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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단지역 미세먼지 중 중금속농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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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urvey was to assess the concentrations of heavy metals in the atmosphere of

Pocheon City by measuring heavy metals in the industrial complex area and at the city air measuring station,

and also to assess the degree of impact that the industrial area has on urban air quality.

Methods: Sampling was carried out between February 2018 and November 2018 at two sites in the industrial

complex and in the city air monitoring stations.

Results: At the industrial complex in Pocheon City, air pollutant emitting businesses were emitting

concentrations of fine dust (PM10) between 45 and 60 µg/m3 higher than in the city air. The daily maximum

concentrations of lead (Pb), manganese (Mn), and cadmium (Cd) in the industrial complex are below the WHO

recommendation standard (annual average), and the impact on the urban atmosphere is judged to be insignificant.

Three to five percent of fine dust (PM10) consists of metallic materials, and as the fine dust increased, metals

were detected proportionally. Although cadmium (Cd) and beryllium (Be) were not detected in the city air in

Pocheon and chromium (Cr), copper (Cu), and arsenic (As) were found to be 50 percent or less, it is deemed

that copper (Cu) was detected at unusually high levels due to unknown air pollutants, which requires regular

heavy metal measurement and cause verification.

Conclusions: An analysis of the heavy metals in the industrial zone and the urban atmosphere in Pocheon City

in this study showed that the linear relationship of heavy metals in the industrial zone, or the direct impact

relationship, on the heavy metals in the urban atmosphere could not be estimated. The sampling device for

equivalent assessment of particulate matter installed at air pollution monitoring stations is highly likely to be used

for analysis of fine dust and heavy me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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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우리나라 대기오염문제는 발전소, 노후 경유

차, 사업장, 건설기계 등에서 연중 지속적으로 배출

되는 국내요인과 지형적 위치상 겨울부터 봄까지 중

국의 고농도 미세먼지의 장거리 이동에 의한 국외

요인이 더해져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가 수년간 지속

되고 있다.1) 2017년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발전,

†Corresponding author: Gyeonggi-do Research Institute of Health and Environment, 1, Cheongsa-ro, Uijeongbu-si,

Gyeonggi-do, 11780, Republic of Korea, Tel: +82-31-8030-5945, Fax: +82-31-8030-5949, E-mail: shinhs04@gg.go.kr

Received: 25 September 2019, Revised: 28 October 2019, Accepted: 29 October 2019

원 저 Original articles



578 신형순 · 정연훈 · 김진길 · 정종필 · 이상수 · 유한조 · 오조교

J Environ Health Sci 2019; 45(6): 577-582 http://www.kseh.org/

산업, 수송, 생활부문의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0%

감축하여 PM2.5 농도를 26 µg/m3에서 18 µg/m3로 개

선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제시하고2), 2018년 대기환경

기준 PM2.5 농도를 연평균 15 µg/m3, 일평균농도 35

µg/m3로 강화하여 미국, 일본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

기준을 제시하였다. 

입경이 10 µm 이하인 미세먼지 특징은 비표면적

이 커서 유해성 금속이나 가스상 오염물질의 흡착이

용이하고 호흡기를 통해 기관지 및 폐에 침착되어

폐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고, 강우에

의해 침강 제거되지 않을 경우 약 1주일 정도 부유

하면서 지속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3)

우리나라 성인 혈액 중 중금속 농도는 납, 수은 각

각 1.60 µg/dL, 2.75 µg/L로 청소년에 비해 약 2배,

미국 성인보다는 각각 1.7배, 3.4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4) 60대 이상에서 더 높은 혈중 중금속

농도를 보여5) 아동과 고령자일수록 미세먼지 중 중

금속 오염에 노출될 경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

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금속원소 중 납(Pb)에 대하여 연평균

0.5 µg/m3로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주요도시 및

산업단지의 중금속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2

개 시군에 55개소의 중금속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

다. 경기도에는 주거지역(수원, 의정부)과 공단지역

(안산, 평택)에 4개소의 중금속 측정망을 설치하여

매월 2주차에 모니터링하고 있다.

미세먼지의 건강위해성에 대한 관심증가와 도시별

로 큰 편차를 보이는 미세먼지농도를 고려할 경우

경기북부 의정부 측정소가 경기북부 도시지역을 대

표할 수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기북부

지역 중 양주, 동두천, 포천지역은 소규모 영세 대

기배출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

되고, 서울 등 인접 대도시에서 오염물질이 유입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미세먼지와 오존(O3) 등 대

기질이 취약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북부 지역 중 포천시를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공단지역과

포천시 도시대기 측정소에서 중금속을 측정하여 포

천시 대기 중 중금속농도를 평가하고, 도시대기측정

소의 미세먼지 등가성 평가용 시료채취장치의 활용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대기중금속 측정지점

공단지역 측정지점은 섬유염색 집단화단지로 악취,

매연 및 백연 등 대기오염 문제가 상시 발생하는 신

평 염색집단화단지와 양문산업단지를 선정하였고 공

단의 기본현황은 대기배출시설 허가 자료를 기초로

Table 1에 나타내었다. 양문공단이 입지면적과 업체

수가 더 많지만 오염물질 발생량은 신평공단이 반대

로 2배 더 많은 특징이 있다. 이는 신평공단의 경우

고형연료사용시설(SRF, solid reuse fuel), 섬유다림

질시설(텐타시설) 및 B-C유 보일러 등 대기오염물질

Table 1. General status of the industrial complex sampling

points

Sinpyeong Complex Yangmun Complex

Area (m2) 106,000 179,634

Number of 

factories
19 41

Amount of 

pollution

(ton/yr)

7,925

TSP 5,932

3,849

TSP 2,915

SOx 539 SOx 315

NOx 1,454 NOx 618

※TSP: total suspended particulate

Fig. 1. Location of sampling points and heavy metal

measuring network in Gyeongg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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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이 많은 시설이 주로 입지한 결과이다.

포천시 도시대기 중 중금속농도는 도시대기 측정

소인 선단과 일동측정소 2개 지점에서 측정하였다.

Fig. 1에 포천시 4개 시료채취 지점 및 경기도 4개

소 중금속 측정망 위치를 표시하였다.

2.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시료채취는 2018년 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매

월 2주차에 24시간 동안 실시하였고 공단지역 및 도

시대기 측정소의 시료채취에 사용한 샘플러 재원은

Table 2와 같다. 공단지역 PM10 시료채취는 분리입경

10 µm impactor를 장착한 High volume air sampler

(SIBATA, HV-1000R)를 이용하였고, 도시대기 측정

소는 미세먼지 등가성평가에 사용하는 Low volume

air sampler (APM, PMS-104)를 이용하였다. 여지는

시료채취 전·후에 48시간 이상 항량시킨 후 전후 무

게차를 측정하여 중량농도법으로 PM10 농도를 산정

하였다.

미세먼지(PM10)의 중금속 분석을 위하여 공단지역

여지는 1/4을 절취하여 전처리하고, 도시지역은 여

지 전체를 사용하여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의 마이크

로파 산분해법에 의해 추출하였고, 별도의 공 여과

지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전처리하여 바탕시험

액으로 사용하였다. 분석장비는 ICP-OES (Inductively

coupled plasma optical emission spectrometry,

Perkin-Elmer 5300)를 이용하여 대기오염측정망 설

치·운영지침7)에 따라 금속류 12종(As, Be, Cd, Cu,

Cr, Mn, Ni, Pb, Al, Ca, Fe, Mg)을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미세먼지(PM10) 결과

Fig. 2는 포천지역 공단지역 2지점과 도시대기 측

정소 2개 지점의 중금속 채취일의 미세먼지(PM10)

농도를 나타냈다. 매월 하루 동안 채취한 결과임에

도 겨울~봄까지 대기정체 및 중국의 고농도 미세먼

지 유입으로 높은 농도를 보이고,1) 6월 이후에는 대

기혼합과 간헐적 강우에 의한 세정효과로 미세먼지

(PM10) 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PM10

농도가 높은 2~5월 측정결과를 비교하면 신평공단

과 양문공단은 동일날짜 선단 및 일동 대기측정소에

비하여 평균 60~45 µg/m3 더 높은 PM10 농도가 측

정되었다. 이는 공단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에 의해 도시대기보다 더 높은 미세먼지가

배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공단지역 중금속 결과

Fig. 3은 공단지역(신평공단, 양문공단)과 도시지역

(선단측정소, 일동측정소)의 중금속 측정결과를 도시

한 것이다.

신평공단의 경우 측정을 시작한 2월부터 5월까지

2 µg/m3 이상의 총 금속이 검출되었고, 이후 11월까

지 낮은 농도를 보였으며, 95% 이상이 Fe, Ca, Al,

Mg 등 주로 지각물질에서 유래8,9)한다고 알려진 금

속성분(이하 토양유래 금속)으로 구성되었다. 연소공

정에서 배출되는 금속류 8종(이하 연소유래 금속)의

농도는 2월 달에 합산농도뿐만 아니라 개별물질 역

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다. Pb, Mn, Cd 일평균

최대 농도는 각각 0.054, 0.056, 0.003 µg/m3으로

WHO 권고기준(연평균)의 1/10, 1/3, 1/2 수준이었으

나, 평균농도는 이보다 훨씬 낮게 검출되었다.

PM10 구성성분 중 3-5%가 금속물질로 조사되었는

Table 2. Sampler resources and sampling conditions for

heavy metal measurements

Site Sampler Flow rate Filter

Complex
SIBATA

HV-1000R
1.0 m3/min

Whatman, 

Quartz

203*254 mm

TMS
APM,

PMS-104
1.0 m3/hr

PALL,

Tissuquartz

47 mm

Fig. 2. Concentration of PM10 in the industrial complex

and air pollution monitoring station in Pocheo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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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 금속성분이 5%, 이온물질이 37%라는 김찬

혁10) 등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미세먼지농도와 금속

농도의 관계를 회귀분석(linear regression)한 결과를

Table 3에 표시하였다. 신평공단의 경우 총 금속과

PM10의 관계는 양의 상관관계로 설명력(R2)은 0.69,

연소유래 금속 농도와는 0.90의 설명력을 보여 공단

지역 미세먼지와 중금속농도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문공단의 경우 신평공단에 비하여 PM10, 총 금

속, 연소유래 금속 농도가 다소 낮았지만 매월 배출

경향은 매우 유사하였다. Cu 항목만 5월 달에 0.058

µg/m3로 최댓값을 보였고, Pb, Mn, Cd 농도는 2월

달에 최댓값인 0.044, 0.046, 0.002 µg/m3으로 WHO

권고기준(연평균)의 1/10, 1/3, 1/3 수준으로 낮게 배

Fig. 3. Concentration of metals in Pocheon City, (a) total metals, (b) combustion-based me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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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PM10 성분 중 3-4%가 금속물질로 구성되어있고,

총 금속과 PM10의 관계는 0.85, 연소유래 금속 농도

와 0.88의 설명력을 보여 공단지역은 미세먼지가 증

가할수록 금속농도가 비례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

었다.

3. 포천시 도시대기 중금속 결과

포천시 도시대기 중 중금속농도는 공단지역과는

매우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카드뮴(Cd)과 베릴

륨(Be)은 측정기간 동안 포천시 대기 중에 전혀 검

출되지 않았고, Cr, Cu, As는 검출률이 절반 이하

수준이었다. 따라서 포천시 도시대기는 공단지역과

같이 중금속을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배출하는 오염

원의 영향이 낮음을 나타낸다.

선단측정소는 3~4월, 일동측정소는 3월과 5월에

고농도의 Ca이 검출되어 총 금속농도가 높게 검출

되었고 그 외 기간에는 금속류가 거의 검출되지 않

는 특징을 보였다. 도농복합도시인 포천은 3월부터

5월까지 농업활동이 활발하고, 건조한 날씨영향으로

공사장 및 도로변 비산먼지가 발생하며 노천소각 등

의 생물성 연소가 활발한 시기이다. 또한 3~5월달은

중국발 미세먼지 및 황사의 영향이 발생하는 시기로

높은 Ca 검출은 포천시 자체 발생 및 외부요인이 복

합적으로 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이한 사항은 4월달 선단측정소와 일동측정소 Cu

농도는 각각 0.202, 0.132 µg/m3로 신평공단과 양문

공단보다 수배에서 10배 이상 높은 특이치가 관측

되었다는 점이다. 동시에 측정한 신평공단과 양문공

단의 직접적 영향보다는 도시 내 산재된 1,400여개

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특정 event가 발생

되었다고 추측되며, 정확한 원인은 정기적인 모니터

링을 통해서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매월 동일날짜에 공단지역과 도시대기 중 총 금속,

연소유래 및 토양유래 금속 등을 분석한 결과 공단

지역 미세먼지에 포함된 금속물질과 도시대기 중 금

속물질과는 선형적인 관계, 즉 직접적 영향관계는 추

정할 수 없었다.

도시대기 중 중금속은 도시대기 측정소의 등가성

평가용 시료채취장치를 활용하였는데, 등가성평가용

샘플러는 국립환경과학원의 국가기준측정시스템(정

도관리용 측정기)과 매년 소급성평가를 통하여 엄격

한 품질관리가 유지되고 있고, 이미 모든 대기측정

소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행한 것과 같이 중금속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의 중

금속 시료채취에 등가성평가용 샘플러를 활용할 수

있고, 정기적인 측정을 통하여 전국 광역시·도 자체

의 중금속 측정망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이미 구

축되었다고 판단된다.

4. Pb 농도 비교

Fig. 4는 환경기준이 설정된 납(Pb) 항목에 대하여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particulate matter and

metal concentration in industrial areas

Sinpyeong Yangmun

Total metal

(µg/m3)

y=0.0449x–0.9805

(R2=0.69)

y=0.0368x–0.5902

 (R2=0.85)

combustion-

based metal

(µg/m3)

y=0.0012x−0.0026

(R2=0.90)

y=0.0012x–0.015

(R2=0.88)

※x: PM10 concentration (µg/m3),

R2: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Fig. 4. Comparison of lead concentrations, (a) urban area,

(b) industri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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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관측자료와 경기도내 중금속 측정망자료를

비교한 것이다. Fig. 4(a)는 주거지역을 비교한 것으

로 포천시 선단측정소, 일동측정소, 수원(신풍동), 의

정부(의정부1동) 모든 지역에서 대기환경기준의 1/

10 이하로 낮게 검출되고 있었다. Fig. 4(b)는 공단

지역 대표지점인 안산(원시동), 평택(평택항)과 포천

시 신평공단, 양문공단의 Pb 농도를 비교한 것으로

평균농도는 안산(0.048 µg/m3), 평택(0.023 µg/m3), 신

평공단(0.017 µg/m3), 양문공단(0.011 µg/m3) 순으로

높았다. 포천시 공단지역은 미세먼지 농도는 높지만,

당초 우려와 달리 Pb농도는 상당히 낮게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IV. 결 론

포천지역 공단 2개소와 포천시 도시대기 측정소 2

개소의 미세먼지(PM10)와 중금속농도를 조사하여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포천시 공단지역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

장의 영향으로 도시대기보다 45~60 µg/m3 더 높은

미세먼지(PM10)가 검출되었다.

2. 공단지역의 납(Pb), 망간(Mn), 카드뮴(Cd) 최대

농도는 WHO 권고기준(연평균)의 1/10, 1/3, 1/2 수

준으로 낮게 검출되었고 도시대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세먼지(PM10)중 3-5%가

금속물질로 구성되어있고, 미세먼지가 증가할수록 금

속물질은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포천시 도시대기 중 카드뮴(Cd)과 베릴륨(Be)은

검출되지 않았고, 크롬(Cr), 구리(Cu), 비소(As)는

50% 이하 검출되었지만, 미지의 대기오염원에 의해

구리(Cu)가 특이하게 높게 검출되어 정기적인 중금

속측정과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도시대기 측정소에 기 설치된 미세먼지 등가성

평가용 시료채취기는 매년 엄격한 정도관리를 받고

있어 추가적인 시설투자 없이 미세먼지와 중금속 분

석 등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사업에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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