, 근본 원인과 물질이 상이하다고 판단하였

고, 결과적으로 부산 냄새신고의 경우 연료가스에 주입되는 

부취제 또는 부취제를 포함한 미량의 화학물질이 차량 이동 

중 누출을 하였고, 울산의 경우 화학공단에서 발생하는 이산

화황, 황화수소,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혼합된 악취가 기상조

건에 따라 확산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부산의 경우 

악취유발물질이 이동오염원인 차량에 의하여 확산되었고, 

울산의 경우 화학공단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비교적 먼 주거

지역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발표하였다.

2.2 대기확산시뮬레이션 수행 사례일 및 오염원 

선정

본 연구에서는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의 

민원자료 분석결과와 해당 신고기간의 실시간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6년 7월 21일 부산광역시

에 신고 된 민원신고 시간을 참고하여 고정오염원일 경우와 

이동오염원일 경우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기확산시뮬레이

션을 이용하여 악취피해영향범위를 분석하였다. 부산은 

2016년 7월 21일 17시 31분 경 해운대 주거단지에서 신고된 

민원을 시작으로 이후 약 100분 동안 해운대 수영구, 남구, 

동구, 중구를 거쳐 강서구 명지동까지 북서쪽방향으로 약 

26 km를 이동하는 형태로 악취 민원이 접수 되었다. 2016년 

7월 21일 17시의 당시 풍속은 약 2 m/s로 악취유발물질 

오염원을 고정오염원으로 가정하였을 경우, 악취물질이 최

대 7.2 km까지 부채꼴 모양으로 확산할 수 있음을 추정 

하였다. 그러나 실제 접수된 민원의 위치, 시간을 비교분석한 

결과 고정오염원 보다는 이동오염원에 의한 악취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대기확산시뮬레이션

을 수행하였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악취민원이 주로 발생한 

2016년 7월 22일과 23일의 민원신고지역이 다르므로 7월 

22일과 23일 각각의 날짜에 대하여 대기확산시뮬레이션 

결과를 접수된 민원신고 자료와 기상청의 실시간 기상자료

를 이용하여 악취피해영향범위 예측 결과를 해석하였다. 

2016년 7월 22일은 울산광역시 온양읍에 위치한 주거지역 

일대에서 15시 - 18시 사이 악취민원이 접수 되었고, 2016년 

7월 23일의 경우에는 울산 남구 신정동을 포함하는 인근 

주거지역에서 악취민원이 접수되었다. 또한 신고자의 신고 

내용이 부산과 달리 여러 가지 냄새 형태로 접수되었다. 

특히 2016년 7월 23일 울산 기상조건은 저기압, 높은 기온(29

도), 높은 습도(67~73%)로 악취확산에 적합한 기상상황이

다. 주풍향은 남동풍으로 공단에서 악취가 발생하였을 경우 

악취유발물질이 주거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울산의 경우 화학 또는 산업공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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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악취유발물질이 당시의 기상조건에 의해 인근 주거

지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안전처(현 행전안전부)의 2016

년 부산울산지역 가스냄새악취 보도자료를 기초로 부산의 

경우 악취유발물질의 확산이 고정오염원과 이동오염원일 

경우를 가정하여 대기확산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울산

의 경우 고정오염원으로 가정하여 대기오염물질 또는 악취

유발물질의 발생과 기상학적 요소를 함께 활용하여 대기확

산시뮬레이션 중첩분석을 수행하였다.

2.3 실시간자동기상관측(AWS) 자료분석

부산 및 울산지역에서 풍향 및 풍속을 측정하고 있는 

자동기상관측(Automatic Weather Station, AWS) 자료 중 

민원신고 대상지역 부근의 기상관측소인 부산관측소(부산, 

대연, 사하, 해운대), 울산관측소(울산, 울산공항)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바람의 특성을 표현하고 분석하기 위해 

바람장미를 이용하였다. 풍향 및 풍속자료를 16 방위 및 

풍속에 따른 빈도수 결과를 표현하고 활용하였다. 각 지역의 

2016년 7월의 풍향⋅풍속 특성을 분석하였다.

2.4 중첩분석을 위해 사용된 대기확산시뮬레이션 

(ALOHA, AERMOD, CALPUFF) 지형 및 기상 

입력자료

시뮬레이션 수행에 있어서 지형 해상도 차이는 3차원 

기상장 및 악취물질 확산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은 지형자료를 입력 자료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ALOHA 시뮬레이션은 지형자료가 고려되

지 않지만, AERMOD와 CALPUFF는 실제 지형자료를 입력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토지이용도, 지표 거칠기, 알베도, 

고도 등을 포함하는 지형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로 

USGS Digital Elevation Mode l(DEM) data, ARM3 digital 

terrain data, Canadian (Alberta) DEM terrain data, SRTM3 

등이 있다. 여기서 DEM이란 지면의 높낮이를 기록한 자료로

서 일반적으로 DEM은 식생과 인공지물을 포함하지 않는 

지형만의 표고값을 의미하며, 대부분 일정한 격자 형태로 

높이를 기록하는데 이 간격이 좁을수록 지형이 현실과 가깝

게 표현된다. 본 연구에서는 NASA에서 TIFF형식으로 제공

하는 ASTGTM2 파일로서 1 arc-sec(~30 m)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지형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 대상 영역의 기상 현황을 시뮬레이션에 반영하기 

위해 대상지역 및 대상지역 인근에 위치한 기상관측소 기상

관측자료(기상청)와 미국 해양 대기 관리처(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에서 배포되는 기

상자료를 이용하였다(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016). AERMOD와 CALPUFF 시뮬레이션 수행을 위해 

부산 및 울산에 위치하는 지상관측 지점인 종관기상관측, 

방재기상관측 및 항공기상관측소 중 본 연구영역에 위치한 

기상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부산의 종관기상관측 1개 

지점(부산), 방재기상관측 8개 지점(사상, 사하, 부산진, 부산

(레), 남항, 영도, 대연, 북항, 해운대), 울산의 종관기상관측 

1개 지점(울산), 방재기상관측 3개 지점(온산, 간절곶, 울기), 

항공기상관측 1개 지점(울산공항)의 기상자료를 분석⋅활용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고층기상 자료는 기상청에

서 관측되고 NOAA에서 제공하는 라디오존데(radiosonde) 

관측자료(포항)를 활용하였다. ALOHA 시뮬레이션은 한가

지 풍향과 풍속만 고려되므로 부산지역은 민원신고 당시 

주 풍향이었던 북동풍 계열의 바람이 약 2 m/s의 속도로 

가정하였고, 울산지역은 공단에서 불어오는 남동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 악취물질이 인근 주거지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기상분석결과

2016년 7월 1일 - 7월 31일까지 한달 동안의 기상관측자료 

중에서 풍향 및 풍속 자료만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를 연구영

역과 관련된 지도에 나타내었다. 바람장미의 화살대 방향은 

불어오는 바람의 풍향을, 화살대는 풍속의 계급별 빈도를 

의미한다. 풍속은 0.5-2.0 m/s는 주황색, 3.0-4.0 m/s는 노란

색, 4.0-5.0 m/s는 초록색, 5.0-6.0 m/s는 파란색, 6.0-7.0 m/s는 

남색, 7.0m/s 이상은 보라색을 나타내며, 색상과 길이의 차이

는 풍속의 빈도를 의미한다. 2016년 7월 한 달을 대상으로 

기상을 분석한 결과, 부산과 울산 모두 주로 남서풍과 북동풍 

계열의 바람이 많이 불었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기상관측소

의 경우 주간과 야간에 따른 해풍과 육풍에 의해 낮에는 

서풍 계열의 바람이 밤에는 동풍계열의 바람이 불었다. 부산

에 위치한 사상 기상관측소의 경우 왼쪽으로 낙동강이 위치

하고, 오른쪽으로 백양산과 구덕산이 위치하여 산악지형 

바람이 불어가는 바람길이 형성되므로써 남서풍과 동북동

계열의 바람이 부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2(a)). 

또한 본 연구의 연구대상기간인 7월 21일 - 23일을 대상으

로 각 지역의 풍향을 비교분석 한 결과, 분석기간 중 특히 

악취민원이 접수되었던 시간대에는 주로 남서풍과 동북동

풍계열의 바람이 많이 발생하므로써, 악취유발물질이 주거

지역으로 불어갈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이 결과는 울산지역

의 경우 악취가 발생하였을 때, 이 악취물질이 인근 주거지역

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2(b)).

3.2 부산광역시 대상 개별 대기확산시뮬레이션 

수행결과 분석

2016년 7월 21일 17시 - 19시 사이 부산의 ALOHA, 

AERMOD, CALPUFF 대기확산시뮬레이션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각각의 대기확산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하여 악

취발생 오염원은 고정오염원인 경우와 이동오염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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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Windrose using Data from Automatic Weather Station during Period of Simulation (a) Busan and (b) Ulsan 

Fig. 3. Result of the Air Dispersion Simulations, which are ALOHA,　AERMOD, and

CALPUFF by Stationary and Mobile Sources in Busan

를 가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ALOHA를 이용하여 

수행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Figs. 3(a), (b)에 나타내었다. 

악취유발물질이 고정오염원으로부터 확산된 경우를 가정할 

경우 악취가 17시 31분경에 발생하였다 하여도, 인근 주거지

역에서 감지될 정도의 농도로 확산되고, 최종 신고지인 강서

구 명지동 주거지역 부근까지 확산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되었다. 반면에, 이동오염원을 가정한 경우에는 차량으로 

추정되는 이동경로를 따라 악취물질이 이동⋅확산하므로

써 수영구 해운대 주거지역에서 시작하여 강서구 명지동 

인근지역에까지도 악취에 의한 민원신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AERMOD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수행결과는 

Figs. 3(c), (d)에 나타내었다. AERMOD를 이용하여 대기확

산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경우에도 ALOHA를 이용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악취물질이 이동오염원에의해 확산 되었

을 경우 이번 악취민원신고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변 지형과 실제기상자료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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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대기확산시뮬레이션인 CALPUFF

를 이용한 결과를 Figs. 3(e), (f)에 나타내었다. Figs. 3(e), 

(f)에서 볼 수 있듯이 부산의 공간적 기상장 분포도를 분석하

고, CALMET 모델로 생성한 3차원 실제 기상장 자료를 이용

하여 시뮬레이션 결과와 악취민원 신고 내역을 비교한 결과, 

이동오염원(Fig. 3(f))에 의하여 악취물질의 확산 가능성이 

고정오염원(Fig. 3(e))일 경우보다 훨씬 높음을 알 수 있었다. 

Fig. 3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2016년 7월 21일 17시 31분 

경 처음 악취민원신고를 시작으로 시간에 따라 이동하는 

이동오염원에 의해 19시 경 강서구 명지동까지 악취물질이 

당시의 바람방향(북동풍과 동북동풍)에 따라 이동오염원에 

의하여 확산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3 울산광역시 대상 개별 대기확산시뮬레이션 

수행결과 분석

Fig. 4는 울산지역 2016년 7월 22일 13시-16시와, 2016년 

7월 23일 15시-18시 사이 접수된 민원신고 시간을 바탕으로 

개별의 대기확산시뮬레이션 ALOHA, AERMOD, CALPUFF

를 수행한 결과이다. 악취가 발생한 오염원은 인근 공단지역

으로 추정하여 대기확산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ALOHA 

(Figs. 4(a), (b))와 AERMOD (Figs. 4(c), (d))의 경우 2016년 

7월 22일 13시-16시의 시간대에는 기상청의 자료를 참고하

여 동북동풍을, 2016년 7월 23일 15시-18시의 경우 동남동풍

을 풍향 입력자료로 활용하였다. CALPUFF(Figs. 4(e), (f))의 

경우 울산과 울산공항의 실제기상자료를 기상입력 자료로 

활용하여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기상장을 생성하여 대기확

산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Figs. 4(a), (c), (e)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7월 22일의 경우, 

울산광역시의 온양지역 대해서 공간적 기상장 분포를 생성

하여 각각의 대기확산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악취민원

이 신고된 시간대인 13-16시 사이에 동북동풍 계열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기확산시뮬레

이션을 수행한 결과 온양읍 일대의 주거지역과 온양공단의 

남쪽에 위치한 공단지역까지 악취물질이 확산될 것으로 

모사되었으나, 남쪽의 공단지역에서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

았다. 이는 2016년 7월 22일이 금요일이었고, 오후 시간으로 

공단직원이 특별히 악취 관련한 민원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Figs. 4(b), (d), (f)는 2016년 7월 23일(토요일) 울산광역시의 

주요 주거 지역인 남구 일대에서 다발로 발생한 악취민원 

신고사례를 가정하여 대기확산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이

다. 2016년 7월 23일을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의 경우 울산 

여천동지역에 위치한 업체에서 악취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공간적 기상장을 생성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7월 23

일 민원이 주로 접수 되었던 시간대에는 동남동풍의 풍향이 

분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때 여천동 인근의 공단지역에서 악취물

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일대의 주거지역으로 

악취물질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 Result of the Air Dispersion Simulation, which are ALOHA, AERMOD,

CALPUFF, by July 22 and 23 in Ul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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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대기확산시뮬레이션 중첩결과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각각의 대기확산시

뮬레이션의 장⋅단점에 따른 한계로 결과해석의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단일 대기확산시뮬레이션(ALOHA, 

AERMOD, CALPUFF)을 이용하여 악취물질의 확산을 1차

적으로 해석하고, 최종적으로 중첩분석을 통해 악취피해영

향범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Fig. 5에 부산과 울산지

역의 각각 2016년 7월 21일, 22일, 23일의 악취물질의 확산을 

중첩하여 표현하였다. 그 결과, 부산⋅울산지역 악취민원 

신고지역에 악취유발물질이 풍속과 풍향에 따라 도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5(a)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부산의 

경우 신고자료 및 중첩분석 결과, 오염원이 고정오염원이 

아닌 이동오염원에 의해 해안도로 주변으로 악취물질이 확산

되어 나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LOHA와 AERMOD의 

경우 비록 시뮬레이션 속도는 빠르지만, 주변지형과 실시간 

기상이 고려되지 못하므로 악취피해영향 우려지역이 과대

하게 도출되는 경향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실시간 기상이 고려된 CALPUFF의 대기확산시뮬레이션 

결과를 포함하여 중첩분석 하므로써, 우선적으로 악취 피해

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산의 

동북동쪽에 위치한 해운대부근에서 시작된 악취유발물질이 

자동차와 같은 이동오염원에 의해 확산⋅이동함에 따라 

이동경로 인근에 위치한 주거지역에 악취로 인한 피해가능

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Figs. 5(b), (c)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울산의 경우도 중첩분석을 통해 공단지역에서 고농도로 

악취유발물질이 배출 될 경우 당시 울산의 기상상황에 의해 

충분히 인근 주거지역까지 악취가 도달 할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따라서 악취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

터링을 통해 특별한 오염원이 존재하는지 파악하고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악취민원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경우 이미 악취

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한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악취민원의 발생지역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대기확산시뮬레이션의 장단점을 극복하기 위

하여 중첩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악취확산특

성에 따른 공통 피해영향범위를 알아보는 것이다. 향후 선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대기확산시뮬레이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고, 악취배출에 

의한 주거지역의 피해를 보다 정확히 연구하기 위해 오염물

질 배출원의 위치, 농도, 배출량 등을 세부적으로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실험을 통해 대기확산시뮬레이션 

예측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결 론

본 연구의 시범사례로서 2016년 7월 21일 부산과 2016년 

7월 22일 및 23일 울산에서 발생한 악취 민원을 대상으로 

대기확산시뮬레이션 중첩분석을 수행하였다. 개별 대기확

산시뮬레이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각각의 대기확산시뮬레

이션 결과를 KML 또는 KMZ 형식으로 도출하고, 그 결과를 

중첩분석하여 악취피해영향범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각 

모델의 중첩지역을 확인하였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민원신

고 가능성이 있는 악취유발물질 영향지역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악취란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삶의 질의 향상에 따른 쾌적한 대기질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시민의 욕구에 따라 악취관련 민원 또한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악취는 발생하면 기상

상황에 따라 비교적 먼 곳까지 확산되고 주변 환경 및 주민건

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악취가 발생 하였을 

경우의 기상상황에 따른 피해영향범위 예측이 매우 중요하

다. 부산 및 울산은 인근 공단 혹은 악취유발물질배출 지역과 

주거지역이 인접하므로, 주민들의 건강관리와 안전을 위해 

현실적인 악취확산 예측과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악취로 

인한 대기오염개선을 위해서는 공단지역과 도심에서의 악

취오염원 관리를 위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 이러

한 연구결과는 향후 악취유발물질로 인한 민원 발생 시 

피해범위 예측과 대응방안 수집을 위한 기초자료 및 방법론

으로 활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악취뿐만이 아닌 화학사고와 같은 재난 발생 

시 각각의 대기확산시뮬레이션의 장단점을 극복하여 유해

화학물질의 대기 중 확산으로 인한 피해영향범위를 예측하

(a) (b) (c)

Fig. 5. Result of the Overlapping Analysis of Air Dispersion Simulations, which are ALOHA, AERMOD, and CALPUFF.

(a) 21 July at Busan, (b) 22 July at Ulsan, and (C) 23 July at Ul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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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다. 향후, 화학사고와 같은 사고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주민소산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

로 중첩분석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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