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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mass concentrations and chemical compositions of PM2.5, including water-soluble ions and elements were 
determined at the 1,100 m-highland of Mt. Hallasan in Jeju Island across four seasons from August 2013 to August 2014. The 
average mass concentration of PM2.5 was 12.5±8.41 /m3 with 45.8% of the contribution from eight water-soluble ionic 
species. Three ionic species (SO4

2-, NH4
+, and NO3

-) comprised 96.2% of the total concentration of ions contained in PM2.5 and 
were the dominant ions, accounting for 43.5% of the PM2.5 mass at Mt. Hallasan. On the basis of the mass concentration level, 
seasonal variation, enrichment factor, and relationship among elements, we can presume that Mg, K, Ca, Mn, Fe, Co, Sr, Ba, 
Nd, and Dy originated mainly from crust or soil and that V, Cr, Ni, Cu, Zn, As, Cd, and Pb were significantly enriched in 
PM2.5 owing to the effects of the anthropogenic emissions. These results and the local distribution of emission sources and 
topographic characteristics near this sampling site suggest that the compositions of PM2.5 collected at the 1100 m-highland of 
Mt. Hallasan were largely influenced by inflow from outside of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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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대기오염제어기술의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에 있어서 입자상물질 (particulate matter, PM)의 농도

수준을 제어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PM이라는 말은 공기 중에서 퍼져있는 고체 혹은 액체 

입자를 말하는데, 이들 입자는 수, 크기, 모양, 표면적, 화
학적 조성, 용해도, 그리고 기원에 따라서 다르다. 또한 

PM은 심폐질환과 폐암 등과 같은 급성 또는 만성 호흡

기계 질환과 관련이 있는데(WHO, 2009), 전 세계적으

로 폐암의 약 8%, 심폐질환의 5%, 그리고 호흡기 감염 

사망의 3%가 PM의 노출에 기인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Cohen et al., 2005). 전 세계 수많은 도시에서 대기 중 

PM의 농도수준이 WHO의 권고기준을 1~3배 이상 초

과하고 있으며, PM10과 PM2.5의 세계 평균 농도 수준은 

각각 71(범위 21-142) μg/m3, 23(범위 6-63) μg/m3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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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고된 바 있다(Srimuruganandam and Nagendra, 
2012; WHO, 2011). 

특히 PM2.5와 같이 아주 미세한 입자들은 주로 인위적 

오염원에서 기인할 뿐 아니라 햇빛과도 효과적으로 작용

하기 때문에 공중보건뿐 아니라 기후변화의 측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인위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PM
은 통상 황산염, 질산염, 블랙카본과 유기탄소 등과 같은 

각종 유기 및 무기물질로 구성되어 있다(Lim et al., 
2012). 따라서 PM을 구성하는 주요성분들의 오염원을 

추정하고 환경에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는 대기 중 PM의 화학적 조성에 관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PM의 입경분포와 화학적 조

성 등에 관한 조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제주도는 한국에서 가장 청정한 지역 중 한 곳으로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약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뚜렷한 고정 배출원도 없는 지역이다. 그렇지만 최근에

는 관광객의 증가와 인구의 유입에 의해 제주시 도심지

역을 중심으로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제주도에서도 미세먼지 고농도일이 비교적 빈번하

게 나타나고 있어 제주도내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실효적인 대기질 관리를 위해서는 제주도에서도 도시 지

역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특히 PM의 농도와 조성에 

대한 측정자료를 토대로 PM의 기원을 먼저 파악해야 한

다. 이러한 도심지역의 PM 조성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서는 다양한 인위 배출원의 영향이 거의 없는 배경지역

에서의 PM 조성을 파악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중국의 풍하측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항시 중국 등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대기오염물

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여건에 놓여 있다. 특
히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는 인위적인 입자상물질의 배출

에 있어서 전 지구적으로 기여가 아주 큰 지역이 되고 있

을 뿐 아니라 인위기원 기체상 오염물질 배출량도 유럽

이나 북아메리카보다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Lim et 
al., 2012).

따라서 향후 제주도 도시지역에 대한 PM2.5 농도특성

을 해석하기 위한 사전 연구로써 본 연구에서는 한라산 

1,100 m(산림지역)의 도시배경지역에서 PM2.5의 질량

농도와 화학조성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시료채취지점

Fig. 1에는 본 연구에서 PM2.5의 포집을 실시한 채취

지점을 나타냈다. 본 채취지점은 한라산 중턱의 1100고
지라고 불리지는 지점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새오름

(해발 1,120 m) 정상부의 숲이 울창한 곳에 위치하고 있

다. 여기서는 ‘1,100 m-고지’라고 표현할 것이다. 이 채

취지점은 제주시 도심지역(연동 대기오염측정소)으로부

터 대략 15 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인근에 속칭 1100 
도로라고 불리는 2차선 도로가 통과하고 있지만 지형적

으로 보면 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에서 배출되는 오

염물질들이 PM 시료에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미치지 않

을 것으로 판단되는 곳이다.

Fig. 1. The sampling site of PM2.5 in this study.

2.2. 측정 및 분석

한라산 1,100 m-고지에서의 PM2.5 시료채취는 매월 

5회~6회 정도 실시하였으며, 매 회마다 오전 10시부터 

48시간 또는 72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공기를 흡인하였

다. Table 1에는 매월의 시료채취 시기 및 기상개황을 정



한라산 1,100 m 지역의 대기 중 PM2.5에 함유된 이온 및 원소 성분의 조성특성

Year Month Date Temp.1)

(℃)

Wind1)

Speed
(m/s) Direction

2013 Aug. 14-16, 16-19, 19-21, 21-23, 24-26, 26-29 21.5 1.44 NE

2013 Oct. 14-16, 16-18, 18-21, 21-23, 24-26, 26-29 9.1 1.86 NE

2014 Jan.  8-10, 10-13, 13-15, 15-17, 17-20, 20-22 -4.0 1.73 E

2014 May 17-19, 19-21, 23-26, 26-28, 28-30 15.4 1.89 SW

2014 Aug. 7-9, 22-25*, 25-27*, 27-29*, 29-1* 18.3 1.90 NE

2014 Oct. 15-17, 17-20, 20-22, 22-24, 24-27, 27-30 10.4 1.50 NE
*: There has been much rain in the mountain area
1): The weather condition was measured at Eorimok AWS near the PM2.5 sampling site of this study

Table 1. Weather conditions during the sampling campaign of PM2.5

리하여 나타냈다. 본 시료채취지점에는 기상측정장비가 

설치되지 않아 인근에 위치한 어리목 자동기상측정점의 

자료를 참고로 제시하였다. PM2.5 분급장치가 장착된 

sequential air sampler (PMS-103, APM Co., Korea)
를 사용하였으며, 이 장치는 16.7 L/min의 유량으로 작

동된다. 그리고 PM2.5 채취에는 테프론 필터(PF020, Φ
47 mm, Advantec)를 사용하였다.

입자상물질 시료를 채취하기 전에 사용할 여지는 상

대습도 35%, 온도 21.5 로 유지되는 항온항습실내에

서 24시간 이상 정치시킨 여지를 1 의 감도를 지닌 전

자저울(SC-2, Sartorius, Germany)을 사용하여 무게를 

달아서 사용하였으며, 시료채취가 마무리되면 다시 동일

한 방법으로 정치시킨 후 무게를 달아서 포집 전후의 여

과지 무게 차이로 질량농도를 계산하였다. 여과지의 무

게를 측정할 때에는 정전기 방지 키트를 사용하였다. 무
게 측정이 마무리된 필터는 분석에 사용할 때까지 성분

들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30 에 냉동 보관하였다.
보관된 여지를 절반으로 나누어 한 쪽은 수용성 이온

성분들을 분석에 사용하고 나머지 한쪽은 원소성분의 분

석에 사용하였다. 이온성분의 분석에 있어서는 여과지에 

탈 이온 증류수 10 mL를 첨가하여 20분간 초음파 추출

한 후 이온크로마토그라피(IC-20, Dionex)로써 수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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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4
2-)

을 분석했다. 여기서 column은 Ion Pac CS12A(양이온)
과 Ion Pac As12A(음이온)을 사용하였고, eluent로는 

양이온은 Methansulfonate (20 mmol/L), 음이온은 

Na2CO3 (2.7 mmol/L)와 NaHCO3 (0.3 mmol/L)를 사

용하였다. 나머지 여지는 HNO3 5 mL, HF 1 mL, H2O2 
1 mL를 첨가하여 microwave 시료분해장치(ETOS-1600, 
Milestone)에서 고압분해처리를 실시하고, ICP/MS 
(HP-7700x, Agilent)를 이용하여 원소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5매의 공시험 여지(blank filter)에 대한 분석 결

과로부터 얻어진 표준편차의 3배를 검출한계로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PM2.5의 질량농도

Table 2에는 한라산 1,100 m-고지에서 채취된 PM2.5

의 질량농도를 시료채취 월별로 정리하여 나타냈다. 표
에서 보면, PM2.5 질량농도는 5월, 1월, 10월 그리고 8월
의 순이었고, 평균 질량농도는 12.5±8.41 μg/m3이었다. 
그리고 최대농도는 5월에 출현하였다. 이처럼 한라산 

1,100 m-고지에서 측정된 PM2.5의 농도수준은 제주도

의 서쪽 끝 해안가에 위치한 고산측정소에서 2008년
-2012년에 측정된 평균 농도 18.6 μg/m3(범위 2.9-68.3 
μg/m3)와 남쪽 공해상에 위치한 이어도해양과학기지에

서 측정된 평균농도 21.8±14.9 μg/m3에 비하면 57~ 
67%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Han et al., 2013; Kim 
et al., 1998; Lee et al., 2013; Lee et al., 2015). 그렇지

만 최근 2014년 동안에 고산측정소에서 측정된 PM2.5의 

평균농도는 15.4±7.4 μg/m3로 보고되기도 했다(Song et 
al., 2016). 본 조사와 비슷한 시기에 제주시 도심지역(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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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Aug.
(N=6)

Oct.
(N=6)

Jan.
(N=6)

May
(N=5)

Aug.
(N=5)

Oct.
(N=6)

Mean 12.47 6.87 10.86 16.22 20.03 8.71 12.12

Std. Dev. 8.41 3.42 3.93 6.88 15.66 3.22 7.04

Min.~Max. 3.0~ 41.8  3.0~11.3  6.2~17.0  4.4~21.9  7.0~41.8  5.7~12.3  4.3~23.0

Table 2. Mass concentration ( /m3) of PM2.5 in this study

Species Mean
August
(N=11)

October
(N=12)

January
(N=6)

May
(N=5)

Na+ 0.068±0.042 0.039±0.022 0.061±0.026 0.090±0.022 0.122±0.065

NH4
+ 1.431±0.868 1.020±0.452 1.218±0.480 2.220±0.938 1.899±1.470

K+ 0.064±0.081 0.027±0.017 0.035±0.044 0.114±0.059 0.153±0.153

Mg2+ 0.016±0.039 0.003±0.004 0.004±0.005 0.016±0.009 0.073±0.085

Ca2+ 0.054±0.152 0.006±0.008 0.007±0.005 0.019±0.013 0.315±0.299

Cl- 0.010±0.019 0.001±0.002 0.004±0.010 0.024±0.034 0.028±0.013

NO3
- 0.365±0.698 0.016±0.028 0.032±0.066 1.429±0.912 0.655±0.703

SO4
2- 3.427±2.225 2.923±1.462 2.411±0.948 4.975±2.503 5.119±3.775

Σions 5.435±3.678 4.036±1.913 3.771±1.433 8.886±3.987 8.364±5.886

NO3
-/SO4

2-(-) 0.13±0.18 0.01±0.01 0.03±0.04 0.30±0.21 0.18±0.19

Nss-Ca2+ 0.07±0.17 0.01±0.01 0.01±0.01 0.02±0.01 0.31±0.30

Table 3. Average concentration ( /m3) of water-soluble ionic species

동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자동 측정된 PM2.5의 질량농도

에 비하면 매월 평균 40~73%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으

며, 특히 1월과 5월에 두 지점간의 농도 차이가 크게 나

타났다. 이러한 지역적 차이에 대해 향후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2. PM2.5의 조성특성

3.2.1. 이온조성

먼저 PM2.5에 함유된 수용성 이온성분들의 이온수지

를 나타냄으로써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평가하였다(Fig. 
2). 모든 용액은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므로 음이온과 양

이온의 당량농도 합들 사이의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

록 분석데이터는 일관성이 있고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Lee et al., 2011). 본 연구에서 PM2.5에 대한 이

온성분의 분석결과를 Fig. 2에서 보면 상관계수(R)이 

0.960로 양호한 선형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시료들

은 매질들이 대체로 비슷하고 주요한 이온성분들은 거의 

대부분 분석했기 때문에 이온수지를 비교하여 분석데이

터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 그리고 분석결과들이 서로 양호한 상관성을 나타내

는 것으로 볼 때 분석결과는 양호한 신뢰도를 보인다고 

판단된다.
Table 3에는 PM2.5에 함유된 수용성 이온성분들의 농

도를 월별 평균으로 나타냈다. Table 3에서 월별 평균 농

도를 보면, 1월과 5월에 각각 8.89±3.99 μg/m3, 8.36± 
5.89 μg/m3의 수준을 나타냈고, 8월과 10월에는 각각 

4.04±1.91 μg/m3, 3.77±1.43 μg/m3
의 수준을 보였다. 

즉, 5월과 1월 그리고 8월과 10월의 농도 수준이 서로 비

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온성분의 농도 수준

은 5월과 1월이 8월과 10월보다도 두 배 정도 높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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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rrelation between the sums of anion concentrations 
and cation concentrations in PM2.5.

Fig. 3. Monthly variations of concentrations of ionic species 
in PM2.5.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의 각 이온성분들의 

농도수준은 고산측정소와 이어도해양과학기지에서 측정

된 각 수용성 이온성분들의 농도 수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Han et al., 2013; Kim et al., 2013).
본 연구에서 측정한 8가지 이온성분 중 SO4

2-, NH4
+, 

및 NO3
-의 평균 농도는 각각 3.43±2.23 μg/m3, 1.43 

±0.87 μg/m3, 0.37±0.70 μg/m3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Na+, K+, Mg2+, Ca2+, Cl-의 평균 농도는 모두 0.1 μg/m3 

이하로 앞의 세 이온들 비해서 아주 낮은 수준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이온들의 전체 농도에서 SO4

2-, 
NH4

+, 및 NO3
-이 차지하는 비중은 96.1%였으며, 이 중

에서 SO4
2-는 63.1%로써 이온성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NH4
+가 26.3%, 그리고 

NO3
-는 6.7%를 차지하였다. 그 외 나머지 이온들(Na+, 

K+, Mg2+, Ca2+, Cl-)은 총 이온농도의 3.89%를 차지하

고 있었다. 이러한 수용성 이온성분들은 평균적으로 

PM2.5 질량의 45.6%를 점유하였는데, 8월 53.0%, 1월 

54.8%, 5월 41.7% 그리고 10월 32.8%였다. PM2.5 질량

에서 이들 세 성분(SO4
2-, NH4

+, 및 NO3
-)이 차지하는 비

중은 평균 43.8%이었으며, 8월에 52.0%, 10월에 

31.9%, 1월에 53.2%, 그리고 5월에 38.3%를 차지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SO4

2-는 28.9%, NH4
+는 11.8%, 그

리고 NO3
-는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이온들(Na+, K+, Mg2+, Ca2+, Cl-)은  PM2.5 질량

의 1.7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PM2.5에서 SO4
2-, 

NH4
+, 및 NO3

-가 주요 성분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결과는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He et al., 

2003; Lee et al., 2013; Xu et al., 2012; Yao et al., 
2002). 그러나 제주도  고산측정소에서 측정된 PM2.5 중
에서 이들 세 성분(nss-SO4

2-, NH4
+, NO3

-)과 해염성분

(Na+, Mg2+, Cl-)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절에 따라 각각 

84.2-88.6%, 6.2-8.7%로써 본 연구의 결과와는 큰 차이

를 보였다(Lee et al., 2013). 이는 측정지점의 지리적인 

위치와 해발고도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판단되지만 추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PM2.5가 높은 SO4

2- 농도와 낮은 

NO3
- 농도를 지니는 것으로 볼 때 이들은 장거리 수송된 

에어로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HNO3가 NH4
+ 입

자로의 흡수는 일반적으로 NH3의 중화에 사용되는 

H2SO4의 양에 좌우되므로 SO4
2- 농도는 낮고 NO3

- 농도

가 높은 입자는 NO3
-를 생성시키는 국지적인 생물학적 

NOx 배출 또는 높은 Cl- 농도를 보이는 해양성 기단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SO4
2- 농도는 높

고 NO3
- 농도는 낮은 입자는 장거리 수송된 입자 또는 대

륙성기단 내 전구물질들(precursors)의 대표적 형태이라

고 볼 수 있다(Sharma et al., 2014).
Fig. 3에는 이들 이온성분의 월별 농도변화를 나타냈

다. 그림에서 보면, NH4
+와 NO3

-는 다른 계절에 비해 1
월이 농도가 가장 높았고, SO4

2-는 1월과 5월에 농도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

들의 농도수준이 8월에 낮고 1월에 높은 것은, 온도가 낮

아지면 NO3
-는 질산(HNO3)과 같은 기체상에서 질산암

모늄(NH4NO3)과 같은 입자상으로 쉽게 이동(shift)되기 

때문이며(Cao et al., 2012; He et al., 2001),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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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4)2SO4는 비휘발성이므로 미세입자에서 측정되는 

경향을 지니기 때문이다(Lim et al., 2012). 이 세 성분 

이외의 Na+, K+, Mg2+, Ca2+, Cl-은 1월과 5월에는 높고 

8월과 10월에는 낮으면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특히 

Ca2+와 Mg2+는 다른 달보다 5월에 그 농도가 큰 폭으로 

상승함을 볼 수 있었다. 특히 Ca2+는 일반적으로 토양과 

해염이 주요 오염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비해염 기원 Ca2+ (nss-Ca2+)은 총 Ca2+의 51%~95.4% 
정도이며 5월에 점유율이 높았다. 이처럼 한라산 1,100 
m-고지에서 채취된 PM2.5에 함유된 Ca2+는 토양에서 유

래된 Ca2+가 비교적 풍부하게 점유하고 있었다(Lim et 
al., 2012). K+는 일부 토양이나 해염의 성분으로도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생체연소(biomass burning)의 표식자

로 간주된다(Cao et al., 2012; Shen et al., 2009). 본 연

구에서는 K+ 농도를 보면 8월과 10월에 비해 1월과 5월
에 각각 4.1~5.6배나 크게 상승하는데, 이는 겨울과 봄철

에 생체소각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Xu et 
al., 2012), 중국의 내륙의 도시에서는 겨울철 동안에 가

정난방용으로 생체연료를 많이 사용하므로 인해 겨울철 

K+ 농도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Cao et al., 
2012).

NO3
-/SO4

2- 비는 대기 중 황과 질소에 대한 이동오염

원과 고정오염원의 기여를 평가하는데 사용된다(Cao et 
al., 2009; Shen et al., 2009; Wang et al., 2005). Table 
3에서 보듯이 본 연구에서의 평균 NO3

-/SO4
2- 질량비는 

0.13이었고 8월 0.01, 10월 0.03, 1월 0.30, 5월 0.18로
써 1월에 높고 8월에 작은 값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제주도 고산측정소와 이어도에서 얻어진 결과들(0.11 
~0.28)과는 비슷한 수준이지만(Han et al., 2013; Kim 
et al., 1998; Ko et al., 2015; Lee et al., 2011; Lee et 
al., 2013), 중국의 Beijing (0.71), Shanghai (0.64), 
Fuzhou (0.41)과 Gaungzhou (0.79) 그리고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 (2~5)와 같은 대도시지역에 비해서는 크게 낮

은 수준이다(Kim et al., 2000; Tan et al., 2009; Wang 
et al., 2005; Wang et al., 2006). 이처럼 NO3

-/SO4
2- 비

가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자동차와 같은 이동오염원

보다는 고정오염원의 영향이 크게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황산화물은 대부분

이 중국의 석탄 연소에서 배출되어 장거리 수송되면서 

우리나라의 황 침적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외부적인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Ko et al., 2015).

3.2.2. 원소조성

PM2.5에 함유된 원소성분들의 농도를 측정하여 Fig. 4
에 나타냈다. 계절별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보면 Mg, Al, 
K, Ca, Mn, Fe, Zn, Pb의 농도는 대체로 10 ng/m3 이상

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나머지 원소들은 평균 5 
ng/m3 이하로 낮은 농도수준을 보였다. 월별 농도를 보

면, Mg, Al, K, Ca, Mn, Fe, Co, Sr, Ba, 및 Nd 등과 같

은 원소들의 농도는 5월에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원소

들은 주로 지각 및 토양 구성성분들로 알려져 있다

(Wang et al., 2007). 그리고 V, Cr, Ni, Cu, Zn, As, Se, 
Cd, 그리고 Pb와 같은 원소들은 앞서 언급한 원소들보다 

5월에 농도 증가가 그다지 크지 않으며, 오히려 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원소들은 인위

적인 오염원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Cu, Zn, 그리고 Pb는 교통오염원의 표시자(marker)로써 

자주 고려되고 있으며(Xu et al., 2012), As와 Se는 석탄

연소의 표시자로 잘 알려져 있다(Tian et al., 2010). 

Fig. 4. Monthly variation of element concentration in PM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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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of element concentration between months.

Fig. 6. Enrichment factors for various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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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 K Ca Mn Fe Co Sr Ba Nd

Mg 1 　 　 　 　 　 　 　 　
K .914** 1 　 　 　 　 　 　 　
Ca .957** .917** 1 　 　 　 　 　 　
Mn .877** .958** .885** 1 　 　 　 　 　
Fe .895** .886** .928** .940** 1 　 　 　 　
Co .906** .881** .920** .936** .984** 1 　 　 　
Sr .982** .920** .980** .923** .948** .951** 1 　 　
Ba .848** .729** .784** .804** .801** .788** .834** 1 　
Nd .860** .717** .781** .649** .651** .662** .792** .818** 1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elements (N=34) with <5 of EF value

각 원소성분들에 대해 5월의 농도를 다른 달의 농도와

의 비로써 비교하여 Fig. 5에 나타냈다. 그림에서 각 원

소들에 대해서 보면 Mg, Al, Ca, Fe, Co, Sr, Ba, 및 Nd
은 이 비가 대부분 5보다 큰 값을 보여 다른 달에 비해 5
월에 뚜렷한 농도증가를 보이는데 비해, V, Cr, Ni, Cu, 
Zn, As, Se, Cd, 및 Pb은 대부분 5 이하의 작은 값을 보

이며 월별 농도변동이 크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5월에 농도증가가 뚜렷한 Mg, Al, Ca, Fe, Co, Sr, Ba, 
및 Nd은 지각 또는 토양 구성성분으로 알려진 원소들로

써 이들은 대기가 건조한 봄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황

사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되며, 중국에서 이루어진 

각종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보임 알 수 있다(Xu et 
al., 2012).

본 연구에서 다음 식을 사용하여 농축계수(enrichment 
factor, EF)를 산출하였는데(Wang et al., 2007; Xu et 
al., 2012), 기준원소는 Al을 이용하였으며, 지각성분

의 조성비는 Wedepohl(1995)이 제시한 자료를 사용

하였다.

EFx CxCR crust
CxCR aerosol

농축계수를 해석함에 있어서 먼저 토양기원 원소들은 

평균 EF값이 1에 근접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통상 10 보
다 적은 값을 보이는 성분은 토양 조성을 상당히 가지며, 
10보다 큰 값을 나타내는 원소들은 비지각 성분으로 간

주하고 인위적인 오염원의 영향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

다(Sung et al., 2015). Fig. 6에는 각 원소들에 대해서 

계산된 EF값을 월별로 나타냈다. Mg, K, Ca, Mn, Fe, 
Co, Sr, Ba, 및 Nd은 거의 모든 달에서 5 이하의 EF 값
을 보이므로 이들은 토양이나 지각 배출원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V, Cr, Ni, Cu, Zn, As, 
Cd, 및 Pb은 대체로 EF 값이 10 이상이면서 전반적으로 

5월보다는 다른 달의 EF 값이 다소 큰 경향을 보였다. 따
라서 이들 원소들은 지각 오염원이 아닌 다른 오염원의 

영향을 상당히 받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들 중 100 이상의 큰 EF 값을 보이는 Zn, As, Se, Cd, Pb
는 인위적인 오염원에 의해서 빈번하게 농축(enriched)
되고 있는 원소들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Wang et al., 
2007).

3.2.3.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각 시료(34개)에 대해서 분석된 모든 

원소들사이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산출된 상관계

수를 EF 값이 5이하인 원소들과 그 이상인 원소들로 구

분하여 Table 4와 Table 5에 제시하였다. EF 값이 5 이
하를 나타낸 원소들간에는 대부분 상관계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이들 원소들은 공통된 오염원의 영향

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EF 값이 10 
이상으로 큰 원소들 사이의 상관계수는 꽤 다양한 값들

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원소들 사이에 상당한 상관성

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례로 석탄연소가 주요 배출

원으로 알려진 As와 Se 사이의 상관계수는 0.876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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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Cr Ni Cu Zn As Se Cd Pb

V 1 　 　 　 　 　 　 　 　
Cr .609** 1 　 　 　 　 　 　 　
Ni .613** .546** 1 　 　 　 　 　 　
Cu .670** .716** .793** 1 　 　 　 　 　
Zn .541* .606** .625** .602** 1 　 　 　 　
As .660** .718** .712** .886** .416 1 　 　 　
Se .580** .612** .456* .835** .318 .876** 1 　 　
Cd .547** .642** .556** .880** .402 .905** .948** 1 　
Pb .551** .616** .569** .895** .459* .865** .905** .960** 1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elements (N=34) with >5 of EF value

아주 높은 수준을 보였다. 서로 공통적인 오염원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Pb, Cu, Zn을 보면 Pb와 Cu 사이

에는 상관계수가 0.895로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Cu와 

Zn 사이에서는 0.602, 그리고 Pb와 Zn 사이에는 0.459
를 나타냈다. 이들 세 원소는 모두 교통관련 오염원의 표

시자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연료 연소, 야금과정, 또는 

폐기물 소각 등과 같은 다양한 배출원에 의한 영향도 받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Cao et al., 2009; Enamorado- 
Baez et al., 2015; Querol et al., 2001).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라산 1,100 m-고지에서 PM2.5를 포

집하여 질량농도와 화학조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PM2.5의 평균 농도는 12.5 /m3 수준이었으며, 5

월>1월>10월>8월의 순이었다. 8가지 수용성 이온성분

들의 전체 농도는 5월과 1월이 10월과 8월보다 두 배 정

도 높게 나타났으며, 이중 SO4
2-, NH4

+ 그리고 NO3
-
가 

전체 이온농도의 96.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PM2.5 질량농도 중 전체 이온성분의 비율은 45.6%였으

며, 원소성분들 중 Mg, K, Ca, Mn, Fe, Co, Sr, Ba, 및 

Nd은 평균 10 ng/m3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농도수준를 

보이면서 5월에 농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V, Cr, 
Ni, Cu, Zn, As, Cd, Pb 등은 평균 5 ng/m3 이하로 낮은 

농도수준을 보이면서도 월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원소

성분들의 월별 농도 수준과 그 변동양상, 농축계수 그리

고 원소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볼 때, Mg, K, Ca, 
Mn, Fe, Co, Sr, Ba, 및 Nd은 주로 지각 또는 토양에서, 
그리고 V, Cr, Ni, Cu, Zn, As, Cd, Pb 등은 인위적인 오

염원에서 기인하여 농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PM2.5 채취지점 주변의 배출원 분포

와 지형적 특성 등과 함께 고려할 때 한라산 1,100 m-고
지에서 채취한 PM2.5의 조성은 주로 제주도 외부로부터

의 유입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그
렇지만 향후 수용모델과 기류패턴분석 등을 이용한 오염

원 추정을 통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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