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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수은은 생태계나 인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물질로, 미국 수퍼

펀드 site의 “CERCLA(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Priority list"에서도 독성에 있어서는

가장 유독한 물질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에서는 화력발전소를 인간 활동이 배

출하는 수은의 최대 발생원으로, 아울러 수은을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

는 오염물질 중 가장 주목해야할 독성물질로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몽골의 수도인 울

란바타르(Ulaanbaatar, Mongolia)로 이 지역에서는 화력발전소 3기를 비

롯하여 난방, 취사를 위해 석탄을 주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수은

배출로 인한 환경 매질에서의 수은 오염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몽골 울란바타르의 토양 및 먼지 내의 수은 함량을 조

사하고 그 수준을 평가하였다. 각 시료들은 발전소 주변, 주택가, 도로변

등을 포함한 총 33개 지역에서 채취하여 152㎛ 이하로 전처리하였고, 분

석은 US EPA Method 7473(2007)에 기술된 “Thermal decomposition"

법을 적용하여 총수은 농도를 측정하였다.

연구대상 지역의 토양 및 먼지 중 수은 함량은 각각 19.71 - 672.56

ng/g과 19.09 - 161.41 ng/g을 보였다. 특히 도심지 10개 지점의 경우 토

양 내 수은 함량이 평균 184.20 ng/g, 먼지 내 수은 함량은 평균 9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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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g을 보였다. 반면 대조 지역은 토양이 16.92 - 24.26 ng/g이고, 먼지

가 28.23 - 28.89 ng/g의 함량을 나타냈다. 아울러 Geoaccumulation

index 및 Enrichment factor를 통한 오염 수준 평가에서는 “통상적으로

오염된 수준(Moderately polluted)"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연구대상 지역의 토양 및 먼지 내 수은 오염은 화력발전소 및

일반 가정에서 취사, 난방을 위해 사용하는 석탄의 연소가 주된 원인으

로 밝혀졌으나, 비슷한 여건을 가진 기타 도시에 비해서는 그 오염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석탄(2종) 내 수

은 함량이 34.00 ng/g 및 55.13 ng/g으로 세계 평균치인 100 ± 10 ng/g보

다 적기 때문이고, 더불어 수은 배출 수준은 시․공간적인 경향성이 명

백하여, 본 연구를 위해 시료를 채취한 4월의 경우 석탄 사용량이 급감

하는 시기로서 수은의 배출량 역시 감소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본 연구지역은 신규 화력발전소를 오는 2016년 내로 건립할

예정에 있고 매년 석탄 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석탄 연소에 따른 수

은 노출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각종 수

은 배출원에 대한 관리 및 제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성

을 통제하고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다.

주요어 : 수은, 석탄 연소, 먼지, 토양, 몽골 울란바타르

학 번 : 2010-2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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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수은은 생태계나 인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물질(Adriano,

2001)로, 미국 수퍼펀드 site의 “CERCLA(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Priority list"에서도 여러

물질 중 독성(Toxicity)에 있어서는 가장 유독한 물질 중 하나로 꼽힌다

(ATSDR, 2007). 수은은 그 독성영향으로 감각이상, 균형감각 상실, 언어

장애, 시청각 장애 및 혼수상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신경독성작용 증상

을 보일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특히 임신 중 메틸수은에 노출된

모체의 태아의 경우 IQ저하, 발달장애, 주의력 결핍 등의 증상과도 연관

이 있다(Clarkson, 1998, Klaassen and Watkins III, 2010, WHO, 1990,

Rice et al., 2003). 수은 중독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1956년

일본 미나마타(Minamata) 수은 중독 사건’은 첫 환자 이후 1987년말까지

30여년 동안 2,871명에게 발병하였으며 이 중 36%인 1,030명이 죽음을

당할 정도로 심각하여, 수은 중독에 의한 증상을 “미나마타 병”이라 명

명할 정도였다. 또한 1971년 이라크에서는 유기수은이 함유된 살균제

(fungicide)를 밀에 살포함으로써, 그로 만든 빵을 섭취한 지역 주민 400

여명 이상이 사망한 사례도 있다.

인간 활동은 수은을 대기로 배출하는 주요 원인이다. 수은은 건전지,

형광등, 온도계 제조 및 치과용 아말감, 금 합금용제로 활용되며, 클로르

알칼리 산업, 피혁 제조 및 살충제 제조 산업에도 널리 쓰인다(Rivera et

al., 2003, Zahir et al., 2005). 금속 제련, 석탄 연소, 화학약품 합성 및

폐기물 처리 역시 상당한 양의 수은을 배출하는 주요 인위적 활동으로

간주된다(Clarkson et al., 2003a, Clarkson et al., 2003b, ATSDR, 1999).

그 결과로 몇몇 연구에 의하면 수은의 배출 수준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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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활동에 의한 배출량이 산업활동 이전 시기보다 3 - 24배나 높은 것으

로 밝혀지기도 했고(Wang et al., 2004, Heyvaert et al., 2000,

Hermanson, 1998, Bindler, 2003), AMAP/UNEP(2008)은 인위적인 발생

원으로부터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수은은 2005년 기준으로 1,480 톤이라

고 추정했다.

석탄 내에는 함유된 원소의 농도에 따라 세 개의 그룹, 즉 주원소

(Major Element, > 1,000ppm), 부원소(Minor Element, 100 - 1,000ppm),

미량원소(Trace Element, < 100ppm)로 분류 가능한데(Xu et al., 2003),

수은은 석탄 내에 함유 가능한 미량원소이다. 전세계적으로 석탄 내 함

유된 수은의 평균치는 0.10 (±0.01) ppm Hg로 미량원소 중에서도 그 농

도는 매우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독성과 먹이사슬을 통한 생체

내 축적성으로 말미암아, 석탄 내 미량원소 중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물

질이다(Yudovich et al., 2005a). 전술한 것처럼 석탄 연소는 수은의 인위

적인 주요 배출원인 중 하나로, 미국에서는 석탄 연소에 의한 수은 배출

량이 연간 40톤을 넘고, 중국은 그 이상이다(Yudovich et al., 2005a). 미

국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에서는 화력발전

소를 인간 활동이 배출하는 수은의 최대 발생원으로, 그리고 수은을 화

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중 가장 주목해야할 독성물질로 보고한

바 있으며(USEPA 1998a, b),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수은을 저감하기 위

한 규정을 마련한 후 준수토록 공표한 바 있다(USEPA, 2004).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몽골의 수도인 울

란바타르(Ulaanbaatar, Mongolia)이다. 울란바타르의 겨울은 약 7개월(10

월-4월)로 길고, 특히 1, 2월 평균 기온이 통상적으로 영하 20℃이며 최

저 기온이 영하 40℃에 이를 정도로 극심하게 춥다(Worldbank, 2009).

울란바타르 시민들은 난방과 취사 등을 위해 석탄을 주에너지원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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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으며, 그 밖에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화력발전소 3기를 비롯,

난방용 보조보일러(HOB, Heat-Only-Bolier) 및 석탄을 사용하는 벽돌공

장(Worldbank, 2008) 등의 시설들은 심각한 대기 오염을 야기한다. 울란

바타르 대기의 부유입자상물질(Atmospheric Particulate Matter) 중 대기

환경기준의 지표로 쓰이는 미세먼지(PM10, Particulate Matter under 10

micrometer)의 경우 연평균 141 ㎍/m3(2006), 151 ㎍/m3(2007), 279 ㎍

/m3(2008)이나, 동절기에는 일평균 700-800 ㎍/m3, 시간당 2,500㎍/m3에

달하기도 한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의 대부분 도시의 일중 평균 미세먼

지 농도가 200 ㎍/m3 이하라는 점과, 동유럽 몇몇 산업도시의 일중 농도

인 400-700 ㎍/m3에 견주어 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Worldbank,

2009). 울란바타르의 석탄 연소는 이처럼 높은 미세먼지 농도에 기여하

는 원인 중 60-90%에 이를 정도로 분석되기도 했다(Larssen, 2008). 더욱

이 울란바타르 시내 이산화황(SO2) 농도는 동절기가 하절기 보다 상당히

높아, 계절적 변이를 명백히 보여준다. 이산화황의 농도를 좌우하는 인자

는 석탄 연소이며(Worldbank, 2009), 이는 동절기 석탄 연소로 인한 울

란바타르의 대기환경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도시 환경의 먼지 또는 토양 내 수은 수준에 대한 비교적 최근 연구

사례는 중국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Zhang et al.(2006), Liang et

al.(2009), Lu et al.(2009), Chen et al.(2010), Hu et al.(2011)는 베이징

(Beijing), 난징(Nanjing), 시아먼(Xiamen), 바오즈(Baoji) 등 중국 대도시

또는 산업도시에서의 수은 오염수준을 연구하였는데, 토양에서는

0.019-9.4 mg/kg 으로 먼지에서는 0.034-1.4 mg/kg 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은광산 개발 및 제련으로 인해 오염이 심각한 슬로베니아 이드리아

(Idrija, Slovenia) (Gosar et al., 2006)나 카자흐스탄 테미르타우(Temirtau,

Kazakhstan) (Hsiao et al., 2010), 스페인 에빌레즈(Avilés,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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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óñez et al., 2003), 앙골라 루안다(Luanda, Angola) (Ferreira-Baptista

et al., 2005) 등에서도 토양 또는 먼지 내에 있는 수은의 오염 수준에 대

한 연구 사례가 있다.

국내에서는 Lee et al.(2008)이 수은 배출의 다양한 인위적 발생원으

로 폐금은광산의 부산물, 석탄연료를 이용하는 발전시설물, 시멘트 공장,

산업공정 및 도시하수 방류로 크게 나누어 오염 수준을 연구하였으며,

이중 석탄연료를 이용하는 발전시설물 주변의 수은 농도는 토양 11-192

㎍/kg, 먼지 43-559 ㎍/kg 임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박규식(2008)은 국

내 연소 및 소각시설에서의 수은화학종 배출 및 분포 특성 연구에서

2005년 기준으로 비철금속 생산업(48.3%), 폐기물 소각(34.0%), 제철 제강

업(10.9%), 시멘트 생산업(4.0%) 및 석탄․LNG․Oil 연소시설(0.85%)로

산정한 바 있다. 국내의 수은 관련 연구 동향은 수은 배출원의 배기가스

및 화학종별 농도 분석, 또는 인체를 포함한 생물체 내 수은 농도 분석

에 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고 아울러 광산 주변 광미 또는 토양 내

수은 수준 평가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대표적으로 Kim and Jung, 2012).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이 도시 내 환경매질 내 수은 농도 및 오염 평가에

대해 진행한 국내 사례는 드물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몽골 울란

바타르에서의 토양 및 먼지 내 수은 수준에 대한 평가 역시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몽골 울란바타르 시내 토양 및 먼지 시료를 채취하여

수은의 수준을 평가함으로써, 주로 석탄 연소로 기인하는 수은 발생에

대한 제어 및 관리로 잠재적인 위해성 경감 필요성을 언급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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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수은의 일반적 특성 및 용도

수은은 자연상에서 원소상 수은, 무기수은 및 유기수은의 형태로 존

재한다. 원소상 수은은 은백색 광택의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유일한

금속이다. 수은의 원자가는 1 또는 2이고 원자번호 80, 원자량 200.59, 녹

는 점 -38.87°C, 끓는 점 356.58°C, 밀도는 13.546 g/mL를 보이며, 증기

압은 20°C에서 13 mg/m3로 상대적으로 높다(ATSDR, 1999). 또한 수은

은 7개의 안정 동위원소를 갖고 있는데, 각각 196Hg(0.15%), 198Hg(10.0%),

199Hg(16.7%), 200Hg(23.2%), 201Hg(13.2%), 202Hg(29.8%), 204Hg(6.8%)이다

(Lauretta et al., 2001).

수은은 주로 진사(HgS)라고 하는 광석으로부터 채취되며, 오늘날에는

온도계, 기압계, 의료용 기구 및 화학 산업에 쓰이고 있다(Clarkson et

al., 2003a). 상대적으로 높은 증기압 때문에 원소상 수은은 액상에서 기

화하여 증기 형태로 상변화를 하며, 따라서 종종 가스상 형태로 환경 내

에서 거동한다. 또한 수은은 무기물 형태로 존재하는데, 그 중 감홍

(Calomel)이라고 불리는 염화제1수은(Hg2Cl2)은 종종 의약재로 쓰이기도

하며, 뇌산 제2수은(Hg(OCN2))은 기폭제로, 황화수은은 안료 등으로 쓰

인다(Tchounwou et al., 2003). 유기수은 화합물은 환경 내에 폭넓게 분

포한다. 메틸, 에틸, 페닐계 유기수은은 살균․살충제 및 소독제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Tchounwou et al., 2003). 이들 유기수은 화합물 중 메틸

수은은 수계로 유입된 원소상 수은 또는 무기수은이 퇴적물 중의 환원성

박테리아에 의해 메틸화(methylation) 과정을 거쳐 형성되고, 이후 플랑

크톤 등의 먹이사슬을 통해 어패류 중에 축적되어 최종적으로 먹이사슬

의 상위에 있는 조류 및 인간에게 위해를 가하게 된다(Mason et al.,

1999a, Mason et al., 199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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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은의 지구화학적 특성 : 환경 매체 내 분포, 거동

수은은 친동원소(chalcophile element)로 황화물을 잘 형성한다. 지각

내 분포하는 수은의 수준은 0.05 ppm Hg이지만, 암석, 토양, 하천 퇴적

물 등 각 매질별로 자연적 배경치(background value)는 다양하다.

수은은 자연상에서 화성암 관입 및 해저 화산활동 지역 등에서 비교

적 풍부히 존재하며, 셰일과 같이 유기탄소(organic carbon) 함량이 높은

퇴적물 내에서도 높은 농도를 보여준다(Fitzgerald et al., 2007). Turekian

and Wedepohl(1961)은 암석의 종류별로 존재하는 수은 함량에 대해 연

구한 바 있는데, 사암(Sandstone) 0.03 ppm Hg, 탄산염암(Carbonates)

0.04 ppm Hg, 현무암질 암석(Basaltic rocks) 0.09 ppm Hg, 셰일(Shale)

0.4 ppm Hg 등으로 산출한 바 있다. 또한 Yudovich et al.(2005)은 퇴적

암 내 클라크수(Clarke value)1)는 0.03-0.06 ppm Hg이고, 흑색셰일(black

shale)의 경우 0.23±0.03 ppm Hg로 밝혔다. Fitzgerald et al.(2007)은

Turekian and Wedepohl(1961)이 산출한 상기 결과가 다소 높을 수도 있

으나, 암석별 경향(trend)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토양 내 수은 함량은

0.05-0.5 ppm Hg이고(Adriano, 2001), 하천 및 호소 퇴적물은 평균 0.073

ppm Hg이다(Nagpal, 1989).

화석연료에서의 수은은, 전술한 바와 같이 유기탄소 내에서 높은 함

량을 보이는 경향 때문에 그 농도가 비교적 높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통상 석유보다는 석탄에서 함량이 높다(Fitzgerald et al., 2007). 석

1) 클라크수(Clarke Value)란 지각 및 수권(hydrosphere) 내에 포함된 원소의 평균 함량

으로 정의되며, 다양한 암석의 평균적인 함량을 처음으로 계산했던 미국의 초기 지구

화학자 F.W.Clarke를 기념하여 명명되어졌다(Ketris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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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내 수은 함량 및 관련 특성에 대해서는 추후 2.4절에서 별도로 언급

하기로 한다. 한편, 표 2-1는 각종 환경 매체별 분포하는 수은의 배경치

를 보여준다.

수은이 자연적 혹은 인위적 배출요인에 의해 대기 중 증기 형태로 발

산되면, 수 개월 또는 수 년간 전 지구적인 순환을 하며 머무르게 된다

(Clarkson, 1998). 맞이하는 환경에 따라서 수은은 그 형태가 변화하게

되는데, 이 때 주된 기작은 “산화-환원”과 “메틸화” 작용이다(USEPA,

1997). 그림 2-1에도 도시한 바와 같이, 원소상 수은은 2가 수은으로 산화

되어, 강수와 함께 지표로 돌아온다. 수은 2가 이온은 환원되어 다시 대

기 중으로 발산될 수도 있고, 전술한 바와 같이 수계로 유입되어 결국

메틸수은으로 될 수도 있다. 대기의 높은 습도로 말미암아 수은이 산화

될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지표나 수계로의 수은 침적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Lindqvist and Rodhe, 1985). 이러한 기작은 수은이 높은 수준으로

오염되고, 특히 차가운 기후에서 국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가스상의 2

가 수은의 침적은 표면 물질들과의 반응성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USEPA, 1997).



- 8 -

Table 2-1 Mercury content of various media of material/

(unit in ppm)

Medium or Material Range Mean

 Crust(Upper Continental) a - 0.05

Basaltic rocks b - 0.09

High- and low-Ca granites b - 0.08

Sedimentary rock c 0.03-0.06 -

Shales b - 0.4

Black Shales c, f 0.2-0.6 f 0.23±0.03 c

Sandstones b - 0.03

Carbonates b - 0.04

 Soil d 0.05-0.5 -

 Sediment in stream, river and lake e 0.01-0.70 0.073

 Coal c - 0.10±0.01

 Crude oil b under d.l.** - over 7 -

 Condensate b under d.l.** - over 12 -

* Source, partly modified : a. Rudnock et al.(2003), b. Fitzgerald et al.(2007),

c. Yudovich et al.(2005), d. Adriano(2001), e. Nagpal(1989), f. Ketris et al.(2009)

** d.l. = detection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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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The movement of mercury in the environment(Klaassen and Watkins III,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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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은의 인체 노출 및 독성

원소상 수은이 인체에 노출되는 주된 경로는 호흡에 의한 흡입이다.

이는 원소상 수은이 휘발성으로 호흡기관에 쉽게 흡수되기 때문이다.

ATSDR(1999)는 증기수은 흡입량의 약 80% 정도가 폐에 흡수된다고 밝

힌 바 있다. 극도로 높은 농도의 수은증기를 흡입하면, 급성부식성(acute

corrosive) 기관지염과 간질성 폐렴이 발생할 수 있고, 치명적이지 않다

면 진전(tremor)과 같은 중추신경계 영향과도 관련된다. 손가락, 안검 및

입술 등의 진전에서 시작되어 정도가 심할수록 전신 경련과 말단부 만성

경련으로 진행될 수 있다. 또한 기억 상실, 우울증, 환각 등 성격과 행동

의 변화가 수반될 수 있다(Klaassen and Watkins III, 2010).

무기수은염은 소화기관에 10% 미만으로 잘 흡수되지 않는다. 염화수

은(HgCl2)은 메틸수은에 비해 약 1/5 수준으로 흡수되며, 불용해성 염인

황화수은(HgS)은 그보다도 훨씬 적게 흡수된다(Hsiao, 2008). 무기수은

화합물은 소화 또는 다른 형태로 전환되어 인체에 축적되기 쉽다. 무기

수은염의 급성 독성 증상은 구내염(Stomatitis) 또는 심각한 소화문제이

다. 수은염은 특히 신장에 독성이 있어, 급성뇨세관 괴사(acute tubular

necrosis) 및 신증후군(nephrotic syndrome)을 야기한다. 무기수은염의

체내 반감기는 성인 기준 약 40일 정도이다(Tchounwou et al., 2003).

유기수은 화합물은 대부분 섭취를 통해 인간과 동물에게 노출되며

(Hsiao, 2008), 특히 음식으로 섭취된 메틸수은은 거의 완전히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간다(식약청, 2010). 메틸수은은 수생태계 내 먹이사슬을

통해 축적되어, 상위 포식자인 인간에게 높은 수준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메틸수은은 사람의 아미노산을 함유하는 단백질과 펩타이드

(peptides) 그리고 자유 시스테인(free cysteine)과 함께 메틸수은-시스테



- 11 -

인 착물(methylmercuric-cysteinyl complex)을 형성한다. 이 착물은 메티

오닌(methionine)이라는 필수 아미노산과 형태적으로 유사성을 띄는데

(Kerper et al., 1992), 이 때문에 뇌혈관장벽(BBB, Brain-Blood-Barrier 또

는 Blood-Brain-Barrier, 그림 2-2 참조) 및 태반을 통과하게 된다. 또한

상기 이유로 단백질과 강하게 결합, 메틸수은의 혈중 반감기는 약 50일

로 체내에서 잘 제거되지 않는다(Carrier et al., 2001). 메틸수은 중독 증

상은 전술한 바와 같이 운동장애, 감각장애 등 신경독성(Neuro-toxicity)

과 더불어 간독성, 신독성 등의 전신독성(Systemic Toxicity), 모체 내 태

아에 영향을 미치는 발생독성(Developmental Toxicity) 및 기타 면역독

성(Immunological Toxicity), 생식독성(Reproductive Toxicity), 유전독성

(Geno-toxicity) 등이 있다. 메틸수은은 인체 발암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

는 아직 없다(식약청,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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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Methylmercury passes through the blood-brain-barrier for the

structural similarity to methionine, one of the essential amino acids

(Kerper et al., 1992, and modified with website 'The Encyclopedia

of Science : blood-brain barrier (BBB)', http://www.daviddarling.info

/encyclopedia/B/blood-brain_barri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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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인위적 요인에 의한 수은배출 수준 및 석탄 내 수은 함량

AMAP/UNEP(2008)은 수은배출의 인위적 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구

분하였다. 1차적인 요인은 수은을 직접 채굴하는 행위와 각종 화석연료

를 사용함으로써 연료 내 미량으로 포함된 수은이 발산하는 경우이다.

제철․제련 및 시멘트 제조, 화력발전 등의 과정에서 석탄, 원유 따위를

연소시킴으로써 수은이 발생하는 것도 1차적인 요인에 포함된다. 2차적

인 요인은 각종 산업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배터리 제조,

클로르알칼리 산업, 소규모 금광업(Artisanal and small-scale mining,

ASGM), 치과용 아말감재 활용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인위적 요인을

포함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수은 배출원에 대한 모식도를 그림 2-3에

나타내었다.

석탄을 비롯한 각종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는 발전시설과 산업용․주거

용 난방시설 등은 여러 인위적인 수은 배출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한다. 표 2-2는 전 세계에서 각종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배출된 수은의 총

량을 정리한 것이다. 2005년 총 배출량 1,480톤 중 발전시설 및 난방시설

(Stationary combustion)에서 나온 수은은 880톤으로 59%를 차지한다

(AMAP/UNEP, 2008). 이는 이고은(2008)이 밝힌 2000년 기준의 발전시

설 및 난방시설 배출량 1,492톤과, UNEP(2002)가 밝힌 1995년 기준의

1,470톤에 비해서는 급감하였으나, 여전히 기타 배출원에 비해 가장 많다.

한편, 석탄 내 수은의 클라크수(Clarke Value)는 0.10 (± 0.01) ppm Hg

이며, 이는 석탄의 탄화도(rank)에 관계없이 같다. 다만, 석탄 내 수은 함

량을 회재 기준(ash basis)에 따라 산출했을 때 무연탄(anthracite), 역청

탄(bituminous coal) 및 탄화도가 높은 아역청탄(subbituminous coal)인

경탄(hard coal)의 경우 0.87 (± 0.08) ppm Hg이고, 갈탄(lignite)과 탄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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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낮은 아역청탄은 0.62 (± 0.06) ppm Hg을 보인다(Yudovich et al.,

2005). 한국에서 생산되는 석탄 내 수은 함량에 대한 연구는 드물지만,

Park(2006)은 장성(Changsong), 도계(Dogae) 및 화순(Hwasoon)에서 생

산되는 국내 무연탄에서 0.1 - 0.4 ppm Hg으로 분석(acid extraction

method 기준)한 바 있다. 표 2-3는 석탄 내 수은 함량에 대해 분석한 결

과를 보여준다.

Yudovich et al.(2005), Ketris et al.(2009)는 이른바 석탄친화계수

(Coalphile coefficient)로 "Coal affinity index"를 소개하였다. 이는

Goldschmidt(1935)가 석탄 회재 내에 있는 미량원소와 지각 내 클라크수

를 서로 비교한 부화인자(Factor of Enrichment)를 응용2)한 것으로, 미량

원소가 석탄에 많이 집적될수록 "Coal affinity index"는 증가하게 된다.

이는 석탄이 생성되는 지질학적 과정 중에 배태된 미량원소에 대한 양을

보여주는 지표로, 지질 및 지리학적으로 다른 지역별, 탄질별 또는 서로

다른 미량원소 간에도 비교가 가능하다. 수은의 “Coal affinity index"는

11로 석탄 내 기타 미량원소에 비해 상당히 높으며, 비소(As), 안티몬

(Sb), 은(Ag), 게르마늄(Ge) 등도 상기 지표가 5 이상인 원소로 분류된다

(Ketris et al., 2009). 표 2-4는 미량원소별 석탄 및 퇴적암 내 클라크수를

이용하여 ”Coal affinity index"를 산출하고, 분류하여 정리한 결과이다.

2) Coal affinity index를 고안하고 소개한 Yudovich는 지각 내 클라크수 대신 퇴적암

내 클라크수로 그 평가기준을 달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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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Schematic description of emission source types and remobilization processes

affecting mercury distribution in the environment(AMAP/UNEP,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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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Mercury by-product emissions from anthropogenic sources

worldwide in the year of 2005, 2000, and 1995.

(unit in tonnes)

Region

2005
(AMAP/UNEP, 2008)

2000
(이고은, 2008)

1995
(UNEP, 2002)

Total Asia Total Asia Total Asia

Stationary 

combustion
880 622 1,492 912 1,470 860

Non-ferrous 

metals production
141 90.0 164 87 170a 87a

Gold production 111 58.9 235 47 a a

Mercury 

production
8.8 8.8 23 - a a

Pig iron and steel 

production
45.4 24.1 27 12 30 12

Cement production 189 138 123 82 130 82

Waste incineration

(or disposal)
35.0 5.7 109 33 110 33

Caustic soda 

production
46.8 28.7 79 31 - -

Other sources 25.5 0.6 17 - 300b b

Total 1,480 977 2,269 1,204 2,210 1,074+b

* Notes a. Production of non-ferrous metals releasing mercury in 1995, including

mercury, zinc, gold, lead, cooper, nickel

b. Released mercury from Artisanal gold mining worldwide, and not determined for

each conti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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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Concentrations of total mercury in coal on whole-coal basis.

(unit in ppm)

Mercury in coal Range Mean Remarks

USa
0.18

799 samples of bituminous and 

subbituminous coals

Britisha
0.2 231 samples of bituminous coals

Australiana
0.1

452 samples of New South Wales 

bituminous coals

Russian (1)b
0.15-1.23 0.75 East Donets anthracite

        (2)b
0.8

Permian bituminous coals in the 

Pechora basin

        (3)b
0.1-0.4

Jurassic lignites of the 

Kansk-Achinsk basin

Ukrainian b
0.17-3.09 0.99

Donetsk-Makeevsky in Donbas 

region

German b
0.16-1.5 0.33 Eocene-miocene brown coals

Chinese b
0.03-0.34 0.22

234 analyses of 14 coal-producing 

Chinese provinces(weighted 

average)

South African c
n.d.-0.3

modified, Average value from 3 

coalfields

South Korean(1)d
0.43

14 samples from Changsong 

anthracite

South Korean(2)d
0.26 14 samples from Dogae anthracite

South Korean(3)d
0.11

15 samples from Hwasoon 

anthracite

Coal Clarke b
0.10 (± 0.01)

* Source, partly modified : a. Xu et al.(2003), b. Yudovich et al.(2005),

c. Wagner et al.(2012), d. Park(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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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Classification of some trace elements in coal using "coal affinity

index"(CAI).

Class
Range of 

CAI
Elements

 non-coalphile 

elements
under 1 I, Cl, Mn, Br, Rb, Cs

 weakly or moderate

 coalphile elements
1-2

Ti, Zr, F, Cd, V, 

Ta, Cr, Y, Li, P

 coalphile elements 2-5

Ni, Hf, Sn, La, Co, Ba, Sc, 

Nb, Sr, Th, Ga, Cu, REE, Zn, 

W, Au, In, Pb, U, B, Be

 highly coalphile 

elements
over 5

Ag, Sb, Tl, As, Mo, 

Ge, Hg, Bi, Se

* Source : Ketris et al.(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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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도시 환경에서의 수은 수준 연구사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화석연료 연소를 비롯한 각종 산업활동에 의

해 대기 중으로 배출된 수은은 지표로 침전, 먼지를 형성하거나 토양이

나 지표수 등으로 바로 퇴적되기도 한다. 도시 내 먼지나 토양 등의 환

경 매질에서 검출되는 각종 화학물질의 종류와 그 양은 환경오염의 중요

한 척도이다(Yongming et al., 2006, Lu et al., 2009).

최근 들어 급격한 경제발전에 따른 활발한 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중국에서, 도시 내 환경 매질에서의 미량원소의 분포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발전 및 난방 연료로서 석탄을 사용하는 도시

내 수은 수준에 대해서는 Fang et al.(2004), Kong et al.(2011), Liang et

al.(2009) 등의 연구가 있다. Fang et al.(2004)가 연구한 중국 북동부 창

춘은 본 연구대상지인 울란바타르와 같이 난방 및 발전수단으로 석탄을

사용하는데 동절기가 길고(11월 - 3월) 강수량이 적은 특징(567mm) 및 도

심지 면적(158km2)까지 유사하나, 석탄 사용량은 연간 707만톤(2001년 기

준)으로 울란바타르보다 1.6배 이상이다. 이 곳에서의 토양 내 수은 농도

는 0.102 - 0.479 ㎍/g 까지 나타났다. Kong et al.(2011)은 석탄 광산 개

발 및 화력발전, 비철금속 제련 등의 산업이 발달한 중국 푸슌에서의 먼

지를 채취, 수은에 대한 농도를 분석한 결과 0.2±0.2 mg/kg

(b.d.l.(below detection limit) - 0.5 mg/kg )로 나타났다. 또한 Liang et

al.(2009)이 연구했던 시아먼의 경우 중국 남동해안 지역 섬에 있는 인구

70여만명의 도시로 관광 및 상업이 주된 산업이지만, 도시 내에 존재하

는 몇 개의 제조공장과 이곳과 수 km 이상 떨어진 또 다른 섬에 존재하

는 두 개의 화력발전소를 잠재적인 수은 배출 요인으로 간주하고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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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다.

그 밖에 Lu et al.(2009)가 연구를 수행했던 바오즈는 샨시성의 제2

도시로 금속, 화공, 섬유, 시멘트, 코크스 제조 산업 및 화력발전소가 있

는 산업 활동이 활발한 곳이다. Yongming et al.(2006)은 샨시성(Shaanxi

Provice)의 수도 시안(Xi’an)에서 먼지와 토양을 채취하여 비소, 수은, 크

롬, 납 등 주요 중금속의 수준을 평가하였고, Zhang et al.(2006), Chen

et al.(2010)은 베이징(Beijing)의 먼지와 표토 내 수은의 수준을 분석하였

다. Hu et al.(2011)도 중국 남부 대도시인 난징(Nanjing)에서의 환경 매

질 내 수은 수준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수은광산 개발과 제련활동이 성행했던 슬로베니아 이드리아

(Idrija, Slovenia) (Gosar et al., 2006), 아세트알데하이드(acetaldehyde)

제조 공장에서 방류되는 상당량의 수은으로 환경 문제가 있었던 카자흐

스탄 테미르타우(Temirtau, Kazakhstan) (Hsiao et al., 2010), 시멘트 제조

공장, 금속 제련소 등의 산업단지가 존재하는 앙골라의 수도 루안다

(Luanda, Angola) (Ferreira-Baptista et al., 2005), 제철, 제강 및 비철금속

제조산업 도시인 스페인 에빌레즈(Avilés, Spain) (Ordóñez et al., 2003)

등에서도 도시 환경 매질 내 수은의 오염 수준에 대한 연구 사례가 있

다. 상기 연구에 대한 결과를 표 2-5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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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 Mercury concentrations in some cities reported in the literature.

(unit in ㎍ g
-1

or mg kg
-1
)

Location Medium Range Mean Median
Remarks

Characteristic, in short Reference

Changchun,

China 
soil 0.102-0.479 - -

 Coal fired city, consuming 

7.07 Mt/year in 2001
Fang et al.(2004)

Fushun,

China 

urban 

dust
below d.l.-0.5 0.2 -

 Coal mining, power 

generating, non-ferrous 

metal smelting, and etc

Kong et al.(2011)

Xiamen,

China 

top soil 0.071-1.2 0.46 0.46  2 Coal-fired power 

plants, and etc.
Liang et al.(2009)

dust 0.034-1.4 0.28 0.16

Baoji,

China
dust 0.48-2.32 1.11 1.02

 Cement plants, a coke-oven 
plant, a coal-fired power 
plant, and etc.

Lu et al.(2009)

Xian,

China
dust 0.108-5.212 0.638 0.429  Megacity Yongming et al.(2006)

Beijing,

 China(1)

top soil 0.019-0.966 0.278 0.185
 Megacity Zhang et al.(2006)

dust 0.053-1.378 0.340 0.189

Beijing,

 China(2)
soil 0.022-9.4 0.30 0.26  Megacity Chen et al.(2010)

Nanjing,

China
dust 0.05-0.34 0.12 -  Megacity Hu et al.(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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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 (continued) Mercury concentrations in some cities reported in the literature.
(unit in ㎍ g-1 or mg kg-1)

Location Medium Range Mean Median
Remarks

Characteristic, in short Reference

Idrija,

Slovenia

dust

20-1055 - 129

 Mercury mining, 

processing and smelting, 

where the largest 

mercury deposit in the 

world

Gosar et al.(2006)
area 1: most polluted

1.8-387 - 17
area 2: 
intermediately polluted

0.58-191 - 6.1
area 3: 
wider area around area 1, 2

top soil

3.3-973 - 47 area 1: most polluted

0.40-75 - 3.2
area 2: 
intermediately polluted

0.30-13 - 1.0
area 3: 
wider area around area 1, 2

Temirtau, 

Kazakhstan

dust 0.021-1.033 0.177 -
Acetaldehyde factory, 

discharged mercury for 

about 20 years

Hsiao(2008) 
studied methodology for 
estimating mercury 
exposure risk

soil(1) 0.006-0.581 0.182 -

soil(2) n.d.-0.017 0.008 -

Luanda,

Angola
dust 0.03-0.57 0.13 0.11

A cement plant, a zinc 

smelter, and etc.

Ferreira-Baptista et al. 
(2005)
Also, analyzed other 34 
elements

Avilés,

Spain

dust 1.20-10.8 2.56 - The iron and steel 

industry and non-ferrous 

metal production 

Ordóñez et al.(2003)
Geometric mean

soil 0.17-2.41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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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오염 수준 평가 지표

환경 매질 내 포함된 관심원소(element of interest)의 농도(절대치)에

대한 표준화(normalization) 과정은 무차원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함으로

써, 이상치(anomalous value)에 대한 평가와 관심 원소의 분포 및 분산

형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Covelli et al, 1997).

'Geoaccumulation index(Igeo)'와 ‘Enrichment Factor(EF)'는 대표적인 지

구화학적 표준화 지표로써 일반적으로 많은 연구에서 통용되고 있다

(Reddy et al., 2004, Vega et al., 2008, Vega et al., 2009, Srinivasa

Gowd et al., 2010, Bhuiyan et al. 2010, Guéguen et al., 2012, Lu et

al., 2009, Yongming et al., 2006, Chabukdhara et al., 2012).

Geoaccumulation index(Igeo)는 Müller(1979)에 의해 정의된 지표로 다

음과 같이 표현된다.

 log




여기서 Cn 은 관심원소 n에 대한 측정치이고, Bn 은 같은 원소의 배경

치, 1.5는 보정상수이다. 여기서 Bn 의 경우 셰일 내 평균적으로 포함된

관심원소의 농도를 채택하는데, 연구자에 따라서 지각 내 평균함량(Lu

et al., 2009)이나 특정 매질 내 평균함량(Kong et al., 2011)을 채택하는

등 실정에 맞게 응용되기도 한다.

Enrichment Factor(EF)는 자연적인 퇴적환경에서는 기준원소

(reference element)와 관심원소 간 선형적인 관계가 있다는 전제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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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된 지구화학적 지표이다(Chabukdhara et al., 2012). 기준원소는 지

각 내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비교적 풍부한 함량을 보이는 알루미

늄(Al), 철(Fe), 스트론튬(Sr) 등이 쓰인다(Lu et al., 2009, Chabukdhara

et al., 2012, Srinivasa Gowd et al., 2010). EF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여기서 Cx, Cref는 각각 관심원소 및 기준원소의 농도이다. EF는 연구

지역 내 관심원소 발생 요인이 자연적인지 인위적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또한 중금속 오염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Lu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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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지 기술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타르이다. 시내 중심에

있는 “수흐바타르 광장(Sukhbaatar Square)”을 기준으로 경위도는 북위

47°55′08″, 동경 106°55′03″이고, 고도는 약 1,300m이며 전반적으로

차고 건조한 대륙성 기후를 보인다. 동서 방향으로 툴 강(River Tuul)이

시내를 관통하여 흐르고 있는데, 이 하상(河床, Valley floor)의 폭이 남

북으로 약 4km 정도이다. 여기에 북동쪽과 남쪽으로는 약 2,000m 정도

의 산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울란바타르는 분지 지형이라고 할 수 있

다. 연평균 기온은 0℃내외로 전 세계 수도 가운데 가장 추운 지역이며,

혹한기인 1, 2월 평균기온은 영하 20℃, 최저 영하 40℃에 이를 정도로

매우 춥다. 강수량은 연 평균 200mm 내외로 매우 적으며, 대부분 여름

철에 내려 겨울은 매우 건조하다(Worldbank, 2009).

2009년 기준으로 울란바타르의 인구는 1,110,000명으로(NSO, 2010) 그

중 절반정도는 아파트에, 나머지 절반은 몽골 전통가옥인 게르(ger, 둥근

모양의 천막) 또는 단독주택 형태로 살고 있다(Worldbank, 2009). 아파트

거주 가구 중 약 80%는 울란바타르 시내에 있는 3개의 열병합 화력발전

소로부터 온수와 난방을 공급받는 ‘중앙난방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아파트 거주 가구는 보조보일러(HOB, Heat-Only-Bolier)를 이용

하거나 개별난방을 하기도 한다. 한편 게르 또는 단독주택 형태로 살고

있는 나머지 절반의 가구는 전체 개별난방을 하는데, 그 형태는 집안 내

부에 난로를 설치하여 ①연통을 벽 안으로 삽입, 그 벽을 통해 실내에

복사열을 전달하거나 실내 공기를 대류시키는 방식 또는 ②연통을 실외

로 바로 뽑아내고, 난로로부터 복사열을 전달받거나 실내 공기를 대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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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방식을 쓰고 있다(그림 3-1). 아파트는 주로 시내 중심부와 남쪽 복

드한 산(Mt. Bogdkhan) 발치인 자이승(Zaisan) 승전탑 주변으로 위치하

며, 게르 및 단독주택 구역은 주로 시내 북쪽 및 동쪽 지역에 있다.

울란바타르 거주민들은 난방, 온수 및 취사를 위한 에너지원으로 대

부분 석탄을 사용하며, 보조 연료로 나무를 이용한다. 울란바타르에 공급

되는 석탄은 동쪽으로 120km 떨어진 바가누르 탄광(Baganuur coal

mine) 및 울란바타르 시 외곽인 날라이흐 탄광(Nalaikh coal mine)에서

생산된다. 바가누르 석탄은 주로 발전용으로 공급되며, 날라이흐 석탄은

주로 민수용으로 쓰인다. 표 3-1은 울란바타르 내에서 2006/7년 동계를

포함한 1년간 석탄 사용(추정)량을 나타낸 것이다. 더욱이 지형적인 조건

(분지)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온역전 현상으로 안정화된 대기는 대기오염

을 극도로 증가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

울란바타르 동절기에 상당히 높은 수준(일평균 700-800 ㎍ / m3, 시간

당 최대 2,500㎍ / m3)으로 증가하는 미세먼지는 대기 중 함유된 황으로

인해 습기를 흡수하는 특성이 있다. 즉, 석탄 연소로 발생한 이산화황은

미세먼지에 흡착되어 야간 또는 아침에 습도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 상

대 습도가 67%를 넘을 경우 흡습성 입자(hygroscopic particles)는 수분

흡수로 인해 크기가 훨씬 커지는데, 이는 심한 안개 등을 유발하여 시야

를 차폐하기도 한다(Worldbank, 2009). 이와 같은 울란바타르의 겨울철

대기 조건은, 앞서 2.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기의 높은 습도가 지표

로의 수은 침적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연구(Lindqvist and Rodhe, 1985)

를 근거로 한다면, 환경 매질에서의 수은 수준이 높을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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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Various type of heaters in gers and individual houses of Mongolia.

Fig. 3-2 Thermal power plant #4 in western Ulaanbaatar(Left).

Ger district in northern Ulaanbaatar(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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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Amount of coal consumption in Ulaanbaatar for winter season in

2006/2007, including estimate of uncertainty(△). (Worldbank, 2009)

(unit in tonnes, %)

Source
Number of 

each source

Specific 

consumption
Total consumption(△)

Ger and 

individual houses
130,000 4.19 545,000(10%)

HOB, 

Heat-of-Boliers
over 267 - 400,000(20%)

Coal-fired 

powerplants
3 - 3,360,000(2%)

Sum 4,3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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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료 채취 및 분석법

울란바타르 시내 열병합발전소 주변, 게르촌, 도로변 등을 포함한 총

29 개 지역에서 먼지 및 토양 시료를 채취하였다. 아울러 비교적 한적한

울란바타르 외곽 및 교외에서 대조군으로 쓸 시료를 채취하였다. 자세한

내역은 그림 3-3에 명시하였다. 먼지 및 토양 시료는 2012년 4월 중순경

에 비 또는 눈 등 강수 현상을 피해 채취하였고, 석탄 내 수은 함유 정

도를 알아보기 위해 바가누르 및 날라이흐 탄광 괴탄을 구입했다.

먼지 시료는 폴리에틸렌 브러시와 트레이를 활용하여 채취했고, 토양

시료는 라텍스 장갑을 손에 낀 채 표토를 긁어모아 각각 시료명 등이 명

기된 폴리에틸렌 시료봉투에 담았다. 각각의 시료는 한 개 지역을 기준

으로 할 때 열십자(十) 모양으로 5개의 포인트에서 채취하여 복합시료를

만들었으며, 가운데 포인트와 각 4개 포인트 간 거리는 약 1 m 정도로

하였다. 또한 석탄 시료는 구입 당시에는 어른 주먹보다 큰 크기이므로

지질 햄머 등을 활용하여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폴리에틸렌 시료봉투에

담았다. 채취된 모든 시료는 100 mesh(152㎛ 이하)로 체질하였다. 김환

기(2008)는 광미 및 토양 내 수은 오염도 평가 시 100 mesh 이상의 입도

로 체걸음을 한 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으로 연구한 바 있다.

시료 분석은 US EPA Method 7473(2007)에 기술된 “Thermal

decomposition" 법을 적용한 미국 Teledyne Leeman Labs社의 The

Hydra-C Direct Mercury Analyzer를 이용하였다. 시료는 고온의 분해로

(Decomposition furnace)에서 건조 및 분해되며 운용 가스인 산소에 의

해 촉매로(Catalyst furnace)를 지나, 가스상의 수은 또는 증기수은은 금

이 함유된 amalgamator에서 포집된다. 이후 AAS(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에서 수은의 총량이 측정된다. 원소수은의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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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7nm에서 가장 강한 파장이 발생하므로, AAS도 이러한 특성을 활용

한다. 그림 3-4은 동 기기의 작동 원리에 대한 모식도를 나타내었다. 동

분석법의 가장 큰 특징은 별도의 시료 전처리가 필요없다는 것인데 따라

서 분석 준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은 손실을 막을 수 있고, 아울

러 검출 한계도 낮다(López-Antón et al., 2012). 아울러 고체시료를 용출

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폐기물이 없다는 점과 시료 한 점당 5분 이

내에 결과를 획득할 수 있는 신속성 역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US

EPA Method 7473(2007)에도 나와 있듯이, 산으로 용출하는 US EPA

Method 3052과의 결과 비교에서도 유의한 수준으로 같은 결과를 보여준

다. Boylan et al.(2003)도 고체 시료 내 수은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동 분

석 방법은 비용 대비 효율적이고 민감하며 정확하다고 한 바 있다.

시료 10개마다 표준 시료(SRM, Standard Reference Material)를 분석

하여 초기 설정(Calibration)한 표준 곡선(Standard curve)에서 도출한 값

과 측정치의 상․하한이 10% 이내로 유지되도록 하였다. 이는 EPA

Method 7473(2007)에서 권고한 ± 20%보다 더 엄격하게 QC를 실시한 것

이다. 분석에 쓰인 기기의 검출 한계는 0.024 ng /g 으로 나타났으며, 이

는 blank 시료를 5회 측정한 값들의 표준편차의 3배에 해당되는 값이다.

또한 표 3-2에는 표준 시료인 NIST SRM 2685b에 대해 2회 분석한 결과

와 제공된 함량과 비교를 통해 분석기기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평가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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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ing sites

Study area

Soil [29]

1, 2, 3, 4, 5, 7, 8, 9, 10, 11, 12, 

13, 14, 16, 17, 19, 20, 22, 23, 26, 

27, 28, 31, 32, 33, 34, 35, 36, 37

Dust [29]

1, 2, 3, 4, 5, 7, 8, 9, 10, 11, 13,

14, 15, 16, 17, 19, 20, 22, 23, 24, 

26, 27, 28, 31, 32, 34, 35, 36, 37

Control area [4] 18, 38, 39, 40

* note a. [ ] : Quantity of samples

b. Site #13 is "Sukhbaatar Square", the center of Ulaanbaatar

(47°55'5.66"N, 106°55'10.96"E / WGS84)

Fig. 3-3 Location of sampling site of Ulaanbaatar, Mongolia

(modified with Googl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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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Principle of the Hydra-C Direct Mercury Analyzer.

(modified The Hydra-C Direct Mercury Analyzer operator's manual presented by 'Teledyne Leeman L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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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The result of analysis of Standard Reference Material 2685b

certified by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of

USA.

(unit in ng/g)

Material
Certified 

values

Result

1st 

measurement

2nd

measurement
Avg.

SRM 2685b 146.2±10.6 151.31 148.33 1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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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고찰

4.1 먼지 및 토양 내 수은 농도

연구대상 지역의 토양시료 29개의 농도는 19.71 ng/g - 672.56 ng/g

의 범위에서 나타났으며, 평균값은 89.41 ng/g, 중간값은 42.09 ng/g 을

보였다. 또한 먼지시료 29개의 농도는 19.09 ng/g - 161.41 ng/g 의 범위

에서, 평균값은 67.70 ng/g, 중간값은 71.38 ng/g 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

조 지역에서의 토양시료 4개의 농도 평균값은 20.66 ng/g, 먼지시료 2개

의 농도 평균값은 28.56 ng/g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토양 및 먼지 내에 높은 수준의 농도를 보이는 곳은 시내

중심인 수흐바타르 광장(시료번호 13번) 반경 3km 이내의 지점으로 나

타났으며(2, 3, 5, 9, 10, 11, 13, 14, 20, 35번), 동 지역의 토양 및 먼지시

료 평균값은 각각 184.20 ng/g, 96.03 ng/g 으로, 주된 수은 배출원으로

예상되는 열병합 발전소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4-1 및 그림 4-1에 정리하였다.

Worldbank(2009)는 몽골 기상수리환경관측청 (NAMHEM, National

Agency for Meteorology, Hydrology and Environment Monitoring)의

2007년 자료를 인용하여 울란바타르의 바람방향은 서풍이 우세하다고 밝

힌 바 있어, 위와 같은 결과를 뒷받침해 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Lee et al.(2008)이 국내 화력발전소 주변 수은 농

도인 토양 11-192 ㎍/kg, 먼지 43-559 ㎍/kg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

다. 반면에 앞선 2.5절에서 언급한 도시들 중 난방, 발전 등 석탄 사용이

많은 곳인 중국 창춘 (102 - 479 ng/g), 중국 푸슌 (below detection limit -

500 ng/g, 평균 200 ng/g) , 중국 시아먼 (34 - 1,400 ng,, 평균 280 ng/g)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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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석탄 사용이 주된 요인이 아닌 주요도시 내 수은 수준과의 결

과 비교를 했을 때, 캐나다 오타와 시가지 먼지 내 수은 농도 (평균 29

ng/g)보다 높은 수준(Rasmussen et al., 2001)이며, 앞선 2.5절에서 밝힌

주요 도시 중 앙골라 루안다 (30 - 570 ng/g, 평균 130 ng/g)

(Ferreira-Baptista et al. 2005), 카자흐스탄 테미르타우 (21 - 1,033 ng/g,

평균 177 ng/g) (Hsiao, 2008) 및 중국 난징 (50 - 340 ng/g, 평균 120

ng/g) (Hu et al., 2011)과 비견될 만하나, 그 밖의 도시에 비해서는 상

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수은의 주된 배출 요인으로 석탄 연소를 전제하였으나

석탄 사용이 많은 다른 도시에 비해 수은 농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도출

되었다. 그 이유는 (1) 연구대상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석탄 내 포함되

어 있는 수은의 농도가 전세계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고, (2) 시료를 채취

한 4월은 동절기에서 하절기로 넘어가는 간절기로 석탄 사용량이 혹한기

인 12 - 2월에 비해 적기 때문에, 수은 배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

으로 판단된다. 상기 제시한 각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4.2절 및 4.3절에

서 다시 기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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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Mercury levels in soil and dusts collected in and around Ulaanbaatar city of Mongolia.

(unit in ng/g)

Region

Hg levels

Soil Dust

Range Average Median Range Average Median

Study 

area

Whole 19.71 - 672.56 87.32 42.09 19.09 - 161.41 67.70 71.38

Central part of city 35.25 - 672.56 184.20 69.14 32.47 - 161.41 96.03 98.73

Control area 16.92 - 24.26 20.66 - 28.23 - 28.89 28.56 -

* note : a. Quantity of Soil samples of study area [29], b. Quantity of Dust samples of study area [29]
c. Quantity of Soil samples of control area [4], d. Quantity of Dust samples of control area [2]
e. Quantity of both samples of central part of city of study area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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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 a. Shaded circle of each map means central part of the city,
of which center is Sukhbaatar square and radii is 3km

b. Ger district is in the northern area in pink colour on the map
and 3 power plants are in the west side of the city

Fig. 4-1 Mercury concentrations (ng/g) in soil(upper) and dust(lower)

in Ulaanbaatar, Mongolia. (modified with Googl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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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석탄 내 수은 농도 및 특성

동 연구에서 분석한 석탄은 바가누르 탄광(Baganuur coal mine) 및

날라이흐 탄광(Nalaikh coal mine)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각각의 석탄 내

수은의 농도는 55.13 ± 7.54 ng/g, 34.00 ± 2.63 ng/g으로 나타나

Yudovich(2005)가 밝힌 석탄 내 수은 클라크수인 100 ± 10 ng/g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바가누르 석탄은 중생대 후기 쥬라기-하부 백악기에 형성된 갈탄(허

철호 등, 2009)으로 이에 대한 몽골기준(Mongolia Standard, MNS 3818

- 2001)에는 회분(ash, 17.5 wt%, 이하 %로 표시), 수분(moisture, 37.5%),

휘발분(volatile matter, 44.8%), 전유황분(sulfur, 0.38%)로 나타나 있다

(MASM, 2011). 그러나 실제 채취한 샘플을 공업 분석한 결과와 허철호

등(2009)이 연구한 결과를 종합하면, 회분 8.72 ± 6.65 %, 수분 7.70 ± 3.14

%, 휘발분 36.93 ± 4.32 %, 고정탄소 46.64 ± 5.55 % 및 전유황분 0.51 ±

0.37 %로 나타났다. 또한 날라이흐 석탄은 회분 7.53 ± 1.71 %, 수분 11.16

± 1.88 %, 휘발분 36.43 ± 2.46 %, 고정탄소 46.95 ± 4.38 % 및 전유황분

0.37 ± 0.04 %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연구대상지에서 생산되는 석탄의 수은에 대한 Coal affinity

index(CAI)는 바가누르 석탄은 9.28, 날라이흐 석탄은 6.64로 산출되어

Ketis et al.(2009)가 밝힌 대로 수은은 “highly coalphile element

(CAI>5)"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같은 연구에서 갈탄(Brown

coal)의 평균 수은 CAI는 9.12, 전체 석탄의 평균 수은 CAI는 11.03으로

나타나, 바가누르 석탄은 갈탄 기준으로 봤을 때 CAI가 평균을 상회하

고 날라이흐 석탄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및

4-3에 본 절의 결과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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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Mercury concentrations in Baganuur and Nalaikh coal of

Mongolia.

(unit in ng/g)

Producing area

Conc. of Hg Clarke 

value of Hg 

in coalRange Mean (±SD**)

Baganuur mine [3] 50.72 - 63.84 55.13 (±7.54)

100 (±10)

Nalaikh mine [3] 31.03 - 34.96 34.00 (±2.63)

* Note : [ ] - quantity of samples

** S.D.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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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Result of technical analysis and CAI(Coal Affinity Index) of Baganuur and Nalaikh coal

(unit in wt %, kcal/kg, and no unit)

Producing area

Result of technical analysis : mean (±SD)
Hg

CAI
moisture ash

volatile 

matter

fixed 

carbon
calories sulfur

Baganuur 7.70 (±3.14) 8.72 (±6.65) 36.93(±4.32) 46.64(±5.55) 5,906(±461) 0.51(±0.37) 9.28

Nalaikh 11.16(±1.88) 7.53 (±1.71) 36.43(±2.46) 46.95(±4.38) 6,173(±131) 0.37(±0.04) 6.64

* Note a. Hg CAI for whole coal(11.03), and for brown coal(9.12)

b. Result of Baganuur coal includes all the data from this study and 허철호 등(2009)

* Abbreviation for SD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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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은 배출 수준의 지역적․계절적 변이 발생 요인

연구대상 지역인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대기 중 이산화황 농도는 석탄

연소를 나타내는 지표(marker)라고 할 수 있다(Allen et al., 2011, Davy

et al., 2011, Worldbank, 2009). Allen et al.(2011)은 시내 중심지역에서

2009년 6월에서 2010년 5월까지 1년간 이산화황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50.5 ㎍/m3으로 도출한 바 있다. 한편 같은 연구에서 월별 이산화

황의 농도는 석탄사용이 많은 혹한기인 12 - 2월이 80 ㎍/m3 이상, 7월은

10 ㎍/m3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를 위한 시료 채취시기인 4월의

경우 40 ㎍/m3 내외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4와 그림 4-2에서 알 수 있듯이, Worldbank(2009)의 연구에서

측정한 이산화황의 농도와 본 연구에서 측정한 수은의 농도가 지역별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시내 중심에 위치한 Station UB-2, 4

의 경우 남부에 있는 Station UB-1보다 이산화황의 농도가 2배 이상 높

으며, UB-2, 4 근처에서 채취한 9, 10, 14번 지점과 UB-1 근처에 있는 24

번 지점의 수은 농도 역시 토양에서 10.2배, 먼지에서 4.8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북동부 대도시인 장춘(Changchun) 역시 석

탄 사용으로 인한 수은 배출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수은 농도의

시간적(temporal), 공간적(spatial) 경향성이 명백히 보임을 밝혔고, 특히

동절기 난방철에는 총 가스상 수은(Total gaseous mercury)와 이산화황

간 상관관계가 높은 것(R2 = 0.797)으로 나타났다(Fang et al.,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은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전제했던 석탄 연소

가 그 사용량에 따라 계절별 또는 월별 변이와 더불어 지역별 변이 역시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더불어 울란바타르 시내 수은 배출은

주로 석탄 연소에 의한 것으로 입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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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 Comparison of concentration level of SO2 and Hg at each air

quality observation station and sampling site.

(unit in ㎍/m3, ng/g)

Station 

# of sampling 

site nearby 

station

Concentration

SO2
 a

Hg in dust

UB-1 24 14.2 19.09

UB-2 14 28.4 82.19

UB-4 9, 10 31.1 94.96 b

* Note a. Source(Worldbank, 2009) : Average value during the whole year 2007

b. Average value at #9 and #10

Fig. 4-2 The location of SO2 monitoring stations (UB-1, 2, and 4) and nearby

sampling sites (#9, 10, 14, and 24) (modified with Googl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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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수은 오염수준 평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도심부 10개소에 대한 Geoaccumulation

Index(Igeo)는 토양의 경우 평균 1.239(-0.352 ~ 3.902)으로, 먼지는

0.997(-1.208 ~ 1.106)으로 산출되어 일반적으로 오염되었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여기서 수은의 배경치는 30 ng/g (Kong et al., 2011)으로 중국

의 토양 내 수은 평균 함량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는 몽골지역의 토양

내 수은 함량에 대해 연구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표 4-5에는 Igeo

의 class별 분류 결과를 정리하였다.

또한 Enrichment factor(EF)의 경우, 도심부 10개소 토양 평균

5.398(1.033 ~ 19.709), 먼지 평균 2.814(0.952 ~ 4.730)로 나타나 Igeo와 마찬

가지로 평균 이상으로 부화된 수준을 보이며, 수은의 발생 요인이 인위

적 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기준원소(reference

element)는 스트론튬(Sr)으로 선정하였으며, 동 원소의 지각 함유량은

Rudnock et al.(2003)을, 연구대상 지역 배경치는 UNEP(2007)의 연구결

과를 활용하였다. 표 4-6에는 EF의 class별 분류 결과를 정리하였다.

시료 채취지점 중 2번, 14번, 32번 등은 놀이터 및 초등학교 교정으

로, 야외활동이 많은 아동들에 대한 수은 노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고 할 수 있다. 영국 환경청(Environment Agency)의 Soil Guideline

Values for mercury in soil(Science Report SC050021 / Mercury SGV)

에 따르면(EA, 2009) 원소상 수은(elemental Hg)의 일평균 섭취량(MDI,

Mean Daily Intake)는 0.05 ㎍이고, 허용가능한 일섭취량(TDI, Tolerable

Daily Intake)는 킬로그램(kg)당 0.06 ㎍로, 체중 20kg 정도의 아동이 14

번 지역 놀이터(conc. of Hg = 0.673 ㎍/g, 단위 환산)에서 하루에 약

1.78그램(g) 이상의 토양 또는 먼지를 흡수하게 되면 허용가능한 일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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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넘게 된다. 더욱이 시내 중심을 제외한 주택가 이면도로는 대부분

포장이 되어 있지 않는 환경과 적은 강수량 등을 고려할 때 먼지 및 표

토의 날림에 따른 접촉이 잦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석탄 연소로 인해

배출된 수은의 총량 중 11.6%만이 지상에 침적하고, 나머지는 대기 중에

존재하면서 수은 농도를 상승시킨다는 Fang et al.(2004)의 연구 결과와,

울란바타르 내 신규 화력발전소를 2016년까지 건립한다는 계획 및 울란

바타르를 포함한 몽골 중부 지역 석탄 소비량이 점차 증가할 전망(2012

년 : 650만톤, 2015년 : 880만톤, 2018년 : 1,570만톤) (Baganuur, 2012) 등

을 참고한다면, 연구 대상지 내에서의 수은 배출량 및 그에 따른 노출량

은 더 증가할 개연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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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5 Hg contamination assessment of the central part (10 sites) of

Ulaanbaatar with Igeo.

(no unit)

Class Value Quality

# of 

sampling site

Soil Dust

0 Igeo < 0 Practically unpolluted 9, 10, 11 35

1 0 ≤ Igeo < 1
Unpolluted to

moderately polluted
2, 13, 20

10, 13, 

14, 20

2 1 ≤ Igeo < 2 Moderately polluted 5
2, 3, 5, 

9, 11

3 2 ≤ Igeo < 3
Moderately to

strongly polluted
3 -

4 3 ≤ Igeo < 4 Strongly polluted 14,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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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6 Hg contamination assessment of the central part (10 sites) of

Ulaanbaatar with EF.

(no unit)

Class Quality

# of 

sampling site

Soil Dust

EF < 2
Deficiency to minimal 

enrichment

2, 9, 10, 

11, 20
35

2 ≤ EF < 5 Moderate enrichment 5, 13

2, 3, 5, 

9, 10, 11, 

13, 14, 20

5 ≤ EF < 20 Significant enrichment 3, 14, 35 -

20 ≤ EF
Very high and extremely 

high enrichme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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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는 몽골 울란바타르의 토양 및 먼지 중의 수은의 함량을 측정

하고, 오염원에 따른 수은 오염 수준을 평가하였다.

(1) 연구대상 지역의 토양 및 먼지 중 수은 함량은 각각 19.71 -

672.56 ng/g과 26.67 - 161.41 ng/g을 보인다. 반면 대조 지역은 토양이

16.92 - 24.26 ng/g이고, 먼지가 28.23 - 28.89 ng/g의 함량을 나타냈다.

더욱이 도심지의 경우 토양 내 수은 함량이 평균 184.20 ng/g, 먼지 내

수은 함량은 평균 96.03 ng/g을 보였고, Geoaccumulation index 및

Enrichment factor를 통한 오염 수준 평가에서는 “통상적으로 오염된 수

준(Moderately polluted)"으로 평가되었다.

(2) 연구대상 지역의 토양 및 먼지 내 수은 오염은 화력발전소 및 일

반 가정에서 취사, 난방을 위해 사용하는 석탄의 연소가 주된 원인이나,

비슷한 여건을 가진 기타 도시에 비해서는 그 오염도가 낮은 것으로 평

가 된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이 지역에서 주

로 사용되는 석탄(2종) 내 수은 함량이 34.00 ng/g 및 55.13 ng/g으로 세

계 평균치인 100 ± 10 ng/g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본

연구를 위해 샘플을 채취한 4월의 경우 석탄 사용량이 급감하여 수은의

배출량 역시 줄어들기 때문에 환경매질 내 수은의 함량도 낮아질 수 있

다. 이는 본 연구지역에서 석탄 사용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산화황과

의 농도 분포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수은의 배출에도 시·공간적 경향성

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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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연구지역에서는 강수량이 적고 건조하며, 시내 중심을 제외한

주택가 이면 도로는 대부분 포장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토양 및 먼지의

날림에 따른 접촉이 잦을 수 있다. 더욱이 신규 화력발전소를 오는 2016

년 내로 건립할 예정에 있고, 매년 석탄 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석탄 연소에 따른 수은 노출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4) 위와 같은 연구 결과는 몽골 울란바타르 도심지는 석탄 연소로

인한 수은 배출로 오염이 되었음을 보여주며, 석탄 사용량 증가에 따라

더 높은 수준으로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지

역에서는 향후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각종 수은 배출원에 대한 관리 및

제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성을 통제하고 경감시킬 필요

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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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rcury is a hazardous substance that significantly impacts on

ecology system and human health. Also, it is one of the most toxic

among the CERCLA(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priority list of Hazardous

Substances. And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has

reported that the coal-fired power plant is the largest anthropogenic

source of mercury emission.

Ulaanbaatar, the capital city of Mongolia in the central Asia, is a

coal-based city which has 3 coal-fired thermal power plants and about

100,000 dwellings using lumps of lignite for their heating and

cooking. So it is possible to be contaminated with mercury caused by

emission from coal combus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level of Hg

contamination in Ulaanbaatar city. Soil and dust collected samples

from 33 sites in and around the city were analyzed for Hg by US

EPA Method 7473. The concentration level of Hg in soil and dust

was in the range of 19.71 - 672.56 ng/g Hg, and 19.09 - 161.41 ng/g

Hg, respectively. Especially in the urban district of the central part of

the city, the average Hg value in soil and dust is 184.20 ng/g, and

96.06 ng/g,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the level of Hg in

control area was in the range of 16.92 - 24.26 ng/g in soil, and 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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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9 ng/g in dust.

The result of Hg contamination assessment is classified as

"moderately polluted" according to the indices of 'Geoaccumulation

Index(Igeo)' and 'Enrichment Factor(EF).' The coal combustion of

power plants and dwellings is the provable source of Hg

contaminations in soil and dust in Ulaanbaatar, although the level of

Hg in this city is a little lower than the other cities with analogous

circumstances. This comes from not only the lower concentration of

Hg in used coal as 34.00 ng/g and 55.13 ng/g Hg, but also obvious

spatial and temporal trends in coal usage in Ulaanbaatar.

Ulaanbaatar city has a plan to construct another coal-fired power

plant, TPP #5 within year 2016. And the trend of coal consumption

of the city is upwards, and the concentration level of Hg in soil and

dust should be increasing year by year. Therefore, they need to

manage the risk caused by mercury contamination of various

environmental compartments and to control the sources of emitting

merc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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