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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 전반에 걸쳐 대기오염은 전 세계적으로 큰 영

향을 끼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전 세계 

도시인구의 80% 이상이 기준치를 넘는 대기오염에 노

출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 중 미세먼지(PM10, 

PM2.5)는 매년 3백만 명 이상의 조기사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1). 특히 OECD는 한국은 초미

세먼지로 인해 연간 18,200명 사망 등 한국의 대기오염

이 심각한 수준이라 경고하고 있으며, 대책을 마련하

지 않는다면 2060년 OECD 회원국 중 조기사망률 및 

경제적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 발표하였다2). 또한, 중

국에서 발생한 대기오염으로 인해 한국의 2012년 기준 

매년 11,523명이 조기사망하고 있다3). 이처럼 대기오염 

문제는 단순한 작은 피해수준이 아니라 국내․외에서 

재해수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근래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

다. 미세먼지의 개선을 위해서는 측정이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초미세먼지(PM2.5)가 폐부 깊숙이 

침투하여 심각한 호흡 및 심장 관련 질환을 유발한다

고 설명하면서 IoT기반 초미세먼지 측정장치4)나 저가

형 광학부품으로 농도측정을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5). 

또한, 중국의 황사가 우리나라 대기질에 큰 영향을 미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ol. 32, No. 5, pp. 157-167, October 2017
Copyright@2017 by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pISSN 1738-3803, eISSN 2383-9953) All right reserved. https://doi.org/10.14346/JKOSOS.2017.32.5.157

국내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 리스크 분석

오장욱†⋅임태진

숭실대학교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2017. 8. 25. 접수 / 2017. 10. 22. 수정 / 2017. 10. 25. 채택)

Regional Analysis of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Risk 

in South Korea

Jang Wook Oh†⋅Tea Jin Lim

Department of Industrial and Information Systems Engineering, Soongsil University

(Received August 25, 2017 / Revised October 22, 2017 / Accepted October 25, 2017)

Abstract : Millions of People die every year from diseases caused by exposure to outdoor air pollution. Especially, one of the most severe 
types of air pollution is fine particulate matter (PM10, PM2.5). South Korea also has been suffered from severe PM. This paper analyzes 
regional risks induced by PM10 and PM2.5 that have affected domestic area of Korea during 2014~2016.3Q. We investigated daily maxima of 
PM10 and PM2.5 data observed on 284 stations in South Korea, and found extremely high outlier. We employed extreme value distributions 
to fit the PM10 and PM2.5 data, but a single distribution did not fit the data well. For theses reasons, we implemented extreme mixture models 
such as the generalized Pareto distribution(GPD) with the normal, the gamma, the Weibull and the log-normal, respectively. Next, we divided 
the whole area into 16 regions and analyzed characteristics of PM risks by developing the FN-curves. Finally, we estimated 1-month, 1-quater, 
half year, 1-year and 3-years period return levels, respectively. The severity rankings of PM10 and PM2.5 concentration turned out to be 
different from region to region. The capital area revealed the worst PM risk in all seasons. The reason for high PM risk even in the yellow dust 
free season (Jun. ~ Sep.) can be inferred from the concentration of factories in this area. Gwangju showed the highest return level of PM2.5, 
even if the return level of PM10 was relatively low. This phenomenon implies that we should investigate chemical mechanisms for making 
PM2.5 in the vicinity of Gwangju area. On the other hand, Gyeongbuk and Ulsan exposed relatively high PM10 risk and low PM2.5 risk. This 
indicates that the management policy of PM risk in the west side should be different from that in the east sid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may 
provide insights for managing regional risks induced by PM10 and PM2.5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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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으며6), 최근에는 중국의 초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나라와 일본의 조기 사망자가 3

만 여명에 달한다는 연구도 발표되었다2). 또한, 환경

부는 중국뿐만 아니라 국내의 공장, 자동차 등 배기가

스, 도로, 건설현장, 산불 등의 영향도 크며, 2012년 

기준으로 PM10은 119,980톤, PM2.5는 76,287톤가량이 

배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5). 또한, 최근 서울시는 2015

년 8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수도권의 PM10과 PM2.5

의 국내 배출 영향이 각각 45%가량이었으며, 외부지

역(중국, 북한, 그 외) 배출 영향이 55%를 차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국내 및 국외의 대기오염 영향으로 

건강과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국립환경과

학원7)에 따르면 전체연령을 기준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사망발생위험은 0.44%, 초미세

먼지의 경우 0.64%를 높였다. 또한, 65세 이상은 미세먼

지 0.64%, 초미세먼지 1.97%의 사망위험을 높였다.

이러한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리스크를 측정하고 대

책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극단치이론(Extreme 

Value Theory, EVT)을 적용한 미세먼지 리스크 분석 

및 모델링이 연구되고 있다. Gavin 등8)은 전 세계의 미

세먼지 분석을 수행하기에는 자료를 모니터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며, 위성, 지역 모니터링, 기

타 등에서 미세먼지 데이터를 구하고 이를 통합하여 

분석하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통합된 데이터로 미세먼

지 현황을 보여주었는데, 동아시아 지역이 특히 농도

가 높고 극단치를 보여주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Amin 

등9)은 미세먼지 농도에 경향이 보이는 말레이시안 지

역에 베이지안 기반의 비정상성(Non-stationary) 극단분

포를 이용하여 모델링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Gabriele 

등10)은 로마지역의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수준의 평

가를 위해 극단분포를 사용하였다. 또한, 이산화탄소, 

오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의 상관관계로 대기오염 

수준이 높아짐을 분석하였다. Sun 등11)은 켈리포니아 

북부의 초미세먼지 분석을 위해 극단치분포와 Hidden 

Markov model을 함께 사용하여 일반적인 가우시안 모

델을 사용하는 것보다 극단분포의 사용이 향상된 결과

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내에서도 EVT를 사용하여 미세먼지 영향을 분석

한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Park12)은 일반화극단치분포

(Generalized Extreme Value, GEV)를 사용하여 서울시 

미세먼지 자료의 시간 및 공간 구조를 분석하였고, 12

개월 단위의 재현수준(Return Level)을 구하였다. 하지

만 국내에서 아직까지 미세먼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리

스크를 측정하고 모델링하는 국내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PM2.5 및 PM10의 평균

에만 초점이 맞춰져있어 고농도 발생에 따른 리스크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VT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지역 별로 미세먼지 리스크

를 분석하고, 지역별 대책 마련에 근거가 되고자 한다. 

2장에서는 리스크 분석를 위한 EVT에 대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우리나라 지역별 미세먼지 분석을 진행한

다. 4장에서는 미세먼지 리스크 분석 대한 결과를 보

이고 마지막 5장에서는 결론 및 추후연구 방향을 제시

한다.

2. 극단치 이론(Extreme Value Theory)

극단치 이론(EVT)은 어떤 사건이 희박하게 발생하

지만 영향이 매우 크거나 아주 작은 사건의 리스크를 

분석, 주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유용한 이론이다. 

통계적으로 리스크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확률

분포에서 꼬리 영역에 관심을 두어야하고, 이는 극단

치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극단치를 다루는 이론의 기초는 다음과 같다.

2.1 최대치(Maxima) 확률이론

확률표본   ∼
 가 존재하고, 개의 확률표

본의 최대치를 이라하면,  max으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의 분포함수는 Pr ≤ 
 이다. 

를 추정함에 있어서 작은 오차라도  에 대해서

는 큰 오차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의 극한분포를 

근사화하여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무한대로 접근함에 따라 중심극한정리와 유사

하게 
 

 
을 갖게 되고, 만일 연속된 상수

(sequence of constant)    이 존재하면 아래의 식

이 성립한다.

Pr
 

≤    →  (2.1)

는 비퇴화분포(non-degenerate distribution)이며, 

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

① Type I (Gumble): 

  expexp ∞∞
② Type II (Frechet): 

   ≤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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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Type III(Weibull): 

  exp
   

  ≥ 
  

2.2 일반화 극단치(GEV)분포

위의 세 분포를 통합하면 다음과 같은 일반화 극단

치(Generalized Extreme Value, GEV)분포를 얻는다.

  exp 


 (2.2)

여기서, 
      이면

  exp

exp

  (2.3)

① 위치모수(scale): 

② 척도모수(location): 

③ 형상모수(shape): 

   ⇒ heavy-tailed (Frechet)

  ∞ for  ≥ 
(강우량, 증기유량, 경제적 영향 등)

   ⇒ light-tailed (Gumble)

(정규분포, 지수분포, 감마분포 등)

   ⇒ short-tailed (negative Weibull)

(기온, 풍속, 해수위 등)

2.3 일반화 파레토분포(GPD)
종종 특정 임계치(Threshold value, )를 넘는 사건만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조건부확률을 이용하여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Pr  ∣  



  

(2.4)

식 (2.4)에서 나타난 는 Balkema-de Hann Pickands

의 정리에 따라 다음의 일반화 파레토분포(Generalized 

Pareto Distribution, GPD)로 수렴한다.

  











 




 ≠

exp


   

(2.5)

2.4 모수 추정 방법

본 논문에서는 모수추정 방법으로 우도-기반 기법

(likelihood-based techniques)을 활용하였다. 우도기반기

법은 모수추정 방법중 가장 널리 사용되고 복잡한 데

이터에 잘 적용이 된다. 또한, Bayes 정리를 통한 사전

정보(prior information) 활용하는 특성이 있다.

2.5 극단치 혼합모형

극단치 혼합모형(Extreme Value Mixture Model)은 

Behrens 등13)이 제안하였으며, 임계치를 초과하는 비정

상적인 크기의 확률변수의 분포를 극단치 이론으로 모형

화하여 임계치의 불확실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확률변수 

가 임계치()보다 작은 경우, ≤ 의 분포함수가 

 ,   ,   을 따른다고 가정하고, 임

계치()보다 큰 경우, ≤ 의 분포함수는 GPD인 

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확률변수 X의 분포함

수는 아래와 같은 혼합분포로 나타낼 수 있다. 

    ≤ 
   

(2.5)

본 연구에서 는 정규분포 (Normal), Hybrid 

Pareto, 감마분포 (Gamma), 대수정규분포(Lognormal), 

웨이블분포 (Weibull) 등 5가지 분포를 사용하여 비교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R의 evd, evmix 패키지 등을 활

용하였다14-16).

2.6 임계치(Threshold) 추정 방법

Behrens 등은 혼합분포에 있어서 임계치의 불확실성

에 대해 연구하였다. Behrens 등은 임계치 선정에서 분

포의 중심과 오른쪽 꼬리부분을 구분하여 임계치를 선

정하는 모형을 만들었으며, 임계치 추정에 있어서 기

존에 사용하던 도식적 방식이나 임의의 결정방식이 아

닌 베이지안 추정을 이용하여 기존의 방식보다 불확실

성을 줄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Behrens 등이 제안한 극단치 혼합모

형을 사용하여, 단일 극단치 분포로 설명하기 어려운 

미세먼지에 대해 보다 정확한 리스크 분석을 하고자 

한다.

3. 미세먼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3.1 데이터 수집

지역별 (초)미세먼지 분석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서 제공하는 미세먼지 확정자료를 이용하였다. 미세먼

지(PM10)는 2014년~2016년 3분기까지 각 도시 262개, 

교외대기 19개, 국가배경 3개 등 총 284개의 관측소로

부터 시간 단위로 측정되었다. (단, 초미세먼지(PM2.5)

는 2015년 1월부터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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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세먼지와 풍향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로부터 기상자료를 수집하

여 활용하였다.

3.2 지역 별 미세먼지(PM10, PM2.5) 분석

지역별 (초)미세먼지 분석을 위해 우리나라의 시․

도 기준으로 16개의 지역구로 나누었고, Fig. 1처럼 각 

지역 미세먼지 농도의 확률밀도함수를 추정하였다. 각 

지역마다 PM10과 PM2.5의 밀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정확한 미세먼지 수준을 계산하

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분석이 요구된다. 표와 그래프

에서 표기의 편의상 각 지역의 약자를 사용하여 표시

하였다. 각 지역별 표기는 서울(SU), 경기(GG), 인천

(IC), 강원(GW), 광주(GJ), 대전(DJ), 전남(JN), 전북

(JB), 충남(CN), 충북(CB), 경남(GN), 경북(GB), 대구

(DG), 부산(BS), 울산(US), 제주(JJ)와 같다.

국내의 모든 지역에서 PM10(점선)과 PM2.5(실선) 

농도는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고, 오른쪽으로 치우쳐있

으며 긴 꼬리를 나타내고 있다. PM2.5의 경우 그 정도

가 더 심하다. 그러므로 자료의 평균을 분석하기보다

는 최대치 및 극단치를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PM10은 1,004개의 일일 

최대치(Daily Maxima), PM2.5는 639개의 일일 최대치

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단, PM2.5는 3개 지

Fig. 1. Probability density plot of PM10(dotted), PM2.5(solid) 
concentration in each region.

역이 측정시작 시기가 다르다. 충북 546개, 충남 485개, 

전북 539개를 사용)

Fig. 2. Time series plot of PM10, PM2.5 concentration change in each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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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각 지역별 

일일 미세먼지 최대치의 월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이

로부터 미세먼지 농도의 계절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 

PM10의 경우 11월~4월에 매우 높은 미세먼지 수치를 

기록한다. PM2.5는 9월~5월까지로 더 긴 기간 동안 미

세먼지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해당 기

간은 중국의 황사기간과 맞물림으로 중국의 영향이 크

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6월~8월의 경

우 비교적 낮은 수치이다. 그러나 낮은 수치라 하더라

도 WHO기준인 PM10은 50, PM2.5는 25

을 충족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황사 기간 

외에도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다는 것은 국내에서도 

WHO기준 이상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화학적 메커

니즘이 존재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도 미세먼지 농도의 차이를 확

인할 수 있다. PM10과 PM2.5 모두 가장 심각한 지역

은 경기지역이다. 전체 조사기간 동안 대부분이 기준

치를 초과하였고, 인천 지역도 마찬가지로 눈에 띄게 

좋지 않는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다른 지역보

다 크게 나타난다. 충북도 취약한 지역으로 나타난다. 

PM10만 보면, 광주와 대전 지역은 타 지역보다는 상대

적으로 미세먼지의 농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러나 반대로, 2015년도 초반의 PM2.5 농도를 보면, 광

주와 대전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나타난다.

Table 1은 2014년부터 2016년 3분기까지, WHO기준

으로 각 지역별 월간 일일 미세먼지 초과빈도의 월별 

평균을 나타내었다. PM10, PM2.5 모두 초과 빈도가 높

은 지역은 마찬가지로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으로 나

타났고, 경북, 경남, 부산, 울산 등 영남지방도 상당히 

높은 빈도이다. 반대로 대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

은 초과빈도를 보인다. Fig. 2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광

주 지역은 PM10 초과빈도가 낮게 나타나나 PM2.5는 

높은 편이다. PM2.5 초과빈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

전이고, 제주 순이다. 충남에 화력발전소가 모여 있어

서 미세먼지가 높을 수 있지만 PM10, PM2.5의 초과빈

도는 중간 수준이다. PM10의 농도와 빈도는 낮으나 

PM2.5는 높게 나타나는 광주 지역의 미세먼지 원인을 

유추하고자, 중국의 황사가 없는 6~9월의 미세먼지와 

풍향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Fig. 3은 6~9월 간 광주 지역과 전북, 전남의 미세먼지 

초과 빈도 및 풍향의 그림이다. 세 지역 모두 PM10과 

PM2.5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다. 전북은 서풍의 영향을 

크게 받고, 광주는 남서쪽, 전남은 남동․동서․서남풍

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세 지역이 영향을 크게 받는 위치

를 살펴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전북의 서쪽에는 

새만금 간척지, 광주의 남서쪽에는 영산강 및 해남 간척

지, 전남의 경우 고흥 및 강진 간척지 등이 분포하고 있어

서 PM2.5의 발생이 간척지 등으로부터 기인할 수 있다.

이처럼 풍향에 따라서도 각 지역의 미세먼지 상태가 영

향을 받는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Month 1 2 3 4 5 6 7 8 9 10 11 12 Mean

PM 10 25 10 25 10 25 10 25 10 25 10 25 10 25 10 25 10 25 10 25 10 25 10 25 10 25

SU 31 31 27 28 31 31 28 30 31 31 29 30 26 28 26 28 25 26 28 14 26 13 31 15 26 23 

IC 31 31 28 28 31 31 30 30 31 31 30 30 28 28 29 28 29 29 30 15 28 14 30 15 27 24 

GG 31 31 28 28 31 31 30 30 31 31 30 30 29 28 29 30 29 27 31 15 29 14 31 16 28 24 

GW 31 31 27 29 31 31 30 29 31 30 28 29 27 25 24 27 22 22 29 13 27 12 31 16 26 22

GJ 28 30 24 28 31 31 26 30 30 31 26 30 16 26 20 28 19 27 27 16 28 14 26 16 23 23

DJ 31 29 27 28 31 29 28 28 31 30 26 28 18 17 19 21 21 19 24 13 27 11 29 15 24 20 

JN 31 30 26 29 31 30 29 30 31 31 30 30 30 30 31 29 25 27 28 16 28 15 28 15 27 24 

JB 31 31 28 31 31 29 27 26 31 31 29 30 24 26 25 29 26 29 30 16 29 14 31 16 26 24 

CN 30 30 27 30 31 26 28 29 31 30 29 29 24 23 26 27 27 24 31 13 29 12 30 16 26 22 

CB 31 30 28 30 31 29 28 30 31 30 28 29 24 22 23 25 23 24 29 11 28 12 30 16 26 22 

GN 31 31 27 28 31 31 29 30 31 31 30 30 30 30 26 29 28 29 31 16 29 14 31 16 27 24 

GB 31 25 28 24 31 29 30 25 31 29 30 29 30 24 28 28 30 26 31 14 29 13 30 16 28 22 

DG 30 30 27 28 31 30 28 28 31 30 29 30 24 27 21 27 25 25 28 16 27 13 30 16 25 23 

BS 31 31 26 29 31 31 29 30 31 31 30 30 29 30 29 29 27 29 31 16 29 15 31 16 27 24 

US 31 31 26 28 31 29 29 29 31 31 28 30 30 27 27 22 25 23 31 15 28 11 31 15 27 22 

JJ 29 27 23 25 30 29 29 28 31 31 26 27 25 24 27 28 24 21 28 15 25 13 27 14 25 21 

Table 1. The exceeded frequency of PM10 and PM2.5 concentration monthly in each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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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exceeded frequency of PM10, PM2.5 concentration 
and wind direction in Jeonbuk(top), Gwangju(center), Jeonnam 

(bottom) city.

4. 지역별 미세먼지 리스크 분석

4.1 미세먼지 농도 분포 추정

지역 별 미세먼지 리스크 분석을 위해 다양한 혼합분

포를 적용하였다. GPD와 함께 혼합분포에 사용되는 분포

는 정규분포 (Normal), Hybrid Pareto, 감마분포 (Gamma), 

대수정규분포(Lognormal), 웨이블분포 (Weibull) 등 5가

지이며, 추가로 GEV 단일분포를 적용하였다. 또한, 각 

분포마다 중심부분과 꼬리부분의 추정된 임계치로 구

분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각 모수들을 최대우도

(Maximum likelihood)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Fig. 4의 위쪽은 경기 지역의 PM10에 대한 GEV 극

단분포의 진단 그림이다. 진단그림의 우측 상단과 우

측 하단의 QQ-plot과 Return level plot을 보면 미세먼지 

농도가 600을 넘는 관측치는 GEV분포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Fig. 4의 아래쪽은 GEV분포와 

3가지 혼합분포를 비교해놓은 FN-curve이다. 육안으로 

보아도 진단그림의 Return level plot에서 GEV는 600

이 넘는 수준에서는 매우 부정확한 반면, 다른 

세 가지 혼합분포 모형들은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

Fig. 4. Diagnostic Plot of GEV distribution(top) and FN-Curve 
for fitting PM10 in Gyeonggi using mixture distribution(bottom).

Fig. 5. The measure of fitting residuals in Gyeonggi.

다. Fig. 5는 경기 지역에 각 극한분포를 적용하고 관측

치와의 잔차를 계산한 결과를 예시한다. 

경기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수준을 가장 잘 설명하

는 우수한 모형은 Lognormal과 GPD의 분포부분 기반

의 혼합모형(LognormGPD.bulk, 잔차값:2.2347)이다. 이

러한 과정들을 전 지역에 적용하여 적합한 분포를 구

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따라서 Table 2를 통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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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valuation of extreme distribution model fitting for 
PM10, PM2.5 in each regions

Area
Model

Area
Model

PM10 PM2.5 PM10 PM2.5

SU Lognorm
GPD.bulk GEV CN Lognorm

GPD.bulk GEV

IC Lognorm
GPD.bulk

Lognorm
GPD.bulk

CB Lognorm
GPD.bulk

Weibull
GPD.bulk

GG Lognorm
GPD.bulk

Lognorm
GPD.bulk

GN Lognorm
GPD.bulk

Lognorm
GPD.bulk

GW
Lognorm
GPD.bulk

gamma
GPD.bulk GB

Lognorm
GPD.bulk

Lognorm
GPD.bulk

GJ
Lognorm
GPD.para GEV DG

Lognorm
GPD.bulk

Lognorm
GPD.bulk

DJ Lognorm
GPD.bulk GEV BS Lognorm

GPD.Para
Lognorm
GPD.bulk

JN Lognorm
GPD.bulk GEV US Lognorm

GPD.bulk
gamma

GPD.para

JB
Lognorm
GPD.bulk GEV JJ GEV

Lognorm
GPD.bulk

지역의 PM10 및 PM2.5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분

포를 확인가능하고, 이 분포를 활용하여 더 정확한 

PM10과 PM2.5의 재현수준을 도출할 수 있다.

PM10의 경우 제주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대수정규분포(Lognormal)와 GPD의 혼합모형이 우수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PM2.5의 경우도 Lognormal과 GPD

의 혼합분포가 가장 적합한 지역이 많았고, 혼합모형

이 아닌 GEV단일 모형도 여러 지역에서 가장 적합하

였다. 강원과 울산은 Gamma와 GPD의 혼합분포가 적

합하였고, 충북은 Weibull과 GPD의 혼합분포가 가장 

잘 추정하였다.

이에 대한 모수들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PM10에 

대해 모든 지역은   로 나타나 미세먼지의 분포가 

‘Heavy tailed’의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PM2.5는 가 0에 가깝거나, 강원, 경북, 대구 지역은 

   모수가 보인다. 이는 대부분 굵은 꼬리(heavy 

tailed) 형태였던 PM10과는 달리, 지역마다 다르게 얇

은 꼬리(light-tailed)나 짧은 꼬리(short tailed) 형태를 나

타내고 있다.

4.2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 재현수준(Return Level)
미세먼지에 대한 리스크를 표현하기 위해 초과 미세

먼지 수준의 발생확률을 FN-curve로 나타내었다. Fig. 6

과 Fig. 7은 각 지역의 PM10 및 PM2.5의 농도 수준과 

발생확률에 대한 FN-curve(95%신뢰구간)이다.

서울 지역 PM10의 경우, 후반 2개의 농도 수준이 다

른 관측치보다 과도하게 높게 나타나 그 원인에 대한 

PM
10 SU IC GG GW GJ DJ JN JB CN CB GN GB DG BS US JJ

Log.
mean

4.46
(0.01)

4.64
(0.01)

4.87
(0.01)

4.540
(0.02)

4.32
(0.023)

4.41
(0.02)

4.53
(0.01)

4.62
(0.02)

4.56
(0.01)

4.60
(0.02)

4.643
(0.02)

4.67
(0.01)

4.49
(0.01)

4.59
(0.14)

4.59
(0.01) -

Log.
sd

0.41
(0.01)

0.41
(0.01)

0.43
(0.01)

0.447
(0.01)

0.47
(0.017)

0.50
(0.01)

0.39
(0.01)

0.47
(0.01)

0.44
(0.01)

0.45
(0.01)

0.40
(0.02)

0.40
(0.01)

0.45
(0.01)

0.38
(0.01)

0.41
(0.01)

Threshold 140.00
(0.00)

184.0
(0.00)

226.0
(0.00)

129.999
(0.00)

140.00
(0.00)

178.0
(0.00)

154.00
(0.01)

126.0
(0.00)

165.0
(0.00)

183.0
(0.00)

172.0
(0.00)

167.0
(0.00)

165.0
0.00)

159.0
(0.00)

163.0
(0.00)

loc 
66.74
(0.90)

Scale
40.73
(5.63)

30.56
(8.77)

38.92
(7.15)

33.588
(3.86)

43.15
(8.31)

21.54
(6.54)

37.64
(14.76)

38.31
(3.79)

34.49
(5.83)

37.64
(6.43)

50.37
(8.02)

41.44
(7.98)

30.99
(7.42)

64.42
(16.91)

28.69
(7.45)

25.22
(0.72)

Shape 0.37
(0.11)

0.81
(0.23)

0.64
(0.17)

0.312
(0.09)

0.35
(0.15)

0.55
(0.27)

0.26
(0.21)

0.21
(0.07)

0.49
(0.15)

0.24
(0.12)

0.05
(0.11)

0.34
(0.13)

0.390
(0.19)

-0.17
(0.20)

0.24
(0.18)

0.23
0.03)

PM
2.5 SU IC GG GW GJ DJ JN JB CN CB GN GB DG BS US JJ

Log.
mean -

4.11
(0.02)

4.11
(0.02)

g.shape
4.446
(0.27)

- - - - -
w.shape

2.15
(0.08)

4.00
(0.02)

3.73
(0.02)

3.90
(0.02)

4.04
(0.02

g.shape
4.69

(0.39)

3.77
(0.02)

Log.
sd

0.49
(0.02)

0.501
(0.02)

g.scale
12.51
(0.82)

w.scale
62.6

(1.31)

0.39
(0.01)

0.47
(0.02)

0.44
(0.02)

0.41
(0.01)

g.scale
11.39
(1.23)

0.48
(0.02)

Threshold
loc

44.28
(0.81)

116.0
(0.00)

112.0
(0.00)

92.0
(0.00)

loc
43.02
(0.86)

loc
33.85
(0.78)

loc
48.39
(0.83)

53.29
(1.19)

loc
37.24
(0.94)

112.0
(0.00)

92.0
(0.00)

74.0
(0.00)

85.0
(0.01)

94.0
(0.00)

84.0
(0.00)

83.0
(0.01)

Scale
18.17
(0.59)

18.06
(4.55)

25.92
(4.81)

26.58
(5.60)

19.21
(0.65)

17.47
(0.57)

18.71
(0.62)

24.61
(0.86)

18.46
(0.68)

36.970
(11.870)

11.56
(3.0)

23.97
(4.43)

27.17
(20.61)

16.65
(4.68)

12.40
(2.21)

24.76
(8.31)

Shape 0.03
(0.03)

0.21
(0.18)

-0.09
(0.10)

-0.38
(0.12)

0.10
(0.03)

0.001
(0.03)

0.050
(0.03)

-0.06
(0.03)

0.03
(0.03)

-0.685
(0.260)

0.15
(0.18)

-0.27
(0.11)

-0.38
(0.50)

-0.16
(0.21)

0.004
(0.11)

-0.04
(0.18)

Table 3. Estimated parameters for PM10 and PM2.5 concentration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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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PM10은 한 달 주기(RL1)로 

약 202의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분기(RL3)로는 

약 290, 반 년 주기(RL6)로 약 371, 1년 주

기(RL12)로는 약 482의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

으로 추정된다. PM2.5는 RL1 108, RL3 130

, RL6 145, RL12 160로 나타났다. 

인천은 PM10과 PM2.5 모두 매우 높은 지역 중 하나이

다. 후반부 3개의 농도 수준이 다른 관측치보다 과도하

게 높게 나타나 그 원인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

다. PM10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1,000이상의 큰 

미세먼지 수준이 발생하지만 이러한 심각한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아서 비교적 잘 모델링되었다. PM10 농

도의 재현수준은 RL1 224, RL3 335, RL6 

477, RL12 725 등으로 추정되며, PM2.5는 

RL1 136, RL3 164, RL6 185, RL12 

209로 추정된다. 경기 지역도 매우 높은 미세먼

지 수치를 보이며, 후반부 1개의 미세먼지 농도 원인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PM10 농도의 재현수준

은 RL1 289, RL3 416, RL6 557, 

RL12 775 등으로 추정된다. PM2.5는 RL1 142

, RL3 166, RL6 181, RL12 194

 등이다. 광주의 경우 PM10의 RL1과 RL3은 수

준이 낮은 지역이다. 하지만 RL6부터는 다른 지역보다 

높은 수준이다. PM10 농도의 재현수준은 RL1 186

, RL3 266, RL6 334, RL12 421

등으로 추정된다. 또한, PM2.5는 다른 지역보다 

농도가 높아 RL1 121, RL3 153, RL6 176

, RL12 199 등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

서 수도권 다음으로 열악한 수준이다. 전북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PM10, PM2.5가 모두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PM10 농도의 재현수준은 RL1 237, RL3 313

, RL6 370, RL12 437이며, PM2.5는 

RL1 128, RL3 150, RL6 162, RL12 

175로 매우 열약한 수준이다. 대전 지역은 PM10, 

Fig. 6. FN-curve for PM10 Return Level and Period in each region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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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5 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 중 한 곳으로 나타났다. 

PM10 농도의 재현수준은 RL1 193, RL3 238

, RL6 284, RL12 352 등이며, PM2.5

는 RL1 93, RL3 113, RL6 125, RL12 

137 등으로 추정된다. 부산 지역의 경우, PM10과 

PM2.5의 기준 초과빈도는 매우 높은 도시이나, 분석기

간 중 미세먼지 농도의 최대치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PM10 농도의 재현수준은 RL1 200, RL3 264

PM　 RL SU IC GG GW GJ DJ JN JB CN CB GN GB DG BS US JJ

PM
10

RL1 202 224 289 220 186 193 199 237 215 235 231 230 201 200 231 180

RL3 290 335 416 301 266 238 262 313 304 300 292 310 264 264 292 245

RL6 371 477 557 367 334 284 312 370 397 350 332 381 319 298 332 296

RL12 482 725 775 450 421 352 372 437 534 409 374 475 391 329 374 358

RL36 736 1548 1392 623 608 527 492 564 812 525 443 688 555 370 418 482

PM
2.5

RL1 108 136 142 115 121 93 117 128 103 117 104 98 111 112 98 104

RL3 130 164 166 131 153 113 143 150 127 139 121 115 127 126 112 132

RL6 145 185 181 138 176 125 159 162 142 153 132 123 134 134 121 148

RL12 160 209 194 144 199 137 176 175 157 166 145 130 139 141 130 143

RL36 183 256 214 150 241 157 204 193 182 185 168 138 145 150 144 187

Fig. 7. FN-curve for PM2.5 Return Level and Period in each region of South Korea.

Table 4. Return Period and Return Level for PM10 and PM2.5 in each reg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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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L6 298, RL12 329 등이다. 1년 주

기의 경우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보다 절반 수준

이다. PM2.5는 RL1 112, RL3 126, RL6 134

, RL12 141로 나타났다.

Table 4는 지역 별 재현수준 및 재현기간 결과를 정

리하고 삼년 주기(RL36)까지 포함하였다. 부산과 울산

의 경우 한 달 주기의 미세먼지 수준은 높은 편이나 일 

년 주기의 수준은 낮은 편이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 초

과 빈도는 높은 도시였다. 따라서 부산과 울산의 경우,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극심한 미세먼지가 발생

하지는 않지만 기준치 이상의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판단할 수 있다. 수도권(경기, 인천)

의 경우를 보면, 서울과 지리적으로 비슷한 위치에 있

으나 미세먼지 차이는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중국의 황사 영향으로 인한 미세먼지가 

아닌 다른 지역적인 요인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4.3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 수준 특성

4.3에서는 미세먼지 분석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정

리하고자 한다. 먼저, 경기와 인천의 경우 우리나라에

서 가장 미세먼지 리스크가 큰 지역이다. 황사가 일어

나지 않는 시기에도 미세먼지의 수준이 높다. 

Table 5는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500 이상이 발생한 날을 선별하고, 백

령도의 관측소와 비교를 하였다. 

백령도는 우리나라 최서단에 위치하고 있어서 중국

의 황사 등 대기영향을 조사하는 기준점이 된다. 

2015~2016년 2~4월의 경우, 서울 및 수도권의 미세먼

지 수치와 백령도의 수치가 유사하다. 엄청난 농도의 

미세먼지 발생은 중국의 영향이 크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2016년 때, 5월 6~7일과 6월 3일의 미세먼지 

최대치를 보면 백령도와는 무관하게 굉장히 큰 수치이

다. 단순히 중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의 영향도 무

시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가장 큰 차이는 공장단지이다. 따라서 실내 및 공장,

Table 5. PM10 concentration over 500 in capital area

Date SU IC GG Baengnyeong-do

2015.2.22 1086 1196 1115 1196

2015.3.22 - 852 - 852

2016.4.23 - 963 732 963

2016.5.06 - 543 618 265

2016.5.07 - - 549 121

2016.6.03 - 750 - 46

 발전소 등에 대기오염 측정 장치를 마련하고, 극단치

를 보이는 날에 정확한 대기오염 정도 및 영향을 측정

하여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은 일 년 주기 이상을 볼 때, 중국의 영향으로 

큰 리스크가 발생하지만, 한 달이나 분기 주기로는 비

교적 리스크가 낮은 편이다.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공장 오염의 영향에서 다소 벗어나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의 경우 PM10과 PM2.5의 리스크가 크게 차이나는 

지역이다. PM10의 한 달 주기만 보면 가장 리스크가 

낮은 지역 중 하나지만 주기가 길어질수록 리스크가 

커지며 PM2.5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높다. 

간척지로 인한 비산먼지 등 PM2.5에 대한 원인을 우선

적으로 찾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경

북과 울산 지역은 그 반대이다. PM10의 리스크는 크지

만 PM2.5의 리스크는 매우 낮다. PM10에 집중하여 미

세먼지 수준을 낮추는 노력과 더불어 PM2.5 농도 저감

을 위한 실마리를 찾는 연구가 요망된다. 전북의 경우

는 PM10과 PM2.5가 동시에 매우 높은 지역이고 통합

적인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 충북 지역도 PM10, PM2.5 

모두 상당히 높은 편이여서 다른 지역보다 많은 관심

이 필요하다. 충남의 PM10은 한 달 주기는 리스크가 

낮은 편이나 그 이상의 주기는 수도권 다음으로 심각

하다. 특정 시기에 따라 가동률이 다른 화력 발전소 등

으로 미세먼지가 발생된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정확

한 측정이 필요하다. 대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장 

리스크 수준이 낮은 지역이라 볼 수 있다. 외에 기타 

지역은 대부분 미세먼지 수준이 높아서 지속적인 관심

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추후연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각 시도별 미세먼지 농도

의 분석과 리스크 수준을 측정하였고, 이에 대해 지역

별 미세먼지 특성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수준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한 달 주기로는 WHO기

준의 4배~5배, 일 년 주기로는 10~20배 수준의 미세먼

지에 노출되고 있어 국민건강에 심각한 리스크를 가지

고 있다.

이번 연구의 첫 번째 시사점은 미세먼지의 평균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극단치이론을 통해 지역별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초점을 맞추고 분석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고농도가 빈번히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고, 본 연구를 통해 고농도

에 대한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었다. 각 지역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를 통해 전체적인 미세먼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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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 별로 미세먼지의 특성과 수준이 다르다

는 것이다. 수도권은 황사나 공장 단지로 인해 미세먼

지가 가장 높은 지역이고 최우선적으로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나라 동부와 서부의 

PM10과 PM2.5의 차이이다. 우리나라의 동부지역(경북, 

울산 등)은 PM10에 대해 매우 높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지만, PM2.5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에 광

주 등의 서부지역은 PM10은 낮은 미세먼지 리스크를 

지니고 있지만 더 치명적인 PM2.5에 대해서는 높은 수

준이었다. 그리고 전북 또한 PM2.5가 심각한 수준이다.

PM2.5는 일반적으로 대기에서 2차적인 화학적 결합

으로 다량 생산되는데, 공장단지가 더 많은 동부지역

의 PM2.5수준이 더 낮다는 것은 공장 의외에 다른 요

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

는 화학적인 매커니즘을 발견한다면 미세먼지 개선에 

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근본적인 미세먼지의 

원인을 찾고 규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배출위험원에 대

해 측정이 우선되고 개방하여야 할 것이다. 공장단지, 

발전소, 차량배출 등의 측정은 물론이고 간척지, 축산

집중지역, 어업지역 등에서도 정확한 측정과 진단이 

요구된다. 또한, 단순히 지역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기오염 측정소 별로 추가연구를 진행한다면 더

욱 정밀한 미세먼지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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