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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interest in air quality has increased due to the frequent occurrence of high-concentration fine particulate 
matter recently, the official fine particulate matter measuring network has failed to provide spatial detailed air quality 
information. This is because current measurement equipment has a high cost of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which 
limits the composition of the measuring network at high resolution. To compensate for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official measuring network, this study constructed a spatial high density measuring network using the fine particulate 
matter simple measuring device developed by Observer, W-Station. W-Station installed 48 units on Jeju Island and 
measured PM2.5 for six months. The data collected in W-Station were corrected by applying the first regression 
equation for each section, and these measurements were compared and analyzed based on the official measurements 
installed in Jeju Island. As a result, the time series of PM2.5 concentrations measured in W-Station showed 
concentration characteristics similar to those of the environmental pollution measuring network. In particular, the 
results of comparing the measurements of W-Station within a 2 km radius of the reference station and the reference 
station showed that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was 0.79, 0.81, 0.67, respectively. In addition, for W-Station 
within a 1 km radius,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was 0.85, 0.82, 0.68, respectively, showing slightly higher 
correlation. In addition, the local concentration deviation of some regions could be confirmed through 48 high density 
measuring networks. These results show that if a network of measurements is constructed with adequate spatial 
distribution using a number of simple meters with a certain degree of proven performance, the measurements are 
effective in monitoring local air quality and can be fully utilized to supplement or replace formal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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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초미세먼지(PM2.5)의 인체 유해성이 널리 알려지

면서 국내에서도 대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는 2016년 초미세먼지(PM2.5) 노출에 의한 조기 사망 

인구를 전 세계적으로 420만명으로 추정했고(WHO, 
2019), 도시 대기질이 인간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WHO, 2000). 국제암연구소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
는 보다 적극적으로 초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다(IARC, 2013). 이와 같이 초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최근 국내 고농도 초

미세먼지 발생일이 잦아지면서 초미세먼지가 사회

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Kim et al., 2018; Joo et al., 
2019).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환경부 및 각 지방자치단

체에서 운영하는 대기오염측정망 측정소에서 매 시

간 측정된다. 환경부에서는 교외대기측정망, 국가배

경농도측정망을 운영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대기측정망과 도로변대기측정망을 운영한다(The 
Ministry of Environment, 2018). 측정된 값은 국가대기

오염정보관리시스템(National Ambient air quality 
Monitoring Information System, NAMIS)을 통해 수집 

및 관리되며,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대기오염

도 실시간공개시스템(에어코리아, www.airkorea.or.kr)
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초미세먼지 농도 측정은 

베타선흡수법(Dempsey and Polinshuk, 1966; Wedding 
and Weigand, 1993; Park et al., 2001) 또는 중량농도

법을 이용하는데, 장비 자체가 고가이며 설치 장소에 

제약이 있어 전국적으로 균질한 측정망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국내 측정망 중 가장 많은 수의 측정소가 

운영되고 있는 서울의 경우에도 구 단위의 행정구역

에 1-2개소만 운영되고 있다. 
시공간에 대한 고밀도 초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

기 위해 무엇보다 측정망의 확대가 필수이다. 기존 

장비와 동일한 장비를 이용한 측정망 확대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장비 구입, 설치, 유지 보수에 대한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큰 제약이 있다

(Ropkins and Colvile, 2000).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간 고해상도 측정망을 구성하는 데에 저가 초미

세먼지 센서 또는 간이측정기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Kamionka et al., 2006; Kang et al., 
2018; Kim et al., 2014; Kumar et al., 2015; Hagler 
and Solomon, 2014; Snyder et al., 2013). 주로 광산란

법을 사용하는 초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초미세먼

지 입자에 의한 빛의 산란으로부터 초미세먼지 농

도를 간접적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중량농도법 또는 

베타선흡수법 등과 같이 초미세먼지 농도를 직접적

으로 정밀하게 측정하는 공인된 장비에 비해 정확

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여전히 상당한 정확도를 보

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ang et al., 2015; Kelly 
et al., 2017). 실제 야외 측정에서도 센서 보정 기술

의 발달과 더불어 측정 정확도와 신뢰도가 향상되

어 이를 활용한 많은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Mead et al., 2013; Holstius et al., 2014; Marco, 
2014; Moltchanov et al., 2015; Jovasevic-Stojanovic et 
al., 2015; Gao et al., 2015).

이와 유사한 선행 연구로 기상의 경우에는 수도

권에 설치된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Automatic Weather Station)과 보다 고밀도 관측망인 

SKTechX 자료를 비교하여 고밀도 관측망의 효과성

에 대한 검증이 수행된 바 있다(Youn and Lee, 2017; 
Kang et al., 2019). 서울에 250여소 이상의 SKTechX 
관측망 자료를 이용하여 정량적 강수 추정값(QPE, 
Quantitative Precipitation Estimation)을 산출할 경우 

29개소의 기상청 관측망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값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연구되었다(Yoon and Lee, 
2015). 기온의 경우에도 고밀도 관측망으로 내삽한 

기온 분포가 저밀도 관측망으로 내삽한 분포에 비

해 훨씬 더 세밀한 분포 특성을 보였다(Park and 
Chae, 2018; Kang et al., 2019). 

본 연구는 다수의 간이측정기를 활용한 고밀도 

초미세먼지 측정망의 활용 가능성을 진단한다. 측정

망은 시범적으로 제주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구축

하였으며, 자체 개발한 48대의 간이측정기(이하 

'W-Station')를 이용하여 약 6개월간 측정을 수행하였

다. 모든 측정 자료는 실시간으로 수집되었으며 기

본적인 품질검사(pass or fail)와 습도를 이용한 초미

세먼지 농도 보정 이외에 어떠한 후처리 작업도 적

용하지 않았다. 간이측정기의 실시간 초미세먼지 감

시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도시배경측정망 측정소(이하 '기준 측정

소') 세 곳의 측정값과 W-Station의 측정값을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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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1) 총 

연구기간 동안의 기준 측정소와 W-Station 측정값의 

시계열을 비교하였고, (2) 기준 측정소와 2 km 이내

의 여러 W-Station들의 평균 농도를 비교하고, (3) 
기준 측정소로부터 1 km 이내의 가장 가까운 단일 

W-Station의 측정자료를 기준 측정소의 측정값과 일

대일 비교하였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기준 측정소

와 W-Station 간의 거리에 따른 상관성을 정리하였

으며, 추가적으로 간이측정기를 이용한 고밀도 측정

망의 활용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각 W-Station 별로 

초미세먼지 농도별 빈도수를 지도상에 표출하여 국

지 지역별로 나타나는 분포 특성을 알아보았다. 끝

으로 간이측정기의 신뢰성과 효용성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간이측정기를 이용한 공간 고해상도 초미

세먼지 측정망의 활용 가능성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2. 실험방법

2.1 간이측정기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기는 (주)옵저버에서 개발

한 기상/대기질 간이측정기 W-Station이다(그림 1). 
W-Station은 다양한 센서를 탑재했음에도 소형화를 

통해 작은 크기로 제작되었다(135*147 mm). 기상 

센서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시행하는 기상측기

검정을 통과하였으며, 대기질 측정은 환경부에서 시

행하는 초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에서 1등급

을 부여 받았다. 입자 크기가 2.5 μm 이하인 물질

의 측정성능 평가에서 1등급 기준인 반복재현성 

80% 초과, 상대정밀도 80% 초과, 자료획득률 80% 
초과, 정확도(결정계수) 0.8 초과의 성능을 보였다. 
W-Station 내부에는 공기 순환을 위한 팬이 있어서 

측정기 아래로부터 공기를 빨아들이고, 초미세먼지 

센서를 지난 공기는 사방으로 흘러나간다. W-Station
은 초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기온, 기압, 습도, 강수유

무 등을 동시에 측정한다. 
초미세먼지 센서는 광산란 방식이며 초미세먼지

(PM2.5)를 측정한다. 광산란의 광원으로는 레이져가 

사용되며 초미세먼지에 의해 산란된 빛의 양이 센

서에서 감지되어 전기적 신호를 변화시키고 이는 

다시 전압의 변화인 디지털 신호로 출력된다. 기온, 
기압, 및 습도 센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기상측기 

검정을 통과한 센서로서 기상청의 기상관측 표준화 

자료에 준하는 정확도를 제공한다. W-Station 하부

에는 와이파이 안테나가 달려 있어 이를 통해 최소 

매 1분 간격으로 측정이 가능하나, 본 측정에서는 

매 5분 간격으로 측정자료를 서버에 송출한다. 그러

나 한 시간 간격으로 측정되는 기준 측정소의 자료

와 비교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의 W-Station 측정

값은 1시간 평균 자료를 사용하였다.

2.2 측정기 보정

초미세먼지는 흡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습기를 머

금은 입자는 빛의 산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Day 
and Malm, 2001; Liu et al., 2013) 광산란 방식의 초미

세먼지 센서는 온도 및 습도에 따라 농도 측정에 오

Figure 1. Exterior and interior of W-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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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발생할 수 있다(Aleixandre and Gerboles, 2012). 
W-Station의 초미세먼지 측정값은 습도만을 이용해 

보정하며(Zheng et al., 2018; Badura et al., 2018), 1차 

경험식을 활용한다. 특히 고습도 환경에서는 광산란 

센서의 오차가 커지기에 일반적으로 제습장치를 이

용하여 습도를 낮추는 방식을 가지지만, 고밀도 측

정망 구축을 위해 W-Station은 경험식으로 습도를  

보정하였다. 본 연구진은 봄부터 가을까지 측정망을 

운영하며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고습도에서는 경

험적으로 산출한 편차와 보정식의 가중치를 조정하

는 방식으로 W-Station에 맞는 최적의 경험식을 개

발하였다. 이 경험식은 환경부의 간이측정기 성능인

증 시, 한국산업기술연구원의 중량포집법 장비와 동

일한 장소에서 5일간 초미세먼지 일대일 비교관측

을 통한 개량을 거쳐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한국산

업기술연구원과 약 두 달간의 자료 수집 및 비교를 

통해 성능을 확인했다.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센서의 민감도가 달라지는 

특성을 고려하여(Gao et al., 2015; Kelly et al., 2017), 
측정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관측시의 

농도에 따라 구간별로 다소 다른 보정식이 적용되

었으며, 이는 펌웨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반영된다. 
광산란 센서는 초미세먼지가 센서를 통과할 때, 순

간적인 산란도의 변화로 농도를 추정하기 때문에 

고농도일수록 추정이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센

서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고농도에서의 측정은 

다소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다. 개별 보정식이 적용

되는 각각의 농도 범위는 센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W-Station은 실제 측정자료를 이용하여 경험적으로 

농도의 구간을 나누었다.
실시간 W-Station의 자료는 센서의 검출한계 이하 

농도일 때는 그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결측으로 처

리된다. 간이측정기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검출한

계(Limit Of Detection, LOD)는 경험적으로 산출한하

였다. 각 센서 별 다양한 검출한계를 지니지만, 대다

수의 센서에 대하여 4~6 ㎍ m-3로 제시하고 있다 

(Barkjohn et al., 2018; Johnson et al., 2018). 이를 참

조하여 W-Station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2 ㎍ m-3이하

인 경우 결측으로 처리하였다.

2.3 측정망 구축

대기오염 측정을 위한 지자체 및 국가 측정망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본 연구의 측정기간인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는 제주도에서 5개소의 측

정소가 운영되고 있었다. 에어코리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제주도 초미세먼지는 한 시간 단위로 평균

된 측정자료가 제공된다. 운영 중인 측정소는 제주

도 북부에 2개소, 서귀포도 남부에 1개소, 제주도 동

부와 서부에 각 1개소가 위치한다. 이 중 본 연구의 

기준 측정값으로 사용된 측정소는 제주시의 연동 

측정소(AirKorea-YD)와 이도동 측정소(AirKorea-ID), 
그리고 서귀포시의 동홍동 측정소(AirKorea-DD)이
다.

 제주도 내에 다섯 개소 뿐인 공식 측정망을 보

완하기 위해 2019년 2월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50여개의 W-Station으로 구성된 옵저버의 측정망을 

구축하였다. 구축에 사용된 W-Station은 환경부 성

능인증시, 복수의 W-Station을 이용한 반복 재현성 

및 중량포집법 측정기(국가측정망과 동일한 장비)와 

비교한 상대정밀도 부분에서 모두 94% 이상의 결과

를 보였기에 W-Station 간의 동일한 성능이 유지됨

을 확인하였다. 옵저버 W-Station은 제주도청의 도

움으로 버스정류장 인프라를 활용해 설치되었다. 버
스정류장은 전원과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하며, 도로

변 초미세먼지 농도를 감시하는데 최적의 장소이다. 
이 50여개의 W-Station 중 측정값이 안정적으로 확

보된 48개 W-Station 자료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그림 2-a). 본 연구에서는 옵저버 측정망 구축이 완

료된 4월부터 초미세먼지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

하였다. 시범 운영이 종료된 10월까지 총 180일간

(2019년 4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자료를 분석

에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W-Station 위치 및 기준 측정소 지

점은 지도 위의 점으로 나타내었다(그림 2-a). 공식 

기준 측정소는 파란색으로, W-Station은 그 외의 색

으로 나타내었다. W-Station 중 기준 측정소와의 거

리가 2 km 보다 먼 것은 분홍색으로, 2 km 이내의 

것은 보라색으로 나타내었다. 이 보라색 점으로 표

기된 W-Station은 기준 측정소와 지역 평균 농도 비

교를 위한 분석에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기준 측정소

와의 거리가 1 km 이내이면서 가장 가까운 W-Station
은 초록색으로 표기했다. 해당하는 세 개의 W-Station
들은 기준 측정소와 일대일 비교에 사용된다(그림 

2-b, c). 그림 2-a 상단의 검정색 사각지역을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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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여주는 것이 그림 2-b이며, 하단의 검정색 사

각지역을 확대하여 보여주는 것이 그림 2-c이다. 지
도 위의 점들은 각기 기준 측정소의 파란색 점 3개, 
W-Station의 분홍색 점 35개(기준 측정소로부터 반

경 2 km 이상), 보라색 점 10개(반경 2 km 이내), 초
록색 점 3개(반경 1 km 이내)이다. 지도에 나타내지

는 않았으나 각 W-Station은 1번부터 51번까지 일련 

번호가 부여되어 관리되었다.

3. 결과 및 토의

3.1 기준 측정소와 48개 W-Station 측정값의 6개월 

시계열 비교

그림 3은 측정 기간 전체 초미세먼지 농도의 시

계열을 나타낸다. 분석에 사용된 기준 측정소인 3개

소의 측정자료(그림 3-a)와 48개 W-Station 측정값

(그림 3-b)을 각각 보여준다. W-Station은 그 수가 많

아서 각 측정값을 색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범례를 

특정하지 않았다. 9월 초의 기준 측정소의 결측을 제

외하면, 두 자료 모두 연속적인 측정이 이루어졌다. 

Figure 2. (a) AirKorea (blue) and W-Stations analyzed in this study. W-Stations are denoted in 
three different colors: ones within 1-km (green), 2-km (purple) and over 2-km (pink) 
radius of the reference AirKorea stations. (b, c) W-Stations used in 1:1 comparison 
(green dots with a photo) in Jeju city and Seogwipo city. The three reference stations 
are AirKorea-YD at Yeon-dong, AirKorea-ID at Ido-dong, and AirKorea-DD at 
DongHong-dong. And pink circle shows a 1-km radius at the AirKorea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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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ime series of hourly PM2.5 concentrations over 180-day long measurement 
period: (a) 3 AirKorea stations (AirKorea-YD, AirKorea-ID, and 
AirKorea-DD), and (b) 48 W-Stations. (c) shows the average value of 
AirKorea stations and W-Stations over 40 days. And the standard deviation 
of w-station is the error bar. The time series of hourly PM2.5 concentrations 
between AirKorea and W-Stations within 2-km radius: (d) AirKorea-YD 
versus 3W-Stations in Fig. 2b, (e) AirKorea-ID versus 6 W-Stations in Fig. 
2b, and (f) AirKorea-DD versus 4 W-Stations in Fig. 2c. All available 
observations ar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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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간 중 100 ㎍ m-3가 넘은 사례가 없었으나, 
초미세먼지 나쁨(36 ㎍ m-3 이상)이 종종 발생했으

며 매우 나쁨(76 ㎍ m-3 이상)도 간헐적으로 측정되

었다. 그림 3-a를 보면 대체로 파란색 실선(이도동 

측정소)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빨간색 실선(연동 

측정소), 검정색 실선(동홍동 측정소)의 순으로 나타

난다. 실제로 6개월 간의 연구기간 동안의 연동 측

정소의 PM2.5 평균이 19 ㎍ m-3, 이도동 측정소는 21 
㎍ m-3이며, 동홍동 측정소는 15 ㎍ m-3이다(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2020).

그림 3-a, b의 두 시계열을 정성적으로 비교해 보

면 대체적으로 유사한 농도 특성을 보인다. 초미세

먼지의 농도는 극값의 분포 뿐만 아니라 봄철 높았

던 농도가 장마철 중 감소하는 경향과 순간적으로 

증가하는 시점들도 유사하다. 4월 초의 고농도, 5월 

세차례의 고농도, 6월 초와 하순의 고농도 등 기준 

측정소 값의 시계열 분포와 W-Station 값의 시계열 

분포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6개월의 측정기간 동

안 초미세먼지가 하루 이틀만에 급격히 증가하고 

급격히 감소하는 패턴 또한 매우 유사하다. 이를 보

다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4월 초순부터 5월 초

순동안 두 차례 발생한 고농도 사례를 확인해보았

다(그림 3-c). 그림 3-c는 각기 시간에 따라 AirKorea
의 평균값(붉은 실선), W-Station의 평균값(푸른 실

선) 및 동일 관측시각의 W-Station 표준편차(푸른 실

선 위 오차선)를 나타내었다. 두 그래프의 결정계수

(R2)는 0.92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그림 3-c). 이
는 W-Station 측정이 제주도의 초미세먼지 변동성을 

잘 포착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림 3-b에서 나타낸 W-Station의 수가 많

기 때문에 그림 3-a에서 보이는 AirKorea의 측정소 

위치에 따라 다르게 발생한 고농도 사례의 시각차 

등의 변동성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변동성 포착

에 대해 결론짓기 위하여 각 기준측정소와 기준측

정소 인근 2 km 이내의 W-Station의 PM2.5를 사용한 

시계열 그래프를 그림 3-d, e, f로 나타낸다. 그림 

3-a에서 확인된 기준측정소 별 각 위치에서의 변동

성은 각기 그림 3-d(연동), 그림 3-e(이도동), 그림 

3-f(동흥동)의 검은 실선으로 구분되었다. 각 기준측

정소 인근 2 km 이내에 해당하는 W-Station은 그림 

우측상단의 범례에서 다른 색을 사용하여 특정하였

다. 그림 3-d, e, f의 각 검은 실선들은 서로 다른 변

동성을 보이지만, 각각의 그림 3-d, e, f에서 검은 실

선(AirKorea)과 색이 있는 점선(W-Station)의 농도의 

변동성이 동일하다.
추가적으로, W-Station은 제주도 내에 3개소가 위

치한 기준 측정소와 달리 50여대가 운영되고분석에

는 48개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고밀도 측정망은 국

소 지역에서 갑자기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현

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3-d, e, f에
서 확인되는 일시적인 고농도 사례는 W-Station의 

오측이 아닌, 2 km 반경 내에서도 일부 국소 지역에

서의 배출로 인해 발생한 초미세먼지 고농도 현상

을 포착한 결과이다. 이처럼 국소 지역에서의 일시

적인 초미세먼지 증감은 기존의 국가측정망으로 포

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초미세먼지 증감이 발

생한 지역이 국가측정망 인근이 아니라면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생활에서 국민에게 영향을 미

치는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실시간 및 국소지역 측정

이 중요하다. 광산란 방식이여서 가능한 W-Station의 

분단위 측정과 저가형 장비를 사용하여 공간적으로 

고밀도인 측정망은 성긴 국가측정망을 보완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여진다.

3.2 기준 측정소와 가장 인접한 W-Station 측정값 

분석

간이측정기 측정자료의 정확성을 보다 정량적으

로 파악하기 위해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세 

곳의 기준 측정소와 가장 인접해있는 W-Station를 

이용하여 일대일 비교검증을 수행하였다. 각 분석에 

사용된 W-Station은 기준 측정소와 모두 1 km 이내에 

위치한다. 직선거리로 W-Station 46은 AirKorea-YD와 

617 m 떨어져 있으며, W-Station 4는 AirKorea-ID와 

254 m, 그리고 W-Station 17는 AirKorea-DD와 954 m 
떨어져 있다. 분석 결과는 그림 4로 나타냈으며, 기

준 측정소별로 선별된 W-Station의 측정자료에 대한 

산포도이며 지역별로 연동(그림 4-a), 이도동(그림 

4-b), 동흥동(그림 4-c)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두 측

정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를 선형 회귀분석선은 

회색 점선으로 나타내고 R2을 범례에 표기하였다. 
제주시 연동의 경우 공식 측정소 값과 반경 1 km 

내의 최근접 W-Station의 측정값 간의 결정계수(R2)
가 0.85로 높은 선형성을 보인다(그림 4-a). 이도동 

측정소의 1 km 내 최근접 W-Station과의 결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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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도 0.82로 높은 선형성을 보인다(그림 4-b). 반면 

서귀포시 동흥동 측정소는 R2가 0.68으로 제주시 측

정소들에 비해서는 상관성이 다소 낮게 나타난다 

(그림 4-c). 이는 기준 측정소와 W-Station간 거리가 

연동과 이도동에 비하여 다소 멀리 떨어져있는 것

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정밀

도를 알기 위해 진행한 제주시의 연동과 이도동 측

정소별 평균제곱근편차(RMSE)는 각기 연동이 8.27 
㎍ m-3이며 이도동은 8.61 ㎍ m-3이다. 반면 서귀포

시의 평균제곱근편차(RMSE)는 6.95 ㎍ m-3로 제주

시에 비하여 낮은 값을 가진다.
선형성과 정밀도의 결과는 제주시(연동, 이도동)

와 서귀포시(이도동)의 결과 모두 유의한 수준이다. 
다만 두 시의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선형성은 제주

시가 높고 정밀도는 서귀포시가 높았다. 이는 두 시

에 설치한 W-Station의 성능차이에서 발생한 결과는 

아니다. 입자성 물질이라는 초미세먼지의 특성상, 
제주도 북부와 남부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결정하는 

Figure 4. Comparison of hourly PM2.5 concentrations between AirKorea and the nearest W-Station: 
(a) AirKorea-YD versus W-Station at 617-m distance in Fig. 2b, (b) AirKorea-ID versus 
W-Station at 254-m distance in Fig. 2b, and © AirKorea-DD versus W-Station at 954-m 
distance in Fig. 2c. All available observations are used. Dotted line is a linear regression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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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적인 영향 인자가 다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

인다. 
제주시에 설치된 W-Station 및 공식측정소는 중심 

시가지에 있으며 인근에 위치한 공항으로 인해 지

역적 배출량이 높다. 그렇기에 시간에 따른 제주시

의 배출량의 변동에 따라 제주시의 초미세먼지 농

도가 상당부분 결정되므로 높은 선형성을 가진다. 
또한 상대적으로 서귀포시보다 높은 배출량으로 인

하여 RMSE가 2 ㎍ m-3 정도 높다. 반면 서귀포시는 

제주시보다 낮은 인구밀도와 공항 등의 산업시설이 

없기에 특정한 배출로 인한 확산에 따른 초미세먼

지 농도의 증감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바

람 등의 기상환경에 따라 입자상 물질이 이동하여 

농도가 결정된다. 서귀포 시내에서 발생하는 난류로 

인하여 입자상 물질의 거동이 결정되므로 거리에 

따른 농도 변화는 선형성을 가지기 어렵기에 제주

시에 비하여 선형성이 낮아지게 된다.
이 결과를 통하여 6개월의 측정기간 동안 약 4천여

개 샘플(시간)이 분석된 기준 측정소의 값과 W-Station
의 값이 상당히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1차식으로 

산출한 회귀분석선 결과로도 알 수 있다. 세 곳의 1
차식 계수 범위는 0.88 ~ 1.07이며 편차 또한 3.14 ~ 
6.10 ㎍ m-3으로 차이가 거의 없다. 이러한 결과는 

표 1에 정리하였다. 한편, 그림 4-a, b에서 기준 측정

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70 ㎍ m-3이상일 경우에는 

W-Station이 다소 과소 추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는 초미세먼지가 아주 나쁨 단계일 경우 간이측정

기의 보정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실

제로 간이 측정기는 초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다른 

성능을 보이기도 하며 여러 관련 연구에서 초미세

먼지 농도에 따라 1차 선형식 이외의 고차다항식 또

는 지수 분포를 이용한 보정식이 활용되기도 한다

(Kelly et al., 2017; Gao et al., 2015).
이와 같이 기준 측정소와 반경 1 km 내 최근접 

W-Station의 일대일 비교검증 결과는 배경 조건에 

따라서는 초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야외 현장에서

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간이측정기

가 기준 측정소를 대체하진 못하더라도 성능이 검

증된 측정기의 경우는 미세먼지 농도의 정도와 경

향성을 파악하는 데에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W-Station은 기준 측정소에 비해 

설치 및 유지관리의 비용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초미세먼지 측정망을 광범위하게 확장하는 데에도 

용이하다.

3.3 기준 측정소 반경 2 km 내의 W-Stations 측정

값 분석

제주도의 5개소의 기준 측정소는 반경 수 km 를 

대표하고 있다. 이런 고가의 측정 장비 한 대 대신에 

여러 대의 저비용 측정기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를 반영할 수 있을 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준 측정소 

인근 2 km 이내에 위치하는 W-Station을 선별하였다. 
세 곳의 기준 측정소 (AirKorea-YD, AirKorea-ID, 
AirKorea-DD)와 비교하기 위해 선별된 W-Station 13개
는 그림 5의 범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기준 측정소

와 이에 대응하여 선별된 W-Station은 그림 5-a의 

AirKorea-YD와 W-Station 45, 46, 48번, 그림 5-b의 

AirKorea-ID와 W-Station 4, 5, 6, 7, 23, 47번이며 그림 

5-c의 AirKorea-DD와 W-Station 17, 19, 20, 21번이다. 
그림 5는 각 기준 측정소별로 선별된 반경 2 km 

이내의 W-Station 측정자료의 산포도이며 지역별로 

연동(그림 5-a), 이도동(그림 5-b), 동흥동(그림 5-c)
으로 구분하였다. 각 W-Station마다 인접한 기준 측

정소 자료와의 결과는 색을 달리하여 지역별로 하

나의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추가적으로, 그림 5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위해 지역별 기준 측정소 자료

와 반경 2 km 이내 W-Station 측정값들의 평균에 대

한 결정계수(R2)를 범례에 나타내었다. 

R R2 RMSE Slope
Intercept
(㎍ m-3)

Sample
Size

Distance from AirKorea 
station (m)

YD 0.92 0.85 8.27 0.90 6.10 1578 617

ID 0.90 0.82 8.61 1.07 5.03 3272 254

DD 0.82 0.68 6.95 0.88 3.14 3462 954

Table 1. Same as Table 1 but for comparison between AirKorea and the nearest W-Station shown in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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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a에서 AirKorea-YD의 반경 2 km 내의 

W-Station 측정값들은 기준 측정소에 비해 초미세먼

지 농도를 과소 추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결정계수

(R2)는 0.79로서 상당히 유의한 선형성을 보인다. 
AirKorea-ID의 반경 2 km 내의 W-Station도 초미세

먼지 농도를 다소 과소 추정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

만, 연동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도동의 기준 측정

소와 W-Station 값들 간의 결정계수(R2)는 0.81로 높

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기준 측정소 

인근 2 km 이내의 W-Station에서 측정된 자료의 평

균값이 기준 측정소의 초미세먼지의 농도와 어느 

정도 유의함을 보여준다. AirKorea-DD의 반경 2 km 
내의 W-Station 과의 결정계수는 0.67로 제주시에 비

해 다소 낮은 값을 보인다. 이는 제주시에 비하여 

서귀포시의 평균 농도가 낮은 영향도 존재한다.  일
반적으로 야외 측정 환경에서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낮을수록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Johnson et al., 2018). 보다 직접적인 원인

은 AirKorea-DD의 반경 2 km 이내에 위치한 W-Station
을 선별한 것이나, W-Station-19와 W-Station-21은 서로 

3 km 가까이 떨어져 있으며 AirKorea-DD를 포함한 

W-Station-17, 19, 20은 도시에 위치한 반면 21은 산 속

Figure 5. Comparison of hourly PM2.5 concentrations between AirKorea and W-Stations within 
2-km radius: (a) AirKorea-YD versus 3 W-Stations in Fig. 3d, (b) AirKorea-ID versus 
6 W-Stations in Fig. 3e, and (c) AirKorea-DD versus 4 W-Stations in Fig. 3f. All 
available observations ar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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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치하였기에 타 W-Station과의 농도 차이로 인해 

종합적인 결정계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2-c). 
그러나, 결정계수가 연동 및 이도동보다는 낮으나 동

흥동의 결과 또한 여전히 유의한 수준이다.
 분석에 사용된 제주시의 기준 측정소 및 

W-Station은 공항과 인접해있다. 제주시는 교통량 

및 인구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서귀포시에 비해 

도시화된 지역으로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높게 나타

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서귀포시에 위치한 동홍동 측정소와 인근 

W-Station는 제주시 측정소들에 비하여 다소 해안에 

인접해 있으며, 기후 및 환경 조건이 제주시와 차이

가 있다. 이는 초미세먼지의 지역적 농도 차에 영향

을 준 것으로 보인다. 위의 결과는 상관계수 및 측

정소 정보 등을 추가하여 표 2에 정리하였다. 위와 

같은 결과는 다수의 간이측정기를 이용한 측정망이 

공식 측정소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서도 초미세먼

지를 감시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4 W-Station의 측정 유효 범위 분석

지금까지 제주도의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운영

되고 있는 기준 측정소 및 근접 W-Station의 측정자

료의 분석 결과를 3-2과 3-3절에서 보였다. 다음으로 

기준 측정소에서 다소 멀리 떨어져 있는 W-Station
의 측정값에 대해 추가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준 측

정소와 W-Station의 거리가 멀수록 상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6). 그림 6은 기

준 측정소와 W-Station 측정 자료간 R2값을 거리의 

함수로 보여준다. 각 통계분석에 사용된 기준 측정

소와 W-Station의 선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주시

의 W-Station은 각 측정기와 인접한 제주시의 기준 

측정소와 서귀포시의 W-Station은 서귀포시의 기준 

측정소와의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다만, 제주시의 

기준 측정소인 AirKora-YD, ID는 매우 인접해있기

에 W-Station마다 기준 측정소 두 곳의 측정 자료와

의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준 측정소와 W-Station 간의 거리가 2 km 이내

에 위치할 경우 일부를 제외한 W-Station의 상관계

수 R 값은 0.86 이상을 보였다. 반면 거리가 2 km 
이상인 경우에는 0.80을 밑도는 수치를 보인다. 그

림 6에 나타낸 R2도 이와 유사하지만 거리에 따른 

유의성의 감소 추세는 더 가파름을 알 수 있다. 예

외적으로 거리가 가까움에도 유의성이 낮게 나타나

는 W-Station도 존재한다. 이는 측정 오차라기 보다

는 국지 순환장 및 국소적인 배출원 등이 그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5 간이측정기를 이용한 측정망의 기대 효과

간이측정기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초단

기간에 급격히 변화하는 초미세먼지 측정에 매우 

유용하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간이측정기를 광범위

하게 설치 가능하므로 공간적으로 보다 상세한 초

미세먼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림 7은 제주시 

및 서귀포시 W-Station의 6개월 평균 초미세먼지 농

도의 공간 분포를 보여준다. 그림 7-a에서 제주시는 

평균 농도가 10-15 ㎍ m-3인 초록색 점이 가장 많고, 

R R2 Slope
Intercept
(㎍ m-3)

Sample
Size

Number of W-Stations 

AirKorea-YD 0.89 0.79 0.96 5.29 3842 3

AirKorea-ID 0.90 0.81 1.06 5.27 3519 6

AirKorea-DD 0.82 0.67 0.91 3.09 3356 4

Table 2. Statistical relationship of hourly PM2.5 concentrations between AirKorea and area-averaged 
W-Station measurements shown in Fig. 4. The reference stations are AirKorea-YD at Yeon-dong, 
AirKorea-ID at Ido-dong, and AirKorea-DD at DongHong-dong. See Fig. 2 for their geographical 
l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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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Hourly PM2.5 concentrations averaged over 180-day long measurement period: (a) 
Jeju city and (b) Seogwipo city.

Figure 6. The regression coefficient R2 (red) is measured as a function of distance between AirKorea 
and any W-Station. The distance relationship with R2 is also indicated by a dotte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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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는 15-20 ㎍ m-3인 노란색 점이 많이 보

인다. 그림 7-b 서귀포시에서는 평균 농도가 10-15 
㎍ m-3인 초록색이 가장 많고, 한 곳만 15-20 ㎍ m-3

인 노란색 점으로 나타난다. 이는 제주시 연동 측정

소의 연구기간 동안의 PM2.5 평균이 19 ㎍ m-3, 이도

동 측정소 평균이 21 ㎍ m-3이며, 서귀포시 동홍동 

측정소 평균이 15 ㎍ m-3인 것에 대체로 상응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W-Station의 측정값들은 제주시

와 서귀포시의 기준 측정소의 평균값 경향을 따르

며, 제주시에서는 기존의 기준 측정소로는 확인할 

수 없는 일부 지역의 농도 편차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와 현재의 공식 측정망에 대한 공간 분포와 

비교하였을 때, 고밀도의 측정망 구축으로 인해 초

미세먼지 분포에 대한 지역적 정보를 상세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림 8과 표 3은 6개월 측정 기간 동안 3개의 기

준 측정소와 48개의 W-Station의 초미세먼지 농도 

등급(좋음, 보통, 나쁨, 아주 나쁨)별 발생 빈도수를 

보여준다. 그림 8-a 초미세먼지 좋음(15 ㎍ m-3 이하)
의 제주시에서의 발생 빈도는 3500회 이상인 빨간

색 점과 2500-3500회 사이인 노란색 점이 가장 많

고, 그 다음으로 1500-2500회 사이인 초록색도 상당

히 나타난다. 반면, 서귀포시에서는 대체로 빨간색

과 노란색 점이 보인다. 그림 8-b의 초미세먼지 보

통(16 ㎍ m-3 이상 35 ㎍ m-3 이하)의 측정 빈도는 제

주시에서는 200-300회 사이인 노란색이 가장 많고, 

Figure 8. The number of PM2.5 events in hours: (a) ‘Good’: less than or equal to 15 ㎍  m-3, (b) 
‘Ordinary’: more than 15 ㎍ m-3 and less than or equal to 35 ㎍ m-3, (c) ‘Bad’: more than 35 
㎍ m-3 and less than or equal to 75 ㎍ m-3, and (d) ‘Very bad’: more than 75 ㎍ m-3. Note 
that color scheme differs in each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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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100-200회인 초록색이 대부분이다. 초

미세먼지가 나쁨 단계(36 ㎍ m-3 이상 75 ㎍ m-3 이

하)인 그림 8-c에서도 제주시는 빨간색과 노란색 점

이 많은 반면에 서귀포시의 측정기들은 모두 파란

색으로 낮은 빈도수를 보인다. 그림 8-d에서는 제주

시와 서귀포시 모두 아주 나쁨 단계의 초미세먼지 

농도 발생 빈도는 5회 이하로 높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농도 특성 비교를 위

하여 표로 나타내었다(표 3). 이를 위하여 W-Station
에서 6개월 동안 측정된 초미세먼지의 농도를 등급 

별로 구분하였다. 표 3은 구분된 농도 등급에서 각 

W-Station 측정소마다 발생횟수(단위: 시간)를 계산

한 결과이다. W-Station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

뉘었는데, 제주시는 36개소, 서귀포시는 12개소이

다. 결과는 그림 8과 같으며, 서귀포시의 W-Station
들은 좋음 등급의 발생횟수가 지배적이며 나쁨 및 

매우 나쁨 등급의 미세먼지 발생횟수는 극히 일부

이다. 반면 제주시에 위치한 W-Station들의 경우 서

귀포시에서는 없는 나쁨 등급이 20회 이상 발생한 

측정소들이 지배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매우 나쁨 

등급의 결과 또한 이와 같다.  농도 단계별 발생빈

도를 보아도 제주시가 서귀포시에 비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대체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국가측정망 3개소

로는 측정자료의 수가 부족하기에 알기 힘든 특성

이다. 공간적으로 고해상도로 운영되는 고밀도 측정

망이기에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농도 단계별 발생빈

도를 특정할 수 있었다.
특이할 점은 그림 8-a와 8-c를 비교해 보면 제주

시 해안가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좋음 단계의 

초미세먼지 발생 빈도는 낮고(초록색 점), 나쁨 단계

의 초미세먼지 발생 빈도는 높은(빨간색 점) 곳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 지역의 농도가 확실히 높

다고 단정하거나 그 원인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지
리적 특성으로 볼 때 이 지역들은 제주공항, 제주항, 
화북산업단지 인근 지역으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매

연 및 상대적으로 많은 교통량 등과 관련이 있을 것

으로 추정된다(Jemin's Daily, 2019). 본 연구에 사용

된 W-Station은 도로변 버스 정류장에 설치되어 교

통량이 많을 경우 도로비산먼지로 인하여 측정값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도로 교

통량은 초미세먼지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며, 초미세

Concentration
(unit:㎍ m-3)

W-Station 
location (city)

Number of Occurrence

Good
(15 ~ 35)

~ 1500 1500 ~ 2000 2000 ~ 2500 2500 ~ unit : hourly

Jeju 4 6 13 13
unit : site

Segwipo 2 1 5 4

Ordinary
(15 ~ 35)

~ 300 300 ~ 400 400 ~ 500 500 ~ unit : hourly

Jeju 3 8 16 9
unit : site

Segwipo 11 1 0 0

Bad
(35 ~ 75)

~ 20 20 ~ 40 40 ~ 60 60 ~ unit : hourly

Jeju 3 9 22 2
unit : site

Segwipo 12 0 0 0

Very bad
(75 ~ )

~ 5 5 ~ 15 15 ~ 25 25 ~ unit : hourly

Jeju 6 10 16 4
unit : site  

Segwipo 11 1 0 0

Table 3. The number of PM2.5 events in hours:(a) ‘Good’: less than or equal to 15 ㎍  m-3, (b) ‘Ordinary’: 
more than 15 ㎍ m-3 and less than or equal to 35 ㎍ m-3, (c) ‘Bad’: more than 35 ㎍ m-3 and 
less than or equal to 75 ㎍ m-3, and (d) ‘Very bad’: more than 75 ㎍ 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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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농도는 도로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et al., 2018; Yu et al., 2016).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가 대기오염측정망에 사용되는 

고가의 초미세먼지 측정 장비와는 달리 저비용으로 

공간 고해상도 측정망을 구성하였다. 사용된 초미세

먼지 간이측정기인 W-Station은 환경부의 성능 인증 

1등급 판정을 받은 광산란 방식의 PM2.5 측정기이

다. 이를 활용하여 기준 측정소를 중심으로 고밀도

의 초미세먼지 측정망을 구축하고 그 결과를 평가

하였다. 
며칠에서 몇 주간의 단기간의 측정 실험을 통하

여 간이측정기의 성능과 현장 활용도를 평가한 여

러 연구들과는 다르게, 본 연구는 제주시와 서귀포

시에 48개의 W-Station을 설치하여 봄부터 가을까지

로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에 걸쳐 상시 측

정을 수행하였다. 측정된 PM2.5 값은 제주시와 서귀

포시에 각각 2개, 1개 측정소 값과 비교, 분석되었

다. 연구 결과에는 계절적 특성상 고농도 초미세먼

지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겨울과 초봄이 포

함되어 있지 않아서 측정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

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수십 개의 간이측정기를 

활용한 유례없는 장기간의 측정 실험을 통하여 분

석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했

다는 점에서 간이측정기를 이용한 고밀도 측정망의 

효용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연구로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기준 측정소 반경 2 km 이내의 W-Station 측정값

들과 측정소 측정값 간의 선형성은 결정계수(R2)가 

최고 0.81 (제주시 이도동 측정소)로 나타났으며, 반
경 1 km 이내의 W-Station과 측정소 측정값 간의 결

정계수는 최고 0.85 (제주시 연동 측정소)로 상당히 

높은 선형성을 보였다. 이는 일정 정도의 성능이 검

증된 간이측정기의 경우 단수 또는 복수로 지역 초

미세먼지의 농도 경향을 파악하는 데 충분히 활용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W-Station별 6개월 평균 PM2.5 농도의 공간 분포로 

본 측정망 구축 결과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평균 

농도 차이를 잘 반영하였으며, 제주시에서는 제주항

과 공업단지 인근 일부 W-Station의 PM2.5 농도가 높

게 나타나는 등 국지적인 농도 편차를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는 간이측정기가 지역의 대기질을 감시하는 

데에 효과적이며, 지역별 특이지점 감시 및 국지 농

도 특성 파악에 간이측정기를 활용이 더욱 체계적

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일례로, 초미세먼지가 갑자기 증가할 수 있는 공

사장 및 공장 인근에 국가측정망이 위치해있지 않

는다면 초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원활하지 

않다. 이런 경우 신뢰도 있는 고밀도 측정망을 통해 

측정된 자료가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초 자료

로 활용된다면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더욱 효과적

인 정책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고밀도 측정망을 활

용한 농도 관리는 국민의 건강 및 저감대책 등을 위

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의 지역별 분포와 영향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향후 간이측정기의 성능 향상과 

더불어 이를 활용한 고밀도 초미세먼지 측정망 구

축과 활용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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