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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14) 항만지역 미세먼지 배출 인벤토리(리뷰)

현상민·강정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관할해역지질연구단

1. 서론 
최근 기후변화나 인간의 건강과 관련하여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PM)는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그

만큼 미세먼지는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경 10 um이하의 부유물질을 
미세먼지로 정의한다면, 미세먼지는 다양한 곳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기에서 광화학 반응으
로 2차적으로 생성된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대륙이나 해양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인간활동에 
수반되거나 인간이 만들어낸 직간접적인 시설물이나 기기 등에 의해서도 미세먼지가 생성된다. 따라서 다양한 
장소나 간접적 기기에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 인벤토리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
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항만지역에서 생성되는 미세먼지 인벤토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자료 및 방법
항만지역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인벤토리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에 보고된 보고서를 활용하여 자료를 재정

리 하고 리뷰했다.

3. 결과 및 고찰 
미세먼지 인벤토리를 생각할 때는 어떤 종류의 미세먼지가, 혹은 어떤 특성을 가지는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만들어 지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항만지역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특정기기를 활용하면서 배출되는 경
우가 많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종류별로 1차 미세먼지와 2차 미세먼지로 구분할 수 있다. 1차 미세먼지는 배출
할 때부터 미세먼지 형태를 띠는 것이며, 2차 미세먼지는 배출 후 미세먼지가 되는 것이다. 1차 미세먼지는 미
세먼지(PM), 블렉카본(BC), 황산화물(SOx), 질소화합물(NOx), 암모니아(NH3), 일산화탄소(CO), 메탄(CH4), 벤
젠(C6H6), 비메탄계 휘발성유기화합물(NMVOCs), 벤조피렌(BaP), 특정 금속물질 및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PAH) 등이 있다. 오염물질인 2차 미세먼지는 미세먼지(PM), 오존(O3), 이산화질소(NO2)등이 있으며, 오염물
질로 2차 미세먼지의 전구가스가 되는 것은 SO2, NOx, NH3, VOCs, 등이 있다.

이처럼 미세먼지는 생성장소에 따라 다른 종류의 미세먼지의 나올 수 있으며, 특성과 종류에 따라서도 다양
하게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미세먼지의 기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각종의 미세먼지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항에서 대기로 방출되는 미세먼지
는 활성 유기가스(Reactive Organic Gases; ROG),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디젤기원 미세먼지를 포
함한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including diesel particulate matter; PM), 황산화물(SOx)로 정의하고 있다
(Environ, 2015, 2016). 이 연구에서는 상기와 같이 미국의 대표적인 두 항만지역에서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인벤토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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