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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Polychlorinated dibenzo-p-dioxins and dibenzofurans (PCDD/ 
Fs)는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에서 주목을 받아오던 
화학물질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compounds, 
POPs)이며 반휘발성물질(semi-volatile organic compounds, 
SVOCs) 중 하나이다. PCDD/Fs는 주로 소각이나 연소 공
정에서 배출되어 이들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분배평형 및 건․습성침착 등을 통해 다른 환경매질로 이

동해 간다. PCDD/Fs에는 총 210개의 이성질체가 존재하
며 이 중 독성이 강한 17개 이성질체는 인체유해성 측면
에서 중요하다.

SVOCs는 대기 중에서 가스상과 입자에 부착된 입자상
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며, 가스/입자 분배는 물질의 특성뿐
만 아니라 기온 등 대기의 향을 받는다. 이러한 가스/입
자 분배는 SVOCs의 대기 중 거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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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이며 잠재적인 인체노출 등에도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대기 중 SVOCs의 거동을 설명하는데는 주로 
Junge-Pankow 모델1,2)

과 Harner-Bidleman 흡수모델3,4)
이 사

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
5∼7)
들이 진행

되어 왔다.
한편, 스톡홀름 협약 이행을 위해 환경 중 POPs 물질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환경 중 이들 

물질에 대한 대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모니터

링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1999년부터 내분비
계장애물질 조사사업을 통해 전국의 대기, 수질, 토양 및 
저질 등을 대상으로 POPs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해오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청주시에서 대
기 중 PCDD/Fs의 오염특성 및 거동을 연구하기위해 공단, 
주거/상업 및 농촌의 3지역에서 계절적 변화를 고려하여 
겨울철(1월), 봄철(4월) 및 여름철(8월)에 가스상과 입자상
을 나누어 시료를 채취․분석하여 청주지역의 PCDD/Fs
의 농도수준과 거동특성에 관하여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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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o investigate the pollution levels and behavior of PCDD/Fs in ambient air, gaseous and particulate phase concentrations
were measured at Cheongju city in 2008. The samples were collected at 3 sites (industrial, residential/commercial and rural region) by 
season (winter, spring and summer). The concentrations and TEQ concentrations of PCDD/DFs ranged from 0.73 to 2.43 pg/m3 and from
0.007 to 0.122 pg TEQ/m3, respectively. These levels were similar or lower than that of other domestic researches (from n.d. to 2.149 
pg TEQ/m3). The concentration of PCDD/Fs in particulate phase (from 54% to 98% against total concentration) were higher than that 
of gas phase. As a results of comparison of congener patterns and statistical analysis, PCDD/Fs was mainly influenced by a combus-
tion process in ambient air, Cheongju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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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다이옥신의 대기 중 오염수준 및 거동을 조사하기 위해 청주시를 대상으로 3지점(공단, 주거/상업 및 농촌지역)에서 2008년
겨울철, 봄철, 및 여름철에 가스상과 입자상으로 나누어 시료를 채취하 다. 채취된 9개 시료의 대기 중 17개 다이옥신 이성질체
의 농도범위는 0.73∼2.48(평균 1.41) pg/m3

으로 검출되었으며, WHO 2005 TEQ 농도범위는 0.007∼0.122(평균 0.051) pg TEQ/m3
으

로 조사되었다. 이들 농도는 우리나라 다른 도시대기의 농도(불검출∼2.149 pg TEQ/m3 )와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대기 중 다이옥신은 대부분이 입자상태로 존재하고 있었으며(총 농도의 54∼98%), 시료채취 시기나 지점에 관계없이 유사한 이
성질체 패턴을 나타내었다. 이성질체 분포 비교 및 통계적 해석결과, 청주시 대기 중 다이옥신은 특정한 오염원에 의한 향은 
미비하며 일반적인 연소공정에 의한 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다이옥신, 청주시, 대기,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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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formation on ambient air sampling
Sampling 

region
(GPS)

Sampling 
period

Mean 
temperature

(K)

TSP Conc.
(µg/m3)

Mean wind
speed
(m/s)

Relative 
humidity

(%)

Industrial
(E127.26.20, 
N36.38.30)

16∼17 Jan 08 267.5 150.1 1.8 45.5

17∼18 April 08 290.7 109.1 2.1 51.5

27∼28 Aug 08 296.8 39.7 1.45 66.8
Residential

/Commercial
(E127.29.8, 
N36.39.42)

18∼19 Jan 08 270.1 99.7 1.1 44.5

18∼19 April 08 291.7 89.3 1.5 43.8

29∼30 Aug 08 298.0 39.7 1.35 65.5

Rural
(E127.28.55, 
N36.41.21)

17∼18 Jan 08 267.9 109.4 1.2 43.1

16∼17 April 08 290.8 79.4 2.1 51.0

26∼27 Aug 08 296.8 29.8 1.6 61.7

2. 실 험
2.1. 시료채취
시료의 채취지점은 청주시를 대상으로 2008년 1월, 4월, 

8월에 공단지역, 주거/상업지역 및 농촌지역으로 구분하
다. 대기 시료는 SIBATA사의 HV-1000F (700 L/min)를 
이용하여 가스상 물질은 polyurethane foam (PUF)에, 입자
상 물질은 quartz fiber filter (QFF)에 각각 나누어 24시간 
동안 채취하 다 (총 유량 1,000 m3 

이상). 시료 채취전 PUF
는 아세톤과 톨루엔으로 속실렛 추출을 하여 미리 세정하

으며, QFF는 600℃에서 6 hr 구워서 사용하 다. 시료
채취에 대한 정보를 Table 1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샘플링 시의 기온, 습도, 풍속 등 기상자료는 공단지역 
및 주거/상업지역의 경우 대기오염측정망 지점이므로 측정
망 자료를 이용하 으며, 다른 1지점은 청주 기상대의 자
료를 이용하 다.

2.2. 분석방법
시료 중 다이옥신 분석은 EPA method 16138)

을 기초로 

하여 분석하 다. PUF와 QFF는 정제용 내부표준물질 15
종을 첨가하고 증류톨루엔으로 고속용매추출방법(Accele-
rated Solvent Extraction Method, ASE)을 이용하여 추출 
(1,500 psi, 150℃, 7 min, 2회)하 다. 추출된 용매는 다검
체 농축장치를 이용하여 수 mL 정도까지 농축한 다음, n-
헥산으로 용매전환하 다. 착색물질 등 방해물질을 제거
하기 위해 황산처리를 실시한 후, 다층실리카겔 컬럼(아래
서부터 무수황산나트륨, 10% 질산은 실리카겔 1 g, 중성
실리카겔 1 g, 44% 황산실리카겔 10 g, 무수황산나트륨 순
으로 충진)과 PCBs 등을 제거하기 위해 알루미나 컬럼(8 
g)순으로 정제하 다. 최종적으로 30 µL로 농축하여 2종
류의 실린지첨가용 내부표준물질을 첨가하고 DB-5MS(60 
m × 0.25 mm ID, 0.25 µm) 컬럼을 이용하여 고분해능 가
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Agilent HP 6890, Finngan MAT 
95XP)로, 분해능 10,000 이상에서 선택이온모니터링(SIM)
으로 정성 및 정량분석을 수행하 다. 자세한 기기분석 조

건은 기존의 연구9)에 나타내었다.
주입된 15개의 13C-이성질체의 평균 회수율은 69∼113%
로 양호하 다. 독성등가값(Toxic equivalents, TEQ)은 WHO 
2005-TEF값10)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QFF는 시료 채취 
전․후 데시케이터에서 항량하여 측정한 후 그 무게차를 총

부유분진(Total suspended particulates, TSP) 농도로 하 다.

3. 결과 및 고찰
3.1. PCDD/Fs 농도
본 연구에서 채취한 대기 중 다이옥신 농도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17개 이성질체에 대한 PCDD/Fs와 WHO-TEQ
의 농도범위는 각각 0.73∼2.48(평균 1.41) pg/m3, 0.007∼
0.122(평균 0.051) pg TEQ/m3

로 조사되었다. 이들 농도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04년과 2006년도 청주시에서 측정한 
농도(2004년 0.019∼0.287, 2006년 0.038∼0.548 pg TEQ/ 
Sm3)11,12) 및 전국 타도시와 비교해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
을 나타내었다. 현재 실외환경 대기 중 다이옥신에 관한 기
준값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 일본(0.6 pg TEQ/m3, Dioxin- 
like PCBs 포함)과 비교할 때 약 1/6∼1/100 정도 낮은 수
준이었다.
채취지점별로 살펴보면 공단지역, 주거/상업지역, 및 농
촌지역이 각각 평균 0.042, 0.060, 및 0.052 pg TEQ/m3

로 

나타났다. 계절적으로는 겨울철이 평균 0.076, 봄철이 0.056, 
여름철이 0.021 pg TEQ/m3

로 겨울철이 높게 검출되었으

며, 이전의 연구결과11,12)
와도 동일한 경향을 보 다. 각 시

료채취지점별로 계절적 PCDD/Fs의 농도변화를 살펴보면 
(Fig. 1), 공단지역은 겨울철에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내
었으나 주거/상업지역 및 농촌지역은 겨울철, 봄철이 높은 
경향을 보 다. TEQ 농도에 있어서도 주거/상업지역 및 
농촌지역은 겨울철 >봄철 >여름철의 순으로 농도가 높았
으나, 공단지역은 봄철이 가장 높았으며 겨울철과 여름철
은 비슷하 다.
일반적으로 소각로 배출가스에서 PCDFs가 PCDDs보다 
높은 농도로 배출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많은 다른 
연구들

13∼15)
에서도 PCDFs와 PCDDs의 비율에 대해 같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대기는 배출원으로부터 직접적인 
향을 받는 환경매질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PCDFs의 비
율이 높은 경향을 나타낼 것이며, 본 연구에서도 여름철 
주거/상업지역의 시료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결과를 나타
내었다. 시료채취 지점별로는 공단지역이 PCDFs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이옥신의 배출원은 대표적인 소각시설 이
외에 철․비철금속 산업시설, 비금속광물 산업시설, 화학
제품제조 시설 등 점오염으로, 자동차, 농약류 중 불순물, 
산불 등이 비점오염원으로 알려져 있다. 공단지역의 PCDFs 
비율이 가장 높게 검출된 이유는 다른 지역에 비해 다이

옥신의 배출원이 많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 시설
에서 PCDFs가 PCDDs에 비해 높게 배출되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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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centration (pg/m3) of PCDD/Fs in ambient air, 
Cheongju city

Industrial region Residential/Com
mercial region Rural region

Jan. April Aug. Jan. April Aug. Jan. April Aug.
2378-TCDF 0.011 0.018 0.012 0.097 0.023 n.d. 0.044 0.031 n.d.

12378-PeCDF 0.026 0.049 0.022 0.106 0.015 n.d. 0.061 0.054 0.012
23478-PeCDF 0.051 0.057 0.038 0.155 0.064 n.d. 0.090 0.066 0.025

123478-HxCDF 0.043 0.073 0.047 0.132 0.063 0.013 0.085 0.071 0.022
123678-HxCDF 0.043 0.082 0.046 0.146 0.063 0.012 0.088 0.074 0.027
234678-HxCDF 0.042 0.105 0.069 0.172 0.085 0.022 0.106 0.100 0.037
123789-HxCDF 0.000 0.037 0.030 0.059 0.027 0.000 0.030 0.032 0.011

1234678-HpCDF 0.143 0.426 0.257 0.521 0.291 0.183 0.287 0.335 0.153
1234789-HpCDF 0.026 0.075 0.051 0.068 0.038 0.000 0.042 0.052 0.020

OCDF 0.160 0.324 0.565 0.364 0.221 0.139 0.157 0.226 0.121
2378-TCDD n.d. n.d. n.d. n.d. n.d. n.d. n.d. n.d. n.d.

12378-PeCDD n.d. n.d. n.d. n.d. n.d. n.d. n.d. n.d. n.d.
123478-HxCDD n.d. n.d. n.d. n.d. n.d. n.d. n.d. n.d. n.d.
123678-HxCDD n.d. n.d. n.d. n.d. n.d. n.d. 0.030 0.020 n.d.
123789-HxCDD n.d. n.d. n.d. 0.032 n.d. n.d. 0.029 0.000 n.d.

1234678-HpCDD 0.066 0.106 0.106 0.213 0.121 0.058 0.151 0.134 0.065
OCDD 0.222 0.337 0.382 0.412 0.335 0.587 0.296 0.308 0.240
PCDFs 0.544 1.247 1.136 1.822 0.889 0.369 0.989 1.041 0.429
PCDDs 0.288 0.442 0.487 0.657 0.457 0.645 0.506 0.462 0.306
∑PCDD/Fs 0.832 1.690 1.623 2.479 1.346 1.014 1.495 1.503 0.735

WHO 2005 TEQ 0.033 0.057 0.037 0.122 0.050 0.007 0.075 0.060 0.020

대기 중 PCDD/Fs 농도는 TSP 농도나 기온에 의해 향
을 받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분석한 PCDD/Fs 농도, TEQ 
농도, 가스상 농도, 입자상 농도와 환경인자(TSP 농도, 기
온, 풍속 및 습도)와의 상관성을 분석하 다. 대기 중 PCDD/ 
Fs 농도는 입자상 농도(R = 0.98, p값 < 0.001) 및 TEQ 농
도(R = 0.88, p값 < 0.001)와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었으며, 
입자상 농도는 TEQ 농도(R = 0.93, p값 < 0.001)와 높은 상
관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PCDD/Fs 농도와 다른 환경인
자들과의 상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으로부터 대기 

중 PCDD/Fs는 대부분이 입자와 결합한 상태로 대기 중
에 존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3.2. 가스-입자 분배
가스-입자 분배에 관한 연구들은 가스-입자 분배계수(Kp), 
시료채취시의 기온, 과냉각액체증기압(PL) 및 옥탄올-공기 
분배계수(Koa)들 간의 관계를 조사한다. 그러나 불행하게
도 본 연구에서는 가스상에서 PCDD/Fs 17개 이성질체의 
검출율이 5.9∼41.2%(평균 22.2%), 입자상에서는 검출율이 
41.2∼82.4%(평균 65.4%)로 가스상에서 거의 검출되지 않
아 가스-입자 분배계수를 일부 몇 개의 이성질체밖에 산
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주시 대기 중 PCDD/Fs의 가스-
입자 분배를 비롯한 거동해석이 불가능하 다. 이것은 청
주시가 상대적으로 국내의 타 시도에 비해 청정한 지역

이고 공단의 수도 많지 않으며 공단 내 PCDD/Fs의 잠재
적 오염원인 소각시설이나 대기오염배출시설이 적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Fig. 2에 각 지점별, 계절별 가스상과 입자상 PCDD/Fs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료채취 
지점이나 시기에 관계없이 입자상 PCDD/Fs의 비율이 전체 
PCDD/Fs 농도의 54∼98%(평균 87%)로 대기 중 PCDD/ 
Fs는 대부분이 입자상과 결합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거/상업지역 및 농촌지역의 경우 기온의 상승에 
따라 가스상 PCDD/Fs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낸 
반면, 공단지역의 경우 계절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
았다. 이러한 원인으로서는 공단지역의 경우 다이옥신의 
배출원이 주거/상업지역 및 농촌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배출원에서 지속적으로 대기
로 다이옥신이 배출되어져 들어오기 때문에 대기 중에서 

가스와 입자상과의 분배현상이 기온에 의해 크게 향을 

받지 않은 반면, 특정 배출원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
역(주거/상업 및 농촌)은 지속적인 다이옥신의 대기로의 
유입이 적어 가스-입자의 분배가 기온에 의해 크게 향

을 받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1. Concentration of PCDD/Fs by sampling region and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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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raction of concentration between gas phase and par-
ticulate phase as sampling region and season.

3.3. 오염특성
Fig. 3에 ∑PCDD/Fs농도 및 TEQ 농도에 대한 17개 이
성질체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Fig. 3(a)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청주지역 대기 중 PCDD/Fs의 이성질체는 시료채취시
기 및 지점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어, 
유사한 오염원에 의해 향을 받고 있으며 국지적인 오염

원에 의한 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OCDD 이성질
체가 평균 2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1,2,3,4,6,7,8- 
HpCDF, OCDF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소각로 배출가
스 중 PCDD/Fs 이성질체의 특징은 연소물질 및 배기가스 

처리장치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1,2,3,4,6,7,8-HpCDF, OCDF, 1,2,3,4,6,7,8-HpCDD 
및 OCDD가 우세한 것으로 보고16)된 바 있으며, 본 연구
의 결과와도 일치하 다. 또한 모든 시료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2,3,7,8-TCDD를 비롯하여 1,2,3,7,8-PeCDD 및 1,2,3,4,7,8- 
HxCDD 이성질체는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TEQ농도에 대한 비교방법17,18)은 다이옥신 농도크

기에 대해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며, 소각 등의 연소공정에 
향을 받은 시료에서의 TEQ 농도에 기여하는 이성질체
는 농약 등의 향을 받은 시료에서의 이성질체와 구별이 
되기 때문에 오염특성 해석을 하는데 이용되어져 왔다. 
PCDD/Fs 이성질체 중 1,2,3,4,6,7,8-HpCDF는 pentachlor-
phenol (PCP) 농약에서 독성을 갖는 주요한 이성질체19)이

며, 2,3,4,7,8-PeCDF, 2,3,4,6,7,8-HxCDF 및 1,2,3,6,7,8-HxCDF
는 소각로 배출가스의 특징적인 이성질체16)로 알려져 있

다. 본 연구에서는 2,3,4,7,8-PeCDF가 가장 우세하 으며 

2,3,4,6,7,8-HxCDF, 1,2,3,6,7,8-HxCDF, 1,2,3,4,7,8-HxCDF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어 소각로 배출가스의 특징을 

보 다. 여름철 주거/상업지역의 이성질체 패턴이 다른 시
기와 다르게 나타난 것은 TEF값이 비교적 높은 2,3,7,8- 
TCDF, 1,2,3,7,8-PeCDF 및 2,3,4,7,8-PeCDF 이성질체가 검
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청주시 대기
는 특정한 오염원에 의한 향은 미비하며 일반적인 소각 
및 연소공정에 의한 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주시 대기 중 PCDD/Fs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성
분분석(PAC,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하 다. 주
성분분석은 어떤 문제에 대해 몇 개의 요인이 생각될 때, 

(a) ∑PCDD/FS = 1 (b) ∑TEQ = 1
Fig. 3. 17 Congener profiles normalized to ∑PCDD/Fs=1 and ∑TE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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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요인을 각각 독립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종합적으

로 취급하는 방법으로 분석된 PCDD/Fs 이성질체들의 종
합적 특성을 가능한 한 정보의 손실없이 소수의 종합적 

지수(주성분)로 대표하는 것이다. 근래에는 주로 오염물질
의 오염원을 추정하는데 이용되고 있다.20∼22)

주성분분석은 통계분석프로그램인 SPSS 10.0을 사용하
으며, PCDD/Fs 각 이성질체들의 가스/입자의 농도를 합
한 값을 입력변수로 사용하 으며, Table 2에서 보는바와 
같이 2,3,7,8-TCDD, 1,2,3,7,8-PeCDD 및 1,2,3,4,7,8-HxCDD 
이성질체는 모든 시료에서 검출농도 이하로 입력변수에서 
제외하 다.

Fig. 4에 대기시료의 PCA 결과(주성분 1 vs. 주성분 2)
를 나타내었다. 주성분분석 결과, 고유값이 1 이상인 주
성분이 총 3개 추출되었으며, 주성분 1이 70.5%, 주성분 2
가 12.4%, 및 주성분 3이 8.2%로 나타났다. Fig. 4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주성분 1과는 입력된 14개의 이성질체 중 11
개 이성질체가 0.7 이상의 높은 양의 상관성을 나타내었으
며, 주성분 2와는 OCDF가 강한 양의 상관을, 1,2,3,6,7,8- 
HxCDD가 강한 음의 상관성을 보 다. 주성분 3과는 OCDD
가 높은 양의 상관성(0.88)을 보 다. 따라서 주성분 1과 
강한 상관(>0.8)을 나타내는 이성질체는 4염소, 5염소, 6염
소, 7염소로 치환된 퓨란 및 7염소로 치환된 다이옥신 이
성질체로 PCDD/Fs 중 퓨란의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으며, 주성분 2는 퓨란과 다이옥신 이성질체가 
각각 치환된 염소수가 많을수록 양의 상관성을 나타내고, 
적을수록 음의 상관성을 보여 주성분 2는 치환된 염소수
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주성분 3은 OCDD의 특성을 
나타내는 주성분으로 해석하 다.
이들 주성분을 다이옥신의 오염원 및 거동과 관련하여 

보면, 주성분 1은 퓨란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소각 등 
연소공정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은 퓨란류가 우세하기 때

문에 주성분 1은 소각 등 연소공정의 발생원으로 해석하

다. 주성분 3은 OCDD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
이옥신의 발생원 중 하나인 PCP의 특성을 나타내는 주요 
이성질체이므로 주성분 3은 농약류인 PCP로 해석하 다. 
주성분 2의 경우 치환된 염소수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
로, 대기 중 다이옥신은 치환된 염소수에 따라 가스-입자
분배, 침적 등에서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주성분 2는 대기 중 다이옥신의 거동 특성을 대
표하는 성분으로 해석하 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청주시 대기 중 PCDD/Fs는 PCDFs 
이성질체가 PCDDs 이성질체와 다른 특성을 나타내며, 치
환된 염소수의 차이에 따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소각 등 연소공정 및 농약류인 PCP에 불
순물로 함유된 다이옥신이 대기 중 PCDD/Fs의 오염에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향이 청주지역내에서 발생하는 향인지 혹은 주변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확산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이옥
신류에는 총 210개의 많은 이성질체가 존재하나 본 연구
에서는 독성등가계수를 가지는 17개 이성질체만을 분석
하 으며, 또한 17개 이성질체 대부분이 가스상에서 검출
되지 않아 이성질체오염원으로부터의 지속적인 향여부

를 판단할 수 있는 거동해석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다이옥신의 오염수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한 추가적인 실험 등의 필요성은 높지 않다

고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비교적 청정한 지역인 청주시를 대상으로 대

기 중 다이옥신의 오염수준 및 거동을 조사하 다. 청주
지역 대기 중 다이옥신 농도는 국내의 다른 지역과 유사

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입자와 결합

Fig. 4. Factor loading plot (PC 1 vs. PC 2) by 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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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성질체 패턴비교 및 통계적 
해석 결과, 일반적인 대기 중 다이옥신의 오염형태를 보
으며, 소각 및 연소공정에 의해 주로 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주시 대기 중 다이옥신은 PCDDs
와 PCDFs가 다른 특성을 나타냈으며, 치환된 염소수의 차
이에 따른 특성도 나타내어 대기 중 이들 물질의 거동 특

성이 다름을 예상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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