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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16개 지역

의 미세먼지 (PM10)의 농도, 고농도 빈도분율, 고농도 

발생 연속일수별 빈도수를 살펴본 결과 (Yeo and 

Kim, 2019a), 이들 지표는 모두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서 해당기간 동안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내었다. 서울 

또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등의 장기간 농도도 대체로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내었다 (Kim and Lee, 2018; Kim 

et al., 2018; Seo et al., 2018; Ghim et al., 2015; Kim and 

Yeo, 2013; Kim, 2010, 2006).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2013년 이후 전반적으로 이

전에 비해 감소 추이가 약해졌거나 감소 추이가 뚜렷

  1. 서     론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

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범부

처 차원으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과학

기술적으로도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미세먼지

에 대한 불안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4

월에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하여 정부, 전문가

뿐만 아니라 국민도 참여하여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국민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불안의 원인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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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지역들이 있었다. 

초미세먼지 (PM2.5)에 대해서 전국 자료가 있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지역별 농도, 고농도 빈도

분율, 고농도 발생 연속일수별 빈도수를 살펴본 결과 

(Yeo and Kim, 2019b)에서도 지역별로 PM2.5 농도와 

고농도 빈도분율에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였고, 동일한 

지역 (예를 들어, 전북) 내에서도 PM2.5와 PM10 농도의 

경향이 다른 경우가 있었다. 서울과 경기의 경우, 

2017~2018년은 2015~2016년에 비해 PM2.5 연평균 

농도가 줄어들었음에도 고농도 빈도분율과 고농도 발

생 연속일수별 빈도수는 농도와 상반되게 증가하여, 

고농도 빈도 증가가 현상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국

민 불안에 기여했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결과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4

년간의 PM2.5 농도 자료에 대해 살펴본 것이므로 통

계적으로 장기간 추이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

었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PM2.5 농도를 

측정하여 장기간의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 서울시의 

2003년부터 2018년까지 PM2.5 자료를 이용하여 (1) 서

울시의 PM2.5 농도와 고농도 빈도분율, 고농도 발생 

연속일수별 빈도수의 장기 추이를 파악하고, PM10 결

과와 비교하였다. (2) PM2.5와 PM10 비율 (PM2.5/PM10)

의 추이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PM2.5/PM10는 입자 

기원과 형성 과정,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중

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Xu et al., 2017). 예를 들

어, PM2.5/PM10이 크면 2차생성의 기여가 크다는 것

을 의미한다. 특히, (3) 국민들의 불안을 야기하는 

PM2.5 고농도 사례시 PM2.5/PM10 추이를 파악해 보았

다. PM2.5 저농도 사례의 결과도 함께 살펴보았다. 

  2. 연구자료와 방법

2. 1  자료

현재 서울시는 25개 도시대기측정망에서 PM2.5 농

도를 측정하고 있다 (SMG, 2019; NIER, 2018a). 본 연

구에서는 서울시 PM2.5의 장기간 자료를 동일한 측정

소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PM2.5 농도를 측정한 서울시 12개 지역 도시대기측정

망의 측정소별, 시간별 PM2.5와 PM10 농도 측정값 

(KECO, 2019; SMG, 2019)을 활용하였다. 서울시 12개 

지역은 강남구, 관악구, 광진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

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랑구

이다. 

PM2.5의 결과와 비교하고, PM2.5/PM10을 계산하기 

위하여 PM10에 대해서도 PM2.5와 동일하게 12개 측

정소의 평균 농도와 농도구간별 빈도분율, 고농도 발

생 연속일수별 빈도수를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PM2.5 고농도 및 저농도 

시의 PM2.5/PM10를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PM2.5가 50 

μg/m3 이상인 경우를 고농도, 10 μg/m3 미만인 경우를 

저농도로 간주하였다. 대기환경기준 등 각종 PM2.5 

기준을 그림 1에 제시하였는데, 50 μg/m3은 2018년 

초까지의 PM2.5 일평균 대기환경기준에 해당하는 수

치이다. 또한,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시하는 비상저감

조치 시행기준에 주로 적용되는 수치이다 (Yeo and 

Kim, 2019b).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에서 PM2.5 평균 농도 50 μg/m3 초과를 제시

한다. 저농도 기준으로 적용한 10 μg/m3는 WHO의 

PM2.5 연평균 기준이다. 

Fig. 1. Various standards and criteria for PM2.5 level and 
annual PM2.5 frequency fraction by the concentration level in 
Seoul between 2003 and 2018 (raw data: SMG,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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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계산 방법

본 연구에서는 유효한 측정소별, 시간별 미세먼지 

농도 측정값 (KECO, 2019; SMG, 2019)을 이용하여 전

국의 지역별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연간 미세먼지 

농도구간별 발생 빈도수를 이용한 빈도분율, 고농도 

발생 연속일수를 계산하였다. 기존 연구들 (Yeo and 

Kim, 2019a, b; NIER, 2018a; Ghim and Kim, 2013)과 

동일하게 측정소별로 일일 24시간에 대해 75% 이상 

자료 (18시간 이상)가 확보된 경우 2003년부터 2018

년까지 PM2.5와 PM10의 일평균을 산정하였고, 이 값

을 이용하여 서울시 일평균 및 연평균을 산정하였다. 

PM2.5/PM10는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활용하기 위하

여 서울시 12개 지역 도시대기측정망의 측정소별, 시

간별 PM2.5와 PM10가 함께 존재하는 모든 경우 측정

소별, 시간별 결과를 산정하였고, 이 결과를 모두 이

용하여 서울시 PM2.5/PM10 일평균 및 연평균을 산정

하였다. 

PM2.5 고농도 경우의 PM2.5/PM10는 측정소별, 시간

별 PM2.5가 50 μg/m3 이상이면서 PM10 자료도 존재하

는 모든 경우 측정소별, 시간별 결과를 산정하였고, 

이 결과를 모두 이용하여 서울시의 PM2.5/PM10 일평

균 및 연평균을 산정하였다. PM2.5 저농도의 경우에

도 PM2.5가 10 μg/m3 미만이면서 PM10 자료도 존재하

는 모든 경우에 대해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PM2.5와 PM10 농도, PM2.5/PM10의 구간별 빈도비율

은 구간을 설정하여 해당 구간마다 그 값을 초과하는 

경우의 빈도수를 계산하고, 전체 유효 자료수에 대한 

구간별 해당 빈도수로 계산하였다. PM2.5와 PM10 농

도는 100 μg/m3까지는 5 μg/m3 구간마다 초과하는 경

우의 빈도수를 계산하였고, 100 μg/m3을 초과하는 구

간에서는 PM2.5는 120, 150 μg/m3, PM10은 120, 150, 

200, 250, 300 μg/m3을 설정하여 각각의 값을 초과하

는 경우의 빈도수를 계산하였다. PM2.5/PM10는 0.1이 

증가할 때마다 각각의 값을 초과하는 경우의 빈도수

를 계산하였다. 

농도 구간 중 고농도시 발생 빈도 추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PM2.5는 각각 2018년 3월 이전까지 연평균 기

준, 2018년 3월 이전까지 일평균 기준이면서 비상저

감조치 시행 기준, ‘매우 나쁨’ 기준 (그림 1)인 25, 50, 

75 μg/m3을 초과하는 발생 빈도 구간을, PM10은 각각 

현재 연평균 기준, 일평균 기준, ‘매우 나쁨’ 기준인 

50, 100, 150 μg/m3을 초과하는 구간을, PM2.5/PM10은 

우리나라 연평균 PM2.5/PM10 값이 주로 0.5와 0.6 사

이에 포함되므로 두 값과 높은 값이라 판단되는 0.8

을 선명하게 표시하였다. 

PM2.5와 PM10의 고농도 발생 연속일수별 빈도수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 일평균 PM2.5와 PM10

의 농도 값을 각각 이용하여 3일부터 10일간 고농도

로 지속된 빈도수로 계산하였다. 연속일수별 빈도수

를 산정할 PM2.5 고농도 기준으로는 2. 1절에서 고농

도 기준으로 제시한 것과 동일하게 50 μg/m3을, PM10

은 Yeo and Kim (2019a)와 동일하게 일평균 PM10 대

기환경기준인 100 μg/m3을 선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 1    초미세먼지 (PM2.5) 농도, 구간별 빈도분율, 

고농도 발생 연속일수별 빈도수 추이와 고찰

그림 2에 서울시의 2003년부터 2018년까지의 PM2.5

와 PM10의 연평균 농도와 농도구간별 빈도분율 추이

를 제시하였다.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의 

PM2.5 연평균 농도와 농도구간별 빈도분율 추이는 

PM10과 동일하게 기간 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PM2.5 연평균 농도는 2003년 37.2 μg/m3에서 2018년 

23.4 μg/m3로 감소하였다. 동일한 기간 동일한 측정소

에서의 PM10 연평균 농도는 2003년 69.1 μg/m3에서 

2018년 40.2 μg/m3로 감소하였다. 기간 내 PM2.5 농도

가 가장 낮았던 해는 2012년으로 PM2.5 농도는 22.1 μg/

m3이었고, PM10 농도도 41.6 μg/m3으로 매우 낮았다. 

PM2.5의 빈도분율 추이는 농도 추이와 거의 동일하

여 25 μg/m3을 초과하는 빈도분율은 평균 농도 추이

와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

다. 하지만 고농도 및 저농도 구간에서는 평균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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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이와 달라지기도 하는데, 특히, 시민들의 불안을 야

기하는 고농도 구간인 PM2.5가 ‘매우 나쁨’에 해당하

는 75 μg/m3을 초과하는 빈도분율은 2017~2018년에 

PM2.5 연평균 농도와 상반되게 증가하였다. PM2.5가 

75 μg/m3을 초과하는 빈도분율이 Yeo and Kim 

(2019b)에서도 논의하였듯이 2016년 1.0%에서 2017

년과 2018년에 각각 2.0%, 2.4%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PM10은 연평균 농도가 2016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내었고, 150 μg/m3을 초과하는 빈도분율

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각각 0.8%, 0.9%, 0.5%로 

2017년 0.1% 증가하였지만, 2018년에 2016년과 2017

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PM2.5의 평균 농도는 감소하였는데 고농도 빈도분

율이 증가한 것이 2017~2018년에만 나타난 특징인지

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전 연구 (Yeo and Kim, 2019b)

에서 살펴보지 못한 2003년부터 2015년까지의 PM2.5

의 평균 농도와 고농도 빈도분율의 증감율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2004년과 2005년 PM2.5의 연평균 농

도는 각각 약 29.4, 27.9 μg/m3으로 약 1.5 μg/m3이 감

소하였는데, 75 μg/m3을 초과하는 빈도분율은 각각 약 

3.8%, 4.0%로 0.2%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평균 농도는 감소하였지만, 고농도 빈도분

율은 증가하는 것이 최근에만 나타난 특징으로 보기

는 어렵다. 하지만 2003년부터 2015년까지는 이런 사

례가 2005년 한차례 나타난 것에 불과한데, 2015년부

터 2018년까지는 2017년과 2018년에 2차례 연속으로 

나타나 이전보다 빈번해진 상황이므로 고농도 빈도

분율 증가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

Table 1. Annual frequency of the number of days with the 
PM2.5 and PM10 level over 50, 100 μg/m3, respectively (raw 
data: KECO, 2019; SMG, 2019).

Year days for PM2.5≥50 μg/m3 days for PM10≥100 μg/m3

2003 69 57
2004 30 35
2005 35 38
2006 36 35
2007 39 50
2008 20 30
2009 39 28
2010 19 21
2011 14 18
2012 15 5
2013 28 16
2014 19 20
2015 11 12
2016 13 7
2017 21 10
2018 23 13

Sum 431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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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nnual mean trends of PM2.5 and PM10 concentrations (first bold line with circle markers in each figure), and frequency 
fraction by the concentration levels in Seoul, respectively (second and third lines (dark), and fourth line (light) for PM2.5: >25, > 
50, and >75 μg/m3; second line (dark), third and fourth lines (light) for PM10: >50, >100, and >150 μg/m3) between 2003 and 
2018 (raw data: KECO, 2019; SMG,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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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서울시의 2003년부터 2018년까지 PM2.5 일평균 농

도가 50 μg/m3 이상이었던 날과 3일 이상 지속된 빈

도수는 표 1과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PM2.5 일평균 농도가 50 μg/m3 이상이었

던 날은 2003년 69일에서 2018년 23일로 감소하였다. 

기간 내 PM2.5 일평균 농도가 50 μg/m3 이상이었던 날

이 가장 적었던 해는 2015년으로 11일에 불과하였지

만 2015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PM10도 일평균 

농도가 100 μg/m3 이상이었던 날과 3일 이상 지속된 

빈도수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전반적으로 감소

하였고, 2015년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뚜렷이 나타내

지 않았다. 

3. 2  PM2.5/PM10 추이와 고찰

PM2.5/PM10의 연평균은 그림 4에서 보듯이 2003년 

약 0.54에서 2018년 약 0.58로 증가하였다. 일반적으

로 2차생성에 의한 비율이 높을 때 PM2.5/PM10이 크

기 때문에 이 결과로 2003년 이후 서울시 입자 농도

에서는 2차생성의 중요도가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의 PM2.5와 PM10 농도가 모두 감소하였는데 

PM2.5/PM10가 증가한 것은 기간 내 PM10의 감소율이 

PM2.5보다 크기 때문이다. 2003년부터 2018년까지 

PM2.5와 PM10의 연평균 농도 추이를 선형회귀식으로 

나타내면 기울기가 각각 -0.55 μg/m3, -1.52 μg/m3로 

PM10의 감소율이 크다. 

기간 내 서울시의 PM10 농도가 PM2.5보다 더 크게 

감소한 이유는 입자 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고려

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입자 농도는 2차생성, 직접 

배출, 외부 유입에 의한 영향을 주로 받는다 (Seinfeld 

and Pandis, 2016). 

Seinfeld and Pandis (2016)가 제시하는 입자의 크기

분포에 따른 특성을 보면 PM2.5는 주로 핵영역 (Nucle

ation mode)과 집적영역 (Aitken mode and/or accu

mulation mode)에 해당한다. 질량 농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적 영역의 입자들은 주로 직접적인 1차 배

출 또는 2차생성된 황산염, 질산염, 기체상에서 전환된 

유기물, 작은 입자들의 응집으로 형성된다 (Seinfeld 

and Pandi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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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nnual trends of PM2.5 and PM10 concentrations, and 
PM2.5 / PM10 in Seoul between 2003 and 2018 (raw data: KECO, 
2019; SMG,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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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nnual frequency over 50 μg/m3 and 100 μg/m3 for duration for PM2.5 and PM10 between 2003 and 2018, respectively 

(raw data: KECO, 2019; SMG,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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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PM2.5보다 큰 입자들로 이루어진 조대영역 

(Coarse mode)은 2차생성된 황산염과 질산염이 일부 

포함되기도 하지만 주로 바람과 부식 등과 같은 기계

적인 과정을 통해 직접적으로 생성되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Seinfeld and Pandis, 2016). 따라서 2차생성은 

대부분 PM2.5에 포함된다고 판단할 수 있고, 2차생성

된 입자의 질량은 PM10과 PM2.5에서 거의 동일할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2차생성에 의한 입자의 질량 농도의 변화량

도 PM10과 PM2.5 내에서 거의 동일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물질의 전체 질량 농도에서 2차생성에 

의한 질량 농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차이가 날 수 있다. 

PM10의 전체 질량 농도가 크므로 PM2.5에서 2차생성에 

의한 질량 농도의 비율이 PM10에서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 많은 연구에서 PM2.5에서 2차생성에 의

한 비율이 PM10보다 높은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2차생성에 의한 농도가 감소한다면, 감소

율은 PM2.5에서 더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울시의 

PM10 농도가 PM2.5보다 더 크게 감소한 것에 2차생성 

감소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PM10 농도가 PM2.5보다 더 크게 감소한 것에 직접 

배출 감소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나라 대기

정책지원시스템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CAPSS) (NIER, 2019)에서 제공하는 PM2.5와 PM10의 

배출량 자료를 이용하였다. CAPSS에서 PM2.5은 2011

년부터 2016년까지, PM10은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의 배출량 자료를 제공한다. 

CAPSS에서는 거의 매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

정방법을 개선하고 있다. 배출원을 추가하거나 배출

원 분류체계를 변경하기도 하고, 동일한 배출원에 대

한 활동도 구축방법 또는 배출계수를 변경하기도 한

다 (NIER, 2018b). 예를 들어, 2011년 도로이동오염원

의 자동차 배출계수에서 LPG 황함량을 과거 0.015%

에서 0.001%로 변경하였고, 2014년 비도로이동오염

원의 배출계수를 과거 BC유 (4.0%) 단일유종 적용에

서 휘발유, 경유, 중유로 선종 특성을 고려한 선종별 

및 유종별 적용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현재 CAPSS에서 제공하는 연도별 대기오

염물질 배출량 추이에는 대기오염물질의 직접적인 

배출에 영향을 주는 부문별 활동도 변화에 의한 배출 

변화량뿐만 아니라 배출량 산정방법 변화에 의한 변

화량도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PM2.5 배출량이 제시되기 시작한 2011년부터 PM2.5

와 PM10 배출량 산정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2015년

부터 비산먼지와 생물성연소 부문이 공식배출원에 

추가 (NIER, 2018b)되어 두 물질의 배출량이 추가 산

정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해당 기간 

내 동일한 부문에서의 배출량의 증감율의 차이를 살

펴보고자 하였으므로 2015년부터만 공식적인 결과가 

제시되는 비산먼지와 생물성연소를 제외하고 살펴보

았다 (그림 5). 

그림 5를 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PM2.5와 

PM10의 배출량은 모두 감소하였고, 두 물질의 배출량

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1년 

총 배출량이 PM10은 약 1.74 kt으로 약 1.55 kt인 PM2.5

보다 12% 가량 많았다.

2003년부터의 배출량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2003

년부터의 PM10 부문별 배출량 결과도 그림 5에 제시

하였는데, 도로이동오염원에서의 배출량 감소로 전

체적으로 감소 추이를 나타내었다. 2007년부터 기존

에 누락되었던 수입 무연탄 공급량 통계 자료를 적용 

(NIER, 2018b)하여 배출량을 추가 산정한 결과, 전국

적으로 제조업 연소 부문에서의 PM10 배출량이 2007

년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NIER, 2013), 

서울의 경우 2007년에도 PM10 배출량은 이전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는 서울의 PM10 주요 배출원이 제조업 

연소 부문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도로이동오염원에서의 배출은 자동차 주

행거리 감소 및 수도권 저감장치 부착 등의 정책 시

행에 따라 2004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이를 나타내었

다 (NIER, 2013). 2015년 우리나라 PM2.5 또는 PM10 배

출량은 산업용 무연탄 사용량의 증가, 건설장비 등록

대수 및 평균 가동률의 증가, 해상선박 부문 활동도 

증가, 복합화력 발전량 감소 등 실질적인 활동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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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NIER, 2018b). 

PM10 배출량은 배출계수 변화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은 경우 (예를 들어, 2007년)가 있지만, 서울시의 경

우 주요 배출원의 특성상 주로 실질적인 활동도 변화

에 의해 2003년부터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나

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PM2.5와 PM10의 배출 추이

와 부문별 비중이 매우 유사하므로 (그림 5) PM2.5도 

PM10과 마찬가지로 도로이동오염원에서의 배출량 

감소로 2003년부터 전체적으로 PM10과 유사한 추이

로 감소했을 수 있다. 

서울시의 PM10 농도가 PM2.5보다 더 많이 감소한 

것에 이들 두 물질의 직접 배출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도당 배출량 값을 간접지표로 고려하여 살

펴보았다. 두 물질 모두 2011년의 값을 1로 두고 연도

별 값을 비로 나타내었고, 장기간 자료가 있는 PM10

은 2003년의 값을 1로 둔 변화비를 함께 살펴보았다 

(그림 6). 

2011년 값을 기준으로 하는 PM2.5와 PM10 각각의 

농도당 배출량 비율 추이 (그림 6)는 2011년부터 2016

년까지 유사하여 두 물질의 농도형성에 직접 배출의 

영향이 크게 차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PM2.5와 PM10 모두 비율이 2011년 1에서 

2016년 각각 0.80과 0.87로 감소하여 농도에 직접 배

출이 영향을 주는 비율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2003년을 1로 두고 살펴보면, 2016년 0.46으로 2011

년부터 2016년까지 감소한 비율보다 더 크게 감소하

여 장기간으로 직접 배출이 농도에 영향을 주는 비율

이 더 크게 감소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M2.5 농도에서의 PM2.5 직접 배출의 영향에 대한 

장기간의 결과는 부재하지만, PM2.5 배출량이 PM10

과 유사하게 2003년부터 감소하였다면, 2003년부터 

PM2.5 농도에서의 PM2.5 직접 배출의 영향이 2011년

부터 2016년까지보다 더 크게 감소하였을 것이라 예

상할 수 있다. 

입자 내에서 직접 배출의 지표로 활용되는 원소상

탄소 (Element Carbon, EC)의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의 농도 추이 (Han and Kim, 2015)를 살펴보면, 해당 

기간 내 큰 비율로 감소하여 PM2.5와 PM10의 농도에

서 직접 배출 감소에 의한 영향이 클 수도 있다는 점

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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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atio of emissions to concentrations of PM2.5 and 
PM10 in Seoul.

Fig. 5. Emissions of PM2.5 and PM10 by sector in Seoul (raw data: NI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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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물질의 직접 배출이 유사한 비율로 감소하였을 

경우, 2차생성에서 논의한 것처럼 전체 질량 농도가 

PM10이 높으므로 PM2.5에서 직접 배출에 의한 상대

적인 영향도가 PM10에서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직접 배출의 기여가 감소했을 때, 감소율은 

PM2.5에서 더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PM10 농도가 

PM2.5보다 더 크게 감소한 것에 직접 배출 감소의 영

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그림 5에서 포함하지 않은 비산먼지와 생

물성 연소 등의 배출량을 고려하면 PM2.5와 PM10의 

배출량은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크게 차이난다. 특

히, PM10에서 비산먼지 배출의 비중은 매우 높아서 

2015년 PM10의 전체 배출량은 9.16 kt인데, 이 중 비

산먼지가 7.55 kt으로 전체 배출량의 82.4%에 해당한

다. 반면, PM2.5에서는 비산먼지가 1.13 kt로 PM10 비

산먼지 배출량의 15%에 불과하고, 전체 PM2.5 배출량 

2.58 kt의 43.9%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비산먼지 등 

PM10 배출량에서 PM2.5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배

출원과 지금까지 고려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배출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의 PM10 

농도가 PM2.5보다 더 크게 감소한 것에 외부유입에 의

한 영향을 간접적으로라도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국가배경농도 측정소인 백령도에서의 PM2.5와 PM10 

농도 추이를 각각 에어코리아 (KECO, 2019)에서 자료

를 제공하는 2016년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살펴보

았다. 

그림 8을 보면 백령도에서 PM2.5와 PM10은 2016년 

각각 21.9, 45.2 μg/m3에서 2018년 각각 17.4, 32.7 μg/

m3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내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PM10의 감소율은 약 28%로 약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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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missions of PM2.5 and PM10 by sector (‘Others’ includ-
es other sources & sinks, non-industrial combustion plants, 
combustion in energy industries, combustion in manufactur-
ing industries, and waste treatment and disposal) in Seoul in 
2015 and 2016 (raw data: NI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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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nnual mean trends of PM2.5 and PM10 concentrations (first bold line with circle markers in each figure), and frequency 
fraction by the concentration levels in Baekryeong-do, respectively (second and third lines (dark), and fourth line (light) for PM2.5: 
>25, >50, and >75 μg/m3; second line (dark), third and fourth lines (light) for PM10: >50, >100, and >150 μg/m3) (raw data: 
KECO,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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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5보다 컸고, PM2.5/PM10은 2016년 약 0.48에서 

2018년 약 0.53으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서울도 

PM10의 감소율이 약 18% (2016년 48.7 μg/m3에서 

2018년 40.2 μg/m3)로 약 12% (2016년 26.6 μg/m3에서 

2018년 23.4 μg/m3)인 PM2.5보다 컸고, PM2.5/PM10은 

2016년 약 0.55에서 2018년 약 0.58로 증가하였다. 

서울의 PM2.5가 50 μg/m3 이상인 고농도와 10 μg/

m3 미만인 저농도일 때 백령도의 PM2.5와 PM10 농도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9), 서울의 PM2.5가 고농도일 

때 백령도의 PM2.5와 PM10 농도도 높고, 서울의 

PM2.5가 저농도일 때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백령도에서도 PM10이 PM2.5보다 더 큰 비율로 감

소한 것과 서울과 백령도의 농도 수준의 동조화를 통

해 서울과 백령도의 농도 경향이 유사하다는 점을 파

악할 수 있었다. 이를 근거로 서울의 입자 농도에 외

부유입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예상할 수도 있지만, 

적용 기간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에 불과하

고, 백령도가 국내에 의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3. 3    초미세먼지 (PM2.5) 고농도 및 저농도 시 

PM2.5/PM10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PM2.5가 50 μg/m3 이상인 고농도와 

10 μg/m3 미만인 저농도일 때 2003년부터 2018년까

지 PM2.5/PM10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PM2.5가 50 μg/

m3 이상인 고농도와 10 μg/m3 미만인 저농도인 경우

가 전체 중 어느정도를 차지하는지도 파악해 보았는

데, 전체 유효 자료수 (PM10 자료수 기준) 대비 PM2.5

가 고농도, 저농도인 경우의 자료수 비율이 각각 

10.2%, 13.9%였다. 이 값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의 

평균에 해당하고, 그림 10에서 월별 자료수 비율을 

살펴보면, PM2.5가 고농도인 경우는 1~3월에 자료 

비율이 높았고, 저농도인 경우는 7~9월에 높아 계절

별 차이를 나타내었다. 

PM2.5가 고농도, 저농도인 경우별 PM2.5/PM10 연도

별, 월별 추이를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PM2.5가 고농

도인 경우 PM2.5/PM10이 가장 큰 값을 나타내어 0.7 

전후의 값 (2003년 0.64, 2018년 0.73), PM2.5가 저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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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Monthly valid data fraction of PM2.5/PM10 for PM2.5≥ 
50 μg/m3 and PM2.5<10 μg/m3, respectively (raw data: KECO, 
2019; SMG,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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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 PM2.5/PM10이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어 0.4 

전후의 값 (2003년 0.34, 2018년 0.44)을 나타내었다 

(그림 11). 이를 통해, PM2.5가 고농도일 때 2차생성 

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월별로는 모든 경우 여름철에 해당하는 7, 8월에 

PM2.5/PM10이 가장 컸다. 평균과 고농도의 경우 겨울

철에도 큰 값을 나타내었는데, 저농도의 경우에는 반

대 추이를 나타낸 것이 특징적이다 (그림 11). Shin et 

al. (2014)에 의하면, 2014년 서울의 봄철 고농도 사례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서 PM2.5/PM10이 0.8로 나타난 

2014년 2월의 경우, 황산염, 질산염, 탄소성분의 농도

가 높게 나타나 PM2.5에서 2차생성 입자의 비율이 높

았다. 

PM2.5가 고농도일 때와 저농도인 두 경우 모두 2018

년에 2003년보다 PM2.5/PM10 값이 약 0.1 증가하여 2

차생성에 의한 기여가 높아졌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림 11을 보면, 2003년부터 2018년까지 고농도, 저

농도의 경우 서울시의 PM2.5/PM10 증감 추이에는 차

이가 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PM2.5가 고농도일 

때의 PM2.5/PM10 추이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저농도

일 때는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내었다. 2014년 이후에

는 PM2.5가 고농도일 때는 PM2.5/PM10이 계속 증가하

여 2017년에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중에 최고값을 

나타내고 2018년 감소한 반면, 저농도일 때는 2014년 

이후 감소하여 2017년에 2010년 이후 최저값을 나타

내고 이후 증가하였다. 

2008년과 2014년 사이에는 두 경우의 PM2.5/PM10 

값의 차이가 다른 기간보다 작았고, 두 경우 모두 증

가하는 추이를 나타내어 기간별로 경우별 PM2.5/

PM10 추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PM2.5/PM10는 전체 평균과 유사하게 전

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연

도 및 계절에 따른 PM2.5/PM10의 변화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M2.5/PM10을 규명하고 정량화하는 것은 직접적으

로 PM2.5를 측정하지 않더라도 PM2.5 농도를 추정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Xu et al., 2017). 캘

리포니아에서 이를 적용한 사례가 있으며 (Blanchard 

et al., 2011), 우리나라에서도 전국 시군구의 PM2.5 연

평균 농도를 추정하기 위해 PM2.5/PM10를 활용한 연

구가 있는데 (Lee et al., 2018), PM2.5 농도 추정을 위해 

PM2.5/PM10 값을 활용할 때 시간별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경우의 PM2.5와 PM10의 농도를 PM2.5/PM10와 함

께 제시한 그림 12를 보면, PM2.5가 고농도와 저농도

일 때 PM2.5의 연평균 농도는 두 경우 모두 뚜렷한 증

감 추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고농도의 경우 대부분 

60~70 μg/m3, 저농도의 경우 대부분 6~7 μg/m3 사이

의 값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PM10은 두 경우 모두 전

Year Month

R
at

io
 o

f P
M

2.
5 

to
 P

M
10

R
at

io
 o

f P
M

2.
5 

to
 P

M
10

 (a) Annual (2003~2018) (b) Monthly (2003~2018)

Fig. 11. Annual and monthly mean trends of PM2.5/PM10 for total average, PM2.5≥50 μg/m3, and PM2.5<10 μg/m3, respectively 
in Seoul between 2003 and 2018 (raw data: KECO, 2019; SMG,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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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평균과 유사하게, PM2.5/PM10 추이와는 상반되게 

연도별로 감소 추이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PM2.5가 고

농도 및 저농도인 경우 PM2.5/PM10 증감 추이는 PM10 

농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림 13에서 PM2.5가 고농도일 때와 저농도일 때, 

전체 경우의 평균 PM2.5/PM10 빈도분율을 살펴보면, 

PM2.5가 고농도일 때 2014년 이후 PM2.5/PM10 값이 

큰 경우가 급증하였고, 2017년과 2018년에는 0.5를 

넘는 빈도분율이 95% 이상에 달하였다. 이 결과를 보

면, PM2.5가 고농도일 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PM2.5/PM10의 급증 원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의 

(1) PM2.5 농도와 고농도 빈도분율, 고농도 발생 연속

일수별 빈도수의 장기 추이, (2) PM2.5/PM10 추이, (3) 

PM2.5 고농도 및 저농도 사례시 PM2.5/PM10 추이를 

살펴보았다.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의 PM2.5 농도와 고

농도 빈도분율, 고농도 발생 연속일수별 빈도수는 모

두 PM10과 동일하게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나

타내었다. PM2.5 연평균 농도는 2003년 37.2 μg/m3에

서 2018년 23.4 μg/m3로 감소하였고, PM2.5가 75 μg/

m3을 초과하는 빈도분율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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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Annual mean trends of PM10 and PM2.5 concentrations, and PM2.5/PM10 ratio by case in Seoul between 2003 and 2018 

(raw data: KECO, 2019; SMG,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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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16년 1.0%에서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2.0%, 

2.4%로 증가하였다. 이는 PM2.5 연평균 농도 추이와 

상반되는 것이고, PM10이 150 μg/m3을 초과하는 빈

도분율이 2018년에 2016년과 2017년에 비해 감소한 

것과도 다른 결과이다. 평균 농도가 감소하였음에도 

고농도 빈도분율이 증가하는 것이 최근에만 나타난 

현상은 아니지만 이전보다 빈번해진 상황이므로 고

농도 빈도분율 증가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의 PM2.5 일평균 농

도가 50 μg/m3 이상이었던 날과 3일 이상 지속된 빈

도수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2015년 이후 

2018년까지 PM2.5 일평균 농도가 50 μg/m3 이상이었

던 날은 기간 내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PM10의 경우 

일평균 농도가 100 μg/m3 이상이었던 날이 2015년 이

후 뚜렷하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서울시의 PM2.5/PM10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증

가하였고, 이는 기간 내 PM10이 PM2.5보다 더 크게 감

소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이유를 입자 농도에 

영향을 주는 2차생성, 직접 배출, 외부유입으로 나누

어 각각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2차생성에 의한 농도가 감소한다면,  감소율은 

PM2.5에서 더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2차생성 감소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에서 고려한 직접 배출의 경우도 두 물질의 배출량의 

차이가 크지 않아 직접 배출에 의한 농도가 감소한다

면, 감소율은 PM2.5에서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

서, 외부유입에 의한 영향이 서울의 PM10이 PM2.5보

다 더 큰 비율로 감소한 것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데, 백령도에서도 PM10이 PM2.5보다 

더 큰 비율로 감소한 것과 서울과 백령도의 농도 수준

의 동조화를 통해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하지만, 백령도와 서울 농도 추이가 유사한 이유에

는 백령도가 국내에 의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 등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직접 배출의 경우에도 비

산먼지와 같이 최근까지 고려되지 않은 배출원과 누

락된 배출 등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과 PM2.5 농도 수준에 따른 서

울시의 PM2.5/PM10 변화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PM2.5가 50 μg/m3 이상인 고농도와 10 μg/m3 미만

인 저농도일 때도 서울시의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의 PM2.5/PM10는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내었고, 주로 

여름철에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PM2.5가 고농도인 

경우 PM2.5/PM10이 0.7 전후로 가장 큰 값을 나타내

었고, PM2.5가 저농도인 경우 PM2.5/PM10이 0.4 전후

로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PM2.5가 고농도일 때 

2014년 이후 PM2.5/PM10 값이 큰 경우가 급증하였는

데, 이 기간 급증 원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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