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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기후변화는 환경 매질에 존재하는 화학물질들의 분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인간과 자연 생태계의 노출량 변화로 이어져 그로

인한 위해도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기후변화가 환경 중 화학물질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은 중요하며, 달

라질 미래 환경의 화학물질 관리 대비에 있어 필수적인 작업이다. 본 연

구에서는 다양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가진 VOCs, PAHs, PCDDs/DFs의

화학물질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환경매체(i.e.. 대기, 토양, 수체,

저토) 간 상대적 분배변화를 Fugacity ratios (FRs)를 이용하여 평형의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하였다.

기후변화에 의한 화학물질의 환경 중 동태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개발

된 다매체동태모형인 KPOP-CC와 RCP 8.5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

하여 총 16종의 화학물질들의 FRs를 도출하였다. 모형의 공간적 해상도

는 30km×30km로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남한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적용된 기상자료에 따라 1956년부터 2100년까지 총 145년의 시간적 범

위를 지닌다.

연구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FRs변화율은 대부분의 물질에서 ±50%미

만으로 그 이상의 변화율은 PCDDs/DFs그룹의 화학물질들에서만 관찰

되었다. 공간적으로는 소수의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남한지역에서 기

후변화 전·후의 FRs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고, FRs 종류에 따라 변

화율의 지역경향성은 다르게 나타났다.

대기와 수체의 경우, 대기로의 재휘발 가능성이 높은 물질과 수체로

의 침적이 우세한 물질 모두 기후변화로 인해 매체간 평형에 가까워진

상태에 머물렀다. 대기와 토양은 대기로의 확산 가능성이 높은 물질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더 활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고 토양으로의 침적

이 우세한 물질들은 평형에 가까워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수체와 저토사

이에서는 모든 물질이 저토로의 수착이 우세하였으나, 기후변화의 영향

으로 매체간 평형에 다소 가까운 상태로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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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손실과정이 다른 매질에 비해 오랜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토양과 저토의 매질특이성에 따라, 대기-수체에 대해 세부분석을 실시하

였다. 기상인자와 화학물질들의 매질 간 분배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인자로는 VOCs, PAHs그룹에서는 온도와 강우빈도, PCDDs/DFs그룹에

서는 강우량과 온도였다. 대부분의 물질은 기후변화에 따라 그 기상인자

의 중요도가 바뀌지 않았다. 기후변화로 인한 FRs변화와 연관 지을 수

있는 물성인자는 Kow/Koa로, PAHs의 Napthalene과 Anthracene을 제외

한 모든 물질에서 양의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FRs의 물성민감도

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온도가 주요 영향을 끼

치는 기상인자로 선별된 화학물질일수록 그 상관성이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FRs로 정량적으로 예측·평가하였고, 기후변화가 매

질 간 화학물질들의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평형의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환경규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 물질들에 대한 미래의 환경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기후변화가 환경 매체 간 화학물질 교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이해를 높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대기-수체를 제외

한 매체쌍에 대한 기상인자와 물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화학물질별

로 더 세분화된 기후변화의 영향과 물성인자와의 상관분석도 필요할 것

이다.

주 요 어 : 기후변화, 다매체모형, 퓨가시티, 매체간 평형

학 번 : 2015- 24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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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기온 상승, 강수량 및 강수빈도 변화, 풍속과 풍향 변화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는 대기, 수체, 토양 등의 환경 매질에 존재하는 화학물질들의

분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Valle et al., 2007). 이는 환경 중 화

학물질들에 대한 인간과 자연 생태계의 노출량 변화로 이어지고

(MacLeod et al., 2002), 그로 인한 위해도에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환경중 화학물질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

고 예측하는 것은 중요하다. 더구나 전 세계적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환경규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 대상 물질들에 대한 환경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화학물질관리에 있어 물질의 매체로

부터의 이동 경로와 환경 매체 간 화학물질 교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후변화가 화학물질의 매체 간 상대적

분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해 달라질 미

래 환경의 화학물질 관리 대비에 있어 필수적인 작업이다.

이와 관련한 기존 논문들은, 개별 환경 매질 내 화학물질 동태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기후변화가 화학물질의 매체 간 상대적 분배에 미치

는 영향을 4개 매체에 대해 동시에 비교한 정량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 기후변화로 인한 화학물질들의 환경 중 동태변화를 살펴보

기 위한 연구들은 다매체모형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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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매체별 농도의 변화율에 초점을 두어 기상인자들과의 상관관계 분석

을 시도하였다(장리아,2013; 김시진,2015; 이다희,2015).

매체 간 평형여부 및 상대적 분배변화에 대한 연구들은 많지 않았는

데, 대부분 특정 화학물질 또는 비슷한 특성을 가지는 화학물질 그룹에

대한 두 매체 사이에서의 평형상태여부와 순확산의 방향에 대해 다루었

고(Khiary et al,2015, Lammel et al, 2015; Qiu et al, 2010; Chakraborty

et al, 2015; Harner et al, 2001; Achman et al,1996; Wang et al,2011),

최근에서야 4개 이상 매체에 다양한 화학물질 그룹에 대한 매체 간 평형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김희석,2016). 하지만, 이 연구는 기후변화가

화학물질의 매질 간 평형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은 아니었다.

때문에, 이 연구가 갖는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은 바로 기후변화 영향에

의한 환경 매질 간 화학물질의 상대적 분배의 변화를 평형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이

중요한 현실적 이유는 환경 중 화학물질들은 매체 간 이동기작에 따라

다매체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고(Mackay et al., 2006), 시간에 따른 축

적이 발생하는 환경 매체는 2차 배출원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Jones and Voogt,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의한 화학물질들의 매체 간 상대적

분배를 평형의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예측·분석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

로, 기후변화로 인한 매질 간 분배의 변화율을 지역별, 화학물질별로 정

량적으로 비교·분석하고, 기후변화의 각 기상인자와 매질 간 상대적 분

배의 상관성을 분석하며, 이러한 영향이 화학물질의 물리 화학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심층적 이

해를 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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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크게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기존에 개발된 다매체 모형 KPOP-CC의 적용 범

위와 같다.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 해

당 매체는 대기, 토양, 수체, 저토로 이루어져 있다. 해당 모형의 세부 격

자는 30km×30km의 176개 격자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1-1>). 모형에

적용된 기상자료에 따라 기후변화 전에 해당되는 1956년부터 2005년과

기후변화 후의 2006년부터 2100년까지의 총 145년의 시간적 범위를 설

정하였다.

본 연구 대상 화학물질은 특정 화학물질 또는 비슷한 특성을 가진 화학

물질 그룹만을 고려한 선행연구들과 달리, 넓은 물리 화학적 특성 범위

를 포함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물리 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Polychlorinated dibenzodioxins/ Polychlorinated dibenzofurans

(PCDDs/DFs) 3가지 화학물질 그룹에서 선별하였다. 각 그룹별 선별 화

학물질은 <표 1-1>에 나열하였다.



- 4 -

<표 1-1> 화학물질 그룹 별 연구대상 화학물질

그룹명 화학물질

VOCs Benzene, EthylBenzene, Toluene

PAHs
Napthalene, Anthracene, Pyrene, Benzo(a)pyrene,

Benzo(ghi)perylene

PCDDs
2,3,7,8-TCDD, 1,2,3,7,8-PeCDD, 1,2,3,7,8,9-HxCDD.

1.2.3.4.6,7,8-HpCDD

PCDFs 2,3,7,8-TCDF, 1,2,3,7,8,9-HxCDF, 1,2,3,4,6,7,8-HpCDF, OCDF

<그림 1-1> 연구 대상 범위 ( KPOP-CC의 공간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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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VOCs, PAHs, PCDDs/DFs 의 물리화학적 특성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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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의한 화학물질의 환경 중 동태의 변화를 예

측하기 위해 개발된 다매체동태모형인 KPOP-CC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under Climate change conditions in Korea, 이동수 외, 2016)

모형을 사용하였다. 본 모형의 기본적인 물질수지방정식은 식(1-1)과 같

고,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환경 거동 및 분배 특성이 온도의 함

수로 구현되어 있어 기후변화의 영향을 평가하는데 적합하다. 모형의 세

부기작은 선행연구들에서 자세히 기술되었다(장리아,2013; 이지선,2014).



 
        ∙  (1–1)

i : 환경 매체 ( 대기, 토양, 수체, 저토)

Emission : 각 환경 매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mol·m-3·hour-1)

Inflow : 각 환경 매체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mol·m-3·hour-1)

Cmedium : 각 환경 매체 중 오염물질 농도 (mol·m-3)

kTotal removal, medium : 각 환경 매체 총 제거 속도 상수 (hour-1)

화학물질 배출시나리오의 경우에는 환경 중 대기를 통해서만 배출되도

록 하며, 기후변화 이전은 물론 이후의 미래구간에도 현재 수준의 배출

량 값이 일정하게 유지되게 설정하였다. 이렇게 시간에 따른 변화 없이

동일한 배출량을 적용함으로써, 배출량 변화의 효과를 제거하고 기상요

인의 변화를 보고자 하였다. 또, 공간별 배출량도 전 지역에서 모두 동일

하게 적용하였다. 상대농도가 공간에 따라 다른 배출량에 민감한 영향을



- 7 -

받지 않기 때문에(Lee et al., 2004)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Fugacity

Ratio (FR) 예측에 있어서도 모형의 배출량을 고정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각 매체별 환경변수도 기후변화 이후의 미래구간에 대해 현

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가정하였다.

모형의 기상조건은 1956년부터 2005년까지는 Coordinated Regional

Climate Downscaling Experiment in East Asia (CORDEX East Asia)

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후변화 이전의 기상자료(NCC 시나리오)를 사용하

였고, 2006년부터 2100년까지의 기상자료는 기후변화를 반영한 RCP8.5

시나리오의 기상자료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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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ugacity와 Fugacity Ratio

본 연구에서 주요 지표로 이용하는 FR는 아래의 과정을 통해 계산한

다. 환경 매체 i에서의 물질의 fugactiy (fi, Pa)는 그 매체의 화학물질 농

도(Ci)와 화학물질 별 fugacity capacity(Zi)의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통

해 산출할 수 있다.

  


(1–2)

( = concentration in media i (mol·m
-3),   = fugacity capacity (mol·m

-3·Pa-1)

각각의 대기, 수체, 토양, 저토, 에어로졸, 부유물질의 Zi는 다음의 관계

식을 통해 계산된다(Mackay, 2001).

 


(1–3)

( R = 기체상수(8.314 Pa·m3·mol-1·K-1), T = 절대온도(K))

  


(1–4)

( H = 헨리상수 (Pa·m3·mol-1)

 ×

××
(1–5)

(ρsoil = 토양입자의 밀도(kg·m-3), Koc = 유기탄소 분배계수(L·kg-1), focsoil=토

양 내 유기탄소 함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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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6)

(ρsediment = 저토입자의 밀도(kg·m-3), Koc = 유기탄소 분배계수(L·kg-1),

focsediment=저토 내 유기탄소 함유비)

  


 (1–7)

(fomaerosols = 대기 에어로졸 내 유기물질 함유량, ρaerosols = 에어로졸 입자의 밀

도 (kg·m-3), Koa = 옥탄올-공기 분배 계수(무차원))

 ×

 ××
(1–8)

(ρss = 수체 내 부유물질 밀도 (kg·m-3), Koc = 유기탄소 분배계수(L·kg-1),

focss = 수체내 부유물질함유비(dimensionless))

위의 식 (1-5),(1-6),(1-8)의 Koc은 화학물질 그룹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되는데 VOCs의 경우에는 식(1-10)에 따라, 나머지 화학물질그룹은 식

(1-9)에 따라 계산된다.

  ∙ (1–9)

(0.41 = 상수 ( L·kg-1), Kow = 옥탄올-물 분배계수 (무차원))

log   ∙ log (1–10)

(Kow = 옥탄올-물 분배계수 (무차원))

위의 식 (1-3) ∼ (1-7)에 들어가는 Kow와 Koa는 각각 옥탄올-물 분배

계수, 옥탄올-공기 분배계수로 단위는 무차원이다. fomaerosols은 대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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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졸 내 유기물질 함유량으로 0.5이고(MOE,2008), focsoil, focsediment,

focss은 각각 토양 내 유기탄소함유량, 저토 내 유기탄소함유량, 부유물질

내 유기탄소함유량으로 차례로 3.73E-2, 0.1, 1.39E-2이다

(MOE,2008,2014,2015). ρaerosols, ρsoil, ρsediment, ρss는 에어로졸 입자, 토양입

자, 저토입자, 수체 내 부유물질 입자의 밀도로 ρaerosols은 2000 kg·m-3이

며(Bidleman and Harner, 2000), ρsoil, ρsediment, ρss는 2650 kg·m-3이다

(Brady and Weil, 2008).

하지만, 모형에서 사용된 매체별 농도 값들은 총 농도 값들이기 때문에

위의 Zi를 구하기 위해서 각 대기, 수체, 토양, 저토 매체에 대한 Bulk Zi

(BZi) 값으로 변환하여 적용하였다. Bulk Zi 값은 매체 내 상 간에 평형

상태에 있다는 가정아래 식 (1-11) ∼(1-14)을 통해 각각 매체내의 입

자상, 가스상, 액상의 부피가중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다(Mackay, 2001;

Maddalena et al, 1995; Toose and Mackay, 2004; Wania et al, 2006).

       (1–11)

(φaerosols = 대기 내 에어로졸 부피율)

       (1–12)

(φss = 수체 내 부유물질 부피율)

          (1–13)

(φair = 토양 내 공기 부피율, φws = 토양 내 물 부피율 )

      (1–14)

(φwsedi = 저토 내 물 부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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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각 매체별 부분 부피율은 φaerosols은 2.5E-11, φair은 0.24, φws은

0.16, φss은 6.68E-6, φwsedi은 0.4를 적용하였다 (Bidleman and Harner,

2000; Mackay, 2001; Korea water information system,

http://water.nier.go.kr/index.j). 주어진 환경인자들과 해당 물질의 물성값

을 대입하여, 매체별 총 농도 값과 Bulk Zi (Bulk fugacity capacity)값을

식 (1-15)에 넣어 계산하면 각 매체별 fugacity를 구할 수 있다.

 




(1–15)

(Cbi = 매체 i의 총 농도값, BZi = 매체 i의 bulk Z값)

매체별 fugacity를 각각 구하고, 보고자 하는 매체 쌍 별로 FR를 계산

한다.

  


(1–16)

(fi = 매체 i의 fugacity, fj = 매체 j의 fugacity)

결과적으로, 다매체 모형을 통해 매체 쌍 별 5가지의 FRs(FRwater/air,

FRsoil/air, FRsediment/soil, FRwater/soil, FRsediment/water)를 구하고, 모형을 통해 얻

은 3시간 단위의 FRs출력 값을 분석내용에 따라 월평균과 연평균하여

결과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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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흐름

본 연구의 연구 흐름은 크게 네 가지 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 자

세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모형의 평가

KPOP-CC 모형을 통해 계산한 미래구간의 물질별 FRs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FRs 관측값과 FRs모형 예측값을 비교하여 모형의 예측

력을 평가하였다. 실측값은 전국을 대상으로 실측한 다매체 농도 데이터

로부터 산출한 상대농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한 FRs 값을 이용하였

으며(김희석, 2016), 예측 FRs값은 KPOP-CC모형을 통해 출력된 FR값

들 중 기후변화 이전의 기상 시나리오(NCC senario)가 적용되는 1956년

부터 2005년까지의 FRs값들이다. 대푯값으로는 연도별 기하평균을 사용

하였다. KPOP-CC 모형을 통해 얻은 기후변화 전 예측 FRs값들과 실

측된 FRs값들의 기하평균 및 분포구간을 비교해보고, 예측값이 실측값

과 비교하여 몇 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독립표본 t 검정이나

Mann-whitney검정을 통해 두 값의 통계적 차이의 유의성을 확인하였

다.

② 기후변화 전·후 FRs

모형으로 예측된 FRs가 기후변화에 의해 어떻게 바뀌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물질별 ‘FRs’, ‘FRs 변화율’을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전과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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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FRs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분석에는 NCC 시나리오를 적용

한 구간(1956∼2005년) 중 모든 매질의 화학물질의 FRs값들이 유사정상

상태(quasi-steady state)1)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후반 30년(1976∼

2005년)의 FRs 연평균 값들과 RCP8.5시나리오를 적용한 구간(2006∼

2100년)의 후반 30년(2071∼2100년)의 FRs 연평균 값들에 대해 t-test를

시행하였다(신뢰도 95%수준).

‘FR의 변화율’은 RCP 8.5시나리오가 적용된 미래구간의 FRs 연평균

값들 중 후반 30년(2071∼2100년)의 기하평균과 NCC시나리오가 적용된

과거구간의 후반 30년(1976∼2005년)의 기하평균값의 차이를 과거구간의

후반 30년(1976∼2005년) FRs의 기하평균값으로 나누어 그 비율을 통해

계산하였다(식 1-17).

변화율  

  
×  (1–17)

계산된 변화율을 GIS를 이용하여 전국에 대한 물질별 변화율 지도로

구현해 봄으로써, 물질 그룹별 변화율의 공간적 차이를 제시하였다.

③ FRs와 기상인자

기상인자로는 강우량, 강우빈도, 온도 , 풍속을 대상으로 하며, 각 기

상인자들을 독립변수로 두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기상인자들 간의

상관성을 비교분석하였다. NCC시나리오가 적용되는 기간 중 후반 30년

1) 유사정상상태(quasi steady state) : 일정한 속도의 배출량조건 하에서 모형을 실행했

을 때, 모든 매질에 포함된 오염물의 양이 전년도 대비 1% 이내의 변화 범위를 나타내

는 시점을 유사정상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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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2005년)의 전국 월평균 FR값과 전국 월평균 기상인자들 간의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동일하게 RCP8.5시나리오가 적용되는 기간 중

후반 30년(2071∼2100년)에 대해서도 FR값과 기상인자들 간의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기상인자들의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척도체계를 맞추어 비교하기 위해서 각 독립변수인 기상인자들을 식

(1-18)에 따라 표준화하여 다중회귀분석에 적용하였다.

 

 
(1–18)

( mx = x의 평균, s = x의 표준편차 )

④ FRs와 물리화학적 특성

기후변화에 따른 물질별 매질 간 FRs의 차이를 물질의 물리 화학적

특성과 연관 지어 설명함으로써, 기후변화의 영향이 화학물질의 물리 화

학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이해한다. 매체간 FR와 관련된 매체 간

분배계수들을 중심으로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른 기후변화의 영향을 살펴

보았다. 물리화학적 특성으로는 옥탄올-물 분배계수 (Kow), 옥탄올-공기

분배계수 (Koa), 헨리상수 (H) 등의 분배평형상수를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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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문헌 검토

-기후변화가 POPs 동태에 미치는 영향

-화학물질의 매체간 평형 및 상대적분배

-VOCs, PAHs, PCDDs/DFs 물리화학적

특성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단계: 모형의 평가 및 적용

》 결론

-모형의 예측력 평가

(기후변화 전 모형의 예측 FRs값과

실측 FRs값들의 비교)

- 모형으로 물질별 지역별 FRs 도출

⇩

3단계: 기후변화에 의한 VOCs, PAHs,

PCDDs/DFs의 Fugacity Ratio

변화평가

- 매체간 FRs 변화율 비교

(지역별, 물질별, 공간적 분포)

- 기후변화의 기상인자들이 매체 간

FRs 변화와의 상관성 비교

- 물질별 FRs의 차이와 물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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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1. 기후변화가 화학물질의 동태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 풍속, 강수량 등의 기상 변화는 화학물질의 환

경 중 동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Lamon et al.,2009). 기후변화로 인

한 온도의 증가는 오염물질의 재휘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Dalla

Valle et al.,2007) 유기오염물질의 분해속도, 증기-입자상 분배에 영향을

미친다(Halsall et al.,1999). 또한 풍속 및 풍향, 그리고 강수량 및 강수빈

도, 태양복사량의 변화는 대기 중 오염물질의 대기 중 이동 및 제거량을

변화시킬 수 있다(Lamon et al.,2009; Kallenborn et al.,2012). 기후변화

는 해류, pH 및 염도, 해수면 상승 등 해양 환경을 변화시켜 오염물질의

동태에 영향을 주기도 하며(Kallenborn et al.,2012), 특히 염도가 증가할

경우, 유기화학물질의 용해도는 감소하게 되어 해양에 저장되었던 오염

물질이 대기로 이동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Schwarzenbach et al.,2003).

국내에서, 다매체 모형을 이용하여 기후변화의 화학물질의 환경 중 동

태변화에 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았다. KPOP-CC모형을 이용하여

VOCs와 PCDDs/DFs를 대상으로 서울 지역의 매질 간 플럭스 변화량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기상인자와의 상관관계를 물성에 차이에 따라 분석

하였다(장리아, 2013). 다양한 물성의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모의한 결과,

VOCs와 같이 비교적 낮은 분자량을 가진 물질들은 손실 프로세스에서

풍속 증가에 의한 이류량 증가와 광분해반응에 의한 제거량 변화가 지배

적이였으며 PCDDs/DFs와 같이 분자량이 큰 물질들은 강수빈도 변화에

따른 습식 침적량 변화와 강수량 변화로 인한 토사유출의 변화가 동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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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는 주요 기작인 것으로 밝혔다. 또, 반휘발성 물질의 다매체 환

경거동을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KoEFT-PBTs 모형을 이용하여 PAHs

를 대상으로 서울지역과 강원도 지역의 기후변화로 인한 동태변화를 정

량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Cai et al., 2014). 측정값을 토대로 토양에 초

기 농도를 할당하였고, 대기를 통한 오염물질의 배출을 지역에 따라 달

리 할당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오염물질의 동태변화는

온도의 변화보다는 풍속이나 강우변화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풍속의 변화에 따른 이류의 변화나 강우 형태의 변화로 인한 대

기로부터의 습식침적, 지표유출의 변화를 기후변화로 인해 환경 중 오염

물질의 농도를 변화시키는 주된 기작으로 밝혔다. VOCs, PAHs,

PCDDs/DFs를 대상으로 다양한 배출조건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내부 혹

은 외부 배출원의 유무가 기후변화에 따른 오염물질 동태에 미치는 영향

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내부배출량과 외부 배출량의 상대적

인 비중에 의해 A1B 기상시나리오에 따른 대기 농도 변화폭이 달라짐을

밝혔다(이지선, 2014).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외부배출원에 의한 대기 중

오염물질 유입 자체가 감소하여 자체배출원의 영향을 받는 조건보다 농

도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의 다매체 환경에서

PAHs의 동태가 달라지는 것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매체 모형

을 개발하여 예측하였고, 이를 통해 기후변화가 화학물질의 장거리 이동

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였다(송지혜, 2017). 개발모형을 통해 기후변화

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RCP 8.5시나리오의 기상변화가 일어나면 우리나

라의 오염도는 증가하는데, 주변 국가의 배출량 변화로 인한 영향도 증

가한다는 사실을 예측하였다. 결론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기후변화가 화

학물질의 동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환경 조건의 변화에서 화학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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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태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정량적으로 예측하였다.

국외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오염물질 농도와 분포 변화에 대해서 일

부 정량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전 지구 규모에서 일부 환경매

질에 대해 분석되었고(kim et al., 2016) 제한적인 기상조건에서 이루어

졌다. 지역적 규모에서 오염물질 동태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정량

적으로 분석된 연구들이 몇몇 수행됐지만 화학물질의 환경 중 오염도 변

화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연구한 사례는 없다. 더욱이, 기존 연구

에서는 매질 간 오염물질의 분포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시행되지 않았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 오염물질의 매질간 분포 비의 변

화를 FRs를 이용해서 분석함으로써 평형의 관점에서 화학물질의 이동이

어느 매체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화학물질의 매체간 평형 및 상대적 분배연구

Fugacity는 물질이 계에서 빠져나가려는 경향성을 뜻하는 지표로, 일

반적으로 화학물질은 높은 Fugacity매체에서 낮은 fugacity매체로 확산

이 일어난다. 이러한 매체 간 fugacity의 차이 또는 fugacity ratio는 오

염물질의 열역학적 평형 및 동태를 이해하는데 유용하다(Cole et al.,

1999). 기존 연구들에서는 매체간 fugacity비교를 통해 대기-수체쌍(

Khiary et al,2015, Lammel et al, 2015; Qiu et al, 2010), 대기-토양쌍

(Chakraborty et al, 2015; Harner et al, 2001) 그리고 수체-저토쌍

(Achman et al,1996; Wang et al,2011)별로 오염물질이 두 매체 사이에

서 평형상태에 있는지, 평형이 아닐 경우 화학물질 자체 플럭스의 순확

산 방향에 따른 매체 간 화학물질의 분배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런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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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국외 기존 연구들은 지역적 규모나, 국지적인 공간범위에서 특정

물질그룹 내에서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른 경향을 평가한 한계가 있었

다.

국외의 최근연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Khiary 등(2015)은 PCBs에 대

하여 대기-수체쌍의 fugacity비교를 통해 순확산의 방향이 확산인 물질

과 침전인 물질로 구분하였고, Lammel 등(2015)은 PCBs를 포함한

PAHs, OCPs, PBDEs의 다양한 화학물질그룹에 대하여 대기-해양(수체)

간의 fugacity를 비교하였다. 수체-저토쌍에 있어서는 Wang 등(2011)이

PAHs의 fugacity 비교연구를 하였는데, 단순한 fugacity비교에 그치지

않고 fugacity경향성과 PAHs의 분자량을 연관시켜서 분자량이 감소할수

록 FRsediment/water가 증가하는 점을 서술하였다. 하지만 이 선행 연구들

모두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매질 간 FR변화를 분석한 연구는 아니었

다.

국내에서는, Kim 등(2009)이 서울지역의 PAHs에 대해서 대기 가스상

과 수체내 용존상, 수체내 부유물질과 용존상 등 상별 평형평가를 통해

평형 여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였고, Kim 등(2016)은 인천 연안

지역의 PAHs에 대해서 대기와 해양(수체) 간의 fugacity gradient비교를

통해 평형여부와 순확산의 방향을 계절별로 평가하였다. 대기매체 내

PAHs의 농도는 온도와의 상당한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대기와

해양의 FRair/water를 통한 평형여부에 있어서는 겨울에 비해 여름이 매체

간 평형에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FRair/water 분석을 통해,

PAHs중 벤젠고리가 3개 이상인 분자량이 무거운 물질들은 항상 추운

달이 따뜻한 달에 비해 FRair/water값이 크게 나타나 순확산의 방향이 대

기에서 해양으로 예측하였으며, FRair/water와 헨리상수( Kaw,

dimensionless)사이에 음의 상관성이 있음도 밝히고 있다. 화학물질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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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여부에 대해 다매체를 모두 평가한 연구로는, 다양한 물질그룹의

FRs를 통한 다매체간 평형여부를 평가한 김희석(2016)의 선행연구가 있

었다. 이 연구에서는 PAHs, PCDDs/DFs, PBDEs, Phthalates의 물성이

다양한 화학물질그룹에 대하여 수집된 선행연구들의 매체별 측정농도 데

이터를 통해 매체간 FRs로 계산하였다. 물질들의 매체간 평형여부를 확

인하였고, 물질그룹간 또는 물질그룹 내 물질들에 대한 물성에 따른 매

체간 평형여부 및 이동경향을 평가하였으나, 기후변화에 의한 화학물질

들의 매체간 평형의 변화를 보는 것은 아니었다.

결론적으로, fugacity를 통해 매체 간 이동경향성을 살펴보는 것은 매

질별로 단위가 다른 농도와 달리 동일 단위에서의 직접적 비교가 가능하

여 어느 매체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더 받을 수 있는지를 동시에 볼 수

있고, 인접한 두 매체사이에서 확산에 의한 화학물질의 이동이 어느 매

체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지, 매체 간 화학물질의 분배변화는 어떠한지

에 대해 예측·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매체간의 비교에 있어 통합

된 평가를 한다는 측면에서 농도변화율보다는 fugacity ratio의 변화율이

좀 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또한 농도변화율로 기후변화가 화학물

질 동태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시 외부 유입원에 대한 영향을 지역 간

차이에 따라 비교하기 힘든 한계를 가지는데, Fugacity ratio의 변화율을

통해 이러한 기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면 기후변화의 영향을 예측분

석함에 있어 더욱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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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OCs, PAHs, PCDDs/DFs의 물리화학적 특성

앞 선 <그림1-2>는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 화학물질 그룹 VOCs,

PAHs, PCDDs/DFs 에 대한 수증기압과 용해도의 특성에 따라, 헨리상

수와 옥탄올-물 분배계수에 따라 분류한 그림이다. <그림1-2>와 같이

낮은 수증기압과 용해도를 가진 Dioxin과 높은 수증기압과 용해도를 가

진 VOCs, 중간의 PAHs까지 물성의 범위가 다양하게 분포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화학물질들의 매질 간 상대적 분배의

영향을 보고자했기 때문에, 다양한 물성의 물질들을 대상으로 포함시켰

다. 또, 연구 분석에서 매질 간 상대적 분배변화에 물성의 영향도 살펴보

고자하기 때문에 위의 3가지 화학물질그룹 안에서 비교적 규칙적인 분자

구조 변화가 있는 화학물질들로 대상물질을 선별하였다. VOCs에서는 동

일 벤젠계열에서 메틸기의 증가에 따라 선정하였고, PAHs는 고리개수별

로 선정하였다. PCDDs/DFs는 각 기본구조에서 Chlorine 수에 따라 선

정하였다. 아래 <표 2-1>에는 선별된 화학물질들의 대표적인 물리화학

적 특성을, 부록<표 1>에는 선별된 화학물질들의 분자구조를, 부록<표

2>에는 대상 화학물질의 물성들을 온도의 함수로 표현하여 정리하였다.

이들을 선정함으로써 다양한 물성범위 내에서 FR변화를 물질 그룹 간의

비교, 그룹 내의 비교를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된다(<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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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VOCs, PAHs, PCDDs/DFs 물리화학적 특성 비교

　 MW
(g/mol)

logKow
　

Henry
(Pa·m3·mol-1)
(25℃)

logKoa
(25℃)

VP
(Pa, 25℃)

VOCs 　 　 　 　 　

Benzene 78.11 2.13 576 2.9 12690

Toluene 92.13 2.54 601 3.31 3790

Ethylbenzene 160.2 3.12 798 3.72 1276

PAHs

Napthalene 128.171 3.54 1.98 5.1 40.76

Anthracene 178.23 5.18 2.34 7.3 0.09

Pyrene 202.25 4.8 0.87 8.8 0.02

Benzo(a)pyrene 252.31 5.7 0.09 10.8 5.42E-05

Benzo(ghi)perylene 268.33 6.12 2.21E-04 - 1.88E-06

Dioxins 　 　 　 　 　

2,3,7,8-TCDD 322.0 6.64 0.30 9.7 4.89E-04

1,2,3,7,8-PeCDD 356 7.4 1.42 10.57 7.49E-05

1,2,3,7,8,9-HxCDD 391 7.8 0.34 11.01 2.42E-05

1,2,3,4,6,7,8-HpCDD 425.2 11.29 0.13 12.26 1.21E-05

Furans

2,3,7,8-TCDF 306 6.1 0.13 9.42 7.74E-04

1,2,3,7,8,9-HxCDF 375 7 0.70 12.17 8.66E-05

1,2,3,4,6,7,8-HpCDF 409 7.4 0.09 12.06 4.06E-05

OCDF 444 8 0.24 12.84 1.33E-05

(Mackay handbook, 2006) (Henry’s law constant와 Koa는 25°C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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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1. 모형의 평가

모형의 예측력을 평가하기 위해 모형의 기후변화 이전 시나리오가 적

용되는 1956년부터 2005년까지의 예측 FRs와 실측된 매체별 농도값의

기하평균값을 기반으로 Monte-Carlo 계산을 통해 추정된 FRs값을 비교

하였다. 실측값은 PCDDs/DFs그룹은 전국 21-35개지역, PAHs그룹은

전국 4개지역에서 측정된 자료였다.

<그림 3-1>은 각각 5가지 매질 쌍 별 FRs의 예측농도와 실측농도를

비교한 것이다. FRs 5종의 실측값 대비 예측값 비율은 최대 4 order of

magnitude까지로 넓었는데, 각각의 FR를 살펴보면 1 order of

magnitude에 포함되는 비율이 FRwater/air 0.1–98.0%, FRsoil/air 1.6-99.9%,

FRsedi/soil 7.2-87.2% FRwater/soil 99.7-100%, FRsedi/water 28.0-76.4%였다.

FRwater/air와 FRwater/soil은 대부분의 예측값이 실측값에 비해 다소 과대평

가되었으며, 나머지 FRsoil/air, FRsedi/soil와 FRsedi/water은 모두 예측값이 실측

값에 비해 과소평가되었다. 특히 PAHs그룹의 경우에 실측값과 예측값의

차이가 다소 크게 나타났고, 이를 화학물질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표

3-1>과 같았다.

FRwater/air의 경우에는 모형 예측값과 실측값의 차이가 1 order of

magnitude 범위 이내에 대부분의 물질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었는데,

PAHs그룹의 Anthracene, Benzo(a)pyrene은 각각 45.4%, 46/3%, PCDDs

의 1,2,3,4,7,8,9-HpCDD는 36.4%만이 1 order of magnitude 범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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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특히 2,3,7,8-TCDD의 경우 59.1%만이 2 order of magnitude 범

위에 포함되어 실측값과 예측값의 차이가 가장 컸다.

FRsoil/air는 모든 화학물질들에서 과반수 이상이 예측값과 실측값의 차

이가 1 order of magnitude 범위에 포함되었는데, 2,3,7,8-TCDD는 겨우

1.6%만이 1 order of magnitude에 해당되었고 2 order of magnitude 범

위에는 68.3%가 포함되었다.

FRsediment/soil의 경우에는 실측값 대비 예측값이 모든 화학물질들에서

85% 이상 1 order of magnitude범위에 포함되었는데, PAHs그룹의 경우

에는 7.2-15.9%만이 이에 해당되어 다소 예측값과 실측값의 차이가 벌어

지는 모습을 보였다.

FRwater/soil의 경우에는 모든 화학물질들의 예측값과 실측값의 차이가 1

order of magnitude 범위에 포함되었다.

FRsedi/water은 Pyrene, 2,3,7,8-TCDD, 1,2,3,7,8-PeCDD, 2,3,7,8-TCDF은

실측값과 예측값의 차이가 많이 벌어져 1 order of magnitude 범위에

50% 미만만이 포함되었으나, 2 order of magnitude 범위에는 과반수이

상 포함되었다.

결과적으로, 모형 예측값과 실측값의 차이가 1 order of magnitude에

포함되는 비율은 FRwater/air 65.2%, FRsoil/air 73.6%, FRsedi/soil

63.4%, FRwater/soil 99.9%, FRsedi/water 57.2%으로 모든 FRs에서 과

반수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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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모형 예측 FRs값과 실측 FRs값의 물질그룹별 비교

FRwater/air FRsoil/air FRsedi/soil FRwater/soil FRsedi/water

PAHs

AN 1.28E-01 3.70E-02 3.58E-03 9.67E-01 5.60E-04

PY 4.26E+00 1.86E-01 3.90E-03 2.37E+00 2.18E-04

BaP 2.53E+00 6.83E-01 7.27E-03 1.13E+00 1.76E-03

PCDDs

2,3,7,8-TCDD 1.08E-02 1.06E-02 9.12E-01 1.21E+01 9.12E-02

1,2,3,7,8-PeCDD 1.42E+00 7.97E-02 6.51E-01 6.80E+00 1.23E-01

1,2,3,7,8,9-HxCDD 1.93E+00 1.95E-01 4.44E-01 4.24E+00 1.32E-01

1,2,3,4,6,7,8-HpCDD 3.75E+00 1.64E-01 4.10E-01 4.82E+00 9.84E-02

PCDFs

2,3,7,8-TCDF 1.38E+00 4.06E-02 2.52E-01 1.19E+01 2.16E-02

1,2,3,7,8,9-HxCDF 2.40E+00 2.21E-01 3.45E-01 3.79E+00 9.50E-02

1,2,3,4,6,7,8-HpCDF 3.10E+00 7.14E-01 1.89E-01 2.36E+00 8.74E-02

OCDF 2.63E-01 7.16E-02 4.16E-01 1.14E+00 5.50E-02

(값 기준 : ‘예측값 FR / 실측값 FR’의 기하평균값 )

* 진한 글씨 : 1 order 범위 이내에 들어가는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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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FRwater/air (b ) FRsoil/air (c ) FRsedi/soil

(d ) FRwater/soil (e ) FRsedi/water

<그림 3-1> 매체쌍 별 모형예측값과 실측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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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비교에 있어 모형의 예측기간을 기후변화 이전의 기상시나리오를

적용하는 과거기간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실측값들이 측정된 2009년부

터 2013년까지의 기상조건과 모형의 기상조건이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배출량의 경우에도 모형에는 모두 시간과 위치에 상관없이 동

일한 값으로 적용하였기 때문에 실측값과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또한, 실측값의 공간적 대표성에 제약이 존재

하기 때문에 예측 값과의 직접적인 비교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더구나,

실측농도들은 강우가 없을 때 측정된 자료들로, 모형의 FRs는 강우사상

의 영향을 받는 날까지 모두 고려되었다는 점에서도 실측치와 예측치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Rs종류에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모형의 예측값의

74.6%가 실측의 1 order of magnitude에 포함되며 화학물질별로 실측값

과 예측값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평가해본 결과 5가지 FRs 모

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매체 간 분배변화율을 예측하는 본 연구에

있어 KPOP-CC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저

토의 fugacity가 다소 고평가 되는 부분을 고려하면서 결과해석에 유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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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water/air FRsoil/air FRsedi/soil FRwater/soil FRsedi/water

2,3,7,8-TCDD 0.498c 0.498c 0.498c 0.498c 0.502c

1,2,3,7,8-PeCDD 0.498c 0.498c 0.498c 0.502c 0.502c

1,2,3,7,8,9-HxCDD 0.498c 0.498c 0.498c 0.502c 0.502c

1,2,3,4,6,7,8-HpCDD 0.498c 0.498c 0.498c 0.502c 0.502c

2,3,7,8-TCDF 0.498c 0.498c 0.498c 0.502c 0.502c

1,2,3,7,8,9-HxCDF 0.498c 0.498c 0.498c 0.502c 0.502c

1,2,3,4,6,7,8-HpCDF 0.498c 0.498c 0.498c 0.502c 0.502c

OCDF 0.498c 0.498c 0.498c 0.498c 0.502c

AN 0.498c 0.498c 0.498c 0.498c 0.498c

PY 0.498c 0.498c 0.498c 0.502c 0.502c

BaP 0.498c 0.498c 0.498c 0.502c 0.502c

(Mann-Whitney검정 p-value, Monte-Carlo (신뢰도 90%))

<표3-2> 화학물질 그룹별 예측 FRs과 실측 FRs 차이에 대한 검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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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변화에 의한 화학물질들의 매체 간 상대적 분

배 변화

1) 화학물질별 FR의 변화율

기후변화 전(1976∼2005년)과 후(2071∼2100년)의 FRs 변화율에 대해

살펴보았다. FRs변화율은 FR종류별, 화학물질 그룹별로 상이하게 나타

났다. 5가지의 FR중에서 FRsoil/air의 변화율의 폭이 1.94∼368.87%로 가장

컸고, FRsedi/soil의 변화율의 폭이 –56.75∼12.63%로 가장 작았다. 전반적

으로 FR의 변화율은 ±50%미만인 것이 다수였는데, ±50%이상의 변화율

을 보이는 화학물질들은 모두 PCDDs/DFs그룹에서만 나타났다.

FRwater/soil의 PCDDs/DFs그룹 변화율은 모두 ±50%이상이였지만, ±100%

를 넘지는 않았다. 반면에, FRsoil/air의 PCDDs/DFs의 경우에는 변화율이

모두 ±100%이상으로 다른 FR에 비해 변화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

±100%이상의 변화율을 보이는 물질은 FRwater/air의 2,3,7,8-TCDD와

FRsedi/water의 1,2,3,4,6,7,8-HpCDD였다. (<표 3-3>).

① 화학물질 그룹별 FR변화율 비교

FR의 변화율을 화학물질그룹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FR 종류별 변화

율은 모두 다 다양하였다. FRwater/air는 VOCs그룹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

이고 나머지 화학물질그룹들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PAHs그룹의

Nap, AN은 예외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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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soil/air은 모든 화학물질그룹에서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고, 특히

PCDDs/DFs그룹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FRsedi/soil은 모든 화학물질 그룹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PAHs의 Benzo(a)pyrene과 Benzo(ghi)perylene은 예외였다. 또, FRsedi/soil

의 변화율은 ±50% 넘는 물질이 2,3,7,8-TCDF 뿐으로 다른 FR에 비해

서 상대적으로 작은 변화율의 폭을 보였다.

FRwater/soil도 FRsedi/soil과 마찬가지로 모든 화학물질그룹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예외인 물질도 Benzo(a)pyrene과 Benzo(ghi)perylene로

동일하였다. FRwater/soil의 PCDDs/DFs들의 변화율은 모두 ±50% 이상이

었다.

마지막으로, FRsedi/water은 VOCs그룹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머지 그룹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예외적으로 VOCs그룹 중 Benzene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PCDDs/DFs그룹 중에서도 Dioxins류의 화학물질들의 변

화율만 ±50%이상이었다.

②화학물질 그룹 내 FR변화율 비교

VOCs류에서는 FRwater/air, FRwater/soil, FRsedi/water에서 Benzene의 변화율

의 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FRsedi/soil는 분자량 순서와 비례하게 변

화율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Toluene의 변화율이 가장 컸다.

PAHs류에서는 FRwater/air, FRsoil/air에서는 Benzo(ghi)perylene의 변화율

의 크기가 가장 크고, FRsedi/soil, FRwater/soil, FRsedi/water에서는 AN의 변화

율의 크기가 크게 나타났다.

PCDDs류의 FRwater/air와 FRsoil/air에서는 분자량이 가장 작은

2,3,7,8,-TCDD가, FRwater/soil와 FRsedi/water는 분자량이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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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6,7,8-HpCDD가 변화율이 크게 나타났으며, FRwater/soil에서는 분자

량과 변화율의 크기가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PCDFs류는 FRwater/air, FRsoil/air, FRsedi/soil와 FRwater/soil에서 분자량이 작

은 2,3,7,8-TCDF가 가장 변화율이 크게 나타났고, FRsedi/water는

1,2,3,7,8,9-HxCDF가 크게 나타났다. FRwater/air는 분자량과 변화율의 크기

가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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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기후변화 전(1976-2005년)과 후(2071-2100년)의 FRs변화율

FRwater/air FRsoil/air FRsedi/soil FRwater/soil FRsedi/water

V
O
C
s

Bz -23.82% 2.44% -12.27% -25.84% 18.21%

EthylBz -15.33% 5.27% -24.81% -19.47% -6.83%

Toluene -18.70% 4.40% -26.31% -22.14% -5.57%

P
A
H
s

Nap -11.32% 1.94% -1.27% -12.95% 13.42%

AN -14.56% 17.69% -14.71% -27.48% 17.45%

PY 9.70% 25.78% -4.62% -12.66% 9.11%

BaP 44.58% 29.61% 12.63% 11.82% 0.80%

BghiP 32.47% 22.41% 9.60% 8.18% 1.40%

P
C
D
D
s

2378-TCDD 122.96% 358.90% -22.33% -51.82% 61.00%

12378-PeCDD 63.74% 298.48% -23.58% -58.96% 85.94%

123789-HxCDD 40.59% 253.71% -27.88% -60.25% 81.13%

1234678-HpCDD 42.80% 262.88% -20.44% -60.66% 102.03%

P
C
D
F
s

2378-TCDF 86.50% 368.87% -56.75% -60.26% 8.27%

123789-HxCDF 56.30% 265.10% -41.11% -57.11% 36.90%

1234678-HpCDF 28.94% 202.70% -42.80% -57.39% 33.85%

OCDF 17.73% 166.82% -43.88% -55.84% 17.33%

*진한글씨 : 화학물질그룹 중 변화율의 절대값이 가장 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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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변화 전과 후의 FRs 비교

기후변화에 따른 FR의 변화율의 폭이 PCDDs/DFs그룹을 제외하면

±50%미만으로 크지 않지만, 기후변화 전 후의 FR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지 검정하기 위해 기후변화 전 시나리오가 적용되는 후반 30년(1976

∼2005년)과 기후변화 RCP8.5 시나리오가 적용되는 후반 30년(2071∼

2100년)의 연평균 FRs값을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하고, 전국 128개의

grid(30km×30km) 중 각 지역별 기후변화 전과 후 FRs값의 차이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지역을 선별하여 그 비율을 정리하였다(<표3-4>).

FRwater/air, FRwater/soil의 경우에는 모든 물질에서 전국 128개의 격자 중 최

소 98지역(77%), 최대 128지역(1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Rsoil/air은 VOCs류의 Benzene과 PAHs류의

Napthalene을 제외한 나머지 화학물질에서 기후변화 전과 후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역이 전체지역 중 80%이상 나타났다.

FRsediment/soil은 PAHs류 중 상대적으로 가벼운 Napthalene을 제외한 화학

물질들에서 80%이상의 지역에서 기후변화 전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FRsediment/water은 PAHs류 중 상대적

으로 무거운 Benzo(a)pyrene, Benzo(ghi)perylene를 제외한 화학물질들에서

80%이상의 지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소수의 물질과 지역을 제외하면 대체로 기후변화는 FR에

유의미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단 Napthalene의 경우

FRsoil/air, FRsedi/soil 에서는 유의미한 기후변화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것

으로 예측된 지역이 더 많았다는 점이 특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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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4> 기후변화 전과 후의 FRs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 (총 128지역)

VOCs PAHs PCDDs PCDFs

Bz
EthylB

z
Toluene Nap AN PY BaP BghiP

2378-T

CDD

12378-P

eCDD

123789-

HxCDD

1234678

-HpCD

D

2378-T

CDF

123789-

HxCDF

1234678

-HpCD

F

OCDF

FR

water/air

128 128 128 128 128 121 128 128 128 128 128 128 128 128 128 128

(100%) (100%) (100%) (100%) (100%) (9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FR

soil/air

61 111 106 25 125 128 128 128 128 128 128 128 128 128 128 128

(48%) (87%) (83%) (20%) (9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FR

sedi/soil

122 122 122 32 122 105 122 110 118 115 120 110 122 122 122 122

(95%) (95%) (95%) (25%) (95%) (82%) (95%) (86%) (92%) (90%) (94%) (86%) (95%) (95%) (95%) (95%)

FR

water/soil

122 122 122 122 122 117 112 98 122 122 122 122 122 122 122 122

(95%) (95%) (95%) (95%) (95%) (91%) (88%) (77%) (95%) (95%) (95%) (95%) (95%) (95%) (95%) (95%)

FR

sedi/water

122 122 122 121 122 122 66 58 122 122 122 122 117 122 122 119

(95%) (95%) (95%) (95%) (95%) (95%) (52%) (45%) (95%) (95%) (95%) (95%) (91%) (95%) (95%) (93%)

*진한글씨 : 기후변화 전(1976∼2005년), 후(1971∼2100년)의 t검정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p-value값 기준)이 70%이상인 물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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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Rs변화율의 공간적 분포

GIS를 이용하여 전국에 대한 물질별 FRs변화율지도로 구현해 봄으로써,

물질 그룹별 변화율의 공간적 분포를 확인하였다(<그림3-2>,<그림

3-3>,<그림3-4>,<그림3-5>).

FRwater/air의 FRs변화율지도를 살펴보면 화학물질그룹별로 확연히 차이

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OCs그룹과 PAHs그룹은 FR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뚜렷하게 나타났고,

PCDDs/DFs그룹은 모두 증가하는 방향으로 FR가 변화하였다. VOCs류

와 PAHs류의 화학물질에서는 지역에 따른 변화율 크기의 차이가 거의

없게 나타났고, PCDDs/DFs그룹은 서쪽지역보다 동쪽지역에서 FR의 변

화율이 높게 나타났다.

FRsoil/air의 경우에는 VOCs그룹, PAHs그룹과 PCDDs/DFs그룹의 경향

성이 더 뚜렷하게 나뉘어 졌다. VOCs그룹, PAHs그룹은 모두 기후변화

의 영향으로 FR가 감소하였고 지역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PCDDs/DFs그룹은 FRwater/air와 마찬가지로 서쪽지역보다 동쪽지역에서

FR의 변화율이 높게 나타났다.

FRwater/soil은 FRwater/air와 FRsoil/air의 변화율지도와 정 반대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VOCs그룹과 PAHs그룹의 FR는 증가하고 PCDDs/DFs 그

룹의 FR는 감소하는 모습을 띄었으며, 동쪽지역에서 그 변화율의 크기

가 더 높게 나타났다. PAHs그룹에서도 Bap, Bghip는 다른 그룹 내 화

학물질들에 비해 전국적으로 더 뚜렷한 증가경향을 보였는데, 이런

PAHs그룹 내 경향성은 선행연구(송지혜, 2017)의 기후변화가 다매체 환

경에서 PAHs의 오염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연구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FRsedi/water의 변화율 지도에서는 PCDDs그룹에서 지역간의 변화율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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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고 나머지 화학물질그룹에서는 지역간의 차이가 미미하였다.

V

O

C

s

Benzene Ethyl Benzene Toluene 기준(%)

P

A

H

s

Napthalene Anthracene Pyrene BaP BghiP

P

C

D

D

s

2,3,7,8-TCDD 1,2,3,7,8-PeCDD 1,2,3,7,8,9-HxCDD 1,2,3,4,6,7,8-HpCDD

P

C

D

F

s

2,3,7,8-TCDF 1,2,3,7,8,9-HxCDF 1,2,3,4,6,7,8-HpCDF OCDF

<그림 3–2> FRwater/air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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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O

C

s

Benzene Ethyl Benzene Toluene 기준(%)

P

A

H

s

Napthalene Anthracene Pyrene BaP BghiP

P

C

D

D

s

2,3,7,8-TCDD 1,2,3,7,8-PeCDD 1,2,3,7,8,9-HxCDD 1,2,3,4,6,7,8-HpCDD

P

C

D

F

s

2,3,7,8-TCDF 1,2,3,7,8,9-HxCDF 1,2,3,4,6,7,8-HpCDF OCDF

<그림 3–3> FRsoil/air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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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O

C

s

Benzene Ethyl Benzene Toluene 기준(%)

P

A

H

s

Napthalene Anthracene Pyrene BaP BghiP

P

C

D

D

s

2,3,7,8-TCDD 1,2,3,7,8-PeCDD 1,2,3,7,8,9-HxCDD 1,2,3,4,6,7,8-HpCDD

P

C

D

F

s

2,3,7,8-TCDF 1,2,3,7,8,9-HxCDF 1,2,3,4,6,7,8-HpCDF OCDF

<그림 3–4> FRwater/soil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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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O

C

s

Benzene Ethyl Benzene Toluene 기준(%)

P

A

H

s

Napthalene Anthracene Pyrene BaP BghiP

P

C

D

D

s

2,3,7,8-TCDD 1,2,3,7,8-PeCDD 1,2,3,7,8,9-HxCDD 1,2,3,4,6,7,8-HpCDD

P

C

D

F

s

2,3,7,8-TCDF 1,2,3,7,8,9-HxCDF 1,2,3,4,6,7,8-HpCDF OCDF

<그림 3–5> FRsedi/water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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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그룹별로 FR변화율 값에 차이는 존재하였지만, 매체쌍 별 FR

의 증가감소의 방향성은 일부 물질을 제외하고 동일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FR변화율을 물질별로 따로 살펴보지 않고 통합적으로 살펴보기 위

해서 기하평균으로 FR변화율 대푯값을 선정하여 종합하여 나타내면 다

음과 같았다(<그림3-6>,(a)). 전국적으로 FRwater/air, FRsoil/air와 FRsedi/soil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FR가 증가하는 경향을 FRwater/soil, FRsedi/water은 기

후변화의 영향으로 FR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각 FRs의 변화율의 지역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리드를 세분

화하여 다시 FR변화율 지도를 나타내었다(<그림3-6>,(b)). 매체쌍 별

FR변화율지도의 양상은 모두 다르게 나타났는데, FRwater/air은 동남쪽 지

역에서 FR변화율이 높게 나타났고, FRsoil/air와 FRsedi/soil은 동쪽지역이

FR변화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변화율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지역들은

내륙지역으로 몰려있었다. FRwater/soil와 FRsedi/water은 비슷하게 강원도 지

역과 경상도 지역의 FR변화율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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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water/air FRsoil/air FRsedi/soil FRwater/soil FRsedi/water 기준 (%)

(a)

(b)

<그림 3-6> 환경매체 간 FR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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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후변화와 화학물질의 이동

앞에서 서술한 FRs변화율이 각 매체쌍 별 FR값에 따라 평형이 아니라

면, 직접적인 화학물질의 교환이 발생하는 대기-수체, 대기-토양, 수체-

저토 매체 쌍들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의 확산에 의한 순 이동 방향은 어

느 매체로 치우치게 될 것인지 fugacity차이에 따라 추정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의 FR변화율을 기하평균한 대푯값과 기후변화 전 (1976

∼2005년)의 FRs 기하평균값과 기후변화 후(2071∼2100년)의 FRs 기하

평균값을 함께 정리하였다(<그림3-7>).

대기와 수체, 대기와 토양 간의 화학물질 이동은 화학물질들의 환경

동태와 해당 매체 내 화학물질의 농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

작이며, 매체 간 이동방향에 대기로의 배출량이 주 영향요인이 된다. 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배출량을 일정한 값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대기로

의 배출량의 영향을 배제하고 fugacity 차이에 의한 화학물질의 대기와

지표매체간의 확산이동방향을 분석하였다.

① 대기와 수체

대기와 수체의 경우에는 Benzene, Ethyl Benzene, Toluene,

Napthalene, Pyrene, 2,3,7,8-TCDD, 2,3,7,8-TCDF의 기후변화 전

FRwater/air가 1이상으로, fwater에 비해 fair이 작게 나타났다. 이러한 물질들

은 기후변화에 의해 우리나라 환경 내에서 지표로부터 대기로의 재휘발

가능성이 다른 화학물질들에 비해 크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배출이 일어나는 해당지역에서 먼거리에 있는 다른지역까지 이동할 가능

성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Dalla Valle et al., 2005). 이는 대기로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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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물질 배출량이 작을 때, 수체가 대기 오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Dalla Valle et al., 2005). 하지만 PCDDs/DFs의 2,3,7,8-TCDD와

2,3,7,8-TCDF를 제외한 화학물질들의 변화율은 0%보다 작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기후변화 전에 FR가 1보다 큰 화학물질들이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FR값이 1에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평형에 더 가

까워지는 상태로 머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기후변

화 전에도 FR값이 1보다 작았던 나머지 PCDDs/DFs그룹의 물질들은 기

후변화의 영향으로 평형에서 더 멀어진 상태에 머무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3-7>,(a)).

② 대기와 토양

대기와 토양의 경우에는 Benzene, EthylBenzene, Toluene,

Napthalene, Antracene, Pyrene의 기후변화 전 FRsoil/air가 1이상으로, fair

에 비해 fsoil이 크게 나타났다(<그림3-7>,(b)). 이러한 물질들은 FRwater/air

가 1이상인 물질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환경 내에서 대기로의 재휘발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되며, 향후 토양이 화학물질의 대기오염원으로 작

용할 수 있을 것이다(Dalla Valle et al., 2005). 더구나, 해당 화학물질들

의 변화율은 0%이상으로 기후변화에 의해 FR값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

고, 기후변화로 인해 해당 화학물질의 대기로의 확산이 더 많이 일어나

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기후변화 전 FRsoil/air가 1이하인 물질들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분자량을 가진 화학물질들로서 fair에 비해 fsoil이 작아 토양으로 침적되는

방향으로 화학물질들의 이동이 주로 일어난다. 무거운 분자량을 가진

PAHs와 PCDDs에 대해서는 토양이 화학물질의 sink로 작용한다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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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김희석, 2016). 하지만 이들 화학물질은

FR값이 기후변화에 의해 증가하여, 평형에 가까운 상태로 머물 가능성

이 높다.

③수체와 저토

수체와 저토사이에서는 FRsedi/water가 1보다 작으면 fsediment에 비해 fwater

가 커서 수체에서 저토로의 수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본 연구

의 모든 대상 화학물질들의 기후변화 전 FRsedi/water은 1보다 작아 화학물

질들의 확산은 수체에서 저토로 침적되는 방향으로 추정할 수 있다. FR

의 변화율이 0%보다 작은 EthylBenzene과 Toluene을 제외한 화학물질

들은 모두 기후변화로 인해 FR값이 증가하고 이는 FR값이 1에 좀 더

근접해져 매체 간 평형에 가까운 상태로 머물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물질이 기후변화 전에 비해 수체에서 저토로의 수착이 덜 일어나게 된다

고 할 수 있다.<그림3-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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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Rwater/air

(b) FRsoil/air

(c) FRsedi/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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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FRwater/soil

(e ) FRsedi/water

<그림 3-7> 기후변화 전과 후의 물질별 FRs와 변화율(기간 : 전:

1976-2005년, 후: 2071-2100년)(전국 기하평균 기준, 오차막대는 전국 최대, 최소) (주황

색 바탕 : 통계적 유의성 있음(신뢰도 95%)) (○: 기후변화 후 FR의 기하평균, X: 기후

변화 전 FR의 기하평균, 빨간네모 : 기후변화 전후 FR의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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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상인자들이 매체 간 분배에 미치는 영향평가

기후변화의 기상인자들이 화학물질의 매질 간 분배 변화에 미치는 영향

을 평가할 때, 기상인자로는 기존 선행연구 (장리아, 2013; 이다희, 2015)

에서 상관성이 있다고 밝혀진 강우량, 강우빈도, 온도 , 풍속 4가지를 대

상으로 하였다. 이 4가지의 기상인자들을 FRs의 독립변수로 두고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기상인자들 간의 연관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우리나라 평균기온은 RCP8.5 시나리오에 따라 후반으로 갈수록 뚜렷

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강수량의 경우, 기후변화 이전 대비

RCP8.5시나리오의 연평균 누적 강수량은 79mm 증가하였고, 연평균 풍

속은 과거대비 평균 0.09m/s 감소하였다(<그림 3-8>).

<그림 3-8> 전국 연평균 기상변화 시계열 그래프 (NCC senario :

1956-2005년, RCP8.5 senario : 2006-2100년)(온도 : 꺽은선 그래프, 강우량 : 면

적그래프, 풍속 : 막대그래프)

본 연구 해당지역인 남한 내륙지역을 AirGrid(30km×30km)격자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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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하여 지역별 기상인자의 분포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았다(<표

3-5>). 각 기상인자들의 지역별 월평균들의 최대값/최소값 비와 최대값

과 최소값의 차이, 표준편차, 변동계수를 차례로 정리한 값으로 세로로는

각 기술통계값들의 최대값, 기하평균, 최소값을 정리하였다. 기상인자별

값의 범위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분포정도를 나타내는 변동계수(CV)를

통해 지역별 기상인자의 차이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CV가 0.5를 넘기

지 않았다. 따라서, 지역 간의 차이를 배제하고 기상인자를 전국 평균값

으로 사용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전국 월평균 기상인자값과

전국 월평균 FR값의 회귀분석을 통해 FR와 기상인자의 상관성을 살펴

보았다.

<표 3-5> 주요 기상인자 기술통계

　 　 Max/Min Max-Min SD CV

Precipitation

(mm)

Max 8946.60 2578.58 399.46 1.76

GM 14.89 256.29 34.79 0.49

Min 2.37 21.85 4.16 0.15

Rain

Frequency

(day)

Max 2.43 12.68 2.65 0.20

GM 1.96 10.07 2.28 0.15

Min 1.53 7.22 1.73 0.09

Temperature

(°C)

Max 651.50 17.92 4.95 90.54

GM 1.96 9.14 1.93 0.20

Min 0.02 4.25 0.89 0.04

Wind

(m/s)

Max 3.20 4.31 1.17 0.39

GM 2.51 3.98 0.98 0.33

Min 1.95 3.63 0.82 0.29

(지역별 월평균 기상 인자값 기준, SD: 표준편차, CV: 변동계수(표준편차/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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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에서는 화학물질의 주요 유입과정이 대기로부터의 건식 및 습식

침적과 화학물질이 유입된 식물의 낙엽현상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유

입된 화학물질의 토양 중 손실은 runoff와 미생물 분해에 의해 주로 일

어난다. 이러한 토양 내 손실과정은 기상인자에 따라 바로바로 영향을

받는 surface runoff이외에는 대부분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됨에 따라,

토양매체에서는 과거의 화학물질유입이 축척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의 기

상인자와 당해연도의 FRs값의 직접적인 상관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한계

가 있다. 저토의 경우에는 지표수를 통한 입자상 화학물질의 유입

(settling)과 재부유(resuspension), 용존상 화학물질의 확산에 의한 이동

등으로 화학물질이 유입되고 혐기성 상태의 생물학적 분해반응과 유입된

저토보다 더 깊은 층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의해 손실되게 된다. 이 과정

역시 다른 매체에 비해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과정으로서 토양과

마찬가지로 당해연도의 기상인자와의 다중회귀분석으로는 기상인자의 상

관성을 분석함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FR와 기상인자와의 다중회귀분

석은 토양과 저토 매체를 제외한 쌍인 FRwater/air에 대해서만 진행하였다.

기상인자들과 FRwater/air의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화학물질 그룹별로

FR와 기상인자의 상관성이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3-6>,<표

3-7>). 기후변화 전(1976∼2005년) 기간 동안에는 탄소와 수소만으로 이

루어진 VOCs그룹과 PAHs그룹의 경우 주로 온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

쳤다. 예외적으로 VOCs그룹의 Benzene은 강우빈도가 압도적으로 상관

성이 높았고, PAHs그룹의 Pyrene과 Benzo(ghi)perylene은 강우량과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염소치환기와 산소가 붙은 PCDDs/DFs

그룹의 화학물질들은 강우량과의 상관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예외적으로 2,3,7,8-TCDF만 온도가 강우량에 비해 상관성이 더 높게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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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후(2071∼2100년) 기간 동안에도 그룹에 따라 기상인자의 상

관성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VOCs그룹과 PAHs그룹은 온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동일하였다. 하지만 기후변화 전과 마찬가지로 VOCs

그룹의 Benzene과 PAHs그룹의 Benzo(ghi)perylene의 기상인자와의 상

관성은 예외였는데, 온도보다는 강우량이 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PCDDs/DFs그룹의 경우에는 기후변화 전과 마찬가지로 강우량의 영향

이 크게 나타났고, 기후변화 전과 동일하게 2,3,7,8-TCDF만 온도와의 상

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 기후변화 전과 후로 기상인자와의 상관성 순서가 변하는 화학물질

은 VOCs그룹의 Benzene, PAHs그룹의 Pyrene, Benzo(a)Pyrene과

PCDDs그룹의 1,2,3,7,8-PeCDD였다. Benzene의 경우 기상인자의 상관도

가 기후변화 전에는 강우빈도> 강우량> 온도> 풍속 의 순서였으나, 기

후변화 이후에는 강우량> 온도> 강우빈도 순의 상관성을 보였고 풍속의

경우 그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yrene은 강우량>

강우빈도> 온도 순에서 온도> 강우량> 강우빈도 순으로 역전되었고,

Benzo(a)Pyrene은 기후변화 이전에는 온도만 FR에 영향을 미치다가 이

후에는 온도> 풍속> 강우빈도 순으로 FR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1,2,3,7,8-PeCDD는 강우량과의 상관성이 가장 큰 것은 변함이 없

었으나 기후변화 전에는 풍속의 영향이 다음으로 컸고, 기후변화 후에는

온도가 강우량 다음으로 영향을 미쳤다.

결론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강우량, 강우빈도, 온도와 풍속

4가지 기상인자 모두 FRs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물

질을 제외하고서는 기후변화에 따라 그 기상인자의 중요도가 바뀌지는

않았다. 그 중에서도 VOCs와 PAHs그룹은 온도와 가장 강한 연관성을

보였고 PCDDs/DFs그룹은 강수량과 강한 상관성을 보였다. 기후변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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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후로 기상인자의 상관성 순서가 역전되는 물질은 VOCs의 Benzene,

PAHs의 Pyrene과 Benzo(a)pyrene, PCDDs/DFs의 1,2,3,7,8-PeCDD 였

다.

<표3-6> 기후변화 전·후 FRwater/air의 기상인자 중요도

전 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V

O

C

s

Bz 강우빈도 강우량 강우량 온도

Ethyl Bz 온도 강우량 온도 강우량

Toluene 온도 강우빈도 온도 강우빈도

P

A

H

s

Nap 온도 풍속 온도 풍속

AN 온도 강우량 온도 강우량

PY 강우량 강우빈도 온도 강우량

Bap 온도 · 온도 풍속

Bghip 강우량 온도 강우량 온도

P

C

D

D

s/

D

F

s

2,3,7,8-TCDD 강우량 온도 강우량 온도

1,2,3,7,8-PeCDD 강우량 풍속 강우량 온도

1,2,3,7,8,9-HxCDD 강우량 온도 강우량 온도

1,2,3,4,6,7,8-HpCDD 강우량 온도 강우량 온도

2,3,7,8-TCDF 온도 강우량 온도 강우량

1,2,3,7,8,9-HxCDF 강우량 온도 강우량 온도

1,2,3,4,6,7,8-HpCDF 강우량 온도 강우량 온도

OCDF 강우량 온도 강우량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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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B 베타 t 유의확률 VIF

Bz

(상수) 2.691 　 37.225 0.000 　

Rainfreq 0.001 0.115 7.545 0.000 1.603

Temp -0.091 -0.947 -51.872 0.000 2.317

Precipitation 0.001 0.109 7.311 0.000 1.548

Wind 0.069 0.039 3.099 0.002 1.099

EthylBz

(상수) 2.254 　 65.890 0.000 　

Rainfreq 0.000 0.081 5.938 0.000 1.603

Temp -0.044 -0.863 -52.449 0.000 2.317

Precipitation -0.001 -0.086 -6.380 0.000 1.548

Wind 0.045 0.049 4.285 0.000 1.099

Toluene

(상수) 1.852 　 56.225 0.000 　

Rainfreq 0.001 0.099 7.395 0.000 1.603

Temp -0.044 -0.885 -55.148 0.000 2.317

Precipitation 0.000 -0.031 -2.397 0.017 1.548

Wind 0.045 0.049 4.439 0.000 1.099

Nap

(상수) 30.453 　 72.665 0.000 　

Rainfreq 0.000 -0.005 -0.401 0.688 1.603

Temp -0.665 -0.952 -65.069 0.000 2.317

Precipitation -0.003 -0.035 -2.968 0.003 1.548

Wind 0.594 0.046 4.584 0.000 1.099

AN

(상수) 0.945 　 24.268 0.000 　

Rainfreq 0.000 -0.032 -1.505 0.133 1.603

Temp -0.032 -0.857 -33.283 0.000 2.317

Precipitation -0.001 -0.152 -7.234 0.000 1.548

Wind 0.030 0.044 2.504 0.013 1.099

<표3-7> 기후변화 전의 FRwater/air와 기상인자의 다중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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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

(상수) 2.333 　 10.402 0.000 　

Rainfreq -0.002 -0.268 -4.503 0.000 1.603

Temp -0.017 -0.228 -3.188 0.002 2.317

Precipitation -0.003 -0.337 -5.752 0.000 1.548

Wind 0.015 0.011 0.214 0.831 1.099

Bap

(상수) 0.051 　 4.390 0.000 　

Rainfreq 0.000 -0.109 -1.921 0.056 1.603

Temp 0.002 0.452 6.636 0.000 2.317

Precipitation 0.000 0.022 0.398 0.691 1.548

Wind 0.000 -0.002 -0.051 0.959 1.099

Bghip

(상수) 0.047 　 6.541 0.000 　

Rainfreq 0.000 0.033 0.932 0.352 1.603

Temp 0.001 0.240 5.677 0.000 2.317

Precipitation 0.000 0.706 20.406 0.000 1.548

Wind 0.002 0.027 0.915 0.361 1.099

TCDD

(상수) 0.183 　 4.282 0.000 　

Rainfreq 0.000 0.098 3.136 0.002 1.603

Temp 0.013 0.471 12.519 0.000 2.317

Precipitation 0.002 0.574 18.656 0.000 1.548

Wind 0.016 0.031 1.210 0.227 1.099

PeCDD

(상수) 0.143 　 8.590 0.000 　

Rainfreq 0.000 0.042 1.507 0.133 1.603

Temp 0.000 -0.023 -0.669 0.504 2.317

Precipitation 0.001 0.933 33.927 0.000 1.548

Wind 0.014 0.062 2.663 0.008 1.099

HxCDD

(상수) 0.141 　 10.321 0.000 　

Rainfreq 0.000 0.011 0.426 0.670 1.603

Temp -0.003 -0.258 -7.959 0.000 2.317

Precipitation 0.001 1.041 39.348 0.000 1.548

Wind 0.015 0.078 3.492 0.001 1.099



- 54 -

HpCDD

(상수) 0.138 　 9.444 0.000 　

Rainfreq 0.000 0.018 0.699 0.485 1.603

Temp -0.003 -0.240 -7.678 0.000 2.317

Precipitation 0.001 1.041 40.776 0.000 1.548

Wind 0.014 0.066 3.046 0.002 1.099

TCDF

(상수) 0.219 　 1.471 0.142 　

Rainfreq 0.001 0.106 4.031 0.000 1.603

Temp 0.079 0.687 21.687 0.000 2.317

Precipitation 0.006 0.401 15.481 0.000 1.548

Wind 0.059 0.028 1.287 0.199 1.099

HxCDF

(상수) 0.138 　 6.951 0.000 　

Rainfreq 0.000 0.060 2.100 0.036 1.603

Temp 0.001 0.082 2.388 0.017 2.317

Precipitation 0.001 0.873 30.960 0.000 1.548

Wind 0.016 0.064 2.681 0.008 1.099

HpCDF

(상수) 0.136 　 9.698 0.000 　

Rainfreq 0.000 -0.003 -0.115 0.908 1.603

Temp -0.003 -0.263 -8.180 0.000 2.317

Precipitation 0.001 1.042 39.629 0.000 1.548

Wind 0.019 0.094 4.261 0.000 1.099

OCDF

(상수) 0.137 　 11.023 0.000 　

Rainfreq 0.000 0.017 0.692 0.489 1.603

Temp -0.003 -0.273 -9.092 0.000 2.317

Precipitation 0.001 1.060 43.219 0.000 1.548

Wind 0.013 0.070 3.369 0.001 1.099

( 기후변화 전 : 1976-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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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B 베타 t 유의확률 VIF

Bz

(상수) 2.487 　 46.136 0.000 　

Rainfreq 0.001 0.072 4.820 0.000 1.564

Temp -0.066 -0.971 -57.835 0.000 1.980

Precipitation 0.001 0.103 7.362 0.000 1.380

Wind 0.028 0.021 1.637 0.102 1.183

EthylBz

(상수) 2.117 　 60.761 0.000 　

Rainfreq 0.000 0.078 4.917 0.000 1.564

Temp -0.035 -0.850 -47.603 0.000 1.980

Precipitation 0.000 -0.112 -7.492 0.000 1.380

Wind 0.035 0.043 3.124 0.002 1.183

Toluene

(상수) 1.687 　 51.569 0.000 　

Rainfreq 0.000 0.099 6.283 0.000 1.564

Temp -0.034 -0.865 -48.696 0.000 1.980

Precipitation 0.000 -0.059 -3.963 0.000 1.380

Wind 0.037 0.049 3.559 0.000 1.183

Nap

(상수) 29.178 　 75.772 0.000 　

Rainfreq 0.000 0.003 0.230 0.818 1.564

Temp -0.538 -0.943 -65.467 0.000 1.980

Precipitation -0.002 -0.033 -2.768 0.006 1.380

Wind 0.608 0.055 4.948 0.000 1.183

AN

(상수) 0.800 　 22.886 0.000 　

Rainfreq 0.000 -0.014 -0.625 0.533 1.564

Temp -0.024 -0.819 -32.731 0.000 1.980

Precipitation 0.000 -0.157 -7.527 0.000 1.380

Wind 0.063 0.109 5.659 0.000 1.183

<표3-8> 기후변화 후의 FRwater/air와 기상인자의 다중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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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

(상수) 2.082 　 8.835 0.000 　

Rainfreq -0.002 -0.215 -3.855 0.000 1.564

Temp -0.028 -0.346 -5.505 0.000 1.980

Precipitation -0.002 -0.275 -5.244 0.000 1.380

Wind 0.241 0.156 3.205 0.001 1.183

Bap

(상수) 0.013 　 0.763 0.446 　

Rainfreq 0.000 -0.156 -2.775 0.006 1.564

Temp 0.003 0.468 7.394 0.000 1.980

Precipitation 0.000 0.002 0.042 0.966 1.380

Wind 0.018 0.166 3.398 0.001 1.183

Bghip

(상수) 0.003 　 0.332 0.740 　

Rainfreq 0.000 0.016 0.557 0.578 1.564

Temp 0.003 0.464 14.370 0.000 1.980

Precipitation 0.000 0.606 22.495 0.000 1.380

Wind 0.010 0.078 3.137 0.002 1.183

TCDD

(상수) -0.040 　 -0.283 0.777 　

Rainfreq 0.001 0.096 3.322 0.001 1.564

Temp 0.049 0.523 16.118 0.000 1.980

Precipitation 0.005 0.555 20.500 0.000 1.380

Wind -0.014 -0.007 -0.297 0.767 1.183

PeCDD

(상수) 0.109 　 2.174 0.030 　

Rainfreq 0.000 0.045 1.614 0.107 1.564

Temp 0.004 0.107 3.428 0.001 1.980

Precipitation 0.003 0.862 33.222 0.000 1.380

Wind 0.008 0.012 0.506 0.613 1.183

HxCDD

(상수) 0.140 　 4.513 0.000 　

Rainfreq 0.000 0.005 0.192 0.848 1.564

Temp -0.003 -0.145 -5.016 0.000 1.980

Precipitation 0.002 0.992 41.165 0.000 1.380

Wind 0.020 0.045 2.026 0.044 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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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CDD

(상수) 0.130 　 3.651 0.000 　

Rainfreq 0.000 0.002 0.060 0.952 1.564

Temp -0.004 -0.148 -5.082 0.000 1.980

Precipitation 0.003 0.991 40.836 0.000 1.380

Wind 0.020 0.040 1.796 0.073 1.183

TCDF

(상수) -0.679 　 -1.826 0.069 　

Rainfreq 0.003 0.094 3.689 0.000 1.564

Temp 0.179 0.647 22.557 0.000 1.980

Precipitation 0.013 0.454 18.964 0.000 1.380

Wind -0.064 -0.012 -0.540 0.590 1.183

HxCDF

(상수) 0.082 　 1.566 0.118 　

Rainfreq 0.000 0.064 2.288 0.023 1.564

Temp 0.008 0.221 7.052 0.000 1.980

Precipitation 0.003 0.794 30.300 0.000 1.380

Wind 0.006 0.009 0.384 0.701 1.183

HpCDF

(상수) 0.149 　 6.002 0.000 　

Rainfreq 0.000 0.000 0.013 0.990 1.564

Temp -0.004 -0.187 -6.657 0.000 1.980

Precipitation 0.002 1.012 43.228 0.000 1.380

Wind 0.024 0.065 3.017 0.003 1.183

OCDF

(상수) 0.138 　 6.510 0.000 　

Rainfreq 0.000 0.012 0.489 0.625 1.564

Temp -0.003 -0.173 -6.229 0.000 1.980

Precipitation 0.002 1.007 43.409 0.000 1.380

Wind 0.014 0.044 2.032 0.043 1.183

( 기후변화 후 : 2071-2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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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질특성과 Fugacity Ratio의 관계

기후변화에 따른 물질별 FR의 차이를 화학물질의 물리 화학적 특성과

연관 지어 설명함으로써, 기후변화의 영향이 화학물질의 물리 화학적 특

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상인자의 상관도

를 분석할 때와 동일하게 FRwater/air를 중심으로 FRwater/air와 물질별 분배

평형상수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FRwater/air에 관련된 분배평형상수를 선별하기 위해 FRwater/air을

식(1-3),(1-6),(1-7) 등을 이용하여 아래 식(3-1)와 같이 정리하였다. 최

종적으로 FRwater/air에 관련된 분배평형상수는 Kow(옥탄올-물 분배평형상

수)와 Koa(옥탄올-공기 분배평형상수)로 두가지 물성인자와 FR의 관계

를 유도식을 바탕으로 자세히 살펴보았다.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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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식(3-2)의 최종 유도식에 각각의 해당 환경 인자 값들을 대입하고 소

거하고 나면, 상대농도(Cbw/C
b
a) 항의 Kow/Koa의 계수가 대략적으로 10-1

의 범위를 가지고 Bulk Zi항에 해당하는 Koa/Kow의 계수는 10-4의 범위

를 가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Bulk Zi 항의 Koa/Kow영향이 상쇄되고,

Kow/Koa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다(식(3-2)).

 






×







(3–2)

∙
 ∙∙

×
 ∙∙∙∙


 

  ∙∙


 

× ∙ 

 × ∙ 
××   × ∙

 ×   × ∙

이를 검증하기 위해 16가지의 개별 화학물질들의 FRwater/air와 Kow/Koa의

관계를 산점도를 그려 확인해보았다(<그림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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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9> 기후변화 전 과 후의 물질별 FRwater/air와 Kow/Koa

기후변화 전과 후의 물질별 FRwater/air을 기하평균한 대표값과 물질별

온도에 따른 Kow/Koa의 기하평균값을 통해 산점도를 그려본 결과 기후변

화 전과 후 모두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이로써, 유도식을 근거로 선별한

Kow/Koa와 FR의 비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개별 물질마다 FRwater/air와 Kow/Koa의 관계는 기후변화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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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았다(<그림 3-10>,<그림 3-11>,<그림

3-12>,<그림 3-13>).

VOCs그룹을 살펴보면 FRwater/air와 Kow/Koa은 기후변화 전과 후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선형 회귀식의 기울기

값이 기후변화 후에 다소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AHs그룹은 앞선 VOCs그룹에 비해 상관관계가 약하게 나타났는데,

기후변화 전에 비해 후의 선형 회귀식 기울기 값이 VOCs그룹과 동일하

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PAHs그룹에서는 Napthalene과 Anthracene

의 경우, 다른 화학물질들과 달리 Kow/Koa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것이 예외적이었다.

PCDDs/DFs그룹에서도 물성과 FR은 양의 상관성을 보였고 기후변화

후의 선형 회귀식 기울기 값이 모두 감소하였는데, Dioxin류에 비해

Furan류의 기울기 절대값이 더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화학물질들의 선형 회귀식 기울기의 절대값은 기후변화

이후로 모두 감소하였다. 이는 FRs의 물성에 대한 민감도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 화학물질 내에서 Kow/Koa값은 이

론적으로는 헨리상수 값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헨리상수의 경우 온도의

존성이 높은 물리화학적 특성이기 때문에, 양의 상관성을 보이는 물질

중에 회귀식의 기울기 값이 높은 화학물질이 온도와 상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물론 FR와 Kow/Koa의 관계에 있어 온도인자가 모든 원인이라

고 해석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지만, 기상인자와 FRwater/air의 상관관계에

서 VOCs그룹과 PAHs그룹이 PCDDs/DFs그룹과 달리 온도의 상관관계

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연결 지어 설명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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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후

<그림 3-10> VOCs의 기후변화 전과 후의 FRwater/air와 Kow/Koa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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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후

<그림 3-11> PAHs의 기후변화 전과 후의 FRwater/air와 Kow/Koa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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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후

<그림 3-11> PAHs의 기후변화 전과 후의 FRwater/air와 Kow/Koa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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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후

<그림 3-12> PCDDs의 기후변화 전과 후의 FRwater/air와 Kow/Koa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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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후

<그림 3-13> PCDFs의 기후변화 전과 후의 FRwater/air와 Kow/Koa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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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가진 VOCs, PAHs,

PCDDs/DFs의 화학물질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매체 간 상대적

분배변화를 FRs를 이용하여 평형의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예측 분석하고

자 하였다.

연구 결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FRwater/air의 경우에는 VOCs (∼24%)

와 PAHs의 Napthalene, Anthracene(∼15%)은 감소하고, 나머지 화학물

질들은 증가하였다(∼123%). FRsoil/air은 모든 물질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369%), FRsedi/soil(∼57%)와 FRwater/soil(∼61%)은 PAHs의

Benzo(a)pyrene, Benzo(ghi)perylene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FRsedi/water은 VOCs의 Ethyl Benzene과 Toluene을 제외한 나머

지 화학물질들에서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102%). 모든 FRs의

변화율은 대부분의 물질에서 ±50%미만의 변화율을 보였는데, 그 이상의

변화율은 PCDDs/DFs그룹에서만 관찰되었다. 공간적으로는 소수의 지역

을 제외한 대부분의 남한 지역에서 기후변화 전후로 FRs에 유의미한 변

화가 나타났고, FRs 종류에 따라 변화율의 지역경향성은 다르게 나타났

다.

대기와 수체의 경우, FR이 1보다 큰 물질들은 대기로의 재휘발 가능

성이 높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매체 간 평형에 가까워진 상태로 머물렀

고, FR이 1보다 작았던 물질들은 매체 간 평형에서 더 먼 상태로 머무

는 경향을 보였다. 대기와 토양에서는, FR값이 1보다 컸던 물질들은 기

후변화로 인해 평형에서 더 먼 상태로 머물게 되면서, 대기로의 확산이

더 활발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FR값이 1보다 작은 물질들

은 토양으로 침적되는 방향이 우세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평형에 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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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워진 상태로 머물렀다. 수체와 저토에서는 모든 물질의 FR이 1보다

작아 수체에서 저토로의 수착이 우세하지만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평형에

좀 더 가까워진 상태로 머물렀다. 결과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대기와

토양사이에서는 대기가, 수체와 대기사이에서는 수체가 제 2 오염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수체와 저토의 경우에는 평형에 더 가까워지는

상태에 머무르게 되어 저토의 제2오염원 가능성이 다소 낮아졌다.

기후변화로 인한 화학물질의 대기와 수체 간 분배변화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기상인자로는 VOCs, PAHs그룹에서는 온도와 강우빈도,

PCDDs/DFs그룹에서는 강우량과 온도였다. 대부분의 물질은 기후변화에

따라 그 기상인자의 중요도가 바뀌지 않았고, VOCs의 Benzene, PAHs

의 pyrene, Benzo(a)pyrene, PCDDs/DFs의 1,2,3,7,8-PeCDD는 예외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FRwater/air의 변화와 연관 지을 수 있는 물성인자는

유도과정에 근거하여 Kow/Koa를 선정할 수 있었고, PAHs의 Napthalene

과 Anthracene을 제외한 모든 물질에서 양의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물질별 FRwater/air와 Kow/Koa의 산점도를 통해서 기후변화 이후

로 회귀식 기울기의 절대값이 모두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FRs의 물성에

대한 민감도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고, 온도가 주요

영향을 끼치는 기상인자로 선별된 화학물질일수록 회귀식의 기울기 값이

커 상관성이 뚜렷해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매체쌍 별 상대적 오염가능성은 대기-수

체는 수체, 대기-토양은 토양, 수체-저토에서는 저토가 높았다. 기후변화

의 기상인자 중 온도가 가장 큰 상관성을 보였고, 그룹별로 강우빈도와

강우량이 상관성을 나타냈다. 온도가 높은 상관성을 보임에 따라 화학물

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중 헨리상수의 역수 의미를 지니는 Kow/Koa와 연

관지어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미래의 배출량 규제에 있어서는 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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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내 오염도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매체 간 이동을 바탕으로

모든 매체를 평가하여야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다. 또, 물리화

학적 특성을 지표로 활용함으로써, 화학물질의 고유 특성에 따른 환경노

출량 평가도 진행할 수 있다.

모형의 예측 결과와 결론을 모든 화학물질에 일반화시키기에는 이 연

구에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기후변화 이전과 이후의 환경변수

값을 고정한 점과 배출량 값을 일정수준으로 고정시킨 점에서 모형의 불

확실성이 존재한다. 또, 토양과 저토의 유입 및 유실 프로세스의 특성에

따른 한계로 인해 모든 FR종류에 대한 분석을 하지 못하고 FRwater/air에

대해서만 기상인자와 물성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는

나머지 매체쌍 별 FRs에 대한 기상인자와 물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

고, 물질별로 좀 더 자세한 FR와 물성인자와의 분석도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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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표 1> VOCs, PAHs, PCDDs/DFs 분자구조 비교.

분자구조

VOCs

Benzene Toluene EthylBenzene

PAHs

Napthalene Anthracene Pyrene
Benzo(a)

pyrene

Benzo(ghi)

perylene

PCDDs

2378-TCDD
1,2,3,7,8-

PeCDD

1,2,3,7,8,9-

HxCDD

1,2,3,4,6,7,8-

HpCDD

PCDFs

2,3,7,8-TCDF
1,2,3,7,8,9-

HxCDF

1,2,3,4,6,7,8-

HpCDF
OCDF

Mackay handbook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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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모형 예측 FRs값과 실측 FRs값 비교

( FRwater/air, FRsoil/air, FRsedi/soil, FRwater/soil, FRsedi/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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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 > 연구대상 물질의 헨리상수, 증기압의 온도함수식

　 Henry
(Pa·m3·mol-1)

VP

VOCs 　

Benzene H=0.16·exp(1/T-1/298.15)
logP =
4.018-(1203.835/(T-(-53.226))

Toluene H=0.16·exp(1/T-1/298.15) logP =
4.075-(1419.315-(T-(-55.124))

Ethylbenzene H=0.15·exp(1/T-1/298.15)
logP =
4.142-(1377.578/(T-(-50.507))

PAHs

Napthalene logH = 5.07-922/T logP=8.06-1923/T

Anthracene logH = 6.91-1363/T logP=8.59-2872/T

Pyrene logH = 9.17-2475/T logP=9.49-3370/T

Benzo(a)pyrene logH = 12.02-3558/T logP=10.71-4465/T

Benzo(ghi)perylene logH = 12.83-4006/T logP=10.76-4915/T

Dioxins

2,3,7,8-TCDD logH = 15.02-4338/T logP=11.42-4392/T

1,2,3,7,8-PeCDD logH = 15.32-4522/T logP=11.90-4778/T

1,2,3,7,8,9-HxCDD logH = 16.6-5090/T logP=12.01-4957/T

1,2,3,4,6,7,8-HpCDD logH = 17.95-5621/T logP=11.91-5017/T

Furans

2,3,7,8-TCDF logH = 13.24-3908/T logP=11.46-4344/T

1,2,3,7,8,9-HxCDF logH = 14.11-4392/T logP=11.51-4643/T

1,2,3,4,6,7,8-HpCDF logH = 16-4816/T logP=11.49-4735/T

OCDF logH = 14.59-4537/T logP=11.24-4805/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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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fluence of climate change

(CC) on the multimedia

distribution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and polychlorinated dibenzo

dioxins/furans (PCDDs/DFs)

Kwon, A-Young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Environmental Management Major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quantitatively assess long term

influences of climate variables on the distribution of 3 VOCs, 5

PAHs, and 8 PCDDs/DFs among the four environmental media (i.e.,

air, soil, water, and sediment) and how the influences vary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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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e properties of the compounds.

The influences of CC were estimated by assessing the changes in

the fugacity ratios (FRs) between the pairs of air and soil, air and

water, water and soil, water and sediment, and soil and sediment.

The FRs were calculated under the RCP8.5 scenario using a regional

scale geo-referenced multimedia model (KPOP-CC) developed to

simulate the fate and transport of organic compounds in the

multimedia environment of Korea under various CC scenarios.

KPOP-CC was evaluated to agree with observed data within one

order of magnitude. The total period of simulation was 145 years

(from 1956 to 2100) where CC was assumed to begin from 2006. The

rate of change the fugacity ratios over the period from 2071 to 2100

and the period of 1976 to 2005 was used for the assessment of the

CC influences.

Due to CC influences, FR of water to air (FRwater/air)decreases for

all the VOCs(~24%) and the PAHs up to of 3rings(~15%) while it

increases for the PAHs of 4,5, and 6rings and PCDDs/DFs(~123%) as

compared to those before CC. FRsoil/air shows marginal to modest

increases for all the compounds(~369%) with PCDDs/DFs showing

substantially increased ranges. FRsediment/soil tends to decrease(~57%)

except for the PAHs of 5 and 6 rings. For all the compounds,

FRwater/soil tends to decrease to some extent(~61%) except for the

PAHs of 5 and 6 rings while FRsediment/water increases

considerably(~102%) except for the ethylbenzene and toluene in VOCs.

Among the climate variables, the atmospheric temperature shows

the strongest correlations with the change in FRwater/air of VOCs and

PAHs, indicating that the change in the atmospheric temperature

caused by CC may be a principal variable that modifi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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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media distribution of organic compounds. The CC induced

change in FRwater/air of PCDDs/DFs are correlated with the

precipitation, suggesting a substantial change of the wet atmospheric

deposition due to CC.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that could be associated with FRs

variations due to climate change were referred to as Kow/Koa, and

were able to determine the positive correlation in all materials except

for Napthalene and Anthracene. The physico-chemical sensitivity of

the FRs has also been determined to be affected by climate change,

a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hysico-chemical and FRs was

apparent which is major impact on temperature.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were quantitatively predicted and

evaluated by FRs, and estimated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the

fate of chemicals between media. Given the importance of the

managing hazardous chemicals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future environmental regulations, it

would be necessary to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the effect of

climate change on chemical exchange between environmental media.

Thus, it will require analyses of meteorological factors and

physico-chemical properties for other pairs of environmental media,

and more detailed analyses of climate change effect and

physico-chemical properties by chemicals will also be required.

◆ Key words : Fugacity ratio, Climate change, VOCs, PAHs,

PCDDs/DFs, Multi-media model

◆ Student Number : 2015-24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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