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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기 중에 부유하는 에어로졸은 지구의 복사 평형

에 영향을 주어 기후변화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대도

시에 존재하면서 가시거리 저해로 인한 시정악화를 가

져오며, 인체의 호흡기 질환 등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이민희 등, 1986; 최재천 등, 1999; Toon, 1995). 

이에 따라 인간과 자연생태계와 관련된 에어로졸 연구

뿐만 아니라 대도시 환경 차원에서 연무, 박무 ,안개, 

구름, 강우 등의 기상현상과 관련된 연구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김필수, 1986). 특히 대기질을 저하시키고, 

악시정을 초래하는 황사, 연무, 박무, 안개를 동반한 기

상현상과 관련된 에어로졸 연구가 최근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Moon et al, 1997; 임주연 등, 2004).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에어로졸과 연관되는 기상현

상에는 황사, 연무, 박무, 안개 등이 있으며 이 중 ‘연

무’는 시정이 1 km 이상이고 습도가 75%이하로 낮을 

때 대기 중에 연기, 먼지 등 미세하고 건조한 고체입자

가 떠 있어서 공기의 색이 우윳빛으로 흐려 보이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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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an effort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synoptic meteorological conditions in association with long-range trans-
port of haze phenomena occurred over Korea, we statistically classified characteristics of haze events into two types of 
haze: stagnant case and long-range transport case, based on the synoptic meteorological parameters, and analyze com-
paratively the characteristics of synoptic meteorological conditions for each cas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occurrence 
frequency of stagnant case accounts for 64.5%, showing superiority of stagnant haze cases over the long-range transport 
case which occupies only 35.5%  among total 67 cases for the period from 2000 to 2007. This result indicates that haze 
phenomena occurred over Korea has influenced by not only the emission in Korea by itself but long range transport effects 
originating from China inland. The synoptic condition on 850hPa level showed that, when stagnant case occurred, Korean 
peninsula was located under the effects of negative vorticity with the significantly weak wind speed and stable atmospheric 
condition. In contrast, long-range transport case shows positive vorticity and relatively strong wind speed over 850hPa 
level, especially with the location of high pressure system over the area of southwestern China. This location of high 
pressure system implies to induce the westerlies or northwesteries consistently due to its pressure gradient by itself. Also 
other comparative studies haze days (vs.) Asian dust days are carried out, and we found out that the patterns of  long-range 
transport of haze phenomena in Korea shows similar to Asian dust case but the static stability condition indicates more 
stabilized atmospheric condition than dust phenom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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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말한다(기상청, 2002: 김광식 등, 1992). 연무현상

은 화산 분출물이나 바람에 날린 먼지, 황사 등 천연의 

먼지가 공기 중에 섞여 발생하지만, 도시나 공업 지대

와 같은 오염 지역에서는 공장과 주택으로부터의 연

기, 자동차 배기가스 등 인공적 오염물질에 의해 발생

한다(기상청, 2002). ‘박무’는 연무현상과 강도를 구분

하는 시정거리는 동일하지만, 80~90% 이상의 높은 상

대습도와 회색을 띄는 특징으로 2.5㎛이하의 미세한 

물방울이나 황산염, 질산염과 같은 흡습성 알갱이가 

대기 중에 떠 있어서 먼 곳의 물체가 흐려 보이는 현상

이다(전영신 등, 2003). ‘안개’는 매우 작은 물방울이 

대기 중에 떠다니는 현상으로서 수평시정이 1 km 미

만이고 상대습도는 100%에 가깝다(기상청, 2002). 

현재 국내에서 연무, 박무, 황사 등의 각각의 기상상

태에 따른 관측 분석적 에어로졸 연구는 활발하다. 짙

은 연무와 박무, 안개현상이 발생했을 경우, 강수현상

에 의해 농도가 급격히 감소될 때까지 대기 중 에어로

졸의 농도를 꾸준히 증가시켜 PM10, SO2, NO2농도가 

매우 높게 관측되어 에어로졸 수농도 및 미세먼지 농

도와 유사한 변화 패턴을 나타내었고(임주연 등, 2004),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현상과는 대조적으로 

연무는 자동차 배기가스 등 인위적인 오염원으로부터 

직접 배출되기도 하며, 광화학 스모그 등으로 2차 생성

되기도 하므로 연무현상은 황사와 달리 서로 다른 대

기 중의 에어로졸의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영신 등, 2003). 

이들 중 연무에 대한 연구는 대기화학적 차원의 측

정 분석적 연구는 활발한 반면 수용지(Receptor area)

에서의 물리적 특성을 배출원(Source area)과 연관시

켜 그 특성을 이해하는 연구는 드물지만 매우 중요하

다. 특히 지리적 특성상 우리나라 대도시에서 발생하

는 연무가 자체 배출량에 의한 기여도 뿐 아니라 중국

으로부터의 장거리 수송에 따른 기여도 경향이 더욱 

커지고 있어 정량적 영향 연구와 이를 수행하기 위한 

모델링 연구가 원인 물질 저감차원에서 매우 중요하

다. 최근의 위성연구 등을 통한 장거리 수송의 징후는 

빈번히 지적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반도에서 발생한 연

무 발생 사례를 분석하고 사례별 연무 특성 경향을 모

델링 연구와 연계시키는 것은 기초적이면서도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에서 발생한 연무 현상에 대

하여 배출원-수용지 관계(Source-Receptor Relationship)

를 규명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한반도 연무 특성을 

연무의 발생원이 장거리 수송이 우세한 영향과 자체 

배출된 오염물질의 영향이 우세한 경우를 구분하여 

그 기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이는 다

양한 종관규모 기상 변수와의 분류된 연무 특성과의 

연관성 분석을 통해서 연무 발생에 대한 지역적 차이

를 밝힐 뿐 아니라 장거리 수송 등과 같은 외부요인까

지 유추할 수 있는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

러 이상의 기상상태에 따른 에어로졸의 발생 및 수송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각종 입자상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부유하는 대도시의 시정예보 및 일기현상과의 관

련성을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도시의 연무의 특성을 황사현상과 

비교하여 그 주요 차이점을 기술하였고 이를 통해 장

거리 이동되는 연무현상의 물리적 특징과 동아시아에

서의 종관기상 상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방법

연무 발생일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과 부산의 지

상기상 관측자료(강수, 황사, 연무, 박무, 안개, 눈, 청

명한 날 등)로부터 선정하였다. 연무는 상대습도 75% 

미만, 시정 1 km이상 10 km미만, 박무는 상대습도 

75% 이상, 시정 1 km이상 10 km미만, 안개는 상대습

도 75%이상, 시정 1 km 미만으로 처리하였다(기상청, 

2002). 본 연구에서는 대상기간 주요한 6가지 기상사

례 (강수, 연무, 박무, 황사, 청명, 강수+박무)를 일별로 

분류하였고 분류된 사례별로 대기질 수준을 동시에 분

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연무 발생일을 그 발생원에 따

라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 첫 번째 연무사례로서 연

무의 주요 발생원이 우리나라 대도시의 배출량 그 자

체에 있는 사례로서 한반도 상공의 정체성 고기압의 

존재로 인해 배출된 오염물질이 낮은 환기효과(ventilation 

effect)로 대기오염물질의 수송과 확산이 낮은 사례(이

하 정체성 사례)이며, 두 번째 연무 사례는 연무 발생

과 연관된 물리화학적 기여도가 중국을 포함한 외부에 

더 크게 존재하는 사례(이하 장거리 수송사례)이다. 정

체성 연무사례의 경우 지표와 가까운 하층 대기(예를 

들어 850hPa)에서의 종관풍이 약하고 해당 지역의 상

공의 정체성 고기압으로 인해 상층 대기의 침강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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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여 대기가 전반적으로 안정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장거리수송 사례의 경우 이와 연관된 서풍 계열의 풍

향과 상대적으로 큰 상층 풍속을 동반하여야 가능할 

것이다. 먼저 정체성 사례를 선정하기 위하여 연무 발

생일의 850hPa 상층 일기도상에서의 한반도 상공의 

와도(vorticity)를 계산한 후 그 부호가 (-)인 경우, 즉 

한반도 상공에 고기압이 존재하는 날을 정체성 사례의 

제 1 후보군으로 분류하고, 이 중에서 하층 연직 대기

안정도가 안정하면서 850hPa 지균풍속이 3.5 m s-1 이

하인 날을 정체성 사례일로 최종 분류하였다. 제 1 후

보군에 들지 않고 지균풍속이 3.5 m s-1 이상인 날은 이

동성 사례로 분류하였고, 정체성 및 이동성으로 모두 

분류되지 않은 날은 그 전날 3일간의 850hPa 평균 일

기도상에서 우리나라 풍상측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중

국 대도시 지역의 와도(vorticity, )와 와

도이류(vorticity advection, )의 크기

와 부호를 분석하여 상층 대기에서의 이동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였다. 

이상의 두 사례, 즉 정체성 사례와 장거리수송 사례

의 종관기상 패턴을 이해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종관기상변수들(Davis et al., 1993; Sanchez et 

al., 1990)을 광범위하게 도입하여 분석하였다. 즉 정

체성 우세 혹은 장거리 수송 우세 패턴으로 구분된 사

례별로 여러 국내외 연구를 통해 연구된 종관기상변수

들, 예를 들면 500hPa와 850hPa 등압면의 지오퍼텐셜 

고도, 850hPa 소용돌이도와 그 시간 변화율, 850hPa 

등압면의 기압 경도, 지표면 기압, 안정도, 지표면 상대

습도, 지표면 풍속, 습윤도 등의 기상변수의 부호와 크

기를 모두 파악하여 분류된 두 패턴별 그 특성을 모두 

조사하였다.

850hPa에서의 지균풍향과 풍속은 우리나라 중부지

역인 37.5°N, 127.5°E에 중앙 격자점을 잡고 주변 4개 

격자점을 이용하여 지균풍의 동서( ) 및 남북( ) 성

분을 구하여 지균풍속( )을 계산하였고, 

지균풍향(Θ)은 tan-1( )로 구하였다. 연직 대기안정

도(S)는 매일 관측되는 850hPa와 1000hPa의 기온 자

료를 이용하여 하층대기안정도를 계산하였다(변희룡 

등, 1995; 김철희 등, 2005). 즉 1000hPa 공기 괴를 단

열 과정을 통해 850hPa까지 상승시킨 다음 이것(T1)

과 본래의 850hPa의 기온(T2)과의 차이로써 연직 안

정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SSI (Showalter Stability Index)

와 동일한 개념을 하층 대기에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여기서 S=T2-T1로 정의된다. 

이상에서 분류된 두 연무 사례에 대하여 각각 동아

시아 850hPa 지오퍼텐셜고도 합성도(composite map)를 

작성하여 분류된 연무 사례별 종관기상 특성의 차이점

을 기술하였고 나아가 이동성 연무의 장거리 수송 특

성과 황사 발생 시의 기상 특성 또한 비교 분석하였다. 

2.2 대상지역 및 자료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연무의 발생 특성을 동북아

시아 장거리 수송과 연관시켜 연구를 수행한다는 관

점에서 한반도 대도시 및 동북아 지역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였다. 연무가 발생한 날을 선정하고, 그 기상특

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서울 및 부산기상청에서 운영‧

관측하는 지상기상관측자료 중 기상상태를 알 수 있

는 강수량, 적설량, 시정, 안개계속시간자료와 기상상

태와 에어로졸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풍향, 풍속, 

상대습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연무 및 황사 현상

시 나타나는 종관기상 패턴을 비교 연구하기 위해서 

기상청에서 매일 2회 제공하는 지상일기도와 고층일

기도, 보조일기도를 사용하였다. 특히 연무의 장거리 

수송사례 분석을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지상 및 상층 기상요소는 미국의 NCEP/NCAR 

(National Center for Environmental Prediction/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재분석 자료로부터 추

출하였다.

연무와 연관된 대도시 대기오염 특성 분석을 위해 

수도권 및 부산광역시 전역을 포함하는 대기질 측정망 

자료를 이용하였다(그림 1). 이 자료는 환경부가 운영

하는 서울지역에 위치한 27개 측정소와 부산지역에 위

치한 13개 측정소에서 측정한 시간별 PM10, SO2, NO2 

O3 농도 자료로서 2000년~2007년에 측정된 자료를 사

용하였다. 

3. 결과 및 분석

3.1 연무발생 통계 및 그 특성

선정한 사례기간 동안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관측

된 기상자료로부터 연무를 포함한 강수, 황사, 박무, 안

개, 눈, 그 외 맑은 날로 분류하여 분류된 각각의 사례

별 발생일수, 상대습도, 그리고 각종 대기질 농도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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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모두 Table 1에 요약하였다. 그 결과 제일 많은 발

생 빈도를 보인 입자상 오염물질과 연관이 없는 맑은 

날(41%), 그리고 강수가 있는 날(15%)과 박무를 동반

한 강수일수(12%)를 제외하면 연무(16%), 박무(2%), 

황사(1%) 순으로 나타나, 연무의 발생 빈도가 상대적

으로 제일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연무가 발생한 경우, 

서울과 부산에서 측정된 여러 대기오염물질 농도는 미

세먼지(PM10)농도를 제외하고는 SO2, NO2, 일 최고 

O3농도가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세먼지 농도의 

경우 황사 사례에 평균 125.7(±53.3) ㎍ m-3 로서 최고

치를 보였으며 연무 또한 황사 사례보다는 낮으나 

97.0(±32.3) ㎍ m-3의 높은 농도를 보였다. 부산의 경

우도 서울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사례별 농도 수

준도 서울의 경향과 거의 일치하였다 (Table 1). 

따라서 연무 발생일의 미세먼지 농도 수준은 황사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다른 기체상 오염물질의 

농도 수준은 매우 높게 나타나, 중국 등의 대도시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광역적으로 장거리 수송되었거나 

혹은 한반도 대도시에서 자체 배출된 기체상 오염물질

이 광화학 반응에 의해 입자상 오염물질로 2차 생성되

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황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자상 오염물질 농도만 높고 기체상 오염물질 농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연적으로 황사 입자가 대기 중으

로 유입되어 한반도로 이동한 것과는 대조되는 현상임

Fig. 1. Locations of the air pollution monitoring stations in Seoul and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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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2는 분석기간의 연무 발생일에 대하여 각 사

례별 발생빈도를 요약한 것이다. Table 2에서 알 수 있

듯이 한반도에서의 연무발생일은 장거리 수송 사례

(35.5%)보다 정체성 사례(64.5%)가 더 우세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서울만 연무현상이 관측된 날, 부산

만 연무현상이 관측된 날에는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연무현상이 관측된 날보다 정체성 사례가 훨씬 더 우

세한 반면, 서울과 부산 두 지역 모두 연무가 발생한 날

은 상대적으로 장거리 수송 사례가 더 많이 나타났다

(Table 2). 결국 연무현상은 우리나라 자체내부에서 발

생하는 오염물질에 의한 원인뿐만 아니라 중국 고 배

출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의한 장거리 수송의 

영향도 종관 기상 패턴에 유리한 상황에서 무시할 수 

없는 빈도로 발생하며, 그 영향 범위도 우리나라에 더 

광역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연무의 장거리 이동과 연관된 종관기상 특성

연무의 장거리 수송 현상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

여 정체성 연무 사례와 구분하여 종관기상 변수의 차

이를 알아보았다. Fig. 2는 분류된 사례별 850hPa 와

도, 연직 대기안정도, 850hPa 지균풍속의 분포를 PM10

농도에 대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와도의 경우 정체성 

연무사례의 경우 평균 -1.5×10-6 s-1, 그리고 장거리 수

송 연무 사례의 경우 +5.0×10-6 s-1로 나타났으며,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200㎍ m-3이상의 극한 사례의 경우

는 모두 정체성 사례에서만 관측되었다(Fig. 2a). 하층 

Table 2. Occurrence frequency of haze phenomena classified based on 850hpa  synoptic patterns around Korean peninsula.

Region Haze day Pattern Classification Number Frequency(%)

Seoul and Busan

Stagnant High Pressure Case 40 57.9 64.5
Long range Transport Pressure Case 22 32.0 35.5
Unclassifiable 7 10.1 -
Total 69 100 100

Seoul

Stagnant High Pressure Case 288 70.1 77.6
Long range Transport Pressure Case 83 20.2 22.4
Unclassifiable 40 9.7 -
Total 411 100 100

Busan

Stagnant High Pressure Case 47 70.2 77.0
Long range Transport Pressure Case 14 20.8 22.9
Unclassifiable 6 9.0 -
Total 67 100 100

Table 1.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the atmospheric conditions for the period of 2000-2007 in (a)Seoul and (b)Busan, 
respectively. The values in parentheses indicate standard deviations.

Region Case Number Frequency(%) PM10(㎍ m
-3) SO2(ppb) NO2(ppb) O3(Max. ppb) RH(%)

Seoul

Rain 437 15 41.9(±21.2) 4.3(±1.7) 29.7(±10.8) 15.5(26.4±7.9) 65.5
Haze 480 16 97.0(±32.3) 7.2(±2.9) 45.9(±11.9) 17.2(40.2±10.7) 63.8
Mist 62 2 95.2(±39.1) 5.5(±2.1) 36.8(±11.0) 15.3(32.3±8.9) 77.8
Dust 24 1 125.7(±53.3) 4.8(±1.8) 30.2(±10.0) 22.3(35.1±5.0) 44.8
Clear 1191 41 53.7(±22.9) 5.3(±2.0) 36.1(±11.6) 15.4(31.7±8.1) 51.9

Rain+Mist 347 12 52.4(±25.4) 3.8(±1.2) 30.7(±8.6) 12.9(19.2±7.3) 84.3
Total 2922

Busan

Rain 674 15 43.4(±16.3) 5.9(±2.7) 22.5(±8.4) 22.3(22.3±8.9) 72.9
Haze 136 16 95.4(±20.2) 9.8(±3.6) 33.2(±8.3) 26.4(46.9±9.0) 62.9
Mist 111 2 82.9(±22.7) 8.5(±2.6) 27.7(±6.7) 26.8(47.1±7.8) 81.8
Dust 30 1 136.2(±53.1) 7.5(±3.3) 23.9(±7.2) 32.0(41.1±5.3) 42.9
Clear 1593 41 56.8(±19.9) 7.3(±2.9) 26.2(±8.8) 23.3(37.0±8.3) 53.2

Rain+Mist 294 12 54.8(±19.1) 6.1(±2.6) 24.3(±7.9) 19.7(24.4±8.4) 88.4
Total 2922



166 연무와 연관된 동아시아의 종관기상 특성

대기안정도의 경우 역시 다양한 안정도 범위를 보였으

나 정체성 사례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고른 안정도 범

위를 보였고(Fig. 2b), 지균풍속의 경우 정체성의 경우

가 약 2 m s-1, 장거리 이동 사례가 약 6 m s-1로서 큰 차

이를 보였지만(Fig. 2c) 미세먼지 농도 수준은 유사하

게 나타나 장거리 이동 연무사례의 중요성 또한 간접

적으로 알 수 있다. 연직 하층 대기안정도(S)는 정체성 

사례의 경우는 양(+)의 S값으로서 대기가 안정하고 풍

속이 약하였으며, 장거리 수송 사례는 음(-)의 S값으로

서 대기가 다소 불안정하며 풍속은 대체로 6~8 m s-1로

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분류된 두 사례별 차이를 보다 심도 있

게 살펴보기 위하여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종관기상 변

수를 추가로 선정하여 사례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결과

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정체성과 수송성 사

례별 계산된 종관기상변수 부호와 크기를 통해 상대적

인 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데, 특히 지상, 850hPa, 500hPa

면의 기압 및 지오퍼텐셜 고도는 정체성 사례가 수송

성 사례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높게, 그리고 기압경도

력은 약하고 대기안정도는 안정한 특징을 보였다. 그

리고 하층상대습도, 실효습도, 지상에서 850hPa사이

의 습윤도를 나타내는 EDI값 또한 수송성 연무사례가 

정체성 연무사례보다 상대적으로 건조하고 강한 상층 

풍속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Fig. 2에서 분석한 결과와 

대부분 일치하며 각 연무 사례별 특징과 차이를 보다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Fig. 3은 두 사례별 분류된 연무 발생일에 대하여 정

체성 연무는 발생 당일, 그리고 수송성 연무는 발생 이

전 3일 평균 850hPa 지오퍼텐셜 고도를 모두 합성한 

일기도이다. 정체성 사례의 경우 한반도 상공에 강한 

고기압성 기압패턴이 나타난 반면(Fig. 3a), 장거리 수

송 사례의 경우(Fig. 3b) 중국 남서부 공업지역 상공에 

약한 고기압성 패턴을 보였다. 따라서 장거리 수송 연

무 발생사례의 종관기상 패턴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합성도에서 

나타난 중국 남서부 지역 상공 고기압중심에서의 와도

와 와도 이류를 연무 발생 이전 3일에 대하여 사례별로 

계산하였다. 그 결과 역시 두 사례별 특징이 뚜렷이 구

분되었으며, 와도 이류 또한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 이는 정체성 사례와 장거리 수송 사례

의 정확한 규명과 대기오염증가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대기오염 퍼텐셜 연구가 충분히 가능함을 시사한

다. 공간적으로 볼 때 장거리 수송 사례는 중국의 대기

     (a)

 

     (b)

   

 

     (c)

  

        

Fig. 2. Scatter diagram for daily mean concentrations of 
PM10 vs. synoptic meteorological parameters of (a) vorticity
(b) stability, and (c) geostrophic wind speed on 850hPa for
the case of haze event ove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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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배출이 높은 지역에서의 와도(Fig. 4a)는 우리나

라의 경우와 상반된 값을 가지며(Fig. 2a) 와도이류에

서는 정체성 사례의 경우 음(-)의 값을, 수송성 사례의 

경우는 양(+)의 값을 뚜렷이 보였다(Fig. 4b). 이는 장

거리 수송 사례의 경우 중국 본토에 자리 잡은 고기압

성 소용돌이에 의해 대기오염 배출량이 높은 중국 본

토 상공에서 적절한 기압경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

로 인해 서풍계열의 바람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대기

오염물질을 한반도로 이동시키는 데 기여하였음을 유

추할 수 있다. 

3.3 연무현상의 사례 분석

한반도에 연무현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로 직․간

접적으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종관기상특징을 나타

낸다. 연무현상 시 한반도의 종관기상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정체성 고기압패턴을 나타내는 연무사례일과 장

거리 수송성 고기압패턴을 나타내는 연무사례에 대하

여 몇 개의 사례일을 선정하여 850hPa 일기도, 850hPa 유

선도(stream line map), 925-700hPa의 SSI(showalter 

Stability Index)를 분석하였다. 연무 사례일은 사례기

간 동안 다른 일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심한 연무 현상

Table 3. Various meteorological parameters used for the test of the classification of haze phenomena occurred over Korea.

Variables Explanation Stagnant Case Transport Case

H50  00Z 500hPa Geopotential Height over Korea (100 m) 56.7 (±161.6) 56.4 (±184.0)
W50  00Z 500hPa Wind Speed (m s-1) 16.0 (±13.7) 21.7 (±16.3)
ζ50  00Z 500hPa Vorticity (s-1) -1.8×10-5 (±4.7×10-4) 2.1×10-5 (±7.2×10-4)
M50  00Z 500hPa Montgomery Dry Potential (J kg-1) 3.1×105 (±9347.9) 3.2×105 (±11189.5)
PG50  00Z 500hPa Pressure Gradient (m s-2)  1.7×10-2 (±0.01) 2.2×10-2 (±0.02)
θ50  00Z 500hPa Potential Temperature (K) 313.2 (±9.5) 313.8 (±11.5)
△ζ50  500hPa Vorticity Change on previous day (s-1) -6.2×10-5 (±5.2×10-4) 1.8×10-4 (±7.6×10-4)
△M50  500hPa Montgomery Dry Potential Change (J kg-1) 4.3×104 (±13844.6) 5.6×104 (±10265.1)
△θ50  500hpa Potential Temperature Change (K) -2.2 (±24.3) -3.2 (±11.9)
H85  00Z 850hPa Geopotential Height (100 m) 14.9 (±51.7) 14.6 (±56.6)
W85  00Z 850hPa Wind Speed (m s-1) 6.8 (±5.9) 7.9 (±4.5)
q85  00Z 850hPa Mixing Ratio (g kg-1) 5.0×10-3 (±3.2×10-3) 5.9×10-3 (±3.9×10-3)
ζ85  00Z 850hPa Vorticity (s-1) -1.1×10-3 (±6.2×10-4) 4.7×10-4 (±3.9×10-4)
M85  00z 850hPa Montgomery Dry Potential (J kg-1) 2.8×105 (±8490.8) 2.9×105 (±9397.5)
Ms85  00Z 850hPa Moist Static Energy (J kg-1)  3.0×105 (±15841.7) 3.1×105 (±18438.8)
PG85  00Z 850hPa Pressure Gradient (m s-2)  7.5×10-3 (±5.8×10-3) 8.7×10-3 (±6.8×10-3)
θ85  00Z 850hPa Potential Temperature (K) 291.2 (±8.6) 292.2 (±9.5)
△ζ85  850hPa Vorticity Change (s-1) -6.0×10-5 (±6.2×10-5) 2.8×10-4 (±2.8×10-4)
△M85  850hPa Montgomery Dry Potential Change (J kg-1) 5.8×103 (±11865.8) 1.9×104 (±7410.6)
△Ms85  850hPa Moist Static Energy Change (J kg-1) 2.1×10-4 (±20869.4) 3.9×104 (±18914.0)
△θ85  850hPa Potential Temperature Change (K) -2.7×10-2 (±7.3×10-2) -5.0×10-3(±2.5×10-4)

γ 00  00Z 500-850hPa Lapse Rate (K km-1) 5.1×10-3 (±8.5×10-4) 5.2×10-3 (±8.2×10-4)
△H00  00Z 500-850hPa Thickness (100 m) 41.5 (±121.5) 41.6 (±141.5)
Ps00  00Z Surface Pressure (hPa) 1019.6 (±6.5) 1014.9 (±6.1)
RHm  Daily Mean Surface Relative Humidity (%) 66.9 (±5.5) 61.8 (±6.5)
Tmin  Surface Minimum Temperature (K) 288.1 (±6.8) 275.9 (±5.2)
Wm  Daily Mean Surface Wind Speed (m s-1) 2.0 (±0.4) 2.4 (±0.51)

Cldm  Daily Mean Cloudness (1/10) 11.1 (±4.7) 11.2 (±4.3)
Td.00  00Z Surface Dew Point Temperature (K) 285.7 (±6.8) 274.1 (±6.3)
△T  Surface max. temperature - min. Temperature (K) 10.0 (±2.3) 8.6 (±2.5)
ED00  00Z ED for Surface-850hpa (K m-1) -0.7 (±0.9) 0.2 (±0.5)
EDI00  00Z EDI for Surface-850hpa (K) -12.4 (±11.8) 0.4 (±6.1)
RHeff  Daily Mean Surface Effective Humidity (%) 56.1 (±4.6) 50.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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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났던 세 사례, 즉 정체성 두 사례(2006년 10월 

12일, 2007년 2월 7일)와 장거리 수송성 사례(2003년 

11월 3일)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Fig. 5의(a), (b)는 

정체성 두 사례, 그리고 Fig. 5의(c)는 장거리 이동 사

례의 일기도이다. 정체성 사례일의 일기도는 모두 한

반도의 서해 남부해상에 고기압의 중심이 위치한 것을 

볼 수 있다. Fig. 5(a)에 나타난 2006년 10월 12일 00UTC 

850hPa 일기도에서는 한반도가 동서 고압대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Fig. 5(b)의 2007년 2월 7일 00UTC 850hPa 

일기도에서는 강력한 정체성 고기압이 한반도에 영향

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850hPa 유선도에서는 

두 정체성 사례일 모두 약한 풍속을 나타내며 SSI 분

포도에서도 모두 안정한 대기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Fig. 5(c)는 전형적인 수송성 고기압패턴이 나타난 사

례이며, 심한 연무 현상이 관측되었는데 일기도에서 

중국 남서부 지역에 고기압을 두고 한반도는 중국으로

부터 이동성 기류와 동서 고압대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볼 수 있다. Fig. 5(c)의 850hPa 유선도에

서는 Fig. 5(a), (b)의 약한 풍속과 다르게 이동성 기류

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강한 풍속을 나타내며 SSI 분포

도에서도 정체성 사례의 안정한 대기상태와 다르게 불

안정한 대기 상태를 보였다.  

따라서 정체성 연무 발생 시 한반도는 동서 고압대

의 영향을 받아 직․간접적으로 맑은 날씨를 나타내었

으며 풍속이 약하고 안정한 대기 상태의 특징을 보였

다. 연무현상은 고기압권의 영향으로 대기정체로 인하

여 공기가 잘 확산되지 않아 대기가 안정하며 지표부

근 풍속이 약한 상태일 때 발생과 수송 및 지속에 유리

               (a) Long range Transport Case                                                                 (b) Stagnant Case

Fig. 3. 850hpa geopotential heights composite synoptic map for (a)long range transport case, and (b) stagnant case of haze
event occurred ove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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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 장거리 수송성 연무 현상

이 관측되는 경우 이동성 고압대가 중국 남서부에서 

출발하여 북서풍 혹은 서풍 계열의 다소 강한 바람을 

유도하면서 우리나라로 대기오염물질을 수송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3.4 황사 사례와의 비교

한반도에 황사현상 시 종관기상의 특징은 많은 선

행 연구를 통해 알려진 것과 같이 한반도 북서쪽의 

50°N, 90°~100°E 부근에 중심을 둔 중국대륙의 발원

지에서 한랭한 대륙 고기압이 발생, 50°N, 120°E 부근

의 중국 북만주에서 화남지방에 위치한 저기압이 동해

까지 길게 남북방향의 기압골을 형성하여 강한 기압경

도력의 영향(정관영 등, 1995), 한랭저기압의 한반도 

쪽으로의 남하(윤용황 ,1990) 등을 들고 있다. 이와 같

은 특징을 고려한 황사 사례일과 장거리 이동 연무 발

생일과의 한반도의 종관기상 패턴의 특징을 비교분석

하였다. 황사 사례일은 사례기간 동안 다른 일기에 영

향을 받지 않는 심한 현상이 나타났던 2004년 2월 14

일, 2006년 4월 7일, 2007년 3월 27일을 선정하였다. 

이 때 앞 절에서와 같이 장거리 이동 연무사례일의 

00UTC 850hPa 일기도와 유선 및 강풍대 보조선도, 

그리고 SSI (Showalter Stability Index for 925-700 

hpa)를 통해 황사현상의 종관기상 패턴과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Fig. 6의 (a), (b), (c)는 심한 황사 현상이 있었던 

2004년 2월 14일, 2006년 4월 7일 00UTC, 2007년 3

월 27일 00UTC 850hPa 일기도와 두 개의 보조선도 

850hPa 유선도와 SSI 분포도이다. 사례일의 일기도 

모두 중국대륙의 발원지에서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으

며 중국 화남지방과 북만주에서 동해까지 기압골이 길

게 형성되어 강한 기압경도력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기

압골 후면에 위치한 고기압이 점차 동진하면서 중국 

화남지방의 고기압과 화북지방에서 한반도 동해상까

지 길게 뻗은 저기압이 남북방향으로 강한 기압경도력

을 형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강한 기압경도

력은 강풍을 형성하게 되는데 사례일의 850hPa 유선

도에서 모두 강한 풍속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강한 기압경도력과 강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고 있는 2004년 2월 14일에는 다른 사례일 보다 강

한 풍속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고 SSI 분포도에

서는 대부분 불안정한 대기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연무발생 시와 달리 황사발생 시에는 

많은 연구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반도는 강한 

기압경도력에 의해 강풍이 형성되어 불안정한 대기 상

태의 특징을 보였고 풍상측에서의 풍계 또한 강한 북

서풍 계열이 지속적으로 불었으며, 발원지에서는 강한 

기압경도력에 의한 지표에서의 강풍 형성이 제일 중요

한 선결 요건으로서 황사를 부유시켜 대기 중으로 치

솟은 후 북서풍계열의 상층 바람을 타고 한반도에 영

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연무 발생 사

례 중 장거리 수송 사례와 유사하나, 중국 남서부 공업

지역에서의 고기압의 위치, 그리고 황사 발생 시 만주 

및 내몽고 지역에 위치한 저기압의 위치로 인해 북서

     (a)

 

     (b)

 

           

Fig. 4. Scatter diagram for daily mean concentrations of 
Korean PM10 vs. synoptic meteorological parameters of (a)
vorticity (b) vorticity advection on 850hPa over China for 
the case of haze event ove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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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 계열의 바람을 지속할 수 있었던 점 등이 연무 발생

과 다르게 나타났다. 

4. 결 론
 

대도시인 서울과 부산의 기상상태에 따른 대기 중 

에어로졸의 변화특성연구와  이를 기초로 하여 한반도 

연무 특성을 기상상태별 통계적으로 분류하고, 특히 

발생한 연무의 발생원이 장거리 수송이 우세한 영향과 

자체적으로 배출된 오염물질의 영향이 우세한 경우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장거리 수송 연무사례를 

황사 사례와 비교분석하였다. 연무발생일의 선정을 위

하여 2000~2007년 서울과 부산의 지상기상관측자료

와 환경부가 운영하는 대기질 측정망 자료에서 얻은 

매시간 PM10, SO2, NO2, O3 농도자료를 활용하여 모든 

기상상태(강수, 황사, 연무, 박무, 안개, 눈, 청명한 날 

등) 중에서 연무 발생 일을 선정하였다.

먼저, 연무 발생 일에 대하여 그 발생원에 따른 기상

상태를 크게 두 가지, 즉 정체성 사례와 장거리 수송성 

사례를 850hPa 상층 일기도상의 지균풍속과 와도의 

부호를 조사하여 그 발생 빈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한반도 연무현상 시 종관기상패턴은 크게 정체성패턴

과 중국으로부터 이동하는 패턴으로 뚜렷이 구분되었

으며 정체성패턴이 통계적으로 더 우세함을 보였다. 

(a)

  

 

(b)

  

 

(c)

  

Fig. 5. Typical Synoptic weather charts on 850hPa 00UTC, 850hpa Streamline, and Showalter Stability Index between 
925-700hpa for the case of Haze event. Upper and middle panels indicate stagnant cases of Feb. 7 00UTC, 2007 and Oct..
12 00UTC, 2006, respectively, and lower panel shows long range transport case of Nov. 3 00UTC,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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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과 이동성의 정확한 규명과 대기오염증가 가능

성을 판단하기 위해 연직 대기안정도를 포함한 각종 

종관기상 변수를 선정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우

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남서부 지역의 와도와 와도이

류, 기타 종관기상 변수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연무발

생 시 그 특성이 정체성과 이동성의 두 가지 종관패턴

으로 뚜렷이 구분할 수 있었으며 정체성 사례의 경우

에 음의 와도와 양의 연직 대기안정도, 약한 풍속을 갖

는 반면 수송성 경우는 그 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전형적인 연무 발생의 사례분석을 위하여 두 분류

된 사례별 850hPa 일기도, 850hPa 유선도, SSI 분포도

를 정체성 및 이동성 사례별로 구분하여 비교하였고, 

황사 사례와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무현상 시

에는 직․간접적으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나타내었으며 정체성 및 수송성 사례 모두 풍속의 차

이는 있으나 안정한 대기 상태를 보인 반면 황사현상 

시에는 강한 기압경도력에 의해 강풍이 형성되었고 또 

안정도 측면에서는 불안정한 대기의 특징을 보였다. 

이상에서 연무 발생과 연관하여 기상상태별 대표적

인 특성을 통계적으로 정리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였

고, 나아가 연무 발생 특성이 지역적 차이가 있으며 장

거리 수송 등과 같은 외부요인까지 유추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상 특성을 분석하였다. 향후 정체

성 및 이동성 연무 발생일에 대하여 사례별 정량적 배

(a)

  

 

(b)

  

 

(c)

  

Fig. 6. Typical Synoptic weather charts on 850hPa 00UTC, 850hpa Streamline, Showalter Stability Index between 
925-700hpa for the case of Asian dust event. Upper, middle and lower panels indicate Mar. 27 00UTC, 2007, Apr. 7, 00UTC,
2006, Feb. 14 00UTC, 2004,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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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수용지 관계를 모델링을 통해 정량적으로 계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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