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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ere to simulate major criteria air pollutants and estimate regional source-receptor relationship using air 

quality prediction model (TAPM ; The Air Pollution Model)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ource-receptor relationship 

was estimated by contribution of each region to other regions and region itself through dividing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to five regions. According to administrative boundary, region Ⅰ and region Ⅱ were Seoul and Incheon in order.  Gyeonggi 

was divided into three regions by directions like southern(region Ⅲ), northern(Ⅳ) and eastern(Ⅴ) area.  Gridded emissions 

(1km×1km) by Clean Air Pollicy Support System (CAPSS) of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NIER) was 

prepared for TAPM simulation. The operational weather prediction system, Region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RDAPS) operated by the Korean Meteorology Administration (KMA) was used for the regional weather forecasting 

with 30km grid resolution. Modeling period was 5 continuous days for each season with non-precipitation . The results 

showed that region Ⅰ was the most air-polluted area and it was 3～4 times more polluted region than other regions for NO2, 

SO2 and PM10. Contributions of SO2 NO2 and PM10 to region Ⅰ, Ⅱ and Ⅲ were more than 50 percent for their own sources. 

However region Ⅳ and Ⅴ were mostly affected by sources of region Ⅰ, Ⅱ and Ⅲ.  When emissions of all regions were 

assumed to reduce 10 and 20 percent separately, air pollution of each region was reduced linearly and the contributions of 

reduction scenario were similar to those of base case. As input emissions were reduced according to different ratio - region 

Ⅰ 40 percent, region Ⅱ and Ⅲ 20 percent, region Ⅳ and Ⅴ 10 percent, air pollutions of region Ⅰ and Ⅲ were decreased 

remarkably. The contributions to regionⅠ, Ⅱ, Ⅲ were also reduced for their own sources. However, region Ⅰ, Ⅱ and Ⅲ 

affected more regions Ⅳ and Ⅴ. Shortly, graded reduction of emission could be more effective to control air pollution in 

emission imbalance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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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

구의 급속한 증가와 도시집중, 기술발달 및 경제성장

에 기인한 산업화․도시화 등에 따라 대기오염 수준

이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광역오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수도권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

는 오염물질을 살펴보면 SO2와 먼지 발생은 상당히 

감소한 반면, 수송부문인 자동차가 대기오염에 미치

는 영향이 심화되어 질소산화물(NO2), 오존(O3), 미세

먼지 등의 배출량은 증가하는 추세이다(환경부, 2004; 

김, 2001).

최근의 대기오염 현상은 복잡한 대기 중 물리, 화학 

과정을 거치므로 발생원리가 매우 복잡하고, 국지적

인 배출원 뿐만 아니라 장거리 이동에 의한 영향도 매

우 커지는 등 그 대상영역도 광역화되고 있어 이를 해

결하기 위한 방법은 기존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워

지고 있다. 이처럼 복잡한 대기오염 형성과정과 다양

한 국지기상현상 등의 특성을 지닌 수도권지역에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과학적 자료를 도출하기 위해서

는 단순한 가우시안 모델보다는 3차원 수치모델이 권

장된다(Park 등 2004). 또한 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

권지역에서 3차원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다양한 국지

기상현상과 복잡한 대기오염현상을 성공적으로 모사

함으로써 오염원과 대기오염물질 간의 상관관계에 대

한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Park 등, 2004; 국립환경과

학원,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배출원 분포특성과 행정구

역에 따라 수도권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에

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자체 권역과 타 권역에 

미치는 영향을 상호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

기오염도 예측에는 대기확산모델을 이용하였으며, 예

측된 농도를 바탕으로 대기오염기여도를 산정하였다. 

이때, 대기오염도의 예측시 기본 배출량과 함께 배출

량 저감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시나리오에 따른 계절

별, 지역별 상호영향을 함께 평가하였다. 이러한 연구

는 박 등(2004, 2005)의 선행 연구에 이어 수도권지역

의 대기오염도를 광역적인 관점에서 개선하고자 할 

때 지역 간의 대기오염물질의 거동에 따른 상호 영향

을 살펴본 연구이다.

2. 자료 및 방법

2.1. 모델(TAPM)의 개요

수도권에서 source-receptor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

여 선정된 국지 모델인 TAPM은 국지 기상 및 대기오

염확산을 종합적으로 동시에 모의할 수 있도록 호주

의 CSIRO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zation)에서 개발된 모델이다(Hurley, 

2001; Hurley 등, 2002). TAPM의 기상 부분은 원시 방

정식계(primative equation system)에서 대기의 비정역

학적 성질을 고려하도록 압축성 연속 방정식을 사용

한다.  좌표계는 지형좌표계( t e r ra in  fo l lowing 

coordinate)를 허용하며 원시 방정식계에서의 예측 기

상 방정식을 수치적으로 계산하여 3차원 바람장을 생성

한다(Hurley 등, 2001; Hurley 등, 2005; Luhar 등, 

2004). 또한 대기질 모델은 대기화학모델을 구동할 

Reactions Reaction Rates

Rsmog + hv --> RP+Rsmog+ηSNGOC

RP + NO --> NO2

NO2 + hv --> NO + O3

NO + O3 --> NO2

RP + RP --> RP + αH2O2

RP + NO2 --> SGN

RP + NO2 --> SNGN

RP + SO2 --> SNGS

H2O2 + SO2 -->SNGS

O3 + SO2 --> SNGS

R1 =k1[Rsmog]

R2 =k2[RP][NO]

R3 =k3[NO2]

R4 =k4[NO][O3]

R5 =k5[RP][RP]

R6 =k6[RP][NO2]

R7 =k7[RP][NO2]

R8 =k8[RP][SO2]

R9 =k9[H2O2][SO2]

R10 =k10[O3][SO2]

* Chemical Species : smog reactivity(Rsmog), the radical pool 

(RP), hydrogen peroxide(H2O2), nitric oxide(NO), nitrogen 

dioxide(NO2), ozone(O3), sulphur dioxide(SO2), stable 

non-gaseous organic carbon (SNGC), stable gaseous 

nitrogen products (SNGN), stable non-gaseous sulphur 

products(SNGS), Air Particulate Matter (APM) and Fine 

Particulate Matter(FPM) that include secondary particulate 

concentrations consisting of SNGOC, SNGN and SNGS.

* where [A] denotes concentration of species A and hv denotes 

photo-synthetically active radiation.

* yield coefficients :   













 
 
 

, η

=0.1 as shown Hurley(2001)

* and from k1 to k10 are reaction rate coefficients as shown 

Hurley(2001)

Table 1. Chemical Reactions used in TA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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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the wind roses using between AWS and predicted data in Seoul, 2001.

수 있도록 개발되었고, 또 Eulerian grid module과

 Lagrangian particle module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

도록 개발되었다. 대기화학과정은 Generic Reaction Set 

(GRS; Azzi 등, 1992)의 광화학 반응식과 Venkatram 

등(1997)의 Hydrogen peroxide modification을 적용

하여 약 10여개의 화학 반응식을 고려하도록 개발되

었다. 주요한 화학반응식과 주요 화학종은 Table 1과 

같다. 이러한 광화학 과정은 UAM  (Urban Airshed 

Model)과 같은 모델에 탑재된 반응식보다 훨씬 간략

화 되어 있다. 또 대기 지표면의 침적 과정과 플룸 상

승 효과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발된 모델이다. 

2.2. 사례일 선정 및 모델링 영역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지역의 모델링 수행을 위해 

무강수 사례 기간만을 적용하였으며, 풍향, 풍속별 발

생빈도가 높은 연속된 날을 사례일로 선정하였다. 계

절별로 대표 사례일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상청 오산

관측소의 850 hPa 지점의 풍향, 풍속자료와 일기상통

계자료집 자료를 활용하였다(기상청, 2001(a, b)). 그 

결과 각 계절별 풍향, 풍속의 발생빈도는 봄철에 총 

266사례 중에 131사례가 서풍이며, 5 m/s 이상의 풍

속 의 발생빈도는 49.2 %로 나타났다. 여름철에는 5 

m/s 이상의 남풍이 21.1 % 정도 발생하였고, 가을철

과 겨울철에는 5 m/s 이상의 서풍이 각각 25.7 %, 58 

% 정도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계절별 대표 사

례일 결과는 Table 2와 같다. Fig. 1은 본 연구에서 활

용된 사례 기간 중 모델을 이용하여 예측된 자료와 

AWS 자료를 이용하여 각 계절별 바람장미를 비교한 

결과이다.

Season Conditions Periods

Spring non-precipitation, west wind, over 5m/s
27 - 31, 

May

Summer non-precipitation, south wind, over 5m/s
24 - 28, 

July

Autumn non-precipitation, west wind, over 5m/s
12 - 16, 

Oct.

Winter non-precipitation, west wind, over 5m/s
12 - 16, 

Jan.

Table 2. Selected modelling cases by season(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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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Pollutant
Source

Total Ⅰ Ⅱ Ⅲ Ⅳ Ⅴ

SO2

Point

42,533 855 6,405 33,913 796 563

NOX 67,579 1,401 21,634 37,057 3,895 3,592

PM10 1,309 22 505 713 32 36

VOC 13,908 104 10,194 3,219 196 194

SO2

Mobile

4,856 1,197 1,108 1,818 281 472 

NOX 201,383 70,676 22,860 62,218 16,947 28,682

PM10 94,147 29,158 9,526 31,411 8,332 15,720

VOC 53,732 25,048 7,091 12,807 3,725 5,061

SO2

Area

26,002 8,886 3,829 6,633 4,011 2,643 

NOX 44,864 19,729 5,549 10,708 3,992 4,885 

PM10 1,738 477 230 622 180 229 

VOC 188,685 63,136 25,906 67,933 14,371 17,339 

SO2

Total

73,391 10,938 11,342 42,364 5,088 3,678 

NOX 313,826 91,806 50,043 109,983 24,834 37,159 

PM10 97,194 29,627 10,261 32,746 8,544 15,985 

VOC 256,325 88,288 43,191 83,959 18,292 22,594 

Table 3. Air pollutants emissions by region in Seoul Metropolitan Area(2001)
                                                                        (unit : ton/year)

수도권지역의 모델링 영역은 Fig. 2와 같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행정구역을 중심

으로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각 

권역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1권역(775 km
2
)과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2권역(2,575 km
2
)으로 나

누었으며, 경기지역은 남부(3,800 km
2
), 북부(1,700 

km
2
) 그리고 동부(2,810 km

2
) 지역으로 나누어 3, 4, 5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오염기여도 

산정시 중국 등의 장거리이동에 의한 영향이나 기타 

주변지역의 영향 및 자연배출원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

기 위하여 수도권 지역만을 고려하여 모델링을 수행하

였다.

Fig. 2. Five regions(Ⅰ〜Ⅴ) for the modelling domain in 

Seoul Metropolitan Area.

2.3. 배출량 입력자료

배출량 조사는 대상지역에서 대기오염배출원의 종

류와 배출량을 추정하는 것을 의미한다(Hammerle, 

1976). 본 연구에 사용된 배출량 자료는 국립환경과학

원의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에서 산정된 2001

년 배출량을 바탕으로 1 km×1 km 격자 간격의 SOx, 

NOx, PM10, VOC 등의 오염원별 자료를 활용하였다

(국립환경연구원, 2003). 각 권역에 따른 오염물질 총

배출량은 Table 3과 같다. 이때, SOx, NOx, PM10 모

두 산업시설이 많이 입주해 있는 3권역의 배출량이 각

각 42,364 톤, 109,984 톤, 32,746 톤으로 가장 많았으

며, VOC의 경우에는 주거 지역 및 이동오염원 등이 

밀집된 1권역의 배출량이 88,288톤으로 가장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 배출량을 이용한 대기오염기여도

와 함께 저감시나리오에 따른 권역별 대기오염기여도

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때, 배출량의 저감 시나리오는 

권역별로 일괄적인 배출량 저감과 권역별로 차등적인 

배출량 저감으로 나누어 배출량 저감에 따른 정책 적

용시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배출량의 일괄 저감시에

는 총 배출량의 10%와 20%를 저감한 배출량을 모델

링에 적용하였으며, 차등 저감에 따른 배출량은 대기

오염도가 높고 이동 및 면오염원이 밀집된 1권역의 배

출량을 40%, 점 및 이동오염원의 배출량이 높은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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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ir pollutants emissions by emission scenario in Seoul Metropolitan Area in 2000.

권역의 경우는 20% 그리고 배출량이 낮은 4, 5권역은 

10% 배출량을 삭감하여 모델링에 적용하였다(Fig. 

3).  차등 저감 시나리오의 경우 20% 저감 시나리오보

다 약간 밑도는 배출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배출

량이 집중된 서울지역의 NOx와 VOCs 배출량이 2-3

만톤 정도 삭감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2.4. 대기오염기여도 산정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계절별로 선정된 날짜에 대하여 지

역별, 오염물질별로 모델링을 수행 한 결과를 이용하

여 대기오염물질별 농도의 모든 오염원을 고려한 각 

오염물질 농도에 대한 주요 지역간 대기오염기여도를 

아래 식으로 평가 하였다(Katatani, 1994). 

 

  



 


  

 






  



  
≠





×   

Rij : i번째 권역에 의한 j번째 권역에 미치는 기여도

Nij : i번째 권역에 의한 j번째 권역에 미치는 농도

위의 식 2를 이용한 자세한 대기오염기여도 산정 

과정은 Table 4를 통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 방

법은 비선형적인 모델의 화학반응을 가정할 경우인 

reverse method로서 3개의 권역을 가정하여 설명하였

다. 권역별 대기오염기여도는 권역별 총 배출량을 이

용하여 예측된 모델링 결과에서 각 권역별 배출량을 

제외한 배출량만으로 모델링한 결과를 개별 권역의 

총 영향인자와의 비로 산정하게 된다. 각 성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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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nominator 1 : Total influence to regionⅠ= effect from sources of regionⅠ(Ht1-H231) ＋ effect from sources of regionⅡ 

(Ht1-H131) ＋ effect from sources of region Ⅲ= (Ht1-H121)
1)

 Denominator 1 = (Ht1-H231)+(Ht1-H131)+(Ht1-H121), 
2)

 Denominator 2 = (Ht2-H231)+(Ht2-H131)+(Ht2-H121)
3)

 Denominator 3 = (Ht3-H231)+(Ht3-H131)+(Ht3-H121)

Table 4. Reverse method for computing air pollution contribution in each region

Variable
AVG-

MOD

STD-

MOD

AVG-

OBS

STD-

OBS
RMSE IOA BIAS

Spring

U 1.7 1.39 1.21 1.49 1.38 0.76 0.6

V 0.9 1.09 0.59 1.26 1.19 0.74 0.5

T 18.5 2.75 20.21 3.88 3.07 0.77 1.82

Summer

U 0.4 0.85 0.27 0.94 0.9 0.7 0.24

V 0.8 1.07 0.29 1.01 1.11 0.7 0.53

T 26.5 1.87 27.51 2.45 2.25 0.74 1.26

Autumn

U 0.21 1.11 -0.03 1.3 1.22 0.71 0.34

V -0.51 1.04 -0.3 0.92 0.94 0.69 0.27

T 17.12 2.54 16.27 3.39 2.38 0.82 1.11

Winter

U 1.62 1.06 0.53 1.14 1.6 0.6 1.11

V -2.33 0.86 -0.85 1.03 1.84 0.5 1.48

T -9.73 1.59 -13.86 3.64 4.93 0.59 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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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eraged statistic performances at 60 stations for west-east(U) and south-north(V) components of wind and 

temperature during modeling period

살펴보면, Ht는 각 권역의 총 배출량을 이용하여 모델

링을 수행한 결과로서 1권역은 Ht1, 2권역은 Ht2 그리고 

3권역은 Ht3로 표시하였다. H23은 1권역의 배출량을 

제외하여 모델링을 수행한 결과로, 1권역은 H231, 2권

은 H232 그리고 3권역은 H233으로 나타냈다. 그리고 

H13은 2권역의 배출량을 제외한 모델링 결과(1권역 : 

H131, 2권역 : H132, 3권역 H133)이며 H12는 3권역의 

배출량을 제외한 모델링 결과(1권역 : H121, 2권역 : 

H122, 3권역 H123)이다.

이 방법의 특징은 전체지역에서 어떤 지점의 영향

을 파악하고자할 때 전체 배출원에 의한 영향과 그 지

점의 배출원만에 의한 영향의 차이를 이용한 방법이 

아닌 전체 배출원과 전체 배출원 중 그 지점 자료를 배

제하여 얻은 결과의 차이를 이용한 방법이다. 이는 화

학적 반응 과정을 고려해야하는 경우에 분명한 장점

을 기대할 수 있다(Katatani, 1994).

3. 결과 및 고찰

3.1. TAPM 모델 결과 검증

3.1.1. 기상 모델 결과

TAPM 기상모델의 입력자료로는 기상청에서 생성

되는 30 km 간격의 RDAPS 자료를 사용하였고 수도

권의 자동기상관측자료인 AWS(Automatic Weather 

System) 자료를 사용하여 국지 기상모델에 동화(Four 

Dimensional Data Assimilation Technique : FD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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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Receptor

Pollutant Total Ⅰ Ⅱ Ⅲ Ⅳ Ⅴ

Ⅰ

SO2

(8.6) 53.9 (4.0) 21.2 (6.8) 24.2 (6.5) 0.5 (8.5) 0.2 (8.6)

Ⅱ (1.0) 0.0 (1.0) 95.5 (0.0) 4.8 (0.9) 0.0 (1.0) 0.0 (1.0)

Ⅲ (2.9) 0.0 (2.9) 1.3 (2.9) 98.7 (0.0) 0.0 (2.9) 0.0 (2.9)

Ⅳ (1.9) 6.8 (1.8) 46.3 (1.0) 12.1 (1.7) 34.8 (1.2) 0.0 (1.9)

Ⅴ (4.0) 19.0 (3.2) 8.8 (3.7) 58.7 (1.6) 3.8 (3.9) 9.7 (3.6)

Ⅰ

NO2

(15.6) 69.0 (4.5) 13.3 (13.4) 15.8 (13.0) 1.2 (15.4) 0.8 (15.4)

Ⅱ (0.8) 0.0 (0.8) 96.8 (0.0) 3.1 (0.8) 0.2 (0.8) 0.0 (0.8)

Ⅲ (1.7) 0.2 (1.7) 2.8 (1.6) 96.8 (0.0) 0.0 (1.7) 0.2 (1.7)

Ⅳ (3.5) 17.8 (2.8) 37.5 (2.1) 10.6 (3.1) 34.0 (2.2) 0.1 (3.5)

Ⅴ (5.9) 33.9 (3.8) 8.1 (5.4) 36.0 (3.7) 3.1 (5.7) 18.9 (4.7)

Ⅰ

PM10

(46.9) 72.1 (13.4) 8.4 (43.0) 17.2 (38.9) 1.3 (46.3) 1.0 (46.4)

Ⅱ (1.9) 0.1 (1.9) 96.1 (0.1) 3.5 (1.9) 0.3 (1.9) 0.0 (1.9)

Ⅲ (5.3) 0.2 (5.3) 1.6 (5.2) 97.9 (0.1) 0.0 (5.3) 0.2 (5.3)

Ⅳ (9.9) 17.8 (8.2) 23.3 (7.6) 11.2 (8.8) 47.6 (5.2) 0.1 (9.9)

Ⅴ (19.4) 29.6 (13.8) 3.9 (18.7) 37.1 (12.3) 3.5 (18.8) 25.9 (14.5)

* The values in a parenthesis denote the predicted concentration(ppb(SO2, NO2), ㎍/㎥(PM10))

Table 6. Contribution rate of air pollution concentration by regions according to percentile during May 27-31
(unit : %)

하는 방법으로 TAPM을 이용하여 3차원 바람구조를 

생성하였다. 계절별로 선정된 날짜에 대하여 바람구

조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60

여개소의 자동기상측정망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때, 

예측된 바람의 U 및 V 성분 및 온도 등의 기상인자에 

대해 평균제곱근오차(Root Mean Square Error : 

RMSE), 일치도지수 (Index of Agreement : IOA) 및 

편의(BIAS) 등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계절별 평

균 바람장의 예측값은 관측값과 비교적 유사한 수준

으로 나타났으며, 일치도지수(IOA)로 살펴본 관측값

과의 상관성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온도의 경우 대부분이 0.5이상의 높은 상관성을 나타

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온도의 오차의 범위

(RSME) 및 편의(BIAS)도 모든 계절에서 비교적 낮

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Table 5). 풍향과 풍속의 경

우 어느 정도 오차가 존재하고 있으나 비교적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세한 기상 결과의 모사 

결과는 선행 연구결과에서 상세히 나타냈다(Park 등, 

2004; 박 등, 2005).

3.1.2. 대기질 모델 결과

Table 6은 계절별 대기질 모델링 결과와 관측과의 

비교 검증한 결과이다. 대기오염도 예측 농도를 살펴

보면, SO2의 경우에는 봄철과 겨울철에는 비교적 유

사한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나 여름과 가을에는 약간 

과대평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NO2는 모든 계절

에서 다소 높게 모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여름

철과 겨울철의 경우 일치도 지수는 0.34와 0.50로서 

비교적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PM10의 경우 일

치도 지수로 살펴본 관측값과의 상관성은 0.35에서 

0.41정도로 유의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3.2. 대기오염기여도 결과

수도권지역의 각 권역별 대기오염기여도를 살펴보

기 위해 기본배출량을 이용한 각 물질별, 계절별 및 권

역별 농도의 변화와 기여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대기정책에 따른 배출량 감소를 가정한 저감 시나리

오에 따른 권역별 대기오염도 및 기여도를 살펴보았다. 

3.2.1. 계절별, 권역별 대기오염기여도 평가

각 오염물질의 계절별 대기 오염 기여도와 대기 오

염도를 아래에 나타내었다(Table 7∼10). 전반적인 대

기오염도와 대기오염기여도의 경우, SO2, NO2, PM10 

등의 세 물질은 비슷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각 물

질의 대기오염도는 대기 확산과 지역별 기상 조건 그리

고 권역 내 배출량에 의존되어 나타남으로 대기 확산이 

활발한 겨울철의 경우를 제외하고 봄, 여름, 가을의 대

기오염도는 비교적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봄철의 각 물질별 대기오염도를 살펴보면, 모든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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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 Pollutant
AVG_

MOD

AVG-

OBS

STD-

MOD

STD-

OBS
RMSE IOA BIAS RMSEs

Spring

SO2 6.96 6.39 3.07 2.84 5.28 0.29 2.48 3.88

NO2 34.73 28.2 18.09 10.56 24.20 0.29 8.53 13.66

PM10 67.08 80.16 44.88 38.32 67.58 0.37 22.45 41.57

Summer

SO2 7.13 5.48 4.95 2.48 6.53 0.29 2.87 3.89

NO2 33.86 25.9 13.59 10.57 19.28 0.34 7.96 13.13

PM10 56.47 48.71 57.91 24.28 61.70 0.35 9.70 23.65

Fall

SO2 7.77 5.62 6.20 2.23 7.57 0.29 2.98 3.80

NO2 40.38 32.09 19.10 11.37 26.32 0.29 10.15 15.39

PM10 74.44 61.72 28.10 27.31 44.96 0.37 19.22 34.25

Winter

SO2 9.35 8.91 2.06 3.23 5.52 0.38 3.44 4.94

NO2 33.80 30.43 9.19 12.74 18.20 0.50 9.28 15.52

PM10 49.43 44.47 5.62 20.06 26.27 0.41 13.26 25.26

Table 7. Averaged statistics performances of predicted concentrations at 67 stations by seasons during 2001

     Source

Receptor
Pollutant Total Ⅰ Ⅱ Ⅲ Ⅳ Ⅴ

Ⅰ

SO2

(10.6) 55.7 (4.7) 7.4 (9.9) 35.3 (6.9) 0.2 (10.6) 1.4 (10.5)

Ⅱ (2.9) 0.9 (2.9) 54.5 (1.3) 44.1 (1.6) 0.3 (2.9) 0.2 (2.9)

Ⅲ (3.6) - (3.6) 0.2 (3.6) 99.1 (0.0) - (3.6) 0.7 (3.5)

Ⅳ (5.2) 12.7 (4.5) 27.0 (3.8) 43.0 (3.0) 16.4 (4.4) 0.9 (5.2)

Ⅴ (2.7) 16.5 (2.3) 4.8 (2.6) 61.2 (1.0) 1.5 (2.7) 16.0 (2.3)

Ⅰ

NO2

(19.5) 70.5 (5.5) 5.8 (18.3) 19.8 (15.5) 0.5 (19.3) 3.4 (18.8)

Ⅱ (2.5) 4.2 (2.4) 62.8 (0.8) 31.7 (1.7) 0.8 (2.5) 0.5 (2.5)

Ⅲ (2.6) 0.0 (2.6) 0.8 (2.6) 95.9 (0.1) - (2.6) 3.4 (2.6)

Ⅳ (8.3) 27.4 (5.9) 26.9 (6.0) 25.4 (6.1) 17.9 (6.7) 2.5 (8.1)

Ⅴ (4.6) 28.7 (3.3) 4.5 (4.4) 36.5 (2.9) 1.5 (4.6) 28.9 (3.3)

Ⅰ

PM10

(55.4) 73.7 (14.8) 3.2 (53.7) 18.3 (45.4) 0.6 (55.1) 4.2 (53.1)

Ⅱ (5.1) 4.7 (4.8) 67.7 (1.6) 25.3 (3.8) 1.4 (5.0) 0.9 (5.0)

Ⅲ (8.0) 0.0 (8.0) 0.3 (7.9) 94.9 (0.4) 0.0 (8.0) 4.8 (7.6)

Ⅳ (18.7) 29.0 (13.4) 17.5 (15.5) 23.0 (14.5) 26.8 (13.8) 3.7 (18.0)

Ⅴ (13.7) 23.5 (10.5) 2.1 (13.4) 29.0 (9.8) 1.6 (13.5) 43.7 (7.8)

* The values in a parenthesis denote the predicted concentration(ppb(SO2, NO2), ㎍/㎥(PM10)).

* Total was the concentration predicted using all of emission from Seoul metropolitan area.

Table 8. Contribution rate of air pollution concentration by regions according to percentile during July 24-28                 
unit : %

질에서 서울 지역의 대기오염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면 및 이동오염원의 비중에 높은 

1권역 자체의 영향뿐 만 아니라 점오염원이 밀집된 2, 

3권역의 영향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2

권역과 3권역의 경우 모든 물질에서 자체 권역의 기여

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경기 북부의 4

권역은 SO2과 NO2 등의 오염물질이 자체 권역의 영

향과 함께 인천 지역의 영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비교적 배출원이 없는 경기 동부 지역(5권역)에서

도 높은 대기오염도를 보였는데, 이것은 배출량이 높

은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

되었다. 여름철은 대기 온도가 높고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의 양이 많아 광화학반응이 활발하며, 비

교적 풍속이 낮고 주풍으로는 남풍이 우세한 계절이

다. 따라서 여름철 대기오염도는 봄철에 비해 높게 나

타났으며 봄철과 같이 서울(1권역)의 대기오염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체 배출량이 낮은 4권역의 오염도

도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름철의 대기오

염도 기여도를 살펴보면, 권역별 자체 영향을 제외하

고 남풍에 의한 3권역의 영향이 가장 크게 분석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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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Receptor
Pollutant Total Ⅰ Ⅱ Ⅲ Ⅳ Ⅴ

Ⅰ

SO2

(10.5) 86.7 (1.4) 1.3 (10.4) 6.2 (9.9) 4.2 (10.1) 1.6 (10.4)

Ⅱ (4.6) 2.6 (4.4) 71.0 (1.3) 23.8 (3.5) 2.2 (4.5) 0.3 (4.5)

Ⅲ (5.9) 3.0 (5.7) 16.2 (4.9) 79.3 (1.2) 0.6 (5.9) 0.8 (5.9)

Ⅳ (2.6) 14.3 (2.2) 9.6 (2.3) 21.9 (2.0) 51.1 (1.3) 3.0 (2.5)

Ⅴ (2.5) 20.0 (2.0) 7.9 (2.3) 38.5 (1.6) 10.3 (2.3) 23.4 (2.0)

Ⅰ

NO2

(26.6) 84.9 (3.8) 2.0 (26.0) 4.9 (25.2) 5.1 (25.2) 3.1 (25.7)

Ⅱ (6.7) 13.5 (5.8) 59.3 (2.6) 18.9 (5.4) 6.9 (6.3) 1.3 (6.6)

Ⅲ (8.8) 15.3 (7.4) 20.5 (6.9) 58.7 (3.4) 2.7 (8.6) 2.9 (8.6)

Ⅳ (5.1) 31.4 (3.5) 10.8 (4.5) 17.9 (4.1) 36.3 (3.2) 3.6 (4.9)

Ⅴ (5.6) 27.5 (4.0) 8.4 (5.2) 29.2 (3.9) 5.6 (5.3) 29.3 (3.9)

Ⅰ

PM10

(78.0) 84.4 (13.0) 1.3 (77.0) 4.6 (74.4) 5.6 (73.7) 4.1 (74.8)

Ⅱ (12.8) 9.3 (11.6) 59.9 (5.2) 21.4 (10.1) 7.8 (11.8) 1.5 (12.6)

Ⅲ (21.7) 9.6 (19.6) 11.2 (19.3) 73.5 (6.0) 1.9 (21.3) 3.8 (20.9)

Ⅳ (13.5) 23.2 (10.4) 6.8 (12.6) 14.5 (11.6) 51.0 (6.7) 4.6 (12.9)

Ⅴ (18.8) 20.2 (15.1) 2.9 (18.3) 30.0 (13.3) 5.0 (17.9) 41.9 (11.1)

* The values in a parenthesis denote the predicted concentration(ppb(SO2, NO2), ㎍/㎥(PM10))

* Total was the concentration predicted using all of emission from Seoul metropolitan area.

Table 9. Contribution rate of air pollution concentration by regions according to percentile during October 12-16

unit : %

     Source

Receptor
Pollutant Total Ⅰ Ⅱ Ⅲ Ⅳ Ⅴ

Ⅰ

SO2

(0.8) 78.1 (0.0) 5.2 (0.8) 1.3 (0.8) 15.2 (0.7) 0.2 (0.8)

Ⅱ (0.2) 0.0 (0.2) 98.8 (0.1) - (0.2) 1.3 (0.2) 0.0 (0.2)

Ⅲ (1.2) 2.5 (1.1) 45.4 (0.5) 51.1 (0.4) 1.1 (1.1) - (1.2)

Ⅳ (0.2) - (0.2) 0.8 (0.2) 0.0 (0.2) 99.3 (0.0) - (0.2)

Ⅴ (0.6) 31.8 (0.4) 5.4 (0.6) 25.6 (0.4) 21.0 (0.5) 16.2 (0.5)

Ⅰ

NO2

(1.8) 78.6 (0.2) 6.2 (1.7) 0.8 (1.8) 13.9 (1.5) 0.5 (1.8)

Ⅱ (0.2) 0.0 (0.2) 96.7 (0.0) - (0.2) 3.3 (0.2) 0.0 (0.2)

Ⅲ (1.0) 15.6 (0.9) 10.3 (0.9) 67.8 (0.5) 6.3 (1.0) 0.1 (1.0)

Ⅳ (0.1) - (0.1) 1.4 (0.1) 0.1 (0.1) 98.8 (0.0) - (0.1)

Ⅴ (0.9) 37.4 (0.5) 4.9 (0.9) 22.6 (0.7) 10.9 (0.8) 24.2 (0.7)

Ⅰ

PM10

(6.6) 76.4 (1.2) 7.6 (6.1) 0.8 (5.9) 14.6 (5.0) 0.7 (5.9)

Ⅱ (0.5) - (0.5) 91.9 (0.0) - (0.5) 8.4 (0.5) 0.0 (0.5)

Ⅲ (3.3) 9.6 (2.8) 44.6 (1.2) 42.1 (1.4) 3.6 (3.1) 0.1 (3.3)

Ⅳ (0.7) - (0.7) 1.2 (0.7) - (0.7) 98.9 (0.0) - (0.7)

Ⅴ (4.3) 32.5 (2.9) 3.0 (4.2) 24.8 (3.2) 11.1 (3.8) 28.6 (3.1)

* The values in a parenthesis denote the predicted concentration(ppb(SO2, NO2), ㎍/㎥(PM10))

* Total was the concentration predicted using all of emission from Seoul metropolitan area.

Table 10. Contribution rate of air pollution concentration by regions according to percentile during January 12-16              
unit : %

다. 특히, 4권역의 NO2 및 PM10의 대기오염도는 이

동오염원의 배출량이 높은 서울 지역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으며, 5권역에서는 모든 오염물질의 예측 농도

가 경기 남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가을철에는 서풍과 북풍 계열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지역적인 정체 현상이 많이 발생함에 따

라 전반적으로 대기 오염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로 인

해 대기 확산 작용이 줄어들어 배출량이 높은 지역을 

위주로 대기오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권역별

로 살펴보면, 모든 물질에서 서울(1권역)과 경기 남부

(3권역)의 대기오염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은 84 

%이상, 인천은 59 %이상 그리고 경기 남부의 경우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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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contribution rate of SO2, NO2 and PM10 concentration by regions during 2001.

%이상이 자체 권역의 기여도로 나타났다. 배출량이 

비교적 낮은 경기 북부(4권역), 경기 동부(5권역)에서 

자체 권역의 영향뿐만 아니라 1, 3권역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O2의 경우 점오염원이 밀집

된 경기 남부의 영향이 높았으며, NO2의 경우 서울의 

영향이 두 지역에 높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

다. 마지막으로 겨울철은 북서 계절풍의 영향이 뚜렷

하고 풍속이 비교적 강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이동이 

활발한 계절이다. 따라서 다른 계절에 비해 확산 속도

가 빨라 대기 오염도가 낮게 나타났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자체 권역의 영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3권역에서의 PM10의 대기오염기여도

는 자체권역과 함께 인천 지역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

석되었다. 경기 동부의 경우에는 서울 지역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PM10의 경우 배출량

이 높은 1, 3 권역의 영향으로 5권역의 대기오염도가 

높게 예측되었다.

3.2.2. 연평균 대기오염기여도

Fig. 4은 각 물질별 연평균 대기오염도를 이용한 대

기오염기여도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SO2의 연평균 

대기오염도를 살펴보면, SO2는 점오염원과 면오염원

의 영향이 높은 물질로서(Table 3) 면오염원이 많이 

분포된 서울(1권역)과 점오염원이 밀집된 경기 남부(3

권역) 지역에서 7.7 ppb와 3.4 ppb로 높은 대기오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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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냈다. 따라서 점오염원과 면오염원이 많은 1, 

2, 3권역의 경우 Fig. 4과 같이 자체 권역의 영향이 각각 

69%, 80%, 8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비교적 SOx 배출량이 낮은 4, 5권역의 경

우 타 권역의 영향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4권역의 경우 SOx 배출량의 주요 오염원인 점오

염원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2, 3권역의 영향이 전체 

40%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5권역의 경우, 3권역의 

영향이 46%로 가장 높은 대기오염기여도를 나타냈다.

NO2의 연평균 농도를 살펴보면, NO2 역시 15.9 

ppb로 서울인 1권역의 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것은 Table 3과 같이 NOx 배출량은 이동오

염원의 기여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교통량

이 밀집된 서울지역의 대기오염도가 가장 높은 것으

로 사료된다. 권역별 대기오염기여도의 경우 Fig. 4와 

같이 NOx 배출량이 높은 1, 2, 3권역의 경우 NO2의 

자체 기여도가 모두 75%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때, 배출량이 비교적 낮은 4, 5권역의 경우 2, 3권역에 

비해 높은 대기 오염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NOx 배출량이 높은 1, 2, 3 권역들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4권역의 경우, 1, 2, 3권역의 기여도가 

각각 15 % 정도, 5권역은 1, 3권역의 기여도가 각각 

30% 이상의 높은 기여도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PM10의 경우, 이동오염원의 배출량이 

높은 서울지역의 대기오염도는 46.7 ㎍/m
3
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그 외 지역은 PM10 대기오염도는 현

저히 낮게 분석되었다. PM10의 대기오염기여도를 살

펴보면, 1, 2, 3권역 모두 75%이상의 자체권역의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4권역의 대기오염도 역시 

56%의 자체 배출원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권역의 PM10 농도에 대한 자체기여도는 35%로 타 

권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동 및 점

오염원의 배출량이 높은 1, 3권역으로부터 각각 25%

이상의 대기오염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Fig. 4).

3.2.3. 저감시나리오에 따른 대기오염기여도 결과

다음으로 배출량 삭감을 가정하였을 경우 그에 따

른 대기오염도의 변화가 권역별 기여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권역별 배

출량을 일괄적으로 10%와 20%를 줄이는 방법과 대

기오염수준이 서로 다른 지역의 배출량을 차등적으로 

저감하는 방법을 나누어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차

등 저감 시나리오는 대기오염수준이 가장 높은 1권역

의 배출량을 40%, 비교적 배출량이 높은 2, 3권역은 

20% 그리고 배출량이 낮은 4, 5권역은 10%를 삭감하

는 방법이다.

각 권역별 배출량에 따른 대기오염도 및 대기오염

기여도를 살펴보면, 각 물질별 일괄 저감 시 대기오염

도는 기본 배출량에서 선형적으로 감소되는 추이를 

나타냈다. 또한 대기오염기여도는 큰 영향이 없이 권

역별로 유사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차등 

저감에 따른 대기오염도는 배출량이 높은 1권역의 대

기오염도 저감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차등 저감 시

에는 대기오염도가 높은 지역에서의 자체 기여도가 

효과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차

등저감시 4, 5권역의 대기오염기여도는 기본 배출량 

적용시보다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에

서 Fig. 7까지를 통해 시나리오별, 물질별 대기오염도 

및 대기오염기여도 변화를 더 자세히 나타냈다. 우선, 

SO2의 대기기오염도는 1권역에서 현저히 높게 나타

났으며, 배출량 삭감에 따른 저감효과도 뚜렷하게 나

타났다(Fig. 5). 특히, 차등저감에 따라 1권역의 SO2 

농도가 크게 저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다른 지

역의 경우 10% 저감과 유사한 수준이거나 약간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차등 저감 시나리오의 경우 

1, 2, 3권역의 자체 기여도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으며, 4, 5권역의 경우 배출량 저감량은 낮으나 

자체 권역의 기여도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NO2의 경우에도 SO2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추이

를 보이고 있었다(Fig. 6). NO2의 예측 농도의 경우, 

서울지역인 1권역의 대기오염도가 가장 높았으며 일

괄 저감 시에는 선형적으로 대기오염도가 저감되었

다. 배출량의 차등 저감 시에는 1권역의 자체 기여도

가 감소하였고 대기오염도 역시 뚜렷하게 감소하였

다. 2, 3권역의 경우 자체 기여도가 약간 감소하였으

며, 4, 5 권역의 경우 자체 기여도가 약간 증가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PM10의 경우 Fig. 7과 같이 1권역에

서 대기오염도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의 권역에서는 20% 저감시에 비해 약간 높은 수

준이었다. 대기오염기여도의 경우는 모든 권역에서 

자체 배출량의 영향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1, 2, 3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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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ntribution rates and air quality reductions for SO2 by regions and emission reduction scenarios in 2001.

Fig. 6. Contribution rates and air quality reductions for NO2 by regions and emission reduction scenarios i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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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ntribution rates and air quality reductions for PM10 by regions and emission reduction scenarios in 2001.

에 미치는 4, 5권역의 영향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대기오염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세 물질 모두 기

본배출량과 10% 및 20% 삭감 시에는 비교적 선형적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차등 저감 시에

는 1권역에 저감효과가 뚜렷하며 다른 권역의 경우에

는 20% 일괄 삭감 시와 유사한 저감효과를 보이고 있

었다. 또한 대기오염기여도의 경우에도 10%와 20% 

저감시에는 기여도 변화가 거의 없으나 차등 저감시

에는 배출량이 높은 지역의 영향이 감소하고 배출량

이 낮은 지역의 영향이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따라서 일괄 저감 시나리오는 배출량이 많은 지

역의 영향이 지배적인 반면 차등 저감에서는 배출량

이 낮은 지역의 영향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기오염도가 심각한 지

역과 비교적 배출량이 낮은 지역이 혼합되어 있을 때 

배출량을 차등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대기오염도 저

감을 위해 더욱 효과적인 방법임을 시사하고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을 5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 내의 배출량이 각 권역 내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분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5개의 

권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서울(Ⅰ), 인천

(Ⅱ), 경기 남부(Ⅲ)와 비교적 배출량이 낮은 경기 북

부(Ⅳ), 경기 동부(Ⅴ) 지역 등으로 나누었으며, 각 권

역의 대기오염배출량과 기상자료를 이용한 대기질 모

델을 이용하여 2001년도의 계절별 대표 사례기간을 

중심으로 권역별 대기오염도와 대기오염기여도를 산

출하였다. 

또한 각 권역의 오염배출량이 대기정책에 의해 삭

감될 경우를 가정하고, 오염배출량 삭감 방법을 권역

별로 일률적인 삭감과 차등적인 삭감 배출량을 대기 

오염물질 예측시에 활용함으로서 대기오염기여도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장래 권역 내의 대

기저감정책 수립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계절별 대기오염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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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모델링과 오염저감 시나리오에 따른 대기오

염기여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계절별 모델링을 통한 연평균 권역별 대기오염 

상호영향의 결과, 5개 권역 중 1권역의 대기 오염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NO2, SO2와 PM10 모두 1권역

의 오염도가 타 권역의 3∼4배정도의 높은 오염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모델링에 따른 대기오염기여도 산

정결과,  NO2, SO2, PM10 등 오염물질 모두 1, 2, 3권

역에서는 자체 배출량이 60～90%내외로 나타나 자체 

배출량이 주요한 영향인자로 나타났다.

2. 또한 4권역의 경우 오염물질 모두 자체 배출량의 

영향이 50%정도로 나타났으며,  SO2의 경우는 2, 3권

역의 영향을, NO2와 PM10은 1권역의 영향을 크게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5권역의 경우는 오염물질 모두 

자체 권역의 영향이 30%이하로 낮았으며, 대기오염

도는 1, 3권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출량이 많은 지역은 자체 지역에 대기오염

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타 권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는 자체 권역뿐만 아니라 주변의 배출량이 많은 지역

에 대한 개선대책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3. 대기오염 배출량을 일률적으로 삭감하여 모델링

에 적용한 결과, 10% 및 20% 일률 삭감시의 대기오염

도는 기본 배출량에서 선형적인 감소 관계를 보였다. 

또한 권역별 대기오염기여도는 기본 배출량을 기반으

로 산정된 기여도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즉, 일률적 

삭감량은 대기오염도의 일괄적인 삭감에는 영향이 있

으나 대기오염기여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4. 대기오염 배출량을 차등적으로 삭감하여 모델링

에 적용한 결과, 1권역의 대기오염도 개선효과가 뚜렷

하게 나타났으며, 다른 권역의 경우는 20% 저감시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또한 권역별 대기오염기여도

에 대한 분석결과 1, 2, 3권역은 자체 배출량의 기여도

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 5권역의 영향이 

다소 증가하였다. 따라서 대기오염도가 심각한 지역

과 비교적 낮은 지역이 광역적으로 존재할 경우 대기

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염도가 심각한 

지역의 배출량을 위주로 차등 삭감하는 것이 보다 효

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5.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수도권지역의 오염

도는 기상조건에 따라 상호영향을 미치나 자체 배출

원에 의한 영향이 크게 나타나므로 권역간 배출량 차

이가 클 경우는 배출량이 많은 지역을 우선 저감시키

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도출되었다. 수도

권지역의 대기환경은 지형적 특성과 기상 요건 그리

고 오염원 배출량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지역별로 서

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

호 영향이 있는 지역의 대기오염을 효과적으로 개선

하기 위해서는 source-receptor 관계 및 상호 기여도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

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기반으로 보다 정밀한 수치 모

델을 이용한 유사 연구와 관측 자료와 receptor 모델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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