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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생성기전 및 배출원(PM formation mechanism & sources)

국내 IP 김상철

요 약
미세먼지는 전세계적으로 환경적, 보건학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
인자로 많은 역학연구를 통해 호흡기계, 심혈관계, 뇌신경계 등 다양한 질환에
영향을 끼쳐 조기사망(premature death)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세먼지의 높은 인체위해성은 주로 미세먼지의 매우 작은 크기 및 다양한
오염물질로 구성된 특성에 기인하는데 이는 생성기전 특히, 가스상 물질의 대기 중
반응을 통한 2차 생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2차 입자는 대기 중으로 배출된
가스상 오염물질의 핵화, 응축, 응집의 3단계의 세부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생성
기전의 특성으로 인해 1차 입자에 비해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으며 PM10보다
PM2.5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미세먼지 배출원은 크게 해수 분무, 화산 폭발, 토양 풍화 등의 자연적 배출원
(natural sources)과 소각, 자동차, 공사장 등의 인위적 배출원(anthropogenic
sources)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세먼지 생성과정은 매우 복잡한 대기 중 화학
반응을 포함하여 배출원별 기여도는 시간적, 공간적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채취된 시료를 기반하여
규명된 미세먼지 배출원 및 그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주요
배출원은 <차량>, <2차 에어로졸>, <산업/소각>, <바이오매스/노천소각>, <자연
배출원>, <기타 배출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차량>, <2차 에어로졸>, <산업/소각>,
<바이오매스/노천소각>이 기여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이 고온 조건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의 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2차 입자임을
보여준다. 또한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저감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생성기전과
배출원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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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미세먼지는 대기 중 입자상 물질의 일부로 많은 역학연구(epidemiological
study)

를 통해 호흡기계, 심혈관계, 뇌신경계 등 다양한 부위의 건강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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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80

미세먼지는 일반적인 대기 중 입자상 물질과 비교할 때 크게 두 가지의 상이한
특성으로 인해 인체에 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첫번째는 사람 머리
카락의 굵기보다 훨씬 작은 직경을 갖는 크기와 그에 따른 매우 큰 비표면적
이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는 코, 비강, 기관, 기관지 등에서 인체의 외부물질에 대한
방어기전으로 쉽게 제거되지 않고, 표면에 흡수 또는 흡착된 다양한 오염물질과
함께 폐 깊숙이 도달하게 된다. 또 다른 특성은 황산이온, 질산이온 등의 이온성분,
탄소성분 , 금속성분 등 다양한 물질이 불균일하게 혼재하는 것으로 미세먼지의
독성이 높은 원인이 된다.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은 미세먼지의 생성기전 중 가스상
물질의 대기 중 물리・화학적 반응을 통한

2

차 생성에 크게 기인한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을 규명하고 저감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세먼지의 생성
기전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배출원별 주요 성분을 이해함으로써
배출원을 규명하고 , 각 배출원별 기여도를 정량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다 .
본 보고서에서는

PM 2.5

의 생성기전 특히,

2

차 생성기전과 우리나라의 연구에서

확인된 주요 배출원 및 각 기여도에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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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생성기전(PM formation mechanism)
대기 중 미세먼지는 생성과정에서의 화학반응 여부에 따라 크게 1차 입자
(primary particle)와 2차 입자(secondary particle)로 나눌 수 있으며, 생성기전은
미세먼지의 입경 및 성분과 깊은 관련이 있다. 1차 입자는 배출원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입경을 가지는 고체 또는 액체상 물질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것으로
토양에서 발생하는 mineral dust, 해염, 꽃가루 등이 있다.
2차 입자는 배출원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된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의 가스상 물질의 응축, 냉각 또는 화학반응 등을 통해 형성되는 입자로 질산염,
황산염, 암모늄염, 2차 유기에어로졸(secondary organic aerosols, SOA) 등이
포함된다. 2차 입자는 가스상 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반응을 바탕으로 생성되므로
상대적으로 1차 입자에 비해 입경이 작아 PM10보다 PM2.5에서, PM2.5보다 PM0.1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다음 3가지의 세부적인 과정이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생성된다.

그림 1. 미세먼지의 대기 중 생성
(저자승인 : Falcon-Rodriguez, C. I., Osornio-Vargas, A. R., Sada-Ovalle, I., & Segura-Medina,
P. (2016). Aeroparticles, composition, and lung diseases. Frontiers in immunology, 7, 3.)

06

1. 핵화(nucleation)
핵화는 가스상 물질로부터 입자가 형성되는 최초의 단계로 그림 1의 좌측과 같이
연소, 용융 등 고온과정에서 배출된 증기(vapor)가 배출원에서 점점 멀어지며
냉각되는 과정에서 과포화(supersaturation) 상태가 형성됨으로써 가스상의 균질한
(homogeneous) 입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2) 과포화상태의 증기는 매우 빠른
속도로 핵화가 진행되어 매우 많은 수의 입자상 물질로 전환되며, 핵화가 진행될
수록 과포화 정도가 감소하여 핵화의 진행이 느려진다.3) 핵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는 가스상 물질의 농도, 대기의 온도 및 습도 등이 있다.4)

2. 응축(condensation)
응축은 핵화와 거의 동시에 일어나거나 약간의 시차를 두고 진행되는 과정으로
입자의 형성 및 성장에 있어 중요한 과정으로 가스상(gas phase)과 입자상
(particulate phase) 간의 물질전달과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응축은 핵화와
유사한 기전에 따라 진행되는데 과포화된 증기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핵화에서 생성된
입자상 물질 또는 이온이 응축반응의 매개체로 작용하는 경우 개시된다. 즉, 가스
상 물질이 핵화에 의해 형성된 입자 또는 직접 배출된 1차 입자에 응축됨으로써
0.1㎛ 미만의 입자가 더 큰 입자로 성장하게 된다. 응축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물질로는 황산, 저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있다.

3. 응집(agglomeration)
응집은 핵화와 응축을 통해 형성된 입자들이 대기 중 브라운운동(Brownian
motion),

난류(turbulence) 등을 통해 서로 부딪치며 보다 큰 입자로 커지게 되는

과정이다. 응집을 통해 입자의 크기가 성장하게 되면, 배출원에서 여과집진, 전기
집진 등의 제거기술의 적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화학물질을 첨가함으로써 응집을
촉진하기도 한다.

5)

즉, 응집은 대기 중 미세먼지의 생성기전이면서 동시에 대기오

염 방지시설에서의 입자상 물질 제거를 위해 의도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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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배출원(PM source)
1. 자연적 배출원(natural sources)
미세먼지의 자연적 발생은 지구활동 및 기상현상에 의해 주로 생성되는 것으로
해수 분무(sea spray), 화산 분출(volcanic eruptions),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산림 화재(forest fires), 토양 풍화 등이 있다.6) 배출원에서 대기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1차 입자(primary particle)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화산 분출과 같이 고온 반응이 수반되는 배출원에서 가스상 물질의 반응을 통한
2차 입자(secondary particle)도 존재한다.
해수 분무는 해수분무 에어로졸(sea spary aerosl, SSA)이라고도 하며, 대부분
바다 표면에서 거품이 터지며 대기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액체상 입자들로 구성된다.
직경이 큰 입자들은 중력침강에 의해 대기중에서 쉽게 제거되어 수 초 ~ 수 분
동안 체류하게 되며, 입경이 작은 입자들은 주로 강수에 의해 제거되며 수 일까지
체류하게 된다.7)
화산 분출에 의해 발생한 화산재의 입경 분포는 일반적으로 0.3 ~ 1000㎛
범위이며, 화산재에는 잠재적인 독성물질이 흡착되어 있어 호흡기 건강에 위해를
나태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산재에서 검출되는 대표적인 물질로는 납(Pb),
수은(Hg), 구리(Cu), 아연(Zn), 카드뮴(Cd), 비소(As) 등의 중금속 뿐만 아니라
황(S), 불소(F) 등이 있다.8)
토양 풍화는 해수 분무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자연적인
과정으로 지각(earth crust)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인 실리콘(Si), 알루미늄(Al),
칼슘(Ca), 마그네슘(Mg) 등이 주요 구성성분이고, 봄철 황사 시 기여도가 높게
나타난다.9)
2. 인위적 배출원(anthropogenic sources)
인위적 배출원은 인간 활동, 주로 산업활동과 관계되는 것으로 가스상 물질의
형성 및 배출의 핵심 인자인 고온이 수반되는 소각, 발전, 용접, 자동차 등이
대표적이다. 대부분 1차 입자인 자연적 배출원과 다르게 인위적 배출원은 가스상
물질이 대기 중 반응을 통해 형성되는 2차 입자의 배출량이 1차 입자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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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비중을 차지한다.10) 또한 인위적 배출원은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동일한 질량 농도라 하더라도 자연적 배출원에 비해 독성
물질의 비중이 높아 대도시 주민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나타낼 수 있다.
인위적 배출원은 분류기준에 따라 보다 광범위하거나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가
가능하여 정형화하는 것은 어렵지만 배출원별 오염물질 특성에 따라 대체적으로
<차량>, <2차 에어로졸>, <산업/소각>, <바이오매스/노천소각> 등의 범주로 구분
할 수 있다.
<차량>은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타이어마모,
차량 운행에 따른 도로 재비산 등을 포함하며 주로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유기
탄소(organic carbon, OC), 원소탄소(elemental carbon, EC),
성분인

연료첨가제

아연, 칼슘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로 발생하는 실리콘(Si), 철(Fe)

등의 원소를 포함한다.11) <2차 에어로졸>은 대기 중으로 배출된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과 같은 기체상 오염물질의 대기 중 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2차
황산염, 2차 질산염 등을 의미하며, <산업/연소>은 사업장의 공정과 고온의 산
화과정 등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석유 연소에 기인하는
니켈(Ni), 바나듐(V)을 배출하며 업종에 따라 전기도금-알루미늄(Al), 크롬(Cr)
과 같이 공정 특성을 반영한 오염물질을 배출한다.12) <바이오매스/노천소각>은
목재, 농업부산물, 임산물 등의 소각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탄소성분(carbon
compounds), 레보글루코산(levoglucosan), 시링콜(syringol) 등이 주로 배출된다.

배출원별 기여도
배출원별 기여도는 미세먼지를 일정 기간동안 포집하여 전체 질량농도 및 이온
성분, 탄소성분, 미량 금속 등 주요 성분별(chemical species) 농도를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CMB(chemical

mass

balance),

PMF(positive

matrix

factorization) 등의 수용모델(receptor model)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미세먼지는
배출원에서의 직접적인 배출 및 대기 중 복잡한 화학반응을 통한 간접배출을 포함
하기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 차이에 따른 배출원 기여도가 상이하여 일반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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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 지역 또는 국가 단위로 특성을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2000년 ~ 2017년의 기간동안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수행된 미세먼지
배출원 및 기여도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주요 배출원은 크게 차량(motor
vehicle), 2차 에어로졸(secondary aerosol), 토양(soil dust), 바이오매스
(Biomass/field burning), 연소/산업(combustion/industry), 자연배출원(natrual
source), 기타의 7가지로 분류되었으며, PM10 및 PM2.5 질량농도에서 각 배출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았다.13)
PM10의 배출원별 기여도는 차량(30.62%), 2차 에어로졸(21.43%), 토양
(20.11%), 연소/산업(16.10%), 자연배출원(6.01%), 바이오매스(4.82), 기타
(0.90%) 순으로 나타났다.

PM2.5는 PM10과 다르게 2차 에어로졸(34.67%), 차

량(27.97%), 연소/산업(13.68%), 바이오매스(10.76), 토양(7.03%), 자연배출
원(6.01%), 기타(4.07%) 순으로 나타나 앞서 생성기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2차 입자가 질량농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온의 연소
및 반응에 의한 대기 중 가스상 물질의 핵화, 응집을 바탕으로 입자가 형성되므로
이와 관련된 배출원들의 기여도가 PM10보다 높다.

결 론
미세먼지는 매우 미세한 크기와 다양한 독성물질이 혼재되어 있는 특성으로 인
해 인체에 큰 영향을 나타냄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조기사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환경인자이다. 이러한 미세먼지의 특성은 주로 가스상 물질의 대기 중 반응과 같은
생성기전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성기전에 대한 이해는 곧 미세먼지 화학조성 분석
및 배출원에서의 발생 저감에 활용될 수 있다.
미세먼지의 배출원은 자연적 배출원과 인위적 배출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인위적 배출원이 특정 지역 미세먼지에 기여하는 정도는 배출량, 기상조건 등의
변화로 인해 시간적으로 변동이 발생한다. 따라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배출원 규명 및 각 배출원별 기여도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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