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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ozone weekend effect(OWE) in Busan. O3 concentration on Sunday was over 

10% higher than that on weekdays in all areas except for Kwangbokdong, Taejongdae, and Joadong. Such a difference was 
higher in the industrial area than in the residential area. O3 generation was facilitated by the decrease in NOx emission on 
Sunday in VOC-limited regime where the VOC/NOx ratio  is low. Low NO concentration in the Sunday morning decreased 
inhibition of O3. NO-O3 crossover time on Sunday was shorter than that on weekdays which in turn extended the accumulated 
duration of O3. Future studies can include whether the entire Busan is VOCS-limited or the coastal area is VOCS-limited while 
the inland area is NOX-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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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어떤 지역에서 자동차, 트럭, 공장 그리고 화력발전

소로부터 배출되는 주말의 오염물질이 주중에 비교하

여 작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의 오존 농도가 주중에 비

해 높은 경우를 오존 주말효과라고 한다. 특히 주말에 

오존의 기인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의 배출이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오존 농도가 상승하

는 현상이 나타나 도시지역의 오존 관리대책에 혼란

을 야기하기도 한다(CARB, 2003). 도시지역의 오존 

주말효과는 오존 기인물질에 대한 민감도를 평가하는 

수치모델에 관측된 사실을 제공하고 오존 저감 대책

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준다(Tang 등, 2008; 
Fujiwara 등, 2012). 

국외의 오존 주말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국의 남캘

리포니아(Qin 등, 2004; Fujita 등, 2003), 중부 캘리포

니아(Blanchard와 Fairley, 2001; Murphy 등, 2007), 
북캘리포니아(Altshuler 등, 1995) 등이 있고, 캐나다

의 밴쿠버(Pryor와 Steyn, 1995), 칠레(Jorquera 등, 
2000), 프랑스(Pont와 Fontan, 2001), 영국(Jenkin 등, 
2002), 그리스(Riga-Karandinos 등, 2006) 등 다양한 

지역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근

인 일본의 경우, 대도시인 도쿄(Kanari와 Yamamoto, 
1998; Kanari와 Ohara, 2009)과 오사카(Hamana 등, 
2006; Fujiwara 등, 2012)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

었다. 
우리나라의 오존 주말효과에 대한 연구는 포항의 

공단지역에서 2002∼2006년의 측정자료를 통해 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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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간 오존농도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며(Lim과 Lee, 
2011), 동일한 지역의 2001∼2009년 자료를 이용한 결

과, 거의 모든 측정소에서 오존의 주간평균농도와 일최

고 1시간 농도의 주말상승효과가 인정되었다(Song 등, 
2010). 그리고 부산에서는 2002년 아시안 게임 기간 

중 주중과 주말의 오존농도 특성이 분석된 바 있다

(Lee 등, 2005). 그러나 부산 지역에서 오존 농도의 주

중/주말 특성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며, 오존의 주말효과를 해석하면 근년 증가하

고 있는 오존농도의 억제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2년간(2011∼
2012) 부산 지역에서 측정한 O3, NO, NO2농도 자료

를 이용하여 오존의 주말효과 특성을 고찰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O3, NO, NO2 농도 측정자료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시간별 평균농도자료

로서 부산지역 19개 자동측정망 중에서 도로변 측정

소 2개소와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3개소를 제외한 

14개 지점의 자료를 사용하였다(Fig. 1 참조). 그리고 

오존은 광화학반응에 의한 2차 생성물인 관계로 부산

지역의 오존관리대책 기간인 5월에서 9월까지의 자료

를 사용하여 주말효과를 고찰하였다. 특히 연구기간 중 

주중에 포함되어 있는 국경일(어린이날, 석가탄신일, 
광복절, 현충일, 추석)은 자료의 사용에서 제외하였다.

  

Fig. 1. Automatic air quality monitoring sites in Busan. 

3. 결 과 

3.1. 부산지역 O3, NO, NO2 농도의 주중/주말 차이

Table 1은 2011년과 2012년의 5월부터 9월까지 부

산지역 14개 지점에서 측정된 O3, NO, NO2 시간별 평

균농도를 주중(월요일∼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로 구

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대체로 주말은 토요일과 일요

일을 일컫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토요일에도 생산시

설이나 작업장에서 일을 하는 곳이 다소 있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분리하여 고찰하였다. 평균농도의 

산출은 광화학반응에 의한 2차 오염물질에 영향을 받

는 0500 LST부터 2000 LST까지의 자료를 단순 산술

평균하여 구하였다. 
주중에 높은 O3 농도를 나타낸 지점은 주거지역인 

좌동(36.4 ppb)과 공업지역인 녹산동( 36.1 ppb)이었

고, 낮은 O3 농도를 나타낸 지점은 상업지역인 광복동

과 주거지역인 연산동(27.4 ppb)이었다. 일요일에 높

은 O3 농도를 나타낸 지점은 공업지역인 녹산동(41.8 
ppb)과 주거지역인 좌동(39.0 ppb)이었고, 낮은 O3 농

도를 나타낸 지점은 상업지역인 광복동(30.0 ppb)과 

주거지역인 연산동(32.1 ppb) 이었다. 
일요일과 주중의 O3 농도 차이를 보면, 가장 차이가 

큰 지점은 공업지역인 학장동으로 25.0%이었고, 그 

다음이 주거지역인 대연동으로 20.1%이었다. 가장 낮

은 차이를 나타낸 지점은 녹지지역인 태종태가 5.6%
이었고 그 다음이 주거지역인 좌동이 7.2%이었다. 일
요일과 주중의 O3 농도차가 5 ppb 이상 나타난 지점은 

학장동, 대연동, 전포동, 녹산동이었고, 3 ppb 이하인 

지역은 광복동, 태종대, 좌동이었다. 공업지역인 학장

동과 녹산동이 일요일/주중 농도차가 크게 나타났고, 
녹지지역과 주거지역인 태종대와 좌동이 작게 나타났

다. 토요일과 주중의 O3 농도 차이를 보면, 광복동을 

제외한 모든 지점에서 토요일의 농도가 높았고, 주거

지역인 대연동이 12.8%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대부

분의 지점에서 6% 이하의 낮은 상승률을 보여 부산지

역의 토요일 O3 농도는 주중에 비해 큰 차이를 보여 주

지 못하였다. 특히 광복동은 오히려 토요일의 농도

(27.2 ppb)가 주중(27.4 ppb)보다 낮게 나타나기도 하

였다. 
일요일과 주중의 NO 농도 차이가 큰 지점은 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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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ppb) NO(ppb) NO2(ppb)
WD Sat Sun Diff* Diff** WD Sat Sun Diff* Diff** WD Sat Sun Diff* Diff**

Kwangbok 27.4 27.2 30.0 -0.9 9.3 12.4 11.7 9.8 -5.6 -21.4 25.2 25.2 21.3 -0.1 -15.4
Jangrim 29.7 30.3 34.1 3.6 16.4 13.3 11.0 7.7 -17.0 -42.1 26.1 25.0 20.2 -4.3 -22.5
Hakjang 29.7 31.5 37.2 5.9 25.0 12.8 10.6 6.3 -16.6 -50.6 23.0 20.4 13.7 -11.1 -40.3
Deokcheon 31.0 31.9 34.7 3.0 12.3 7.5 7.2 5.4 -5.0 -27.7 20.4 19.3 15.5 -5.6 -24.2
Yeonsan 27.4 29.1 32.1 6.5 17.3 7.1 6.0 4.5 -15.8 -36.1 23.2 20.7 16.1 -10.6 -30.4
Daeyeon 28.6 32.3 34.4 12.8 20.1 9.7 7.3 5.4 -24.7 -44.0 20.6 17.1 14.3 -17.1 -30.8
Jeonpo 27.5 28.7 32.9 4.2 19.6 11.0 10.4 6.4 -5.8 -41.8 22.3 20.6 15.8 -7.3 -28.8
Taejong 32.1 34.0 33.9 5.9 5.6 5.4 5.3 5.3 -2.4 -2.7 13.7 13.9 13.9 1.1 1.1
Gijang 32.0 33.4 35.2 4.3 10.0 7.3 6.6 5.6 -9.3 -22.3 17.6 16.2 14.0 -8.0 -20.5
Daejeo 29.1 29.8 33.7 2.5 15.7 7.2 6.4 4.3 -1.0 -39.9 15.1 13.8 9.9 -8.5 -33.9
Bugok 29.4 31.3 33.7 6.5 14.3 8.1 6.7 5.3 -17.5 -34.9 20.3 17.5 14.5 -13.4 -28.3
Noksan 36.1 38.2 41.8 5.7 15.8 8.2 6.6 4.9 -19.6 -40.1 13.7 11.6 9.5 -15.5 -30.8
Yongsu 32.3 32.7 35.9 1.2 11.3 6.4 5.8 4.3 -10.3 -32.8 12.8 11.3 8.7 -12.0 -32.2
Joa 36.4 36.5 39.0 0.3 7.2 9.6 9.2 7.4 -4.0 -22.9 22.2 21.8 18.6 -1.9 -16.5
* ((Saturday-weekday)/weekday)*100(unit:%)
** ((Sunday-weekday)/weekday)*100(unit:%)

Table 1. Weekday/weekend difference of O3, NO, NO2 in Busan for 2 years(2011∼2012)  

지역인 학장동(-50.6%)과 주거지역인 대연동(-44.0%)
이었고, 농도 차이가 작은 지점은 녹지지역인 태종대

(-2.7%)이었으며, 태종대를 제외한 모든 지점이 -20% 
이상의 농도차이를 나타내었다. 일요일과 주중의 NO2 
농도 차이가 가장 큰 지점은 NO와 마찬가지로 학장동

(-40.3%)이었고, 가장 낮은 지점은 태종대( 1.1%)로 

오히려 일요일이 더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부산지역의 일요일/주중 O3 농도는 광복동, 

태종대, 좌동을 제외한 모든 지점에서 10% 이상의 농

도차로 일요일이 높았으며, 특히 공업지역에서 그 차

이가 크게 나타났다. 토요일/주중의 O3 농도차는 일요

일에 비해 다소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부산지역의 일

요일/주중의 O3 농도차는 동일한 시간대(0500∼2000 
LST)의 주중/주말 OX농도를 비교한 일본 호고현보다 

큰 농도차를 보여주었다(Sakamoto 등, 2005).        

3.2. 부산지역 주중/일요일 O3과 NOX 농도의 일변화 

Fig. 2는 2011년과 2012년의 5월부터 9월까지의 

부산지역 14개 지점에서 측정된 O3, NOX (NO+NO2)
농도의 일요일과 주중의 일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일
요일의 O3 농도가 주중에 비해 대체로 높은 양상을 나

타내고 있다. Table 2는 하루 24시간을 새벽(0000 

LST∼최저농도 발생시각), 오전(최저농도발생시각∼

최대농도발생시각), 피크(최대농도발생시각부근), 오
후와 저녁(최대농도발생시각부근∼자정)으로 5개 구

간으로 나누어 일요일 O3 농도에서 주중의 O3 농도를 

빼서 그 특성을 살펴본 것이다. 오후와 저녁은 연산동

의 오후를 제외하면 일요일이 주중에 비해 모두 높았

고, 오전과 피크는 태종대와 좌동을 제외하고 모두 일

요일이 높았는데 비해, 새벽은 학장동, 대연동, 대저

동, 부곡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일요일이 작거나 

비슷한 농도 분포를 보였다. 따라서 O3 농도의 주말효

과는 새벽을 제외한 시간대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

다. 이는 제4장에 논의될 오존의 기인물질인 질소산화

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의 배출과 광화학반응의 영

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5개 구간 중 일요일과 주중의 O3 농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구간은 오후와 저녁이었다. 일요일/
주중 농도차이가 가장 큰 지역은 학장동으로 새벽에 2
∼3 ppb, 오전에 8∼10 ppb, 오후와 저녁에 9∼11 ppb
이었다. 그러나 농도차이가 가장 작은 태종대는 새벽

과 오전은 1 ppb이하, 오후와 저녁에는 4 ppb이하로 

매우 작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일요일과 주중의 O3의 최대농도 발생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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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unday and weekday diurnal variation of O3 and NOx concentration in Busan for 2 years(201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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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tinue.

을 보면, 주중은 대부분의 지점에서 광화학반응이 가

장 활발한 1400∼1500 LST이었지만, 일요일의 O3 최
대농도발생시각과 발생기간이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광복동과 대연동, 기장읍은 최대

농도 발생시각이 1400 LST부터 1700 LST까지 2∼3
시간정도 지속되었으며, 태종대, 대저동 그리고 좌동의 

최대농도는 2∼3시간 늦은 1700 LST에 발생하였다. 

부산 지역 14개 지점의 NOX 농도의 일변화를 보면

(Fig. 2 참조), 전체적으로 NOX는 0500∼0600 LST부

터 급격하게 상승하여 러시아워인 0800∼0900 LST
에 최대농도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

다. 교통량에 의한 영향을 받기 전인 새벽은 일요일과 

주중의  NOX 농도가 거의 비슷하거나 일부지역은 주 

중이 조금 높은 양상을 나타내었으나, 본격적으로 교



866 전 병 일

Table 2. Phase feature of Sunday/weekday in ozone concentration in 
Busan 

Dawn Morning Peak Afternoon Nighttime
Kwangbok +- + + + +
Jangrim - ≒ + + + +
Hakjang + + + + +
Deokcheon +≒ + + + +
Yeonsan ≒ + + ≒ +
Daeyeon + + + + +
Jeonpo ≒ + + + +
Taejong ≒ ≒ + + +
Gijang ≒ + + + +
Daejeo + + + + +
Bugok + + + + +
Noksan ≒ + + + +
Yongsu ≒ + + + +
Joa ≒ + ≒ + +

+ : Sunday>weekday, ≒ : Sunday≒weekday, 
- : Sunday<weekday

통량의 영향을 받는 아침에는 모든 지점에서 주중의 

농도가 일요일보다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특히 주

중은 저녁에도 완만한 피크를 나타내고 있으나 일요

일은 주중에 비해 상당히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일
중 최고 NOX 농도 발생 시각의 일요일/주중 사이에 큰 

농도차이를 보인 지점은 공업지역인 학장동(21 ppb)
과 장림동(16 ppb)이었고, 가장 작은 농도 차이를 보

인 지역은 태종대(1.3 ppb)로 거의 동일한 농도를 나

타내었으며, 일중 주중과 일요일의 농도 차이는 거의 

없었다. 녹산동, 용수리, 좌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점

에서 10 ppb 이상의 농도 차이를 나타내었다. 일요일/
주중의 NOX 농도 차이는 O3의 주말효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4. 고 찰

부산지역 14개 대기질 측정망 자료에서 일요일의 

O3 농도가 주중보다 높은 주말효과를 제3장에서 확인

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기보전국이 O3의 주말효

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7개의 가설을 제시한 바 있다

(CARB, 2003).
① O3 생성조건이 VOC-limited 일 때 NOx 배출량

의 감소

② NOx 배출의 시간차 

③ 금요일과 토요일 밤에 배출된 O3 기인물질의 주

말로의 이월 

④ 상공의 축적된 오존 및 기인물질이 다음 날에 영향 

⑤ 주말 O3 기인물질 배출량의 증가 

⑥ 주말 에어로졸 배출의 감소로 인한 자외선 강도

의 증가 

⑦ 주말 NO 배출의 감소로 인한 O3의 소실 감소

가설 ①은 VOCS/NOX 비가 8보다 작은 VOC- 
limited 영역에서 NOX가 감소하면 O3 생성이 촉진된

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도시인 서울(Park과 Kim, 
2002)과 부산(Do 등, 2007) 그리고 포항(Song 등, 
2010)은 ‘VOCS limited' 영역에 해당되며, 부산의 주

말효과를 설명하는데 설득력이 있는 가설이라고 할 

수 있다. 가설 ②는 주중의 NOX 배출 피크가 아침의 

러시아워인데 비해 주말은 몇 시간 지연된 낮 시간인 

것으로 가정하여, 태양광이 강하고 배출된 NOX로부

터 효율적인 O3 생성반응이 일어난다고 하는 가설이

다. Fig. 3은 부산의 중심가인 초량의 주도로에서 부산

지방경찰청의 교통량감지기에서 측정한 2013년 5월 

6일(월)부터 5월 10일(금)까지의 주중과 5월 12일의 

일요일 교통량을 시간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과 같

이 주중은 0800∼0900 LST에 최대 통행량을 나타내

고 일요일은 주중보다 3∼4시간 늦은 1200 LST에 최

대 통행량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Fig. 2와 같이 주중

과 일요일의 NOX 농도의 피크가 0800∼0900 LST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가설 ③은 금요일과 토요일 야간

의 교통량이 주중의 다른 날보다 높아 일요일로 이월

되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Fig. 2에서 보다시피 주

중에 비해 이러한 주말의 O3 기인물질의 농도가 비슷

하거나 낮은 것으로 보아 지표 근처 이월이 주말효과

의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가설 ④는 지표 

근처 상공에 O3과 기인물질이 존재하여 다음날 지면

가열에 의해 오염물질이 지상으로 하강하여, 지상의 

오염물질과 상호작용하여 주말의 O3 농도가 주중에 

비해 높아진다는 것이다.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에 연

직혼합이 강하다면 여분의 O3 기인물질이 주말에 부

가적인 O3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현실적

으로 주말에만 높을 가능성이 없다. 가설 ⑤는 실제 주

말에 레저 활동을 위한 교통량 증가, 잔디깎기, 옥외요

리 등으로 O3의 기인물질 배출이 높다는 가설로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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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의 도시지역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설이다. 
가설 ⑥은 주중이 주말보다 에어로졸과 검댕이 입자

가 대기 중에 많고, 에어로졸은 UV를 산란하므로 O3 

유발반응이 주말에 더 결렬하여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더 높은 O3을 생성한다는 것이다. 부산지역도 주중이 

주말에 비해 미세먼지농도가 높다는 보고가 있으나, 
에어로졸은 빛산란, 복합적인 화학반응, O3 파괴 등 

복잡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위 6개의 가설은 주중보

다 주말에 더 많은 O3이 생성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

고 있는 데 비해, 가설 ⑦은 주중보다 주말에 O3이 덜 

소실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가설 ⑦은 오전의 

NO 배출이 주말보다 주중에 높아, 지표 근처의 O3이 

주중에 더 많이 소실되므로 O3 생성은 주말에 비해 주

중이 더욱더 감쇠되어 주말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

다. 본 연구는 위에서 열거한 7개의 가설 중 현실적으

로 가능성이 있는 가설 ①과 ⑦을 중심으로 부산지역

의 주말효과를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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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urnal variation of weekday and Sunday Traffic 
near Choryang-ro in Busan for May 6∼12, 2013.

4.1. 가설 ①에 대한 고찰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는 부산지역이 VOCS/NOX 비가 낮은  VOCS-limited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Fig. 4 참조). 선
행연구에서 우리나라의 대도시인 서울과 부산 그리고 

포항이 이 영역에 속한다고 하였고, 배출 환경이 비슷

한 일본의 도쿄(Kanari와 Ohara, 2009)과 오사카

(Fujiwara 등, 2012) 등도 VOCS-limited 영역에 있다고 

하였다. 다만, 도시역을 벗어난 내륙지역이 NOX-limited 

영역이라는 보고가 있다(Blanchard와 Fairley, 2001). 
현재 부산 지역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광화학 측정

망이 2005년부터 대연동, 당감동, 덕천동, 장전동, 정
관면 등 5개소에서 목적에 맞게 측정하고 있으나, 측
정자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또
한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운영하는 휘발성유

기화합물 자동측정망이 장림동과 학장동에서 현재 운

영하고 있으나, 그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VOCS/NOX 비가 작으면 

O3 형성은 VOCS의 활동성에 의해 제한되는 VOCS- 
limited로 VOCS가 증가하면 O3 농도가 증가한다. 
VOCS/NOX 비가 크면 NOX의 활동성에 의해 제한되

는 NOX-limited로 NOX가 증가하면 O3 농도가 증가한

다. 따라서 VOC/NOx비가 임계치인 8 아래로 떨어지

면 O3은 VOC-limited 영역이라고 한다(Heuss 등, 
2003). VOCS-limited 영역에서 주말에 VOCS의 저감

보다도 NOX배출의 저감이 크다면 O3 농도가 상승할 

수 있다(Kannari와 Ohara, 2009), 도시지역은 VOCS/ 
NOx 비가 낮아 VOCS에 민감하게 된다. 따라서 주말

에 디젤차의 감소로 NOx가 VOCS보다 낮으면 O3은 

증가한다(Blanchard와 Fairley, 2001; Qin 등, 2004; 
Riga-Karandinos 등, 2006; Murphy 등, 2007). Fig. 4

  

Fig. 4. Schematic explanation of changes on peak ozone 
concentration according to changes of precursor's 
concentration on the ozone map. (A) and (B) indicate 
two different changes of peak ozone concentration 
by NOx and VOCs reduction in the VOC- limited 
regime. (C) indicates decrease of peak ozone 
concentration by NOx reduction in the NOx-limited 
regime(Kanari,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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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NOx의 저감률이 VOCS보다 작은 (A)는 O3 

농도가 감소하고, NOx의 저감률이 VOCS보다 큰 (B)
는 O3 농도가 상승한다. (C)는 NOx-limited에서 (B)와 

같은 저감율을 가지더라도 O3 농도는 감소한다(Kanari, 
2006). 

Fig. 5는 부산지역 14개 지점에서 최근 2년간(2011
∼ 2012) 5월부터 9월까지 0700∼0900 LST 사이의 

요일별 평균 NO2/NOX 농도비를 나타낸 것이다. 가장 

높은 비를 나타낸 요일은 주말인 일요일(0.66)이었으

며, 가장 낮은 비는 목요일(0.59)이었다. Fig. 6은 동일

한 기간의 NO2/NOX 농도비를 지점별로 나타낸 것이

다. 일요일에 가장 높은 비를 나타낸 지점은 연산동

(0.74)이었고 가장 낮은 지점은 광복동(0.58)이었다. 
주중에 가장 높은 비를 나타낸 지점은 녹지지역인 태

종대(0.69)이었고, 가장 낮은 지점은 공업지역인 학장

동(0.54)이었다. 주중과 일요일간에 가장 큰 차이를 

내타낸 지점은 공업지역인 학장동이었고 상업지역인 

광복동은 오히려 주중이 일요일보다 높았다. 미국 샌

프란시스코에서 주말의 NOX와 VOCS 배출량 감소가 

주말효과의 거대 요인이었고, VOC 배출량은 약 12% 
감소한데 비해 NOX 배출량은 30% 감소하였다고 하

였다(Altshuler 등, 1995).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해안

에서의 NO2/NOX 농도비는 주중에 0.4, 토요일에 0.5 
그리고 일요일에 0.6으로서 부산보다 작은 값을 나타

내었다(Fujita 등, 2003). NO2/NOX 비가 주중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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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ourteen-site mean NO2/NOX ratios at 0700∼0900 
LST by day of the week in Busan for 2 years(20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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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unday and weekday NO2/NOX ratios in Busan for 2 
years(2011∼2012).

럭이나 버스 등의 통행량이 줄어들면서 NOx 배출이 

크게 감소하나 승용차 및 레저용 차량의 운행은 그다

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즉 NOx 배출이 많으면 

반응성 유기 가스와 반응할 OH기를 소비하여 O3의 

생성이 감소시키는 반면, NOx 배출이 감소하면 O3 생
성을 크게 한다. 따라서 부산지역이 VOC-limited 영
역이라 본다면 주말의 NOX 배출량의 감소에 의해 O3 
농도가 상승할 수 있다.  

4.2. 가설 ⑦에 대한 고찰

대부분의 가설은 주중보다 주말에 얼마나 많은 O3

이 생성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 가설은 

지표 O3 억제 가설로서 주중보다 주말에 O3이 덜 소멸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말에 O3이 덜 소실되는 것은 

주중에 비해 주말의 NOX 배출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이것과 관련된 반응은 아래 식 (3)으로 설명될 수 있

고, O3 ‘titration', 'scavenging', 'quenching'으로 불리

고(CARB, 2003), 우리말로는 희석, 감소, 억제, 소멸, 
소실 등으로 번역될 수 있다. 즉, 주중의 많은 NO 배
출이 주말의 낮은 NO에 비해 더 많은 O3을 소실시켜 

소멸이 많은 주중보다 주말의 O3농도가 더 높게 된다

는 것이다. 
대류권에서 O3은 NO2의 광분해에 의해 생성된다. 

즉 NO2가 햇빛을 받아 산소원자가 발생하며 이는 대기 

중의 산소분자와 반응하여 O3이 생성된다. 이 O3은 다

시 대기 중의 NO와 반응하여 다시 산소로 환원된다. 
NO2 + hv(λ<420㎚) → NO + O       (1)
O + O2 + M →  O3 + 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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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O3 → NO2 + O2                (3)

Fig. 7은 공업지역인 장림동에서 2011년과 2012년
의 2년간 5월부터 9월까지 매시간 측정된 O3, NO, 
NO2 농도의 일요일/주중 일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서 O3농도의 일변화를 4개의 상(phase)으로 구

분할 수 있다(Fugita 등, 2003).
(1) 자정∼0500LST(carry over) : NO와 NO2는 일

정한 반면, O3농도는 천천히 감소한다. NO와 

NO2는 주중에, O3은 일요일에 약간 높게 나타

났으나 거의 차이가 없다. 
(2) 0500LST∼0800LST(O3 inhibition) : 주중 아

침의 교통량 증가에 의해 NO 배출이 일요일보

다 높은 구간으로 최대농도가 주중은 25.5 ppb, 
일요일은 15.2 ppb로 주중이 10ppb 정도 높으며, 
NO는 O3을 소모시키는 환원제 역할을 한다. 

(3) 0800LST∼1400LST(O3 accumulation) : O3 억
제기부터 O3 최대 발생까지이며, O3은 강한 태

양복사와 NO2 광해리에 의해 최저농도보다 일

요일과 주중 모두 25 ppb이상 상승한다.  
(4) 1400LST∼자정(post maximum O3) : 연직혼

합, 수평이류, 약한 태양복사, 오후 러시아워의 

NO 배출에 의해 O3은 계속 감소한다.
이상과 같이 새벽에 주중과 일요일의 NO 농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밤새 이월은 없다고 볼 수 

있다. 0500 LST 이후, 주중의 아침 러시아워에 의한 

교통량의 증가에 의해 NO가 배출되면서 O3은 일출 

후 생성이 억제된다. 0800 LST에 NO농도는 최대에 

달하고 주중이 주말보다 약 68% 높게 나타났다. 즉 

NO에 의한 O3 억제 정도는 주중에 매우 중요하게 작

용한다. 한편, O3은 대기경계층의 혼합층에서 야간의 

상공에서 지상으로 하강하기도 하고 광화학과정에 의

해 생성된다. 이들 두 과정으로 인해 O3이 빠르게 축

적되며 1400LST에 최대농도가 된다. 
오전의 NO와 O3의 교차점(NO-O3 crossover time; 

tNO=O3)은 O3 억제의 끝과 peroxy radical에 의한 NO
가 NO2로 변환되면서 O3 광화학 생성의 시작을 알리

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Fujita 등, 2003). 이 교차점과 

O3 최대 발생시각까지 걸리는 시간을 O3 축적기로 정

의하며, O3 억제 기간의 길이는 NO, NO2, NOX 농도

로 결정된다. 부산 장림동 지역의 일요일 아침(0500∼
0800 LST)의 NOX(NO+NO2)농도가 주중보다 28.6%
가 감소함에 따라 O3 억제 기간이 약 1시간 짧아졌다. 
그러므로 주중에 비해 일요일의 긴 O3 축적기와 높은 

O3 생성률이 O3 농도의 상승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

다.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 해안에서는 오전의 O3 억제

기가 토요일은 0.5∼0.7시간, 일요일은 대략 1.1∼1.3
시간 떠 빨리 끝나, 부산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Fujita 등, 2003).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의 도쿄

(Kanari와 Yamamoto, 1998), 효코현(Sakamoto 등, 
2005) 그리고 오사카(Hamana 등, 2006)에서 O3 농도

가 휴일과 주말에 상승하는 원인을 NO에 의한 O3의 

소실반응인 가설 ⑦로 설명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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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concentration-time curve of O3, NO and NO2 in 
Jangrimdong, Busan for 2 years(2011∼2012). The 
dashed lines indicate weekday(from Monday to 
Friday) and the real lines indicate Sunday.

5. 결 론

최근 2년간(2011∼2012) 부산 지역에서 측정한 O3, 
NO, NO2농도 자료를 이용하여 O3의 주말효과 특성

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결론을 얻었다.

가. 부산지역의 일요일/주중 O3 농도는 광복동, 태
종대, 좌동을 제외한 모든 지점에서 10% 이상의 농도

차로 일요일이 높았으며, 특히 공업지역에서 그 차이

가 크게 나타났다. 토요일/주중의 O3 농도차는 일요일

에 비해 다소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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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존농도의 일변화를 보면, 5개의 구간 중 일요

일과 주중의 농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구간은 오

후와 저녁이었다. 일요일/주중 농도차이가 가장 큰 지

역인 학장동은 새벽에 2∼3 ppb, 오전에 8∼10 ppb, 
오후와 저녁에는 9∼11 ppb이었다. 그러나 농도차이

가 가장 작은 태종대는 새벽과 오전은 1 ppb이하, 오
후와 저녁에는 4 ppb이하로 매우 작은 차이를 나타내

었다.     

다. O3의 생성조건인 VOC/NOx의 비율이 낮은 

VOC-limited 영역에서 일요일의 NOX 배출량의 감소

에 의해 O3 생성이 촉진되었다. 

라. 일요일 아침의 저농도 NO는 NO에 의한 O3의 

소실을 감소시켰고, NO-O3 교차 시각이 주중보다 일

요일이 빨라 O3 축적기간이 길어져 O3의 생성이 높아

졌다.

마. 향후 O3의 주말효과를 구체적으로 고찰하기 위

해서는 휴일의 각종 대기오염물질과 에너지 소비량을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부산지역 

전체가 VOCS-limited 영역인지, 아니면 해안 근처는 

VOCS-limited 영역이고 내륙으로 갈수록 NOX-limited
로 전환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 그에 따라 

부산시의 O3 저감대책을 세우는데 현명한 판단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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