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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assive air samplers with polyurethane foam (PUF) disks were employed to determine seasonal
gas phase variation of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in ambient air on Anmyeon island from
March 2007 to January 2008. Sum of 13 PAHs ranged between 3.5 ng/m3 and 27.6 ng/m3. Total PAHs
during the heating season was 6.2 times higher than non-heating season. The dominant PAHs components
during sampling periods were low and middle molecular weight PAHs including phenanthrene,
fluoranthene, pyrene and chrysene. Gas exchange fluxes of PAHs across the air-water interface of the
Yellow Sea were calculated using a modified two-film exchange model. PAHs fluxes ranged from 196 ng/
m2/d net volatilization during summer to 3830 ng/m2/d net absorption during winter. Passive air sampler
provides a convenient and cost-effective tool for measuring averaged gas phase PAHs, which was
successfully used for calculation of gas exchange flux of PAHs in the Yellow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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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다환방향족탄화수소(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는 2개 이상의 방향족 고리(aromatic ring)로 이루어

진 유기오염물질이며 주로 화석연료의 불완전 연소로 인

해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 석탄 화력발전소, 석유화학제

품 산업체, 자동차 배기가스, 거주지역의 난방 등 다양한

발생원으로부터 대기로 배출된 PAHs가 환경 매체로 이

동할 때 이들의 거동은 존재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대기

중 PAHs는 반휘발성 유기화합물(semi-volatile organic

compounds, SVOCs)의 특성상 입자상과 가스상의 형태로

존재하며, 대기나 해류에 의해 장거리 이동하여 고위도 청

정지역의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PAHs의 잔류

성(persistent), 반휘발성(semivolatile), 소수성(hydrophobic)

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대기와 수체사이를 순환하면서 장

기간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Franz et al. 1998;

Vardar et al. 2002).

PAHs, PCBs(polychlorinated biphenyls), 유기염소계 농

약류(organochlorine pesticide)와 같은 SVOCs는 대기와

수체 표면사이 경계면에서 침강, 상호간의 이동, 휘발성을

가진다. 대기에서 대부분 입자상으로 존재하는 고분자량

PAHs는 건식 침적과 습식 침적을 통해 수체 표면으로 유

입되고, 대기 가스상과 수체 용존상에 존재하는 저분자량

및 중분자량 PAHs는 대기-수체 표면 사이에서 활발하게

기체 교환이 이뤄질 수 있다(Baker and Eisenreich 1990).

오대호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습식과 건식 침적보다

기체 교환에 의한 기여도가 높았으며(Baker et al. 1997),

체사피크만에서는 fluorene과 phenanthrene의 총 대기 부

하량 중 기체 교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93%와 95%

로 높게 조사되었다(Nelson et al. 1998). 따라서 대형 호

수와 해양과 같은 수생 환경에서 기체 교환은 SVOCs의

농도, 물질교환, 지속시간을 조절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Baker and Eisenreich 1990; Nelson et al. 1998).

전통적으로 대기에서 가스상 화합물질의 조사는 대용량

대기채취기(high volume air sampler, HVAS)를 이용하여

능동적으로 시료를 얻는 방법이다(Bidleman 1988). 하지

만 HVAS의 경우 전원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작동이 불가능하고 장기간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모니터

링이 수월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계절에 따른 기상변화가

심하고 이벤트성 오염 물질 유입이 있는 지역은 단기간이

나 일회성으로 조사된 자료를 대표 농도로 나타내기에 부

족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전원공급이 어려운 산간지

역이나 극지방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지역에서 동시

에 조사가 가능하고, 조작이 쉬우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

점 때문에 semi-permeable membrane devices (SPMDs),

XAD-based sampler, polyethylene-based sampling devices

(PSDs), polyurethane foam (PUF) sampler와 같은 여러

가지 수동형대기포집기(passive air sampler)가 널리 이용

되고 있다(Bartkow et al. 2004; Jaward et al. 2004a; Shen

et al. 2005; Soderstrom et al. 2005). 특히, 대기 중 PAHs

및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의 시간적·공간적 분포에 따른 배출 기원과 이동경

로를 파악하기 위해 수착제로 PUF를 이용한 조사가 국외

에서 광범위하고 활발하게 이뤄졌다(Pozo et al. 2004;

Anne et al. 2005; Santiago et al. 2007). 국내에서도 포항

과 남해안에 위치한 공단지역에서 수동형대기포집기를 이

용하여 POPs의 시간에 따른 공간적인 오염 현황을 조사

하였다(Baek et al. 2007; Choi et al. 2007).

황해는 최근 급격한 공업화가 이루어진 중국과 한반도

가 공유하고 있는 지역해이다. 또한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장강을 통해 담수가 대량으로 유입되고, 편서풍이 우세한

지역으로 대기 이동이 중국에서 황해를 통해 한반도 쪽으

로 이동한다. 중국 황해 연안 도시들의 급속한 공업화와

더불어 대기를 통한 장거리 이동오염물질 중 대표적으로

PAHs가 황해로 다량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Yang et al. 2007). 또한 PAHs는 2001년 스톡홀름 협약에

서 중국과 한반도가 포함된 동북아시아 지역(Region VII)

에서 관리 대상인 잔류성 유해물질(persistent toxic

substances)로 선정된 바 있으나(UNEP 2002), 황해에서

대기를 통해 유입되는 가스상 PAHs의 기체 교환에 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연구가 미진한 가스상 PAHs를

수동형 대기 포집기를 활용하여 계절적인 변화 특성을 파

악하고, 대기 중 평균적인 가스상 PAHs 농도 자료를 이용

하여 황해로 유입되는 PAHs의 기체 교환 플럭스를 계산

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조사 지역 및 기간

본 연구의 시료 채취는 2007년 3월부터 2008년 1월까

지 총 5회 실시하였으며 조사 기간과 기상자료는 Table 1

에 나타내었다. 조사 지역은 태안군 안면도에 위치하고 있

는 기상청 기후변화정보센터(위도: 북위 36o32', 경도: 동

경 125o19', 해발고도: 45.7 m)의 옥상(약 6 m)에서 실시하

였다(Fig. 1). 기후변화정보센터는 서울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180 km 떨어져 있고 해상국립공원 해안에 접하고 서풍

또는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며, 지리적으로 주위에 인위

적 오염 배출원이 적은 한반도 서쪽 해안 즉 황해의 동단

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안면도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임의로 I, II(중국대륙), III(한반도 남부 및 일본), IV(한반

도 북부 및 시베리아)의 네 구역으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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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채취

본 연구에서 대기 중 가스상 시료 채취를 위해 제작한

수동형대기포집기와 PUF disk(지름 14 cm, 두께 1.35 cm,

표면적 367 cm2)을 사용하였다(Harner type passive air

sampler; Harner et al. 2004). 수동형대기포집기는 두 개의

스테인리스 용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강우, UV 광선,

건식 침적에 대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자외선에

의한 PAHs 분해가 적다고 보고되었으며, 대기 중 가스상

PAHs를 분석하기 위한 적당한 채취기로 알려져 있다

(Jaward et al. 2004a, 2004b; Bartkow et al. 2006). PUF

disk는 사용 전에 증류수로 세척하고 60oC에 건조시킨 후

메탄올(methanol),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DCM),

헥산(hexane) 순으로 각각 10시간 동안 속슬렛(soxhlet)

추출법으로 세척하였다. 이후 스테인리스 용기에 담아 진

공오븐에서 3시간 동안 용매를 휘발시킨 후 스테인리스

용기를 테플론 테이프로 밀봉시켜 시료 채취 전까지 보관

하였다.

기상관측자료는 기후변화정보센터에서 자동기상관측장

비(automatic weather system)를 이용하여 측정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시료 전처리 및 PAHs 분석

채취된 PUF disk는 분석 전까지 오염되지 않도록 스테

인리스 용기에 넣어 −20oC의 냉동고에 보관하였다. 시료

의 추출은 200 ml의 Hexane : DCM(v/v=1:1)으로 16시간

동안 속슬렛(soxhlet) 추출하였으며 추출하기 전에 정량용

내부표준물질(surrogate standard) 4종 acenaphthene-d10,

phenanthrene-d10, chrysene-d12, perylene-d12을 첨가하였

다. 추출된 시료는 자동회전용매농축기를 이용하여 2~3

ml로 농축한 뒤 실리카·알루미나 칼럼크로마토그래프 정

제과정을 거쳤다. 정제된 시료는 최종적으로 고순도 질소

가스에서 0.2 ml로 농축시킨 후 내부표준물질(internal

standard) terphenyl-d14를 첨가하여 GC vial에 옮겼다. 기기

분석은 GC/MSD(Hewlett Packard 5890 gas chromatograph/

5972 mass selective detector)를 사용하여 정성·정량 분석

하였다.

분석된 총 PAHs는 US EPA(1987)에서 우선관리대상물

질로 정하는 16종 PAHs 중 휘발성이 강한 PAH 화합물을

제외한 13종 PAHs를 대상 화합물로 정하였으며 fluorene

(FLU), phenanthrene (PHEN), anthracene (ANTH),

fluoranthene (FLRT), pyrene (PYR), benz[a]anthracene

(BaA), chrysene (CHR), benzo[b]fluoranthene (BbF),

benzo[k]fluoranthene (BkF), benz[a]pyrene (BaP), indeno

(1,2,3-cd)pyrene (IcdP), dibenz[a,h]anthracene (DahA),

Table 1. Sampling information and meteorological parameters in the Anmyeon island, Korea

Sampling periods
Duration 

(days)
Seasons

Mean temp. 

(oC)

Cumulative rainfall

(mm)

ΣPAH

(ng/m3)

Period 1

7 Mar.-3 May 2007
57 Spring 8.6 78.5 9.4

Period 2

3 May-17 Jul. 2007
76 Spring/Summer 19.3 260.0 3.5

Period 3

17 Jul.-4 Sep. 2007
49 Summer/Autumn 25.1 497.0 4.5

Period 4

4 Sep.-6 Nov. 2007
64 Autumn 18.5 195.5 10.6

Period 5

6 Nov. 2007-8 Jan. 2008
64 Winter 5.7 32.5 27.6

Fig. 1. Location of sampling site (★) in the Anmyeon

island. Roman number indicate the origin of air

mass (I, II: China; III: Pacific ocean and Japan;

IV: Region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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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zo[g,h,i]perylene (BghiP)이다.

PUF disk의 내부표준물질(surrogate standard) 회수율은

acenaphthene-d10이 61.5±5.2%, phenanthrene-d10이 104.8±

9.1%, chrysene-d12이 92.7±3.7%, perylene-d12이 56.9±

5.8%로 회수율 기준인 40~120%를 만족하였다. 모든 시료

는 현장에서 실시한 disk-PUF 공시료(field blank)를 분석

하여 보정해주었다.

수동형대기포집기의 대기 농도 환산

수동형대기포집기는 펌프가 탑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단

순히 물리적인 확산현상에 의해 PAHs를 포함한 대기 중

SVOCs를 수집하는 장치이다. 대기와 수착제사이의 물질

전달은 Fick's first law에 의해 정의된다. PUF-disk의 기기

분석 값은 시료채취 기간(약 3개월 이내)에 채취된 PAHs

의 양(ng/PAS)을 나타내었다. 대기 중 PAHs 농도(ng/m3)

는 식 (1)을 이용하여 환산하였다.

CPAS = CAir Rt  (1)

CPAS : amount of PAHs in a PAS (ng/PAS)

CAir : concentration of PAHs in the atmosphere (ng/m3)

R : sampling rate (m3/day/PAS)

t : deployment period (day)

광역 모니터링의 경우 시료 채취를 할 때 depuration

compounds를 사용하여 시료 채취지역에서 시료채취유량

(R : m3/day/PAS)을 구하는 것이 권장된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시료채취유량을 새롭게 산정하지 않고 이전 연

구의 평균값인 3.5 m3/day를 이용하여 나타내었다(Jaward

et al. 2004a, 2004b; Anne et al. 2005). 일반적으로 풍속

이 수동형대기포집기의 시료채취유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만 스테인리스 용기 안에 있는 PUF disk는 풍속이 4.0 m/s

이하의 환경 조건에서 영향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Tuduri et al. 2006). 본 연구의 시료채취 기간 동안 안면

도 평균 풍속은 3.5 m/s로 조사되어 시료채취유량에 영향

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기체 교환 모델

대기-수체 표면에서 교환되는 화합물의 침강이나 휘발

은 Whitman two-film 저항 모델을 변형하여 계산하였다.

이 모델은 두 유체 상이 액체 막(film)과 기체 막(film)으

로 분리되어 있고 fugacity 원리에 의해 평형에 도달할 때

까지 계속해서 확산한다는 가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러한 모델의 세부내용은 Nelson et al.(1998)에 의해 간단

하게 설명되었으며 변동하는 플럭스(Fvol) 정량은 식 (2)과

같이 표현된다.

(2)

여기서 Kol은 대량의 물과 대량의 대기로 이동하는 전체

물질전달계수, Cd,w는 용존상 수체 농도, Cg,a는 가스상 대

기 농도, Kaw는 대기-수체 분배계수를 말한다. 또한 Kol와

Kaw는 각각 1/Kol = RT/HKa + 1/Kw와 Kaw = H/RT로 정의

된다. Kw와 Ka는 물과 대기의 물질전달계수, H는 헨리상

수, R는 이상기체상수, T는 대기와 수체표면의 절대온도

(K)이다.

이전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체 교환 플럭스의 불확실

도는 오차분석(error analysis)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Wanninkhof에 의하면 Kol, Cg,a, Cd,w, 그리고 H에 대한 시

료의 평균 오차는 각각 40, 20, 20, 그리고 10%로 조사되

었다(Wanninkhof 1992).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도를 최소

로 하기 위해 먼저 최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산출된 각

종 계수를 이용하였다. 또한 대기 농도의 경우 장기간 조

사된 대기 시료를 이용하여 단기간 조사에 의한 오류를

최소화하였고, 황해 해수 농도의 경우 특정 시점의 조사

결과가 평균적인 농도를 반영하지는 않지만 수체에서의

농도 변화는 크지 않으므로 불확실도를 감소시킬 수 있

었다.

3. 결과 및 토의 

대기 중 가스상 PAHs 농도

안면도 기후변화정보센터에서 2007년 3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총 5회 조사한 대기 중 가스상 PAHs 농도와 기상

변화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최근 수동형대기포집기를

이용한 SVOCs의 시료 채취기간은 보통 수개월~2년 정도

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휘발성이 강한(log Koa< 8) PAH

화합물은 온도조건에 따라 3개월 정도의 비교적 짧은 시

료 채취기간 이내에도 서서히 화학평형에 도달하여 지속

적인 선형증가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시료 채취유

량을 이용한 총 PAHs 농도 계산에서 제외하였다(Harner

et al. 2004). 그 결과 수동형대기포집기를 이용한 13종 가

스상 PAHs의 농도는 3.5~27.6 ng/m3의 농도 수준에 평균

11.1 ng/m3이었다. 난방시기인 Period 5의 PAHs 농도가

27.6 ng/m3으로 비 난방시기인 Period 3의 4.5 ng/m3보다

6.2배 정도 높게 조사되었다. 조사 시기에 따른 대기 중

PAHs 농도 차이는 겨울철에 난방을 위한 화석연료의 사

용량 증가(Bjorseth and Ramdahl 1985; Kautenburger and

Mueller 1996; Simkova et al. 1996), 낮은 대기 역전층과

혼합고도에 의해 겨울철 대기 중 PAHs 농도가 증가하고

(Golomb et al. 1997a, 1997b), 여름철은 광화학 반응에

의한 높은 분해율 때문에 대기 중 PAHs 농도가 감소하므

로 일반적으로 겨울철이 여름철보다 높게 나타난다(Lee

and Tsay 1994; Odabasi et al. 1999; Fang et al. 2005).

기상변화 중 기온이나 강우량의 영향과 대기 중 가스상
Fvol Kol Cd w,

Cg a,

/K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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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Hs에 대한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조사지역에서

대기 중 PAHs는 기온과 강우량에 대해 반비례 관계를 보

였다. 오랜 시료 채취기간(49~76일) 동안 대기 중 PAHs

농도 변화를 조절하는 요소는 일반적으로 기온과 강우량

의 변화보다 풍향과 PAHs 기원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Odabasi et al. 1999). 따라서 조사 지

역에서 측정된 풍향과 풍속을 이용하여 바람장미로 나타

낸 결과 여름철인 Period 3은 남서풍이 우세하게 나타났

으며, 겨울철인 Period 5는 북서풍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Fig. 3).

또한 공기괴(air mass)의 이동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역

궤적 분석을 하였다. 역궤적 분석은 상층의 기상정보를 종

합적으로 해석하여 공기괴의 이동 현상을 규명하는데 주

로 사용되고 있으며 궤적의 길이에 따른 풍속의 변화 정

도와 오염물질이 어디를 지나고, 어떤 방향으로 이동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의 HYSPLIT(Backward trajectories HYbrid Single-Particle

Lagrangian Integrated Trajectory)를 사용하여 농도가 가장

높게 조사된 Period 5 기간 동안 매일 역궤적 분석을 실시

하였다. 역궤적 모사시간을 4일(96시간)로 설정하고 1500

m에서 공기괴의 이동경로를 역 추적한 결과 I 구역에서

59회(92%), II 구역에서 4회(6%), III 구역에서 1회(2%)로

조사되었다. 안면도는 중국 북동 지역으로부터 북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국에서 광역적으로 배출된 대기오

염물질이 수백~수천 km의 장거리 이동을 통한 영향을 크

게 받는다고 보고된 바 있다(Chung et al. 2001; Kim and

Chung 2005). 따라서 겨울철인 Period 5에서 다른 시기와

비교하여 높은 대기 중 PAHs 농도는 북서풍에 의해 중국

북동 지역에서 발생된 PAHs가 이동되어진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수행된 안면도의 가스상 PAHs 농도와 국내·

외 측정된 결과를 비교하였다(Table 2). 주로 산업화와 도

시화로 발달된 중국의 베이징에서 268 ng/m3으로 가장 높

게 검출되었다. 안면도에서의 PAHs 농도는 시골지역인

캐나다의 에그버트를 제외하고 국내·외 도시지역과 산업

지역의 가스상 PAHs 농도보다 전반적으로 낮게 조사되었

으며, 안면도에 존재하는 대기 중 가스상 PAHs 농도 수준

은 국내 외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배경지역농도 수준에

서 변화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에

따른 가스상 PAHs 농도 수준의 차이는 배출원의 분포, 기

상변화, 시료수집 방법, PAHs 분석 방법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국내 연구 결과에서도 서울지역과 공주지역에 비

해 포항지역의 낮은 분포는 시료수집 방법이나 배출 기원

의 차이뿐만 아니라 조사 시기가 서울지역은 난방시기인

데 반해 포항지역은 비 난방시기였기 때문에 차이를 보였

다. 또한 배출원의 분포에 따른 차이는 도시지역과 산업지

Fig. 2. Temporal variation of gas phase PAHs against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Fig. 3. Average wind rose observed during the period 3 and period 5 in the Anmyeon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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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경우 배경지역에 비해 교통량, 거주 지역, 산업화 정

도에 따라 발생되는 PAHs에 농도 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캐나다의 토론토와 에그버트에서 조사한 대기 중 가스상

PAHs 농도의 차이는 조사시기와 조사방법이 동일하므로

배출기원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PAHs 조성

수동형(passive air sampler)과 능동형(high volume air

sampler)으로 포집된 13종 PAHs 화합물에 대한 각각의 조

성 비율을 Fig. 4에 나타내었다. 조사기간 동안 수동형으

로 조사된 대기 중 PAHs에서 가장 우세한 화합물은

phenanthrene이 38.1~42.3%로 높게 조사되었으며, 뒤를

이어 fluoranthene, fluorene, pyrene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

다. PAHs 각 화합물의 조성비 중 phenanthrene의 우세한

비율은 다른 수동형대기포집기인 SPMD와 MECOP

(membrane-enclosed copolymer)를 이용한 연구결과에서

도 유사하게 나타났다(Bartkow et al. 2004; Choi et al.

2007). 동일한 조사 장소와 시기에 HVAS를 이용하여 능

동형으로 조사된 대기 중 가스상 PAHs의 조성에서도 유

사한 변화를 보였다(안 2009).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수동

형과 능동형으로 포집된 시료에서 PAHs 조성비는 상당히

일치하는 분포를 보였다(Tao et al. 2007).

PAHs 화합물은 각 화합물의 물리·화학적 특성의 차이

로 인해 환경 중에서 다른 거동을 나타낸다. 저분자량

(lower molecular weigh) PAHs는 가스상에 주로 존재하는

반면에 고분자량(higher molecular weigh) PAHs는 대부분

입자에 흡착하여 존재한다(Harner et al. 1998; Kaupp and

Mclachlan 1999). 대기 중 PAHs 조성비는 배출 기원, 광

분해, 기상상태와 화합물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른 입

자상과 가스상의 분배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Bidleman

1988; Bae et al. 2002; Goss 2004), PAHs 각 화합물의 분

포패턴과 다른 조성비는 다양한 오염기원에 따른 특성을

나타낸다(Kulkarni and Venkataraman 2000). 결과적으로

대기 중 가스상과 입자상의 PAHs 화합물 조성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수동형대기포집기가 가스상 SVOCs를 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처

럼 3~4개 벤젠고리를 갖는 PAHs 화합물들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Tao et al. 2007).

대기-해양 기체 교환

대기-수체 표면사이 기체 교환에 관한 연구는 HVAS를

이용하여 24시간 정도 대기 시료를 채취하여 계산하는 방

법을 많이 이용하였다(Bamford et al. 1999; Tsai et al.

2002; Pandit et al. 2006).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 HVAS

에 의해 포집된 시료의 PAHs는 일시적인 풍향, 풍속, 기

온 등의 기상조건과 이벤트성 PAHs 기원에 의한 농도 차

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계절이나 달에 측정된 농도

에서도 2~5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게 되어 왜곡된 결과를

Table 2. Comparison of gas phase PAHs (fluorene to chrysene) in ambient air

Sampling 

site

Collection

method
Period

Average (range)

(ng/m3)
Reference

Seoul, Korea HVAS1) Oct 1998-Dec 1999 41.5 Park et al. 2002

Chongju, Korea HVAS Oct 1998-Oct 1999 25.6 Park et al. 2006

Pohang, Korea MECOP2) Aug-Sep 2005 18(4-60) Choi et al. 2007

Beijing, China LVAS3) Jan-2005 268.3 Liu et al. 2007

Toronto, Canada PUF-disk Jun 2000-Mar 2001 23.0(12.7-42.2) Anne et al. 2005

Egbert, Canada PUF-disk Jul 2000-Apr 2001 6.5(3.3-9.2) Anne et al. 2005

Luzon, Philippine PUF-disk Oct-Dec 2005 114.2(93.1-154.9) Santiago et al. 2007

Athens, Greece HVAS Jun-Nov 2003 25.1 Vasilakos et al. 2007

Anmyeon, Korea PUF-disk Mar 2007-Jan 2008 11.1(3.5-27.5) This study
1)HVAS = high volume air sampler.
2)MECOP = membrane-enclosed copolymer.
3)LVAS = low volume air sampler.

Fig. 4. Comparison of gaseous PAHs profiles collected by

PAS and HVAS sampler(PAS, passive air sam-

pler; HVAS, high volume air samp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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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낼 수도 있다(Vardar et al. 2008). 하지만 수동형대기

포집기를 이용하여 한 달 이상 포집된 시료의 경우 일시

적인 환경 변화 요인에 의한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능

동형대기포집기보다 대표적이며 평균적인 대기 중 PAHs

농도를 나타낼 수 있다(Anne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수동형대기포집기로 측정된 가스상

PAHs 자료를 이용하여 황해에서의 기체 교환을 통한

PAHs 유입을 계산하였다. 황해 표층 용존상 해수의 총

PAHs 농도는 2005년 10월, 2006년 2월, 2007년 8월에 각

각 2.18, 5.54, 4.32 ng/l로 조사되었다(환경부 2008)(Table

3). 해수 내 용존상 PAHs 조성비 중 가장 우세한 화합물

은 phenanthrene이 가장 높았고 pyrene, fluoranthene의 순

으로 높게 나타났다. 안면도에서 측정된 가스상 PAHs 농

도와 황해 중심부에서 측정된 용존상 PAHs 농도를 기체

교환 모델을 이용하여 PAHs 플럭스를 계산하였다(Fig.

5). 황해에서 PAHs 플럭스는 계절과 PAHs 각 화합물에

따라 큰 변화를 보였다. 9종 PAHs의 침강 플럭스(negative

flux)는 Period 4와 5에서 각각 1600와 3830 ng/m2/day으

로 계산되었으며, 휘발 플럭스(positive flux)는 Period 3에

서 196 ng/m2/day로 계산되었다.

조사 시기에 따른 PAHs 플럭스의 크기와 방향을 결정

하는 요인은 기온에 따른 헨리상수(Henry's law constant)

의 변화, 풍속에 따른 물질전달계수(mass transfer

coefficients)의 변화, 대기와 해수의 상대적인 농도 차이에

의한 결과이다(Hornbuckle et al. 1994). Period 4와 5 시

기의 대기에서 해양으로 침강 플럭스(negative flux)는 상

대적으로 높은 대기 중 가스상 PAHs의 농도에 의한 영향

이며, 특히 Period 5는 모든 PAHs 화합물에서 침강 플럭

스(negative flux)를 보였다. 반면에 Period 3 시기는 높은

온도에 의해 PAHs 각 화합물의 헨리상수(Henry's law

constant)가 증가하고 해수 중 fluorene과 pyrene의 높은

농도로 인해 휘발 플럭스(positive flux)를 보였다. 각 화합

물에 따른 변화는 저 및 중분자량(228이하) PAHs에서 기

체 교환은 계절에 따라 플럭스의 크기와 방향의 변동이

심했으며, 고분자량(228이상) PAHs는 매우 낮은 헨리상

수(Henry's law constant)와 증기압에 의한 물리·화학적

특성으로 인해 전 조사시기에 대기에서 해양으로의 침강

플럭스(negative flux)가 조사되었다(Gustafson et al. 1997).

황해와 다른 지역에서 측정된 PAHs 플럭스 결과를

Table 4에 정리하였다. 대기와 수체간의 기체 플럭스의

예측을 통해 수체가 저장고(침강 플럭스), 혹은 오염원(휘

발 플럭스)의 역할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황해를 포

함한 대부분 연구 지역에서 연간 계산된 자료는 호수, 강,

만등이 저장고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반면에 영국 컴브

리아의 호수와 미국 체사피크만의 패탭스코강은 주변 중

공업과 조선소의 배출수로 인해 수체의 PAHs 농도가 높

아 수체가 대기로 휘발되는 오염원의 역할을 하였다. 황

해에서의 계절적인 변화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만처럼 하

Table 3. Concentration (ng/l) of dissolved PAHs in surface seawater collected from the Yellow Sea

Compounds
October-2005 February-2006 August-2007

Range Mean Range Mean Range Mean 

Fluorene 0.44-0.53 0.49 0.47-1.10 0.67 0.37-1.77 0.68

Phenanthrene 0.74-0.98 0.83 0.76-2.39 1.90 0.46-1.50 0.85

Anthracene 0.04-0.06 0.05 0.06-0.11 0.07 0.03-0.16 0.07

Fluoranthene 0.34-0.41 0.39 1.10-1.71 1.45 0.36-1.73 0.82

Pyrene 0.20-0.27 0.23 0.45-1.55 1.07 0.52-3.89 1.63

Benz[a]anthracene 0.02-0.04 0.03 0.01-0.33 0.10 0.01-0.16 0.06

Chrysene 0.12-0.13 0.12 0.01-0.35 0.20 0.06-0.30 0.18

Benzo[b]fluoranthene 0.02-0.03 0.03 0.05-0.09 0.07 0.02-0.08 0.04

Benzo[k]fluoranthene 0.01-0.01 0.01 0.01-0.01 0.01 0.01-0.02 0.01

ΣPAH (ng/l) 2.18 5.54 4.34

Source : KORDI (2008).

Fig. 5. Gas exchange behavior of selected PAHs across

the air-water interface during three sampling

periods in the Anmyeon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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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는 오염원의 역할을 하고, 동계에는 저장고의 역할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PAHs 플럭스의 규모와 방향은 수체

의 규모, 주변 오염원,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도 기체 교환을 통한 PAHs의 플럭스는 다른

연구들과 유사하였으며 계절적인 변동 특성을 잘 보여주

었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안면도에서 가격이 저렴하고 설치 및 사용이

편리한 수동형대기포집기를 이용하여 계절별 평균적인 가

스상 PAHs 농도를 조사하고, 황해로 기체 교환을 통해 유

입되는 PAHs 플럭스를 계산하였다. 대기 중 가스상 PAHs

농도는 겨울철이 여름철보다 6.2배 정도 높게 조사되어

뚜렷한 계절 차이를 보였고 겨울철의 높은 PAHs 농도는

중국 북동지역에서 난방을 위한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와

북서풍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되었다. 수동형대기포집기로

조사된 PAHs 조성비는 저분자량과 중분자량 PAHs에서

높은 값을 보였고, 능동형대기포집기로 조사된 결과와 유

사한 분포를 보였다. 

황해에서 PAHs 기체 교환 플럭스를 계산한 결과 여름

철은 오염원(휘발 플럭스)의 역할을 하고 겨울철은 저장고

(침강 플럭스)의 역할을 하였다. 황해와 같이 해양에서 기

체 교환을 통한 오염물질 유입 플럭스 계산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앞으로 황해와 같

은 해양에서의 기체 교환을 연구하는데 있어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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