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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양성자가속기를 활용한 경주시 국립공원 대기 중 나노입자 특성 연구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대기오염의 발생원이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국립공원 지역
의 대기 중 주로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나노입자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조사하는 데에 있
다. 인위적으로 발생된 1 ㎛ 이하의 나노입자 중 미세탄소 및 산성에어로졸은 문화재 피해와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어, 경주시와 같이 국립공원 내에 문화재가 산재한 지역에서는 외부로부터 유
입되는 대기 중의 나노입자의 현황 조사가 시급하다.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국립공원 대기 중에서 채집된 나노입자는 이온빔을 사용하여 비파괴 원소분석이 가능한
PIXE 분석법과 X-선 전자방출에 의해 원소분석이 가능한 SEM/EDX 분석법으로 정성 및 정
량 분석되었으며, 동시에 기단의 이동 경로 및 국지적 바람장이 모사됨으로써 경주시 국립공원
대기 중으로 유입되는 대기의 흐름의 변화에 따라 대기 중의 나노입자의 물리적 형상 및 화학
적 조성의 특성이 토양기원 성분, 인위적기원 성분 및 산성기원 성분으로 분류되어 정립되었
다.

Ⅳ. 연구결과

- 나노입자의 화학적 조성을 토양으로부터 기원된 원소의 그룹(Al, Si, Ca, Fe, Ti 등), 인위
적인 발생원으로부터 기원된 원소의 그룹(Cr, Mn, Ni, Cu, Zn, Br, Pb 등), 에어로졸의 산
성과 관련을 지닌 원소(S)로 분류하여 분석되었다.
- 토양으로부터 기원된 원소 그룹의 질량농도는 겨울철과 봄철이 여름철과 가을철에 비하여
3

높았으며, 인위적인 발생원으로부터 기원된 원소 그룹은 겨울철이 1.7±0.2 ㎍m 로 가장 높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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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의 흑화현상을 유발시키는 탄소 성분 나노입자의 물리적 형상은 구형에 가까웠으
며, 에어로졸의 산성과 관련을 지닌 질소 성분의 나노입자는 혼합된 형상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 경주시에 도착된 기단은 크게 4 가지로 경주시를 중심으로 북서쪽의 대륙으로부터 서해와
대구권역을 거쳐 유입된 WC 사례, 북쪽의 대륙으로부터 한반도와 포항권역을 거쳐 유입
된 NC 사례, 남서쪽의 대륙으로부터 서해와 경남권역을 거쳐 유입된 SC 사례, 동쪽의 대
양으로부터 유입된 EM 사례로 분류되었다.
- 발생빈도는 WC 사례가 가장 많은 17회, NC 사례가 7회, SC 사례가 3회, EM 사례가 6회
로 분석되었다.
- 경주시 국립공원의 대기 중에 존재하는 나노입자는 대륙으로부터 북한 및 포항권역을 거
쳐 유입되는 기상조건과 서해를 거쳐 경남권역을 거쳐 유입되는 기상조건에서 인위적 발
생원 및 에어로졸의 산성과 관련된 화학적 성분이 주로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1 ㎛ 이하의 나노입자 중 토양으로부터 기원된 원소 그룹의 입경분포는 560 nm 이상에서
주로 존재하였으며, 인위적인 발생원으로부터 기원된 원소 그룹의 입경분포는 320 nm 이
하에서 주로 존재하였고, 에어로졸의 산성과 관계된 황의 입경분포는 560 nm 이하에서 주
로 존재하였다.

Ⅴ.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대기 중 나노입자의 특성분석을 위한 양성자가속기의 활용
- 국립공원 지역의 대기오염화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유도
- 경주시의 석조 문화재의 보존 및 복원에 대한 기반자료 제공
- 대기환경 분야와 문화재 보존관리 분야 간의 학문적 교류의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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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Ⅰ. Title

Characteristics of Nano Particles in the Atmosphere of Gyeongju National Park
Area Using a Proton Accelerator

Ⅱ. Research Objective and Background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physical and chemical characteristics
of

atmospheric

nanoparticles

observed

at

the

National

Park

area

of

Gyeongju.

Anthropogenic submicron sized nanoparticles including carbonaceous compound and acidic
aerosol are entrained into the local atmosphere, which they have an direct or indirect effect
on stone cultural properties at the National Park area.

Ⅲ. Research Contents and Scope

In order to investigate the physical and the chemical characteristics of nanoparticles in
the atmosphere, atmospheric aerosol monitoring was conducted in the national park area of
Gyeongju. Size-resolved airborne nanoparticles were collected on filters using a PM1.0
cyclone sampler and a MOUDI sampler. Trace elements were analyzed in this study by
PIXE (proton induced X-ray emission) analysis with a Tandem Van de Graaff accelerator
and SEM/EDX (canning electron microscope/energy dispersive X-ray emission). The impact
of air-mass pathway on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ulate matter was analyzed at an end
point of Gyeongju with backward trajectory results obtained from the HYSPLIT model.

Ⅳ. Results

The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the categorized aerosol with soil-related mineral
species, anthropogenic-related heavy metal species, and aerosol-acidity-related element were
-3

analyzed based on the air-mass pathways. The lowest value of 0.6 ± 0.1 g m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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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ed during the intensive fall period of 2005. The mass concentration of sulfur (S) was
the highest in the intensive spring period and the lowest in the intensive summer period.
The frequencies of the EM, the WC, the SC, and the NC events were 6, 17, 3, and 7,
respectively. The continental air-mass-pathway categories were calculated consisting of
85% of the total 40 events whereas the marine air-mass-pathway categories were of 15%.
The nanoparticles observed at the national park area of Gyeongju were estimated to be
affected by soil-related elements when the air mass came from the western area of the
Asian continent and to be predominantly affected by anthropogenic-related elements when
air mass came from the northern area of the Asian continent through Korean peninsula.
Soil-related elements were mainly observed in particles with sizes greater than 560 nm.
The average mass fraction of anthropogenic-related elements was relatively much higher in
the particle size range less than 320 nm.

Ⅴ. Application Plan
- Application of a proton accelerator to characterization of atmospheric nanoparticles
- Scientific concerns at air pollution of the National Park area
- Basic data for conservation of stone cultural properties in Gyeongju
- Collaborative work between atmospheric science and cultural property con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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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과제의 개요
1. 연구 목표 및 내용
대도시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은 중․장거리 이동을 통해 인근 소도시 및 청정지역의 대
기환경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방 소도시의 시민들은 낙후된 지역경제에 허덕이면서
도 대도시로부터 이동해 온 불쾌한 공기를 호흡해야만 하는 암울한 소외감을 통감하고 있는
실정이다(국립환경과학원, 2006). 특히 경주시 국립공원 지역에는 다양한 문화재가 산재하고 있
어 대기 중에 노출된 문화재의 훼손이 우려된다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주시를 대상으
로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립공원 지역의 대기 중에서 관측된 나노입자
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양성자가속기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기단의 이동경로를 파악함으
로써 경주시 국립공원 지역으로 유입되는 나노입자 중 인위적 대기오염물질의 정성적 및 정량
적 분포 특성에 관한 자료를 구축하고자 함에 있다. 본 연구에 계획된 연구의 최종목표와 단계
별 1차년도 목표를 아래에 요약하였다.

가. 연구의 최종목표 및 단계별 목표

1). 연구의 최종목표: 양성자가속기를 활용한 국립공원 지역 대기 중 나노입자에 의한 문
화재 영향 조사

2). 1차년도 연구목표: 양성자가속기를 활용한 국립공원 지역 대기 중 나노입자 특성 자
료 구축 및 활용방안 정립

나. 연구개발목표의 성격(최종목표 및 단계별목표로 구분하여 작성)

ㅇ 최종 목표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또는 공정개발⃞

기 타☑

시작품 개발⃞

제품 또는 공정개발⃞

기 타☑

ㅇ 1차년도 목표
아이디어 개발⃞

다. 연차별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본 연구의 1차년도 연구는 대기 중 나노입자 채취기술 조사 및 집중관측, PIXE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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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입자의 중원소 특성 조사, SEM을 이용한 나노입자의 경원소 특성 조사, 양성자가속기를
활용한 국립공원 지역 대기 중 나노입자 특성 활용방안 정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채
취기술 개량화 및 집중관측의 수행, 중원소 12개 항목 이상, 경원소 3개 항목 이상 분석 및
나노입자 자료 구축 및 활용방안 정립에 대한 평가 기준이 설정되었다. 당해연도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가 표 1에 요약되었다.

Table 1. Research contents and scope in this study.
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 대기 중 나노입자

채취

기술 조사 및 집중관측
양성자가속기를
제 1차년도
( 2006 )

활용한

국립공원 지역 대기 중
나노입자 특성 자료 구
축 및 활용방안 정립

과제평가시 평가기준

- 채취기술 개량화 및

- PIXE를 이용한 나노입 집중관측 시행 여부
자의 중원소 특성 조사 - 중원소 12개 항목 이
- SEM을 이용한 나노입자 상 분석 여부
의 경원소 특성 조사

- 경원소 3개 항목 이상

- 양성자가속기를 활용한 분석 여부
국립공원 지역 대기 중 - 나노입자 자료 구축
나노입자 특성 활용방안 및 활용방안 정립 여부
정립

2. 연구 추진체계
본 연구의 추진체계는 그림 1에서와 같이 단계적이며 종합적으로 구성되었다. 관측, 분석 및
해석의 3 단계 과정으로부터 각각 나노입자의 특성이 분석되고 대기오염물질의 유입경로가 추
정되었다. 1차년도 연구는 집중관측, 자료분석, 자료구축의 3단계로 진행되었다. 대기 중 나노
입자의 측정은 계절별 총 4회의 집중관측으로 수행되었으며, 1.0 μm이하의 입자상 물질을 채
집하기 위하여 PM1.0(Dp < 1.0 μm) inlet이 도입부에 설치된 에어로졸 샘플러가 사용되었다. 나
노입자의 분석은 양성자 유발 X-선 방출(proton induced X-ray emission; PIXE) 분석법과 전
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분석법을 이용하여 각각 중원소 및 경원소에
대한 정성 및 정량적 결과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양성자가속기를 활용한 국립공
원 지역의 대기 중의 나노입자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를 구축하고 활용방안이
정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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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1단계

집중관측

집중관측

2006. 4. ∼
2007. 1.

- 계절별 2일, 예비 2일
- 관측지 선정 및
기기도입
- 대기중 나노입자 채취

□□

□□

자료분석

집중관측

2단계

3단계

PIXE/SEM 분석
- 질량성분: PM1,
PM2.5

2006. 7. ∼
2007. 2.

- 계절별 채취 시료
QA/QC
- 채취기술 개량 방법
정립

- 중원소성분: Al,
Si, P, S, K, Ca 등
12 항목
- 경원소성분: B, F
등 3 항목

□□

□□

□□

자료구축

집중관측

기단역궤적 분석

- 대기중 나노입자 채취
기술 정립

- HYSPLIT 모델을
이용한 기단의
역궤적 분석
- 발원지 및
이동경로에 따른
성분별 클러스터
구축

2007. 1. ∼
2007. 3.

대기중 나노입자
특성 자료 구축
-

양성자가속기를
활용한 대기중 나
노입자의 물리․
화학적 특성 분석
- 대기중 나노입자
특성 활용방안 정
립

Figure 1. Flow diagram of the procedure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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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연구현황
대기 중에 존재하는 원소 성분들은 배출원의 특성에 따라 사회․경제적인 영향이 다르다.
예를 들어 토양에서 기원된 미네랄 성분들은 비교적 입경이 커서 대기 중에 오랫동안 부유되
지 못하고 쉽게 침적된다. 침적된 미네랄 성분들의 위해성 역시 다른 성분들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낮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발생된 중금속, 미세탄소 및 산성관련 입자들은 비교적 입경이
작아 대기 중에 장기간 채류하며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으며 그 위해성이 상대적 커서 영향
의 대상 및 범위의 폭이 상대적으로 넓다 할 것이다. 특히 나노입자는 공기역학적으로 기체 분
자와 유사하게 움직이며, 조대입자에 비해 큰 비 표면적을 가지고 있다. 대기 중의 나노입자는
인간의 폐 깊숙이 침투하며 비표면적이 커서 조대입자보다 더 유해하다. 보통 크기의 입자상태
의 물질은 폐에 흡수되면 매크로 퍼지 등의 면역세포에 포식되어 분해되지만, 나노입자는 그대
로 임파구액과 혈액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이다. 최근의 과학적 증거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입자
의 증가가 일관적인 심장순환계 질병의 발생율이나 이러한 질병에 의한 사망률의 증가의 원인
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수백 nm이하의 크기를 가지는 나노입자들은 주로 엔진 연소 등
의 인류활동에 의한 배출원에서 발생된다. 디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나노미터 수준의 입자가
새로운 대기오염 물질로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현재 규제대상이 되고 있는 입자상태의 물질에
비해서 입경이 10분의 1 정도인 나노입자는 나노테크놀로지의 진전으로 검출이 가능하게 되었
다.
대기 중의 나노입자는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빛을 흡수·산란시킴으로써 태양 광의 복사평형
에 있어 불균형을 초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나노입자는 구름의 형성과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핵심적인 응축 핵으로 작용하여 지구기후 변화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주로 대도시에
서 발생되는 시정장애 현상을 유발시키는 주요한 입자상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대기에서 일어
나는 다양한 화학적 반응에 관계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대기 중으로 배출된 나노입자들의
광화학 반응은 입자상 물질의 크기, 형상 및 화학성분의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다. 다양한 반
응으로 변화된 나노입자들은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산 및 이동되어 지역의 대기를 악화시키고
피해를 유발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의 환경성은 2002년도부터 배기가스
속의 나노입자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였으며, 2004년까지 나노입자의 측정법을 확립하고, 다양
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나노입자의 수와 조성을 측정하였다. 나노입자의 실태는 대부분 알려
지고 있지 않지만, 검출기술이 향상되어 배기가스에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밝혀지고 있
다. 디젤차의 배기가스에 포함되는 입자상태의 물질을 입자수로 보면 대부분을 나노입자가 차
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배기가스 규제법에서는 나노입자의 배출은 거의 규제되지 않는다.
배기가스 속의 유해물질을 규제하는 자동차 질소산화물(NOx)이 입자상태의 물질의 총 중량으
로 규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노입자의 중량은 극히 작기 때문에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어도

- 11 -

기준치를 통과하게 된다. 자동차의 배기가스 심사기관에서는 배기가스 속의 나노입자에 부하를
주어 금속판에 흡착시켜 검출하거나 특수한 빛을 사용해서 검출하는 기법 등이 검토되고 있다.
앞으로 일본,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나노입자에 대한 계측기술의 조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
며, 일련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규제의 틀이 검토될 수 있다.
따라서 나노입자의 화학적 성분을 정성 및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 기술의 개발이
요구되어 왔으며, 최근에 들어 금속, 비금속 및 유기소재 등의 입자상 물질의 원소 분석에 대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원소 중 금속성인 것은 주로 유도결합플라즈마(Inductively
coupled plasma; ICP)분석법에 의하여 분석이 가능하나 이 방법은 시료를 용해시켜야 하므로
시료의 종류에 따라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비금속성인 경우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시료의 형상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비파괴적으로 원소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법
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PIXE 분석법은 원자번호 Al 이상의 원소 성분을 비파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양성자가속기를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분석법으로서
가속된 하전입자가 표적원소의 원자를 여기시켜 발생되는 특성 X-선을 측정하여 정성적 및 정
량적으로 분석된다. PIXE 분석법에서는 표적원자의 원자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그 반응 단면적
과 발생되는 광자의 에너지가 일관성 있게 증가 혹은 감소하여 그 변화가 측정된다.
최근까지 대기 중의 나노입자에 대한 원소성분 분석은 주로 유도결합플라즈마(Inductively
coupled plasma; ICP)분석법 또는 원자흡광(Atomic Absorption Spectrometer; AAS)분석법으
로 수행되어왔다. 특히 국내에서 채집되는 입자상 물질의 원소성분의 분석은 상기 분석법의 의
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반하여 북미, 유럽, 일본, 호주 등의 선진국에서는 대기 중 입자상
물질의 원소성분을 분석하기 위하여 1980년대에 PIXE 분석법이 도입되었으며, 1990년대에 많
은 연구가 수행되었고, 현재는 여러 분야에서 활성화되어 있다. 양성자가속기를 활용한 PIXE
분석법으로 대기 중의 에어로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국내 연구 사례는 1990년 이후에 등장
하였다. 시대순으로 연구사례를 요약하면, 최금찬(1991)은 대기에어로졸의 원소 분석을 위하여
PIXE 분석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시 사용되는 표준시료의 작성 및 정량화에 관한 결과를 도
출하였다. 김덕경 등(1994)은 대기 분진 중 함유된 원소 성분을 PIXE 분석법을 활용하여 정성
적 및 정량적인 결과를 산출하였으며, 최금찬 등(1996)은 도로변에서 채집된 분진의 원소 성분
을 PIXE 분석법으로 분석하여 화학적 조성을 정량하였고, 강병욱 등(1997)은 청주지역에서 관
측된 미세입자의 원소성분을 PIXE 분석법으로 정성 및 정량하여 원소성분의 시계열적 변화를
조사하였다. 박정호와 최금찬(1997)은 대기 에어로졸에 대하여 다원소 동시분석법의 정량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2000년대에는 겨울철 서울시에서 관측된 에어로졸의 특성을 조사
하기 위하여 PIXE 분석법이 활용되었으며(Ma et al., 2000), 경주시 국립공원 지역에서 관측된
나노입자의 화학적 특성과 기단의 변화에 따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PIXE 분석법을
이용하여 수행된 바 있다(Kim, 2007). PIXE 분석법을 이용한 대기 에어로졸의 국내 연구 현황
이 표 2에 요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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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esent state of domestic research for atmospheric aerosol using PIXE.
저자
최금찬

제목

년도

PIXE 분석에 의한 대기에어로졸의 원소분석:
표준시료의 작성 및 정량화,

학술지

1991 한국대기보전학회지

김덕경, 최한우,
우형주, 김영석, PIXE 분석법을 이용한 대기분진 중 함유원소
홍완, 김낙배,

분석

1994 한국대기보전학회지

이진홍
최금찬, 임경택,
조정구, 김태형

PIXE 분석법에 의한 도로변 분진의 원소 분석

강병욱, 이학성, PIXE를 이용한 청주지역 미세입자 중 원소의
김희강

계절변동 특성

박정호, 최금찬 다원소 동시분석법 PIXE 법의 정량성 평가
Ma, C.J., M.
Kasahara, K.C.
Hwang, H.G.
Yeo, K.C. Choi

1997 한국대기보전학회지

1997

한국분석과학회지

Characterization of Wintertime Atmospheric
Aerosols

in

Seoul

Using

PIXE

and 2000 한국대기환경학회지

Supplementary Analyzers
Characteristics

Kim, K.W.

1996 한국대기보전학회지

of

Nanoparticles

in

the

Atmosphere of Gyeongju National Park Area 2007
Using PIXE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국외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과학기술의 선진국인 북미의 미국, 유럽의 독일 및 이탈리아,
아시아의 일본 및 중국, 오세아니아의 호주 등에서 PIXE 분석법을 활용한 대기 중 에어로졸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음이 확인된다. 1980년대 후반 Hu et al.(1987) 등은 Guangzhou
지역에서 채집된 대기 중 에어로졸을 PIXE 분석법을 이용하여 원소성분의 화학적 특성을 분
석한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Kotaly(1990)는 대기 중 에어로졸의 원소 분석에 관한 논문에서
PIXE 분석법을 이용한 분석 결과와 향후 전망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 중국에
서 매년 발생되는 모래폭풍인 황사 폭풍으로 인해 발생된 에어로졸의 화학적 특성을 PIXE 분
석으로 분석하여 발원지 특성을 규명하였다(Suzuki et al., 1993). 이탈리아의 Ozren et
al.(1994)은 대기 중 에어로졸에 대한 PIXE 분석법의 적용에 적합한 참고물질(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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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벨기에의 Maenhaut와 Cafmeyer(1998)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 관측된 입자상 물질의 원소 성분을 PIXE 분석법으로 정성 및 정량 분석하였다.
Cohen et al.(2002)은 호주의 도시지역에서 관측된 에어로졸의 배출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PIXE 분석법을 활용하여 중금속 성분을 분석하였으며, D´ıaz et al.(2002)은 멕시코에서 관측된
에어로졸의 배출원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PIXE 분석법을 활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소분
석을 위하여 기존에 주로 사용되었던 ICP 분석법과 양성자빔을 이용하는 비파괴 분석법인
PIXE 분석법과의 비교 검토를 위하여 Menzel et al.(2002)는 멤브레인 필터에 포집된 입자상
물질의 원소성분의 화학적 조성을 정량 및 정성 분석하였다. 일본의 Ma et al.(2004)은 습윤침
착에 의하여 포집된 에어로졸의 원소 성분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PIXE 분석법의 기준
물질에 관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으며, Aldape et al.(2005)은 멕시코시에서 관측된 PM2.5의
배출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PIXE 분석법을 도입하여 원소 성분을 분석하였다. 에어로졸 입경분
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Zhang et al.(2006)은 상하이시에서 겨울동안 관측된 PM10 및
PM2.5의 화학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PIXE 분석법을 도입하였으며, Johansson et al.(2006)
은 에어로졸의 배출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PIXE, PESA 등의 양성자빔을 활용한 분석법을 활
용하였다. 양성자빔을 이용한 PIXE 분석법의 연구 사례에 대한 국외 현황을 표 3에 요약하였
다.

Table 3. Present state of foreign research for atmospheric aerosol using PIXE.
Auther
Hu, Z.H., M. Zhong, Q.X.
Liu, H.H. Zhong, J.L. Jiang,
and G.H. Hu

Title

Year

Nation

1987

China

PIXE 1990

U.S.A

PIXE analysis of aerosols from the southern
city Guangzhou
Elemental analysis of atmospheric aerosols:

Koltay, E.

Results

and

perspectives

of

the

technique
Suzuki, K., K. Maeda, Z.
Sasa, A. Okada, K.
Sakamoto, and T. Ozawa
Ozren, V., C. Daniele, M.
Guliano, G. Silvio, and M.
Enzo

Application of PIXE to source identification
of Kosa aerosol: analysis of desert soils in 1993

Japan

China
Reference materials for PIXE analysis of
aeros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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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Italy

Table 3. Present state of foreign research for atmospheric aerosol using PIXE(Continued).
Auther

Title
Long-term

atmospheric

aerosol

study

Year

Nation

1998

Belgium

at

urban and rural sites in Belgium using
Maenhaut, W. and J.
Cafmeyer

multi-elemental analysis by particle-induced
x-ray

emission

short-irradiation

spectrometry
instrumental

and
neutron

activation analysis,

Cohen D.D., E. Stelcer, and
D. Garton

Ion beam methods to determine trace heavy
metals concentrations and sources in urban 2002 Australia
airsheds
Elemental composition of aerosol particulate

Menzel N., P. Schramel, K. matter collected on membrane filters: A
and Wittmaack

comparison

of

results

by

PIXE

and

2002 Germany

ICP-AES
D´ıaz, R. V., F. Aldape, and
J.M. Flores

Identification of airborne particulate sources,
of samples collected in Ticom´an, Mexico, 2002

U.S.A

using PIXE and multivariate analysis

Ma, C. J., Y. Inoguchia, M. Micro-PIXE analysis of reference standards
Kasaharaa, S. Tohnoa, and for
T. Sakaib
Aldape, F., J.M., Flores, J.A.
Flores, A.
Retama-Hern´andez, and O.
Rivera-Hern´andez
Zhang. Y., Y. Zhang, Y.
Wang, and D. Li, Delu
Johnson1, K. S., B. de Foy1,
B. Zuberi1, L. T. Molina1,
M. J. Molina1, Y. Xie, A.
Laskin, and V.
Shutthanandan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trace 2004

Japan

elements in individual raindrops
Elemental

composition

and

source

identification of PM2.5 particles collected in 2005

U.S.A

downtown Mexico City
PIXE characterization of PM10 and PM2.5
particulate

matter

collected

during

the 2006

China

winter season in Shanghai city
Aerosol

composition

apportionment

in

the

and
Mexico

source
City

Metropolitan Area with PIXE/PESA/STIM
and multivariat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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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U.S.A

제 3 장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1. 연구의 필요성
2003년 12월 통계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자연공원은 전국토의 7.6 %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총 20 개소의 국립공원 중 특히 경주국립공원은 사적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국립공원이며 사적공원인 경주시는 ‘비전경주21’을 통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0대 중
점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문예 진흥과 관광산업 육성 하에 경주
시를 깨끗하고 푸르른 도시, 전통이 살아 있으며 세계로 열린 문화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당
당한 포부를 열었다. 그러나 10대 중점과제에는 대기환경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하늘의
구름이 늘 움직이듯이 대기오염물질들도 늘 이동한다. 경주시로부터 주변 도시들로 그리고 주
변의 도시들로부터 경주시로 이동되고 있다. 전국의 4 %에 해당하는 문화재 총 297 점(국보
31 점, 보물 76 점, 사적 74 점, 유형문화재 29 점, 기타 87 점)을 소유하고 있으며 천년 고도의
역사를 지닌 경주시는(경주시, 2004) 문화․유산을 대기오염으로부터 후세대에게 보전하기 위
하여 국립공원 지역의 대기환경이 지역시민만의 참여로 개선할 수 있는 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야 할 시기가 되었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 환경측정망 자료(대구지방환경관리청, 2005) 및 울산광역시 대기환경오
염도 자료(울산광역시, 2005)에 의하면 2004년 경주시에서 관측된 대기환경기준 물질 중 연평
균 일산화탄소(CO)의 농도는 1.0±0.3 ppm으로 대구(0.8±0.3 ppm), 포항(0.8±0.3 ppm) 및 울산
3

(0.5±0.1 ppm)보다 높았으며, 연평균 미세먼지(PM10)의 질량농도 역시 68±12 ㎍/m 으로 대구
3

3

(61±18 ㎍/m ) 및 울산(49±8 ㎍/m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4년 경주시 시정백서에
따르면, 경주시 성건동 대기환경측정망에서 관측된 대기환경기준물질인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에 대한 각각의 연평균 농도가 그림 2에서와 같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지난 3년간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아황산가스는 0.005 ppm에서 0.007
ppm으로, 미세먼지는 42 ㎍/㎥에서 46 ㎍/㎥으로, 오존은 0.017 ppm에서 0.024 ppm으로, 이산
화질소는 0.019 ppm에서 0.026 ppm으로, 일산화탄소는 0.7 ppm에서 1.0 ppm으로 증가하였다
(경주시, 2004). 또한 대구지방환경관리청 자료에 의하면, 2004년 대기환경기준물질 중 1차오염
물질인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및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감소하였으나, 미세먼지의 농도는 그
림 2에서와 같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대구지방환경관리청, 2005). 이러한 경주시의 대
기오염 현황은 표 4에 요약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주요도시의 2003년 연평균 농도와 비교한
결과에서도 경주시가 주요도시의 대기오염 현황보다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환경부,
2004). 따라서 최근 경주시는 우리나라 주요도시들보다 심각한 대기오염의 도시로 변하고 있음
이 밝혀졌으며, 특히 미세먼지의 증가가 뚜렷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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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nnual variation of concentration of air pollutants from 2001 to 2004 in
Gyeongju.

세계보건기구(WHO)는 2003년 보고서에서 미세먼지 중 인위적 발생에 기인하는 인체에 보
다 유해한 입자들은 1 μm 이하인 나노입자(PM1.0)들이라고 보고한 바 있으며, 미환경청(EPA)
는 나노입자들에 의한 빛소멸효율이 다른 입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시정장애 현상을 유발
시키는 주요한 입자상 물질임을 밝힌 바 있다. 양성자가속기를 활용한 국립공원 지역인 경주시
의 대기환경 중의 나노입자의 현황을 조사하여 자료를 구축하는 연구는 청정지역의 대기질의
인위적 나노입자의 이동에 의한 피해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Table 4. Annual average concentration of the national air quality standard for 2003 in
major mega-cities of Korea.
구분

PM10

SO2

O3

㎍/㎥

NO2

CO

ppm

서울

68

0.005

0.013

0.038

0.7

부산

52

0.006

0.023

0.026

0.6

대구

58

0.006

0.021

0.027

0.7

인천

58

0.007

0.020

0.030

0.6

광주

33

0.005

0.018

0.019

0.4

대전

40

0.004

0.019

0.018

0.7

울산

37

0.011

0.021

0.016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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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가. 나노입자의 물리․화학적 특성
대기 중 입자는 크기에 따라서 대기 확산 및 이동 특성, 침강 속도, 광투과 성질, 기상과 물
질 전달 속도, 방지시설 효율 등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입자의 입경 분포에 관련된 연구는 과거
부터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또한 인체 유해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입경별 입자수가
주요한 대기오염의 지표로 부상하고 있다. 입자상 오염물질은 그림 3에서와 같이 대략 2㎚ -

Figure 3. Size distribution of atmospheric particulate matter(Seinfeld, 1986).

100㎛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입자의 직경이 2.5㎛ 미만의 미세입자(fine p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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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2.5㎛ 이상의 거대입자(coarse particle)로 분류할 수 있다. 거대입자는 주로 바람에 날린 토
양의 먼지 및 해염을 비롯하여, 기계적 분쇄과정을 거쳐 생성되는데, 일반적으로 미세입자에
비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 대부분의 거대입자는 수 분 또는 수 시간 내에 지면에
낙하하게 된다. 하지만 거대입자 중 직경이 2.5 - 10 ㎛ 인 입자는 호흡기 질환을 가진 사람이
입을 통해 호흡하는 경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입자를 총칭하여 호흡성분
진(PM10)이라 한다. 미세입자는 인간 및 동물이 호흡을 할 때 흡입되어 폐 깊숙이 침투한다.
특히, 미세입자 중 300 - 1000㎚의 크기를 갖는 나노입자(nano particle)는 시야를 감소시키는
주된 오염물질이다. 호흡성 분진 중 공기역학적 직경이 1㎛이하의 나노입자는 호흡시 폐의 기
관지 또는 폐포 부위에 침착하기 쉬워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울러 중금속이 함유
될 수 있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욱 증가한다. 이러한 나노입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
적인 연구의 필요성은 대두되어 초미세입경(ultra-fine regime) 분포의 나노입자의 보건학상 중
요성이 알려지면서, PM10 및 PM2.5와 더불어서 PM1.0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
기 중의 분포하는 입자상 물질은 그림 4에서와 같이 자연적 및 인위적 발생원과 1차 및 2차
생성 입자로 분류되며 대부분의 입자들은 인위적인 발생에 기인하고, 인위적일 수록 입자의 크
기가 작은 나노입자를 형성한다.

Soil
Primary Particles

Marine
Volcano, Forest fire, Cosmic dust

Natural source

Organic compounds
S-cycle(SO42-)

Secondary Particles

N-cycle(NO3-,NH4+)
Iron & steel industries
Oil combustion, oil refinery

Fixed sources

Coal combustion
Cement industry
Incineration

Primary Particles

Non-fossil fuel
Others

Moving sources

Anthropogenic
source

Motor vehicles
Ship
Air-craft

Organic compounds
Sulfate(SO42-)

Secondary Particles

Nitrate (NO3-)
Cl-)

Figure 4. Emission sources for atmospheric particulate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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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성자가속기를 활용한 PIXE 분석법
PIXE(proton induced X-ray emission) 분석법은 그림 5에서와 같이 고에너지의 H, He 이온
이 표적물질의 원자핵과 탄성충돌하면 핵의 종류에 따라 후방산란되는 헬륨입자의 에너지가
달라지며, 이때 검출기(detector)로 측정된 후방산란된 헬륨입자의 에너지(channel)와 계수
(yield)로 이루어진 스펙트럼을 분석함으로써 표면의 여러 성질을 규명하는 분석 기술이다.
PIXE 분석법은 고에너지로 가속시킨 양성자를 시료에 조사시켜 원자 내의 내각전자들이 에너
지를 얻어 여기 되고, 생성된 빈 공간을 외각에 있는 전자들이 채우게 되어, 전자의 에너지 준
위 차이만큼 X-선 또는 Auger 전자로 방출된 에너지량을 측정하는 분석법이다. 이와 같이 발
생되는 특성 X-선의 경우 원소마다 고유한 에너지 값을 갖게 되므로 X-선의 에너지와 발생
빈도를 측정하면 그 시료의 정성 및 정량 분석이 가능하다. PIGE 분석법은 고에너지로 가속된
하전 입자를 시료에 조사시키게 되면 원자핵이 여기된 후 안정화되면서 γ-선을 방출하게 된
다. 이 γ-선을 측정함으로써 시료의 정량 및 정성 분석이 가능하다.

Figure 5. Principle of analytic method for PIXE and PIGE.

PIGE 분석법을 이용하면 Li으로부터 K에 이르는 경원소들을 비파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 방법은 가속기를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분석법 중 하나인 PIXE 분석법을 보완하는 분석법
으로서 PIXE 분석법이 Al 이상의 무거운 원소들의 분석에 유용한 것과 대별된다. 원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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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PIXE 분석법과 매우 다른데, 즉 PIXE 분석법이 가속된 하전입자가 표적원소의 원자를 여
기시켜 발생되는 특정 X-선을 측정하는 반면, PIGE 분석법은 표적원소의 원자핵을 여기시켜
발생하는 γ-선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MeV 급 하전입자는 중성자와는 반대로 쿨롱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원소일수록 반응이 잘 일어난다. 따라서 PIGE 분석법을 이용하면
시료중의 경원소에 대하여 감도가 좋아지게 되나, PIXE 분석법의 경우와 같이 표적원자의 원
자번호 증가에 따라 그 반응 단면적과 발생되는 광자의 에너지가 일관성 있게 증가 혹은 감소
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의 복합핵(compound nucleus)의 에너지 준위의 형태에 따라 개개의 핵
종별로 반응단면적 및 γ-선의 에너지가 큰 차이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F의 경우 원자번호가
비교적 큼에도 불구하고 2-3 MeV 정도의 양성자에 대하여 핵반응 단면적이 크고 발생되는 γ
-선도 여러 개로서 수십 ppm 정도의 양이 쉽게 정량될 수 있다. 반대로 C, N, O 등은 F 보다
원자번호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핵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아 정량이 되지 않는 경우이다. PIGE
분석법도 PIXE 분석법과 마찬가지로 그 용도가 다양하여 광물시료 및 환경시료 등에 광범위
하게 응용되고 있다. 거의 모든 기기분석법들이 항상 매트릭스가 비슷한 표준시료를 필요로 하
는 비교정량법을 사용하는데 비하여 PIGE 분석법의 경우 절대정량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
점이다. 즉 PIGE 분석법의 경우 핵반응을 분석에 사용하며 핵반응은 매트릭스와는 관계가 없
으므로 매트릭스를 잘 모르는 시료라도 정량분석이 가능하다. PIXE 및 PIGE 분석법으로 분석
한 대기 중 에어로졸의 일반적인 스펙트럼을 그림 6에 나타내었다.

Figure 6. Typical spectrum for aerosol using PIXE and PIGE.

본 연구에서는 탄뎀가속기를 이용하여 국립공원 지역 대기 중에서 채취된 나노입자 시료들
에 대하여 PIXE 분석법을 이용한 중원소 분석이 수행되었다. 정량에 필요한 표준비교체, X선
및 HPGe 감마선 검출기 등이 구성된 최적 양성자 에너지 조사조건에서 시료의 종류별, 원소
별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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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가. 관측시기, 측정 일수 및 지점의 선정
국립공원 지역의 시정장애 현상에 대한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연중
항시관측이 가장 효율적이나, 측정 및 분석비용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계절별 4
회에 걸쳐 집중관측이 실시되었다. 집중관측은 1회 10일로 구성되며, 비, 안개, 눈 등과 같은
기상현상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기간을 선정하여 실시되었다. 관측 지점은 주변에 특
정 오염원이 없는 국립공원 지역으로, 지면으로부터의 재 비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히 높은 장소가 선정되었다.

나. 추진 체계

국립공원 지역은 자연경관이 우수하거나 생물의 다양성이 뛰어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의하여 선정된 지역으로 자연생태계 관리 및 훼손된 생태계복원 등에 대한 조사가 지속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주시 국립공원지역은 특히 문화재가 국립공원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 해당
지역의 관리 및 복원이 더욱 중요한 지역이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기오염의 발생원이 도시지
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국립공원 지역의 대기 중 주로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나노입자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측 및 분석의 두 과정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인
위적으로 발생된 1 ㎛ 이하의 나노입자 중 미세탄소 및 산성에어로졸은 문화재 피해와 직․간접
적인 관계가 있어, 경주시와 같이 국립공원 내에 문화재가 산재한 지역에서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대기 중의 나노입자의 현황 조사가 시급하다.
국립공원 대기 중에서 채집된 나노입자는 그림 1에서와 같이 이온빔을 사용하여 비파괴 원
소분석이 가능한 PIXE 분석법과 X-선 전자방출에 의해 원소분석이 가능한 SEM/EDX 분석법
으로 정성 및 정량 분석되었으며, 동시에 기단의 이동 경로 및 국지적 바람장이 모사됨으로써
경주시 국립공원 대기 중으로 유입되는 대기의 흐름의 변화에 따라 대기 중의 나노입자의 물
리적 형상 및 화학적 조성의 특성이 토양기원 성분, 인위적기원 성분 및 산성기원 성분으로 분
류되어 정립되었다. 본 연구의 추진체계를 그림 7에 나타내었다.

- 22 -

Figure 7. Flow diagram of research procedure in this study.

본 연구의 내용을 대별하여 요약하면 그림 8에서와 같이 나노입자 관측은 PM1.0 cyclone 및
8-stage MOUDI(micro orifice uniform deposit impactor) sampler를 이용한 입경별 에어로졸
샘플링, PIXE 분석법을 활용한 나노입자 정량 및 정성 분석, SEM/EDX 분석법을 이용한 나노
입자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상분석은 HYSPLIT 모델을

활용한 기단의

역궤적

(back-trajectory) 이동 특성 분석과 MM5 모델을 활용한 경주 권역 지역적 풍향 패턴 분석으
로 구성되어 있다.

Figure 8. Flow diagram of research scope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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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그림 9에서와 같이, 집중관측 기간 동안 에어로졸 샘플러를 사용하여 각각 준실
시간 집중관측으로 실시되었다. 에어로졸 샘플러는 사이클론(cyclone) 구조의 URG사 PM1.0
cyclone과 다단분진포집기인 MOUDI impactor로 구성되었으며, 각각 조대입자, 미세입자 및
나노입자로 구분하여 24 ∼ 72 시간 간격으로 에어로졸이 입경분포별로 채집되었다. 에어로졸

국립공원 지역 나노입자 모니터링

영상 모니터링

에어로졸 모니터링

기상 모니터링

TIFF, JPEG 등

질량분석: PM1.0, 입경별 8단계

상대습도, 풍향 등

중원소분석: Al, Si, P 등 12 항목
경원소분석: C, N 등 3 항목
자료의 QA/QC

국립공원 지역 대기 중의 나노입자에 대한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

Figure 9. Flow diagram of the analytic methods for visibility monitoring in this study.

의 화학적 분석은 질량분석, 원소분석이 단계적이며 병렬적으로 시행되었다. 상대습도, 풍향,
풍속 등의 기상자료는 기상청의 관측 자료가 사용되었다. 분석된 자료는 QA/QC 과정을 거쳐
국립공원 지역 대기 중의 나노입자에 대한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로 구축되었다.
본 연구의 관측 및 분석 방법의 흐름도를 그림 9에 나타내었다.
대기 중 입자상 물질의 포집에 사용되는 여지(filter)는 그 구조에 따라 크게 섬유성 여지
(fibrous filter)와 다공성 막여지(porous-membrane filter)의 두 가지로 나뉜다. 섬유성 여지는
개개의 섬유(fiber)들이 엉켜있어 일반적으로 공극율이 매우 높아 0.6에서 0.999의 값을 갖는다.
섬유의 크기는 직경 1㎛이하에서 수백 ㎛의 범위로 한 여지에서 섬유의 직경도 일반적으로 다
양하나 특별한 여지의 경우 동일한 크기를 갖기도 한다. 그러나 포집된 입자의 추출 효율이 낮
고 binder중 유기성분이 화학분석에 있어서 artifact나 interference로 작용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하여 cellulose ester, teflon 등의 막형 여지는 colloidal solution으로부터 생성된
gel로서 비틀리거나 불규칙적인 기도를 갖는 매우 복잡하고 단일한 미세구조로 되어있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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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공극의 크기는 liquid filtration에 의해 결정되는 공극의 크기 다양하고, 여지의 공극의 직
경보다 훨씬 작은 입자라도 압력손실과 포집효율이 매우 높으며 입자는 주로 Brown 운동과
관성충돌에 의해 여지의 표면에서 제거되므로 효율적인 추출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PIXE
분석에 적합한 다공성 막여지인 47㎜-0.4㎛-pore polycarbonate 필터가 사용되었다.
PM1.0 시료 원소성분을 샘플링하기 위하여 그림 10에서와 같이 URG사 PM1.0 사이클론과 47 mm
직경의 여지를 장착할 수 있는 필터 팩(filer pack)을 연결하여 시료가 채취되었다. 1㎛ 이하의 나노
입자를 사이클론을 이용하여 해당 입경을 선별 포집하고, 입자의 화학적 변성을 막기 위하여 표면
이 모두 테프론으로 제작한 필터 팩과 알루미늄 재질의 테프론으로 코팅된 사이클론을 사용하여 화
학성분 분석용 시료가 포집되었다. PM1.0 사이클론은 흡입유량이 16.67 lpm일 때 효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사용 전․후 증류수로 세척한 후 습기를 제거하고 정확한 유량 파악을 위
해 Dwyer사 볼 유량계와 Shinagwa사 적산 유량계를 사용하여 유량 효율이 가장 높은 16.67 lpm을
유지하도록 3시간 간격으로 조절한다.

Figure 10. Cyclone and filter pack for low volume sampler.

양성자빔을 이용한 중원소 및 경원소 분석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질분석센터에서 운영
중인 미국 NEC사 Tandem Van de Graaff 정전형 가속기 model NEC 5SDH-2로부터
SNICS(Source of Negative Ion by Cesium Sputtering) 이온원을 획득하여 중원소 분석용
PIXE 분석법으로 Al, Si, P, S, K, Ca 등의 12항목이 정량되었다. 진공도 1x10-6 torr에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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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8 mm 이온빔이 조사되어 분석항목의 정성 및 정량분석이 수행된다.

라. 관측 및 분석

본 연구는 집중관측 기간 동안 PM1.0 cyclone 및 MOUDI 에어로졸 샘플러를 사용하여 그림
11에서와 같이 각각 준실시간 집중관측으로 실시되었다. 나노입자는 24 시간 간격으로 대기 중
의 에어로졸을 입경별로 각각 채집되었다. 에어로졸의 화학적 분석은 질량분석 및 원소분석이
단계적이며 병렬적으로 시행되었다.

Figure 11. Field experiment for aerosol monitoring.

기단 역궤적 분석은 경주시에 도달하는 공기 궤적의 이동 경로를 파악함으로써 발원지에서
발생한 에어로졸이 주변의 기상장의 특징에 따라 목적지에 도달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이동 특
성을 모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단의 이동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의 경주시로의 유입 현
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HYSPLIT (HYbrid Single-Particle Lagrangian Trajectory) 모델을 이
용하여 집중관측 기간 동안의 기단의 3 일 역궤적 이동 경로가 분석되었다. HYSPLIT 모델을
활용하는 역궤적 분석(back-trajectory analysis)은 경주시에 도달하는 공기 궤적의 이동 경로
를 파악함으로써 발원지에서 발생한 에어로졸이 주변의 기상장의 특징에 따라 목적지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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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이동 특성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국립환경연구원, 2004; Kim et
al., 2004). 역궤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출발지점의 고도는 500 m와 1500 m로 설정되었으며,
도착시간은 해당 날짜의 매 00 UTC(국내 시각 오전 9시)로 하였다. 또한 공기의 실제 이동경
로를 계산하기 위해서 같은 공기 궤적을 계속하여 추적하여 갈 수 있는 물질면인 등압면을 선
택 조건으로 하여 역궤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역궤적 분석에 사용되는 풍향, 풍속자료는 북반
구의 FNL(FiNaL run at NCEP) 자료로써 미국 해양 대기국 (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에서 제공되었다(Draxler, 1996). FNL 자료의 수평격자는 위도와
경도 각각 190.5 km이며, 연직 구조는 지표부터 20 hPa까지 14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
에서 사용된 HYSPLIT 결과의 도메인 영역을 그림 12에 나타내었다.

Figure 12. Domain for ending point of Gyeongju using HYSPLIT model.

MM5 모델을 이용하여 국지 바람장을 모사하기 위하여 상대습도, 풍향, 풍속 등의 기상자료
는 기상청의 관측 자료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 입력자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기상청
의 수치예보에 사용되는 30 km 격자의 MM5 결과가 이용되었다. 기상청의 MM5 모델의 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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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은 33 층으로 지표에서 최하층의 높이는 84.8 m로 지표부근의 기상을 모사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연직 층은 전 층(full level)을 36층, 반 층(half level)을 35층으로 하여 최하층을 11.8
m로 설정하여 지표면의 기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정되었다. 그림 13에서와 같이 MM5 모델
결과는 3.3 km 격자 영역으로써 동서 33개 격자, 남북 39개 격자로 구성되었다.

Figure 13. Domain for MM5 model.

각 단계에서 분석된 물리적 화학적 자료는 QA/QC 과정을 거쳐 국립공원 지역 대기 중의
나노입자에 대한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로 구축되었다. 경주시 국립공원 지역으로
유입되는 기단 및 바람장의 변화에 따라 국립공원 대기 중의 나노입자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
성이 정립되었다.
양성자빔을 이용한 중원소 분석은 그림 14에서와 같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질분석센터
에서 운영 중인 미국 NEC사 Tandem Van de Graaff 정전형 가속기 model NEC 5SDH-2로부
터 SNICS(Source of Negative Ion by Cesium Sputtering) 이온원을 획득하여 중원소 분석용
PIXE 분석법으로 Al, Si, P, S, K, Ca 등의 12항목이 정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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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Tandem Van de Graaff accelerator and analytic condition.

경원소 분석은 그림 15에서와 같이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분석법에
의하여 Hitachi사 모델 S-2300 주사전자현미경으로 입경별로 채집된 에어로졸에 대하여 C, N,
Na 등의 3항목이 정량되었다.

Figure 15.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and analy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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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가.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경주시 국립공원 지역 대기 중 나노입자의 채집을 위하여 총 5회의 계절별
집중관측이 수행되었다. 제 1차 가을철 집중관측은 2005년 10월 13 ∼ 22일, 제 2차 겨울철 집
중관측은 2006년 1월 20 ∼ 29일, 제 3차 봄철 집중관측은 4월 19 ∼ 28일, 제 4차 여름철 집
중관측은 6월 1 ∼ 10일, 제 5차 가을철 집중관측은 9월 4 ∼ 13일 각각 10일간 총 50일간 수
행되었다. 1 ㎛ 이하의 나노입자를 채집하기 위하여 경주시 효현동 소재의 경주대학교 옥상에
MOUDI(micro orifice uniform deposit impactor)사 다단분진포집기(cascade impactor) 모델
100과 URG사 PM1.0 cyclone 모델 URG-2000-30EHB 관측 장비가 설치되었다. 관측지점의 위
치를 그림 16에 나타내었다.

Figure 16. Location of monitoring site in Gye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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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DI 다단분진포집기의 절단입경(cut point diameter)은 18, 10, 5.6, 3.2, 1.8, 1.0, 0.56,
0.32, 0.18 μm로 30 lpm(liter per minute)의 유량으로 24시간 간격으로 대기 중 에어로졸이 채
집되었다. MOUDI 다단분진포집기로 채집된 절단입경 1.0, 0.56, 0.32, 0.18 μm의 필터에 채집
된 나노입자와 PM1.0 cyclone에 의해 24시간 간격으로 채집된 1 ㎛ 이하의 나노입자(Dp < 1.0
㎛)는 원소 분석이 실시되었다. 원소분석을 위하여 Costar사 47 mm 0.4 ㎛ pore polycarbonate
재질의 모델 Nuclepore 필터를 사용하여 PIXE(proton induced X-ray emission) 분석법으로 알
루미늄(Al), 규소(Si), 황(S), 염소(Cl), 칼륨(K), 칼슘(Ca), 티타늄(Ti), 크롬(Cr), 망간(Mn), 철
(Fe), 니켈(Ni), 구리(Cu), 아연(Zn), 브롬(Br), 및 납(Pb)의 총 15개 원소가 정성 및 정량 분석
되었다. PIXE 분석은 한국지질자원 연구원의 1.7 MV Tandem Van de Graaff accelerator를
사용하여 2.5 MeV 양성자의 직경 8 mm, 10 nA 이온빔을 조사하여 수행되었다. 또한 1 ㎛ 이
하의 나노입자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분석법이 도입되었다. 채집된 에어로졸의 현미경 분석은 47 mm 필터의 실제 포
집영역인 39 mm 원형 필터로부터 3 mm 구경으로 1 개의 원형 샘플을 채취하여 Hitachi사 모
델 S-2300 주사전자현미경으로 분석되었다. 1 ㎛ 이하의 나노입자의 화학적 성분 중 탄소(C),
질소(N), 산소(O), 나트륨(Na) 등의 경원소 성분의 물리적 성상 및 조성을 파악되었다. 본 연
구에 도입된 관측 장비 및 측정 항목에 관한 내용을 표 5에 요약하였다.

Table 5. Measurement condition and analytic method for nanoparticle monitoring at
Gyeongju, Korea.
Monitoring
instrument

Particle size
range

PM1.0cyclone
model
URG-2000-3
0EHB

Dp < 1.0 m

MOUDI
model 100

*

Dpc*: 18, 10,
5.6, 3.2, 1.8,
1.0, 0.56, 0.32,
and 0.18 m

Filter type

Polycarbonate
filter
(Nuclepore)
pore size 0.4 m

Analytic instrument
and organization

Analytic method and
condition

1.7 MV Tandem Van
Proton Induced X-ray
de Graaff accelerator,
Emission,
Korea Institute of
8 mm diameter 10 nA
Geology, Mining, and
beam of 2.5 MeV protons
Materials

: Cut diameter of particulate matter

나.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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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ing
interval

24 hours

1) PIXE를 이용한 나노입자의 중원소 특성 조사

집중관측 기간 동안 관측된 1 ㎛ 이하의 나노입자의 질량농도는 PM1.0 cyclone과 MOUDI
샘플러에서 각각 동시에 측정되었다. PM1.0 cyclone과 MOUDI 샘플러로 측정된 1 ㎛ 이하의
나노입자의 질량농도의 산포도를 그림 17에 나타내었다. 두 관측장비로부터 측정된 1 ㎛ 이하
의 나노입자의 질량농도는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었으며, 두 측정값 간의 상대오차(|PM1.0,cyclone
- PM1.0,MOUDI|/PM1.0,cyclone)는 약 10.8 %로 계산되었다. PM1.0 cyclone과 MOUDI 샘플러로 측정
3

된 1 ㎛ 이하의 나노입자의 평균 질량농도는 각각 12.4 및 11.9 ㎍m 로 계산되었다. 계절별 집
중관측 기간 동안 관측된 1 ㎛ 이하의 나노입자의 질량농도의 계절별 변화를 그림 18에 나타
3

내었다. 1 ㎛ 이하의 나노입자의 계절별 평균 질량농도는 겨울철에 가장 높은 15.8±4.5 ㎍m 을
3

나타내었으며, 여름철이 가장 낮은 10.0±5.1 ㎍m 을 나타내었다. 나노입자의 화학적 조성을 토
양으로부터 기원된 원소의 그룹(Al, Si, Ca, Fe, Ti 등), 인위적인 발생원으로부터 기원된 원소
의 그룹(Cr, Mn, Ni, Cu, Zn, Br, Pb 등), 에어로졸의 산성과 관련을 지닌 원소(S)로 분류하여

Figure 17. Scattering plot of mass concentration of PM1.0 measured from the cyclone and
the MOUDI sampler.

- 32 -

분석한 결과, 토양으로부터 기원된 원소 그룹의 질량농도는 겨울철과 봄철이 여름철과 가을철
3

에 비하여 높았으며, 인위적인 발생원으로부터 기원된 원소 그룹은 겨울철이 1.7±0.2 ㎍m 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크롬의 질량농도가 현저하게 높았다. 에어로졸의 산성과 관련을 지닌 황
의 질량농도는 봄철이 가장 높았으며 여름철이 가장 낮았다.

Figure 18. Seasonal variation of mass concentration of PM1.0 measured from the cyclone
and element analyzed using PIXE.

2) SEM/EDX를 이용한 나노입자의 경원소 특성 조사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나노입자 중 탄소, 질소, 산소, 및 나트륨 원소의 물리적 및 화
학적 특성이 분석되었다. 그림 19에서와 같이 입경이 약 150 nm인 탄소성분, 입경이 약 800
nm인 나트륨 성분 및 입경이 약 1000 nm인 질소 혼합 입자의 형상과 중량% 조성이 분석되었
다. 문화재의 흑화현상을 유발시키는 탄소 성분 나노입자의 물리적 형상은 구형에 가까웠으며,
에어로졸의 산성과 관련을 지닌 질소 성분의 나노입자는 혼합된 형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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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Images of submicron nanoparticles using SEM analysis

나노입자 중 경원소와 중원소의 물리적 성상은 서로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SEM/EDX로
분석된 Si, Al, S, C 중심 입자는 그림 20에서와 같이, 중원소 중 SI, Al 원소가 풍부한 입자는
주로 토양으로부터 기원된 화합물로서 입경이 상대적으로 크며 비구형의 특성을 나타내었으나,
에어로졸의 산성을 유도하는 황(S) 원소가 풍부한 입자는 수십에서 수백 nm 입경을 지닌 구
형에 가까운 형태로 단일입자보다는 응집된 혼합입자의 형태를 주로 나타내었다. 경원소인 탄
소(C)가 풍부한 입자의 물리적 성상은 구형에 가까웠으며, 입경은 수에서 수십 nm로 상대적으
로 작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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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Characteristics of nanoparticles using SEM/E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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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성자가속기를 활용한 국립공원 지역 대기 중 나노입자 특성 활용방안 정립

경주시

국립공원

지역에서

관측된

나노입자의

유입

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HYSPLIT(HYbrid Single Particle Lagrangian Trajectory) 모델을 이용하여 기단의 역궤적 분
석이 수행되었다. 집중관측기간 동안의 기단의 유입경로는 그림 21에서와 같이 지상 1500 m
고도를 기준으로 3일간 후방 추적하여 경주시(35.72°N, 128.95°E)에 도착하는 기단의 이동 경로
가 기록되었다. 경주시에 도착된 기단은 크게 4 가지로 경주시를 중심으로 북서쪽의 대륙으로
부터 서해와 대구권역을 거쳐 유입된 WC 사례, 북쪽의 대륙으로부터 한반도와 포항권역을 거
쳐 유입된 NC 사례, 남서쪽의 대륙으로부터 서해와 경남권역을 거쳐 유입된 SC 사례, 동쪽의
대양으로부터 유입된 EM 사례로 분류되었다. 발생빈도는 WC 사례가 가장 많은 17회, NC 사
례가 7회, SC 사례가 3회, EM 사례가 6회로 분석되었다.

Figure 21. Three-day backward trajectories ending at 00UTC(09LTC) at Gyeongju with
the altitude of 500 and 1500 m during the monitoring periods using the HYSPLI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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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Three-day backward trajectories ending at 00UTC(09LTC) at Gyeongju with
the altitude of 500 and 1500 m during the monitoring periods using the HYSPLIT
model(Continued).

경주시 국립공원 지역은 동경 129.2, 북위 35.8을 중심으로 반경 10 km 내에 사 방위에 위치
하고 있다. HYSPLIT 모델에 의하여 산출된 기단 역궤적 분석의 사례별로 MM5 모델로부터
산출된 경주권역의 수평 바람장을 그림 15에서와 같이 분류하였다. 그림 22의 a)는 동풍 계열
로서 해양으로부터 기원된 EM 사례이며, b)는 북서풍 계열로서 대륙으로부터 이동된 WC 사
례이고, c)는 남서풍 계열로서 서해와 경남권역으로부터 기원된 SC 사례이며, d)는 북풍 계열
로서 대륙으로부터 북한 및 포항권역을 거쳐 유입된 NC 사례를 나타낸다. 각 사례별 수평 바
람장은 대상 기간 중 수평 바람장의 일평균 값으로부터 산출되었다. 경주시 국립공원 지역의
지상 수평 바람장은 그림 22에서와 같이 각 사례에서 구역별로 대체로 동일한 풍향을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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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Four categories of wind direction and velocity estimated by MM5 model.

기단 역궤적분석과 지상 바람장 분석 결과에 의하여 분류된 각 사례별로 1 ㎛ 이하의 나노
입자의 화학적 조성이 각 발생기원 그룹별로 분석되었다. 1 ㎛ 이하의 나노입자 중 토양으로부
터 기원된 원소 그룹의 질량분율은 그림 23에서와 같이 WC 사례가 0.38로 가장 높았으며, 인
위적인 발생원으로부터 기원된 원소 그룹의 질량분율은 NC 사례가 0.26으로 가장 높았고, 에
어로졸의 산성과 관계된 황의 질량분율은 SC 사례가 0.53으로 가장 높았다. 경주시 국립공원의
대기 중에 존재하는 나노입자는 대륙으로부터 북한 및 포항권역을 거쳐 유입되는 기상조건과
서해를 거쳐 경남권역을 거쳐 유입되는 기상조건에서 인위적 발생원 및 에어로졸의 산성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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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화학적 성분이 주로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단 및 바람장의 유입경로에 따른 사
례별 나노입자의 화학적 조성분율을 그림 23에 나타내었다.

Figure 23. Variation of elemental composition of nanoparticles with air mass pathway
during the entire monitoring period.

경주시 국립공원 지역 나노입자의 화학적 조성을 오염원별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그림
24에서와 같이 1 ㎛ 이하의 나노입자 중 토양으로부터 기원된 원소 그룹의 입경분포는 560
nm 이상에서 주로 존재하였으며, 인위적인 발생원으로부터 기원된 원소 그룹의 입경분포는
320 nm 이하에서 주로 존재하였고, 에어로졸의 산성과 관계된 황의 입경분포는 560 nm 이하
에서 주로 존재하였다.
국립공원 지역의 대기는 국지적 발생원이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경주시
국립공원에는 다양한 역사․문화유산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 나노입자 중 주로 산업화된 도
시지역 및 공업지역에서 배출되는 인위적 발생원 및 에어로졸의 산성과 관련된 원소들은 석조
및 목조 문화재에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다. 본 연구로부터 도출된 연구 결과는 경주시 국립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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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역의 문화재 피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이동경로를 유추할 수 있는
기단의 유입경로와 에어로졸의 입경분포에 따라 나노입자의 물리․화학적 특성이 분류되어 정
립되었다. 양성자가속기를 활용하여 국립공원 대기 중 나노입자의 유입경로별 및 입경분포별
화학적 조성이 파악됨으로써 나노입자에 의한 문화재 피해를 파악할 수 있는 기반 자료가 구
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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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Variation of average size distribution of elemental composition for
submicron-sized nanoparticles with air mass pathway and event during the entire
monitoring period: a): EM, b): WC, c): SC, d): NC, e): AD, f): P. Dp means aerodynamic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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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1. 당해년도 연구개발 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
가. 당해년도 연구개발 목표
양성자가속기를 활용한 국립공원 지역 대기 중 나노입자 특성 자료 구축 및 활용방안 정
립

나. 당해년도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목표

연구내용
- 대기 중 나노입자

양성자가속기를 활용한 국립공원 지역 대기

채취기술 조사 및 집중

관측

중 나노입자 특성 자료 구축 및 활용방안 정 - PIXE를 이용한 나노입자의 중원소

특성

조사

립:

- SEM/EDX를 이용한 나노입자의 경원소 특

- 질량성분(10%)

성 조사

- 중원소성분(70%)

- 양성자가속기를 활용한 국립공원 지역 대

- 경원소성분(20%)

기 중 나노입자 특성 활용방안 정립

다. 평가의 착안점 (주요예상 결과물 포함)

주요 예상 결과물

가중치(%)

가. 전문 학술지 논문

평가 착안점 및 척도

50

가. 1편

50

나. 2건

Atmospheric Environment,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한국물리학회지, 한국대기환경학회지 등
국내외 전문학회지에 논문 게재
나. 학술대회 발표
American Atmospheric Aerosol Research, Air &
Waste Management Association, 한국대기환경학회
등에 학술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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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가.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계획서상의 당해년도 연구내용

추진실적

달성도(%)

- MOUDI 다단분진포집기를 이용한
나노입자 채취: 절단입경은 1.0, 0.56,
0.32, 0.18 μm, 유량 30 lpm 채집시간
24시간 간격
- 대기 중 나노입자

채취기술 조사

및 집중관측

- PM1.0 cyclone을 이용한 나노입자 채
취: 절단입경은 1 μm, 유량 16.7 lpm,

100

채집시간 24시간 간격
- 집중관측: 계절별 총 5회 10 일간 집
중관측

수행(2005년

10월

13∼22일,

2006년 1월 20∼29일, 4월 19∼28일, 6
월 1∼10일, 9월 4∼13일)

1.7 MV Tandem Van de Graaff 가속
기를 이용한 나노입자 분석 수행:
- PIXE를 이용한 나노입자의 중원소 - 2.5 MeV 양성자에 의한 직경 8
mm, 10 nA 이온빔
특성 조사
- 분석원소(Al, Si, S, Cl, K, Ca, Ti,
Cr, Mn, Fe, Ni, Cu, Zn, Br, Pb)

- SEM/EDX를 이용한 나노입자의 경
원소 특성 조사

100

Hitachi사 model S-2300 주사전자현미
경을 이용한 나노입자 분석:

100

- 분석원소(C, N, O, Na)

- HYSPLIT 모델을 이용한 기단 특성
- 양성자가속기를 활용한 국립공원 지
역 대기 중 나노입자 특성 활용방안
정립

에 따른 나노입자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 분류
- 나노입자 중 주요 인위적 대기오염
물질에 의한 문화재 영향에 대한 활용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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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나. 상기 평가의 착안점에 따른 목표 달성도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가중치

연구 성과물

(%)
50

평가 착안점 및

달성도

척도
가. 1편

(%)
100

나. 2건

150

가. 전문 학술지 논문
Kyung W. Kim, Characteristics of Nanoparticles
in the Atmosphere of Gyeongju National Park
Area Using PIXE Analysis, J. Korean Physic.,
accepted manuscript (2006. 12. 15)
나. 학술대회 발표
K.W. Kim, Characteristics of Nano-particles in
the Atmosphere of Gyeongju National Park Area
Using a Proton Accelerator; in Proceedings, The
10th International Workshop on Accelerator and
Beam Utilization, Gyeongju TEMF Hotel,
Gyeongju, Korea, pp. BU-5-BU-6, Sep. 21 - 22,
2006.
김경원, 방소영 (2006) 경주시 대기오염현황과 기상
장과의 상관성, 한국기상학회 추계학술대회, 10월
12일 - 13일, 일산 KINTEX, 350-351.
김경원 (2006) PIXE 분석법을 이용한 경주시 국립
공원 대기 중 나노입자의 기단변화에 따른 특성 분
석, 한국대기환경학회 추계학술대회, 10월 26일 28일, 목표대학교, 무안, 29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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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제 5 장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1. 기대성과
- 양성자가속기를 활용한 대기 중의 나노입자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 연구의 기반 자료
제공
- 대기환경 분야에 양성자가속기를 이용한 나노입자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를 유도
- 국립공원 지역 내의 문화재 피해 현황 파악에 관한 연구의 기반 자료 제공
- 환경공학, 문화재보존학 및 물리학 분야 간의 학제간 교류의 활성화에 기여

2. 활용 방안
- 환경부의 대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정책 입안에 활용
- 문화재청의 문화재 피해 조사 및 보존 방안에 관한 정책 입안 활용
- 국립공원 지역과 같은 저발생원 지역의 나노입자에 대한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 정립에
관한 양성자가속기의 활용 기반 구축
- 사적공원인 경주시의 석조 문화재의 보존 및 복원에 대한 양성자가속기 활용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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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집중관측 기간 동안 HYSPLIT 모델을 이용한 기단 역궤적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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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SPLIT 분석결과는 미국 해양 대기국 (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에서 제공된 FNL(FiNaL run at NCEP)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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