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大韓環境工學會誌 論文 - Original Paper 739~746. 2010

† Corresponding author E-mail: jumpark@hotmail.com Tel: 02-850-3104 Fax: 02-850-3102

챔버 기술 개발을 통한 PM10과 PM2.5 시료채취기의 수행 특성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PM10 and PM2.5 Samplers
with an Advanced Chamber System

김도현․김선홍․김지훈․조승연․박주면*,†

Do-Hyeon Kim․Seon-Hong Kim․Ji-Hoon Kim․Seung-Yeon Cho․Ju-Myon Park*,†

연세대학교 환경공학부 환경과학기술연구소․*에코센스 ET/IT 융합기술연구소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YIEST, Yonsei University․*Ecosense ET/IT Fusion Technology Institute

(2010년 2월 8일 접수, 2010년 8월 13일 채택)

Abstract :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1) to develop an advanced chamber system within ±10% of air velocity at the parti-
culate matter (PM) collection area, 2) to research theoretical characteristics of PM10 and PM2.5 samplers, 3) to assess the perfor-
mance characteristics of PM10 and PM2.5 samplers through chamber experiments. The total six one-hour experiments were con-
ducted using the cornstarch with an mass median aerodynamic diameter (MMAD) of 20 µm and an geometric standard deviation 
of 2.0 at the two different air velocity conditions of 0.67 m/s and 2.15 m/s in the chamber. The aerosol samplers used in the pre-
sent study are one APM PM10 and one PM2.5 samplers accordance with the US federal reference methods and specially designed 
three mini-volume aerosol samplers (two for PM10 and one for PM2.5). The overall results indicate that PM10 and PM2.5 mini- 
volume samplers need correction factors of 0.25 and 0.39 respectively when APM PM samplers considered as reference samplers 
and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mini-volume aerosol samplers when a two-way analysis of variance is tested using 
the measured PM10 mass concentrations. The PM10 and PM2.5 samplers with the cutpoints and slopes (PM10: 10±0.5 µm and 
1.5±0.1, PM2.5: 2.5±0.2 µm and 1.3±0.03) theoretically collect the ranges of 86~114% and 64~152% considering the cornstarch 
characteristics used in this research. Furthermore, the calculated mass concentrations of PM samplers are higher than the ideal 
mass concentrations when the airborne MMADs for the cornstarch used are smaller than the cutpoints of PM samplers and the PM
samplers collected less PM in another case. The chamber experiment also showed that PM10 and PM2.5 samplers had the bigger 
collection ranges of 37~158% and 55~149% than the theocratical calculated mass concentration ranges and the relatively similar 
mass concentration ranges were measured at the air velocity of 2.15 m/s comparing with the 0.67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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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1) 시료채취공간에서 ±10% 이내의 공기 유속을 가지는 챔버시스템을 제작하여, 2) 먼지(PM, parti-
culate matter)측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PM10과 PM2.5 시료채취기의 이론적 특성을 연구하고, 3) 실험을 통하여 본 연구에 사
용된 먼지 시료채취기의 수행 특성을 평가하는데 있다. 챔버 내에서의 먼지 시료채취기의 수행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20 
µm의 공기역학중위입경과 2.0의 기하표준편차 특성을 가지는 옥수수전분을 분포하였다. 챔버 실험에 사용된 시료채취기는 
미국 연방규정을 만족하는 각 1개의 APM PM10 및 APM PM2.5 시료채취기와 특수 제작된 3개의 소용량 시료채취기(2개 
PM10과 1개의 PM2.5)를 사용하여 평균 공기 유속이 0.67 m/s와 2.15 m/s인 두 조건에서 각 1시간씩 3회 반복하여 총 6회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APM PM시료채취기를 기준 시료채취기로 사용하여 소용량 PM10과 PM2.5 시료채취기는 각
각 0.25와 0.39의 보정계수가 필요하며 이원 분산 분석을 통하여 두 개의 소용량 PM10 시료채취기의 평균 농도값 사이에는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 분리한계직경과 기울기(PM10: 10±0.5 µm와 1.5±0.1, PM2.5: 2.5±0.2 µm와 1.3±0.03)를 가지는 PM10과 
PM2.5 시료채취기는 이론적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옥수수전분의 입자특성을 고려하여 86~114%와 64~152%의 먼지농도 범
위를 채취하게 된다. 또한, 공기 중에 분포하는 입자의 공기역학중위입경이 해당 시료채취기의 분리한계직경보다 작을 때 시
료채취기의 측정 질량농도는 이상적인 질량농도보다 크며, 반대의 경우 시료채취기는 작은 질량농도를 측정한다. 챔버 실험 
결과, PM10과 PM2.5의 시료채취기는 각각 37~158%와 55~149% 범위를 가지며 이론적 계산농도보다 큰 범위의 질량 농도를 
측정하였고 챔버 내 공기 유속이 2.15 m/s의 조건에서는 0.67 m/s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먼지농도 범위를 가지며 이론
적 계산농도와 유사한 먼지농도 범위가 측정되었다.
주제어 : 챔버, PM10, PM2.5, 시료채취기준, 분리한계직경, 기울기

1. 서 론

공기 중의 먼지(PM, Particulate Matter)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작은 먼지일수록 그 영향력은 더 큰 것으로 

연구 보고되고 있다.1,2) 미국 등 여러 나라는 먼지에 대한 환

경기준으로 PM10(공기역학직경(AD, aerodynamic diameter)

이 10 µm 이하인 먼지)과 PM2.5(공기역학직경이 2.5 µm 
이하인 먼지)를 규제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PM2.5 대기환

경기준을 강화하고 있다.3) 우리나라도 PM10 환경기준을 가

지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 환경보호 및 국제 협력 등을 위

하여 PM2.5에 대한 환경기준(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

라의 대도시 먼지 중 PM2.5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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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당히 높으며,4) 미국의 도시에서 발생하는 먼지의 크

기는 약 5.7 µm로 보고되었다.5)

먼지의 측정은 인간의 건강과 관련하여 정확한 측정이 필

요하며 대기환경기준, 오랜 기간 공기질 경향 및 역학조사

를 위해 수행된다.6) 먼지의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PM10과 

PM2.5 시료채취기를 사용하며 그 수행 특성은 분리한계

(CP, cutpoint)직경과 기울기(slope)를 가지는 누적시료채취

효율로 나타낼 수 있다.7) 여기서, 분리한계직경은 시료채취

기의 시료채취효율이 50%인 공기역학직경을 의미한다. PM10 
기울기의 경우, Hinds7)는 인간의 호흡기 시스템의 가슴흉부

에 침착되는 먼지(AD≤10 µm)의 기울기는 1.5±0.1이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McFarland와 Ortiz8)는 USEPA가 

승인한 Grasby-Andersen PM10 유입구가 10.2 µm 분리한

계직경과 1.41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

한, 본 연구자의 이전 실험에서는 PM10 시료채취기의 이론

적 특성과 측정을 통한 수행능력을 보고하였다.9) PM2.5의 

기울기 경우, Buch10)는 1.3±0.03의 추정치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PM10과 PM2.5 시료채취기의 기울기는 

각각 1.5±0.1과 1.3±0.03으로 정의하였다. USEPA의 관련 기

준(40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 Part 53)에서는 PM10
과 PM2.5 시료채취기의 분리한계직경은 각각 10.0±0.5 µm11)

와 2.5±0.2 µm12)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울기는 동 기준 및 

다른 USEPA 기준에서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미국 환경청

(USEPA,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PM10(AD≤10 µm)과 PM2.5(AD≤2.5 µm)의 이상적인 시

료채취기는 각 시료채취기의 분리한계직경인 10 µm와 2.5 
µm보다 큰 모든 입자를 걸러내고 각 분리한계 이하의 입

자를 여과지 위에서 채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 경우, 대기오염공정시험 및 실내공기질 기준 시험방법 

등에서 분리한계직경과 기울기에 대한 시료채취기 수행특

성 기준을 찾아 볼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의 챔버 실험11)을 통하여 후속 연구로 

제시되었던 일반 대기 환경에서 측정되는 µg/m3 단위의 저

농도 먼지 환경을 조성하고 균일한 공기흐름을 가지는 개

선된 챔버를 제작하여 우리나라 먼지 환경기준(및 안)을 위

한 시료채취기의 수행 특성을 연구하였다. 또한, 무게가 가

볍고 소음이 적어 실내에서 측정하기 적합한 소용량 시료채

취기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균일한 먼지농도와 공기흐름을 조성할 수 있는 개선

된 챔버를 제작한다.
2) PM10과 PM2.5 시료채취기의 이론적 특성을 연구한다.
3) PM10과 PM2.5 시료채취기의 수행능력을 다음과 같

은 관점에서 평가한다.
가) 동일한 분리한계직경을 가지는 각 PM10과 PM2.5 

시료채취기간의 질량농도 비교

나) 기준 시료채취기와 소용량 시료채취기간의 질량농

도 비교

다) PM10과 PM2.5의 이론적 질량농도 및 측정농도와

의 비교

2. 연구방법

2.1. 챔버제작

본 연구에서는 일반 대기환경에서의 측정되는 µg/m3 단
위의 저농도 먼지 환경을 조성하고 챔버 내 시료채취기의 

측정공간에서 균일한 공기 흐름을 조성하여 먼지 측정 오

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챔버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챔버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먼지 측정을 위하여 

이전의 wind tunnel 실험들13~17)과 챔버연구11,18,19)를 참고하

여 가로 세로 각각 0.46 m의 윈드 터널과 가로 세로 높이 

각각 1.5 m 정육면체 챔버 시스템을 제작하였다.
챔버는 Fig. 1과 같이 입자발생장치(Fluidized Bed Dust 

Generator, Model 3211, kanomax Korea Ltd, KOREA), 주
파수 변경을 통해 유속조절이 가능한 팬, 윈드 터널, 벽에 

구멍을 가진 칸막이(air straightener) 등으로 구성하여 챔버 

안에서 먼지가 균일하게 분포할 수 있는 순환 구조로 설계

하였다. 챔버 및 윈드 터널 내의 공기 유속은 유속계(Velo-
cicalc Plus Portable Air Velocity Meter, Model 8386, TSI 
Inc., St. Paul, MN,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USEPA
에서 요구하는 wind tunnel은 a) 공기 유속의 경우, PM10 
측정을 위하여 0.56 m/s (2 km/h), 2.22 m/s (8 km/h), 6.7 
m/s (24 km/h)의 각 실험과, PM2.5 측정을 위하여 0.56 m/s 
(2 km/h), 6.7 m/s (24 km/h)의 각 실험에서 ±10% 이내의 

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b) 먼지 농도의 경우, PM10과 PM2.5
는 각각 평균값의 ±10%와 ±5%를 만족하여야 한다. 그러

나 가로 세로 각 0.46 m wind tunnel 내 공기 유속 0.56 
m/s는 공기 흐름 방향에서 30% 열린 공간의 Air straigh-
tener를 가지고 있는 가로 세로 각 1.5 m 크기의 챔버 내에

서 이론적으로 0.18 m/s (0.46 m×0.46 m×0.56 m/s) ÷ (1.5 
m×1.5 m×30%)의 유속을 가지게 되어 wind tunnel 내 입자

를 이송하고 챔버 내에서 먼지를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USEPA에서 제시하는 조건 중 2.22 
m/s와 6.7 m/s의 두 조건에서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시료채

취공간은 USEPA가 요구하는 시료채취공간에서 가로 3칸 

세로 4칸의 동일한 12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의 중앙점 

유속을 측정하였다. 시료채취 공간의 12구역으로부터 평균 

공기 유속이 ±10%로 조성하기 위하여 Wind tunnel 내 격자

형 스크린과 챔버 이전의 분지관 등을 추가 디자인 하는 여

러 차례의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시

료채취기가 설치된 단면 지점의 측정 공기 유속은 2.15×(1± 
10%) m/s이었다.

2.2. 챔버 실험

본 연구에서는 먼지를 대표하여 옥수수전분(Cornstarch)을 
사용하였다. 챔버 실험에 사용된 옥수수 전분은 1.5 g/cm3

의 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20 µm의 공기역학중위입경(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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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dvanced chamber with PM10 and PM2.5 samplers in a PM generation chamber.
MV1 & MV2 = Mini-volume PM10 samplers; MV3 = Mini-volume PM2.5 sampler.

기하평균) (MMAD 또는 GM, mass median aerodynamic 
diameter 또는 geometric mean)과 기하표준편차(GSD, geome-
tric standard deviation = AD84.1/AD50)는 2.0의 특성을 가

지고 있다. 옥수수 전분 밀도와 특성은 각각 밀도측정기

(AccuPyc II 1340, Micromeritics, USA)와 입자분석기(Saturn 
DigiSizer 5200 ,Micromeritics,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먼지농도 측정 실험은 챔버 내에서의 평균 공기 유속을 

0.67 m/s와 2.15 m/s의 두 조건에서 각 1시간씩 3회 반복하

여 총 6회 실시하였다. 각 실험마다 챔버 내부를 청소하여 

매 실험마다 동일한 조건에서 새로운 분진을 사용하여 실

험하였다. 챔버의 시료채취 공간은 가로, 세로, 높이 각각 

1.5 m의 길이의 정육면체 모양이다. 챔버 안의 공기 흐름

방향으로 앞줄에 3개의 소용량 시료채취기(2개의 PM10 시
료채취기와 1개의 PM2.5 시료채취기), 뒷 줄에는 각 1개의 

APM PM10 및 APM PM2.5 시료채취기 (Model PMS-103, 
APM Engineering Co., KOREA)순으로 앞에 위치한 시료채

취기로부터 부분적인 공기 유량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측

정 유입구를 각각 90 cm와 110 cm 높이에 위치시켰다. 위
에 열거된 시료채취기의 공기량은 Mass flow-meter (Ther-
mal mass flow-meter Model 3063, TSI, USA)를 이용하여 

각각 5 L/min와 16.7 L/min을 적용하였다. 모든 시료채취

기의 여과지로는 Membrane filters (Fiberfilm T60A20, 47 
mm, PALL Co., NY, USA)를 사용하였고 실험에 사용된 

여과지는 24시간 이상 45% 상대습도를 가지는 데시케이터

에서 시료채취 전후에 건조하여 측정하였다.20) 채취된 분

진의 중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1 µg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

는 전자저울(Model CP2P-F, Sartorius AG, Weender Land-
strasse 94-108, 37075 Goettingen, Germany)을 사용하였으며, 
각 실험 전후 여과지의 채취된 먼지의 질량을 세 번씩 측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시료채취기는 미국 연방기준시

험방법(FRM, Federal reference methods) 측정 규정을 만족

하도록 설계되었다. 소용량 시료채취기의 경우, 미국 연방

기준을 만족하는 MiniVol portable air sampler (Airmetrics, 
Eugene, OR, USA)와 동일하게 특수 제작되었으며 운영지

침서21)에서는 고농도의 시료채취에서는 정확하고 기준 시료

채취기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지만 저농도 시료채취에서

는 적은 유량을 통한 시료채취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큰 편

차 값을 가질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온도와 압력 습도 등을 자동저장하며 ±2.0%의 정확한 유

량을 제공 저장할 수 있는 APM PM10과 PM2.5 시료채취

기를 기준 시료채취기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시

료채취기들은 충돌판(impaction plate)이 있으며 90도로 회

전하는 유량에서 큰 관성력을 가지는 입자들은 거르고 원

하는 크기의 입자를 여과지 위에 포집하는 입자의 충돌원

리(impaction principle)를 사용하여 공기역학직경을 기준으

로 각 시료채취기의 분리한계직경의 입자를 포집한다.

2.3. PM10과 PM2.5 시료채취기의 채취효율 특성

공기 중에 부유하는 대부분의 입자크기 분포는 대수정규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대수정규분

포는 먼지의 크기 분포를 특성화하기 위하여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10) 대수정규분포가 가지는 중요성은 입자크

기 분포를 기하평균입경과 기하표준편차 2가지 용어로 설

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Fig. 2에서 True PM10과 PM2.5는 

각 시료채취기가 가지는 이상적인 분리한계직경을 의미하

며 분리한계직경 기준 10±0.5 µm와 기울기 1.5±0.1을 가지

는 PM10 시료채취기는 50% 시료채취효율이 43.9% (“A” 
위치)에서 55.7% (“B” 위치)까지의 영역을 가지게 된다.12) 
PM2.5 시료채취기의 경우, 분리한계직경 2.5 µm의 50% 시
료채취 효율은 분리한계직경 2.3 µm에서 기울기가 1.27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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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PM10 sampling standard.

(a) (b)

(c) (d)

Fig. 3. Cornstarch images sampled from (a) bulk sample, (b) a mini-volume PM10 sampler, (c) an APM PM10 sampler, (d) an 
APM PM2.5 sampler.

1.33일 때 각각 36.4%와 38.5% (“a” 위치)이며, 분리한계직

경 2.7 µm에서 기울기가 1.27와 1.33일 때 각각 62.6%와 

60.6% (“b” 위치)로 PM10 기준보다 더 큰 시료채취 영역

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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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및 고찰

3.1. 현미경 분석 및 질량농도 측정값의 비교

본 연구에 사용된 옥수수전분은 주사현미경(S-4700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Hitachi, CA, USA)
을 사용하여 채취 전과 PM10과 PM2.5 시료채취기로 채취

된 입자의 크기 특성을 살펴보았다. Fig. 3(a)는 챔버 내 분

포 이전의 옥수수전분의 이미지이며 약 20 µm의 입자 크

기를 중심으로 분포된 입자를 확인하였고 Fig. 3(b~d)는 

각각 PM10 소용량, APM PM10 및 APM PM2.5 시료채취

기들로부터 채취된 옥수수전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미경 분석을 통하여 약 200개의 이미지를 확인한 결과, 
사용된 입자는 구 모양의 입자이며 본 실험에 사용된 PM10
과 PM2.5 시료채취기들이 분리한계직경 기준에 적합한 입

자들을 채취하고 있음을 육안으로 확인하였다.
Table 1은 챔버 내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해당 시료채취기

로 1시간 동안 채취한 질량농도를 보여주고 있다. 소용량 

시료채취기(5 L/min)는 0.67 m/s와 2.15 m/s의 챔버 내 공

기 유속을 가지는 각각 3번의 먼지 질량농도 측정 실험을 

통하여 APM 시료채취기(16.7 L/min)와 비교하여 상대적으

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소용량 시료채취기의 운영 지침

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먼지농도가 작을 때 큰 편차

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Kingham 등22)은 소용량 시료채취기

가 다른 기준 시료채취기와 평균 측정값을 비교하였을 때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일부 실험23)에서는 소용

량 시료채취기가 다른 시료채취기와 비교하여 좋은 상관관

계를 보이는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소용량 PM10과 PM2.5 시료채취기는 APM PM 시료채취기

를 기준 시료채취기로 사용하여 각각 식 (1), (2)와 같이 0.25
와 0.39의 보정계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서, 
소용량 시료채취기가 가지는 보정계수는 기준 시료채취기

의 약 25%와 39% 입자 질량을 채취한 것을 의미한다. 이
와 같은 이유는 챔버 내 공기 속에 포함된 관성력을 가지는 
입자가 기준 시료채취기인 APM 시료채취기의 유량(16.7 
L/min)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유량을 가지는 소용량 

시료채취기(5 L/min)에서 입자가 덜 채취되었기 때문인 것

Table 1. Mass concentration (µg/m3) measured from aerosol sam-
plers

Condition
APM Mini Volume Air Sampler

PM10 PM2.5 PM10-1 PM10-2 PM2.5

0.67 m/s

Test1 90 38 557 475 181

Test2 67 30 372 309 105

Test3 49 33 131 125 78

Mean (SD) 69 (21) 34 (4) 353 (214) 303 (175) 121 (53)

2.15 m/s

Test1 73 50 353 248 122

Test2 69 38 330 322 127

Test3 75 41 293 264 56

Mean (SD) 72 (3) 43 (6) 325 (30) 278 (39) 102 (40)

으로 사료된다.

APM PM10 평균질량농도 =
0.25(범위: 0.16~0.39) × 소용량 PM10 평균질량농도 (1)

APM PM2.5 평균질량농도 =
0.39(범위: 0.21~0.73) × 소용량 PM2.5 평균질량농도 (2)

측정된 질량농도를 챔버 내 공기 유속 0.67 m/s와 2.15 
m/s에서 APM 시료채취기 질량농도비(APM PM10/APM 
PM2.5)와 소용량 시료채취기 질량농도비(PM10/PM2.5)를 비

교하였을 때 APM 농도비: 2.0 (0.67 m/s)과 1.7 (2.15 m/s), 
소용량 농도비: 2.6 (0.67 m/s)과 3.3 (2.15 m/s)로 공기 유속 
증가에 따른 질량농도비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소용량 PM 10 시료채취기(PM10-1
과 PM10-2)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질량농도 

측정값을 바탕으로 반복 없는 이원 배치 분산 분석을 실시

하였을 때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P = 0.009).

3.2. PM10과 PM2.5 시료채취기의 기준 농도 및 측정값 
비교

본 연구에서는 매 실험마다 약 7 g의 옥수수전분을 입자 

발생장치를 사용하여 약 5.3 m3 체적을 가지는 챔버 시스

템에서 1.32 g/m3 먼지농도를 발생시켰다. 챔버 내에서는 

분포된 먼지는 챔버 실험공간에 도착하기 전에 팬 날개, 
wind tunnel 벽 및 바닥, 칸막이 벽 및 구멍 등에서 쌓이게 

되어, MMAD = 20 µm과 GSD = 2.0의 입자크기분포 특성을 
가지는 옥수수 전분은 챔버 내에서는 MMAD<20 µm인 입

자와 7 g보다 작은 양의 입자를 분포하게 된다.
Table 2에서는 챔버 내에 분포된 총부유먼지의 질량농도

를 100 µg/m3으로 가정하고 공기 중에 분포되는 먼지의 특

성인 여러 가지 MMAD와 GSD의 조건에서 식 (3)과 같이 

각각 PM10과 PM2.5 시료채취기의 분리한계직경과 기울기 

수행 특성과 시료채취기가 가지는 채취효율을 곱하고 적분

하여 먼지농도를 예측하였다. 또한, 오직 공기역학직경 10 
µm와 2.5 µm 이하의 이상적인 PM10과 PM2.5의 질량농도

를 확인하기 위하여 식 (4)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7,11,12)

CmPMorPM 
CTSP



aPMorCE∙ADMMDGSD AD
(3)

여기서, Cm (measured concentration)은 PM10과 PM2.5 시료

채취기로 측정된 질량농도, CTSP는 총부유먼지(TSP, total 
suspended particulate matter)의 질량농도, a는 공기 중에 분

포하는 총부유먼지의 최대 크기를 가지는 공기역학직경, 
CE (collection efficiency)는 PM10 또는 PM2.5 시료채취기

의 채취효율, f (AD,MMAD,GSD)는 일반적으로 대수정규

확률밀도 함수를 갖는 대기 중의 공기역학직경을 갖는 입

자크기분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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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pected mass concentration (µg/m3) accordance with PM sampler performance and several airborne particle size 
characteristics

PM10 performance
Airborne particle size characteristics(Assumption: CTSP=100 µg/m3)

MMAD = 5 µm, GSD = 1.5 MMAD = 10 µm, GSD = 1.5 MMAD = 15 µm, GSD = 2 MMAD = 20 µm, GSD = 2

95.6* 50* 27.9* 15.9*

Cutpoint Slope Conc.** Percent Conc. Percent Conc. Percent Conc. Percent

9.5 1.4 88.8 100.1% 46.1 92.2% 27.7 90.2% 16.7 86.1%

9.5 1.5 86.9 98.0% 46.4 92.8% 28.5 92.8% 17.7 91.2%

9.5 1.6 84.9 95.7% 46.7 93.4% 29.3 95.4% 18.7 96.4%

10 1.4 90.6 102.1% 50.0 100.0% 29.9 97.4% 18.4 94.8%

10 1.5 88.7 100.0% 50.0 100.0% 30.7 100.0% 19.4 100.0%

10 1.6 86.8 97.9% 50.0 100.0% 31.4 102.3% 20.4 105.2%

10.5 1.4 92.0 103.7% 53.7 107.4% 32.2 104.9% 20.1 103.6%

10.5 1.5 90.2 101.7% 53.4 106.8% 32.8 106.8% 21.1 108.8%

10.5 1.6 88.4 99.7% 53.1 106.2% 33.5 109.1% 22.1 113.9%

PM2.5 performance

Airborne particle size characteristics(Assumption: CTSP=100 µg/m3)

MMAD = 1 µm, GSD = 1.5 MMAD = 2.5 µm, GSD = 1.5 MMAD = 5 µm, GSD = 1.5 MMAD = 20 µm, GSD = 2

98.8* 50* 4.4* 0.13*

Cutpoint Slope Conc.** Percent Conc. Percent Conc. Percent Conc. Percent

2.3 1.27 96.2 99.1% 43.0 86.0% 4.9 64.5% 0.16 64.0%

2.3 1.3 95.8 98.7% 43.1 86.2% 5.4 71.1% 0.18 72.0%

2.3 1.33 95.4 98.2% 43.3 86.6% 5.9 77.6% 0.20 80.0%

2.5 1.27 97.4 100.3% 50.0 100.0% 7.0 92.1% 0.23 92.0%

2.5 1.3 97.1 100.0% 50.0 100.0% 7.6 100.0% 0.25 100.0%

2.5 1.33 96.8 99.7% 50.0 100.0% 8.1 106.6% 0.28 112.0%

2.7 1.27 98.3 101.2% 56.5 113.0% 9.5 125.0% 0.32 128.0%

2.7 1.3 98.0 100.9% 56.3 112.6% 10.1 132.9% 0.34 136.0%

2.7 1.33 97.7 100.6% 56.2 112.4% 10.7 140.8% 0.38 152.0%

 * Ideal mass concentrations (µg/m3) are calculated using equation (4)
** Standard mass concentrations (µg/m3) are calculated using equation (3)

Cideal CTSP


or 
ADMMDGSDAD (4)

여기서, Cideal은 이상적인 질량농도이다.
Table 2의 PM10과 PM2.5 시료채취기는 20 µm MMAD

와 2.0 GSD를 갖는 공기 중 입자에 대하여 각 시료채취기

가 갖는 수행특성(performance characteristic)에 따라 PM10
과 PM2.5의 경우 각각 86~114%와 64~152% 범위의 먼지

농도가 계산되며 미국의 측정기준인 PM10과 PM2.5 평균 

먼지농도의 각 ±10%와 ±15%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또
한, 공기 중에 분포하는 입자의 MMAD가 해당 시료채취기

의 분리한계직경보다 작을 때 시료채취기의 측정 질량농도

는 이상적인 질량농도보다 크게 되며(Table 2의 1 열 참고), 
반대의 경우 시료채취기는 작은 질량농도를 측정하게 된다

(Table 2의 3, 4열 참고). Buser12)와 wang19)은 PM10 시료채

취기의 실험적 편차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PM10과 

PM2.5의 환경 기준은 일반 공기 중에 다양한 먼지 특성

(MMAD와 GSD)을 갖는 일반 환경 및 산업 환경을 고려하

여 Table 2에서 제시하는 이상적인 질량농도를 근거로 설

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Fig. 4(a)와 (b)는 매 실험마다 동일한 먼지를 발생하였다

는 가정을 가지고 0.67 m/s와 2.15 m/s의 두 조건에서 각 

시료채취기로 측정된 먼지의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각 세 번

의 실험을 통하여 측정된 질량농도의 범위를 확인하였을 때, 
PM10과 PM2.5의 시료채취기는 각각 37~158%와 55~149% 
범위를 가지며 이론적 계산농도보다 큰 범위의 질량 농도

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먼지 발생 유속이 2.15 m/s의 조건

에서는 0.67 m/s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먼지농도 범

위를 가지며 이론적 계산농도와 유사한 먼지농도 범위가 측

정되었다. Zhu 등24)의 연구에서도 공기속도가 증가함에 따

라 그 측정 범위가 작아지는 것을 보고하였다.
챔버실험을 통하여 측정된 PM10질량농도와 PM2.5의 질

량농도 비율(PM10/PM2.5)을 조사하였을 때 APM과 소용량 
시료채취기는 각각 1.46~2.37과 1.64~4.97의 비율 범위를 

가진다. 공기 중의 입자가 GSD=2의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 

하에 MMAD≦4.8 µm일 때 PM10과 PM2.5의 질량 농도는 

각각 식 (3)을 사용하였을 때, 85.5 µg/m3와 17.3 µg/m3 이

상의 농도를 채취하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PM10/PM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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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Mass concentration ranges of PM10 and PM2.5 samplers at the wind speeds of (a) 0.67 m/s and (b) 2.15 m/s.

의 비율은 ≦4.9가 되고 MMAD가 작아질수록 PM10과 PM 
2.5의 측정 농도의 비율은 1에 가까워지며 농도는 서로 같

아지게 된다. 이와 같은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본 챔버 내

에 분포된 입자의 중위 입경은 PM10/PM2.5 질량농도 비율 

범위와 유사한 계산 값을 얻을 수 있는 약 4.8 µm 이하의 

중위 입경을 가지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챔버 내의 입자의 GSD와 챔버 내의 공기 조건 및 

유속 등 환경 특성에 따라 더 큰 편차를 가질 수 있다. 이러

한 환경적 요소가 더 복잡하고 다양한 산업 및 일반 환경

에서의 먼지농도 측정을 고려한다면 그 측정범위는 더 넓어

지게 된다. 이러한 넓은 측정범위를 줄이기 위하여 기준시

험방법을 가지는 시료채취기의 사용과 함께 공정시험방법

에서는 시료채취기의 정확한 수행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USEPA의 wind tunnel 기준과 이전의 챔

버 실험을 고려하여 미국의 PM10과 PM2.5 연방시료채취 

규정을 만족하도록 챔버 내 시료채취공간에서 ±10% 이내

의 공기 유속을 가질 수 있는 챔버시스템을 제작하였다. 챔
버 내에서의 먼지 시료채취기의 수행능력을 측정하기 위하

여 MMAD = 20 µm와 GSD = 2.0의 특성을 가지는 옥수수

전분을 분포하였으며 미국 연방규정을 만족하는 각 1개의 

APM PM10 및 APM PM2.5 시료채취기와 특수 제작된 4
개의 5 L/min 소용량 시료채취기를 사용하여 평균 공기 유

속을 0.67 m/s와 2.15 m/s의 두 조건에서 각 1시간씩 3회 

반복하여 총 6회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PM 
PM 시료채취기를 기준 시료채취기로 사용하였으며 소용량 

시료채취기와의 사이에서 PM10과 PM2.5 평균질량농도를 

바탕으로 0.25와 0.39의 보정계수가 필요하며 이원 분산 분

석을 통하여 두 개의 소용량 PM10 시료채취기의 평균 농도

값 사이에는 P값이 0.009를 보이며 두 종류의 시료채취기 

사이에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PM10

과 PM2.5 시료채취기는 실험에 사용된 동일한 입자 특성

(20 µm의 MMAD와 2.0의 GSD)을 갖는 공기 중 입자에 

대하여 각 시료채취기가 갖는 수행특성(PM10: CP = 10±0.5 
µm, slope = 1.5±0.1; PM2.5: CP = 2.5±0.2 µm, slope = 1.3± 
0.03)에 따라 PM10의 경우 86.1%에서 113.9% 범위의 먼지

농도가 계산되며 PM2.5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범위인 64%
에서 152%의 먼지농도를 채취하게 된다. 또한, 공기 중에 

분포하는 입자의 MMAD가 해당 시료채취기의 분리한계직

경보다 작을 때 시료채취기의 측정 질량농도는 이상적인 질

량농도보다 크며, 반대의 경우 시료채취기는 작은 질량농

도를 측정한다. 챔버 실험 결과, PM10과 PM2.5의 시료채

취기는 각각 37~158%와 55~149% 범위를 가지며 이론적 

계산농도보다 큰 범위의 질량 농도를 측정하였으며 챔버 

내 공기 유속이 2.15 m/s의 조건에서는 0.67 m/s와 비교하

여 상대적으로 작은 먼지농도 범위를 가지며 이론적 계산농

도와 유사한 먼지농도 범위가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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