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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Interngover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 5차 보고서를 위한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Moderate) 기후변화 정도의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4.5(RCP4.5) 기후변화시나리오와 극단적인

(Extreme) 기후변화 정도의 RCP8.5 기후변화시나리오에 따른 다매체 환경 중 PAH

의 농도 변화를 정략적으로 예측하고자 하였다. 또한, 환경농도와 변화의 공간적 분

포 분석, 농도의 변화와 동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자 분석을 통해 다양한 기후

변화패턴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근간을 이루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와 POPs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under Climate Change Conditions in Korea모형(KPOP-CC모형)을 활용

하였다. 연구의 대상 화학물질로는 PAHs 중 배출량, 독성, 물성을 고려하여

Phenanthrene, Chrysene, Benzo(a)pyrene을 선정하였다. 대기, 토양, 수체를 대상으

로 농도와 농도의 변화율을 분석하였다. 유해화학물질의 시공간에 따른 매체별 농

도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변화율을 국지적 공간자기상관분석을 통해 분포패

턴과 인접지역의 영향을 분석하고 군집과 이례지역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기후변화에 따른 대기 농도 변화는 RCP8.5의 HH지역의 농도가

RCP4.5 보다 더 높으며, 두 시나리오 모두 농도가 증가하는 HH지역이 감소하는

LL지역에 비해 농도가 높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의해 환경적으로 관심이 높은 고

농도 지역의 농도가 증가하므로 이 지역의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월

별 농도가 변화율이 가장 높은 RCP4.5의 9월과 RCP8.5의 7월의 배출량 저감 노력

이 필요할 것이다. RCP8.5의 경우, RCP4.5에 비해 기온이 다매체 환경 중 농도변화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상인자로는 분석되었다. 토양농도의 이례지역 분석 결과

토사유출속도가 주변지역에 비해 높은 489유역이 모든 시나리오와 물질에서 공통적

으로 추출되었다. 이것은 토지피복에 따른 피복관리인자값의 영향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주변지역들에 비해 토양 농도는 낮더라도 토사유출량의 증가로 수중 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중 농도 모니터링과 함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피복도

를 관리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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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인위적 요인에 의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기체의 급격한 증가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그 결과 일본, 인도, 호주 등 많은 지역에서 집중호우의 발생 빈도와 강

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IPCC, 2007). 우리나라 또한 기온은 지난 20세기(1912∼

2010년) 동안 지구온난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0.18℃/10년 속도로 상승하였고, 같

은 기간에 강수량은 21 mm/10년 비율로 증가하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를 겪고 있다

(기상연구소, 2011). 이와 같은 급격한 기후 변화는 유기화학물질의 동태와 분배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온 증가, 풍속과 풍향, 강수의 양과 패턴, 습도 등 기상

인자의 변화는 화학물질의 환경 중 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Valle et al., 2007).

또한, 기온 상승으로 토양에서 휘발성 유기오염물질의 유출이 증가되며, 가스·입자

상 분배, 광분해와 미생물 분해와 같은 분해과정의 속도, 대기·지표간 물질 교환속

도의 증가, 하이드록실라디칼 생성과정 등이 영향을 받는다(Bloomsfield et al., 2006

; Eckhardt et al., 2007). 이처럼 기후변화로 야기된 화학물질 동태 변화는 사람과

생태계에 대한 노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Macdonald et al., 2002).

기온 상승으로 인해 대기 중 수증기농도가 증가되면 강수 패턴이 변화되며 계

절성 강우일수와 강도의 변화는 POPs(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의 분해

와 습식침적의 시공간적 분포를 변화시킨다 (Breivik et al., 2006). POPs는 대상 화

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환경 조건(토양 특성, 기후, 풍향, 풍속 등)에 따라 전

혀 생산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곳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또한, 물질의 특성에 따라

공간적 분포가 영향을 받게 된다. 높은 휘발성을 가진 잔류성 화학물일수록 거리가

먼 지역에서 침적되며, 상대적으로 낮은 증기압을 가진 화학물질일수록 배출원으로

부터 가까운 곳에서 침적된다(Valle et al., 2007). 이렇듯 기후변화와 물리 화학적

특성에 따라 POPs의 시공간의 분포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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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한 화학물질의 환경 중 동태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김선아(2011)에 의해 기후변화를 적용한 다매체모형이 처음 수정·구축되었다. 그 이

후, 장리아(2013)에 의해 다이옥신 또는 퓨란 2,3,4,7-치환 동질체(Polychlorinated

dibenzo dioxins/dibenzo furans, PCDDs/DFs)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의 동태변화를 서울지역 분석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Cai 외

(2013)에 의해 다환성방향족탄화수소(polynuclear aromatic hydrocarbons, PAHs)를

대상으로 서울지역과 강원지역 분석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기후변화시나리오

중 비교적 moderate한 변화를 갖는 A1B 시나리오를 반영한 연구만이 이루어진 상

태이며, 연구의 주된 비교 대상이 되는 기후변화 이전의 기상조건을 2000년도 자료

를 50년 반복 적용한 한계가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극한 기후 상황을

반영한 이례적 경우에 대한 대비와 다양한 기후 시나리오에 대한 유해화학물질의

동태 변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선행 연구들의 분석은 배출지역 위주로 서울 지

역과 강원지역으로 이루어졌으며, 남한 전체 지역에 대한 분포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POPs의 경우, 배출, 기후, 환경, 물성 등의 조건에 따라 배출지역에서 이동

하게 되고 예측하지 못한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유해화

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른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는 것이 유해화학물질 관리

에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Interngover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 5차 보고서

를 위한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이며,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Moderate) 기후변

화 정도의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4.5(RCP4.5) 기후변화시나리오와

극단적인(Extreme) 기후변화 정도의 RCP8.5 기후변화시나리오에 따른 다매체 환경

중의 유해화학물질의 환경농도와 변화를 정량적으로 예측하고, 기후변화시나리오

차이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농도의 변화와 동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를 분

석하고자 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농도와 오염도 변화를 공간

자기상관 분석을 이용하여 시공간에 따른 분포 패턴 분석과 군집과 이례지역을 구

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매체별 농도와 오염도의 변화의 공간 분포 패턴과 군집

특성을 고려한 분석을 통해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기후변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례지역 분석을 통해 잠재된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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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크게 문헌연구와 시뮬레이션을 통한 분석 연구를 범위로 한다. 문헌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화학물질의 동태의 국내외 연구, 기후변화 시나리오,

다매체 모형에 대한 고찰, 공간 자기상관성, 배출량 산정에 대해 다루었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연구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차이에 따른 영향을 비교 예측할

수 있도록 각기 다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를 통해 유해 화학물질의 동

태 변화와 환경 중 농도를 정량적으로 탐구하고 비교 평가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분석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그림 1-1과 같이 남한을 대상으

로 한다. 시간적 범위는 1956년부터 2100년 이다. 기후 변화의 시간적 범위는 2006

년부터 2100년까지이며, 기후변화 이전의 시간적 범위는 1956년부터 2005년까지 이

다. 시뮬레이션에 사용되는 기상 입력값은 IPCC 5차 보고서를 위하여 작성된 RCP

4.5와 8.5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과거기후모의 시나리오를 사용하였다.

기후변화와 POPs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under

Climate Change Conditions in Korea모형(KPOP-CC모형)을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

의 대상 화학물질로는 PAHs 3종을 대상으로 하며 PAHs 중 가장 많이 배출되는

Phenanthrene, PAHs의 대표적 발암물질인 Benzo(a)pyrene, 선정 된 2 개의 물질의

중간 물성을 갖고 있는 Chrysene을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 매질의 범위는 대기, 토

양, 수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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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모형의 공간적 범위와 분할. KPOP-CC 모형은 북위 34°∼39°, 동경 

125°50′∼130°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176개의 대기 격자 (30km x 30km) 와 703개의 

하천 및 유역으로 지표가 구분되어 연결되어 있다 (이윤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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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기상 입력 자료는 국립기상연구소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 4.5와 8.5 이며, 동일한 기후모델로 산출된 과거 기후모의시나리오 즉,

기후변화 이전의 기상 시나리오를 사용하였다(CORDEX East Asia: https://cordex-

ea.climate.go.kr).

기후변화를 다매체동태모형에 적용하기 위하여 모형의 물질수지식을 구성하는

매개변수들을 기온, 풍속, 풍향, 강우속도, 일조량, 상대습도의 함수로 표현되고 수

체의 부피를 실측값을 바탕으로 강우시 발생되는 강우유출량을 반영하여 수체 농도

를 계산하는 KPOP-CC모델(Ver.1.5)을 이용하였다(이윤아, 2013).

배출시나리오는 실질 GDP 성장률을 바탕으로 과거 배출량을 시계열로 추정하

였고 미래구간은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만을 고려하기 위해 배출량을 2010년부터

2012년 동안의 평균배출량을 적용하였다. 시간에 따른 배출량 변화가 일어나는 과

거 구간(1956-2012년), 2010년부터 2012년 평균 배출량을 적용해서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배출되는 미래구간(2013-2100년)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로 모형의 출력값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각 매질 농도

의 변화를 시나리오와 화학물질에 따라 분석한다. 시계열 그래프를 통해 경향을 확

인하고 각 시나리오에 따라 화학물질의 종류에 따라 매질별로 농도 변화의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1)가 있는지 검정하였다. 배출량이 고정된 미래구간에 대해서 모

형에서 출력된 2010-2014년까지 5년 평균2)을 현재 수준의 농도로 가정하여, 식

(3.1)을 사용하여 2015-2100년까지의 매질별 변화율을 예측한다. 변화율을 통해 기

후변화에 따라 현재 수준을 기준으로 오염도의 증감을 평가하였다.

연 변화율  기준농도
  기준농도

× ········································(3.1)

연 변화율  기준농도
 기준농도

× ·········································(3.2)

1) 본 연구에서 통계적 검정의 유의 수준은 95% 이다.

2) 본 연구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경우,  평균값은 기하평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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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시나리오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농도차이를 야기하는 주요 동태 변

화를 분석하기 위해 각 매질별 주요 플럭스 기여율을 분석 하였다. 플럭스 분석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화하는 유입량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아래의 식을 사용하

여 기여율로 분석하였다. 플럭스 분석은 과거 모의 기간의 마지막 10년(1996-2005

년), RCP4.5, 8.5는 86년(2015-2100년) 대기 각 프로세스별 총 누적 플럭스를 유입,

제거 프로세스의 기여율로 개별 176Cell 산정하였다.

유입 프로세스 기여율  전체 유입프로세스 총량
각 유입 프로세스 총량

× ······························(3.3)

손실 프로세스 기여율  전체 손실 프로세스 총량
각 손실 프로세스 총량

× ·····························(3.4)

세 번째로 유해화학물질의 시공간에 따른 매체별 농도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변화율을 국지적 공간자기상관분석을 통해 분포패턴과 인접지역의 영향을 분

석하고 군집과 이례지역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GIS와 GeoDa를 분석 프로그

램으로 이용하여, 높은 값 주변에 높은 값이 존재하는 HH(High–High, Hot spot)

유형, 낮은 값이 존재하는 LL(Low-Low, Cold spot)유형인 국지적 군집지역과 높은

값 주변에 낮은 값이 존재하는 HL(High-Low)유형, 낮은 값 주변에 높은 값이 존

재하는 LH(Low-High) 유형인 이례지역을 추출하였다. 군집, 이례지역으로 나누어

농도변화율, 플럭스, 제거속도 상수 비교를 통해 농도 변화를 야기하는 주요 기상

인자를 분석하였다. 장기간 축적성이 높은 토양 경우, 농도를 대상으로 추출된 이례

지역의 원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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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문헌 검토와 실험 설계

Ÿ 기후변화가 POPs 동태에 미치는 영향

Ÿ 기후변화 시나리오

Ÿ KPOP-CC

Ÿ 공간자기상관성

Ÿ 배출량 산정

⇩
⦁연구의 배경

과 목적

⦁연구의 범위

와 방법

》

2단계: 시나리오 모형 적용

》 결론
Ÿ 기상 시나리오 : RCP4.5,RCP8.5

Ÿ 배출량 시나리오 : 과거, 미래

⇩
3단계: 유해화학물질의

다매체동태 평가

Ÿ 모형을 통한 매체별 농도 변화 분석

Ÿ 기후변화 시나리오 차이에 따른

다매체동태의 영향 비교

⇩
4단계: 유해화학물질의

시공간적 분포 분석

Ÿ 유해화학물질의 공간자기상관 분석

공간적 분포 특성과 군집과 이례지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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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다매체 모형을 이용한 기후변화에 따른 화학물질 동태의 국내외 연구

1) 국내 연구 

기후변화로 인한 화학물질의 환경 중 동태를 예측 평가하기 위하여 다매체 모

형을 이용한 국내 사례는 김선아(2011)의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한

Benzo[a]Pyrene에 관한 국가규모의 다매체 동태를 평가, 장리아(2013)의 기후변화에

따른 PCDDs/Fs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동태변화의 비교분석, Cai juan juan (2013)

의 기후변화에 의한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다매체동태변화 평가 연구들이 있다.

POPs의 동태에 대한 연구들은 있었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POPs의 동태에 대한 국

내 연구는 최근 소수의 연구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

면 기후변화로 인한 화학물질의 동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강수와 풍속을 꼽

고 있으며, 기후변화 전과 비교해 농도분포범위가 넓어진 것을 밝히고 있다.

1) 국외 연구

Lamon 등(2009)의 연구에서 에서 기후변화와 같은 POPs에 의한 환경오염은

전 지구적인 이슈라 소개하며 다매체 모형을 통한 관리와 규제의 함의에 대해서 논

의하고 있다.

국외의 연구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기후변화의 영향에 의한 POPs의

동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 기후변화에 따른 베니스 Laggon 지역을 대상으로

비정상상태 다매체모델을 활용하여 매체별 동태변화에 대한 연구(Valle et al.,

2007), 전지구적 범위를 대상으로 정상상태의 다매체모형을 사용하여 A2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20세기 시나리오를 적용한 POPs의 농도와 분포의 변화에 대해 정성적

으로 분석한 것과(Lamon et al., 2009) POPs의 대기와 토양에서의 동태변화에 대해

연구 (Ma and Cao, 2010)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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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Scale scope
Chemical

compound
Change Result

Valle et al.
Local (VeniceLaggon), 

D fate model

PCB-118

PCB-180

TCDF

HCDF

Emissions ↓

(10-fold, 50 years)

T ↑ (1, 38℃)

Precipitation ↓(5, 10%)

Degradation ↑ (10, 30%)

Cair ↑10%

Csed ↓ 20–45%

Cwat ↑ 2–10%

Cspm ↓ 20–50% 

vs control

at the end of 50-year

simulation (i.e., "dissipation)

Lamon et al. Global, SS fate model
PCB-28

PCB-153

A2 vs 20CE

T↑ (~1–8℃)

Emissions ↑

Precipitation↑

Wind speed↑

Ocean currents↑

 Cair in Arctic↑

by 2.0- to 2.5-fold;

Ma and Cao

Closed two-compartment

air-surface system,

D fate model,

perturbation approach

α-HCH

γ-HCH

HCB

PCB-28

PCB-153

T↑ 0.05–0.1K/ year

(air–soil system)

Precipitation±20%

(HCHs only, air–soil system)

4–50% increase

in air concentration

compared to mean ±4

and±53% change

from mean air

concentration for

α- and γ-HCH, respectively

※ HCH : hexachlorocyclohexane, PCB : polychlorinated biphenyl, D : dynamic (non-steady state) simulation; 

A2 vs 20CE : use of climatic conditions modeled for the year 2100 under the A2 scenario compared to current 

conditions, HCB : hexachlorobenzene, TCDF : tetrachlorodibenzofuran; HCDF : hexachlorodibenzofuran, T: 

Temperature, C : Concentration, wat : water, sed :Sediment, SMP: Suspended Particular Matter

표 2-1. 기후변화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동태변화 연구(Guin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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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POP-CC 모형

KPOP-CC모형의 각 환경 매질에 대한 물질수지 방정식은 아래와 같이 배출조

건의 영향을 받는 부분과 기상인자, 환경인자, 물성인자의 함수로 구성되는 부분으

로 나뉜다(이동수 외, 2012).




   · ·············································(2.1)

i ; 환경 매질인 대기, 토양, 수체, 저토

Cmedium ; 각 환경 매질 중 유해화학물질 농도, [mol/m
3]

Inflow ; 각 환경 매질로 유입되는 유해화학물질, [mol/m³/hour]

kTotal removal,medium ; 각 환경 매질 총 제거 속도상수, (1/hr)

식(2.1)의 Inflow는 외부에서 매체로 유입되는 유해화학물질로 배출량과 기상,

환경인자의 영향을 받는다.   은 오염물질 제거속도 상수를 나타낸

다. 이 항은 유사일차반응 속도상수(pseudo first order rate constant)인 총 제거 속

도상수와 유해화학물질의 농도의 함수로 구성된다. 제거 속도 상수는 각 Cell의 환

경인자, 기상인자, 물성의 함수로 구성되며, 동일지역, 동일 물질의 기후변화에 의한

농도변화의 요인 분석의 지표가 된다. 매체별 총 제거 속도상수(kTotal removal,air)는 아

래와 같은 제거 기작속도상수로 구성된다(이지선,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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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이류에 의한 오염물질 제거속도 상수, (1/hr)

  ; 난류확산에 의한 오염물질 제거속도 상수, (1/hr)

: 광분해반응에 의한 오염물질 제거속도 상수, (1/hr)

 : 입자상 습식침적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제거속도 상수, (1/hr)

 : 가스상 습식침적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제거속도 상수, (1/hr)

  : 입자상 건식침적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제거속도 상수, (1/hr)

 : 지표로 흡착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제거속도 상수, (1/hr)

토양의 총 제거 속도상수(kTotal removal,water)는 식(2.3)과 같이 개별의 제거 기작

속도상수로 구성된다.

    deg        ············· (2.3)

deg; 토양 내 분해반응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제거 속도 상수, (1/hr)

; 강우유출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제거 속도 상수, (1/hr)

; 토사유출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제거 속도 상수, (1/hr)

; 침출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제거 속도 상수, (1/hr)

; ; 대기로 휘발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제거 속도 상수, (1/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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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체 총 제거 속도상수(kTotal removal,water)는 식(2.4)와 같은 개별의 제거 기작속

도상수로 구성된다.

      deg       

················································································································································(2.4)

; 대기로 휘발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제거 속도 상수, (1/hr)

deg; 수체 내 분해반응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제거 속도 상수, (1/hr)

; 저토로의 확산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제거 속도 상수, (1/hr)

; 부유입자의 침적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제거 속도 상수, (1/hr)

; 이류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제거 속도 상수, (1/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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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CP 기후변화 시나리오

IPCC는 1988년 설립된 이후 5,6년 주기로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

다. IPCC 4차 보고서(2007)에 사용된 Special Report on Emission Scenario(SRES)

온실가스 시나리오 대신 5차 보고서에는 인간 활동이 대기에 미치는 복사량으로 온

실가스 농도를 정하였다. RCP 시나리오의 숫자는 복사강제력, 즉 온실가스 등으로

에너지의 평형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의미하는 양으로 단위는 W/m2 이다. 지상에

도달하는 태양복사가 약 238 W/m2 이므로 RCP 8.5, RCP 4.5의 복사강제력은 입사

태양복사량의 약 3.6%, 1.9%에 해당 된다 (기상청, 2011).

시나리오 복사강제력 온실가스농도 경로형태 SPRES와의 비교 

RCP 8.5 8.5 W/m2 (2100년) 940ppm 상승 A2~A1F1

RCP 4.5 ~4.5 W/m2 (2100년) 540ppm 안정 B1

표 2-2. RCP 시나리오의 종류와 특성 (국립기상연구소, 2012)

RCP 8.5는 가장 강한 온난화를 야기하는 고배출 온실가스 시나리오로서, 미래

에 특별한 저감 정책이 없을 경우를 상정하여 온실가스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며

RCP 4.5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의 실현에 따라 점진적으로 안정화 되는

시나리오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과거기후모의 시나리오3)는

IPCC RCP 온실가스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국립기상연구소에서 Hadley Center

Regional Climate Model, Version 3(HadGEM3-RA)를 이용해 산출한 한반도 기후

시나리오 중 남한지역을 대상으로 해상도 조절한 기후 시나리오이다.

3) 국립기상연구소에서 모델의 모의 성능과 미래 기후변화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HadGEM2-RA를 이용해 과거의 에어로솔, 오존, 태양복사와 화산폭발에 의한 관측 강제력을 바탕으로 

산출된 과거 기후(1950∼2005년) 모의 시나리오이다 (국립기상연구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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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는 POPs로 환경 내에서 광화학적․생물학적 및 화학적 분

해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먹이사슬을 통해 동식물을 비롯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독성이 강한 유기오염물질이다(환경부,2007). 본 연구에서는 물성, 독성, 배

출량을 고려하여 고리가 3개인 Phenanthrene, 4개인 Chrysene, 5개인 

Benzo(a)pyrene을 선정하였다. 상대적으로 저분자 PAHs 속하는 Phenanthrene은 다

른 물질에 비해 물에 대한 용해도와 분해속도 상수가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생물농축지표로 이용되는 옥탄올-물 분배계수인 KOW 값은 고리개수와 

분자량에 따라 높아지며 상대적으로 고분자 PAHs에 속하는 Benzo(a)pyrene은 높은 

생물 농축성을 나타내고 있다. PAHs는 반휘발성의 특성 때문에 기체와 입자상 모두

에 존재하며 기상과 환경인자의 영향을 받게 된다. 반면, Phenanthrene의 경우, 다

른 물질에 비해 높은 증기압으로 기온에 따라 대기 중으로 쉽게 휘발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분자 PAHs에 속하는 Phenanthrene의 경우 다른 물질에 

비해 환경 중 분해속도상수가 높아 쉽게 분해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Chemical 

(Abbreviation)

Chemical

Formula

Molecular 

weight

Melting 

point
Pvap25 Sol25

Kow

g/mol ℃ Pa mg/l

Phenanthrene 

(Phe)
C14H10 178.23 98.85 1.02E-01 4.28E+00 2.95E+04

Chrysene 

(Chr)
C18H12 228.29 256.85 1.35E-04 8.29E-02 4.68E+05

Benzo[a]pyrene 

(BaP)
C20H12 252.31 178.85 7.94E-06 2.64E-02 1.12E+06

표 2-3. 대상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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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kdeg

air water sediment soil

s-1 s-1 s-1 s-1

Phenanthrene 3.50E-06 3.50E-07 1.13E-08 3.50E-08

Chrysene 1.13E-06 1.13E-07 1.13E-08 3.50E-09

Benzo[a]pyrene 1.13E-06 1.13E-07 1.13E-08 3.50E-09

참고 문헌 : Donald mackay et al., 2000, physical - chemical properties and environmental fate, CRCnetBase 

2000

표 2-3. 대상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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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간자기상관성  

어떠한 현상이 지리적 공간상에서 갖는 상호의존성과 상호작용을 '공간자기상

관(spatial autocorrelation)'이라 한다. 공간자기상관은 공간상에 분포하고 있는 실체

(spatial entities)들이 위치의 유사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 실체들이 갖는 값의 유사

성도 또한 높아 가는 현상이다(Anselin and Bera, 1998). 공간자기상관은 두 변수간

의 관계가 아닌 하나의 변수가 갖는 여러 관측개체 또는 관측값들 사이에서 존재하

는 관계를 지칭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관계수와는 다르다(Griffith 1987).

Moran I 공간자기상관 계수(Moran's I statistic of spatial autocorrelation, 이하

Moran I 계수)는 공간자기상관을 파악하기 위한 유용한 측정척도로, 인접해 있는

공간단위 (neighboring spatial units)들이 갖는 값(values)을 비교하여 이 계수를 산

출하게 된다. 만일 인접한 공간단위들이 '전체 연구지역(entire study region)'에 걸

쳐 유사한 값을 갖는 경우, Moran I 계수는 높은 '정적 공간상관'을 갖는 반면, 인

접한 공간 단위들이 서로 상이한 값들을 갖게 되면 Moran I 계수는 높은 '부적 공

간상관'을 갖게 된다(김광구,2003).

국지적 공간자기상관성(LISA: Local Index Spatial Association)의 경우 특정 지

역의 값과 인접한 주변 지역들이 갖는 값의 가중 평균값이 서로 유사하게 나타나면

정적인 자기상관으로, 반대로 특정 지역의 값과 인접한 주변지역들의 가중 평균값

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면 부적인 자기상관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LISA 분석을 통

해 해당지역 주변에 유사한 값을 갖는 공간적 군집의 유의성을 판정할 수 있으며,

높은 값 주변에 높은 값이 존재하는 HH(High–High) 유형, 낮은 값이 존재하는

LL(Low-Low)유형인 국지적 군집지역과 높은 값 주변에 낮은 값이 존재하는

HL(High-Low) 유형, 낮은 값 주변에 높은 값이 존재하는 LH(Low-High) 유형인

이례지역을 추출할 수 있다(이희연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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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배출량 산정 

PAHs의 대부분은 산업과 에너지 생산공정 중 탄소 재료의 불완전 연소에서 발

생된다(Xu et al., 2006; Baek et al.,1991). 산업과 에너지 생산은 GDP, 인구밀도와

같은 변수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선행연구들에서 GDP와 PAHs와의 높은 상관관

계를 밝히고 있다(Zhang et al..2009; Shen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2002년 남한지역 배출량(이동수 외, 2009)을 기준으로 GDP 성장

률에 비례하여 추정 하였고, 불완전 연소에서의 발생을 고려하여 전량 대기 배출을

가정하였다. <그림3-1>와 같이 1956년부터 2012년까지의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

률(세계은행, 2014)에 비례하여 과거 배출량을 추정하였다. 2013년부터 2100년까지

미래 구간에 대한 추정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배출된다는 가정하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의 평균 배출량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그림3-1>참조). 그 값은

아래와 같다.

§ Phenanthrene : 272,571kg/year (1,529,326mol/year)

§ Chrysene : 10,168kg/year (45,541mol/year)

§ Benzo(a)pyrene : 11,489kg/year (45,536mol/year)

<그림3-2>와 같이 우리나라의 수도권 지역, 대규모 철강, 석유산업단지인 포

항, 여수, 울산을 포함한 지역에서 높은 배출량이 추정되었다. Phenanthrene의 경우,

전체 배출량 대비 포항 8%, 울산40%, 여수 40%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Chrysen의

경우, 포항 28%, 여수 47%의 분포를 나타내었고, Benzo(a)pyrene의 경우 포항

32%, 여수 55%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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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실질 GDP 성장률 

(b) 전국 배출량 시나리오

© 전국 배출량 시나리오 

<그림3-1>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 변화와 전국 배출량 시나리오 시계열 그래프 

(a)실질 GDP 성장률 (기간 :1956-2012년, 단위: %, 출처 : 세계은행, 1956-1960년의 경제성장률은 1961-1969년의 

평균값을 사용 (b): Phenanthrene, Crysene,  Benzo(a)pyrene (기간 :1956-2100년, 단위: mol/year)  (c): Crysene,  

Benzo(a)py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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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henanthrene (b) Chrysene © Benzo(a)pyrene   

배출량(mol/year)

0 - 829

830 - 2605

2606 - 7221

7222 - 27400

27401 - 70304

70305 - 117140

117141 - 612310

배출량(mol/year)

0 - 19

20 - 43

44 - 79

80 - 146

147 - 249

250 - 867

868 - 20120

배출량(mol/year)

0 - 19

20 - 43

44 - 79

80 - 146

147 - 249

250 - 867

868 - 20120

<그림3-2> 남한지역 배출량 분포 (2013년, 단위 : mol/year) (a)  Phenanthrene, (b) Chrysene, (c) Benzo(a)py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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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의 평가 

PAHs 3종의 과거 구간(1956-2012년)에 따른 변화를 추정하여 KPOP-CC에 배

출량 시나리오로 입력하였다. 출력된 각 매질별 모형의 예측농도와 실측농도를 비

교하여 모형과 배출량의 예측력을 검정하였다. 본 검정에 사용된 실측값은 서울 지

역(도심), 안산, 시화 공단 지역(공단, 도심), 대구 지역(공단, 도심)에서 측정된 실측

값을 사용해 주었으며, 실측값의 측정 기간은 2002년부터 2003년이다4). 각 지점마다

실측값의 개수는 다르며, 서울(대기 17개, 토양 8개, 수체와 저토 27개), 시화공단(10

개), 대구(4개)의 기하평균 사용해 비교해 주었다. 예측값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의 월평균들의 기하평균을 대기는 모형에서 출력되는 30kmx30km의 대기 격자별

예측값, 토양, 수체와 저토는 유역별 예측값을 사용하였다.

<그림3-3>,<그림3-4>은 예측농도와 실측농도를 비교한 것이다. PAHs 3종의

대기 농도의 예측값 대비 실측값 차이는 0.2-4.27배, 수체의 경우 0.7-6.1배, 저토의

경우, 0.4-28.4배 차이가 났다. 대구지역에서 측정된 저토를 제외하면, 오차막대의

범위가 실측값과 예측값이 10배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구 지역

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4개의 관측값으로 비교하였기 때문에 KPOP-CC의 공간

적 해상도를 대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생각한다. 하지만, 토양의 경우, 1.6-113배

차이를 보이며, 실측값보다 예측값이 저평가 되고 있다(<그림3-4>참조).

본 비교에 사용 된 실측값은 도심과 공단이 샘플링 지역으로 비교적 높은 오염

도를 갖는 지역에서 측정되었다. 대기와 수체의 경우 이류와 확산에 의해 유해화학

물질의 농도가 토양에 비해 빠르게 변화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토양의 농도는

천천히 변화하므로 오염도가 높은 지역에서의 농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모형

검증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 공단지역의 토양오염 분포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

르면 공단지역의 PAHs의 토양 평균농도 수준이 6.54-434.62ng/m3, 대기의 경우

14.52-193.48ng//m3로 조사되었다(정종현, 2012). 토양의 농도 편차가 다른 매체에

비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산 시내의 토양 중 PAHs 농도 분포 특성에

4)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측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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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선행연구에서는 같은 지역군이라도 지점별 농도 편차가 심하며, 이는 다른 선

행 연구 결과(진유경 외, 2006)와 비슷하며 그 원인으로 채취지점별 상이한 발생원

과 대기기상 여건에 따른 확산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이렇듯, 비교대상인 실측값에

서의 불확실성과 모형의 입력값인 기상, 환경, 물성 인자들의 불확실성으로 예측값

과 모형값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비교대상인 예측값 또한, 본 모형의 해상도인

지역 내에서의 연평균 토양농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관측값과의 비교에서

는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대기, 수체,

저토의 예측력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산정된 배출량과 모형의 사용의 적합

하다 생각하지만, 토양농도의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저평가 부분을 감안하고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 22 -

(a) (b)

<그림3-3> 모의농도와 실측농도 비교 (a) 대기 농도 비교 (b) 수체 농도 비교 (단위: mol/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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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3-4> 모의농도와 실측농도 비교 (a) 토양 농도 비교 (b) 저토 농도 비교 (단위: mol/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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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상 자료 분석 

국립기상연구소에서 HadGEM3-RA의 모의실험을 통해 생산된 자료를

KPOP-CC의 기상변수로 입력해 주었다. 과거 기상 시나리오의 입력 자료는 1956년

~ 2005년의 과거 기후 모의 시나리오(이하 History) 사용하였고, 미래 기상시나리오

는 HadGEM2-RA의 대표농도경로 RCP 4.5.와 8.5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이하

RCP4.5, RCP8.5)에 따라 모의된 미래 기상자료(2006 ~ 2100년)를 사용하였다. <그

림3-5>,<그림3-6>는 각 시나리오의 전국 연평균 기상인자의 변화를 시계열과 월변

화로 비교 한 것이고 각 기상인자들의 전국 연평균 분포는 부록에 포함되어 있다.

평균기온5)은 각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따른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그림3-5>참조). RCP8.5가 후반으로 갈수록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RCP4.5의 경우, 점진적으로 안정화 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RCP4.5의 경우

History(1956-2005년) 연평균 대비 RCP4.5 시나리오(2006-2100년) 연평균이 2.29℃

증가하였으며, RCP8.5 는 3.42℃ 증가하며, RCP4.5보다 1.13℃ 높게 증가하였다.

월평균기기온 모든 월에서 RCP8.5 > RCP4.5 > History 의 순서로 나타났다(<그림

3-2>참조). RCP4.5의 월 평균 기온(2006-2100년)경우, 과거 월평균 기온 대비 1,2,9

월에 2.5℃이상 차이를 나타내었다. RCP8.5의 월 평균 기온(2006-2100년)의 경우,

History 월평균 기온(1956-2005년) 대비 1,8,9 월에 3.5℃이상 차이를 나타내었다.

강수량의 경우, History(1956-2005년) 연평균 누적 강수량 대비

RCP4.5(2006-2100년) 연평균이 92mm 증가하였으며, RCP8.5는 79mm 증가하였다

(<그림3-5>참조). <그림 3-6>와 같이 두 시나리오 모두 History 대비 5월 강수량

이 증가하였고 10,11월 강수는 감소하였다. RCP4.5의 경우는 7월 강수가 History 대

비 29.1mm 증가하였다. 두 시나리오간의 차이는 6월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

으며, RCP4.5가 RCP8.5 대비 22mm 증가하였다.

연평균 풍속은 두 시나리오 모두 History 기간대비 풍속이 감소하였다(<그림

3-5>참조). 남한지역 각 시나리오 전 기간의 평균 풍속이 History 대비 RCP4.5의

5) 기온의 평균값은 산술평균값을 사용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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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0.06m/s 감소, RCP 8.5는 0.09m/s 감소하였다.

<그림3-6>의 등급별 강수 빈도를 보면, 비교적 낮은 강수등급인 0.25mm/hr이

하에서 History의 빈도가 높으며,RCP 대비 10회 미만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전

국의 강수등급별 빈도는 RCP 시나리오간 평균차이보다는 연평균의 최대, 최소값에

서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며 RCP8.5가 시간에 따른 변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시나리오의 전국 연평균 기상인자간의 평균검정을 통해 통계적으로 95% 수

준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검정방법은 각 시나리오의 기상인자들의 정규성

검정을 Shapiro-Wilk normality test를 통해 확인하였고, 정규성에 따라 독립표본 t

검정, 독립표본 t 검정의 비모수검정은 Mann-Whitney U-test을 실행하였다. 그 결

과, 한반도 전 지역의 연평균 풍속은 History와 RCP 4.5, 8.5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있지만, RCP 4.5, 8.5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분석되었다. 강수

량의 경우도 과거시나리오와 RCP 4.5, 8.5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확

인되었지만, 시나리오간의 차이는 없다고 분석되었다. 기온의 경우, 모든 시나리오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 26 -

(a) 연평균 기온

(b) 연평균 누적 강수량

© 연평균 풍속

<그림3-5> 전국 연평균 기상변화 시계열 그래프 (과거 모의 시나리오 :1956-2005년, RCP4.5, RCP8.5 시나리오 

:2006-2100년)

(a): 연평균 기온(단위 :℃) (b): 연평균 누적 강수량 (단위 : mm)  (c) 연평균 풍속 (단위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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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월평균 기온

(b) 월평균 강수량

© 강수 등급별 빈도 

<그림3-6> 전국 월평균 기상과 강수 등급별 빈도  (기간 :History:1956-2005년, RCP4.5, 8.5:2006-2100년)

(a): 월평균 기온 (단위 :℃, 오차막대는 전국 최대, 최소) (b): 월평균 누적강수량(단위 :mm, 오차막대는 월평균 최대, 

최소)  (c) 강수 등급별 빈도(오차막대는 연평균 최대,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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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국 평균 농도 변화와 플럭스 기여율 변화 

4.1. 연평균 농도 변화율  

전체 시뮬레이션 기간(1956-2100년)의 전국 대기, 수체, 토양, 저토의 연평균 농

도 변화를 구하였다(부록 참조). 본 연구의 유해화학물질의 배출 시뮬레이션 조건은

1956-2012년까지 변화하고 2010년부터 2012년 평균 배출량(2010-2012년)으로 고정

하여 미래구간(2013-2100년)의 배출량이 현재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림3-1>참조). 배출 시나리오의 영향으로 과거 구간에서의 오염물질의 농도가

증가하며, 미래 구간에서는 기후변화 영향에 따라 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3-7>~<그림3-9> 2015년부터 2100년까지 미래 구간의

RCP4.5, 8.5 시나리오에 따른 전국 연평균 매질별 농도변화율의 시계열 변화이다(식

(3.1),(3.2)참조)

기후변화에 따른 농도변화율 변화를 통계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미래구간의 초

반 30년(2015-2044), 후반 30년(2071-2100년)의 농도를 독립표본 t 검정을 수행하였

다(<표3-1>참조). 대기의 경우, Phenanthrene만 모든 시나리오에서 초반, 후반의

변화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Benzo(a)pyrene의 경우, RCP4.5

의 시나리오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토양, 수체, 저토의 경우, 모든 물

질, 시나리오에서 초반, 후반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림3-7>와 같이 Phenanthrene의 경우, RCP 4.5 시나리오에서 대기 농도가

전국 연평균 –16%~5%, RCP8.5에서 —21%~8%까지 변화율을 나타내었고, 다른 물

질에 비해 기온 상승으로 인한 광분해 반응이 크게 증가하며 변화율의 크기가 후반

으로 갈수록 증가하였다. 따라서, 대기는 기온 증가의 영향에 민감한 Phenanthrene

이 가장 큰 폭의 변화율을 나타내었다. Benzo(a)pyrene의 경우, 강수량 증가에 따른

습식침적량 증가로 RCP 4.5 시나리오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반면,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강수량 증가와 함께 기온 증가에 따른 입자상 분배 비율의 감

소로 뚜렷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그림3-8>,<그림3-9>참조). 토양의 경우, 강

수량 증가에 따른 토사유출량 증가와 입자상 분배 감소에 의한 습식 침적량 감소로

모든 물질과 시나리오에서 농도가 감소하였다. 특히, 대상 물질 중 토양 흡착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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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RCP4.5 RCP8.5

초반 30년 후반30년 초반 30년 후반 30년

대기

Phenanthrene -2.5%＊ -8.4%＊ -2.2%＊ -8.6%＊

Chrysene -3.4% -5.6% -0.8% 1.5%

Benzo(a)pyrene -4.0%＊ -7.1%＊ -2.0% -0.4%

토양

Phenanthrene -2.1%＊ -18.8%＊ -3.6%＊ -30.6%＊

Chrysene -4.1%＊ -22.1%＊ -6.2%＊ -36.5%＊

Benzo(a)pyrene -3.9%＊ -22.4%＊ -7.1%＊ -37.3%＊

수체

Phenanthrene 1.3%＊ -5.7%＊ -3.4%＊ -20.2%＊

Chrysene 7.3%＊ 3.6%＊ 5.3%＊ -6.7%＊

Benzo(a)pyrene 4.6%＊ 1.8%＊ 1.4%＊ -6.8%＊

저토

Phenanthrene 1.7%＊ -4.0% -2.6%＊ -17.2%＊

Chrysene 9.7%＊ 6.1% 9.7%＊ -0.6%＊

Benzo(a)pyrene 4.9%＊ 2.1%＊ 3.9%＊ -4.2%＊

＊ 진한 글씨 : 초반, 후반의 t 검정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표시  

표 3-1. 시나리오에 따른 초반, 후반의 전국 연평균 농도변화율

가장 높은 Benzo(a)pyrene은 RCP 4.5에서 –45~25%, RCP 8.5에서 –56~34%의

변화율을 나타내며 후반으로 갈수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수체와 저토의

경우, 두 시나리오 모두 후반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RCP8.5가

RCP4.5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는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3-7>~<그림

3-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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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기 (b) 수체

(c)  토양 (d) 저토

<그림3-7> Phenanthrene 전국 연평균 농도 변화율 (단위 : %, 농도 변화율(%) = (RCP 시나리오 연평균 대기 농도-기준대기농도(2010-2014년 평균 농도)/기준대기농도(2010-2014년 평균 농도) 

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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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기 (b) 수체

(c)  토양 (d) 저토

<그림3-8> Chrysene 전국 연평균 농도 변화율 (단위 : %, 농도 변화율(%) = (RCP 시나리오 연평균 대기 농도-기준대기농도(2010-2014년 평균 농도)/기준대기농도(2010-2014년 평균 농도) 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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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기 (b) 수체

(c)  토양 (d) 저토

<그림3-9> Benzo(a)pyrene 전국 연평균 농도 변화율 (단위 : %, 농도 변화율(%) = (RCP 시나리오 연평균 대기 농도-기준대기농도(2010-2014년 평균 농도)/기준대기농도(2010-2014년 평균 농도) 

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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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

<그림3-10>과 <그림3-11>은 2015년부터 2100년까지 미래 구간의 RCP4.5, 8.5

시나리오에 따른 전국 대기 연평균 농도 변화율 이다. RCP 4.5 미래구간의

Phenanthrene은 일부 관동 지역을 제외한 내륙 지역에서는 대기 농도가 감소하며,

남해, 서해 인근 지역에서 농도가 증가한다. Crysene, Benzo(a)pyrene은 남해안 지

역에서 내륙으로 농도가 증가하는 지역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10>참조). RCP 8.5 미래구간의 Phenanthrene은 농도가 높은 지역인, 포항, 울산,

여수 지역이 농도가 증가하며, 내륙지역으로 갈수록 농도 감소율이 증가하는 지역

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rysene, Benzo(a)pyrene 또한, 농도가 높은 지

역인, 포항, 울산, 여수 지역에서 최대 23%까지 높은 농도 변화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3-11>참조).

<그림3-12>는 각 시나리오의 주요 플럭스 분석이다(식(3.3),(3.4) 참조).

과거대비 RCP4.5의 플럭스 기여율 변화는 Phenanthrene의 경우, 제거프로세스

에서 기온 증가의 영향으로 광분해에 의한 제거가 0.6%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Chrysene, Benzo(a)pyrene은 제거프로세스에서 기온 증가에 따른 입자상 분배의 감

소로 입자상 습식침적에 의한 제거가 0.3%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광분해와 지표

로의 흡수에 의한 제거가 0.2% 증가하였다.

RCP8.5의 경우, Phenanthrene은 제거프로세스에서 기온 증가의 영향으로 광분

해와 지표로의 흡수에 의한 제거가 0.9%, 0.3%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Chrysene

은 제거프로세스에서 기온 증가에 따른 입자상 분배의 감소로 입자상 습식침적에

의한 제거가 0.2% 감소하였고, 광분해와 지표로의 흡수에 의한 제거가 0.2%, 0.1%

증가하였다. Benzo(a)pyrene은 제거프로세스에서 입자상 습식침적에 의한 제거가

0.4% 감소하였다. 광분해와 지표로의 흡수에 의한 제거가 모두 0.4% 증가하였다.

모든 시나리오와 물질에서 기온 증가의 영향으로 과거 대비 광분해와 지표로의 흡

수에 의한 제거 기여율이 증가하였으며, Chrysene, Benzo(a)pyrene의 경우, 기온 증

가에 따른 입자상 비율의 감소로 습식침적에 의한 제거 기여율이 감소하였고

RCP8.5에서의 감소 크기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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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CP4.5 Phenanthrene (b) RCP4.5 Crysene © RCP4.5 Benzo(a)pyrene

연평균 농도(mo/m3)

1.29e-014 - 4.48e-011

4.49e-011 - 1.28e-010

1.29e-010 - 3.04e-010

3.05e-010 - 4.98e-010

4.99e-010 - 1.64e-009

1.65e-009 - 4.85e-009

변화율(%)

-36% - -23%

-22% - -12%

-11% - -6%

-5% - 0%

1% - 3%

4% - 18%

변화율(%)

-34% - -21%

-20% - -10%

-9% - -4%

-3% - 0%

1% - 4%

5% - 19%

연평균 농도(mol/m3)

5.54e-016 - 1.75e-012

1.76e-012 - 5.12e-012

5.13e-012 - 1.16e-011

1.17e-011 - 2.24e-011

2.25e-011 - 2.45e-010

연평균 농도(mol/m3)

1.80e-016 - 1.78e-012

1.79e-012 - 6.43e-012

6.44e-012 - 1.77e-011

1.78e-011 - 2.91e-011

2.92e-011 - 2.81e-010

변화율(%)

-36% - -16%

-15% - -9%

-8% - -6%

-5% - 0%

1% - 4%

5% - 23%

<그림3-10> RCP4.5 시나리오 대기 농도 변화율과 대기 연평균 농도 분포   (단위 :변화율 (%), 대기연평균 농도(mol/m3),  기간: 2015-2100) 

(a)  Phenanthrene, (b) Chrysene, (c) Benzo(a)py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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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CP8.5 Phenanthrene (b) RCP8.5 Crysene © RCP8.5 Benzo(a)pyrene

연평균 농도(mo/m3)

1.22e-014 - 4.28e-011

4.29e-011 - 1.30e-010

1.31e-010 - 3.04e-010

3.05e-010 - 4.94e-010

4.95e-010 - 1.64e-009

1.65e-009 - 4.83e-009

변화율(%)

-36% - -23%

-22% - -12%

-11% - -6%

-5% - 0%

1% - 3%

4% - 18%

변화율(%)

-34% - -21%

-20% - -10%

-9% - -4%

-3% - 0%

1% - 4%

5% - 19%

연평균 농도(mol/m3)

5.39e-016 - 1.73e-012

1.74e-012 - 5.17e-012

5.18e-012 - 1.19e-011

1.20e-011 - 2.23e-011

2.24e-011 - 2.46e-010

연평균 농도(mol/m3)

1.75e-016 - 9.87e-013

9.88e-013 - 3.03e-012

3.04e-012 - 9.19e-012

9.20e-012 - 2.85e-011

2.86e-011 - 2.82e-010

변화율(%)

-36% - -16%

-15% - -9%

-8% - -6%

-5% - 0%

1% - 4%

5% - 23%

<그림3-11> RCP8.5 시나리오 대기 농도 변화율과 대기 연평균 농도 분포   (단위 :변화율 (%), 대기연평균 농도(mol/m3),  기간: 2015-2100) 

(a)  Phenanthrene, (b) Chrysene, (c) Benzo(a)py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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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3-12> 과거 시나리오와 RCP4.5,8.5 시나리오 대기 프로세스 기여율  (기간 : History: 1996-2005년, 

RCP4.5, 8.5: 2015-2100년 176cell 누적 플럭스 기여율, 단위: %, 오차막대 전국 최대, 최소)

(a):Phenanthrene (b):Crysene (c)Benzo(a)pyrene

(AdvectioinIN, OUT: 대기 중 오염물질의 바람에 의한 이류/ HrDiff IN, OUT : 대기 중 오염물질의 수평 난류 

확산/VrDiff IN, OUT: 대기 중 오염물질의 수직 난류 확산/Volatilization : 지표에서 대기로의 오염물질의 휘발/ 

Rx: 대기 중 입자상, 가스상 오염물질의 광분해 반응/ PWet: 입자상 오염물질의 습식침적/Gwet: 가스상 오염물질의 

습식침적/ Pdry: 입자상 오염물질의 건식침적/ Gdry: 대기에서 지표로의 오염물질의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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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양

<그림3-13>과 <그림3-14>은 2015년부터 2100년까지 미래 구간의 RCP4.5, 8.5

시나리오에 따른 전국 토양 연평균 농도 변화율이다. 토양의 변화율은 전 지역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기준농도 대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CP 4.5 미래구간의 Phenanthrene은 다른 두 물질에 비해 변화율과 토양 농

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rysene, Benzo(a)pyrene은 농도가 높은 남부지방

보다 상대적으로 농도가 낮은 북부지방의 농도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3-13>참조). RCP 8.5 미래구간의 Phenanthrene은 농도가 높은 지역인 호남

지역의 토양 농도가 크게 감소하였다. Crysene, Benzo(a)pyrene은 농도가 높은 지

역인 호남과 수도권 지역이 높게 감소하며, 최대 54%까지 감소하였다(<그림3-14>

참조).

<그림3-15>는 각 시나리오의 주요 플럭스 분석이다(식(3.3),(3.4) 참조).

과거대비 RCP4.5의 플럭스 기여율 변화는 Phenanthrene의 경우, 기온 증가에

따른 입자상 분배 비율의 변화로 유입 프로세스에서 가스상 오염물질의 습식 침적

이 3.2%로 증가하였고, 입자상 습식침적은 0.8% 감소하였다. 제거 프로세스는 강우

시 발생하는 입자상 오염물질의 토사유출에 의한 제거가 강수량의 증가로 8.6%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Chrysene, Bezo(a)pyrene도 유입 프로세스에서 가스상 오염

물질의 습식 침적이 기여율이 1.6-2%로 증가하였다. Bezo(a)pyren 입자상 습식침적

이 1.2% 감소하였고 제거프로세스는 토사유출에 의한 제거가 5.4%로 증가하였다.

RCP8.5의 경우, Phenanthrene 유입 프로세스에서 제거프로세스에서 가스상 오

염물질의 습식 침적이 3.1%로 증가하였다. 제거프로세스는 토사유출에 의한 제거가

10%로 증가하였다. Chrysene도 유입 프로세스에서 가스상 오염물질의 습식 침적이

기여율이 0.6% 증가하였고, 제거 프로세스에서 토사 유출의 기여도가 5.9% 증가 하

였다. Benzo(a)pyrene은 유입 프로세스에서 입자상 습식침적에 의한 기여율이 1.7%

감소하였고, 입자상 오염물질의 습식침적에 의한 기여율이 1.3%감소하였다. 제거프

로세스에서 토사유출에 의한 제거가 6% 증가하였다.

모든 물질과 시나리오에서 유입 프로세스에서 기온 증가에 따른 입자상 분배의

변화와 강수량의 증가로 가스상 오염물질의 습식 침적 기여율이 증가하였고, 제거

프로세스에서 토사 유출에 의한 기여율이 과거대비 증가하였고 분해에 의한 제거

기여율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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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CP4.5 Phenanthrene (b) RCP4.5 Crysene © RCP4.5 Benzo(a)pyrene

농도(mol/m3)

9.7e-009 - 1.5e-006

1.6e-006 - 4.1e-006

4.2e-006 - 9.9e-006

1.0e-005 - 2.2e-005

2.3e-005 - 5.1e-005

변화율(%)

-53.7% - -41.5%

-41.4% - -33.6%

-33.5% - -23.6%

-23.5% - -5.2%

-5.1% - 21.1%

농도(mol/m3)

9.7e-009 - 1.5e-006

1.6e-006 - 4.1e-006

4.2e-006 - 9.9e-006

1.0e-005 - 2.2e-005

2.3e-005 - 5.1e-005

변화율(%)

-53.7% - -41.5%

-41.4% - -33.6%

-33.5% - -23.6%

-23.5% - -5.2%

-5.1% - 21.1%

농도(mol/m3)

9.7e-009 - 1.5e-006

1.6e-006 - 4.1e-006

4.2e-006 - 9.9e-006

1.0e-005 - 2.2e-005

2.3e-005 - 5.1e-005

변화율(%)

-53.7% - -41.5%

-41.4% - -33.6%

-33.5% - -23.6%

-23.5% - -5.2%

-5.1% - 21.1%

<그림3-13> RCP4.5 시나리오 토양 농도 변화율과 토양 연평균 농도 분포   (단위 :변화율 (%), 대기연평균 농도(mol/m3),  기간: 2015-2100, 범례동일)  

(a)  Phenanthrene, (b) Chrysene, (c) Benzo(a)py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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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CP8.5 Phenanthrene (b) RCP8.5 Crysene © RCP8.5 Benzo(a)pyrene

연평균 농도(mol/m3)

9.7e-009 - 1.5e-006

1.6e-006 - 4.1e-006

4.2e-006 - 9.9e-006

1.0e-005 - 2.2e-005

2.3e-005 - 5.1e-005

변화율(%)

-53.7% - -41.5%

-41.4% - -33.6%

-33.5% - -23.6%

-23.5% - -5.2%

-5.1% - 21.1%

농도(mol/m3)

9.7e-009 - 1.5e-006

1.6e-006 - 4.1e-006

4.2e-006 - 9.9e-006

1.0e-005 - 2.2e-005

2.3e-005 - 5.1e-005

변화율(%)

-53.7% - -41.5%

-41.4% - -33.6%

-33.5% - -23.6%

-23.5% - -5.2%

-5.1% - 21.1%

농도(mol/m3)

9.7e-009 - 1.5e-006

1.6e-006 - 4.1e-006

4.2e-006 - 9.9e-006

1.0e-005 - 2.2e-005

2.3e-005 - 5.1e-005

변화율(%)

-53.7% - -41.5%

-41.4% - -33.6%

-33.5% - -23.6%

-23.5% - -5.2%

-5.1% - 21.1%

<그림3-14> RCP8.5 시나리오 토양 농도 변화율과 토양 연평균 농도 분포   (단위 :변화율 (%), 대기연평균 농도(mol/m3),  기간: 2015-2100,  범례 동일) 

(a)  Phenanthrene, (b) Chrysene, (c) Benzo(a)py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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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henanthrene 

(b)Chrysene

(c)Benzo(a)pyrene

<그림3-15> 과거 시나리오와 RCP4.5,8.5 시나리오 토양 프로세스 기여율  (기간 : History: 1996-2005년, RCP4.5, 

8.5: 2015-2100년 176cell 누적 플럭스 기여율, 단위: %, 오차막대 전국 최대, 최소)

(a):Phenanthrene (b):Crysene (c)Benzo(a)pyrene

(Pdry :입자상 오염물질의 건식 침적/ PWet: 입자상 오염물질의 습식침적/Gwet: 가스상 오염물질의 습식침적/ Gdry: 

대기에서 토양으로의 오염물질의 흡수/SRO : 강우 발생시 입자상 오염물질의 토사 유출/WRO :강우 발생시 용존상 

오염물질의 강우 유출/ Volatilization : 대기로의 오염물질의 휘발/ Rx: 오염물질의 토양 내 분해 반응/Leach: 오염물질의 

침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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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체

<그림3-16>과 <그림3-17>은 2015년부터 2100년까지 미래 구간의 RCP4.5, 8.5

시나리오에 따른 전국 수체 연평균 농도 변화율이다.

RCP 4.5 미래구간에서 Chrysene, Benzo(a)pyrene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

부분의 지역에서 수체 농도가 증가하였다. RCP8.5는 Phenanthren은 모든 지역에서

감소하였고, Chrysene, Benzo(a)pyrne은 영남과 경기 북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감소

하였다.

<그림3-18>는 각 시나리오의 주요 플럭스 분석이다(식(3.3),(3.4) 참조).

과거대비 RCP4.5의 플럭스 기여율 변화는 Phenanthrene의 경우, 유입 프로세스

에서 강수량 증가로 인해 토사유출에 의한 기여율이 6.4% 증가하였고 가스상 오염

물질의 건식 침적에 의한 유입 기여율은 3.6% 감소하였다. 제거 프로세스에서 휘발

에 의한 제거 기여율이 0.4% 감소하였다. Chrysene, Bezo(a)pyrene도 유입 프로세

스에서 토사유출 기여율이 1.3-2.1%로 증가하였다.

RCP8.5의 경우, Phenanthrene의 유입 프로세스에서 토사유출에 의한 기여율이

7.5%증가하였고, 가스상 오염물질의 건식 침적에 의한 유입 기여율은 4.3% 감소하

였다. Bezo(a)pyrene은 유입 프로세스에서 토사유출 기여율이 2.0%로 증가하였고

입자상 건식, 습식 침적이 0.4%, 0.2% 감소하였다.Chrysene, Benzo(a)pyrne은 제거

프로세스에서 휘발에 의한 제거 기여율이 0.5%, 0.1% 증가 하였다.

모든 물질과 시나리오에서 강수량 증가에 의한 토사 유출에 의한 유입 프로세

스 기여율이 증가하였다. Phenanthrene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가스상 오염물질의 건

식 침적 유입 프로세스 기여율이 감소하였다. Chrysene, Benzo(a)pyrne의 경우, 입

자상 건식, 습식 침적에 의한 유입 기여율이 감소하였고, 휘발에 의한 제거 프로세

스 기여율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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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CP4.5 Phenanthrene (b) RCP4.5 Crysene © RCP4.5 Benzo(a)pyrene

연평균 농도(mol/m3)

5.8e-011 - 1.9e-008

2.0e-008 - 5.2e-008

5.3e-008 - 1.0e-007

1.1e-007 - 3.4e-007

3.5e-007 - 8.4e-007

변화율(%)

-26.5% - -15%

-14.9% - -5%

-4.9% - 0%

0.1% - 5%

5.1% - 10%

10.1% - 20%

연평균 농도(mol/m3)

4.5e-011 - 2.2e-009

2.3e-009 - 5.9e-009

6.0e-009 - 1.7e-008

1.8e-008 - 5.0e-008

5.1e-008 - 1.7e-007

변화율(%)

-26.5% - -15%

-14.9% - -5%

-4.9% - 0%

0.1% - 5%

5.1% - 10%

10.1% - 20%

연평균 농도(mol/m3)

4.8e-012 - 8.2e-010

8.3e-010 - 2.3e-009

2.4e-009 - 6.4e-009

6.5e-009 - 9.8e-009

9.9e-009 - 3.4e-008

변화율(%)

-26.5% - -15%

-14.9% - -5%

-4.9% - 0%

0.1% - 5%

5.1% - 10%

10.1% - 20%

<그림3-16> RCP4.5 시나리오 수체 농도 변화율과 수체 연평균 농도 분포   (단위 :변화율 (%), 수체 연평균 농도(mol/m3),  기간: 2015-2100) 

(a)  Phenanthrene, (b) Chrysene, (c) Benzo(a)py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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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CP8.5 Phenanthrene (b) RCP8.5 Crysene © RCP8.5 Benzo(a)pyrene

변화율(%)

-26.5% - -15%

-14.9% - -5%

-4.9% - 0%

0.1% - 5%

5.1% - 10%

10.1% - 20%

연평균 농도(mol/m3)

5.8e-011 - 1.9e-008

2.0e-008 - 5.2e-008

5.3e-008 - 1.0e-007

1.1e-007 - 3.4e-007

3.5e-007 - 8.4e-007

연평균 농도(mol/m3)

4.5e-011 - 2.2e-009

2.3e-009 - 5.9e-009

6.0e-009 - 1.7e-008

1.8e-008 - 5.0e-008

5.1e-008 - 1.7e-007

변화율(%)

-26.5% - -15%

-14.9% - -5%

-4.9% - 0%

0.1% - 5%

5.1% - 10%

10.1% - 20%

연평균 농도(mol/m3)

4.8e-012 - 8.2e-010

8.3e-010 - 2.3e-009

2.4e-009 - 6.4e-009

6.5e-009 - 9.8e-009

9.9e-009 - 3.4e-008

변화율(%)

-26.5% - -15%

-14.9% - -5%

-4.9% - 0%

0.1% - 5%

5.1% - 10%

10.1% - 20%

<그림3-17> RCP8.5 시나리오 수체 농도 변화율과 수체 연평균 농도 분포   (단위 :변화율 (%), 수체 연평균 농도(mol/m3),  기간: 2015-2100) 

(a)  Phenanthrene, (b) Chrysene, (c) Benzo(a)py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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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henanthrene 

(b)Chrysene

(c)Benzo(a)pyrene

<그림3-18> 과거 시나리오와 RCP4.5,8.5 시나리오 수체 프로세스 기여율  (이류 프로세스 제외, 기간 : History: 

1996-2005년, RCP4.5, 8.5: 2015-2100년 176cell 누적 플럭스 기여율, 단위: %, 오차막대 전국 최대, 최소)

(a):Phenanthrene (b):Crysene (c)Benzo(a)pyrene

(SRO : 강우 발생시 입자상 오염물질의 토사 유출/WRO :강우 발생시 용존상 오염물질의 강우 유출/Pdry :입자상 

오염물질의 건식 침적/ PWet: 입자상 오염물질의 습식침적/Gwet: 가스상 오염물질의 습식침적/ Gdry: 대기에서 

수체로의 오염물질의 흡수/SSRes : 저토에서 수체로의 입자상 오염물질의 재부유: / Vol : 대기로의 오염물질의 

휘발/DiffToSed:수체에서 저토로의 오염물질의 발산/ Rx: 오염물질의 수체 내 분해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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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RCP4.5 RCP8.5

HH LL HH LL

Pheanathrene

평균 3% -9% 3% -13%

최대 46% 12% 48% 15%

최소 -26% -24% -21% -40%

Chrysene

평균 4% -8% 8% -6%

최대 40% 18% 55% 21%

최소 -24% -28% -22% -30%

Benzo(a)pyrene

평균 4% -10% 7% -9%

최대 25% 25% 38% 22%

최소 -36% -36% -21% -35%

표 3-2. 군집지역 연평균 농도 변화율

5. 군집과 이례지역 분석   

RCP 시나리오의 2015-2100년의 연평균 변화율의 평균값을 대상으로 대기, 토양

176Cell의 국지적 공간자기상관 분석 수행하였다. 대기, 토양농도의 변화율은 공간

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여 군집지역만이 추출되었다.

토양 농도의 경우, RCP 시나리오의 2015-2100년의 연평균 농도의 평균값을 바

탕으로 703의 유역의 국지적 공간자기상관 분석을 수행하여 공통적으로 추출된 이

례지역을 분석하였다.

5.1 대기 

1) 연평균 변화

국지적 공간자기상관 분석 수행 결과, 추출된 지역을 대상으로 HH(Hot spot),

LL(Cold Spot) 군집으로 묶어서 분석하였다. 각 군집들의 연평균 농도 변화는 표

3-2과 같다.

RCP8.5의 HH 군집 지역에서 RCP4.5 HH 군집 대비 높은 변화율을 나타내었

다. Phenanthrene은 RCP8.5 LL 군집에서 최대 40%까지 감소하였고, 모든 시나리오

에서 LL 군집 중 가장 낮은 감소율을 보였다. Chrysene은 RCP8.5 HH 군집에서 최

대 55%까지 증가하였고 HH 군집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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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평균 변화 

<그림3-19>은 군집으로 추출된 지역들의 기준년도 대비 월평균 변화율이다.

RCP4.5의 경우, HH 군집은 모든 물질에서 9월의 농도변화율이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최대 215%까지 증가하였다. LL 군집은 6월의 농도변화율이 가장 낮게 나

타났으며, Benzo(a)pyrene은 평균 –35%, 최대 –82%까지 감소하였다. 모든 물질의

LL 군집에서 8월 중 최대 321%까지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19>참조).

RCP8.5은 HH 군집에서 7월의 농도변화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19-29% 증가하며 최대 189%까지 증가하였다. LL 군집도 모든 물질에서 6월 중 가

장 크게 감소하였다. Phenanthrene의 경우, 7월 중 최대 129%까지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고, 6월 중 최대 51%까지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Benzo(a)pyrene은 LL 군

집에서 2월 중 최대 200%까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3-20>은 월평균 변화율과 월평균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모든 시나리오에

서 LL군집에 비해 HH 군집의 월평균 농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RCP8.5의

HH 군집의 대기 중 농도가 RCP4.5의 HH 군집의 농도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RCP4.5의 경우, 7,8,9,10월의 대기 중 HH 군집은 증가, LL 군집은 감소하며

두 군집이 반대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RCP4.5의 HH 군집 중 9월은 대기

중 농도 월별 농도변화가 가장 높은 월이다.

RCP 8.5의 경우, HH 군집은 농도변화율이 가장 높은 7월이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내고 10,11월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LL 군집의 Chrysene, Benzo(a)pyrene은

가장 낮은 농도 변화율을 나타낸 6월과 7월에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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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henanthrene RCP4.5 (b) Chrysene RCP4.5 (c) Benzo(a)pyrene RCP4.5

(d) Phenanthrene RCP8.5 (e) Chrysene RCP8.5 (f) Benzo(a)pyrene RCP8.5

<그림3-19> 군집 지역의 월평균 변화율  (단위 : %, 기간 :2015-2100년, 농도 변화율(%) = (RCP 시나리오 월평균 대기 농도-기준대기농도(2010-2014년 평균 

농도)/기준대기농도(2010-2014년 평균 농도) x100, 오차막대는 기간 최대,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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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henanthrene RCP4.5 (b) Chrysene RCP4.5 (c) Benzo(a)pyrene RCP4.5

(d) Phenanthrene RCP8.5 (e) Chrysene RCP8.5 (f) Benzo(a)pyrene RCP8.5

<그림3-20> 군집 지역의 월평균 변화율과 월평균 농도  (단위 : %, mol/m3, 기간 :2015-2100년, 농도 변화율(%) = (RCP 시나리오 월평균 대기 농도-기준대기농도(2010-2014년 

평균 농도)/기준대기농도(2010-2014년 평균 농도) x100, 오차막대는 기간 최대,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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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자 분석   

기후변화에 따라 대기 중 농도 변화는 시나리오와 물질,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났다. 대기 중 농도는 외부로의 유입과 내부에서의 제거 프로세스에 의해서 결정

된다. 각 요인들을 구분하여 분석하기 위해 유입량과 제거 속도 상수의 증감을 비

교 분석하였다(식(2.1)참조).

유입 프로세스 중 배출량을 제외한 이류, 난류확산, 휘발에 의한 연별 유입량을

각 군집별로 산출하였고, 본 연구에서의 기준년도(2010-2014년)와 미래구간

(2015-2100년)의 유입량을 Mann-Whitney U-test를 이용해 통계 검정하였다. 그 결

과, RCP8.5의 LL 군집의 유입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감소하였다.

기준년도 대비 각 군집별 농도 변화율과 유입량의 변화율을 <그림3-21>에 나

타내었다. <그림3-22>-<그림3-23>은 각 시나리오의 물질과 군집별 제거속도상수

의 구간별 변화이다. 기준년도(ST)를 기준으로 2015년부터 2100년까지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총 9개의 구간(F1-F9)을 산정하였다. 모형에서 3시간 단위로 출력되는 제

거속도상수의 기하평균값을 구해주었다.

RCP4.5의 Phenanthrne은(<그림3-22>참조) 기후변화에 의한 기온의 상승으로

인해 모든 군집에서 광분해 제거상수가 증가하며 총 제거 속도 상수도 함께 증가하

였다. Chrysene, Benzo(a)pyrene의 경우, 광분해의 증가와 함께 입자상 오염물질의

습식침적 제거 속도상수의 감소로 뚜렷한 증감이 나타나지 않았다.

RCP8.5는 모든 군집 지역에서 이류에 의한 제거속도상수가 감소하였고(<그림

3-23>참조), 후반으로 갈수록 감소폭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RCP8.5 시나리오의 풍속 감소경향을 나타낸다. Phenanthrene이 경우, 광분해에 의

한 제거속도상수가 증가하며 풍속 감소에 의한 총 제거속도상수의 감소를 상쇄하고

있다. LL 지역의 경우, 후반은 광분해 제거 속도상수의 증가로 총 제거속도상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hrysene과 Benzo(a)pyrene은 모든 군집에서 주요 제

거속도상수인, 이류와 입자상 습식침적에 의한 제거속도상수가 함께 감소하여서 총

제거속도상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온의 증가는 광분해에 의한 제거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입자상과 가스상의 분배에 영향을 미쳐 입자상 습식침적을 감

소시키므로 입자상 습식침적이 주요 제거프로세스인 Chrysene과 Benzo(a)pyrene의

경우 총 제거속도상수의 감소에 기여하였다.

<그림3-12>의 전국 제거 프로세스 기여율 변화에서 모든 시나리오와 물질의

광분해 제거 기여율의 증가와 Chrysene과 Benzo(a)pyrene의 습식침적에 의한 제거

기여율 감소 결과와 같이 제거속도상수도 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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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RCP4.5 RCP8.5

HH LL HH LL

Phenanthrene

강수빈도 0.16 0.19 0.01 0.26

강수량 -0.05 0.08 0.12 0.08

풍속 -0.55 -0.25 -0.65 0.04

기온 -0.16 -0.08 0.06 -0.50

Chrysene

강수빈도 -0.04 -0.23 -0.26 -0.01

강수량 -0.16 -0.12 -0.15 0.02

풍속 -0.70 -0.26 -0.45 -0.36

기온 0.09 0.11 0.21 0.11

Benzo(a)pyrene

강수빈도 -0.06 -0.24 -0.37 -0.02

강수량 -0.20 -0.15 -0.30 -0.03

풍속 -0.49 -0.20 -0.27 -0.30

기온 0.05 0.08 0.16 0.08

표 3-3. 군집지역 연평균 농도 변화율과 기상인자 변화율의 상관 계수

표3-3는 2015-2100년의 연평균 농도변화율과 연평균 기상인자 변화율의 각 군

집의 상관계수를 평균하여 나타내었다.

RCP4.5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유입량의 감소와 증가가 검증되지 않았지

만, HH의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풍속과의 상관계수와 총제거상수를 통해

외부 유입량의 증가를 농도 변화의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RCP8.5의 LL 군집 지역의 Chrysene과 Benzo(a)pyrene은 총 제거속도상수의

감소와 유입량의 감소를 통해 외부 유입의 감소가 농도변화의 주요 원인임을 확인

할 수 있다. Phenanthrene은 외부유입량의 감소와 후반의 광분해 제거속도상수의

증가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며, 기온변화와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RCP8.5의 HH의 지역은 총 제거속도상수의 감소가 농도 증가의 주

요 원인으로 분석되었으며, 표의 상관계수를 보면 제거속도상수 감소의 주요원인인

이류와 습식침적에 영향을 미치는 풍속, 강수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51 -

(a)  RCP4.5 농도 변화율 (b) RCP4.5 유입량 변화율

(c)  RCP8.5 농도 변화율 (d) RCP8.5 유입량 변화율

<그림3-21> 군집지역의 연평균 농도 변화율과 유입량 변화율  (단위 : %, RCP 시나리오 기준대기농도(2010-2014년 평균 농도, RCP 시나리오 기준대기농도(2010-2014년) 평균 

농도, RCP 시나리오 2010-2014년 기간 연누적 총 유입 플럭스 평균대비 변화율, BaP(Benzo(a)pyrene, Chr(Chrysene), Phe(Phenanthrene), 전국 176cell 박스 플롯 : 1사분위수, 

중앙값, 3사분위수, 오차막대 :10%/90%, · : 5%/95%, ＊ 통계 검정결과 기준년도 대비 유의미한 차이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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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henanthrene RCP4.5 HH (b) Chrysene RCP4.5 HH (c) Benzo(a)pyrene RCP4.5 HH

(d) Phenanthrene RCP4.5 LL (e) Chrysene RCP4.5 LL (f) Benzo(a)pyrene RCP4.5 LL

<그림3-22> RCP4.5 군집 지역과 제거속도 상수 변화율  (단위 : 1/hr, %,  변화율(%) = (RCP 시나리오 구간 평균 제거속도상수-기준년도 

제거속도상수(2010-2014)/기준대기농도(2010-2014년 평균 농도) 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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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henanthrene RCP8.5 HH (b) Chrysene RCP8.5 HH (c) Benzo(a)pyrene RCP8.5 HH

(d) Phenanthrene RCP8.5 LL (e) Chrysene RCP8.5 LL (f) Benzo(a)pyrene RCP8.5 LL

<그림3-23> RCP8.5 군집지역과 제거속도 상수 변화율  (단위 : 1/hr, %,  변화율(%) = (RCP 시나리오 구간 평균 제거속도상수-기준년도 

제거속도상수(2010-2014)/기준대기농도(2010-2014년 평균 농도) 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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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4.5 RCP8.5

Pheanathrene

평균 -24.2% -33.9%

최대 19.0% 17.3%

최소 -49.3% -61.6%

Chrysene

평균 -33.3% -43.0%

최대 22.9% 24.2%

최소 -61.3% -70.2%

Benzo(a)pyrene

평균 -34.6% -44.6%

최대 20.2% 25.2%

최소 -62.8% -73.4%

표 3-4. 군집지역 연평균 농도변화율

5.2 토양

1) 연평균 변화율

토양의 농도변화는 전 지역에서 감소하였기 때문에 LL지역으로 추출된 지역만

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RCP4.5보다 RCP8.5에서 높은 토양농도 감소 변화율을 보

였으며, 기준농도 대비 Benzo(a)pyrene은 RCP8.5시나리오에서 연평균 최대 73.4%

까지 감소하였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Benzo(a)pyrene이 가장 높은 변화율 감소를

보였다(<표3-4>참조). 분석 대상 물질 중 가장 높은 Octonol-water partition

coefficient(Kow)을 갖고 있는 Benzo(a)pyrene은 토양에 흡착되어 토사유출에 의해

제거되는 양이 다른 물질에 비해 큰 것을 나타낸다. 토양에서의 제거 프로세스 중

가장 큰 기여율을 나타내는 토사유출에 의한 제거는 강우시 발생하는 토사와 함께

오염물질이 흡착되어 제거된다. 따라서 토사유출의 증감은 토양농도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변수 이다. <그림3-24>는 전국 연평균 토사유출속도 변화율 그래프이다.

두 시나리오 모두 후반으로 갈수록 강수의 증가와 함께 토사유출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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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토사유출 속도변화

(b) 강수량 변화

<그림3-24> 전국 연평균 토사유출속도와 강우량 변화 시계열 그래프 (기준년도(2010-2014년) 대비 변화율, RCP4.5, 

RCP8.5 시나리오 :2015-2100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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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자 분석  

표3-1의 토양 농도의 연평균 변화율의 통계검정 결과 후반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시나리오, 물질에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3-7>-<그림

3-9> 참조). 기후변화에 따라 토양농도의 감소에 대한 인자 분석을 위해 토양에서

의 주요 유입, 제거 프로세스인 입자상 습식 침적과 토사유출의 연평균 변화율을

나타내었다(<그림3-13,14>참고). 두 시나리오 모두 후반의 입자상 습식침적이 감소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RCP4.5 보다 RCP8.5의 감소폭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RCP8.5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후반에 강수와 기온이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습식침적의 감소는 기온의 증가에 의한 입자상 분배의 감소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제거 프로세스에서 토사유출에 의한 제거는 후반부에 증가하지 않았다. 토사유

출량은 증가하는데 오염물질이 흡착되어 제거되는 토사 유출은 증가하지 않는 것은

유입량의 감소로 토양 내 오염물질의 양의 줄어들면서 토사유출량은 증가해도 입자

상 오염물질의 토사유출량을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그림3-25>참조).

<그림3-25>의 전국 주요 유입, 제거 프로세스 기여율 변화는 기후변화에 따라 입

자상 습식 침적에 의한 유입 기여율이 감소하고, 토사유출에 의한 제거 프로세스의

기여율이 증가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유입되어 들어오는 양의 감소되지만, 토

사유출량이 늘어나면서 제거 프로세스내에서 기여율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기상인자와 토양 농도변화와의 상관계수를 보면 RCP4.5의 경우 토사유출

과 관련된 강수량과 최대상관계수를 나타내지만, RCP8.5의 경우 기온의 변화와 최

대상관계수를 갖고 있다(<표3-5>참조). 이것은 기온의 증가가 입자상 분배를 감소

시켜 입자상 습식 침적되어 토양내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유입량을 감소시켜 토양

내 농도를 낮게 한 인자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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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RCP4.5 RCP8.5

LL LL

Pheanathrene

강수빈도 -0.04 0.08

강수량 -0.48 -0.40

풍속 0.02 0.19

기온 -0.34 -0.59

Chrysene

강수빈도 -0.09 -0.03

강수량 -0.64 -0.56

풍속 -0.03 0.11

기온 -0.20 -0.57

Benzo(a)pyrene

강수빈도 -0.10 0.01

강수량 -0.63 -0.52

풍속 -0.01 0.12

기온 -0.20 -0.55

표 3-5. 군집지역 연평균 농도 변화율과 기상인자 변화율의 상관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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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CP4.5 입자상 습식침적 변화율 (b) RCP4.5 입자상 오염물질의 토사유출 변화율 © CSRO/SRO

(d)  RCP8.5 입자상 습식침적 변화율 (e) RCP4.5 입자상 오염물질의 토사유출 변화율 (f) CSRO/SRO

<그림3-25> 플럭스 변화율과 토사유출량/토사유출속도비 변화 (단위 : %, 플럭스 변화율(%) = (RCP 시나리오 연누적 플럭스-기준 플럭스(2010-2014년 연누적 평균 플럭스)/기준 

플럭스(2010-2014년 연누적 평균 플럭스 x100, CSRO/SRO : 연누적 입자상오염물질의 토사유출량/연토사유출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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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례지역 분석

703개 유역단위 토양의 연평균 농도를 대상으로 국지적 공간자기상관 분석 결

과, 모든 시나리오와 물질에서 공통적으로 이례지역으로 추출된 489 유역을 LH(낮

은 값 주변에 높은 값이 존재하는 지역) 분석대상 유역으로 선정하였다(<그림

3-27>참조).이 결과는 물성과 기상인자의 영향보다는 환경인자의 영향이 이례지역

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음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주변 지역들과의 농도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토양에서의 주요 제거 프로세스인 토사유출을 주변지역과 비

교해 보았다(<그림3-28>참조). RCP4.5, RCP8.5 시나리오에서 상대적으로 주변지역

들 보다 높은 토사유출속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강수량은 토사유출

속도에 비해 주변지역과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토사유출

은 강우인자, 토양침식인자, 지형인자, 침식조절인자 등에 따라 결정된다. <표3-6>

는 489 유역과 주변 유역들의 환경정보이다. 489 유역이 주변지역과 토지이용도에

서 다른 유역들보다 농업지역의 비율이 높다. 이것은 피복관리 인자에 영향을 미치

고 다른 지역대비 86% 증가된 피복관리인자값을 갖게 되어 토사유출량이 다른 유

역들에 비해 많이 발생된 것으로 분석된다(<표3-7>참조).

(a)전국 연평균 농도 분포 (b) 국지적 공간자기상관 분석

<그림3-26> Benzo(a)pyrene 전국 연평균 농도 분포와 공간자기상관 분석 결과  (단위 : mol/m3, 기간 :2015-2100년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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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CP4.5 토사유출 속도  (b) RCP8.5 토사유출 속도 

(c)  RCP4.5 연강수량 (d) RCP8.5 연강수량 

<그림3-27> 이례지역과 주변지역 연토사유츌속도 및 연강수량 변화율 (단위 : %, 변화율(%) = (RCP 시나리오 연평균-(2015-2100년)-기준년도 연평균(2010-2014년 평균 ))/기준년도 

연평균(2010-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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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역길이(m) 사면길이(m) 사면경사(%) 유역면적 나대지(m2) 농업(m2) 녹지초지(m2) 산림(m2) 도심(m2)

489유역(LH) 9.7.E+03 1.0.E+04 3.4.E+01 8.2.E+07 5.2.E+05 8.0.E+06 6.7.E+06 6.6.E+07 1.7.E+05

주변지역 9.9.E+03 1.1.E+04 3.6.E+01 8.3.E+07 4.6.E+05 3.0.E+06 4.3.E+06 7.0.E+07 2.8.E+05

최대 1.3.E+04 1.4.E+04 4.9.E+01 1.4.E+08 2.3.E+06 1.7.E+07 9.6.E+06 1.2.E+08 2.5.E+06

최소 7.6.E+03 8.1.E+03 2.0.E+01 4.8.E+07 1.6.E+05 8.6.E+05 2.1.E+06 4.5.E+07 5.2.E+04

표3-6. 489 유역과 주변 유역들의 환경정보

구분 나대지 농업 녹지초지 산림 도심 피복관리인자

489유역(LH) 0.64% 9.79% 8.22% 81.14% 0.20% 3.9.E-02

주변지역 0.55% 3.63% 5.09% 84.31% 0.34% 2.1.E-02

표3-7. 489 유역과 주변 유역들의 토지이용과 피복관리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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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RCP4.5와 RCP8.5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PAHs 3종의 환경

중 농도 변화와 공간적 분포를 전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대기, 토양의 농도 변화율을 대상으로 추출된 지역의 군집분석을 하였고, 장기간 축

적성이 높은 토양 농도를 대상으로 추출된 이례지역을 분석하였다.

대기의 경우, RCP4.5, RCP8.5 시나리오와 지역에 따라 농도변화가 다르게 나타

났다. RCP4.5는 비교적 농도가 낮은 지역에서 농도 변화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RCP8.5는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 농도변화율이 높게 나타났다.

RCP4.5의 경우, 모든 물질의 HH지역은 외부 유입량의 증가로 인해 농도가 증

가하였다. Phenanthrene은 유입량의 증가와 함께 광분해에 의한 제거가 증가되며

다른 물질에 비해 농도 증가폭이 감소하고 증가지역이 감소되었다. RCP8.5의 LL지

역의 경우, Chrysene, Benzo(a)pyrene은 풍속감소로 인한 유입량의 감소로 대기 농

도가 감소하였다. Phenanthrene은 유입량의 감소와 함께 기온 증가에 의한 광분해

제거가 증가하여, 다른 물질에 비해 농도 감소폭이 크고 감소 지역이 증가하였다.

HH 지역의 경우, 모든 물질이 내부 제거 프로세스에서 이류에 의한 제거량 감소로

인해 농도가 증가하였다. Chrysene, Benzo(a)pyrene은 입자상 물질의 습식 침적량

의 감소도 농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Phenanthrene은 광분해에 의한 반응 증가로

인해 이류에 의한 제거 영향이 상쇄되며 다른 물질에 비해 증가 지역이 감소되었

다. 이와 같은 동태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기상인자로 RCP4.5는 풍속, RCP 8.5는 물

질과 군집에 따라 풍속, 기온, 강수빈도가 주요 기상인자로 분석되었다.

토양의 경우, 모든 물질과 시나리오에서 농도가 감소하였는데 RCP4.5에 비해

RCP8.5에서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의 농도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모든 시나리오

에서 기온 증가에 의한 주요 유입 프로세스인 대기로부터의 입자상 습식 침적량의

감소와 강수량 증가에 의한 주요 제거프로세스인 토사유출량이 증가하여 농도가 감

소하였다. 대기 중 기온 증가는 입자상 분배의 감소가 입자상 습식 침적량의 감소

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RCP4.5에 비해 기온 상승률이 더 높은 RCP8.5에서 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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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적량의 감소와 토양 농도 감소의 폭이 더 크다. 기후변화에 따른 토양 농도감소

의 주요 기상인자는 RCP8.5의 경우 기온과 강수량 증가이며, RCP4.5는 강수량 증

가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다매체 환경 중 농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상인자

분석결과, 상대적으로 기온 증가폭이 큰 RCP8.5의 경우 RCP4.5에 비해 기온이 주

요 기상인자로 분석되었다.

기후변화에 따른 대기 농도 변화는 RCP8.5의 HH지역의 농도가 RCP4.5 보다

더 높으며, 두 시나리오 모두 농도가 증가하는 HH지역이 감소하는 LL지역에 비해

농도가 높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의해 환경적으로 관심이 높은 고농도 지역의 농도

가 증가하므로 이 지역의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월별 농도가 변화율

이 가장 높은 RCP4.5의 9월과 RCP8.5의 7월의 배출량 저감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토양의 이례지역 분석 결과, 모든 시나리오와 물질에서 공통적으로 토사유출속

도가 주변지역에 비해 높은 489유역이 추출 되었고, 토지피복에 따른 피복관리인자

값의 영향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주변지역들에 비해 농도는 낮더라도 토사유출량의

증가로 수중 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므로, 수중 농도 모니터

링과 함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피복도를 관리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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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와 추후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KPOP-CC 다매체 모형을 이용하여 배출, 기상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출력된 결과를 분석하였다. 입력된 배출 시나리오는 GDP성장률을 바탕으로 과거

구간의 배출량을 산정하였고, 미래 구간의 배출량은 2010-2012년의 평균배출량을

현재배출수준으로 가정하여 동일하게 입력해 주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 적용한 기

상 시나리오는 미래의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따른 기상시나리오로 RCP 8.5는 가장

강한 온난화를 야기하는 고배출 온실가스 시나리오로서, 미래에 특별한 저감 정책

이 없을 경우를 상정하여 온실가스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며 RCP 4.5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의 실현에 따라 점진적으로 안정화 되는 시나리오이다. PAHs와

온실가스는 주로 화석연료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기상 시나리

오의 경우, 미래를 구분하여 추정하였지만 배출 시나리오의 경우 그 영향을 반영하

지 못한 것이 본 연구의 한계라 생각한다. 기상 시나리오의 특성을 반영한 배출 시

나리오를 적용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남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남한지역에서 배

출량만을 산정하였다. 하지만, 대상 물질인 PAHs의 경우 반 휘발성 특성으로 먼지

나 에어로졸에 흡착되기 쉽고 분해가 어려워 장거리 이동이 용이하다(김영성, 2003)

우리나라의 경우, 주풍이 편서풍으로 상류에 위치한 중국과 동북아시아에서 유입되

는 PAHs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울의 경우 중국 산동반도와의 거

리가 400km 밖에 되지 않아 중국에서 발월한 오염물질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위치

하고 있다는 연구가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 발표되었다(김유정, 2010). 이지이 외

(2006)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배경농도지역인 고산지역에서 2001년부터 4년간 측정

한 PAHs의 농도와 중국의 베이징 지역의 농도의 계절별 추이를 통해 중국에서 영

향을 설명하였다. 이렇듯, 외부에서 유입되어 들어오는 PAHs의 영향 고려하지 못

한 것이 본 연구의 한계라 생각하며 추후 공간적 범위를 확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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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a) (b) (c)

<부록1> 시나리오별 연평균 기온 전국 분포  (History:1956-2005년,RCP4.5, RCP8.5 : 2006-2100, 단위 :℃ ) 

(a)  History (b) RCP4.5  (c) RCP8.5    

연평균 온도(℃)

5.7 - 11.4

11.5 - 13.3

13.4 - 14.7

14.8 - 16.1

16.2 -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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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연평균 누적 강수량(mm)

789 - 967

968 - 1092

1093 - 1270

1271 - 1525

1526 - 1891

<부록2> 시나리오별 연 누적 강수량 전국 분포  (History:1956-2005년,RCP4.5, RCP8.5 : 2006-2100, 단위 : mm ) 

(a)  History (b) RCP4.5  (c) RC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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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연평균 풍속(m/s)

2.0 - 2.4

2.5 - 2.6

2.7 - 3.0

3.1 - 4.2

4.3 - 7.4

<부록3> 시나리오별 연평균 풍속 전국 분포  (History:1956-2005년,RCP4.5, RCP8.5 : 2006-2100, 단위 : m/s)

(a)History (b) RCP4.5  (c) RC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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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기 (b) 수체

(c)  토양 (d) 저토

<부록4> Phenanthrene 전국 연평균 농도 변화 (단위 : mol/m3)

(a) 대기, (b) 수체, (c) 토양(Bare Soil), (d) 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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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기 (b) 수체

(c)  토양 (d) 저토

<부록5> Chrysene 전국 연평균 농도 변화 (단위 : mol/m3)

(a) 대기, (b) 수체, (c) 토양(Bare Soil), (d) 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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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기 (b) 수체

(c)  토양 (d) 저토

<부록6> Benzo(a)pyrene 전국 연평균 농도 변화 (단위 : mol/m3)

(a) 대기, (b) 수체, (c) 토양(Bare Soil), (d) 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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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quantitatively analyze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 (PAHs) concentrations in environmental multi-media (i.e.

air, soil, and water) under both the relatively moderate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4.5 (RCP 4.5) and the extreme RCP 8.5 climate change

scenarios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s fifth

assessment report. This study provides basic data for hazardous chemicals

management under various climate change scenarios including concentration

changes and their fate and transport processes through spatial distribution

analysis and main factor analysis.

In this study, a region-specific multi-media fate model called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under Climate Change Conditions in Korea (KPOP-CC) was

used. Phenanthrene, Chrysene and Benzo(a)pyrene in PAHs were selected after

considering a set of criteria such as emissions, toxicity, and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The temporal and spatial concentration changes of the

hazardous chemicals in environmental multi-media and their rate of change

under the climate change scenarios were analyzed through the local spatial

autocorrelation analysis in order to group regions into clusters and outliers.

The results showed that atmospheric concentration changes were higher

under RCP 8.5 scenario than RCP 4.5 scenario. In all of these scenarios, the

change of HH area (area of increased concentration) was higher than the LL

area (area of decreased concentration). Since the concentration is likely to be

increased further in the area of high concentration, management of these areas

will become important. The outlier analysis of soil showed that rates of soil

runoff under different land cover was the main factor that made the region an

outlier. Even if the concentration was low in soil compared to the surrounding

areas, the soil runoff could increase the concentration in water.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concentration in water should be

monitored and land cover should be managed in accordance with the land use

plan.

◆ Key words : climate change, RCP4.5, RCP8.5, PAHs, VOCs, PCDDs/DFs,

multi-media fate model, Spatial Autocorrelation

◆ Student Number : 2012-2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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