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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일교차 주말효과와 에어러솔과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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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weekend effect has been investigated in diurnal temperature range (DTR) for Seoul in Korea using 50-year (1955 
~ 2005) surface measurements of maximum and minimum temperatures, and particle mass concentrations (PM10). The 
minimum temperature increases by 0.42K per decade, 2 times faster than the maximum temperature during 1955 to 2005, 
for rapid urbanization has occurred in Seoul. The weekend effect, which is defined as the DTR for Sunday minus the 
average DTR for Tuseday through Thursday, can be as large as +0.08 K for the recent 20-year period relative to 0.01K 
for 1955 to 1975. Especially the wintertime DTR tends to have a remarkable positive weekend effect (+0.17K), that is, 
larger DTR on Sunday compared to weekdays, which seems to be associated with increased maximum temperature and 
thus an increase in DTR. This result could be explained by relative differences in PM10 concentration between Sunday 
and weekdays (Tuesday through Thursday), such that PM10 concentration on Sundays appears to be systematically lower 
about 12% than on weekdays. The annually average weekend DTR increases by 0.2K with 10 μg m-3 decrease in PM10 
concentration in comparison with weekdays. The results could be possible evidence of an anthropogenic link to DTR, 
one of climate important indicators, since no meteorological phenomenon is supposed to occur over a 7 day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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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혁명이후 전 지구 평균 지상온도는 인위적인 활

동에 의한 영향으로 약 0.6±0.2K 상승했다고 보고되고 

있다 (IPCC, 2002). 하지만 지상평균 온도 이외에도 인

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

는 데, 일례로 일중최고온도와 최저온도의 차이, 다시 

말해 일교차 (Diurnal Temperature Range; DTR)를 생각

할 수 있다 (Forster and Solomon, 2003). 선행 연구결과

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측소에서 최저온도가 

도시화 효과에 의해 10년 동안 약 0.5K가량 상승한 것으

로 조사되었다 (Eastering et al., 1997). 
지구온실가스에 의한 지구 온난화이외에도 도시열

섬효과에 의해 도시들은 주변 농촌지역에 비해 입사 

태양복사 에너지들이 건물이나 도로 등에 의해 흡수 

및 재방출되면서 기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효과로 인

하여 도시 온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Oke, 1990). 
하지만 부분의 오염물질들은 도시 주변이나 공장

지 에서 집중적으로 배출되고 기중 체류시간(life-
time)이 짧기 때문에 지역적인 편차가 큰 경향이 있다. 
이는 지역적인 기후나 나아가 전지구 기후변화에 미치

는 영향 역시 독특할 것으로 생각된다. 고로 지구기후

에 미치는 인위적인 영향을 제 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시주변의 오염물질과 온도변화의 증거 등에 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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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rief summary of data mainly used in this study.

Station/Location Variable Property Period Management

Jongro/Seoul Tmax 
Tmin 

Maximum T
Minimum T 1955 ~ 2005 KMA#

City Hall/Seoul PM10 Particle Matter
less than 10μm 1999 ~ 2005 MOE$

# KMA denotes Korean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 MOE denotes Minitstry of Environment, Korea.

계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기오염 농도의 변화는 복사, 에너지 수지, 구름 방

울 응결 및 성장 등의 기물리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

다(Cerveny and Balling, 1998; Jin et al., 2005). 그렇

다면 주말과 주중의 인간 활동 차이에 따라 어떻게 

기 순환이나 기후가 영향을 받는 지에 한 의문이 제

기된다. 실제로 Lonati et al. (2006)의 연구결과에 의

하면 도시지역에서 일요일의 교통량을 통한 기오염 

배출량은 평일에 비해 약 50% 정도 감소하고, 일요일

의 PM10 (입자의 직경이 10μm 이하인 에어러솔) 농
도가 평일에 비해 약 20 ~ 25% 정도 감소한다고 보고

하였다. 실제로 매주 기 중에 인위적인 영향을 평가

할 수 있는 자체 실험실이 차려져 있는 것이다. 
Marr and Harley (2002)는 기중 오존의 경우 주

말에 도시지역과 풍하측에서 상 적으로 높은 농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고, Beaney and Gough (2002)
는 주말의 높은 오존 농도는 주중에 비해 높은 온도와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Lawrence (1971)는 영

국 런던에서 주말효과의 계절적 특성을 확인하였는 

데, 겨울철에 비해 여름철에 주말의 평균 온도가 약 

0.5K 가량 주중에 비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Forster and Solomon (2003)은 주말효과를 토, 일, 월
요일의 DTR 평균에서 화요일 ~ 금요일의 DTR 평균

을 뺀 수치로 정의하고 주말과 주중의 DTR 차이를 분

석한 결과 미국 서부에서는 양의 주말효과가 나타난 

반면에 미국 중부와 아시아 일본에서는 음의 주말효과

를 확인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를 토 로 Gong et al. 
(2006)은 기존의 연구방법에 수증기 효과를 고려하여 

중국 륙에서 DTR을 분석한 결과 여름철에는 에어

러솔 간접효과에 의한 음의 주말효과를, 겨울철에는 

에어러솔 직접효과에 의한 양의 주말효과를 확인하였

다. 우리나라 역시 1980년  이래로 지속적인 경제성

장을 겪으면서 이에 따른 지역 기후환경 변화가 예상

된다. 허창회(2006)는 서울에서 1954~2005년까지 서

울에서 설날에 의한 휴일효과를 분석하여 일교차 변화

를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국지적인 기후변화로 설명한 

바 있다. 
특히 지구온실가스 이외의 에어러솔과 같은 인위적으

로 배출되는 오염물질(contaminants)에 의한 지역 기후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CALIPSO (Cloud-Aerosol Lidar and Infrared Pathfinder 
Satellite Observation; http://www-calipso.larc.nasa.gov/)
나 ARM (Atmospheric Radiation Measurement) 프로

그램과 같은 통합된(integrated) 집중(intensive) 관측 

시스템이 필요하다 (Kim et al., 2003). 현재 동북아시

아에서는 아직 이런 관측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

기 때문에 에어러솔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 (특히 에어

러솔 간접효과)에 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실정이

다. 하지만 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상관측망을 

통해 품질 보증된 기상자료가 지난 수십년간 축적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분석

을 위해 1955년부터 2005년까지 주로 최고최저 온도, 
그리고 일교차(DTR)를 이용하여 한반도에서 가장 도

시화가 활발히 진행된 서울에서 Forster and Solomon 
(2003)이 적용한 방법을 기반으로 도시화 경향, 요일

별 특성, 그리고 주말효과와 에어러솔 (주로 PM10) 농
도변화와의 연관성 등을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1955년부터 2005년까지 50년간 서울

에서의 최고, 최저 온도 자료를 주로 이용하였으며, 주말

과 주중의 에어러솔 농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1999
년부터 사용가능한 PM10 자료를 이용하였다. 환경부에

서는 1999년부터 기존의 총먼지 (TSP; Total Suspended 
Particle) 신에 PM10을 측정하여 공표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주말과 주중의 인간의 활동차가 극명하게 나

타날 수 있는 서울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서소문 측정소

(시청)를 표 측정소로 이용하였다. Table 1은 연구에 

사용된 자료와 기간 및 위치를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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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연구방법은 Forster and Solomon (2001)의 방

법을 따랐는데, 이를 요약하면 매주 주말의 DTR 평균에

서 주중 DTR 평균을 빼고, 이 차이를 주말효과 (Weekend 
Effect: WE)로 가정하고 매년 52주에 해당하는 WE를 평

균하여 주말효과의 연평균값으로 정의하였다. 
먼저 Fig. 1는 에어러솔 직간접효과에 의한 주말효

과(혹은 휴일효과)를 간략화하여 도식화한 그림이다. 
주중과 주말의 인간 활동의 차이에 따른 에어러솔 배

출량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고, 이는 최고 및 최저온도

의 차이 (일교차; DTR)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일단 에어

러솔 직접효과와 관련해서는 주말에 인위적인 활동이 

감소하기 때문에 (주로 교통량 및 산업활동의 감소) 주
중에 비해 에어러솔 부하량이 그림과 같이 감소할 것

이다. 에어러솔은 기중에 부유하면서 태양 빛의 산

란 및 감쇄시키기 때문에 지상에 도달하는 태양복사에

너지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데, 주말에 주중에 비

해 에어러솔 부하량이 감소하게 되면 상 적으로 지상

에 도달하는 태양복사에너지를 증가시키게 된다. 결국 

주말의 최고온도 상승을 초래하여 DTR를 증가시킴으

로써 주말의 DTR에서 주중의 DTR를 빼면 양의 값을 

나타내게 되는 데 이를 양의 주말효과 (WE = 주말 

DTR - 주중 DTR)라고 한다 (Fig. 1a). 
한편 여름철과 같은 수증기가 많은 조건에서는 에

어러솔 부하량이 줄어드는 주말에 구름 수함량(Liquid 
Water Path; LWP)의 변화가 크지 않다면 구름방울 개

수농도 역시 감소하고 이와 더불어 구름방울의 크기가 

증가하게 되므로, 결국 주말에는 주중에 비해 강수 효

율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당연히 강수

가 있는 경우 최고온도가 감소하고, DTR 역시 감소하

게 되므로 주말의 DTR이 주중의 DTR보다 작아 그림

과 같이 음의 주말효과를 갖게 된다 (Fig. 1b). 이와 같

은 가설에는 가장 중요한 가정이 종관장의 변동이 크

기 않아야 하다는 조건이 들어 있다. 만약 전선이 통과

하거나 성질이 뚜렷이 다른 기단이 한반도를 통과하는 

등의 종관규모의 변화가 클 경우에는 주말효과와 같은 

인위적인 요인은 종관기상 변화에 묻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와 같이 50년간의 기상자료를 이용할 

경우에 물론 종관장 변화에 따른 온도변화 역시 중요

한 역할을 하게 되지만 장기간의 분석을 통해 기상 효

과는 서로 상쇄되고 일주일 주기를 갖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인위적인 사회 및 산업 활동의 차이에 따른 

에어러솔 농도차이는 더욱 뚜렷해지기 때문에 이에 따

른 일교차의 주말효과를 분석 가능하게 된다. 

3. 연구결과

3.1 도시화 효과

먼저 서울의 1955년부터 2005년까지 최고 온도, 최
저 온도, 그리고 DTR 각각의 지난 50년 평균에 한 

월평균 편차 (Anomaly)를 구하고 그 값의 연변화 경향

을 Fig. 2에 제시하였다. 예상했던 로 지구온실가스 

등의 영향으로 최고온도와 최저온도의 편차는 10년 동

안 각각 약 0.23℃, 0.41℃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수치들은 Zhou et al. (2004)이 제시한 중국 

Shenzhen시 (2000년 기준 인구 7백만)의 최고최저 온

도 증가율(각각 0.35℃, 0.55℃) 에 비해 작은 수치이

다. 흥미로운 점은 최저온도의 증가율이 최고온도의 

증가율에 비해 두 배 가량 크다는 점이다. IPCC (2001)
와 Zhou et al. (2004) 등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는 데 

이는 도시화에 따른 열섬효과 (Urban Heat Island)로 

인하여 최저온도가 최고온도에 비해 상 적인 증가률

이 크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도시열섬효과에 의

해 도시들은 주변 농촌지역에 비해 입사 태양복사 에

너지들이 건물이나 도로 등에 의해 흡수되고 재방출되

면서 기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가둬두는 효과가 있다 

(Oke, 1990). 
결국 DTR 편차의 연변화는 -0.018℃ yr-1로 점차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인구 통계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도시인구는 1955년에 157만명에서 1990년에 1060만으

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서서히 감소하여 2005년에는 982
만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지속적인 급성장

을 거듭하여 2005년에는 1040만을 기록하여 서울인구

를 초과한 바 있다. 결국 2005년 기준으로 서울, 인천, 경
기도를 합한 인구가 약 2300만까지 도달하여 한국 전체 

인구의 약 절반 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수도권 전체

의 도시화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Fig 3). 부분의 

오염물질들은 도시 주변이나 공장지 에서 집중적으

로 배출되고 기중 체류시간 (lifetime)이 짧기 때문에 

수도권과 같은 심각한 도시 집중화는 지역 기후의 지역

적인 편차를 증 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2. 요일별 차이

3.1절에서는 지난 50년간 온도 상승을 확인할 수 있

었는 데, 이번에는 주말과 주중의 인위적인 활동 차이

에 의한 기후변화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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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s of weekend/weekday effect in association with aerosol direct effect (a) and aerosol indirect
effec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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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nthly temperature anomalies in the observational for Seoul, a largest city in Korea from 1955 to 2005: maximum
(a), minimum (b), and DTR (c). The increasing and decreasing slopes are shown together. 

Fig. 3. The trend of populations for Seoul, Kyunggi, and Incheon with the summation from 1955 to 2005 with 5-year interval.

요일별 최고최저온도와 DTR이 다른 요일과 차이가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주단위로 특정요일과 주

평균과의 편차를 구하고 1년 평균한 값을 구하였다. 예
를 들어 월요일의 최고온도 anomaly (                    )는 

식 (1)과 같이 먼저 월요일 최고 온도에서 그 주 전체의 

최고온도 평균값을 빼서 그 주에 해당하는 최고 온도

의 anomaly를 구하였다. 

DF Tmax,year =
1
N ∑

N

i
(T max , day- T max ,week) i (1)

여기서 i는 매 주를 의미하며, N은 52주, DF Tmax, year
는 

해당 요일의 최고온도 anomaly의 연평균값, T max , day
는 

해당 요일의 최고 온도, T max , week
는 한 주의 최고온

도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다음 주에 해서도 마찬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총 52

주 (1년)의 최고 온도 anomaly에 한 연평균값을 구하였

고, 같은 방법으로 다른 요일에 적용하면 최저온도와 

DTR에 해서도 각각 DF Tmin, year
과 DF DTR,year

를 

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장기간의 경향을 파악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단기 변동을 제거하기 위

하여 10년 이동 평균하였다. 
Fig. 4는 각 요일별 최고온도 anoamly 연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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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annually averaged maximum tempearture (K) anomaly for each weekday, relative to the annually averaged DTR.
A 10-year running mean has also been applied to the time series. The color code refers to different weekdays.

(                   )의 시간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일요

일의 경우 1990년  이후로 양의 anomaly를 보이는 

데, 이는 일요일의 최고온도가 다른 요일에 비해 1990
년  이후 상 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

다. 하지만 토요일의 경우 초기에는 뚜렷한 경향을 보

이지 않다가 1990년  초에 음의 anomaly, 2000년
에 들어서면서 양의 값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는 

토요 휴무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시점과 관련이 있

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참조 3.3절). 한편 월요일을 

제외하고 화 ~ 금요일의 경우는 1990년 후반부터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음의 편차 (anomaly)를 나타냈

다. 최저 온도의 경우 에어러솔 부하량이 많을 경우 야

간에 적외복사를 흡수함으로써 최저기온의 증가를 초

래할 것이고, 이는 주중의 DTR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석 결과 각 요일별 최저온도의 

anomaly는 뚜렷한 경향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본 논

문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음). 반면에 DTR 분석 결과를 

보면 (Fig. 5), 1990년 이래로 최고온도 anomaly 영향

으로 일요일에 양의 DTR anomaly가 뚜렷하게 나타나

고 있는 반면에 목요일과 금요일은 1990년  초부터, 
수요일은 1990년  후반부터 음의 DTR anomaly 값
을 나타내었다. 이상을 요약하면 최근 들어 최고온도

와 DTR anomaly가 주중 (특히 화 ~ 목요일)에는 음의 

값을, 일요일에는 양의 값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었다. 

3.3 주말효과에 따른 에어러솔 차이

그렇다면 주말과 주중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 원인으로는 기상학적인 요

인과 인위적인 요인을 생각할 수 있는 데, 1주일 주기

로 발생하는 기상학적 현상은 없기 때문에 주말 휴일

에 따른 인위적인 활동의 감소와의 연관성을 일차적인 

원인으로 손꼽을 수 있다. 주말에는 인간의 사회 활동 

및 산업체의 가동이 감소하기 때문에 교통량 및 난방 

등의 인위적인 요인이 감소하게 되고 결국 기오염 

배출량은 감소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서

울에서 주말에는 주중에 비해 과연 얼마만큼 기오염 

물질이 감소하는 가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에어러솔 농도를 인위적인 활동, 즉 

기오염물질의 표 인자 (surrogate)로 선정하고 에어

러솔 농도의 주말과 주중의 차이(                 )를 아래

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Fig. 6). 

WE PM,year
  

=
1
N ∑

N

i
( PMSUN- PM TWT) i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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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annually averaged DTR (K) anomaly for each weekday, relative to the annually averaged DTR.  A 10-year running
mean has also been applied to the time series. The color code refers to different weekdays.

여기서 PM SUN
는 일요일의 PM10 농도, PM TWT

는 

화 ~ 목요일의 PM10 평균을 의미하고, WE PM,year
는 

에어러솔 농도의 주말과 주중의 차이를 연평균한 값이

다.   
PM10은 환경부에서 1995년부터 시범 측정을 시작

하여 1999년부터 공표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분석은 

1999년 이후에 한정하였다. 측정소는 서울 시청 별관 

옥상에 위치한 서소문 측정소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
석결과 일요일의 PM10 anomaly는 1999 ~ 2005년까

지 지속적으로 음의 값을 나타내어 주 전체 평균에 비

해 적은 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토요일의 

경우는 2002년 (음의 anomaly)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경향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는 토요 휴무제가 1999
년을 기준으로 시작되었지만 단계적 시행에 따라 휴일

로 자리잡은 지가 최근이기 때문에 아직 뚜렷한 경향

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주중에 

해당하는 요일들은 체적으로 양의 anomaly를 보이

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화 ~ 목요일의 경우 

양의 anomaly가 현저하게 나타났으나, 월요일의 경우

는 뚜렷한 경향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월요일의 경우 

일요일의 에어러솔 농도 감소 영향이 일부 남아있는 

시간 지체현상과 관련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과 

중국의 선행 연구들 (Forster and Solomon, 2006; 

Gong et al., 2006)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고려하고 또

한 토요일을 오래전부터 휴일로 지정하고 쉬고 있었기 

때문에 주말 효과 분석을 위해 토 ~ 월요일를 주말로 

분류한 바 있다. 특히 Forster and Solomon (2006)는 

월요일 최저 온도가 바로 전날 기오염농도의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토요일의 휴일 효과가 뚜렷하

지 않고, 상 적으로 월요일 영향 역시 주말효과를 설

명하기에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선행 연구방법들과는 

달리 주말 효과(WE)를 일요일의 DTR에서 화 ~ 목요일

의 DTR 평균을 뺀 값으로 정의하였다.  Fig. 6c에서 알 

수 있듯이 PM10의 주말효과(WEPM = 일요일 PM10 - 
화 ~ 목요일 평균 PM10)는 전 기간 동안 음의 값을 나

타내고 있어 일요일 PM10 anomaly가 -3 ~ -15 μg m-3

로 주중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 데, 이는 전체 PM10 평
균농도 (73 μg m-3)에 비해 약 4 ~ 20% 가량 적은 수준

이었다. 

3.4. DTR의 주말효과

3.3절에서 일요일과 화 ~ 목요일 PM10농도간의 차

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DTR
의 주말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매주 일요일 DTR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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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ime series of the annually averaged PM10 anomaly (μg m-3) for each weekday (a & b), and weekend effect (PMSUN-
PMTWT) in PM10 concentrations (μg m-3) (c) for the station of Seosomoon (City Hall), Seoul from 1999 to 2005. 

화 ~ 목요일 DTR평균의 차이에 한 연평균을 구하고 

그 값의 연변화 경향을 분석하였다 (Fig. 7).  일차적으

로 연변동이 크게 나타났지만 수도권 인구가 전체 남

한 인구의 44%에 달할 정도로 수도권 인구집중이 두

드러졌던 1985 ~ 2005년과 상 적으로 적었던 1955 ~ 
1975년까지의 기간(수도권 인구가 남한 인구의 24% 
차지)을 서로 비교한 결과, 전반기 20년 동안 DTR 
anomaly 평균이 +0.01 K로 주말과 주중의 차이가 거

의 없었던 반면에 최근 20년 동안의 DTR anomaly 평
균은 +0.08 K로 나타나 최근 20년 동안 일요일의 

DTR이 주중의 DTR보다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계절적인 변동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여름철(6 ~ 8월; JJA)과 겨울철(12 ~ 2월; DJF)을 구분

하여 같은 방법을 적용한 결과 여름철에 비해 겨울철

의 패턴이 양의 anomaly (+0.17K)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전체 기간에 한 경향과 유사하게 나타났

다. 이상의 결과는 겨울철에 주말효과가 더욱 뚜렷하

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데, 이는 Gong et al. 
(2006)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겨울철에 수증기량이 상

적으로 적은 경우 에어러솔 직접효과에 따른 주말의 

최고온도 상승에 의해 DTR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

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여름철의 경우 2000년 

이후 DTR의 음의 anomaly가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20년을 기준으로 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음

의 anomaly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에어러솔 간접효과와의 연관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요일별 강우빈도의 anomaly를 Fig. 8
에 제시하였다. 각 요일의 강우일수와 전체 요일의 강

우일수 평균과의 차이를 나타낸 것인데 전체 계절에 

해 일요일의 경우 상 적으로 강우빈도가 다른 요일

에 비해 많았고, 특히 여름철의 경우 일요일이 다른 요

일 전체 평균에 비해 약 10일정도 강우빈도가 많은 것

으로 나타나 에어러솔 간접효과와의 연관성을 암시하

지만, 주중 인위적인 활동이 활발한 수요일 (겨울철은 

목요일) 역시 양의 강우빈도 anomaly가 나타나 에어

러솔 효과만으로 이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한반도 지

역은 장마 몬순과 같은 우기에 속하게 되어 에어러솔 

세정효과 등으로 에어러솔 영향을 상당부분 상쇄시키

기 때문에 Gong et al. (2006) 등이 보여준 에어러솔 

간접효과에 의한 주말효과를 본 연구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주말효과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아래 식(3 ~ 5)과 같

이 주중(화 ~ 목요일)에 비해 주말(일요일)의 에어러솔 

농도 변화에 따른 DTR 민감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민감도(             )와 상 민감

도(                 )를 계산하였다 (Table 2). 

WE DTR,year =
1
N ∑

N

i
{DTR SUN- DTR TWT}    (3)

S DTR/PM =
WE DTR,year

WE PM,yea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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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nsitivity (SDTR/PM) and relative sensitivity (RSDTR/PM) of DTR to PM10.

Year WEDTR,year

K
WEPM,year

μg m-3
SDTR/PM

K/(μg m-3)
RSDTR/PM

dimensionless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0.48
0.08
0.51

-0.16
-1.25
-0.09
0.71

-7.00
-1.99
-7.48
-8.49
-9.25

-21.90
-5.81

-0.068
-0.043
-0.068
0.019
0.135
0.004

-0.123

-0.547
-0.292
-0.462
0.224
1.386
0.042

-1.138
Mean 0.04 -8.84 -0.020 -0.113

Fig. 7. Annual trends of the annually averaged weekend effect of DTR (K) for the whole season (a), the winter season (b),
and the summer season (c) from 1955 to 2005.

Fig. 8. Day-of-week anomaly of precipitation frequency  for the whole season (a), the winter season (b), and the summer 
season (c) from 1955 to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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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 DTR/PM =
WE DTR,year/ WE DTR,year

WE PM,year/ WE PM,year

          (5)

여기서 DTR SUN
는 일요일의 DTR anomaly이고,     

                 은 화 ~ 목요일의 평균 DTR anomaly,       
                  는 일요일과 화 ~ 목요일의 DTR anomaly 
차이를 1년 평균한 값이다. 그리고 S DTR/PM는 에어러

솔농도 변화에 따른 DTR의 연평균 민감도를 나타내

고, RS DTR/PM는 PM10과 DTR를 각각의 연평균값으

로 나눠 무차원수화한 상대적인 민감도이다. 
WE DTR,year

는 민감도 분석기간내에서 전반적으로 

양의 anomaly가 있었지만 일부 2003년에 강한 음의 

anomaly로 인하여 전체적인 평균은 최근 20년 평균의 

절반 수준인 +0.04K이었고, WE PM,year
는 분석기간 

내내 음의 anomaly (평균 -8.8 μg m-3)를 보였다. 이는 

일요일의 PM10 농도가 주중에 비해 감소하고 일요일 

DTR은 주중에 비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에어러솔 

농도에 대한 DTR 민감도, S DTR/PM는 -0.02 K /(μg m-3)
으로, 다시 말해 PM10 농도가 10 μg m-3 감소할 때 

DTR은 약 0.2K 정도 증가하였다. 그리고 PM10과 

DTR 연평균값으로 각각 WE PM,year
과 WE DTR,year

를 

나눈 상대적인 민감도 RS DTR/PM는 -0.11으로 DTR변

동은 PM10 감소률의 약 11%정도의 민감도를 보이고 

있었다. 

4. 토의 및 결론

지난 50년간 (1955 ~ 2005년) 서울의 최고최저 온

도 관측자료와 최근 7년간 PM10 농도를 이용하여 주

말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고최저 온도의 

연변화 경향을 살펴본 결과 서울의 도시 집중화로 인

하여 10년 동안 약 0.41K 정도의 최저온도 상승률이 

관측되어, 최고온도 상승률(10년 동안 0.23K)에 비해 

두배 가량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DTR의 감

소 경향(10년 동안 -0.18K)도 함께 확인되었다.  
그리고 요일별 DTR anomaly를 분석한 결과 1990

년대 들어서면서 최고 온도의 anomaly와 함께 일요일

에 양의 anomaly가 현저하게 나타났는 데 이는 일요일

에 최고 온도가 다른 요일에 비해 뚜렷하게 증가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요일별 PM10
의 주 평균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요일에 평균적

으로 PM10농도가 약 12%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DTR anomaly의 최근 1985 

~ 2005년의 DTR anomaly 평균이 +0.08 K로 초기 20
년 (1955 ~ 1975) 동안의 평균(+0.01K)에 비해 양의 

anomaly가 뚜렷해졌으며, 겨울철에는 두 배 (0.17K) 
가량 양의 편차가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휴일인 일요일에 PM10농도 감

소로 인한 일사량의 증가가 최고 온도가 증가하고 나

아가 DTR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이
러한 양의 주말효과는 겨울철이 여름철보다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어 에어러솔 직접 효과가 겨울철에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PM10 농도가 관측된 최근 7년간 주말효과에 따른 

PM10 농도 감소가 DTR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결과 주말에 에어러솔 농도가 약 10 μg m-3 감소할 

경우 일교차는 0.2K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중위도 기압시스템은 

약 4 ~ 10일 규모의 주기를 가지고 있고 어떤 기상 현

상도 7일 주기를 가지며 반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

할 때 최근 들어 뚜렷해지는 주말(일요일)과 주중의 양

의 일교차 anomaly는 주말과 주중의 뚜렷한 에어러솔 

농도 차이와 같은 인위적인 활동 차이에 따른 영향으

로 생각된다. 물론 온도변화는 계절적인 변동이나 다

양한 기상학적 요인에 의해 우선적으로 지배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50년간의 장기간 요일간 일교차 차

이 분석을 통해서 심각한 도시화와 인구집중 등으로 

인위적인 요인이 지역 기후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도시화가 느리게 진행된 시

골에 대한 유사한 DTR 주말효과나 에어러솔 외의 다

른 오염물질들의 주말효과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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