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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ir pollution inventories are aggregated around south-east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r including Busan, Ulsan, and 

Changwon cities. Because densely populated cities are concentrated in this region, air pollutants emitted from one of these 
cities tend to be impacted on the air quality of other cities. In order to clarify the seasonal movement pattern of emitted 
particles, several numerical simulations using WRF/FLEXPART were carried out. Four cases were selected for each season. 
The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model (WRF) reproduced atmospheric flow fields with nested grids. The seasonal 
pattern of air mass of study area was determined by backward and forward trajectories. As a result, the air parcel moves from 
northwest to southeast due to northwesterly winds in spring and winter. Also air parcel transports from south to north in 
summer, and moves from west to east. Because the air mass moves differently in each season, these characteristics should be 
considered when performing air qual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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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반도 동남지역의 연안에 위치한 울산, 부산, 창원

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업도시로서 공업단지나 

항구 등과 같은 다수의 오염원을 가지고 있다. 오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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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도시의 대기질을 악

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활발히 이

루어져왔다. 정 등(2005)은 울산항 선박에서 배출되

는 SOx, NOx, VOCs, TSP등을 산정하여 대기오염 배

출량을 분석하였고, 선박오염물질을 포함한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 산정은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도 제시되었다(이 등, 1999). 또한 최 등

(2006)은 울산지역의 고정배출원 및 이동배출원 등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원 현황을 파악하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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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학적 요소와 관련하여 고농도 대기오염 분포 특성

을 고찰하였다. 창원지역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

량 산정을 통해 지역별 대기질 현황 파악 및 대기오염

의 원인 분석에 대한 연구결과도 있다(김 등, 2000; 박, 
2000; 김 등, 2002).

많은 배출원을 포함하는 도시에서는 이와 같은 대

기오염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지리적 또

는 기상학적 특성으로 인해 오염물질이 대기중에서 

수송되기도 한다(이 등, 2002). 한 등(2006)은 일차오

염물질로 규정되는 SO2와 NOx 그리고 광화학적으로 

산화제 역할을 하는 O3의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고자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서해상공을 중심으로 항공관

측을 수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오염물질 운송의 장

기간 경향을 파악하고 서해상공의 유․출입되는 장거

리운송 물질속(flux)을 산정하였다. 역궤적분석 결과 

한반도로 이동하는 기류의 60% 이상이 중국대륙에서 

건너왔음을 제시하였고, 오염물질은 봄, 가을, 겨울에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기오염물

질의 장거리 수송은 강원 고성지역의 VOCs에 대해서

도 연구되었으며, 그 결과 3월과 4월에는 50% 이상의 

VOCs가 중국, 몽고 등 대륙에서 수송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김과 김, 2003). Lee 등(2008)은 한반도 동

남지역의 대도시인 부산, 대구, 울산 지역간의 오존 전

구물질 이동에 관한 수치실험을 통하여 각 지역간의 

상호 연관성을 제시하였다. 이 외 다수의 연구에서 공

기괴 수송에는 계절적 특성이 나타났다(강 등, 1997; 
최 등, 2000; Kim 등, 2007; Oh 등, 2010).

이처럼 공기괴 수송에 대한 연구는 한 지역에 집중

하여 분석되고 있으며, 도시들 사이의 공기괴 이동에 

대한 분석은 미비한 실정이다.
울산, 부산, 창원 지역은 주변의 구릉성산지 및 바

다의 영향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규모의 공기괴 흐름

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세 도시들은 서로 인접해 있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한 도시의 공기괴가 다른 도시

에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

위도 지방에 위치하여 기상현상을 지배하고 있는 기

단의 특성에 따라 자연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

나므로(이, 1995), 공기괴의 이동 특성은 계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치모의를 통해 울산, 부산, 

창원의 계절별 공기괴 이동 패턴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계절 대표 사례일을 선정하여 중규모 기상

모델인 WRF(The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model) 모델링을 수행하였고, 기상장 모의결과를 라

그랑지안 입자확산모델인 FLEXPART에 입력하여 

궤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2.1. 사례일 선정

이(1995)는 한반도 주변의 기압배치형을 이용한 계

절구분 연구에서 한여름(7월말~8월초)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고, 겨울(12월~3월초)에는 지표면의 

냉각으로 시베리아 고기압 세력이 매우 강화된다고 

하였다. 봄, 가을에는 이동성 고기압이 빈번하게 출현

하며, 특히 봄에는 이동성 고기압이 한반도 남부나 남

동부에 위치하는 남동부 고기압, 가을에는 무강수형

의 대륙성 고기압 빈도가 증가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계절에 따른 공기괴의 이동 패턴을 분석하

기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일본 기상청에서 제공

하는 지상일기도를 이용하여 계절별 대표 사례일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 때 최근 5년간의 기온, 풍속 관

측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값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서 강수가 발생하지 않는 날에 대해서만 사례일 선정

에 이용하였다. 그 결과 사례일 동안 전형적인 계절별 

기압패턴을 모두 가지고 있는 해는 2007년 이라고 판

단되어, 각 계절마다 4일간의 사례일을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일기도는 아래의 Fig. 1에 제시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봄, 가을에는 이동성 고기

압이(Fig. 1(a), Fig. 1(c)), 여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

이(Fig. 1(b)), 겨울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이(Fig. 1(d)) 
한반도 주변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실험설계

기상장 수치모의에 사용된 모델인 WRF는 연구 및 

현업에서 사용하기 위해 고안된 대기모의 시스템이

다. WRF 시스템은 역학 해석에 따라 NCAR(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에서 개발된 ARW 
(The Advanced Research WRF)와 NCEP(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에서 개발된 

NMM(The Nonhydrostatic Mesoscale Model)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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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 Surface weather charts at 00 UTC (a) 9 April, (b) 9 August, (c) 24 October, and (d) 8 January in 2007. 

종류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ARW(3.2 버전)가 사

용되었다. ARW는 수 미터에서 수천 킬로미터의 규모

에 적용 가능하며, 모수화 연구, 자료동화 연구, 예보 

연구, 실시간 수치예보 등에 사용된다. 
초기 입력장으로는 1.0°×1.0°의 해상도를 가지며, 6

시간 간격으로 제공되는 NCEP FNL(Final Analyses) 
자료를 사용하였다. 지형자료는 SRTM(Shuttle Radar 
Topography Mission) 3초 자료를 사용하였고, 토지이

용 자료는 USGS(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토지이용 자료보다 30배 높은 해상도를 가지는 환경

부의 KLU(Korea Land Use) 1초 자료를 사용하여 울

산, 부산, 창원 지역의 복잡한 지형을 반영하고자 하였

다. 이 때 수평 해상도가 각각 27 Km, 9 Km, 3 Km, 1 
Km인 4개의 도메인을 설정하여 중규모 대기운동이 

잘 모의될 수 있도록 하였다. 첫 번째 도메인은 한반도 

전체와 일본 및 중국 일부를 포함하도록 설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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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del domains and release points used for numerical simulation. The inner rectangular areas were used to count 
the number of particles.

Table 1. The configuration of WRF

Domain 1 Domain 2 Domain 3 Domain 4

Horizontal grid 102 × 102 118 × 118 151 × 151 190 × 190

Horizontal resolution 27 Km 9 Km 3 Km 1 Km

Vertical layers 28 layers

Physical options

RRTM long-wave scheme
Dudhia short-wave scheme

Mellor-Yamada-Janjic (Eta) TKE scheme 
Kain-Fritsch(new Eta) cumulus scheme

Initial data NCEP FNL(Final) Operational Global Analysis data 

Time Period

2007. 01. 07. 0000 UTC ~ 2007. 01. 11. 0000 UTC
2007. 04. 08. 0000 UTC ~ 2007. 04. 12. 0000 UTC
2007. 08. 07 0000 UTC ~ 2007. 08. 11. 0000 UTC
2007. 10. 22 0000 UTC ~ 2007. 10. 26. 0000 UTC

최종 도메인은 연구대상지역인 울산, 부산, 창원 지역

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반도의 동남지역을 중심에 두

었다(Fig. 2). WRF의 물리옵션은 Table 1에 제시하였

고, 수치모의는 각 계절마다 4일씩 수행하였다.
WRF 모델링 이후, 입자 확산 모델링을 수행하였

다. 본 연구에 사용된 모델은 노르웨이 대기연구소에

서 개발된 FLEXPART로서, 점, 선, 면, 부피 오염원

으로부터 배출된 추적자 (tracer) 의 장거리․중규모 

수송 및 확산, 방사성 물질의 붕괴, 습성침적, 건성침

적 그리고 미립자의 중력침전을 계산하는 데에 이용

된다. 배출원으로부터 추적자(tracer)의 확산을 모의

하기위해 전방궤적 분석을 사용하고, 주어진 수용체

에 대해 잠재적인 배출 기여를 결정하기위해 후방궤

적 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Stohl, 2002). WRF와 호환 

가능한 라그랑지안 입자 확산 모델은 없었으나, 
Jerome과 Richard(2006)가 FLEXPART를 WRF와 함

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였고, 그 결과 WRF에 의

해 생성된 다양한 규모의 기상학적 예보 결과를 배출

원-수용체 분석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때 입자 

위치 계산은 WRF 격자를 이용하게 된다. 이모형은 

다양한 입자 이류와 확산 영역에 적용되어 모형에 대

한 입자 이동 예측 정확성이 확인되었다 (이 등, 2010; 
이와 윤, 2011). 



331WRF/FLEXPART를 이용한 한반도 동남지역 계절별 공기괴 이동 패턴 분석

Table 2. Seasonal RMSE and IOA of the simulated temperature and wind speed
Ulsan Busan Changwon

Wind speed
(m/s)

Temperature
(℃)

Wind speed
(m/s)

Temperature
(℃)

Wind speed
(m/s)

Temperature
(℃)

Spring
RMSE 0.93 2.08 1.57 1.29 0.95 0.68 
IOA 0.82 0.93 0.79 0.93 0.93 0.95

Summer
RMSE 1.28 1.55 2.35 0.77 2.21 0.97 
IOA 0.86 0.80 0.66 0.89 0.71 0.92

Fall
RMSE 1.92 0.84 2.34 0.71 1.90 1.13 
IOA 0.67 0.98 0.65 0.98 0.70 0.97

Winter
RMSE 1.52 2.03 2.51 1.78 2.61 1.16 
IOA 0.62 0.80 0.62 0.90 0.65 0.90

새로운 버전의 FLEXPART 모델링을 수행하기위

해 WRF 기상장 수치모의 결과를 입력자료로 사용하

였고, 모델링 기간은 각 사례일마다 총 3일 동안 24시
간씩, 3번 수행하였다. 이 때 공기괴의 기원이 되는 지

역과 공기괴가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후방궤적 및 전방궤적 모의를 실시하였다. 입자는 지

상부터 20 m 사이에서 무작위로 배출되며, 1분에 10
개씩 배출되도록 설정하였다. 입자가 배출되는 지점

은 환경부 환경통계포털(2007)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각 도시에서 배출량이 많은 지역인 울산항(울산), 사
하구(부산), 창원공업단지(창원)를 중심으로 각각 9지
점을 설정하였다. Fig. 2에 입자 배출 지점을 표시했으

며, 각 도시마다 설정된 사각형은 입자 수 산정에 사용

된 영역이다.

3. 결과 및 고찰

WRF를 이용한 기상장 수치모의 후, 수평 바람장에 

대한 결과를 아래에 제시하였다. Fig. 3(a)에 나타낸 

봄의 경우, 내륙의 지형 사이를 지나는 흐름이 도메인 

내에서 나타나며 해륙풍 변화가 잘 나타났다. 울산, 부
산, 창원이 위치한 연안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북서

풍 계열의 바람이 모의되었다. 아래 그림에 제시하지

는 않았으나, 2007년 4월 10일 18 LST에 바다지역에

서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 연구

대상 지역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름의 

경우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모의기간 내내 남

풍 및 남서풍 계열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Fig. 3(b). 
한반도 동남지역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가을

의 경우 약한 해륙풍 순환과 함께 내륙 지형의 영향을 

받은 복잡한 기류순환이 나타났다. 한편, 바다에서는 

연안지역에서 동풍이 주풍향으로 나타났다(Fig. 3(c)). 
겨울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최종도메인 

전체에서 강한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모

의되었다(Fig. 3(d)). 
기상장 모의 결과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해 연구

대상지역인 울산, 부산, 창원 세 도시의 풍속과 기온에 

대해 통계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 때 세 도시에 위치

한 기상대급 AWS 관측자료를 사용하였다. Table 2에 

제시한 RMSE(Root Mean Square Error)와 IOA 
(Index of Agreement)는 아래의 식을 통해 계산되었다. 

R M S E=
∑
N

i=1
(O i-P i)

2

N

IOA=1-
N( R M S E) 2

∑
N

i=1
(|P' i|+|O' i|)

2
, 0≤IOA≤1

여기서 Pi와 Oi는 각각 모델 예측값, 관측값을 나타

내고, P'i와 O'i는 각각 모델 예측값과 관측값 평균의 

차이, 관측값과 관측값 평균의 차이를 나타내며, N은 

데이터의 개수를 의미한다. RMSE는 관측값과 예측

값의 평균적인 차이를 나타냄으로서 두 독립적인 자

료가 얼마나 밀접한지를 나타내는 통계치이다. 하지

만 RMSE가 상대적인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두 자료의 

일치도를 나타내는 IOA 값을 추가로 계산하였다

(Willmott,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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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3. Horizontal distributions of the simulated wind vector at 09LST(left) and 18LST(right) on (a) 9 April(Spring), (b) 9 
August(Summer), (c) 23 October(Fall), and (d) 8 January(Winte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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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도시에서 모든 계절에 대해 풍속과 기온에 대한 

RMSE는 각각 2.0 m/s, 2.0 ℃ 내외로 계산되었고, 
IOA는 각각 0.6이상, 0.8 이상으로 나타나 모델 결과

가 비교적 유의함을 알 수 있다. 
FLEXPART를 이용한 궤적분석은 후방궤적 및 전

방분석에 대해 각각 수행하였고, 궤적은 9개의 배출원 

중 중심에 있는 지점에 대해서만 나타내었다. 총 3일의 

기간 동안 24시간씩, 세 번 모의하였기 때문에 후방궤

적과 전방궤적 모두 각 도시에서 세 개의 궤적이 그려

졌으며, 포인트마다의 간격은 세 시간을 의미한다.
봄 사례를 나타낸 Fig. 4(a)를 통해 공기괴는 북쪽 

및 남서쪽으로부터 이동해왔음을 알 수 있으며, 이들

은 각 배출원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다른 

도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즉, 창원은 풍

상측 역할을 하면서 울산, 부산으로 공기괴가 수송되

며, 부산의 공기괴는 울산으로 수송된다. Fig. 4(b)에
는 여름 사례를 나타냈으며, 지속적인 남서풍 계열의 

바람으로 인해 공기괴는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이동

함을 알 수 있다. 이 때 공기괴의 이동과 거의 동일한 

방향에 위치한 울산과 부산 사이의 영향만이 나타났

다. 즉, 울산의 남서쪽에 위치한 부산의 공기괴가 이동

해왔으며, 부산보다 더 서쪽으로 치우친 곳에 위치한 

창원의 영향은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Fig. 
4(c)에 제시된 가을 사례에서 울산, 부산은 각각 부산, 
창원의 풍상측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봄 사례의 공기

괴 이동방향과 반대경향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동풍을 타고 울산의 공기괴는 부산으로, 부산의 공기

괴는 창원으로 수송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겨울의 

경우(Fig. 4(d)), 강한 북서계절풍의 영향으로 공기괴

는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여름 사례와 유사하게 겨울 역시 바람의 방향과 일

치한 도시들 사이의 영향만 나타났다. 즉, 부산의 북서

쪽에 위치한 창원 지역의 공기괴가 부산으로 수송되

어 왔으며, 울산 지역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배출된 입자들이 어느 지역으로 확산되는지 정량

적으로 확인해보기 위해 모든 계절에 대해 Fig. 2에 표

시된 각 도시 영역 안의 입자 수를 분석해 보았다. 배
출 후 그 도시에 잔류하는 입자 수, 다른 두 도시로 이

동해 간 입자 수를 각각 세어서 배출된 영역 안의 전체 

입자 수로 나누어 퍼센트(%)단위로도 제시하였다

(Table 3). Table 3에서 세로줄은 배출지역, 가로줄은 

수용지역을 의미한다. 
모든 계절에서 대부분의 입자들은 배출된 도시 내

에 잔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는 주풍향을 타고 

다른 도시로 수송됨을 확인하였다. 먼저 봄에는 창원

에서 배출된 입자가 울산(5.34%), 부산(2.29%)으로 

이동했고, 부산의 입자는 울산으로 2.21% 이동한 것

으로 나타났다. 궤적분석에서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

었지만, 울산에서 부산으로의 입자이동(2.16%)도 나

타났다(Table 3(a)). 가을의 경우, 울산에서 배출된 입

자가 부산(6.23%), 창원(2.26)으로 이동했고, 부산의 

입자는 창원으로 5.62%가 이동함을 확인했다(Table 
3(c)). 한편, 여름과 겨울에는 궤적분석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종관풍 방향과 유사하게 위치한 도시들 사이

의 입자이동만 확인되었다(Table 3(b), Table 3(d)). 
즉,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한 여름에는 남서쪽 방

향으로 위치한 울산과 부산 사이, 북서풍 계열의 바람

이 우세한 겨울에는 북서쪽 방향으로 위치한 부산과 

창원 사이의 이동이 나타나, 입자가 각각 부산에서 울

산(15.71%)으로, 창원에서 부산(1.58%)으로 확산되

었다. 
궤적 및 입자 수 분석을 바탕으로, 입자들이 모델링 

시작 24시간 전과 후에 위치한 지점을 Fig. 5에 나타

내었다. 모델링 시간 24시간 전에 입자들의 위치는 그 

도시의 풍상측을 의미하고, 24시간 후의 위치는 풍하

측을 의미한다. 한 도시에 9개의 배출원이 존재하고, 
각 계절마다 3번씩 수치모의하였으므로 도시마다 27
개의 포인트가 찍히게 된다. 

봄에는 북풍 및 남서풍 계열의 바람으로 인해 풍상

측(북서쪽), 풍하측(남동쪽)이 나뉘며, 그 결과 풍상측

에 위치한 창원의 공기괴가 다른 두 도시로 수송되었

고, 부산의 공기괴는 울산으로 수송되었다(Fig. 5(a)). 
여름에는 남서풍의 영향으로 풍상측은 세 도시들의 

남쪽, 풍하측은 북쪽으로 나타났다. 이 때 울산 공기괴

의 기원은 부산이 되며, 부산의 공기괴가 울산으로 이

동하면서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Fig. 5(b)). 가
을의 경우, 동풍계열의 바람으로 인해 풍상측, 풍하측

은 각각 동쪽과 서쪽으로 나뉜다. 그 결과 울산과 부산

은 각각 부산과 창원의 풍상측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Fig. 5(c)). 겨울에는 북서풍이 비교적 강하게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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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4. Simulated backward(left) and forward(right) trajectories in (a) Spring, (b) Summer, (c) Fall, and (d)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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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otal number of particles emitted from release and particles move to each receptor in (a) Spring, (b) Summer, (c) 
Fall, and (d) Winter. In parentheses is the ratio between the two(%)

(a)

Realease
Receptor Ulsan Busan Changwon

Ulsan 6348 (97.83)  106 (2.21) 690 (5.34)  
Busan 140 (2.16) 4675 (97.66) 296 (2.29)  

Changwon 1 (0.02) 6 (0.13) 11940 (92.37)  

(b)

Realease
Receptor Ulsan Busan Changwon

Ulsan 3274 (100) 799 (15.71) 0 (0)
Busan 0 (0) 4288 (84.29) 0 (0)

Changwon 0 (0) 0 (0) 3845 (100)

(c)

Realease
Receptor Ulsan Busan Changwon

Ulsan 4902 (91.51) 0 (0) 0 (0)
Busan 334 (6.23) 2853 (94.38) 0 (0) 

Changwon 121 (2.26) 170 (5.62) 5943 (100)

(d)

Realease
Receptor Ulsan Busan Changwon

Ulsan 3427 (100) 0 (0) 0 (0)
Busan 0 (0) 2284 (100) 56 (1.58)

Changwon 0 (0) 0 (0) 3482 (98.42)

(a) (b) 

(c) (d) 

Fig. 5. 24 hours before(up wind area) and after(down wind area) the particles positions in (a) Spring, (b) Summer, (c) Fall, 
and (d)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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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풍상측은 북서쪽, 풍하측은 남동쪽으로 확연히 

구분이 된다(Fig. 5(d)). 

4. 결 론

다수의 배출원을 가지고 있는 울산, 부산, 창원의 

계절별 공기괴 패턴 분석을 위해 WRF를 이용한 기상

장 수치모의, FLEXPART를 이용한 궤적분석을 수행

하였다. 이 때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2007년 지상일기

도를 이용하여 각 계절별 사례일을 선정하였다. 기상

장 수치모의 결과, 봄과 겨울에는 북서풍 계열의 바람

이 발생하였고 이는 겨울에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여
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주풍으로 나타났으며, 가을에는 동풍계열의 

바람이 빈번하게 모의되었다. 
이후 후방궤적 및 전방궤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봄

에는 공기괴가 남서쪽 및 북쪽으로부터 남동쪽 방항으

로 이동하며, 이로 인해 창원의 공기괴가 부산, 울산으

로 수송되고, 부산의 공기괴는 울산으로 수송되었다. 
여름에는 남서풍을 따라 공기괴가 남서쪽에서 북동쪽

으로 이동하여, 부산의 공기괴가 울산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에는 서쪽으로부터 이동해온 

공기괴가 동쪽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울산 및 부산의 

공기괴는 각각 부산 및 창원으로 영향을 주었다. 한편, 
겨울에는 공기괴가 북서쪽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이동

하면서, 창원의 공기괴가 부산으로 수송됨을 확인하였

다. 이는 입자 수 분석을 통해 정량적으로 나타냈으며, 
입자들의 24시간 전과 후의 위치를 나타낸 풍상측 및 

풍하측 영역 구분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한 도시의 공기괴가 다른 도시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계절에 따라 다른 패

턴이 나타났다. 따라서 대기질 모델링 및 분석 시 계절

에 따른 공기괴 수송의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특히 울산과 부산 사이의 공기괴 이동

은 겨울을 제외한 모든 계절에서 항상 나타나기 때문

에 더욱 유의하여 분석해야한다.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 계절별 사례기간을 늘리거

나, 1년 평균 기상장을 이용한 수치모의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이용하여 풍상측 및 풍하측 

영역을 나누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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