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International
27(7); 577~586; July 2018

pISSN: 1225-4517 eISSN: 2287-3503
https://doi.org/10.5322/JESI.2018.27.7.577

ORIGINAL ARTICLE

부산지역 도로변과 주거지역의 PM10과 PM2.5 농도 특성
*

전병일

신라대학교 에너지화학공학부

Characteristics of Fine Particles at Roadside and Urban
Residential Locations in Busan
Byung-Il Jeo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Silla University, Busan 46958, Korea

Abstract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PM10 and PM2.5 concentration at roadside (Choryangdong) and residential
3
(Sujeongdong) locations in Busan. The PM10 concentration at roadside and residential locations were 50.5 and 42.9 /m ,
3
respectively, and PM2.5 at roadside and residential were 28.1 and 23.9 /m , respectively. The roadside/residential ratio of PM10
and PM2.5 concentration were 1.18, and the PM2.5/PM10 ratio at roadside and residential were 0.55 and 0.56, respectively. The
3
3
3
PM10 concentration in spring at roadside were 64.6 /m , and were the highest, followed by 48.0 /m and 45.2 /m in winter
and summer. Number of exceedances per year of the daily limit value for PM10 at roadside and residential were 66 and 39 days,
3
3
respectively. The PM10 and PM2.5 concentration, and PM2.5/PM10 ratio at roadside were 53.0 /m , 29.0 /m and 0.55 for day,
3
3
and 45.5 /m , 26.7 /m and 0.59 for night, respectivel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oadside and residential could provide insight into establishing a strategy to control urban air quality.
Key words : Roadside, Residential, PM10 and PM2.5 concentration

1. 서 론1)

소와 유기탄소, 브레이크나 타이어 미모에 의한 중금
속, 그리고 도로먼지 재비산에 의해서 발생한다. 자동

도시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은 도로 교통 통행, 주거
활동, 에너지 생산, 건축 활동, 소규모 산업에 의해서
발생한다. 도시에서 차도, 인도, 지하도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많은 시민들은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해 직
접적으로 노출되어 생활하고 있다. 자동차 배출물질
은 일차 미세먼지와 이차먼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일차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로부터 원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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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부터 NOx 배출은 반휘발성 화합물의 응축에 의
해 이차 무기 및 유기 에어로졸 생성에 기여한다
(Kumar et al., 2008).
부산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종과 용도별 자동
차 현황을 보면, 자동차 등록대수는 1985년에 약 10만
대이던 것이 1994년에 약 54만대, 1997년에 IMF로
잠시 주춤하다가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7년 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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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만대로 증가하였으며,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차선의 4개 지점과 인근 도시대기측정소의 PM10농도

125만 5천 7백대가 등록되어 인구 약 3.0인당 1대의

를 비교한 결과, 연구대상 4개 지역의 미세먼지 평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승용차의 점유 비율은

농도는 28

79.9%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

소 평균 농도 22

속될 것으로 전망된다(BIHE, 2016). 부산시의 분야별

내었으며, 이러한 중앙차선에서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선박

이유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영향과 차량이 이동할 때

과 같은 비도로 이동오염원이 37.0%로 가장 높았고,

발생되는 비산먼지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였

다음으로 자동차 등의 도로 오염원이 26.4%로 두 번

다. 그러나 아직 부산지역에서는 도로변 지역과 주변

째이었으며, 이동오염원이 전체 오염원의 63.4%를 차

지역과의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고찰한 연

지하였다(BIHE, 2016).
도로변과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를 비교한 국내의

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 지역
의 도로변 측정 지점과 인근의 주거지역의 측정 지점

선행연구로서, Cho et al.(2010)이 서울시에서 2002년

을 선정하여 미세먼지 농도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

부터 2010년까지 9년간의 도로변 대기와 일반 대기
PM10농도를 비교한 결과, 도로변 대기의 PM10농도는

하였고, 도로변 미세먼지농도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는
향후 부산지역 미세먼지의 효율적 관리와 개선방안 제

일반 대기 PM10보다 평균 7 /m3 정도 높은 것으로 나

시에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타났다. Jung et al.(2009)은 서울시의 대기오염측정망
중 도로변 대기측정소(신촌 측정소)와 도시대기측정

2. 재료 및 방법

소(대흥동 측정소)가 인접하게 위치한 지역에서 미세
먼지 농도를 비교한 결과, 도로변과 도시대기에서
PM10 농도는 각각 72.9 /m3와 65.0 /m3이었고,
PM2.5농도는 각각 31.4

/m3와 25.4

/m3로 도로변

대기의 미세먼지가 높게 나타났다. Jo and Choi(2006)
는 대구지역에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의 도
로변 지역인 남산동과 주거지역인 만촌동의 연평균
PM10농도를 비교한 결과, 각각 83 /m3과 55 /m3
로 도로변 지역이 주거지역보다 55% 높은 농도를 보
였다. Lee et al.(2014)은 경기도와 서울시의 버스중앙

/m3으로 대조군을 선정한 도시대기측정
/m3보다 약 27% 높은 농도를 나타

부산광역시는 2016년 말 현재, 도시지역의 평균 대
기질 농도를 파악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도시대기 측
정망 19개 지점, 대기 중금속 측정망 5개 지점, 대기유
해화합물질 측정망 4개 지점, 도로변 대기질 측정망 2
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도로변 측정소는 동래구 지
하철 맞은편의 온천동과 동구 윤홍신 장군 동상 인근
에 있는 초량동의 두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다. 온천동
의 경우, 왕복 8차선의 도로변에 위치하고 장기간의
관측자료가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조지역으로

Fig. 1. Automatic air quality monitoring sites at Choryangdong(roadside) and Sujeongdong(residential) in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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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M10 and PM2.5 concentration ( /m ) at Choryangdong(roadside) and Sujeongdong(residential) locations for 2012
2016

Choryangdong
(roadside)
Sujeongdong
(residential)

PM10

2012

2013

2014

2015

2016

Mean

42.8±19.0

51.3±20.5

57.6+26.2

52.2±24.3

48.6±24.2

50.5±23.5

28.1±13.2

28.1±13.9

28.1±13.5

42.9±22.0

40.7±21.0

42.9±22.4

21.8±11.3

25.9±12.0

23.9±11.8

PM2.5
PM10

36.5±17.7

46.4±20.7

48.2±27.3

PM2.5

3

비교가능한 주거지역인 명장동과 부곡동 지점이 온천

/m 의 농도차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자동차 통행량

동과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어 본 연구 대상에서 제외

이 많은 도로변 지역이 주거지역보다 높은 미세먼지

되었다. 또 하나의 도로변 측정소인 초량동은 Fig. 1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부산시 중앙대로 왕복 8차선(폭 30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도를 나타내었으며, PM10이 PM2.5보다 그 영향이

m)으로부터 3 m 떨어진 지상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

도시 도로변 미세먼지는 1차 및 2차 오염물질 모두

변 도로의 차량 통행에 의한 영향을 대변할 수 있는 최
적의 지점이라 할 수 있다. 대조지점인 수정동은 초량

를 포함한다. 즉 도로변의 미세먼지는 한 배출원이 아
닌 다양한 배출원의 영향을 받으며, 다시 말해 도로변

동에서 북북서 방향으로 약 300 m 떨어져 있는 곳으

측정망의 미세먼지는 국가배경(national background)

로 주변에 단층건물과 2 3층 내의 건물이 혼재하며,
교통 통행량의 직접적 영향을 덜 받는 토지용도상으

농도, 도로상의 차량 기원의 오염농도, 도시배경
(urban background) 농도, 기타 크고 작은 다양한 기

로 주거지역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 도로

원의 농도가 모두 복합적으로 반영된 농도라고 할 수

변 미세먼지의 특성을 고찰한다는 본 연구의 취지에
적당한 도로변 지역인 초량동과 주거 지역인 수정동

있다(Lenschow et al., 2001; Kim et al., 2011).
Table 2는 부산 지역과 국내·외 연구지역에서 도로

을 연구 대상 지점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변과 주거지역의 농도비와 PM2.5/PM10 비를 나타낸

대기오염 농도 자료는 PM10과 PM2.5 측정자료이다.
PM10 농도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의 자료

것이다. 본 연구지역인 도로변 측정소인 초량동은 주
거지역인 수정동에 비해 PM10과 PM2.5 모두 18% 높

이며, PM2.5 농도는 2015년과 2016년의 2년간의 자료

은 농도를 보였다. 서울의 도로변 측정소인 신촌동과

이다. 따라서 PM10과 PM2.5 자료를 동시에 사용한 경
우는 2015년과 2016년의 2년간의 자료이다.

도시 대기 측정소인 대흥동의 경우, PM10은 12%,
PM2.5은 24% 높은 농도를 보였고(Jung et al., 2009),
영국의 런던과 버밍햄의 도로변과 도심에서 측정한

3. 결과 및 고찰
Table 1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PM2.5는
2년간) 부산 지역 도로변 지역인 초량동과 인근의 주
거지역인 수정동에서 측정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PM10 농도를 보면, 도로변의 초
량동과 주거지역의 수정동과의 농도차는 2014년에
9.4 /m3로 가장 컸으며, 2013년에 4.9 /m3로 가장
작았고, 평균 7.6

/m3의 농도차를 나타내었다. PM2.5

농도를 보면, 2015년과 2016년에 두 지점 사이의 농
도차는 각각 6.3 /m3과 2.2 /m3이었으며, 평균 4.2

결과 도로변이 도심보다 PM10은 49%, PM2.5은 56%
높은 농도를 보였다(Harrison et al., 2004). 또한 네덜
란드의 도로변과 도시 배경지역에서 연구한 결과
PM10은 22%, PM2.5은 9% 높은 보였다(Janssen et al.,
1997).
도로변 지역과 주변 지역(도시배경지역)에서의
PM2.5/PM10농도 비를 보면, 본 연구지역의 도로변 지
역인 초량동이 0.55, 수정동이 0.56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서울의 경우는 도로변 측정소인 신촌동이
0.43, 주거지역인 대흥동이 0.39로 비교적 낮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영국과 네덜란드 등에서도 도로변지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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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oadside/residential ratio of PM10 and PM2.5 concentration, PM2.5/PM10 ratio at Choryangdong(roadside) and
Sujeongdong(residential) station at this study and other locations
Roadside/residential ratio
PM10

PM2.5

PM2.5/PM10 ratio
at roadside

PM2.5/PM10 ratio
at residential

1.18

1.18

0.55

0.56

Jung et al.(2009)

1.12

1.24

0.43

0.39

Harrison et al.(2004)

1.49

1.56

0.64

0.62

Yin and Harrison(2008)

1.11

1.01

0.60

0.66

Engler et al.(2012)

1.48

This study
Cho et al.(2010)

0.55

So et al.(2007)
Janssen et al.(1997)

0.56
1.52

1.22

1.09

0.58

0.57

도심지역의 PM2.5/PM10농도 비는 거의 비슷한 값을

것은 PM10은 두 지점에서 증가와 감소 경향이 비슷한

보여 주었다(Janssen et al., 1997; Harrison et al.,
2004). 따라서 PM2.5/PM10농도 비는 미세먼지 중에 초

원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면, PM2.5는 서로 다른
원인에 의해 농도를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알

미세먼지의 비중이 얼마나 분포하는지를 보여주는 지

수 있다. 따라서 두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도로변

표인데, 도로변과 인근의 주거지역인 도심지역에서의
유의미한 차이는 보여 주지 못하였다.

과 주거지역의 PM10과 PM2.5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

Fig. 2는 2015년과 2016년의 본 연구지역 도로변

Fig. 3은 본 연구지역 도로변의 초량동과 주거지역

지역인 초량동과 주거지역인 수정동의 PM10과 PM2.5
농도를 비교하여 산포도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PM10

인 수정동에서 PM10과 PM2.5 농도의 구간별 발생빈도

의 경우, 기울기가 1.17로 도로변 지역이 높은 농도를

이하의 구간은 주거지역의 수정동의 빈도가 높은 반

보였으며, PM2.5의 경우는 기울기가 1.14로 PM10보다
약간 낮은 값을 보였다. 결정계수는 PM10이 0.91로 매

/m3이상의 구간은 도로변인 초량동의 빈도가
3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대기환경기준인 100 /m

우 높은 값을 보였고, PM2.5는 0.66로 PM10보다 낮은

이상의 구간은 초량동이 수정동보다 매우 높게 나타

값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결정계수를 통해 알 수 있는

났다. PM2.5 농도를 보면, 30

는 있는 의미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PM10 농도를 보면, 40

/m3

면, 40

/m3 이하의 구간은

Fig. 2. Comparison between Choryangdong(roadside) and Sujeongdong(residential) mass for 2015 2016 in Busan. (a)
PM10 (b) PM2.5. The daily limit value is indicated by a horizontal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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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the frequency distribution of PM10 and PM2.5 concentration between Choryangdong(roadside) and
Sujeongdong(residential) for 2015 2016.

수정동의 빈도가 높은 반면, 30 40 /m3이상의 구
간은 초량동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20 /m3이하의

농도에서 새벽의 저농도 그리고 오전의 고농도 특성
을 가장 잘 나타내었다. 이러한 도로변 지역인 초량동

구간은 주거지역의 수정동의 빈도가 매우 높았다.

의 일변화 폭이 수정동보다 크게 나타난 것은 출퇴근

Fig. 4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부산시 도로변지
역인 초량동과 주거지역인 수정동의 PM10과 PM2.5 농

시간에 많은 자동차 통행량의 영향을 직접 받아 변화
폭이 큰 것으로 사료된다(Lee et al., 2006). 또한 초량

도의 일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초량동의 PM10 농

동 PM10 최대농도 발생시각이 수정동보다 1시간 빠른

도는 0700 LST 이후 급격한 증가를 보였고 1100 LST
에 59.8 /m3로 최대값을 나타내었으며, 이후 지속적

것도 이러한 이유로 보인다.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1400 LST에
일시적으로 큰 폭의 감소현상이 있는 특징이 있고,
0400 LST에 42.3 /m3로 최소값을 나타내었다. 수정
동의 PM10 농도는 초량동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으나,
0700 LST이후의 상승추세는 도로변과는 달리 완만한
상승을 보였으며, 최대농도는 초량동 보다 1시간 늦은
1200 LST 경에 나타났다. 도로변 지역인 초량동이 주
거지역의 수정동보다 모든 시간에 걸쳐 높은 농도를
보였으며, 특히 0800 LST부터 1300 LST까지 두 지점
의 농도차가 10

/m3이상이었으며, 특히 가장 높은

농도차를 보인 시간대는 1100 LST로 13.5

/m3이었

다.
초량동의 PM2.5 농도의 일변화는 PM10 농도와 비
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0700 LST이후의 상승은 완만
하였다. 특히 수정동은 일변화가 거의 없을 정도로 주·

Fig. 4. Diurnal variation of PM10 and PM2.5 concentration at
Choryangdong(roadside) and Sujeongdong(residential)
for 2015 2016.

야간 농도가 작았다. 도로변 지역과 주거지역의 일변

Fig. 5는 본 연구지역의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도로변의 초량동과 주거지역인 수정동의

화 농도는 PM2.5보다는 PM10에 더 확실한 일변화 경

PM10과 PM2.5 평균농도를 요일별로 나타낸 것이다.

향을 알 수 있었고, 특히 도로변 지역의 초량동 PM10

먼저 PM10 농도를 보면, 초량동과 수정동 모두 주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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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Weekly variation of PM10 and PM2.5 concentration at Choryangdong(roadside) and Sujeongdong(residential) for
2015 2016.

토요일이 각각 54.3

/m3과 45.8

/m3로 가장 높았

3

3

(Morawska et al., 2002).

/m 로 가장

Table 3은 본 연구 지역에서 2015년부터 2016년까

낮았다. PM2.5 농도도 PM10 농도와 같이 주말인 토요
3
일에 초량동과 수정동이 각각 30.7 /m 과 26.0

지 2년간 도로변 초량동과 주거지역인 수정동의 PM10

고, 주중의 목요일이 48.7

3

/m 과 40.4

/m 로 가장 높았고, 초량동은 수요일(28.0

3

/m ), 수

/m3)에 가장 낮은 농도를 보였
다. 도로변과 주거지역의 농도차를 보면, PM10은 화요

정동은 목요일(23.6
일에 9.4

/m3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었고, 일요일

/m3로 가장 작은 농도 차이를 보였다. PM2.5
은 요일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4.3 /m3(일

에 6.7

3

과 PM2.5 농도 그리고 PM2.5/PM10 비를 계절별로 나타
낸 것이다. 초량동의 PM10과 PM2.5 농도 봄철이 각각
/m3와 34.0 /m3으로 가장 높았고, 가을철이
각각 40.8 /m3와 21.4 /m3로 가장 낮았다. 수정동

64.6

의 PM10은 봄철이 52.7
33.7
26.8

/m3로 가장 높았고, 가을이

/m3로 가장 낮았으며, PM2.5 농도는 봄철이
/m3로 가장 높았고, 여름철이 19.7 /m3로 가

/m (화요일)의 분포를 보였다. 요일별

장 낮았다. 도로변 지역인 초량동은 PM10과 PM2.5 모

도로변과 주거지역의 농도 특성을 살펴보면, PM10의
/m3 이상의 큰 농도차를 보였으나

두 봄철>겨울철>여름철>가을철 순이었다. 일반적으
로 부산지역은 4계절 중 여름철의 미세먼지 농도가 가

요일) 4.9

경우 주중에는 8

일요일은 주중보다 작은 차이를 보였으며, PM2.5도 일

장 낮은 데 본 연구에서는 가을철의 농도가 가장 낮게

요일이 주중보다 작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런 결과
가 나타나는 이유는 주중과 일요일의 교통 통행량의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리
라 사료된다(Jeon, 2010). PM2.5/PM10 비는 초량동이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주말

겨울철에 0.65로 가장 높았고, 봄철이 0.55로 가장 낮

감소효과는 PM2.5 보다는 PM10이 더 크게 나타나며,
이러한 이유는 자연적인 원인보다는 인위적인 활동에

았으며, 수정동은 겨울철이 0.67로 가장 높았고, 여름
철이 0.51로 가장 낮았다. 도로변과 주거지역의 농도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Lonati et al., 2006). 그리고 호

차는 PM10의 경우 봄철이 11.9

/m3로 가장 컸으며,

3

주의 브리즈번에서는 교통통행량과 미세먼지농도에
는 밀접한 관계(r=0.86)가 있으며, 금요일에 최고농도,

여름철이 5.0
봄철이 7.2

/m 으로 가장 작았다. PM2.5의 경우는
/m3로 가장 컸으며, 가을은 오히려 주거

일요일에 최저농도를 나타내었는데, 본 연구는 토요

지역이 1.4

/m3 정도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일에 최고농도를 나타낸 것과는 차이가 있다

Fig. 6은 본 연구 지역에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583

부산지역 도로변과 주거지역의 PM10과 PM2.5 농도 특성

Table 3. Seasonal variation of PM10, PM2.5 and PM2.5/PM10 at Choryangdong(roadside) and Sujeongdong(residential) for 2015
2016
Spring
Choryangdong
(roadside)

Sujeongdong
(residential)

3

Summer

Fall

Winter

PM10(

/m )

64.6±28.8

45.2±17.6

40.8±16.0

48.0±24.3

PM2.5(

/m )

3

34.0±13.4

26.6±13.5

21.4±10.8

30.3±13.4

PM2.5/PM10

0.55±0.13

0.57±0.15

0.56±0.19

0.65±0.18

PM10(

/m )

3

52.7±26.4

40.2±15.3

33.7±14.7

40.0±21.6

PM2.5(

/m )

3

26.8±12.0

19.7±12.7

22.8±9.0

26.1±12.0

0.53±0.15

0.51±0.18

0.71±0.13

0.67±0.14

PM2.5/PM10

2년간 도로변의 초량동과 주거지역의 PM10 농도 차이
( PM10)의 일변화를 계절별로 나타낸 것이다. 네 계

여름철의 농도차가 다른 계절에 비해 작았으며, 오후
와 야간 시간대에는 봄철이 다른 계절에 비해 높은 농

절 중 봄철이 가장 농도차이가 컸으며, 다음으로 겨울,

도차를 나타내었다.

가을, 여름 순이었다. 네 계절 모두 가장 큰 농도 차이
를 보인 시간대는 0800 LST와 1100 LST 사이이었으

Table 4는 본 연구 지역의 도로변 초량동과 주거지
역인 수정동에서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초과한 일수를

며, 최대 농도 차이를 보인 시각이 봄철이 가장 빠른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PM10은 2012년부터 2016년

0900 LST이었으며, 겨울철이 1000 LST, 가을과 여름
철과 가을철이 1100 LST이었다. 새벽과 오전 시간은

까지 5년간 일평균 환경기준인 100

3

/m 를 초과한
일수를 조사하였고, PM2.5는 2015년과 2016년 자료를
이용하여 일평균 환경기준인 50

/m3를 초과한 일수

를 조사하였다. PM10 기준을 초과한 일수는 도로변인
초량동이 총 66일이었고, 주거지역인 수정동이 총 39
일로서 초량동이 약 1.7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였다.
PM2.5 기준을 초과한 일수는 초량동이 총 49일, 수정
동이 총 24일로 도로변이 주거지역보다 약 2배 높은
발생율을 보였다. 2015년은 2016년에 비해 PM10과
PM2.5 모두 도로변인 초량동이 주거지역 수정동보다
일평균 환경기준 초과 발생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
다. 그리고 두 지점 모두 PM10보다는 PM2.5의 환경 기
준 초과율이 높게 나타났다.
Fig. 7은 본 연구 지역 도로변인 초량동과 주거지역

Fig. 6. Diurnal variation of seasonal PM10 concentration
increment( PM10) between Choryangdong(roadside)
and Sujeongdong(residential) for 2015 2016.

인 수정동에서 계절별로 환경기준을 초과한 일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초량동의 PM10의 일평균

Table 4. Number of exceedances per year of the daily limit value for PM10(2012 2016) and PM2.5(2015 2016) at
Choryangdong(roadside) and Sujeongdong(residential)

Choryangdong
(roadside)
Sujeongdong
(residential)

PM10

2012

2013

2014

2015

2016

Total

5

9

22

16

14

66

23

26

49

2

8

18

3

8

39

7

17

24

PM2.5
PM10
PM2.5

584

전병일

환경기준 초과일수는 봄철 35일, 여름철 6일, 가을철

보다 PM10의 경우는 여름철이 3배, PM2.5의 경우는 가

2일 그리고 겨울철 23일로 총 66일 발생하였고, 수정

을철이 4배 정도 높은 발생율을 보였다.

동의 PM10은 봄철 25일, 여름철 2일, 가을철 1일, 그리

Table 5는 본 연구 지역 초량동과 수정동에서 낮과

고 겨울철이 11일로 총 39일이었다. 초량동의 PM2.5

밤의 PM10과 PM2.5 농도, 그리고 PM2.5/PM10 비를 나

의 일평균 환경기준 초과일수는 봄철 17일, 여름철 11

타낸 것이다. 낮과 밤의 구분은 난후기를 5월 1일부터

일, 가을철 4일 그리고 겨울철 17일로 총 49일 발생하

10월 31일까지로 하고, 이 이간에는 낮을 0600 LST

였고, 수정동의 PM2.5은 봄철 8일, 여름철 7일, 가을철

부터 2000 LST까지, 밤을 2100 LST부터 익일 0500

1일, 그리고 겨울철이 8일로 총 24일이었다. 두 지역

LST까지로 하였고, 한후기는 11월 1일부터 4월 30일

모두 봄철이 황사에 의한 영향으로 환경기준 초과일

까지이고, 낮을 난후기보다 1시간 늦고 빠른 0700

수가 가장 높았고, 겨울철의 초과일수가 두 번째로 높
았는데, 이는 중국으로부터 수송되는 미세먼지가 큰

LST부터 1900 LST까지로, 밤은 2000 LST부터 익일
0600 LST까지로 하였다. 초량동의 PM10의 경우, 낮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여름철 PM2.5의 초

과 밤이 각각 53.0

/m3과 45.5

/m3이었고, PM2.5의
3

과일수가 겨울과 비슷한 것은 7, 8월의 광화학스모그
발생이 많고 대기 중에 2차적으로 PM2.5가 발생한 것

/m 과 26.7 /m3이었다.
수정동의 PM10의 경우, 낮과 밤이 각각 43.2 /m3과

으로 보인다. 도로변인 초량동이 주거지역인 수정동

39.5

경우, 낮과 밤이 각각 29.0
3

/m 이었고, PM2.5의 경우, 낮과 밤은 각각 24.0
3

/m 과 23.6 /m3이었다. 두 지점 모두 낮이 밤보다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고, 초량동과 수정동의 PM10은
/m3와 3.7

낮과 밤의 농도 차이가 각각 7.5

/m3이

/m3과 0.4 /m3이었다. 난
후기 동안, 초량동과 수정동의 PM10은 낮과 밤의 농도

었고, PM2.5는 각각 2.3
차이가 각각 7.7

/m3와 4.6

/m3이었고, PM2.5는 각

/m3과 0.6 /m3이었다. 한후기 동안, 초량동
과 수정동의 PM10은 낮과 밤의 농도 차이가 각각 10.1

각 1.5

/m3와 4.5

/m3이었고, PM2.5는 각각 2.8

/m3과

3

0.2 /m 이었다.
그리고 초량동과 수정동에서 낮과 밤의 PM10과
Fig. 7. Exceedances of the daily limit value for PM10(2012
2016) and PM2.5(2015 2016) at Choryangdong
(roadside) and Sujeongdong(residential).

PM2.5 농도차를 평균과 난후기 그리고 한후기로 구별
하여 나타내면, 낮 동안 두 지점의 PM10과 PM2.5 평균
농도차는 각각 9.8 /m3과 5.0

3

/m 이었고, 난후기는

Table 5. PM10 and PM2.5 concentration, and PM2.5/PM10 ratio at Choryangdong(roadside) and Sujeongdong(residential) for day
and night for 2015 2016
Day

Choryangdong
(roadside)

Sujeongdong
(residential)

Night

PM10

PM2.5

PM2.5/PM10

PM10

PM2.5

PM2.5/PM10

Mean

53.0±26.6

29.0±14.5

0.55±0.33

45.5±22.2

26.7±13.3

0.59±0.18

Warm season

50.8±21.9

25.8±14.4

0.52±0.18

43.1±19.8

24.3±13.4

0.58±0.17

Cold season

58.0±31.6

32.1±14.4

0.59±0.16

47.9±24.2

29.3±12.7

0.64±0.18

Mean

43.2±24.0

24.0±12.7

0.59±0.18

39.5±19.1

23.6±11.6

0.63±0.18

Warm season

42.7±20.6

22.2±12.8

0.55±0.19

38.1±15.6

21.6±11.3

0.61±0.20

Cold season

45.5±28.4

25.5±13.1

0.59±0.16

41.0±21.9

25.7±11.4

0.66±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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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8.1

/m3과 3.6

3

/m 와 6.6

/m3이었으며, 한후기는 12.5

3

/m 이었다. 그리고 밤 동안의 두 지점

의 PM10과 PM2.5 평균 농도차는 각각 6.0
/ 이었고, 난후기는 각각 5.0
었으며, 한후기는 각각 6.9

3

3

/m 과 3.1

/m 과 2.7

/m3와 3.6

3

/m 이

/m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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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여름철이 가장 낮았다.
6) PM10 농도 차이( PM10)의 계절별 일변화는 도
로변과 주거지역 모두 봄철이 가장 농도차이가 컸으
며, 다음으로 겨울, 가을, 여름 순이었다. 네 계절 모두
가장 큰 농도 차이를 보인 시간대는 0800 LST와 1100
LST 사이이었다.
7) PM10의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초과일수는 도로

4. 결 론
부산 지역의 도로변 지점(초량동)과 인근의 주거
지역(수정동)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의
PM10 농도자료와 2015년과 2016년의 2년간의 PM2.5
농도자료를 이용해 미세먼지 농도의 특성을 체계적으
로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연평균 PM10과 PM2.5 농도는 도로변이 주거지역
3

보다 각각 7.6

/m , 4.2

3

/m 높았으며, 모두 18%

증가율을 보였다. 그리고 PM2.5/PM10농도비는 도로변
이 0.55, 주거지역이 0.56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2) PM10의 경우, 40
반면, 40
PM2.5

/m3이하는 주거지역이 높은

3

/m 이상은 도로변이 높은 빈도를 보였고
경우, 30 /m3이하는 주거지역이 높고 30 40

3

/m 이상은 도로변이 높게 나타났다.
3) PM10의 경우, 도로변은 0700 LST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1100 LST에 최대농도를 나타낸 후 지속적
으로 감소하여 0400 LST에 최소값을 나타내었다. 주
거지역의 0700 LST 이후 상승추세는 도로변과는 달
리 완만하였으며 최대농도는 도로변보다 1시간 늦은
1200 LST 경에 나타났다. PM2.5의 경우, 도로변은
PM10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주거지역은 일변화
가 거의 없을 정도로 주·야간 농도가 낮게 나타났다.
4) PM10의 경우, 도로변과 주거지역 모두 주말인
토요일이 가장 높았고 주중의 목요일이 가장 낮았다.
PM2.5의 경우, PM10과 같이 주말인 토요일에 가장 높
았고 도로변은 수요일에 주거지역은 목요일에 가장
낮은 농도를 보였다.
5) PM10의 경우, 도로변과 주거지역 모두 봄철이
가장 높고 가을철이 가장 낮았으며, PM2.5의 경우, 도
로변은 봄철이 가장 높고 가을철이 가장 낮았으며 주
거지역은 봄철이 가장 높았고 여름철이 가장 낮았다.
PM2.5/PM10 비는 도로변이 겨울철에 가장 높았고 봄
철이 가장 낮았으며, 주거지역은 겨울철이 가장 높았

변이 총 66일, 주거지역이 총 39일이었고, PM2.5는 도
로변이 총 49일, 주거지역이 총 24일로 도로변이 주거
지역보다 약 2배 높은 발생율을 보였다.
8) 본 연구는 부산 지역의 도로변 측정 지점과 인근
의 주거지역의 측정 지점을 선정하여 미세먼지 농도
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도로변 미세먼
지농도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는 향후 부산지역의 미
세먼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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