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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sudden rise of fine particle concentration after

the passage of typhoon USAGI and NARI in Busan. Nocturnal inversion layer was formed at

atmospheric boundary layer and wind direction changed from southerly wind to northeasterly

wind after USAGI passed through Busan. Fine particle concentration in Busan rapidly

increased by subsidence of air pollutants released from sources and dust transported from in

the vicinity of industrial regions. Wind direction changed from northeasterly wind to

southeasterly wind, wind velocity increased and lower atmosphere became extremely unstable

after NARI passed through Busan. PM10 concentration of Busan increased sharply because of

surface dust dispersed by strong wind. Fine particle concentration generally decreases by

precipitation and wind after typhoon passes through. However, the concentration can also go

up not only by subsidence and transportation in nocturnal inversion layer but also by surface

dust which temporarily occurs by strong 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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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태풍은 집중호우, 폭풍 및 해일 등의 악기상을 유
발하며 매년 2~3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하여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인명 피해를 미치고 있다(차
은정 등, 2008). 그러나 강수량이 하계에 집중되는
우리나라에서는 태풍이 오지 않은 해는 물 부족 현
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로 인
해 태풍의 규모가 대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방재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며
태풍에 대한 예보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증대
되고있다.
입자상 물질은 대기 중으로 직접 방출되거나 가

스상 물질이 대기 중으로 들어가 2차적으로 먼지가
생성되기도 한다. 지난 수십 년간 대기 에어로졸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인간의 건강에 부정적으로 미치
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Pope et al., 2004;
Brunekreef and Forsberg, 2005; Dockery and
Stone, 2007). 또한 대기 에어로졸은 직접적이든
(태양복사를 흡수하거나 반사) 간접적이든(구름의
형성, 반사도의 변화) 지구복사수지에 향을 주어
기후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PCC, 2007).
Cao et al.(2010)은 한랭전선 통과가 입자상물질

의 농도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여, 통과 전보다는
통과 후에 농도 상승을 가져온다고 하 으며, 水本
등(2000)은 일본에서 저기압 중심이 통과할 때 미
세먼지의 뚜렷한 증가가 있었다고 하 다. Modey
et al.(2004)은 고농도 PM2.5가 고압부에서 저압부
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며 특히 한랭전선이
다가오기 바로 전 남서풍에서 서풍으로의 풍향변화
와깊은관련이있다고하 다.
태풍에 대한 연구는 주로 태풍의 발생이나 예보

및 예측 그리고 피해에 관한 것은 많이 있으나, 대
기오염농도와 관련된 연구는 드물다. 김정수(2009)
는 최근 5년간(2004~2008년) 우리나라에 향을
준 19건의 태풍이 대기질에 미치는 향을 조사한
결과, 미세먼지의 개선효과가 크며 태풍 향권 하
에서는10mg/m3내외까지낮아졌다고하 다. Chuang

et al.,(2008)은 타이완에서 고농도의 에어로졸이

발생했을 때 종관기상형태를 연구한 결과, 태풍의

위치와 진로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한다고

하 고, 태풍이 타이완의 근처에 있을 때 하루 중

시간당 PM2.5농도가 65mg/m3이상이 한 시간 이상

발생한사례가3년(2002년 3월부터 2005년 2월사

이)에34일이나되었다고하 다. Feng et al.,(2007)
은중국의Pearl River Delta에서고농도미세먼지

에 미치는 열대성 저기압의 향을 관측과 수치모

의로 연구하 고, 지상의 고농도 미세먼지는 열대

성 저기압에 의해 유발된 침강과 저고도 기온역전

과 접한관련성이있다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 경우에 태풍이 통과할 때

미세먼지농도가 하강하 으나, 반대로 농도가 상승

한 2007년 부산지방과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진로

를 형성한 우사기(USAGI)와 나리(NARI)를 대상으

로 태풍이 부산지역 인근을 통과한 후 부산지역 미

세먼지농도가 어떻게 급상승하 는지를 대기오염

자료와기상자료를이용하여그특성을고찰하 다.

II. 자료및방법

부산지역을 태풍이 통과할 때 미세먼지농도의 급

상승을연구하기위해사용한대기오염농도는Fig. 1

과 같이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 하는

장림동측정자료를사용하 다(부산광역시, 2007).

부산광역시에서 PM10과 PM2.5를 동시에 측정하는

지점이 장림동 이외에 연산동, 기장읍, 좌동이 있지

만, 본 연구에서는 태풍이 통과할 때 가장 측정자료

가 양호하고 부산지방기상청에서 가장 가까운 장림

동을 선정하 다. 지상관측 기상자료는 부산지방기

상청(BRMA; Busan Regional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에서 관측한 자료를 사용하 으며

(부산지방기상청, 2007), 고농도미세먼지발생시하

층대기의특성을고찰하기위해미국와이오밍대학에

서제공하는단열선도와미국NOAA(National Ocean

and Atmosphere Administration)에서 제공하는 대

기경계층고도(NOAA, 2007)를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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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및고찰

1. 우사기와 나리의 진로와 특성

2007년 제5호 태풍인 우사기는 Fig. 2와 같이 7

월 29일 15시에 미국 괌 북쪽 약 510km 부근 해상

에서 약한 소형 태풍으로 발생한 후, 8월 2일 15시

에 일본 가고시마 동쪽 약 130km 부근에 도달하

고 8월 3일 03시에 부산의 동남동쪽 약 230km 부

근에 도달하여 빠른 속도로 동해상을 향해 북동진

하여 8월 4일 09시경에 일본 삿포로 남서쪽 약

330km 부근 해상에서 온대성 저기압으로 변질되

면서 소멸하 다(차은정 등, 2008). 우사기의 진로

가 우리나라와 떨어져 있어서 전국적으로 강수와

바람에 의한 피해는 없었다. 부산지방의 경우, 우사

기가 8월 3일 새벽에 가장 근접하 으나 강수량은

0.3mm로 매우 작았다. 최대풍속이 8월 3일 새벽 1

시경 6.1m/s이었고, 순간최대풍속은 1시 14분에

10.9m/s이었으며, 최저기압은 2시 19분에

999.4hPa이었다(부산지방기상청, 2007).

2007년제11호태풍인나리는Fig. 2와같이 9월

13일 15시경에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660km 부

근 해상인 비교적 고위도에서 약한 소형 태풍으로

발생하 으며, 9월 16일 06시에 서귀포 남쪽 약

180km 부근 해상에 도달하 고, 같은 날 18시 15
분경 전라남도 고흥반도에 상륙하 다. 상륙당시
기압은 980hPa, 중심부근 최대풍속은 27m/s이었
고 시속 25km로 북북동진 하 다. 상륙전후의 태
풍의 장반경은 160km, 단반경은 북서쪽으로
140km이었다. 9월 17일 00시 안동 남서쪽 약 80km
부근 육상에서 온대성저기압으로 변질되어 소멸되
었다(차은정 등, 2008). 부산지방의 강수량은 태풍
전면에서 발달한 구름대의 향으로 9월 15일에
67.0mm를 기록하 고, 9월 16일에는 12.4mm를
나타내었다. 최대풍속은 9월 16일 23시경에 21m/s
이었고 최대순간풍속은 21시 42분에 21.3m/s이었
다. 최저해면기압은 19시 17분에 1001.6hPa이었다
(부산지방기상청,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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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ampling site of air pollutants(Jangrimdong) and
measuring site of meteorological parameters(BRMA)
in Busan for this study

Fig. 2.  Routes of USAGI(left) and NARI(right) in 2007



2. 태풍 우사기 통과 시 미세먼지농도의 특성

Fig. 3은 2007년 제5호 태풍인 우사기가 우리나

라에 향을 주었을 때 부산의 장림동에서 측정한

PM10, PM2.5, O3, SO2, CO, NO2의 시간별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우사기가 일본 남쪽 해상에

있을 때인 8월 1일과 8월 2일의 미세먼지 일변화는

출·퇴근시간에 높고 혼합고가 높은 주간에 낮은

농도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일변화 양상을 나타내었

다. 그러나 태풍이 부산지역에 가까이 왔을 때인 8

월 3일의 경우를 보면, 태풍의 전면에서 발생한 구

름대에 의한 강수현상으로 새벽 2시부터 6시까지의

미세먼지농도는 낮았고, 비가 그치자 09시에 PM10

농도가일시적으로86mg/m3까지상승하 다가이후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 다. 우사기가 부산지방을 완

전히빠져나간후인21시에PM10농도는 103mg/m3을
나타내었고 8월 4일 09시에 95mg/m3를 나타낼 때
까지 12시간동안 100mg/m3이상의 고농도 미세먼
지를 나타내었다. 초미세먼지인 PM2.5도 PM10과
같은농도변화경향을나타내었으며, 8월 4일 1시부
터 8시까지 100mg/m3를 초과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가발생하 다. 즉 8월3일21시부터8월4일오전9
시까지 12시간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가발생한것이
다. 이기간PM10농도는평균156.6mg/m3, PM2.5는평
균 106.8mg/m3이었고PM2.5/PM10 비는 0.68이었다.
미세먼지는 이른 아침과 늦은 오후에 출·퇴근시의
많은 자동차통행량에 의해 고농도가 나타나고 야간
에는 저농도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전병일, 2003). 미세먼지가 갑자기 고농도를 나타
내는 경우는 고농도를 유발하는 대기오염배출양이
있던지, 아니면 인근 지역으로부터 수송된 먼지로
인해 고농도가 나타날 수 있다(전병일과 황용식,
2007). 이 시간대의 기상요소변화를 보면(Fig. 4a
참조), 8월 3일 21시 이후 남풍에서 동북동풍으로
급변하여 8월 4일 새벽 1시까지 같은 풍향을 유지
하 고, 2m/s 이하의 매우 낮은 풍속을 나타내었
다. 운량은 8/10에서 3/10으로 낮았으며 기온이 내
려가고 습도가 올라가는 등 기상요소가 급변하
다. 즉 태풍이 통과한 후 부산지방은 풍속이 약해지
고 구름의 양은 작아지고 기온이 내려가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8월 3일 저녁부터 8월 4일 아침까지 발생

한 미세먼지 고농도는 태풍이 지나가고 발생한 안
정한 야간경계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에 대한 근거로 1차 오염물질인 SO2도 8월 3일 21
시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8월 4일 새벽 3시까지
0.01ppm이상을 유지하 고 2차 오염물질인 O3은
SO2와 반비례관계를 나타내었다. 8월 3일의 주간
에는 남풍계열인 해풍이 있었고 고농도가 나타난
시간대인 야간에는 북동풍계열인 육풍이 발생한 것
으로 보아 내륙으로 갔던 오염물질이 재순환과정에
의해농도를높일수도있다(Choi et al., 2008). 이
는 1차 오염물질인 SO2와 CO의 농도가 높은 것에

560 환경 향평가 제20권 제4호

Fig. 3.  Variation of hourly air pollutants for USAGI at Busan
between 1 and 5 August



서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야간시간대인 SO2와

CO의 농도가 미세먼지농도와 동반 상승한 것으로

보아 부산이 아닌 인근 지역으로부터 장거리 수송

되어 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Chang et al.,
2010).

Fig. 4b는미국와이오밍대학에서제공하는포항

의 2007년 8월 3일 21시의 단열선도를 나타낸 것

이다. 포항은 부산에서 북동쪽으로 60km 정도 떨

어진 곳으로 상층기상을 참고하는데 별 무리가 없

는 정도의 거리에 있다. 지표부근에는 약한 불안정

층을 나타내고 있으나 989hPa부터 889hPa까지

강한 역전층을 나타내고 있다. 풍향이 지표에서 상

층으로 갈수록 시계방향으로 부는 veering을 하고

있어공기가상당히안정되어있었다. 그리고NOAA

에서 제공한 부산지역의 대기경계층고도는 8월 3일

21시부터 8월 4일 03시사이에 300 m 이하로매우

낮아 하층대기가 매우 안정되어 있었다(Fig. 4c 참

조). 따라서 부산지역은 태풍이 통과한 후에 지표부

근이 급속히 냉각되었고 강한 야간 역전층이 하층

대기에 생성되었으며 지표부근에서 발생한 대기오

염물질과 부산 인근에서 수송된 대기오염물질이 상

층에서 하층으로 침강되어 미세먼지 농도가 급상승

하 다고 판단된다(최효, 2008). Choi and Choi

(2008)에 의하면 강릉의 야간 고농도 미세먼지는

야간이 되면서 대기경계층이 낮아져 지표면에서 방

출된 오염물질의 확산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생성되

었다고 하 으며, 대만의 타이베이가 태풍 중심부

근의 침강역에 위치하 을 때 준단열침강에 의해

오염물질이 침적되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

고(Chuang et al., 2008), 충북 청원의 고농도 미

세먼지는 황해에서 수송된 인위적인 대기오염에 의

해발생하 다고하 다(김학성과정용승, 2007).

3. 태풍 나리 통과 시 미세먼지농도의 특성

Fig. 5는 2007년제11호태풍나리가우리나라에

향을 주었을 때 부산의 장림동에서 측정한 PM10,

PM2.5, O3, SO2, CO, NO2의 시간별 농도 변화를

나타낸것이다. 나리가우리나라에상륙하기전인9

월 14일 장림동의 PM10 농도는 09시와 10시에 각

각 97mg/m3과 94mg/m3의 비교적 높은 농도를 나

타내었고, PM2.5도 각각 58mg/m3과 45mg/m3의

농도를나타내었다. 이후서서히감소하여오후3시

~4시경에 최저농도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일변화

특성을 나타내었다. 9월 14일에 태풍진행의 전면에

서 발생한 구름대의 향으로 약한 강수가 있었지

만, 미세먼지농도에 큰 향을 미치지 못했다. 9월

15일 오전에 부산지방이 태풍의 전면에 있었으나

풍속이 약하 으며 PM10은 65mg/m3 이었고,

PM2.5는 30mg/m3로 비교적 초미세입자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PM2.5/PM10의 비는 0.5를 나타내

었다. 12시부터 시작된 강수로 인하여 미세먼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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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ariation of meteorological parameters at Busan(a),
sounding from Pohang airport for August 3,
2100LST, 2007(b) and boundary layer depth
calculated from the NOAA ARL at Busan(c) for
USAGI. Y-axis and X-axis of Fig.(b) represent air
pressure(unit : hPa) and air temperature(℃),
respectively.

(c)

(b)

(a)



도는 급격히 하강하 고, 18시경부터 약해진 강수

와 퇴근차량의 향으로 PM10은 18시에 58mg/m3,

21시에 57mg/m3를 유지하 고, PM2.5도 동반상승

하여 PM2.5/PM10 비가 0.7로 나타났다. 9월 16일

새벽부터 나리의 향으로 부산지방은 북동풍의 강

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 으며 강수현상도 산발적으

로나타났다. 따라서오전의장림동PM10은 20mg/m3

이하의매우낮은농도를나타내었고, PM2.5도10mg/m3

이하의 농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PM10은 9월 16

일 23시에 78mg/m3, 9월 17일 00시에 96mg/m3를

나타내면서 급격히 증가하 지만, PM2.5는 PM10과

는 달리 높은 농도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PM2.5/PM10

비가 0.24로 매우 작았다. 이때 부산지방의 기상요

소는 Fig. 6a과 같이 9월 16일 20시부터 북동풍에

서 동남동풍으로 급격한 풍향변화가 있었고, 풍속
도 약 6m/s에서 약 10m/s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
었다. 강수현상은 새벽에 4mm정도의 약한 비가 있
었고, 오후 2시부터5시까지6mm, 저녁 7시부터 11
시까지 11mm의 강수가 있었다. 강수가 끝나고 고
농도의 PM10이 3시간 동안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9월 16일 23시부터 9월 17일 1시까지 고농도 PM10

은풍속이강하고PM2.5/PM10 비가낮은것으로보
아 측정지역 주변에서 강한 바람으로 인해 입자크
기가 큰 PM10이 비산되어 고농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 시간대에 1차 오염물질의 SO2의 농도가
0.003ppm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CO와 NO2의
농도도매우낮게나타났다. 따라서이경우는PM10

만높고가스상물질인SO2와CO 그리고NO2의농
도가 낮은 것으로 보아 국지적인 순환이나 장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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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ariation of hourly air pollutants for NARI at Busan
between 13 and 17 September

Fig. 6.  Variation of meteorological parameters at Busan(a),
sounding from Pohang airport for September 16,
2100LST, 2007(b) and boundary layer depth
calculated from the NOAA ARL at Busan(c) for NARI

(c)

(b)

(a)



수송에 의한 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Chang

et al., 2010). Fang et al.,(2009)은 태풍이 도달

했을 때 풍속이 상승함에 따라 PM10농도가 증가한

것은 국지적인 오염원으로부터 재비산하여 대기로

유입한 먼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면에 입자

가 작은 PM2.5는 강수에 의해 씻겨 갔거나 강한 바

람에 의해 날려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 다.

Fig. 6b는 2007년 9월 16일 21시의 포항의 단열선

도를 나타낸 것이다. 지표에서 680hPa까지 기온과

노점온도가 거의 같은 것으로 보아 아직 태풍 후방

에 남아있는 구름의 향을 받고 있으며 하층대기

의 풍속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NOAA에서 제공한 부산지역의 대기경계층 고도

(Fig. 6c 참조)는 야간임에도 불구하고 600m이상

으로 다소 높아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최효(2008)는 황사가 끝난 후에도 다소 높은 미세

농도를 보인다면 강한 바람으로 지표부근의 먼지가

비산하여 나타난 것이라고 하여 강풍에 의해 먼지

농도가 상승할 수 있음을 밝혔다. 지표부근에 강한

바람이 불면 아무래도 입자가 큰 먼지가 비산하기

때문에 PM2.5/PM10 비는 감소할 수 있다고 하 다

(Tecer et al., 2008).

IV. 결론

2007년의 태풍 우사기와 나리의 통과 시 부산지

역의 미세먼지 급상승에 관한 연구를 한 결과 다음

과같은결론을얻었다.

1. 태풍 우사기가 부산지방을 통과한 후, 8월 3일

21시부터 8월 4일 09시까지 12시간 동안 미세먼지

농도(PM10과 PM2.5)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지표부

근에 야간역전층이 발생하고 남풍에서 북동풍으로

풍향이 급변한 것으로 보아 지표 부근에서 방출된

대기오염물질의 침강과 부산지역 인근으로부터 수

송된먼지에의해급속히상승한것으로보인다.

2. 태풍나리가부산지방을통과후, 9월 16일 23

시부터 9월 17일 01시까지 PM10농도가 높게 나타

난 이유는 풍향이 북동풍에서 동남풍으로 급변하고

풍속이 6m/s에서 약 10m/s로 강하게 불었으며 하

층대기가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보아 강한 바람에

의해 지표의 먼지가 비산하여 급격히 상승한 것으

로보인다.

3. 태풍이 통과 후 강우나 바람에 의해 미세먼지

의 농도가 하강할 수 있으나, 태풍 통과 후 야간역

전층에서의 침강이나 이류에 의해 농도가 상승할

수 있고 또한 강한 바람에 의해 일시적으로 지표의

먼지가날려미세먼지농도가상승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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