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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21.5.25(화) 08:00 보도시점 배포 직후 (총 3매)

담당자 케이웨더 예보팀 전화번호 02-360-2244(代)

케이웨더 예보센터                        

4월 서울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시흥1동(금천구) 가장 높아

- 서울시 동별 4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시흥1동, 응암3동, 가리봉동 순으로 높아

- 상위 10곳 중 3곳의 행정동이 금천구에 위치

- 서울시 동별로 같은 시간 최대 103㎍/㎥의 차이를 기록함.

  (16일 17시에는 최고값 보광동(용산구) 117㎍/㎥, 최저값 시흥5동(금천구) 14㎍/㎥)

  ▫ 본격적인 봄철에 접어들며 기류를 따라 국외에서 유입되고, 안정한 이동성 고기압 
내에서 정체하고 축적되는 국내외 대기오염 물질의 영향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도 잦아지고 있다. 

  ▫ 서울시 기준 자치구별로 1곳의 측정소가 운영됨에 따라, 각 자치구의 모든 행정동
이 동일한 측정 데이터로 서비스 되거나, 각 행정동의 근거리에 위치한 측정소 데
이터가 매칭되어 제공되고 있다. 

 
  ▫ 케이웨더(주)에서는 보다 정확한 동별 미세먼지 실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부 

인증 1등급 IoT 측정소 데이터와 기상데이터 등을 활용, 독자적 데이터 보정 알고
리즘 등 AI기술을 적용해 산출하는 동별 미세먼지 실황 데이터를 서비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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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별 미세먼지 실황 데이터를 토대로 4월 1일~30일까지의 서울시 동별 초미세먼지 
농도 분석을 하였다.

  ▫ 4월 서울시 동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시흥1동(금천구)가 25.1㎍/㎥으로 
가장 높았으며, 응암3동(은평구) 21.4㎍/㎥, 가리봉동(구로구) 20.7㎍/㎥ 순 이었다. 
상위 10곳의 행정동 중 금천구에 위치한 행정동이 3곳을 차지했으며, 권역별1)로는 
4곳이 서남권에 위치하고 있었다. 

  ▫ 반대로 동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행정동은 용답동(성동구)으
로 8.4㎍/㎥ 이었으며, 염창동(강서구) 9.4㎍/㎥, 시흥5동(금천구) 11.7㎍/㎥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 10곳의 행정동 중 5곳이 동북권에 위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 초미세먼지 동별 순위 >

 
▫ 시간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4월 21일 23시에 61.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26일 09시는 1.0㎍/㎥으로 가장 낮았다. 

▫ 한편, 4월 16일 17시에는 초미세먼지 농도 최고값이 보광동(용산구) 117.0㎍/㎥,
   최저값 시흥5동(금천구) 14㎍/㎥으로 두 지역의 차이가 103㎍/㎥를 기록하며 
   가장 큰 편차를 기록했다.

1) 도심권(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북권(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동남권(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북권(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남권(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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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시간별 평균 농도 그래프 >

   

  ▫ 케이웨더(주) 예보센터는 동별 미세먼지 실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4월 서울지역 
동별 초미세먼지 농도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1) 4월에는 서풍계열의 기류를 따라 유입되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동쪽보다는 
서쪽에 위치한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 경기남부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양도 많아 이들 지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서남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앞으로도 매월 정기적으로 동별 미세먼지 실황 데이터를 분석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 발생 시, 각 현상에 대한 분석한 데이터를 서비스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