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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 요인 및 장거리 이동 물질 중 일산화탄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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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ain factors that contribute the variation of PM10 concentration
of Seoul and to quantify their effects using generalized additive model (GAM). The analysis was performed with 3 
year air pollution data (2004~2006) measured at 27 urban sites and 7 roadside sites in Seoul, a background site in 
Gangwha and a rural site in Pocheon. The diurnal variation of urban PM10 concentrations of Seoul showed a typical
bimodal pattern with the same peak times as that of roadside, and the maximum difference of PM10 level between 
urban and roadside was about 14㎍/㎥ at 10 in the morning. The wind direction was found to be a major factor that
affects PM10 level in all investigated areas. The overall PM10 level was reduced when air came from east, but 
background PM10 level in Gangwha was rather higher than the urban PM10 level in Seoul, indicating that the PM10 

level in Gangwha is considerably influenced by that in Seoul metropolitan area. When hourly variations of PM10 were
analyzed using GAM, wind direction and speed explained about 34% of the variance in the model where the variables
were added as a 2-dimensional smoothing function. In addition, other variables, such as diurnal variation, difference
of concentrations between roadside and urban area, precipitation, month, and the regression slope of a plot of carbon
monooxide versus PM10, were found to be major explanatory variables, explaining about 64% of total variance of 
hourly variations of PM10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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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수도권 미세먼지 특별법, 서울시 내의 대기오염 

배출시설 규제 등의 제도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

울시의 미세먼지의 농도현황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

다(Kim, 2006; Lee and Kim, 2007).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지역의 미세먼지 오염

현상의 특징을 보다 정확히 규명하여야 한다(Kersc- 
hbaumer et al., 2008). 즉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를 저

감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변화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의 변화특성을 이

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도시 대

기내의 미세먼지 농도는 지역내의 생성원인과 외부

유입에 따른 영향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의 

규명을 위해서는 측정과 분석을 통한 메커니즘적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미 파악

되어 있는 기존 자료 분석을 통하여 서울시 미세먼

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였다. 즉 기존 측정망에서 측정된 미세먼

지 질량농도값과 기상자료, 장거리 이동 가능 물질

인 일산화탄소의 농도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의 미

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 하고자 하였다. 분석

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첫 

번째 분석은 강화 배경 농도와 서울의 미세먼지 농

도를 비교하여 배경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고자 하였고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를 도시 농도 

(urban)와 도로변 농도 (roadside)로 분류하여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요인을 분

석하고자 하였다. 도로변에서의 자동차에 의한 기여

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먼지 성분과 타이어 

마모, 비산 등에 의한 먼지를 포함한다. 단 도시 기

여 농도에도 그 도시를 주행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와 비산 등에 의한 먼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도로

변 자동차에 의한 기여는 자동차 통행이 많은 도로

변에서 그 도로에 주행하는 자동차에 의한 영향이

라고 할 수 있다. 그 외 교외대기 측정망 측정소인 

포천시 관인면 자료를 추가로 분석하였는데 그 이

유는 강화의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보다 오히려 높

게 나타나는 날이 있어서 강화가 수도권 배경 농도

로 타당한지의 여부와, 포천을 수도권 배경농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두 번째 

분석에서는 일반화 가법 모형 [Generalized Additive 
Model (GAM)] (Hastie et al., 1990)을 사용하여 기상

요인, 월, 요일, 시간 및 일일 미세먼지 농도 변화량, 
도로변과 도심 농도의 차이 등의 요소가 서울시 일

일 최고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모델링하

여 각 요소가 미세먼지 농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자료 및 자료 기술

  PM10 농도 자료는 2004년에서 2006년까지의 측정

망 자료를 사용하였다. 배경 농도는 국가배경농도 

측정소인 강화군 석모리 측정소, 또는 교외대기측정

망 측정소인 포천시 관인면 측정소 자료를 사용하

였다. 도시 농도는 서울시의 도시대기측정망  측정

소를 사용하였고 도로변 측정소는 서울시의 도로변 

측정소의 평균 농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는 1
시간 평균 자료를 이용하였다. 미세먼지 자료 중 음

수 및 영의 값을 갖는 자료는 모두 결측치로 처리 

하였다. 서울 도시농도의 일일 최고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27개 상시측정소의 시간 자료를 먼저 시간

별로 평균한 다음 그 농도 중 최고 농도를 일일 최

고 미세먼지 농도로 하였다. 서울의 도로변의 일일 

최고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7개 도로변측정소의 자

료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여 사용하였다. 강화나 

포천의 경우에는 측정소가 1개이므로 시간별 평균 

값 중 최고 농도를 취하여 일일 최고 농도로 사용하

였다. 기상자료는 2004-2006년의 서울시 1시간 평균 

자료를 사용하였고 일일 평균 풍향은 1시간 풍향자

료를 벡터로 환산하여 xy 좌표를 구하여 평균한 후 

이를 다시 360도 기준 풍향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

다. 일일 평균 풍속은 1시간 자료를 평균하여 사용

하였다. 강수일은 일일 누적 강수량이 0.1mm 이상

인 날로 하였다. 

2.2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일반화 가법모형(GAM)(Hastie et al., 1990) 을 사

용하여 서울시 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일반화 가법모형은 일반화 선형

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 (GLM)]이 확장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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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Q1 Median Mean Q3 Max

PM10 (㎍/㎥)

Seoul
Road 18.4 65.1 90.4 103.1 123.8 1570

Urban 12.9 52.0 74.6 87.8 108.8 1487

Gangwha 4.0 56.8 77.0 95.8 112.0 1673

Pocheon 13.0 52.0 76.0 93.1 112.0 1000

Temperature (℃) Seoul -14.0 4.1 14.7 12.8 21.7 30.4

Humidity (%) Seoul 21.1 49.1 61.5 61.1 71.8 96.0

Pressure (hPa) Seoul 993.7 1009.0 1016.0 1016.0 1023.0 1038.0

Rain (mm) Seoul 0 0 0 4.1 0.3 241

Wind speed (m/s) Seoul 0.8 1.8 2.2 2.4 2.8 5.2

Wind direction (degree) Seoul 0.12 76.1 271.0 219.3 299.4 358.5

Table 1. Characteristics of daily maximum PM10 concentrations and daily mean meteorological conditions(2004-2006).

형으로 GLM의 모수 항(parametirc term)에 비모수 

평활함수(독립변수의 non-parametric smoothing 함수)
를 더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나타낸다. 

g{Ε(y i)}=η i=Χ
*
i
β *+f 1 (X 1i)+f 2(X 2i,X 3i)+f 3(X 4i)+⋯

     g ,  link function
     f i ,  smooth function

    Χ *β * ,  linear parametric bit

  Χ *β *는 일반적인 GLM에서 사용되는 선형관계로 

설명되는 독립변수의 효과를 의미하며 여기에 각 

비선형 평활함수 f i가 더해지게 된다. f 2(X 2i,X 3i)

는 두 개의 독립변수를 함께 설명하는 2차원 평활 

함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온도, 풍향, 풍속, 
기압, 강수량 등의 기상 요인과 월, 요일, 시간변수, 
그 외 24시간 동안 일산화탄소 농도에 대한 미세먼

지 농도의 회귀직선(regression line)의 기울기(이하 

[PM10]/[CO]라 함), 24시간 동안의 미세먼지 변화량 

(diurnal variation, 24시간 동안 최고 미세먼지 농도와 

최저 미세먼지 농도 차), 24시간 동안 도로변 농도 

평균과 도심 농도 평균 차이(Difference of concentra- 
tions between roadside and urban)를 설명변수로 하여 

모델링 하였다. 각 설명변수로 사용된 기상요인 및 

[PM10]/[CO]는 각 해당 시간까지의 24시간 동안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풍향의 경우 해당 

시간을 포함하여 이전 24시간 동안의 풍향 자료를 

벡터 환산 후 평균을 구하여 사용하였다. [PM10]/ 

[CO]는 24시간 동안의 PM10 농도를 종속변수로 하

고 일산화탄소 농도를 설명변수로 하여 단순회귀분

석을 한 후 얻어지는 기울기를 사용하였다. 종속변

수인 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로그 값을 취하여 

사용하였으며 설명변수 중 미세먼지 변화량(diurnal 
variation)도 로그값을 사용하였고 [PM10]/[CO]는 절

대값을 로그변환하여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강수

량은 0.1~1.5mm, 1.6~15.5mm, 15.5mm 이상으로 나

누어 범주형 변수로 첨가하였으며 월, 요일, 년도 변

수도 범주형 변수로 하였다. 그 외 다른 변수는 평

활함수(smoothing function)의 형태로 첨가하였고 풍

속과 풍향은 2차원 평활함수로 첨가하였다(Wood, 
2006). 모델링은 R 프로그램의 mgcv 팩키지를 사용

하였다(Wood et al., 2002; Wood, 2003).

3. 결과 및 고찰

3.1 미세먼지 농도 및 기상 요인 특성

  2004~2006년 3년간의 서울시의 도로변 농도, 도시

농도, 강화 배경농도, 포천의 미세먼지 농도 및 기상

변수 특성을 표 1에 요약하였다. 3년간 서울의 일일 

최고 도로변 농도 평균은 103.1㎍/㎥ 이었고 서울 도

심 농도 평균은 87.8㎍/㎥ 로서 약 15.3㎍/㎥의 차이

를 보였다. 이 차이는 서울 평균 미세먼지 농도에 

비하여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서의 미세먼지 농도 

증가 정도라고 볼 수 있다. 3년 동안 서울 도심 미세

먼지 농도가 가장 높았던 날은 2006년 4월 8일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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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urnal variation of PM10 concentrations of Seoul 
road, Seoul urban, Gangwha and Pocheon.

으며 그 농도는 1486.8㎍/㎥이었다.  

3.2 미세먼지 농도의 일변화 특성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요인을 서울시 

도로에 의한 지역적 요인과 강화 배경 농도에 의한 

배경적 요인을 구분하여 각 영향을 보기 위하여  서

울시 도로측정망, 도시 대기 측정망, 강화 배경 농도

의 3년간(2004~2006년) 시간별 평균을 구하였다(Fig. 
1).  이 때 미세먼지가 너무 높은 날의 영향을 배제

하기 위하여 서울 일일 최고 도시 대기 미세먼지 농

도가 200㎍/㎥ 이상인 날은 제외하였다. 결과를 보

면 서울시의 도시 대기 시간별 미세먼지 농도 변화 

추이는 서울시 도로변 농도 추이와 거의 같은 양상

을 나타내고 있으나 전체적인 PM10 농도수준은 강

화 배경농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Fig. 1). 서울시 도로변 미세먼지 농도와 서울

시 평균 미세먼지 농도의 차가 가장 많이 나는 시간

은 오전 10시 부근으로 그 차이는 약 14㎍/㎥가 된

다. 이것은 이 시간대에 서울시내 차량소통이 많은 

지역에서 서울 평균에 비하여 미세먼지 농도가 높

아지는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포천의 경우 새벽에서 오전 10시경 까지는 가장 

낮은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나 강화와는 달리 교통

량이 증가하는 출근시간 대에 농도가 급격히 증가

하는 양상을 나타내어 서울과 비슷한 일일 농도 변

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Fig. 1). 이것

은 서울지역의 주풍이 서풍계열이므로 포천이 수도

권 지역의 풍하지역에 위치하여 수도권 지역으로부

터 영향을 받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고 추측

할 수 있다. 또한 서울의 일변화 추이와 약 2시간의 

시간 차이를 보이는 것 역시 포천의 미세먼지 농도

는 수도권 지역의 풍하 지역이라는 영향권 내에 있

음을 말한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의 영향 때문이 아

니라 포천시 안에서의 차량 증가나 포천 주변에 있

는 큰 도로의 통행량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라

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풍향에 따라 포

천이 서울의 풍하 지역이 되기도 하고 풍상지역이 

되기도 하므로 서울의 일일 평균 풍향을 기준으로 

서풍, 동풍으로 자료를 나누어 미세먼지의 일일 변

화추이를 살펴보았다(Fig. 2). 이 경우에도 역시 미

세먼지가 너무 높은 날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서울 일일 최고 도시 미세먼지 농도가 200㎍/㎥ 이

상인 날은 제외하였다. 그 결과 서울지역의 풍향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주풍향이 서풍인 날들의 경우 

동풍인 경우 보다 높은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내었

으며 풍상지역과 풍하지역이 반대가 되는 것이 뚜

렷하게 나타났다. 즉 주풍향이 서풍인 경우 포천이 

수도권의 풍하지역으로 되어 오후의 미세먼지 농도

가 오히려 서울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반면 강화는 수도권의 풍상지역으로 시간별 농도 

변화가 크지 않은 경향을 보이며 배경농도로서의 

추이를 나타내었다. 서울지역의 주풍향이 동풍인 경

우는 강화가 수도권의 풍하지역이 되어 오히려 서

울의 도시 대기 농도보다 더 높은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내었고 일일 농도 변화 폭도 증가되었다. 반면 

포천은 수도권의 풍상지역이 되므로 서울 도시 농

도보다 훨씬 낮은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내었다. 결

과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서울의 일일 주풍향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강화의 일일 주풍향을 기준으

로 하였을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 이러한 결과는 일일 주풍향이 수도권의 미세먼

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서울 및 주변 

대도시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풍향에 따라 어디로 

이동하는 가에 의해 수도권 각 지역의 미세먼지 농

도가 크게 변화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이전 연

구에서 기상요인, 특히 풍향과 풍속이 미세먼지 농

도 변화에 중요한 요소라고 밝혀진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Turalioglu et al., 2005; Sanchez-Reyna et 
al., 2006; Guerra et al., 2006; Yu et al., 2006). 특히 

수도권 배경농도인 강화의 미세먼지 농도는 풍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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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urnal variation of PM10 concentrations of Seoul road, Seoul urban, Gangwha and Pocheon according 
to daily wind direction of Seoul and Gangwha.

따라 오히려 수도권의 미세먼지 영향을 받게 되므

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강화보다 수도권 지역에서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을 배경농도로 재설정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

다고 하겠다.

3.3 일반화 가법 모형을 이용한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3.3.1 일반화 가법 모델링에 사용된 변수들의 

특성 및 상관성

  일반화 가법 모델링에 사용된 변수 중 연속변수

들의 특성을 표 2에 나타내었다. 시간 평균 미세먼

지 농도의 평균은 59.4㎍/㎥ 였으며 최고치는 1487.0

㎍/㎥ 로 분석기간 동안 최고 일일 농도를 나타낸 

2006년 4월 8일 23시에 나타낸 농도였다. Table 2에 

있는 변수들은 미세먼지 농도를 제외하고 모두 해

당 시간까지 24시간 동안의 평균 혹은 그 시간동안

의 변화된 변수량이다. Table 3에는 변수들의 상관

계수를 나타내었는데 기상변수 중 기압, 습도, 온도

는 서로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PM10]/ 
[CO]는 미세먼지 변화량 (Diurnal variation)과 상관계

수 0.31 정도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2 일반화 가법 모델링에 의한 서울 미세먼

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ig. 3은 시간 평균 서울 미세먼지 농도를 종속변

수로 한 일반화 가법 모델링 결과 각 변수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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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Q1 Median Mean Q3 Max

PM10 (㎍/㎥) (urban) 5.9 33.6 50.3 59.4 74.8 1487.0 

Wind speed (m/s) 0.7 1.8 2.2 2.4 2.8 5.6 

Temperature (℃) -15.0 4.1 14.6 12.9 21.8 30.5 

Humidity (%) 19.1 49.6 61.5 61.1 71.8 96.2 

Pressure (hPa) 980.8 999.7 1006.0 1006.0 1012.0 1027.0 

Rain (mm) 0.0 0.0 0.0 4.1 0.3 288.0 

Slope PM10/CO (㎍/㎥/ppm) -122.7 1.8 3.2 4.2 5.5 275.1 

Diurnal variation  (㎍/㎥) 4.0 23.1 35.8 48.6 56.5 1376.0 

Difference of conc. between roadside 
and urban (㎍/㎥) -11.3 5.1 9.6 9.8 13.7 53.5 

Table 2. Characteristics of 1hr mean PM10 concentrations and 24hr mean meteorological conditions(2004-2006).

　 road-urban log(absolute(slope  
PM10/CO)) Humidity Temperature Pressure Wind 

speed

log(absolute(Diurnal  variation)) 0.22 0.31 0.043 0.029 0.078 0.07

Difference of conc. between 
roadside and urban 　- 0.10 0.067 0.006 0.013 0.057

log(absolute(slope  PM10/CO)) 　- 　- 0.091 0.18 0.19 0.014

Humidity 　- 　- 　- 0.45 0.51 0.075

Temperature 　- 　- 　- 　- 0.71 0.16

Pressure 　- 　- 　- 　- 　- 0.18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continuous explanatory variables. 

평균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

다. 이 결과에서 각 변수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변화

는 다른 변수들을 보정한 후 각 변수가 미세먼지 농

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연도별로 보면 2006
년에 가장 높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타났고 월별로 

보면 9월에 가장 미세먼지 농도가 낮으며 1월에 가

장 높은 농도를 보였다. 요일 변수를 보면 화요일에 

가장 높은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냈고 일요일에 미

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

수에 의해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져 강수량이 증가

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일일 시간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변화는 시간 별 추

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새벽 5시 경 하루 중 

가장 낮은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내고 출퇴근 시간

의 차량통행 증가로 인해 오전 10시경과 저녁 10시

경에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온도는 5℃ 혹은 25℃ 근방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

고 25℃ 이상 혹은 5℃ 이하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압의 경우에는 990hPa 
정도에서 가장 낮은 농도를 보였다가 기압이 증가

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

고 반면 990hPa 이하 저기압에서는 오히려 미세먼

지 농도가 매우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습도

의 경우에는 30~40%의 습도에서 가장 낮은 미세먼

지 농도를 보이고 습도가 증가하면서 점차 미세먼

지 농도가 증가하였다가 습도가 90% 이상이 되면 

오히려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각 해당시간 까지 24시간 동안에 미세먼

지 변화량(diurnal variation)은 미세먼지 농도와 거의 

양의 기울기를 갖는 비례 관계를 나타냈다. 
[PM10]/[CO] 기울기 [Fig. 3에서 abs(slope)로 나타냄]
는 절대값을 취하여 로그변환 한 값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을 때 로그 기울기가 약 2 정도 까지. 즉 미

세먼지와 일산화탄소의 농도비가 약 7.4㎍/㎥/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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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 of concentration of hourly mean PM10 of Seoul according to the explanatory variables in GAM 
modeling.

까지는 미세먼지 농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다가 

농도비가 그 이상이 되면서 미세먼지 농도와 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24시간 동

안의 도로변 농도와 도심 농도의 차이 평균(Fig. 3에

서 road_urban)도 양의 값인 경우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와 비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

의 값인 경우에는 오히려 미세먼지 농도와 음의 비

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변 농도와 

도심 농도가 양의 값으로 큰 차이가 날수록 도로변 

서울시 차량 소통량이 많았던 날이라고 추측 할 수 

있으므로 차량 소통량에 비례하여 서울시 도심 농

도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도로변 농도와 도심농도의 차가 음이 되는 경

우는 보통 황사가 나타난 날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

었으며 이는 황사로 인해 서울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27개 관측소에서 측정된 도심 전체 평균이 7개 

관측소에서 측정된 도로변 평균보다 높아졌다는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음의 값이 커질수

록 서울시 도심 농도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Fig. 4는 일반화 가법 모델링에 풍속과 풍향을 2차

원 평활함수로 첨가하여 나타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를 보면 풍속이 매우 낮은 경우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풍향이 약 200~270⁰, 즉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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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 of concentration of hourly mean PM10 of Seoul according to the daily wind speed 
       and wind direction in GAM modeling.

시 주풍향이 남서향인 경우 풍속이 강해질 때 서울

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남서향으로 강한 풍속의 바람이 불 때 중국으로 부

터의 도입되는 장거리 미세먼지 이동에 의한 결과

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풍향의 영향을 보면 주

풍향이 약 50~100⁰, 즉 북동풍~동풍인 경우에 가장 

낮은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으

며 이 결과는 3.2항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것

이다. 

    3.3.3 각 요인들이 미세먼지 농도 변화에 미치

는 영향

  Table 4는 일반화 가법 모형에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가 각 요인들에 의해 얼마나 설명될 수 있

는가를 나타낸 것으로 모형에서 각 변수에 의해 설

명되는 잔차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먼저 Table 
4에서 “partial”이라고 명명된 잔차는 모형에 모든 변

수들을 넣고 나머지 해당 변수를 첨가하였을 때 설

명되는 잔차가  얼마나 증가하는 가를 나타낸 것이

고 “single”로 표시된 잔차는 모형에 각 해당 변수만

을 첨가하였을 때 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잔차를 

말한다. 모형에 첨가된 변수들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partial”에서 각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잔

차 증가분은 단독 변수의 첨가에 의해 증가되는 잔

차(“single”)에 비하여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3년간 모든 날을 대상으로 한 경우(total days) 시간

평균 PM10 농도 변화(로그농도)는 설명변수로 첨가

된 변수들에 의해 약 63.6% 정도 설명이 가능하였다 

(Table 4). 변수들 중 미세먼지 농도에 가장 많은 영

향을 주는 것은 풍향과 풍속을 2차원 평활함수로 하

여 단독변수로 첨가한 모형에서였으며 미세먼지 농

도변화의 약 34% 정도가 풍향과 풍속에 의해 설명

됨을 알 수 있다. 풍향과 풍속은 다른 변수를 모두 

첨가하고 난 후에 모형에 넣었을 때 잔차 설명분을 

약 10% 증가시켰으며 풍향과 풍속을 각각 다른 1차

원 평활함수로 첨가하였을 때의 결과를 보면 풍속

에 비하여 풍향이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풍향은 계절적 요인 등과 상관

관계가 커서 “partial" 모형에서는 잔차 증가분이 크

지 않다. 반면 풍속은 다른 변수와의 상관적이 비교

적 적어서 단독으로 첨가하였을 경우나 다른 변수

를 첨가한 후에 첨가하였을 경우에 설명되는 잔차

분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 외 24시간 동안의 미세먼지 변화량(diurnal 
variation), 24시간 동안 도로변 농도 평균과 도심 농

도 평균 차이(Difference of concentrations between 
roadside and urban) 변수도 단독으로 첨가한 경우 각

각 약 28%, 16%, 다른 변수와 함께 첨가한 경우 

3.7%, 1.8% 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설명하였다. 
이 두 변수가 다른 변수와 함께 첨가된 경우 설명력

이 크게 감소하는 것은 다른 변수들과 서로 상관관

계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Table 3에서 보면 

이 두 변수 및 [PM10]/[CO] 간에 상관관계가 나타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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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of daily
maximum PM10

0-50　
(248days)　

50-75　
(309days)　

75-100
(208days)

100-125
(150days)

125-150
(90days)

150-200
(68days)

>200　
(23days)　 Total days

　
　

Residuals explained (%) 

Partial1) Single2) Partial Single Partial Single Partial Single Partial Single Partial Single Partial Single Partial Single

Diurnal  variation 1.6 17.4 3.7 9.4 3.3 10.8 3.2 14.0 4.8 9.8 6.1 22.3 6.7 46.0 3.7 27.8

Difference of conc. between 
roadside and urban 0.3 4.0 3.4 1.9 1.9 3.4 2 9.1 2.3 3.3 1.3 5.4 1.1 31.6 1.8 15.6

Time 2.1 2.8 1.5 2.5 1.4 1.5 0.7 0.7 1.5 2.9 1.3 1.6 0.4 2.6 0.1 0.5

Year 0.4 1.5 0.3 0.2 1.1 0.8 0.1 0.6 0.8 0.4 0.2 0.3 0.7 12.2 0.3 0.3

Weekday 0.5 0.9 0.3 0.4 0.8 0.4 0.7 2.0 1.9 1.6 4.2 0.8 0.1 15.9 0.3 0.7

Month 1.5 14.1 0.8 4.3 1.6 3.4 1.9 3.5 5.1 10.4 4.7 8.7 1.9 4.6 0.9 15.3

Rain 1.2 13.6 1.1 10.6 3.5 11.0 2.1 17.5 0.4 3.8 1.7 8.3 0.1 8.3 1.6 10.1

Humidity 0.6 11.7 0.5 8.4 0.9 5.4 1.6 7.5 3.7 1.9 5.9 11.2 0.9 7.7 0.3 4.8

Temperature 1.2 16.9 0.2 2.9 0.5 0.8 1.1 4.0 4.4 5.8 1.6 4.5 1.5 16.0 0.3 7.5

Pressure 0.5 16.4 0.5 5.3 0.8 2.0 3.3 10.1 5.3 5.7 1.6 4.5 1.7 7.1 0.2 2.4

Slope PM10/CO 0.3 1.3 0.5 1.3 0.5 1.8 0.7 1.3 -0.2 3.2 0.7 3.2 0.6 22.4 1.4 10.2

Wind speed 5.4 13.0 5.1 2.8 4.7 5.5 8.1 7.3 5.4 7.7 7.5 12.8 1.5 10.4 5.6 6.5

Wind direction 6.9 35.8 8.6 12.0 5.1 8.5 7.8 10.1 5.0 5.1 6.0 5.6 3.9 16.0 5.9 20.9

Wind speed and direction3) 13.7 47.7 12.3 18.3 8.4 18.1 10.5 30.5 7.9 17.0 9.1 25.2 4.5 41.1 10.8 33.7

Total 64.6 41.1 39.0 53.2 43.7 64.6 95.8 63.6
1) Partial represents the percentage of increase in model sum of squares due to adding the variable to a model that already contains 

all the other variables.
2) Single represents the percentage of increase in model sum of squares due to adding each variable to a model that contains only 

intercept.
3) Two variables were added to a model in the form of a 2-dimensional smoothing function. 

Table 4. Residuals explained by each variable in GAM models.

  서울시 일일 최고 PM10 농도에 따라 설명변수들

에 의해서 설명되는 잔차분을 살펴보면 미세먼지 

농도가 50㎍/㎥ 이하이거나 150㎍/㎥ 이상이 되면 

설명되는 잔차가 약 65% 정도이나 50~150㎍/㎥ 사

이에는 오히려 설명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잔차가 

줄어 약 40~50% 정도의 설명력을 가진다. 이것은 

설명변수로 첨가되지 않은 다른 중요한 변수들이 

있어서 일일 최고 PM10 농도가 50~150㎍/㎥ 수준인 

날들의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에 이 변수들이 영향

을 많이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결  론

  서울시의 도시 대기 시간별 미세먼지 농도 변화 

추이는 서울시 도로변 농도 추이와 거의 같은 양상

을 나타내고 있으나 전체적인 PM10 농도수준은 강

화 배경농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러

나 서울지역의 주풍향이 동풍인 경우는 강화가 수

도권의 풍하지역이 되어 오히려 서울의 도시 대기 

농도보다 더 높은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내었다. 일

반화 가법 모형으로 서울시 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

도를 모델링 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은 풍향과 풍속이었으며 이 두 변수를 

2차원 평활함수로 단독으로 모형에 첨가했을 때 약 

34%의 잔차를 설명하였다. 그 외 24시간 동안의 미

세먼지 변화량(diurnal variation), 24시간 동안 도로변 

농도 평균과 도심 농도 평균 차이(Difference of 
concentrations between roadside and urban)도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였으며 강수량, 
월 (month), 24시간 동안의 일산화탄소 농도에 대한 

미세먼지 농도의 회귀직선 기울기 등도 중요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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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적 수단이 이들 중요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면, 이들 정책들의 효율을 과학적으

로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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