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lation

Korean Social Trends 2019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Population
Family &
Household

Family & Household

Health

Education

Health
Education
Labor

Income &
Consumption

Labor

Income & Consumption
Culture & Leisure
Culture &
Leisure

Housing & Transportation

Housing &
Transportation

Environment

Environment
Safety
Safety

Korean Social Trends 2019

Social Cohesion

값 12,000원

Social Cohesion

Korean Social Trends 2018
http://sri.kostat.go.kr

Korean Social Trends 2019
http://sri.kostat.go.kr

2019

2019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화와 기상학적 접근
김정훈 (서울대학교)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초미세먼지 이슈
≐≐ 국민의

90% 이상은 10년 전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더 악화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고, 미세먼지 관련
뉴스도 2010년 3,400여 회에서 2019년 39만여
회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크다.

≐≐ 우리나 라의

연평균 미세먼지(P M 1 0 ) 농도는
2001년에 60μg/m3대 수준에서 2018년에 40μg/
m3대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초미세먼지(PM 2.5)의 연평균 농도도 2015년 약
26μg/m3에서 2018년 약 23μg/m3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 그러나

초미세먼지(P M 2 . 5 )의 일평균 농도는
최근으로 올수록 76μg/m 3이 넘는 ‘매우 나쁨’
수준의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 인공위성

≐≐ 국내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은 2009년까지
감소하다가 그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변의 풍속은 1980년대부터 최근으로
올수록 풍속이 약해지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경향은 2000년 이후부터 뚜렷해지고 있다. 이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정체되는 대기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목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과
함께 건강에 끼치는 위해가 알려지면서 우울한
전망이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가 최근에
문제화되는 배경을 살펴보고, 미세먼지 관측 및
최근 연구 현황을 파악하여 일반인들이 인식하
는 미세먼지 이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규명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PM10) 및 초미세
먼지(PM2.5) 발생 현황과 추이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활용할 것이
다. 특히, 기상학적으로 미세먼지 발생 환경이 어
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최근 미세먼
지의 발생 및 강도 변화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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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을 통해 파악된 동아시아 지역의
질소산화물(NO x) 농도는 2005년과 2014년을
비교했을 때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많은 증가가
있었다.

는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환경문제로 각별한 주

인을 살펴볼 것이다.

≐≐ 한반도

미세먼지에 대한 정의와 이슈
지구에 존재하는 공기는 인간이 지구에서 살
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실례
로 인간의 생존 기준에서 식량(음식)을 섭취하지

최근 겨울철과 봄철에 빈번히 발생하는 미세먼지

않으면 50일까지 살 수 있고, 물을 마시지 않으

(PM10) 및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면 5일까지도 살 수 있지만, 공기를 마시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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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겨우 5분 정도까지만 버틸 수 있다. 하루 평균

의한 것이다. 주로 석탄 등을 이용한 화력 발전

성인이 소비하는 공기 섭취량은 약 13.5kg으로

소로부터 배출되는 황산화물(SOx)과 자동차로

음식 섭취량 1.2kg과 물 섭취량 2kg에 비해 굉장

부터 발생되는 질소산화물(NOx)이 대표적인 인

히 많은 양이다. 따라서 인간 활동에서 공기의 존

위적 초미세먼지들이다. 이들의 크기는 기관지나

재는 가장 중요한 생존 필수 요소라 하겠다.

호흡기에서 필터가 가능한 크기들이지만 초미세

미세먼지는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으로 배출

먼지의 경우 그 크기가 매우 작아 호흡기 및 기

된 매우 작은 크기의 입자 알갱이들이 대기 중에

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까지 침투되어 건강을

부유하면서 시정을 악화시키며, 인간 및 생물의

위협할 수 있으므로, 조용한 살인자라는 별칭을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어 그들의 건강에 악영향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인체에 유해하다.

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그 크기가 머

특히 대기 중 미세먼지의 크기가 2.5μm보다

리카락 크기인 50-70μm보다 10배 또는 20배

작은 초미세먼지에 대한 공포는 호흡기 질환을

이상 작은 매우 작은 크기이며, 그 크기에 따라

앓고 있는 환자, 노약자, 어린이뿐 아니라 일반

미세먼지(10μm보다 작은 크기; PM10) 또는 초미

성인 및 건강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국민

세먼지(2.5μm 보다 작은 크기; PM2.5)로 구분된

들에게 위협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최

다(그림 Ⅸ-10).

근 겨울철과 봄철만 되면 발생하는 ‘중국발 미
세먼지’의 습격은 일반 국민에게는 일상이 되어

[그림 Ⅸ-10]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크기 비교

버렸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18년 수행한

｢미세먼지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의 90% 이상이 10년 전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
가 더 악화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다양한 방송 및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미세
먼지에 대한 이슈가 집중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그림 Ⅸ-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세먼지 관련
출처: 미국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뉴스 횟수가 최근 10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증
가하였다.
종합하자면 미세먼지 이슈는 비교적 최근에

미세먼지의 인위적 발생 원인은 인류가 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발생되는 불완전 연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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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환경문제로 인식되면서 그 위해성과 경각
심이 높아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Ⅸ-11] 미세먼지 관련 뉴스 횟수, 2010-2019. 10.

[그림 Ⅸ-12] 주요 도시별 미세먼지(PM 10) 연평균 농도,
1995-2018

주: 1) ‘미세먼지’를 키워드로 뉴스 검색한 결과임.
2) 2010-2018년은 연간 집계결과이며, 2019년은 1-10월말까지 집계한
결과임.
출처: NAVER(https://www.naver.com/).

출처: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각 연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초미세먼
지(PM2.5)에 대한 관측은 2015년부터 환경부에
서 공식적으로 관측을 시작했다. [그림 Ⅸ-13]은

미세먼지 발생 현황

관측을 시작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주요 도
시들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여기서도 전반적으로 초미세먼지의 연

요 관측 지점들(서울, 부산, 대구, 인천)에서 관

평균 농도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점차 줄어

측한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의 변화를 나타

드는 경향을 보인다. 서울, 부산, 경기 등은 2015

낸 그림이다. 관측된 값에서 알 수 있듯이, 1995

년에서 2016년으로 가면서 크게 증가 후 점차 감

년부터 2018년까지 대부분의 도시에서 미세먼지

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의 사회동향 2019 l 환경

[그림 Ⅸ-12]는 1995년부터 2018년 사이에 주

의 연평균 농도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2002년 76μg/m3에
이르던 연평균 농도는 2010년 대기환경기준(연평

[그림 Ⅸ-13] 주요 도시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
2015-2018

균 50μg/m3이하) 이하로 낮아진 후 2018년 현재
까지 40μg/m3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부산,
대구, 인천도 2010년을 기점으로 40-50μg/m3
대 수준을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 및 정부 차원에
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 정책이 적절
히 잘 진행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출처: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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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격히 증가하게 된 것은 [그림 Ⅸ-11]에서 언급된

연평균 농도의 변화를 볼 때 우리나라의 미세먼

바와 같이 언론에 노출되는 미세먼지 관련 뉴스

지 농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한 몫을 하는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우리

것으로 보인다.

사회의 미세먼지 이슈화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
다. 즉, 일반인들은 최근 들어서 체감하는 미세
먼지 및 초미세먼지 이슈가 심각한 수준과 정도

[그림 Ⅸ-14] 서울시 초미세먼지(PM 2 .5 ) 일평균 농도,
2015–2019. 6.

를 보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여기서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이슈 증가
경향과 관측 자료에서 나타나는 미세먼지 농도
의 감소 경향 사이의 간극을 좀 더 면밀히 살펴
보기 위해서 먼저 앞서 살펴본 초미세먼지(PM2.5)
의 연평균 농도 변화가 아니라 일평균 농도 변화
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Ⅸ-14]는 서울시의

주: 1) 도시 대기 기준.
출처: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http://cleanair.seoul.go.kr/), 각 연도.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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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Ⅸ-14]에서 나타나는 큰 특징은 2015년

정리하면 2001년부터 관측을 시작한 미세먼지

부터 최근으로 올수록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PM10)의 연평균 농도 변화는 점차 감소하는 경

가 대기환경기준의 ‘매우 나쁨’ 수준인 76μg/m3

향을 보였다. 또한 2015년부터 관측을 시작한 초

를 넘는 빈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미세먼지(PM2.5)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수 있다. 특히 2018년과 2019년에는 ‘매우 나쁨’

하지만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의 변화를 살펴보

수준의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치는 빈

면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76μg/m3를 넘는

도가 확연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림 Ⅸ

‘매우 나쁨’ 수준의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빈도

-13]에서 살펴본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는 감

가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초미세먼지의 일평균

으며, 이와 함께 언론에 노출되는 미세먼지 관련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에 도달하는 빈도는 점

뉴스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또한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초미세

[그림 Ⅸ-14]에서와 같이 고농도 초미세먼지 공

먼지를 일급 발암 물질로 정의 내렸으며, 이로 인

습이 최근에 점차 빈번해 지는 경향과 함께 이러

해 미세먼지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도가 급격히

한 초미세먼지에 대한 이슈가 최근에 들어서 급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외 미세먼지 현황

[그림 Ⅸ-16]은 1999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황산화물(SOx) 및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의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에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황산화물 배출량은 1999

는 대부분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넘어온 ‘중국

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발 미세먼지’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국

반해 질소산화물은 2009년까지 감소하다가

내 미세먼지 발생량도 중국이나 외부에서 유입되

2009년 정부의 ‘클린디젤’ 정책 시행 시점에 맞추

는 양과 비슷하게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

어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 [그림 Ⅸ-15]는 인공위성을 통해 관측한 동아
시아 지역의 질소산화물(NOx) 농도 변화를 나타
낸 그림이다. 2005년과 2014년을 비교했을 때

[그림 Ⅸ-16] 황산화물(SOx) 및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1999-2016

2005년보다 2014년 질소산화물의 농도가 중국
중북부 산업도시 지역들을 중심으로 높게(붉은
색 계통)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중
국 베이징, 상하이, 홍콩 등 대도시에서는 미세먼
지 저감 정책을 통해 질소산화물의 농도가 그 지
역에 국한되어 감소했다는 것을 함께 알 수 있으
며, 이는 서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도 범정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각 연도.

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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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
특히 환경부의 자동차 유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시험 결과를 보면, 입자상물질(PM) 배출
[그림 Ⅸ-15] 동아시아 지역의 질소산화물(NOx) 농도 변화,
2005-2014

량은 휘발유차나 경유차 모두 1㎞당 0.002g 내
외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미세먼지 2차 생
성원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도로주행 시
험결과를 기준으로 경유차가 0.560g/㎞, 휘발유
차가 0.020g/㎞로 경유차가 휘발유차보다 약 28
배 더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Ⅸ
-10). 이러한 결과에 비춰 볼 때 미세먼지 저감에
있어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출처: Duncan et al., 2016.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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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Ⅸ-10> 자동차 유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시험 결과,
2009, 2015

[그림 Ⅸ-17] 미세먼지와 풍속의 상관관계, 2004-2015

(g/㎞)

배출가스

LPG차

경유차

휘발유차

0.0020

0.0021

0.0018

실내 시험

0.005

0.036

0.011

실외 도로시험

0.006

0.560

0.020

입자상물질(PM)
실내 시험
질소산화물(NOx)

주: 1) 입자상물질(PM) 배출량은 2009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조사로
차종별 3대 평균값임.
2)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2015년 국립환경과학원 조사로 휘발유차
9종, 경유차 32종, LPG차 4종 평균값임.
출처: 환경부, ｢미세먼지와 건강피해 저감을 위해 경유차 감축 적극 추진｣,
보도 설명자료, 2019. 1. 11.

한반도 주변 기상학적 환경 변화
앞서 [그림 Ⅸ-16]에서 보았듯이 최근 미세먼지
와 관련 국내 황산화물 배출량이 점진적으로 줄
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 Ⅸ-14]에서처
럼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것
으로 볼 때, 대기 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것은 아

출처: Kim et al., 2017.

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Ⅸ-17]은 2004년
부터 2015년까지 연도별로 미세먼지(PM10)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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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과 풍속의 변화(B)를 기후학적 평균(30년)으로

북반구에서는 주로 동아시아 영역에서 지표면

부터의 편차로 나타냈고, 이를 통한 둘 사이의 상

풍속의 감소 경향이 잘 나타났다. 특히, 동아시

관관계(C)를 나타낸 그림이다. 이를 통해 지표면

아에서 동서바람의 풍속의 강도(u)가 강해지면

풍속이 감소할수록 미세먼지 소산과 통풍이 잘 되

감소 경향이 더 뚜렷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지 않아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있다. 이를 통해서 동아시아의 지표 근처에서 풍

[그림 Ⅸ-18]은 한반도 주변을 포함한 북반구

속의 감소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및 동아시아 영역에서의 관측된 지표면 풍속에

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고농도 미세먼지 및 초미

대한 변화를 1979년부터 시작해 비교적 최근인

세먼지가 한반도에 정체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

2008년까지 약 30여 년에 걸쳐 살펴본 것으로,

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Ⅸ-18] 북반구 및 동아시아 영역 지표면 풍속 변화
경향, 1979-2008

맺음말

1) 북반구

최근 고농도 초미세먼지의 빈번한 발생 및 다
양한 언론 매체를 통한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화
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인식과 객관적
인 관측 자료에서 나타나는 미세먼지 수치와 온
도차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글에서는 미세
먼지 이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조금이나마 규
2) 동아시아 영역 풍속 강도별 발생 빈도 변화

명하고자 미세먼지 연평균, 일평균 변화량 및 미
세먼지 국내외 배출원 차이 및 환경적(기상학적)
요인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미세먼지의 국
내 배출원 중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2009년부터
점차 증가하고 있었고, 한반도 주변의 풍속이
약화됨에 따라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잘 발생할
수 있는 대기환경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기후변화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
으로써 미세먼지 이슈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원인 진단 및 전망을 위한 기상학적, 기

출처: Vautard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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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학적인 연구들이 더욱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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