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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창원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PM2.5의 시·공간적인 분포 특성을 분석하고, 토지이용

특성과의 비교를 통해 PM2.5 발생 요인을 파악하여 저감 방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초 자

료로 창원시 내 유치원, 초등학교와 일부 중·고등학교에 측정지점을 두고 있는 Airpro 자료의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의 매 1시간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GIS의 공간내삽법 중 

IDW 기법을 활용하여 월별, 시간대별 분포 지도를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시·공간적인 PM2.5

분포 특성을 확인하였다. 먼저 Airpro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고자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AirKorea 자료와의 상관성을 확인하였고, 분석 결과 R2이 0.75~0.86으로 매우 높은 상관성이 나

타나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월별 분석에서는 1월이 연중 가장 높았고, 

8월이 가장 낮았다. 시간대별 분석 결과 출근시간인 06-09시가 가장 높았고 활동시간인 09-18

시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행정구역별로는 상남동, 합포동, 명곡동이 PM2.5 심각 지역으로, 회성동

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별 토지이용 특성을 분석한 결과 PM2.5 심각 지역 내에 

교통지역과 상업지역의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는 창원시의 PM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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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 특성을 파악할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심각 지역 및 저감 방안 

수립 방향은 기존보다 더욱 효과적인 정책 마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초미세먼지, PM2.5, 공간내삽, 역거리가중법, 지리정보시스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spatial and 

temporal PM2.5 in urban areas of Changwon-si, and to identify the causes of PM2.5 by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of land-use,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reduction 

measures. As the basic data, the every hour average from September 2017 to August 

2018 of Airpro data, which has measurement points in kindergartens, elementary 

schools, and some middle and high schools in Changwon-si was used. Also, by using 

IDW method among spatial interpolation methods of GIS, monthly and time-slot 

distribution maps were constructed, and based on this, spatial and temporal PM2.5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were confirmed. First, to verify the accuracy of the Airpro 

data, the correlation with AirKorea data manag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as 

confirm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R2 was 0.75~0.86, showing a very high 

correlation and the data was judged that it was suitable for the study. In the monthly 

analysis, January was the highest year, and August was the lowest. As a result of 

analysis by time-slot, The clock-in time at 06-09 was the highest, and the activity 

time at 09-18 was the lowest. By administrative district, Sangnam-dong, Happo-dong, 

and Myeonggok-dong were the most severe regions of PM2.5 and Hoeseong-dong was 

the lowe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land-use characteristics by administrative area, 

it was confirmed that the ratio of traffic area and commercial area is high in the serious 

area of PM2.5.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to 

grasp the characteristics of PM2.5 distribution in Changwon-si. Also, it is thought that 

the severe regions and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reduction measures derived from 

this study can be used to prepare more effective policies than before.

KEYWORDS : Ultra Fine Dust, PM2.5, Spatial Interpolation, IDW, GIS

서  론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PM)는 자연적, 

인위적 배출원에서 발생하여 기후 변화, 가시거

리 감소, 식물 생장 장애 등에 크게 영향을 미

친다(Rattigan et al., 2010). 대기 오염물질 중

에서도 인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입자가 작을수록 인체에 대한 

위해성이 심각하다(Harrison et al., 2012). 세

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경

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PM2.5(지름이 2.5㎛ 이

하인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으며 

PM2.5는 PM10(지름이 10㎛이하인 미세먼지)에 

비해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의 이환율 및 사

망률과 관련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건강 위해

성 면에서 중요한 위험요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Hwang et al., 2018).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2018년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질은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36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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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OECD 100대 미세

먼지 최악 도시 중 44개가 우리나라 도시로 기

록된 바 있다(Air Visual, 2019). 또한 대기 중 

PM2.5로 조기 사망하는 인구가 한해 1만 2000

명에 육박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Han, 2018). 이에,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저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을 시도하고 있으

며, 학계에서도 피해 저감을 위해 영향을 미치

는 발생요인 규명과 현황 분석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PM10, PM2.5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규명과 피해 저감을 위해 현황 파악을 진행한 국

내·외의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Hwang et al.

(2019), Kang(2019), Park and Shin(2017), 

Park et al.(2011)은 PM10 또는 PM2.5에 영향

을 미치는 발생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를 하였고, 

Yeo and Kim(2019), Cho et al.(2016), 

Chen et al.(2015), Lee(2019)는 우리나라 또

는 특정 지역의 발생 현황을 파악하여 고농도 

사례를 연구하거나 관리 대책 수립 방향을 제시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Jeong(2014), 

Brauer et al.(2008), Leem et al.(2006), 

Park and Ko(2018), Jha et al.(2011), 

Jeong and Lee(2018), Park(2017), Cho 

and Jeong(2009)은 공간분석을 통해 PM10 

또는 PM2.5의 시·공간적인 분포 변화를 파악해

보거나 분포지도를 구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

다. 기존 선행연구는 측정센서가 설치된 지점을 

중심으로 발생특성을 파악하거나 다양한 GIS 

공간분석을 통해 측정지점 이외의 지역까지 농

도를 예측하고 있고, 이를 통해 PM2.5 저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

내에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측정센서가 도심지

역에 국한되어 있거나, 측정지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PM2.5의 발생현황과 원인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장기 측정된 자료를 활용하

여 월별, 시간대별 발생특성을 규명하고 공간적

인 특성과 연계하여 PM2.5 저감 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많은 측정지점과 장기적으

로 측정된 자료를 활용하여 PM2.5의 시·공간적

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경상남도 창원시에 설치

된 PM2.5 간이측정기인 Airpro 자료를 활용하

여 GIS 공간내삽법을 통해 월별, 시간대별 

PM2.5의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토지이

용특성과의 비교를 통해 PM2.5 발생요인을 파악

하여 저감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방법

1. 연구대상지

본 연구의 대상지는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지

역이다(그림 1). 창원시는 한반도의 동남단 경

상남도의 중부남단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

남 중부지역 산업경제의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도시이다. 또한 경상남도의 행정중심지

이자 도청소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면적

은 743.77㎢이고 인구는 2018년 기준 106만

명이며, 행정구역은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로 5개구 2읍 6면 54동으로 

구성되어있다. 지형적으로는 정병산, 대암산, 불

모산, 장복산, 팔용산, 천주산에 둘러싸인 전형

적인 분지 지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경상남도 중 

창원시의 PM10 연평균 농도가 가장 높다고 밝

혀진 바 있어(Dongnam Regional Statistics 

Office, 2018), PM2.5에 의한 피해에 노출 우려

가 있는 것으로 이미 알려진 지역이다. 특히나 

창원시는 과거 도농통합정책으로 인해 천주산, 

정병산, 비음산 등을 중심으로 농촌지역과 도시

지역이 확연하게 구분되어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고도 500m 이상의 높은 산지가 

도시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분지 지형이므로 공

기순환성이 좋지 않다(Song and Park, 2013). 

또한 의창동에서 성주동으로 연결된 13.5㎞의 

직선도로인 창원대로를 중심으로 남쪽은 대규모 

산업단지, 북쪽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행정시설

이 집약적으로 위치해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데 창원대로를 중심으로 통행량이 매우 많아 차

량으로부터 발생되는 PM2.5가 인접해있는 주거

지역으로 확대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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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hangwon-si

(b) Changwon-si urban area

1:Uichang-dong 2:Paryong-dong 3:Myeonggok-dong 4:Bongnim-dong 5:Yongji-dong 6:Bansong-dong

7:Jungang-dong(1) 8:Sangnam-dong 9:Sapa-dong 10:Gaeumjeong-dong 11:Seongju-dong 12:Ungnam-dong

13:Gapo-dong 14:Woryeong-dong 15:Munhwa-dong 16:Banwol-dong 17:Jungang-dong(2) 18:Wanwol-dong

19:Jasan-dong 20:Dongseo-dong 21:Seongho-dong 22:Gyobang-dong 23:Nosan-dong 24:Odong-dong

25:Happo-dong 26:Sanho-dong 27:Hoewon1-dong 28:Hoewon2-dong 29:Seokjeon1-dong 30:Seokjeon2-dong

31:Hoeseong-dong 32:Yangdeok1-dong 33:Yangdeok2-dong 34:Hapseong1-dong 35:Hapseong2-dong 36:Guam1-dong

37:Guam2-dong 38:Bongam-dong

FIGURE 1. Study area

특성을 가진 창원시 도시지역은 본 연구의 대상

지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연구 수행 과정

본 연구의 수행과정은 그림 2와 같다. 먼저 

Airpro에서 PM2.5 농도 자료를 수집하고,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정확성 검·보정을 실시한다. 

보정과 검증 과정을 거친 측정자료를 월별 평균

값으로 가공한 후 그 중 PM2.5 농도가 가장 심

각한 것으로 나타난 시기를 대상으로 시간대별 

평균값을 산출한다. 가공된 월별 평균값과 1월 

시간대별 평균값 자료를 활용하여 ArcGIS 

10.6에서 공간내삽법 중 하나인 IDW(Inverse 

Distance Weighted)을 통해 각각의 500m× 

500m의 래스터를 생성하고, Zonal statistics 

as Table 기법을 활용하여 행정구역별 농도 평

균값을 산출하였다. 구축된 자료들을 통해 창원

시의 시·공간적인 PM2.5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토지이용유형별로 

PM2.5의 발생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행정구역별 

토지이용현황을 분석하였다.

3. PM2.5 측정자료 수집 및 정확성 검·보정

본 연구에서는 Airpro를 활용하였다. Airpro

는 경상남도 내 유치원, 초등학교와 일부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17년 9월에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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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③

④

⑤
⑥

⑦

⑧

FIGURE 3. Station location of AirKorea and Airpro

FIGURE 2. Study process

2019년 12월까지 측정되었다. 이 중 연구대상

지인 창원시 도시지역에는 145개가 설치되어 

있다(그림 3). Airpro는 PM2.5 농도, 온도, 습

도 3가지 항목을 측정하고 있으며, 측정방법은 

공기중의 입자에 빛을 조사해 이 때 산란되는 

빛을 이용하여 입자의 개수농도와 크기를 측정

하는 광산란법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측정된 

PM2.5의 1시간 평균값을 수집하였다.

Airpro 측정기는 광산란법을 사용하고 있어, 

습도가 높을 경우 공기 중의 수증기 입자를 미

세먼지 입자로 오인하여 측정하는 등 일부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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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m

③

300m

1500m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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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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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⑧

FIGURE 3. Continued

가 있으며, 안개 발생일에 위와 같은 오류로 인

하여 측정결과의 신뢰도가 다소 낮아지는 경우

가 발생한다. Crilley et al.(2018)에 의하면, 

상대습도를 85%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보다 

높을 때의 변동계수가 더 커져 측정값이 안정적

이지 않다고 밝혔으며, 상대습도가 85%를 초과

할 때 연구에서 사용한 간이 측정기로 측정된 

PM2.5 농도가 교정된 기준 측정기에 비해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 상대습도

가 85%를 초과하는 자료는 제외하는 보정 과정

을 거쳐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환경부에서 전국 실시간 대기오염 정보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AirKorea의 PM2.5 자료를 

이용하여 Airpro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검증 방법은 그림 3과 같이 AirKorea 측정지점

과 가장 인접한 8개 지점의 Airpro 자료를 선정

하여 선형회귀분석과 RMSE(Root Mean Square 

Error)를 통해 비교하였다. 검증과정에서 표본은 

각 자료의 1년간 일평균 값을 활용하였다.

4. PM2.5의 시·공간 분포 분석

먼저 월별 PM2.5 분포 특성을 보기 위해 각 

측정지점들의 월별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농도

가 가장 높은 시기를 대상으로 PM2.5의 배출원

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간대를 4구간으로 구별하

였고, 각 측정지점별로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06~09시는 출근시간으로써, 다른 시간대보다 

일시적으로 도로의 차량 통행량이 급증하여 

PM2.5 농도가 높아지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였다. 다음으로 09~18시는 사람의 활동

이 많은 시간이므로 차량이 조금 줄어들고 상업

지역이나 공장이 밀집한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에 따라 PM2.5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

상하였으며, 18~21시는 퇴근시간으로써 06~ 

09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PM2.5 농도가 높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마지막으로 21~06시에 대

해서는 사람의 활동이 가장 작기 때문에 PM2.5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적인 요인이 최소화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월별, 시간대별 평균 자료를 이용하여 GIS 

공간내삽법을 통해 PM2.5 농도의 시·공간적인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공간내삽법은 가지고 

있는 특정 지점의 관측값을 이용하여 미관측지

점의 값을 예측하는 기법이며, 대표적인 방법으

로 IDW, Kriging, Spline이 있다. IDW는 공간

적으로 인접한 지점 사이의 값은 공통된 위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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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Land-use of study area

인으로 인하여 유사성을 가지고, 두 지점간의 

거리가 증가할수록 유사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

게 된다는 가정에 기초한다(Cho and Jeong, 

2006; Lee et al., 2011). 가까이 있는 실측값

에 더 큰 가중치를 주어 내삽하는 방법으로, 거

리가 가까울수록 높은 가중치가 적용된다. 반대

로 실측값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가중되는 값의 

영향력은 줄어들기 때문에 인접지역에 대한 공

간가중치 설정에 따라 추정값과 정확도가 달라

진다.

Kriging은 측정값들간의 자기상관을 포함하

는 통계적 모델에 근거하고, IDW와 같이 보간

하고자 하는 점 주위의 측정값에 가중치를 부여

하여 예측한다. 하지만 IDW와는 다르게 단순거

리에 관한 함수를 이용하지 않고 측정된 값들 

간의 공간적 구조와 공간상관에 근거하는 방법

이다(Kim and Jo, 2012). Spline는 관측된 지

점의 값을 통과하는 표면 곡률의 총합이 최소가 

되게 표면을 형성하여 미관측지점의 값을 예측

하는 기법이다(Kim et al., 2014). 선택인자에

는 곡률의 최소화를 위한 가중치와 셀의 계산과 

지점간 거리 및 곡률에 영향을 주는 관측 지점

의 수가 있다. 그러나 Spline의 경우 타 보간 

방법에 비해 예측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고(Kim et al., 2010), 고도 데이터와 같은 

공간상 완만하게 변화하는 자료의 보간에 적합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행연구에서 시·공간적인 대기질 분석을 위

해 IDW와 Kriging을 사용하여 실측값과 보간

값을 비교 했을 때 IDW가 보다 정확하다는 연

구결과를 확인하였다(Jha et al., 2011).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공간내삽법의 세 기법 중 

IDW를 적용하였으며, 식 1은 IDW의 산출식이

다(Park and Kim, 2013). 는 보간할 지점이

고 는 보간에 사용할 측정지점이다. 는 

의 값을 결정할 때 사용한 의 거리에 따른 

가중치이다. 는 로부터 까지의 거리이며 

은 보간에 사용되는 포인트의 전체 개수이다. 

또한 는 공간가중치인데, 어떤 값을 사용하느

냐에 따라 추정값이 크게 달라진다.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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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공간가중치가 2일 때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를 2로 설정하

여 연구를 진행하였다(Kim et al., 2010).

 









 




                    (1)

 






IDW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로 Zonal 

statistics 분석을 통해 행정구역별 평균 농도를 

산출하였고, 검증과정에서 도출된 회귀식으로 

평균 농도를 보정하였다.

5. 행정구역별 토지이용특성

PM2.5의 발생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환경부 

세분류 토지피복현황도의 속성정보를 재분류하

여 행정구역별 면적특성을 분석하였다(그림 4). 

재분류 기준은 도시지역의 인공적 피복 특성에 

따라 PM2.5 발생에 다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

단되어 시가화지역을 공공시설지역, 공업지역, 

교통지역, 문화체육시설, 상업지역, 주거지역으

로 분류하였다. 나머지는 대분류 구분에 따라 

나지, 농업지역, 산림지역, 수역, 습지, 초지로 

재분류하였다. 재분류된 토지피복도를 Intersect 

기법을 사용해 행정구역별로 토지이용유형 순위

와 비율을 산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Airpro 자료의 정확성 검증 결과

정확성 검증 결과는 그림 5와 같이 나타났다. 

먼저 Airpro와 AirKorea의 전체지점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로 유의수준 0.01내에서 0.7751

의 R2이 도출되어 상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RMSE는 13.0784로 나타났다. 8

개 각각의 지점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0.75~ 

0.86의 R2값이 산출되었다. RMSE 값은 최소 

9.6209에서 최대 14.5696으로 나타나 두 자료 

간 절대값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8개 지점 중 두 자료 간의 거리가 1500m

로 가장 멀리 떨어져있는 5번 지점은 전체 지점 

중 R2이 가장 높은 0.8664로 나타났으며, 

RMSE값 또한 9.620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AirKorea의 5번 지점은 국가산업단지 내 중앙

에 위치하고 있고 Airpro의 5번 지점은 국가산

업단지에서 창원대로를 사이에 두고 바로 인접

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공장, 도로 외에는 주

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번 지점은 두 지점 간의 거리

가 불과 370m이나 8개 지점 중에서 낮은 R2

0.7581를 나타냈으며, RMSE 값은 12.2861으

로 나타났다. 2번에 해당하는 두 지점은 Airpro 

측정지점 인근에 녹지공원이 형성되어 있어 녹

지의 영향을 받아 조금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격거리가 가장 멀어 상관성이 낮을 것이라 

예상하였던 5번 지점에 대해서도 매우 높은 R
2

이 산출되어 두 자료의 상관성은 매우 높은 관

계를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전체지점들에 

대한 산점도 분석 결과 기울기가 0.6137로 

AirKorea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Airpro 자료의 

농도가 과대측정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

으나, 농도 변화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도출

된 회귀식을 통해 보정을 한다면 특성 분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Airpro 자료

를 활용하여 창원시 도시지역의 농도 분포 패턴을 

분석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유의미한 결

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2. PM2.5의 시공간적 분포 특성

1) 월별 특성

IDW 공간내삽법을 통해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월별 PM2.5 분포 특성을 분석

한 결과는 그림 6과 같이 나타났다. 11월부터 

4월, 그리고 6월 연평균 농도인 21.32㎍/㎥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기간 동안 1월

의 평균값이 26.0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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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① site (b) ② site (c) ➂ site

(d) ➃ site (e) ➄ site (f) ➅ site

(g) ➆ site (h) ➇ site (i) All sites

FIGURE 5. Scatter plots of PM2.5 between Airpro and AirKorea

석되었다(표 1). 또한 특이점으로 1월에 최고값

을 보인 후 서서히 농도가 낮아지다가 6월에 일

시적으로 3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급격하게 높아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에서 5월과 7

월부터 10월까지 농도는 연평균보다 낮은 것으

로 나타나며, 특히 8월은 연평균에 한참 못 미

치는 12.69㎍/㎥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8월은 남동풍이 불고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대기 중의 오염물질이 씻겨 겨울보다 낮

은 농도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겨울, 특히나 1월은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

로 중국, 러시아로부터 북서풍이 불어오는데 이 

때 황사나 미세먼지가 이 북서풍을 타고 같이 

넘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1월은 가장 심한 상남동의 월

평균 농도가 28.35㎍/㎥으로 나타나 그 수준이 

환경부 농도 예보 기준에 따르면‘보통’단계에 

해당되며, 8월은 전 지역에서 12㎍/㎥~13㎍/㎥ 

농도를 보이고 있어,‘좋음’단계에 해당된다.

계절별로 구분하면 표 1을 바탕으로 겨울

(12~2월)은 24.86㎍/㎥의 농도를 보이고, 봄

(3~5월)은 22.04㎍/㎥의 평균값을 나타냈으며, 

여름(6~8월)은 18.73㎍/㎥, 가을(9~11월)은 

19.67㎍/㎥의 평균값을 보였다. 이를 통해 겨울

과 봄이 여름과 가을보다 높은 농도 특성을 가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정구역별로 비교했을 때 겨울은 합포동, 상

남동, 명곡동 순으로 높았고 반월동, 중앙동(2), 

문화동 순으로 농도가 낮았다. 반면에 여름은 

산호동, 오동동, 합포동 순으로 높았고 양덕1동, 

합성2동, 사파동 순으로 낮았다. 이를 통해 계

절별로 PM2.5 농도가 높고 낮은 지역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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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ptember, 2017 (b) October, 2017 (c) November, 2017

(d) December, 2017 (e) January, 2018 (f) February, 2018

(g) March, 2018 (h) April, 2018 (i) May, 2018

(j) June, 2018 (k) July, 2018 (l) August, 2018

Value(㎍/㎥)

  

FIGURE 6. Monthly results of IDW interpolation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상남동은 여름을 제

외한 모든 계절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특별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 지역의 연평균은 22.46㎍/㎥으로 나타났다. 

합포동 그 다음으로 심각한 지역인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지역의 연평균은 22.25㎍/㎥으로 나

타났으며 명곡동, 중앙동(1)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회성동, 완월동, 합성2동은 계절별 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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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
2017 2018

Average
Sep. Oct. Nov. Dec.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Bansong 17.30 16.24 24.07 23.04 25.36 24.97 23.32 21.75 20.49 23.06 19.69 12.45 20.98

Banwol 17.41 16.98 23.13 21.21 23.84 23.49 23.11 21.86 20.31 23.50 19.74 12.59 20.60

Bongam 18.42 17.95 24.44 23.64 26.42 25.45 24.08 22.21 20.35 23.82 19.59 12.94 21.61

Bongnim 17.87 16.38 24.45 23.11 26.22 25.52 23.53 21.97 20.54 23.06 19.69 12.59 21.24

Dongseo 17.56 16.80 23.47 22.69 25.25 24.53 23.58 22.07 20.78 24.04 20.16 12.76 21.14

Gaeumjeong 18.30 16.81 25.68 24.50 27.07 26.30 23.76 22.92 20.86 23.23 19.69 12.75 21.82

Gapo 17.72 18.42 23.50 22.39 25.22 23.40 23.37 21.89 20.78 23.82 19.94 13.08 21.13

Guam1 17.98 16.88 24.22 23.34 26.33 25.22 23.61 21.51 20.30 23.42 19.25 12.43 21.21

Guam2 17.92 16.86 24.13 23.41 25.93 25.02 23.40 21.25 19.66 22.96 18.84 12.35 20.98

Gyobang 17.27 16.36 23.38 23.06 25.87 24.83 23.34 21.73 20.23 23.52 20.07 12.34 21.00

Happo 19.05 18.30 24.39 24.28 27.80 26.48 24.72 22.61 21.05 24.63 20.74 12.89 22.25

Hapseong1 17.78 17.10 23.65 23.21 26.23 25.05 23.36 21.28 20.20 23.72 19.27 12.38 21.10

Hapseong2 18.14 17.19 23.91 23.53 26.06 24.99 23.39 21.30 19.39 22.70 18.68 12.23 20.96

Hoeseong 15.92 16.17 21.45 21.84 24.52 24.64 22.99 20.99 19.47 23.59 19.51 12.49 20.30

Hoewon1 16.72 17.72 23.82 23.42 26.98 25.56 24.05 22.07 20.49 24.01 20.45 13.14 21.54

Hoewon2 16.87 16.70 23.28 23.40 26.63 25.38 23.53 21.75 19.94 23.67 20.39 12.46 21.17

Jasan 16.95 15.67 22.91 22.45 24.93 24.31 22.99 21.53 20.05 23.38 19.97 12.35 20.62

Jungang(1) 18.27 16.85 25.77 24.25 26.93 26.51 24.46 23.09 21.08 24.14 20.53 13.06 22.08

Jungang(2) 16.93 16.51 22.76 21.48 23.82 23.52 23.01 22.03 20.31 23.67 20.13 12.56 20.56

Munhwa 17.24 16.61 23.45 21.55 24.29 24.09 23.18 21.47 20.09 23.33 19.51 12.67 20.62

Myeonggok 18.63 17.49 26.32 24.48 26.98 26.49 24.57 22.39 21.05 23.69 19.78 12.46 22.03

Nosan 18.15 18.30 24.15 23.61 26.77 25.53 24.33 22.31 20.91 24.36 20.37 12.87 21.81

Odong 18.08 17.26 23.98 23.46 26.58 25.57 24.44 22.60 21.05 24.87 20.51 12.93 21.78

Paryong 18.36 17.29 25.73 24.37 26.90 26.28 24.33 22.54 20.91 23.80 19.82 12.68 21.92

Sangnam 18.40 17.04 26.63 25.28 28.35 27.36 24.76 23.32 21.02 23.69 20.52 13.15 22.46

Sanho 17.37 17.89 23.85 23.62 26.90 26.07 24.57 22.61 21.26 24.76 20.73 13.38 21.92

Sapa 17.80 16.31 24.29 23.15 26.01 25.04 22.60 21.64 19.85 22.20 19.19 12.60 20.89

Seokjeon1 17.78 17.89 23.88 23.60 27.15 25.53 23.91 21.98 20.35 24.76 20.32 13.03 21.68

Seokjeon2 18.97 18.69 24.21 23.71 27.16 25.34 23.70 21.67 20.66 25.06 19.47 12.64 21.77

Seongju 17.76 16.12 23.57 22.96 25.32 25.21 22.71 21.93 20.06 23.04 19.60 12.53 20.90

Uichang 18.54 17.40 26.09 24.51 27.11 26.30 24.49 22.26 21.12 24.09 20.24 12.98 22.09

Ungnam 17.68 17.12 24.13 23.46 25.83 25.55 23.66 22.07 19.91 23.58 19.58 12.65 21.27

Wanwol 16.95 15.80 22.92 21.88 24.38 23.91 22.83 21.39 19.83 23.13 19.72 12.41 20.43

Woryeong 17.46 17.65 24.00 22.93 24.87 25.46 24.48 22.10 20.16 23.39 19.50 12.95 21.25

Yangdeok1 18.70 18.16 23.94 23.45 26.41 24.74 23.28 21.31 19.81 22.59 18.54 12.11 21.09

Yangdeok2 18.51 18.35 24.05 23.35 26.72 25.42 23.97 22.20 20.99 24.26 20.06 13.06 21.75

Yongji 17.31 16.00 23.98 22.80 25.64 25.33 23.31 21.96 20.43 23.11 19.65 12.47 21.00

Average 17.79 17.12 24.10 23.25 26.08 25.25 23.70 21.99 20.43 23.67 19.82 12.69 21.32

TABLE 1. Monthly average concentration by administrative district (unit: ㎍/㎥)

도 순위를 산정했을 때, 2계절 이상 순위권에 

들어 비교적 농도가 낮은 지역인 것으로 판단되

었고 회성동은 연평균 20.30㎍/㎥으로 전체 연

평균 기준 21.32㎍/㎥보다 낮았다. 또한 PM2.5

가 높은 경향을 보이는 지역은 대부분 연간 계

속 높고, 낮은 지역은 계속 낮은 경향을 보였고 

예외로 계절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양덕1동의 경우 9

월~1월은 농도가 높은 축에 속하지만, 여름에는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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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지와 지리적 특징이 다른 지역에 대

해서 월별 PM2.5 분포 차이가 어떻게 존재하는

지 살펴보기 위해 대구광역시와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선행연구와 본 연구 결과를 비교해 보

았다. 분지 및 바다가 경계에 위치한 창원시의 

경우 1월과 8월에 각각 최고, 최소농도 발생 현

황이 나타나며, 분지 및 내륙에 위치한 대구광

역시에서는 2011~2012년 기준 2월에 급격히 

증가해 최고농도를 보인 후 10월까지 지속적으

로 감소하다가 10월에 일시적으로 급격히 상승

하고 12월까지는 비슷한 농도를 보여주는 것으

로 보고된 바 있다(Do et al., 2014). 또한 창

원시는 5월까지 계속 낮아지다 6월에 일시적으

로 농도가 높아지는 데 반해(표 1), 바다에 위

치한 부산광역시에 대해서는 2006~2008년 기

준 5월에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점차 하강하다 9월에 최저농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Jeon, 2010). 그러나 이 같은 비교

는 동일한 년도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

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공간적인 분포 차이

가 존재한다는 정도로 짐작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률적 기준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저

감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맞는 저

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시간대별 특성

그림 7은 월별 분석에서 가장 심각했던 1월

에 대해 시간대별 농도변화를 나타낸 결과이다. 

그 결과 06~09시에는 모든 지역에서 최고농도

를 보이고 있고, 그 평균값은 28.65㎍/㎥으로 

나타나 환경부 농도 예보 기준에 따르면‘보

통’수준이었다. 09~18시는 대체적으로 최저값

을 보이고, 이 시간대의 평균값은 24.64㎍/㎥으

로 나타났다. 그 후 18~21시에 조금 증가하지

만 일부 지역에서는 매우 근소하게 감소하기도 

하였으며 이 두 시간대 농도는 대체로 기준치를 

웃도는 수준이거나 많게는 5㎍/㎥정도 초과하는 

정도였다. 마지막으로 21~06시의 평균값은 

27.49㎍/㎥으로 나타나, 06~09시보다는 낮지

만 최고값에 가까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본 연구

와 같은 시간범위인 2018년 출근시간대(06~ 

09시)와 퇴근시간대(18~21)에 대해 공간내삽 

후 시간대별 분석을 진행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출근시간이 퇴근시간보다 농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 선행연구와 같은 특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하였다(Jeong and Lee, 2018). 또한 사람의 

활동이 가장 많은 시간인 09~18시는 농도가 

매우 높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오히려 사람의 활

동이 작은 21~06시가 더 높았고 이를 통해 

PM2.5는 온도나 기상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PM2.5의 농

도분포는 시간대별 특징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행정구역별 시간대별 농도분포에 대

해 파악하였다. 출근시간인 06~09시에는 가음

정동, 합포동, 상남동이 높고 반월동, 중앙동

(2), 문화동이 낮으며 퇴근시간인 18~21시에는 

합포동, 상남동, 석전동이 높고 반월동, 중앙동

(2), 문화동이 낮았다. 09~18시에는 가음정동, 

합포동, 상남동이 높고 반월동, 중앙동(2), 회성

동이 낮으며 21~06시에는 중앙동(1), 명곡동, 

상남동이 높고 반월동, 중앙동(2), 완월동이 낮

았다. 행정구역별 분석 결과 상남동이 전시간대

에서 가장 높았는데, 상남동은 창원시 중앙에 

위치한 대표적인 시내로써, 교통량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집중되어 

있으며 인구밀집도가 매우 높아 농도가 높은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체로 높고 낮은 지역이 

일정한 편임을 알 수 있었고, 특정 시간대에만 

특별히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 경우 출근시간과 퇴

근시간의 고농도지역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

고되었으나, 창원시는 전체적으로 고농도지역 

이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저감 대책 수립시에는 시간대별 농도 분포 차이

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특히 출근시간대 

PM2.5 농도를 낮추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월별, 시간대별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상남동, 합포동, 명곡동이 PM2.5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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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6-09H (b) 09-18H

(c) 18-21H (d) 21-06H

Value(㎍/㎥)

FIGURE 7. Time-slot results of IDW interpolation

에 노출된 지역으로 나타났다. 향후 행정구역별 

정책을 수립할 시에 앞서 언급한 행정동들을 중

심으로 정책을 수립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방안

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3. 토지이용유형에 따른 PM2.5 발생 특성

본 연구에서는 농도 분포 패턴의 해석을 위해 

초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

는 공간적인 요인을 토지이용으로만 한정하여 

행정구역별 토지이용분포를 분석하였고, 행정구

역별로 상위 3개의 토지이용형태를 정리하였다

(표 3). 창원시는 계획도시이므로 각각 토지이

용형태의 위치적 구분이 뚜렷하게 보인다(그림 

4). 특히나 그림 4를 보면 의창동부터 성주동까

지 이어지는 창원대로를 중심으로 국가산업단지

와 주거지역이 크게 구분되는 특징이 있고, 산

으로 둘러싸인 분지형태인 것을 알 수 있다. 대

부분의 행정구역은 지형적인 특성상 산림과 또

는 교통지역이 가장 넓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외로는 회원1동, 노산동, 산호동, 성호동에서 

주거지역이 가장 넓게 나타났는데 이 지역은 모

두 대상지의 서쪽에 인접해 위치하고 있다.

앞서 월별, 시간대별 특성에서 상남동, 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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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 06-09 09-18 18-21 21-06 District 06-09 09-18 18-21 21-06

Bansong 27.84 23.31 24.13 27.55 Munhwa 25.87 23.48 23.32 25.28

Banwol 25.09 23.05 22.75 24.95 Myeonggok 29.62 24.65 26.20 29.27

Bongam 28.99 25.06 25.12 27.82 Nosan 29.81 25.32 26.09 27.85

Bongnim 28.84 24.62 24.80 27.99 Odong 29.03 25.10 25.88 27.88

Dongseo 27.58 24.04 24.51 26.33 Paryong 29.73 24.70 25.83 29.01

Gaeumjeong 30.65 25.64 25.29 28.79 Sangnam 31.46 26.41 26.42 30.33

Gapo 27.31 24.18 23.92 26.46 Sanho 29.45 25.21 26.26 28.39

Guam1 28.73 25.06 24.87 27.73 Sapa 28.65 25.10 24.48 27.10

Guam2 28.77 24.40 24.32 27.55 Seokjeon1 30.28 25.39 26.32 28.66

Gyobang 28.73 24.60 25.08 26.82 Seokjeon2 30.20 25.26 26.61 28.77

Happo 31.00 26.08 27.01 29.16 Seongju 27.59 24.43 24.36 26.58

Hapseong1 28.86 24.80 25.23 27.63 Uichang 29.87 25.47 25.72 28.71

Hapseong2 28.77 24.66 24.63 27.56 Ungnam 28.51 24.68 24.13 27.18

Hoeseong 27.11 22.91 24.41 25.96 Wanwol 26.01 23.54 23.52 25.36

Hoewon1 29.88 25.52 25.91 28.22 Woryeong 26.79 23.92 24.55 25.73

Hoewon2 30.03 25.04 25.67 27.87 Yangdeok1 29.12 25.03 25.60 27.58

Jasan 27.10 24.01 24.20 25.73 Yangdeok2 29.67 25.00 26.07 28.09

Jungang(1) 29.58 24.66 25.35 29.35 Yongji 28.07 24.29 24.44 27.06

Jungang(2) 25.48 22.97 22.97 24.78 Average 28.65 24.64 25.03 27.49

TABLE 2. Time-slot average concentration by administrative district (unit: ㎍/㎥)

동, 명곡동이 창원시 도시지역에서 상대적으로 

PM2.5가 높은 심각 지역으로 도출되었다. 상남

동과 합포동은 교통지역이 각각 55.88%, 

34.43%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상업지역과 주

거지역이 그 뒤를 이었다. 명곡동은 산림과 초

지가 각각 30.23%와 19.03%으로 상위 1, 2위

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동쪽과 남동쪽, 북쪽에 

위치한 산으로부터 신선한 바람이 유입되지만, 

인공적인 공간요소로 인해 바람흐름이 지속되지 

못해 산림에서 공기의 정체가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Song and Park, 2013). 게다가 앞서 

언급된 지역들이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해있는 것

으로 미루어 보아 공업지역에 인접한 지역들은 

PM2.5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시간대별 분석에서 출근시간에 상남동과 합

포동을 이어 높은 농도를 나타내는 가음정동의 

토지이용형태로는 교통지역이 1위를 차지하였

고, 퇴근시간에 합포동을 이어 높은 농도를 나

타내는 석전동도 마찬가지로 교통지역이 1위를 

차지했다. 따라서 출·퇴근시간 PM2.5 발생에는 

교통지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낮은 농도를 보인 회성동은 산림이 

70% 이상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면적마저도 

농업지역이 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공

적인 공간요소가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마찬가지로 낮은 농도를 나타내는 반월동, 

문화동, 완월동은 서로 인접해 있으며, 상위 3

개의 토지이용형태는 산림, 주거지역, 교통지역, 

농업지역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PM2.5 심각지역에서는 

토지이용유형 중 교통지역이 많은 비율을 차지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분지지형 특성상 

산림이 많은 것을 제외하면, 상업지역이 그 뒤

를 이어 교통지역과 상업지역이 PM2.5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서울특별시를 대상

으로 이러한 분석을 진행한 연구에서도 마찬가

지로 상업지역과 교통지역이 PM2.5의 인공적인 

발생과 가장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Jeong and Lee, 2018), 이를 통해 상

업지역, 교통지역은 PM2.5 발생에 영향을 미치

는 공간적 요인이라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지역

과 상업지역에 기반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진

행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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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 Top1 Area(㎢) Ratio(%) Top2 Area(㎢) Ratio(%) Top3 Area(㎢) Ratio(%)

Bansong Transportation 0.73 35.65 Residential 0.39 18.95 Pasture 0.30 14.83 

Banwol Transportation 0.21 30.99 Residential 0.14 20.46 Forest 0.10 14.58 

Bongam Forest 3.86 67.07 Transportation 0.62 10.77 Industrial 0.34 5.90 

Bongnim Forest 6.70 54.84 Transportation 1.27 10.40 Pasture 1.03 8.40 

Dongseo Transportation 0.47 46.36 Commercial 0.36 35.75 Residential 0.07 6.71 

Gaeumjeong Transportation 1.11 37.18 Pasture 0.51 17.01 Forest 0.31 10.46 

Gapo Forest 2.71 50.93 Barren land 0.96 18.09 Agricultural 0.77 14.39 

Guam1 Forest 1.34 56.93 Transportation 0.30 12.79 Residential 0.22 9.37 

Guam2 Transportation 0.27 34.12 Residential 0.17 21.21 Forest 0.14 18.18 

Gyobang Forest 1.54 67.14 Pasture 0.23 9.83 Residential 0.19 8.14 

Happo Transportation 0.14 34.43 Residential 0.10 24.85 Commercial 0.05 12.41 

Hapseong1 Forest 4.33 75.41 Agricultural 0.46 7.96 Transportation 0.39 6.85 

Hapseong2 Forest 0.97 52.10 Transportation 0.25 13.53 Commercial 0.19 10.44 

Hoeseong Forest 6.83 71.39 Agricultural 1.34 13.97 Transportation 0.49 5.12 

Hoewon1 Residential 0.25 35.92 Transportation 0.21 30.09 Commercial 0.10 14.35 

Hoewon2 Forest 2.26 65.21 Agricultural 0.36 10.41 Residential 0.29 8.32 

Jasan Forest 0.45 38.81 Residential 0.22 19.06 Transportation 0.20 17.33 

Jungang(1) Transportation 1.77 36.16 Pasture 0.86 17.51 Commercial 0.48 9.82 

Jungang(2) Transportation 0.17 43.19 Residential 0.10 25.62 Commercial 0.07 17.46 

Munhwa Forest 0.67 38.16 Transportation 0.31 17.78 Residential 0.25 14.17 

Myeonggok Forest 2.01 30.23 Pasture 1.27 19.03 Transportation 1.14 17.09 

Nosan Residential 0.20 36.75 Transportation 0.17 31.96 Commercial 0.07 13.73 

Odong Transportation 0.17 38.43 Commercial 0.15 35.20 Residential 0.09 19.90 

Paryong Forest 4.52 31.93 Transportation 3.59 25.40 Pasture 2.03 14.32 

Sangnam Transportation 0.61 55.88 Commercial 0.21 18.93 Residential 0.13 12.21 

Sanho Residential 0.25 30.01 Transportation 0.25 29.94 Commercial 0.17 20.43 

Sapa Forest 4.66 58.65 Transportation 1.23 15.46 Pasture 0.59 7.44 

Seokjeon1 Transportation 0.19 25.95 Forest 0.17 22.63 Residential 0.15 20.52 

Seokjeon2 Transportation 0.22 30.46 Residential 0.14 20.05 Forest 0.13 17.73 

Seongho Residential 0.13 40.70 Transportation 0.07 20.67 Pasture 0.03 10.44 

Seongju Forest 16.87 67.51 Transportation 2.49 9.98 Pasture 1.69 6.78 

Uichang Forest 3.39 41.41 Pasture 1.42 17.42 Agricultural 1.07 13.03 

Ungnam Forest 21.03 55.08 Transportation 6.54 17.13 Industrial 3.18 8.32 

Wanwol Forest 1.78 65.10 Agricultural 0.26 9.50 Residential 0.22 8.02 

Woryeong Transportation 0.72 28.03 Forest 0.65 25.28 Pasture 0.38 14.82 

Yangdeok1 Forest 0.39 41.64 Residential 0.19 20.84 Transportation 0.17 18.74 

Yangdeok2 Transportation 0.88 39.48 Commercial 0.48 21.62 Pasture 0.25 11.14 

Yongji Transportation 1.11 41.85 Residential 0.51 19.18 Pasture 0.41 15.50 

TABLE 3. Distribution of areas of top 3 land-use types selected for each administrative 

district in study area

결 론

국내외에서 PM2.5의 위해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인간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PM2.5의 저감을 위해서는 

현황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선행연구에서는 

측정지점 부족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측정지점이 많은 Airpro 실시간 측정자

료를 사용하여 창원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IDW 공간내삽법을 활용해 PM2.5 분포 지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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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시·공간적인 PM2.5

분포 특성을 확인하였다.

먼저 Airpro 자료를 통해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한지 검증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AirKorea 자료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 0.75~0.86수준의 높은 R2를 얻었으며 

RMSE 값을 산출한 결과로는 적게는 9.6209, 

많게는 14.5696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산점도 분석 결과, 거의 모든 점들이 선 주

위에 모여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강한 관계를 확

인하였다. 따라서 창원시 농도 패턴 특성을 분

석하는데 유의미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

로 판단되었고 검증 후 월별, 시간대별 특성 분

석을 진행하였으며 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다.

월별 특성 분석에서, 창원시 PM2.5 연평균값

은 21.32㎍/㎥으로 해당 기간 동안 1월의 평균

값이 26.08㎍/㎥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

었고 8월은 12.69㎍/㎥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계절별로는 겨울과 봄이 높고 여름과 가을이 낮

게 나타나 겨울철 PM2.5 관리방안이 필요한 것

을 확인하였다. 행정구역별로는 상남동, 합포동, 

명곡동이 PM2.5 심각 지역으로 도출되었고 회성

동은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PM2.5가 높은 경

향을 보이는 지역은 대부분 연간 계속 높고 낮

은 지역은 계속 낮은 경향을 보여 도출된 심각

지역을 중심으로 관리가 강화되어야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1월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간대별 

특성 분석에서는 4구간 중 06~09시의 평균값

이 28.65㎍/㎥으로 가장 높았고, 09~18시의 

평균값이 24.64㎍/㎥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시

간대별 농도 패턴이 다른 것을 확인하였으며, 

출근시간을 중심으로 관리가 강화되어야함을 도

출해낼 수 있다. 행정구역별로는 가음정동, 합포

동, 상남동, 중앙동(1), 명곡동이 높게 나타났

고, 반월동, 중앙동(2), 문화동, 회성동, 완월동

이 낮게 나타나 출퇴근시간의 고농도지역 이동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일정하게 고농도를 나타

내는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방안이 수립되

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PM2.5 분포 

해석을 위해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토지

이용으로 한정하여 창원시 토지이용유형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PM2.5 심각지역에서는 교

통지역과 상업지역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으로 분석되어 교통지역과 상업지역에 기반한 

정책적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세 

가지 특성 분석을 종합한 결과, 교통지역과 상업

지역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상남동, 합포동의 

겨울철과 06~09시에 관리가 가장 시급한 상태

임을 파악할 수 있고, 향후 이에 바탕한 대안이 

가장 먼저 수립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1년간의 창원시 PM2.5 농도 분포 

패턴을 분석하였고, 그 현황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을 도출하였고, 창원시 PM2.5 저

감 대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자

료의 측정지점은 학교에만 위치하고 있기 때문

에 국가산업단지 내의 현황 및 분포 특성을 보

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추후 창원시 국가산업단

지 주변 측정지점을 추가하여 공장지역의 영향

을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500m 공간해상도에 기반된 분석 결과

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더 높은 해상도의 분석이 

필요하며, 향후에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형, 

풍속, 온도, 교통량 등의 요인 분석이 필요한 것

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창원시의 

PM2.5 분포 특성을 판단할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심각지역과 저감 

방안 수립 방향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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