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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 배경지역인 제주도 한라산 1100 고지에서 2012년 가을철에 PM10, PM2.5 미세먼지를 채취하여 이온 및 원소 성

분을 분석한 결과로부터 대기경계층(ABL) 미세먼지의 화학조성과 입자크기별 분포 특성을 조사하였다. PM2.5 미세입자(dp<

2.5 µm)에서는 2차 오염물질인 nss-SO4
2−, NH4

+, NO3
− 농도가 각각 4.84, 1.98, 1.27 µg/m3로 상대적으로 높고, 전체 질량의

58.2%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PM10−2.5 조대입자(2.5 µm < dp < 10 µm)에서는 이들 세 성분의 농도가 각각 0.63, 0.21, 1.10 µg/m3로

전체 질량의 22.8%를 차지하였다. 또 수용성 이온성분들 중 NH4
+, nss-SO4

2−, K+, CH3COO−은 주로 미세입자에 분포하고,

NO3
−은 미세입자와 조대입자에 고르게 분포하나, Na+, Cl−, Mg2+, nss-Ca2+은 조대입자에 더 많이 분포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주제어: 미세먼지, PM10, PM2.5, 한라산 1100 고지, 대기경계층(ABL)

ABSTRACT. The collection of PM10 and PM2.5 fine particulate matter samples was made at the 1100 m site of Mt. Halla of Jeju

Island, located at the atmospheric boundary layer (ABL) of background area, during the fall of 2012. Their ionic and elemental species

were analyz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hemical compositions and siz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In PM2.5 fine particles

(dp < 2.5 µm), the concentrations of the secondary formed nss-SO4
2−, NH4

+ and NO3
− species were 4.84, 1.98, and 1.27 µg/m3, respec-

tively, showing 58.2% of the total PM2.5 mass. On the other hand, their concentrations in PM10−2.5 coarse particles (2.5 < dp < 10 µm)

were 0.63, 0.21 and 1.10 µg/m3, respectively, occupying 22.8% of the total PM10−2.5 mass. The comparative study of size distribution

has resulted that NH4
+, nss-SO4

2−, K+ and CH3COO− are mostly existed in fine particles, and NO3
− is distributed in both fine and

coarse particles, but Na+, Cl−, Mg2+and nss-Ca2+ are rich in coarse particle mode.

Key words: Fine particulate matter, PM10, PM2.5, 1100 m site of Mt. Halla, Atmospheric boundary layer (ABL)

서 론
 

대기 미세먼지는 일반적으로 직경(aerodynamic particle

diameter, dp)이 10 µm 이하인 PM10 입자를 의미한다. 이러

한 미세먼지는 태양광을 산란, 흡수하여 직간접적으로 기

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시정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물

질이다.1 또 천식, 폐암 등의 호흡기 질환을 일으켜 인체

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크

기에 따라 침강특성과 물리적 성질이 다르고, 화학조성이

나 발생 메커니즘,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확연히 다른 차

이를 나타낸다. 그리고 크기에 따라 여과성 입자(filterable

particulate matter)와 응축성 입자(condensible particulate

matter)로 구분되며, 직접 대기 중으로 배출된 1차 입자와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된 2차 입자를 포함

한다. 이 중 여과성 입자는 굴뚝에서 직접 고체나 입자 형

태로 배출되지만, 응축성 입자는 주로 기체상으로 배출된 오

염물질이 다시 고체나 액체로 전환된 초미세입자이다.2,3

일반적으로 조대입자(dp > 2.5µm)는 주로 지표면에서의

기계적 과정을 거쳐 생성된다. 그러나 미세입자(dp < 2.5µm)

는 대기물질의 응축, 응집 등과 같은 화학적 과정을 거쳐서

생성된다.4−6 특히 PM2.5 미세입자는 산업시설 등에서 배

출된 NH3, SO2, NOx 등의 산화에 의해 생성된 인위적 오

염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대입자에 비해 더 복잡한

화학조성을 나타낸다.4,7 또한 대부분 기체상 전구물질이

다양한 물리,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생성된 물질들로 구

성되어 있다. 주요 구성성분은 SO4
2−, NO3

−, NH4
+, 유기탄소

등이며, 입자크기가 작고 상대적으로 표면적이 커서 용이

하게 각종 중금속과 유해 오염물질들을 흡착할 수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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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대기 미세먼지는 크기에 따라 물리적 성질, 화학

조성, 발생 기원 등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입자크기에

따라 구성 성분의 조성과 입경별 분포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기 미세먼지의 실태파악이나 소멸기작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물리적 특성과 화학조성을

파악해야 한다.9 

한반도는 아시아대륙의 편서풍 풍하 측에 위치하고 있

어서 동북아지역에서 배출된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의 영

향을 많이 받고 있다.10−12 특히 주변국가에서 유입되는 월

경(transboundary)성 오염물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

으로 미세먼지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풍상 측의 대기오염 배출원과 오염물질 특성, 그리고 이

동 경로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 이러한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

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부터 총부유먼지

(TSP)의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해 왔다. 그러나

1995년부터는 PM10을 환경기준으로 제정하여 현재 일평

균 100 µg/m3, 연평균 50 µg/m3로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초미세먼지(PM2.5)의 환경기준을 일평균 50µg/m3,

연평균 25 µg/m3로 설정하여 2015년부터 본격적인 시행

을 앞두고 있다.13 

제주도는 인구밀도가 낮고 자체 오염원이 거의 없어서

국지 오염원의 방해 없이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기에 적합한 청정지역이다. 특히 한라산 1100

고지는 해발 1100 m에 위치하고 있어서 대기경계층 상층

부를 통해 이동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내

배경지역에서 PM10, PM2.5 미세먼지를 채취하여 그 성분

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기초로 대기 미세먼지의 화학

조성과 오염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대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 특성을 이해함은 물론 최근에 그 영

향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 대

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연구 방법

시료 채취

미세먼지 시료는 한라산 1100 고지(33o21'N, 126o27'E)에서

채취하였다. 이 지역은 제주시 및 서귀포시 내에서 대략

15 km 정도 떨어진 해발고도 1100 m의 한라산 중턱에 위

치하고 있어서 대기경계층 상층부를 통해 이동하는 대기

오염물질의 거동을 관찰하는데 유리한 입지적 조건을 갖

추고 있다. 그리고 측정소 주변에 점오염원과 면오염원이

없고, 주변 제2횡단도로에서 서쪽으로 약 500 m 떨어져

있어서 이동오염원의 영향을 거의 받는 않는 청정지역이

다. 측정소 현장에는 소형 트레일러(3평)와 전원 설비를

갖추고 있다.11,14 

PM10 및 PM2.5 시료는 PM10/PM2.5 Sequential Air Sampler

(APM Engineering, PMS-103, Korea)와 테프론필터(Pall

Corporation, ZeflourTM, 47 mm/2.0 µm, USA)를 사용하여

2012년 10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24시간 단위로 PM10

총 35개와 PM2.5 총 34개를 채취하였다. 시료 채취 시 샘

플러의 공기 유속은 MFC (mass flow controller)가 부착된

자동시스템을 사용하여 초기부터 종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16.7 L/min을 유지하였다. 

시료를 채취한 필터는 현장에서 페트리디쉬(SPL Life

Science, PS, 52.7×12.6 mm)에 넣어 테프론 테입으로 밀봉

한 상태로 실험실로 옮겼다. 그리고 데시케이터에서 항

량이 될 때까지 건조(24~48시간)시킨 무게를 측정하여 질

량농도를 측정하였다. 무게 측정이 끝난 필터는 다시 페

트리디쉬에서 밀봉한 후 지퍼팩에 넣어 분석하기 전까지

−20 oC 냉동고에 보관하였다.15

이온성분 분석

PM10 시료는 필터를 이등분하여 한 쪽은 이온 성분, 나

머지 한 쪽은 원소성분 분석에 이용하였고, PM2.5 시료는

필터 전체를 이온성분 분석에 이용하였다. 수용성 이온

성분은 시료 채취 필터에 에탄올 0.2 mL를 가하여 습윤시

킨 후, 초순수 30 mL를 가하여 초음파세척기에서 30분,

다시 진탕기에서 대략 200 rpm으로 1시간 동안 흔들어 용

출하였다. 그리고 불용성 성분을 주사기필터(Whatman, PVDF

syringe filter, 0.45 µm)로 거른 후 여액을 pH, 전기전도도

측정 및 이온 분석에 이용하였다.16

주요 양이온(NH4
+, Na+, K+, Ca2+, Mg2+)은 Metrohm Modula

IC (818 IC pump, 819 IC detector)를 사용하여 Metrohm Metrosep

C4-150 분리관, 1.0 mL/min 유속, 50 µL 시료 주입부피,

4.0 mM HNO3 용리액의 조건으로 분석하였다. 이온크로

마토그래프(IC) 분석에서 표준검정곡선은 Accustandard

사의 1차 표준물질과 초순수를 사용하여 0.1~5.0 µg/mL

범위의 표준용액을 조제하여 작성하였다. 음이온(SO4
2−, NO3

−,

Cl−)은 동일한 IC를 사용하여 Metrohm Metrosep A-SUPP-5

분리관, 0.7 mL/min 유속, 50 µL 시료 주입부피, 1.0 mM

NaHCO3/3.2 mM Na2CO3 용리액, 100 mM H2SO4 써프레서

용액의 조건으로 분석하였다. 표준검정곡선은 0.1~5.0 µg/mL

범위의 표준용액을 사용하여 작성하였다. 양이온과 음이

온 표준용액은 1차 표준물질(Aldrich, 99.999% (NH4)2SO4,

99.99% KNO3, 99.99% NaCl) 또는 1000 µg/L표준용액을

사용하여 필요한 농도로 희석하여 조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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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기산 이온(HCOO−, CH3COO−)은 Metrohm IC와

Metrosep-A-SUPP-16 분리관을 이용하여 컬럼 온도를 55 oC로

유지한 상태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0.8 mL/min 유속, 100µL

시료 주입부피, 0.75 mM NaOH/7.5 mM Na2CO3 용리액,

200 mM H2SO4 써프레서 용액의 분리조건으로 분석하였다.

표준검정곡선은 10~500µg/L 범위의 표준용액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표준용액은 HCOONa와 CH3COONa (Aldrich,

99.9%)를 사용하여 조제하였다.

표준검정곡선 작성 시 검정곡선의 직선성은 상관계수

(r)가 0.999 이상이 되도록 IC 기기조건을 조절하였다. 그

리고 기기검출한계(IDL)는 최소농도의 표준용액을 7회

반복 분석하여 표준편차를 구한 후, 여기에 Student-t 값

(98% 신뢰수준에서 3.14)을 곱하여 구하였으며 이 때 IC

의 기기검출한계(IDL)는 Table 1과 같다.

원소성분 분석

원소성분은 US EPA의 ‘Compendium of Methods for the

Determination of Inorganic Compounds in Ambient Air’ 방

법에 따라 마이크로파 산분해법으로 전처리하였다.17 시료

필터를 마이크로파 분해장치(Milestone, STARTD, USA)와

5.55% HNO3/16.75% HCl을 사용하여 1000 W RF power,

185 oC에서 15분 동안 분해한 후 25 mL로 희석하였다. 원

소성분 중 비교적 다량인 성분들은 ICP-OES (Perkin Elmer,

OPTIMA 7300 DV, USA), 미량 성분들은 ICP-MS (Perkin

Elmer, ELAN DRC-e, USA)로 분석하였다. 표준용액은

ICP용 1000 µg/mL 용액(AccuStandard사)과 ICP-MS용

10 µg/mL (Perkin Elmer사)를 사용하여 필요한 농도로 조

제하였다. 검정곡선 작성용 표준용액은 시료의 농도에 따라

고농도 성분들은 0.05~5.0µg/L, 저농도 성분들은 1~500 ng/L

범위로 조제하였다. 희석용액은 매질 보정을 위하여 산용

액(3% HNO3/8% HCl 또는 2~5% HNO3)을 사용하였고,

ICP 분석 시 표준검정곡선의 직선성은 상관계수(r)가

0.999 이상이 되도록 조절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분석

한 원소성분의 기기검출한계(IDL)는 ICP-OES로 분석한

Al, Ca, K, S, Fe, Na, Mg이 0.3~6.6 ng/mL, ICP-MS로 분석

한 Ti, Cu, Ni, Co, Mo, Cd, Pb, Mn, Ba, Sr, V, Cr, Zn이 0.3~1.8

ng/mL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결과 및 고찰

미세먼지 질량농도

국내 배경지역인 제주도 한라산 1100 고지에서 2012년

가을철에 PM10, PM2.5 미세먼지를 채취하여 이온 및 원소

성분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결과로부터 대기경계층 미세

먼지의 화학조성과 입자크기별 분포 특성을 조사하였다.

연구기간의 미세먼지 질량농도는 PM10 22.4±11.6 µg/m3

(n=35), PM2.5 12.6±6.2 µg/m3(n=34)이었다. 그러나 이 중

강수일(3 mm 이상)을 제외하고, 채취 일자가 동일한 시

료(n=24)만을 선택하여 측정한 질량농도는 PM10 22.4±8.7

µg/m3, PM2.5 13.9±4.7µg/m3로 PM2.5 질량농도는 PM10의
 약

62.1%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PM10에서 PM2.5를 뺀 PM10−2.5 조

대입자의 질량농도는 8.5±4.9 µg/m3로 PM10의 약 37.9%를

차지하였다.

PM10 이온 및 원소 조성

PM10 시료(n=24)의 이온성분 농도를 Table 2에 제시하

였다. 여기서 nss-SO4
2
−는 비해염(non-sea salt) SO4

2
−

 농도

로 Na+을 해염 지표물질로 이용하여 SO4
2
− 총 농도에서 해

염에서 유래된 농도를 뺀 ‘[nss-SO4
2
−]=[SO4

2
−]−[Na+]×0.251’의

식에 의해 계산하였다. nss-Ca2+ 역시 비해염 Ca2+의 농도

로 ‘[nss-Ca2+]=[Ca2+]−[Na+]×0.04’의 식에 의해 계산하였다.18,19

Table 2의 결과와 같이 PM10 이온성분은 nss-SO4
2
− > NO3

−

> NH4
+ > Na+ > Cl− > nss-Ca2+ > K+ > CH3COO−

 > Mg2+ >

HCOO− > CH3SO3
−
 > F−

 순으로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성

분들 중에는 nss-SO4
2
−, NH4

+, NO3
−
 농도가 각각 5.45, 2.18,

2.37µg/m3로 높고, 전체 질량의 44.6%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Cl−, Na+, nss-Ca2+ 농도는 0.29~0.51µg/m3, HCOO−, CH3COO−

농도는 0.05~0.16 µg/m3 수준으로 인위적 기원의 2차 오

염물질에 비해서는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도시지역 미세입자의 경우, SO4
2
−에 비해

NO3
−의 기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는

NO3
−

 발생이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성이 크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를 보면, PM10에서 SO4
2
−/NO3

−의 성분비는 도시

지역인 서울, 청주, 광주에서 각각 1.65, 1.51, 1.16의 값을

보이고 있다.20,21 또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에서는 SO4
2
−/

Table 1. Instrumental detection limit (IDL) and coefficient of variation (CV) for IC analysis (n=7)

Species Na+ NH4
+ K+ Ca2+ Mg2+ SO4

2−

IDL (µg/L) 3.96.0 3.56.4 5.77.3 4.716.7 4.49.4 4.24.8

CV (%) 1.32.1 1.01.9 1.72.4 1.44.9 1.42.9 1.31.5

Species NO3
− Cl− F− HCOO− CH3COO− CH3SO3

−

IDL (µg/L) 4.98.1 1.71.5 2.9 4.1 2.8 2.7

CV (%) 1.52.5 0.40.4 2.5 3.0 1.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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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
−의 성분비가 각각 1.38, 1.74로 보고되었다.22,23 그러나

본 연구에서 한라산 1100 고지의 nss-SO4
2
−/NO3

−
 비는 2.3

으로 도시지역들에 비해 더 큰 값을 나타내었다. 이처럼

nss-SO4
2
−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더 큰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NOX의 배출 영향이 도시지역에 비해 낮음을 의미한다. 

대기 입자 중 미량 금속성분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유

입된다. 자연발생적으로는 토양의 비산, 암석의 풍화, 삼

림화재, 해염의 방출, 식물 등에 의해 발생한다.24 반면에

인위적으로는 연료의 연소, 제련소 등의 산업시설, 폐기

물 소각 등에 의해 발생된다. 특히 도심환경에서 미량 무

기성분은 다양한 인위적 배출원에 의해 배출되고 있고,

도시지역 미세먼지 중에는 중금속을 비롯한 여러 위해성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어서 인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25

PM10 미세먼지에서 주요 원소성분은 S > Ca > Fe > Na >

Al > K > Mg > Cr > V > Zn > Ni > Pb > Mn > Ti > Ba > Cu >

Mo > Sr > Co > Cd 순으로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이 중

인위적 기원의 S 농도가 702 ng/m3로 가장 높았고, 그 다

음으로 주요 토양 성분인 Ca, Fe의 농도가 각각 260, 243

ng/m3, 그리고 해염 기원인 Na, Mg가 228, 105 ng/m3로 상

대적으로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그 밖에 생체소각

(biomass burning)이나 토양 등에서 유래된 K이 76 ng/m3

로 비교적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또 주요 중금속 성분

들은 Cr, Zn, Ni, Pb, Mn, Cu, Cd이 각각 26, 21, 14, 11, 8, 2,

0.1 ng/m3의 농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PM10 미세먼지에서

이러한 원소성분들의 조성은 주요 인위적 기원 성분(S,

Pb, Zn)이 40.6%, 토양기원 성분(Al, Ca, Fe)이 33.7%, 해

염기원 성분(Na, Mg)이 16.8%의 조성을 보였고, 이들 성

분들이 전체적으로 91.1%를 차지하였다.

PM2.5 이온 조성

대기오염물질의 경우 배출원에서 대기 중으로 직접 배

출되는 1차 오염물질보다는 대기 중에서 각종 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26 PM2.5 초미세먼지는 기체상 전구물질이 대기 중에서

다양한 물리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생성된 2차 오염물질을

다량 포함한다. 특히 SO4
2
−, NO3

−, NH4
+, EC (elemental carbon),

OC (organic carbon) 등 인위적 기원 성분들을 더 많이 포

함하고 있고 있어서 위해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4,10,27

그리고 기후변화, 시정장애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 폐렴, 폐

기능 손실,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이나 심장혈관, 암 발생과

도 관련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28 이처럼 PM2.5 초미

세먼지는 인체에 대한 위해도가 조대입자에 비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대기 중에서 체류시간이 약 7일 정도로 PM10에

배해 2~3배 길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에 의해 주변국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97년에

미세먼지의 인체영향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직경 2.5 µm

이하의 미세입자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연평

균 15 µg/m3, 일평균 35 µg/m3의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2006년에는 PM2.5의 기준을 일평균 65µg/m3에서 35 µg/

m3으로 더욱 강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라산 1100 고지의 PM2.5 수용성 이온성분 농도는 nss-

SO4
2
− > NH4

+ > NO3
− > K+ > Cl− > Na+ > CH3COO− > nss-Ca2+

> Mg2+ > HCOO− > F− > CH3SO3
−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PM2.5 미세입자에서는 2차 오염물질인 nss-SO4
2
−, NH4

+,

NO3
− 농도가 각각 4.84, 1.98, 1.27 µg/m3로 상대적으로 높고,

전체 질량의 58.2%를 차지하였다(Table 2). 반면에 Cl−,

Na+, nss-Ca2+의 해염과 토양 성분은 이들에 비해 훨씬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또 HCOO−와 CH3COO− 유기산이온

농도 역시 0.03~0.11 µg/m3의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일반적

으로 대기 중의 유기산 성분은 약 90%가 기체 상태로 존

재하고, 10% 미만이 입자상으로 존재하며, 이 중 80%가

1.0 µm 미만의 미세입자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29

Table 2. Concentrations and their ratios of ionic species in PM10, PM2.5, and PM10-2.5 particles

Species
Concentration (µg/m3) PM10/PM2.5

Ratio
PM10−2.5/PM2.5

RatioPM10 PM2.5 PM10−2.5 

NH4
+ 2.18 1.98 0.21 1.11 0.11 

Na+ 0.51 0.13 0.38 3.31 2.92 

K+ 0.21 0.16 0.05 1.31 0.31

nss-Ca2+ 0.29 0.08 0.21 3.72 2.63 

Mg2+ 0.11 0.04 0.07 2.54 1.75

nss-SO4
2− 5.45 4.84 0.63 1.15 0.13

NO3
− 2.37 1.27 1.10 1.86 0.87 

Cl− 0.44 0.15 0.30 3.35 2.00

F− 0.03 0.01 0.02 2.57 2.00 

HCOO− 0.05 0.03 0.02 1.62 0.67

CH3COO− 0.16 0.11 0.05 1.48 0.45 

CH3SO3
− 0.03 0.01 0.01 2.5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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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10−2.5 이온 조성

미국 EPA에서는 직경이 2.510 µm인 PM10−2.5 입자를

“흡입 가능한 조대입자(inhalable coarse particulate matter)”

로 구분하여 관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미국의 PM10

일평균 기준은 150 µg/m3이다. 그러나 PM10은 부분적으로

PM2.5과 중복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PM10−2.5 기준을

새롭게 제정할 예정이다. PM10−2.5 기준은 일평균 70 µg/m3

로 제안된 상태이며, 교통이 밀집한 포장 도로, 산업 시

설 또는 건설현장에서 재 비산되는 먼지 등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비포장도로, 시골 노천

지 등의 비산먼지나 농경지, 광산에서 발생되는 먼지는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2 그러나 아직까지 PM10−2.5

기준은 최종 승인을 남겨두고 있고, 2009년부터 2012년

까지 3년간의 수집 자료를 토대로 대기환경기준이 설정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6년 이후에 주정부별로 저

감대책을 수립하고, 작성된 저감 계획을 토대로 2018년

까지 기준을 달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30

한라산 1100 고지에서 가을철에 집중측정을 통해 채취

한 PM10과 PM2.5 입자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PM10−2.5 조대

입자에서 수용성 이온성분의 농도를 구하였다(Table 2).

이온성분은 NO3
−
 > nss-SO4

2
− > Na+ > Cl− > nss-Ca2+ > NH4

+ >

Mg2+ > K+ > CH3COO− > HCOO−
 > F−

 > CH3SO3
−
 순으로 높은

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PM10−2.5 입자에

서는 nss-SO4
2
−, NH4

+, NO3
− 농도가 각각 0.63, 0.21, 1.10µg/m3로

전체 질량의 22.8%를 차지하여 PM2.5보다 훨씬 더 낮은

조성비를 나타내었다. 이온성분들 중에서도 특히 nss-SO4
2
−,

NH4
+, K+이 PM2.5에 비해 훨씬 낮은 농도를 보였다. 반면에

Na+, Cl−, nss-Ca2+은 PM2.5 미세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

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조대입자와 미세입자 조성 비교

채취 시간이 동일한 PM10과 PM2.5 미세먼지 시료(n=24)를

대상으로 조대입자(coarse particle, PM10−2.5)와 미세입자

(fine particle, PM2.5) 성분의 농도를 비교하여 입경별 분포

특성을 조사하였다. Fig. 1의 결과와 같이 특히 NH4
+, nss-

SO4
2−, K+ 농도는 PM10−2.5에서 각각 0.21, 0.63, 0.05 µg/m3,

PM2.5에서 1.98, 4.84, 0.16µg/m3로 미세입자에서 각각 9.4, 7.7,

3.2배 더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또 HCOO−와 CH3COO−

역시 조대입자보다는 미세입자에서 다소 더 높은 농도를

보였다. 이처럼 주요 2차 오염물질과 유기산 성분들은 대

부분 조대입자보다는 미세입자에서 더 높은 농도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NO3
−는 PM10−2.5와 PM2.5에서 각각 1.10, 1.27µg/m3로

조대입자와 미세입자에서 고르게 분포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Na+, Cl−, nss-Ca2+은 PM10−2.5에서 각각 0.38,

0.30, 0.21 µg/m3, PM2.5에서 0.13, 0.15, 0.08 µg/m3로 조대

입자에서 2.9, 2.0, 2.6배 더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고, 해염,

토양 성분들은 인위기원의 성분들과 달리 대부분 조대입

자에 분포하는 경향을 보였다. 

수용성 이온성분들의 조성은 Fig. 2의 결과와 같이 nss-

SO4
2−은 조대입자에서 23.2%의 조성비를 보인 반면 미세

입자에서는 55.0%의 조성을 나타내어 큰 차이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NH4
+도 조대입자에서 6.4%, 미세입자에서

22.5%로 이 역시 미세입자에서 훨씬 높은 조성비를 나타

내었다. 반면에 해염기원의 Na+, Cl−과 토양기원의 nss-Ca2+

은 조대입자에서 각각 9.5, 9.7, 6.7%, 미세입자에서 1.5,

1.5, 0.9%로 조대입자에서 훨씬 더 높은 조성비를 나타내

었다.

그리고 발생기원별 조성비는 조대입자에서 인위적 성

분(NH4
+, nss-SO4

2−, NO3
−)이 63.5%, 해염 성분(Na+, Cl−) 19.2%,

Figure 1. Concentration comparison of ionic species in coarse (left) and fine (right)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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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성분(nss-Ca2+) 6.7%의 조성을 보이지만, 미세입자에

서는 이들 조성비가 각각 91.9%, 3.3%, 0.9%로 큰 차이를 보이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유기산 성분(HCOO−, CH3COO−)

은 조대입자에서 2.1%, 미세입자에서 1.7%로 입자크기별

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

과를 종합해 보면 한라산 1100 고지 미세먼지의 수용성

이온성분들은 NH4
+, nss-SO4

2−, K+, CH3COO−이 주로 미세

입자에 분포하고, NO3
−은 미세입자와 조대입자에 고르게

분포하지만, Na+, Cl−, Mg2+, nss-Ca2+은 조대입자에 더 많

이 분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미세먼지의 산성화 및 중화 특성

대기 중으로 방출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산화과

정을 거쳐 주로 황산과 질산 형태로 대기 에어로졸에 유

입된다. 그리고 암모니아나 토양의 염기성 물질과 중화반

응을 일으켜 입자상 황산염, 질산염으로 전환된다. 따라

서 SO4
2−과 NO3

−의 농도를 측정하면 황산과 질산에 의한

산성화 기여도를 대략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PM10과 PM2.5 이온성분 분석 결과로부터

무기산 음이온인 SO4
2−, NO3

−과 주요 유기산 음이온 HCOO−,

CH3COO−를 중심으로 이들의 산성화 기여율을 조사하였다.

즉 분석한 모든 산성 음이온의 당량농도 합에 대한 SO4
2−

또는 NO3
− 당량 농도비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두 성분의

산성화 기여도를 평가하였다.31 이렇게 측정한 SO4
2−과 NO3

−

무기산 음이온의 기여율은 PM10에서 97.6%이었고, PM2.5

에서 96.7%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PM10에서 SO4
2−과 NO3

− 각

각의 기여율은 76.5%와 21.1%이었다. 또한 PM2.5에서 이들

각각의 기여율은 80.6%와 16.1%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대기 미세먼지에서 산성화는 대부분 황산과

질산에 의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유기산의 산성화 기여율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

사하였다. 대기 중의 유기산은 aliphatic acid, olefinic acid,

aromatic acid 등 100종 이상의 다양한 카르복시산 형태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다량인 성분은 포름산과

Figure 2. Composition ratios of ionic species in coarse (upper) and fine (lower)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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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본 연구에서는 HCOO−

와 CH3COO−의 당량농도를 기준으로 유기산의 산성화 기

여율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PM10에서 두 유기산의 산성화

기여율은 1.8%, PM2.5에서는 2.4%로 무기산에 비해 훨씬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한라산 1100 고

지 미세먼지의 산성화는 주로 강산인 무기산에 의해 일어

나고 있으며, 약산인 유기산이 산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PM10과 PM2.5에서 주요 산성 음이온 당량농도의

합과 염기성 양이온 당량농도의 합을 상호 비교하여 미세

먼지의 중화 특성을 조사하였다. 대기 중 산성 물질들은 대부

분 암모니아나 토양의 염기성 물질(CaCO3, CaO, Mg(OH)2

등)에 의해 중화되고, 이 중에서도 NH3와 CaCO3의 중화 기

여율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32 따라서 다음의 식 (1)에

의해 중화인자(Neutralization Factor, NF)를 구하고, 그 결

과를 비교하면 이들 각각에 의한 중화 기여율을 개략적으

로 평가할 수 있다.16,33 식 (1)에서 [X]는 NH4
+과 nss-Ca2+의

당량농도이며, [nss-SO4
2−], [NO3

−], [HCOO−], [CH3COO−]는

nss-SO4
2−, NO3

−, HCOO−, CH3COO−의 당량농도이다.

NF = (1)

본 연구에서 분석한 PM10과 PM2.5 이온 농도로부터 위

식에 의해 중화인자를 계산한 결과, 암모니아에 의한 중

화율은 PM10과 PM2.5에서 각각 77%와 86%이었다. 반면에

탄산칼슘에 의한 중화율은 PM10과 PM2.5에서 각각 10%와

4%로 NH3보다는 그 기여율이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그리고 암모니아에 의한 중화율은 PM10보다 PM2.5에서

더 큰 경향을 보이나 탄산칼슘에 의한 중화율은 PM2.5보다

오히려 PM10에서 더 큰 특징을 나타내었다. 

또한 Table 3의 결과와 같이 PM10의 경우 양이온 당량농도의

합은 0.169 µeq/m3, 음이온 당량농도의 합은 0.166 µeq/m3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PM2.5에서는 이 값이 각각 0.125, 0.124µeq/m3

로 PM10과 PM2.5 모두 양이온과 음이온 당량농도의 합은

잘 일치하였다. 그리고 이들 산성 음이온 당량농도 합과

염기성 양이온 당량농도의 합 간의 상관성을 Fig. 3에 나

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들 상호 간의 상관성은 PM10에

서 상관계수가 r=0.992이었고, PM2.5에서는 r=0.995로 양

호한 상관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판단해 보면, 한라산 1100 고지에서 PM10과 PM2.5

미세먼지의 산성화와 중화는 주로 이들 성분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세먼지 성분들 간 상관성

한라산 1100 고지의 미세먼지 조성 특성을 살펴보기 위

하여 구성 성분들 간의 상관성을 조사하였다. 통계프로그

램(SPSS 12)을 이용하여 PM10과 PM2.5 미세먼지 이온성

분들 간의 상관계수(r)를 구하여 각 성분들 간의 상관성을

비교해 본 결과, PM10 이온성분들 간 상관성은 nss-SO4
2−과

NH4
+의 상관계수가 0.88, nss-SO4

2−과 K+의 상관계수가 0.60으

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NH4HSO4,

(NH4)2SO4, K2SO4
 등의 염 형태로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NH4
+과 NO3

−과의 상관계

수가 0.61로 비교적 높았다. 미세먼지에서 NO3
−는 주로

HNO3와 NH3가 반응하여 생성된 NH4NO3, 또 해염 농도가

높은 조건에서 HNO3은 NaCl과 반응하여 조대입자에서

NaNO3을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4 Na+과 Cl−의 상

관계수는 0.88로 높아 해염의 유입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토양기원의 nss-Ca2+은 NO3
−과 상관계수가

0.68, nss-SO4
2−과 0.51로 Ca(NO3)2, CaSO4 형태의 염으로

존재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PM2.5 초미세먼지의 각 이온성분들 간 상관성은

nss-SO4
2−과 NH4

+과의 상관계수가 0.84로 가장 높은 상관

성을 보였고, nss-SO4
2−과 K+의 상관계수도 0.71로 비교적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NH4
+은 NO3

− 간의 상관계수

가 0.56, 해염성분인 Na+과 Cl−의 상관계수 0.73으로 이들

성분들 간의 상관성은 PM10에 비해 더 낮은 상관성을 나

타내었다. 반면에 PM10−2.5 조대입자 성분들은 Na+과 Cl−

만이 상관계수가 0.75로 비교적 높았고, 이를 제외한 나

머지 성분들은 모두 낮은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X[ ]

nss SO
4

2−
 –[ ] NO

3

−

 [ ] HCOO
−

[ ] CH
3
COO

−

[ ]+ + +
---------------------------------------------------------------------------------------------------------------------

Table 3. Equivalent concentrations of major cationic and anionic species in PM10 and PM2.5 fin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µeq/m3) 

PM10 PM2.5

Cation Anion Cation Anion

H+ 0.008 nss-SO4
2− 0.127 H+ 0.005 nss-SO4

2− 0.100

nss-Ca2+ 0.015 NO3
− 0.035 nss-Ca2+ 0.004 NO3

− 0.020 

NH4
+ 0.131 HCOO− 0.001 NH4

+ 0.109 HCOO− 0.001 

K+ 0.006 CH3COO− 0.002 K+ 0.004 CH3COO− 0.002 

Mg2+ 0.009 F− 0.001 Mg2+ 0.003 F− 0.001

Total 0.169 0.166 Total 0.125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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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오염원 특성

한라산 1100 고지 미세먼지 성분의 배출원 특성을 확인

하기 위하여 통계 프로그램(SPSS 12)을 이용하여 요인분

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10,35 요인분석은 최적인

자의 수를 고유값 1 이상으로 정하여 PM10−2.5와 PM2.5 이

온성분에 대해 모두 3개의 인자를 추출하였고, 베리맥스

(Varimax) 회전법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PM10−2.5 조대입자 성분의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전체 인자

중 61.2%의 설명력을 보였고, 첫 번째 인자에는 Na+, Cl−, 두

번째 인자에는 nss-Ca2+, Mg2+, 세 번째 인자는 NH4
+, nss-SO4

2−

성분이 상대적으로 높은 적재값을 나타내었다(Table 4).

이러한 요인분석 결과를 기초로 이들 성분들의 발생기원을

추정해 보면, PM10−2.5 조대입자는 해양, 토양, 인위적 오

염원 순으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PM2.5 미세입자의 요인분석에서는 모두 3개 인자를

추출했을 때 74.6% 설명력을 보였고, 첫 번째 인자에서는

NH4
+, K+, nss-SO4

2−, Mg2+, nss-Ca2+ 성분이 높은 적재값을

나타내었다(Table 5). 두 번째 인자는 유기산 성분인 HCOO−,

CH3COO− 성분만이 높은 적재값을 나타내었고, 세 번째

인자는 Na+, Cl−이 높은 적재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요

인분석 결과를 기초로 이들 성분들의 발생기원을 추정해

보면, 한라산 1100 고지의 PM2.5 미세입자는 인위적 기원과

토양의 영향이 크고, 다음으로 식물과 해염의 영향을 받

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 론

국내 배경지역인 제주도 한라산 1100 고지에서 2012년

가을철에 PM10, PM2.5 미세먼지를 채취하여 이온 및 원소

성분을 분석한 결과로부터 대기경계층 미세먼지의 화학

Figure 3. Correlations between the sums of acid-conjugated anions and counter cations in PM10 and PM2.5 fine particulate matter.

Table 4. Rotated Varimax factor analysis for ionic species in
PM10−2.5 coarse particles

Species Factor 1 Factor 2 Factor 3

NH4
+ 0.21 −0.02 0.91

Na+ 0.93 0.19 0.00

K+ −0.18 0.07 −0.05

nss-Ca2+ −0.16 0.68 −0.18

Mg2+ 0.32 0.75 −0.24

nss-SO4
2− −0.31 0.56 0.56

NO3
− 0.51 0.13 0.47

Cl− 0.79 0.21 −0.36

HCOO− 0.21 0.75 0.18

CH3COO− 0.15 0.28 −0.54

Eigenvalue 2.1 2.1 1.9

Variance (%) 21.2 20.9 19.2

Cumulative (%) 21.2 42.1 61.2

Table 5. Rotated Varimax factor analysis for ionic species in
PM2.5 fine particles

Species Factor 1 Factor 2 Factor 3

NH4
+ 0.87 0.06 −0.12 

Na+ 0.03 0.06 0.94 

K+ 0.77 0.23 0.18 

nss-Ca2+ 0.78 −0.08 0.03 

Mg2+ 0.84 −0.14 −0.02 

nss-SO4
2− 0.81 0.32 0.10 

NO3
− 0.41 −0.37 −0.35 

Cl− 0.08 −0.09 0.89 

HCOO− 0.04 0.96 0.09 

CH3COO− 0.14 0.90 −0.14 

Eigenvalue 3.5 2.1 1.9 

Variance (%) 35.3 20.5 18.8 

Cumulative (%) 35.3 55.8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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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과 입자크기별 분포 특성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PM10 질량농도는 22.4±8.7µg/m3, PM2.5 질량농도는 13.9±

4.7µg/m3, PM10−2.5 질량농도는 8.5±4.9µg/m3로 조사되었다.

PM2.5 미세입자에서는 2차 오염물질인 nss-SO4
2−, NH4

+, NO3
−

농도가 각각 4.84, 1.98, 1.27 µg/m3로 상대적으로 높고, 전체

질량의 58.2%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PM10−2.5 조대입자에

서는 이들 세 성분의 농도가 각각 0.63, 0.21, 1.10 µg/m3로

전체 질량의 22.8%를 차지하였다.

수용성 이온성분들 중 NH4
+, nss-SO4

2−, K+, CH3COO−은

주로 미세입자에 분포하고, NO3
−은 미세입자와 조대입자에

고르게 분포하나, Na+, Cl−, Mg2+, nss-Ca2+은 조대입자에 더

많이 분포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PM10 원소성분은

인위적 기원 성분(S, Pb, Zn)이 40.6%, 토양기원 성분(Al,

Ca, Fe)이 33.7%, 해염기원 성분(Na, Mg)이 16.8%로 전체의

91.1%를 차지하였다.

한라산 1100 고지에서 대기 미세먼지의 산성화는 주로

H2SO4과 HNO3에 의해 일어나고, 유기산인 HCOOH와

CH3COOH의 영향은 이보다 훨씬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산성물질의 중화는 주로 암모니아에 의해 일어나고

있고, 암모니아에 의한 중화율은 PM10보다 PM2.5에서 더

크나 탄산칼슘에 의한 중화율은 PM2.5보다 오히려 PM10

에서 더 큰 특징을 나타내었다. 

요인분석 결과를 기초로 미세먼지 성분들의 오염원 특

성을 조사해 본 결과, PM10−2.5 조대입자는 해양, 토양, 인

위적 오염원 순으로 영향을 많이 받지만, PM2.5 미세입자

는 인위적 기원과 토양의 영향이 더 크고, 상대적으로 해

염의 영향은 이보다 작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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