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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clarify the contribution rate of PM concentration due to regional emission distribution, Brute force analysis were 

carried out using numerical estimated PM data from WRF-CMAQ. The emission from Kyeongki region including Seoul 
metropolitan is the largest contribution of PM concentration than that from other regions except for emission of trans-country 
and source itself. Contribution rate of self emission is also the largest at Kyeongki region and its rate reach on over 95 %. And 
the rate at Gangwon region also higher than any region due to synoptic wind pattern. Due to synoptic wind direction at high 
PM episode, pollutants at downwind area along from west to east and from north to south tends to mix intensively and its 
composition is also complicated. Although the uncertainty of initial concentration of PM, the contribution of regional PM 
concentration tend to depend on the meteorological condition including intensity of synoptic and mesoscale wind and PM 
emission pattern over upwind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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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미세먼지(PM10)는 지름 10 ㎛이하의 입자를 의미하
며, 이 중 주로 인위적인 활동으로 배출되는 지름 2.5 ㎛
이하의 입자를 초미세먼지(PM2.5)라고 한다. 초미세먼
지는 폐에서 걸러지지 않고 호흡기 내부로 유입되어 인
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US EPA, 1996).

이러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대기 중 농도는 해
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의 경제발전과 밀접
한 관련이 있다. 이는 한반도가 지리적 및 기상학적 측면
에서 중국의 풍하 측 지역에 있기 때문이다(Yamaji et 
al., 2012). 최근,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석유 및 석
탄을 포함하는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심하게 증가시켰으
며, 이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도 증가하여 한반도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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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먼지 고농도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Kim, 2013).
2012년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서울시 

41 ㎍/㎥, 인천시 47 ㎍/㎥, 경기도 49 ㎍/㎥로, 워싱턴 
12 ㎍/㎥, 동경 21 ㎍/㎥, 파리 27 ㎍/㎥, 런던 31 ㎍/㎥
등의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전국 11개 
측정소 가운데 6개 측정소에서 연평균 대기환경 기준 25 
㎍/㎥를 초과하였다(Kim, 2013). 2013년 초겨울에는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수도권 지역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지역에 따라 ‘나쁨 수준’(121~200 ㎍/㎥)까지 기
록하였고, 초미세먼지는 전체 먼지의 60~70%를 차지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Kim, 2013).

이에 환경부는 초미세먼지에 의한 대국민 피해를 줄
이기 위한 노력으로 2013년 8월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
상으로 PM10에 대하여 시범예보 시행 후 11월부터 전
국 대상 시범예보를 거쳐 2014년 2월 전국 대상 정식예
보를 본격 실시하였다. 시범예보를 시행한 2013년 8월
부터 2014년 2월 21일까지의 전체 예보 정확도는 
71.8%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실제 미세먼지 농도가 높
았던 날만 따지면 예보 정확도는 33.3%에 불과하였다. 
특히, 영남과 강원지역에서의 정확도가 다른 지역에 비
해 매우 낮아 예보 정확도 취약 지역의 오보 원인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대기질 모델링 시스템의 오차 원인은 대부분 입력자
료의 불확실성에서 기인하며, 주로 배출량, 기상, 초기 및 
경계 농도자료의 불확실성이 크다(Hanna et al., 1998). 
이 중 초기 및 경계 농도자료는 대기질 모델링의 시간 설
정 및 둥지 격자구조를 통해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다
(Umeda and Martien, 2002). 실제 우리나라를 대상으
로 한 미세먼지 농도 예보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언급되
고 있는 부분도 배출량의 불확실성과 기상 수치예보 모
델의 정확도이다(Kim et al., 2006). 

서울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는 상층(1500 m)에
서 풍속이 5 m/s 이하이면서 하층 대기안정도가 강한 종
관상태에서 높고, 서풍 계열의 바람이 있을 때는 대기안
정도와 상관없이 상층 풍속이 5 m/s 이상인 조건에서 낮
게 나타나는 등 기상요소와 미세먼지농도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Kim et al., 2006). 이처럼 초미세먼지 예보
에는 기상 수치모델의 모의 정확도도 초미세먼지 농도 
예측에 큰 영향을 주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예
측에 사용되는 기상 수치모델은 초기장, 지형, 토지 이용

도 등 국내 실정에 최적화된 경계자료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예보로서의 기상 수치모의에서는 관측값 
자료동화를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환경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아시아 배출량 자료
는 Model Inter-Comparison Study-Asia(MICS-ASIA)
로 2010년 자료이며, 그 정확도는 알려진 바 없으나 
PM10의 경우는 도로, 비도로, 연소시설 이외의 부문에
서 과소평가 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동오염원
과 대부분의 중요한 고정 비점오염원의 배출이 불확실하
고, 많은 오염원의 PM과 기체의 화학 조성에 관한 기초 
연구가 불충분하여 미국의 기초자료를 그대로 쓰고 있다.

편서풍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배출된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으며, 수도권에서 충청남
도 북쪽 해안까지 대단위 오염원들이 서해안에 밀집해 
있는 인구과밀 지역이다. 우리나라에서 고농도 미세먼
지 사례가 발생하는 날 대부분이 약한 서풍이 지배적이
었으며, 이러한 종관기상 상태에서는 중국에서 수송된 
미세먼지와 수도권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한반도 전역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이에 대한 분석
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예보에서 지역별 오보 원인의 정확한 분석
을 위하여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 분포 특성에 대한 정확
한 이해가 필수적이므로 관측자료, 모델링 기반의 다양
한 분석을 통해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의 분포 특성을 자
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민감도 분석 알고리즘인 
Brute-force 방법을 통해 지역별 배출량의 기여도를 산
정하여 각 지역의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그 지역의 배
출량 변화에 민감한 지역인지, 풍상 측으로부터 수송 과
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역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중국 및 각 지역에서 배출되는 배출량에 대한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의 기여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광화학 스모그가 한반도로 이류하였고, 전국 각지에서 
고농도사례를 기록했던 2014년 1월 15일 ~ 1월 18일까
지를 사례일로 선정하여 미세먼지를 수치모의 하였다. 
모의 결과를 분석하여 정확도를 검증한 후 Brute-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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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D2

Horizontal grid 211x175 178x178

Resolution 9 km 3 km

Vertical layers 33 Layers

Physical process

WRF Single-Moment3-class scheme

RRTM scheme

Dudhia scheme

Noah Land Surface Model

Mellor-Yamada-Janjic scheme

Initial data NCEP FNL Operational Global Analysis data

Time period 2014.01.12. 0000UTC ~ 2014.01.19. 0000UTC

Table 1. Configuration of WRF simulation

Fig. 1. Model domains for WRF simulations in this study.

방법을 통해 다시 수치모의한 결과를 기여도로 제시하
였다.

2.1. 미세먼지 예보 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미세먼지 예보 

시스템과 유사한 모델링 시스템을 구성하여 수치모의 결
과를 도출하였다. 기상모델은 WRF, 대기질 모델은 

CMAQ을 각각 사용하였다.
기상모델인 WRF 수치모델의 모의 영역은 Fig. 1과 

같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최종 도메인 2 는 부산 지역을 
포함하여 3 km의 수평 해상도를 가지며, 연직 층은 총 
33개 층으로 구성된다. 연구에 적용된 물리 옵션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모델의 초기자료 및 경계자료는 
공간 해상도 1°×1°, 6시간의 시간 해상도를 가진 F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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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C2

Horizontal grid 201x165 168x168

Resolution 9 km 3 km

Vertical layers 33 Layers

Chemical Mechanism SAPRC99, Aero5

Chemical Solver ROS3

Emission data INTEX-B CAPPS

Met. Input D01 D02

Time period 2014.01.12. 0000UTC ~ 2014.01.09. 0000UTC

Table 2. Configuration of CMAQ model for PM concentration assessment

(a) INTEX-B (b) CAPSS

Fig. 2. Distribution of emission inventories at a) East Asian (INTEX-B, kg/year) and b) Korea (CAPSS 2010, g/s) 
emissions.

분석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경계조건에서 발생하는 오
차를 줄이기 위해 2개의 도메인을 설정하여 둥지 격자 
구조를 설정하였다. 더욱 정밀한 수치모의 결과를 얻
기 위하여 지형자료는 고해상도 지형인 Shuttle Radar 
Topography Mission(SRTM) 3초 자료와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중분류 토지피복도 3초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Analysis Nudging 방법을 통해 자료동화를 수행하여 기
상장 수치모의 결과의 정확도를 높여 오염물질의 이류 
및 화학반응에 있어 기상장에서 생기는 오차를 줄이고자 
하였다. 

3차원 오일러리안 광화학 모델 CMAQ(Byun et al., 
2006)을 수행하기 위한 기상 입력자료는 WRF 수치모

의 결과를 사용하였다. 도메인 경계지역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WRF 도메인에서 동서남북 방향으로 
마지막 5개의 격자를 제외하고 사용하였으며, WRF와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영역에서의 농도를 한반도 영역의 
초기 및 경계 농도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둥지 격자 구
조로 설정하였다. 초기농도자료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상쇄하기 위하여 WRF와 CMAQ 모델링 사례일의 3일 
전부터 수치모의를 수행하였다(Umeda and Mariten, 
2002). 화학반응으로 생성되는 PM2.5 입자를 상세하게 
수치모의 하기 위한 화학메커니즘은 SAPRC99(Carter, 
2000)를, 에어로졸 반응 메커니즘은 Aero5를 각각 사용
하였다. 수평과 연직 격자구조 및 CMAQ 수치모의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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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1 (b) E2 (c) E3

(d) E4 (e) E5 (f) E6

Fig. 3. Distribution of emission inventories for PM assessment for WRF-CMAQ simulations in this study. The contours 
indicate the intensity of PM pollutants.

반 사항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CMAQ에 사용될 배출량은 배출량 산정 모델인 

SMOKE를 통해 산출하였으며, 중국 및 북한지역은 
INTEX-B 배출량(Zhang et al., 2009), 국내는 CAPSS 
2010년 배출량을 기본 자료로 이용하여 산출하였다(Fig 
2). 

2.2. 수치실험 설계
Brute-force 기법은 다음 식과 같이 정의되는 민감도 

분석 알고리즘으로서, 전통적인 분석방법으로 알려졌으
며, 민감도를 산출하는 기본 개념 식은 다음과 같다.

 ∆
∆∆

위 식에서 민감도(S)는 수정 가능한 입력자료나 파라

미터의 차이(∆)를 가지는 두 모델링 시스템에서 예
측된 결괏값의 차(∆∆)로 정의되며, 입력자
료나 파라미터의 차이를 통한 모델의 최종 농도 비교
를 통해 기여도를 산출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매우 간
단하고, 어떤 모델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
으며, 비교적 단순한 변화에 대하여 매우 정확한 결과
를 보장한다. 따라서 다른 민감도 분석 도구를 사용할 
때, 검증을 위하여 비교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민감도를 분석을 위한 항목이 많아지고, 고차 
항에 대한 변화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모델을 수
행하여야 하므로 번거롭고, 작은 변화에 대한 모의 결과
가 부정확해진다는 단점도 있다(Napelenok et al., 
2006; Martien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2014년 1월 15일에서 1월 18일까지의 
사례일에 대하여 지역별 배출량을 전체 배출량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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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issions Source Regions Calculations

Base CAPSS + INTEX-B - -

P1 Base - INTEX-B China and North Korea (BC) BC = Base - P1

P2 Base - emission from Gyeonggi Region Keongki Region Emission (SG) SG = Base - P2

P3 Base - emission from Gangwon Region Gwangwon Region Emission (GW) GW = Base - P3

P4 Base - emission from Chungcheong Region Chungcheon Region Emission (CC) CC = Base - P4

P5 Base- emission from Honam Region Honam Region Emission (HN) HN = Base - P5

P6 Base - emission from Yeongnam Region Yeongnam Region Emission (YN) YN = Base - P6

Table 3. Experiment design for different emissions and calculation of source contributions

하는 방법으로 민감도 분석을 하였다. 이 방법은 한 지역
의 배출량에 대한 기여도를 계산을 위해서 그 지역의 배
출량이 포함된 모델링과 포함되지 않은 모델링을 각각 
모의하여 그 차이를 계산하는 것으로, 화학반응이 고려
되는 대기질 모델에 적합한 방법이다. 대기질 모델링 시
스템은 앞 절에서 설명한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각각 따로 수치모의에 이용할 배출량을 Fig. 3에 나타
내었다. Fig. 2에 제시한 동아시아와 한반도 배출량을 동
시에 적용하여 모델링 한 것을 Base 케이스로 설정하였
고, 중국과 북한을 포함한 INTEX-B 배출량을 삭제하고 
한반도 배출량만 산정한 것이 E1 배출량이다. E2에서 
E6까지의 배출량은 중국 및 한반도를 포함한 배출량에
서 각 지역의 배출량을 삭제하여 산정하였다.

각 수치모의 케이스와 기여도 산정 계획은 Table 3과 
같다. 여기서 P1 케이스는 중국 및 북한에서 이류해 온 
미세먼지 농도의 계산을 위해 광화학 모델의 도메인에 
유입되는 농도를 모두 제거하여 수행하였다. P2 ~ P6 케
이스는 Base 배출량에서 각 지역의 배출량만을 제거한 
배출량을 사용하여 모델을 수행하였다. 각 지역의 배출
량에 대한 기여도는 Base 케이스에서 P1 ~ P6 케이스의 
미세먼지 농도 차이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였다.

2.3. 연구 사례일
2014년 1월 17일은 수도권의 미세먼지의 농도가 한 

시간 평균 121 ㎍/㎥까지 관측된 날이었으며, 고기압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발달하였고, 동중국해에서의 기압 변
화도 크게 나타났다. 즉 종관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상상태였다. Fig. 4의 일기도를 살펴보면 1월 17일에

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크게 발달하였고, 동해 북동쪽으
로 저기압이 위치하여 한반도 상에는 등압선이 좁고 서
고동저형 패턴이 발달하였다. 동해 상에는 약한 저기압
의 영향으로 등압선의 간격이 비교적 넓게 나타났다. 18
일에는 북동쪽에 자리 잡고 있던 저기압이 약해지면서 
중국 북쪽의 고기압이 만주지역으로 이동하였고, 한반도 
지역에는 등압선이 느슨해지면서 전체적으로 기압의 변
화가 약해졌다. 따라서 17일에 중국으로부터 비교적 강
한 바람을 타고 수송된 미세먼지가 18일 약해진 기압경
도로 인해 정체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결과
3.1. 수치모의 검증
대기질 수치모의가 타당하여 이 모델링 시스템을 통

한 수치실험이 유의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해 대기질 모델링 시스템의 예측 성능을 검증하였
다. FIg. 5에는 2014년 1월 18일에 WRF 모델에서 예측
한 바람장과 기압의 수평분포와 함께 1월 17일부터 1월 
18일까지 12시간 간격으로 미세먼지의 수평 농도장을 
나타낸 것이다.

기상 모델을 통해 예측된 기압 배치를 살펴보면 모델
의 도메인 가장자리에 일기도에서 관측된 약한 저기압이 
나타났고, 이러한 종관 기상상태에 따라 중국에서 배출
된 고농도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 
잘 모사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반도로 수송된 미세먼지
는 수도권 해안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이며, 18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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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000LST on 18 January 2014 (b) 0000LST on 17 January 2014

(c) 1200LST on 17 January 2014 (d) 0000LST on 18 January 2014

Fig. 5. Simulated surface wind vectors and pressure distribution and surface PM10 concentrations of East Asia at from 
0000LST 17 January 2014 with 12 hours interval.

(a) 0900LST on 17 January 2014 (b) 0900LST on 18 January 2014

Fig. 4. Surface weather map at 0900LST on a) 17 and b) 18 January 2014. This charts are provided by KMA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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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000LST on 17 January 2014 (b) 1200LST on 17 January 2014

Fig. 6. Simulated surface temperature and wind filed at a) 0000LST and b) 1200LST on 17 January 2014. Contours indicates 
the surface are temperature.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농도 자체는 많이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6은 한반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도메인
을 대상으로 2014년 1월 17일 0000LST와 1200LST에 
수치모의된 기온과 바람을 나타낸 것이다. 모델의 두 번
째 도메인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종관 기상패턴과 
함께 국지적인 기상패턴이 함께 나타났다. 동아시아 영
역에서 나타난 종관규모의 바람은 전체적으로 북서풍이 
우세하였으며 기압 패턴이 빠르게 변화하여 18일에는 한
반도 동쪽에 약한 저기압성 흐름이 나타났다. 한반도 내
륙에서는 기압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바람이 정체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리고 한반도의 바람은 종관 기상의 
변화와 일치하면서도 해안과 내륙에서 조금씩 다른 기류
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Fig. 7은 Fig. 6과 같은 시간대에 대기질 예보 모델이 
예측한 PM10의 수평 농도분포를 그린 것이다. 동아시아 
영역에 수치모의된 미세먼지 농도의 분포와 전체적으로 
비슷하지만, 수도권 해안에 농도가 낮게 모사되었고, 미
세먼지가 내륙으로 좀 더 넓게 이류되어 강원도 북부에
서도 고농도 현상이 나타났다. 이것은 상세 바람장이 조
금 다르며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된 미세먼지가 합해졌고 

상위 도메인에서 한반도 영역의 도메인으로 농도가 유입
될 때, 서로 다른 격자 간격의 차이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기상 모델과 대기질 모델의 검증을 위하여 1월 15일
부터 1월 18일까지의 전국의 기상대 및 유인관측소, 대
기질 자동측정망에서 관측한 기온, 풍향, 풍속, PM10 농
도와 수치모의된 값을 비교하여 그 일부를 Fig. 8에 나타
내었고, 이 중 기온, 풍속, PM10 농도에 대하여 관측값
과 예측값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였다(Table 4).

기온과 풍향, 풍속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대체로 잘 일
치하고 있다. PM10 농도는 전국적으로 15일과 16일에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13일부터 수행한 
대기질 모델링의 초기 및 경계 농도 자료의 부재에서 비
롯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 지역에서 초기 농도 자료의 불
확실성은 대기질 모델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면 할수록 줄
어들지만, 모델링 수행을 시작할 때 중국 지역에서의 초
기 농도 자료의 불확실성이 한반도로 이류하면서 1월 16
일까지 과소평가한 결과를 낳은 것으로 판단된다. 17일
과 18일에는 과소 혹은 과대평가를 하기도 하며, 전체적
으로 비슷한 수준의 농도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 및 대기질 예측 모델의 통계적 검증 지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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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000LST on 17 January 2014 (b) 1200LST on 17 January 2014

Fig. 7. Estimated surface PM10 concentrations over Korea at a) 0000LST and b) 1200LST 17 January 2014. Contours 
indicates the surface are PM concentration and its unit is μg/m3. 

MB RMSE IOA

Temperature 0.42 2.13 0.82

Wind Speed -0.12 0.93 0.90

PM10 23.42 40.76 0.79

Table 4. Statistics of estimated surface temperature, wind speeds, and PM10 concentrations for episode period

MB(Mean Bias)는 관측값과 비교하여 예측값의 평균 
편차를 나타내며, RMSE(Root Mean Square Error)는 
관측값과 예측값의 거리 평균을 나타낸다. IOA(Index 
Of Agreement)는 두 값의 차이와 패턴을 비교하여 일치
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며, 1
에 가까울수록 일치도가 높음을 뜻한다.

기온에 대한 MB는 0.42, RMSE는 2.13, IOA는 0.82
를 기록하여 EPA에서 권장하는 기상모델의 통계 점수보
다 큰 값을 기록하였다. 풍속 또한 IOA가 0.9로 매우 높
은 일치도를 나타냈다. PM10의 일치도는 0.79로서 
EPA에서 권장하는 0.6보다 높지만, MB가 23.42, 
RMSE가 40.76으로 다소 높은 값이 산출되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초기 농도 자료의 불확실성이 반영된 결과
로 판단된다. 15일과 16일에 예측된 미세먼지 농도와 관
측값의 차이로 인한 것이며, 예측값과 관측값의 일치도
가 높고 사례일의 기상 및 대기질 현황을 잘 반영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기여도 산정 결과
앞 절에서 설명한 Brute-force 방법을 통해 지역별 배

출원에 대한 미세먼지 농도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지역별 
기여도의 시간 변화와 관측된 농도를 Fig. 9에 함께 나타
내었고, 2014년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합하여 계산된 
평균 기여도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이는 도심에 있는 
대기질 자동측정망에서 측정된 PM10 농도와 모델이 수
치모의 한 PM10 농도를 지역별 배출원의 기여도로 나누
어 나타낸 것이다.

시간별 기여도의 변화를 보면, 15일과 16일에는 각 지
역에서 배출된 미세먼지가 농도형성에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다. 사례일 전체적으로 자기 지역의 기여도 패턴이 
일변화가 뚜렷하고, 일별 총 기여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15일과 16일의 과소평가는 중국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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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oul

(c) Gwangju

Fig. 8. Diurnal variation of observed and simulated PM10 concentration, temperatures, wind directions, and  wind speeds 
at Seoul, Gwangju, Chuncheon and D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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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huncheon

(d) Daegu

Fig. 8.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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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eoul

          (b) Chuncheon

          (c) Wonju 

          (d) Gangneung

Fig. 9. Observed and simulated PM10 concentrations and source contributions for January 15th ~ 18th 2014 at a) Seoul, b) 
Chuncheon, c) Wonju, d) Gangneung, e) Daegu, f) Ulsan, g) Busan, and h) Gwangju. The bar means the 
contribution of regionally emitted PM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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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Daegu

          (f) Ulsan

          (g) Busan

          (h) Gwangju

Fig. 9.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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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PM concentration of regional source contributions and trans-boundary PM concetration at Seoul, Chuncheon, Wonju,  
Gangneung, Daegu, Ulsan, Busan, and Gwangju.

SG (%) GW (%) CC (%) HN (%) YN (%)

Seoul 99.8 - 0.2 - -

Chuncheon 33.0 66.8 0.1 - -

Wonju 23.8 75.9 0.3 - -

Gangneung 21.9 78.1 - - -

Daegu 32.5 - 9.4 - 58.1 

Ulsan 32.2 - 9.1 - 58.7 

Busan 16.0 - 7.3 0.4 76.2 

Gwangju 2.2 - 4.8 93.0 -

Table 5. Contribution rate of regional source contributions without trans-boundary PM concentration

류된 미세먼지가 과소평가된 영향으로 판단된다.
강원도에 있는 춘천과 원주지역에서는 수도권 배출원

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밖
에서 유입된 미세먼지 농도를 제외하면 춘천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오히려 수도권에서 배출된 미세먼지 
농도가 강원지역에서 배출된 미세먼지보다 더 높았다. 
원주에서는 강원도에서 배출된 배출원의 기여도가 더 높
게 계산되었는데 이것은 강원도지역에서 서풍이 우세했
던 결과로 추정된다. 

수도권 다음으로 대단위 배출원이 밀집해 있는 영남

지역의 대구, 울산, 부산 관측소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그 지역의 기여도가 매우 낮게 계산되었다. 이것은 주요 
배출원이 해안에 자리 잡고 있어 북서풍이 지배적이었던 
사례일 기상 상태의 영향으로 동해나 남해에 있는 배출
원이 내륙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까닭으로 풀이된다. 
또한, 중국발 영향이 상대적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는 수도권에서 직접 유입되는 것보다 서풍을 타고 한
반도 중부를 통과하는 양이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
러나 15일에서 16일 사이에는 다소 적은 양이지만 수도
권 지역의 배출원에서 배출된 미세먼지가 부산과 광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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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영향을 미쳤다.
2015년 1월 15일에서 18일까지의 지역별 기여도를 

평균한 값을 살펴보면 중국으로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수송되어 한반도로 유입된 미세먼지의 영향이 전국적으
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날은 서풍 계열의 바람
이 우세하므로 당연하게 수도권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사례일도 마찬가지로 북서풍이 우세하여 수도권의 배출
원에서 배출된 미세먼지 농도의 기여도도 그 지역의 기
여도에 비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5는 case BC의 농도 기여를 제외한 한반도 내 
지역별 기여율을 살펴본 것이다. 전체적으로 지역별 미
세먼지 농도는 그 지역의 풍상 측에 있는 지역의 배출량
이 미세먼지 농도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있었으며, 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생성에 자신의 지역에서 배출된 
오염원의 영향이 한반도 밖에서 유입된 미세먼지를 제외
하고 가장 높았다. 

특히 오염이 집중된 서울의 경우 자기 비율이 99.8%
로 다른 지역에서의 유입이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춘천, 원주, 강릉의 경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의 유입비율이 평균 26% 정도이며, 나머지 74%가 자기 
배출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구, 울산, 부산 등 영
남권은 상대적으로 자기 지역 배출 민감도가 낮게 나타
나는데, 이는 종관풍이 북서풍 또는 서풍이기 때문에 발
생원의 풍하 측인 동해 쪽으로 오염원이 이동한 것이 원
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장 풍상 측인 서울에서는 중국과 수도권 지역
에서 배출된 오염물만으로 농도가 형성되고, 북쪽에서 남
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여러 지역에서 배출된 
오염물이 혼합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형성하고 있었다. 

현재, 국내 배출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CAPSS 배출량
은 해마다 배출량을 갱신하고 있지만, 아직 비산먼지에 
대한 배출량이 책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비산먼지까지 
합산한다면 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기여도에서 
자신 지역의 기여도가 더 높아질 전망이며, 중국보다 한
반도 내의 풍상 측 지역에서의 기여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4. 요약 및 결론
미세먼지 예보 시스템을 통해 미세먼지 수치모의를 

수행하여 중국으로부터의 수송과정을 살펴보았으며, 검
증을 통해 수치모의가 유의함을 증명하였다. 모델링 시
스템에 Brute-force 방법을 통해 서로 다른 배출량을 수
치모의하여 각각의 농도를 비교함으로써 지역별 배출원
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하였다. 

지역별 기여도는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미세먼지를 제
외하면 수도권이 가장 큰 기여도를 가지며, 지역별로는 
자기 지역의 배출원이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였다. 한반
도 전체적으로 북서풍이 우세했던 기상상태의 영향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여러 지
역에서 배출된 오염물이 혼합하여 미세먼지 농도변화에 
기여하였다. 

초기 농도자료의 불확실성, 한반도 내 비산먼지 배출
량의 누락으로 미세먼지 농도 예측에 불확실성이 있었지
만, 고농도 발생 시 주요 기상패턴에 따라 풍상 측인 수도
권의 배출량 강도와 기상상태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
도 형성에 지배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잘 판단할 수 있
었다.

향후,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사례를 수집하여 다양한 
기상 패턴에서의 기여도와 민감도 분석을 위해 Brute 
-force와 함께 HDDM이나 수반모델과 같은 민감도 분
석 모델의 적용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대기질 예측 시
스템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된다.

사례일과 같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 미세먼지의 고농
도 현상이 발생할 때는 한반도 내에서 풍상 측에 있는 서
울지역에서는 배출량의 강도가 미세먼지 농도 형성에 가
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풍하 측인 강원 및 
영남 지역에서는 배출량과 함께 기상학 요소도 농도 형
성에 중요한 인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종관 기상상태와 사례를 반영할 수 있도
록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 지역별 배출량 기여도와 모델
링 시스템의 민감도를 분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립기상과학원의 응용기상기술사업(Advan 

-ced Research on Applied Meteorology)과 한국연구
재단 일반연구자지원 사업(2014R1A1A2057518)의 지



1540 이순환․이강열

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REFERENCE
Byun, D. W., Schere, K. L., 2006, Review of the 

Governing Equations, Computational Algorithms, and 
Other Components of the Models‐3 Community 
Multiscale Air Quality (CMAQ) Modeling System, 
Applied Mechanics Reviews, 59(2), 51-77.

Carter, W. P. L., 2000, Documentation of the SAPRC 99 
Chemical Mechanism for VOC Reactivity Assessment, 
Final Report to the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Contracts No. 92-329 and No. 95-308.

Hanna, S. R., Lu, Z., Frey, H. C., Wheeler, N., Vukovich, 
J., Arunachalam, S., Fernau, M., Hansen, D. A., 2001, 
Uncertainties in predicted ozone concentrations due to 
input uncertainties for the UAM-V photochemical grid 
model applied to the July 1995 OTAG domain, 
Atmospheric Environment, 35, 891-903.

Kim, D. Y., 2013, Causes and measures of fine dust that 
threaten the health, Gyeonggi Research Institute Issue 
& Analysis, 121.

Kim, J. S., Jung, D. I., Hong, J. H., Kim, J. Y., Ban, S. J., 
Park, S. N., Lee, Y. M., Choi, E. G., 2006, Develop 
-ment of modeling input system for air quality 
assessment in Seoul metropolitan areas, NIER.

Martien, P. T., Harley, R. A., Gauci, D. G., 2006, Adjoint 
sensitivity analysis for a three-dimensional photoche 
-mical model: Implementation and method comparison,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40(8), 2663- 
2670.

Napelenok, S. L., Cohan, D. S., Hu, Y., Russell, A. G., 
2006, Decoupled direct 3D sensitivity analysis for 
particulate matter (DDM-3D/PM), Atmospheric Environ 
-ment, 40, 6112-6121.

Umeda, T., Martien, P. T., 2002, Evaluation of a data 
assmilation technique for a mesoscale meteorological 
model used for air quality modeling, Journal of 
Applied Meteorology, 41, 12-29.

Yamaji, K., Uno, I., Irie, H., 2012, Investigating the 
response of East Asian ozone to Chinese emission 
changes using a linear approach, Atmospheric Environ 
-ment, 55, 475-482.

U.S. EPA, 1996, Air Quality Criteria for Particulate 
Matter, Offic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EPA/ 
600/P-95/001bF.

Zhang, Q., Streets, D. G., Carmicheal, G. R., He, K. B., 
Huo, H., Kannari, A., Klimont, Z., Park, I. S., Reddy, 
S., Fu, J. S., Chen, D., Duan, L., Lei, Y., Wang, L. T., 
Yao, Z. L., 2009, Asian emissions in 2006 for the 
NASA INTEX-B mission, Atmospheric Chemistry 
and Physics, 9, 5131-5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