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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sian dust (Hwangsa) forecasting model, Asian Dust Aerosol Model (ADAM)

has been modified by using satelliate monitoring of surface vegetation, which enables to

simulate dusts occuring not only in springtime but also for all-year-round period. Coupled with

the Unified Model (UM), the operational weather forecasting model at KMA, UM-ADAM2 was

implemented for operational dust forecasting since 2010, with an aid of development of

Meteorology-Chemistry Interface Processor (MCIP) for usage UM. The performance analysis

of the ADAM2 forecast was conducted with PM10 concentrations observed at monitoring sites

in the source regions in China and the downstream regions of Korea from March to December

in 2010. It was found that the UM-ADAM2 model was able to simulate quite well Hwangsa

events observed in spring and wintertime over Korea. In the downstream region of Korea, the

starting and ending times of dust events were well-simulated, although the surface PM10

concentration was slightly underestimated for some dust events. The general negative bias less

than 35 µg m3 in PM10 is found and it is likely to be due to other fine aerosol species which is

not considered in ADAM2. It is found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observed and forecasted

PM10 concentration increases as forecasting time approaches, showing stably high correlation

about 0.7 within 36 hr in forecasting time. This suggests the possibility that there is potential for

the UM-ADAM2 model to be used as an operational Asian dust forecast model. 

Keywords: Asian Dust Aerosol Model (ADAM), Hwangsa, meteorology-chemistry interface

processor, PM10, unified model

1. 서 론

중국과 몽골의 건조 및 반건조 지역에서 강한 바람

에 의해서 발생하는 먼지 부유 현상인 황사는 시정을

악화시키며, 호흡기 지환의 원인이 되는 등 산업과 생

명에 악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에어로솔 현상이다.

특히 매년 봄철부터 초여름까지 많은 양의 먼지가 부

유하여 북동아시아 지역 뿐만 아니라 북미대륙까지

이동하기도 한다 (Duce et al., 1980; Hanna et al.,

1999; Jaffe et al., 1999; Husar et al., 2001). 대기중

에 부유하는 황사 먼지는 복사수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날씨와 기후를 변화할 수 있으며 (Sokol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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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oon, 1996; Ramanathan et al., 2001; Tegen,

2003; Painter et al., 2007; Solmon et al., 2008), 인체

에 미치는 악영향과 경제적 손실도 상당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2011). 2002년 3월과 4월

에 걸쳐 미세먼지 (PM10) 농도 1500 µg m−3 이상의 강

한 황사가 전국적으로 관측된 이후로 기상청 (KMA: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에서는 황사특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량적 예보의 일환으로 황

사단기예측모델 ADAM (Asian Dust Aerosol Model)

을 운영하고 있다. ADAM은 1996~2006년의 봄철기간

에 대해서 세계기상기구 (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의 종관기상관측 (SYNOP: Synoptic

observation) 자료를 통계분석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황

사 발원지와 발생을 위한 임계기상조건을 정의하였

으며, 황사발원지에서 기상조건을 만족할 경우 마찰

속도의 함수로 지표면 황사 발생속을 계산한다 (Park

and In, 2003; Park and Lee, 2004). Lee and Park

(2005)은 발원지에 설치한 관측탑에서 관측된 기상,

지표 및 경계층 변수들을 ADAM의 모의결과와 비교

검증을 통해서 임계상대습도를 개선하였으며, 지중온

도를 새롭게 임계값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최근들어 국내에서 관측되는 황사의 빈도수

가 많아지고 특히 11~2월의 늦가을 및 겨울철 기간에

도 황사가 빈번히 관측됨에 따라 봄철에 국한되지 않

고 사계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델의 개발이 요구

되었다. Lee (2009)는 위성에서 관측된 식생지수

(NDVI: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를 이

용하여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지표면 식생 특성을 고

려할 수 있는 황사발생량 모듈을 제안하였으며, Park

et al. (2010)은 NDVI와 SYNOP 황사발생빈도와의 상

관관계를 도출하여 이를 발생량 함수의 보정항으로

적용하여 사계절에 적용가능한 ADAM2를 개발하였

다. 한편 KMA에서는 차세대 수치예보시스템으로 영

국의 통합모델 (UM: Unified Model)을 2008년 5월에

도입하고 2010년부터 현업에 활용하고 있다. 이를 바

탕으로 UM 기상 예측장을 기반으로 하는 황사단기

예측모델 시스템인 UM-ADAM2이 개발되었고, 2010

년 3월부터 시험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사계절 현업

황사예측에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UM-ADAM2의 구조 및 황사발생량

계산과정에 대하여 기술하고, 2010년 3~12월 기간 동

안의 황사 농도의 모의결과를 PM10 실측값과 비교하

여 모델의 예측 성능을 파악하고자 한다. 한편 황사

의 정량적 예보의 기준에 대한 정확도를 평가하여 향

후 황사의 정량적 예보를 위한 해석에 활용되고자

한다. 이와 함께 12시간 간격으로 갱신되는 기상조건

및 초기조건이 모델의 예측 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황사사례의 예측결과분석을 통해서 진단하

고 분석기간 전체에 대한 모델의 예측 정확성의 경향

을 조사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2.1. 모델

2.1.1. 기상모델

UM은 영국기상청의 통합모델로서 기후, 전구, 지역,

악기상을 동일한 역학체계로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

모델이다. UM의 역학체계는 등위경도 수평격자체계

와 연직 Charney-Phillips 격자 체계를 사용하고 있

으며, 지역모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극의 위치를 변

환한 Rotated-등위경도 수평격자체계를 사용한다. 본 연

구에서는 UM 6.6버전의 수평해상도 N320 (40 km 해

상도)를 황사모의를 위한 입력장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UM과 ADAM의 인터페이스인 MCIP

(Meteorology- Chemistry Interface Processor)인 UM-

MCIP을 개발하였다 (국립기상연구소, 2011a). UM-

MCIP 과정에서는 예측 기상장으로부터 기온, 기압,

수평 및 수직 성분 풍속 등 황사발생 및 수송에 관여

하는 25가지 기상변수를 추출하여 ADAM의 영역과

격자에 맞도록 내삽하여 황사모의를 위한 기상입력장

을 생성한다.

2.1.2. 황사모델 

황사단기예측모델 ADAM은 발원지에서의 황사배

출량을 계산하는 모듈과, 황사의 수송 및 확산 모듈,

그리고 건·습성 침착모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황

사발원지의 결정은 SYNOP 관측지점으로부터 1998~

2006년 기간 동안의 황사발생보고 횟수를 조사한 Park

and In (2003)의 방법에 따랐으나 영역을 더욱 확대하

여 중국과 몽골 전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위해서 위도

20~60oN, 경도 70~150oE 지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영역 내에 위치한 SYNOP 자료를 동일기간에 대해

조사하여 기간 중 10회 이상 황사가 보고된 영역을

발원지로 정의하였다 (Fig. 1). 발원지의 토양은 중국

토양도와 몽골 수문기상국의 토양정보를 이용하여 종

류별로 고비 (Gobi), 모래 (Sand), 황토 (Loess)로 구

분하였고 (전영신, 1997), 여기에 혼합 (Mixed)을 추

가하여 총 네 종류의 토양으로 구분되어 있다 (In and

Park, 2002). 또한 황사 발원지 영역에 대해서 Park

and In (2003)의 방법으로 구해진 풍속과 상대습도의

임계값으로 황사의 발생 적합조건을 진단하게 된다. 

발원지에서 임계기상조건이 만족할 경우, 식생이 없

을 때의 황사발생량 (F0)은 마찰속도(u*)의 4승에 비

례하도록 F0~u*
4와 같이 계산되며 발생시 입자의 분

포는 로그노멀 형태를 띠는 부유먼지의 최소분산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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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최대분산분포를 이용하여 마찰속도에 따른 가중함

수로 조절하여 사용한다 (Park and Lee, 2004). 여기

에 발원지의 식생을 고려하기 위해서 지표면 식생의

종류에 따라 0과 1사이의 황사발생 억제지수 (R:

Reduction factor)를 곱하여 황사의 발생량을 조절한다

(Park and In, 2003). 기존의 방법에서는 이러한 억제

지수가 지표면 식생의 종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상

수값으로 되어 있었으나, ADAM2에서는 변화하는 지

표면 식생 조건을 고려하도록 R을 매개변수화하였다

(Park et al., 2010). 즉 ADAM2에서는 위성에서 관측

된 NDVI를 이용하여 시공간적으로 변화하는 식생의

양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NDVI와 WMO

SYNOP의 황사발생 빈도수의 통계분석을 통하여 NDVI

에 따른 황사발생확률분포를 도출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식생의 증감에 따라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

는 황사발생 억제지수, R을 정의하였다. R은 황사발

생이 가능한 NDVI의 상한값과 최저 NDVI값 사이에

서 NDVI의 3차 다항식 형태로 주어지고 최저 NDVI

이하에서는 R은 0이다. 이렇게 하여 정의된 억제지수

R은 일반적으로 NDVI가 증가하면 커지고, NDVI가

감소하면 0에 가까워진다. 즉 식생이 증가할수록 강

한 억제를 하게 되는 형태이다. 이러한 식생조절인자

R의 도출과정은 Park et al. (2010)에 상세히 기술되

어 있다. KMA의 현업 UM-ADAM2은 1998~2009년

간 SPOT4 위성에서 관측된 10일 간격의 1 km 격자

NDVI 자료를 평균하여 월별 NDVI 분포를 도출하였

고 이에 따른 R값을 계산하여 모델 수행의 외부 입

력자료로 사용한다.

2.1.3. 실험설계 

모델의 격자계는 수평으로는 30 km 해상도에

280 × 200 크기의 Lambert-conformal 격자계이며 연직

29층의 σ 격자계로 구성되어 있다 (Fig. 1). 실험기간

은 UM 6.6 버전의 기상예측장이 확보되는 2010년 3월

17일부터 2010년 12월 31일의 기간동안을 선택하였

으며, 모의기간내 매 12시간마다 3일 (72시간)의 예측

모의를 수행하였다. 3월 17일 00UTC의 최초 모의시

에는 초기장 농도를 0으로 하고 이후부터는 직전 모

의의 12시간 예측장을 초기장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모델과 관측자료의 비교검증은 가장

최신의 모델자료 즉 12시간마다 갱신되는 모델자료의

초기 12시간 예측 자료를 비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모델의 예측경향성 분석에서는 12, 24, 36, 48, 60, 72

시간 예측의 변화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하였다.

2.2. 황사관측자료

황사모델에서 모의된 농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발원

지 및 국내에서 관측된 지상 PM10 농도 자료를 사용

하였다. KMA에서 관측하는 국내 관측망은 2010년을

기준으로 28개 지점이며, 그 각각의 위치는 Fig. 1에

나타내었다. 28개 지점 중 “영덕” 지점은 2010년 봄

철 이후로 관측이 종료된 바 있어, 3~5월 기간의 자

료만 사용하였다. 매 5분의 관측자료 중 한 시간 간

격의 정시자료를 모델과의 비교를 위해 사용하였다.

한편 발원지 지역의 황사농도 모의결과를 비교하

기 위하여 중국에서 관측된 PM10 농도자료를 사용

하였다. KMA에서는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와 협력하여 중국에 PM10 관측소

15개소를 지원하고 봄철의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이

중에서 내몽골과 만주지역의 우라터종치와 둥성, 얼

렌하오터와 쥬리허 지역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Fig. 1).

3. 결과

3.1. 발생량 및 평균농도

Fig. 2은 분석기간 동안 모의된 총 황사발생량과 평

균 PM10 농도의 분포이다. 몽골 남부와 내몽골의 고

비 및 모래 사막 지역 (95~110oE, 40~50oN 부근)에서

100 ton km
−2 이상의 높은 황사 발생이 모의되었으며

내몽골 서쪽의 고비사막 지역에서는 200 ton km−2 에

가까운 발생량이 모의되었다. 발생량 분포는 황사 발

원지역 (Fig. 1) 분포와 거의 일치하며 정의된 황사발

원지 대부분 지역에서 최소 10 ton km−2 이상의 황사

가 발생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지상 PM10의 평균농

Fig. 1. Domain of the UM-ADAM2 with classified soil

types for the dust source region. PM10 observation stations in

China and Korea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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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분포에서는 내몽골 서쪽 지역 (100~110oE, 40~45oN)

에서 최대 농도가 나타났으며 많게는 200~500 µg m
−3

의 지상농도를 보이는 지역도 있다. 최대 발생량을 보

인 지역과 평균 PM10 농도가 높은 지역은 대체로 일

치하나, PM10의 농도 분포의 경우 황사의 주 이동경

로를 따라 남동쪽으로 확대되어 동해안지역을 제외한

우리나라 전역에서 평균 5 µg m
−3

 이상의 농도가 모

의되었다. 

연간 발생 및 농도의 특성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황사 발원지 지역을 구분하여 지역별 황사 발

생량과 지상 농도의 모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발원지

영역을 네 지역으로 분류하였는데, Lim and Chun

(2006)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발원지 지역을 구

분한 방법을 이용하여 몽골 남부와 중국 내몽골 서부

의 고비 지역인 100~110oE, 35~45oN 지역 (A), 110~

120oE, 40~45oN에 해당하는 내몽골 북동쪽의 반건조

지역 (B), 만주의 서쪽의 120~125
o
E, 40~45

o
N 지역

(C)의 세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 만주 서부지

역 (지역 C)에 대해서는 ADAM에서 황사발생을 모

의했던 지역만을 포함하기 위하여 Lim and Chun

(2006)에 의한 지역구분 (C: 120~125oE, 40~50oN) 보

다 영역을 좁혀 분석영역을 설정하였다. 또한 본 연

구에서는 타클라마칸 및 북서쪽 사막지역을 포함하는

80~100oE, 38~43oN 지역 (D)을 추가하였다. 구분된

각 영역을 Fig. 2(b)에 표시하였다. 이와 같이 네 개

지역으로 구분한 발원지 영역에 대해서 ADAM에 의

해 모의된 황사 발생량과 지상 PM10 농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Fig. 3는 UM-ADAM2에 의해서 모의된

발원지 지역별 시간당 황사발생량 및 지상 PM10의 시

계열이다. 한반도 지역 (E) (125~130
o
E, 33~38

o
N)의

평균 PM10 시계열을 Fig. 3(e)에 함께 나타내었다. A

지역 (고비 지역)은 황사 발원지 중 지역평균발생량

이 최대로 나타났으며 3~5월에 황사의 발생이 가장

많고 여름철로 갈수록 발생량이 적어지는 경향을 보이

나 여름철에도 황사의 발생이 약하게 모의되고 있다.

9, 10월에도 황사의 발생은 매우 약하게 나타났으며

11월과 12월에 황사의 발생이 증가하였다. 모의된 PM10

농도의 시계열은 발생량 시계열과 유사한 양상을 보

인다. B지역 (내몽골 반건조 지역)은 전기간에 대해

서는 A지역에 비해서 발생량이 적게 나타났으나 발

생량 및 농도의 변화가 매우 심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A지역보다 황사의 발생 강도와 농도가 높게 모의된 경

우도 나타났다. 특히 12월 초에 발생량 0.25 g m−2−h−1

이상에 지역평균 농도 1200 µg m−3 이상의 강한 황사

가 모의되었다. 계절에 따른 변동은 A지역과 유사하

Fig. 2. Horizontal distributions of (a) emission amount and

(b) mean PM10 concentration of dust.

Fig. 3. Time series of regional average of emission intensity

(green vertical bar) and surface PM10 concentration (black

solid line) simulated by UM-ADAM2 from March to

December i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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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다. C지역 (만주)의 경우는 3~5월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황사의 발생이 거의 모의되지 않았으며 봄

철의 황사 발생량과 농도는 A, B 지역에 비해 적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6월 이후의 발생은 거의 나타나

지 않았으며 10~12월의 기간에 매우 약한 황사가 드

물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D지역 (타클라마칸)은 A~C

지역과는 다른 양상의 모의 결과를 보여주는데 발생

량은 연중 봄철에 최대의 발생을 보이는 것은 동일하

나 A, B지역에 비해 적게 발생하며 봄철을 제외한 다

른 계절에도 황사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모의되었다.

발원지의 발생량 및 지상 PM10 농도의 시계열 분포와

우리나라 평균 PM10 시계열을 비교해 볼 때 (Fig. 3(e))

전체적으로 봄철과 겨울철에는 A~C지역의 황사발생

에 영향을 받으나, 6~10월 기간에 발생한 황사들은

우리나라 쪽으로 황사의 수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

은 것을 알 수 있다.

3.2. 발원지 지상관측 PM10과의 비교

발원지에서의 모의된 PM10 농도를 중국에 위치한

관측지점의 자료와 비교하였다. B지역에 해당하는 우

라터종치와 둥성, 그리고 C지역에 해당하는 얼렌하오

터와 쥬리허 지역에 대해서 각 지점의 격자에 해당하

는 모델의 PM10 예측 결과와 관측된 PM10을 비교하

였으며 그 결과를 Fig. 4에 제시하였다. 각 지점의 위

치는 Fig. 1에 표시되어 있다. 모의된 지상농도는 관

측 PM10과 대체로 유사한 양상으로 모의되었으며 특

히 고농도가 나타났던 경우에 대해서는 모델이 그 패

턴을 따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우라터종

치, 둥성의 경우 관측과 모델의 유사성이 다른 지점

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쥬리허의 경우 모델

이 높게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발생하는 시점

은 관측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얼렌하오터의 경우는

모델의 예측이 관측에 비해서 다소 낮게 모의되었다.

이와 같은 차이는 황사발생량 예측이 지상 풍속값 등

기상조건에 민감한 것을 감안할 때 (Park at al., 2010),

기상모델의 예측정확성에 지역적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지역에 대한 예측의

경우 뚜렷하게 나타난 황사의 경우 모델의 관측과의

상관성이 높았으나, 발원지 지역에 따른 편차를 크게

보이는 한편, 약한 황사에 대한 모의에서의 오차를 보

이는 등 여전히 한계점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3.3. 국내 PM10 관측의 비교 

우리나라로 수송된 황사에 대한 UM-ADAM2의 모

의 결과를 관측과 비교하였다. Fig. 5은 서울 지점에

서 관측된 PM10 값과 모델에서 모의한 PM10 값의 시

계열을 나타낸 것이다. 모의 기간인 2010년 3월 17일

이후부터 12월 31일 까지 국내에서는 7회의 황사 사

례가 관측되었는데 각 사례가 시작된 날짜를 화살표

로 표시하였다 (국립기상연구소, 2011b). 모델은 서울

지역에서 관측된 주요한 황사를 매우 정확하게 모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3월 20~21일, 11월

Fig. 4. Time series of observed (red solid line) and

simulated (black solid line) surface PM10 concentration at

sites in the dust source regions from March to May in 2010.

Fig. 5. Time series of observed (red solid line) and

simulated (black solid line) surface PM10 concentration at

Seoul from March to December in 2010. Vertical arrows

indicate the date Asian dusts are observed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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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일, 12월 2~3일 사례 등 주의보급 이상의 황사

에 대해서는 시작 및 종료시각 뿐만 아니라 최고값도

매우 정확하게 모의하였다. 그러나 모델에서는 황사

이외의 에어로솔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황사 기간이 아닌 경우는 농도값이 거의 0에 가까우

며 따라서 관측과 일정 농도 이상의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서울지역에서는 황사가 보고되지 않

았으나 다른 지역에서 황사가 관측된 경우도 있었는

데 예를 들어, 3월 23~24일, 4월 1일, 4월 27일, 5월

9일의 경우 국내 다른 지역에서 황사가 관측된 경우

에도 모델에서 약하게 증가하는 황사 농도를 모의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국내에 황사가 발생하지 않았던 5월말~8월의

기간 동안 PM10 농도가 증가한 사례들이 몇 차례 있

었는데, 특히 200 µg m−3 이상의 높은 농도가 모의되

었던 5월 19~21일, 6월 16~17일 등은 서울 지점에서

연무 현상이 빈번히 관측되었던 시기와 일치한다. 이

중 5월 19~21일의 경우 황사모델에서도 뚜렷하게 PM10

농도의 증가를 모의하고 있어, 이 당시의 PM10 농도

증가가 연무뿐만 아니라, 장거리 수송된 황사 먼지에

도 기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국내 28개소 (Fig. 1)의 PM10 관측 자료를 이용하

Table 1. Observed and simulated means, mean bias of modeled against observed PM10,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dust days

from March to December in 2010 at sites located in Korea.

Site Number Names
Observation 

average

Model 

average
Mean Bias

Correlation 

Coefficient

Coefficients of  

linear regression 

eq. (aX + b)

a b

90 Sokcho 68.4 7.6 −60.8 0.33 0.0 5.1 

94 Gwangdeoksan 61.4 57.2 −4.2 0.35 0.5 24.5 

100 Daegwallyeong 71.1 42.2 −28.9 0.59 0.5 6.5 

101 Chuncheon 72.5 63.1 −9.3 0.64 1.1 −19.5 

102 Baengnyeongdo 79.3 53.4 −25.9 0.54 0.6 2.6 

108 Seoul 77.7 47.2 −30.5 0.72 1.0 −28.4 

115 Ulleungdo 64.6 29.2 −35.4 0.59 0.2 13.1 

116 Kwanaksan 82.9 47.6 −35.3 0.70 0.7 −12.9 

119 Suwon 85.2 53.6 −31.6 0.73 1.0 −29.4 

121 Yeongwol 72.9 49.5 −23.3 0.56 0.5 10.5 

132 Anmyeon 68.0 64.4 −3.7 0.56 1.1 −9.5 

135 Chupungnyeong 101.3 69.4 −31.9 0.70 0.8 -9.3 

136 Andong 88.6 41.9 −46.6 0.74 0.4 2.5 

140 Gunsan 84.5 102.5 −18.0 0.80 2.5 −111.8 

143 Daegu 98.9 40.9 −58.0 0.61 0.3 13.7 

146 Jeonju 91.5 102.3 10.8 0.86 2.6 −136.4 

152 Ulsan 86.2 27.0 −59.2 0.67 0.2 8.4 

156 Gwangju 103.3 77.7 −25.7 0.66 1.1 −33.4 

160 Gudeoksan 82.0 31.7 −50.3 0.75 0.3 7.4 

169 Heuksando 102.6 64.5 −38.0 0.55 0.4 23.5 

175 Jindo 107.5 65.7 −41.8 0.58 0.5 14.6 

185 Gosan 101.9 69.4 −32.5 0.55 0.5 16.3 

192 Jinju 90.3 34.3 −56.0 0.80 0.3 5.5 

201 Ganghwa 78.2 44.5 −33.7 0.65 0.8 −17.9 

229 Gyegryelbi-do 83.1 61.0 −22.1 0.47 0.7 5.1 

232 Cheonan 95.1 63.0 -32.1 0.75 0.9 −27.0 

277 Yeongdeok 88.8 30.5 -58.3 0.76 0.2 16.1 

399 Chungwon 89.5 69.7 -19.8 0.81 1.1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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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모델 예측 정확도를 분석하였다. Table 1에는 KMA

의 28개 전체 지점에 대해서 모델과 관측 PM10 농도

의 평균, 편차, 상관계수 구하여 제시하였다. 관측지

점의 위치에 해당하는 모델 격자의 시간별 PM10 모

의 농도와 해당지점에서 관측된 PM10 농도 자료를 비

교하였고, 분석에는 우리나라에서 황사가 관측된 사

례일에 대해서만 비교를 수행하였다. 속초, 광덕산, 격

렬비도 지점을 제외한 지점에서 0.5 이상의 상관성이

나타났으며, 0.6 이상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는 지점이

약 60%, 높게는 0.8 이상의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지

점도 확인되었다. 모델과 관측의 편차는 모델이 약

35 µg m−3 정도 음의 오차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은 모델이 황사 이외의 에어로솔을 모의하

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다. 관측과 모델의 편차평균

은 안면, 천안, 광덕산 등에서 10 µg m−3 이내의 가장

낮은 음의 편차를 보였고, 속초, 대구, 진주, 구덕산

등의 지점에서는 50 µg m−3 이상의 음의 편차를 보였

다. 관측과 모델은 전체적으로 0.6~0.8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군산, 전주, 진주, 청원 등에서는 0.8 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속초, 광덕산, 울릉도,

격렬비도 등에서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등 지역

별 모델예측의 정확도의 편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역적 편차는 모델과 관측 PM10 농도 분

산도 (Fig. 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지점의 경

우 관측과 모델이 약 0.7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농도크기 또한 유사한 정도를 보이고, 동해안

에 위치한 속초 지점의 경우 상관계수도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모델의 모의값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점의 경우 관측에 비해서 모

델이 높게 모의하고 있으나 모델과 관측의 상관계수

는 약 0.9로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

흑산도, 고산 지점의 경우 모델과 관측이 분산되어

나타났다.

3.4. 예보정확도 지수

UM-ADAN2의 PM10 농도 예측의 정확도를 황사 예

보의 활용도 측면에서 평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 범주 예보로 간주하여 검증지수들을 산출하였다.

비교 대상은 국내 PM10 지상농도 관측자료로 하였고,

매 정시 기준의 관측치와 모델의 12 시간 이내 예측

치를 비교하였다. 분석기간 중 국내에 황사가 발생하

지 않았던, 6~10월 기간은 정확도 지수 산출에 사용

하지 않았다. 양분예보는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

한 예 (Yes) 혹은 아니오 (No)의 예보를 하는 것이며,

이의 검증은 예보와 현상의 실제 발생여부 각각에 대

한 “Yes”와 “No”의 빈도수를 보여주는 아래와 같은

분할표를 생각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확도들을

정의할 수 있다.

Hit Rate (HR) =

False Alarm Rate =  

Proportion Correction (PC) =  

Threat Score (TS) =

Event 

forecast

Event Observed

Yes No Marginal total

Yes Hit (H)
False alarm 

(FA)
Fcst Yes

No
Miss 

(M)

Correct Rejection 

(CR)
Fcst No

Marginal 

Total
Obs Yes Obs No Sum total (n)

H
n
----

FA

H FA+
----------------

H CR+
n

-----------------

H

H M FA+ +
--------------------------

Fig. 6. Scatter diagrams of observed and simulated PM10 at

Seoul, Sokcho, Jeonju, Gudeoksan, Heuksando, and Gosan

sites in Korea. Correlation coefficients, bias (model-

observation), and linear regression functions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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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정확도는 PC의 개념이 될 것이나, 이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는다

고 예보한 것에 의해 심각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TS 혹은 임계 성공 지수 (CSI,

Critical Success Index) (Donaldson et al., 1975)는 사

건발생과 관련된 총수로만 나누어 이러한 단점을 줄였다.

본 연구에서는 예보의 기준 PM10 농도를 정의하고

농도가 이 이상인 경우를 “Yes”, 미만일 경우를 “No”

로 정의하였다. PM10의 기준값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

은 세 값을 사용하였는데, 우선 황사경보와 주의보의

기준인 PM10 농도값 800과 400 µg m−3를 적용하였

으며, 또한 2010년의 황사 사례의 대부분에서 최고

PM10 농도가 200 µg m−3 이상을 나타냄을 감안하여 200

µg m−3을 기준값으로 사용하였다. 산출된 정확도지수

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HR의 경우 400 µg m
−3 기

준에서 가장 높은 0.57의 적중률을 보였으며 200과

800 µg m−3 의 기준에 대해서는 적중률이 낮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800 µg m−3 에 대한 HR가 0.30으

로 약 30%의 황사에 대해서만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

경보이상의 고농도 황사에 대한 예측이 다소 어려움

을 알 수 있다. 반면 FAR의 경우, 거의 0에 가까운

이상적인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는 황사와

같이 빈도수가 매우 적은 현상의 특징으로서 CR의

빈도수가 지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전체 표본에 대한 H와 CR의 비율인 PC가 매우 크게

나타나 200, 400, 800 µg m−3 기준 각각에 대해서 0.991,

0.995, 0.997의 값이 계산되었다. 일반적인 현상들과

는 달리 PC나 FAR등으로 평가하기에는 황사현상의

출현 빈도수가 너무 적으므로 TS 등의 정확도 지수

들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CR의 경

우를 제외한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옳은 예보의 경우

의 수를 고려하는 TS에 대해서는 200과 400 µg m
−3 의

기준에 대해서는 0.37과 0.31 정도의 값을 보였다. 800

µg m−3 의 기준에 대한 TS값은 다른 기준에 대한 정

확도에 비해서 낮은 0.17 정도의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경보급 이상의 고농도 황사에 대한 정확도가

낮은 것이 다시 한번 파악된다. 이는 모델이 관측에

비해서 음의 오차를 가지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또다른 요인으로는 해당사례의 수가 매

우 적었던 것이 영향이 있는데, 분석기간 중에 나타

난 고농도의 황사 사례가 2회에 지나지 않은 반면, 특

히 그 중 한 사례인 3월 20~21일간의 황사의 경우 중

부 이남의 넓은 지역에서 800 µg m−3 이상의 농도가

관측된 반면 모델에서는 서남부 해안 일부와 남해상

일부 지역에서만 고농도를 모의하여, 결과적으로 TS

값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것은 장기간의 모

델 수행 및 검증을 통해서 좀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된다.

3.5. 예측경향성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업용 황사단기예측를 위

해서 UM-ADAM2는 매 12시간마다 72시간의 예측모

의를 수행한다. 따라서 매 12시간 마다 갱신되는 예

측정보의 정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예측경향성

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Fig. 7은 2010년 3월 20일

12UTC의 동일한 시각에 대해 서로 다른 모의 시각으

로부터의 예측으로서 최소 12시간 전의 예측부터 12시

간 간격으로 72시간 전의 예측값까지 (즉 2010년 3월

18, 19, 20일의 00, 12UTC에 모의된 지상 PM10 농도)

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이를 이용하여 동일한 목표시

각에 대한 UM-ADAM2의 황사농도 예측모의가 어떻

게 변화해 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3월 17일 12UTC

의 모의에서 이미 예측 72시간에 해당하는 3월 20일

12UTC에 국내에 황사가 유입됨을 모의하고 있으며

6개의 다른 시각으로부터 모의된 모든 예측장들이 공

통적으로 해당일에 전국적인 황사의 내습과 남부지방

의 고농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모델이 이 사례에

대해서 예측한 것이 상당히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최

초 72시간전의 예측부터 이후 예측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그 강도와 패턴이 약간 달라지는데, 황사의 이

동속도, 최고강도, 그리고 후면의 발원지의 먼지 발생

등의 정보들이 갱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반도

에 황사가 도달한 3월 20일의 12UTC에 대한 모의를

비교해 보면 3월 17일 12UTC와 3월 18일 00UTC 모

의에서는 한반도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농도 1000 ìg

m-3 이상이 모의되었으나 이후 18일 12UTC와 19일

00UTC의 모의에서는 동부지역을 제외한 한반도의 더

넓은 영역에 농도 1000 µg m−3 이상이 모의되었으며

특히 19일 00UTC에 서해상과 남해상의 최고농도가

2000 µg m−3 이상으로 강해진 것으로 모의되었고 남해

Table 2. Contigency table for the dust event occurrences

and skill scores of UM-ADAM2 simulation with hit

thresholds of 200, 400, 800 µg m
−3

.

Threshold

200 400 800

Hit (H) 419 165 44

Missing (M) 453 125 103

False Alarm (FA) 257 235 119

Correct Rejection (CR) 76869 77473 77732

Hit Rate (HR) 0.481 0.569 0.299

False Alarm Rate (FAR) 0.003 0.003 0.002

Proportion Correction (PC) 0.991 0.995 0.997

Threat Score (TS) 0.371 0.314 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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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황사영역대가 더욱 넓어진 것으로 모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 12시간 후인 19일 12UTC와 20일 00UTC

모의에서는 내륙지역의 예측농도는 다소 약화되어

1000 µg m−3 농도선이 서쪽으로 이동되었으나 남해상

의 황사는 더욱 전진하여 일본에 거의 도달할 것으로

모의하였다.

Fig. 7. Spatial distributions of surface PM10 concentration at 12 UTC 20 March in 2010 simulated from (a) –72 hr (12UTC 17

March), (b) –60 hr (00UTC 18 March), (c) –48 hr (12UTC 18 March), (d) –36 hr (00UTC 19 March), (e) –24 hr (12UTC 19

March), and (f) –12 hr (00UTC 20 March) by UM-ADA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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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이는 각 지점별 PM10 예측 모의의 시계

열에 더욱 잘 드러난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국내의

PM10 관측농도를 매 12시간 모의된 예측 시계열과 비

교하였다. 분석에는 서울 외에도 당시 관측과 모델 모

두에서 고농도가 나타났던 남부 및 서남부 지점인 흑

산도, 진주, 및 고산을 추가로 분석하여 Fig. 8에 제

시하였다. Fig. 8(a)에서 보면 3월 18일 00UTC의 모

의에서 서울지역의 황사를 최고농도 1000 µg m−3 이상

Fig. 8. Time series of simulated and observed PM10 concentration at (a) Seoul, (b) Heuksando, (c) Jinju, and (d) Gosan,

initialized from different simulation start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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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과도하게 모의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

의된 농도가 관측값에 가까워져 12시간 전인 3월 20일

00UTC 모의에서는 관측값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강

도로 모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각 모의에서의 황사

의 시작시간도 몇 시간 수준의 차이로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한편, 황사 전후의 PM10 농도 모의는 거의

0으로 모델이 가지는 배경오차는 공통적 특징이다.

3월 20일 황사의 경우 흑산도와 진주 지점에서 매우 높

은 PM10 농도를 관측한 바 있는데 (Figs. 8(b) and (c)),

ADAM은 황사의 시작과 종료는 유사하게 모의를 하

였으나 농도의 경우 상당히 과소모의를 하였다. 또한,

황사의 시작시간의 경우 모델이 갱신됨에 따라 정확

도가 향상되었으나 과소모의된 부분은 개선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산지역의 경우 (Fig. 8(d))

관측에서는 3월 20일 12UTC경 최고농도 2000 µg m−3

에 가까운 지상 PM10이 관측되었는데, 3월 18일 00UTC

의 모의에서는 이를 매우 과소모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진행함에 따라 모의농도가 증가

하여 역시 12시간 전인 3월 20일 00UTC 모의에서는

실제 관측과 유사하게 모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델의 예측정확도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

분석기간 기간에 대해서 12, 24, 36, 48, 60, 72시간의

예측 시간에 따른 관측 PM10과의 오차와 상관계수를

평가하였다. 실험기간 전체에 대해서 한반도의 28개

지점의 시간별 지상 관측 PM10과 예측치와 비교하여

평균 오차 및 상관계수의 변화를 Fig. 9에 제시하였

다. 예측모델은 약 35 µg m−3 정도의 음의 오차를 가

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예측정보가 갱신되어도 이

러한 차이는 개선되지 않았다. 그러나 모델-관측의

PM10 상관성은 예측시간이 짧아짐에 따라 개선됨을

알 수 있는데, 72시간전과 60시간전의 예측은 관측과

상관도가 0.4 이하이나 이후 개선되어 36시간전의 모

의에서는 관측과 상관성이 0.6 이상이 되었으며 12시

간 전 예측에서는 0.8에 가까운 관측과의 상관도를 보

여 예측기상정보의 갱신으로 황사의 예측 양상이 정

확해짐을 알 수 있다. 모델예측의 TS 역시 모의시간

이 짧아질수록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예측시간

−36 hr 부근에서 그 값이 비교적 큰 폭으로 향상되고

그 이하의 예측시간에서는 그 정확도의 변화가 비교

적 작음을 알 수 있다.

4. 요약 및 결론

위성 NDVI를 입력자료로 하여 발원지 식생의 변화

를 고려할 수 있는 황사모델 ADAM2가 개발되어, 통

합기상모델 UM을 입력장으로 하는 현업용 사계절 황

사단기예측모델 UM-ADAM2가 개발되어 현업화되었

다. UM-ADAM2의 성능 및 예측 정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0년 3~12월 전기간 동안 12시간 간격으로

72시간 황사농도를 예측 모의하여 국내 및 중국에 위

치한 관측소에서 관측한 PM10 농도와 비교 분석하였다. 

모의된 황사의 발원은 몽골의 남부 고비지역, 중국

과 내몽골의 고비 및 모래 사막 지역에서 이루어졌으

며 3~5월, 11~12월에 황사의 빈번한 발생을 모의하였

다. 내몽골의 반건조 지역에서는 발생량 및 이에 따

른 농도의 일변화가 매우 심하였으며 만주지역에서는

3~5월에 황사의 발생이 집중되었다. 발원지 지역에 대

해 모의된 PM10 농도는 관측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

으나 지역적으로 과소, 과대 모의되는 경향이 나타났

으며 이는 발원지에 가까울수록 발생량 모의에 민감

하게 반응할 것을 고려해 볼 때 풍속, 상대습도, 및

지표조건 등의 정확성이 더욱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측 농도와 국내 PM10 모의 결과와 관측값과의 비

교에서는 12시간 내의 예측장을 기준으로 할 때, 2010

년에 관측된 봄철 및 겨울철 황사 사례를 비교적 잘

모의하고 있으며, 황사의 농도가 높게 관측되었던 주

의보급 이상의 짙은 황사에 대해서 정확성이 높은 것

Fig. 9. Progressive changes of mean bias (model-

observation), correlation, and threat scores for thresholds of

200, 400, 800 µg m−3 with observed PM10 concentration

simulated with different forecasting times for 28 sit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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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파악된다. 국내에 위치한 상당수의 관측지점에

서 0.6~0.8 수준의 PM10 관측과의 상관계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황사 이외의 에어로솔을 고려하

지 않는 모델의 특성상 관측에 비해 약 35 µg m−3 정

도의 음의 편차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도 지

수 분석에서는 빈도수가 매우 적은 현상의 특성상 PC

값이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HR의 경우 400 µg m−3의

기준에 대해서 0.57의 적중률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그러나 황사경보가 발효되는 기준인 800 µg m−3

의 농도 기준에 대해서는 평가지수값이 낮게 나타나

는 것은 모델이 가지는 음의 편차 등과 함께 황사 예

보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여겨진다. TS 역시 200과

400 µg m
−3의 기준에 대해서는 0.3 이상의 값을 가지

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800 µg m−3 기준에서는 낮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시간 단위로 갱신되는 황사 예측은 동일시간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 황사의 이동속도, 강도, 발원지의

먼지 발생량 등을 변화시켜 72시간과 60시간전 예측

의 경우 관측과 0.4 이하의 상관계수를 보였으나 36

시간 이내의 예측값은 0.65 이상의 상관도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12시간 전 예측에서 가장 높은

0.8 정도의 상관계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UM-

ADAM2이 황사예측이 시간에 따라 안정적으로 개선

되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본 연구에서 파악된 모델

의 오차정도를 감안하여 황사예보에 활용되기에 적합

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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