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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high PM2.5 episodes occurred at Anmyeondo area in spring time, 2009. The 

monthly mean PM2.5 concentration during April was the highest in the year and especially, high levels of PM2.5 exceeding 
standard regulation level were sustained consecutively during 5 to 13 April. To analyze more detailed PM2.5 characteristics, 
numerical simulations were carried out using CMAQ(Community Multi-scale Air Quality) with IPR(Integrated Process Rate) 
and DDM-3D(Decoupled Direct Method). PM2.5 level was lower in daytime than that in nighttime due to vigorous vertical 
mixing during daytime. The chemical composition was showed that ratio of primary ion components such as sulfate(SO4

2-), 
nitrate(NO3

-) and ammonium(NH4
+) were nearly half of total amount of PM2.5. Aerosol and transport process dominantly 

contributed to PM2.5 concentration in Anmyeondo area and contribution rate of local emissions was nearly zero since 
Anmyeondo area has rare anthropogenic PM emission sources. DDM-3D analysis result showed that PM2.5 in Anmyeondo 
area was influenced by emissions from Shanghai and Shandong region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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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는 대기 중에 존재하

는 대표적인 유해물질로서, 직경이 2.5 ㎛를 초과하는 

조대입자(Coarse particle)와 2.5 ㎛이하인 미세입자

(Fine particle)로 구분 된다(Seinfeld 와 Pandis, 2006). 
고농도의 미세먼지는 시정 감소, 호흡기 계통의 질병

율 및 사망률 증가 등의 다양한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Dockery 와 Stone, 2007). 특히 미세입자(이하 PM2.5)
의 경우 조대입자에 비해 입자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대기 중의 체류시간이 길어 지구의 복사 평형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호흡기 내로의 

침착이 용이해 호흡기 및 각종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

할 가능성이 높다(Harrison 등, 2012; Lee 등,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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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orizontal distribution of (a) PM2.5 emission over Northeast Asia and (b) PM10 emission near Anmyeondo area. The 
right figures denote the location of measuring station. D1 and D2 in the left figure denote the first and second 
domain of WRF and CMAQ simulations. 

Vaidyanathan 등, 2013). 이러한 PM2.5의 유해성을 고

려하여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PM2.5의 환경기준을 PM10의 절반인 일평균 농도 50 
㎍/m3 이하로 규정하여 강도 높게 규제할 예정에 있다.

국내에서는 PM2.5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

행되어 왔으며, 여러 학술지를 통해 다양한 선행연구

가 보고된 바 있다. Moon 등(2011)은 서울지역의 

PM2.5 측정 자료를 분석하여 배출원별 기여도를 추정

하였고, Kang 등(2011)과 Baek 등(2011)은 각각 광양 

지역과 포항 지역의 PM2.5 농도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

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대도시 또는 산업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지역 PM2.5 농도에 대

한 국지 배출원의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한
편, Hwang 등(2008)은 청정 배경 지역인 이어도에서 

측정된 PM2.5 자료를 이용하여 장거리 수송 공기 괴의 

PM2.5 화학 조성에 대해 분석하였고, Lee 등(2012)은 

역궤적 분석을 통해 충주 지역의 PM2.5 고농도가 중국 

배출량의 장거리 수송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파악하였

다. 현재 국내에 보고된 PM2.5 관련 연구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부분 측정 자료의 분석에 집중되어 있고, 
수치 연구의 경우도 궤적분석을 이용한 발원지 추정

에 국한되어 있어, 실제 오염원 지역 배출량의 영향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은 어려웠다. 하지만 국외의 경우 

수치 모의를 통한 고농도 PM2.5 특성 분석 및 배출원 

추정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Jiang 
등, 2012; Mueller 와 Mallard, 2011; Ritter 등, 2013; 
Subramoney 등,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거리 수송에 의한 고농도 

PM2.5 사례를 3차원 광화학 수송모델을 이용해 수치

모의하고, 대상 지역의 고농도 PM2.5 농도 분포 특성

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및 실험설계

2.1. 연구 대상지역 및 자료

본 연구에서는 장거리 수송에 의한 PM2.5 고농도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청정 배경지역인 안면도를 대

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Fig. 1-(b)에 나타낸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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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ariation of measured PM2.5 concentration at Korea Global Atmosphere Watch Center, situated in Anmyeondo area 
in 2009. (a) Monthly mean and (b) daily mean value(in April) are shown together.

이 안면도 지역은 미세먼지 배출원의 분포가 거의 없

고 서쪽으로 황해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국지 배출원

의 영향을 배제한 장거리 수송의 영향을 살펴보기에 

적합하다. 분석에는 2009년 1년간 기상청 기후변화감

시센터(Korea Global Atmosphere Watch Center)에
서 측정된 5분 간격의 PM2.5 자료가 사용되었다. 측정

자료는 광산란방식을 이용해 측정되었으며, 입자상 

물질의 크기별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GRIMM 
Dust Monitor 107이 사용되었다. GRIMM　 Dust 
Monitor는 약 1.2 L/min의 대기시료를 유입시켜, 각 

입자별 레이저 산란신호로 입자의 크기를 측정한 후 

30개 구간의 입자크기로 구분하여 입자의 수를 질량

분포로 전환해 농도를 측정한다. 

2.2. 연구 사례기간

고농도 PM2.5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고농도의 기준을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PM2.5 
환경기준치(24시간 평균 50 ㎍/m3미만)로 설정하였

고, 안면도 지역의 월별, 일별 PM2.5 농도를 분석하여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2-(a) 는 안면도에서 관측

된 2009년 월평균 PM2.5 농도 값으로서 봄철인 3월과 

4월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월평균 농도가 나타났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4월에는 월평균 PM2.5 농도가 

56.77 ㎍/m3 으로 나타나 2009년 중 가장 높은 월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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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를 보였다. Fig. 2-(b)는 4월의 일평균 PM2.5 농도

를 시계열로 나타낸 것이며, 환경 기준치를 초과했던 

사례일에 대한 일평균, 일최고 농도값을 Table 1에 함

께 나타내었다. 2009년 4월 중 환경기준치 초과 일수

는 총 12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4월 5일부터 13일 

까지 9일 동안 연속적으로 기준치 이상의 고농도가 지

속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기간 동안을 연구 

사례기간으로 선정하였다.

Date
Concentration (㎍/m3)

Daily mean Daily maximum

1 Apr 75.28 112.21

5 Apr 75.75 115.00

6 Apr 86.79 102.59

7 Apr 132.49 157.47

8 Apr 111.37 144.61

9 Apr 99.72 125.31

10 Apr 121.03 155.33

11 Apr 122.96 167.87

12 Apr 96.18 127.24

13 Apr 81.61 133.29

28 Apr 62.36 86.29

29 Apr 69.94 113.75

Table 1. Daily mean and maximum PM2.5 concentration in 
Anmyeondo  area on standard regulation(<50 ㎍
/m3 for 24 hours) exceeded days in April, 2009

2.3. 수치실험 설계

2.3.1. 기상 모델

본 연구에 사용된 기상모델은 WRF(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Ver. 3.3.1)로서 미국 국립 기상연구

소 NCAR(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에서 개발되어 다양한 기상 현상 수치 모의에 사용되

는 모델이다. Fig. 1-(a)와 같이 2개의 둥지격자를 이

용하여 수치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각 둥지격자별 수

평해상도는 15 km(200 × 170, D1), 5 km(310 × 259, 
D2)로 설정하였다. 연직 격자수는 33개로 설정하였고 

1  ̊× 1  ̊해상도의 FNL(Final Operational Global Analysis) 
자료를 초기 입력 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치모의 정확

도를 높이기 위해 지상 관측 자료를 이용한 자료동화

를 적용하였다. 지상관측자료동화(Nudging)를 통해 

74개 기상대 지점의 기온 및 풍속 자료를 수치 모의에 

반영하였다. 또한 정확한 해수면 온도 분포의 반영을 

위해 5 km 해상도의 OSTIA(Operational Sea Surface 
Temperature and Sea Ice Analysis)해수면 온도자료

를 적용하였다. 수치 적분 시간은 2009년 4월 1일 

0900 LST부터 2009년 4월 15일 0900 LST 까지 총 

336시간이다. 

2.3.2. 대기질 모델

대기질 수치모의를 위해 3차원 광화학 수송모델인 

CMAQ(Community Multi-scale Air Quality, Ver. 
4.7.1)을 사용하였다. CMAQ은 도시 규모에서부터 대

륙 규모에 이르는 광범위한 오염 현상의 수치 모의에 

활용되는 대기질 모델이다. 15 km(187 × 157, D1) 와 

5 km(297 × 246, D2) 수평 해상도를 가지는 두 개의 

둥지격자 (Fig. 1-(a))를 설정하였으며, 기상 입력장으

로는 WRF의 모의 결과를 이용하였다. 연직 격자수는 

28개로 설정하였고 배출량 자료로는 INTEX-B(The 
Intercontinental Chemical Transport Experiment - 
Phase B) 2006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INTEX-B 자료

는 BC(Black Carbon), CO, NOx, OC(Organic Carbon), 
PM10, PM2.5, SO2, VOCs를 포함한 8가지 물질에 대한 

배출량 정보를 제공하지만 에어로졸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NH3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NH3 배출량 정보는 EDGAR(The Emissions 
Database for Global Atmospheric Research) 2008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화학 메커니즘은 CB05, 에어로졸 

메커니즘은 AERO5를 적용하였으며 수치 적분 시간

은 2009년 4월 3일 0900 LST부터 2009년 4월 15일 

0900 LST 까지 총 288시간이다. 

2.4. 모델결과 검증

수치모의 결과의 통계적 분석을 위해 RMSE(Root 
Mean Squared Error), IOA(Index Of Agreement), 
MB(Mean bias)값을 이용하였다. 우리나라의 주요 거

점 도시인 서울,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기상대 

지점과 안면도 지역과 가장 인접한 기상대인 서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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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observed and simulated surface level PM2.5 concentration in Anmyeondo area during episode period.

상대 지점의 지상 관측 자료를 모델값과 비교하여 각

각의 통계치를 산정하였다.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

이 온도의 경우 모델값이 관측값에 비해 다소 과대 예

측(RMSE 2.60, MB 1.47) 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IOA 가 0.93 으로 나타나 WRF가 온도의 일변화 경향

을 매우 정확하게 모의 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풍속의 경우 온도와는 달리 모델의 결과가 다소 과소 

예측(RMSE 1.64, MB –0.44) 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온도와 마찬가지로 IOA 가 0.67로 나타나 풍속의 일

변화 경향을 모델이 잘 예측하였다. CMAQ을 통해 모

의된 PM2.5 농도의 경우 온도나 풍속에 비해 모의 정

확도가 낮은 모습을 보였다. MB가 –26.76 으로 나타

나 PM2.5의 농도를 평균적으로 20 ㎍/m3 이상 과소 예

측하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이는 배출량 자료

의 불확실성과 기상장의 부정확성에서 기인된 결과로 

판단된다. 하지만 PM2.5 모의 결과 역시 IOA가 0.60으
로 나타나 CMAQ이 PM2.5의 일변화 경향을 비교적 

정확하게 모의하였다.

　 　 RMSE IOA MB

WRF
Temperature 2.60 0.93 1.47

Wind speed 1.64 0.67 -0.44

CMAQ PM2.5 concentration 49.95 0.60 -26.76 

Table 2. Statistical WRF and CMAQ performance for the 
surface air temperature, wind speed and PM2.5

concentration. The values are averaged for all 
episode days

3. 결과 분석

3.1. 시계열 및 수평장 모의 결과

Fig. 3은 사례기간 동안의 수치 모의된 안면도 지역 

PM2.5 시계열을 나타낸 것이다. 2.4 장에서 언급했듯이 

CMAQ의 모의 결과가 관측값에 비해 전체적으로 과

소예측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특히 4월 5일부터 8
일 사이에 과소예측 경향이 높았다. 반면 4월 9일부터 

13일까지의 모의 결과를 보면 모델값이 관측값과 매우 

높은 일치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4는 수치 모의된 지상 PM2.5 농도의 수평 분포

를 나타낸 것으로 CMAQ이 안면도 지역의 PM2.5 농도

를 정확하게 모의했던 4월 11, 12, 13일의 주간(1200 
LST)과 야간(0000 LST)시간의 PM2.5농도를 나타내

었다. 중국 동부 지역과 황해 전역, 그리고 한반도 서

부지역을 중심으로 PM2.5의 고농도 영역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상하이 지역, 우리나라의 수도권, 
북한의 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150 ㎍/m3 이상의 고농

도가 나타났다. 한편, 야간과 주간의 PM2.5 농도를 비

교해 보면 주간에 비해 야간의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남

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주·야간의 PM2.5 농도 차이는 

해상 보다는 내륙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주간의 경우 

지표면 가열에 의한 대기 혼합고의 성장으로 인해 

PM2.5의 확산이 용이하므로, 대기가 상대적으로 안정

한 야간에 비해 낮은 PM2.5 농도를 나타낸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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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orizontal distribution of simulated surface level PM2.5 concentration at 0000 and 1200 LST on 10(up), 11(middle) 
and 12(bottom) in Apri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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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PM2.5 화학 조성

Components
Concentration (㎍/m3) Ratio (%)

Anmyeondo Shanghai Anmyeondo Shanghai

SO4
2- 12.76 11.27 17.67 9.67

NO3
- 11.3 11.04 15.65 9.47

NH4
+ 8.51 6.94 11.78 5.95

H2O 21.06 22.19 29.16 19.03

EC+OC 7.33 17.7 10.15 15.18

Others* 11.26 47.46 15.59 40.70

Total 72.22 116.6 100 100

Table 3. Chemical composition of simulated concentration
and ratio of each component in Anmyeondo and 
Shanghai area

*Unspeciated anthropogenic PM2.5 mass

 Table 3은 CMAQ을 통해 수치 모의된 PM2.5의 화

학 조성을 나타낸 것이다. 안면도 지역의 PM2.5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주요 이온 성분인 SO4
2-가 17.67%, 

NO3
-가 15.65%, NH4

+가 11.78%, 로 나타나 전체 비

중의 절반가량(45.10%)을 차지했으며 이온 성분 중에

서는 SO4
2-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일 성분으

로는 H2O(Aerosol water)의 비율이 29.16% 로 나타나 

전체 농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분류 인위 미세입자(Unspeciated anthropogenic 
PM2.5 mass)의 비율은 15.59% 로 나타났고, EC+OC
의 비율은 10.15% 로 전체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였

다. 주요 배출원인 상하이 지역에 비해 안면도 지역의 

PM2.5 농도는 40 ㎍/m3 이상 낮았고, 구성 비율 또한 

차이를 보였다. 가장 높은 PM2.5 농도를 보였던 상하

이 지역의 경우(FIg. 4) PM2.5 배출량이 매우 많기 때

문에 1차 오염원인 미분류 인위 미세입자와 EC+OC
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안면도 지역의 경우 이

온 성분과 H2O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

에서 배출된 PM2.5가 안면도 지역으로 수송되는 과정

에서 황해상을 거쳐 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3. 과정별 기여도 분석결과

Fig. 5는 CMAQ의 IPR(Integrated Process Rate)을 

이용한 과정별 기여율을 시계열로 나타낸 것이다. 전
체 PM2.5 농도에 대한 수송과정, 화학과정, 침적과정, 
에어로졸과정, 구름과정, 배출량의 기여율을 나타내

고 있으며, 그림의 값은 사례 기간 전체에 대한 평균적

인 결과이다. 안면도 지역의 PM2.5 농도는 수송과정과 

에어로졸 과정에 의해서 지배적으로 결정되었고, 건
성 침적 및 기타 과정에 의한 농도 변화는 매우 작았

다. 또한 배출량에 의한 영향은 0과 가까운 값을 보였

는데, 이는 청정 배경 지역인 안면도 부근에는 PM2.5

의 배출원이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

된다. 안면도 지역의 PM2.5 농도에 대한 기여도가 가

장 높았던 과정은 수송 과정으로 나타났는데, 야간에

는 수평 수송, 주간에는 연직 수송에 의해PM2.5 농도

가 증가 했다. 주간의 강한 일사에 의한 혼합고 성장은 

상층의 PM2.5를 혼합층 내로 유입시켜 연직 수송량을 

증가시킨 반면, 수평방향의 수송을 억제시켜 수평 수

송량의 감소를 야기하였다. 에어로졸 과정에 의한 

PM2.5 농도변화는 주간과 야간 모두 양의 값을 보였으

나, 상대적으로 주간의 증가율이 더 낮게 나타났다. 이
는 주간에는 일사에 의한 PM2.5 광분해가 활발해 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배출원인 상하이 지역의 과정별 기여도를 살

펴보면 안면도 지역과는 달리 배출량에 의한 PM2.5 농
도 증가가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상하이 지역은 안면

도 지역에 비해 배출량의 분포가 현저하게 많기 때문

에(Fig. 1) 배출량에 의한 PM2.5 농도 증가율이 안면도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고, 풍부한 배출량의 영향

으로 에어로졸 과정에 의한 PM2.5 생성율 또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배출원 지역에 위치한 상하이에서는 

수송에 의한 PM2.5 감소율이 안면도 지역에 비해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상하이 지역 풍상측에서의 PM2.5 수
송량이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4. 수송 기원 분석

안면도 지역의 PM2.5 농도에 영향을 주는 정확한 배출

원을 파악하기 위해 HYSPLIT(HYbrid Single-Particle 
Lagrangian Integrated Trajectory) 모델을 이용한 역 

궤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기간 중 안면도 지역에 

최고 PM2.5 농도가 나타났던 4월 11일을 대상으로 각

각 50 m, 500 m, 1000 m 고도에서 배출된 입자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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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imulated diurnal variation of the contributions of individual processes to PM2.5 concentration in the PBL(0~800 m) 
           in (a) Anmyeondo and (b) Shanghai area.

Fig. 6. HYSPLIT calculated 72 hour backward trajectory of air masses, which are released from Anmyeondo area for 0900 
and 2100 LST on April 9. 



2572009년 안면도 지역 고농도 PM2.5 특성에 관한 수치 연구

Fig. 7. First order sensitivity coefficients of surface PM2.5 to PM2.5 emissions from Shanghai and Shandong area.

시간 동안의 이동 경로를 분석 하였다. Fig. 6에 나타

낸 바와 같이 4월 11일 안면도 지역 공기의 기원은 4
월 8일 중국의 산둥 지역과 상하이 지역 부근의 공기 

괴 임을 확인 할 수 있다.  
HYSPLIT 역 궤적 분석을 통해 추정된 배출원 지역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CMAQ의 DDM-3D(Decoupled 
Direct Method)를 이용한 정량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7은 중국의 산둥 및 상하이 지역의 PM2.5 배출량

이 안면도 지역의 PM2.5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민감도 

계수로 나타낸 것이다. 4월 8일에 산둥 및 상하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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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배출된 PM2.5 배출량은 하루 뒤인 4월 9일에 

상하이 지역 및 산둥반도 부근 해역에 크게 영향을 주

었고, 이틀 뒤인 4월 10일에는 보하이 해(Bohai Sea)
와 서한만(Korea Bay) 일대, 그리고 3일 뒤인 4월 11
일에는 한반도 전역의 PM2.5 농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

을 확인 할 수 있다. 민감도 계수는 시간의 경과에 따

라 감소하였는데 이는 수송 중에 PM2.5 농도가 침적과

정 등에 의해 점차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청정 교외지역인 안면도의 PM2.5 고
농도 특성을 수치 모의를 통해 분석하였다. 2009년 1
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측정 자료를 분석

한 결과 4월의 평균 PM2.5 농도가 가장 높았으며, 특히 

본 연구의 사례 기간인 4월 5일부터 13일까지의 기간

에는 환경기준치인 50 ㎍/m3을 초과하는 고농도 

PM2.5가 9일 연속으로 유지되었다. 사례기간의 고농

도 PM2.5 현상에 대한 특성 분석을 위해 3차원 광화학 

수송 모델인 CMAQ을 이용한 대기질 수치모의를 실

시하였다. 안면도 지역의 PM2.5 농도는 연직 혼합이 

활발한 주간이 야간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

간의 높은 대기 혼합고에 의한 활발한 연직 확산 때문

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화학 조성은 주요이온 성분인 

SO4
2-, NO3

-, NH4
+의 비율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대 배출원인 상하이 지역과 

비교 했을 때 이온 성분과 H2O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

다. IPR을 이용한 과정분석 결과 수송과정과 에어로

졸 과정이 지배적이었으며, 배출량에 의한 PM2.5 농도

변화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면도 지역

의 PM2.5 농도에 대한 배출원 추정을 위한 HYSPLIT 
역궤적 분석 결과 중국의 상하이 및 산둥반도 지역의 

영향이 확인되었고, DDM-3D를 이용한 분석 결과 중

국 배출량의 안면도 지역에 대한 영향이 정량적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안면도 지역의 고농도 PM2.5 특성

을 파악하고 장거리 수송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다양한 사례 및 지역에 대한 분석이 추가적

으로 이루어진다면 청정 교외지역의 PM2.5 고농도 현상 

분석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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