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International pISSN: 1225-4517  eISSN: 2287-3503
30(5); 413~424; May 2021 https://doi.org/10.5322/JESI.2021.30.5.413

1. 서 론1)

오존(O3)은 3개의 산소원자로 구성된 활성이 매우 강

한 분자로 지표면 부근의 고농도 O3은 천식, 폐렴과 같은 

호흡기질환과 피부질환, 생체 면역능력 감소 등을 유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ang et al., 2014; Lee et al., 
2016). 지표 O3은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등의 광화학 반응을 통해 생성되며, 이러한 O3

의 전구물질은 자동차와 화학공장, 정유공장과 같은 산

업시설과 자연적 생성 등 다양한 배출원에서 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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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quantitatively analyze the effect of ocean emission sources on the simulated O3 concentrations in South 

Korea using the community multi-scale air quality (CMAQ) model. To analyze changes in O3 concentrations by ocean 
emissions, two different CMAQ simulations considering ocean emissions (OE case) and without considering ocean emissions 
(NE case) were conducted during the Korea-United States air quality (KORUS-AQ) campaign period (May–June 2016). The 
changes in the simulated O3 concentrations due to the effect of ocean emissions (OE case-NE case) appeared mostly in the 
ocean areas (+1.201 ppbv). The effect of ocean emissions was positive during the daytime (+1.813 ppbv), but negative during 
the nighttime (–0.612 ppbv). Analysis using the integrated process rate (IPR) confirmed that the increase or decrease in O3

concentration by ocean emissions was mainly due to chemical processes. Further analysis using the integrated reaction rate 
(IRR) showed that the daytime increase in O3 concentration was mainly attributable to the increased O3 production via O + O2

+ M → O3 + M reaction as photolysis of NO2 increased due to the added ocean emissions. The nighttime decrease in O3

concentration was mainly due to the increased O3 titration by NO (NO + O3 → O2 + NO2) due to the increased NO emiss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changes in the concentration O3 in the sea area by the effect of ocean emissions are mainly due 
to increased NOx emissions. However, there could be a number of uncertainties in ocean emissions data used in this study, 
thus continuous comparative research using the most updated data will need to be carried ou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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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2003). 
O3의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들은 일반적으로 

배출원이 밀집된 내륙지역에서 주로 배출되지만 남한의 

경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항

만, 선박 등의 해양 배출원의 영향도 적지 않게 받게 된

다.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NIER, 2020)에 따르면 자동

차 배기가스와 산업시설의 규제를 통해 NOx와 VOCs의 

배출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해상선박의 화물선 활

동도 증가, 레저용 해상선박의 척수 증가 등에 의해 해상 

이동오염원에 의한 NOx와 VOCs 배출량은 매년 증가하

고 있다. 정부에서는 O3 전구물질 농도를 감소시키기 위

해 지속적인 배출량 규제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O3 농도

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Kim and Yeo, 2013; 
An et al., 2015; Kim et al., 2018), 학계에서는 이에 대

한 원인 규명을 위해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Kim et al.(2017a)의 연구에서는 동북아시아 배출량 

자료인 INTEX-B 2006과 MICS-ASIA 2010 배출량 

자료를 활용해 장거리 수송에 의한 국내 O3의 민감도를 

분석하였고, Bae et al.(2018)의 연구에서는 INTEX-B 
2006 자료를 활용해 광양만 지역에 대해 국외 배출량의 영

향을 정량적으로 검토하였다. 2016년에는 한미 합동 대기

질 연구(Korea-United States Air Quality, KORUS-AQ)
가 수행되었고, 이후 남한과 황해 일대의 O3, 미세먼지와 

같은 오염물질의 생성 및 거동 특성 해석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 및 보고되었다. Schroeder et al.(2020)은 

KORUS-AQ 기간에 관측한 O3 전구물질 자료를 활용해 

수도권 O3 생성 기여도를 확인하였으며, Oak et al. 
(2019)는 국내 O3 전구물질의 경계층 혼합에 대한 민감도

를 분석하였다. 또한 Souri et al.(2020)는 geostationary 
trace gas and aerosol sensor optimization (GeoTASO)
와 DC-8 항공 관측 자료를 활용해 서울지역의 고농도 

O3을 추정하기 위한 HCHO/NO2 비율의 효과를 재평가 

하는 등 국내 O3의 물리, 화학적 거동 특성 분석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나 해양 배출원이 O3 농
도의 생성 및 소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황해, 남해, 동해로 둘러싸인 지리

적 특성으로 인해 O3 농도에 대한 해양 배출원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국내를 대상으로 한 O3 분석 연구 수

행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수치 모의 기반의 

O3 분석 연구 수행을 위해서는 정확도 높은 모의 결과 산

정을 위해 해양 배출량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양 배출원이 국내의 O3 농도 수

치 모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해 KORUS-AQ 기간 동안의 O3 농도를 수치 모의 하고, 
국가배출량 자료 중 해양배출량의 고려 유무에 따른 결

과 차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process analysis 
(PA) (Gipson, 1999) 모듈을 활용해 해양 배출량 고려

에 따른 O3의 생성 및 소멸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최종적

으로는 국내의 O3 농도에 대한 해양 배출량의 영향을 정

량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기상 및 대기질 모델링

해양 배출량 고려에 따른 O3 농도 변화를 분석하기 위

해 대기질 수치모델인 community multi-scale air 
quality model (CMAQ) v5.0.2을 활용하였다. CMAQ
은 미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서 

개발한 3차원 광화학 수송모델로 수치모의 시 대기 중의 

여러 오염물질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으며, 중규모부터 

도시규모까지 다양한 규모에 대한 모의가 가능하다

(Ching and Byun, 1999). 수치모의기간은 KORUS-AQ 
기간인 2016년 4월 30일부터 6월 14일까지이며, 모의 

영역은 Fig. 1과 같이 동아시아를 포함하는 Domain 1 
영역(27 km, 175×139)과 Domain 1의 결과를 초기 및 

경계장으로 활용해 동중국, 황해, 남한을 포함하는 

Domain 2 영역(9 km, 163×196)에 대해 모의하였다. 연
직 격자는 35개 층으로 최상층은 100 hPa로 설정하였으

며, 배출량은 아시아 지역 배출량 자료인 a mosaic 
Asian anthropogenic emission inventory (MIX) 2010 
(Kim et al., 2017b; Li et al., 2017; Souri et al., 2017)
과 남한의 국가 배출량 자료인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CAPSS) 2016 자료를 활용하였다. 

CMAQ 모의에 활용되는 기상장은 기상모델인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WRF) v3.8.1 (Skamarock et 
al., 2008)을 활용해 모의하였다. WRF 모델의 입력 자

료는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NCEP)의 final operation global analysis (FNL) 
0.25°×0.25°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CMAQ 모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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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의 연직 층으로 구성하고 최상층은 100 hPa로 설정

하였다. 모의된 기상장은 대기질 모의 전처리 프로그램

인 meteorology-chemistry interface processor (MCIP) 
v4.2를 활용해 CMAQ 모의를 위한 기상장으로 변환해 

CMAQ Domain 01 Domain 02

Version 5.0.2

Horizontal grids 27 km 9 km

Horizontal resolution 175 × 139 163 × 196

Vertical grid 35 layers

Emission MIX emission inventory 2010 + CAPSS 2016

Chemical Mech. cb05tucl_ae6_aq

Simulation period 2016. 04. 30. 09LST ~ 2016. 06. 14. 09LST

Table 2. Model configurations for the CMAQ simulation

WRF Domain 01 Domain 02

Version 3.8.1

Horizontal grids 27 km 9 km

Horizontal resolution 178 × 142 166 × 199

Vertical grid 35 layers

Input data NCEP FNL(Final) Operational Global Analysis data

mp_physics WSM 3-class scheme

bl_pbl_physics YSU scheme

cu_physics Kain–Fritsch Scheme

Simulation period 2016. 04. 30. 09LST ~ 2016. 06. 14. 09LST

Table 1. Model configurations for the WRF simulation

Fig. 1. The domain of WRF and CMAQ simulations, and spatial distribution of weather (red cross) and air quality (blue 
dots) observation site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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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으며, WRF 및 CMAQ 수치 모의에 활용된 상

세 설정과 물리 옵션은 Table 1과 2에 각각 정리하였다. 

2.2. 실험 설계 

대기질 수치모의를 위해 사용된 CAPSS 배출량은 유

럽 CORINAIR 배출원 분류체계(SNAP 97)를 기반으로 

2007년부터 국내에 맞춘 배출량이다. 2011년부터 생물

성 연소가 추가됨에 따라 13개 대분류로 나누었으며 

2014년부터 내륙 배출량인 점(PNT), 면(AREA), 이동

오염원(MOBILE)과 해양 배출량인 바다(OCEAN)오염

원으로 분리해 제공한다. O3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전구

물질인 NOx와 VOCs 배출량은 2014년 이후 꾸준히 증

가하였으며, 2016년의 총 NOx 배출량은 1,248,309 
ton/yr, VOCs 배출량은 1,024,029 ton/yr이다. 

특히 해양 배출량의 경우 중분류의 해상선박, 소분류

의 여객, 화물, 어선, 레저, 세분류의 연안선, 외항선, 모
터보트, 고무보트, 동력요트, 수상오토바이로 분류한 후 

해상선박의 배출량 중 일부를 해양 배출량으로 구분한다. 
이후 유럽환경청 보고서 (European Environment 
Agency (EEA), 2013)에서 제시한 Tier1과 Tier2 수준

의 산정체계를 적용해 배출량을 산출하고 있으며 여객선, 
화물선에는 EEA Tier1, 레저용 선박은 EEA Tier2 산정 

방법의 배출계수를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산출된 

CAPSS 2016의 해양 배출량은 Fig. 2와 같이 주로 선박 

경로에 따라 높게 분포하고 있으며, NOx 해양 배출량은 

87,966 ton/yr, VOCs 해양 배출량은 14,654 ton/yr로, 
NOx는 전체 배출량의 7.0%, VOC는 1.4% 수준이다 

Fig. 2. Spatial distribution of annual NOx (left) and VOCs (right) emissions over South Korea based on the CAPSS 2016 
emissions inventory.

　 CO NOx SOx TSP PM10 PM2.5 VOCs NH3

TOTAL (ton/yr) 795,044 1,248,309 358,951 611,539 233,085 100,247 1,024,029 301,301

INLAND (ton/yr) 750,257 1,160,343 347,247 608,260 229,806 85,594 1,009,375 301,293

OCEAN (ton/yr)  44,787 87,966 11,704 3,279 3,279 3,061 14,654 8

OCEAN/TOTAL (%) 5.6 7.0 3.3 0.5 1.4 3.1 1.4 0.0

Table 3. Amount of emissions by substance on the inland and ocean areas in CAPSS 2016 emissions inventory. TOTAL is the 
sum of inland and ocean emissions, and OCEAN/TOTAL denotes the percentage of the ocean emissions in the total 
e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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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본 연구에서는 Table 4와 같이 CAPSS 2016 
배출량 중 해양배출량을 포함한 수치모의 실험인 OE 실
험과 해양배출량을 제외한 NE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두 

모의 결과의 차이를 통해 해양 배출량으로 인한 O3 생성 

및 소멸 농도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2.3 과정 분석 모듈 (PA)

Kim et al.(2017a)과 Bae et al.(2018) 연구에서는 배

출량에 의한 O3 기여도 분석 시 총량만 분석해 O3 생성 

과정별 기여도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

양배출량에 의한 O3 생성 및 소멸 과정 분석을 위해 

CMAQ 모델에서 제공하는 진단 모듈인 PA를 활용하였

다. PA는 오염물질의 농도 변화에 관여하는 모든 물리 

및 화학과정(수평/연직이류, 화학반응, 침적 과정 등)의 

상대적 기여도를 산정하여 제공하는 Integrated Process 
Rate (IPR) (Kim et al., 2010; Jung et al., 2012; Bae et 
al., 2017)과 전체 화학과정에 기여한 각 화학 반응의 기

여도를 산정하여 제공하는 Integrated Reaction Rate 
(IRR) (Kitayama et al., 2019; Wang et al., 2019)을 포

함한다.

3. 결 과

3.1. 수치 모의 결과 검증

수치 모의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Fig. 1에 나타

낸 종관기상관측소(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 ASOS) 90 개소와 대기오염측정망(Air Quality 
Monitoring Station, AQMS) 314 개소에서 측정된 자

료를 확보하였으며, 이 중 O3 광화학 반응 및 수송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 기상인자인 기온과 풍속 그리고 O3 농
도에 대해 통계 검증을 수행하였다. 검증에는 선행연구

(Willmott, 1985; Hurley, 2001; Emery et al., 2017; 
Kim et al., 2020)에서 제시된 통계지수인 NMB 
(Normalized Mean Bias), MBE (Mean Bias Error), 
IOA (Index Of Agreement)를 활용하였으며, 각 통계 

지수의 정의는 Table 5에 정리하였다. 
Fig. 3은 분석기간인 2016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

지 기온과 풍속 그리고 O3 농도 검증 결과로, 각각의 

MBE 값은 –1.43℃, 0.98 m/s, -0.03 ppbv로 기온과 O3

은 과소모의, 풍속은 과대모의 하고 있으나 IOA가 0.7 
이상 (IOA: 0.93, 0.76, 0.70), NMB가 ±10% 이내로 

(NMB: -0.01%, 0.05%, 0.07%) 각 통계 지수가 선행연

Case Emission

NE case   MIX 2010 + CAPSS 2016 (INLAND)

OE case   MIX 2010 + CAPSS 2016 (INLAND+OCEAN)

Table 4. A list of emissions from the two cases used in this study for CMAQ simulation

Fig. 3. Comparison of modeled values with observed (a) temperature, (b) wind speed, and (c) O3 concentration during the 
entire simul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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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제시한 평가 기준치에 적합하며, 관측 자료에서 

나타난 시간적 변화를 잘 모의하였다. 따라서 수치 모의 

결과가 분석기간을 유사하게 재현하고 있어 현상을 분석

하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3.2. 해양 배출량에 의한 O3 농도 수평 분포 변화

검증된 수치모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 배출량 고려

에 의한 O3 농도 변화를 확인하였다. Fig. 4-(a)는 전체 

분석기간(All day)에 대한 OE와 NE 사례의 O3 농도 차

이 분포로 해양 배출량이 포함되면서 내륙에서는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해상의 O3 농도는 대부분 증

가하였으며, 해상에서 수송된 O3으로 인해 연안에서도 

다소 차이를 보였다. 특히 황해에서 최대 4.632 ppbv로 

가장 큰 농도 차이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동해(최대 

1.169 ppbv), 그리고 남해(최대 0.254 ppbv) 순으로 나

타났다. 고도에 따른 O3 농도 차이는 약 500 m 까지 분

포하였으며, 평균적으로 최하층에서 1.201 ppbv, 500 m 
고도에서 0.259 ppbv의 O3이 더 생성되어 고도가 높아

질수록 농도 차이가 점점 줄어들어 지표에서 생성된 오

존이 연직 확산되거나, 전구물질이 상층에서 반응해 O3

이 생성된 것으로 분석 된다(Table 6). 
광화학반응에 의존적인 O3의 생성 특성을 고려하여 

주간(Daytime, 07LST~18LST)과 야간(Nighttime, 
19LST~06LST)을 나누어 O3 농도 차이를 확인하였다. 
Fig. 4-(b)는 주간의 농도 차이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지

표면에서 1.813 ppbv, 500 m 고도에서 0.375 ppbv의 

농도 차이를 보였으며, 전체 분석 기간의 고도별 농도 차

이보다 주간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해양배출

량에 의한 O3 생성이 주로 주간에 집중되어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야간의 경우 배출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O3 
농도가 오히려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으며(Fig. 4-(c)), 
지표면에서 –0.612 ppbv, 500 m 고도에서 –0.116 ppbv
의 농도 감소를 보였다. 주간과 야간의 O3 농도 변화는 

해양 배출량 추가에 따른 O3 전구물질 농도의 변화에 따

른 것으로 분석되며, 이러한 O3의 농도 변화가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 나타났는지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분

석하였다. 

Statistical parameters Formula

Index of Agreement (IOA)   


  




    

  


  



   


Mean Bias Error (MBE)   



  








Normalized Mean Bias (NMB)   



  





 
× 

Table 5. Statistical parameters used for the validation of the WRF and CMAQ simulations.  is the number of points used for 
the validation,  is the simulated value,   is the simulation mean,  is the observed value, and   is the observation 
mean

Height
O3 concentration (ppbv)

All day Daytime Nighttime

Surface 1.201 1.813 -0.612

100 m 0.800 1.190 -0.390

200 m 0.494 0.723 -0.229

300 m 0.324 0.474 -0.150

500 m 0.259 0.375 -0.116

Table 6. Difference of the simulated O3 concentrations between the OE and NE cases at each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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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O3 농도 변화에 대한 각 과정별 기여도

해양 배출량으로 인해 나타난 지상 O3 농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2.3장에서 소개한 IPR을 활용하였다. 
IPR 분석 영역은 OE와 NE 사례의 모의 결과를 비교해 

O3 농도가 변화한 모든 격자를 고려하였고, 모의 결과를 

시간대별로 분석하여 O3 농도의 일변화에 대한 각 과정

별 기여도를 살펴보았다. 
Fig. 5-(a)는 NE 사례의 O3 농도에 대한 각 과정별 기

여도와 및 O3 농도를 나타낸 것으로, O3 농도의 일변화

에는 수평 및 연직수송 과정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주간에는 수평수송과 화학과정이 양의 기

여도, 연직수송과 침적과정이 음의 기여도를 보였으며, 
일출이후 수평수송과 화학과정에 의한 기여도가 점점 증

가함에 따라 O3 농도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야간에는 연

직수송이 양의 기여도, 수평수송, 화학과정 그리고 침적

과정이 음의 기여도를 보이며 O3 농도가 감소하였다. 
Fig. 5-(b)의 OE 사례 또한 NE 사례와 같이 수평과 연직

수송이 O3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과정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NE 사례에 비해 화학과정에 의한 기여도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O3 농도 또한 증가하였다. 
이러한 O3 농도 증가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OE와 NE 사례의 결과 차이 (OE-NE)를 추가적으

로 계산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사례의 결과 차이

는 Fig. 5-(c)에 나타낸 바와 같이 화학과정에서 가장 크

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해상에서의 O3 농도 변화가 주로 

해양 배출량에 포함된 NOx, VOCs 등과 같은 O3 전구물

질 농도의 증가로 인해 O3의 화학적 생성량이 증가되었

기 때문임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해상에

서의 O3 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수송과정

(수평 및 연직수송)이었으나 해양 배출량 고려에 따른 

Fig. 4. Horizontal distributions of the average O3 concentrations at each height during the entire simulation period ((a) All 
day, (b) Daytime, and (c) Nighttime). The O3 concentrations are the difference between OE and N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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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차이는 오히려 화학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

나는 특징을 보였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해양 

배출량 고려에 따른 두 사례의 결과 차이가 화학과정뿐 

만 아니라 수송과정에서도 일부 확인 되었다는 것이다. 

두 사례 모두 동일한 기상입력장이 사용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O3의 수송 농도에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해양 배출

량이 반영되면서 해당 모델 격자들에서의 화학적 O3 생
성량 변화가 나타났고, 이러한 격자 별 O3 농도 변화에 

Fig. 5. Hourly mean contributions of individual processes (HTRAN:horizontal transport, VTRAN:vertical transport, 
CHEM:chemical process, DDEP:deposition) to O3 concentration for (a) NE and (b) OE cases. The red dashed line 
denotes the simulated O3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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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O3의 수송량 또한 달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

다. 
화학과정에 의한 O3 농도 차이(OE-NE)의 일변화

(Fig. 5-(c))를 살펴본 결과 일출 이후 양의 값을 보이면

서 점점 증가하였고 13LST에 최고값을 보인 뒤 점차 하

락하여 일몰 이후에는 음의 값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화학과정의 차이에 의해 전체 O3 농도 차이 또한 주간에

는 양의 값을 보이다가 야간에는 음의 값을 보였다. 전체

적으로 보았을 때 주간 시간에 화학과정 차이로 인해 생

성 된 O3의 양은 야간 시간에 감소 된 O3의 양에 비해 상

대적으로 많았고, 이로 인해 일평균 O3 농도는 증가하였

다. 결과적으로 해양 배출량 고려는 O3의 화학적 생성(주
간)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소멸(야간)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생성에 대한 영향이 소멸에 대한 영향 보다 상

대적으로 더 컸기 때문에 평균 O3 농도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3.4 O3 농도 변화에 대한 상세 화학반응별 기여도 

3.3장의 IPR 분석 결과에서는 해양배출량 고려에 의

한 O3 농도 변화가 주로 화학과정의 차이에 의해 나타남

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 차이가 주로 어떠한 화학반

응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IRR 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분석영역은 IPR 분
석과 같이 OE와 NE 사례를 비교해 O3 농도가 변화한 모

든 격자를 고려하였으며, CMAQ 수치 모의 시 사용 된 

CB05 화학메커니즘 중 O3 생성 및 소멸과 관련 된 화학

반응(R1-R8)을 선정하여 해양 배출량 고려 시 각 화학반

응에 의한 O3 생성 및 소멸 농도 차이를 확인하였다. 식 

R1-R3은 O3 생성에, 그리고 R4-R8은 O3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반응으로, 분석기간을 평균 해 각 반응으로 인해 

생성 및 소멸되는 O3의 농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각 화학반응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 O2 + M = O3 + M                            (R1)
C2O3 + HO2 = 0.800*PACD + 0.200*AACD 

+ 0.200*O3                            (R2)
CxO3 + HO2 = 0.800*PACD + 0.200*AACD +

0.200*O3                            (R3)
O3 + NO = NO2                                             (R4)

O3 + NO2 = NO3                                             (R5)
O3 = O                                                              (R6)
O3 + OH = HO2                                             (R7)
O3 + HO2 = OH                                             (R8)
(여기서 PACD는 Higher peroxycarboxylic acid, 
AACD는 Higher carboxylic acid, C2O3는 

Acetylperoxy radical, CxO3는 Higher acylperoxy 
radical, HO2는 Hydroperoxyl radical을 의미함.)

Table 7은 IRR을 통해 산출된 각 반응별 O3 농도 차

이 (OE-NE)로, R1 반응에 의한 O3 생성 농도는 해양 배

출량의 고려로 인해 약 79.018 ppbv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R2, R3 반응에 의한 O3 생성은 해양 배출량

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각각 -0.023 ppbv, -0.012 ppbv 
감소하였다. 해양 배출량의 변화로 인해 C2O3와 CxO3가 

HO2와 반응해 생성되는 O3의 양은 오히려 줄어들었지

만 R1 반응의 증가에 의한 O3 농도 증가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 결과적으로는 약 78.983 ppbv의 O3이 

더 생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해양 배출량에 의해 R1 반
응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유는 해양배출량에 포

함 된 NO2가 일사에 의해 광해리 되어 산소 원자를 생성

했고, 이것이 대기 중의 산소 분자와 결합하여 O3 농도를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O3 소멸에 기여하는 반응인 

R4-R8의 경우 해양 배출량의 영향에 의해 각각 –58.985 
ppbv, -0.827 ppbv, -17.043 ppbv, -0.125 ppbv, 0.005 
ppbv의 농도 변화를 보여 대체적으로 농도가 감소함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감소는 해양 배출량의 고려에 의해 

직접적, 간접적으로 증가된 NO, NO2, OH, HO2가 O3과 

반응하여 나타난 결과로 분석 된다.
IRR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해양 배출량의 고려는 

O3의 생성 및 소멸과 관련된 각 화학반응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만 O3 생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커서 

사례 기간 동안 1.201 ppbv의 O3 농도 증가를 야기한 것

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해양 배출량 변화에 따른 

해상에서의 O3 농도 변화가 주로 NOx 배출량의 변화에 

의해 나타난 것임을 보여준다. 이는 CAPSS 2016 전체 

배출량 중 해양 배출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NOx는 7.0%, 
VOCs는 1.4% 수준으로, 해양 배출량 고려 시 상대적으

로 NOx 배출량의 변화가 VOCs 배출량 변화에 비해 컸

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CAPSS 2016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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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된 해양 배출량의 불확실성이 존재 할 수 있으므로 

분석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향후 개선된 자료

를 활용한 비교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기질 모델인 CMAQ을 활용하여 해

양 배출량이 국내의 O3 농도 수치 모의 결과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KORUS-AQ 기간(2016년 4월 30
일~6월 14일)을 대상으로 해양 배출량을 포함한 사례

(OE)와 제외한 사례(NE)를 설정하여 각 사례에 대한 수

치 모의를 수행 하였으며, 두 사례의 모의 결과 차이를 분

석하였다. 
전체 모의기간에 대해 두 사례의 수평 농도 차이를 분

석한 결과 내륙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연안

과 해상에서 O3 농도가 증가해 평균적으로 1.201 ppbv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황해에서 최대 4.632 ppbv
로 가장 큰 농도 차이를 보였으며 고도가 높아질수록 O3 
농도 차이는 점점 줄어들었다. 이는 지표에서 생성된 O3

이 연직 확산되거나 해상에서 배출된 전구물질이 상층으

로 수송된 후 반응해 O3을 생성시키면서 O3 농도가 증가

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간과 야간을 나누어 수평 농도 차

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모의기간과 마찬가지로 고도가 

높아질수록 농도 차이가 감소하였지만, 주간에 평균보다 

더 많은 양의 O3이 생성되었고(1.813 ppbv), 야간에는 

O3 농도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0.612 ppbv). 
해양 배출원으로 인해 나타난 지상 O3 농도의 증감이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한 것인지 분석하기 위해 CMAQ 
내 진단 모듈인 PA를 활용해 자세히 분석하였다. OE와 

NE 사례에 대해 각각 IPR 분석을 수행한 결과, O3 농도

의 일변화에는 주로 수평과 연직수송이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두 사례의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사례별 

분석과 다르게 화학과정에 의한 농도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해양 배출량의 고려로 주간에 O3이 더 생성

되고 야간에 O3이 더 소멸되는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

과 차이가 어떤 화학반응에 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

펴보기 위해 IRR 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한 결과, 사례

기간 동안 해양 배출량에 의해 78.983 ppbv O3이 더 생

성되었으며, –76.975 ppbv O3이 더 소멸됨을 확인하였

다. PA 분석을 통해 해양 배출량의 고려는 O3 생성과 소

멸 반응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만 O3 생성에 미치는 영향

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으며, 사례기간 동안 1.201 
ppbv의 농도 증가를 야기하였다. 특히 NO2의 광해리에 

의한 O3 생성과 NO에 의한 O3 적정이 지배적으로 나타

나 해양 배출량으로 인한 O3 농도 변화에는 NOx 배출량

이 주로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CAPSS 2016 
전체 배출량 중 해양 배출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NOx가 

7.0%, VOCs가 1.4%로 해양 배출량 고려 시 상대적으

로 NOx 배출량의 변화가 더 컸기 때문에 NOx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해양 배출원이 추가됨에 따라 O3 농도가 

Chemical reactions O3 concentration (ppbv)

O3 net +1.201

(R1) O + O2 + M = O3 + M +79.018

(R2) C2O3 + HO2 = 0.800*PACD + 0.200*AACD + 0.200*O3 -0.023

(R3) CxO3 + HO2 = 0.800*PACD + 0.200*AACD + 0.200*O3 -0.012

(R4) O3 + NO = NO2 -58.985

(R5) O3 + NO2 = NO3 -0.827

(R6) O3 = O -17.043

(R7) O3 + OH = HO2 -0.125

(R8) O3 + HO2 = OH +0.005

Others -0.807

Table 7. Differences (OE-NE) in the simulated concentrations of O3 production and loss by chemical reactions. O3 net is the 
sum of all the production and loss re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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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NO에 의한 

O3 적정보다 NO2 광해리에 의한 O3 농도 증가가 더 우

세하게 나타났음을 의미하므로 해양 배출량이 지속적으

로 증가한다면 해양 배출량에 의한 O3 생성 농도는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위적 배출

량만을 고려했기 때문에 향후 자연 배출량을 고려한 추

가적인 연구 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양 

배출량 고려에 따른 O3 농도 변화가 해상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일부 사례에서는 내륙에서도 두드러지게 나

타났으므로, 사례별 결과 차이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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