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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study the seasonal patterns and possible origins of air concentrations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VOC), 

measurements were taken with GC-MS at 3 sampling sites in Jinju for 12 months from Mar. 2010 to Feb. 2011. Atmospheric 
VOC are sampled on tubes containing solid adsorbents(Tenax TA) with a time resolution of 2hrs. Composition and 
concentration of VOC are analysed with a GC system equipped with thermal desorption apparatus(ATD).

The most abundant compound appeared to be Toluene, Ethylbenzene and m,p-Xylene. The mean concentrations of 
Benzene were 0.20 ppb at GN site, 0.18 ppb at DA site, and 0.25 ppb at SP site, respectively. VOC concentration showed a 
strong seasonal variation, with higher concentrations during the spring and lower concentrations during the summer. The 
results showed that monthly fluctuations in measured VOC concentrations depended on variations in the strength of sources, 
as well as on photochemical activity and meteorological conditions. In Jinju, the total VOC emissions for 2009 were 
estimated to be 4,407 ton/year by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CAPSS). It is shown that solvent use 57.5%(2,534 
ton/yr), waste treatment and disposal 23.3%(1,025 ton/yr), and mobil source-road traffic 12.2%(537 ton/yr) are the most 
significant anthropogenic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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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증기압이 높아 쉽게 공기중으로 증발되는 휘발성유

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이하 VOC)는 

물질에 따라 발암성이나 돌연변이성 같은 영향이 나

타나며 낮은 농도에서도 장기간 노출시 감각기관의 

자극이나 천식 등과 같은 인체 건강피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대기중 VOC는 악취 유

발이나 오존 및 광화학 옥시단트 농도를 증가시키고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물질로 국내외적으로 규제대

상물질로 관리되고 있다(Guenther 등,1995; Kim, 
2006; NIER, 2011a; Seinfeld와 Pandis, 1998). 

효율적인 대기질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배출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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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파악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전국 VOC 배
출량은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2009
년 기준 유기용제 사용량이 전년도 대비 4.9% 감소함

에 따라 총 배출량은 0.7% 감소한 약 851천톤/년의 

VOC가 배출되고 있다. 이중 유기용제 사용 62.5%, 
생산공정 14.3%, 도로이동오염원 10.4% 등의 발생원

별 순으로 배출되고 있다(NIER, 2011a). 
대기중 VOC 농도파악은 옥내외 대형 도장시설이 

있는 조선소 주변지역 등 주요 VOC 특정배출원에 대

한 연구를 비롯하여(Park 등, 2008), 주로 대기오염이 

상대적으로 심한 공단지역이나 대도시 그리고 인접지

역에서의 농도 측정사례가 국내에 많이 보고되고 있

다(An과 Choi, 2005; Baek 등, 2003; Jo와 Lee, 2004; 
Kim 등 2002; Kim 등, 2007). 그러나 최근 전국 오존

오염이 광역적으로 나타나는 추세에서 중소도시 등에 

관한 연구보고는 미미한 수준이다. 
한편 서부경남지역의 중심지인 진주시는 인구 약 

33만의 도농복합도시로서 친환경도시를 표방하고 있

다. 또한 지역 대기환경에 큰 악영향을 줄만한 대형배

출원이 없는 실정이나 최근 오존주의보가 급증하는 

등 청정도시 이미지 훼손과 전반적인 지역 대기질 악

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Park 등, 2010). 진
주시의 지형학적 특성은 남쪽으로 약 10~20 km 거리

에는 남해안이 위치하고 있고 남서쪽 약 50 km 내외 

지점에는 국내 VOC 최대 배출지역중의 하나인 광양

권 대기특별대책지역이 위치하고 있다. 최근 연구보

고에 의하면 광양만에서 배출되는 VOC는 해당지역

뿐만 아니라 바람에 이송되면서 주변 풍하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모사되고 있으며, 광양권만의 

남해안지역에서 고농도 오존발생시 VOC 중 Toluene
과 m,p-Xylene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한다

(Kim과 Lee, 2011; Seo 등, 2012). 
진주시는 이러한 주변지역의 VOC 배출 및 농도특

성과 최근 고농도 오존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배경

하에 지금까지 진주시 대기중 VOC 농도특성에 관한 

보고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

주시 주거지역, 도심지역, 공업지역 등 3개 지점에서 

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매월 대기중 VOC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 그 거동 특성 및 대기환경개선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조사 자료로 삼고자 한다. 

특히 최근 5년간 진주시 VOC 배출원별 배출 특성을 

동시에 검토함으로써 지역 대기오염의 현황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료의 축적을 통해 향후 지역 특성에 맞는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시료채취 지점

본 연구대상지역인 경상남도 진주시는 총면적 713 
km2, 인구 약 33만명, 1읍, 15면, 21동의 행정구역으

로 구성된 도농복합도시이다. 지형은 표고 100∼500 
m 높이의 낮은 산이 분포하여 구릉 형태를 지니고 있

어 약풍 지속시 대기오염물질의 축적이 용이한 지형

적 특성이 나타난다. 자동차 차량보유 대수는 2000년
도 90,053대에서 2010년도 125,919대로 매년 약 4%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도심에는 상평지방산업

단지가 입지해 있고 도심 외각으로 남해 및 통영-대전

간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다. 봄철과 여름철에는 지

리적 특성상 남서계절풍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진주

시 남서쪽 약 50 km 내외에는 광양권 대기특별대책지

역이 위치하고 있고 남해안의 저지대를 따라 대기오

염물질의 유입 가능성을 고려할 수도 있다. 
Fig. 1에는 진주시 VOC 시료채취지점인 주거지역

에 위치한 경남과학기술대학교(GN지점), 도심지역인 

대안동(DA지점), 공업지역인 상평동(SP지점) 등 3개 

지점을 나타냈다. 또한 진주 도심지역 반경 약 5 km 
내에는 주거지역인 상봉동동(SB지점), DA지점, SP지
점 등 3개 대기오염자동측정소가 운영중에 있다. 

Fig. 1. Region of downtown Jinju and sampling sites.
(○: 3 air quality monitoring stations,  ■: 3 sampling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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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 Conditions

 Thermal desorption apparatus

 

ㆍModel : ATD 400(Perkin Elmer)
ㆍCold trap adsorbent : Tenax TA
ㆍOven temp : 320℃
ㆍDesorb flow : 30 ㎖/min, 10min
ㆍtrap high temp : 320℃
ㆍtrap low temp : -30℃

 Gas chromatographic system
 (GC/MS)

ㆍModel : Clarus 500(Perkin Elmer)
ㆍColumn : Elite-1(60m, 0.32mm, 1㎛)
ㆍCarrier gas : Helium
ㆍColumn flow : 1.0 ㎖/min
ㆍFinal temp : 40℃(5min) → 8℃/min → 200℃
ㆍMS ion source temp : 230℃

Table 1. Analysis conditions of TD and GC/MS

2.2. 시료채취 방법

본 연구에서는 진주시 대기중 VOC의 주요 구성성

분 등 농도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3개 시료채취 지점에

서 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년간 매월 1일간 

대기중 VOC 시료를 2회씩 채취하였다. 대기 중 VOC 
시료채취 방법은 Tenax TA로 충전한 스테인레스 스

틸 흡착관(4.6cm×9cm, Supelco)과 휴대용 펌프(MP-
∑30, SIBATA사)를 사용하여 100 ㎖/min 유속으로 2
시간씩 채취하였다. 흡착관은 시료채취 전 고순도 질

소를 이용하여 열탈착시켜 불순물을 깨끗하게 탈착

시킨 후 사용하였으며, 시료로 채취된 흡착관은 오염

을 막기 위하여 마개로 막고 파라필름, 알루미늄 호일 

등으로 완전히 밀봉한 후 현장에서 냉장보관 상태로 

실험실로 가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치 및 시료채

취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시료들을 제외하고 총 72
개의 채취된 VOC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2.3. 시료분석 방법

Tenax TA 흡착관에 채취된 VOC 시료는 자동열탈

착장치(ATD 400, Perkin Elmer)와 연결된 GC/MS 
(Clarus 500, Perkin Elmer)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

며, Table 1에는 열탈착 및 GC/MS의 분석조건을 나

타냈다. 
대기중 VOC는 그 종류와 발생원이 복잡 다양하여 

시료의 채취방법뿐만 아니라 특히 분석방법이 일반 대

기오염물질과 달리 기술적으로 어렵다(Baek 등, 1999). 
본 연구에서는 VOC 항목별 정성 및 정량분석을 위하

여 환경부 유해대기측정망의 측정항목인 Benzene 등 

13종의 VOC 측정항목을 주요 분석항목으로 고려하

고 미국 EPA의 TO-14 분석용으로 제조된 VOC 기체

상 혼합표준물질(TO-14A Calibration Mix, Spectra 
Gases)을 사용하였다. 한편 본 연구진은 VOC 분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하고 

Benzen 등 6종의 VOC와 TVOC 숙련도검사 평가를 

받고 있으며, 최근평가에서는 Z값(Z-SCORE)이 항목

별로 -0.2~0.92 범위로 나타나 VOC 분석 적합 판정기

준인 Z-SCORE < | 2 |이내의 적합판정을 받았다.   

3. 결과 및 고찰

3.1. 진주시 VOC 배출 및 대기중 오존농도 특성

지역의 효율적인 대기질 관리를 위해서는 대기오

염물질 배출량의 현황파악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다

양한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VOC의 경우 배출원별 배

출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진주시 지역 VOC 배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기

정책수립지원시스템(CAPSS)에서 산정된 배출량 최

근 5년간 자료를 이용하였다(NIER, 2011a). Fig. 2에
는 진주시 VOC 배출량의 최근 5년간(2005~2009년) 
추이변동과 2009년 기준 부문별 배출량 기여율을 배

출원대분류로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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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nnual pollutants emission trend(2005-2009) and air pollutant emission contribution ratio(2009) in Jinju.

Fig. 3. Characterizations of annual and monthly O3 concentration in Jinju.

진주시 연도별 배출량 추이는 CAPSS 배출량 산정

시 VOC 배출계수 개선 등으로 인해 2008년도의 경우 

전년도 대비 천톤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
반적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9년 기준 진주시 VOC 배출량은 4,407톤/년으로 

이는 전국배출량 851,594톤/년의 약 0.52%, 경상남도 

배출량 80,950톤/년의 약 5.44%에 해당하는 수준이

다. 또한, 인구당 배출량은 진주 13.3 kg/인으로 전국

평균 17.2 kg/인과 경남평균 25.0 kg/인 그리고 면적

당 배출량은 진주 6.2톤/km2으로 전국평균 8.5톤/km2

과 경남평균 7.7톤/km2에 비해 낮은 배출 특성이 나타

나고 있어 지역 VOC 배출량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된다. 배출원대분류에서 부문별 배출특성을 

살펴보면, 유기용제사용 57.5%(2,534톤/년), 폐기물

처리 23.3%(1,025톤/년), 도로이동오염원 12.2% (537
톤/년)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중 유기용

제 사용부문은 배출원소분류에서 가정및상업용유기

용제사용 876톤/년, 건축및건물의도장 549톤/년의 순

으로 그리고 폐기물처리 부문은 매립 900톤/년이 대

부분을 자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진주

시 부문별 배출특성은 폐기물처리 부분의 기여율이 

다소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국 평균 수치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대기환경기준 항목 중 VOC 배출 특성과 관

련성이 있는 오존에 대해 진주시 3개 지점의 대기오염

자동측정소의 측정자료를 사용하여 2005~2009년 사

이의 연간 평균 오존농도 그리고 대기중 VOC 측정기

간중의 해당 월별 평균 농도 특성을 분석하여 Fig. 3에 

나타냈다.  
연도별 오존 평균농도는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조금씩 매년 증가하다가 2009년은 전년

도대비 약간 줄어든 0.026 ppm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VOC 배출량과의 상관분석 결과 0.50 정도로 높은 상

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Fig. 2에 나

타낸바와 같이 CAPSS에서 해마다 VOC 배출계수의 

개선으로 인한 배출량 변동폭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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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 (n=24) DA (n=24) SP (n=24) Total (n=72)
Mean±S.D. Range Mean±S.D. Range Mean±S.D. Range Mean±S.D. Range

 Benzene 0.20±0.17 N.D.~0.65 0.18±0.19 N.D.~0.53 0.25±0.21 N.D.~0.66 0.21±0.19 N.D.~0.66
 TCE 0.33±0.32 N.D.~0.84 0.39±0.36 N.D.~0.86 0.41±0.43 N.D.~1.32 0.38±0.36 N.D.~1.32
 Toluene 1.80±1.08 0.45~3.82 1.94±1.86 0.37~7.23 1.83±1.68 0.47~6.55 1.86±1.53 0.37~7.23
 EBZ 1.76±0.58 1.14~3.04 1.76±0.44 1.13~2.35 1.89±0.71 1.16~3.58 1.80±0.57 1.13~3.58
 m,p-Xylene 1.77±0.54 1.21~2.76 1.74±0.43 1.19~2.47 1.85±0.55 1.23~2.86 1.78±0.50 1.19~2.86
 Stylene 0.85±0.70 N.D.~1.97 0.76±0.69 N.D.~1.71 0.83±0.67 N.D.~1.66 0.82±0.67 N.D.~1.97
 o-Xylene 1.63±0.48 1.21~2.41 1.62±0.48 1.20~2.44 1.67±0.49 1.21~2.43 1.64±0.47 1.20~2.44
 1,2,4-TMB 1.66±0.86 N.D.~2.77 1.54±0.90 N.D.~2.78 1.53±0.94 N.D.~2.79 1.58±0.88 N.D.~2.79
TCE : Trichloroethylene ; EBZ : Ethylbenzene ; TMB : Trimethylbenzene

Table 2. Concentrations of VOCs in Jinju (unit : ppb)

  Benzene TCE Toluene EBZ m,p-Xylene  Stylene o-Xylene 1,2,4-TMB
 Benzene 1.00 
 TCE 0.24 1.00 
 Toluene 0.26 0.63 1.00 
 EBZ 0.15 0.45* 0.46* 1.00 
 m,p-Xylene 0.13 0.26 0.20* 0.93* 1.00 
 Stylene 0.34 0.39 0.58* -0.08 -0.29* 1.00 
 o-Xylene 0.01 0.04 -0.08 0.75* 0.92* -0.55* 1.00 
 1,2,4-TMB -0.30* -0.09 -0.14 0.49* 0.61* -0.47* 0.75* 1.00 

* : p-value < 0.05.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variables for annual data in Jinju (n=72) 

으로 보여지며, 향후 정확한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더 많은 데이터의 축적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본 VOC 시료채취기간 중 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의 월평균 농도 변화특성은 전반적으

로 봄철부터 점차 증가하다가 5~6월에 최고치를 보이

고 강수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7~8월과 자외선 강도가 

줄어드는 12월의 겨울철에 낮은 농도의 특성으로 나

타내는 등 전국 주요 도시의 경향과 비슷하였다

(NIER, 2011b). 결국 오존의 생성과정과 밀접한 관련

성이 있는 대기중 VOC 농도 특성은 강수, 자외선 등 

기상요인의 변화특성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Filella와 Penuelas, 2006). 

3.2. 지점별 농도 특성 

본 연구에서는 VOC 농도분포 특성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주거지역에 위치한 GN지점, 도심에 

위치한 DA지점, 공단지역에 위치한 SP지점 등 3개 

지점의 연평균 측정 결과값과 총 평균치 Total의 결과

를 Table 2에 요약하여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VOC 농도는 물질별로 큰 농도 변동 특성

을 나타내고 있으나 평균농도는 환경부 유해대기물질 

측정망의 연평균 농도 범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NIER, 
2011b). 물질별 평균농도는 Toluene, Ethylbenzene, 
m,p-Xylene 등의 농도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3가
지 물질은 측정된 VOC중 약 50~70%를 차지하고 있

었다. 또한, 지점별로는 공단에 위치한 SP지점이 상대

적으로 다소 높은 경향으로 보이나 지점별 큰 농도차

이는 없었다. 
항목별로는 대기환경기준 항목인 Benzene의 연평

균 농도는 GN지점 0.20 ppb(0.70 μg/m3), DA지점 

0.18 ppb(0.62 μg/m3), SP지점 0.25 ppb(0.87 μg/m3)
으로 환경기준(1.5 ppb 이하) 만족과 유해대기오염물

질측정망의 2010년 전국 연평균 농도 0.35 ppb 이하

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Toluene는 GN지점 1.80 ppb DA지점 1.94 ppb, SP지
점 1.83 ppb으로 전국 지역별 연평균 농도범위 0.14~ 
5.30 ppb 이내로 나타났다. 또한 도심에 위치하여 교

통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DA지점이 다소 높게 나타나

고 있었는데, 대구지역에서는 교통밀집지역이 교외지

역보다 5배 이상 높다는 보고가 있다(Park 등, 2006).
한편, Table 3에는 분석된 VOC 물질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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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onthly variation of VOC concentration in Jinju(Mar. 2010~Feb. 2011).

를 나타내었으며, 일반적으로 상관성이 높은 물질들

은 배출원이 동일하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Ethylbenzene과 m,p-Xylene은 0.93의 높은 상관

성을 나타내었고, Ethylbenzene과 o-Xylene 그리고 

o-Xylene과 1,2,4-TMB은 075의 양호한 상관이 나타났

고 이들 물질간의 유의수준이 5% 미만으로 나타났다.

3.3. 월별 농도 특성 

Fig. 4에는 각 지점별 VOC 농도분포를 월별 특성으

로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 4월~5월의 봄철이나 

12월~2월의 겨울철이 그 다음으로 높았으며, 7월~8월
의 여름철이 가장 낮은 월별 농도 변화 특성이 나타났

다. 한편, VOC 월별 또는 계절별 농도특성에서 Bong 
등(2008)은 김해지역의 경우 겨울이 가장 높고 가을, 
봄, 여름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계절별 혼합

고, 강우 등 기상학적 요인과 자동차, 난방 등 배출원

의 배출량 변화 특성에 의한 영향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산업공단에 위치한 SP지점의 경우 5월의 최

대농도와 8월의 최저농도 차이는 약 3.6배 차이가 나

타나고 있어, 이러한 기상학적 요인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시료채취시 강수가 없는 대

체적으로 맑은날에 측정하였기에 최소한 washout에 

의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8월 여름철

의 낮은 농도가 나타나는 특성 중의 하나로 공단지역

의 VOC 배출사업장의 경우 여름 휴가철 등으로 인해 

VOC 배출량이 줄어든 원인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 론 

도농복합도시인 진주시는 지역 대기환경에 큰 악

영향을 줄만한 대형배출원이 없는 실정임에도 불구하

고 최근 고농도 오존 횟수가 급증하는 등 청정도시 이

미지 훼손과 전반적인 지역 대기질 악화 우려의 목소

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주시 VOC 
배출특성과 대기중 VOC 농도 특성의 기초조사를 통

해 나타나는 지역 대기환경 문제를 파악하고 저감대

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 결과 진주시 VOC 배출량은 2009년 기준 4,407 

톤/년이 배출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이나 경남지역의 

총배출량, 인구당, 면적당으로 보아도 상대적으로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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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배출되고 있다. 또한, CAPSS 대분류별로는 유기

용제사용 57.5%, 폐기물처리 23.3%, 도로이동오염원 

12.2% 등이며, 소분류별로는 매립 900톤/년, 가정및상

업용 및 건축및건물의 도장에서 각각  876톤/년, 549
톤/년의 순으로 배출되고 있었다. 따라서 지역 VOC 
배출량 저감을 위해서는 현재 지역에서 운영중인 쓰레

기 매립지의 매립가스를 포집 및 재활용을 적극적으

로 검토하고 친환경유기용제의 보급확대가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대기중 VOC 농도 특성은 지점별 큰 차이는 없었으

며, 항목별로는 유해대기물질 측정망의 연평균 농도 범

위의 수준으로 나타났고 이중 Toluene, Ethylbenzene, 
m,p-Xylene 등의 3가지 물질이 측정대상 VOC중 약 

50~70%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월별 농도 특성은 

봄철, 겨울철, 가을철, 여름철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었

으며, 이러한 경향은 기존 보고에서와 마찬가지로 계

절별 기상학적 그리고 각종 배출원의 배출특성으로 

설명될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공단에 위치한 SP지
점에서 여름철 가장 낮은 대기중 VOC 농도 특성의 원

인 중의 하나로 여름철 많은 배출사업장들의 여름휴

가로 조업이 정지되고 배출량이 줄어든 결과로 판단

되는 바, 오존경보 발령시와 마찬가지로 대기질 악화

시 주요 VOC 배출사업장이나 배출원에 대한 조업정

지나 배출억제의 행동 요령울 적극적으로 실시할 경

우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효과적으로 얻을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되어진다. 
한편, 진주시는 지형학적으로 국내 VOC 최대 배출

지역인 광양권만의 풍하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
근 주변 풍하지역에 대한 영향 특성이 보고되고 있다. 
향후 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내 배출오

염저감 노력과 동시에 지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

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지

역 대기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인을 보다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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