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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중 입자상 물질(Airborne Particle)

국내 IP 김상철

요 약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PM)은 대기 중 존재하는 입자상 물질(airborne
particle)의 한 종류로 다양한 역학적 연구(epidemiological study)를 통해 호흡
기계, 심혈관계 등 다양한 질병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었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물리화학적
조성, 생성기전, 대기 중 거동, 인체 영향 등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미세먼지는 공기역학적 직경에 따라 PM10, coarse PM(PM2.5-10), PM2.5,
PM 0.1로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분류기준이 되는 입경은 인체 호흡기
도달 부위 및 호흡기에서의 거동과 관련이 높다. 미세먼지의 독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화학적 조성은 미세먼지 종류, 배출원의 종류, 기상조건 등에 따라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입경이 작을수록 2차 입자(secondary particle)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화학 반응 및 연소와 관계되는 이온성분, 탄소성분의 조성 비율이 높다.

서 론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먼지”라고 총칭하는 대기 중 입자상 물질(airborne
particle)은 수 ㎚에서 수 백 ㎛에 이르기까지 크기가 매우 다양하고, 발생원 및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흄(fume), 스모그(smog), 먼지(dust) 등 다양하게 분류
및 정의되고 있다. 이렇게 크기와 성상에 따른 용어가 다양하기 때문에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조기 사망(premature death) 및 건강유해인자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의도 혼동되어 사용되고, 이로 인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를 빈번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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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의 1군 발암물질
(Group 1)로 분류될 정도로 인체 위해성이 높은 이유를 이해하고, 적절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바탕으로 입경분포,
물리화학적 조성, 대기 중 거동, 인체 건강영향 유발기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1)
본 보고서에서는 대기 중 입자상 물질의 크기 분포 범위(size distribution
range)를 바탕 우리나라와 해외의 분류체계를 확인함으로써 미세먼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미세먼지가 높은 인체 위해성을 나타내는 근본적인 이유인 화학적 조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입경 범위에 따른 입자상 물질의 분류
1. 국제적 분류(미국)
대기 중에서 부유하고 있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 입자상 물질은 국가대기질기준
(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NAAQS)을 설정한 1971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는 총부유분진(Total Suspended Solid, TSP) 개념으로 관리
되었다. TSP는 25~45㎛ 미만의 입자를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2)
이후 1987년 대기오염의 인체영향 연구, 입경에 따른 측정기술 등의 발전에 따라
입자상 물질 관리가 기존 TSP에서 보다 작은 크기의 PM(Particulate Matter)
개념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PM 환경기준(PM10)이 최초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10년 후인 1997년 PM2.5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이 추가되고, 현재는 PM10,
PM2.5로 관리되고 있다. PM은 세부적으로 PM10과 PM2.5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미세먼지’용어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PM은 물리적 직경이 아닌 공기역학적 직경(aerodynamic diameter)에 따라
포집, 분류되며 10㎛ 미만은 PM10(particulate matter less than 10㎛)으로
일반적으로 정의된다. PM 분류에 있어 10㎛의 입경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이유는
대기에 존재하는 입자상 물질의 인체 위해성 측면에서 10㎛가 중요한 의미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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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하기 때문이다. 즉, 10㎛ 보다 큰 입자는 호흡을 통해 인체에 유입되더라도 대
부분 콧털, 기관지 점막 등에 의해 제거되어 후두를 통과하지 못하는 반면
(extrathoracic fraction), 10㎛ 미만의 입자는 쉽게 제거되지 않아 폐포까지
도달해 인체 위해성을 나타낼 수 있다(thoracic fraction).3)
PM10은 다시 그 크기에 따라 coarse PM(2.5 ㎛ ~ 10 ㎛[PM2.5-10]), fine
PM(<2.5㎛[PM 2.5]), ultrafine(<0.1㎛[PM0.1])로

세부적으로

구분된다.4)

직경 2.5㎛가 다시 중요한 분류기준이 되는 이유는 2.5㎛ 보다 큰 입자들은 충돌
(impaction)이나 중력침강(gravitational sedimentation) 의해 상부 호흡기에
효율적으로 침적되지만, 2.5㎛ 미만의 입자는 확산에 의해 폐포 영역까지 침투하여
침적됨(respirable fraction)으로써 호흡기계 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뇌신경계 등
다른 부위의 건강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5) 나노입자 크기의 PM0.1은
PM2.5보다도

훨씬

작아

폐포에서

모세혈관을

통해

직접

혈액속으로

이동

(translocation)할 수 있는 입자로 나노입자에 가까운 거동을 보이며, 다른 PM과
달리 질량농도가 아닌 수 농도(number concentration)로 측정한다.

2.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미국의‘TSP’와 유사하게 1983년 최초로‘총먼지’라는 용어를
통해 대기 중 입자상 물질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을 도입하여 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6) 이후 1995년 PM10에 대한 환경기준을 새롭게 설정하였고, 2015년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기환경기준에 PM2.5를 추가하며
‘초미세먼지’라는 용어를 도입해 이후 대기 중 작은 크기의 입자는 미세먼지
(PM10), 초미세먼지(PM2.5)의 개념으로 정립되었다.7)
국제적, 학술적으로 PM2.5는 일반적으로‘미세한, 가는’을 뜻하는 단어인 fine을
이용해‘fine PM’으로 통용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초미세먼지’라는 용어가
사용되다보니 용어 사용에 대한 재정의가 요구되었고, 2017년 3월 환경부에서는
국제적 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미세먼지(PM10)를 ‘부유먼지’로, 초미세먼지
(PM2.5)를‘미세먼지’로 용어를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8) 그러나 2018년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국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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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인 인식을 고려하여, 입자 직경이 10㎛ 이하인 먼지는 '미세먼지', 입자
지름이 2.5㎛ 이하인 먼지는 '초미세먼지'로 구분하기로 함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의
입자상 물질은 PM10(미세먼지), PM2.5(초미세먼지)로 분류 및 관리되고 있다.9)
이에 따라 미세먼지를 다루고 있는 법률인『대기환경보전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미세먼지의 화학적 조성(Chemical Composition)
미세먼지는 배출원이 매우 다양하고, 동일한 배출원이라고 해도 대기 중 2차
입자(secondary particle)의 전구물질인 가스상 물질의 배경농도, 기상조건 등
다양한 인자들의 영향을 받아 미세먼지의 조성(chemical composition)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미세먼지의 성분 및 질량농도에서 차지하는 성분별 비율을 일반화하는
것은 쉽지 않아,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밝혀진 주요 성분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1. 이온성분(ionic components)
미세먼지 조성은 일반적으로 이온성분, 탄소성분, 금속성분 그리고 기타성분으로
구성되며, 이온성분은 미세먼지 질량의 35% ~ 60%를 차지해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룹으로 보고되고 있다.10)11) 이온성분은 크게 음이온
(Cl-, NO3-, SO42- 등) 및 양이온(Na+, NH4+, K+, Mg2+ 등)으로 구별되며, 음
이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온성분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의 가스상 물질이 대기 중으
로 배출된 후 응축, 화학반응 등을 통해 생성되는 2차 입자의 주요 성분이기 때
문에 PM10보다 2차 입자가 자치하는 비율이 높은 PM2.5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조
성을 차지한다. 일례로 2010년 서울의 미세먼지를 분석한 결과에서 이온성분은
PM10, PM2.5 질량의 각각 31%, 36%를 차지했다.12) 또한 이온성분은 전구물질인
가스상 물질의 배출 특성에 따라 계절, 일에 따른 변동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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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소성분(carbonaceous components)
탄소성분은

주로

연소과정에

기인한

성분으로

크게

원소탄소(elemental

carbon, EC)와 유기탄소(organic carbon, OC)로 구분할 수 있다. 원소탄소는
탄소원자가 공유결합을 통해 형성한 그래핀 층(graphene layer)으로 이루어진
소구체(spherules)의 집합체로 수소(H), 산소(O) 등 일부 원자가 결합된 것을
제외하고 거의 탄소로만 구성된 물질이다.13) 원소탄소는 대기 중으로 일단 배출
되면 화학반응 또는 상변화가 거의 없어 1차 오염물질의 지표로 사용된다.14)
유기탄소는 배출원에서 직접 대기로 배출되거나 배출된 입자간 또는 대기 중
가스상물질과의 반응을 통한 전환 등 다양한 과정에 의해 형성되는 물질로 노말
알케인(n-alkane), 방향족 및 지방족 탄소화합물의 집합체(aggregate)라 할 수
있다.15) 오염원에서 직접 배출되는 물질을 1차 유기탄소(primary organic
carbon, POC), 배출된 후 대기 중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물질을 2차 유기탄소
(secondary organic carbon, SOC)로 구분할 수 있다.16)
원소탄소, 유기탄소 모두 탄소원자(C)를 주요 구성성분으로 하지만 생성기전
뿐만 아니라 광학적 측면에서의 특성도 상이하다. 즉, 원소탄소는 주로 빛을 흡수
하는데 반해 유기탄소는 탄소의 분율에 따라 빛을 흡수 또는 산란시키는 특성이
있다. 원소탄소는 화학적 조성에 기반한 열적 방법으로 분석하지만, 광학적 특성을
기반으로 분석한 것이 블랙카본(black carbon, BC)이기 때문에 원소탄소와 블랙
카본은 정량방법에 의한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물질로 볼 수 있다.13)

3. 금속성분(trace metals)
미세먼지 중 금속성분은 주로 토양의 비산, 암석의 풍화와 같은 자연적 배출원과
화력발전, 자동차 엔진, 난방 등의 인위적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카드뮴(Cd), 납
(Pb), 구리(Cu), 비소(As), 니켈(Ni), 망간(Mn) 등의 금속으로 일반적으로
PM2.5 질량농도의 약 5% 정도를 차지한다.
금속성분은 물리화학적 특성으로 인해 이온성분, 탄소성분과 달리 2차 생성이
거의 없고, 배출원 특정적인(source specific) 특성이 있다.

즉, Al, Si, K, Fe,

Ca 등 지각구성과 관련된 금속은 농업경작, 건설활동, 도로 재비산 등에 의해 발

08

생하고, 바나듐(V), 니켈(Ni)은 자동차, 선박 등 석유(oil) 연소와 관련된 오염원의
영향을 보여주며, 납(Pb), 구리(Cu), 망간(Mn)은 주로 제강산업에서 배출되는
성분이다.

결 론
대기 중 입자상 물질은 크기 및 조성이 매우 다양하며, 입자상 물질에 의한
인체 위해성 연구 및 측정기술의 발전과 함께 저감 및 관리의 초점이 점점 미세한
크기의 입자로 이동해왔다. 전세계적으로 시정장애, 인체에 대한 높은 건강위해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는

공기역학적

직경을

바탕으로

PM10,

PM2.5-10, PM2.5, PM0.1로 구분된다. PM2.5를‘fine PM’으로 호칭하는 국제사회
의 분류와 다소 상이하게 우리나라에서는 PM10, PM2.5를 각각‘미세먼지’,‘초미
세먼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 사용에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미세먼지는 크게 배출원에서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1차 입자와(primary
particle) 대기 중으로 배출된 가스상 물질의 화학적 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2차
입자(secondary particle)로 구성되며, PM10보다 입경이 작은 PM2.5에서 2차
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미세먼지의 주요 성분은 이온성분, 탄소성분, 금속
성분으로 시간적, 공간적 특성에 따라 조성이 달라진다. 따라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미세먼지의 화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주요 배출원을 규명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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