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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 tract

Por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 are ubiquitous

environmental

pollut ant. Because of the high tox icit y of som e polycyclic compounds, s uch as
benzo(a)pyrenes , the determine of their level in sediment and marine organisms
w as target of s everal papers.
T he basic purpose of this st udy is reporting preliminary data on sediment,
and m arine organisms from the intertidal zone of W est Sea. And our results of
s tudy compared w ith present studies res ults from intertidal zone of East sea
and S outh Sea. PAHs
Chromatography
(R uditapes

are determined using

(HPLC)in

s ediment,

green

by High Performance Liquid
larver

(A scidian),

P hilippinarum ) of intertidal zone of W est

and

Sea. S ixteen

Oyster
PAHs

compounds w ere identified, including carcinogenic compouds .
PAHs in samples (sediment, green larver and oyster) w ere extract ed and
analyzed. 20g of each organis ms (w et w eight) and sediment (dry w eight) w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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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ken

to

be

analyzed.

T hese

s amples

w ere

Soxhlet- extracted

and,

then

s aponified by refluxing and then the PAHs w ere ident ified and quantified by
HPLC.
T otal PAHs in s ediments from intertidal zone of W est Sea ranged from
0.0077 to 1.6593 ppb (ng/ g) (mean value, 0.4856±0.5273 ppb), in green larver
ranged from 0.1490 t o 1.1376 ppb (mean value, 0.4978±0.5539 ppb), in oyster
ranged from 0.1675 t o 2.8248 ppb (mean value, 0.9618±0.7441 ppb).
Our study area more polluted from intertidal zone of East Sea (Uljin,
Youngdok,

Kori),

but,

unpollut ed

from

intertidal

zone

of

Sout h

Sea

(Kyoungyang, Pusan, Massan, Hadong).
T he mean value of ratio of Σ≤ 3- rings to Σ ≥ 4- rings of sediment s,
green larver, and oyst er w as 0.5670±0.2230 (ranged betw een 0.000 and 3.657),
3.55±1.5657 (ranged

bet w een

0.092 and

6.138)

and

0.4872±0.2829 (ranged

betw een 0.3872 and 1.9496).
Compared w ith present ot her studies, w e concluded that the PAHs level in
intertidal zone of W est S ea appeared to be comparatively 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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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해양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정 하수 및 공장 폐수 그
리고 선박에서 버려지는 폐기물 등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오염물질
들이 해양으로 유입되고 있다. 유출유, 농약, 중금속, 유기물, 방사능, 폐열, 오니 등
이 해양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주요 원인 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그 심각성 또한 여
러 곳에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오염원 중 유류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에너지 및
각종 화학물질의 원료로 없어서는 안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대
산업 사회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해양에서의 유류
오염은 해난 및 선박 파손 사고, 해상작업, 선박 운항, 정유공장 폐수 및 폐윤활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해양으로 유입된다. 세계적으로 연간 20 억 톤 이상의 원
유가 생산되고 이 중 0.08 ～ 0.4 % 에 해당하는 연간 1.7 ～ 8.8 백만 톤이 해양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National Academy of Science, 1975 :
1985).
해양으로 유입되는 유류는 수면을 통하여 넓게 퍼져 얇은 유막 (oil slick)을
형성하게 되고, 이렇게 얇게 퍼진 유막은 바람이나 파도, 해류 등을 통하여 먼 거
리까지 확산되며, 이 과정 중에 일부 휘발성 성분들은 증발되고, 수용성 성분들은
해수 중에 용해되며, 파랑이 거친 바다에서는 일부의 기름이 잘게 쪼개어져서 유상
(Emulsion)의 알갱이로 되고, 경우에 따라서 기름 속에 물이 약 70～80 % 까지 함
유되는 유액상 덩어리를 만들기도 한다. 이때 만들어진 유상 알갱이나 덩어리들은
물위에 떠서 해류나 조류에 의해 쉽게 이동을 하면서, 해수 중의 유기물이나 부유
물질 등에 들러붙게 되면 천천히 바닥으로 침강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유출류는 유출 당시와는 상당히 다른 조성을 나타내게 되고, 광학 작용이나 해양
미생물들에 의한 분해 작용으로 대부분의 가벼운 성분들은 사라지게 되며, 비교적
무거운 성분들은 남아 타르 덩어리 (tar ball)를 만들게 되고 이러한 타르 덩어리들
은 분해가 잘 되지 않아 몇 년 동안 바다를 떠다니게 된다. 이러한 타르 덩어리들
은 몇 년 동안 바다를 떠다니면서 파도나 해류 등을 통해 해안선 부근의 모래사장
이나 암반 등으로 밀려와 해수욕장 및 양식장에 피해를 입히게 된다. 해양으로 유
입된 원유는 해상으로 유출된 후 풍화과정을 거치면서 해수와 접촉하여 50～90%의
수분을 함유하고 반고체 상태의 에멀젼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에멀젼은 암갈색
을 띄므로 ‘Chocolate mous se’라 불리기도 하는 데 부피와 점도가 크게 증가하여
방제 및 정화작업의 실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Payne and Phillips, 1985).
해양으로 유입된 유류는 난분해성 성분의 저층으로 유입 및 생물 축적 등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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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고 있다.
유류가 가지고 있는 100여종 이상의 유해 화합물로 인해 해양에 용존될 경우
food chain을 통해 가장 하등 미생물로부터 고등동물인 어류의 체내에 축적되고 결
국은 사람에게까지 전달된다.
현대 문명에 있어서 에너지원 및 각종 화학물질의 연료로써 화석계열 연료가 갖
는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원유는 크게 탄화수소계 화합물이 75% , 황이나
바나듐 화합물과 같은 비탄화수소계 화합물이 25%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통 기름
이라 불리는 석유계열 연료는 탄화수소 화합물의 집합체를 총칭한다. 원유는 산지
마다 물리·화학적인 성질이 약간씩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탄화수소는 탄소
와 수소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물질로 화석계 연료에 있어서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탄소의 개수와 그 결합구조에 따라 물리·화학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탄화수소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보면 탄소와 탄소의 결합 또는, 탄소와 수소의 결합
을 가지며 이들 둘 다 비극성이다. 저분자의 탄화수소들은 실온에서 가스상태이며
질량이 아주 작고, 어떤 상태에서도 서로간의 전기적인 친화성이 없는 것이 특징이
다. 거의 모든 탄화수소들은 물보다 밀도가 작으며 물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 난분
해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증가할수록 해수 중에서 자연적
인 분해속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고분자량 탄화수소화합물들은 그
분해속도가 매우 느리다. 탄화수소는 지방족 탄화수소와 방향족 탄화수소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지방족 탄화수소에는 알칸계열, 시클로 알칸계열, 그리고 알켄, 알
킨 계열이 이에 속하며 벤젠고리를 갖지 않는 화합물이다. 지방족 탄화수소의 일반
적인 특징은 매우 불활성이며, 대기의 광학반응에 작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방향족 탄화수소는 유류 등에 포함되어 있는 미량 성분으로 전 세계적으로 해양에
널리 산재해 있는 성분이다. 생화학적 및 생물학적인 활성을 가지고 있는 방향족
탄화수소는 벤젠고리 즉, 단일 결합과 이중결합을 교대로 가지고 있는 탄소 원자로
이루어진 6각형의 고리를 가지고 있다. 방향족 탄화수소의 일반적인 특징은 첫 번
째로 방향성 물질로 상당히 높은 불포화도에도 불구하고 addition reaction에 대하
여 상당히 안정적인 다시 말해서 난분해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생물체내에 흡수
된 경우 생물체내에 축적이 된다. 체내 농축이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방향족 탄화
수소 주 일부 성분들이 갖고 있는 발암성분 때문이다. 방향족 탄화수소의 발생 요
인을 보면 화석계 연료의 불완전 연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대기나 강등의 담수를 통해 해양으로 유입된다.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 PAHs)는 벤젠고리
가 여러 개 연결된 모양을 하고 있는 유기 화합물로서, 그 종류는 수 백 가지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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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있으며, 대부분이 해양 생물에게 독성으로 작용을 하고, 인간이 그 오염된 해
산물을 섭취할 경우, 발암성 및 염색체에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
다.
이러한 PAHs 의 발생원인은 자연적인 발생요인(natural source)과 인공적인 발생
요인(anthropogenic)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연적인 발생은 생물의 유기물 분해 과
정이나 식물, 유전, 천연가스 등에서 생성되며, 특히 나무등 식물체의 연소시에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lisabet h, 1993). 인공적인 발생은 우리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석연료(석탄, 석유)의 연소시에 발생되며 대기로 방출되고 대기
를 통해 직접 유입되거나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된다.
PAHs는 직접적으로 유조선 사고, 선박의 BILGE 혹은 BALLAS T 수의 배출, 유
정의 개발, 산업 도시 폐기물 등을 통해 해양 환경으로 유입되며, 자동차의 배기가
스, 공장의 매연, 기타 화석 연료의 여러 연소 과정에 의해서도 간접적으로 유입된
다(Rainio and Biscaya, 1994).
해양 환경에서 유류 오염에 대한 분석은 주로 Gas Chromatography (GC) 또는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를 이용한다. 해양의 동식물 및
플랑크톤, 퇴적물 및 해수에 포함되어 있는 석유 탄화수소 성분 중 특히, 방향족
탄화수소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 PAHs)에 관한 분석 법 및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본 연구는 HPLC를 이용하여 해양에서 서식하고 있는 양식 생물 및 저질에 농축
되 있는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성분의 농축에 대한 연구로 해양 생물 중 굴과 해
조류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한 논문이다. 굴 (Oyster) 조직에 함유된 PAHs를 정성
및 정량 분석하였다. 굴(Oyster)는 고착성 및 여과 섭식성 생물로서 서식 지역의
해양 오염감시 생물을 널리 연구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연안 해역에 광범위하
게 분포되어 있고, PAHs를 체내에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PAHs 분석
생물로 굴이나 진주 담치와 같은 고착성 및 여과섭식성 생물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Boehm and Quinn, 1976 ; Clarck and Finley, 1975 ; Dun and St ich, 1975 ;
F assato and Siviero, 1974 ; Hansen et. al., 1978 ; Lee., 1977 ; Mix and Schaffer,
1979 ; Niff et. al., 1976 ; Stegeman and T eal, 1973). 따라서, 굴을 이용한 유류 오
염의 PAHs 분석 자료는 다른 나라의 유류 오염도와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그 가치가 매우 높다. 특히 본 실험실에서 실시한 동해안 지역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매우 낮은 농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나 남해안 지역에서는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 및 국외적으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성분의 농축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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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없으나, 일부 몇몇 학자들에 의한 오염의 연구사례가
있다. 해조류를 이용한 해양 오염에 대한 연구는 중금속 및 유기 오염물질 농축문
제에

대한

연구

대상

시료로

이용된바

있다(United

States

Environm ental

Protection Agency, 1997). 국내의 경우 본 실험실에서 동해안의 고리지역과 울진
지역 그리고, 포항지역에 대한 다한 방향족 탄화수소 성분 농축에 대한 연구가 이
루어진 바 있으나 그 외에 국·내외적으로 그 유래를 찾기 힘든 것이 특징이다. 해
조류 중에 일정지역에 고착 생활을 하는 미역 및 파래 등을 이용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비록 본 논문의 분석 대상 성분인 PAHs 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
진 바는 없지만, 그 외의 오염물질의 농축에 대한 연구가 이루진 바 있는 대상 시
료로 본논문의 연구에 이용하였다.
서해안 조간대 지역의 고착 생물내 축적된 PAHs 의 분석자료는 향후, 국내 해양
환경에서의 유출류의 오염을 비교 분석하는 데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으며, 연
안의 고착성 생물의 유출유 축적도를 비교 및 분석 그리고, monitoring 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기반을 제공하여 초기 단계에 있는 국내 유류 분석 연구에 많은 도움
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동·서·남해안 지역에 고착 서식하는 해조류 및 패
류 그리고, 저질에서의 농도를 상호 비교하여 연안역의 오염 정도를 비교할 수 있
는 자료를 축적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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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Ⅱ- 1. 조사 지역
본 연구지역인 서해안 지역은 평균 수심이 44m로 비교적 수심이 얕고 중국 대
륙과 한반도에 둘러 싸여 있어 육상 기원 물질의 유입이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 동
해안과는 달리 만과 수 많은 섬들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이,1990) 전체적으로 뻘과
해빈의 모래사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사 당시 서해안은 동해안이나 남해안과는
달리 해안주변에 고착하는 해조류의 분포가 매우 적었으며, 조사 지역은 F ig. 1, 2,
3, 4, 5, 6, 7에 나타냈다. 특히 조수간만의 차가 남해안이나 동해안에 비하여 일일
변동이 매우 큰 지역이다.

F ig . 1. S tudy A rea

주변에 주한 미군 공군기의 사격 훈련장이 있어 각종 소음과 진동으로 생태계에
악영향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인천항에 대한 조사 정점은 Fig. 2.에 나타낸바와 같다. 인천 지역 주변지역을 살
펴보면

수도권의 위성도시 등의 대도시들이 인접해 있고, 인천항을 통한 대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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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 유동이 많으며, 인천 남동 공단 및 주변의 안산과 시흥에 위치해 있는 시화공
단 및 반월공단 등이 가까운 곳에 인접해 있어 오염물질의 유입이 상당히 많을 것
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인천 연안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주된 오염원을 살펴보면, 첫째, 한강을 경유
하여 유입되는 수도권역으로부터의 도시생활오폐수, 둘째, 인천시와 주변 임해 공
단으로부터 발생되어 11개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생활 오폐수 및 산업폐수, 세째,
김포 쓰레기 매립 장으로부터의 침출수, 넷째, 인천항 주변의 선박활동으로부터의
폐수 그리고 인근 도서 지역으로부터 생활 오폐수 등이 유입된다. 이러한 오염물질
은 해양에 유입될 경우 대부분이 자정 작용에 의해 제거되기도 하지만, 해양에 유
입된 오염물질 등이 자정 작용이나 생물 분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Fig . 2. Loc ation of s ampling s ite s in Inc hon Harbor ( 1999. 7.)

인천 지역에 대한 조사는 총 4개 정점에서 실시하였으며, 각각 조사 정점을 보
면, 인천항의 지역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는 갑문 시스템이 위치해 있는 곳을 정점
인천1로 정하였고, 여객선의 정박이 많은 연안여객 부두 부근 지역을 정점 인천2로
정하였다. 정점 인천3에 대한 조사는 현재 건설이 진행중인 인천지역 LNG 인수 기
지 주변 지역에서 실시하였다. 인천지역의 마지막 정점인 정점 인천4에서는 소래
포구 주변에서 실시하였다. 인천지역의 해안선 주변 조간대 지역에서는 해초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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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채집하지 못하였다.

Fig . 3. Loc ation of s ampling s ite s in A s an bay ( 1999. 7.)

아산 지역에 대한 조사 정점은 F ig. 3에 나타낸 바와 같다. 아산 지역은 화성, 옹
진, 당진과 평택군에 인접해 있는 해역으로 황해와 삽교호 및 아산호에 유입되는
담수가 조석에 의해 혼합되는 복잡한 수괴의 특성을 갖는다. 그리고, 항구를 비롯
한 대단위 공업단지 건설 계획에 따라 매립 준설에 의하여 해양 생태계 변화가 예
상되는 지역이다.
아산 지역은 최근에 서해안 개발 등으로 매우 빠른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고, 서해 대교 공사와 평택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보다는 가까운
장래에 오염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아직까지는 아산호
를 중심으로 한 오염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바는 없지만 심각한 오염 문제가 예
상되는 지역이다. 특히 주변 지역의 개발은 인구 증가를 통한 가정 하수 및 대기
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빠른 산업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공장 및 기타
산업시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주변 평택항을 통한 선박의 유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조사 지역 주변은 남양호 방조제가 위치해 있어 남양호 및 아산호를 중심으로
담수의 유입이 많은 지역이고, 현재는 일부만이 가동될 뿐 거의 중단된 상태에 있
기는 하지만, 한보 철강 및 기아 자동차 아산 공장을 비롯하여 각종 공장이 입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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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지역이다.
아산 지역의 조사 정점은 육상의 담수를 통하여 오염 물질의 유입이 예상되는
아산 방조제 부근을 정점 아산1로 하였고, 아산 방조제로부터 유출되는 육수가 서
해로 흐르는 지점 부근 지역을 정점 아산2로 정하였다. 정점 아산2 부근 지역은 현
재 서해 대교가 건설 중에 있어, 저층으로부터 현탁 물질이 재부유 되는 현상을 볼
수 있고, 서해대교 건설 후에 서해대교를 통한 자동차의 통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
되며, 이에 따른 가까운 장래에 육상 및 대기를 통한 자동차의 배기 가스 및 기타
차량 오염물질에 의한 오염이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아산 지
역으로 산업 폐수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점 아산3과 정점 아산4는 기아 자
동차 공장 지역 부근을 조사 정점 3 과 4로 정하였다.

Fig . 4. Location of s ampling s ites in T ae chon ( 1999. 7.)

대천 지역에 대한 조사 정점은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다. 대천 지역은 주변에
태안 반도를 중심으로 서해안의 주요 해수욕장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서해안
의 다른 조사 대상 지역들과 비교하여 비교적 오염이 적게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대천지역의 지역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육상 지역으로 서천군,
홍천군, 서산시 및 보령시 등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주로 농업을
중심으로 한 1차 산업이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공장 등의 산업시설이 비교적 다른
조사 대상 지역들에 비하여 적게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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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해안 달리 조간

대를 따라 작은 어촌이나 해수욕장 등이 위치해 있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정점
대천1은 죽산리 부근의 작은 어촌 마을 지역에서 시료를 채집하였다. 정점 대천2는
춘장대 해수욕장 부근 지역에서 실시하였으며 대천 주변 지역의 조사 대상 세 번
째, 정점인 대천3은 무창포 해수욕장 부근 지역에서 해초류 및 굴 그리고 저질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네 번째 정점인 대천4는 서해안의 유명 해수욕장 중 하나인 대
천 해수욕장 주변에서 실시하였다.

F ig . 5. Loc ation of s ampling s ite s in Kuns an Harbor ( 1999. 7.)

군산지역에 대한 조사 정점은 Fig. 5에 나타낸 바와 같으며, 군산 지역의 조사
지역은 장항 및 금강 하구 그리고, 군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군산은 서해안 남부 지역의 주요 공업지역의 하나로 군장국가산업단지와 군산
임해 공단 등이 위치해 있고, 금강을 통한 담수의 유입이 활발한 하구 지역에 위치
해 있다. 군산 맞은 편에는 장항항 있어 군산항 및 장항항을 통한 선박의 유동이
많은 지역으로 선박을 통한 유류 오염물질의 배출이 상당량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1994년 실시한 바 있는 전국 연안 지역에 대한 수질 분석에 대한 발표된 자료
(국립수산진흥원, 1996)에 의하면, 금강 하구 지역에 대한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1.16～2.71 ㎎/ ℓ 범위 분포를 나타내고 있고, 8월에 실시한 조사보다 2월에 실시한
조사에서 높은 농도치를 나타내고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년별로 볼 때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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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논문의 조사 대상 지역은 금강 하구둑 부근을 군산 지역에 대한 정점 군산1
로 선정하여 담수를 통한 방향족 탄화수소의 유입량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군산항 부근 지역을 정점 군산2로 그리고, 금강 하구를 통한 서해안으로
담수가 유입되는 중간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원모 지역을 정점 군산3으로, 그리고
장항에 위치해 있는 LG 금속 주변 지역을 정점 군산4로 하여 시료를 채집하였다.

F ig . 6. Loc ation of s am pling s ite s in Y oung kw ang ( 1999. 7.)

영광 지역 주변 지역에 대한 조사 정점은 Fig. 6.에 나타낸 바와 같다. 영광은 비
교적 소규모의 어업이 행해지고 있는 지역으로 해안선을 따라 소규모의 어항이 위
치해 있고, 대형 선박의 유동이 없는 지역이다. 특징적으로 영광에는 원자력 발전
소가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온배수의 유입으로 다른 조사 지역과 비교하여 수온이
약간 높고, 수온 상승으로 주변 지역 해양 생태계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육
상을 통한 오염 물질의 유입이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광 지역에 대한 조
사 정점은 소규모의 어항인 계마항을 정점 영광1로 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정점
영광2는 가마미 해수욕장 부근 지역에서 실시하였으며, 정점 영광3은 항월 지역의
소규모 항 지역에서 실시하였다.

영광 지역에 대한 조사 정점은 소규모항 지역에

서 실시하였다.

- 10 -

Fig . 7. Location of s amplig s ite s in Mokpo Harbor ( 1999. 7.)

본 논문의 조사 대상 지역 중 최남서단에 위치해 있는 목포항은 1897년에 개항
된 항으로 부산, 원산, 인천에 이어 4번째 개항된 주요 항만이다.
목포항은 크게 4개의 부두 지역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삼학 부두로 양곡 및
석탄, 그리고, 일반 부두로 이용되고 있는 부두로 5천 톤 급 ～ 최대 3만 톤 급 대
형 선박의 접안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지역이다. 대불 부두는 대불 공단에서 생산되
는 화물을 수송하는 해상 수송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으로 2만 톤 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지역이다. 세 번째로 목포 지역의 여객
수송을 담당하는 연안 여객 부두가 있고, 목포항의 전용부두로 시멘트, 유류, 그리
고 철제 수송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부두가 위치해 있다.
목포지역에 대한 조사 정점은 Fig. 7에 나타낸 바와 같고, 목포항 지역에 대한
조사는 영산 호로부터 담수의 유입 및 목포 주변항의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이 혼입되는 지역에서 시료를 채집하였다.
각각의 조사지역에서 굴과 파래 등 생물 시료와 저질을 채집하여 드라이아이스
를 이용 냉장 보관하였고, 실험실 분석 전까지 - 50℃하에서 냉동보관을 실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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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 분석 방법
Ⅱ - 2- 1. 추 출과 정
HPLC 분석을 위해서 먼저 시료 속에 농축되어 있는 PAHs 성분을 추출 및 농
축하고 분석하고자하는 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패류와 조류 그리고 저질을 각각 12시간 동안 동결건조를 실시한다. 동결 건조
의 목적은 시료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을 제거함과 동시에 분석을 하고자 하는
PAHs 성분의 증발이 원인이 되어 손실되는 손실률을 줄이고자 실시한다. 동결 건
조된 sample을 각각 20g 씩 무게를 달아서 각각을 T himble Filter에 넣는다. 추출
과정에 사용할 추출 장비들은 증류수로 두 번 깨끗하게 세척을 실시한 후, 560℃로
가열하며 건조를 시켰다(Simth et al., 1987). 그리고 n- hex ane, Ethyl Ether,
Acet on, Petroleum Et her를 각각

25㎖, 10㎖, 75㎖, 90㎖를 둥근 플라스크에 넣은

다음 Soxhlet system 하에서 6시간 동안 수욕상(60℃)에서 중탕 가열을 실시하였다
(Rainio et al., 1986).
다음으로 solvent를 증발시키기 위하여 Rotary Evaporator를 이용하여 40℃ 하에
서 거의 증발된 상태까지 증발을 실시하였다.
증발 잔류물에 다시 Methanol을 50㎖를 넣고 3시간 동안 90℃하에서 refluxing
한다. refluxing 과정 중에는 Pot assum Hydroxide를 약 7g 정도를 넣어 비누화 반
응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비누화 반응은 PAHs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족 성분
들을 비누화 작용을 통하여 가수 분해하고 기타 s ample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분석에 필요한 PAHs 성분들 사이에 포함될 수 있
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비누화 과정을 거친 시료는 Natus ch and T om kins (1978)에 의해 발전된 방식을
이용하여 추출과정을 실시하였다. Cyclohexane를 각각 50㎖를 넣고 씻어준 다음
Cyclohexane 층을 남기고 나머지 물질들은 분별깔대기를 이용하여 분리하였다(Le,
et. al., 1978). 이 과정을 3회 반복하여 실시하였다. 추출한 cyclohexane 층은
DMSO를 50㎖를 넣고 다시 한번의 희석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 또한 3회 반복하
여 실시한다. 이 때 DMSO 층을 남기고 나머지 cyclohexane 층은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여 추출한다. 마지막으로 cyclohexane을 약 50 ㎖를 넣고 3회 희석 과정을
거쳤다(Smith et al., 1984; S mith et al., 1987). 여기서, cyclohexane 층을 남기고
나머지 DMSO 성분들은 분별깔대기를 이용하여 분리한다(Natusch and T omkins,
1978). 이 과정들도 추출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분석하는 데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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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성분을 남기고 나머지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하는 과정이다.
Cyclohexane 층에 포함되어 있는 PAHs 성분들을 추출하기 위하여 Rotary
Evaporat or를 이용하여 40℃ 하에서 1㎖정도를 남기고 증발시켰다. 시료의 양이 1
㎖ 이상인 경우에는 질산 가스를 이용한 증발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추출물들은 syringe filter (pore 0.2㎛)를 이용하여 filtering 과정
을 거쳐 3㎖ 병에 담아 알루미늄 호일로 밀광을 실시하여 냉동 보관하였다. 빛을
차단시키는 목적은 PAHs 성분의 광화학 반응에 의한 분석오차를 없애기 위함이다
(Lee et. al., 1978; T jessem and Palmork, 1984; Berthou et. al., 1985; Ducreux et.
al., 1986).

2- 2- 2. HPLC를 이 용 한 분 석
PAH 분석에는 일반적으로 HPLC(High Perform ance Liquid Chromat ography)나
GC(Gas Chromatography)를 이용한다. 고감도와 높은 분해능을 요하는 경우에 일
반적으로 Fluorescence Detector와 UV/ VIS Detector가 장착된 HPLC 나 GC에
Mass Spectrometry를 장착한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HPLC는 크게 이동상(mobile
phase) 처리부(treating syst em), pumping syst em, 시료 주입부(sample injection
s ystem ), HPLC 컬럼부, Detectors의 5개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PAHs 성분을 분석하기 위한 장비로 HPLC (Linear Ins trument co.)를 이용했으며,
본 장비의 구성은 controller (Linear Instrument Model S- 2000)와 Binary Solvent
Delivery S yst em (Linear Instrument Model S- 1100), Low Press ure Gradient
Mixer(Linear

Instrument

S- 8110)로

되어

있고

검출

장비로는

UV(Linear

Inst rument UVis 200)와 F luores cence detector (Linear Instrument Model LC304)
를 이용하였다. 검출된 Dat a는 지정된 장치를 통해 컴퓨터 (Hew lett Packard
Model Vect ra- VL2)로 분석 결과치가 전달되며 이 결과치는 Peak- 3 sample
s oftw are (Peaksimple Serial Data Program ; S RI Model 202)를 통해 분석되었다.
그리고 분석에 이용된 column은 LUNA 5u C18(2) column (4.6 mm×250㎜, 5㎛
particle size, Phenomenex co.)을 이용하였다. 분석용 시료는 0.25㎖ Syringe를 이
용하여 주입하였다.
시료를

분석하기

전에

표준

시료(standard

sample

solution

: Polynuclear

Aromatic Hydrocarbons Mixure for EPA 610, Sigma- Chemical co.)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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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실시하였다. 표준 시료를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여 검량선을 작성함으로써
분석 대상시료 농축되어있는 성분의 농도를 알기 위하여 표준 시료에 포함되어 있
는 PAHs의 양을 먼저 분석하여 기계적인 오차 및 분석 장비에서의 검출된 양에
대한 농도의 정의를 하여 시료에 농축되어 있는 PAHs 성분의 농도에 대한 정확한
결과치를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이용될 HPLC는 2중 구배 (Binary Gradient
S yst em)로 되어있고, 용매로는 Acetonitril을 이용하였다. flow rate는 0.8㎖/ min 로
고정시키고, 압력은 0.5 bar 의 상태에서 분리가 되게 하였고, 용매는 단계적으로
증류수를 이용하여 HPLC 내에서 초기와 추출 종료 시에 흐르는 농도의 조절은 자
동적으로 구배가 조절되는 Automatic Gradient Cont roller (Linear Inst ruments
Model S - 2000)를 이용하였다. 여기에서 Automat ic Gradient Controller에는 용매의
주입구가 두 개로 되어 있다. 이 두 개의 주입 구를 통하여 서로 농도가 다른 용매
가 주입되고, 이 용매의 주입량을 조절됨으로써 PAHs가 성분별로 추출된다. 이 용
매의 농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다음 표와 같다. 초기에는 Acetonitril과 H2O가 50
: 50 (V/ V) 들어 있는 Solvent A가 주입된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농도가 변하며,
이 때 Solvent B의 주입량이 차츰 증가한다. 처음 시료 주입 후 초기 5분에는
S olvent B (Acet onit ril : H2O , 50:50 V/ V)가 90% 주입되고 S olvent A가 10% 주
입된다. 차츰 Solvent A의 주입량이 증가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분석이 완료되는
60분 경과할 때는 Solvent A가 100 주입되게 된다.

T able . 1

Binary g radient s olv e nt prog ram e mploy e d in the s tudy

S olvent A
T ime

Acetonitril

(% )

S olvent B
Distilled W ater (%)

(min)

CH 3CN

H 2O : CH 3C N (50 : 50, V/ V)

0

0

100

10

10

90

20

30

70

30

50

50

40

60

40

50

70

30

55

90

10

60

1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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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 VIS Detect or는 분석 파장이 270 nm로 그리고 Fluorescence Detector는 분
석 파장이 254 nm에서 PAHs 성분이 분석되도록 설정하였다. UV/ VIS Detector 혹
은 Fluorescence에서 검출된 peak는 HPLC 분석용 컴퓨터로 데이터가 전달되며 이
때 Peak- 3 sample S erial Dat a S ystem 을 이용한 농도 분석을 하였다.

HPLC 분

석에 의한 표준 물질의 성분별 머무름 시간(retention time : Rt)은 제일 먼저
Napthalene

(NPT HL)이

가장

먼저

추출되고

뒤를

이어서

Acenapthylene

(ANCPL), Acenapthene (ACNPN), F luorene (F LURN), Phenanthrene (PHEN),
Ant hracene

(ANT HR),

Benzo(a)ant hracene
Benzo(f)F luoranthene

(BaA),
(BkF ),

Fluoranthene
Chrysene

(FLRT H),

(CHRY),

Benz(a)pyrene

Pyrene

Benzo(b)fluorant hene

(BaP),

(PYR),
(BbF ),

Dibenz(a,h)- anthracene

(DahA), Benzo(g.h.i)peryline (BghiP), Indeno(1,2,3- cd)pyrene (I123cdP)을 마지막
으로 16가지 성분을 검출한다(Menzie et. al., 1992). 각 성분별 머무름 시간
(ret ention t ime : Rt)과 각 성분에 대한 일반식을 표 2에 나타냈다. 그리고, 각 성분
에 대한 구조식은 Fig. 8에 나타냈다.
이를 기초로 하여 각 시료에 대한 PAHs 성분의 농축량을 비교 분석을 하였다.
생물 및 기타 다른 시료들에 농축되어 있는 PAHs 성분의 분석에 있어서 고려해
야 할 사항은 복합적으로 혼합된 각각의 성분을 분석·정량화 하는 데 있어서
PAHs 성분들에 대한 동소체(isomer)와 알킬화된 PAHs(Alkylated PAHs)를 고려
하였다.(Back, 1991).
그리고, 고농도의 PAHs를 함유한 경우 Acetonitril을 이용하여 농도를 묽게 한
후 실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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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 2. T he c he mic al prope rtie s and re te ntion time s of s e le c te d 16 PA Hs ( Rt)

No.

COMPOUND

Alternative

F ormular

Rt

(ABBREV)

Name

(MW)

(min)*

1

Naphthalene (NPT HL)

C10H8 (128)

16.11

2

Acenapthy lene (ANCPL)

C13H10 (168)

18.23

3

Acenapthene (ACNPN)

C14H10 (154)

21.73

4

F luorene (F LURN)

C14H10 (166)

23.50

5

Phenanthrene (PHEN)

C14H10 (178)

24.82

6

Anthracene (ANT HR)

C14H10 (178)

24.97

7

F luoranthene (F LRT H)

C16H10 (202)

27.97

8

Pyrene (PYR)

C16H10 (202)

29.59

9

Benzo(a)anthracene (BaA)

C18H12 (228)

31.98

C18H12 (228)

34.82

1,2 Benzanthracene

10 Chrysene (CHRY)
11 Benzo(b)fluoranthene (BbF )

3,4 Benzfluoranthene

C20H12 (252)

35.57

12 Benzo(f)F luoranthene (BkF)

11,12 BenzoF luoranthene

C20H12 (252)

43.80

13 Benz(a)py rene (BaP)

3,4 Benzpyrene

C20H12 (252)

45.43

14 Dibenz(a,h) anthracene (DahA)

1,2,5,6 Dibenzanthracene

C20H14 (278)

51.16

15 Benzo(g .h.i)peryline (BghiP)

1,12 benzperylene

C22H12 (276)

52.60

16 Indeno(1,2,3- cd)py rene (I123cdP)

o- Phenylenepyrene

C22H12 (276)

55.23

* : HPLC를 이용한 PAH 분석에서 UV/ VIS Detector에 나타난 머무름 시간 (reten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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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pthalene(NPT HL)

Acenapthylene (ANCPL)

Acenapthene(ACNPN)

F luorene(FLURN),

Phenanthrene(PHEN)

Anthracene(ANT HR)

F luoranthene(F LRT H)

Py rene(PYR)

Benzo(a)anthracene(BaA)

Chrys ene(CHRY)

Benzo(b)fluoranthene(BbF )

Benzo(f)F luoranthene(BkF )

Benz(a)pyrene(BaP)

Dibenz(a,h)anthracene(DahA)

Benzo(g .h.i)peryline(BghiP)

Indeno(1,2,3- cd)py rene
Fig . 8. T he mole c ular s truc tures of 16 PA Hs analy z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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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g . 9. Chromatog ram of PA H s tandard s olution
by HPLC w ith uv / v is detec tion. at

F ig . 10.

254nm.

Chrom atog ram of PA H s tandard s olution by HPLC
w ith fluore s c enc e detec tion.

A N CPL and B g hiP w as not

elute d ( e x c itation 270nm ; e mis s ion 40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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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및 고찰
Ⅲ- 1. 총 PA Hs 및 발암 성분의 분포
본 연구에 의한 서해안 조간대 주변 지역에 대한 정점별 농도 분포를 보면, 저질
은 정점 인천1에서 1.2872 ppb로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냈으며,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낸 대천3에서 0.0077 ppb를 나타냈다. 파래의 분석결과를 정점별로 볼 때 각각
정점 대천1에서는 0.1740 ppb를 나타냈고, 영광1 정점에서 0.1490 ppb, 영광3 정점
에서는 1.3176 ppb를 나타냈으며, 목포1 정점에서는 0.3505 ppb를 나타냈다. 굴은
정점 인천2에서 2.8248 ppb 로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냈고, 정점 대천4에서 0.2870
ppb로 가장 낮은 농도 분포를 나타냈다. 지역별 농도차이는 조사 대상 지역 오염물
질의 배출과 밀접한 관련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천지역은 해수욕장 및 위락 시설
등이 많이 위치해 있는 곳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농도 분포를 나
타냈다.
서해안 조간대 지역의 성분별 농도 분포를 보면, 저질에서는 0.0002 ～ 0.4628
ppb의 농도 분포를 나타냈고(T able 3), 파래는 0.0010 ～ 1.0787 ppb의 분포(T able.
4) 그리고, 굴은 0.0001 ～ 0.9285 ppb의 농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비교적 낮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T able. 5).
서해안 조간대의 저질에서 농도 분포를 보면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농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대천 지역에서 가장 낮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
한 분포는 굴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천1과 인천3에서 각각
1.2872 ppb, 1.6593 ppb로 서해안 지역의 조사 대상 정점들 중 가장 높은 농도 분
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변의 오염물 유입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
는 데, 인천 및 군산의 조사 대상 지역에 위치해 있는 공단 및 대형 항구가 위치해
있어 오염 물질의 유입에 취약한 지역이며 특히, 공장의 산업하수 및 자동차 및 공
장의 매연, 그리고 선박에서 유출되는 유류 등이 원인이 되어 높은 농도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발암성 PAHs는 다른 PAHs 성분들과 비교하여 비교적 난분해성 성분들로 생물
에 농축되는 환경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성분들로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인 16 가지
의 PAHs 성분 중에 발암성(carcinogenic)을 가지고 있는 성분들인

BkF , BaP,

DahA, BghiP, I123-cdP 등의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성분의 분포를 보면 ΣPA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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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포와 비교적 일치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T able. 6, F ig. 12, 13, 15, 17). 발암
성 PAHs의 분포를 지역별로 볼 때 인천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고, 대천에서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냈다. 특히 인천에서 채집된 저질
에서 발암성 PAHs의 농도는 인천1, 인천2, 인천 3에서 각각 0.4448 ppb, 0.1438
ppb, 0.1112 ppb로 서해안 조간대의 다른 조사 대상 지역과 비교하여 비교적 높은
농도치를 나타냈다. 반면에 대천 지역을 보면, 정점 대천2, 대천4에서 각각 0.0052
ppb, 0.0105 ppb로 다른 조사대상 지역과 비교하여 비교적 낮은 농도치를 나타냈
다.
파래에서 PAHs의 농도 분포는 영광 지역의 정점 영광3에서 1.3176 ppb로 Σ
PAHs 농도가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으며, 대천에서 0.4511 ppb로 가장 낮은 농도
를 보이고 있다. 발암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PAHs 성분에 있어서도 영광 1에서
0.0090 ppb, 영광3에서 0.1380 ppb를 나타냈으며, 대천 1 정점에서는 0.0922 ppb를
그리고, 목포에서는 0.0444 ppb를 나타냈다.
굴에서의 농도 분포는 저질에서의 농도 분포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정점별로 볼 때, 인천 1과 인천2에서 각각 1.6822ppb,

2.8248 ppb로 가장 높은 농

도 분포를 나타냈고, 대천에서 0.2870 ppb로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냈다. 발암 성분
을 보면, 인천1과 인천2에서 각각 0.5485 ppb, 1.1680 ppb로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
냈으며, 영광 2에서 0.0562 ppb로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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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 6. Re lativ e c onc e ntration of Carc inog e nic PA H c ompone nt in T otal PA Hs

unit : ppb
Carcinogenic PAHs

T otal PAHs

정점
Sediment

Green Larver

Oyster

Sediment

Green Larver

Oyster

Inchon 1

0.4448

0.5485

1.2872

1.6822

Inchon 2

0.0400

1.1680

0.0953

2.8248

Inchon 3

0.1438

0.0354

1.6593

0.1675

Inchon 4

0.1112

0.2542

Asan 1

0.0744

0.4731

Asan 2

0.0213

0.3177

0.0666

0.8286

Asan 3

0.0077

1.0039

0.0440

0.7003

Asan 4

0.0358

T aechon 1

0.0000

T aechon 2

0.0052

T aechon 3

0.0000

T aechon 4

0.0105

Young kw ang

1

0.3167

Young kw ang

2

0.2811

Young kw ang

3

0.0733

0.0820
0.0922

0.2771

0.1148

0.1913

0.0110

0.1740

0.6123
0.4585

0.0077

0.0090

0.1380

0.2121

0.1232

0.5256

1.1603

0.0562

0.8728

0.1835

0.2453

Kunsan 1

0.1471

0.4366

Kunsan 2

0.0054

0.1625

Kunsan 3

0.0017

1.2566

Kunsan 4

0.0024

1.1052

Mokpo 1

0.0232

0.0444

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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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52

0.2870
0.1490

1.0903
0.4363

1.3176

1.4710

0.3505

0.9828

F ig . 11. T otal Conc e ntration of 16 PA Hs analy ze d by uv / v is de te c tor

F ig . 12. T he dis tribution of Carc inog e nic PA Hs analy z ed by uv / v is detec tor

- 25 -

F ig . 13. Re lativ e com paris on Carc inog e nic PA Hs in s e dim ent w ith total PA Hs

Fig . 14. T he dis tribution of T otal PA Hs from S e dim ent at eac h s 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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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15. Re lativ e c omparis on Carc inog enic PA Hs from s eaw ee d w ith T otal PA Hs

F ig . 16. T he dis tribution of T otal PA Hs from S eaw ee ds at e ac h s 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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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g . 17. Relativ e c omparis on Carc inog e nic PA Hs in s he llfis h w ith otal PA Hs

F ig . 18. T he dis tribution of T otal PA Hs from s hellfis h at eac h s 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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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 저분자성 PA Hs 와 고분자성 PA Hs 의 비교
연소되지 않은 화석 연료에는 2～3개의 벤젠링 고리를 가진 PAHs 성분들의 비
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소되어진 화석 연료에는 상대적
으로 3～5개의 벤젠 고리를 가진 PAHs 성분들이 우세한 경향을 나타낸다(Boehm
and F arrington, 1984). PAHs 의 유입원에 대한 연구는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연구
가 이루어진 부분으로 특히 지중해에서는 sediment trap을 이용한 flux의 연구는
통해 유인된 기원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Elisabeth et. al., 1993). 이러한 사실은
Bruce et. al.의 유류 연소 시험에서 연소 전의 PAHs와 연소후의 PAHs를 비교 할
때 연소전보다 연소후의 유류 잔류물에서 저분자성 PAHs의 상대적인 비율이 급격
한 감소를 보이는 것을 입증한 바 있다. Bruce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 연소 전의 유
류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들

중

Acenaphthylene,

Acenaphthene,

F luorene,

Phenanthrene, Anthrcene 등의 비율이 연소 후에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관찰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연소 전과 연소 후의 저분자성 PAHs와 고분자성 PAHs 성
분의 상대적인 비율은 연소 후에 고분자성 PAHs 성분이 비율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PAHs 성분 중 저분자성 PAHs와 고분자성 PAHs 성분으로 나누어 비교해 볼
때 저분자성은 고분자성 PAHs와 비하여 상대적으로 휘발성이 강하며, 해양으로 유
입시 비교적 잔류하는 기간이 짧고 고분자성 PAHs에 비해 비교적 분해속도가 빠
른 것이 특징이다.
T able.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저분자성 PAHs (벤젠 연결고리의 개수 3개 이하)
와 고분자성 PAHs (벤젠 연결고리의 개수 4개 이상)를 비교해볼 때, 저질의 경우
에 있어서는 아산, 대천, 군산지역에서 고분자성 PAHs 의 양이 상대 비율적으로 많
은 양을 차지하고 있었고 인천, 영광지역에서는 저분자성 PAHs 의 비율이 비교적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F ig.18.). 특히, 정점 대천1에서의 비율을 보면 저분자
성 PAHs가 100%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 전체적인 PAHs의 양에 있어
서 상당히 작은 양으로 나타난 점으로 보아 그 비율이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
다. 그리고, 정점 군산3에서는 고분자성 PAHs 성분이 거의 100% 에 가까운 양을
차지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저분자성 PAHs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측면에서 볼 때 서해안 조간대 지역에서 검출된 PAHs 성분들의 발생원은 유류 및
기타 화석 연료의 불완전 연소 보다는 선박이나 기타 유류 저장 시설 등에서 유출
된 유류 성분들의 유입에 의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파래의 분석 결과를 보면, 저분자성 PAHs 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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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파래를 채집한 정점인 목포1, 영광1, 영광 3 정점에서
는 검출된 PAHs 성분들이 거의 저분자성 PAHs 성분들로 나타났다.
굴에 대한 분석결과는 인천1과 대천4 정점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저분자성
PAHs 성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인천 1 정점에서는 고분자
성 PAHs 성분들이 거의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
한 점은 저질에서도 고분자성 PAHs 성분이 저분자성 PAHs 성분보다 높게 나타난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인천 정점 1에서 검출된 PAHs 성분들은 유류 유출에 의한
결과보다는 가정 및 선업용 난방 그리고 자동차에서 발생된 배기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화석 연료의 불완전 연소의 산물들이 유입된 결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서해안 지역에서 검출된 PAHs 성분들은 대부분의 지
역에서 고분자성 PAHs 성분들이 비교적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인천
1을 제외한 인천의 3개 정점에서 저분자성 PAHs 성분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목포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인천과 목포 지역에서 검출된
PAHs 성분들의 유입원은 선박이나 항구 주변에서 유류와 관련된 작업 중에 유출
된 유류가 그 원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인 아산, 대천, 영광, 군산 지역은 고분자성 PAHs 성분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지역에서 검출된 PAHs 성분들의 발
생원은 육상에서 인류의 각종 제반 활동 중에 발생되는 예를 들어 산업용 가정용
난방, 자동차 배기가스 등의 화석연료의 불완전 연소의 산물과 유류 가공 산업지역
에서 발생되는 유류 폐기물의 유출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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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7. ≤ 3 ring PA Hs v s . ≥ 4 ring PA Hs ratio at e ac h s ite ( unit : %)
～ 3 rings PA Hs

4 rings ～ PAHs

Sites
Sediment

Green Larver

Oyster

Sediment

Green Larver

Oyster

Inchon 1

35.56

10.97

64.44

89.03

Inchon 2

43.13

36.72

56.87

63.28

Inchon 3

76.14

69.84

23.86

30.16

Inchon 4

31.55

68.45

Asan 1

45.50

56.50

Asan 2

3.30

46.64

96.70

53.36

Asan 3

25.00

72.24

75.00

27.76

Asan 4

22.93

T aechon 1

100.00

T aechon 2

31.82

T aechon 3

38.96

T aechon 4

22.08

Young kw ang

1

66.66

Young kw ang

2

38.15

Young kw ang

3

1.75

77.07
8.39

49.67

0.00

48.33

68.18

91.61

50.33
51.67

61.04

65.77

86.49

15.92

77.92

47.95

33.34

71.75

61.65

64.71

98.25

Kunsan 1

49.02

50.98

Kunsan 2

59.38

40.62

Kunsan 3

0.23

99.77

Kunsan 4

4.92

95.08

Mokpo 1

78.53

85.99

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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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7

84.08
34.23

52.05
28.25

13.51

35.29

14.01

51.52

Fig . 19. Σ ≤ 3 ring s PA Hs v s . Σ ≥ 4 ring s PA Hs ratio from s e dim ent
at eac h s ites

F ig . 20. Σ ≤ 3 ring s PA Hs v s . Σ ≥ 4 ring s PA Hs ratio from s eaw ee ds
at eac h s 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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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21. Σ ≤ 3 ring s PA Hs v s . Σ ≥ 4 ring s PA Hs ratio from s he llfis h
at e ac h s ites

Fig . 22. Relativ e comparis on Σ ≤ 3 ring s PA Hs w ith Σ ≥ 4
ring s PA Hs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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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3. 지 역 별 분 석 결 과
Ⅲ - 3- 1. 인 천 지 역 에 대 한 분 석 결 과

인천지역은 주변에 수권의 위성도시 등의 대도시들이 인접해 있고, 인천항을 통
한 대형 선박의 유동이 많으며, 인천 남동 공단 및 주변의 안산 및 시흥 등지의 시
화공단 및 반월 공단 등이 가까운 곳에 인접해 있는 등으로 오염 물질의 유입이
상당량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변에 시화호 등의 오염이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인천 연안 지역은 각 종 오염 물질 이 상당량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연안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주된 오염원으로는 첫 번째로, 한강을 경유
하여 유입되는 수도권역으로부터의 도시 생활 오폐수, 두 번째로, 인천시와 주변
임해 공단으로부터 발생되어 11개 하천을 통하여 유입되는 생활 오폐수 및 산업
폐수, 세 번째, 김포 쓰레기 매립 장으로부터의 침출수, 네 번째로, 인천항 주변의
선박활동으로부터의 폐수 그리고, 인근 도서 지역으로부터의 생활 오폐수 등이 유
입된다. 이러한 오염물질은 해양에 유입된 후 자정 작용에 의해 제거되기도 하지
만, 해양에 유입된 후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인천 지역의 조사 정점은 인천항의 갑문 부근을 정점 1로 하였고, 인천의 연안여
객 부두를 정점 2로 하였으며, 현재 건설이 진행 중에 있는 LNG 인수 기지 부근을
정점 3으로 하였다. 그리고, 소래 포구 부근을 정점 4로 하였다.
인천 지역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인천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성
분들의 검출은 나타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일정한 분포 양상을 관찰할 수 없었다.
인천에서의

저질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정점 인천 1에서는

NACPN,

F LRT H, BkF 등의 성분이 각각 0.3187 ppb, 0.2991 ppb, 0.2120 ppb 로 다른 성분
들과 비교하여 비교적 많은 양이 검출되었고, 인천지역 저질에서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낸 정점 인천2에서는 전체적으로 일정한 농도 분포를 나타냈으며, 정점 인천 3
에서 저분자성 PAHs 인 NAPT L, NACPL, F LURN이 각각 0.4628 ppb, 0.4036
ppb, 0.2701 ppb의 농도를 나타냈다. 정점 인천4에서는 인천2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각 성분의 농도 분포가 일정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인천지역 저질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인천 지역 조간대에 서식하는 저서성
생물 중 굴에서 PAHs 의 성분별 분포는 저질과 다른 분포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정점 인천 1에서는 FLRT H가 0.9285 ppb로 가장 높은 농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
며, 정점 인천 2에서는 저분자성 PAHs인 ANCPL과 고분자성 PAHs인 BbF , BkF
가 각각 0.5473 ppb, 0.6075 ppb, 0.9405 ppb로 비교적 높은 농도 분포를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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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인천 지역에 대한 굴의 분석결과 중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낸 정점 인천3에
서는 비교적 고른 분포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정점 인천 1은 인천항의 지역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인천하의 갑문이 있는
지역으로 인천항 내에 있는 선박에서 유출된 유류 등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인천2는 인천 주변에 있는 강화도 및 백령도를 비롯한 여러 섬과 연결되
는 서해안 북부 지역의 교통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인천 연안 여객 부두를 통한 선박의 유출입이 많은 지역이다. 그리고, 정점 인천 3
은 주변에 인천의 남동 공단과 인접한 지역으로 남동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기를 통해 유입된 성분들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지역으
로 인천의 조사 지역 중 비교적 높은 PAHs 농도를 나타낸 지역이다.
저분자성 PAHs와 고분자성 PAHs의 상대적인 비율 측면에서 볼 때 저질의 경
우 정점 인천 1과 정점 인천 2 그리고 정점 인천 4에서는 고분자성 PAHs 성분들
이 상대적으로 많은 분포를 나타내는 반면에 정점 인천 3에서는 인천의 다른 정점
들과 비교하여 저분자성 PAHs 성분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경향을 나타냈다. 인천지
역의 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저질과 비슷한 분포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인천1에서는 고분자성 PAHs성분이 상당히 높은 농도를 나타내는 경향을 볼 수 있
으며, 인천3에서는 저질에서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저분자성 PAHs 성분이 높은
농도를 나타내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와 인천의 주변에 대한 오염물질의 유입원에 대해 살펴보면, 서
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위성도시들이 주변지역에 상당히 많이 분포해 있고, 국내 지
역 중에서 상당히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인천과 인천 주변의 도심에서 가
정용 난방 및 자동차 배기 가스 그리고 산업용으로 이용된 유류 오염물질들이 대
기나 하천을 통해 해양으로 유입된 결과로 판단되며 서해안 지역 중에 다른 조사
대상 지역들에 비하여 PAHs를 포함한 여러 오염물질들에 의한 상당한 오염이 진
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정점 인천 3의 경우 다른 지역과는 달리 저
분자성 PAHs 성분의 상대적인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을 볼 때 정확한 유입원을
알 수는 없지만 유류의 직접적인 유출의 결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인천지역은
고분자성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성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인천 연안에서 검출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의 유입원은 육상에서
화석연료의 연소 및 유류 가공에서 발생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성분의 대기 및
하천을 통한 유입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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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23. T he dis tribution of eac h PA Hs in s e dim ents
from the Inc hon Harbor

F ig . 24. T he dis tribution of e ac h PA Hs in oy s te r
from the Inc hon Har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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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3- 2. 아 산 지 역에 대 한 분석 결 과
아산지역은 화성, 옹진, 아산, 당진과 평택군에 인접해 있는 해역으로 황해와 삽
교호 및 아산호에서 유입되는 담수가 조석에 의해 혼합되는 복잡한 수괴의 특성을
갖는다. 그리고, 항구를 비롯한 대단위 공업단지 건설 계획에 따라 매립 준설에 의
하여 해양생태계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명, 1994).
아산지역은 최근 서해안 개발 등으로 매우 빠른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현재 서해 대교 공사 및 기타 평택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보다
가까운 장래에 오염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아직까지
는 아산을 중심으로 한 오염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바는 없지만 심각한 오염문제
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조사 지역 주변은 남양호 방조제가 위치해 있어 남양호 및 아산호를 중심으로
담수의 유입이 많은 지역이고, 기아자동차 아산공장을 비롯하여 현재는 일부를 제
외한 가동이 거의 중단 상태에 있는 한보 철강 각종 대규모 공장이 입지해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저질이 뻘과 같은 점토질로 된 지역이고, 조간대를 따라서 해초
류가 거의 서식하지 않는 지역이다.
아산 지역의 저질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낮은 농도 분포를 나타내
고 있다.

정점 아산 1을 보면 저질의 경우 PYR이 0.0873 ppb로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CHRY, BbF, BkF 등의 성분이 비교적 높은 농도를 나타내는 등
전체적으로 고분자성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성분들이 비교적 않은 분포를 나타내
고 있다. 정점 아산 2에서는 FLRT H가 0.0414 bbp를 나타내 조사 대상 정점에서
가장 높은 농도 분포를 나타냈으며, 그 외의 성분들은 비교적 고른 분포 양상을 나
타내고 있다. 정점 아산 3은 아산지역의 조사 대상 4개 지역 중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낸 지역으로 조사 대상 성분들 중 FLRT H 성분이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냈으
며 그 외의 성분들은 비교적 고른 분포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정점 아산 3에서도
정점 2에서와 마찬가지로 F LRT H 성분이 가장 많은 양이 검출되었지만 그 농도는
0.0234 ppb로 비교적 낮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다. 정점 아산 4는 아산의 다른 지역
과는 달리 저분자성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성분 중 PHEN과 고분자성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성분 중 BbF 가 각각 0.0188 ppb, 0.0182 ppb로 조사 정점 내에서

비교적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다. 아산 지역의 저질 측면에서 전체적인 분석결과를 보면
비교적 낮은 농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아산 지역의 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정점 아산2에서는 저분자성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성분 중 ANCPN이 0.3222 ppb
로 가장 높은 농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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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LRT H, BbF , BghiP, I123-cdP 등의 성

분들이 각각 0.1172 ppb, 0.0980 ppb, 0.0818 ppb, 0.0940 ppb로 검출되어 있어 다른
분석 대상 성분들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농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정점 아산3에
서는 저분자성 PAHs 성분인 ANCPN과 F LRT H 등이 각각 0.2567 ppb, 0.1170 ppb
로 다른 성분들이 비하여 비교적 높은 농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ANCPN과
F LRT H 외의 성분들은 비교적 고른 농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저분자성 PAHs 와 고분자성 PAHs의 상대적인 비율을 볼 때 저질의 경우 정점
아산1에서는 저분자성 PAHs 성분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나타내는 반면에
그 외의 조사대상 지역인 아산2, 아산3, 아산4에서는 고분자성 PAHs성분들이 상대
적으로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굴에서의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저분자
성 PAHs 성분들이 높은 농도 분포를 나타내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저질에서와 다
른 분포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아산지역은 평택항 주변에 LNG 인수 기지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유동하는 선박
들은 영세한 소형 선박들로 유류 유출이 거의 예상되지 않는 지역이다. 이러한 측
면에서 볼 때, 아산 지역의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낮은 농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
며 아산 지역으로 유입되는 유류 오염물질의 발생원은 육상에서의 각종 산업활동
및 가정용 난방을 비롯한 자동차의 배기 가스 등을 통한 오염물질이 아산호 주변
의 삽교호와 남양호를 통한 유입과 대기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 . 25. T he dis tribution eac h PA Hs in s edime nt from the A s an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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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26. T he dis tribution of each PA Hs in g reen larv er
from the A s an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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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3- 3. 대 천 지 역에 대 한 분석 결 과
대천은 태안 반도를 중심으로 해수욕장 등의 위락 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서해안 지역 중 비교적 청정 해역에 속하는 지역으로 서해안의 유명 해수욕장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지역적으로 모래로 된 사질이 많이 분포해 있고, 주변에 오
염물의 유입 가능성이 서해안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지역이다. 본 조
사 대상 지역은 다른 서해안 지역과의 오염도 비교를 위해 분석을 실시한 지역으
로 다른 조사 대상 지역과 비교하여 오염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질의 분석결과를 보면 분석 대상 16가지 성분의 총 PAHs 농도를 보면 조사
대상 지역 중 가장 남쪽에 위치한 정점 대천 1에서 ANCPL이 0.1148 ppb를 나타낸
것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들은 낮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고, 그 외의 정점들인 대천
2, 대천3, 대천4에서는 0.01 ppb 이하의 낮은 농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대
천 1정점에서는 ANCPL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들이 모두 검출 한계 이하의 농도를
나타냈다. 정점 대천 2는 부사방조제 부근 지역으로 ANT HR과 BbF 등의 성분이
각각 0.0035 ppb, 0.0023 ppb를 나타낸 것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들은 대부분 검출
한계 이하의 농도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정점 3에서도 ANCPN 이하의 농도가 검출
됐다. 대천 3은 춘장대 해수욕장 부근 지역으로 ANCPN과 FLRT H가 각각 0.003
ppb, 0.0047 ppb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외의 성분들은 검출 한계 이하의 농도를
나타내는 등의 비교적 낮은 농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서해안 지역의 최대 해수
욕장인

정점 대천4는 대천 해수욕장 부근 지역으로 FLRT H가 0.0649 ppb로 검출

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들은 0.005 ppb 이하의 농도로 검출됐다.
파래를 보면 저질에 비하여 분석 16가지 성분의 총 PAHs 농도가 0.1740 ppb로
약간 높은 농도를 나타냈다. 성분별로 보면 BbF 와 BghiP가 각각 0.0564 ppb,
0.0590 ppb로 다른 성분들에 비하여 많은 양을 나타냈고, NPT HL, ANCPL,
ANCPN, PYR, DahA 등의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굴의 분석 결과를 보면 정점 대천 1, 대천 2, 대천 4에서 분석 16가지 성분에 대
한 총 PAHs 의 농도가 각각 0.6123 ppb, 0.4585 ppb, 0.2870 ppb의 농도를 나타내
저질과 파래에 비하여 상당한 농축으로 보여주고 있으나 서해안의 다른 조사 대상
지역에 비하여는 매우 낮은 농도 분포를 보이고 있다. 정점 대천1에서는 ANCPL,
ANT HR, FLURN, PHEN, BkF , DahA 등의 성분이 각각 0.0784 ppb, 0.0797 ppb,
0.0599 ppb, 0.0724 ppb, 0.1142 ppb, 0.0119ppb를 나타내 다른 성분들과 비교하여
비교적 높은 농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정점 대천 2에서는 ANCPL, ANT HR,
BkF, DahA 등의 성분이 0.0825 ppb, 0.0832 ppb, 0.0798 ppb, 0.0999 ppb를 나타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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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점 대천 4에서는 BghiP 성분이 0.1892를 나타냈다. 대천 지역에 대한 굴의 분
석 결과는 저질과는 달리 약간 농축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점들로 추측
해볼 때 대천지역은 많은 양의 유입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성분의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분자성 PAHs 와 고분자성 PAHs 성분의 상대적인 비율을 비교해 보면, 저질의
경우 정점 대천2, 대천3, 대천4 정점에서 모두 고분자성 PAHs 성분들이 비교적 높
은 농도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대천4 정점의 굴에서도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점들로 추측해볼 때 대천 지역에 대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의 유입원
은 대기를 통한 유입으로 판단되며, 특히 생물에 농축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었
다.

Fig . 27. T he dis tribution of eac h PA Hs in s e dim ent from the T ae c 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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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g . 28. T he dis tribution of e ac h PA Hs in g ree n larv e r
from the T ae c hon

F ig . 29. T he Conc entration of indiv idual PA Hs in oy s te rs
from the T ae c 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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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3- 4. 영 광 지역 에 대 한 분 석 결 과
영광 지역은 주변에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해 있어 수온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약간 높은 지역으로 주변의 저질은 모래와 같은 사질로 되어 있는 지역으로 조사
주변지역은 영광 원자력 발전소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소규모의 어촌이 위치해 있
는 지역이다.
영광 지역은 저질은 분석 대상 16가지 성분의 총 PAHs 농도가 정점 영광1, 영
광2, 영광3에서 각각 1.1603 ppb, 0.8728 ppb, 0.2453 ppb를 나타내고 있다. 파래의
경우 정점 영광1, 영광3 각각 0.1409 ppb, 1.3176 ppb의 농도 분포를 나타냈으며,
굴에서는 정점 영광1, 영광2, 영광3 각각 1.0903 ppb, 0.4363 ppb, 1.4710 ppb를 나
타냈다.
성분별로 보면 저질의 경우 영광지역의 조사 대상 지역 중 가장 높은 농도를 나
타낸 영광 1에서 NPT HL, ANT HR, BkF가 각각 0.1334 ppb, 0.4600 ppb, 0.3030
ppb로 다른 성분들에 비하여 높은 농도를 나타냈고, 정점 2에서는 PYR이 0.2060
ppb로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냈으며 그 외의 성분들은 비교적 일정한 분포 양상을
나타냈다. 영광지역에 대한 조사 대상 지역 중 가장 낮은 농도 분포를 나타낸 정점
영광3에서도 영광2에서와 마찬가지로 PYR 이 0.0163 ppb로 분석 대상 16가지 성
분들 중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성분들은 비교적 고른 분
포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파래의 분석결과를 보면 정점 영광1에서는 영광의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농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성분별로 볼 때도 고른 분포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영광
3에서는 ANCPL이 1.0787 ppb로 검출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성분들이 비슷한
농도로 검출되었다.
굴에 대한 분석결과는 정점 영광1에서 ANCPN, BghiP, I123-cdP가 각각 0.3625
ppb, 0.2088 ppb, 0.1948 ppb를 나타낸 반면에 그 외의 성분들은 비교적 고른 분포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정점 2의 경우 ANCPN이 0.0721 ppb를 나타낸 것을 제외하
고 나머지 성분들은 비교적 고른 분포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정점 영광 3에서는
ANCPN 과 BbF 가 각각 0.3890 ppb, 0.1030 ppb를 나타낸 것을 제외한 나머지 성
분들이 비교적 고른 분포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ANCPN 성분이
높은 농도 분포를 나타냈으며 그 외의 성분들은 비교적 낮은 농도 분포를 나타내
고 있다.
저분자성 PAHs 와 고분자성 PAHs의 상대적인 비율은 저질의 경우 정점 영광
3에서 고분자성 PAHs 성분이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에 그 외의 정점인 영광1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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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2에서는 저분자성 PAHs의 분포가 비교적 높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파래의
분석 결과를 보면 저분자성 PAHs 성분들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경향
을 볼 수 있고 굴의 분석결과도 저질과 파래에서 나타난 것과 유사한 분포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굴의 분석 결과도 저분자성 PAHs 성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질을 보면 영광지역에 대한 조사 지역을 보면 북쪽 부근에 위치해 있는 조사
정점인 영광 1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남쪽 부근의 조사 정점인
정점 영광 3에서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고, 파래는 영광 1 정점보다 영광 3
정점에서 특정 성분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성분에 있어서 농도가 일정한 분포를
나타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굴에서는 영광 1과 영광 3에서 높은 농도를 나타내

고 있고, 정점 2에서 상당히 낮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어 본 논문을 통한 조사에서
원자력 발전소와 가장 가까운 정점인 영광1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었
다. 영광 주변 지역은 비교적 소규모의 어업이 행해지고 있는 지역으로 해안선을
따라 소규모의 어항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다. 특징적으로 영광에는 원자력 발전소
가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온배수의 유입으로 수온 상승이 예상되며, 수온 상승으로
주변 지역 해양 생태계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육상을 통한 오염 물질의 유
입이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었으나, 예상과는 달리 비교적 높은
PAHs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하지만, 뒷부분에서도 언급할 것이지만, 남해안
및 다른 비교 대상의 국외 지역과 비교하여서는 상당히 낮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
었다.
결론적으로 영광지역에서 검출된 PAHs 성분의 발생은 육상에서 유입된 성분들
보다 해양에서 유류 유출의 결과로 판단되며, 특히 영광 지역에 산재해 있는 소규
모 어촌지역에서 유류 폐기물의 무단 방류의 결과로 판단된다. 영광 주변지역에는
선박을 수리하는 조선소가 거의 없으며 간단한 수리는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으
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선박수리 및 기타 선박에서 발생되는 유류 폐기물들이 바다
로 무단 방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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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30. T he dis tribution of eac h PA Hs in s e dim ent
from the Y oung kw ang

F ig . 31. T he dis tribution of e ac h PA Hs in g re en larv e r
from the Y oung kw ang

- 45 -

F ig . 32. T he dis tribution of e ac h PA Hs in oy s te rs
from the Y oung kw ang

F ig . 33. T he com paris on of e ac h PA Hs c om ponent in s edime nt,
g re en larv e r and oy s te r from the Young kw 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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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3- 5. 군 산 지 역 에 대 한 분 석 결 과

군산지역은 금강의 하구에 위치한 지역으로 담수의 영향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
다. 그리고 주변지역에 군산 임해 공단, 대불 공단 및 주변 인접 항으로 장항항과
군산항이 있으며, 특히 군산항의 경우 각종 산업용 화물을 운반하는 항으로 알려져
있다.
군산 지역의 저질에서의 분석 대상 16가지 성분의 총 PAHs 농도는 정점 군산
1, 군산 2, 군산 3, 군산 4 각각 0.4366 ppb, 0.1625 ppb, 1.2566 ppb, 1.1052 ppb를
나타냈다. 정점별 분석결과를 보면, 금강 하구언 부근인 정점 군산1에서는 성분별
농도분포는 비교적 고른 분포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장항 연안여객 부두 부근의
지역인 정점 군산2도

정점 군산1에서와 유사한 분포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군산

항 부근의 정점 군산3은 F LRT H 성분이 1.2415 ppb의 농도를 나타냈으며 그 외의
성분들은 비교적 유사한 농도분포를 나타냈다. 정점 군산4에서도 군산3 정점과 유
사한 농도분포를 나타냈다. 군산4정점에서는 F LRT H 성분이 0.8221 ppb의 농도를
나타냈다(F ig 29).
저분자성 PAHs와 고분자성 PAHs 의 상대적인 비율의 비교 결과를 보면, 정점
군산1과 정점 군산2에서는 저분자성 PAHs 성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정점 군산3과 정점 군산4에서는 고분자성
PAHs 성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8).
본 조사 정점별로 보면 군산 1은 금강 하구둑 부근으로 담수 유입의 영향이 있
는 지점으로 비교적 PAHs의 농도가 낮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 정점 군산 2는 장
항항 부근 지역으로 장항항의 영향으로 비교적 높은 PAHs 농도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외로 낮은 농도를 나타냈다. 군산 3과 군산 4는 FLRT H의 영향으
로 분석대상 16가지 성분의 총 PAHs 농도가 높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FLRT H 를
제외한 나머지 15가지 성분에 있어서는 비교적 낮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군산지역에서 검출된 PAHs 성분들은 군산 주변의 공단지역과
주거 지역에서 화석 연료의 연소과정에 발생된 성분들이 유입된 결과로 판단된다.
특히 군산항 부근 정점인 군산3 정점과 군산 인근 지역의 공단에서 발생된 폐기물
들이 확산되는 지역중 하나인 군산4 정점에서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고, 금강하
구 부근 지역인 군산1 정점에서 낮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는 점등을 볼 때 군산 지
역에서 발생된 폐기물이 유입된 결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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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34. T he dis tribution of eac h PA Hs in s e dim ent
from the Kuns an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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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3- 6. 목 포 지 역 에 대 한 분 석 결 과

목포는 주변에 영산호를 통한 담수 유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적 특성을 가
지고 있고, 눌도, 고하도, 압해도 등 기타 많은 섬들이 주변에 위치함으로 인해 외
해와 내해간의 담수교환이 비교적 활발하지 못한 반폐쇄형 해역으로 육지 및 대기
를 통한 오염물질 유입시 해양 생태계 및 기타 해양 환경에 있어서 상당한 악영향
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목포지역에서의 시료 채집은 신안 해저 유물전시관 부근 지역에서 실시하였으며,
본 정점이 갖는 조사 대상 지역에 대한 특성을 보면 영산강에서 유입되는 담수와
목포 부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업용 및 가정용 하수가 유입되는 특성을 나타내는
지역이다.
저질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분석 대상 16가지 성분의 총 PAHs 농도는 0.2552
ppb의 농도를 나타내 다른 조사 대상 지역과 비교하여 비교적 낮은 농도를 나타내
고 있다. 성분별 PAHs 의 농도를 보면 ANCPL이 0.1701 ppb로 다른 성분들에 비하
여 상당히 높은 농도를 나타냈으며, 그 외의 15가지 성분들은 비교적 낮은 농도를
나타냈다.
파래에서도 저질과 마찬가지로 분석 대상의 16가지 성분의 총 PAHs 농도는
0.3505 ppb를 나타냈고, 성분별로 보면, ANCPL이 0.2101 ppb로 가장 높은 농도치
를 나타냈으며, 그 외 다른 15가지 성분들은 비교적 낮은 농도를 나타냈다.
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분석 대상 16가지 성분에 대한 총 PAHs의 농도는
0.9828 ppb를 나타내 다른 조사 대상 지역에 대한 굴의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대체
적으로 낮은 농도를 나타냈다. 성분별 PAHs 의 농도를 보면 저질과 파래와는 달리
ANCPN 0.2204 ppb를 나타냈으며, BbF가 0.3171ppb,

그리고 BkF가 0.1057 ppb를

나타냈다.
본 조사 지역에 대한 저분자성 PAHs 와 고분자성 PAHs의 상대적인 비율을 비
교해볼 때 저질과 굴 그리고 파래 모두 저분자성 PAHs 성분들이 많은 부분을 차
지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특히, 저질과 파래의 경우 분석 대상 16가지 성분 중 저
분자성 PAHs 성분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목포지역에 대한 PAHs 유입원은 대체적으로 육상에서 발
생한 화석 연료의 불완전 연소의 산물보다는 해양에서 또는 육상에서 유류 관련
작업 및 해난 사고 등에 의하여 유출된 유류가 유입된 결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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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35. T he dis tribution of eac h PA Hs in s e dim ent
from the Mokpo Harbor

F ig . 36. T he dis tribution of e ach PA Hs in s e aw e e d
from the Mokpo Har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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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g . 37. T he dis tribution of e ac h PA Hs in oy s te r
from the Mokpo Harbor

Fig . 38. T he c omparis on of e ach PA Hs com pone nt in s e dime nt,
g re en larv e r and oy s te r from the Mokpo Har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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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4. 동 해 안 및 남 해 안 의 조 간 대 지역 과 비 교
동해안 및 서해안의 검출결과와 비교하면 서해안이 동해안에 비하여는 높은 농
도를 나타낸 반면 남해안에 비하여는 상당히 낮은 농도를 나타냈다(T able 8, 9 10).
본 조사 대상 지역인 인천, 아산, 대천, 군산, 영광, 목포 등의 저질을 보면 울진,
고리, 포항, 영덕 등의 지역과 비교하여 조금은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고, 남해안
의 부산, 마산, 광양 등의 지역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다.
저질의 분석결과와 국내 동해안 및 남해안의 조간대 지역과 비교해볼 때, 동해안
에서의 분석 대상 16가지의 총 PAHs 의 농도는 최고 0.0071 ppb를 나타냈고, 본 조
사 대상지역인 서해안은 0.2423 ppb～ 1.1890 ppb

범위를 그리고, 남해안은

458.7645 ～ 2179.3980 ppb의 농도 범위를 나타냈다.
해초류를 보면 동해안의 포항, 울진, 고리의 조간대에서 0.0010 ～ 0.0132 ppb의
농도로 조사된 바 있다. 본 논문의 조사 대상 지역인 서해안 조간대에 서식하는 파
래에서의 분석 대상 16가지 성분의 총 PAHs의 농도와 비교하여 동해안에서 상당
히 낮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지만, 본 논문의 조사지역에서 파래에 농축되어 있는
PAHs의 농도는 0.1740 ～ 1.3194 ppb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어 낮은 농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의 조사 대상 지역인 서해안 조간대 지역의 패류의 분석결과와 비교해볼
때 동해안의 울진, 영덕, 고리, 포항 등지에서 분석된 결과 값이 0.0026 ～ 0.0194
ppb의 농도범위로 매우 낮은 농도로 분석된 바 있다. 남해안의 마산, 광양, 부산 등
지에서 분석된 결과 값이 377.4059 ～ 955.0000 ppb의 범위를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서해안의 분석결과와 동해안 및 남해안과 비교해볼 때 저질 및 해초
류와 패류에서 공통적으로 본 논문의 조사 대상 지역인 서해안 조간대 지역은 동
해안보다 약간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지만, 남해안과 비교하여 농도가 매우 낮음
을 알 수 있다.
남해안 연안역에서 검출된 PAHs 성분의 농도 분포가 다른 조사 대상지역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농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남해안 지역의 조사 대상
지역이 반폐쇄성 해역에 대한 분석결과로 해수의 유동이 매우 적은 지역이다. 이러
한 취약성에 의해 주변 오염물질의 유입시 해양으로의 확산 등의 해수의 유동이
매우 취약한 지역으로 특히 광양과 마산 주변지역에 산재해 있는 공단 및 가정에
서 발생되는 화석 연료의 산물 및 유류 유출 물 등이 상당량 유입되는 지역으로
오염물질의 유입시 상당량 주변해역에 농축되는 경량을 나타내는 지역이다. 부산의
분석결과는 부산항이 갖고 있는 특성 다시 말해서 대형 선박의 유동이 많으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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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부산에 위치해 있는 크고 작은 조선소에서 발생되는 유류 폐기물 및 선박 도료
등이 해양으로 유입된 결과로 판단되는 지역이다.
저분자성 PAHs 성분들과 고분자성 PAHs의 상대적인 비율의 분포를 비교해보
면 저질에서는 서해안 지역의 경우 군산지역을 제외한 인천, 아산, 대천, 영광, 목포
지역에서는 저분자성 PAHs 성분들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러한 분포는 동해안 지역의 고리, 울진, 포항 지역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남해안 지역의 자료를 볼 때는 마산 지역에서는 고분자성 PAHs 가 상대적으
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분포는 해조류와 패류에서
도 유사한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정점 별 분포를 볼 때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저
분자성 PAHs 성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국내 연안역에서 검출된 PAHs 성분들은 거의 대부분 유류 유출에 의한 결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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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g . 39. T otal PA Hs Ye llow S e a w ith Eas t & S outhe S ea from S e dime nt

Fig . 40. T otal PA Hs Ye llow S e a w ith Eas t S e a from s e aw e e 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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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g . 41. T otal PA Hs Y ellow S ea w ith Eas t & S outh S ea from s he llfis h

Fig . 42. Σ ≤ 3 ring s PA Hs w ith Σ ≥ 4 ring s PA Hs ratio from s edime nt
at eac h s 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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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g . 43. Σ ≤ 3 ring s PA Hs w ith Σ ≥ 4 ring s PA Hs ratio from s e aw e e d
at e ac h s ite

F ig . 44. Σ ≤ 3 ring s PA Hs w ith Σ ≥ 4 ring s PA Hs ratio from s he llfis h
at e ac h s 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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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5. 외 국 과 비 교
세계의 주요 지역과 비교해볼 때, 서해안의 저질과 생물 시료 모두 낮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다. 저질은 분석 대상 지역인 인천, 아산, 대천, 영광, 군산 및 목포 지
역에서 각각 1.1890 ppb, 0.3450 ppb, 0.1933 ppb, 0.9868 ppb, 0.9245 ppb, 0.2423
ppb를 나타내고 있고, 과거 실시한 바 있는 경기만에 대한 분석결과(kim, 1997)와
비교해볼 때 본 논문의 조사에서 성분별로 볼 때 상당히 낮은 농도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세계 주요 오염 지역에 대한 분석결과와 비교해볼 때 상당히 낮은 농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의 주요 지역에 대한 분석결과 보고를 보면, Cope. Cod.
지역(D.

A.

Carey

&

farrington,

1989)과

Baltic

Sea의

Order

Estuary(G.

Kow alew ska & W aw rzyniak, 1997) 및 이라크 지역(Hamid & Amina, 1989)에 대
한 분석결과가 각각 44194.14 ppb, 4294.492 ppb, 1.2657 ppb를 나타냈고,

Hum ber

Plum e 지역(Hans & Lisbeth, 1993)에서는 2.1500 ppb로 서해안 지역에 대한 분석
결과가 대체적으로 낮은 농도를 나타냈다(F ig. 38).
저분자성 PAHs (Σ≤3 rings PAHs)와 고분자성 PAHs(Σ≥4 rings PAHs)의
상대적인 비율도 군산을 제외한 정점에서 저분자성 PAHs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에 세계의 주요 오염지역은 대부분 고분자성 PAHs 성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요
오염지역은 육상환경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들의 지속적인 유입의 결과 해양 환경에
농축되는 현상을 보여 주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시사
해주고 있다.
생물 분석에 대한 결과를 비교해볼 때, 본 논문의 조사 대상 지역이 국외의 참고
문헌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Sydeny Harbor(Sirota
et. al., 1983)의 Lobs ter을 이용한 분석에서 분석 대상 16가지 성분의 총 PAHs 는
898 ppb를 나타냈고, New Jersey (Pancirve & Brow n, 1997) 지역에서 분석된 바
있는 Oyst er(굴)와 Mussel(진주담치)에서 각각 8.8 ppb, 113 ppb를 나타냈다. 그리
고, 이태리의 Gulf of Naples에서의 진주담치에서는 235 ppb 그리고, Lanuna
Veneta(F assato et. al., 1979)의 진주 담치는 83.2 ppb 가 농축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그리고, Balt ic S ea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자료들이 진주 담치
나 굴 등에 있어서 PAHs가 흡수되는 동일한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하
고 있다(Kit, 1995). 굴 혹은 담치에 있어서 대부분은 고분자성 PAHs(Σ≥4 rings
PAHs)보다 저분자성 PAHs(Σ≤3 rings PAHs )를 잘 흡수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개류 및 연체 동물을 이용한 수많은 연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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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azio, 1970; Pancirvo & Brow n, 1977l Joe et. al., 1979; Mix & S chaffer, 1983).
본 논문의 조사에서는 저분자성 PAHs 보다 고분자성 PAHs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
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른 참고 문헌을 살펴보면, 대부분 고분자성 PAHs가 저분자
성 PAHs 보다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Fig. 44).
그 외의 참고 문헌을 보면, 나이지리아의 Lagos Largoon의 저질에 대한 조사(E.
A. Ajao and S. O. F agade, 1990)결과를 참고하면 총 PAHs의 농도가 평균적으로
11.035±15.147 ppb로 보고된 바 있고, 아드리아 해 중앙부의 저질에서의 분석결과
(Jos ip and Perica, 1990)를 보면 평균적으로 0.48 ～ 18.14 ppb의 본포를 나타내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Great Barrier Reef 지역의 저질에 대한 분석결과(J. David
S mith et. al., 1985)도 본 논문의 농도보다 높은 농도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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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g . 45. Comparis on of PA Hs in this s tudy w ith Othe r Country ( s edime nt)
* Me d. S e a : Medite rrane an S e a, s urfac e and s ubs urface : Irque

Fig . 46. Com paris on of PA Hs in this s tudy w ith Other Countary
( Marine Org anis ms )

* O : Oy s te r, M : Mus s 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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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47. Σ ≤ 3 ring s v s . Σ ≥ 4 ring s ( S e dim ent)
* Me d. S e a : Medite rrane an S e a, s urfac e and s ubs urface : Irque

Fig . 48. Σ ≤ 3 ring s v s . Σ ≥ 4 ring s ( S he llfis h)
* O : Oy s te r : M : Mus s 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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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6. 결론
해양환경은 육상환경의 그림자이다.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인간의 일상생활
로부터의 가정 오수 배출이나 산업활동 등으로부터의 폐기물 배출은 결과적으로
육수 환경을 오염시키고 하천수의 해양 유입에 연결되어 시차 간격을 두고 해양환
경 오염으로 나타나게 된다.
동해, 서해 및 남해 삼면이 바다로 구성된 우리나라 해역은 오랫동안 수산자원,
광물자원, 교통, 오락 등 수많은 귀한 자원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그 자원들은 최근
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해양 오염으로부터 크게 위협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접
국인 일본, 중국, 대만 등의 급속한 공업화와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있는 환경 보호
정책 때문에 많은 오염물질들이 발생되었고 또 이중 상당량은 해양으로 유입되었
다(Lee. 1993).
우리나라 주변 해상에서 연간 200여건 이상의 유류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
며, 유류 오염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이 등, 1991). 우리나
라의 경우 유류 오염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류 오염의
영향에 대한 연구나 방제 기술 분야의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양 등, 1990).
원유는 중요 에너지 자원으로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에너
지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다. 또한 원유는 윤활유, solvent 생산, 또는 plastic
fiber, 계면활성제, 의약품, 화장품의 생산 등에 중요한 원료로서 다량 이용되고 있
다. 이와 같은 수요에 의해 증가된 생산, 운반, 저장 및 사용과정 중 유출된 유류는
공기, 물, 토양의 심각한 오염물질로 대두된 지 오래이다. 1970년대에 대규모 유출
사고를 경험한 선진 외국에서는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해상 유출유의 처
리를 위한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방제체제를 갖추어 왔으며, 유출유가 해양생
물 군집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광범위한 연구를 계속해 왔다
(S helton, 1971 ; Baker, 1976 ; Moldan et. al., 1976 ; T eal and How arth, 1984 ;
Percy and W ells , 1991). 이러한 문제점은 미국의 경우 1920년대부터 인식되었고
API (American Pet roleum Institute) 주관하에 많은 정유회사들이 환경오염을 저감
화시키는

효율적이고

규모가

큰

사업을

자발적으로

수행하였다(Bertha

and

Bossert, 1984). 한국의 경우도 최근 유류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의 피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정유회사를 비롯한 관련기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김. 1991).
1995년 우리나라, 일본, 대만이 수입한 원유량은 2억톤을 상회하는데 이는 세계
원유의 해상 물동량의 23% 에 달한다(U. 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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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ual Energy Review , 1987).
우리나라 주변해역은 발틱해와 같은 산소가 완전히 소멸되어 저수산업이 피해를
입은 일은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만과 같은 작은 폐쇄해역
은 산소 고갈이 일어나는 곳이 있다. 대표적인 곳이 마산만으로 일본의 벳푸만큼
심각하지는 않으나 바닥에서의 무산소 상태는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해양연구소, 1988).
특히 국내 조간대 지역뿐만 아니라 연안역에 대한 유류 오염 발생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며, 오염 피해의 화산 방지 시스템의 구축에 있어서도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상황으로 좀더 구체적인 방안이 절실하다. 해양 오염이 발
생하면 자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양은 오염의 피해를 입게 된다. 현재 국내에
서는 유류 유출 사고시 물리적인 제거와 유처리제를 이용한 화학적인 처리를 병행
하여 제거하고 있다(한국해상 방제 사업자협회, 1999).
갯벌은 주인 없이 버려져 있는 땅이 쓸모 없는 땅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바
다를 풍요롭게 가꾸어 온 우리의 산하요, 우리 강토의 한 부분이다. 1980년대 후반
에 들어서면서 이른바 서해안의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갯벌을 매립하고 공장을 짓
고 도시를 건설하고 하구에 둑을 만드는 등 무분별한 개발 행위가 이루어졌다(습지
보전 연구회, 1999).
본 연구에 의한 결과 서해안의 조간대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PAHs 농도는 극
히 미량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내 주요 산업시설과 대다수의
인구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 인근 지역이며 서해안 최대 수출항인 인천 지역은 상
당한 오염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비교적 낮은 농도분포를 보이고
있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서해안 지역에서 검출된 PAHs 의 유입원은 대부분 선
박의 수리 및 해난 사고 등을 통한 유류의 유출에 의한 결과로 판단되며 군산과
아산지역은 주변 공단에서 발생된 화석 연료의 가공 및 연소 과정에 발생된 폐기
물들의 유입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해안 지역에 대한 PAHs 농축도를 동해안 및 남해안의 조간대를 비교해 볼 때
동해안보다는 약간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지만, 남해안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농
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서해안 지역은 현재 PAHs 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는 현시점에서 오염 저감화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앞으로 PAHs 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서해안지
역의 PAHs 농도는 현재 상태를 유지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내 연안
역에 대한 다각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진 자료는 수산진흥원에서 실시한 물리화학
적 특성에 대한 조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본 연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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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서해안 지역 조간대를 중심으로 PAHs 성분의 분포에 대한 연구로 차후 유
사한 연구가 이루어질시 중요한 자료로서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

- 68 -

[참 고 문 헌 ]

김광수·박청길·유선재, 해수중의 유처리제 및 유처리제/ Bunker- C유 혼합물의 생
분해도와

용존산소소비에 관한 연구, 한국수산학회지, 1993. 제 26권, 5호, 493

～ 501
김상진, 1991, 유류오염처리, 생물생산, 제 4권, 1호, pp. 76 ～ 86.
김학균, 이필용, 최희구, 박종수, 김편중, 이원찬, 박영철, 1996. 한국연안어장 환경오
염조사 결과 보고서(1986 ～ 1994), 수산진흥원, pp 45 ～135
명철수·유재명·김웅서, 아산만 해역의 동물플랑크톤의 분포, T he J ournal of
K orean

S ociety of Oceanog raphy, V ol. 29. N o. 4. pp 366 ～ 375,

December 1994
양동범, 이수형, 홍기훈, 오재룡, 김석현, 조성록, 정창수, 김경태, 이선경, 조성억, 제
종길, 최진우, 김상종, 박성주, 강찬수, 김명운, 이기승, 김용학, 조영철, 이정래,
박선규, 김종근, 1990. 해양유류 오염방제에 대한 화학적 미생물적 처리에 관한
연구(Ⅲ). 한국해양연구소

보고서. BS PG 00113- 316- 4. 안산, 200pp.

이기석·노일, 울진연안의 해양환경에 농축된 다환방향족탄화수소에 관한 연구, 한
국해양환 경공학회 발표논문
이석우, 1990. 해양물리학통론, 집문당 pp.223
이흥동, 유시융, 김성귀, 김찬곤, 권성재, 김희경, 여훈구, 최재호. 1991, 유류 유출
사고로 인한 해양수산자원 피해추정 전산모델 연구(Ⅲ). 한국해양연구소 연구
보고서 BSPG 00128 - 394- 7. 안산, 288pp
이흥동, 이광남, 1989. 해양 유류 오염으로 인한 수산업의 손실 추정에 관한 고찰.
한국해양 연구소. 제 11권 1호
임운혁, 마산만내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오염, 서울대학교 해양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8. 8 오한, 갑상주, 화경화학물질과 연안생태계. 교보문고.
조영일외 4인. 1992. 환경공학. 동화기술. 418- 419
차미선, 손홍주, 이건, 고명선, 이산준, 이종근, 1996. 원유의 미생물적 유화, J oural
of E nviron S tudies. Vol 14, 71 ～ 79
한국과학기술원 연구보. 1990. 해양유류 오염 제거용 미생물 제재 개발에 관한 기
초 연구.
한국습지보전연구회, 1991. 습지 보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습지 보전학술 세미나,
‘99- 1, pp.3

- 69 -

한국해상방제사업자협회 번역, 1999. 해상기름유출 대응 ; 국제 탱커 선주오염방지
연맹

(IT OFP, T he Int ernational T anker Ow eners Pollution Federation Lt d

)
해양연구소.

1988.

연안환경

보전기술

개발연구

(과학기술처보고서

BSPG00057- 184- 4), pp. 292
해양경찰청, 1990. 한국의 해양오염 현황과 그 대책, 시험연구보.
Aches on, M. A., Marrison, R. M., Perry, R. and W ellings, R. A. 1976. F actors
affecting extraction and analysis of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in
w ater. W ater R es. V ol. 10. pp. 207～212
Baker, J. M., 1976. Marine ecology and oil pollution. A pplied science P ublisher,
Barking. 566pp.
Barth, T . 1984. W eathering of clude oil in natural marine environments : T he
concentration of polar degradation product s in w ater under oil as measured
in several field studies. Chem osphere, V ol. 13.,

pp. 67 ～ 86.

Bartha, R. and I. Bossert, 1984, T he treatment and disposal of petroleum w astes.
In A tlas R . M . ed., P etoleum m icrobiolog y, M acm illan, N ew Y ork , pp. 553
～ 577.
Back. S. O. 1991. Evaluat ion of Sampling and Analyt ical Met hods for the
Determination

of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in

t he

Ambient

At mosphere.
Boehm, P. D. and Farringt on, J. W . 1984. Aspect of the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 geochemis try of recent sedim ents in the Georges Bank region.
E nviron. S ci. T echnol., V ol. 18. pp. 840 ～845.
Boehm, P.D. and J. G. Quinn, 1976. T he effect of dissolved organic matter in
seaw ater on t he uptake of mixed individual hydrocarbons and number 2 fuel
oil by a marine filter- feeding bivalve (m ercenaria m ercenaria), E stuarine
and Costal m ar. S ci., V ol. 4. pp. 93 ～ 105.
Bruce A. Benner, Jr., Nelson P. Bryner, St ephen A. W ise, and George W .
Mulholland, 1990.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 Emiss ions

from

the

Combustion of Crude Oil in W ater. E nviron. S ci. T echnol., V ol. 24. N o. 9.
pp. 1418～1427
Cocchieri, R. A. and A. Arnese. 1990.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in

- 70 -

marine

organis ms

from

Italian

Central

Mediterranean

Coasts .

M arine

P ollution B ull., V ol. 26. pp. 581 ～ 583.
Clock, R. C., and J. S. F inley, 1975. Uptakes and los s of petroleum hydrocarbons
by mussels , M ytilus edulis, un laboratory ex periment s, F ishery B ull., V ol.
73., pp. 508 ～ 515.
D. A. Carey, J. W . Farrington, 1989.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in
S accog lossus k owalewskyi., Estuary, Coastal and shelf S ciences, V ol. 29., 97
～ 113.
David S mith, J., Jon, Y. Haus er and John Bagg, 1985. Polycyclic Arom atic
Hydrocarbons in S edim ents of the Great Barrier Reef Region, Australia,
M arine P ollution B ulletin, V ol. 15. N o. 3., pp. 110 ～ 114
Ducreux, J., F . Berthou, and G. Bodemmec. 1986. Etude du vieillis semit d' un
petrole brut repandu a la surface de l' eau de maer dans des conditions
maturelles. Intern. J . E nviron. A nal. Chem ., V ol. 21 pp. 267 ～ 282
Dunn, B. P., and H. F. Stich, 1975. T he use of m ussels

in

estimating

benzo(a)pyrene contaminat 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 I n P roc. S oc. E xp.
B iol. M ed., V ol. 150., pp. 49 ～ 51
E. A. Ajao and S . O. F agade, 1990. A Study of the sediments and communites
in Lagos lagoon, Nigeria, Oil & Chemical Pollution 0269- 8579/ 91/ Elsever
Science Publishers Ltd. England, Printed in Ireland.
E.

Lipitou

and

Jean,

C.

M,

Alian,

S.,

1991.

F lues

and

transport

of

anthrophogenic and natural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in the w estern
Mediterranean sea., M arine Chem , V ol. 32., pp 51 ～ 71
F azo, T . 1971. Analsys of oyster samples for polycycloc arnm atic hydrocarbons.
P roc. 7th N atl. S hellfish. Sanit. W orkshop, W ash. DC, F DA, Division of
shellfish sanitation, pp. 238 ～ 243.
F oss ato, V. U., C. Nasci, and F . Dolci. 1979. 3,4 benzopyrene in mussels M ytilus

sp.,

from

the

Laguna

Veneta,

North- East

Itely.,

M arine

E nvironm ental R esearch, V ol. 2. pp. 47 ～ 53.
F oss ato, V. U. and E. S iviero, 1974. oil pollution monitoring in the lagoon of
venice using t he m ussel M ytilus g alloprovinialls, M ari. B iol., V ol. 25., pp. 1
～ 6.

- 71 -

Kim . G. B., Keith A. Maruya, Rechard F . Lee, Jong- Hyeon Lee, Chul- Hw an
Koh, S hinsuke T anabe. Distribut ion and Source of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in Kyeonggi Bay, Korea. M arine P ollut. B ull.
Giger W. and Blumer M. 1974. Polycyclec Arom atic Hydrocarbons in the
environment : Isolation and characterization by chromatography, visible,
ultraviolet, and mass spectromety. A nal. Chem . V ol 46 pp. 1663 ～ 1671.
Grazyna

Kow alew ska,

W aw arzynik- W ydrow ana,

1997.

Polynuclear

arom atic

Hydrocarbons (PAHs) in the s ediments of the Order Est uary (Szcecin
Lagoon) before the flood of 1997., Oceanbolog ia., V ol. 39, pp. 255 ～ 266.
Hans, J. C. Klamer, and Lisbeth Fomsgaard, 1993. Geographical Dest ribution of
Chlorinated Biphenyls (CBs) and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
in S urface S edim ents from the Humber Plume, North S ea. M arine P ollution
B ulletin, V ol. 4., pp 201 ～ 206.
Hansen, N., V. B. Jens en, H. Appelquist, and E. Morch, 1978. T he upt ake and
release of petroleum hydrocarbons by the marine mussel, M ytilus edulis,
P rog . W at. T ech, V ol. 10., pp. 351 ～ 359.
Hanmid, T . Al- Saad and Amina, A. Al- T imeari, 1989. Dis tribution of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in Marsh Sediments , Iraq., B ull. E nviron.
Contam . T oxicol. V ol. 43. pp 864 ～ 869.
Hites

R. A. and

Biemann

W . G. 1975. Identification

of specific

organic

compounds in a highly anoxic sediment by GC/ MS and HRMS. A dr. Chem .
S er., V ol. 147., pp. 188 ～ 201.
Joe, F. L., E. L. Roseboro, and T . F azio. 1979. Survey of s ome market bes ket
commodit ies for polynuclear aromat ic hydrocarbons in t he surficial sediments
of Phenobscot Bay (mane, USA) in relat ion to poss ible sources and to other
sites w orldw ide. M arine E nviron E nviron. R es., V ol. 15., pp. 1 ～ 16.
Josip Dujmov and Perica Sucevic, 1990. Dist ribution of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in Res ent Sediment s of T w o T ransect s in the Middle
Part of the Adriatic Sea, Oil & Chem ical P ollution, V ol. 6., pp. 241 ～ 250
Kayali- Sayadi M. N., S . Rubio- Barroso, M. P. Cuesta- Jimenez, L. M. Polo- Diez.
1998.

Rapid

infusion

determination

samples

by

of

polycylic

high- performance

aromatic
liquid

hydrocarbonss

in

chrom atography

tea
and

fluorimetric detect ion based on solid- phase etraction. A nalyst, V ol. 123., pp.

- 72 -

2145 ～ 2148
Kennish M. J. 1992. Ecology of estuaries : antropogenic effects. CRC pres s,
Boca Raton, FL
Kim , G. B., K. A. Maruya, et al., 1997. Distribution and source of PAHs in
Kyeonggi Bay, Korea. In Methodologies

for the quality assessm ent of

benthic environment of Korean costal w aters . Minist ry of Environm ent.
Kim , Y. H., 1998. T he High Perform ance Liquid Chrom atography (HPLC)
Analysis of Polycyclic Aromat ic Hydrocarbons (PAHs) in s ediment, m ussels,
and oys ters from the Coas tal Zone of Kw angyang Bay, Korea, Korea.
Master degree thesis , the departm ent of ocean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maritime industrials studies, Korea Maritime University.
Kit Granby, Niels Henrik Spild, 1995. Hydrocarbons and Organochlorines in
Common Muss els from the Kattegat and the
Condition

Indices.,

N ational

Belts and their Relation to

E nvironm ental

R esearch

Institute,

F rederiksborg vej Denmark., V ol. 399., 4000 pp.
Kuljukka, T erhi, Vaaranrinta, Raija, et al. 1996. Exposure t o PAH compounds
among cokery w orkers in the oil shale industry, E nvironm ental H ealth
perspectives. V ol 104 n3, May ., pp. 539 ～ 542.
Lipiat ou, E., Jean, C. M, Alian S., 1993. S ediment trap flux es of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in the Mediterranean Sea, M arine Chem istry, V ol.
44 pp. 43 ～ 54
Lee. D. S., 1993. Marine Pollut ion in Korean S eas, An Emerging Environm ental
Iss ue, T he J ournal of the Oceanolog ical S ociety of K orea, V ol. 28. N o. 2.,
pp. 132 ～ 136.
Lee, K. S . 1997. T he

High

Perform ance

Liquid

Chromat ography

(HPLC)

Analysis of Polycyclic Aromat ic Hydrocarbons Hydrocarbons (PAHs) in
Mussels and Oysters from the Int eridal and Subtidal zones of Chinhae Bay,
Korea. Mast er degree thes is, the department of ocean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maritime industrials studies, Korea Maritime University.
Lee, R. F., 1977. Accmulation and t unover of petroleum bydroarbons in marine
organism ; in F ate and Effect s of Petroleum Hydrocarbons in Marine
Ecos ystem and Organisms , D. A. W olfe (Ed.), Pergam on press, New York,

- 73 -

pp. 60 ～ 70.
Lee, R. F ., W . S. Gardner, J. W . Anders on, J. W . Blaylock, J. Barw ell- Clarke.
1978. F ate of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in controlled ecosystem
enclosures. E nviron, sci. T echnol., V ol. 12., pp. 832 ～ 838.
Low R. J., Daw aes, R. J. W oodhead and P. Matthinessen, 1997.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in S eaw at er round England and W ales,
M arine P ollution B ulletin, V ol. 34, N o. 5, pp. 306～322
McElroy, A. E., J. W . Farrington and J. M. T eal. 1989. Bioavailability of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in

the

aquat ic

environment

:

In

Metabolism of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in the aquat ic environment,
Varansi, U., Ed., CRC pres s, Boca Rat on, FL, chap. 1.
Menzie, C. A., Potocki B.B. and Santodonato., J. 1992. Expos ure to carcinogenic
PAHs in t he Environment. E nviron. S ci. T echnol. V ol 26. 1278 ～ 1284.
Mix, M. C. and R. L. S chaffner, 1979. benzo(a)pyrene concentrations in mus sel
(m ytilus deulis) from Yaquina bay, Oregon. During June. 1976. ～ May.
1978., B ull. E nviron. Contam . T oxical., V ol. 23., pp. 677 ～ 684.
Mix,

M.

C.

and

R.

L.

S chaffner,

1983a.

Concentrat ion

of

unsubstituted

polynuclear aromatic hydrocarbons in bay mus sels (m ytilus deulis) from
Oregin, USA. M arine. E nviron. R es., 9 : 193～209
Molden, A., P. Chapman and H. O. Fourie, 1979. Some ecological effects of the
Venept- Venoil Collision. M arine P oll. B ull., V ol. 10., pp. 267～271
National Acedemy of Science, 1975. Petroleum in the m arine environment. NAS,
Washington, D. C..
National Acedemy of S cience, 1985. Oil in the sea. National Academy Press.,
Washington, D. C..
Natush, D. F. S ., B. A. T omkins. 1978. Isolation of Polycyclic Aromatic Organic
Compounds by solvent ext raction w ith dim ethylsulfoxide. A nal. Chem . 50 :
1429～1434
Oliveri, R., P. Bacchin, A. Robertiello, N. Oddo, L. Degen and A. T onolo. 1976.
Microbial degradation of oil spills enhanced by a slow - release fertilizer.
A ppl. E nviron. M icrobial. 31. 629～634
Obana, H. S ., Hari, and K. Kahimot o. 1981. Bull. Environ. Contam. T oxicol. 26 :

- 74 -

613～620
Pincirov, R. J., and R. A. Brow n., 1997. Polynuclear aromatic hydrocarbons in
marine tissues. Bull. Environ. S ci. T echnol., 11 : 989～991
Payne, J. R. and C. P. Phillips, 1985. Petroleum spills in the marine environm ent
: the chemistry and formation of w ater- in- oil emulsion and tar balls . L ewis
P ubl. Inc., M ichig an, 148 pp.
Percy, J. A. and P. G. W ells, 1991. Effects of petroleum in polar m arine
environment. M T S J ournal., 18 : 51～61
Phillp M., Gschw end and Ronald A. Hites . 1981. Fluxes of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to m arine and lacus trine sediments in t he northeastern Unit ed
States . Geochemical et Cosmochimica. Act a. Vol 45 : 2359～2367
Rainio, K., R. R. Linko, and Ruotsila. 1986.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in
Mussel and Fish from the Finish Archipelago Sea, B ull. E nviron. Contam .
T exicol., 37 : 337～343
S helton

R.

G.,

1971.

Effecta

of

oil

and

oil

dispers ants

on

t he

m arine

environment. Proc. Roy. Soc. Lond. B., 177 : 411～422
S irota, G. R., J. F . Utha, A. Sreedharan, R. Matheson, C. J. Musial, and K.
Hamilton, 1983. Polynuclear

aromatic

americanus)

and

in

P olynuclear

arom atic

sediments

the

hydrocarbon
vicinity

hydrocarbons

:

of

a

F orm ation,

in

lobster

coking

(Homarus

facility

: In

M etabolism

and

M easurem ent. (Cooke, M., and A. J. Dennis, eds). Battle Press, Columbus,
pp. 1123～1136
S mith,

J.

D.,

J.

Bagg,

and

B.

M.

Bycroft .

1984.

Polycyclic

Aromat ic

Hydrocarbons in t he Clam T ridccna Maxima from Greats Barrier Reef,
Aus tralia. E nviron. S ci. T echnol., R es., 18 : 353～358.
S mith, J. D., J. Bagg, and Y. O. Sin. 1987. Aromat ic Hydrocarbons in seaw ater ,
Sediments and Clams from Green Island. Great Barrier Reef, Aus tralia. Mar.
F reshw. R es., V ol. 38., pp. 501～510.
S ol, Y. B., 1997., T he Plo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in Benthos (including
demersal fish) and sediment s from Pusan Costal W at er and Nakdong River
Estuary, Korea., Korea. Master degree thesis, the department of ocean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marit ime industrials s tudies , Korea Marit ime

- 75 -

University.
S tegeman, J. J., and J. M. T eal, 1973. Accumulation release and retention of
petroleum hydrocarbons by the oys ter Crassostrea virg inica, M ar. B iol.,
V ol. 22., pp. 37～44.
T eal, J. M. and R. W . How arth, 1984. Oil spill st udies

: a review of ecological

effects. E nvironm ental M anag em ent. V ol. 8 : 27～44.
T jess em K., and K. H. Palmork. 1984. An overview of auto/ photooxidation of
petroleum in the m arine environment. ICES, Marine Chemist ry W orking
Group, 1～25.
U. S .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Annual Energy Review , 1987.
U. S. E.P.A. 1997
As sessment

of

Mercury
Exposure

S tudy
to

Report

to

Congress. Volume

Mercury

in

the

452/ R- 97- 006. Office of Air Quality Planning

United

Ⅳ: An

St ates.

& S tandards

EPA.

and Office

Research and Development.
U. S . E.P.A. 1993. S ediment quality criteria for the protection of benthic
organisms : phenaathrene. EPA. 882- R- 93- 012. Office of w ater and Office of
Research Development, W ashington, DC
W illiam D. MacLeod, Jr., Andrew

Friedman and Donald W. Brow n, 1988.

Improved Interlaboratory Comparisons of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in Marine Sediment, M arine E nvironm ental R esearch, Vol. 26. pp. 209 ～
221
W insoder J. G. Jr. and Hites R. A. 1979.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in
Gulf of Marine S ediments and Nova Scoita Solid. Geochem . Cosm ochim .
A cta. 43. 27 ～ 33
Youngblood W . W . and Blumer M. 1975. Polycyclic Aromat ic Hydrocarbons in
the envrionment : homologous series in soils and resent marine sedim ents
Geochim . Cosm ochim . A cta. V ol 38 : 1303 ～ 1314

- 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