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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With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containing aromatic and halogenated hydrocarbons
such as benzene, toluene, and xylene that can adversely affect the respiratory and cardiovascular systems when
a certain concentration is reached, it is important to accurately evaluate the source and the corresponding
health risk effects.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scientific evidence for the city of Seoul’s VOC reduction
measures by confirming the risk of each VOC emission source.
Methods: In 2020, 56 VOCs were measured and analyzed at one-hour intervals using an online flame
ionization detector system (GC-FID) at two measuring stations in Seoul (Gangseo: GS, Bukhansan: BHS). The
dominant emission source was identified using the Positive Matrix Factorization (PMF) model, and health
risk assessment was performed on the main components of VOCs related to the emission source.
Results: Gasoline vapor and vehicle combustion gas are the main sources of emissions in GS, a residential
area in the city center, and the main sources are solvent usage and aged VOCs in BHS, a greenbelt area. The
risk index ranged from 0.01 to 0.02, which is lower than the standard of 1 for both GS and BHS, and was an
acceptable level of 5.71×10–7 to 2.58×10–6 for carcinogenic risk.
Conclusions: In order to reduce the level of carcinogenic risk to an acceptable safe level, it is necessary to
improve and reduce the emission sources of vehicle combustion and solvent usage, and eco-car policies are
judged to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combustion gas as well as providing a response to climate change.
Key words: Health risk assessment, positive matrix factorization, source apportionment, volatile organic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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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ights:
ㆍThe annual concentration of TVOCs
was found to be higher in Gangseo,
an urban residential area, than in
Bukhansan, a green area.
ㆍAs a result of the health risk assessment,
both non-carcinogens and carcinogens
were found to be at acceptable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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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중요한 유해오염물질로 다루어져 왔다.3) 이런 VOCs는 대기
중 어디에나 존재하며 자연적 과정(예: 초목 배출, 화산 분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unds, VOCs)은 공

산불)과 화석 연료 연소, 산업 과정 및 용매 사용과 같은 인위

기역학적 직경이 2.5 μm 미만인 초미세먼지(PM2.5)의 주요 원인
인 2차 유기에어로졸(Secondary organic aerosols, SOA)과 대류

출은 일상생활에서 섭취, 피부흡수보다는 주로 흡입을 통해 이

권 오존(O3)의 주요 전구체이다.1,2) 또한 VOCs는 특정 농도 이

루어진다.4)

적 활동 과정에서 VOCs가 배출될 수 있고 배출된 VOCs의 노

상에서 호흡기 및 심혈관계 등에 악영향을 미치며, 일부 VOCs

이에 대기 중 VOCs의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배출원 규명 및

의 경우 대표적 발암물질로 알려져있어 환경ㆍ보건 관점에서 매

배출원별 상응하는 건강위험 영향 평가를 통한 배출원 관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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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수립과 더불어 도시 지역의 오존생성의 원인물질인 VOCs

가 및 건강위해도 평가를 수행하여 제시함으로서 광화학 대기

의 농도를 파악하여 오존 오염 현상을 규명하고 오존 예보 등

오염물질 측정망의 운영을 통해 획득된 VOCs 자료의 환경ㆍ보

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VOCs의 지속적 모니터링

건학적 기반을 기초한 활용 가능성을 제안하고 나아가 대기

은 환경ㆍ보건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이를 인식

VOCs 저감 조치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한 환경부는 이전 광화학측정망으로 부분적으로 운영하던 것
을 2006년부터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ㆍ운영 지침에 광화학 대

Ⅱ. 재료 및 방법

기 오염물질 측정망의 설치 운영을 정해 대기 중 VOCs의 농도
를 지속적으로 측정 평가해 오고 있다.5)
또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와 VOCs 배출원 기여

1. 측정위치
본 연구에서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서울 도심의

도 분석결과는 큰 차이가 있어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

광화학 대기 오염물질 측정망 중 2개의 측정소(강서: GS, 북한

에 대한 보완 필요성으로 제시되었으나, 배출계수 개선, 산정물

산: BHS) (Fig. 1)에서 온라인 불꽃 이온화 검출기시스템(GC-

질 추가 등 지속적인 보완으로 현재의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FID)을 통해 1시간 간격으로 연속 측정된 56종의 VOCs의 자

량이 되었다.6-8) 그러나 페인트, 잉크, 세탁소 용매 및 가정용품

료를 활용하였다. 강서구립 푸른들청소년도서관 건물에 위치한

등 휘발성이 큰 유기용제의 사용량에 따른 VOCs 배출량 산정

강서측정소(37°558N,126°836E)는 동쪽으로 강서로(6차선),

보다 낮은 배출원 기여도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으며,9) 최근 서

남쪽으로 화곡로(6차선)와 서쪽으로 수명산과 남부순환로(8차

울을 포함한 도시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주된 배출원 기

선) 그리고 아파트 및 사무공간이 분포하고 있는 주거지역이다.

여도 분석이 미세먼지 성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초미

또한 녹지지역인 북한산측정소(37°688E, 127°001E)는 배경

세먼지의 주요 전구물질인 VOCs의 배출원 기여도 확인이 더욱

농도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10,11)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기 중 VOCs의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방안

2. 정도관리

마련의 일환으로 광화학 대기 오염물질 측정망의 운영을 통해

US EPA의 기술지침서(TAD)의 광화학 오염물질 측정망 표

획득된 최근 2020년 VOCs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하여 발생원

준운영절차서의 기본지침에 의거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환

규명 및 발생원별 기여도를 평가하고, 주요 VOCs 그룹의 광화

경대기 중 오존전구물질-자동측정법(ES 01805.1)을 참고하여

학 오존 생성 잠재력(Photochemical Ozone Creation Potential,

Table 1과 같이 실시하였다.12,13)

POCP)에 대한 질량 기여도 추정 및 배출원별 VOCs 노출량 평

검출한계는 분자량이 가벼운 탄화수소류(C2~C5)의 PLOT

Fig. 1. VOCs measurement locations in Seoul
*GS: Gangseo, †BHS: Bukhan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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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asurement methods and cut-off ranges of valid observation
Item

Standard

Method (EPA TAD*)

System blank analysis

Sum of total peak<10 ppbv VOCs

Multiple point cal. linearity

R2≥0.995

Use humidified N2 gas
1, 5, 10 ppbv as propane, benzene, RT<±0.5 min

MDL (method detection limit) test

>2 ppbv as benzene

1 ppbv 7 times measurements in a row

Precision test

Within±20% RPD

5 ppbv 2 times measurements

*TAD: technical assistance documents for sampling and analysis of ozone precursors (EPA-454/B-19-004 April 2019).

컬럼과 분자량이 무거운 탄화수소류(C5~C12)의 BP-1컬럼별로

솟값의 1/2로 대체하여 잡음치(noisy data)의 영향을 줄이기 위

propane과 benzene을 기준으로 하여 1 nmol/molC 이며 이는

해 불확도(uncertainty) 값을 증가시키고자 이전 연구에서 활용

표준상태(0°C, 1 atm)로 환산한 양으로 농도는 대상물질의 탄
소수로 나누어서 계산하였다. 99%의 신뢰수준에서 분석물질

한 식을 이용하여 불확도를 √(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 × 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 𝑓𝑓𝑓𝑓𝑓𝑓𝑓𝑓𝑓𝑓𝑓𝑓𝑓𝑓𝑓𝑓)2 + (0.5 × 𝑀𝑀𝑀𝑀𝑀𝑀)2
의 식으로 오차율(error fraction)은 10%로 설정하고 검출한계

의 최저농도가 “0”과 다르다고 보고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의

이하의 값의 경우 잡음치를 줄이기 위해 대체한 최솟값의 1/2

되어지는 방법검출한계(Method Detection Limits, MDL)의 추

를 이용하여 동일하게 가중 최소자승하여 계산하였다.15-17) 결

정방법은 대략 검출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분석물질

측치인 경우에는 모델링 과정에서 각 분석화학종의 분석 오차

의 농도를 최소한 7회 반복 측정한 후 이 농도 값을 바탕으로

평가에 입각하여 그와 상응하는 값을 추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하여 얻은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

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특정 시간의 시료 전체를 제외하였다.

은 식으로 계산하였다.

요인수는 너무 많으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 배출원의 출현 가능
성이 커지며, 요인수가 너무 작으면 여러 배출원이 중복되어 나

MDL =t (n–1, 0.99)×SD

(1)

타날 가능성이 있기에 요인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선별된 항목
들을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로 도출

여기서, t는 99% 신뢰수준에서의 student-t 값, t (n-1)는 자
유도 n-1, n은 반복분석횟수, SD는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한 요인수를 시작으로 시행착오(trial and error) 방법에 의해 반
복 수행하였으며, 최적의 조건으로 각 대상기간별로 최종 도출

방법검출한계 추정을 위해 사용된 0.25 nmol/mol 농도는 자

된 변수를 PMF에 적용하여 서울 VOCs의 배출원을 식별하였

동희석장치를 사용하여 희석하기에는 너무 낮은 농도이기 때문

다. 또한 2020년 1년 자료의 분석과 계절별로 따로 배출원분

에 자동희석장치로 제조 가능한 1 nmol/mol의 표준혼합기체

석을 수행하여 최종 변수를 각각 도출하였다.

를 만들어 총 시료채취량 600 mL의 1/4에 해당하는 150 mL

PCA는 자료의 분산(viariance)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서로 직

를 채취하여 분석한 다음, 이 농도를 0.25 nmol/mol로 간주하

교하는 새 기저(축)을 찾아, 고차원 공간의 표본들을 선형 연관

여 계산하였고 0.25 nmol/mol의 propane과 benzene을 각각 7

성이 없는 저차원 공간으로 변환하는 기법으로 SPSS의 주성분

회 연속 분석하여 구한 방법검출한계는 각각 2 nmol/molC 이

분석으로 요인을 추출하여 한 결과와 하였다.
PMF 모델은 측정된 물질들의 농도와 배출원 정보 사이의

하였다.

Chemical Mass Balance (CMB)를 요인의 수 p, 각 배출원의 오

3. 배출원 분석

염물질 정보 f, 개별 샘플에 개별 요인이 기여하는 질량의 양 g

일반대기 중 수용지역에서 VOCs를 분석한 후, 대기질에 영

(특정 배출원에 대한 배출량, 즉 측정 기간에 대한 오염원의 강

향을 미치는 발생원을 일차적으로 확인하고 통계적 방법을 활

도(strength))를 사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계산식은 식 (1)과

용하여 발생원별 기여도(contribution)를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같다.

방법인 수용모델 중 PMF (Positive Matrix Factorization,
PMF5.0, USEPA, 2014)는 오염원 분류표의 부재 시에도 각 오

𝑝𝑝

𝑥𝑥𝑖𝑖𝑖𝑖 = ∑ 𝑔𝑔𝑖𝑖𝑖𝑖 𝑓𝑓𝑘𝑘𝑘𝑘 + 𝑒𝑒𝑖𝑖𝑖𝑖

염원의 기여도를 파악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
14)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실정에도 잘 맞는 모델이다.

2020년 1

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56개 항목에 대하여 검출한계인

(1)

𝑘𝑘=1

여기서, i 는 시료의 수, j 는 VOCs 종류, x 는 i 개의 시료에서

0.001 ppbv 이상의 값을 가지는 측정자료의 개수가 전체 자료

측정된 j 개의 VOCs 종류로 나타낸 데이터 행렬, e 는 잔차행렬

수의 30% 이상인 36개(종) 항목을 선별하였다. 또한, 오차 추

을 의미한다.

정(error estimate)을 위해 측정농도가 검출한계 이하의 값은 최

https://doi.org/10.5668/JEHS.2021.47.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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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매개변수로써 모델 내 반복 알고리즘을 통해 최소화되며 계

를 사용하여 ethylene의 값을 100으로 정하여 환산한 값을 이

산식은 식 (2)와 같다.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구한 POCP 환산 값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21)
(2)

5. 건강 위해성평가

건강 위해성평가를 위해 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여기서, u 는 불확도이며 Q 는 2가지 버전(true, robust)으로 모

Research on Cancer)에서 그룹 1, 2A 또는 2B로 분류된 주

델 내에서 표시된다. Q (true)는 모든 포인트를 포함하여 계산된

요 독성화합물과 비교의 용이성을 위해 이전 문헌에 자주 보

값이고 Q (robust)는 불확도로 수정된 잔차가 ‘4’ 이상인 샘플

고된 독성화합물을 중심으로 정확성과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

들을 제외한 후 계산된 값으로 불확도가 커지면 두 파라미터가

해 70% 이상의 검출빈도를 나타낸 독성화합물을 중심으로

비슷한 값을 가지게 된다. 이를 위하여 수렴된 Q (true, robust)

미국 EPA IRIS (Integrated Risk Information System)와 CAL

들 중에서 최솟값의 Q를 선택하여 Qtrue/QRobust 값이 1에 가장

(California EPA)의 독성데이터와 추정된 노출농도를 기반으로

가까운 값을 선택하였다.

건강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였다(Table 2).
VOCs에의 노출은 일상생활에서 섭취, 피부흡수보다는 주로

4. 광화학오존생성잠재력 계산

흡입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해당 VOCs 종의 흡입 발암성 및 비

VOCs 개별 화합물들은 광화학스모그를 유발시키는 정도

발암성 위해도를 계산하였고 PMF 모델에서 도출된 특정 배출

가 다르며 광화학반응성 정도는 일반적으로 에틸렌을 기준물

원에 의한 건강 위해도는 배출원 프로필에서 모든 표적 독성화

질(POCP=100)로 하여 오존생성능력(Photochemical Ozone

합물의 발암성 및 비발암성 위해도를 합산하여 평가하였다.4)

Creation Potential, POCP)으로서 표현된다. 이는 VOCs 화학종
18)

단위 무게당 4~6일 동안 생성한 오존량을 말하며,

VOCs 배

비발암물질의 위해도결정을 위해 위험지수(Hazard Index,
HI)를 사용하였으며 식 (4)를 이용하였다.

출 감소를 위해 더 강력한 오존생산 VOCs를 감소시키면 전체
모든 VOCs 감소에 비해 오존 제어를 위해 더 효율적이며 이러

(4)

한 사실은 기존 연구 결과에서도 강조되었다.19,20)

(3)

ADD는 일일평균노출량(average daily dose), RfD는 독성참
고치(reference dose)이다. 식 (4) 에서 사용한 ADD의 계산식은
식 (5)와 같다.

여기서, i는 VOCs 화학종을 의미하며, 농도의 단위는 μg/m

3

Table 2. Summary of the measurements of the study chemicals

Molecular
weight
(g/mole)

Hazardous air
pollutants

CAS no.

n-Hexane

110-54-3

86

Benzene

71-43-2

78

Cyclohexane

110-82-7

84

Toluene

108-88-3

92

Ethylbenzene

100-41-4

106

Xylene

§

Styrene

1330-20-7

106

100-42-5

104

IARC
WOE*
1
3
2B
3
2B

n

Ambient VOCs (μg/m3)

Non-Cancer

Cancer

Mean±SD

RfC†
(μg/m3)

IUR‡
(μg/m3)–1

Gangseo

Bukhansan

7,686

1.91±2.21

1.25±1.05

700

7,686

1.07±0.70

1.11±0.62

30

7,686

0.634±1.39

-

6,000

7,686

14.58±14.36

3.89±4.42

5,000

7,686

2.91±3.03

0.76±0.84

1,000

7,686

2.83±2.30

1.03±1.09

100

7,686

0.32±0.29

0.05±0.31

1,000

7.80E-06

2.50E-06

*IARC WOE: weight of evidence for carcinogenicity in humans defined by the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1-carcinogenic;
2A-probably carcinogenic; 2B-possibly carcinogenic; 3-not classifiable).
†
RfC (Reference concentration) data was referenced from the IRIS (Integrated risk information system).
‡
IUR (Inhalation unit risk) data was referenced from the IRIS (Integrated risk information system) and CAL (California EPA).
§
Xylene=m,p-Xylene+o-Xyl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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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도가 10–4 이상인 경우에 위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안
(5)

전허용수준(10 –6)과 비교하여 안전허용수준을 초과하고 10 –4
미만인 경우에는 잠재적 평생 노출이 사람의 암 발병 가능성이

여기서, C는 노출농도(exposure concentration), IR은 흡입률

100,000분의 1 (1×10–5) 이하인 경우 허용 가능한 것으로 간

(intake rate), ED는 노출기간(exposure duration, year), EF는 노

주하였다.22-24) 또한, 위해도가 한 가지 이상으로 각 위해도 영

출빈도(exposure frequency, days/year), ET는 노출시간(expo-

향이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한다는 가정하에 위해도 산출은 가

sure time, hours/day), BW는 몸무게(body weight, kg), AT는

산성(可算性)을 가정하여 위해도의 합으로 나타내었다.

평균시간(average time, day)이다.
발암물질의 위해도결정을 위한 평균일일노출량 및 초과발암

Ⅲ. 결

과

위해도는 각각 식 (6)과 식 (7)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1. 대기 중 VOCs 특성
(6)

ECR =CPF×LADD

2020년 서울의 강서와 북한산 측정소의 총휘발성유기화합

(7)

여기서 LADD는 평균일일노출량(lifetime average daily
dose), LT는 평균수명(life time, day), CPF는 발암잠재력(cancer
potency factor)이다.
대기 중 VOCs에 대한 건강 위해성평가를 위해 서울 강서
(GS)와 북한산(BHS)에서 검출된 VOCs의 농도를 이용하여 발
암 위해도와 비발암 위해도를 산출하였으며 위해도 결정은 화
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발
암독성에 대한 위해도 판단은 위해지수가 1 이상인 경우 위해
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발암성에 대한 위해도 판단은 초과발암

Fig. 3. Monthly variations in mean TVOC concentrations at Gangseo
and Bukhansan in 2020

Fig. 2. Diurnal variations in mean TVOC concentrations at Gangseo and Bukhansan 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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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Total Volatile Organic Compounds, TVOCs) 농도는 강서가

인 북한산의 경우는 동식물계 천연에 존재하는 isoprene이 제

89 μg/m3, 북한산이 28 μg/m3로 나타났으며 시간대별 평균값

일 높은 오존생성기여율을 나타내었다.

의 변화는 농도가 높은 강서(GS)에서는 대기의 활발한 혼합작
용과 광화학 반응의 영향으로 낮시간 동안에 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북한산(BHS)에서는 강서보다 일간 변화가 작
아 일정한 농도가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Fig. 2). 또한 월별
경향을 살펴보면 강서(GS)는 남풍계열의 빈도가 높았으며, 화
학 반응이 활발한 여름 기간에 농도가 낮은 동고하저의 경향을
나타내었고 북한산(BHS)에서는 주 풍향이 북동풍이었고 평균
풍속이 0.4 m/s로 강서(GS)의 평균풍속(1.1 m/s)보다 2배 이
상 낮았으며 연중 1월이 제일 높은 농도를 나타냈다(Fig. 3).
대기 중 농도가 가장 높은 주요 VOCs의 계절별 농도변화는
Table 3와 같이 강서(GS)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alkane 계열은
여름철에 낮은 농도분포를 보였고 aromatic 계열에서는 봄철에
낮은 농도분포를 보였으며 isoprene의 경우에 이와 다르게 여름
철에 최고 농도를 보였다. 이는 북한산의 경우에도 isoprene이
여름철에 최고농도를 보이고 다른 VOCs 경우 겨울에 높은 농
도를 보였다.

2. 광화학오존생성잠재력

2020년 VOCs 화합물별 오존생성기여율과 대기 중 농도
비율을 Fig. 4와 Fig. 5에 나타냈으며 오존생성기여율 순위
는 대기 중 농도 순위와는 다른 경향을 보였고 각 화합물의
오존생성기여도는 강서(GS)에서는 toluene>n-butane>m,pxylene>ethylene 순이었고 북한산(BHS)에서는 isoprene>nheptane>n-pentane>n-butane 순으로 도심에 위치한 강서에서
는 toluene이 제일 높은 오존생성기여율은 나타냈고 녹지지역

Fig. 4. Ozone generation contribution rate (a) and Concentration
ratio (b) by compound of VOCs at Gangseo in 2020

Table 3. Measurments of VOCs in 2020 by sampling station and season (μg/m3)
VOCs
Ethane

Gangseo
2020

Spring

Summer

Bukhansan
Autumn

Winter

2020

Spring

Summer

Autumn

Winter
10.07

45.30

45.97

24.50

43.49

80.55

5.66

5.75

3.06

5.44

Ethylene

202.29

172.54

150.06

205.56

329.81

2.02

1.73

1.50

2.06

3.30

Propane

170.32

191.89

123.02

154.12

236.33

12.17

13.71

8.79

11.01

16.88

Propylene

110.64

140.08

87.41

77.07

151.15

0.95

1.20

0.78

0.66

1.29

Isobutane

170.42

181.56

135.14

160.16

224.85

6.09

6.48

4.83

5.72

8.03

n-Butane

614.09

750.01

447.29

543.63

770.18

2.85

2.41

2.65

3.42

3.02

Isopentane

96.86

81.80

90.19

116.30

102.67

19.81

24.19

14.43

17.54

24.85

Isoprene

29.46

10.53

60.61

24.64

16.94

0.26

0.09

0.53

0.22

0.15

Hexane

76.58

51.56

81.42

102.36

70.35

1.91

1.29

2.04

2.56

1.76

Benzene

10.70

10.95

6.58

10.00

18.00

1.07

1.10

0.66

1.00

1.80

Toluene

641.46

444.65

649.63

843.69

641.51

14.58

10.11

14.76

19.18

14.58

Ethylbenzene

133.94

99.69

121.70

194.25

118.20

2.91

2.17

2.65

4.22

2.57

m/p-Xylene

326.90

262.80

344.84

405.32

283.35

4.14

3.33

4.37

5.13

3.59

o-Xylene

117.80

91.87

138.90

138.70

94.09

1.51

1.19

1.78

1.78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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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출원 분석

계절 내내 가솔린 증기가 27~34%로 배출원 중 가장 큰 비중

배출원 프로필은 강서(GS)에서는 아스팔트, 차량배기가스Ⅰ,

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봄 34%, 여름 30%, 가을

유기용제사용Ⅱ, 가솔린 증기, 차량배기가스Ⅱ, LNG 연소, 유

29%, 겨울 27%으로 겨울에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고 다른 계

기용제Ⅰ 등이 주요 배출원으로 나타났고, 이중 가솔린 증기가

절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7). 북한산(BHS)의 경우

연평균 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

봄에는 노후된 VOC (38%), 여름에는 차량배기가스Ⅰ (29%),

한산(BHS)의 경우에는 LNG 연소, Biogenic, 유기용제사용Ⅱ,

가을과 겨울에는 유기용제사용Ⅰ이 각각 35%, 24%로 계절에

차량배기가스Ⅰ, 노후된 VOC, 유기용제사용Ⅰ 등이 주요 배출

따라 주요 배출원이 다르게 나타났다(Fig. 8).

원으로 나타났으며, 노후된 VOC와 유기용제사용Ⅱ이 연평균

이들 PMF를 이용하여 계절별 및 사이트 별로 VOCs 배출원

각각 32%, 2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석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측정된 TVOCs 농도와 모

(Fig. 6).

델 평과의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계산된 농도 값을 비교하여

계절별 배출원 프로필을 조사한 결과 강서(GS)의 경우 사

Table 4와 같이 두 값 사이에 모두 0.86 (R2) 이상의 높은 상관
계수 값을 나타내었다.

4. 대기 중 VOCs에 대한 건강 위해성평가

VOCs 농도 분포 조사 결과 검출된 유해오염물질들에 대하
여 배출원별 건강 위해성평가를 수행하였다. 발암성물질로 구
분된 benzene과 ethylbenzene의 경우 초과발암위해도(ECR)를
산출하였고 비발암물질은 hexane, benzene, toluene, ethylbenzene, styrene과 xylene을 대상으로 산출된 위험지수의 합(HI)
을 산출하였다.
비발암 위해도는 위험지수가 1 미만으로 강서가 1.6×10 –2,
북한산이 1.2×10 –2 로 안전한 수준이었으며 benzene과 ethylbenzene의 발암위해도는 강서에서 각각 2.58×10 –6, 2.13×
10 –6이었고, 북한산에서는 2.55×10 –6, 5.71×10 –7로 나타났다
(Table. 5, Fig. 9, 10).

Ⅳ. 고

찰

서울의 주거지역인 강서와 녹지지역인 북한산 광화학 대기 오
염물질 측정소의 연속 측정된 56종의 VOCs 자료를 활용하여
Fig. 5. Ozone generation contribution rate (a) and Concentration
ratio (b) by compound of VOCs at Bukhansan in 2020

대기 중 풍향, 풍속, 오존생성기여 물질 및 VOCs의 특성이 상
이함에 따른 배출원의 차이와 그에 따른 주요 유해성를 평가하

Fig. 6. The annual (a) and seasonal distributions of VOC’s main source apportionments at Gangseo (b) and Bukhansan (c) (%)
*GS: Gangseo, †BHS: Bukhan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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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seasonal factor profiles : concentrations (μg/m3) of species and % of species sum in 2020 at Gangseo

고자 하였다.

확인하는데 미국 EPA의 SPECIATE 5.1을 참고한 결과 차량배
기가스Ⅰ (vehicle exhaust Ⅰ)은 기존 연구에서와 같이 단쇄 알

1. 배출원 분석
다변량 수용체 모델을 활용하여 대기측정자료들의 배출원을

칸(C2~C5)인 ethylene, pripylene, isobutane, n-butane이 주요
배출성분인 가솔린, LPG, NG 차량의 연소가스에서 배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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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seasonal factor profiles : concentrations (μg/m3) of species and % of species sum in 2020 at Bukhansan

speciate-8857, 95784, 1203에서와 같이 toluene/benzene비가

2513을 참조하였다. 차량배기가스에 대한 지표 성분인 butane,

경유 등의 차량 연소가스에서

pentane 등의 alkane 계열 성분이 60% 이상 높게 나타나 EPA

배출되는 차량배기가스Ⅱ (vehicle exhaust Ⅱ)는 speciate-4740,

speciate 뿐만 아니라 기존 수도권 지역 VOCs 배출원 분류에서

25)

2.5 이상인 특성이 나타났다.

https://doi.org/10.5668/JEHS.2021.47.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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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Key regression measures: Slope, intercept, and R-squared of TVOC from annual, site-by-site, and seasonal univariate statistical analysis
in 2020 in Gangseo and Bukhansan

Period

Site

Gangseo

Bukhansan

Slope

Intercept

R-Squared

Annual

2020

0.89

8.77

0.91

Seasonal

Spring

0.82

14.33

0.86

Summer

0.90

5.28

0.91

Autumn

0.96

2.46

0.97

Winter

0.97

2.89

0.98

2020

0.96

0.60

0.96

Annual
Seasonal

Spring

0.95

0.97

0.95

Summer

0.99

0.19

0.98

Autumn

0.98

0.12

0.97

Winter

1.01

–0.48

0.98

Table 5. The risk assessment result for source apportionments in Gangseo and Bukhansan
Site
Gangseo

Bukhansan

Source apportionment

Hazard index

Excess cancer risk
Benzene

Ethylbenzene

Total

0.0161

2.58E-06

2.13E-06

LNG combustion

0.0004

-

4.30E-09

Vehicle exhaust I

0.0064

1.44E-06

1.63E-07

Vehicle exhaust II

0.0005

-

-

Gasoline vapor

0.0007

1.13E-07

9.07E-08

Solvent usage I

0.0019

6.91E-08

1.10E-06

Solvent usage II

0.0021

5.97E-08

7.67E-07

Asphalt

0.0040

8.99E-07

-

Total

0.0122

2.55E-06

5.71E-07

LNG combustion

0.0021

4.79E-07

1.45E-09

Vehicle exhaust I

0.0013

3.02E-07

3.95E-09

Aged VOC

0.0066

1.50E-06

2.15E-08

Solvent usage I

0.0012

1.36E-07

3.17E-07

Solvent usage II

0.0004

2.81E-08

1.97E-07

Biogenic

0.0005

9.75E-08

3.08E-08

차량배기가스 배출원의 alkane 계열이 52%를 나타낸 것으로

내내(27~34%) 주요배출원으로 나타났다. 가솔린 증기로부터

보아 비교적 잘 일치함을 보였다.26) 강서에서는 연간 배출원에

의 VOCs 배출은 2004년 수도권에서는 휘발성분의 증발이 용

서 차량배기가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25%였고 북한산의 경우

이한 여름철에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나,9) 본 연구에서는 겨울철

차량배기가스로 인한 배출이 7%로 강서가 북한산보다 더 높은

에만 낮은 경향을 보이고 다른 계절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차량배기가스 배출원의 비율을 나타냈다.

았다. 이는 2010년 서울시 휘발성유기화합물 주요배출원을 분

speciate-4693을 참조한 가솔린 증기(gasoline vapor)는 기존
연구에 의하면 alkane 계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 가솔린

석한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 지역적 차이에 기인
한 것으로 보인다.

증기에 의한 배출로, 지표물질인 isopentane, n-pentane, butane

상업연소 및 난방에 사용되는 천연가스 연소(LNG combus-

과 같은 alkane 계열이 95%를 나타내 80% 이상을 나타낸 기존

tion)에 의한 배출은 speciate-2441과 0003을 참조하여 지표

연구결과와도 비교적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으며,27,28) 이는 북

물질인 pentane과 그 이성질체, hexane 이성질체들과 toluene이

한산에서 나타나지 않은 강서의 주요배출원(31%)으로 사계절

67%를 나타내 천연가스 연소 배출원으로 확인하였으며 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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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arcinogenic and non-carcinogenic risks of hazardous VOC
species at Gangseo in 2020
*GS: Gangseo

Fig. 10. Carcinogenic and non-carcinogenic risks of hazardous VOC
species at Bukhansan in 2020
*BHS: Bukhansan

와 북한산 모두 각각 9%와 6%를 나타냈다.

speciate-2439을, 도장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유기용매로 인

아스팔트(asphalt)로 인한 배출원은 n-nonane, n-undecanem

한 배출은 유기용매사용Ⅱ로 speciate-2413, 2433을 참조하였

n-decane을 포함하여 C8~C11 alkane을 방출한다는 기존연구

다. toluene, ethylbenzene, xylene 등 aromatic 계열이 67% 이상

와 같이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 도로포장 공정 등에서 배출되는

으로 나타났으며 BTEX의 높은 비율을 보인 유기용제사용으

것으로 알려진 배출원으로 speciate-26을 참조하여 확인하였으

로 분류되어 이전 연구와 일치함을 보였다.31) 국가대기오염물

29)

강서에서 연간 11%를 나타낸 반면 북한산에서는 주요배

질배출량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VOCs의 70% 이상이 유기

출원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6월 이후 여름철 진행된 강서

용제사용에 의한 배출로 나타났으나 유기용제사용이 차지하

구에서의 화곡동 방화동 도로굴착공사와 상수도 시설물 설치

는 비율은 강서에서는 24%로 차량 연소 가스(25%) 및 가솔린

및 보수공사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증기(31%)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낮았으며 북한산 TVOCs 농도

며,

상업 및 가정용품 등에서 배출되는 유기용제사용Ⅰ (solvent

는 강서의 1/3 수준이었으나 유기용제사용 비율(47%)이 차량

usage Ⅰ), 도장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유기용제사용Ⅱ (solvent

연소에 의한 비율(7%)보다 높았다.8) 유기용매사용으로부터의

usage Ⅱ)는 benzene을 제외한 toluene, xylene, ethylbenzene

VOCs 배출은 2004년 수도권에서는 휘발성분의 증발이 용이

등 aromatic 계열은 페인트, 잉크, 세정제 등 유기용제의 주요

한 여름철에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나,30) 본 연구에서는 가솔린

30)

한 지표물질 및 구성물질로 알려져 있다.

https://doi.org/10.5668/JEHS.2021.47.5.384

유기용제사용Ⅰ은

증기 배출원과 마찬가지로 겨울철에만 낮은 경향을 보이고 다

수용체 모델(PMF)를 이용한 서울시 대기 중 VOCs의 배출원에 따른 위해성평가

른 계절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2010년 서울시 휘

395

는 기존 연구를 뒷받침하였다.26)

발성유기화합물 주요배출원을 분석한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경
향을 나타내 지역적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9)
Benzene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된 바이오매스(bio-

2. 대기 중 VOCs에 대한 건강 위해성평가

VOCs 농도 분포 조사 결과 검출된 유해오염물질들에 대하

mass) 연소는 북한산에서의 주요 배출원으로 숯불구이 등의

여 배출원별 건강 위해성평가를 수행한 결과, 비발암 위해도는

연소에 의한 것으로 speciate-5561, 5564를 참조하였고, 강서

강서와 북한산 모두 위험지수가 1 미만으로 안전한 수준이었

에서는 주요 배출원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북한산에서는 봄

으며, benzene과 ethylbenzene의 발암 위해도는 강서에서 각각
2.58×10 –6, 2.13×10 –6, 북한산에서는 2.55×10 –6, 5.71×10 –7

32,33)

철에만 11%로 나타났다.

노후된 VOCs (Aged VOCs)는 노후된 공기질량의 일반적인
지표인 toluene/benzene비가 낮은 기존연구 결과와 같이 기본
적으로 수명이 긴 ethane (60일), benzene (9.4일)과 같은 VOCs

로 1.00×10 –6를 초과하거나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
다.
다른 국가의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benzene의 발암 위해도

반

가 텐진 시(2.18×10 –5)보다 낮았으며 베이징 시(2.3×10 –6)와

응성이 높은 화합물이 상대적으로 덜 풍부한 노후된 VOCs의

는 비슷한 수준이었고 캐나다 캘거리(<1×10–6)보다는 높은 수

경향이 강서에서는 봄(8%)과 겨울(12%)에만 주요 배출원 프

준이었다.36-38) 이는 안전허용수준인 1×10 –6 이상이었으나 허

로필에 나타난 반면 북한산에서는 봄(38%), 여름(21%), 가을

용 가능한 수준인 1×10 –5 미만으로 서울의 모든 암(평생동안

(30%), 겨울(31%) 사계절 내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전

100,000명 중 471.1명)의 조기 발생률과 전국의 모든 암(평생

석모도 연구에서도 VOCs가 지역적 배출이 우세한 분포특성보

동안 100,000명 중 475.3명)의 조기 발암률과 비교할 때 허용

다 어느 정도의 광화학적 과정이 진행된 공기 기단의 특성을 보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39) 안전허

여 장거리 이동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과 같이 이는 북한산의

용수준 미만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10–6 이상 배출원은 도심

로 형성된 프로필로 toluene/benzene비가 낮았으며(<0.6),

34)

평균풍속(0.4 m/s)이 강서(1.1 m/s)보다 2.7배 이상 낮아 공기

주거지역인 강서에서는 benzene의 경우 차량 연소와 ethylben-

소포가 상대적으로 광화학적으로 노화되어 배출원이 북한산

zene의 경우 용매 사용 분야의 저감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

외부에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35)

북한산에서는 benzene의 경우 노후된 VOCs 배출이 주요 원인

Biogenic VOCs의 경우 식물체의 신진대사과정에서 배출되는

이므로 북한산 외부의 배출원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기에 기후

것으로 알려진 isoprene을 중심으로 배출원 분석한 결과 강서

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정책이 연소가스로 인한 위해

에서는 연간 배출원 분석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름철에만

도 저감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8% 나타난 반면 북한산에서는 연간 배출원 분석에서 8%를 차

또한 위해성평가를 위해 사용된 VOCs 농도는 실제 사람의

지하였고, 계절별로는 여름(15%), 가을(9%)의 배출원으로 bio-

호흡으로 인한 개인노출 농도가 아니기에 지역주민의 노출을

genic VOCs가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반영하는데 제한점이 있으나 배출원별 위해성평가로 차량연소

26)

시내 주거지역인 강서가 북한산보다 차량배기가스, 가솔린

와 용매사용 배출원의 저감과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

증기 유기용제사용 등 인위적 VOCs 배출원 다양하였고 북한

환경 자동차 정책이 위해도 저감에도 이바지함을 제시한 것은

산은 biomass 연소 및 biogenic과 같은 자연발생원의 영향이 높

환경보건학적으로 의미가 있다.

음을 확인하였다. 오존과 2차 생성 미세먼지의 주요 전구물질
인 VOCs 중 자연발생원 VOCs인 경우 isoprene만을 이용하고

Ⅴ. 결

론

기타 α-pinene 등의 자연발생원 VOCs 항목들이 연속 측정에
포함되지 않은 제한점은 있으나 US EPA의 기술지침서의 광화

일상생활에서 주로 흡입을 통해 노출되는 VOCs는 효율적인

학 오염물질 측정망 표준운영절차서를 기준으로 한 대기오염공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발생원 규명과 더불어 발생원별 건강

정시험기준에 의거 QA/QC 프로그램 절차에 따른 데이터를 활

위해도 및 기여도 평가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VOCs

용하였으며 측정된 TVOCs 농도와 모델 결과의 다중회귀 분석

자료의 환경보건학적 기반을 기초로 한 활용 가능성을 제안하

을 통해 얻은 농도 값을 비교하여 높은 상관계수를 확인하여

고 나아가 대기 VOCs 저감 조치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제공하

산출된 인자들이 VOCs 측정농도 값의 변화를 잘 설명하고 있

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다.

간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강서: GS, 북한산: BHS)의 자료

이와 같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단기 이벤트적인 데이터만

를 활용하여 서울의 VOCs의 현황과 PMF를 이용하여 배출원

이 아닌 최근 2020년 연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계절별 서로 다

을 식별하였고 이와 더불어 기여도 및 건강 위해성평가를 실시

른 배출원의 영향을 도출하여 특정 배출원의 지표 성분일지라

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을 통해 획득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도 세부 기간별로 서로 다른 배출원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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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간 TVOCs 농도는 도심 주거지역인 강서가 녹지지
역인 북한산보다 3.3배 높은 농도를 보였으며 POCP 농도의 경
우에도 북한산보다 강서에서 2~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VOCs 중 오존생성기여율에 기여한 주된 VOCs는 강서는 toluene과 n-butane이었고 북한산에서는 n-eptane과 isoprene인
것으로 조사되으며, isoprene의 경우 북한산에서 측정된 다른
VOCs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심 주거지역인 강서의 경우 주변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
석유 연료 증발, 차량배기가스, 상업 및 연료 LNG와 아스팔트
에서 배출되는 VOCs가 높게 나타났고, 녹지지역인 북한산의
경우 biogenic VOCs와 같은 자연 발생원의 영향이 강서보다 높
게 나타났다. 또한 북한산은 강서(1.1 m/s)보다 2.7배 이상 낮
은 풍속(0.4 m/s)으로 순환되지 않고 정체되고 노후된 VOCs
가 사계절 내내 주요 배출원을 차지하여 배출원이 북한산 외부
에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건강 위해성평가 결과 강
서와 북한산 모두 위험지수가 기준인 1보다 낮은 0.01~0.02로
비발암 독성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암성에 대한 위해
도는 5.71×10–7~2.58×10–6로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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