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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e investigated characteristics of new particle formation and growth events observed

at Gosan climate observatory using Scanning Mobility Particle Sizer (SMPS) measurements of

particle number size distribution with 54 size ranges from 10 to 487 nm in October 2009. Four

days (17~20 October) and five days (22~26 October) were classified into strong new particle

formation and growth event (NS) and weak particle formation and growth event (NW),

respectively. NS and NW divided by increase of aerosol number concentration in nucleation mode

and continuity of growth from nucleation to Aitken mode. Particle growth rates of NS

(5.34~9.19 nm h-1) were greater than that of NW (2.15~3.53 nm h-1). NS and NW were analyzed

with synoptic pattern over East Asia, meteorological elements, and sulfur dioxide (SO2)

measured at Gosan. We found that NS was characterized by a fast and northwesterly wind

accompanied cold and dry airmass, but NW was affected airmass originated from South China

and come through the Korea Peninsula. The events (NS and NW) occurred at conditions of high

solar flux (> 700 W m-2) and low relative humidity (< 60%). The SO2 concentration on NS and

NW was higher than that on case of non observed new particle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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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에어러솔은 크기와 화학성분에 따라 직접적으로 빛

을 산란 또는 흡수할 뿐만 아니라 (Kim et al., 2006;

Ramana et al., 2010), 구름응결핵으로 작용하여 간접

적으로 구름의 생존시간이나 강수량에 변화를 주어

전구적 또는 지역적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 (Twomey,

1974; Kaufmann et al., 2005). 에어러솔은 자연적 또

는 인위적 발생원에서 직접적으로 대기 중으로 방출

되거나, 다양한 가스상의 전구 물질들로부터 새로운

입자가 생성된다. 이렇게 생성된 20 nm 이하의 작은

입자는 핵생성 모드 (nucleation mode)라고 불리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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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에어러솔 총수농도에 있어 상당 부분을 차지할 뿐

만 아니라 구름응결핵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에이트킨

모드 (Aitken mode; 20~100 nm)로 성장하므로 중요하

다 (Kulmala et al., 2004).

입자의 핵생성 (Nucleation)은 황산-물 이원 핵생성
(Sulfuric acid-water binary nucleation; Kulmala and

Laaksonen, 1990), 황산-암모니아-물 삼원 핵생성 (Sulfuric

acid-ammonia-water ternary nucleation; Kulmala et al.,

2000), 유기성 기체에 의한 핵생성 (Hoffmann et al.,

1997), 이온-유도된 핵생성 (Ion-induced nucleation; Yu

and Turco, 2000), 그리고 할로겐 산화 핵생성

(Hoffmann et al., 2001) 등 다양한 과정으로 일어난다. 

이러한 입자생성 현상의 직접 관측 (in-situ)은 John

Aitken에 의해 처음으로 이루어졌으며 (Aitken, 1897),

이후 전구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관측되고 있다

(Kulmala et al., 2004). 외딴 숲이나 해안, 극지역과

같은 청정한 지역 뿐만 아니라 (O’Dowd et al., 2002;

Suni et al., 2008; Lee et al., 2008; Modini et al.,

2009), 베이징이나 멕시코 시티 같은 오염이 심한 도

시지역에서도 관측되었다 (Dunn et al., 2004; Wu et

al., 2007).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핵생성 메커니즘,

입자 성장 과정, 종관장과 화학적 분석 등에 있어 불

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Nisson et al., 2001; McNaughton

et al., 2004). 국내의 경우, Yum et al. (2007)과 Song

et al. (2010)이 제주도 고산 지역에서 입자 생성 및

성장 현상에 대한 보고를 하였으나, 이는 2005년 봄

철 캠페인 기간에 한정 되어 있다. 다른 계절에 일어

나는 입자 생성에 대한 특성 연구와 이에 영향을 미

치는 기상 및 화학적 요소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산 관측소 (북위 33o29', 동경

126o15', 72 m)에서 Scanning Mobility Particle Sizer

(SMPS)를 통해 2009년 가을에 관측된 에어러솔 입경

별 수농도 분포 자료를 이용하여, 입자 생성 및 성장

현상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핵생성 모드 입자의 수농

도 변화와 에이트킨 모드로 입자가 성장하는 현상의

연속성에 근거하여 입자 생성 및 성장 현상을 분류하

고, 입자 성장률을 계산하였다. 이를 2009년 다른 계

절에 관측된 입자 생성 및 성장 현상 시의 입자 성장

률과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입자 생성 및 성장 현

상이 관측된 기간의 종관장 및 국지 기상 자료와 화

학 자료와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2. 자 료

본 연구에서는 에어러솔 입경별 수농도를 관측하기

위하여 Scanning Mobility Particle Sizer (SMPS,

model 3034, TSI, Inc., USA)를 사용하였다. SMPS는

10~487 nm 구간의 에어러솔을 54개의 입경 구간에 대

해 매 3분마다 수농도를 관측한다. 샘플 (sample) 및

외부 (sheath) 유량은 각각 1 L min-1와 4 L min-1이다.

기기에서 에어러솔 입경 구간별로 개수되는 입자수

(c)는 다음 식 (1)을 통해 에어러솔 수농도 (n)로 계산

되며,

(1)

여기서 t는 샘플 시간, Q는 샘플 유량, φ는 샘플 희

석 지수 (dilution factor), 그리고 η는 각 채널당 샘플

효율 지수이다. 수농도는 기기별 입경 구간 길이의 차

이로 인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dN/dlogDp로 표출하

였다.

입자 생성 현상이 일어난 경우 SMPS로 관측된 핵

생성 모드에서 입자 수농도가 시간에 따라 급격히 증

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때 입자성장률 (Growth

rate, GR)은 핵생성 모드 (nucleation mode)의 최빈값

직경 (Mode diameter, Dm)의 시간 전개 정보를 통해

구할 수 있으며 다음 식 (2)를 이용하였다 (Kulmala

et al., 2004):

(2)

여기서 최빈값 직경 (Dm = Dp(nmax))은 SMPS로 관측

하는 54개의 입경 구간 중 에어러솔 수농도가 가장

크게 관측된 입경 구간의 중심 직경을 의미한다.

한편, 입자 생성 현상과 기상장 및 화학 자료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기상자료와 PM10 농도는 고산

기상대에서 관측된 기상청 자료를, SO2 농도는 환경

부에서 관측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더불어 동아시아

종관 패턴과의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해 NCEP/NCAR

재분석 자료 (Kistler et al., 2001)를 사용하였다. 더불

어 입자 생성 및 성장 현상과 함께 관측된 황사 현상

을 분석하기 위해 에어러솔 조대 입자 (coarse mode;

particle diameter > 1 µm) 구간이 포함된 에어러솔 부

피농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는 고산 관측소에서
Aerodynamic Particle Sizer (APS, model 3321, TSI,

Inc. USA)로 관측된 0.5~20 µm 구간의 에어러솔 수농

도 자료를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3. 결 과

3.1. 입자 생성 및 성장 사례

Fig. 1(a)는 고산 관측소에서 SMPS로 2009년 10월

에 관측된 직경 500 nm 이하의 에어러솔 수농도 크

n
c

t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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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
η
---=

GR
D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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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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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포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그린 것이다. 대기 중

에서 일어나는 입자 생성 및 성장 사례를 관측한 연

구들은 서로 다른 시각적 형태들 (예: 바나나 모양,

사과 모양 등)을 통해 입자 생성 및 성장 사례를 분

류하고 각각의 특성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Boy

and Kulmala, 2002; Dal Maso et al., 2005; Qian et

al., 2007). 하지만 입자 생성의 분류는 아직 정형화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Fig. 1(a)에서 입자 생성 및

성장 현상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는 입자 생성 및 성장 사례의 분류 기준으로 수농도

와 최빈값 직경 (Mode diameter)의 시간에 따른 정보

를 활용하여 기존의 시각적 구분에 의존하는 방법 보

다 Jeong et al., (2010)의 방법을 응용하여 다음과 같

이 좀 더 객관적인 방법으로 분류하였다.

입자 생성 사례는 20 nm보다 작은 핵생성 모드 입

자의 수농도가 오전 7시 (Local Standard Time, LST)

에서 오후 3시 (LST) 사이에 꾸준하게 1시간 이상 증

가한 경우로 보았으며, 핵생성 모드 입자의 수농도 변

화 크기 정도와 입자 성장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입

자 생성 및 성장 현상을 강한 입자 생성 및 성장 사

례 (Strong new particle formation and growth event;

NS)와 약한 입자 생성 및 성장 사례 (Weak new particle

formation and growth event; NW)로 구분하였다. NS는

입자 생성 사례 중 핵생성 모드 입자의 수농도 증가

가 상대적으로 크고 (> 3000 # cm-3), 시간에 따라 핵

생성 모드 입자에서 에이트킨 모드 입자로 연속적으

로 성장하는 것이 관측되는 경우이다. NW는 핵생성

모드 입자의 수농도 증가는 보였지만 그 증가 정도가

NS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고 (< 3000 # cm-3) 에이트

킨 모드 입자로 성장이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사례

로 분류하였다. 이외의 날들은 입자 생성 및 성장 현

상이 관측되지 않은 날 (day of non observed new

particle formation; NNon)로 구분하였으나, 직경 10 nm

이하의 관측되지 않은 에어러솔 구간에서 핵생성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측정 한계 범

위 안에서 적용했음을 밝힌다. 

Fig. 1(b)는 핵생성 모드의 입자 수농도와 직경 10

~500 nm 사이 구간들의 에어러솔 수농도 중 가장 크

Fig. 1. Time series of (a) log-normalized aerosol number size distribution (dN/dlogDp) measured by SMPS in October 2009 at

Gosan, Cheju, and (b) aerosol number concentration in nucleation mode (Dp < 20 nm) and mode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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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관측된 구간의 중심 직경인 최빈값 직경의 10분

평균 자료를 그린 것이다. 이를 통해 앞서 설명한 기

준을 적용하여 입자 생성 및 성장 현상을 구분할 수

있다. 핵생성 모드 입자 수가 크게 꾸준히 증가하며,

최빈값 직경 역시 10 nm 근처에서 50 nm 근처로 연

속적으로 커져가는 10월 17일, 18일, 19일, 그리고 20

일이 NS에 해당된다. 22일부터 26일은 핵생성 모드의

입자 성장은 관측되지만, NS와는 달리 최빈값 직경의

시간적 변화가 불연속적으로 나타나므로 NW에 해당

하며, 나머지 날짜들은 NNon으로 구분하였다. 

3.2. 입자 성장률

Fig. 2는 NS와 NW에 대해 직경 10~25 nm 사이 구

간들의 에어러솔 수농도 중 가장 크게 관측된 구간의

중심 직경인 최빈값 직경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그린

것이다. 여기서 입자 성장률 (Growth rate; GR)은 각

각의 사례별로 최빈값 직경을 1차 회귀 분석하여 그

기울기 값으로 구하였다. NS의 경우 입자 성장률이

5.34~9.19 (7.29 ± 1.62) nm h-1을 보였으며, NW의 경우

는 2.15~3.53 (2.77 ± 0.62) nm h-1로, NS의 입자 성장

률이 NW의 입자 성장률에 비해 약 2~3배 큰 값을 가

졌다. Table 1은 제주 고산 관측소에서 2009년에 관

측된 입자 생성 및 성장 현상에 대해 입자 성장률을

정리한 것이다. 총 32회의 입자 생성이 관측되었으며,

입자 성장률은 0.91~9.19 (3.84 ± 1.85) nm h-1의 범위

를 보였다. 10월에 관측된 NS는 2009년의 다른 달에

관측된 사례들과 비교해보았을 때에도 큰 입자 성장

률 값을 가짐을 볼 수 있다. 입자 성장률은 눈에 띄

는 월변동성을 보이진 않았지만 봄철과 가을철의 입

자 성장률이 겨울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일사량의 차이로 해석될 수 있다. 하

지만 일사량이 가장 높은 여름철에는 입자 생성 현상

이 관측되지 않았는데, 이는 실제 관측일수가 다른 계

절에 비해 여름철에 적었던 것과 일사량은 강하지만

습도가 높아 생성된 입자가 빠른 흡습 성장 과정을

통해 성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입자 생성 전구

물질인 SO2 농도가 다른 계절 평균값에 비해 여름철

평균값이 낮은 것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Kulmala et al. (2004)은 다양한 환경에서 관측된 입

자 성장률이 전형적으로 1~20 nm h-1의 범위를 가졌

고, 그 빈도는 2~5 nm h-1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

했다. 2009년 제주 고산에서 관측된 입자 성장률의 빈

도 역시 2~5 nm h-1에서 60% 이상 나타났다. Table 2

는 연안 지역에서 관측된 입자 성장률과 본 연구에서

관측된 값을 비교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입

자 성장률 (1.8~8.2 nm h-1)은 호주의 연안에서 측정된

값 (0.91~9.19 nm h-1)과 비슷한 범위를 보였으며, 2005

년 안면도에서 관측된 값 (1.0~15.7 nm h-1)에 비해서

는 다소 낮았고, 2005년 3월 고산에서 관측된 값 (3.4~

10 nm h-1)과는 유사하였다. 반면에 아일랜드의 Mace

Head의 연안에서 측정된 값 (15~200 nm h-1)보다는 매

우 낮았다. Mace Head의 입자 성장률이 본 연구 및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것은 입자의 핵생성

전구물질의 발생지가 관측지역과 매우 가까우며, 조

Fig. 2. Mode diameter versus time for particle formation and growth Events (NS and NW). Particle growth rates (GR, nm h-1)

were calculated from the regression s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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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낮을 때 큰 조류 (macro-algae)에서 방출되는 요

오드가 함유된 화합물이 핵생성의 원인이 되기 때문

이라고 밝혀져 있다 (O‘Dowd and Hoffmann, 2005).

하지만 호주 연안의 경우 입자 생성 (Modini et al.,

2009)은 조수의 높이와 관련이 없었으며, 조수 간만의

차가 상대적으로 작았고 (평균 0.9 m), 연안에서 시각

적으로 명백한 해양성 생물군의 증가가 관측되지 않

았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고산 지역의 조수 간만의

차와 입자 생성 현상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모슬

포항 (북위 33°12'05'', 동경 126°11'19'')의 조위관측소

에서 원격검조위로 관측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2009

년 10월의 조수 간만의 차는 0.13~2.55 m의 범위 (평

균 1.36 m)로 큰 폭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입자

생성이 관측된 시간과 조수의 높이 변화는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3.3. 입자 생성 및 성장 현상과 기상장 및 SO2 농

도와의 상관성

본 연구에서는 입자 생성 및 성장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동아시아의 종관장과 고산 지역의 습

도, 일사량 및 SO2 농도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Fig. 3

은 동아시아의 지위고도 (850 hPa)와 습도 (1000 hPa)

를 그린 것으로, 10월 한 달, NS, NW와 NNon의 기간

을 각각 평균하여 그린 것이다. NNon의 경우 27일부

터 30일까지 연속적으로 입자 생성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기간을 평균하였다. NS가 일어난 시기의 종관장

은 10월 평균장에 비해 지위고도 간격이 조밀하며, 북

서풍의 바람이 빠르게 고산으로 유입되고 있다. 또한

중국 대륙지역의 건조한 공기가 황해까지 확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에서 발원하는 입자

생성 전구 물질들이 고산으로 수송되기에 적합하며

이 시기에 가을철 황사 사례도 관측되었다. NW의 경

우 고산지역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중국남부

에서 유입되는 공기가 한반도를 거처 고산으로 들어

오며 유입속도는 NS에 비해 느린 것을 알 수 있다. 이

를 통해 이미 성장하여 존재하는 에어러솔이 많게 되

어 새로운 입자 생성, 또는 연속적 성장에 방해 요인

으로 작용하게 되며, 이는 NW의 입자 입경별 수농도

Table 1. Monthly distribution of particle formation events and growth rates (nm h-1) calculated from SMPS data at Gosan

during 2009.

Month Date
No. of 
Events

No. of 
Observation

Growth rate [nm h-1]

Range Mean ± Std. dev.

January 2, 5, 12, 19, 28  5 28 1.07 – 4.33 3.11 ± 1.30

February 4, 16, 20, 26  4 26 0.91 – 4.19 2.80 ± 1.51

March 1, 2, 6  3  6 1.96 – 4.50 3.21 ± 1.27

April -  -  5 - -

May 13, 15, 29  3 28 3.16 – 7.42 5.2 ± 2.14

June -  - 20 - -

July -  - 12 - -

August -  -  0 - -

September -  -  0 - -

October 15, 17, 18, 19, 20, 22, 23, 24, 25, 26 10 21 2.15 – 9.19 4.67 ± 2.49

November 2, 24  2 30 2.13 – 3.33 2.73 ± 0.85

December 7, 13, 14, 15, 30  5 31 3.50 – 4.14 3.77 ± 0.25

Total 32 207 0.91 – 9.19 3.84 ± 1.85

Table 2. Comparison of particle growth rates in this study with previous studies.

Coastal Region Period No. of Events
Range of Growth Rates 

[nm h-1]
Reference

Agnes Water, Australia 27 March – 12 April 2007 11 1.8 – 8.2 Modini et al. (2009)

Mace Head, Ireland – 600 15 – 200 O’Dowd et al. (2002)

Anmyondo, Korea January 2005 –December 2005 43 1.0 – 15.7 Lee et al. (2008)

Gosan, Korea March 2005 6 3.4 – 10 Yum et al. (2007)

Gosan, Korea January 2009 –December 2009 32 0.91 – 9.19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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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 (Fig. 1(a))에서 직경 100 nm 근처에서 입자가 지

속적으로 분포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Boy and

Kulmala, 2002). NNon의 경우 고산 지역이 해양성 고

기압의 영향 하에 들어, 풍속이 느리고 해양의 습한

기단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입자 생성 및 성장이 일

어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입자 생성 현

상이 국지적 오염 물질 배출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관측 자료가 부족하여 이와 관련된 분석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Fig. 4는 18일부터 19일까지 기상 요소 (기압, 풍향,

풍속, 습도), PM10 농도 그리고 에어러솔 수농도 및

부피농도 분포이다. Fig. 4(b)의 PM10 농도 분포를 보

면, 18일에는 약 50 µg m-3 내외의 농도를 보이다가

19일 00시 (LST)부터 농도가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

며 10시 (LST)에 256 µg m-3의 최대값을 갖고 다시

감소하였고, APS로 관측된 에어러솔 부피농도 (dV/

dlogDp) 분포에서도 직경 2~4 µm을 갖는 입자의 증가

추이가 PM10 농도 증가 추이와 일치하는 것에서도 황

사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SMPS로 관측된 핵생

성 모드의 수농도는 18일과 19일에 급격히 증가하며

입자 생성 및 성장 현상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는데,

19일의 경우 10시 (LST) 부근에 조대 입자가 크게 증

가한 후 감소하는 시점인 12시 (LST)쯤 핵생성 모드

입자 수가 3000 # cm-3을 넘은 것을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기상요소들 (Fig. 4(a))을 함께 살펴보면, 저기

압이 고산지역을 빠져나가는 후면에 황사입자들의 급

격한 증가가 관측되었고, 이후 남서에서 북서로 바뀐

풍향이 유지되고, 풍속이 15 m s-1까지 세지며, 습도는

55% 이하로 떨어지고, 조대 입자 수가 현격히 줄어들

면서 입자 생성 현상의 관측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NS는 NW와는 달리 전형적인 입자 생성 및 성

장 현상으로 고정된 관측지역에서 시간에 따라 다른

공기괴가 지나감에도 입자 성장이 비교적 연속적으로

관측되는 것은 이런 사례가 수백 킬로미터의 거리에

걸쳐 일어났음을 시사한다 (Stanier et al., 2009). 이러

한 성장 커브를 보이는 것은 지역적 규모 (regional

scale)의 입자 생성 및 성장 사례의 특징으로 볼 수 있

다. 즉, 입자 생성 전구 물질을 포함한 중국대륙에서

기원하는 공기괴가 빠르게 이동하여 황해 상에 걸쳐

Fig. 3. NCEP/NCAR reanalysis relative humidity (%, shade) at 1000 hPa, wind vector (m s-1, arrow) at 850 hPa, and

geopotential height (line) at 850 hPa averaged during (a) Monthly average (October 2009), (b) NS (17-20 October 2009), (c) NW

(22-26 October 2009), and (d) NNon (27-30 October 2009) over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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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 생성 현상이 일어난 것임을 암시한다. 선행 연

구에서도 근처에 서로 떨어져 있는 다수의 관측 지점

에서 입자 생성 및 성장 현상이 관측된 결과 (Stanier

et al., 2009; Jeong et al., 2010)나, 황해에서 입자 생

성 현상이 관측된 후, 안면도 기상청 기후변화감시센

터에서 연속해서 관측된 입자 생성 및 성장 사례 (Kim

et al., 2009)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는 입자 생성

전구 물질을 포함한 건조하고 차가운 기단의 움직임

이 지역적 규모로 일어나는 입자 생성 및 성장 현상

에 호조건임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다 (Kulmala

et al., 2001; Vana et al., 2004).

Fig. 5는 고산 지역의 습도를 Fig. 3에서 구분한 기

간으로 평균하여 그린 것이다. 입자 생성 및 성장이

일어나지 않은 날 (NNon)은 일어난 날 (NS, NW)에 비

해 확연히 습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입자 생성

이 일어난 시기에는 낮 시간에 상대습도가 60% 이하

를 보였다. 상대습도가 낮을수록 입자 생성 및 성장

이 더 활발히 일어나는 것은 이전 연구들 (O’Dwod

et al., 2002, Modini et al., 2009, Lee et al., 2008)과

유사한 결과이다. Fig. 6은 고산의 총 구름의 양과 일

사량을 NS와 NW가 관측된 날들과 NNon인 날들을 평

균하여 비교한 것으로, NNon의 경우 27일에서 30일 중

30일에 약한 강수 (0.0 mm)가 관측되어 다른 기간에

Fig. 4. Time series of (a) pressure (hPa), relative humidity (%), and wind direction, and (b) PM10 mass concentration (µg m-

3), aerosol number concentration (# cm-3) of nucleation mode (Dp < 20 nm), and aerosol volume size distribution (0.5 < Dp <

20 mm) at Gosan from 18 to 19 October 2009. 

Fig. 5. Average diurnal variations of relative humidity (%)

for NS (square), NW (open circle) and NNon (triangle). The

lower and upper bars in the figure indicate one standard

deviation of the data,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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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서 큰 차이를 보여 따로 나타내었다. 낮 시간에

NS가 다른 사례들에 비해 큰 일사량 (~750 W m-2)을

보인 반면, NNon은 NS와 NW에 비해 구름이 많이 끼고,

낮은 일사량이 관측된 것을 통해, 일사량은 광화학 반

응을 통해 기체가 입자로 바뀌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

임을 알 수 있다. 

Fig. 7은 시간 평균된 SO2 농도를 앞서 비교한 요

소들과 마찬가지로 입자 생성 및 성장 현상의 분류에

따라 평균하여 나타낸 것이다. NS와 NW는 입자 생성

관측이 되기 전인 6시 (LST)부터 입자 생성이 관측되

기 시작하는 10시 (LST) 사이에 농도가 증가하는 것

을 볼 수 있었지만, NNon에는 시간에 따른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9시의 평균값을 비교했을

때, NS의 경우 8 ppb, NW의 경우 6 ppb, NNon의 경우

4 ppb로 NNon에 비해 NS는 4 ppb, NW는 2 ppb 차이를

나타내었다. 고산지역의 2008년 평균 SO2 농도는 2.03

± 2.93 ppb이며, 2009년 가을철 평균 SO2 농도는 4.14

± 1.60 ppb로 NS와 NW의 SO2 농도는 이들과 비교했을

때도 증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와 유

사하게, Lee et al. (2008)은 입자 생성 현상이 일어나

지 않을 때와 비교하여 입자 생성이 일어날 때 정오

이전에 2 ppb 정도 증가하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는

입자 생성 및 성장에 중요한 물질인 가스상의 황산

(sulfuric acid, H2SO4)이 SO2와 OH의 반응을 통해 생

긴 것으로 볼 수 있다 (Kerminen et al., 2004).

4. 결 론

고산 관측소에서 SMPS로 2009년 가을에 관측된 입

경별 입자 수농도 자료를 통해 입자 생성 및 성장 현

상을 정의 및 분류하고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20 nm

보다 작은 핵생성모드 입자의 수농도가 오전 7시 (LST)

에서 오후 3시 (LST) 사이에 꾸준하게 1시간 이상 증

가한 경우를 입자 생성 사례로 보았다. 그 중 핵생성

모드 입자의 수농도 증가가 크고 (> 3000 # cm-3) 시

간에 따라 핵생성 모드 입자에서 에이트킨 모드 입자

로 연속적으로 자라는 경우는 NS로, 핵생성 모드의 입

자 수 증가는 보였지만 그 증가 정도가 NS에 비해 약

하고 (< 3000 # cm-3) 에이트킨 모드 입자로 성장이

충분히 이루지지 않은 경우는 NW로 분류하였다. 2009

년 10월 관측일 중 17일부터 20일까지 4일 간은 NS

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은 NW로 분류하였으며,

입자 생성 및 성장 현상이 관측되지 않은 날은 NNon

으로 구분하였다.

분류된 입자 생성 및 성장 현상의 입자 성장률을

비교하면, NS의 경우 5.34 ~ 9.19 (7.29 ± 1.62) nm h-1

을 가졌고 NW의 경우는 2.15 ~ 3.53 (2.77 ± 0.62) nm

h-1로 NS의 입자 성장률이 NW의 입자 성장률에 비해

큰 값을 가졌다. 2009년에 관측된 총 32회의 입자 생

성 및 성장 현상시의 입자 성장률은 0.91~9.19 nm h-1

의 범위에서 관측되었며, 2009년 10월에 관측된 NS는

같은 해의 다른 달에 관측된 사례들에 비해 큰 입자

성장률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입자 생성 및 성장 현상의 상관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동아시아의 종관장과 고산 지역의 습도, 일사

량 및 SO2 농도를 분석하였다. NS가 일어난 시기의

종관장은 10월 평균 종관 패턴에 비해 지위고도 간격

이 조밀하고 북서풍의 바람이 빠르게 고산으로 유입

되었으며, 중국 대륙지역의 건조한 공기가 황해까지

확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입자 생

성 전구 물질을 포함한 건조하고 차가운 기단의 움직

임이 지역적 규모로 일어나는 입자 생성 및 성장 현

상에 호조건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NW의 경우 고산

지역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중국남부에서 유

Fig. 6. Same as Fig. 5 except for total cloud amount and

solar flux (W m-2).

Fig. 7. Same as Fig. 5 except for SO2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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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는 공기가 한반도를 거처 고산으로 들어오며 유

입속도는 NS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렸다. 이는 이미 성

장하여 존재하는 에어러솔이 많게 되어 새로운 입자

생성 및 지속적인 성장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NNon의 경우 고산지역이 해양성 고기

압의 영향하에 들어, 풍속이 느리고 해양의 습한 기

단의 영향을 받아 입자 생성 및 성장이 일어나지 못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입자 생성이 일어난 시기 (NS와 NW)에는 낮 시간에

상대습도가 60% 이하를 보여, 상대습도가 상대적으

로 낮을수록 활발한 입자 생성 및 성장이 관측되었다.

또한 강한 일사 (> 700 W m-2)에서 입자 생성 및 성

장 현상이 일어났으며, 입자 생성이 관측되지 않은 날

에는 총 구름의 양이 커서 일사를 방해하였다. SO2 농

도는 입자 생성이 관측되는 시점에 NNon에 비해 NS은

약 4 ppb, NW는 약 2 ppb 가량 높았다. 향후 장기적

인 분석과 다양한 화학 조성 관측 등의 병행을 통해

입자 생성 및 성장의 일반적인 특징과 화학 성분과의

상관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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