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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concentrations and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in an

industrial complex and surrouding affected residential areas were investigated in an effort to support the efficient

management of VOCs.

Methods: The atmospheric concentrations of VOCs were analyzed at sites around the Sihwa-Banwol complex

located in the cities of Siheung and Ansan and in the surrounding affected residential areas. The appearance of

VOC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temporal and spatial distribution were evaluated.

Results: The total VOC concentrations in the industrial complex were detected at 1.9-2.3 times higher than in

the affected areas, but the daily VOCs distributions showed similar patterns in both sites.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the composition ratio of the VOCs and concentration fluctuations over time in the affected areas

are similar to those in the adjacent industrial complex. VOC levels in the affected areas were higher than in

residential areas in cities without an industrial complex.

Conclusions: VOCs in residential areas near an industrial complex were highly distributed due to the influence

of continuous pollutant emissions from the industrial complex. Therefore, the management of VOCs in the

atmosphere of the affected area is important for identifying and managing the sources of VOCs detected in high

concentrations in the industrial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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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과학의 발전에 따른 산업화는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특

히 도심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은 폭넓은 분포와 물질 자체의

유해성 등으로 지난 수년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VOCs는 표준 대기압 (101.325 kPa)에서 250oC 미

만의 끓는점을 가진 화합물질1)로 대기 중에서 가스

상으로 존재하며 특정 조건에서 광화학반응에 의한

오존과 미세입자 물질의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한다.2) 또한 노출시 코, 목, 눈의 자극 등 급성

증세를 유발시키며 두통, 메스꺼움, 어지럼증, 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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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키고 간, 신장 등의 내장기

관에도 손상을 입힐 수 있으며, 만성적 건강 위험으

로는 신경계 장애인 감각 이상, 시각 및 청각장애,

기억력 감퇴, 수면장애, 정서장애 및 피로 등 운동

장애를 유발하며,3,4) 특히 벤젠, 1,3-부타디엔, 염화비

닐과 같은 일부 VOCs는 국제암연구소(IARC)에 의

해 인간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된 독성 물질이다.5)

VOCs의 주요 발생원으로는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

과 고정배출원으로 유기용제 사용산업(운송장비 제

조,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 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6) 연소시

설 및 발전소, 폐수 배출시설, 매립장, 도로포장 등

으로 매우 광범위하며 다양하다.7)

경기도의 2016년 VOCs 배출량은 약 185,131톤으

로 전국 배출량의 18.3%를 차지하며, 그중 시화·반

월 산단은 총배출량 중 17.7%인 32,684톤을 배출하

고 있다.8) 2015년 1월 기준으로 시화·반월 산단 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3,140개소로 금속, 화학, 섬

유, 비금속, 식품, 피혁, 제지 등의 업종이 조업 중

이며, VOCs 배출 사업장은 144개소가 허가·신고 운

영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9)

이들 산단은 주거지역과 인접하고 있어 VOCs 등

각종 유해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등으로 인한 많은

환경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해 휘발성 유

기화합물질은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

치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물질이다.

경기도는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오염실태 파악 등

대기 성분분석을 위해 평택, 포천, 김포, 이천 등에

각각 대기 성분측정소를 설치하여 권역별 종합적인

감시시스템을 운영 중이나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이

인접한 시화·반월지역은 제외된 상황으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안산시의 반월산단과 시흥시 시화산단

그리고 그 영향(주거) 지역의 대기 중 VOCs의 검출

및 분포 특성 등을 파악하여 지역 대기오염원 관리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측정지점 및 기간

본 연구에서는 안산시에 입지한 반월산단 내 2개

지점, 시흥시에 입지한 시화산단 내 2개 지점과 풍

향 자료를 기초로 산단에서 오염물질의 유입이 예측

되는 시흥과 안산의 영향(주거)지역 각각 2개 지점

등 총 8개 지점(Fig. 1)을 연구 대상 지점으로 선정

하였다(Table 1).

대기 시료는 지점별 건축물의 옥상에서 2018년 2

월(1차), 5~6월(2차), 8월(3차), 11월(4차)등 총 4차

Fig. 1. Study area with sampling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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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누어 채취하였다. 시료채취는 1~2일 차에 주간

2회(오전; 11:00~12:00, 오후; 14:00~15:00)와 야간

1회(23:00~24:00)로 각각 60분씩 시료를 채취하였고

3일 차는 주간 시료만 채취하여 총 8개 시료(주간 6

시료, 야간 2시료)를 분석 시료로 하였다. 시료 채취

기간에 기상자료를 Table 2에 나타내었으며, 온도

(Temp.), 풍향(W.D.)과 풍속(W.S.)은 대기오염측정소

측정 자료로 안산지역은 BWI-2, 시흥지역은 SHI-2

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결과를 평가하는 데 활용하

였다.

2.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VOCs의 시료채취와 분석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환경부)의 환경대기 중 유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시험방법-고체흡착관법(ES 01804.2)을 주 시험방법

으로 하고 EPA TO-17A를 참고하였다. 시료 채취는

저유량 펌프(Σ30, Sibata, Japan)의 유입관에 흡착관

을 장착하여 60 mL/분의 흡인 유량으로 60분간 약

3.6 L 공기를 포집하였다. 흡착관은 3 bed type (C3-

AAXX-5035, Markes international Ltd., UK)으로 흡

착제 Carbopack C + Carbopack B + Carbosieve SIII

가 각각 충전된 것으로 사용 전 320oC에서 2시간

열탈착 컨디셔닝 후 사용하였다. 흡착관에 포집된 시

료는 자동열탈착 시료주입장치(Unity2-Ultra, Markes,

UK)에서 250oC로 10분간 열탈착 시킨 후 −15oC로

유지되는 cold trap (U-T2GPH, Markes, UK)에 농

축되고 다시 300oC에서 3분간 열탈착 되어 가스크

로마토그래프(450GC, Varian, USA)-질량분석기

(220MS, Varian, USA)에 주입된다. VOCs 검량을

위해 표준가스(JHAP 43 mix gas 1 ppm in nitrogen,

Supelco 500429)를 흡착관에 단계적으로 주입(5, 10,

20, 40, 100 mL)하여 흡착시킨 후 열탈착-가스크로

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를 이용한 분석 크로마토그램

의 피크(peak) 면적으로부터 검정곡선을 작성하였다.

GC 분석에 사용한 column은 VF-1ms (60 m, 0.25

mm, 1 μm, Agilent J&W)으로, 분석 온도 조건은

40oC에서 5분간 유지하고 분당 6oC씩 증가시켜 220oC

까지 온도를 높인 후 다시 분당 20oC씩 상승, 최종

290oC에서 5분간 유지해 분석대상 VOCs가 column

을 모두 통과하도록 하였다. 각각의 VOCs 정성 확

Table 1. Location and characteristics of sampling sites

Areas Sites Around environment

Siheung

① JWD-3 Jeongwang-3dong office Residential area

Distance from center of Sihwa industrial complex: 2 km② JWD-1 Jeongwang-1dong office

⑤ SHI-1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sihwa office, Jeongwang-dong
Sihwa-industrial complex

Number of VOCs discharge facilities: 1,456

(51 companies) (2018)⑥ SHI-2
Air quality monitoring station, 1364,

Jeongwang-dong

Ansan

③ BWD Backun-dong office, danwon-gu Residential area

Distance from center of Banwol industrial complex: 3~4 km④ CJD Choji-dong office, danwon-gu

⑦ BWI-1
Air quality monitoring station,

wonsi-dong, danwon-gu
Banwol-industrial complex

Number of VOCs discharge facilities: 243

(11 companies) (2018)⑧ BWI-2
HAPs monitoring station, 777,

wonsi-dong, danwon-gu

Table 2. Summary of meteorological data during sampling dates

Round Date
JWD-1, JWD-3, SHI-1, SHI-2

Date
BWD, CJD, BWI-1, BWI-2

Temp. (oC) W.S. (m/s) W.D. Temp. (oC) W.S. (m/s) W.D.

1 2018. 02.20~22 1.8±4.2 2.9±1.4 SW 2018. 02.26~28 3.6±4.4 1.2±1.1 SW

2 2018. 05.14~17 21.6±3.5 2.0±1.6 SSE 2018. 06.04~08 23.1±3.3 1.8±0.4 WSW

3 2018. 08.06~08 32.3±3.1 2.7±1.6 W 2018. 08.13~20 31.1±3.2 1.7±0.5 SSW

4 2018. 11.12~14 11.1±5.5 1.4±0.8 S 2018. 11.19~21 8.5±2.9 1.6±0.5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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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위해서 물질별 머무름 시간과 3개 질량의 이

온비를 이용하였고, 정량은 하나의 정량이온을 선정

하여 외부표준법(external standard method)에 따른

검정 곡선으로부터 시료를 정량하였다.

3. 측정분석 정도관리

분석 크로마토그램의 VOCs 개별 물질의 머무름

시간에 대한 재현성을 확인한 결과 1% 이하로 평가

되었으며 개별 물질에 대한 검정곡선 작성 결과 R2

값은 0.99 이상으로 우수하였다. 반복 정밀도는 표

준가스 5 mL (10~30 ng)를 흡착관에 주입 7회 반복

분석한 결과 상대표준편차(RSD)는 2.0~6.0% 정도

로 나타났고 이때 표준편차와 신뢰수준 99%에서 t-

분포(자유도 6)에 따라 산출된 43종 물질의 방법검

출한계 (MDL) 범위는 0.8~3.0 ng으로 평가되었다.

바탕시료(blank sample) 평가는 흡착관 시료 10개

분석 시마다 현장 바탕시료를 1개 분석하여 분석물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극소수의 피크를 제외하고는 노이즈(noise)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검출한계 이상은 시료의 피크 적분값

에서 제외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VOCs 농도 분석

1.1. VOCs 분포 특성

대기 중에 존재하는 VOCs의 검출빈도와 농도를

파악하는 것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주요 관리대상

및 우선순위 물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10)

본 연구에서는 안산시와 시흥시에 입지한 시화-반

월 산업단지 내 4개 지점과 그 영향(주거) 지역 4개

지점을 대상으로 총 43개 항목의 VOCs를 분석한

결과 29종의 물질이 검출되었다(Table 3). 검출된

VOCs의 농도는 toluene > methylene chloride > ethyl

benzene > m,p-xylene > o-xylene > benzene >

trichloroethylene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검출빈도는

trichloroethylene (60%)를 제외한 이들 물질이 평균

95% 이상으로 대기 중 상시 존재하는 물질인 것으

로 나타났다.

2017년 국내 화학물질별 배출량은 xylene 12,187

톤(21.7%), toluene 9,677톤(17.2%), ethyl acetate

6,885톤(12.2%), methyl ethyl ketone 4,517톤(8.0%),

methylene chloride 3,403톤(6.1%), methyl alcohol

3,400톤(6.0%), ethyl benzene 2,988톤(4.4%)으로 총

배출량의 75.6%를 차지하고 있다.11) 본 조사지역에

서 확인되는 VOCs의 검출빈도와 농도수준은 이 물

질들이 산업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 시 용제, 세정 및 세척제로

사용하는 toluene과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 전

기장비 제조 시 용제, 세정 및 세척제로 사용되는

methylene chloride는 농도 및 검출 순위에서 주요한

오염물질로 확인되었다.

조사지점별 총 VOCs 농도는 시화 산단의 SHI-1,

SHI-2에서 평균 121.8과 86.8 μg/m3로 각각 나타났

고 영향지역 JWD-3, JWD-1에서 평균 48.7과 62.3

μg/m3로 나타나 산단이 영향지역보다 평균 1.9배 높

은 농도분포를 나타냈으며, toluene과 methylene

chloride는 두 지역 간 농도 차이에도 불구하고 산단

과 영향지역의 총 VOCs 농도의 57, 58%로 각각 유

사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반월 산단의 BWI-1, BWI-2에서 검출된 총

VOCs는 92.0과 106.2 μg/m3로 각각 나타났고, 영향

지역 BWD와 CJD에서는 64.7과 50.4 μg/m3로 나타

나 산단 지역이 영향지역보다 1.7배 높게 나타났으

며, 검출된 농도 중 toluene과 methylene chloride가

차지하는 비율은 산단과 영향지역에서 평균 77.1과

70.1%로 시화 산단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산단과 영향지역에서 VOCs는 산단이 높

고 영향지역이 낮을지라도 영향지역의 VOCs 구성

비율 등 출현특성은 인접한 산단과 유사하게 나타났

으며 특히, 산단에서 높게 분포하는 VOCs 물질이

오염원이 없는 영향지역에서도 동일한 분포로 나타

나는 것은 인접 산단에서 발생하는 VOCs가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1.2. 시간대별 VOCs 분포 특성

대기 중 VOCs는 배출원, 배출강도, 조업시간, 광

화학반응, 바람 등 국지적 기상 요인 등에 의해 지

역적 분포12,13)와 시간별 농도분포를 나타낸다.

오전, 오후 및 야간의 시간대별 VOCs의 농도분포

를 Fig. 2에 나타내었다. SHI-1과 SHI-2를 제외한

조사지점에서 시간별 농도는 오전 시간에 제일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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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고, 오후, 야간의 순서로 감소했다. SHI-1에서

는 주간, 야간, 오후 순서의 농도분포를 보였으며,

SHI-2에서는 오전에 높고 오후 및 야간에는 유사한

농도분포를 나타냈다.

BTEX (benzene, toluene, ethyl benzene, and xylene)

등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인위적 오염원의

영향을 적게 받는 녹지지역은 대기 안정과 정체로

오염물질이 축적되는 시간대인 야간에 농도가 높고,

주거지역은 출근 시간 및 하루 중 일상 활동이 활

발한 오전 시간에 농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했다.10,13)

또한 외부 영향을 받지 않는 주거지역의 경우 상시

존재하는 일정한 배출량이 기상조건에 따른 농도변

동 수준으로 하루 중 변화가 거의 없으며,14) 공업지역

에서 시간별 toluene 농도는 조업이 시작되는 8시에

서 10시 사이에 최고 농도를 보이고 점심시간 일시

조업이 정지되는 12시에 최저 농도를 나타낸 후, 다

Table 3. VOCs concentration of sampling points in Ansan and Siheung (unit: µg/m3)

Compounds 

Sites

JWD-3 

(n=32)

JWD-1

(n=32)

SHI-1

(n=32)

SHI-2

(n=32)

BWD

(n=32)

CJD

(n=32)

BWI-1

(n=32)

BWI-2

(n=32)

1 Halocarbon 12 1.3±1.1 1.3±1.0 1.1±1.1 1.1±1.1 1.4±1.1 1.1±0.8 1.4±1.0 1.5±1.1

2 Halocarbon 114 0.1±0.3 0.2±0.4 0.1±0.3 0.1±0.3 N.D N.D N.D 0.1±0.3

3 Vinyl chloride N.D N.D N.D 0.1±0.3 N.D N.D N.D N.D

4 Ethyl chloride N.D N.D 0.3±0.9 0.1±0.3 N.D N.D 0.1±0.5 0.1±0.4

5 Halocarbon 11 1.3±0.9 1.6±1.6 1.3±0.9 1.2±0.8 1.2±0.8 1.0±0.5 1.2±0.5 1.1±0.6

6 Methylene chloride 4.3±5.0 9.1±11.7 19.7±38.2 12.8±11.1 8.6±12.1 5.7±5.1 11.0±13.6 28.4±40.4

7 3-Chloropropylene N.D 0.1±0.4 0.2±0.8 N.D 0.3±1.3 N.D 0.1±0.3 N.D

8 Halocarbon 113 0.2±0.4 0.3±0.5 0.2±0.4 0.2±0.4 0.1±0.2 N.D N.D 0.1±0.1

9 cis-1,2-Dichloroethane N.D N.D N.D N.D 0.2±0.9 N.D N.D N.D

10 Chloroform 0.6±0.9 1.2±1.6 0.9±1.8 1.3±2.5 0.6±1.3 0.3±0.3 0.6±0.6 1.0±1.5

11 1,2-Dichloroethane 0.2±0.4 0.3±0.5 0.7±2.3 0.3±0.6 0.1±0.2 N.D 0.1±0.2 0.1±0.2

12 Benzene 1.5±1.0 1.9±1.6 1.8±1.6 2.0±1.8 1.2±1.0 1.0±0.7 1.3±0.9 1.2±0.8

13 Carbon tetrachloride 0.1±0.2 0.1±0.2 0.1±0.2 0.1±0.2 0.0±0.1 0.0±0.1 0.0±0.1 N.D

14 1,2-Dichloropropane 0.4±0.8 0.6±0.7 1.0±1.6 0.5±1.0 0.4±0.6 0.7±1.9 0.7±0.9 1.5±1.6

15 Trichloroethylene 1.6±2.7 1.3±1.5 1.7±2.6 2.3±2.5 0.6±0.7 0.4±0.7 1.1±2.1 1.5±2.5

16 Toluene 23.0±30.0 28.8±43.7 42.0±46.4 41.8±42.2 37.6±52.9 29.4±29.7 57.2±57.5 57.0±55.7

17 Tetrachloroethylene 0.2±0.7 0.3±1.0 0.0±0.1 0.3±0.9 0.3±0.6 0.2±0.8 1.1±2.1 0.3±1.0

18 Chlorobenzene 0.7±2.9 0.2±0.5 0.2±0.5 0.8±2.9 N.D N.D 0.4±1.9 N.D

19 Ethylbenzene 4.2±4.2 4.7±5.6 11.9±13.7 8.7±8.0 4.2±5.2 3.2±2.2 3.5±3.6 4.2±4.9

20 m,p-Xylene 3.0±3.1 3.7±4.9 15.5±19.4 5.4±6.3 2.8±4.2 3.0±1.8 2.8±3.7 3.2±5.8

21 Styrene 0.9±1.9 0.9±1.1 0.9±1.0 1.2±2.0 0.2±0.4 0.7±0.2 0.4±0.7 0.6±1.6

22 o-Xylene 2.0±2.1 2.6±3.6 16.5±25.0 3.0±4.3 1.9±2.8 1.9±1.3 1.8±2.2 2.0±3.5

23 4-Ethyltoluene 0.3±0.4 0.3±0.4 0.8±1.4 0.4±0.6 0.2±0.4 0.2±0.1 0.2±0.2 0.2±0.2

24 1,3,5-Trimethylbenzene 0.2±0.2 0.3±0.3 0.5±0.6 0.4±0.6 0.3±0.5 0.1±0.3 0.1±0.3 0.2±0.4

25 1,2,4-Trimethylbenzene 0.8±1.1 0.8±1.4 2.8±4.8 1.1±1.9 0.5±0.9 0.3±0.5 0.7±0.9 0.6±1.2

26 1,3-Dichlorobenzene 1.0±1.5 1.1±1.6 1.1±1.8 1.0±1.8 1.7±2.5 0.7±1.5 1.0±1.9 1.0±2.3

27 1,4-Dichlorobenzene 0.3±0.9 0.4±0.7 0.2±0.6 0.3±0.9 0.1±0.3 0.2±0.7 N.D 0.1±0.2

28 1,2-Dichlorobenzene 0.3±0.6 0.2±0.5 0.4±0.8 0.2±0.5 N.D N.D N.D N.D

29 1,2,4-Trichlorobenzene 0.1±0.4 N.D N.D 0.1±0.4 N.D N.D N.D N.D

SUM 48.7±46.4 62.3±65.8 121.8±117.8 86.8±65.6 64.7±76.7 50.3±37.7 91.9±77.8 106.2±88.7



시흥 · 안산 산단 및 영향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분포 특성 261

http://www.kseh.org/ J Environ Health Sci 2020; 46(3): 256-266

시 조업 재개에 따라 증가하여 퇴근 시간인 18~20

시에 고농도를 보였다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했다.15)

본 연구는 선행 연구 보고와 유사한 분포패턴으로

활발한 생산활동이 시작되는 오전에 VOCs가 높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했다. 영향지역은 오전이 야간보

다 2.9~5.0배 높게 분포했으며, BWI-1을 제외한 산

업단지에서 오전과 야간의 농도비는 1.3~1.5배 수준

으로 조업이 이루어지는 주간에 높게 분포하고 조업

이 끝난 야간에 낮아지는 일반적인 경향을 보였으나

일부 기간에는 야간이 주간보다 높은 농도로 분포하

였는데, 이는 주간 조업으로 배출된 오염물질이 야

간 기온역전에 따른 풍속의 감소로 확산이 적어진

영향이거나 계속된 야간조업으로 오염물질의 증가가

원인으로 판단된다. 대기 중 VOCs 농도분포는 배출

원의 배출강도와 조업시간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판단되며 영향지역은 VOCs 배출량이 적은 주거

지역 임에도 인접한 산단지역의 영향으로 산단과 유

사한 일간 농도변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1.3. 측정지점별 VOCs 농도 상관성

산업단지와 인접한 영향지역은 산업활동으로부터

배출되는 다양한 오염물질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영향지역은 시화, 반

월 산업단지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거리가 2~4 km 이

내로 인접해 있다. JWD-1과 JWD-3은 시화 산단의

북동쪽에 있으며, BWD와 CJD은 반월 산단의 북동

쪽과 동쪽에 각각 위치해 서해로부터 불어오는 바람

의 영향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들 주거지역의 VOCs는 산단지역과 인접하지 않은

다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보다 높은 농도 수준으로

분포한다.16)

 산단과 영향지역의 지점별 VOCs의 상관성을 파

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결과(Pearson 상

관계수 값)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상관관계 계수

의 해석은 상관계수 값 0.8 이상은 매우 강한 상관,

0.6~0.8은 강한 상관, 0.4~0.6은 비교적 강한 상관,

0.2~0.4는 보통 상관, 0.1~0.2는 약한 상관, 0.1 이하

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17)

시화 산단의 영향지역 JWD-1과 JWD-3는 오전에

SHI-2와 강한 상관성을 각각 나타냈고, SHI-1과는

오후에 매우 강한 상관성을 각각 나타냈으며 야간에

는 비교적 강한 상관성을 각각 나타냈다. 반월 산단

의 영향지역 BWD와 CJD는 오전에 BWI-1과 BWI-

2와 강한 상관성이 나타났고 BWI-1와 오후 및 야간

에는 매우 강한 또는 강한 상관성이 각각 나타났다.

한편 영향지역의 각각 인접한 JWD-1과 JWD-3 및

BWD와 CJD 사이에 확인된 강한 상관성은 다양한

VOCs 발생원이 존재하는 인접 산단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바람 등 활발한 대류현상은 오염된 공기 또는 깨

끗한 공기의 유입 및 유출로 지역적인 농도변동을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이다. 오후 시간대에 풍속은

SHI-2와 강한 상관성(0.69, p<0.05)을 보이고 야간에

는 BWI-2와 강한 음의 상관성(−0.61, p<0.05)을 나타

내었으나 두 지점을 제외한 다른 지점에서는 전반적

인 상관성이 파악되지 않았다. 그러나 산단에서 불

어오는 주간의 남서풍과 야간의 남풍의 영향으로 산

단과 영향 주거지역 간에 VOCs 농도의 강한 상관

Fig. 2. Comparison of VOCs concentrations collected samples in Siheung (a) and Ansa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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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2. BTEX 농도 분석

2.1. BTEX 농도

BTEX는 산업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물질로

이중 toluene, ethyl benzene 및 xylene는 국내 화학

물질 배출량 중 49.9%를 차지하고 있으며,11) 국내에

산재한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에서 이와 관련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BTEX 농도는 총

VOCs 농도의 70.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어 대기 중 VOCs의 관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Table 5에 BTEX를 중심으로 지역별 오

염수준을 비교하여 나타냈다.

도시지역의 자동차 배출가스와 연료를 주입할 때

와 산업현장에서 주로 배출되는 발암물질 benzene

은 VOCs 물질 중에서 유일하게 환경기준(5 μg/m3)

을 설정하여 대기 유해물질 관리지표로 모니터링하

고 있다. 산단과 영향지역에서 benzene의 평균농도

는 시흥에서 1.9와 1.7 μg/m3로 각각 조사되었고, 안

산에서 1.3과 1.1 μg/m3로 각각 조사되어 선행된 연

구결과17,18)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고 전 지역 평균

농도는 1.5 μg/m3으로 대기환경기준(5 μg/m3)의 30%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Toluene의 선행 연구결과18,19)

공업지역은 농도범위가 43.6~74.9 μg/m3로 본 연구

결과는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나 주거지역은 선행11,17)

보고된 결과 범위 7.3~18.6 μg/m3 보다 높게 나타

났다. Ethyl benzene의 농도는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에서 3.5~11.9 및 3.2~4.7 μg/m3 수준이며, xylene은

SHI-1 지점에서 32.0 μg/m3로 높은 농도로 검출되었

으나 다른 지점에서는 선행17-19) 보고된 결과와 유사

한 수준을 보였다. Xylene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화학물질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

업 등에 사용되어 SHI-1 조사지역 주변에 입지한

화학물질제조업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흥과 안산의 산단지역의 BTEX 총 농도는 평균

74.3과 67.2 μg/m3으로 각각 조사되었고, 영향지역에

서는 평균 37.6과 43.2 μg/m3으로 각각 조사되어 1.8

배 정도 공업지역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업

지역에 대한 앞서 언급된 선행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2017년 경기도 공업지역 평균 61.2 μg/m3, 부산 감

전동 등 평균 68.8 μg/m3, 대구 이현동 등 평균 82.2

μg/m3 등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에서 공업지역 결과

는 대구 공업지역을 제외하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영향(주거) 지역은 평균 40.4 μg/m3으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VOCs concentration and wind speed at each site

Time

(samples) 
JWD-3 JWD-1 SHI-1 SHI-2 W.S.

W.D.

(ratio)
BWD CJD BWI-1 BWI-2 W.S.

W.D.

(ratio)

11:00

-

12:00

(N=12)

JWD-3 -1.00 SW

(30%)

SE

(30%)

NW

(25%)

BWD -1.00 SW

(35%)

SE

(35%)

NW

(10%)

JWD-1 -0.84**-1.00 CJD -0.92**-1.00

SHI-1 -0.49 -0.45 -1.00 BWI-1 -0.71**-0.75**-1.00

SHI-2 -0.77**-0.82**-0.40 -1.00 BWI-2 -0.66* -0.71**-0.51 -1.00

W.S. -0.18 -0.17 -0.12 -0.15 1.00 W.S. -0.09 -0.21 -0.15 -0.39 1.00

14:00

-

15:00

(N=12)

JWD-3 -1.00

SW

(60%)

NW

(20%)

BWD -1.00

SW

(60%)

NW

(10%)

JWD-1 -0.78* -1.00 CJD -0.95**-1.00

SHI-1 -0.90**-0.92**-1.00 BWI-1 -0.88**-0.91**-1.00

SHI-2 -0.01 -0.44 -0.33 -1.00 BWI-2 -0.31 -0.29 -0.36 -1.00

W.S. -0.43 -0.06 -0.25 -0.69* 1.00 W.S. -0.41 -0.34 -0.31 -0.37 1.00

23:00

-

24:00

(N=8)

JWD-3 -1.00 NE

(25%)

E 

(20%)

S 

(15%)

BWD -1.00

N 

(45%)

S 

(45%)

JWD-1 -0.87**-1.00 CJD -0.85**-1.00

SHI-1 -0.77* -0.65* -1.00 BWI-1 -0.72* -0.95**-1.00

SHI-2 -0.15 -0.02 -0.37 -1.00 BWI-2 -0.00 -0.47 -0.49 -1.00

W.S. -0.38 -0.15 -0.37 -0.54 1.00 W.S. -0.25 -0.48 -0.47 -0.61* 1.00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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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경기도 평균 22.3 μg/m3, 대구 지산동 15.6 μg/m3,

서울 구로와 강남 평균 29.8 μg/m3보다 높은 농도를

보여 인접한 산단의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2. BTEX 물질별 분포 특성

대기 중 방향족화합물의 분포비율은 VOCs 발생

원 파악과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20) 본 연구에서

BTEX의 상대적 농도 분포비율을 Table 6에 나타냈

다. 시흥의 영향지역(JWD-3, JWD-1)은 0.4:5.5:1:1.2,

0.4:6.1:1:1.3의 분포비율을 나타냈고 산단(SHI-1,

SHI-2)은 0.2:3.5:1:2.7, 0.2:4.8:1:1.0의 분포비율을

각각 나타냈다. 안산은 영향지역(BWD, CJD)에서

0.3:9.0:1:1.1, 0.3:9.2:1:1.5의 분포비율을 보였고 산

단(BWI-1, BWI-2)은 0.4:16.3:1:1.3과 0.3:13.6:1:1.2

의 분포비율을 각각 나타냈다. 시흥과 안산 각각의

영향지역 및 산단 사이에는 유사한 분포비율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단-영향지역 간에도 상호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시흥-안산지역 간 각각의

비율은 다른 경향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B/T의 값은 교통량이 증가하는 지역

에서 증가하고 산업시설 등의 오염물질배출시설이

많을수록 감소함으로 조사지역의 차량 등 선 오염원

의 영향을 평가하는 인자로 활용되며, X/E의 비율

은 ethyl benzene보다 xylene의 빠른 광화학 반응성

과 관련하여 조사지점과 배출원의 거리를 평가할 수

있다.21) 본 연구에서 시흥과 안산 영향지역에서 B/T

는 각각 0.07과 0.03으로 대구의 주거지역 및 상업

지역20)에서의 0.23 및 0.20보다 낮게 나타나 인접한

산단 오염물질 배출 영향을 직접 받는 결과로 판단

된다. 산단의 낮은 B/T는 이들 지역의 주요 배출원

으로 톨루엔을 주로 사용하는 산업시설의 영향인 것

으로 판단되며, SHI-1에서 ethyl benzene의 농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X/E가 높은 것은 주변에 xylene

과 ethyl benzene을 도장 용제로 사용하는 사업장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3. VOCs 분포 패턴 분석

지역별 VOCs 농도분포 사이의 상관성을 파악하

Table 5. Average concentrations of BTEX for all sampling sites in this study and other cities (unit: µg/m3)

Site Benzene Toluene Ethyl benzene Xylene BTEX Ref.

Siheung

JWD-3
Residential

1.5 23.0 4.2 5.0 33.7

This study

JWD-1 1.9 28.8 4.7 6.3 41.5

SHI-1
Industrial

1.8 42.0 11.9 32.0 87.7

SHI-2 2.0 41.8 8.7 8.4 60.9

Ansan

BWD
Residential

1.2 37.6 4.2 4.7 47.8

CJD 1.0 29.4 3.2 4.9 38.5

BWI-1
Industrial

1.3 57.2 3.5 4.6 66.7

BWI-2 1.2 57.0 4.2 5.2 67.6

Gyeonggi-do

Roadside 1.4 15.4 3.4 3.5 23.6
Kim 

et al.16)
Residential 1.2 16.1 2.1 2.9 22.3

Industrial 1.6 43.6 7.4 8.6 61.2

Busan
Gamjeon Industrial 1.9 45.3 8.0 9.4 64.5 Jung 

et al.18)Jangrim Industrial 1.8 46.0 13.3 11.9 73.0

Daegu

Ehyun-Dong Industrial 0.7 43.9 3.6 7.7 55.9

Kim 

et al.19)
Galsan-Dong Industrial 0.8 74.9 6.2 12.4 94.2

Nowon-Dong Industrial 0.7 73.6 9.7 12.7 96.6

Jisan-Dong Residential 0.6 7.3 3.4 4.3 15.6

Seoul

Guro-Gu Residential 1.5 17.9 2.7 5.9 28.1

NIER11)Gangnam-Gu Residential 1.7 18.6 5.1 6.0 31.4

Seoul station Roadside 1.8 22.5 2.8 4.5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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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지역적 요인을 개략적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통계

처리 프로그램인 SPSS statistics (ver. 17.0)를 활용

하여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요인분석방법은 주성

분분석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으로 고유값

(eigenvalue) 기준 1 이상으로 요인의 수를 추출하였

으며 쿼티멕스(quartimax) 회전한 성분 값으로 요인

분석을 하였다. 분석자료는 시흥과 안산지역의 각 지

점에서 분기별 측정한 주간과 야간 평균값으로, 검

출빈도와 농도 값이 큰 개별 VOCs 물질을 대상으

로 하였다.

분석결과 시흥지역은 세 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

며 총 분석 자료의 8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Fig. 3). PC1은 공업지역과 영향지역의 주야간 농

도 패턴이 혼합된 패턴으로 71%의 설명력을 보였으

며, PC2는 하절기 야간, PC3는 초봄에서 늦은 봄철

야간의 분포 패턴으로 각각 10과 8%의 분산 설명력

을 나타냈다. 안산지역은 두 개의 요인이 91%의 설

명력으로 추출되었다. PC1은 공업지역과 영향지역이

혼재된 패턴으로 55%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PC2

는 공업지역 패턴으로 36%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추출된 요인별 농도분포(Fig. 4)를 살펴보면 시흥

에서는 PC1은 toluene 42%, methylene chloride와

halocarbon 15%로 VOCs의 57%를 차지했다. PC2

는 ethyl benzene 42%, halocarbon 18%, methylene

chloride 15%로 VOCs의 75%를 차지했으며, PC3은

toluene 18%, o-xylene 16%, m,p-xylene 13%,

methylene chloride 10%로 VOCs의 57%를 차지했

Fig. 3. Component plot in rotated space by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using VOCs concentration from Siheung (a) and

Ansan (b). Note: In component plot, alphabet (a~h) means sampling sites; a: JWD-3, b: JWD-1, c: SHI-1, d: SHI-

2, e: BWD, f: CJD, g: BWI-1, and h: BWI-2. First digits (1~4) mean sampling sequence and last digits (1 & 2)

mean daytime sample of 1 and night time sample of 2

Table 6. Relative BTEX concentration for sampling sites

and other city (Daegu)

Site
B:T:E:X conc. ratios

Ref.
B (B/T) T E X

Siheung

This 

study

JWD-3 0.4(0.07) 5.5 1 1.2

JWD-1 0.4(0.07) 6.1 1 1.3

SHI-1 0.2(0.04) 3.5 1 2.7

SHI-2 0.2(0.05) 4.8 1 1.0

Ansan

BWD 0.3(0.03) 9.0 1 1.1

CJD 0.3(0.03) 9.2 1 1.5

BWI-1 0.4(0.02) 16.3 1 1.3

BWI-2 0.3(0.02) 13.6 1 1.2

Daegu

Choi

et al.24)
Residential 2.6(0.23) 11.3 1 1.2

Commercial 2.2(0.20) 11.0 1 1.6

Industrial 1.0(0.07) 14.9 1 1.3

B: Benzene, T: Toluene, E: Ethyl benzene, X: Xyl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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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산에서 PC1은 toluene 55%, methylene

chloride 13%로 이 두 물질이 68%를 차지하고 있으

며, PC2는 toluene 43%, methylene chloride 29%

및 ethyl benzene 10%로 각각 나타나 VOCs의 82%

를 차지했다. 요인별 특성에 따라 VOCs의 분포가

다양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한바, 지역별 배출원 분

포 등의 자료와 연계한 물질별 배출원 기여도 평가

등 오염원 해석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IV. 결 론

대규모 산단이 위치한 도시의 주거지역은 각종 대

기오염물질과 악취 등의 환경문제로 많은 민원이 발

생한다. 특히, VOCs 등과 같은 유해 대기오염물질

은 인근 영향지역 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급히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안산시와 시흥시에 입지한 시화·반월

산단과 주변 영향지역을 대상으로 측정지점 특성에

따른 VOCs의 출현 및 시공간적 분포 특성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VOCs의 분포는 다양한 대

기 발생원의 존재로 산단 지역에서 1.7~1.9배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영향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분

포와 상시 존재하는 일정한 배출량의 분포가 예측되

는 주거지역으로 인식되나, 인접 산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유입의 영향으로 VOCs의 구성비율 등 출

현특성과 시간별 농도변동은 인접한 산단의 특성과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지역적 농도변동의 주

요한 요인으로 주간에 산단을 통하여 불어오는 남서

풍과 야간의 남풍은 영향지역의 오염물질 분포에 영

향을 주는 중요한 원인으로 사료 되었으며, 산단으

로부터 지속적인 영향으로 타 도시의 주거지역보다

높은 VOCs 분포를 나타내었다. 대기 유해물질 관리

지표로서 benzene 오염도로 평가한 현재 오염수준

은 평균 1.5 μg/m3으로 대기환경기준(5 μg/m3)의 30%

수준이지만, 산단에서 할로겐족 탄화수소인

trichloroethylene, methylene chloride 등과 BTEX의

농도가 높아 영향지역으로 유입이 예측된다. 따라서

대기 중 VOCs의 관리는 산단에서 고농도로 검출되

는 VOCs 발생원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농도변동을 고려하여 시간대를 달리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Fig. 4. VOCs profiles for PC1 (a), PC2 (b), and PC3 (c) at Siheung, and those of PC1 (d) and PC2 (e) at An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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