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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및 목표

급속한 도시화 진행에 따른 우려가 높아지는 실정이지만 지역 내 도로변에서의 미세먼
지에 관한 조사연구가 전무하여 각종 대기질 평가 수단을 적용하고자 해도 많은 한계
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측정분석 자료의 database 구축이 필요하다.

 연구 내용 및 결과

[연구내용]

 그동안 도로변 미세먼지에 관한 조사연구가 전무한 제주시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도로변 미세먼지를 측정・분석함으로써 제주시 도로변 미세먼지의 계절별 농도 변동 및 입경분포 특성 
그리고 도로변 미세먼지의 화학적 조성의 입경별 분포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측정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현재까지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제주시 도심지역 도로변에서는 아주 미세한 입자에 대해서는 황사와 같은 외부 요인이 
없다면 계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세먼지 중 미세입자의 비율이 조대입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도로변 미세먼지의 질량농도에 대한 이온성분의 기여율은 41%였고, 2차 에어로졸 성분은 
32%로 나타났다. 제주시 도로변 미세먼지 내 이온성분의 질량농도에 근거한 입경별 분포곡선은 3가지 
형탸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분석된 원소들을 입경별 농도분포, 질량중위입경, 지각농축계수 등의 
지표를 적용하여 오염원을 추정하면 제주시 도로변 미세먼지에 함유된 K, Fe, Mg, Ca, Ti, Sr, Y, Sc 
그리고 희토류 원소들은 자연기원이고, Na, Ba, Mn도 여전히 자연기원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Zn, Cr, 
Ni, Cu, Pb, V, Tl 그리고 Sb, Ag, Se는 인위기원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도로변에 대한 주기적이고 집중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도로변 및 그 주위 대기에서의 
미세먼지에 대한 입경별 분석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배기와 비배기 배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가 필요하였다.
 연구 성과

 ※ 지역 내 도로변 미세먼지에 대한 화학적 조성 및 입경별 분포 특성 등을 개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
으며, 짧은 기간 내에 도로변에서의 미세먼지에 대한 부족하지만 의미있는 화학적 성분 자료를 확보
하는 성과를 얻었다.

 연구과제 활용 실적

  - 현장에서 채취된 시료에서 분석된 화학성분 자료에 관한 정밀 분석이 완료되지 못하여 구체적인 활
용실적은 없는 단게임.
  - 2019년 11월 7-8일에 전문학술학회(대기환경학회)의 추계학술대회에 발표함.

 연구성과 활용사례 및 활용계획

 ※ 본 연구성과는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세부시행
계획 수립에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얻어진 데이터에 대한 정밀 분석이 완료되면 전문학술지에 투고할 에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