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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요 대도시의 PM10 농도 특성 및 배출량과의 상관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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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PM10 characteristics (particulate matter with aerodynamic diameter less than 10 ㎛), concentration, 
and emissions in eight large South Korean cities (Seoul, Incheon, Daejeon, Daegu, Gwangju, Ulsan, Busan, Jeju). The annual 
median of PM10 concentration showed a decline of 0.02~1.97 ㎍/㎥ in the regions, except for Incheon, which recorded an 
annual 0.02 ㎍/㎥ increase. The monthly distribution levels were high in spring, winter, fall, and the summer, but were lower 
in summer for all regions except for Ulsan. These differences are thought to be due to the dust in spring and the cleaning effect 
of precipitation in summer. The variation in concentrations during the day (diurnal variation) showed that PM10 levels were 
very high during the rush hour and that this was most extreme in the cities (10.00 and 18.00-21.00). The total annual PM10

emissions analysis suggested that there had been a general decrease, except for Jeju. On-road mobile (OM) sources, which 
contributed a large proportion of the particulates in most regions, decreased, but fugitive dust (FD) sources increased in the 
remaining regions, except for Daegu.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PM10 concentrations and emissions showed that FD 
could be used as a valid, positive predictor of PM10 emissions in Seoul (74.5% (p<0.05)), Dajeon (47.2% (p<0.05)), and Busan 
(59.1% (p<0.01)). Furthermore, industrial combustion (IC) was also a significant predictor in Incheon (61.7% (p<0.01)), and 
on-road mobile (OC) sources were a valid predictor in Daegu (24.8%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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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지난 수십 년간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가 진행

되었고 이로 인한 대기오염현상이 중요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NIER, 2014). 대기오염의 중요한 원인 

물질 중 하나인 미세먼지는 발생원에 자연적으로 발

생되는 것과 인위적인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분류된다(Park et al., 2005). 이 중 10 미만의 미세 

입자는 화석연료의 연소, 자동차 배출가스 및 화학물

질의 제조과정 등과 같은 인위적인 발생원에 의한 것

이나 대기 중에서 2차적인 반응에 의한 화학적 과정에 

의해 주로 형성된다(Jeon et al., 2005; Ji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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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직경 10 이하인 대기중 부유 입자상 물질(이
하 PM10)의 노출은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뿐만 아니라 사망률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으며

(Goudarzi, 2015; Daniels, 2004; Dockery, 2001; 
Schwartz et al., 1994) 가스상 물질(O3, SO2, CO, NO2 
등)의 경우 보다 개인 노출과의 상관관계가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인 대기오염 

저감정책에 따라 PM10 농도는 감소하고 있으나(Kim 
and Yeo, 2013) 농도가 100 / (일평균 대기환경기

준치)을 넘어 6시간 이상 지속되는 고농도 발생 빈도

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Shin et al., 
2014). 2000년부터 2004년까지 7대 광역시와 9개 도

를 대상으로 급성사망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다른 대

기오염물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위해도(10만명

당 40.3명)를 나타내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 또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NIER, 2006). 
PM10에 관한 연구는 측정값을 이용한 특성분석 연

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Jeon(2010)에서는 부산지역 3
년(2006~2008년)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PM10 농도의 

특성을 조사하였고 Do(2014)의 경우 대구의 2년
(2011~2012년) 관측 자료를 이용해 월·일별 분포를 

연구하였다. 그 외에도 서울, 인천, 춘천 등 다양한 지

역에 거쳐 PM10 농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Yang et al., 2011; Kim, 2010; Park, 2008) 특정 지역

에 국한되어 있고 PM10의 장기 추세를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Jin et al.(2003)은 총 11개 도시(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전구, 안양, 제주, 
강릉)의 6년간(1995~2000년) PM10 농도의 분석을 수

행하였으며 Ahn et al.(2005)은 주요 행정구역(7개시

와 9개도)의 6년간(1998~2003년) 자료를 이용하여 

시 공간 농도를 비교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1990년도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 경향을 반영하

기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측 자료와 배출량을 이용하

여 우리나라 주요 8개 도시(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
주, 울산, 부산, 제주)의 PM10 농도 및 배출량 특성을 

분석하고 농도와 배출량의 상관성을 제시하는데 있

다. 최근 13년간(2001~2013년) 대기질 관측망에서 측

정된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농도, 기준치 초과일, 고농

도일의 장기적인 변화를 조사하고 평균 월별, 일중 시

간별 자료를 생성하여 PM10 농도의 특성을 상세히 연

구하였다. 또한 11년간(2001~2011년) PM10 배출량 

자료를 이용하여 총 배출량 및 각 배출원별 변화를 조

사하였으며 통계를 이용하여 PM10 농도와 배출량간

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연구방법

2.1. 대상 영역 및 자료

대상지역은 우리나라의 주요 대도시인 서울특별시

와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그리고 

특별자치도인 제주를 포함하여 총 8개 지역을 선정하

였다. 중국의 풍하측에 위치하여 장거리 이동에 의한 

오염물질과 자체 오염원에 의한 영향을 동시에 받는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부산과 상대적으

로 국지오염원의 방해가 적고 중국대륙에서 이동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제주지역

의 PM10농도 분석과 배출량과의 상관성을 연구하였

다(Kim et al., 2014). PM10 농도는 국립환경과학원 도

시대기측정망 자료를 이용하였고 분석기간은 환경부 

대기환경기준 물질이 TSP에서 PM10으로 대체된 

2001년부터 최근 2013년까지이다. 2001년부터 2013
년까지 연속적으로 운행된 관측지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도시별로 분석에 사용된 관측지점은 서

울 25개, 부산 9개, 대구 6개, 인천 8개, 광주 4개, 대전 

3개, 울산 10개, 제주 1개 지점이다. PM10농도와 배출

량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대기보전 정책지원시스템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CAPSS) 중 PM10가 

존재하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의 시군구 자료를 

이용하였다.

2.2. 분석 방법

우리나라 주요 대도시의 PM10 농도 특성을 비교분

석하기 위하여 도시별로 최근 13년간(2001~2013년) 
연 중앙값(median), 상위 5%(95-percentile), 하위 5% 
(5-percentile) 농도와 국내 대기환경기준치(24시간평

균 100 / , 연평균 50 / )를 초과한 횟수(연초과

횟수), 연 강수량의 추세를 파악하였고, 연간 월별 농

도와 일중 시간별 변화를 조사하였다. 
배출량의 경우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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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2007 Since 2007

SCC Description SCC Description

01 Electric generating utility combustion (EGU) 01 Electric generating utility combustion (EGU)

02 Non-electric generating utility combustion (NEGU) 02 Non-electric generating utility combustion (NEGU)

03 Industrial combustion (IC) 03 Industrial combustion (IC)

04 Industrial processes (IP) 04 Industrial processes (IP)

05 Storage and transport (ST) 05 Storage and transport (ST)

06 Solvent utilization (SU) 06 Solvent utilization (SU)

07 On-road mobile (OM) 07 On-road mobile (OM)

08 Non-road mobile (NM) 08 Non-road mobile (NM)

09 Waste treatment (WT) 09 Waste treatment (WT)

10 Biogenic (BI) 10 Agriculture (AG)

11 Agriculture (AG) 11 Other area source (OAS)

12 Fugitive dust (FD)

13 Biomass Burning (BIO) - Add 2011

Table 1. Descriptions of the first level source classification CAPSS codes in Korea

배출원을 기준으로 총 11개의 대분류로 구분되어 있

으나, 2007년 이후 자연오염원(BI) 항목에 화재를 추

가하여 기타오염원(OAS)으로 재편되었고 도로이동

오염원(OM)에서 비산먼지(FD) 부분이 대분류 항목

으로 분리되어 12개 대분류로 변경되었다(Table 1). 
이후 2011년에는 생물연소(BIO) 항목을 새롭게 추가

하여 현재는 총 13개 대분류로 구성되었다(NIER, 
2011). 동일한 배출량 분류가 필요함에 따라 본 논문

에서는 2007년 이전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도로

이동오염원에서 재편성된 비산먼지 항목의 도로재비

산먼지와 타이어마모 부문을 도로이동오염원에 합하

여 도로이동오염원으로 재산정 하였으며, 비산먼지에

서 해당항목을 제하고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연오

염원에 산불이 추가된 기타 오염원 항목은 그 차이가 

미미하여 기존 자연오염원 그대로 명시하였다.
도시별 미세먼지 농도와 배출량의 상관성은 사회

과학 통계 패키지(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SPSS)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상관분석,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기간은 대기질, 배출량 자료

의 공통기간인 2001년부터 2011년까지로 선정하였

다. 상관분석은 양방검증으로 신뢰할 수 있는 유의수

준에서 피어슨 적률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를 

통하여 변수간 상관성을 알아보았으며, 회귀분석은 

미세먼지를 종속변수로 하고 에너지산업 연소(EGU), 
비산업 연소(NEGU), 제조업 연소(IC), 생산공정(IP), 
에너지수송 및 저장(ST), 유기용제 사용(SU), 도로이

동오염원(OM), 비도로이동오염원(NM), 폐기물처리

(WT), 자연오염원(BI), 농업(AG), 비산먼지(FD), 생
물성연소(BIO)를 독립변수로 두었으며, 독립변수 선

택방법은 새로운 변수를 모형에 추가할 때 이미 모형

에 포함된 변수에 대한 유의성 검정을 통해 유의하지 

않으면 모형에서 제거하는 단계선택(stepwise) 방법

으로 수행하였다.

3. 결 과

3.1. 도시별 PM10 농도 특성 분석

한반도 주요 대도시의 미세먼지 농도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하여 도시별 미세먼지 농도의 장기변화 추이

와 연중 월별 분포특성, 일중 시간별 변화 경향을 분석

하였다. Fig. 1은 8개 도시(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
주, 울산, 부산, 제주)의 13년간(2001~2013년) PM10 
농도의 연별 중앙값(median)과 하위 5%(5-percentile)
에서 상위 5%(95-percentile)까지 농도분포 구간, 각 

연도별 일평균농도가 24시간 대기환경기준치를 초과

한 횟수와 연간 총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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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nnual variations of PM10 concentrations at each city (annual median, black plot; difference of 95 percentile and 
5 percentile, gray area; annual precipitation (mm), blue plot; exceeded days,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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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10의 최근 13년간(2001~2013년) 연 중앙값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39.58~65.27 / 로 다른 지역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 분포를 보이며 연간 

1.97 / 로 8개 지역 중 가장 높은 감소추세를 나타

낸다. 인천은 44.65~59.93 / 의 농도 범위로 분석 

도시 중 유일하게 연간 0.02 / 의 증가율을 보인다. 
광주는 연 중앙값의 범위가 33.26~50.31 / 로 연간 

0.94 / 의 감소추세를 보인다. 대전은 36.52~48.17 
/ 의 농도 분포를 보이며 다른 지역에 비해 연 중앙

값의 변화가 미비하다. 대구 지역의 PM10 농도 분포는 

42.41~63.97 / 로 최대값과(2002년, 63.97 / ) 
최소값(2012년, 42.41 / )이 가장 큰 차이를 나타

내며 연간 1.82 / 의 높은 감소 추세를 보인다. 울
산의 경우 38.16~50.95 / 의 농도 범위를 나타내며 

연간 0.02 / 의 미비한 수준의 감소율을 보인다. 부
산은 PM10의 농도 범위가 46.05~62.64 / 으로 연

간 0.90 / 의 감소 추세를 보인다. 제주는 

33.27~46.82 / 로 낮은 농도 범위를 보이며 최대 

46.82 / (2010년), 최소 33.27 / (2012년)으로 

연간 0.10 / 의 감소율을 나타낸다. PM10의 경우 

강수의 세정효과가 뚜렷한 물질로(Ahn et al., 2014), 
강수와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Pluade et 
al., 2012; Bhaskar and Mehta, 2010). 본 연구에서도 

전국적으로 연간 총 강수량 증가 시 PM10의 농도가 감

소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2003년과 2011년, 2012년
에 강수로 인한 세정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3년간 지역별 PM10 농도

의 24시간 평균 대기환경기준 초과횟수는 서울 351
회, 인천 304회, 대구 218회, 부산 202회로 높게 나타

났으며, 제주 149회, 광주 121회, 울산 99회, 대전 94
회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서울, 광주, 부
산의 경우 PM10의 고농도 수준은 평균농도의 개선과 

함께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반면 대전, 대구, 
울산, 제주의 경우 평균농도는 감소하는 반면 고농도 

수준은 다소 증가하였다. 
Fig. 2은 도시별 미세먼지 월별 분포 특성을 분석하

기 위하여 전국 8개 도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미

세먼지의 월별, 계절별 평균농도와 각 월별 일평균농

도가 24시간 대기환경기준치를 초과한 횟수, 초과한 

날에 대한 연간 평균농도를 나타내었다. 계절별 PM10 

농도는 울산을 제외한 전국에서 봄(3, 4, 5월), 겨울

(12, 1, 2월), 가을(9, 10, 11월), 여름(6, 7, 8월)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봄철 PM10 농도가 높은 원인으로는 중

국으로부터 PM10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영향으로 사

료된다(Choi et al., 2012; Park et al., 2012; Wang et 
al., 2008). 겨울철의 경우 난방연료 사용의 증가와

(Jeong, 2014; Park et al., 2010) 복사냉각에 의한 대

기안정도 증가에 따라 대기 확산이 어려워 PM10 농도

가 높은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Jeong, 2014). 여름철 

PM10농도가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지표면으로부터의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Hong et al., 2011) 및 지속된 

강수현상에 의한 세정효과(washout effect)에 의한 것

으로 사료된다(Yoo et al., 2014; Deshmukh et al., 
2012; Chelani, 2015). 울산의 경우 다른 도시들과 달

리 봄, 겨울, 여름, 가을 순으로 강수가 많은 여름철이 

가을철 보다 농도가 높게 나타나며 이는 지역 내 배출

량의 영향으로 사료된다. 
Fig. 3에서는 지역별 PM10 농도의 일중 시간별 변

화를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도시(인천, 부산 제외)에
서 10시에 첫 번째 극대 값에 도달하였고 18~21시에 

두 번째 극대 값을 나타내었다. 극대 값이 보이는 구간

은 교통량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PM10 배출량 증가와 대기안정

도의 역할로 볼 수 있다(Kwon and An, 2006; Ghim et 
al., 2015; Bae et al., 2007). 대부분 지역에서 야간에 

높은 농도가 지속되는 것은 지표 냉각에 의한 역전층 

형성과 대기 혼합고도의 감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

다(Jin et al., 2003). 시간초과평균농도의 오전 극대값

을 살펴본 결과 서울과 부산, 제주는 시간별 농도평균 

극대값과 동일한 시간에서 나타났고, 그 외 지역에서

는 시간별 농도평균 극대값에 비해 1시간 지연된 11
시에 극대값을 보여주었다. 제주의 경우는 14시경 한

번 더 극대값이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시간초과평

균농도의 저녁 극대값의 경우 대전을 제외한 지역에

서 시간별 농도평균 극대값이 지연된 현상을 보이지 

않았다. 

3.2. 도시별 PM10 배출량 특성 분석

도시별 PM10 배출량 특성 및 배출원의 분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연간 총 배출량과 배출원별 구성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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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eoul     (b) Incheon

    (c) Daejeon     (d) Gwangju

    (e) Daegu     (f) Ulsan

    (g) Busan     (h) Jeju

Fig. 2. Monthly variations of PM10 concentrations at each city (monthly average, gray var; seasonal average, black square; 
monthly average of exceeded days on standard regulation (<100 / for 24 hours), white var; seasonal average of 
exceede days, white plot; monthly exceeded days, gray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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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eoul     (b) Incheon

    (c) Daejeon     (d) Gwangju

    (e) Daegu     (f) Ulsan

    (g) Busan     (h) Jeju

Fig. 3. Diurnal variations of PM10 concentrations at each city (hourly average of PM10 concentration, var; average 
concentrations of exceeded days on standard regulation, plot).



 강민성 김유근 김태희 강윤희 정주희

R2

IC OM NM FD Total

Incheon 0.617 - - - 0.617

Daegu - 0.774 - - 0.774

Seoul - 0.132 - 0.748 0.879

Daejeon - - 0.248 0.472 0.720

Busan - - - 0.591 0.591

Table 2.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Result of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PM10 at analyzable location (R2

: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을 분석하였다. Fig. 4에 2001년부터 2011년까지의 

연간 총 배출량과 연간 총배출량에 대한 각 항목별 배

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었다.
연간 총배출량의 경우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들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모든 지

역에 대하여 2005년 총 배출량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

다. 이는 배출량 산정 시 비산먼지의 배출계수의 개선

에 따른 영향으로 사료된다. 2005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전국적으로 19.40%에서 60.92%까지의 높은 배

출량 감소를 나타냈다. 이때 인천은 60.92%로 가장 

배출량 감소가 컸으며, 울산은 19.40%로 상대적으로 

낮은 감소를 보였다. 이는 배출량 산정 방법의 재편으

로 인한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의 감소에 따른 영향

으로 판단되어지며, 울산을 제외한 지역의 도로이동

오염원의 비중이 평균 78.16%인 반면, 울산은 

29.70%로 적은 도로이동오염원의 비중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배출량 감소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

다.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서

울, 대전, 광주 그리고 제주 지역은 도로이동오염원 항

목의 비중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인천, 대구, 울산, 부
산의 경우 비중의 변화가 나타났다. 2005년 이후 해안

에 위치한 부산과 인천의 비도로오염원과 에너지산업

연소항목의 배출량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2011
년 감소하였다. 부산의 경우 해상선박의 운송증가 및 

보유대수 증가와 더불어 도로오염원 항목 중 선반부

문의 운항거리와 배출계수 업데이트로 인한 선정방법

의 개선으로 인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한편 내륙에 위

치한 대구, 광주, 대전의 경우 미세하게 감소하는 추세

를 보이나 큰 변동이 없었다.
연간 총배출량에 대한 각 항목별 비중은 비산먼지

의 경우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에서 증가하였으

며, 특히 제주의 경우 2008 2011년 동안 평균 

63.42%로 도로이동오염원(27.26%)보다 더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는 총 배출량의 증가로 이어졌

다. 울산의 경우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생산공정과 제

조업 연소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제조업 항목의 경

우 2010년 44.99%(4591 ton/year)로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었으나 2011년 10.49%(553 ton/year)로 

87.95%가 감소된 특징을 보였다. 하지만 비산먼지 배

출량을 제외하고 배출원별 비중을 분석하였을 때에는 

비중의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지역별로 

PM10농도에 대한  특정 배출원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기여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3.3. 도시별 PM10 농도와 배출량간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배출량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미

세먼지와 배출량 대분류 항목 간 상관성을 분석을 위

해 대도시별로 SPSS 통계프로그램의 상관분석과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2). 하나의 종속변수에 대

해 다수의 독립변수를 사용하는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의 고유 기여도를 평가한 후 

높은 기여도 순으로 먼저 투입하면서 추가되는 변수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력을 갖지 못할 때 회귀

식에서 제외시키는 단계적 기법을 적용하였다. 독립

변수간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다중공선성(collinearity) 
검정을 실시하였다. 변수간 상관이 높으면 개별 설명

변량을 정확히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를 파악하기 위

해 상승변량(variance inflation factor)을 사용하여 다

중공선성을 검정하였으며, 이 값은 회귀계수의 변량 

증가분을 의미하는 1/(1-Ri
2)으로 계산되며 상승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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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eoul    (b) Incheon

      (c) Daejeon    (d) Gwangju

    (e) Daegu     (f) Ulsan

    (g) Busan     (h) Jeju

Fig. 4. Annual variations of percentage which is each source for the total emission (bar and acount of total emission (point)).



 강민성 김유근 김태희 강윤희 정주희

이 10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유의

성 검정을 위하여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보다 작은 

경우, F-검정을 통해 회귀식이 유의하다고 평가하였

다. 
서울의 경우 상승변량이 1.855로 독립변수간 다중

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F-검정은 29.18로 유의

한 수준이었다. 독립변수의 설명력에서는 PM10 농도

의 74.8%(p<0.05)를 비산먼지(FD)로, 13.2%(p<0.05)
를 도로이동오염원(OM)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이러

한 요인분석 결과 서울 지역 PM10 농도 추세는 도로이

동오염원(OM)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

하는 비산먼지(FD)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천의 경우 독립변수의 설명력에서는 제

조업 연소(IC)의 선형성을 설명하는 결정계수(R2)가 

0.617로 나타났으며 PM10 농도의 61.7%(p<0.01)를 

제조업 연소(IC)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전의 경우 비산먼지(FD)가 47.2%(p<0.05), 비도로

이동오염원(NM)이 24.8%(p<0.05)의 설명력을 가졌

다. 부산의 경우 F-검정은 13.00으로 유의하였으며, 
독립변수의 설명력에서는 비산먼지(FD)가 59.1%(p< 
0.01)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대구의 경우 F-검정에서 

30.827로 회귀식이 가장 유의하였으며, 도로이동오염

원(OM)이 77.4%(p<0.01)의 설명력을 가졌다. 부산의 

경우 F-검정은 13.00으로 유의하였으며, 독립변수의 

설명력에서는 비산먼지(FD)가 59.1%(p<0.01)의 설

명력을 나타냈다. 광주, 울산, 제주의 경우 변수의 유

의확률이 유의수준보다 높게 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예측력을 갖지 못하여 회귀분석이 불가능하였다. 
이와 같이 PM10 농도와 배출원간의 상관성이 낮은 원

인으로는 국지 오염원의 영향이 적고 외부지역에서의 

수송이 PM10 농도에 더 큰 기여를 하기 때문으로 사료

된다(Kim et al., 2014).

4.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8개 도시(서울, 인천, 대전, 대
구, 광주, 울산, 부산, 제주)의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총 13년간 PM10 농도와 최근 11년간(2001~2011년) 
배출량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통계를 이용하여 PM10

농도와 배출량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최근 13년간 관측된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 PM10 
농도의 장기추세를 분석한 결과 인천(연간 0.02 /
증가)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

냈다(연간 감소율 0.02~1.97 / ). 연간 월별 분포를 

살펴보면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봄, 겨울, 가
을, 여름 순으로 높은 농도를 나타내며 봄철의 고농도 

현상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공기괴의 영향으로 사

료되며 여름철 저농도는 강수에 의한 세정효과에 의

한 것으로 판단된다. PM10의 일중 시간변화는 대부분

지역에서 교통량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인 오전 10
시, 오후 18~21시에 극대값을 보이며, 야간에는 지표 

냉각에 의한 역전층 형성과 대기 혼합도 감소로 인해 

높은 농도가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11년간 배출량 분석 결과 연간 총 배출량은 제

주를 제외하고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2005년 

총 배출량은 전년도에 비해 19.4~60.9%로 크게 감소

하였으며 이는 비산먼지 배출계수의 개선에 의한 것

으로 사료된다. 연간 총 배출량에 대한 배출원대분류

별 PM10 기여율을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던 도로이동오염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내며 비산먼지의 경우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서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울산의 경우 다

른 지역과 다르게 생산공정과 제조업 연소가 높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도시의 특성을 반영

한 것으로 보인다. 비산먼지 배출계수의 개선 등과 같

이 다양한 연구개선 방안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배

출량 정확도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PM10 농도와 배출량 대분류 항목별 회귀분석 결과 

서울은 비산먼지가 59.1%, 도로이동오염원이 13.2%
의 기여도를 보이며, 부산은 비산먼지가 59.1%, 대구

는 도로이동오염원이 77.4%, 인천은 제조업 연소가 

61.7%, 대전은 비산먼지가 47.2%, 비도로이동오염원

이 24.8%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외에 광주, 
울산, 제주의 경우 배출원과 PM10간의 상관성이 나타

나지 않으며 이는 대분류별 배출원보다 더 상세한 분

류를 통해 PM10 기여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과 같이 PM10 농도와 배출량 및 상관성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주요 8개 지역의 평균적인 PM10 특성

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상관관계 



한반도 주요 대도시의 PM10 농도 특성 및 배출량과의 상관성 분석

규명을 위해 지속적으로 배출량 정확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지역별로 영향을 주는 발생원

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 미세먼지 저감정책

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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