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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현재 국가 초미세먼지 측정망인 에어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초미세먼지 정보의 시간 지연 수준에 대하여 대전시 유성구 일대에서
국가측정소 2곳과 초소형 에어로졸 컨디셔너를 내장한 광산란 미세먼지 측정기 1대를 설치하여 현장 측정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 시간 지연 정보
제공으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노출 문제 해결을 위하여 흡습미세먼지를 정확하게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센서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Ⅰ. 서 론

독일 마인츠 의대와 막스플랑크연구소 연구팀은 2015년 기준 초미세먼

지(PM2.5) 등 대기오염에 의한 조기사망자수를 879만명으로 추산하였다

[1]. 하버드 T.H. 챈 보건대학원 연구팀은 미국 인구의 98%를 대표하는

3,000개 이상의 카운티를 조사한 결과 PM2.5 농도가 1µg/m3 증가할 때

사망률이 8%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2].

에어코리아에서제공하는실시간 PM2.5정보는실시간에대한기준이 1시

간단위라서국민이국가 PM2.5 측정망정보를확인하면 1시간이상과거정

보를현재정보로착오할수있는문제가있다. 이로인하여제때마스크착

용등노출저감행동을하지못함으로써고농도 PM2.5를 흡입하는사례가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Ⅱ. 본론

국가 PM2.5 측정망은 각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는베타선감

쇄방식 PM2.5 측정기로부터 측정된 정보를 에어코리아에서 통합 관리한

다. 국내 대기중 PM2.5의 58.3%를 차지하는 황산염과 질산염 등 성분은

흡습하는 성질로 상대습도가 증가함에 따라 입경이 4~5배까지 성장한다.

이로 인하여 국가측정망에 있는 측정기들은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상대습

도 35%로 건조시키기 위하여 크고 복잡한 구조의 히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세계 최초로 실시간 흡습미세먼지를 상대습도 35%로 건조시키

기 위한 초소형 에어로졸 컨디셔너를 개발하였다. 초소형 에어로졸 컨디

셔너를 내장한 공감센서를 대기정체상태에서 1.75km 떨어진 국가측정소

(대전 관평동)와 4.88km 떨어진 국가측정소(대전 구성동) 측정 결과와비

교분석하였다. 그림 1에서 제시한그래프는 2021년 1월 15일 대전시유성

구에 있는 국가측정소 2곳(관평동, 구성동)과 우리가 개발한 공감센서(탑

립동)에서 측정된 결과를 나타 낸다. 국가측정소에 설치된 PM2.5측정기

는구성동은 Thermo사의 모델5014i, 관평동은 Met One사의 BAM1020으

로 2종 모두 베타선감쇄방식이다. 탑립동에설치된 공감센서는 광산란방

식으로서 3종 모두 흡습미세먼지를 건조시키기 위한 히터가 가동되었다.

공감센서는 초단위 측정 후 서버로 10분단위 전송하고, 국가측정소는 1시

간단위측정후서버로 15분후업로드한다. 그림 1에 보여준것처럼, 공감

그림 1. 국가측정소와 공감센서 측정 정보 그래프

센서는오후 6시20분에고농도발생을감지하였으나, 국가측정소2곳은오후8시

에감지하기때문에, 국민은약2시간동안 90µg/m3 고농도PM2.5에노출되었다.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실제 고농도가 갑자기 발생한 경우 국가측정소는 즉시 감

지못하는심각한문제점을발견하였다. 이로인하여실제상황에서고농도

가 발생하여도 에어코리아 정보에 의존하는 국민은 최소 1시간 15분이상

고농도 PM2.5를 흡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공감센서처럼 흡습미세먼지

에대한실시간정확한측정이가능한센서를국가측정망에도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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