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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mulation results of Asian Dust Aerosol Model (ADAM) for the period of April 7-9, 2006 were analyzed, comparing 
with observed PM10 data. ADAM simulated around ten times lower than on-site PM10 concentration in the source regions: 
Zhurihe, Tongliao, Yushe, Dalian and Huimin. As the result of this low concentration, transported amounts of Asian Dust 
were under-estimated as well. In order to quantify a forecasting accuracy, Bias and RMSE were calculated. Even though 
remarkably negative Biases and high RMSEs were observed, ADAM simulation had followed well up the time of dust 
outbreak and a transported path. However, the emission process to generate dust from source regions requires a great 
enhancement. The PM10 concentration at the surface reached up to 2,300 ㎍ m-3 at Baeknyoungdo and Seoul (Mt. 
Gwanak), up to 1,750 ㎍ m-3 at KGAWO about 18:00 LST in April 8, respectively; however, ADAM did not simulate 
the same result on its second peak. It is considered that traveling Asian dust might have been lagged over the Korean 
peninsula by the blocking of surface high pressure. Moreover, the current RDAPS's 30 km grid resolution (which ADAM 
adopts as the meteorological input data) might not adequately represent small-scale atmospheric motions below planetary 
boundary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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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6년 현재 기상청은 동아시아 황사 발생과 농도 예

측을 위해 황사농도 단기예측모델 (Asian Dust Aerosol 
Model, ADAM)을 운용하고 있다 (기상연구소 2004, 
2005; 기상청 2006, 전영신, 2006). 또한 황사의 정량적 

감시를 위해 중국 내륙 황사 발원지에 5개소의 PM10 
(TEOM series 1400a, R&P Co.) 관측망과 국내에는 

17개소의 PM10 β-ray (Model: FH62C14, Thermo 
electron Co.) 관측망을 운영 중이다 (Chun et al., 2006).

본 연구는 황사의 발생과 이동에 대한 ADAM의 예

보 정확도를 분석하였다. ADAM에서 모의된 P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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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specification of ADAM.
Specification

Type 3D Eulerian particle transport model
Domain 150 x 120, center: (126°E, 38°N)
Horizontal resolution 30 km x 30 km
Vertical resolution 25 layers (sigma)
Projection Lambert Conformal
Dust Emission   
Dust size range and bins 0.2~74㎛ (diameter), 11 bins
Dust density and particle size distribution 2600 kg m-3, log normal distribution
Snow cover not included
Forecast time 48 hours
Meteorology database RDAPS (Region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Land use data USGS vegetation data (1 km resolution)
Soil texture information Park and In (2003), In and Park (2003)
Roughness length Park and Lee (2004)

질량농도와 황사 발원지인 주일화 (朱日和, Zhurihe), 
유사 (愉社, Yushe), 통료 (通遼, Tongliao), 련 (大連, 
Dalian), 혜민 (惠民, Huimin)에서 관측된 PM10 질량농

도 값을 상호 비교하여 ADAM의 황사 초기 발생량 산

출 결과를 평가했다. 한반도 수송과정에 한 예측 수

준을 평가하기 위해 한반도 배경 기 지역인 서울 (관악

산), 백령도, 안면도 지구 기감시관측소 (Korea Global 
Atmosphere Watch; KGAWO) 및 제주 고산에서 관측

된 PM10 질량 농도를 각각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한

반도에서 2006년 4월에 관측된 고농도 황사를 사례로 

선정했으며, 황사 일기도와 ADAM 모의 결과를 정성적

으로 비교하였다. 또한 ADAM에서 모의된 PM10 농도

와 실제 관측값 사이의 오차 (Bias, Root Mean Squared 
Error) 를 계산하여 예측 정확도를 정량화하였다. 

2. 연구방법

2.1 황사농도 단기예측 모델 (ADAM)

황사농도 단기예측 모델은 황사 발원지에서의 먼지 

배출량 모듈, 먼지의 수송 및 확산 모듈 그리고 침적 모

듈로 구성된다. 모델의 구체적 구조와 입력자료에 

해서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또한 황사예보를 위해 

식생에 따른 발원지에서의 황사 배출량 감소효과와 황

사 발생 임계값으로 유동적인 풍속, 상 습도 및 토양

의 결빙상태를 고려한 지중 온도 등을 고려하고 있다 

(Park and In, 2003; In and Park, 2003).
ADAM에서 황사 배출량 모듈은 부유하는 먼지의 

입경별 질량 분포가 입자반경의 1.5승에 비례한다는 

가정을 따랐다 (Westphal et al., 1987; 1988). 




∝                        (1)

여기서, 는 지표에서 부유하는 먼지의 질량속을 의

미하며 은 먼지의 입자반경이다. 
그러나 식 (1)을 황사 모델에 적용할 경우 모의된 입

경별 농도 분포가 10-25 ㎛ 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ADAM은 식 (2)처럼 토

양 입자의 최 , 최소 입자 크기 분포 개념을 모델에 적

용하여 입경 분포를 더욱 정확하게 모의하였다 (Lu and 
Shao, 1999; Gomes et al., 1990; Shao et al., 2002; Park 
and Lee, 2004).

                            (2)

여기서,
 는 부유하는 먼지의 입경별 분포를,
는 부유하는 먼지의 최소 분산 분포를,
 는 부유하는 먼지의 최  분산 분포를 나타내며,
는 Lu and Shao (1999)와 Shao et al. (2002)에 의해 

추정된 가중 함수로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if ( ≫   )                         (3)

여기서,



조창범․전영신․구본양․박순웅․이상삼․정연앙  89

Fig. 1. Categorized soil types in source regions and PM10 monitoring sites in Korea and China.

와 은 27과 3의 값을 갖는 상수이며, 
는 마찰속도, 는 임계마찰속도이다. 

식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는 풍화가 약할 때

(≈  )는 1에 가까워져 입경별 먼지 부유 함수 

 는 최소 분산 분포 에 가까워지며, 풍화

가 강할 때 ( ≫ )는 0에 가까워져 입경별 먼지 부

유 함수가  에 가까워진다. 
주어진 토양의 최소 및 최  분산 분포는 몇 개의 로

그 정규화 분포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했으

며, 정규화 분포는 다음과 같다 (Gomes et al., 1990; 
Chatenet et al., 1996; Shao, 2001).

     

    

 
 



 




   

(4)

여기서,
는 모드의 수, 
는 j번째 모드 입자 분포의 가중치, 
와 는 j 번째 모드의 입자 분포의 상수들이다. 

최소 및 최  분산 분포 함수는 토양 종류에 따라 3

가지 즉, Sand, Loam, Silty Clay로 구분되나, 이러한 

토양 분류는 황사발원지를 분류한 4가지 토양 종류와 일

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분산 분포 함수를 적용하

기 위해서, 중국 북부 지방에서 채취한 37개의 토양 성분

을 분석하여, 황사발원지의 고비, 모래, 황토 및 혼합 토

양에서의 이들 성분비를 구하였다 (Fig. 1, Table 2). 
먼지농도 계산은 입경이 0.2-74 ㎛인 입자를 등 로

그 간격으로 나누어 11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각 구간

별로 농도의 이류와 확산으로 계산하였다. 먼지가 부

유하기 시작하는 지상 풍속을 임계풍속이라 하며 이에 

따른 마찰속도를 임계마찰속도라 한다 (Gillette, 1980, 
1982; Westphal et al., 1988). 또한 황사 발생에 임계 

조건으로 상  습도와 강수 유무도 포함되며, ADAM
에 적용된 황사발원지 식생정보는 USGS (US geo-
logical survey)의 24개 식생 분류 자료를 이용하였다. 
Table 2는 황사발원지 각 토양별 황사 발생 임계 조건

을 나타내고 있으며, 각 식생별 지표면 거칠기 길이

(Zo)와 부유 먼지 감쇄인자 (Reduction factor, R)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임계기상조건이 임계조건을 만족할 때 발원지에서 

황사가 발생하게 된다. 황사 발생량 (g sec-1 cm-2)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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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U.S. Geological Survey's 24 vegetation categories with the surface roughness length (Zo) and the Asian dust emis-
sion reduction factor (R) (Park and In, 2003)

Type Description                            Zo (m)  Reduction factor (R) 

A Urban and Built-up land 1.00 1.0

B Dry Cropland and Pasture 0.02 0.4

C Irrigated Cropland and Pasture 0.02 0.6

D Mixed Dry / Irrigated Cropland and Pasture 0.02 0.5

E Cropland / Grassland 0.02 0.5

F Cropland / Woodland 0.02 0.7

G Grassland 0.02 0.6

H Shrubland 0.03 0.7

I Mixed Shrub / Grassland 0.03 0.75

J Savanna 0.02 0.8

K Deciduous Broad leaf Forest 0.05 0.9

L Deciduous Needle leaf Forest 0.05 0.9

M Evergreen Broad leaf Forest 0.05 0.9

N Evergreen Needle leaf Forest 0.05 0.9

O Mixed Forest 0.05 0.9

P Water  0.001 1.0

Q Herbaceous Wet land  0.002 1.0

R Wooded Wet land  0.003 1.0

S Barren or sparsely vegetated land 0.01 0.1

T Herbaceous Tundra  0.003 1.0

U Wooded Tundra  0.003 1.0

V Mixed Tundra  0.002 1.0

W Bare ground Tundra  0.001 1.0

X Snow or Ice 0.001 1.0

Table 2. The composition of the soil texture and threshold conditions for Asian dust in the source regions

Source region
Soil texture

WS (m s-1)  RH (%) Precipitation
Clay (%) Loam (%) Sand (%)

Gobi region 15 35 50 9.5 60 None

Sand region 10 10 80 7.5 35 None

Loess region 20 55 25 6.0 30 None

Mixed soil region 30 30 40 9.2 45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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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Hourly (LST) mean concentration of PM10 (㎍ m-3) at Beakryoungdo, Seoul (Mt. Gwanak), KGAWO, and Gosan
for the period April 7 through 9 in 2006; concentrations above 300 ㎍ m-3 meaning a point to be officially recorded as Hwangsa
(Asian Dust) are shaded
April 7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Baeknyoung 33 41 38 39 33 32 35 30 30 28 20 38 42 69 70 72 151 180 305 332 309 327 409 441

Mt. Gwanak 62 66 65 56 42 24 22 34 13 12 17 28 52 37 50 73 69 73 102 105 91 117 154 242

KGAWO 53 54 46 51 54 40 33 29 15 24 27 28 27 46 54 54 58 63 81 84 102 107 118 165

Gosan 33 42 40 54 48 51 51 39 43 34 53 57 61 30 39 60 58 92 87 71 85 87 63 75

Remarks Baeknyoung : 1750- 1800- 2100- 2400-
Mt. Gwanak : 2230- 2400-

April 8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Baeknyoung 427 538 705 743 705 700 576 372 154 94 77 63 57 59 64 60 84 181 1455 2370 1970 1545 1644 1143

Mt. Gwanak 463 652 623 598 568 561 625 820 852 742 800 1171 1666 1585 1351 1415 1926 2291 2298 1798 699 382 249 478

KGAWO 249 266 272 308 329 326 372 404 437 515 569 767 736 749 728 706 710 751 804 1129 1709 1644 1696 1448

Gosan 75 97 127 168 182 171 149 172 212 225 213 205 180 183 171 189 181 178 181 180 154 133 120 101

Remarks
Baeknyoung : - 0300- 0600- 0900- 1200- 1500- 1800- 2100- 2400-
Mt. Gwanak : 0300- 0600- 0900- 1200- 1500- 1800- 2100- 2400- 
Gosan : 0810- 0900- 1200- 1500- 1800- 2100-2338.

April 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Baeknyoung 761 247 434 400 239 268 271 332 413 373 348 310 220 153 103 99 101 90 71 68 41 25

Mt. Gwanak 629 1378 1091 753 746 570 469 334 274 272 265 320 302 300 197 125 134 121 153 160 174 199 216 174

KGAWO 1313 945 783 1020 922 820 747 656 576 514 464 351 237 155 132 127 139 123 105 99 94 137 95 58

Gosan 86 93 85 84 82 77 68 72 70 74 81 93 57 38 16 56 42 12 31 30 24 15 13 9

Remarks Baeknyoung : 0300-0345. 1020- 1200- 1500-1630.
Mt. Gwanak : 0300- 0600- 0900- 1200-1430.

은 여기에 식생에 따른 감쇄인자 (Reduction factor, R)
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  × 
 

단 ≥
 (5)

   
여기서,
는 임계마찰속도 (critical friction velocity) 이고,
는 10  이상 입자에게 적용되는 상수이며,
는 발원지에서 i 번째 식생에 한 부분 값을 나타낸다.

식 (5)에서 임계마찰속도는 황사 발원지의 각 격자

별로 지표면 거칠기길이와 기안정도 그리고 임계기

상조건을 이용하여 구해진다. 지표면 거칠기길이는 식

생에 의해서 달라지며, 기 안정도 및 기상 변수들은 

기상청 지역 기모델 (RDAPS)에서 주어진다. 
ADAM에서 고려하는 황사의 침적 과정은 중력 침강 

속도와 공기 역학적 저항, 준 층류 저항 값으로부터 얻

어지는 건성 침적 과정 (Wesely et al., 1985)과, Chang 
등 (1987)에 의해 RADM (Regional Acid Deposition 
Model)에 제안된 습성 침적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수
송 및 확산 부분은 U.S.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개발한 CMAQ version 4.4 (Community 
Multiscale Air Quality) modeling system에 근간을 두

고 있다 (Byun and Ching, 1999). ADAM에서 모의된 

황사의 수송과정과 침적과정에 해서는 In and Park 
(2002)과 Lee et al. (2005)에 의해 각각 평가 되었다. 
또한 Dust Model Intercomparison (DMIP) 연구를 통

해 국제적으로 상호 비교되어 성능을 평가 받았다 (Uno 
et al., 2006)

2.2 사례 선정 

본 연구에서는 황사에 한 ADAM의 예측을 평가

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2006년 4월 8-9일 발생한 황사

를 연구 사례로 정했다. 사례 황사는 내몽골에서 발달

한 작은 규모의 저기압이 만주를 거치고 한반도를 사선

으로 가로질러 일본 동남부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발

생하였다. Table 4는 백령도, 서울 (관악산), KGAWO 및 

제주 고산에서 관측된 PM10 질량 농도 시계열 변화, 
황사 현상 유무와 강도, 황사가 관측된 시작된 시간과 

끝난 시간을 보여준다. 여기서, 는 강도 0의 약한 

황사를 의미하며, 0300-0345는 0300 LST에서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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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T까지 황사가 관측됨을 의미한다.
4월 7일 오후 5시 50분에 백령도에서 약한 황사가 

처음 목측 (目測)되기 시작하여 (  1750-),  오후 6시
에는 305 ㎍ m-3의 시간 평균농도가 다음날인 4월 8일 

오전 7시까지 계속되었다. 이 동안에 700 ㎍ m-3 이상

의 농도가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나타난 것도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4월 8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농도가 매우 약해졌다가 갑작스런 증가를 보이는데, 
오후 7시에는 2,370 ㎍ m-3에 육박하면서 연구 사례 기

간 중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다.
본 연구는 사례 기간동안 황사 발원지에서의 황사 초

기 발생량에 한 ADAM의 예측 능력을 평가하고, 한
반도 수송과정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서 보인 급격한 

PM10 농도 상승에 한 ADAM의 모의 정도를 평가하

였다. 덧붙여 9일까지 지속된 황사 현상의 원인으로 지

적된 고기압내 안정층 효과 (Moon et al., 2002, 임병숙, 
2006)에 한 ADAM의 모의 정도를 논의하였다.

2.3 PM10 관측망

2005년 봄부터 중국 황사발원지에 한⋅중 황사 공

동 관측망 5개소에서 PM10 TEOM (Tapered Element 
Oscillating Microbalance, Model: 1400a, R&P Co.) 
을 운영하게 되었다 (기상청, 2005). 한반도에서는 17
개소의 PM10 β-ray (Model: FH62C14, Thermo elec-
tron Co.) 관측망을 운용중이며, PM10 β-ray 측정기는 

베타선 감쇄 원리를 이용해 먼지 포집 전후의 필터 무게

를 계산해서 기 중 PM10의 질량 농도를 측정한다. 베
타선 공급원으로 Carbon-14가 사용됐으며, 제습장치가 

있어 기 중 수증기에 의한 영향을 적게 받고, 0~10,000 
㎍ m-3의 측정범위를 가진다. 30분 평균으로 6 ㎍ m-3의 

최소 측정 한계를 가지며, 24시간 연속 운영시 측정 오차

는 ±1 ㎍ m-3 이다. 한편 PM10 TEOM 1400a 측정기는 

고유 진동수를 이용해 검출 소자의 금속 전극표면에 측

정하려는 분진을 포집 및 퇴적시키고, 질량 증가에 비례

하여 진동 주파수가 변하는 것을 조 소자의 진동 주파

수 변위를 이용해 분진의 농도를 구한다. TEOM 1400a 
경우 24시간 연속 운영시 ±0.5 ㎍ m-3 측정 오차를 보이

고, 최  측정 범위 (0~5,000,000 ㎍ m-3)와 정확도 (~0.1 
㎍ m-3) 면에서도 PM10 β-ray 측정기보다 우수하다.

본 연구에서는 황사 발원지인 주일화 (朱日和, 
Zhurihe)와 황사의 이동 경로에 있는 유사 (愉社, Yushe), 
통료 (通遼, Tongliao), 련 (大連, Dalian), 혜민 (惠民, 

Huimin)에서 관측된 PM10 질량 농도와 한반도 배경

기 지역인 백령도, 서울 (관악산), KGAWO 및 제주 고

산에서 관측된 PM10 질량 농도를 분석하였다 (Fig. 1).

3. 분석 결과

사례 황사는 내몽골에서 발달한 저기압 후면과 몽골

에 중심을 둔 고기압 사이에 강한 기압경도력이 존재하

는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이 저기압은 발생 후 만주와 한

반도 동해상을 거쳐 일본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12시간 

간격의 황사일기도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Fig. 2). 
여기서 황사기간 중 저기압이 한반도를 가로질러 동

해로 빠져나가기까지 24시간 내외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여러 지역에서 48시간 이상 황사가 관찰되었다 

(Table 4, Fig. 2 (d), (e)). 이는 저기압이 빠져나가는 것과 

동시에 지표면 부근에서는 한반도 남북방향으로 정체성 

고기압 가 형성되어, 저기압 후면을 따르던 황사가 기

압계와 함께 동해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기압에 갇혀 

한반도 상공에서 오래 머물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3.1 종관 기상 패턴의 비교

4월 7일 00UTC에 ADAM은 중국 내륙 내몽골에서 

황사 발생을 모의했다. 계속해서 7일 12UTC에는 저

기압 후면을 따라 화북 및 압록강 지역에 걸쳐 한반도 

쪽으로 이동함을 보여 주며, 8일 00UTC에는 100~200 
㎍ m-3의 황사 띠가 남한 전체에 걸친 것으로 모의하고 

있다 (Fig. 3). 이어서 850 hPa 바람장을 관찰했을 때 기

상청 지역 기모델(RDAPS)은 이 시간 화중, 화남 지

방에 고기압중심을 모의하며 한반도로 진입하던 황사

를 흩어 놓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실제 사례에서는 황

사의 한반도 유입경로가 화북 지역보다는 북한 쪽으로 

치우쳐 이동했다. 또한 화중, 화남 지방에서 다가온 고

기압  영향으로 지표면 부근에 강한 안정층이 형성되

었고, 이로 인해 지표면에서는 황사 농도가 상당기간 

고농도를 유지하게 되었다. 
Fig. 4는 모델에서 모의된 PM10 연직 분포의 시계

열 변화를 보여준다. ADAM은 7일 12UTC에서 8일 

00UTC 사이에 최고 농도 800㎍ m-3의 황사가 800- 
850 hPa 부근에 중심을 두고 상층으로 이동 할 것으로 

모의한다. 반면 실제 백령도와 군산에서 Lidar를 통해 

관측된 빛 소산계수와 편광비의 시계열 변화는 부분

의 황사가 1 km 이하에 집중된 것을 의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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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wangsa (Asian Dust) weather map by KMA for the period of April 7-9, 2006.

(Fig. 5). 이와 같이 ADAM에의 모의된 황사의 이동 고

도와 실제 이동 고도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30 km 격
자 체계를 가진 RDAPS가 PBL 이하에서 발생하는 국

지지형풍의 u, v, w 성분을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것

과 모델내 연직 이류와 확산 속도가 실제보다 더 크게 

모의된 것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3.2 중국 기상대의 실측 농도값과의 비교

4월 6-7일에 걸쳐 내몽골 주일화 지역에서 8,000~ 
9,000 ㎍ m-3 수준의 PM10 농도를 보이는 강한 황사

가 산발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때 ADAM은 이 지역에 

발생한 황사 현상을 정시에 모의하였으나, 농도 면에

서는 900~1,100 ㎍ m-3 수준의 적은 값을 보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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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미세먼지 농도 (μg m-3)

범례: 300 400 500 600 800 1000 2000

Fig. 3. Surface dust concentration simulated by ADAM for the period of April 7-9, 2006.

9~10일에도 이 지역에는 산발적이며 강한 황사 현상

이 있었고 ADAM 역시 이들 현상을 적절히 모의했지

만, 발생되는 PM10 양에 관해 ADAM은 실제 현상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띄었다. 이러한 경향은 혜민 관

측소의 특정 시간 를 제외하고 유사, 통료, 련 등 중

국 내 PM10 관측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Fig. 6). 
여기서 혜민 관측소에서 관찰된 과  평가의 경우 자체 

발생한 황사로부터 기인 된 것이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조창범․전영신․구본양․박순웅․이상삼․정연앙  95

                               (a) Baeknyongdo

                             (b) Gunsan

Fig. 4. Time variation of PM10 vertical distribution at (a) Baeknyongdo and (b) Gunsan for the period of April 6-9, 2006.

              (a) Baeknyongdo

              (b) Gunsan

Fig. 5. Time variation of vertical extinction coefficient (left) and depolarization ratio (right), which had been acquired 
through lidar measurement, at (a) Baeknyongdo and (b) Gunsan for the period of April 6-9, 2006; two circles indicate layers
considered as Asian D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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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ADAM simulation with on-situ measurement PM10 on Zhurihe, Tongliao, Yushe, Dalian, and 
Huimin for the period of April 4-11, 2006.

로 본 연구 사례 한 ADAM 모의에서 한반도 수송 

경로가 중국 동안에 치우쳐서 생긴 결과로 사료된다.

3.3 우리나라 기상대의 실측 농도값과의 비교

Fig. 7는 서울 (관악산), 백령도, KGAWO 및 제주 

고산에서 관측된 PM10 질량 농도와 이 지역에 해 

ADAM이 모의한 PM10 질량농도의 시계열 변화를 보

여준다. ADAM는 한반도 자체에서 부유되는 먼지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6~7일에는 0~30 ㎍ m-3 수준의 

낮은 PM10 농도를 보였다. 그 후 8일 새벽, 백령도와 

KGAWO에서 300~700 ㎍ m-3 수준의 PM10 농도가 

관측될 때, ADAM은 이 지역에 해 100~300 ㎍ m-3 
수준의 PM10 농도를 모의하며 한반도로 유입되는 황

사를 모의하였다. 그러나 8일 저녁에 시간 평균 농도가 

2,300 ㎍ m-3에 도달하는 등 제주 고산을 제외한 한반도 

전역에서 2차 고농도 황사가 관측되었지만, ADAM에

서 모의된 PM10 농도는 40~100 ㎍ m-3 수준으로 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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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ame as Fig. 6. except for Baeknyongdo, Seoul, KGAWO, and Gosan.

분을 적절히 모의하지 못했다. 이에 한 원인으로 한반

도로 유입된 지상 PM10 농도 100~300 ㎍ m-3 수준의 황

사가 산둥반도에서 한반도로 진입하던 고기압에 의해 

한반도 남서쪽으로 흩어졌기 때문임을 생각할 수 있다. 
즉, 8일 150~200 ㎍ m-3 수준의 PM10 농도가 관측되었

던 제주 고산에 한 ADAM 모의는 0~25 ㎍ m-3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9일이 되서 정체된 고기압에 갇혀 있던 

황사가 동남진하며 이곳의 PM10 농도는 100 ㎍ m-3 이
하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언급했듯이 ADAM은 고

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남서진하며 흩어진 황사의 영향

으로 PM10 농도가 30~70 ㎍ m-3 수준으로 증가되는 것

을 모의하였다.

3.4 예측 농도값과 실측 농도값 사이의 오차 분석

ADAM의 예측 정확도를 정량화하기 위해 모의된 

PM10 농도와 실제 관측값 사이의 오차 (Bias, Root 
Mean Squared Error)를 계산하였다. 여기서 Table 5는 

앞에서 언급한 두 값들 사이의 Bias를 보여주고 있다. 4
월 5-8일 사이의 중국 혜민 관측소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 부분 시간 에서 ADAM이 모의하는 PM10 
농도가 음의 치우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강한 음의 치우침이 황사 현상의 유무와 연관된 경향

성을 띄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RMSE 값을 계산해 Table 
6에 제시하였다. RMSE 계산은 1,000 ㎍ m-3 이상의 

강한 황사가 발생했을 때, 200~1,000 ㎍ m-3 사이의 중

간 강도의 황사가 발생했을 때, 200 ㎍ m-3 이하의 약

한 황사를 포함한 비황사 기간에 해 각각 계산한 결

과, 모의된 PM10 농도와 실제 관측값 사이에는 상당

한 오차가 존재하지만, 세 구간으로 나눠진 실제 관측

값의 시계열 변화와 모의된 PM10 농도를 비교했 때 

두 값이 유사하게 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

다. 즉, 구간 변화에 따른 RMSE 값의 증감을 관찰하

면, 강한 황사 구간에서는 ADAM의 모의도 함께 증가

하며, 중간 강도 및 비황사 기간에도 같이 증가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황사의 정량적 예측에서 ADAM
의 모의는 과소평가 경향이 뚜렷하나, 정성적인 예측 즉, 
황사의 발생, 이동 및 소멸 과정에 해서는 ADAM의 

결과는 신뢰성을 가진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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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ame as Table 5 except for RMSE with the number of samples for three cases: >1,000 ㎍ m-3, 200~1,000 ㎍ m-3,
200 ㎍ m-3>.

RMSE (Root Mean Squared Error)

>1000 ㎍ m-3 1000~200 ㎍ m-3 200 ㎍ m-3>
Zhruihe 4073.2 (N=40) 317.5 (N=60) 158.5 (N=53)
Tongliao 273.0 (N=15) 126.1 (N=109)
Yushe 288.9 (N=80) 86.9 (N=85)
Dalian 1564.9 (N=4) 303.6 (N=38) 70.1 (N=63)
Huimin 185.1 (N=6) 122.5 (N=162)
Seoul 1701.3 (N=10) 500.6 (N=31) 51.5 (N=126)
Baeknyoungdo 1824.2 (N=5) 334.8 (N=31) 39.1 (N=123)
KGAWO 1417.1 (N=7) 497.0 (N=30) 50.6 (N=69)
Gosan 208.8 (N=3) 69.7 (N=137)

Table 5. Daily bias between ADAM simulation and on-situ measurements PM10 on Zhurihe, Tongliao, Yushe, Dalian,
Huimin, Baeknyoungdo, KGAWO, and Gosan for the period of April 4-11, 2006.

Daily bias
April 5 April 6 April 7 April 8 April 9 April 10 April 11

Zhruihe -247.9 -3012.2 -263.6 -787.5 -280.0 -2098.0 -442.8
Tongliao -30.6 -52.9 -32.7 -28.1 -93.8 -75.5 253.0
Yushe -44.8 -146.3 -197.5 -111.4 -227.9 -230.9 -454.8
Dalian -66.1 -67.4 -116.1 -576.1 -193.0 19.0 -70.7
Huimin 118.1 -26.0 58.1 88.3 -77.6 -90.4 -52.9
Seoul -50.2 -59.2 -59.5 -962.2 -327.6 -9.7 -1.7
Baeknyoungdo -68.4 -42.7 -100.5 -549.6 -163.1 10.8 -23.1
KGAWO -44.5 -31.8 -50.9 -573.2 -399.4 -32.5 -8.4
Gosan -37.1 -47.2 -48.0 -150.3 -13.2 -27.1 -27.6

4. 결론 및 요약

2006년 봄철,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한 농도를 보였

던 황사사례를 선정하여, 중국 황사 발원지, 중국 기상

와 우리나라 기상청 산하 기상 에서 관측된 PM10 
질량 농도 값과 황사예보모델의 황사 농도 단기예측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 이들 사이의 오차 (Bias, Root 
Mean Squared Error)를 계산하여 예측 정확도를 정량

화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황사예보모델의 황사 농도 예측은 황사의 발

생 지역 및 주 이동 경로를 적절히 모의하였다. 또한 

2006년 4월 8일 새벽에 백령도와 안면도에서 300~ 
700 ㎍ m-3 수준의 PM10 농도가 관측될 때 ADAM은 

이 지역에 해 100~300 ㎍ m-3 수준의 PM10 농도를 모

의하며 황사의 한반도 유입 시각을 유사하게 모사했다. 
둘째, 황사농도 예측값은 관측된 PM10 농도와 비교

했을 때 그 변화경향은 유사하였으나, 황사의 초기 발

생량을 상당히 낮게 모의했다. 이러한 과소평가는 발

원지에서의 먼지 배출 및 발생속 계산 과정과 황사 발

원지에 한 정보 부족에서 기인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들이 황사의 이동과 소멸과정 전반에 영향을 

주어, 한반도에서 침적하는 황사에 한 정량적 예측

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었다.
셋째, 2006년 4월 8일 오후에는 한반도 남북으로 늘

어선 고기압 의 영향으로 2차 고농도가 관측되었다. 
그러나 황사예보모델의 기상장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예

보모델 (RDAPS)은 850 hPa 바람장 예보에서 화중, 화
남 지방에 고기압 가 놓인 것으로 모의하며 오히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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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로 진입하던 황사를 흩어 놓는 역할을 했다. 따라서 

실제로 고기압내 하층 안정층에서 보인 2차 고농도를 

황사농도단기예측모델에서 적절하게 모의될 수 없었다.
넷째, 실측 PM10 농도에 해 황사예보모델의 예측

값은 강한 음의 편중 (Negative Bias)을 보였다. 그러

나 황사의 발생, 이동 및 소멸 과정에 한 황사예보모

델의 정확도 판단을 위해 계산한 오차 분석 결과 황사

예보모델의 정성적인 예측은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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