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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weather conditions corresponding to the increase in the environmental concentration of fine 

dust (PM10) and ultrafine dust (PM2.5) from 2001 to 2019 in Jeju and Seogwipo cities were analyzed. The increase in the levels of 

PM10 and PM2.5 was observed in the order: spring > winter > autumn > summer. In both cities, PM10 and PM2.5 levels increased 

more frequently during the day in spring and summer and at night in autumn and winter, with PM2.5 showing a greater 

increase in concentration than PM10. The air temperature and wind speed corresponding with increased levels of PM10 were 

higher than their respective seasonal averages in spring and winter, but lower in summer and autumn. Relative humidity was 

lower than the seasonal average during all seasons. The air temperature variation corresponding with increased levels of PM2.5 

showed the same seasonal trend as that observed for PM10. The relative humidity was higher than the respective seasonal 

averages in spring and summer, and lower in winter. The wind speed was lower than the seasonal average in both the cities. 

When the PM10 and PM2.5 levels increased, the wind direction was from the north and the west during the day and varied 

according to the season at night. The rate of the increase in the PM10 concentration was the highest in both cities at the wind 

speed of 1.6 - 3.4 ms-1 during the day and night except during night in the summer. The highest concentration of PM2.5 was 

observed with the wind speed range of 1.6 - 3.4 ms-1 in Jeju, and 0.3 - 1.6 ms-1 in Seogwipo. The results of this study applied to 

urban and landscape planning will aid in the formulation of strategies to reduce the adverse effects of fine particular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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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의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관측이 시작된 2001년부터 2019년까지의 미세먼지 (PM10)와 초미세먼지 

(PM2.5) 악화 빈도에 따른 기상 상황을 분석하였다. PM10과 PM2.5의 악화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봄>겨울>가을>여름철 순으로 

나타났으며, 봄·여름철에는 주간에 가을·겨울철에는 야간에 더 많이 나타났으며, PM10보다 PM2.5의 피해가 더 심각하게 나타났다. 

PM10 악화 시의 기온과 풍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봄·겨울철에는 각각의 계절평균보다 높게 나왔으나, 여름·가을철에는 

반대로 낮게 나왔다. 상대습도는 계절평균보다 모든 계절에 낮게 나타났다. PM2.5 악화 시 기온은 PM10 악화 시와 계절별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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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3년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미

세먼지를 발암물질로 규정하였고 (WHO 2013), 국내

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과 국가 예보제 시행 등 미

세먼지에 대한 위험성 인식 및 대책이 활발이 이루어지

고 있다.

미세먼지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접 지역 

또는 국가 간의 이동으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

내지역 안에 대한 연구는, 수도권 미세먼지 (PM10) 농

도의 외부영향에 대한 연구 (Kim 2010), 청주시를 대상

으로 폐기물 소각장으로 인한 미세먼지의 지역간 이동

에 관하여 연구 (Kim et al. 2019b), 국내 16개 시·도 지

역간의 공간상관성 분석을 통하여 미세먼지 발생원인

을 분석한 연구 (Kang 2019a), PM10 농도 특징에 따라 

권역별 특성을 분석하여, 지역적 배출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저감 정책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한 연구 

(Baek and Song 2019), 전국 69개의 도시별 PM10 발생 

현상과 관리유형을 연계하여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관

리 방안을 제시한 연구 (Yoon 2020)가 진행되었다. 국

외,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영향이 국내 미세먼지 악화와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한 연구는 활발히 수행되어 오고 

있다 (Han et al. 2017a, Jeon et al. 2014, Kim et al. 

2018, Kim and Kim 2019, Lee et al. 2011, Shin et al. 

2014). Kim et al. (2016)의 연구에서 2015년도 10월 서

울지역의 미세먼지 (PM10)는 국외의 영향이 46.5%, 초

미세먼지 (PM2.5)는 71.6%이고, 그 중 62.0%가 중국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Lee et al. (2017)의 연구에

서는 2015년도 수도권의 PM2.5 농도는 국외 배출에 의

한 기여가 59%이고, 그 중 45%가 중국의 영향인 것으

로 나타났다. KEI (2018)의 연구에서는 2014 - 2017년 

동안의 한국·중국·일본의 미세먼지 농도를 시계열 분

석한 결과, 한국과 중국은 겨울·봄철에 농도가 높아지

고, 여름철에 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이었던 2018년 1월

의 한국과 중국 간의 PM10과 PM2.5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서울과 중국 대도시 간의 PM10과 PM2.5의 상관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간의 미세먼지 문제에는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

나, 아직 이에 대한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 이

와 관련된 연구로는, 미국의 청정대기법 (Clean Air 

Act)상 미세먼지 관련 내용과 환경기준, 정책 등을 분석

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한 연구 

(Woo 2009), 1930년대 캐나다 BC주에 위치한 트레일 

제련소에서 발생된 매연이 미국 워싱턴주에 피해를 입

힌 사례에 대한 국제 분쟁 협의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현재 중국과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제협력 

문제해결 방안으로 법적인 해결방안의 어려움과 공동

연구를 포함한 외교적 협력방안을 통한 해결방식을 제

시한 연구 (So 2017), 일본의 PM2.5에 대해서 기존 문헌

을 통해 고찰한 후, 2015년 12월에 컴퓨터 시뮬레이션

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발생원별 이동경로를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 40 - 60%, 한국에서 0 - 10%, 일본에서 

20 - 50% 수준으로 미세먼지가 발생하므로, 한국·중국·

일본 간의 대기환경과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기구 

설립을 통해 동아시아의 미세먼지 문제를 협력하여 해

결할 것을 제시한 연구 (Lee 2017), 독일에서의 PM10과 

PM2.5에 대한 법적인 대응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고, 우

경향을 보였으며, 상대습도는 봄·여름철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평균보다 높았으며, 겨울철에는 평균보다 낮았다. 풍속은 

두 도시 동일하게 평균보다 낮게 나왔다. PM2.5 악화 시가 PM10 악화 시보다 봄·겨울철에 기온과 풍속이 더 낮을 때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M10과 PM2.5 악화 시 풍향은 주간에는 북풍과 서풍이, 야간에는 계절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PM10에 

비해 PM2.5 악화 시 풍속이 낮게 나타나 한라산에서 발생하는 산곡풍의 영향으로 제주시는 남풍이 서귀포시는 북풍이 야간에 자주 

발생하였다. 풍속등급별 PM10 악화 빈도수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주·야간 1.6 - 3.4 ms-1에서 가장 높았고, 여름철 야간에만 

0.3 - 1.6 ms-1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PM2.5 악화 빈도수는 제주시에서는 1.6 - 3.4 ms-1에서 가장 높은 값이 나타났으나, 

서귀포시에서는 0.3 - 1.6 ms-1에서 가장 높은 값이 나타났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PM10과 PM2.5 악화 시 3.4 ms-1이상의 바람이 

0.3 ms-1이하의 바람보다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PM10과 PM2.5가 바람의 영향으로 도시지역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 주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위 자료를 토대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계획 및 조경식재계획 방안을 마련한다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도시지역, 제주, 서귀포, 기상,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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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의 미세먼지 대응에 있어서 환경단체 역할의 중

요성을 강조한 연구 (Kang 2019b)가 있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내연구는 발생원인 분석과 저감 

방안에 관한 연구로 나뉘며, 발생원인에 관한 연구로는 

PM10의 발생 과정과 오염원의 추정 방법론에 관한 연구 

(Kim and Hwang 2002), 중금속 성분 분석을 통한 미세

먼지 오염 배출원을 분석한 연구 (Kim et al. 2005), 기존

의 연구를 종합하여 서울의 PM10 변화량을 파악하고 농

도의 변화요인을 분석한 연구 (Kim 2006), 미세먼지 농

도와 기상인자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 (Hwang et al. 

2009, Kim et al. 2007, Shin et al. 2007, Yang et al. 

2011), 미세먼지와 850 hPa 상층 기류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Lee et al. 2007, Lee and Hong 2019), 국내 미세먼

지 제어기술과 주요 오염원에서의 미세먼지 제어 현황

을 분석한 연구 (Park and Jo 2013), 부산지역의 PM2.5 함

유성분 분석으로 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와 그 기여율

을 분석한 연구 (Park et al. 2014), SMPS-APS 시스템

을 이용하여 백령도의 미세먼지와 황사의 입경분포 특

성을 분석한 연구 (Seo et al. 2015), 시멘트 공장과 같은 

미세먼지 중·대규모 점오염원의 유무에 따른 영월과 춘

천시의 지역적 특성과 미세먼지 요인을 분석한 연구 

(Cho et al. 2016), 광주시의 PM10 구성 성분별 농도와 

배출원의 기여도를 분석한 연구 (Lee et al. 2018), 서울

시 서대문구를 대상으로 동일 지역 내 다른 지점에서 바

람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의 연관성과 차이점을 분석한 

연구 (Koo et al. 2018), Nox, PM2.5, PM10의 배출량을 

분석하여 집중 배출지역과 배출 기여도를 분석한 연구 

(Kim et al. 2019a), 토지피복유형비와 미세먼지 농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Choi et al. 2019, Lee et al. 

2020b)가 있었다. 

저감 방안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이루어지기 시작해, 

도시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공간 차폐율과 공원 규모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률을 분석한 연구 (Koo 2019), 도시

계획 단계에서 바람길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분

석한 연구 (Nam et al. 2020), 간이 온실을 이용한 인공

습지의 미세먼지 저감 능력을 분석한 연구 (Son and 

Kim 2020)가 있었다. 

제주도의 미세먼지 현황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며, 다음과 같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Shin et al. 

(2010)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가 배경 측정망 6곳 

중 한 곳인 제주도 고산 측정소의 미세먼지 농도 측정을 

위한, 여과지를 이용한 중량측정법 (gravimetric me-

thod)과 베타선 흡수법 (β-ray absorption method)의 측정

오차 발생원인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Han et al. (2017b)는 

제주지역의 2009 - 2015년 PM10 고농도 일의 기류 패턴을 

미국 해양대기청 (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

pheric Administration)에서 제공하는 HYSPLIT 4 (HY-

brid Single-Particle Lagrangian Integrated Trajectory) 

모델의 후방궤적 분석을 이용하여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후, 그에 따른 농도변화와 기온·풍속과의 상관성을 분석하

였으며, Lee et al. (2020a)의 연구에서는 제주시 도심지역

인 연동에서 2014 - 2016년 동안 계절별로 채취한 PM10과 

PM2.5의 조성특성을 해석하고 화학구성을 재구성하였다. 

그러나, 아직 제주도의 PM10과 PM2.5를 계절별로 정량적

으로 파악하고, PM10과 PM2.5 농도에 영향을 주는 기상인

자에 관해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대

상으로 2001 - 2019년 동안의 계절별 PM10과 PM2.5 악화

시의 빈도와 농도, 그에 영향을 주는 기상인자 (기온, 상

대습도, 풍속과 풍향)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2. 연구재료 및 방법

2.1 연구재료

환경부 대기환경정보 에어코리아 (https://airkorea.or. 

kr)에서 제공하는 제주도 내의 미세먼지 관측은 남원읍, 

대정읍, 동홍동, 성산읍, 연동과 이도동의 총 6개 지점에

서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오랜 기간 측정이 이루어진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도시지역를 대표할 수 있는 지

점인 이도동 (제주시 이도2동 1176-1, 제주시청)과 동

홍동 (서귀포시 동홍동 453-1, 서귀포소방서)의 지점자

료를 이용하여 제주도의 미세먼지 현황을 분석하였다. 

현황분석은 PM10과 PM2.5 두 가지의 자료를 이용하였

다. PM10 분석 시 이도동의 경우 측정이 시작된 2001년

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 중 미측정 자료가 많은 2004

년의 자료를 제외한 18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동홍동

의 경우도 미측정 자료가 많은 2015년을 제외한 측정이 

시작된 2004년부터 2019년까지 15년의 자료를 이용하

였다. PM2.5는 이도동의 경우 측정이 시작된 2015년부

터 2019년까지 5년의 자료, 동홍동의 경우 측정이 시작

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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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방법

PM10과 PM2.5의 평가 기준은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국내 일간 미세먼지 악화 기준치인 100 µm·m-3, 

35 µm·m-3를 초과하는 경우 (Air Korea의 ‘나쁨’ 이상 

기준) PM10, PM2.5 악화로 평가하였다.

기상자료는 기온, 상대습도, 풍속 및 풍향의 시간단

위 자료를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https://data.kma. 

go.kr)에서 제공하는 제주시 (위도: 33.5141 N, 경도: 126 

.5297 E)와 서귀포시 (위도: 33.2462 N, 경도: 126.5653 E)의 

종관기상관측 (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 

ASOS)자료를 사용하였다. PM10과 PM2.5 악화 시 풍향과 

풍속을 WRPLOT View Freeware 8.0.2 (https://www.web-

lakes.com/software/freeware/wrplot-view)를 이용하여 바람

장미도로 나타내었으며, 풍향은 16방위, 풍속은 보퍼트 풍력

계급 (Beaufort wind force scale; https://www.met-

office.gov.uk/weather/guides/coast-and-sea/beaufort

-scale)에 따라 계급을 나누었다. 위 자료의 분석은 Mi-

crosoft Excel 2013을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기상자료

3.1.1 제주시

2001 - 2019년 제주시 ASOS 기상자료를 분석한 결

과, 평균 기온은 봄철 14.1°C, 여름철 25.2°C, 가을철 

18.5°C, 겨울철 7.1°C로 나타났다 (Table 1). 평균 상대

습도는 봄철 64.0%, 여름철 76.2%, 가을철 67.5%, 겨

울철 62.1%로 나타났고, 평균 풍속은 봄철 3.0 ms-1, 여

름철 2.8 ms-1, 가을철 3.1 ms-1, 겨울철 3.4 ms-1로 높은 

값이 나타났다. 풍향자료를 계절별 주·야간으로 분류

하여 분석한 결과, 사계절동안 주간은 해풍의 영향으로 

북풍이 주를 이루었고, 야간의 경우 산곡풍의 영향으로 

주간에 비해 남풍이 더 많이 나타났다 (Fig. 1).

3.1.2 서귀포시

2004 - 2019년 서귀포시 ASOS 기상데이터를 분석

한 결과, 평균 기온은 봄철 14.9°C, 여름철 25.0°C, 가을

철 19.7°C, 겨울철 8.3°C로 나타났다 (Table 2). 평균 상

대습도는 봄철 66.5%, 여름철 83.8%, 가을철 68.4%, 겨

울철 62.9%로 나타났고, 평균 풍속은 봄철 2.4 ms-1, 여

름철 2.3 ms-1, 가을철 2.5 ms-1, 겨울철 2.3 ms-1로 제주시

보다는 낮으나 내륙지역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났다.

Table 1. Analysis of seasonal climate data in Jeju-si during 2001 - 2019

Season
Air temperature (°C) Relative humidity (%) Wind speed (ms-1)

Day Night Average Day Night Average Day Night Average

Spring 15.4 12.7 14.1 61.4 67.1 64.0 3.3 2.8 3.0

Summer 25.9 24.4 25.2 73.2 79.7 76.2 3.3 2.1 2.8

Fall 19.8 17.5 18.5 64.3 69.9 67.5 3.4 2.8 3.1

Winter 7.7 6.5 7.1 60.5 63.7 62.1 4.1 3.9 3.4

(a) Spring daytime (b) Spring nighttime

Fig. 1. Seasonal windrose by daytime and nighttime in Jeju-si during 2001 - 2019 (Jeju-si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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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ummer daytime (d) Summer nighttime

(e) Fall daytime (f) Fall nighttime

(g) Winter daytime (h) Winter nighttime

Fig. 1. Continued.

Table 2. Analysis of seasonal climate data in Seogwipo-si during 2004 - 2019

Season
Air temperature (℃) Relative humidity (%) Wind speed (ms-1)

Day Night Average Day Night Average Day Night Average

Spring 16.3 13.5 14.9 64.2 68.7 66.5 2.7 2.1 2.4

Summer 25.8 24.3 25.0 81.8 85.8 83.8 2.6 2.0 2.3

Fall 21.2 18.1 19.7 65.3 71.5 68.4 2.7 2.2 2.5

Winter 9.4 7.2 8.3 59.5 66.2 62.9 2.6 2.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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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자료를 계절별 주·야간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

과, 사계절 주간은 해풍의 영향으로 남풍이 주를 이루

었으나, 가을철 주간에서만 북동풍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야간의 경우 산곡풍의 영향으로 주

간에 비해 북풍이 더 많이 나타났다.

(a) Spring daytime (b) Spring nighttime

(c) Summer daytime (d) Summer nighttime

(e) Fall daytime (f) Fall nighttime

(g) Winter daytime (h) Winter nighttime

Fig. 2. Seasonal windrose by daytime and nighttime in Seogwipo-si during 200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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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미세먼지

에어코리아 미세먼지 통계자료 분석 결과, 제주시는 

내륙지역에 비해 PM10의 영향이 적었으나, 최근에는 

PM10 수치가 내륙지역과 비슷한 값이 관측되고 있다 

(Fig. 3 (a)). PM2.5의 경우도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연간 기준치 (15 µm·m-3, 국내 연간 PM2.5 악

화기준치)를 초과한 값이 관측되고 있어, 초미세먼지에 

의한 피해가 우려된다 (Fig. 3 (b)). 서귀포시도 지속적으

로 연간 PM10 악화 기준치 (50 µm·m-3, 국내 연간 PM10 

악화기준치) 이하의 값이 관측되고 있어 내륙지역에 비

해 미세먼지의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PM2.5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값이 관측되고 있어, 

초미세먼지에 의한 피해가 우려된다.

3.2.1 제주시

3.2.1.1 미세먼지 악화 빈도

제주시의 PM10과 PM2.5의 연간 시간별 악화 빈도를 

분석한 결과, PM10의 최저치는 2012년 70시간, 최대치

는 2002년 514시간으로 나타났다 (Fig. 4), PM2.5의 최

저치는 2018년 984시간, 최대치는 2016년 1,560시간

으로 나타났다. PM10은 해가 지날수록 감소하는 경향

이 나타난 반면, PM2.5는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다. 2015년의 PM2.5는 자료 측정이 11월부터 시

작되어 비교에서 제외하였다.

PM10의 시간별 악화 빈도를 계절별 주·야간으로 분

류한 결과, 봄철 주간에 1,397시간, 야간에 1,051시간

으로 가장 많은 양이 관측되었고, 봄>겨울>가을>여름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3). 봄철과 여름철의 경우는 야

간에 비해 주간에 시간별 악화 빈도가 더 자주 나타났

고, 가을철과 겨울철에는 주·야간 차이가 거의 없었다. 

PM2.5에서도 봄>겨울>가을>여름 순으로 PM10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봄철과 여름철에는 주·야간 

차이가 거의 없었고, 가을철과 겨울철에는 야간이 주간

보다 더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이것으로 PM2.5가 PM10

에 비해서 야간에 더 높은 빈도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PM10은 2001 - 2019년의 18년 누적시간 

(미측정일이 많았던 2004년 제외)이고, PM2.5는 2015 - 

2019년의 5년 누적시간임에도 발생빈도시간의 차이

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주시에서는PM10보다 

PM2.5에 의한 피해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a) PM10 comparison

(b) PM2.5 comparison

Fig. 3. Average values of fine particulate matters, PM10 
and PM2.5, of major cities from air environment annual 
report (https://airkorea.or.kr). 

(a) PM10

(b) PM2.5

Fig. 4. Annual deterioration frequency of fine particulate 
matters, PM10 and PM2.5, in Jeju-si (Jeju-si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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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 미세먼지 악화 시 기상자료 

제주시 PM10 악화 시의 기상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기온은 봄철 15.1°C, 여름철 24.2°C, 가을철 17.5°C, 겨

울철 9.4°C로 Table 1의 2001 - 2019년 제주시 평균 기

온보다 봄·겨울철은 1.0 - 2.3°C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고, 여름·가을철은 1.0°C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평균 상대습도는 봄철 56.3%, 여름철 72.8%, 

가을철 61.7%, 겨울철 57.6%로 사계절 모두 전체 평균

에 비해 3.4 - 7.7%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풍속은 

봄철 3.2 ms-1, 여름철 2.3 ms-1, 가을철 2.8 ms-1, 겨울철 

3.7 ms-1로, 봄·겨울철은 전체 평균보다 0.2 - 0.3 ms-1 더 

높았으며, 여름·가을철은 0.3 - 0.5 ms-1 더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므로, 봄·겨울철에는 계절별 평균 기상보다 

기온과 풍속은 더 높고 상대습도는 낮은 날에, 여름·가을

철에는 계절별 평균 기상보다 기온과 풍속은 더 낮고 상

대습도는 낮은 날에 PM10이 악화되는 시간이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PM2.5의 경우, 평균 기온은 봄철 14.8°C, 여름철 24.1°C, 

가을철 18.0°C, 겨울철 9.1°C로 나타났다 (Table 5). 봄철

은 제주시 평균 기온보다 0.7°C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PM10 

악화 시 평균보다는 0.3°C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은 

전체와 PM10 악화 시 평균보다 0.1 - 1.0°C 낮은 것으로 나

타났고, 가을철은 전체 평균 보다는 0.5°C 낮고, PM10 악화 

시 평균보다는 0.5°C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은 전

체 평균보다 2.0°C 높고, PM10 악화 시 평균보다 0.3°C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상대습도는 봄철 67.3%, 여름철 81.0%, 가을철 

51.1%, 겨울철 54.4%로, 봄·여름철은 제주시 평균보다 

3.3 - 4.8%, PM10 악화 시 평균보다 8.2 - 11.0% 높은 것으

로 나타났고, 가을·겨울철은 전체 평균보다 7.7 - 16.4%, 

PM10 악화 시 평균보다 3.2 - 10.6%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풍속은 봄철 2.6 ms-1, 여름철 2.2 ms-1, 가을철 

2.7 ms-1, 겨울철 3.3 ms-1로 사계절 모두 전체 평균과 

PM10 악화 시 평균보다 0.1 - 0.6 ms-1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므로, PM2.5는 제주시 평균 기상에 비해 모든 

계절에서 풍속이 낮을 때 악화되었으며, 봄·겨울철에

는 기온이 높으면서 봄철에는 상대습도가 높을 때 겨울

Table 4. Seasonal climate data when fine particulate matter PM10 was over 100 μg·m-3 in Jeju-si during 2001 – 2019

Season

PM10 ≧ 100 μg·m-3

Air temperature (℃) Relative humidity (%) Wind speed (ms-1)

Day Night Average Day Night Average Day Night Average

Spring 16.7 13.5 15.1 52.4 60.3 56.3 3.7 2.8 3.2

Summer 25.2 23.2 24.2 68.9 76.8 72.8 2.7 1.8 2.3

Fall 18.7 16.4 17.5 58.8 64.6 61.7 2.9 2.6 2.8

Winter 10.3 8.5 9.4 54.8 60.4 57.6 3.9 3.6 3.7

Table 5. Seasonal climate data when fine particulate matter PM2.5 was over 35 μg·m-3 in Jeju-si during 2015 – 2019

Season

PM2.5 ≧ 35 μg·m-3

Air temperature (℃) Relative humidity (%) Wind speed (ms-1)

Day Night Average Day Night Average Day Night Average

Spring 15.9 13.6 14.8 63.8 70.9 67.3 3.0 2.2 2.6

Summer 25.3 23.0 24.1 77.8 84.2 81.0 3.0 1.5 2.2

Fall 19.0 17.1 18.0 48.4 53.8 51.1 3.0 2.3 2.7

Winter 9.8 8.5 9.1 53.0 55.8 54.4 3.4 3.2 3.3

Table 3. Seasonal deterioration frequency of fine parti-
culate matters, PM10 during 2001 - 2019 and PM2.5 

during 2015 - 2019, in Jeju-si

Season

PM10 ≧ 100 μg·m-3 PM2.5 ≧ 35 μg·m-3

Daytime 
(hr)

Nighttime 
(hr)

Daytime 
(hr)

Nighttime 
(hr)

Spring 1,397 1,051 963 929

Summer 134 91 371 362

Fall 389 385 388 488

Winter 592 595 732 943

Total 2,512 2,112 2,454 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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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에는 낮을 때 악화빈도가 높았으며, 여름·가을철에

는 기온이 낮으면서 여름철에는 상대습도가 높을 때 가

을철에는 낮을 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PM10과 

비교해 보면, 상대습도와 풍속에서는 평균 기상과 비교

했을 때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기온에서는 봄·여름·

겨울철에는 PM10 악화 시보다 낮을 때 가을철은 높을 

때 빈도가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1.3 미세먼지 악화 시 풍향

PM10 악화 시 풍향을 분석해본 결과, 주간의 경우 가

을철 야간 (남풍)을 제외하고는 사계절 모두 주로 북풍

과 서풍계열의 바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5). 

야간의 경우 봄·겨울철은 주로 서풍계열의 바람이 많이 

나타났고, 여름철은 북풍과 서풍, 가을철에는 남풍계열

의 바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 Spring daytime (b) Spring nighttime

(c) Summer daytime (d) Summer nighttime

(e) Fall daytime (f) Fall nighttime

(g) Winter daytime (h) Winter nighttime

Fig. 5. Seasonal windrose when fine particulate matter PM10 was over 100 μg·m-3 at daytime and nighttime in Jeju-si 
during 2001 - 2019 (Jeju-si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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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5의 경우도 주간의 경우 가을철 야간 (남풍)을 제

외하고는 사계절 모두 북풍과 서풍 계열의 바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6). 야간의 경우 주간과 다르게 

사계절 모두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봄철은 주로 서풍과 

남풍 계열의 바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름철은 

서풍과 북풍 계열, 가을철은 남풍 계열, 겨울철은 북서

풍과 남풍 계열의 바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의 악화 빈도가 가장 높았던 봄·겨울철의 풍

(a) Spring daytime (b) Spring nighttime

(c) Summer daytime (d) Summer nighttime

(e) Fall daytime (f) Fall nighttime

(g) Winter daytime (h) Winter nighttime

Fig. 6. Seasonal windrose when fine particulate matter PM2.5 was over 35 μg·m-3 at daytime and nighttime in Jeju-si 
during 2015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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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은 PM10 악화 시에는 주야간 모두 서남서~북서풍이 

많았으며, PM2.5 악화 시에는 봄철 주간에는 북동북풍이, 

야간에는 서남서풍이 주를 이루었으며, 겨울철에는 주·

야간 모두 북서풍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3.2.1.4 미세먼지 악화 시 풍속

보퍼트 풍속계급별 PM10과 PM2.5의 악화빈도를 분석

한 결과, PM10 악화 시 1.6 - 3.4 ms-1에서 사계절 주·야간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7). 여름철 야간에

(a) Spring daytime (b) Spring nighttime

(c) Summer daytime (d) Summer nighttime

(e) Fall daytime (f) Fall nighttime

(g) Winter daytime (h) Winter nighttime

Fig. 7. Wind speed frequency (%) when fine particulate matter PM10 was over 100 μg·m-3 in Jeju-si during 2001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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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0.3 - 1.6 ms-1, 1.6 - 3.4 ms-1에서 39.6%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PM2.5 악화 시 또한 마찬가지로 1.6 - 

3.4 ms-1에서 봄·가을·겨울철 주·야간과 여름철 주간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름철 야간에는 0.3 - 1.6 

ms-1에서 57.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8). 

PM10과 PM2.5 악화 시 모든 계절에서 일정한 구간 (0.3 

- 1.6 ms-1, 1.6 - 3.4 ms-1) 이상에서는 계급이 높을수록 

악화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름철 야간의 

(a) Spring daytime (b) Spring nighttime

(c) Summer daytime (d) Summer nighttime

(e) Fall daytime (f) Fall nighttime

(g) Winter daytime (h) Winter nighttime

Fig. 8. Wind speed frequency (%) when fine particulate matter PM2.5 was over 35 μg·m-3 in Jeju-si during 2015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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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5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계급으로 바람이 없는 상

태인 0 - 0.3 ms-1에서의 빈도가 3.4 - 5.5 ms-1이상의 높은 

계급보다 빈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제주시 도시지

역의 PM10과 PM2.5은 도시지역 내부보다 지역풍에 의해 

유입된 외부 바람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3.2.2 서귀포시

3.2.2.1 미세먼지 악화 빈도

서귀포시의 PM10과 PM2.5의 연간 시간별 악화 빈도

를 분석한 결과, PM10의 최저치는 2017년 83시간, 최대

치는 2010년 562시간으로 나타났으며, PM2.5의 최저

치는 2019년 500시간, 최대치는 2016년 897시간으로 

나타났다 (Fig. 9). PM10과 PM2.5 모두 해가 지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PM10의 시간별 악화 빈도를 계절별 주·야간으로 분

류한 결과, 주·야간 모두 봄철에 가장 많은 양이 관측되

었고, 제주시와 동일하게 봄>겨울>가을>여름 순으로 

줄어들었다 (Table 6). 봄철과 여름철의 경우는 주간에 

시간별 악화 빈도가 더 자주 나타났으나, 가을철과 겨

울철에는 야간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M2.5

의 시간별 악화 빈도도 계절별로 PM10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3.2.2.2 미세먼지 악화 시 기상자료

서귀포시 PM10 악화 시의 기상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

균 기온은 봄철 16.1°C, 여름철 23.5°C, 가을철 17.9°C, 

겨울철 10.1°C로 Table 2의 2004 - 2019년 전체 평균보

다 봄·겨울철은 1.2 - 1.8°C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

름·가을철은 1.5 - 1.8°C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평균 상대습도는 봄철 59.5%, 여름철 80.6%, 가을

철 56.5%, 겨울철 57.1%로 사계절 모두 전체 평균에 비

해 3.2 - 11.9%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풍속은 봄철 

2.7 ms-1, 여름철 2.3 ms-1, 가을철 2.4 ms-1, 겨울철 2.6 

ms-1로, 봄·겨울철은 전체 평균보다 0.3 ms-1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여름철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

을철은 0.1 ms-1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M2.5의 경우, 평균 기온은 봄철 14.4°C, 여름철 24.5°C, 

가을철 18.1°C, 겨울철 9.2°C로 나타났다 (Table 8). 봄·

여름·가을철은 서귀포시 평균 기온보다 0.5 - 1.6°C 낮

은 것으로 나타났고, 겨울철은 0.9°C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PM10과 비교해 보면, 봄·겨울철은 PM10가 악화

되었을 때의 평균 기온보다 낮은 기온일 때, 여름·가을

철은 높을 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상대습

도는 봄철 68.7%, 여름철 89.5%, 가을철 70.0%, 겨울

철 61.2%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평균 상대습도와 비교

해 보면, 봄·여름·가을철은 1.6 - 5.7% 높을 때 악화되

고, 겨울철은 1.7% 낮을 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PM10과 비교해 보면, 사계절 모두 4.1 - 13.5% 높을 때 악

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풍속은 봄철 1.6 ms-1, 여

름철 1.4 ms-1, 가을철 1.5 ms-1, 겨울철 2.1 ms-1로 사계절 

(a) PM10 comparison

(b) PM2.5 comparison

Fig. 9. Annual deterioration frequency of fine particulate 
matters, PM10 and PM2.5, in Seogwipo-si (Seogwipo-si 
2020).

Table 6. Seasonal deterioration frequency of fine parti-
culate matters, PM10 during 2004 – 2019 and PM2.5 
during 2016 - 2019, in Seogiwpo-si

Season

PM10 ≧ 100 μg·m-3 PM2.5 ≧ 35 μg·m-3

Daytime 
(hr)

Nighttime 
(hr)

Daytime 
(hr)

Nighttime 
(hr)

Spring 1,289 879 650 576

Summer 258 150 193 130

Fall 320 375 133 211

Winter 659 714 437 570

Total 2,526 2,118 1,413 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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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서귀포시 평균 풍속과 PM10 악화 시 평균보다 0.2 - 

1.1 ms-1 낮았을 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2.3 미세먼지 악화 시 풍향

PM10 악화 시 풍향을 분석해본 결과, 주간의 경우 사

계절 모두 주로 서풍계열의 바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Fig. 10). 야간의 경우 봄철은 주로 서풍이, 가을·겨

울철은 주로 북풍계열의 바람이 많이 나타났고, 여름철

은 동풍과 서풍계열의 바람이 주로 나타났다.

PM2.5 악화 시 풍향을 분석해본 결과, 주간의 경우 

봄·여름·가을철은 남~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많은 것으

로 나타났고, 겨울철은 북풍, 남풍, 서풍 계열의 바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11). 야간의 경우 사계절 모

두 북풍계열의 바람이 많이 나타났고, 여름철에는 북풍

과 북동풍,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서귀포시 계절별 평균 풍향과 비교해 보면 

주간의 주풍향인 서풍계열과 야간의 북풍계열은 유사

하게 나왔으나, 가을철 주간의 북동풍 경향이었던 평균 

풍향에 비해 PM10과 PM2.5 악화 시 서~남풍계열이 부

는 것으로 나타나 거의 정반대 현상을 보였다.

3.2.2.4 미세먼지 악화 시 풍속

풍속은 계급별 PM10과 PM2.5의 악화빈도를 분석한 

결과, PM10 악화 시 1.6 - 3.4 ms-1에서 여름철 야간을 

제외한 모든 사계절 주·야간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고, 여름철 야간에는 0.3 - 1.6 ms-1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12). PM2.5 악화 시에는 봄·겨울철 주간을 

제외한 모든 사계절 주·야간에 0.3 - 1.6 ms-1에서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고, 봄·겨울철 주간에는 1.6 - 3.4 ms-1

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PM10에 비해 풍속이 낮을 

때 악화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Fig. 13).

PM10과 PM2.5 악화 시 모든 계절에서 일정한 구간 

(0.3 - 1.6 ms-1, 1.6 - 3.4 ms-1) 이상에서는 계급이 높을

수록 PM10 악화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PM10에서는 가장 낮은 계급으로 바람이 없는 상태인 0 

- 0.3 ms-1 구간에서 보다 3.4 - 5.5 ms-1구간에서 더 높은 

빈도를 보인 반면, PM2.5에서는 0 - 0.3 ms-1 구간이 3.4 

- 5.5 ms-1구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제주시와 

동일하게 서귀포시 도시지역의 PM10는 도시지역 내부

보다 지역풍에 의해 유입된 외부 바람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3.3 기존 연구들과의 비교 분석

3.3.1 기상자료와 비교 분석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의 악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미세먼지의 농도를 이용

한 방식과 달리,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

치를 초과한 빈도수를 이용하였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의 PM10과 PM2.5 악화빈도를 계절별로 분석한 결과, 봄

철이 가장 높고, 겨울철, 가을철, 여름철 순으로 나타났

다. 미세먼지의 농도를 분석한 춘천시 (Yang et al. 

2011), 서울시 서대문구 (Koo et al. 2018)와 2015년도

에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의 농도를 분석한 연구결과 

Table 7. Seasonal climate data when fine particulate matter PM10 was over 100 μg·m-3 in Seogwipo-si during 2004 – 2019

Season

PM10 ≧ 100 μg·m-3

Air temperature (℃) Relative humidity (%) Wind speed (ms-1)

Day Night Average Day Night Average Day Night Average

Spring 17.6 14.6 16.1 55.8 63.3 59.5 3.1 2.2 2.7

Summer 25.2 21.8 23.5 77.9 83.3 80.6 2.8 1.8 2.3

Fall 19.5 16.2 17.9 52.1 60.9 56.5 2.6 2.1 2.4

Winter 11.4 8.8 10.1 54.1 60.1 57.1 2.9 2.3 2.6

Table 8. Seasonal climate data when fine particulate matter PM2.5 was over 35 μg·m-3 in Seogwipo-si during 2016 – 2019

Season

PM2.5 ≧ 35 μg·m-3

Air temperature (℃) Relative humidity (%) Wind speed (ms-1)

Day Night Average Day Night Average Day Night Average

Spring 15.6 13.2 14.4 66.8 70.6 68.7 2.0 1.3 1.6

Summer 25.1 23.9 24.5 87.5 91.5 89.5 1.8 1.1 1.4

Fall 19.6 16.5 18.1 65.6 74.4 70.0 1.6 1.4 1.5

Winter 10.5 8.0 9.2 58.6 63.9 61.2 1.7 2.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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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ring daytime (b) Spring nighttime

(c) Summer daytime (d) Summer nighttime

(e) Fall daytime (f) Fall nighttime

(g) Winter daytime (h) Winter nighttime

Fig. 10. Seasonal windrose when fine particulate matter PM10 was over 100 μg·m-3 in Seogwipo-si during 2004 – 2019 
(Seogwipo-si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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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ring daytime (b) Spring nighttime

(c) Summer daytime (d) Summer nighttime

(e) Fall daytime (f) Fall nighttime

(g) Winter daytime (h) Winter nighttime

Fig. 11. Seasonal windrose when fine particulate matter PM2.5 was over 35 μg·m-3 in Seogwipo-si during 2016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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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ring daytime (b) Spring nighttime

(c) Summer daytime (d) Summer nighttime

(e) Fall daytime (f) Fall nighttime

(g) Winter daytime (h) Winter nighttime

Fig. 12. Wind speed frequency (%) when fine particulate matter PM10 was over 100 μg·m-3 in Seogwipo-si during 200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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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ring daytime (b) Spring nighttime

(c) Summer daytime (d) Summer nighttime

(e) Fall daytime (f) Fall nighttime

(g) Winter daytime (h) Winter nighttime

Fig. 13. Wind speed frequency (%) when fine particulate matter PM2.5 was over 35 μg·m-3 in Seogwipo-si during 2016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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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et al. 2017b)와 제주시 연동 (Lee et al. 2020a)에

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Lee and Hong (201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반도

의 PM10과 PM2.5의 농도 악화는 주로 서풍계열의 바람

이 불 때 높게 나타나며, 이는 중국과 북한의 영향이라 

하였다. Yang et al. (2011)의 춘천시 연구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서풍이 불 때 고농도의 PM2.5가 관측되었

다고 하였다. Han et al. (2017b)의 제주지역의 고농도 

PM10은 주로 중국 황사 발원지에서 불어오는 북서풍의 

영향이라고 하여, 본 연구에서 제주시의 북·서풍계열, 

서귀포시의 서풍계열의 바람이 불 때 PM10과 PM2.5의 

악화 빈도가 높아진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PM2.5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야간에 한라산을 중심으

로 각각 남풍과 북풍의 바람이 불 때 악화 빈도가 높아지

는 것으로 보아 산곡풍의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Yang et al. (2011)의 연구에서는 PM2.5 농도는 풍속

과 반비례한다고 하였으며, Hwang et al. (2009)의 대

구광역시 PM10 연구결과에서도 무풍 상태이거나 풍속

이 1.2 ms-1로 낮은 북동풍일 때, PM10 농도가 높게 나타

났고, 풍속이 2.6 ms-1 이상으로 높은 서풍과 북서풍일 

때 PM10의 농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Cho et al. 

(2016)의 강원도 춘천 연구에서는 PM2.5의 농도는 가

장 낮은 풍속 구간인 0.5 - 1.0 ms-1에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PM10의 농도는 가장 낮은 풍속구간인 0.5 - 1.0 

ms-1와 가장 높은 풍속구간인 2.0 - 3.0 ms-1에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Han et al. (2017b)의 연구에서는 제주시 

연동과 서귀포시 동홍동 지점에서 4 ms-1이하 풍속에

서 PM10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

서는 제주시에서는 PM10과 PM2.5 악화 시 1.6 - 3.4 ms-1 

일 때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름철 야간은 0.3 - 3.4 

ms-1), 서귀포시는 PM10에서는 제주시와 동일하게 1.6 

- 3.4 ms-1 일 때 악화빈도가 가장 높았으나 (여름철 야

간은 0.3 - 3.4 ms-1), PM2.5에서는 0.3 - 1.6 ms-1 일 때 가

장 높은 악화빈도를 나타내었으며, 1.6 - 3.4 ms-1 일 때

가 그 뒤를 이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일하게 PM10 

악화 시보다는 PM2.5 악화 시에 풍속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M10과 PM2.5 농도와 기온과 상대습도와의 상관성

에 대해서는, Han et al. (2017b)의 연구에서는 봄철 제주

시 이도동과 서귀포시 동홍동 지점이 기온 5 - 10°C 일 때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제주시 연동 지점은 0 - 5°C 

일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o et al. (2016)의 강

원도 춘천과 영월에서의 PM2.5 농도에 대한 연구에서는 

기온이 낮을수록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춘천에서는 상대습도가 높을수록, 영월에서는 반대로 

상대습도가 낮을수록 PM2.5 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hin et al. (2007)의 인천지역 연구에서는 상

대습도가 높아질수록 PM10의 농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계절별 평균 기온과 상대습도

와 비교하였는데,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에서 PM10

의 악화 빈도가 높게 나오는 봄·겨울철에는 평균 기온

보다 좀 더 높을 때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M2.5에서는 제주시는 평균 기온보다 높을 때 서귀포

시는 봄철에는 낮을 때 겨울철에는 높을 때 자주 발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가을철에는 제주시와 서귀

포시 모두 평균 기온보다 낮을 때 PM10과 PM2.5 악화 빈

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습도에서는 제주

시와 서귀포시 모두 사계절동안 평균 상대습도보다 낮

을 때 PM10 악화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M2.5에서는 제주시는 봄·여름철은 평균보다 높았을 

때 가을·겨울철은 평균보다 낮았을 때 악화 빈도가 높았

던 것으로 나타났고, 서귀포시는 제주시와 동일하나 가

을철만 반대로 평균보다 높았을 때 악화 빈도가 높게 나

왔다. 위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PM10에서는 정반대

의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PM2.5에서도 서귀포시 겨울철

의 기온과 봄·여름철의 상대습도를 제외하고는 유사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와 같이 평균 기온과 상대습도에 비교한 것이 아

니므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다.

3.3.2 강수량과의 관계 분석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우천시 PM10의 농도를 계

절별 1시간 단위로 분석한 결과, 사계절 모두 기준치 절

반 이하의 값이 나타났다 (Table 9). 2016년부터 2019

년까지 우천시 PM2.5의 농도도 PM10과 동일하게 사계

절 모두 기준치 이하의 값이 나타났다. 이는 강수가 

PM10과 PM2.5의 농도 저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3.3.3 미세먼지 고농도일수 분석

에어코리아에서 2015년부터 제공하는 제주권역의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시간을 분석한 결과, P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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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경보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301시간으

로 주의보 296시간, 경보 5시간으로 나타났다 (Fig. 14). 

PM2.5 주의보·경보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305

시간으로 주의보만 305시간으로 나타났다. 연간 주의

보·경보 발령 시간은 PM10의 경우, 해가 지날수록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던 PM10 악화빈도 (Fig. 4 (a))와 반대

로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PM2.5의 경

우, PM2.5 악화빈도 (Fig. 4 (b))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

나 2019년에 주의보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PM10 주의보의 발령조건은 PM10 평균농도가 150 μ

g·m-3/hr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할 경우이며, 경보는 평균

농도가 300 μg·m-3/hr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할 경우이다. 

PM2.5주의보 발령조건은 PM2.5 평균농도가 75 μg·m-3/hr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경보는 PM2.5 평균농도가 

150 μg·m-3/hr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이다.

3.3.4 황사일과의 관계 분석

국내 황사의 기준은 약 1 - 10 μg의 입자이며 대기중 PM10

의 농도의 평균값이 400 μg·m-3/hr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

될 경우 황사주의보를, 평균값이 800 μg·m-3/hr 이상이 2시

간 이상 지속될 경우 황사 경보를 발령한다. 기상청 날씨누리 

(https:/www.kma.go.kr/weather/asiandust/observday.sp)

에서 제공하는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제주지점 황사관

측일수를 연도별 계절별로 분석한 결과, 제주지점의 황사

관측일수는 해가 지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Table 

10). 연도별 경향과 계절별 경향 모두 PM10의 악화빈도의 

경향과 동일하게 봄>겨울>가을>여름 순으로 나타났다. 

황사의 기준이 PM10의 농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악화

시의 빈도와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9. Seasonal fine particulate matter PM10 during 2001 
– 2019 and PM2.5 during 2016–2019 when it rains

Average 
(μg·m-3/hr)

Spring Summer Fall Winter

PM10 49.0 30.9 32.9 37.3

PM2.5 21.8 17.1 18.0 20.7

(a) PM10

(b) PM2.5

Fig. 14. Annual advisory (warning) issue period of fine parti-
culate matters, PM10 and PM2.5 in Jeju.

Table 10. Seasonal yellow sand phenomenon frequency during 2001 – 2019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Spring 21 10 2 6 4 8 5 2 0 6

Summer 0 0 0 0 0 0 0 0 0 0

Fall 0 2 0 0 3 0 0 0 1 3

Winter 1 0 0 2 0 0 1 0 4 3

Total 22 12 2 8 7 8 6 2 5 12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Total

Spring 8 2 3 6 5 3 4 2 1 98

Summer 0 0 0 0 1 0 0 0 0 1

Fall 0 2 0 0 0 1 0 2 4 18

Winter 0 0 0 5 3 0 1 1 0 21

Total 8 4 3 11 9 4 5 5 5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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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의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관측

이 시작된 2001년부터 2019년까지의 PM10과 PM2.5 악

화 빈도에 따른 기상 상황을 분석하였다. 제주시는 PM2.5 

측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PM10과 PM2.5

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값이 관측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PM10에서는 기준치 이하의 값이 관측되나, PM2.5는 지

속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값이 관측되고 있어 제주도

는 PM2.5의 피해가 우려된다.

PM10과 PM2.5의 악화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봄>겨울>가을>여름철 순으로 나타났으며, 봄·여름철

에는 주간에 가을·겨울철에는 야간에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PM10 악화 시의 기온과 풍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봄·겨울철에는 각각의 평균보다 높게 나왔으나, 

여름·가을철에는 반대로 낮게 나왔다. 상대습도는 평

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PM2.5 악화 시 기온은 PM10 악

화 시와 계절별 동일한 경향을 보였으나, 서귀포시의 

봄철은 반대로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습

도는 봄·여름철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평균보다 

높았으며, 겨울철에는 평균보다 낮았다. 가을철에는 제

주시는 평균보다 낮게, 서귀포시는 반대로 높게 나왔

다. 풍속은 두 도시 동일하게 평균보다 낮게 나왔다. 

PM2.5 악화 시가 PM10 악화 시보다 봄·겨울철에 기온과 

풍속이 더 낮을 때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의 PM10 악화 시 풍향은 주간에는 사계절 모

두 북풍과 서풍이 주로 나타났고, 야간에는 봄·겨울철

에는 서풍, 여름철에는 북풍과 서풍, 가을철에는 남풍

이 주로 나타났다. PM2.5 악화 시 풍향은 주간에는 PM10 

악화 시와 동일하게 북풍과 서풍이 주로 나타났고, 야

간에는 봄철에 서풍과 남풍, 여름철에 서풍과 북풍, 가

을철에 남풍, 겨울철에 북서풍과 남풍이 주로 나타났

다. 서귀포시의 PM10 악화 시 풍향은 주간에는 사계절 

모두 서풍이 주로 나타났고, 야간에는 북풍과 서풍이 

주로 나타났다. PM2.5 악화 시 풍향은 주간에 봄·여름·

가을철은 남~남서풍이 주로 나타났고, 겨울철에는 북

풍, 남풍과 서풍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야간에는 사

계절 모두 북풍이 주로 나타났다. 특히, PM10에 비해 

PM2.5 악화 시 풍속이 낮게 나타나 한라산에서 발생하

는 산곡풍의 영향으로 제주시는 남풍이 서귀포시는 북

풍이 야간에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풍속 계급별 PM10 악화 빈도수는 제주시와 서귀포

시 모두 주·야간 1.6 - 3.4 ms-1에서 가장 높았고, 여름철 

야간에만 0.3 - 1.6 ms-1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PM2.5 악화 빈도수는 제주시에서는 1.6 - 3.4 ms-1에서 

가장 높은 값이 나타났고, 서귀포시에서는 0.3 - 1.6 ms-1

에서 가장 높은 값이 나타났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PM10과 PM2.5 악화 시 3.4 ms-1이상의 바람이 0.3 ms-1

이하의 바람보다 더 자주 부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PM10과 PM2.5가 바람의 영향으로 도시지역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 주요인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도시지역의 PM10과 PM2.5 악

화 상황을 분석하였다. 이도동과 동홍동의 2개 지점만

이 아닌 보다 많은 지점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여야 

하나, 아직 다른 지점의 자료가 충분히 수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또한, 도

시지역 외부의 미세먼지 발생 요인과 영향력에 대한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녹지를 이용한 미세먼지 저감

은 수목의 잎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Hwang et al. 

2018, Kwon and Park 2018), 제주도의 계절별 미세먼

지 악화 현황상 겨울철에도 많은 잎의 제공이 가능한 상

록활엽수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아직 이에 대

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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