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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measure ambient total gaseous mercury (TGM) concentrations in Seoul,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GM concentration, and to identify of possible source areas for TGM using back-trajectory based 

hybrid receptor models like PSCF (Potential Source Contribution Function) and RTWC (Residence Time Weighted 

Concentration). Ambient TGM concentrations were measured at the roof of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building in 

Seoul for a period of January to October 2004.

Average TGM concentration was 3.43±1.17 ng/㎥. TGM had no notable pattern according to season and meteorological 

phenomena such as rainfall, Asian dust, relative humidity and so on. Hybrid receptor models incorporating backward 

trajectories including potential source contribution function (PSCF) and residence time weighted concentration (RTWC) 

were performed to identify source areas of TGM. Before hybrid receptor models were applied for TGM, we analysed 

sensitivities of starting height for HYSPLIT model and critical value for PSCF. According to result of sensitivity analysis, 

trajectories were calculated an arrival height of 1000 m was used at the receptor location and PSCF was applied using 

average concentration as criterion value for TGM. Using PSCF and RTWC, central and eastern Chinese industrial areas and 

the west coast of Korea were determined as important source areas. Statistical analysis between TGM and GEIA grided 

emission bolsters the evidence that these models could be effective tools to identify possible source area and source 

contribution. 

Key Words : Mercury, TGM, PSCF, RTWC, Source-receptor

1)

*

Corresponding author : Chul Yoo, Air Pollution Control 

Research Division, National Institute Environment Research, 

Incheon 404-708, Korea

Phone: +82-32-560-7316

E-mail: s7424yoo@korea.kr

1. 서 론

수은은 인위적 및 자연적 오염원에서 배출되어 여

러 가지 화학적 변화와 이동 과정을 통해 환경 내 모든 

매체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다. 특히, 수은은 다매체 거

동을 거쳐 메틸수은으로 변환되어 인간의 중추신경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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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나 언어장애, 심장 질환 등의 여러 가지 위해를 일으

킬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Clarkson, 1995). 이러

한 수은의 위해성으로 인해 U.S. FDA와 EPA에서는 

임신 및 가임기에 있는 여성에게 수은이 축적될 가능

성이 있는 특정 어류의 섭취 제한을 권고하고 있다. 또

한 미국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폐기물 소각장에 대

한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화력

발전소에 대한 수은 배출량 총량규제를 위한 Clean 

Air Mercury Rule을 공표하였다(한, 2006).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수은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가고 있지

만 지속적인 수은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수은

은 대기, 수체, 토양 및 생물체 등에서 복잡하고 일정

치 않은 거동 원리를 보임에 따라 수은 연구에는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은의 주요 

배출지역으로 알려진 동북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어

(Pacyna와 Pacyna, 2002), 지속적인 수은 측정 자료의 

축적과 수은의 거동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시급하

다고 하겠다.

국내의 수은 연구 실태를 살펴보면, 서울시 보건환

경연구원에서는 1980년대부터 대기 중 수은 농도를 

측정하기 시작하였으며,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서울시 대기 중 수은의 평균 농도는 4.0 ng/㎥으로 밝

힌바 있다. 또한 김과 김(2001)은 1997년과 1998년 여

름철 서울시의 대기 중 수은 농도를 분석한바 있으며, 

안과 한(2008)은 소양호의 수은 습식 침적 연구를 통

해 수은의 습식 침적양이 14.56 ㎍/㎡으로 미국의 

Mercury Deposition Network (MDN)보다 높음을 밝

히는 등 다각적인 모니터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러나 국내의 수은 배출량에 관한 연구는 국립환경과

학원(2004)의 화력발전소 수은 배출농도에 의존한 추

정 연구와 박 등(2008)의 수은 배출량 추정치 산정 등

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대기 중 수은의 효과적인 관리

를 위해서는 배출원 조사 및 관리가 시급하며, 이를 위

해서는 배출원과 수용점의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관계

의 파악이 필요하다. 따라서 총 가스상 수은과 같이 배

출원 목록이 구축되지 않은 물질의 경우 배출원과 수

용점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모형들의 적용이 필

요하다. 기존에 활용된 FA나 CMB 등의 모형은 국지

적 기상자료를 토대로 배출원을 추정하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 활용한 PSCF와 RWTC 등의 혼합 모델

(Hybrid receptor model)은 수용점에서의 분석 자료와 

역궤적과 같은 기상자료를 결합하여 수용점에 영향을 

주는 배출원의 정보를 알려주는 모형으로써 그 사용

이 빈번해지는 추세이다(정 등, 2006). 정 등(2006)은 

단일화된 PSCF 모형의 개발 및 지속적인 혼합 모형 

개선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수은 및 PM 등의 오염

원 위치의 추정을 위한 혼합 모형의 적용 연구가 시도 

되고 있다(한, 2006; 이 등, 2004). 하지만 국내의 혼합 

모델을 이용한 수은의 연구는 극히 드물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대

학교 보건대학원 옥상에서 포집한 총 가스상 수은과 

HYSPLIT의 기상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두 가지 혼

합 모델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총 가스상 수은의 배

출원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수용점과 배출원간의 관계

를 규명함으로써 수은의 배출원 목록 작성과 기여도 

산정 연구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국내

의 수은 연구에 혼합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2. 자료 및 방법

2.1. 총 가스상 수은 농도 분석

본 연구에서 모델의 입력자료로 활용된 총 가스상 

수은의 채취 기간은 2004년 1월 말부터 10월까지 3일 

간격으로 총 74개의 샘플을 채취하였다(이 등, 2008). 

공기 중의 가스상의 수은의 채취에는 두 단의 금으로 

코팅된 모래나 비드(bead)로 채워진 채취기에 수은을 

결합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포집된 총 가스상 수은

은 cold vapor atomic fluorescence spectrometer 

(CVAFS; Brooksrand Environmental research and 

development, 2003)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Keeler

와 Landis, 1997). 총 가스상 수은은 채취 및 분석뿐만 

아니라 정도관리(QA/QC)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함에 

따라 control standard와 side by side 방법을 이용한 

정확도 확인 및 field blank 분석 등의 다양한 방법의 

정도 관리를 실시하였다. 측정 자료의 검출한계

(MDL)는 field blank 값의 평균에 표준편차의 3배를 

더한 값으로 0.058 ng/m
3
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quality assurance는 EPA의 표준 방법론을 사용하였

으며 자세한 QA/QC 방법은 Keeler와 Landis(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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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이 등, 2008).

이렇게 측정된 74개의 총 가스상 수은의 평균 농도

는 3.43±1.17 ng/㎥로 분석되었다(Fig. 1). 총 가스상 

수은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Hg
0
는 반응성이 거

의 없어 대기 중에 장기간 체류하여 확산, 혼합됨에 따

라 일반적 농도 분포의 큰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Lee 등, 1998). 이렇게 분석된 농도는 

HYSPLIT 모델의 기상 자료와 함께 PSCF와 RTWC

의 역궤적이 갖는 총 가스상 수은의 농도를 산출하기 

위한 모델링 입력 자료로 활용되었다.

Fig. 1. Time variation and monthly box plot for TGM.

2.2. 모델 개요

2.2.1. 역궤적 모델 

혼합 모델의 공기의 역궤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미국 

NOAA에서 개발한 hybrid single-particle Lagrangian 

integrated trajectory model (HYSPLIT) 4.3을 기반으

로 하고 있다(Draxler와 Hess, 1997). 본 연구에서 사

용한 HYSPLIT 모델은 단일 공기의 궤적 계산부터 확

산 및 침적을 고려한 복잡한 계산까지 포함하도록 개

선되었다. HYSPLIT은 NOAA에서 개발되어 현재 호

주 기상청(Bureau of meteorology)과 함께 최신 버전

으로 개선하고 있는 모델이다. 초기 모델은 라디오존

데 측정값을 이용한 기상자료를 이용하였으나, 최근

에는 기상 예보 모델의 결과인 격자 기상자료를 이용

하여 역궤적을 계산하도록 개선되었다. 최신 모델에

서는 기존의 Eulerian과 Lagrangian 방법 사이의 접근

법을 기반으로 이류 알고리즘, 안정도, 확산 방정식, 

각 모듈의 화학적 이송 및 그래픽 인터페이스까지 선

택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특히, 이류 알고리즘에서

는 시간적 내삽을 포함하도록 개선되었다. 또한 대기

오염물질의 이송 및 확산 과정은 기존에는 단일 퍼프

의 배출에 의한 가정으로 산출되었으나, 최근 버전에

서는 Gaussian 또는 상층 수평 분산을 고려하도록 개

선되었다. 모든 방정식은 수직 혼합에 의한 강도를 계

산하였으며 수평 확산 비율은 바람장의 변수에 따라 

다양하게 산출되도록 고안되었다(Draxler and Hess, 

1997).

2.2.2. PSCF (Potential Source Contribution Function)

Potential Source Contribution Function (PSCF) 모

델은 Ashbaugh와 Malm(1985)에 의해 고안된 것으로 

개별 샘플의 화학적 자료와 기상 자료를 이용하여 통

계적으로 각 격자 내에 떨어지는 각각의 궤적의 착지

점(endpoint)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수용원에서 오염

도는 역궤적의 이동경로와 관계가 있음으로 각 격자

에 착지점이 나타날 확률과 고농도를 나타낼 조건부 

확률간의 비를 PSCF 값으로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높은 PSCF 값을 갖는 격자일수록 주요 오염원 지점으

로 고려될 수 있다. PSCF 계산 방법은 다음 식을 이용

한다(Ashbaugh 등, 1985).

 P(Aij)  =  



 ,   P()  = 




         (1)

 PSCF value (Pij) = 



 = 



     (2)

P(Aij) : 착지점이 (i, j) 격자에 나타나는 확률

P(Bij) : 고농도의 착지점이 (i, j) 격자에 나타나는 확률 

N  : 역궤적 전체 착지점 개수

  : (i, j) 격자 내에 역궤적의 착지점 개수

  : (i, j) 격자 내에 고농도 역궤적의 착지점 개수

2.2.3. RTWC (Residence Time Weighted Concentration)

PSCF는 오염원을 통과하는 모든 격자의 체류 시간

을 일정하게 계산하는 문제로 인하여 오염원의 규모

를 구별할 수 없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shbaugh 등(1985)은 오염원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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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data Remarks

Basic model 72hr Backward trajectories Trajectory using HYSPLIT 4.3

Sample data TGM Measured/analyzed data

PSCF model PSCF 7.0 version Cheong et al.(2006)

Grids 1° ×1° (60 × 80)

Critical value Average

Pointfilter Auto pointfilter *built-in PSCF 7.0 v.

Table 2. Input data for PSCF modeling

재하는 격자를 중첩하여 통과하는 모든 역궤적에 시

간을 가중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Seibert 

등(1994)는 가중 시간을 토대로 대기오염물질의 오염

원 가능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역궤적이 포함된 격자

를 중첩하여 각 격자 내에서의 대수적 평균 농도를 계

산하였다(식 3).








 








 







 (3)

위의 식에서 m, n은 수평적인 격자의 지표이며, l 

은 trajectory를 표시한다. M은 trajectory 개수, 

은 

trajectory l이 도착시 관측된 농도이며, 


은 

trajectory l이 m, n의 격자에 머문 시간을 나타낸다. 

2.3. 혼합 모델 적용

본 연구에서 사용한 HYSPLIT 모델의 주요한 파라미

터는 Table 1과 같으며, HYSPLIT 모형의 오차 범위

를 감안하여 동북아시아와 같은 지역적 규모에 적합

한 1°×1°의 격자를 적용하였다(정 등, 2006). 

Model parameter Setting

Metorological dataset FNL (global, 1997-2006)

Trajectory direction Backward

Total run time 72hr

Start point Seoul (38.035°N, 126.997°W) 

Start time 15:00, 21:00, 03:00, 09:00 UTC

Start height 1000m AGL

Table 1. Model parameters used for HYSPLIT model runs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혼합 모델인 PSCF와 

RTWC의 주요 파라미터는 Table 2 및 Table 3과 같

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한 PSCF 모형은 경성대학교 

대기오염연구실에서 개발한 단일 프로그램인 PSCF 

7.0을 이용하여 PSCF 값을 산출하였다. 단일 PSCF 

모형은 1.x버젼에서부터 7.0버전까지 단계적으로 수

정 보완을 거듭하였다. PSCF는 기존 버전을 통해 격

자당 지나가는 최소 궤적수인 pointfilter의 자동 산정

하는 기능이 추가되어있으며, 풍속이 현저히 낮을 때 

PSCF값의 편이를 수정하는 기능등이 추가되었다. 

PSCF 7.0에서는 고농도와 저농도의 구분을 위한 임

계값을 다양하게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수정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 등, 2006). 자세한 모델의 

입력 자료 및 제어 변수 등은 Table 2와 같다. RTWC 

경우 아직 단일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도구가 없음에 

따라 Table 3과 같이 visual fortran compiler를 이용하

여 계산하였다. 두 가지 모델은 지역 및 광역적인 오염

원의 영향이 가능한 총 가스상 수은의 특성에 따라 우

리나라와 중국 및 일본 등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영역

을 대상 지역으로 설정하여 적용하였다. 이때, 혼합 모

델에는 격자의 크기, 격자 개수, pointfilter, 임계변수 

등의 제어 변수가 적절히 설정해야하며 최적의 제어

변수 선정을 위해 대상 지역과 격자의 크기 결정 및 

pointfilter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정 등, 2006).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영역은 역궤적의 90% 이상

의 역궤적이 포함되도록 72시간의 역궤적을 수용모델

에 적용하였다. Fig. 2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역궤적을 

분석한 것으로 수용점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역궤적

을 나타낸 것이다. 수용점에 영향을 미치는 동북아 지

역의 역궤적은 주로 중국의 동부 해안과 동북부지역

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우리나라 전역 및 동해상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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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data Remarks

Basic model Backward wind trajectories trajectory of HYSPLIT 4.3 model

Sample data TGM Measured/analyzed data

Visual 

fortran 

Input data

- Longitude and Latitude at Sample Site 

- Size of grid

- Number of grids and samples

- Number of endpoints for each sample

- Maximum iteration numbers

- Number of point filter et al.

control file

Grids 1° ×1° (60 × 80)
Values in parenthesis are number of grid cells 

for modeling

Table 3. Input data for RTWC modeling

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2). 따라서 이러한 역

궤적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규모에 맞도록 각 

격자의 크기는 1°×1°로 산정하여 모델에 적용하였다. 

PSCF의 모델 적용시 고농도의 기준 값으로는 평균값

을 사용하였다. 대규모 영역에서는 착지점의 수가 비

교적 적어 주요한 오염원을 탈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평균값을 고농도 기준값으로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격자를 지나는 최소 궤적수를 나타내는 pointfilter 

값으로 PSCF 7.0의 자동 산정 기능을 이용하여 설정

하였다.

각 모델의 결과는 ArcGIS program을 이용하여 우

리나라 지도 및 토지 이용도 자료와 아시아 지도 위에 

가시적으로 나타내어 오염원의 위치를 파악하였다. 

또한 각 모델 결과는 전지구적 수은의 격자별 배출량 

자료인 GEIA 자료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Pacyna 등, 2006).

Fig. 2. Trajectory analysis for upper average in regional scale.

3. 결과 및 고찰

3.1. 임계변수에 따른 민감도 분석

정 등(2006)에서는 혼합 모델에는 격자의 크기, 격

자 개수, pointfilter, 임계변수 등의 제어 변수의 중요

함을 밝힌바 있다. 또한 HYSPLIT 모델의 초기 높이

는 지상의 영향이나 혼합고 높이에 따라서 중요한 변

수가 될 수 있는 수치임에 따라 혼합 모델의 결과에 주

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델

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HYSPLIT의 초기높이

와 혼합 모델의 임계변수와 같은 제어 변수에 따른 민

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기존 연구에서는 TGM과 RGM의 장거리 이

송에 대한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해 HYSPLIT의 초기 

높이를 500 m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한, 2006), Kim 

등(2009)에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TGM과 RGM 등

의 역궤적 계산의 시작높이로 1000 m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 연구를 토대로 장거리 이동이 가

능한 총 가스상 수은의 특성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대

상으로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HYSPLIT의 초기 

높이를 500 m와 1000 m로 구분하여 모델링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Fig. 3). 이 결과, 초기 높이에 따라 

역궤적의 분포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500 m의 높이를 

사용 시에는 중국의 주요한 오염원이 탈락 될 뿐만 아

니라 서해상에 많은 PSCF 값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1000 m의 초기 높이를 이용할 경우 500 m

의 초기 높이와 비교하여 중국의 중부 내륙의 배출원

까지 오염원 지점으로 예측하고있으며, 몽골지역과 

같이 총 가스상 수은의 배출이 낮은 지역에서 PS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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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tart height R IOA Rs

Total
500m 0.08 0.19 0.190

**

1000m 0.29 0.39 0.246
**

Area
500m 0.18 0.44 0.198

**

1000m 0.28 0.52 0.254
**

1) Emission height  level of district source less than 50m

2)
**

p-value was less than 0.01

Table 4. Statistical correlation between modeling results and emissions inventory by start height of HYSLPIT

Fig. 3. Comparison of PSCF result between 500m and 1000m as start height of HYSPLIT model(criterion = average, 

pointfilter = auto). 

value가 비교적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는 HYSPLIT 초기 높이 설정에 따른 혼합모델의 결과

와 GEIA 배출량간의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 HYSPLIT 모델의 초기 높이를 1000 m로 설정한 

혼합 모델의 결과값이 500 m로 설정하였을 경우에 비

해 IOA와 Spearman 상관계수(Rs) 등의 상관계수의 

값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4). 이러한 결

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총 가스상 수은의 주요한 오

염원을 살펴보기 위해 HYSPLIT의 초기 높이를 1000 

m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서울의 영향을 미치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총 가스상 수은 오염원을 살펴보기 위해 혼합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주요 제어변수 중 임계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나타낸 바와 같

이 모델의 격자 크기, 개수 및 pointfilter 등의 주요 변

수는 적절한 방법에 따라서 혼합모델에 적용하였다. 

따라서 고농도와 저농도를 구분하는 중요한 변수인 

임계변수를 평균농도, 평균농도에 표준편차를 더한 

값 그리고 95퍼센타일의 농도 등으로 구분하여 민감

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임계변수의 각 값

을 살펴보면, Table 5와 같이 3.43. 4.60, 5.81 ng/㎥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임계변수를 이용하여 계산된 

PSCF결과를 살펴보면,  0보다 큰 PSCF값을 갖는 격

자의 총 개수는 4800개이며, 중 평균을 이용할 경우 

344개, 표준편차를 더할 경우 188개, 마지막으로 95

퍼센타일 값을 이용한 경우는 92개의 격자를 갖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0.5이상 높은 PSCF 값을 나타

내는 격자의 개수를 살펴보면, 평균값일 경우 1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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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 level
Value

(ng/m
3
)

Number of grid cells included 

PSCF value 

Number of grid cells over 0.5 as 

pscf value

Average 3.43 344 137

Average+stdev 4.60 188 19

95 percentile 5.81 92 3

* Total number of grid cell was 4800

Table 5. Number of grid cells with PSCF value by critical value

Fig. 4. PSCF result according to critical values between average and average plus standard deviation(starting height for 

HYSPLIT = 1000 m, pointfilter = auto). 

이나 표준편차를 더한 값은 19개로 적은 개수를 나타

내고 있었다. 95퍼센타일의 경우는 3개의 격자에서만 

높은 PSCF 값을 나타내고 있어 오염원 가능지점을 나

타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그리드 수로는 평균과 평균에 표준편차를 더한 

두 가지 임계변수가 보다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러한 임계치이 따른 PSCF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

여 모델링 결과 분포를 Fig. 4와 같이 살펴보았다. 평

균을 이용한 임계치의 결과는 Fig. 3(b)에서 나타낸 바

와 같다. 평균에 표준편차를 합산한 임계치를 사용할 

경우 중국 중동부 일부 지역과 주변 해안 지역만이 고

농도 지점으로 나타내고 있어 주요한 오염원 지점이 

탈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4(a)). 또한 95 퍼센타

일의 농도를 사용한 PSCF의 결과의 경우 Fig. 4(b)와 

같이 대부분의 주요 오염원이 탈락된 결과를 나타내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다 상세한 결과 분석을 위하

여 임계치에 따른 PSCF 결과와 GEIA 배출량과의 통

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6). 그 결과 평균과 평

균에 표준편차를 더한 값을 각각 임계치로 활용한 경

우 Spearman 계수(Rs)가 0.3내외로 p-value가 0.01미

만에서의 유의한 상관성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 중에

서도 평균값을 임계값로 사용했을 때 총 배출량과의 

일치도지수(IOA)는 0.39, 면배출량과의 일치도지수

는 0.52로 다른 임계값에 비해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균값

을 임계값으로 이용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분

석됨에 따라 본 연구의 임계값을 평균으로 사용하였

다.



978 이용미․이승묵․허종배․홍지형․이석조․유  철

Critical value R IOA Rs

Total

Average 0.29 0.39 0.246
**

Average+Stdev 0.12 0.29 0.256
**

95th -0.15 0.33 -0.06 

Area
*

Average 0.28 0.52 0.254
**

Average+Stdev 0.28 0.48 0.262
**

95th -0.17 0.30 -0.06 

*
 Emission  height level of district source less than 50m
**

p-value was less than 0.01

Table 6. Statistical correlation between modeling results and emissions inventory by critical value for PSCF

3.2. 혼합 모델의 결과 

Pacyna 등(2003)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수

은 배출의 30%에 해당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의 총 

수은 배출량은 56%라고 밝힌바 있다. 우리나라는 수

은 배출량이 높은 동북아시아 지역에 위치함에 따라 

국내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수은 배출 영향을 가정

하여 72시간의 역궤적을 이용하여 혼합 모델에 적용

하였다. 우선, PSCF 결과를 살펴보면, 주요한 오염원 

가능 지점으로 중국의 중동부의 주요 공업지역이 주

요한 오염원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중국의 주요 

공업지역과 한반도 산업지역 주변의 바다 역시 주요

한 총 가스상 수은 오염가능 지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Fig. 5). 이것은 최근 연구 결과에서 Hg0는 바다에

서의 탈기 현상으로 대기 중으로 재배출 되는 것이 

주요한 총 가스상 수은의 오염원으로 추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Gardfeldt 등, 2003). 특히, 중

국의 산업구조를 보면 동북부 해안과 내륙 지방인 

Beijing과 Tianjin, Taiyuan 등의 지역과 중부 내륙의 

Zhengzhou, Luoyang 등의 지역도 총 가스상 수은의 

주요한 오염원인 발전소와 여러 가지 중화학 공업 및 

시멘트 산업 등이 발달해 있었다. 또한 중동부 해안 지

역도 주요한 수은 오염원 가능 지점으로 예측되었으

며, 이 곳은 Ma‘anghan, Nignho 등을 중심으로 대규

모 철강 및 시멘트, 발전산업 등이 발달해 있었다. 이

러한 PSCF의 주요한 경향은 RTWC에서 보다 뚜렷하

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6). 특히, 중

국의  동부 및 중부 지역을 거친 역궤적이 우리나라까

지 도달함에 따라 총 가스상 수은과 같은 오염물질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북

한 및 일본 주변 지역의 영향 또한 나타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지금까지의 PSCF 및 RTWC의 결과에 따른 오염원 

가능 지점을 전세계 수은 배출량 자료인 GEIA 자료

를 활용하여 비교한 결과 Fig. 7과 같다(Pacyna 등, 

2006). Fig. 7은 1°×1°의 격자별 GEIA 배출량으로서 

중국, 우리나라 및 일본의 주요한 산업지역에서 높은 

총 가스상 수은 배출량을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PSCF와 RTWC의 결과에서 나타난 주요한 오염원 가

능지점 중 중국과 북한의 수은 배출원을 정확히 모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오염원을 나타내

는 RTWC를 통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오염원이 격자별 배출량 자료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

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중국 내륙과 일본 등

의 지역은 총 가스상 수은의 주요 배출원이나 역궤적

의 분석결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역궤적이 적

음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Fig. 2).

Fig. 5. PSCF result with 72 hr backward trajectory in 

Northeast Aisa (criterion = average, pointfilter = 

a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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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TWC result with 72 hr backward trajectory in 

Northeast Aisa.

Fig. 7. Hg
0
 emission from anthropogenic source using 

GEIA grided emission in 2000.

3.3. 배출량과의 통계적 분석 결과

U.S. EPA에서는 수은 배출원 목록은 배출계수에 

의해 산정된 것으로, 누락된 수은 배출량은 미국의 총 

수은 배출량의 20%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U.S. EPA, 1997a, b)  이러한 배출량의 불확도로 

인하여 배출원 목록과의 모델링의 비교작업은 불확실

성을 안고 있으나 모델링과 배출량과의 비교는 필요

한 작업으로 평가된다(한,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모델 결과와 GEIA 격자별 배출량간의 상

관성을 분석해 보기 위하여 Index Of Agreement 

(IOA), Root Mean Square Error (RMSE) 등의 계수를 

산정하였으며, SPSS ver. 12를 이용하여 Spearman 

rank-order correlation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예

측된 PSCF 값과 배출량의 분포의 상관분석을 위하여 

Spearman 상관계수를 활용하고 있으며(한, 2006; 

Han 등, 2005), 배출량이 없는 격자의 값을 제외하여 

PSCF 및 RTWC 결과와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분석에 사용된 GEIA 배출량은 구역(District) 배출

량과 구역 배출량에 점오염원을 합산한 총 배출량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모두 50 m 이하 배출원의 자료

만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점오염원의 배출량의 

경우 모델링 결과에 대응하는 격자별 자료의 수가 많

지 않아 점오염원과의 분석은 실시하지 못하였다.

우선, IOA값으로 살펴본 PSCF 값과 구역 배출량

간의 상관성은 0.41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총 배출량과의 상관성은 0.52로 비교적 높은 상관성

을 나타냈다. RTWC와 배출량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구역 배출량과의 IOA값은 0.49로 비교적 

높은 상관성을 나타냈으며, 총 배출량과도 0.41정도

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그러나 RMSE 분석시 모델

값과 배출량간의 비교로 인하여 오차의 범위는 비교

적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7).

다음으로 SPSS를 이용한 Spearman 상관계수(Rs) 

및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두 배출량 모두 PSCF 

결과와 회귀 분석 결과 p-value가 0.01 이하로 유의한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역 배출량과 

PSCF 간의 분석결과, Rs값이 0.31로 p-value가 0.01

이하의 유의한 관계로 분석되었다. 총 배출량과도 Rs

값이 0.30으로 p-value가 0.01이하의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냈다. RTWC과의 Spearman 분석결과 유의한 상

관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회귀 분석 결과 두 가지 유

형의 배출량 모두 p-value가 0.01이하로 유의한 상관

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통계

분석 결과를 통해 혼합 모델을 이용한 배출원 가능 지

점 모사는 비교적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Model
Source 

Type

Average 

model value 

Average 

Hg
0
(ton)

IOA RMSE

PSCF
Total

0.40
0.59 0.52 2.57

District 0.52 0.41 2.57 

RTWC
Total 

0.52 
0.58 0.41 2.87 

District 0.49 0.49 2.87 

Table 7. Statistic performance between receptor model and 

Hg
0
 e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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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금까지의 모델링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의 수도권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배출원 가능 지점으

로는 중국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고 한반

도 주변 지역의 영향도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러나 일본의 경우 총 가스상 수은의 배출량이 비교적 

높은 편이긴 하나 Fig.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

라의 수도권을 통과하는 역궤적이 적음에 따라 오염

물질의 이동에 따른 영향을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 결과 총 가스상 수은과 같이 반응이 낮은 물

질의 경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의 영향이 

큰 물질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관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수용 

모델은 오염원으로 가능한 지점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도구임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주요한 오염원의 인벤

토리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MM5와 같은 예측 정확도가 높은 기

상 모델을 이용한 역궤적의 계산을 통해 한반도 지역

과 같은 국지적인 규모의 모델 적용 연구가 필요할 것

이다.

4. 결 론 

지금까지 서울시 대기 중의 총 가스상 수은 농도를 

분석하고 이러한 농도 자료 및 기상 모델 결과인 역궤

적 자료를 활용하는 혼합모델을 이용하여 총 가스상 

수은이 발생할 수 있는 오염원의 위치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총 가스상 수은의 평균 농도는 

3.43±1.17 ng/㎥로 기존 연구의 배경 지역의 측정농도

와 유사한 범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

으로 총 가스상 수은의 오염원 가능지점을 예측하기 

위하여 PSCF와 RTWC 등의 혼합 모델을 이용하였다. 

우선, 다양한 변수들에 따른 혼합모델의 정확도를 향

상시키기 위해 HYSPLIT 모델의 초기 높이 및 임계변

수 등의 몇 가지 모델의 변수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실

시하였다. 민감도 분석 결과 HYSPLIT 모델에는 

1000m의 초기 높이가 유용하며, 임계치로는 평균농

도 사용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민감도 분석 결과에 따른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혼합 

모델을 이용한 오염원 가능지점을 살펴본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우선, PSCF의 결과로는 중국과 한반도의 

산업지역과 그 주변의 바다에서 오염원 가능지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RTWC의 결과에서는 중국의 동부 산

업지역과 그 주변 바다 그리고 북한의 산업지역을 주

요한 오염원 가능 지역으로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GEIA의 격자별 수은 배출량과의 통계적 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모델 결과와 전지구적 

배출량 간의 IOA값이 0.4이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남에 따라 모델 결과가 우리나라 수도권에 영향

을 주는 오염원을 정확히 모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러한 두 모델의 적용 결과 혼합 모델은 오염원 

가능 지점을 파악 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써 배출량 

인벤토리 작성시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기상 모델의 정확도 개선을 통한 역궤

적 계산 등의 추가 연구를 통해 국지적인 영역에서 모

델의 실효성을 검증하여 국내의 수은 인벤토리 작성

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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