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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봄철 주중/주말의 PM10 중 이온성분의 화학적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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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weekday/weekend characteristics of PM10 concentration and chemical composition of water-soluble 
ions in Busan in the spring of 2013. Contribution rate of water-soluble ions to PM10 concentration in weekday/weekend were 
41.5% and 38.5%, respectively. Contribution rate of SO4

2- to total ion mass in weekday/weekend were 30.4% and 33.8%, 
respectively. Contribution rate of total inorganic water-soluble ions in PM10 in weekday/weekend were 42.2% and 39.1% 
(mean 41.4%), respectively. [NO3

-/SO4
2-] ratio in weekday/weekend were 1.01 and 0.97(mean 0.99), respectively, which 

indicated that weekday ratio was higher. Contribution rate of sea salts and Cl-/Na+ ratio in PM10 in weekday/weekend were 
8.1% and 7.6%, 0.37% and 0.41%, respectively. This research will help understand chemical composition of water-soluble 
ions during the weekday/weekend and will be able to measure the contribution level of artificial anthropogenic source on 
urban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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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론

대기 중의 에어로졸은 매우 중요한 대기오염물질로서 

인간과 자연환경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에어

로졸 입자와 이온성분은 시정악화와 응결핵으로써 구름

의 생성에 기여하고(Sloane 등, 1991; Lee와 Sequerira, 

2002), 강수의 산성화와 장기적으로 기후에 영향을 미치

기도 한다(Charlson 등, 1992). 또한 미세먼지는 산성 및 

독성 물질을 수송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거나 인간의 건

강과 생태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Cheng 등, 

1996).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과 관련된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는 호흡기계와 심장혈관계의 이상

을 일으켜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이다(Kunzli 등, 

2000; Pope 등, 2002).

대기 중 에어로졸은 인위적인 요인과 자연적인 요인

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생성되어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 

자연적인 요인으로 화산분출, 해양 및 먼지폭풍을 들 수 

있고, 인위적 요인으로 산업활동, 에너지 생성, 건축, 도

시 폐기물 처리, 자동차 배출 가스 등을 들 수 있다

(Sabbak, 1995; Bilos 등, 2001). 대기 에어로졸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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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무기 화합물, 유기탄소, 원소탄소 그리고 금속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황산염, 질산염, 암모늄, 염화물과 같은 

수용성 무기 성분은 도시 대기오염에서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이들은 에어로졸의 산성도와 산화작용에 기여

를 한다. 특히 질산염, 황산염, 암모늄은 2차 에어로졸을 

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성분이며, 도시대기에서 황산염

은 미세입자 모드에, 질산염과 염화물은 bi-modal 크기 

분포를 결정하는데 기여한다(Hara 등, 1983). 

도시지역에서 교통통행량과 인위적인 활동에 의해 배

출되는 미세먼지는 주중과 주말에 큰 차이를 나타낸다. 

주중과 주말의 미세먼지농도와 화학적 성분의 특성을 고

찰하면 도시 대기에 미치는 도로교통 통행량과 산업시설 

등의 인위적인 오염원의 기여도를 산출하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 세계 주요 도시지역에서 주중과 주말의 

미세먼지 농도 특성(미세먼지의 주말효과)에 대한 연구

가 많이 수행되었다(Morawska 등, 2002; Blanchard와 

Tanenbaum, 2003; Motallebi 등, 2003; Qin 등, 2004). 

특히 Zhang 등(2011)은 CMB 모델을 이용하여 자동차 

통행량 증가에 의한 2차 황산염과 질산염의 배출이 주중

의 농도 증가에 큰 기여를 한다고 하였다.  

부산지역에서는 대기오염자동측정망에서 측정한 미

세먼지의 주중/주말 특성에 대한 연구는 있으나(Lee 등, 

2005; Jeon, 2010; Jeon과 Hwang, 2014), 특정지점에

서 채취한 PM10 중 이온성분의 화학적 조성에 대한 연구

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주중과 주말의 미세먼

지농도와 관련된 화학적 조성은 부산지역의 대기질에 미

치는 도로교통이나 인위적인 활동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2013년 봄철 주중(월~목요일)과 주말(일요일)에 

PM10을 채취하여 중량농도와 이온성분의 화학적 조성에 

대한 특성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2. 시료 채취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를 위한 PM10의 시료채취는 Fig. 1과 같이 신

라대학교 공학관 6층 옥상(지상 약 20 m)에서 실시하였

다. 미세먼지 중 이온성분의 화학적 조성을 고찰하기 위

한 PM10의 채취는 2013년 봄철(3, 4, 5월)에 실시하였

고, 측정일수는 총 38일이며, 주중(월~목)과 주말(일요

일)에 강우가 없는 날을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 채취하였고, 총 채취 일수는 주중

이 29일, 주말이 9일이었다. 

PM10의 채취는 Mini Volume Air Sampler(Air Metrics, 

Springfield, OR, USA)를 사용하였으며, 흡인유속은 

5.0 L/min으로 조정하여 47 mm QMA Filter(Whatman 

Co.)에 24시간 PM10 시료를 흡인 채취하였다. PM10의 

질량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여과지를 항온(20 ), 항습

(50%) 조건하에서 건조장치에 최소 2일간 건조하고, 감도

가 0.01 인 전자저울(Sartorious microbalance)로 먼지

시료 채취 전 후의 무게를 칭량한 후의 중량차로서 

PM10의 질량농도를 구하였다. PM10 중의 수용성 이온성

분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지시료가 채취된 필터를 초순수 

20 (Direct Q Millipore, 18.2MΩ)가 담긴 30 

HDPE bottle(Nalgene Co.)에 넣은 후 밀봉하고, 시료

의 변질을 막기 위하여 냉동보관 하였다. 보관된 시료는 

전처리를 위하여 해동한 다음 초음파세척기에 bottle이 

잠기게 한 상태에서 1시간 동안 초음파 추출하였으며, 

Syringe filter(PVDF, Whatman Co. pore size 0.45 )

를 이용하여 여과하였다. 여과한 여액은 ICP/AES를 이

용하여 양이온인 Na+, K+, Ca2+, Mg2+를 정량하였고, 이

온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양이온인 NH4
+과 음이온

인 NO3
-, SO4

2-, Cl-를 정량하였다.

Fig. 1. Location of a sampling site(Gwaebeopdong) in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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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PM10)
Khoder and 

Hassan(2008)(TSP)
Almeida et al.(2006)
(Aut./wint.)(PM10)

Almeida et al.(2006)
(Spr./summ.)(PM10)

Weekday Weekend Weekday Weekend Weekday Weekend Weekday Weekend

Mass 77.5±26.9  67.3±17.8  454 298 32 27 28 28

Na
+

3.39±2.24 2.44±1.48  6.26 3.42 0.72 0.67 1.47 1.77

Mg
2+

0.39±0.21  0.29±0.19  2.51 1.45 0.1 0.09 0.18 0.19

Ca
2+

1.76±0.87 1.29±0.81  18.53 11.12 0.85 0.52 0.78 0.63

K
+

0.19±0.11 0.16±0.07  3.06 1.75 0.16 0.14 0.12 0.14

NH4
+

6.31±4.22 4.69±2.81  6.88 5.86 0.85 1.32 1.21 1.31

Cl
-

1.27±0.88 1.04±0.80  14.47 8.81 1.27 1.08 1.42 1.24

SO4
2-

9.79±5.50 8.77±4.83  32.75 25.71 3.03 2.97 4.50 4.67

NO3
-

9.04±4.74 7.21±3.50  13.40 8.71 1.97 2.65 1.94 1.55

NSS-SO4
2-

8.94±5.52 8.16±4.72

Contribute
rate(%)

41.5 38.5 21.6 22.4 28.0 35.0 41.5 41.1

Table 1. Weekday and weekend concentration( / ) of PM and their related water-soluble composition at this study and other 
sites

3. 결과 및 고찰

3.1. 이온성분의 특성

Table 1은 2013년 봄철 부산지역에서 측정한 PM10 

의 이온성분 농도와 비해염 황산염(NSS-SO4
2-) 그리고 

타 국가에서 측정한 이온성분 농도를 주중과 주말로 구

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NSS-SO4
2-은 해염의 지시자인 

Na+를 이용하여 식 (1)으로 계산하였다(Millero와 Sohn, 

1992).


  

×              (1)  

 

부산지역에서 이온성분의 PM10에 대한 기여율은 주

중과 주말에 각각 41.5%와 38.5%로 주중이 주말에 비

해 높았다. 이는 부산지역 2011년과 2012년 봄철 2년간

의 평균 38.6%에 비해서 비슷하거나 높은 값을 나타내

었다(Jeon과 Hwang, 2014). 주중과 주말에 가장 높은 

농도를 보인 성분은 SO4
2-이온으로 각각 9.79 / 와 

8.77 / 이었으며, 다음으로 NO3
-이 각각 9.04 / , 

7.21 / 순이었고, 주중과 주말 공히 SO4
2-> 

NO3
->NH4

+>Na+>Ca2+>Cl->Mg2+>K+ 순이었다. 황산

염은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 대기 중으로 배출된 SO2의 

일부분이 건성 및 습성침적 이전에 황산염 에어로졸로 

산화되어 생성된다(Ho, 등, 2003). 질산염은 도시대기 

에어로졸의 중요한 성분으로 도시지역의 자동차나 산업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 배출된 NO2

의 광산화에 의해 생성된다(Logan, 1983). 황산염과 질

산염의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부산지역 2011년

과 2012년 봄철의 측정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Jeon과 Hwang, 2014).  이집트의 카이로의 경우 이온

농도의 기여율은 주중과 주말이 각각 21.6%와 28%로 

부산지역보다 낮았으며(Khoder와 Hassan, 2008), 포르

투갈 리스본의 가을/겨울은 각각 28.0%, 35%로 역시 부

산보다 낮았으며, 봄/여름은 각각 41.5%와 41.1%로 부

산지역과 비슷하였다(Almeida 등, 2006). 두 지역 모두 

먼지 중 가장 높은 이온성분은 SO4
2-이었고 두 번째로는 

카이로가 Ca2+, 리스본이 NO3
-이었다. 이온성분의 기여

율의 경우, 카이로와 리스본(가을/겨울)은 주중보다 주말

이 높았고, 리스본(봄/여름)은 거의 비슷하나 부산지역과 

같이 주중이 주말보다 높게 나타났다.          

Fig. 2는 부산지역 2013년 봄철 PM10농도와 이온성

분의 주중/주말 농도비를 나타낸 것이다. 미세먼지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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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 무기 이온은 화학반응, 습성, 건성침적에 의한 제

거 등 오염원 지역에서 변동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말보다 주중에 수용성 무기

이온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PM10의 주중/주말 농도비는 

1.15로 주중이 주말보다 약 15% 높게 나타났고, 이온성

분의 주중/주말 농도비를 보면, Na+ 1.39, Mg2+ 1.35, 

Ca2+ 1.37, K+ 1.20, NH4
+ 1.15, Cl- 1.23,  SO4

2- 1.12, 

NO3
- 1.25로서 Na+의 주중농도가 주말보다 가장 높았

고, 다음으로 Ca2+, Mg2+ 순이었고 가장 낮은 성분은 

SO4
2-이었다.

주말보다 주중에 수용성 무기이온농도가 높은 이유는 

미세먼지 농도가 주중이 높기 때문이다. 대기 중으로 유

입되는 황산화물과 질산화물은 황산이나 질산으로 산화

되고, 차례대로 입자상 황산염과 질산염으로 변환된다. 

그러므로 주중의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의 더 높은 배

출은 높은 교통량에 의한 것이고 입자상 황산염과 질

산염 증가를 가져왔다(Blanchard와 Tanenbaum, 2003; 

Motallebi 등, 2003). 주중의 높은 토양성분의 농도는 국

지적인 인위적 활동에 의한 것이며, 도로 및 인위적인 활

동(산업활동과 빌딩 건축)에 의한 도로 먼지의 재비산에 

의한 것이다(Morawska 등, 2002; Qin 등, 2004).

 

Fig. 2. Weekday/weekend concentration ratios of the PM10 
and their related water-soluble components at a 
sampling site. 

Fig. 3은 부산지역 2013년 봄철에 측정한 PM10의 수

용성 이온성분 중의 기여도를 각 이온성분별에 대해 주

중과 주말로 나누어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주중과 

주말에 가장 높은 비율은 SO4
2-으로 각각 30.4%와 

33.8%이었고 다음으로 NO3
-이 각각 28.1%와 27.9%이

었다. 산업체 등의 고정원에서 많이 배출되는 황산염은 

주말에 높았고 자동차 등에 의한 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

는 질산염은 주중에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양이온이 차

지하는 비중이 주중과 주말에 각각 37.5%와 34.3%로 

주중이 주말보다 높았다. 주말이 황산염이 더 높은 이유

에 대해서는 좀 더 고찰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Fig. 3. Contribution of ions to total ion mass in the PM10 
during the weekday and weekend at a sampling site.

Fig. 4는 부산지역 2013년 봄철에 측정한 PM10의 총 

이온 질량에 대한 이온성분들의 기여도를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주중과 주말에 가장 

높은 비율은 SO4
2-으로 각각 12.6%와 13.0%이었고 다

음으로 NO3
-
이 각각 11.7%와 10.7%이었다. 이 역시 총 

이온 성분 중의 각 이온성분의 분율과 마찬가지로 황산

염은 주말에 질산염은 주중에 높았다. 그리고 NH4
+과 

Na+
의 주중과 주말의 비중이 각각 8.1%와 7.0%, 4.3%

와 3.6%로 주중이 주말보다 높았다. 그리고 8개 무기이

Fig. 4. Contribution of water-soluble components in the PM10 

during the weekday and weekend  at a sampling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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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ion rate(%) of total inorganic 
water-soluble ions

 Contribution rate(%) of secondary ion

Weekday 42.2±13.2 24.3±13.6

Weekend 39.1±15.9 20.1±9.7

Mean 41.4±13.7 23.3±12.8

Table 2. Contribution rate(%) of total inorganic water-soluble ions and contribution rate(%) of secondary ion in PM10 during 
the weekday and weekend at sampling site

Equivalent ratio of [SO4
2-/NO3

-] [NO3
-/SO4

2-] ratio

Weekday 1.47±0.61 1.01±0.37

Weekend 1.64±0.72 0.97±0.35

Mean 1.51±0.63 0.99±0.36

Table 3. Ratio of [SO4
2-/NO3

-] of water soluble anion in PM10 mass at sampling site

온 중 SO4
2-, NO3

-, NH4
+, Na+의 주중과 주말의 합은 전

체이온의 88.7%와 89.3%이었고, PM10농도에서는 각각 

36.8%와 34.3%이었다.

Table 2는 부산지역에서 주중과 주말에 측정한 총 수

용성이온(Na+, K+, Mg2+, Ca2+, NH4
+, Cl-, NO3

-, SO4
2-)

의 PM10 농도에 대한 기여율과 2차 생성이온인 NSS- 

SO4
2-, NO3

-, NH4+의 PM10 농도에 대한 기여율을 조사

하여 나타낸 것이다. PM10에 대한 총 수용성이온의 기여

율은 주중과 주말에 각각 42.2%와 39.1%(평균 41.4%)

로 주중이 주말에 비해 높았다. 본 연구와 동일한 지역에

서 2007년 여름철과 가을철의 PM10 기여율인 38.0%과 

37.5%에 비해 조금 높게 나왔으며(Jeon 등, 2010), 

2011년과 2012년의 PM10 기여율인 43.9%에 비해서는 

낮은 값을 보였다(Jeon과 Hwang, 2014). PM10에 대한 

2차 생성이온의 기여율은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도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개발하

는데 매우 중요하다(Park과 Lim, 2006). 본 연구에서 주

중과 주말의 이차생성이온의 기여율은 각각 24.3%와 

20.1%로 주중이 주말보다 높았다. 2007년 부산지역 여

름철과 가을철의 PM10에 대한 기여율인 32.5%와 29.9 

%에 비해 조금 낮은 값을 나타내었으며(Jeon 등, 2010), 

2011년과 2012년의 27.8%에 비해서도 낮은 값을 나타

내었다(Jeon과 Hwang, 2014).

3.2.  [NO3
-/SO4

2-]의 농도 비

Table 3은 PM10 농도 중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하여 

배출되는 인위적인 오염원의 정량적인 평가를 위하여 

[SO4
2-/NO3

-]의 당량농도비와 [NO3
-/SO4

2-] 질량농도비

를 나타낸 것이다. [SO4
2-/NO3

-]비는 대기 중에 배출된 

고정오염원과 이동오염원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나타내

는 지시자로 사용되며, 또한 고정오염원의 연료로 사용

되는 중유에 포함된 황은 이동오염원의 연료인 가솔린과 

경유에 비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화석연료 중 중유

의 기여도를 파악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Yao 등, 2002). 

[SO4
2-/NO3

-]의 당량농도비는 기존 연구지역의 자료와 

비교하기 위해 산출하였고, [NO3
-/SO4

2-] 질량농도비는 

이동오염원과 고정오염원의 여타 다른 지역과 비교하기 

위해 산출하였다.

부산지역 2013년 봄철 주중과 주말의 [SO4
2-/NO3

-] 

당량농도비는 각각 1.47과 1.64(평균 1.51)로서 주중보

다 주말이 더 높았다. 부산지역 2011년과 2012년의 

PM10에서의  [SO4
2-/NO3

-] 당량농도비는 평균 1.43이었

고(Jeon과 Hwang, 2014), 2007년 여름철과 가을철의 

부산 지역 PM10에 대한 당량 농도비인 1.52와 1.23에 비

해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Jeon 등, 2010). 

부산지역 2013년 봄철 주중과 주말의 [NO3
-/SO4

2-] 

질량농도비는 각각 1.01과 0.97(평균 0.99)로 주중이 주

말보다 높은 비를 나타내었다. 자동차로부터 배출된 질

소산화물은 대기 중 입자상 질산염에 중요한 기여자이다. 

그러므로 [NO3
-/SO4

2-] 비는 대기 중 황과 질소의 자동

차오염원과 고정오염원의 상대적 중요성을 나타내는 지



 전병일

Mean PM10 
concentration

( / )

Mean sea salt 
concentration

( / )

Contribution rate of 
sea salts
(%)

Cl-/Na+

ratio

Weekday 77.54±26.89 6.26±4.05 8.1±6.0 0.37±0.15

Weekend 67.28±17.84 4.61±2.89 7.6±5.2 0.41±0.21

Mean 75.11±25.21 5.87±3.83 8.4±5.8 0.38±0.16

Table 4. Mean sea salt concentration and contribution rate of sea salt of PM10 at sampling site

시자이며, 고정오염원보다 이동오염원이 우세하다는 것

을 [NO3
-/SO4

2-] 비가 높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Arimoto 등, 1996). 

황 함유량이 높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중국은 [NO3
-/ 

SO4
2-] 비가 0.3~0.5로 낮은 것은 황을 함유한 석탄의 사

용이 광범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동차오염보다는 고

정오염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Yao et al., 

2002), 난방연료로서 황을 함유한 석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Huebert 등, 1988). 그러나 석탄을 사용하지 

않는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의 로스엔젤레스 도심부와 남

부 캘리포니아 루비덕스에서의 [NO3
-/SO4

2-] 질량비는 2 

~5이었다(Kim 등, 2000). 이집트의 카이로에서의 주중

과 주말의 [NO3-/SO4
2-] 비는 각각 0.41과 0.34이었고 

주말에 비해 주중에 [NO3-/SO4
2-] 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주중에 자동차통행량이 많기 때문이다(Khoder와 

Hassan,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 [NO3
-/SO4

2-] 비가 

주중이 주말보다 높은 것은 주중에 자동차 등에 의한 이

동오염원의 영향이 고정오염원보다 더 큰 영향을 받았다

고 할 수 있으며, [NO3
-/SO4

2-] 비가 1에 가깝다는 것은 

황산화물에 의한 영향보다는 질소산화물에 의한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3. PM10 중 해염입자의 기여율

Table 4은 부산지역에서 2013년 봄철 주중과 주말에 

측정한 PM10 농도, 해염농도, 해염의 기여율 그리고 Cl-/ 

Na+ 비를 나타낸 것이다. 대기 중의 해염입자는 해수에 

존재했던 Cl, Na, S, Mg, Ca, K 등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Na은 해염입자의 지표원소로 사용된다(Willison 

등, 1989). 미세먼지에 함유된 해염의 농도는 해수성분 

이온들의 Na+에 대한 질량농도비에 근거한 다음 식 (2)

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Holland, 1978).

[sea salt] = 1.47×[Na+] + [Cl-]                             (2)

PM10 중 Na+와 Cl-의 기원은 일반적으로 해수의 물리

적 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수의 

Cl-/Na+ 질량농도비는 이론적으로 1.80(당량비 1.164)

이다. 해염입자로 알려진 Na+, Cl- 성분의 경우 측정지점

이 해안에 바로 인접해 있더라도 해수의 Cl-/Na+ 비는 

1.80보다 훨씬 낮은 값을 나타내는데(Chow 등, 1996), 

이것은 측정지점으로부터 불어오는 방향과 대기 중으로 

유입된 해염입자(NaCl)와 질산가스의 반응으로 인한 Cl-

성분의 손실 때문이다(Eldering 등, 1991). 

부산지역 2013년 봄철 주중과 주말의 PM10에 대한 

해염의 기여율은 각각 8.1%와 7.6%로 주중이 주말에 비

해 높게 나타났다. 부산지역 2011년과 2012년의 13.2%

에 비해서는 낮았고(Jeon과 Hwang, 2014), 2007년의 

여름철과 가을철의 PM10에 대한 기여율인 2.8%와 3.1%

에 비해 월등히 높은 기여율을 나타내었다(Jeon 등, 2010). 

제주도 해안으로부터 2 떨어진 지점에서 PM10 중 해

염입자의 기여율은 여름과 가을이 각각 13.1%와 15.2%

로 본 연구결과에 비해 매우 높은 기여율을 나타내었다

(Kim, 2006). 따라서 부산과 같은 해안지역의 도시 대기

질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수립할 때 지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기여를 고려할 필

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부산지역의 봄철 주중과 주말의 

Cl-/Na+ 비는 각각 0.37과 0.41로 주중이 주말보다 낮았

다. 이는 비록 주중이 주말보다 해염농도와 해염의 기여

율이 높지만, 위에서 언급한대로 식 (3)과 같이 주중은 

주말보다 자동차 통행량의 증대 등으로 인한 대기 중의 

질산가스가 주말보다 많이 배출되어 Cl-이 손실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보인다(Eldering 등, 1991).

   
NaCl + HNO3 NaNO3 + HC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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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및 결론

부산지역 2013년 봄철 주중과 주말에 측정한 PM10 

중 이온성분의 화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부산지역에서 이온성분의 PM10에 대한 기여율은 

주중과 주말에 각각 41.5%와 38.5%로 주중이 주말에 

비해 높았다. 주중과 주말에 PM10에 가장 높은 농도를 

보인 성분은 SO4
2-이온으로 각각 9.79 / 와 8.77 /

이었으며, 다음으로 NO3
-,이 각각 9.04 / , 7.21 /

순이었고, 주중과 주말 공히 SO4
2->NO3

->NH4
+> 

Na+>Ca2+>Cl->Mg2+>K+ 순이었다.

2) PM10의 주중/주말 농도비는 1.15로 주중이 주말보

다 약 15% 높게 나타났고, 이온성분의 주중/주말 농도비

를 보면, Na+ 1.39, Mg2+ 1.35, Ca2+ 1.37, K+ 1.20, NH4
+ 

1.15, Cl- 1.23,  SO4
2- 1.12, NO3

- 1.25로서 Na+의 주중

농도가 주말보다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Ca2+, Mg2+ 순

이었고 가장 낮은 성분은 SO4
2-이었다.

3) 총 이온 성분 중의 각 이온성분들의 기여율을 본 결

과, 주중과 주말에 가장 높은 비율은 SO4
2-으로 각각 

30.4%와 33.8%이었고 다음으로 NO3
-이 각각 28.1%와 

27.9%이었다. PM10농도 중의 각 이온 성분들의 기여율

은 주중과 주말에 가장 높은 비율은 SO4
2-으로 각각 

12.6%와 13.0%이었고 다음으로 NO3
-이 각각 11.7%와 

10.7%이었다.

4) 총 수용성이온의 PM10 농도에 대한 기여율은 주중

과 주말에 각각 42.2%와 39.1%(평균 41.4%)로 주중이 

주말에 비해 높았다. 이차생성이온의 PM10 농도에 대

한 기여율은 각각 24.3%와 20.1%로 주중이 주말보다 

높았다.

5)  봄철 주중과 주말의 [NO3
-/SO4

2-] 질량농도비는 

각각 1.01과 0.97(평균 0.99)로 주중이 주말보다 높은 비

를 나타내었다. 주중과 주말의 PM10에 대한 해염의 기여

율은 각각 8.1%와 7.6%로 주중이 주말에 비해 높게 나

타났다. 부산지역의 봄철 주중과 주말의 Cl-/Na+ 비는 각

각 0.37과 0.41로 주중이 주말보다 낮았다. 

6) 주중과 주말의 미세먼지농도와 화학적 성분의 특

성을 고찰하면 도시 대기에 미치는 도로교통 통행량과 

산업시설 등의 인위적인 오염원의 기여도를 산출하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향후 부산지역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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