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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Z 필터를 이용한 부산지역 PM10의 장기 추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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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determine the effect of air pollution reduction policies, the long-term trend of air pollutants should be analyzed. 
Kolmogorov-Zurbenko (KZ) filter is a low-pass filter, produced through repeated iterations of a moving average to separate 
each variable into its temporal components. The moving average for a KZ(m, p) filter is calculated by a filter with window 
length m and p iterations. The output of the first pass subsequently becomes the input for the next pass. Adjusting the window 
length and the number of iterations makes it possible to control the filtering of different scales of motion. To break down the 
daily mean PM10 into individual time components, we assume that the original time series comprises of a long-term trend, 
seasonal variation, and a short-term component. The short-term component is attributable to weather and short-term 
fluctuations in precursor emissions, while the seasonal component is a result of changes in the solar angle. The long-term trend 
results from changes in overall emissions, pollutant transport, climate, policy and/or economics. The long-term trend of the 
daily mean PM10 decreased sharply from 59.6 ug/m3 in 2002 to 44.6 ug/m3 in 2015. This suggests that there was a long-term 
downward trend since 2005. The difference between the unadjusted and meteorologically adjusted long-term PM10 is small. 
Therefore, we can conclude that PM10 is unaffected by the meteorological variables (total insolation, daily mean temperature, 
daily mean relative humidity, daily mean wind speed, and daily mean local atmospheric pressure) in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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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도시대기측정망은 해당지역의 환경기준 달성여부

와 대기오염정책 시행효과 등의 파악을 주목적으로 

하며(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2015a) 대기환경기준물질 6개 항목을 주요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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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중 PM10은 1995년부터 전국

의 도시대기측정망에서 지금까지 측정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PM2.5가 환경기준 물질로 추가 되면서 

PM10과 더불어 측정이 되고 있다. 최근 들어 PM10은 

도시지역 시정장애의 주요 원인이며 천식과 같은 호흡

기 질환과 폐기능 저하 등의 원인으로 도시지역 대기오

염도를 대표하는 물질로 인식이 되고 있다(Kim, 2009; 
Jung, 2013). 이에 따라 PM10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들이 시행되고 있으며(Seoul Development Institute, 
2011) 최근에는 더 작은 입자인 PM2.5로 관심이 확대

되고 있는 추세이다. 도시대기측정망에서 장기적으

로 측정되는 PM10의 농도변화를 통하여 대기오염정

책의 시행효과나 대기질의 개선여부 등을 판단 할 수 

있다. 부산지역 PM10 연평균 농도는 2004년 60 μg/m3

에서 2015년 46 μg/m3로 최근 들어 연간 환경기준을 

만족하면서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Busan Metropolitan City Institute of Health and 
Environment, 2015). 그러나 24시간 환경기준초과 횟

수는 2001년 60회에서 2007년 397회로 크게 증가하

였으며 2015년 145회로 최근까지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Busan Metropolitan City Institute of 
Health and Environment, 2015). 또한 ‘2013 국가 대

기오염물질배출량’에 따르면 전국적인 PM10 배출량

은 2004년 62,491 ton에서 2013년 121,563 ton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는 특, 광역

시 중 울산광역시 다음으로 높은 배출량을 보이고 있

어 PM10에 대한 저감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

다(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2015b). PM10의 발생원은 자연 배출원과 인위적인 배

출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생성된다. 또한 PM10은 

높은 체류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중위도 편서풍대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으로 부터의 장거리 수

송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해안과 내륙의 위

치와 국지적 바람조건에 따라 농도 경향이 다르게 나

타나기도 한다(Jeon, 2009). Yang et al.(2011)도 국내 

배출원에 의한 PM10 농도 증가도 뿐만 아니라 장거리 

이동된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고 기상조

건의 영향으로 고농도가 나타나는 것을 지적한 바 있

다. 따라서 PM10의 원인규명과 저감대책 마련, 대기오

염정책의 시행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상요소의 

영향을 제거한 PM10의 장기추세 파악이 필수적인 요

소라 할 수 있다. KZ (Kolmogorov-Zurbenco) 필터는 

짧은 시간에 자주 발생하는 현상을 제거하는 저주파

수 필터로 결측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원하는 시

간과 크기의 변화 성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대기오염물질의 장기추세 분석에 자주 사용되어져 왔

다. Lu and Chang(2005)는 대만 타이페이 지역에서 

기상 효과가 제거된 일 최고 오존농도의 장기추세분

석에 KZ 필터를 적용하였고, 그리스 중부지역, 인도 

델리지역에서 기상요소가 제거된 오존의 장기추세 분

석에 KZ 필터가 적용되기도 하였다(Papanastasiou et 
al., 2012; Kumari et al., 2013). Wise and Comrie 
(2005a, 2005b)는 KZ 필터를 일평균 PM10의 장기 추

세분석으로 확장하여 미국 남서부 지역 주요도시에서 

오존과 PM10의 장기 추세 분석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는 Kim et al.(2003)이 서울과 부산의 오존 

장기추세 분석에 KZ 필터를 적용하였고, Lee et al. 
(2008)은 KZ 필터를 이용하여 서울지역 미세먼지 농

도의 장기추세분석을 수행하였다. 최근에는 Lee et 
al.(2015)이 전국의 12개 지역에서 일 최고 오존농도

의 장기 추세분석에 KZ 필터를 적용 한 바 있다. 본 연

구에서는 부산지역에 운영 중인 도시대기측정소의 

2001년에서 2016년 9월까지 일평균 PM10을 대상으

로 KZ필터를 적용하여 장기변동을 분석하였다. 또한 

PM10과 상관성이 높은 기상요를 파악하고 기상요소

의 효과가 제거된 장기변동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

으로 부산지역 PM10의 장기변동 특성을 파악하고 향

후 효과적인 PM10 저감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하고

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2.1. PM10 측정자료

부산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는 2001년 7개소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9월말 현재 총 19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용도지역별로는 공업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주거지역 등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Fig. 1은 부산지역 19개 대기오염측정소의 위치를 나

타난 그림이다. 19개 도시대기측정소의 시간별 PM10 
자료와 더불어 기상요소의 영향이 제거된 일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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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locations of air quality monitoring stations in Busan.

PM10의 장기 추세를 분석하기 위하여 부산지방기상

청에서 관측되고 있는 기상요소들을 이용하였다. 도
시대기측정소 19개소와 비교하여 기상요소는 1개 지

점에서만 관측이 되고 있으며 도시대기측정소 간의 

차이점보다는 부산지역전체의 장기적인 PM10의 변화

추세를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주 목적이므로 하루 중 

18개 이상의 유효자료가 있는 측정소만을 대상으로 

각 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자료를 평균하여 2001년
에서 2016년 9월까지의 부산지역 전체의 일평균 

PM10 농도를 계산하였다. 단기간 큰 영향을 제외하기 

위하여 기상청의 황사 관측일을 기준으로 황사발생 

전, 후일과 당일은 분석에서 제외 하였다. 분석기간 중

에 신설되는 측정소는 자료가 공개되는 시점부터 분

석에 포함하였다. 

2.2. KZ 필터법

KZ 필터법은 결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대기오염 

측정자료에 대하여 원하는 성분을 분리해낼 수 있는 

방법으로(Eskridge et al., 1997) 대기오염 측정자료를 

사용하여 장기간의 변화를 살펴보는데 효과적인 방법

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산정된 2001년부터 2016
년 9월까지 부산지역의 일평균 PM10 시계열자료를 성

분 분리하기 위하여 KZ 필터를 적용하였다. KZ 필터

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먼저 원시 시계열자료(A(t))는 

식(1)과 같이 장기변동 성분과 계절변동 성분, 단기변

동 성분의 합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하였다(Rao and 
Zurbenko, 1994).

A(t)=L(t)+S(t)+W(t)                                            (1)

여기서 A(t)는 원시 시계열, L(t)는 장기변동, S(t)는 

계절변동, W(t)는 단기변동 성분을 나타낸다. Wise 
and Comrie(2005)는 장기변동 성분은 장기적인 배출

량의 변화, 오염물질의 주기적인 수송현상,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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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대기오염저감 정책의 변화에 기인하고 계절변동 

성분은 태양고도의 변화, 단기변동은 매일 매일의 날

씨 변화나 전구물질 배출량의 단기변화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식(1)에서 정의된 각 성분을 분리해내기 위하

여 KZ(m, p) 필터를 적용하였다.  KZ(m, P)필터는 복

합적인 주기로 구성된 원시 시계열 자료를 m일간의 

이동평균을 p회 반복하여 단주기의 변동을 분리해 내

는 low-pass 필터이며 아래와 같이 정의될 수 있다. 





k

kj
jii A

m
Y 1

                                                   (2)

여기서 m=2k+1이며, Yi는 다음 이동평균의 입력

자료로 다시 이용된다. KZ(m, p) 필터를 통하여 제거

하고자 하는 단기변동 성분에 따라 m과 p의 값은 조

절이 가능하다(Rao et al., 1995). 원시 시계열의 각 성

분은 Wise and Comrie(2005)의 방법을 사용하여 계

산할 수 있는데, 먼저 KZ(15, 5) 필터를 적용하여 원

시 시계열 자료에서 단기변동을 제거한, 장기변동 성

분과 계절변동 성분의 합을 계산할 수 가 있으며 이를 

식(3)과 같이 기준변동 성분으로 정의하였다. 

Baseline(t)=KZ(15, 5)=L(t)+S(t)                        (3)

한편 장기변동 성분은 KZ(365, 3)필터를 적용하여 

구할 수 있는데 결국 기준변동 성분과의 조합을 통하

여 각 성분을 분리해 낼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일평

균 PM10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상요소들에도 똑같

은 과정으로 각 성분을 분리한 다음 기상요소들의 영

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기상요소들의 각 성분을 독립

변수로 하고 일평균 PM10의 각 성분을 종속변수로 하

는 중회귀식을 구하였다. 

ε(t)=εBL(t)+εST(t)
          =[ABL(t)-a MBL(t)]+[AST(t)-b MST(t)]+c   (4)

여기에서 εBL(t)는 기준변동 성분의 회귀식과 일평

균 PM10의 차이를 나타내며, εST(t)는 단기변동 성분의 

회귀식과 일평균 PM10의 차이를 나타낸다. 다시 말하

면 ABL(t)는 일평균 PM10의 기준변동 성분이고 MBL(t)
은 기상요소의 기준변동 성분을 의미하며 마찬가지로 

AST(t)와 MST(t)는 일평균 PM10과 기상요소의 단기변

동 성분이며, 상수 a, b, c는 중회귀식의 회귀계수이다. 
최종적으로 ε(t)값에 KZ(365, 3) 필터를 적용하여 잔

차의 장기변동 성분을 구한 후 앞에서 구한 일평균 

PM10의 장기변동 성분의 평균을 더하여 기상요소의 

영향이 제거된 일평균 PM10의 장기변동성분을 계산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일평균 PM10의 성분 분해

Fig. 3은 2001년부터 2016년 9월까지 부산지역 일

평균 PM10의 시계열 자료에 KZ 필터를 적용하여 각 

성분을 분리한 것을 나타낸다. (a)는 KZ 필터를 적용

하기 전의 원시 시계열 자료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매일 매일의 일평균 PM10은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으

로 변화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최근으로 올수록 감

소하는 추세를 확인 할 수 있다. (b)는 원시 시계열 자

료에 KZ(365, 3)필터를 적용하여 산출된 일평균 PM10

의 장기변동 성분을 나타낸다. 원시 시계열 자료보다 

기간이 짧은 것은 이동평균의 적용 따라 시계열의 양 

끝단 자료가 절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까지의 

장기변동 성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간이 

포함되어야 하겠지만 과거의 경향성을 가지고 판단해

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지역의 일평균 

PM10의 장기 추세는 2002년 중반 59.6 ug/m3에서 

2015년 초반 44.6 ug/m3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는 감소하다가 2013년 

소폭증가한 후 2014년부터 최근까지 감소하였다. 장
기변동 성분에 기인하는 장기적인 배출량의 변화, 기
후변화 또는 대기오염저감 정책의 영향으로 판단이 

되나 향후에 이들 간의 관계를 밝히는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c)는 원시 시계열 자료의 

기준변동 성분과 장기변동 성분의 차로서 구해지는 

계절변동 성분의 변화를 나타낸다. 계절의 변화에 따

라 봄과 겨울에 농도가 증가하고 여름철에 감소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는 원시 시계열

에서 기준변동 성분을 뺀 단기변동 성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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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term variation, L(t) Seasonal variation, S(t) Short-term variation, W(t)

Relative contributions(%) 7.2 14.2 71.0

Table 1. Relative contributions of each component to the total variance of daily mean P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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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ecomposition of the daily mean PM10 concentration by KZ filter. (a) original time series, (b) long-term 
component, (c) seasonal component, (d) short-term component.

단기변동 성분은 매일 매일의 날씨변화나 전구물질 

배출량의 단기변화에 기인하므로 변화의 주기가 짧고 

급격하게 변화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c)와 (d)에서 

음수는 각각 기준변동 성분 값이 장기변동 성분 값보

다 낮은 경우와 원시 시계열이 기준변동 성분보다 낮

은 경우를 의미한다. 
Table 1은 원시 시계열 자료의 분산에 대한 각 성분

별 분산의 기여도를 나타낸다. 세 성분의 공분산이 고

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 성분의 합이 정확하게 100%
가 되지는 않지만 각 원시 시계열 자료에 대한 각 성분

의 대략적인 기여도를 알 수 있다. 일평균 PM10은 대

략적으로 단기변동 성분의 기여도가 71%로 나타나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였고 다음으로 계절변화에 의

한 기여도가 14.2%, 장기변동 성분에 의한 기여도가 

7.2% 나타났다. 따라서 매일 매일의 PM10의 변화는 

계절변동과 단기변동에 의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

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장기변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들 성분의 제거가 필수임을 알 수 있다.

3.2. 일평균 PM10과 기상 요소와의 관계

기상의 영향이 제거된 일평균 PM10의 장기 추세를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부산지방기상청에서 관측되고 

있는 기상요소들 중에 PM10과 관련이 높은 요소들에 

대하여 식(1)의 각 성분을 분리하였다. PM10과 상관이 



 도우곤 정우식

DEW SR TMP RH WS PRE

PM10 -0.038** 0.179** 0.005 -0.119** -0.171** 0.017

L(t) 0.002 -0.411** -0.616** 0.229** -0.193** -0.538**

S(t) -0.227** 0.310** -0.228** -0.204** 0.023 0.040**

W(t) 0.184** 0.166** 0.446** -0.072** -0.211** -0.008

**Significant at 0.01 level
DEW : dew point temperature, SR : total insolation, TMP : daily mean temperature, RH : daily mean relative humidity, WS : daily 
mean wind speed, PRE : daily mean local atmospheric pressure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daily mean PM10 and the meteorological elements according to the each component

높은 기상요소들로 Lee et al.(2008)은 상대습도, 기온, 
지상풍속, 혼합고, 하층대기안정도를 고려하였고 

Wise and Comrie(2005a)는 일 최고기온, 일평균 풍

속, 일평균 이슬점온도, 혼합고, 일평균 상대습도, 일
사량 합계와 강수량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추

가적인 산출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상청에서 직접적으

로 관측이 되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요소들 중 PM10

과 관련성이 높은 이슬점온도(DEW), 일사량 합계

(SR), 일평균 기온(TMP), 일평균 상대습도(RH) 일평

균 풍속(WS), 일평균 현지기압(PRE)을  대상으로 

PM10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Table 2는 앞에서 언급된 기상요소들 각 성분과 일

평균 PM10의 각 성분들 간의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

다. 원시 시계열자료의 경우 뚜렷한 상관성이 보이지 

않고 있으나 분리된 각 성분별 상관계수는 원시 시계

열 자료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평균 

PM10의 장기변동 성분은 일평균 기온의 장기변동 성

분과 0.616으로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일평균 

현지기압과 0.538, 일사량 합계와 0.411로 비교

적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즉 일사량과 기온, 기압

의 장기추세는 감소하고 반면에 PM10의 장기 추세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계절변동 성분의 경우 일

사량 합계와, 단기변동 성분은 일평균 기온과 약한 상

관성을 보여 주고 있다. 
Fig. 3은 각 기상요소와 일평균 PM10의 장기변동 

성분을 함께 나타낸 그림이다. Table 2에서 본 것처럼 

일평균 PM10의 장기변동 성분은 일평균 기온과 일평

균 현지기압, 일사량 합계의 장기변동 성분과 상관성

이 있으며 음의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일평균 기온의 장

기변동 추세는(Fig. 3(c)) 2007년에 크게 증가하였다

가 약하게 감소한 후 최근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어 2005년 이후 감소추세인 일평균 PM10과는 반

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사량 합계의

(Fig. 3(b)) 경우도 2004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

에 있으며 일평균 현지기압은(Fig. 3(f)) 2009년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감소 추세인 일평균 

PM10과 음의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하여 이러한 

기상요소들의 장기변동 추세가 일평균 PM10 장기변

동 성분의 감소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음을 판단할 수 

있으며 향후 이들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는 추가

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3. 기상의 영향이 제거된 일평균 PM10의 장기변동 

추세

기상의 영향이 제거된 일평균 PM10의 장기변동 성

분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앞에서 제시한 기상요소

들의 성분 분해된 자료와 일평균 PM10의 성분 분해된 

자료를 이용하여 기준변동 성분과 단기변동 성분 간

의 회귀식을 구하였다. Table 3은 기준변동 성분과 단

기변동 성분의 일평균 PM10과 기상요소들 간의 회귀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기상요소의 경우 stepwise법을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회귀 모델에 입력하도록 하였으

며 결과적으로 기준변동성분에서는 일평균 기온, 일
사량 합계, 일평균 현지기압, 일평균 풍속이 단기변동 

성분에서는 일평균 기온, 일평균 상대습도, 일평균 풍

속이 회귀식에서 사용되었다. 각 회귀식의 R 제곱 값

은 각각 0.257, 0.248로 다소 낮게 나타나 향후 설명력

이 높은 기상요소들 추가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Table 4는 각 성분별 산정된 회귀식의 상세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기준변동 성분의 경우 일평균 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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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erorological variables R2 Adjusted R2

Baseline TMP, SR, PRE, WS 0.257 0.256

Short term TMP, RH, WS 0.248 0.248

SR : total insolation, TMP : daily mean temperature, RH : daily mean relative humidity, WS : daily mean wind speed, PRE : 
daily mean local atmospheric pressure

Table 3. Models suggested through the step-wise regression process and R-Sq for each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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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long term trend between daily mean PM10 and meteorological elements,  daily mean PM10 
concentration by KZ filter. (a) dew point temperature, (b) total insolation, (c) daily mean temperature, (d) daily 
mean relative humidity, (e) daily mean wind speed and (f) daily mean local atmospheric pressure.



 도우곤 정우식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B Standard error Beta

Baseline

Constant 575.508 50.771 11.335

TMP -1.019 0.032 -0.771 -32.276

SR 1.348 0.047 0.478 28.831

PRE -0.519 0.05 -0.276 -10.472

WS -1.799 0.293 -0.075 -6.132

Short term

Constant 0.043 0.207 0.206

TMP 3.934 0.096 0.501 41.02

RH -0.321 0.018 -0.223 -18.29

WS -2.562 0.187 -0.159 -13.722

*Significant at 0.01 level
SR : total insolation, TMP : daily mean temperature, RH : daily mean relative humidity, WS : daily mean wind speed, PRE : daily 
mean local atmospheric pressure

Table 4. Coefficients of multi-regression models in each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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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adjusted and unadjusted trends of daily mean PM10. The solid line, unadjusted data that has been smoothed to 
show long-term trends through time; the dotted line, estimated daily mean PM10 with the influence of the daily 
mean temperature, the total insolation, the daily mean local atmospheric pressure and the daily mean wind speed in 
baseline components and the daily mean temperature, the daily mean relative humidity and the daily mean wind 
speed in short term component removed.

일사량 합계, 일평균 현지기압, 일평균 풍속이 설명변

수로 사용되었고 일사량 합계만 정(+)의 영향을 미치

고 나머지 항목들은 모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명변수들 중 일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고(β = -0.771) 있으며 다음으로 일사량 

합계가(β = 0.478) 비교적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기변동 성분에서는 일평균 기온과 일평

균 상대습도가, 일평균 풍속이 설명변수로 사용되었

으며 기준변동 성분과 달리 일평균 기온이 정(+)의 영

향을 미치고 나머지 항목들은 모두 음(-)의 영향을 미

치고 있으며 설명변수들 중 일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β = 0.501). 
Fig. 4는 기준변동 성분과 단기변동 성분에서 산정

된 기상요소와의 회귀식을 적용하여 각 성분에서 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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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의 영향이 제거된 일평균 PM10의 장기변동 성분

을 나타낸다. 2004년 중반까지는 기상요소의 영향이 

제거된 PM10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후 2006
년 말까지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4년까지는 

두 경우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비슷한 농도 변화

를 하고 2014년부터 다시 기상요소의 영향이 제거된 

장기변동 성분이 높아지고 있다. 기상요소의 영향이 

제거된 장기변동 성분이 높다는 것은 고려된 기상요

소에 의해서 실제 PM10의 장기변동 성분이 낮아진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2004년 중반까지와 2014년 이후

는 기상요소의 영향으로 일평균 PM10이 다소 낮아졌

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분석기간에 걸쳐 전

반적으로 기상요소의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고려된 기상요소들이 PM10과 큰 

상관성을 보이지 않아서 산정한 회귀식의 설명력이 

비교적 낮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향후에 PM10 농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혼합고, 대기안정도 

등 추가적인 산정과정을 거치는 기상요소들을 추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기상요

소의 영향이 제거된 일평균 PM10의 장기변동 성분은 

기상의 영향이 제거되지 않은 PM10의 장기변동 성분

과 유사하게 2012년까지 낮아지고 있으며 2013년 일

시적으로 증가한 후 다시 낮아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

다. 또한 고려된 기상요소들은 일평균 PM10의 장기변

동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4. 결 론

부산지역 일평균 PM10의 장기추세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에서 운영 중인 도시대기측정

소의 2001년에서 2016년 9월까지 시간별 PM10 자료

를 바탕으로 일평균 PM10을 산정하고 KZ필터를 적용

하여 원시 시계열 자료를 성분 분해하였다. 일평균 

PM10의 장기 추세는 2002년 중반 59.6 ug/m3에서 

2015년 초반 44.6 ug/m3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05년부터 2012년까지는 감소하다가 2013
년 소폭증가한 후 2014년부터 최근까지 감소하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계절변동 성분은 계절의 변화에 따

라 봄과 겨울에 농도가 증가하고 여름철에 감소는 패

턴이 반복되고 있으며 단기변동 매일 매일의 날씨변

화나 전구물질 배출량의 단기변화에 의하여 변화의 

주기가 짧고 급격하게 변화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
산지방기상청에서 관측하고 있는 기상요소들 중 이슬

점온도, 일사량 합계, 일평균 기온, 일평균 상대습도, 
일평균 풍속, 일평균 현지기압의 원시 시계열 자료를 

성분 분해한 후 일평균 PM10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평균 PM10의 장기변동 성분은 일평균 기온의 

장기변동 성분과 0.616으로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

으며 계절변동 성분의 경우 일사량 합계와, 단기변동 

성분은 일평균 기온과 약한 상관성을 보여 주고 있다. 
기상요소들의 성분 분해된 자료와 일평균 PM10의 성

분 분해된 자료를 이용하여 기준변동 성분과 단기변

동 성분 간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평균 기온, 일
사량 합계, 일평균 현지기압, 일평균 풍속, 일평균 상

대습도가 설명변수로 사용되는 회귀식을 도출할 수 

있었다. 기준변동 성분과 단기변동 성분에서 산정된 

기상요소와의 회귀식을 적용하여 기상요소의 영향이 

제거된 일평균 PM10의 장기변동 성분을 계산한 결과 

기상의 영향이 제거되지 않은 PM10의 장기변동 성분

과 유사하게 2012년까지 낮아지고 있으며 2013년 일

시적으로 증가한 후 다시 낮아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

고 고려된 기상요소들은 일평균 PM10의 장기변동에

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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