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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화학물질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리스크 또한 증가하

고 있다. 발생한 화학사고 중 누출에 의한 사고는 전체 사고의 약 75

%(2003년〜2018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으므로 누출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의 마련은 중요하다. 누출 당시 상황과 물질에 따라 대기확산

특성에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고밀도 가스 운(dense gas

cloud)의 형성이다. 고밀도 가스 운은 지표면 가까이에 형성되므로 침적

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일반적인 대기확산과 비교해 높을 것으로 예상된

다. 고밀도 가스 운 형성에 의한 토양오염 예측은 화학사고에 의한 환경

오염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필요하나 현재 화학사고 평가에 사용되

는 일반적인 모형들은 대기 이외의 환경 매체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과제인‘화학사고 후

인체 영향 평가기술 개발’로 개발된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을 이용했

으며 고밀도 가스 운의 모사 여부에 따른 오염도의 차이를 비교해 고밀

도 가스 운의 대기, 토양 오염영향을 예측하였다.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

모형은 새로이 개발된 모형이므로 사용 이전에 모형의 신뢰성 평가가 필

요하다. 관측값과 모형의 예측값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화학사고

의 특성상 관측값이 존재하기 어려우므로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모형인 AERMOD의 대기농도, 침적 flux 예측값을

비교하여 신뢰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신뢰성 평가결과 대기농도는 대기 안정도와 관계없이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이 AERMOD보다 고평가하였으며 침적 flux는 대기가 안정한

조건에서는 고평가, 불안정한 조건에서는 저평가하였다. 또한, 대기가 불

안정한 조건에서의 침적 flux를 제외하고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과

AERMOD의 예측값에 유의미한(p < 0.01)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해 예측

경향이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대기가 안정한 조건에서 대기

농도의 경우 두 모형의 FB와 NMSE값이 적정값(-0.5 < FB < 0.5;

NMSE < 0.5)에 해당하며 예측의 일치율이 높았다. 화학사고 다매체 동

태모형을 이용해 고밀도 가스 운의 영향을 확인한 결과 고밀도 가스 운

은 누출원 부근의 토양을 고농도로 오염시키는 반면 누출원과 떨어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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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의 오염수준은 낮추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고밀도 가스 운은 누

출 시작부터 종료까지 누출원의 대기 오염수준을 낮추지만, 고농도로 오

염된 대기에서의 휘발로 인해 누출 후에도 고밀도 가스 운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오염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평가되지 않았던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의

신뢰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이를 이용해 고밀도 가스 운의 모사 여부에

따른 예측값을 비교해 고밀도 가스 운의 시공간적 대기, 토양오염영향을

확인함으로 더 정확한 예측을 위해 모형 개발에 있어 다양한 조건에서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추후 모형의 개

선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주요어 : 화학사고, 누출사고, 다매체동태모형, AERMOD, 고밀도 가

스 운

학 번 : 2018-2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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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화학물질의 사용은 인간에게 생활의 편리함과 삶의 풍요를 주지만 역

설적으로 환경오염, 화학사고와 같은 피해를 일으킨다. 2006년부터 2016

년에 해당하는 ‘화학물질통계조사’와 ‘화학 안전 정보공유시스템’ 확인결

과 산업용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업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화학사고의 발

생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화학 안전 정보공유시스템’의 통

계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8년 동안 총 668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누출에 의한 사고가 75 %를 차지할 정도도 누출사고의 비중이 높다.

따라서 화학사고 중에서도 누출사고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과거 발생한 이탈리아 세베소 사건(1976), 인도 보팔 가스 누출사고

(1984), 한국 구미 불산 가스 누출사고(2012) 등의 누출사고들은 비단 인

간뿐만 아니라 농작물, 가축 등 자연생태계까지 크게 훼손시켰다. 보팔

가스 누출사고의 경우, 40톤의 아이소사이안화메틸(MIC)이 누출되면서

약 2만여 명이 사망하고 6만여 명이 실명, 호흡곤란, 위장장애 등의 만성

질환과 면역체계 이상으로 인한 질병에 장기간 시달렸으며, 유전자 돌연

변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Varma,

1986). 사고 후 보팔 지역의 토양에서는 기준치보다 2만 배〜6백만 배

높은 수은등의 중금속, 잔류성유기염소화합물이 검출되었으며, 해당 지역

의 식수에서도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되었다(Dhara, 2002; Broughton,

2005). 피해 장기화의 원인은 사고 발생 후 누출된 화학물질의 환경 중

동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 인한 적절한 초동대응의 부재에 의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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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화학사고는 「화학물질관리법(2015.1.1 시행)」에

의해 사고 전 ‘예방’과 사고 후 ‘대응’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평가에는 모

형이 활용되고 있다. 각 사업장은 ‘예방’을 위해 KORA(Korea Off-site

Risk Assessment supporting tool)를 사용해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

관리계획서’를 작성해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해야 하며, ‘대응’을 위해

CARIS(Chemical Accident Response Information System)를 사용해 화

학사고 발생 후 주민대피 등의 초동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누출사

고의 영향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기존 모형들은 대기농도를 기준으로

사고피해범위(Toxic Threat Zone)를 예측한다. 또한, 대기 이외의 환경

매체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통합 환경관리를 위한 신뢰성 높

은 기준을 제시한다고 하기 어렵다.

화학사고에 따른 환경 매체의 오염도 예측은 화학사고에 노출된 지역

주민들의 인체 위해도와 생태 위해도를 평가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피

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토양으로 유입된 화학물질은 토양의 구성요

소인 무기 및 유기 물질, 토양 공기, 공극수, 토양미생물 등과 화학반응

을 하며(이상은 외, 2016), 이로 인해 사고 발생 후 해당 지역의 주민들

은 장기적인 영향을 받는다(Bertazzi, 1991). 따라서 화학사고 후 장기적

으로 토양에 잔류하게 되는 화학물질의 양과 이로 인한 위해도의 정량화

를 위해서는 화학사고에 의한 토양 오염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밀도 가스 운은 토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스의 밀도

가 공기보다 큰 경우 고밀도 가스, dense gas, heavy gas라 불리며 누출

시 공기와의 밀도 차에 의해 저지대에 모여 고밀도 가스 운(dense gas

cloud)을 형성해 구름 자체의 힘으로 지면을 따라 이동하는 특성이 있다

(Markiewicz, 2005). 따라서 화학사고로 고밀도 가스 운이 형성될 경우,

토양오염은 고밀도 가스 운이 형성되지 않은 일반적인 누출사고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밀도 가스 운에 의한 토양오염의 정량화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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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누출사고로 고밀도 가스 운에 의한 대기, 토양 오염

도를 정량적으로 예측하여 화학사고에 의한 인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과제

‘화학사고 후 인체영향 평가기술 개발’로 개발된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

형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이를 이용해 고밀도 가스 운이 형성되는 조건에

서 고밀도 가스 운의 모사 여부에 따른 화학물질의 대기-토양 오염도를

비교하여 2) 고밀도 가스 운의 형성이 대기, 토양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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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제 1 절 기존 화학사고 모형 및 누출사고 평가

각 모형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 모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알 수 있

다. 모형마다 구성요소와 입력 데이터가 다르므로 예측값은 각기 다르다

(Buser et al., 2012). 현재 국내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화학사고 모

형에는 ALOHA, DEGADIS, HGSYSTEM, SLAB 등이 있다. 이들은 과

거부터 미국에너지성(U.S. Department of Energy, DOE)의 실무 위원회

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모형으로 평가되어 왔다(Lozaro et

al., 1997). 하지만 기존 모형들은 대기확산 모형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

므로 대기 오염도에 관한 결과만을 알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으며, 대기

로부터 토양, 수체, 퇴적물 등 다른 환경 매체로 이동하는 화학물질의 동

태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 오염도에 대해 보수적인 예측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Hanna & Chang, 2008). 또한, 이러한 평가와

더불어 화학사고 모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침적을 고려하는 것에 대

한 필요성 또한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Kukkonen et al., 1994; Dillon,

2008; Song et al., 2017; 원경미 외., 2006). 이렇듯 다른 환경 매체와의

상호작용이 고려되지 않으면 오염도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이 불가능하

다. 따라서 사고로 누출된 물질의 거동특성을 반영한 다매체 동태모형이

필요하다.

화학사고 후 환경 영향 범위를 예측하는데 사용되는 기존 모형의 특징

에 따라 화학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상들을 모사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 따라서 모형에 적용할 수 없는 확산 현상을 모의하기에는 모델

수행의 결과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현상에 적용할 수 있

는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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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고밀도 가스 운의 형성 및 토양 영향

화학사고로 누출된 가스상 물질은 ① 분자량이 큰 경우, ② 저온 보관

상태에서 누출된 경우, ③ 고압 저장상태에서 누출되는 경우, ④ 대기 중

에서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경우에 따라 공기보다 밀도가 커져 고밀도 가

스 운을 형성할 수 있다(Markiewicz, 2006). 액상일지라도 고압의 제트

분사(jet release)에 의해 에어로졸 형태로 누출되면 고밀도 가스 운을

형성할 수 있으며(Hanna et al., 1993) 이는 실제 액화천연가스(LNG)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액체도 고밀도 가스 운의 형성이 확인되었다

(Koopman et al., 1988).

모형에서 가스 운의 형성은 리차드슨 수(Richardson's number)를 통

해 결정된다(Havens & Spicer, 1985). 리차드슨 수는 대기의 난기류에

의한 운동 에너지에 대한 고밀도 가스 운 내부의 과잉 밀도로 인한 잠재

적인 에너지 비율을 나타내는데 이는 배출원의 특징, 누출된 물질의 체

적, 대기의 풍속과 같은 다양한 변수들의 조합으로 결정된다

(Markiewicz, 2006). Havens와 Spicer(1985)는 Britter(1980)의 water

tunnel 실험을 기반으로 리차드슨 수의 계산과 기준치들을 <식 1>과 같

이 제안했다.

리차드슨수 











×

  

<식 1>

ρ  : 화학물질의 밀도 (kg/m3)

ρa : 공기의 밀도 (kg/m3)

g : 중력가속도 (m/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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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10 : 지상10m에서의 풍속 (m/s)

U* : 바람의 마찰속도 (m/s)

H : 누출 높이 (m)

E : 질량 누출 속도 (kg/s)

 ≥ 일 경우, 고밀도 가스 운의 움직임에 내부 부력이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그 물질은 고밀도 가스 운의 내부 힘으로 확산

한다고 취급한다. 반면  ≤ 일 경우, 주변 난류에 의해 가스 운의 움

직임이 좌우되고 고밀도 가스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 진다

(Markiewicz, 2006).

화학물질이 다양한 환경 매체 중 토양으로 유입되면 토양 속 유기물과

미네랄에 흡착(Grathwohl, 1990)하기 때문에 제거가 어려워 장기적으로

체류할 가능성이 있으며, 토양에 사는 미생물과 유기체들의 활동과 오염

된 식생의 잎이 떨어지면서도 화학물질이 토양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시

간이 지날수록 토양의 오염도를 관리하는 것이 어려우므로(Homberger

et al., 1979) 화학사고 발생 초기에 토양에 대한 적절한 방제 대응이 이

루어져야 한다. 또한, 토양의 화학물질은 지표유출이나 공극수를 통해 수

계까지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고밀도 가스 운의 토양오염의 정량적 평가

는 필요하다. 특히 고밀도 가스 운은 지표에 가깝게 형성되기 때문에 지

표로의 침적을 예측하는 것은 화학사고의 환경 영향을 통합적으로 이해

하기 위해 중요하다(Hanna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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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다매체 동태모형의 누출사고 적용

다매체 동태모형이란 대기, 토양, 수계, 저토, 식생 등 각 환경 매체에

서의 화학물질의 거동으로 각 매체의 오염도를 예측하기 위한 모형이다

(OECD, 2004). 다매체 동태모형 중에서도 모델에 반영하는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복잡성에 따라 Level 1부터 Level 4까지 수준으로 나뉘며 비평

형상태와 비정상상태를 가정한 Level 4가 가장 정교한 모형이다(OECD,

2004). 다매체 동태모형은 환경 매체를 균질 구획(Homogeneous

compartment) 또는 상자(box)로 단순화한 후 한 구획에서 다른 구획으

로 이동하는 화학물질의 흐름과 거동을 추적함으로써 구동한다(Renner,

1995). 실측을 통해 환경 매체의 오염도를 파악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학적 모형을 이용하여 오염도를 평가하는 것은 경제

적이며(Cohen, 1986) 이는 다매체 동태모형의 장점으로 볼 수 있다.

인체와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은 화학물질이 각 환경 매체에 분배된

오염수준에 따라 결정된다(Cohen, 1986). 같은 물질이라도 섭취

(ingestion), 피부접촉(dermal), 호흡(inhalation) 등 노출 경로에 따라 위

해도에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기존의 화학사고 모형으로 화학사고를 평

가한다면, 다매체·다 경로 노출을 반영에 한계가 있다(신용승, 2009). 반

면에 다매체 동태모형은 여러 환경 매체의 오염도를 동시에 예측하기 때

문에 화학물질의 노출 경로에 따른 인체 위해성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

다(이동수, 2018). 따라서 화학물질의 누출사고 시 인체의 통합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매체 동태모형을 이용한 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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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대상 물질 선정

시뮬레이션에 적용할 연구 대상 물질의 1차 선정에는 6개의 기준을 적

용하였다. 먼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점은 실제 화학사고 발생 시 인체

및 환경에 위해를 미치는 물질인지의 여부이다. 따라서 ① 사고대비물

질1)의 여부, ② 실제 화학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32종의 물질을 선

정하였다. 다음으로는 해당 물질의 고밀도 가스 운 형성 가능성과 환경

중 동태를 고려하여 ③ 상온에서 액체 또는 기체 상태 여부, ④ VOC 물

질 여부, ⑤ 증기 밀도 1.3 kg/m3 이상인 물질의 여부를 확인하여 16종

의 물질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제 화학사고가 발생한다면 인체에

리스크가 큰 물질인지의 여부이다. 따라서 ⑥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미국 방화협회) 위험성 코드2) 건강 위험성이 4

인 물질의 해당 여부를 고려하여 7종의 물질을 1차 선정하였다. 1차 선

정물질은 아래 [표 3-1]과 같다.

1)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

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

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화학물질관리법]
2) "NFPA 위험성 코드"란 미국 방화협회에서 발표한 위해 물질 등급규격으

로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건강 위험성, 화재 위험성, 반응 위험성, 특수위험성으

로 나눠 항목에 등급을 나눈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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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화학물질 통계조사(화학물질 안전원)에 따르면 포스겐의 연간

취급량은 질산 다음으로 다른 1차 선정물질들에 비해 많으며 취급량을

확인할 수 있는 화학물질 2,405종 중 87번째로 상위 3.6 %에 해당할 정

도로 국내 취급량이 많은 물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포스겐의 업체당

취급량(취급량/취급 업체)은 약 165,958 ton/yr로 두 번째로 큰 수치를

보인 클로로술폰산에 비해 약 68배 높아 화학사고의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물질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해당연도의 통계 결

과에는 소량 취급 업체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업체까지 고려한

다면 포스겐의 화학사고 발생 리스크는 더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사고 발생 시 해당 물질의 고밀도 가스 운 형성 여

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래 [표 3-2]의 조건에 따라 포스겐의 리차드슨

수를 계산해 고밀도 가스 운의 형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3) “CAS번호”란 미국화학학회에서 화학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정리해 놓은

DB에 할당된 고유번호

물질명 CAS번호3) 화학식
취급량

(ton/yr)

취급

업체

(개수)

업체당

취급량

(ton/yr)

디클로로실란 4109-96-0 H2Cl2Si 1,115.60 24 46.48

메틸트리클로로실란 75-79-6 CH3Cl3Si 9,903.80 12 825.32

삼염화인 7719-12-2 PCl 10,701.30 14 764.38

염화티오닐 7719-09-7 SOCl2 5,978.40 40 149.46

질산 7697-37-2 HNO3 2,217,264.20 1,903 1,165.14

클로로술폰산 7790-94-5 HSO3Cl 21,895.90 9 2,432.88

포스겐 75-44-5 COCl2 829,787.90 5 165,957.60

[표 3-1] 1차 선정물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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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의 질량누출 속도의 경우 하나의 저장소에서 보관, 저장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양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포스겐의 보관 형태 및 사용

조건에 대한 자료는 구득이 어려우므로 최악의 시나리오(한국산업안전보

건공단, 2016)를 바탕으로 누출시간, 풍속을 결정한 후 [화학물질관리법

제 45조 관련 별표10]에 명시되어 있는 최대 보관, 저장 수량인 750 kg

을 적용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리차드슨 수 계산 결과 해당 시나

리오에서 포스겐의 리차드슨 수는 약 242로 최악의 사고상황일 경우 고

밀도 가스 운을 형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포스겐을 최종 연구

물질로 선정하였다.

포스겐은 대기에서 구름의 수분 또는 비와 만나 이산화탄소(CO2)와

염화수소(HCl)로 가수분해된다(ATSDR). 따라서 포스겐의 누출사고가

발생하면 환경과 생태에 피해를 준다(WHO, 1998). 광화학적 반응으로

생성된 히드록시산기와 반응해 분해되기도 하지만 공기 중 히드록시산기

에 대한 포스겐의 반감기는 44년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장거리 수송의 가

능성을 가지고 있다(Gad, 2014; WHO, 1998). 또한, 포스겐은 포스겐 외

의 다른 물질의 대기 중 광분해로 인해 생긴 Cl 라디칼에 의해서도 분해

될 수 있다(Yamamoto et al., 2002). 가스상의 포스겐은 토양 표면의 수

산화 라디칼과 반응해 TiO2에 흡착하여 DCAC(Dichloroacetyl chloride)

를 형성하기도 한다(Joung et al., 2005). 실험결과 포스겐이 토양에 흡착

됨이 확인되었으며(Fuhr et al., 1948), 특히 토양 유기물이 변하여 형성

된 화학적으로 안정한 고분자량의 물질인 부엽토(humus)에 잘 흡착된다

질량

누출속도

포스겐

증기밀도

(air=1.2)

지상10m

풍속

중력

가속도

공기

밀도

보관,

지정수량

누출

시간

kg/s kg/m3 m/s m/s2 g/m3 kg sec

1.25 4.08 1.5 9.8 1.3k 750 600

[표 3-2] 포스겐의 리차드슨 수 계산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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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an, 1996). 추정 Koc가 2.2임을 보았을 때 토양 내에서 높은 이동성

을 예상할 수 있다(Gad, 2014). 하지만 토양에서 공극수와 만나 가수분

해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표수를 오염시킬 수 있으며(ATSDR) 토양 내

잔류성은 길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Sciuto & Kodavanti, 2015).

포스겐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아래의 [표 4-3]과 같다.

Chemical Chemical Formula

Molecular

Weight

Boiling

point

Melting

point
g/mol K K

Phosgene 98.91 281.2 155.2

LogKow
Molar

Volume
pka

Vapor

Presuure

Henry’s

Constant

Chemical

density
- cm3/mol - pa - kg/m3

-0.72 64.0 -7.0 189,000 904
4.08

(Air=1.2)

RxOHair RXw RXsoil Rxsed Rxveg

- - - - -

4.99E-10 1.32E+00 1.32E-01 1.32E-01 1.32E-01

[표 3-3] 포스겐의 물리·화학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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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범위 선정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공간과 기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가상의

시공간을 설계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모든 상황을 설계함에는 한계가 따

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 포스겐 누출사고가 발생했고 포스겐의

사용량이 많아 화학사고의 리스크가 큰 지역인 여수를 테스트베드(Test

Bed)로 선정해 여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참고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

하였다. 여수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화학산업단지로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밀집되어 있다.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우리나라의 포스겐 생산량은 증가하게

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포스겐 수출국 중 하나이다. 산업용

으로 생산되는 포스겐은 대부분 아민과 반응시켜 합성수지 및 폴리우레

탄의 생산에 사용되는 이소시아네이트 생산에 사용된다. 여수는 국내 최

대 이소시아네이트 생산지로 여수 내에서 포스겐의 생산·이동·소비가 동

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에서 포스겐 누출사고의 리스크가 가장 큰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는 여름을 선정했다.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Chemical Information System)’의 ‘화학물질 사고 현황조사’를 통해 5년

간(2015-2019) 총 401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음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른

계절별 화학사고 발생 현황을 아래 [표 3-4]에 정리하였다.

계절 해당 월 화학사고 발생 수 화학사고 발생률(%)

봄 3월, 4월, 5월 113건 23.2

여름 6월, 7월, 8월 126건 31.4

가을 9월, 10월, 11월 88건 21.9

겨울 12월, 1월, 2월 74건 18.5

[표 3-4] 2015-2019 계절별 화학사고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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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발생 현황조사 결과 총 401건의 화학사고 중 여름철에 발생

한 사고가 126건으로 전체 화학사고 발생 건 중 약 31.4 %를 차지했으

며 다른 계절의 발생률보다 3.2〜13.2 %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김현섭 & 전병한, 2017)의 연구에서는 모형의 결과에 따라 여름철 기상

조건에서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의한 영향 범위가 넓어 짐을 확인했다.

따라서 여름철은 화학사고의 리스크가 가장 큰 시기라 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시간적 연구범위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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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고밀도 가스 운 형성 시나리오 선정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을 구동할 시나리오의 기상 자료는 2019년

여수(168)의 1시간 단위 ASOS(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

종관기상관측시스템)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여름철(6월, 7월, 8월) 기상

자료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풍향은 서풍으로 고정하여 시나리오를 작

성하였다. 풍속의 경우 여름철 최소 0.1 m/s에서 최대 13.6 m/s까지 관

측되며 1〜2 m/s대에 해당하는 풍속의 비율은 약 37 %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풍속조건에 따른 영향을 비교하고자 여

수의 풍속 중 빈도가 높은 1 m/s와 2 m/s로 경우를 나누어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풍속에 따른 리차드슨 수 계산 결과 1 m/s 조건에서 2,724

로, 2 m/s 조건에서 481로 계산되어 두 풍속조건 모두 고밀도 가스 운의

형성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사고 발생 지점은 실제 포스겐의 누출사고가 발생한 전라남도 여수시

화치동의 사업장으로 선정했으며 사고 발생시간은 대기가 안정상태인 새

벽 1시로 정하였다. 시나리오에 사용할 누출량 산정을 위해 포스겐의 사

용량 및 사용실태에 대한 자료를 얻고자 하였으나 불가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제품판매에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15 톤 탱크에서 누출됨

을 가정하였다. 누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16)의 ‘최악 및 대안의

누출 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참고해 사고 발

생 후 10분 이내에 전량이 배출됨을 가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15 톤의

탱크에서 0.2 m의 누출 공을 통해 10분 동안 포스겐 전량이 누출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했으며 이는 아래의 [표 3-5]와 같다.

지표 특성의 경우 식생은 있고 장애물이 거의 없는 지역을 가정했다.

따라서 표면 거칠기 길이(surface roughness length)의 경우 ‘Davenport

분류(Wieringa,.1992)’에서 권장하는 값인 0.1을 사용했으며, 알베도

(albedo)와 보웬비(bowen ratio)는 USEPA(2018)를 참고해 고정값으로

0.2, 1.2를 사용했다[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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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일과건강의 ‘화학물질안전원 <2015 하반기〜2016상 반기

화학사고 보고서> 분석결과’에 따르면 실제 사고 발생 후 사고지점에 현

장 대응팀이 도착까지는 평균 1시간 43분이 소요된다. 이는 사고 발생

후 초동대응이 시작되기 전인 약 2시간 동안은 화학물질의 확산에 무방

비상태임을 의미하며 방재작업은 대응팀이 도착한 후에야 시작된다. 따

라서 대응팀이 도착하기 전인 최소 2시간에 해당하는 오염도에 대한 파

악이 가능해야 방재수준이 결정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수 시간이

흐른 후에야 사고를 인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

고 발생 후 2시간보다 장기간인 5시간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항목 값 단위
사고 발생 좌표 376307.2, 3853750.9 UTM
사고 발생 시점 2019년 여름 -
사고 발생 시각 오전 1시 -
포스겐 누출량 15 ton
누출시간 600 sec
질량누출속도 25 kg/sec
누출 공 지름 0.2 m
온도 24.3 ℃
상대습도 81 %
강우 0 mm

풍속
case1) 1.0

case2) 2.0
m/s

풍향 270 degree
토지 이용현황 RURAL -
알베도 0.2 -

보웬비 1.2 -
표면 거칠기 0.1 m
Cloud Cover 50 %
총 시뮬래이션 시간 5 hours

[표 3-5]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 모델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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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 신뢰성 평가 방법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은 새롭게 개발된 모형이기 때문에 활용되기

이전에 예측력에 대한 신뢰성 평가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화학

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은 대기, 토양별로 신뢰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

다. 모형평가는 실측값을 사용하여 모형의 결과값과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실측값이 없는 경우 이미 개발된 다른 모형들의 예측값을 이용해

신뢰성 평가를 할 수 있다.

화학사고의 경우 비교에 사용할 수 있는 실측값이 없으므로 이미 개발

된 모형 중 신뢰성을 인정받은 모형인 AERMOD(ver.19191)를 활용하여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AERMOD의 경우 대기확산 모형이지만 대기에서

지표로 떨어지는 flux의 계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대기의 경우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과 AERMOD의 대기농도 예측값과 비교하고 토양의 경

우 침적 flux 예측값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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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

본 연구에는 새롭게 개발된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을 사용하였다.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은 사고 시 누출된 화학물질의 시공간적 오염

도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으며 기상조건의 변화에 따라 화학물질이 거동

하는 것에 대한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비정상상태모형이다(정종현,

2017). 환경 중 주요 물질 이동 프로세스로는 대기에서의 1) 이류와 난류

확산에 의한 오염물의 인접 격자 간 이동, 2) 지표 토양 및 수계로 이동

하는 건·습식 침적 3) 토양의 경우 식생에 의한 침적차단, 4) 지표 매질

로 유입된 오염물의 휘발과 대기 중 분해반응 등이 고려되어있다. 토양

에서는 1) 대기로부터 유입된 오염물의 휘발, 2) 지하수로의 침출, 3) 식

생으로의 흡수, 4) 강우로 인한 강우 유출 및 토사 유출에 의한 오염물

의 지표수로의 이동 등이 고려되어있다(정종현, 2017).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은 16 km × 12 km × 2 km(x, y, z)의 영역

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격자모형이며, 100 m × 100 m의 수평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 모형에서 화학사고의 발생 위치는 domainA(2 km × 2

km) 내에서 지정 가능하며 domainA의 외곽으로 domainB(6 km × 6

km), domainC(16 km × 12 km)가 구성되어있다. 각 영역의 수평 해상도

는 100 m × 100 m로 동일하지만 수직 해상도는 domain에 따라 다르다.

domainA는 (지면수준[0 m], 10 m ,100 m, 1000 m, 3,000 m)의 해상도

를 가지고 있고 domainB와 C는 (10 m, 90 m, 900 m, 2,000 m)의 해상

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화학사고로 인한 영향 예측의 최종 목표은 사

고로 인한 인체 및 환경의 위해성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직

접 노출될 수 있는 위치의 농도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omain A, B, C의 수직 해상도가 10 m에 해당하

는 영역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아래 [그림 3-1]은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 domainA의 구조이다.

모형의 구동을 위해서는 기상 값(온도, 상대습도, 풍향, 풍속)과 평가하

고자 하는 물질의 [표 3-3]에 해당하는 물성값이 입력값으로 필요하다.



- 18 -

[그림 3-1]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 domainA 모식도

(정종현,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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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 확산모형(AERMOD)

AERMOD는 미국기상학회(American Meteorological Society, AMS)와

미국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이 공동으로 개발한

가우시안 플룸 모형(Gaussian plume model)으로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

서 확산할 때 수직, 수평적으로 가우시안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USEPA, 2004). 미국환경청에서는 AERMOD의 신뢰성을 인정해 2006년

부터 규제모델로 채택하고 환경영향평가에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국내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대기오염도 예측에 AERMOD가 주로 사용되

고 있다. 이전에 주로 사용되던 ISC3은 공간적으로 수평연기확산계수와

연직연기확산계수가 일정하다는 가정을 사용했으나 실제 대기에서는 고

도에 따라 그 값들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실제 대기오염도를 모사하기에

부족함이 있다(문난경, 2005). AERMOD는 ISC3을 발전시킨 모형으로

고도에 따른 연기확산계수 및 풍속의 변화를 대기경계층 상사이론

(similarity theory)을 반영해 모사한 모형이다(문난경, 2005). 이로 인해

AERMOD는 다른 대기확산 모형 기상, 확산 등 실제 대기경계층의 특성

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침적량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현재 AERMOD의 침적 알고리즘은 가스상과 입

자상의 건·습식 침적(deposition) 및 감소(depletion)이 있으며(USEPA

,2013a), ANL 기초 보고서(Wesely et al., 2002)를 바탕으로 한다. 또한

AERMOD는 가우시안 퍼프 모형(Gaussian puff model)인 CALPUFF보

다 침적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Tartakovsky et al., 2016,

Monticelli et al, 2020). 에어모드의 기본 식은 아래 <식 2>와 같다

(Schulze & Turner,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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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  

  ×exp  
   exp  

  <식 2>
 : 오염도 (g/m3)

 : 질량누출 속도 (g/sec)

 : 풍속 (m/sec)

 : 배출 준포의 수평 표준 편차 (m)

(horizontal standard deviation of the emission distribution)

 : 배출 분포의 수직 표준편차 (m)

(vertical standard deviation of the emission distribution)

 : 유효 누출 높이 (m)

AERMOD 모델링 시스템은 크게 데이터 전처리 모형인 AERMET과

AERMAP 그리고 확산모형인 AREMOD로 구성되어있다.

AERMET(ver.19191)은 AERMOD구동에 필요한 기상입력자료를 생성

한다. AERMET의 구동에는 AERSURFACE(ver.20060)라는 토지 이용도

전처리 모형을 통해 얻은 데이터 그리고 시간 단위의 지표관측자료

(surface sounding data)와 고층관측자료(upper sounding data)가 필요하

다. 지표관측자료는 CD144형식이 요구되며 이는 최저운고, 풍향, 풍속,

현지기압, 기온, 습도, 전운량, 중하층운량 등의 기상 값이 포함되어 있

다. 고층관측자료는 ASCII FSL형식이 요구되며 이는 기상 값 측정 높이

와 측정 높이에서의 온도, 이슬점 온도, 풍향, 풍속 등의 기상 값이 포함

되어 있다. AERMET은 입력 자료들을 지표 인자(surface parameters:

모닌-오브코프 길이 [Monin-Obukhov Length], 지표 마찰속도[Surface

friction velocity], 지표 거칠기 길이[surface roughness length], 지표 열

유속[surface heat flux], 대류 속도 크기[convective scaling velocity],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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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혼합층높이[convective mixed layer heights], 기계적 혼합층높이

[mechanical mixed layer heights])를 계산한다(USEPA, 2019b).

AERMAP(ver.18081)은 AERMOD구동에 필요한 지형입력자료를 생성

한다. AERMOD에서 리셉터(receptor)란 오염도를 나타낼 수용 위치를

의미한다. AERMOD모델링 시스템에서는 별도의 고정된 domain이 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 50km 내에서 사용자가 리셉터의 좌표를 정해줌

으로 domain이 결정된다. AERMAP의 구동에는 AERGRID라는 리셉터

전처리 모형을 통해 얻은 데이터와 지형자료(Digital Elevation Model:

DEM)가 필요하다. AERMAP에서는 입력 자료들을 통해 리셉터가 위치

한 지면의 고도를 계산할 수 있으며 지면으로부터 리셉터의 수직 높이를

설정함으로써 수직 높이에 따른 오염도를 계산할 수 있다(USEPA,

2018). AERMOD모델링 시스템의 모식도는 아래 [그림 3-2]과 같다.

[그림 3-2] AERMOD의 데이터 처리 흐름

(Cimorelli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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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기 확산모형(AERMOD) 신뢰도 검증

AERMOD의 예측값을 실측값 대신 사용하기 이전에 신뢰도 검증을

진행하였다. 에어코리아(AirKorea)에서 제공하는 여수 월내동 대기오염

측정망의 2010년〜2016년 월평균 SO2 관측값을 이용해 AERMOD의 예

측력을 검정하였다. 여수에는 총 8개의 대기오염 측정망이 설치되어 있

으며 그중 월내동에는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대기 질을 관리하기 위해 대

기오염 측정망이 운영 중이다. 대기 중 SO2의 농도는 황을 함유한 연료

의 사용량과 관련되어 있으므로(임익현 외., 2014) CAPSS 배출원 분류

체계의 대분류 중 에너지산업 연소, 제조업 연소, 생산공정에 해당하는

SOx 배출량이 여수에 있는 5개(한국산업단지공단, 2016)의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면적(총 64,256,347 km2)에서 배출됨을 가정하였다. 산업단지는

면 오염원으로 지정하였으며 TMS가 부착되어 연간 배출량이 확인 가능

한 16개 업체 36개의 굴뚝(환경부, 2015·2016)은 점 오염원으로 지정하였

다. 점 오염원의 특성은 (구윤서, 2004)의 연구에서 사용한 값을 사용하

였으며 이는 아래 [표 3-6]에 정리하였다. SOx는 황분이 산화하면서

SO2와 SO3로 구성되는데 그 비율이 각각 95 %, 5 %이다(EU, 2016). 따

라서 SO2의 비율을 적용해 최종 SO2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여수의 경우

남한의 남단에 위치하여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주 풍향은 북동

풍으로 월내동 측정소의 북동쪽에 위치한 광양제철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광양제철소와 월내동 측정소 사이에 묘도가 위치하므로 그 영향

이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유입은 고려

하지 않았다. 모델에 입력될 배출량을 아래 [표 3-7]에 정리하였다.

굴뚝 높이 배출구 직경 배출 온도 배출 속도

150 m 5.83 m 381.15 K 0.00541 m/s

[표 3-6] AERMOD 신뢰성 평가를 위한 점 오염원의 입력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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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굴뚝의 TMS측정 데이터의 경우 2015년부터 공개가 시작되었으

므로 2010년〜2014년의 점 오염원 배출량은 2015년과 2016년의 평균값

을 사용하였다[표 3-7]. 여수지역의 수치표고(DEM) 데이터는 국토지리

정보원(NGII, www.ngii.go.kr/)에서 제공하는 90 m 간격 데이터를 사용

하였다. 지표관측자료의 경우 산업단지 내에 여수산단(766)

AWS(Automatic Weather Station, 자동기상관측장비)가 설치되어 있었

으나 결측치가 많아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여수(168)의 ASOS 데이

터를 사용하였다. AERMOD구동에 필요한 고층기상값은 미국립해양대기

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의 연구

기관인 ESRL(Earth System Research Laboratory) Radiosonde

Database에서 여수와 가장 가까운 지역인 광주(47158)에 해당하는 데이

터를 사용하였다.

년도
2010

(kg/yr)

2011

(kg/yr)

2012

(kg/yr)

2013

(kg/yr)

1) 여수시 전체 배출량 29,055,519 34,770,504 31,619,010 32,428,128

2) 에너지산업, 제조업,

생산공정 배출량
19,775,490 19,529,000 20,435,907 21,196,398

3) SOx중 SO2비율 반영 18,786,716 18,552,550 19,414,112 20,136,578

4) 점 오염원 배출량 10,808,464 10,808,464 10,808,464 10,808,464

5) 면 오염원 배출량 7,978,252 7,744,087 8,605,649 9,328,114

년도
2014

(kg/yr)

2015

(kg/yr)

2016

(kg/yr)

1) 여수시 전체 배출량 29,946,796 29,301,922 31,316,998

2) 에너지산업, 제조업,

생산공정 배출량
26,934,714 26,352,127 28,152,557

3) SOx중 SO2비율 반영 25,587,979 25,034,520 26,744,929

4) 점 오염원 배출량 10,808,464 10,214,703 11,402,224

5) 면 오염원 배출량 14,779,515 14,819,817 15,342,705

[표 3-7] 2010년~2016년 여수시 SOx 배출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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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특성 중 알베도의 경우 토지 피복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Li et

al., 2013). 따라서 (김기열 & 엄정섭, 2012)의 연구에서 여수와 토지 피

복이 비슷하고(전라남도청, 2017) 바닷가에 위치한 공업지역이라는 도시

현황이 유사한 울산지역의 가을 알베도 예측값인 0.126을 사용하였다. 보

웬비와 표면 거칠기의 경우 가을 알베도로 설정한 0.126을 기준으로

(USEPA, 2018)의 권장값을 사용하였다. 관측값과 모형 예측값의 비교는

시·공간을 동시에 비교하는 가장 엄격한 조건에서 실시하였으며(김희석,

2019) 모형의 통계적 성능지표의 개요 및 지표 결과를 아래 [표 3-8]에

각각 정리하였다.

[표 3-8] 수식에서 는 관측농도의 평균을 의미하며, 는 모형예측

농도의 평균을 의미한다. 모형의 예측력을 평가하는 성능지표로는 FB,

NMSE, FAC2를 사용하였다. FB는 모형의 과대예측, 과소예측과 같은

편향 정도와 계통 오차(Systematic error)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NMSE

는 편향 및 산포 정도와 계통 오차와 랜덤 오차(Random error)를 평가

하는 지표이다. FAC2는 관측값과 예측값의 차이가 2배 이내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비율을 평가하는 지표이다(Chang & Hanna, 2004).

통계적 성능지표 수식 적정 값 성능지표 결과

FB

(Fractioanl Bias)
  

    -0.5 < FB < 0.5 -0.37

NMSE

(Normalized Mean

Square Error)
 
   NMSE < 0.5 0.14

FAC2

(Factor of Two)
 ≤ 

 ≤  FAC2 > 0.8 0.76

[표 3-8] 모형의 통계적 성능지표 및 AERMOD 신뢰성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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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MOD의 예측력 평가결과 FB는 –0.37로 AERMOD가 SO2오염도

를 고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NMSE는 0.14로 각각 지표

결과가 적정값에 해당해 AERMOD의 오염도 예측력이 준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3-8]. FAC2의 경우 0.76로 적정값에 약간 못 미치는 수치

지만 이는 두 모형의 비교에 있어 시공간적으로 비교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AERMOD의 예측값과 관측값

의 월평균 차이는 약 1.6배로 2배 이내에 해당하므로 모형의 예측력이

양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Chang & Hanna, 2004). 또한, 본 연구에서

AERMOD가 실측값보다 고 평가됨은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Rzeszutek et al., 2017; Jeong,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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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 신뢰성 평가

제 1 절 신뢰성 평가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의 신뢰성 평가에는 연구대상 물질인 포스

겐(COCl2)을 사용하였다. 화학사고는 발생 초기의 오염예측이 중요하다

고 판단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단기간인 7일에 대해 비교를 진행

하였다. 기상 자료의 경우, 지표기상 값은 여수(168)의 2019년 7월 6일〜

12일(7일=168시간)에 해당하는 1시간 단위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고층기

상값은 Radiosonde Database에서 연구대상지와 가장 가까운 광주

(47158)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기상데이터에 결측값이 있으

면 모형이 구동되지 않으므로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은 바로 전 시간

대의 데이터를 사용해 결측값을 처리하였으며, AERMOD는 AERMET의

데이터 품질보증 단계에서 결측값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옵션을 적용하

였다. 그 결과 168시간 중 165시간에 대한 기상장이 형성되어 평가에 사

용할 수 있었다.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의 경우 현재 지형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AERMOD에 FLAT 옵션을 적용하여 지형에 대한 차이를 무시하

도록 하였다. 지표 값인 알베도, 보웬비, 표면 거칠기 길이의 경우

(USEPA, 2004)에서 토지 피복 별 권장값에서 ‘grassy’에 해당하는 0.18,

0.8, 0.1을 각각 사용하였다. 토지 용도는 교외 지역(RURAL)으로 설정하

였으며 두 모형 모두 대기의 초기 농도는 0으로 설정하였다. 사고 발생

시 고농도오염이 예상되는 누출원 부근에 대한 예측이 중요하다고 판단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누출 격자를 중심으로 6 km × 6 km에 해당하는

영역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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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은 오염물질이 누출되면 대기 중에서 가스

상과 입자상으로 상분배(Partitioning)되어 가스상 침적과 입자상 침적이

동시에 이루어짐을 가정한다. 반면에 AERMOD는 가스상 침적과 입자상

침적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르면 포스겐은 실온에서 가

스상이며,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이 연구물질인 포스겐에서 가스상에

대한 입자상 분율을 1.01E-06으로 낮게 예측해 상분배의 영향이 미소했

다. 따라서 AERMOD에는 DEPOS(가스침적) 옵션을 적용하였으며 화학

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에는 전량이 가스상으로 분배되도록 조정하였다.

AERMOD에서 DEPOS 옵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질의 물성 입력이

필요하다. USEPA는 AERMOD 구동에 ANL(Argonne National

Laboratory) Report(Wesely et al., 2002)의 물성값을 사용하길 권장한다.

반면,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은 시간에 따른 온도의 함수로 물성값을

계산해서 모형 구동에 사용하는데 이는 ANL Report의 권장 물성값과

차이가 있다. 두 경우의 물성값을 입력한 후 AERMOD를 구동한 결과

어떤 물성값을 입력하는지에 따라 AERMOD가 예측하는 침적속도는 약

1.7배의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물성으로 인한 두 모형의 차이를 줄이고

자 AERMOD에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에서 시간에 따라 계산된 물

성값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아래 [표 4-9]에 AERMOD 구동을 위해 입

력한 물성값을 정리하였다.

Da
Diffusivity

in Air

Dw
Diffusivity

in Water

rcl
Cuticular resistance

to uptake by ripid

for individual leaves

H’

Henry’s

law Constant

AERMOD로

계산한 평균

침적속도

(cm2/sec) (cm2/sec) (s/cm) (pa m3/mol) (m/s)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 사용값
0.6017 1.07E-05 - 904 1.75E-02

AERMOD 권장값 0.1004 1.23E-05
2.68E+14

[Methanol]
- 2.94E-02

[표 4-9] AERMOD물성 입력값 및 물성에 따른 평균 침적속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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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Dw, H’의 경우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의 전체 평가 기간에 대

한 계산 값의 평균인 0.6017, 1.07E-05, 904를 각각 사용하였다[표 4-9].

rcl는 AERMOD에만 들어가는 값으로 ANL Report 권장값을 사용하였

다. 포스겐의 rcl은 정확한 권장값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물질의 Kow와

상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Wesely et al., 2002) ANL Report에서 포스겐

과 Kow값이 비슷한 메탄올에 해당하는 값인 2.68E+14를 사용하였다.

중심 격자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됨을 가정하는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

모형과 달리 AERMOD의 경우 오염원의 특성을 정할 수 있는데 본 연

구에서는 점 오염원(Point Source)에서 배출됨을 가정하였다. 점 오염원

의 경우 굴뚝(Stack)에서 누출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 경우 굴뚝의

정보가 요구된다. 아래 [표 4-10]에 점 오염원에 대한 입력값을 정리하

였다.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의 경우 사람이 직접 노출될 수 있는 위치

의 농도를 확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수직 해상도가

10 m에 해당하는 결과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굴뚝 높이 경우 이의 중간

값에 해당하는 5 m를 사용했으며 굴뚝 온도는 상온인 25 ℃를 사용하였

다. 또한,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의 경우 지면누출로 질량누출속도만

고려하기 때문에 굴뚝 속도는 무시하고자 0 m/s를 사용하였다. 굴뚝 직

경은 화학사도 다매체 동태모형의 배출 격자의 면적인 (100 × 100) m2

에 해당하는 지름인 112.84 m를 사용하였다.

parameter
굴뚝 높이

m

굴뚝 온도

K

굴뚝 속도

m/s

굴뚝 직경

m

value 5 278.15 0 112.84

[표 4-10]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의 신뢰성 평가를 위한 AERMOD의 점

오염원 입력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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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 형태인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과 달리 AERMOD는 농도 값

을 출력할 리셉터를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총 3844개의 리셉터를

지정해 아래[그림4-3]와 같이 100 m 간격으로 설정한 후 AERMOD의

결과를 출력하여 4개 리셉터의 평균값을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의 한

격자에서의 오염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비교에 사용하였다. AERMOD

는 리셉터의 고도에 따라 오염도를 출력할 수 있는데 시공간적으로 고도

에 따른 오염도 변화가 다르므로 어느 한 높이를 대푯값이라 할 수 없

다. 따라서 지면 수준(ground level, 0 m)부터 10 m까지 1 m 간격에 해

당하는 높이에서의 대기 오염도를 평균한 값을 비교에 사용하였다.

[그림 4-3]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과 AERMOD 비교 방법

두 모형 모두 시간에 따른 단파복사(Short Wave Radiation)의 차이를

반영하기 때문에 현열(Sensible Heat), 모닌-오부코프 길이(

Monin-Obukhov Length)가 시간에 따라 다르다(USEPA, 2019a). 대기

안정도(Atmospheric stability)는 모닌-오부코프 길이에 따라 결정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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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닌-오부코프 길이가 음수일 경우 모형은 대기를 불안정상태라 판단하

고 양수일 경우에는 안정상태라 판단한다. 두 모형의 시간에 따른 모닌-

오부코프 길이 확인결과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과 AERMOD는 각각

하루 중 8:00〜16:00와 7:00〜19:00의 대기 안정도를 불안정상태로 판단

했으며, 17:00〜7:00와 20:00〜6:00를 안정상태로 판단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은 상자모델로 한 격자에서 물질이 균질

하게 혼합됨(Homogeneous)을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격자 높이를 10

m로 정하였기 때문에 10 m 내에서 고도에 따른 오염도의 변화와 대기

안정도에 따른 대기혼합고(mixing height)의 변화가 없다. 반면,

AERMOD는 대기 안정도에 따라 대기혼합고가 변하는데 이는 모형에서

플룸의 높이와 수직 이동 가능 범위의 증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화학사

고 다매체 동태모형과는 달리 AERMOD는 대기 안정도에 따라 수직 높

이가 변하므로 신뢰성 평가에 AERMOD를 기준으로 한 대기 안정도에

따른 비교가 필요하다.

따라서 신뢰성 평가를 위해 두 모형 모두 time step을 1초로 계산한

1시간 평균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① 전체 시뮬레이션 기간에 대한 평

균 예측값의 비교, ② AERMOD의 대기 안정도에 따른 평균 예측값의

비교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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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

전체 비교 영역(6 km × 6 km)에서 누출원을 중심으로 1 km 간격으

로 확장되는 영역에 해당하는 대기농도의 평균값을 확인하였다. 전체 비

교 기간(7일)에 대한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의 평균 예측값은 영역별

로 각각 1.91E-02 g/m3, 8.88E-03 g/m3, 5.64E-03 g/m3, 4.06E-03 g/m3,

3.13E-03 g/m3, 2.50E-03 g/m3로 예측되었다. AERMOD는 영역별로 각

각 1.12E-02 g/m3, 4.52E-03 g/m3, 2.50E-03 g/m3, 1.67E-03 g/m3,

1.22E-03 g/m3, 9.32E-04 g/m3로 예측되었다. 아래 [표 4-11]과 [표

4-12]에 두 모형의 대기농도 평균 예측값과 대기농도에 대한 모형의 성

능지표 평가결과를 정리하였다.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이 AERMOD보다 대기농도를 높게 예측했

으며 전체 비교 기간 평균에 대해 비교 영역별 평균값은 1.70배〜2.67배

로 비교 영역이 확장될수록 두 모형의 차이는 증가했다[표 4-11]. 시간

에 따른 비의 평균은 영역에 따라 3.16배〜7.65배 차이를 보이며 비교 영

역이 확장될수록 두 모형의 차이가 증가했다[표 4-11]. 시간에 따른 두

모형의 예측값 추세를 나타내는 [그림 4-4]에서 몇 번의 고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기상데이터 확인결과 이는 공통적으로 대기혼합고가 증가하

지 않는 새벽 시간대이며 풍속이 0.4 m/s〜0.7 m/s로 낮으므로 고농도가

예측된 것으로 보인다. 영역별 평균의 FB(      )는 각각

-0.52, -0.65, -0.77, -0.84, -0.88, -0.92로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이

AERMOD에 비해 고평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NMSE

(   )는 각각 0.30, 0.43, 0.67, 0.82 0.92, 1.03였다[표 4-12].

두 모형의 예측 경향성의 일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Spearman 상관분

석’결과 영역별 평균값의 rho값이 각각 0.67, 0.62, 0.60, 0.59, 0.58, 0.60

(p > 0.01)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해 두 모형이 시간에 따른

대기농도를 예측하는 경향이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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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시간에 따른 두 모형의 대기농도 변화 (1 km × 1 km 영역)

선행연구에 따르면 AERMOD의 예측값은 오염수준을 저평가할 수 있

으며 데이터의 평균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예측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Kumar et al., 2006). 또한,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에 교외 지

역을 사용했으나 AERMOD는 교외 지역보다 도심지역에 대한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Perry et al., 2005). 따라서 [표 4-11]에 보이

듯 비교 시간 단위가 작을수록 두 모형 예측값의 차이가 증가하는 것은

AERMOD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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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 / AERMOD]

 = AERMOD /  =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

1 km × 1 km

영역 평균

2 km × 2 km

영역 평균

3 km × 3 km

영역 평균

4 km × 4 km

영역 평균

5 km × 5 km

영역 평균

6 km × 6 km

영역 평균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
1.91E-02 g/m3 8.88E-03 g/m3 5.64E-03 g/m3 4.06E-03 g/m3 3.13E-03 g/m3 2.50E-03 g/m3

AERMOD

(0 m〜10 m avg)
1.12E-02 g/m3 4.52E-03 g/m3 2.50E-03 g/m3 1.67E-03 g/m3 1.22E-03 g/m3 9.32E-04 g/m3

7일평균값의비 1.70 1.96 2.26 2.44 2.56 2.67
1시간평균값의비의평균 3.16(±1.8) 4.25(±2.7) 5.44(±3.6) 6.27(±4.2) 6.98(±4.7) 7.65(±5.2)

[표 4-11] 대기농도 평균 예측값

지표 분류
1 km × 1 km

영역 평균

2 km × 2 km

영역 평균

3 km × 3 km

영역 평균

4 km × 4 km

영역 평균

5 km × 5 km

영역 평균

6 km × 6 km

영역 평균
FB -0.52 -0.65 -0.77 -0.84 -0.88 -0.92
NMSE 0.30 0.43 0.67 0.82 0.92 1.03
Rho

(p < 0.01)
0.67 0.62 0.60 0.59 0.58 0.60

[표 4-12] 대기농도에 대한 모형 성능지표



- 34 -

1-1. 대기(안정 조건)

대기가 안정한 조건에서 전체 비교 기간에 대한 화학사고 다매체 동

태모형의 평균 예측값은 영역별로 각각 2.13E-02 g/m3, 9.93E-03 g/m3,

6.36E-03 g/m3, 4.61E-03 g/m3, 3.58E-03 g/m3, 2.90E-03 g/m3로 예측되

었다. AERMOD는 영역별로 각각 2.00E-02 g/m3, 8.42E-03 g/m3,

4.77E-03 g/m3, 3.23E-03 g/m3, 2.39E-03 g/m3, 1.84E-03 g/m3로 예측되

었다. 아래 [표 4-13]과 [표 4-14]에 두 모형의 대기 안정 조건에서의 대

기농도 평균 예측값과 대기농도에 대한 모형의 성능지표 평가결과를 정

리하였다.

대기가 안정한 조건일 때 비교 영역에 따른 평균값의 차이는 1.06배〜

1.57배로 전체 기간에 대한 비교보다 차이가 감소했으며 비교 영역이 확

장될수록 두 모형의 차이는 증가했다[표 4-13]. 시간에 따른 비의 평균

또한 영역에 따라 1.86배〜3.32배로 전체 기간에 대한 비교보다 차이가

감소했으며 비교 영역이 확장될수록 두 모형의 차이가 증가했다[표

4-13]. 영역별 평균의 FB는 각각 -0.06, -0.16, -0.29, -0.35, -0.40, -0.45

로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이 AERMOD에 비해 고평가함을 나타내나

적정값(-0.5 < FB < 0.5)에 해당했으며 NMSE 또한 각각 0.00, 0.03,

0.08, 0.13, 0.16, 0.21로 적정값(NMSE < 0.5)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표4-14]. 두 모형의 대기 안정 조건에서의 대기농도 예측값에 대한

‘Spearman 상관분석’ 결과 영역별 평균값의 rho값은 각각 0.90, 0.96,

0.97, 0.97, 0.97, 0.97(p > 0.01)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해 두

모형이 시간에 따른 대기농도를 예측하는 경향이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표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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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 / AERMOD]

 = AERMOD /  =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

1 km × 1 km

영역 평균

2 km × 2 km

영역 평균

3 km × 3 km

영역 평균

4 km × 4 km

영역 평균

5 km × 5 km

영역 평균

6 km × 6 km

영역 평균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
2.13E-02 g/m3 9.93E-03 g/m3 6.36E-03 g/m3 4.61E-03 g/m3 3.58E-03 g/m3 2.90E-03 g/m3

AERMOD

(0 m〜10 m avg)
2.00E-02 g/m3 8.42E-03 g/m3 4.77E-03 g/m3 3.23E-03 g/m3 2.39E-03 g/m3 1.84E-03 g/m3

7일평균값의비 1.06 1.18 1.33 1.43 1.49 1.57

1시간평균값의비의평균 1.86(±0.9) 2.17(±0.9) 2.59(±1.0) 2.87(±1.2) 3.08(±1.3) 3.32(±1.4)

[표 4-13] 대기 안정 조건에서 대기농도 평균 예측값

지표 분류
1 km × 1 km

영역 평균

2 km × 2 km

영역 평균

3 km × 3 km

영역 평균

4 km × 4 km

영역 평균

5 km × 5 km

영역 평균

6 km × 6 km

영역 평균
PB -0.06 -0.16 -0.29 -0.35 -0.40 -0.45
NMSE 0.00 0.03 0.08 0.13 0.16 0.21
Rho

(p < 0.01)
0.90 0.96 0.97 0.97 0.97 0.97

[표 4-14] 대기 안정 조건에서 대기농도에 대한 모형 성능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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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기(불안정 조건)

대기가 불안정한 조건에서 전체 비교 기간에 대한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의 평균 예측값은 영역별로 각각 1.73E-02 g/m3, 8.02E-03

g/m3, 5.06E-03 g/m3, 3.62E-03 g/m3, 2.76E-03 g/m3, 2.19E-03 g/m3로

예측되었다. AERMOD는 영역별로 각각 4.07E-03 g/m3, 1.34E-03 g/m3,

6.49E-04 g/m3, 3.98E-04 g/m3, 2.70E-04 g/m3, 1.94E-04 g/m3로 예측되

었다. 아래 [표 4-15]와 [표 4-16]에 두 모형의 대기 불안정 조건에서의

대기농도 평균 예측값과 대기농도에 대한 모형의 성능지표 평가결과를

정리하였다.

대기가 불안정한 조건일 때 비교 영역에 따른 평균값의 차이는 4.24배

〜11.26배로 전체 기간에 대한 비교보다 차이가 증가했으며 비교 영역이

확장될수록 두 모형의 차이는 증가했다[표 4-15]. 시간에 따른 비의 평

균 또한 영역에 따라 4.22배〜11.17배로 전체 기간에 대한 비교보다 차이

가 증가했으며 비교 영역이 확장될수록 두 모형의 차이가 증가했다[표

4-13]. 대기 불안정 조건에서 영역별 평균의 FB와 NMSE는 모두 적정

값에 해당하지 않았다[표4-14]. 두 모형의 대기 안정 조건에서의 대기농

도 예측값에 대한 ‘Spearman 상관분석’ 결과 영역별 평균값의 rho값은

각각 0.74, 0.77, 0.76, 0.75, 0.74, 0.73(p > 0.01)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

계가 존재해 두 모형이 시간에 따른 대기농도를 예측하는 경향이 유사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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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 / AERMOD]

 = AERMOD /  =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

1 km × 1 km

영역 평균

2 km × 2 km

영역 평균

3 km × 3 km

영역 평균

4 km × 4 km

영역 평균

5 km × 5 km

영역 평균

6 km × 6 km

영역 평균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
1.73E-02 g/m3 8.02E-03 g/m3 5.06E-03 g/m3 3.62E-03 g/m3 2.76E-03 g/m3 2.19E-03 g/m3

AERMOD

(0 m〜10 m avg)
4.07E-03 g/m3 1.34E-03 g/m3 6.49E-04 g/m3 3.98E-04 g/m3 2.70E-04 g/m3 1.94E-04 g/m3

7일평균값의비 4.24 5.98 7.81 9.09 10.22 11.26

1시간평균값의비의평균 4.22(±1.72) 5.94(±2.49) 7.75(±3.24) 9.03(±3.70) 10.15(±4.12) 11.17(±4.44)

[표 4-15] 대기 불안정 조건에서 대기농도 평균 예측값

지표 분류
1 km × 1 km

영역 평균

2 km × 2 km

영역 평균

3 km × 3 km

영역 평균

4 km × 4 km

영역 평균

5 km × 5 km

영역 평균

6 km × 6 km

영역 평균

PB -1.24 -1.43 -1.55 -1.60 -1.64 -1.67
NMSE 2.77 4.43 6.24 7.52 8.64 9.69

Rho

(p < 0.01)
0.74 0.77 0.76 0.75 0.74 0.73

[표 4-16] 대기 불안정 조건에서 대기농도에 대한 모형 성능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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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예측값에 차이가 나는 이유 중 하나는 대기 안정 조건에 따라

AEMROD에 적용되는 대기혼합고의 차이다.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

과 AERMOD의 대기 안정도에 따른 대기혼합고의 차이를 위 [표 4-17]

에 정리하였다. AERMOD의 대기혼합고는 AERMET에서 시간에 따라

계산된다. 대기 안정 조건에서는 평균 567.88 m, 불안정 조건에서는 평

균 1416.88 m로 안정도에 따라 약 2.5배 차이가 났으며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과는 시간에 따라 대기 안정 조건에서는 약 2배-148배, 대기 불

안정 조건에서는 약 13배-240배 차이를 보였다[표 4-17].

[그림 4-5] AERMOD의 시간에 따른 대기혼합고 및 2 km × 2 km영역의

농도변화

안정 불안정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 10 m 10 m

AERMOD

(최소-최대)

567.88 m

(20 m-1484 m)

1416.88 m

(127 m-2399 m)

[표 4-17] 두 모형의 평균 대기혼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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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혼합고와 AERMOD 예측 값의 ‘Spearman 상관분석’ 결과 rho값

은 –0.63(p < 0.01)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림 4-5]를 통해서도 시간에 따라 대기혼합고가 증가하면 AERMOD의

예측값이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은 상자 모형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기혼합

고를 10 m로 정해 대기 안정도에 따른 예측값의 비(안정/불안정)가 1.34

로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AERMOD는 대기 안정도에 따른 예측값의

비가 9.54로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였다.

AERMOD에서 대기가 불안정 조건일 경우 하강기류(downdraft)와 상승

기류(updraft)가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플럼이 위, 아래로 움직인다

(USEPA, 2019a). 대기혼합고는 플럼의 상하 움직임과 성장 가능한 최고

높이의 범위를 의미하는데 이를 상자 모형에 빗대어 표현하면 시간에 따

라 대기 격자의 높이가 변함을 뜻한다. 이렇듯 대기 불안정 조건에서 모

형 예측값의 차이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대기혼합고에 기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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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양

전체 비교 영역에서 누출원을 중심으로 1 km 간격으로 확장되는 영

역에 해당하는 침적 flux의 평균값을 확인하였다. 전체 비교 기간에 대

한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의 평균 예측값은 영역별로 각각 1.22E-01

㎍/m3, 5.73E-02 ㎍/m3, 3.35E-02 ㎍/m3, 2.34E-02 ㎍/m3, 1.78E-02 ㎍

/m3, 1.42E-02 ㎍/m3로 예측되었다. AERMOD는 영역별로 각각

2.99E+01 ㎍/m3, 9.72 ㎍/m3, 4.68 ㎍/m3, 2.87 ㎍/m3, 1.94 ㎍/m3, 1.39 ㎍

/m3로 예측되었다. 아래 [표 4-18]에 두 모형의 침적 flux 평균 예측값을

정리하였다.

전체 비교 기간 평균에 대해 비교 영역별 평균값은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이 AERMOD보다 약 102배-103배 크게 저평가하였다[표 4-18].

두 모형의 예측값이 큰 차이를 보이는 원인 중 하나로 침적속도 차이를

들 수 있다. 침적 flux는 대기농도와 침적속도의 곱으로 결정되는데 화

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은 가스상 침적속도에 기상값, 환경변수, 물성에

따라 계산되는 ‘대기-토양 물질전달계수’(Koas, air-soil mass transfer

coefficient)를 사용한다. 반면 AERMOD는 아래 (식3)을 통해 계산된 값

을 사용한다(USEPA, 2013a).

     
   (식3)

 : 침적 속도 (Deposition Velocity, m/s) : 공기역학적 저항 (Aerodynamic Resistance, s/m)

 : quasilaminar sublayer 저항 (Quasilaminar Sublayer, s/m)

 : 중력침강 속도 (Gravitational Settling Velocity,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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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두 모형은 가스상 물질의 침적속도를 계산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전체 비교 기간에 대한 침적속도는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과

AERMOD 각각 5.60E-06 m/s, 2.96E-02 m/s로 AERMOD가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보다 침적속도를 약 5.3배 빠르게 예측하였다.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에 AERMOD의 침적속도를 적용해 침적속도 차이를 고

려한 두 모형의 예측값을 [표 4-19]에 정리하였다. 침적속도가 같음을

가정한 침적 flux는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이 AERMOD보다 높게 예

측해 경향이 대기농도 예측값과 일치했으며 영역별 평균값은 17.01배〜

41.65배 차이를 보였다[표 4-19]. FB, NMSE는 예측값의 차이가 크므로

모두 적정값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spearman 상관분석’결과 또한 유의미

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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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 / AERMOD]

비율 =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 / AERMOD]

1 km × 1 km

영역 평균

2 km × 2 km

영역 평균

3 km × 3 km

영역 평균

4 km × 4 km

영역 평균

5 km × 5 km

영역 평균

6 km × 6 km

영역 평균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
1.22E-01 ㎍/m3 5.73E-02 ㎍/m3 3.35E-02 ㎍/m3 2.34E-02 ㎍/m3 1.78E-02 ㎍/m3 1.42E-02 ㎍/m3

AERMOD

(0 m〜10 m avg)
29.89 ㎍/m3 9.72 ㎍/m3 4.68 ㎍/m3 2.87 ㎍/m3 1.94 ㎍/m3 1.39 ㎍/m3

7일평균값의비 4.09E-03 5.89E-03 7.14E-03 8.18E-03 9.19E-03 1.02E-02
1시간평균값의비의평균 241.63(±281.3) 285.66(±338.0) 318.85(±384.8) 350.12(±426.6) 373.91(±460.3) 402.93(±498.4)

[표 4-18] 침적 flux 평균 예측값

1 km × 1 km

영역 평균

2 km × 2 km

영역 평균

3 km × 3 km

영역 평균

4 km × 4 km

영역 평균

5 km × 5 km

영역 평균

6 km × 6 km

영역 평균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
508.27 ㎍/m3 241.61 ㎍/m3 140.36 ㎍/m3 97.71 ㎍/m3 73.64 ㎍/m3 57.98 ㎍/m3

AERMOD

(0 m〜10 m avg)
29.89 ㎍/m3 9.72 ㎍/m3 4.68 ㎍/m3 2.87 ㎍/m3 1.94 ㎍/m3 1.39 ㎍/m3

7일평균값의비 17.01 24.84 29.97 34.08 37.97 41.65
1시간평균값의비의평균 13.15(±9.1) 18.35(±12.6) 21.77(±15.1) 24.55(±17.1) 27.13(±19.0) 29.64(±20.7)

[표 4-19] 침적속도 차이를 고려한 침적 flux 평균 예측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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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침적 flux(안정 조건)

대기가 안정한 조건에서 전체 비교 기간에 대한 화학사고 다매체 동

태모형의 평균예측 값은 영역별로 각각 2.13E-02 ㎍/m3, 9.93E-03 ㎍

/m3, 6.36E-03 ㎍/m3, 4.61E-03 ㎍/m3, 3.58E-03 ㎍/m3, 2.90E-03 ㎍/m3

로 예측되었다. AERMOD는 영역별로 각각 2.00E-02 ㎍/m3, 8.42E-03

㎍/m3, 4.77E-03 ㎍/m3, 3.23E-03 ㎍/m3, 2.39E-03 ㎍/m3, 1.84E-03 ㎍

/m3로 예측되었다. 아래 [표 4-20]과 [표 4-21]에 대기 안정 조건에서의

두 모형의 침적 flux의 평균 예측값과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에

AERMOD의 침적속도를 적용해 침적속도 차이를 고려한 두 모형의 예

측값을 정리하였다.

대기가 안정한 조건일 때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이 AERMOD보다

침적 flux를 높게 예측했으며 비교 영역에 따른 평균값의 차이는 177.47

배〜295.87배였으나[표 4-20] 침적속도의 차이를 고려한 경우 3.18배〜

5.31배로 감소했다[표 4-21].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이 AERMOD에

비해 침적 flux를 높게 예측하는 것은 전체 기간의 평균값과 비교했을

때 다른 경향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대기가 안정한 조건일 때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과 AERMOD의 가스상 침적속도가 각각 5.60E-06 m/s,

9.99E-08 m/s로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이 침적속도를 약 56배 빠르

게 예측함에 기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측값의 차이가 크므로 FB,

NMSE는 모두 적정값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Spearman 상관분석’ 결과

영역별 평균값의 rho값은 각각 0.75, 0.90, 0.91, 0.92, 0.92, 0.92(p > 0.01)

로 두 모형의 예측값에 차이는 있지만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

으로 예측 경향이 같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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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 / AERMOD]

비율 =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 / AERMOD]

1 km × 1 km

영역 평균

2 km × 2 km

영역 평균

3 km × 3 km

영역 평균

4 km × 4 km

영역 평균

5 km × 5 km

영역 평균

6 km × 6 km

영역 평균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
1.33E-01 ㎍/m3 6.19E-02 ㎍/m3 3.64E-02 ㎍/m3 2.57E-02 ㎍/m3 1.97E-02 ㎍/m3 1.58E-02 ㎍/m3

AERMOD

(0 m〜10 m avg)
7.49E-04 ㎍/m3 2.82E-04 ㎍/m3 1.51E-04 ㎍/m3 9.85E-05 ㎍/m3 7.08E-05 ㎍/m3 5.34E-05 ㎍/m3

7일평균값의비 177.47 219.17 241.42 260.48 277.40 295.87
1시간평균값의비의평균 437.09(±252.5) 548.98(±280.9) 622.03(±322.7) 686.14(±361.1) 739.80(±390.2) 800.37(±423.2)

[표 4-20] 대기 안정 조건에서 침적 flux 평균 예측값

1 km × 1 km

영역 평균

2 km × 2 km

영역 평균

3 km × 3 km

영역 평균

4 km × 4 km

영역 평균

5 km × 5 km

영역 평균

6 km × 6 km

영역 평균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
2.38E-03 ㎍/m3 1.11E-03 ㎍/m3 6.52E-04 ㎍/m3 4.60E-04 ㎍/m3 3.52E-04 ㎍/m3 2.83E-04 ㎍/m3

AERMOD

(0 m〜10 m avg)
7.49E-04 ㎍/m3 2.82E-04 ㎍/m3 1.51E-04 ㎍/m3 9.85E-05 ㎍/m3 7.08E-05 ㎍/m3 5.34E-05 ㎍/m3

7일평균값의비 3.18 3.93 4.33 4.67 4.97 5.31

1시간평균값의비의평균 7.86(±4.5) 9.87(±5.1) 11.18(±5.8) 12.33(±6.5) 13.30(±7.02) 14.39(±7.6)

[표 4-21] 대기 안정 조건에서 침적속도 차이를 고려한 침적 flux 평균 예측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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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침적 flux(불안정 조건)

대기가 불안정한 조건에서 전체 비교 기간에 대한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의 평균 예측값은 영역별로 각각 2.13E-02 ㎍/m3, 9.93E-03 ㎍

/m3, 6.36E-03 ㎍/m3, 4.61E-03 ㎍/m3, 3.58E-03 ㎍/m3, 2.90E-03 ㎍/m3

로 예측되었다. AERMOD는 영역별로 각각 2.00E-02 ㎍/m3, 8.42E-03

㎍/m3, 4.77E-03 ㎍/m3, 3.23E-03 ㎍/m3, 2.39E-03 ㎍/m3, 1.84E-03 ㎍

/m3로 예측되었다. 아래 [표 4-22]과 [표 4-23]에 대기 불안정 조건에서

두 모형의 침적 flux의 평균 예측값과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에

AERMOD의 침적속도를 적용해 침적속도 차이를 고려한 두 모형의 예

측값을 정리하였다.

대기가 불안정한 조건일 때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은 AERMOD보

다 침적 flux를 낮게 예측했으며 비교 영역에 따른 평균값은 1.91E-03배

〜4.62-03E배 차이가 났으나[표 4-22] 침적속도의 차이를 고려하면

17.01배〜41.65배로 차이가 감소했다[표 4-23].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

형이 AERMOD에 비해 침적 flux를 높게 예측하는 것은 전체 기간의 평

균값과 같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대기가 불안정 조건에서 화학사고 다매

체 동태모형과 AERMOD의 가스상 침적속도는 각각 5.60E-06 m/s,

5.35E-02 m/s로 AERMOD가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보다 침적속도를

약 9.55E+03배 빠르게 예측함에 기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B, NMSE

는 예측값의 차이가 크므로 모두 적정값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spearman 상관분석’결과 또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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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 / AERMOD]

비율 =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 / AERMOD]

1 km × 1 km

영역 평균

2 km × 2 km

영역 평균

3 km × 3 km

영역 평균

4 km × 4 km

영역 평균

5 km × 5 km

영역 평균

6 km × 6 km

영역 평균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
1.12E-01 ㎍/m3 5.28E-02 ㎍/m3 3.06E-02 ㎍/m3 2.13E-02 ㎍/m3 1.61E-02 ㎍/m3 1.26E-02 ㎍/m3

AERMOD

(0 m〜10 m avg)
58.70 ㎍/m3 19.10 ㎍/m3 9.20 ㎍/m3 5.63 ㎍/m3 3.81 ㎍/m3 2.73 ㎍/m3

7일평균값의비 1.91E-03 2.77E-03 3.33E-03 3.78E-03 4.21E-03 4.62E-03

1시간평균값의비의평균
2.15E-03

(±2.1E-03)

3.11E-03

(±2.8E-03)

3.74E-03

(±3.3E-03)

4.25E-03

(±3.7E-03)

4.73E-03

(±4.0E-03)

5.18E-03

(±4.3E-03)

[표 4-22] 대기 불안정 조건에서 침적 flux 평균 예측값

1 km × 1 km

영역 평균

2 km × 2 km

영역 평균

3 km × 3 km

영역 평균

4 km × 4 km

영역 평균

5 km × 5 km

영역 평균

6 km × 6 km

영역 평균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
998.38 ㎍/m3 474.59 ㎍/m3 275.70 ㎍/m3 191.93 ㎍/m3 144.65 ㎍/m3 113.89 ㎍/m3

AERMOD

(0 m〜10 m avg)
58.70 ㎍/m3 19.10 ㎍/m3 9.20 ㎍/m3 5.63 ㎍/m3 3.81 ㎍/m3 2.73 ㎍/m3

7일평균값의비 17.01 24.84 29.97 34.08 37.97 41.65
1시간평균값의비의평균 18.26(±9.6) 26.53(±12.2) 31.98(±14.4) 36.33(±15.8) 40.47(±17.3) 44.35(±18.5)

[표 4-23] 대기 불안정 조건에서 침적속도 차이를 고려한 침적 flux 평균 예측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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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뢰성 평가결과

대기농도의 경우 누출원과 가까운 영역일수록 두 모형의 일치율이 높

았으며 상관성 분석을 통해 대기 안정도에 따라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두 모형의 예측 경향이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대기가 안정한

조건에서 두 모형 예측값의 차이는 1.06배〜1.57배로 2배 이내의 차이를

보여 예측이 양호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Chang &

Hanna, 2004). 전 세계적으로 화학사고의 평가에 사용되고 있는 모형인

ALOHA는 화학사고에 의한 영향 범위를 고평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Jones et al., 2013). 이처럼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 또한

AERMOD보다 대기농도를 고평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화학사고에

대응하고자 개발된 모형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모형의 특징으로 볼 수 있

다.

침적 flux의 경우 두 모형 예측값의 차이는 약 102배〜103배로 컸으나

상관성 분석을 통해 대기가 안정한 조건에서 두 모형의 예측 경향이 유

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침적 flux는 대기농도와 다르게 대기가 안정

할 때는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이 AERMOD보다 고평가하고 대기가

불안정할 때는 저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AERMOD모델링 시스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에 의해 대기 안정도에 따라 침적속도에 차이

가 발생하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AERMOD는 새벽과 밤 동안

지표면이 이슬로 젖어있다는 가정을 하므로 Ra에 최대값인 1,000 s/m를

적용한다(USEPA, 2019a). 따라서 대기가 안정한 조건에서 침적속도를

느리게 계산한다. 실제 본 연구에 적용된 두 모형의 침적속도는 대기가

안정한 조건일 때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이 AERMOD보다 56.06배

빠르게 예측되었으며 불안정한 조건일 때는 AERMOD가 화학사고 다매

체 동태모형보다 9,524배 빠르게 예측되었다. 두 모형의 침적속도 차이를

배제하면 침적 flux 예측값은 대기농도와 마찬가지로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이 AREMOD보다 고평가하며 대기가 안정한 조건과 불안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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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일 경우 각각 3.94배〜5.46배, 26.51〜45.29배로 두 모형의 차이가 감

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모형 예측값의 차이는 모형 입력값과 매개변수의 차이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그중 첫 번째는 물성 정보 반

영 정도이다. AERMOD와 달리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은 환경 매체

간의 이동을 모사하기 위해 다양한 물성 정보를 반영하고 있으며 정밀한

평가를 위해 기상값에 따른 물성을 계산해 사용한다. 두 번째는 대기와

다른 환경 매체와의 상호작용 반영 여부이다.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

은 AERMOD에 포함되지 않은 ‘광분해’, ‘토양에서 대기로의 휘발’과 같

은 프로세스를 포함하고 있다(정종현, 2017). 따라서 각 프로세스가 예측

값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지라도 예측값 산출에는 모든 프로세스가 동시

에 적용되므로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측값의 부재로 인해 신뢰성을 검증받은 모형인

AERMOD와의 비교를 통해 화학사고 다매체동태모형의 예측력을 평가

했다. 신뢰성 평가에는 고도 ground level(0 m)〜10 m의 평균값이 사용

되었으나 일반적으로 인체 위해성 평가에는 ground level(0 m)에서의 예

측값이 사용된다. ground level에서의 대기농도 확인결과 고도의 평균값

보다 약 1.2배 높았다. 이렇듯 AERMOD는 공기역학적 현상을 자세히

반영하므로 어떤 시공간에서의 오염도를 이용해 비교하는지에 따라 평가

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오염도를 과소평가하면 필요한 조치에 부재가 생

기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과대평가하면 시설에 대한 과도한

제약과 높은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Langner & Klemm, 2011). 화학사

고에 의한 인체 위해도와 환경을 평가, 관리하기 위함이라는 본 모형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농도의 과소평가로 인한 조치의 부재는 지양해야 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이 AERMOD에 비해

대기농도를 고평가함은 모형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장점이라 받아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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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결과 및 고찰

제 1 절 모델링 결과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을 이용해 고밀도 가스 운의 형성이 대기와

토양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의 고밀도

가스 운의 형성 여부에 따른 결과를 풍속 1 m/s, 2 m/s의 경우로 나누

어 비교하였다. 고밀도 가스 운의 대기확산에 대한 모사가 가능한 모형

인 DEGADIS를 이용해 고밀도 가스 운의 형성을 모의한 후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에 입력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누출은 격자의 중

심부에서 이루어지며 누출원에서 형성된 고밀도 가스 운은 이동하지 않

고 2차 배출원이 됨을 가정하였다. DEGADIS를 통해 모의된 고밀도 가

스 운의 특징을 아래 [표5-24]에 정리하였다.

풍속 1 m/s, 2 m/s에서 고밀도 가스 운의 유지 기간은 각각 2,290초,

880초로 누출 지속시간인 10분을 제하면 각각 약 28.2분, 약 4.7분 동안

유지되었다. 풍속 간의 차이는 약 6배로 풍속이 느릴수록 고밀도 가스

운의 유지 기간이 길어져 그 영향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고밀도 가스

운 높이의 경우 두 경우의 풍속에서 누출 직후(0.12초, 0.17초)에 가장 높

유지 기간 가스 운 최고 높이 가스 운 최고 지름

1m/s 2,290 sec
1.32 m

(at 0.12 sec)

501.98 m

(at 937 sec)

2m/s 880 sec
1.32 m

(at 0.17 sec)

189.18 m

(at 477.45 sec )

[표 5-24] 풍속에 따라 형성된 고밀도 가스 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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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며 아래 [그림 5-6]과 같이 풍속이 빠를 때 고밀도 가스 운의 붕괴

가 빨리 시작되었다. 고밀도 가스 운의 지름은 [그림 5-7]에 보이듯 풍

속이 1 m/s일 때 937초에 501.98 m까지 확장되고 2 m/s일 때 477초에

189.18 m까지 확장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풍속 간의 차이는 2.7배로 풍

속이 느릴수록 고밀도 가스 운의 지름이 크게 형성되어 영향 범위가 커

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밀도 가스 운이 형성되면 밀도 효과(density

effect)에 의해 누출원을 중심으로 가스 운의 테(raised rim)가 수평적으

로 확장된다. 확장된 테는 주변의 공기와 섞이며 몇 초 후 사라지게 되

는데 풍속은 밀도 효과로 인한 이러한 현상을 억제한다(Picknett, 1980).

누출 초기에 고밀도 가스 운은 누출지점에서 머물고 가스 운의 테만 바

람을 타고 이동하다 시간이 지나면 가스 운 자체가 바람을 타고 이동한

다(Picknett, 1981). 풍속이 상대적으로 빠를수록 밀도 효과가 억제됨은

앞의 [표 5-24]에서 가스 운의 최고 지름이 풍속이 2 m/s인 조건에서

더 작음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고밀도 가스 운을 형성시키는 풍속 범

위 내에서 풍속이 상대적으로 빠른 조건에서의 누출은 대기에서 최고 농

도가 더 높게 나타나므로 방제의 수준이 높아져야 함을 의미한다. 반면,

풍속이 상대적으로 느린 조건에서의 누출은 고밀도 가스 운이 수평으로

확장되므로 가스 운 자체의 농도가 낮아져 최고 농도 수준은 낮아지지

만, 가스 운의 면적이 증가해 고농도를 유지하는 면적뿐만 아니라 위험

(hazard)할 수 있는 시간 또한 증가함(Picknett, 1981)을 확인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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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풍속별 시간에 따른 고밀도 가스 운의 높이 변화

[그림 5-7] 풍속별 시간에 따른 고밀도 가스 운의 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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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밀도 가스 운 모사 여부와 시간에 따른 비교

고밀도 가스 운 모사 여부와 시간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였다. 농도가

10E-40 g/m3 이하로 예측되는 격자는 0으로 출력되도록 설정하였다. 누

출원과 누출원을 중심으로 0.5 km 간격으로 확장되는 영역의 시간에 따

른 최고값의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비교 영역에 대한 모식도는 [그림

5-8]에 나타내었다. 현재 모형은 고밀도 가스 운이 누출지점에서 형성되

어 이동하지 않음을 가정하므로 주로 누출원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누

출원에서 시간에 따른 대기, 토양 농도비(고밀도 가스 운 모사 / 고밀도

가스 운 비 모사)의 변화를 각각 [그림 5-9], [그림 5-10]에 각각 나타내

었다.

[그림 5-8] 비교 영역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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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누출원에서의 시간에 따른 토양 농도비 변화

[그림 5-9] 누출원에서의 시간에 따른 대기 농도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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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에서 농도비는 누출 시작부터 종료 시점까지 1 m/s, 2 m/s 조건

에서 각각 평균 0.016, 0.15로 고밀도 가스 운을 모사하지 않을 때 대기

농도가 더 높았다[그림 5-9]. 반면 누출 종료 시점부터는 농도비가 증가

하다 고밀도 가스 운의 유지가 종료되는 시점 이후로는 1 m/s, 2 m/s

조건에서 각각 평균 850, 1,560의 수준으로 유지되었다[그림 5-9]. 2 m/s

조건에서 고밀도 가스 운 유지 종료 이후에도 농도비가 일정 기간 계속

해 증가한 이유는 고밀도 가스 운을 모사하지 않을 때 대기농도가 급격

하게 감소하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토양에서 농도비는 누출 시작과 동시에 1 m/s, 2 m/s 조건에서 각각

최고 1,368, 2,602로 고밀도 가스 운을 모사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고밀도 가스 운을 모사할 때 누출원의 토양이 고농도로 오염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5-10]. 누출 종료 시점 이후로 농도비는 1 m/s, 2 m/s

조건에서 각각 평균 250, 650으로 큰 변동 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그림 5-10].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을 이용해 확인한 고밀도 가스 운의 형성은

화학사고 발생 후 누출이 유지되는 시점까지 누출원의 대기농도는 감소

시키는 반면 토양농도는 증가시켰다. 이는 고밀도 가스 운이 도넛 모양

의 구름 기둥을 형성하며(Hanna et al., 2012) 지표에 가깝게 형성되는데

이때 상당량이 지표면으로 침적(Dilon, 2009; Hanna et al., 2016)되는 현

상을 모형이 반영하므로 도출된 결과이다. 누출이 종료되고 시간이 흐름

에도 대기의 오염도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은 화학물질이 토양에

서 대기로의 휘발에 기인함을 모형의 프로세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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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밀도 가스 운 모사 여부와 시간, 공간에 따른 비교

고밀도 가스 운 모사 여부와 시간, 공간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였다.

누출 시작 후 시간과 누출원으로부터 풍하 방향 거리에 따른 대기, 토양

농도비(고밀도 가스 운 모사 / 고밀도 가스 운 비 모사)의 변화를 각각

[그림 5-11]에 나타내었다.

대기에서 누출 시작 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거리에 따른 농도비의 차

이가 줄어들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풍속이 상대적으로 빠른 경우(2 m/s)

더 빠르게 시작되었다[그림 5-11]. 고밀도 가스 운의 형성은 누출 종료

후 초기(30분)에는 누출원 부근의 대기농도를 증가시키는 반면, 누출원과

떨어진 영역의 대기농도는 감소시켰다[그림 5-11]. 하지만 시간이 흐름

에 따라 거리에 따른 농도비의 차이가 줄어들고 누출 후 210분에는 전

지점의 농도비가 1 m/s, 2 m/s 조건 모두 1보다 컸는데 이는 고밀도 가

스 운으로 인해 높은 수준으로 오염된 토양으로부터의 지속적인 휘발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5-11]. 토양에서 누출원의 농도비는 시간과 관

계없이 약 250이었으며 이를 통해 고밀도 가스 운의 형성이 누출원의 토

양을 높은 수준으로 오염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5-11].

반면 누출원과 떨어진 지점의 농도비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시간이 흐

름에 따라 농도비가 1에 가까워져 고밀도 가스 운의 모사 여부에 따른

차이가 줄어들었다[그림 5-11]. 또한, 농도비가 시간과 관계없이 1 미만

이므로 고밀도 가스 운의 형성이 누출원과 떨어진 지점의 토양 오염도를

낮춤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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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시간과 거리에 따른 대기, 토양 농도비 변화(<A> 1 m/s 조건에서의 대기, <B> 1 m/s

조건에서의 대기, <C> 2 m/s 조건에서의 대기, <D> 2 m/s 조건에서의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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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밀도 증기 운의 모사 여부에 따라 1 m/s 조건에서 전체 비교 영역

에서의 대기 최고절대농도는 고밀도 증기 운 형성 모사 여부에 따라 각

각 0.91 g/m3(=0.21 ppm), 24.4 g/m3(=5.60 ppm)이다. 비상대응계획지침

(ERPG, Emergency Response Planning Guidelines)이란 미국 산업위생

학회(AIHA, American Industrial Hygiene Association)에서 정한 화학물

질 비상 사고 시 사용하는 기준을 의미하는데 이는 비상대응 계획 시 한

시간 동안 노출될 수 있는 수준으로 ERPG-14), ERPG-25), ERPG-36)으

로 농도가 설정되어있다. 포스겐의 경우 각각 NA, 0.5 ppm, 1.5 ppm으

로 수준이 정해져 있다. 본 연구 결과 같은 고밀도 가스 운 모사 이외의

조건이 같더라도 대기의 최고 농도를 ERPG와 비교해 본다면 고밀도 증

기 운을 모사하지 않은 경우는 ERPG-3, 모사한 경우는 ERPG-2로 비상

대응 계획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거의 모든 사람이 한 시간 동안 노출되어도 오염물질의 냄새를 인지하지 못

하거나 건강상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공기 중 최대 농도(한국산업안전공단,

2017)
5) 거의 모든 사람이 한 시간까지 노출되어도 보호조치 불능의 증상을 유발하거

나 회복 불가능 또는 심각한 건강상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공기 중 최대 농도

(한국산업안전공단, 2017)
6) 거의 모든 사람이 한 시간까지 노출되어도 생명의 위험을 느끼지 않는 공기

중 최대 농도(한국산업안전공단,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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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및 의의

본 연구는 새로 개발된 1)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의 신뢰성 평가를

우선 진행한 후 이를 활용해 모형의 2) 고밀도 가스 운 모사유무에 따른

모형 예측값을 비교 순으로 진행되었다.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의 신뢰성 평가는 AERMOD의 대기혼합고

가 대기 안정도에 따라 변하므로 대기 안정 조건과 불안정 조건을 나누

어 평가했다. 평가결과 불안정상태에서 두 모형은 각 모형의 특징과 불

확실성에 의해 일치율이 높지 않았으나 안정상태에서 두 모형은 대기농

도, 침적속도의 차이를 고려한 토양 침적 flux를 비슷한 수준으로 예측하

며, 상관분석에서 높은 상관계수를 보여 예측 경향이 유사함을 확인했다.

또한, 전체적으로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이 AERMOD에 비해 고평가

함은 모형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장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DEGADIS를 이용한 고밀도 가스 운의 모사와 절대 농도의 비교를 통

해 풍속이 빠를수록 최고 농도가 높으며 풍속이 느릴수록 최고 농도의

수준은 낮아지지만, 고농도 유지시간이 길어지고 영향 범위가 확장됨을

확인했다. 또한,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을 이용해 고밀도 가스 운 형

성 조건에서 고밀도 가스 운의 모사 여부에 따른 매체별 예측값 비교결

과 고밀도 가스 운은 누출원 부근의 토양을 고농도로 오염시키는 반면

누출원과 떨어진 지점의 오염수준은 낮추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고

밀도 가스 운은 누출 시작부터 종료까지 누출원의 대기 오염수준을 낮추

지만, 고농도로 오염된 대기에서의 휘발로 인해 누출 후에도 고밀도 가

스 운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오염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렇듯 본 연구를 통해 대기, 토양 모두 누출지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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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서 모사 여부에 따른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화학 사고 후 비상대응계획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특정 조건에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의 예측력이 평가되었으므로 이를

화학사고 발생 시 다매체의 오염도 평가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을 통해 가스 운의 모사 여부에 따라 대기, 토

양농도의 시공간적인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더 정확한 예측을 위해 모형

을 개발함에 있어 다양한 조건에서 얻은 결과들을 종합적인 이해의 필요

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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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의 AERMOD와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의 신뢰성 평가결과

대기가 안정한 조건에서 대기농도를 제외하고는 두 모형의 차이가 작다

고 판단하긴 힘들다. 특히 침적 flux에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예측값

의 불확실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한

AERMOD의 가스상 침적 알고리즘의 경우 ver. 19191(2019)부터 적용되

었기 때문에 현재 평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평가가 필요한 단계

에 있으므로(USEPA, 2019c) 예측값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 또한 현재 완전히 완성된 모형이 아닌 개발 중인 모형

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로 모형의 신뢰성을 단정 짓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AERMOD예측값의 불확실성과 모형의 개발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추후 모형의 개선이나 평가가 더 이루어지면 두 예측값에 대

한 비교를 추가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현재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은 고밀도 가스 운은 누출원에서

2차 배출원이 됨을 가정하나 실제 고밀도 가스 운은 그 자체가 바람을

타고 이동한다. 따라서 현실에 더 부합한 고밀도 가스 운의 영향 예측을

위해서는 화학사고 다매체 동태모형의 개선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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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predicting the effect

of air-soil pollution of dense

gas cloud using a chemical

accident multi-media model

Eunjung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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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sk of chemical accidents is also increasing as the use of

chemicals increases. Since leakage-induced accidents account for

about 75 % of all accidents (2003〜2018), it is important to prepare

countermeasures against leakage accidents. Depending on the situation

at the time of the leak and the properties of the material, the air

dispersion characteristics may vary, one of which is the formation of

a dense gas cloud. Since dense gas clouds are formed near the

surface, soil pollution is expected to be higher than normal

atmospheric dispersion due to deposition. Prediction of soil pollution

by formation of dense gas clouds i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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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e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chemical accidents, but the

general models used for the evaluation of chemical accidents at

present are impossible to evaluate other environmental media except

air. Therefore, in this study, the chemical accident multi-media model

developed in the research project of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Institute, “Development of human body impact

assessment technology after chemical accidents”, was used. The air

and soil pollution effects of the dense gas cloud were predicted by

comparing the differences in the pollution levels depending on

whether the dense gas cloud was simulated in chemical accident

multi-media model. Since the chemical accident multi-media model is

a newly developed model, reliability evaluation of the model is

required before use. It is best to compare observations with the

model's predictions. However, due to the characteristic of chemical

accidents, observations are difficult to exist. Therefore, reliability

evaluation was conducted by comparing the air concentration and

deposition flux prediction of AERMOD, a model recognized for its

reliability with the chemical accident multi-media model.

As a result of reliability evaluation, the chemical accident

multi-media model evaluated the air concentration higher than

AERMOD regardless of the atmospheric stability. In the case of

deposition flux was highly evaluated under atmospheric stability and

underestimated under unstable conditions. In addition, with the except

for deposition flux in unstable conditions, there was a significant (p

< 0.01)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chemical accident multi-media

model and AERMOD, confirming that the predictive tendencies were

similar. Particularly in the case of air concentration under stable

conditions, the values of FB and NMSE in the two models

correspond to the appropriate values (-0.5 < FB < 0.5; NMSE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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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predicted coincidence was high. As a result of confirming the

effect of dense gas cloud using a chemical accident multi-medium

model, dense gas cloud contaminated the soil near the leak source at

high concentration. On the other hand, it was predicted that the level

of contamination at the area away from the leak source would be

lowered. Dense gas cloud lowered the level of air pollution in the

source of the start to the end of the leak. However, due to

volatilization in highly contaminated soils, it was predicted that the

contamination would remain at a high level compared to the case

where no dense gas cloud was formed after the leak.

In this study, the reliability of the chemical accident multi-media

model was evaluated, which was not previously evaluated. In addition,

it was suggested that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results

of various conditions needs to be made in developing the model for

more accurate prediction by checking the time-space air and soil

pollution effects of dense gas clouds by comparing the predictions

based on the simulations of dense gas clouds. And this may also be

a reference to further model improvements.

keywords : Chemical accident, leakage accident, Multimedia

model, AERMOD, Dense gas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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