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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cerns on high ozone concentration phenomenon is significantly growing in Seoul metropolitan area

including the industry complex area, like Shiwha·Banwol area. The aims of this research is the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high concentrations of O3 and solar radiation parameters in atmosphere. The understanding of

the effects of solar radiation intensity, humidity, high air temperature on ozone concentration in a day is very

useful to provide a direction for reducing of the high ozone concentration to a local government or a metropolitan

government.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maximum ozone concentration and various meteorological parameters

in 2009 - 2011 carried out using IBM's SPSS program.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ean correlations coefficient

(R) between daily Ozone maximum and solar radiation resulted R = 0.64 during 2011. May - September in 10 air

pollution stations. In case of correlations between daily ozone maximum and relative humidity showed negative

correlation R = -0.61. The correlation analysis with mean air temperature during 1-3 PM resulted R = 0.29. This

low correlation coefficient could be corrected by using of categorized data of ozone concentration. The daily

maximum ozone concentration is more dependent on peak solar radiation and high air temperature during 1-3 PM

than its simple daily maximum value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ould be used to develop the high ozone alert

system around Seoul metropolitan area. This correlation analysis could be partially integrated to prediction of

ozone peak concentration in connection with other methods like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C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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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오존경보제의 도입으로 고농도 오존현상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특히 수도권지역 중에 인천을 포함

한 시화 반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남부지역

의 오존경보의 발효회수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 또한 시화 반월 산업단지의 경우 공장 밀집지역

으로 오존 경보 발령 위험이 커서 특별한 관리의 필요

성을 보인다 하겠다. 고농도 오존 현상은 자동차에 의

한 질소산화물(NOx)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그리

고 일산화탄소(CO) 등의 복합적인 원인물질과 광화학

적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하여 발생한다. 수도권과 대규

모 공단지역에 날로 심각해지는 오존 등의 2차 대기오

염물의 확산을 다룬 광화학반응이 포함된 대기오염확산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

농도 오존 문제는 대상지역의 기상요소 (바람장, 온도

장, 대기안정도, 대기혼합고와 태양복사량 등)와 기인물

질들의 대기 중의 광화학적 반응을 고려한 상관성을 분

석되고 특히 그 민감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존(O3)은 대기 중에 배출된 질소산화물

(NOX)과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이 태양광선 중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된 PAN, 알데히

드, 케톤 등의 광화학 옥시던트 등의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한다. 원인물질인 VOC's는 자동차, 화학공장, 정유

공장과 같은 산업시설과 산에서의 자연적 발생원 등 다

양한 배출원에서 발생한다1). 오존에 반복 노출 시에는

폐에 피해를 줄 수 있는데, 가슴의 통증, 기침, 메스꺼

움, 목 자극,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유발시키며, 기관지

염, 심장질환, 폐기종 및 천식을 악화시키고, 폐활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특히 기관지 천식환자나 호흡기 질

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에게는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1) Seinfeld J. H. etc., Atmospheric chemistry and physics, John

Wiley & Son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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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2). 또한 농작물과 식물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쳐 수확량이 감소되기도 하며 잎이 말

라 죽기도 한다. 현재 환경정책기본법에는 대기환경기

준으로 오존 농도를 8시간 평균 0.06 ppm과 매 시간

측정값은 0.1 ppm으로 정하여 놓았다3). 또한 오존경보

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각각 주의보 0.12 ppm, 경보

0.3ppm, 중대경보 0.5 ppm로 단계별로 기준을 정해 놓

았다4). 본 연구에서는 태양광선의 영향과 기온, 습도

등의 기상요소와 고농도 오존 농도와의 상관성을 분석

하여 고농도 오존생성에 영향이 큰 요소를 도출해 보고

자 한다.

1.2 연구 대상지역 및 분석방법

그림 1. 연구 대상지역의 지형도

고농도 오존현상이 문제시 되고 수도권 지역에서 오

존경보발령이 가장 빈번한 경기도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일사량, 대기온도 등의 고농도 오존 형성에 미치는 영

향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태양일사량 등의

기상요소와 오존농도와의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하였다.

상관관계분석 (correlation analysis)은 변수들 상호간의

선형관계를 갖는 정도를 분석하는 통계적 기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을 위하여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0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관성분석을 통해 오존농도에 영향

을 미치는 기상요소들의 상관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같은 24시간의 자료를 상관 분석에 적용할 때

기존의 연구들이 평균값 또는 최대값을 임의로 선택하

는 경우가 많은데, 본 연구에서는 평균값과 최대값 그

리고 고농도오존 발생시간인 오후 1-3시 사이 평균값

등의 상관성을 비교하여 향후 연구에 사용할 기상요소

의 자료의 선택 시에 있어서 좀 더 상관성 높은 자료값

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로 환경부의 대기오염 권역별

측정소 데이터와 기상청의 수원, 인천의 지상 매시간자

료와 경기남부와 인천의 자동기상관측자료 그리고 오산

의 고층기상자료를 사용하였다. 대기 중 오존농도 측정

2) Vallero D., Fundamentals of air pollution, Academic press,

4th ed., 2008.

3)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2010.

4)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2008.

자료의 경우 환경부에서 ASCII 형태로 제공이 되어 이

자료를 엑셀파일에 읽어 들여 SPSS에 연결 가능 하도

록 하였다. 또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 자료도

ASCII 형태의 자료이여서 엑셀 형태로 변환하여 통계

프로그램에 적용하였다. 두 자료 모두 측정기기의 안정

성 개선 등을 통해 결손값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다

만 정확한 통계분석을 위하여 엑셀자료에서 0으로 표시

되는 결손 측정값에 대하여는 SPSS의 처리과정 시에

선택조건을 통하여 오존농도값과 기상요소값 모두 배제

가 되도록 하였다.

연구 대상 기간은 2011년도의 고농도 오존이 발생

가능한 5월부터 9월을 대상기간으로 하였다. 개별적인

대기오염측정점과 기상측정점 및 상관성 분석을 위한

자료의 목록은 표. 1과 같다. 대기오염측정소를 중심으

로 위경도 상으로 가장 근접한 곳의 기상측정소(지상관

측소 또는 자동기상관측소)를 서로 연결하여 분석을 수

행 하였다. 대기오염 관측자료는 매시간별 오존(O3)과

오존 생성에 관련이 있는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

(CO)를 이용하였고, 기상관측자료로는 매 시간별 일사

량(MJ/m2), 기온, 상대습도(%)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행하였다. 대기오염측정지점의 경우 기상요소

들과의 상관성분석을 위하여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기상관측소 자료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표 1. 기상관측지점과 대기오염측정지점

시별 대기오염측정소 기상측정소

안산

고잔동 (131191) 545(안산), 565(시흥)

원시동 (131192) 545(안산), 565(시흥)

본오동 (131193) 545(안산)

원곡동 (131194) 545(안산), 565(시흥)

부곡동 (131195) 545(안산), 565(시흥)

대부동 (131196) 514(대부도)

호수동 (131197) 545(안산)

시흥

정왕동 (131231) 565(시흥)

시화공단 (131232) 565(시흥)

대야동 (131233) 544(대야)

2. 연구대상지역의 2009-2011년도 오존경보 현황

오존예보제는 ‘98년부터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등 5대도시에서 시작하여 ’05년에는 광주, 울산으로 확

대하여 현재 7대 도시에서 오존예보제를 운영하고 있으

며 시행기간은 경보제와 동일하게 매년 5월～10월에 운

영되고 있다. 2010년의 오존예보제의 운영 결과에서 예

보적중률이 7대 도시에서 54.5 ∼ 71.2%의 분포로 나타

났으며, 평균 61.9%의 적중률을 보였다.5) 본 연구에서

는 오존예보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예보모델 개선을 위

한 연구의 일부로 고농도 오존발생에 영향을 주는 기상

요소의 상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대도시 오존농도의

전반적인 상승에 따라 오존주의보(0.12ppm/시간) 발령

일수 및 횟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5)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2010.



태양복사 및 기상요소의 고농도 오존형성에 대한 상관성 분석 / 안재호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Vol. 12, No. 6  2012. 12 95

그림 2. 측정소별 오존(O3)의 연도별 연평균 농도분포 추이

(대기환경연보, 2010)

본 연구의 대상 기간인 2011년의 경우 수도권지역을

살펴보면 경기도지역에 5일간 17회의 오존주의보 발령

서울지역의 경우 7일 21회, 인천지역은 2일 5회로 나타

났다.6)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의 오존주의보 발령일

수는 ‘10년 우리나라 전체 발령일수의 약 45%를 차지

(총 9일)하여 전년의 50%보다 감소하였고, 기타 지역에

서 약 75%(총 15일)를 차지하였다. 오존주의보 발령횟

수는 수도권에서 31회로 전체 발령횟수 60회의 51.7%

였고, 기타지역에서 48.3%(총 29회)를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수도권지역에서의 고농도 오존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고농도 오존과 태양복사 및 기상요소의 상관성분석

3.1 2011년 고농도오존과 일사량의 상관성 분석

오존 예·경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일 최고

오존농도일 것이다. 지표면에서의 오존생성은 다음의

메커니즘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1)

         (1)

     (2)

 = 태양에너지

 = 빛의 파장

 = 에너지 흡수체

본 연구에서는 2011년 5월에서 9월의 매시간별 오존

농도와 일사량자료를 연구목적에 맞게 자료화해서 일최

고 오존농도와 일사량의 일평균, 일최고값 그리고 오후

1-3시 사이 평균값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일사량의 경우 오존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므로 두 요소간의 상관성은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일

중의 일사량 중 어느 시간대의 일사량이 가장 높은 상

관성을 이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표 2.는 일사량의

일최고값, 오후 1-3시 사이 평균일사량과의 상관계수값

을 나타내었으며, 그중 일평균일사량과의 상관성은 가

장 낮게 나타내어 표에 제시하지 않았다. 일최고 일사

량과의 상관계수는 0.525 - 0.699의 범위에 있으며 9

6) 수도권대기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정보, 2011.5. - 2011.9.

지점의 평균은 0.64로 나타났다. 또한 오후 1-3시 사이

평균일사량의 분석에서는 조금 나은 상관성을 보여

0.523 - 0.711의 범위를 보였으며 평균은 0.65로 개선되

었다. 이는 고농도오존의 생성에서 순간 최고일사량 보

다 일정시간 약 2-3 시간정도의 강한 일사량의 유지가

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하겠다. 그러므로 오존

예·경보모델의 구축에 있어서 일사량의 경우 단순 일최

고값 보다는 일중 강한 일사량이 유지되는 오후 1-3시

사이 평균값을 고려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선택

이라고 사료된다.

표 2. 일최고 오존농도와 일사량의 상관성계수(R)

대기오염
측정소

상관계수 R 값
(일최고오존농도
Vs.일최고일사량)

상관계수 R 값
(일최고오존농도Vs. 1-3
시 사이 평균일사량)

고잔동 0.654 0.678

본오동 0.651 0.67

원곡동 0.699 0.711

부곡동 0.681 0.708

대부동 0.525 0.523

호수동 0.63 0.641

정왕동 0.659 0.668

시화공단 0.607 0.60

대야동 0.676 0.683

평균 0.64 0.65

그림 3. 2011년의 안산, 원곡동 O3 최고농도(PPM)와

최고일사량(MJ/m2)과의 상관성

그림 4. 2011년의 안산, 부곡동 O3 최고농도(PPM)와

최고일사량(MJ/m2)과의 상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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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11년의 안산, 원곡동 O3 최고농도(PPM)와

오후 1-3시 사이 평균일사량(MJ/m2)과의 상관성

그림 6. 2011년의 안산, 부곡동 O3 최고농도(PPM)와

오후 1-3시 사이 평균일사량(MJ/m2)과의 상관성

위의 그림 3.-6.은 10곳의 측정지점 중에 비교적 상

관성이 높은 원곡동과 부곡동의 일최고 O3 농도와 일

최고 일사량과 오후 1-3시 사이 평균일사량과의 상관

도를 제시하였다.

3.2 2011년도 고농도오존과 상대습도의 상관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2011년 5월에서 9월의 일최고 오존농

도와 오후 1-3시 사이 상대습도의 평균값과의 상관성

을 분석하였다. 표 3.는 상대습도가 가장 낮은 시간대인

오후 1-3시 사이 평균상대습도의 상관계수값을 나타내

었으며, 그중 일평균상대습도와의 상관성은 가장 약하

게 나타나 표에 제시하지 않았다. 상관계수 R는 -0.498

에서 -0.677의 범위에 있으며 평균은 -0.61로 나타났다.

박상훈7)이 인천지역의 고농도 오존일을 중심으로 각 1

7) 박상훈, 인천지역 대기중 오존발생과 그 영향인자의 상관관계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윧대학원 석사논문, 2011

주일간의 매시간 상대습도와 오존농도의 상관성을 분석

한 결과 R값이 -0.13에서 -0.589 범위의 값을 제시하였

다. 본 연구에서 좀 더 상관성이 강한 결과를 보여 주

었는데 일최고농도의 오존값은 오후 1-3시 사이 상대

습도가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일사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존 예·경보

모델의 구축에 있어서 상대습도의 매 시간값 보다 오후

1-3시 사이 평균값을 고려하는 것이 일최고 오존농도

의 예측신뢰도를 높일 수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아래의 그림 7.-8.은 분석한 측정지점 중에 비교적

상관계수가 높은 원곡동과 부곡동의 일최고 O3 농도와

오후 1-3시 사이 평균상대습도와 관계를 도표로 나타

내었으며 역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3. 일최고 오존농도와 상대습도와의 상관성계수(R)

대기오염측정소

상관계수 R 값

(일최고오존농도Vs.

오후 1-3시 사이 평균상대습도)

고잔동 -0.622

본오동 -0.606

원곡동 -0.668

부곡동 -0.677

대부동 -0.579

호수동 -0.62

정왕동 -0.602

시화공단 -0.498

대야동 -0.625

평균 -0.61

그림 7. 2011년의 안산, 원곡동 O3 최고농도(PPM)와

오후 1-3시 사이 평균상대습도(%)와의 상관성



태양복사 및 기상요소의 고농도 오존형성에 대한 상관성 분석 / 안재호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Vol. 12, No. 6  2012. 12 97

그림 8. 2011년의 안산, 부곡동 O3 최고농도(PPM)와

오후 1-3시 사이 평균상대습도(%)와의 상관성

3.3 2011년도 고농도오존과 기온의 상관성 분석

고농도오존과 대기의 온도와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는 비교적 많이 진행이 되어왔다. 구지선8)은 100 ppb의

오존농도를 기준으로 고농도일과 저농도일을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에 경기남부 5개시의 평균기온을 분석하여

저농도일에 20.38 °C±6.38, 고농도일에 29.65 °C±2.68

로 약 9 °C 정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는 100 ppb

이상의 고농도는 대체로 30 °C 내외의 기온에서 발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손영임 등9)은 고농도 오존일의

기상요소와의 관계를 연구하여 일최고 오존농도는 일사

량, 최고기온과 양의 상관관계를 상대습도와는 음의 상

관관계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위의 본 연구결과와 아

주 잘 일치한다고 하겠다. 또한 1년간 월평균 오존농도

와 월평균 기온과의 상관성 분석을 한 고미현10)은0.92

의 상관계수 값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 결과 보다 나

은 상관성을 보인 것은 매월 약 30일간의 평균값을 비

교하여 첨두값이 평균화되는 과정을 통해 상관성이 강

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사료된다.

2011년 5월에서 9월의 일최고 오존농도와 기온의 일

최고값 그리고 오후 1-3시 사이 평균값의 각각의 값과

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표 4.는 의 일최고기온, 오후

1-3시 사이 평균기온과의 상관계수 R값을 나타내었다.

일최고 기온과의 상관계수는 0.098 - 0.315의 범위에

있으며 평균은 0.25로 나타났다. 또한 오후 1-3시 사이

평균기온의 분석에서는 조금 나은 상관성을 보여 0.151

- 0.351의 범위를 보였으며 평균은 0.29로 개선되었다.

이는 고농도오존의 생성에서 일시적인 최고기온 보다

일정시간 약 2-3 시간정도의 고온의 대기의 유지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보여준다 하겠다. 본 연구결과의 오

존 예·경보모델의 구축 적용에 있어서 기온은 일최고값

보다 1-3시 사이 평균값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구지선, 경기남부지역의 오존 분포특성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

교 산업대학원 석사논문, 2011

9) 손영임, 윤희일, 김희종, 대구시의 고농도 오존 발생일에 나타

나는 기상학적 특성, 한국지구과학회지, Vol. 25, pp. 425-435, 2002

10) 고미현, 대구지역의 오존 발생에 미치는 영향인자에 관한 연

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9

고 사료된다.

표 4. 일최고 오존농도와 기온과의 상관성계수(R)

대기오염
측정소

상관계수 R 값
(일최고오존농도
Vs.일최고기온)

상관계수 R 값
(일최고오존농도Vs.
1-3시 사이 평균기온)

고잔동 0.291 0.321

본오동 0.277 0.311

원곡동 0.315 0.346

부곡동 0.212 0.256

대부동 0.098 0.151

호수동 0.301 0.328

정왕동 0.23 0.258

시화공단 0.282 0.351

대야동 0.279 0.266

평균 0.25 0.29

일사량과 상대습도의 경우 비교적 강한 상관성을 보

였으나, 기온은 이에 비해 낮은 값을 보였다. 이러한 특

성은 고농도 오존의 예측 시에 구지선8)의 방법에서와

같이 오존농도의 범위별로 몇 범주를 구분하여 상관성

분석을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하겠다.

아래의 그림 9.-12.은 비교적 상관성이 나은 시흥의 시

화공단과 안산의 원곡동의 일최고 O3 농도와 일최고기온

과 오후 1-3시 사이 평균기온과의 상관도를 제시하였다.

그림 9. 2011년의 시흥, 시화공단 O3 최고농도(PPM)와

일최고기온(°C)과의 상관성

그림 10. 2011년의 시흥, 시화공단 O3 최고농도(PPM)와

오후 1-3시 사이 평균기온(°C)과의 상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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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2011년의 안산, 원곡동 O3 최고농도(PPM)와

일최고기온(°C)과의 상관성

그림 12. 2011년의 안산, 원곡동 O3 최고농도(PPM)와

오후 1-3시 사이 평균기온(°C)과의 상관성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시화 반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남부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2011년 5월에서

9월까지의 대기오존농도 측정자료와 태양광선 및 기상

요소에 관한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상관성분석을 수행하

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일최고 오존농도와 최고 일사량과의 상관계수는

0.525 - 0.699의 범위에 있으며, 오후 1-3시 사이 평균

일사량은 조금 나은 상관성을 보여 0.523 - 0.711의 범

위를 보였으며 평균은 0.65로 개선되었다. 이는 고농도

오존의 생성에서 순간 최고일사량 보다 일정시간 약

2-3 시간정도의 강한 일사량의 유지가 더 중요한 요소

임을 보여준다 하겠다.

일최고 오존농도와 상대습도가 가장 낮은 시간대인

오후 1-3시 사이 평균상대습도의 상관계수 R는 -0.498

에서 -0.677의 역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평균은 -0.61로

나타났다. 일사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존 예·경보모

델의 구축에 있어서 오후 1-3시 사이 평균값을 고려하

는 것이 일최고 오존농도의 예측신뢰도를 높일 수 방법

이라고 사료된다.

일최고 기온과의 상관계수는 0.098 - 0.315의 범위에

있으며 평균은 0.25로 나타났다. 또한 오후 1-3시 사이

평균일사량의 분석에서는 조금 나은 상관성을 보여

0.151 - 0.351의 범위를 보였으며 평균은 0.29로 개선되

었다. 고농도 오존 모형을 위한 기온자료의 선택 시에

1-3시 사이의 평균기온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을

보여줄 뿐 오존 농도와 기온과의 1:1의 상관성에서는

매우 약한 상관성을 보여 준다 하겠다.

일사량과 상대습도의 경우 비교적 강한 상관성을 보

였으나, 기온은 이에 비해 약한 상관성을 보였다. 이러

한 특성은 고농도 오존의 예측시스템의 구축 시에 오존

농도의 범위별로 구분하여 상관성 분석을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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