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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RTICLE

부산지역 2020년 3월 19일 한랭전선 통과 시 미세먼지 농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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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fine particles during cold front passage in Busan, on March 19, 2020. The  

cold front speed was 17.4 m/s (about 63k km/hr), moving from the northwest to the southeast, and with a width of about 64 
km. The backward trajectory analysis showed that a southern sea air parcel flowed into Busan before the cold front passage, 
carrying continental materials from China transported into Busan after cold front passage. The PM10 concentration in Busan 
showed a rapid increase after passing through the cold front,  with PM2.5 showing a high concentration during cold front 
passage. The PM2.5/PM10 ratio was 0.10 - 0.30. When the cold front passed, SO4

2-, NO3
-, Ca2+, NH4

+, Na+, and K+ in  PM2.5 
showed a rapid increase, with SO4

2- showing  the most significant increase.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fine particles during cold front passage in Busan could provide insight into establishing a strategy to control 
urban air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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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한랭전선이 접근 또는 통과할 때 인체의 자율신경이 

기압 등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관절통, 천식 발작, 호흡

기 증상의 악화를 가져오는 것을 기상병이라 부르며, 생
기상학의 분야로 이전부터 연구되어 왔다(Cao et al., 
2010). 특히 한랭전선이 통과할 때 좁은 지역에 급격하

게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에 호흡기질환, 
근육의 수축 그리고 천식 등의 발작이 일어나기 쉽다

(Murayama, 2009). 한편, 대기환경분야에서 대기 중 입

자상물질, 특히 초미세먼지인 PM2.5는 호흡기질환을 야

기하여 인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Shima et al., 2002). 미국의 PM2.5의 환경기준설정

은 일사망자수와 PM2.5 농도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근거로 하고 있다(Laden et al., 2006).
한랭전선 통과와 미세먼지와 관련한 국외의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농도 PM2.5는 고압부에서 저압

부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며 특히 한랭전선이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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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 바로 전 남서풍에서 서풍으로의 풍향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 고농도 PM2.5는 오염물질의 장거

리 수송을 나타내는 전선계가 다가오기에 앞서 고압으로

부터 저압으로의 전이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Modey 
et al., 2004). 미국 텍사스에서 한랭전선이 통과할 때의 

풍향 변화는 미세먼지의 크기 분포에 영향을 미치며, 전
선이 통과하기 전에 전체 에어로졸 농도의 급격한 상승

을 나타내었다(Gasparini et al., 2004). 중국 베이징 인

근에서 2006년 여름의 한랭전선은 북쪽으로부터 깨끗한 

공기를 가져와 북경 부근의 오염된 공기는 북경의 남쪽

으로 밀어내고, 이런 순환은 1주일 한번 정도 반복되고 

에어로졸의 증가와 감소에 큰 기여를 하였다(Matsui et 
al., 2009). 독일에서 라이다를 이용한 관측에서 한랭전

선 통과 후의 공기괴는 북쪽에서 남부로 이동했으며, 에
어로졸 backscatter coefficient는 하부 대류권에서 증가

하였고, 자유대기에서는 변화가 없었다(Eixmann et al., 
2002). 중위도 인도해양에서 한랭전선 통과 후에 발생하

는 침강으로 인해 ultrafine과 Aitken 모드 입자가 자유

대기에서 해양경계층으로 수송되었다(Deshpande et al., 
2010). 일본 동경에서 전선의 접근과 통과 시에 PM10과 

PM2.5 중의 반휘발성 성분, 황산염, 질산염, EC, OC, TC
의 각종 질량농도를 연속측정하고 연관성을 통계적으로 

검토하였다(Cao et al., 2010). 대만에서 겨울 몬순기의 

한랭전선에 의한 황사의 장거리 수송과 대기오염물질의 

상승은 중요한 환경문제라고 하였다(Lin et al., 2007). 
Liu(2003)는 봄철 황사오염을 일으키는 중요한 과정이 

남동으로 진행하는 한랭전선성 상승과 한랭전선 후면 경

계층에서의 수송이라고 하였고, 한랭전선은 대기질에 미

치는 중요한 수송경로라고 하였다. Mizumoto et al. 
(2000)은 일본 동경에서 저기압 중심이 통과할 때 미세

먼지의 뚜렷한 증가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한랭전선 통과에 의한 기압과 바람

의 변화가 PM농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상세하게 연

구한 예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20년 3월 19일 

우리나라를 통과한 한랭전선을 사례로 한랭전선 통과 시 

기상상황과 미세먼지농도의 변화 그리고 초미세먼지 중

의 성분 분석을 통해 한랭전선의 통과가 실제로 입자상

물질 농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량적으로 고찰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크게 기상자료와 대기질

자료로 나눌 수 있다. 기상자료는 부산지방기상청에서 

측정한 일기상통계표와 AWS (Automatic Weather 
Sstation) 측정 그래프 그리고 일본 기상청에서 발행한 

인쇄 지상일기도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한랭전선 통과 

전과 후의 공기괴의 추적을 위해 미국의 해양기상청

(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에서 제공하는 backward trajectory를 

사용하였다. Backward trajectory는 NOAA에 의해 개

발된 HYSPLIT-4 (HYbrid single-particle Lagrangian 
integrated Trajectory) 모형을 사용하였다(Draxler and 
Rolph, 2013). 공기괴의 착지점은 부산지방기상관측소 

(35°06′N, 129°02′E)로 하였고, 궤적의 모사 시간을 48
시간 (6시간 간격)으로 하였으며, 공기덩어리의 고도는 

공기괴의 상·하층 고도의 이동을 보기 위해 500 m, 
1,000 m, 1,500 m로 하였다. 

대기질 자료는 한랭전선 통과 시 미세먼지 특성을 고

찰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는 

시간별 PM10, PM2.5 농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한랭

전선 통과 전·후의 초미세먼지 (PM2.5) 중의 SO4
2-, 

NO3
-, Ca2+, NH4

+, Na+, K+ 농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
한 한랭전선 통과 시 부산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미

세먼지 발생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상청에서 관리하는 

황사측정망의 PM10 자료를 사용하였다. 2020년 현재 부

산시의 대기오염측정망은 20개의 도시대기측정망과 4개
의 도로변측정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미세먼지 

(PM2.5) 중의 성분의 측정은 연산동, 장림동, 부산신항의 

3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기간에 유효

한 측정자료가 확보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연산동과 장

림동에서 측정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부산지역 2020년 3월 19일 한랭전선 통과 시의 기

상특성 

Fig. 1은 부산지역에 한랭전선이 통과한 2020년 3월 

18일과 3월 19일의 지상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한랭

전선 발생 전날인 3월 18일 0900 LST의 우리나라는 약

한 기압능이 존재하였고, 중국 북경 근처와 내몽골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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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urface weather chart 0900 LST, March 18 and 19, 2020.

998 hPa의 강한 저기압이 위치하나, 아직 온대성저기압

으로 발달하지 못한 상태이었다. 3월 19일은 이 저기압

이 더욱 발달하여 우리나라 북서에서 남동으로 뚜렷한 

한랭전선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992 hPa의 저기압 중

심이 북한 청진부근에 있기 때문에 온난전선은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이날의 하늘상태는 

상층운 (권운)이 2/10 정도로 매우 맑았고 일사량과 일조

량이 각각 21.04 MJ/㎡과 11.3시간으로 매우 높았다. 따
라서 본 사례는 발해만 부근에서 발달한 온대저기압의 

한랭전선이 북동에서 남서로 길게 형성한 채 우리나라의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대기오염농도와 

관련하여 미세먼지 특성을 연구하는데 매우 좋은 경우라

고 할 수 있다.
Fig. 2는 부산지방기상청 AWS에서 2020년 3월 19

일 측정한 기상요소의 일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한랭전

선의 통과는 급격한 기상변화를 나타낸다. 특히 기압, 기
온, 습도, 바람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먼저, 기압의 변화를 

보면, 1526 LST에 1,001 hPa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

었다. 0900 LST에 1,008 hPa인 것에 비하면 불과 6시간 

만에 7 hPa이 하강한 것이고, 6시간 후인 2300 LST에는 

1,012 hPa로 무려 11 hPa이 상승하였다. 따라서 부산지

역에 한랭전선이 통과하면서 단시간 내에 급격한 기압의 

하강과 상승을 나타내었다. 기온의 변화를 보면, 0700 
LST의 12℃에서 이후 꾸준히 상승을 하여 1300 LST경

에는 17℃에 이르렀고, 이후 다소 하강하여 1500 LST에

는 16.2℃이었다. 1507 LST의 16.4℃에서 1523 LST의 

18.1℃로 불과 16분 만에 1.7℃의 급작스러운 상승이 있

었다. 이후 1900 LST에는 10℃로 급격하게 하강하여 3
시간 만에 무려 8℃가 하강하였다. 습도를 변화를 보면, 
0700 LST이전에는 80%정도를 나타내었고, 이후 기온

상승과 관련하여 하강하여 1500 LST까지 60%정도를 

나타내었다. 이후 한랭전선이 통과하면서 1800 LST에 

18%까지 급격한 하강을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기온이 

하강하면 상대습도는 증가하는데 비해 본 사례에서는 한

랭전선이 통과할 때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풍향을 보면, 1513 LST
까지 SSW풍이 불었고 이후 풍향이 WSW풍과 W풍으

로 바뀌면서, 본격적으로 한랭전선 후면에서 차고 건조

한 공기가 유입되었다. 풍속을 보면, 풍향이 SSW에서 

WSW로 바뀌는 1513 LST에 일시적으로 약풍이 나타

났고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1600 LST경에 최대풍속을 

나타내었다. 
이상을 종합하여 한랭전선 통과 전·후의 기상요소의 

변화를 보면, 기압의 급격한 하강과 상승, 기온의 일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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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urnal variation of meteorological parameters March 19, 2020 in Busan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Fig. 3. Backward trajectory at Busan (36o02’N 129o02’E) at 03Z and 12Z, March 19, 2020. 

상승과 급격한 하강, 상대습도의 급격한 하강, 풍향의 급

변, 풍속의 일시적인 상승과 급격한 하강이 나타났다. 따
라서 2020년 3월 19일의 기압, 기온, 습도, 풍향과 풍속 

등 기상요소의 시간변화를 통해 분석한 결과, 부산지역

에서 한랭전선의 통과시각을 유추하면 1513 LST부터 1
시간 10분간의 조정기를 거쳐 1623 LST에 본격적인 한

랭전선의 공기가 유입되었다. 한랭전선의 속도와 폭을 

부산지방기상청과 김해공항의 AWS 자료를 이용하여 

구하면, 한랭전선은 17.4 m/s (약 63 ㎞/hr)의 비교적 빠

른 속도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이동하였고, 한랭전선의 

폭은 약 64 ㎞로 계산되었다(Jeon, 1997). 
Fig. 3은 부산지역에서 한랭전선이 통과하기 전과 후

의 backward trajectory를 나타낸 것이다. 한랭전선이 

통과하기 전인 2020년 3월 19일 1200 LST의 후방궤적

선을 보면, 500 m 공기는 중국 서안 연변을 통과하여 왔

고, 1,000 m와 1,500 m 공기괴는 동지나 해상을 통과하

여 우리나라로 유입되었다. 세층 모두 500 m 이하의 대

체로 낮은 고도를 통해 유입된 것을 알 수 있다. 한랭전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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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urnal variation of PM10 concentrations from Mar. 17 to Mar. 21, 2020 in Korea.

통과한 후의 2100 LST의 후방궤적을 보면, 세 고도 모

두 몽골 (500 m)과 내몽골 (1,000 m, 1,500 m)에서 발

원한 공기괴가 아주 빠른 속도로 중국 내륙, 산동반도 그

리고 서해상을 거쳐 부산지역에 유입된 것을 알 수 있다. 
1,000 m와 1,500 m의 공기는 4,500 m 이상의 고공을 

지나 부산지역에 유입되었고, 500 m 공기괴는 우리나라

에 진입한 후부터 지상부근을 지나온 것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한랭전선 통과 전·후의 후방궤적선을 보면, 통과 전

은 우리나라 남해상을 거쳐 해상의 공기괴가 유입되었고, 
통과 후는 중국 내룩으로부터 육상의 공기괴가 유입된 

것을 알 수 있었다. 

3.2. 부산지역 2020년 3월 19일 한랭전선 통과 시 미세

먼지 농도 특성

Fig. 4는 기상청에서 황사발생 시 미세먼지 상황을 파

악할 목적으로 전국의 각 기상관서에 설치된 미세먼지 

채취기에서 베타선흡수법으로 측정한 2020년 3월 17일
부터 3월 21일까지 5일간 시간별 PM10 농도 변화를 나

타낸 것이다. 전국을 서울·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특별자치도의 6개 권역

으로 나누어 나타내었다. 2020년 3월 19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Fig. 1의 지상일기도에서 보듯이 북동에서 남

서로 뻗은 한랭전선이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전국의 각 지점에서 PM10 최대농도가 발생한 시각

을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3월 19일 0600 
LST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최대농도를 나타낸 지점

이 가장 서쪽인 백령도(125 ㎍/㎥)이었으며, 2시간 후인 

0800 LST에 연평도(102 ㎍/㎥)와 북격렬비도(90 ㎍/㎥)
이었고, 1000 LST에 서울(121 ㎍/㎥), 안면도(104 ㎍/
㎥), 흑산도(114 ㎍/㎥)이었고, 1200 LST에 춘천(127 ㎍
/㎥), 광주(139 ㎍/㎥), 경북 문경(144 ㎍/㎥), 1400 LST
에는 대관령(169 ㎍/㎥), 경북 울진(110 ㎍/㎥), 진주(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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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iurnal variation of PM10 and PM2.5 concentrations for March 19, 2020 at Gwangbokdong, Hakjangdong, 
Deokcheondong and Taejongdae in Busan.

㎍/㎥), 제주 고산(106 ㎍/㎥)이었고, 1600 LST에 본 연

구지역인 부산 구덕산(91 ㎍/㎥)과 우리나라 최동단인 울

릉도(64 ㎍/㎥)순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인 3월 19
일의 한랭전선은 0600 LST 백령도에서 1600 LST의 부

산과 울릉도까지 통과하는데 10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고 할 수 있으며, 각 지점에서 한랭전선이 통과하는 시각

에 PM10 최대농도가 발생하였다.
Fig. 5는 부산지역에서 2020년 3월 19일 한랭전선 통

과 시 PM10과 PM2.5 농도의 일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부
산지역 지역용도별로 상업지역의 광복동, 공업지역의 학

장동, 주거지역의 덕천동 그리고 녹지지역의 태종대 지

점을 선정하였다. 먼저 PM10 농도를 보면, 네 지점 모두 

1700 LST에 최대농도를 나타내었다. 이 시각의 농도는 

광복동이 137 ㎍/㎥, 학장동이 260 ㎍/㎥, 덕천동이 148 
㎍/㎥, 태종대가 77 ㎍/㎥로 나타나 공업지역인 학장동이 

탁월하게 높은 농도가 나타났고, 녹지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부산지역 한랭전선의 퉁과 시

각이 1623 LST부터라고 앞에서 서술하였는데, 이와 같

이 약 30분 늦은 시각인 1700 LST에 모든 지점에서 

PM10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였다. 미국 뉴멕시코 주에서 

겨울과 봄에 한랭전선의 통과와 관련하여 강한 바람이 

불면 고농도 PM10이 발생하였고, 대부분의 PM10 농도 

초과는 강풍에 의한 것이었으며, 강풍과 고농도 PM10은 

거의 동시에 발생하였다(Cooke et al. 2001). 본 사례에

서도 1556 LST에 최대순간풍속이 22.7 ㎧ (WSW풍)이
었고, 1603 LST에 13.3 ㎧인 강풍이 나타났다. 따라서 

강풍에 의해 고농도 PM10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07년 우리나라를 통과한 태풍 우사기와 나리 통과 후 

부산지역 미세먼지 농도의 급상승은 강한 바람에 의한 

지표의 먼지가 비산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Jeon, 2011). 다음으로 PM2.5 농도를 보면, 네 지점 모

두 1600 LST에 최대농도를 나타내어, PM10보다는 1시
간 빨리 발생하였다. 광복동이 33 ㎍/㎥, 학장동이 38 ㎍/
㎥, 덕천동이 40 ㎍/㎥, 태종대가 28 ㎍/㎥로 PM10에 비

해서는 상당히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PM2.5 최대농도 

발생시각이 한랭전선 통과 중일 때 발생했는지 아니면 

PM10 농도에 비해 상승폭이 작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PM2.5/PM10 농도비를 보

면, 네 지점의 2020년 3월 평균이 0.50 정도인데 비해 한

랭전선 통과 시 광복동과 학장동이 0.10 정도, 덕천동이 

0.20 정도, 태종대가 0.30 정도로 매우 낮은 값을 보였다. 
따라서 정리하면 한랭전선 통과와 관련하여 부산지역의 

PM10은 한랭전선 통과 후에 급격한 농도 상승을 보였고, 
PM2.5는 한랭전선 통과 중일 때 농도의 상승을 보였다. 
Kang et al.(2019)은 중국 양쯔강 삼각주 지역인 남경, 
임안지역에서 2015년 1월 21일 한랭전선 통과 시 발생

한 단시간 내의 PM2.5 농도 상승은 한랭전선 후면에서 이

류해 온 강한 북서풍이 내륙의 오염물질을 수송하여 나

타난 결과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지역의 고농도 PM2.5는 

한랭전선이 도달하기 전에 나타났으며, 이는 한랭전선이 

다가오면서 앞쪽의 따뜻하고 오염된 공기를 전선경계를 

따라 전선역 앞쪽으로 밀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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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10 Station
PM2.5

Before 6 hrs Max. con. After 6 hrs Before 6 hrs Max. con. After 6 hrs
43.5 127 36.3 Gwangbok 14.8 29 6.3
56.2 131 77.5 Jangrim 24.0 34 19.3
88.0 260 102.8 Hakjang 26.8 38 19.5
74.0 148 59.3 Deokcheon 25.8 37 19.4

Yeonsan 16.7 25 10.6
55.2 176 63.1 Daeyeon `17.3 26 13.2
57.5 144 56.3 Cheongrong 20.7 28 15.0
53.7 141 53.6 Jeonpo 17.0 27 11.9
36.2 77 42.4 Taejongdae 20.0 28 15.3
41.3 140 51.9 Gijang 20.2 26 14.6
48.7 117 43.6 Daejeo 22.0 25 11.3
53.2 145 56.9 Bugok 23.0 29 16.4
45.3 124 56.2 Gwangan 20.8 31 18.5
53.5 172 67.4 Meongjang 19.5 30 17.6
68.3 167 74.9 Noksan 26.5 30 21.7
54.0 125 55.9 Yongsu 22.8 32 18.2
47.0 129 61.9 Zoa 18.3 28 14.5
74.5 170 64.2 Sujeong 23.5 28 14.6
52.0 153 62.5 Daeshin 19.8 32 17.5
74.3 153 59.8 Deokpo 23.5 33 17.9
51.0 136 52.4 Dangri 20.5 25 13.2
50.5 140 52.8 Gaeguem 18.2 25 13.4
33.7 106 46.3 Cheonghak 14.7 27 12.1
43.2 130 56.0 Jaesong 16.2 26 12.0
58.8 134 55.7 Hwamyeong 19.3 28 12.8

55.2±13.1 144.3±33.6 59.7±12.6 Mean 20.7±3.3 29.1±3.7 15.4±3.1

Table 1. PM10 and PM2.5 concentrations(㎍/㎥) before 6 hours and after 6 hours for cold front passage March 19, 2020 in Busan

et al., 2009). 또한 이 지역의 한랭전선 통과에 따른 오염

물질의 장거리 수송은 겨울철 대기오염의 중요한 원인으

로, 한랭전선 통과는 단시간에 특정지역의 대기질을 악

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Connell et al.(2005)은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PM2.5는 한랭전선 전에 peak가 나타나

고 통과 후에 농도는 급하게 감소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한랭전선이 통과하면서 나타난 PM10과 

PM2.5 농도의 급상승은 강풍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

나 한랭전선 앞쪽의 수송된 오염물질에 의한 것인지는 

향후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

된다.  
Table 1은 부산지역 25개 지점에서 2020년 3월 19일 

한랭전선 통과 전·후 PM10과 PM2.5 농도의 변화를 조사

하여 나타낸 것이다. PM10은 최대농도 발생시각인 1700 
LST 전·후로 6시간을 평균하여 나타내었고, PM2.5는 최

대농도 발생시각인 1600 LST 전·후로 6시간을 평균하

여 나타낸 것이다. 먼저, PM10을 보면, 한랭전선 통과 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인 지점은 공업지역인 학장동으로 

260 ㎍/㎥이었고, 가장 낮은 농도를 보인 지점이 녹지지

역인 태종대가 77 ㎍/㎥이었다. 한랭전선 통과 전이 후보

다 높은 농도를 나타낸 지점이 전체 25개 지점 중에서 7
개 지점이었다. 따라서 대체로 한랭전선 통과 후가 전보

다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고 할 수 있다. 한랭전선 통과 

시 부산지역 평균 최대농도는 144.3 ㎍/㎥이었고 통과 전

의 6시간 평균 농도는 55.2 ㎍/㎥이었고, 통과 후는 59.7 
㎍/㎥이었다. 한랭전선 통과 후에 가장 큰 농도증가를 보

인 지점은 광복동으로 21.4 ㎍/㎥이었으며, 통과 후에 가

장 큰 농도 감소를 보인 지점은 덕포동으로 14.5 ㎍/㎥이

었다. 다음으로 PM2.5를 보면, 한랭전선 통과 시 가장 높

은 농도를 보인 지점은 공업지역인 학장동으로 38 ㎍/㎥
이었고, 가장 낮은 농도를 보인 지점이 연산동을 비롯하

여 4개 지점으로 25 ㎍/㎥이었다. PM2.5는 PM10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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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iurnal variation of SO4
2-, NO3

-, Ca2+, and NH4
+, Na+, K+ concentrations for March 19, 2020 at Yeonsandong and 

Jangrimdong in Busan.    

한랭전선 통과전이 후보다 모든 지점에서 고농도를 보였

다. 한랭전선 통과 시 부산지역 평균 최대농도는 29.1 ㎍/
㎥이었고 통과 전의 6시간 평균 농도는 20.7 ㎍/㎥이었

고, 통과 후는 15.4 ㎍/㎥이었다. 한랭전선 통과 전에 가

장 큰 농도증가를 보인 지점은 대저동으로 10.8 ㎍/㎥이

었다. 정리하면 부산지역 한랭전선 통과 시 PM10은 최대

농도 발생시각 1700 LST 전·후의 6시간 평균농도는 한

랭전선 통과 후가 통과 전보다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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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5는 PM10과 반대로 한랭전선 통과 전이 통과 후보

다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3.3. 부산지역 2020년 3월 19일 한랭전선 통과 시 

PM2.5 중의 성분농도 특성

Fig. 6은 부산지역 2020년 3월 19일 한랭전선이 통과

할 때 연산동과 장림동에서 측정한  PM2.5 중의 SO4
2-, 

NO3
-, Ca2+, NH4

+, Na+, K+ 농도 일변화를 나타낸 것이

다. 먼저, SO4
2-를 보면, 연산동과 장림동에서 1600 LST

에 각각 5.7 ㎍/㎥과 4.3 ㎍/㎥으로 급격한 농도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날 연산동과 장림동은 0600 LST와 0800 
LST에 다소 높은 농도를 보였고, 이후 1300 LST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한랭전선이 다가오면서 1600 
LST에 최대농도를 나타내었다. 한랭전선이 통과한 

1700 LST 이후에 SO4
2-농도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다음

으로 NO3
-농도를 보면, 3월 19일 연산동과 장림동은 새

벽과 아침에 비교적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고, 0900 LST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1300 LST경 최소농도를 나타내

었다. 한랭전선이 다가오면서 다소 상승하여 1600 LST
에 연산동과 장림동은 각각 3.7 ㎍/㎥과 2.9 ㎍/㎥를 나타

내었고, SO4
2-에 비하면 상당히 작았다. Ca2+농도를 보

면, 다른 성분과 다르게 최대농도 발생시각이 연산동은 

1800 LST(0.27 ㎍/㎥), 장림동은 1700 LST(0.17 ㎍/㎥)
이었다.  한랭전선이 통과하면서 Ca2+농도가 상당히 상

승한 것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최대농도 발생시

각이 다른 성분과는 달리 한랭전선 통과 전이 아닌 통과 

후에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NH4
+ 농도를 보면, NO3

-농도와 비슷하게 새

벽과 아침에 고농도를 보였고 1300 LST에 최소농도 그

리고 1600 LST에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다시 peak가 나

타나는 추세를 보였다. Na+농도를 보면, 1700 LST에 연

산동과 장림동이 각각 0.55 ㎍/㎥와 0.51 ㎍/㎥로 최대농

도를 나타내었고 이후 급속히 감소하였다. 1200 LST와 

1300 LST에 남서풍의 영향으로 비교적 높은 농도를 보

였으며, 이후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농도가 급상승하였고 

북서풍이 유입되면서 농도는 급속히 하강하였다. K+농

도를 보면, 1700 LST에 연산동과 장림동이 각각 0.34 
㎍/㎥와 0.17 ㎍/㎥로 최대농도를 나타내었고 이후 지속

적으로 감소하였다. 오전과 오후에 상승과 감소를 반복

적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부산지역에 한랭전선이 통과

하면서 PM2.5 중의 SO4
2-, NO3

-, Ca2+, NH4
+, Na+, K+ 

농도는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었고 가장 큰 상승을 보인 

성분은 SO4
2-이었다. 

4. 결 론

부산 지역에서 2020년 3월 19일 우리나라를 통과한 

한랭전선을 사례로 기상상황과 미세먼지농도의 변화 그

리고 초미세먼지 중의 이온 성분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2020년 3월 19일 부산지역에서 한랭전선은 1513 

LST부터 1시간 10분간의 조정기를 거쳐 1623 LST에 

본격적으로 한랭전선의 공기가 유입되었다. 한랭전선의 

속도는 17.4 m/s (약 63 ㎞/hr)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이

동하였고, 한랭전선의 폭은 약 64 ㎞이었다. 
2) 한랭전선 통과 전·후의 후방궤적선을 보면, 통과 전

은 우리나라 남해상을 거쳐 해상의 공기괴가 유입되었고, 
통과 후는 중국 내륙으로부터 육상의 공기괴가 유입되었

다. 
3) 기상청 황사측정망의 PM10 농도를 보면, 백령도가 

0600 LST에 최대를 나타내었고 10시간 후인 1600 LST
에 부산의 구덕산에서 최대농도를 나타내었으며, 각 지

점에서 한랭전선이 통과하는 시각에 PM10 최대농도가 

발생하였다.     
4) 부산지역에서 2020년 3월 19일 PM10은 한랭전선 

통과 후에 급격한 농도 상승을 보였고, PM2.5는 한랭전선 

통과 중일 때 농도의 상승을 보였으며, 한랭전선 통과 시 

PM2.5/PM10 농도비는 0.10∼0.30으로 매우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5) 부산지역 25개 지점에서 2020년 3월 19일 한랭전

선 통과 전·후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PM10은 최대농도 발생시각 1700 LST 전·후의 6시간 평

균농도는 한랭전선 통과 후가 통과 전보다 높은 농도를 

나태었고, PM2.5는 PM10과 반대로 한랭전선 통과 전이 

통과 후보다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6) 부산지역 한랭전선이 통과 시 PM2.5 중의 SO4

2-, 
NO3

-, Ca2+, NH4
+, Na+, K+ 농도는 급격한 증가를 나타

내었고 가장 큰 상승을 보인 성분은 SO4
2-이었다. 

7) 이러한 부산지역 한랭전선 통과 시 기상 특성과 미

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중의 이온성분에 대한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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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는 향후 부산지역 고농도 미세먼지의 효율적 관리에 

통찰력을 제공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한랭전선

과 같은 특이 기상현상 발생을 대비해 더욱더 촘촘한 대

기질 측정과 합리적인 수치시뮬레이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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