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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sensitivity of meteorological fields and the variation of

concentration of particulate matters (PMs) due to aerosol schemes and dust options within the WRF-Chem model to

estimate Asian dusts affected on 29 May 2008 in the Korean peninsula. The anthropogenic emissions within the model

were adopted by the 0.5
o
×0.5

o
 RETRO of the global emissions, and the photolysis option was by Fast-J photolysis. Also,

three scenarios such as the RADM2 chemical mechanism and MADE/SORGAM aerosol, the MOSAIC 8 section aerosol,

and the GOCART dust erosion were simulated for calculating Asian dust emissions. As a result, the scenario of the

RADM2 chemical mechanism & MADE/SORGAM aerosol depicted higher concentration than the others’ in both Asian

dusts and the background concentration of PMs. By comparing of the daily mean of PM10 measured at each air quality

monitoring site in Seoul with the scenario results, the correlation coefficient was 0.67, and the root mean square error was

44 µg m
−3

. In addition, the air temperature, the wind speed, the planetary boundary layer height, and the outgoing long-

wave radiation were simulated under conditions of no chemical option with these three scenarios within the WRF or

WRF-Chem model. Both the spatial distributions of the PBL height and the wind speed of u component among the

meteorological factors were similar to those of the Asia dusts in range of 1,800-3,000 m and 2-16 m s
−1

, respectively. And,

it was shown that both scenarios of the RADM2 chemical mechanism and MADE/SORGAM aerosol and the GOCART

dust erosion were interacted on-line between meteorological factors and Asian dusts or aerosols within the model because

the outgoing long-wave radiation was changed to lower than the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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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2008년 5월 29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를 예측하기 위해 WRF-Chem 모델 내 에어

로졸 스킴과 광물성 먼지 옵션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 변화와 그에 따른 기상장의 민감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의 인위적 배출량에 대해서는 0.5
o
×0.5

o
 RETRO 전구 배출량을, 광해리의 경우 Fast-J 광해리 스킴을, 그리고 황사 발생

량을 추정하기 위해 RADM2 화학메커니즘 및 MADE/SORGAM 에어로졸 시나리오, MOSAIC 8 섹션 에어로졸 시나

리오, 그리고 GOCART 먼지 침식 시나리오를 각각 적용하였다. 그 결과 RADM2 화학메커니즘 및 MADE/SORGAM

에어로졸 시나리오가 다른 시나리오들보다 우리나라 황사 먼지 농도와 배경 PM 농도를 더 높게 모사하였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와 서울의 각 대기질 측정망의 평균 PM10 농도와의 비교 결과, 상관계수는 0.67, 평균제곱근오차는 44 µg

m
−3
으로 나타났다. 또한 WRF-Chem 모델에서 상기 3가지 시나리오와 이들 시나리오가 없는 순수 기상에서의 온도, 풍

속, 경계층 높이, 장파복사의 기상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 1,800-3,000 m 경계층 높이와 2-16 m s
−1

 풍속 U성분의 공간

적 분포가 황사 먼지 발생의 공간적 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GOCART 먼지 침식 시나리오와 RADM2 화학

메커니즘 및 MADE/SORGAM 에어로졸 시나리오는 황사 먼지 또는 에어로졸과 기상이 온라인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지구장파복사가 더 낮게 모사되었다.

주요어: WRF-Chem 모델, RADM2 화학메커니즘, MADE/SORGAM 에어로졸, MOSAIC 8 섹션 에어로졸,

GOCART 먼지 침식

서 론

광물성 먼지는 질량 면에서 대기 중 가장 풍부한

에어로졸로 대기 및 물 순환에 의해 수천 킬로미터

로 이동하여 구름의 물리적·복사적 특성과 복사 강

제력 등에 영향을 주고 온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

에 전 지구적 기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Lau

et al., 2009; Flaounas et al., 2009; Wu et al., 2010;

Zhao et al., 2010). 광물성 먼지의 발생원은 주로 북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과 중국 및 몽골의 고비 사

막 등에서 편서풍 파동의 이동에 따른 고·저기압 발

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Sun et al.,

2001; Kurosaki and Mikami, 2003; Hayasaki et al.,

2006; Kim and Chung, 2009; Son and Kim, 2009;

Teppei and Yamazaki, 2009; Ahn and Chun, 2011;

Moon et al., 2011; Huang et al., 2013).

황사 수치모의를 위한 최근까지의 연구는 광물성

먼지를 포함한 미세먼지 모델링이 기상과 상호작용

없이 기상입력 자료에 기반 한 오프라인(off-line) 상

태에서 황사의 발생량, 수송, 침적, 영향, 복사강제력

등을 예측하여 왔다(Tegen and Fung, 1994; Wang et

al., 2000; Ginoux et al., 2001; In and Park, 2002;

Gong et al., 2003; Shaw, 2004; Moon et al., 2011).

하지만 지역 기상과 입자상 및 가스상 물질의 상호

작용을 동시에 예측할 수 있는 온라인(on-line) 모델

인 WRF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Chem

이 개발됨으로써 중국으로부터 발생한 황사나 비산먼

지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Grell et al., 2005; Fast et al., 2006;

Leung et al., 2006; Fast et al., 2009; Qian et al.,

2009; Wang and Liu, 2009; Zhang et al., 2009).

WRF-Chem 모델의 초기 버전에서는 기상과 가스

상 물질과 입자상 물질의 자취를 동시에 수치모의

할 수 있도록, 기상모델에서의 각 기상 물리적 조건

과 함께 RADM2 (Regional Acid Deposition Model

2)의 화학메커니즘(Stockwell et al., 1990) 및 MADE

(Model Aerosol Dynamics Model for Europe)/

SORGAM (Secondary Organic Aerosol Model)의 에

어로졸 모델(Ackermann et al., 1998; Schell et al.,

2001)을 설정할 수 있었다. 이후 Fast et al. (2006)과

Fast et al. (2009)은 CBMZ (Carbon Mechanism)의

화학메커니즘(Zaveri and Peters, 1999)과 MOSAIC

(MOdel for Simulation Aerosol Interactions and

Chemistry)의 에어로졸 스킴(Zaveri et al., 2008)을

통해 WRF-Chem을 보완하였다. 이로 인해 에어로졸

의 복사적 특성과 광해리율에 대해 더 복잡한 처리

가 가능하게 되었다. 에어로졸 크기 분포를 기술하기

위해 WRF-Chem의 MADE/SORGAM 스킴은 세 가

지 모드(Aitken mode, accumulation mode, and

coarse mode)를 통하여 모형적으로 처리하는 반면에,

MOSAIC 스킴은 에어로졸 크기별로 분류하여 처리

할 수 있다(Zhao et al., 2010). 또한 MADE/SORGAN

과 MOSAIC 스킴에서 에어로졸의 종류는 황산염,

질산염, 암모늄염, 유기물질, 탄소, 물, 해염, 그리고

광물성 분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Fast et

al. (2006)과 Barnard et al. (2010)은 WRF-Chem에서

흡광도, 단일 산란 알베도, 산란 비대칭 인자 등과

같은 에어로졸의 광학적 특성을 보다 자세히 계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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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처리하였다.

WRF-Chem 모델을 이용한 동아시아 황사 발생량

연구로는 Kang et al. (2011)이 WRF-Chem 모델 내

광물성 먼지 모델(Shaw et al., 2008)을 세 가지 먼지

발생량 스킴으로 모수화하여 각 스킴별 연직 플럭스

의 민감도를 비교하였고, Huang et al. (2013)은 중국

난징에서의 먼지 폭풍과 그 영향에 대해 MADE/

SORGAM 에어로졸 스킴과 Shaw et al. (2008) 광물

성 먼지 옵션을 이용하여 수치모의 하였다. 하지만

WRF-Chem의 3.4 버전 이상 모델에서는 광물성 먼

지 옵션의 경우 GOCART 모델의 먼지 발생량 산정

이 추가되었으므로 동아시아 영역에서의 황사 수치모

의의 경우 이들 에어로졸 스킴과 광물성 먼지 옵션

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008년 5월을 대상으로 우

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에 대해 WRF-Chem

3.4 버전을 이용하여 모델 내 에어로졸 스킴과 광물

성 먼지 옵션의 미세먼지 민감도를 비교하고 이들

스킴과 옵션의 차이에 따른 경계층 높이, 풍속, 기온,

복사의 기상장 변화를 비교·분석할 것이다.

모델 개요 및 입력 자료

모델 개요

WRF-Chem 모델은 기상 모델인 WRF 모델에 화

학반응모델인 Chem이 접합된 WRF-Chem의 온라인

모델이다. 그 주요 특성으로는 토양 및 식생 스킴과

접합된 건성 침적이 가능하며, 자연적 배출량을 산정

하기 위해서는 Simpson et al. (1995)과 Guenther et

al. (1994)에 의한 자연 배출량(토양에서 이소프렌, 메

타프렌, 질소산화물)의 온라인 계산과 EPA BEIS

(Biogenic Emisssions inventory Sysstem) 3.14 등과

같이 사용자 정의 온라인 수정, 그리고 MEGAN

(Model of Emisssions of Gases and Aerosols from

Nature)으로부터 자연적 기원의 온라인 계산이 가능

하다(Moon et al., 2013). 또한 인위적 배출량을 산정

하기 위해서는 0.5
o
×0.5

o
 RETRO (Reanalysis of the

Tropospheric)와 1
o
×1

o
 EDGAR (Emisssion Database

for Gobal Atmospheric research)로부터의 전구 배출

량과 사용자 정의의 국내 CAPSS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또는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NEI-05 (National Emission inventory 2005)

배출량 인벤토리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가스

상 화학메커니즘의 선택을 위해 RADM2, RACM

(Regional Atmospheric Chemistry Mechanism),

CBM-4 (Carbon Bond Mechanism version IV)와

CBM-Z (Carbon-Bond Mechanism version Z) 화학메

커니즘을 고려할 수 있고 기타 화학메커니즘 생성을

위해서는 KPP (Kinetic Pre-Processor)를 사용한다.

KPP를 이용하면 RADM2, RACM, RACM-MIM

(Mainz Isoprene Mechanism), SAPRC-99 (Statewide

Air Pollution Research Center 99), MOZART (Model

for OZone And Related chemical Tracers) 등의 화학

메커니즘을 생성할 수 있다. 한편 광해리 스킴에는

강수기상, 에어로졸, 대류 매개변수와 접합된

Madronich 스킴과 Fast-J 광해리 스킴, 그리고 F-

TUV 광해리 스킴이 있다. F-TUV 광해리 스킴은

Madronich 스킴보다 빠르지만 모든 에어로졸 옵션에

작동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에어로졸 스킴에는 모달

(modal) 에어로졸의 동역학 모델인 MADE/SORGAM

스킴과 MADE/VBS (Volitity Basis Set) 스킴, 에어

로졸 상호작용과 화학을 모의하기 위한 MOSAIC 4

또는 8 섹션 스킴, GOCART 모델의 총질량 에어로

졸 모듈 스킴이 있다. 광물성 먼지 또는 비산먼지 배

출량 산정 옵션에는 먼지 침식 또는 자체 지정 값으

로 수정된 GOCART 모델의 광물성 먼지 모델과

MOSAIC 및 MADE/SORGAM 에어로졸 스킴과 가

능한 Shaw et al. (2008) 광물성 먼지 모델을 지정할

수 있다. 기타 온실 가스의 능동적 수송 모의 옵션과

단일 화산에 의한 화산재 에어로졸 스킴 옵션, 산불

배출량을 고려하는 플럼 상승 모델 등을 추가하여

에어로졸 및 온실가스의 대기 복사, 광해리 및 미물

리 과정의 상호작용과 함께 이들의 직·간접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모델입력 자료

이 연구에서는 2008년 5월 15부터 31까지의 WRF-

Chem 모델 내 기상 분석과 미세먼지 모델링을 위해

NECP (National Center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의 1
o
×1

o
의 6시간 FNL (Final) 재분석 기상 자료를

사용하였다.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27 km씩 180

×150개의 격자점을 설정하였고, 31개의 수직 층을 적

용하였다. 그리고 WRF 기상모델의 경우 미물리 과

정은 WSM 6-class graupel, 운물리 과정은 Kain-

Fritsch, 대기 경계층(PBL)은 YSU, 장파 및 단파 복

사 과정은 RRTM과 Goddard, 그리고 지표면은 4층



4 문윤섭·구윤서·정옥진

열확산을 적용하였다. 모델은 5일마다 FNL 재분석

자료를 이용해 기상학적 조건을 다시 초기화시켰고,

기상학적 스핀업 때문에 각 시뮬레이션 구역마다 하

루를 겹치게 해두었다.

미세먼지의 인위적 배출량에 대해서는 0.5
o
×0.5

o

RETRO (Reanalysys of the TROpospheric) 전구 배

출량을, 광해리의 경우 강수기상, 에어로졸, 대류 매

개변수와 접합된 Fast-J 광해리 스킴을, 그리고 황사

발생량을 추정하기 위한 먼지 에어로졸 스킴의 경우

모달 에어로졸의 동역학 모델인 MADE/SORGAM

스킴과 에어로졸 상호작용과 화학을 모의하기 위한

모달인 MOSAIC 8 section 스킴, 그리고 GOCART

모델로부터 총질량 에어로졸 모듈 스킴을 각각 적용

하였다. 또한 바이오매스 산불 배출량은 전구 산불

배출량 자료(Global Fire Emissions Database)를 이용

하였다.

발원지의 황사 발생량은 WRF-Chem 구조 안에서

GOCART 에어로졸 스킴과 결합할 수 있는 GOCART

모델의 광물성 먼지 옵션과 MADE/SORGAM과

MOSAIC 에어로졸 각 스킴과 결합할 수 있는 Shaw

et al. (2008) 광물성 먼지 옵션을 지정하였다. GOCART

모델의 광물성 먼지 발생량 E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다(Ginoux et al., 2001; Moon et al., 2009).

(1)

여기서 C는 실험에 따른 비례 상수로 1.0 µg s
2
m

−5

이다(Ginoux et al., 2001). 그리고 S는 표면에서 일

어나는 잠재적으로 먼지가 생성될 수 있는 요인을,

sp는 방출되는 먼지의 각 크기별 분류에 따른 분율

을, u10m은 10 m에서 수평으로 부는 바람의 속력을,

ut는 먼지 발생이 일어날 때의 임계풍속을 각각 나

타낸다. 한편 Shaw et al. (2008)에 의해 제안된 광물

성 먼지 발생량 E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

여기서 C는 실험에 따른 비례 상수로 10×10
−14

 g

cm
−6

 s
−3
이다(Shaw et al., 2008). α는 식생의 효과를

설명하는 식물 요소를, u*는 마찰 속도를, u*t는 먼지

발생이 일어나지 않을 때의 임계마찰속도를 나타낸다

(20 cm s
−1

). 또한 fw는 토양의 수분 효과를 포함하는

토양 습도 인자이다.

GOCART 모델과 Shaw et al. (2008) 모델에서는

광물성 먼지가 발생할 때 크기별로 방출된다고 보고

각각 8개 범주(0.1-0.18, 0.18-0.3, 0.3-0.6, 0.6-1.0, 1-

1.8, 1.8-3, 3-6, 6-10 µm)와 2개 범주(0.5-1, 1-10 µm)

E CSspu10m
2

u10m ut–( )=

E αCu*
4
1

fwu*t

u*

----------–⎝ ⎠
⎛ ⎞

=

Table 1. Chemical options selected for WRF-Chem and WRF-CMAQ model

Options WRF-Chem (on-line) Options WRF-CMAQ (off-line)

Vertical

turbulent mixing

Turned on Horizontal and vertical 

advection 

configuration

Mass concert scheme based on piecewise 

parabolic method (PPM)

Biomass emission the Gunther scheme Horizontal diffusion Local wind deformation

Dust emission MOSAIC and MADE/SORGAM dust 

emissions option

Horizontal diffusion Eddy diffusivity theory

Photolysis Fast-J photolysis Photolysis driver Interpolate clear-sky photolysis rates and 

apply cloud correction factors

Sea salt MOSAIC or MADE/SORGAM seasalt 

emissions

Plume-in-grid (PinG) Internal gear chemistry solver and aerosols

Chemical and

Emission

RADM2 chemical mechanism and

MADE/SORGAM aerosols including

some aqueous reactions

Chemical

mechanism

CB-IV mechanism

Aerosol aerosol optical properties calculated based 

upon volume

approximation

Modeling aerosols Secondary organic aerosols, sulfate, and 

N2O5 processes

Dry deposition Gas and Aerosol Aerosol deposition Three predicted aerosol moment

Cloud chemistry Turned on Cloud physics and 

chemistry

Advanced convective method (A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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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하였는데(Zhao et al., 2010), 이 연구에서는

관측 값과의 비교를 위해 두 모델 모두 10 µm 보다

작은 먼지 입자들의 총질량만 발생된다고 계산하였

다. 먼지 반지름이 10 µm 보다 큰 입자는 중력 때문

에 일반적으로 대기 체류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무시하였다(Tegen and Fung, 1994).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WRF-Chem 모델에서 황사

포함 미세먼지 모델링 민감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세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는데, 에어로졸과 기상의

온라인 모델 조건에서는 GOCART 광물성 먼지 옵션

을 적용한 GOCART 먼지 침식 시나리오와 Shaw et

al. (2008) 광물성 먼지 옵션이 지정된 RADM2의 화

학메커니즘 및 MADE/SORGAM 에어로졸 시나리오

를, 그리고 오프라인 모델 조건에서는 MOSAIC 8

섹션 에어로졸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수치모의 하였다.

그리고 WRF-Chem 모델 내 상기 세 시나리오의

미세먼지 농도 결과는 전구 배출량을 적용한 결과이

므로 이들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황사가 없다는 조

건하에 국내 CAPSS 및 전구배출량 EDGAR을 고려

한 오프라인 모델인 WRF-CMAQ (Community

Multiscale Air Quality) 4.6 모델을 이용하여 PM10

농도를 수치모의 하였다. WRF-CMAQ 모델링에서

기상장의 물리적 옵션은 WRF-Chem과 동일하게 하

였지만 화학메커니즘의 경우는 CBM-4가 적용되었는

데(Moon et al., 2011), 두 모델의 화학 입력장을 비

교하면 Table 1과 같다.

Fig. 1. Surface weather maps related Asian dusts. Sign (●) shows monitoring sites of Asian dusts. (a) 0300 LST on 29 May

2008, (b) 1500 LST on 29 May 2008, (c) 0900 LST on 30 May 2008, and (d) 1500 LST 30 Ma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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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토의

WRF-Chem 4.0 모델에 상기 입력 자료를 적용하

여 2008년 5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광물성 먼지

및 전구 미세먼지 배출량이 에어로졸 스킴에 따라

국내 대기질(PM10, PM2.5)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였고, 5월 29일과 30일 우리나라에 발생한 황사에

대해서는 이들 에어로졸 스킴과 광물성 먼지 옵션의

차이가 경계층 높이, 풍속, 기온, 복사 등의 기상장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2008년 5월 29일~31일 우리나라에 발생한 황사

의 특성

2008년 5월 29일에 우리나라에 나타났던 황사는

Fig. 1과 같이 상층 제트류에 기인한 지상 고·저기압

의 발달 및 이동과 관련이 있다. 발원지(내몽골과 고

비사막)에 시베리아 고기압의 접근에 따라 찬 기류의

하강과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의 상승기류로 인해 부

유한 황사는 우리나라 부근 지상 저기압의 발달과

연관 되는데, 저기압 후면 한랭전선과 그 뒤를 따르

는 고기압 역에서 황사가 집중되어 관측된다는 것을

Fig. 2. MTSAT satellite image maps related to Asian dusts. (a) 0333 LST on 29 May 2008, (b) 1500 LST on 29 May 2008, (c)

0900 LST on 30 May 2008, and (d) 1500 LST 30 May 2008.



황사 발생 기간 동안 WRF-Chem 모델을 이용한 미세먼지 예측과 관련 기상장에 대한 민감도 분석 7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한랭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의

이동에 따라 황사는 남동진하여 서해상을 지나 우리

나라 전역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의 MTSAT 위성 영상은 황사 발생 시 이들

고·저기압의 발달 관계를 잘 묘사하고 있다. 황사가

발원지에서 고기압역을 따라 나타나 점차 남하하여

한랭전선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날 적외 구름영상에서는 황사 발생 이동역인 고기

압 역에서 구름이 발견되고 복원된 황사 이미지가

잘 나타나지 않음으로 보아 황사가 구름 아래 대기

경계층 높이 이내로 낮게 이동하였을 것으로 판단된

다. Fig. 3은 인천시 서구에서 측정한 LIDAR 영상

분석결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공 500 높이 이내로

이동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주변 공단

으로부터의 미세먼지 기여로 예상할 수도 있지만 이

날은 Fig. 4와 같이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

가 있었던 날이고, 영상자료 내 시간의 연속성과 이

미지 강도로 보아 중국으로부터 이동한 황사가 우리

나라 인천 상공을 통과할 때의 높이로 추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황사가 2008년 5월 29일 1시경에

백령도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서울에서 30일 오전

4시경에, 대전에서 오후 1시경에, 그리고 부산에서

31일 0시경에 각각 도착하여 이날 오전 9시 이후로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하여 나타났다. 전국 주요도시

시간 최고 농도는 319-1,165 µg m
−3

 수준으로 강한

황사를 나타내었다(Fig. 4). 충남 천안시 백석동에서

30일 17시에 미세먼지 농도가 1,165 µg m
−3
으로 최고

농도를 나타내었고,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충북지역

에 황사경보(800 µg m
−3

 이상)가 발표되었다.

Fig. 3. LIDAR image related to Asian dusts at Seogu in

Incheon on 30 May 2008. Colors show intensity of lidar sig-

nals (extinction coefficient, km
−1

) related to Asian dusts

under 1.5 km.

Fig. 4. Time series of PM10 (µg m
−3

) concentrations for Asian dust episode days at PM10 monitoring sites in South Korea

from 28 May to 1 Jun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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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simulated spatial distribution of surface PM10 concentrations (µg m
−3

) using the WRF-Chem model in East Asia at

2100 LST on 29 May (left panel) and 1500 LST on 30 May 2008 (right panel). (a) The dust scenario using the RADM2 chemi-

cal mechanism and MADE/SORGAM aerosol scheme, (b) the dust scenario using the MOSAIC 8 section aerosol scheme, and

(c) the GOCART dust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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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same as Fig. 5, except for PM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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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F-Chem 모델 내 에어로졸 스킴과 광물성 먼

지 옵션의 민감도에 따른 미세먼지가 서울 지역에

미치는 영향

WRF-Chem 모델에서 미세먼지(PM10, PM2.5) 모

델링 민감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GOCART 먼지 침식

시나리오, RADM2의 화학메커니즘 및 MADE/

SORGAM 에어로졸 시나리오, 그리고 MOSAIC 8

섹션 에어로졸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참고로 전자

는 GOCART 광물성 먼지 옵션을, 그리고 나머지 두

시나리오는 Shaw et al. (2008) 광물성 먼지 옵션이

지정되었다.

Figs. 5와 6은 3가지 시나리오별 PM10과 PM2.5

농도의 공간적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미세먼지 농도

의 공간적 분포는 일반적으로 황사 먼지 배출의 패

턴과 일치한다. RADM2 화학메커니즘 및 MADE/

SORGAM 에어로졸 시나리오와 MOSAIC 8 섹션 에

어로졸 시나리오에서는 미세먼지의 공간적 분포가 서

로 유사하게 나타난 반면에 GOCART 먼지 침식 시

나리오에서는 두 시나리오에 비해 좁은 공간 영역에

서 일부 지역농도가 높게 나타났었다. 이들 농도의

공간적 분포 차이는 황사 발생량 경험식에서 경험

상수 C의 차이가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리고 미세먼지 농도의 공간적 시계열 분포에 있어서

는 RADM2 화학메커니즘 및 MADE/SORGAM 에

어로졸 시나리오가 우리나라 황사 먼지 농도뿐만 아

니라 배경 PM 농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를 모

사하였는데, 이는 WRF-Chem 모델 내 미세먼지의

전구 배출량이 화학메커니즘 및 에어로졸 스킴에 잘

반영됨으로써 광물성 먼지의 배경 수송 농도가 잘

모사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MOSAIC 8 섹션 에

어로졸 시나리오 경우는 같은 황사 광물성 먼지 발

생 옵션이 적용되었지만 전자와 다른 화학메커니즘과

에어로졸 스킴으로 인해 이 날 우리나라 미세먼지

배경 농도는 낮게 모사되었다. 한편 RADM2 화학메

커니즘 및 MADE/SORGAM 에어로졸 시나리오에서

는 PM2.5 농도의 공간적 분포가 PM10 농도의 경우

보다 넓게 분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를 나타내

었는데, 이는 Fig. 2와 같이 한랭전선 후면 고기압

Fig. 7. Aerodynamic Diameter (nm) of Asian dusts mea-

sured in Incheon monitoring site at 1200 LST on 30 May

2008.

Fig. 8. Time series of simulated and observed daily PM10

concentrations (µg m
−3

) for the period of 13 May to 31 May

2008 at Seoul air quality monitoring sites.

Fig. 9. Vertical profile of PM10 concentration simulated by

WRF-Chem model at Seogu in Incheon on 30 May 2008. 



황사 발생 기간 동안 WRF-Chem 모델을 이용한 미세먼지 예측과 관련 기상장에 대한 민감도 분석 11

역을 따라 PM2.5가 많이 이동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7은 5월 30일 12경에 인천 국립환경과학

원에서 측정한 입경분포를 나타낸 것이데, 이날 입경

이 약 3-4 µm에서 최고농도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수

치모의 결과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GOCART 먼지 침식 시나리오에서는 PM2.5

의 공간적 농도 분포가 PM10에 비해 큰 폭으로 줄

어들었는데 이는 GOCART 먼지 침식에 에어로졸의

2차 화학반응 스킴이 생략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Fig. 8은 2008년 5월 15부터 31일까지 WRF-Chem

모델 내 RADM2 화학메커니즘과 MADE/SORGAM

에어로졸 스킴에 Shaw et al. (2008) 광물성 먼지 옵

션으로 지정하였을 경우 그 PM10의 농도 결과를 서

울의 각 대기질 측정망 28개소를 평균하여 비교한

것이다. 그리고 WRF-Chem 모델링 결과에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이 일부 누락되었는데 아직 WRF-

Chem 모델 내 국내 CAPSS 미세먼지 배출원 관련

시·공간적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화학메커니즘의

분배과정 자료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 기간 동안의 황사를 무시하고 국

내 CAPSS 및 전구배출량 EDGAR을 고려한 오프라

인 모델인 WRF-CMAQ 모델링 결과와도 비교하였

다(Fig. 8). Fig. 8에서 WRF-Chem 모델링 결과와 관

측값과의 상관계수는 0.67, 평균제곱근오차(RMSE,

Fig. 10. The spatial distribution of surface air temperature (
o
K) simulated by dust scenarios using (a) the RADM2 chemical

mechanism and MADE/SORGAM aerosol scheme, (b) the MOSAIC 8 section aerosol scheme, (c) the GOCART dust scheme

within the WRF-Chem model, and (d) no chemical and aerosol schemes within the WRF model, respectively, in East Asia at

2100 LST on 30 Ma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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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 Mean Square Error)는 44 µg m
−3
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의 경우 전구 배출량만 사용하였

으므로 황사를 고려하지 않은 WRF-CMAQ 모델링

결과와 비교할 때 국내 CAPSS 배출원의 미세먼지

기여 농도만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9는 인천 서구에서의 WRF-Chem 모델의 PM10 연직

프로파일을 나타낸 것이다. Fig. 3과 비교할 경우 모

델의 PM10의 연직 농도 분포가 관측값과 같이 500

m 이하에서 집중되어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비

록 이날은 Figs. 5와 6에서처럼 황사의 수송 범위가

중국 발원지에서 우리나라 근처까지로 제한되어 모사

되었기 때문이고 본 연구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등온위면 공기 후방궤적이 우리나라 인천 서구 상공

에서 500 m 근처로 지속되어 나타났기 때문에 미세

먼지가 중국으로부터 기원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인천 서구 과학원 일대에는 서부 공단이 위

치하고 있고 이로 인한 미세먼지 기여도 보고되고

있으므로 이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WRF-Chem 모델 내 황사 발생 유무에 따른 기

상장 민감도 분석

WRF-Chem 모델에서 황사 발생 유무에 따른 온도,

풍속, 경계층 높이, 복사 등의 기상 민감도를 조사하

기 위하여 상기 제시된 3가지 시나리오와 이들 시나

리오가 없는 순수 기상의 WRF 모델링 결과와 비교

하였다.

 Fig. 10에서 Fig. 14는 2008년 29일 세 황사 먼지

옵션과 비황사에 따른 기온, 풍속(U, V), 경계층 높

Fig. 11. The same as Fig. 9, except for wind speed u-component (m s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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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파복사의 공간적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기온,

풍속 및 경계층 높이의 공간적 분포는 RADM2 화학

메커니즘 및 MADE/SORGAM 에어로졸 시나리오를

제외하고 유사하였으며, 이 시나리오의 경우 최저기

온과 최고기온의 범위는 −32-25
o
C로 기타 시나리오

에 비해 최저기온은 −5
o
C 낮게 최고기온은 1

o
C 높게

모사하였다(Fig. 10). 풍속 U성분의 범위는 16.6-

20.1 m s
−1
로 동풍에서 1.5 m s

−1
 서풍에서 5.5 m s

−1
 각

각 다른 시나리오보다 높게 나타났고(Fig. 11), 풍속

V 성분의 범위는 −14.5-17.4 m s
−1
로 동풍에서만 1 m s

−1

더 낮게 나타났다(Fig. 12). 또한 PBL 높이의 범위는

26.1-4533.5 m로 최저 높이에서 4 m 더 높게 최고 높

이에서 3 m 더 낮게 모사하였다(Fig. 13). 그리고 장

파복사의 경우는 RADM2 화학메커니즘 및 MADE/

SORGAM 에어로졸 시나리오와 GOCART 먼지 침

식 시나리오가 범위가 각각 92.4-338.3 W m
−2
과 95.5-

311.0 W m
−2
으로 다른 두 시나리오에 비해 낮은 공간

적 분포를 나타내었다(Fig. 14).

Figs. 5와 6의 황사 먼지 발생 및 이동의 공간적

패턴과 비교할 때 황사가 이동하는 공간은 기온은

낮고, 풍속의 경우 U성분에 의존적이며, 대기 경계

층 높이를 따라 지표에서 지구장파복사에 영향을 많

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황사가 제

트류와 같은 찬 기류에 의해 전선부근에서 발생하고

이동시 강한 서풍을 따라 경계층 높이까지 이동하여

수송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특별히 Fig. 11의 풍속 U

성분(2-16 m s
−1

)과 Fig. 13의 경계층 높이(1,800-3,000

m)의 공간적 분포가 Figs. 5와 6의 황사 먼지 발생의

Fig. 12. The same as Fig. 9, except for wind speed v-component (m s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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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므로 중국에서 발생

한 황사는 지면에서 약 1,800-3,000 m 높이로 2-16

m s
−1
의 서풍 대를 따라 우리나라로 수송하였을 것이

다. 그리고 MOSAIC 8 섹션 에어로졸 시나리오와

GOCART 먼지 침식 시나리오는 기상장에 있어 유사

한 공간적 분포를 나타내었고, 반면 RADM2 화학메

커니즘 및 MADE/SORGAM 에어로졸 시나리오는

두 시나리오에 비해 좁은 공간 영역에서 약간 높은

경계층 높이와 보다 강한 U성분 그리고 미세먼지 수

송의 온라인 상호작용으로 인해 Fig. 14에서처럼 지표

에서 지구장파복사가 더 낮게 분포하여 나타났다. 한

편 기상장이 유사한 MOSAIC 8 섹션 에어로졸 시나

리오와 GOCART 먼지 침식 시나리오에서 황사 먼지

의 공간적 분포의 차이는 이들 두 시나리오 간 에어

로졸 스킴이 기상장과 온라인으로 상호작용하였는가

의 여부로 판단 할 수 있다. Fig. 14에서 GOCART 먼

지 침식 시나리오와 RADM2 화학메커니즘 및

MADE/SORGAM 에어로졸 시나리오의 경우는 기상

과 황사 먼지(또는 에어로졸)가 온라인으로 상호작용

하였기 때문에 장파복사가 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동시에 장파복사의 최고값에서의 차이는 두 시

나리오 간 광물성 먼지 발생량의 차이에 기인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MOSAIC 8 섹션 에어로졸

시나리오의 경우는 오프라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장파복사의 공간적 분포뿐만 아니라 다른 기상장의

결과가 광물 먼지 옵션이 없는 경우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3. The same as Fig. 9, except for planetary boundary layer height (m s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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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F-Chem 모델의 국내 대기질의 평가에 적용하

기 위한 방안 모색

WRF-Chem 모델을 이용한 동아시아 황사 및 미세

먼지 연구는 중국과 몽골에서 발생한 황사 농도의

기여도뿐만 아니라 전구의 인위적·자연적 배출량

(RETRO, MEGAN)이 국내 대기질에 미치는 직·간

접적 영향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 또한 WRF-

Chem 모델은 온라인으로 기상과 대기질의 상호작용

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으므로 광화학반응에 의한

오존과 기상의 공간적 관계를 보다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다. 동시에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WRF-

CMAQ 모델의 연구 결과를 재검증 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WRF-Chem 모델

에 국내 대기 배출량을 고려하지 못했으므로 차후

연구에서 이를 보완하게 된다면 국내 대기질 모델링

평가뿐만 아니라 지역 기후 모델링 평가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한편 본 모델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나

대지 또는 도로 비산먼지 발생 연구에도 확대 적용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모델 내 우리나라 토지피

복지도를 변경하고 관련 경험식의 비산먼지 발생 임

계풍속과 계수를 조정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이 연구는 2008년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

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에 대해 온라인 WRF-

Chem 3.4 버전을 이용하여 모델 내 에어로졸 스킴과

광물성 먼지 옵션이 미세먼지 및 기상장에 미치는

Fig. 14. The same as Fig. 9, except for outgoing long-wave radiation (m s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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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온라인 WRF-Chem 모

델에서 기상장과 황사포함 미세먼지 모델링 민감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미세먼지의 인위적 배출량인 RETRO

전구 배출량을, 광해리의 경우 Fast-J 광해리 스킴을,

그리고 황사 발생량을 추정하기 위해 GOCART 먼지

침식 시나리오, RADM2의 화학메커니즘 및 MADE/

SORGAM 에어로졸 시나리오, MOSAIC 8 섹션 에

어로졸 시나리오 등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수치

모의 하였고,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8년 5월 29일에 우리나라에 나타났던 황사는

저기압 후면 한랭전선과 그 뒤를 따르는 고기압 역

에서 집중되어 관측되었고, 인천시 서구에서 측정한

LIDAR 영상 분석결과 상공 500 m 근처에서 이동하

였다.

WRF-Chem 모델의 미세먼지(PM10, PM2.5) 모델

링 민감도에서는 RADM2 화학메커니즘 및 MADE/

SORGAM 에어로졸 시나리오와 MOSAIC 8 섹션 에

어로졸 시나리오가 황사의 공간적 분포에서 서로 유

사하게 나타난 반면에 GOCART 먼지 침식 시나리오

에서는 두 시나리오에 비해 좁은 공간 영역과 보다

높은 농도 분포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세 시나리오

중 RADM2 화학메커니즘 및 MADE/SORGAM 에

어로졸 시나리오가 우리나라 황사 먼지 농도뿐만 아

니라 배경 PM 농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를 모

사하였다. 한편 세 시나리오의 PM2.5 농도의 공간적

분포는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로 한랭전선 후면 고기

압 역을 따라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RADM2 화학메커니즘 및 MADE/SORGAM 에어로

졸 시나리오의 PM10 농도 결과와 서울의 각 대기질

측정망의 평균 농도 값과의 비교 결과, 상관계수는

0.67, 평균제곱근오차(RMSE, Root Mean Square

Error)는 44 µg m
−3으로 나타났다.

WRF-Chem 모델에서 상기 제시된 3가지 시나리오

와 이들 시나리오가 없는 순수 기상에서의 온도, 풍

속, 경계층 높이, 장파복사 등의 기상 민감도를 분석

한 결과, 경계층 높이(1,800-3,000 m)와 풍속 U성분

(2-16 m s−1)의 공간적 분포가 황사 먼지 발생의 공간적

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때 오프라인의 MOSAIC

8 섹션 에어로졸 시나리오와 온라인의 GOCART 먼

지 침식 시나리오는 온도와 바람의 공간적 분포가

서로 유사하였고, 온라인의 RADM2 화학메커니즘

및 MADE/SORGAM 에어로졸 시나리오는 황사 먼

지 발생과 함께 경계층 높이와 풍속 U성분 및 지역

배출량의 수송 등이 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지구장파

복사가 더 낮게 모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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