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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국지 기류 분포를 고려한 부산 지역 내 미세 먼지 분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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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of PM10 Distribution Related to Precise Local Wind 
Patterns in Busan Metropolit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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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investigate the PM10 concentration trend and its characteristics over five different sub area in Busan from 2013 

to 2015, data analysis with considering air flow distribution according to its topography was carried out using statistical 
methodology. The annual mean concentrations of PM10 in Busan tend to decrease from 49.6㎍/m3 in 2013 to 46.9㎍/m3 in 
2015. The monthly mean concentrations value of PM10 were high during spring season, from March to May, and low during 
summer and fall due to frequent rain events. The concentration of PM10 was the highest in five different sub-area in Busan. 
High concentration episodes over 90 percentile of daily PM10 concentration were strongly associated with mean daily wind 
speed, and  often occurred when the westerly wind or southwesterly wind were dominant. Regardless of wind direction, the 
highest correlation of PM10 concentrations was observed between eastern and southern regions, which were geographically 
close to each other, and the lowest in the western and eastern regions blocked by mountains. Wind flow along the complex 
terrain in Busan is also one of the predominant factors to understand the temporal variation of PM10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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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대기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환

경정책기본법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기준을 설정하였으며,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규제와 정책을 통하여 대기환

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결과 아황산가스, 일산

화탄소의 농도는 개선되었지만, 오존과 미세먼지의 

오염도는 심각하여 여전히 대기환경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2015년 기준으로 전국 253
개의 대기오염측정소(유효측정소수는 253개)에서 연

평균 환경기준 달성률은 65.6%, 24시간 환경기준 달

성률은 10.7%로 다른 대기오염물질들에 비하여 환경

기준 달성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2015), 부산시의 

경우도 PM10의 연간환경기준은 달성하였지만, 24시간 

Received 11 December 2017; Revised 18 December, 2017; 
Accepted 19 December, 2017
*Corresponding author: Soon-Hwan Lee, Department of Earth Science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46241, Korea 

 Phone : +82-51-510-2706
 E-mail : withshlee@pusan.ac.kr

ⓒ The Korean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 
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376 홍선화 이순환

Fig. 1. Location of automatic air quality monitering sites in topographic map of Busan metropolitan area. E1:Daeyeon, E2: 
Gwangan, E3:JwaDong, W1:Janglim, W2:Hakjang, W3:Deokcheon, W4:Daejeo, W5:Noksan, C1:Yeonsan, 
C2:Jeonpo, N1:Bugok, N2:Meongjang, N3:Cheongyong, S1:Gwangbok, S2:Sujeong, S3:Daesin, S4:Taejeoungdae. 

환경기준 초과 횟수는 19개의 도시대기측정소에서 

145회로(Busan metropolitan city institute of health 
and environment, 2015) 나타났다. 

PM10은 폐에 침적되어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

을 악화시키고 폐 기능의 저하를 초래하며(Lee et al., 
1996),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심뇌혈관성 질

환에 의한 사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Ha et al., 2011). 뿐만 아니라 빛의 굴절을 방해하여 

시정을 악화시키며, 항공기 결항과 반도체 산업에도 

영향을 주는 등 사회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며(Kang et 
al., 2004), 식물의 잎 표면에 침적되어 신진대사를 방

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PM10의 농도 분포에 대

한 정확한 예측이 요구된다.    
미세먼지의 오염도는 주로 장거리 수송에 의한 외

부유입, 기상과 대기화학과정, 대기오염물질의 확산

조건, 내부 배출원, 지형조건 등에 의해 결정된다

(Seoul Development Institute, 2011; Chen et al., 
2008 ). 편서풍대에 속한 우리나라는 장거리 수송에 

의한 외부 유입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Son and Kim, 

2009; Lee and Lee, 2015; Lee et al., 2015), 해안 및 

내륙지역에서 오염물질 농도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풍향과 풍속 등의 국지적인 

바람 조건도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Song and Shon, 2008). 지형조건에 따른 국지순

환은 오염물질의 이동에 영향을 주는데(Lee et al., 
2010), 특히 국지순환에 의한 수송으로 배출원에서 생

성된 오염물질은 주변지역에 고농도 오염을 일으키기

도 한다(Lee and Jung, 2001).
부산지역의 미세먼지에 농도에 대한 연구는 많이 

되고 있으나 부산의 복잡한 내륙 지형적 조건에 의한 

기류 분포에 따라 PM10의 특징과 국지적 바람 조건과 

연계된 미세먼지의 이동을 분석한 사례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부산지역 최근 3년 동안의 PM10 농도의 

연변화의 경향성을 분석하고, 2015년 한 해 동안의 부

산 지역의 지형에 따른 기류분포를 고려하여 대기오

염측정소를 권역별로 나누어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의 

특징을 비교하고, 고농도 발생일과 저농도 발생일의 

기상 요건을 지역별로 비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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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ariation of annual mean PM10 concentration of all monitering sites.  

Fig. 3. Variation of monthly mean PM10 concentration of all monitering sites.  

2. 연구방법 및 자료 

미세먼지의 분포는 오염원 뿐 아니라 기류 이동에 

따른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특히 부산지역은 복잡한  

산악과 해륙 분포에 따라 매우 복합적인 기류가 나타

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복잡 기류에 따른 미세먼

지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산악 분포에 따라 동

부, 서부, 중부, 북부, 남부의 5개권으로 구분하였다. 
Fig. 1은 부산지역의 지형과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미

세먼지 관측지점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부산지역은 

금정산 - 백양산 - 구덕산이 남북으로 뻗어 있으며, 이

를 경계로 서쪽에는 낙동강과 평야지대가 동쪽에는 

골과 언덕이 자리 잡고 있다. 서부 평야지대에서 금정

산이 만나는 지점이 서부지역인데, 녹지지역인 대저

동과 공업지역인 학장, 녹산, 장림, 주거지역인 덕천이 

포함된다. 서부지역은 공업지역이라 내부 오염물질 

발원지가 있을 뿐 아니라 서쪽의 김해공단 등에서 서

풍계열의 바람이 불 때 오염물질이 유입될 수 있다. 금
정산 - 백양산 - 구덕산의 동쪽 골을 중심으로 길게 도

로가 형성되면 도시가 발달되어 있는데 이 골의 북쪽

에 위치한 청룡동, 부곡동, 명장동을 북부지역, 그 

아래 백양산의 동쪽 골에 위치한 연산동과 전포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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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
90%> <10%

PM10( /m3) Daily wind speed(m/s) PM10( /m3) Daily wind speed(m/s)

Eastern area

Daeyeon 76.0

74.0

1.73

1.85

19.9

18.3

2.12

2.21Gwangan 69.6 1.81 16.3 2.21

JwaDong 76.4 2.02 18.8 2.31

Western area

Janglim 100.1

97.1

2.65

2.3

23.2

23.5

3.52

3.23

Hakjang 94.4 2.11 27.1 2.48

Deokcheon 90.1 2.23 19.4 2.74

Daejeo 102.7 2.05 23.8 2.55

Noksan 98.3 2.54 23.9 4.87

Central  area
Yeonsan 87.7

90.1
1.73

1.8
25.3

24.8
1.49

1.68
Jeonpo 92.6 1.92 24.2 1.86

Northern area

Bugok 86.3

86.8

1.73

1.6

17.7

19.7

1.68

1.63Meongjang 87.3 1.62 22.4 1.55

Cheongyong 86.9 1.36 19.0 1.66

Southern area

Gwangbok 91.4

83.3

2.98

3.0

23.2

20.1

3.21

3.45
Sujeong 81.7 2.91 18.6 3.57

Daesin 73.5 3.27 16.3 3.45

Taejeoungdae 86.6 2.66 22.4 3.55

Average 86.3 2.11 21.3 2.44

Table 1. PM10 concentrations and wind speed between upper 10% and lower 10% PM10 days at each subregions

중부지역, 구덕산 동쪽 골부터 연안에 위치한 수정동, 
대신동, 광복동, 태종대를 남부지역, 그리고 황령산과 

금련산, 장산의 동쪽에 위치하며 남동 연안과 인접한 

광안동, 대연동, 좌동을 동부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PM10의 측정 자료는 2013년 1월부

터 2015년 12월까지 3년간의 시간별 평균자료로 부산

지역 19개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측정한 자료를 사용하

였다. 부산지역 전체 미세먼지 농도의 연변화와 월변

화는 19개의 도시대기측정소의 자료를 모두 사용하였

으며, 부산지역의 기류분포에 따른 미세먼지의 특징

을 알기 위해 정관과 기장읍을 제외한 17개 도시대기 

측정망을 동부, 서부, 중부, 북부, 남부의 5개 권역으

로 설정하였다. 유효 측정 자료는 24시간 중에서 

70%(18시간)이상 측정한 자료, 월평균 자료는 30일 

기준으로 20일 이상 관측된 자료, 연평균 자료는 12개
월 중 9개월 이상의 자료가 존재할 때 이를 유효한 자

료로 선택하였다(Jeon and Hwang, 2007). 또한 인위

적인 배출에 의한 영향만을 고려하기 위해 황사 발생

일과 일누적강수량 5.0mm 이상 발생일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Choi et al., 1998). 분석에 사용한 기상요

소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ASOS, AWS 관측자료를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미세먼지 농도의 연변화 및 월변화 

Fig.2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산지역 도시대

기 측정소에서 측정된 PM10의 일평균의 연평균 농도

를 나타낸 것이다. 연평균 PM10의 농도는 1998년부터 

2006년까지 51~61 /m3사이로 증감을 반복하다 2007
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2년에는 45 /m3로 크

게 낮아졌다가 2013년에는 다소 증가한 49 /m3를 

나타내었다. 마찬가지로 부산지역의 연평균 농도는 

2008년 이후부터 꾸준하게 감소하였으나 2013년에 소

폭 상승하였다(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2014). 그러나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다시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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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ariation of annual mean PM10 concentration of separated regions in Busan metropolitian area.

이러한 감소 추세는 부산시와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대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

인다. 
Fig. 3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PM10의 월평균 

농도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5월이 63 /m3으로 가장 

높았고, 9월이 34 /m3으로 가장 낮다. 이는 미세먼

지의 월 평균농도가 봄철인 3월~5월 사이에 높게 분

포하다가, 7월~9월에 감소하다가 다시 높아지는 경향

을 보이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미세먼지 농도 변화 

경향과 비슷하다. 봄철은 강수량이 적고, 중국의 발생

량 증가와 종관 기상학적인 편서풍의 장거리 수송에 

의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농도가 높게 관측되며, 여름

철은 동풍이 우세하고 풍상측에 발생원이 적으며, 여
름철 강수에 의한 세정 작용으로 인하여 낮게 나타나

는 것으로 보인다.

3.2.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의 특징  

부산은 복잡한 해안선과 여러 개의 구릉성 산지들

로 인하여 해양과 도심 내륙의 지형적 조건이 복잡하

여 대기 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국지순환 또한 다양하

게 나타난다(Do and Jung, 2015). 이러한 지형에 따른 

기류 분포를 고려하여 지역을 크게 동부, 서부, 중부, 
북부, 남부로 구분하여 지역별 미세먼지의 특징에 대

하여 분석하였다. 

3.2.1.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의 연변화 

Fig. 4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역별 PM10의 

연평균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부산시 전체의  PM10의 

연평균 농도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지역별로

는 변화 추세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서부지역의 PM10

의 연평균 농도는 부산시 전체 평균보다 높으며, 연평

균 미세먼지 기준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장

림동과 학장동 같은 공업지역의 PM10의 농도가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Han et al., 2015). 그러나 2013년 

59.8 /m3, 2014년 57.6 /m3, 2015년 52.8 /m3
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농도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는 

환경규제 강화 등에 의하여 발생원에서의 배출량 감

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주거지인 대연동, 광
안동, 좌동이 포함된 동부지역은 3년 동안 PM10의 농

도가 약 40 /m3로 다른 지역에 비해 연평균 PM10의 

농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며, 연간 변화량은 크게 나타

나지 않는다. 또한 청룡동, 부곡동, 명장동이 포함된 

북부지역과 태종대와 광복동, 주거지인 수정동, 대신

동을 포함한 남부지역도 동부지역과 비슷한 변화 모

습을 보인다. 상업지역인 전포동과 주거지역인 연산

동이 포함된 중부지역은 2013년 48.7 /m3에서보다 

2014년도에 52.0 /m3
로 증가하였으며, 2015년 농도

는 48.7 /m3로 2013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전포동은 2013년 46.46 /m3이었으나 2014년에는 

57.19 /m3
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전포동(서면)을 중

심으로 유동인구의 증가, 자동차 이용의 증가와 부산

시에 영향을 준 황사의 발생일수의 증가와 관련 있어 

보인다. 2014년 황사 발생일 수는 8일로 2013년 1회, 
2015년 5회 보다 많았다. 부산시의 노력으로 PM10의 

연평균 농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서부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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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90%, Jwa-Dong (b) >90%, Deokcheon-Dong (c) >90%, Yeonsan-Dong

(c) >90%, Cheongryong-Dong (e) >90%, Daesin-Dong

Fig. 5. Wind roses at a) Jwa-Dong, b) Deokcheon-Dong, c) Yeosan-Dong, d) Cheongryong-Dong, and e) Daesin-Dong, 
when high concentration PM above 90% percentile was observed over each site. 

여전히 대기환경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
른 지역의 경우는 뚜렷하게 감소하는 변화 없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역별로 특성에 

알맞은 미세먼지 농도 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

으로 보인다.

3.2.2. 고농도 발생일과 기상요인 비교 분석 

황사와 같은 장거리 수송에 의한 외부 물질의 유입

과 별개로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농도는 

내부배출원에 의한 영향이나 종관 및 국지적인 기상

조건, 지형 등의 영향을 받는다(Park and Kwon, 2006; 
Seoul Development Institute, 2011). 황사나 내부 배

출원을 제외하면 미세먼지 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

는 요인은 풍속, 풍향 등의 기상조건이라 볼 수 있으며

(Shin et al., 2007; Kim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2015년도 한 해를 대상으로 관측소별 저농도 발생일

과 고농도 발생일의 기상 요인을 비교해 보았다.
Table 1은 2015년 각 관측소별 저농도 발생일과 고

농도 발생일의 평균 풍속을 나타낸 것이다. 저농도 발

생일은 관측소 별 일평균 농도를 기준으로 10% 분위

수 이하에 해당하는 날로, 고농도 발생일은 90% 분위

수 이상에 해당하는 날로 정의하였다. 일평균 풍속을 

분석한 결과 고농도 발생일의 평균 풍속은 2.11 m/s로 

저농도 발생일의 평균 풍속 2.44 m/s에 비해 낮게 나

타났다. 풍속이 높을수록 대기의 확산이 활발하여 

PM10농도를 낮춘다고 보이며, 이는 풍속이 강할 때 대

기의 확산이 활발하여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됨을 보

인 선행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Shin et 
al., 2007). 그러나 중부지역인 연산동과 전포동, 북부

지역인 부곡동, 명장동에서는 저농도 발생일의 풍속

이 고농도 발생일의 풍속보다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
들 지역은 부산의 주요한 골짜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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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j)

Fig. 6. Correlation of PM10 concentration of each sub regions in Busan metropolitan area at 2015. 



1382 홍선화 이순환

(a) (b)

(c) (d)

(e) (f)

(g) (h)

(i) (j)

Fig. 7. Same as Fig. 6 except for westerly wind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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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j)

Fig. 8. Same as Fig.6 except for southerly 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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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diurnal variation of PM10 concentration at Jeonpo-Dong, Meongjang-Dong, Bugoku-Dong, and Cheongryong 
-Dong on 25th April, 2015, and the variation of wind speed and direction at Jeonpo-Dong and Bugok-Dong sites at 
same period.  

부산시 번화가인 서면과 남포지역에서 유입되는 공기

의 이동 통로에 위치한다(Fig.1). 따라서 주변지역의 

오염 물질의 이류에 의한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지역별 고농도 발생일의 PM10 평균을 보면 동부지

역은 74.0 /m3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서부지역

은 97.1 /m3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두 지역의  농

도차가 23.1 /m3이다. 저농도 발생일의 평균을 보면 

동부지역은 18.3 /m3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중

부지역은 24.8 /m3로 그 차이가 6.5 /m3로 지역별 

고농도 발생일의 지역별 편차가 더 크게 나타난다. 따
라서 미세먼지의 고농도시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

나며 이는 지형 및 해륙 분포 등 중규모 기류의 지역적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5은 PM10 고농도 발생일(분위수 90% 이상) 동

부지역의 좌동, 서부지역의 덕천동, 중부지역의 연산

동, 북부지역의 청룡동, 남부지역의 대신동의 시간별 

풍속과 풍향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고농도 발

생일은 서풍 또는 남서풍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이는 

부산 지역 내 대규모 발생원이 서부지역에 위치하며, 
김해 및 창원 등 공업지역이 풍상측에 위치하기 때문

에 서풍계열의 바람이 나타날 때 고농도가 나타난다

고 볼 수 있다. 반면 저농도의 경우 북풍이나 북동풍의 

사례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풍향에 따른 극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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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 차이는 부산지역의 지형적인 분포에 따른 것으

로 판단된다.       

3.2.3. 지역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의 상관관계

부산시의 19개 도시대기측정소 중 기장과 정관을 

제외한 17개의 관측소의 2015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동부, 서부, 중부, 북부, 남부 지역 간의 시간별 PM10 
농도의 상관관계를 구해 보았다(Fig. 6). 먼저 지역별 

상관도(R2)는 0.74 ~ 0.86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기
본적으로 근접한 지역 간의 상관도가 높게 나타나며, 
산악이 남북으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서부지역과 

타 지역 간의 상관도가  낮게 나타났다. 특히 서부와 

동부지역은 R2가 0.74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따라서 동일한 행정구역인 부산지역에서도 지역적인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반면 남동 연안을 따라 지리적

으로 근접한 남부지역과 동부지역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금정산의 동쪽에 위치하

면서 주요한 골짜기를 따라 위치하는 남부-중부, 중부

-북부 지역도 상관계수관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형에 의하여 형성된 바람길을 따라 오

염 물질이 이동하면서 이들 농도가 유사하게 나타나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7는 부산 지역 내 주요 오염원이 위치한 서부

지역이 풍상측일 때 즉 서풍이 불 때의 지역별 미세먼

지 농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서풍이 불 때는 

다른 풍향에 비해 전체 지역적으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동부와 남부가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

왔으며, 동부와 서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종

관풍인 편서풍이 지배적으로 작용할 경우 부산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지역에 상관없이 높게 나타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주요하게 작

용할 경우와 종관풍이 약하게 나타날 때 해륙풍의 영

향으로 바람은 주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나타난다. 이 

경우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의 상관성을 비교하였다. 
Fig. 8은 남풍이 불 때,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의 상관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역시 지역적으로 인접한 동부

와 남부가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동부와 서

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풍향에 관계없이 지역적으

로 인접한 동부와 남부는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반면에 금정산에 막혀 있는 서부와 동부는 상

관관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서풍을 제외한 다

른 풍향의 경우는 지역별 상관관계의 편차가 나타났

으나, 서풍이 불 경우 전체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

임을 알 수 있다. 그림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나, 동풍이 

불 때 지역적으로 인접한 동부와 남부가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동부와 서부가 가장 낮게 나타났

다. 남부와 북부는 R2=0.81로 비교적 상관관계가 높

게 나타났으며, 중부지역의 경우 동부지역보다 서부

지역과의 상관관계가 더 높게 나타났다.

3.2.4. 고농도 사례일 분석

지리적으로 근접한 남부지역과 동부지역 뿐만 아

니라, 금정산의 동쪽에 위치하면서 주요한 골짜기를 

따라 위치하는 남부-중부, 중부-북부 지역도 상관계수

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형에 의하여 형성된 바

람길을 따라 오염 물질이 이동하면서 이들 농도가 유

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판단되어 청룡동과 전포동

의 고농도일인 4월 25일의 중부-북부 지역을 잇는 전

포동, 명장동, 부곡동, 청룡동의 시간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살펴보았다(Fig.9). 
전날 나타난 고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09 

LST 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경보 수준으로 떨어졌

다. 이때 바람은 전포동과 부곡동 모두 북풍 계열의 바

람이 불고 있다. 그러나 10 LST 이후 풍향이 급변하여 

부곡동은 남풍계열의 바람이 강하게 유입된다. 이는 

해풍의 유입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전포동은 천천

히 풍향이 변한다. 이러한 풍향 변화는 미세먼지 농도

의 재상승을 유도한다. 11 LST까지 대체로 농도가 감

소하다가 11 LST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한다. 여
기서 주목할 점은 12 LST에 전포동과 명장동은 90 μ
g/m3를 초과하고 있으며 부곡동과 청룡동은 아직 80 
μg/m3이하를 나타낸다. 그러나 부곡동은 청룡동에 비

하여 미세먼지 농도의 급격한 상승이 나타나기 시작

한다. 13 LST가 되면 전포동의 최대치에 도달하고 감

소하지만, 명장동은 13 LST에 최대를 나타내고 이 수

치는 14 LST까지 유지된다. 반면 부곡동과 청룡동은 

14 LST에 최대를 이루며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한다. 
따라서 전포동, 명장동, 부곡동, 청룡동으로 이어지는 

바람경로를 따라 해풍이 유입되고 중심시가지인 전포

동에서 생성된 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이동한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부곡동의 풍속이 12 LST에서 

14 LST까지 크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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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증가한 것은 해풍에 의한 미세먼지 이류를 나타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및 요약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미세먼지 농도의 경향성을 분석하고, 부
산의 지형에 따른 기류분포를 고려하여 2015년 한 해 

동안의 지역별 미세먼지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부산지역의 연도별 PM10 평균 농도는 2013년 49.6 
/m3에서 2015년 46.9 /m3로 감소하였으며, 월평

균 농도는 봄철인 3월~5월 사이에 높게 나타났으며 7
월~9월에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부산지역 19개의 도시대기 측정소 중 기장과 정관

을 제외한 17개 도시대기 측정소를 지형을 고려하여 

동부, 서부, 남부, 중부, 북부로 구분하여 지역별 미세

먼지 평균 농도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2013년부터 

2015년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를 보면 학장동과 장림

동을 포함한 서부지역의 연평균 PM10 평균 농도가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연동, 광안동, 좌동이 포함된 

동부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서부지역의 연평균 

PM10 평균 농도는 2013년 59.8 /m3, 2015년 52.8 
/m3로 감소하였으나 연간 대기환경 기준에는 도달하

지 못하였으며, 부산지역의 연도별 연평균 PM10 평균 

농도의 감소율에 비하여 서부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

역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변화를 보이므로 지역

별 특징에 알맞은 미세먼지 농도 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관측소별 고농도 발생일과 저농도 발생일을 비교

하면, 고농도 발생일의 평균 풍속은 저농도 발생일의 

평균 풍속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풍향은 서풍 또는 남

서풍이 우세하였다. 또한 고농도 발생일과 저농도 발

생일의 지역별 농도 차는 고농도 발생일의 지역별 미

세먼지 농도의 편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지역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의 상관관계는 풍향에 

상관없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동부와 남부가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금정산과 구덕산으로 막혀있는 서부

와 동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풍향에 따른 지역별 미

세먼지 농도의 상관관계는 남풍과 동풍이 불 때는 동

부와 남부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고, 서부와 동부가 가

장 낮았다. 중부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서부와의 상관

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남부와 북부지역 간의 상관

관계 또한 높게 나타났다. 서풍이 불 때는 다른 풍향에 

비해 전체적으로 지역별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는

데, 이는 종관풍인 편서풍이 지배적으로 작용할 경우 

부산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지역에 상관없이 높게 

나타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규모 강제력이 지배적

일 경우 부산의 복잡 지형을 따라 나타나는 바람길을 

따라 미세먼지 농도의 변동을 관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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