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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일*

신라대학교 환경공학과

Characteristics of Fine Particle Concentration and Case during 
Haze Days in Busan

Byung-Il Jeo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Silla University, Busan 46958, Korea  

Abstract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meteorological variation and fine particles (PM10 and PM2.5) for case 

related to the haze occurrence (Asian dust, long range transport, stationary) in Busan. Haze occurrence day was 559 days 
for 20 years (from 1996 to 2015), haze occurrence frequency was 82 days (14.7%) in March, followed by 67 days 
(12.0%) in February and 56 days (10.0%) in May. Asian dust occurred most frequently in spring and least in winter, 
whereas haze occurrence frequency was 31.5% in spring, 29.7% in winter, 21.1% in fall, and 17.7% in summer. PM10

concentration was highest in the occurrence of Asian dust, followed by haze and haze + mist, whereas PM2.5 concentration 
was highest in the occurrence of haz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understanding the relation between meteorological 
phenomena and fine particle concentration can provide insight into establishing a strategy to control  urban air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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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기상현상(weather phenomena)은 대기 중이나 지상 

또는 지상의 물체 위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거나, 귀로 들을 수 있는 현상들을 말

하며, 물현상(hydrometeors), 먼지현상(lithometeors), 
빛현상(photometeors) 그리고 전기현상(electrometeors)
로 나눌 수 있다. 대기 중의 먼지현상은 물이나 얼음 

입자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고 주로 고체 입자들이 

대기 중에서 떠다니거나 바람에 의해서 불려 오르고 

있는 현상을 말하고, 그 예로서는 연무, 먼지연무, 황
사, 연기, 강회, 날린 먼지, 먼지보라, 회오리바람 등이 

있다. 연무는 시정이 1 km 이상이고 습도가 75% 이하

로 낮을 때 대기 중에 연기, 먼지 등 미세하고 건조한 

고체입자가 떠 있어서 공기의 색이 우윳빛으로 흐려 

보이는 현상이다(Korea Meteorological Agency, 
http://web.kma.go.kr/communication/encyclopedia/li
st.jsp). 연무는 화산 분출물이나 바람에 날린 먼지, 황
사 등 천연의 먼지가 공기 중에 섞여 발생하지만, 도시

나 공업 지대와 같은 오염 지역에서 공장과 주택으로

Received 26 April, 2017; Revised 26 May, 2017; 
Accepted 2 June, 2017
*Corresponding author: Byung-Il Jeo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Silla University, Busan 46958, Korea

 Phone : +82-51-999-5056
 E-mail : bijeon@silla.ac.kr

ⓒ The Korean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 
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전병일

부터의 연기, 자동차 배기가스 등 인위적인 오염물질

에 의해서도 발생한다(Seinfeld and Pandis, 2006). 연
무는 햇빛을 흡수하거나 산란시켜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어 비행기의 이·착륙이 지연되기도 하며, 식물의 

광합성에 필요한 햇빛을 차단하여 식물의 성장을 방

해하고, 연무 속에 포함된 산성 물질은 직접 식물세포

를 파괴하기도 한다. 또한 미립자의 연무는 폐의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하여 호흡기나 심장질환자에게 매우 

위험하여,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건강상의 심각한 문

제를 야기할 수 있다(Watson, 2002).
Chun et al.(2003)은 서울에서 관측된 황사와 연무

현상을 조사하여, 에어로졸의 입경별 수농도를 관측

하여 물리적 특징을 알아보았고, Jo and Kim(2010)은 

한반도에서 발생한 연무 현상에 대하여 장거리 수송

과 자체 배출된 오염물질의 영향으로 구분하여 기상 

특성을 고찰하였다. Lee et al.(2011)은 서울에서 짙은 

황사와 연무가 동시에 관측된 사례를 중심으로 기상

특성과 대기 에어로졸의 물리·화학 특성을 집중적으

로 분석하였고, Park et al.(2013)은 남부권 대기오염

집중측정소에서 PM2.5 질량농도, 탄소성분, 및 이온성

분에 의해 확인된 2012년 4월 9일 10일 사이의 연무

현상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Song et al.(2015)은 서울

에서 황사, 연무 특정 사례를 선정하고 기상학적 특성

과 입자 크기분포, 화학 성분 및 공기기둥의 광학적 특

성을 분석, 비교하였고, Lim et al.(2004)은 서울과 인

천을 중심으로 발생한 짙은 연무, 박무, 안개현상과 관

련하여 종관기상 특징과 대기 중 에어로졸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Lim et al.(2015)은 수원시와 용인시 경계

지역에서 연무와 황사 발생 시 PM2.5의 화학조성 변화

를 조사하였고, Song et al.(2016)은 국내 배경지역인 

제주도 고산측정소에서 PM10, PM2.5를 채취하여, 황
사, 연무, 박무 시의 에어로졸 화학조성 변화를 비교하

였다. Cho et al.(2016)은 춘천과 영월의 PM2.5, PM10, 
PM2.5-10 농도의 경향성을 살펴보고, 두 지역의 미세먼

지 농도를 증가시키는 기상학적 요인(온도, 습도, 연
무 및 황사, 풍속)의 특이성을 파악하였다. Yu et 
al.(2015)은 광주광역시에서 PM2.5의 측정과 화학적 

성분분석을 통하여 주요 구성성분 농도에 미치는 일

기유형(비, 황사, 맑음, 박무, 박무와 연무의 혼합)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부산 지역에서의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로는 PM10

과 PM2.5의 시간 및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Jeon, 
2010)와 Mini-vol를 이용하여 채취한 PM10과 PM2.5 
중의 금속농도와 이온농도 특성에 관한 연구(Jeon and 
Hwang, 2014a) 그리고 주중/주말의 PM10과 PM2.5 농
도의 특성(Jeon and Hwang, 2014b) 등이 있으나, 연
무발생일의 미세먼지 농도 특성이나 사례 분석은 아

직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에

서 최근 20년간(1996년부터 2015년까지) 연무, 박무, 
황사현상이 발생한 날을 추출하여, 미세먼지 농도

(PM10과 PM2.5)와의 관련성을 고찰하였고, 특히 종관

기상과 기류분석을 통해 연무발생과 관련된 사례(황
사, 정체성, 장거리 수송)를 선정하여 기상학적 특성

과 미세먼지 특성을 체계적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별 미세먼지 특성은 향후 미세먼지의 효율적인 

저감대책의 수립과 합리적인 대기질 관리를 위한 통

찰력을 제공하리라 본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기상자료와 대기질 자

료로 나눌 수 있다(Fig. 1 참조). 기상자료는 부산지역

의 연무 발생일을 추출하기 위해 부산지방기상청에서 

측정한 일기현상자료와 연무 발생 사례일을 분석하기 

위해 부산지역의 일기상통계표 그리고 자동기상측정

망 자료를 사용하였다. 대기질 자료는 부산광역시 보

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는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자

료로서 연구기간(2009년 2015년) 중 PM10과 PM2.5

가 동시에 측정된 장림동(공업지역), 연산동(주거지

역), 기장읍(주거지역), 좌동(주거지역) 4개 지점의 자

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지역에서 연무발생일의 미세먼지 농도가 공

기궤의 이동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

하기 위하여 미국의 해양기상청(NOAA: National 
Ocean Atmospheric Administration)에 의해 개발된 

HYSPLIT-4 (HYbrid Single-Particle Lagrangian 
Integrated Trajectory) 모형을 사용하였다(Draxler 
and Rolph, 2013). 중국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의 

경우, 대략 4일 이내에 한반도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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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
Ye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Total

1996 3 2 11 1 3 5 2 7 34
1997 4 12 1 17
1998 4 12 1 17
1999 1 1
2000 3 4 7
2001 1 2 1 4
2002 2 2 4
2003 1 1
2004
2005 1 1 2
2006 1 1 2
2007 1 2 3 7 13
2008 4 3 7 6 9 2 5 5 3 7 9 6 66
2009 2 6 9 2 6 4 1 5 7 3 6 51
2010 3 4 3 1 7 9 3 5 9 13 2 59
2011 1 8 7 5 1 6 1 5 3 2 39
2012 8 5 6 3 8 2 1 1 4 2 40
2013 13 6 9 7 10 10 7 9 4 4 7 8 94
2014 12 9 10 4 4 8 2 1 2 3 5 60
2015 6 10 7 1 3 5 2 3 4 1 6 48
Total 54 67 82 38 56 50 25 24 20 45 53 45 559

Table 1. Occurrence day of haze observed in Busan from 1996 to 2015(20 years) 

 

Fig. 1. Automatic air quality monitoring sites( ) and Busan 
Regional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BRMA)
( ) in Busan.

공기괴의 궤적을 알아본다는 차원에서 역궤적의 모사

시간을 48시간으로 하고 6시간 간격으로 하였다. 공
기궤의 착지점의 좌표는 부산지방기상청으로 설정하

였으며, 부산지역에 미치는 장거리 오염물질의 영향

을 고려하여 공기덩어리의 이동고도는 1,000 m와 

1,500 m로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부산지역 연무발생일의 특성

Table 1은 1996년부터 2015년까지 20년간 부산지

역에서 연무가 발생한 날을 월별로 나타낸 것이다. 20
년간 총 559일이 발생하였고, 3월이 82일(14.7%)로 

가장 높았고, 2월이 두 번째로 67일(12.0%)이었으며, 
5월이 세 번째로서 56일(10.0%)이었으며, 가장 발생

비율이 낮은 달은 9월로 20일(3.6%)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이 94일로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고, 
두 번째는 2008년으로 66일이 발생하였으며, 2014년
이 세 번째로서 60일이 발생하였다. 2008년부터 급속

히 연무발생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2008년 이후 연무의 발생 횟수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

는 연무를 판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추가하였기 때문

이다. 즉, 기상청은 기존의 목측에 의한 시정에만 의존

하던 기준을 2007년 9월부터 연무와 박무를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상대습도가 80% 이상이면 박무, 70% 이
하이면 연무로 구분하고, 상대습도가 70 80% 사이

일 경우에는 75%를 기준으로 이상이면 박무, 이하이

면 연무로 구분하는 기준을 추가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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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Summer Fall Winter
Asian dust 76.9 0 5.7 17.4

Haze 31.5 17.7 21.1 29.7

Table 2. Seasonal occurrence frequency(%) of Asian dust and haze observed in Busan from 1996 to 2015

Case PM10( / ) PM2.5( / ) PM2.5/PM10 ratio
Haze 70.6±20.1 42.4±12.8 0.60±0.09
Mist 50.2±17.3 31.6±10.0 0.64±0.10
Haze+Mist 68.3±19.9 41.8±12.0 0.62±0.10
Rain 37.1±15.7 23.0±9.5 0.63±0.10
Asian dust 135.4±82.3 40.3±16.9 0.33±0.10
Others 40.6±14.0 22.6±7.8 0.56±0.10
Mean 45.7±24.7 26.2±11.7 0.59±0.11

Table 3.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atmospheric phenomenon from 2009 to 2015 in Busan 

(Lim et al., 2015). 목측에 의존하던 기존 관측에 상대

습도를 추가함으로서 2008년 이전과 이후에는 뚜렷

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연무 

발생 추이를 보면 뚜렷하게 증가 또는 감소를 보이지

는 않는다. 다만, 연무의 강도(강도 0 : 시정 4 10 , 
강도 1 : 시정 2 4 , 강도 2 : 시정 1 2 )에 대해

서는 조사하지 않았는데,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Table 2는 1996년부터 2015년까지 부산지역에서 

20년간 연무와 황사의 발생빈도를 계절별로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봄철(3 5월)의 황사 

발생률이 76.9%(93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하지

만 겨울철(12 2월)의 발생도 17.4%(21일)로 낮지 않

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가을철(9 11월)도 

5.7%(7일)이 발생하였으며, 여름철(6 8월)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봄철의 황사 

발생이 탁월하게 우세한 비율을 보이는 특성이 있는 

반면, 연무는 봄철이 31.5%, 겨울철이 29.7%, 가을철

이 21.1% 그리고 여름철이 17.7%로서 황사와는 다른 

발생비율 특성을 보였다. 즉 연무는 봄, 여름, 가을, 겨
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황사는 봄철의 불청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연무는 1
년 내내 발생하는 기상현상으로 볼 수 있다(Chun et 
al., 2003). 

3.2. 부산지역 연무발생일의 미세먼지 농도 특성

Table 3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연무(haze), 박

무(mist), 연무와 박무(haze+mist), 비(rain), 황사

(Asian dust) 그리고 기타(the others)의 경우에 대해 

장림동, 연산동, 기장읍, 좌동에서 측정한 평균 PM10

과 PM2.5농도 그리고 PM2.5/PM10 비를 나타낸 것이다. 
박무는 연무와 같이 시정이 10 미만이며, 상대습도

가 75% 이상일 때를 말한다. 주로 연무와 박무가 함께 

관측된 날은 새벽과 오전에 복사냉각에 의해 박무가 

발생하고 일사에 의해 상대습도는 내려가나 시정의 

회복이 늦어 연무로서 오전과 오후에 걸쳐 남아 있을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연무, 박무, 비, 황사 등의 기

상현상은 부산지방기상청에 관측한 일별의 관측 자료

에서 추출하였다. 연무의 경우는 관측일에 연무현상

만이 있었던 날을 선정하였으며, 박무도 연무와 마찬

가지로 박무만이 있었던 날을 선정하였다. 연무+박무

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두 현상이 관측일에 연속적으

로 발생한 날을 선정하였고, 비는 여러 현상(박무, 안
개) 등이 동시에 있더라도 비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

으며, 황사도 여러 현상이 선·후에 있더라도 황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기타는 대기 중의 물현상, 먼
지현상, 빛현상 그리고 전기현상이 없는 날의 경우를 

말한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PM10 농도는 황사 발

생일이 135.4 / 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연무발

생일이 70.6 / , 연무+박무 발생일이 68.3 / 그

리고 비 발생일이 가장 낮은 37.1 / 이었다. PM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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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urnal variation of meteorological parameters (upper), PM10 and PM2.5 (middle), and PM2.5/PM10 ratio (below) Dec. 
23 26, 2009 in Busan.

농도는 PM10과는 달리 연무발생일이 42.4 / 로 가

장 높았고, 다음으로 연무+박무 발생일이 41.8 / , 
황사발생일이 40.3 / 이었고, 기타가 가장 낮은 

22.6 / 를 나타내었다. PM2.5/PM10 비는 박무발생

일이 0.6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비 발생일이 0.63, 
연무+박무 발생일이 0.62, 연무발생일이 0.60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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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urface weather map for Dec. 23 26, 2009. 

황사발생일이 가장 낮은 0.33이었다.   
강원도 춘천에서 기상조건에 따른 PM10과 PM2.5 

그리고 PM2.5/PM10 비에 대한 연구(Cho et al., 2016)
에서 PM10은 연무발생일이 126.2 / 로 가장 높았

고, PM2.5는 연무+박무 발생일이 55.1 / 로 가장 높

은 농도를 보였으며, PM2.5/PM10 비는 박무와 연무일 

경우 각각 0.57과 0.39로 박무가 연무보다 높았다. 제
주도 고산지역에서 황사, 연무, 박무 시의 질량농도를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 PM10농도는 각각 84.7, 67.2, 
49.9 / 이었고, PM2.5 농도는 각각 45.3, 40.8, 26.9 

/ 로 황사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연무 발생일이

었다(Song et al., 2016). 본 연구에서도 박무와 연무일 

경우, PM2.5/PM10 비는 각각 0.64와 0.60으로 박무일 

경우가 높았는데, 연무는 박무에 비해 상대습도가 상

대적으로 낮을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박무에 비해 대

기 중 수증기의 영향이 낮게 고려된다. 따라서 대기 중 

수증기의 액적에 의한 2차 에어로졸의 형성에 연무가 

적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다(Cho et al., 
2016). 서울과 부산에서 기상조건별 PM10농도를 조사

한 결과를 보면(Jo and Kim, 2010), 서울에서는 황사

발생일이 가장 높은 125.7 / 로 가장 높았고, 연무 

발생일이 97.0 / , 박무 발생일이 95.2 / 로 다

음이었다. 부산의 경우는 황사발생일이 서울과 비슷

하게 136.2 / 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연무 발생

일과 박무 발생일이 각각 95.4 / 와 82.9 / 로 

다음이었다. 따라서 연무 발생일의 미세먼지 농도 수

준이 황사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중국 등의 대도시에

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광역적으로 장거리 수송되었거

나 혹은 한반도 대도시에서 자체 배출된 기체상 오염

물질이 광화학 반응에 의해 입자상 오염물질로 2차 생

성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Gao et al.(2015)은 연무

발생일의 PM10과 PM2.5 농도가 정상일보다 상당히 높

았고, 가을 연무의 경우는 가을 정상일보다 대략 1.2
1.3배 높았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계 연무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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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2 days backward trajectory of air masses for Dec. 23 and Dec. 26, 2009 at Busan.

농도도 정상일보다 1.9배 높았고, 평균 PM2.5/PM10 농
도비는 추계 연무, 추계정상일, 동계 연무, 동계 정상

일은 각각 0.63, 0.32, 0.70, 0.66이었다. 이는 대기 중 

조대입자가 지각과 토양 오염원으로부터 직접 대기 

중으로 방출되고, 미세입자는 대기 중에서 일차오염

물질과 이차오염물질의 복잡한 화학과정에 의해 기인

된다고 하였다. 

3.3. 2009년 12월 23일∼26일 사례 연구(황사와 관련)

본 사례는 2009년 12월 23일 1420 LST부터 12월 

25일 0545 LST까지 약 39시간 연속으로 연무현상이 

지속되었고, 12월 25일 오전(0540 0920 LST)에 일

시적으로 박무현상이 있다가 다시 1230 LST까지 연

무현상이 발생하였다. 그 후 12월 25일 2330 LST부

터 26일 0750 LST까지 약 8시간 정도 겨울철 황사가 

연무에 이어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사례는 연무가 약 

3일간 지속 또는 반복된 후 황사현상이 뒤이어 발생한 

것이다.
Fig. 2는 2009년 12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부

산기상청에서 관측한 기상요소의 일변화와 부산지역 

두 곳(장림동, 기장읍)의 PM10와 PM2.5 농도, PM2.5/ 
PM10 비의 일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본 사례의 기상상

황을 보면(Fig. 2(위)), 연무가 발생한 12월 23일부터 

12월 25일까지 최고기온 14.0 14.3 , 최저기온 3.6
6.6 로서 일교차가 7.7 10.4 를 보였으며, 바람

은 12월 23일에 서풍 내지 북서풍이 4 내외로 불었

고, 하루 종일 연무가 있었던 12월 24일은 3 정도의 

북북동풍이 부산지역으로 계속 유입되었다. 12월 25
일은 새벽부터 북북서풍과 서북서풍 즉 서풍계열이 

강하게 유입되었고, 야간부터 강한 서풍에 의해서 황

사현상이 발생하였다. 본 사례의 연무는 서풍계열의 

바람에 의해 중국으로부터의 외부요인에 의해 형성

되었고(Fig. 4), 12월 24일의 지속적인 북북동풍이 부

산지역의 공기괴가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해하

여 연무현상이 하루 종일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는 기온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습도가 50% 
이상을 유지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PM10과 PM2.5 농도(Fig. 2(중간))를 보면, 연무 발

생 기간 중 공업지역인 장림동의 PM10 농도는 100 /
이상의 고농도를 보였으며, 주거지역인 기장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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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iurnal variation of  meteorological parameters, PM10, and PM2.5 Jan. 13 20, 2013 in Busan.

PM10 농도는 장림동에 비해 매우 낮은 농도를 보였다. 
그러나 황사가 도달한 12월 25일 2300 LST의 PM10

은 두 지점 모두 300 / 정도의 높은 농도가 12월 

26일 0700 LST까지 지속되었다. 부산지역은 황사가 

도달하기 전 일시적으로 낮은 농도를 보였으나, 황사

가 도달하면서 PM10 농도가 급상승하였다. PM2.5 
농도를 보면, 연무현상이 있던 기간과 황사가 도달한 

기간을 비교하면 큰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장림동의 

경우는 황사현상이 있을 때가 더 낮은 농도를 나타내

기도 하였다. PM2.5/PM10 비를 보면(Fig. 2(아래)), 연
무현상이 있던 기간은 장림동과 기장읍 모두 0.6 정도

의 값을 보였으나, 황사가 도달한 12월 25일 2300 
LST 이후부터 0.3 이하로 급격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황사는 PM2.5보다는 PM10이 탁월하게 

우세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Fig. 3은 2009년 12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우

리나라 주변의 0900 LST 지상일기도를 나타낸 것이

다. 먼저 12월 23일 0900 LST 일기도를 보면, 몽골 주

변에 1014 hPa의 저기압이 위치해 있고,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1016 hPa의 저기압 연변에 위치하면

서 기압계에 의한 바람이 약한 상태이다. 12월 24일에

는 전날의 몽골 주변의 저기압이 시베리아 고기압의 

급속한 발달로 강화되면서 남동쪽으로 이동하였으며, 
우리나라 주변은 뚜렷한 기압계의 발달이 없는 가운데 

부산지방은 연해주 지방에 발달한 1032 hPa의 고기압

에 의해 지속적으로 북북동풍이 유입되었다. 12월 25
일은 시베리아 고기압의 발달로 황사를 가진 북한지

방의 저기압과 남동해상의 저기압이 빠르게 이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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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urface weather map for Jan. 14, Jan. 16, Jan. 18, and Jan. 20, 2013. 

있다. 이날 오후부터 강한 서풍이 유입되었고 저녁 늦

게 몽골의 고비사막과 중국 내몽골에서 발원한 황사

가 북서풍을 타고 날아와 12월 25일 1100 LST경 백

령도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서해안에 나타났다(Fig. 
4). 황사는 몽골에서 발생한 저기압의 후면의 강한 북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었고, 연무현상과 함

께 발생하여 미세먼지농도를 더욱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3.4. 2013년 1월 13일∼21일의 사례연구(장거리 수송) 

본 사례는 2013년 1월 13일부터 21일까지(1월 19
일은 제외) 8일간 부산지역에 연무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1월 21일 0500 LST에 비가 내리면서 장기간

의 연무현상은 사라졌다. 연무는 1월 13일 1010
1410 LST(4시간), 1월 15일 1230 LST 16일 0250 
LST(14시간 20분), 1월 16일 1740 2015 LST(2시간 

35분), 1월 17일 0750 1030 LST(2시간 40분), 1월 

18일 1125 1월 20일 0225 LST(39시간)를 제외한 

모든 시간대에서 발생하였다.    
Fig. 5는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기상요소의 

일변화, PM10과 PM2.5 농도의 일변화를 나타낸 것이

다. 먼저 기상요소의 변화를 보면, 1월 13일은 북북동

풍이, 14일 이후는 북북서풍 내지 서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특히 야간에도 4 내외의 바람

이 북쪽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유입되었다. 1월 18일 

새벽에도 북서풍이 6 이상의 강풍이 불었고 19일 

새벽에도 전날과 동일하게 8 정도의 강풍이 불었

다. 오후보다 새벽과 오전에 더 강한 바람이 불었고 이

로 인해 1월 19일은 연무가 생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이는 1월 20일 새벽 2 이하의 약한 북동풍이 

불면서 0225 LST 이후 하루 종일 연무가 발생된 것으

로도 추측할 수 있다. 기온의 변화를 보면, 1월 1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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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2 days backward trajectory of air masses for Jan. 14 and Jan. 18, 2013 at Busan.

16일까지 최고기온 10.1 11.0 , 최저기온 0.7 2.
1 로 일교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운량

도 1월 14일부터 19일까지 연무발생 기간에 2/10 이
하로 매우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사례는 바

람과 기온을 볼 때 북쪽으로부터 지속적인 공기괴의 

유입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Fig. 7).   
부산지역 PM10 농도의 일변화를 보면, 장림동은 1

월 13일부터 100 / 이상의 고농도가 나타났고, 특
히 15일 1200 LST는 207 / 의 매우 높은 농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며, 1월 19일 강풍으로 인한 대기확

산이 활발하였던 날을 제외하고는 24시간 환경기준치 

100 / 를 초과하였다. 주거지역인 연산동도 공업

지역인 장림동보다는 낮았지만 연무발생일 내내 24시
간 환경기준치를 상회하는 농도를 보였다. PM2.5 농도

는 PM10과 마찬가지로 장림동은 24시간 기준치 50 
/ 을 훨씬 상회하는 농도를 보였으며, 연산동도 환경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거의 도달하는 농도를 보였다. 
Fig. 6은 본 사례기간 중의 2013년 1월 14일, 16일, 

18일, 20일의 0900 LST 지상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1월 14일 0900 LST 일기도를 보면, 몽골 서쪽의 1042 

hPa 고기압과 화중지방에 1027 hPa의 고기압이 위치

해 있고 일본 남쪽 해상에 989 hPa의 저기압이 위치하

면서 부산을 비롯한 우리나라는 서고동저형의 기압배

치가 형성되어 부산지방은 북풍계열의 바람이 유입되

고 있다.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고동저형의 기압

배치로 북풍계열이 바람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 그러

나 1월 20일은 고기압능이 우리나라 동해에 위치하면

서 부산지역은 북동기류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약한 

강수현상이 있으면서 연무와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은 

사라졌다. 이러한 환경에서 연무가 연속으로 발생하

였다는 것은 중국 등으로부터 연무발생 물질이 장거

리 수송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시사하고 있다(Fig. 7). 
Jo and Kim(2010)은 장거리 수송성 연무 현상이 관측

되는 경우는 이동성 고압대가 중국 남서부에서 출발

하여 북서풍 혹은 서풍 계열의 강한 바람을 유도하면

서 우리나라로 대기오염물질을 수송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고 하였다.

3.5. 2013년 7월 25일∼8월 2일(정체성 연무+박무)

본 사례는 2013년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9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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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Diurnal variation of meteorological parameters, PM10, and PM2.5 for July 25 Aug. 1, 2013 in Busan.

연무현상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박무현상과 

더불어 발생한 것이 특색이다(Table 4). 박무는 주로 

새벽과 야간에 발생하였고, 연무는 박무가 일출에 의

한 일사량에 의해 기온이 올라가면서 상대습도가 감

소하면서 연무로 변해 주간에 존재하는 양상을 보였

다. 예를 들면,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박무와 연무

의 발생상황을 보면, 0750 0940 LST까지 박무현상

이 있었고, 이후 1100 1757  LST까지 연무현상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즉 연무는 7월 29일 약 8시간

(0905 1757 LST). 7월 30일 약 7시간(0849 1555 
LST), 7월 31일 약 10시간(0755 1710  LST), 8월 1
일 약 3시간(0920 1110 LST) 연무현상이 주간에 발

생하였다.

Fig. 8은 2013년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8일간

의 기상요소의 일변화, PM10과 PM2.5 농도의 일변화

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기상요소의 일변화를 보면, 바
람의 경우 7월 25일부터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지속

적으로 불고 있다. 그러나 7월 26일과 27일의 새벽에

는 육풍인 서북서풍이 약하게 유입되기도 하였으나, 
주간은 해풍인 남서풍 남풍이 강하게 불었다. 8월 1
일 오후부터 남동풍과 남풍 그리고 북동풍으로 바뀔 

때까지 해양으로부터 바람이 계속해서 유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대습도의 경우, 주간에 

60% 이상의 높은 습도가 유지하였고, 야간은 80% 
이상의 더 높은 습도를 유지하였다. 주로 새벽과 야간

은 박무형태로 유지되다가 습도가 감소하는 주간에 



 전병일

Date Phenomenon
July 25 0000 0810 mist, 0805 2030 haze, 2025 2140 mist, 2135 2340 haze, 2335 2400 mist
July 26 0000 0720 mist, 0715 2400 haze
July 27 0000 2400 haze
July 28 0000 0306 haze, 0302 2400 mist, 0902 1150 rain
July 29 0000 0908 mist, 0905 1757 haze, 1755 2400 mist
July 30 0000 0852 mist, 0849 1555 haze, 1552 2400 mist
July 31 0000 0750 mist, 0755 1710 haze

August 1 0340 0925 mist, 0920 1110 haze, 2010 2400 mist
August 2 0000 0940 mist, 0936 1240 haze, 1820 2400 mist

Table 4. Haze and mist observation for July 25 August 2, 2013 in Busan. The numbers representations the local standard time  

    

    

Fig. 9. Surface weather map for July 26, July 28, July 30, and Aug. 1, 2013. 

연무로 변환되는 현상이 반복되었다. 주로 연무는 일

출 후 2 3시간 후인 0900 LST부터 발생하였고 기온

이 내려가면서 습도가 올라가는 저녁 무렵부터 박무

로 관측되는 반복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다. 
본 사례기간 중의 PM10 농도를 보면, 장림동의 경

우 7월 26일 1000 LST에 163 / 으로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으며, 7월 27일 2400 LST에 136 / , 그
리고 7월 30일 0800 LST에는 141 / 로 매우 높은 

농도를 보였고, 7월 25일 1600 LST부터 7월 26일 

1000 LST까지 18시간 정도 100 / 가 넘는 고농도



부산 지역 연무 발생일의 미세먼지 농도와 사례별 특성

     

Fig. 10. The 2 days backward trajectory of air masses for July 26 and July 30, 2013 at Busan.

Maxi. temp.
( )

Min. temp.
( )

Sunshine 
(hr)

Solar rad.
(MJ/ )

Cloud amount
(1/10)

July 25 29.3 23.4 11.0 24.42 4.4
July 26 31.7 22.3 11.2 23.88 3.8
July 27 31.6 24.9 5.6 14.34 6.9
July 28 29.3 22.9 1.7 9.92 9.9
July 29 31.9 24.1 6.9 17.06 7.8
July 30 29.9 22.6 5.6 17.12 7.0
July 31 31.2 26.0 9.7 22.44 7.8

August 1 31.1 24.7 8.3 20.75 7.5
August 2 31.4 24.7 6.1 17.60 7.8

Table 5. Meteorological factors for July 25 August 2 2013 in Busan

를 보였다. 7월 28일 오전에 내린 강수의 영향으로 일

시적으로 저농도를 보였으나, 이후 농도가 상승하여 7
월 29일 2200 LST부터 7월 30일 1100 LST까지 약 12
시간 이상 100 /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를 보였

다. 연산동의 경우도 장림동보다는 낮은 농도이지만 

비슷한 시간대에서 높은 농도를 보였고, 오염원이 없

는 여름철임에도 고농도 미세먼지를 나타내었다. 본 

사례기간 중의 PM2.5 농도를 보면, 장림동의 경우, 강
수가 있었던 7월 28일 제외하고 80 / 를 상회하는 

고농도를 나타내었다. 특히 7월 26일 1000 LST는 112 
/ 이었고, 7월 30일 0100 LST에는 새벽임에도 불

구하고 98 / 를 나타내었다. 7월 25일부터 24시간 

환경기준치인 50 / 를 7월 30일 자정까지 초과하

는 고농도를 보였다.
Fig. 9는 2013년 7월 26일, 28일, 30일, 8월 1일의 

0900 LST의 지상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7월 

26일을 보면, 발해만에 1005 hPa의 고기압과 연해주

에 1001 hPa의 저기압이 위치하고 우리나라 남해상에 



 전병일

정체전선이 존재하나 등압선 간격이 느슨한 가운데 

남고북저의 형태를 보이면서 남서풍이 유입되었으며, 
Table 5에서는 일사량과 일조시간이 각각 11.2시간과 

23.88 MJ/ 으로 비교적 높았고 운량도 3.8로 작았다. 
그러나 backward trajectory 분석을 보면(Fig. 10 참
조), 중국 내륙과 산동반도로부터 기류가 유입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Fig. 10에서 7월 25일 야간부터 7
월 26일에 걸쳐 생성된 고농도 미세먼지는 중국으로

부터 유입된 오염물질의 영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

인다. 다만, 이에 대한 상세한 해석은 미세먼지 중에 

포함된 성분 분석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인다. 7월 

28일은 북부지방을 지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0902 1150 LST 사이에 8.0 의 강수량을 나타내면

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7월 

30일을 보면, 발해만에 약한 정체전선이 위치하나 우

리나라는 뚜렷한 기압계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부
산지역은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불고 있으

며, 미세먼지 농도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고농도

를 나타내었고,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벽과 야

간에는 박무, 낮에는 연무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박무+
연무 현상이 나타났다(Fig. 10). 그리고 이러한 기상현

상으로 인해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이 낮아졌고 일조시

간과 일사량이 각각 5.6시간과 17.12 MJ/ 로 작아졌

다. 8월 1일은 저기압이 동해와 일본으로 빠져나가고 

캄차카 반도에서 발달한 고기압이 설상으로 우리나라

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간의 연무발생이 감소하였고 미세먼지농도도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기압패턴 하에서 박무와 연무현상이 반복

적으로 발생하였고 부산지역의 공기괴는 정체된 상태 

하에서 연무가 발생하였으며, 미세먼지 농도도 여름

철 평균 농도보다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도시 지역

에 연무와 박무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면 도시 대기의 1
차, 2차 오염물질이 연무, 박무 등의 기상현상과 결합

하여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오염물질의 고농도를 초

래한다(Lim et al., 2004). Jo and Kim(2010)은 정체성 

연무 발생 시 한반도는 동서 고압대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나타내고, 대기 정체로 인하여 공기가 잘 확산

되지 않아 대기가 안정하며 지표부근의 풍속이 약한 

상태라고 하였다.

4. 요약 및 결론

부산지역에서 최근 20년간(1996년 2015년) 연무, 
박무, 황사현상이 발생한 날을 추출하여, 미세먼지 농

도(PM10과 PM2.5)와의 관련성을 고찰하고, 종관기상

과 기류분석을 통해 연무발생과 관련된 사례(황사, 장
거리 수송, 정체성)를 선정하여 기상학적 특성과 미세

먼지 특성을 체계적로 고찰한 결과 다음과 결론을 얻

었다. 
1) 부산지역에서 지난 20년간 연무는 총 559일 발

생하였고, 3월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2월과 5월 순이

었으며, 가장 발생비율이 낮은 달은 9월이었다. 연도

별로 보면, 2013년이 94일로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

로 2008년과 2014년 순이었다. 
2) 부산지역에서 지난 20년간 계절별 연무와 황사 

발생빈도를 보면, 황사는 봄철의 발생이 탁월하게 우

세한 반면, 연무는 봄철이 31.5%, 겨울철이 29.7%, 가
을철이 21.1% 그리고 여름철이 17.7%로서 황사와는 

다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3) 부산지역에서 최근 7년간(2009년 2015년) 기

상현상별 농도를 보면, PM10은 황사 발생일이 가장 높

았고, 다음으로 연무발생일, 연무+박무 발생일순었고, 
비 발생일이 가장 낮았다. PM2.5은 PM10과 달리 연무

발생일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연무+박무 발생일, 
황사발생일순이었다. PM2.5/PM10 비는 박무발생일이 

0.6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비 발생일, 연무+박무 

발생일, 연무발생일 순이었다.
4) 2009년 12월 23일 26일의 사례는 39시간 연속

으로 연무현상이 지속된 후 뒤이어 겨울철 황사가 도

래한 것으로, 초기의 연무는 서풍계열의 바람에 의해 

중국으로부터 외부요인에 의해 연무가 형성되었으며, 
지속적인 북북동풍이 부산지역의 공기괴가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해하여 연무현상이 하루 종일 유

지되었고, 그 이후 강한 서풍을 타고 황사가 유입되었

다. 연무 발생기간에는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하

였고 황사가 유입되었을 때는 PM10 농도가 급상승하

였고, PM2.5/PM10 비는 급격히 하강하였다.  
5) 2013년 1월 13일 21일의 사례는 북서쪽에서 

확장한 시베리아 고기압에서 떨어져 나온 이동성 고

기압의 영향으로 일교차가 크고 운량이 적은 날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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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으로부터 지속적인 공기괴의 유입으로 연무가 발

생하였다. 부산지역의 미세먼지는 24시간 환경기준치

를 초과하는 고농도를 나타내었다.
6) 2013년 7월 25일 8월 2일의 사례는 남고북저

형의 기압배치 하에서 부산지역은 지속적인 남풍계열

의 바람이 불었고, 새벽과 야간에는 박무가 발생하였

으며 일출에 의해 기온이 올라가고 상대습도가 내려

가면서 박무가 연무로 변하는 현상이 반복되었다. 본 

사례 기간 중 부산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여름철임

에도 불구하고 100 / 를 초과하는 고농도가 자주 

발생하였다.
7) 향후 본 연구는 도시 지역에 연무 현상 발생 시 

기상현상과 미세먼지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한다면 

도시대기질 관리와 대책 수립에 통찰력을 제공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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