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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로변에서의 에어로졸의 입경별 분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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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asurements on mass size distribution of roadside aerosols were obtained in downtown Jeju City from July 2018 to May 

2020 using an 8-stage cascade impactor sampler and the compositions of aerosols were analyzed. The mass size distribution of 
total aerosols was bimodal with aerosols existing in both the fine and coarse modes. The mass size distributions of Na+, Mg2+, 
Ca2+, Cl-, NH4

+ and SO4
2- were unimodal, whereas that of K+ was bimodal. For NO3

-, the size distribution in winter and spring 
was bimodal with the peaks in both fine and coarse modes, whereas for summer and autumn the distribution was unimodal with 
a peak in the coarse mode. NH4

+ was found to co-exist with SO4
2- in the fine mode with an average molar ratio of [NH4

+]/[SO4
2-] 

equal to 2.05. Good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NO3
- and NH4

+ in the fine mode particles in spring and winter. Based 
on the value of the marine enrichment factor for Cl-, Mg2+, K+, Ca2+ and SO4

2-, it may be inferred that a major part of the 
roadside aerosols in downtown Jeju City was largely contributed by terrigenous sources, although the influence of sea salt was 
normally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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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전 지구적인 차원의 기후변화 혹은 인체 건강과 지구 

생태계에의 영향 등과 같이 장래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많은 환경문제들은 에어로졸과도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다. 따라서 에어로졸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파

악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학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Frӧ
hlich et al., 2015).

전 세계적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600 백만 

명 이상이 자동차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에 위험한 수

준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Han and Naeher, 2006). 
또한 UN의 발표에 의하면(UN, 2018), 2018년 전 세계 인

구의 55%가 도시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2050년에는 68%
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세계적으로 산업화되면서 

도시가 확장되고 도로교통체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

서, 도로교통은 입자상물질의 직접적인 배출원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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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Pey et al., 2009; Hu et 
al., 2017). 따라서 도시지역에서 배출되는 입자상물질의 

50% 이상은 도로교통에서 유발된다고 한다(Wrόbel et 
al., 2000).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도시 대기 중 PM2.5는 

25%가 교통, 15%가 산업 활동, 20%가 가정 연료의 연

소, 22%가 인간에 기인한 불특정 배출원, 그리고 18%는 

자연적인 먼지와 염(salts)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Karagulian et al., 2015). 또한 교통수단에 의한 영향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도로변 환경에서의 오염수준은 다

른 도시 배경지역에 비해서 더욱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

고(Shields et al., 2007; Zavala et al., 2009), 농도 뿐 

아니라 입자의 화학적 조성, 입경분포 그리고 오염 특성

의 시공간적 변동 등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Duan et al., 2009; Hu et al., 2017).
국내적으로 보면, 서울시에서는 6차선 이상인 도로에 

있어서 미세먼지의 농도는 도로 중앙부보다는 인도에서 

낮은 수준이지만 주변의 일반 대기질보다는 높은 농도 

수준이고(Ha, 2011), 대구시에서는 도로변과 주거지역 

모두 입경 0.3~1.0 ㎛에서는 질량 농도가 유사하지만 입

경 1.0 ㎛ 이상인 영역에서는 도로변이 주거지역에 비해 

농도가 2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Cho et al., 
2019), 부산시의 간선도로에서 측정된 재비산 먼지의 공

기역학적 질량중위입경(Median Mass Aerodynamic 
Diameter, MMAD)은 대형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변

에서는 0.95 ㎛, 시내 간선도로 중앙부에서는 0.44 ㎛ 수
준이라고 했다(Yoo et al., 2009). 그 동안 국내 대도시

를 중심으로 도로변에서의 에어로졸에 관한 다수의 연구

들이 진행된 바 있지만, 제주시 지역은 청정한 지역으로 

인식되어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질의 악화에 대한 대비

가 거의 없었으며, 도로교통을 포함하여 에어로졸의 배

출원과 그 배출 특성에 대한 실태 파악도 제대로 이루어

진 바 없었다. 이로 인해 제주시에서의 각종 에어로졸 발

생원을 추정하고 그 기여도를 산정하기 위한 각종 수단

(예를 들면, 수용모델 등)을 적용하는데 제약이 따르게 

된다. 그렇지만 최근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MOLIT, 
2019), 제주도민 10명 중 9명은 도시지역에 살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제주지역에서도 에어로졸을 포함한 도시 

대기질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주시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에어로졸의 농도

와 화학적 특성에 대한 실제적인 조사를 통해 에어로졸

의 기원과 화학적 생성경로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에어로졸 특성에서 입자

의 크기는 오염원과 위해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가장 중

요한 물리적인 인자이므로(Cho et al., 2019) 입경별 분

포특성을 함께 파악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제주시 도심지역의 도로변에서 에어로졸을 입

자 크기별로 채취하고, 이를 분석하여 제주시 도로변 에

어로졸의 농도, 조성 그리고 입경분포 등의 특성을 파악

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향후 제주지역의 생활환경 속에

서의 미세먼지 관리방안을 마련에 기초적인 근거가 제공

될 수 있을 것이다.

2. 재료 및 방법

2.1. 측정 지점 및 시료 채취

본 연구에서는 도로변 에어로졸을 채취하고자 차량 

왕래가 많은 원형 로타리를 측정지점으로 선정하고, 원
형 로타리 내부에 시료채취장치를 설치하여 시료를 채취

하였다. 로타리 주변 지역은 제주시의 대표적인 도심지

역으로 제주도청, 도의회, 교육청, 경찰청 등의 관공서 건

물, 각종 상업용 건축물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밀

집해 있다(Fig. 1).
본 연구에서 도로변 에어로졸을 입경별로 구분하여 

포집하기 위해서 8단 입경분리장치 (8-stage cascade 
impactor, Series 20-800, Anderson)를 사용했으며, 포
집 시 MFC (Digital Mass Flow Controllers, CMQ-V, 
Azbil Co., Japan)를 장착하여 공기 유량을 28.3 L/min
로 유지하여 공기역학적 입경 범위를 만족하도록 했다. 
시료 채취 시 강우, 바람 및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직접적

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입경분리장치와 MFC 등의 

주요 장비는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된 shelter 내부에 설

치하였다. 제작된 shelter에서 시료 공기의 유입부는 지

면으로부터 1.5 m 높이에 위치하였다.
Table 1에는 도로변 미세먼지 시료의 채취기간과 그 

당시의 날씨 상태를 나타냈다. 시료채취 기간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였으며, 시료채취를 위한 공기

흡입은 중단없이 3일(72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본 조사

에서 사용한 입경분리장치는 공기 유입부로부터 총 8단
으로 구성되었는데, 최초 분리단에서는 9 ㎛ 이상의 입자

가 분리되며, 아래로 가면서 5.8~9.0 ㎛, 4.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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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ampling site in this study.

Run No.
Sampling period Weather conditions

             (Start - Stop) Temp.1) (℃) R.H.2) (%) W.S.3) (m/s) Rainfall4) (mm)
1 2018. 7.18 - 7.21 27.7-28.8 67.3-73.8 1.5-2.8
2 2018. 7.24 - 7.27 29.1-29.2 75.4-80.9 2.0-2.2
3 2018. 8.26 - 8.29 27.8-28.4 79.1-83.0 1.7-2.1 [8.5/-/-]
4 2018. 10.8 -10.11 18.3-20.3 51.8-68.0 1.9-3.4
5 2018. 10.12-10.15 15.4-17.6 57.6-74.8 2.0-2.8
6 2019. 1.9  - 1.12 4.5-7.9 55.5-70.9 2.3-3.3 [-/-/1.7]
7 2019. 1.15 - 1.18 3.1-7.0 56.4-63.5 4.1-4.3

8※) 2019. 5.1  - 5.4 14.7-18.9 40.9-74.6 2.6-3.5
9 2019. 5.7  - 5.10 15.6-17.4 42.5-48.4 1.8-2.6

10 2019. 7.2  - 7.5 22.3-23.3 82.3-86.1 1.7-2.0
11 2019. 8.8  - 8.11 29.5-31.1 65.0-72.6 3.0-4.7
12 2019. 8.13 - 8.16 27.1-29.2 81.1-88.5 2.4-4.1 [-/1.2/-]
13 2019. 10.15-10.18 17.4-19.3 61.1-71.4 2.3-3.1 [3.2/-/-]
14 2019. 10.22-10.25 20.1-20.8 69.0-78.9 2.9-3.4 [0.5/0.6/2.3]
15 2020. 1.14 - 1.17 4.8-6.3 55.8-73.5 1.9-3.5 [4.6/-/-]
16 2020. 1.18 - 1.21 7.0-8.6 50.3-58.0 4.0-4.6
17 2020. 3.31 - 4.3 11.6-13.9 57.4-66.8 2.1-3.7 [0.6/3.4/-]
18 2020. 4.6  - 4.9 10.7-13.4 45.5-56.8 2.4-2.8
19 2020. 4.13 - 4.16 11.6-13.4 44.1-60.4 1.8-4.5

1): temperature, 2): relative humidity, 3): wind speed
Weather condition data were daily average between 1st day and 3rd sampling day.
4): [-/-/-] indicate rainfall data on the 1st, 2nd, and 3rd sampling day, respectively.
※): Asian dust event occurred on the 2nd sampling day
Every sampling was starting between 07:00 and 07:20 AM.

Table 1. Sampling period and weather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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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7 ㎛, 2.1-3.3 ㎛, 1.1-2.1 ㎛, 0.7-1.1 ㎛, 0.4-0.7 
㎛ 입자가 분리되어 포집되고, 마지막으로 backup 필터

에는 0.4 ㎛ 이하의 입자들이 포집된다. 그리고 각 단의 

충돌판에는 여지(직경 81 mm, pore size 0.43 μm, 
PTFE, Adventec)를 사용하여 각 단에서 입자가 튕기는 

현상이 최소화되게 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분리단의 유효 전단 입경

(Effective Cut-off Diameter, ECD)을 근거로 미세입자

(fine particles)와 조대입자(coarse particles) 영역 사이

의 경계를 2.1 ㎛로 사용하였다. 즉, 최초분리단에서 4단
까지를 조대입자(PMCoarse), 5단부터 backup까지를 미세

입자(PMFine)로 구분하였으며, PMT는 impactor의 모든 

분리단에 포집된 에어로졸을 모두 합한 것을 의미한다.

2.2. 시료의 분석

시료 채취 전과 후의 여지는 항온항습 상태에서 3일간 

보관하여 항량시킨 후 감도가 0.01 mg인 전자저울

(Mettler Toledo, XS205)로 무게를 측정하였다. 시료 

포집 전·후의 무게 차이를 이용하여 포집된 시료의 농도

를 산출하였다.
무게 측정이 끝난 여지는 밀봉하여 -20℃로 냉동 보관

하였다. 화학분석을 위해 여지는 시료 성분의 손실은 물

론 오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2등분으로 절단하여 

한 부분을 사용하여 수용성 이온성분을 분석하였다. 수
용성 이온성분(Na+, NH4

+, K+, Mg2+, Ca2+, Cl-, SO4
2-, 

NO3
-)의 분석을 위해 먼저 여지를 추출 용기에 넣고 20 

mL의 초순수를 가해 60분간 초음파 추출을 실시하고, 
추출용액은 syringe filter (PVDF, 0.45 ㎛)로 여과한 후 

ion chromatography (ICS-3000, Dionex)로써 분석하

였다. 분석기기의 분석조건은 이전 연구에 자세히 나타

냈다(Hu et al., 2020).

2.3. 농축 계수

일반적으로 대기 중 에어로졸에 함유된 성분들은 지

각(crust), 해양(ocean) 그리고 각종 인위적인 과정에서 

유래된다. 특히 제주시는 연안에 위치한 도시이므로 대

기 중 에어로졸에 대한 해염의 영향은 주요 고려사항이

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도로변 에어로졸에 대한 해염

의 기여도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널리 사용되

는 해양농축계수(marine enrichment factor)를 산출하

였다. 일반적으로 해양농축계수는 다음의 식 (1)로 나타

낼 수 있다.

   

                       (1)

여기서 Xaerosol은 에어로졸에 함유된 이온(X)의 측정

농도이고, (X/Na+)aerosol은 에어로졸 시료 중에서의 Na+

에 대한 X의 농도비, (X/Na)seawater는 해수에서의 비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문헌에 제시된 해수의 조성비

를  활용하였다(Parmar et al., 2001).

3. 결과 및 고찰

3.1. 도로변 에어로졸의 질량농도

Table 2에는 도로변 에어로졸의 질량농도와 질량농도

의 비를 계절별로 나타낸 것이다. 제주시 도심지역의 도

로변에서 총 에어로졸의 농도(PMT)는 봄>겨울>여름>
가을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봄, 여름 그리고 겨울의 농도

는 28.4~30.1 ㎍/m3의 범위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가

을철에는 크게 낮은 농도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9.0 ㎛ 
보다 큰 입자를 제외한 PM9에 있어서도 봄, 여름, 겨울

에는 비슷한 농도 수준(26.8~27.7 ㎍/m3)을 보이지만 가

을철에는 크게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도로변 에어로졸 입자 중에서 조대입자(PMCoarse) 영

역의 농도는 봄>여름>겨울>가을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미세입자(PMFine) 영역에서는, 조대입자 영역과는 반대

로, 겨울>여름>봄>가을의 순이었으며, 가을에는 조대입

자와 미세입자 모두에서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냈다. 
PMT에 대한 조대입자의 비율(PMCoarse/PMT)은 봄>가

을>여름>겨울의 순이었고, 그 값은 가을과 봄에 0.5 이
상 그리고 여름과 겨울에는 0.5 이하로 나타났다. 반대로 

PMT에 대한 미세입자의 비율(PMFine/PMT)은 겨울>여

름>가을>봄 순으로써 조대입자 영역의 경우와는 정반대

의 계절적 경향을 보였고, 가을과 봄에는 그 값이 0.5 이
하 그리고 여름과 겨울에는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제주시 도심의 도로변 에어로졸에 있어서는 봄과 가

을철에는 조대입자의 비중이 높고, 여름과 겨울에는 미

세입자의 비중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

산시 주요 간선도로의 도로변에서 측정된 결과(조대입자 

51.0%, 미세입자 49.0%)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Yoo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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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Average Spring Summer Autumn Winter

Mass
(㎍/m3)

PMT
* 26.6±10.7 30.1±18.0 28.4±5.1 17.1±1.7 29.1±7.5

PM9 24.9±9.7 27.6±15.9 26.8±4.9 16.0±1.5 27.5±7.4

PMCoarse 12.8±7.4 17.9±12.9 12.7±4.1  8.9±2.4 11.2±3.8

PMFine 13.9±5.5 12.3±5.2 15.7±3.9  8.2±0.9 17.9±5.7

PM1.1 10.1±3.7  8.9±2.7 11.1±3.3  6.5±1.1 13.2±3.9

Ratio
(-)

PM9/PMT 0.94 0.92 0.94 0.93 0.94

PMCoarse/PMT 0.48 0.59 0.45 0.52 0.38

PMFine/PMT 0.52 0.41 0.55 0.48 0.62

PM1.1/PMT 0.38 0.30 0.39 0.38 0.45

Mass 
fraction

(%)

PM<2.1 52.0 4.0.7 55.3 47.9 61.6

2.1<PM<4.7 24.6 30.2 22.7 28.0 19.5

4.7<PM<9.0 16.9 20.8 16.4 17.5 13.4

PM>9.0  6.5  8.3  5.6  6.7  5.5

Total 100 100 100 100 100
*: PMT : Total roadside aerosols (the sum of all stages)

Table 2. Mass concentration and the ratio between the given size classes in roadside aerosols at Jeju City

al., 2009). 그렇지만 이러한 결과는 입자의 측정 위치,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속도, 차종 등에 따라 이들의 비율

은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입경 2.1 ㎛ 이하인 영역(PM<2.1), 

2.1 ㎛에서 4.7 ㎛ 사이의 영역(2.1<PM<4.7), 4.7 ㎛에

서 9.0 ㎛ 사이의 영역(4.7<PM<9.0), 그리고 9.0 ㎛ 이
상의 영역(9.0<PM)으로 구분하여 계절별 농도 비중을 

살펴 보았는데(Table 2), PM<2.1 영역에서는 겨울에 

61.6%로 가장 높고, 여름 55.3%, 그리고 봄과 가을에는 

각각 40.7%와 47.9%의 수준이었다. 2.1<PM<4.7 영역, 
4.7<PM<9.0 영역 및 9.0<PM 영역에서는 봄철과 가을

철이 여름과 겨울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9.0<PM 영역에서는 봄철의 비중이 다른 계절보다는 특

히 높게 나타났다. 제주시 도심의 도로변 에어로졸 중에

서 4.7 ㎛ 이하인 입자의 비중이 겨울철 81.1%, 여름철 

78.0%, 가을철 75.9% 그리고 봄철 70.9% 수준으로 나

타났다. 에어로졸 입자 중 5.0 ㎛ 이하인 입자는 호흡기

계에 침투가 용이하다고 알려져 있으므로(Shekunov et 
al., 2007; Ohsaki et al., 2019), 제주시 도심지역의 도로

변에 있어서도 미세먼지에의 노출에 따른 보건학적 측면

의 대기질 관리정책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3.2. 수용성 이온성분의 질량농도

도로변 에어로졸 입자에 함유된 이온성분들의 구성비

를 미세입자와 조대입자 영역으로 구분하여 계절별로 

Fig. 2에 나타냈다. 미세입자를 구성하는 이온 성분 중에

서는 SO4
2-와 NH4

+의 점유율이 높게 나타났고, NO3
-의 

점유율은 계절에 따른 변동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조대입

자를 구성하고 있는 이온 성분 중에서는 NO3
-, SO4

2-, 
Na+, Cl-의 점유율이 다른 이온들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미세입자 영역에서의 이온들의 점유율과 

비교했을 때, NH4
+와 SO4

2-의 점유율은 조대입자 영역

에서는 낮아지는데 비해 NO3
-, Na+, Cl-, Ca2+의 점유율

은 오히려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계절별로 보면, 미세입자 영역에서는 모든 계절

에서 SO4
2-의 점유율이 아주 높은데, 특히 여름과 가을에 

아주 높았다. 그리고 봄과 겨울에는 NO3
-의 점유율이 크

게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SO4
2-는 여름과 가을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렇지만 NH4
+는 모든 계절에

서 거의 비슷한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대입자 영역에서는 NO3

- 점유율이 모든 계절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SO4
2-의 점유율은 계절별로 크나큰 변

동은 없이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보이지만 미세입자의 

경우와 비교하면 모든 계절에서 크게 낮은 점유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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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osition ratio of ionic species in coarse mode and fine mode aerosols.

보였다. 그리고 Na+와 Cl-의 점유율은 봄과 겨울에 비해 

여름철과 가을철에 크게 높았으며, 특히 가을철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주시 도심지역 도로변 에어로졸 입자에서 이온 성

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세입자 영역에서는 평균 50.7% 
(49.0~53.5%)였으나 조대입자 영역에서는 평균 34.1% 
(24.0~43.0%)로 나타났다.

3.3. 입경별 분포 및 질량중위입경

Fig. 3에는 도로변 에어로졸에 대해서 입경별로 분급

된 농도를 근거로 log-normal 분포를 전체 에어로졸

(PMT)에 대해서 dC/dlog(Dp)로 표현하였다. Fig. 3에서 

보면, 전체적으로는 중앙입경 0.9 ㎛ (0.7-1.1 ㎛)와 4.0 
㎛ (3.3-4.7 ㎛)에서 극값을 지니는 양극(bimodal) 분포

를 나타내고 있다. 계절별로 보면 여름철에는 가장 큰 극

값이 0.9 ㎛에서 나타나고 2.7 ㎛에서 낮은 극값이 나타

났으며, 겨울철에는 가장 큰 극값이 0.9 ㎛에서 그리고 

낮은 극값이 4.0 ㎛에서 나타났고, 봄철과 가을철에는 

4.0 ㎛에서 가장 큰 극값이 나타나고 0.9 ㎛에서 낮은 극

값을 지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에서 보면, 미세입자 

영역에서는 겨울철과 여름철에 그리고 조대입자 영역에

서는 봄철에 아주 큰 극값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Table 3에는 에어로졸 입자에 대한 MMAD를 계절

별로 나타냈다. MMAD는 넓은 입경분포를 지닌 대기 

중 에어로졸 입자에 대한 대표 입경을 표현하기 위한 한 

Fig. 3. Size distribution of roadside aerosols.

방법이며, 선행 연구에서의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

하였다(Hu et al., 2020). 표에서 보면, 제주시 도심지역 

도로변 에어로졸 입자의 연평균 MMAD는 1.9 ㎛로 나

타났으며, 계절별로는 봄철(2.1 ㎛)에 가장 크고, 다음으

로 가을철(1.9 ㎛), 그리고 여름철(1.8 ㎛)과 겨울철(1.8 
㎛)에는 비슷한 크기를 보였다. 과거 제주시 함덕 바닷가

에서 측정된 에어로졸의 MMAD는 1.8 ㎛였고(Lee et 
al., 2003), 고산리 바닷가에서 봄철에 측정된 에어로졸

에서는 2.0 ㎛로 발표된 바도 있다(Kim et al., 1999).
Fig. 4에는 각 이온성분의 입경별 질량농도분포를 나

타냈다. 이온들의 입경별 질량농도분포를 보면, Na+, 
Mg2+, Ca2+ 및 Cl-은 조대입자 영역에서 큰 극값을 보이

면서 계절에 따라 단극(unimodal) 또는 양극 분포를 보

였다. 또한 다른 성분들과 달리, Na+, Mg2+, Cl-의 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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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AD (㎛), σg

Spring Summer Autumn Winter Average & σg Gosan*

PMT 2.1±0.6 1.8±0.4 1.9±0.4 1.8±0.3 1.9±0.4 5.7±1.1 ~2.0

Na+ 3.0±0.8 3.0±0.8 3.5±0.4 4.0±0.3 3.3±0.7 8.8±1.4 ~4.0

NH4
+ 0.8±0.1 1.0±0.2 0.9±0.2 1.2±0.2 1.0±0.2 2.4±0.8 ~0.4

K+ 1.5±0.3 2.4±0.6 2.1±0.6 1.6±0.4 1.9±0.6 5.5±1.8 ~2.0

Mg2+ 3.3±0.2 3.0±0.9 3.5±0.3 3.5±0.6 3.3±0.6 8.8±1.3 ~4.0

Ca2+ 3.4±0.4 3.6±0.3 3.1±0.5 3.7±0.6 3.5±0.5 9.8±1.8 ~4.0

Cl- 4.3±0.5 3.5±0.5 4.1±0.7 4.0±0.6 3.9±0.7 12.0±2.2 ~4.0

NO3
- 2.2±0.4 3.2±0.9 3.0±0.4 1.7±0.2 2.4±0.9 6.3±2.8 ~3.0

SO4
2- 1.2±0.3 1.0±0.4 1.1±0.3 1.4±0.2 1.2±0.3 3.2±0.8 ~0.8

Gosan*: ion concentrations measured at Gosan in April, 1998 (Kim et al., 1999)

Fig. 4. Size distribution of each ionic species contained in roadside aerosols.

Table 3. Mass median aerodynamic diameter (MMAD) of ionic species contained in roadside aeros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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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Wind data measured at Jeju City.

분포에서 가을철의 극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이런 경

향은 Na+와 Cl-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는 측정

지점에서 가까운 북측 인근에 폭넓게 위치한 바다의 영

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본 조사기

간 중 가을철(2018년과 2019년의 10월)에 북풍 계열의 

바람이 상시적으로 불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Fig. 5). 그
리고 다른 계절에 비해 가을에는 에어로졸의 농도가 극

히 낮아 상대적으로 해양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K+는 미세입자 및 조대입자 영역에서 극값을 지

니는 양극 분포를 나타내는데, 봄철, 가을철 그리고 겨울

철에는 미세입자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큰 극값이 나타났

으나 여름철에는 조대입자 영역에서의 극값이 미세입자 

영역에 비해 약간 크게 나타났다. NH4
+와 SO4

2-의 입경

별 분포곡선은 비슷한 형태를 보이는데, 0.9 ㎛를 중심으

로 한 미세입자 영역에서 큰 극값을 지니는 단극 분포를 

나타냈다. NH4
+는 여름철과 겨울철에 비슷한 크기의 큰 

극값을 보였고 SO4
2-는 여름철에 특히 큰 극값을 나타냈

다. NO3
-의 분포곡선은 다른 이온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데, 겨울철에는 미세입자 영역에서 아주 큰 극값을 보이

고 조대입자 영역에서는 작은 극값을 지니는 양극 분포

를 보이지만 여름철과 가을철에는 극값이 미세입자 영역

에는 나타나지 않고 조대입자 영역에서만 나타나며, 봄
철에는 미세입자 영역에서도 조대입자 영역에 못지않게 

큰 극값을 지니는 양극 분포를 보였다. 미세입자 영역의 

NO3
-는 주로 NH3와 HNO3와의 반응에 기인하는데, 특

히 기온이 낮으면 기체상에서 입자상으로 분배되는데 우

호적인 조건이 되며(Calvo et al., 2013; Jiang et al., 
2019), 기온이 높으면 NO3

- 입자의 해리(dissociation)
가 일어나게 된다(Tai et al., 2010; Jiang et al., 2019). 
일반적으로 NO3

-는 해양 조건에서는 조대입자 영역에 

존재하게 되지만(Gao et al., 1996), 인위적 기원에 의한 

영향이 클 때는 미세입자 영역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미세입자 영역에서의 NO3

-는 인위적 영향에 

의한 NH3로 인한 생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Gao et al., 
1996; Kim et al., 1999). 대서양의 버뮤다 섬에서의 NO3

-

는 미세입자 영역에 1/3, 조대입자 영역에 2/3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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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ize distributions of SO4
2- and NO3

- contained in roadside aerosols.

한다고 했으나(Wolff et al., 1986), 본 연구에서는 일반

적인 해양 청정지역에서의 입경별 농도분포 결과와는 다

르게 연평균 50:50 수준을 보였다. 그렇지만 여름철과 

가을철에서는 버뮤다에서 보고된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제주시 도로변 에어로졸에 함유된 이온성분들에 대해 

산출된 MMAD를 다른 연구 결과와 함께 Table 3에 나
타냈다. SO4

2-, NO3
-, NH4

+의 연평균 MMAD는 각각 

1.2 ㎛, 2.4 ㎛, 1.0 ㎛로 나타났으며, K+는 1.9 ㎛, 그리

고 Na+, Mg2+, Ca2+, Cl-는 각각 3.3 ㎛, 3.3 ㎛, 3.5 ㎛, 
3.9 ㎛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1998년 4월(봄철)에 제주

도 고산리 해안가에서 측정된 에어로졸 성분의 입경분포

와 비교하면(Kim et al., 1999), Na+, Mg2+, Ca2+, Cl-, 
NO3

-는 해안가에 비해 다소 작고, NH4
+와 SO4

2-는 해안

가보다는 조금 크게 나타났다. 

3.4. NO3
-와 SO4

2-, NH4
+, Na+ 사이의 상관관계

Fig. 6에는 네 계절에 측정된 SO4
2-와 NO3

-의 입경분

포를 비교하여 나타냈다. SO4
2-는 모든 계절마다 중앙경 

0.9 ㎛ (0.7~1.1 ㎛)에서 최대의 극값을 가지는 단극 분

포를 나타내는데, 이는 aqueous/cloud processing을 따

라서 전형적인 droplet mode에 속하는 입자를 생성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Seinfeld and Pandis, 2006; Jiang 
et al., 2019). SO4

2-와는 달리, NO3
-의 분포는 계절에 따

라 입경별 분포 형태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름철과 가을철에는 조대입자 영역에서만 극값이 나타

나는 분포를 보이는데, 이 크기 영역의 NO3
-는 주로 

soil/dust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봄철과 겨울철

의 NO3
-의 입경별 농도분포는 미세입자 영역(0.7~1.1 ㎛ 

범위)에 크나큰 극값이 추가된 명백한 양극 분포를 보인

다. 중국의 광저우(Guangzhou)에서도 이러한 입경분포

가 관찰한 바 있다(Jiang et al., 2019). 그리고 NO3
-의 

입경별 분포에서 여름철과 가을철에는 미세입자 영역에

서 극값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온도가 높아 입자상 

NH4NO3의 해리가 일어나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Tai et al., 2010; Jiang et al., 2019). NO3
-와 NH4

+ 사
이의 결정계수(R2)를 보면(Table 4), 미세입자 영역에서 

봄철과 겨울철에 명백하게 큰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봄

철과 겨울철에 미세입자 영역에 속하는 크기의 입자에서

는 NO3
-가 NH4

+와 공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도심지역에서 자동차 운행에 따른 배출과 관

련이 있는 NO3
-는 NH4

+ 뿐 아니라 해염입자와의 상호작

용도 가능한데, Table 4에서 입경별로 산출된 NO3
-와 

NH4
+ 그리고 NO3

-와 Na+ 사이의 R2 값을 계절별로 보면 

서로 상반되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즉, 가을철에는 

두 입자 영역 어디에서도 상관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지

만, 봄철과 겨울철에는 미세입자 영역에서는 NO3
-:NH4

+

에서 그리고 조대입자 영역에서는 NO3
-:Na+에서 큰 상

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름철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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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n Size range (㎛)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Spring Summer Autumn Winter

NO3
-: NH4

+ <2.1 ㎛ 0.6602 0.0133 0.0857 0.9496

2.1-9.0 ㎛ 0.1150 0.0484 0.1534 0.0554

NO3
- : Na+ <2.1 ㎛ 0.0387 0.6595 0.3036 0.1406

2.1-9.0 ㎛ 0.6952 0.4659 0.1216 0.5729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NO3
- and other two specsies in fine mode and coarse mode aerosols

NO3
-:NH4

+에서는 상관성이 보이지 않는 데 반해 

NO3
-:Na+에서 꽤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이는 NO3

-와 

Na+ 모두 여름철의 입경별 농도분포가 아주 유사한 패턴

을 지님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이들 두 성분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원소 성분의 분석 자료 등

을 함께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된다.
Fig. 7에는 에어로졸에 함유된 NH4

+와 SO4
2- 사이의 

상관성을 미세입자와 조대입자 영역으로 구분하여 나타

낸 것이다. NH4
+는 주로 인위적 기원에 의해서 생성되어 

미세입자 영역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세입

자 영역에 존재하는 NH4
+는 산성 입자의 표면에서 암모

니아 가스와의 반응(또는 응축)으로 생성되고(Zhuang et 
al., 1999), 때로는 암모니아 가스가 산성가스(황산, 질
산, 염산 등)와의 비균질 핵화과정에 의해 생성되기도 한

다. 이러한 기체들의 반응에서 생성되는 생성물 중에서

는 (NH4)2SO4가 가장 안정하므로 암모니아는 황산 혹은 

황산염과 반응하려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미세입자 영

역에서 NH4
+와 SO4

2-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에어

로졸 내에서 그들의 공존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Fig. 7에서 보면, 미세입자 영역에서는 NH4

+와 SO4
2- 사

이에서 이론적인 양론비와 잘 일치하고 있으며,  
[NH4

+]/[SO4
2-]의 평균 몰비 (molar ratio)는 2.05±0.96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크기 영역에서는 NH4
+와 

SO4
2-가 함께 공존함으로 인해 절대 농도 간에도 양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1.1 ㎛ 이하의 입자

들에 대한 이의 몰비는 1.87±0.70이었는데, 이는 과거 

제주시의 도심지역(지상 12 m)에서 봄철부터 가을철까

지 관측한 결과(1.91±0.35)와 상당히 유사하였다(Lee et 
al., 2003). 홍콩의 해안지역에서 측정된 미세입자 영역

에 대한 [NH4
+]/[SO4

2-] 몰비는 약 1.5 수준으로 보고된 

바 있다(Zhuang et al., 1999). 제주시 도로변 에어로졸 

입자에 함유된 총 NH4
+ 질량 중에서 1.1 ㎛ 이상의 큰 입

자 영역에 포함된 비율은 23.6%(18~32%)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과거 제주시 도심지역(지상 12 m)에서 측정

된 결과 (9~13%)보다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 수 있다.

Fig. 7. Comparison of molar ratio of NH4
+ to SO4

2- for fine 
mode and coarse mode aerosols.

3.5. 해양의 영향

Fig. 8에는 해염과 관련이 있는 이온들에 대해 식 (1)
로써 계산한 해양농축계수(EF)를 입경별로 나타냈다. 그
림에서 보면, Cl-와 Mg2+는 대부분의 입경에서 1 보다 작

거나 1과 가까운 수준에서의 EF를 보였으며, 이러한 경

향은 계절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나머지 이

온들(K+, Ca2+, SO4
2-)은 모든 입경에서 1 보다는 큰 EF를 

나타냈는데, K+와 SO4
2-에 대한 EF 값은 모든 계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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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ize distribution of enrichment factor in roadside aerosols.

0.6 ㎛과 0.9 ㎛의 입경에서 아주 큰 값을 보인 후 조대입

자 영역에서는 EF 값이 10 이하로 가파르게 낮아지는 패

턴을 나타냈다. 또한 Ca2+에 대한 EF는 모든 계절에서 

대체로 10 이상의 큰 값을 보이지만 입경별로는 거의 비

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K+, Ca2+, SO4
2-에 

대한 입경별 EF 분포 형태는 계절적으로 뚜렷한 차이점

을 보이지는 않으나, 겨울철에 미세입자 영역에서의 EF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본 측정 지점이 위치

한 제주시 도심지역에서는 도로변 에어로졸에 대해 해염

의 영향이 일정한 수준으로 미치고 있으며, 또한 해양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부터 기인된 성분(비해염 성분)들도 

에어로졸에 혼입되고 있는데, 해양보다는 육상 기인 오

염원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Hu et 
al., 2020).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제주시 도심지역의 도로변 대기 중 에

어로졸을 입경별로 측정하여 도로변 에어로졸 및 그에 

함유된 수용성 이온성분들의 질량농도와 입경별 분포 특

성을 계절별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제주시 도심지역 도로변에서 측정된 총 에어로졸 농

도는 봄, 여름 겨울은 비슷한 수준이고 가을에는 크게 낮

은 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총 에어로졸의 입경별 구성비

율을 보면, 봄과 가을에는 PMCoarse의 비율이 높고, 여름

과 겨울에는 PMFine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또한 제주시 

도로변 에어로졸에서는 입경 4.7 ㎛ 이하인 입자의 비율

이 연평균 76.6%(계절별로 70.9~81.1%)로 모든 계절에

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제주시 도심지역의 도로변 에어로졸에 함유된 수용성

의 이온성분 구성비를 계절별로 보면, 미세입자 영역에

서는 SO4
2-의 비율이 모든 계절에서 아주 높으며, NO3

-

는 봄과 겨울에는 비율이 높아지고, NH4
+는 모든 계절에

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조대

입자 영역에서는 NO3
-,비율이 모든 계절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SO4
2-는 계절별로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보이

지만 미세입자 영역에 비하면 모든 계절에서 비율은 크

게 낮게 유지됨을 볼 수 있었다.
도로변 에어로졸 입자의 입경별 농도분포는 전체적으

로는 미세입자 영역과 조대입자 영역에서 극값을 지니는 

양극 분포를 보였으며, 전체 에어로졸 입자의 MMAD는 

연평균 1.9 ㎛로 나타났으며, 봄(2.1 ㎛)>가을(1.9 ㎛)>
여름(1.8 ㎛)≳겨울(1.8 ㎛)의 순이었다.

제주시 도심의 도로변에서는 전체 에어로졸 질량에 

대한 총 이온성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세입자 영역에

서는 평균 51%, 조대입자 영역에서는 약 32%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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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수용성 이온성분 중에서 Na+, Mg2+, Ca2+ 및 

Cl-는 조대입자 영역에서 극값을 지니는 단극 분포를 보

였고, SO4
2-와 NH4

+는 미세입자 영역에서 극값을 지니

는 단극분포를 보였다. NO3
-는 여름철과 가을철에는 미

세입자 영역에서 극값이 보이지 않으나 봄철과 겨울철에

는 오히려 미세입자 영역에서 큰 극값이 나타나는 양극 

분포를 보였다. 이들 이온성분들의 MMAD를 보면, 
SO4

2-와 NH4
+는 각각 1.2 ㎛와 1.0 ㎛였고, Na+, Mg2+, 

Ca2+, Cl-는 3.3~3.9 ㎛ 범위로 비슷한 크기를 나타냈으

며, NO3
-는 2.4 ㎛ 그리고 K+에서는 1.9 ㎛로 나타났다.

또한 미세입자 영역에서의 NO3
-와 NH4

+ 사이에서는 

봄과 겨울에 큰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로써 봄과 겨울

에는 미세입자 크기로 생성된 NO3
-는 NH4

+와 함께 공존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미세

입자 영역에서는 [NH4
+]/[SO4

2-]의 평균 몰비가 2.05를 

나타냄으로써 NH4
+와 SO4

2-도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에어로졸의 조성에 대한 해양의 영향을 해양농축계수

로써 유추해 보면, 북쪽에 바다가 위치하고 있는 제주시 

도심지역의 도로변 에어로졸에서는 해양의 영향이 일부 

존재하고 있으나 육상 기인 오염원의 영향도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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