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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 배경  목

최북한의 기질에 해서 꽤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상은 직  방문한 사람, 련 연

구를 하는 사람에서 공통 으로 나타난 상이었다. 심지어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방문한 자 

간에도 평양시 공기에 해 다른 평가를 하기도 하 다. 과거 배출량 추정에 근거하여 북한의 

기질 상태를 평가한 논문들의 경우 북한의 공기가 매우 나쁠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고(정회성 

등, 1996), 여러 가지 근거들로 볼 때 북한의 기 상태가 남한보다 오히려 양호할 것이라는 분

석도 있었다(진상 ․김정욱, 2005). 

북한의 기질은 지역별로 다를 것이다. 지역 별 기오염을 확인하기 해서는 장기 측 자

료가 필요하나 북한의 특성 상 자료의 근이 어려워 단기 측정자료 조차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UNEP(2003)가 평양시 기질 측정결과 일부를 보고 한 바 있으나 이 자료 역시 1998

년도까지의 자료로 최근의 북한의 기오염 상태를 제 로 설명한다고 할 수는 없다. 북한이 

   * 본 연구의 일부 결과 즉 2004년, 2005년의 일부 측정 결과는 “Kim Jung-Wk, Kim Young-Min, Jin 
Sang-Hyeun, 2010, The State of Air Pollution in North Korea in Comparison with South Korea, in Editors: 
Riccardo Cancilla and Monte Gargano, Global Environmental Policies: Impact, Management and Effects, 
NY: Nova Science Publishers”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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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홍수 후 경제 으로  격변을 겪었다는 을 고려해 볼 때 98년 이 과 재의 기

질 상태와는 차이가 클 것이다. 최근 김 민 ․김정욱(2008)이 평양시의 주요 기오염물질 배출량

을 산정한 결과 남한 주요도시에 비해 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평양시의 기질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하지만 이 한 추정일 뿐 실제 측정결과는 아니다. 따라서 평양시

의 정확한 기질 상태를 단하려면 최근의 실측자료가 필요하고  이에 근거한 단을 내려

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평양시 방문기회를 활용하여 평양시 기오염도 측정을 시도하 다. 북한

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작고 가벼워 휴 가 용이하여 단기간 특별 장비 없이 측정이 

가능한 패시 샘 러(Passive Sampler)를 이용하 으며, 이산화질소(NO2), 아황산가스(SO2), 오존

(O2)을 측정하 다.

본 연구의 목 은 문헌연구를 통해 평양시 기오염원을 악하는 것과, 평양시를 직  방문․
실측을 통해 기질을 분석 ․평가하고 이를 남한의 서울시와 비교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 기환경의 올바른 황 악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평양시 일반 황과 기오염원

평양직할시의 면 은 2,113km2 가량으로  국토의 약 0.9%, 북한 면 의 1.7%가량을 차지한

다. 인구 약 299.5만 명으로 북한 인구의 13.6% 쯤 된다(연합뉴스, 2005). 2002년 재 평양시의 

행정구역은 19개 구역( 동강구역, 성구역, 동 원구역, 락랑구역, 력포구역, 룡성구역, 만경

구역, 모란 구역, 보통강구역, 사동구역, 삼석구역, 서성구역, 선교규역, 순안구역, 승호구역, 은

정구역, 구역, 평천구역, 형제산구역)과 4개군(강남군, 강동군, 상원군, 화군)으로 되어 있다

(조선향토 백과 1: 평양시, 2003). 이  1960년 10월에 편입된 강동군과 1963년 5월에 편입된 

화군, 강남군, 상원군을 제외한 19개 구역 에서 외곽지역인 순안 ․룡성 ․ 성 ․삼석 ․승호 ․사
동 ․력포 ․락랑 ․만경 ․형제산 구역 등은 면 이 넓고 시가형태도 잘 갖추지 못한 락형 취락

임에 반해 ․평천 ․보통강 ․모란 ․서성 ․선교 ․동 원 ․ 동강구역은 면 은 좁으나 인구 도

가 높다(연합뉴스, 2005). 

평양시에 존재하는 기오염원은 크게 제조업 부문, 발  부문, 교통부문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먼  평양의 기질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평양의 주요제조업체 황은 <표 1>과 같다. 

평양은 경공업과 공업이 집 된 종합공업도시이자 집약된 농업지역으로 북한 최 의 경제

심지이다. 정치 ․사회 인 요성과 함께 부근에 매장된 풍부한 원료자원과 에 지원, 공업용수 

 수송의 심지라는 이 을 가지고 력, 속, 화학, 방 , 건재, 건설공업 등이 발달해 있다. 

주요공업으로는 기계공업, 에 지공업, 건재공업 등 공업과 다양한 경공업이 있으며 국 공

업생산의 14%, 종업원의 11%를 차지하고 있다(이상  등,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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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내 용

속공업

- 평양강철공장(부지면 그 2만 6000평, 강철 10만 톤, 압연강재 10만 톤)은 북한 최

규모

- 비철 속공업: 평양유색 속공장 등

기계공업

- 만경  공작기계공장(북한 최 심지)과 평양 공작기계공장이 요

- 평양정 기계공장, 9월 18일 공장, 서평양베어링공장 등이 평천, 용성구역에 입지

- 기기계공업: 3월 26일, 새날 기, 보통강 기공장은 국규모

자, 자동화공업
- 북한 최  공업지인 10월 5일 자동화 종합공장

- 평양 통신기계 공장, 모란  자동화기구공장, 동강 자동화기구공장 등

화학공업 - 평양제약공장, 동강축 지공장, 철도축 지공장, 평양고무공장, 평양 칠감공장

건재공업

- 시멘트공업: 승호리 석회석 산

- 유리공업: 평양 학유리생산 동조합

- 벽돌공업  건설자기공업: 7월 28일 요업공장, 성요업공장

- 속화학  건자재: 평양블로크공장, 미림블로크공장, 평양석재가공공장

일용품공업
- 평양일용품공장, 평양 구공장, 평양가죽이이김공장 등이 앙일용품 생산의 34%를 

차지

제지공장 - 평양종이공장 등

섬유공업
- 편직공장: 선교, 애국, 어린이, 낙랑, 만경  등

- 견직공장: 평양종합방직공장, 평양 제사공장

자료: 이상  등, 2004에서 재인용.

<표 1> 평양시 소재 주요 제조업체 황 

평양의 공업을 업종별로 보면 우선 북한최 의 기계공업 심지로서 북한 기계공업생산액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운수기계, 기기계, 정 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기계공업이 발달하여 

있다(한국산업은행, 2005). 평양을 심으로 한 평양공업지구에는 김종태 기기 차공장, 평양

기공장, 력 이블선을 생산하는 평양 선공장, 무괘도 차공장, 베어링과 재 틀, 시계 등을 

생산하는 1  기업소인 평양정 기계공장, 평양제침공장, 만경 공작기계공장, 승호리시멘트공

장, 평양목재가공공장 등 유수한 기업들이 집 해 있다. 그 외에도 북한 최 의 섬유 공장인 평

양종합방직공장을 비롯하여 평양제사공장, 평양곡물공장, 용성육류가공공장, 평양고무공장 등이 

있다(이상  등, 2004).

북한의 경제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재의 북한 기오염제어기술은 크게 발달하지 않았을 

것으로 단되며, 평양시의 기오염도는 평양시에 치한 공장의 가동률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상된다.

다음으로 요한 평양시의 주요 기오염원은 평양시 내에서 운 되고 있는 발 소들이다. 

<표 2>와 같이 평양시에 있는 발 소로는 평양화력발 련합기업소, 동평양화력발 소 등이 있

으며 그 외 동강의 미림갑문과 화갑문을 이용하여 류식 갑문발 소들이 건설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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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재지 설비용량(만kw) 비고

화력발
평양발 소

동평양발 소

평양 평천

평양 낙랑군

50
5

1970년 소련의 지원하에 완공

1993년 완공

수력발

미림갑문발 소

화갑문발 소

남강발 소

평양 사동구역

평양 강동군

평양 강동군

8
2
13

동강 갑문

동강 갑문

북한 자체 기술

자료: 이상  등, 2004에서 재인용.

<표 2> 평양지역의 발 소 황

(조선향토 백과, 2003). 특히 평양화력 발 의 경우 평양시내의 주요 기 공 원일 뿐만 아니

라 주택에 난방열도 공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평양 화력발 소의 경우 정확한 정

보는 없으나 방문시 본 결과 상당히 높은 굴뚝을 설치하고 있어 건설 당시 기오염을 최소화하

기 한 노력을 기울 음을 알 수 있다.1)

마지막으로 교통부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양시 교통 수단으로는 지하철과 궤도 차, 무궤도 차(트롤리 버스), 버스, 택시, 여객선 

등이 있다. 지하철은 1973년 9월 제1단계 공사로 ‘천리마선’을 개통하면서 등장하 고, 남북으로 

뻗은 천리마선과 동서를 횡단하는 ‘ 신선’의 2개 노선이 있으며 총 연장은 34km이다. 궤도 차

는 90년  재등장했는데 1991년 4월 완공된 20km구간의 제1노선과 1992년 4월 개통된 12km의 

제2노선 구간, 그리고 1998년 9월 건설된 20km의 제3노선 등이 운행되고 있다. 무궤도 차는 

1962년에 평양역-농업공업 람 구간(9.2km)이 개통된 이후 10여 개 노선이 운행 이며 수송능

력은 형 100여 명, 소형은 50여 명 정도이다. 택시는 1987년부터 운행되기 시작하 는데, 일본

의 도요타와 독일의 벤츠 등 수입차 600~700 가 운행되고 있다(연합뉴스, 2005).

평양시를 방문한 사람들의 공통 인 견해가 자동차가 별로 없어 차를 보기 어렵다는 과 김

경술(2004)의 연구에서 북한 체의 자동차 수가 247,000 로 추정되고 있다는  등으로 미

루어 보아 평양시의 자동차로 인한 기오염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상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상

평양시의 기오염 상태를 객 으로 평가하기 해서는 평양시의 여러 곳에 하여 장시간 

측정한 자료를 확보 ․분석하여야 할 것이나 남 ․북한 계의 특성상 이러한 자료의 획득은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진은 방문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패시 샘 러(passive sampler)를 이용하여 측

 1) 안내원의 설명에 의하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굴뚝이라고 하는데 높이에 한 구체 인 자료는 구할 

수가 없어 확인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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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평양시 평천구역 내 기오염도 측정 장소(★)

정하 다. 

그 결과 2004년의 6월, 2005년 6월, 2008년 5월  총 10일 동안 평양 시내의 고정지 에서의 

일반 기오염도(ambient air quality)와 도로 이동 에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측정자가 흡입한 

공기의 오염도, 즉 노출 오염도(personal exposure level)를 측정하 다.

측정 상 기오염물질은 이산화질소(NO2), 아황산가스(SO2), 오존(O3)이다. 이산화질소(NO2)

의 경우, 2004년 3일, 2005년 4일, 2008년 3일 총 10일간 측정이 이루어졌고, 아황산가스(SO2)는 

2005년 4일, 2008년 3일 총 7일에 해서 측정이 이루어졌으며, 오존의 경우 2008년 3일 동안만 

측정이 이루어졌다. 아황산가스 측정의 특성상 이동  노출오염도 측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정 장소에의 일반 기오염도 측정만 이루어졌다.

측정은 평양 시내 심지에 있는 고층빌딩의 32층과 35층에서 이루어졌는데 2004년도에는 두 

지 , 2005년도에는 세 지 , 2008년도에는 네 지 에서 측정하 다. 이들 측정지 은 고도가 높

은 계로 지상에서 보다 다소 낮게 측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주 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할만한 

지형지물이  없어서 충분히 평양시내의 기 오염도를 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2005년도에는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 서울시의 기오염농도와 비교하기 하여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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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측정과 동일한 조건과 날짜에 서울시에서도 측정을 하 다. 

서울시 기오염도 측정은 고층 건물 두 곳2)을 선택하여 평양시와 유사한 높이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이산화질소(NO2)와 아황산가스(SO2)를 측정하여 비교하 다.  환경부의 자동측정데

이터와 패시  샘 러 측정결과를 비교하기 하여 악구 측정소에 해당하는 신림 5동사무소 

옥상의 측정지 에서 동일한 날짜에 이산화질소(NO2)와 아황산가스(SO2)의 농도를 측정하 다.

 평양시 도로 이동  노출량 결과와 비교하기 해 서울시내 마을버스 노선 3개를 선택하

여 각각 일 별 이산화질소 농도를 측정하 다. 마을버스를 선택한 이유는 평양시내에 운행 인 

여객 차량이 부분 경유차이며 감장치 등 배출 조건이 열악할 것으로 단되어 서울시 경유 

차량  상 으로 배출조건이 열악한 마을버스가 평양시 차량의 배출조건과 유사할 것으로 

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1>은 평양시 일반 기오염도 측정 장소를 나타내고 있다.

2. 측정  분석 방법

평양시의 이산화질소(NO2), 아황산가스(SO2), 오존(O2) 오염도 측정은 뱃지타입 패시 샘 러

(badge-type passive sampler)를 이용하 고 각각 패시 샘 러 NO2단기간측정용(24hr), 패시 샘

러 SO2 장기간측정용(24hr), 패시 샘 러 O3단기간측정용(24hr)(엔버스(주))을 이용하 다. 이

산화질소와 오존은 약 24시간 별, 아황산가스는 2005년 약 3.1일, 2008년 약 2.7일 노출 후 농도 

분석결과를 이용하 다.

패시 샘 러는 자연 인 기류를 이용하여 확산과 투과라는 물리 인 과정과 반응에 의한 화

학  반응을 이용하여 실내와 실외의 NO2 농도를 측정하는 장치이다(김선규 등, 2006; 용택 

등, 2008).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용 패시 샘 러들은 <그림 2>에 나타낸 것 같이 high density 

polyethylene(HDPE)으로 만든 겉뚜껑(end cap, 54.7×54.7×18.0mm), 몸통(sampler body, 내경: 36.0 

mm), 확산조 용 뚜껑(diffusion barrier, 내경 33.4mm)과 polyethylene(PE)으로 만든 링(flat ring과 

spacer ring, 내경 28.0mm), O-ring, 다공성 소수성막(semi-permeable membrane)과 흡수여지

(collection filter, 직경: 26.0mm, 두께: 0.22mm)로 구성되어 있어 매우 가볍고(약 29g) 다루기 쉬

운 재질로 구성되어 있다(김선규 등, 2006). 

패시 샘 러는 작고 가벼워 휴 하기 편리할 뿐만 아니라 정확도도 양호하여(김선규 등, 

2006; 임홍빈 등, 2004) 짧은 방문기간을 이용하여 북한이라는 특수한 지역을 측정하기에 가장 

합하다고 할 수 있다.

분석 방법은 이산화질소와 아황산가스의 경우 비색법(수정 살츠만 법), 아황산가스는 이온크

로마토그래피법이 이용되었고, 오존은 형 도법이 이용되었다.

 2) 한 곳은 서 문구에 치하고 있으며 도로변과 근 한 곳이고 다른 한 곳은 악구에 소재하는 아 트 

옥상으로 상 으로 번화하지 않은 곳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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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날짜 지  1 지  2 지  3 지  4 평균

2004

6월 23일
6월 24일
6월 25일

7.9
7.9
6.7

8.9
7.5
6.5

　

　

　

　

　

　

8.4 
7.7 
6.6 

평균 7.6

2005년

6월 29일
6월 30일
7월 1일
7월 2일

10 
NA
10 
23 

NA
8 
7 

NA

9 
NA
9 
7 

　

　

　

　

9.5 
8.2 
8.7 
14.6 

평균 10.2

2008
5월 7일
5월 8일
5월 9일

11 
LOQ1)

LOD2)

10.1 
LOQ
LOD

11.6 
LOQ
LOD

10.5 
LOQ
LOD

10.7 
-　
-　

1) LOQ: limit of quantification, 2) LOD: limit of detection

<표 3> 평양시 기  이산화질소(NO2) 농도 측정 결과

(단 : ppb)

자료: 김선규 등, 2006.

<그림 2> Schematic diagrams of badge-type nitrogen dioxide passive sampler.

Ⅵ. 평양시 기질 측정 결과

1. 기오염도

(1) 이산화질소(NO2)

평양시 이산화질소의 2004년 평균은 7.6ppb, 2005년 평균은 10.2ppb를 나타내었다. 2008년의 

경우 5월 7일만 10.7ppb를 나타내었고 나머지 이틀은 정량 불가능한 농도를 나타내는 등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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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충정로 천동 신림동 일평균 농도

6월 29일
6월 30일
7월 1일
7월 2일

-
82.8 
84.9 
74.1 

30.9 
39.2 
51.7 
55.3 

39.4 
46.1 
73.1 

-

35.2 
56.0 
69.9 
64.7 

평균 농도 80.6 44.3 52.9 59.2 

<표 4> 서울시 기  이산화질소(NO2) 농도 측정 결과(2005년)
(단 : ppb)

낮은 오염도를 나타내었다. LOD(limit of detection) 3.9ppb와 LOQ(limit of quantification) 8.6ppb를 

용하여 2008년 평균을 구하면 약 7.7ppb 다. 이 결과는 남한의 연평균 기환경기 치(30ppb)

는 물론이고 북한의 기환경기 치  1등 (요양소 기 ) 기 인 15ppb보다도 낮은 값이다.

한편 동일한 기간, 동일한 조건으로 측정한 서울시의 기오염도는 <표 4>와 같다. 세 지 에 

한 4일간의 측정한 농도의 평균값은 59.2ppb이며, 충정로 80.6ppb, 천동 44.3ppb, 신림동 

52.9ppb를 나타내었다. 세 지  모두 4일 평균이 남한의 연평균 기환경기 치인 30ppb를 과

하고 있었으며, 충정로의 경우 일평균 기 치(60ppb)보다도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충정로의 

측정지 은 도로에 인 해 있는 빌딩 옥상에서 측정하 기 때문에 주택가에서 측정한 천동, 

신림동에 비해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2005년 평양시의 이산화질소 농도는 같은 시기, 같은 조건으로 측정된 서울시 이산화질소 농

도의 약 17% 수 으로 기오염도가 서울시에 비해 히 낮음을 알 수 있다.

패시 샘 러를 이용해 측정한 남한의 신림동 측정지 은 악구 기오염 자동측정망이 설

치된 장소인 신림동사무소이다. 본 측정결과를 동일기간(2005년 6월 29일~2005년 7월 1일)의 

악구 자동측정망 측정결과와 비교하 을 때, 본 연구의 측정결과 평균이 52.9ppb임에 반해 자동

측정망 결과는 21.7ppb를 나타내어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 다. 비록 패시 샘 러가 자동측정

망결과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지만 패시 샘 러를 이용한 측정 결과 간에는 

상당히 일 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령 도로변인지 주택지역인지에 따라 그에 부합하

는 농도 값을 나타내고 있다는  등을 고려해 볼 때 상 인 비교 평가 자료로 이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단된다. 

한 김선규 등(2006)이 화학발 법을 이용하는 이산화질소 자동측정기 결과를 참고치로 하여 

패시 샘 러의 정확도를 검사한 결과 두 결과간의 상 계는 0.977이었고, paired t-test결과 유

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패시 샘 러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단된다.

(2) 아황산가스(SO2)

2005년, 2008년 두 해에 걸쳐 측정한 평양시와 서울시 아황산가스 농도는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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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연도 측정장소 농도(ppb) 평균 농도(ppb)

평양

2005
지  1
지  2
지  3

4.1
3.1
6.8

4.7 

2008
지  4
지  5

14.5 
15.6 

15.0 

서울 2005
충정로

신림동

3.9
9.9

6.9

<표 5> 평양시와 서울시 아황산가스 측정 결과

서울(본 연구 측정) 서울시(자동측정망) 비고

악구 3.9 3.8 자동측정지 과 본 연구 측정 지 이 동일

서 문구 9.9 1.4
자동측정지 과 다르며 본 연구 측정지 은 

도로변임

<표 6> 아황산가스의 본 연구 측정과 환경부 자료 비교

(단 : ppb)

2005년 세 지  평균 아황산가스 농도는 4.7ppb이고, 2008년 두 지  평균 아황산가스농도는 

15.0ppb이다. 2005년 평양시 아황산가스 농도는 남한의 연평균기 치(20ppb)는 물론이고 북한의 

가장 엄격한 기 인 특별지역기 치(11.3ppb)보다도 훨씬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동일기간 같은 조건으로 측정한 서울시의 아황산가스의 농도는 충정로의 경우 3.9ppb이고 신

림동은 9.9ppb 다. 두 곳의 평균 아황산가스(SO2) 농도는 6.9ppb이다.

아황산가스 농도의 경우 지 별로 편차가 있긴 하지만 체 으로 평양시와 서울시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황산가스 농도의 측정 결과를  서울시에서 운 하고 있는 자동측정망 자료와 비교해

보았다. 신림동 측정지 은 악구 자동측정소와 같은 장소에 설치한 것으로 <표 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본 연구 측정결과는 3.9ppb이고 자동측정망 측정결과는 3.8ppb로 거의 일치하는 측정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충정로 지 의 측정 결과는 서 문구 자동측정장소와 다른 장소이고 교

통량이 많은 도로변 지 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본 연구 측정 결과(9.9ppb) 서 문구 자동측정망 

결과(1.4ppb)보다 높게 나온 것은 타당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오존(O3)

평양시 오존농도 측정은 2008년도에만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2008년 5월 7

일의 경우 평균 16.6ppb를 나타내었고, 8일과 9일은 모두 정량한계보다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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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1 지  2 지  3 지  4

5월 7일
5월 8일
5월 9일

25.6 
-

LOD2)

12.6 
LOQ1)

LOD

18.2 
LOQ
LOD

10.0 
LOD
LOD

16.6 
-
-

1) LOQ: limit of quantification, 2) LOD: limit of detection

<표 7> 평양시 기  오존 농도 측정 결과(2008년)
(단 : ppb)

<그림 3> 평양시와 서울시의 기오염도 비교

(서울은 동일기간의 27개 자동측정망 자료의 평균임)

LOD(limit of detection) 3.8ppb와 LOQ(limit of quantification) 8.0ppb를 용하여 평균을 내면 약 

8.8ppb이다. 2008년도 5월의 서울시 오존 농도가 평균 28ppb임을 고려해 볼 때 체로 서울보다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평양시에 자동차가 별로 다니지 않기 때문에 오존의 구물질인 이

산화질소, 탄화수소 등의 배출이 은 것을 반 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4) 서울과 평양시 기오염도 비교

평양시 기오염도 측정결과를 서울시 자동측정망 측정 결과와 비교해보았다. 정량한계 이하 

값을 나타낸 경우, 이산화질소는 LOD(limit of detection) 3.9ppb와 LOQ(limit of quantification) 8.6 

ppb를 용하고, 오존은 LOD(limit of detection) 3.8ppb와 LOQ(limit of quantification) 8.0ppb를 

용하 다. <그림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평양시의 이산화질소 농도는 서울시에 비해 히 

낮은 오염도를 나타내었다. 술한 바와 같이 패시 샘 러를 이용하여 측정한 값이 자동측정망 

결과보다 높게 나왔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평양시와 서울시의 농도 차이는 더 클 수도 있다.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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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날짜 측정지 농도 일평균 농도
연도별 

평균농도

2004년

6월 23일 평양
27.5 
56.4*

27.5 

26.16월 24일 평양-백두산 

13.9 
18.7 
19.2 
20.1 
22.2 

18.8 

6월 25일 평양-남포
27.0 
36.8 

31.9 

2005년

6월 29일 평양

33.3 
31.6 
32.2 

32.4 

32.1

6월  30일 평양

63.7 
37.3 
42.3 

47.8 

7월  1일 평양-묘향산

12.4 
30.7 
18.6 

20.6 

7월  2일 평양

33.2 
27.0 
22.8 

27.7 

2008년

5월7일 평양

14.6 
22.9 
22.9 
23.0 

20.8 

20.55월8일 평양-시외

23.2 
21.3 
21.9 
20.3 

21.7 

5월9일 평양-묘향산

28.5 
13.1 
16.2 
18.4 

19.0 

* 유의하지 않은(측정시간이 무 짧음) 데이터로서 평균계산에서 제외됨.

<표 8> 평양시 이동  이산화질소(NO2) 노출량 측정 결과

(단 : ppb)

아황산가스의 경우 2005년에는 서울과 평양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2008년에는 평양의 농도

가 서울보다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평양시의 2005년도 측정지 과 2008년도 측정지 의 

차이를 일부 반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악된다. 즉 2005년에 측정한 지 보다 2008년도 측

정한 지 이 보다 더 공장지 와 가깝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평양시 측정 결과는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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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노선 P1 P2 P3 P4　 일 평균

5월7일
5월8일
5월 9일

평양시내

평양-근교

평양-묘향산

15.1 
12.7 
LOQ

11.2 
9.4 

LOD

22.8 
13.3 
LOQ

-　
-　

LOQ

16.4 
11.8 

-

*P1, P2, P3, P4는 각각 다른 사람을 의미함.
1) LOQ: limit of quantification, 2) LOD: limit of detection

<표 10> 평양시 이동  오존(O3) 노출량 측정결과 

(단 : ppb)

　 노선 1 노선 2 노선 3 일평균　 체평균　

　6월 29일
　6월 30일
　7월 1일
　7월 2일

74.2 
195.0 
142.9
156.6

81.9 
199.2 
158.9
107.6

71.6 
138.8 
108.7
117.8

71.6 
105.2 
106.4 
121.8 

129.4 

* 노선 1, 노선 2, 노선 3은 각각 천동- 등포, 천동-삼각지, 천동-석수 간 운행되는 마을버스 노선임.

<표 9> 서울시 도로 이동  이산화질소(NO2) 노출 측정 결과(2005년)
(단 : ppb)

별 한 건물에서 이루어진 결과이고 서울시는 27개 측정망자료의 평균임을 고려할 때 평양시 측

정결과는 다소 표성이 떨어진다는 을 고려해야 한다.

2. 이동  노출평가

(1) 이산화질소(NO2)

평양시와 근교를 이동하며 측정한 노출평가결과는 <표 8>과 같다. 2004년 평균은 26.1ppb, 

2005년 평균은 32.1ppb, 2008년 평균은 20.5ppb를 나타내었다.

지 별로 보면 2004년 6월의 평양-백두산 간 이동시 노출된 경우가 18.8ppb로 가장 낮았으며, 

청정지역인 백두산이나 묘향산 지역을 방문한 경우에 이산화질소 농도가 보다 낮았다. 이동 

의 측정값이라 자동차 배기가스의 향을 직  받고  오차범 가 크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측정치는 남한의 차도가 아닌 일반 고정지 에서의 측정 결과인 

59.2ppb(<표 4>)와 비교하여도 매우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서울시에 해서도 역시 평양시 측정과 같은 기간, 같은 조건으로 매일 3개의 샘 씩 총 12개

의 측정이 이루어졌다. 측정결과는 <표 9>와 같으며, 체 평균 농도는 129.4ppb로 매우 높게 나

왔다. 서울시에서의 이동  이산화질소 노출농도는 평양시의 약 5배에 이르 다. 이는 서울시

의 교통량이 평양시보다 히 높은 실을 그 로 반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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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존(O3)

평양시 이동  오존 노출량 측정은 2008년도에만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2008년 5월 7일은 평균 16.4ppb, 5월 8일은 11.8ppb를 나타내었고, 9일은 모두 정량한계보다 낮

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2008년도 5월의 서울시 기  오존 농도(평균 28ppb)와 비교해 보아도 

히 낮은 오염도를 나타내었다.

Ⅴ. 결론

기오염의 실태를 악할 수 있는 표 인 지표로는 오염 농도와 배출량을 들 수 있다. 그

런데 지 까지의 북한의 기환경에 한 연구는 주로 배출량 추정에 한 연구로 한정될 수밖

에 없었다. 이는 북한의 기오염도를 측정한 자료가 매우 드문 반면 배출량에 한 악은 에

지 사용량이나 경제성장률 등의 경제지표를 통해 유추해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그러

나 그 결과는 연구자나 연구방법에 따라 달라 올바른 단을 내리기에 곤란하 다. 설령 배출량

이 올바르게 악되었다고 하여도 배출량이 곧바로 오염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기

오염도는 기상조건과 지형  특성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평양시 방문기회를 활용하여 실측을 통한 기오염도 평가를 하 다. 

북한의 표 인 도시로서 인구 도가 가장 높고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평양시를 상으로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오존 농도를 측정함으로서 북한의 도시 기질 평

가를 시도하 다.

평양 시내 심에서 이산화질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2004년 7.6ppb, 2005년 10.2ppb, 2008년 

7.7ppb로 매우 낮은 오염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자동측정망을 이용한 서울시 기  이산화질

소 농도의 약 25% 수 이다. UNEP(2003)의 ｢북한환경보고서 2003｣에 제시된 1998년의 평양의 

농도(약 15ppb)보다도 낮았다.

이동  이산화질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평균 26.2ppb로 남한의 연간 기환경기 치인 60 

ppb보다 훨씬 낮았으며, 2005년에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 서울시의 129.4ppb에 비하면 약 1/5 수

이었다. 북한의 경제활동이 침체되어 있고,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의 수가 은 것을 잘 반

하고 있다고 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김 민 ․김정욱(2008)이 추정한 평양시의 질소산화물 배출

량이 2003년도 기  약 10,081톤으로 서울시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연구결

과와도 일치하는 측정 결과이다.

평양시의 기  아황산가스 농도 측정결과, 2005년 4.7ppb, 2008년 15ppb로 체로 서울시 

아황산가스 농도와 비슷한 수 이었다. 평양시 아황산가스 농도 측정결과는 체 으로 울산을 

제외하고는 남한 주요 도시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도 3일에 한해서만 오존의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약 8.8ppb로 기  오존오염도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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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재 평양시 기오염도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하기 어려운 북한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일 년  극히 일부의 날에만 측정하

다는 것이다. 측정이 주로 6월 말 일부, 5월 며칠에 이루어졌는데 이 시기는 일년  기오염도

가 상 으로 낮은 시기여서 일반 인 기오염도로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둘째, 공간  한계이다. 기오염도를 평가한 곳은 평양시의 한 가운데 치하고 있기는 하지

만 실제 측정이 높이 35층과 32층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 인 측정 치보다 다소 평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한 표성을 가지려면 보다 여러 장소를 측정해야 하나 두 곳만의 측

정결과라는 한계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엄 히 말하자면 5, 6월의 평양시 일부 지역의 기오염도 측정결과라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실측을 통해서 평양시 기오염도 평가를 하 다는데 그 의의

가 있다. 이후 북한과의 학술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 남 ․북이 공동으로 모니터링을 하

는 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스럽겠지만 그 지 못한 조건에서는 본 연구와 같은 측정을 계속 벌

여 나가 자료를 축 할 필요가 있다. 한 미세먼지 등 다른 요 기오염물질에 한 측정으

로 확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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