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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dust storms originated in Neimongu Plateau and Manchuria became more

frequent in Korea, there was a growing need for Asian Dust (Hwangsa) monitoring stations in

North Korea, which is a pathway of Asian Dust to South Korea. The South Korean and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agreed to build the Automatic Weather System and the PM10 measurement

instruments in the Gaeseong Industrial Zone and the Keumgangsan Tourist Region, North Korea

in 2007. PM10 mass concentration data in the Keumgangsan Tourist Region could be collected

only during the period from September 2007 to May 2008. In this study, daily, monthly and

diurnal variations of PM10 mass concentration of the Keumgangsan are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ose of Sokcho and Gwangdeoksan. Three sites show similar variations in daily and

monthly means. Correlation coefficients (r) between Sokcho and Keumgangsan, and between

Gwangdeoksan and Keumgangsan are 0.89 and 0.67, respectively. But diurnal variation at

Keumgangsan has a distinct feature compared to the other sites. Diurnal PM10 variation shows

two peaks around 8 AM and 4-5 PM and very low at night. The difference between the daily

maximum and minimum is 20~60 µg m-3 during September to November 2007.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and wind speed from the Keumgangsan AWS data were compared with those

from the Changjon station, and showed good correlation each other except wind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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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주요 황사 발원지는 고비사

막과 내몽골, 황토고원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한반도와

가까운 내몽골고원과 만주에서 발원하는 빈도가 증가

하였다(이종재와 김철희, 2008; Lim and Chun, 2006;

Kim, 2008). 중국 둥베이평원인 만주에서는 서고동저의

기압배치로 강한 기압경도력의 영향을 받을 때 황사가

발원하며, 북풍계열의 바람에 의해 우리나라로 이동하기

도 한다(전영신 등, 2003; Chun et al., 2001). 만주는 계

절별로 식생이 다른데, 특히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는

식생이 거의 없고 건조하므로 강풍이 형성되면 언제든

황사가 발원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김수민 등, 2010).

내몽골고원이나 만주는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황사 발원지로, 다른 발원지에서 발원한 황사보

다 빠른 시간 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이들 지역

에서 발원한 황사는 대부분 북한을 거쳐 우리나라로

유입되므로, 이러한 황사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정

Fig. 1. Unveiling ceremony of PM10 instrument (top) and AWS (bottom) at Keumgangsan on 22 Octobe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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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적인 황사예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 황사

관측정보의 확보가 절실하다.

기상청은 북한 지역의 황사 정보 공백을 해소하고

자 관계부처를 통해 ‘황사관측망 설치’등의 의제를

「제18차 남북 장관급 회담」(2006. 4., 평양) 및「제

12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2006. 6., 제주)에 상

정하였다. 남과 북은 황사와 같이 남북 모두에 영향을

주는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대처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함께 방지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차 남북기상협력 실무접촉은 2007년 12월 개성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회의에서 남과 북은 기상정보 교환,

기상설비현대화 및 남북간 기상인력, 기술교류 등 기상

분야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금강산관

광특구(이하 금강산)와 개성공단(이하 개성)에 PM10 관

측 장비(베타선 흡수 방식)와 자동기상관측장비 AWS

(Automatic weather system)가 2007년 8월과 12월 각

각 설치되었고, 2007년 10월에는 금강산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Fig. 1). 준공식에는 당시 기상청 정순갑 차장,

Fig. 2. AWS tower and PM10 instrument next to ‘Cultural Center’ with dome shaped roof (top) and data display panel

(bottom) in Keumgangsan Tourist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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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양호 통일부 회담대표 등 정부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봉종헌 기상산업진흥원장, 연변과학기술대학교 이승률

부총장, 고려대기환경연구소 정용승 소장, 대기환경모

델링센터 박순웅 센터장, 현대아산 김영현 상무, KNJ 김

중구 대표, 진양공업 한영호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개

성에는 장비가 설치된 이후에 출입 허가를 받지 못해

준공식은 개최하지 못했다. 두 지역 모두 통신선 설

치를 통한 실시간 수신은 협의되지 못했고, 현지에서

파견 근무 중인 남측 직원이 자료를 수집하여 기상청

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2008년 5월까지 금강산 자료는

확보되었다. 그러나 개성의 경우 자료를 받지 못하였으

며,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두 지점의 자료는 수집

되지 않고 있다.

한편, 북한에서는 황사 예보나 황사의 건강 영향 정보

등이 빈번하게 방송되고 있고, 학술지에는 황사에 관한

논문들이 다수 게재되고 있다. 최근까지 발간된 북한의

계간 학술지인「기상과 수문」에는 황사와 관련한 23편

의 논문을 볼 수 있다. 북한에서 황사의 농도는 단위면

적당 침적량(g m-2)과 단위 공기 부피당 질량(µg m-3)

으로 표시하고 있다(정상조와 한정련, 2005; 김광철과

흥영일, 2011).

이 연구에서는, PM10 장비가 금강산에서 설치, 운영

되기 시작한 2007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금강산의

PM10 일변화(시간 평균), 일평균, 월평균 농도를 우

리나라의 속초기상대(이하 속초), 광덕산레이더관측소

(이하 광덕산)의 PM10 자료와 비교하였다.

북한에서 관측되는 기상자료는 다른 나라와 직접 교

류된 적이 없고, 세계기상기구를 통한 GTS 자료로써 매

우 제한된 부분만 공유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남과 북이 상호 합의하에 최초로 공동 관측한 자료라는

데 의의가 있다.

2. 자료 및 분석방법

AWS와 황사 농도 관측 장비는 금강산 문화회관 동쪽

노장(38.68
o
N, 128.20

o
E, 해발고도 30 m)에 설치되었고,

관측 결과는 현대아산 사무실의 실내 전광판과 관광객

들이 모이는 광장의 야외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표출

되었다(Fig. 2). 운영 PC에 수집된 자료는 남측 인력이

이메일로 기상청에 전달하였다.

금강산에 설치된 황사 농도 관측 장비는 베타선 감

쇄원리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PM10 질량 농도를 자

동으로 측정하는 장비이다(Thermo Scientific Continuous

Particulate Monitor, FH62C14). 장비로 흡입된 분진은

여과지에 포집되며 탄소동위원소(C-14)에서 방출되는

베타선을 사용하여 연속으로 질량이 측정되는데, 측

Fig. 3. Geographical location of Keumgangsan, Sokcho and Gwangdeok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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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위는 5,000 µg m
-3까지이다. 이 연구에서는 제작

사에서 제시한 1시간 평균 검출 한계인 4 µg m-3을 넘

는 PM10 자료만 취하였다.

금강산에 설치된 AWS와 PM10 관측 자료는 2007년

9~11월에는 1분 자료, 2008년 1~5월의 자료는 일평균

값으로 수집되었다. 2007년 11월 하순부터 12월까지는

장비 장애로 관측이 일시 중단되었다. 전 기간의 금강산

일평균과 월평균 PM10 자료를 금강산에서 가장 인접

한 우리나라의 두 관측소인 속초(38.25oN, 128.56oE, 해

발고도 18 m), 광덕산(38.11oN, 127.43oE, 해발고도 1020 m)

의 자료와 비교하였다(Fig. 3). 2007년 9~11월에 대해서

는 PM10의 매시간 평균값으로부터 세 지역의 일변화

경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금강산에서 AWS로 관측된 기상요소 중 기온,

상대습도, 풍속의 일평균을 세계기상통신망(Global

Telecommunication System, GTS)을 통해 수신된 장전

(38.73oN, 128.18oE)의 자료와 비교하였다. 장전 관측지

점은 금강산 AWS가 설치된 노장에서 북쪽으로 약 700 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장전의 GTS 자료는 3시간

간격의 자료를 일평균하였고, 금강산의 AWS 자료는

1분 자료를 24시간 평균한 자료이다.

3. 결 과

3.1. 시간별 PM10 농도 변화

2007년 9~11월에 금강산, 속초, 광덕산에서 관측한

시간별 PM10 농도의 일변화를 비교한 결과 금강산과

속초의 상관계수(r)는 0.54, 속초와 광덕산의 상관계수는

0.47이나 금강산과 광덕산의 일변화는 음의 상관(r =−0.18)

을 보여, 지점간의 유의한 상관성이 보이지 않았다

(Fig. 4). 금강산과 속초는 태백산맥 동쪽에 위치하고,

광덕산은 서쪽에 위치하는 지리적 차이가 있다. 또한 금

강산과 속초는 관광지 혹은 큰 도로와 인접해있으나

광덕산은 해발고도 약 1 km의 산간지역으로 인간 활

동에 의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광덕산이 다른 두 지역과 다른 일변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세 지점 모두 야간에는 낮은

농도가 유지되는 공통점이 있었다.

광덕산 PM10의 일변화를 보면 9월과 10월에는 13-

14시경에 농도가 가장 높고, 11월의 일 중 농도변화는

9, 10월과 다른 경향을 보인다. 9, 10월에는 주간의

PM10 농도가 야간보다 높으나, 11월에는 16-23시 사

이의 농도가 하루 중 가장 낮았다. 속초는 전 기간 모

두 주간의 농도가 야간보다 높아, 인간 활동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며 최소농도와 최고농도의 차이는

12~16 µg m-3이었다.

그러나 금강산은 전 기간에 대해 7-8시경 높은 값을

보이고 14시에 급격히 하강하였다가 다시 16-17시에

두 번째 높은 값이 나타나고 야간에는 낮은 농도를 유

지하는 등 일변화가 뚜렷하다. PM10 농도가 관측된

2007년 9~11월은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지는 시기였고,

관광지구 특성상 대형차량이 빈번하게 출입하였기 때문

으로 풀이된다. 과거의 금강산 관광 일정은 주로 8시와

16시에 관광지구로 도착하며, 이는 높은 값이 나타나는

시간과 잘 일치한다(http://mtkumgang.co.kr). 14시 경에는

대류가 활발하여 대기 혼합층의 높이가 가장 높아 입자

확산이 활발하여 PM10 농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하루 중 최소농도와 최고농도의 차이는 9월에 20µg m
-3
,

10월에 33µg m-3, 11월에 60 µg m-3로 속초나 광덕산에

비해 2~4배로 높은 것도 금강산 PM10 일변화의 두

드러진 특징이다.

Fig. 4. Diurnal variations of PM10 mass concentration

observed at Keumgangsan, Sokcho and Gwangdeoksan in (a)

September, (b) October and (c) Novembe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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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일평균 PM10 농도변화

금강산과 속초, 광덕산의 PM10 일평균 농도를 보면

세 지점의 일평균 PM10 농도의 변화 경향은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Fig. 5와 6). 연무와 황사는

세계기상기구(WMO)가 정한 방법으로 기상대 관측전

문가가 목측 관측하여 기록하고 있다. 속초기상대 또

는 광덕산에서 가장 가까운 철원기상대에서 관측된 연

무와 황사 사례일을 Fig. 5와 6에 점선 상자로 표시하

였다. 연무가 있던 날에는 속초와 금강산 모두 일평

균 PM10 농도가 150 µg m-3 내외로 증가하였다.

한편, 황사는 2~4월에 1회씩, 5월에는 2회 관측이 되

었다(국립기상연구소, 2009). 2008년 2월 12일에 관측

된 황사는 만주에서 발원하여 북한을 거쳐 중부지방과

남부 일부에 영향을 주었으며, 3월 16일 황사는 고비사

막에서 최초 발원하여 내몽골, 만주, 북한을 경유하여 우

리나라 중부와 서남부 일부 지역에 영향을 주었다. 같은

해 4월 3일에 관측된 황사는 만주에서 발원하여 북한과

서울, 경기 일부에 영향을 주었으며, 5월 22일 황사는 고

비사막에서 발원, 내몽골과 발해만을 거쳐 백령도, 경

기북부, 강원지역에 영향을 주었다. 황사가 관측된 기

간에도 PM10 농도가 150 µg m
-3

 내외로 증가하였으나

5월 22일 황사 사례에는 금강산에서만 200 µg m-3 가

까이 증가했고, 다른 지점에서는 100µg m
-3
 내외의 상

대적으로 낮은 농도를 보였다. 2008년 5월 30일 황사는

고비사막에서 발원하여 우리나라 대부분 지방에 약 3일

간 짙은 황사 또는 매우 짙은 황사로 관측된 사례이

다. 철원기상대에서는 5월 30일 08시~5월 31일 03시 사

이에 황사가 목측되었고 이 기간 중 광덕산 PM10 농

도가 292 µg m-3까지 증가했으나, 속초와 금강산에서

가장 가까운 장전에서는 5월 31일까지도 황사 관측이

되지 않았고 금강산의 PM10 농도 증가도 없었다. 속

Fig. 6. Same as Fig. 5 except in 2008 (dotted boxes are haze

and Asian Dust observed at Sokcho and Gwangdeoksan).

Fig. 5. Time series of daily average PM10 observed at

Keumgangsan (red), Sokcho (yellow), and Gwangdeoksan

(green) in 2007 (dotted box indicates haze observed at

Sokcho and Gwangdeok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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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에서는 5월 30일과 31일 일부 시간에 박무가 관측되

었으나 일평균 PM10 농도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5월

28일 백령도를 시작으로 관측된 황사는 시간평균 최고

PM10 농도가 967 µg m-3, 광덕산에서는 624 µg m-3로

매우 짙은 황사였으나, 금강산을 비롯한 영동 지역에

는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세 지점의 PM10 자료에 대한 통계 분석을 수행하여,

2007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일평균값의 평균과 표

준편차, 10%, 50%, 90%와 최솟값, 최댓값을 보였다

(Table 1). 전 기간에 대해 금강산의 평균과 중간값이 가

장 크다. 관측 기간은 금강산관광특별지구에 대형버스와

관광객 출입이 잦은 기간이었고, 관측 장비가 위치한 장

소도 관광객 출입지역과 가까워, 인간 활동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속초기상대 역시 큰 도로

에 인접하여 자동차 통행량에 따라 영향을 받았겠지만,

두 관측소 주변 도로 포장여부, 노면 상태 등을 확인하

기 어려워 금강산의 PM10 자료가 가장 높은 원인을 단

정하기는 쉽지 않다. 관측 기간 중 광덕산은 2008년

5월 29~31일 발생한 짙은 황사의 영향을 받았으나 금강

산이나 속초에서는 영향 받은 기간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덕산의 최댓값이 가장 컸다. PM10 일평균을

비교해보면, 금강산과 속초 자료의 상관계수는 0.89이고

금강산과 광덕산의 상관계수는 0.67로, 금강산과 속초의

자료가 더 잘 일치하고 있다. 또한 평균의 차이도 금강

산과 속초는 13 µg m
-3

, 금강산과 광덕산은 18 µg m
-3

이었다. 이와 같이 금강산이 광덕산보다 속초와 유사한

이유는, 광덕산은 태백산맥 서쪽에 위치한 데 반해 금강

산과 속초는 태백산맥 동쪽에 위치하며, 지리적으로도

금강산과 속초가 더 가깝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강산의 AWS 자료와 장전의 GTS 기상자료 비교

결과(Fig. 7), 기온의 상관계수는 0.98로 매우 좋은 상관

을 보이나, 장전의 기온이 금강산보다 평균 약 6% 높

았다. 또한, 습도의 상관계수도 0.88로 비교적 좋은 편이

나, 기온의 상관성보다는 약간 낮았다. 그리고, 풍속의

상관계수는 0.63이었는데, 풍속은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요소이므로 기온이나 습도보다는 상대적으로 상

관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3.3. 월평균 PM10 농도 변화

계절별 PM10 농도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월평균

PM10 농도를 비교하였는데(Fig. 8), 오차막대는 표준

Fig. 8. Monthly average PM10 mass concentration observed

at Keumgangsan, Sokcho and Gwangdeoksan.

Fig. 7. Time series of (a) temperature, (b) relative humidity

and (c) wind speed observed at Keumgangsan and Changjon.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PM10 (daily average) at

Keumgangsan, Sokcho and Gwangdeoksan during September

2007 to May 2008 [µg/m3]

Keumgangsan Sokcho Gwangdeoksan

Mean 56 43 38

Standard 

deviation
33 26 32

Minimum 9 8 3

Maximum 190 129 292

10th percentile 22 17 11

Median 52 37 32

90th percentile 97 76 75

Valid N 229 229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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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차를 나타낸다. 앞 절의 일평균과 마찬가지로 월별

변화 경향은 서로 비슷하지만 금강산의 월평균이 가장

높았다. 2007년 9월과 10월의 PM10 농도가 낮고, 2007년

11월, 2008년 2월, 3월의 농도가 높았다. 특히 1월과 2월

에는 금강산의 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14~46% 가량 높

았는데, 세 지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대부분 같은 기압

계 영향을 받으므로, 국지적인 영향 때문일 것으로 생

각된다. 이번 분석에서는 봄, 가을, 겨울 자료만 있었고,

관측기간이 짧아 계절별로 뚜렷한 특성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2008년 5월 광덕산 PM10의 표준편차가 큰

것은 5월 30일 황사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4. 결 론

제1차 남북기협력의 결과로 2007년 금강산과 개성에

AWS와 황사 농도 관측 장비(PM10)를 설치하였고, 이

연구에서는 금강산에서 수집된 미세먼지 농도(PM10)

자료를 분석하였다. 관측기간은 총 8개월로 계절변화 등

PM10 기후값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지만, 인접한

우리나라 관측소의 PM10 관측 자료와 비교하며 일평균,

월평균, 일변화 경향을 분석하였다. 금강산에서 약 50 km

남쪽에 위치한 속초기상대와 남서쪽에 위치한 광덕산

레이더관측소의 PM10 자료와 비교하였는데, 일평균의

상관계수는 속초와 금강산이 0.89, 광덕산과 금강산이

0.67로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였다. 속초와 금강산은

지리적 여건이 비슷하여, 더 높은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월평균도 세 지점의 변화 양상이 비슷하였다.

금강산의 일변화 경향은 나머지 두 지점과는 다소

다른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속초나 광덕산은 일중 최

솟값과 최댓값의 차이가 12~16µg m-3 이하로 큰 변동이

없다. 그러나 금강산의 PM10 농도 일변화는 전 기간

(2007년 9~11월)에 대해 오전 7-8시와 오후 4-5시경 두

번의 높은 값이 나타나 쌍봉모양을 보이며, 야간에는 낮

은 농도를 유지하는 일변화가 뚜렷하였다. 또한 일중

최솟값과 최댓값의 차이는 20~60 µg m
-3으로 다른 두

지점보다 최고 4배 높았다.

금강산 AWS 자료를 약 700 m 떨어진 장전의 GTS

자료와 비교한 결과 기온과 습도는 매우 잘 일치하였

으나, 풍속의 상관계수는 0.63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황사발원지의 황사 입자는 1~1,000 µm로 범위가 넓

으나, 대기 중에 수 일 이상 부유하여 우리나라까지 이

동할 수 있는 입자는 약 1~10µm의 범위이다. 따라서 황

사의 이동 경로를 감시하기 위해서 실시간 PM10 농도

정보가 필요하고, 특히 정량적인 황사 예보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정보이다. 개성은 금강산보다 출입 허가가 어

려워 자료를 수집하지 못했고, 2008년 5월 이후에는 금

강산의 자료도 수집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남북이

상호 합의하에 최초로 공동 관측한 자료라는 데 의미가

있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으로 추가적인 자료 공유 체

계를 마련해 개성과 금강산에 설치한 PM10 관측 자료

를 실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황사예보

정확도는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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