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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A10) 한반도 남동 지역의 PM10 분포에 대한 종관 기압장의 영향 

채다은 ․ 이순환1) ․ 김지선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과, 1)부산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1. 서론 

입자성 오염물질 중 공기역학적 직경이 10 ㎛ 이하인 PM10은 시정을 감소시키며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 

악화 및 폐기능 저하 등 환경과 인체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최근 중국으로부터 장거리 수송과 대기정체로 

인하여 계절과 상관없이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공기질 향상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전국 연평균 PM10 농도는 2013년부터 2015년 까지 51.2 ㎍m-3, 51.9 ㎍m-3, 51.0 ㎍m-3으로, WHO 권
고치인 20 ㎍m-3와 비교하였을 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바람 패턴과 종관 기압 분포가 한반도 남동 지역 PM10 농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해서 최근 5년간(2014~2018) 바람 패턴을 분류하고 패턴별 기상장 특징을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최근 5년간의 바람 패턴을 분류하기 위해서 1°×1°의 해상도를 가지는 NCEP FNL (Final Operational Global 
Analysis) 재분석 자료에서 얻은 900 hPa (u,v) 바람 성분을 이용하여 전체 사례일(1795일)과 일평균 PM10 농도

가 50 ㎍m-3 초과하는 고농도 PM10 사례일(514일)에 대하여 K-means 군집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전체 사례

일에 대한 바람 패턴이 고농도 PM10 사례에서 어떻게 분리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두 사례일의 군집을 비교하

였으며 군집 분석 결과 분류된 바람 패턴별 기상장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500 hPa 지오포텐셜 고도, 풍속 등

의 기상 요소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3. 결과 및 고찰

한반도 남동 지역에서의 PM10 농도에 영향을 주는 바람 패턴을 분류하기 위해서 군집 분석을 수행하고 바람 

패턴별 기상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바람 패턴과 기상장은 기압 패턴의 특성에 따라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전체 사례일을 대상으로 실시한 군집 분석에서 4개의 군집으로 분류된 바람 패턴은 고농도 PM10 사례일에서 

5개의 바람 패턴으로 분리되었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반도 남동 지역에서의 고농도 PM10 사례일은 장거

리 수송과 국내 배출에 의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체 사례일을 대상으로 실시한 군집 분석에서 고농

도 사례일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군집은 고농도 PM10 사례에 대해서만 군집 분석을 하였을 때 두 개의 군집으

로 분류되었다. 두 개의 분리된 군집에서 지상 기압 분포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기압 차이는 한반도 남

동 지역에서의 PM10 농도 분포의 차이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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