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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study evaluated correlations among monthly PM2.5, PM10, Cd, Pb concentrations and the

number of Asian dust days.

Methods: Based on data from ‘The annual report on air quality in Korea from 1999 to 2017’, concentrations

of PM10, PM2.5, Cd, Pb, and the number of Asian dust days were recalculated to mean, standard deviation,

minimum, and maximum.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calculated among PM2.5, PM10, Cd, Pb, and Asian dust

days.

Results: Asian dust days were correlated only with PM10 among the four factors of PM10, PM2.5, Cd, and Pb.

The four factors of PM10, PM2.5, Cd, and Pb were very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each other (p<0.01). Their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PM10 were 0.800 for PM2.5, 0.823 for Cd, and 0.892 for Pb. PM2.5 was also correlated

strongly with Cd (0.845) and Pb (0.830). Cd had a correlation with Pb of 0.971. The maximums of PM2.5, PM10,

and Pb were shown to exceed the atmospheric environmental standard of Korea, which necessitates national

continuous exposure control. Based on exposure data, Asian dust days were thought to be an exposure factor for

Cd and Pb.

Conclusion: Asian dust might be a factor in Cd and Pb exposure. National exposure controls are required for

exposure to PM2.5, PM10, Cd, and 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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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카드뮴(Cd), 납(Pb)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환경에서 노출되기 쉬운 중금속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 생물학적 모니터링 사업의 대표

적 유해 중금속 노출 모니터링의 항목이며, 음식물

을 통한 경구 섭취 및 호흡기를 통한 노출로 문제

가 되어 온 유해 중금속이다.1) 대기 중의 Cd와 Pb

는 화력발전소, 소각로 등과 같은 고정 배출원 및

차량과 같은 이동 배출원을 통하여 발생되고 있다.

과거에는 연탄과 같은 가정용 화석연료의 사용에 의

해 발생되었으나, 최근에는 가정에서 사용했던 화석

연료와 석유(등유)의 사용이 점진적으로 줄고, 고정

배출원의 발생량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2,3)

우리나라의 각 지역에서 발생되는 연료 연소에 의한

노출원과 함께 최근에는 황사현상도 중금속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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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원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황사는 주로 3~5월에

많이 발생하고, 편서풍을 타고 중국동부의 산업지역

을 통과하는 경우는 이 지역에서 발생된 오염물질과

혼합되어 우리나라에 도달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황사는 주로 봄철에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가을, 겨

울철에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황사 일수도 지속

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중부 지방을 중심

으로 강한 황사가 자주 나타난다. 최근 중국의 산업

화가 가속되어 황해와 인접한 지역에 개발이 촉진되

고 있으며 다량의 오염물질이 우리나라와 근접한 지

역에서 발생하여 황사와 함께 우리나라로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Cd와 Pb는 황사 발원지인 중국의 급

속한 산업화로 인해 공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환경오

염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고하는 논문도 있고, 현지

의 교통이나 산업배출 등 국내의 지역적 원인에 의

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연구도 있다.4-9)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황사의 발생

과 이시기의 PM10, PM2.5 및 Cd와 Pb 농도의 상관

관계를 확인하여 우리나라의 대기 중 Cd와 Pb의 농

도와 월중 황사발생일과 상관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998년에서 2017년까지의 20년간 월별 대기 중

Cd, Pb, PM10, PM2.5이 황사발생이 높을 경우 높아

지는지에 관한 상관성을 확인하고 이와 함께 Cd,

Pb, PM10, PM2.5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함으로써 Cd와

Pb이 동일한 노출요인으로 설명이 가능한지 월별 데

이터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각 지역별 농

도 수준에 대한 기하평균치(GM), 기하표준편차(GSD),

최소치(Min) 및 최대치(Max)를 산출하고 우리나라

의 월별 평균 황사발생일과 산출된 월별 대기 중 Cd

와 Pb 농도 및 PM10과 PM2.5의 GM에 대한 항목 간

상관성을 검토하였다.

대기 중 월별 Cd, Pb의 농도는 1999년에서 2017

년까지 19년간의 대기환경연보 내의 측정소별 중금

속 오염도 변화추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초데이터

를 구축하였다. 대기 중 분진에 대한 지표로서 PM10

의 농도는 1998년에서 2017년까지의 20년간 대기환

경연보의 지역별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PM2.5의 농

도는 2015년에서 2017년까지의 대기 중 데이터가

유효하였기 때문에 3년간의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Table 1). 이 연도에 따른 지역별 데이터를 이용하

여 월별로 12개의 GM을 도출하였으며, 각 항목별

가장 높게 나타나는 달과 가장 낮게 나타난 달의

GM의 비교에는 t-test를 사용하고, 상기 5가지 항목

에 대한 월별 GM의 상관성 검정에는 피어슨 상관

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및 상관계수

에 대한 유의확률을 산출하였다. 기초데이터의 구축

및 통계치의 계산은 MS-Excel을 이용하였다. 상관

계수의 도출에는 IBM SPSS Statistics Ver. 25의 상

관분석을 사용하였다.

III. 결 과

1. 월별 평균 황사발생일, PM10, PM2.5, Cd, 및

Pb의 노출 농도

월별 평균 황사발생일, PM10, PM2.5, Cd, 및 Pb의

노출 농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데이터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평균 황사발생일은 1960년에서 2017

년까지 각 월별 58개를 사용하여 전체 696개 데이

터가 사용되었다. PM10은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58,770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PM2.5는 국가

에서 측정망 데이터를 2015년부터 대기환경연보에

보고하였기 때문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6,100개

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Cd와 Pb는 1999년에서

2017년까지의 10,821개 및 11,486개 데이터를 각각

Table 1. Number of subjected monthly data for PM10, PM2.5, Cd and Pb (unit: n)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Total Remark

Asian Dust days 58 58 58 58 58 58 58 58 58 58 58 58 696 1960-2017

PM10 4,810 4,852 4,912 4,945 4,950 4,923 4,824 4,835 4,859 4,915 4,963 4,982 58,770 1998-2017

PM2.5 452 462 486 499 511 512 496 501 519 535 553 574 6,100 2015-2017

Cd 898 901 892 908 910 921 910 887 904 885 905 900 10,821 1999-2017

Pb 949 954 954 952 948 957 953 944 964 969 970 972 11,486 1999-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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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Table 1).

월별 PM10, PM2.5, Cd, 및 Pb의 기하평균, 기하표

준편차, 최소치, 최대치를 계산하고 황사발생일은

1960년부터 2017년까지의 월별 평균 황사발생일 및

최소치와 최대치를 계산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월별 평균 황사발생일은 4월에 평균 2.259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월과 5월에 각각 평균 1.414회, 1.241

회로 황사발생의 대부분은 3월, 4월, 5월에 나타났

다. 11월과 12월 및 1월과 2월에도 평균 0.259회,

0.310회, 0.190회, 및 0.241회 나타났다. PM10의 월

별 기하평균농도는 3월에 69.2 µg/m3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고, 8월에 36.2 µg/m3 로 월중 가장 낮

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3월에 나타난 기하평균의 최

고치는 8월에 나타난 최저치와 비교하였을 때 약

Table 2. Monthly Asian dust days, PM10, PM2.5, Cd and Pb concentration

Jan. Feb. Mar. Apr. May Jun.

Asian dust days

AM±ASD

(days/month)
0.190±0.634 0.241±0.709 1.414±2.209 2.259±3.109 1.241±1.940 0.000

[min.-max.] [0-4] [0-4] [0-11] [0-11] [0-7] [0-0]

PM10 (µg/m3)

GM (GSD) 57.87(1.12) 59.68(1.17) 69.23(1.15) 66.24(1.24) 62.35(1.12) 52.39(1.20)

[min.-max.] [10-133] [8-128] [16-195] [16-183] [22-123] [9-120]

PM2.5 (µg/m3)

GM (GSD) 29.99(1.12) 30.12(1.08) 29.51(1.23) 27.18(1.05) 25.85(1.00) 20.54(1.14)

[min.-max.] [16-54] [14-50] [16-62] [15-47] [11-43] [5-38]

Cd (µg/m3)

GM (GSD) 0.00216(1.63) 0.00177(1.63) 0.00182(1.59) 0.0018(1.60) 0.00172(1.55) 0.00160(1.64)

[min.-max.] [0.0008-0.0478] [0.0007-0.0345] [0.0007-0.0638] [0.0008-0.0632] [0.0009-0.0314] [0.0007-0.0672]

Pb (µg/m3)

GM (GSD) 0.0609(1.59) 0.0526(1.64) 0.0533(1.70) 0.0551(1.55) 0.0512(1.51) 0.0440(1.52)

[min.-max.] [0.0200-0.8554] [0.0185-0.4384] [0.0187-0.7191] [0.0215-0.4549] [0.0217-0.4681] [0.0185-0.4566]

Jul. Aug. Sep. Oct. Nov. Dec.

Asian dust days

AM±ASD

(days/month)
0.000 0.000 0.017±0.131 0.017±0.131 0.259±0.715 0.310±0.883

[min.-max.] [0-0] [0-0] [0-1] [0-1] [0-3] [0-4]

PM10 (µg/m3)

GM (GSD) 41.08(1.21) 36.24(1.17) 39.13(1.21) 48.83(1.21) 54.20(1.19) 55.64(1.16)

[min.-max.] [11-113] [0-101] [0-123] [0-127] [12-165] [11-155]

PM2.5 (µg/m3)

GM (GSD) 21.01(1.09) 17.04(1.30) 22.64(1.14) 23.11(1.32) 28.77(1.07) 27.00(1.10)

[min.-max.] [7-35] [3-38] [10-49] [9-53] [11-54] [14-50]

Cd (µg/m3)

GM (GSD) 0.00131(1.50) 0.00107(1.55) 0.00136(1.71) 0.00146(1.68) 0.00156(1.80) 0.00180(1.41)

[min.-max.] [0.0007-0.0225] [0.0005-0.0532] [0.0006-0.0610] [0.0007-0.0524] [0.0006-0.0202] [0.0009-0.0192]

Pb (µg/m3)

GM (GSD) 0.0355(1.57) 0.0302(1.48) 0.0343(1.53) 0.0383(1.66) 0.0419(1.79) 0.0491(1.52)

[min.-max.] [0.0147-0.3460] [0.0102-0.3245] [0.0145-0.3650] [0.0155-0.3239] [0.0109-0.2828] [0.0222-0.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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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배의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PM10의 월별

지역측정치 중 최고치(Max.)의 경우에서는 3월에

195 µg/m3로 다른 달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최고치

중 가장 높았고, 8월에 101 µg/m3는 다른 달과 비교

하였을 때에도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PM2.5의

월별 기하평균치는, 2월에 30.12 µg/m3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으며, 8월에 17.04 µg/m3로 월중 최저치

를 나타내었다. 3월 최고치는 8월 최저치와 비교하

여 약 1.77배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Cd은 1월

에 0.00216 µg/m3으로서 월별 가장 높은 농도를 나

타내었으며 8월에 0.00107 µg/m3으로서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최고치의 경우는 0.0638 µg/m3

으로서 3월에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Pb의

경우에서도 1월에 0.0609 µg/m3으로서 연중 가장 높

았고 최저치는 8월(0.0302 µg/m3)로 가장 낮게 나타

났다. Pb의 최고치는 0.8554 µg/m3로서 1월에 나타

났다.

2. 월별 평균 황사발생일, PM10, PM2.5, Cd, 및

Pb간의 상관성

 황사의 발생과 Cd 및 Pb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

하여 월별 평균 황사발생일, 월별 Cd, Pb, PM10,

PM2.5 농도 간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를 나타내었다(Table 3). 월별 평균 황사발생일은

PM10과 0.759 (p=0.004)으로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PM2.5와는 0.423 (p=0.171), Cd와 0.424

(p=0.170), Pb와 0.568 (p=0.054)로서 PM2.5, Cd 및

Pb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다만,

PM10, PM2.5, Cd, Pb 4항목 상호간에는 모두 유의하

게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PM10의 경우는 PM2.5

와 0.800 (p=0.002)이며 Cd와 0.823 (p=0.001), Pb

와 0.892 (p=0.000)로서 상관계수 0.8 이상의 유의

하게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PM2.5와 Cd 및

Pb간에는 Cd와 0.845 (p=0.001) Pb와는 0.830

(p=0.001)으로서 Cd 및 Pb와 상호 높은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Cd와 Pb간에는 0.971 (p=0.000)으로 나

타나 노출 경향이 이 두 중금속은 거의 동일하게 나

타났다.

IV. 고 찰

우리나라의 일반 환경에서 생활하는 일반인의 경

우는 황사 현상이 발생하는 11월에서 다음해 5월까

지 연중 약 7개월간 많은 시간을 황사에 노출된 상

태로 생활을 하게 된다.16) 이 기간 동안에는 PM10,

PM2.5, Cd 및 Pb의 전 항목에서 비황사기간인 6-10

월 보다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황사내의 금속류

에 대한 연구로서 2000년대 초반 이후에 중국의 급

속한 산업화로 인해 황사가 사막지대를 통과할 경우

석영(규소)이 높게 나타나고 황토지대를 통과할 경

우는 알루미늄이나 철성분이 많은데, 이는 중국의 공

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환경오염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7,8) 대부분의 황사 연구에서는 Cd와 Pb

의 기원은 황사에 의한 영향보다는 우리나라 현지의

교통이나 산업배출 등 국내의 지역에서 발생되는 원

인에 의해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6,9)

김 등은 고산지역 PM10의 원소성분을 분석한 결과

로서 황사내의 원소 성분들 중 Si, Al, K, Na, Ca,

Fe와 미량의 Ba, Sr, Rb, Li 등이 대표적인 지각물

질로 주로 조대입자에 분포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

로 보고하여 Cd와 Pb는 황사와 관련을 갖고 있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보고하였다.10) 다른 연구보고에

서도 Al, Fe, Cu, Cr 등은 주로 조대입자 영역에 분

포하고 있고, 본 연구 대상인 Cd와 Pb 이외의 V,

Table 3.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mong Asian dust days, PM10, PM2.5, Cd and Pb

Asian dust days PM10 PM2.5 Cd Pb

Asian dust days 1 0.759** 0.423 0.424 0.568

PM10 1 0.800** 0.823** 0.892**

PM2.5 1 0.845** 0.830**

Cd 1 0.971**

Pb 1

N=12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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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 Mn의 금속류는 주로 미세입자 영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1,12) 다만, Pb의 경우는 늦가을과

겨울에 높은 값을 나타내었는데 폐기물을 포함한 화

석연료 연소를 그 원인으로 판단하였으며,13) Ko 등

의 연구에서도 대기 중 Pb는 인위기원 성분으로서

판단하였다.9)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수년

간의 국내 누적 데이터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에서는

황사발생일수의 경우는 PM10 (0.759, p=0.004)과 높

은 상관성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이외의 요인과는

PM2.5가 0.423 (p=0.171), Cd는 0.424 (p=0.170), Pb

는 0.568 (p=0.054)로서 상관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볼 때, 황사의 요인에 의해 PM10

은 확연히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등락이 가능함을

짐작할 수 있었다.14) 그러므로 우리나라 대기의 특

성으로서 PM10은 황사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황사

지표로서 활용이 가능함을 추정할 수 있었다. 월별

황사발생일을 제외한 PM10, PM2.5, Cd, Pb의 4가지

요인은 모두 상호간 유의한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본 연구의 초점인 Cd, Pb의 노출은 PM2.5와

상관을 가지고 있고 PM10과도 높은 상관을 나타내

었다. 다만 황사발생일과는 상관성을 가지지 않았고

황사발생일은 PM10과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황사발생일과 Cd, Pb 노출 농도간에는 직접적인 상

관성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PM10이 황사

의 지표로 가능하다면 Cd와 Pb 노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생각되었다. 그리고 PM2.5, Cd, 및 Pb의 경

우는 PM10을 경유하여 황사와 상관성을 나타내는 것

으로 확인되고 있어 황사가 Cd와 Pb의 노출에 적어

도 독립적인 단일요인은 아니며 혼합된 요인 중 영

향을 나타내는 한가지의 요인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었다.3,15,16)

황사는 그 자체적으로 인체 유해 요인이 되고 있

다. 안질환 및 호흡기 질환을 비롯한 면역기능 장해

에도 관여하고 있으며, 심혈관 및 뇌혈관 장해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

사에 의하여 기침, 콧물, 인후통, 마른기침, 가래, 발

열과 눈의 통증, 충혈 같은 호흡계 증상 및 눈 자극

이 발생한다. 미세먼지에 의해 발생하는 심혈관 질

환은 산화스트레스 및 염증반응의 증가와 관련을 가

지고 있지만 자율신경계의 장애와 혈액의 응고능력

에도 관여하고 있다.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폐 탐식

세포나 상피세포가 관여하여 급성 염증을 일으키고

케모카인이나 사이토카인 등이 분비되어 선천면역에

관여한다. 코, 인·후두 또는 폐 섬모 운동 등에서 제

거되지 않고 폐포에 부착된 미세먼지는 호산구나 호

중구, 탐식세포 등이 작동되고 기도 염증과 염증 매

개인자를 증가시켜 폐 질환을 악화시킨다. 미세 먼

지는 체내 항산화 물질을 감소시키고 활성산소를 증

가시켜 산화스트레스에 의한 염증을 유발하고 기도

내 염증성 손상과 알레르겐 감작을 유발하기 때문에

천식에도 유해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17-23)

PM10의 국내 환경기준은 현재 일평균 100 μg/m3,

연평균 50 μg/m3로 관리하고 있고, PM2.5 (초미세먼

지)의 경우 일평균 35 μg/m3, 연평균 15 μg/m3로 정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관리 기준은 WHO와 유럽연

합의 권고 기준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일평균 25

μg/m3, 연평균 10 μg/m3의 권고기준 및 유럽연합의

연평균 25 μg/m3 제한치와 비교하여 높게 설정되어

있다. WHO의 PM10 질량농도 권고기준은 연평균 20

μg/m3, 일평균 50 μg/m3로 설정하고 있고, 유럽연합

에서는 각각 40, 50 μg/m3로 하고 있다. 미국의 환

경기준은 현재 PM10은 150 μg/m3이고, PM2.5는 연평

균 15 μg/m3, 일평균 35 μg/m3으로 관리하고 있다.

미국의 일평균 150 μg/m3의 설정은 우리나라보다 높

게 설정된 것으로 보이나, 최근 3년 간 24시간 평균

농도가 150 μg/m3를 1회 이상 초과하면 미달성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다 더 강한 제한으로 보아

야 한다.24-27)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최고치의 관점

에서 볼 때 PM10은 황사 발생시기인 1월부터 5월

사이에는 각각 133, 128, 195, 183, 123 μg/m3이며

9월부터 12월 사이에는 각각 123, 127, 165, 155 μg/

m3로서 일평균 기준치의 23-95% 초과된 값을 나타

내었다. 황사 비발생 시기인 6월에서 8월 사이에도

각각 120, 113, 101 μg/m3,로서 황사발생시기 보다

는 낮은 값이었으나 1-20% 초과된 값을 나타내었다.

PM2.5 (초미세먼지)의 경우에서도 1월부터 5월까지

47-62 μg/m3로서 기준치 35 μg/m3와 비교하여 34-

77% 초과된 값을 나타내었고, 9월부터 12월 사이에

는 49-54 μg/m3로서 일평균 기준치와 비교하였을 때

40-54% 초과된 값을 나타내었다. 황사 비발생 시기

인 6월에서 8월 사이에도 각각 50-62 μg/m3로서 황

사발생시기 보다는 낮은 값이었으나 42-20% 초과된

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에서도 볼 때,

우리나라의 PM10과 PM2.5는 일간 측정치에서 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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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와 관계없이 연중 초과되고 있으므로 황사에 대

한 대기질의 관리뿐 아니라 국내발생원에 관한 국가

적 관리도 필요하다.

중금속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기환경 기준은 Pb가

연간평균치 0.5 μg/m3로 설정되어 있으며, WHO와

유럽연합에서도 모두 동일하게 연간평균치 0.5 μg/

m3로 관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3개월 평균 0.15

μg/m3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Cd의 대

기환경 기준은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고 작업환경에

서는 8시간 가중평균치(TLV-TWA) 허용기준으로서

0.01 mg/m3 (10 μg/m3)를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결

과에서 월별 Pb 농도의 최고치에서 볼 때 1월과 3

월에서 각각 0.8554 μg/m3 및 0.7191 μg/m3로서 44-

71% 초과하고 있어 황사 요인이 국내발생원과 더불

어 부과되어 중금속 역시 국내 대기에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V. 결 론

우리나라의 1998년에서 2017년에 출간된 대기환

경보고서의 다년간의 월별 데이터를 근간으로 하여

월별 PM10, PM2.5, Cd, Pb 및 황사일수의 기하평균

치 기하표준편차, 최소치와 최대치를 나타내고 노출

상황을 검토하였다. 연구조사 항목들 간에 강한 상

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황사요인은 Cd와 Pb의 대

기 중 농도를 높이는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

다. 우리나라에서 측정된 대기의 월중 최대치의 경

우는 대기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국가적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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