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2019(코로나19 또는 COVID-19)

는 2019년 12월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시작된 것으

로 알려진 감염병으로서 2020년 10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4,000만 명 이상의 감염자와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

생시켰다. 코로나19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인해 사회 전반

에 걸쳐 유례없는 규모의 피해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

식적인 치료제가 없고 재발하는 경우도 있어서 환자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호흡기 관련 감염의 확산은 인간의 사

회활동을 급격하게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와 투자수

요를 감소시켜 세계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박하순, 

2020).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국내에 피해를 준 

최근 사례로는 중동호흡기증후군1)(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or MERS)이 있는데, MERS는 2012년 4월경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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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시민의 일상생활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면서 나타난 도시의 통행량 급감과 대기 질 변화 간의 연관성을 PM10과 PM2.5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강수의 

세정효과와 황사의 영향은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났으나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도로교통량과 PM10 및 PM2.5 농도 

간의 뚜렷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구광역시의 이동자제령으로 일시적으로 급감한 도시의 통행량은 다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PM2.5 농도와 PM2.5/PM10 농도비는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반면에 중국 춘절 기간, 황사 발생

일,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선언과 같은 주요 시기에 대응하여 PM2.5/PM10 농도비의 감소 경향이 

관측되었다.

주요어 : 코로나19, PM10, PM2.5, PM2.5/PM10 농도비, 세정효과

Abstract : This study determined the impact of the rapid decrease in traffic volume caused by a surge 
of Coronavirus disease 2019(COVID-19) cases and a temporary lockdown in Daegu Metropolitan City on 
air quality changes in the early stages of COVID-19 outbreaks, focusing on PM10 and PM2.5 concentrations. 
The influences of rainfall washout effect and Asian dust were clearly observed, but no close link between 
the number of Deagu Metro passengers and the concentrations of PM10 and PM2.5 was found. Although 
the city’s traffic volume steadily increased after the lockdown, PM2.5 levels and PM2.5/PM10 ratio showed 
a decreasing trend. On the other hand, the declining patterns of PM2.5/PM10 ratio in the city were evident 
in response to influential events such as Chinese New Year holidays, occurrences of Asian dust,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COVID-19 pandemic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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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여 2015년에 국내에 확산된 바 

있다. 호흡기 감염병은 사람 간에 직접 접촉하거나 인접거

리에서 비말 등 공기를 통해 전염되는 특징이 있어서 불필

요한 외부 활동을 줄이고 도로교통량을 감소시켜서 사회

경제적 활동을 빠르게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에 대한 MERS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

면, 사람의 이동이 필수적인 통근･통학시간대에는 대중교

통 이용자수가 크게 감소하지 않았던 반면 여가를 보내는 

시간대에는 이용자수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성현곤, 2016). 

2020년 2월에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소재 종교시설과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이 급격하게 일어

난 이후 국내 감염 사례는 국제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고, 코

로나19 감염에 대한 공포와 사회적 통제로 인해 국내 사회

경제적 활동은 급격하게 위축되었다. 봄철에 잦아지는 관

광과 여가활동은 물론 일상에서도 재택근무와 유연근무

제가 확대되면서 대구 지역 주민들의 도시 내 이동은 현격

히 줄어들었다(유철규, 2020; 허중연, 2020). 이뿐만 아니

라 코로나19의 확산이 극심하게 발생하던 시기에는 교통

수단별 수송량이 전년이나 전월에 비해 줄어들었고, 정부 

차원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면서 여가

활동을 위한 주말 이동량과 고속도로의 통행량도 크게 감

소하였다(장동익 등, 2020). 통행량의 변화는 산업활동, 발

전시설 등과 함께 대기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위적 요인이다. PM10과 PM2.5를 포함한 대기 중 부유물질

은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공해물질

이며, 우리나라 대도시 PM10 농도는 세계보건기구 환경기

준치2)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서 최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

야 할 도시환경문제로 고착화하고 있다(Dockery and Pope, 

1994; Kwon et al., 2002; 전병일, 2010; 정종철, 2014). PM10

과 PM2.5는 국내 대기 질 관측소에서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오염물질이며 각각 직경 10㎛, 2.5㎛ 이하의 대기 중 부유

하는 물질(PM or particulate matter)로서 그 시･공간적인 농

도는 자연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도시 산업시설 배출물이

나 차량공해물질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특히 초

미세먼지로 불리는 PM2.5는 질산염, 탄소 성분과 비소, 납, 

수은 등의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스모그 발생의 핵

심적 요인일 뿐만 아니라 대기 잔류 시간이 길고 심각한 호

흡기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높다(Dominici 

et al., 2014; Xu et al., 2017).

우리나라 대기 질의 변화는 황사현상 등 자연적인 요인

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국내에서 발생되거나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공해 물질과 같은 인위적인 요인도 큰 비중을 차

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et al., 2011; Park, 2017a). 

특히 편서풍의 영향을 지배적으로 받는 우리나라의 지리

적 조건으로 인해 인구의 집중도가 높고 산업화가 대규모

로 진행된 중국으로부터의 공해물질 유입은 그 시기와 규

모 면에서 영향력이 크다. 따라서 대기 중 PM10과 PM2.5 농

도 변화는 국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인위적 공해물질의 장

거리 이동과 같은 외부적 요인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

다(Chung and Yoon, 1996; Lee and Hills, 2003). 국내 코로

나19의 급속한 확산에 앞서 중국은 2020년 1월부터 강력

한 주민이동통제3)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로 광범위한 지

역에서 일시적으로 대기 질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기 질 변화에도 불구하고 PM2.5 농도는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or WHO)의 환경기준을 현저

히 넘어서는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지역

에서는 오히려 대기 질 악화가 관측되기도 하였다(Bauwens 

et al., 2020; Chen et al., 2020; He et al., 2020; Le et al., 

2020; Shi and Brasseur, 2020).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의 확산이 급격하게 진행된 대구광역시는 내부적인 일시

적 외출 자제 요청과 외부로부터의 부유물질 유입의 영향

을 동시에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의 급속한 코로나19 확산과 확진자 폭증에 따른 일상 활동

의 일시적 제한으로 발생한 도시교통량 급감 현상과 대기 

질 변화 간의 연관성을 PM10과 PM2.5 농도 중심으로 파악하

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1) 연구 지역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대규모 초기 확산이 발생한 대구

광역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구광역시의 코로나19 확진

자 발생은 2020년 2월 18일 처음 보고된 것을 시작으로 인

근 경상북도 청도군, 경산시와 함께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

다. 대구광역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가 300명을 넘은 2

월 23일에는 전국 확진자수의 54.3%를 차지할 만큼 대구

광역시는 코로나19 감염의 중심이 되었고, 정부는 이날을 

기해 대구 시민과 방문자를 대상으로 2주간의 외출 자제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4) 결국 3월 초순까지 대구광역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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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수는 전국의 75%를 넘길 정도로 절대다

수를 차지하며 대구 시민의 일상생활을 극도로 위축시키

게 되었다(그림 1). 불필요한 외출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 

생필품 구매, 각종 여가활동 등 거의 모든 일상 활동이 직접

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대구광역시의 인간 활동은 타 지역

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의 감염병 

확산 사례는 도로교통량의 감소 현상과 대기 질 변화상을 

비교하여 상호연관성을 파악해 볼 수 있는 특별한 분석 대

상이라 할 수 있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1) PM2.5와 PM10 농도자료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는 20개 대기 

질 관측소 중에서 관측 자료가 90% 이상 연속적으로 확보

된 11개 지점의 PM10과 PM2.5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그림 2, 표 1). 각 항목별 농도 자료는 한국환경공단 에어

코리아 웹사이트(https://airkorea.or.kr/)를 통해 다운로

드 하였으며, 시간대별 PM10 농도 자료는 2001년부터 2020

년 5월까지, PM2.5 농도 자료는 2015년부터 2020년 5월까

지 수집하였다. 매일 수집된 시간대별 자료는 오류나 누락

치를 고려하여 전체 24시간 자료 중 75%(18시간) 이상 관

측된 경우에 한하여 산술 평균하여 일평균 자료를 생성하

였으며, 매월 20일 이상의 일평균 자료가 확보된 경우에 한

하여 월평균 자료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M2.5와 

PM10 개별 농도 외에도 PM2.5/PM10 농도비를 계산하여 분

석하였는데, PM2.5/PM10 농도비는 대기 중 부유하는 물질 중

에서 PM2.5 성분을 구성하는 SO4
2-, NO3

-, NH4
+, 유기탄소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변화하므로, 산업시설배출물이나 도

로교통량의 영향에 의한 공해 물질이 많아질수록 증가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즉, PM10과 PM2.5 농도는 서로 유사한 시계

열적 변화 패턴을 보이지만 대기 부유물질 중 PM2.5가 차지하

그림 1. 전국 대비 대구광역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 변화

(2020/2/1~2020/5/31) 

그림 2. 연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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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율(PM2.5/PM10)은 오염원에 따라 변동하며, PM2.5/PM10 

농도비가 높다는 것은 인위적인 1차 공해 물질과 2차로 생성

된 미세물질의 구성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전병일, 2010; 

김기주 등, 2014; 안지민, 2018; Zhao et al., 2019). 

도시 내 PM10과 PM2.5 농도는 시계열적 변화뿐만 아니라 

국지적 조건에 따라서도 차별성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서로 다른 토지이용에 따른 PM10 및 PM2.5 농도의 변

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 유형별로 대기 질 

관측지점을 구분하여 PM 농도 관측값을 상호 비교할 필요

가 있다(주재희･황인조, 2011; Sun et al., 2016; Park, 2017a, 

2017b; 최태영 등, 2018). 본 연구에서는 11개로 제한된 전체 

대기 질 관측지점을 주거지역, 공업지역, 도로변 등 모두 3개

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PM10과 PM2.5 농도의 평균값을 산출하

였다(표 1).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20년 

2~5월 기간 중 PM 농도를 토지이용별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각 토지이용에 대해 2015~2019년 평균값과 비교하여 코로

나19 확산 이후의 변화상을 파악하였다.

(2) 도시철도, 시내버스, 도로교통량 자료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급격히 감소한 인간 활동이 

대기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량

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직접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도

시 전역에 걸쳐 시계열적으로 연속적인 도로교통량 자료

를 확보하기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대구도시철도공사

(https://www.dtro.or.kr/)에서 제공하는 도시철도 3개 노

선(1호선 29개 역, 2호선 26개 역, 3호선 30개 역)5)의 승하

차 승객수를 대체 자료로 사용하였다. 도시철도 승하차 승

객수는 도시 내의 교통량을 간접적으로 지시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상의 도로교통량이나 대중교통이용량과의 부

분적인 상호 비교를 통해 대체 자료로서의 적절성을 확인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 내 주요 간선도로 일정 지

점에서 정해진 기간에 걸친 도로교통량 조사 자료를 추가

적으로 사용하였다. 도로교통량으로는 대구광역시 내 20

개 간선도로 지점에서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까지 12시간 

동안 조사한 교통량을 사용하였다. 각 간선도로별로 도로 

양방향 교통량을 합산하여 연도별로 집계된 조사 결과를 

도시철도 승하차 승객수와 비교하였다. 코로나19의 영향

으로 인한 인간 이동량의 감소가 통행 수단별로 일관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20년 2~5월 기간 동안의 

일별 도시철도 승하차 승객수와 대구광역시에서 제공하

는 시내버스 이용객수6) 자료를 함께 비교하였다. 대구광

역시 도시철도 1~3호선의 일별 승하차 승객수 자료와 대구

광역시 시내버스 이용객수 자료는 모두 2015~2020년 기간

에 걸쳐 수집하였고, 도시 간선도로의 통행량 자료 역시 동

일한 기간에 걸쳐 수집하였다. 

(3) 기상 조건의 영향

PM10과 PM2.5 농도는 다양한 기상 조건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데, 특히 우리나라 봄철에 해당하는 3~5월에는 황사

현상, 강수, 바람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Park, 

2017a, 2018). 코로나19의 영향이 집중된 2020년 2~5월 기

간 동안 황사, 일강수량, 일평균풍속, 일최대풍속, 일최대

순간풍속 등 기상 조건과 PM2.5 및 PM10 농도 변화 간의 상

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 

data.kma.go.kr/)에서 제공하는 대구광역시 종관기상관측 

자료를 각 요소에 대해 일별로 수집하여 시계열 분석하였다. 

표 1. 대구광역시 대기 질 관측소

관측소명 구분 토지이용 주소 관측시작연도

노원동

대명동

만촌동

서호동

수창동

신암동

이현동

지산동

태전동

평리동

호림동

도시대기

도시대기

도시대기

도시대기

도시대기

도시대기

도시대기

도시대기

도시대기

도로변대기

도시대기

공업지역

주거지역

주거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주거지역

도로변

공업지역

대구 북구 노원동 3가 262번지(삼영초등학교)

대구 남구 대명동 3050(성명초등학교)

대구 수성구 만촌2동 934(동원초등학교)

대구 동구 서호동 25-1(반야월등학교)

대구 중구 수창동 73(수창초등학교)

대구 동구 신암동 72-1(신암5동 주민센터)

대구 서구 이현동 48-60(중리초등학교)

대구 수성구 지산동 761-11(한국환경공단)

대구 북구 태전동 1076-5(태암초등학교)

대구 서구 평리3동 730-1(대평중학교)

대구 달서구 호림동 12(대구기계부품연구원)

1989

1981

1995

2001

1999

1998

1994

1999

2003

199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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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논의

1) PM 농도의 시･공간적 변화

2000년대 이후로 대구광역시 평균 PM10 농도는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대 초반(65.9㎍/m3, 

2001~2005년)과 비교했을 때, 최근 5년간(2015~2019년) 

평균 농도(43.3㎍/m3)는 약 34.3% 감소폭을 나타냈다. 이

러한 관측 결과는 PM10 저감을 위한 공해 물질 배출 억제정

책, PM10 계절관리제7) 등 대기 질 개선 노력의 영향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연도별로 집계된 대구광역시 주요 간선도로 

교통량은 도시철도 승하차 승객수와 비교적 높은 상관관

계(r=0.571)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 승객수로 추

론할 수 있는 도로교통량의 꾸준한 증가 추세 하에서 PM10 

및 PM2.5 농도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은 도로교통량을 대기 

중 PM2.5와 PM10 농도 변화에 대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그림 3). 최근의 PM10 

농도의 계절적 패턴은 과거와 다소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

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의 계절별 평균 농도는 봄>겨

울>가을>여름 순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5년간(2015~2019

년) 관측 자료에 따르면, 봄철보다 겨울철 농도가 더 높은 결

과를 보였다(겨울(51.0㎍/m3)>봄(48.6㎍/m3)>가을(38.8㎍

/m3)>여름(34.8㎍/m3)). PM2.5 농도 역시 PM10과 동일한 계

절적 패턴을 보였다. 2015년 이후 관측 자료의 계절별 평균 

농도는 겨울(31.6㎍/m3)>봄(25.4㎍/m3)>가을(21.9㎍/m3)> 

여름(19.8㎍/m3)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역, 공업지역, 

도로변으로 구분된 토지이용별로도 차이 없이 계절적 농

도 순위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만 봄철과 겨울철 간의 관

측 농도 순위 차이는 분석 대상으로 삼는 시기에 따라 토지

이용별로 상이하게 산출된다(도화석 등, 2014). 대구광역

시 겨울철 강수량(65.0mm)은 봄철 강수량(204.3mm)의 

32%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겨울철의 적은 강수량으로 

인한 세정효과가 미미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PM10과 PM2.5 

농도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 기간 

중 월평균 강수량은 PM10과 PM2.5 월평균 농도와 매우 강한 

상관관계(각각 r=0.935, r=0.934)를 나타냈다. 

연구 기간 중 PM2.5/PM10 농도비를 산출한 결과 계절별로 

0.53~0.59 범위에 분포하였다. 월평균 PM10과 PM2.5 농도

는 서로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r=0.906) 보이며 계절적 농

도 패턴도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PM2.5/PM10 농도비는 겨

울(0.59)>여름(0.57)>가을(0.54)>봄(0.53)의 순으로 개별 

농도의 계절적 순위와는 상이하게 조사되었다. PM2.5/PM10 

농도비의 계절적 추이는 지역적으로 일반적 패턴을 따르

기보다는 조사 대상 지역의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다. 예를 들어 도시화와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중

국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산업 배출물과 난방의 영향으로 

겨울철 농도가 지배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봄철과 함께 

PM10 농도가 높게 관측되는 겨울철은 일반적으로 대기의 

안정도가 높아 PM2.5 농도의 축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Xu et al., 2017; Zhao et al., 2019). Lee et al.(2011)은 

계절적 기상 조건을 고려하여 서울 지역 고농도 PM10에 영

향을 주는 오염원에 관한 분석에서, 대기 중 PM10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위적 오염원 중 약 69.3% 가량이 외부 오

염원임을 보고하였다. 특히, 내부 요인에 비해 외부 요인

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는 계절은 겨울철로 조사되었고, 중

국 내륙 공업지역과 고비 사막지역 등이 주된 외부 오염원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정 지역의 PM 농도의 변화는 기

상 조건뿐만 아니라 내부와 외부적 오염원의 지리적 분포

와 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 등 영향 요인과의 관계가 중요

하다(Zhu et al., 2012; Wang et al., 2015; Zhang et al., 2017). 

인공위성 기반의 대기 질 연구에 따르면 중국 동부지역의 

에어로졸 농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관측되는데, 이것은 해

당 지역의 산업화와 바이오매스 연소활동 등으로 인해 인

위적인 오염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i et al., 

2007; 이권호, 2012). 이러한 오염원의 PM2.5/PM10 농도비 

특징과 관련하여 최근 중국 전역의 대기 질을 경제권역별

로 분석한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중국 전체로 볼 

때 북서지역에서 남동지역 방향으로 PM2.5/PM10 농도비가 

증가하였고 계절적으로는 예외 없이 겨울철에 가장 높았
그림 3. 대구광역시 도시철도 승하차 승객수와 PM10 및 PM2.5

월평균 농도 변화(가는 점선은 추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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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 질에 미치는 영향이 상

대적으로 큰 동부해안지역의 경우, 황사의 영향으로 조립

질 분진의 비율이 높아지는 봄철에 PM2.5/PM10 농도비는 최

소치를 나타냈다. 여름철에는 바이오매스 연소로 인해 가

을철에 비해 상대적으로 PM2.5/PM10 농도비가 높았다. 결

과적으로 중국 동부해안지역의 PM2.5/PM10 농도비는 계절

적으로 대구광역시에서의 관측 결과인 겨울>여름>가을>

봄의 순서와 일치하여 외부요인의 영향을 지시하는 단서

로 볼 수 있다. 계절적 평균 PM2.5/PM10 농도비는 0.56으로 

보고되었는데, 이 또한 대구광역시 관측값 범위(0.53~ 

0.59)와 매우 근사한 값이다(Zhao et al., 2019). 

토지이용별로 PM 농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도로

변 농도 수준이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

다. 시계열적으로는 공업지역 PM10 농도를 제외하고는 모

두 2~5월 기간 동안 월별 PM 농도가 감소하는 추세가 뚜렷

하게 나타났다. 도시 전체의 평균적인 변화 추세와 달리 공

업지역에서 PM10 농도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된 것은 업무 속

성상 원격 근무나 재택근무 등 사업장의 탄력적 운영이나 공

장 가동의 중단이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로나19의 영

향이 적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토지이용별 

PM10 농도의 월별 차이는 크지 않은 반면 PM2.5 농도의 변화 

폭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그림 4-a와 b). 결과적으로 

PM2.5/PM10 농도비 역시 모든 토지이용별로 유사한 감소 패

턴을 보였다. 특히, 2~4월에 걸친 3개월 기간 동안에는 도로

변(0.72, 0.60, 0.53)>공업지역(0.69, 0.56, 0.49)>주거지역

(0.66, 0.54, 0.48)의 농도 순위를 유지하며 농도비 감소 추세

가 유지되었다. 2~5월 기간 중 PM 농도를 최근 5년

(2015~2019) 평균에 대비하여 분석한 결과, PM10 농도는 

72.2~88.2% 범위에서, PM2.5 농도는 70.6~94.2% 범위에서 

변동하였고, 변화 추세에 있어 토지이용 간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다. 최근 5년 월평균 농도 분포로 보면, 2-3월은 4-5월

에 비해 PM10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2020년의 경우에는 

2-5월 중 월별 변화가 미미하여 결과적으로 최근 5년 평균 대

비 PM10 농도비는 2-3월에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PM2.5 농도의 경우에도 최근 5년 평균값은 2-3월에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났지만, 2020년 관측값은 2월부터 꾸준히 감소

한 결과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농도비는 전반적으로 감소 경

향을 나타냈다. 다만, 최근 5년 평균농도에 비해 2020년 3월 

농도는 다른 달에 상대적인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월평

균 도시철도 승객수가 3월에 최저치를 보인 것과 연관 지을 

수도 있으나,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 비해 도로변 농도 

감소폭이 작았고 도로교통량이 다시 증가한 2020년 4-5월 

기간 동안 PM2.5 농도는 이에 상응한 변화를 보이지 않아 상

호관련성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4-c). 

2) 도로교통량의 영향

대구광역시 도시철도 승하차 승객수와 시내버스 이용객

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보고된 2월 18일 이후로 빠

르게 감소하여 외출 자제령이 내려진 2월 23일 최저를 기

록하였다.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수는 급증하는 추세를 보

였지만 도시철도 승하차 승객수와 시내버스 이용객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그림 5). PM10과 PM2.5 농도 비교에서 

나타난 차이점은,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2월 이

후 PM10 농도는 5월까지 증감을 보이며 일정한 경향을 보

이지 않았던 반면 PM2.5 농도는 4월까지 감소하다가 5월에

는 감소 경향이 이어지지 않았다. 도시철도 승하차 승객수

는 2월 하순~3월 초순에 최저를 기록하고 이후에는 다시 

증가세를 보였지만 PM 농도는 대조적인 변화 경향을 나타

냈다(그림 6). 따라서 도시철도 또는 시내버스 이용객수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도로교통량과 PM10 및 PM2.5 농도 간의 

밀접한 연관성은 찾기 어렵다. 

그림 4. 토지이용별 PM10(a), PM2.5(b) 농도 변화 추이(2020)와 최근 5년간(2015-2019) 평균 대비 2020년 도시철도 승객수, 

PM2.5, PM10 농도의 비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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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에 걸쳐 전반적으로 높게 유지된 PM2.5/ 

PM10 농도비는 오히려 외부적인 요인과 시계열적으로 연

관 지을 수 있다. 계절적으로 한겨울에 해당하는 1~2월은 

중국 전역에 걸쳐 난방 활동, 강수량 감소, 대기안정도 증

가 등의 요인으로 PM2.5/PM10 농도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유

지된다(Zhao et al., 2019). 그림 7에 나타난 대로 대구광역

시의 PM2.5/PM10 농도비는 1~2월 동안 전반적으로 높게 유

지되었다. 다만, 1월 마지막 주와 2월 22~23일을 포함한 두 

시기에 급감 현상을 보였다. 이것은 각각 중국 춘절 연휴 

시기와 황사 현상(2월 22일) 및 외출 자제령(2월 23일)이 

내려진 시기와 연관된 현상으로 판단된다. 또 외출 자제령 

발령 직후 대구시의 PM2.5/PM10 농도비가 3월 초순까지 증

가 경향을 나타낸 것은 2월 22일 이후 대구 시민의 외출 활

동이 현저히 줄어든 점을 감안할 때 도로교통량에 의한 결

과로 보기 어렵다. 시내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인 신천대로

의 2월 넷째 주 도로교통량은 전년 대비 약 75%로 떨어진 

이후 서서히 증가하여 3월 넷째 주에는 89%로 집계되었다. 

대구도시철도와 시내버스 이용객수 역시 이러한 도로교

통량과 유사한 변화 추세를 보였는데, 도로교통량에 비해 

감소폭이 더욱 크게 조사되었다(김정화 등, 2020).8) 대구

도시철도 승하차 승객수 통계에 따르면, 외출 자제령이 발

령된 2월 23일 평균 승하차 승객수가 일주일 전 승객수의 

21.4%로 감소하였고, 이것은 2019년 같은 날 평균 이용객

수에 비교하면 불과 13.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도시철

도 이용객수는 외출 자제령 발령 직후인 2월 24일부터 서

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5월 31일에는 2019년 같은 날 대

비 35.6%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도로교통

량의 회복 추세에 따른 PM2.5와 PM10 농도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PM2.5/PM10 농도비에 있어서도 뚜렷한 증가 또

는 감소 경향이 관측되지 않았다. 

2월 마지막 주 이후로 다시 도로교통량과 경제 활동의 증

가 추세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3월 중순부터 PM2.5/ 

PM10 농도비가 크게 하락한 현상 역시 도시의 내부적 요인

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특히, 2~5월 기간에 관측

된 최근 5년 일평균 PM2.5/PM10 농도비 변화 경향은 2020년 

관측값과 큰 차이를 보였다. 즉, 최근 5년 평균 PM2.5/PM10 

농도비는 시계열적으로 비교적 완만한 변화를 보인 반면, 

2020년 관측값은 3월부터 그 이전과 크게 구별되는 변화상

을 보였다. 그림 7에 나타나 있듯이, PM10에 대한 PM2.5 농

도비가 급락한 3월 11일은 WHO의 코로나19 팬데믹9) 

(pandemic, 세계적 대유행) 선언이 있었던 날이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이동 통제가 

강력하게 시행된 기간 중(2020년 2월 10일~3월 14일) 중국

의 평균 PM2.5 농도는 통제 기간 이전 시기(2020년 1월 5~20

일)에 비해 18.9㎍/m3 감소하였다(Chen et al., 2020). 이와 

유사한 대기 질 변화상은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인도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대규모로 일어난 대다수 유럽과 

그림 5.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 도시철도 승하차 승객수 및 

시내버스 이용객수(*단위:10명) 변화 추이(2020)

그림 6. 주별 평균 PM2.5 및 PM10 농도와 도시철도 승하차 

승객수 비교(2020)

그림 7. 대구광역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와 2020년 및 

2015~2019년 평균 PM2.5/PM10 농도비 변화

(점선은 7일 이동 평균값)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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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일관되게 관측되었다(Duncombe, 

2020; ESA, 2020a, 2020b; Mahato et al., 2020). 미국에서 수

행된 분석 결과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 활동이 제

약된 기간(3월 13일~4월 21일)의 PM2.5 농도가 2015~ 2019

년 같은 기간 평균에 비해 11.3% 감소했음을 보여주었다

(Berman and Ebisu, 2020). 

인간 활동 제한에 따른 대기 질 변화는 인공위성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는데, 유럽항공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 or ESA)이 운영하는 Sentinel-5P 관측 자료에 따르

면,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시작된 이후 중국 정부의 강력한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 제

한으로 대기 공해 물질의 농도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ESA는 위성 자료와 대기 시뮬레이션 모델을 기초로 중국

의 많은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PM10 양이 20~30% 감소한 것

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관측 결과는 중국의 광범위한 이

동 통제령으로 인해 대규모 발전시설, 산업시설, 차량통행

으로부터 배출되는 공해 물질의 양이 중국 춘절 기간과 맞

물려 급속하게 적어진 데에 따른 것이다(Tan et al., 2009; 

Feng et al., 2012; Dacey, 2020; Shi and Brasseur, 2020). 

ESA Sentinel-5P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

해 내려진 이동자제령 이후 서울과 대구에서 관측된 이산

화질소(NO2) 농도 역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43(±7)%, 24(±10)%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Bauwens 

et al., 2020). 결과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통행 및 

경제활동의 제한과 함께 봄철 황사현상으로 인한 영향이 

대구광역시 대기 질에 반영되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3) 기상 조건의 영향

PM10 농도의 시계열자료는 연중 일정한 증감 패턴을 전

형적으로 나타낸다. 즉, PM2.5와 PM10 농도는 겨울철에서 

이듬해 봄철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여름철에 

최저값을 보이며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다시 증가하는 패턴

이 반복된다. 대구광역시 PM10(r=-0.638, p<0.01)과 

PM2.5(r=-0.679, p<0.01)의 월평균농도는 강수에 의한 세정

효과를 잘 반영하여 월강수량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

다. PM2.5와 PM10 농도의 월별 변화 양상은 서로 유사하게 나

타났지만 대기로 유입하는 PM2.5와 PM10의 상대적인 양의 

차이와 강수의 영향으로 PM2.5/PM10 농도비는 개별 PM2.5 또

는 PM10의 계절변화 패턴과는 다르게 분석되었다. 즉, 

PM2.5/PM10 농도비는 상대적으로 PM2.5 비중이 증가하는 겨

울철에 가장 높았고 황사 유입의 비율이 높은 봄철에 가장 

낮게 관측되었다. 2020년 2월 대기 중 PM2.5/PM10 농도비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던 반면 3~5월에 걸쳐 크게 

낮아졌다(그림 8). 이러한 변화폭은 최근 5년 평균값과 비

교할 때 큰 차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최근 5년 평균 2월

과 3월 간 PM2.5/PM10 농도비 차이는 0.2%에 불과했지만, 

2020년 2월에 비해 3월은 18.5% 급락하였다. 2020년 2월 대

비 3~5월의 PM2.5/PM10 농도비 하락은 토지이용별로도 유

사한 양상으로 나타났다(표 2). 3월 이후 PM2.5/PM10 농도비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부적 요인으로는 강수 요인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강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오염물질

에 대한 세정효과의 영향도 커지므로, 대기 중 PM 농도는 

낮아진다. 특히, PM10은 PM2.5에 비해 세정효과의 영향을 

표 2. 토지이용별 월평균 PM2.5/PM10 농도비 비교

Land use

Month

Residential Industrial Roadside Overall

2015~2019 2020 2015~2019 2020 2015~2019 2020 2015~2019 2020

FEB

MAR

APR

MAY

0.57

0.57

0.48

0.50

0.66

0.54

0.48

0.54

0.58

0.58

0.50

0.53

0.69

0.56

0.49

0.53

0.58

0.58

0.53

0.52

0.72

0.60

0.53

0.53

0.58

0.57

0.49

0.52

0.68

0.55

0.50

0.54

그림 8. 토지이용별 PM2.5/PM10 농도비의 월별 변화(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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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민감하게 받기 때문에 강수량이 적은 겨울철에는 

PM2.5/PM10 농도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10) 기상 조건

의 영향을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일별 강수량, 황

사 발생, PM 농도를 비교하였다. 2020년 2~5월 동안 일강수

량 0.5mm 이상을 기록한 경우는 모두 26일로 파악되었다. 

각 강수일에 관측된 PM10과 PM2.5 농도가 직전일 농도보다 

감소한 날은 각각 18일(69.2%), 17일(65.4%)로 조사되었

고, 강수일의 평균 농도는 전일 대비 각각 15.8㎍/m3, 7.0㎍

/m3 감소하였다(그림 9). 2020년 2~5월간 월강수량은 

24.5~40.2mm 범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여 강수에 의

한 세정효과의 월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고 보기 힘들다. 

황사의 영향은 PM2.5에 비해 PM10 농도 변화에서 더 명확

하게 나타났다. 조립 물질인 황사의 특성상 그 영향이 

PM2.5 농도에는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PM2.5/PM10 농도비로 표현하면 황사의 영향이 잘 드러난

다. 2020년 2~5월 기간 중 황사의 영향이 보고된 날은 모두 

4일인데, PM10 농도가 급증한 결과로 PM2.5/PM10 농도비는 

2월 22일, 3월 20일, 4월 22일, 5월 14일 등 황사 발생일에 

급격하게 감소하였다(그림 7). PM2.5/PM10 농도비와 관련

된 황사현상의 영향은 대구 지역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나

타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입자 크기가 큰 PM10의 유입이 

PM2.5/PM10 농도비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된다

(도화석 등, 2014). 2월 23일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

로 인해 대구 시민의 외출 자제령이 내려졌고, PM2.5/PM10 

농도비는 일시적으로 매우 낮게 유지되었다. 그러나 인위

적인 공해 물질의 대기 중 유입을 지시할 수 있는 PM2.5/ 

PM10 농도비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3월 초순까지 점차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중국 일

부 지역의 봉쇄조치가 내려진 기간 동안에 관측된 중국 중

부와 남부지역의 PM2.5 농도는 크게 감소한 반면, 북부지역

의 농도는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한 결과도 보고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지역적인 발전시설, 정유시설 배출물과 높은 

습도, 정체된 대기조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

로 분석되었다(Le et al., 2020). PM2.5 및 PM10 월평균농도

와 일평균농도에 대한 최대풍속, 최대순간풍속, 평균풍속 

등 바람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4. 결론

본 연구는 2020년 2월에 시작된 유례없는 감염병의 확산

으로 도시 기능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대구광역시의 사례

를 통해 급격한 인간 이동의 감소 현상과 단기간에 걸친 대

기 질 변화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대구 시민의 외부 활동

은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이용객수 

자료의 시계열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대

구의 도로교통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2020

년 2월 18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수일 만에 

신규 확진자수가 폭증하자 정부는 2월 23일 대구광역시에 

외출 자제를 요청하였고, 이와 함께 2월 넷째 주 도시철도 

승객수는 같은 기간 전년 대비 23.7% 수준으로 급감하였

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고착화한 PM10과 PM2.5의 대기 중 

농도는 발전 시설, 공업 시설, 차량통행 등 인위적인 오염

원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코로

나19로 인한 인간 활동의 일시적인 중단 현상은 대구광역

시 대기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최근 5년간(2015~2019) 관측 자료에 따르면, 대구광역

시 PM10 농도는 계절적으로 겨울>봄>가을>여름(계절평균 

34.8~51.0㎍/m3 범위)의 순으로 나타났다. PM2.5 농도의 

계절적 변화도 19.8~31.6㎍/m3 범위에서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었고, 시계열변화 상으로도 월평균 PM2.5와 PM10 농

도는 서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2~5월 간 비교

적 고른 강수량 조건을 감안했을 때, PM2.5/PM10 농도비가 

최근 5년 평균값과 차이를 보이며 3월 이후 큰 폭으로 감소

한 점은 강수로 인한 세정효과의 월별 영향이 차별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기 힘든 결과로 판단된다. PM2.5/PM10 농도

비는 계절별로 0.53~0.59 범위에 분포하였으며, PM2.5의 

상대적인 비중은 겨울>여름>가을>봄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9. PM2.5 및 PM10의 일평균농도와 일강수량(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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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중국 동부해안지역에서 관측된 평균 농도

비뿐만 아니라 계절적 농도 순위와도 잘 부합하는 것으로

서 국내 대기 질에 미치는 외부요인의 영향이 반영되었음

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외부 요인 중 하나인 황사의 영향은 

PM2.5에 비해 PM10 농도 변화에서 더 명확하게 나타났고, 

그 결과로 PM2.5/PM10 농도비는 2~5월중 모든 황사 발생일

에 크게 감소하였다. 

대기 질에 미치는 도시 내부적 요인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공업지역, 주거지역, 도로변 등 3개 토지이용으로 구

분하여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이 컸던 2020년 2~5월 기간 

중 PM 농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도로변>공업지역>주거지

역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4개월간 관측된 PM 농도와 

PM2.5/PM10 농도비 변화 추이는 토지이용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에 대해 PM 농도를 최근 5

년(2015~2019) 평균에 대비하여 분석한 결과, PM10 농도는 

72.2~88.2% 범위에서, PM2.5 농도는 70.6~94.2% 범위에서 

변동하였고, 변화 추세에 있어 토지이용 간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다. 이러한 PM 농도의 감소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최근 5년 평균 대비 30.7%로 급감한 도시철도 승객수 

감소에 비해 비교적 크지 않았고, 이를 통해 추정되는 도로

교통량의 월 변화 패턴과도 상이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월

별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이용객수는 3월에 최저를 기록하

고 4월부터는 다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PM2.5 농도

나 PM2.5/PM10 농도비는 오히려 대조적인 변화 경향을 나타

냈다. 코로나19의 확산 기간인 2~5월 기간에 걸쳐 대구광

역시 PM10 농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PM2.5 농도는 

4월까지 감소추세를 나타냈다.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객수

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도로교통량과 PM2.5 및 PM10 농도 

간의 밀접한 연관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정부의 외출 자제

령으로 대구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일시적으로 위

축된 이후에 교통량과 경제활동은 다시 회복세를 보였음

에도 불구하고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

행을 선언한 3월 중순부터 PM2.5/PM10 농도비가 급격하게 

하락한 현상 역시 도시 내부적 요인과 대기 질 간의 연관관

계를 설명하기 어렵게 하였다. 대구광역시의 내부적 요인

과는 대조적으로 외부적 요인, 즉 중국의 춘제 연휴, 황사

현상, 중국 내 이동통제로 인한 대기 질 변화 등과 같은 설

명 요인들은 대구광역시의 PM2.5/PM10 농도비의 시계열변

화와 비교적 잘 부합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

구광역시의 대기 질은 장기적인 공해물질 저감정책의 효

과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공해배출물 감소와 같은 

내부적 원인 외에도 외부로부터의 국제적인 공해 물질 유

입량 감소 현상과 연관된 결과로 추정된다. 

대구광역시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일상생활의 일시적 중단 

사례는 대기 질 변화 분석에 있어 앞으로 재현되기 힘든 ‘통제 

조건’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

회･경제적 변화는 의도하지 않았던 현상이지만 대기 질에 

대한 도로교통량, 기상 및 지리적 조건, 환경정책 등과 같은 

주요 변수의 영향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어떻게 다양하게 

발현되는지를 파악하게 하여 앞으로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보다 더 효과적인 오염원 규제책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을 

줄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도시 내에 분포한 대

기 질 관측 지점 수의 한계뿐만 아니라 자료 분석 기간 중 개

입할 수 있는 기상 조건 변화, 정량적으로 정확하고 연속적

인 도로교통량 조사 자료의 미비, 토지이용의 유형과 국지

적 오염물질의 배출원 요인 등으로 인해 대기 질에 미치는 

‘코로나19의 영향’을 엄밀하게 탐지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

계가 존재한다. 더욱이 도로교통량이나 대중교통 이용객

수의 시계열적 변화 특성은 국지적으로 상이하여 도시 전

체를 대상으로 일반화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따라서 도로

교통량 외에도 산업시설과 같은 점오염원, 농업지역이나 

주거지역과 같이 면오염원으로부터의 영향이 복잡하게 작

용하는 대기 질 변화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도시 내부의 대

기 질에 미치는 인간 활동의 차별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서 앞으로 세밀한 수준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주

 1) 국내 MERS 첫 감염자는 2015년 5월에 발생하였다. 최종적

으로 집계된 누적 확진자수는 186명이며, 이 중 38명이 사망

하였다. 2018년 9월에 국내 MERS 환자가 다시 발생하였으나 

추가 확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세계보건기구의 PM10 및 PM2.5의 일평균 환경기준치는 각각 

50㎍/m3와 25㎍/m3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치는 

각각 100㎍/m3와 35㎍/m3이다. 

 3) 중국 정부가 일시적으로 개인 및 경제활동을 통제한 결과로 

대기 질 개선이 이루어진 사례로는 2008년 북경올림픽과 

2014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or APEC) 북경 정상회담이 있다. 이 두 차례 행사 

기간 중 약 40~60% 수준의 대기 질 개선이 이루어졌다(Volland, 

2008; Huang et al., 2015; Le et al., 2020).

 4) 이동자제령 발령 이틀 후인 2월 25일에는 누적 확진자수 500

명을, 2월 27일에는 1,000명을 넘어서면서 가파른 감염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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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였다. 4월에 접어들어 확산 속도는 줄어들었고, 2020년 

9월 14일 이후로는 하루 10명 미만의 확진자수를 유지하고 

있다(2020년 10월 1일 현재).

 5) 분석에 포함된 노선별 도시철도역의 수는 분석 기간 중 이용

객수가 공통적으로 파악된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다.

 6) 2015~2017년 기간 자료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 그 이후 자료는 대구광역시 버스

운영과로부터 각각 수집하였다. 

 7) 대기 중 PM10 농도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2019년 11월부터 시

행하는 정책으로 PM10 농도가 증가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

월까지 4개월간 적용된다. 각종 사업장의 PM10 불법 배출 단

속,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 등이 포함된다. 

 8) 2020년 2월 넷째 주 조사된 법인택시 통행량 역시 전년 대비 

58.4%로 감소하였다. 또, 2020년 1~4월 기간 중 대구광역시에

서 Car-sharing 시스템 쏘카의 이용건수는 전년 대비 63.9%에 

머물렀으며, 특히 3~4월의 이용건수는 46.1%로 급감하였다. 

 9) 세계보건기구는 전염병의 위험성에 따라 발령하는 경보를 

모두 6단계로 구분한다. 이 중 최고 단계를 ‘팬데믹(pandemic)’ 

또는 ‘세계적 대유행’으로 부르며, 전염의 확산이 국가와 대

륙을 넘어 심각 상태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10) 2015~2019년 기간 동안 PM 농도 변화에 미치는 월강수량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강수량 10mm 증가에 따라 PM10와 PM2.5 

농도는 각각 –0.84㎍/m3, -0.53㎍/m3 비율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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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사용된 대기 질 및 기상 자료와 대중교통 자료

의 수집, 확인, 분석 과정에 도움을 준 부산대학교 교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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