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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sed on a two-year measurement data, major sources for the ambient carbonaceous aerosols at the Anmyeon 
Global Atmosphere Watch (GAW) station were identified by using the Positive Matrix Factorization (PMF) model. 
The particulate matter less than or equal to 2.5 μm in aerodynamic diameter (PM2.5) aerosols were sampled between 
June 2015 to May 2017 and carbonaceous species including ~80 organic compounds were analyzed. When the number 
of factors was 5 or 6, the performance evaluation parameters showed the best results, With 6 factor case, the 
characteristics of transported factors were clearer. The 6 factors were identified with various analyses including 
chemical characteristics and air parcel movement analysis. The 6 factors with their relative contributions were (1) 

* Corresponding author.
Tel：+81-2-3277-2832; Fax: +82-2-3277-3275
E-mail：yong@ewha.ac.kr



136  한상희·이지이·이종식·허종배·정창훈·김은실·김용표

Particle and Aerosol Research 제 14 권 제 4 호

1. 서론

한국의 배경 지역 중 하나인 안면도에 있는 기후

변화센터는 기상청이 운영하는 세계기상기구의 지

구대기감시(Global Atmospheric Watch, GAW) 지점

으로 온실가스, 에어로졸의 무기 성분, 기상 요소 등

을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있다 (Lee et al. 2011). Lee 
et al. (2011)이 안면도 기후변화센터에서 측정한 

PM10 입자를 분석한 결과 알칸계 유기성분 농도는 

우리나라의 또 다른 배경지역인 제주도 고산보다 

약간 낮았으나, 수용성 유기성분 농도는 서울과 비

슷하였다. 따라서 안면도 측정소의 에어로졸 농도와 

화학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오염원을 파악하여, 
측정소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측정결과 해석에 

중요하다.
특정 지역의 주요 오염원을 밝히는 방법의 하나

는 수용모델(receptor model)을 사용하는 것이다. 수

용모델은 특정 지역에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들의 

농도분포를 재구성 할 수 있는 주요 영향원의 농도

분포를 최적화하는 방법이다 (Watson, 1984). 현재 

널리 쓰이는 수용모델은 Chemical Mass Balance 
(CMB)와 Positive Matrix Factorization (PMF)이다 

(Han et al., 2018a). CMB는 주요 영향원에서 배출되

는 오염물질의 농도분포를 미리 파악하여야 하는데 

장거리이동을 하는 경우는 배출될 때의 오염물질 

농도분포와 달라지므로, 안면도 측정소와 같은 배경

측정소에서는 활용하기 힘들다. 
에어로졸의 유기성분은 에어로졸의 주요 배출원을 

파악하는 지표(marker)로 활용될 수 있다 (Schauer et 
al., 1996; Simoneit et al., 1985). 외국에서도 이들 에

어로졸 유기성분을 수용모델에 활용하였고 (Watson 
et al., 2001; Jaeckels et al., 2007), 한국에서도 Lee et 
al. (2007)과 Kim et al. (2013), Jung et al. (2015)는 서

울에서 측정한 다환방향족탄화수소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결과를 CMB 모델에 

활용하여 중국과 북한의 영향도를 평가하였고, Heo 
et al. (2009)는 PMF 모델을 활용하여 서울의 주요 

영향원을 밝혔다. Han et al. (2019)은 서울에서의 장

기간 PAHs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PMF 모델을 활용

하여 동북아시아의 주요 배출원의 배출특성 변화를 

검증하였다.
Han et al. (2018)은 2015년 6월에서 2016년 5월 사

이에 안면도 측정소에서 초미세먼지(PM2.5)를 측정

하고 유기성분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PMF 모

델을 사용하여 주요 영향원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시료 개수가 58개로 작아 모델 결과 신뢰성을 명확

히 하지는 못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015년 6월부터 2017년 5월 사이

의 2년 동안 측정한 118개 시료의 초미세먼지의 유

기성분 결과를 바탕으로 안면도 측정소의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원을 파악하고, 그 영향도를 추

정하고자 하였다.  

2. 측정 자료 

안면도 측정소 옥상에서 2015년 6월 3일부터 

2017년 5월 26일까지 6일에 한번씩 24시간 동안 측

정하였다. 측정과 분석에 대한 내용은 Han et al. 
(2018)에 제시하였다. 간략히 측정과 분석 방법을 설

명하면 다음과 같다. 측정기기는 초미세먼지 분리기

가 달린 고유량입자채취기 분당 1000 L의 유량으로 

매 6일마다 24시간 공기를 채취하였다. 여과지는 석

영여과지로 500℃ 이상의 온도에서 12시간 이상 가

열하여 유기성분을 제거하였고, 채취한 여과지는 –
20℃ 이하로 유지되는 냉동고에 분석시까지 보관하

anthropogenic Secondary Organic Aerosols (SOA) (10.3%), (2) biogenic sources (24.8%), (3) local biomass burning 
(26.4%), (4) transported biomass burning (7.3%), (5) combustion related sources (12.0%), and (6) transported sources 
(19.2%). The air parcel movement analysis result and seasonal variation of the contribution of these factors also 
supported the identification of these factors. Thus, the Anmyeon Island GAW station has been affected by both 
regional and local sources for the carbonaceous aerosols.

Keywords: Carbonaceous aerosol; Anmyeon Island; Global Atmosphere Watch station; Positive Matrix Factorization; 
source apportion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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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초미세먼지 채취기에는 디누더(denuder)가 부

착되어 있지 않아 기체상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여과지 

흡착에 의한 양의 오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기탄소(Organic Carbon, OC)와 원소상탄소(Elemental 

Carbon, EC)는 선셋랩 탄소측정기(Sunset Laboratory 
thermal-optical carbon analyzer)로 측정하였다. 수용

성 유기탄소(Water Soluble Organic Carbon, WSOC)
과 HULIS-C(HUmic-LIke Substances of Carbon)은 순

수로 1시간동안 초음파추출을 한 다음 불순물을 거

르고 총탄소분석기(Total carbon analyzer)에서 분석

하여 수용성 유기탄소 농도를, 고체상추출기(solid 
phase extraction)을 이용하여 분리하여 총탄소분석기

에서 분석하여 HULIS-C를 분석하였다. 개별 유기성

분은 n-alkanes (17),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14), Dicarboxylic Acids (DCAs) (19), 
monocarboxylic acids (18), sugar (10)의 총 78종의 유

기성분을 분석하였다. 이 성분들은 유기용매에 추출

한 다음 농축과 정제과정을 거쳐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as Chromatograph-Mass Spectrometer)로 
분석하였다. 분석한 성분 자료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이 성분들 중 결측치의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모

델에 적용하기에 어려운 성분은 제외하고 모델에 

적용하였다. 모델에 적용하지 않고 제외한 성분은 

표에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유기성분이 OC의 

일부분이므로, OC를 변수로 사용함으로써 중복 계

산 가능성이 있다. 
미국 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에서 개발한 Hybrid Single 
-Particle Lagrangian Intergrated Trajectory (HYSPLIT4) 
역궤적 모델 (http://www.ready.noaa.gov/HYSPLIT.php)
을 사용하여 특정일에 안면도 측정소에 도달한 공기

궤의 궤적을 계산하였다. 역궤적은 장거리이동 특성

Carbonacoues 
species

(g/m3)

Organic compound (ng/m3)

PAHs n-alkanes DCAs Monocarboxylic acid Sugar

OC Phenanthrene C20 Malonic acid C8 D-(-)-Arabinose

EC Anthracene C21 Methylmalonic acid C9 D-(-)-Ribose

WSOC Fluoranthene C22 Maleic acid C10 Levoglucosan

HULIS-C Pyrene C23 Succinic acid C11 D-(+)-Xylose

Benzo[a]anthracene C24 Methylsuccinic acid C12 D-(-)-Fructose

Chrysene C25 Methylmaleic acid C13 D-(+)-Mannose

Benzo[b]fluoranthene C26 Fumaric acid C14 D-(+) Galactose

Benzo[e]pyrene C27 Glutaric acid C15 D-(+)-Glucose

Benzo[a]pyrene C28 2-methylglutaric acid C16 Sucrose

Perylene C29 D-Malic acid C17 D-(+)-Maltose

Indeno[1,2,3-cd]pyrene C30 Adipic acid C18

Dibenzo[a,h]anthracene C31 Pimelic acid C20

Benzo[ghi]perylene C32 phthalic acid C21

Coronene C33 Suberic acid C22

C34 Iso-phthalic acid C23

C35 Tere-phthalic acid C24

C36 Azelaic acid trans-C18

Sebacic acid cis-pinonic acid

Undecanedionic acid

Table 1. Analyzed carbonaceous species and organic compounds. The compounds with shade are not used 
for the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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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악하기 위해 안면도 측정소 1500 m 고도에 도

달하는 3일 궤적을 매 3시간마다 계산하였다.  

3. 모델

3.1 수용모델

수용모델은 측정물질의 수용원에서의 농도를 이

용하여 발생원을 추정하는 모델이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제공하는 수용모델 중 하나인 

PMF ver.5.0 (Norris et al., 2014) 모델을 사용하였다. 
PMF 모델은 회귀분석을 기본 원리로 이용하는 모

델로 수용원에서 화학성분의 농도 행렬을 화학성분 

조성비 행렬와 기여도 행렬, 잔차 행렬로 분리하여 화

학성분 조성비와 잔차를 구하는 수용모델이며, 자세한 

내용은 Paatero and Tapper (1994)에 제시되어 있다. 
PMF 모델은 세계적으로 발생원을 추정하는데 활

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Brown et al. (2015)은 PMF 
ver.5 모델에서의 불확실성과 적절한 결과를 판단하

는 기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으며, 모델을 수질, 대
기 자료에 적용하였다. 최근에는 중국과 일본, 우리

나라에서도 PMF의 적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으며, 이 모델을 이용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 PAHs을 비롯한 

유기성분들과 금속 원소 등의 성분의 발생원을 추

정하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와 고산과 같은 배경 지역에

서 측정한 초미세먼지의 성분 농도 자료로 발생원

을 추정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Heo et 
al., 2009; Moon et al., 2008).

3.2 입력자료 

PMF의 입력자료는 수용원에서 측정한 화학종의 

농도와 불확실도이다. 수용원에서의 농도는 각각의 

농도를 한 개의 단위로 환산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농도의 크기 차이에 의한 비중은 PMF 모델에 의해 

각 성분의 농도의 표준편차를 통해 보정된다. 입력

자료와 불확실도는 각각의 구분된 입력 파일로 만

들거나 하나의 엑셀파일에 sheet로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입력자료를 구

성할 수 있다. 
불확실도의 입력자료는 샘플에 대한 각각의 불확

실도를 입력하는 방법과 오차비율과 검출한계를 이

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오차비율과 검출한계

를 이용한 불확실도 계산은 아래 식의 계산에 의해 

불확실도를 결정한다 (Norris et al., 2014). 이는 주로 

PMF 모델에 의해 자동으로 계산하여 반영되며, 오

차비율은 해당 성분 농도의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오차비율은 백분율로 나타내며 검출한계

는 입력자료 중 화학종 농도의 단위와 통일한다.

불확실도 오차비율×농도 ×검출한계  (1)

오차비율은 다른 연구를 참조하여 15%로 정하였

다 (Heo et al., 2009; Han et al., 2018). 위의 계산으

로 불확실도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결측치와 측정한

계보다 작은 값에 대하여 PMF 모델에서 해당 입력

값을 조절하여 입력한다. PMF 모델의 경우 입력자

료에 공란이 존재하면 모델이 결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결측치에는 측정 중간값(median)을 입력하

고, 불확실도는 중간값의 4배로 정하였다. 농도 값

이 검출한계보다 작은 농도를 나타낸 시료에 대해

서는 검출한계의 절반에 해당하는 농도를 입력하며 

이에 해당하는 불확실도는 검출한계의 5/6을 사용하

였다 (Heo et al., 2013). 이러한 경우에 따라 모델에 

입력되는 값을 표 2에 나타내었으며 입력자료에 대

해서는 부록에 예시와 이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였

다. 

Concentration Uncertainty

Ordinary value Measured value × ×

Not measured Median value 4×median
Below the methods detection 
limit (MDL)

1/2×MDL (5/6)×MDL

Table 2. Input data for the PMF modeling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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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요인 개수 및 결정 방법

PMF 모델 결과로부터 최적 요인 개수를 결정할 

때에는 여러 변수들의 값을 토대로 결정한다. 이들 

변수는 IM(maximum individual column mean), IS 
(maximum individual column standard deviation), DISP 
(displacement analysis), BS (bootstrap analysis)이다.

IM과 IS는 성분들의 평균과 표준편차의 최대값 

분포를 알아보는 값이다. 이 값은 최적의 요인 수에

서 급격히 감소하며 이후 안정된 값을 갖는 경우 해

당 요인의 수를 최적 요인의 수로 판단한다. DISP는 

요인의 개수에 따라 반복에 의해 어느 정도의 민감

도를 가지고 변화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다

(Norris et al., 2014). 이 값을 통해 반복에 의한 회전 

모호성을 파악할 수 있다. 해당 항목을 판단하는 변

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도 %dQ 값을 

통해 반복에 의해 어느 정도 결과가 변하는지를 파

악할 수 있다. 요인의 수에 따라 %dQ가 0.1보다 작

을 경우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한다. 
BS는 측정된 데이터를 원래의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 집단으로 가정하고, 그 안에서 다시 적은 데이

터를 추출하여 각각의 통계량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소수의 데이터가 결과에 어느 정도 불균

형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BS 비교

를 통해 기본 결과의 요인과 적은 데이터를 추출하

여 구했을 때 얼마나 일치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

며 해당 값이 100에 가까울수록 적은 수의 데이터에 

의한 불균형적인 영향이 적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

에서는 Heo et al. (2009; 2013)의 방법론을 참조하여 

Han et al. (2018)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최

적 요인 개수를 결정하였다.
최적의 요인 수를 결정한 후 각 요인의 화학 조성

비를 고려하여 발생원을 추정한다. 발생원 추정에 

고려해야 하는 성분은 Han et al., (2018)의 방법론을 

따랐다.

1) PAHs
PAHs는 연료의 불완전연소에 의해 주로 발생하

는 일차 배출물질이다. 따라서 석탄연소나 도로 오

염원, 식생연소(biomass burning)의 일차 배출이 크게 

기여하는 물질이다. 해당 성분이 높은 화학 조성비

를 가진다면 석탄연소, 도로 오염원, 식생연소에 의

한 일차 배출일 가능성이 크다 (Lee and Kim, 2007).

2) n-alkane
n-alkane은 CPIodd 값으로 해당 성분의 농도가 인

위적 발생원에서 주로 발생한 것인지, 자연적 발생

원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사용된다. CPIodd는 

n-alkane 중에 탄소의 개수가 홀수인 성분의 농도 합

을 탄소의 개수가 짝수인 성분의 농도의 합으로 나

눈 값이다. 

CPIodd=


이 값이 1에 가까울 경우 인위적 발생원에서 주로 

발생한 n-alkane으로, 1보다 크고 C27, C29, C31 성분

의 값이 클 경우 자연적 발생원에서 주로 발생한 

n-alkane으로 판단한다 (Kotianová et al., 2008).

3) DCAs
DCAs는 다른 성분과는 다르게 일차 배출뿐만 아

니라 대기 중의 반응으로도 발생하는 성분이다. 따

라서 다른 성분들의 농도와 비교하였을 때 해당 성

분의 농도가 높을 경우 이차적인 오염에 의한 영향

이 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Rogge et al., 1993; 
Kawamura et al., 1996).

4) Monocarboxylic acids
Monocarboxylic acids는 생물학적 기여원과 석탄연

료의 연소에 의해 많이 발생한다. 그중에서 포화지

방산인 C18과 불포화지방산인 C18:1의 비율로 이차오

염원의 기여도를 판단할 수 있다. 불포화지방산인 

C18:1은 대기 중 체류시간이 짧기 때문에 C18/C18:1의 

비율은 값이 클수록 이차오염원에 의한 영향을 나

타내는 지표로 사용한다 (Cheng et al., 2004).
Cis-pinonic acid는 생물학적 기여원에서 발생한 성

분의 광화학반응을 통해 생성되기 때문에 이차 생

물학적 기여원의 지표물질이다. 따라서 다른 성분들

에 비해 cis-pinonic acid의 화학성분비가 높을 경우 

이차 생물학적 기여원에 의향 영향이 큼을 판단하

는 지표로 사용된다 (Zhang et al., 2010).

5) Sugar
해당 화학종들 중에서 levoglucosan은 식생연소에 의

한 발생이 주요한 배출원이다. 따라서 levoglucosan
은 식생연소의 지표로 사용된다 (Simoneit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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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Fraser and Lakshmanan, 2000). 

6) WSOC/OC 비율

WSOC는 산화상태가 높은 유기물이므로 대기에

서 산화작용을 거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WSOC/OC의 비율은 C18/C18:1와 마찬가지로 오염원

에서의 배출 이후 대기에서의 체류시간이 오래되었

을 것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4. 결과와 검토 

4.1 입력 자료와 최적 요인 개수

2개 년도의 자료 중 결측치가 50% 이상인 값에 

대해서는 입력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1차 년

도만의 입력 자료보다 적은 화학종을 입력 자료로 

사용하였다. 1차 년도 자료의 PMF 요인의 개수 결

정시 고려하였던 것과 동일한 사항을 고려하였다. 
IM과 IS의 값이 요인의 수가 표 3에서 보듯이 5개일 

때 값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안정한 값을 가졌고, 요
인의 수가 7개이면 DISP 값이 0.1이 되며, BS 결과

는 5개에 비해 6개인 경우 낮아지기는 하지만 7개 

요인인 경우보다는 높아 5개나 6개가 적절한 요인

의 개수라고 판단하였다. 

4.2 요인 결정  

표 4, 5에 PMF 모델을 사용하였을 때의 각각 5개

와 6개의 요인인 경우의 요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

다. 참고로 1년의 농도 자료만으로 추정한 PMF 결과

는 요인이 5개인 경우에는 이차유기성분 (Secondary 
Organic Aerosols, SOA) 11%, 자연적 생물성 기원 

(biogenic sources) 23%, 장거리이동 식생소각 

(transported biomass burning, BB) 17%, 국지적 식생

소각 (local BB) 17%, 혼합요인 (mixed sources) 32%
였다. 요인이 7개인 경우에 인위적인 이차유기성분 

(anthropogenic SOA) 14%, 자연적인 이차유기성분 

(biogenic SOA)15%, 자연적 생물성 기원 (primary 
biogenic sources) 8%, 장거리이동 생체소각 16%, 국

지적 식생소각 13%, 연소 관련 기원 (combustion 
related sources) 15%, 혼합요인 19% 였다 (Han et al., 
2018). 여기서 국지는 안면도 주위를 포함한 한국, 
장거리이동은 중국과 북한을 포함하여 설명한 것이

지만 수도권의 영향 같은 경우는 역궤적이나 성분 

특성을 고려하여 장거리와 국지 둘 다로 구분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 연구에서 2년 자료를 사용

하였을 경우에는 표 3과 4에서 보듯이 요인 개수 결

정시 고려하는 항목의 값뿐 아니라, 화학 조성비도 

각 요인이 어떤 발생원의 요인인지 추정하는 데 보다 

Number of factors 3 4 5 6 7

IM 2.43 2.54 1.81 1.77 1.82

IS 6.82 6.18 3.16 3.44 3.44

%dQ 0.0 0.0 0.0 0.0 0.1 

BS 99.6 96.5 94.0 88.7 84.4

Table 3. The value of parameters (IM, IS, DISP(%dQ), and BS) to decide the optimal number of factors.

EC
WSOC,
HULIS

PAHs CPIodd C27, C29 ,C31 DCAs Levo

SOA (12.9%) + 0.75 ++

Combustion related (14.6%) + 1.87 +

Transported BB (6.79%) ++ 1.19 +

Local BB (28.5%) ++ ++ 1.91 + + ++

Biogenic source (37.1%) ++ + 3.10 ++

Table 4. Identified factors and their characteristics for 5 factor case.



안면도에서의 초미세먼지 유기성분 주요 영향원 평가  141

Part. Aerosol Res. Vol. 14, No. 4(2018)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보다 많은 농도 값을 가

지고 PMF 모델을 수행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4에서 보듯이 5개 요인의 경우 첫 번째 요인은 

WSOC, HULIS의 비율이 비교적 높고 이차 오염원

의 지표 성분인 DCA의 농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이

차유기성분으로 결정하였다. 이 요인은 여름에 상대

적인 영향도가 커지고 있어, 이 요인이 광화학반응

에 의해 주로 생성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이차유기성분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두 번째 요인은 

비교적 높은 EC 농도와 levoglucosan 농도를 통해 연

FIg. 1. Source profiles of each factor for 6 factor case.

Fig. 2. Variation of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each factor for 6 factor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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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련 기원 발생원의 영향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세 번째, 네 번째 요인의 경우 levoglucosan와 PAHs
의 화학 조성비가 높게 나타난 점과 요인별 기여도

(그림 1)를 확인하여 각각을 식생소각에 의한 발생

임을 확인하였다. 장거리이동 식생소각의 경우 겨울

철에만 높은 영향도를 보였으며 뒤에 제시할 역궤

적 분석(그림 3)를 통해서도 한반도 외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였다. 국지적 식생소각은 봄, 가을에 상

대적 영향도를 보여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Kim et al., 2013; Jung et al., 2015)
마지막 요인의 경우 CPIodd의 결과와 C27,C29,C31의 

화학 조성비가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

을 통하여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발생일 것으로 추

정하였다. 연소에 의한 일차 배출의 영향이 큰 물질

인 EC의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EC
의 농도가 다른 기여원들과 비교하여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지 해당 요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6개 요인의 결과에 대해서도 각각 어떠한 요인인

지 파악하기 위해 5개 요인과 마찬가지로 화학 조성

비를 표 5에 보였다. 6개 요인으로 분석한 결과는 5
개 요인에서 장거리이동 영향이 식생소각과 일반 

장거리이동 요인으로 분리된 것이 특징이며, 이를 

통해 보다 상세한 장거리이동 영향을 파악할 수 있

어 6개 요인 결과가 연구 목적에 더 적합하다 할 수 

있다.
6개 요인의 가운데 5개의 화학 조성비 특징은 5개 

요인으로 도출한 결과와 비교하여 동일한 화학 조

EC
WSOC,
HULIS

PAHs CPIodd C27, C29, C31 DCAs Levo

SOA (10.3%) + 0.93 ++

Transported BB (7.3%) ++ 1.21 ++

Biogenic source (24.8%) ++ 2.40 ++

Local BB (26.4%) + + 2.07 ++

Combustion related (12.0%) + + 1.81

Transported sources (19.2%) ++ 2.96 + + +

Table 5. Identified factors and their characteristics for 6 factor case.

Fig. 3. Backward trajectory analysis result for the days of top 10% of Transported BB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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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 특징을 보였다. 마지막 요인의 경우 WSOC와 

HULIS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비롯하여 불

포화지방산인 C18:1의 농도가 거의 0에 가깝다는 점

으로 보아 이차 오염원의 특성이 드러나는 요인이

다. 그러나 CPIodd의 결과와 C27, C29, C31의 농도가 높

다는 점, 그리고 levoglucosan 또한 존재한다는 점으

로 미루어보아 해당 요인은 1차 년도의 결과에서 혼

합요인과 비슷하게 여러 가지 특성이 혼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해당 요인의 기여도를 살펴보면 

장거리이동 식생소각(transported biomass burning)과 

마찬가지로 겨울철에 기여도가 높았다. 한국의 경우 

겨울과 가을철 북서풍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떠한 요인인지 확

실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으나, 외부에서의 장거리이

동에 의한 요인(transported sources)으로 판단하였다. 
요인이 6개인 경우가 5개인 경우보다 장거리이동 

영향을 생체소각와 일반 장거리이동으로 보다 자세

하게 구분하므로, 6개 요인인 경우의 각 요인의 성

분 분포(source profile)와 각 요인의 측정일별 영향도

(contribution)를 그림 1과 2에 각각 실었다. 각 요인

들의 계절별 영향도 추이는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각 요인을 판별한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식생소각의 경우 장거리이동과 국지적인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추가로 역궤적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림 3은 장거리이동 식생소각이 높게 나타난 날들 가

운데 상위 10%의 날에 대한 역궤적분석 결과이다. 
중국 북부와 북동부를 통과하는 궤적으로 장거리이

동 영향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5. 요약

PMF 수용모델을 사용하여 안면도 측정소에서 2
년간 측정한 초미세먼지의 유기성분의 주요 영향원

을 파악하였다. 5개 또는 6개의 요인이 최적으로 나

타났으며, 6개의 요인이 결과를 더 잘 해석하는 것

으로 판단되었다. 
이들 요인의 계절별 특성과 영향도 변화를 고려

하여 결정한 주요 오염원은 이차유기성분(10.3%), 
연소(12.0%), 자연적 생물성 기원(24.8%) 장거리이동 

식생소각(7.3%), 국지적 생체소각(26.4%), 장거리이

동 오염원(19.2%)이다.  

안면도 측정소는 배경지역의 특성인 자연적 생물

성 기원, 이차유기성분과 장거리이동 오염원의 영향

도가 크게 나타나면서도, 비도심의 특성인 국지적 

식생소각과 연소 영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안면

도 측정소에서는 인위적인 영향에 의한 유기성분 

특성은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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