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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eight episode days of high-concentration PM10 occurrences in the Gimhae region between 2006 and 2011 

were analyzed. Most of them appeared in winter and the highest concentration was observed around 12 LST. Furthermore, the 
wind direction, wind velocity, and temperature elements were compared with observed values to verify the WRF numerical 
simulation results used in this study, and they simulated well in accordance with the trend of the observed values. The wind 
was generally weak in the high-concentration episode days that were chosen through surface weather chart and the numerical 
simulation results for wind field, and the air pollutants were congested due to the effects of the resulting local winds, thereby 
causing a high concentration of air pollutants. Furthermore, the HYSPLIT model was performed with the WRF numerical 
simulation results as input data. As a result, they originated from China and flowed into Gimhae in all eight days, and the 
lowest concentration appeared on the days when recirculation occu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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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의 인구집중과 산업

화로 인한 오염 발생원의 집적 및 각종 오염물질의 배

출량과 교통량의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의 대기오염문

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위치상으로 우리나

라는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을 대량 배출하는 중국의 

풍하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청정연료의 사용과 LNG, LPG
의 공급을 확대하는 등 저감 정책뿐만 아니라 대기환

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Baek과 Koo, 2008).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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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도시 지역 내 PM10과 

같은 오염물질들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Park, 2008).
PM10은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대기오염물질 중 중

요한 저감대상물질로, 도시 지역에서 오존과 함께 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하는 오염물질이다. 특히, 체
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중위도 편서풍대에 위치한 우

리나라의 경우 장거리 수송에 의한 영향도 매우 크게 

나타난다(Son과 Kim, 2009). 인체에는 시정 악화 및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심장 및 폐기능을 저하

시킨다. 대기분진의 측정이 서로 다르고 연구 간의 직

접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사망에 미치는 급성영향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PM10이 10 ㎍/㎥증가할 

때 일별 사망률이 0.5∼1.5% 정도 증가한다고 밝혔다

(Pope 등, 1995). 또한, 대기 중 분진과 조기사망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여러 지역과 기관에서 

수행되었는데 서로 밀접한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Fairley, 1990; Pope와 Dockery, 1992; Schwartz
와 Dockery, 1992; Saldiva 등, 1995; Schwartz, 1994, 
1996). 대부분 대기 중 분진의 농도가 100 ㎍/㎥정도 

증가하면 약 3∼5%의 초과 사망이 발생한다고 제시

하고 있다(Ostro, 1993; Schwartz, 1994). 이러한 상관

성의 정도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일관성 있게 나타내

는 수치이다. 
따라서 국․내외적으로 PM10에 대한 특별한 규제

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Yang(2002)은 급격한 산업 성장을 한 

타이완의 PM10 농도를 계절과 공간적 변화를 통해 살

펴보았고, Jeon(2003)은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PM10

의 농도 특성을 시․공간적으로 고찰하였다. Jo와 

Kwon(2004)은 대구지역의 PM10 오염 특성을 시․공

간적으로 진단하여 그에 따른 관리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기오염물질만을 단독으로 

분석하지 않고, 관측 자료와 함께 수치모의를 이용하

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Lee 등(2004), Stein 등
(2007), Kim 등(2007), Gariazzo 등(2007)은 Regional 
Atmospheric Modeling System(RAMS), Community 
Multi-scale Air Quality(CMAQ), Flexible Air quality 
Regional Model(FARM), Fifth-Generation Penn 
State/NCAR Mesoscale Model(MM5)과 같은 다양한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수도권 도시 지역에 대해 PM10, 
오존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이
처럼 대기오염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대상 

지역이 수도권이나 광역 규모와 같은 대도시에 집중

되어 있고, 관측된 대기질 자료를 분석하거나 수치모

델을 이용하여 분석함을 알 수 있다.
고농도 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게 존

재하며, 특히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양이 고

농도를 발생시키는 1차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연구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

이, 지역 대기오염현상을 해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는 이러한 배출원에 대한 직접적인 저감 방안 및 대책

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것 또한 잘 알려

져 있다. 이는 배출원 관리만으로 고농도 오염에 대한 

해결이 충분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배출원 중심의 문제 해결 외

에 부가적인 다양한 요인 중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진 

기상학적 요인에 의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
히, 대기오염의 분포 양상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과 난류확산 및 수송, 화학 반응 등에 의해 결정되어지

므로 이들을 지배하는 기상 인자들에 대한 이해는 대

기오염 현상을 파악하는 데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Lalas 등, 1982; Liu 등, 1987; Mckendry, 1993). 이
에 본 연구에서는 김해지역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PM10 및 기상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고농

도 사례일을 선정하였으며, 해당 사례일에 대해 수치 

모델과 역궤적 모델을 수행하여 고농도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학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2.1. 대상지역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에 인접한 경상남도 김

해지역을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김해지역은 

지리적으로 해안가와 인접해 있고, 다른 한 쪽은 산으

로 둘러싸인 연안 분지 지역이다. 또한, 공업 및 주거 

지역, 농공단지가 형성되어 도시 전역에 각종 오염원

이 분포하고 있으며, 인근 대도시 지역인 부산광역시

와 울산광역시, 그리고 창원시에서 발생한 오염물질

이 해륙풍, 산곡풍과 같은 국지풍의 영향으로 수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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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Nested model domains used in this study.

순환되어 국지적으로 고농도 오염을 나타낼 수 있는 

조건에 있다. 현재 김해지역의 대기질 측정소는 동상

동 지점(이하 동상동)과 삼방동 지점(이하 삼방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각 1995년, 2003년부터 PM10을 

포함한 SO2, CO, O3, NO2를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 도시대기 측정망에서 베타

선 흡수법에 의해 측정된 PM10의 1시간 평균 자료를 

사용하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을 대상기간으

로 설정하여 김해시 동상동, 삼방동의 PM10 농도를 살

펴보았다. 또한 기상 요소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사

용된 Automatic Weather Station(이하 AWS)는 현재 

부원동에 위치한 김해 지점(253) 자료를 사용하였는

데, 이 관측소에서는 2008년 2월부터 관측이 시작되

었으므로 2009년 1월 자료부터 사용하였다. AWS와 

대기질 측정소의 위치는 Fig. 1과 같다.

Fig. 1. Location of air quality monitoring stations(●) and 
AWS(■) in Gimhae.

2.2. 역궤적 모델

김해지역에 유입되는 PM10의 역궤적을 살펴보기 

위해서 미국 NOAA에서 개발한 HYSPLIT 모델을 이

용하였다(Draxler와 Rolph, 2003). HYSPLIT 모델은 

NOAA에서 개발되어 현재 호주 기상청(Bureau of 
meteorology)과 함께 최신 버전으로 개선하고 있는 

모델이다(Lee 등, 2010). 궤적은 공기의 기원 및 오염

물질과의 혼합, 오염된 공기의 수평적 이동 방향 등을 

설명하는데 사용된다(Klemm 등, 1994; Draxler와 Hess, 
1998; Gomiscek 등, 2004; Xia 등, 2007). 

HYSPLIT 모델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평 및 수직 

바람장, 고도, 해면기압, 온도 등의 기상 자료가 필요

하며, 이는 미국 NOAA/ARL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한다. 또한, 다양한 높이의 역궤적에 대한 분석과 

1시간 단위로 5일 이상까지도 분석이 가능하다.

2.3. WRF 수치모델 

김해지역의 기상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이하 WRF) 수치모델을 사

용하였다. WRF 수치모델은 2005년부터 미국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산하 기관인 National Centers for Environ- mental 
Prediction(NCEP)의 현업 모델로 사용되고 있으며,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NCAR)
의 Mesoscale and Microscale Meteorology (MMM) 
Division, Earth System Research Laboratory (ESRL), 
Air Force Weather Agency(AFWA) 등 여러 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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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합동 노력으로 개발되었다. 
김해지역을 대상으로 Fig. 2와 같이 nesting을 통해 

총 4개의 도메인으로 구성하였다. 각 도메인의 수평 

해상도를 비롯한 물리 옵션과 같은 모델 구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The configuration of WRF modeling

domain 1 domain 2 domain 3 domain 4

Horizontal grid 100×100 121×121 151×151 55×43

Horizontal 
resolution 27 km 9 km 3 km 1 km

Vertical layers 33

Physical options

WSM6 scheme
YSU scheme
Noah LSM

RRTM Longwave
Dudhia Shortwave

Monin-Obukhov scheme

Initial data NCEP FNL data

3. 결과 및 고찰

3.1. 고농도 PM10 사례일 선정 및 특성 분석

2012년 현재 우리나라는 24시간 평균 PM10 농도를 

100 ㎍/㎥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대상기

간 동안 김해지역에서 이 기준을 초과한 날은 단 2일
(2008년 1월 10일, 2008년 12월 10일)에 불과하였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 프로그램인 PASW Statistics 
18.0의 빈도 분석을 사용하여 김해 동상동과 삼방동

의 일평균 PM10 농도가 상위 5%에 해당하는 95 분위

수를 분석한 결과, 각각 82 ㎍/㎥, 79 ㎍/㎥으로 나타

나 본 연구에서는 일평균 PM10 농도가 80 ㎍/㎥이상

인 날을 고농도 사례일로 정의하였으며, 특이 기상일

이 발생한 날은 제외하였다. 연구기간 중 총 8일의 사

례일이 선정되었으며, Table 2에 고농도 사례일의 일

평균 PM10 농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고농도 PM10 사례일의 계절별 분포 특성을 

살펴본 결과(Fig. 3), 여름철에는 고농도 사례일이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은 반면에, 대부분 겨울철에 집중

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복사냉각에 의한 대

기안정도 증가에 따라 접지역전층이 형성되므로 대기

확산이 어렵기 때문에 PM10 농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Table 2. High PM10 episodes and the corresponding to mean 
PM10 concentrations (in ㎍/㎥) 

Episodes Dongsangdong Sambangdong mean 
concentration

2006. 01. 10 83 97 90
2007. 03. 26 99 112 106

2007. 11. 24 98 90 94
2008. 01. 10 107 128 118

2008. 12. 10 113 120 117

2008. 12. 17 93 81 87
2009. 05. 08 98 80 89

2010. 12. 21 89 83 86
Mean 

(2006-2011) 48 45 47

Fig. 3. Seasonal occurrence distributions of high PM10 
episodes.

Fig. 4는 김해 동상동과 삼방동을 대상으로 선정된 

고농도 사례일의 일변화 농도를 나타낸 것으로, 일부 

그래프에서 보이는 불연속적인 부분은 관측 자료의 

누락으로 인한 것이다. 대부분 낮 12 LST를 전․후로 

최고 농도가 나타나고, 오후에 제2의 피크를 나타낸 

후 점차 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낮 12 LST를 전․후로 최고 농도가 나타나는 이유

를 살펴보기 위해 계절과 연간(2006∼2011년)별로 농

도 시계열을 살펴보았다(Fig. 5). 그 결과, 하루 중 고

농도를 보이는 시간대는 낮 11∼12 LST 사이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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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ime series of hourly mean PM10 concentration of high PM10 epis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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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a)Seasonal and (b)annual time series of PM10 concentration.

났으며, 동계가 하계에 비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낮 12 LST를 전․후로 최고 농도가 나타나는 것

은 선정된 고농도 사례일만의 특이 현상이 아니라 

PM10 농도의 일반적인 특성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선
행연구(Jeon, 2012)에서도 도심지에서 나타나는 rush- 
hour에 배출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11~12 LST 
전․후에 나타나는 고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들 현

상은 본 연구의 사례일만의 특징이 아니라 도심지에

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PM10 농도의 일변화 특징이라

고 할 수 있다. 

3.2. WRF 수치모의 결과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한 WRF 수치모의 결과의 타당성

을 검증하기 위해 domain 4 영역에서 계산된 수치모

의 결과값과 관측값을 비교하였다. 비교 사례일은 고

농도 PM10이 발생한 8일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설정된 domain 4의 영역 내에서 해풍과 

같은 국지풍에 의한 오염물질 수송으로 인해 고농도 

대기오염에 노출되기 쉬운 해안지역과 본 연구의 대

상 지역인 김해 및 내륙에 위치한 3지점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Fig. 6). 연구대상 3지점은 부산지

방기상청(159)과 김해 AWS(235) 그리고 동래 AWS 
(940)이다. 

이들 지점을 대상으로 고농도 사례일별로 풍향, 풍
속, 기온 요소에 대해 관측값과 수치모의 된 결과의 비

교를 통해 WRF 수치모의 결과의 타당성을 살펴보았

Fig. 6. The location of the surface stations used in horizontal 
time series. 

다(Fig. 7). 실제로 8일 모두에 대해 결과 검증을 실시

하였지만, 여기에서는 8일의 사례일 중 2010년 12월 

21일의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결과를 보면, 풍향의 경

우, 일 중 주풍의 풍계 및 시간대별 풍향의 급변과 같

은 해당일의 주된 특징을 수치모델이 비교적 잘 나타

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기온의 경우에도, 관측

에서 나타난 기온 변화 경향을 잘 나타내고 있다. 또한 

풍속의 경우에도, 풍속이 주변 지형․지물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다른 기상 요소에 비해, 관측

에서 나타난 변화 경향 및 강도를 수치모의 결과가 비

교적 정확히 나타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

례일별로 나타난 일 중 풍속 변화 경향 및 강도를 비교

적 타당하게 수치모의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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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ime series of observed(line) and simulated(dashed) wind direction, wind speed, and air temperature at 
Busan, Gimhae and Dongnaegu.

3.3. 고농도 사례일의 기상 분석

선정된 고농도 사례일을 대상으로 WRF 수치모의 

결과와 기상청에서 3시간 간격으로 제공하는 지상 일

기도를 이용하여 고농도 사례일의 기상 상황을 살펴

보았다(Fig. 8~9).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고농도 사례

일의 PM10 농도 시계열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

반적으로 하루 중 최고 PM10 농도가 나타난 시간대인 

12 LST의 지상 일기도와 수치모의 바람장 결과를 나

타내었다. 
분석 결과, 선정된 사례일은 대부분, 고기압의 영향

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며, 종관장이 약한 날들이었다. 
연구대상기간인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의 김

해지역 일평균 풍속은 2.2 m/s이었지만, 고농도 사례

일로 선정된 8일의 일평균 풍속은 1.3 m/s로 나타나서 

이 날들이 종관장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날들이 아니

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복잡한 지형 경사와 다양한 

형태의 해안선을 가진 김해와 부산지역에서는 이러한 

지형적,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국지순환

계(해륙풍, 산곡풍 등)의 형성과 발달이 유리한 조건

에 놓일 수 있다. 즉, 종관장이 약하며 맑은 날, 우리나

라는 지역적으로 형성된 국지순환계와 내륙의 열적저

기압에 의해, 동남권역에 형성되어 있는, 대규모 대기

오염 배출원인 연안지역에서 내륙으로 대기오염물질

의 중거리 수송(Medium Range Transport, MRT)이 

발생 가능하다는 Jung(2001)의 연구 결과와 매우 유

사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선정된 고농도 사례일 8일 또

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과 약한 풍속이 형성된 

기상 조건에 의해 김해와 부산지역에 걸쳐 국지순환

계의 형성과 발달로 인해 PM10의 고농도가 발생한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지역적 고농도 대기오염 현

상은 해륙풍, 산곡풍과 같은 국지순환계와 계절적 종

관 기상장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유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036 정우식․이보람․박종길․도우곤

(a)

(b)

(c)

(d)

Fig. 8. Distribution of simulated wind field and surface weather chart on 
(a)10 January 2006, (b)26 March 2007, (c)24 November 2007 and (d)10 Januar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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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9. Same as Fig. 8 but on
(a)10 December 2008, (b)17 December 2008, (c)8 May 2009 and (d)21 Decemb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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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06. 1. 10 (b) 2007. 3. 26

(c) 2007. 11. 24 (d) 2008. 1. 10

(e) 2008. 12. 10 (f) 2008. 12. 17

Fig. 10.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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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2009. 5. 8 (h) 2010. 10. 21

Fig. 10. 3-d back-trajectories for high PM10 episodes calculated every 3 h at Dongsangdong(red) and Sambangdong(blue).

3.4. WRF/HYSPLIT 모델을 이용한 역궤적 분석

고농도 사례일을 대상으로 수행한 WRF 수치모델 

결과를 HYSPLIT 모델의 입력 자료로 사용하여 3일
간(AGL: 1,500 m)의 역궤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10은 고농도 사례일로 선정된 8일을 대상으로 수행한 

WRF/HYSPLIT 모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을 

보면, 동상동과 삼방동의 역궤적 결과는 거의 유사하

게 나타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두 지점이 실제로 약 3 
km 정도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하기 때문인 것으

로 분석할 수 있다. 역궤적 분석 결과, 고농도 사례일

마다 다소의 궤적 차이는 보이지만, 모두 중국으로부

터 발원하여 김해지역으로 수송됨을 알 수 있다. 즉, 
김해지역으로 유입되는 PM10의 수송 경로를 살펴본 

결과, 크게 중국의 신흥 산업지역인 내몽골로부터 유

입되는 궤적(Fig. 10(a), (h)), 직물, 타이어, 철도 차량, 
기관차의 제조 중심지인 칭다오가 위치한 중국 산둥 

반도로부터 유입되는 궤적(Fig. 10(b), (c), (e), (f), (g)) 
그리고 재순환현상이 나타난 궤적(Fig. 10(d))으로 3
가지로 분류되었다. 

특히, 2008년 1월 10일(Fig. 10(d))의 궤적 결과를 

보면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었다가 남해안에서 재순환

현상(recirculation)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008년 1
월 10일은 우리나라가 대체로 고기압권역에 속하면서 

맑은 날씨가 지속된 사례일로 특히, 풍속이 매우 낮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종관장이 약했다. 이 날 동상동과 

삼방동의 일평균 PM10 농도는 각각 107 ㎍/㎥, 128 ㎍

/㎥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동상동과 삼방동의 

평균 PM10 농도를 기준으로 순위를 부여하면 평균 

118 ㎍/㎥로 고농도 사례일 중에서도 가장 높은 농도

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오염물질의 재순환과

정이 연안 지역 오염물질 농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는 여러 선행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Kim 등, 2007; Alper-Siman Tov 등, 1997; Oh 등, 
2006). 이것은 해풍과 같은 국지풍으로 인해 오염물질

의 재순환현상이 나타날 때, 특히 연안 지역에서의 고

농도 대기오염 발생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

로 분석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김해지역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총 6년 동안 PM10 고농도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일평균 PM10 농
도가 80 ㎍/㎥이상인 날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총 

8일로 주로 겨울철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겨울철은 접

지역전층이 형성되면서 대기확산이 어렵기 때문에 대

기오염물질이 확산되지 못하고 정체된다. 이로 인해 

다른 계절에 비해 고농도가 유발될 수 있는 조건이 형

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선정된 각 사례일의 수

치모의 결과와 지상 일기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고농

도 사례일 8일은 전반적으로 바람이 약하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해륙풍, 산곡풍과 같은 국지순환계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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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계절적 종관 기상장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고농도

가 유발되었다.
그리고 선정된 고농도 사례일을 대상으로 WRF/ 

HYSPLIT 모델을 이용한 역궤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8일 모두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수송 경로

를 나타내었다. 특히, 2008년 1월 10일은 재순환현상

이 나타난 사례일로, 선정된 고농도 사례일 중에서 가

장 높은 농도를 보였다. 이것은 관련 선행연구의 결과

와도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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