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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mbient particulate matter (PM2.5 and PM10) levels were measured and their chemical and physical

properties were characterized. Two sites in Gwangju were sampled once a month from December 2008 to November

2009. The annual mean concentrations of PM2.5 and PM10 were 26.9 µg/m3 and 46.3 µg/m3, respectively, in Nongseong-

dong and 26.1 µg/m3 and 44.8 µg/m3, respectively, in Duam-dong. PM2.5 levels were 1.8 times higher than the US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 for PM2.5 (15 µg/m3). The average PM2.5/

PM10 ratio of 0.58 suggested that PM2.5 is a significant component of the ambient particle pollution. The order of

concentration of metallic elements in PM2.5 and PM10 was Si > Al > Fe > Zn > Pb > Cu > Mn. Cd was not detected.

The earth crustal enrichment factors for Cr, Cu, Pb and Zn in PM2.5 were higher than those in PM10. When the earth

crustal enrichment factors for Cr, Cu, Pb and Zn were higher than 10, this suggested influence from anthropogenic

sources. The soil contribution ratios for PM2.5 and PM10 were 11.3% and 16.4%, respectively, and were higher in the

fall and winter. Anions (SO4
−2, NO3

−, and Cl−) comprise 28.7% of PM2.5 and 21.4% of PM10. The correlation coefficient

of Zn-Fe, Mn-Cu, Fe-Cu and Fe-Mn in PM2.5 was high in the sampling sites, and metallic elements were primarily from

anthropogenic sources such as fuel combustion and vehicle e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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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대사회는 인구, 사업, 경제활동이 도시에 집중되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에너지 소비량 증가와 주거

및 생활문화의 서구화로 인한 자동차 및 각종 화학물

질의 소비량 증가로 인해 현재 대도시의 미세먼지 등

이 대기오염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1) 그 중 미세먼지

에 의한 오염은 도심지역의 시정장애 감소와 호흡기질

환 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물질이다.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인 입자상물질(particulate

matter; PM)은 대기환경에서 입자의 크기에 따라 공기

역학적 직경이 10 µm 이하인 PM10과 2.5 µm 이하인

PM2.5로 구분한다. PM10은 바람에 의한 먼지 등 자연적

인 오염원과 자동차, 도로의 비산먼지 등에 의해 발생

되며 토양과 관련된 Al, Si, Ca, Ti와 Fe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2) PM2.5는 산업, 운송, 주거활동 등에 의

한 연소과정과 자동차 배기가스로부터 직접 배출되거

나, 1차 가스상 오염물질의 화학적 변환 등에 의해 생

성된다. 따라서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의 이온성

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그리고 수분 등으로 이루

어져 있으며 S, K, Ni, Br, Pb와 같은 인위적인 활동

에 의한 물질이 많다.3)

입경 2.5 µm 미만의 미세입자(fine particle)는 대기

중 체류시간이 길어 특히 대도시의 시정악화와 인체 호

흡 시 호흡기계통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특히 황

산염(sulfate), 질산염(nitrate) 및 염화물(chlorate)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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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물질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같은 독성이 강한 유기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인체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또한 대기 중 PM2.5의 농도가 높

으면 폐렴, 폐 기능손실, 병원 이용률, 천식 및 다른

호흡기 문제뿐만 아니라 심장혈관 및 암과 관련한 사

망의 위험성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5)

이와 같이 대기 중에 존재하는 입자상 물질은 그 크

기에 따라 인체, 재산, 대기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

향이 다르고, 배출원 또한 다르기 때문에 입경분포에

대한 연구는 보건학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입자상

물질의 배출원 해석이나 관리대책수립에도 중요하다.6)

또한 임의의 지역에서 유발되고 있는 입자상 물질로 인

한 대기오염의 원인과 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관

리 대책의 수립 및 배출원 규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오염원에 대한 정량 정성분석이 선행되어야 하

며, 이들 각 발생원이 어느 정도 오염도에 기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중

요하게 인식되어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7) 

미국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는

PM10(24 hr 평균기준 150 µg/m3)과 PM2.5(연평기준 15

µg/m3, 24 hr 평균기준 35 µg/m3)에 대한 대기환경기준

을 설정 적용하고 있다.8) 환경부에서는 PM2.5의 다양한

환경적 문제를 인식하고 2010년 PM2.5의 대기환경기준

이 공포될 예정이며 2013년 시행을 위해 준비 중이다.1)

본 연구에서는 광주지역을 대상으로 2008년 12월부

터 2009년 11월까지 광주지역의 대기환경 중 PM10과

PM2.5의 지역적, 계절적 분포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

한 미세먼지에 함유된 각종 화학성분 분석 자료를 통

계분석기법에 적용하여 미세먼지의 농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인자를 해석하여 광주지역의 미세먼

지의 특성을 발생원과 연관하여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

에 미세먼지의 다양한 물리·화학적 특성에 대한 각종

평가 및 해석을 근거로 광주지역의 미세먼지 특성을 평

가하여 인근 주요 배출원에 대한 향후 관리방안을 마

련하기 위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환

경부 PM2.5 대기환경기준 설정에 계획에 따라 광주지역

의 지역대기환경기준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

고자 한다.

II. 재료 및 방법

1. 조사지역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의 농도 분포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해서 광주지역의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시대기

측정망이 설치되어 있는 농성동(농성1동 사무소 옥상),

두암동(두암2동 사무소 옥상) 2개 측정지점을 선정하

였다(Fig. 1).

두 지점 모두 반경 500 m 이내에 저층의 빌라 및

단독주택건물이 밀집한 주거공간으로 특별한 대기오염

배출시설이 없다. 농성동의 경우 시료채취지점 반경

1.1 km 이내에 고속버스터미널이 위치하여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한 두암동 측정지점의 경우 주변도로는 왕복 2차선으

로 차량통행이 농성동 측정지점에 비해 적은 편이다.

2. 시료채취 및 기간

대기 중의 미세먼지(PM2.5, PM10)를 포집하기 위하여

ACCU(automatic cartridge collection unit, R&P,

USA)와 PMS-102(APM Eng, Co., Korea)를 사용하여

시료를 채취하였다. 시료 채취시 포집유량은 ACCU의

경우 13.7 l/min, PAS-102의 경우 16.7 l/min으로 하

였으며, 포집시간은 24시간을 원칙으로 하였다. 포집여

지는 pallflex membrane filter(47 mm, Pall gelman

science, USA)를 사용하였다.

시료채취 기간은 2008년 12월~2009년 11월까지 매

월 둘째 주를 기준으로 3일 연속 시료를 채취하였다.

PM2.5와 PM10이 포집된 시료 수는 농성동, 두암동 각각

36개로 총 144개 시료를 채취하였다.

3. 분석방법

1) 미세먼지 질량농도

미세먼지 질량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여과지를 항온

(20oC), 항습(50%) 상태의 데시케이터에서 24시간 이상

보관하여 0.001 mg까지 측정 가능한 microbalance

(Sartorius M2P, Germany)를 이용하여, 먼지시료 채취

Fig. 1. Locations of sampling sites in Gwa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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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의 무게를 칭량한 후 중량 차에 의해 먼지 농도

를 계산하였다.

2) 이온성분

시료 채취한 여지의 1/2에 초 순수 10 ml를 가하여

초음파추출기를 이용하여 약 120분 정도 추출하였다.

추출액을 Ion Chrom 0.2 µm filter(Gelman, USA)로

여과하여 Ion Chromatograph(Dionex-600, USA)를 이

용하여 수용성 음이온성분(SO4
−2, NO3

−, Cl−, F−)을 분

석하였다.

3) 금속성분

금속성분 분석을 위한 시료 전처리는 대기공정시험방

법에 기준한 질산-염산 혼합액에 의한 초음파 추출법을

이용하였다.9) 포집된 여지의 1/2을 비이커에 넣고,

1.03 M 질산과 2.23 M 염산 혼합액(1:1) 7.5 ml를 가한

다음, 2시간 동안 초음파 추출(28 kHz)하였다. 초음파

전처리가 끝난 용액은 여과(Whatman, No. 5A, USA)

후 증류수를 사용하여 최종부피가 25 ml가 되도록 하

였다. 전처리 한 시료용액을 ICP-MS(Agilent 7500,

USA)로 금속성분(Al, Cd, Cr, Cu, Fe, Mn, Ni, Pb,

Si, Zn)을 정량분석 하였다. 기기 분석조건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III. 결과 및 고찰

1. 먼지 농도분포

각 시료채취지점별 먼지 농도의 결과는 Table 2,

Fig. 2에 나타내었다. 대기 중 PM2.5의 농도는 농성동의

연간 평균치 26.9± 18.6 µg/m3, 두암동 지역이 26.1 ±

17.7 µg/m3로 나타나 두 지역이 주거지역에 위치하여

비슷한 농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북 포항 지

역(30.6 µg/m3)과 부산지역(29.3 µg/m3)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10,11) 외국의 경우, 미국과 유럽 대부분의 지역

에서 PM2.5 농도는 대략 15~20 µg/m3 수준으로 우리나

라의 50% 정도이고 중국의 경우에는 주요도시 연평균

이 100 µg/m3 이상이며, 아시아 주요 도시들은 40~50

µg/m3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1)

계절별로는 두 지점 모두 봄철에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여름철, 겨울철, 가을철 순으로 나

타났다. 8월 14일~15일 시료채취 기간은 박무와 연무

현상으로 인한 PM2.5농도가 가을보다 여름이 높게 나타

났다. 또한 여름철의 경우 PM2.5농도는 광화학 반응 등

으로 미세입자의 생성을 촉진하여 PM2.5의 농도가 증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본 연구기간 내에 측정된 광주지역의 PM2.5 농도는

Table 2. Concentrations of PM2.5 and PM10 at Nongseong-dong and Duam-dong sampling sites in Gwangju (unit : µg/m3)

Season
Nongseong-dong Duam-dong

Mean±S.D. Range Mean±S.D. Range

Spring
PM2.5 38.4±27.1 19.0~77.0 38.2±26.1 11.0~75.0

PM10 57.4±32.5 19.0~100.0 57.2±33.7 19.0~104.0

Summer
PM2.5 25.8±15.3 19.0~57.0 24.6±14.0 19.0~53.0

PM10 36.4±19.5 16.0~74.0 34.9±17.5 15.0~67.0

Fall
PM2.5 20.8±8.3 10.0~33.0 20.5±6.2 12.0~29.0

PM10 36.4±10.2 22.0~52.0 35.4±8.4 22.0~46.0

Winter
PM2.5 22.4±16.1 18.0~59.0 20.3±13.7 17.0~52.0

PM10 54.7±36.2 23.0~144.0 50.6±33.6 22.0~135.0

Annual
PM2.5 26.9±18.6 18.0~77.0 26.1±17.7 17.0~75.0

PM10 46.3±27.4 16.0~144.0 44.8±26.8 15.0~135.0

Table 1. Analytical conditions for IC and ICP-MS

IC

(Dionex-600, 

USA)

Column Guard Ionpac AS14A-SC 

(4 mm)

Column Ionpac AS14A-SC

Eluent 3.5 mM Na2CO3,

1 mM NaHCO3 (1.2 ml/min)

Item F−, Cl−, NO3
−, SO4

2−

ICP-MS

(Agilent 

7500, USA)

Nebulizer Babington nebulizer

Spray chamber Quartz type

Interface Sampling cone : Ni cone

Skimmer cone : Ni cone

Ion lens Omega lens

Omega (+) : 15 V, 

Omega (−) : 5 V

Detector Electron multiplier 

(Dual Mode)

Mass analyzer Quadrop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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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PA의 PM2.5 일평균국가대기환경기준(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 NAAQS)인 35 µg/m3

이상으로 측정된 분포율을 보면, 농성동 22.2%, 두암동

지점 13.9%로 나타났으며 미국 EPA의 PM2.5 연평균

기준인 15 µg/m3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나 PM2.5의

발생원에 대한 저감대책이 필요하다.

PM10의 연평균 농도는 농성동 46.3±27.4 µg/m3, 두

암동 44.8±26.8 µg/m3로 측정되었다. 각 지점별 PM10

의 농도를 살펴보면 농성동의 경우 평균적으로 두암동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동차량의 수가 많은

지역적 특성으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입자로 인

한 영향으로 중량농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

다. 광주지역의 PM10은 서울의 57.7 µg/m3 보다 약

13% 정도 낮게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의 대기환경기준

PM10 연평균기준치 50 µg/m3을 초과하지 않았다.

계절별로는 두 지점 모두 봄철에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겨울철, 여름철, 가을철 순으로 나

타났다. 봄철인 4~5월에 광주지역의 황사가 관측되지

않았으나, 봄철의 고농도 먼지현상은 국내의 전반적인

공통현상으로써 확인되지 않은 약한 황사의 영향이 있

거나 기온의 일교차가 심하고 건조한 대기 조건하에서

토사나 도로먼지, 야적장 등으로부터 비산먼지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질량농도비 평균값은 0.58로 나타났다. 이것은 PM2.5

의 농도가 PM10의 약 30~70%를 차지한다고 보고한

미국의 선행 연구와 비교해 볼 때 다소 상한치에 수렴

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14) 계절별 PM2.5/PM10 비

(Ratio)는 농성동의 경우 봄철 0.62, 여름철 0.69, 가을

철 0.55, 겨울철 0.40으로 나타났다. 두암동의 경우 봄

철 0.64, 여름철 0.69, 가을철 0.57, 겨울철 0.40 로

측정되었다. 박무, 연무와 같은 기상현상의 영향으로 겨

울철에 PM10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PM2.5/PM10이 감

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탈리아 Milan시에서 측정

된 결과(여름철 0.63, 겨울철 0.77)와 비교해 보면 약간

의 차이를 보였으며 베이징의 교통밀집지역인 대학가

에서 측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여름철 0.45, 겨울철

0.73으로 측정되었다.15,16)

농성동과 두암동 두 측정지점 간에 PM2.5, PM10농

도 변동의 유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채취 기간

중 동시에 채취된 먼지농도를 대하여 상관관계를 분

석해 보면 PM2.5, PM10농도에 대한 시료채취지점 간

의 상관계수가 0.9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각 지점

별로 국지적인 오염원의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으나,

두 지점은 직선거리로 약 5 km 떨어져 있음에도 불

구하고 황사현상과 같은 오염물질의 장거리 이송에 의

한 영향을 거의 유사하게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측정지점이 근거리 내에 존재하는 각종 대기배출원에

서 배출된 오염물질의 확산 영향권 내에 속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10)

2. PM2.5, PM10 중 중금속성분

1) 중금속농도

미세먼지 중 중금속농도를 요약한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PM2.5 중 금속농도 성분의 순서를 살펴보

면 Si > Al > Fe > Zn > Pb > Cu > Mn으로 측정되었다.

Si와 Al가 높은 이유는 토양에 기인하는 자연적인 발생

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Zn는 자동차

등의 인위적인 오염원의 영향이 크며 Fe 역시 다른 금

속성분보다 높게 측정되어 토양입자의 영향도 있다고

판단되어진다.13) Pb의 경우 PM10에 함유된 비율(0.057)

Fig. 2. Distribution patterns of the PM2.5 and PM10 mass concentrations in Gwangju (N: nongseong-dong, D: duam-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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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box plot of elements concentrations at the sampling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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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PM2.5의 비율(0.082)이 더 많이 포함되어, Fang

등의 연구 결과인 PM10의 함유된 비율(0.467)보다

PM2.5에 함유된 비율(0.661)이 높은 것과 같이 일치

하였다.17)

PM10 중 금속성분 농도는 Si > Al > Fe > Zn > Pb >

Cu > Mn 순으로 PM2.5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Table 3은 본 연구에서의 PM10 중 금속성분들과 타

지역의 연구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Cr, Ni, Pb 및 Zn

은 인위적 기원으로서 연구지역의 대기오염을 평가하

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한다. Cr은 부산지역과 서울지

역 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지역보다는 낮게 나타

났다. Ni, Pb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인위적인 오염원의

영향을 적게 받아 낮은 농도를 보였다. 차량의 타이어

나 라이닝의 마모에 기인하는 Zn의 평균 농도는 서울

및 부산지역과 유사한 농도분포를 보였으나, 대구지역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18)

2) 지각 농축계수

대기부유먼지 중 각 원소의 농도를 기준으로 각 원소

의 지각농축계수를 계산하여 나타낸 것이다. 기준물질

을 Al로 하고 각 원소의 지각 구성비는 식 (1)을 사용

하여 구하였다.

(1)

여기서, [x/Al]은 대기부유먼지 중 또는 토양 중의 원소

x와 Al의 농도비를 나타냈다. EF(enrichment factor) 값

이 1~10의 범위에 있을 경우는 지역토양의 화학구성과

EF
x/Al[ ]sample

x/Al[ ]crust
--------------------------=

Table 3. A comparison of metal concentration in PM10 in various cities (unit : ng/m3)

Elements
This study

Busana) Daegub) Seoulc)

Nongseong-dong Duam-dong

Al 584.9 579.3 759.2 326.3 1,322

Cd 0.0 0.0 2.7 3.0 -

Cr 12.9 13.5 5.5 41 6.3

Cu 22.9 23.1 - - -

Fe 465.0 450.0 749.8 530.5 1,001

Mn 18.6 19.3 17.2 13.5 34.5

Ni 1.8 2.0 8.6 32.0 33.6

Pb 25.9 25.6 39.1 58.3 248

Si 1,043.6 1,111.1 362.0 - 2,761

Zn 394.0 386.7 302.6 118.5 323

a)Hwang and Jeon (2003), mean of 14 samples (PM10) during the annual.
b)Choi and Song (2000), mean of 84 samples (PM10) during the annual.
c)Shin et al. (2002), mean of 60 samples (PM10) during the annual.

Table 4. A comparison of crustal enrichment factors between PM2.5 and PM10

Elements

This study

(Nongseong-dong)

This study

(Duam-dong)
Busana) Daegub)

PM2.5 PM10 PM2.5 PM10 PM2.5 PM10 PM10

Al 1.0 1.0 1.0 1.0 1.0 1.0 1.0

Cd 1,547.8 1,266.9 3,696.2

Cr 27.3 17.9 24.7 18.9 15.9 12.8 10,303.9

Cu 88.2 57.9 82.7 58.9 84.8 76.8

Fe 1.5 1.3 1.5 1.3 2.0 2.1 2.4

Mn 4.6 2.7 4.4 2.8 7.0 6.4 3.6

Ni 3.4 3.2 4.3 3.7 26.0 22.5 106.7

Pb 610.4 276.3 589.9 275.6 785.6 636.1 1,175.3

Si 0.7 0.5 0.6 0.6 0.1 0.1

Zn 1025.5 781.4 983.1 774.3 615.4 533.9 426.5

a)Jeon et al. (2005), Busan, E.F. of 87 samples (PM10 and PM2.5)
b)Choi and Song (2000), Deagu, E.F. of 84 samples (P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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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지질의 구성성분간의 차이에 기인하여 부하되지 않

았다고 고려되며, 10~100의 범위 경우는 moderately

enriched로 분류하고, 100이상이면 highly enriched로

분류하며 인간 활동에 기인하여 매우 오염되었음을 나

타내며, EF 값이 높을수록 인위적인 발생원에서 유래

된 원소라고 할 수 있다.18)

Table 4는 PM2.5와 PM10으로부터 구해진 각종 금

속성분들의 지각농축계수를 부산 및 대구지역과 비교

하였다. PM10 중 Ni의 경우 대구지역보다 50배, 부

산지역보다 5배 낮게 나타났다. PM2.5 중 Cu는 부산

지역과 비슷하였다. 10이상의 지각농축계수를 보인 인

위적 기원인 Cr, Cu, Pb 및 Zn은 PM10보다 PM2.5

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미세입자 영역에서 높은 화학

적 조성을 보였다고 지적한 전 등(2005)의 연구와 일

치하였다.11)

3) 토양입자 기여율

대기 중 미세먼지에 대한 토양입자의 기여율을 정량

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Al을 기준 물질로 적용하여 식

(2)를 이용하였다.19)

(2)

Fig. 4는 계절별 토양입자 기여율을 나타내었다.

PM2.5의 경우 가을철(13.7%), 겨울철(11.9%), 여름철

(10.9%), 봄철(8.9%)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기여율

은 11.3%로 나타났다. PM10의 경우 가을철(17.0%), 겨

울철(16.9%), 봄철(16.9%), 여름철(15.4%) 순으로 조사

되었으며, 평균 기여율은 16.4%로 나타났다.

PM2.5의 경우 두 지역 모두 봄철에 가장 낮은 토양입

자의 기여율을 보였다. 두암동 PM10의 경우 토양입자

의 기여율(17.8%)이 겨울철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박

정호와 최(1999)은 rainout과 washout에 의한 대기 에

어로졸 입자의 입경별 세정 특성은 거의 입경 2 µm 이

상의 조대입자 영역에서만 일어나고 미세입자 영역에서

는 강수가 강하여도 세정효과가 없음을 지적하였다.20)

또한 도시구조와 지형적인 특성 및 기상인자에 의한 대

기 유동장에 따른 미세먼지의 농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PM10이 PM2.5보다 토양입자의 기여율

이 크므로 토양입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19)

 

3. 이온성분(수용성 음이온성분 농도)

Fig. 5는 측정기간 중 PM2.5와 PM10 중 음이온 각

성분별 농도 분포를 나타내었다. 농성동 PM2.5의 경우

SO4
−2(8.63 µg/m3) > NO3

−(0.66 µg/m3) > Cl−(0.16 µg/

m3) 순으로, 농성동 PM10의 경우 SO4
−2(8.84 µg/m3) >

NO3
−(0.79 µg/m3)> Cl−(0.26 µg/m3) 순으로 나타났다.

두암동 PM2.5의 경우 SO4
−2(7.54 µg/m3) > NO3

−(0.46

µg/m3) > Cl−(0.12 µg/m3) 순으로, 두암동 PM10의 경우

SO4
−2(8.65 µg/m3) > NO3

−(0.59 µg/m3) > Cl−(0.24 µg/

m3) 순으로 나타났다. 농성동과 두암동의 경우 모두 이

온성분 농도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이온성분

농도가 여름철이 가을철과 겨울철보다 높게 나타났는

데 이는 여름철 시료채취 기간에 기상조건이 연무와 박

무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되어진다. 이전 연구에서 Cl−

의 도심지역에서의 대기 중 평균농도는 약 0.2~6.3 µg/

m3, SO4
−2는 10~30 µg/m3의 범위에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21,22) 1999년 부산지역에서 측정된 PM2.5의 SO4
−2,

NO3
−, Cl−의 평균 농도 12.83, 3.7, 1.6 µg/m3, PM10

의 SO4
−2, NO3

−, Cl−의 평균 농도 14.41, 5.82, 2.47

µg/m3과 비교해 보면 낮은 농도 수준을 보이고 있으

며, 이는 지역 오염원, 도로의 차량, 석유 및 석탄연료

사용, 공업지역의 보일러 등 배출원의 차이에 의해 두

CRsoil %( )
Csoil

Csample

--------------- 100×
CAl /0.0813

Csample

-------------------------- 100×= =

Fig. 4. Predicted rates of soil contribution to PM2.5 and PM10 in Gwa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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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이온농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23)

Table 5는 미세먼지(PM2.5, PM10) 중 수용성 음이온

성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었다. 농성동 PM2.5의 경

우 SO4
−2(27.2%) > NO3

−(1.7%) > Cl−(0.7%) 순으로, 농

성동 PM10의 경우 SO4
−2(18.2%) > NO3

−(1.4%) > Cl−

(0.7%) 순으로 나타났다. 두암동 PM2.5의 경우 SO4
−2

(26.2%) > NO3
−(1.4%) > Cl−(0.6%) 순으로, 두암동 PM10

의 경우 SO4
−2(18.4%) > NO3

−(1.1%) > Cl−(0.7%) 순으

로 나타났다. 음이온 성분인 SO4
−2, NO3

−, Cl−가 차지

하는 비율은 PM2.5의 경우 28.7%, PM10의 경우

21.4%으로 나타났다. 2차입자의 화학적 조성 중 음이

온 성분인 SO4
−2, NO3

−, Cl−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의 도시지역들에 대해 2차

입자 등 SO4
−2, NO3

−의 질량 농도비가 40~50%를 점

유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24) 광주지역에 NO3
− 및

SO4
−2의 자동자, 보일러 등에서 발생되는 인위적 오염

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성분들의 기여도가 높게 나

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SO4
−2의 경우에서 PM2.5 중에

존재하는 비율이 PM10에서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같은 결과는 Wall 등에 의한 연구 결과와도 잘

Fig. 5. The box plot of anion concentrations at sampling sites.

Table 5. Composition percentages of anion components in PM2.5 and PM10

Item
Nongseong-dong Duam-dong

Cl− (%) NO3
− (%) SO4

−2 (%) Cl− (%) NO3
− (%) SO4

−2 (%)

PM2.5

0.73

(0.01~2.19)

1.67

(0.49~4.98)

27.15

(7.40~53.64)

0.59

(0.03~3.63)

1.43

(0.38~3.46)

26.19

(9.61~61.10)

PM10

0.70

(0.04~1.76)

1.44

(0.52~3.97)

18.15

(4.62~35.17)

0.73

(0.08~3.21)

1.11

(0.45~2.98)

18.40

(5.30~37.91)

Table 6. Correlation matrix of metallic elements and ions in PM2.5 

 Cr Mn Fe Ni Cu Zn Pb Cl- NO3
- SO4

-2

Cr 1

Mn 0.414** 1

Fe 0.172 0.580** 1

Ni 0.303* 0.426** 0.405** 1

Cu 0.179 0.694** 0.566** 0.212 1

Zn 0.178 0.620** 0.726** 0.336** 0.661** 1

Pb 0.432** 0.665** 0.451** 0.461** 0.789** 0.526** 1

Cl− 0.292 0.518** 0.478** 0.004 0.146 0.457** 0.110 1

NO3
− 0.240 0.725** 0.387** 0.148 0.832** 0.566** 0.905** −0.295* 1

SO4
−2 0.253 0.588** 0.236 0.147 0.856** 0.395** 0.875** −0.016 0.800** 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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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된다.25)

4. 상관관계

SPSS를 이용하여 이온성분 및 금속성분을 인자로 통

계분석한 결과를 Table 6, 7에 나타내었다. PM2.5의 성

분간의 상관관계 Zn와 Fe(0.726), Mn과 Cu(0.694),

Fe와 Cu(0.566), Fe와 Mn(0.580)의 상관성이 높게 나

타났는데, 이들의 발생원이 디젤 연료나 가솔린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26)

PM10의 성분간 상관성을 살펴보면 Fe, Zn, Cu,

NO3
−, SO4

−2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 이들의 발생원이 토

양입자나 자동차 등으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하지만 대기 중의 중금속과 각종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원이 매우 다양하고, 그들의 대기 중 농도는 기상, 지

형, 계절, 배출시설의 규모와 같은 많은 변수들의 영향

을 받기 때문에 단순히 상관관계로만 모든 사실을 규

명하기는 어렵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광주지역 대기환경 중 PM2.5와 PM10

에 대한 오염도 측정과 물리·화학적 성분 분석을 통

하여 미세먼지의 오염특성을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다

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PM2.5의 연간평균농도는 농성동 26.9±18.6 µg/

m3, 두암동 26.1±17.7 µg/m3로 나타났고, PM10은 농

성동 46.3±27.4 µg/m3, 두암동 44.8±26.8 µg/m3로

나타났다.

2. PM2.5/PM10 질량농도비는 평균 0.58을 나타내었으

며, PM10내에 PM2.5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PM2.5도 규제 관리가 필요하다.

3. PM2.5와 PM10 중 금속성분 농도는 Si > Al > Fe >

Zn > Pb > Cu > Mn 순으로 나타났으며, Cd은 검출되지

않았다.

4. 지각농축계수가 10이상인 Cr, Cu, Pb 및 Zn은

PM2.5가 PM1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인위적인

오염물질 영향으로 보인다.

5. PM2.5와 PM10의 토양입자의 평균기여율은 각각

11.3%와 16.4%였으며 계절별로 가을 및 겨울철에 높게

나타났다.

6. 미세먼지 입자의 수용성 음이온성분인 SO4
−2,

NO3
−, Cl−가 차지하는 비율은 PM2.5의 약 28.7%,

PM10의 약 21.4%를 차지하였다.

7. PM2.5의 Zn와 Fe, Mn과 Cu, Fe와 Cu, Fe와

Mn의 상관성이 두 지역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의

발생원이 디젤 연료나 가솔린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8. PM10의 Fe, Zn, Cu, NO3
−, SO4

−2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 이들은 토양입자나 자동차 등의 발생원에서 배

출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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