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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resent paper, we, for the first time, calculated SO2 inflow from China to Korea
peninsula based on OMI SO2 products and HYSPLIT (Hybrid Single Particle Lagrangian Integrated
Trajectory Model) backward trajectory calculations. The major factors used to estimate SO2 flux are long
range transported SO2 concentration, transport speed of air mass, and thickness of transported air mass
layer. The mean and maximum SO2 fluxes are estimated to be 0.81 and 2.11 g·m-2·h-1, respectively
based on OMI products while, those of SO2 fluxes are 0.50 and 1.18 g·m-2·h-1 respectively using in-
situ data obtained at the surface. For most cases, larger SO2 inflow values were found at the surface than
those estimated for the air mass layer which extends from surface up to 1.5 km. However, increased
transport speed of air mass leads to the enhanced SO2 flux at the altitude up to 1.5 km at the receptor sites.
Additionally, we calculate uncertainties of SO2 flux using error propag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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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에서는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한반도에서 고농도 SO2가 관측된 날에 대하여 Ozone

Monitoring Instrument (OMI) 이산화황자료 및 역궤적 계산을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한반도로 장거리 수

송되는 이산화황 flux의 계산 방법을 처음으로 소개하였다. 지표공기에서 측정된 이산화황 농도값과 OMI

센서에서 측정된 이산화황 층적분농도값을 이용하여 장거리 수송된 지표공기에서의 이산화황 flux와 지표

부터 특정고도 사이 공기층 내에서의 평균 이산화황 flux를 각각 계산하였다. 위성관측을 이용하여 산출된

평균 flux값은 0.81 이고 최대 2.11 g·m-2·h-1 까지 산출되었고, 지점관측을 통한 지표공기로 유입되는 이

산화황의 flux값은 평균 0.50 이고 최대 1.18 g·m-2·h-1 까지 산출 되었다. OMI센서와 지점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된 각각의 flux를 상호 비교하였으며 대부분의 경우 수용지역의 지표공기로 유입되는 이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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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산화황은 인위적 혹은 화산과 같은 자연적 발생원

을통하여대기로유입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Dockery

et al., 1996; Seinfeld and Pandis, 2006; Sunyer et al., 1997;

Thompson et al., 2001; Weiss et al., 1993). 그 중 인위적 발

생요인으로 인해 생성된 이산화황은 전체 이산화황의

약 70%이상으로추정되며인위적발생요인으로생성된

이산화황의 절반은 화석 연료 연소 활동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Whelpdale et al., 1996). 최근 일반적으로 대

기 중 이산화황의 농도가 줄어들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중국에서는 중국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석

연료 사용의 증가로 인해 이산화황의 대기 중 농도가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Lu et al., 2010). 최근에는 중국

의 이산화황 발생량이 전세계 이산화황 발생량의 약 1/4

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동아시아 지역 이

산화황 발생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

고있다(Streets et al., 2000, 2006a, 2008, 2009; Ohara et al.,

2007). 이러한 이산화황은 인간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

며, 화학반응들을거쳐황산염, 황산등의형태로도존재

하며 국지적 규모의 대기환경뿐만 아니라 장거리 수송

을 통해서 비교적 먼 거리에 떨어진 특정 수용지역 대기

환경의 oxidant levels, 산성비, 시정 장애 등의 광범위한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에어로졸 형태로

지구 복사강제력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Haywood et al., 1995).

그러므로 특정 수용지역에서 효율적인 대기 질 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황과 같은 월경성 오

염물질들이 발생원으로부터 장거리 수송을 통해 수용

지역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에서 발생된 이산화

황의 주변 지역으로의 장거리수송에 대한 연구가 최근

수행되고 있다. Jaffe et al.(1999)은 역궤적 계산을 이용하

여 아시아지역의 공기 오염물질들의 북미지역으로의

장거리 수송을 연구하였다. Kim et al.(2001)은 항공기 측

정을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황해를 통해 한반도로 수송

되어 온 이산화황과 에어로졸로 인한 수용지역에서의

각 물질들의 농도 변화에 대한 연구를 보고하였다. 또한

항공기와 위성 측정자료를 이용하여 대기 중 황의 동아

시아와 북미지역간 장거리 수송량을 산정하는 연구를

In-situ관측 자료와 MODIS센서자료(Levy et al., 2007),

MISR algorithm(Martonchik et al., 2002; Kahn et al., 2005)

을 GEOS-Chem chemical transport model v7-04-09(Bey et

al., 2001)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Van Donkelaar et al.,

2008). Z. Lu et al.(2010)은 중국에서의 이산화황의 발생

량과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황 농도 변동의 상관성에 대

해 보고하였다. Jeong et al.(2013)은 위성자료(Ozone

Monitoring Instrument (OMI), Levelt et al., 2006)와 서울

지역의 지점측정자료를 이용하여 수용모델의 일종인

Conditional potential source contribution function (CPSCF)

를 이용하여 중국에서 발생된 이산화황이 서울 대기 중

이산화황의 농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산

정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최근 중국에서

발생된 이산화황을 포함한 황 계열 물질이 한반도 등의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북미지역까지도 수송이 될 수 있

으며 이로 인하여 해당 수용 지역에서 이산화황과 대기

중 황의 농도변화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장거리 수송된 이산화황 및 이산화황의 물리화학적

반응을 통해 생성된 황산염이 수용지역 대기에서 복사

전달과 복사강제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는 수용지역에서의 이러한 물질들의 농도변화만을 이

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송된 이산화황의 절대적인 양

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표 부근의 공기뿐

만 아니라 대기 전체를 통하여 발생원으로부터 수용지

역에 장거리 수송된 이산화황의 양을 정량화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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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flux 값들이 지표부터 최대 1.5 km 사이의 장거리 수송되어 유입된 공기층 내의 평균 이산화황 flux 값

들보다 높은 것으로 계산되었다. 발생원 지역에서 강한 저기압이 발견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중국 발생원 지

역으로부터 장거기 수송된 공기덩어리가 수용지역의 1.0에서 1.5 km 고도로 빠르게 유입되는 경우 지표부

터 최대 1.5 km 사이 공기층 내의 평균 이산화황 flux 는 지표공기에서 산출된 flux 보다 높게 산출되는 경

향을 보였다. 추가적으로 산출된 SO2 flux값의 오차를 계산하고 오차값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에 대해서 논

의 하였다.



서는 flux산출이 선행되어야 한다. Flux(g·m-2·h-1)는

주어진 방향에 대하여 수직인 단위 면적을 통하여 단위

시간당 특정 물리량이 수송되는 비율을 말한다. 본 연구

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장거리 수송되어 한반도로 유입

되는 이산화황의 flux를 처음으로 계산하였다. 본 연구

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위성으로 측정된 이산

화황의 층적분농도자료, 지상에서 지점모니터링으로

측정된 농도자료 및 HYSPLIT 역궤적(https://ready.arl.

noaa.gov/HYSPLIT.php)계산을 통하여 장거리 수송된 이

산화황의 flux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두 번째 목

적은 지표부근에서의 flux와 수송되어온 대기 중 이산화

황 층에서의 평균 flux를 각각 산출 함으로써 flux의 고도

별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산출된 이산화

황 flux의 불확실성을 계산하였으며 불확실성에 기여하

는 주요인자들에 대해서 논의 하였다.

2. 자료와 연구방법

1) 자료

본 연구에서는 지표공기 중 장거리 수송된 이산화황

의 flux를 산출하기 위해서 지표에서 이산화황을 측정한

지점관측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장거리 수송된 공기덩어

리층내의이산화황의평균 flux를산출하기위해서위성

에서 측정한 이산화황 층적분농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NIER)의 이산화황 지점관측

자료를 사용하였다. 지표공기 중 이산화황은 자외선형

광법(model 4108, Dasibi Environmental Corp., Glendale,

CA;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reference method

EQSA-1086-061)을 사용하여 관측되었다. 이산화황의

혼합비는 0.6 ppbv의 검출한계를 가진다. 관측 시간분해

능은 수분에서 십 여분이 소요되며 본 연구에서는 매 시

간 평균 자료를 이용하였다. 위성 이산화황 층적분농도

자료는 2004년 7월에 발사된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의 Earth Observing System

(EOS)-Aura (Levelt et al., 2006)위성에 탑재된 Ozone

Monitoring Instrument (OMI)센서로 측정된 OMSO2e

level-3 자료(http:// disc.sci.gsfc.nasa.gov/Aura/data-holdings/

OMI/omso2e_v003.shtml)를 사용하였다. OMI센서는

UV부터 VIS(264 nm - 504 nm)까지의 파장범위와

13×24 km2 공간 해상도를 가지고 전구 관측에 하루가

소요된다.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영역인 100° E

에서 150° E 그리고 20° N에서 60° N사이에서 측정된 자

료를 사용하였다. OMI센서는 본 연구의 공간 범위인 한

반도를 13시 30분에 관측한다.

2) Flux산출 지역 선택

선행연구(Streets et al., 2000; Zhao et al., 2008; Jeong et

al., 2013)에서는 Zhengzhou 와 Changchun을중국에서의

고농도 이산화황발생 발생지역으로 보고하였다. Fig. 1

(a)은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된 중국의 고농도 이산화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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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p of the study region. (a) The SO2 source areas indicated by ellipses in China and main inflow route (solid arrow) to Korea
Peninsula. (b) The location of In-Situ measurement sites in Korea Peninsula.

(a) (b)



발생 지역을 보여준다. Fig. 1 (b)은 이산화황의 지점모니

터링관측을 수행한 서울, 강릉, 인천 세 곳의 위치를 보

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표공기 및 장거리 수송된

공기덩어리 내의 이산화황의 flux 를 상호 및 인천에서

flux를 산출하였다. 이 세 곳은 연속적인 지점관측자료

가 많으며, 지점농도자료 및 위성으로 동시에 측정된 자

료들이 다른 지점 관측소들에 비해 다수 존재하는 이점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OMI센서의 이산화황 층적분농

도자료의 정확성이 비교적 높은 2005년부터 2008년 사

이 중국에서 발생한 이산화황이 한반도 대기에 영향을

미친 이벤트 날을 선택하여, 서울, 강릉 및 인천에서 flux

를 산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장거리 수송으로 인

한 한반도 지역의 이벤트 날들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

서는 Fig. 2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Fig. 2는 본 연구에서의 이벤트 날짜를 선정하는 절차

를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수용지역에 대한 장거리 수송

된 이산화황의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는 날을 선

택하기 위하여 관측의 연속성이 높은 지점관측자료를

이용하여이산화황의농도가높은기준으로상위 0.01%

이내에 해당하는 자료 중에서 일 평균 이산화황의 농도

가 해당일 전날과 비교해 최소 3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

이는 날짜를 선택하였다. 이렇게 선택된 날짜들 중에서

http://disc.sci.gsfc.nasa.gov/Aura/data-holdings/OMI에서보

고 되었듯이 OMI산출 자료의 정확도가 높은 2005년부

터 2008년사이에서 지상 지점관측자료와 위성 관측자

료가 동시에 함께 존재하는 날짜를 이벤트로 정의하였

다. Table 1은 이렇게 선정된 지역별 이산화황의 장거리

수송 이벤트 날짜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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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lowchart of the procedure used to select the event dates with high SO2 at the receptor sites due to long-range transport.



서 보여지는 이벤트 날짜에 대한 해당 지역별 flux를 산

출 하였다.

3. Flux 계산

1) 위성자료를 활용한 장거리 수송된 공기덩어리층의

평균 이산화황 flux산출

Table 1에서 선택된 지역별 이벤트 날에 대해서 위성

관측 이산화황 층적분농도자료를 식 (1)에 입력하여 장

거리 수송된 이산화황을 포함한 공기덩어리층의 평균

이산화황 flux를 산출 하였다. 식 (1)에서 α는 장거리 수

송된 공기덩어리층 내에서의 이산화황의 층적분 농도

를 나타낸다. β는 장거리 수송된 이산화황이 존재하는

공기덩어리층의 두께(Layer thickness)를 나타낸다. α를 β

로 나누어 줌으로써 장거리 수송된 공기덩어리층 내에

서의 이산화황의 평균 농도를 구할 수 있다. γLayer는 장거

리 수송된 이산화황 공기덩어리의 평균 수송 속도를 나

타낸다. α를 β로 나누어주어 구한 장거리 수송된 이산화

황의 평균 농도에 평균 수송 속도 γLayer를 곱해 줌으로써

장거리 수송된 공기덩어리층 내에서의 단위면적을 통

하여 단위 시간당 수송되는 이산화황의 평균질량을 나

타내는 flux를 산출할 수 있다.

FluxLayer (g·m-2·h-1) = 

                   (1)
× 장거리 수송된 공기덩어리층의 평균 이동속도(γLayer)

여기에서 α를 β로 나누어주어 구한 장거리 수송된 이산

화황의 평균 농도를 δLayer로 정의하고 식 (2)와 같이 나타

내었다.

                                  δLayer =                                     (2)

(1) 장거리 수송된 이산화황의 층적분농도(α) 계산

장거리 수송을 통한 이산화황의 층적분농도는 식 (3)

를 통하여 계산하였다.

                       α = VCDevent
_ VCDlocal                        (3)

여기에서 VCDlocal는 해당 지역(서울, 인천 혹은 강릉)에

서 장거리 수송으로 인한 이벤트 영향이 제외된 배경 층

적분농도를 나타낸다. 이벤트가 포함된 해당 월의 OMI

이산화황 층적분농도자료 중에서 이벤트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들의 자료의 평균을 통하여 VCDlocal을 구하였

다. VCDevent는 장거리 수송으로 인한 이벤트 날들의 이

산화황 층적분농도 값을 나타낸다. 이벤트 기간 중 위성

관측자료를 통해 산출된 장거리 수송으로 인한 이산화

황의 층적분농도(α)의 평균값은 1.58 DU 로 산정되었

다. 이 때 산정된 장거리 수송으로 인한 이벤트 영향이

제외된 배경 층적분농도(VCDlocal)의 평균값은 0.71 DU

이다. 본 연구에서 선택한 이벤트들의 경우 장거리수송

으로 인한 이산화황의 수용지역 대기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큰경우들에해당함으로배경층적분농도(VCDlocal)

에 표준편차 값을 더 하더라도 그 값의 크기가 대부분의

경우 장거리수송으로 인한 이산화황의 층적분농도(α)

보다 매우 작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 수용지역에서의 장거리 수송된 이산화황층의 두

께(β) 산출

장거리 수송된 수용지역에서의 이산화황층의 두께

(β)를 산출하기 위해 중국 이산화황의 발생원 지역에서

의계절별대기경계층정보(von Engeln and Teixeira, 2011)

와 US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Air

Resources Laboratory(NOAA/ARL)에서 개발한 Hybrid

Single Particle Lagrangian Integrated Trajectory Model

(HYSPLIT) version 4.9를 이용하여 역궤적 계산을 수행

하였다. 중국 이산화황 발생원 지역의 대기경계층은 이

산화황이 존재하는 고도정보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von Engeln and Teixeira(2011)에 따르면 이러한 중국에서

의 대기경계층은 위치 별 계절별로 변동성이 큰 것으로

보고되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von Engeln and Teixeira

(2011)에서보고된중국이산화황발생원지역의계절별

장거리 수송된 이산화황의 층적분농도 (α)
장거리 수송된 이산화황층의 두께 (β)

α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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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lected receptor sites and dates of SO2 episodic
events in this study

Events Dates Locations
E1 23, 24 January 2005 Seoul
E2 10, 11 February 2006 Seoul, Incheon
E3 21, 22, 23 December 2006 Seoul, Incheon
E4 13, 14, 15 March 2007 Seoul, Incheon
E5 7, 8 November 2007 Seoul
E6 11, 12 March 2008 Seoul
E7 6, 7 January 2008 Incheon, Gangneung



대기경계층정보를 이용하였다. HYSPLIT 역궤적 계산

을 이용하여 Table 1에서 선택된 이벤트 날짜의 위성 관

측시간인 13시 30분으로부터 서울, 인천과 강릉지역에

도착하는 3일 기간의 역궤적을 한 시간 간격으로 계산

하였다. 계산된 역궤적의 연직고도가 중국 이산화황 발

생원 지역의 대기경계층을 통과할 경우 해당 역궤적의

수용지역에서의 연직고도에서 장거리 수송된 이산화황

을 포함한 공기덩어리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러

한 방식으로 각 수용지점인 서울, 인천과 강릉에서 지표

부터 대류권 권계면인 약 10 km 까지 평균 200 m 간격으

로 역궤적 계산을 수행하여, 각 수용지역에서 장거리 수

송된 이산화황을 포함한 공기덩어리의 고도분포를 산

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택한 이벤트 지역과 날짜에 해

당하는 지표부터 특정고도까지의 장거리 수송된 공기

덩어리가골고루분포함을확인할수있었다. Fig 3 (a)는

서울에도착하는 2005년 1월 23일에해당하는 E1이벤트

에 대한 3일 기간의 고도 별 역궤적을 계산한 결과를 보

여준다. Fig. 3 (b)에서 y 축은 고도를 나타내며 x 축은 오

른쪽은 수용지역의 현지시간을 나타내며 왼쪽은 수용

지역의 현지시간으로부터 3일 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가장왼쪽 y 축의 고도는 역궤적으로 계산된 발생지역에

서의 공기덩어리가 통과하는 고도의 위치를 나타내며

가장 오른쪽 y 축의 고도는 역궤적으로 계산된 발생지역

으로부터 출발한 공기덩어리가 수용지역에 도착했을

때의 고도를 나타낸다. Fig. 3 (b)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

이 서울지역에서 E1의 경우에는 발생지역에서의 대기

경계층이 1.5 km 이며 발생지역의 지표로부터 1.5 km 사

이에서 이산화황을 포함하여 다양한 고도에서 출발한

공기 덩어리가 수용지역에서는 지표로부터 0.8 km 까지

골고루 도착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에

서의 장거리 수송된 이산화황층의 두께(β)는 0.8 km 로

산정된다. Fig. 3 (b)에서 보여지듯이 발생지역에서 대기

경계층위의 1.7 km 고도에서 존재하는 공기덩어리의 경

우는 수용지역에 1.1 km 고도에 도착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수용지역에 도착한 공기덩어리는 발생원으로부터

의 고농도 이산화황을 함께 수송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하였다.

(3) 장거리 수송되는 공기덩어리의 평균 이동속도

(γLayer) 계산

산출된 수용지역에서의 장거리 수송된 이산화황층

내에 분포하는 공기덩어리들은 소스지역까지의 이동시

간 및 거리가 Fig. 3 (a)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다른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공기덩어리들의 발생지

역과 수용지역 사이에서의 이동거리와 시간을 계산하

여 각 공기덩어리들의 수송 속도를 산출 할 수 있다. 이

러한 각 공기덩어리들의 수송 속도를 평균하여 장거리

수송되는 이산화황을 포함한 공기덩어리의 평균 이동

속도(γLayer)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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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Three-day backward trajectories for air masses arriving in Seoul on 23 January 2005. Trajectories are shown at an hour
intervals. (b) Changes in air mass height between the Zhengzho and Seoul for the same dates.

(a) (b)



2) 지점관측자료를 활용한 수용지역 지표에서의 장

거리 수송된 이산화황의 flux산출

Table 1에서 선택된 지역별 이벤트 날에 대해서 지점

관측 이산화황 농도자료를 식 (4)에 입력하여 장거리 수

송된 이산화황 flux를 산출 하였다. 식 (4)에서 δSurface는 수

용지역 지표에서의 장거리 수송된 이산화황의 농도를

나타낸다. 지점관측자료의 flux산출에 있어서 위성자료

를이용한 flux산출과달리층적분농도가아닌농도로산

출이 된다. γSurface는 장거리 수송 이동 속도를 나타낸다.

수용지역 지표에서의 장거리 수송된 이산화황 농도

(δSurface)에 장거리 수송 이동속도(γSurface)를 곱해 줌으로써

수용지역 지표에서의 장거리 수송된 이산화황 flux를 산

출할 수 있다.

FluxSurface (g·m-2·h-1) =
지표에서의 장거리 수송된 이산화황의 농도 (δSurface)   (4)
× 장거리 수송된 공기덩어리의이동속도(γSurface)

(1) 수용지역 지표에서의 장거리 수송된 이산화황의

농도(δSurface) 계산

수용지역 지표에서의 장거리 수송을 통한 이산화황

의 농도(δSurface)는 식 (5)를 통하여 계산하였다.

                   δSurface = conc.event
_ conc.local                     (5)

여기에서 conc.local는 해당 지역(서울, 인천 혹은 강릉)

에서 장거리 수송으로 인한 이벤트 영향이 제외된 농도

를 나타낸다. 이벤트가 포함된 해당 월의 지점관측 이산

화황 농도자료 중에서 이벤트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들

의자료의평균을통하여 conc.local을구하였다. conc.event는

장거리 수송으로 인한 이벤트 날들의 지표에서의 이산

화황 농도 값을 나타낸다.

4. 결 과

Table 2는 Table 1에서 선택된 각 지점에서 이벤트 별

flux 산출 결과 및 flux를 산출하는데 사용한 네 가지 인자

(α, β, γ, δ)를 보여준다. 식 (3)을 이용하여 위성관측자료

를 통해 산출된 장거리 수송으로 인한 이산화황 층적분

농도(α)는 평균 0.026 g·m-2 이며 최소 최대 값은 각각

0.008 과 0.081 g·m-2 로 산정되었다. 수용지역에서의

장거리 수송된 이산화황층의 두께(β)는 0.3 에서 1.5 km

의 범위를 보였으며 평균 0.6 km 로 계산되었다. 위성 자

료를 이용한 장거리 수송된 공기덩어리 내에서의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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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stimated SO2 flux and the parameters used to estimate the flux

Event α*, α**, α***
[g·m-2]

β*, β**, β***
[m]

δ*, δ**, δ***[µg·m-3] γ*, γ**, γ***[m·s-1] Flux*, Flux**, Flux***[g·m-2·h-1]
δSurface δLayer γSurface γLayer FluxSurface FluxLayer

E1
23 0.019* 800* 8.54* 23.58* 2.44* 3.21* 0.075* 0.272*
24 0.021* 1100* 22.72* 19.14* 3.58* 10.56* 0.293* 0.728*

E2 11 0.035*, 0.009** 500*, 500** 21.47*, 3.69** 70.41*, 18.20** 6.78*, 6.24** 6.78*, 7.16** 0.524*, 0.083** 1.718*, 0.469**

E3
22 0.020*, 0.017** 500*, 500** 35.83*, 29.70** 39.44*, 34.59** 4.75*, 4.74** 7.82*, 6.52** 0.613*, 0.507** 1.110*, 0.812**
23 0.009*, 0.010** 400*, 400** 10.27*, 1.55** 21.54*, 25.20** 9.33*, 8.45** 11.95*, 11.01** 0.345*, 0.047** 0.926*, 0.999**

E4
13 0.021*, 0.022** 800*, 800** 38.56*, 10.38** 26.40*, 27.27** 4.32*, 3.87** 5.44*, 4.79** 0.600*, 0.145** 0.517*, 0.393**
14 0.028*, 0.031** 1100*, 1100** 63.46*, 18.73** 25.14*, 28.28** 2.45*, 2.29** 3.30*, 3.32** 0.600*, 0.154** 0.299*, 0.338**
15 0.016*, 0.016** 500*, 500** 73.66*, 40.59** 31.58*, 31.45** 2.27*, 2.63** 5.23*, 5.13** 0.602*, 0.384** 0.594*, 0.581**

E5
7 0.014* 500* 29.73* 28.97* 1.38* 2.39* 0.148* 0.249*
8 0.012* 1100* 48.62* 11.36* 1.70* 2.28* 0.298* 0.093*

E6
11 0.019* 300* 100.70* 62.01* 3.12* 3.77* 1.131* 0.842*
12 0.081* 500* 37.35* 161.60* 3.40* 3.63* 0.457* 2.112*

E7
6 0.020**, 0.008*** 500**, 500*** 20.59**, 28.01*** 39.93**, 15.91*** 3.16**, 3.33*** 3.55**, 4.20*** 0.234**, 0.336*** 0.510**, 0.241***
7 0.015**, 0.023*** 500**, 500*** 23.51**, 47.29*** 30.78**, 45.03*** 3.97**, 3.84*** 4.41**, 4.77*** 0.336**, 0.654*** 0.489**, 0.773***

* indicate Seoul data
** indicate Incheon data
*** indicate Gangneung data



화황의평균농도(δLayer)의최소값과최대값은각각 11.36

와 161.60 g·m-3 으로 산출되었으며 평균 값은 45.32

g·m-3 으로 계산되었다. 수용지역 지표에서의 장거리

수송된 이산화황의 농도(δSurface)는 최소값과 최대값이 각

각 1.55와 100.70 g·m-3 으로 계산되었으며 평균값은

41.21 g·m-3 으로 계산되었다. δLayer와 δSurface사이의 차이

가 비교적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지표부터 특정

고도까지 존재하는 수송된 공기덩어리 내에서의 이산

화황의 평균 농도(δLayer)와 수용지역 지표에서의 장거리

수송된 이산화황의 농도(δSurface)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

로 확인 하기 위해 두 값을 상호 비교 해보았다.

Fig. 4는 지표부터 특정 고도까지 존재하는 수송된 공

기덩어리 내에서의 이산화황의 평균 농도(δLayer)와 수용

지역 지표에서의 장거리 수송된 이산화황의 농도(δSurface)

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Fig. 4 (a)에서 OMI와 지점관측

값이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우를 Case 1로 지점관측값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경우를 Case 2로 위성관측값이 높은

경우를 Case 3으로 정의하였다. Case 3은 서울지역에서

2006년 2월 11일(E2)과 2008년 3월 12일(E6)에 관측된

값이다. NOAA Satellite and Information Service 제공하는

기압자료 (http://nomads.ncdc.noaa.gov/cgi-bin/ncdc-ui/

igra/main-station.cgi)를 확인해 볼 수 있듯이 Case 3의 경

우 중국의 이산화황 발생지역에서 2006년 2월 8일과 9

일, 2008년 3월 9일과 10일 고농도의 이산화황이 발생했

을 때 해당 중국지역 대기가 저기압의 상태였을 때 발생

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산화황이 저기압상

태에서 발생되는 상승기류로 인해 중국 발생원 지역에

서 평균적으로 측정된 대기경계층보다 높은 고도로 상

승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역궤적 계산으로

확인한 결과 발생원 지역에서의 대기경계층 위의 상층

공기는 장거리 수송된 후 한반도 수용지역에서도 1.5

km 이상의 지표로부터 높은 층을 통과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Fig. 4 (a)에서 Case 2의 경우

지점관측값은 낮게 관측되는 반면 수직 칼럼 농도인 위

성관측값은 정상적으로 관측되어 차이를 많이 보이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발생원과 수용지역 사이에서 장거리 수송되는 공기

덩어리의 평균 이동속도(γLayer)의 최소값과 최대값은 각

각 2.28 과 11.95 m·s-1 로 계산되었으며 평균값은 5.30

m·s-1이다. 지표근처 공기덩어리의 이동속도(γSurface)는
γLayer와 비슷한 범위의 값으로 산출되었으며 1.38 부터

9.33 m·s-1 의 범위 내에서 변화를 보였으며 평균값은

3.90 m·s-1 이다.

Table 2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위성자료를 이용한 장

거 리 수 송 된 공 기 덩 어 리 층 의 평 균 이 산 화 황

flux(FluxLayer)의 최소값은 서울지역에서 2007년 11월에

발생한 이벤트(E5)에서 0.09 g·m-2·h-1 로 산출되었으

며 최대값은 서울지역에서 2008년 3월에 발생한 이벤트

(E6)에서 2.10 g·m-2·h-1 으로 산출되었다. 서울지역에

서 2008년 3월에 발생한 이벤트(E6)을 제외할 경우 위성

관측을 바탕으로 산출된 FluxLayer의 값이 클 경우 (0.80 ≤

FluxLayer ≤ 1.50 g·m-2·h-1) 에는 장거리 이동된 이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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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rrelations between surface SO2 and mean SO2 concentrations within the air layer long-range transported from China for (a)
all cases and (b) those except for the Case 2. Red lines represent the linear regression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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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포함한 공기덩어리 중 수용지역 기준으로 높은 고

도에 위치한 공기 덩어리의 이동속도가 빨랐으며 이로

인하여 공기덩어리의 평균이동속도(γ)가 증가 함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FluxLayer의 값이 작을 경우 (0.09 ≤

FluxLayer ≤ 0.30 g·m-2·h-1) 에는 다양한 고도로 유입되

는 이산화황으로 인하여 수용지역에서 장거리 수송된

이산화황층의 두께(β)가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FluxLayer의 값이 이 경우 작게 산출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지점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수용지역 지표

에서의 장거리 수송된 이산화황 flux (FluxSurface)의 최소값

은 인천지역에서 2006년 12월에 발생한 이벤트(E3)에서

0.05 g·m-2·h-1 로 산출되었으며 최대값은 서울지역에

서 2008년 3월에 발생한 이벤트(E6)에서 1.18 g·m-2·h-1

으로산출되었다. FluxSurface가높은값을보이는경우(0.60

≤ FluxSurface ≤ 1.20 g·m-2·h-1)에는 높은 δSurface값이 주

요 원인으로 확인되며 때로는 지표근처로 유입되는 공

기덩어리의 빠른 이동속도가 높은 FluxSurface값의 주요 원

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도에 따른 이산화황 flux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수송된 공기덩어리층 내에서의 이산화황의 평균 flux

(FluxLayer)와 수용지역 지표에서의 장거리 수송된 이산화

황 flux (FluxSurface)를 상호 비교 해보았다(Fig. 5). Fig. 5 (a)

에서는 산출된 모든 flux정보에 대한 지상과 공기덩어리

층 내에 존재하는 각각의 flux를 비교하였다. Fig. 5 (a)에

서 보이는 바와 같이 지표와 수송된 공기덩어리층 내에

서의 평균 flux값들 사이의 상관관계(R = 0.34)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5 (a)에서 보이는 바와 같

이 Case 1에 해당하는 자료들은 1:1라인에 비교적 가깝

게 위치하고 있으며 Case 1의 값들만을 이용하여 선형회

귀분석을 하였을 경우 상관계수는 0.76 으로 확인 되었

으며 Fig. 5 (a)의 모든 flux에 대한 상관계수보다 두 배 이

상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5 (a)에서 Case 2에 속하

는 flux 자료들의 경우에는 FluxLayer가 FluxSurface보다 상대

적으로 높게 나오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Case

2 자료들의 경우는 저기압으로 인한 영향보다는 Table 2

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γSurface보다 몇 배가 속도가 더 빠

른 γLayer로 인하여 FluxLayer가 FluxSurface보다 상대적으로 flux

가 매우 높게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이산화황을 포

함하고 있는 지표근처의 공기덩어리의 수송속도보다

이산화황을 포함하고 있는 높은 고도의 공기덩어리의

이동속도가 빠른 경우 FluxLayer가 매우 높게 산출되는 경

향을 보였다고 말할 수 있다. Case 3의 경우는 Case 2의

산출된 flux값들보다 훨씬 더 FluxLayer가 FluxSurface보다 큰

경우들을 보여주고 있다. Case 3에서 매우 큰 FluxLayer값

들이 산출된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Fig. 4 (a) Case 2에 해

당하는 매우 큰 δLayer 값들 때문이다.

Fig. 5 (a)에서는 Case 2와 Case 3 에 해당하는 자료들의

수보다 Case 1에 해당하는 flux 자료수가 더 많은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Case 1에 해당하는 flux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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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rrelations between surface SO2 flux() and mean SO2flux() within the air layer long-range transported from China for (a) all
cases and (b) those except for the Case 2. Red lines represent the linear regression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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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더 많은 이유는 Fig. 1을 통하여 앞에서 설명 하였듯

이 flux를산출하기위한이벤트장소와날짜를선택함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고농도의 지점자료가 관측된 장소

와 날짜를 우선 선택한 후 위성자료존재 유무의 기준을

적용하였기에 Fig. 5 (a)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FluxSurface의

농도가 대체적으로 FluxLayer보다 높은 Case 1에 해당하는

자료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설명 될 수 있다.

Fig. 5 (b)는 Fig. 5 (a)에서 발생원 지역의 저기압의 영향

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특별한 경우의 Case 3에 해

당하는 자료를 제외하고 Case 1과 Case 2에 해당하는 산

출된 flux자료를이용하여 FluxLayer와 FluxSurface의상관관계

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Fig. 5 (a)에서 계산된 선형회귀식

에서의 경사도보다 Fig. 5 (b)에서 계산된 선형회귀식에

서의 경사도가 Case 3의 자료들을 제외함으로 인해 낮아

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Fig. 5 (a)에서의 상관계

수(R)값보다 Fig. 5 (b)에서의상관계수값이증가한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FluxSurface와

FluxLayer간의 상관계수는 낮으며 이는 이산화황이 발생

원으로부터 장거리 수송될 때 지표에서부터 어느 정도

의 고도까지 수송되는 이산화황의 양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5 (b)에서도 대부분 지표를 포함하지

않는 상층 공기로 이산화황이 유입 될 경우에 산출된

Case 2에 해당하는 FluxLayer값들을 제외하면 Case 1에 해

당하는 FluxLayer값들은 중국으로부터 이산화황이 유입될

때 지표 공기로 이산화황이 더 많이 유입되지만 지표로

부터 1.0 이나 1.5 km 의 고도까지 이산화황이 비교적 다

양한 고도에서 골고루 유입되는 경우를 보여준다. 이러

한 Case 1에 해당하는 flux자료들만을 이용하여 선형회

귀분석을할경우 R값은 0.76 이며경사도는 0.54로계산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Error propagation방법을 이용하여 산

출된 flux의 오차를 계산 하였다.

               =    ( )2 + ( )2                (5)

식 (6)을 통해 산출 된 δLayer에 γLayer를 곱해 마지막

FluxLayer를 산출하는 식의 에러는 식 (5)에 적용시켜 최종

FluxLayer의 에러를 산출 할 수 있다. ∆FluxLayer는 FluxLayer의

오차, FluxLayer는 산출된 FluxLayer, TS는 γLayer의 오차, TS는
γLayer를 각각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δLayer를 계산 하기

위해 Lee et al.(2009)에 보고된 이산화황의 평균 오차 값

인 45% 와 20%의 역궤적 계산의 오차 값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γLayer를 계산하기 위해 Stohl(1998)에 의해 보고

된 20% 의 평균 역궤적 계산의 오차 값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이산화황 flux(FluxLayer)의 평균 오차

는 105% 로 계산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를 통해서 OMI이산화황과 역궤적 계산을 통

해서 중국으로부터 장거리 수송되어오는 이산화황의

flux를 계산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소개하였다. 중국으로

부터 유입되는 이산화황 Flux의 고도별 특성을 이해하

기 위해 OMI센서와 지점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된

각각의 flux를 상호 비교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수용지

역의 지표공기로 유입되는 이산화황 flux 값들이 지표부

터 최대 1.5 km 사이의 장거리 수송되어 유입된 공기층

내의평균이산화황 flux 값들보다높은것으로계산되었

다. 발생원 지역에서 강한 저기압이 발견되는 경우를 포

함하여 중국 발생원 지역으로부터 장거기 수송된 공기

덩어리가 수용지역의 1.0에서 1.5 km 고도로 빠르게 유

입되는 경우 지표부터 최대 1.5 km 사이 공기층 내의 평

균 이산화황 flux 는 지표공기에서 산출된 flux 보다 높게

산출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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