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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핵운석기술(Nuclear Analytical T edmiques)중에서도 방사화운석은 미소랑원소의 

정랑에 강력한 방법으로서 원자핵반응이 갖는 커다란 공적중의 하나이며， 특히 적 

용범위가 광범위한 중성자에 의한 방사화분석 O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vsis, INM)은 연구용 원자로의 보급과 활용측면에서 콘 비중을 갖고있다. 

중성자방사화분석은 중성자원을 이용하여 시료를 방사화시킨 후， 시료로 부터 

방출되는 방사선(감마선) 및 방사능을 측정하여 핵종 및 성분원소를 정랑하는 기술 

로서 여러가지 핵반응을 이용할 수 있는 운석기술이며， 각종 시료나 재료로 부터 

극미랑원소를 비파괴 • 다원소 동시분석힐 수 있어 광범위한 분야의 모든 시료에 적 

용되고 있다. 특히 환경시료， 지질광물시료， 해양시료， 핵재료 및 고순도재료의 분석 

에 강점을 갖고 있으며 범죄과학， 고고학 및 농업 · 생명과학 분야의 기초 · 응용연 

구에도 아주 유용한 고감도 분석법이다. 본 기술은 원자력 이용분야로서 다소 생 

소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미 60여년전부터 세계 각국 

에서 운석화학자들이 활빌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수많은 연구논문， 기술보고서등을 

통해 그 유용성이 입증되어 있고 국제학술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수많은 연 

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현재는 일부 특수분석기술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상분석 

법이 확립되어 있으며， 기존의 화학적 기기분석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지 

원힐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다양한 응용기술의 개발 및 이용연구의 활성화롤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것이다. 최근에는 국제협력 공동연구(RCMAEA 

Project)롤 통하여 분석기법의 표준화OSO Standization), 시료 및 데이타뱅크의 운영， 

분석 품 질 보 증 (Analytical Qualitv Control I Assurance) 을 위 한 공 동분 석 및 데 이 타 

상호비교 연구롤 수행하고 있다. 

본 기술보고서는 원자력중장기 연구개발과저I (‘93- ’97)롤 수행하면서 본기술이 

환경연구에 많은 장점과 활용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 

원소의 취급과 이용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라고 인식하고있는 연구자나 환경관련 

분야의 연구자들이 보다 쉽게 접하고 활용힐수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올 주기 위해 

서 기초적인 이용기술과 연구수행과정에서 수집한 관련 정보를 정리하여 그 유용성 

을 예증하였다. 대기환경의 대표적인 지표시료로 대기분진을 이용한 환경오염관측 

연구률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료의 수집 및 분석 데이터의 산정 및 기초통계법에 

관해서 설명하였다. 실제로 수행한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개발 1 단계보고서 ‘방사화 

분석이용연구 97’ 룰 통해 침고할수있올 것이다. 

앞으로 중성자방사화분석을 이용한 연구개발이 환경연구분야뿐만이 아니라 다 

른 모든 분야까지 확장되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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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대기분진의 중성자방사화분석을 위한 시료수집 및 분석방법 

Sampling and Analytical Methodologies for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of Airborne Particulate Matler 

1. 개 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환경의 여러 가지 조건틀은 최근 산엽화와 인구증가에 

따라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점증하는 

국내.외적 관심은 환경보호와 보전에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이 

러한 추세에 비추어볼 때 생물권내의 대기， 지각， 물과 관련된 시료를 비롯하여 이 

러한 환경조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동.식물시료등 여러 가지 환경시료중의 

원소농도를 측정하는 것은 환경관리 및 환경오염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대기분진을 수집하여 분석하는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충 분진농도가 공 

중보건에 영향을 줄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높다먼， 정량을 위해 시료수집을 할수도 

있다. 시료수집은 위험도를 조사하려는 노출검사의 일부일 수 있고， 그 정보는 위험 

관리롤 위해 모아지며， 또는 관측은 역학언구를 지원하기위해 수행된다. 시료수집은 

대기풍질법규나 규정에 따라 정량을 위해 수행할수도 있다. 선택적으로 대기이동， 

변환 및 침적과정의 연구는 입자시료수집과 조성의 특성을 필요로 하기도한다. 마 

찬가지로 가시도의 저하는， 특히 sub-micron 크기범위에서， 대기입자농도에 기인하 

는 큰 부분이며， 정보는 대기의 다른 측정된 성질에 관련된 입자농도에 관해서 필 

요할 수 있다. 이틀 여러 가지 목적은 시료수집과 분석에 대한 아주 다른 요구조건 

을 이끌어 내며， 이러한 가능한 형태의 보든 연구에 대해 만족스러운 길과룰 제공 

할 단일의 시료수집과 분석절차서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것을 이해해야 

한다. 시료수집장비를 구매하거나 제작하기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휠터매질을 이 

용하기위해 이용할수있는 아주 다앙한 선택권이 있다. 시료수집기， 매질 그리고 운 

석방법의 특별한 조합의 선택은 연구를 수행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재원과 데이터 

의 목표를 정하기 위한 긍극적인 목적에 의존할 것이다. 

중성자방사화분석은 자연환경과 작업장등에 존재하는 공기중의 많은 미랑원소 

를 비파괴 동시다원소운석할수 있는 아추 강력한 기술중의 하나이다. 안정한 동위 

원소의 핵적성질의 차이에 따라 분석감도나 검출한계는 원소에 따라 크게 다르다. 

예를들면， 알루미늄， 비소， 안티몬， 인륨， 망간， 셀렌， 나트륨， 바나륨， 할로겐 그리고 

희토류와 같은 원소들은 중성자방사화분석법에 의해 아추 좋은 정밀도로 용이하게 

검출할수 있다. 한면， 카드뭄， 황 그리고 납과 같은 원소틀은 대기분진에서 비파괴 

적으로 정랑하기 어렁거나 불가능하다. 전형적으로 조사하고자하는 지역에 따라 시 

료의 양이 다르지만 lmg 이하의 소량 시료로부터 30-40종의 미량원소 농도롤 정 

랑할수 있다. 중성자방사화분석은 다원소분석이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수의 시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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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대량의 정보를 얻을수 있다. 그 결과는 역학연구롤 수행하기위해서. Source 

receptor model을 이 용 한 source apportionment 방 법 론 을 연 구 하 기 위 해 서 , 그 리 고 대 

기오염을 조절하기위한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기위해서 백그라운드 관혹을 수행하 

는데 사용할수 있다. 

대기분진을 특성짓는데 있어서， 대기시료의 툴리적 화학적성질은 시료수집기， 

수집매질， 분석절차의 선택에 영향을 줄수 있다. 예를들면， 벽지에서의 시료수집은 

도시환경에서 수집하는것에 비해 더 긴 수집시간을 필요로 한다. 벽지에서의 벙참 

때문에 더 많은 준비시간과 비용이 시료수집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대기중의 원소 

농도는 적어도 10배정도 낮을 수 있기때문에 더 감도가 좋은 분석법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대기분진시료의 수집에 대한 고찰사항을 나타냈고 중성자방사화분석을 위 

한 특정한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툴 방법의 적용예로서， 개략적인 절차를 대 

기분진에 대한 기저 원소농도의 연구를 위해 부록 2 에 나타냈다， 

2. 시료수집 

표본물질을 얻기 위한 능력， 측 대기환경의 대표성은 아주 어려운 문제이다. 일 

반적으로 이상적인것으로부터 그것을 방해하는 시료의 몇가지 흑면이 항상 있을 것 

이다. 그리고 사실상 시료수집장치 휠터매질 분석방법의 서로 상반된 조화가 있다. 

분석으로부터 얻은 결과를 적당한 퉁찰력과 가능한 계랑된 계통적 기조로 대치시킬 

수있게하기 위하여 시료수집 및 분석프로그램의 기획에서 이들 걸접을 이해하는 것 

이 필요하다. 시료수집과 분석절차롤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되게 기획하기위하여 

시료수집과 분석을 수행하는데 대한 데이터의 긍극적언 사용에 관해서 과제률 시작 

하기전에 주의김게 고찰하여야한다. 

대기분진시료 수집의 일반적인 개념은 입자의 수집을 위해서 휠터를 통해 부피 

률 아는 공기률 딜어당기거나 펌프를 사용하는 것이다. 기류는 미리 결정된 공기역 

학특성을 만족하는 입자들만이 휠터에 도달할수있도록 하기위하여， 또는 휠터에 도 

착하기전에 수집된 시료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워하여 반응기체를 흐름으로부 

터 제거시키기위해서 휠터로 가는 길을 처리할 수 있게 한다. 휠터로부터 물질의 

휘발에 의한 손실의 가능성도 고려해야하고， 휘발성분(예. Hg, Se)에 목적이 있다면 

적당한 백업휠터나 트램을 설치한다. 휠터의 특성은 입자수집의 효율과 특정 분석 

기술에 적합한 시료의 해석을 지배할 것이다. 

3. 분석실험 설비 

3.1 조사시설 

-10-



여기서 설명한 분석법은 중성자발생기나 동위원소선원과 연합하여 사용하려는 

것은 아니다. 중성자방사화시설이 장치된 연구용 원자로롤 이용하는 것만율 말한다. 

원자로는 또한 단수명 방사성 핵증의 방사화분석을 위한 기송관장치가 있는 것이 

좋다. 여러개의 시료조사를 위한 시설도 높은 처리랑롤 성취할수있게하기 위해서 

유익하다. 

원자로가 가까이 있는 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모든 측정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자로가 먼곳에 있다먼， 12시간 이하의 반감기를 갖는 핵증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수없율 것이다. (Table 1 참조) 전형적으로 열중성자속밀도는 

1012n/cm2.s 또는 그이상이다. 이 기준은 단수멍 방사화분석에대해서는 중요하지않지 

만 중수명 및 장수명 핵종의 측정에서 방사화분석을 위한 높은 중성자속은 그만큼 

더 유용하다. 예를들면， 동일한 시료에 대해 같은 검출한계롤 얻기위해서는 동일한 

시간동안 조사하지만 중성자속이 10 lJH 정도 다를 때 낮은 중성자속에서 조사된 시 

료에 대한 계측시간은 10배정도 증가할 것이다. 열외중성자방사화를 위한 공간도 

높은 분석감도를 갖는 원소들에 대해 유용하다. 

초단수멍 핵종에 적용되는 아주 빠른 기솜장치의 사용은 생물학적， 지질학적 

연구에 적용할 수 있고， 그러한 시설은 대기분진의 연구에 한정적으로 사용한다. 납 

은 0.8초의 반감기를 갖는 207Pb(n ，n ’ )207rr뻐 반응을 이용하여 정랑할수있음이 문헌에 

보고되었다 207Pb(동위원소 조성은 자연적으로 크게 변한다)는 방사성붕괴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이 방법에서 중요한 오차가 환경시료중 납의 정랑에서 발생할수있 

다. 더구나 초단수명 핵종에 의해 정랑할수 있는 거의 모든 원소는 일상의 중성자 

방사화분석에 의해 정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의 비용에 대한 잇점은 정 

의되지 않았다. 비용면에서 더 효율적인 접근방법은 수초에서 20여운사이의 반감기 

를 갖는 다앙한 핵종의 정랑에 대한 분석감도롤 개랑하기 위한 순환방사화분석 

(α애M)시설의 설치일것이다. 

3.2 실험실의 구성과 연구직원 

다음의 작업을 위해서 분리된 작업장(별실이 더 좋다)이 필요하다. 

1) 분석전의 시료준비 (^I 료준비실). 이곳은 비활성 지역이고 미량원소 분석을 위해 

서 가능한한 청결해야한다. 소위 말하는 ‘청정실’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Clean bentch (laminar flow hα잉)를 이용해야한다. 또한 연장과 시료용 

기롤 세척하는 동안 산증기가 발생하는 조작을 위해 chemical-type fume hood를 

사용해야한다. 시료를 석영관에 포장한다면 용기를 일봉하기위해 적합한 장치가 

필요하다. 

2) 방사화후의 시료준비(조사처리실). 이 작업지역은 방사성 기체나 입자의 방출이 
있을수 있는 조작(용기의 개펴1)율 위해 chemical-type fume hood롤 이용해야한다. 

또한 방사성 시료의 저장을 위한 공간도 필요하다; 이것은 납벽돌로 차펴|시링수 

있도록 하기위해 바닥이 견고해야한다. 이 작업지역은 단수명 핵종의 방사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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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위한 기송관을 포함할것이다. 

3) 김마선운광학(방사선계측실). 이 작업지역은 방사선계측을 위해 적당한 기기장치 

(MCA, PC등)를 해야하고 온도， 습도， 안정한 전원공급장치의 조절을 위해 필요 

한 장치롤 설치해야한다. 

중성자방사화운석은 한 사람이 수행할수도 있지만 매일 전시간동안 운전조작을 

감독하기 위한 기술자를 적어도 한명은 배치시키는것이 일반적인 통례이다. 이러한 

역할은 기기와 화학약품의 조달， 시료준비와 계측， 방사회분석시설의 일상 운영관 

리， 일/주/월별 보건물리관측， 보고서 작성과 설차의 문서화， 원자로 운전자 및 기타 

이용자와의 연락， 빙사화분석기술의 개발 및 컴퓨터프로그램의 개선등을 포함한다. 

필히 모든 이용자는 사전에 방사선안전관리 및 방사성 물질 취급을 위한 방사선작 

업 종사자교육을 받아야한다. 

3.3 김마선 분광학 

중성자빙사회분석에서 측정의 대부분은 고분해능 (60CO의 1332keV 에서 < 2keV 

FWHM)의 고순도 Ge 검출기가 부칙된 강마선분광기 (Multichannel Analyser, MCA)를 

이용하여 수행한다. 계측을 위해서는 고효율(> 25%)의 검출기가 유리하다. 특히 장 

수명 핵종에 대해서 계측시간을 크게 김소시킬수 있다. 방사성 시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을 극대화시키기위해서 검출기는 저에너지와 고에너지 감마선을 함 

께 처리할수있는 것을 이용한다. 따라서 부가적으로 Low energy planer 며loton 

detector 가 필요하다. 검출기는 시료의 기하학적 재현성을 위해 시료지지대롤 설치 

하고 외부 방사선의 차단을 위해 주위를 납으로 차폐하며 카드융과 구리로 내장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세한 내용은 김마선분광학 관련 참고서를 이용한다. 

4. 분석절착 

대기분진의 열 및 열외중성자방사화분석의 이론과 응용에대한 완전한 설명은 

본 내용에서는 배제한다. 이러한 추제들에 관해서는 이미 발표된 여러 가지 일반적 

이고 특정한 논문에 나타나 있기때문에 이롤 창고하기 바란다[1-16). 이들 추제의 

논문들은 대기분진의 단수명 핵종 방사화분석， 순환빙사회분석， 열외중성자빙사화분 

석. 저에너지광자검출기의 사용， 무라늄핵분열 간섬들올 다루었다. 

4.1 시료의 사전 칭랑과 운송 

사료수집기간동안 수집된 충량을 아는 것은 대기분진의 연구에 아주 유용하다. 

환경조건， 시료수집기간， 휠터의 크기， 수집된 공기량에 따라서 수집된 분진은 수 g 

의 휠터무게 (whatman-41 ， membrane filter 무게는 다소 적다)에서 1-10 mg 까지 변 

u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밀하고 정확한 칭량은 아주 중요하다. 저울은 적어도 mg 

에 대해 소수점 4자리에서 5자리(0.01 앵)까지 첼수있어야하고 6자리까지 첼수있으 

면 더 좋다. 충 질량이 필요하다면， 휠터는 항온， 저습도의 청정실에서 칭랑해야한 

다. 칭랑하기전에 휠터는적어도 24-48시간동안 방의 조건에 순화시켜야한다. 모든 

휠터는 산으로 세척한 핀셋으로 다루어야한다. 정량을 한후에 휠터는 깨끗한 장소 

나 산으로 세척한 폴리에틸렌 봉지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널어 시료수집장소로 옮 

겨야한다. 시료수집후 휠터는 지워지지않는 잉크로 표식을 한 동일한 봉지나 용기 

에 바로 넣어야하고， 시료수집조건을 노트에 기록해둔다. 이러한 파라메터는 온도， 

습도， 침전여부와 갈은 기상학적조건율 포함한다. Filter field blank는 동일하게 취급 

해야한다， 즉 blank filter는 시료로서 동일한 수집시간동안 수집설비에 놓아두어야하 

지만 멈프는 꺼야한다. 시료를 XRF 로 사전에 분석하려한다면 X-선의 김쇠를 최소 

화하기위해 수집된 층질랑으로 취해야한다. 

4.2 공시료와 오염 

정획도와 감도는 휠터와 계측용기로부터 고유의 미랑원소오염의 결과로서 엄격 

하게 절충할 수 있다. 시료수집을 수행하기전에 선정한 휠터의 상세한 분석을 해야 

한다. 미량농도의 정랑뿐만아니라 결과의 재현성을 위해서 적어도 5개에서 10개의 

휠터롤 분석해야한다. 환경적으로 관심이 있는 원소가 blank 원소와 갈은 범위의 농 

도롤 갖는다면 콘 표준펀차는 수용할수없다. 휠터의 선택에서 또 다른 고려사항은 

고농도원소와 큰 방사화단면적올 갖는 원소의 존재이다. 예를틀면， 단수명 방사화분 

석에서 바나륨과 구리와 같은 원소에 대해 나쁜 분석검출한계롤 가져오는 높은 

Compton background 는 27A1 (n,r )28A1 , 37C1(n,r )뻐CI ， 55Mn(n,r )56Mn, 2t.Ja(n ,r )2'Na 반 

응들이 기여할수 있다 81Br(n ，r )엠「 와 2야a(n ，r )2'Na 반응에 의한 광전피이크는 

중간의 반감기를 갖는 핵종(예， 76As, 122Sb, 72Ca, 42K )을 정랑할 때 장시간 조사에서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 사실상， 많은 8ZSr 피이크가 Compton효과의 결과로 높은 백 

그라운드로 기여된 스펙트라를 나타낸다. 미량뭔소의 변동과 농도는 생산된 휠터셋 

에 따라 일정치않기 때문에 각각의 새로운 휠터에 대해서 Blank 값의 결정은 중요 

하다. 

미량의 오영성분은 부적절한 취급， 운반에 사용된 봉지나 용기의 불결함， 시료 

수집기 자체의 결과로서 field blank 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Field blank 와 실시료는 

주 및 부 오염원으로부터 상풍과 하풍으로 얻은 휠터시료를 모두 포함해야한다. 이 

것은 특정지역 오염원으로부터의 기여가 비이상적으로 고농도 수준으로 증가할수도 

있는 초기의 환경으로부터 얻은 시료에 대해 특히 실제적이어야한다. 

분석문제는 용기중의 미랑성분으로부터 발생할수도 있다. AI, Br, CI , Mn, Na, 

Se, V, Zn 과 같은 미랑원소는 많은 종류의 조사용기에 존재한다. 여러 논문에는 용 

기중의 미랑오염물에 대해서 발표되어었다.(1) 지질시료률 분석할 때 이롤 농도는 

보통은 무시힐정도이지만 공기휠터를 분석할때는 중요하다. 다른 가능성은 초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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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전에 세척한 폴리에틸렌 봉지에 휠터롤 넣을 때 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수명 

방사화분석에 대한 권고사항이며， 휠터는 조사용기로부터 옮겨서 계측올 위한 비활 

성 용기에 넣는다. 이 절차는 중.장수멍 방사화분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각각의 

비활성 용기는 명확하게 표식을 해야한다. 이러한 전환과정은 짝， 꺼mSe， 11야'Ag 와 

같은 단수멍 핵종의 정량에서는 가능하지않다. 장시간 조사하는동안 여러 가지 종 

류(예， Whatman)의 휠터가 조각으로 부서지기 쉽다. 비활성 용기에 그들올 옮기는 

것은 어려울뿐만아니라 시료물질의 손실을 가져올수도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중의 하나는 휠터를 펠렛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휠터나 압축기를 다룰 때 발생하는 외부오염이 없도록 하기위하여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한다， 다른 종류의 휠터(예， Nuclepore) 는 비활성 용기에 옮기는 것이 

가능하도록 조사에 의한 손상에 더많은 저항력이 있다. 

또한 휠터에 대해 조사용기로부터의 미량오염의 평가도 해야만한다. 조사용기 

자체에 의한 시료오염은 감소시킬 수 있다. 용기를 붉은 질산에 최소한 24시간 동 

안 담가둔후 증류수나 탈이온수로 세 번 행군다응 자연건조 또는 오븐에서 건조시 

킴으로서 감소시킬수 있다. 세척한 용기는 사용할때까지 밀봉된 폴리에틸렌 봉지나 

용기에 저장해둔다. 장수명 조사를 위해 고순도 석영을 사용할수 있지만， 토치램프 

를 용기롤 가열밀봉하는데 사용할때 안전성뿐만아니라 오염물이 칩가되거나 시료가 

발화되지않게하기위한 주의를해야한다. 토치는 시료의 오염이 쉬운 작업장에서 관 

리되기 때문에 가능한한 이것을 피해야한다. 석영의 표면오염올 감소시키기 위한 

하나의 부가절차는 엄산으로 닦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화학약품으로 처리할때는 주 

의를 해야한다， 

4.3 김 정 

원소분석을 위한 중성자방사화분석시스템을 교정하는데는 기본적으로 두가지 

다른 방법이 있다. 

하나는 비교체법이다. 이 방법에서 액체 표춘체는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용액으 

로 준비하거나 기본 화학시약으로부터 준비한다. 기본화학시약을 선택했다면 수화 

물형태롤 포함하는 화학시약의 화학양론에 세심한 주의롤 해야한다. 교정에 사용하 

기 위해 추천된 부기화학시약은 최근의 것으로 재고찰해야한다.(1 7) 사용된 모든 

화학시약은 수분을 제거시키기위해 건조시쳐야한다. 폴리에틸렌과 석영 용기는 액 

체시료의 포장을 위해 사용할수 있다. 액체 표준체는 산으로 세척한 용기에 피멧으 

로 넣어 가얼밀봉한다. 폴리에틸렌 용기를 사용한다면 액체시료는 누출을 고려하여 

이중포장을 해야한다. 가얼밀봉한 용기는 더 큰 용기속에 넣어야하고 역시 가얼밀 

봉한다. 큰 용기롤 사용할수없다면 가열밀봉한 작은 용기는 폴리에틸렌 시드로 싸 

서 테이프로 붙이거나 작은 훌리에틸렌 봉지에 넣고 가얼밀봉한다. 조사후 모든 액 

체 표준체는 계측을 위해 표석된 비활성 용기로 옮긴다. 몇몇의 원자로에서는 액체 

시료의 조사롤 위한 시설이 만들져 있지않거나 중성자속의 얼에 의한 가얼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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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발과 누출이 문제가 될 정도로 높다. 

비교체법에서， 교정은 여과지위에 기지량의 한두개 원소률 적하시켜 수행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있지만 여러 가지 인자를 고려해야한다. 사용 

된 여과지는 적하시킨 양에 비해서 무시할수 있을 정도의 오염물만올 함유해야한다 

(사용하기전 여과지의 미량원소특성을 위해 필요). 툴 이상의 원소량을 조합할 때 

첨가할 원소와 동일한 미소량 오염물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야한다. 예 

를들면， 통상 안티몬과 같은 원소의 특정하지않은 양을 함유할수 있는 비소화합물 

을 실험실에서 준비하거나 상업용으로 구매하는 것은 혼히 있을수 있는 일이다. 휠 

터는 조사를 위해 산으로 세척한 용기에 넣어야하고 계혹하기전에 표식된 비활성 

용기로 옮긴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여과지는 조사후의 조건 때문에 옮길수없을수 

도 있다. 여과지는 펠렛형태로 준비할수도 있지만 기구로부터의 오염에 주의해야한 

다. 펠렛으로 만드는 아점은 조사와 계측과정에서 정확한 기하구조롤 재현할수 있 

다는 것이다. 

비교체법으로 교정하는 세 번째 수단은 기준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 

로 기준물질은 교정절차롤 위해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시스템의 분석 정확도와 정 

밀도를 검정하는데 사용한다. 많은 지질학적 및 생물학적 표준시료는 알려진 농도 

가 보증되지않거나 土20% 까지의 분석오차률 갖는 보증된 미소량 원소를 갖는다. 

이것은 실제 공기 휠터중에최종적으로 유도된 원소농도는 개별 원소농도의 보고된 

오차보다 더 좋은 정확도를 갖지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운광학적 간섭의 존재는 

지질학적 물질로 만든 보증된 표준물질의 적용올 제한할 수 있다. 예률들면 74Se(n ， 

.., )75Se 반응의 방사화생성물로부터 방출된 136.0 keV 와 264.7 keV 감마선은 1에-lf(n ， 

.., )181Hf 와 181 Ta(n, .., )182Ta 반응으로부터 생기는 동일한 광전피이크로부터 지속적 

인 간섭을 받기쉽다. 니켈과 같은 다른 원소는 지질시료의 열중성자방사화분석에 

나쁜 분석감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교정절차에 사용할수없다. 

두 번째 방법은 k。 법이다. 근본적으로 그것은 불안정한 핵적상수를 핵종에 대 

해 특성화한 인자로 치환시킨 절대법이다.(18) 

마지막 방법은 교정표준체률 사용하지 않는 절대법이다. 그러나 이 기술은 단 

면적， 검출효율， 중성자속을 알고 있어야함에 바탕을 둔다. 일반적으로 이 방법은 

상기의 파라메터를 방사화분석올 위해 필요한 정확도로 계산하기어럽기 때문에 널 

리 사용되지 않는다. 

4.4 표준물질 

표준물질은 분석시스템의 정밀도와 정획도를 김증하는데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교정용 표준체는 아니다. 분석데이터의 신뢰성울 확인하기위한 실행절차서는 각 중 

성자방사화분석실험실에서 설정해야한다. 이것은 다응율 포함한다: (1) 보증된 표준 

물질의 분석; (2) 사용된 방법의 분석재현성을 확인하기위한 단수명핵종의 정량을위 

해 선정한 시료의 재조사; (3) 간섭요인(예， 우라늄 핵분열)이 촌재한다면 그것을 찾 

t 
1 
) 



T able.1-1 A list of some suitable certified reference materials. 

COOE PRα)lJGR NAME/MA TRIX 

SRM-1632b NIST 1 Coal 

SRM-1633a 
뉴-

NIST Coal flyash 

SRM-1634 NIST Fuel oil 
f--

| Coal SRM-1635 NIST 
f--l-SRM-1648 NIST Urban Particulate matter 

SRM-2676c NIST Metals Cd, Pb, Mn, Zn, on filter media 

SRM-2677a NIST Be and As on filter media 

SRM-2678 NIST Various tracer elements on cellulose 

SRM-2680 NIST Various tracer elements on cellulose acetate membrane 

SRM-2681 NIST Various tracer elements on ashless blank filter 
•-
l-~~M-2689 NIST Coal flyash 

SRM-2690 NIST Coal flyash 

SRM-2691 NIST Coal flyash 

æM-038 Bæ Coal flyash 

EOP IRAt애T Coal flyash 

EG1 IRAt애T Coal flyash 

단이O IRAt애T Coal flyash 

NIST :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USA. 

Bæ European Community Bureau of reference, Belgium. 

JRANT : Institute of Radioecology and Applicatìons of Nuc/ear techniques, 

Cz뼈oslovakia. 

기 위하여 개개의 스펙트럼을 주의갚게 평가; (4) 분광학적， 핵적 간섭요인이 존재 

한다면 정량을 위해 동일한 핵종으로부터 적어도 두 개의 감마선율 분석; (5) 실험 

실간 상호 비교연구에 참여. 여러 가지 표준물질올 국제기구로부터 이용할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종류의 적용에 그들 모두롤 완전하게 적용하지않았다. 그들은 coal , 

fJyash , bulk particulate matter 또는 인공적으로 제작한 휠터이고 일반적으로 중성자 

방사화분석에 적합하다. 몇가지 적함한 보증된 표준물질의 목록을 Table 1-1 에 나 

타냈다. 

4.5 조사를 위한 휠터의 준비 

공기휠터는 일반적으로 조각， 시트， 원형(예， 직경 47 mm)OI 고 플라스틱 고리에 

접착시킬수도 있다. 조사를 위한 이틀 휠터의 준비에 사용되는 모든 도구는 붉은 

질산으로 세척하고， 증류수나 탈이온수로 행군후 건조시켜야한다. 또한 각 도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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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휠터에 사용할때마다 증루수나 틸이온수로 세척하여 건조시쳐야한다. 사용 

하지않을 때 세척된 도구는 밀봉된 폴리에틸렌 봉지나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휠터 

는 오염될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손으로 만져서는 안된다. 

세척된 도구롤 사용하여 휠터는 조심스럽게 시료면이 안쪽으로 오게 접어야한 

다. 산으로 세척한 조사용기속에 휠터를 맞추기위해 필요했던 접힌앙은 공휠터를 

이용하여 여러번 사전에 정량올 해야한다. 휠터는 핀셋을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플 

라스퇴 고리로부터 달착해야하며 휠터의 고리 접촉면은 칼로 잘라낸다. 휠터는 시 

료물질을 안쪽으로하여 말아감는다. 시료와 표준체를 동일한 기하구조로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즉， 각 시료는 같은 크기로 접거나 말아서 동일한 배열로 포장한다. 

아주 작은 용기의 사용은 시료의 기하구조를 더 조밀하게 유지하는 작은 공기휠터 

의 조사를 제안한다. 앞에서 논의한 선택적 접근방법은 펠렛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것은 더 좋은 계측의 기하구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모든 표준체는 펠렛 

으로 만들어 휠터위에 놓아야한다. 

4.6 조사 및 계측절차 

중성자속밀도， 대기분진의 질량과 검출기의 효율에 따라 조사시간은 번할수 있 

지만 일반화된 도식을 고수할 수 있다. 전형적으로 두 번의 조사를 수행한다; 단수 

멍 핵종(수분)과 중.장수영 핵종(수시간에서 1 일). 이러한 중성자 조사는 동일한 시 

료에 대해 행한다. 열외중성자방사화분석(특히 단수명핸층의 분석갑도를 증가시키기 

위한)이 필요하다면 부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단수명 핵증을 생성하기위한 방사화 

운석에 대해 조사시간은 1-10분을 적용한다. 생성된 방사성 핵종을 Table 1-2 에 
나타냈다. 

28A1 의 높은 방사능을 강소시키기 위해 반감기의 2배까지 적어도 5운의 붕괴시 

간이 필요하다. Compton 효과에 의한 높은 백그라운드는 이러한 높은 방사능에 의 

한 것이다. 5-15분의 계측시간이 적용된다. 바륨， 요오드， 인율， 칼륨， 스트론륨에 대 

한 검출한계를 개랑하기 위하여 더 긴 붕괴기간(30-60분)와 계측기간(30-60분)을 적 

용한다. 이들 원소와 규소에 대한 검출한계는 얼외중성자를 이용하여 크게 향상시 

킬 수 있다. 

중.장수명 핵종의 정량을 위하여， 좋은 계측통계를 얻기위해 시료를 충분하게 

방사화시키기 위하여 여러시간의 조사가 필요하다. 좋은 검출한계률 위한 다른 주 

요 제한인자는 2~a 와 82gr 에 의한 높은 백그리운드이다. 비소， 안티몬， 갈륨， 몰리 

브덴 그리고 텅스텐에 대한 향상된 검출한계는 2~a 에의한 Compton 백그라운드롤 

크게 갑소시킬수 있기 때문에 얼외중성자방사화분석에 의해 성취할 수 있다. 그러 

나 이 절차는 열외중성자속이 얼중성자속보다 10배 이상 작기 때문에 장수명핵종에 

대해서는 충분한 방사능을 갖지못할수도있다. 휠터를 반으로 자룰수있다면， 각각을 

중수명핵종과 장수명핵종의 분석율 위해 사용할 수 있고 얼외중성자방사화분석의 

이점을 살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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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환경시료(대기분진)중 단수멍 해종의 분석을 위한 핵적성질 및 검출지표. 

[흔jl단 반감기 v-선 에너지 특 기 시 항 

( keV ) 

AI ll!AI 2.24 m 1778.9 
아주 강도가 높으나 빙해 핵 반응 lUSi (n ,p)lð AI 

올 고려해야 함. 

정랑에 륙별한 문제 없응. 감도는 냉각， 계측 

Ba IS캔3a 83.2 m 165.9 시간올 더 길게 해주거나 열외중성자 방사화법 l 

을 이용하여 더 높일 수 있음. 

정확도와 김도에 영향을 주는 분해능， Escape 

Br tusr 17.7 m 616.2 peak(38CI , 1642.4 keV) , Background c〈그= 여러 

Factor 가 있음. B13r 룰 이용히는 것이 좋음， 

Ca 4~Ca 8.7 m 3084.4 
정상적으로 간섭은 없으나 낮은 동위원소 존재 

비 (0.187%) 때문에 검출효율이 좋아야 힘. 
「←←←「 {스 

CI j/jCl 37.3 m 1642.2, 2167.5 
정상적으로 간섭 없음 Background 률 낮출수 
록 검출한계가 좋이짐 

자체 분석강도는 우수하나 Background 가 문 
Cu btJCu 5.1 m 1039.4 

제됨. 

WTh(반김기 23.3m)의 94.7keV 감마선에 의한1 

Dy Ib1Jy 2.33 h 94.7 
간섭 가능. 강도는 명각 계혹시간을 더 길게 해 

추거나 열외중성자 빙사화법을 이용히여 더 높 l 

일 수 있음. 

김도가 좋옴. 열외중성자 빙사화법올 이용하면 

25.0 m 442.3 더 흥음. 중성자를 조사힐 때 휘발에 의한 손실 

고려. 
• 、••••• •• 

Il on; n 54.2 m 416.9, 1097.3 
김도가 낮음. 열외중성자 방사화운석이 이주 

In 
유리힘. 

4lK 12.36 h 1524.7 
정산적으로 간섭 없음. 장시간 조사후 1-3일 

K 
냉각후 검출히여도 됨. 

강도 양호. 빙해 핵 반응 l'AI(n ,p)lIMg 에 의 한 

Mg l'Mg 9.45 m 843.8 , 1014 .4 
오차와 55Mn없Mn 의 846.7keV 감마선에 의 

한 중첩올 고려. 분해능이 나뿔때는 1014.4 keV 
률 이용. 

""Mn 2.58 h 846.7, 1810.7 
분해능이 종이야 함. 냉각시간을 길게히여 

Mn 
27Mg 이 완전히 붕괴된 후 흑정하는 것이 좋응. I 

Na l~a 15 ‘o h 1368.6, 2754.1 정상적으로 간섭 없음. 김도 루수함， 

정싱적으로 간섭 없옴. 강도는 명각， 계혹시간 

Sr ðlmSr 2.81 h 388.4 을 더 길게 해추거나 열외중성자 방시화법을 이 

용하여 더 높일 수 있음. 

Ti ~'Ti 5.8 m 320.1 정상적으로 간섭 없옴. 

V 3.76 m 1434.1 알려진 빙해요인이나 간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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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환경시료(대기분진)중 중수명 햄종의 분석을 위한 핵적성질 및 검출지표. 

핵 종 반감기 y-선 에너지 톡 기 사 항 

원 소 (keV) 

분석김도외 정밀도가 높으나 a엄r 과 ';USb 의 

As 1 'b As 1 26.3 h 1 559.1 1554.3, 564 keV 김미선 분해능을 고려해야 힘. 얼외중 
성지 방시회분석으로 김도 항상. 

정량에 특열한 문세 없음‘ 1'1:u 의 41 1. 1keV김마선에 

Au 1 1뻐Au I 2.7 d I 41 1.8 의한 간섭 가능. 김도는 열외중성지 방사회법율 이 

용히여 더 높일 수 있음. 

554 .3keV 률 이용힐 경루 김도는 좋으니 "'As의 

559.1 keV, 122Sb의 564.0 keV 때문에 운해능이 좋아야 
Br 1 H엄 r 1 35.3 h I 554.3, 776.5 힘. 김도는 얼외중성자 빙사회법올 이용히여 더 높일 

수 있음 

’"Cd 외 l ’꺼n(반감기 4.49 h) 간의 빙시핑형율 위해 

Cd 1 ""맥 n* I 53.5 h 1 336.5 적어도 35시간의 냉각시간 필요히며 시료중 In 의 영 

향은 우시 가능 l 
열외중성지 방시회분석법올 이용하는 예이 유리힘 .1 

Ga 1 "Ga 1 14.1 h 1 629.9, 834.0 1834 keV롤 이용힐 때 짝e(πp)54Mn 반응에 의한 간섭} 
고려 열외중성자 빙시회법올 이용히면 유리힘~ 
분석강도는 우수하지 않으며 대기연구에서 보고된 1 

Ge I "Ge 1 11.3 h 264.4 예가 없음 75 ” Se 의 264.7 keV 김마선이 간섭 기능. 
‘----- ‘• Hg 는 일반적인 원자로 조사조건에서 휘빌될 수 있 

I~' 기 때문에 고순도 석영관에 밀봉하는 것이 기본. 닛 
Hg 1 '''Hg 1 64.1 h 1 77.4 은 에너지 및 고에너지 x-선의 간섭 기능 20써g률 이 

용하는 것이 유리힘. 

l 아'1-10 1 26.8 h 1 80.6 김도기 좋응. 닝은 에너지 및 고에너지 x-선의 간섭 
Ho M0 가능. 

K 4'K 12.36 h 1 1524.7 김도 및 검훌이 양호 정상적으로 핵적 간섭 없음. 
김도 및 검출이 루수힘. U 의 핵문열반응. α엇J(n，f) 

La 반a 140.23 h 1 487.0, 15962 에 의한 간 1섭 기능， 

김도 앙흥. 김도를 최적화하는데 4-6일의 냉각시간 

필요.U 의 핵분열반응. 강에J(n，n 에 의한 큰 간섭이 
Mo 1 !r:IMo 166.02 h 1 140.5 기능하기 때문에 주의. 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얼외 

중성지 방시회법율 이용하는 것이 유리함. 

정상적으로 빙해요인 없음. 김도 루수힘. 고농도의 

Na 1 '~a 15.02 h 1368.6.’ 2754.1 sb 가 존재힐 때 ’ ’””Sb cl368.3 keV) 의 간섭 기능， 
'bAs 의 562.8 keV 가 간섭 기능. As의 농도가 sb 의 

|α 농도보다 높올 때 간섭이 중요히며 보정해 주어야 
sb 1 'L<Sb 1 2.72 d 1 564.0 힘， 냉각시간을 길게 해중. 얼외중성지 방사회법올 이 

용하는 것이 유리힘. 

I :.;lSm 1 46.7 h I 103.2 김도는 이주 우수힘.U 괴 까1 의 핵분얼 생성물에 
Sm m 의한 간섭이 가능. 

정상적으로 간섭 없음. 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얼외 
U Z휴‘jP** 2.35 d I 277.7 중성자 빙사회법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힘. 
w I IH'W I 23.9 h I 85.8 정상적으로 간섭 없음. 얼외중성자 방사회법올 이용 

하는 것이 유리힘. 

*Cd 정 량 ’‘Cd(n,V n 1I 5Cd -• 115꺼n 반용 이 용， 
**U 정 링 : 강에J(n，v ß-)23억J -• 쩍애p 반응 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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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환경시료(대기분진)중 장수명 핵종의 분석울 위한 핵적성질 및 검출지표. 

윈 소 핵 증 반감기 v-선 에너지 

(keV) 

특 기 시 항 

‘ Ag I 1I!k껴g I 249.8 d I 657.8 정싱적으로 간섭 없음. 
•‘)• 

‘ < __ . I I u 의 핵분열반옹， 댄J(n‘f) 에 의한 간섭 가능. ’~e 
Ce 1 141ee 1 32.5 d 1 145.4 1_'": .-.' __ 

’ --“ 의 142.6 keV 갑마선에 의한 간섭 가능. •-+• ••-1-• • ; 十~ .. 二
I __ ’- . I 겁훌어! 문제 없음. "l=e(n,a)'ICr 에 의한 간섭이 있 

Cr I "Cr I 27.72 d I 320.0 I ~ 

t~學讓f趙j짧무"1 힐 정도。土-y I 795.8 정량이 용이하며 

Co 이'eo I 5.27 y I 1173.2, 1332.5 정량이 용이하며 갑도도 우수힘. 특별한 간섭 없음. 

I ,,', • 분석김도가 우수함. 121.8 keV 갑마선은 간섭이 많 
Eu I I'1:u I 13.4 y I 1408.0 
~U I ~U I .~‘ ’ >_.‘ l 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음 .. 

Fe I '약e I 44 .5 d I 1099.2, 1291.6 ! 간섭 없이 정밀한 검출을 할 수 있응 
! 과 I '"’'Hf J 42.4 d J 4822 정상적으로 간섭이 없으며 정밀한 검훌 기능， 

Hg 는 일반적인 원자로 조사조건에서 휘빌될 수 있 

Hg ?01-Jg 46.6 d 279.2 
기 때문에 고순도 석영관에 밀봉하는 것이 기본 75Se 
의 279.6 keV 김마선과 중첩되기 때문에 400.7 keV 

피이크로 표준회시켜 보정해 빼 주어야 힘. 

Lu ’ 11πlu 

•- +• 
Nd \4/Nd 

• 1-
106 d 

10.99 d 

378.5 
좋은 갑도로 정량 가능.u 의 핵분열반응， “어J(n，f) 

에 의한 간섭 가능. 

l 김도 및 검출이 암호.u 의 핵분열반응， μ안J(n，f) 에 
91.1 

•--•••• ••--•••· ‘의한 간섭 가능. 

김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외중성지 빙시회법을 이용 

하는 것이 유리힘 Background 룰 낮추기 위해 냉각 

Ni ""eo. I 70.9 d 810.8 

仁 Rb 工환 I~뭔 ι→ 1076.6 

시간을 길게하여 정랑하는 것이 좋음. 151:u 에 의한 

간섭 기능. 1408 keV 로 표춘회 시켜 보정힐 필요가 
있으 

정상적으로 간섭없이 검훌할 수 있음 

빙시회딘면적은 1αSb 보다 크지 않지만 낮은 
Sb l ’“sb I 60.2 비 1691.0 - I -_.- - 1 IBack J;(round갖기 때 문에 이 용 가능， •- ••+••-••• t-•--•• f• --••••••••• f 

I "'_ I ___ . I ____ “ __ ~ I 김도는 이주 우수힘Eo얻a 계열의 Background 때문 
sc I "'Sc 83.8 d I 889.3, 1120.5 I 

I ’ ‘ I --,._, .. ---, I 에 889.3 keV 를 이용하는 것이 좋음. 
•-----• 

Se '"Se 119.8 d 136.0, 264.7 

Sn 391 .7 

Sr ""Sr 1 64.84 d 1 514.0 

두 피이크는 각각 'H'Hf (136.2 keV) , 1lflTa (264.1 

keV)의 간섭올 받응. Ta 의 간섭(농도 및 Background) 

이 덜히기 때문에 264.7 keV 를 이용하는 건이 홍응. 

조건에 따라 400.7 keV 률 이용힐 수도 있음. 갑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외중성자 빙사화법올 이용하는 것 

이 유리함， 

lωTb (392.5 keV) 로 부터 간섭받을 수 있음. 표준 

화 보정은 897 .4 keV 를 이용힘. 
정상적으로 간섭없이 검출 할 수 있으나 

의 소열 피이크와의 분해능이 좋아야 합. 

정상적으로 간섭없이 검출할 수 있옴. 

정상적으로 간섭없이 겁훌힐 수 있음. 

정상적으로 간섭없이 검출힐 수 있옵. 

511 keV 

정상적으로 간섭없이 검출힐 수 있음. 차때 및 주변 

물질로 부터 알생하는 Backj;(round 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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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 17SVb 4.19 d 
정상적으로 간섭없이 겁훌힐 수 있으나 ""'l'a (398.2 

396.3 
t-

keV) 와의 운해능이 좋아야 힘. 
앙면에 두개의 중첩되는 피이크， ‘bSc (1 120.3 keV), 

Zn 6Szn 243.8 d 1115.5 15￥u (1 112.3 keV) 가 있기 때문에 분해능이 좋아야 

힘. 1~ (1 115.3 keV) 의 간섭은 무시힐 수 있음. 
정상적으로 간섭 없음.U 의 핵분열반응 "L한j(n ，O 에 

Zr 95z r 64.0 h 756.7 의한 간섭 가능， 얼외중성지 빙사화업을 이용하는 것 

이 유리함. 

* ,'1 i 정 랑 : ~i(n，p)58Co 반응 이 용. 

**U 정랑 232까l(n ，Y ß--)짧Th • 23￥a 반응 이용， 

중수명핵증으로 정랑할 수 있는 원소들을 Table 1-3 에 나타냈다. 

스펙트럼의 산정은 피이크롤 맞춤에 의해 수행힐 수 있고 중성자방사화분석은 

상업적인 산업체나 기타 연구실에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많은 종류의 방사화분석 

용 전산프로그램을 킴퓨터와 호환시켜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에어로졸의 분 

석에서 몇가지 핵적， 분광학적 간섭이 있고 이들중 몇몇은 쉽게 해결할수 있다. 실 

제로 방대한 양의 광전피이크를 피이크 양쪽의 백그라운드를 취해서 수동적으로 산 

정할수 있다. 간단한 컴퓨터프로그램은 이것을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장수명 핵종의 목록올 Table 1-4 에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통계량을 얻 

기위해서 수시간의 계측시간이 필요하다. 고방사능 핵종은 통상적으로 공기휠터에 

존재하지않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연속선은 중수명 핵종의 측정에서보다 낮다. 장수 

명 핵종의 측정을 위해서 납벽돌에 카드뭄과 구리로 내장한 검출기 차펴|는 검출한 

계를 저하시킬 수 있는 계측실로부터의 백그라운드방사선의 영향을 감소시킬수 있 

는 이점이 있다. 더나아가서 다른 검출기에서 계측하고 있는 다른 시료와의 혼선 

및 저장되어있는 선원으로부터의 방사선은 중요하고 전체적으로 감소시켜야한다. 

시료의 위치는 공기휠터의 분석에서 중요하다. 시료와 표준체에 대해 거의 동 

일한 기하구조를 유지하도록해야한다. 수직형 게르마늄김출기는 수평형보다 계측위 

치의 작은 변화에 더 영향받기 쉽다. 계측의 더 좋은 재현성을 확실히 하기위해서 

자동 시료교환장치를 사용할수있다. 그들의 크기와 구조에 따라서 대부분의 공기휠 

터는 계측용기에 맞추기 위하여 접거나 펠렛으로 만들어야한다. 포장을 할 때 휠터 

의 입자물질 일부가 중앙에서 떨어질수도 있다. 이것은 검출기와 근접거리에서 계 

측을 할 때 특히 중요하다. 품질관리검사는 시료를 180도 돌려서 수행힐 수 있고， 

새로 계산된 농도가 다르다면 추적하여야한다. 펠렛으로 만든 시료의 사용으로 수 

직 또는 수평배향의 검출기률 사용할 수 있다. 공기휠터에서 정랑할 수 있는 원소 

의 분광학적， 핵적 간섭사항을 포함한 두드러진 특징의 목록은 Table 1-2, 1-3, 1-4 

의 5번째란에 특기사항으로 요약하였다. 

끼mSe， 11OAg, 짝 와 같은 초단수명 핵종의 정량도 주목해야한다. 불소는 기질의 

주성분이기 때문에 Teflon 휠터의 사용은 불가능하다. 

낀
 



땐~， ‘\:, 56Mn, 
2'Na, 87mSr* 

Sample Preparation 

- Drv in an Oven for 2 hωrs at 105'C 
- c∞linR and stored 
- WeiRhinR (10 - 200mR) 
- SealinR in a polvethylene capsule 
- Blank Test & Standards 

Short Irradiation 

Td = 1 h 
Tc = 600 s 

Flux Monitorinj;! 

(Au , Co、 Fe) 

- Calibration 

- Correction 

- Data Evaluation 

Td = 20 d 
Tc = 4α)() s 

TRIGA Mark-III 

'<<ta, 99Mo*, 2씨a， 

’22Sb*, 1되Sm* ， '98Au*, 
Z:~D(U)* ， ,,\:, lR7W* 

I1OmAg, "'ee, '14cs*, 
51 Cr, 6OCo, 짝e， 7,Se* 
'5￥u ， 18'Hf, l77"l u 

찍~g， '‘7Nd, '2‘Sb, 
엑~.， ‘.Sc, ""Co(N j)* 
i1 ~n. ， 1잉Ta， ’빡b， 

1뿌a(Thl ， ’꾀b， 9Szr* 

85Sr, n ’Ba, 6Szn 

뼈l 겁훌된 원소 
• 얼외충성지방사회법 병행 

T; : 중성지 조사시간 

T. 조사후 냉각시간 

T, 째혹시간 

Figure 1-1 , Diagram of analytical procedure for environment sample, 

이것은 딘수명 ’!f 가 붕괴되어 없어질때까지 약 1 분동안 매우강한 방사성 시료를 

만든다. 이 시간동안 시스템의 매우 높은 불감시간 때문에 다른 단수명 핵종의 계 

측은 불가능하다， Figure 1-1 에는 대기분진의 분석을 위한 중성자방사화분석 절차 

의 도식을 나타냈다. 

Figure 1-2에서 1-5 에는 대기분진의 중성지방사화분석에 대한 전형적인 김마 
선 스펙트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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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데이터보고서 작성 및 평가 

분진의 농도에 대한 결과는 공기의 m3 당 ng, μ g, mg 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것은 결과를 나티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부가적으로 함량은 고체의 질량 

당 무게로 계산할 수 있다(pa야s per million). 그러나 이 경우에는 수집된 룰질의 정 

확한 무게롤 알아야한다. 이것은 적합한 칭량절차가 뒤따라야한다는 것이다. 

Table 2-4 에 수록한 모든 원소를 정량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정랑하려는 미량 
성문은 시료수집절차서의 과학적 목적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딘지 세가 

지 다른 형태의 측정(단， 중， 장수명핵종)으로부터 대량의 정보를 얻를수있기 때문 

에， 스펙트라에 나타난 모든 광전피이크를 산정하기위해 더 많은 시간을 갖지 않는 

다. 교정절차를 수행할 때， 조사， 냉각， 계측시간에 대한 통상적인 정보외에 계산에 

필요한 모든 것은 중성자속의 변동을 고려해야한다. 이것은 준비된 표준체나 중성 

자속 모니터를 사용함에 의해 쉽게 관측할수 있다. 

검출한계는 미리 정의된 기준에 의해 계산한다.(19J 수많은 시료에 대해서 분 

석검출한계이하의 원소농도가 항상 있을 것이다. 일정한 통계프로그램은 완전하게 

채워진 데이터집단으로만 조작될 것이다. 이러한 결함을 극복하기위한 방법중의 하 

나는 무작위수 발생기에 의해 계산하는것으로서 O 과 검출한계사이의 값을 지정하 

는 것이다. 

큰 다변수 데이터베이스롤 만들기위해서는 어떤 통계데이터 처리프로그램(예， 

Lotus, Statgraphics, SPSS, BMDP) 에 의 해 서 도 쉽 게 판 독 할 수 있 는 양 식 에 결 과 데 이 

터를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한일이다.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지구물리학 

및 환경학적 해석을 위한 데이터로 나티내기위해서 이용할 수 있다. 첫단계로서 데 

이터의 빈도운포 형태를 결정한다. 결과는 개별적인 값과 4분위수로서의 관련 신뢰 

구간으로 보고할수도있다. 또한 평균， 중위수， 범위 및 통계순위도 계산한다. 

데이터의 해석에서 첫 번째 팀구적인 단계는 Table 1-5 와 Table 1-6 을 연계 

시켜 사용한 enrichment factor(EF) 계산의 이용이다. 원소의 EF 는 시료중 기-준원소 

와 목적원소의 비를 기준물질(예， rock, soil , seawater)중 동일한 원소의 비로 나눈 

값으로 정의한다. 이것은 다음식으로 표현한다. 

Enrichment Factor, EF (X;/C;)뼈 / (X;/C;)뺨 

여기서 Xi 는 목적원소이고， C; 는 기춘원소이다. 에어로졸에서 EF 의 계산을 위해 

일반적으로 알루미늄과 스칸륨을 시료와 기준물질 (rock 또는 soiD 모두에서 기춘원 
소로 한다. 

10 이상의 EF 값은 원소의 발생원이 자연히 인위적인 기원임을 가르킨다. 즉 자 

연환경으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다. 1 에 큰접한 EF 값은 미량원소의 주방출원이 

지각적인 기원임을 가르킨다. 해앙이 기원인 미랑원소(브롱， 염소， 요오드)에 대해 

기준원소는 보통 나트륨이고 기준물질은 해수이다. 암석과 토양에 대한 여러 가지 

미량원소에 대한 지구의 평균값을 Table 1-5 에 나타냈고 해수의 원소조성에 대한 

지구의 평균값을 Table 1-6 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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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1-5. Abundances of trace elements in the earth crust for five different references. 

Elernent Mason [20) Vinogradov [21) Vinogradov [21) Wedepohl [22) Taylor [23) 

(ppm) (crustal) (sed. rocks) (soils) (crusta l) (crustal) 
Li 20 60 30 30 20 
Na 28300 6600 6300 24500 23600 
K 25900 22800 

~~땅 28200 20900 

」-ce
90 400 120 % 
3 12 (5) 2.7 3 

Be 2.8 7 6 2 2.8 
M~ 20900 13400 6300 r-• 1 2 3897m(m 

23300 

뉴 ca 36300 25300 13700 41500 
Sr 375 450 300 290 375 
Ba 425 800 500 590 425 
F 625 500 200 720 625 
CI 130 160 100 320 130 
Br 2.5 6 5 

「→-
2.9 2.5 

0.5 1 5 0.5 0.5 
꺼l 81300 104500 ←一 71300 78300 82300 
Si 277200 248αm 33α)OQ 

뉴-
305400 281500 

S 26 3α)() 850 310 260 
10 7 

r--• 
14 22 sc 22 

「→
꺼 4400 4500 4600 4700 5700 .. --- ---

V 135 130 100 95 135 
Cr 100 160 200 70 100 
Mn 950 670 850 690 950 
Fe gα)() 33300 38αm 

354I442m 
56300 

co 25 23 8 25 
Ni 75 95 40 75 
Cu 55 57 20 30 55 
Zn 70 80 50 60 70 
Ga 15 40 30 17 15 
〔농 1.5 7 (1) 1.3 1.5 

~~---→← 

꺼s 1.8 6.6 5 1.7 1.8 
se 0.05 0.6 0 0.09 0.05 
Zr 165 200 300 160 165 
Nb 20 20 20 20 
Mo 1.5 

(0 2,9) (0 2.1) 
00.%.1 

1.5' -

A~ 0.07 0.07 
cd 0.2 0.3 (0.5) 0.2 
In 0.1 - 0.07 0.1 
Sn 2 30 (10) 3 2 
sb 0.2 0.2 0.2 
Te 0.01 - 0.02 

LYa 
33 33 50 34 33 
30 40 (40) 44 30 

N〔농d 60 30 (50) 75 60 
28 1‘8 >30 28 

Sm 6.0 5 > 6.6 6.0 
Eu 1.2 1.4 1.2 
yb 3.4 2.2 3.4 3.0 
Lu 0.5 (0.2) 0.6 0.5 
Th 7.2 11 6 11 9.6 
U 1.8 3.2 3.5 2.7 
Hf 3 (4) (6) 3 3 
Ta 2 3.5 3.4 2 
w 1.5 1.3 1.5 
꺼u 0.004 0.004 0.004 
HR 0.08 LL-- 0 o4 0.01 0.03 0.08 
pb 13 10 15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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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1-6. Elemental average concentration of seawater and ratìos to sodìum.(24) 

Element Conc.(ppm) XilNa Element Conc.(ppm) XilNa 

Na 10500 1.0 2.8 X 10- 1 

1.6 X 10-:> 3.8 X 10- 1 Li 0.17 Se 0.004 
Be 6 X 10- 1 5.7 X 10- 11 Br 65 0.0062 

1.1 X 10-;' F 1.3 1.2 X 10-4 Rb 0.12 
Mg 1350 0.128 8 
AI 0.01 9.5 X 10- 1 3 X 10-4 2.8 X 1O-ð 

Si 3 2.8 X 10-4 Nb 1 X 10-;' 9.5 X 1O- IU 

9.5 X 10- 1 S 885 0.084 Mo 0.01 
CI 19αm 1.81 Ag 3 X 10-4 2.8 X 1O-ð 

K 380 0.036 Cd 1.1 X 10-4 1.08 X 10-1\ 

Ca 400 0.038 Sn 0.003 2.8 x 1O- r 

Sc 4 X 10-;' 3.8 x 10-~ sb 5 X 10-4 4.8 X 10-1\ 

9.5 X 10-1\ 5.7 x 10-0 Ti 0.001 0.06 
1.9 X 10-1 5 X 10-4 4.8 X 10-1\ V 0.002 Cs 

Cr 5 X 10-:> 4.7 x 10-~ Ba 0.03 2.8 x 10-0 

1.9 X 10- 1 3 X 10-4 2.8 X 10-1\ Mn 0.002 La 
Fe 0.01 9.5 X 10- 1 ce 4 X 10-4 3.8 X 1O-ð 

Co 5 X 10-4 4.8 X 10-ð w 1 X 10-4 9.5 x 1 O-~ 
1.9 X 10- 1 

. __ .~-‘-----
4 X 10-4 3.8 X 1O- IU Ni 0.002 Au 

2.8 X 10- 1 -----•- 3 X 10-:> 2.8 x 10-~ Cu 0.003 Hg 
Zn 0.001 9.5 X 10-1\ pb 3 X 10-;' 2.8 x 10-~ 
Ga 3 X 10-:> 2.8 x 10-~ Th 5 X 10-;' 4.8 x 10-~ 

6.7 x 1O-~ 
-------• 

Ge 7 X 10-;' 

T able 1-7. Airborne contributions of certain maker species. 

Source Elements 

Coal-fired plants As, Se, S 
Oil-fired plants V, Ni, rare ea며1S 

Motor v빼icles Br, pb 

Refuse incineration Ag, Zn, Sb, Cd, Sn, pb 

L imestone!concrete Ca, Mg 

Soil Mn, AI , Sc, Si, Fe, Ti 
Wood Burning K, volatile C, elemental C 
Mobile source Pb, Br, volatile C, elemental C 

Refineries Rare ea며lS 

Sulfide smelter L In, Cd, As, Se, S 

낀
 



특정원소들은 특별한 방출원에 대한 표지임을 가르킨다; 예， Br까J\) (automotive) , 

CI이a (seawater), V!Ni 와 LalSm (residual oil buming) , Se/S (fossil fuel buming) 등. 

이들 원소의 비를 이용힐 수 있는 일정한 표지화학종의 대기에 대한 기여롤 Table 

1-7 에 나타냈다. 원소농도， 질랑 및 기상조건과 같은 계량치의 상호 의존성을 조사 

하기 위하여 요소분석 (Factor analysis)을 이용할 수 있다. 적용하기위한 요소의 수롤 

결정한후에 VARIMAX rotation을 수행할 수 있다. 계량치와 요소간의 상관계수를 나 

타내는 결과물은 방출원(예， s이 I dust, incinerators, fossil fuel power plans, smelters 

등)을 확인하기위해 도움을 추는 것중의 하나이다. 

부가적인 단계의 이용도 추천한다‘ 즉， 절대 요소분석 receptor model 익 응용에 

의한 데이터의 해석이다 이것은 source profiles 로 결과물을 전환하고 절대요소평 

점을 계산하여 source apportionment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다른 receptor models 은 

transformation analysis, multiple linear regression technique, chemical mass balance 

method 01 다Ülemical mass balance method 는 사전에 기여하는 source 와 source 

profile을 알고 있어야한다. 도시지역대기에서 source profile 은 가능하다면 국부적으 

로 측정하는것이다(문헌의 source profile을 이용할수도 있지만 주의해야한다) . 

Chemical mass balance 계산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은 미국의 환경보전협회 (EPA)로부 

터 이용할 수 있다. Multivariate receptor model 에 대해 상업적인 통계프로그램을 

컴퓨터의 기본프로그램으로 이용힐 수 있다. 더 정교한 방법은 개개의 연구실로부 

터 얻을 수 있다. 최종적으로 대기오염물의 측정 농도는 국가 및 국제 대기풍질지 

침과 비교해야한다. 

4.8 향후 분석개발 
더 향상된 분석법개발이 예상되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다. 하나는 대기분진중 

특정 미랑원소에 명확한 이점을 갖는 얼외중성자방사화분석을 이용한 함축적인 연 

구이다. 이 분야에 대한 몇가지 연구가 수행되었다.(9 ， 12 ，25)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연구는 카드융과 붕소휠터의 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중성자방사화분석에서 

최근에 진보된 내용을 재고찰하였고(4) 얼외중성자방사화분석을 이용한 연구결과가 

많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대기분진의 분석에 적용한 예는 별로 없다. 또한 저에너지 

감마선의 이용에 대한 재평가도 연구하여야한다. 이 분야도 대기분진분석에 적용한 

예가 드물다.(9 ， 26 ， 27) 원리적으로 이 방법은 지질시료만큼 공기휠터의 분석에 대해 

복잡하지않다. 시료의 질량이 적고 표준체와 근접한 매질때문에 감마선의 자체감쇠 

는 최소화시킬 수 있다. 또한 규소검출기의 이용은 검출효율을 크게 증가시킬수 있 

어서 계혹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지만(28) ， 대기분진분석에서 

는 별로 사용하지않았다. 또다른 기술로 즉발감마선 방사화분석 (Pα애M)과 냉중성 

자방사화분석 (α~M)도 가능하다. 현재 그러한 시설은 별로 없고 원자로에 추가로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일상적 환경분석위해서는 적합하지않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 

율 갖추고 있는 원자로률 이용할수 있거나 목적에 따라서는 기술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 이들 두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재고찰을 한바가 있다.(4) Compton 억제 및 

"t - "t 동시계측기술도 유망하기때문에 대기운전시료에 적용하는 것은 향후 분석장 

치의 연구개빌 프로그램에서 고찰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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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l 

잘뀔짚햄젠판」안전절 

안전은 중성자방사화분석 실험실에서 작업올 위한 첫 번째 규칙이다. 다음 항목은 

작업을 위해 숙지해야할 기본적인 안전규칙이다. 

• 실험실은 훈련되고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출입할 수 있다. 

• 시료준비 및 방사능계측율 위해 이용되는 실협실에서 음식 및 음료수의 식응， 

끽연등은 절대 금해야한다. 

• 작업 을 할 때 는 항상 Dosimeter롤 착용해 야한다. 

• 손으로 직접 조사된 방사성물질을 만지지않는다; 핀셋이나 집게롤 사용할 것. 

• 반드시 조사된 물질은 납용기에 넣어 운반한다. 

• 방사성물질의 취급율 위해 특별히 제작된 도구는 일회용 장갑(비닐 또는 고무) 

울 끼고 다루어야하며 이러한 도구는 작업장의 한정된 구역(오염지역)에서 벗어 

나면 안된다. 

• 반드시 조사된 물질의 개폐는 Hood에서 조작해야한다 . 

• 모든 오염된 폐기물은 ‘방사성폐기물’ 이라고 표시된 용기에 넣어야한다 . 

• 오염된물질(소형용기， 포장지 등)을 Hood 로부터 폐기상자로 함부로 운반하지않 

는다. 

Hood 에 적당한 폐기물상자를 비치하였다가 저장실에 보관한다 . 

• H∞d에서 저잠실이나 검출기로 옮길때는 시료용기에 균열이없는지를 확인한다 . 

• 조사된 물질로 작업을 한후에는 항상 신체를 세척해야하며 오염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 비상안전규칙을 숙지해두어야하고， 비상시 호출할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둔다. 

• 실험실에는 모든 규정에 따라 체류해야한다. 

• 절대로 문을 얼어놓고 실험실을 떠나서는 안된다. 

• 작업자는 안전규칙을 필히 준수해야한다. 이것은 곧 자기자신의 안전이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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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자방사화분석을 이용한 

대기분진의 기저농도 연구롤 위한 개략적인 절차서 

다음은 대기오염의 기저농도수준 연구롤 위해 제안된 절차이다， 이러한 종류의 

응용은 Background Air Pollution Monitoring Network (BAPM야이의 체제안에 있는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어| 의 한 추천 된 연 구와 유사하다.[29J 다 

응절차는 조심스런 주제의 선정에 의해 참조되고 수정된 WMO 보고서와 중성자방 

사화분석기술을 바탕으로 부가적인 설명을 중접적으로 묘사하였다. 

기저선은 WMO 에 의해 명확하게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원시지역 즉 특정한 자 

연적인 오염물이나 인위적인 오염물이 없는 지역에서 흑정된 가장 낮은 값으로 간 

주할수도 있다. 기저선을 산정하려는 목적을 위하여 관측소는 기상학적 정보와 지 

리학적 조건의 고려와 함께 정해야한다. 또한 오염원의 목록과 오염원의 농도측정 

은 향후 기저선의 텅가에 유용하기 때문에 인구밀집지역과 인위적으로 오염된 지역 

을 포함시켜야한다. 

시료수접 

(1 ) 큰 입자크기의 설단임구가 모든 시료수집기에 사용되어야된다. 입구는 큰 입자 

크기에서 100% 수집효율의 절단점을 갖는것보다 작은 임자크기에서 50% 수집 

효율를 위한 절단점으로 구성되어야한다. 151ßll 공기역학직경에서 50% 절단을 

갖는 수집기입구는 약 301ßll 보다 작은 입자만을 수집하는지를 확인해야한다. 

(2) 입자크기 분율이 없는 고용량 수집기에 의한 시료수집은 대기분진의 일평균농 
도롤 연구하는데 사용한다. 1500 과 2α)()m3 사이의 일 당 공기를 수집기를 통 
해 흘려야한다. 월별 정확한 기저선을 산정하기위해서는 수링동안의 시료수집 

이 필요하다. 벽지(칭정지역)에서 중성자방사화분석으로 분석하기 위한 충분한 

양을 수집하기위해서는 2-3일 정도 필요하다. Mambrane 휠터(Teflon ， poly

carbonate, cellulose ester)는 원소분석에 적당하다. 또한 cellulose (에latman-41 ) 

휠터도 사용할 수 있다 Cellulose 휠터의 가격은 mambrane 휠터의 가격보다 

아주 저렴하다. 

(3) 이외에도， 저용랑수집기는 월별 평균시료의 수집에 적당하다. 공기의 양은 월당 
900-1300m3 이다. 또한 대기분진의 크기분율은 여러 계얼로 겹쳐진 poly 

carbonate mambrane filter (Nuclepore)를 사용하여 수집 할 수 있다. 두 부류， 

coarse 와 fine 으로 분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상적 사용을 위하여 두 부 

분간에 1 - 21ßll에서 500/0 효률의 절단을 하는 것이 실용적이다. 

(4) 다단형 cascade impactor도 입자크기 분포의 상세한 정량을 위해 아주 유용하다. 

임자크기분율을 위한 cascade impactor 로 성공적인 시료수집을 하기위해서는 

공기유속의 조절과 각 단계에 대한 입자효율을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 전형적 

” x 



인 cascade impactor는 0.1 - 10 때 범위에서 4-8개의 단계로 장치되어있다. 각 

단계에 대한 수집된 시료의 양이 적기 때문에 시료수집시간을 길게할 필요가 

있 다. 시 료 는 membrane 휠 터 (Teflon, polycarbonate, cellulose ester) 에 수 집 해 야 

하지만 whatman 휠터도 사용할 수 있다. 중성자방사화분석법에 의한 여러가지 

시험분석은 최적의 수집인자를 설정하기 위해 수행된다. 

특효A-f 
~ --, 

중성자방사화분석법에 의해 4.6절에 설명한 여러 가지 조사， 계측절차를 조합시 

켜 정랑한다. 검출가능한 많은 원소는 4.7절에 보고되어 있다. 

중성자방사화분석을 위한 특별한 고찰 

단수명 핵증을 정량하기위한 중성자방사화운석의 이용은 다른 분석법에 비해서 

아주 경제적이다. 더나이가 할로겐(Br， CI, 1)율 포함한 여러 가지 중요원소를 정량할 
수 있다. 브롬의 정량은 오존연구에 이주 중요하다. 이들 원소들은 문석하는동안 

쉽게 휘발할 수 있다. 인위적인 방출원연구에서 관심이 있는 중성지방사화분석에 

의해 쉽게 정량할 수 있는 다른 중요한 원소들은 비나둥과 망간이다 알루미늄의 

문석감도는 이주 우수하며 enrichment factor 의 계산에서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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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 대기분진의 수집과 데이터산정 방법 

Sampling and Data Evaluation MethodoJogies 

for Airborne Particulate Matter 

1. 시료수집애서 고려할 사항 및 개요 

1.1. 머리말 

본 안내서는 대기분진시료의 수집기술과 기기적 사항 및 침전 (wet deposition) 

의 기본개념의 소개를 위해서 구성되었다. 시료수집 이론과 몇가지 형태의 수집기 

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이것은 두가지 방법으로 고찰할 수 있다. 

1) 시료수집의 기기적 사항， 화학분석 및 Source apportionment에 관련된 에어로졸 

과 침전과학의 개요(예， 기본정의， 표준체， 수집기의 종류， 휠터의 종류， 관련된 

오염 및 수집장소의 기준) 

2) 일상운전， 보수관리， 교정 및 고장수리를 위한 단계적 소개‘ 조작이론과 수집기 
의 특별한 운전에 대한 설명을 위해 상세한 도식과 사진을 준비하였다. 수집기 

의 조작에 대한 유용한 통찰력을 저자의 경힘을 바탕으로 준비하였다. 본 안 

내서는 대기 및 침전수집에 대한 문헌과 실제 기기안내서의 보조역할을 할수 

있다. 단 무기물의 수집에 국한하였다. 기체와 유기물 수집은 별도로 자문을 

얻어야 한다. 

1.2. 기본정의 및 단위 

아래에 에어로졸과 침전과학에 관련된 몇가지 측정단위 및 정의롤 기술하였다. 

1.2. 1. 대 기 과 학 (Aerosol Science) 

Suspended Particu/ate Matter : 에 어 로 졸 내 의 부 유 입 자. 

Particle Size 입 ̂~ 의 직 경 , dp 

Corase Paπicle 직경이 2 11m 이상인 입자. 

Fine Particle 직경이 2 11m 이하인 입자. 

FSP (Fine Suspended Particulate Matter) 미세 부유입자. 

T‘SP (T otal Suspended Particulate Matter) 총 부유입 자. 

PM70 : 직경 이 10 11m 이하인 부유입지. 

Cut-off Diameter 입자의 50%가 선택적인 입구나 충돌물질의 크기에서 이동 

되는 직경， dp잉 

Primary Po//utant Source 로 부 터 직 접 방출 된 오 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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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ary Pol/utant : 화학반응을 통해 대기에서 형성된 오염물. 

Mon여，'sperse Partíc/es 동 일 한 크 기 의 입 자. 

Po/ydísperse Partic/es 여 러 크 기 범 위 의 입 자. 

/sokinetic Samp/ing 수집기의 입구는 공기흐름으로 배열되어 있고， 입구로 둘 

어오는 속도는 자유흐름속도와 같다. 이것은 에어로졸입 

자의 각 시료를 얻는 것을 확인할수 있게 해준다. 

Density : 질량의 비 / 에어로졸 임자의 부피， g/cm3 

Mass Concentration 오염물(입자)의 질랑 / 공기의 부피， l1g/m3 

Number Concentration 부 유 입 자 의 수 / 공 기 의 부 피 , No./m3. 

Vo/ume Concentration{ gj자동도) : 부유입자의 부피 / 공기의 부피， Pm3/m3. 

Vo/ume Concentration{기체농도) : 부피 에 의 한 공기 106분의 오염 물 ， pmv 또는 

부피에 의한 공기 109분의 오염물， p야v. 

Deposition Rate 칩 적 된 물질/면 적/시 간， No./cm2/time, mg/cm2/time. 

Visibi/ity 가 시 거 리 , km. 

Vo/ume Emission Rates 시간당 source 로부터 방출된 기체부피， m3/min. 

Mass Emi능sion Rates 시 간당 source 로부터 방출된 오염 물의 질 량， T/day 

Samp/ing Rates 시간당 수집기롤 통해 흐른 공기의 부피， Liters/min. (Ipm) 

Emission{or Source)Stanc펴rds 얼 마 만 한양의 오 염 물 이 방 출되 는 가 와 관 련 된 법 

적규정， 

Ambient Stan떠rds 오염물의 대기농도 제한과 관련된 규정. 

Primary Stam펴rd : 인 간 건 강의 방호를 위 해 계 획 된 표준. 

Secon떠ry Standard : 인간 후생복지의 방호를 위해 계획된 표준. 

1.2.2. 침 전 과 학(Precipitation Science) 

Wet Deposition 침전에 의해 대기로부터 기체와 입자의 이동， Dw. 

Dry Deposition 침전하지않고 표면위에 대기로부터 기체와 입자의 이동， Dd 

Bu/k Depositíon wet과 d이 deposition의 혼합물. 

Deposition Rate 칩적된 물질/면적/시간， mg/cm2/time. 

Mass Concentration 입자물질의 질량 / 침전물의 부피， 11g;L. 

Disso/ved Fonns 용액속을 통과하는 화학조성물. 

Particu/ate Fonns 용해되지 않는 입자로서 남아있는 화학조성물. 

Acid Extractab/e 붉은 신으로 평형을 이룬 뒤 용액으로부터 방출된 용해성분 

과 입자 성분의 총량. 

Di/ution Effect : 침전량의 증가에 따라 감소되는 경향의 칩전내의 농도. 

Vo/ume-Wei상hting dilution effect 에 대해 표준화하기 위한 평균 상관성， 

WA = }:CVi / }:Vi, 여기서 WA는 칭량된 평균， C 와 Vi 는 

각각 농도와 부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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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sorption Effect 화학조성물이 용액으로부터 이동되고 수집용기벽에 남게되 

는 과정. 

1.3. 표 준 체 CStandards) 

이들 표준체는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의 대기 및 물에 대한 오염물(대기분진， 중 

금속원소등)의 최대 허용치를 나타내도록 계획되어 있다. 

1.4. Aír Qualíty의 개 요 

에어로졸은 기체중 임자의 혼합물이다. 포트로부터 올라오는 증기， 난로로부터 

의 연기， 안개 및 구름， 그리고 건물의 실내공기와 바깥공기가 에어러졸의 예이다. 

우리는 실내 및 실외의 에어로졸에 많은 흥미가 있다. 

실외 Cambient)공기오염은 대기 에어로졸내의 기체나 임자가 사람， 동물， 초목 및 

기타물질에 측정될수 있을 정도로 영향을 주는 정상적인 수준보다 높을 때 일어난 

다고 일할수 있다.(3) 실내콩기오염은 건물내에서 발견되는 기체나 임자에 대해서 

유사하게 정의한다， 

T able 2-1. Selectíon of ambient aír quality standards. ’(1) 

Country or Organizatíon 

W'orld Health Organization 
Austria 
Canada 
Finland 
Hungary 

Israel 
Italv 

Kuwait 
Poland 

Saudi Arabía 
United States 

Partíc버ate MatterZ Lead
j 

(llg/m3
) C)lwm3

) 

Annual Short Annual Short 

Mean T erm Mean T erm 
60-90 I 150-23d' I 0.5-1.0 I none 

- • • -

none 200b none none 
二~--←? • g 

6o 120b none none 
6o 150b none none 

| none 0.3b 

75 200b O.5 5θ 
40 1 ~ none none 
90 350b none 2.d' 
50 12θ 0.2 1.0 
80 340b none none 
50 15à' none 1 .53 

1. Cochran, L.S. , and Pielke, R.A. 2. 1 뻐m 이 하 의 입 자 

3. 다른 금속에 대한 표준도 존재 

a 3-month mean b 24-hour mean c 30-minute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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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의 영향 때문에 과학자들은 오엄원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어떻게 조절 

할수 있는가， 대기중에서 어떻게 이동되는가， 인간， 동물， 식물 그러고 전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기 위하여 연구한다. 직접 수집함에 의해 공기 또 

는 침진 품질을 특성화하는것은 대기오영문제의 정도롤 평가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정확한 측정을 할수 있기전에 에어로졸과 침전측정이 포함된 시료수집의 고잘사항 

과 대기오염계통을 만드는 입자와 기체의 총괄적인 이해가 있어야한다， 

대기중의 입자와 오염물기체는 대기속으로 직접 방훌되거나(일차오염물) , 대기 

와의 화학적 작용에 의해 형성된다(이차오염물) . 일차오염물은 공장 (e.g. ， stationary 

source) , 자동차(e.g. ， mobile source), road dust와 같은 인위적인 원전 (anth ropogen ic) , 

또능 화산과 같은 자연적 원천므로부터 유래할수 있다. 

T able 2-2. Selection from U.S. drinking water standards 1. 

Pollutant Standard Level(mg/l) 
Arsenic 0.05" 
Barium 1.0 

Cadimium 0.010 
Chromium 0.05 

Lead 0.05 
Mercury 0.002 
Nitrite 10 

Selenium 0.01 
Silver 0.05 

αlloride 25(f 
Copper 1.(f 

lron O.3b 

Man~anese O.OSb 
Sulfate 25d' 
Zinc 5.d' 

a 최근의 연구에서는 0.25 Ilg;t 룰 응용수의 표춘수준으로 한다.(2) 

b 공중후생복지의 방호률 위해 필요한 음용수질의 수준. 

부유분진 (Suspended particulate matter)은 그것의 크기， 농도， 조성에 의해 특성 

화되며， 오염물기체는 그들의 농도와 조성에 의해 특성화한다. 대기중의 입자는 0.1 

μmOI 하에서부터 1 ()() 11m 이상까지 큰 반경범위에 걸쳐 있다. 당신이 볼수 있는 가 

장 작은 밀가루 알갱이는 아마도 50-100 11m의 반경올 갖고있다. 대기입자는 0.1 

과 10 11m에서 최대 피이크를 갖는 bimodal 분포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2.0 11m 이 

하의 입 ;q(fjne particles)는 연소 또는 입자전환 source의 기체에서 기인되는 반면， 

2.0 μm 이상의 입자(corase particles) 는 기계적인 과정 Ci.e. ， soil erosion) 또는 불완전 

언소Ci .e. ， flyash)에서 기인된다. 오염된 공기의 부피 (cubic centimeter)는 그것에 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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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천개의 입자보다 많을 수 있다. 공기중의 입자질량농도는 10 μg/m3 에서 200 μ 

g/m
3 범위이다. 에어로졸은 sulfate, nitrate, 탄소물질， 금속 그리고 독성 또는 방사성 

화합물을 포함하여 많은 화학종이 포함될수 있다. 보통 오염물기체는 S02, CO, NO, 

N02, 03 그리고 탄화수소롤 포함한다. 침전물은 침전형성에서 씻겨질 때(jn-doud 

scavengeing) 그 리 고 칩 전 강 하(below-cloud scavenging) 에 의 해 서 대 기 로 부 터 입 자 

와 기체가 이동한다. 또한 입자들은 중력에 의해 가라앉응으로서 대기로부터 이동 

된다(dπ deposition). 이러한 건식침전은 보통 대기품질 자료와 입자침전속도롤 이용 

하여 계산한다. 

1.5. 대기시료수집의 형태 

본 안내서에서는 공기수집의 기초적 도구를 소개한다. 대표적인 수집계통은 아 

래에 열거한 기기의 일부 또는 전부률 포함할 것이다. 이들 구성물을 이용하여 과 

학자들은 부유문진의 크기， 조성 및 농도롤 측정할수 있다. 기상학적 인자가 대기중 

에서 오염물의 이동과 번환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측정기기는 간혹 

관측지역의 한 부분이될수도 있다. 

'" ω 
잉 

훌 

d‘‘。‘
8 
ui, 

10 
f'1O.RT Cl..EOIAμETE R ("'ICROO짜TERSI 

Figure 2-1. 까le distribution of paπicles in φe atmos며lere. 

Filter 공기수집계통은 휠터， 펌프 그리고 알려진 속도에서 휠터롤 통과하는 

공기흐름의 측정에 사용되는 flow meter 또는 controller로 구성된다. 대거분진은 휠 

터위에 포집된다(기체도 특별히 준비된 휠터로 포집할수 있다). 휠터의 중랑분석은 

휠터위에 잡힌 입자물질의 질량으로 하는 반면， 휠터의 화학분석은 특정성분의 질 

량으로 한다. 휠터상의 질량을 수집된 공기의 부피로 나누어준것이 수집시간에서 

공기중의 오염물농도이다. 

Impactor and síze selec，η;ve Jnlet : 0) 툴 기기는 물리적으로 입자크기의 함수로서 

입자들올 분리한다. 이 분리는 크기함수로서 화학조성 및 농도의 정량을 위한 입자 

의 크기별로 분리된 시료롤 산출한다. 크기는 간혹 시료수집이 아주 중요한 에어로 

졸 입자의 영향을 결정하는 임계인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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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cal partic/e counter, Electrical aerosol analyzer, Differential mcψility analyzer, 

Condensation nuc/ei counter 모두 부유분진의 크기분포롤 측정한다. 이들 기기는 

에어로졸 입자크기와 농도와 같은 빠른 결과를 추지만 분진시료를 수집하지는 않는 

다. 이들 기기는 에어로졸입자의 화학조성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사용할수 없다. 이 

들 기기가 제공하는 크기분포에 대한 정보는 아추 가치가 있다. 그러나 화학분석에 

이용할수 없다. 

1.6. 침전시료수집의 형태 

본 안내서는 침전 시료수집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침전물의 수집과 화학분석 

은 대기품질 측정에 대한 저렴한 대용물로서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육상 및 

수상의 생태계에 침적된 오염물올 직접 측정할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중의 많은 금 

속은 침전에 의해 쉽게 씻긴다. 

Bulk sampler : 환경에 계속적으로 열려있는 용기의 가장 간단한 형태로서 양동 

이， 깔대기， 병으로 구성될수 있다. Bulk sampling은 환경에서 오염물의 층 침적물 

(wet and drv deposìtion)을 저 렴 하게 흑짐 하기 위 해 제 공된 다. 

Wet deposition sampler 건조기간동안 닫혀 있고， 침전되는 동안에 얼리는 뚜 

껑이 포함된 더 정교하게 만든 시료수집기이다. 뚜껑의 작동은 침전감지기에 의해 

조정된다. 습식침적물은 건식 침적 또는 날려오는 먼지로부터 가능한 오염물이 없 

는 침전화학으로 나타낸다. 

1.6. 1. 대기 및 침전시료수집의 응용 

과학자들은 많은 이유로 대기 및 침전채취 실힘을 한다. 몇가지 대표적인 응용 

을 열거하였다. 

Ambient Monitoring 실외 대기오염문제의 정도롤 특성화하기 위함. 

Indoor Air Quality 실내 대기오염문제의 정도를 특성화하기 위함. 

C뼈al Monitoring 오염물의 장거리 이동과 지구적 변화를 조사하기 위함. 

Source Apporti’onment 고정적， 이동적 및 일시직 원천으로부터 방출울 정랑하 

기 위함. 

Risk Assessment 공기 오염물에 노출될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을 결정하기 

위함. 

1.7. 시료수집의 고찰 

"Methods of air sampling and analysis"를 침고할 것 .(4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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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시료수집기의 선택 

대기시료수집 약정서롤 실행하기 전에 고려해야하는 많은 시료수집기의 종류 

및 변화가 있다. 첫 단계는 공기시료인지 또는 침전(습식침적)시료인지의 고찰이 

다. 수집공기는 공기품질의 직접적인 척도가되는 반면， 수집된 침전은 공기품질의 

저럼한 대용물이 되며 육상 및 수상의 생태계에서 오염물 침적의 직접적인 척도가 

된다. 공기수집에서는 수집기간을 조정(날씨와 무관)할수 있고 바람의 방향에 연관 

지을수도 있다. 공기수집에 대한 또다른 고찰은 전체시료인지 또는 크기롤 선정한 

입자인지이고， 수집할 공기의 부피 (high- and low-volume sampler) , 공기중의 오염물 

의 수준에 의존하는 부분의 선택이다. 또하나 고찰할 것은 수집기의 가격과 그것이 

특별한 일을 위해 고안된 것인지 또는 그것의 응용성이 탄력적인지이다. 

1.7.2. 휠터의 선택 

본 소개서에서 설명한 공기수집기기는 휠터매질상에 분진을 수짐한다. 수많은 

변동이 있는 실외대기 수집을 위한 두가지의 기본적인 휠터의 종류가 있다. 한 종 

류는 셀루로오스， 유리， 또는 석영의 매트로 구성된 섬유질의 휠터이며， 입자는 휠 

터속으로 파묻힌다. 휠터의 두 번째 종류는 플라스틱 형태의 물질 (e.g. ， T eflon과 

Polycarbonate filter)에 일정한 크기의 구멍들로 이루어진 membrane 형태이다. 입자 

는 표면 침전의 형태로 Mambrane filter 위에 수집된다. 

휠터매질과 구멍크기는 사용하려는 분석법， 수집기기， 조작의 용이함， 수집효율， 

인위적 효과， 장진용량 그리고 휠터의 가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예를들면， 셀룰로 

오스 휠터는 NM어| 의해서 쉽게 분석되나 XRF. Pl XE 로는 분석할수 없다. Glass 

fiber filter 의 오염은 NM 분석을 불가능하게 한다. 폴리에틸렌 suport ring 이 있는 

Teflon 휠터는 NM 분석을 하기전에 ring을 제거해야한다(01 것은 가격이 첨가되고， 

입자의 손실율 가져올수 있다). 반면， XRF 와 PlXE 분석에서는 ring을 제거하지않아 

도 된다. 폴리카본네이트 휠터는 microscopy 분석에 사용되며， 몇몇 PIXE 실험실에서 

선택하고 있다. 

수집된 물질은 원자홉수분광법 (MS) 이나 ICP/AES어| 의한 분석을 위해 휠터로 

부터 추출해야만한다. 추출은 일반적으로 부피롤 알고있는 용매에 휠터를 담그는 

과정으로 하며， 수집휠터에 수집된 물질이 용매로 용해되게 한다음 용해된 물질의 

화학조성을 정랑하기 위해 용매와 용해된 물질을 분석한다. 

부가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은 수집기기의 요구조건과 휠터취급의 사실성이 주어 

져야한다. 예를들면， dichotomous sampler는 2 Ilm의 pore size롤 갖는 impactor에서 

입자의 휩을 최소화한 fiber filter인 Teflon filter의 사용을 권장하며 po I ycarbona te 

filter는 매우 앓고 취급하기가 어럽다. 휠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응장에서 다루 

기로 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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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시료의 균일성 

대기수집의 기본적 원리는 화학분석을 시료의 품질 그자체보다 더 낫게 할수없 

다는 것이다. 시료균질성은 시료롤 취해서부터 시료를 어떻게 잘 나타낼수 있느냐 

는 것을 의미한다. 시료균일성은 오염원， 대기흐름， 수집기질에서 시료밀도， 환경요 

소(햇빛， 상대밀도)， 시료수집시간 및 위치， 시료가 수집된 층기간， 그리고 시료를 

등운동학적으로 채취했는지의 여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1.7.4.용기 및 관의 홉착효과 

운석하려고하는 입자와 기체는 시료룰 수집할수 있기전에 용기나 튜브에 홉착 

됨에 의해 손실될수 있다 수집하는 동안 대기 또는 침전시료는 시료가 흐르는 과 

정에서 튜브의 벽에 홉착될수 있다. 여러 가지 성분이 서로 다른 물질에 홉착될수 

있다. 시료수집에 사용하는 튜브나 용기 (glass， stainless steel, Teflon, plastic) 의 형 

태는 연구하려는 시료의 성분을 홉착하지 않아야한다. 

1.7.5. 시료의 오염 

시료수집계통， 시료보관용기 및 추출용기에서 글리스， 녹， 부식， 세척제 그리고 

다른 오염물이 시료분석을 방해할수 있다. 시료로부터 유출되는 오염물도 그자신이 

시료롤 오염시킬수 있다. 건조기간동안 생풀러 뚜껑과 수집용기간에 밀봉이 잘 안 

됨에 따른 오염뿐만아니라， 침전물에 따라 시료용기로부터 가능한 오염을 고려해야 

한다. 박테리아， 휘발 및 화학반응 또한 에어로졸성분과 침전시료롤 파괴할 수 있 

다. 휠터와 침전시료의 적당한 취급에 대해 고칠하여야한다. 

1.7.6. 시료수집장치 

휠터주위의 틈이나 이응새등은 시료수집계통을 통과하는 공기부피의 부정확한 

측정의 원인이된다. 먼지， 부식 또는 flow meter, 입구， volume f10w meter중의 액체 

또한 부정확한 부피측정의 원인이 된다. 시료수집장치는 교정이 안 거나 부적절하 

게될수도 있다. 모든 시료수집장치는 어느정도의 오차가 있겠지만 주의깊게 구성하 

고 유지힘을 통해 이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 

1.7.7. 환경효과 

시료수집계통의 다른 부분간에 온도와 상대습도의 변화는 시료의 특성을 변화 

시킬수 있다. 극히 차거운 온도는 시료라인에 응축이나 얼음이생기는 원인이될 수 

있다. 극히 뜨거울때는 일부 시료성분이 휘발할수 있다. 뜨거움， 차거움 및 상 대습 

도는 계통에서 시료수집펌프， 밀봉과 이음새， 전기적성분 및 flow meter의 효율에 

영향을 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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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용량오차 

Flow rate meter 는 교정을 자주할 필요가 있다. 펌프모타에 의해 흐르는 공기 

의 부피는 달라지는 조건， 즉 수집시간의 길이， 펌프의 수명 및 가속에 따라 변할수 

있다. 

1.7.9. 판독기 

오차는 기기를 판독하는동안 발생할수 있다. 예， flow meter의 볼을 위， 아래， 

가운데중 어느위치에서 읽을것인지， 메타바늘을 읽을때의 변위. 

1.7.10. 교정 

교징은 그 자체가 부정획할수도 있거나 최초의 교정올 수행했던것과 다른 조 

건을 적용했을 때 부정획할 수가 있다. 이 조건은 환경적요소(온도와 상대습도)， 

시료흐름속도， 에어로졸성질(밀도와 크기) 등을 포함한다. 

1.8. 위치선정기준 

위치선정은 어느 모니터링프로그램에서나 중요하다. 적당한 위치의 선정은 시 

료의 오염을 최소화할수 있고 화학적데이타의 해석에 도움을 줄수 있다. 모니터링 

위치는 많은 이유， 지역을 대표하는데 위치하기 위하여， 특정오염원올 확인하기 위 

하여， 로 선택된다. 하나이상의 위치를 잡았다면， 위치선정기준을 일치시켜야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위치를 선정하기전에 많은 고찰이 있어야한다. 

1.8.1. 장소의 고찰 

시료수집기는 공기흐름에 영향올 줄 수 있는 장해물로부터 떨어져 있도록 그 

위치에서 오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리잡아야한다. 

- 생플러보다 더 위에 있는 모든 목적물은 목적물높이의 두배이상 거리룰 두어야 

한다 (수평 으로부터 30도 이 하의 각도). 

- 샘플러는 정상적으로 평핑하고 (<15。기울기)， 어질러지지않은 풀밭위에 자리잡아 

야한다. 옥상에 자리잡는 것은 도시에서는 피할수없지만 굴뚝이 있는 옥상은 피 

하도록해야한다. 

- 샘플러는 적어도 서로 2 m 이상 떨어져야한다. 

- 접근로는 먼지부유물(<10k며1)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히 낮고 빠르게 이동해야 

하고 생플러로부터 적어도 100m 떨어져야한다. 

모니터링위치의 선택은 위에 열거한 요소롤 절충해야할 것이다. 또한 전력의 이 

용성， 접근성， 보안성과 같은 실제적인 관련사항도 고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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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지 역 의 고찰 

일차 위치선정기준은 지역을 대표하는 위치라면， 그 위치는 그지역을 대표하는 

데 자리잡아야하며， 지역적 오염원을 최소로해야한다. 여러 가지 모니터링네트원에 

의해서 발행된 특정한 기준이 있다. 이툴 기준틀은 다음과 같이 일반화시킬수 있다. 

- 위치는 적어도 대도시중심(인구 >10，(00)과 중공업지역(화학공장， 철강공장， 발전 

소， 제련소， 소각장)으로부터 40km 떨어져야한다. 

- 위치는 다른 도시지역(인구 1,000 - 10,(00), 광산 및 제조공장， 고속도로， 사업지 

역으로부터 적어도 10km 떨어져야한다. 

위치는 대로， 쓰레기처리장， 작은도시(인구 <1 ,000) 로부터 적어도 1km 떨어져야 

한다. 

- 위치는 단독주택， 추차장， 지방도로로부터 적어도 250m 떨어져야한다. 

더 작은 단위로 ‘지역‘ 은 한 도시지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것은 한 도시지역 

에서 전체적인 오염수준을 상징하기는 어럽다. 대부분의 도시시료수집은 정부의 대 

기품질표준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도시의 여러지역에서 오염원 수준를 특성화하는 

데 이용한다. 간혹 도시지역에서 샘플링위치는 높은 오염원농도를 보이는 지역이나 

인구가 밀집된지역올 선택한다. 

1.8.3. Sources 의 고찰 

생플링네트원의 일차목적이 톡정 오엄원올 검증하기 위한것이라면， 부가적으로 

많은 고찰을 하여야 한다. 에어로졸 샘플러에 따라 풍향섹터로 source롤 분활함에 

의해 위치는 선택될수 있다. 이 방법에서 source A 는 하나의 한정된 wind sector 

로부터 바람에 기여할수 있고 반면 source B 는 다른 wind sector 에 한정시키고 

source C 는 또다른 wind sector 에 한징시킨다. 수집기의 위치는 wind sector 에 따 

라 표적 source 가 중복되지 않게 하기위해 중요하다. 최소각 200 는 source 면적에 

대한 각이 증가할 때 점선원에 대해 할당되어야한다. 

두 개의 분진수집기를 source롤 더 좋게 확인하기 위한 기회롤 제공할수 있거 

나 상풍과 하풍농도에서의 차이롤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할수 있다. 

세 개의 분진수집기를 의심이 있는 source를 삼각혹량에 의해 정확히 위치룰 

나타나게하기 위하여 설치할수 있다. 예률틀면 각 세지역에서 측정한 고농도 오염 

물은 세 개의 다른 풍향으로부터 기인할수 있다. 하나의 선이 수집기로부터 풍향으 

로 그려졌다면 세 개의 선들이 횡단할것임을 가르킨다. 이것은 가능한 source 가 자 

리잡을것이라는 것울 가르킨다. 

각 위치의 배열은 풍향과 풍속을 알아내는데 이용한다. 적어도 가까운 기상대 

로부터 기상요소률 조사하여 각 위치에서 풍향과 풍속율 기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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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량 시료수접기 (High Volume Sampler) 

2.1 일반적인 사항 

니igh volume ai r sampler 는 현탁입자의 수집을 위하여 대량의 공기를 수집하는 

데 사용한다. 미국에서는 현탁임자의 수집을 위한 표준기기이고， 정부와 산업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도시오염관측 프로그램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반면， 대량의 

수집된 공기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자농도를 갖을수 있는 교외지역에서의 관측에 적 

당하게 만들었다. HV sampler 의 가장 간단한 형태는 세가지 기본성분으로 구성되 

어 있 다 1) filter holder. 2) vacuum motor or pump. 3) 지 붕 이 있 는 AI housing. 

Filter holder 는 motor 의 진반부에 위치하고 수집된 입자는 filter 위에 포집된다. 정 

해진 것이 아니면， 진공모터는 최대출력으로 작동할것이고 이 수준은 모터에 따라 

다롤 것이다. 모터는 일정한 공기흐름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고， 흐름 

속도는 보통 1.13 - 1.7 m3/min. 이다. 휠터에 수집된 앙， 수집기간， 휠터롤 통과한 

공기의 부피롤 일면 현탁임자의 농도， μ g/m3•를 알 수 있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수집기는 넓은 범위의 입자크기로 수집하지만 일반적으로 

100 μ m 이하이다. 크기선택입구는 수집된 입자의 상위 크기범위 (10 μ m 이하， 
inhalable pa며ωlates)에 한정시킬 수 있다. 수많은 고부피 수집기 모델과 다양한 

부풍들이 시료수집의 정확성과 펀의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입자는 8.5 x 

11 inch filter sheet 또는 4 inch 직 경 의 filter disk 에 수집 한다. Glass, qua아Z， 

cellulose-fiber filter를 중량분석 및 화학운석에 사용힐 수 있다. 선정된 분석방법과 

표적화합물에 따라 고려해야할 한정된 수가 있다. 

2.2 부 가 구 성 물 CAdditional Components) 

2.2.1 휠 터 용기 (Filter Cartridge) 

단순한 수집기들은 야외에서 filter paper롤 장착하거나 탈착한다. 그러나 휠터는 

바람불거나 비가오는 환경에서는 교환하기가 어럽다. 과다한 취급은 휠터롤 손상시 

키거나 오염시킬수 있다 Filter ca마ridge 의 사용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한다. 

Filter cartridge 는 screen. faceplate, dust cover 로 구성 된 다. 완전 한 Filter cartridge 

의 탈착은 정정한 조건에서 휠터롤 다루기 위해 작엄자가 한다. 

2.2.2 시 료 보 관 기 CSample Saver) 

단순한 수집기에서 자리가 정해진 휠터는 수동적 침적물에 노출된다. 휠터의 

탈，장착과 시료를 얻는 시간 간에 장시간 간격이 있다면， 특히 수집기가 먼지가 많 

은 지역에 위치한다면， 수동적 장진은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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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saver 는 housing 에 약간의 수정으로 쉽게 부가한다. 기본적으로 수집 

기롤 꼈을 때 휠터는 철회할 수 있는 뚜껑으로 덮고， 수집기를 켰을때 뚜껑은 

housing 안에서 절회한다. 

2.2.3 시 료 계 시 기 (Sample Timer) 

단순한 수집기에서 모터는 수집기롤 작동하는 사람에 의해서만 수동적으로 키 

고 끌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계적에서 전기로 작동되는것에 걸 

쳐 여러 가지 타이머가 이용된다. 두가지 형태는 모두 시료수집 시작시간， 수집기 

간， 시료들간의 시간 그리고 얻어진 시료의 수를 맞출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전원 

이 끈길 경우 빗데리 백염도 이용된다. 기계적인 형태와 전기적인 형태간에 기본 

적인 차이는 없지만 기계적인 것인 더 신뢰성이 있다. 다만 전기적인 것은 더 많은 

프로그램 선택성을 제공한다. 

2.2.4 흐름조절 기 (Flow Controller) 

간단한 수집기에서는 공기흐름을 전암조절기와 교정기률 이용하여 조정할수 있 

다. 그러나 휠터적재량이 증가힘에 따른 선진압 또는 저항력에서의 변동은 보상되 

지 않을 것이다. 흐름조절기는 휠터 바로아래 설치한 탐침과 공기흐름의 경로로 구 

성되어 있다. 흐름조절기는 교정된 속도에서 공기흐름을 유지하고 전압과 저항력 

변동에 대한 모터속도의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한다. 개량된 조절기는 전압， 온도， 압 

력 및 휠터적재랑에서의 변동에 의한 교정을 위해 모터속도를 자동적으로 조정할수 

있다. 

2.2.5 흐 름 기 록 기 (Flow Recorder; Clock chart) 

시작과 정지시간에 대한 프로그랭이 제공되는 반면， 타이머에 대한 신뢰도는 

시료가 계획대로 얻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 준비되어 있지않다. 경과시간 

계수기는 시료수집기간을 기록하는데 도움을 준다. 부가적으로 차트로 나오는 시계 

가 달린 흐름기록기(사실상 기압변흰기)는 시료수집시간과 기간을 영구적 기록으로 

제공할수 있다. 대부분의 흐름조절기는 교정하는 동안 공기흐름을 바꾸기 위한 조 

정과 시료수집시간을 기록하기 위한 경과시간계수기가 포함된다. 개량된 모델은 흐 

름조절기와 단일단위의 타이머를 결합한다. 

2.2.6 유 체 압 력 계 (Manometer) 

유체압력계는 압력/진공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기기이며， 교정이 되었율 때 공 

기흐름을 측정하는데 사용할수있다. 기본적인 것은 아니지만 유체압력계(또는 휠터 

와 모터사이에 진공계기)의 설치는 일상적 시료수집을 하는동안 공기흐릉을 신속하 

게 겁사할 수 있다. 진공의 증가나 감소률 전해줄 공기흐름에서의 커다란 변동은 

수집기롤 재교정해야할 필요가 있음올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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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r and 
Assembly 

Blower 

Schematic of high volume sampler 

From Air Qualiη， Thad. (;{jdish , ed ,. 
Lewis Publishers, 1991. 

Side View 

Path of air now through high volume 
sampler. 

From Air Quality, Thad. Godish, ed ,. 
Lewis Publishers, 1991. 

Figure 2-2. Sdlematic of Hi방1 volume samp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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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크기 선 택 입 구 (Size Selective Inlet) 

단순한 수집기에서는 광범위의 입자크기 (100 μ m 이하)가 고부피휠터에 수집된 

다 size selective inlet 은 휠터상에 상위크기범위의 입자(대부분 10 또는 15 μ m 이 

하의 입자롤 선정한다.)로 한정한다. 입구는 고부피수집기의 지붕올 교환할 때 쉽게 

장착한다. 입구내에서 입자분리는 관성분리에 바탕을 둔다. 공기흐름은 뒤툴린 경로 

를 따라 힘을 받S며 충분히 콘 입자는 공기를 따라 흐른다. 수집된 공기와 입자는 

입구로 들어오고 관을따라 아래로 흘러내리게 한다. 공기흐름은 다시 위쪽으로 힘 

을 받고 관을 따라 아래로 흐른다.1Of.l m 보다 콘 입자의 운동량은 충돌표면(표면 

은 큰입자를 잡아주기위해 그리스롤 바른다.)까지 이틀 입자롤 운반한다. 10 μ m 

이하의 입자는 공기흐름에 의해 위쪽으로 운반되고 관을 통해서 고부피휠터위에 수 

집된다. 

2.2.8 Cascade I mpactor 

크기에 의해 임자를 운리하기 위해 고안된 다단계 Cascade Impactor롤 HV 

sampler 에 덧 붙 여 서 이 용 할수 있 다 Impactor 는 일 정 한 입 자의 paralled slot, 평 행 

단을 갖는 여러개의 판으로 구성된다. Cascade Impactor 의 조작원리는 size 

selective 비et 의 것과 유사하다. 

2.3 일상운전 안내서 

많은 고부피 모델과 부품을 이용할 수 있다. 조작설명서는 특정한 모텔에 대해 

서는 특별하지만 모든 고부피 수집기에대해 일반적으로 적용할수 있다. 여기에서 

논의 된 특정 한 HV sampler 는 G312 controller/digital timer, G3α)() filter cartridge, 

G8550 sample saver, G8WT well type manometer, SA1200 PMlO HV selective 비et이 

장치 된 Anderson HV sampler 이 다. 

2.3.1 Filter Cartridge 의 준비 

실험실이나 수집장소에서 깨끗한 표면위에 Filter Cartridge를 놓는다. 먼지덮게 

를 벗기고， 나사를 풀어 faceplate롤 분리시킨다. 미리 칭량한 시료휠터를 취하여 

주의갚게 지지대위에서 중심올 맞춘다. 휠터를 만지는 것을 피하기위해 비닐장갑이 

나 핀셋을 사용한다. Faceplate롤 다시 장착한다. Screen 은 휠터에 의해 덮히게하여 

톰새를 막히게한다. 마지막으로 먼지덮게롤 닫고 플라스틱 봉지에서 Filter 

Cartridge률 밀봉한다. 플라스틱봉지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Filter Cartridge롤 

수집장소로 운반할 때 도움이된다. 

2.3.2 Filter Cartridge 의 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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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기에 도착하면 전원이 켜있는지， 연결이 안전한지， 모든 것이 작업하는 순 

서로 되어있는지 조사한다. 지붕 또는 size selective inlet 을 연다. Sample saver 가 

장치되었으먼 철회하고 수집기에서 노출된 Filter Cartridge에 먼지덮게롤 덮는다. 나 

사롤 풀고 노출된 Filter Cartridge 를 분리한다. 습포용 천으로 울타리면에 묻어있을 

수 있는 먼지롤 닦아낸다. 

새로운 Filter Cartridge롤 장착하기전에 공기흐름의 정확도롤 검사해툴 필요가 

있다. 이것을 하기위해서 어분의 Filter Cartridge롤 띠let screen 에 장치하고 수동적 

으로 수집기 스위치를 켜서 운전한다. 5분후에 manometer를 읽는다. 최근의 교정에 

서의 눈금과 같으면 공기흐름은 정획하고 수집기는 다시 교정할 필요가 없다. 수집 

기 스위치롤 끈다. 

새 로운 Filter Cartridge롤 매let screen 에 장착한다. 나사롤 안전 하게 조인 다. 공 

기의 누출이 없게 하기위해서 충분한 압력이 필요하며 나사는 너무 세게 조여서는 

안된다. 먼지덮게롤 제거하고 지붕을 닫는다. 

2.3.3 계시기의 조작 

경과시간 지시계는 총 시료수집시간을 기록한다. 수집기가 운전된 시간길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수집 전후의 수를 기록하라. 수집기의 종류에 따라 timer 도 

다굳기 때문에 timer 의 조작시에는 관련 설명서를 침조하는 것이 좋다. 

2.4 교정절차 

교정은 HV수집기가 정확한 공기흐름으로 시료수집을 하는가에 대한 검증이다. 

교정은 주기적(적어도 분기별)으로 실행해야하고 motor brush를 교환한후에는 매번 

해 주어 야한다. 교정 기 는 관 입 구， mountíng plate, tubing, flow meter(or manometer) 

로 구성된다. 이외에도 교정기는 독특한 교정곡선이 있는 도표롤 포함한다. 

휠터를 장착하고， I미et screen 위에 입구와 판을 올려놓고 shelter door 위의 덮 

게로부터 계기롤 걸어놓고 관입구와 계기에 튜브롤 연결하여 교정기를 조립한다. 

입구가 홉입구를 열기 위해서 시계방향으로 돌려졌는지를 확인한다. 

Shelter door 와 timer/flow controller 에 있는 문을 연다. 수집기를 작동시키고 

안정화시키기위해 흐름을 적어도 5운동안 기다린다. 

Timer/flow controller 의 앞면에 있는 흐름조정나사를 교정도표와 일치하도록 

수집기의 공기흐름에 따라 시게방향 또는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린다. 

Manometer의 눈금을 읽고 기록한다. 교정목적에 대해 충분히 정확하지는 않지 

만 시간에 따른 manometer 눈금의 변화는 공기흐름의 변화를 가르킨다. 공기흐름의 

변화가 있다면 재교정하여야한다. 

Shelter door 와 timer/flow controller롤 닫는다. 교정 기 를 해 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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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관리유지 
HV 수집기는 튼튼하며 최소의 관리유지만 필요하다. 계획된 관리는 비상적인 

수리， 시료수집 작엄중지시간， 휠터의 오염을 최소화시키는데 도움이된다. 

2.5.1 전원의 점검 
모든 전원접속선은 접속이 느슨해져 작엽이 중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수시 

로 점검해야한다. Battery backup 은 재충전할수 있고 약 5년에 한번씩 교환해 준다. 

2.5.2 일상 세척 
Inlet screen 주위의 부분은 축적되어 있을지모르는 임자와 곤충틀을 제거하기 

위하여 닦아주어야한다 size selective inlet 은 수집된 파편울 제거하기 위하여， 충돌 

표면의 그리스를 교환하기위하여 6개월에 한번씩은 닦아추어야하고 한다. 

Size selective inlet 을 분해하고 면헝검과 아세톤으로 쌓인 먼지와 그러스를 닦 

아낸다. 가속노즐과 곡선관도 닦아추어야한다(시험관솔을 이용한다). 

분해시킨 가속노즐과 곡선관을 연결하고 연결부분과 나사구멍은 실리콘오일로 

밀봉한다 size selective inlet 올 다시 조립하고 수집기에 장치한다. 

2.5.3 Gaskets 의 상 태 

Filter cartridge와 size selective inlet 에 있 는 고 부 gasket을 검 사 하 고 분 열 이 생 

겼거나 딱딱해 졌거나 상태가 좋지않으면 교환한다. 

2.5 .4 Motor brush 의 교환 

Motor brush 는 1αx)시간 정도 운전한후 교환해줄 필요가 있다. brush 가 완전 

히 앓아버리면 모터에 손상을 줄 것이다.Brush 가 1α%시간 정도 운전후에도 유효 

한 길이(1 cm정도)로 남아있더라도 교환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수집기에 첨부된 안내 

서를 참고한다. 

Timer/flow controller 로부터 모터를 빼내고 시료수집입구로부터 풀어낸다. 모터 

의 관리는 공작실이나 실험실에서 실행해야한다. 모터 또는 brush롤 교환한후에는 

재교정이 필요할 것이다. 

Brush롤 교환한후에는 모터률 적어도 30분정도 반전압에서 작동해야한다. 마지 

막2로 변동이나 소음을 검사하기 위하여 모터롤 몇분동안 작동시킨다. 

2.6 고장 접검 

2.6.1 작동불능 

HV 수집기가 시료수집을 하지 못하면 다음순서로 검사를 해야한다. 

타이머에 나타나는 f1ashing 시간이 AC 전원이 나오지않음을 가르킨다.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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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위치에 있는지 조정을 해보고 모터롤 작동한다. 타이머롤 다시 맞춘다. 

디지털 표시가 깡박이지 않으면 전원이 없는 상태이다. 전원연결부분을 검사하 

고 회로차단기를 다시 작동한다. 출력단자로부터 전원공급을 검사하기 위해서 전암 

계롤 사용한다. 디지털 표시가 깜박이면 Timer/flow controller 나 모터에 문제가 있 

을수 있다. Timer/flow controller롤 검사하기 위해서 스위치를 켠다(이것은 타이머를 

경유할 것이다). 아무런 감응이 없으면， 모터플러그롤 전원에 직접 연결한다. 모터가 

작동하면 Timer/flow controller 에 문제가 있다. 모터가 작동하지 않으면 수리를 할 

필요가 있다. 

2.6.2 공기흐름 조정불능 

Timer/flow controller 에 있는 나사의 조정은 수집기롤 교정할 때 공기흐름을 

변화시키는데 사용한다. 조정나사를 돌려도 공기흐름이 변하지 않는다면 시계반대 

방향으로 돌려보고 시계방향으로 나사를 돌려서 공기흐름을 천천히 증기시킨다. 문 

제가 지속되면 flow controller롤 교환할 필요가 있다. 

필요한 공기흐름으로 모터롤 조정힐수없응은 교정기입구 또는 mounting plate 

주변에 공기누출이 있음을 가르킬수도 있다. 휠터와 진공모터사이의 공기누출도 검 

사한다. 그외에 gasket 을 검사하고 분얼이 있으면 교환한다. 

2.6.3 휠터의 오염 

모터에 사용한 brush는 carbon 으로 되어 있다. 모터로부터의 C, Cu 및 다른 

금속이 휠터를 오염시킬수 있다. 이러한 경우 모터의 배기롤 되트를 이용하여 쉽게 

실행할수 있다. 덕트는 하풍으로 확장하여야한다. 

2.6.4 모터속도의 변동 

모터속도의 흔들림은 띠let screen 추위에 공기누출이 있음을 가르킨다. Filter 

catridge 의 gasket을 겁사하고 catridge를 재설치한다. 

3. 저 용 량 시 료 수 접 기 (Low Volume Sampler) 

3.1 까le "Gent" Stacked Filter Unit(SFU) Sampler 

여 기 에 서 는 저 부 피 수 집 기 (Low Volume Sampler) 중 의 하 나 인 SFU sampler의 설 치 

와 사용에관한 관련사항을 기술하였다. 

3.2 Stacked filter unit sampling line 의 사 양 

% 



• SFU pre-impaction stage for PM10 cut-off point 

• Stacked filter cassette : NILU type "open face" 47mm dia. filter holder 

- 1 st filter holder corase filter, Nuclepore pores, 8 !.1m pore size 2-10 !.1m 

EAD 

- 2nd filter holder fine filter, Nuclepore pores, 0.4 !.1m pore size < 2 !.1m EAD 

- Effective air flow filter area : 12.88 cm2 

• Black polyethylene container 10 cm dia. X 30 cm long 

• GAST diaphragm pump : leak-free, spec. Fig. 3 

• Average flow rate : 15 -16 liter/min.(lpm) 

• Vacuum reading and flow rate 측 정 rotameter / volume meter / POL Y-FLO 

tubing flow rate rotameter > volume meter => volume meter의 flow rate 가 더 

정 확함. length of tube (inner dia. 1/4") 100 m 이 하가 적 당함 . 

• Flow rate 의 조절 tube의 길이가 짧을 때 WHITEY valve를 이용한다 . 

• Sample의 수집 24-h Time swich 로 조절， 144segments (1 0분/segment) 

- 판넬을 앞으로 잡아당겨 좌우방향으로 돌림 (2segment 이상) 

- push in - pump 작 동， push out - pump 부 작 동 

- Pump 측면의 Hour meter total time 측정 time swich 로 조절됨. 

Stacked Filter 
Unit / 

gasket Impactor Stage 

Air 
Flow 

Figure 2-4. Schematic diagram of the sampling head containing the 10 jßI1 impactor 

inlet and the NILU S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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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Gent air sampler provideed by Dr. Maenhaut of the Gent University. 

Figure 2-6. Urban site showing the stacked filter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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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SFU sampling line 의 설 치 . 

3.3.1 SFU Sampler 의 설치장소 

건울이나 나무에서 멀리 떨어진 곳 

의 영향이 없는 장소로 선택한다. 

잔디밭 cc '
~， 건물옥상이 적합하고 흙먼지 

3.3.2 SFU 설치 방법 

나무(또는 플라스틴) 기둥에 rain protection cover롤 고정시컵. 금속기퉁은 부적 

합하나 기상탑의 경우는 painting 된 것 또는 Stainless steel이나 AI 제풍을 사용한 

다. 지면으로부터 적어도 1.6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한다. 

POLY• FLO tube롤 연 결 할 때 는 nylon(filter cassette 방 향) 또 는 brass connector롤 사 

용한다 Pump 의 위치는 항상 SFU 보다 아래쪽에 설치하고 pump 와 SFU 와의 거 

리는 10-15 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모든 tube 연결은 leak-free 하고 수집하는 동안 

방해롤 받지않아야 한다. 

3.3.3 SFU 작동전 점검사항 

SFU line 점검으로 연결부운 및 밸브의 개폐 여부를 획인한다. 즉， Line 이 열려 

있을 때 유속(유랑， Flow rate) 을 조사하고， Line 이 닫혀 있을 때 vacuum은 0.8 bar, 

rotametor 의 유속은 0, volume meter gauge 는 움직이지 않어야 한다. 상기의 조건 

에 맞지 않을 때는 공기의 누출을 점검해야한다. 

3.4 Stacked filter cassette의 장전， 장전된 용기의 삽입， 시료의 수집， 시료수집기간， 

stacked fi Iter cassette의 달착. 

3.4.1 Stacked fi Iter cassette의 장전 및 용기 삽입 

Flter의 장진은 청정실이나 clean bench Claminar air flow)에서 한다. Plastic 

container 의 뚜껑을 열고， 보조 덮게롤 벗긴후， screw cap을 돌린다. 일차로 Top 

filter holder롤 열 고， filter retaining ring 롤 들어 올린 후 Corase Nuclepore filter 의 반 

질반질한 면을 앞(위)쪽으로 향하게 그물망위에 장착한 다음， 역순으로 닫는다. 이 

차로 bottom filter holder롤 푼후， Filter retaining ring올 제거하고 fine filter의 반질반 

질 한 면 을 앞(위)쪽으로 향하게 filter support grid 위 에 올려 논 후， filter retaining 

ring back 을 놓고 filter holder롤 닫는다. 

3.4 .2 시료의 수집 및 기간. 

장전된 cassette롤 SFU sampler 가 설치된 장소로 옮겨 black container어| 장착한 

다. 대기분진의 질랑농도(~잉m3)를 결정하려면 filter를 장착하기전에 무게를 1 ~g 단 
위까지 정확하게 칭랑한다. 칭량은 온도(20.C)와 습도(50%)가 초절된 방에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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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24시간 이상 방치시킨후 한다. 특히 정전기를 제거시켜야 한다. 이것은 21φ。

방사선원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Filter롤 다룰때는 stainless steel 핀셋을 사용하고 

절대로 손으로 만져서는 안된다. 

SFU와 sampling line을 연 결 하고 WHITEY valve 로 rotameter의 유 속을 18 Ipm으 

로 맞춘다. Rotameter 의 유속은 volume meter 의 유속보다 10%정도 높을 것이다. 

sampling 하는동안 유속이 감소할 것을 염두에 두고 16-17 Ipm의 평균 유효 

rotameter flow rate롤 얻기위하여 어느정도 높은 초기값을 선택한다. 진공이 -0.5 

bar 인가롤 확인한다. 

24-hour time switch의 시 간을 맞춘다. 예 률들면 8:10 일 때 pointer롤 time 

segment ring의 8에 맞춘다. 1 segment 는 20분 간격임. 시간조정은 ring을 시계방향 

으로 돌려서 조정한다. 

시료의 수집을 시작할 때 시간과 날짜롤 기록한다. 또한 hour meter, vacuum 

gauge, rotameter flow rate, volume meter]f ] ~ 르 키 는 값 을 읽 고 기 록 한 다 . 

적 어 도 12시 간마다 vacuum gauge, rotameter flow rate롤 확인 하여 야 한다. 

rotameter 의 유속이 너무 많이 감소하였다먼 (16 Ipm 이하)， rotameter의 유속이 18 

IpmOI 될 때까지 W꺼ITEY valve를 열어주어야 한다. Valve룰 조정할때마다 날짜와 시 

간을 기록하고 바로 전의 vacuum gauge, rotameter flow rate롤 읽고 조정된 값과 함 

께 기록한다， 

수집 이 끝날 때 hour meter, vacuum gauge, rotameter flow rate, volume meter가 

가르키는 값을 읽고 기록한다. 

Black polyethylene container로 부 터 stacked filter cassette롤 탈 착 시 키 고 장 착 때 의 

역순으로 해체한다. 

개개의 SFU sampleOI 방해(중단)를 받았을 때， 그것이 시작되고 끝난 시간과 날 

짜를 기록한다. 

Sampling 기간동안 오염의 위험성이 있을 때， sampling을 중단해야한다. 

중단이 수동적으로 되었을 경우(전원차단 또는 의도적)， time switch의 시계가 

정지되기 때문에 전원이 다시 들어 왔올 때 시계를 조정해야한다. 

Pump ]f time switch 장치에 의해 작동되고 안될 경우， time switch segment 의 

숫자를 기록한다. 

개개의 SFU 수집에 대한 sampling 기간은 현장에서 결정될것이고 24시간의 유 

효수집시간이 아니고 1 일(이것은 clock time 의 1 일율 의미한다， calender time)로 하 

는 것이 더 좋다. 위에서 설명한것처럼 실제수집에서 중단될수 있다. 

3.4.3 시료수집기간의 결정 

a. 공기중의 PM10 입자질량농도가 10-15 l..Ig/m3 이하(corase 와 fine 입자의 층 

량)라면， 시료수집기간을 2일로 하는 것이 좋다. 한편， filter는 분석을 하기 

에 충분하지 않을수 있다. 10-15 l..Ig/m3 보다 적은 PM 10 질 량농도는 농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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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정지역(예，노르워|이)에서 있을 수 있다. 

b. PM10 입자질랑농도는 전형적으로 fine size fraction에서 발생하는 20 Jlg/m3 이 
상과 함께 50 Jlg/m3 이상이라면 ， 24시간이 종료될때까지 15 Ipm rotameter 

flow rate롤 유지할 수 없을 수도 있다. PM10 입자질랑농도의 개념이 없는 첫 

SFU 수집의 경우에 rotameter flow rate가 24 시간후에 10 Ipm 이하로 김소된 

다는 사실에 유의하고， 이것은 유효수집시간이 24시간 보다 더 짧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12-18 시간 사이일 것이다. 질량농도가 높을 경우(도시분진) 

에는 필요에 따라 시료수집을 두 부분(낮과 밤)으로 나누어 할 수도 있다. 

모든 시료수집은 하루중 동일시간(오전 8시 또는 9시)에 시작과 종료시키도록 

한다. 

각 시료에 대한 아래와 같은 관측사항은 특정 LoæOOK어| 기록해야한다. 

· 사용한 stacked filter cassette의 번 호(공급힐 때 적 혀 있는 번 호). 

· 시작과 종료날짜 및 시간. 

· 유효 시료수집시간 (hour meter로부터 읽은 시작 및 종료시간) . 

• 처 음과 마지 막 air volume (Volume meter). 

· 시료수집을 시작할때와 끝났을때의 rotameter 의 유속과 진공 . 

• WHITEY valve률 조절했을때의 날짜와 시간， 조절을 하기 바로 전후의 

rotameter 의 유속과 진 공 . 

. Pump 의 가동이 중단된 날짜와 시 간 및 중단기 간， 

3.4.4 Stacked filter cassette 탈착. 

시 료 수집 이 완료되 면 stacked filter cassette를 plastic container로 부 터 회 수 하여 

원래 장착했던 장소로 옮긴다. Filter롤 stacked filter cassette로부터 꺼냉과 동시에 

새로운 filter롤 장착시킨다. filter 는 47mm Milipore Petrislide dish 에 저장하는 것이 

좋다. 적어도 24시간 이상 방치시킨후 각 filter 무게롤 처음과 동일한 조건으로 칭 

랑한다. blank filter와 수집된 터Iter 의 무게차이로 부터 공기중 입자질랑농도를 계 

산할 수 있다. 

인와뚱 

. Rotameter flow rate가 volume meter 것보다 실제 10% 이상 높은지롤 확인한다. 

• 때때로 (1 주에 한번씩)， 0야n flow test 와 공기누출시힘을 꼭 해야한다. 진공이 

너무 작거나 flow rate 가 너무 높을때는 sampling line을 즉시 점검해야한다. 

• 때때로 field blank SFU sample을 채집할 필요가 있다(예를들면 10 실제시료당 1 

blank 씩) Field blank의 수집은 실제시료와 통일한 조작으로 한다. 칭랑에 의 

해 공기중의 입자질랑 농도롤 결정하려면， 장착전과 탈착후의 field blank로부터 

filter를 칭량해야한다. 경험적으로 field blank 약간의 질량이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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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Pre- impaction plate 의 기 름바르기 와 청 소. whole black polyethylene container 와 

stacked filter cassette 의 청 소. 

3.5.1 Impaction plate 의 기름바르기. 

점상 작동하에서 pre-impaction plate의 앞면은 입자가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앓은층의 Apiezon grease로 덮어야한다. Pre- impaction plate 는 선적하기 

전에 이미 그리스가 발라져 있지만 사용전에 재확인하는 것이 좋다. Grease 는 

Apiezon vacuum grease type, AP101 또는 type H를 사용하고， silicon 이 함유된 것은 

절대로 사용하지 말것. 그러스가 입혀있는 pre- impaction plate 외에 stecked filter 

cassette 위쪽의 sampling line 의 모든 다를 부분은 filter 가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 

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3.5.2 Impaction plate 와 whole black polyethylene container 의 청 소. 

Black polyethylene container 의 안쪽 표면 은 물과 에 탄올로 세 척 할 수 있 다. 이 

과정은 선적하기 전에 이미 실행하였다. 때때로 (2주마다 한 번씩)， pre- impaction 

plate와 black polyethylene container의 안쪽 표면을 에탄올로 세척해 주어야 한다. 

필요하면， pre- impaction plate를 꺼낼수도 있다. Plate를 지지하는 3개의 rod는 약간 

의 신축성이 있다. 1 → 2개의 rod 를 plate 방향으로 끌어당겨 container의 홍통으로부 

터 뻐낼수 있다. 이 조작을 할 때는 rod가 부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Pre- impaction plate롤 세척한 후에는 다시 그리스가 알라져 있는지롤 확인한다， 

3.5.3 Stacked filter cassette의 청 소. 

Stacked filter cassette 도 때때로 세척을 해 추어야한다(5회 사용한 후) . 모든 

부분은 세정제로 닦아춘다. Nuclepore filter와 접촉되는 부분 (filter support grid 와 

filter retaining ring)은 붉은 질산(0.001 M) 으로 세정한후 증류수나 틸이온수로 세척 

한다 filter cassette의 다른 부분은 세정제로 닦은후 증류수나 탈이온수로 다시 세 

척해 주어야 한다. 최종단계롤 위해서 물용액을 두분분으로 분리해서 사용한다 ; a) 

filter 와 직접 접촉하는 부분과 b) 나머지 부분. 

세 정 된 stacked fi Iter cassette롤 다시 장착할 때 filter support grid 가 평 평 하게 되 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4. Receptor models을 위 한 데 이 터 해 석 

4.1 개 요 

환경 풍질관리문제롤 해결하기위한 핵기술의 일차적 응용중의 하나는 대기분진 

의 조성을 정랑하고 방충원 검증과 에어로졸 mass apportionment 을 위한 data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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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준비하는 것이다. 방사선검출기， 시료수집장비， 저럼한 전산처리용량등에서 평행 

적인 개선은 대기운진을 특성화시키기 위한 대기운진법에서 운석법에 바탕을 둔 여 

러 가지 핵분광학의 광범위한 이용을 가져왔다. 본 설명서는 시료수집기의 선택과 

사용， 중성자방사화분석에 의한 조성분석，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기위 

한 데이터분석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4.2 배 경 

대기 에어로졸의 조성은 물질의 원전， 이동하는동안의 화학반응 그러고 source 

로부터 시료수집 (receptor) 위치까지 이동하는 방출원의 형태와 조성이 변화하는 과 

정의 복잡한 함수이다. 개괄적인 도표를 Figure 2-7 에 나타냈다. 에어로졸계에 포함 

되는것은 이차 에어로졸을 만들기 위한 기체/임자 변환(i.e， S02 /S。그)， 새로운 입 

자롤 형성하기 위한 기체물질 핵형성 (nucleation) ， 수집된후의 대기에서의 입자 증발 

등이다. 시료에서 발생되는 이틀 source 와 처리과정에서 분석을 위해 실험실에 가 

져올 때 어떤관계가 있는지 실제적으로 휠터에 대한 분석은 아주 어렵다 

한 접근방법은 간단한 계통으로 문제를 분리하기 위한 것이고， 특정한 크기범 

위로 대기분진입자롤 운별하는 수집기롤 사용하는 것이다. Figure 2-8 에는 임자크 

기와 source 의 형태간의 일반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큰 입자들은 일반적으로 토앙 

의 바람에 의한 침식작용，해염 에어로졸의 생성， 자동차운행에 의한 타이어의 마모 

와 같은 기계적과정을 통해서 생성된다. 미세입자틀은 기체상 산화롤 포함하는 화 

학반응을 가져오는 핵형성이나 연소률 통해서 아주 작은 크기로 생성된다. 이틀 입 

자들은 큰 이동성을 가지며 축적형태의 에어로졸로 빠르게 응결되며 핵자형태의 에 

어로졸은 실외대기에서는 거의 관혹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에어로졸 크기분포는 이 

중최빈치형태이고， 입자의 형성 또는 공기중 부유상태의 메카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 형태의 조성은 아주 다르다. 미세입자와 굵은 입자로 임자들을 문리하는 것은 

그들이 receptor site 로 운반된 과정과 입자 source 의 항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시 

료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 

4.3 시료수집기의 개발 

1960년대초에 실외 에어로졸질량을 특성화하는데 광범위하게 사용한 대기운진 

수집기는 high volume sampler 이다. 그것은 높은 흐름속도의 펌프롤 8"x 1 0" filter 

holder 에 연결하고， 휠터로는 입자의 높은 억류， 낮은 압력강하， 상당한 입자의 적 

하룰 수용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glass fiber filter롤 널리 사용하였다. 간단한 

housing은 모터를 꼈을 때 수집기가 입자의 수집을 방치하는 것으로부터 침전물을 

보존하는데 사용하였고， 수집기의 크기함수로서의 수집은 풍향과 풍속에 의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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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Smematic view of the processes that lead to the composition of airbome 

particles collected on an ambient sampler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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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Idealized view of the size distribution of the ambient atomospheric aerosol 

showing the three possible size modes and their possible source maracteristics. 

-64-



실외 에어로졸질량에 대한 일차적 필요조건은 공중보건이기 때문에 더 진보된 

정의의 크기수집특성을 갖는 수집기가 개발되었다. 이들중의 첫 번째는 St. Louis, 

MO의 The Regional Air Pollution Study(RAPS)롤 위해 Loo 등에 의해 고안되어 제작 

된 앙운수집기 (dichotomous sampler) 이다. 이 수집기는 20 μ m 대기역학직경 

(aerodynamic diameter)에서 50%의 수집효율을 갖는 inlet를 가지며 두 개의 크기범 

위， <24 μ m 과 2.4• 20 μ m, 로 입자가 분리된다. 

일반적인 설계는 15 μ m의 상한을 갖는 상업용 기기로 개발되었지만， 대기분진 

에 대한 규정된 표준은 총 현닥임자(TSP)로 남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지않았 

다.(6) 이외에도 50% 수집효율은 풍속의 강한 함수이기 때문에 15 μ m 비let의 설계 

는 중요한 문제가 됨을 알았다.[7) 

1980년대초에 미국 환경보전협회에서 10 μ m inlet에서 50% 수집효율의 크기로 

감소시키기위한 결정이 있었다.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미et 이 개발되었고 크기분율 

(<2.5 μ m과 2.5 :::; dp :::; 10 μ m) 을 갖는 양분수집기가 개발되었다.[8J 

Dichotomous sampler 외에 10 μ m 으로 크기가 선정된 다른 수집기도 개발되었 
다.[9 ， lOJ 미국은 10 μ m에서 50% 수집효율을 갖는 수집기로 채집한 입자질량으로 

서 대기분진 표준을 다시 정의하였고 동시에 기준수집기로 징의하기 위한 다른 접 

근방법을 인용하였다. TSP 에 대해 수집기의 상세한 구조를 규정으로 만들었다. 허 

용한도롤 갖는 크기의존성 임구투과곡선이 규정으로 주어졌다. 특정한 혹정절차서 

롤 이용할 때 허용간격내에서 시료수집 효율곡선을 보이는 어떠한 수집기도 PM10 

에 대한 기준수집기로 채택하여 규정하는 실행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1 1) 

4.4 대기운진에 적용한 핵기술 

1960년대에 고분해능 광자검출기의 개발에 따라 감마선분광학이 획기적으로 변 

화하였다. 다른 동위원소나 원소로부터 김마선을 운해하는 능력은 다양한 시료의 

원소분석에 직접 응용되었다. 좋은 정확도와 정밀도 및 한정된 시료준비로 대량의 

원소롤 분석하는 능력은 대기분진시료의 대량분석에 유용한 방법이 되었고 중성자 

방사화분석이 처음 이용되었고 북아메리카와 유럽에 걸친 도시지역대기에 적용하였 

다.[12 ， 13) 1970년대초에는 EDXRF, Pl XE도 이용하였다.[14 ， 15) 지난 25년간 세계적으 

로 수많은 대기운진과 source 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이틀 방법들은 실외 에어로졸 

을 특성화하는 고품질 데이터롤 얻는데 일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발생원 /receptor 

relationship을 확인 하는데 도움이된다. 

4.5 데이터분석 

커다란 다원소 조성데이터롤 이용하기 위한 노력은 미국주위의 300~ 도시에서 

National Au Sampling Network에서 얻은 휠터의 원자방출분광분석으로부터 얻은 원 

소데이터롤 분석하기 위해노력했던 1960년대로 거슬러올라간다.(16) Mlller(l 7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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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chestern Nifong[18) 은 대기분진시료에서 Source의 기여롤 이해하기 위한 질량 

균형 (mass balance)을 제안함에 의해 분석에서 좀더 정량적인 바탕을 제시하였다. 

실외 대기시료의 분석에 바탕을 둔 대기농도에서 source 기여에 관계된 모든 

사용된 모형은 질랑보존법칙과 질랑균형분석 (Mass balance analysis)에 의존한다. 예 

롤들면， 측정 된 층 대 기분진 납농도 (ng!m3)는 motor v하1icles ， incinerators, smelters 

등과 짙은 독립적 source 형태로부터 기여된 총량이라고 생각할수 있다. 

PbT Pbauto + Pbrefuse + Pbsmelter + Pbsoil + . 

그러나 유연가솔린을 쓰는 자동차는 납과는 다른 물질을 함유한 입자를 방출한다. 

그러던로 자동차로부터 나온 납의 대기농도Pbauto 는 두가지 공통인자의 생성물로 

생각할수 있다; 자동차 입자빙출중 남의 중랑농도(nglm\ <lço,auto 와 대기중 자동차 

로부터 기인된 입자의 질랑농도(mglm\ fauto. 

pb auto ari>,auto f auto 

Receptor modeling에 대한 데이터집단을 얻기위한 정상적인 접근빙법은 시료중 

원소농도와 같은 대랑의 화학성분을 정랑하는 것이다. 

질랑균형식은 독립 source, p 로부터 기여하는 것으로서 n 개의 시료에서 모든 

m 재 원소를 설명하기위해 확장할 수 있다. 

XiJ L: aik fkj 
k=l 

여기서 Xij 는 j 번째 시료에서 측정한 i번째 원소의 농도(ng!m\ aik 는 k번째 source 

에서 나온 물질중 i번째 원소의 중랑농도(ng!mg) 이고， fkj 는 j 번째 시료에 기여하 

는 k번째 source 로부터 나온 물질의 대기질랑농도(mglm3) 이다. 

질랑균형개념 [19 ，20]을 실행하기위해 개발된 여러 가지 전산모델을 사용하기 위 

해서 원소데이터가 준비되어야하고， 일정한 데이터 품질을 면밀히 검사하여 오차가 

있는 결과를 잦아내어 제거하고， 대기화학종의 측정된 농도에 기여하는 가능한 

source 형태의 가능성을 조사한다. 

5. 환경시료 수집 및 분석에서 품질관리/보증 

5.1 개 요 

대기품질관리에 관한 지난 10여년동안의 가장 중요한 개발중의 하나는 시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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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환경과정을 구성하는 부분으로서 품질보증관리(OA/OC)롤 형식화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OA/ OC 시료에 노력을 들이기보다는 논문작성이나 부가적 시료의 

손실에 더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볼수 있지만， 왜 시료롤 취하여 분석하고 어 

떻게 좋은 결과가 필요한것인지에 대한 질의응답을 고려할때 정규의 OA!OC 프로 

그램을 적용하는것은 아주 가치가 있다. 또한 판결에 사용될 데이터의 질을 증명하 

기 위하여 문서화하는것도 중요하다. 산업분야에서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품질이 

좋은 환경데이터의 사용에서 이것은 시료수집기간동안 존재하는 환경조건을 반영 

하는 신뢰있는 데이터롤 보일수 있는 과정에 큰 도움이되며 환경품질올 개랑하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것은 명백하다. 

5.2 배 경 

미국 환경보호협회 (EPA)는 대기측정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명확히 정의되 

고 문서화된 품질보증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중요한 기준의 관할 

아래 있다. 데이터의 품질은 문서화할수 없기 때문에 규정된 판결을 하기위한 기초 

가되는 데이터의 확실성에 관한 의심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시료수집， 분석， 데이 

터관리과점을 그 역할을 책임질수 있는 사람들에게 더 잘 정의하기 위해서 어떤 측 

정프로그램으로 만들려는 정규의 품질보증계획이 필요하고， 재원을 확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접한 결과자료를 확신할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 

일반적으로 과학자는 좋은 과학적 실습에서 일정수준의 품질보증하에서 작업한 

다. 기기를 검정하고 반복분석을 실행하거나 복수의 시료를 취한다. 그러나 일반적 

으로는 결과의 문서화에 따른 계획된 계통방식으로 행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규의 

QNOC 계획이 실험절차에 포함되게 만드는 것이 된다.OA롤 실행하기위한 어느정 
도의 재원과 과제의 노력중에서 10-15%롤 OA!OC어| 충당해야하는 비용이 든다. 프 

로그램의 종료시에 확신있는 데이터의 유용성은 필요한 비용만큼 가치가 있고 OA 

프로그램은 대기시료수집과 분석프로그램을 만들어야만한다. 현재 미국환경보호협 

회는 시료를 얻거나 분석을 행하기전에 계약자에 의해 제기되고 협회에 의해 승인 

하는 정규 QA 계획올 위임받았다. 품질보증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Ouality Management and Ouality System Elements- Guidelines에 서 찾을 수 있 다.(21 ) 

OA!OC 프로그램의 분석실험실 부문에 대한 우수한 기준은 F.M.Garfield 의 Ouality 

Assurance Principles for Analytical Laboratories 이 다. [22) 

세목， 문서 그리고 노력의 수준은 측정과제의 성질에 의촌하고 시료롤 분석하 

고 취하기위한 목표와 목적에 있다. 이와같이 풍질보증프로그램계획 (OAPP)은 당신 

의 과제가 프로그램범추안에 돌어오는가를 확증하기위한 것이다. 

5.2.1 과제 의 범 위 (Project Category) 

미국 환경보호협회에서 개발된 OA 계획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첫단계는 시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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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분석을 수행하기위한 과제의 범주를 정의하는 것이다. 정의된 4개의 범추가 

있다 

1) 범주1. 과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우선도를 갖는 과제이고 프로그램 목적에 맞는 

일정한 품질보증을 위한 가장 높은 필요조건을 갖는다. 그들은 혹정결과로 취 

해지는 시행의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도록 실행되고 결과는 정규의 심 

문이나 결과적인 소송에서 법적 재검사에 맞서야만한다. 

2) 범주2. 측정은 충분한 넓이와 깊이를 갖고 규칙결정， 법령제정， 또는 정책결정에 

이용될수 있는 결과를 갖는 연구를 보완하는 걸과를 갖는 과제들이다. 규정하는 

본 범주안에 들어오는 결정에 직접 영향을 갖지않을지라도 과제는 공적으로 높 

은 가시성을 갖는다. 

3) 범주3. 과제는 기본선택권의 선정， 타당성조사의 이행， 또는 데이터가 존재하지않 

거나 부가적인 노력이 필요할수 있는 분야의 초기조사와 산정에 사용될 결과를 

만드는것들이다. 

4) 범주4. 과제는 중요하고 즉흥적인 규정된 분규없이 기본적으로 연구쪽으로 방향 

을 맞춘 결과를 생산한다. 

연구의 결과가 법적 정규심문에서 발생할수 있는 구체적인 재검사에 맞서기위 

한 것이라면， 시료를 얻은 시간과 장소에서 환경상태를 나타내는 결과를 명백하게 

표현할수 있는 엄격한 QAlQC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수준 

의 노력은 소송비용을 갖고 이노력은 성질상 탐구적인 문제나 작업의 초기연구에서 

는 정의되지않을수도 있다. 데이터의 사용과 과제의 성질을 정의하는 것은 과제의 

목적에 부합시키는데 필요한 노력의 정도를 정하는 임계적인 첫단계가 될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임계적 사고는 측정프로그램을 시작하기전에 하지만， QA 프로그램계 

획에서 요구하는 것은 과제에 포함된 누구든지 과제의 범위롤 분명하게 이해하고 

성공적으로 완수하기위한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수있게 명세서를 써야한다는 

것이다. 

QA 과제계획은 과제가 갖고있는 범주에 개의치않고 대부분의 동일한 요소롤 

포힘한다. 여하간에 불확실성과 치우침의 엄격한 정랑값을 얻고 구체적으로 간주되 

는 표현의 수준과 범주4 과제에서 범주에 의존하여 변하는 데이터의 비교성， 비일 

상법 또는 비일상활동도는 시료수집이나 분석의 표준방법을 개발하기위한 바탕을 

제공하기위해 실행된다. 

5.3 품질보증프로그램계획 (Quality Assurance Program Plan , QAPP) 

품질보증 프로그램계획의 요소는 Table 2-3 에 수록한 요소들올 포함한다. 표에 
서 지적한바와같이 여러 가지 범주의 과제는 QA프로그랭게획에서 여러 가지 수준 

의 완성도롤 필요로한다. 이틀 주요 요소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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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과 제 해 설 (Peoject Description) 

과제설명은 기술원이 실행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시료수집/측정프로그램을 이해 

할수 있도록 과제의 상세설명을 충분히 제공해야한다. 많은 경우에 QA프로그램계 

획의 재심사가 이행될것이고 재심자는 과제에 펀임시킬 QA계획의 확실성을 결정할 

수 있는 과제의 충분한 상세목록을 준비해야한다. 이 설명에서 데이터풍질 목표물 

의 설명이 있어야한다. 정밀성과 정확성은 첫 번째로 과제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 

한 질의응답을 필요로하는 결과이다. 왜 시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지롤 주의갚게 

고찰하고 과제를 시작하려고 결정할수있게 하기위하여 어떻게 결과를 알아낼것인지 

에 대해서 이것은 보통의 연습이아니다. 앞에서 논의한것처럼 결과를 만드는 실행 

의 수준은 필요한 데이터의 질을 지시할것이지만， 실외 또는 실험실에 가기전에 이 

들 필요성올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다. 시료를 수집하는 동안 시료의 일반적인 흐 

름과 여러 가지 분석의 기능， 과제의 개최시기와 장소， 기간과 갈은 과제의 나머지 

상세사항도 제공되어야한다. 

5.3.2 과제 조직 및 책 임 CProject Organization and Responsibilities) 

대부분의 과제에 대해서 어떤 기능에 대한 개별적인 책임의 윤곽을 분명히해야 

한다. 프로그램에서 주요개체는 확인되어야한다. 특히 과제 QAlQC 에 대한 개별 

적인 책임올 명시해야한다. 이러한 정보는 표 또는 잠여자가 과제의 여러 가지 면 

을 통해서 관리책임의 흐름을 알수있는 조직도에 나타낼수 있다. 

T able 2-3. Project Plan Elements needed for given program Category.(23J 

QA Plan Element Category Applic때ility 

1. Proiect Description 1, 2, 3, 4 
2. Proiect and QAlQC or~anization 1, 2a 

3. Data Qualitv Obiectives for Critical Measurements 1, 2, 3, 4 
4. Sampling Proc어ures 1, 2, 3 
5. Sample Custodv 1, 'f! 
6. Calibration Procedures and Frequencv 1, 'f! 
7. Analvtical Procedures 1, 2, 3 
8. Data Reduction, Validation and Reportin~ 1, 2, 3 
9. Intemal QC Ülecks 1, 'f! 

10. Calculation of Data Qualitv Indicators 1, 'f!, 3b 

11. Preventive Maintainance 
12. Plans for Perfonmance and Svstems Audits 1, 2, 3 
13. Corrective Action 1, 2, 3 
14. QC Reports to Management 

a Organization dlart only. 

b: 뀌lese elements may not be applicable for all projects in the specific category. 

까le applicability or importance of these elements depends on the project 

descriptions and the data quality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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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잉계측점을 위한 데이터품질지표의 목표 

모든 연구에 기본이 되는 5가지 데이터 품질지표가 있다. 그들은 정밀도， 치우 

칭， 완성도， 비교성이다. 이외에 검출한계와 같은 다른 지표도 필요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 사전에 결정한 데이터품질목표에 바탕을 둔 이들 지표에 대한 정량적인 

목표가 있어야한다. 정밀도와 정확도에 대한 예상된 또는 원하는 값은 각각 측정된 

계량치에 대해 설정할수 있다. 이들 값은 흑정시스템의 사전에 알고 있는 용량， 그 

리고 반복， spikes, 표준체， 교정， 회수율연구등과 같은 방법의 확인연구 및 특정과제 

의 필요조건에 바탕을 둔다. 특정값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 값이 과제의 필요에 따 

라 선택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계획에 표시해야한다. 이것은 데이터 

품질을 위해 과제의 인지된 필요의 호환성과 실제적으로 달성할수 있는 것이 무 

엇인지 시험하기 위하여 좋은 기회이다. 과제의 필요성에 속하는 부가적인 데이터 

품질을 위해 재원을 산정한다. 몇몇 경우에 원래 하려던것과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결과롤 예상하여 부가재원을 확대하는 것이 유용하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여유있게 할수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데이터품질이 적어도 과제필요성에 부합됨 

을 확인하려는 임계적인 것이다. 단지 그것을 이행하는데 비용이 얼마이고 이 목표 

를 초과하려고 노력하건 안하건 당신은 고찰을 할 수는 있다. 정밀도와 정확도가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품질관리한계를 만틀어야하고 품질관리검사 

시스템을 설정해야한다. 

5.3.3.1 정 밀 도 (Precision) 

확률적 시료수집이 가능한 측정에 대해서 처리과정의 정밀도는 개별측정의 표 

준펀차로 결정한다. 대기분진 원소농도의 측정과 같은 문제에 대해 이것은 수집과 

동일한 장소와 시간에서 수집된 2개 이상의 시료로 정의된 수집된 시료의 분석을 

의미한다. 이들 결과는 시료수집， 시료처리， 저장 및 분석에서 정랑적인 척도를 제 

공할 것이다. 8“ x10" 휠터시료로부터 절단과 같은 단순한 분리는 전체 측정과정에서 

오차의 원전을 되풀이할수있으며， 측정의 정밀도롤 과소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것은 분석의 정밀도롤 결정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계획은 전체 혹정과 분석정밀도 

에 대한 목표를 고려해야한다. 

QA 프로그램계획에서 명확히 목표를 정하고 고찰할 필요가 있는 여러 가지 다 

른 정밀도의 측면이 있다. 단일 실험실에서는 분석을 반복하기위한 능력이 있으며， 

한 실험실에서 동일시료의 분석결과에서의 변동을 일반적으로 분석의 반복성이라고 

한다. 그것은 한정된 기간(1 일)내의 반복성인 단기반복성 또는 몇일동안 일어날 수 

있는 장기 반복성일수 있다. 동일한 측정절차롤 이용하여 동일한 시료의 동일분석 

을 이행하는 실험실간 변동성도 있다. 

대량의 시료롤 포함하는 일꾼의 시료에 대해 반복측정의 고정된 빈도가 추천되 

어 있다. 전형적인 빈도는 1n에서 1/10 이다. 작은 batd1롤 취급할 때는 결정하려는 

정밀도롤 허용하는 충분한 시료가 있는 것으로하여 더 빈번한 반복분석을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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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분석대상이 검출한계이하인 시료가 있다면 정밀도 검사에 사용될 측정할 수 

있는 농도를 갖는 시료가 선정되어야한다. 이것이 불가능할때는 표준체를 침가한 

반복시료를 측정값을 산출하기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이경우에는 각각의 시료에 대 

해 회수율과 정밀도를 모두 계산해야한다. 

5.3.3.2 펀 차(Bias) 

시료수집과정에서 치우침(편차)을 직접 측정할수 없다. 시료수집과정(취긍， 저 

장， 운송， 숙성등)에서 치우침부운은 실외에서 시료롤 spiking 함에 의해 검사할수 

있다‘ 그러나이러한 접근방법은 수집기 자체에서의 치우침을 검증할수는없을 것이 

다. 수집기에서 흐름속도롤 정확하게 검사하였다고 가정할 때 시료수집펀차는 전형 

적으로 풍혈내의 에어로졸검정을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복수 수집기간의 계통 

적 차이(하나는 다른것보다 항상 낮다)는 한 수집기에서 편차에 대한 가능성을 가 

르키지만， 실제로 한가지는 정확할수 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 없음을 제공힐수도 

있다. 실험실에서 효준부가물은 분석법의 편차를 검사하는데 사용힐수 있다. 가능하 

면， 부가울은 분석자가 시료의 spiking 여부 또는 첨가된 양을 모르게 만들어야한다. 

부가과정은 작성된 설차에 따라야하고， 정랑하려는 분석실행을 허용하기위해 

표준부가물은 정확해야할 필요가 있는 모순되지않은 방법으로 spiking을 이행하기위 

한 충분한 노력이 뒤따라야한다. 편차는 분석법의 좋은 검정방법인 매질이 실제 시 

료와 유사한 비교표준물질의 분석에 의해 김정할 수 있다. 

시료 spiking 의 빈도는 일단의 시료크기에 의존한다. 큰 batch 는 고정된 빈도 

롤 사용할수있지만 작은 batch 는 편차검증을 허용하기위한 충분한 시료크기롤 제 

공하기 위하여 더 높은 빈도롤 필요로 할 것이다 많은 분석요소의 환경시료에 대 

해， 펀차검증은 단일 spiked 시료로 모든 화학종을 검사하는 가능성을 빙해하는 상 

호간섭요인 때문에 복잡하다. 그러한 경우에 혼치않게 발견되는 분석화학종은 일상 

적으로 측정되는 성분처럼 검사할 필요가 없다. 

데이터산정을 구성하는 부분으로서 원래의 데이터품질목적을 갖는 측정된 편차 

를 비교하는 것은 중요하다. 

5.3.3.3 완성 도(Completeness) 

검증된 요구물에 비해서 분석프로그램괴 시료를 수집하는 동안 얻어진 데이터 

의 정도가 데이터완성이다. 예롤틀면， 년평균값을 주어진 신뢰도로 추정하려하고 시 

료를 고정된 기간(매 6일)에서 취한다면， 년간 및 각 분기간 정확한 시료의 수가 필 

요하다. 프로그램의 목표와 결과의 사용목적은 과정을 어떻게 완료할것인가롤 결정 

할 것이다. 몇몇경우에 본질적으로 100%완성도가 필요할수 있다. 시료수집비용이 

분석비용보다 아주 적다면 분석하려는 계획보다 시료채취가 더 타산적일수 있다. 

시료가 분석단계에서 손실되거나 손상된다면， 프로그램요구에 부합하는 충분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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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른 치환시료를 사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계획 개발부분 

은 그둘틀 최소화 또는 제거할수있게하기 위하여 데이터 손실의 원인을 확인해야한 

다. 

5.5.3.4 대 표 성 (Representativeness) 
일반적으로 대기관측프로그램의 목적은 추어진 시간간격에 대해 지역의 평균농 

도 뜻는 가장 나쁜경우의 농도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개넘은 일정기간동안 

일정한 장소에 존재하는 가능한 표지 보집단으로부터 무작위적으로 분석하는 표본 

을 얻기위한 것이다. 이 목적은 확률에 바탕을 둔 시료수집계획으로 성취할 수 있 

다. 그러한 목적를 얻기 위해서는 시료수집과 분석절차를 알고있는 과학자와 통계 

학자가 협동작엄을 할 필요가 있다. 개발하려는 구체적인 목적을 허용하는 초기에 

는 충분한 정보가 없을 수 있으며 큰 계획의 바팅이 되는 작은 계획이 필요할 것이 

다. 간흑 공공성을 보이기 위하여 시료를 취하여 문석하는데 압력이 있다. 그러나 

적당한 계획이 없이 모아진 데이터는 실제 상황을 대표하지않을수도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지 않거나 상태를 나쁘게할수 있는(예를틀먼， 환경풍질에서 개선이 없을 때 

책임를 무시힘에의한) 부적당한 작용을 이끌수도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환경품질 

관러자의 진실성은 엄격히 감소되고， 더불어 효율성도 감소한다. 이것은 매우 어려 

울수도 있지만， 장래의 실천과정에 관한 가장좋고 가능한 결정을 할수있게 하기위 

하여 침된 대표성있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한다-

5.3.3.5 비 교성 (Comparability) 
비교성은 한 데이터군을 다른것과 비교힐 수 있는 신뢰도이다. 그것은 상태롤 

개랑하는 것으로 예상된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후에 환경풍질을 비교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또한 그러한 비교의 결과는 관심있는 모든 부분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역시적인 데이터는 방법을 개랑할 때 나중에 발견되는 문제를 갖을 

수도 있다. 예를들면， 편차는 현재의 실행에 비해 시료수집이나 분석과정에서 나타 

나는 것으로 알수도 있다. 그러한 편차에 대한 교정을 수용할수있지만， 교정에 대한 

편차와 데이터롤 어떻게 교정했는지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보고서에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갈이 QAPP 의 준비에서， 계획된 과제와 다른 데이터군과 얻고자하는 데 

이터의 비교성에 대해서 지적이 있어야만한다. 

5.3.4 시료수집절차 
시료수집의 첫단계는 장소의 선택이다. 과제의 목적에 바탕을 둔 선정장소에 

대한 기술된 기준이 있어야한다. 시료수집장소가 이미 확인되었다면， 그돌을 주의갚 

게 설명하여야한다. 과제기록표에 수집기의 위치 부근의 상태와 수집장소의 사진울 

포함시키는 것도 유용하다. 시료수집을 어떤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상세하게 

기술된 소개서가 있어야한다. 표준절차를 사용한다면， 적당한 무리의 표준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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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준비할 수 있다. 비표준절차에 대해서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야한다. 표 

준방법으로 QAFP에서 기준을 만들었다할지라도 시료수집을 실제 수행하는 기술자 

는 그것에 친숙할지라도 완전하고 자세한 절차의 사본을 갖어야한다. 시료오염율 

최소화시키기위해 시료수집 도구에 대한 특별한 조건(예， 미량원소를 위한 용기는 

산으로 세정해야하고， 유기물 분석용기는 순수 용매로 세정해야한다)을 주의갚게 기 

록해야한다. 시료수집 시작 및 종료시간， 흐름속도， 측정온도등 뿐만아니라 특이한 

환경조건에 관한 설명등 관련된 시료수집정보를 기록하기 위해서 양식 또는 공책을 

준비해야한다. 

5.3.5 시료보관 

법적 문규를 갖을수도 있는 시료에 대해서는 초기 시료수집물질(공휠터나 빈용 

기)로부터 한단계의 과정에서 다응단계의 과정까지의 시료 또는 물질 교환의 확인 

이나 최종분석결과까지의 보관의 연쇄고리롤 설정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법적 

재판권은 각기 다른 요구조건을 갖고 있지만， 보통은 이송한 날짜와 시간의 기록과 

교환된 부분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아주 번거로울수 있지만， 측정과정동안 

일부 시간주기에 대해 문서화할 수 없는 취급， 분석 그리고 물리적 심문이나 소송 

과정에 제기된 시료의 확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더 좋다. 대부분의 응용연구에 대 

해 엄격한 보관절차는 필요하지않다. 

5.3.6 교정절차 및 빈도 

기기를 교정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준비된 절차를 작성해야한다. 교정은 시료수 

집(수집기의 흐룸속도)과 분석(기기감응은 시료조성과 비교)과정올 모두 포항한다. 

이들 교정의 빈도가 주어져야한다. 또한 측정절차의 여러 가지 성분 거동의 최초정 

보가 교정빈도에 관한 판단을 하기위해서 필요하다. 교정은 계통을 수정하거나 관 

리유지작업을 일상화한후에 필요하다. 문서는 사용한 표준체와 일차 표준체의 

성이나 기초적 물리원리롤 설명해야한다. 

5.3.7 분석절차 

소급 

측정된 앙에 대해서 QAFP 에는 상세히 기술한 절차가 포함되어야한다. 또한 

표준방법을 설명할 때 완성된 절차대신에 정확한 기준을 만들 수 있다. 개별적인 

실험실은 항상 이러한 상세한 절차서의 사본을 갖고 있어야한다. 일상분석은 주의 

깊게 표준운전절차(Sα=>s)를 작성해야한다. 탐구적인 연구과제(범주4 와 범주3)에 대 

해서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술된 절차를 발전시켜야하고 그들은 앞으로 사용하 

기위해 작성된 문서에 포한된다. 그들이 실험실을 떠날 때에도 관련정보를 쉽게 전 

달할수 있게하기위해 방법을 개발하고 검정한 개개인이 작성하여 얻은 정보는 특히 

중요하다. 이것은 학생과 박사후연구자가 틀어오고 나가는 대학에서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명세사항이 연구결과를 설명하는 연구논문에는 필요하지 않을지라도 자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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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기술된 설차롤 준비하는데 충분한 노력을 해야한다. 

5.3.8 데 이 터 환산， 확인， 보고서 작성 
현대 기기와 컴퓨터계통의 문제중 하나는 가공하지 않은 자료가 분석결과가 됨 

에 의한 과정이 Black Box 가되는 것이다. 그것은 aGO선드롬(Garbage In 걱 
Garbage Out) 의 개발에서 가능하다. 그들을 만들 때 분석결과를 시험하기위한 노력 
이 있어야한다. 경힘있는 분석자는 좋아보이지않는 데이터롤 확인할수 있다. 데이터 

획인에서 그러한 직관적인 접근방법이 더 엄격한 시힘으로 치환되지 않을 지라도， 

그들은 대량의 의미없는 수치롤 생산하기전에 문제롤 확인하기 위한 좋은 시작접일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것처럼 데이터처리에 대한 빈도분포는 가능한 외딴값을 확 

인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동시에 수동으로 데이터를 옮기는 양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있어야한다. 사람 

이 수치롤 읽고 파일에 그들올 타이핑할때는 언제든지 오독과 오타의 가능성이 있 

다. 숫자는 바뀔 수 있고 소수점이 잘못될수도 있다. 데이터 분석이나 보고서 작성 

에 유용한 운석기기에 의해 만든 파일을 읽고 양식에 그것을 쓰는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데 필요한 노력은 데이터군에서 오차의 가능한 요인을 제거함에 의해서 보답된 

다 

5.3.9 내부 품질보증검사 
통합된 측정과정의 일부로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품질을 평가하는 여러종 

류의 정보가 있을 것이다. 이들 결과의 일부는 수집된 시료， 반복성， spiked sample, 

split sample, blank, 검출한계 검사， 교정검사， 조절도표의 사용을 포함할수 있다. 그 

것은 문제를 가능한한 일찍 확인하고 교정하고 프로그램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효과를 만들수있게 하기위하여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동안 이들 결과를 시험하는데 

중요하다， 조절한계는 원하는 수준의 정밀도와 정확도를 바탕으로 이들 겁사롤 위 

해 설정해야한다. 시스템이 원하는 한계의 정밀도와 정확도내에서 작업할때 초과되 

지않도록 한계는 충분히 커야하지만， 측정시스템이 수용할 수 있는 정밀도나 정확 

도의 한계밖에서 작동할 때 초과될 확률이 높다. 이러한 고찰은 아주 복잡하며 과 

학적이고 통계적인 전문지식의 조화를 필요로하고 해당 전문가와의 상담이 효과적 

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조절도표의 개념을 예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휠터를 칭랑하는데 사용하는 저울 

의 정밀도와 정획도롤 검정하기위해 사용된 무게조사의 시험예로 가설적인 예롤 시 

힘할 것이다. 휠터의 각 부분을 칭랑하기전에 저울을 3g 과 5g 사이의 표준저울추 

롤 칭랑힘에 의해 김사해야한다. 측정된 무게와 실제 무게롤 기록한다. 정상적으로 

::t O.OOl g(l mg) 의 조절한계률 안든다. 이 값은 PM10 이나 TSP 관측을 위한 EPA 절 

차의 한 부분이다. 저울이 이 조절한계 바깥을 읽었다면， 저울은 편차를 갖는다. 표 

준무게의 측정값은 Figure 2-9 에 보인것처럼 부분수의 함수로 그래프롤 그힐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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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다. 저울이 적당하게 작용한다면， 액면값의 상하는 동일한 값이어야한다. 이 경우에 

우리는 1.0mg 한계 바깥에 값이 없기를 바랄 것이다. 한계 바깥에는 세 개의 값이 

있으며 측랑과정에서의 오차가 정규분포라고 추정하고 1 mg 이 < 1%에서 얻어지 
길 바란다면， 1 mg > 3a 이다. 이 경우에 우리는 처음 10개 시료에서 2개의 외딴값 

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조절수준을 성취할수없다. 그것은 수용할수 있는 수준으 

로 고정했을 때 1 개의 값만이 조절한계를 초과하는 문제가 있음을 암시한다. 이 조 

절도표는 Qoattro Pro로 준비하였고， 프로그램을 전개할 때 흑정시스템에서 성분의 

변동성을 검사할수있게하기 위하여 유사한 도표룰 일상적2로 측정한 계량값에 대 

해서 준비할수 있다. 계랑값이 대칭적인 경향을 보이거나 조절범위밖 계랑치의 수 

용할 수 없는 수치라면， 부가시료를 취하여 분석하기전에 상태를 수정하기 위해 적 

당한 교정작용을 취할 수 있다. 

5.3.10 데이터 품질지표의 계산 
모든 측정의 정밀도와 정확도는 보고되어야한다. 불행히도 정밀도와 정획도롤 

지적하자않은 수많은 데이터가 문헌에 보고되어 있다. 한 기관， 미국기계학회， 은 

오차가 보고되지않은 데이터는 그들의 학술지에 실험데이터률 발행하지 않기로 하 

였다. 측정은 불확실도 구간내에서 중앙을 표시하고 그 구간의 크기는 보고메 필요 

한 임계모수이다. QAPP 는 데이터 품질검사를 위해 사용한 측정과 식을 포함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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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의 정확도， 정밀도， 완성도를 산정하는데 사용하려는 절차의 상세한 설명을 제 

공해야한다. 

5.3.11 예방 관리유지 
많은 종류의 실험장비는 일상적인 관리유지를 필요로 한다. 예를들면 고용랑 

시료수집 펌프에 있는 브러쉬는 400 • 500 시간 운전후 교환하여야한다. 나머지 일상 
적 교환부품은 시료수집과 분석기기의 종류에 따라 팔요하다. 예방 관리유지 실적 

의 계획은 과제의 전체과정에 걸쳐 필요하게될 교환부품의 수롤 설정함에 따라 준 

비해야한다. 이 계획은 데이터 완성목표에 부합되는 과제를 허용하고 시간적으로 

기본으로 취득할수있게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될 이들 항목의 목록을 제공한다 관 

리유지의 필요성 때문에 여분의 부품을 구매해룰 필요가 있다. 여|를들면， 여분의 펌 

프모터는 휠터롤 교체하는 시간에 야외에서 신속하게 교환힐수 있고， 관리유지를 

펌프에 대해 실행하는동안 시료수집계획을 방해없이 진행할수 있게 한다. 이들 부 

품은 야외에서 고장이 생기는 경우에 예비설비로서 쓸모가 있다. 구성물의 검사은 

대부분 실꽤할수 있고 교환부품 또는 보조부품의 정확한 재고품 목록은 지연없이 

시료수집 또는 분석프로그램의 진행을 허용할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초기계획을 

이행하지않으면 프로그램의 데이터완성목표에 도달하지못하기 쉽다. 예방관리계획 

은 전체 비용을 조사하고 프로그램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과제의 개인적인 필요 

성을 확인하는데 도움이된다. 

5.3.12 실행과 시스템 검사 

큰 용량의 측정프로그램을 위한 QA프로그램에서 다른 중요한 개념중의 하나는 

QAPP 와함께 데이터 품질관리프로그램의 수락을 시험하기위한 내부 겁사자이다. 

작은 프로그램에서는 간혹 전기간에 걸쳐 QA 검사자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 

나 측정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않은 사람은 추기적으로 결과를 재관찰해야하고 QA 

절차롤 재고찰하는것이 중요하다. 저울검사는 각각의 칭량부분에 대해 실제적으로 

이행하는가? 교정을 QAPP에 전시된 계획으로 이행하는가? 그 목적은 데이터 품질 

을 시간적으로 적당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문서화하기위해 계획된 어떤것이든지 보 

증하기 위한 것이다. QA프로그램의 문서화 측면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문장 

에서 강조하였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틀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데이터롤 얻 

기위해 필요한 일을 하지만， 나중에 결과에 대해 일어나는 의문이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문서화하는 것은 드물다. 그것은 과제의 목적에 부힘하기 위 

해 요구되는 데이터의 질을 얻기위해서 필요한 것이 부엇인지 결정하고 이 품질수 

준을 성취한 문서가 QNQC 계획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정규과정이다. 

5.3.13 보정조치 

데이터 품질목표와 전체 프로그램목표의 성취를 보전할수 있는 문제롤 빠르게 

확인하기 위한 QNQC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수단은 문제를 확인했을 때 교정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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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위한 과정의 설정이다. 문제가 시료수집에 있다면， 사람 A는 펌프수리에 책임이 

있고 운석시스템에 있다면， 사람 B는 조정할 문제롤 찾어야한다.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측면을 감독하도록 추천된 사람의 검증은 앞에서 설명한 프로그램관리의 한부 

분이다. 많은 경우에 특정한 실꽤와 그 정도를 취급하기위한 상세한 절차를 쓰는 

것이 가능하다. 이툴 절차의 유용성은 프로그램관리자가 실꽤가 발생했을 때 무엇 

을 어떻게 해야할지 결정하는데 이용할수없다면 과제가 정지하지않는 것을 의미한 

다. 다른 실패는 예측할수없고 과제팀에 의한 특별한 펀차로 취급해야할것이다. 

QAPP과정은 잘못 진행될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각 형태의 실꽤에서 가장 좋은 대 

답이 무엇인지롤 감시하기위한 체제를 제공한다. 이와같이 분명한 고찰과 더 좋은 

응답계획이 발생할것이다. 

5.3.14 관리롤 위한 풍질보증 보고서 

주요 연구보고서의 일부로서， 데이터 풍질지표와 과제가 데이터 품질목표에 부 

합되는 수준의 보고서가 있어야한다. 독자가 결과를 평가할수있게하고 프로그램 목 

표가 달성되었는지를 추정할수있게하는 보고서와 같은 최종보고서에 이틀 결과의 

확실성이 증가된 신뢰도롤 제공해야한다. QAlQC 프로그램의 목적은 전시할 수 있 

는 풍질과 기지의 데이터 및 목적에 부합하여 그것을 어떻게 수행하고 무엇을 측정 

하였는지에 대한 보고서롤 제공하는 것이다. 

데이터의 사용목적에 따라서， 과제가 진행될 때 생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는 연구결과롤 긍극적으로 사용할 사람틀에게 중요할수도 있다. 데이터 품질지표 

의 중간보고서 작성은 몇몇 경우에 필요할수도 있다. 프로그랭상의 필요로 변화가 

있다면 수정된 목적에 부합되게 과제는 수정할수 있다.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다 

면 새로운 계획과정을 이행해야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중요한 붕괴는 시간과 

노력의 부가적인 소비를 고려할 때 아주 한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일어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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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11 환경연구에 이용하는 데이터분석의 기초통계법 

ßasic StatisticaJ Methods of Data AnaJysis appJied 

in Environmental Studies 

1. 머 리 말(Foreword) 

본 자료는 RCMAEA 프로그램하의 환경연구중 분석기술의 이용운야에서 작업 

하는 연구자를 위해 준비된 것이다. 환경연구에서 통계적 데이터분석은 가공하지않 

은 측정자료률 환경과정을 해석하고 결정하기 위한 적당한 정보로 전환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하다. 특히 대기오염연구에서 기초통계법외에도 요소분석 (factor analysis) 

과 같은 고급 통계기법이 방출원 (emission source)의 배분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다. 

현재 개인용 컴퓨터로 통계적 계산， 그래픽 표시등과 같은 장횡한 작업의 대부분올 

처리할수 있게 되었고 통계적처리의 결과에 의해 제공된 정보뒤에 무엇이 깔려있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의미와 이유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더욱 자유로워 졌다. 그 

러나 이러한 사실은 다듬어지지않은 혹정자료롤 유용한 정보로 전환시키는 환경과 

학의 지식과 통계분석 개념율 어떻게 조화시키는가롤 예증하기 위해서 본 자료를 

준비하게 만둘었다. 

기본적인 개념이나 수학적인 처리에 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 참고서적에서 찾 

을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통계기법을 언제， 어떻게 적용할수 있고， 통계적 처리결과 

로서 컴퓨터에 의해서 무엇을 만들어낼수 있는지롤 이해시킬 목적으로 중요한 부분 

만을 제시하였다. 

기초통계기법은 실예로 예증하였다. 본문에 예증을 위해서 사용한 여러개의 자 

료들은 베트남 원자력연구소의 NAT group 이 수행한 대기분진 오염관측의 결과로 

부터 얻었다. 자료분석은 Microsoft Excel(version 4 or later)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2. 기 술 통 계 학 (Descriptive Statistics) 

2.1 모집 단 및 표본 (Population and Sample) 

분석기술은 환경현황을 조사하기위해 가공하지 않은 자료를 제공한다. 여러가 

지 통계분석절차는 항상 가콩하지않은 실헝데이터를 결론을 작성하거나 결정을 하 

기위한 적당한 정보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하다. 더나아가서 수치 정보의 해석은 

항상 복잡한 환경현상을 가정하여 개발하기 위한 모형울 필요로한다. 

통계분석을 적용하기 위해 사전에 실험자료의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이 필 

요하다. 오차를 가지고 있는 실힐자료는 비록 주의깊게 통계처리를 하더라도 그결 

야
 
U 



과는 의미가 없다. 

환경연구에서는 데이터집단의 대표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앙의 실험자 

료를 수집해야한다. 이것은 한정된 자원을 갖는 환경연구에서는 잘 알려진 딜레마 

이며， 우리는 여러종류의 흰경화학종의 일시적이고 공간적인 변화를 망라할 수 있 

는 실힘을 계획할 팔요가 있다. 우리는 실험데이터집단의 표본(Sample)을 통해서 모 

집단(Population)의 의문이 있는 환경문제의 모수를 알려고 한다. 통계분석은 표본 

통계 (Sample statistics)- 모집단의 모수의 추정-를 제공하고 표본통계가 모집단의 

서로 다른 측면을 반영하는 신뢰도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일을 통계적 

추론 (Statistical inference)01 라고 한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부한히 큰 측정을 하지않 

는한 모집단의 실제 모수를 알수없다. 

analvsis model 

DATA -+ INFORMATION 

、

-+ KNOWLEDGE 

/ 
CONQUSION 1 DECISION 

i 
( One possible conculsion : additional experiments needed ) 

표 3.1 

POPU.ATlαJ 

(’AII’ measurements) 

SAMPLE 

(Sample of n-measurements) 

Xl. X2 •......• Xn 

Arithmetic Mean. μ Y시
 

ι
/
 
-) 

E 

깨
 
-{ 

”” 
x 
-n 

M 

E 

-
ι
 

= 

ν
 -

x-= 

-s Standard Deviation, (f 

Varience. (f ι Z 
S 

Skewness. 

sx s、In

GM :: (rr Xi) I/n 

or antilog of ((Iog xl+log x2+ ...• +log Xn)/nJ 

gl :: (1/n녕)ε(Xi-X)j 

Standard Error of Mean 

Geometric Mean. 

Kurtosis’ g2 :: (1 /ns4) ε(Xi-X)4 

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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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표본통계 (Sample statistics) 

데이터집단의 특성인 표본통계량은 오히려 간단한 계산으로 얻을수 있다. 통 

상 보고된 대부분의 통계는 평균값(Average)또는 산술평균(Arithmetic mean), 표준펀 

차(Standard deviation) 또는 분산(Variance) 그러 고 표준편 차에 비 례 하고 흑정 수의 

제곱근에 반비례하는 평균의 표준오차(Standard error of the mean)들이다. 환경연구 

에서는 기하학적평균(등비중항， Geometric mean)과 기하학적 표준펀차(Geometric 

standard deviation)가 자추 보고되며， 특히 산술평권과 기하평균이 다롤 때 그러하 

다. 

데이터배열을 분류(sorting)함에 의해 중위수(Median) ， 즉 분류된 데이터배열의 

중심점을 알수있다(데이터수가 짝수인경우에는 중심접 두값의 평균). 

최빈치 (Mode)는 데이터집단에서 가장 빈도가 큰 값(s) 이다. 이 통계량은 작은 

크기의 데이터집단의 경우에는 본질적인 정보롤 제공하지 않는다. 빈도분포가 의미 

를 갖는 큰 크기의 데이터집단에 대해서 최빈수는 발생빈도가 가장 큰 값이다. 주 

어진 데이터집단의 빈도분포에서 하나이상의 최대치를 볼 수 있다(MultimodaD. 평 

균값 주위의 분포대칭은 치우침 (Skewness ， g1)을 계산함으로서 나타낼수 있다. 음의 

g1 은 낮은값쪽으로 기울어진 데이터를 가르키며 반면 양의 g1 은 더 높은 값쪽으 

로 기울어진 것을 가르킨다. Kurtosis factor, g2 는 정규운포에 비교할 때 데이터 분 

산정도의 특성을 나타낸다. 정규분포보다 더 뾰족한 것은 음의 값(g1<0)에 해당하고 

양의 Kurtosis 는 정규분포보다 더 퍼져있는 데이터를 가르킨다. 

상기 의 통계 량에 대 한 정 보는 Statistical Functions 또는 ANAL YSlS TOOLS =추 

DESCRIPTl\Æ STA TlSTlC롤 이용함에 의해 얻을수 있다. 후자는 Table 2.2 와 2.4에 

나타낸것처럼 가장 적절한 표본통계량이 포함된 표롤 제공한다. 

'" Table 2. 2와 2.4에는 Table 2.1 2.3에 수록한 1993과 1994던에l 측징된 TSP 와 %의 농 

도에 대한 통계량올 나타냈다. 

현찌까지는 1993던 83.1 에서 1994던에 97. 1 로 핑균농도가 증가한것외에는 TSP자료와 관 

련된 언급은 할수없다. 1994던에 TSP돌도가 증가된 실체는 무엇인가? 그러한 종류의 조 

시운석은 3질과 5절에서 다률 것이다. 

%데이터짙단의 통계량과 관련해서 어느징도 가치있는 빼석이 있다 한편 데이터잡단중 

가장 높은 값(585ng/m3) 올 초과하는 두 돌도값(10꺼 1585 ng/m키)이 있다 이률은 1993 
던 1 월얄에 구징축제기간동안 알쟁효l 폭죽으로 eJ한 대기중 납의 짧은 혼롱으로 기록된 

정확한 실헝자료이다. 이틀은 outli낭r 라고하며 페이터징단중 ‘외딴값'(Outlier) 은 Table 

2.4에 나타낸것처렁 핑끌값과 표춘편차와 같은 통계량에 g향올 미치기 때문에 이것올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통계운석의 목적에 따라 결정한다. 예를둘면， 기상학적 인자와 

연관된 대기분죠l중의 특징원쇼 농도의 일시적인 연동을 조시하기를 원한다면 outlier 는 

데이터징단에서 제외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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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빈 도분포(Frequency distribution) 

측정값의 수가 충분히 클 때 (n>20) 우리는 데이터 가변성에 관한 좀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 빈도분포를 조사할수 있다. 몇가지 경우에 실험자릎는 빈도분포 형식 

또는 누적빈도운포(Cumulative frequency distribution)로 직접 얻을 수 있다. 

2.3.1 빈 도 운 포 및 누 적 분 포 함 수 (Frequency distribution &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측정데이터를 빈도분포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데이터축을 class interval 로 나누 

고， 각 class interval 내의 데이터점의 상대적 일생빈도를 결정한다. 빈도분포는 막 

대그래 프( histogram or frequency diagram) 로 예시 한다. 에ALYSIS TOαS ==수 

HISToæMA 은 데이터집단에 대한 빈도분포외 히스토그램 모두롤 제공한다. 

통계분석은 우연분산， X 가 다른 특정값과 같거나 작게될 확률， P(x.~Xa) 을 제공 

하는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mF)로 간편하게 처리한다. 상기 

의 정보는 또한 mF롤 제공한다. 또다른 적당한 정보는 ANALYSIS TOαS ==추 R에K 

& PERClNTILE 이다. Q)F 그래픽표시에서 소위 oped-ended class 로 취급하는데 적 

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데이터의 mF 표시는 잇점이 있다， 

2.3.2 빈 도분포로부터 의 정 보 Onformation from 1he frequency distribution) 

빈도분포로 전환한 데이터집단으로 또는 가공하지않은 실험데이터를 빈도분포 

형식에서 직접 얻는다면 표본통계는 확률계산법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할수 있다. 표 

3.2 에서 측정값， Xi (i=1 ,2, .... ， n) 의 힘을 class j (j = 1 ,2, ... ，m) 의 함으로 대체한다. 여기 

서 Xj 는 j • class 의 중심점이고 n 는 j-class 에 대한 상대적 발생빈도를 나타낸다. 

예를들면， 

Mean, 

Standaed deviation, 

x = I: fj Xj 

s = I:fj(Xj-X)2 

빈도분포롤 이용하여 계산된 표본통계는 표 3.2 의 식을 사용하여 데이터집단으로 

부터 직접 얻은 해당하는 값과 다롤수 었다. 그러나 두 접근방법에 의한 전산처리 

결과는 데이터점의 수가 충분히 콜 때 한점에 집중된다. 

Fig. 3-2.2에 있는 민도표와 함께 Table 3-2. 3{outlier remoVi뼈)에 있는 49짙의 Pb-주간을 

도의 데이터집단올 조사해보자 분포는 높은 양의 치우칩 g ,=o.S9{T able 2.4) gj 확증하는 

더 높은 값쪽으로 크게 치우쳐있다.~도표 3-2.2는 치우증I인자보다도 더 큐체적인 징 

보률 제공한다. 시승I상 ';!J도운포에는 적어도 두 개의 최대징이 있다. 첫번째는 x = 120 

ng/m3에서 두 번째는 x = 260 ng/m3 에서이다 이것은 근본적인 환경현상에 대해 좀 

더 조시할 가치가 있는 홍계적으로 중요한 pb자료의 다중 최민치분포[!j가? 이 문제는 

2. 4.6 질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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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97 
Standard Error 8 
Median 96 
Mode ## 
Stand. Oeviation 29 
Variance ## 
Kurtosis -1 
Skewness 
Range 79 
Minimum 66 
Maximum ## 
Sum ## 
Count 12 

1993-94 

”μ
 얘
 샤
 얘
 3씨
 
R 

킨
 재
 다
 써
 연
 인
 
”“ 

g 
T 
F 

얘
 낀
 6 
{ 

α
 α
 
μ
 1 
9 

1992-93 

Mean 
Standard Error 
Median 
Mode 
Stand. Deviatio 
Variance 
Kurtosis 
Skewness 
Range 
Minimum 
Maximum 
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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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Frequency distribution (aJ and CFD scatter plot of TSP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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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distributions 

Table 2.4 

Descriptive statistics of data from Table 2.3 

Bin f감qu응6←r파nular % 
(Outliers removed) 

12.24% 

26.53% 

5 1.02% 

65.31% 

65.31 % 

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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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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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7 에 있는 72징의 TSP 데이터증l단은 ~f도운포로 전환하기에는 너부 작은 크기 

0/다 그러나 f!J도운포률 구성하기왼혼} 정확한 24징의 대이EfGJ 단을 얻기왼하여 2던동 

안 관측흔} 자료를 혼합할 수 있다 ~f도표는 Fig. 3-2.la에 Lf타냈다 또다^' 80 nglm3부 

근에서 두 개의 문표 최f!J x/가 존찌한다. 그러니 %대이터의 경우와는 다르게 수징효} 

을’을 추적함에 의해 두개의 운포 초1t!J치를 i!게 확 '2..1할 수 있다 " 6월부터 II 월까지 우 

기에 기록된 72정의 TSP값중 10개기 낮은 최~fx/룰 잉을 알 수 있고 건;7/02휠에서 5 

월)에/ 측정된 TSP값의 대부분은 높은 최 f!J x/ gj을 알 수 있다. 0/와같0/ 빈도표 3-Z1a 
는 TSP올도의 계절적인 두 개의 모즙I단0/ 존재함을 앙시한다 

2.4 The normal, lognormal and Student’s distributions 

대부분의 개념으로 보집단의 보수통계에서 통계과정과 가설시험은 항상 정규적 

으로 분포되었다고 가정한다. 정규분포함수의 관련 특성을 아래에 요약하였다. 

2.4.1 점 규 확 률 밀 도 분 포 (Normal probability density distribution) 

정규확률밀도분포는 Gaussian 함수이다.p 와 6 는 보집단펌균과 모집단표준펀 

차이다. Figure 3-2.4a 에는 p = 5.23, (1 = 2.16 인 통계량을 전산처리하여 얻은 

Gaussian 함수롤 나타냈다. 

(x-p )2 
f( x) =--… exp --τ-

(2 π ) ’“ (1 2 (1 ‘ 

일정범위에서 알려진 X 변수(계량치)에 대한 확률은 정규분포곡선하의 해당 면적에 

비례한다. 표 3.3 은 이 확률에 대한 전형적인 값이다.IQ 시험성적은 정규분포의 

좋은 예이다. 

표준정규분포 또는 z-분포(mean 0, 표준펀차 = 1 인 정규분포)에 대한 누적분포 

함수는 통계학 참고서와 EXCfL에 정규 표준펀도(Normal standard deviate)의 합수로 

정의된 것 처럼， 표식화되어있다 : FLNCTIα애 => NORMSDl ST, NORMSlNV ; 

z = (X-p )/(1 

정규의 CFD 는 Figure 3-2.4b 에 보인것처럼 S 자형이다. 

2.4.2 정 규 Q)F 의 선 형 표 시 법 (Linear presentation of a normal Q)F) 

누적확률， P(z) 를 대신하여 각각의 정규표준펀도(normal standard deviate), Z롤 

넣어 Figure 3-2.4b에서 종좌표를 다시 다른 눈금자로 표시하면， 정규운포함수의 

Q)F 그래프는 Figure 3-2.4c 에 보인것처럼 직선이 될 것이다. 

P(Z) •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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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원래의 누적획률척도. PCl)는 이차 종좌표상에 나타난다. 이 척도는 

차적인 것이 아니다; 눈긍은 중앙에 모이고 각 방향으로 증가한다. 

상기의 정규확률을 그러는 방법은 수치적인 데이터분석을 위한 선형회귀법 Oinear 

regression technique) 의 이용과 정규성으로부터 가시적으로 나타난 관흑데이터의 

달에 대한 놀랄만한 도구롤 제공한다. 빈도표의 표시에 대한 잇점은 특히 작은 

기의 데이터집단을 다룰 때 명확해진다. 과거에는 비선형 PCl) 눈금의 특정 그래픽 

용지가 접규확률그래프의 작성에 사용되었다. 현재는 개인용 컴퓨터롤 이용하여 

성하고 있다. 

이상 일 

일 

크
 

작 

더 

작성 (Normaf probabifity pfotting of Q)F of 2.4 .3 Q)F 관혹데이터의 

observation data) 

관측데이터의 정규획률 그래프 작성은 각 실험값에 대한 누적빈도(pencentile)와 

순위롤 만드는 ANALYSIS TOαS => RANK & ÆRαNTlLE을 이용하여 한다. 다음 

에 FLNC끼아~ => NORSfNV 는 누적빈도를 정규표준펀도로 전환시킬 것이다. 예롤들 

면， 산란도표는 수평축상에 정규표준펀도와 수직축상에 실험값으로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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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 distribution, mean = 5.23 , st. dev. = 2.16 

frequency distribution (a) , cumulative frequency distribution, CDF (b) 

and linear presentation of normal-probability CDF (c’ 
Fig.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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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축은 Z선형척도이다. 우리는 이 축을 Z 값(eg ， 표 3.4) 또는 P(Z)값 (eg ， Fig. 

3-2.1b)중의 하나로 표시할 수 있다. 만약 목측에 의해서 데이터가 직선상에 떨어지 

면 그들의 정규성은 올바른 것이다. 데이터집단의 평균(중위수)과 표준편차는 직선 

의 절편과 기울기로부터 흰산할 수 있다. 더욱 진보된 데이터분석에서는 분포의 최 

소자승형을 얻기위해서 선형회귀를 포항할 수 있다. 

2.4.4 실 예 (Examples) 

정규획률그래프 작성법은 실험기술의 확실성을 위한 도구를 제공한다. 만약 

실험데이터의 오차가 단순히 우연적이면 데이터의 분포는 정규적이어야한다. 예를 

들면， 표준물질은 분석절차의 교정을 위해 사용된다. 이 표준물질로부터 얻은 해석 

은 주어진 기간동안 실험조건이 변하지않고 유지된다면 정규분포이어야한다. 

TSP데이터의 정규확률그래프(Fíg. 3-2. 1bJ 에 대해서 알아보자， TSP값은 다른 기울기롤 

갖는 두작전장에 띨어즈l다/ 낮은 기울기는 우기의 데이터'2-' 브l면 씀은 기울기는 건기에 

측정된 TSP데이터에 더 적합하다 

이 상횡은 Fíg. 3-2.2b 의 pb 값에 대해서는 더 복잡하다. CDF 는 적어도 두 개의 최브IXJ 

Jf 혼항되었고 그들중의 각각은 어떠한 이유로도 지징할수 없고 정규정P로부터도 일을f 

되어 있다 

2.4.5 대 수-정 규분포 (Lognormal distribution) 

x 의 대수정규분포는 In x 의 정규분포와 동일하다. 정규 및 대수정규분포의 자 

이가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 Figure 3-2.5a 와 b 에 동일한 평균 (5.23)과 표준편차 

(2.16)롤 갖는 두 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냈다. 두 번째 분포는 비대칭이고 높은 x 값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러나 수평축을 x 롤 Ln x 로 재눈긍매기면， 대칭 정규분포 

가 나타날 것이다(Fig. 3-2.5d. Ln x 의 평균과 표준펀차는 각각 1.61 과 0.4 로 되 

며， 이 값의 역지수 (e1.61 =5, e0.4=1.91)는 x 값의 기하평균과 기하표준펀차로 정의한다. 

대수정규분포에 대해 기하평균은 중위수와 동일힘을 지적해둔다. Figure 3-2.5d는 

CDF 대 Ln x(대수정규획률 그래프)롤 나타냈고， 예상대로 직선이다. 

2.4.6 대 수 정 규 분 포 의 실 예 (Examples of lognormal distributíons) 

흰경 및 생의학데이터는 정규분포보다 대수정규분포함수에 적합하다는것이 자 

주보고된다. Table 3-2.5 와 Figure 3-2.6 은 탄광에서 홉입할수 있는 분진농도의 빈 

도분포와 수직축이 정규눈긍(상)과 대수눈긍(하)인 관련 mF 그래프롤 나타냈다. 
두 번째 CDF 그래프는 대수정규분포가 데이터의 합리적인 적합성을 암시하는 직선 

임을 볼 수 있다. 

또다른 예로서 Figure 3-2.7은 London 에서의 S02 와 연기의 모니터링결과를 나 
타냈다. 몇몇 연구자들은 대기화학총의 대수정규성이 풍속과 같은 일시적인 변동을 

지배하는 기상학적 인자의 대수정규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풍속의 이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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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되었다. 자료(Fig. 3-2.8)에서도 대수정규성은 TSP 와 pb 데이터가 기록된 

Miche!son’5 detenninations of the ve!ocity of light made from June 5, 1879 to Ju!y 2, 1879. 

(299,000 has been sustrac!ed from the determinalions 10 give the values !is/e이 

data taken from John A. Rice: Mathematical Statistics and Data Analysis 

secαld edition, Duxbury Press 

”
ι
 
”
ι
 
”
ι‘
 nu 

nu 

nu 

nu 

[U

”u 

nu 

R 

% 
Mm 

m
ω
 
wm 

% 
% 
% 

힘
 W 

뼈
 뼈
 
% 
m 
m 

빼
 

mw 

뻐
 뼈
 때
 

뼈
 뼈
 뼈
 뻐
 뼈
 뻐
 뼈
 뼈
 뼈
 뼈
 

% 

얘
 m 
m 
m 

m
ω
 
m 
% 
m 
m 

8 
8 

0 

8 

7 
7 
8 

8 

8 

9 

1 

m
ω
 

% 

얘
 m 
m 

애
 % 
m 
m 
m 

?l 

n
。
7t 

n
。

。
u

n
。

n
。

。
u

。
u

’μ
 

뻐
 뼈
 빼
 뻐
 뼈
 때
 때
 때
 뼈
 빼 

m 
m 

m야
 얘
 대
써
 
% 
m 
m 
% 

쩌
 

。
c

”C 

RC 

。
‘

n
。

6
。

6
。

[U

’/ 

n
。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때
 뼈
 뼈
 

때
 뻐
 얘
 때
 % 
% 
m 
m 

해
 애
 

g 
8 

8 

7 
9 

9 
8 

0 

7 

8 

뼈
 뼈
 뻐
 때
 때
 떼
 뻐
 뼈
 때
 뼈
 

. 
------‘ ‘ . ‘ ------‘ ‘ ---‘ ‘ . 

‘ --

1100 

1000 

900 

800 

e
c
。
:
·
…
〉
』
@
m
a。
1
α‘
@
1‘
。

700 . . 
4 3 2 o .1 -2 -3 

600 

4 

Nonnal standard deviates 

빠ma버'oba벌tv ca= 야:t. ci Mct-e납~sdata 

표 3.4 

-95-



Conversion from normal distribution of v In x into 

lognormal distribution of x 

f(y) = (2π r 1/ 2 a -1 exp-(y→μ )2/2a 2 

F(x) = (l/x) f(y) 

exp μ geometric mean, exp a geometric standard deviation 

표 3.5 

Fig. 3-2.2b 와 2. 2c 의 (J]F 분산그 2/1 :!!를 tJl교할 때 pb 더/이터는 정규분표보다는 대수정 

규분포를 따르는 경향이 있디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CDF 대수확률분신그래프(Fig 

3-2. 2c) 는 풍속의 경우에서처럼 단순한 대수징규운포를 보이지 않는다 데이터표본은 01 
러 가지 대수징규섣분을 표함한다 근본적인 대기과정을 확인하기 유/하 01 대기오염묻의 

희석고/ 분스}에 영향을 주는 주요소2! 풍할 대기안정섣등과 같은 다른 기장학적인 파라 

메티에 대한 징보를 표함시키는 것 01 필요하다 

2.4.7 정 규 성 으 로 부 터 의 펀 차(Deviation from normality) 

실제 생활환경에서 모분포는 증증 정규(또는 대수정규)함수와 다르다. 환경 및 

생의학연구에서 논의된 정규성으로부터의 펀차에 대한 전형적인 경우는 1) 두 개 

이상의 (대수정규) 부모집단의 혼합울 정규획률그래프는 성분을 나타내고 혼합물을 

겁출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한다. 2) 정규 또는 대수정규분포는 몇가지 방법으로 수 

정할수 있다. 3) 기본 분포함수는 정규 또는 대수정규가 아니다. 

2.4.8 표본평 균의 분포(Distribution of sample means, The central limit theorem) 

연구중인 모분포가 알려져있지 않고 멍균， x 를 얻기위해 n 번의 무작위측정을 

수행했다고 가정하자 무작위 표본추출을 많이 반복한다면 표본텅균의 빈도분포는 

어떤 종류로 기대되는가? 

Central limit theorem은 모모집 단의 모양에도 불구하고 표본크기 n 이 증가할 

때 표본평균은 분산이 a 2/n 과 동일한 모평균， μ 주위에 정규적으로 운포하려는 경 

향이 있다. 실제적으로 표본크기 ， n > 30 을 통상 충분히 큰 것으로 간주한다. 

작은 표본크기 (n < 30)에 대해서 모분포가 정규적이라면 표본통계는 정규적으 
로 분포(평균 μ , 분신 a 2/n )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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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명 균 에 대 한 신 뢰 도(Confidence level for the mean) 

이것은 아주 실질적인 질문이다. 평균 K , 표준펀차 S 인 n 회 측정결과를 가정 

해 보자. 표본추정치 x 는 모평균 μ 에 어떻게 근접되는가? 정확하게 말하기는 불 
가능하지만 우리는 모평균이 주어진 확률의 신뢰도<Confidence leveD에 놓이게된다 

고 가정된 신뢰구간(한계) confidence interval {l imit)를 계산할수 있다. 예롤들면 95% 

의 신뢰도가 필요하다면 x 의 신뢰구간은 다음과 길이 될 것이다. 

μ • 1.960' I、In ::;; K ::;; μ + 1.960' I、In

윗석을 새정리하면 모평균에 대한 신뢰구간을 얻을 수 있다. 

K - 1.960' I、In ::;; μ 드 x + 1.960' I、In

유사한 식을 1.96 대신에 적당한 정규표준 벗어남 Za (a = 1- confidence leveD을 넣 

어 임의적으로 선택된 신뢰도에 대해서 쓸 수 있다. 

Confidence level = x 土 0' Za I、In

Za 는 정규윤포표에서 또는 FUNCTlON => NORMSINV를 사용하여 알수 있다. 

2.4.10 Student’s distribution 

불행하게도 실제적인 모평균편차 6 는 알수없고 (n-1 ) 자유토에 바탕을 둔 표 

본표준펀차 S 로부터 6 의 추정치만을 얻을 수 있다. 상기의 석 대신에 6 롤 S 로 

대체시키고， (n- 1) 자유도롤 갖는 student distribution에 따르는 정규표준벗어남 Za 

은 ta 로 대제한 더 실용적인 석을 얻을수 있다. 

μ
 -n 

s 
-/V 土VA 

뼈
 

’ m % 니
띠
 

?m 
。

<L

sl、In 항은 평 균의 표준오차라고 한다. t 에 대 한 값은 Student' s distribution table 

에서 또는 FUNCTl ON =후 TDIST를 사용하여 알 수 있다. 한정된 앙의 데이터에 바탕 
을 둔 표준펀차는 알수없다는 사실 때문에 주어진 확률에 대해 t 는 Z 보다 항상 

크다. 큰 n 값에서， t -• Z 와 표본평균의 분포는 모모집단이 점규적인 분포가 아 

닐지라도 평균 μ 와， 분산 0' 2/n을 갖는 정규적인 형태에 접근할 것이다. 특히 이것 

은 10.95 가 해당 Z 값 1.96 에 접근하는 Table 3-2.6 에 예증하였다. Figure 3-2.10 은 

t-분포의 모양에 대한 표본크기의 영향을 보였다. 

Table 3-2.6 에서 다른 계절과 년도에 대한 TSP 와 pb 값의 모평균의 신뢰구간 

을 95% 신뢰토로 계산하였다. 측정된 평균값은 항상 건기의 것이 더 높았다. 그러 

나 계절적인 모평균에 대한 신뢰구간은 거의 중첩되었다. TSP 함량은 1994년에 증 

가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통계적으로 중요한가? 이것에 대해서는 다응절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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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김정에서 조사해보기로한다. 

Minimum reporting statistics 

x The mean of the data set 

s The standard deviation 

n The number of independent data points 

(The reporti’'ng formats such as (K :tS) or (K土.. .) wi’'thout indicating 

the confidence level are m않ningless} 

표 2.6 

-2 -1 

Fig.2.10 까le effect ofsample size on the shape ofthe t-distributions 

I웰않ι& 

95% Confidence intervals ofTSP and Pb concentration means 

Mean Stand. dev. 0-1 t 0.95 Coofid. ioteπ. 
ofpop. mean 

TSP 12/93-5/94 (dry s.) 117.3 23.03 5 L. .571 90.8 - 144 
TSP 6/94-1 1/94 (rainy s.) 76.9 17.2 5 2.571 57.1 - 96.7 

TSP 12/92 - 11/93 83.1 25.8 11 2.201 66 - 100 
TSP 12/93 - 11/94 97.1 28.7 11 2.201 78.1-116 

Pb, dry season 196 135 22 2.074 136-256 
Pb, rainy season 179 131 25 2.06 125-233 
Pb 12/92 - 11/93 186.94 132 48 2.01 149 -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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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 검 정 (T est of Hypotheses) 

3.1 기 본절 차(General procedure) 

잎절에서 우리는 평권에 대한 신뢰구간의 개념율 이용하여 TSP 농도가 1993년 

에 비해 1994년에 어떻게 증가되었는지 알기를 원했다. 일반적으로 통계에서 참모 

수로 간주하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종종 표본추정치롤 바탕으로 가설 (Hypotheses) 

김정을 필요로한다. 우리가 김정하기를 원하는 가설을 귀무가설 (N비 I hypotneses) , H。

라고하며， ‘귀무가설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가정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가 

설 즉 대립가설， Ha (alternative hypotheses)이라고 한다. 보통 가설 검정절차는 다음 

단계를 포함한다; 

겐퍼{1:::l02관 희엎댄략많떠aL2u설←및 김정섭택궐릎좌절， 예， 편측검정， one-taíled 

또는 양측검 정， two-tailed test. 

지정된 H。 와 Ha 에 적함한 확률분포를 갖는 우연계량치인 킬짐통견I 랑〔않SL 

알략띨쉰ζ~l을-겉절(잎절에서 주술한 Z 와 t 는 김정통계량의 예이다). 

윤염순준(위험율). a (또는 신뢰도」三그二잉뀔L쉴짚- 귀무가설의 기각(rejection) 

또는 채택 (acceptance)에 대한 기준. 정상적으로 김정은 a = 0.05 로 구성한다. 소 

위 임계값 (critical value)이라고하는 a 에 해당하는 김정통계량은 두 영역， 기각영역 

(rejection region)과 채택영역 (zone of aαeptance)에서 검정동계량 확률분포로 나눈 

다. 펀측김정을 위한 하나의 임계영역 (critical region)과 양측김정을 위한 두 개의 임 

계영역이 있다. 

결절묘짚앞좌절. 계산된 겁정통계량이 기각영역속에 들어온다면 H。 는 기각된 

다.(Ha 는 채택된다) 다시밀하면 Ha 는 채택한다(H。 는 기각한다) . 

김정결정을 맞출 때 우리는 두가지 형태의 오차룰 수용할수 있다. 

- 사실상 귀무가설이 침이라도 우리는 인정하지않을수 있다. 이러한 Type I error 를 

맞추는 위험은 a 보다 작다. 

- 반대의 경우에 Type 11 error 를 맞출 수 있다. 즉，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거짓일지 

라도귀무가설을 받아틀이기로 결정한다. 이러한 Type 11 error 롤 맞추는 위힘은 g 
이다. f1 는 가설겁정에서 거의 추정하지않는다. 귀무가설의 채택은 Ho 가 참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사실상 참의 표준은 단지 모수이지만 그것은 알지를 못한다. 여기서 

귀무가설을 받아틀일 때 그것은 단순히 통계적으로 기각하기 위한 확실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거나， 다른말로 H。 는 거짓율 보이지않은 것이다. 

상기의 고찰은 귀무가설의 적절한 선택에 도웅올 준다: 만약 우리가 가설이 거 

짓인지 아닌지를 조사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것의 귀무가설울 만틀어야한다. 반대 

로 주술이 참인지 조사하기를 원한다면， 대립가설을 만들어야한다. 

상기의 절차는 Figure 3-3.1 , 3.2 및 Table 3-3.1 에 예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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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윷J...l Rejection region for a left-tailed test at the 0.05 level of significance 

Fig. 3.2 Illustration of acceptance and rejection regions for a two-tailed test 

3.2 실 예 (Example) 

Table 3-3.1 에 수록된 겁정절차룰 예증하기 위해서 TSP 데이터를 가지고 1993 

년과 1994년에 대한 년평균과 1994년의 계절펌균에서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 

김정의 결과(ANAL Y잉S ~ T-TEST)를 Table 3-3.2 에 요약하였다. 귀부가설이 잠이 

라면 (Ho μ ， -μ 2) Table 3-3.1 에 주어진 식에 의해 계산된 김정통계량. t 는 student 

distribution 에 따롤 것이다‘ t-분포의 유효 자유도수， df 는 측징수(n) n-2 보다 약 

간 낮다. 계절평균에 대해 t-통계량은 편측겁정과 양측검정 모두에서 기각영역 (t > 

-103-



tait)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귀무가설은 

은 우기평균 (two-tailed test)보다 크다. 

기각되고 대립가설은 채택된다. 즉 건기평균 

Type I error롤 맞추는 위험은 5%01 하이다. 

이 현상은 던핑균의 경우에는 이추 다르다. 여기서 t <: t，α1( 이고 우리는 꺼우기실을 기 

각하기 우/한 이유가 없다. 

t-검정 결과(Table 3-3.2) 에서 주어진 P(T <:= tJ 값은 계산된 t 값 또는 Ho 기 참 f!J 확 

흘이 관측되는 확홀을 제공한다 계절핑균에 대하여 우리끼1 0. 005 우/힐율에서 검정을 

김정함에 의해서 더 주의하기를 비린다면 P <: Q.(XJ5 로 κ 는 기각되어야한다 그러나 

던핑균에 대해서 꺼우가실을 기각하기를 원한다연 Type I error률 맞추는 유/험은 약 

10%로 높 01즈/디 

pb 

율 

데이터로 더 검정해보연， 5% 와힘율에서 건기의 핑균이 우기의 것보다 더 늪은 것 

볼수 있다. 

3.3 분산분석 (Analysis of variance, 아~OVA) 

지긍까지 우리는 두 표본의 경우에 관련시켰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더 큰수의 

표본들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분산분석(아~OVA)으로 알려진 포필적인 절차는 셋 

또는 그이상의 모평균의 동일성 검정을 위한 조건에 적용할 수 있다. ÞN.OVA 검정 

이 t-test 의 귀납적 결과일 때 두방법의 결과는 두 표본의 경우에서 한점에 집중된 

다. ÞN.OVA 검정은 회귀분석법중 중요한 부분이다. 

표본크기 n (일반적으로 n 은 다른표본틀과 차이가 있을수 있음.)과 무관한 m 

올 가지고 알려지지않은 동일한 분산， 6 2 을 갖는 정규분포인 다른 모집단 m으로 

부터 우연적으로 끌어먼다고 가정하자.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two-tailed test)은 : 

Ho μμ2μm 

Ha : 모든 모평균을 갖지 않음 

검정절차는 모든 m 표본의 

squares TSS)을 조사한다. 

연합으로 구성하여 

TSS = εε(X1i - x)2 

TSS 제곱의 총랑(total sum of 

여기서 x는 모든 요소의 전체평균을 

다. 즉，1) 표본내의 제곱의 힘， SSwithin 

나타낸다. TSS 는 두 성운으로 운류할 수 있 

SSwi삐n ε ， εj(Xji - z;l 

과 2) 표본간의 제 곱의 합， SStx,tween 

SSbet뼈n nεj(Z;j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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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 는 j 번째 표본평권이다. 이 두성분올 유사한 통계(분산)와 연결하기 위하여 각 

성분을 계산하는데 관련된 자유도률 조사해야한다. 그들은 TSS에 대해서는 nm-l , 

S잃t뼈에 대해서는 m-l , 에 대해서는 nm-m m(n-l)이다.S잃t뼈와 SSwilhin 를 

관련 자유도로 나눔에 의해서 mean square between 과 mean square within 이라고 

부르는 해당 분산을 얻을 것이다. 

MSt,etween = S~tween I (m-1), 

MSwithin SSwithin I (m-]) 

Iahl호.1..1 Hypothesis tests 

HO Hg rrest statistic Test statistic , Reject Ho if Application 
distribution 

μ=μ。 μ~μ。 = (x- μ0)애nJs Student’s < tal2 , n-); Test the difference between 
2-tailed 

> taJ2,n-) observed mean and known 
population mean 

μsμo > t)-a,n-I 
μ2μo < ta ,n-) 
l-tailed 

μμ2 - (xl- x2 )J Studεnt’s*) t < tα1， n* Test the difference between 
s j2/nl+s22/n2)112 two population means 

μ)~μ2 t> t 1-0, n * 

μ)~μ2 t < ta , n * 

。2 = 0'02 þ2 :;eo02 ~2키n-l )s2/002 chi-square 
&22>< x X22IM-a/2 V,v 

Test the equality ofvariances 

。 )2=O'i PI'''O'2 iF = S)2/S22 f-distribution /f> Fa ,VIV2 
Test the equality of more than 

Itwo population means. Analysis 
에=n)-I ， þf vanances (ANOVA). 
어 =n2- 1 lRegression. 

*) the effective number of degree of freedom of the Student’s distribution is defined as 

df = ~1~2~2 
vrl /(nl-l) + V2ιl(n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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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within 는 m 표본의 평균분산을 나타낸다， 그것은 근사값의 (J 2 이며 보통의 모분 

신이다. 다시말하면 귀무가설이 참이라면 Ms'et빼는 전체평균 주변의 표본평균분포 

분산， 6 2 의 n 배이다(모든 모평권은 동일힘). MSbetween는 또한 모분산， 6 2 의 좋은 

추정값이어야하고， MSw빼1 값과 대략적으로 같다 MSwithin과 MSt,.,tween 간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이 차이는 모평균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수 있다. 

김정통계량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織-
樞

F-분포함수는 통계학 참고서에 표로 나와있다(부록). 계산된 F-ratio 값이 표값보다 

작다면， H。은 채택한다. 그 반대이면 H。 는 기각한다. 

예) 

1) TSP 놈도핑균의 동일징올 검정하기 뮤δ101 ANOVA 김징을 적용하자(ANAL YSlS 
TOα5 =킹 ANOμ4 TES n. 여기서 m=2 이고 n = 12 이다. ANOμ4 표는 MSber‘

-eetl. within 

, SSberween.wirhùl 와 F 의 값을 제공한다.F ζ Fcrir 을l 때， 우리는 귀우가질을 채택한다， 예 

상대로 t-test에서와 같01 p 값은 0. 222 이다. 
2) 다음 예는 m>2 을l 때 더 을l반적잉을 예증한다 관싣에너지 영역에 대한 강마분광 

기의 액그라운드를 매일 조시하고 그결과룰 분광기의 몇증루의 불안징징 또는 Ce

detector 표면의 루연적인 오엉에 의한 펀차가 있는지룰 알01보기 왼하여 겁징한다고 가 

정하자 Table 3-3.3은 측정된 자료와 ANOμ4 겁정결과를 나타냈다. 액그라운드값은 

ANOVA 검정에 의해 요큐된 것처렁 01마도 정규적으로 운표되었다. 0. 05 왼횡율에서 우 

리는 백그라운드가 5번쩨주중 적어도 3일은 약간 증가하었지만 5주안에서 변하지 않았 

다는 꺼무가실을 채택해야한다/을I뿔 백그라운드값은 동일한 모증l단 gj). 

3.4 Goodness of fit-test 

Goodness of fit-test 는 조사에서 모집단에 적절하다고 추측되는 가설적인 분포 

를 갖는 표본분포롤 비교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O1i-squareCi) method 가 종종 

Goodness of fit-test 에 사용된다. 특히 측정자료의 정규성 검정을 위해서 이용된다. 

다음은 김정절차이다. 

표본값 Xl , X2 , ..... XN 을 k class 로 운류한다 번째 class에서 측정 및 예상된 빈 

도는 Noi 와 Nei 로 나타냈다. 귀무가설은 관측된 운포와 가설적인 문포는 동일하다 

고 말한다. 김정통계량은 자유도수를 갖는 i-분포를 따롤 것이다. 

k (Noj - Nej)Noi 
X'ε =L; --N 

;=1 N윈 Nei 

n.d.f = m - 1 - (표본분포 추정에 사용된 모수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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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P. μg/m3 

1992-93 1993-94 

Dec 79.3 144 

Jan 126.9 145 

Feb 129 120.8 

Mar 64.7 100 

Apr 90.3 101.3 

May 86.6 92.7 

Jun 70.1 76.9 

Jul 69.5 68.3 

Aug 65.9 65.9 

Sep 48.8 72 

。ct 59.8 67.1 

Nov 106.1 1 1 1 

Tables 3.2 

t-Test: Two-Sample Assuming Equal Variances. alpha = 0.05 
Annual means See50nel means. 1994 

Variable 1 . ariable 2 Variable 1 riable 2 

Mean 97.083 83.0833 Mean 117.3 76.867 

Variance 821.39 667.32 Variance 530.576 295.56 

Observations 12 12 Observations 6 6 

Pooled Varíance 744.35 Pooled Variance -174.802 

Hypothesized Mean o Hypothesízed Mean o 

df 22 df 5 

1.2569 2.88841 

P(T < =t) one-tail 0.111 P(T < = t) one-tail 0.01713 

t Critical one-tail 1.7171 t Critical one-tail 2.01505 

P(T < = t) two-tail 0.222 P(T < = t) two-tail 0.03425 

t Critical two-tail 2.0739 t Critical two-tail 2.57058 

ANOVA TEST OF TSP ANNUAl MEANS 

Anova: Single-Factor 

Summary 

Groups Count 

Column 1 12 

Column 2 12 

ANOVA 

Source of Variation 

Between Groups 

Within Groups 

Total 

SS 

1176 

16376 

17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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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 erage 

997 83.1 

1165 97.1 

df MS 

1 1176 

22 744 

23 

Variance 

667.319697 

82 1.3869697 

F P-value F c，끼;t 

1.579894853 0.22196 4.3009 



Table 3.3 

Background of gamma detector in five weeks 

v 

% 

n
ι
 
m밍
 
% 

없
 

W. 

7l 

n
。

「t
Ru 

tu 

AiI 

A• 
ζ
ι
 RU 

A
샤
 

111 w. 

”% 

% 
% 
% 

m
ω
 

11 w. 

검
 었
 m
ι
 

% 

μ
%
 

1 w. 

5 
3 
2 
1 
4 

A
에
 
A
에
 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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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W. 

Anova: Single.Factor 

Summary 

Varian. 

Column 1 

CoJumn 2 

CoJumn 3 

CoJumn 4 

CoJumn 5 

67.5 

58.5 

52.7 

77.3 

37.7 

Aver. 

51 

53 

49.2 

52.6 

6 1.8 

5um 

255 

265 

246 

263 

309 

Counr 

tu 

r
。

r
。

ra 

ra 

Groups 

ANOVA 

Source of Variation 

F crir 

Between Groups 

Within Groups 

P-value 

2.015 0.13104 2.86608 

F M5 

4 118.36 

20 58.74 

df 55 

473 .4 

1175 

24 

-108-

1648 TotaJ 



n.d.f 가 증가할 때， chi-square 분포는 정규분포에 접근한다. 

또 계산된 값이 임계영역 (two-tailed test)에 틀어올 때 귀무가설은 기각된다. 

탄광에서 홈g할수 있는 펀지능도의 대수정규정f대수의 정규성)울 강정하기 ~I째서 적 

용한 ~-goodness of fít-test 의 자세한 시항올 01래에 Lf타냈다 대수정규-확률그래프 

(Fíg. 3-2.6) 에서 regressíon líne 을 파라메타를 갖는 예상된 대수정규분포로서 chi-square 

test 에 λ/용하였다 

Ln(강eometric mean) = Ln(21) 

Ln(강'eometric standard deviati’ón) = Ln(2.24) 

Chi-square goodness-of-fit test for data on respirable dust in coal mine 

Interval Concentrat. Observed Expected Expected N。끼INξi 
(mg/m 3

) frequency fraction frequency 
No‘’ 

1 o - 0.5 17 0.038 9 32.1 

2 0.5 - 1 24 0.141 33.6 17.1 

3 1.5 35 0.159 37.8 32.4 

4 1.5 - 2 39 0.138 32.8 46.4 

5 2 - 2.5 25 0.111 26.4 23.7 

6 2.5 - 3 18 0.084 20 16.2 

7 3 - 3.5 18 0.066 15.7 20.6 

8 3.5 - 4 11 0.051 12.1 10 

9 4 - 4.5 15 0.039 9.3 24.2 

10 4.5 - 5 12 0.032 7.6 18.9 

11 5 - 10 6 0.115 27.4 9.3 

12 10 - 20 8 0.026 6.3 10.1 

n = 238 261 

alpha=O.05 

chi-square = 261-238 = 23 > (chi-square)며 = 19.02 

P=0.012 

[게수정규룬포를 추정하71 외한 상71의 두 파라에타7f 뀔요하71 때문에 이경우에 m 

12 이고 n.d.f. 12-1-2 9 01다 95% 신뢰도에서 데이터는 대수정규분포로부터 

니왔다는 기실 01 71각됨을 암시하는 계산된 검정통계람 1=23 는 기춘값 1 0. 25 

79.02 보다 크다 이와같01 홈g할수 있는 먼지에 대한 데이터는 대수정김-확률그래프 

(Fig. 3-2.6) 을 01용한 가λ/적인 강λ/에서 정징적인 것으로 보 01J\f 안 chi-square 

goodness-of-fit test에서는 실패한 것이다 

TSP 와 pb 데이터는 95% 신뢰도에서 정규운포 또는 대수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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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 귀 및 상관성 분석 (Regression and Correlation Analysis) 

4.1 회 귀 . 선 형 회 귀 식 (Regression. linear regression equation) 

지긍까지 단일계량값Csingle variable)만을 포함한 문제를 고찰하였다. 여기서는 

한 계량치와 또다른 계량치의 상관관계를 조사힐 것이다. 수학에서 Y 는 X 의 함수 

라고 말하지만， 통계학에서는 X 에 대한 Y 의 회귀라고 말한다. 회귀의 결과로서 추 

정식 또는 회귀식은 두 계량치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취 

한다.Y롤 종속 계량치 Cdependent variable)라하고 관례적으로 그래프의 수직축에 그 

린다. 증속 계량치에서 변수률 설명하거나 영향을 미칠수있는 계랑치를 독립계량치 

(independent variable) , X 라고 하며 보통 수펌축에 그린다. 

회귀는 통상 다른 환경적 항목간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 

하고 서로 다르게 주어진 변화에 대한 환경적 파라메타에서의 변화를 예시하는 환 

경데이터의 통계처리에 필요하다. 

F생 3-4. 1 은 현탁징적울과 방출된 울간의 상관상을 예로 보였다. 화커관계， log Y 

-0.80613 + 1.6925 log X, 는 1987-1990 기간동안 현탁증l적물 올도와 방출된 울에 대한 

관측데이터료부터 산징하였다 01 상관상은 저수지의 장기 정적횡태， 특히 저수지의 쟁 
잉기간을 예시할수 있게한다 

선형회귀는 통계학에서 자주 사용한다. 회귀방정식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Y, = a + bX 

여기서 a 는 다음의 필요조건에 따라 데이터의 최소자승법으로 표현하는 회귀선 

Cregression line)의 Y 절편이라하고 b 는 기울기라 한다. 

2: (Y - Y,) = 0 

2: (Y - Yi = minimum 

회귀식에서 a 와 b 의 값은 다음식으로 계산한다. 

n(εXY) - C2:X)(2:Y) 

b n(εX2) - (εX)2 

a = Y - bX 

a 와 b를 실험데이터로부터 계산할 때 주어진 X 값에 대한 Y 값을 예혹하기 위하 

여 회귀식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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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m Ngum st Bsn Ns Lusng 
1987-1990 tonnes/day 

1 0 0 0 0 0 r -r--'-‘OO-.-l----:-T--‘----
log Y D - 0 ,80613 + 1,è925 logx A^2 = 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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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g..표ιL Suspended sediment rating curve for the Nam Ngum river (Laos) based on values 
grouped into 15 water discahege c1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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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예로 상기의 수학식을 예증하여보자. Table 4.1 에는 대기중의 Tsp' Pb, Sc 의 

월간 핑균동도가 주어졌다! TSP 와 두 원소간에 존재하는 상관징이 어떤지룰 알고 싶 

다. 분산도표(Fig. 3-4.2, 4.3) 는 Sc 와 TSP 의 강한 연관정올 보였고 회꺼진은 두 화학 

종의 동을l한 방출원(Emission source) 을 암λ/하는 좌표의 원칩(X，Y = 0) 을 지LI는 경향 

0/었다 한연 TSP-Pb 데이터는 삶게 분산되었고 회꺼선은 a=49.6에서 Y축을 지LI고 있 

다. 즉 원리적으로 % 가 함우되지 않은 TSP λ/료를 수증l하었을수도 있다 이러한 시짙 

은 TSP 는 주로 Sc 이 가장 좋은 지표원소로서 지표연으로부터 유래된 성분올 포함하 

고 gl으며， 만연에 % 는 TSP 의 증l랑동도에 크게 기여하지않는 9..1뮤적인 원천 

(anthropogenic source), 주로 자동차배기로부터 기인되었음올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의 

분석에서 더 ξl보된 단계는 다른 흰소들에 대한 데이터룰 포함N키고 다중희귀(multψle 

regression), 요소분석(factor analysis)등과 같은 고긍의 통계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ANAL Ys/S TOα5 =킹 REG￥Ss/{]II./올 이용한 흔}짱(TSP-Sc)에 대한 회꺼결과는 Y 질펀， 

a=0. 0189 와 기울지 b=o.α161 의 값을 제공한다. 회커전올 0/용하여 측정된 TSP 값에 

대한 Sc농도롤 예측하고자 한다고 가정하자. 그결과는 (Sc) = 0.0189 + O.αì61(TSP) 이 

어야한다 

그러나 그러한 예측에서 얄마 'z! 흔/ 신뢰도를 기대할수있올끼? 

4.2 회 귀 식 에 따른 예 측 (Making predection with the refression equation) 
상기의 식에 답을 주기 위해서 측정을 수많이 반복하였다고 상상해보자. 한 결 

과로서， 각 X 값에 대한 y-모평균 주위에 Y 의 정규분포가 있을 것이다. 이 분포의 

표준펀차는 주어진 X 에 대한 Y 의 예측성의 척도이다. 분명하게 회귀선 주위에 데 

이터점의 작은 퍼짐이 Y를 더욱 예흑할수 있올 것이다. 예를들면， 주어진 TSP값에 

대해 Sc 농도는 pb의 경우보다 더 예측가능하다. 표준펀차는 문으로 분류되지않은 

데이터에 대한 표준펀차의 경우와 유사한 석(표 3.2)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Sy,x 

、I L; (Y - Yr)2 

、I (n-2) 

여기서 Yr 은 회귀선에서 Y 값이다. 분모에서 (n-2) 는 이경우에 해당하는 자유도이 

다 Sy.x 를 추정치의 표준오차(standard error of estimate)라고 한다. 
a 와 b 의 추정된 표준오차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수 있다. 

Sy,x 

51> = 
〔ε(X2) - (εX)2/nJ1I2 

sy,xL; (X2
) 

Sa 
n[L; (X2) - (εX)2/nJl12 

이제 절펀 a 와 기울기 b 에 대한 신뢰한계<Confidence limit)는 t-분포개념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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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P Pb Sc 

얘/애3 ng/m3 ng/m3 

79.3 91 0.53 

126.9 432 0.8 

129 232 0.8 

64.7 163 0.43 

90.3 277 0.59 

86.6 117 0.8 

70. ’ 340 0.5 
69.5 187 0.41 

66.9 103 0.39 

48.8 34 0.3 

69.8 140 0.37 

106.1 286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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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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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P Pb Sc 

μg/m3 ng/m3 ng/m3 

79.3 91 0.53 

126.9 432 0.8 

129 232 0.8 

64.7 163 0 .43 

90.3 277 0.59 

86.6 117 0.6 

70.1 340 0.5 

69.5 187 0.41 

65.9 103 0.39 

48.8 34 0.3 

59.8 140 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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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0.4 

0.2 

에
E
~
a
t
 

‘gm 

o 
150 100 50 o 

TSP. μg/m3 

Regression Statistics Sc - TSP 

0.981 

0 ‘ 9624 

0.9587 

0.0329 

12 

Multiple R 

R Square 

Adjusted R SQuare 

Standard Error 

。bservations

F ignificance F 

256.16 1.872E-08 

Sum of Mean 

Squaιes Squ8ιe 

0.27688 0.276883 

0.01081 0.001081 

0.28769 

야
-
1
 
m 
” 

Analysis of Variance 

Regression 

Residuaf 

Total 

P' lIalue 

Intercept 

x1 

0.093016 

0.006997 

Lower 95% Upper 95% 

-0.055219 

0.0052866 

0.5814 

6E-09 

0.568128 

16.00498 

r Sratistic 

-114-

Coefficienrs dard Error 

0.03326 

0.00038 

0.0189 

0.0061 



여 결정할수 있다 a 는 유의수준이다. 

confidence inteπal for Y-intercept a 土 t. Sa 

confidence interval for slope b 土 ta sb 

TSP-Sc 와 TSP-Pb 쌍에 대한 회커통계 결과로 되돌아가보자. 추징지 Sκx 의 표춘오차 

는 앤 뷰쪽란의 4흰째 줄에 Y축 단뮤로 표시하였다 질펀과 기울기는 맨 밑쪽르}의 두 

rg째 줄에 3번째르}의 표준오차와 함께 Lf타냈고 6번째와 7번째 란에는 95% 신뢰 상흔} 

과 하한이 추어졌다. 꺼 5번째 란의 REIα?ESSIα/ 에는 두 계를!xl간에 촌찌하는 관계에 

대한 t-test 결과를 춘til 하였다 이 강징의 커무기질은 ’관계가 없다 Ho : 8 = 0γB-오 
증l 단 전횡관계의 기울기) 이고 t-통계랑은 다음과 같01 징의힌다 

t = φ - 8)/숭b = b/숭b 

자유도는 12 - 2 = 10 이다 두 경우에 게산된 t-통계랑(column 5) 에 해당하는 P값은 

0. 05 유의수춘보다 작다 그래서 커무기질'， 8 = 0 은 기각하였다 (1 = 0. 01 올 g요로한다 

면" TSP 와 깨 간에 존찌하는 상관징이 없응을 채택해야한다. 그러Lf sc 의 경우에/는 P 

드 。 이기 때문에 을l할수 없다. 유λ/ 흔} 겁징은 질펀 a 에 대해서도 행한다f커무기실은 

Ho : A = 0) 

아직도 앞절에서의 주어진 X 값에 대한 예측된 Y값의 신뢰도에 관한 의문에 

대한 답은 남아있다. 우리가 고려할수 있는 실제적으로 두가지 형태의 신뢰구간이 

있다. 첫 번째 형태의 구간은 주어진 X 에 대한 모집단 Y 의 평균범위이다. 두 번째 

형태의 구간은 특정한 Y 값 범위이다. 특정 Y 값의 범위에 대한 구간의 예측은 Y 

의 평권값에 대한 범위를 예측하는것보다는 시료수집에서의 변동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두 번째 형태의 구간은 첫 번째보다 주어진 신뢰도가 크다. 

Y 모집단 평균에 대한 구간은 다음식으로 계산한다; 

(X - ~) ‘ 

YC 土 t.12 {sv.x (l/n + ------“} 
L: (Xι) - (L:X)l/n 

특정 Y 값에 대한 구간은 다음식으로 계산한다. 

(X - x)2 
YC 土 t./2 {Sv.x (1 + 1/n + -------"’“} 

L: (X l ) - (L: X)l/n 

여기서 YC = X 값이 주어질 때 회귀식으로 계산한 값 

x = X 의 평균값 

주어진 X 값이 X에 접근할 때 신뢰구간은 더 작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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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점 랑계 수(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정량계수는 분산간에 존재하는 연관성 또는 상관성의 근접도률 가르키는 척도 

이다. 평균 Y 값，"1 에 관한 Y 의 층변동을 계산한다면， Fig. 4.4 에 보인것처럼 이 

양은 두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Sin‘le point on Sc;.:3U.:r ‘JiJC rJ m 
Y 

\ Uncxplaincd dcvi.lion 

Tolal dcvialion 

. Expl.incd dcvi.tion 

Y 1------.:.- • 
• ------ ÿ 

• • 
• • 

• 

x 

Fig. 4. lIIustration oftotal, explained and unexplained deviations 

ε(Y _ "1)2 ε(YC - y)2 

T otal variation explained variation 

+ ε(Y - Yc)2 

unexplained variation 

정량계수， r2 은 다응과 같이 정의한다 : 

얀 = 
explained variation 

total variation 

ε(Yc - y)2 

L(Y - "1)2 

r2 값 은 REGRESSIα애 결 과 의 두 번 째 줄 에 나 타 냈 고 상 관 계 수 (Correlation coefficient) , 

「 는 첫째줄에 추어졌다. 

ÞNOVA 검정 (3.3)은 두 분산간의 선형 상관성에서 일치됨의 중요도롤 검정하기 위 

해 적용한다. ÞNOVA table은 REGRESSIα애 결과의 가운데란에 나타냈다. 

가설김정은 : 

Ho : ‘X 와 Y 간에 상관성 이 없 다’ 와 

HI ‘X 와 Y 간에 상관성이 있다’ 이다. 

여기서 S St,etween 와 SSwithin 는 설명할 수 있는 변동(explained variation)과 설명할수 

없는 변동(unexplained variation) 이다. REGRESSION 결과에서 ‘explained’ 와 

‘unexplained’ 항은 회귀 (regression) 과 잔여치 (residuaD로 대치하였다. MS값은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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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bJ효--L 
Concentrations of elements in air in HCMC (n9/m3) 

92 19 93 

。.c J.n hb M., M.y Jun. July Aug S.p 001 Noy 

N. 871 ’200 990 598 571 662 672 580 400 444 747 

AI 3199 6400 4690 1801 2328 2100 1652 1610 121 ’ 2753 1998 

K 658 2100 1070 826 705 579 979 665 500 493 1.85 

c. 2144 5500 5320 2543 2892 3754 2677 2522 1574 2077 4952 

So 0.53 0.8 0.8 0 .4 3 0.6 0.5 0.42 0.39 0.3 0.37 0.63 

V 16 22 ‘ 16 8.8 6.5 7.6 4.5 5.3 4 9.07 11.2 

F. 2404 4070 3960 1907 2681 2609 2222 2093 1645 2029 2780 

L. 1. 3 2.1 2.1 1.06 1.4 1.27 1.14 1.07 0.69 0.89 1.58 

Sm 0.21 0.31 0.31 0.14 0.22 0.17 0.14 0.16 0.1 0.14 0.22 

Eu 0.04 0.08 0.06 0.03 0.04 0.04 0 ‘ 03 0.03 0.02 0.02 0.04 

Th 0.38 0 ‘ 8 0.58 0.33 0 ‘ 8 0.43 0.33 0.34 0.3 0.29 0 ‘ 3 

S 1495 3443 ‘070 2066 1551 1400 ’198 912 770 1183 ’736 

CI 1430 2600 2290 1165 646 1018 1025 858 600 789 1390 

Zn 263 276 264 156 131 266 358 297 145 144 516 

B, 14 18.4 9.1 9.7 11.1 9.16 13.7 11.4 10.7 15.2 22.6 

A. 0.97 3.1 1.25 0.95 1.26 0.95 0.91 1.02 0.8 1.08 1.65 

S. 0.03 0.04 0.03 0.03 0.02 0.04 0.06 0.06 0.02 0.03 0.18 

Sb 1.95 45 15.1 ’5.6 2.2 3.2 3.98 3.65 1.8 1.97 2.78 

1.95 2.9 2.2 1.431.97 1.1 40.510.96 0.30.891 ‘ 43 

Hg 0.02 0.03 0.04 0.01 0.02 0.01 0.01 0.01 0 0.01 0.02 

pb 64 686 199 141 108 236 169 82 25 124 212 

TSP 649 1043 1057 530 705 636 569 536 404 493 869 

Correlation Matrix 

N. AI K C. Sc V Fo L. Sm Eu Th 5 CI zn Ør A. S. Sb Hg pb TSP 

N. 

AI I 0.66 

11; I 0.7 

c. I 0.79 

V 10.66 

f. I 0.89 

L. 10.91 

Sm I 0.89 

Eu I 0.89 

Th I 0.83 

S I 0.62 

CI I 0.96 

2n I 0.4 ’ 

0.6 

0.7 0.42 

0.52 

1 0.72 

0.9 0.63 

0.8 0.57 

0.9 0.56 

0.8 0.58 

0.8 0.6 

0.6 0.6‘ 
0.9 . 0.74 

o .0.2 

0.57 0.75 

0.91 0.97 0.79 

0.92 0.99 0.76 0.98 

0.85 0.98 0.81 0.97 0.98 

0.87 0.97 0.76 0.97 0.97 0.97 

0.87 0.97 0.72 0.97 0.96 0.95 0.98 

0 ‘ 81 0.88 0.77 0.9 0.9 0.88 0 ‘ 86 0.86 

0.83 0.89 0.69 0.92 0.92 0.9 0.89 0.85 0.92 

0.56 0.34 0.03 0.31 0 .4 0.29 0.32 0.23 O. ’3 0.3 

11, 10 ‘ 32 0.3 0 0.38 0.28 0.22 0.23 0.28 0.27 0.17 0.14 0.05 0.3 0.61 

A. I 0.74 0.8 0.69 0.72 0.71 0.7 0.75 0.72 0.72 0.69 0.72 0.61 0.79 0.25 0.6 

.0.40.410.17 -0.20.090.190.11 0.090.03 -0.10.060.87 0.75 0.~1 

Sb I 0.76 0 ‘ 8 0.89 0.62 0.63' 0.75 0.7 0.67 0.64 0.64 0.66 0.74 0.85 0.01 0.22 0.86 -0 .1 

0.84 0.9 0.111 0.68 0.9 0.85 0.84 0.86 0.92 0.86 0.87 0.8 0.84 0.06 0.22 0.73 .0.1 0.7 

。.5 0.74 0.92 0.79 0.9 0.9 0.95 0.89 0.88 0.92 0.85 0.12 0.15 0.57 o 0.57 0.86 

pb 10.77 0.8 0.78 0.74 0.68 0.69 0.75 0.71 0.65 0.67 0.7 0.64 0.81 0.25 0 .43 0.93 0.1 0.9 0.65 0.5 

TSP I 0.88 0.8 0.5 0.94 0.99 0.73 0.97 0.99 0.97 0.96 0.95 0.88 0.9 0.44 0.35 0.73 0.27 0.114 0.83 0.'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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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란에 수록된 자유도 df 로 SS 값을 나눔에 의해 얻었다. 아애OVA 검정과 t-test 

의 결과는 동일하다. 그러나 t-test 와 달리 ANOVA 절차는 하나 이상의 독립운산을 

고려하는 다중회귀조건에 사용할수 있다. 

4.4 상관성 (Correlation) 

상관계수， r 은 두 분산간 선형상관성에 일치하는 정도롤 측정한다. 계수， r 은 

항상 -1 과 +1 사이이다. 회귀선의 기울기가 양이라면， r > 0 기울기가 음이라면， 

r < 0 (anticorrlation) 01 다. 
상관계수는 선형회귀를 포함시키지않고 일반식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 

(xy - X :0 

r = [ (X2 - x2) - (Y2 - x2) ]1/2

원소농도의 일시적 변동과 같은 다중분산의 경우에 서로 다른 문산간의 상관성 

을 계 산할 수 있고， T able 3-4.2 에 에AL YSIS TOαS =추 CORRELAllON을 사용하여 

매체의 형태로 나타냈다. 

5. 비 보 수 법 (Nonparametric Methods) 

5.1 일반사항 

지금까지는 주어진 분포， 보통은 정규적， 를 갖는 표본으로 삼은 모집단을 추측 

하고 가설을 검정하거나， 신뢰구간을 만드는데 모수법을 고찰하였다. 본 절에서는 

비모수통계랑(nonparametric statistics)- 즉 모집단분포의 모양에 관한 어떠한 추정 

도 필요하지않은 통계량에 관련시킨다. 비모수통계량은 통계량의 표본분포가 정규 

분포에 근사적이 아닌 표본크기가 아주 작을 때 선호하여 적용한다. 이외에도， 비모 

수통계량은 서수의 또는 멍목적 데이터 (ordinal(rank) or nominal data) 롤 사용할 때 

만 선택한다. 서수의 자료는 단지 혹정간의 ‘크다’， ‘작다’， ‘같다’ 의 비교만을 나타 

내는 데이터의 경우를 뜻하며， 수치에서의 차이에 대한 크기는 설명하지 않는다. 측 

정의 수치는 최소에서 최대의 순서로 요소를 배열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한다. 명목 

상의 자료는 이름율 항목(남성 또는 여성， 토양의 형태 등)으로 할당할 때 사용하 

며， 한 항목이 다른것보다 높거나 낮은 이름에서의 암시는 없다. 

비모수법은 모수법보다 복잡한 전산작업을 덜하는 간단한 모형틀을 포함한다. 비모 

수검점은 다양하다. 여기서는 환경연구에 관련이 있는 몇가지 대표적인 모형만을 

나타냈다. 

5.2 The Sm;mov-Kolmogorov(S-K)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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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정은 두 표본， 즉 두 개가 서로 다롤 수 있는 모집단으로부터 표본 그리 

고 두 모집단분포함수가 동일한지 아닌지롤 알고싶은 표본에 대한 조건에 자주 사 

용한다. 첫 번째 표본(Croupl )은 크기가 n 이고 Xl , X2, ... Xn 값으로 나타내는 반면 

두 번째 표본 (Croup2) 은 크기가 m 이고 Yl , YZ, … Yn 값으로 나타낸다. 두 개의 모 

르는 분포함수는 각각 F(x) 와 C(x) 이다. 

퍼문간설 : 니。∞에서 +∞ 까지 모든 x 에 대한 F(x) = C(x) 

며릴2i설 Ha 적어도 한 개의 x 값(앙측검정)에 대한 F(x) =1= C(x) 

{적어도 한 개의 x 값(펀흑김정)에 대한 F(x) > 또는 < C(x)} 

김정툴계랑 : Sl(X) = X 의 실험적 누적운포함수로하고 Sz(x) = Y 의 실험적 누적분 

포함수로 함. 

김정통계량은 양측김점에서 두 실험적분포함수간의 가장 큰 수직거리로 정의하고 

펀측김점에서 Sl(X) 위의 S2(X) 까지 이르는 또는 반대의 가장 큰 수직거리로 정의 

한다. 

T = I Sl(X) - S2(X) I 

Decision rule 

적당한 통계량이 Table 3-5. 1Cn = m) 에 주어진것처럼 (1 -a ) 를 초과한다면 임계수 

준에서 H。롤 기각시킨다. 

단.a!IlJJl응 

1994던의 TSP올도기 1993던의 올도보다 높은지를 다시 보기뷰하여 TSP 데이터흘(Table 

3-2. 1)를 김시해보자. 두 핑균(Table 3.2) 간의 차이에 대한 모수 t-test에서， 계산된 t- 홍 

계랑은 90% 잉계값과 거의 같은 1.25701다 운멍하게 우리는 2딘의 핑균 TSP 뜰도가 

다르지 않은/커무가실') 95% 신뢰도에서 채택해야한다 그러나 95% 신뢰도에서 1994넌 

의 TSP올도가 더 늪다는 대립가실을 기각시키기 유/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편측 S-K검정을 적용한다연 95% 잉계값은 0.416701고 검정홍계랑(5/12， Table 3-5. 1)과 

같다. 증더 엉을r [;1 말하면， 대립기실이 기각되는 뮤험은 오차적으로 til모수S-K검정에서 

5%01고 모수 t-test 에서는 10%0/다 t-test는 표본데이터가 정규적으로 운표되었다는 

추측， 즉 TSP 데이터의 경우기 아닌 F땅. 3-2. 1b 에 보인것처럼， 율 가지고 적용하였다는 

것올 기억하라. 이와같이 우리는 자유분표인 S-K 검정의 결과를 선호하는 이윤를 갖는 

다. 

5.3 Kruskall-Wallis H test 

이 검정은 연속적 분산 뿐만아니라 서수의 분산에 대한 데이터에 적용한다. k 

모집단표본이 있고 모집단이 동일한 분포를 갖는 귀무가설올 겁정하기 원한다고 가 

정하자. 첫째， 표본올 회계하고 데이터를 정렬한다. 검정통계량은 다음식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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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 

QUANTILES OFTHE SMIRNOVTEST STATISTIC 
FOR TWO SAMPLES OF EQUAL SIZE 

One Tailed Test: One Tailed Test: 
........ , 

p .90 .95 .975 .99 .995 p = .90 .95 .975 

Two Tailed Test : Two Tailed Test : 
p = .80 .90 .95 .98 .99 p = .80 .90 .95 

N N 

3 2/3 2/3 20 6/20 7/20 8/20 
4 3/4 3/4 3/4 21 6/21 7/21 8/21 
5 3/5 3/5 4/5 4/5 4/5 22 7/22 8/22 8/22 
6 3/6 3/6 4/6 5/6 5/6 23 7/23 8/23 9/23 
7 417 417 517 517 517 24 7/24 8/24 9/24 
8 4/8 4/8 5/8 5/8 6/8 25 7/25 8/25 9/25 
9 4/9 4/9 5/9 6/9 6/9 26 7126 8/26 9/26 
10 4/10 4/10 6110 6/10 7/10 27 7/27 8/27 9/27 
11 5/11 5111 6111 7/11 7111 28 8/28 9/28 10/28 
12 5112 5112 6/12 7112 7112 29 8/29 9/29 10/29 
13 5/13 5/13 6/13 7/13 8/13 30 8/30 9/30 10/30 
14 5/14 5/14 7/14 7114 8114 31 8/31 9/31 10/31 
15 5115 5/15 7115 8115 8/15 32 8/32 9/32 10/32 
16 6/16 6/16 7/16 8/16 9/16 34 8/34 10/34 11/34 
17 6/]7 6/17 7/17 8/17 9/17 36 9/36 10/36 11/36 
18 6/18 6118 8118 9118 9118 38 9/38 10/38 11/38 
19 6119 6119 8119 9/19 9119 40 9/40 10/40 11/40 

Approximation for N > 40: 

1.52 I...JN for p = . 90 one tailed test and p = . 80 for two tailed test 

1.73 I 아-.J" for p = . 95 one tailed test and p =. 90 for two tailed test 

1.92/...JN for p = . 975 one tailed test and p = . 95 for hν。 tailed test 

2.15 /...JN for p = . 99 one tailed test and p = . 98 for two tailed test 

2.3 /-YN for p = . 995 one tailed test and p = . 99 for two taile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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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995 

.98 .99 

9/20 10/20 
9/21 10/21 

10/22 10/22 
10/23 10/23 
10/24 11/24 
10125 11125 
10/26 11/26 
11/27 11/27 
11128 12/28 
11129 12/29 
11/30 12/30 
11/31 12/31 
12/32 12/32 
12/34 13/34 
12/36 13/36 
13/38 14/38 
13/40 14/40 



Table 5.2 

TSP. pg/m' Srru.rnoV-Ko1mogOfQ V Test 
(one-tailed , alpha = 0.05J 

1993 1994 S1 S2 S1-S2 

48.8 0.0833 o 0.0833 

59.8 0.1667 o 0.1667 

64.7 0.4167 o 0 .4167 

65.9 0.4167 o 0 .4 167 

65.9 0 .4167 0.25 0.1667 

67.1 0.4167 0.25 0.1667 

68.3 0 .4167 0.25 0.1667 

69.5 0.4167 0.25 0.1667 

70.1 0.5833 0.25 0.3333 

72 0.5833 0.41667 0.1667 

76.9 0.5833 0 .4 1667 0.1667 

79.3 0.5833 0.41667 0.1667 

86.6 0.6667 0.41667 0.25 

90.3 0.75 0.41667 0.3333 

92.7 0.75 0.5 0.25 

100 0.75 0.66667 0.0833 

101.3 0.75 0.66667 0.0833 

106.1 0.8333 0.66667 0.1667 

111 0.8333 0.75 0.0833 

120.8 0.8333 0.83333 o 
126.9 0.83333 0.1667 

129 0.83333 0.1667 

144 o 
145 o 

T critical = 0 .4 17 for one-tailed test 

at alpha = 0.05. (S 1-S2)max =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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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H = (12/n(n+ 1)) (εk(R//nj)) - 3(n+ 1)) 

여기서 n = 2:knj 

nj 번째 모집단 표본의 크기 이고， Rl = j 번째 배열의 합이다. 
H 는 각 nj 가 5 보다 크다면 큰사적으로 k-l 자유도롤 갖는 카이자승분포 

(chi-square distribution)이다.H 가 임계값보다 크다면 귀무가설은 기각될 것이다. 

여1) 

Fig. 3-5. 1 에 보여준 2던0993-4던/동안의 % 주간농도데이터를 겁시하자. 일시적인 분 

잔형태는 련동 01고 이를 연동울 일으키는 기장학적요소를 혹1 '2J하고싶다f방출윤I의 세기 

는 아마도 던중 일정할것이다). 풍향 형태는 맨 처음 검사해야한다 왜냐하연 근처에 

Pb- 방출윤101 있다연 pb픔도는 증가할것01기 때문01다. 다시말하면，Pb 농도와 풍향간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검시해야한다 주간의 주된 풍향을 F생. 3-5.1 에 LI타냈다 풍향 

은 45' 각도의 8방향으로 LI누었고 8가지 중요한 풍향에서 22.S' l를 확장하였다. 일반적 

인 풍향은 6월-11 뀔의 하절기(monsoon)에는 북서풍01었고， 11 월-1 월에 북홍， 2월-5월에 

남동풍으로 바뀌었다. 명액하게 풍향은 명목상의 면수이고 모수법의 이용에서는 이것을 

다룰수 없다 01래에 풍향과 % 농도와의 연관이 있는지 여부흘 검정하기 유/해서 두가 

지 tJl모수법을 시용하였다 

1) 매e Kruska/-lA김lIis method .’ 커부가실은 Ho : 8가지 풍향섹터로부터 %농도의 분포 

는 모두 동일하다 

커-?JI질을 기캉한다연 풍향석l터에 의한 %올도 평균순뮤(R，ι1)의 강시는 지역적인 방 

출원과 풍향으로부터 영향이 있다는 증거를 제공할수 있다 검정의 자세효1;";항은 

Table 3-5.3에 추어졌다. 커무기질은 잉J11 d 1i-sQuaer valueO 1.0η보다 작은 검정통계랑 

H=8.64 으로서 채댄힌다. 커무기실을 진호하는 또다른 증거는 풍향01 01추 밑정치않게 

풍향석l터를 기로질러 분포(T able 3-5.3 의 3란)되었음에도 풍향에 의효I Pb 값의 펑균순우/ 

는 거의 같다는 것이다(4란1). 

2) 풍향운포의 d1i-sQuare test. 무라는 또한 d1i-sQuare 법올 이용하여 이들 분포가 동일 

한자의 여부률 검정하기 와해서 그리고 농도값의 서로 다른 큐간에 대한 풍향운포를 강 

시할 수 있다. 예를틀연， 루 2.1는 20개의 가장 늪은 농도값/또는 20개의 가장 낮은 농도 

값)과 연관된 풍할 이 그롱과 나머지 값과의 풍향운포의 tJl교를 분류ρIATA =킹 SORT) 

할수 있다. 여기서 루라는 명백하게 명목상의 변수로 풍향을 힘급한다. 커부가실은 Ho 

: 8가-^I 풍향석IEf에 걸츠l 풍향운포는 동일하다. 

커무가실율 기각한다연 우리는 풍향운포를 겁시할수 있고 풍향01 증가된 %농도와의 

연관성을 횟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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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 

용 어 해 설 (Glossary) 

Alternative hypothesis(QI 림가설) : ‘귀무가설은 거짓이다‘ 라고 말하는 가설， 

Analysis of variance(분산분석) : 여러 가지 다른 그룹이 모두 동일한 명균을 갖 

는다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방법. 

AN.OVA table(분산분석표) : 분산분석의 결과롤 요약한 표. 

Average(평균) Mean 과 동일. 

Bimodal(OI 중최빈치) : 두 개의 최빈치 (mode)를 강는 운포. 

Central limit theorem(중심한계론) : 큰 독립수의 평균 ‘동일하게 운포된 우연분 

산은 정규운포롤 갖을 것이다‘ 라고하는 이론. 

Ch i-sQuare distribution(카이자승분포) : 정규분포와 관런된 연속적인 확률분포， 

chí- square test 에 사용. 

Ol i-sQuare test(카이자승겁정) : 두 요소가 서로 무관한 가설을 검정 하는 통계법. 

Class limits(등급한계) : 그룹데이터에 사용하는 등급의 두 한계. 

Class mark(등급표^I) : 등급의 중심접. 

Confidence interval(신뢰구간) : 표본의 측정에 바탕을 둔 구간; 주어진 구간이 모 

르는 참모수률 포함힐 비확률이 있는 것으로 구성(예， 침값을 포힘할 95%의 기회률 

갖는 선뢰구간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Confidence level(신뢰도) : 신뢰구간에 연관된 신뢰의 수준; 주어진 구간이 침모수 

를 포힘하는 확률. 

Contineous random variable(연속 우연분산) : 일정 범위안에 있는 어떤 침수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우연운산; 두 수간의 곡선밑의 면적은 우연운산이 이들 두 수사 

이에 있을 확률로 표현하는 밀도함수곡선에 의해 톡성화됨. 

Correlation(상관성) : 투 양간의 관련정도의 증거; 이값은 항상 -1 과 +1 사이 이 

다. 

Covariance (공분산) : 두 앙간의 관련정도의 증거; 이것은 correlatíon과 관련있고 

그값은 -1 과 +1 사이 이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Critical rgion(임계명역) : 김정통계랑의 계산값이 임계영역안에 들어온다면 귀무 

가설은 기각된다(기각영역과 동일). 

Critical value(잉계값) : 임계영역의 경계선에 있는 값.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누적분포함수) : 우연분산이 특정값과 같거나 작 

은 확롤로 주어지는 함수. 

Degree of freedom(자유도) chi-square 또는 t-분포의 성질은 그것의 자유도에 

의해 특성화된다; F-분포는 분자나 분모의 자유도에 의해 특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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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sity function(밀도함수) : 확률밀도함수를 참고. 

Dependent variable(증속 분산) : 독립분산에 의촌할수 있다고 추측되는 회귀에서 

의 운산. 

Descriptive statisticsCJI 술통계학) : 데이터룰 요약하는 방법을 연구. 

Discrete random variable(불연속 우연분산) : 모든 가능한 값의 목록을 만들 수 

있는 우연운산. 

Dispersion(퍼짐) : 분포가 퍼지는 정도. 

Estimate(추정값) ; 실제환경에서 평가량의 값. 

Estimator(펑가량) : 모르는 모수값의 지표로서 취해진 값을 갖는 표본의 측정에 

바탕을 둔 양(예， 표본평균 X 는 종종 모르는 모집단의 평가랑으로 사용한다) . 

F-distribution(F-분포) chì-square분포와 관련된 연속 우연운산분포; 운산절차의 

분석과 회귀분석에 사용한다. 

F-statisticCF-통계랑) ; 운산분석에서는 동일한 평균을 갖는 모집단으로부터 유도 

된 모든 그룹의 귀무가설을 겁정하기 위한 통계량; 회귀분석에서는 독립분산과 종 

속분산간에 연관이 없는 귀무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통계량. 

Frequency diagram(빈도 도표) ; 얼마나 많은 측정이 각 범주안에 들어가는가를 

예시하기 위한 막대도표. 

Goodness-of-fit test 특별한 확률분포를 측정된 데이터집단에 맞추는 가설을 김 

정하기 위한 통계적 과정. 

Histogram(돗수분포도표) ; 빈도분포롤 예시하는 막대도표; 각 막대는 그것의 면적 

이 표시되는 구간에서 항목의 수에 비례하게 그린다. 

Hypothesis testing(가설겁정) : 특별한 가설을 채택하거나 기각해야할 때 증거를 

수집하고 결정을 만드것을 포함하는 통계적 절차. 

Independent events(독립사건) : 서로 영향을 주지않는 돌이상의 사건. 

Independent random variable(독립 우연분산) : 서로 영향을 주지않는 두 개의 우 

연분산; 우연분산중 하나의 값을 아는 것은 다른 분산에 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하 

지 않는다. 

Independent variable(독립 분산) : 종속분산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에서의 분산， 그 

러나 회귀에서 다른 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율것으로 추정됨. 

Kruskal-Wallis H test 툴이상의 모집단이 있는 상황에서 Wìlcoxon rank sum test 

률 일반화시킴. 

Level of significance(유의수준) : 가설겁정과정을 위하여 typel error를 수용할 확 

률. 

Mean(평균) : 수록된 수의 합올 구성의 수로 나눈값; 우연분산의 평균은 우연분산 

울 수많이 측정하였다면 나타날 수 있는 평균값이다(기대값) ; 기호 μ 로 표시. 

Median(중위수) : 목록에 있는 수의 절반 값. 흘수일때는 중심값이고 짝수일때는 

중앙의 두값의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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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최빈치) : 수의 록록에서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값. 

Moving average(유동평균) : 하나의 특정한 값에 가장 근접한 시간계열에서의 측 

정의 평균값. 

Multiple regression(다중회귀) : 여려개의 독립운산과 하나의 종속분산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통계법. 

Negatively correlated 하나가 작아질 때 다른 하나는 크게되는데 관련된 두 앙. 

Nonparametric method(비보수법) : 분포의 특정한 형태에 관한 예측을 만들지 않 

는 통계법. 그러므로 모르는 모수롤 추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Normal distribution(정규분포) : 가장 중요한 연속 우연분산분포; 밀도함수는 종모 

앙; 많은 잠 모집단은 정규분포에 따라 분포된다. 

Nu 11 hypothesis(귀무가설) : 가설김정 조건에서 검사되는 가설; 혼히 귀무가설은 

“두 양간에 관계가 없다” 의 형태이다. 

One-tailed test(편흑검정) : 한쪽의 분포만으로 구성된 임계영역에서의 가설김정; 

귀부가설은 검정통계량이 한방향에서 극한값을 갖는다연 기각된다. 

Open-ended class(무한등급) : 상한등금이나 하한등금이 없는 데이터를 그룹화하 

기위한 문류. 

Outlier(외 딴값) : 다른 측정과 아주 다른 측정결과값， 

Parameter(모수) : 모집단을 특성화하는 미지의 수(예， 모평균， 모표준펀자등). 

Percentile(백분위수) : 목록의 P 번째 백분위수는 목록중 요소의 P 백분율이 그 수 

보다 작은 수이다. 

Perfectly correlated Y = aX + b 형식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면， 두 양 X 와 Y 는 

완전하게 연관된다. 여기서 a 와 b 는 두 개의 상수이다; 그들의 상관성은 a 가 양 

이연 1, 음이연 1 이 될 것이다. 

Pie chart 전체량을 나타내는 원과 각 범주에서 분율을 가르키는 V자형의 섹터가 

있는 그래프， 

Population(모집단) : 관심있는 모든항목의 집단.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보집단표준펀착) ; 뭇집단내 모든 항목의 값율 알 

고 있을 때 계산된 표준편차. 

Population variance(모집단분산) : 모집단내 모든 항목의 값을 알고 있을 때 계산 

된 분산. 

Positively correlated 하나의 수량이 크고 나머지가 크려는 경향이 있으면 그들의 

상관성은 O 보다 크다. 두 앙은 양으로 상관된다. 

Probability(확률) : 기회현상의 연구 

Probability density function(확률밀도함수) : 불연속 우연분산에 대하여， 특정값에 

서 확률밀도함수는 우연분산이 그 값을 가질 확률이다; 연속우연분산에 대하여， 확 

률밀도함수는 두 수간의 곡선밑의 면적이 우연분산이 될 확률의 곡선으로 표현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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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ability function{확률함수) : 불연속 우연분산에 대하여 특정값에서 획률함수 

는 우연분산이 그 값을 가질 확률이다. 

Quaπile{4분위수) : 목록의 첫 번째 4분위수는 목록에 있는 숫자의 4분의 1 이 그 

것 이하인 수이다; 셋째 4운위수는 숫자의 4운의 301 그것 이하인 수이다; 둘째 4분 

위수는 중위수와 같다. 

,-2: 독립운산의 척도; 이것의 값은 üC잘 안맞음)과 1(아주 잘 맞음) 사이 이다. 

R2 
: 증속운산에서의 변화를 어떻게 잘 설명할수 있는자의 다중회귀식의 척도， 

Random sample{우연표본) : 개개의 가능한 표본이 선택될 동일한 기회를 갖는 방 

법에 의해 선택된 표본; 독립 우연분산의 수집은 같은 분포로부터 선택한다. 

Random variance{우연분산) : 무작위 실험의 결과에 의존하는 값을 갖는 분산. 

Range{범위) : 목록에 있는 가장 큰값 빼기 가장 작은값. 

Raw data 연구자가 분석을 시작하기 전의 최초의 자료. 

Regression line{회귀선) : 두 앙간에 관계롤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회귀분석에 

서 계산된 선. 

Regression sum of sQuare{회귀층량자승) : 회귀식이 증속운산에서 변동을 설멍할 

수 있는 정도롤 가르키는 양. 

Regession region{회궈영역) : 가설을 기각하기 위한 김정통계량 값들의 집단. 

Residual{잔여값) : 종속분산의 실제값과 회귀식에 의해 예측된 값간의 차이. 

Sample{표본) : 모집 단으로부터 추출된 항목들의 집 단이 며 모집 단의 성 질 을 추정 

하는데 사용한다. 

Sample standard deviation{표본표준편차) : 표본에 있는 값들로부터 계산된 표준 

펀자; 모표준펀차를 추정하는데 사용한다. 

Sample variance{표본분산) : 표본에 있는 값들로부터 계산된 분산; 모분산을 추정 

하는데 사용한다. 

Sampling distribution{표본추훌분포) : 표본평 균. x 과 같은 통계 량의 확률분포. 

Scatter diagram{산란도표) : 두 양간의 관계를 보이는 도표; 한 양은 수직축에 그 

리고 다른 앙은 수평축에 그린다. 각 측정랑은 점으로 표시한다. 

Sign test{표시겁정) : 수치를 대신하여 순위를 매긴 두 양간의 차이가 없음에 대 

한 가설툴 김정하기 위한 절차. 

Simple linear regression{단순선형희귀) : 독립분산과 종속분산간의 관계를 분석 

하기 위한 방법. 

Skewed{치우침) : 대칭이 아님. 

Slope{기울기) : 선의 방위를 설명하는 수; 수평선은 기울기가 O 이고 수직선은 무 

한기울기이다; 기울기는 선상의 어떤 두 점간 수직거리를 이틀 점간의 수평거리로 

나누어줌에 의해 계산하여 구할수 있다. 

Standard deviation{표준편착) : 분산의 제곱근. 

Standard error{표준오칙) : 표본통계 량에 대 한 추정 된 표준펀 차. 

-128-



Standard error for coefficient(표준오착채수) : 회귀분석에서 추정된 계수의 추정 

된 표준펀차; 작은값의 표준오차는 추정된 계수가 침계수의 더 정밀한 추정치임을 

의미한다. 

Standard normal distribution(표준정 규분포) : 평 균 0 와 분산 1 을 갖는 정 규분포. 

Statístíd통계량) : 표본펌권 x 과 같이 표본에서 항목으로부터 계산된 양; 통계량 

은 모르는 모수의 계량자로 사용한다. 

Statístícal ínference(통계적추론) : 모집단의 성질을 추정하기 위해 표본의 흑정을 

이용하는 과정. 

Statístícs(통계학) : 자료를 운석하기 위한 방법의 연구; 기술통계학과 통계적추론 

으로 구성됨， 

t一dístríbutíon <t 분포) : 정규 및 chí-square 분포에 관련된 연속적 우연분산분포; 

신뢰구간 산정과 작은 표본에 대한 가설검정에 사용한다. 

t一 statístídt 통계량) : 회귀분석에서 계수의 참값이 0 인 귀무가설을 검정하는데 

사용하는 통계량. 

Tail(꼬리) : 분포의 극히 낮고 높은 끝. 

T est statistid검정통계량) ; 귀무가설을 검정하기위해 사용하는 측정된 양들로부 

터 계산된 앙. 

Two-tailed test(양측검정) : 임계영역이 분포의 양끝으로 구성된 가설김정. 검정통 

계량이 너무코거나 작지않다면 귀무가설은 기각된다. 

Two-way analysís of variance(OJ 원분산분석) : 두 가설( 1) 가로줄간에 콘차이가 

없다， 2) 세로행간에 큰차이가 없다)을 김정하기 위해서 수치표에 적용할수 있는 검 

정절차. 

T ype 1 error(1형오차) : 그것이 참이라 귀무가설을 기각할 때 가설김정에서 발생 

하는 오차. 

T ype 2 error(2형오차) : 그것이 거짓이라 귀무가설을 채택할 때 가설김정에서 발 

생하는 오차. 

Unb íased estímator(:~J 우치지않은 추정자) : 예상된 값이 추정하려는 모수의 침값 

과 같은 추정자. 

Varíance(분산) : 우연분산 또는 수치목록에 대한 퍼짐의 척도，(1 로 표시， 표준편 

차는 분산의 제곱근이다. 

Zone of acceptance(채택영역) ; 검정통계랑의 계산된 값이 채택영역안에 들어오 

면 귀무가설은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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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계 표 (Statistics Tables) 

표 1. x-R 관리도 계수 

n d2 l! d2 d3 A2 03 O~ 04 (2) 02 E2 

2 1. 128 0.8862 0.853 1.880 3.267 2.512 3.686 2.660 

3 1.693 0.5908 0.888 1.023 2.575 2.049 4.358 1.772 

4 2.059 0.4857 0.880 O. 729 2.282 1.855 4.698 1. 457 

5 2.326 0.4299 0.864 0.577 2.115 1. 743 4.918 1.290 

6 2.534 0.3946 0.848 0.483 2.004 1.669 5.078 1. 184 

7 2. 704 0.3698 0.833 0.419 0.076 1.924 1. 616 5.202 1. 109 

8 2.847 0.3512 0.820 0.373 0.136 1.864 1. 576 5.307 1.054 

9 2.970 0.3367 0.804 0.337 O. 188 1. 816 1.544 5.394 1. 010. 

10 3.078 0.3249 O. 797 0.308 0.223 1.777 1. 518 5.470 0.975 

표 2. 범위에서 표준연차를 계산할 때 이용하는 d’2 값 

t\umber of Factor. d'z. Number of replicates in set 
sets of Oegree of 
replicates freedom. 11 2 3 4 5 6 

d'2 1. 41 1. 91 2. 24 2.48 2.67 
v 1. 00 1. 98 2.93 3.83 4.68 

3 d'z 1. 23 1. 77 2.12 2.38 2.58 
v 2.83 5.86 8.44 11. 1 13.6 

5 d'z 1. 19 1. 74 2.10 2.36 2.56 
v 4.59 9.31 13.9 18.4 22.6 

10 d'z 1. 16 1. 72 2.08 2.34 2.55 
v 8.99 18.4 27.6 36.5 44.9 

15 d"2 1. 15 1. 71 2.07 2.34 2. 54 
v 13.4 27.5 41. 3 54.6 67.2 

20 d'z 1. 14 1. 70 2.07 2.33 2.54 
v 17.8 36.5 55.0 72. 7 89.6 

00 d'2 1. 13 1. 69 2.06 2.33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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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t-분포표 (Critical Values of Student's Distribution) 

The shaded areas in the figures correspond to the column headings of the table. 

Singl Double-sided test 

p p 

DF 0.005 0.01 O 떠 0.1 DF oα)5 0.01 0.05 0.1 

63.7 31.8 6.31 3.08 127 63.7 12.7 6.31 

2 9.92 6.96 2.92 1.89 2 14.1 9.92 4.30 2.92 

3 5.84 4.54 2.35 1.64 3 7.45 5.84 3.18 2.35 

4 4.60 3.75 2.13 1.53 4 5.60 4.60 2.78 2.13 

5 4.03 3.36 2.01 1.48 5 4.77 4.03 2.57 2.01 

6 3.71 3.1 4 1.94 1.44 6 4.32 3.71 2.45 1.94 

7 3.50 3.00 1.89 1.42 7 4.03 3.50 2.36 1.89 

8 3.36 2.00 1.86 1.40 8 3.83 3.36 2.31 1.86 

9 3.25 2.82 1.83 1.38 9 3.69 3.25 2.26 1.83 

10 3.17 2.76 1.81 1.37 10 358 3.17 2.23 1.81 

11 3.1 1 2. ï2 1.80 1.36 11 3.50 3.1 1 2.20 1.80 

12 3.05 268 1.78 1.36 12 3.43 3.05 2.18 1.78 

13 3.01 2.65 1.77 1.35 13 3.37 3.01 2.16 1.77 
14 2.98 2.62 1.76 1.34 14 3.33 2.98 2.14 1.76 

15 2.95 2.60 1.75 1.34 15 3.29 2.95 2.13 1.75 

16 2.92 2.58 l.ï5 1.34 16 3.25 2.92 2.1 2 1.75 

17 2.90 2.57 1.74 1.33 17 3.22 2.00 2.11 1.74 

18 2.88 2.55 1.73 1.33 18 3.20 2.88 2.10 1.73 

19 2.86 2.54 1.73 1.33 19 3.17 2.86 2.09 1.73 

20 2.85 253 1.72 1.32 20 3. 15 2.85 2.09 1.72 

21 2.83 252 1.72 1.32 21 3.14 2.83 2.08 1.72 

22 2.82 2.51 1.ï2 1.32 22 3.1 2 2.82 2.07 1.72 

23 2.81 2.50 l.ï1 1.32 23 3. 10 2.81 2.07 1.71 

24 2.80 2.49 1.71 1.32 24 3.09 2.80 2.C6 1.71 

25 2.79 2.48 1.71 1.32 25 3.08 2.79 2.C6 1.71 

26 2.78 2.48 1.71 1.32 26 307 2.78 2.C6 1.71 

27 2.77 247 1.70 1.31 27 3.C6 2.77 2.05 1.70 

28 2.76 2.47 1.70 1.31 28 305 2.76 2.05 1.70 

29 2.76 246 1.70 1.31 29 3.0<1 2.76 2.05 1.70 

30 2.75 246 1.70 1.31 30 3.03 2.75 2.여 1.70 

40 2.70 2.42 1.68 1.30 40 2.97 2.70 2.02 1.68 

60 2.66 239 1.67 1.30 
120 2.62 2.36 1.66 1.29 
。。 2.58 2.33 1.64 1.28 

60 2.91 2.66 2.00 1.67 

120 2.86 2.62 1.98 1.66 
c。 2.81 2.58 1.96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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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x2-분포표(Cri tical Values of X
2 Distribution) 

X~ .. D'" 

The entries in the table are the critical \'alues for chi-square for which the shaded 

area i 5 equal to a. 

G 

DF I 0.995 0.990 O. 975 o 950 o 900 O. 100 0.050 0.025 0.010 0.005 

iO 0%0393 0 ‘ 000157 0.000982 0.00393 0.0158 2.71 3.84 5.02 6.64 7.88 

2 0.0100 0.0201 0.0506 0.103 0.211 4.61 6.00 7.38 9.21 10.6 

3 0.0717 0.115 0.216 0.352 0.584 6. 25 7.82 9.35 11.4 12.9 

4 O. 207 0.297 0.484 0.711 1.0636 7.78 9.50 11.1 13.3 14.9 

5 0.412 0.554 0.831 1.1 5 1. 61 9.24 11. 1 12.8 15.1 16.8 

6 0.676 0.872 1. 24 1. 64 2.20 10.6 12.6 14.5 16.8 18.6 

7 0.990 1 24 1. 69 2.17 2.83 12.0 14.1 16.0 18.5 20.3 

8 1. 34 1. 65 2.18 2. 73 3.49 13.4 15.5 17.5 20.1 22.0 

9 1. 73 2.09 2.70 3.33 4.17 14.7 17.0 19.0 21. 7 23.6 

10 2.16 2.56 3.25 3.94 4.87 16.0 18.3 20.5 23.2 25.2 

11 2.60 3.05 3.82 4.58 5.58 17.2 19.7 21.9 24.7 26.8 

12 3.07 3.57 4.40 5.23 6.30 18.6 21. 0 23 ‘ 3 26.2 28.3 

13 3.57 4.11 5.01 5.90 7.04 19.8 22.4 24.7 27.7 29.8 

14 4.07 4.66 5.63 6.57 7. 79 21. 1 23. 7 26.1 29.1 31. 3 

15 4.60 5.23 6.26 7.26 8. 55 22.3 25.0 27.5 30.6 32.8 

16 5.14 5.81 6.91 7.96 9.31 23.5 26.3 28.9 32.0 34.3 

17 5. 70 6.41 7.56 8.67 10.1 24.8 27.6 30.2 33.4 35.7 

18 6.26 7.01 8.23 9.39 10.9 26.0 28.9 31. 5 34.8 37.2 

19 6.84 7.63 8.91 10.1 11. 7 27.2 30.1 32.9 36.2 38.6 

20 7.43 8.26 9.59 10.9 12 ‘ 4 28.4 31. 4 34.2 37.6 40.0 

21 8.03 ‘ 8.90 10.3 11. 6 13 ‘ 2 29.6 32. 7 35.5 39.0 41. 4 

22 8.64 11. 0 12.3 14.0 30.8 33.9 36.8 40.3 42.8 

23 10.2 11.7 13.1 14 ‘ 9 32.0 35.2 38.1 41. 6 44. 2 

24 9.89 10.9 12.4 13.9 15.7 33.2 36.4 39.4 43.0 45.6 

25 10.5 11.5 13.1 14.6 16.5 34.4 37.7 40.7 44.3 46.9 

26 11. 2 12.2 13.8 15.4 17.3 35.6 38.9 41. 9 45.6 48.3 

27 11. 8 12.9 14.6 16.2 18.1 36.7 40.1 43.2 47.0 49.7 

28 12.5 13.6 15.3 16.9 18.9 37.9 41. 3 44.5 48.3 51. 0 

29 13.1 14.3 16.1 17.7 19 ‘ 8 39.1 42.6 45. 7 49.6 52.3 

30 13.8 15. 。 16.8 18.5 20 ‘ 6 40.3 43.8 47.0 50.9 53.7 

40 20.7 22. 2 24.4 26.5 29 ‘ l 51. 8 55.8 59.3 63.7 66.8 

50 23.0 29.7 32.4 34.8 37.7 63.2 67.5 71. 4 76.2 79.5 

60 35.5 37.5 40.5 43. 2 46 ‘ 5 74.4 79.1 83.3 88.4 92.0 

70 43.3 45.4 48.8 51. 8 55 ‘ 3 85.5 90.5 95.0 100.0 104.0 

80 51. 2 53.5 57.2 60.4 64.3 96.6 102.0 107.0 112.0 116.0 

59.2 65. 7 69.1 73 ‘ 3 108.0 113.0 118.0 124.0 128.0 

i70 1 74.2 77.9 82.4 114.0 124.0 130.0 136.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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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면측 F-분포표(CritìcaJ Values of F for a One-Tailed Testl. P = 0.05 

V, z 4 5 6 7 8 9 10 12 15 20 
V, 

1 16 1.4 199 .5 215.7 224.6 230.2 D4.0 236.8 238.9 240.5 24 1.9 243.9 245.9 248.0 
2 18 .5 1 19.00 19.16 19.2.5 J9.30 19.33 19.35 19.37 19.38 19.40 19 .4 1 19 .4 3 19.45 
3 10.13 9 .552 9.277 9.117 9.013 8.941 8.887 8.845 8.812 8.786 8.745 8.703 8.660 
4 7.709 6.944 6.591 6.388 6.256 6.163 6.094 6.041 5.999 5.964 5.912 5.858 5.803 
5 6.608 5.786 5.409 5.192 5.050 4.950 4.876 4.818 4.772 4.735 4.678 4.619 4.558 

6 5.987 5.143 4.757 4.534 4.387 4.284 4.207 4.147 4.099 4.060 4.000 3.938 3.874 
7 5 .5 91 4 .7 37 4.347 4.120 3.972 3.866 3.787 3.726 3.677 3.637 3.575 3.511 3.445 
8 5.318 4 .4594.066 3.838 3.687 3.581 3.500 3 .4 38 3.388 3.347 3.284 3.21R 3.150 
9 5.117 4.256 3.863 3.633 3.482 3.374 3.293 3.230 3.179 3.137 3.073 3.006 2.936 

10 4.965 4.103 3.708 3 .478 3.326 3.217 3.1 35 3.072 3.020 2.978 2.913 2.845 2.7ï4 

11 4.844 3.982 3.587 3.357 3.204 3.095 3.012 2.948 2.R96 2.854 2.788 2.719 2.646 
12 4.747 3.885 3.4 90 3.259 3.106 2.996 2.913 2.849 2.796 2.753 2.687 2.617 2.544 
13 4.667 3.806 3.4 11 3.179 3.025 2.915 2.832 2.767 2.714 2.671 2.604 2.533 2.459 
14 4.600 3.739 3.344 3.112 2.958 2.848 2.764 2.699' 2.646 2.602 2.534 2 .463 2.388 
15 4 .5 43 3.682 3.287 3.056 2.901 2.790 2.707 2.641 2.588 2 .5 44 2 .4 75 2.4 03 2.~28 

16 4 .4 94 3.634 3239 3.007 2.R52 2.741 2.657 2.591 2.5 38 2.494 2.4 25 2.352 2.276 
17 4 .451 3 .5 92 3.197 2.965 2.810 2.699 3.614 2.548 2 .494 2.450 2.381 2.308 2.230 
18 4.414 3 .5 55 3.160 2.928 2.773 2.661 2 .. ~77 2 .5 10 2 .456 2 .4 12 2.342 2.269 2.191 
19 4.381 3 .5 22 3.127 2.895 2.740 2.628 2.5 44 2.477 2.423 2.378 1.308 2.234 2.155 
20 4.351 3.4 93 3.098 2.866 2.711 2 .5 99 2.514 2.447 2.393 2.348 2.278 2.203 2.124 

v , = nurnber of degrees of freedorn of the nurnera!or and v, = nurnber of degrees of 
frcedorn ofthe denorninator. 

표 7. 양축 F-분포표(Critical Values of F for a T댄。-TailedTestl. P=0.05 

v , 1 2 3 4 5 6 7 8 9 10 12 15 20 
v, 
1 647.8 799.5 864.2 899.6 92 1.8 937.1 948.2 956.7 963.3 968.6 976.7 984.9 993.1 
2 38.51 39.0039 .1 7 39.25 39.30 39.33 39.36 39.37 39.39 39 .40 39.41 39.43 39 .45 
3 17 .44 16.04 15 .4 4 15.10 14.88 14.73 14.62 14 .5 4 14 .4 7 14 .4 2 14.34 14.25 14.17 
4 12.22 10.65 9.979 9.605 9.364 9.197 9.074 8.980 8.905 8.844 8.751 8.657 8.560 
5 10.01 8 .4 34 7.764 7.388 7.146 6.978 6.853 6.757 6.681 6.619 6.525 6 .4 28 6.329 

6 8.813 7.2606.599 6.227 .5 .988 5.820 5.695 5.600 5.523 5 .4 61 5.366 5.269 5.168 
7 8.073 6.5425.890 5.523 5.285 5.119 4.995 4.899 4.823 4.761 4.666 4.568 4.467 
8 7.571 6.0595.416 5.053 4.817 4.652 4.529 <1‘ 433 4.357 4.295 4.200 4101 3.999 
9 7.209 5.715 5.078 4.718 4 .4 84 4.320 4.1 97 4.102 4.026 3.964 3.868 3.769 3.667 

10 6.937 5 .456 4.826 4 .4 68 4.236 4.072 3.950 3.855 3.779 3.717 3.621 3.522 3 .4 19 

11 6.724 5.256 .. 630 4 ‘ 275 4.044 3.881 3.759 3.664 3.588 3.526 3.4 30 3.330 3.226 
12 6.554 5.096 4 .4 74 4.121 3.891 3.728 3.607 3.512 3.436 3.374 3.277 3.177 3.073 
13 6 .4 14 4 ‘ 965 4 ‘ 347 3.996 3.767 3.604 3.4 83 3.388 3.312 3.250 3.153 3053 2.948 
14 6.298 4.857 4.242 3.892 3.663 3.501 3.380 3.285 2.209 3.147 3.050 2.949 2.844 
15 6.200 4.765 4.153 3.8어 3.576 3.415 3293 3.199 3.123 3.060 2963 2862 2.756 

16 6.115 4.687 4.077 3.729 3.502 3.341 3.219 3.125 3.049 2.986 2.R89 2.788 2.681 
17 6.042 4.6194.011 3.665 3.438 3.277 3.156 3.061 2.985 2.922 2.825 2.723 ) .. 616 
18 5.978 4 .5 60 3.954 3.608 3.382 3.221 3.100 3.005 2.929 2.866 2.769 2.667 2.559 
19 5.922 4.508 3.903 3.559 3.333 3.172 3.051 2.956 2.880 2.817 2.720 2.617 2.509 
20 5.871 4 .4613.859 3 .5 15 3.289 3.128 }.007 2.913 2.837 2.774 2.676 2573 2.4 64 

v , = nurnber of degrees of freedom of the nurnerator and v, = nurnber of degrees of 
freedorn of the denornina!o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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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C2. C2‘의 표 

시료크기 n C2 1IC2 C/ 1/C/ 

2 0.5642 1.772 0.7979 1.253 

3 0.7236 1.382 '0.8862 1. 128 

4 O. 7979 1.253 0.9213 1.085 

5 0.8407 1.189 0.9400 1.064 

6 0.8686 1. 151 0.9515 1. 051 

7 0.8882 1.126 0.9594 1. 042 

8 0.9027 1. 108 0.9650 1.036 

9 0.9139 1.094 0.9693 1.032 

10 0.9227 1.084 0.9727 1.028 

n이 클 때 
3 3 1 + -;-=- 1 + -;-=-

4n 4n 4n 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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