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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 은 양성자가속기로부터 획득된 이온빔을 이용하여 국립공원 지역인 경주시

의 기 에서 측된 나노입자의 물리․화학  특성  유입 경로 특성을 악하고, 석조문

화재 표면에서 측된 오염물질의 물리․화학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인  나노입자와 문

화재의 표면화합물질 간의 상 계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의 집 측은 2007년 3월 12일부터 5월 9일까지 59일간 국립공원 서악지구 부근의 

경주 학교 공학  옥상에 치한 기질 측소에서 수행되었으며, 2007년 5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10일간 연세 학교 우 과 선실 부근 야장에 치한 도시지역 기질 측소에

서 각각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사한 환경에 치하고 있으나 그 표면조직은 미생물의 

서식으로 인하여 상이한 차이를 보이는 보물 제65호 서악리삼층석탑과 보물 제67호 효 리삼

층석탑이 연구 상으로 선정되었다.

나노입자의 화학  조성을 토양으로부터 기원된 원소의 그룹(Al, Si, Ca, Fe, Ti 등), 인

인 발생원으로부터 기원된 원소의 그룹(Cr, Mn, Cu, Zn, Se, Cd, Pb 등), 에어로졸의 산성

과 련을 지닌 원소(S)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토양으로부터 기원된 원소 그룹의 평균 질

량분율은 경주시 국립공원지역이 서울시 도시지역보다 약 3 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S의 

평균 질량분율은 서울시 도시지역이 경주시 국립공원지역보다 약 6 배 높았으며, 인 인 발

생원으로부터 기원된 원소 그룹의 질량분율은 서울시 도시지역이 경주시 국립공원지역보다 

약 2 배 높았다. S의 평균 질량농도는 WC사례와 NC사례에서 0.20 ∼ 0.24 ㎍㎥로 EM사례의 

0.04 ∼ 0.15 ㎍㎥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황사사례에서는 S의 평균 질량농도가 

0.81±0.10 ㎍㎥로 EM사례에 비하여 약 5 ∼ 20 배 증가되었다. 

석탑표면침착물에서 검출된 황, 황산이온성분, 크롬, 카드뮴, 납과 같은 인 인 성분들은 

암석자체의 성분이 아니며, 기나노입자에서도 검출되고 있는 으로 보아 상당량 석탑에 침

착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침착된 물질과 석조문화재 훼손과의 계에서는 석조물 훼손에 

큰 향을 주는 황, 황산이온이 석조물표면에서 상당량 검출된 , 기나노입자가 이들 성분

의 주 기원이라는 에서 기나노입자는 석탑의 훼손에 향을 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양성자유발 X-선 분석법, 나노입자, 황, 국립공원, 석조문화재

  어  PIXE Analysis, Nanoparticles, Sulfur, National Park, Stone cultur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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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양성자빔을 이용한 경주시 국립공원 기  나노입자에 의한 문화재 향 조사

Ⅱ. 연구의 목   필요성

경주시 국립공원 내에 산재한 석조 문화재들이 기 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있다. 국

립공원 지역은 인  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상 으로 지만, 주변의 도시지역  공단 지역 등

으로부터 유입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양성자가속기로부터 획득된 이온빔을 이용하여 국

립공원 지역인 경주시의 기 에서 측된 나노입자의 물리․화학  특성  유입 경로 특

성을 악하고, 석조문화재 표면에서 측된 오염물질의 물리․화학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인

 나노입자와 문화재의 표면화합물질 간의 상 계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

Ⅲ. 연구의 내용  범

본 연구의 집 측은 2007년 3월 12일부터 5월 9일까지 59일간 국립공원 서악지구 부근의 

경주 학교 공학  옥상에 치한 기질 측소에서 수행되었으며, 2007년 5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10일간 연세 학교 우 과 선실 부근 야장에 치한 도시지역 기질 측소에서 

각각 수행되었다. 한 기 의 나노입자가 석조문화재 표면에 침 되는 경향을 조사하기 

하여 석조문화재 표면에 침 된 입자상물질이 채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사한 환경에 치

하고 있으나 그 표면조직은 미생물의 서식으로 인하여 상이한 차이를 보이는 보물 제65호 서

악리삼층석탑과 보물 제67호 효 리삼층석탑이 연구 상으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의 내용  

범 가 아래에 요약되었다.

- 양성자빔을 이용한 나노입자의 물리․화학  특성 분석

- 기상조건에 따른 국립공원 기  나노입자의 특성 분석

- 석조문화재 표면오염물의 물리․화학  특성 분석 

- 석조문화재 표면오염물질과 기  나노입자 간의 상 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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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 나노입자의 화학  조성을 토양으로부터 기원된 원소의 그룹(Al, Si, Ca, Fe, Ti 등), 인

인 발생원으로부터 기원된 원소의 그룹(Cr, Mn, Cu, Zn, Se, Cd, Pb 등), 에어로졸의 산

성과 련을 지닌 원소(S)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토양으로부터 기원된 원소 그룹의 평

균 질량분율은 경주시 국립공원지역이 0.69±0.21로 서울시 도시지역에서 측된 0.23±0.09

보다 약 3 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반하여, S의 평균 질량분율은 서울시 도시지

역이 0.52±0.57로 경주시 국립공원지역에서 측된 0.08±0.08보다 약 6 배 높았으며, 인

인 발생원으로부터 기원된 원소 그룹의 질량분율은 서울시 도시지역이 0.18±0.21로 경주

시 국립공원지역에서 측된 0.09±0.10보다 약 2 배 높았다. 

- 황사폭풍이 있었던 기간 의 나노입자의 화학  조성에도 두 지역에서 서로 다른 특성이 

발견되었다. 황사발생기간 동안의 토양으로부터 기원된 원소 그룹의 평균 질량분율은 두 

지역에서 모두 증가되었다. 경주시 국립공원지역에서 황사기간 동안 측된 평균 질량분

율은 0.81±0.41로 체 측기간 동안의 평균 질량분율인 0.72±0.33에 약 13% 증가되었으

며, 서울시 도시지역에서는 0.14±0.05에서 0.19±0.07로 약 36% 증가되었다. 그러나 S의 질

량분율은 서울시 도시지역에서는 0.52±0.57에서 0.68±0.49로 증가된 반면, 경주시 국립공원 

지역에서는 0.08±0.08에서 0.05±0.04로 감소되었으며, 인 인 발생원으로부터 기원된 원

소 그룹의 질량농도는 서울시 도시지역에서는 0.18±0.21에서 0.10±0.11로 감소된 반면, 경

주시 국립공원 지역에서는 0.09±0.10에서 0.11±0.10으로 증가되었다.

- 두 지역에서 측된 Al, Si, Ca, Fe, Ti는 농축계수가 체로 낮아 토양으로부터 기원된 

원소의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S, Cr, Mn, Cu, Zn, Se, Cd, Pb은 농축계수가 10 이상으로 

높아 인 인 발생원으로부터 기원된 원소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 S의 평균 질량농도는 WC사례와 NC사례에서 0.20 ∼ 0.24 ㎍㎥로 EM사례의 0.04 ∼ 0.15 

㎍㎥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황사사례에서는 S의 평균 질량농도가 0.81±0.10 

㎍㎥로 EM사례에 비하여 약 5 ∼ 20 배 증가되었다.

- 석탑 표면침착물 의 주 화학성분은 Si, Al 과 같은 토양 련성분이며, 석탑주변의 기

나노입자의 경향과 유사하 다.

- 석탑표면침착물에서 검출된 황, 황산이온성분, 크롬, 카드뮴, 납과 같은 anthropogenic 

련성분들은 암석자체의 성분이 아니며, 기나노입자에서도 검출되고 있는 으로 보아 

상당량 석탑에 침착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 침착된 물질과 석조문화재 훼손과의 계에서는 석조물 훼손에 큰 향을 주는 황, 황산

이온이 석조물표면에서 상당량 검출된 , 기나노입자가 이들 성분의 주 기원이라는 

에서 기나노입자는 석탑의 훼손에 향을 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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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기  나노입자의 특성분석을 한 양성자가속기의 활용 

- 국립공원 지역의 기오염화에 한 학술  심을 유도

- 경주시의 석조 문화재의 보존  복원에 한 기반자료 제공 

- 기환경 분야와 문화재 보존 리 분야 간의 학문  교류의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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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Ⅰ. Title

   Impact of Nano Particles on Cultural Properties in the Atmosphere of Gyeongju 

National Park Area Using a Ion Beam

Ⅱ. Research Objective and Background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physical and chemical characteristics 

of atmospheric nanoparticles observed at the National Park area of Gyeongju. 

Anthropogenic submicron sized nanoparticles are entrained into the local atmosphere by 

regional or long-range transport. It will be estimated that they have an direct or indirect 

effect on stone cultural properties at the National Park area.  

Ⅲ. Research Contents and Scope

 This study provides the physical and the chemical characteristics of submicron aerosols 

observed in the urban area of Seoul and in the national park area of Gyeongju. The 

elemental compositions of the submicron aerosols were analyzed using a PIXE (proton 

induced X-ray emission) method with a 3 MV Tandetron accelerator. In addition, 

submicron aerosols were prepared for a determination of ions using ion chromatography. 

Aerosol monitoring was conducted for airborne particles less than 1.0 and 2.5 micron. They 

were collected on nuclepore filters using PM1.0 and PM2.5 cyclone samplers. Morphology of 

nanoparticles was investigated using SEM/EDX (canning electron microscope/energy 

dispersive X-ray emission). The impact of air-mass pathway on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ulate matter was analyzed at an end point of Gyeongju with backward trajectory 

results obtained from the HYSPLIT model. 

Ⅳ.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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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atio of submicron aerosol to fine particles in the mass concentration was 40 ∼ 

50% in the urban area of Seoul and the national park area of Gyeongju. During the 

monitoring period, Asian Dust storm events occurred at each monitoring site. The 

contributions of elements to the submicron aerosols were 8% lower in the urban area than 

in the national park area. However, the contributions of aged ions to submicron aerosols 

were relatively higher by 42% in the urban area of Seoul. The elementals of the submicron 

aerosols were categorized as soil-related, anthropogenic-related, and aerosol-acidity-related 

species based on an enrichment factor analysis. The average mass fraction of soil-related 

elements was approximately 20% for Seoul and 75% for Gyeongju. That of the 

aerosol-acidity-related specie was higher in Seoul and showed a big difference among 

Asian Dust storm events, non-Asian Dust storm events, and clear atmospheric conditions 

due to precipitation. Anthropogenic-related elements accounted for 11.7% in Seoul and 5.7% 

in Gyeongju. The main components of the deposited particles were soil related elements 

like Si and Al and their amounts were increased during the Asian Dust storm event. 

Similar trends appear also in nanoparticle samples collected from the atmosphere 

surrounding the stone monuments.  S, SO4
2- and the anthropogenic related elements like 

Cr, Cd, Pb, which can not be derived from stone materials themselves, were detected both 

on the stone surface and in nanoparticles.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nanoparticles were 

deposited on the stone surface. In the porous surface Si was detected more than in the 

smooth surface; the porosity of stone surfac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deposition of 

Si. S and SO4
2- detected in the deposited particles are responsible for the deterioration of 

stone monuments. These results show that the deterioration of stone monuments can be 

attributed to the deposited particles on their surface, which were derived from the 

nanoparticles. 

Ⅴ. Application Plan

- Application of a proton accelerator to characterization of atmospheric nanoparticles 

- Scientific concerns at air pollution of the National Park area 

- Basic data for conservation of stone cultural properties in Gyeongju

- Collaborative work between atmospheric science and cultural property con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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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과제의 개요  

1. 연구 목표  내용

경주시 국립공원 내에 산재한 석조 문화재들이 기 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있다. 국

립공원 지역은 인  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상 으로 지만, 주변의 도시지역  공단 지역 등

으로부터 유입될 수 있다. 인 인 기오염물질의 입경 크기는 자연 인 기오염물질보다 상

으로 작으며, 특히 나노입자는 인간의 호흡기 장애와 시정장애 상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 본 

연구의 목 은 양성자가속기로부터 획득된 이온빔을 이용하여 국립공원 지역인 경주시의 기 

에서 측된 나노입자의 물리․화학  특성  유입 경로 특성을 악하고, 석조문화재 표면

에서 측된 오염물질의 물리․화학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인  나노입자와 문화재의 표면

화합물질 간의 상 계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도시지역인 경주 국립공원 내

의 기성분이 석조물의 손상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하여 기성분 의 나노입자와 석

조물 표면의 축 물과의 상 성을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계획된 연구의 최종목표와 단계별 

1차년도 목표를 아래에 요약하 다.

가. 연구의 최종목표  단계별 목표

1). 연구의 최종목표: 양성자빔을 이용한 경주시 국립공원 기  나노입자에 의한 문화

재 향 조사

2) 1차년도 연구목표: 양성자가속기를 활용한 국립공원 지역 기  나노입자 특성 자료 

구축  활용방안 정립

3) 2차년도 연구목표: 양성자빔을 이용한 경주시 국립공원 기  나노입자와 문화재 표

면오염물질 간의 상 성 분석

 

나. 연구개발목표의 성격(최종목표  단계별목표로 구분하여 작성)

  ㅇ 최종 목표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는 공정개발⃞     기 타☑

  ㅇ 1차년도 목표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는 공정개발⃞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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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차별 연구개발목표  내용

본 연구의 2차년도 연구에서는 기  나노입자 집 측, 석조문화재 표면오염물질의 

채집, 양성자빔을 이용한 나노입자의 물리․화학  특성 분석, 기상조건에 따른 국립공원 

기  나노입자의 특성 분석, 석조문화재 표면오염물의 물리․화학  특성 분석, 석조문화재 

표면오염물질과 기  나노입자 간의 상 계 분석이 수행되었으며, 평가 기 에는 각각 

나노입자 집 측 일수 30일 이상 수행, 기단 역궤  분석 수행, 석조문화재 표면오염물질 

15일 이상 채집  분석, 석조문화재 표면오염물질과 기  나노입자 간의 상 계 분석

이 설정되었다. 당해연도 연구개발 내용  범 가 표 1에 요약되었다.

  

Table 1. Research contents and scope in this study. 

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범 과제평가시 평가기

제 1차년도

( 2006 )

양성자가속기를 활용한 

국립공원 지역 기  

나노입자 특성 자료 구

축  활용방안 정립

- 기  나노입자  채취

기술 조사  집 측

- PIXE를 이용한 나노입

자의 원소  특성 조사

- SEM을 이용한 나노입자

의 경원소 특성 조사

- 양성자가속기를 활용한 

국립공원 지역 기  

나노입자 특성 활용방안 

정립

- 채취기술 개량화  

집 측 시행 여부

- 원소 12개 항목 이

상 분석 여부

- 경원소 3개 항목 이상 

분석 여부

- 나노입자 자료 구축 

 활용방안 정립 여부

제 2차년도

( 2007 )

양성자빔을 이용한 경주

시 국립공원 기  나

노입자와 문화재 표면오

염물질 간의 상 성 분

석

- 양성자빔을 이용한 나

노입자의 물리․화학  

특성 분석

- 기상조건에 따른 국립

공원 기  나노입자

의 특성 분석

- 석조문화재 표면오염물

의 물리․화학  특성 

분석 

- 석조문화재 표면오염물

질과 기  나노입자 

간의 상 계 분석

- 나노입자 집 측 일

수 15일 이상

- 기단 역궤  분석 수

행 여부

- 석조문화재 표면오염

물질 15일 이상 채집 

 분석 

- 석조문화재 표면오염

물질과 기  나노입

자 간의 상 계 분석 

여부



- 12 -

2. 연구 추진체계

본 연구의 추진 략을 연구자의 역할분담을 토 로 그림 1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학제간

의 공동연구로서 연구책임자와 경주 학교 문화재보존학 공 소속 공동연구원에 의하여 각각 

기환경과 문화재보존 분야에서 병렬 으로 수행되어 측  분석 자료가 획득되었다. 연구

책임자는 두 분야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를 토 로 당해연도의 연구목표인 양성자빔을 이용한 

경주시 국립공원 기  나노입자와 문화재 표면오염물질 간의 상 성 분석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연구책임자

경주 학교 환경계획학

공동연구원

경주 학교 문화재보존학 

나노입자 집 측  분석 분석 요소 간 상 계 해석 문화재 집 측  분석

- 에어로졸 계 별 집 측

- PM1.0 cyclone 샘 러를 이

용한 나노입자 채취: 단

입경은 1 μm, 유량 16.7 

lpm, 채집시간 24시간 간격 

- 양성자빔을 이용한 나노입

자의 원소 성분 분석

- 자빔을 이용한 나노입자 

특성 분석

⇔

- HYSPLIT  MM5 모델을 

이용한 기단  지상기상 특

성에 따른 나노입자의 물리

  화학  특성 분류

- 나노입자  주요 인  

기오염물질의 거동 악

- 나노입자와 문화재 표면오염

물질 간의 상 성 분석

- 양성자빔을 이용한 문화재 

훼손에 한 활용방안 검토

⇔

- 석조표면 무기오염물질

의 생성과 기원 조사  

집 측

- 석조문화재 표면에 형성

된 무기오염 물질에 

한 동정  정량분석

- 경주지역 석조문화재의 

표면에 형성된 변화물질 

분석

- 타 지역 석조문화재의 

표면오염물질과 비교 검

토 

   ⇩ ⇩

양성자빔을 이용한 경주시 국립공원 기  나노입자와 문화재 표면오염물질 간의 상 성 

분석

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research plan in this study.

연구책임자는 나노입자 집 측  분석과 분석 요소 간의 상 계 해석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나노입자 집 측  분석은 에어로졸 계 별 집 측, PM1.0 cyclone 샘 러를 

이용한 나노입자 채취, 양성자빔을 이용한 나노입자의 원소 성분 분석, 자빔을 이용한 나노

입자 특성 분석에 한 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석 요소 간의 상 계 해석은 HYSP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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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1단계 2단계 3단계

집 측 집 측

2007. 4. ～ 

2008. 1.

- 15일, 비 2일

- 기  나노입자 채취

- 문화재 표면화합물 채

취

 
자료분석 에어로졸 분석 문화재 분석

2007. 7. ～ 

2008. 2.

- 질량성분: PM1.0 
- 원소성분: C, N, Na, 

Al, Si, P, S, K, Cr 등 

15 개 항목

- 이온성분: SO4
2-
, NO3

-
 

- 석조문화재 표면에 

형성된 무기오염 물

질에 한 동정  

정량분석

- 경주지역 석조문화재

의 표면에 형성된 변

화물질 분석

  
상 성해석 기상요소 특성 악 요소별 상 성 검토 종합 해석

2008. 1. ～ 

2008. 3.

- HYSPLIT  MM5 모

델을 이용한 기단  

지상 기상 특성에 따른 

나노입자의 물리   

화학  특성 분류

- 분석 자료의 QA/ 

QC

- 요소별 클러스터구축

- 석조문화재 표면오염

물질과 나노입자 간의 

상 계 분석

- 양성자빔을 이용한 

문화재 훼손에 한 

활용방안 검토

 MM5 모델을 이용한 기단  지상기상 특성에 따른 나노입자의 물리   화학  특성 분

류, 나노입자  주요 인  기오염물질의 거동 악, 나노입자와 문화재 표면오염물질 간

의 상 성 분석, 양성자빔을 이용한 문화재 훼손에 한 활용방안 검토에 한 연구로 구성된

다. 공동연구원은 석조표면 무기오염물질의 생성과 기원 조사  집 측, 석조문화재 표면에 

형성된 무기오염 물질에 한 동정  정량분석, 경주지역 석조문화재의 표면에 형성된 변화물

질 분석, 타 지역 석조문화재의 표면오염물질과 비교 검토를 통해 문화재 집 측  분석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본 연구는 그림 2에서와 같이 체계 이며 종합 인 측정, 분석  해석과정으로 구성되었다. 

당해연도 연구는 집 측, 자료분석, 상 성해석에 한 연구가 각각 3단계로 분류되어 진행

되었다. 집 측은 총 15일에 걸쳐 PM1.0 cyclone 샘 러 등을 이용한 나노입자의 채집과 석

조문화재 표면화합물의 채집이 수행되었다. 채집된 시료는 양성자빔과 자빔을 이용하여 원소 

성분이 정성  정량 으로 분석되며, 나노입자의 산성을 조사하기 하여 이온성분이 분석되

 

Figure 2.  Flow diagram of research procedure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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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자료분석 과정을 조사하기 하여 이온성분이 분석되었다. 자료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결

과를 토 로 양성자가속기를 활용한 국립공원 지역의 기 의 나노입자의 물리   화학  

특성에 한 기상요소의 특성과 석조문화재 표면화합물의 성분 요소간의 상 성이 해석되었다. 

자료분석 연구의 제 2단계에서는 분석결과와 자료해석에 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련 분야 연구에 한 최근 연구동향이 악되었다. 최종 으로 석조문화재 표면오염물질과 

나노입자 간의 상 계가 분석되었으며 양성자빔을 이용한 문화재 훼손에 한 활용방안이 

검토되었다. 

  국립공원 지역의 시정장애 상에 한 물리   화학  특성을 규명하기 해서는 연  

항시 측이 가장 효율 이나, 막 한 측정  분석비용으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집 측이 

실시되었다. 집 측은 비, 안개,  등과 같은 기상 상에 지속 으로 향을 받지 않는 기간

을 선정하여 실시되었다. 측 지 은 주변에 특정 오염원이 없는 국립공원 지역으로, 지면으

로부터의 재 비산에 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히 높은 장소가 합하다. 국립공원 지역

에 치한 석조문화재의 표면화합물의 채집은 집 측 기간 에 동시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집 측 기간 동안 에어로졸 샘 러를 사용하여 각각 실시간 집 측으로 실

시되었다. 에어로졸의 화학  분석은 질량분석, 원소분석이 단계 이며 병렬 으로 시행된다. 

상 습도, 풍향, 풍속 등의 기상자료는 기상청의 측 자료가 사용된다. 분석된 자료는 QA/QC 

집 측

문화재 모니터링 에어로졸 모니터링 기상 모니터링

표면오염물질 채집 질량분석: PM1.0  풍향, 풍속, 기온 등

원소분석: Al, S, Pb 등 

염 분석  XRD 분석

자료의 QA/QC 

표면오염물질 기원 조사 나노입자 특성 분류 HYSPLIT, MM5 모델

양성자빔을 이용한 경주시 국립공원 기  나노입자와 문화재 표면오염물질 간의 상 성 

분석

Figure 3. Flow diagram of the analytic methods for visibility monitoring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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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거쳐 국립공원 지역 기 의 나노입자에 한 물리   화학  특성에 한 자료로 

구축된다. 석조문화재의 표면오염물은 암석의 종류, 구성 물의 종류  주변환경 등의 조건에 

따라 고유한 특성이 발 됨으로 석조문화재의 표면오염물은 지역별로 동일하지 않다. 경주지역 

석조문화재의 표면에 형성되어 있는 오염물질을 분석하여 경주시 국립공원 소재 석조문화재 

훼손 특성이 악되었다. 경주시의 주변 역도시  공단지역으로부터의 나노입자의 유입 가

능성과 ․장거리 유입경로가 HYSPLIT 모델과 MM5 모델을 이용하여 악됨으로써 이동경

로별 나노입자의 물리․화학  특성이 조사되었다. 집 측  체계  분석 결과를 토 로 나

노입자에 의한 석조문화재 훼손 가능성에 한 상 계가 조사된다. 본 연구의 측  분석 

방법의 흐름도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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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연구 황

  선진국의 부분은 기오염문제와 산성비에 의한 피해를 경험한 바 있다. 독일의 경우 산성

비에 의한 피해가 지역  규모로 확산된 바 있으며, 북유럽의 네덜란드와 스 스는 체 산림 

면 의 약 30 ∼ 40%가 산성비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고되었고, 랑스는 체 산

림 면 의 약 20%가 산성비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바 있다. 고 의 다양한 역사  문화유산을 

지닌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도 1950년 부터 시작된 산업화, 도시화, 인구증가  소득수 의 향

상으로 인하여 기환경의 악화 상이 격하게 증가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석조문화재가 훼손

되었다. 석조문화재의 표면은 오랜 시간 동안에 자연 , 인  요인들과의 작용에 의해 변화

되는데, 특히 환경과 직 으로 하게 되는 표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오염물 발생이 나타난

다. 오염물은 크게 암석의 풍화생성물, 기오염물  생물오염물로 별할 수 있으며, 석조문

화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유럽에서는 각각의 분야에 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다(Grossi, C.M. et al. 2002, Alessandrini, G. 1996, Ausset, P., 1998). 

  최근 아시아 지역의 격한 경제도약은 기오염 상의 역화를 래하 다. 국의 격한 

산업발 은 산성비에 의한 피해가 역화되는 데에 기여하 다. 1980년 에는 국토의 약 

11%에 불과했던 산성비 지역이 2000년 에는 약 40% 이상으로 증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 산시성 강 동굴의 돌조각들과 야오왕산 동굴, 송 의 황제들이 부분이 묻  있는 허

난성 송왕조 무덤의 동굴들이 산성비와 기  미세먼지의 향으로 훼손되었다. 국지역에

서 배출된 기오염물질은 기류를 타고 동북아  기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는 우

리나라와 일본지역에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 에 존재하는 원소 성분들은 배출원의 특

성에 따라 사회․경제 인 향이 다르다. 를 들어 토양에서 기원된 미네랄 성분들은 비교  

입경이 커서 기 에 오랫동안 부유되지 못하고 쉽게 침 된다. 침 된 미네랄 성분들의 

해성 역시 다른 성분들에 비하여 상 으로 낮다. 그러나 인 으로 발생된 속, 미세탄

소  산성 련 입자들은 비교  입경이 작아 기 에 장기간 채류하며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으며 그 해성이 상  커서 향의 상  범 의 폭이 상 으로 넓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오염물질에 문화재의 훼손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 여천공단의 기오염으로 흥국사의 단청·탱화의 안료반응과 목조  석조 문화재의 부식반

응이 진행되고 있으며, 산업지역  공단지역 인근에 치한 목조  석조 문화재가 기오염

물질과 기타 환경오염물질에 유입에 의해 표면이 부식되고 작은 구멍이 뚫리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석조문화재를 상으로 풍화상태  표면에 서식하는 생물에 한 연구

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표면에 발생한 오염물은 석조문화재의 구성 암석과 치한 사이트환경

에 따라 약간 씩 다른 양상을 보이며, 여러 종류의 물과 염분, 생물체 등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김수진, 2001, 2004, 도진 , 2003, 2004, 2005). 충남지역 석조문화재를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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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기 과학연구소는 충남지역 석조문화재의 황과 보존 책에서 목조  석조문화재들

이 무모한 보수와 풍화, 그리고, 산성비에 부식되고 마모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거나 부서지

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서울 경북궁에 있는 석탑과 비석들은 이끼나 오염물이 끼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성비로 인해 손톱으로도 힐 정도로 풍화되어 있어 비문의 자가 읽기 어려

울 정도라고 보고한 바 있다.

  석조문화재의 표면오염층은 물학 , 화학   생물학 으로 매우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

어 그 생성 원인과 메커니즘을 규명하려는 연구가 국외에서는 이미 오래 부터 시작하여 지

에 이르기까지도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며(Moropoulou, A., 1998), 표면오염물에 

한 측정방법을 장에 용하는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 기 에 존재하는 입자상 물질에 

의한 석조문화재의 향을 악하기 해서는 화학  성분의 규명이 요구된다. 지난 수세기 동

안 입자상 물질의 화학  성분을 정성  정량 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 기술의 개발이 요

구되어 왔으며, 최근에 들어 속, 비 속  유기소재 등의 입자상 물질의 원소 분석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원소  속성인 것은 주로 유도결합 라즈마(Inductively 

coupled plasma; ICP)분석법에 의하여 분석이 가능하나 이 방법은 시료를 용해시켜야 하므로 

시료의 종류에 따라 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비 속성인 경우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시료의 형상에 크게 향받지 않고 비 괴 으로 원소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법

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PIXE 분석법은 원자번호 Al 이상의 원소 성분을 비 괴 으로 분석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양성자가속기를 이용한 가장 표 인 분석법으로서 

가속된 하 입자가 표 원소의 원자를 여기시켜 발생되는 특성 X-선을 측정하여 정성   정

량 으로 분석된다. PIXE 분석법에서는 표 원자의 원자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그 반응 단면

과 발생되는 자의 에 지가 일 성 있게 증가 혹은 감소하여 그 변화가 측정된다. 

  최근까지 기 의 나노입자에 한 원소성분 분석은 주로 유도결합 라즈마(Inductively 

coupled plasma; ICP)분석법 는 원자흡 (Atomic Absorption Spectrometer; AAS)분석법으

로 수행되어왔다. 특히 국내에서 채집되는 입자상 물질의 원소성분의 분석은 상기 분석법의 의

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반하여 북미, 유럽, 일본, 호주 등의 선진국에서는 기  입자상 

물질의 원소성분을 분석하기 하여 1980년 에 PIXE 분석법이 도입되었으며, 1990년 에 많

은 연구가 수행되었고, 재는 여러 분야에서 활성화되어 있다. 

  국외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과학기술의 선진국인 북미의 미국, 유럽의 독일  이탈리아, 아

시아의 일본  국, 오세아니아의 호주 등에서 PIXE 분석법을 활용한 기  에어로졸의 

특성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음이 확인된다. 1980년  후반 Hu et al.(1987) 등은 Guangzhou 

지역에서 채집된 기  에어로졸을 PIXE 분석법을 이용하여 원소성분의 화학  특성을 분

석한 결과를 도출하 으며, Kotaly(1990)는 기  에어로졸의 원소 분석에 한 논문에서 

PIXE 분석법을 이용한 분석 결과와 향후 망에 하여 언 하 다. 1990년 에 들어 국에

서 매년 발생되는 모래폭풍인 황사 폭풍으로 인해 발생된 에어로졸의 화학  특성을 PIXE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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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으로 분석하여 발원지 특성을 규명하 다(Suzuki et al., 1993). 이탈리아의 Ozren et 

al.(1994)은 기  에어로졸에 한 PIXE 분석법의 용에 합한 참고물질(reference 

material)에 한 연구를 수행하 으며, 벨기에의 Maenhaut와 Cafmeyer(1998)는 도시지역과 

농 지역에서 측된 입자상 물질의 원소 성분을 PIXE 분석법으로 정성  정량 분석하 다. 

Cohen et al.(2002)은 호주의 도시지역에서 측된 에어로졸의 배출원을 조사하기 하여 

PIXE 분석법을 활용하여 속 성분을 분석하 으며, D´ az et al.(2002)은 멕시코에서 측된 

에어로졸의 배출원 특성을 조사하기 하여 PIXE 분석법을 활용하 다. 뿐만 아니라, 원소분

석을 하여 기존에 주로 사용되었던 ICP 분석법과 양성자빔을 이용하는 비 괴 분석법인 

PIXE 분석법과의 비교 검토를 하여 Menzel et al.(2002)는 멤 인 필터에 포집된 입자상 

물질의 원소성분의 화학  조성을 정량  정성 분석하 다. 일본의 Ma et al.(2004)은 습윤침

착에 의하여 포집된 에어로졸의 원소 성분을 정량 으로 분석할 수 있는 PIXE 분석법의 기

물질에 한 연구결과를 도출하 으며, Aldape et al.(2005)은 멕시코시에서 측된 PM2.5의 

배출원을 조사하기 하여 PIXE 분석법을 도입하여 원소 성분을 분석하 다. 에어로졸 입경분

포의 특성을 악하기 하여 Zhang et al.(2006)은 상하이시에서 겨울동안 측된 PM10  

PM2.5의 화학  특성을 조사하기 하여 PIXE 분석법을 도입하 으며, Johansson et al.(2006)

은 에어로졸의 배출원을 조사하기 하여 PIXE, PESA 등의 양성자빔을 활용한 분석법을 활

용하 다. 양성자빔을 이용한 PIXE 분석법의 연구 사례에 한 국외 황을 표 3에 요약하

다.      

양성자가속기를 활용한 PIXE 분석법으로 기 의 에어로졸에 한 연구를 수행한 국내 연

구 사례는 1990년 이후에 등장하 다. 시 순으로 연구사례를 요약하면, 최 찬(1991)은 기에

어로졸의 원소 분석을 하여 PIXE 분석법을 사용하 으며, 분석 시 사용되는 표 시료의 작

성  정량화에 한 결과를 도출하 다. 김덕경 등(1994)은 기 분진  함유된 원소 성분을 

PIXE 분석법을 활용하여 정성   정량 인 결과를 산출하 으며, 최 찬 등(1996)은 도로변

에서 채집된 분진의 원소 성분을 PIXE 분석법으로 분석하여 화학  조성을 정량하 고, 강병

욱 등(1997)은 청주지역에서 측된 미세입자의 원소성분을 PIXE 분석법으로 정성  정량하

여 원소성분의 시계열  변화를 조사하 다. 박정호와 최 찬(1997)은 기 에어로졸에 하여 

다원소 동시분석법의 정량화에 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2000년 에는 겨울철 서울시에서 

측된 에어로졸의 특성을 조사하기 하여 PIXE 분석법이 활용되었으며(Ma et al., 2000), 경

주시 국립공원 지역에서 측된 나노입자의 화학  특성과 기단의 변화에 따른 경향을 악하

기 한 연구가 PIXE 분석법을 이용하여 수행된 바 있다(Kim,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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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수행 내용  결과

1. 연구의 필요성

21세기  세계는 기환경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거시  규모의 기후변화로부터 국지  규

모의 시정장애 상에 이르기까지 북미․유럽의 선진국들은 오염발생을 이기 한 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나, 륙의 신흥 개발도상국들은 경제개발의 상 아래 기환경 보호에 미온

이며  기질을 리할 수 있는 한 제도가 부족하여 기오염물질이 규모로 배출되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 문화유산을 소유한 선진국의 역사도시들은 기오염으로 인한 문화재 피

해 문제에 한 해결 방안을 조사하는 연구를 수행하 을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지역의 생태

계를 보호하고 쾌 한 경 을 유지하기 하여 지속 으로 기질을 리하고 있다. 독일, 네

덜란드, 스 스, 랑스 등의 유럽 선진국들은 산성비에 의한 문화재 피해를 경험한 바 있으며, 

고  역사도시인 그리스 아테네의 경우에도 1950년 부터 시작된 산업화, 공업화, 도시화, 인구

증가  소득수 의 향상으로 인하여 기오염에 의한 문화재 피해가 발견되고 있다. 

동북아  동아시아 지역에도 속한 공업화에 따라 기오염에 의한 피해 상이 범 하

게 확산되고 있다. 국  인도의 격한 산업발 은 심각한 기오염을 래하여 산성비의 

발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의 산시성, 허난성 등의 문화유산들도 기  산성에어로

졸의 향을 받고 있다. 국 륙으로부터 이동된 기오염물질은 기류를 타고 한반도를 포함

한 동북아 지역으로 확산되어 유입되고 있어 우리나라는 기오염물질의 리에 ․장거리 

이동을 고려해하는 난 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오염물질에 의한 문화재의 훼손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악된다. 

공단지역  역규모의 도시지역으로부터 이동된 입자상 물질은 목조  석조 문화재의 부

식반응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기상요소에 의하여 풍화  균열이 진행되고 있는 형편이다. 경

주시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총 20 개소의 국립공원  사 공원으로 지정된 역사․문화․

의 소규모 도시이다. 국의 4 %에 해당하는 문화재 총 297 (국보 31 , 보물 76 , 사  

74 , 유형문화재 29 , 기타 87 )을 소유하고 있으며 천년 고도의 역사를 지닌 경주시는 

문화․유산을 기오염으로부터 후세 에게 보 ․계승하기 하여 국립공원 지역의 기환경

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시기가 되었다 할 것이다. 

최근 경주시 기오염 황은 1차오염물질인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의 농도

는 감소하 으나, 2차오염물질인 미세먼지  오존의 농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

러한 경주시의 2차오염물질의 황은 주변의 역도시인 구시와 울산시  공업도시인 포항

시의 황과의 비교에서도 경주시가 도시의 오염 황과 유사한 수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국지  오염물질의 발생이 상 으로 은 경주시에서 측된 기오염물질이 기상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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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의하여 발 되는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경주시 국립공원 지역에 산재한 문화재의 향 여

부가 악될 수 있다. 입자상 물질은 주로 국지 으로 발생되는 토양기원성분과 미세탄소 성분 

 주로 이동에 의하여 생성되는 산성에어로졸 성분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들  문화재 훼손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미세탄소  산성에어로졸 성분은 주로 인 으로 발생되며, 1㎛ 이

하의 나노입자(PM1.0)이다. 

본 연구의 1차년도 사업에서는 1㎛ 이하의 나노입자의 입경별 물리․화학  특성에 한 자

료가 정립되었다. 이를 토 로 본 연구의 차기목표는 양성자가속기로부터 획득된 이온빔을 이

용하여 구축된 나노입자의 특성에 한 기반 자료를 활용하고, 지속 인 에어로졸의 측  

분석을 통해 국립공원 지역인 경주시의 기 에서 측된 나노입자의 유입 경로 특성을 

악하여, 문화재 표면에서 측된 오염물질의 물리․화학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인  나노입

자와 문화재의 표면화합물질 간의 상 계를 분석하는 연구로 확  수행될 필요가 있다. 

2. 이론  배경

가. 기  입자상 물질에 한 PIXE 분석법의 활용

  기 에 부유하는 입자상 물질은 일반 으로 입경이 0.001 ∼ 100㎛정도의 역  범 에 

걸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기 에어로졸입자의 거동이나 기원에 한 상세

한 특성을 하기 해서는 입자의 화학  성상, 입경 그리고 질량 농도 등에 한 정보가 필요

하게 된다. PIXE(proton induced X-ray emission) 분석법은 1970년에 Johansson 등에 의해 제

안된 분석법으로 이온법으로서 양자 (H
+
) 는 α입자를 이용하며, 빔에 지로서 1~3MeV 정도

의 비교  낮은 에 지가 효율 이므로 보통 소형가속기가 이용된다. 최근에 들어 기  입

자상 물질에 한 화학  조성의 분석을 하여 PIXE 분석의 활용이 확 되고 있다. PIXE 분

석은 미량의 시료에 한 원소성분의 정성  정량이 가능하며, 시료를 괴하지 않고 분석을 

수행할 수 있고, 다원소 동시분석의 장 을 지니고 있다. PIXE 분석법은 고에 지의 H, He 이

온이 표 물질의 원자핵과 탄성충돌하면 핵의 종류에 따라 후방산란되는 헬륨입자의 에 지가 

달라지며, 이때 검출기(detector)로 측정된 후방산란된 헬륨입자의 에 지(channel)와 계수

(yield)로 이루어진 스펙트럼을 분석함으로써 표면의 여러 성질을 규명하는 분석 기술이다. 

PIXE 분석법은 고에 지로 가속시킨 양성자를 시료에 조사시켜 원자 내의 내각 자들이 에

지를 얻어 여기 되고, 생성된 빈 공간을 외각에 있는 자들이 채우게 되어, 자의 에 지 

 차이만큼 X-선 는 Auger 자로 방출된 에 지량을 측정하는 분석법이다. 이와 같이 발

생되는 특성 X-선의 경우 원소마다 고유한 에 지 값을 갖게 되므로 X-선의 에 지와 발생 

빈도를 측정하면 그 시료의 정성  정량 분석이 가능하다. 시료의 빔조사는 진공 챔버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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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며 기 으로 빔을 방출시켜 조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 으로 빔을 방출하는 경

우에는 기  Ar의 향, foil 등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온빔의 조사에서 발생하는 X선

은  Si(Li)검출기에 의해 검출되어 분석기(MCA,multi channel abalyzer) 등에 의하여 PIXE 

스펙트럼이 얻어진다, PIXE 분석법은 감도가 높으며 부분이 반도체검출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 반도체검출기는 에 지분산형과 결정분 기를 이용한 장분산형으로 나뉘어진다. 장분상

형 PIXE는 가벼운 원소의 측정도 가능하지만 X선 강도가 작소 분석에 긴시간을 필요로 하므

로 부분의 PIXE 분석에서는 에 지분산형으로 측정을 하고 있다

  기오염물질이 석조문화재에 미치는 향을 추정하기 해서는 입자의 화학  성상에 한 

자료가 요구되며, 평균화된 에어로졸의 정보보다 단시간 내에 해석 가능한 신속한 자료가 요구

된다 할 것이다. 일반 으로 기 에 존재하는 에어로졸의 질량농도 분포는 입경 2 ㎛를 

심으로 ․후의 피크를 지닌 이산형(bimodal) 분포를 나타내며, 미세입자(fine particles)와 조

입자(coarse particles) 사이에는 생성과 소멸과정의 차이 등에 의해 다양한 특성이 연구되어 

왔다. 조 입자는 주로 바람에 날린 토양의 먼지  해염을 비롯하여, 기계  분쇄과정을 거쳐 

생성되는데, 일반 으로 미세입자에 비해 기오염에 미치는 향은 작다. 부분의 조 입자

는 수 분 는 수 시간 내에 지면에 낙하하게 된다. 그러나 미세입자는 호흡기 질환을 가진 사

람이 입을 통해 호흡하는 경우 심각한 향을 미칠 수 있다. 단  질량당 유발 가능한 피해의 

규모는 미세입자보다 더 작은 1 ㎛이하의 입경 크기를 지니는 나노입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최근의 입자상 물질에 한 연구는 나노입자에 주목되고 있다. 1㎛이하의 나노입자는 호흡시 

폐의 기 지 는 폐포 부 에 침착하기 쉬워 인체에 직 인 향을 미치며, 아울러 속

이 함유될 수 있어 건강에 미치는 악 향은 더욱 증가한다. 한 에어로졸의 산성과 한 황

산화물질  질소산화물질이 문화재 훼손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나. 문화재 훼손의 종류

  온 하게 후세에게 달해야하는 문화재는 여러 요인에 의해 손상된다. 손상의 주 원인은 문

화재를 구성하고 있는 재질의 주성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크게 물리 인 손상과 화학

인 손상, 생물학 인 손상으로 나  수 있다. 이러한 손상요인은 문화재가 처한 환경과 

한 련이 있으며 한 가지 요인에 의한 손상도 발생하지만, 부분은 여러 요인이 복합 으로 

작용하여 문화재를 손상시킨다. 의 세 가지 요인은 손상원인을 설명하기 해 편의상 분류해 

본 것이다.

1. 물리 인 손상

  물리 인 손상은 문화재에 물리 인 힘이 가해져 손상되는 것으로 인 인 원인에 의한 

손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다. 매장문화재의 경우에는 무 진 무덤의 토압에 의해 부장품이 



- 22 -

손되는 손상이 부분이지만 발굴 후 보존∙ 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크고 작

은 손상이 일어나고 있다. 세(傳世)된 무기질문화재는 물리  손상의 부분이 인 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리  손상은 다음에 소개하는 여섯 가지의 원인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일어난다.

1) 고의 인 손

  야외에 있는 문화재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 손상으로, 고의 으로 문화재를 훼손하는 경우

이다. 날카로운 물체나 낙서 등으로 문화재의 표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행 가 지 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한 종교 인 이유나 미신에 의해 문화재가 손되는 것을 우리

는 흔히 볼 수 있다. 

2) 리부주의에 의한 손상

  화재로 인한 피해는 원형의 회복이 불가능할 뿐 만 아니라 화재 진압 시 사용되는 물  

물 포의 압력에 의한 문화재의 손상은 치명 이다. 다음으로는 취 상 부주의로 인한 손상

인데, 문화재를 시하거나 연구하기 해서는 운반과 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자연히 안

사고의 험이 높아진다. 

3) 발굴  무분별한 공개

  수백 년 는 수천 년 동안 지하에 묻  있던 문화재가 발굴을 통해 노출하게 되면 격

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손상을 입게 된다. 특히 유기질 문화재의 경우 발굴 후 한 보존

환경이나 처리를 하지 않으면 변색이나 원형의 변형은 물론, 심하면 본래의 형태를 잃게 되

는 경우도 있다. 

4) 자연재해에 의한 손상

  홍수와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는 비록 자주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재에 

미치는 피해는 상상을 월한다. 지진의 피해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비교  안 하다고 할 

수 있으나 향후 지진에 비하기 해서는 건물의 내진 설계는 물론 시 이스, 수장고, 

각각의 유물에 한 방진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미숙한 보존처리 행 에 의한 손상

  보존과학에 한 윤리나 원칙들이 인식되기 에 수리 복원된 문화재에서 많이 발견되는 

손상은 도자기의 경우처럼 편이 잘 맞지 않을 경우 갈아내거나 깎아내는 손상과, 박락되

거나 변색된 회화에 덧칠하여 원형이 훼손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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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식물에 의한 피해

  쥐나 새와 같은 동물에 의한 피해는 주로 노출된 문화재에 많이 나타난다. 쥐의 경우 목

재로 된 유물을 갉아 미 이나 구조상의 을 주기도 하며 배설물로 인해 서 이나 회화

류를 오염시키기도 한다. 새의 배설물 한 야외 건축물이나 석탑, 속조각품 등의 문화재

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다. 식물이 입히는 피해는 주로 뿌리로 인해 나타나는데 나무 등 식

물이 유  내부에 있는 유물의 약한 부분이나 마애불과 같은 석조 조각의 균열사이에 뿌리

를 내리며 자라는 과정에서 손상이 일어난다. 

2. 화학  손상(환경요인에 의한 손상)

  모든 문화재는 그 문화재가 놓인 조건에 상 없이 제작된 순간부터 각종 험으로부터 

을 받게 되며 손상되기 시작한다. 특히 온습도와 같은 기 환경의 변화는 문화재의 재질에 따

라 돌이킬 수 없는 손을 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문화재를 오래도록 보존하기 해서는 각

각의 재질에 맞는 환경에서 보 ∙ 리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1) 온도

  문화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재료는 온도가 상승하면 팽창하고 하강하면 수축된다. 이와 

같이 온도 변화에 따라 팽창과 수축이 반복되면 문화재의 물리 인 성질이 약화된다. 지류, 

목재류, 칠기류, 섬유류 등 유기물 문화재는 고온상태에서 형태가 변형될 수 있으며 수분의 

변화로 인해 조직이 약화되기도 한다. 한 야외에 있는 건조물이나 석조물 등은 일교차가 

심한 지역에서는 쉽게 손이 일어날 수 있으며, 특히 석조물은 온도가 하로 내려갈 경우 

동 에 의한 손상을 입게 된다.

2) 습도

  수분은 공기 에 항상 존재하고 모든 유물에도 존재한다. 높은 습도에서 속유물은 부

식이 진되며, 지류나 섬유류와 같은 유기질 문화재는 산화 는 변색과 같은 손상이 일어

난다.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공기 의 산소와 빛의 작용으로 퇴색이 가속될 수 있으

며, 곰팡이와 같은 미생물이 발생할 조건이 충족되어 이들 미생물에 의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반 로 습도가 낮으면 유기질 물질의 수분 함량이 떨어져 물리 인 약화를 래하고 

목재나 칠기 문화재 등에서는 수축, 갈라짐, 박락, 들뜸, 비틀림과 같은 형태의 변화가 일어

난다.

3) 빛에 의한 손상

  빛은 문화재에 손상과 열손상을 일으키는데, 태양에서 나오는 빛 에서 자외선은 염료, 

안료, 섬유소와 단백질 등의 분자를 괴하여 유물을 손상시킨다. 특히 지류나 섬유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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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재질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탈색과 변색 등의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

용한다. 반면에 열선이라고 하는 외선이 문화재에 흡수되면 그 향으로 상물의 표면 

온도가 상승하고  일부는 시공간 등의 온도를 상승시켜 상 습도의 변화를 래하여 균

열, 박락, 비틀림과 같은 형상 변경 등의 물리 인 손상이 일어나게 된다. 인공조명도 태양

과 마찬가지로 자외선과 같은 문화재에 유해한 빛이 나오므로 자외선이 차단된 조명을 사용

하여야 한다. 그리고 백열등이나 할로겐램 도 매우 강한 열을 발산하여 문화재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가  상물과 거리를 충분히 두어야 한다. 설사 자외선이나 외선을 제

거한다 해도 가시 선은 유물에 피해를 입힐 수 있을 정도의 빛 에 지가 포함되어 있으므

로 빛에 장시간 노출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4) 기오염

  문화재에 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은 여러 가지 발생인자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발생된다. 

산업이 발 하고 자동차가 늘어남에 따라 유해가스의 발생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황산

화물, 질소산화물, 산소화합물 등은 습기와 결합하여 문화재에 많은 피해를 다. 공장의 매

연이나 자동차에서 많이 배출되는 아황산가스는 리석을 침식시키고 종이, 섬유 등의 손상

을 래하며, 질소산화물은 면이나 양모로 제작된 문화재의 셀룰로오스에 있는 염료를 변질

시킨다. 오존은 강력한 산화물로서 유기물뿐만 아니라 속 등을 산화시킨다. 그리고 암모니

아는 안료의 색상변화를 일으킨다. 건축물의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와 콘크리트 

건물에서 발생되는 알카리도 문화재에 손상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3. 생물학  손상

  생물에 의한 문화재의 피해는 주로 유기질 문화재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유기질 문화재

는 천연재료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충이나 균의 양원으로 활용되므로 생물학  손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균에 의한 손상보다 충에 의한 가해가 큰 편이다. 

1) 곤충 피해 

  충해는 유기질 문화재의 손상원인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서 과 같은 지류 

문화재는 좀벌 의 피해가 심각하며, 섬유류는 나비목, 좀목, 딱정벌 목의 유충에 의한 피

해가 많다. 곤충에 의한 지류, 섬유류 문화재의 피해발생은 온도, 습도에 따라 손상속도가 

다른데 온도는 25.30℃, 습도는 75% 정도일 때 최  피해가 발생된다. 목조문화재에 한 

곤충의 가해는 주로 흰개미목과 딱정벌 목에 의한 피해가 매우 심하다. 목조 문화재에 

한 충해의 기 단계는 목부재 표면만 가해하는 경미한 손상만 발생하지만 피해가 발 된 

최종 단계에는 목조문화재에 치명상을 입  구조 자체가 무 지는 손상을 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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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생물 피해

  문화재는 그 자체가 미생물의 양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류 문화재의 경우 과다

한 함수량을 지니게 될 경우 곰팡이(사상균)가 거의 100%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미생물은 

지류의 섬유소를 분해하거나 색소를 분비하여 서 에 얼룩반  등을 생성함으로서 문화재의 

가치와 보존상태를 훼손시키게 된다. 한 섬유질 문화재도 사상균에 의해 주성분인 셀룰로

오스가 분해되어 재질이 약화되며, 목재 역시 사상균이 분비하는 섬유소 분해효소에 쉽게 

손상된다. 문화재를 손상시키는 미생물은 양분, 온도, 그리고 수분이 충족되어야만 발생되므

로 미생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해서는 미생물의 생육이 어렵도록 낮은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켜 주어야 하며, 산소를 차단하는 것도 미생물 발생 억제에 효과 이다. 

3) 석조문화재의 이끼류 피해 

  지의류나 이끼류는 수분이 충분하고 유기물과 토양이 축 되면 발생되는데 석조물의 움푹 

인 곳에 먼지가 쌓여 토양화 되거나 암석과 식물사이에 잘 자란다. 지의류는 석재와의 

 부 가 넓어 유기산에 의한 부식이 발생하며 이끼류는 석조물 에 수분을 많이 보유하

고 있어 유기물에 의한 화학 인 부식작용을 진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경주시 국립공원 지역  서울시 도시지역 기  나노입자의 채집을 하

여 각각 2007년 3월 12일부터 5월 9일까지 59일간  2007년 5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10일

간의 집 측이 수행되었다. 국립공원 지역 기질 측소는 국립공원 서악지구 부근의 경주

학교 공학  옥상에 조립식 건물로 설치되었으며, 도시지역 기질 측소는 연세 학교 우

과 선실 부근 야장에 컨테이 로 설치되었다. 1 ㎛ 이하의 나노입자를 채집하기 하여 경주

시 효 동 소재의 경주 학교 기질 측소에 URG사 PM1.0(model URG-2000-30EHB)  

PM2.5(model URG-2000-30EH) cyclone  측 장비가 설치되었으며, 서울시 연희동 소재의 연

세 학교 기질 측소에 URG사 VAPS(versitile air pollutant sampler) 2000J  PM1.0(model 

URG-2000-30EHB) cyclone이 설치되었다. 측지 의 치를 그림 4에 그리고 국립공원  

도시지역 기질 측소를 그림 5  6에 각각 나타내었다.

  PM1.0 cyclone에 의해 24시간 간격으로 채집된 1 ㎛ 이하의 나노입자(Dp < 1.0 ㎛)는 원소 

분석이 실시되었다. 원소분석을 하여 Costar사 47 mm 0.4 ㎛ pore polycarbonate 재질의 모

델 Nuclepore 필터를 사용하여 PIXE(proton induced X-ray emission) 분석법으로 알루미늄

(Al), 규소(Si), 인(P), 황(S), 칼륨(K), 칼슘(Ca), 티타늄(Ti), 크롬(Cr), 망간(Mn), 철(Fe), 구리

(Cu), 아연(Zn), 셀 늄(Se), 카드뮴(Cd)  납(Pb)의 총 15개 원소가 정성  정량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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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Location of monitoring site in Gyeongju and Seoul.

PIXE 분석은 서울 학교 기 과학공동기기원의 정 가속기연구센터에서 운  인 3 MV 

Tandetron 정 형 양성자가속기로부터 이온원(ion beam)을 획득하여 3.0 MeV 양성자의 직경 

1 mm, 4 ∼ 5 nA 이온빔을 조사하여 수행되었다. 나노입자의 이온분석은 TOA사 IA-300을 

이용하여 ion chromatograpy법으로 수용성 이온성분 Na
+
, NH4

+
, K

+
, Mg

2+
, Ca

2+
, F

-
, Cl

-
, NO2

-
, 

Br
-
, NO3

-
, SO4

2-
이 분석되었다. 한 1 ㎛ 이하의 나노입자의 물리․화학  특성을 규명하기 

하여 주사 자 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분석법이 도입되었다. 채집된 에어로졸

의 미경 분석은 47 mm 필터의 실제 포집 역인 39 mm 원형 필터로부터 3 mm 구경으로 1 

개의 원형 샘 을 채취하여 Hitachi사 모델 S-2300 주사 자 미경으로 1 ㎛ 이하의 나노입자

의 물리  성상  조성이 악되었다. 본 연구에 도입된 측 장비  측정 항목에 한 내용

을 표 2에 요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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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Instrumentation at the air quality monitoring station in Gye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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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Instrumentation at the air quality monitoring station in Seoul.

Table 2. Measurement condition and analytic method for aerosol monitoring in this study.   

Site Sampler Particle Size Filter Type
Analytical Method & 

Organization
Sampling interval

Gyeongju
URG 

PM1.0/PM2.5 
Cyclone  

Dp < 1.0 μm

&

Dp < 2.5 μm

Polycarbonate 
filter 

(Nuclepore) 
pore size:   

0.4 μm

Gravimetric analysis 
(mass)  Gyeongju 

University
24-hour beginning 
at 9 A.M. at the 
air quality 

monitoring station 

of Gyeongju. Proton induced X-ray 
emission (Al, Si, P, S, 
K, Ca, Ti, Cr, Mn, Fe, 
Cu, Zn, Se, Cd, and Pb),  

the Electrostatic 
Accelerator Research 
Center, National Center 
for Inter-universities 
Research Facil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URG VAPS 
2000J & 
PM1.0 
Cyclone  

2-hour (8 A.M.  6 
P.M.) and 14-hour 
(6 P.M. 8 A.M.) at 
the air quality 
monitoring station 

of Seoul.

Ion chromatography 
analysis (SO4

2-
, K

+
, Ca

2+
, 

etc.), Gyeongju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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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의 나노입자가 석조문화재 표면에 침 되는 경향을 살펴보기 해서 석조문화재 표

면에 침 된 입자상물질이 채집되었다. 기 의 나노입자가 석조문화재표면에 축 되는 요인

에는 나노입자의 특성뿐만 아니라 석조물 표면조직의 특성과도 한 계를 지니고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사한 환경에 치하고 있으나 그 표면조직은 미생물의 서식으로 인하여 

상이한 차이를 보이는 보물 제65호 서악리삼층석탑과 보물 제67호 효 리삼층석탑이 연구 상

으로 선정되었다. 석조 삼층석탑들의 표면을 붓을 이용하여 2007년 3월 15일과 22일에 각각 배

경조건을 형성하여 채집을 하 으며, 3월 28일부터 4월 26일까지 1일 간격으로 표면물질이 채

집되었다. 채집된 석조문화재의 표면 입자상물질은 양성자빔을 이용한 PIXE분석으로 15개 항

목의 원소가 정성  정량 분석되었으며, 표면 입자상물질의 염성분을 조사하기 하여 시료를 

분말화한 후 증류수에 용해시켜 TOA사 IA-300을 이용하여 ion chromatograpy법으로 수용성 

이온성분이 정성  정량 분석되었다. 한 표면 입자상물질의 물학  특징을 이해하기 하

여 포항가속기인 고해능 X선회 분석기(8C2 beam line, Pohang Light Accelator Source 

(PAL), monochromatic radiation (Ï) 1.54520 Å)을 이용하여 X선회 분석(X-ray diffraction)이 

수행되었다.  

Figure 7. Instrumentation of PIXE method in Seou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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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조문화재 표면오염물질 연구

  표면오염물질의 연구는 무기질 표면오염물질의 구성성분과 조직연구를 심으로 연구되었으

며, 그림 8에서와 같은 연구 차를 통하여 시행되었다.

Figure 8. 석조물 표면오염물질과 기미세먼지 상호 계 연구의 연구방법도.

1.1. 상 석조문화재

  기나노입자가 석조문화재 표면에 축 되는 경향을 살펴보기 해서 공기부유물질이 가

장 많은 철의 황사기간  후에  기나노입자와 석조문화재 표면에 쌓인 시료를 채취하

다. 기나노입자가 석조문화재표면에 축 되는 요인에는 기나노입자성분 뿐만 아니라 

석조물 표면조직의 특성과도 한 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사한 환

경에 치하고 있으나 그 표면조직은 미생물의 서식으로 인하여 상이한 차이를 보이는 보

물 제65호 서악리삼층석탑과 보물 제67호 효 리삼층석탑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서악리삼층석탑은 립질의 밝은 회색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은 정동이 발달되

어 있다. 2005년 보존처리가 시행되어 암석표면을 덮고 있던 미생물막이 제거되어 그림 9

의 (b)와 (c)에서 찰되는 것처럼 암석 구성입자가 두드러져 보이며, 즉 표면의 거칠기가 

심하며 공극이 발달되어 있다. 효 리삼층석탑은 립질의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면에 미생물막이 심하게 피복되어 있어 표면이 매끈한 상태로 공극이 미생물에 의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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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악리삼층석탑 근경 (b) 서악리삼층석탑 표면모습

(c) 서악리삼층석탑 표면 (d) 효 리삼층석탑 근경

(e) 효 리삼층석탑 표면모습 (f) 효 리삼층석탑 표면

분 덮 있다(Figure 9 (d),(e),(f)).  

Figure 9. Stone cultural properties investigat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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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석조물 표면오염물의 채취

  붓을 이용하여 석조물표면에서 황사 상이 나타나기  2007년 3월 15일, 3월 22일, 3월 28

일, 3월 29일, 3월 30일, 황사 상이 나타난 3월 31일, 4월 1일, 그리고 그 이후로 4월 26일까지 

시료를 채취하 으며, 그  황사기간과 그  후의 기 이 되는 15 의 시료를 선정하여 시

험에 임하 다(Figure 10).

   

 

Figure 10. Sampling method and procedure.

  1.3.  표면오염물의 구성성분과 조직연구

1.3.1. 화학성분

  분석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하여 채취된 석조문화재 표면오염물 시료를 포집된 기나

노입자분석법과 동일하게 처리하 다. 석조문화재 표면에서 채취한 시료는 구경 0.177mm의 

체로 시료를 분리한 후 아게이트 유발에서 분쇄하여 기미세입자를 포집하 던 흡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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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one sampler)를 이용하여 필터에 포집하 다. Sampler는 URG사 PM-10 cyclone 

model URG-2000-30ENB 으며 흡입기에 장착된 필터는 Polycarbonate type Costar사 

47mm 0.4 μm pore size Nuclepore filter이다. 필터에 흡입된 석조문화재 표면오염물시료의 

화학성분은 PIXE(Proton Induced X-ray Emission, 1mm diameter 4 - 5nA beam of 

3.0MeV protons from a 3MV Tandetron accelerator, Seoul National University)법으로 분

석되었다.

1.3.2.  수용성 염성분

  표면오염물이 함유하고 있는 염성분을 밝히기 하여 시료를 분말화한 후 증류수에 넣어 

녹아 나온 이온을 측정하여, 가능한 수용성 염성분을 통계학 으로 조합하 다. 가라앉은 

것과 물 에 떠있는 것들은 원심분리 후 여과지로 걸러내었다. Ion Chromatograpy법(TOA, 

IA-300)으로 수용성 이온성분(Na
+
, NH4

+
, K

+
, Mg

2+
, Ca

2+
, F

-
, Cl

-
, NO2

-
, Br

-
, NO3

-
, SO4

2-
)

을 분석하 다. 이온분석은 경주 학교 기환경연구실에서 GAT(Gamma Analysen 

Technik GmbH)사 model DKK-TOA IA-300 이온크로마토그래피(ion chromatography)법

을 사용하여 Li
+
, Na

+
, NH4

+
, K

+
, Mg

2+
, Ca

2+
, PO4

3-
, F

-
, Cl

-
, NO2

-
, Br

-
, NO3

-
, SO4

2-
 이온이 

정량되었다. 용리액  표 용액의 제조에는 비 항 값이 18㏁ 이상인 탈이온수(Millipore 

Co. USA)를 사용하 으며 모든 기기의 세척에도 사용하 다. 음이온 분석에 필요한 표

용액  용리액은 GAT사의 IA-AS2  IA-AE15가 사용되었으며, 양이온 분석에 필요한 

표 용액  용리액은 GAT사의 IA-CS1  IA-CE-15가 사용되었다. 각각의 성분의 분리

를 한 컬럼은 음이온용 PCI-201S 분석 컬럼과 양이온용 PCI-311S 분석 컬럼이 사용되

었다. 입자상 분석을 한 denuder에서의 입자상의 성장과 가스상 물질의 제거의 후처리는 

비 항 값이 18㏁ 이상인 탈이온수를 이용하여 실험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이온 크로마

토그래피의 사진을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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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Ion chromatography used in this study.

1.3.3. 물성분

  표면오염물의 물학  특징을 이해하기 하여 X선회 분석(XRD)을 실시하여 구성 물

들을 밝 내었다. 포항가속기의 고해능 X선회 분석기(8C2 beam line, Pohang Light 

Accelator Source (PAL), monochromatic radiation (Ï ) 1.54520 Å)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Figure 12). 

 

Figure 12. High resolution XRD(8C2) in POS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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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면오염물의 기원연구

  상 석조문화재가 치한 경주 국립공원 서악지구에서 기나노입자를 포집하여 그 성분을 

조사하여 기오염성분과 석조문화재 표면오염물과의 상 계를 밝히고자 하 다. 

2.1.  기나노입자의 포집

  연구 상 석탑이 치한 선도산 국립공원 내의 경주  4호  옥상에 흡입기(cyclone 

sampler)를 설치하여 기나노입자를 필터에 포집하 다. Sampler는 URG사 PM-10 

cyclone model URG-2000-30ENB 으며, 흡입기에 장착된 필터는 Polycarbonate type 

Costar사 47mm 0.4 μm pore size Nuclepore filter이다.

2.2. 기나노입자의 화학성분

  필터에 흡입된 기나노입자시료의 화학성분은 PIXE(Proton Induced X-ray Emission, 

1mm diameter 4-5nA beam of 3.0MeV protons from a 3MV Tandetron accelerator, 

Seoul National University)법으로 분석되었다.

2.3. 이온성분

  기나노입자가 함유하고 있는 이온성분을 밝히기 하여 포집한 필터를 처리한 후 

Ion Chromatograpy법(TOA, IA-300)으로 수용성 이온성분(Na
+
, NH4

+
, K

+
, Mg

2+
, Ca

2+
, F

-
, 

Cl
-
, NO2

-
, Br

-
, NO3

-
, SO4

2-
)을 분석하 다.

2.2.3.  구성 물

  필터에 흡입된 기나노입자의 구성 물성분을 측정하기 하여 미세 XRD분석을 실시하

다. XRD 분석은 Rigaku RINT2200 모델의 X선회 분석기를 사용하 으며 분석조건은 

40kV/30mA에서 CuKα선을 이용하 다.

3. 기단 역궤  분석

  기단 역궤  분석은 경주시에 도달하는 공기 궤 의 이동 경로를 악함으로써 발원지에서 

발생한 에어로졸이 주변의 기상장의 특징에 따라 목 지에 도달하는 기오염물질의 이동 특

성을 모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단의 이동에 의한 기오염물질의 경주시로의 유입 

황을 조사하기 하여 HYSPLIT (HYbrid Single-Particle Lagrangian Trajectory) 모델을 이

용하여 집 측 기간 동안의 기단의 3 일 역궤  이동 경로가 분석되었다. HYSPLIT 모델을 

활용하는 역궤  분석(back-trajectory analysis)은 경주시에 도달하는 공기 궤 의 이동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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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악함으로써 발원지에서 발생한 에어로졸이 주변의 기상장의 특징에 따라 목 지에 도달

하는 기오염물질의 이동 특성에 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국립환경연구원, 2004; Kim et 

al., 2004). 역궤  분석을 수행하기 한 출발지 의 고도는 500 m, 1000 m  2000 m로 설정

되었으며, 도착시간은 해당 날짜의 매 00 UTC(국내 시각 오  9시)로 하 다. 한 공기의 실

제 이동경로를 계산하기 해서 같은 공기 궤 을 계속하여 추 하여 갈 수 있는 물질면인 등

압면을 선택 조건으로 하여 역궤  분석을 수행하 다. 역궤  분석에 사용되는 풍향, 풍속자

료는 북반구의 FNL(FiNaL run at NCEP) 자료로써 미국 해양 기국 (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에서 제공되었다(Draxler, 1996). FNL 자료의 수평격

자는 도와 경도 각각 190.5 km이며, 연직 구조는 지표부터 20 hPa까지 14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HYSPLIT 결과의 도메인 역을 그림 13에 나타내었다.

Figure 13. Domain for ending point of Gyeongju using HYSPLIT model.

MM5 모델을 이용하여 국지 바람장을 모사하기 하여 상 습도, 풍향, 풍속 등의 기상자료

는 기상청의 측 자료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 입력자료를 산출하기 하여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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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치 보에 사용되는 30 km 격자의 MM5 결과가 이용되었다. 기상청의 MM5 모델의 연직

층은 33 층으로 지표에서 최하층의 높이는 84.8 m로 지표부근의 기상을 모사하기에 하지 

않으므로 연직 층은  층(full level)을 36층, 반 층(half level)을 35층으로 하여 최하층을 11.8 

m로 설정하여 지표면의 기상을 반 할 수 있도록 설정되었다. 그림 14에서와 같이 MM5 모델 

결과는 3.3 km 격자 역으로써 동서 33개 격자, 남북 39개 격자로 구성되었다.

Figure 14. Domain for MM5 model.

각 단계에서 분석된 물리  화학  자료는 QA/QC 과정을 거쳐 국립공원 지역 기 의 

나노입자에 한 물리   화학  특성에 한 자료로 구축되었다. 경주시 국립공원 지역으로 

유입되는 기단  바람장의 변화에 따라 국립공원 기 의 나노입자의 물리   화학  특

성이 정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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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구수행 내용  결과

  4.1.  기  나노입자의 물리․화학  특성

  본 연구의 집 측기간 동안 황사 상이 경주시 국립공원지역  서울시 도시지역에서 각

각 1 회씩 발생되었다. 경주에서는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황사 상이 발생되었으며, 서울

에서는 5월 25일에서 26일까지 발생되었다. 국립공원지역  도시지역에서 황사 상으로 인한 

나노입자의 화학조성의 변화를 조사하기 하여 집 측 기간 동안 측된 1 ㎛ 이하의 나노

입자의 질량농도의 변화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체 집 측기간 동안의 평균 질량농도

(Total), 황사기간 동안의 평균 질량농도(AD), 비황사기간 동안의 평균 질량농도(Non-AD), 강

우기간 동안의 평균 질량농도(P)로 분류되어 사례분석이 수행되었다. 황사기간 동안의 1 ㎛ 이

하의 나노입자의 평균 질량농도는 경주시에서 25.5±5.3 ㎍㎥를 나타내었으며, 서울시에서 

46.5±13.8 ㎍㎥를 나타내었다. 황사기간의 나노입자의 질량농도는 강우시의 약 4 ∼ 5 배, 체

평균의 약 2 ∼ 3 배 높았다. 나노입자의 화학  조성을 토양으로부터 기원된 원소의 그룹(Al, 

Si, Ca, Fe, Ti 등), 인 인 발생원으로부터 기원된 원소의 그룹(Cr, Mn, Cu, Zn, Se, Cd, Pb 

등), 에어로졸의 산성과 련을 지닌 원소(S)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토양으로부터 기원된 원

소 그룹의 평균 질량분율은 경주시 국립공원지역이 0.69±0.21로 서울시 도시지역에서 측된 

0.23±0.09보다 약 3 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반하여, S의 평균 질량분율은 서울시 도

시지역이 0.52±0.57로 경주시 국립공원지역에서 측된 0.08±0.08보다 약 6 배 높았으며, 인

인 발생원으로부터 기원된 원소 그룹의 질량분율은 서울시 도시지역이 0.18±0.21로 경주시 

국립공원지역에서 측된 0.09±0.10보다 약 2 배 높았다. 경주시 국립공원지역의 나노입자의 

화학  조성은 주로 토양으로부터 기원된 원소가 지배 이었으며, 서울시 도시지역의 나노입자

의 화학  조성은 에어로졸의 산성과 련을 지닌 황  인 인 발생원으로부터 기원된 원

소가 지배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황사폭풍이 있었던 기간 의 나노입자의 화학  조성에도 

두 지역에서 서로 다른 특성이 발견되었다. 황사발생기간 동안의 토양으로부터 기원된 원소 그

룹의 평균 질량분율은 두 지역에서 모두 증가되었다. 경주시 국립공원지역에서 황사기간 동안 

측된 평균 질량분율은 0.81±0.41로 체 측기간 동안의 평균 질량분율인 0.72±0.33에 약 

13% 증가되었으며, 서울시 도시지역에서는 0.14±0.05에서 0.19±0.07로 약 36% 증가되었다. 그

러나 S의 질량분율은 서울시 도시지역에서는 0.52±0.57에서 0.68±0.49로 증가된 반면, 경주시 

국립공원 지역에서는 0.08±0.08에서 0.05±0.04로 감소되었으며, 인 인 발생원으로부터 기원

된 원소 그룹의 질량농도는 서울시 도시지역에서는 0.18±0.21에서 0.10±0.11로 감소된 반면, 경

주시 국립공원 지역에서는 0.09±0.10에서 0.11±0.10으로 증가되었다. 경주시 국립공원지역과 서

울시 도시지역에서 측된 나노입자의 원소의 화학  조성을 그림 1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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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Variation of elemental composition of submicron aerosol with atmospheric 

condition during the monitoring periods. a): at the Seoul site, b): at the Gyeongju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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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Enrichment factors of the elements in PM1.0 observed at the monitoring site of 

Seoul (a)) and Gyeongju (b)).

  경주시 국립공원지역  서울시 도시지역에서 측된 나노입자의 원소 성분에 하여 농축

계수(enrichment factor) 분석이 수행되었다. 그림 16에서와 같이 두 지역에서 측된 Al,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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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Fe, Ti는 농축계수가 체로 낮아 토양으로부터 기원된 원소의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S, 

Cr, Mn, Cu, Zn, Se, Cd, Pb은 농축계수가 10 이상으로 높아 인 인 발생원으로부터 기원된 

원소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4.2.  기상조건에 따른 국립공원 기  나노입자의 특성

  경주시 지역에서 측된 나노입자의 유입 경로를 악하기 하여 HYSPLIT모델을 이용하

여 기단의 역궤  분석이 수행되었다. 집 측기간 동안의 기단의 유입경로는 그림 17에서와 

같이 지상 500m, 1000m  2000m 고도를 기 으로 3일간 후방 추 하여 경주시에 도착하는 

기단의 이동 경로가 기록되었다. 경주시에 도착된 기단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되었다. 경주시를 

심으로 북서쪽의 륙으로부터 서해와 구권역을 거쳐 유입된 WC사례, 북쪽의 륙으로부

터 한반도와 포항권역을 거쳐 유입된 NC사례, 남서쪽의 륙으로부터 서해와 경남권역을 거쳐 

유입된 SC사례, 동쪽의 양으로부터 유입된 EM사례로 분류되었다. 발생빈도는 WC사례가 가

장 많았으며, EM사례가 가장 었다. 500m 고도에서의 발생빈도는 WC사례가 24회, NC사례

가 12회, SC사례가 13회, EM사례가 10회로 분석되었으며, 1000m 고도에서의 발생빈도는 WC

사례가 29회, NC사례가 11회, SC사례가 12회, EM사례가 7회로 분석되었고, 2000m 고도에서의 

발생빈도는 WC사례가 36회, NC사례가 13회, SC사례가 8회, EM사례가 2회로 분석되었다. 집

측기간 동안 경주시 국립공원 지역의 기는 주로 륙으로부터 유입된 기류에 향을 받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주시 국립공원 지역은 동경 129.2, 북  35.8을 심으로 반경 10 km 내에 사 방 에 치

하고 있다. HYSPLIT 모델에 의하여 산출된 기단 역궤  분석의 사례별로 MM5 모델로부터 

산출된 경주권역의 수평 바람장을 분류하 다. 그림 18의 a)는 동풍 계열로서 해양으로부터 기

원된 EM 사례이며, b)는 북서풍 계열로서 륙으로부터 이동된 WC 사례이고, c)는 남서풍 계

열로서 서해와 경남권역으로부터 기원된 SC 사례이며, d)는 북풍 계열로서 륙으로부터 북한 

 포항권역을 거쳐 유입된 NC 사례를 나타낸다. 각 사례별 수평 바람장은 상 기간  수평 

바람장의 일평균 값으로부터 산출되었다. 경주시 국립공원 지역의 지상 수평 바람장은 그림 18

에서와 같이 각 사례에서 구역별로 체로 동일한 풍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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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Variation of air mass back-trajectory pattern with altitude using HYSPLI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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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Variation of air mass back-trajectory pattern with altitude using HYSPLIT 

model. (Continued)

  기단의 유입경로에 따른 경주시 국립공원지역 기  나노입자의 화학  조성의 변화를 고

도별로 그림 19(500m A.S.L), 그림 20(1000m A.S.L)  그림 21(2000m A.S.L)에 나타내었다. 

고도 500m에서 경주시 국립공원으로 유입된 기단에 비하여 고도 2000m에서 유입된 기단에서 

토양으로부터 기원된 원소 그룹의 질량분율이 반 으로 증가되었다. 특히 NC사례의 경우, 

고도 2000m의 기단 유입경로에서 토양으로부터 기원된 원소 그룹의 평균 질량분율이 

0.05±0.05로 고도 500m에서의 평균 질량분율에 비하여 약 26% 증가되었다. 인 인 발생원으

로부터 기인된 원소 그룹의 질량분율은 EM사례에 비하여 륙으로부터 유입된 WC사례, NC

사례  SC사례에서 상 으로 높았다. S의 평균 질량분율은 EM사례에서 8.7 ∼ 10.3%로 가

장 높았으나, 이는 EM사례에서 나노입자의 질량농도가 4.4 ∼ 7.2 ㎍㎥로 상 으로 낮았기 

때문으로, S의 평균 질량농도는 WC사례와 NC사례에서 0.20 ∼ 0.24 ㎍㎥로 EM사례의 0.04 

∼ 0.15 ㎍㎥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황사사례에서는 S의 평균 질량농도가 

0.81±0.10 ㎍㎥로 EM사례에 비하여 약 5 ∼ 20 배 증가되었다.  

국립공원 지역의 기는 국지  발생원이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 으로 다. 한 경주시 

국립공원에는 다양한 역사․문화유산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 나노입자  주로 산업화된 도

시지역  공업지역에서 배출되는 인  발생원  에어로졸의 산성과 련된 원소들은 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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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Four categories of wind direction and velocity estimated by MM5 model.

문화재에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다. 경주시 국립공원 지역의 문화재 피해의 원인을 악하기 

하여 석조문화재의 표면오염물질의 물리․화학  특성이 다음 장에 분류되어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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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Variation of elemental composition with air mass pattern (500m A.S.L) and atmospheric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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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Variation of elemental composition with air mass pattern (1000m A.S.L) and atmospheric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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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Variation of elemental composition with air mass pattern (2000m A.S.L) and atmospheric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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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석탑 침착물질

  4.3.1.  화학성분

  PIXE법에 의해 측정된 석탑 표면침착물질의 구성화학성분을 표 3과 4에 나타내었다. 황사

, 황사당시, 황사이후로 석탑에 침착되는 입자들의 양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2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황사 때 석조물의 표면에서는 측정된 성분이 황사 과 비교해서 

10% 정도 증가되었으며, 황사 후에 측정된 데이터는 황사 의 값에 비해 약간(3%) 증가된 

값을 보 다. 이는 황사 상이 지나간 후 기나노입자의 양은 었지만(황사 상; 25.5μ

Table 3. Major elemental concentration of the stone surface samples in Asian Dust 

storm, before and after in the national park area of Gyeongju by PIXE.

Samples sampling time
Element(wt.%)

sum Al Si Ca Fe S

Seoakri

Before AD 40.76 1.43 16.84 11.01 3.01 2.47 

AD 54.58 3.88 34.77 4.25 3.26 4.30 

After AD 43.55 3.02 23.12 3.49 4.19 4.29 

Hyohyunri

Before AD 37.99 1.72 20.18 9.01 3.08 0.84 

AD 50.70 2.58 23.31 16.20 1.46 5.19 

After AD 40.29 1.84 14.75 10.57 3.25 4.55 

Table 4. Minor elemental concentration of the stone surface samples in Asian Dust 

storm, before and after in the national park area of Gyeongju by PIXE.

Samples
sampling 
time

Element(wt.%)

P K Ti Mn Cr Cu Zn Se Cd

Seoakri

Before AD 0.58 0.21 0.71 0.10 3.86 0.22 0.22 0.01 0.08 

AD 1.50 0.30 0.77 0.33 0.87 0.12 0.11 0.01 0.11 

After AD 0.83 0.39 1.71 0.06 1.93 0.18 0.18 0.03 0.12 

Hyohyunri

Before AD 0.96 0.10 0.88 0.06 0.91 0.06 0.14 0.01 0.02 

AD 0.17 0.10 0.86 0.03 0.62 0.06 0.04 0.01 0.06 

After AD 1.42 1.12 1.00 0.06 0.97 0.11 0.38 0.03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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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3
, 이후; 7.1μg/m3) 석조물의 표면에는 황사 때 축 된 것들이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표

면 공극률이 다른 두 석탑에 침착되는 표면오염물의 량도 차이를 보 다. 다공성의 서악리삼

층석탑에서 미생물서식으로 인해 매끈한 표면을 지닌 효 리삼층석탑에 비해  기간을 통

해 약 3%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Element concentrations(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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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Total elemental concentration of the stone surface samples in Asian Dust 

storm, before and after in the national park area of Gyeongju by PIXE.

  황사 , 당시, 후로 나 어 평균을 낸 값을 비교하 을 때, 석조물 표면에서 채취한 시료들

의 구성화학성분은 차이를 보 다. 석탑표면에 침착되고 있는 입자의 화학성분  Si가 가장 

높게 검출되는 성분(최고값 34.8%)으로 황사이 과 이후에도 동일한 경향을 띄었으며, 황사 

때에는 그 에 비해 함량이 2배 이상 높게 검출되었고, 황사가 지나간 후에도 황사이 의 

값과 비교하여 1.4배 정도 높다. 

  표면 모폴로지가 다른 두 석탑을 비교하여 보면, Si가 침착되는데 모폴로지가 요 요인임

을 알 수 있다. Si는 표면이 거친 서악리삼층석탑에서 황사기간에 가장 높게 검출되었으며, 

황사이후에도 이 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반면, 매끈한 표면을 지닌 효 리삼층석탑의 표면

에서는 약간 다른 경향을 보 다. 최고값이 황사기간 동안에 나타난 것은 동일하나, 황사이

후의 값이 황사이 의 값과 유사하거나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에서 차이가 난다(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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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a)). Al 성분의 경향은 Si와 유사하나 두 석탑 모두에서 변화폭이 Si에 비해 기는 하나 

황사이후의 값이 황사이 의 값 보다 높다. 이러한 결과는 석탑표면에 토양 련성분들이 황

사로 인해 증가함을 의미하며, 모폴로지가 큰 곳에는 Si로 구성되는 석 입자 등 상 으로 

큰 입자가 포획됨을 암시하며, 표면이 매끈한 면, 그림 23의 미생물막에서 찰되는 것과 같

이 매우 미세한 틈이 발달되어 있는 면에는 이 보다는 은 크기의 장석입자들이 침착되는 

것을 추정  한다. 

(a)  (X30)

 

(b) (X50)

Figure 23. Microstructures of the surface area covered by microorganism in 

Hyohyunrisamchungseok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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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Mean elemental concentrations of the stone surface samples in Asian Dust 

period, before and after in the national park area of Gyeongju by PI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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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성분은 황사와 계없이 석탑 표면에서 검출되고 있으며, 황사 시 그 에 비해 2~3배 

가까이 증가된 값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와 같은 높은 값이 황사이후에도 감소되지 않고 있

다. 이는 석탑표면에 침착되는 입자들의 기원추 에 매우 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석탑 자

체의 구성성분이 아닌 S이 석탑표면에 존재하고 오랜 시간 머무른다는 것은 이 성분이 석탑

주변의 기로부터 래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며 이 성분이 표면에 축 되고 있다는 은 

매우 우려스러운 이다. 이는 X선회 분석에서도 황함유 성분인 석고가 검출된 (Figure 

26, 27)과 수용성 이온성분분석에서 검출된 SO4
2-
에서도 확인되었다(Figure 25). S 화합물은 

암석과 기의 경계면에서 석고를 형성함으로서 물의 부식작용, 기오염물질의 흡수, 물

리  작용 등 석조물의 손상에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 져 있다(F. Delalieux et. al. 

2001).

  석탑표면에서 검출되고 있는 미량성분의 분석결과를 표 3과 그림 24(b)에 나타내었다. 황

사기간 동안에 증가되고 있는 주성분에 비해 Cr, Cu, Zn, Se와 Cd의 농도는 오히려 감소하

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나, 그 량이 증가하 기 때문에 석탑표면에는 황사 이 에 비해 많

이 침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성분들은 암석자체의 성분이 아니라 외부의 향으로 

인하여 석탑표면에 나타나는 것으로 다음에 제시될 기나노입자의 분석결과를 비교해보면 

석탑표면에서 검출되는 성분들이 기나노입자에서도 기인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4.3.2.  수용성 염성분

  그림 24에 석탑 표면물질에서 검출되는 이온성분을 정리하 다. Ca
2+
와 Na

+
 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양이온성분이며, SO4
2-
와 Cl

-
가 음이온성분에서는 높게 검출되고 있다. 음이온의 경

우에는 황사이 과 황사이후 시료에 비교하여 황사시의 석탑표면시료에서는 3~4배 높게 검

출되었다. 황사이후에는 거의 부분의 이온들이 황사이 의 값 정도로 낮아지기는 하나 석

탑표면물질은 늘 수용성 이온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침착되

고 있는 물질이 석조물의 훼손에 향을 주고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침착물질이 함유하고 

있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여 석조물 구성 물질의 손상을 일으키는 괴 인 수용성염

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높게 검출되고 있는 Ca
2+
와 SO4

2-
는 결합하여 암석의 입상

분해, 박리 그리고 흑색피각을 형성시키는 석고(gypsum)를 형성시키므로, 석탑표면물질에서 

검출되는 두 이온성분은 석탑의 손상에 직 이라고 할 수 있다. 

  4.3.3.  물성분

  석탑 표면물질이 함유하는 물성분을 분석한 결과를 그림 25에 도식하 다. 석탑표면 침착

물의 물성분결과들로 화학성분 분석에서 검출되는 Si가 석 , 사장석의 형태로 있음을 알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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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Mean ion concentrations of the stone surface samples in Asian Dust period, 

before and after in the national park area of Gyeongju by 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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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High resolution XRD pattern of the surface samples of the 

Seoakrisamchungseoktap in Asian Dust period, before and after in the national park area of 

Gyeongju measured in PAL.

며 황사시료와 황사이 , 이후 시료에서 약간의 차이가 남을 피크를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황사시료에서 석고피크가 으나마 나타나고 있음이 주목된다.

4.4 석탑 표면침착물질의 기원

  4.4.1.  석탑 주변 기나노입자의 화학성분

  석탑에서 표면침착물질을 채취하는 동 기간에 그 주변에서 포집한 기미세입자의 구성화학

성분을 PIXE로 분석하여 황사기간, 비황사기간으로 나 어 평균한 값을 표 5에 나타내었다. 

황사기간동안 포집된 나노입자의 양은 비황사기간에 비해 3 배 이상 큰 값을 보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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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 증가하 으며, 비황사기간 동안 포집된 기나노입자에서 화학성분의 비율은 기나노입

자 의 약 34.4%에 달하는 것으로 측정되었고, 황사시료에서는 46.3%를 보여 황사와 비황사 

기나노입자의 구성성분에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화학성분 별로 살펴보면, Al, Si, Fe 등 지각 련 성분들이 황사기간에 월등히 증가되었다. 

그  Si의 성분이 가장 높았으며, 황사시에는 약 6배 증가, Al은 약 3배 증가하 다. 이와 같

은 결과는 석탑 표면물질의 분석결과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기나노입자가 석

조물 표면에 침착되어 나타나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된다. 경주 국립공원 내 기의 

성분  석조물의 손상과 직 으로 연 이 되는 S의 함량이 황사 때는 기나노입자의 2%, 

정상 인 기간에서는 2.82%로 나타났으나 그 량은 황사 때가 더 높아 황사로 인해 S의 양

은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석탑의 표면침착물질에서 측정되는 황성분도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기나노입자에서 상당량 유입하 음을 단할 수 있다.

  지 까지 살펴본 기나노입자의 분석결과는 석탑 표면 침착물의 경향과 유사하다. 더군다나 

암석구성성분이 아닌 S, Cr, Mn, Pb와 같은 성분들이 석탑표면에서 검출되고 있는 과, 이러

한 성분들이 기나노입자 에서 높게 검출되는 은 기나노입자가 석탑표면 침착물의 주

된 기원이 됨을 설명하는 결과이다.  

  4.4.2.  석탑 주변 기나노입자의 이온성분 

  석탑 주변 기나노입자의 이온성분 분석결과를 표 6에 정리하 다. 기나노입자 에서 이

온성분들은 체의 약 26%에 해당하며, 황산이온이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기나노

입자 의 황산이온 함량이 황사시에 6.7%로 감소한 결과값을 보이기는 하나, 량은 비황

사시기에 비해 2.4배 증가된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평균 으로 기미세입자의 9.1%에 해당하

는 높은 함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와 석탑의 표면침착물에서 검출되는 황산이온과

의 련성을 살펴볼 때 황산이온은 연구 상 석탑 자체에서 용출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석

조물 표면에서 검출되고 있는 이 성분은 거의 다 기물질에서 기인하 다고 볼 수 있다.

  4.4.3.  석탑 주변 기나노입자의 물성분

  석탑 주변에서 포집한 기나노입자를 필터 체로 X선회 분석기에서 측정하여 얻어진 회

패턴을 그림 27에 도식하 다. 패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석 피크가 뚜렷이 나타나는 것 외에 

broad하게 올라간 피크들이 측정되어 기나노입자는 미정질의 상태로 형성되어 있으며 화학

성분에서 분석된 Si의 주된 기원물질이 석 임을 알게 해 다. 분석 여건 상 기나노입자를 

고해능 X선회 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지 못하고 일반 분석기를 이용한 과 포집된 기나

노입자의 시료량이 은 , 그리고 필터의 향 등을 고려해보면 앞서 살펴본 석탑표면물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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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뚜렷한 석 과 사장석피크와 차이가 난 것에 한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0

3.00 11.00 19.00 27.00 35.00 43.00 51.00 59.00

Figure 27. XRD pattern of the surface samples of the Aerosol in Asian Dust period, before 

and after in the national park area of Gye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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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Mass Ion

PM1.0 wt.% Li
+

Na
+

NH4
+

K
+

Mg
2+

Ca
2+

PO4
3-

F
-

Cl
-

NO2
-

Br
-

NO3
-

SO4
2-

Total
Avg. 7.7 25.8 0.0 0.1 0.2 0.1 0.0 0.1 0.0 0.0 0.2 0.1 0.1 0.4 0.7 

Std. 5.2 13.4 0.0 0.0 0.3 0.2 0.1 0.2 0.0 0.1 0.2 0.1 0.1 0.6 0.7 

ADa
Avg. 25.5 12.6 0.0 0.0 0.0 0.5 0.0 0.3 0.0 0.0 0.3 0.0 0.0 0.3 1.7 

Std. 5.3 6.3 0.0 0.1 0.0 0.5 0.0 0.4 0.0 0.0 0.0 0.0 0.0 0.1 1.5 

Non-

AD
b

Avg. 7.1 27.5 0.0 0.1 0.2 0.1 0.0 0.1 0.0 0.0 0.2 0.1 0.1 0.4 0.7 

Std. 3.9 13.1 0.0 0.0 0.3 0.2 0.1 0.1 0.0 0.1 0.2 0.1 0.1 0.6 0.7 

Type

Element

PM1.0 Elements Al Si P S K Ca Fe Pb Ti Cr Mn Cu Zn Se Cd

g/m3 g/m3 wt.% g/m3 ng/m3

Total
Avg. 7.7 2.8 31.1 0.5 1.2 0.4 0.2 0.1 0.1 0.1 0.1 45.2 41.9 5.9 7.5           8.8 1.6 6.5 

Std. 5.2 2.7 13.9 0.6 1.5 0.6 0.2 0.3 0.2 0.2 0.1 37.2 48.0 13.2 7.0 10.1 0.8 7.6 

AD a
Avg. 25.5 11.8 46.3 1.4 6.0 1.2 0.5 0.8 0.4 0.8 0.3 138.3 107.5 50.1 11.3 30.0 0.7 35.7 

Std. 5.3 1.6 3.6 0.8 0.9 0.5 0.5 1.1 0.6 1.1 0.2 69.3 85.4 64.5 11.6 11.4 0.2 2.0 

Non-
AD

 b
Avg. 7.1 2.4 34.4 0.5 1.0 0.3 0.2 0.1 0.1 0.1 0.1 41.9 39.6 4.3 7.4 8.0 1.6 5.4 

Std. 3.9 2.1 13.8 0.5 1.2 0.6 0.2 0.2 0.2 0.1 0.1 32.0 45.8 5.9 6.9 9.3 0.8 5.3 

Table 3. Mean element concentrations of the aerosol(PM1.0) observed at the monitoring site of Gyeongju(g/m
3
).

a
: Asian Dust event, 

b
: Without Asian Dust event

Table 4. Mean ion mass of the airborne particle (PM1.0) observed at the monitoring site of Gyeongju(g/m
3
).

a
: Asian Dust event, 

b
: Without Asian Dust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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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단일입자 특성 조사

주사 자 미경을 이용하여 나노입자  탄소, 황, 염소, 나트륨, 칼슘 등의 원소가 주요한 

단일 입자의 물리   화학  특성이 분석되었다. 그림 28에서와 같이 입경이 약 250 nm인 

구형의 탄소성분 심의 단일입자가 측되었다. 일부 황성분이 측되기는 하 으나 반 으

로 탄소성분이 지배 이었다. 입경이 수십 nm인 황 성분 심의 입자상 물질이 일부의 칼슘, 

 나트륨 성분과 혼합  응집된 복합입자상 물질이 측되었으며, 입경이 수백 nm인 염소, 

나트륨 심의 입자상 물질도 측되었다. 원기둥형 구조의 염화나트륨으로 추정되는 입자상물

질은 황  마그네슘 성분이 혼합된 것으로 단된다. 그림 28에서와 같이 황성분과 칼슘 성분 

심의 입자상 물질도 측되었다. 입경 크기는 수백 nm 정도로 규소가 일부 혼합된 화합물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SEM/EDX로 분석된 탄소 성분 심의 입자는 그림 28에서와 같이 구형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황 성분과 혼합된 나노입자들은 주로 토양으로부터 기원된 칼슘, 규소 등

과 혼합된 화합물로서 입경이 상 으로 크며 비구형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에어로졸의 산성

을 유도하는 황 원소가 풍부한 입자는 수십에서 수백 nm 입경을 지닌 형태로 단일입자보다는 

응집된 혼합입자의 형태를 주로 나타내었다. 해양으로부터 주로 배출되는 염화나트륨 입자의 

구조는 응집된 원기둥형으로 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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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Images and chemical compositions of submicron nanoparticles using 

SEM/EDX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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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Images and chemical compositions of submicron nanoparticles using 

SEM/EDX analysis(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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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Images and chemical compositions of submicron nanoparticles using 

SEM/EDX analysis(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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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Images and chemical compositions of submicron nanoparticles using 

SEM/EDX analysis(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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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1. 당해년도 연구개발 목표  평가의 착안
   

 가. 당해년도 연구개발 목표

  양성자빔을 이용한 경주시 국립공원 기  나노입자에 의한 문화재 향 조사

  나. 당해년도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목표 연구내용

양성자빔을 이용한 경주시 국립공원 기 

 나노입자와 문화재 표면오염물질 간의 

상 성 분석

- 양성자빔을 이용한 나노입자의 물리․

화학  특성 분석

- 기상조건에 따른 국립공원 기  나

노입자의 특성 분석

- 석조문화재 표면오염물의 물리․화학

 특성 분석 

- 석조문화재 표면오염물질과 기  

나노입자 간의 상 계 분석

  다. 평가의 착안  (주요 상 결과물 포함)

주요 상 결과물 가 치(%) 평가 착안   척도

가. 문 학술지 논문 

Atmospheric Environment,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한국물리학회지, 한국

기환경학회지 등 국내외 문학회지에 논문 게

재

나. 학술 회 발표 

American Atmospheric Aerosol Research, Air 

& Waste Management Association, 한국 기환

경학회 등에 학술논문 발표

50

50

가. 1편

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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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가.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계획서상의 당해년도 연구내용 추진실 달성도(%)

- 양성자빔을 이용한 나노입자의 

물리․화학  특성 분석

- 집 측 기간  경주(59일간) 

 서울(10일간)에서 각각 

PM1.0/PM2.5 입자상 물질 채집

- PIXE 분석법으로 나노입자에 

한 Al ∼ Pb의 15개 항목 원소

성분 분석 

- IC 분석법으로 Na
+ ∼ SO4

2-의 

11개 항목 이온성분 분석

- SEM 분석법으로 나노입자의 물

성 특성

150

- 기상조건에 따른 국립공원 기 

 나노입자의 특성 분석

- HYSPLIT 모델을 이용하여 경주

시로 유입되는 기단의 이동특성 

분류 

- 기단의 유입경로별 나노입자의 

물리   화학  특성 분석

100

- 석조문화재 표면오염물의 물

리․화학  특성 분석 

- 집 측 기간  32일간 서악리 

 효 리 삼층석탑 표면오염물

질 채집

- PIXE 분석법으로 나노입자에 

한 Al ∼ Pb의 15개 항목 원소

성분 분석 

- IC 분석법으로 Na
+ ∼ SO4

2-
의 

11개 항목 이온성분 분석

- XRD 분석법으로 나노입자의 물

성 특성

120

- 석조문화재 표면오염물질과 

기  나노입자 간의 상 계 

분석

- 배경조건, 강우시, 황사폭풍시, 나

노입자  주요 인  기오염물

질과 석조문화재 표면오염물질의 

화학  성분간의 상 성 악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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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상기 평가의 착안 에 따른 목표 달성도에 한 자체평가 결과

 연구 성과물 가 치 
(%)

평가 
착안  
 척도

달성도  
(%)

가. 문 학술지 논문 
(1) Kyung W. Kim, Jinyoung Do, Young J. Kim, Minyoung Youn, and Jaeyong 

Ryu, Measurement of Submicron Aerosol in the Urban Area of Seoul and the 

National Park Area of Gyeongju Using PIXE Analysis, J. Korean Physic. Soc. 

52(3), 896-903, (2008).

(2) Kyung W. Kim, Young J. Kim, and Minyoung Youn, Semi-Continuous 

Aerosol Measurement for Visibility Variation Using PIXE Method, J. Korean 

Physic. Soc., 52(4), 00-00, (2008). 

(3) Jinyoung Do, Kyung W. Kim, and Sanjin Lee, Evaluation of Deposited 

Particulate on Stone Monuments in the National Park Area of Gyeongju, Korea, 

ISEPD, submitted.

나. 학술 회 발표 
(1) K.W. Kim, Characteristics of Size-Resolved Aerosol During the Asian Dust Storm Events Using 

PIXE Analysis Observed at the National Park Area of Gyeongju, Korea, The 5th Asian Aerosol 

Conference, Tubtex Sky Tower, Kaohsiung, Taiwan, pp. 201- 202, August 26-2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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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1. 기 성과 

- 양성자가속기를 활용한 기 의 나노입자의 물리   화학  특성 연구의 기반 자료 

제공 

- 기환경 분야에 양성자가속기를 이용한 나노입자에 한 연구의 활성화를 유도

- 국립공원 지역 내의 문화재 피해 황 악에 한 연구의 기반 자료 제공

- 환경공학, 문화재보존학  물리학 분야 간의 학제간 교류의 활성화에 기여 

2. 활용 방안 

- 환경부의 도시 기질 개선을 한 환경정책 입안에 활용  

- 문화재청의 문화재 피해 조사  보존 방안에 한 정책 입안 활용

- 국립공원 지역과 같은 발생원 지역의 나노입자에 한 물리   화학  특성 정립에 

한 양성자가속기의 활용 기반 구축 

- 사 공원인 경주시의 석조 문화재의 보존  복원에 한 양성자가속기 활용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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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집 측 기간 동안 HYSPLIT 모델을 이용한 기단 역궤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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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SPLIT 분석결과는 미국 해양 기국 (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에서 제공된 FNL(FiNaL run at NCEP)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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