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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ng-range transport of air pollutants was simulated using Comprehensive Acid Deposition Model (CADM) and

Yonsei University-Sulfuric Acid Deposition Model (YU-SADM). For the simulation, weather patterns that represent

the four seasons were derived through a clustering analysis with 5-years of meteorological data. The simulation result

showed that in spring, influenced by strong low pressure from China, air pollutants of moved to the Korean Penin-

sula. In summer, humid air moved into the Korean Peninsula across the Yellow Sea while the north pacific high

pressure extended, making the concentration of air pollutants lower than that in the other seasons. In autumn, air

pollutants were transported by the northwest wind caused by the movement of high pressure over the Yellow Sea,

while in winter air pollutants were influenced by northwest winds from continental highs.

The amount of air pollutants in each season showed that high amount of pollutants were transported in winter due

to the strong northwest wind. The in-flows were 3 to 8 times higher than those of the other seasons, and out-flows

were about as twice as high. The amount of wet deposition in summer and autumn in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to the amount in the other seasons due to the increase of rainfall. Source-receptor relationship analysis for sulfur

showed that 70 to 91 precent of the total deposition came from the self-contribution by the Korean Peninsula. In

winter, contribution from China was about 25 percent of the total deposition which was higher amount than any

other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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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환경문제는 지역적이거나 한 국가적인 문제를 떠나

이미 지구적인 수준으로 이슈화되었고 특히 국경을 초

월하는 장거리 이동 기오염 문제는 국가간의 피해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어 왔

다(Macpherson et al., 1995; Kato and Akimoto, 1992).

한∙중∙일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은 가장 많

은 인구가 집하여 활발하게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지역이다. 그 결과로 기오염 문제의 심각성이 각 국

가의 개별적 노력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기오염 물질의 배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그 지역의 기질도 악화되어 가고 있

는 추세이다(Han et al., 2006; Park and Jeong, 1997).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의 최 배출지역인 중국은

석탄 위주의 에너지 소비구조로 인하여 아황산가스

농도가 높은 매연형 오염 위주의 형태를 보이고 있

다. 최근에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의 증가로

인하여 기오염은 매연형 오염과 광화학오염이 공

존하는 복합형 오염상태로 변화해 가고 있다(Kim,

1999). 아시아 지역의 2000년 기준 SO2 총 배출량

중에 중국은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 지

역에서는 90%를 차지할 정도로 그 향력은 크다

(Carmichael, 2003).

중국의 풍하측에 위치한 한반도와 일본은 지리적

으로 장거리 이동되는 기오염물질로 인한 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은 자국의 기질

관리를 위해서는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기오염물

질의 규제나 관리 뿐 아니라 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과 침적에 한 정확하고도 정량적인 자료의 확

보가 필수적이다(Kim et al., 2003). 기오염물질의

이동 및 반응과 침적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산정하

기 위해서는 기화학모델링을 통한 연구가 필수적

으로 수행되어야 하며(Kim et al., 1999), 이의 일환으

로 기질에 한 지속적인 관측과 더불어 기오염

물질과 그 반응들을 모사하는 모델링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NIER, 2000~2008).

본 연구에서는 계절별 주요 기상패턴을 도출하고

기화학모델링을 통해 기오염물질 장거리 수송

현상을 정량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한∙중∙

일 3국을 각 권역별로 구분하여 계절별 황(S)의 침

적량 및 이동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한 정량적인 결

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3국 간의 배출원-수용지 관계

를 살펴보았다.

2. 연구 및 방법

2. 1 모델의 개요

본 연구에서는 연세 학교에서 개발된 종합적 산

성 침적 모델인 CADM (Park et al., 2005; Kim and

Lee, 1994)과 단순화된 YU-SADM (Lee and Lee, 2004;

Kim and Lee, 2001)을 사용하 다. CADM은 국립환

경과학원의 항공기 관측과 동아시아 장거리 기오

염물질 연구에서 한∙중∙일 3국의 관측 자료와 모

델의 검증 연구에 활용되었다. YU-SADM은 장기 침

적과 배출원-피해지 관계 도출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

된 것으로 CADM과 동일하나 화학 모형을 황화물만

다루도록 단순화된 모형이다. 또한 국제 모델 평가 사

업인 Model Inter Comparison Study (MICS-Asia, Car-

michael et al., 2001)에 참여하여 타 모델들과 비교하

여 합리적인 결과를 생산해 낸 것으로 평가되었다. 기

상장 도출을 위하여 중규모 기상 모델인 Colorado

State University Regional Atmospheric Modeling Sys-

tem (CSU RAMS)을 사용하 다(Pielke et al., 1992).

CADM과 RAMS 모두 수평 격자계는 Arakawa-C

grid를, 연직 격자계는 sigma-z를 사용하며, 지도 도

법은 Polar stereographic을 사용한다. 직교 좌표계에

한 오염물질의 질량 보존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Ci
mmm==-∇∙Ci

→
V ++∇∙(Kci

∇Ci)++RI++Ei∂t

∂Ci ∂Ci
++[mmm]cloud

++[mmm]dry
(1)

∂t ∂t

화학반응과 침적 계산은 Regional Acid Deposition

Model (RADM II)의 방법을 따르며 (Chang et al.,

1990), 총 73개의 물질(기체상 64개, 액상 9개), 21개

의 기체상 화학 반응과 17개의 액상 화학 반응을 고

려한다. 

2. 2 분석 역 및 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델링 역은 그림 1에 제시

된 바와 같이 90 (동서)×60 (남북)×28 (연직)개의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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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포함하며 수평격자의 크기는 60 km이다. 연직

격자는 최하층이 100 m, 신장율이 1.15, 최 격자 크

기가 1,000 m가 되도록 하는 신장형 격자계(stretch-

ing grid system)를 사용하 으며 모델의 최상단은 17

km에 이른다.

기질 모델에 입력되는 기상 변수 도출을 위해

기상장의 초기자료는 NOAA에서 생산되는 전구 예

보 자료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

tion; NCEP 083.2)를 이용하 으며 이 자료는 1�×

1�의 6시간 간격의 자료이다. 

기질 모델에 입력되는 기상변수로는 바람(u, v in

m/s), 기압(hPa), 기온(K), 수증기 혼합비(kg/kg) 등의

기본적 변수들과 마찰속도 u* (m/s), 마찰온도 T*

(deg), 모델초기 시각부터 적분된 아격자 규모 강수

(subgridscale precipitation) (mm), 모델초기 시각부터

적분된 격자 규모 강수 (grid-resolved precipitation)

(mm), 지표온도(K), 구름 방울(cloud droplets)과 pre-

istine ice의 합(kg/kg), 비(rain), 눈(snow), 얼음(ice),

싸락눈(graupel)의 합(kg/kg) 등 총 12가지이다.

한∙중∙일의 SO2와 NOx, NH3, VOC 배출량 자료

는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ants in North-

east Asia (LTP) 전문가 회의에서 합의하에 3국에서

각각 산정한 배출량(1998년 기준 배출량)을 사용하

고 나머지 오염물질 배출량은 Carmicheal 연구팀

(2000년 기준 배출량)의 자료를 사용하 다(그림 1

참조). 지표 식생 자료는 10′×10′의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EPA/NOAA) global ecosystems 자료

를 이용하 고 지형고도 자료는 30′′×30′′의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USGS) 자료를 이용하 다.

2. 3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5년(’02~’06년)간 NCEP reanaly-

sis 자료를 이용하여 주요 종관 기상장의 계절별 패

턴을 구하고 이를 모델에 적용하고자 군집분석을 수

행하 으며, 분석에 사용된 기상변수는 표 1에 제시

하 다. 군집분석 (cluster analysis)은 객체 (object)간

의 유사도에 기반하여 여러 데이터의 객체들을 조직

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효과적으로 표 군집을 도출

하기에 용이하다. 또한 데이터 집합의 크기와 유형에

따른 다양한 군집화 방법론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계층적 군집 방법을 통하여 군집의 집합을 형성하

으며, 각 군집들 간에 가장 유사한 군집들을 그룹화

하여 최종 군집 결과를 도출하는 병합방법(agglo-

merative method)을 통하여 접근하 다. 그리고 군집

간의 유사성 척도를 위하여 중심 연결법(centroid lin-

kage method)을 사용하 다(Anderberg, 1973).

표 1에 제시한 데이터들의 표준화를 위하여 z-

score를 사용하 고 기오염 모델링 수행 시 스핀-

업 기간인 2일을 고려하기 위하여 각 최소 군집은 5

일로 하 다. 또한 군집들의 중심값을 생산하고 군집

과 유사도의 수준을 표현하여 분류하 다. 군집분석

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집 안에서의 분산이 최

소가 되어야 하며, 사용된 거리의 척도를 이용하여 군

집 내의 거리의 평균이 군집 간의 거리의 평균보다

작도록 하 다(Kim et al., 1997; Kim and Jhun, 1991).

황에 한 유입∙유출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서해

상과 동해상에 경계면을 설정하 다. 이 경계면의 위

치는 서해의 동경 124�30′선과 동해의 동경 131�선

이고, 남북으로는 북위 34�~38�까지 연장된 선이다.

각 경계면에서의 기오염물질의 유입∙유출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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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del domain, regions, and emissions for air qua-
lity modeling.

Table 1. Selected meteorological variables used for the
cluster analysis.

Variables Explanation

H500 500 hPa geopotential height (m)
T500 500 hPa temperature (K)
TSFC surface temperature (K)
V surface wind speed (m/s)
RH surface relative humidity (%)
P surface pressure (hPa)

55�N

50�N

45�N

40�N

35�N

30�N

25�N

20�N
100�E 110�E 120�E 130�E 140�E 150�E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경계면 유입∙유출량==»»uib, j,kCib, j,k(Δy)j(Δz)k (2)

여기에서 u는 동서 방향의 바람성분, C는 기오염

물질의 농도, (Δy)j는 남북방향의 j번째 격자의 크기,

(Δz)k는 k번째 격자의 크기를 의미한다. 하첨자 ib는

동서 방향에서의 경계면 격자 번호를 의미한다. 이

적분의 연직 구간은 모델 최상단까지이나 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850 hpa

까지를 분석 상으로 하 다.

침적량은 각 경계 내부에 포함된 격자 전체에서의

평균 단위 침적량이 사례기간 동안의 매시간에 해

구해지며, 이 값을 이용하여 평균을 구하고 남한면적

과 모델링 시간을 곱하면 모델링 기간 동안의 침적량

이 구해진다. 건성 침적량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지

표로의 오염물 속(pollutant flux), F는 지표 부근의

오염물 농도에 비례한다고 가정한다.

F==VdC1 (3)

여기서 Vd는 건조 침적 속도이고 C1은 지표로부터

첫 번째 격자에서의 농도이다. 그러므로 건조 침적

과정에 의한 농도 변화율(∂C/∂t)dry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C VdC1[mmm]dry
==mmmm (4)

∂t          Δz

여기서 Δz는 지표로부터 첫번째 격자 사이의 연직

두께를 말한다. 건조 침적 속도 Vd는 다음과 같이 표

현된다.

1
Vd==mmmmmmmmm (5)

Ra++Rb++Rs

여기서 Ra, Rb, Rs는 각각 공기 역학적 저항, laminar-

sublayer에서의 저항 그리고 지표 저항을 말한다. 즉

건조 침적 속도는 오염물질이 지표에 도달하기까지

통과해야 할 각 층에서 받게 될 저항의 합에 반비례

함을 나타낸다.

습성 침적량의 계산은 강수율(Pr)과 농도의 곱(Ci)

을 구름 지속시간(τcld)까지 적분함으로 계산된다. 이

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습성 침적량(Wet Deposition)==
τcld

CiPr dt (6)

배출원-수용지 관계를 도출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지역을 6개(중국 북부(I), 중국 중부(II), 중국 남부

(III), 한국(IV), 일본(V), 그 외의 지역) 배출원 지역

으로 구분하 다(그림 1 참조). 임의의 피해지에

한 각 배출원의 황 오염물의 기여도를 계산하기 위하

여 먼저 배출원 구역별로 황 배출량을 계산하여, 다

음과 같은 식(7)을 이용하여 배출원-수용지 관계를

도출하 다. 이 방법은 일명 “tagged species method”

라 불리어지는 방법이다(Lee and Lee, 2004).

Hij
Rij==mmmmm×100 (%) (7)

n
»Hij
i==1

여기서, Rij는 i번째 배출원이 j번째 수용지에 기여하

는 기여율, Hij는 i번 배출원만 고려할 경우 j번 수용

지의 오염물의 농도 또는 침적량을 나타낸다. 즉, 모

든 배출원을 고려한 경우에 j번 수용지에서의 농도

또는 침적량에 한 i번 배출원 지역만 고려한 경우

에 j번 수용지에서의 농도 또는 침적량으로 나타내

어진다. 따라서 i번 배출원에 의한 j번 지역에 한

기여도가 계산되어진다.

3. 결과 및 분석

3. 1 계절별 표 기상장 도출

5년(’02~’06년)동안의 NCEP reanalysis 6시간 자

료 중에서 6개의 변수에 한 z-score로 표준화하여

군집분석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 계절별 빈도가 높

은 군집을 선택하여 표기상장을 도출하 다. 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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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mmary of modeling cases. 

Season Period

Spring 2005. 4. 30 00UTC~5. 5 00UTC
Summer 2006. 7. 26 00UTC~7. 31 00UTC
Autumn 2004. 9. 11 00UTC~9. 16 00UTC
Winter 2005. 1. 30 00UTC~2. 4 00UTC

Table 3. Percentage of accounting for weather patterns
of each season by selected modeling cases.

Season Spring Summer Autumn Winter

Frequency (%) 60 41 48 43



절을 표하는 모델링 사례를 표 2에 제시하 으며,

빈도수가 갖는 의미는 봄철의 경우, 군집분석에 의해

도출된 표기상장은 봄철 기상패턴의 60%를 설명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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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imulated 850 hPa geopotential height (solid line) and wind vectors (arrow) for four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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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imulated surface SO2 concentrations for four seasons (ppbv).

(a) 2nd_00UTC (b) 3rd_00UTC (c) 4th_00UTC (d) 5th_00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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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군집분석을 통한 각 계절별 표기상장

의 850 hPa 기압패턴을 나타낸 것이다. 계절별 특징

을 살펴보면, 봄철의 경우 시베리아 고기압이 약해지

면서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순차적으로 접근하

여 한반도를 통과하는데, 강한 상승기류와 함께 발달

한 저기압이 한반도로 이동하면서 중국에서 발생한

기오염물질을 수송하는 기상패턴을 나타내고 있

다. 여름철의 경우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강해지

면서 남고북저형의 기압배치를 이루게 되는데, 중국

화남지역의 저기압 가 생기는 경우 태평양 지역의

고기압 와 동서로 치되면서 고기압의 확장과 함

께 습윤한 공기가 서해상을 거쳐 한반도로 유입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을철의 경우 이동성 고기압과 저

기압이 순차적으로 접근하면서 온난 습윤한 고기압

이 산둥반도를 거쳐 한반도로 이동하는 패턴을 보이

고 있다. 겨울의 경우 시베리아 고기압이 강해지면서

화남지역의 고기압이 위치하고 한반도 동쪽으로 저

기압이 위치하는 서고동저형의 기압패턴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각 계절별 기압패턴을 살펴본 결과 한반도를 포함

한 동아시아 지역은 봄철과 겨울철에 중국 중북부 공

업지역을 통과하는 기압의 향으로 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이 활발히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3. 2 계절별 지표 농도 분포

군집분석을 통하여 구축된 계절별 표기상장으로

CADM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 기오염물질의 장

거리 이동을 분석하 다. 그림 3은 계절별 SO2 지표

농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봄철의 경우 중국에서

발생하는 강한 저기압을 따라 기오염물질이 이동

해오는 전형적인 봄철 특징을 잘 반 하고 있으며,

중국 산둥반도에서 발생한 오염물이 한반도로 이동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향으로 우리나라 평균농

도는 약 20 ppbv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났다. 여름

철의 경우 타 계절에 비해 비교적 낮은 농도 분포를

보이는 특징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평균농도는 약 5

ppbv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압패턴 분석

에서 알 수 있듯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과 함께

습윤한 공기가 서해상을 거쳐 한반도로 유입되어 농

도에 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가을철의 경우 북

서기류의 향으로 산둥반도를 거쳐 한반도로 기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평균농도는

약 7 ppbv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의 경우

시베리아 고기압이 강해지면서 강한 북서 기류에 의

해서 기오염물질의 이동이 일어나는 사례로 우리

나라의 평균농도는 약 10 ppbv 수준인 것으로 나타

났다.

3. 3 모델의 검증

모델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예측농도와 관측농

도와의 비교를 수행하 으며, 검증자료로는 국가 배

경 기 측정망 자료를 이용하 다. 전국 6개 측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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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SO2 concentrations between observation and model at (a) Ulleungdo and (b) Jejudo for four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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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사례기간 동안 결측이 비교적 없었던 울릉도

(태하동)와 제주도(고산리)의 1시간 자료를 이용하

여 비교 분석을 하 다. 그림 4는 계절별 사례기간

동안의 시계열변화를 비교한 결과로, 전체적으로 고

농도 관측결과를 제외하고는 두 모델이 관측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림 5는 모델 결과와 관측 결과

의 통계적 분석을 위하여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

으로, 두 모델의 결정계수는 0.5 이상으로 높은 상관

성을 보 다. 표 4는 두 모델 결과와 관측 자료와의

통계분석을 나타낸 것으로, 평균 농도 또한 시계열로

보인바와 같이 비교적 관측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

고 있으며, IOA로 살펴본 상관성도 0.8 이상으로 높

게 분석되었다. SO2 농도의 오차의 범위(RSME) 및

편의(BIAS)도 비교적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3. 4 계절별 유∙출입량

도출된 표기상장에 따른 계절별 장거리 이동

기오염물질의 유입 또는 유출되는 양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모델 결과를 이용하여 계산하 다.

표 5는 한반도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4권역에

해당하는 각 경계면에서의 계절별 평균풍속을 나타

낸 것이다. (++)는 서풍 또는 남풍을(-)는 동풍 또는

북풍을 의미하며 특히 겨울철이 타 계절보다 풍속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6과 그림 6은 각 계절별 황(S)에 한 CADM

의 유입∙유출량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겨울철의 유

입량은 8,106 ton/day로 타 계절에 비해 약 3~8배

많으며, 유출량은 11,346 ton/day로 타 계절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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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gression analysis of SO2 concentrations of observation and model at (a) Ulleungdo and (b) Jejudo for four
seasons.

Table 4. Statistics of predicted SO2 concentrations for four seasons.

Station MODEL AVG-MOD AVG-OBS STD-MOD STD-OBS RMSE IOA BIAS

Ulleungdo Teaha
CADM 1.68 1.25 1.18 0.98 0.85 0.83 0.43
YUSADM 1.42 1.25 0.92 0.98 0.70 0.85 0.17

Jejudo Gosan
CADM 1.36 1.19 1.29 1.24 0.97 0.84 0.17
YUSADM 1.18 1.19 1.17 1.24 0.86 0.87 0.01

*AVG: Arithmetric average, MOD: Model Prediction, STD: Standard Deviation, OBS: Observation, RMSE: Root Mean Square Error, IOA: Index of
Agreement (0==no agreement, 1==exact agreement)

Table 5. Seasonal mean wind speed at 850 hPa.
(unit: m/s)

Season West East South North

Spring -2.3 0.5 1.7 -0.2
Summer 5.9 7.3 3.1 -2.3
Autumn -1.9 -1.5 1.5 6.1
Winter 9.2 14.0 -5.8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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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3배 많은 양을 보이고 있다. 이는 풍속과 연관

지어 설명될 수 있는데 비교적 북서기류의 강한 풍속

이 나타나는 겨울철의 특징을 잘 반 하는 것으로 보

인다. Han et al. (2006)에 의한 연구에서도 항공기를

이용한 서해상 관측결과 겨울철에 SO2의 유∙출입

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3. 5 계절별 배출원-수용지 관계 도출

도출된 표기상장을 이용한 각 계절별 사례기간

동안의 YU-SADM의 황(S)에 한 결과로 배출원-

수용지 관계(S-RR) 도출을 위해 구분되어진 역 중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IV 역에 한 침적량을 분석

하 다. 각 계절별 침적량을 표 7에 제시하 고 누적

강수와 습성 침적량의 분포를 그림 7에 보 다. 총

짐적량의 경우, 가을(871)¤봄(720)¤여름(642)¤겨

울(184)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건성 침적량은 김

진 등(2005)에 의한 결과와 같이 봄(710)과 여름

(427)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름(215)과 가

을(477)은 강수의 증가로 인해 습성 침적량이 타 계

절보다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Guttiku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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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Inflow and outflow amount in each season.
(unit: ton/day)

Season Inflow Outflow

Spring 2,613 5,739
Summer 1,162 3,947
Autumn 1,029 3,860
Winter 8,106 11,346

Fig. 6. Sulfur (a) domain considered for the calculation of (b) inflow and (c) outflow for four seasons.

Table 7. Total, wet, and dry deposition amount in each
season. (unit: ton/day)

Season
Total Wet Dry

deposition deposition deposition

Spring 720 10 710
Summer 642 215 427
Autumn 871 477 394
Winter 184 5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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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of cumulative precipitation (mm) and wet deposition (kg/km2), (a) GPCP data, (b) RAMS data, (c) SO2

and (d) SO4 wet deposition for four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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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ource-Receptor Relationship (S-RR) of (a) total deposition, (b) wet deposition and (c) dry deposition for four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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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시아 지역의 황

에 한 총 침적량은 일반적으로 여름에 가장 높고

겨울에 가장 낮은 것으로 설명하 으나, 본 연구에서

는 여름보다 가을의 습성 침적량이 더 높게 나타났

다. 이는 표 8에 보인 바와 같이 각 계절별 우리나라

의 역 평균된 강수량에 해 RAMS의 결과와

Global Precipitation Climatology Project (GPCP) 관측

자료를 비교한 결과, 여름철을 제외한 타 계절에서는

7~14% 정도를 모델이 과 모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여름철은 8% 정도 과소 모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문제는 RAMS 뿐만 아니라 다른 중규

모 기상모델에서 물리과정과 초기조건에 기인한 모

델의 한계로 밝힌 바 있다(Cha et al., 2007; Kim et

al., 2003). 즉, 본 연구에서도 여름철 습성 침적량이

가을철 보다 작은 이유가 여름철 강수의 과소 모의와

가을철 강수의 과 모의에 기인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겨울철의 경우에 많은 유입량에 의해 농도

분포는 높음에도 불구하고 총 침적량은 상 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850 hPa까지 고도의 평균

풍속이 서쪽 경계에서는 9.2 m/s이고 동쪽 경계에서

는 14 m/s의 강한 풍속에 의해 유입된 양과 자체 배

출량의 상당부분이 강한 기류를 타고 동해로 빠져나

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장거리 이동되는 황(S)은

체적으로 상층 기를 통해 우리나라로 이동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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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ource-Receptor Relationship (S-RR) of total, wet and dry deposition at region IV for (a) spring, (b) summer, (c)
autumn, and (d) winter.

Table 8. Comparison of area averaged precipitation bet-
ween observation and model for four seasons in
Korea. (unit: mm)

Season
Observation Model

(B-A)/B×100 (%)
(GPCP, A) (RAMS, B)

Spring 0.27 0.29 7
Summer 12.59 11.70 -8
Autumn 11.91 13.53 12
Winter 0.69 0.80 14



이때 상층으로 이동한 많은 기오염물질이 하층의

강한 풍속과 함께 이동한 것으로 사료된다(Kim et

al., 2007).

황산화물의 5개 권역에 한 계절별 총 침적량, 습

성과 건성 침적량의 배출원-수용지 관계를 그림 8과

그림 9에 제시하 다. 총 침적량의 경우, 계절별로 다

소 차이는 있으나 우리나라의 자체 기여율은 70~

91%로 높은 수준을 보 으나, 겨울철에는 중국의

향이 약 25% 수준으로 타 계절에 비해 많이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 건성 침적의 경우의 기여율은 겨울철

을 제외한 모든 계절들에서 약 90% 이상의 높은 자

체 기여율을 보 다. 이는 계절별 황산화물의 장거리

이동에 있어서 기압골의 배치와 풍향 및 풍속 그리고

강수 등에 의해 수용지에 미치는 배출원의 기여율이

결정됨을 시사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건성 침적

보다는 습성 침적의 경우에 장거리 이동의 향이 크

며, 가을철을 제외하고는 중국의 향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봄철의 건성 침적의 경우에는 자체 기여율이 약

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습성 침적의 경우에는

강수량이 미미하여 습성 침적의 기여가 총 침적량의

기여율에 미치는 향은 크지 않았다. 여름철의 경우

는 II, III권역인 중국의 중부와 남부지방의 향으로

인해 총 침적량에 미치는 향이 약 15% 정도인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습성 침적량 중 중국지역의 기

여율은 약 43% 수준으로 높은 반면, 건성 침적량에

의한 중국지역의 기여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산정

되었다. 이는 중국으로부터 이동되어온 황산화물이

우리나라로 이동해 와 강수에 의해 우리나라에 침적

되어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을철의 경우에

는 습성 침적의 향이 건성 침적보다 크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으며 V권역인 일본의 향을 약 12%

정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겨울철의 경우 중

국의 향이 총 침적량에 약 25% 정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특히 I, II권역인 중국 중북부 지역의

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강한 북서기류에

의한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4. 결 론

각 계절별 표 기상을 선정하여 동북아시아 지역

의 황(S)의 이동 패턴, 공간 분포 등을 모델링을 수

행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하 다. 

우리나라의 지상의 SO2평균농도는 봄, 겨울, 가을,

여름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봄철의 농도는

약 20 ppbv 수준으로 타 계절보다 매우 높은 농도를

보 다. 계절별 황(S)의 유∙출입량은 겨울, 봄, 여름,

가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겨울철에 강한 북

서 기류에 의한 것으로 타 계절에 비해 유입량이 약

3~8배 많았으며, 유출량 또한 많은 경향을 보 다.

우리나라에 계절별 침적되는 황(S)의 양은 가을, 봄,

여름, 겨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름과 가을은

강수로 인한 습성 침적량이 타 계절에 비해 큰 비중

을 차지하 다.

황(S)의 계절별 배출원-수용지 관계를 도출한 결

과, 우리나라의 총 침적량 중 우리나라에 의한 자체

기여율은 약 70~91% 수준을 보 으며, 자체 기여율

이 가장 낮았던 겨울철에는 중국으로부터의 향이

약 25% 수준으로 타 계절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우

리나라의 외부권역으로부터의 향의 경우, 여름철에

는 중국의 II, III권역으로부터의 향을 주로 받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중국 중북부 지역인 I, II권역의

향을 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으로부터 장

거리 이동시에는 건성 침적보다 습성 침적에 의한 기

여가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 강수에 의한 습성 침

적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장거리 이동된 황(s)의 향

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오염물질

의 장거리 이동, 변환 및 침적에 있어서 강수량의 모

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강수량 예측도 향상 연

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

이 자동차 증가 등으로 인한 광화학오염 위주로 변

화해감에 따라 이에 한 장거리 이동 향 연구도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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