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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황사는 다양한 점토(clay)성분(예를 들어, kaolinite,

illite, montmorillonite) 및 방해석 (calcite), 석고 (gyp-

sum), 적철광(hematite) 등과 같은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종종 80~100 μm 정도의 크기를 가진 입자들

과 혼합되어 지표 토양으로 존재하고 있다 (Curtis et

al., 2008). 황사의 입경은 0.1 μm에서 100 μm 이상까

지 나타나지만 부분의 큰 입자들은 배출원 근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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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round-based in-situ measurements of aerosol optical properties at Gosan climate observatory have been analyzed

to investigate the optical contribution of Asian dust and polluted particles on light absorption in springtime 2011.

During the Asian dust episode, the contribution of Asian dust particle to aerosol absorption coefficient estimated

about 45% at 370 nm and about 23% at 520 nm. Especially, black carbon in dust plume contributes about 48% to

aerosol light absorption at 520 nm since the airmass are transported from the Gobi and inner Mongolia deserts, and

this airmass comes across the northeastern coast of China, near the Shandong Peninsula. In pollution case, the con-

tributions of dust particle and black carbon to aerosol absorption coefficient estimated about 41% and 11% at 370

nm, respectively. However, pollution case shows the highest light absorption of 48% for brown carbon at 370 nm,

which indicates the significantly high mass concentration of organic carbon (6.3±2.2 μg m-3) in pollution plume

can contribute to the increase of light absorption at near-UV spectral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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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침적되고 10 μm보다 작은 입자들만이 장거리 이

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oosmüller et al., 2009).

특히, 동아시아의 황사는 아프리카나 아라비아 반도

의 황사와 달리 중국 산둥반도, 한반도, 일본 등 인위

적 오염이 많이 배출되는 지역을 거쳐 장거리 이동

하고 있음을 ACE-Asia와 같은 규모 캠페인 자료

를 통해 확인하 다(Clarke et al., 2004). 지금까지 동

아시아 황사는 주로 봄철에 발생한다고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인공위성이나 지상 라이다 관측 등을 통해

지표면에 도달하지 않고 상층으로 지나가는 황사까

지 관측이 가능해지면서 겨울의 황사 발생 빈도 역

시 적지 않음이 밝혀졌다(Kim et al., 2010). 

황사 발생시 전체 에어로졸의 질량 농도는 황사 입

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각 화학종에 따른 에

어로졸 광학두께 (aerosol optical depth)에서도 황사

입자의 기여도가 질량 농도에 비례해 크게 나타났다

(Lee et al., 2009; Kim et al., 2005; Shin et al., 1999).

물론, 광흡수 에어로졸 중 블랙카본(black carbon; BC)

이나 브라운카본(brown carbon; BrC; 빛을 흡수할 수

있는 갈색을 띈 유기탄소)과 같은 탄소 입자(carbona-

ceous aerosol)의 단위질량당 광흡수 효율(mass absorp-

tion efficiency)이 상 적으로 훨씬 크지만, 이들 미세

입자와 달리 조 입자로 이루어진 황사의 질량 농도

가 절 적으로 크기 때문에 황사 입자에 의한 광흡

수 (light absorption)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

나 기존에 연구된 배출원 근처에서 채취된 황사 입자

와 달리 장거리 이동하는 황사의 광흡수 효율에 해

서는 직접적인 관측 (in-situ measurement)이나 황사

단독 입자에 의한 산란, 흡수의 광학 측정이 쉽지 않

기 때문에 동아시아 황사의 표적인 값을 언급하기

에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기 중에서 블랙카본과 브라운카본, 그리고

황사의 광흡수도를 각각 측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아직까지 황사가 발생할 때 전체 광흡수 에

어로졸 중 각 화학종의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유기탄소

와 황사 입자 모두 단파장에서 흡수도가 커진다고

알려져 있긴 하나 (Satheesh et al., 2007; Kirchstetter

et al., 2004), 광흡수 에어로졸의 흡수도는 입자들 사

이의 혼합, 코팅 두께에 따라서도 파장별 특성이 다

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에어로졸의 광흡수에 관한 연

구는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거리 이동하여 제주 고산에 도달

한 황사와 오염 입자의 광학 특성 중 태양복사의 흡

수에 기여하는 광흡수 특성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3.1절과 3.2절에서 황사가 심한 봄철에 편서풍

을 따라 중국을 거쳐 한반도로 장거리 이동하는 공

기괴의 전반적인 계절 특성에 해 논하고, 3.3절에

서 표적인 빛 흡수 에어로졸인 블랙카본, 브라운카

본, 황사 입자의 파장별 광흡수 효율을 고산 기후관

측소 (Gosan Climate Observatory) 자료를 이용하여

심한 황사와 고농도의 인위적 오염이 관측된 기간에

해 각각 비교, 분석해 보았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고산 기후관측소 (북위 33.29도, 동

경 126.16도)에서 2011년 5월 한 달 동안 에어로졸

의 광학특성과 탄소 입자의 질량농도를 연속 관측한

자료를 분석하 다. 고산 기후관측소는 오랜 기간 장

거리 이동하는 에어로졸을 관측한 동아시아의 표

적인 배경농도 감시 관측소이며, 봄철 편서풍 계열의

바람이 강할 때 황사의 향을 관측하기 이상적인

곳에 지리적으로 위치하고 있다.

2. 1 에어로졸의 광학측정

에어로졸 흡수계수는 7파장(370, 470, 520, 590, 660,

880, 950 nm) 에썰로미터 (Magee Sci., model AE31)를

이용해 3.9 LPM 유량으로 석 여지 표면에 5분 동

안 입자를 채취한 후 감쇄된 빛을 통해 측정하 다

(Hansen, 2005). 이 때, Weingartner et al. (2003)에서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여 에어로졸의 흡수계수를 환산

하 으며, 여지 표면에 채취된 에어로졸에 의한 간섭

효과 (shadowing effect; negative bias)나 입자에 의한

다중 산란효과(multiple-scattering effect; positive bias)

등은 Schmid et al. (2006)에서 제시한 상수를 이용해

보정하 다. 에어로졸 흡수 옹스트롬 지수 (Absorp-

tion Angström Exponent: AAE)는 470 nm와 660 nm

파장에서의 흡수계수와 파장의 자연로그 값의 비로

산출하 다. 

에어로졸의 물리적 특성 중 하나인 입경분포는

SMPS (scanning mobility particle sizer; TSI, Model

3034)와 APS (aerodynamic particle sizer; TSI,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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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1)로 관측하 다. 54채널을 가진 SMPS는 10~487

nm 역에 있는 초미세 (submicron) 입자의 수농도를

3분 간격으로 관측하고, 52채널을 가진 APS는 0.5~

20 mm 사이에 있는 조 입자의 수농도를 5분 간격으

로 측정한다. 각각의 자료는 10분 자료로 환산하여 시

간별 평균 자료를 구하 으며, 0.5 mm부근에서 SMPS

와 APS의 입경이 겹치는 부분은 Hand and Kreiden-

weis (2002)에서 제시된 방법에 따라 보정하여 SMPS

의 mobility-equivalent diameter로 나타내었다. 

에어로졸의 연직분포는 2파장 편광 라이다(532 nm,

1064 nm)를 이용하여 조사하 다. 지표에서 지상 24

km까지 6 m 연직분해능으로 관측을 수행하 으며,

15분 간격으로 5분 동안 관측한 결과를 평균하여 하

나의 연직 프로파일을 생산하 다. 특히, 532 nm 파장

에서는 처음 발사한 레이저와 평행, 수직 성분의 편

광을 따로 관측하기 때문에 비구형 황사 입자의 판

별에 유용한 편광소멸도 (depolarization ratio)를 산출

할 수 있다. 

2. 2 원소탄소와 유기탄소의 질량 농도 측정

탄소입자의 측정은 NIOSH protocol (thermal optical

transmittance method)을 기초로 한 열광학적 투과도

법으로 분석하는 Sunset Laboratory 사의 준실시간 탄

소분석기를 이용하 다. 이 장비는 NIOSH 5040 분석

법을 기초로 하며, 45분간의 시료채취 후 8분 정도

연속적인 투과도를 측정 분석함으로서 기 중 탄소

입자의 질량농도를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탄소 입자

의 분석방법은 초기의 순수한 헬륨 환경에서 온도를

증가함으로 유기탄소를 측정하고, 그 후 산소를 주입

하여 온도를 증가시킴으로 원소탄소 성분을 측정한

다. 또한, He-Ne 레이저 광선에 의해 조사되어 반사

되는 정도와 투과되는 정도를 이용하여 유기탄소에

서 타르화 된 부분을 보정해 준다. 고산에서 관측한

탄소 입자의 자세한 분석 방법은 Lim et al. (2012)에

서 확인할 수 있다. 

2. 3 공기괴의 역궤적 분석

고산으로 유입된 공기의 이동경로는 미국해양 기

국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의 HYSPLIT (HYbrid Single Particle Lagran-

gian Integrated Trajectory) 모델을 이용해 조사하 다.

HYSPLIT 모델은 전 세계의 상층기상 측정소로부터

관측된 기상자료를 1�×1�지구규모에 한 기상모

델로 재계산한 기상장(global data assimilation system;

GDAS)을 입력 자료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측지점

인 고산 기후관측소 1 km 상층에 도달한 공기에 해

시간별로 3일 동안 역궤적 분석을 수행하 으며, 등

온위면을 따라 이동한 공기의 수평, 연직 분포를 함

께 분석하 다. 지표 에어로졸에 한 연구에서 100

m 또는 500 m에 도달한 공기에 해 역궤적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으나 등온위면을 따

라 이동하는 공기는 1 km보다 낮은 높이에서 계산을

수행하면 공기의 수직 이동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라이다 관측자료를 통해 1 km 높이에서도 충

분히 상층에서 지표로 유입된 에어로졸의 향을 확

인할 수 있었다.

3. 결과 및 고찰

3. 1 황사 발생시 동아시아 지역의 종관 기상

특성

중국의 풍하 측에 위치한 우리나라에서는 편서풍이

강한 봄철에 고비, 타클라마칸, 내몽골 등에서 발생한

황사가 빈번하게 도달하며, 중국 산둥 반도를 거쳐

장거리 이동하는 황사 입자는 인위적인 오염과 함께

혼합되어 우리나라로 유입되기도 한다. 그림 1(a)에

서는 2011년 5월 12일 황사 발생 당시 한반도 남북

방향으로 땅콩 모양의 저기압 세력이 자리 잡고 있

음을 보여준다. 그림 1(b)~(c)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저기압 세력은 빠르게 한반도 북동쪽으로 빠져 나가

기 시작하고, 뒤이어 고기압 세력이 5월 14일에 한반

도 남쪽 해안과 일본쪽으로 려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림 1(d)에서 2011년 5월 15일에는 상 적으로 약

한 저기압 세력이 한반도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일본

을 포함한 한반도 남쪽 해안에는 약한 고기압 세력

이 들어와 있음을 볼 수 있다. Kim et al. (2005)의 연

구에 의하면 2001년 4월 황사 기간에 강한 한랭 전

선을 동반한 빠르게 이동하는 저기압을 따라 황사가

우리나라로 유입된 반면, 오염 사례는 정체된 고기압

이 배치될 때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도 기존 연구와 유사하게 5월 11일 09시부터 13시

까지와 5월 12일 자정에 강수가 있었으며, 그 직후에

황사가 발생하 고 저기압 세력 이후 유입된 고기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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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과 함께 오염 사례가 발생하 다. 그림 2에서

2011년 5월 중순에 고산의 PM10 농도가 약 400 μg

m-3까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뒤이어

에어로졸 흡수계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때, 이 기간

한국 기환경학회지 제28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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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ynoptic weather maps during the Asian dust episode (12~~15 May 2011).

(a) 09 LST 12 May 2011 (b) 09 LST 13 May 2011

(c) 09 LST 14 May 2011 (d) 09 LST 15 May 2011

Fig. 2. Aerosol absorption coefficient, absorption Angström exponent (AAE) and PM10 mass concentration at Gosan
during the Asian dust and pollution epis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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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황사와 오염 사례가 차례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다. 이와 관련된 사례 선정에 해서는 3.2절에서 보

다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3. 2 황사와 고농도 오염 사례 선정

그림 2~4에서 보여주는 PM10 농도, 에어로졸 흡

수계수, 에어로졸 연직분포 및 SMPS와 APS로 구한

에어로졸 입경분포 등을 통해 황사와 고농도 오염 사

례를 선정하 다. 참고로 기상청에서 공식적으로 발

표한 고산의 황사 발생일은 2011년 5월 12일과 13일

이었다. 황사 발생시 Si, Ca, K, Mg 등을 비롯한 지각

물질 (crustal material)을 구성하는 원소 성분의 농도

와 무기이온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실시간

화학조성 분석이 가능한 PILS (particle-into-liquid

sampler)나 AMS (aerosol mass spectrometer) 자료 등

이 있으면 좀 더 명확히 황사 사례를 구분해 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화학분석 자료 없이 광학 측

정 자료만으로 황사와 오염 사례를 구분하고, 각 사

례별 광흡수와 관련된 에어로졸의 광학특성에 해

살펴보았다. 

그림 2에서 PM10 농도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5월

12일 21시부터 5월 13일 새벽 5시까지를 황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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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정하 으며, 각 시간별 에어로졸 부피 농도의

입경분포를 통해 황사 발생 시기를 결정하 다(그림

4(c) 참고). 표 1에서 황사 사례 때 PM10평균 농도는

303 μg m-3이었으며, 오염 사례와 비교해 미세입자

(0.1⁄Dp‹1.0 μm)의 수농도는 절반 밖에 안 되지만

1.0~10 μm 사이에 있는 조 입자의 수농도는 206

m-3으로 오염 사례보다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그

림 3(a)에서 황사 때 입자의 수농도 분포는 Kim et

al. (2007)과 마찬가지로 0.1 μm 부근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뒤에서 언급할 공기괴의 역궤적 분석을

통해 황사 사례 때 채취된 공기는 인위적인 오염원

의 향을 함께 받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그림 3(b)에서 입자의 부피 농도는 조 입자 역에

서 크게 구해져 황사 사례의 전형적인 입경 분포인

bimodal 형태로 나타남을 확인하 다. 그림 4(a)의 라

이다로 관측한 532 nm 파장의 후방 산란계수에서는

5월 12일 오후부터 기 상층에 고농도로 존재하는

에어로졸이 지표로 유입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으

며, 그림 4(b)에서 이들 입자가 편광소멸도가 큰 비

구형으로 구성된 황사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에어로졸의 연직분포 관측이 가능한 라

이다 자료에서는 황사가 5월 12일 16시부터 1 km 이

상 상층으로 유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SMPS/

APS, 에썰로미터 등 지표 관측자료에서는 에어로졸

이 1 km 이하로 내려온 5월 12일 21시에서야 황사 입

자가 관측되었다. 그림 4(c)의 APS로 구한 에어로졸

의 입경분포에서도 5월 12일 21시부터 조 입자

역인 1.0~10 μm에서 에어로졸의 부피 농도가 급격

히 증가함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썰로미터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에어로졸의 광흡수 특성을 살

펴보고자 하 기 때문에 황사가 지표에 도달한 5월

12일 21시부터의 자료를 황사 사례로 선정하 다.

그림 2에서 470 nm와 660 nm의 흡수도 차이에 의

해 구해지는 흡수 옹스트롬 지수 (AAE)는 황사 때

1.8~2.4까지 크게 증가하다가 인위적 오염이 강할

때 1.4~1.6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에서

는 오염 사례에 유기탄소의 농도가 6.3±2.2 μg m-3

로 황사 사례 (1.9±0.7 μg m-3)에 비해 월등히 높음

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Lee et al. (2012)의 연구

에서 동아시아 에어로졸의 AAE는 황사와 인위적 오

염이 혼합된 공기에서 1.2~1.7의 값을 가지며, 유기

탄소의 농도가 높은 오염 사례에서 1.0~1.7의 값을

보인다고 발표한 결과와 유사하다. Lack and Cappa

(2010)에 의하면 AAE가 1.0보다 클 때 황사 또는

브라운카본이 존재한다고 발표하 으며, Clarke et al.

(2007)은 황사의 AAE가 1.7~4.7로 나타남을 보고

하 고, Russell et al. (2010) 역시 AAE가 인위적 오

염이나 생체 소각 입자보다 황사에서 가장 큰 값을

보임을 밝혔다. 그러므로 황사 때 PM10 농도뿐만 아

니라 광학변수 중 AAE 값의 변화를 눈여겨보는 것

도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오염 사례는 그림 2에서 에어로졸 흡수계수가 급

격히 증가하는 5월 15일 07시부터 15시까지로 선정

하 으며, 그림 3에서 이 기간 동안의 에어로졸 입경

분포는 Yue et al. (2009)과 유사한 전형적인 오염 입

자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림 3(a)의 오염 사례에서 에

어로졸 입경분포의 수농도 피크는 0.1~0.2 μm 사이

고, 그림 3(b)의 에어로졸 부피농도는 0.3 μm 부근

에서 피크를 보 다. 표 1에서 미세입자의 수농도는

오염 사례 때 98,000 m-3으로 높게 구해졌으며, 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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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erosol and meteorological data during the Asian dust and pollution episodes. 

Asian dust episode Pollution episode

Sampling period (LST)
12 (21:00)~13 (05:00)  15 (07:00~15:00)

May 2011 May 2011

EC (μg m-3) 0.9±0.3 2.4±0.4
OC (μg m-3) 1.9±0.7 6.3±2.2

Aerosol property PM10 (μg m-3) 302.8±128.1 -

Aerosol number (1000 m-3) (0.1⁄Dp⁄1.0 μm) 46±22 98±11
Aerosol number (m-3) (1.0⁄Dp⁄10 μm) 206±64 69±23

Meteorological
Wind speed (m s-1) 7.6±1.8 3.5±1.1

parameter
Relative humidity (%) 72.2±7.0 68.3±11.6
Temperature (�C) 14.2±0.7 18.4±1.7



탄소와 유기탄소의 질량 농도 역시 황사 사례에 비

해 전반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에서는 본 연구에서 선정한 황사와 오염 사

례에 해 고산에 도달한 공기괴를 1시간 간격으로

3일 동안 역궤적 분석한 결과와 공기괴의 수직 이동

분포를 보여 준다. 황사 발생시 공기괴는 초반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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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erosol vertical profiles and size distribution in the Asian dust episode. (a) Attenuated backscatter coefficient,
(b) depolarization at 532 nm and (c) aerosol volume siz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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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사막을 거쳐 유입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서쪽으

로 이동하여 내몽골을 거쳐 빠른 속도로 이동해 왔

고, 중국의 표적 오염 지역인 산둥 반도의 오염된

공기와 함께 고산으로 유입되었다 (그림 5(a)). 공기

괴의 수직 이동분포는 황사 때 부분 3 km 상층에

서 유입된 반면 오염 사례에는 약 44시간 이전부터

지표에서 유입되었다. 그림 5(b)에서는 오염 사례 때

공기괴가 일정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중국 북동쪽

해안을 거쳐 고산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때 바람의 방향은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평균 풍속은

3.5±1.1 m s-1로 황사 사례 (7.6±1.8 m s-1)에 비해

낮아서 장거리 이동된 오염원이 누적되기에 상 적

으로 좋은 조건을 형성하 다(표 1). 한편, 두 사례의

상 습도는 70% 정도로 유사하고 기온은 오염 사례

때 4�C 가량 높게 나타났다. 

3. 3 빛 흡수 에어로졸의 광학적 기여도

표 1에서 탄소 입자의 농도는 오염 사례 때 원소

탄소와 유기탄소의 농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황사

의 질량 농도가 높게 관측되더라도 그림 2의 에어로

졸 흡수계수가 황사 사례에 비해 오염 사례 때 2배

정도 높은 것은 황사 입자의 질량당 흡수효율이 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황사의 단위질량당 흡

수효율은 Clarke and Charlson (1985)의 연구에서 550

nm 파장일 때 0.02~0.1 m2 g-1이고, 동일한 파장에

해 Yang et al. (2009)은 0.03 m2 g-1이라고 보고하

다. 그림 6에서 각 화학종의 광합수 효율을 고려하

여 계산한 화학성분별 광흡수도는 다음과 같은 식 (1)

에 의해 구해졌다. 이 때, 에어로졸에 의한 광흡수는

부분 황사입자, 블랙카본 (본 연구에서는 원소탄소

를 이용해 광흡수도를 계산), 브라운카본 (본 연구에

서는 유기탄소 중 광흡수를 일으키는 탄소 지칭)에

의해서만 발생한다고 가정하 다.

Total σap (λ)==σap_dust (λ)++σap_BC (λ)++σap_BrC (λ) 

==σap_dust (λ)++[EC mass×MAC_EC (λ)] 

++[OC mass×MAC_OC (λ)] (1)

여기서, Total σap (λ), σap_dust (λ), σap_BC (λ), σap_BrC (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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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에썰로미터로 관측한 파장에서 전체 에어로졸,

황사입자, 블랙카본, 브라운카본의 흡수계수이며,

MAC_EC (λ)와 MAC_OC (λ)는 파장별 원소탄소와 유

기탄소의 단위질량당 빛 흡수도(mass absorption cross

section; MAC)를 의미한다. 식 (1)의 중요한 상수인

원소탄소와 유기탄소의 파장별 MAC는 고산의 2009

~2010년 관측자료를 이용해 통계적 기법으로 계산

한 Chung et al. (2012b)의 값을 이용하 다. Chung et

al. (2012b)에서는 PM10과 PM2.5 농도비를 통해 황사

또는 조 입자의 향이 없는 자료를 선별하 으며,

식 (1)과 유사하게 에어로졸 흡수계수와 탄소 입자의

질량 농도를 이용하여 원소탄소와 유기탄소의 MAC

를 계산하 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370~950 nm 파

장에서 원소탄소와 유기탄소의 MAC는 각각 2.6~

6.0 m2 g-1와 0.5~2.7 m2 g-1이며, 다른 지역에서 구해

진 MAC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블랙카본은 낮고 브

라운카본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Yang et al. (2009)

에서 590 nm 파장에서 블랙카본과 브라운카본의 질

량당 흡수도는 8.8 m2 g-1과 0.37 m2 g-1로 본 연구에

서 이용한 값과 차이를 보 고, Kirchstetter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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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의 연구에서도 550 nm에서 블랙카본과 브라운

카본의 질량당 흡수도는 각각 14 m2 g-1와 0.6 m2 g-1

로 본 연구에서 이용한 블랙카본의 MAC 값이 약간

낮았다. 그러나 Cheng et al. (2011)이 중국 베이징에

서 구한 632 nm 파장의 블랙카본과 브라운카본의 일

종인 수용성 유기탄소 (water soluble OC)의 MAC는

겨울철에 각각 8.45±1.71 m2 g-1과 1.79±0.24 m2 g-1

로 본 연구에서 이용한 값과 유사한 값을 보 다. 

그림 6(a)에서 황사 사례 때 황사 입자에 의한 빛

흡수 광학 기여도는 370 nm에서 45%를 차지할 정도

로 크게 나타났다. 이 때 브라운카본에 의한 기여도

는 370 nm 파장에서 27%를 차지하여 그 양이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관측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500

nm 파장 에서 황사 입자의 광흡수도는 전체 에어로

졸의 11~23%를 차지하 으며, 블랙카본과 브라운

카본이 나머지 77~89%를 차지하 다. 이는 3.2절에

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황사 발생 당시 공기괴가

고비 또는 내몽골 사막을 거쳐 인위적 오염이 많은

중국 산둥반도를 거쳐 이동해 왔기 때문이다. 그림

6(a)에서 블랙카본에 의한 흡수계수는 파장에 의한

차이가 매우 작게 나타났으며, 브라운카본은 Kirch-

stetter et al. (2004)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파장별 흡

수도가 370 nm의 근자외선 (near-UV) 역에서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 일반적으로 배출원 근처

에서 채취한 블랙카본의 흡수계수는 동일한 배출원

을 가진 유기탄소 등의 향으로 λ-1의 형태로 파장

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며 (Kirchstetter et al., 2004),

블랙카본의 변성 과정 (aging process)이 진행됨에 따

라 코팅이 두꺼워지면 단파장에 비해 장파장에서의

흡수도 증가하여 파장별 차이가 작아진다고 알려져

있다(Chung et al., 2012a). 

그림 6(b)의 오염 사례에서 부분의 빛 흡수는 블

랙카본과 브라운카본에 의해 발생했으며, 황사 사례

와 마찬가지로 블랙카본의 파장별 흡수도 차이는 크

지 않은 반면 브라운카본에 의한 차이는 상 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단파 역인 370 nm에서 브라운카본

의 광흡수 기여도는 48%를 차지하 고, 그 기여도가

파장이 증가할수록 점점 낮아져 590 nm에서 40%를

차지하다가 950 nm에서는 33%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오염 사례 때도 황사에 의한 광흡

수는 500 nm 이하의 파장에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

해 370 nm에서는 전체 에어로졸 흡수계수의 11%를

차지하 으며, 이는 그림 6(a)의 동일한 단파 파장에

서 황사에 의한 광흡수 기여도와 비교하면 오염 사례

때 급격히 감소하 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림 6(a),

(b)에서 황사 사례에 비해 오염사례 때 블랙카본과

브라운카본의 파장에 따른 흡수도 변화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오염 사례 때 전체 에어로졸 흡수계수가

큼을 감안하여 에어로졸 각각의 절 적인 흡수계수

변화를 비교해 보면 블랙카본과 브라운카본의 파장

에 따른 흡수계수 변화 비율은 일정하게 나타났다. 

표 1에서 원소탄소와 유기탄소를 합한 총 탄소 농

도는 황사와 오염 사례 때 각각 2.8 μg m-3과 8.7 μg

m-3 고, 그림 6은 이들 질량 농도에 비례해 에어로

졸 흡수계수가 결정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두 사

례의 총 탄소 농도가 3배 이상 차이가 남에도 에어

로졸 흡수계수의 차이가 약 2배 정도 나타나는 것은

황사 사례 때 황사 입자에 의한 흡수가 일부분을 차

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오염 사례 때 유기탄소의 질

량농도는 원소탄소보다 2.6배가 높음에도 590 nm 파

장에서 블랙카본의 흡수도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Chung et al. (2012b)에서 블랙카본의 단위질량당 흡

수도가 브라운카본보다 2배 이상 크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Chung et al. (2012b)이 제시한 MAC를

식 (1)에 적용하 으나 블랙카본이나 브라운카본의

질량당 흡수도는 배출원에 따라 상당히 다르기 때문

에 각 성분의 질량 농도가 비슷하더라도 지역에 따

라 광흡수 기여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유의

해야 한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장거리 이동하는 에어로졸 중 빛을

흡수하는 표적 입자인 블랙카본, 브라운카본으로

불리며 빛을 흡수하는 유기탄소, 철을 포함한 황사

입자에 의한 광흡수 기여도에 해 각각 살펴보았다.

황사 사례 때 500 nm 파장 에서 황사입자의 광흡수

도는 11~23%를 차지하 으며, 브라운카본과 블랙

카본의 광흡수도가 약 80%를 차지하면서 탄소 입자

의 광흡수 기여도가 상 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공기괴의 역궤적 분석에서 우리나라에 유입

된 황사가 고비사막과 내몽골 지역을 거쳐 산둥반도

를 통해 유입되기 때문에 인위적 오염의 향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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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받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370 nm에서

황사입자에 의한 광흡수도는 전체 에어로졸의 45%

를 차지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황사와 오염 사례

모두 블랙카본에 의한 흡수도는 파장에 의한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염이 심한 경우에 370 nm

파장에서 브라운카본이 광흡수에 기여하는 정도가

전체 에어로졸의 48%를 차지함을 볼 때 단파장에서

유기탄소 성분 중 상당 부분이 빛 흡수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직접 관측을 통해 각 화학

종의 광흡수도를 발표한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간접적으로나마 화학 성분별 광흡수도

를 계산한 결과는 향후 황사입자와 블랙카본, 브라운

카본의 광학특성에 관한 연구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

을 줄 것으로 기 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가 얼마

나 신뢰성 있는가에 해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

가 추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유입구로 공기를 유

입하는 과정에서 조 입자와 미세입자를 나누어 채

취하는 연구가 선행된다면 황사입자에 의한 흡수도

를 직접 관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세입자로 채취된 공기의 흡수도를 측정하고, 동시

에 공기를 최소 600�C 이상의 온도까지 올려 휘발되

고 남은 입자(즉, 블랙카본으로 추정되는 입자)의 흡

수도를 측정한다면 브라운카본과 블랙카본의 흡수도

를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

지만 조 입자 역에서 황사 입자와 혼합(internally

and/or externally mixing)되어 존재하는 탄소 입자에

관한 오차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측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는 여전히

고민해 봐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다. 또한 기존에 알

려진 황사의 화학 성분 중 철 산화물(iron oxides) 이

외에 어떠한 성분이 빛 흡수에 기여하는지에 관한 연

구(Huang et al., 2010)와 탄소 입자(블랙카본 또는 브

라운카본)의 변성과정에 따른 광학 특성 변화 (Knox

et al., 2009)에 관한 연구가 추가 보완된다면, 화학조

성 자료와 에쎌로미터와 같은 광학측정 자료의 상호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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