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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ptical characteristics of aerosols in Seoul are investigated from the measurements of sky radiance by Skyradiometer 
at Yonsei University from December 2005 to November 2006. Aerosol optical depth (AOD) shows a maximum in June 
due to weak ventilation and particle growth by aging process and hygroscopic effect. Single scattering albedo (SSA) 
and Angstrom Exponent (AE) show the lowest value in spring due to the Asian dust. It is clear that coarse mode is dominant 
in spring and fine mode is dominant in summer from the volume size distribution measured in this study. The explanations 
on the changes of aerosol loadings are provided through the correlation between AOD and AE, while the pattern of wave-
length dependency related to particle size is shown through the correlation between SSA and AE. Backward trajectory 
analysis by HYSPLIT provides information about origin of aerosol, which allows us to classify the case according to 
the source region and the path distance. Although the direction of backward trajectory traces back mostly to west, coarse 
mode particle is dominant in the case of long pathway and fine mode particle is dominant in the case of short pathway. 
This discrepancy is caused by the regional difference of emitted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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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동아시아 지역은 연중 자연적, 그리고 인위적 에어

러솔의 발생으로 대기환경 및 기후에 많은 영향을 미

치고 있어, 전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

한 대기 중의 에어러솔은 기후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어러솔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게 지표로 입사되는 태양복사에너

지를 흡수, 반사, 산란하는 직접적인 효과 (Charlson et 
al., 1992)와 구름 응결핵으로 작용하여 구름의 발생 

빈도 및 지속시간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인 효과 

(Rosenfeld, 2000)로 나뉘어 진다. 이러한 에어러솔에 

의한 복사 강제력의 변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불확실성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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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e.g. IPCC, 2007). 특히 최근 도심지역이 점

차 확장되면서 주변지역을 포괄하는 광역화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의 특성을 지니는 

곳이 증가하면서 대도시에서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배출

되는 에어러솔이 주변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구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위해서는 대도시에서의 에어러솔의 광학적 특성을 분

석하고 그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에어러솔 관측은 AERONET (Aerosol Robotic 

Network) (e.g. Holben et al., 1998)과 SKYNET 
(SKYradiometer NETwork, Kim et al, 2004)을 포함하

는 지상관측망과 함께 MODIS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meter) 등과 같은 위성원격탐사에 의

해서 이루어지는데 (e.g. Remer et al., 2005; Kim et 
al., 2007), 위성의 경우 아직까지 육지지역에서는 높

은 지표 반사도의 영향으로 인해 관측 결과 자료의 신뢰

도가 다소 떨어지므로 (Remer et al., 2005), 지상 관측망

에 의한 대기질 모니터링은 그 정확한 관측 외에도 위성

관측 자료를 검증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관측망에서 산출된 자료를 이용하여 그 

동안 에어러솔의 특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Eck et al. (1999)은 에어러솔 광학깊이 (Aerosol 
Optical Depth, AOD)와 옴스트롬 지수 (Angstrom 
Exponent)와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미세입자의 성장이 

광학깊이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고, AOD의 

파장에 대한 의존도와 부피 크기 분포의 형태가 지역

적인 특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입자의 크기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였다. 특히 에어러솔의 배

출량이 많은 동북아시아 주변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

가 진행되었는데, Kim et al. (2004)은 SKYNET 관측

소 중 만달고비(Mandalgovi), 둔황 (Dunhuang), 인촨

(Yinchuan), 스리삼롱 (Sri-samrong) 네 지점에 대하

여 AOD, 단일산란알베도, 옴스트롬 지수, 부피크기분

포와 같은 에어러솔의 광학적 특성들의 분석을 통해 

사막지역 및 산업 활동으로 인해 오염물질 배출이 많

은 지역의 대기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Eck et al. 
(2005)는 AERONET 관측소 중에서 동아시아 및 태평

양 중부 지역을 대상으로 9개의 지점을 선정하여 위에

서 언급한 파라미터들의 월평균 특성 및 파장에 따른 

특징을 살펴봄으로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황사가 발생

하는 3월에서 5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AOD가 최대값

을 나타내고 옴스트롬 지수가 최소값을 나타낸다는 결

과를 얻었다. Aoki and Fujiyoshi (2003)와 곽종흠 등 

(2005) 역시 유사한 방식의 연구를 각각 삿포로와 공

주에서 스카이라디오미터에 의해 지속적으로 관측된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하여 왔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지

역적 특성에 따라 대기 중의 에어러솔의 특성 및 분포가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의미 있는 많은 결과

물들을 산출해왔다. 또한 에어러솔의 특성은 관측 지점

에서 배출되는 입자들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수송되

는 입자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대기가 유입되는 

경로를 살펴보는 분석도 중요하다. 이러한 외부대기와

의 연관성을 보다 더 상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HYSPLIT4 모델 (HYbrid Single Particle Lagrangian 
Integrated Trajectory 4, Draxler and Rolph, 2003)을 

이용한 역궤적 경로 분석은 이류의 시작점과 경로, 방
향에 따라 분석 지점의 에어러솔 특성의 차이를 보여

주며, 이러한 측면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신뢰할만한 

결과와 함께 검증되어 왔다 (e.g. Moorthy and Babu, 
2006).  

본 연구에서는 스카이라디오미터 자료의 분석을 통

해 서울 지역의 에어러솔의 광학적 특성에 대해서 살

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서울의 경우 대도시로서 인위

적인 활동으로 인해 배출되는 에어러솔의 특성이 나타

남과 동시에 황사와 같은 자연 발생적인 에어러솔의 

영향력 또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으

로서 과거에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e.g. Cho, 
1981; Kim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선

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주로 개별적으로 다

루어져 온 에어러솔 광학적 파라미터들의 특성들을 상

호 비교하여 함께 살펴봄으로서 이전에 비해 보다 진

전된 의미 있는 분석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2. 관측 정보

2.1 위치 정보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은 인구는 약 960만명, 수도

권을 포함할 경우 약 2300만명에 달하는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메가시티 (megacity, 사전적 정의에 따라 인

구 100만 이상의 도시를 의미)중의 하나다 (UN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Report, 2005). 이 지역은 계

절적으로 여름과 겨울, 건기와 우기의 구분이 뚜렷하

며 계절의 변화에 따라 바람의 방향이 북서풍과 남동

풍 사이에서 변화하고 있어 풍향에 따라 수송되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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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nthly mean (a) temperature, pressure (b) relative
humidity, the days of precipitation, and total monthly precip-
itation which are measured by AWS of Yonsei University,
Seoul (126.98E, 37.57N).

입자의 특성에 차이를 보인다. 특히 매년 2월 하순에서 

4월 하순까지는 중국 내륙지역으로부터 발생한 황사

가 유입되고 있으며 그 발생빈도와 강도는 해가 갈수

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관측기기

가 설치된 연세대학교 과학관은 동경 126.98o, 북위 

37.57o, 고도 86 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건물, 도로, 공장 등에 의한 방해

요소가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현 위치에

서 관측되는 자료는 인접지역의 국지적인 오염원이나 

에어러솔의 배출에 비교적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서울 

지역의 일반적인 대기 상태를 잘 보여줄 수 있다. 
Fig. 1은 서울지역에서 측정된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1월까지의 1년 동안의 온도, 대기압, 상대습

도의 월평균 값과 월 총강수량의 값 및 강수일수를 시

계열로 나타낸 그림이다. 자료는 연세대학교 과학관에 

설치된 AWS (Automatic Weather System)로부터 측

정을 하였고 강수자료의 경우만 기기 문제로 인해 기

상청에서 관측한 값을 사용하였다. 기압의 경우 북쪽

의 찬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건조한 겨울철

에 기압이 높고 장마와 태풍의 영향이 있는 여름에 기

압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일사조건

의 차이로 인해 여름에 높고 겨울에 낮게 나타나는 기

온의 연 변화 추세와는 반대로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 
또한 맑은 날씨가 자주 있는 가을철에는 기압배치가 

비교적 불안한 봄철보다 평균기압이 높게 나타난다. 
습도와 강수량의 경우는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데, 장마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7월에 월평균 80%의 

상대 습도와 약 1000 mm의 월 총강수량으로 연중 최

고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강수의 경우 7월 이외에는 

약 1/5 수준인 200 mm 이하의 월 총강수량을 보이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강수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시기는 7월 부근으로 좁혀진다. 이와 같이 서울 

지역은 춥고 건조한 겨울, 습하고 더운 여름의 특성이 

뚜렷하게 대비되어 나타나는 기후적 특성을 보인다.

2.2 기기 및 자료 정보

연세대학교 과학관에 설치된 스카이라디오미터 

(PREDE, model POM-02)는 태양직달 및 산란 복사

량을 측정하는 장비로 총 11개 파장에서 10분 간격으

로 초기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스카이라디오미터의 관

측방법은 크게 연직으로 각도를 변화시키면서 관측을 

수행하는 Principal 측정법과 수평방향으로 각도를 변

화시키면서 관측하는 Almucantar 측정법으로 크게 나

눌 수 있다 (Fig. 2a). 이러한 방법으로 측정된 초기값

들은 Nakajima et al., (1996)이 고안한 Skyrad.pack 
ver4.2 모델에 입력되어 에어러솔 광학깊이(AOD), 단
일산란 알베도, 부피크기분포, 위상함수와 같은 광학

적 특성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로 계산된다. Fig. 2(b)는 

Skyrad.pack 에서 사용되는 반전 방법 (inversion 
method)의 순서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Nakajima et 
al., 1996). 이 알고리즘에서는 단색광에서의 관측한 

산란 복사 휘도 값 대신에 직달 복사량에 대한 산란 복사 

값의 비 R(θ)를 초기 추정 값으로 가정하고, 관계식에 의

해 역으로 단위 단면에 대한 공기기둥 내의 에어러솔의 

컬럼 내 부피 스펙트럼 (Columnar volume spectrum) 
v(r)을 산출한 다음 복사전달 방정식에 의해 다시 R(θ)
을 계산하여 구한다. 이렇게 산출한 값과 측정한 값의 

차이가 허용 오차 범위 내에 들어올 때까지 반복계산 

(iterative calculation)을 수행하여 앞서 언급한 에어러

솔 파라미터들이 산출 된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 12
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1년 동안 11개 채널 중 340, 
380, 400, 500, 675, 870, 1020 nm의 7개 채널에서 자

료를 산출, 분석하였다. 관측 기간 중 2006년 3월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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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Two kinds of geometry of the Skyradiometer ob-
servation methods (taken from Kim, 2003). (b) Flow chart
of the main part of ithe Skyrad.pack for inverting data of di-
rect and diffuse solar radiation (taken from Nakajima et al.,
1996).

Fig. 3. Monthly mean AOD measured at 7 wavelengths of 
Skyradiometer. Monthly mean values of AOD at 500nm are
represented with vertical error bar. The error bar represents 
±1σ about the mean AOD value for each month.

기 문제로 인해 관측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아서 자

료의 품질이 좋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 밖에

도 강수 등에 의해 관측이 이루어지지 않은 날을 제외

한 계절분석에 사용가능한 자료 일 수는 겨울에는 73
일, 봄에는 39일, 여름에는 60일, 가을에는 81일이다.

한편 국지적인 에어러솔의 분포 특징에 대해 더 정

확한 고찰을 하기 위해 에어러솔이 수송되어오는 과정

을 미국 국립해양대기관리청 (NOAA)에서 개발한 

HYSPLIT4 모델을 이용하여 이류경로를 역추적 산출

하고 그에 따른 에어러솔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세대학교 과학관 관측 장소에 도착한 

이류의 역궤적을 3일전까지 거슬러 가는 과정을 6시간 

간격으로 대상 기간 전체에 대해 계산하여 구한 후 풍

향과 진행거리를 기준으로 4가지 경우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3.2절에 서술되었다.

3. 결과 및 분석

3.1 서울 상공 에어러솔의 광학적 특성

3.1.1 에어러솔 광학두께 (AOD)
Fig. 3은 분석기간 동안 AOD의 월별 평균값 (7개 

채널) 및 500 nm 평균값 을 분석한 그림이다. 파장에 

따라 AOD가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파장과 입자 반경

의 관계식으로 나타나는 크기변수 (size parameter)에 

따라 감쇄 효율 (extinction efficiency)이 달라지기 때

문이다. 월별 평균값을 살펴보게 되면 12월 이후로 증

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6월에 최대값을 나타내고 이

후 다시 감소하여 12월에 최소값을 나타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Fig. 4는 HYSPLIT4 모델을 이용하여 6
시간 간격으로 구한 3일 역궤적 경로를 월별로 구분해

서 나타낸 그림이다. 11월에서 3월까지는 북서쪽에서 

빠르게 이류가 접근해오고 있는 반면 4월부터 점점 약

해지면서 6월에는 이류가 가장 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AOD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6월 부근에

는 수평방향으로 대기의 환기 작용 (ventilation)이 상

대적으로 미약한 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연직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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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3-day back trajectories at each month in Seoul. These trajectories are calculated by HYSPLIT4 with 6-hour intervals
from Dec 2005 to Nov 2006.

로는 Fig. 1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시기에 기압은 

상당히 낮으므로 대류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

다. 즉 지역적으로 배출된 입자와 중국 동쪽 해안의 산

업지대에서 유입된 에어러솔 입자들이 수평방향으로 

환기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여 정체되어 있는 상

황에서 (Kim et al., 2006) 강한 대류에 의해 연직 방향

으로 혼합 작용이 일어나면서 충돌, 병합 과정에 의해 

입자가 성장하게 된다. 또한 이 시기에 상대습도가 높

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일반적으로 흡습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산업화 과정에 의해서 발생되는 오염물

질, 화력발전소 및 차량에서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입자와 같은 도시 지역의 에어러솔 입자들이 

(Kotchenruther and Hobbs, 1998; Eck et al., 1999) 성
장하여 부피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AOD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이 시기에 Columnar total 
precipitaion water의 크기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Kim et al., 2006). 6월에 AOD가 가장 크

게 나타나는 패턴은 Eck et al. (2005) 의 선행연구에

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이유로서 러시아 

산불의 영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 산

불은 매년 해당지역의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찾아오는 

건조기인 봄철부터 늦가을까지 지속되는 패턴을 보이

며 화재가 발생한 면적이 1996년에 약 60000 km2에서 

6년 후인 2002년에 약 두 배인 117000 km2 에 이를 만

큼 그 강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인접해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기류에 따라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FFN, 2002). 7월로 들어오면서 AOD
값이 낮아지기 시작하는데 이는 Fig. 1.의 강수량의 월

별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장마가 시작되면서 대

기 중의 오염입자들이 강수에 의해 지표로 습성 침착

하기 때문이다. 이후 가을로 접어들면서 식생의 성장

에 의한 자연적인 에어러솔의 발생 감소 (Ganguly et 
al., 2006) 및 낮은 습도, 기압의 상승에 따른 대류의 약

화 등에 의해 AOD의 값은 급속도로 감소하여 봄철보

다 작은 값을 보이게 된다. 
계절별 변화를 살펴보면 (Fig. 5a) 서울의 AO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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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onthly mean single scattering albedo measured at 
7 wavelengths of Skyradiometer. Monthly mean values of 
single scattering albedo at 500nm are represented with verti-
cal error bar. The error bar represents ±1σ about the mean sin-
gle scattering albedo value for each month.

Fig. 5. Seasonal mean value of aerosol optical parameters 
such as (a) AOD (500 nm), (b) Single scattering albedo (500
nm), and (c) Angstrom exponent (340-675, 675-1020, 
340-1020 nm) measured by Skyradiometer.

겨울에 가장 낮은 값 (0.44)을 가지고 여름에 가장 높

은 값 (1.08)을 가진다. 반면 Aoki and Fujiyoshi 
(2003)가 일본 삿포로에서 관측한 자료를 분석한 경우 

서울과 달리 황사의 영향을 받는 봄철에 가장 AOD가 

높게 나타나고 가을, 겨울에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서울 지역이 다른 도심지역

보다 더 미세입자의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Ganguly et al. 
(2006)은 인도의 아메다바드 (Ahmedabad) 시에서 관

측한 자료를 이용하여 몬순 이전에는 지표 경계층의 

높이가 높아지면서 자연발생적인 입자와 인위적으로 

발생한 입자가 혼재함에 따라, 몬순 시기에는 습성 침

적에도 불구, 높은 상대습도에 의한 입자의 성장에 의

해 AOD가 증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패턴은 역시 서울 지역에서 장마가 나타나는 여름의 

높은 AOD를 설명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

3.1.2 단일산란알베도

단일 산란 알베도는 입자의 산란성 정도를 나타내

주는 척도로서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산란의 영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Fig. 6은 단일산란알베도 값의 월 평

균값 (7개 채널) 및 500 nm 평균을 나타낸 그림이다. 
관측값이 없는 3월을 제외하더라도 2월에서 4월 사이

에 단일산란알베도 값이 0.89 정도로서 연중 가장 낮

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시기가 중국 내륙으로부터 황

사가 불어오는 시기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봄

철에 우리나라로 불어오는 황사는 복사 흡수성이 강하

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며 (Kim et al., 2005) 또한 

인위적 에어러솔 중 복사흡수성이 강한 탄소계열 에어

러솔의 영향도 함께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Babu et al., 2002; Deepshikha et al., 2005). 이후 온

도 상승과 기압 하강으로 인해 지표 혼합층이 발달하

고 그로 인해 미세 입자의 확장이 진행되면서 8월에는 

짧은 파장영역에서 0.94를 나타낼 정도로 산란 정도가 

커지고 가을과 겨울로 접어들면서 지역적 난방소요 등

의 연소과정 증가로 입자의 산란성이 작아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7월의 경우는 특이하게 340, 380, 400 nm
의 짧은 파장 채널과 그 외의 채널과의 단일산란알베

도 크기가 다른 추세를 보이면서 파장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가장 강수량이 많은 7월에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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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onthly mean single Angstrom exponent measured
at 7 wavelengths of Skyradiometer. Monthly mean values of
Angstrom exponent at 340-1020 nm pair are represented 
with vertical error bar. The error bar represents ±1σ about the 
mean Angstrom exponent value for each month.

의 에어러솔이 강수에 의한 습식 침전에 의해 대기 중

에서 제거가 된 상황에서 맑은 날 강한 일사에 의한 질

소산화물의 광해리 작용에 의해 202 ~ 422nm 범위의 

단파 복사 영역의 흡수가 일어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Seinfeld and Pandis, 1998). 10월의 경우는 특이하게

도 갑자기 단일산란알베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Fig. 1에서의 월평균 상대습도의 

소폭 증가 및 Fig. 3에서 AOD의 소폭 증가 경향과 비

교하여 살펴보았을 때, 가을날의 일반적인 청명한 대

기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미세입자 농도의 증가에 의

해 산란성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2006년 

10월의 월평균 기온은 기상청이 관측을 시작한 1904
년 이래로 10월 월평균으로서는 가장 높은 값을 나타

내었기에 이 과정에서 혼합층의 발달이 예상된다. 6월 

이후 12월까지 단일산란알베도가 격월주기로 진동하

는 경향은 비록 소폭이기는 하나 매우 흥미롭다.

3.1.3 옴스트롬 지수

AOD의 크기는 파장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

러한 파장 의존도로부터 고안된 파라미터가 옴스트롬 

지수이다. 옴스트롬 지수가 작을수록 입자는 조대입자 

영역에 가깝고, 커질수록 미세입자 영역에 가까워진다 

(Reid et al., 1999). Fig. 7은 분석기간 동안의 옴스트

롬 지수의 월평균을 340-675 nm, 675-1020 nm, 그리

고 340-1020 nm 영역의 전체 파장쌍의 세 경우에 대

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340-1020 nm 영역을 보면 12
월에 약 1.2의 값을 보이다가 이후 계속 감소하여 4월

에 약 0.6 정도 까지 떨어지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하였

듯 이 시기에 황사 영향권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후 

점차 값이 증가하다가 8월부터 11월 사이에는 거의 

1.0부근의 값으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7월

에 갑자기 낮은 값을 가지는 이유는 강수와 구름으로 

인해 관측 일수가 적은 영향도 있지만 지속적인 강수 

및 높은 상대습도로 인해 관측이 가능한 시점에서도 

대기 중에 작은 물방울이 존재하고 있어서 영향을 받

은 것으로 추정된다. 
Fig. 5(c)에 나타난 계절 평균으로 살펴보면 옴스트

롬 지수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황사 영향권

에 들어가는 봄철에 가장 낮은 값을 (조대입자), 장마 

이후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청명한 대기 질을 유지

하는 가을에 가장 높게 (미세입자) 나타난다. 특이한 

점은 옴스트롬 지수를 산출하는 데 있어 340-675 nm 
파장쌍을 택했을 때와 675-1020 nm 파장쌍을 택했을 

때의 차이점으로서 이 차이를 살펴보면 대기 중 입자

의 크기 변화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고찰이 가능해진다. 
옴스트롬 지수가 가장 작게 나타나는 봄의 경우 

340-675 nm 파장쌍과 675-1020 nm 파장쌍일 때의 차

이가 거의 없지만 여름으로 넘어오면서 340-675 nm 
파장쌍 영역에서 옴스트롬 지수 값의 변화가 미약한 

반면, 675-1020 nm 파장쌍에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Ganguly et al. (2006)은 선행연구에서 

이와 같은 차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짧은 파장쌍에서 

계산된 옴스트롬 지수의 경우 핵생성영역 (nucleation 
mode)와 적산영역 (accumulation mode)에 속하는 크

기가 작은 입자에 민감하고, 상대적으로 긴 파장쌍에

서 계산된 경우 조대영역 (coarse mode)의 큰 입자에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크기변수에 

따라 산란효율에 차이가 생겨 (Liou, 2002), 산란효율

이 가장 크게 나타날 때의 입자 반경은 파장이 증가함

에 따라 같이 증가하게 됨으로서 관측파장에 따라 민

감도가 크게 나타나는 입자 영역에 차이를 보이게 되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오면서 

긴 파장쌍에서의 옴스트롬 지수가 증가하는 추세는 크

기가 큰 입자의 농도가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

할 수 있는데 이는 봄철 이후 황사의 유입이 잦아들면

서 대기 중의 큰 입자의 비중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Fig. 8은 AOD와 옴스트롬 지수와의 관계를 계절별

로 나누어서 나타낸 그림으로 (Eck et al., 1999; Aoki 
and Fusiyoshi, 2003; Kim et al., 2006) 비록 분산이 

크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AOD와 옴스트롬 

지수간의 관계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 그림을 통해

서 에어러솔의 증감 및 성장과 AOD 크기와의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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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lations between AOD and Angstrom exponent about the cases of simultaneous measurement in winter(a), spring(b),
summer(c), and autumn(d). Yellow line indicates the changing pattern with AOD increasing.

(1) 청정한 대기 상태 (2) 에어러솔 배출이 증가되기 시

작하는 시점 (3) 에어러솔의 성장이 시작하는 단계의 3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AOD가 

낮은 청정대기 상태에서는 미세입자와 조대입자 영역

의 에어러솔들이 유사한 비율로 분포하고 있다가 산업

화 과정 및 차량운행과정의 오염물질 배출을 통해 미

세입자의 농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AOD가 높아지

는데 이는 AOD의 증가에 따라 옴스트롬 지수가 증가

하는 경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id et al., 1999). 
그러나 AOD가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 오히려 AOD의 

증가에 따라 옴스트롬 지수의 크기가 감소하게 되는

데, 이는 이후의 AOD 증가에 기여하는 가장 큰 원인

은 작은 입자들 사이의 충돌에 의한 응축 및 응결에 의

한 에어러솔의 성장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 (Eck 
et al., 1999; Reid et al., 1999). 이러한 패턴은 특히 가

을과 겨울에 상대적으로 잘 나타나는 편인 반면 여름

에는 낮은 AOD 영역에서의 옴스트롬 지수의 증가 패

턴은 보기 힘들고 전반적으로 AOD 증가에 따른 옴스

트롬 지수의 감소만이 보이는데, 이는 혼탁해진 대기 

내의 에어러솔들이 높은 습도 하에서 응결작용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에서 AOD가 증가한다고 한 앞선 해석

을 뒷받침해준다. 
한편 Fig. 7을 보면 8월에서 11월 사이에 파장쌍에 

따른 옴스트롬 지수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 시기 동

안에는 340-675 nm 파장쌍과 675-1020 nm 파장쌍 영

역의 변화 경향이 반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착안하여 Fig. 9 과 같이 단일산란알베도와 

옴스트롬 지수를 전체 관측 기간 동안의 자료를 이용

하여 비교, 분석해보았다. 관측하는 7개의 채널에서 인

접한 파장쌍 6개(340-380 nm, 380-400 nm, 400-500 
nm, 500-675 nm, 675-870 nm, 870-1020 nm) 에 대하

여 옴스트롬 지수를 구한 뒤 500nm 영역의 단일산란

알베도 값과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해보았다. 흥미롭게

도 상대적으로 긴 파장쌍으로 접근할수록 옴스트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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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correlation between single scattering albedo
(500nm) and Angstrom exponent retrieved at each neighbor
wavelength pair. (a) is about all cases from Dec 2005 to Nov
2006, (b) is about low Angstrom exponents (lower than 0.8)
and (c) is about high Angstrom exponents (higher than 0.8).

Table 1. Monthly Mean of AOD (500nm), single scattering
albedo (SSA, 500nm) and Angstrom exponent (AE, 
340-1020 nm).

Month AOD SSA AE
Dec 0.316 0.931 1.155
Jan 0.566 0.920 0.891
Feb 0.441 0.903 0.895
Mar Bad Bad Bad
Apr 0.818 0.900 0.692
May 0.903 0.913 0.841
Jun 1.239 0.930 0.965
Jul 1.167 0.926 0.764
Aug 0.840 0.937 0.981
Sep 0.514 0.921 1.000
Oct 0.731 0.940 1.006
Nov 0.561 0.917 0.997

수와 단일산란알베도의 상관관계가 급격하게 좋아져서 

870-1020 nm 파장쌍에서의 결정계수 (determination 
coefficient) R2 값이 0.811까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

으며 또한 870-1020 nm 파장쌍에 접근할수록 기울기

의 값이 커지는 것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이 관계를 

옴스트롬 지수의 크기가 작은 경우 (0.8 미만)와 큰 경

우 (0.8 이상)으로 나누어보면 짧은 파장쌍에서 구한 

옴스트롬 지수의 경우 입자의 크기 여부에 크게 관여

하지 않고 단일산란알베도가 0.9이상의 값을 보이는 

반면 긴 파장쌍에서 구한 옴스트롬 지수의 경우 작은 

값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단일산란알베도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큰 입자들이 복사 흡수성을 크

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Fig. 6에서 황사시기

에 단일산란알베도가 낮게 나타나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AOD (500 nm), 단일산란알베도 

(500 nm), 옴스트롬 지수 (340-1020 nm) 의 월 평균값

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3.1.4 부피 크기 분포

입자의 직경에 따른 부피 크기 분포 (volume size 
distribution)는 관측이 이루어지는 시기의 대기 중 에

어러솔의 분포특징을 잘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도심지

역에서는 미세입자와 조대입자 영역에서 두 개의 봉우

리가 나타나는 쌍봉 분포 (bimodal distribution)가, 비
도심 대륙 지역 (rural continental site)에서는 단봉 분

포 (monomodal distribution)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Seinfeld and Pandis, 1998). Fig. 10은 분석기간 동안 

구름에 의한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상청에서 제

공하는 서울의 운량 목측자료를 이용하여 운량이 1 이
하인 날만을 선정한 후 최소 40개 이상의 측정값을 산

출해 낸 경우에 대해서 부피 크기 분포를 살펴보았다. 
2005년 12월에서 2006년 11월 사이까지 1년의 기간 

동안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날짜 수는 10.7% 에 해당

하는 39일이 있었으며 이를 다시 계절별로 (겨울-20
일, 봄-3일, 여름-1일, 가을-16일) 나누어 그 특성에 대

해서 살펴보는 과정을 거쳤다. 입자 반경 구간에 따른 

연직 컬럼 내 에어러솔 부피 크기의 분포를 의미하는 

dV/dlnr의 경우 봄, 가을에 상대적으로 높고 여름,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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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e seasonal pattern of volume distributions measured by Skyradiometer. These are retrieved for clear cases (cloud
amount < 1/10) in (a) winter (20 days), (b) spring (3 cases), (c) summer (1 case), and (d) autumn (16 cases).

울에 낮게 나타나며 그 중에서 10월의 경우는 관측기

간 중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

다. 전반적인 서울 상공의 대기의 분포의 모양은 쌍봉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 입자 반경이 0.11~0.26 μm 부근

인 미세입자 영역과 5 μm 이상의 조대입자 영역에서 

봉우리가 나타나고 있다. 계절적으로는 겨울과 봄철에

는 조대입자 영역의 봉우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는 경향을 보이다가 여름으로 들어서면서 거의 두 봉

우리의 높이가 비슷해지고 가을로 가면 오히려 미세입

자 영역의 봉우리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계절적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서 미세입자 영역의 봉우리 값을 C1, 조대입자 영역의 

값을 C2라고 할 때 C2/C1 값을 의미하는 최대값 비율

(peak ratio) 값을 구해보았다 (Fig. 11). 2006년 5월 2
일에서 5월 30일로 넘어가면서서 최대값 비율의 값의 

크기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5월 2일 이전의 경

우 에 해당하는 총 21일 중 76.2%에 해당하는 16일에

서 최대값 비율이 3이상으로 나타난 데 반해 5월 30일 

이후의 총 18일에 대해서는 77.8%에 해당하는 14일에

서 비율값이 2이하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것은 겨울에

서 봄철에 이르는 시기에 조대입자 영역이, 여름부터 

시작하여 가을에 이르게 되면 미세입자 영역이 지배적

으로 분포하게 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특히 10월의 경

우 분석대상이 되는 9일 중 절반이 넘는 5일이 최대값 

비율이 1 이하의 값으로서, 미세입자의 부피 크기 분포

가 조대입자 영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양

상은 앞서 살펴본 10월의 단일산란알베도와 옴스트롬 

지수의 특징적인 면과 연관된다.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점은 반경 1~2 

μm 영역에서 나타나는 제 3의 봉우리이다. 이 영역의 

봉우리는 겨울에는 발견되지 않다가 늦봄으로 들어서

면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여 여름, 가을에 그 형태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10월의 경우에는 조대

입자 영역의 봉우리와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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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Peak ratio of volume size distribution (defined as 
coarse mode peak over fine mode peak) for clear days (cloud
amount < 1/10) from Dec, 2005 to Nov, 2006.

Fig. 12. Divided cases of 3-day back trajectories of Fig. 5. 
based on the source region and the distance of pathway. Case 
1 means the location of 3-day back trajectory is lower than
34N. Among the cases which is higher than 34N, Case 2-1
means the location of 3-day back trajectory is west of 110E,
Case 2-2 means the location of 3-day back trajectory is be-
tween 110E and Seoul, and Case 3 means the location of 
3-day back trajectory is east of Seoul. 

한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다. 이 영역의 봉우리가 뚜렷

하게 나타날 때 최대값 비율의 값이 낮게 나타나는 특

징을 보이는데 이는 도심 지역 미세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 발생한 에어러솔의 

흡습성에 의해 (Kotchenruther and Hobbs, 1998; Eck 
et al., 1999) 반경 1~2 μm 크기범위까지 성장한 결과

로 생각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에어러솔의 화학종에 

따른 흡습성 정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제한적인데

다 기존의 연구결과들 사이에서 지역에 따른 차이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지속적인 관측을 통해 더

욱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3.2 역궤적분석

3.2.1 월별 궤적 분포 특성

Fig. 4에서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1월까지의 1년
동안 관측 장소인 서울을 기준으로 (126.98E, 37.57N, 
500 m) 3일간의 이류의 역궤적 (3-day back trajectory)
을 HYSPLIT 모델로 구한 결과를 월별로 나타내었다. 
12월에서 4월까지의 겨울과 봄철의 경우 중국 북부 내

부지방으로부터 북서풍이 빠르게 불어오고 있으며 늦

봄인 5월로 접어들면서 그 세기가 다소 약해진다. 5월

부터는 동쪽으로부터의 이류도 나타나는데 이는 늦가

을까지 나타난다. 6월에는 이류의 세기가 매우 약해지

면서 진행거리가 짧은 이류가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 

동쪽 연안으로부터 남서풍 및 서풍이 지배적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후 여름철 동안에는 태평양으로부터의 

남동풍 및 남풍이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마가 한창

인 7월에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

다. 이는 앞서 살펴본 월별 AOD 특성에서 6월에서 7
월로 가면서 평균 AOD값이 떨어지는 이유도 부분적

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름에는 전반적으로 진행거리가 

겨울-봄 기간의 북서풍에 비해서 다소 짧게 나타나는 

편이다. 가을이 시작되는 9월로 접어들면서 남쪽으로

부터의 이류는 거의 사라지고 동풍이 주로 나타나다가 

11월이 되면서 다시금 북서풍이 강해지는 패턴을 보여

주고 있다. 환기의 관점에서 보면 늦가을부터 봄까지

는 빠른 이류에 의해 대기의 유입과 방출이 빠르게 이

루어지는 반면 여름에는 그 정도가 확연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여름철의 약한 이류 현상

으로 인해 대기 중 입자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충돌, 병
합 및 흡습성에 의한 입자의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 (cf. 
Fig. 10c) . 

3.2.2 궤적 특성에 따른 에어러솔 광학적 특성 분석

앞서 살펴본 3일간의 역궤적 분포를 풍향과 이동거

리의 차이에 따라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e.g. Moorthy and Babu, 2006). 풍향은 크게 북서풍

계열, 남풍계열, 동풍계열로 나눌 수 있고 북서풍계열

의 경우 중국 내륙지방으로부터 시작되는 이동거리가 

긴 경우와 중국 연안에서 시작되는 이동거리가 짧은 

경우로 나눌 수 있었다. 종합한 결과 Fig. 12와 같이 총 

4가지 경우로 궤적들을 나눌 수 있었는데, Case 1은 남

풍 계열로서 3일전 궤적의 위치가 북위 34도 이하로 

나타난 경우를 나타내고, Case 2는 북서풍 계열로서 

북위 34도 이상인 경우 중 3일 전 궤적의 위치가 동경 

110도 보다 작은 경우, 즉 이동거리가 긴 경우를 Case 
2-1, 동경 110도와 관측 지점인 동경 126.98도 사이에 

있는 경우, 즉 이동거리가 짧은 경우를 Case 2-2라고 

구분하였다. Case 3은 동풍 계열로서 3일전 궤적의 위

치가 북위 34도 이상, 동경 130도 이상에서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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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Mean value of (a) AOD, (b) single scattering albedo 
and (c) Angstrom exponent at each wavelength with respect
to the 4 cases of trajectories.

Table 2. Monthly and seasonal frequencies for 4 cases of 
trajectories, based on the difference of the wind direction
and distance.
Period Case 1 Case 2-1 Case 2-2 Case 3
December 2005 0 75 17 28
January 2006 2 57 56 5
February 2006 3 48 57 3
Winter 5 180 130 36

March 2006 7 48 66 1
April 2006 11 44 52 10
May 2006 26 10 56 24
Spring 44 102 174 35

June 2006 33 0 68 10
July 2006 59 2 32 22
August 2006 49 0 49 17
Summer 141 2 149 49

September 2006 0 5 36 57
October 2006 5 21 67 21
November 2006 2 39 71 4
Autumn 7 65 174 82

경우를 의미한다.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된 궤적의 경우

에 대해서 월별 나타나는 빈도를 정리한 표가 Table 2이
다. 궤적의 특성은 계절에 따라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

나고 있는데, Case 1의 경우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력

이 큰 여름철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Case 2-1의 경우 겨울과 봄에 강하게 나타나다가 4월 

이후로 약해지기 시작한다. 반면 방향은 같지만 수송거

리가 짧은 Case2-2의 경우는 거의 월별, 계절별 변화 없

이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풍

의 경우에도 전반적인 빈도가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상

대적으로 9월쯤에 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Fig. 13은 앞서 나눈 4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Skyradiometer 관측값을 파장별로 평균하여 정리한 

그림이다. Table 2에서 구해진 6시간 간격의 자료를 이

용하여 일별 대표 궤적을 구한 후에 Skyradiometer 관
측값의 일 평균값을 각 경우별로 나누어 그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Case 2-1과 Case 3의 

경우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고 대조적으로 Case 1과 

Case 2-2가 유사하게 나타나면서 크게 두 그룹으로 나

뉘어 진다. AOD의 경우 Case 1과 Case 2-2의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Case2-2의 경우가 중국 연

안의 산업화된 지역에서 발생한 많은 양의 에어러솔이 

유입되는 주경로인데다 Case 1의 경우도 중국 화남지

방 근처를 거쳐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에어러솔의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반
면 Case 2-1과 Case 3은 자연발생적인 에어러솔의 비

중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로서 그 값이 상대적으로 낮

게 나타난다. 옴스트롬 지수를 살펴보면 Case 2-1과 

Case 3의 파장쌍의 변화에 대한 값의 변화보다 Case 1
과 Case 2-1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보

이는데 이것은 3.1.3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작은 입

자의 경우 파장에 대한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

이다. 역시 여기에서도 Case 3이 Case 2-1과 거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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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단일산란알베도의 경우, Case 1과 Case 2-2이 높은 

값을 보이는데 이 경우는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황화합

물, 질소산화물, 유기탄소 화합물 등 복사 산란성을 보

이는 미세 입자 에어러솔과 역시 강한 복사 산란성을 

보이는 해염 입자가 주성분이어서 단일산란알베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Case 2-1과 Case 3
의 경우 단일산란알베도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한반도 북쪽과 서쪽의 중국과 몽골 내

륙의 사막지역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입자들이 복

사 흡수성을 띠는 것을 의미한다 (Kim et al., 2005). 
일반적으로 광물먼지입자(mineral dust)의 경우 복사 

산란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 및 선행연구 결과에서 복사 흡수성을 강하게 나

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지역의 광물먼지입자에 

복사 흡수성을 갖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복사 흡수를 잘하는 검댕과 같은 흑탄소입자

(black carbon)와 혼합되는 경우를 (Kim et al., 2005) 
생각할 수 있다. Case 3의 경우 동쪽 해안가에서 불어

오기 때문에 해염입자의 높은 산란성이 대표적으로 나

타날 것으로 기대하였다. 실제로 Case 1의 경우 인위

적인 에어러솔의 산란 효과에 북태평양에서 유입되어 

오는 해염입자의 산란성까지 더해져서 높은 산란성을 

보이고 있음을 볼 때, Case 3의 경우 북쪽 대륙에서 발

생한 에어러솔이 기상장에 의해 관측지점의 동쪽을 경

유해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4.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2005년 12월에서 2006년 11월까지의 1년

동안 Skyradiometer로 관측한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서울 상공의 에어러솔의 광학적 특성을 분석

하고, HYSPLIT 모델을 이용한 역궤적 구분을 통해 에

어러솔의 발생원에 따른 차이점을 좀 더 자세하게 살

펴보았다. 광학적 파라미터들의 변화와 역궤적 추적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서울 상공의 에어러솔의 

전반적인 연 변동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겨울과 초봄

까지는 별다른 에어러솔의 자연적인 발생원 없이 북서

풍의 영향으로 환기 작용이 크게 작용하며 국지적인 

연소과정의 증가로 인한 비교적 청정한 대기상태를 보

이다가, 3월과 4월에는 황사의 발생빈도가 증가하면서 

복사 흡수성이 높은 모래먼지의 비중이 높아지게 된

다.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이류의 세기가 약해짐에 따

라 대기 중의 높은 농도의 에어러솔이 환기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습도가 증가함에 따라 에어러솔

의 흡습작용이 강화되면서 입자가 성장하게 된다. 그 

결과 장마에 접어들기 직전인 6월에 대기 중의 에어러

솔 농도가 가장 높아지면서 혼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많은 양의 에어러솔이 습성 

침착에 의해 대기 중에서 제거되면서 에어러솔의 농도

는 낮아지고 인위적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산란성이 높

은 작은 입자들의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추세

는 가을까지 이어지는데 다만 2006년 10월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가을철 특징과는 달리, 특이하게 미

세영역 입자의 성장이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서울 지역의 에어러솔의 특징을 살펴

볼 수 있었던 것 이상으로 지속적인 관측을 통한 자료 

분석의 기반이 되었다는 부분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

다. 특히 서울은 상당한 숫자의 인구가 모여 사는 산업

화된 대도시로서, 자연적 발생원과 인위적인 발생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에어러솔의 특성은 기존의 연구

가 밝혀내지 못한 많은 흥미로운 요소를 가지고 있으

며 원인의 상당수가 도시화 현상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향후 보다 진전된 분석을 위

하여 지속적인 관측과 함께 위성관측자료를 이용한 비

교, 그리고 다른 측기에서 산출되는 다양한 자료들과

의 비교 등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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