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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개발목표  내용

① PM2.5 내 INAA를 이용하여 As, Cr, Mn, Se, Zn를 포함한 미량원소 약 30여종의 정량 분석과 

IC를 이용하여 sulfate, nitrate, chloride 등 무기이온 성분의 정량분석

② INAA  IC 분석의 QA 확보  정확도 평가

③ 장기간 농도 자료에 PMF를 용하여 오염원 기여도를 정량  평가

④ 고차원 수용모델링인 PSCF에 한 용방법과 응용방법을 개발하여 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

동을 추 , 평가

 2. 연구결과

① INAA의 분석 정확도는 Al, As, Fe, K, Na, Sb, V의 분석값이 상 오차 5% 이하, 그리고 Ba, 

Co, Cr, Cu, Mg, Mn, Sc, Th, Ti, Zn는 10% 이하의 정확한 결과를 보 음

② 2005년 8월부터 2007년 1월까지 계 별로 각 15일씩 총 120시료를 집 으로 채취된 PM2.5를 

분석한 결과, PM2.5의 평균농도는 32.1 ± 14.1 μg/m3(9.7~64.6μg/m3)를 보 음

③ INAA를 이용하여 분석한 속원소의 농도는 In, Dy, Hf, Sc, Th이 가장 낮은 10-2 ng/m3에서, 

Co, La, Sm, Ce이 10-1 ng/m3 이하 역에서, Se, V, As, I, Sb, Cu이 100 ng/m3 이하, Ba, Br, 

Mn, Cr, Ti, Zn, Mg, Cl가 101 ng/m3, Na, Fe, K, Al가 102 ng/m3 에서 분포하 음

④ PMF를 이용하여 연구지역의 PM2.5 오염원을 정량분석한 결과, secondary sulfate(25%), vehicle 

exhaust(19%), secondary nitrate(14%), road dust(13%), metal smelting/incineration(10.2%), soil 

dust(9.5%), fossil fuel combustion(8.8%)로 나타남

⑤ PMF로 분석된 오염원에 해 PSCF를 용한 결과, secondary sulfate, soil dust, metal 

smelting /incineration, fossil fuel combustion의 오염원은 장거리를 이동하여 국토의 심인 

 지역에 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vehicle exhaust, secondary nitrate, road dust 오염원은 외부

로부터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3. 기 효과  활용방안

  ① 도시 기환경  해성이 매우 큰 PM2.5와 독성 속의 정량분석에 INAA의 용성 신장

  ② 역  기오염 연구에 한 성자방사화분석의 활용을 한 선도연구

  ③ 오염원 평가  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 평가 분야에 국제 공동연구기반 조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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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기오염원의 장거리 추 평가

Ⅱ. 연구개발의 목   요성

   미세분진에 의한 사회비용의 감과 효율  리 방안은 미세분진 오염

원에 한 정확하고 신속한 평가로부터 시작된다. 수용모델링은 미세분진의 

오염원 산정을 한 가장 효과 이면서도 비용 측면에서 효율 인 방법론  

우 를 가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다량의 농도자료 획득의 어려움으로 인해 

활발히 이루어 지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원자력응용기술인 성자방사화분

석은 기  수많은 미량원소의 비 괴 다원소 동시 분석법으로 농도 10 

ng/m
3 이하인 미량원소의 동시분석에 가장 합한 방법이고, 량의 기시

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다. 국내 기오염모델링 분

야의 연구에 있어 아직도 미세분진 내 미량 속의 장기간 농도자료가 단

히 부족하고 air parcel back trajectory 등을 이용한 장거리 오염원의 추  

기술과 같은 고차원의 수용모델링 기술을 개발, 용한 사례가 없는 실정이

다. 따라서 이러한 미세분진 내 미량 속의 장기간 농도분석과 고차원 수용

모델링의 개발, 그리고 이를 이용한 지역  장거리 오염원의 추 연구는 매

우 시 하다고 할 수 있다. 재 외국에서는 고차원 수용모델링  air 

parcel back trajectory와 PMF를 결합하여 수용 의 미세분진 농도에 향

을  수 있는 가능한 오염원 지역과 오염물질의 이동 경로 등을 평가하는 

Potential Source Contribution Function(PSCF) 모델에 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이는 기오염이 국지  향범 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

닌 역  오염 상이기 때문이다. 재 국내에서는 황사 상에 해 

HYSPLIT 모델을 이용한 back trajectory 평가를 통해 황사의 발원지 분석

에 이용하고 있으나 미세분진의 역 오염원의 치와 경로추 에 용된 

실 은 무하다. PSCF 모델의 결과는 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한 경로

와 발생지 에 해 역 도표화(mapping)를 가능하게 한다. 오염원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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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된 오염물질이 장거리 이동을 하여 특정 수용 에 향을  수 있

는 가능성은 지형  국지 기상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PSCF 결과

에 따른 역 도표는 지역의 기 오염물질 리를 한 효율  감 책 

마련에 매우 큰 활용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차원 수용 모델인 

PSCF의 용방법과 응용방법을 개선하여 국토의 심에 치한 지역을 

심으로 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 보건과 련하여 가장 큰 안  

하나인 미세분진의 효율  오염원 리를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1.  인체에 미치는 향이 큰 미세분진(PM2.5)의 계 별 집  채취

2.  PM2.5 내 INAA를 이용하여 As, Cr, Mn, Se, Zn를 포함한 미량원소 

약 30여종의 정량 분석과 IC를 이용하여 sulfate, nitrate, chloride 등 무

기이온 성분의 정량분석

3.  INAA  IC 분석의 QA 확보  정확도 평가

4. 장기간 농도 자료에 PMF를 용하여 오염원 기여도를 정량  평가

5. 고차원 수용모델링인 PSCF에 한 용방법과 응용방법을 개발하여 

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을 추 , 평가

Ⅳ. 연구개발결과

기오염 물질  인체에 미치는 향이 큰 미세분진(PM2.5)을 충남 학

교에서 2005년 8월부터 2007년 1월까지 계 별로 각 15일씩 총 120시료를 

집 으로 채취하 다. 측정된 PM2.5의 평균농도는 32.1 ± 14.1 μg/m3 고 

최 는 9.7 μg/m3, 최고 농도는 황사발생일인 2006년 3월 20일에 64.6 μg/m3

로 조사되었다. 측정된 PM2.5의 평균 농도는 미국의 24시간 평균 기 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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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μg/m3를 과하는 경우는 없었으나 연평균 기 치인 15 μg/m3를 과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 별 15개씩 채취된 PM2.5의 농도를 비교하면 겨울

(34.4 ± 13.6 μg/m3), (32.8 ± 14.5 μg/m3) > 가을(30.0 ± 9.3 μg/m3) > 여

름(23.1 ± 12.6 μg/m3)의 크기순으로 조사되어 계 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PM2.5 농도의 빈도분석 결과 20 ~ 40 μg/m3의 

농도 범 에서 60%, 40 μg/m3 이상의 고농도범 에서 30%이상 분포하고 있

었다. 반사율을 이용하여 측정한 black carbon의 농도는 5.1 ± 2.3 μg/m3로 

나타났으며 PM2.5와의 상 계수는 0.62로 높게 나타났다. Black carbon의 계

농도 분포는  (7.20 μg/m3) > 겨울 (7.07 μg/m3) > 가을 (5.28 μg/m3) > 

여름 (3.90 μg/m3)의 크기순으로 조사되었다. 

NIST SRM 2783을 시료의 분석조건과 동일하게 분석한 결과, Al, As, 

Fe, K, Na, Sb, V의 분석값이 상 오차 5% 이하, 그리고 Ba, Co, Cr, Cu, 

Mg, Mn, Sc, Th, Ti, Zn는 10% 이하로 나타나 매우 정확한 분석값을 보

음. 한 정 도를 나타내는 상 표 편차(RSD)는 Mg (13.4%)과 Sm 

(11.7%)을 제외하면 모두 10% 미만으로 역시 매우 정 한 분석값을 보여 측

정된 속원소 농도의 신뢰성이 매우 좋은 것으로 단된다. 

성자방사화분석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속원소의 산술 평균값을 기 으

로 In, Dy, Hf, Sc, Th이 가장 낮은 10
-2 ng/m3에서, Co, La, Sm, Ce이 10-1 

ng/m3 이하 역에서, Se, V, As, I, Sb, Cu이 100 ng/m3 이하, Ba, Br, Mn, 

Cr, Ti, Zn, Mg, Cl가 101 ng/m3, Na, Fe, K, Al가 102 ng/m3 의 역에서 

분포하고 있었다. 연구지역에서의 독성 속  As, Cr, Mn, Se, V, Zn의 농

도는 각각 1.84±1.42 ng/m3, 15.3±5.85 ng/m3, 12.9±9.31 ng/m3, 1.15±0.84 

ng/m3, 1.44±0.83 ng/m3, 47.1±29.5 ng/m3 이었다. 한편, 이온크로마토그래피

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무기이온  NO3
-와  SO4

2-의 농도가 각각 6.1 ± 3.8 

μg/m3, 6.2 ± 4.8 μg/m3, NH4
+ 3.4 ± 2.8 μg/m3를 나타내었다. 이들 3종의 무

기이온 농도의 합은 측정된 PM2.5의 약 52%로 매우 높은 수 으로 나타났

다. 무기이온과 PM2.5와의 상 계수는 NH4
+가 가장 큰 0.797이었고 NO3

- 

0.755, SO4
2- 0.696으로 비교  한 상 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미세입자

역에서 NH4
+와 SO4

2-, NO3
-간의 주요 결합 형태는 (NH4)2SO4, NH4HSO4, 

NH4NO3 이므로 NH4
+의 이론  농도를 NH4

+의 결합 형태에 따라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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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계산 결과, NH4
+/SO4

2-의 당량비가 0.83이며 두 

가정조건으로 계산한 이론 NH4
+의 값이 0.77~1.08이고 두 직선 모두 직선

계를 가지므로 NH4
+와 SO4

2-간의 결합 형태는 주로 (NH4)2SO4와 NH4HSO4

로 같이 공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PMF 수행 결과, 연구지역에서의 PM2.5 오염원은 secondary sulfate, 

vehicle exhaust, secondary nitrate, road dust, metal smelting/incineration, 

soil dust, fossil fuel combustion의 7개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이때의 모델

링 결과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측한 PM2.5 질량농도는 측정된 질량농도

의 90%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때 두 변수간의 결정계수(R2)는 0.80으로 신뢰

성 있는 모델링 결과를 보 다 정량 평가한 각각의 오염원 기여도는 

secondary sulfate (6.9±6.8 μg/m3, 25%), vehicle exhaust (5.4±3.3 μg/m3, 

19%), secondary nitrate (3.9±2.8 μg/m3, 14%), road dust (3.8±2.5 μg/m3, 

13%), metal smelting /incineration (2.9±2.8 μg/m3, 10.2%), soil dust 

(2.7±4.1 μg/m
3, 9.5%), fossil fuel combustion(2.7±2.6 μg/m3, 8.8%)의 크기 

순 이었다. 

Potential source contribution function은 격자의 수에 할당되는 endpoints

의 수를 계산할 수 있는 매우 복잡한 구조의 계산 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데, 이를 해 Excel VBA를 이용하여 계산코드를 작성함으로써 상용모델의 

부재로 인해 수행하지 못하 던 오염원의 장거리 추 을 한 기술을 개발

하 다. PM2.5 농도의 상  75 percentile을 임계기 으로 PSCF 수행 결과, 

국 동부 연안의 주요 도시와 공업지역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이  지

역의 고농도 PM2.5가 발생한 날에 유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국내 

남부 연안의 공업지역인 양, 여수 창원 지역에서도 유입되는 것으로 단

된다.  PMF로 분석된 오염원에 해 PSCF를 용한 결과, secondary 

sulfate, soil dust, metal smelting /incineration, fossil fuel combustion의 오

염원은 국의 해안에 치한 도시  공업지역을 오염원 지역으로 단

할 수 있었으며 이 지역에서 발원된 PM2.5가 장거리를 이동하여 국토의 

심인  지역에 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편, vehicle exhaust, secondary 

nitrate, road dust 오염원의 PSCF 값이 외부오염원의 향에 한 명확한 

증거로 볼 수 없으므로 외부로부터 향을 받지 않는 국지오염원(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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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으로 단된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도시 기환경  해성이 매우 큰 PM2.5와 독성 속의 정량분석에 

INAA의 용성 신장

2. 역  기오염 연구에 한 성자방사화분석의 활용을 한 선도연구

3. 오염원 평가  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 평가 분야에 국제 공동연구기반

조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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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Ⅰ. Project Title

   Source apportionment of aerosols using air parcel backward 

trajectories

Ⅱ.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Urban particulate matters, especially PM2.5 (aerodynamic equivalent 

diameter, AED, less than 2.5 μg/m
3) are important because of their 

potential for deposition on human respiratory system being accompanied 

by many harmful trace elements (such as As, Cd, Cr, Cu, Mn, Pb, Se, 

and Zn). The trace elements in airborne particulates originated from 

various source processes (soil, vehicle exhaust, combustion of fossil fuel, 

incinerator, and industrial process) can also affect environment not only 

in a locally limited region but also in a wide area by long range 

transportation. Thus, trace element data  obtained by long-term 

monitoring is very useful for risk assessment and source identification. 

An analytical method aiming to the quantitative determinations of trace 

elements in airborne particulate samples should be sensitive and precise, 

while being potent enough to identify the diversity of elements 

simultaneously. Among the methods for quantification of trace elements in 

PM2.5,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INAA) has unique 

features including high-precision, non-destruction, and multi-elemental 

capability. Thus, this study focuses on quantitative analysis of about 30  

elements and inorganic ions (sulfate, nitrate, and ammonium) from near 

the road side using INAA and IC. and the Positive matrix factorization 

(PMF) as a receptor model was employed to quantify the source 

contribution of PM2.5 concentrations. The study also concentrate on the 

long range transport (LRT) of PM2.5 using the potential source 

contribution function based on back trajectories of air parcel with 

HYSP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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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Intensive sampling of PM2.5 

2. Quantitative analysis of about 30 trace elements and inorganic ions in 

PM2.5 by INAA and IC 

3. QA/QC for INAA using NIST SRM 2783

4. Source apportionment of PM2.5 by positive matrix factorization

5.  Asssessment of long range transport of PM2.5 and pollution sources 

by potential source contribution function based on air parcel backward 

trajectories

Ⅳ. Results of the Project

   

In this study, the mean concentration of the PM2.5 collected near the 

main road side in Daejeon was 32.1±14.1 μg/m
3 (range of 9.7 to 64.6 μ

g/m
3). Maximum PM2.5 concentration (64.6 μg/m3) was measured on 

Asian dust event day, 30 March 2006. The average concentrations of 

PM2.5 exceeded about 2 times 15 µg/m3of US annual guide line for 

PM2.5. Looking at the seasonal variation of the PM2.5, winter is the 

highest with 34.4 μg m
-3

, followed by spring (32.8 μg m
-3

), fall (30.0 μg 

m-3), and summer (23.1 μg m-3). 

The standard reference material (SRM: NIST, 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USA, SRM 2783, urban dust on filter media) 

was used for analytical quality control for the INAA. The errors relative 

to SRM values of Al, Ca, Cu, K, Mn, Na, Sm, Ti, and V fell below 5%, 

while those of As, Ba, and Sb were less than 10%. The relative error of 

Mg was 14.0%. All RSD (relative standard deviation, %) of trace 

elements fell below 10% except Mg(11.1%), which means that analytical 

results were very precise. 

From the results of the quantitative analysis for airborne PM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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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using INAA , it was shown that the concentrations of metals 

such as Al, Fe, K, Na, Cl, and Mg due to crustal aerosols are much 

higher than that of any other metal. The mean concentrations of toxic 

metals, that is, As, Cr, Mn, Se, V, and Zn were 1.84±1.42 ng/m
3, 

15.3±5.85 ng/m3, 12.9±9.31 ng/m3, 1.15±0.84 ng/m3, 1.44±0.83 ng/m3, and 

47.1±29.5 ng/m3, respectively. The range of distribution is clearly 

distinguished between metals with their concentrations ranging over 

several orders of magnitude. Based on a simple comparison of the metal 

concentrations by their magnitude, the data sets can be arbitrarily 

grouped into four different categories: 1) < 10
-2 ng/m3: In, Dy, Hf, Sc, 

and Th; 2) < 10
-1 ng/m3: Co, La, Sm, and Ce; 3) < 100 ng/m3: Se, V, 

As, I, Sb, Cu; 4) < 101 ng/m3: a, Br, Mn, Cr, Ti, Zn, Mg, Cl; and 5) < 

10
2 ng/m3: Na, Fe, K, Al.  The mean concentrations of inorganic ions in 

PM2.5, that is, NH4
+, NO3

-, and SO4
2- were 3.4 ± 2.8 ㎍/m3, 6.1 ± 3.8 ㎍

/m
3, and 6.2 ± 4.8 ㎍/m3, respectively.

The receptor modeling is the most effective tool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pollution sources on th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s in 

the air, particularly in terms of the cost. In the case of Korea, as she 

does not have look-up tables for source profile, the PMF model can offer 

an effective way to control the urban air quality. Basically, the qualified 

long-term data set should be accumulated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the urban air quality. The source contributions of PM2.5 were hence 

quantified by PMF model in this study. Correlation analysis method 

between measured and predicted mass concentrations of PM2.5 was also 

conducted to assess the confidence of the PMF modeling. The predicted 

values were highly correlated with measured PM2.5 (determination 

coefficients (R
2) 0.80), while accounting for 90% of measured PM2.5 mass 

concentrations. In near the main road side in Daejeon, PM2.5 

concentrations were apportioned to 7 sources by PMF; secondary sulfate 

(6.9±6.8 μg/m3, 25%), vehicle exhaust (5.4±3.3 μg/m3, 19%), secondary 

nitrate (3.9±2.8 μg/m3, 14%), road dust (3.8±2.5 μg/m3, 13%), metal 

smelting /incineration (2.9±2.8 μg/m3, 10.2%), soil dust (2.7±4.1 μg/m3, 

9.5%), fossil fuel combustion(2.7±2.6 μg/m3, 8.8%). 

There are many scientific evidence about long range transpor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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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5, so some pollution cases are affected not only local source but also 

continental scale transport. In order to explain the long range transport of 

PM2.5 in our study, we calculated the potential source contribution 

function based on back trajectories of air parcel with HYSPLIT. The 

PSCF maps show the air mass movement patterns and source regions for 

the PM2.5. From the PSCF maps, it is believed that much higher PM2.5 

and pollution source contributions for secondary sulfate, soil dust, metal 

smelting/incineration, and fossil fuel combustion could be affected by long 

range transport process from industrial area and big city located in the 

China.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1. The routine application of INAA to trace metals in airborne PM2.5 

with confidence

 

 2. Preliminary study for application of INAA about world wide range air 

pollution

 3. Application for the construc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source apportionment and long range transpor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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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배출된 분진, 속, 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등의 유해 기오염물질(HAPs: hazardous air 

pollutants)이 인체에 미치는 악 향은 매우 크며 생태계에서의 잔류성으로 

더욱 문제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도시 기  호흡성입자인 

PM10 (aerodynamic equivalent diameter, AED, less than 10 μm)은 다양한 

오염원에서 배출된 독성 미량원소들(As, Cd, Cr, Cu, Mn, Pb, Se, Zn)과 동

반 작용하여 인간의 호흡기 계통에 미치는 향이 매우 크다.1,2) 역학연구들

에 따르면 PM10 농도가 10 μg/m3 증가하면 일일 체 사망률이 약 1% 증

가하고, 호흡기 계통의 질병에 의한 사망률은 3~6% 증가하 다.3,4) 한 

PM10에 의해 2003년 경기도에서 발생된, 의료비 증가, 노동력상실, 사망률 

증가 등에 따른 사회  비용은 지역 내 연간 총 생산의 5.2%(약 5조원)에 달

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사회  심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5) 한편, PM2.5는 

오염된 도심지역 분진수(particle number concentration)의 90～99%에 이르

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폐 깊숙이 침투하여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더욱이, 동일 질량의 분진인 경우 입자의 크기가 감소함에 따라 미세입자의 

표면 은 증하기 때문에 각종 유해 속을 비롯한 독성물질을 쉽게 흡착하

여 PM2.5가 인체에 미치는 향은 거 입자에 비하여 매우 크다. PM2.5의 

인체 해성은 많은 역학 연구를 통해 밝 지고 있는데 10 μg/m3의 PM2.5 

농도가 증가하면 체 사망률 4%, 심 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 5%, 폐암으

로 인한 사망은 8%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6) 따라서 미국은 1990년

부터 미세 분진의 입경별 해성  오염원 특성을 집 으로 연구하여 

공기 역학  직경이 10 μm 이하인 PM10 기 과 더불어 PM2.5 기 을 신설

하 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국내 기환경기 도 기존의 PM10 기 에 

추가하여 PM2.5 기 의 도입을 모색할 필요성이 크고 이를 한 선행연구가 

필수 이다. 

   일반 으로 기  분진의 발생원은 토사의 재 비산이나 해염 입자, 화

산재 등과 같은 자연 인 발생원과 산업시설, 소각시설, 가정 난방, 수송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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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용 등의 인간 활동에 의한 인 인 배출원으로 별된다. 자연  는 

인  오염원에서 배출된 분진은 주로 탄소성분, 이온성분, 속을 포함한 

미량원소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생원 주변뿐만 아니라 장거리를 이동

하여 환경에 향을 주고 있다. 기  미세분진에 의한 사회비용의 감과 

효율  리 방안은 호흡성 분진 오염원에 한 정확하고 신속한 평가로부

터 시작된다. 따라서, 국내의 실과 특성에 맞는 오염원 평가법을 확립하여 

신뢰성 있는 오염원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효율 인 기질 리  제어방

법을 제시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은 매우 요하다. 수용모델링(receptor 

modeling)은 수용체(receptor)에서의 화학  특성에 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

세분진의 오염원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수용모델링은 분진의 오염원 산정

(source apportionment)을 한 가장 효과 이면서도 비용 측면에서 효율

인 방법론  우 를 가지고 있다. 특히, 오염원분류표(source profile)가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PMF (Positive Matrix Factorization)와 같은 다변량 통계

해석법(Multivariate statistics)의 용성은 더욱 좋다.7)  그간 이용된 인자분

석법(factor analysis)은 인자부하량의 음수문제, 불충분한 오염원에 한 정

보, 회 의 모호성 등에 의한 오염원 해석에 문제 이 발생하 고 이를 해결

하기 해 개발된 모델이 Positive Matrix Factorization(PMF) 모델이다. 수

용모델링  PMF는 가장 최근에 개발되어 재 외국에서 활발히 용되고 

있고 특성에 맞는 고차원 수용모델링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모델은 

자료에 한 오차 평가(error estimate)에 기 하여 개개 자료에 해 가 치

를 주는 알고리듬을 사용함으로써 인자 부하량이 항상 양수가 되어 오염원 

분류시 더 정확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 모델은 오염원의 기여도와 오염원분

류표를 정량 으로 산출할 수 있어 오염원 배출량의 감을 한 효과 인 

정보자료로 기능한다. 

도시 기  극미량으로 존재하지만 발암 해도가 단히 큰 As, Be, 

Cr, Cd, Ni, Mn 등 미량 독성 속들의 농도 분석을 한 방법  성자방

사화분석법(INAA)  다른 형태의 방사화분석법인 X-선형 분석법

(EDXRF), 입자유도 X-선방출분석법(PIXE)은 고체시료의 다원소 분석이 가

능하기 때문에 기  PM2.5와 같은 고체상 매질의 환경시료 분석에 범

한 용능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핵분석법은 모든 환경시료에 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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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기술이지만 각각의 특징에 따른 장․단 이 있다. INAA는 Si, P, S, 

Sn, Tl, Pb 는 낮은 원자번호의 경원소의 정량에는 일반 으로 이용할 수 

없는 제한 을 갖지만, Al, As, Co, Cr, Mn, Fe, Sc, Se, V, Zn, halogen  

rare earths와 같은 원소에 해 분석감도와 검출한계가 매우 뛰어나 고체 

시료의 동시 다원소분석에 매우 높은 용성을 보인다. 그러므로 연구용 원

자로의 열 성자를 이용하는 INAA는 핵분석기술 에서도 PM2.5와 같은 

고체상 매질의 환경시료  미량원소를 정량하는 가장 강력한 분석법으로 

활발히 이용될 수 있다. 

국내 기오염모델링 분야의 연구에 있어 아직도 미세분진 내 미량 속의 

장기간 농도자료가 단히 부족하고 air parcel back trajectory 등을 이용한 

장거리 오염원의 추  기술과 같은 고차원의 수용모델링 기술을 개발, 용

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미세분진 내 미량 속의 장기간 농

도분석과 고차원 수용모델링의 개발, 그리고 이를 이용한 지역  장거리 오

염원의 추 연구는 매우 시 하다고 할 수 있다. 

  고차원 수용모델링  air parcel back trajectory와 PMF를 결합하여 수용

의 미세분진 농도에 향을  수 있는 가능한 오염원 지역과 오염물질의 

이동 경로 등을 평가하는 Potential Source Contribution Function (PSCF) 

모델에 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이는 기오염이 국지  향범

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 역  오염 상이기 때문이다. 재 국내에

서는 황사 상에 해 HYSPLIT 모델을 이용한 back trajectory 평가를 통

해 황사의 발원지 분석에 이용하고 있으나 미세분진의 역 오염원의 치

와 경로추 에 용된 실 은 무하다. PSCF 모델의 결과는 오염물질의 장

거리 이동에 한 경로와 발생지 에 해 역 도표화(mapping)를 가능하

게 한다. 오염원 지역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이 장거리 이동을 하여 특정 수용

에 향을  수 있는 가능성은 지형  국지 기상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PSCF 결과에 따른 역 도표는 지역의 기 오염물질 리를 

한 효율  감 책 마련에 매우 큰 활용성을 갖게 된다. 

   본 연구는 고차원 수용 모델인 PSCF의 용방법과 응용방법을 개선하여 

국토의 심에 치한 지역을 심으로 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 

보건과 련하여 가장 큰 안  하나인 미세분진의 효율  오염원 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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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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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재까지 국내에서는 기  미세먼지 시료의 미량원소 분석에 

FAAS(Flame Atomic Absorption Spectrometry), GFAAS(Graphite Furnace 

Atomic Absorption Spectrometry), ICP-MS/AES(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Atomic Emission Spectrometry) 등 주로 괴분석법이 많이 

이용되어 왔다.8) 이  ICP-MS는 다른 분석 방법에 비해 검출한계가 낮고, 

따라서  농도 분석에 합하며 동시에 여러 가지 원소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괴분석법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ICP-MS는 미량원소 분석에 매우 뛰어난 검출효율과 신속한 분석 능력을 갖

고 있지만, 이가이온과 polyatomic 이온에 의한 spectral interference를 갖고 

있어 분석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9) 

연구용 원자로의 열 성자를 이용하는 성자방사화분석(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은 방사화분석(Activation analysis) 기술 에서

도 환경 시료 의 많은 미량원소를 매우 정확하게 동시 다원소 분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분석법 의 하나이다.
10) INAA는 외국에서 기오염  

기  미세먼지의 미량원소 연구에 수많이 용되었다. 기  미세분진의 

미량원소 분석에 한 INAA의 용성은 Alian 과 Sansoni에 의해 재고찰 

되었고 기타 련정보도 여러 문헌에서 찾을 수 있다. INAA의 장 과 특징

은 높은 감도와 동시 다원소  비 괴분석능력 뿐만 아니라 기  미세먼

지에 해 실질 인 매질효과가 없다는 이다. 성자방사화분석법(INAA) 

 다른 형태의 방사화분석법인 X-선형 분석법(EDXRF), 입자유도 X-선방

출분석법(PIXE)은 고체 시료의 다원소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  미세

먼지의 다원소 분석에 범 한 용능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방사화분석법

은 모든 환경시료에 해 아주 강력한 기술이지만 각각의 특징에 따른 장․

단 이 있다. INAA의 분석감도와 검출한계는 Al, As, Ba, Br, Cl, Co, Cr, 

Mn, Fe, Sc, Se, Ti, V, Zn, halogen  REEs(rare earth elements)와 같은 

원소에 해서는 높은 감도를 갖는다.

   수용모델은 미량성분의 분석을 한 기기분석법의 발달과 수학  계산방

법의 개발에 힘입어 1980년 에 들어서면서 크게 발 하 는데 이를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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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면 화학질량수지(CMB, Chemical mass balance)모델과 다변량 해석

(Multivariate statistic)에 기 한 모델로 크게 나  수 있다. CMB의 용을 

해서는 상지역의 분진 련 농도자료 이외에도 각종 발생원의 조사와 각 

발생원에서의 분진의 화학  성분과 그 구성비가 정확하게 악 하여야 한

다. 재 미국을 제외한 부분의 나라에서는 오염원 로 일이 제 로 정

립되어 있지 않아 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는 조 으로 다변량 통

계모델은 비록 상지역의 오염원에 한 사 정보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도 측정지 에서 획득한 일련의 분진시료를 바탕으로 화학성분간의 상 성

과 변동성을 통계 으로 분석하여 측정한 분진농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원을 정성 으로 악하고 나아가 오염원 성분표(source profile)를 역으

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다변량 수용모델의 종류로는 주성분분석법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목표변환인자분석법(target transformation 

factor analysis),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선형 회귀분석법(multiple 

linear regression), UNMIX, SAFER, PMF(positive matrix factorization) 등

이 있는데, 이  PCA, FA 등은 서로 상 이 있는 많은 변량이 가지고 있는 

소수의 잠재 인(latent) 공통인자(common factor)로 설명하는 통계  방법

으로 잠재  통계모형(latent model)이 필요하다. 잠재  통계모형은 측정 자

료와 잠재모형의 연속/비연속성 여부에 의해 달라지는데, 인자분석은 연속성

을 바탕으로 만들어 졌다. 따라서 PCA, FA와 같은 다변량통계분석법은 오

염원의 측정에는 간편하고 정확한 방법이나 측정한 오염원들에 한 분진농

도 기여도를 정량할 수가 없는 단 을 갖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한 방법

으로 PMF, UNMIX, SAFER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추가 인 정

보를 이용하여 오염원의 치와 이동 상 규명에 이용하고 있다.

   기질 리를 한 방법으로 여러 오염원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된 

후 이동, 확산, 변화(transport, dispersion, reaction)하는 것에 을 맞추는 

오염원 기원의 기 분산모델(air dispersion model)을 이미 오래 부터 사용

하여 왔다. 이러한 기 분산모델링이 상당한 기오염문제를 안고 있는 지

역에서 유용한 것은 확실하지만 다양하고 복잡한 도심지역의 특성과 련하

여 단기 오염원 향을 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오염원을 확인한다는 

것에 많은 문제 이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기 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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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한 기는 매우 복잡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수학  모델을 사용하기 

해서는 이를 단순화해야 했으며 지속 으로 기 분산모델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 히 효과 이고 효율 인 기질 리 책을 

수립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기  오염물질의 오염원을 확인, 정량 

평가할 수 있는 안을 필요로 하 으며, 이러한 목 에 의해 수용모델

(receptor model)을 사용하 다.11)

   수용모델은 미량성분의 분석을 한 기기분석법의 발달과 수학  계산방

법의 개발에 힘입어 1980년 에 들어서면서 크게 발 하 는데 이를 크게 

나 면 화학질량수지(CMB, Chemical mass balance)모델과 다변량 해석

(Multivariate statistic)에 기 한 모델로 크게 나  수 있다. 다변량  수용

모델  PCA, FA 등은 여러 가지 상용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

염원의 분류에는 간편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이미 1970년  이후로 많은 

용 사례들이 있다. 그러나 PCA, FA 등은 공분산행렬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충분한 정보, 요인의 부하량에 음의 값을 허용, 인자의 회 시 

발생하는 모호성 때문에 오염원 기여도에 한 일반 인 개념을 만족하지 

못한다. 최근에는 Paatero and Tapper(1994)12)가 인자부하량과 공통인자의 

모든 값을 양으로 제한한 모델(PMF)을 개발한 후 많은 용사례들이 발표

되고 있다. PMF는 기에 Finland에서 채취된 강우의 이온성분에 해 용

되었다.
13) 이후 Polissar et al.(1996)는 Alaska 지역의 주요 오염원을 PMF를 

이용하여 분석하 고14), Yakovleva et al.(1999)는 노출평가 로젝트의 일환

으로 실내외의 PM10과 PM2.5에 해 PMF를 수행하여 오염원을 분석하

다.15) Lee et al.(1999)는 홍콩지역의 오염원을 분석하 으며 인자수의 결정에 

주로 을 맞추었다.16) Song et al.(2001)은 미국 NJ, DC, VT 지역의 

PM2.5에 해 오염원을 분석하고 비교하 다.17) Lee et al.(2002)은 

Mid-Atlantic regional aerosol에 해 PMF를 이용하여 분석하 고18) Kim 

et al.(2004)은 탄소성분을 보다 세분하여 분석한 자료를 이용하여 오염원을 

세분화하 다.19) Zhou et al.(2004)는 입경분리한 분진 자료에 해 오염원 

분석을 수행하 으며20) Yuan et al.(2006)은 UNMIX와 PMF를 이용하여 홍

콩지역의 주요 오염원을 비교 해석하 는데 UNMIX에서 secondary aerosol

로 분리한 오염원을 PMF에서 sulfate와 nitrate source로 분리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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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MIX의 regional combustion 오염원을 PMF에서는 biomass/waste/vehicle

과 coal fired source로 분리하여 PMF의 해상도가 더 좋음을 보 다.21) 

   PSCF(Potential Source Contribution Function) 모델은 Ashbaugh와 

Malm에 의해서 개발되었는데 최근 외국에서 가능한 오염원 지역과 오염물

질의 이동 경로 등 오염원 해석의 확장을 해 사용되고 있는 고차원 수용

모델링  하나이다.22) 재 국내에서는 황사 상에 해 NOAA의 

HYSPLIT 모델을 이용한 back trajectory 평가를 통해 황사의 발원지 분석

에 이용하고 있으나 미세분진의 역 오염원의 치와 경로추 에 용된 

바가 없다. PSCF 모델은 국지 으로 풍향에 해서 평가하는 

CPF(Conditional Possibility Function)를 기본으로 NOAA의 HYSPLIT 모

델을 back trajectory를 계산하는 모듈로써 사용하여 오염원의 구체 인 

치를 평가할 수 있게 개발되었는데, 이 모델은 오염원 지역을 통과하는 공

기덩어리에 오염원에서 발생된 기오염 물질이 포함되어 등압선 는 등

엔트로피선을 따라 장거리 이동하여 수용 에 도달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

의 궤 을 평가한다. 그러므로 PSCF 모델의 결과는 오염물질의 장거리 이

동에 한 경로와 발생지 에 해 역 도표화(mapping)를 가능하게 한

다. 표 으로 Xie 등은 PSCF를 이용하여 북극 지역의 오염원 황과 오

염원의 치를 평가하 으며23), Poissant 등은 가스상 Hg의 역 오염원에 

하여 계 별 발생량의 분포를 증명하 다.
24) 그리고 PSCF 모델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을 이기 한 모델의 계산 알고리즘, 보정방법 등에 연구

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며 최근에 용사례가 발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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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연구방 법

1 .  시 료 채 취

PM2.5 시료는 역시 유성구 지역에 치한 충남 학교에서 채취하

다. Fig. 1에 나타낸 것처럼 연구 상지역의 동쪽에는 규모 둔산 주거

단지가 1993년부터 조성되어 약 3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한 규

모 노은 주거단지가 서쪽에 1996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하여 재 약 20만 명

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휴양시설인 유성온천에서 난방연료 소

비로 인한 오염원이 있고 약 3km 서쪽으로 호남고속도로   시내 진출

입을 한 10차선 도로  차량의 통행량이 집된 곳이다. 2005년을 기 으

로 시료채취지 인 충남 학교 주변지역의 교통량을 보면 그림 2-3의 원형 

마크로 표기한 궁동 4가, 갑천 교 4가, 충남 학교 정문이 시에서 가장 

많은 교차로 첨두 교통량을 보 고 시간별로는 세 교차로 모두 출퇴근 시간

인 오  8~9시와 오후 18~19시에서 가장 높은 교통량을 나타내었고 차종

은 부분 승용차(89.3%)인 것으로 조사되어  시내 도로변 기  독성 

속의 농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상되는 지역 의 하나이다.25) 이동오염원

에 의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크게 차량의 이동으로 인해 재비산 되는 차량의 

타이어와 이크의 마모에 의한 먼지들과 연료의 연소에 의해 배출되는 가스

상 물질들이 기 에서 물리 화학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2차상 오염 먼지

들로 구분할 수 있다. 

기  미세분진(PM2.5)은 2005년 8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충남 학교 

제 3 공과 학 옥상(지상 15m)에 설치한 denuder air sampler (URG, 3000C 

model)를 이용하여 계 별로 각 15일씩, 총 120 시료를 집 으로 채취하

다. 설치된 sampler 한 는 무기이온 분석용으로 1단에는 teflon filter(1 μm 

pore size, Gelman Science)를 사용하고 휘발하는 NO3
-를 분석하기 해 2단

에는 성의 nylon filter(1 μm pore size, Gelman Science)를 사용하 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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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속 원소분석을 해 다른 한 의 sampler는 미량원소에 해 화학

으로 매우 은 바탕농도를 갖고 있어 미량원소의 분석에 효율 이고 작

은 크기의 입자를 채취하는데 효율 인 pore 형태의 polycarbonate 

membrane filter(0.4 μm pore size, whatman)를 사용하 다. 시료채취 장소

와 개략도를 Fig. 2에 나타내었다. 두 sampler의 유속은 약 16.7 L/min으로 

하여 시료 당 공기량이 약 24,000 L가 되게 24시간씩 채취하 다. 여지는 항

온(25℃), 항습상태(50%)의 장고에서 1일간 보 한 후 기  하 을 화

시키기 해 210Po 선원을 넣어 둔 울(Mettler, readability: 1 ㎍)에서 칭량

한 후, 시료분석 까지 데시 이터에 보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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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ial areaHot spring &

Commer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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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ing Point

Residential areaHot spring &

Commerci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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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ing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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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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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ial area

Sampling Point

Fig. 1. Study area and sampling site for PM2.5

Fig. 2. Diagram of sampling and speci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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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성 자방 사 화 분 석 법 2 6 )

2 . 1 .  성 자방 사 화 분 석 법 의  원리

성자방사화분석법은 원자로의 열외 성자에 시료를 조사할 때 표 내 

일부 핵이 방사성 동 원소로 변환할 것이라는 사실에 기 하며 Fig. 3에서 

보듯이 시료를 성자에 의해 방사화시켜 수명이 아주 짧은(10-12 s) 불안정

한 방사성 핵종을 만들 때 발생하는 즉발감마선(prompt gamma)이나 핵반응

에 의해 생성된 불안정한 방사성 핵종이 다시 안정한 상태로 변할 때 방출

되는 지발감마선(delayed gamma)을 측정함으로써 시료  미량 속의 성분

을 정량하는 방법이다. 부분의 경우에 방사성 동 원소는 특정 에 지와 

세기의 감마선을 방출하면서 특정 속도로 붕괴하는데 이 감마선의 에 지 

크기와 세기를 측정하여 미량원소를 정성, 정량 분석하는 방법이다. 시료는 

연구용원자로의 성자 필드속의 심에서 선택시간 동안 방사화되며 

한 냉각시간을 거쳐 gamma spectroscopy detection system에 의해 얻어진 

spectrum을 분석하여 미량원소의 함량을 계산한다. 

Neutron Field

23Na

24Na

23Na

Signal emitted
over time

Delayed Gamma

Beta

Neutron

Punched Sample

PE capsule

Prompt Gamma

Neutron field

23 Na 24Na

 

Signal emitted 
over time 

Delayed gamma 

Beta

Neutron

Samples 

PE capsule

Prompt gamma

Fig. 3. Principle for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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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  분 석 방 법

성자방사화분석법은 비된 미세분진 시료를 성자로 방사화 시킨 후 

생성되는 방사성 핵으로부터 방출되는 감마선을 고감도 감마선 검출기로 계

측하고 생성된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미량원소의 함량을 정성, 정량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러한 INAA 체 분석과정을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 Analytical procedure of IN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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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료조사 비

INAA는 감마선을 이용하는 분석방법의 특성상 분석과정  시료 조사 

후에 오염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시료 조사 의 과정에서 오염을 억제하기 

해 모든 작업은 clean hood에서 진행되었다. 시료의 조사 비 과정에서 

사용되는 시료 조사용 vial, 시료 보 용 petridish, 핀셋, 가  등 시료 비

에 사용되는 기구들은 10분간 20%의 질산용액에 담그고, 여러 번 순수로 

헹군 후 순수에 담가 놓는다. 1시간 정도 후에 다시 여러 번 헹군 후 

clean room에서 자연건조 시킨다. 조사용 시료는 미세분진의 채취에 사용된 

polycarbonate filter를 4등분하여 세척된 petridish에 보 하여 이동시키고 단

반감기 원소(short-lived nuclide)의 조사용 시료는 채취된 미세분진 필터의 

1/4, 장반감기 원소(long-lived nuclide)의 조사용 시료는 채취된 미세분진 필

터의 1/2을 비한다. 

 

나. 시료조사  계측

분석시료의 방사화를 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용원자로

(HANARO)의 성자 조사시설인 기송  (PTS, Φth = 2.95 × 1014n/㎠․sec) 

조사장치(NAA hole #2, #3)를 이용한다. 모든 시료는 조사시간 동안의 성

자속의 차이 등에 향을 받지 않도록 동일한 기하학  조건에서 조사하여 

분석오차를 최소화 시키며 모든 시료에 해 Al-Au, Fe monitor를 사용하여 

조사 치에서의 열 성자속(Thermal neutron flux)을 측정한다. 조사된 시

료의 특정 방사성 핵종으로부터 방출되는 특성 감마선을 반감기에 따라 구

분된 일정시간 동안 고순도 게르마늄 반도체 검출기(EG&G ORTECT)를 이

용하여 계측하고 각 원소의 방사능 계수율을 측정한다. 

 방사능 계측에 사용한 고순도 게르마늄 반도체 검출기(EG&G ORTECT)

는 25% relative efficiency, 60Co의 1332 keV에서 1.85keV FWHM, peak to 

Compton ratio가 45 : 1 이며, 10㎝ 두께의 납으로 차폐시켜 자연 방사능  

외부 방사선의 향을 최소화 하 고, 데이터 수집  해석을 해 

16K-Multichannel Analyzer (MCA)와 PC(personal computer)에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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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에 지  검출효율의 교정은 디스크형 복합표 선원(GF-ML 7500, 

Isotope Products Lab.)을 사용하 다. 통계  오차를 이기 해 계측시간

을 알맞게 조 하며, 불감시간은 5% 이하로 유지한다. 분석에 용한 시료의 

조사시간 (Ti), 냉각시간 (Td)  계측시간 (Tc)은 시료에 따른 각 원소의 함

량조성  성자속에 따라 조 될 수 있으므로 함량이 알려진 표 시료를 

이용한 비실험을 행하여 최 의 조건을 결정하는데, 기 수행된 실험에 의

하면 표 1에 정리된 조건에서 신뢰성 있는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Table 1. Analytical condition for PM2.5

HANARO

Irradiation 

hole

Neutron Flux

Rcd

Thermal, φth Epithermal,φe Fast, φf

NAA #1 2.78×1013 2.13×1010 3.78×1010  250

Irradiation 

facility

Irradiation 

time

Decay       

 time

Counting 

time
Element

Short- 1st 

Detection
PTS #1 2 min

10 min 500 sec Al, Cu, Mg, Ti, V

Short-2nd 

Detection
40 min 1200 sec Ba, Cl, I, In, Mn, Na

Long-1st 

Detection

PTS #2 4 hour

3~4 day 8000 sec As, Br, K, La, Sm

Long-2nd 

Detection
8~12 day 15000 sec

Ce, Co, Cr, Cs, Fe, Sb, Sc, 

Se, Th, Zn

다. 데이터처리  함량계산

계측된 감마선 스펙트럼  피이크 분석 자료로부터 원소의 농도를 계산

하기 하여 성자 방사화 분석용 통합 산 로그램(Labview)을 사용한다. 

즉, 기본 방사능 생성식을 이용하여 계측 데이터에 의해 얻어진 각 원소의 

계측방사능, 계측효율  조사시간 등의 조건을 정해주면 각 핵종의 핵데이

터를 사용하여 각 원소의 농도, 계측오차  검출한계를 계산할 수 있다. 특



- 16 -

성 피이크의 계측 방사능은 Covell법에 의해 감마선 스펙트럼상에 나타나는 

총피이크 면 에서 백그라운드 면 을 감한 알짜 피이크 면 에 의해 계산

할 수 있다. 원소의 함량은 아래의 법 식 (1)을 사용하여 구하 고 분석

할 원소는 Al, As, Ba, Br, Ce, Cl, Co, Cr, Cs, Cu, Fe, Hf, I, In, K, La, 

Mg, Mn, Na, Sb, Sc, Se, Sm, Th, Ti, V, Zn의 약 30여종이다.

           C m=
M

N A
θ γ

[ (N p / t c)/W S D C]

(G th
Φ

th 
σ

0+G e
Φ

e I 0) ε p

             

 (1)

 where  Cm = mass fraction,  M= molar mass,  

        θ= relative isotopic abundance, 

        γ = absolute gamma-intensity 

        tc = counting time, W = sample mass

        Np = net number of counts in the full-energy peak

        Gth = correction factor for thermal neutron self-shielding

        Φth = thermal neutron flux,  Φe = epithermal neutron flux

        σ0 = activation cross section for neutrons with the energy      

             of 0.025 keV

        I0 = resonance integral, S = saturation factor, 1- exp(-λti)

        D = decay factor, exp(-λtd)

        C = counting factor, [1-exp(-λtc)]/ λtc

계측된 피이크의 통계  오차는 방사선계측 통계에서 이용하는 오차의 

 (error propagation)에 따라 계산되었으며, {gross area + (background 

error)2}0.5의 값을 알짜 피이크 면 으로 나 어  값이다. 한 정량분석 한

계값의 계산은 Currie27)의 정의에 따라 핵데이타, 성자속, 계측효율  통

계오차 등에 의해 기인하는 계통오차와 무작  오차에 의한 불확도의 허용

범 가 10% 이내일 때 아래의 식 (2)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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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ion Limit of Quantification (LQ) = (KQ
2/2)[1+{1+(8B/KQ

2)}0.5] (2)

여기서 LQ의 물리학  의미는 알짜 피이크 면 이 어도 LQ와 같을 때, 

95% 신뢰수 에서 련원소를 1/KQ의 상 표 편차(RSD)로 정량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원소의 정량을 해 요구된 상 표 편차가 10 %라

고 가정하면, LQ = 50 [1+{1+0.08(CB)0.5}]가 되고, CB는 분석하려는 원소의 

목  핵종의 피이크 역에 한 총 백그라운드 계측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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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이 온 성 분  분 석

이온크로마토그래피는 이동상이 액체이기 때문에 크로마토그래피 분류상 

액체크로마토그래피의 일종이다. 특히 억제기(suppressor) 형식의 이온크로마

토그래피는 강 해질인 용리액을 낮은 도도 상태로 변화시켜 분석하고자 

하는 이온성분들의 기 도도를 높임으로써 기 도도 검출기에 의한 감

도를 향상시켰다. 따라서 이온크로마토그래피는 무기 음이온과 알칼리 속 

 알칼리 토 속등의 양이온 분석을 빠르고 정확하게 자동 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재는 기와 물 등의 환경시료, 식품분석, 생체시료, 의약품, 지

구화학분야의 시료, 첨단기술 산업, 원자력 발 소의 2차 냉각수 분석 등 다

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는 환경부나 

농수산부에서 권고하는 분석법 등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일본의 JIS  미국

의 ASTM, EPA, Standard Method 그리고 국제표 기구(ISO/TC 147)에서 

음이온과 양이온의 표 분석법으로 채용되고 있다. 이처럼 이온 크로마토그

래피는 다양한 방면에서 리 사용되고 있지만 정확한 분석을 해서는 최

의 분리  선택, 용리액 제조용 시약의 정제  농도, 처리 기술과 매질 

분리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온크로마토그래피는 용리액 보 용기와 운송펌 , 시료주입기, 분리 , 

억제기, 검출기, 데이터 처리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용리액 운송펌 는 이동

상인 용리액을 일정한 유속으로 시료주입기에서 검출기까지 주입하는 펌

이고, 시료주입기는 일정량의 시료를 시스템 흐름인 용리액과 연결시키는 역

할을 한다. 분리 은 당한 에 이온교환수지를 채워서 만드는데 제조회사

와 능기의 종류에 따라 분석 상이온이 달라진다. 분리 을 통과한 용리

액과 시료는 억제기(suppressor)를 거치면서 바탕 도도는 낮아지면서 시료

의 도도가 커진 상태로 지속 으로  시스템을 통해 흐르게 되어 분리

에서 분리된 분석 상 성분들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검출기로 들어온다. 

이 게 검출기로 들어온 분석 상 이온들은 기 으로 인지되어 기 신호

로 변환된다. 결국 검출기에 들어온 시료의 양에 따라 기  신호의 크기가 

변화하고, 이 신호의 크기가 시료를 정량화 하는 척도가 된다. 데이터 처리

부에서는 검출기에서 나오는 기  신호를 시간에 한 신호의 크기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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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크로마토그램을 그려낸다. 즉, 분리 을 빠져 나온 분석 상 이온들은 각

각의 고유한 시간 인 머무름 시간(RT: Retention Time)에서 피크가 나오는

데 이것으로 시료에 포함된 각 성분들을 확인하고(정성분석), 크로마토그램

에서 피크의 크기(면 이나 높이)로 각 성분들을 정량 분석한다. 

기 분진의 수용성 이온 성분을 분석을 한 시료의 처리 방법으로는 

음  세척기를 이용한 방법, 볼텍스 로테이터(vortex rotator)를 이용한 방

법, 가열 추출하는 방법 는 장시간 냉장 보 하는 방법 등이 이용되고 있

다. 하지만 시료 분석을 한 비 실험결과 음  세척기에 의한 추출 효

율이 가장 좋았으며 미국의 EPA에서도 음  추출법을 권장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음 에 의한 추출법을 사용하 다. 먼  채취된 미세분진 시료

를 유리재질의 60 mL 캡 Vial에 넣은 후 순수 40 mL를 가하여 음  세

척기(Branson 8210, USA)를 이용하여 30분간 음  추출하 다. 추출된 용

액의 미립자들은 이온 크로마토그래피의 분리  등에 향을 미쳐 직 으

로 분석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0.2 μm syringe filter(Nalgene, USA)로 여과

한 후 분석 까지 4℃ 냉장고에 보 한다. 이온분석에 사용된 이온크로마토

그래 는 ΩMetrohm사의 761 Compact IC model 이다. 분리 은 감도나, 성

분의 머무름 시간, 분해능 등에 있어 다른 분리 에 비하여 비교  장 이 

있는 IC SI-90 4E(Showa Deko, Japan)를 이용한다. Suppressor는 황산용액

을 사용하는 SCX Membrane PCR(SeQuent, Sweden)를 사용하며, 용리액은 

1.0 mM NaHCO3/3.5 mM Na2CO3를 사용하 다. 이온 크로마토그래 에 주

입되는 샘 의 양은 50 μL이며 검출기는 기 도도 검출기를 사용하 다. 

분석에는 순도 99.99%이상의 특  시약을 사용하며, 표 물질로는 한국 표

과학연구원에서 보 하고 있는 인증 표 물질(CRM, Certified Reference 

Material)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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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nalytical procedure and peak for inorganic 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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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 ositive M atrix  F actorization( P M F )

   

PMF(positive matrix factorization)는 반복 으로 재가 되는 최소자승법

을 이용하여 INAA 와 IC로 분석된 미세분진(PM2.5)에 존재하는 화학종의 

정량분석자료의 변동성과 상 성을 바탕으로 미지의 행렬 G(오염원기여도)

와 F(오염원 로 일)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PMF는 측정 데이터 값의 불확

도를 고려하여 공통인자와 인자부하량을 양수로 제한함으로써 통 으로 

많이 사용되어 오던 일반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이 갖고 있는 인자부하량

의 음수 문제와 데이터 축소의 문제 이 명확하게 처리하고 있다.15) PMF는 

재 2차원에 하여 PMF2 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으며, 식 (4)를 반복 으

로 재가 되는 최소 자승법을 이용하여 풀고, 미지의 행렬 G와 F를 찾아내

는 방법이다. 여기서 G와 F는 모두 음이 아닌 값으로 제한된다. PMF2에서

는 식 (5)와 같이 잔차를 표 편차로 가 시킨 값에 하여 자승의 합이 최

소가 되도록 수행된다. Q 값은 략 으로 데이터 행렬의 포인트 수에서 인

자행렬의 모든 성분수를 뺀 값과 같아야 한다. 

                 X ij= ∑
p

k= 1
g ikf kj+e ij                 (4)

where all elements of G and F are required to be non-negative

    G: the mass contribution of the kth source to the ith sample

    F: the concentration of the jth species in material from the         

      kth source

    E: the residual matrix

                 Minimizing the∑ of squares,Q= ∑
n

i=1
∑
m

j=1[
e ij
s ij ]

2

       

  (5)

     

     where,   e ij  : the residual

              s ij  : the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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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F2에서는 사용되는 각각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양  정보를 각 데

이터의 불확도를 추정하여 반 하고 있다. PMF 모델링은 다음의 6단계로 

수행한다.

   

     1) 데이터의 유효성 평가  조사 (Examine the data)

     2) 불확도 추정을 통한 표 편차 행렬 생성 (Develope uncertainty)  

 

     3) 인자수 결정 (Determine the number of factors)

     4) 회 자유도 검 (Explore the rotational space)

     5) 질량 할당 (Mass apportionment)

     6) 해석 (Interpretation)

데이터 평가는 time series plots, matrix plot, factor analysis, mass 

closure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자료의 특이치를 조사하는 것이며 변수간의 

상 성과 변동성을 조사하는 인자분석을 이용하는 것이다. 일반 으로 PMF

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형 으로 측정치, 검출한계 이하값(values of 

below MDL), 결측치(missing data)의 3가지 형태의 값이 존재하며, 아래와 

같은 3가지 방법으로 처리한 후 PMF2에서의 표 편차 행렬로써 사용한다.17)  

 

      x kij = v
k
ij

      For the determined values       (6)

      x kij= d
k
ij/2     For below limit of detection values

      x kij= v kij̃       For missing values

      σ k
ij=u

k
ij+d

k
ij/3    For determined values        (7)

      σ k
ij= d

k
ij/2+d

k
ij/3  For below limit of detection values

      σ k
ij=4 v kij̃         For missing values

여기서 v kij, u kij, d kij는 시료채취 지  k에서 채취된 시료 i의 분석된 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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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의 측정농도, 측정불확도, 검출한계를 나타낸다. d kj는 채취지  k에서 채취

된 원소 j의 검출한계값의 산술평균이고 v
k
j̃

는 채취지  k에서 채취된 원소 

j의 측정 농도의 기하평균이다. 의 방법으로 처리된 데이터는 PMF2에서 

불확도(sij)를 추정하는데 사용되며 일반 으로 아래의 식을 사용한다. 

          s ij=C 1+C 2 |x ij|+C 3 |x ij|                       (8)  

C1= σij

C2= 0 

C3= dimensionless values between 0.1~0.2 were chosen

PMF 로그램을 환경 분야에 이용 시에는 몇 가지 유리한 이 존재한

다. 하나는 robust mode이고,  하나는 표 편차와 error model에 환경 데

이터에서 많이 나타나는 lognormal 분포 모형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한, FPEAK를 이용하여 인자분석의 varimax 회 과 같은 회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다. PMF에서는 비음수성에 의해 가능한 회  역이 제한되고 따

라서 PMF의 결과는 회 의 모호성이 비교  다고 볼 수 있다. 환경 분석 

자료에는 보통 분석오차  분석 시 오염에 의해 outlier와 비표 치가 존재

하기 때문에 만약 오차들이 략 인 정규분포임을 확인할 수 없거나 outlier

와 비표 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다면, 식 (9)와 같이 Q 값을 

outlier threshold distance에 의해 보정하여 사용하는 robust Mode가 매우 

유용하다.
28,29) 

        
( )( )2n

1=i

m

1=j
ijij∑∑ se d = Q

              (9)

               

( )
 distance resholdoutlier th = α            

α = 1.0)>( d  where se ijij

최 화된 Q값에 상응하는 인자 수를 평가하기 한 방법의 하나로 

residuals(eij)를 검토해 볼 수 있다. 각 측정 화학종에 해 작성된 resid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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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포는 칭분포를 이루며 모든 residuals가 ±3의 표 편차 안에 존재하

는 것이 요구된다.  만약 residuals가 넓게 퍼져 있다면 인자 수는 재검토 되

어져야 한다. 회  변수 FPEAK를 이용하면, 단지 하나의 변수값을 이용하

여 간단하게 회 에 나타난 모든 변화를 찾아낼 수 있다. 회 은 인자 벡터

들의 가감으로 얻어지며, 음의 방향 회 (FPEAK<0)은 G 인자행렬을 감하

면서 응하는 F 행렬에 더하고, 양의 방향 회 (FPEAK>)은 반 이다. 처

음에는 작은 값, 를 들면 0.1에서 시작하여 G와 F 행렬을 찰하고 더 이

상 의미가 없을 때까지 시행착오 으로 반복한다. 회 된 결과의 정성 여

부는 Q 값에 의해 단하는데 보통 수십의 증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수천

의 증가는 재고하여야 한다. 비음수성 제약에 의해 제한된 회 의 불확실성

은 행렬 “rotmat에 산출되는데, 반복계산에 의한 결과들의 성분  가장 

큰 값을 비교하여 그  가장 작은 값으로 불확실성이 가장 작은 경우를 선

택할 수 있다.

PMF2의 결과는 오염원 로 일과 PM2.5 질량농도에 한 오염원의 기

여도를 다음의 식(7)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scaling constant(Sk)를  이용하

여 정량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분석한 화학성분 자료들이 충분한 양이고 

측정되지 않은 화학성분들이 이미 분석된 측정원소와 강한 상 계를 가지

고 있으며 한 질량에 한 기여가 매우 작은 발생원을 나타낼 수 있다면, 

식(4)에서의 오염원기여도의 총합, gih 는 PM2.5 질량농도와 같아야 한다. 그

러므로 PMF2 모델링 결과의 오염원기여도 값과 측정된 PM2.5 농도를 사용

하여 다  회귀분석을 통해 scaling constant(Sk)를 결정할 수 있다. 다 회

귀분석으로 얻은 scaling constant(Sk)는 PMF2의 해에 한 신뢰도의 평가

에 유용한 정보를 다. 한 scaling constant(Sk)는  PM2.5에 한 오염원

의 기여도를 정량하는 계수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 없다. 만약 음

수의 계수가 나왔다면 PMF2에 의한 인자 수가 overestimated되었기 때

문이다. 오염원 로 일은 fhj를 scaling constant(Sk)로 나 어주면 구할 수

가 있고, 반 로 PM2.5에 한 오염원기여도는 gih와 scaling constant(Sk)를 

곱하면 구할 수가 있다. 

       X ij= ∑
p

k=1
g ikf kj= ∑

p

k=1
g ik∙

s k
s k

∙f kj= ∑
p

k=1
g
'
ik∙f

'
kj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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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otential source contribution function( PSCF)

   

기 오염은 발생원 인근 지역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국지 으로 기

상조건에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경로의 확인은 

매우 요한 요소가 된다. 인 으로 배출된 오염물질은 오염원으로부터 수

백~수천 km까지 이동될 수 있는데, 편서풍 에 치한 우리나라는 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격히 증가하고 있는 국으로부터

의 향이 매우 큰 것으로 밝 지고 있다. 한 국에서 발원된 오염물질들

은 태평양 머까지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기오

염이 국지  향범 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 역  오염 상이기 때

문에 고차원 수용모델링  air parcel back trajectory와 PMF를 결합하여 

수용 의 미세분진 농도에 향을  수 있는 가능한 오염원 지역을 평가하

는 potential source contribution function(PSCF) 모델의 용이 요하다. 

PSCF는 Ashbaugh(1985)30)와 Malm(1986)31)에 의해서 국지 으로 풍향에 

해서 평가하는 conditional possibility function(CPF)를 기본 개념으로 하여 

오염원의 구체 인 치를 평가할 수 있게 개발되었고 여러 용 사례가 있

다.32-35) PSCF 모델의 결과는 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한 경로와 발생지

에 해 역 도표화(mapping)를 가능하게 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원과 이

동경로  향배출원의 분포특성을 가시 으로 규명해주며, 배출원 목록에 

한 검증  배출원 목록 구축 시 참고자료로의 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 활

용이 가능하지만 계산을 한 코드의 배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활발히 사용

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PSCF가 역궤 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장거리 이동 상을 악하는 것과 

달리 CPF는 풍향과 풍속의 기상자료와 PMF를 이용하여 계산된 오염기여도 

자료를 바탕으로 수용 에 미치는 오염원의 국지 인 향을 평가하는 것이

다. CPF는 특정 풍향으로부터의 오염원 기여도가 설정된 기 을 과하는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다. CPF와 유사한 방법이지만 보다 개선된 방법으로는 

NPR(Nonparametric regression) 계산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CPF에 측정된 

기여도 분포를 가 하는 것으로 Henry et al.(2002)
36)는 NPR를 이용하여 오

염원 방향 추정에 더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 고 Kim and Hopke(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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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CPF와 NPR를 oil combustion source에 용하여 두 결과가 일치함을 보

다.37) NPR을 CPF와 비교하 을 때 NPR은 계산이 어렵지만 풍향에 따른 

기여도 분포와 불확도를 계산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CPF의 계산은 PSCF와 달리 Excel worksheet에서 product와 countif 

function을 이용하여 직  계산할 수 있다. 일반 으로 풍향데이터는 시간별

로 측정되어 제공되므로 일일 오염원 기여도를 모든 시간에 해 동일하게 

할당하여야 하며,  풍속 조건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CPF는 다음의 식(11)

과 같이 계산되는데 여기서 mΔθ는 임계 고농도 기 치(threshold criterion)

을 과하는 날의 Δθ의 방향에서 불어오는 풍향 빈도이며, nΔθ는 체 자료

에 해 Δθ의 방향에서 불어오는 풍향의 빈도이다. 

CPF Δθ =
m Δθ

n Δθ

                    (11)

재 국내 기상자료는 16방 로 풍향이 제공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Δθ

를 22.5로 사용하 다. 임계 고농도 기 치는 75th percentile의 기여도(upper 

25 percentile)를 사용하 으며 1 m/sec 이하의 무풍 조건은 계산 상 자료

에서 제외하 다. CPF는 0~1의 확률 값으로 결과가 주어지며 CPF 값을 이

용하면 오염원의 가능 치와 방향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PSCF는 수용 에 도착하는 공기괴의 역궤  자료(back trajectory)와 오

염원 기여도 자료(source contribution)를 결합하여 오염원의 지리학  치

(geographical source location)에 한 공간분석을 통해 오염물질을 포함하

고 있는 공기괴가 특정 격자를 통과하는 확률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다. 

PSCF 모델은 수용 으로 이동되는 공기괴의 이동궤 에 오염원이 있다면 

오염원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공기괴에 포함되어 수용 에서는 어떠한 일

정 기 (threshold criterion)를 과하는 고농도 값을 보일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고농도 값을 보인 기간의 역궤 을 모두 합하여 도표

화(mapping) 하면 어떤 특정한 격자는 여러 궤 이 겹치게 되고, 이 지 들

이 오염원일 가능성이 크게 된다.

PSCF는 원리상 매우 간단한 개념과 방법을 갖게 되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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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연구의 상이 되는 지역의 격자를 구분하여 행을 i, 열을 j라고 하고 

수용 을 포함시키는 체 격자를 A라 하면 모든 격자는 Aij로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체 측정기간 동안 체 공기괴의 궤 이 갖는 종 (end 

point)의 개수는 N이라 하면 체 격자에 종 이 있을 확률, P(Aij)는 다음 

식 (12)와 같이 주어진다.

                           P(A ij)=
n ij
N

                      (12)

여기서 확률, P(Aij)는 수용 에 기오염물질을 이동시킬 수 있는 가능성

을 갖는 어떤 ij 격자에 공기괴가 치할 수 있는 확률을 나타내는 것이다. 

만약 nij 개의 종 (end point)  수용 에서 설정된 기 농도(threshold 

criterion)를 과하는 시간에 해, 즉 고농도 발생 일에 해 추 된 역궤

의 종 을 mij개라 하면 이 고농도 기간의 연속된 궤 선에 종 이 치할 

수 있는 확률, P(Bij)는 마찬가지로 다음 식 (13)과 같이 주어진다. 

                        

                           P(B ij)=
m ij

N
                      (13)

따라서, PSCF는 조건 확률로써 식(7)과 식(8)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게 되

고 높은 PSCF 값을 갖는 격자는 확률 으로 오염원 지역으로 해석될 수 있

다. 

                   PSCF=P(B ij/A ij)=
P(B ij)

P(A ij)
=
m ij

n ij
             (14)

다음의 그림 6에 간단한 제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면 오염원을 지

나는 공기괴가 cell 1을 지날 때 수용 에서 측정된 농도는 고농도를 보이게 

된다. 이 경우에 cell 1에서는 3개의 endpoint를 가지며 고농도를 갖는 

endpoint는 2개가 되어 PSCF 값은 2/3=0.67로 계산된다. 그러나 cell 2에서는 

2개의 endpoint를 가지나 고농도를 갖는 endpoint가 0이므로 PSCF 값은 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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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PSCFij = mij / nij    PSCF(Cell 1)=  2/3    PSCF(Cell 2)=  0/2

Fig. 6. Example of PSCF calculation.

한 고려되어야 할 것은 cell 3의 경우이다. 그림 2-3에서의 cell 3은 총 

endpoints의 수가 1이며, 고농도 경우의 endpoints 역시 1이 되므로 PSCF 

값이 1로 과 평가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오류를 이기 하여 가 치를 

사용하게 되는데 가 치는 각 격자에 하여 총 endpoints가 체 endpoint 

평균( E)의 3배 이상이 되지 않으면 PSCF 계산 결과에 다음과 같이 하향 

가 치(Wij)를 두어 계산 오류를 배제시켜야 한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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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No. of total endpoint
No. of total grid

                  (15)

              

   

PSCF는 수용 에 도착하는 공기괴의 궤 을 해석하여 확률 으로 가능한 

오염원 치의 공간분포를 나타내는 조건 확률로써 해석된다. 그러므로 높은 

PSCF 값을 갖는 격자는 오염원이 된다. 그러나 PSCF로 계산된 공간분포를 

살펴보면 "trailing effect"로 불리는 길게 쳐지는 상이 부분 발견되는데, 

이러한 상은 시료의 수가 거나 수용 을 1지 을 상으로 했을 때 더 

자주 발견되며 이것이 PSCF의 단 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은 오염

원의 풍상과 풍하방향이 동시에 높은 PSCF 값을 보여 이 지 이 오염원으

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PSCF 결과는 오염원의 치보다는 오염원

의 치와 이동 방향(transport pathways, directions)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

석하여야 한다. 즉, PSCF는 공기괴가 격자를 따라 이동하는 경로에 한 확

률 값으로 주어지므로 오염원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공기괴가 치하는 경우

가 많은 격자에서는 오염원으로 오 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PSCF 값

이 크게 나타나더라도 그 지 이 확실한 오염원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운 문

제 이 존재한다.
39) 

PSCF 모델링을 해서는 오염원 기여도 자료와 도, 경도의 자료로 표

되는 역궤 분석 자료가 필요하다. 오염원 기여도 자료는 PMF를 이용하

여 계산하며 역궤  분석은 HYSPLIT 4.0을 사용하며 이 모델은 

NOAA(National Oceanic & Atmospheric Administration)의 ARL(Air 

Resources Laboratory)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구동하거나 TCL/TK 

script 수행기를 설치하여 PC version을 사용할 수도 있다. 역궤  분석방법

은 등온 (isentropic) 방법과 등압면(isobaric) 방법으로 나  수 있으나, 일

정기압 표면 로 공기괴가 이동한다고 가정하여 비교  은 입력자료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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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고 강수 상을 고려하여 계산할 수 있는 등압면 방법이 실용 으로 많

이 이용되고 있다. 

PSCF는 격자의 수에 할당되는 endpoints의 수를 계산할 수 있는 로그

램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해 Excel VBA를 이용하여 계산코드를 작성하

다. 제작된 코드는 Excel을 바탕으로 하여 친숙한 사용 환경이 장 이며 

HYSPLIT 출력 일을 원형 그 로 사용하므로 부가 인 데이터의 처리가 

필요 없다. 다음의 그림 7에는 모형의 구성요소와 흐름을 나타내었다. PSCF

의 계산은 오염원 기여도 자료를 고농도와 농도로 구분하는 것으로 시작

되며 이 때 사용되는 임계 고농도 기 치(threshold criterion)는 75th 

percentile의 기여도(upper 25 percentile)를 사용한다. 고농도 일과 농도 일

로 구분하여 역궤 분석을 수행하고 계산 역 즉, 경도와 도, 격자의 크

기를 정해 다. 최종 PSCF 값은 각 격자에 할당되는 endpoints의 수를 계산

하여 Surfer, ArcView 등 graphic tool에 도시하여 오염원의 치를 악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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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SCF_CNU VBA Code and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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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결 과   고 찰  

1 .  분 석  정 도   정 확 도  평 가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해 실시되는 분석과정의 인증에서 필

수 인 것은 정확도(accuracy) 평가이고, 이는 측정된 값들의 편의(bias)를 

조사하는 것으로써 시료와 물리 인 상태, 화학  조성이 유사한 인증표 물

질(CRM: Certificated Reference Material)을 시료의 분석과 동일한 과정으로 

수행하고 분석과정의 유효성을 증명하는 것이다.4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자방사화분석의 정확도 평가를 해 비실험을 거쳐 정해진 기  

속원소의 분석조건에 따라 인증표 물질을 사용하여 분석된 원소의 값을 비

교하 다.

국내에서 기분진  속원소분석에 한 정확도평가를 해 주로 사용

하는 인증표 물질은 NIST(NIST, 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USA) SRM(Standard Reference Material) 1648 (urban 

particulate matter)이다. 그러나 이 인증표 물질은 filter 매질이 아니라는 

것과 시료의 균질성을 해 요구하는 최소량이 100 mg으로 실제 시료의 실

험과정과 동일한 용해과정으로는 완 한 용해가 불가능하여 실제 시료와 비

교할 때 제한 을 갖는다. 이러한 문제 을 이고 기  농도와 가장 유

사한 인증표 물질로 평가받는 것은 NIST SRM 2783(urban dust on filter 

media) 이지만 가격이 매우 비싸다는 단 이 있다. 이 인증표 물질은 

polycarbonate membrane상에 기분진을 도포한 것으로 Al, As, Ba, Ca, 

Co, Cr, Cu, Fe, K, Mg, Mn, Na, Ni, Pb, Sb, Ti, V, Zn의 18종에 한 인증

값을 가지고 있고 Si는 참고값을 제시하고 있어, 기환경 연구에 용성이 

매우 좋다. 

성자방사화분석을 이용하여 시료  미량원소를 분석하기 하여 사용

한  과정에 한 유효성 평가(method validation)는 매우 요한 항목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 1의 분석조건에 따라 인증표 물질(NIST SRM 2783, Air 

particulate on filter media)을 상으로 두 방법을 모두 용하 고 그 결과

는 표 2와 같다. 측정치의 참값에 한 근도를 나타내는 정확도, 즉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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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relative error)는 인증표 물질의 인증값에 한 측정치의 상 차이

[(experimental value—certified value)/certified value, %]로 결정하고, 측정

값들의 상 표 편차(RSD, standard deviation/mean of experimental value, 

%)는 분석값들의 정 도를 나타내는데 두 가지 모두가 분석방법  과정의 

유효성 척도로 사용한다. 한 표 2에는 상 오차와 상 표 편차 이외에  

통계  방법을 통해 분석값과 인증값에 한 계통  편의(systemic bias)를 

악할 수 있는 지표인 Z-score를 같이 명기하 는데, Z-score는 분석값과 

인증값의 차이를 인증값이 가지고 있는 불확도와 분석값이 가지고 있는 불

확도를 통합한 값(estimated standard deviation)으로 나 어 계산한다. 이 값

이 ±2 는 ±3을 넘지 않아야 95% 는 99% 신뢰수 에서 분석값의 계통

 편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INAA로 분석한 20종의 미량원소  상 오차가 As(-14.1%)과 Sc(10.9%)

을 제외하면 모두 10%보다 작게 나타났고 특히 Ca, Co, K, Mg, Mn, Na, 

Sb, Sm, Ti, V, Zn의 경우 상 오차가 5% 미만으로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

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상 표 편차는 Ca, Co, Cu, Mg, Sb, Zn

의 경우에는 10%를 과하고 있지만 Al, As, Ce, K, Mn, Na, Sc, Sm, Ti, 

V은 5% 이하의 분석값을 보이고 있어 INAA로 분석한 미량원소의 측정값들

은 매우 정확하고 정 한 것을 알 수 있다. INAA의 경우 계통  편의를 나

타내는 Z-score 계산 결과,  Al과 As을 제외한 모든 원소에서 ±2보다 작아 

계통  편차의 보정이 필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Al과 As의 경우 ±2보다 

큰 Z-score를 나타내었는데, Al의 경우, 인증값의 불확도가 상 으로 매우 

작아 큰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되고,  As의 경우는 피크의 겹침에 의한 

분 학  간섭으로 실제 농도보다 은 값을 나타내는 계통오차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Al과 As에 해서만 보정하여 농도를 계산하 다.

이온크로마토그라피의 경우 한 고체 매질의 인증표 물질이 없기 때

문에 INAA와 같은 방식의 정도 리를 할 수 없으므로 표 물첨가에 의한 

회수율 측정  peak area에 한 합동표 편차(pooled standard deviation)

을 계산하여 정 도를 평가하 다. 미세분진과 같은 고체 시료를 용액 상으

로 변화시킬 때 회수율이 매우 요한 정확도의 평가 방법이 되는데 인증표

물질이 없기 때문에 동일 시료를 상으로 일정량의 표 용액을 단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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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입(spiked)하여 일정한 농도로 회수되는 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한, 

표 용액과 시료간의 머무름 시간(retention time)과 피크 면 (peak area)을 

비교함으로서 정성  정량 분석하는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는 오랜 시간동안 

분석을 할 경우 분석결과에 향을 미치는 오차 요인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다. 즉 시간에 따라 바탕 도도가 변화함으로서 발생하는 

drift 상과 표 용액의 안정도에서 기인하는 표 물질의 농도 변화로 별

할 수 있다. 이러한 오차 요인은 분석 시 피이크의 면  변화를 유발하게 되

고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매 실험 시마다 표 물질의 피크 면 에 한 합

동 표 편차를 다음의 식(3)에 따라 구하여 기기의 안정도  분석결과의 신

뢰도를 측정하 다. 여기서 Sp는 합동표 편차, Sj는 각 성분의 표 편차, υj

는 각 성분의 자유도, υp는 합동표 편차의 자유도를 나타낸다. 

Pooled Standard Deviation(S p)=
∑
m

j=1
S 2
j․υ

j

∑
m

j=1
υ
p

, υ
p= ∑

m

j=1
υ
j         (3)

이온크로마토그라피의 정도 리를 하여 Cl-,  NO3
-,  SO4

2-,  NH4
+에 

해 2.125 ppm과 3.982 ppm의 표  용액을 매 실험 batch에 해 제조하여 

총 16회 측정하여 peak area에 한 합동표 편차(pooled standard 

deviation)를 계산하고 정 도를 평가하 다. 다음의 표 3에 합동표 편차 계

산 결과를 나타내었고 Fig. 8에 분석에 사용된 검정곡선을 표 4에는 합동표

편차 계산 결과를 나타내었다. 정량분석을 한 Cl
-,  NO3

-,  SO4
2-,  NH4

+  

검정곡선은 R2이 모두 0.999 이상으로 매우 양호한 결과를 보 으며 합동표

편차 계산 결과 모두 4%이하로 정 도가 나타나 양호한 기기의 재 성과 

안정성을 보여 분석된 데이터의 신뢰도가 만족할 만한 수 인 것으로 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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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alytical result of NIST SRM 2783 

Certified Value 

(ng/filter)

INAA

This work 

(ng/filter)
RE RSD Z

-scorec

Mean±Unc.(2s)a Mean±SD(1s) (%)

Al 23210±530 21793±614 -6.1 2.8 -2.1 

As 11.8±1.2 10.1±0.51 -14.1 5.0 -2.1 

Ba 335±50 363±20.7 8.2 5.7 0.9 

Ca 13200±1700 13169±1342 -0.2 10.2 0.0 

Co 7.7±1.2 7.51±0.96 -2.5 12.8 -0.2 

Cr 135±25 148±14.11 9.8 9.5 0.7 

Cu 404±42 365±47.0 -9.7 12.9 -0.8 

Fe 26500±1600 28867±2041 8.9 7.1 1.1 

K 5280±520 5213±162 -1.3 3.1 -0.2 

Mg 8620±520 8593±1067 -0.3 12.4 0.0 

Mn 320±12 329±0.49 2.8 0.1 1.5 

Na 1860±100 1840±21.9 -1.1 1.2 -0.4 

Sb 71.8±2.6 75±8.11 4.1 10.8 0.4 

Sc
b

3.54±0.28 3.9±0.19 10.9 4.9 1.6 

Smb 2.04±0.15 2.0±0.08 -4.4 3.9 -0.8 

Th
b

3.23±0.59 3.5±0.33 6.8 9.7 0.5 

Ti 1490±240 1463±58.7 -1.8 4.0 -0.2 

V 48.5±6 49±1.56 1.8 3.2 0.3 

Zn 1790±130 1731±230 -3.3 13.3 -0.2 

aExpanded uncertainty with the coverage factor of 2 (approximately 95% 

confidence)
bReference value
cZ-scores were calculated by [(experimental mean - certified 

value)/estimate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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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ooled standard deviation and degree of freedom for standard 

solution's peak area

Concentration of 

standard 

solution(PPM)

Average 

peak area

Pooled 

standard deviation
%

Degree of 

freedom

Cl
-

2.125 19.5 0.8 3.7 15

3.982 35.3 1.1 3.1 15

NO3
-

2.125 9.5 0.4 3.8 15

3.982 19.5 0.4 2.1 15

SO4
2-

2.125 12.9 0.2 1.4 15

3.982 26.4 0.3 1 15

NH4
+

2.125 19.5 0.6 3.2 15

3.982 38.4 1.1 2.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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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alibration curve of selected ions in working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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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PM2. 5 농도

   

2005년 8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시 도로변 지역인 충남 학교에서 채

취한 PM2.5의 농도를 Fig. 9에 box-whisker와 상 빈도분포도, 시계열 plot

을 이용하여 나타내었다. 측정된 PM2.5의 평균농도는 32.1 ± 14.1 μg/m3 고 

최 는 9.7 μg/m3, 최고 농도는 황사발생일인 2006년 3월 20일에 64.6 μg/m3

로 조사되었다. 측정된 PM2.5의 평균 농도는 미국의 24시간 평균 기 치인 

65 μg/m3를 과하는 경우는 없었으나 연평균 기 치인 15 μg/m3를 과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 별 15개씩 채취된 PM2.5의 농도를 비교하면 겨울

(34.4 ± 13.6 μg/m3), (32.8 ± 14.5 μg/m3) > 가을(30.0 ± 9.3 μg/m3) > 여

름(23.1 ± 12.6 μg/m3)의 크기순으로 조사되어 계 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PM2.5 농도의 빈도분석 결과 20 ~ 40 μg/m3의 

농도 범 에서 60%, 40 μg/m3 이상의 고농도범 에서 30%이상 분포하고 있

었다. 

미세분진 채취 후의 반사율을 smoke stain reflectometer (Model 43D, 

UK)로 측정하여 black carbon의 농도를 정량하 다. 시료채취에 사용된 

polycarbonate membrane 여지에 한 black carbon 계산 계수값은 IAEA의 

국제 동연구 결과를 이용하 다. 도시 기  black carbon의 주요 오염원

은 화석연료의 불완  연소와 디젤엔진의 배기가스인데, 반사율을 이용하여 

측정한 black carbon의 농도는 5.1 ± 2.3 μg/m
3로 나타났으며 PM2.5와의 상

계수는 0.62로 높게 나타났다. Black carbon의 계 농도 분포는  (7.20 μ

g/m3) > 겨울 (7.07 μg/m3) > 가을 (5.28 μg/m3) > 여름 (3.90 μg/m3)의 크

기순으로 조사되었다(Fig.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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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속원소의 농도

 

연구지역에서 채취된 미세분진(PM2.5) 시료의 미량 속 성분을 INAA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해 두 단계의 선

별작업을 수행하 는데, 1차 으로 상 원소의 여지 바탕값  사용된 시약 

등에 의해 체 과정에서 발생되는 실험실 바탕농도(analytical blank)에 

한 고려로 이 값보다 2배 이상으로 크지 않은 분석치는 분석 자료에서 제외

하 다. 이 경우는 1차 으로 측정시료의 농도가 아주 낮을 경우 바탕농도에 

기인되는 오차를 최소화하기 함이다.41) 이 과정에 의해서 체 자료  

4.5%의 자료가 배제되었다. 1차선별 후 남은 자료를 상으로 소수의 극단

인 자료들이 체결과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해 각 원소의 평균으로

부터 표 편차의 3배 이상 벗어나 있는 자료를 이상치(outlier)로 간주하고 2

차 으로 선별하 다. 이 과정에 의해 자료  0.5%의 자료가 배제 되었다. 

2단계의 선별과정을 통해 신뢰성이 확보된 속원소와 이온성분의 기술통계

량을 표 4에 나타내었다. 

시 도로변 지역에서의 PM2.5 내 화학성분은 지각에서 기인되는 Al, 

Ca, Fe, K, Mg, Na 농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분석된 25종 속 원소의 총 

질량은 PM2.5 질량의 5.1%를 나타내고 있었다. 평균농도를 기 으로 최소농

도를 보이는 In(0.01 ng/m3)과 최 농도를 보이는 Al(408 ng/m3) 간에는 104 

이상의 농도 차이로 속원소들이 매우 넓은 농도범 를 보이고 있었다. 분

석 상원소별 농도분포 특성을 쉽게 조감하기 해, 모든 원소의 농도 별 

분포양상을 로그스 일로 비교하여 그림 12에 나타내었다. 속원소의 산술 

평균값을 기 으로 In, Dy, Hf, Sc, Th이 가장 낮은 10-2 ng/m3에서, Co, La, 

Sm, Ce이 10-1 ng/m3 이하 역에서, Se, V, As, I, Sb, Cu이 100 ng/m3 이

하, Ba, Br, Mn, Cr, Ti, Zn, Mg, Cl가 101 ng/m3, Na, Fe, K, Al가 102 

ng/m3 의 역에서 분포하고 있었다. 연구지역에서의 독성 속  As, Cr, 

Mn, Se, V, Zn의 농도는 각각 1.84±1.42 ng/m3, 15.3±5.85 ng/m3, 12.9±9.31 

ng/m3, 1.15±0.84 ng/m3, 1.44±0.83 ng/m3, 47.1±29.5 ng/m3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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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 statistical summary of elemental concentration by INAA

Mean SD Min Max N

Al 408 395 15.9 2072 103

As 1.84 1.42 0.09 6.25 103

Ba 10.2 5.63 0.68 27.9 101

Br 11.9 5.77 2.62 32.9 103

Ce 0.73 0.60 0.07 2.69 97

Cl 95.6 136 15.0 600 102

Co 0.34 0.25 0.07 1.27 80

Cr 15.3 5.85 4.57 30.5 95

Cs 0.18 0.15 0.01 0.69 97

Cu 5.73 3.60 0.41 17.0 103

Dy 0.03 0.02 0.00 0.13 92

Fe 325 256 29.3 1554 99

Hf 0.07 0.05 0.01 0.20 101

I 2.56 1.43 0.33 5.84 103

In 0.01 0.01 0.00 0.09 96

K 367 290 20.2 1356 93

La 0.44 0.36 0.02 2.10 101

Mg 85.2 76.6 12.9 353.5 91

Mn 12.9 9.31 0.99 47.0 102

Na 228 144 32.5 659 104

Sb 3.66 2.80 0.27 11.7 103

Sc 0.07 0.07 0.01 0.42 100

Se 1.15 0.84 0.13 4.06 94

Sm 0.48 0.44 0.03 1.89 101

Th 0.09 0.08 0.01 0.40 84

Ti 19.0 13.6 2.83 84.4 101

V 1.44 0.83 0.16 4.41 104

Zn 47.1 29.5 0.74 143 104

PM10

(μg/m
3

)
32.1 14.1 9.7 64.6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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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A logarithmic plot of metal concentration distributions 

observed from this study. Empty circles represent the mean values for 

each metal. The thick marks are used to show both minimum and 

maximum concentrations for each specific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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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기이온의 농도

다음의 표 5에 PM2.5 농도와 분석된 이온성분들의 농도를 나타내었다. 분

석된 무기이온  NO3
-와  SO4

2-의 농도가 각각 6.1 ± 3.8 μg/m3, 6.2 ± 4.8 

μg/m3, NH4
+ 3.4 ± 2.8 μg/m3를 나타내었다. 이들 3종의 무기이온 농도의 합

은 측정된 PM2.5의 약 52%로 매우 높은 수 으로 나타났다. 그림 13은 분

석된 무기이온 농도의 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며 그림 14는 NO3
-, SO4

2-, 

NH4
+와 PM2.5와의 상 계를 나타낸 그림이다. PM2.5와의 상 계수는 

NH4
+가 가장 큰 0.797이었고 NO3

- 0.755, SO4
2- 0.696으로 비교  한 상

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PM2.5의 경우 토양입자의 향이 어 입자의 산성도를 NH4
+이 완화시키

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입자상 성분의 산성화 정도를 NH4
+/SO4

2-의 당량비

를 통해 계산할 수 있다. 이는 오염원으로부터 발생한 SO2가 다양한 산화과

정을 통해 H2SO4가 되고, 이  일부는 NH4
+에 의해 화되어 NH4HSO4를 

형성하고, NH4
+가 더 존재하면 화가 계속 진행되어 (NH4)2SO4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NH4
+/SO4

2-의 당량비를 이용하여 미세입자의 형태가 

(NH4)2SO4, NH4HSO4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aged aerosol

의 경우에는 주로 (NH4)2SO4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화석연료의 연소 시 생성되는 NOx의 물리화학  변환으로 생성되는 입자상 

NO3
-는 산성우의 요한 원인 물질이며 체내에 흡입되어 각종 호흡기 질환

을 일으키는데 주로 조 입자에서는 NaNO3의 형태로 결합되고 미세입자에

서는 암모늄과 반응하여 NH4NO3로 존재하게 된다.42)

분석된 무기이온 간의 상 계수는 NH4
+가 SO4

2-와 NO3
- 모두에서 0.7 이

상으로 높아 이차상 오염물질인 (NH4)2SO4와 NH4NO3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

으로 단된다. 미세입자에서 NH4
+와 SO4

2-, NO3
-간의 주요 결합 형태는 

(NH4)2SO4, NH4HSO4, NH4NO3 이므로 NH4
+의 이론  농도를 NH4

+의 결합 

형태에 따라 아래의 두 가지 계산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림 15에 계산 결

과를 나타내었는데 그림에서 보면 NH4
+/SO4

2-의 당량비가 0.83이며 두 가정

조건으로 계산한 이론 NH4
+의 값이 0.77~1.08이고 두 직선 모두 직선 계를 

가지므로 NH4
+와 SO4

2-간의 결합 형태는 주로 (NH4)2SO4와 NH4HSO4로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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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NH4)2SO4, NH4NO3 : calculated NH+ = 0.380 × SO4
2- + 0.29 ×  

NO3
- 

● NH4HSO4, NH4NO3  : calculated NH+ = 0.192 × SO4
2- + 0.29 ×  

NO3
- 

 Table 5. Summary of ion concentrations in study area

PM2.5 NO3
-

SO4
2-

NH4
+

B.C

Mean 32.1 6.1 6.2 3.4 5.1 

SD 14.1 3.8 4.8 2.8 2.3 

SE 1.4 0.5 0.6 0.4 0.3 

Min 9.7 1.3 0.5 0.2 1.3 

Max 64.6 16.6 20.6 11.7 13.0 

N 105 90 90 9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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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P M 2 . 5  구성 성 분  분 석

기  PM2.5의 구성성분은 크게 EC(black carbon), OC로 구성된 탄소 

성분과 NO3
-, SO4

2-의 음이온  NH4
+의 양이온 성분, 그리고 Al, Ca, Fe, 

K, Mn, Na, Ti 등의 토양기원의 속원소(major and minor crustal 

elements)와 As,  Br, Cl, Co, Cr, Cu, I, In, Sb, Se, V, Zn 등의 미량 속원

소(trace elements)로 구분 할 수 있다. 그림 16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지역

에서의 토양기원의 속원소(major and minor crustal elements) 4.0%, 미량

속원소(trace elements) 0.4%, 음이온 35.1%, 양이온 14.9%이며 black 

carbon은 15.0%로 나타났다. 그림 18에는 PM2.5의 주요 구성성분  본 연

구에서 분석된 성분들(black carbon, ions, metal)과 측정된 PM2.5 농도간의 

상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Others
26%

Sulfate
21%

Nitrate
20%

Ammonium
11%

Metal
5%

Black Carbon
17%

Fig 17. Speciation of PM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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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PM2,5 and major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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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염원 분석

  

5.1 PMF 모델링 조건

 

PMF를 이용하여 연구 상지역의 오염원을 분석하기 해 속 24종(Al, 

As, Ba, Br, Ce, Cl, Cr, Cu, Fe, I, In, K, La, Mg, Mn, Na, Sb, Sc, Se, Sm, 

Th, Ti, V, Zn)과 이온성분 3종(NO3
-, SO4

2-, NH4
+), black carbon과 PM2.5

를 포함하여 60×29 행렬의 데이터 입력 일을 비하 다. 데이터 자료에는 

1, 2차 선별과정에 의해 제거한 자료들이 있는데 각 단계별로 입력 자료의 

값을 특성에 맞게 다른 방식으로 비하 다. 자료  검출한계 이하의 자료

들과 1차 선별과정에 의해 제거한 자료들은 각 원소 검출한계 값의 1/2값으

로 체하 고, 2차 screening에서 제거한 값들은 각 해당원소의 기하평균으

로 체하고 표 편차는 기하평균의 4배 값을 모델링에 사용하 다. 신뢰성 

있는 측정 자료들은 측정값을 직  이용하고 표 편차는 검출한계에 가까운 

농도 역의 자료들에 해 표 편차 값을 상승시켜 주기 하여 불확도 

값에 검출한계의 1/3값을 더하여 주어 비하 다. 

PMF의 경우 개발된 후 재까지 완 한 최 의 인자 수를 결정하는 이

론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이다. PMF는 고차원의 해가 차원의 해를 꼭 포

함하지는 않기 때문에 인자의 수를 결정하는 것은 해석에 가장 큰 향을 

다. 그러므로 인자수를 달리 함으로써 반복 인 모델링을 수행하고 물리

으로 의미 있는 최 의 인자수를 결정해야 한다. PMF 모델에서의 모델 수

행 결과를 만족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첫 번

째는 타당한 Q값이 략 으로 데이터 행렬의 자료 수에서 인자행렬의 모든 

성분수를 뺀 값과 같아야 하고, 잔차행렬에서 부분의 잔차 값이 -2.0에서 

+2.0의 구간에 있는 확률이 략 80% 이상이어야 한다. 한, PMF에서 인

자의 수를 결정하는데 있어 scaled residual matrix(R)과 rotational 

matrix(rotmat)은 주 인 에 따른 모호성을 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정보를 다는 것이 증명된 바 있어, 본 연구에서는 최 의 요인 개수를 결

정하기 해 model fit의 합도를 나타내는 Q value를 기본으로 Lee et 

al.(1999)가 제안한 IM(the maximum individual column mean in th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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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he maximum individual column standard deviation in the R), 회 의 

자유도를 나타내는 largest element in rotmat을 사용하 다.43) 

PMF에서는 회 을 제어할 수 있는 parameter로 FPEAK가 있는데 일반

으로 -1.0에서 1.0까지 0.1씩 단계 으로 다른 FPEAK값을 주고 모델을 반

복 수행하여 Q 값의 증가가 크지 않으면서 회 자유도가 은 때의 값을 최

의 조건으로 선택한다. 그러나 최 의 조건으로 결정되었어도  단계에서

는 단지 우선 고려 상일 뿐 인 것은 아니다. 최종 결과는 생성된 오

염원 로 일을 바탕으로 물리 으로 타당한 해, 즉 오염원 로 일  발

생되는 원소 농도의 총합이 1 μg/μg particulate를 넘거나 오염원에서 배출되

는 체 원소의 합이 한 1 μg/μg particulate를 과 하지 않으며 G와 F행

렬의 해석에 모호성이 없는 최 의 조건을 찾을 때까지 trial and error의 방

법으로 반복 수행된다. 최 의 조건으로 도출된 변수는 인자 수 7, FPEAK 

0.0, SEED 11 이며 이때의 Q값은 1432(이론 Q= 1537), 잔차가 ±2 이내에 

있을 확률은 96.4% 다. 

5.2 모델링 신뢰도 분석

 

모델링 결과에 한 신뢰도 분석은 매우 요한 모델링 과정  하나이

다. 모델링 결과의 신뢰성을 표하는 변수는 모델링에 사용한 변수들의 표

화 잔차(scaled residuals)인데, 이 값들이 부분 -3과 +3의 사이에서 분

포하여야 한다. 다음의 그림 19에 모델링 결과로 계산한 표 화 잔차를 box 

whisker plot으로 나타내었다. 모델링에 사용한 모든 변수들의 표 화 잔차

가 기 통계량과 첨도와 왜도를 고려 할 때 부분의 값이 -3에서 +3의 범

에서 정규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모델링 결과의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단 할 수 있다. PMF 모델링의 신뢰성은 측정한 분진농도와 측한 질량농

도사이의 상 분석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선택한 최 조

건에서 모델링한 결과, 측한 PM2.5 질량농도는 측정된 질량농도의 90%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때 두 변수간의 결정계수(R2)는 0.80으로 신뢰성 있는 모

델링 결과를 보 다(그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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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오염원 확인  기여도 산정

본 연구에서는 오염원의 확인을 해 각 원소의 특정오염원 분율(percent 

of the species for the source)과 각 오염원에서 발생하는 특정 원소의 발생

량을 바탕으로 오염원을 확인하 다(Table 6). PM2.5의 첫 번째 오염원은 

SO4
2-(49%)와 NH4

+(42%)이 큰 분율을 나타내어 secondary sulfate로 분류하

다. 이 오염원은 연구지역 주변의 난방유 연소에서 발생된 SOx의 반응에 

의해 생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지역에서 secondary sulfate는 

체기간  평균 6.9 μg/m3 (25%)로 오염원  가장 높은 기여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두 번째 오염원은 Br(54%), Sb(70%), NO3
-(19%)가 높은 분율을 보이고, 

BC, Zn, Fe, Ce가 기여하고 있어 vehicle exhaust로 정하 다. Ce, La, Cs, 

Sc, Sm과 같은 희토류원소(REEs: Rare Earth Elements)들은 조 입자에서

는 지각 내에서의 발원이 주요인이며 미세입자에서는 주로 무연휘발유를 사

용하는 자동차 배기가스의 NOx, CO, HCs의 제어를 해 사용하는 삼원

매장치와 oil-fired power plant, refinery가 주요한 오염원이다. Vehicle 

exhaust는 체기간  평균 5.4 μg/m
3로 PM2.5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었

으며 계 별로는  4.5 μg/m3 (12%), 여름 3.7 μg/m3 (30%), 가을에 8.2 μ

g/m
3 (31%), 겨울 5.3 μg/m3 (15%)의 기여도를 나타내었다.    

세 번째 오염원은 NO3
-(29%)와 NH4

+(29%)가 높은 분율을 보이며 

Br(27%)과 V(33%) 역시 높은 분율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secondary 

nitrate로 단되며 Br과 V이 높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미루어 vehicle과 

fossil fuel combustion이 주로 nitrate의 생성에 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Secondary nitrate는 체기간  평균 3.9 μg/m3로 PM2.5의 약 14%를 차지

하고 있었으며 계 별로는 에 5.7 μg/m3 (15%), 여름 3.2 μg/m3 (26%), 가

을 2.4 μg/m3 (9.3%), 겨울 4.5 μg/m3 (13%)의 기여도를 보 다. 그러나  

철의 특이치(2006년 3월 8일 황사, 16.7 μg/m3)를 제외하면 네 계 에서 유

사한 농도 수 을 보이고 있었다.

네 번째 오염원은 I(83%), Ba(52%), Al(22%), Cr(42%), Mg(61%)이 높은 

분율을 보여 road dust로 단하 다. 술한 바와 같이 road dust는 이동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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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원의 배기가스, 타이어  이크  라이닝의 마모, 기타 오일류 등의 배

출물질이 도로에 침작한 후 재비산하는 기작으로 발생한다. Road dust는 

체기간  평균 3.8 μg/m3로 PM2.5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계 별

로는  4.7 μg/m3 (12%), 여름 0.8 μg/m3 (6%), 가을 4.7 μg/m3 (18%), 겨

울 4.9 μg/m3 (14%)로 여름철을 제외한 나머지 계 에서 비슷한 농도 수

을 보이고 있어 road dust의 발생 특성을 잘 설명하고 있었다. 

다섯 번째 오염원은 Al(63%), Fe(55%), K(50%), Na(50%), Ti(45%)의 주

요 지각 구성성분과 Th(80%), Sc(78%), Ce(65%), La(60%)의 희토류(REEs) 

속의 분율이 높게 나타나 형 인 soil dust로 명할 수 있다. Soil dust

는 체기간  평균 2.7 μg/m3으로 PM2.5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부분의 경우에서와 같이 계 별로는 에 7.0 μg/m3 (18%)으로 가장 크고 

나머지 계 (여름 3.5%, 가을 5.3%, 겨울 5.9%)에서는 분류한 오염원  가

장 은 기여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여섯 번째 오염원은 In(97%), Cl(90%), Cu(32%), Zn(26%)가 높은 분율을 

보이고, Ba, Fe, Sb이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metal smelting/ incineration 

오염원으로 단하 다. Metal smelting/ incineration은 체 기간  평균 

2.9 μg/m
3로 PM2.5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었다. 계 별로는  3.3 μg/m3 

(8.5%), 여름 0.5 μg/m3 (4.3%), 가을 2.4 μg/m3 (9.1%), 겨울 5.4 μg/m3 

(15%)로 여름을 제외한 계 에서 상 으로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었다. 

일곱 번째 오염원은 As(84%), Se(63%), V(20%), Zn(42%), black 

carbon(37%)이 높은 분율을 보이고, Cl, Fe, Na, SO4
2-이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fossil fuel combustion으로 단된다. Fossil fuel combustion은 체

기간  평균 2.7 μg/m3로 PM2.5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계 별로는 

 2.9 μg/m3 (7.5%), 여름 0.6 μg/m3 (5.1%), 가을 1.7 μg/m3 (6.4%), 겨울 

5.4 μg/m3 (15%)로 겨울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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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The key species of typical PM2.5 data44)

Species P/S* Major sources

Organic carbon (OC) P/S Motor vehicle exhaust, vegetative and wood burning, 

cooking

Elemental carbon 

(EC)

P Motor vehicle exhaust, wood burning, cooking, diesel 

exhaust primary contributor

Nitrate (NO3
-

) S NOx from fossil combustion (energy, mobile sources, 

biogenics, and industrial processes)

Sulfate (SO4
2-) S SOx from fossil combustion (energy generation, industrial 

processes, mobile sources)

Ammonium (NH4
+) S NH3 from animal husbandary, fertilizer use, sewage. Also 

mobile sources, combustion, industrial processes

Sodium (Na
+

) P Sea water, open playas, de-icing

Chloride (Cl
-

) P Sea water, vegetable burning

Potassium (K
+

) P Vegetative burning, soil, forest fires, wood combustion

Nickel (Ni) P Residual oil combustion

Calcium (Ca) P Crustal material, cement, construction, smelter

Iron (Fe) P Crustal material, smelter, incinerator

Vanadium (V) P Residual oil combustion

Aluminum (Al) P Crustal material

Silicon (Si) P Crustal material, coal fired boiler

Sulfur (S) P Residual oil combustion, smelter, antimony roaster

Phosphorus (P) P/S Fuel combustion

Lead (Pb) P Vehicle exhaust

Bromine (Br) P Vehicle exhaust

Manganese (Mn) P Steel blast furnace, ferro manganese

Chlorine (Cl) P Incinerator, marine

Copper (Cu) P Smelter

Titanium (Ti) P Crustal material

Zinc (Zn) P Municipal incinerator; also smelters, zinc oxide kiln

 *P= Primary; S= Secondary pollu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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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1. Source profile for PM2.5 at study area; circle in the plot 

show what percentage of the species is apportioned to the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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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변 지역(충남 학교) 지역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측정한 

PM2.5 농도에 한 오염원 기여도 평가 결과를 표 7에 요약하고 그림 23에 

나타내었다. PMF 수행 결과, secondary sulfate, vehicle exhaust, secondary 

nitrate, road dust, metal smelting, soil dust, fossil fuel combustion의 7개로 

분류할 수 있었다. 정량 평가한 각각의 오염원 기여도는 secondary sulfate 

(6.9±6.8 μg/m3, 25%), vehicle exhaust (5.4±3.3 μg/m3, 19%), secondary 

nitrate (3.9±2.8 μg/m3, 14%), road dust (3.8±2.5 μg/m3, 13%), metal 

smelting (2.9±2.8 μg/m3, 10.2%), soil dust (2.7±4.1 μg/m3, 9.5%), fossil fuel 

combustion(2.7±2.6 μg/m3, 8.8%)의 크기순 이었다. 

계 별로 분류하여 평가하면 에는 secondary aerosol이 33%, vehicle 

exhaust 12%, soil/road dust가 30%, metal smelting, fossil fuel combustion

의 연소 오염원이 25%로 나타났고, 여름에는 secondary aerosol 51%, 

vehicle exhaust 30%로 두 오염원이 총 81%를 나타내고 있었다. 가을에는 

secondary aerosol이 29%, vehicle exhaust 31%, soil/road dust가 23%, 

metal smelting, fossil fuel combustion의 연소 련 오염원이 16% 고, 겨

울에는 secondary aerosol이 36%, vehicle exhaust 15%, soil/road dust가 

20%, metal smelting, fossil fuel combustion의 연소 련 오염원이 29%로 

에는 soil/road dust에 의한 향이 크고 여름에는 secondary aerosol과 

vehicle exhaust의 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 계  특성을 잘 반 하고 있

었다(Fig.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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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ummary of source contribution for PM2.5

Source
Source contribution estimate (SCE, μg/m

3
)

Mean SD Min Max SCE(%)

Secondary sulfate 6.9 6.8 0.1 26.0 25

Vehicle exhaust 5.4 3.3 0.1 13.1 19

Secondary nitrate 3.9 2.8 0.2 16.7 14

Road dust 3.8 2.5 0.0 10.0 13

Metal smelting/incinerator 2.9 2.8 0.0 12.1 10.2

Soil dust 2.7 4.1 0.0 21.7 9.5

Fossil fuel combustion 2.7 2.6 0.1 14.0 8.8

Predicted PM2.5 28.4 24.8 0.6 114 -

Measured PM2.5 31.6 14.4 9.7 64.6 -

Fossile fuel
combustion

9%

Soil dust
10%

Metal
smelting/incinerator

10%

Vehicle exhaust
19%

Secondary sulfate
25%

Road dust
13%

Secondary nitrate
14%

Fig. 23. Average source contribution for PM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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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거리 이동 오염원 평가

6.1 PSCF 모델링 조건 설정

PSCF 모델링을 해서는 오염원 기여도 자료와 도 경도의 자료로 표

되는 역궤 분석 자료가 필요하다. 역궤 분석은 다 기간에 한 역궤 분

석을 일 으로 모사할 수 있는 HYSPLIT 4.0 PC version의 Run daily 

menu를 사용하여 계산되었다. 역궤 분석 종 은 역시 충남 학교 지

인 도 36.21°와 경도 127.21°를 용하 으며 시작 고도는 500 m로 하여 

72시간 동안의 역궤 을 분석하 다. 역궤 분석의 오차는 50 km의 범 에

서 약 2.4 km의 평균오차를 보이고 있어 역궤 분석에 따른 오차는 고려하

지 않아도 된다. 역궤 분석 시간은 시료 채취 시작 시간에 맞추어 일일 6개

의 시작 시간(UTC 0, 4, 8, 12, 16, 20)으로 하 고 기상자료는 FNL N.H를 

사용하 다.  

오염원의 장거리 이동을 평가하기 해서 이동 범 가 매우 큰 PM2.5 오

염원 기여도 자료를 이용하 으며 고농도 임계치 기 은 상  75 percentile

로 설정하 으며 평균값을 이용해 결과를 비교하고 평가하 다. 격자의 크기

는 상지역이 국지 인 경우는 0.05°, 지역  규모에서는 0.2°~1.0°, 북반구 

같은 역규모에서는 2.5°~5.0°가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

는 0.5°(약 50km)를 사용하 으며 PSCF 계산 범 는 도 25°~50°, 경도 

110°~140°로 하 다. 그러므로 체 격자의 수는 3000개이며 120일에 해 

720개의 72시간 역궤 을 계산하 으므로 총 endpoint는 51840개이다.

PSCF는 고농도와 농도로 구분하여 역궤 이 각 격자에 포함되는 

endpoints의 수를 계산하여 도, 경도상의 좌표에 따라 도시하는 과정을 거

치는데 PSCF 계산은 EXCEL VBA로 제작된 PSCF_CNU 코드를 이용하

고 그래픽 로그램을 사용하여 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을 평가하 다. 

6.2 PSCF 용 결과

충남 학교 지 에서 채취된 PM2.5 농도에 향을 주는 공간  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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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해 PSCF를 용한 결과를 그림 25에 나타내었고 오염원으로 추정되

는 곳의 지명도 같이 표기하 다. PM2.5 농도의 상  75 percentile을 임계기

으로 설정하 을 때 주요 오염원은 Beijing, Tiangin 지역과 Luoyang, 

Zengzhou 지역에서 0.8 이상의 PSCF 값을 보 으며 Dairen, Shenynag, 

Angshan, Fushun의 랴오둥반도 지역의 공업지역에서도 높은 PSCF 값을 보

다. 한 국 동남부 연안 지역의 도시인 Shanghai, Hangzhou 지역에

서도 높은 PSCF 값을 보 다. 따라서 국 동부 연안의 주요 도시와 공업

지역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이  지역의 고농도 PM2.5 농도가 발생한 날에 

유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국내 남부 연안의 공업지역인 양, 여수 

창원 지역에서도 유입되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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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Possible source areas impacting for the PM2.5 concentration in 

Daejeon

그림 25에서 보면 국 지역에서 서해를 지나 국내로 PSCF 값이 늘어지

는 상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을 “Tailing effect"라 한다. 이러한 상

은 오염원의 풍상과 풍하방향이 동시에 높은 PSCF 값을 보여 오염원으로 

인식되기 때문인데, 시료의 수가 을 때 자주 발견되며 PSCF의 단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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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PSCF 결과는 오염원의 치보다는 오염원의 치

와 이동 방향(transport pathways, directions)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으로 해

석하여야 한다. 

그림 26부터 32에 PSCF를 이용하여 secondary sulfate, vehicle exhaust, 

secondary nitrate, road dust, soil dust, metal smelting, fossil fuel 

combustion 오염원의 가능한 치를 추정하 다. Secondary sulfate는 

Beijing, Tianjin 지역과 Luoyang, Zhengzou 지역에서 높은 PSCF 값을 보여 

sulfate의 유입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vehicle exhaust는 한반도를 동서로 가

로지르는 형태의 값이 나타나고 있으며 수용 인  지역 인근에서만 높

은 값을 보이고 있었다. Vehicle exhaust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은 부분 오

랜 시간동안 기 에 머무르지 못하며, 따라서 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은 

불가능한데, 이러한 상을 PSCF 계산 결과가 잘 반 하고 있었다. 

Secondary nitrate 역시 vehicle exhaust와 같이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원

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제주도 해상 지역에서 나타나는 높은 PSCF 값은 

PM2.5, soil dust 등 모든 평가항목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부분의 역궤 이 이 지 을 통과하기 때문에 발생된 오류로 단된다. 국내 

여러 연구의 결과는 국에서 발생된 nitrate가 국내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

음을 보고하 는데, 본 연구지역에서는 국지 으로 이동오염원에서 발생되는 

NOX의 양이 매우 큰 것으로 사료되어 국지 으로 생성된 secondary nitrate

의 농도에 외부 유입은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연구에 

사용된 시료수가 어 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단정 으로 단하기

는 어렵다. Road dust 역시 vehicle exhaust와 secondary nitrate와 같이 외

부 유입이 확인되지 않았다. Soil dust는 국 내륙의 고비사막에까지 이동 

경로가 표시되고 있고 Shanghai, Hangzhou의 국 남부에서도 높은 PSCF 

값이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연구지역의 고농도 soil dust는 황사 상과 같이 

국내륙에서 이동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Metal smelting는 랴오둥 반도의 

공업지역과 국내 남부의 공업단지 지역이 유력한 오염원으로 추정되며, 

fossil fuel combustion의 추정 가능한 오염원 지역은 국 산둥반도 인근의 

Luoyang, Zhenzhou 지역으로 확인되었으며, 국내 남동 연안의 공업단지의 

향도 확인되었다. 한 fossil fuel combustion의 경우는 수도권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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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0.5 정도의 PSCF 값을 보여 인구 집지역인 수도권도 가능한 오염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장거리 이동 상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secondary sulfate, soil 

dust, metal smelting, fossil fuel combustion의 오염원은 국토의 심인 

 지역에 장거리 이동하여 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vehicle exhaust, 

secondary nitrate, road dust 오염원은 외부로부터 향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이동오염원의 향이 매우 강한 도로변 지역의 특성 

때문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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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Possible source areas impacting for secondary sulfate in 

Dae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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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Possible source areas impacting for vehicle exhaust in Dae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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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Possible source areas impacting for secondary nitrate in 

Dae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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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Possible source areas impacting for road dust in Dae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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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0. Possible source areas impacting for the soil dust in Dae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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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Possible source areas impacting for metal smelting in Dae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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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Possible source areas impacting for fossil fuel combustion in 

Dae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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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본 연구는 기오염 물질  인체에 미치는 향이 큰 미세분진(PM2.5)을 

지역에서 계 별로 집  채취하고 성자방사화분석법(Neutron 

Activation Analysis)을 이용하여 As, Cr, Mn, Se, Zn를 포함한 25종의 미량

원소와 sulfate, nitrate, chloride 등의 무기이온 성분을 장기간 정량 으로 

분석하 다. 그리고 장기간 농도 자료에 PMF를 용하여 오염원 기여도를 

정량 으로 평가하 다. 한 고차원 수용모델링인 PSCF에 한 용방법과 

응용방법을 개발하여 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을 추 , 평가 하 다. 

기오염 물질  인체에 미치는 향이 큰 미세분진(PM2.5)을 충남 학

교에서 2005년 8월부터 2007년 1월까지 계 별로 각 15일씩 총 120시료를 

집 으로 채취하 다. 측정된 PM2.5의 평균농도는 32.1 ± 14.1 μg/m3 고 

최 는 9.7 μg/m3, 최고 농도는 황사발생일인 2006년 3월 20일에 64.6 μg/m3

로 조사되었다. 측정된 PM2.5의 평균 농도는 미국의 24시간 평균 기 치인 

65 μg/m3를 과하는 경우는 없었으나 연평균 기 치인 15 μg/m3를 과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 별 15개씩 채취된 PM2.5의 농도를 비교하면 겨울

(34.4 ± 13.6 μg/m3), (32.8 ± 14.5 μg/m3) > 가을(30.0 ± 9.3 μg/m3) > 여

름(23.1 ± 12.6 μg/m3)의 크기순으로 조사되어 계 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PM2.5 농도의 빈도분석 결과 20 ~ 40 μg/m
3의 

농도 범 에서 60%, 40 μg/m3 이상의 고농도범 에서 30%이상 분포하고 있

었다. 반사율을 이용하여 측정한 black carbon의 농도는 5.1 ± 2.3 μg/m
3로 

나타났으며 PM2.5와의 상 계수는 0.62로 높게 나타났다. Black carbon의 계

농도 분포는  (7.20 μg/m3) > 겨울 (7.07 μg/m3) > 가을 (5.28 μg/m3) > 

여름 (3.90 μg/m3)의 크기순으로 조사되었다. 

NIST SRM 2783을 시료의 분석조건과 동일하게 분석한 결과, Al, As, 

Fe, K, Na, Sb, V의 분석값이 상 오차 5% 이하, 그리고 Ba, Co, Cr, Cu, 

Mg, Mn, Sc, Th, Ti, Zn는 10% 이하로 나타나 매우 정확한 분석값을 보

음. 한 정 도를 나타내는 상 표 편차(RSD)는 Mg (13.4%)과 Sm 

(11.7%)을 제외하면 모두 10% 미만으로 역시 매우 정 한 분석값을 보여 측

정된 속원소 농도의 신뢰성이 매우 좋은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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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방사화분석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속원소의 산술 평균값을 기 으

로 In, Dy, Hf, Sc, Th이 가장 낮은 10-2 ng/m3에서, Co, La, Sm, Ce이 10-1 

ng/m3 이하 역에서, Se, V, As, I, Sb, Cu이 100 ng/m3 이하, Ba, Br, Mn, 

Cr, Ti, Zn, Mg, Cl가 101 ng/m3, Na, Fe, K, Al가 102 ng/m3 의 역에서 

분포하고 있었다. 연구지역에서의 독성 속  As, Cr, Mn, Se, V, Zn의 농

도는 각각 1.84±1.42 ng/m3, 15.3±5.85 ng/m3, 12.9±9.31 ng/m3, 1.15±0.84 

ng/m3, 1.44±0.83 ng/m3, 47.1±29.5 ng/m3 이었다. 한편, 이온크로마토그래피

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무기이온  NO3
-와  SO4

2-의 농도가 각각 6.1 ± 3.8 

μg/m3, 6.2 ± 4.8 μg/m3, NH4
+ 3.4 ± 2.8 μg/m3를 나타내었다. 이들 3종의 무

기이온 농도의 합은 측정된 PM2.5의 약 52%로 매우 높은 수 으로 나타났

다. 무기이온과 PM2.5와의 상 계수는 NH4
+가 가장 큰 0.797이었고 NO3

- 

0.755, SO4
2- 0.696으로 비교  한 상 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미세입자

역에서 NH4
+와 SO4

2-, NO3
-간의 주요 결합 형태는 (NH4)2SO4, NH4HSO4, 

NH4NO3 이므로 NH4
+의 이론  농도를 NH4

+의 결합 형태에 따라 두 가지 

계산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계산 결과, NH4
+/SO4

2-의 당량비가 0.83이며 두 

가정조건으로 계산한 이론 NH4
+의 값이 0.77~1.08이고 두 직선 모두 직선

계를 가지므로 NH4
+와 SO4

2-간의 결합 형태는 주로 (NH4)2SO4와 NH4HSO4

로 같이 공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PMF 수행 결과, 연구지역에서의 PM2.5 오염원은 secondary sulfate, 

vehicle exhaust, secondary nitrate, road dust, metal smelting/incineration, 

soil dust, fossil fuel combustion의 7개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이때의 모델

링 결과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측한 PM2.5 질량농도는 측정된 질량농도

의 90%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때 두 변수간의 결정계수(R2)는 0.80으로 신뢰

성 있는 모델링 결과를 보 다 정량 평가한 각각의 오염원 기여도는 

secondary sulfate (6.9±6.8 μg/m
3, 25%), vehicle exhaust (5.4±3.3 μg/m3, 

19%), secondary nitrate (3.9±2.8 μg/m3, 14%), road dust (3.8±2.5 μg/m3, 

13%), metal smelting /incineration (2.9±2.8 μg/m3, 10.2%), soil dust 

(2.7±4.1 μg/m3, 9.5%), fossil fuel combustion(2.7±2.6 μg/m3, 8.8%)의 크기 

순 이었다. 

Potential source contribution function은 격자의 수에 할당되는 end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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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를 계산할 수 있는 매우 복잡한 구조의 계산 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데, 이를 해 Excel VBA를 이용하여 계산코드를 작성함으로써 상용모델의 

부재로 인해 수행하지 못하 던 오염원의 장거리 추 을 한 기술을 개발

하 다. PM2.5 농도의 상  75 percentile을 임계기 으로 PSCF 수행 결과, 

국 동부 연안의 주요 도시와 공업지역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이  지

역의 고농도 PM2.5가 발생한 날에 유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국내 

남부 연안의 공업지역인 양, 여수 창원 지역에서도 유입되는 것으로 단

된다. PMF로 분석된 오염원에 해 PSCF를 용한 결과, secondary 

sulfate, soil dust, metal smelting /incineration, fossil fuel combustion의 오

염원은 국의 해안에 치한 도시  공업지역을 오염원 지역으로 단

할 수 있었으며 이 지역에서 발원된 PM2.5가 장거리를 이동하여 국토의 

심인  지역에 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편, vehicle exhaust, secondary 

nitrate, road dust 오염원의 PSCF 값이 외부오염원의 향에 한 명확한 

증거로 볼 수 없으므로 외부로부터 향을 받지 않는 국지오염원(local 

source)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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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 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본 연구는 도로변 기  120 시료의 PM 2.5를 집  채취하고 성자방사화분

석법을 이용하여 인체 향이 큰 As, Mn, Se, V, Zn를 비롯한 미량원소 약 30종

(Al, As, Ba, Br, Ce, Cl, Co, Cr, Cs, Cu, Dy, Fe, Hf, I, In, K, La, Lu, Mg, Mn, 

Na, Sb, Sc, Se, Sm, Th, Ti, V, Zn)의 정량분석을 수행하 다. 한 분석의 신뢰도

를 검증하기 하여 인증표 물질을 사용하여 분석의 정확도와 정 도를 산출하

는데, 그 결과 부분의 원소에 해 정확도와 정 도를 나타내는 상 오차와 상

표 편차가 10% 미만으로 나타나 실내공기  미량원소의 정량분석에 있어 성자

방사화분석이 타 분석법에 비해 탁월한 용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호흡성 분진  미세입자가 인체에 미치는 향이 매우 큰 

PM2.5와 구성성분(metal, ions, carbon)에 한 기본 데이터를 생산하고, 고차원 수

용모델인 PSCF를 국토의 심에 치한 지역을 심으로 용하고자 한 본 연

구는 그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 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국민 보건과 련하

여 가장 큰 안  하나인 미세분진의 효율  오염원 리를 한 가장 기본 인 

연구로서 효과는 상당히 크리라 단된다. 그리고 고차원 수용 모델링에 의한 

오염원 치  기여도 정량화는 국민의 기오염에 한 인식의 편이성의 제고에도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본 연구는 수용모델링  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 추  결과를 이용하여 주요 

배출원의 규명을 최종 목표로 하 다. 본 연구의 배출원의 정량평가  오염원의 

장거리 이동평가 결과는 기 오염원 규명 연구 분야에 필요한 독성 속을 포함한 

속원소의 장기간 농도가 아직까지 미비하고 특히 성자방사화분석은 기분진 

 속원소 분석에 뛰어난 용성을 지니고 있으나 국내에서 아직도 활용빈도가 

기 때문에 성자방사화분석의 활용을 한 선도연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한 

기오염이 국지  향범 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 역  오염 상이기 때문

에 장거리 이동 오염원에 한 규명이 매우 시 한 실정이지만, 재 국내에서는 

미세분진의 역 오염원의 치와 경로추 에 용된 실 은 무하므로 본 연구는 

장거리 이동오염원 평가 기술의 진 을 통해 환경평가 분야에 한 원자력 응용 기

술의 용을 신장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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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도시 기환경  해성이 매우 큰 미세분진(PM2.5)와 독성 속의 정량

분석에 성자방사화분석법의 용성이 신장될 것이며 이로 인한 비용의 

기오염 리 등의 사회비용을 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수용 모델링 

 장거리 오염원의 추 연구의 진 을 통한 환경평가 분야에 한 원자력 

응용 기술의 발 에 기여하고 원자력 응용 기술에 한 공공 수용성(public 

acceptance) 제고하며 고차원 수용 모델링에 의한 오염원 치  기여도 정

량화를 통하여 국민의 기오염에 한 인식의 편이성 제고에 활용될 것이

다. 기술 인 축면에서 성자방사화분석을 이용한 수용 모델링  오염물

질의 장거리 이동 추  결과를 이용하여 주요 배출원의 규명  효율 인 

기오염 리방안의 수립에 활용될 것이며 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오염

원 평가  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 평가 분야에 국제 공동연구기반을 조성

하는 데에도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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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5-20 Lines)

The mean concentration of the PM2.5 collected near the main road side in Daejeon was 

32.1±14.1 μg/m
3 

(range of 9.7 to 64.6 μg/m
3

). The errors relative to SRM values of Al, Ca, 

Cu, K, Mn, Na, Sm, Ti, and V fell below 5%, while those of As, Ba, and Sb were less 

than 10%. The relative error of Mg was 14.0%. All RSD (relative standard deviation, %) 

of trace elements fell below 10% except Mg(11.1%), which means that analytical results 

were very precise. The range of distribution is clearly distinguished between metals with 

their concentrations ranging over several orders of magnitude. The concentrations of 

metals such as Al, Fe, K, Na, Cl, and Mg due to crustal aerosols are much higher than 

that of any other metal. In near the main road side in Daejeon, PM2.5 concentrations were 

apportioned to 7 sources by PMF; secondary sulfate (6.9±6.8 μg/m
3

, 25%), vehicle exhaust 

(5.4±3.3 μg/m
3

, 19%), secondary nitrate (3.9±2.8 μg/m
3

, 14%), road dust (3.8±2.5 μg/m
3

, 

13%), metal smelting /incineration (2.9±2.8 μg/m
3

, 10.2%), soil dust (2.7±4.1 μg/m
3

, 9.5%), 

fossil fuel combustion(2.7±2.6 μg/m
3

, 8.8%). In order to explain the long range transport of 

PM2.5 in our study, we calculated the potential source contribution function based on back 

trajectories of air parcel with HYSPLIT. The PSCF maps show the air mass movement 

patterns and source regions for the PM2.5. From the PSCF maps, it is believed that much 

higher PM2.5 and pollution source contributions for secondary sulfate, soil dust, metal 

smelting/incineration, and fossil fuel combustion could be affected by long range transport 

process from industrial area and big city located in the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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