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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In this study, the size distribution of airborne particulates (PM10) was measured by using Cascade

Impact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size distribution of metal and ionic materials of PM10.

Methods: Samples were collected in the Kunsan industrial complex from April 2006 to January 2007. 

Results: The mass fraction of PM10 had a bimodal distribution between 2.1-3.1 µm, and the average mass

fraction of particles less than 2.1-3.1 µm was 47%. Average concentrations of PM10 were 68.05 µg/m3 and

seasonal concentration 95.44 µg/m3 for spring, 49.03 µg/m3 for summer, 81.99 µg/m3 for fall, 52.66 µg/m3 for

winter, respectively. 

Conclusions: Seasonal variations of PM10 were significant for showing peak values in spring. The average

concentrations of Cd, Cr, Pb, and Fe were 1.54, 4.51, 14.11, and 254.3 ng/m3, respectively. The ratios of fine

particles to total mass were 0.47 for PM10, 0.45 for Cr, and 0.16 for Fe, 0.91 for Cd and 0.49 for Pb,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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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입자상 오염물질은 6개 주요 대기오염물질 중의

하나로 지난 십수년 동안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관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입자상 오염물

질은 공기역학적 직경 2.5 µm를 기준으로 미세입자

와 거대입자로 나누어지는 쌍극분포의 형태1)를 나타

내며, 분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많은 연구

를 통해 10 µm 이하의 입자가 호흡성 분진으로 인

체에 더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2)

현재 우리나라 입자상물질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은

공기역학적 직경 10 µm 이하인 PM10 기준은 년평균

50 µg/m3 및 일평균 100 µg/m3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1996년에 입자상 물질의 대기질 기준으로 공기역학

적 직경이 2.5 µm 이하인 PM2.5의 기준을 신설하여

24시간 평균 65 µg/m3, 년평균 15 µg/m3을 정하여 시

행해 오고 있다. 그리고 영국의 PM10 기준은 24시간

평균 50 µg/m3로 강화하여 입자상물질에 의한 건강

상 피해를 규제하고 있다. 특히 미세입자는 PM10에

비하여 대기중에서 제거가 어렵고 호흡시 폐 깊숙이

유입되기 때문에 인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6) 대기오염물질 중 분진은 대기오염

에 큰 영향을 주는 인자이며, 분진 자체뿐만 아니라

유해물질과 결합되어 악영향을 끼친다. 특히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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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µm 범위의 미세분진은 화석연료의 연소와 교통,

시설 등에 의한 인위적 배출과 응축과정을 거쳐서

가스상에서 입자상으로 변환된 2차 입자상오염물질

로서 입자의 표면적이 넓어져 유해한 무기물, 유기

물을 흡착시켜 폐 깊숙히 흡입될 때 인체 및 동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장거리 이동시 청정한 지역까

지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또한 가시광선을 산란시켜

시정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도시인은 부유 입

자상 물질 내의 금속원소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은 종종 인위적인 공정에 의해 발생되어 배경농

도 이상이 된다. 금속 농도가 증가될 때, 인간 건강

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 부유된 입자상 물

질 중 금속원소는 사람이 호흡하는 동안 폐 조직 내

로 흡수되어 건강에 위해를 준다. 이러한 이유로 보

고서의 대부분이 대기 중 부유입자들의 금속 성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7-9) 금속 농도의 측정은 일반적으

로 PM10 또는 PM2.5의 농도를 측정한다. 비록 이 측

정들이 지역 내의 오염정도를 알려주지만, 금속들의

화학적 특성과, 크기분포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

는다. 한편, 이러한 인체의 유해성과 관련된 분진의

크기는 이들의 기원과도 큰 관련이 있는데, 일반적

으로, 입경이 큰 거대입자에는 주로 Fe, Si, Al, Ca,

K 등의 지각 기원인 자연 발생적인 원소가 많이 포

함되어져 있으며, 미세 입자에는 인위적으로 기원되

는 Pb, Cr, Cd 등의 각종 유해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산업활동 및 자동차

운송 등은 2차 에어로졸을 통한 간접적으로 미세 입

자 형성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 그리고 폐포부까

지 도달한 호흡성 입자는 그 안에 Pb, Cr, Cd, Ni,

As 등의 중금속 및 이온 등과 같은 각종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암을 포함한 수많은 질병의 원인

이 되기 때문에 환경 보건학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항목이다. 이 연구에서는 분

진의 농도 포집이 가능한 9단 cascade impactor

(Andersen sampler: Model: Mark II)를 사용하여 분

진의 입경별 농도 및 분진 중의 Cd, Cr, Fe, 그리고

Pb 등 중금속의 농도 분포와 계절별 분진 및 중금속

의 농도변화를 비교 검토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9단 Cascade Impactor(Andersen sampler: Model

Mark II)를 가동하고 계절별로 15일간 포집을 원칙

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봄(3-5월), 여름(6-8월), 가

을(9월-11월), 겨울(12-2월)로 정하였다. 측정 장소는

군산대학교 공과대 옥상에서 하였으며, 공기역학적

입경별로 분진을 포집할 수 있는 Cascade Impactor

는 28.3 l/min의 유속으로 가동되었으며, 여지는 미

량원소의 분석에 적합한 직경 81 mm, pore 크기

0.45 µm의 유리섬유여지(glass fiber filter: 미국

Gelman Science사: Model 934-AH)를 사용했다. 흡

입성 입자인 PM10 농도와 Cd, Cr, Fe 그리고 Pb의

대기 중 농도를 구했다. 일반적으로 총부유분진과

PM10 중에서 구한 중금속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

다. PM10 중의 금속원소 분석을 위하여 시료분석 시

분석에 사용된 모든 초자들은 문헌에 권고된 방법으

로 세척되고 관리되며, 유리섬유 여지는 포집 전후

에 20oC, 50%의 항온, 항습 조건하에서 건조장치

(dessicator; Shinai R-700C)에 보관하여 항량이 되게

하며 감도가 0.01 mg인 전자저울(OHAUS Co.:

Model AP250D-0)로 칭량하여 여과전후의 중량차로

분진의 농도를 산출하며, 분석을 수행하기 이전까지

patridish에 밀봉하고 건조기 내에서 보관하였다. PM-

10중 원소의 농도를 결정하기 위해, 표준시험법

(Standard Method, 1992)에 의거하여, 유리섬유여지

에 포집된 분진을 질산법으로 용해시킨다. 이를 위

해 시료 여지를 100 ml 테프론 비이커에 넣고, 61%

농질산(유해 중금속 측정용, OSAKA Co. JAPAN)

을 10 ml와 과염소산(특급, Samchun pure chemical

Ind., Japan) 5 ml와 불화수소(A.C.S급, J.T. Baker,

USA) 1 ml를 차례로 가한 후, watch glass를 덮고

130oC에서 약 30분간 가열해서 과염소산의 백색 연

기가 발생할 때 테프론 watch glass를 제거했다. 그

후 완전히 건조되지 않을 정도로 증발시킨 후, 다시

질산 1 ml와 증류수 2~3 ml를 첨가하여 Hot plate

상에서 가열하면서 기벽의 잔존물을 용해시킨 후 증

류수를 첨가하여 25 ml로 mass-up했다. 그리고 시료

는 원자흡수 광도계(AAS: Atomic Absoption Flame

Emission Spectrophotometer, Shimadzu, Model AA-

6601F)를 사용하여 금속원소의 농도를 결정했다. 그

리고 AAS의 특성은 시료를 적당한 방법으로 해리

시켜 중성원자로 증기화하여 생긴 기저상태(ground

state or normal state)의 원자가 이 원자 증기층을 투

과하는 특유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현상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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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전측광과 같은 개개의 특유파장에 대한 흡광도를

측정하여 시료중의 원소농도를 정량화하는 방법으로

대기 또는 배출가스중의 유해 중금속 기타 원소의

분석에 적합하다.10) 본 연구에서 분석한 금속원소는

AAS로는 standard burner를 사용하여 Cd, Cr, Fe,

Pb 등의 원소를 분석했다. 이 조사에서 Zn, Cd, Pb

의 검출한계는 9 µg/l였고, 동일시료를 동일인이 20

회 실시한 반복 정밀도는 99% 이상이었으며, 재현

정밀도는 실험 10회당 1회씩 표준물질을 첨가하여

재현성이 저하하지 않도록 조절하였다. 

 

III. 결  과 

2006년에 조사된 군산시의 PM10의 결과를 살펴보

면, 전체 조사기간 동안에 각 산술평균은 PM10이

68.05 µg/m3였다. 이는 비슷한 시기의 울산지역의 평

균 PM10 농도인 57.86 µg/m3보다 높았다.11) 또한 2006

년도에 입경별 분진 포집기인 cascade impactor를 이

용해 분진을 포집한 각 set의 분진의 농도를 조사한

결과, PM10의 질량 분율은 측정기간 중 시료 모두

Table 1. Particlate matter and metallic materials by each stages

Stage

Season

F 7 6 5 4 3 2 1 0 Fine Coarse

Total F/TSize

(µm)
<0.43

0.43-

0.65

0.65-

1.1

1.1-

2.1

2.1-

3.3

3.3-

4.7

4.7-

5.8

5.8-

9.0
9.0-10 <2.1 ≥2.1

PM10

(µg/m3)

Fall 5.01 8.81 12.46 10.64 4.50 6.36 8.71 13.37 12.13 36.92 45.07 81.99 0.45

Win 8.18 5.24 8.21 7.07 3.15 3.24 3.84 5.25 8.48 28.70 23.96 52.66 0.55

Spr 0.47 7.30 13.67 11.92 10.49 6.89 7.77 12.43 24.00 33.36 62.08 95.44 0.35

Sum 2.92 6.72 8.98 7.67 3.99 3.00 3.25 4.75 7.75 26.29 22.74 49.03 0.54

Avg 4.15 7.02 10.83 9.33 5.53 4.87 5.89 8.95 13.09 31.32 38.46 68.05 0.47

Cd

(ng/m3)

Fall 0.27 0.24 0.29 0.12 0.01 0.01 ND ND ND 0.92 0.02 0.94 0.98

Win 0.34 0.30 0.36 0.05 0.06 0.03 ND ND ND 1.05 0.09 1.13 0.92

Spr 0.78 0.79 0.79 0.62 0.32 0.25 0.06 0.24 0.23 2.98  1.10 4.08  0.73

Sum  ND 0.02 0.05 0.01  ND  ND  ND  ND  ND 0.08  ND 0.08  1.00

Avg 0.35 0.34 0.37 0.20 0.10 0.07 0.02 0.06 0.06 1.26  0.30 1.54  0.91

Cr

(ng/m3)

Fall 0.75 0.63 0.85  0.58 0.55 0.68 0.82 0.99 1.21 2.81 4.25 7.06 0.40

Win 0.85 0.66 0.56 0.87 0.25 0.62 0.32 0.88 1.24 2.94 3.31 6.25 0.47

Spr  0.24  0.33  0.21  0.23  0.22  0.23  0.21  0.32  0.52  1.01  1.50  1.51  0.67

Sum  0.24  0.20  0.21  0.23  0.19  0.18  0.22  0.42  0.44  0.88  2.33  3.21  0.27

Avg  0.52  0.46  0.46  0.48  0.30  0.43  0.39  0.65  0.85  1.91  2.85  4.51  0.45

Pb

(ng/m3)

Fall 0.88 2.25 3.02 2.08 ND 0.15 ND 4.52 3.02 8.23 7.69 15.92 0.52

Win 0.85 0.25 2.66 2.89 ND 0.25 ND 2.54 3.87 8.94 6.66 15.6 0.57

Spr  0.22  0.95  1.24  0.11  ND  ND  ND  1.12  1.22  2.52  2.34  4.86  0.52

Sum  0.18  1.12  4.95  1.00  0.71  7.52  ND  1.98  2.58  7.25  12.79 20.04  0.36

Avg  0.53  1.14  2.97  1.52  0.18  1.98  ND  2.54  2.67  6.74  7.37 14.11  0.49

Fe

(ng/m3)

Fall 7.6 7.8 8.3 15.2 24.2 30.8 58.0 62.5 130.7 38.9 306.2 345.1 0.11

Win 8.5 5.6 8.9 16.2 28.5 33.2 56.2 68.2 151.0 39.2 337.1 376.3 0.10

Spr  2.1  2.3  7.9  12.5  22.8  28.3  37.2  66.9 118.2  24.8  155.2 180.0  0.14

Sum  12.8  5.9  7.1  7.2  7.9  9.1  6.6  28.2  31.0  33.0  82.8 115.8  0.28

Avg  16.1  5.4  8.1  12.8  20.9  25.4  39.5  56.5 107.8  34.0  220.3 254.3  0.16

Fig. 1. Mass fraction according to aerodynamic diameter

in P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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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 µm를 기준으로 미세입자와 거대입자로 나뉘

어지는 쌍극분포(bimodal distribution)를 보였으며

(Fig. 1), 이는 대기 부유분진의 공기역학적 직경이

약 2.5 µm를 중심으로 미세입자와 거대입자로 나뉘

어지는 쌍극분포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2.1~3.1 µm 범위 이하의 입자상 물질의

평균 질량 분율은 47%로 미세입자가 차지하는 부분

이 거대입자가 차지하는 부분과 유사하게 나타나 인

위적인 오염원과 자연적인 오염원의 영향이 비슷하

게 존재하는 지역이라고 사료된다. 

그리고 2006년도의 군산시 대기 중 PM10 중의

Cd, Cr, Fe 그리고 Pb의 농도의 산술평균은 Cd 1.54

ng/m3, Cr 4.51 ng/m3, Fe 254.3 ng/m3 그리고 Pb

14.11 ng/m3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계절별 PM10

과 금속원소의 농도변화를 보면, PM10은 겨울철

52.66 µg/m3, 봄 95.44 µg/m3 순으로 나타났지만, 흉

곽성분진인 PM10 중에 미세입자 영역에 속하는 Zn,

Cd, Cr 등의 농도가 타 계절에 비해 봄철에 높게

조사되었다. 

계절별로 분진 및 금속원소들의 입경별 농도를 보

면, PM10의 경우는 확실한 이산형 분포를 보이는 반

면 금속원소들은 오염원에 의한 분포를 하고 있다

(Table 1). 즉 Cd은 미세영역에 치우쳐 있어 인위적

기원에 의한 물질로 알 수 있었으며, 자연적 기원에

의한 물질인 Fe과 Cr 그리고 Pb은 조대입자 영역에

치우쳐 있었다. 대기 중 PM10 및 중금속의 농도 분

Fig. 2. Seasonal distribution of fine particle and coarse particle of PM10 & metallic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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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를 공기역학적 직경 2.1 µm 이하인 미세입자 영

역과 2.1 µm 이상의 조대입자 영역으로 구분하고 계

절별로 각각의 농도분포를 살펴본 결과(Fig. 2), PM10,

Cr, Fe의 거대입자 영역의 농도가 미세입자 영역의

농도 보다 높게 분포하였고, Cd, Pb의 농도 분포는

미세입자 영역이 조대입자 영역에 비해 높은 농도

분포를 보였다. 또한 총량에 대한 미세입자 영역의

PM10, Cr, Fe의 비율은 각각 0.47, 0.45, 0.16으로 미

세입자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대입자 영역에 비

해 낮음을 알 수 있고, Cd, Pb의 비율은 0.91, 0.49

으로 미세입자 영역에 많은 양이 존재함을 알 수 있

다. 이로 미루어 보아 인위적 기원에 의한 물질은

Cd임을 알 수 있고, PM10, Cr, Pb은 중간영역에, 그

리고 Fe은 조대입자 영역에 많이 존재한다고 사료

된다(Fig. 3). Fe을 제외한 PM10과 Cd, Cr, Pb의 분

포가 미세입자 영역에 치우친 비정규분포인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인위적인 기원 물질임을 나타내며, Fe

은 거대입자 영역에 속하므로 자연적 오염원에서 배

출된 것을 의미한다.6)

한편, 입경분포의 특성을 설명할 때 입경구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구분에서 입자의 농도를 구하여 입경

분포의 분포 현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Fig. 3. Frequency distribution curve of P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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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경 구분의 높이가 그 입경구분의 폭에 좌우되기

때문에 그다지 적당한 표현 방법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각 구분의 입자농도를 그 구분의 폭으로 나

누어 일정 간격으로 규격화시킨 그래프로 나타내면

간격이 서로 다르더라도 서로 비교하기가 쉬운데 이

를 빈도분포함수 또는 확율 밀도함수라고 한다(Fig.

4). 그리고 대수정규분포를 입경분석에 적용하는 경

우 대수확율지를 사용하여 누적빈도의 축을 확율축

(중앙값 부근에서 백분율 눈금을 압축하여 양쪽 끝

부분에서 확대한 것)으로 변환해 대수정규분포의 누

적분포를 plot하였을 때 Fig. 4처럼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그림에서 직접 중앙경을 읽어낼 수 있

고, 그 표준편차는 누적확율 84.1 %에 대응하는 직

경과 중앙경의 비로 나타내어진다. 여기서 계절별 분

진의 입경별 백분율을 plot하면 직선이 형성되고 기

하평균(dg)과 기하표준편차(σg)를 구한 결과, 봄철에

는 dg = 4.2 µm, σg = 4.7 µm, 여름철에는 dg = 2.2 µm,

σg = 4.4 µm, 가을철에는 dg = 2.0 µm, σg = 3.3 µm,

그리고 겨울철에는 dg = 2.9 µm, σg = 3.87 µm으로

나타나 여름철이 다른 계절에 비해 입경이 작은 입

자들이 포집됨을 알 수 있었다(Fig. 4).

각 단별 계절별 포집효율을 살펴보면, 100% 집진

효율을 얻을 수 있는 최소 직경은 가스의 점도, 유

입구의 폭과 비례관계에 있으며, 유효회전수, 유입가

스의 속도, 입자와 가스와의 밀도 차와는 반비례 관

계가 있다. 실제 집진효율은 이와 같은 변수들에 의

존한다. 하지만, 각 단의 최소직경 보다 더 큰 입자

는 100% 효율로 집진될 것으로 예측되나 이는 사

실과 다르다. 즉, 실제로 입경이 커도 통과하는 입

자가 있고, 입경이 작아도 여지에 포집되는 입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Lapple(1951)12)에 의해 개발된 준

경험식은 50% 집진효율을 갖는 입자의 직경, 즉 dpc,

50% 절단직경(cut diameter)을 사용한다. 그 결과,

50% 절단입경은 봄철이 4.2 µm, 여름철이 2.2 µm,

가을철이 2.0 µm, 겨울철이 2.9 µm로 평균 2.8 µm

로 조사되었다. 

Fig. 4. Log probability distribution by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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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이러한 물질들은 비록 농도가 낮을지라도 공중보

건에 위협을 주는 물질이고, 군산시의 국가공단에 산

재해 있는 철강산업(16개), 목재·종이업(4개), 음식

료업(9개), 산업화학(16개), 유리·섬유제조업(5개),

운반·운송·판매업(6개), 석유·석탄업(2) 등이 배출

원으로 보고, 오염원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있어야 하리라 사료된다.

Cd, Cr 등의 농도가 타 계절에 비해 봄철에 높게

조사되었다는 것은 지역의 면오염원에 의한 것이라

기보다는 황사가 심한 봄철에 미세입자 영역의 원소

들이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결과로 추측되며, 양국간

장기간의 공동 조사가 절실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Pb은 국가공단 내의 재생납 공장에서 배출뿐만 아

니라 해안의 선박 등에서 배출되는 불특정 오염원에

대한 조사와 오염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기상에 따른 농도변화를 보면, 군산

지역은 해풍의 영향이 매우 커서 오염물질이 빨리

희석되는 지역이지만 향후 새만금 지역의 활성화로

인한 공단 입주업체의 증가 등으로 오염 농도가 높

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바 배출원의 오염원 조사가

Fig. 5. Concentration of particulate matter and metallic elements by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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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하다고 사료되며, 육상 오염원 뿐만 아니라 해

상 오염원의 규제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리고 군산

시 국가 공단의 위치가 서북단 해안에 위치하고 있

고, 조사기간 동안에 주 풍향이 서풍인 점을 감안한

다면 공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시내권으로의

유입이 가능해 진다는 점과 중국에서 유입되는 오염

물질에 의한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으므로 분석시

기상에 의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우

리나라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대기오염물질은 입자상

물질을 비롯하여 47종류이고, 이 중에서 Cd, Cr, Pb

등을 비롯하여 16종류를 특정대기 유해물질로 규정

하고 있다. 이들은 미세입자군에 속하며 인간의 산

업활동에 의해 주로 발견되며 인체 및 동식물에 큰

피해를 나타내므로, 특정대기 유해물질의 경우는 기

상자료를 이용한 보다 폭 넓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Cd, Cr 및 Pb은 주로 미세입자 영역에서

발생되고, Al, Ca, Ti, Fe 등은 특히 지각원소의 구

성비가 높은 거대입자 영역의 재부유된 토양이나 도

로 먼지에 현저하게 많다. 이러한 거대입자들은 주

로 침전등에 의해 지표면 근처에서 빨리 제거되고

대기의 수직 혼합 조건에는 영향을 적게 미친다. 우

기에 거대입자를 감소시키고 PM-10과 강우의 관련

성을 높이는 주 인자는 대기 중 금속원소들처럼 상

승기류라기보다는 젖은 토양에 의한 작용과 세정작

용에 의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대기 중 분진(PM10)

의 크기분포를 Andersen Mark II cascade impactor

를 사용하여 측정한 도로주변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곳인 Leeds 지역에서 3곳의 지점에서 수행된 결과

인 도시지역의 PM10 입자의 평균 10~20%는 0.43 µm

이하로 나타났고 50%는 1.5 µm에 비하면 거대입자

가 많게 검출되었다.6)

대기 중 부유분진의 입경별 농도를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의 aerosol은 자동차로부터 직접방출,

난방, 금속가공, 쓰레기소각, 부식과 재비산, gas에서

입자로 전환, 장거리 수송과 같은 다양한 원인과 과

정에서 기원을 가진 분진을 고려한다. 그러므로 분

진의 구성은 매우 복잡하고, 도시주변에서 지배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aerosol은 거의 단독

으로 aerosol에 원인을 두어야 할 가시도의 심한 변

화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aerosol의 구성과 양은 상

당히 변화하기 쉽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 9단 cascade impactor를 이용해 분진

을 포집하고, 포집한 분진의 입경별 농도 및 분진

중의 Cd, Cr, Fe, 그리고 Pb 등 중금속의 입경별 농

도 분포, 그리고 계절별 분진 및 중금속의 농도변화

를 비교 검토하고 각 단별 총 포집효율을 산출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PM10의 질량 분율은 4계절 모두 2.1 µm를 기준

으로 미세입자와 거대입자로 나뉘어지는 쌍극분포

(bimodal distribution)를 보였으며, 2.1 µm 범위 이

하인 입자상 물질의 평균 질량 분율은 47.0%로 미

세입자가 차지하는 부분과 조대입자가 차지하는 부

분이 유사하게 나타나 군산지역은 인위적인 오염원

과 자연적인 오염원의 영향이 비슷하게 존재하는 지

역이라고 사료된다. 

2. PM10의 평균 농도는 68.05 µg/m3였으며, Cd 1.54

ng/m3, Cr 4.51 ng/m3, Pb 14.11 ng/m3, 그리고 Fe은

254.3 ng/m3을 나타내었으며, 금속원소들의 계절별

농도는 Cd이 봄철에, Cr은 가을철에, Pb이 여름철

에, 그리고 Fe이 겨울철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계절별로 분진 및 금속원소들의 입경별 농도를

보면, PM10의 경우는 확실한 이산형 분포를 보이는

반면, 금속원소들은 오염원에 의한 분포를 하고 있

다. 즉 Cd, Cr, Pb은 미세영역에 치우쳐 있어 인위

적 기원에 의한 물질로 알 수 있었으며, 자연적 기

원에 의한 물질인 Fe은 조대입자 영역에 치우쳐 있

었다. 

4. 총량에 대한 금속원소의 미세입자 영역의 비율

은 Fe의 비율은 0.16으로 미세입자가 차지하는 비율

이 거대입자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고, Cd의 비율

은 0.91로 미세입자의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PM10,

Cr, Pb의 비율은 0.47, 0.45, 0.49로 거대입자와 미

세입자 영역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계절별로 분진의 기하평균과 기하표준편차는 봄

철 dg = 4.2 µm, σg = 4.7 µm, 여름철 dg = 2.20 µm,

σg = 4.4 µm, 그리고 가을철 dg = 2.0 µm, σg = 3.3 µm,

그리고 겨울철 dg = 2.9 µm, σg = 3.387 µm으로 나

타나 가을철이 입경이 작은 입자들이 포집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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