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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blic's concern on ambient PM2.5 has been increasing in Korea. We have estimated (1) the annual and monthly 
mean PM2.5 concentrations, (2) the frequency by the PM2.5 concentration interval, and (3) the high concentration 
occurrence duration time between 2015 and 2018 at 16 administration regions. We found that there have been 
differences in all three above parameters’ trends among the studied 16 regions in Korea. Still, Jeonbuk showed the 
highest rank in all three parameters’ trends. In Jeonbuk, the average PM2.5 concentration and the sum of the frequency 
fraction when the PM2.5 concentration being over 75 ㎍/㎥ between 2016 and 2018 was 28.4 ㎍/㎥ and 9.0%, 
respectively. And the days when the PM2.5 concentration is over 50 ㎍/㎥ between 2015 and 2018 were 149. 
Chungbuk was the only region with the increasing trend of PM2.5 concentration between 2016 and 2018. And in Seoul 
and Gyeonggi, the average PM2.5 concentrations decreased whereas the high concentration frequency fraction increased 
between 2016 and 2018. Also, it is found that there have been differences in the trends of the frequency by the PM2.5 
concentration interval and the high concentration occurrence duration time between PM10 and PM2.5. 

Keywords: PM2.5 concentration, Frequency by PM2.5 concentration interval, High concentration occurrence duration, 
Regional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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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불안이 매우 높다. 국민들의 ‘미세먼지’ 검색

건수(google, 2019)를 살펴보면, 2013년 3분기부터 

급증하여 이 시기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크

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세먼지 문제 

심각성에 대한 국민 설문 조사 결과, 89.5%에 해당

하는 사람들이 미세먼지를 심각하다고 답하였고

(MCST and ME, 2018), 미세먼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KBS, 2019)에서는 국민의 81.1%가 정부 대응

이 잘못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Yeo and Kim (2019)은 2013년부터 국민들의 미세

먼지에 대한 관심과 불안이 높아진 이유를 파악하

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17년까지의 미세먼지

(PM10) 농도 추이, 고농도 빈도분율, 고농도 발생 연

속일수별 빈도수의 연간 추이를 지역별로 파악하였

다. 그 결과,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PM10의 농도

는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고, 
고농도 빈도분율과 고농도 발생 연속일수별 빈도수

도 감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울 또는 우

리나라의 대기오염물질의 장기간 농도 추이를 분석

한 이전 연구들(Kim and Lee, 2018; Kim et al., 2018; 
Seo et al., 2018; Han and Kim, 2015; Ghim et al., 
2015; Kim and Yeo, 2013; Kim, 2006)에서도 미세먼

지뿐만 아니라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질소산화

물, 총부유분진 등의 농도가 감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13년 이후 일부 지역에서 PM10 
농도의 감소 추이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아직 선진국과 비교하여 농도가 높은 수준이므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PM2.5가 건강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Yeo and Kim (2019)도 언급하였듯

이, 국민 불안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PM2.5의 

농도 추이와 발생빈도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

다. PM2.5는 2차 생성에 의한 기여가 큰 것으로 알려

져 있고, PM10과는 지역별, 시기별로 다른 추이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에서는 2015년부터 PM2.5의 자료를 공식적으로 측정 

및 발표하였으므로 2013년 이전부터의 추이를 파악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

료를 활용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인 2015년부터 2018
년까지의 4년간 지역별 PM2.5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

별로 (1) 연도별, 월별 PM2.5 농도 및 (2) 고농도 발

생 빈도 추이, (3) 연도별 고농도 발생 연속일수별 

빈도 추이를 파악하였다. 

2. 연구자료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도시대기측정망의 측정소별 시간

별 미세먼지 농도 측정값(KECO, 2019)을 이용하여 

전국의 지역별 PM2.5 농도와 농도 구간별 빈도분율, 
고농도 발생 연속일수별 빈도수를 Yeo and Kim 
(2019)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하였다.

Yeo and Kim (2019)의 PM10 결과와 비교하기 위

하여 동일하게 252개 측정소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

하였고, 동일하게 16개 시·도 지역((a) 서울, (b) 인

천, (c) 경기, (d) 부산, (e) 대구, (f) 광주, (g) 대전, 
(h) 울산, (i) 강원, (j) 충북, (k) 충남, (l) 전북, (m) 전
남, (n) 경북, (o) 경남, (p) 제주)에 대해 살펴보았다. 
2017년 12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대기오염측

정망은 총 533개소가 있다. 이 중 도시대기측정망은 

전국 96개 시·군의 282개소이며, 환경기준성 물질들

을 측정하고 있다(NIER, 2018).
기존 연구들 (NIER, 2018; Ghim and Kim, 2013)과 

동일하게 자료의 통계처리 시 대상기간 중 측정소

별로 일일 24시간에 대해 75% 이상 자료(18시간 이

상)가 확보된 경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일평균

을 산정하였고, 이 값을 이용하여 지역별 일평균 및 

월평균, 연평균을 산정하였다. 경북은 2015년 전체, 
충남은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충북과 전북은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자료가 없어서 이들 네 

지역은 2015년은 제외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의 PM2.5 연평균 값을 산정하였다. 
PM2.5 고농도 발생 빈도를 파악하기 위해 2015년

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 및 월별 전국의 지역별 

PM2.5의 농도 구간별로 발생 빈도수를 이용하여 빈

도분율을 계산하였다. 경북, 전북, 충남, 충북 네 지역

은 연간 농도 구간별 발생 빈도수도 2015년은 제외하

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결과를 산정하였다. 
지역별 PM2.5 농도 구간별 발생 빈도수는 지역 내 

모든 측정소 유효 자료의 시간당 PM2.5 농도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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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구하였다. PM2.5 농도 100 ㎍/㎥까지는 5 
㎍/㎥ 구간마다 해당 값을 초과하는 경우의 빈도수 

계산하였다. 100 ㎍/㎥을 초과하는 구간으로는 120, 
150 ㎍/㎥을 설정하여 각각의 값을 초과하는 경우의 

빈도수를 계산하였다. PM2.5 농도 구간별 빈도비율

은 지역별 전체 시간별 유효 자료 갯수에 대한 농도 

구간별 해당 빈도수로 계산하였다. 그림 1과 2에서

는 PM2.5 농도 구간 중 고농도시 발생 빈도 추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35, 50, 75 ㎍/㎥를 초과하는 발생 

빈도 구간을 선명하게 표시하였다. 
PM2.5 고농도 발생 연속일수별 빈도수는 2015년부

터 2018년까지 전국의 지역별 일평균 PM2.5 농도가 

2일부터 10일간 고농도로 지속된 빈도수를 계산하

였다. 경북, 전북, 충남, 충북 네 지역도 2015년 일부 

기간에 대한 자료가 누락되었지만, 2015년도 포함하

여 고농도 지속 빈도수 결과를 제시하였고, 결과에 

대한 논의에서 이 점을 고려하였다. 
미세먼지 고농도 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본 연구의 고농도 발생 연속일수별 빈도수

를 계산하기 위해 PM2.5 농도가 50 ㎍/㎥ 이상인 경

우를 고농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표 1에 정리하였

듯이 50 ㎍/㎥은 2018년 초까지의 PM2.5 일평균 대

기환경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이고, 2019년 2월 15일

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

법’에서 제시하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준에 주로 

적용되는 수치이다. 
비상저감조치는 ① 당일(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전날) 

PM2.5의 평균농도가 50 ㎍/㎥를 초과하고, 다음날(비
상저감조치 시행일)의 24시간 평균농도가 50 ㎍/㎥

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② 당일 초미세먼

지 주의보(75 ㎍/㎥이상 2시간 지속)·경보(150 ㎍/㎥
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되고, 다음날의 24시간 평

균농도가 50 ㎍/㎥룰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③ 다음날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75 ㎍/㎥(매우

나쁨)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시행된다.  

3. 결과 및 고찰

3.1. 초미세먼지(PM2.5) 농도 추이와 고찰

그림 1과 2를 보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2015
년부터 2018년까지 PM2.5 연평균 농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수도권 지역인 서울과 경기의 PM2.5 연
평균 농도는 2016년 각각 약 26.2, 27.7 ㎍/㎥으로 

2015년의 23.1, 25.6 ㎍/㎥보다 다소 증가하였지만, 
이후 2018년까지 각각 22.8, 25.0 ㎍/㎥로 감소하였

다. 강원과 부산도 PM2.5 연평균 농도가 서울, 경기

와 유사하게 2015년 각각 26.4, 25.5 ㎍/㎥에서 2016
년 각각 27.9, 27.0 ㎍/㎥로 증가하였다가 이후 2018
년까지 각각 22.3, 22,9 ㎍/㎥로 감소하는 추이를 나

타내었다. 
수도권 지역에 해당하지만 인천은 서울, 경기와는 

다르게 2015년 28.8 ㎍/㎥이었던 PM2.5 연평균 농도

가 2018년 22.1 ㎍/㎥로 계속해서 감소하였고, 대구, 
대전, 전남, 경남, 제주도 인천과 유사한 추이를 나

타내었다. 2015년 PM2.5 연평균 농도가 제시되지 않

은 충남과 전북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감소하였

다. 하지만 광주, 울산, 경북은 증감이 뚜렷하지 않

(unit:
㎍/㎥)

WHO level

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Unhealthy’ 

level
‘Very 

unhealthy’ level
Advisory 

level**

Warning 
level**

Before Current*

PM10
20/year
50/day

70/year
150/day

50/year
100/day

80/hour 150/hour 150/hour 300/hour

PM2.5
10/year
25/day

25/year
50/day

15/year
35/day

35/hour 75/hour 75/hour 150/hour

* PM10: Since 2007, PM2.5: Since 2018
** Issued when the PM10 and PM2.5 concentrations are over the criteria more than 2 hours, respectively.  

Table 1. Criteria for PM2.5 levels (re-citation Yeo and Ki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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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고, 충북은 유일하게 PM2.5 연평균 농도가 2016년 

26.4 ㎍/㎥에서 2018년 27.4 ㎍/㎥로 제시된 기간 동

안 계속 증가하였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PM2.5 연평균 농도는 20과 30 ㎍/㎥ 사이로, 25 ㎍/㎥
보다 조금 크거나 작은 수준이었는데, 제주의 경우 

유일하게 2018년 PM2.5 연평균 농도가 약 19.0 ㎍/㎥
으로 20 ㎍/㎥보다 낮았고, 전북의 2016년 PM2.5 연

평균 농도는 약 31.1 ㎍/㎥으로 30 ㎍/㎥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PM2.5 
평균 농도는 전북이 약 28.4 ㎍/㎥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충북과 경기가 각각 약 27.0, 26.5 ㎍/
㎥으로 높았다. 

그림 3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PM2.5 월평

균 농도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월별, 계절별 추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여름철인 

7, 8월에 농도가 가장 낮고, 주로 봄과 겨울철에 농

도가 높아지는 추이를 나타내었다. 계절별 PM2.5 월
평균 농도 편차는 지역별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충북과 전북의 경우 계절별 PM2.5 월평균 농도 편차

가 2017년에 30 ㎍/㎥ 이상일 만큼 매우 크게 나타

났고, 전남, 경남에서는 15 ㎍/㎥ 이하로 비교적 낮

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PM2.5 농도의 계

절별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예를 들어, 기상 조

건과 PM2.5를 생성하는 지역별 주요 전구물질의 종

류, 배출량과 광화학 반응성 등에 차이가 있을 것이

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3.2. 초미세먼지(PM2.5) 농도 구간별 빈도분율 추이

그림 1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PM2.5 고농도 

빈도분율을 살펴보면, 35 ㎍/㎥를 초과하는 경우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PM2.5 연평균 농도와 매우 

유사한 추이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50과 75 ㎍/㎥를 

초과하는 경우는 PM2.5 연평균 농도 추이와 빈도분

율의 추이 양상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과 경기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농도

가 감소하였는데, 고농도 빈도분율은 증가한 것이 

특징적이다. 서울과 경기에서 75 ㎍/㎥를 초과하는 

빈도분율은 2016년 각각 1.0%, 1.8%에서 2018년 각

각 2.2%, 3.2%로 증가하였다. 그림 3에서 월별 추이

를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의 고농도 빈도분율 증가

를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다. 또한 그림 3에서 전

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계절별 PM2.5 월평균 농도 추

이와 유사하게 여름에 PM2.5 고농도 빈도분율이 낮

고 봄과 겨울에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서울과 경기의 고농도 빈도분율이 증가하였는데 

연평균 농도가 감소하는 이유로 저농도 빈도분율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고, 그림 1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과 경기에서 5 ㎍/㎥ 이하에 해당하는 빈

도분율은 2016년 모두 약 3.8%였고, 2018년에는 각

각 약 10.9%, 10.7%로 2016년과 비교하여 두배 이상 

증가하였다. 서울과 경기에서 25 ㎍/㎥ 이하에 해당

하는 빈도분율도 2016년에 각각 55.8%, 53,1%에서 

2018년 각각 67.4%, 62.5%까지 증가하였다. 그림 1
에서 PM2.5 농도가 35와 75 ㎍/㎥ 사이에 해당하는 

빈도분율은 감소한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

해, 서울과 경기의 PM2.5 연평균 농도의 편차가 커졌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에서 2015년부터 2018
년까지 지역별 PM2.5 연평균 농도와 사분위 수(전체 

자료 중 25%, 50%, 75%에 해당하는 값)를 나타낸 

결과를 보면, 2017년과 2018년 서울과 경기의 편차

가 이전에 비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 불안은 미세먼지 고

농도 사례시 증대되는 경향이 있는데, 서울과 경기

의 경우, PM2.5 연평균 농도 추이와는 달리 고농도 

빈도분율이 증가한 것이 국민 불안에 영향을 준다

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결과는 이미 국민들

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2013년 이

후에 해당하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에 대

한 것만 살펴본 것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중요한 시사점은 지역별로 

PM2.5 농도와 고농도 빈도분율뿐만 아니라 농도 편

차의 추이가 다르다는 점이다. 농도와 고농도 빈도

분율에 대해서는 Yeo and Kim (2019)에서도 2001년

부터 2017년까지의 PM10 농도, 고농도 발생 빈도 및 

고농도 발생 연속일수별 빈도수 추이를 분석하여 

지역별 차이가 있으며,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논의하

였다. 
PM2.5 고농도와 저농도 빈도분율이 모두 증가하여 

편차가 증가한 것의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미세먼지 농도는 배출, 외부유입, 기상 조건 등에 영

향을 받는다(Seinfeld and Pandis, 2016). 이들 요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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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와 크기가 비슷하다면, 지역별, 시기별 편차 

또한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

정 시기에 특정 지역의 편차가 커졌다는 것은 그 시

기에 그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결정하는 요인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3.1절에서 계절별 

PM2.5 월평균 농도 편차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인 것

에 대해 논의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만일 우리나라의 PM2.5 농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

인이 장거리 이동에 의한 외부 영향이라면, 우리나

라의 서쪽에 해당하는 지역인 수도권과 충남, 전북, 
전남 등의 지역에서 PM2.5 농도 편차나 계절별 PM2.5 
월평균 농도 편차 추이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는 동일하게 수도권 지역

에 해당하는 서울 및 경기, 인천의 PM2.5 농도 및 고

농도 빈도분율 추이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지적인 배출에 의한 영향이 중요할 것이라는 점

을 예상할 수 있다. 인천은 PM10 농도 및 고농도 빈

도분율도 서울, 경기와 다른 추이를 나타내었다(Yeo 
and Kim, 2019).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PM2.5 농도가 75 ㎍
/㎥를 초과하는 빈도분율의 합은 전북이 약 9.0%로 

전국 16개 지역 중 가장 높았다(그림 1과 3). 그 다

음으로는 경기가 약 7.9%, 충북이 약 7.7%로 높았

다. 그림 1과 3을 보면, 수도권 지역인 서울, 경기 

및 충남, 경북의 고농도 빈도분율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북이 PM10의 고농도 빈도분율은 

수도권 지역 등에 비해 높은 것이 아니었고, 2001년

부터 2017년까지 PM10 연평균 농도와 고농도 빈도

분율의 감소 추이가 뚜렷이 보이지 않았다는 특징

을 나타내어(Yeo and Kim, 2019), 동일한 지역에서

도 PM2.5와 PM10의 농도 추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국지적으로 PM2.5와 PM10의 농도에 영

향을 주는 주요 요인을 지역별로 파악하고, 과학적

인 현상 이해에 바탕을 둔 지역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PM2.5와 PM10 모두 고농도 빈도분율이 높아 고농도 

사례를 줄이기 위한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3. PM2.5 고농도 발생 연속일수별 빈도수 추이 

지역별로 PM2.5 일평균 농도가 50 ㎍/㎥ 이상이었

던 날의 빈도수를 표 2에, 연속일수별(2일~10일) 빈

도수 추이를 그림 4에 제시하였다. 표 2와 그림 4를 

보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PM2.5 일평균 농도가 

50 ㎍/㎥ 이상이었던 날의 빈도수와 연속일수별 빈

도수는 고농도 빈도분율과 유사하게 2015년에 가장 

높았다. 
Yeo and Kim (2019)에 의하면, PM10 일평균 농도

가 100 ㎍/㎥ 이상이었던 날과 3일 이상 지속된 빈

도수는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 지역이 가장 높았

다. 수도권 지역은 PM2.5 일평균 농도가 50 ㎍/㎥ 이

상이었던 날과 3일 이상 지속된 빈도수도 비교적 높

은 편이었지만, 가장 높았던 지역은 전북과 충북이

었다. 전북과 충북은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의 PM2.5 농도 자료가 없어 2015년에 대해서는 9
개월간에 대해서만 정리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PM2.5 일평균 농도

가 50 ㎍/㎥ 이상이었던 날이 각각 149일과 120일로 

가장 많았다(표 2). 그림 4를 보면, PM2.5 일평균 농

도가 50 ㎍/㎥ 이상 지속된 최고일수도 전북과 충북

이 각각 10일과 9일로 가장 길었다. 다음으로는 인

천이 8일로 높았다. 
서울과 경기는 PM2.5 일평균 농도가 50 ㎍/㎥ 이

상 지속된 최고일수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5일 

이내로 전북과 충북에 비해 짧았다. 하지만 이들 두 

지역은 고농도 빈도분율 추이와 유사하게 2017년과 

2018년 PM2.5가 50 ㎍/㎥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지속

되는 빈도수가 증가하였고, 최장 지속일수도 2015년

과 2016년에 비해 1~2일 증가하였다. 인천도 2017년

과 2018년의 PM2.5 일평균 농도가 50 ㎍/㎥ 이상이 3
일 이상 지속된 빈도수가 2016년보다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지역의 2017년과 2018년에 고

농도 유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 예를 들어, 기상 조

건 또는 반응 조건(예: 2차 생성에 기여하는 전구물

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등의 배출 상

황)이 이전과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충남, 제주도 2018년에 

PM2.5 일평균 농도가 50 ㎍/㎥ 이상 지속된 빈도수

가 이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충북도 2018년에 

2016년과 2017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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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를 통해 2017년과 2018년은 수도권뿐만 아

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미세먼지 생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예를 들어, 기상 및 기후 조건 등에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예상할수 있다. 이 결과

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에 대해서만 살펴

본 것으로 2017년과 2018년이 이전과 다른 독특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PM2.5 고농도 

연속일수별 빈도수의 증감 추이에 영향을 주는 주

요 요인과 3.1절과 3.2절에서 논의하였던 PM2.5 농도 

및 고농도 빈도 추이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곧, 
PM2.5 고농도 지속 과정과 형성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

다. 예를 들어, PM2.5 고농도 형성 과정에는 주로 국

지적인 PM2.5 생성 전구물질 배출이 주로 영향을 주

지만, 고농도 지속 과정에는 풍속과 대기경계면의 

고도 등과 같은 기상 조건이 주로 영향을 줄 수 있

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PM2.5 농도와 고농도 빈도분율에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고,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PM2.5와 PM10의 고농도 빈도분율과 고농도 발생 연

속일수별 빈도수 등의 경향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PM10의 경우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16개 지역 중 수도권 지역들이 연평균 농도, 
고농도 빈도분율, 고농도 발생 연속일수별 빈도수가 

높은 편이었지만(Yeo and Kim, 2019), PM2.5는 2015
년부터 2018년까지 모든 항목에서 전북이 가장 높

은 값을 나타내었다. 
전북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PM2.5 평균 

농도는 약 28.4 ㎍/㎥, 같은 기간 PM2.5 농도가 75 ㎍
/㎥를 초과하는 빈도분율의 합은 약 9.0%로 전국 16
개 지역 중 가장 높았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
년 동안 PM2.5 일평균 농도가 50 ㎍/㎥ 이상이었던 

날 또한 전북이 149일로 가장 많았고, PM2.5 일평균 

농도가 50 ㎍/㎥ 이상 지속된 최고일수도 전북이 10

Regions　 2015 2016 2017 2018 Sum

(a) Seoul 11 13 20 20 64

(b) Incheon 40 18 20 16 94

(c) Gyeonggi 22 15 28 29 94

(d) Busan 11 19 9 17 56

(e) Daegu 15 8 9 12 44

(f) Gwangju 21 11 14 20 66

(g) Daejeon 32 8 6 11 57

(h) Ulsan 15 10 19 18 62

(i) Gangwon 28 18 18 12 76

(j) Chungbuk 28 28 26 38 120

(k) Chungnam 8 19 11 13 51

(l) Jeonbuk 54 38 34 23 149

(m) Jeonnam 16 13 4 9 42

(n) Gyeongbuk 0 29 10 16 55

(o) Gyeongnam 12 14 6 5 37

(p) Jeju 14 11 5 6 36

 Sum 327 272 239 265 1103

Table 2. Annual frequency of the number of days with the PM2.5 level over 50 ㎍/㎥ by region. Values more 
than 30 are shaded darker and less than 10 are shaded. Maximum values between 2015 and 2018 
by region are in red, respectively. (raw data: KECO,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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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 가장 길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PM2.5의 농도를 이용하여 제

시한 결과와 PM10의 결과(Yeo and Kim, 2019)는 분

석 기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PM2.5는 2차 생성에 의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

역별 PM2.5 차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

별로 PM2.5 생성에 관여하는 주요 전구물질의 농도 

분포와 배출 특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전북은 농업에서의 암모니아 

배출이 많은 지역으로 암모니아에 의한 PM2.5 생성

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을 수 있다. 
충북도 PM2.5 고농도 빈도분율과 고농도 발생 연

속일수별 빈도수가 매우 높은 지역에 해당하는데, 
무엇보다 전국 16개 지역 중 유일하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PM2.5 연평균 농도가 계속 증가하였으므

로 충북의 PM2.5 농도의 주요 영향 요인과 증가 원

인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로 PM2.5와 PM10의 분율(PM2.5/PM10)을 살펴

보는 것도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으로 판단된다. PM2.5/PM10 값이 큰 지역은 작은 지

역보다 상대적으로 2차 생성의 기여가 높을 것이고, 
주요 PM2.5 생성 전구물질의 배출 특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다. 
서울과 경기의 2017년과 2018년은 PM2.5 연평균 

농도는 감소한 반면 고농도 빈도분율이 증가한 것

도 본 연구의 특징적인 결과이다. 서울과 경기의 

PM2.5 연평균 농도는 2016년 각각 약 26.2, 27.7 ㎍/
㎥에서 2018년까지 각각 22.8, 25.0 ㎍/㎥로 감소하

였지만, 75 ㎍/㎥를 초과하는 빈도분율은 2016년 각

각 1.0%, 1.8%에서 2018년 각각 2.2%, 3.2%로 증가

하였다. 이는 PM2.5 연평균 농도의 편차가 커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 시기에 특정 지역의 편차가 

커졌다는 것은 그 시기에 그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시기별, 지역별 PM2.5 연평균 농도의 편차 

변화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PM2.5 생성 전구물

질의 배출 추이, 기상 조건의 변화 등을 살펴볼 필

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에 대한 결

과만 살펴보았다는 한계가 있는데, 시기별 편차 변화

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 지역에 대해서라도 

가능한 장기적인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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