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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기후변화는 유해화학물질의 환경 농도에 영향을 끼쳐 인체 및 생태계의 노출량을 변화

시킬 수 있다. 특히 소비제품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은 온도에 따라 환경으로의 배출량이 
달라지므로 직·간적접인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소비 제
품에 첨가되어 배출되는 PBDEs를 대상으로 환경 농도 변화에 미칠 수 있는 기후인자와 
배출량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기후인자 및 배출량 변화로 인한 오염도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다매체모형인 KPOP-CC와 RCP8.5 기후 시나리오를 적용하였고, 
(1) 하나는 대기 배출이 시간에 따라 동일한, (2) 또 하나는 대기 배출이 미래 온도에 따
라 변하는, 두 가지 대기 배출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환경 농도 변화에 끼치는 기후인자와 배출량 변화의 영향은 평균적으로 모
든 매체에서 배출량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 농도변화의 약 95% 이상이 
배출량의 영향으로 나타났으며 토양은 평균적으로 약 70% 이상, 수체는 약 80% 이상이 
배출량의 영향이었다. 

기후인자가 농도 변화에 끼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일부 시기와 지역에 따라 
기여도가 비교적 높아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계절에 따라서는 대기는 여름철, 토양은 
봄철, 수체는 겨울철이 기후인자의 기여도가 비교적 높았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 대기는 
자체 대기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 기후인자의 기여도가 농도 증가 방향으로 
작용했고, 토양은 강우량 변화가 큰 지역에서 기후인자의 기여도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의 요인으로는, 토양 농도는 강우량과 온도와 상관성이 나타났고 대기의 경우는 지역
을 둘러싼 배출 환경 조건에 따라 달랐으며 자체 배출량이 높은 지역에서 풍속과 음의 상
관성이 나타났다. 따라서 대기는 주변보다 배출량이 높은 대도시 지역에서, 토양은 강우량 
변화가 적은 조건에서 미래의 오염도 증가가 클 수 있다.

농도 변화는 배출량 변화의 영향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현재 제품에 첨가되고 다양한 
물성을 가진 물질에 대해 배출 산정을 포함한 기후변화의 영향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의 미래의 잠재적인 노출 변화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배출량의 제어가 
필요하며 소비제품의 생산과정에서부터 관련물질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
다.

◆ 주요어 : 기후 변화 영향, 배출량 변화 영향, 유해화학물질 동태, 다매체 모형, PBDEs

◆ 학  번 : 2012-2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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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는 기후변화를 인간의 활동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원인이 되어 전 지구 대기의 
조성을 변화시키고, 충분한 기간 동안 관측된 자연적인 기후변동성에 추가되어 일어
나는 기후의 변화라고 정의한다.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기후시스템의 온난화가 명백하다고 밝혔고 현재의 화석연료 사회가 지속될 
경우 금세기 말(2090~2099)의 지구 평균기온은 최대 6.4℃, 해수면은 59㎝가 상승하
며 태풍과 허리케인 등 열대폭풍의 강도가 강화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IPCC, 2007). 
이러한 기후변화의 영향은 인간과 자연 생태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전 
세계적으로 여러 분야의 학계 및 산업계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과 같은 화학물질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POPs는 환경으
로 배출된 뒤 더딘 분해속도로 인해 여러 환경 매체에 분배되며 이에 노출된 생태계
와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POPs의 동태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의 변화(온도, 강수량, 풍속 등)로 인
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의 증가는 화학물질의 휘
발, 제거속도, 환경 중 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 밖의 강우량 및 강우패턴, 풍
속 및 풍향, 해류, 태양복사량의 변화가 화학물질 동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
려져 있다.(Kraemer 외, 2005; Dalla Valle 외, 2007; Kallenborn 외, 2012) 또한 
제품에서 휘발되는 화학물질의 경우 배출량 자체가 온도 변화의 영향을 받으며 직접
적으로 대기 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Lamon 외, 2009). 따라서 이러한 화학물질의 
동태 변화 및 배출량 변화로 인해 인체 및 생태계의 노출량이 달라지며 기후변화와 
노출 변화의 관계에 대해 정량적인 이해와 예측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유해화학물질의 농도와 분포 변화에 대해서 일부 정량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국외의 경우, 정상상태의 다매체 모형을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평가하
였다. 일부 화학물질에 대해 전 지구 규모에서 월평균 기상 변화 혹은 단일 기상변화



- 2 -

(온도)에 대해 대기 매체를 중심으로 분석했고(MacLeod 외, 2005; Lamon 외, 2009) 
PCB와 HCH를 대상으로 여러 환경매체에 대해 평가된 적이 있다.(Gouin 외, 2013) 
Lamon 외(2009)의 연구에서는 제품에 첨가되는 PCB에 대해 전 지구 규모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대기 농도변화를 모의하였다. 국내의 경우에는 지역적 규모에서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며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물성에 따른 동태 변화를 분
석하였고(장리아, 2013), Cai(2013)는 KoEFT-PBTs 모형 이용하여 PAHs를 대상으로 
서울 지역과 강원도 지역을 분석하여 지역에 따른 기후변화의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
다. 또한 이지선(2014)에 의해 배출조건에 다른 환경과 토지환경이 다른 지역을 대상
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POPs 및 VOCs의 동태 변화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배출량과 기후인자 변화의 기
여의 측면에서 일부 정량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장기간 변화에 대해 평균적인 비
교로 이뤄졌고, 일부 환경매체에 대해 제한적인 기상조건에서 전 지구 규모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국내 연구의 경우 지역적 규모에서 오염물질 동태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정량적으로 분석된 적 있지만 배출량이 동시에 변화하는 경우의 오염도를 
예측하고 기후인자와 배출량의 기여 정도를 비교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소비 제품에 첨가되어 배출되는 POPs을 대상으로 기후변
화에 따른 남한 지역에서의 환경 농도 변화를 분석하고, 환경 농도 변화에 미칠 수 
있는 기후인자와 배출량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 기후인자 변화에 의한 오염물질의 환경 중 오염도의 시간적, 지역적 변화 폭을 
분석하고,

- 기후인자 및 배출량 변화로 인한 오염도를 예측하여 총 농도변화에 기여하는 
기후인자와 배출량의 기여도를 비교 분석한다.

이를 통해서 기후변화로 인한 유해물질의 오염도 변화에 대한 기상인자의 기여도
와 배출량 변화의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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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유해화학물질의 환경 중 농도 및 동태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국내환
경을 기반으로 한 다매체 모형인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under climate 
change conditions in Korea(KPOP-CC)을 사용하였다. KPOP-CC는 KoEFT-PBT모
형(Lee, 2005)을 기반으로 수정·개발되었으며 유기오염물질의 다매체 환경 중 동태 
변화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환경 거동 및 분배특성이 기상인자, 특히 온도의 함수로 구현되어 있어 기후변화의 
영향을 평가하는데 적합하다. 환경 매체는 대기, 토양, 강, 퇴적층, 식생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기의 공간적 범위는 제주도를 제외한 한반도 전체의 남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격자는 총 176개로서 30km×30km의 해상도를 가진다. 강의 경우 수계를 
기반으로 703개의 소규모 유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1]. 또한 3시간 단위의 기상자
료를 기반으로 비정상상태(dynamic state)에서의 농도 변화를 모의할 수 있다. 
KPOP-CC의 기본적인 물질수지 방정식은 아래와 같으며, 배출의 영향과 동시에 기상
인자, 환경인자, 물성인자의 함수로 구성되는 세부 기작으로 구성된다. 세부적인 프로
세스와 물질수지식은 장리아(2013), 이지선(2014)에서 자세히 기술되었다.

  


   · --- 식 (1)

i ; 환경 매체인 대기, 토양, 수체
Emission ; 각 환경 매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mol/㎥/hour]
Inflow ; 각 환경 매체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mol/㎥/hour]
Cmedium ; 각 환경 매체 중 오염물질 농도, [mol/㎥]
kTotal removal,medium ; 각 환경 매체 총 제거 속도상수, [hour-1]

기후변화 전·후의 동태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Coordinated Regional Climate 
Downscaling Experiment in East Asia (CORDEX East Asia)에서 제시하고 있는 
1956년~2005년의 기상모형자료를 사용하여 기후변화 전의 동태를 모의했고, 2006년 
~ 2100년의 RCP8.5에 대한 기상모형자료를 기후변화 자료로 사용하여 동태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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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했다.

<그림 1> KPOP-CC 모형의 공간적 범위와 격자 번호

대상 화학물질은 2009년 스톡홀름 협약에서 신규 POPs로 등재되었고, 현재도 국내
에서 사용되고 있는 PBDEs로 선정했다. PBDEs는 소비 제품에 난연제로 첨가되며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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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라 배출량이 달라지는 특성을 가진다[그림2].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고자 
PBDEs 중에서 환경에서 잘 검출되고 있고 비교적 물리화학적 특성이 잘 밝혀져 있는 
물질 3종(BDE-47, BDE-153, BDE-183)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PBDEs의 국내 환
경 중 농도 예측을 위해 상업용 PBDEs의 국내 사용량을 기반으로 대기 배출량을 산
정하였다.(환경부, 2005; USEPA, 2010) 또한 지역에 따른 배출량 강도를 반영하기 
위해 제품 사용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이 인구밀도에 비례한다고 가정하여
(Prevedouros 외, 2004b) 각 모형 격자에 할당하였다. 또한 제품 처리 분야 중 특히 
하수처리수 및 폐기물 처리수에 의해 오염물질이 수체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Morf 외, 2008) 폐기물 처리수는 그 양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대형 폐기물 처리장
은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방류수가 하천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적다고 판단하였
다. 따라서 PBDEs의 수계 배출량은 국내의 대규모 하수처리장을 기반으로 총 37개 
유역에 할당하였다. 배출량의 적합성을 판정하기 위해 모형결과와 국내에서 실측된 
PBDEs의 각 환경매체의 농도 및 상대농도로 비교 검증하였다.

<그림 2> RCP8.5 온도 변화에 따른 배출량 변화의 예시(BDE47)

기후변화로 인한 유해물질의 오염도 변화에 기상 변화가 미치는 영향과 배출 변화
가 미치는 영향의 기여도 분석을 위해 두 가지 배출 시나리오를 사용하였다. 하나는 
미래의 대기 배출량이 현재와 동일한 조건(Climate change: CC)으로 기상인자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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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태 변화를 모의하였고, 다른 하나는 기후변화와 미래의 오염물질 대기 배출량이 
온도에 의존해 변하는 조건(Climate change plus emission: CCPE)으로 모의하였
다.[그림2] 이를 통해서 배출량 변화가 환경 농도에 미치는 영향과 기상 변화로 인한 
동태 변화가 환경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화학물질 오염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1996~2005년의 평균 농도
를 기하평균 하여 기후변화 전(No Climate Change, NCC)을 대표하는 농도로 사용
하였다. 환경매체의 농도 변화 예측은 아래의 식을 기본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총 오염도 변화에 미치는 기후인자와 배출량의 기여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아래
의 식을 사용하였다. 두 배출 시나리오를 모의하여(CC, CCPE) 기상인자의 영향과 배
출량 변화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① :      기후인자 변화에 의한 농도 변화율 

     

② :  배출량 변화에 의한 농도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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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존연구의 고찰

1. RCP8.5 시나리오에 따른 기후인자 변화

한반도 지역에서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국립기상연구소에서 생산한 지역기후모델
(HadGEM3-RA) 자료를 다운스케일링 하여 생산된 RCP8.5 시나리오를 사용하였다. 
기후시나리오는 과거 구간(1956~2005)과 미래 구간(2006~2100)으로 구분되어 총 145
년의 온도, 풍속 및 풍향, 강우량의 3시간 단위 예측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한반도에서 과거 50년 구간의 전국 평균 기온의 시계열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결과를 보이지 않은 반면(r2=0.02), 미래 구간에서는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r2=0.9). NCC(1996~2005) 구간의 평균 기온과 격자에 따른 변동계수(CV)는 각각 
10.9℃, 0.1619 이었고, 21세기 말(2091-2100)은 평균 기온이 16.7℃로 5.8℃도 상
승하였으며 변동계수(CV)는 0.104로 감소하여 지역적인 편차는 줄어들었다. 평균 풍
속의 경우 과거 구간과 미래 구간 모두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으며(NCC RCP 
각각 r2=0.05, r2=0.21) 미래 구간에서 다소 약한 감소 경향을 보였다. NCC 구간에 
비해 21세기 말의 평균 풍속은 3.33 m/s에서 3.23 m/s로 약 3.1% 감소하며 2083
년도에는 전국적으로 10%까지 감소하기도 하였다. 강우량은 과거 구간에서는 특정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미래 구간에서는 약한 증가경향이 나타났다(NCC RCP 각각 
r2=0.006, r2=0.07). 미래 구간에서의 평균 강우량은 NCC구간 대비 21세기 말에 약 
19% 증가하였다. 또한 변동계수는 NCC와 21세기 말 구간에서 각각 0.144, 0.2로 나
타나 평균 강우량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편차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강우 빈도
(Frequency)의 경우 과거, 미래 구간에서 모두 뚜렷한 변화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NCC RCP 각각 r2=0.04, r2=0.001). 그렇지만 시기에 따라서 NCC구간 대비 미래 구
간 변화율이 -34%~20%의 범위 내에서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시기가 반복되었다. 
KPOP-CC의 모의기간에 따른 기상인자의 연평균 변화 및 지역에 따른 변동계수를 
[그림3]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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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과거(1956~2005년)와 RCP8.5(2006~2100년)의 기후인자의 전국평균과 지역에 따른 편차(CV)의 시계열 변화

[왼쪽-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온도, 풍속, 강우빈도, 강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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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기상인자의 변화는 지역에 따라 그 크기가 다르게 나타났다. NCC구

간 대비 미래 구간에서 변화율은 온도를 제외한 풍속, 강우량 및 강우빈도에서 상

대적으로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그림4,그림5]. 풍속은 특히 서해안 지역에서 

크게 감소하며, 2080년 전후에는 서해안 지역과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그리고 경남 

내륙지역에서도 큰 감소를 보였다. 강우량 변화율은 서울 및 경기지역과 남해안 지

역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상대적으로 동해안 지역은 변화가 미미했다. 강우빈도의 

경우 먼 해안 지역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지만 이 연구에서는 국외에서 유입되는 배

출량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륙의 농도를 분석하는데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

로 판단하여 내륙의 강수빈도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강우량 증가율이 큰 수

도권 지역은 강우빈도 변화가 미미한데 비해서 일부시기에 중부 내륙 및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우빈도 증가율이 두드려졌다.

한반도에서의 RCP8.5 기상시나리오는 시기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존재하였고, 

대체로 온도는 증가경향, 풍속은 감소경향, 강수량은 증가경향을 보이는 반면 강수

빈도는 뚜렷한 경향 없이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었다. 강수빈도는 특히 대기 오염물

질의 제거에 영향을 주어 오염물질의 환경 중 거동에 영향이 클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NCC 기간(1996-2005)의 오염도 대비 RCP 미래 기간의 오염도 변화

와 NCC 기간의 기후인자 대비 RCP 구간의 기후인자 변화의 관계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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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56~2065년과 2076~2085년에서의 기상인자 변화 (왼쪽: 온도, 오른쪽: 풍속)

[바탕색: NCC의 평균 기상 분포, 막대(주황): NCC대비 2056~2065년의 기상 변화율(%), 막대(빨강): NCC대비 2076~2085년의 기상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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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56~2065년과 2076~2085년에서의 기상인자 변화 (왼쪽: 강우량, 오른쪽: 강우빈도)

[바탕색: NCC의 평균 기상 분포, 막대(주황): NCC대비 2056~2065년의 기상 변화율(%), 막대(빨강): NCC대비 2076~2085년의 기상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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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BDEs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배출특성 

PBDEs는 다양한 직물이나 고분자 중합체 등에 난연성을 높이기 위해 첨가되는 물
질로써 상업용 제품으로는 크게 penta-BDE, octa-BDE, deca-BDE가 있으며 각각의 
제품은 PBDEs 이성체의 혼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PBDEs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대체
로 낮은 수용성 (low water solubility), 낮은 휘발성(semi-volatility), 높은 지질 용
해도(high lipid solubility), 높은 분자량의 특성을 가지며[표1], 기존 연구에서 분석
된 유해화학물질(VOCs, PAHs, PCDD/DFs)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헨리상수를 가
지고 있다.

congener　 Name MW
(g/mol)

log VP
(Pa,25℃)

Log SL
(mg/L,25℃)

Log H
(Pa·m3/mol,

25℃)
Log KOW 

(25℃)
TM

(℃)

BDE47 2,2′,4,4′-tetra-
bromodiphenyl ether 485.8 -3.613 -3.593 -0.020 6.287 83.5~84.5

BDE153 2,2′,4,4′,5,5′-hexa-
bromodiphenyl ether 643.6 -5.175 -4.571 -0.604 7.091 160~163

BDE183 2,2′,3,4,4′,5′,6-hepta-
bromodiphenyl ether 722.5 -5.957 -5.061 -0.896 7.494 171~173

(Wania and Dugani, 2003)

[표 1] PBDEs의 물리화학적 특성

이전 연구들에서 분석한 PAHs, PCDDs/DFs, VOCs 등의 유기오염물질은 주로 산
업 공정이나 연소 과정에 의해 환경으로 배출되는 것과 달리 PBDEs는 소비제품의 생
산, 사용, 처리 전 과정에 걸쳐 환경 중으로 방출된다. Prevedouros 외(2004a)는 유
럽의 PentaBDE 생산 및 소비량을 추정하고 노출 평가에 사용되는 배출계수를 적용
하여 대기 배출량을 산정한 바 있다. 제품에서의 휘발 과정에서 두 가지 주요 방식
(VP, KOA)의 배출계수를 사용하였는데, PBDEs가 사용된 전자제품 관련 실측치로 유
도된 배출계수와 비교했을 때 KOA 기반의 배출계수가 좀 더 근접하게 나타났다
(Prevedouros 외, 2004a). 또한 chamber를 사용하여 TV에서의 배출계수를 추정한 
결과 범위도 KOA 기반의 배출계수와 유사하였다.(Hirai 외, 2006. cited in USEPA 
2010)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PBDEs의 경우 전량이 국외로부터 수입되고 그 규모
는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환경부, 2005) 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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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사용량은 산정된 적이 없으며 환경부(2005)에서 PBDEs의 수입량을 통해 국내 
연간 사용량 규모를 추정한 적이 있다.[표2] PentaBDE의 경우 전 세계 수요는 91년
에 4000ton에서 99년에 8500ton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01년의 전 세계 수요 
7500ton 중 아시아의 수요는 2%로 추정된다.(Morf 외, 2007) 따라서 2003년의 국내 
PentaBDE 수요량에서 전 세계 수요량의 흐름에 비례하여 국내 Penta-BDE의 2003
년 이전 사용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브롬화 난연제는 주로 전기·
전자분야 제품에 사용되며 그 중에서도 TV, 냉장고 등 가정용 전자제품에 절반 이상
이 사용되고 있다(환경부, 2005). 이러한 소비제품의 수명기한은 USEPA(2010)에서 
사용한 10년으로 가정하였다.

(ton)

국내 
Penta-BDE

국내 
Octa-BDE

전 세계 
Penta-BDE

(환경부, 2005) (환경부, 2005) (Morf외,2007)

1991년 4000

1992년

1993년 430

1994년 260

1995년 150

1996년 150

1997년 100

1998년

1999년 8500

2000년

2001년 7500

2002년 84

2003년 26.30 226 　

[표 2] PBDEs의 연간 시장규모

 

PBDE는 주로 국외에서 국가 규모 혹은 대륙 규모의 배출량이 산정되었다. Morf 
외(2008)는 Dynamic Substance flow analysis(SFA)를 적용하여 스위스의 브롬화 
난연제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BDE47의 경우 대기로 가장 많은 양이 배출되었고 대기 
배출의 대부분은 제품 사용 중에서 발생되었다. 수계 배출은 대부분 오수 및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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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정에서 방출되며 총 수계배출량은 대기배출량의 약 1/3로 밝혀졌다. 
Earnshow 외(2013)은 SFA 모델을 사용하여 유럽의 고분자 PBDEs에 대한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이 물질의 경우 대기로의 배출이 가장 컸으며 수계 배출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매립지 침출수, 하수관을 통한 배출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내의 PBDEs 수입량을 제품 내 함유된 PBDEs량과 동일하
다는 가정 하에 남한의 배출량을 추정하였다. 대기로 발생하는 배출은 모두 플라스
틱 제품 사용 기간 중(in-use) 휘발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Morf 외(2008)를 참
조해서 대기배출량의 일정 비율이 수계로 배출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BDE47과 
BDE153은 대기 연간배출량의 20%, BDE183은 10%를 각각 수계 배출량으로 산정
하였다. 배출량을 모형 격자에 할당하기 위해 대기 배출량의 경우는 해당 격자의 
인구밀도에 비례하여 배분하였다. 이 방법은 PentaBDE에 대해 유럽 국가들을 대상
으로 모델링한 연구에서 배출량 분배에 사용되었다(Prevedouros 외, 2004b). 또한 
수체배출량은 위치 정보가 확실한 하수처리장의 연간 처리량을 기준으로 해당 유역
에 분배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배출 환경을 최대한 반영하여 남한의 기후변화로 
인한 노출 변화 예측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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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변화가 POPs 동태변화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 풍속, 강수량 등의 기상 변화는 화학물질 동태에 직·간접적
으로 영향을 끼친다.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의 증가는 오염물질의 재휘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Dalla Valle et al., 2007) 유기오염물질의 분해속도, 증기-입자상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Halsall et al., 1999). 또한 풍속 및 풍향, 그리고 강
수량 및 강수빈도, 태양복사량의 변화는 대기 중 오염물질의 대기 중 이동 및 제거량
을 변화시킬 수 있다(Lamon et al., 2009; Kallenborn et al., 2012). 기후변화는 해
류, pH 및 염도, 해수면 상승 등 해양 환경을 변화시켜 오염물질의 동태에 영향을 주
며(Kallenborn et al., 2012) 특히 염도가 증가할 경우, 유기화학물질의 용해도는 감
소하게 되어 해양에 저장되었던 오염물질이 대기로 이동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Schwarzenbach et al., 2003).

 MacLoed 외(2005)는 대기 온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NAO(North Atlantic 
Oscillation)와 전지구 규모의 다매체모형(BETR-Global)을 이용하여 기후변화가 대기
의 PCB 농도에 미치는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NAO지표 증가에 따른 PCBs의 대기 농
도는 지역과 시기별로 편차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2배 이내에서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Lamon 외(2009)는 전 지구 규모의 다매체모형(BETR-Global)을 이용하여 
IPCC A2 기상시나리오에 따른 대기 중의 PCB농도 변화를 모의하였는데, 기상인자의 
변화 중 특히 온도 변화에 의한 PCB의 일차적 배출량 증가가 농도를 변화시키는 주
요 요인임을 밝혔으며, 배출량 증가를 제외했을 때 온도, 풍속 및 풍향, 강수량 변화
에 의한 농도 변화는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Lamon 외(2009)의 연구는 월평균 
기상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세부적인 강우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
한 PCB와 HCH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기상인자 변화에 인한 화학물질의 장
기적인 농도 변화는 모든 환경매질에서 2배 내외의 범위로 변하는 것을 분석하였고 
불확실한 배출량의 변화가 농도 변화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하였
다.(Gouin 외, 2013)

장리아(2013)는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다매체모형(KPOP-CC)을 활용하여 A1B 기상
시나리오에서의 화학물질 동태 및 플럭스 변화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물성의 화학물
질을 대상으로 모의한 결과, VOCs와 같이 비교적 낮은 분자량을 가진 물질들은 손실



- 16 -

프로세스에서 풍속 증가에 의한 이류량 증가와 광분해반응에 의한 제거량 변화가 지
배적이었으며 PCDDs/DFs와 같이 분자량이 큰 물질들은 강수빈도 변화에 따른 습식
침적량 변화와 강수량 변화로 인한 토사유출의 변화가 동태에 영향을 주는 주요 기작
인 것으로 밝혔다. 이지선(2014)은 VOCs, PAHs, PCDDs/DFs를 대상으로 다양한 배
출조건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내부 혹은 외부배출원의 유무가 기후변화에 따른 오염물
질 동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내부배출량과 외부
배출량의 상대적인 비중에 의해 A1B 기상시나리오에 따른 대기 농도 변화폭이 달라
짐을 밝혔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외부배출원에 의한 대기 중 오염물질 유입 자체
가 감소하여 자체배출원의 영향을 받는 조건보다 농도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
으로 밝혀졌다. 또한 토양의 경우 기상인자보다 토양 환경인자의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외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오염물질 농도와 분포 변화에 대해서 일부 정량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전 지구 규모에서 일부 환경매질에 대해 분석되었고 제
한적인 기상조건에서 이루어졌다. 국내의 경우, 지역적 규모에서 오염물질 동태에 미
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정량적으로 분석된 연구들이 몇몇 수행됐지만 화학물질의 환
경 중 오염도 변화에 미치는 기후변화와 배출량 변화의 영향을 연구한 사례는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상물질의 배출량을 산정하고 공간적으로 할당하여 남한 전 
지역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오염물질의 오염도 변화에 끼치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배출
량 변화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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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토의

1. PBDEs 배출량 및 모형 평가

    1) 배출량

KPOP-CC 모형에서 남한의 지역에 따른 배출 강도를 반영하기 위해 대기 및 수체 
배출량을 산정했다. PBDEs는 제품의 생산, 사용, 처리과정의 전 과정에서 배출되지만 
대기 배출의 대부분은 사용 기간 중 발생하는 비율이 크고 제품 생산 및 처리과정의 
경우 지역적인 할당을 고려할 수 있는 정보를 구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PBDEs의 대
기배출량은 플라스틱 제품 사용기한 중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제품에서 대기
로의 배출계수는 여러 문헌에서 제시되었으며(USEPA, 2010; Schenker 외, 2008; 
Prevedouros 외, 2004a) 값의 범위는 매우 컸다. 이 연구에서는 측정에 의한 배출계
수 범위와 비교적 유사한 KOA 접근방식의 배출계수(USEPA, 2010)를 적용하여 모의
하였고 그 식은 아래와 같은 형태로 표현된다.

    log  × log℃                     ---- 식(2)

logEF: 배출계수 (배출된 PBDE 질량/연간 PBDE 사용량, unitless)

예측값과 실측값을 비교했을 때 모의 값이 모든 매체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나타났다. 그러한 원인에는 사용량 산정이 과소평가되었거나, 배출계수가 과소평가 되
었을 가능성이 있다. 산정한 배출량 및 배출계수 모두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모의 
값이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도록 물질에 따라 배출계수를 각각 1.5배~12배 높여 사
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사용한 배출계수와 총 배출량은 [표3], [표4]과 같
으며, BDE153의 전국 격자에 대한 분포량은 [그림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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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E47 BDE153 BDE183

logEF (g/g) 1.48E-04 9.83E-05 4.38E-05

[표 3] 최종적으로 사용한 대기 배출계수(Emission factor)

(mol/year) BDE47 BDE153 BDE183

대기 32.32 22.44 31.96

수체 6.33 4.40 3.13

[표 4] 모형에 적용한 PBDEs 총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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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BDE153의 배출량의 공간 분포 (g/year) [위: 대기, 아래: 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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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측 농도와 예측 농도의 비교

모의를 통한 예측 자료가 현실을 일정 수준 반영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모형의 서울
/인천, 청주/대전 지역의 NCC기간 평균 농도와 PBDEs의 실측 자료(국립환경과학원, 
2008)를 비교하였다. 지점에 따른 실측치는 대기의 경우 계절별로 연 4회 측정된 것
이었으며 강, 토양(나대지), 퇴적물의 경우 봄, 가을 연 2회 측정된 자료이다.

실측과 모형 예측의 절대 농도를 비교하여 [그림7]에 나타냈다. 대기, 수체, 퇴적층
은 비교적 오차범위 1/10~10배 이내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청주/대전 지역의 수체 
모의농도가 서울/인천 지역의 수체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 있는데, 이것
은 수체 배출량 추정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른 환경매체에 비해 
토양의 모의농도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었는데 이것은 비교적 높은 분자량을 가진 
BDE153과 BDE183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토양농도의 실측자료는 인천 수
봉공원, 서울 한강시민공원, 대전 남선공원에서 측정한 자료로 도심 내 주거 밀집지역
에 위치하고 있다. 그에 비해서 넓은 지역의 평균 환경을 반영하고 있는 모형의 토양 
예측 농도는 인근의 집중적인 배출량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실
제 토양 측정지점 인근의 인구밀도와 해당 모형 격자의 인구밀도는 서울/인천 지역에
서 2.8배, 청주/대전 지역에서는 약 20배까지 차이가 났다[표5]. 청주/대전 지역은 실
측 토양 농도와 모의 농도의 차이와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서울/인천 
지역의 경우 인구밀도 차이만으로 실측과 모의 값의 차이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고 판단된다.

실측 지역정보 
(국립환경과학원, 2008)

인구밀도 비교 농도 비교

Area 소지역 소구분
실측장소에 인접한 행정동 

인구밀도 (a)
모형 

인구밀도 (b)
( a / b )

실측농도/
모의농도

industrial 인천 수봉공원
21047 명/㎢

(숭의4동, 용현1.4동, 용현3동, 
주안2동, 도화1동)

7602 명/㎢
(0503격자)

약 2.8 약 6.5

urban 대전
남선근린

공원
18176 명/㎢

(탄방동, 둔산3동, 용문동, 중촌동)
930 명/㎢
(0805격자)

약 20 약 16.7

[표 5] 토양 실측지역 환경과 시뮬레이션 환경의 인구밀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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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예측 모의농도와 실측 농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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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변화에 의한 농도 변화

    1) 대기

① 배출의 영향을 제외한 기후 인자에 따른 농도 변화

  미래 기후인자에 의한 연평균 대기 농도의 변화 폭은 약 -18~20%의 범위를 보였
고 PBDEs 각 물질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연평균 최대 
48~55%까지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시간에 따른 뚜렷한 증가 혹은 감소 경향을 보이
지 않았다[그림8].

<그림 8> RCP8.5 기후 시나리오에 따른 대기농도 변화 (연평균, BDE47)

[ CR(cc)mean, 95th percentile, 5th percentile: 남한 각 격자별 CR,cc(CRCP/CNCC)의

산술평균, 제 95 백분위수, 제 5 백분위수 ]

  PBDEs의 미래 대기 농도를 월별로 살펴보면 변화방향과 변화율이 월별로 차이를 
보였다[그림9, 그림10]. 특히 11월에서 NCC 대비 농도가 증가한 해의 횟수가 95년 
중의 약 80년으로 가장 높았고 RCP 기간의 평균 농도 증가율도 가장 높았다. [그림
11]과 같이 농도의 증가 폭도 2090년 전후에 전국적으로 50%~66%까지 증가했고, 일
부 격자에서는 120~160%까지 농도가 증가하였다. 상대적으로 7~9월의 대기 농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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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횟수는 낮게 나타났다. 특히 7월은 미래 기간 중 약 2/3에서 농도가 감소했고, 감
소율도 가장 높았다. 대기의 오염물질 농도는 풍속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
는데 RCP8.5 시나리오에서 11월은 연평균 변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속이 크게 감
소, 7월은 증가하였다. 특히 농도가 증가하는 11월은 다른 기상인자에 비해 풍속과 
상관계수가 높았으며, 7월의 경우도 물질에 따라 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지만 
BDE153, BDE183은 강우량과 더 큰 상관성을 보였다[표7]. 따라서 대기 농도가 증가
하는 11월은 풍속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9] 미래 95년 중 대기 월평균 농도가 증가한 빈도 (CRcc(CRCP/CNCC)>1)

[그림 10] 미래 구간(2006-2100년)의 대기농도 월별 평균 변화율(△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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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평균 및 7월, 11월의 풍속 변화비(RCP/NCC)

R2 7월 11월

BDE47 -0.658 -0.772 

BDE153 -0.495 -0.663 

BDE183 -0.467 -0.662 

[표 6] 풍속과 월별 대기 농도변화(CR)의 상관성

(p-value < 0.05)

② 기후인자 및 배출에 의한 농도 변화

  RCP8.5 시나리오에 의해 PBDEs의 연간 배출량이 변하는 모의를 통한 PBDEs의 
대기농도를 NCC기간의 농도와 비교하였다. 남한 전국 평균 대기농도의 NCC대비 변
화비(CR(ccpe)mean)는 RCP 전 기간에서 증가 경향을 보였고 21세기 말에 NCC대비 
약 126%~207%까지 증가하였다[그림12]. 대기의 월별 농도 변화비는 일부 격자에서 
4.6~6.66배까지 증가했고, 분자량이 큰 BDE183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다[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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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RCP8.5 시나리오와 배출량 변화에 따른 PBDEs의 연평균 대기농도 변화

[ CR(ccpe)mean, 95th percentile, 5th percentile: 남한 각 격자 별 CR,ccpe(CRCP/CNCC)의 산술평균, 제 95백분위수, 제 5백분위수.

CR(cc)mean: 남한 각 격자 별 CR,cc(CRCP/CNCC)의 산술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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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cpe) Range 

(2006-2100)
BDE47 BDE153 BDE183

MAX(monthly 99th percentile) 4.60 5.12 6.66 

MAX(monthly 95th percentile) 3.02 3.42 4.03 

MIN(monthly 05th percentile) 0.45 0.51 0.53 

MIN(monthly 01st percentile) 0.10 0.16 0.19 

[표 7] 대기의 남한지역 월평균 농도의 CR 범위 (2006-2100)

  또한 대기 농도 변화율(CR(ccpe)mean의 RCP구간 평균, %)은 경기 및 강원도 등 
북부 지역으로 갈수록 증가율이 높았고 상대적으로 남해안 지역이 낮았다[그림13]. 농
도 증가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변화율(%)은 2100년으로 기준으로 대략 1.5~1.9
배로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온도 변화가 배출량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온도 증가율과 대기 농도 변화율이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RCP8.5의 온
도 변화율의 공간분포[그림4]와 농도 변화의 공간분포가 유사한 경향을 보였지만, 통
계적인 상관성은 높지 않았다(각 격자별 2096-2100년의 평균 온도 변화율과 농도 변
화율의 상관성 검정, R2: 0.257~0.296). 또한 PBDEs 중 비교적 분자량이 높은 
BDE183의 농도 증가가 가장 높았는데, 이것은 동일한 온도변화에서 배출량 변화율이 
고분자 PBDEs일수록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며, 2100년을 기준으로 BDE183의 농
도 증가율은 BDE47의 약 1.6배 정도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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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기후 시나리오 및 배출량 변화에 따른 대기농도 변화의 공간분포

[ Annual CRccpe: 연평균 CR,ccpe(CRCP/CNCC)의 미래 기간 산술평균(2006-210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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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미래 농도 변화에 미치는 기후인자의 영향과 배출의 영향

  두 모의결과를 통해서 최종적인 대기 농도 변화에 미치는 기후인자와 배출의 영향
을 살펴보았다. 기후인자에 의한 농도 변화율(①: (CRCP(CC)-CNCC)/CNCC)과 배출 변화에 
의한 농도 변화율(②: (CRCP(CCPE)-CNCC/CNCC)-(CRCP(CC)-CNCC)/CNCC)을 비교하고[그림14,
왼쪽] 전체 농도변화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 기준으로 나타냈다[그림14,오른
쪽]. 대기 농도의 경우 배출에 의한 농도 변화가 평균적으로 9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21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기후인자 변화에 의한 농도 변화는 일정한데 비해서 온
도 변화에 의해 배출량의 증가폭이 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후인자의 기여도는 
줄어들었다.

<그림 14> 기후인자( )와 배출량( )에 의한 대기농도 변화율 비교

[ 왼쪽: 각 인자에 의한 농도 변화율, 오른쪽: 변화율의 백분율그래프. : (CRCP(CC)-CNCC)/CNCC,

: ((CRCP(CCPE)-CNCC)/CNCC)- , 오차막대: 각 격자별 농도 변화율의 5 백분위수 ~ 95 백분위수 ]

  미래 구간 중 배출량 증가가 가장 커지는 2071-2100년을 대상으로 월별 토양농도 
변화율에서 기후인자와 배출량의 기여도를 비교했을 때[그림15], 기후인자가 차지하는 
기여율이 최대 30%까지 나타났다(3월). 또한 주로 가을철, 특히 11월의 기후인자 기
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평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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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기후인자( )와 배출량( )에 의한 월별 대기농도 변화율 비교

[ 위: 각 인자에 의한 농도 변화율, 아래: 변화율의 백분율그래프. : (CRCP(CC)-CNCC)/CNCC,

: ((CRCP(CCPE)-CNCC)/CNCC)- , 오차막대: 각 격자별, 월별 농도 변화율의 5분위수 ~

95분위수 ]

  배출량 증가가 큰 2071-2100년을 대상으로 배출량의 기여도 대비 기후인자의 기여
도비(①/②)를 공간에 따라 살펴보면 [그림16]과 같다. 기여도비의 절대값이 클수록 
기후인자에 의한 농도변화가 상대적으로 큰 지역이며, 기여도비의 부호가 음수(-)인 
것은 배출량에 의한 변화가 모두 농도 증가(+)방향이기 때문에 기후인자에 의한 변화
가 농도 감소의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교적 자체 배출량이 높은 
대도시에서 상대적으로 기여도 비가 양(+)의 방향으로 높은 값을 보였고, 남해안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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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내륙 지역에서는 기여도 비가 음(-)의 방향으로 높았다.

<그림 16> 배출량 기여도 대비 기후인자 기여도 비( / )의 공간분포(대기)

[ , : 2071-2100년 평균 기여도. 대상물질: BDE47 ]

  2070년대 이후는 대부분 풍속이 NCC와 대비해 감소한 기간이며 기여도비의 절대
값이 큰 지역은 대부분 농도를 감소시키는 방향(-)이었고 주요 배출지역의 영향을 받
는, 즉 외부에서의 유입량이 큰 지역이었다. 그에 비해서 자체 배출량이 높은 일부 
지역에서 기후인자의 영향이 농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그림 16]. 그림
으로 알 수 있듯이,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기후인자의 영향이 양의 방향
으로 작용하였고 이러한 지역들은 외부 유입량에 비해 자체 배출량이 높은 지역(수평 
확산에 의한 유입플럭스의 비율이 낮은 지역)일 가능성이 크며(r2는 BDE153:-0.53, 
BDE183:-0.52)[그림17], 이러한 지역들은 풍속 감소로 외부유출량(Advection out)이 
감소하여 풍속과 대기 농도가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부록1의 AG0503 참조). 전체 유
입플럭스 대비 수평 확산에 의한 유입플럭스 비(H-Advection in/Total flux)와 배출
과 기후인자로 인한 대기 농도변화비(CRccpe)는 직접적으로 상관성이 높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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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4). 하지만 [표8]과 같이 기후인자와 배출량의 기여도비와는 음의 상관성이 나
타나 자체배출이 높은 지역일수록 기후인자의 영향이 높아질 가능성을 보였다. 대기
농도의 모의 결과에서도(CRccpe) 고농도 지역(NCC농도 상위 5% 지역)이 전국의 평
균적인 농도변화율에 비해 4~6% 더 높게 증가했고[그림18], 21세기 말에는 
13~14.7% 더 높은 농도증가율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배출량 변화에 
의해 전국적으로 대기 농도가 증가하지만,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지역에서 인체 및 생
태계로의 노출량이 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림 17> 수평 확산에 의한 유입 플럭스 기여율과 NCC 대기 농도의 상관성

[ CNCC: 1996-2005년 농도의 기하평균 ]

r2 BDE47 BDE153 BDE183

2071-2100년 - 0.465 - 0.534 - 0.518

[표 8] 수평 확산에 의한 유입플럭스 기여율(H-Advection In/Total flux,%)과 기

여도 비( / )의 상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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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NCC농도 상위 5% 지역과 전 지역의 대기 농도비(CRccpe) 비교

[ Top5%: 1996-2005년 농도의 상위 5% 격자의 농도변화율, All: 전국 격자의 농도변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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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토양

① 배출의 영향을 제외한 기후 인자에 따른 농도 변화

  KPOP-CC 모형은 격자 내 토양이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지만(나대지, 초지, 경작
지, 산림토양) 이 연구에서는 남한 지역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토양
을 선정해서 분석했다.
  배출의 변화를 배제했을 때, RCP8.5 기후시나리오로 인한 연평균 토양농도 변화는 
전국 평균적으로 NCC 대비 -50%~75% 의 범위를 보였다. BDE47에 비해 분자량이 
높은 BDE183에서 농도 증가 시의 변화율은 약 1.1배 높았고 농도 감소율은 물질에 
따라 비슷했다. 토양 농도는 21세기 전반기에 NCC 대비 50% 이상 증가하는 시기가 
간헐적으로 나타나며 (일부 격자에서 최대 136%(BDE47)~163%(BDE183) 증가), 21세
기 후반으로 갈수록 모든 물질에서 전국 평균 농도가 감소하였다[그림19].

<그림 19> RCP8.5 기후 시나리오에 따른 연평균 토양농도 변화 (BDE47)

[ CR(cc)mean, 95th percentile, 5th percentile: 남한 각 격자별 CR,cc(CRCP/CNCC)의

산술평균, 제 95백분위수, 제 5백분위수 ]

  따라서 산림토양의 월평균 농도변화를 21세기 전반기(2006~2055년)와 후반기
(2056~2100)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그림20]. 상반기에서는 특히 7월에서 평균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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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율이 40%까지 증가했다. 그에 비해 후반기는 대부분의 월에서 농도가 감소하였
고 봄철의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그림 20> RCP8.5 기후시나리오에 의한 산림토양농도 변화율(△C/C)

[ 위: 2006~2055년 기간의 전국 평균 변화율, 아래: 2056~2100년 기간의 전국 평균 변화율 ]

  <부록1>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산림토양의 농도 변화는 강우량과 온도 변화와 상
관성을 보였다. PBDEs의 산림토양 농도는 세정으로 인한 식생표면에서의 유입(Wash 
off)이 유입기작 중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토사유출(Solid runoff)이 손실기작에서 
대체로 70% 이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부록2 참조). 따라서 강우량은 토사
유출을 증가시켜 농도를 감소시키고, 온도는 대기 중 입자상 비율의 감소로 식생표면 
침적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강우 시 토양으로의 유입량 감소로 이어져 토양 농도를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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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인자 및 배출에 의한 변화

  기후인자와 배출에 의한 PBDEs에 의한 산림토양 농도는 NCC기간 대비 전국 평균
적으로 107%~159%까지 증가하였고, 일부 격자에서 최대 226~327%까지 증가했다[그
림21]. 대기의 경우 배출량이 증가하는 21세기 후반에 갈수록 농도가 증가한데 비해
서, 산림토양은 시간에 따른 변화폭이 일정한 추세를 나타내지 않았다. 산림토양의 월
별 농도 변화비는 일부 격자에서 6.7~7.7배까지 증가했고, 분자량이 큰 BDE183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다[표9].

CR(ccpe) Range 

(2006-2100)
BDE47 BDE153 BDE183

MAX(monthly 99th percentile) 6.65 6.85 7.69 

MAX(monthly 95th percentile) 4.53 4.90 5.42 

MIN(monthly 05th percentile) 0.18 0.20 0.22 

MIN(monthly 01st percentile) 0.06 0.07 0.08 

[표 9] 산림토양의 남한지역 월평균 농도의 CR 범위 (2006-2100)

  산림토양 농도 변화율의 공간 분포를 살펴보면, 부산과 울산을 포함한 경상 지역에
서 높은 농도 변화율을 보였고 상대적으로 서해북부와 전라남도 남해안 지역에서 비
교적 낮은 증가율 혹은 감소율을 보였다[그림22]. 미래에 대기 배출량이 증가했음에도 
일부 격자에서는 토양 농도가 감소하기도 했으며, 2100년을 기준으로 농도 변화가 낮
은 지역과 높은 지역의 차이는 약 11~18배로 지역 간의 차이가 다른 환경매체에 비
해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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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RCP8.5 시나리오와 배출량 변화에 따른 PBDEs의 연평균 토양농도 변화

[ CR(ccpe)mean, 95th percentile, 5th percentile: 남한 각 격자 별 CR,ccpe(CRCP/CNCC)의 산술평균, 제 95백분위수, 제 5백분위수.

CR(cc)mean: 남한 각 격자 별 CR,cc(CRCP/CNCC)의 산술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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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기후 시나리오 및 배출량 변화에 따른 산림토양농도 변화의 공간분포

[ Annual CRccpe: 연평균 CR,ccpe(CRCP/CNCC)의 미래 기간 산술평균(2006-210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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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미래 농도 변화에 미치는 기후인자의 영향과 배출의 영향

  산림토양농도 변화에 미치는 기후인자(①)와 배출량(②)의 기여도를 살펴보면[그림
23], 배출이 평균적으로 70% 이상의 기여도를 보여 기후인자에 비해 비중이 상대적
으로 컸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산림토양의 경우 기후인자로 인한 농도 변화가 미래 전/
후반 기간에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기후인자와 배출량이 토양농도변화에 
미치는 월별 기여도도 21세기 전/후반기로 나누어 비교하였다[그림24, 그림25]. 전반 
기간(2006-2055년)의 경우 배출량 증가량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7월~12월까지 기후인
자의 기여도가 양의 방향(+)으로 작용했다. 상대적으로 배출량 증가가 큰 후반 기간
(2056~2100년)은 오히려 대부분의 월에서 기후인자의 기여도가 음의 방향(-)으로 약 
-40%까지 작용하였다. 특히 7월과 같은 경우, 배출량 증가율이 큰 후반기에 비해 기
후인자의 영향으로 전반기의 토양농도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그림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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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기후인자( )와 배출량( )에 의한 산림토양농도 변화율 비교

[ 위: 각 인자에 의한 농도 변화율, 아래: 변화율의 백분율그래프

: (CRCP(CC)-CNCC)/CNCC, : ((CRCP(CCPE)-CNCC)/CNCC)- , 오차막대: 각 격자별 농도 변화율의 5 분위수 ~ 95 분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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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기후인자( )와 배출량( )에 의한 월별 산림토양농도 변화율 비교

[ 위: 각 인자에 의한 농도 변화율(2006-2055년), 아래: 각 인자에 의한 농도 변화율(2056-2100년).

: (CRCP(CC)-CNCC)/CNCC, : ((CRCP(CCPE)-CNCC)/CNCC)- , 오차막대: 각 격자별, 월별 농도 변화율

의 5 백분위수 ~ 95 백분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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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기후인자( )와 배출량( )에 의한 월별 산림토양농도 변화율의 백분율 그래프

[ 위: 변화율의 백분율그래프(2006-2055년), 아래: 변화율의 백분율그래프(2056-2100년).

: (CRCP(CC)-CNCC)/CNCC, : ((CRCP(CCPE)-CNCC)/CNCC)- , 오차막대: 각 격자별, 월별 농도 변화율

의 5 백분위수 ~ 95 백분위수 ]

  2071-2100년을 대상으로 배출량의 기여도 대비 기후인자의 기여도 비(①/②)를 공
간에 따라 살펴보면[그림26], 대체로 기후인자가 배출량의 기여방향과 반대로 작용했
다(-1.36~0.13의 범위). 전라남도 남해안 지역에서 가장 큰 값이 나타났으며, 일부 지
역에서는 배출량의 기여도를 넘어서기도 했다(|①/②|>1). 그 예로 전라남도 내 격자
인 1405격자의 5월에서, 기후인자의 기여도가 배출량에 비해 음(-)의 방향으로 크게 
작용했다[그림27]. 대기 배출량이 증가했지만 BDE47의 경우는 미래 전 구간에서 토
양농도가 감소했다. 반대로 1110격자의 7월은 기여도 비(①/②)가 0.36(2071-2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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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값은 크지 않지만 양의 값을 보였다. 기후인자의 기여율이 21세기 전반에는 최
고 80%, 21세기 말에도 약 30%의 비중을 차지했다[그림28].
  

<그림 26> 배출량 기여도 대비 기후인자 기여도 비( / )의 공간분포(산림토양)

[ , : 2071-2100년 평균 기여도. 대상물질: BDE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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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1405격자의 기후인자( )와 배출량( )에 의한 산림토양 농도 변화율 비교

[ 위: 각 인자에 의한 농도 변화율, 아래: 변화율의 백분율그래프. 대상물질: BDE47, BDE183.

: (CRCP(CC)-CNCC)/CNCC, : ((CRCP(CCPE)-CNCC)/CNCC)- , 오차막대: 각 격자별 농도 변화

율의 5 분위수 ~ 95 분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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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1110격자의 기후인자( )와 배출량( )에 의한 산림토양 농도 변화율 비교

[ 위: 각 인자에 의한 농도 변화율, 아래: 변화율의 백분율그래프. 대상물질: BDE47, BDE183.

: (CRCP(CC)-CNCC)/CNCC, : ((CRCP(CCPE)-CNCC)/CNCC)- , 오차막대: 각 격자별 농도 변화

율의 5 분위수 ~ 95 분위수 ]

  기여도비(①/②)의 공간 분포[그림26]와 강우량 변화율의 공간 분포[그림5]를 비교
해보면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강우량 변화율(%)과 기
후인자와 배출량의 기여도비(①/②)의 상관관계 역시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각 격자별 
2071-2100년의 평균 강우량 변화율과 ‘기후인자 기여율/배출량 기여율‘의 상관성 검
정, R2는 BDE47: -0.6406, BDE153:-0.733, BDE183: -0.7463 [그림29]). 앞서 언급
한 것처럼 PBDEs 토양 농도의 손실 기작 중에서 토사유출이 큰 비율을 차지하며 이
것은 강우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미래에 강우량이 증가하지 않는 지역은 
배출량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며 산림토양농도를 증가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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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강우량 변화율과 기후인자/배출량 기여도비의 상관관계

[강우량 변화율과 기후인자/배출량 기여도비는 각 격자별 2071-2100년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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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체

① 배출의 영향을 제외한 기후 인자에 따른 농도 변화

  배출을 제외한 기후변화에 따른 PBDEs 수체 농도는 전 유역의 연평균이 NCC 기
간 대비 최소 -55 ~ -45% 감소, 최대 36~83% 증가의 범위를 보였다[그림30]. 비교
적 높은 분자량을 가진 BDE183에서 농도 증가율이 크게 나타났다.
  수체의 월평균 농도는 NCC 월별 농도 대비 12월이 53~140%로 가장 크게 증가했
고 다른 계절에 비해 겨울철의 농도 증가가 비교적 높았다. 상대적으로 6월이 
-18~-3%로 농도 변화가 가장 작았다[그림31]. 수체의 경우 일부 시기, 일부 지역에
서 월 농도가 대기와 토양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BDE183의 경우 겨울철 
수체 농도가 월평균 최대 30배까지 증가하였다.
  PBDEs 수체 농도의 경우 강우량과 강우빈도와 약한 양의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1 참조). <부록2>와 같이 수체농도를 변화시키는 프로세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토사유출로서(수체배출유역 제외) 강우량과 강우빈도의 증가는 
토사유출을 증가시켜 수체농도를 높일 수 있다. 월별 강우량과 강우빈도의 변화율을 
살펴봤을 때도[그림31, 그림32] 수체농도 증가가 가장 큰 12월은 강우량과 강우빈도
가 모두 NCC 대비 증가하였다. 그에 비해 농도가 감소한 6월은 강우량과 강우빈도가 
NCC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강우량과 강우빈도가 제일 높은 2월이 가장 높
은 농도 증가를 보이지는 않았다. 따라서 강우량과 강우빈도 변화에 의한 토사유출량 
변화 이외에도 토양과 대기 농도 변화의 간접적인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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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RCP8.5 시나리오에 따른 연평균 수체농도 변화

[ CR(cc)mean, 95th percentile, 5th percentile: 남한 전 유역 수체 CR,cc(CRCP/CNCC)의 중앙값, 제 95백분위수, 제 5백분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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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수체 월평균 농도의 NCC기간 대비 평균 변화율(△C/C)

<그림 32> 월별 강우량과 강우빈도의 NCC기간 대비 평균 변화율

[위: 강우량, 아래: 강우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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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인자 및 배출에 의한 변화

  기후인자와 배출 변화에 의한 수체의 연평균 농도는 NCC기간 대비 BDE47은 최대 
150%, BDE183은 340%까지 증가하였다[그림33]. 그리고 대기와 유사하게 미래의 농
도변화가 모든 물질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수체의 월평균 농도는 NCC기간 
대비 12.11(BDE47)~33(BDE183)배까지 증가하는 시기가 나타났다[표10]. 월별 농도 
변화도 마찬가지로 비교적 분자량이 큰 BDE183의 농도 변화폭이 가장 컸다.
  수체농도 변화의 공간 분포를 살펴보면[그림34], 충청도와 전라도의 서해안 지역과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서 높은 농도 변화율을 보였고 상대적으로 강원도와 경기 일부, 
전라도 내륙 지역에서 수체 농도의 증가율이 낮았다. 농도 변화율이 낮은 지역과 높
은 지역의 차이는 2100년을 기준으로 약 3.3~3.6배의 차이를 보였다.

CR(ccpe) Range 

(2006-2100)
BDE47 BDE153 BDE183

MAX(monthly 99th percentile) 12.11 18.93 33.04 

MAX(monthly 95th percentile) 7.12 10.60 17.31 

MIN(monthly 05th percentile) 0.31 0.24 0.19 

MIN(monthly 01st percentile) 0.21 0.14 0.10 

[표 10] 수체의 남한지역 월평균 농도의 CR 범위 (200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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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RCP8.5 시나리오와 배출량 변화에 따른 PBDEs의 연평균 수체농도 변화

[ CR(ccpe)mean, 95th percentile, 5th percentile: 남한 전 유역 수체 CR,ccpe(CRCP/CNCC)의 중앙값, 제 95백분위수, 제 5백분위수.

CR(cc)mean: 남한 전 유역 수체 CR,cc(CRCP/CNCC)의 중앙값. 왼쪽부터: BDE48, BDE153, BDE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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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기후 시나리오 및 배출량 변화에 따른 수체농도 변화의 공간분포

[ Annual CRccpe: 유역별 연평균 CRccpe(CRCP/CNCC)의 미래 기간 산술평균(2006-210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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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미래 농도 변화에 미치는 기후인자의 영향과 배출의 영향

  남한 지역에서 PBDEs 수체 농도 변화에 미치는 기후인자(①)와 배출량(②)의 기여
도를 분석하기 위해 이전의 대기, 토양에서 사용한 방식을 적용했다. [그림35]에 그 
결과를 요약하였다. BDE47의 경우 수체 농도변화에 미치는 배출량의 기여도가 미래 
모든 기간에서 80% 이상을 차지했다. 일부 격자의 경우 2006-2035년 구간에서 기후
인자의 기여도가 배출량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배출량 증가가 크지 않아 변화율의 절
대값은 높지 않았다. BDE153과 BDE183은 기후인자의 비중이 약 10~50%로 BDE47
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후인자의 영향이 컸다. 다른 매체와 마찬가지로 모든 물질에서 
21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배출량의 기여도가 증가하였다.
  2071-2100년을 대상으로 기후인자와 배출량의 기여도를 월별로 비교하였다[그림
36]. 기후인자(①)가 차지하는 기여율은 겨울철에 최대 30%(2월)에서 여름철에 
-30%(6월)의 범위를 보였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여름철 기후인자의 기여율이 21
세기 말에 최대 60%까지 증가하는 유역도 있었다. 기후인자와 배출이 가지는 기여율
의 월별 경향은 물질에 따라서 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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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기후인자( )와 배출량( )에 의한 수체농도 변화율 비교

[ 위: 각 인자에 의한 농도 변화율, 아래: 변화율의 백분율그래프

: (CRCP(CC)-CNCC)/CNCC, : ((CRCP(CCPE)-CNCC)/CNCC)- , 오차막대: 각 격자별 농도 변화율의 5 백분위수 ~ 95 백분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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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기후인자( )와 배출량( )에 의한 월별 수체농도 변화율 비교(BDE47)

[ 위: 각 인자에 의한 농도 변화율, 아래: 변화율의 백분율그래프.

: (CRCP(CC)-CNCC)/CNCC, : ((CRCP(CCPE)-CNCC)/CNCC)- , 오차막대: 각 격자별, 월별 농도

변화율의 5 백분위수 ~ 95 백분위수 ]

  기후인자 기여도가 비교적 양의 방향(+)인 BDE183에 대해 배출량의 기여도 대비 
기후인자의 기여도 비(①/②)를 공간에 따라 살펴보았다[그림37]. 경기 및 강원 북부 
지역, 강원도를 제외한 모든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기후인자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기후인자의 기여율이 높은 12월에서 금강권역 만경강에 위치한 
382유역(AG1103)의 경우, 기후인자가 농도변화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절대적 크기는 분자량이 높은 BDE183에서 특히 큰 값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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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8]. 대조적으로 기후인자의 기여율 음(-)의 방향인 6월에서 낙동강권역 함양위
천이 위치한 627유역(AG1205, AG1206사이)과 같은 경우는 기후인자의 기여도가 21
세기 전반에는 최고 -80%, 21세기 말에도 약 -60~-50%를 차지해 배출량 증가를 거
의 상쇄하거나 감소시켰다[그림39]. 두 유역 모두 하천이 시작되는 상류지역으로 외부
하천의 유입은 없었으며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변화가 중요한 영향 인자로 작용하였
다.

  

<그림 37> 배출량 기여도 대비 기후인자 기여도 비( / )의 공간분포(수체)

[ , : 2071-2100년 평균 기여도. 대상물질: BDE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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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382유역의 기후인자( )와 배출량( )에 의한 수체 농도 변화율 비교

[ 위: 각 인자에 의한 농도 변화율, 아래: 변화율의 백분율그래프. 대상물질: BDE47, BDE183.

: (CRCP(CC)-CNCC)/CNCC, : ((CRCP(CCPE)-CNCC)/CN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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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627유역의 기후인자( )와 배출량( )에 의한 수체 농도 변화율 비교

[ 위: 각 인자에 의한 농도 변화율, 아래: 변화율의 백분율그래프. 대상물질: BDE47, BDE183.

: (CRCP(CC)-CNCC)/CNCC, : ((CRCP(CCPE)-CNCC)/CN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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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요약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한 환경 농도의 변화에 기상인자와 배출량 
변화가 미치는 기여도를 PBDEs를 대상으로 다매체 모형을 통해 정량적으로 비교 평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PBDEs의 환경 중 농도 변화에 끼치는 기후인자와 배출량 변화의 영향
은 환경 매체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였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매체에서 배출량의 영
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특히 대기 농도변화의 약 95% 이상이 배출량의 영향으로 나
타났으며 토양은 평균적으로 약 70% 이상, 수체는 약 80% 이상을 배출량의 기여율
이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기후인자가 농도 변화에 끼치는 비중은 낮았다. 그렇지만 시
기와 지역에 따라 기후인자의 비중이 차이를 보였다. 계절에 따라서는 대기는 여름철, 
토양은 봄철, 수체는 겨울철에 기후인자의 기여도가 비교적 높았다. 또한 지역에 따라
서는 대기는 자체 대기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 기여도가 농도 증가 방향
으로 작용했고, 대기 농도가 상대적으로 고농도인 대도시 지역의 농도변화율은 21세
기 말에 전국 평균에 비해 약 13% 더 높았다. 토양은 강우량 변화가 큰 지역에서 기
후인자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배출량 변화 이외에 환경 농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후인자로는, 토양에는 강
우량과 온도, 수체에는 강우량과 강우빈도였다. 강우량과 온도의 변화는 주로 토양 농
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데 비해 강우량과 강우빈도가 수체에서는 농도를 크
게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고 이는 분자량이 높은 BDE153과 BDE183에서 두드
러졌다. 대기의 경우는 지역을 둘러싼 배출 환경 조건에 따라 달랐으며, 자체 배출량
이 높은 지역에서 풍속과 음의 상관성이 나타났다.
  따라서 같은 온도 변화에도 배출량 증가율이 높은 물질(이 연구에서는 BDE183)의 
환경 중 농도 증가가 높을 수 있으며, 대기는 주변보다 자체 배출량이 많은 지역, 토
양은 강우량 변화가 적은 조건에서 미래의 오염도 증가가 클 수 있다.
  이렇게 일부 시기, 일부 지역에서 RCP8.5 시나리오에 따른 기후인자의 변화가 환
경 중 PBDEs의 농도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지만, 대체로 제품에서 대기로 배출되는 
양의 변화가 PBDEs의 환경 농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PBDEs와 같이 제품에 첨가되어 휘발되는 특성을 가진 유해화학물질의 경우는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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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정에서부터 관련물질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학물질의 배출량
의 변화는 특정시기에 따라 기후인자의 복합적 영향에 의해 토양은 배출량 증가율의 
2.5배 이상, 수체는 배출량 증가율의 11배 이상까지 증폭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는데 특히 분자량이 높은 PBDEs 일수록 배출량 증가율이 높았고, 기후인자의 영향도 
크게 받았다. 국내에서는 2006년부터 penta-BDE와 octa-BDE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경제성 및 성능면에서 브롬화난연제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찾기 어려워 
TBBPA, deca-BDEs 등의 사용이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권명희 외, 2008). 따라서 현
재 제품에 첨가되고 있는 이러한 유해물질에 대한 배출변화와 잠재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앞선 예측 결과와 결론을 일반화시키기에는 이 연구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
다. 우선, 대기 및 수체 배출량을 추정하는데 사용한 통계자료, 배출계수, 공간 할당
방식 등의 불확실성이 크다. 또한 배출량 변화 시나리오에 연평균 온도 변화를 바탕
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월간 배출량의 차이는 고려하지 못했다. 또한 모형에 입력되는 
환경 변수와 여러 기작에 영향을 미치는 물성 자료에 대한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존
재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는 시공간적으로 세부적이고 정확한 배출량 추정이 이루
어질 필요가 있으며, 모형의 입력 자료가 실제 환경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PBDEs 이외의 제품에 첨가되어 있는 다양한 물성의 화
학물질에 대해 평가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영향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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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PBDEs의 농도변화(ΔCcc)와 기상인자(ΔMeteo)의 상관성  

Correlation 

coefficients
(AG0503) BDE47 BDE153 BDE183 (AG1105) BDE47 BDE153 BDE183

ΔC (air) ΔC (air)

Δ온도 0.389 0.367 0.395 -0.172 -0.143 -0.046 

Δ풍속 -0.948 -0.912 -0.915 -0.449 -0.336 -0.373 

Δ강우량 -0.195 *-0.237 *-0.217 -0.430 -0.566 -0.562 

Δ강우빈도 　 -0.206 -0.321 -0.325 　 -0.365 -0.622 -0.665 

　 　 ΔC (water) 　 ΔC (water)

Δ온도 0.020 0.046 0.061 -0.129 -0.066 0.019 

Δ풍속 0.005 -0.046 -0.076 -0.066 -0.124 -0.179 

Δ강우량 0.576 0.511 0.476 0.605 0.569 0.568 

Δ강우빈도 　 0.561 0.555 0.564 　 0.593 0.583 0.580 

　 　 ΔC (forest soil) 　 ΔC (forest soil)

Δ온도 -0.421 -0.487 -0.521 -0.507 -0.454 -0.436 

Δ풍속 0.026 0.070 0.092 0.062 0.031 0.018 

Δ강우량 -0.681 -0.657 -0.645 -0.567 -0.615 -0.625 

Δ강우빈도 　 -0.099 -0.110 -0.107 　 -0.117 -0.158 -0.160 

(진하게: 상관계수는 p <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 표시: 상관계수는 p <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

 AG0503: 자체 대기 배출량 > 외부로부터의 유입량
 AG1105: 자체 대기 배출량 < 외부로부터의 유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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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PBDEs의 유입과 손실 기작의 기여도(%)

1. 대기 
유입기작 손실기작

(AG0503)

(AG1105)

 AG0503: 자체 대기 배출량 > 외부로부터의 유입량
 AG1105: 자체 대기 배출량 < 외부로부터의 유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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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양 
유입기작 손실기작

(AG0503)

(AG1105)

 AG0503: 자체 대기 배출량 > 외부로부터의 유입량
 AG1105: 자체 대기 배출량 < 외부로부터의 유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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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체 
유입기작 손실기작

(WS439)

(WS180)

 WS439: 외부 수체유입이 없는 상류 유역
 WS180: 주변 수체배출이 상류에서 유입되는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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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change has the potential of affecting the environmental concentration of

harmful chemical substances. It also can affect emission changes of chemicals

included in the consumer products such as flame retardants of plastics.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quantitative contributions between climate factors

and the emission changes causing influences to environmental levels of three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 using multimedia fate model KPOP-CC, under the

RCP8.5 climate scenario. This was achieved by defining two emission scenarios, one

condition having the same atmospheric emissions with time and another having the

emissions affected by the future temperature change.

As a result, the contribution of the emission change was larger than one of the

climate factors on average in air, forest soil, and water. Especially in air, 95 percent

of the concentration change was affected by the emission change. And contribution

was more than 70 percent and 80 percent of concentration changes in forest soil and

water respectively.

The portion occupied by climate factors to the future concentration changes was

relatively small, however it was found that this contribution can be high depending

on the season and region. The contribution of climate factors were relatively high;

the air in the summer, the soil in the spring, and the water in winter. In addition,

at the region which has high internal emission sources than surrounding grids, the

contribution of climate factors to the change of concentration in air functioned with

increasing direction. In the forest soil, the area of larger rainfall change had larger

contribution of climate factors. When analyzing climate factors causing these

changes, soil concentration changes were correlated with rainfall and temperature

and concentration changes of air in the region where has high internal emission was

correlated with wind speed. Therefore, it is likely to increase the air pollutant

concentration higher in the region such as the metropolitan areas, and also soil

contamination levels can be increased significantly in condition of less rainfall

changes or decreasing rainfall in the future.

Because the portion occupied by emission change was dominant in the change

of concentrations, analysis of the effect of climate change including the changes in



- 68 -

the emission for substances, which is currently added to the product with various

physico-chemical properties, will have to be evaluated. Also in order to reduce the

potential exposure change of toxic chemicals to the human and wildlife in the future,

regulating and managing the relevant substances from the production process of

consumer products will be necessary for emissions control.

◆ Key words : Climate change impact, Emission change impact, Fate and transport

of toxic chemical, Multi-media model, PBDEs

◆ Student Number : 2012-2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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