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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istribution of suspended particulates during the Asian dust period in Busan, Korea

in the spring of 2009. Weather map and automatic weather system (AWS) data were used to analyze the synoptic weather

conditions during the period. Particulate matter 10, laser particle counter data , satellite images and a backward trajectories

model were used to analyze the aerosol particles distribution and their origins. In Case 1 (20 February 2009), when the

PM10 concentration increased, the aerosol volume distribution of small (0.3-1.0 µm) particles decreased, while the

concentration of large (1.0-10.0 µm) particles increased. When the PM10 concentration decreased, the aerosol volume

distribution was observed to decrease as well. The prevailing winds changed from weak northerly winds to strong

southwesterly winds when the concentration of the large particles increased.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PM10

concentration and aerosol volume distribution of large particles showed a high positive value of over 0.9. The results from

the trajectory model show that the Asian dust originated in the Gobi desert and the Nei Mongol plateau. In Case 2 (25

April 2009), when the PM10 concentration increased, the aerosol volume concentration of small (0.3-0.5 µm) particles

decreased, but the concentration of large (0.5-10.0 µm) particles increased. The opposite was observed when the PM10

concentration decreased. The prevailing winds changed from northeasterly winds to southwesterly and northeasterly winds.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PM10 concentration and aerosol volume distribution of large particles (1.0-10.0 µm)

showed a high positive value of about 0.9. The results from the trajectory model show that the Asian dust originated in

Manchuria and the eastern coast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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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동아시아 지역 봄철에 주로 발생하는 황사의 물리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2009년 황사

기간의 종관 일기도와 자동기상관측장비(AWS)를 이용한 기상해석, PM10 샘플러와 레이저입자계수기(LPC)를 이용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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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입자상 물질농도 분석, 위성영상과 역궤적분석 모델을 이용한 발생원을 조사하였다. 2009년 2월 20일의 경우 (사례

1), PM10 농도가 급격히 증가할 때 0.3-1.0 µm의 작은 입자의 에어로솔 체적 농도 분포가 감소한 반면 1.0-10.0 µm의

큰 입자의 농도는 증가하였다. 그 후 PM10 농도가 감소할 때 지상의 풍향은 북풍에서 남서풍으로 변하였으며, 전체 에

어로솔 농도는 감소하였다. PM10과 1.0-10.0 µm의 큰 입자 농도의 상관계수는 0.9 이상으로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

내었다. 이는 내몽골 지역에서 발달된 황사가 중국 고비 사막을 통과하여 한반도로 유입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2009년 4월 25일의 경우 (사례 2), PM10 농도가 급격히 증가할 때 0.3-0.5 µm의 작은 입자의 에어로솔 체적 농도 분포

가 감소한 반면 0.5-10.0 µm의 큰 입자의 농도는 증가하였다. 그 후 PM10 농도가 감소할 때 0.3-0.5 µm의 작은 입자의

농도는 증가한 반면 0.5-10.0 µm의 큰 입자의 농도는 감소하였다. 이 때 지상의 풍향은 북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변한 후

다시 북동풍으로 변하였다. PM10과 1.0-10.0 µm의 큰 입자의 농도의 상관계수는 약 0.9에 가까운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입자의 역궤적 수송 모델 분석 결과, 만주지역과 중국 동쪽 해안으로부터 한반도로 유입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주요어: 에어로솔 분포, 레이저입자계수기, PM10 농도, 큰 입자, 동아시아 황사

서 론

황사는 바람에 의하여 하늘 높이 불어 올라간 미

세한 모래먼지가 대기 중에 확산되어 하늘을 덮었다

가 서서히 강하하는 현상 또는 강하하는 모래 먼지

이다.

기상청에서는 미세먼지관측농도 관측 장비인 PM10

을 이용하여 지상의 황사농도 관측을 수행하고 있으

며 황사 예보 향상을 위해 국내·외 황사관측장비인

PM10, 라이다, 입자계수기 등을 설치하여 황사 관측

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로서 중국 황사발원지와 경유

지에 설치한 관측 자료를 실시간으로 활용하여 황사

의 이동을 파악하고 국내 관측 자료를 활용하여 황

사 특보에 대한 정확도를 향상할 수 있게 되었다. 기

상청의 황사 기준에 따르면 황사주의보는 1시간 평

균농도 400 µg m
−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예상될 때,

황사경보는 1시간 평균농도 800 µg m
−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예상될 때 황사특보를 발표한다. 

현재 황사에 대한 국내·외 관심의 증가와 심각성

으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로는 황사의 발원지 연구(Yoon, 1990;

Yoon and Park, 1991; Chun et al., 2003; Chung et

al., 2004), 황사의 종관 기상장 분석 연구(Chung and

Park, 1995; Jhun et al., 1999, 2000; Kim et al.,

2004; Kang, 2010), 황사의 물리·화학적 특성 연구

(Kim and Choi, 2002; Kim et al., 2003; Shin et al.,

2004), 수치 모델을 이용한 황사 연구(Choi et al.,

1999; Laurent et al., 2006; Moon et al., 2011) 등이

있다.

에어로솔의 특징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입자의 크기

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현재까지 대기 중 입

자의 크기별 농도 분포에 대한 연구는 실제 장비를

이용한 관측이 동반되어야 하므로 아직 미흡한 실정

이다. 에어로솔 입자의 크기 농도 분포에 관한 연구

는 국내의 서해안지역(Lee and Cho, 2007), 남서지역

(Lee et al., 2008; Seo, 2010), 내륙지역(Kang, 2003;

Jeong et al., 2013), 도심지역(Kim et al., 2001; Bae

et al., 2003), 독립된 해양지역인 이어도 종합해양과

학기지(Park et al., 2009, 2012a, 2012b) 등에서 이루

어졌으며 국제적으로는 일본 북해도(Lee, 1989), 중

국 베이징(Yan et al., 2004; Yu et al., 2011) 등 여

러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주로 에어로솔 수, 표면적,

체적 농도 분포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Dorsey

et al., 2002), 기상조건과 에어로솔 농도간의 관계(El-

Metwally and Alfaro, 2013)에 대해 연구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황사는 기상학적인 요인에 따라 중

국대륙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이 장거리 이동하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특히 부산은 Fig. 1에서 나

타낸 바와 같이 한반도 남동쪽에 위치하므로 북서쪽

에서 발생한 황사가 한반도로 이동시 마지막 지역에

해당한다. 또한 부산에서는 연 5회 이상의 고농도의

황사 관측이 발생하므로 황사 입자의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중요 지점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의 남동쪽에 위치한

부산에서 2009년 2월 20일과 4월 25일에 발생한 황

사 입자의 물리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종관기상

상태, 황사의 이동, 에어로솔 입자의 크기 별 농도

분포 변화와 기상변수간의 변동 및 대기상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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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분석 방법

2009년 전반기 부산지역의 황사는 총 4회 발생하

였으며 그 중 기상청 부산 구덕산 지점의 PM10

(Particulate Matter)자료를 기준으로 2월 20일 23시에

최고 348 µg m
−3

, 4월 25일 15시에 최고 307 µg m
−3

가 발생한 두 사례를 선정하여 비교 분석을 실시하

였다.

지상기상자료는 관측 지점과 가장 가까운 부산광역

시 남구 대연동 지점 (동경 129.06
o
, 북위 35.08

o
)의

온도, 풍향, 풍속과 부산 대표 지점인 중구 대청동

지점 (동경 129.03
o
, 북위 35.10

o
)의 습도, 기압 자료

를 이용하였다. NCEP/NCAR (National Center for

Environmental Prediction/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재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지상

에서 300 hPa 고도까지의 종관 기상상태를 분석하였

다. 대기오염 자료는 부산 구덕산 지점의 PM10 자료

를 이용하였다. 또한 황사의 이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지기상위성인 MTSAT-1R (Multi-functional

Transport Satellite)의 적외광학두께지수인 IODI

(Infrared Optical Depth Index) 영상과 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에서 제공하는 HYSPLIT (HYbrid Single-Particle

Lagrangian Integrated Trajectory) 모델을 사용하였다.

모델에 적용된 시간은 황사가 한반도에 유입되어 부

산 지역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된 시간을 기준으로 5

일 전까지의 이동경로를 추정하였다.

에어로솔 자료는 대한민국의 남동쪽에 위치한 부산

광역시 남구 대연동 부경대학교 충무관 옥상(동경

129.06
o
, 북위 35.08

o
)에서 관측을 통해 수집하였다.

입자크기별 에어로솔 체적 농도 분포에 대한 관측을

위하여 레이저입자계수기(Laser Particle Counter,

LPC, KANOMAX, Japan, Model: 3900)를 이용하여

28.3 L min
−1
의 유량으로 매 30분 간격의 에어로솔 관

측을 실시하였다. 에어로솔 분석을 위한 LPC는 개개

의 입자에 의한 빛의 강도를 측정하여 그 강도로부

터 미리 정해진 강도와 입자의 크기 사이의 일정 관

계에 의해 입자 크기를 추정하는 기기이다. 내장된

펌프에 의해 산란광의 광도를 특정한 산란각에 대해

측정한다. 광전자 중배관에 의해 산란되는 빛의 양에

비례하는 펄스형의 크기는 입자 크기와 관계되고, 펄

스 수는 입자 수와 관계되므로 입자의 크기별 개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LPC의 측정 가능한 에어로

솔의 크기 범위는 0.3-10.0 µm로서 기본적으로 5개

채널(0.3-0.5, 0.5-1.0, 1.0-3.0, 3.0-5.0, 5.0-10.0 µm)로

관측하였다. LPC의 제원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Park et al., 2009).

LPC 관측 결과를 이용하여 에어로솔 크기별 농도

계산을 수행하였다. 대기 중 에어로솔은 크기 범위가

매우 넓어 농도를 적절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으로 대수적 방법으로 입자의 크기 분포를 표현하게

된다. 이 때 에어로솔은 구형의 동일한 광학적 성질

을 가진 물질로 구성됨을 가정한다. N은 단위 체적

당 입자의 개수, Dp는 입자의 직경을 나타낸다고 할

때 dN =nN(Dp)dDp는 입자 크기범위(Dp, Dp+dDp) 내

의 입자의 수를 나타낸다. 입자의 수 농도 분포

nN(Dp)를 이용하여 체적 농도 분포 nV(Dp)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식 (1)과 같이 쓸 수 있다(Seinfeld

and Pandis, 1998).

nN(Dp)= (µg
−1

m
−3

)

(1)

nV(Dp)= Dp
3
nN(Dp) (µg

−1
m

−3
)

dN
dDp

---------

π

6
---

Fig. 1. Location and topography of Busan.

Table 1. Specification of a LPC

Item Contents

Light collection
Wide-angle light collection by ellipsoidal 

mirror

Light source Laser diode

Particle diameter Less than 10.0 µm

Size channels (µm) 0.3, 0.5, 1.0, 3.0, 5.0 and 10.0 µm

Sample flow rate 28.3 L min
−1



696 정운선·박성화·이동인·강덕두·김동철

크기 별 입자의 체적 농도 분포를 상용 대수적으

로 표현하기 위해서 식 (2)를 사용하였다.

=2.303DpnN(Dp) (µg
−1

m
−3

) (2)

선행연구에서는 에어로솔 체적 농도 분포를 이용하

여 제주지역의 에어로솔 부피 농도 분포 특성(Kang

et al., 2012), 에어로솔 크기 별 입자가 PM10 농도에

차지하는 기여율 산정(Jung et al., 2003), 지점별 계

절별 에어로솔 수 농도와 체적 농도를 직접 비교

(Weimer et al., 2009)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에어로솔의 체적 농도와 PM10 농도와의 비교 분석을

위하여 에어로솔 수 농도를 체적 농도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사례분석 1 (2009년 2월 20일)

종관 기상 상태

종관 기상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NCEP/NCAR

재분석자료를 이용하여 2009년 2월 20일 12UTC의

종관상태를 나타내었다. Fig. 2a에서 Fig. 2d까지는

각각 지표면, 850, 500, 300 hPa를 나타내었으며, 실선

은 각각 해면기압 (hPa), 상당온위 (K), 상대와도 (10
−5

s
−1

), 지위고도(m)를 나타낸다. 풍향과 풍속은 화살표

로 나타내었으며, 음영으로 나타낸 영역은 풍속이 각

각 12, 15, 20, 25 ms
−1

 이상인 지역을 나타내었다.

Fig. 2에서 2009년 2월 20일 12UTC의 종관 기상

상태를 살펴보면 지표면에서는 한반도 서쪽인 중국

남동부에는 고기압이, 동쪽인 일본 홋카이도에는 저

기압이 위치하고 있으며 한반도에는 전체적으로

12 ms
−1

 이상의 북서풍 바람이 불고 있다. 850 hPa에

서도 한반도에서 15 ms
−1

 이상의 북서풍 바람이 불며

중국 남동부와 대만에는 시계방향의 고기압성 흐름이,

일본 홋카이도에는 반시계방향의 저기압성 흐름이 존

재하고 있다. 500 hPa에서는 약 4×10
−5

s
−1

 이상의 양

의 상대와도와 20 ms
−1

 이상의 북서풍이 존재하였으

며, 300 hPa에서는 빠르고 급한 흐름인 제트류가 나

타났다. 풍향은 지상에서는 북서풍이 불다가 상층으

로 갈수록 서풍으로 변하며, 연직으로는 반시계방향

dV
d Dplog
-----------------

Fig. 2. Synoptic weather conditions using NCEP/NCAR reanalysis data at 12UTC 20 February 2009. (a) pressure (lines) and

wind vector (shades) at the surface, (b)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 (lines) and wind vector (shades) at 850 hPa, (c) relative

vorticity (lines) and wind vector (shades) at 500 hPa, and (d) geopotential height (lines) and wind vector (shades) at 300 h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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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전 (Backing)의 흐름을 보였다.

관측지점에서의 연직 기상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Fig. 3은 Fig. 2c의 A-A'와 B-B'선의 연직단면을 나

타내었다. Fig. 3a와 Fig. 3c는 경도별, Fig. 3b와

Fig. 3d는 위도별로 나타내었으며, Fig. 3a와 Fig. 3b

에서 실선은 상대와도를, 음영은 풍속이 10 ms
−1

 이

상인 지역을 나타내었으며, Fig. 3c와 Fig. 3d에서 실

선은 수렴(10
−6

s
−1

)을, 음영은 상당온위가 300K 이상

인 지역을 나타내었다.

Fig. 3a와 Fig. 3b에서 부산의 상대와도는 전체적으

로 양의 값으로 반시계방향의 저기압성 회전을 보였

으며, 풍속은 상층에서 10-40 ms
−1
로 나타났다. Fig.

3c와 Fig. 3d에서 부산지역의 수렴 값은 650 hPa 이

하의 하층에서는 0-12×10
−6

s
−1
로 양의 값이 나타난

반면, 상층에서는 −12-0×10
−6

s
−1
로 음의 값이 나타났

다. 상당온위는 전체적으로 330 K 이하의 값이 나타

났다. NCEP/NCAR 재분석자료를 통해 전체적으로

북서쪽으로부터 강한 풍속으로 공기가 유입되었으며,

연직으로는 반시계방향의 역전 (Backing)의 흐름을

보였다.

황사의 이동 경로

Fig. 4는 정지기상위성(MTSAT-1R)의 적외광학두께

지수 (IODI) 영상으로서, 적외광학두께지수는 황사의

강도를 지수로 나타낸 것으로 청천지표복사와 황사층

을 통과한 복사의 관계를 상대적인 비(청천지표복사/

황사층을 통과한 복사)로 계산한다. 따라서 복사량이

황사층에 의해 많이 소산 될수록 값은 커지고 황사

의 강도가 강해짐을 나타낸다. Fig. 4a는 2009년 2월

20일 00시, Fig. 4b는 06시, Fig. 4c는 12시, Fig. 4d

는 18시의 영상을 나타낸다. Fig. 4a에서 00시에 중

국 베이징 주위에서 0.03에 가까운 값이 나타났으며

점차 남동진하여 Fig. 4b의 06시에는 보하이 해와 서

해 주위에서 0.04에 가까운 값이 나타났다. 이 후

Fig. 4c의 12시에는 한반도 중부지방에 0.04에 가까

운 값이 나타났으며, Fig. 4d의 18시에는 부산지역

주위에 IODI 값이 나타나고 이후 소멸하였다.

기상청 부산 구덕산 지점의 최대 PM10 농도가 나

타난 2009년 2월 20일 14 UTC를 기준으로 전 6시

간, 후 6시간동안 1시간 간격으로 황사 입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였다. Fig. 5는 NOAA에서 제공하는

Fig. 3. Vertical cross section along the line A-A' and B-B' at each longitude and latitude (refer to Fig. 2) using NCEP/NCAR

reanalysis data at 12UTC 20 February 2009. (a) and (b) wind speed (shades) and relative vorticity (lines), (c) and (d)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 (shades) and convergence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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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SPLIT 모델의 Isentropic motion과 GDAS 기상장

을 이용하여 기단의 이동경로를 추정한 것이다. 황사

발생 전, 중, 후의 5일간의 역궤적 분석을 실시한 결

과 복잡한 형태로 기단이 이동한 것으로 보이며 이

는 Fig. 2a의 고비 사막과 내몽골 지역에서 나타난

vortex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한반도로 유입된 황사의

경우 전체적으로 북서쪽으로부터 기단이 유입된 것으

로 보아, 내몽골 지역에서 발달된 황사가 중국 고비

사막을 통과하여 한반도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상 기상 상태와 에어로솔 분포 변화

지상 기상 상태와 에어로솔 분포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Fig. 6에 2009년 2월 19일부터 21일까지의

지상 기온, 상대습도, 기압, 풍향, 풍속, PM10 농도

및 입경크기별 에어로솔 체적 농도 분포를 나타내었

다. 기온은 일주기 변동이 나타났으며, 상대습도는

19일 00시 38%에서 20일 00시 95%로 최대를 나타

내었다가 13시 32%, 21일 04시 55%, 12시 17%, 22

일 00시 63%로 낮고 높음을 반복하였다. 특히 20일

00시에 최고 95%인 상대습도가 13시에는 40% 이하

로 급격히 낮아졌는데 이는 PM10 농도 변화와 반대

되는 패턴을 보였다. 이는 Kim and Lee (2013)와 비

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기압은 황사 발생 전인 19

일 00시 1025.6 hPa로 최대, 황사 발생 직전인 20일

03시 1009.8 hPa로 최소를 나타내었다가 다시 황사

발생 후인 21일 09시 1023.3 hPa로 상승하였는데 이

는 전체적인 PM10 농도와 1 µm 이상의 큰 에어로솔

분포 변동과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풍향은 19일 06

시 북동풍계열에서 20일 00시에 남서풍계열로 급격

히 바뀌었으며 강한 풍속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를 수치적으로 알아보면 Table 2에서

PM10 농도가 처음 최소 나타난 19일 19시부터 23시

까지 평균 11 µg m
−3

 (최저 5 µg m
−3

), 최대가 나타난

Fig. 4. MTSAT-1R IODI image at (a) 00LST, (b) 06LST, (c) 12LST, and (d) 18LST on 20 Februar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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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ive-days back trajectories of the air mass arrived over Busan from 08UTC to 20UTC 20 February 2009.

Fig. 6. Time variation of humidity, temperature, pressure, wind direction, wind speed, PM10 concentration, and volume concen-

tration of aerosol particles at each channel from 19 to 21 Februar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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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21시부터 21일 01시까지 평균 297 µg m
−3

3 (최

고 348 µg m
−3

)로 급격한 증가가 나타났다. 이 때 전

체적인 에어로솔 체적 농도 분포에서 0.3-0.5 µm,

0.5-1.0µm의 작은 입자는 0.5427µm
3
cm

−3
에서 0.1068

µm
3
cm

−3
로 80%, 0.1442 µm

3
cm

−3
에서 0.0902 µm

3

cm
−3
로 37% 감소가 나타났다. 반면 1.0-3.0, 3.0-5.0,

5.0-10.0 µm의 큰 입자는 0.0202 µm
3
cm

−3
에서 0.1932

µm
3
cm

−3
, 0.0130 µm

3
cm

−3
에서 0.9683 µm

3
cm

−3
,

0.0012 µm
3
cm

−3
에서 0.0756 µm

3
cm

−3
의 급격한 증가

가 나타났다. PM10 농도가 최대로 나타난 20일 21시

부터 21일 01시까지 평균 297 µg m
−3

 (최고 348

µg m
−3

), 그 후 최소로 나타난 21일 15시부터 19시까

지 평균 32 µg m
−3

 (최저 10 µg m
−3

)로 급격한 감소가

나타났다. 이 때 전체적인 에어로솔 체적 농도 분포

는 0.3-10.0 µm 전 영역에 대하여 감소가 나타났으며,

그 감률은 5개의 모든 채널에 대하여 평균 80% 이

상의 큰 감소율을 보였다.

PM10 변화는 1 µm 이상의 에어로솔 체적 농도 분

포변동과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 µm 이

상의 큰 에어로솔 입자들이 황사 입자로서 그 농도

가 PM10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풍향별 에어로솔 입자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Fig. 7a에서 Fig. 7c까지 각각 2009년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풍향-풍속, 풍향-에어로솔 체적 농도 분포,

풍속-에어로솔 체적 농도 분포를 나타내었다. Fig. 7a

에서는 3 ms
−1

 이하로 약한 풍속의 경우 북북동풍이

지배적이었으며 7 ms
−1

 이하의 강한 풍속의 경우 서

남서풍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Fig. 7b에서는 풍향

에 따른 5개 채널의 에어로솔 체적 농도 분포가 서

남서풍에 주로 나타났다. 0.3-0.5 µm 작은 입자에서

0.6-0.8 µm
3
cm

−3
, 0.5-1.0 µm 작은 입자에서 0.0-0.2

µm
3
cm

−3
의 작은 체적 농도 분포는 북풍과 동풍에

주로 나타났으며, 3.0-5.0 µm 큰 입자에서 0.0-1.2

µm
3
cm

−3
의 체적 농도 분포는 서남서풍에 주로 나타

났다. Fig. 7c에서는 풍속에 따른 5개 채널의 에어로

솔 체적 농도 분포를 알아보았으며 0.2 µm
3
cm

−3
 이

하의 작은 에어로솔 체적 농도 분포가 전 풍속에 걸

쳐 나타났다. 0.3-0.5 µm 작은 입자의 0.4-0.8 µm
3
cm

−3

의 체적 농도 분포는 5 ms
−1

 이하의 풍속에 나타났으

며, 3.0-5.0 µm 큰 입자는 2-8 ms
−1
의 상대적으로 높

은 풍속까지 나타났다.

기상변수와 에어로솔 변수들의 상관성을 수치적으

로 알아보기 위하여 Table 3에 2009년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기상변수(풍향, 풍속, 온도), PM10 농도, 5

개 채널의 에어로솔 체적 농도 분포간의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총 9개 변수간의 상관계수를 알아본 결

과 PM10과 1.0 µm 이상의 에어로솔 체적 농도 분포

가 0.9 이상의 높은 양의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이

는 PM10 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1.0 µm 이상 큰

입자에 해당하는 에어로솔 체적 농도 분포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0.3-0.5 µm의 에어로솔 체적

농도 분포는 1.0 µm 이상의 입자들과 −0.5 이상의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조대 입자에 해

당하는 황사 입자(Seinfeld and Pandis, 1998)의 증가

로 인해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입자들과 반대되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The PM10, volume concentration of aerosol particle in minimum 1 (Min.1), maximum (Max.), and minimum 2 (Min.2)

value from 19 to 21 February 2009

　

Min.1 Max. Min.2

Date and Time
2009-02-19

19:00-23:00

2009-02-20 21:00

2009-02-21 01:00

2009-02-21

15:00-19:00

Temperature (
o
C) 5.3±0.2 1.0±0.8 5.7±0.3

Wind direction ( 
o
 ) 126.8±125.5 248.2±5.500 230.2±7.500

Wind speed (ms
−1

) 0.8±0.4 3.5±0.8 2.9±0.3

Humidity (%) 94.2±0.40 45.4±1.40 44.6±3.30

Pressure (hPa) 1013.2±0.1000 1019.6±1.3000 1019.8±0.1000

PM10 (µg m
3
) 11.4±6.70 297.4±43.30 32.2±16.9

dV/dlogDp

(µm
3
 cm

−3
)

0.3-0.5 µm 0.5427±0.1359 0.1068±0.0104 0.0557±0.0163

0.5-1.0 µm 0.1442±0.0536 0.0902±0.0084 0.0171±0.0033

1.0-3.0 µm 0.0202±0.0088 0.1932±0.0272 0.0155±0.0018

3.0-5.0 µm 0.0130±0.0070 0.9683±0.1695 0.0599±0.0099

5.0-10.0 µm 0.0012±0.0005 0.0756±0.0162 0.0052±0.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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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2 (2009년 4월 25일)

종관 기상 상태

종관 기상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NCEP/NCAR

재분석자료를 이용하여 2009년 4월 25일 12 UTC의

종관상태를 나타내었다. Fig. 8에서 2009년 4월 25일

12 UTC의 종관 기상 상태를 살펴보면 지표면에서는

한반도 서쪽인 중국 남동부에는 고기압이, 동쪽인 일

본에는 저기압이 위치하고 있으며 한반도 남부에는

전체적으로 12 ms
−1

 이상의 북서풍 바람이 불고 있다.

850 hPa에서도 한반도 남부에서 15 ms
−1

 이상의 북서

Fig. 7. (a) Wind rose, (b) rose of wind direction and aerosol volume distribution, and (c) rose of wind speed and aerosol vol-

ume distribution from 19 to 21 February 2009.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 among the meteorological parameter (wind direction, wind speed, temperature), PM10, and vol-

ume concentration of aerosol particle from 19 to 21 February 2009

 Wind direction Wind speed Temperature PM10 0.3-0.5 µm 0.5-1.0 µm 1.0-3.0 µm 3.0-5.0 µm 5.0-10.0 µm

Wind direction 1.00 - - - - - - - -

Wind speed 0.25 1.00 - - - - - - -

Temperature -0.14 0.09 1.00 - - - - - -

PM10 0.08 0.37 -0.32 1.00 - - - - -

0.3-0.5 µm -0.36 -0.38 0.37 -0.39 1.00 - - - -

0.5-1.0 µm -0.36 -0.28 0.32 -0.10 0.93 1.00 - - -

1.0-3.0 µm 0.17 0.37 -0.37 0.95 -0.53 -0.22 1.00 - -

3.0-5.0 µm 0.18 0.35 -0.41 0.95 -0.54 -0.25 0.99 1.00 -

5.0-10.0 µm 0.17 0.37 -0.44 0.94 -0.55 -0.27 0.96 0.9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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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 바람이 불며 동해에는 반시계방향의 저기압성 흐

름이 존재하고 있다. 500 hPa에서는 약 4×10
−5

s
−1

 이

상의 양의 상대와도와 20 ms
−1

 이상의 북서풍이 존재

하였으며, 300 hPa에서는 빠르고 급한 흐름인 제트류

가 나타났다. 풍향은 지상에서는 북서풍이 불다가 상

층으로 갈수록 서풍으로 변하며, 연직으로는 반시계

방향의 역전 (Backing)의 흐름을 보였다.

관측지점에서의 연직 기상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Fig. 9는 Fig. 8c의 A-A'와 B-B'선의 연직단면을 나

타내었다. Fig. 9a와 Fig. 9b에서 부산은 전체적으로

양의 상대와도 0
−6
×10

−5
s
−1
으로 반시계방향의 저기압

성 회전을 보였으며, 풍속은 지상부터 상층까지 10-

40 ms
−1
의 강한 바람이 나타났다. Fig. 9c와 Fig. 9d

에서 부산의 수렴 값은 600 hPa 이하의 하층에서는

0
−6
×10

−6
s
−1
로 양의 값이 나타난 반면, 상층에서는 −9-

0×10
−6

s
−1
로 음의 값이 나타났다. 상당온위는 전체적

으로 330K 이하의 값이 나타났다. NCEP/NCAR 재

분석자료를 통해 전체적으로 북서쪽으로부터 강한 풍

속으로 공기가 유입되었으며, 연직으로는 반시계방향

의 역전 (Backing)의 흐름을 보였다.

황사의 이동 경로

Fig. 10a는 2009년 4월 25일 00시, Fig. 10b는 07

시, Fig. 10c는 14시, Fig. 10d는 23시의 정지기상위

성(MTSAT-1R)의 적외광학두께지수(IODI) 영상을 나

타낸다. Fig. 10a에서 00시에 고비사막과 내몽골사막

주위에서 0.03에 가까운 값이 나타났으며 점차 남동

진하여 Fig. 10b의 07시에는 내몽골사막과 서해상에

서 0.03에 가까운 값이 나타났다. 이 후 Fig. 10c의

14시에는 부산지역 주위에 IODI 값이 나타나고, Fig.

10d의 23시에는 한반도를 지나 일본에서 0.07에 가

까운 높은 IODI 값을 보였다.

기상청 부산 구덕산 지점의 최대 PM10 농도가 나

타난 2009년 4월 25일 06UTC를 기준으로 전 6시간,

후 6시간동안 1시간 간격으로 황사 입자의 이동경로

를 추적하였다. Fig. 11은 NOAA에서 제공하는

HYSPLIT 모델의 Isentropic motion과 GDAS 기상장

을 이용하여 기단의 이동경로를 추정한 것이다. 5일

간의 역궤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vortex 흐름과 매우

복잡한 형태로 기단이 이동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Fig. 8에 나타난 한반도 동쪽의 vortex의 영향으로 추

Fig. 8. Synoptic weather conditions using NCEP/NCAR reanalysis data at 06UTC 25 April 2009. (a) pressure (lines) and wind

vector (shades) at the surface, (b)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 (lines) and wind vector (shades) at 850 hPa, (c) relative vortic-

ity (lines) and wind vector (shades) at 500 hPa, and (d) geopotential height (lines) and wind vector (shades) at 300 h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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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다. 한반도로 유입된 황사의 경우 전체적으로 북

쪽으로부터 기단이 유입된 것으로 보아, 만주지역으

로부터 온 입자가 한반도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상 기상 상태와 에어로솔 분포 변화

지상 기상 상태와 에어로솔 분포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Fig. 12에 2009년 4월 24일부터 26일까지의

지상 기온, 상대습도, 기압, 풍향, 풍속, PM10 농도

및 입경크기별 에어로솔 체적 농도 분포를 나타내었

다. 기온은 약한 일주기 변동이 나타났으며 PM10 농

도변동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최고 PM10

농도가 나타난 25일 15시에 20
o
C로 최고온도를 나타

내었다. 상대습도는 24일 00시 68%에서 25일 00시

97%로 최대를 나타내었다가 17시 46%, 26일 04시

65%, 10시 48%, 27일 00시 79%로 낮고 높음을 반

복하였다. 특히 25일 00시에 최고 97%였던 상대습도

가 17시에는 50% 이하로 급격히 낮아졌으며 이는

Kim and Lee (2013)와 비슷한 결과인 PM10 농도 변

화와 반대되는 패턴을 보였다. 기압은 황사 발생 전

인 24일 00시에 1020.6 hPa로 최대치를 나타내었고,

황사 발생 시간인 25일 15시엔 1001.0 hPa로 최소치

를 보이다가 다시 황사 발생 후인 27일 00시에

1011.6 hPa로 상승하였다. 이는 전체적인 PM10 농도

와 1 µm 이상의 큰 에어로솔의 농도 분포의 변동과

는 반대되는 패턴을 보였다. 풍향은 24일 00시 북동

풍계열에서 25일 06시에 서풍계열로 급격히 바뀌고

강한 풍속이 나타났으며, 다시 26일 12시에 동풍계열

로 급격히 바뀌었다.

Table 4에서 보는바와 같이, PM10 농도가 처음 최

소로 나타난 25일 05시부터 09시까지 평균 5 µg m
−3

(최저 1 µg m
−3

), 최대가 나타난 13시부터 17시까지

평균 173 µg m
−3

 (최고 307 µg m
−3

)로 급격한 증가가

나타났다. 2009년 4월 24일 00시부터 10시까지는

LPC 자료의 부재로 그 이후 시간의 에어로솔 변동에

관해 나타내었다. 전체적인 에어로솔 체적 농도 분포

에서 볼 때 0.3-0.5 µm의 작은 입자는 0.2034 µm
3
cm

−3

에서 0.1125 µm
3
cm

−3
로 45% 감소가 나타났다. 반면

0.5-1.0, 1.0-3.0, 3.0-5.0, 5.0 −10.0 µm의 큰 입자는

0.0283 µm
3
cm

−3
에서 0.0518µm

3
cm

−3
, 0.0045 µm

3
cm

−3

Fig. 9. Vertical cross section along the line A-A' and B-B' at each longitude and latitude (refer to Fig. 8) using NCEP/NCAR

reanalysis data at 06UTC 25 April 2009. (a) and (b) wind speed (shades) and relative vorticity (lines), (c) and (d)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 (shades) and convergence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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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0.1435 µm
3
cm

−3
, 0.0100 µm

3
cm

−3
에서 0.8115

µm
3
cm

−3
, 0.0035 µm

3
cm

−3
에서 0.3012 µm

3
cm

−3
의 급

격한 증가가 나타났다. PM10 농도는 최대가 나타난

13시부터 17시까지 평균 173 µg m
−3

 (최고 307 µg m
−3

),

그 후 최소로 나타난 26일 17시부터 21시까지 평균

17 µg m
−3

 (최저 11 µg m
−3

)로 급격한 감소가 나타났

다. 이 때 전체적인 에어로솔 체적 농도 분포에서

0.3-0.5µm의 작은 입자는 0.1125 µm
3
cm

−3
에서 0.1222

µm
3
cm

−3
로 9% 증가가 나타났다. 반면 0.5-1.0, 1.0-

3.0, 3.0-5.0, 5.0-10.0 µm의 큰 입자는 0.0518 µm
3
cm

−3

에서 0.0133 µm
3
cm

−3
로 74%, 0.1435 µm

3
cm

−3
에서

0.0111 µm
3
cm

−3
로 92%, 0.8115 µm

3
cm

−3
에서 0.0309

µm
3
cm

−3
로 96%, 0.3012µm

3
cm

−3
에서 0.0090µm

3
cm

−3

로 97%의 감소가 나타났다.

PM10 농도변화는 0.5 µm 이상의 에어로솔 체적 농

도 분포 변동과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0.5 µm 이상의 큰 에어로솔 입자의 체적 농도가

PM10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풍향별 에어로솔 입자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Fig. 13a에서 Fig. 13c까지 각각 2009년 4월 24일부

터 26일까지 풍향-풍속, 풍향-에어로솔 체적 농도 분

포, 풍속-에어로솔 체적 농도 분포를 나타내었다.

Fig. 13a에서는 북동풍에서 6 ms
−1

 이하, 서남서풍에

서 7 ms
−1

 이하의 풍속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Fig.

13b에서는 풍향에 따른 5개 채널의 에어로솔 체적

농도 분포를 알아보았으며, 0.2 µm
3
cm

−3
 이하의 체적

농도가 풍향 전체에 나타났으며, 3.0-5.0 µm 큰 입자

가 0.8 µm
3
cm

−3
 이하의 높은 체적 농도 분포로 서남

서풍에 나타났다. Fig. 13c에서는 풍속에 따른 5개

채널의 에어로솔 체적 농도 분포를 알아보았으며

0.2 µm
3
cm

−3
 이하의 체적 농도가 5 ms

−1
 이하의 풍속

에 주로 나타났다.

Fig. 10. MTSAT-1R IODI image at (a) 00LST, (b) 07LST, (c) 14LST, and (d) 23LST on 25 Apri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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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Five-days back trajectories of the air mass arrived over Busan from 00UTC to 12UTC 25 April 2009.

Fig. 12. Time variation of humidity, temperature, pressure, wind direction, wind speed, PM10 concentration, and volume concen-

tration of aerosol particles at each channel from 24 to 26 Apri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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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a) Wind rose, (b) rose of wind direction and aerosol volume distribution, and (c) rose of wind speed and aerosol vol-

ume distribution from 24 to 26 April 2009.

Table 4. The PM10, volume concentration of aerosol particle in before minimum 1 (Min.1), maximum (Max.), and minimum 2

(Min.2) from 24 to 26 April 2009

　

Min.1 Max. Min.2

Date and Time
2009-04-25

05:00-09:00

2009-04-25

13:00-17:00

2009-04-26

17:00-19:00

Temperature (
o
C) 13.3±0.20 18.5±1.20 12.7±0.50

Wind direction ( 
o
 ) 175.5±78.10 257.2±21.50 79.0±39.0

Wind speed (ms
−1

) 0.9±0.7 3.7±0.7 1.8±0.5

Humidity (%) 97.0±0.10 55.4±7.90 66.4±2.20

Pressure (hPa) 1005.0±0.2000 1001.0±0.1000 1010.6±0.7000

PM10 4.8±3.1 173.4±87.00 17.2±3.20

dV/dlogDp

(µm
3
 cm

-3
)

0.3-0.5 µm 0.2034±0.0466 0.1125±0.0368 0.1222±0.0103

0.5-1.0 µm 0.0283±0.0095 0.0518±0.0146 0.0133±0.0005

1.0-3.0 µm 0.0045±0.0010 0.1435±0.0768 0.0111±0.0021

3.0-5.0 µm 0.0100±0.0047 0.8115±0.4728 0.0309±0.0083

5.0-10.0 µm 0.0035±0.0033 0.3012±0.1873 0.0090±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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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변수와 에어로솔 변수들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Table 5에 2009년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기

상변수 (풍향, 풍속, 온도), PM10 농도, 5개 채널의

에어로솔 체적 농도와의 상관계수를 조사하였다. 총

9개 변수간의 상관계수를 알아본 결과, 온도와 0.5

µm 이상의 에어로솔 체적 농도가 0.6 이상의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온도와 0.5 µm 이상

의 큰 입자의 에어로솔의 체적 농도변동 패턴이 비

슷하게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또한 PM10과 1.0 µm

이상의 에어로솔 체적 농도가 약 0.9에 가까운 높은

양의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PM10 농도에 영

향을 주는 인자가 0.5 µm 이상 입자에 해당하는 에

어로솔 체적 농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 론

봄철 한반도 남동쪽에 위치한 부산에 유입되는 황

사의 특징과 에어로솔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9

년 2월 20일, 2009년 4월 25일에 부산에서 관측된

기상자료, 황사의 PM10, 에어로솔 농도 분포 등을 분

석하였다

첫째, 2009년 2월 20일의 경우 종관 기상 상태는

한반도 서쪽인 중국 남동부에 고기압이, 동쪽인 일본

홋카이도에 저기압이 위치했으며 전체적으로 북서풍

이 강하게 유입되고, 연직으로 반시계방향의 역전의

흐름을 보였다. PM10 농도가 최대였던 2009년 2월

20일의 황사 입자는 고비 사막과 내몽골 지역에서

나타난 vortex의 영향으로 인하여 내몽골 지역에서

발달된 황사가 중국 고비 사막을 통과하여 한반도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지상 기상 상태와

에어로솔 체적 농도 변화를 비교해 본 결과, PM10

농도가 처음 최소로 나타난 19일 19시부터 23시까지

평균 11 µg m
−3

 (최저 5 µg m
−3

), 최대가 나타난 20일

21시부터 21일 01시까지 평균 297 µg m
−3

 (최고 348

µg m
−3

)로 급격한 증가가 나타났으며, 이 때 0.3-

1.0 µm의 작은 입자들은 감소한 반면 1.0-10.0 µm의

큰 입자들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PM10 농도가

최대로 나타난 20일 21시부터 21일 01시까지 평균

297 µg m
−3

 (최고 348 µg m
−3

), 그 후 최소로 나타난

21일 15시부터 19시까지 평균 32 µg m
−3

 (최저 10

µg m
−3

)로 급격한 감소가 나타났으며, 이 때 0.3-

10.0㎛에 해당하는 에어로솔 입자들은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다. PM10 변동은 1.0 µm 이상의 큰 입자의

에어로솔 변동과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0 µm 이상의 큰 에어로솔 입자들이 황사 입자로서

작용을 하여 PM10 농도변동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

으로 추측된다. 풍향, 풍속과 에어로솔 체적 농도 분

포와의 관계를 비교해 본 결과, 3 ms
−1

 이하로 약한

풍속의 경우 북북동풍, 7 ms
−1

 이하의 강한 풍속의

경우 서남서풍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5개 채널에서

에어로솔 체적 농도 분포는 서남서풍에 주로 나타났

으며, 0.3-0.5 µm 입자의 0.6-0.8 µm
3
cm

−3
의 체적 농

도 분포는 북풍과 동풍에 나타났다. 0.2 µm
3
cm

−3
 이

하의 작은 에어로솔 체적 농도 분포가 전체 풍속 범

위에서 나타났으며, 0.4-0.8 µm
3
cm

−3
의 체적 농도 분

포는 5 ms
−1

 이하의 풍속에서 나타났다. 상관성 평가

에서는 PM10 농도와 1.0 µm 이상의 에어로솔 체적

농도가 0.9 이상의 높은 양의 상관계수를 나타내었고,

0.3-0.5 µm의 에어로솔 체적 농도는 1.0 µm 이상의

입자 농도와 −0.5 이상의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둘째, 2009년 4월 25일의 경우, 종관 기상 상태는

한반도 서쪽인 중국 남동부에 고기압이, 동쪽인 일본

에 저기압이 위치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북서풍이 강하

게 유입되고, 연직으로 반시계방향의 역전의 흐름을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 among the meteorological parameter (wind direction, wind speed, temperature), PM10, and vol-

ume concentration of aerosol particle from 24 to 26 April 2009

 Wind direction Wind speed Temperature PM10 0.3-0.5 µm 0.5-1.0 µm 1.0-3.0 µm 3.0-5.0 µm 5.0-10.0 µm

Wind direction 1.00

Wind speed 0.23 1.00

Temperature 0.03 0.20 1.00

PM10 0.36 0.26 0.63 1.00

0.3-0.5 µm 0.41 0.01 0.03 -0.16 1.00

0.5-1.0 µm 0.44 0.19 0.64 0.62 0.55 1.00

1.0-3.0 µm 0.19 0.20 0.64 0.89 -0.19 0.68 1.00

3.0-5.0 µm 0.22 0.22 0.66 0.92 -0.18 0.68 0.99 1.00

5.0-10.0 µm 0.22 0.23 0.65 0.94 -0.18 0.67 0.99 0.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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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PM10 농도가 최대였던 2009년 4월 25일의

황사 입자는 한반도 동쪽의 vortex의 영향으로 인하

여 복잡한 형태를 나타내었으며, 만주지역으로부터

온 입자가 중국 동쪽을 통과하여 한반도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지상 기상 상태와 에어로

솔 체적 농도 분포 변화를 비교해 본 결과, PM10 농

도가 처음 최소로 나타난 25일 05시부터 09시까지

평균 5 µg m
−3

 (최저 1 µg m
−3

), 최대가 나타난 13시

부터 17시까지 평균 173 µg m
−3

 (최고 307 µg m
−3

)로

급격한 증가가 나타났으며, 이 때 0.3-0.5 µm의 작은

입자들 농도는 감소한 반면 0.5-10.0 µm의 큰 입자들

농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5일 13시부터 17

시까지 PM10 농도는 평균 173 µg m
−3

 (최고 307

µg m
−3

)으로 나타났고, 그 후 26일 17시부터 21시까

지 평균 17 µg m
−3

 (최저 11 µg m
−3

)로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0.3-0.5 µm의 작은 입자들 농도는 증가한 반

면 0.5-10.0 µm의 큰 입자들 농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PM10 농도변동은 0.5 µm 이상의 큰 입자의

에어로솔 농도변동과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0.5 µm 이상의 큰 에어로솔 입자들이 황사 입

자로서 작용을 하여 PM10 농도변동에 큰 영향을 미

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풍향, 풍속과 에어로솔 체적

농도 분포의 관계를 비교해 본 결과, 6 ms
−1

 이하의

풍속에서는 북동풍이, 7 ms
−1

 이하의 풍속에서는 서

남서풍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0.2 µm
3
cm

−3
 이하의

농도 분포는 전 풍향에서 5 ms
−1

 이하의 낮은 풍속에

서 나타났으며, 3.0-5.0 µm의 큰 입자의 경우 0.8

µm
3
cm

−3
 정도의 높은 농도가 서남서풍에 나타났다.

상관성 조사에서는 온도와 0.5 µm 이상의 에어로솔

체적 농도 분포가 0.6 이상의 양의 상관관계, PM10

농도와 1.0 µm 이상의 에어로솔 체적 농도가 약 0.9

에 가까운 높은 양의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서술한 2 사례는 모두 종관적으로 우

리나라가 서쪽에 고기압, 동쪽에 저기압이 위치하여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강한 북서풍이 유입되었으며,

연직으로 반시계방향의 역전의 흐름이 나타날 때 황

사가 유입되었다. 사례 1에서는 고비 사막과 내몽골

지역에서 나타난 vortex의 영향으로 인하여 내몽골

지역에서 발달된 황사가 중국 고비사막을 통과하여

한반도로 유입된 것으로 판단되며, 사례 2에서는 한

반도 동쪽에서 나타난 vortex의 영향으로 인하여 기

단의 이동이 복잡하게 나타났으며 만주지역으로부터

온 입자가 중국 동쪽을 통과하여 한반도로 유입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서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vortex의 영향으로 다른 황사 이동 경로가 나타났으

며,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은 기원 지역이 다르게 나타

났다. PM10 농도가 증가할 때 작은 에어로솔 농도는

감소, 큰 에어로솔 농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PM10 농도가 감소할 때에 사례 1에서는 전체 에어로

솔 농도 분포는 감소하였고, 사례 2에서는 작은 에어

로솔 농도는 증가, 큰 에어로솔 농도는 감소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주 풍향과 풍속에 따라 채널 별 에

어로솔 체적 농도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는데, 높은 풍속에서는 큰 입자들의 분포가 나타

났으며 낮은 풍속에서는 작은 입자들의 분포가 많이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PM10 농도와 1.0 µm

크기 이상의 에어로솔 변동이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

나 큰 입자 에어로솔 체적 농도 분포 변화가 PM10

농도에 크게 관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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