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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신규 측정소 선정을 위한 공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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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udy on the Spatial Analysis for the Selection of a New Monitoring 
station in Yeongdeungpo-gu*

Jong Chul Jeong**

요약：서울시의미세먼지측정소는매번중복성문제로많은연구자들로하여금지적받고있는사항이

다. 미세먼지는풍향및풍속등의계절적인요인들과인위적인요인들로인해그예측이어려우며이에

대한대책으로는더많은측정소의설치및보다세밀한측정망의존재가중요하다고판단된다. 이에본

연구에서는서울시중에서영등포구를대상으로 IDW보간기법을활용하여기존의미세먼지결과값을

통하여 미세먼지 분포지도를 제작하였으며, 미세먼지의 공간분포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환경변수들의

공간적인위치를통하여미세먼지분포지도와공간적인관계성을분석하였다. 공간분석에사용된변수들

은주거지역과공장지역, 위험물처리시설지역, 교통량과유동인구를선정하였다. 본연구에서는영등포

구를대상으로미세먼지측정소와변수들의공간분석을실시하였으며, 헥사곤단위의공간분석방법으로

행정구 단위의 미세먼지 신규 측정소 선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주제어：미세먼지, 공간분석, 환경변수, IDW

ABSTRACT：PM monitoring stations of Seoul have been pointed out by many researchers as they 
have overlapping problems each time. Because of seasonal and artificial factors such as wind direction 
and wind speed, particulate matter(PM) is difficult to predict, and it is considered important to install 
more monitoring stations and to have a more detailed monitoring network. In this study, we produced 
a map of the distribution PM using IDW interpolation technology in Yeongdeungpo-gu and analyzed 
spatial relationship with the distribution map of PM through spatial location of environmental factors 
that can influence PM. The factors used in the spatial analysis were selected for residential and factory 
areas, hazardous material treatment area, traffic volume and flow population. In this study, the analysis 
of the PM monitoring stations and variables in Yeongdeungpo-gu was conducted, and a method of 
selecting a new PM monitoring station in the administrative district was presented in a spatial analysis 
with Hexagon unit.
Key Words：Particulate Matter, Spatial Analysis, Environmental Factors, I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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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서울시가직면하고있는다양한유형의환경문

제중에서미세먼지는궁극적으로대기환경배출

원의시 - 공간적분포에따른서울시민의환경보

건에관한문제이다. 환경부와서울시는미세먼지

저감을위하여다양한정책적시도와저감기술의

대응책을수립하고지속가능한개선모델을수립

하고있으나, 미세먼지의심각성은도시거주민의

건강과친환경적도시발전의걸림돌로서작용하

고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후반부터대기오염

측정망을운영하여대기오염실측자료를축적할

수 있게되었으며, 이에 따라 PM10을 포함한 대

기오염과건강결과간의연관성을실증적으로분

석할수있게되었다. 환경부에서는전국약300개

대기오염 측정소에서 매 시간 측정한 다섯 가지

법정대기오염물질(PM10,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환경부,

2018.).

하지만 전국에 존재하는 측정소는 그 수가 전

국적인미세먼지의분포를정확하게파악하고, 미

세먼지의 배출원인과 시-공간적 배출 농도 값을

정밀하게 제공하기에는 측정소의 수가 부족하다.

이에 다수의 연구자들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에대한공간적분포를분석하는연구를실시하여

앞으로 진행될 대기오염측정망 개선부분에서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김아영 등(2016)은 GIS를 활용한 도시공간분

석을 통해 대기오염 측정시설의 적절성 및 입지

형평성등을평가하였다. 김효정등(2012)은공간

보간기법을 통하여 대구시의 PM10 미세먼지 지

도를작성하였고분석된결과를토대로대구시 7

개의지역을신규미세먼지측정소선정지점으로

제안했다.

유재환(2011)은 서울시내 운영 중인 도시대기

측정소의오염도비교분석을통하여측정소의중

복가능성을 분석하였으며 측정소의 효율적인 운

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송인상. 김선영(2016)은

미세먼지(PM10)의 지역적 대푯값 산정 방법에

관한연구를통해서측정소의농도를지역공간에

대푯값으로 산정하였고, 유은철, 박옥현(2006)은

서울시오존측정망의중복성고찰과대기중오존

농도에대한배출원영향을확인하여대기중 2차

오염물질의 측정위치와 배출원과의 관계를 분석

하고이를근거로하여오존농도측정위치의적정

성과 공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금숙(2008)은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인 교통

의흐름과도시통행인구의공간적인분포를분석

하였으며 미세먼지와의 종합적인 공간분포를 분

석하기위하여 GIS를 활용하였다. 이를바탕으로

교통에기인한미세먼지에직접노출하게되는도

시인구를산정하는시·공간적모형개발을시도하

였다.

본연구에서는사전연구를통해미세먼지의공

간적분포를분석하는과정에있어서기존의측정

소 결과값을 통한 시-공간적인 분석연구가 부족

하다고생각하였으며, 공간적인미세먼지분석범

위를행정구또는동단위로보다세밀한분석을

통한 결과 도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본연구에서는서울시영등포구를대상으

로 2017년 1월~3월의측정값을활용하여영등포

구미세먼지의분포도를제작하였으며이를통해

만들어진 분포도와 환경변수들을 통한 영등포구

지역의공간분석을통해신규측정소선정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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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공간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7년-2018년도 1

월~3월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7년 서울시에는

총 11번의미세먼지/초미세먼지주의보가발령되

었으며 그 중 1월에 4번, 3월에 2번 발생하였다.

이는 2017년도전체미세먼지/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 일수의 절반에 해당한다. 또한 2018년 또한

1월~3월에미세먼지주의보및경보의발생이많

이발생한바있다. 본연구에서는시간적인분석

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월별 분석과 시간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간대별 분석은 월 표본 데

이터중 17년도 1월 17일-18일의출퇴근시간대의

데이터를활용하였으며월평균비교와더불어교

통량이높은출퇴근시간대의비교를통하여시간

범위의 차이에 관한 공간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간적인 범위로는 서울시 영등포구를 선정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배출원 공간특성을

가지는특정행정구를지정하여보다세밀한분석

이필요하다고판단하였다. 영등포구는서울시행

정구역 중 다양한 공간정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한강변에 위치한 수변지역임과 동시에

여의도를포함하고있는지역이다. 선정된영등포

구를통한연구결과는서울시뿐만이아닌향후다

른 시군구와 환경적인 부분에서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더불어영등포구는서울시내에서도매년

높은미세먼지와초미세먼지농도경향을보여주

고있다. 영등포구는약 37만명의인구가거주하

고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영등포구의 미세먼지

측정소인도시대기측정소와도로변측정소는매

우가까운위치에위치하고있다. <그림 1>은영등

포구에서 운영 중인 측정소의 위치를 나타낸다.

지역적특성상영등포구는상업적인특성을가지

고있으며이에따른많은유동인구와많은거주

자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등포구를 공

간적 분석 범위로 선정하였다.

<그림 1> 영등포구 미세먼지 측정소 위치

환경변수선정으로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공

하는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CAPSS)를 통하

여 기준을 선정하였다. CAPSS에서 공시한 2015

년영등포구용도별미세먼지배출분류는 <표 1>

과같다. PM10의경우건설현장에서발생하는비

산먼지가총배출량에 57%를차지하였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일시적인 발

생이며, 본 연구의 신규 측정소 위치선정 과정에

서의 변수 선정에 있어서는 취지가 맞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비산먼지중건설현장을제외한배출

량은 26%를차지했으며도로변차량의이동하는

먼지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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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요인
기여율(%)

PM10 PM2.5

비산 먼지 (건설현장) 57 21

비산먼지 (기타) 26 21

비도로 이동 오염원 9 30

도로이동 오염원 5 18

생물성 연소 2 6

비산업 연소 1 3

<표 1> 영등포구 2015 미세먼지 총 배출량 통계

PM2.5의 경우 비도로이동오염원에서발생하

는먼지와학교운동장에서발생로이동오염원이

30%로가장많은배출을나타내었다. 건설현장을

제외한 비산먼지는 21%로 PM10과 그 영향력이

비슷하지만 비도로 이동오염원은 PM10 보다

PM2.5에서더높은영향력을가지는것으로판단

된다. 배출량 통계를 기반으로 PM10과 PM2.5는

각각의영향을받는변수가어느정도차이가있다

고판단된다. 본통계자료를통해선정된환경변

수는총 7개로단독주택공동주택, 공장, 위험물처

리시설, 학교, 유동인구, 교통량으로 선정하였다.

2.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반경 500m의 헥사곤을 하나의

공간단위로하여총 38개의헥사곤으로영등포구

를공간구분하였다. 영등포구의미세먼지에따른

공간적인 분포 분석을 위해 2017년과 2018년 1

월~3월 월평균 미세먼지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www.airkorea.or.kr). 또한취약지도를제작하기

위하여주택의분포, 상대적으로미세먼지에취약

한학생들의지표가될수있는학교분포, 초미세

먼지발생에주된요인인위험물처리시설과교통

량분포를사용하였으며, 미세먼지의노출위험시

간대인출퇴근시간대의유동인구분포를환경변

수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과 2018년도 1, 2, 3월미

세먼지, 초미세먼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IDW

(Inverse distance weighting)기법 <식 1>을 활용

하여미세먼지보간분포도를나타내었으며, 이를

38개의헥사곤격자내에구역통계를실시하여격

자별추정농도를산출하였다. 작업에사용된공간

분석 소프트웨어는 QGIS 2.14를 활용하였다.

 


  






  



 
 식  

 예측지점의 예측값(보간값)

  위치의 참조값

 가중치

 참조값 개수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울시의 2017년도 통합건

물정보를활용하여범례중주택, 학교, 위험물처

리시설을 추출하였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2017년 대로변 교통량을 정리하여 IDW 기법을

통하여 만들어진 분포도를 구역통계를 활용하여

격자별영등포지역의교통량을산출하였다. 또한

유동인구데이터를활용하기위하여영등포내월

요일, 토요일유동인구데이터를활용하여영등포

구지역의유동인구분포량을파악하였으며이를

비교하여출퇴근시간대활동인구와미세먼지사

이의공간적인분석을실시하였다. <그림 2>는본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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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데이터 수집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자료

(2017년 1-3월, 2018년 1-3월)

▫환경변수 공간정보데이터

(주거, 공장, 학교, 위험물 처리시설, 교통량,

유동인구)

⇩

공간분석 및 결과도출

▫500m 반경 헥사곤 격자 제작

▫미세먼지 분포도 제작

▫환경변수 분포도 제작

▫분포도를 통한 결과도출

⇩

영등포구 신규측정소 선정

▫공간 분석 결과를 통한 신규 측정소 선정

<그림 2> 연구흐름도

그림 2와같이분석데이터수집과정에서미세

먼지데이터및환경변수공간데이터를수집하여

이를 헥사곤 공간분석을 실시한다. QGIS를 활용

한 공간분석을 통해 시-공간분석에 필요한 분포

도를제작한후분포도를중심으로헥사곤단위의

환경요인분포를통한단위중요도결과를도출한

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환경

변수와미세먼지농도값을활용한신규미세먼지

측정소를 선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고찰

영등포구미세먼지분포도는서울시의 39개측

정소에대한미세먼지, 초미세먼지측정값을활용

하여서울시전체의미세먼지보간분포도를제작

하였으며, 이중영등포구지역을클립하였다. <그

림 3>은분포도제작의예시를나타내며 <그림 4>

는 2017년 영등포구의 1월, 2월, 3월미세먼지분

포지도이며, <그림5>는 2018년 1월, 2월, 3월의미

세먼지 월평균 분포지도이다.

⇩

<그림 3> 미세먼지 분포도 제작 과정

제작된분포지도는모두공간적으로비슷한분

포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17년 3월의 PM10의 경

우평균농도값이34㎍/㎥정도로다른5개월에비

해낮은평균값을나타내고있으나17년 3월또한

다른 5개월과 비슷한 공간분포양상을 보여준다.

본지도는등간격분류에따른 5개의등급을통해

헥사곤 격자별 세분화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공통적으로가장높은농도분포값을보여주고있

는지역은행정동기준영등포동과당산1동, 당산

2동으로 나타난다. 해당 행정동은 영등포구의 공

간적인위치로중앙부분에해당하고있으며영등

포구의전체적인분포경향은중심점을기준으로

PM10의 값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6 서울도시연구 제19권 제4호 2018. 12

(a)

(b)

(c)

<그림 4> 2017년 1-3월평균미세먼지(PM10) 분포도

(a)1월, (b)2월, (c)3월

(a)

(b)

(c)

<그림 5> 2018년 1-3월평균미세먼지(PM10) 분포도

(a)1월, (b)2월, (c)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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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6> 2017년1-3월평균초미세먼지(PM2.5) 분포도

(a)1월, (b)2월, (c)3월

(a)

(b)

(c)

<그림7> 2018년1-3월평균초미세먼지(PM2.5) 분포도

(a)1월, (b)2월, (c)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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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IDW기법에서측정값을제공하는도시대

기측정소와도로변측정소의위치가당산1동, 영

등포동이며이에따른영향력을많이받았을것이

라고 판단된다.

영등포구의남쪽지역인신길동과대림동지역

은전체적인분포경향에서낮은분포값을나타내

고있다. 2018년 2월의경우영등포구의중심지역

보다양평동지역에서높은분포값을보여주고있

으며여의도동의경우외곽부분을포함하고있는

헥사곤또한높은값을보여주고있다. <그림 6>

는 영등포구의 2017년 1-3월 PM2.5 분포지도를

나타내며, <그림 7>은 2018년 1-3월 분포지도를

보여준다. 2017년 영등포구의 1월, 2월, 3월과

2018년 1월, 2월, 3월의PM2.5월평균분포지도에

서 비슷한 분포경향을 보여주는 PM10과는 다르

게 PM2.5는 연도별로 차이를 보인다. 2017년의

경우 측정소가 위치한 영등포동과 당산1동을 포

함한 영등포구의 공간적으로 중심지역에서 낮은

분포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히려 PM10이 낮게

나타나던 대림동, 신길동 지역이 높은 분포값을

나타내고있다. 2018년의경우는PM10과같이당

산1동과 영등포동의 분포값이 높게 나타나지만

여전히 대림동, 신길동 지역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문래동과 대림동 외곽 지역이 가장 높은

분포값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시간적 범위의 세밀한 비

교를위하여2017년 1월 17-18일의출퇴근시간대

의데이터를활용하여추가적인분포도를제작하

였다. <그림 8>은 해당 시간대를 종합한 PM10,

PM2.5 분포도를 보여준다.

17일출근시간대경우 6시와 18시에높은분포

값을보여주고있으며시간이지날수록값이낮아

지는경향을확인할수있다. 17일출퇴근시간대

� (a)

� (b)

<그림 8> 2017년 1월 17-18일 평균 미세먼지 분포도

(a)PM10, (b)PM2.5

(a)

(b)

<그림 9> 2017년 1월 17-18일 평균 미세먼지 분포도

(a)PM10, (b)PM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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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가장높은PM10 분포값을보여주고있는동

은 영등포동으로 3시간동안 계속적으로 가장 높

은 분포값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높은 분포

도를보여주고있는구역은당산 1동이며 6~7시

사이에는영등포동다음으로높은분포값을보여

주고 있다. 영등포동과 당산1동은 영등포구 측정

소 위치가 존재하는 지역으로 이는 17일 당일의

PM10 농도가 영등포구 주변행정구역의 측정소

농도보다높게나왔다는부분을알수있다. 18일

의 PM10의경우 17일의미세먼지보다평균이많

이낮아지는것을확인할수있으나, 17일오후시

간대보다18일오전시간대가여전히높게나타나

며 18일도저녁시간대는분포값이낮아지는것을

볼 수 있다. 18일의 동별 최고-최저 차이값은 약

10㎍/㎥정도로 17일에비해각동별차이값이확

연히 줄어든 것이 확인되며 영등포본동과 당산1

동이 여전히 가장 높은 분포값을 보여주고 있다.

PM2.5의 분포경향또한 PM10와마찬가지로오

전시간대의분포가저녁시간대분포보다상대적

으로높은분포값을가지는것을확인할수있으

나, 구별 분포경향으로 보면 미세먼지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17일 PM2.5의 경우 19시와 20시의 최고-최저

값이굉장히크게나타나는것을확인할수있다.

분포차이가큰 19~20시의 경우가장높은지역

은 신길6동, 대림1동 순으로 나타나는데 신길6동

과 대림1동은 오전 출근시간대에서는 중간의 순

위권에위치에있다. 17일 가장낮은 PM2.5 값이

나타나는지역은당산1동과양평1동으로특히당

산1동은분석된 6시간동안계속최저값을기록하

였다. 하지만 18일의 경우 당산1동과 양평1동이

최곳값으로 나타나면 높은 값이였던 대림3동은

반대로낮은분포값을나타내었다. 18일은 6~7시

와 20시에서굉장히넓은최대-최소차이값을보

여주었으며 각각 9㎍/㎥,10㎍/㎥,10㎍/㎥을 보여

준다.또한 8시의경우굉장히낮은4㎍/㎥의차이

를 보인다.

미세먼지와 관련 환경변수들의 공간적인 분포

도를제작하여미세먼지와의공간적인상관성여

부를확인하였다. <그림 10>은영등포구의주거지

역 분포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상위 1등급을 보여주는 지역

은영등포본동, 도림동, 대림3동총 3개의헥사곤

격자이며, 하위 1등급을 받았던 단독주택과 달리

� (a)

� (b)

<그림 10> 영등포구 주거지역 분포도

(a)단독주택, (b)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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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11> 영등포구 공간변수 분포도

(a)학교, (b)공장, (c)위험물 처리시설

공통주택에서는 상위 2등급인 당산2동을 중심으

로 문래동, 양평1동, 양평2동이 상위 4, 5 등급을

받으며 단독주택 분포와의 차이점을 보여주었다.

여의도동의경우가장넓은토지면적에비해단

독주택, 공동주택모두낮은분류등급을보여준다.

이를 미세먼지의 분포도와 비교를 해보면 PM10

과초미세먼지모두영등포본동을중심으로높은

PM10 분포도를포함하고있으며이지역은단독

주택, 공동주택 모두 높은 분포를 보여주고 있어

상대적으로다른지역에비해이지역의거주민들

은미세먼지에노출이더많이될수있음을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11>은영등포내에존재하는학교, 공장,

위험물처리시설의분포도이다. 영등포내에학교

는여의도동하나의헥사곤에 4개가위치하고있

었으며 문래동의 경우도 하나의 헥사곤에 4개의

학교가 밀집되어 있다. 신길1동을 포함한 1등급

분류를 받은 헥사곤은 면적인 측면에서는 신길1

동이 높게 포함되고 있으나, 학교는 영등포동과

여의도동에포함되어있어실질적으로신길1동에

존재하는 학교는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의분포경향은공동주택과굉장히유사하게

나타나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특히영등포구

의남쪽지역경우초미세먼지도높은분포값을보

여주고있는것으로보아남쪽지역학생들은초미

세먼지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다. 영등포구의

공장 현황은 거의 모든 공장이 영등포구의 서쪽

부근인양평1동, 양평2동, 당산1동, 문래동에밀집

되어 있다. 문래동의 경우 상위 1등급이며 57-71

개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문래동과

인접한양평동과당산동도문래동과비슷하게상

위 2등급인 43-57개의 공장이 분포되어 있다. 위

험물처리시설또한공장현황과마찬가지로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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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영등포구 대로 교통 분포 현황

(a)

(b)

<그림 13> 영등포구출퇴근 시간대 유동인구분포도

(a)-월요일, (b)-토요일

포의서쪽부분인당산1동문래동, 양평1동에분포

되어있으나공장과는다르게남쪽지역의대림3

동또한분포가높게나타나는것을확인할수있

다. 영등포구의 위험물 처리시설은 총 47곳이 존

재하며 이중 문래동, 양평1동, 당산1동이 포함된

헥사곤격자 4개에 17개의위험물처리시설이있

으며총 36%에해당하는수가밀집되어있는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영등포구는많은상업지역분포로사람들이출

퇴근시간대에집중적으로움직이며이에따른출

퇴근시간대유동인구와교통량이높다. 따라서영

등포의교통량분포도와평일의유동인구분포와

주말의유동인구분포도를통한유동인구분포도

를제작하였으며, 본연구에서는평일의표본으로

월요일, 주말의표본으로토요일의유동인구자료

를활용하여이를분포도로제작하여활용하였다.

<그림 12>은교통량에따른영등포구분포도를나

타내고있으며 <그림13>는영등포구월요일과토

요일의 유동인구 분포도이다. 여의도동은 영등포

구내에서가장많은수의대로변을보여주고있으

며다른지점에비해혼잡하기때문에영등포구에

서 가장 높은 교통량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와 공간 변수를 이용

하여 완성된 분포도를 통해 신규 측정소 선정

방법으로 각각의 헥사곤 격자 분포도의 등급을

산정하여 격자단위의 최적 위치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신규측정소 위치선정 방식은 다음과 같

다. 첫째, 환경변수들의 상위 1, 2등급의 지역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의 가중치를 부여한 후, 미

세먼지 분포도 평균지역, 초미세먼지 분포도의

평균지역으로 각각 계산하여 두 지역의 공통

격자를 신규 측정소의 선정 지역으로 나타내었

다. <그림 14>는 공간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지역을 나타낸다.

신규 측정소의 선정 지역으로 분류결과총 3

개의 헥사곤 격자로 문래동, 영등포본동, 대림3

동이 선정되었다. 하지만 <그림 14>에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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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영등포구 신규 측정소 선정 위치

있듯이 문래동과 영등포 본동은 현재 영등포구

의 미세먼지 측정소의 위치 반경 1km내에 포함

되어 있으며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영등포

구의 신규 측정소 위치 선정 결과 대림3동이 가

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공간분석이라는 도구의 특징을

활용한미세먼지와환경변수사이의분포분석및

신규측정소선정방향을제시하였으며결과는다

음과 같다.

1) 영등포구의 PM10, PM2.5의 공간분포분석

결과PM10, PM2.5는서로지역적인상관성을보

여주지않으며 PM10은영등포구현측정소위치

인 영등포동, 당산동을 중심으로 농도 분포값이

과대추정되는경향을보이지만PM2.5의경우영

등포의남쪽지역인대림동이인접측정소의측정

치를 반영한 경우 높은 분포값을 보인다. 또한

PM10의경우분석시간범위동안비슷한공간분

포경향을보인반면 PM2.5는 2017년과 2018년의

분포경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2) 각각의공간정보변수요인들중PM10은공

동주택의 분포와 PM2.5는 교통량과 유동인구의

분포와비슷한공간분포경향을나타내었다. 이는

PM2.5 지역적공간분석의중요성이도출된것으

로 판단된다.

3) 중첩분석의결과로본연구에서는 3개의최

적위치를 도출하였으나, 문래동과 영등포본동 지

역은현미세먼지측정소반경1km내에포함되어

있으며, 거리에 따른 중복성 문제로 배제하였고

최종적으로 대림3동의 헥사곤 단위 셀을 최적의

위치로 선정하였다.

본연구의신규측정소위치선정제시방법은공

간분석을통한각변수들사이의중첩관계를활용

하여 선정되었으며, 공간통계기법을 통한 가중치

및다양한변수추가로보다체계화된위치선정모

델을개발하는기초연구가될수있다고판단된다.

또한본연구에서는사용된환경변수의수집에있

어서제한된공간정보만을획득할수있었고, 대기

기상분석자료를미세먼지의농도의공간분포에

적용하기어려운점과미세먼지농도가높은시기

의자료를활용한결과로연구의제한점이있으며,

이에 분석결과의적용과해석에서한계점을향후

연구과제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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