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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spacio-temporal variation for PM10 and PM2.5 concentration 

in Busan. PM10 concentration has been reduced for the past three year and exceeded 50 ㎍/㎥ of the national standard for 

PM10. PM2.5 concentration showed gradual decrease or stagnant trends and exceeded the U.S. EPA standard. Seasonal 

analysis of PM10 and PM2.5 suggested spring>winter>fall>summer(by Asian dust) and winter>spring>summer>fall(by 

anthropogenic effect) in the order of high concentration, respectively. Characterization of diurnal variations suggests that 

PM10 levels at all the three sites consistently exhibited a peak at 1000LST and  PM2.5 at Jangrimdong experienced the typical 

PM2.5 diurnal trends such that a peak was observed in the morning and the lowest level at 1400LST. In the case of seasonal 

trends, the PM2.5/PM10 ratio was in the order of summer>winter>fall>spring at all the study sites, with a note that spring 

bears the lowest concentration. During AD events, PM10 concentration exhibited the highest level at Jangrimdong and the 

lowest level at Joadong. And PM2.5/PM10 ratio in AD was 0.16∼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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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미세먼지는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태양복사량을 산란시켜 장기적으로 지구

적인 기후변화를 초래하고, 미세먼지에 의한 악시정

이 발생할 경우에 자동차 및 항공기의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토양이나 연안수에 침적되어 잠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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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Wexler와 Ge, 1998; 

Gao 등, 2002). 

미세먼지는 직접 대기 중에 방출되거나 가스상으로 

방출된 기체의 상변화에 따라 대기 중에서 입자를 생

성하기도 하며, 광역수송에 의해 좌우되기도 한다. 디

젤엔진연료의 연소는 도시지역의 PM2.5농도에 큰 부

분을 차지하며(Fraser 등, 2003), 제련 등과 같은 인위

적인 오염원과 산불 등과 같은 자연적인 오염원에 의

해 미세먼지가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 PM2.5는 대기 

중의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암모니아, 휘발성유기화

합물의 화학반응에 의해 2차 생성된 황산염, 질산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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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휘발성유기물이 주요 성분이다(Seifeld와 Pandis, 

1998). PM2.5는 대형발전소나 교통수단 그리고 화석

연료 연소에 의해 생성되며, 장거리 수송되어 농촌지

역에 대기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Wojas와 

Almquist, 2007). 미국은 PM2.5에 대해서 연간기준치 

15 ㎍/㎥, 24시간기준치 35 ㎍/㎥로 설정하였고(US 

EPA, 1997), WHO는 연간기준치 10 ㎍/㎥, 24시간치 

25 ㎍/㎥로 설정하여 기준을 강화하였으나(WHO, 

2005), 우리나라는 PM10에 관한 기준치(연간기준치 

50 ㎍/㎥, 24시간 기준치 100 ㎍/㎥)는 마련되어 있으

나, PM2.5에 관한 기준치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부산시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제1

의 항구도시로서 산업발달과 도시화에 따른 교통량의 

증가에 의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고 그에 대한 관

리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선박에

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과 해수에서 방출되는 해염

이 부산지역의 미세먼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총부유분진과 이산화황과 같은 대기오

염물질에 관심이 많았으나(전 등, 1994), 최근에는 입

경이 10 ㎛이하나 2.5 ㎛이하의 먼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부산지역 PM10의 시․공간적 변화나 

PM2.5의 화학적 조성 등에 대한 연구는 있으나(전, 

2003; 전, 2007; 전과 황, 2008), 장기간에 걸친 PM10

과 PM2.5의 시․공간적 특성을 동시에 구체적으로 연

구한 경우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

산지역에서 2006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최근 3

년간 대기오염자동측정망에서 측정된 PM10과 PM2.5 

농도자료를 이용하여, 미세먼지의 계절별, 월별, 시간

별 특성과 PM2.5/PM10 비의 특징을 밝혀, 향후 부산시

의 미세먼지 대기질 관리대책 수립과 미세먼지 대기

질 기준의 설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PM10, PM2.5의 측정자료는 

2006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3년간의 시간별 평

균자료로, 부산지역 19개 자동관측망 중(도로변 2개

소 포함)에서 PM10과 PM2.5를 동시에 관측하는 장림

동, 기장읍, 좌동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측정자료의 선

택은 일평균 자료의 경우, 24시간 중에서 70%(18시

간)이상 측정된 자료를 유효자료로서 취급하였고, 월

평균 자료의 경우는 30일을 기준으로 관측치가 20일 

이상일 때이고, 연평균 자료는 12개월 중 9개월 이상

의 자료가 존재할 경우 유효한 자료라고 하였다(전 등, 

2003). PM10과 PM2.5를 동시에 측정하는 지점은 Fig. 

1과 같이 공업지역인 장림동, 주거지역인 연산동, 기

장읍, 좌동으로 세 지점이다. 그러나 연산동의 PM2.5 

측정자료에 다소 문제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반영하

지 않았다. 장림동은 중․소규모의 공장이 밀집한 지

역으로 부산의 대표적인 공업단지로 자동차 통행량과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많은 곳이며, 기장읍

은 부산의 남동해안에 위치한 교외지역으로서 주변에 

녹지가 풍부하며 최근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추세이며, 좌동은 부산의 해운대 신도시에 있으며 주

변의 수많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 전형적인 주거

지역이다.

 

Fig. 1. Automatic air quality monitoring sites in Busan.

3. 결과 및 고찰

3.1. PM10과 PM2.5 질량농도의 특성 

Table 1은 부산지역 장림동, 기장읍, 좌동에서 2006

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측정된 PM10과 PM2.5의 연

평균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PM10농도의 경우, 세 지점 

모두 2006년에서 2008년으로 갈수록 농도는 감소하

고 있다. 장림동을 제외한 두 지점은 PM10의 연평균 

기준치인 50 ㎍/㎥을 만족하고 있다. 그리고 장림동



1015부산지역 PM10과 PM2.5농도의 시간 및 공간적 변화 특성

Station
PM10(㎍/㎥)  PM2.5(㎍/㎥)

2006 2007 2008 '06-'08 2006 2007 2008 '06-'08

Jangrimdong 72.2±49.9 70.3±62.3 58.8±45.4 67.0±53.4 43.0±25.6 43.2±26.9 32.8±21.7 39.6±25.3

Gijangup 43.3±48.1 41.6±61.4 41.3±39.9 42.1±50.7 21.8±15.5 21.1±15.5 21.1±14.4 21.4±15.1

Joadong 43.5±42.6 42.6±61.7 40.5±40.7 42.2±49.3 21.3±14.9 21.6±15.1 22.1±14.6 21.7±14.9

Table 1. Annual mean values of PM10 and  PM2.5 concentrations observed at Jangrimdong, Gijangup, and Joadong for 3 

years(2006～2008)

Station
PM10(㎍/㎥)  PM2.5(㎍/㎥)

Spring Summer Fall Winter Spring Summer Fall Winter

Jangrimdong 76.1±83.2 51.5±30.0 66.4±39.7 73.5±37.7 40.3±24.5 34.6±23.5 36.5±25.1 46.8±26.2

Gijangup 61.2±89.3 32.4±20.2 34.2±23.2 40.1±26.2 24.7±15.7 19.1±14.2 19.5±15.1 22.2±14.8

Joadong 60.6±86.9 31.3±18.2 34.9±23.0 41.6±25.7 25.0±15.2 19.3±13.4 19.3±14.9 23.0±15.2

Table 2. Seasonal mean values of PM10 and  PM2.5 concentrations observed at Jangrimdong, Gijangup, and Joadong for 3 

years(2006∼2008) 

은 2008년의 농도가 58.8 ㎍/㎥으로 2007년에 비해 

16.3% 감소하여 최근의 부산시 미세관리 대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PM2.5의 

경우도 PM10과 마찬가지로 장림동의 농도는 매년 감

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기장읍과 좌동은 거의 변함이 

없다. 세 지점 모두 미국 EPA의 PM2.5 기준치인 15 ㎍

/㎥에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다. 특히 장림동의 경우는 

3년 평균 농도가 39.6 ㎍/㎥로 미국 EPA기준치(15 ㎍

/㎥)의 2.6배, WHO 기준치(10 ㎍/㎥)의 약 4배에 달

하며, 비교적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기장읍도 EPA기

준치를 약 43%나 초과하고 있어, 향후  PM2.5 저감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Table 2는 부산지역 세 지점의 PM10과 PM2.5농도

를 계절별로 나타낸 것이다. PM10의 경우, 세 지점 모

두 봄철>겨울철>가을철>여름철 순으로 봄철에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고, 여름철이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봄철은 중국이나 몽골의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황사에 포함된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고농도

를 보였으며, 여름철은 우리나라의 특유한 여름철 몬

순에 의한 잦은 강수와 강한 일사에 의한 대기불안정

에 따른 혼합층 고도의 상승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 2007).  PM2.5의 경우는 PM10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장림동은 겨울철>봄철>가을철>여름

철 순으로 겨울철이 봄철보다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

다. 그 외 두 지점은 PM10과 동일한 계절변화 양상을 

나타내었다. 장림동의 겨울철 고농도 PM2.5는 공업지

역에서 난방을 위한 연료사용의 증가와 대기안정도에 

의한 지표역전층 형성과 낮은 혼합층고도가 더 큰 영

향을 나타내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전, 2003). 여름

철의 PM10은 타 계절에 비해 상당히 낮은 농도를 나타

낸 것에 비해, 여름철의 PM2.5는 봄철, 가을철과 비슷

하거나 조금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미세먼지 

중의 미세입자(입경 2.5 ㎛ 이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와 가스상 오염물질의 변환 등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DeGaetano와 Doherty, 2004). 

Fig. 2는 부산지역 세 지점의 평균 PM10, PM10-2.5

(조대입자),  PM2.5(미세입자)를 계절별로 나타낸 것

이다. PM10-2.5는 PM10농도에서 PM2.5농도를 뺀 농도

값이다. PM10은 봄철>겨울철>가을철>여름철 순이고, 

PM10-2.5는 봄철>봄철=겨울철>여름철 순이며,  PM2.5

는 겨울철>봄철>여름철>가을철 순으로 항목별로 다

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봄철의 PM10-2.5농도가 

다른 계절과는 달리 PM2.5보다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

다. 이는 우리나라의 봄철은 중국이나 몽골의 사막으

로부터 날라 오는 황사에 포함된 조대입자의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김 등,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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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onthly variation of average PM10 and PM2.5 concentration(㎍/㎥) at Jangrimdong, Gijangup, and Joadong for 3 

years(2006∼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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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asonal change of PM mass concentration in Busan 

for 3 years(2006∼2008). 

3.2. PM10과 PM2.5의 공간적 특성

Table 3은 부산지역 세 지점의 일평균 PM10과 

PM2.5농도를 이용하여 지점간의 상관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대각선 아래의 값이 PM10의 상관계수이고 대

각선 위의 값이  PM2.5의 값이다. PM10의 경우, 세 지

점에서 0.84～0.99의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PM2.5

의 경우는 PM10에 비해 다소 낮은 0.80～0.94의 상관

계수를 나타내었다. 특히 기장읍과 좌동은 0.99(PM10)

과 0.94(PM2.5)의 매우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내어 지

역적으로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점간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은 기상학적 조건, 

오염원으로부터의 배출 등이 특별한 국지오염원이나 

미세먼지농도의 상대적인 변화를 좌우할 만한 사건보

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PM2.5가 

대기 중에서의 생애주기가 길어 균일한 분포를 하기 

쉽기 때문에 PM2.5의 상관관계가 PM10보다 더 높은데 

비해(Gehrig와 Buchmann, 2003), 본 연구에서는 반

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 of the daily values PM10 

(lower diagonal) and PM2.5(upper diagonal) 

between the stations for 3 years(2006∼2008) 

Jangrimdong Gijangup Joadong

Jangrimdong             0.81 0.80

Gijangup 0.87 0.94

Joadong 0.87 0.99

3.3. PM10과 PM2.5의 월변화 특성

Fig. 3은 부산지역 세 지점에서 PM10과 PM2.5농도

의 월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PM10의 경우, 세 지점 모

두 유사한 월변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4월에 황사

의 영향으로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고 그 후 9월

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10월에 급작스러운 상승

을 나타내고 그 농도를 12월까지 유지하고 있다. 세 

지점에서의 4월의 평균농도는 86.5 ㎍/㎥(장림동)에

서 67.9 ㎍/㎥(좌동)까지이며, 9월의 평균농도는 44.0 

㎍/㎥(장림동)부터 25.1 ㎍/㎥(기장읍)의 분포를 보였

다. 기장읍과 좌동은 변화경향과 농도가 거의 일치하

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장림동은 10월 이후 겨울과 봄

철에도 계속 70 ㎍/㎥ 이상의 고농도 PM10을 유지하

고 있다. 그러나 PM2.5는 PM10과 다른 월변화 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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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urnal variation of PM10 and PM2.5 at Jangrimdong, Gijangup, and Joadong for 3 years(2006∼2008).

나타내고 있다. 장림동은 1월부터 4월까지 지속적으

로 감소하다가 5월에 일시적으로 상승한 후 9월까지 

다시 하강한 다음, 10월에 급하게 상승하고 그 후 12

월까지 계속 농도가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기장읍과 좌동은 5월에 일시적으로 상승한 후 9월까

지 계속 하강하고 10월에 급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 

PM2.5는 PM10과는 달리 4월의 고농도가 없으며, 장림

동을 제외하면 그 변화폭이 매우 약하다. PM10과 마찬

가지로 기장읍과 좌동은 거의 동일한 월평균농도를 

나타내고 있다. PM10과 PM2.5 모두 9월에 최저농도를 

나타내고 10월 이후 미세먼지의 농도가 증가하는 양

상을 나타내고 있다. 

3.4. PM10과 PM2.5농도의 일변화 특성

Fig. 4는 부산지역 세 지점의 PM10과 PM2.5농도의 

일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PM10의 경우, 장림동은 

0100LST 부터 0800LST 까지 65 ㎍/㎥ 정도의 농도

를 유지하다가 1000LST에 최고농도를 나타내고 

1400LST까지 지속적으로 하강한 후 자정까지 60 ㎍/

㎥ 정도의 고농도를 나타내었다. 기장읍과 좌동은 거

의 유사한 일변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그 변화폭이 

장림동에 비해서 매우 작았다. 이는 기장읍과 좌동은 

일변화를 나타내는 기상학적 조건이나 배출요인이 작

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림에는 나

타내지 않았지만, 장림동의 계절별 최고농도가 발생

한 시각이 여름은 오전 9시, 봄과 가을은 오전 10시 그

리고 겨울은 오전 11시로 1시간씩 지연되고 있다. 이

는 계절별로 출근시간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전, 2003). PM2.5의 경우, 장림동은 PM10

과 거의 동일한 일변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2000LST 이후의 상승경향이 PM10보다는 강하고 

2200LST 이후부터 새벽과 오전 내내 40 ㎍/㎥이상의 

고농도가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주거지역인 기장

읍과 좌동의 PM2.5 일변화 경향은 거의 일치하고 있으

며, 일변화폭이 매우 작으며 30 ㎍/㎥이하의 비교적 

저농도를 나타내었다. Fig. 5는 부산지역 세 지점의 계

절별 PM2.5농도의 일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장림동의 

경우, 최고농도를 나타난 시각이 여름은 0600～

0900LST, 봄철은 0900LST, 가을철은 1000LST, 겨

울철은 1100LST로 계절별로 차이가 나타났다(전 등, 

1994). 미국의 뉴욕이나 중국의 북경에서는 오전 7시

부터 9시 사이에 1차 peak가 나타나는데, 이는 장림동

과 비교하면 약 2시간 빨리 최고농도가 발생하고 있다

(DeGaetano와 Doherty, 2004; Zhao 등, 2009). 오전 7

시와 9시는 러시아워에 의한 교통량이 가장 많고 대기

안정도가 정상적으로 최대가 되는 시간대이기도 하

다. 타이완의 타이베이에서는 오전 10시와 오후 1시

에 PM2.5의 peak가 나타나는데, 오전의 peak는 아침의 

러시아워에 의한 자동차배출량에 의한 것이고 오후의 

peak는 약한 풍속과 광화학반응에 의한 것이라고 하

였다(Lee 등,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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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iurnal variation of seasonal PM2.5 concentration at Jangrimdong, Gijangup, and Joadong for 3 years(2006∼2008).

3.5. PM10과 PM2.5 농도의 주중 및 주말 특성

Fig. 6은 부산지역에서 3년간의 PM10과 PM2.5의 요

일에 따른 농도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주중 및 주말의 

미세먼지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황사발생

일은 반영하지 않았다. PM10과 PM2.5 모두 세 지역에

서 주말의 농도가 주중보다 낮게 나타났다. 장림동의 

일요일 PM10 농도는 51.3 ㎍/㎥으로 목요일의 70.8 ㎍

/㎥에 비해 27.5%(19.5 ㎍/㎥)정도 작게 나타났다. 특

히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화요일(69.2 ㎍/㎥)부터 

목요일까지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으며, 금요일부터 

미세먼지농도가 하강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아

파트단지나 개인주택이 있는 기장읍과 좌동은 일요일

에 각각 35.5 ㎍/㎥와 35.7 ㎍/㎥로 수요일의 42.2 ㎍/

㎥와 42.1 ㎍/㎥에 비해 약 15%정도 감소하여 주중과 

주말의 농도차는 공업지역인 장림동에 비해 작게 나

타났다. 따라서 교통량과 인구활동이 많은 공업지역

이 주거비역보다 주중과 주말의 차이가 확실하게 나

타났다. PM2.5의 경우, 세 지역 모두 수요일에 가장 높

은 농도를 나타내었으며(장림동 43.1 ㎍/㎥, 기장읍 

22.9 ㎍/㎥, 좌동 23.4 ㎍/㎥) 일요일에 가장 낮은 농도

(장림동 32.5 ㎍/㎥, 기장읍 19.1 ㎍/㎥, 좌동 19.1 ㎍/

㎥)를 나타내었다. 주말의 감소효과는 장림동 24.6%, 

기장읍 16.6%, 좌동 18.8%를 각각 나타내었다. Qin 

등(2004)은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PM10농도는 오

전에 14%, 오후에 17%의 주말감소효과가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Lonati 등(2006)은 PM2.5보다는 PM10-2.5에

서 더 큰 주말 감소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주말감소효과는 자연적인 원인보다는 인위적

인 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Morawska 등(2002)

은 호주 Brisbane 지역에서 교통통행량과 미세먼지농

도사이에는 밀접한 관계(r=0.86)가 있으며, 금요일에 

최고농도, 일요일에 최저농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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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
Annual Season

Mean
2006 2007 2008 Spring Summer Fall Winter

Jangrimdong 0.60 0.61 0.56 0.53 0.67 0.55 0.64 0.59

Gijangup 0.50 0.51 0.51 0.40 0.59 0.57 0.55 0.51

Joadong 0.49 0.51 0.55 0.41 0.62 0.55 0.55 0.51

Mean 0.54 0.54 0.56 0.46 0.63 0.56 0.60

Table 4. Annual and seasonal mean of PM2.5/PM10 ratio at Jangrimdong, Gijangup, and Joadong for 3 years(2006～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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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M10 and PM2.5 concentration variation according to day of week.

3.6. PM2.5/PM10의 비

Table 4는 부산지역 세 지점의 연평균 및 계절별 

PM2.5/PM10 비를 나타낸 것이다. PM2.5/PM10 비는 

PM10 중에 포함된 PM2.5의 기여율을 알아본다는 의미

에서 매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PM2.5는 미세입자

로서 폐 속 깊숙이 스며들어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는 

입자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대기환경기

준으로 PM2.5를 설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입경이 1 ㎛

이하인 PM1 까지도 대기환경기준으로 설정하는 국가

도 있다(Ehrlich 등, 2007). 최근 3년간 연평균 

PM2.5/PM10 비는 장림동이 가장 높아 0.59이었고, 기

장읍과 좌동이 0.51로 동일하였다. 이는 북미에서 측

정된 전형적인 PM2.5/PM10의 비인 0.60과 비슷하거나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Dockery와 Pope, 1994). Querol 

등(2004)은 공업지역이 주거지역보다 PM2.5/PM10 비

가 높게 나타나고 특히 중공업지역이거나 고농도지역

일수록 그 비는 높다고 하였다. PM2.5/PM10 비가 높다

는 것은 일반적으로 질산염(NO3

-
), 황산염(SO4

2-
), 암

모늄(NH4

+
) 그리고 유기물 등과 같은 2차 분진 생성에 

기인된 것이고, 비가 낮다는 것은 1차 먼지나 장거리

수송에 의한 모래먼지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

다(Duan 등, 2006). 계절별로 보면, 세 지점 모두 여름

철>겨울철>가을철>봄철 순으로 여름철이 가장 높았

고 봄철이 가장 낮았다. 이렇게 여름철이 높은 것은 황

산염이나 유기화합물과 같은 2차 에어로졸의 기여가 

큰 영향을 미치고 강한 바람에 의한 재비산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Tecer 등, 2008). 

Fig. 7은 PM2.5/PM10 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고찰하

기 위하여 월변화와 일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월변화

에서 가장 뚜렷한 것이 4월의 비가 0.4정도로 매우 작

다는 것이다. 이는 계절변화에서 지적하였다시피 황사

속의 먼지에는 미세입자보다는 조대입자의 비율이 높

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가 내려갔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 외는 0.55정도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장림동은 6월과 7월의 비가 0.7정도로 매우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 지점 모두 비슷한 일변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대기오염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배

출량, 기상조건 그리고 지형이다. 기장읍과 좌동은 일

변화가 거의 없는데, 이는 하루 종일 PM2.5/ PM10비가 

일정하다고 하는 것은 이 비를 변화시킬만한 요소가 없

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상학적인 요소이나 국지적인 요

인에 의해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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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onthly and diurnal variation of PM2.5/PM10 ratios at Jangrimdong, Gijangup, and Joadong for 3 ears(2006∼2008).

PM2.5/PM10 비는 인체에 유해한 입경 2.5 ㎛이하의 

미세먼지의 기여율을 알 수 있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

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PM2.5/PM10 비에 대한 기존 

연구의 예를 보면, 비교적 청정지역인 제주도 고산에

서 2002년 3월 2일부터 4월 11일까지 측정한 자료에

서 황사시에 0.404, 비황사시에 0.503으로(공 등, 

2002), 황사시에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김 등(2002)

이 서울시에서 2001년 봄철 황사기간에 측정한 결과

를 보면, PM2.5/PM10 비가 0.516으로 비교적 낮게 나

타났는데, 이는 당시 연구지역에서 잦은 공사에 의한 

토양과 입자상물질의 발생과 재비산에 의한 영향 및 

황사기간 중에 중국에서 유입된 에어로졸에 의한 영

향을 동시에 받은데 따른 결과라고 하였다. 외국의 사

례를 보면, 레바논의 베이루트의 해안지역에서의 측

정 예를 보면 PM2.5/PM10 비가 0.336으로 PM2.5 농도

의 기여율이 매우 낮았다(Shaka와 Saliba, 2004). 타이

완의 교외지역과 농촌지역에서 낮과 밤의 측정 예를 

보면, 교외지역의 낮에 0.70, 밤에 0.63, 그리고 농촌

지역의 낮에 0.56, 밤에 0.72로서 지역과 시간에 따라 

값의 차이가 나타났다(Fang 등, 1999). 홍콩의 산업과 

농촌지역에서 측정한 예를 보면, 산업지역에서는 

0.78, 농촌지역에서는 0.53이 나타나(Ho 등, 2003), 

산업지역에서 배출된 오염물질과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해 PM2.5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3.7. 황사발생일의 PM10과 PM2.5 특성

황사발생시의 PM10과 PM2.5의 농도를 알아본다는 

것은 황사에 포함된 미세먼지의 특성을 규명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른 지역

의 연구에서 황사발생시 조대입자에 대한 미세입자의 

비율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김 등, 2002; 박

과 임, 2006). 그러나 아직 부산지역에는 구체적으로 

비율이 얼마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규명된 바 없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의 부산지역 황사발생

일은 Table 5와 같다(기상청 황사정보센터). 2006년

에 10일,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5일씩으로 총 20일

이었다.

     

Year Date of Asian dust occurrence Total

2006  3.11～12, 3.14, 3.28, 4.8～9, 4.23～25 10

2007  3.31, 4.1～2, 5.25～26 5

2008  3.2～3, 5.30～31, 12.9 5

Table 5. Occurrence days of Asian dust in Busan for 3 

years(2006∼2008) 

 Table 6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시간별 

자료를 이용하여 부산지역에 황사가 발생했을 때의 

PM2.5, PM10의 농도 및 PM2.5/PM10 비, PM10-2.5/PM2.5 

비를 나타낸 것이다. 황사발생시의 PM10농도는 장림

동이 222.5 ㎍/㎥로 가장 높았고 좌동이 213.7 ㎍/㎥로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PM2.5는 장림동

이 62.7 ㎍/㎥ 가장 높았고 좌동이 34.5 ㎍/㎥ 가장 낮

았다. 그리고 PM2.5/PM10 비는 장림동과 0.28이었으

며, 기장읍과 좌동이 각각 0.17과 0.16으로 매우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평상시 부산지역의 PM2.5/PM10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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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 PM10(㎍/㎥) PM2.5(㎍/㎥) PM2.5/PM10 PM10-2.5/PM2.5

Jangrimdong 222.5±243.5 62.7±39.9 0.28 2.54

Gijangup 215.4±271.1 35.7±26.5 0.17 4.97

Joadong 213.7±273.5 34.5±22.9 0.16 5.11

Table 6. Concentration of PM2.5, PM10, PM2.5/PM10 ratio, and PM10-2.5/PM2.5 ratio at Asian dust occurrence(2006～2008) at 

Jangrimdong, Gijangup, and Joadong for 3 years(2006∼2008)   

는 Table 4에서와 같이 0.51～0.59인데 비해, 황사시

의 PM2.5/PM10 비는 0.16～0.28로 매우 낮은 값을 나

타내었다. 그리고 미세입자에 대한 조대입자의 비율

인 PM10-2.5/PM2.5는 장림동이 약 2.5정도이고, 기장읍

과 좌동이 약 5.0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즉 황사 시에

는 입경 2.5㎛이하의 미세입자보다는 PM10에서 PM2.5

사이의 크기를 가진 조대입자가 다량 수송되어 부산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 등(2006)

은 부산지역 괘법동에서 2006년 봄철에 황사시와 비

황사시의 PM2.5/PM10의 비가 각각 0.56과 0.68라고 한 

바 있으며, 박과 임(2006)이 대구에서 2006년 2월부

터 4월까지 측정한 결과에서 비황사 기간은 22.5～

89.9%(평균 55.4%)이었으며, 황사기간은 22.7～

39.1%(평균 33.0%)로 비황사기간에 비해 상당히 감

소하였다. Chen 등(2004)은 황사시는 비황사시보다 

조대입자(PM10-2.5)의 비중이 증가하여 비황사시에는 

PM2.5/PM10 비가 0.6～0.7이었으나, 황사시에는 0.45

이하로 감소한다고 하였다. Lee 등(2004)은 2002년 

울산지역의 황사시 PM2.5/PM10 비가 0.1인데 비해 비

황사시는 0.46으로 황사시에는 PM10의 대부분이 조

대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김과 정(2009)은 

충북 청원의 2005년 발생한 황사사례에서 PM2.5/PM10 

비가 18.9%로 보고되어 부산의 기장읍과 좌동과 비슷

한 값을 나타내었다.         

4. 결 론

부산지역에서 최근 3년간(2006～2008)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에서 측정된 PM10과 PM2.5 농도자료를 이

용하여, 미세먼지의 계절별, 월별, 시간별 특성과 

PM2.5/PM10 비 그리고 황사시/비황사시의 고찰한 결

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PM10의 질량농도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

으며, 장림동은 연평균 기준치인 50 ㎍/㎥를 초과하였

다. PM2.5의 질량농도는 지역에 따라 매년 감소하거나

(장림동) 변함이 없었으며(기장읍, 좌동) 미국 EPA 연

간기준치를 모든 지점에서 초과하였다. 계절별 변화

를 보면, PM10은 봄철>겨울철>가을철>여름철 순이

고, PM2.5는 겨울철>봄철>여름철>가을철 순이었다.

2. 지점간의 상관성을 보면, PM10은 0.87～0.99의 

상관계수를 나타내었고, PM2.5는 PM10에 비해 다소 

낮은 0.80～0.94의 상관계수를 나타내었으며, 기장읍

과 좌동은 0.99(PM10)과 0.94(PM2.5)의 매우 높은 상

관도를 나타내었다. 

3. 월변화 특성을 보면, PM10은 4월에 가장 높은 농

도를 나타내었고 9월에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PM2.5는 PM10과는 달리 1월 이후 계속 하강하다가 5

월에 약한 peak를 나타내었고 9월에 가장 낮은 농도

를 보였으며, 이후 급한 상승을 나타내었다.  

4. 일변화 특성을 보면, PM10은 네 지점 모두 오전 

10시 부근에 최고농도를 나타내고 이후 계속 하강하

여 오후, 저녁 그리고 새벽에 일정한 농도를 나타내었

다. PM2.5의 경우, 장림동은 PM10과 비슷하게 오전에 

최고농도를 나타내고 오후 2시경에 최저농도, 그 후에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으며, 기장읍과 좌동은 일

변화경향이 뚜렷하지 않았다.

5. 주중의 미세먼지 농도는 주말보다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으며, 그 변동폭은 공업지역이 주거지역보다 

크게 나타나 교통량과 인구활동에 의해 큰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6. PM2.5/PM10 비를 보면, 장림동이 가장 높아 0.59

이었고, 기장읍과 좌동이 0.51로 동일하였다. 계절별

로 보면, 세 지점 무두 여름철>겨울철>가을철>봄철 

순으로 봄철이 가장 낮았다. 

7. 황사발생시의 PM10과  PM2.5 농도는 장림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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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았고 좌동이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그

리고 PM2.5/PM10 비는 장림동이 0.28이었으며, 기장

읍과 좌동이 각각 0.17과 0.16으로 매우 낮은 값을 나

타내었다.    

8. 향후 부산지역의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

는 기상인자(바람, 기온, 습도 등)를 체계적으로 분석

한다면 연안지역의 미세먼지농도예측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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